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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의 목적은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에 기술된 단옥재(段玉裁)의 고금자(古

今字) 설명을 분석하여 글자의 고금 관계를 다루는 단옥재 관점의 특징과 의의를 밝

히는 데 있다. 설문해자주의 고금자 설명은 단옥재의 경전 해석 방법 중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료를 통해 단옥재의 언어와 

문자 변화에 대한 관점을 입증하거나 주석의 일부로서의 고금자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고는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보이는 고금자 설명

을 분석하고, 여기에 반 된 단옥재의 언어관 및 고금자관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

다. 

본론의 구성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설문해자주의 고금자 서술 양상을 다루었다. 2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는 고금자 개념에 대해 검토하 다. 고금자를 연구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글자의 고

금 관계를 문자 파생의 맥락에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단옥재가 규정

한 고금자는 크게 문자 파생의 선후 관계에 따른 고금자와 경전 기록의 차이에 따른 

고금자로 나뉜다. 단옥재가 규정한 고금자는 지칭하는 대상과 발음은 같으나 서로 

다른 시기에 사용되는 두 글자를 말하며, 고자와 금자는 기준 시점에 따라 상대적으

로 정해진다. 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설문해자주에서 보이는 고금자 서술 양상

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이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주석 대상 

원문인 설문해자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 다.

3장에서는 설문해자주 내에서 언급된 고금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주석 내용을 

분석하 다. 본고에서 설정한 대분류의 기준 항목은 자형 기준의 ‘외적 변화’와 의미 

기준의 ‘내적 변화’이다. 고금자 자료의 유형별 분류와 주석 내용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자형이 전혀 다른 글자가 고금 관계로 묶이는 경

우가 적지 않은 만큼 글자의 고금 관계를 문자 파생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 둘째, 

고금 관계는 글자 내부의 의미 변화 및 이동을 내포하고 있으며, 단옥재의 주석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인식이 반 되어 있다. 셋째, 단옥재는 시간적 간극이 있는 두 

글자를 동일한 연결의미를 축으로 삼아 고자와 금자로 묶을 수 있을 만큼 언어와 문

자의 변화를 읽는 포괄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4장에서는 단옥재가 글자의 고금 관계를 설명할 때 작용했던 언어관과 단옥재의 

고금자관을 분석하 다.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에는 다음 두 가지 언어관이 반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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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첫째, 언어 및 문자 체계의 내적 변화에 대해 입체적으로 인식하 다. 둘째, 성

동(聲同)과 의동(義同)을 동일시하 다. 단옥재는 이와 같은 언어관을 토대로 주석 

내에서 고금자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 으며, 이는 단옥재가 주석 대상 텍

스트의 본의(本義)와 본자(本字)를 명시하고자 했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

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은 단순한 

문자 변화에 대한 기술(記述)이 아니라, 글자와 의미 사이의 공고한 관계에 대한 인

식을 토대로 하여 본래의 글자와 본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방법이었다. 즉 설문

해자주에서 보이는 고금자 설명은 설문해자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

한 의미 풀이를 통해 주석 대상 텍스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단옥재

의 의도가 반 된 것이었다. 그리하여 주석의 독자로 하여금 과거 텍스트에 담긴 본

래의 의미를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 다.

본 연구는 종전의 고금자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주석으로서의 고금자 설명’

에 초점을 맞춰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단옥재의 고금자를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이

를 통해 설문해자주에서 보이는 고금자 설명이 단옥재가 지녔던 텍스트의 ‘본래 

의미’에 대한 지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설문해자주, 단옥재, 고금자, 언어관, 고금자관, 본의, 본자

학  번 : 2006-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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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서론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본 논문의 목적은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에 기술된 단옥재(段玉裁, 1735～1815)

의 고금자(古今字) 설명을 분석하여 글자의 고금 관계를 다루는 단옥재 관점의 특징

과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문자의 고금(古今) 관계에는 그 내부에 언어 및 문자 변

화의 흔적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단옥재의 설명에는 언어 및 문자 변화에 대한 

그의 인식이 반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글자의 고금 관계 설명이 한대(漢代) 허신

(許愼, 대략 58~147)1)의 설문해자(說文解字)를 대상으로 하는 주석 내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만의 특징과 의의를 갖는다.

청대(淸代) 고증학자들은 옛 경전의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원전에 기록되어 있는 

글자나 구절의 의미를 원래대로 복원시키는 데 주력하 다.2) 설문해자에 대한 단

옥재의 주석 또한 이러한 경향성을 띠고 있으며, 그의 주석에서 보이는 고금자 설명 

역시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옥재는 허신이 설문해자에서 밝힌 각 글자의 본

의(本義)를 바탕으로 옛 글자와 지금 글자의 고금 관계를 대응시켰고, 그것은 다시 

설문해자 설해의 내용을 공고히 해 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설문해자주의 고금자 설명은 단옥재의 경전 해석 방법 중 하나로서 중요한 의

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료를 통해 단옥재의 언어와 문자 변화

에 대한 관점을 입증하거나 그의 주석가로서의 태도를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

이다. 단옥재의 고금자에 대한 기존 연구로는 설문해자주에서 보이는 고금자 설명 

형식 및 단옥재 고금자 이론의 의의를 간략하게 정리하거나(劉志剛(2008)), 고금자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통가(通假) 관계나 이체(異體) 관계 등과의 개념을 비교한 것(張

銘(2006), 班吉慶(2007))이 전부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옥재 주석에서 언급된 고금

자를 언어 및 문자의 변화상이 반 된 자료로서만 다루었을 뿐, 그것이 주석의 일부

1) 허신의 정확한 생몰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다. 본고는 胡奇光(李宰碩 譯, 1997:113)을 참고

하 다.

2) 벤저민 엘먼(양휘웅 譯, 2004:90-91)은 청대 고증학자들이 ‘도학’으로 알려진 송(宋)⋅명(明) 

시대의 형이상학적이고 우주론적인 사상 체계의 두꺼운 베일을 벗기기 위해, 원본의 경전 

속에서 고대 성왕(聖王)들이 고안해 낸 ‘초기의 의미’를 되찾으려 애썼다고 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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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금자’

가 전통적으로 주석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단지 언어나 

문자의 변화상을 확인하는 자료로만 다루어도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현전하는 문헌 중 ‘고금자’라는 용어가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한대 정현(鄭玄, 

127~200)의 주석에서이다.3) 정현은 예기(禮記)⋅곡례(曲禮)⋅하(下)의 “君天下曰天

子, 朝諸侯, 分職授政任功曰予一人.(천하를 통치하는 자가 천자이니, 제후에게 조회를 

받으며 벼슬을 나누어주어 나라의 여러 일을 맡기는 이는 나 한 사람이다.)”에 대해 

“覲禮曰, 伯父實來, 余一人嘉之. 余、予古今字.(의례( 禮)⋅근례(覲禮)에서 ‘백부께

서 오심에 나 한 사람이 그것을 기뻐한다.’고 했다. ‘余’와 ‘予’는 고금자이다.)”4)라고 

주석하 다. 여기에서 “ ‘余’와 ‘予’는 고금자이다.”라고 한 것은 의례⋅근례에 사용

된 ‘余’와 예기⋅곡례에 사용된 ‘予’가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고금의 글자임을 

말한 것이다. 주석에서 이와 같은 설명이 필요했던 이유는 두 경전 사이에 시간 상

의 간격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가 ‘余’에서 ‘予’로 달

라졌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 즉 옛 경전과 지금의 경전에 서로 다른 글자로 기록

되어 있으나 두 글자가 가리키는 대상은 같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처럼 고금자라는 

용어는 본래 주석에서 대상 글자의 의미 풀이를 위해 사용하 던 것으로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옛날’에는 A라는 글자를 쓰다가 ‘이후’ B라는 다른 글자를 

쓰게 되면서 형성된 두 글자 간의 관계를 가리킨다. 이때 ‘고’와 ‘금’은 특정 시기가 

아닌 상대적인 선후 관계이다.5)

단옥재의 설문해자주는 그것이 주석서라는 점, 그리고 다른 주석서보다 고금자 

설명의 빈도가 높은 서적이라는 점에서 주석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고금자 설명에 대

해 논의하기에 적합하다. 단옥재는 설문해자주에서 일정한 패턴으로 글자의 고금 

3) 班吉慶(2007:81)에 따르면 고금자라는 용어가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는 한서(漢

書)⋅예문지(藝文志)의 “효경십일가(孝經十一家)” 목록 내의 “고금자1권(古今字一卷)”인

데 이 책은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이후 위(魏) 장읍(張揖)이 고금자고(古今字詁) 3권을 

지었으나 일실되었다. 고금자고의 내용은 북제(北齊) 안지추(顔之推) 및 수당(隋唐) 시기 

훈고학자들에 의해 인용된 것만 부분적으로 전해진다.

4) 단옥재도 說文解字注⋅第二卷⋅八部 ‘余’에 대한 주에서 ‘余’와 ‘予’의 고금 관계를 설명

하기 위해 정현의 이 주석을 인용하 다. 단옥재 주석 내의 인용문에는 “伯父實來”의 ‘實’

자가 ‘寔(식)’자로 되어 있는데 두 글자는 같은 글자다.

5) 단옥재는 說文解字注⋅第三卷⋅ 部의 ‘誼’에 대한 주에서, “옛날이다 지금이다 하는 것

은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주대(周代)가 ‘옛날’이면 한대는 ‘지금’이 되고, 한대

가 ‘옛날’이면 진(晉)⋅송(宋)이 ‘지금’이 되어, 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것을 고금자라

고 한다.[古今無定時. 周爲古則漢爲今, 漢爲古則晉宋爲今, 隨時異用 之古今字.]”라고 하

다. 단옥재의 고금자 개념에 대해서는 2.1.2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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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설명하 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고자(古字)와 금자(今字)로 구분되는 두 글자 

사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까지 보충하 다.

그런데 설문해자주에서 이루어진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

는 글자가 A에서 B로 달라졌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옥재

는 글자의 고금 관계를 밝혀 놓으면 두 글자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심의미―연결의

미6)―가 드러나게 되면서, 설명하려는 글자의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던 

본래 글자 역시 드러나게 된다고 생각하 다. 즉 두 글자의 고금 관계 설명을 통하

여, 설명 대상이 되는 글자가 해당 텍스트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가와 그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 던 본래 글자가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 점에

서 주석에서의 고금자 설명은 주석 대상 텍스트의 기록을 주석가가 속한 현재의 것

으로 치환하는 작업인 동시에, 지금의 글자를 과거의 것과 대응시켜 본래의 모습을 

보게 하는 작업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는 설문해자주가 소전( 篆) 자

형을 토대로 글자의 ‘본의’를 설명한 설문해자를 대상으로 한 주석서라는 점에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체로 글자의 고금 관계는 무엇보다 두 글자의 자형이 ‘다르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고자와 금자의 사이에는 그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에 주목해야 한다.7) 이들 관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황의 변화 위

에서 성립하는 개념인 만큼, 그 내부에는 의미의 전이(轉移)나 문자 변화의 통시적 

흐름이 내포되어 있다. 단옥재는 주석에서 두 글자가 고금 관계임을 밝히고, 필요한 

경우 두 글자의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언어와 문자의 변화 현상을 구

체적으로 해설하 다. 이는 이전 시기의 주석에서 고금 관계를 “AB古今字.” 등의 간

6) 본고에서는 ‘두 글자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심의미’를 고자와 금자가 공통적으로 지칭하는 

의미라고 여기고, 그것을 ‘연결의미’라고 부르기로 한다. ‘연결’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은 

이 중심의미가 두 글자의 고금 관계에서 고자와 금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

다. ‘연결의미’는 ‘meaning’의 첫 글자를 따 ‘M’으로도 나타낼 것이다. 단옥재의 글자의 고

금 관계에 대한 설명은, 결국 어떤 글자가 나타내던 의미 M을 어느 시점 이후부터 다른 

글자가 나타내게 됨에 따라 형성된 서로 다른 두 글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7) 馮浩菲(1995:368)는 “고금자는 때에 따라 변하는[歷史的] 개념이지 고정적이며 변하지 않는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 다. 그리고 “학술용어에는 보통 각각의 법칙이 있으므로 어떠한 

학술용어를 이해할 때에는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고금자’라는 용어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고금’은 두 글자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 즉 표기형태[書

寫形式]가 다른 두 글자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을 가리키며, 고금자를 다

루는 사람들은 그 글자들이 사용된 시간적 선후에 주목하 다.”라고 하 다. 馬慧

(2008:125)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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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 문장으로 기술한 것과는 다른, 단옥재만의 언어관과 목적의식이 반 된 결과이

다.

고금자가 옛날과 지금의 자형 차이를 보인다는 특성 때문에, 현대 학자들은 그것

을 주로 주석이라는 바탕과 분리된 독립적인 언어현상 자료로서 다루었다. 이와 같

은 연구는 언어 및 문자 체계 변화의 흐름을 살피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

다. 그러나 고자와 금자를 ‘언어와 문자의 발전 과정’ 위에만 놓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금자를 기존 글자인 고자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해 생성된 것으로만 보는 

왜곡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현대의 학자들 중 고금자를 구별자(區別字)8)와 연관 지어 

설명하는 경우, 또는 단옥재의 고금자 판정이 문자 파생의 선후 관계에 부합하지 않

는다는 무조건적인 비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고금자 설명의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고금 관계로 설명된 모든 글자를 문자 파생의 선후 관계에 대입시킨 

데 따른 결과이다.

실제 단옥재가 설명한 고금자 중에는 고자와 금자의 관계가 문자 파생의 선후 관

계와 부합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는 단옥재가 판정한 고금 관계

가 글자의 분화 상황을 반 한 경우와 고문경(古文經)과 금문경(今文經) 간의 기록 

차이를 반 한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데서 비롯되었다.9) 단옥재는 글자의 고금 관계

를 판정할 때, 두 글자가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아니라 실제 언어생활 또는 경전에

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주목하 다.

설문해자주에서 고금 관계를 언급한 것은 주석 대상 텍스트가 자형을 근거로 

글자의 본의를 밝힌 설문해자라는 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옥재는 허신 설문

해자의 각 표제자와 그 의미가 매우 견고하게 묶여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

며, 주석에서 고금자를 설명한 것은 단옥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허신 텍스트에서 

설명된 것에 기반한― 본의와 본자(本字)를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방법 중 하나 다. 

두 시점에 놓인 A, B 두 글자의 고금 관계에 대한 설명은 이들 사이의 연결의미(M)

를 통해 A의 본래 의미가 M이라는 점과, M의 본래 글자가 A라는 점을 볼 수 있게 

한다. 즉 그것은 주석 대상 텍스트 기록의 원래 의미를 밝히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하며, 이 점이 바로 단옥재가 설명한 고금자를 주석이라는 배경과 분리하여 다루

8) 장사오위(이강재 譯, 2012:352-353)에서는 하나의 한자가 파생이나 가차에 의해 용법이 분

화되면 편방을 더하여 구별해 줄 필요가 있는데, 이때 편방이 더해진 글자를 모두 ‘구별

자’라고 하 다. ‘구별자’는 먼저 사용되던 글자에 편방이 더해진 글자를 가리키는 용어이

다. 반면 ‘고금자’는 고금 관계로 연결되는 한 쌍의 글자들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용어의 

성격이 다르다. ‘구별자’는 왕균(王筠)의 ‘분별문(分別文)’ 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

9) 구체적인 내용은 2.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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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이처럼 고금자를 이해하는 데 주석이라는 바탕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고금자 연구에서는 두 글자의 고금 관계가 ‘고’와 ‘금’이라는 시간적 간격에 

따른 자형의 차이를 보여주는 자료로서만 다루거나, 통가나 이체 같이 두 글자의 관

계를 설명하는 다른 개념들과의 비교에만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본고는 그 과정

에서 고금자의 개념이 대폭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석에서 이루어지는 고금자 설

명의 의미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이 부분의 논의를 보

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금자를 설명한 단옥재의 주석 자료를 유형별로 분석하

고, 그것을 통해 볼 수 있는 그의 언어관, 그리고 단옥재가 주석에서 고금자 설명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1.2 선행연구 검토

본고에서는 고금자에 대한 선행 연구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검토하 다. 하나

는 고금자의 개념 및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고, 또 하나는 단옥재의 고금자만을 단독

으로 다룬 연구이다. 전자는 고금자 그룹을 언어, 문자 연구의 대상으로서 독립적으

로 다룬 것이고, 후자는 단옥재가 설문해자주에서 설명한 고금자로 범위를 국한시

킨 연구이다. 다음에서 각각에 대해 살펴보겠다.

1.2.1 고 자의 개념  특성 연구

아래의 표는 ‘고금자’와 관련된 연구 논문을 주제 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10)

10) 자료는 CNKI에서 제목에 ‘古今字’가 포함된 논문을 검색한 후 분류한 것이다. (기준일: 

2012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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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소분류
논문

편수

비율

(%)

1
개념 정의 

및 구분

古今字-通假字 비교 및 구분 52

古今字-同源字 비교 및 구분  4

古今字-異體字 비교 및 구분  3

古今字⋅通假字⋅同源字⋅異體字 종합 

비교
32

소계 91 52.29

2 개론/약술 소계 44 25.28

3

특정 학자 및 

텍스트 내 고금자 

연구

段玉裁 8

鄭玄 1

顔師古 1

王筠 1

기타 6

소계 17 9.77

4 고금자 처리 문제11) 소계 14 8.04

5 개별글자분석 소계  3 1.72

6 기타 소계  5 2.87

계 174 100

위의 표를 통해 고금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어떤 방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는

지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논문편수는 총 174건이며, 그 중 개념 정의 및 구분에 중점

을 둔 연구가 91편으로 전체의 약 52%를 차지한다. 개념 정의 및 구분에 대한 연구

는 대부분 다른 개념과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지며, 주로 동반되는 논의 대상은 통가

자, 동원자 그리고 이체자이다. 이들은 다시 ‘고금자 : 통가자’, ‘고금자 : 동원자’, 

‘고금자 : 이체자’처럼 1:1로 다루고 있는 항목으로 세분화되며, 1:1 논의 중에서는 

‘고금자 : 통가자’에 대한 연구가 52편으로 개념 정의 및 구분 항목의 약 88%를 차

지한다. 이러한 분포는 고금자와 통가자의 개념 구분이 어렵다는 점과 두 개념 사이

에 함께 논의되어야 할 내용이 그만큼 많았음을 시사한다.12)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념구분과 관련된 논문 총 91편 중 고금 관계 및 통

가, 동원, 이체 관계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 논문은 총 32편으로 

30% 이상을 차지한다. 또한 전체의 25% 가량을 차지하는 개론 및 약술 관련 연구에

11) 교재 및 사전 등에서 고금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다룬 논문이다. 

12) 潘志剛(2004:31)에 의하면, 고금자에 대한 논의는 80~90년대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졌으

며, 특히 고금자와 통가자의 관계 문제가 고대한어 연구의 중심적인 화제 중 하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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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통가나 동원 및 이체 관계가 거론되고 있다. 이처럼 각 개념을 1:1로 비교한 것

만 아니라 여러 개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연구 또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통해, 고금, 통가, 동원, 이체 등의 개념이 서로 어떠한 부분에서 연관성을 지니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班吉慶(2007:81)은 역대 문자학자 및 훈고학자들이 ‘고금자’라는 용어를 각각 달리 

이해하고 있었으며, 때로는 고금자 설명에 통가자나 이체자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

다고 하 다. 예를 들어, 후한서(後漢書)⋅광무제기(光武帝紀)⋅상(上)의 “今若破敵, 

珍珤萬倍.(지금 적을 물리치면 보물이 만 배이다.)”에 대한 이현(李賢)의 주에서 “珤, 

古寶字.(‘珤(보)’는 ‘寶(보)’의 고자이다.)”라고 했는데, ‘珤(보)’와 ‘寶(보)’는 자형이 달

라도 발음과 의미가 완전히 같으므로 이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 다. 또한 회남자

(淮南子)⋅범론훈(氾論訓)의 “而悔不誅文王于羑里.(문왕을 유리(羑里)에 감금시키지 

않음을 후회하다.)”에 대한 고유(高誘)의 주에서 “羑, 古牖字.(‘羑(유)’는 ‘牖(유)’의 고

자이다.)”라고 하 는데, 이때 ‘羑(유)’와 ‘牖(유)’는 발음은 같아도 의미가 전혀 무관

하므로 통가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 다. 그는 이와 같은 혼동의 원인이 과거 여러 

학자들이 고금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고금 관계를 판정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가

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 지만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다.

班吉慶(2007) 외의 여러 연구에서 고금, 통가, 동원, 이체 등의 관계가 함께 거론되

고 비교되었으나, 각 개념 간의 명확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필자는 이들 개념

에 대한 혼동이 ‘고금자’라는 용어의 특수한 성격에서 비롯되었고, 이러한 성격을 파

악하기 위해서는 주석 용어로서의 고금자 설명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개념 비교에 대한 각각의 논의를 모두 다

루지는 않고, 그 중에 대표적인 논의를 예로 들어 고금 관계가 통가, 동원, 이체 관

계 등의 개념과 어느 지점에서 혼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고금자는 두 글자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몇 

가지 개념과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盧烈紅(2007:46-48)은 고금자를 중심으로 통가

자, 동원자, 이체자 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구분을 시도하 는데, 그가 제시한 

예를 통해 고금자 및 기타 관계에 대한 개념의 연관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먼저 

아래의 [표1]을 보자.13)

13) 盧烈紅(2007:46-48)에 제시된 예를 참고하여 고금자 관계를 정리하고 이들 관계의 중심에 

있는 ‘연결의미’를 우측 괄호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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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a. 員(원) : 圓(원) [ 둥글다 ]

b. 說(설) : 悅(열) [ 기쁘다 ]

c. 知(지) : 智(지) [지혜롭다]

d. 倚(의) : 椅(의) [  의자  ]

e. 𨃖(과) : 跨(과) [  넘다  ]

f. 瀷(익) : 潩(이) [ 물이름 ]

위의 표에서 제시된 a~f 각 쌍의 글자들은 각각 동일한 의미―정확하게 말하자면 

‘의미항목’―를 나타내는, 시간 상으로 선후(先後) 관계에 놓여 있는 고금자에 해당

된다. a의 ‘員-圓’을 예로 들면, 예전에는 ‘員’으로 ‘둥글다’라는 뜻을 나타냈었으나 

나중에는 ‘圓’으로 ‘둥글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되어, ‘員’이 고자가 되고 ‘圓’이 금자

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고금자인 동시에 통가, 동원 및 이체 등의 관계로 풀이되기

도 한다. 그렇다면 고금 관계가 통가, 동원, 이체 등의 관계와 어떻게 다른지 아래에

서 간단히 검토해 보자.

(1) 고금-통가

a의 ‘員’과 ‘圓’은 글자의 본의를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고금 관계가 되기도 하

고 통가 관계가 성립하기도 한다. 즉 ‘員’의 본의가 ‘둥글다’ 는데 이후 ‘둥글다’라

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圓’이 사용된 것으로 보면 이 두 글자는 간단하게 고금자로 

규정된다.14) 그러나 ‘員’의 본의가 ‘사람 수(인원수)’이고 ‘둥글다’라는 의미가 ‘員’의 

가차의(假借義)15)라면, 이때 ‘員’과 ‘圓’의 관계는 고금 관계이자 통가 관계가 된다. 

‘圓’이 ‘둥글다’를 나타내는 데 전용되는 글자이고, ‘員’은 그 ‘둥글다’라는 의미를 나

타내는 데 임시로 빌린 글자로 간주되는 것이다. 

b의 ‘說’과 ‘悅’ 역시 각 글자가 지닌 ‘설명하다’와 ‘기뻐하다’를 서로 파생 관계로 

보는지 아니면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지에 따라 고금자 혹은 통가자로 규정된다. 즉 

14) 盧烈紅(2007:47)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洪成玉(1995:144) 등은 

통가 관계로 보았고, 郭錫良 外(1992:157) 등은 고금 관계로 보았다.

15) 이 단락에서 사용하는 ‘가차의’라는 용어는 ‘본의’와는 전혀 무관한 의미항목을 말한다. 

그러나 단옥재 관점에서 ‘가차의’는 ‘본의’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는 3장에서 다

시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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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의미가 파생 관계에 있으면 고금 관계이고 서로 무관하다면 통가 관계라고 보는 

것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의 학자들은 ‘說’의 본의 ‘설명하다’와 ‘悅’의 본의 ‘기뻐하

다’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선진 시기 문헌에서도 ‘說’이 ‘悅’자가 가지고 있는 ‘기

뻐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됨을 예로 들어 두 글자는 통가 관계일 뿐이라고 하 다. 

반면 盧烈紅(2007:47) 등 후대 학자들은 ‘설명하다’와 ‘기뻐하다’라는 의미가 파생 관

계에 있으며 ‘說’이 그 두 의미를 모두 담당했다가 나중에 ‘悅’이 ‘기뻐하다’라는 의

미를 담당하게 되었다고 여겨 두 글자를 고금 관계로만 보았다.

같은 두 글자를 두고 다른 관계로 풀이한 것을 통해, 결국 글자의 고금 관계에서 

금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고자의 가차의인 경우 이 둘은 통가 관계로 규정된다는 점

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방식으로 내린 결론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된다. 일부 학자들은 ‘그것은 고금 관계이지 통가 관계가 아니다’ 혹은 ‘통가 관계이

지 고금 관계가 아니다’와 같이 둘 사이의 경계를 무조건 가르려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어떤 글자의 가차의만을 위해 새로운 글자가 생성되

고, 그 결과 기존 글자와 새 글자 사이에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들

은 가차 관계인 동시에 고금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선후 관계’를 

언급하 듯이, 고금 관계에는 두 글자의 사용 시점이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점

에서 ‘시간성’이라는 중요한 요소가 개입된다. 그러나 통가 관계는 이와 다르다. 통

가 관계에서는 B라는 글자의 본의 b를 A라는 글자를 통해 나타내는 경우, A와 B가 

의미 b를 나타내는 데 두루 쓰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이 핵심사항다. 따라서 통

가 관계에서 A와 B의 시간적 선후 관계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며, B의 본의를 A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내용이다.

이처럼 고금 관계와 통가 관계는 같은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서로 교차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금 관계와 통가 관계는 둘 사이의 교차 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초

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 고금-동원

앞의 [표1]에서 c의 ‘知’와 ‘智’, d의 ‘倚’와 ‘椅’는 의미의 파생에 의해 형성된 고금 

관계이다. 盧烈紅(2007)은 이처럼 의미의 파생에 의해 형성된 고금자는 모두 동원 관

계로 묶인다고 하 다. 그는 c의 ‘知’와 ‘智’를 예로 들어, ‘智’가 가지고 있는 ‘지혜’

라는 의미가 ‘알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이며, 아주 이른 시기에는 ‘知’를 통해 

나타내어지다가 이후 ‘智’가 ‘지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전용( 用)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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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따라서 이 두 글자는 ‘지혜’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고금 관계로 묶인다고 할 수 

있다. 즉 ‘고자의 의미’→‘의미의 파생’→‘새로운 의미항목 추가’→‘그것만을 위한 새

로운 글자 출현’의 과정에 따른 고금자이다. 이처럼 고자의 의미에서 파생된 새로운 

의미항목을 나타내게 된 금자는 두 의미의 근원이 같다는 점에서 동원 관계로도 묶

일 수 있다.

d의 ‘倚’와 ‘椅’ 역시 마찬가지다. ‘倚’는 ‘기대다’라는 의미를, ‘椅’는 ‘기대는 도구

(의자)’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두 글자의 의미만 봤을 때, ‘기대는 도구’가 ‘기대다’라

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면,16) 두 단어는 근원이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각 

단어를 나타내는 글자는 동원 관계로 묶인다. 그런데 ‘倚’가 ‘기대다’라는 의미를 나

타내다가 그 의미에서 ‘기대는 도구’라는 새로운 의미항목이 파생되어 두 의미 모두

를 나타내고, 이후 ‘椅’라는 글자를 ‘기대는 도구’를 뜻하는 글자로 사용하게 된 경

우도 가능하다. 이때 ‘倚’와 ‘椅’는 ‘기대는 도구’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묶이는 

고금자로도 볼 수 있다. 陽名强(2011:97)은 학계에서 고금자 중 동원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하 다. 위의 두 가지 경우만 보아도 고금 

관계와 동원 관계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고금 관계와 동원 관계 역시 일

부 역이 겹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하게 된다.

동원 관계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한 의미(a)에서 다

른 의미(b) 하나가 분화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한 의미 A에서 동시에 두 개의 의미

(a, b)가 파생된 경우이다. 전자는 a와 b가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를 이루고, 후자는 a

와 b가 동시에 생성된 것으로 근원은 같되 반드시 시간적으로 선후 관계를 이루지는 

않는다. 따라서 앞의 두 유형 중 고금 관계와 중복되는 쪽은 전자이다. 동원 관계이

자 고금 관계로 묶이는 두 글자는 발음과 의미가 서로 밀접하게 연계된다는 점, 특

히 ‘의미의 파생’이라는 과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의미가 

파생됨에 따라 고-금 간에 서사형식(書寫形式)17)의 차이가 생긴 점에 주목하면, 고금 

관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언어 층차의 변화와 문자 층차의 변화 현상에 대한 논의도 

가능하다.

(3) 고금-이체

[표1]에서 예로 든 e의 ‘𨃖’와 ‘跨’, f의 ‘瀷’과 ‘潩’는 앞의 a~d와는 성격이 조금 다

르다. 이들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서로 다른 글자인 이체 관계로서, 각 글자가 나

16)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17) 표기형식 또는 자형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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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의미항목 및 발음이 완전히 동일하고 서로 자형만 다르다. 이체 관계의 글자 

A, B가 고금 관계로도 묶이는 경우는 두 글자 중 하나인 A가 먼저 어떤 의미를 나

타내다가 나중에 글자 B를 사용하게 된 경우이다. 만약 두 글자가 동시대에 통용되

었다면 이들은 고금 관계로 묶이지 않는다. 고금 관계는 반드시 두 글자가 연결의미

를 나타내는 데 있어 시간적으로 앞뒤에 놓이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체 관계에서

는 대부분 어느 한 쪽이 사람들에게 익숙한 글자이고, 나머지 한 쪽은 상대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글자이다. 이체 관계는 설명 대상 글자가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

는 글자인 경우, 그것과 발음 및 지칭 대상이 완전히 같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글

자를 제시해 줄 때 언급한다.

즉 두 글자의 이체 관계는 한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두 개의 표기체 간의 

관계로서 어느 글자가 먼저 사용되었고 어느 글자가 나중에 사용되는 글자인지를 구

별하지 않는다. 반면 고금 관계는 먼저 사용했던 글자와 나중에 사용하게 된 글자의 

선후 관계를 밝히는 개념이다. 결국 고금 관계와 이체 관계는 지칭 대상과 발음이 

같으나 모양이 다른 글자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고금 관계로 묶이는 두 글자는 

시간 상으로 수직 관계에 놓이는 반면, 이체 관계에서는 두 글자 사이의 시간적 간

격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시간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체 관계는 통가 관계와 마찬가

지로 수직 또는 수평적 관계 모두를 포괄한다고 할 수 있으며, 용어 그대로 동일한 

단어를 나타내는 두 글자의 ‘자형이 다른’ 관계를 나타낼 뿐이다.

이상에서 고금 관계 및 그것과 유사한 것으로 거론되는 통가, 동원, 이체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글자의 고금 관계가 이러한 다양한 관계들과 교차하고 있다는 점

은 고금자가 단순히 글자의 외형적 차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고금 

관계가 통가 관계나 동원 관계와 중복되는 지점에서는 의미의 파생이나 가차 현상이 

그 중심에 놓여 있다. 또 이체 관계와 구별되는 지점에서는 고금 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시간적 선후 관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결국 고금 관계는 시간적으로 앞뒤에 

위치하는 두 글자 간의 관계이며, 그 두 글자 사이의 외적 차이는 글자의 내부, 즉 

언어 층차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글자의 고금 관계가 

이렇게 복합적인 현상을 내포하게 된 것은 ‘고금자’라는 개념이 ‘주석’이라는 특정한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음은 고금자의 특성과 관련된 연구에 대한 검토 내용이다. 고금자의 언어적⋅문

자적 특성은 고자와 금자의 자형 차이에서 가장 먼저 포착된다. 이 때문에 고금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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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자와 금자 간의 자형 차이에 대해 분석한 논문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연구에서는 단순히 두 글자의 자형 차이만을 밝히는 데 그치

는 것이 아니라, 자형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방식에 의해 고금 관계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 그리하여 ‘고’와 ‘금’에 걸친 시간적 간격 동안 고자와 

금자가 내외적으로 겪은 변화를 읽을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아래에서 관련 예를 살

펴보자.

다음은 鄭學初(1982)의 ｢關於古今字同通假字的界限問題｣를 참고하여 정리한 표이

다. 그는 고자와 금자를 ‘자형의 변화’를 기준으로 비교하고, 고자와 금자 사이에 어

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후 대표적인 예를 통해 

구체적 생성방식을 설명하 다.18)

유형 자형의 변화 대표적인 예 및 그에 대한 설명

유형1
고자에 

의부(意符) 첨가

[坐 : 座]

坐: 본의 ‘앉다’ → 파생의미 ‘좌석’ 

座: 파생의미 ‘좌석’ 나타냄

‣ 古漢語常用字字典 : “ ‘坐’는 좌석[座位]을 뜻한다. 나

중에는 ‘座’로 썼다.” 로 되어 있음.

유형2

성부(聲符)+의부

상태에서

의부 교체

[說 : 悅]

說: ‘말하다’ 외에 ‘좋아하다’, ‘기뻐하다’ 의미 지님.

悅: ‘좋아하다’, ‘기뻐하다’ 의미 나타냄.

‣ 意符가 ‘ ’에서 ‘忄’으로 바뀌어 ‘심리적 상태’를 의미

함을 보여줌.

유형3
성부 교체

의부 첨가

[矢 : 屎]

矢: 廉頗藺相如列傳 “ 之三遺矢矣.(잠깐 동안 세 번 화

장실에 다녀왔습니다.)”에서 ‘矢’는 ‘糞便’을 뜻함. 

屎: 후에 이 ‘矢’는 ‘屎’로 나타냈는데, 이는 성부가 ‘尸’

가 되고 의부 ‘米’가 더해진 것.

유형4
성부와 의부

모두 교체

[熙 : 嬉]

熙: ‘完弄’을 뜻함.

嬉: 역시 ‘完弄’의 뜻.

위의 표에 정리된 고금자 유형은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

우선 [유형1], [유형2]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은 세 가지이다. 첫째, 고금자 

전체 그룹에서 이 두 유형의 비중이 가장 높다. 둘째, 고자와 금자 사이의 발음[字

18) 이 표에서는 해당 논문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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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19)이나 의미[字義]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금자의 의미가 고자의 

본의, 파생의미, 가차의 중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셋째, 자형을 중심으로 봤을 

때 고자와 금자는 동일한 ‘성방(聲旁)’을 지니며20), 경우에 따라 그 공통요소인 ‘성

방’은 고금자 간의 ‘연결의미’와 관련이 있다.

[유형3], [유형4]와 관련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 유형에 속하는 글자들은 발음이 

같고 자형이 전혀 다르거나 의부만 같아서, 일차적으로 통가자로 판정되기 쉽다. 이

들이 고금 관계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둘 중 한 글자가 다른 한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를 시간적으로 앞서 나타낸 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 고금 관계에서

는 고자와 금자가 동일한 ‘의미항목’을 가리키는 문자인지, 시간적 선후 관계로 연결

되는지가 중요하다.

鄭學初(1982)에서 시도한 위의 분류는 고금자를 유형별로 나누어 볼 수 있게 하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금자는 언제나 고자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이라

고 보는 점, 그리고 고자 혹은 금자의 기본 구조를 형성 구조로 보고 있어 자형이 

전혀 다른 고금 관계의 글자도 형방(形旁) 혹은 성방이 모두 바뀐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본고 3장의 유형별 분류 기

준에 대해 다룰 때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고금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 중에는 자형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나눈 경우가 많은

데,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고금자 간에 보이는 자형의 차이는 단순한 외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다 시야를 확대하면, 고자와 금자의 관계에는 

의미의 파생과 그에 동반되는 문자 파생의 과정이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현대의 고금자 연구에서 고금자를 체계적으로 분류한 점은 언어 변화와 그에 

따른 문자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고금자’라는 용어의 개념

이 축소되어 모든 금자가 고자에서부터 파생되었다는 관점이 반 된 점이 아쉽다.

19) 이하 원문 번역에서 ‘字形’, ‘字音’, ‘字義’는 각각 ‘자형’, ‘발음’, ‘의미’로 풀이하기로 한

다. 원문 번역 외의 일반 서술문에서도 한자의 ‘形’, ‘音’, ‘義’ 세 요소를 각각 ‘자형’, ‘발

음’, ‘의미’로 풀어서 기술하기로 한다.

20) 이 문장은 고자와 금자 모두 형성(形聲) 구조일 때를 기준으로 서술한 것이다. 고금자 관

계에서 고자가 합체자(合體字)가 아닌 독체자(獨體字)인 경우도 많은데, 이때에는 “고자의 

자형이 금자의 성방으로 쓰인다.”고 설명하는 것이 옳다. 한편, 형성자의 구성요소를 ‘형

부(形符, 혹은 의부(意符))’와 ‘성부(聲符)’로 지칭하는 경우도 많으나, 본고에서는 ‘형방(形

旁)’과 ‘성방(聲旁)’으로 칭하기로 한다. 3장에서 고금 관계의 유형별 분류 기준을 정할 때 

‘편방(偏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형성자의 구성요소가 편방에 속하는 두 부분이

라는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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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고금자의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고금자 개념

에 대한 연구는 두 글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다른 개념들과의 비교가 중심을 이루었

고, 고금자 특성에 대한 연구는 자형을 기준으로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가 많

았다. 개념에 대한 연구가 많다는 점은 연구자들의 인식 속에서 고금자 개념이 그만

큼 모호했으며 비교대상 개념들과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모호함은 고금자가 주석서에서 설명되었다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독립적

인 자료로서 다루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고금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도 고금자 

그룹을 언어 및 문자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독립적인 그룹으로만 다루어, 금자는 

고자를 기반으로 ‘(고자보다) 나중 시점에 생성된 것’이라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

다. 이 점 역시 고금자 설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데에 따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1.2.2 단옥재의 고 자 연구

앞에서는 고금자를 독립적인 자료로서 다룬 연구를 검토하 다. 이어서 ‘단옥재’의 

주석에서 보이는 고금자만을 다룬 연구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

단옥재의 고금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앞의 ‘고금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같이 고

금자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다. 유형별 기준은 대체로 (1)고자와 

금자가 자형, 발음, 의미 면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2)생성원인과 조자(造字)21)방법

이 어떻게 다른지 등으로 구분된다. 단옥재의 고금자만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를 검

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趙海燕(2005)의 ｢段玉裁 古今字的開創性研究｣에서는 고금자 이론과 관련하

여 단옥재가 설명한 고금자 자료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단주에서 총 628쌍의 고금

자가 언급되었고 그것은 전체 표제자수의 15%를 차지한다고 했다. 우선 그는 단옥

재의 고금자 이론을 다음의 다섯 항목으로 정리했다. 첫째, 고금자의 함의, 둘째, 고

금자의 고와 금은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 셋째, 고자와 금자 사이의 의미관계, 넷째, 

21) 고금자 논의에서 언급되는 ‘조자방법(造字方法)’은 어떠한 글자가 다른 글자를 토대로 새

로이 생성될 때 자형의 구성 요소가 첨가나 탈락 또는 교체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분

류 기준이다. 고금자 분류에 이 기준이 무리 없이 적용되려면 모든 금자는 고자에서 파생

되어 나온 것이라는 전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단옥재가 판정한 고금자 중에는 

문자 파생의 선후 관계와 무관한 것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설
문해자주에서 설명한 고금자를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자

방법’이라는 기준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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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자는 글자의 형체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다섯 째, 고자와 금자 간의 

대응관계(대부분 일대일 대응이 되나, 경우에 따라 일대다, 다대일, 혹은 A의 금자 B

의 고자인 경우가 있음) 등이다. 그리고 단옥재의 고금자 서술 방식을 토대로 고금 

관계의 다양한 유형을 7가지로 정리하 는데, 이는 본고의 논의에 필요한 자료를 분

석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었다. 다만 단옥재의 고금자 논의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가차’의 개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또한 결론 

부분에서 단옥재 고금자 논의의 성과와 한계를 논했는데, 그 중 일부 항목은 타당하

지 않은 비판으로 보인다. 그는 마지막 항목에서 단옥재가 ‘통가자’와 ‘고금자’를 명

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 는데, 이는 두 개념이 반드시 분리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이와 다르다. 실제 단

옥재는 ‘가차(통가)로 인해 형성된 고금 관계’ 역시 고금 관계로 보고 있다. 앞서 고

금자의 개념에 대한 연구 검토 중에 다루었듯이 두 글자의 시간적 간격에 초점을 둔

다면 통가자로 판정되는 글자들을 고금자로 판정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가차 관

계이면서 고금 관계인 글자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張銘(2006)의 ｢段注古今字硏究｣ 역시 단주 고금자만을 대상으로 삼은 석사학위논

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단옥재의 고금자 개념과 유형, 단옥재가 판정한 고금자에 대

한 분석, 그리고 다른 개념과의 비교 등에 대해 논의하 다. 張銘(2006:6)은 기존의 

연구 논문에 대해 자료에 대한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

적하 다. 그리하여 단옥재가 설명한 고금자 전체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료를 세밀하게 분류하고 분석하 다. 다만 큰 틀에서는 역시 통가 관계

나 이체 관계 등과의 비교와 대조를 강조함으로써 고금 관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

게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고금자를 통가자 및 이체자와 뚜렷이 

구별되는 개념으로 보았고, 단옥재가 이 세 가지 개념을 혼동하여 고금자라고 설명

한 것 가운데 통가자 및 이체자가 섞여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 다. 그리하여 

단옥재가 고금자로 연결시킨 글자 중에서 통가 및 이체 관계로 보이는 글자들을 고

금자 그룹에서 제외시키는 작업을 진행하 고, 그 결과 순수 고금 관계의 글자 240

쌍(중복제거 후 199쌍)을 추려내었다. 이 논문은 고금자 그룹에서 통가 관계와 이체 

관계의 글자들을 골라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고금, 통가, 이체의 

교차 역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필자의 관점과 다르다.

班吉慶(2007)은 ｢段注古今字理論的歷史貢獻｣이라는 제목으로 단옥재 주석에서 보

이는 고금자 이론이 역사적으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탐구하 다. 그는 단옥재의 

고금자 관련 설명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며 단옥재 고금자 이론의 의의를 몇 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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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 다. 첫째, 고금자 개념을 확립하 다. 둘째, 고금자가 생기는 원인을 설명하

다. 셋째, 고금자의 본질적 특성을 정리하 다. 이 중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글

자의 고금 관계는 ‘의미의 파생’과 ‘글자의 가차’라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분석하 다. 이 논문은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을 부분적이나마 직접 인용

하여 실제 사례를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이 다른 논문과 다르다. 그러나 단옥재의 고

금자 설명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필자의 목적이었던 만큼 실제 자료를 중

심으로 세밀한 분석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단옥재가 판정한 고금 관계 및 그의 관점이 지닌 문제

점 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는 대부분 단옥재의 고금자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자 파생의 선후관계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연구에서는 단옥재

의 고금자 설명이 그 자체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그가 고

금자가 아닌 것을 고금자라 칭하고 있다거나 그의 고금자 판정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기도 하 다. 필자는 이러한 지적이 단옥재의 고금자 설

명을 피상적으로만 본 것에 따른 오해라고 본다. 단옥재가 설명한 고금자의 개념, 그

리고 실제 고금자에 대한 설명 및 주석에서 고금자를 설명한 이유 등에 대해 세밀하

게 고찰한다면, 단옥재의 고금 관계 설명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기존 연구에서는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을 주석 내용에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다룬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 아쉽다.

지금까지 고금자에 대한 기존 연구를 크게 고금자 개념 및 특성에 대한 연구와 단

옥재의 고금자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밖에 고금자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 자료도 있다. 단행본으로는 張振宇(1988)와 洪成玉(1995)가 있고, 학위논문으로

는 潘志剛(2004)의 석사학위논문이 있다. 潘志剛(2004)은 고금자에 대한 현대학자들

의 연구를 정리한 후,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점과 미처 다루지 못한 부

분을 정리하고 있어 고금자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참고할 만하다.

단옥재의 고금자를 비롯한 고금자 전반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기존

의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

첫째, ‘고금자 설명’과 ‘단옥재’가 분리된 채 연구되었다. 이 점은 고금자와 다른 

여러 개념들 간의 혼동을 야기했고, 고금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주었다. 고금자라는 개념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와 유사하다고 언

급되는 주변 개념들과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는 ‘고금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주체

와 사용 맥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단옥재의 텍스트처럼 고금자 설명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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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글자의 고금 관

계를 판정한 단옥재 사고의 바탕을 이해했을 때 ‘고금자’의 개념 역시 명확해질 수 

있다.

둘째, ‘단옥재가 설명한 고금자’에 대한 연구에서도 설문해자주라는 텍스트는 단

지 고금자 자료를 포함하고 있는 기록서로만 간주되었다.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은 설
문해자주 전체에 걸쳐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양상은 설문해자주 내

의 고금자 설명이 주석의 일부로서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루어 짐작하

게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단옥재가 고금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단옥재 주석의 일부로서 그의 

고금자 설명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단옥재가 추구한 바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

고자 한다.

1.3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본고는 고금자 설명이 주석 내부에서 일정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단

옥재 설문해자주에서 나타난 고금자 설명을 분석하 다. 따라서 단옥재가 설문해

자를 주석하는 과정에서 두 글자의 고금 관계를 ‘왜’ 설명했고, ‘어떻게’ 설명했는

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주지하듯이 단옥재 시기는 갑골문(甲骨文)이 발견되기 전

이므로, 글자 간의 선후 관계 혹은 파생의 과정에 대한 단옥재의 판단 결과가 갑골

문 자료를 근거로 봤을 때는 ‘오류’라고 판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본고의 목적

은 고문자를 근거로 단옥재의 오류를 밝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금자 설명을 

단옥재의 주석이라는 틀 속에서 이해하고, 그것이 주석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단옥재의 설명 자체를 따라가며 자료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갑골문을 비롯한 각종 고문자 자료는 단옥재의 의견을 점검하는 데 부분

적으로 참고하 다.

먼저 연구를 위한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본고는 설문해자주의 단옥재 주

석에서 언급된 모든 고금자 설명을 수집하여 단옥재의 고금자관을 분석하 다. 단옥

재는 허신의 원문에 대해 주석하며, 특정 글자에 대하여 ‘古今字’, ‘古字’, ‘古之’, ‘今

字’, ‘今之’, ‘B行而A廢矣’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다른 글자와의 관계를 설명하 다. 

이들은 모두 고자 A와 금자 B라는 두 글자가 사실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자 

지금 사용하는 글자 B의 의미가 옛날에는 A라는 글자가 지닌 의미 음을 설명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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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에서 고금자 설명 자료 추출의 키워드로 삼을 만하다. 필자의 조사에 의하

면 설문해자주 전체에서 단옥재가 언급한 고금 관계의 글자는 총 578쌍이다.22) 고

금자 설명 자료는 위에서 언급한 서술 패턴을 기준으로 추출하 다.23) 본고에서는 

이 578쌍의 고자와 금자를 3장에서 언급한 기준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한 후 표로 정

리하여 부록에 넣었으며, 본문에서는 고금 관계 설명에 반 된 단옥재의 인식을 확

인하기 위해 논의 전개에 부합하는 주석의 실례를 최대한 많이 다루었다.

578쌍의 고금자를 유형별로 분류하는 것은 고자와 금자 사이의 언어 및 문자 측면

의 변화에 대한 단옥재의 관점을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고에서는 

단옥재가 주석에서 설명한 578쌍의 고금자를 고자와 금자의 자형 차이에 따라 아래

와 같이 분류하 다.24)

(1) 고자에 편방이 추가된 경우

(2) 고자에서 편방이 교체된 경우

(2-a) 성방이 다른 경우

(2-b) 성방이 같은 경우

(3) 고자에서 편방이 탈락한 경우

(4) 자형이 완전히 다른 경우

22) 중복항목 제거 후 개수이며, 하나의 표제자에 대한 각주에서 여러 쌍의 고금 관계가 언급

된 경우 별개의 쌍으로 처리하 다. 즉 “AB古今字, B, A之古字”처럼 ‘古今字’로 설명된 

글자들이 ‘古字’, ‘今字’, ‘古之’, ‘今之’ 등으로 반복하여 설명되는 경우, ‘古字’, ‘今字’, 

‘古之’, ‘今之’ 등의 항목에 다시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AB古今字, …, D, C之古字”

와 같이 앞에서 설명한 고금자가 아닌 다른 고금자가 추가로 언급된 경우에는 ‘古字’, ‘今

字’, ‘古之’, ‘今之’ 등 해당 항목에 따로 포함시켰다. ‘B行而A廢矣’에 속하는 고금자 역시 

나머지 ‘古今字’, ‘古字’, ‘古之’, ‘今字’, ‘今之’ 등의 항목에 속하는 고금자와 중복되는 경

우가 있다. ‘B行而A廢矣’는 서술형식의 성격 상 다른 다섯 항목과 다른 면이 있어 2.1.1

에서 항목별 개수를 제시할 때 중복 고금자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두었으나, 전체 고금

자수를 계산할 때에는 다른 항목과 중복되는 고금자를 빼고 계산하 다.

23) 자료는 說文解字注 DB를 통해 추출하 으며, 누락된 항목은 “中國基本古籍庫” DB를 

통해 보충하 다. 앞의 주석에서 언급한 고금자 서술 형식, 즉 ‘古今字’, ‘古字’, ‘古之’, 

‘今字’, ‘今之’, ‘B行而A廢矣’ 등의 여섯 가지를 키워드로 설정하고, 여섯 항목 중 중복되

어 포함되는 고금자는 1쌍으로만 처리하 다. ‘B行而A廢矣’는 ‘行而’, ‘廢矣’로 검색하여 

자료를 모은 후 글자의 행폐를 언급한 것만 고금자 자료에 포함시켰다.(의미의 행폐를 설

명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밖에 다른 다섯 항목 검색결과에서도 글자의 고금 

관계가 아닌, 서명(書名)이나 일반적인 언어 현상 등을 설명하는 경우는 모두 제외시켰다.

24) 자형 상 고자와 금자 사이의 ‘연관성’ 정도에 따라 위와 같이 분류하고, 본론의 논의도 

위의 그룹 별로 진행하 다. 그러나 578쌍의 고금자 분류 시에는 보다 세분화된 그룹으로 

나누어 분류하 다. 관련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3.2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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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자와 금자 내부의 의미 변화 또는 둘 간의 의미 이동을 단옥재가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 기준은 

578쌍 전체에 적용하지는 못하 으나, 고자와 금자가 내부적으로 겪는 변화를 단옥

재가 어떻게 포착하고 설명하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표적인 예 위주로 논의하

다.

(1) 파생에 의한 고금 관계 

(2) 가차에 의한 고금 관계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본고에서 고금자 그룹을 분류하는 데 적용한 두 가지 기준

은 한자의 자형, 발음, 의미 세 요소 중 ‘자형’과 ‘의미’이고, ‘발음’은 분류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고금자를 유형별로 분류한 것은 고자와 금자 간의 차이 및 그러

한 차이가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단옥재가 어떻게 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 그런

데 단옥재는 고금 관계를 논하며 글자의 ‘발음 차이’에는 주목하지 않았다. 說文解

字注⋅第二卷⋅八部 ‘余’에 대한 주석에서 그는 “고금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발음이 같고, 옛날에는 저것으로 쓰고 지금은 이것으로 쓰는 서로 다른 글자이다.[凡

古今字 , 主 同音, 而古用彼今用此異字.]”라고 하 다. 그리하여 어떠한 두 글자

의 고금 관계를 설명할 때, 고금자 간의 발음 차이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가하지 않

았다. 물론 洪成玉(1995)와 黃圓(2005) 등에서 고금자 분류의 기준으로 ‘발음’ 항목을 

다루었듯이,25) 고금자 사이에도 발음의 차이가 다소 존재한다. 따라서 관점을 달리 

할 경우 고금자의 발음 차이만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본고

는 단옥재가 고자와 금자 간의 ‘차이’와 그 차이를 만들어 낸 변화의 과정에 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를 다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 고, 단옥재 스스로도 

고금자는 서로 발음이 같다고 하여 주목하지 않고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은 ‘발음’

이라는 요소는 분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설문해자주에서는 A와 B라는 각각의 시점에 놓인 글자를 하나의 ‘관계’로 묶어 

설명함으로써 해석 대상 텍스트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풀어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단옥재의 주석에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은 ‘언어관’도 확인할 수 있

으며, 두 글자의 고금 관계 설명이 주석가 단옥재의 주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25) 黃圓(2005)에서는 고금자의 발음 차이 유형을 (1) 성모와 운모가 모두 같음, (2) 성모는 같

고 운모는 비슷함, (3) 성모는 비슷하고 운모는 동일함 등의 세 가지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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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자와 후자를 연결하여 논하게 된 데에는 단옥재의 

고금 관계 설명이 설문해자의 각 층차에 속한 글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 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를 보자.

연번
설문해자

표제자

설문해자주에 

언 된 고 자
연번

설문해자
표제자

설문해자주에 

언 된 고 자

1 祲, 气 气 : 氣 12 疋 疋 : 疏

2 薲 薲 : 蘋 13
龤

龤 : 諧

3 䖂 䖂 : 蓴 14 龢 : 和

4 余 余 : 予 15 𡅻 𡅽 : 喚

5 喌 粥 : 喌 16 𠀬 筍 : 筠

6 䢦 道 : 17 笱 偃 : 堰

7 䢦 : 率 : 帥 18 䚻 空 : 孔

8 述 遹 : 述 19

說

䚻 : 謠

9 遹 辟 : 僻
20 説 : 悅

10
連 

聯 : 連
21 釋 : 懌11 連 : 輦

위의 표는 설문해자 표제자와 그에 대한 주석에서 언급된 고금자를 정리한 것

이다. 표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설문해자의 표제자는 설명되고 있는 고금자 중 어

느 한 쪽에 속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표 1번의 ‘祲’에 대한 주석에서 ‘气 : 氣’

의 고금 관계를 언급하 고, 16번의 ‘𠀬’에 대한 주석에서 ‘筍 : 筠’의 고금 관계를 

언급한 것처럼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 대상이 반드시 허신 원문의 표제자에만 국한되

는 것은 아니다. 단옥재 주석의 고금자 설명은 (1)표제자, (2)표제자에 대한 허신의 

설해에서 사용된 글자, (3)단옥재 자신의 주석 내 인용문에서 사용된 글자 등을 대상

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고금자 설명의 대상은 다양한 층차에 분포하고 있으나, 각

각의 대상에 대한 고금자 설명은 결국 허신 원문의 표제자가 지닌 본래 의미를 명확

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단옥재의 고금 관계 설명을 다룰 때 

그것이 주석의 일부로서 어떤 작용을 하 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위에서 나열한 고금자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고금자 관계에서 일차적이고 표면적인 

변별요소로 포착되는 것은 바로 ‘자형의 차이’이다. 이는 자형의 ‘파생’과는 구분되

어야 한다. 대부분의 고금자 관계가 자형 상의 공통분모(특히 형성자 성방 위주)를 

갖는다고 인식되기 쉬우나, 막상 고금자로 지목된 글자들 간의 자형을 비교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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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 상의 공통분모 없이도 고금 관계로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단옥재가 

보고 있는 고금자를 문자 파생의 전후 단계를 관찰하는 자료로서만 다루는 것은 부

적절하다. 고금자는 한 단어를 나타내는 옛 글자와 지금 글자라는 평면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 의미를 지닌 분석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고금자를 하나의 ‘현상’으로 대하며 한자의 역사적 변천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로 보는 것 역시 언어와 문자의 변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러

나 고금자 설명의 본질적 의미는 그것이 단옥재의 주석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금자의 유형별 특성과 단옥

재의 인식이 비교적 잘 반 되어 있는 예를 추려내어 단옥재 주석에서 고금자가 어

떻게 설명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그 자료를 통해 고금자 내에

도 여러 가지 유형의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할 것이며, 나아가 고금자가 ‘현상’이 아

닌 ‘개념’으로서 그 관계를 규정한 주체의 인식과 긴밀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본론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각각에서 전개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먼저 고금자에 대한 전통적인 시각과 현대 학자들의 

시각을 검토하고, 단옥재의 고금자 개념에 대해 짚어볼 것이다. 단옥재의 고금자 개

념을 제대로 파악해야 3장부터 다룰 여러 예문에서 그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분

명히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설문해자주 주석에서 보이는 고금자 서술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단옥재의 주석 구조를 이해할 수 있고, 고금자에 대한 설명과 

주석가의 의도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설문해자주 내의 고금자 자료를 실제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단옥재의 

설명을 예로 들면서 그가 고금 관계를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반

된 그의 언어⋅문자에 대한 여러 방면의 인식을 파악할 것이다. 이 장의 도입부에서

는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었던 고금자 그룹에 대한 다양한 유형별 분류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본고의 논의에 적합한 분류의 기준을 설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전체 고금자 그룹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를 제시하고, 각 유형을 대표하는 예

시를 통해 고자와 금자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으며, 그에 대한 단옥재

의 인식은 어떠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4장에서는 단옥재가 글자의 고금 관계를 설명할 때 작용했던 언어관과 단옥재 고

금자관의 특징에 대해 다룰 것이다. 먼저 고금자 풀이에서 보이는 단옥재의 언어관

은 크게 언어 및 문자 체계의 내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성동(聲同)과 의동(義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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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시하는 관점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이 점은 3장 유형별 분류의 결과를 토대

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단옥재 고금자관의 특징으로는 글자의 고금 관계 설명이 설
문해자주에서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단옥재가 주

석 대상 텍스트의 본의와 본자를 밝히는 데 주력하 던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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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문해자주의 고금자 서술형식과 대상

2.1 고금자 개념 검토

이 절에서는 현대까지 고금자가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 그리고 단옥재는 고금자

라는 용어를 어떤 개념으로 사용하 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2.1.1 고 자에 한 여러 

단옥재의 고금자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시기별로 있었던 고금자에 대한 다양한 시

각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기는 크게 청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청대, 

그리고 현대로 나누었다.

우선 청대 이전까지의 서적에서 고금자를 다룬 예는 그다지 많지 않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한대 정현의 주석에서 부분적으로 “A, B古今字.”라고 표현되었고, 위나라 

장읍(張揖, 생몰년 미상)1)은 한대에 다져진 고금자 개념을 바탕으로 고금자고(古今

字詁)를 저술하 으나 현재 책 전체가 전해지지 않고 일부 책에 인용된 부분만 남

아있다.2) 정현의 주석에서 보이듯이 고금자는 본래 훈고학적 측면에서 거론하던 대

상이었고, 장읍의 책에서는 옛 글자와 장읍 시대의 글자를 대응시켜 보여주는 자료

로서 다루어졌다. 그밖에 사기(史記)나 한서 등의 서적에 대한 주석에서도 부분

적으로 고금자를 언급하 다. 주석에서의 고금자 설명은 정현의 훈고에서와 같이 옛 

글자를 오늘날 글자로 대체시키는 역할을 하 다. 즉 주석에서 주석 대상 문구에 사

1) 장읍의 생몰연도 역시 분명하지 않다. 자(字)는 치양(稚讓)이며 청하(淸河) 출신이고, 위(魏) 

나라 태화(太和, 227~232년) 연간에 박사가 되었다고 한다. 胡奇光(李宰碩 譯, 1997:231) 참

고.

2) 天運(2013:185-188)은 몇몇 서적에 인용되어 전해지는 고금자고의 일부 내용을 수집 

및 분석하여 “장읍의 고금자고는 한대의 고금자 연구를 바탕으로 장읍 자신이 속한 시

대의 글자를 ‘금자’로 두고 그것을 기준으로 이전 글자를 대응시켜 보여주고 각 글자의 의

미를 풀이한 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고금자고에 수록된 고자와 금자가 자형 

변화의 선후 관계가 아닌 글자 사용상황의 선후 관계를 나타낸다는 점 또한 언급하 다. 

天運(20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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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옛 글자가 지금의 어떤 글자에 해당하는지를 밝혀 그 글자의 의미 이해를 돕는 

것이다.

앞 시대의 고금자 설명이 옛날 글자를 지금 글자로 대체시키는 비교적 간단한 대

응 작업이었다면, 청대에는 주석 대상 경전과의 시간적 격차가 크고 그 사이에 언어 

및 문자에 대한 학술적 성과가 축적된 상태에서 글자의 고금 관계를 언급하 다. 청

대의 관련 자료로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단옥재의 설문해자주를 비롯해 왕균(王

筠, 1784~1854)의 설문석례(說文釋例), 서호(徐灝, 생몰년 미상)의 설문해자주전(說

文解字注箋) 등이 있다. 이 중 단옥재의 주석서에서 고금자를 가장 비중 있게 거론

하고 있다. 한편 왕균의 책에서는 ‘분별문’이라는 개념으로 고금 관계와 비슷한 언어 

문자 현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고, 서호의 책에서는 단옥재의 고금자 개념을 토

대로 자신만의 관점을 제시하 다.

왕균은 설문석례에서 ‘분별문’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다. 이것은 ‘고금자’와 완

전히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글자의 고금 관계에 대한 인식이 반 되어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 그는 분별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 다.

글자 중에는 편방이 없이도 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들이 있으며, 편방은 후대 

사람들이 차츰 추가한 것이다. 편방을 더하여 의미가 결국 달라지게 된 것을 분별

문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본의가 가차의에 의해 자리

를 빼앗기자 편방을 더함으로써 그것을 분별하게 된 경우이고, 또 하나는 본자가 

담당하는 의미가 많은 상태에서 편방을 더함으로써 그 중 한 의미를 분담하는 경우

이다.

字有不 偏旁而義已足 , 則其偏旁爲後人遞加也. 其加偏旁而義遂異 , 是爲分別

文. 其種有二. 一則正義爲借義所奪, 因加偏旁以別之 , 一則本字義多, 既加偏旁, 則只

分其一義也. (說文釋例)

왕균은 여러 의미를 갖는 글자가 나중에 편방을 갖게 되면서 개별적인 의미들을 

나타내게 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 고, 이때 새로이 생긴 글자를 가리켜 ‘분별문’이

라고 하 다. 李海霓(2007:127)는 자형이 서로 연계되어 있고 글자의 의미가 서로 이

어지고 있으며 독음이 같다는 점에서 왕균이 말하는 분별문을 고금자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 그러나 분별문은 원래 있던 글자에서 편방이 붙은 그 글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고금자는 두 글자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므로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다.

왕균은 분별문을 두 종류로 나누었다. 하나는 원래 글자 A의 본의 a가 아닌 다른 

의미 b가 임시로 A를 통해 나타내어지다가, A와 b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져 a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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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잃게 된 경우 이를 나타내기 위해 A에 편방을 더해 만든 글자를 말한다. 이렇

게 해서 새로 만들어진 글자를 A′라고 했을 때, A와 A′를 고금자 개념으로 풀이하면 

이 두 글자는 연결의미 a를 중심으로 고금 관계로 묶인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A의 본의 a에서 여러 의미가 파생되어 A가 여러 의미를 담당하게 되었을 때, 이를 

분담하기 위해 A에 편방을 더해 만든 글자 A′ 역시 분별문의 일종이다. 이때 A′가 

본의 a의 파생의미 a′를 나타내게 되었다면, 이 두 글자는 a′를 연결의미로 둔 고금

자가 된다.

왕균의 분별문 개념은 문자 체계 전체의 흐름을 정리한 일반론으로서 제기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단옥재의 고금자 개념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청대 학자

들의 언어 및 문자 변화에 대한 인식과 파생 전후의 두 글자가 고금 관계로 묶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서호는 설문해자주전에서 직접 ‘고금자’를 언급하 다. 그는 ‘祐’에 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3)

고금자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기존 글자에 편방을 더한 것이고, 다른 하나

는 고금본 기록에 따른 것이다.

凡古今字有二例, 一爲造字相承增偏旁, 一爲載籍古今本也.

서호의 책은 설문해자주전으로서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 해설을 가한 것이다. 

예문에서와 같이 서호는 고금자 관계를 크게 두 종류로 보았다. 하나는 문자 파생의 

측면에서 기존 글자에 편방이 더해져 글자가 생긴 경우이고, 또 하나는 고금의 기록 

상의 차이에 따른 관계이다. 전자처럼 글자의 고금 관계가 편방이 더해지기 전과 후

로 나뉜다고 여기는 관점은 단옥재의 고금자 개념에 비해 그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금자를 크게 문자 파생 측면과 고본 및 금본의 기록 차이의 

측면으로 나눈 것은 주석에서 설명하는 고금자의 성격을 두루 포괄한다.

설문해자주전을 연구한 馬慧(2008:127-128)에 따르면 서호는 고금자 168쌍을 귀

납하 고 이들은 대부분 ‘자형 상’ 연관되어 있다고 하 다. 예를 들어 ‘隶-逮’, ‘与-

’, ‘右-祐’ 등이 서호가 고금 관계로 연결시킨 글자들이다. 馬慧는 서호가 이들에 

대해 자형 상 연관되어 있음과 동시에 의미 상으로도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는 점

에서 그의 고금자 연구가 문자의 파생 현상과 동원자 연구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하 다.

3) 徐灝(1915:133), 說文解字注箋, 上海辭書出版社. 馬慧(2008:12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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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의 고금자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의 ‘구별자’ 개념에 더 가깝다. 물론 구별자의 

생성 배경과 고금자는 무관하지 않다. 어떤 글자를 토대로 그 글자와 구별되는 새로

운 글자가 만들어졌을 때 새로 만들어진 글자를 구별자라고 하는데, 이때 두 글자는 

시간적으로 앞과 뒤에 놓이게 된다. 또한 구별자 출현 전의 글자가 나타내던 의미를 

구별자가 이어받은 것이므로 그 의미가 두 글자 사이의 연결의미가 되어 고금 관계

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자형의 측면에서 언제나 먼저 사용하던 글자가 새

로 만들어진 글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형태를 보인다. 서호가 귀납한 대부분의 고금

자들이 이러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그가 자형 상 연관되어 있는, 즉 고자를 토대

로 금자가 만들어진 글자들을 고금자로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단옥재가 연결시킨 

다양한 고금자의 유형에 비추어 봤을 때 서호가 생각한 고금자의 범위는 단옥재보다 

좁았다고 할 수 있다.

현대 학자들의 관점은 고금자 개념의 범주가 구체화되고 다소 좁아졌다는 점에서 

서호의 관점과 비슷하다.

洪成玉(1995:1)은 고금자에 대하여 한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금 간에 

다른 글자를 사용하게 되는[古今異字] 현상’이라고 정의하 다. 그는 하나의 한자가 

지니고 있던 의미에서 의미파생이나 변화가 일어나 새로운 단어가 생성되면 그에 맞

는 새로운 글자가 생겨나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고금자’라고 하 다. 이때 

생성되는 새로운 글자는 기존에 사용되던 글자에 새로운 편방을 더하거나 편방을 변

화시킨 자형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부분적으로는 아예 다른 글자로 대

체되는 경우가 있다고도 하 다. 

班吉慶(2007:81)은 고금자에 대하여 “같은 단어를 지칭하는, 사용되던 시대에 고금

의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서사형식의 글자”라고 정의를 내렸다. 즉 같은 단어 지

칭, 시대 차이, 자형의 차이 이 세 가지를 갖춰야 고금자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같은 단어를 지칭한다는 점은 발음이 같음을 뜻하기도 한다. 한대부터 현대에 이르

기까지 고금자 개념을 운용한 대부분의 학자들 역시 고금자가 지니는 이러한 특징에 

대해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공감하 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고금자 연구는 그것이 주석에서 사용되었다는 점과는 관계없이, 주

로 글자의 옛 모습과 지금 모습을 담고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다루어졌다. 따라서 

글자의 고금 관계 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 현상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

다. 현대의 연구자들에게 있어 ‘고금자’는 대부분 글자의 의미항목 분화에 따라 그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기존의 글자에 편방이 붙거나 변형되어 새로 만들어진 글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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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글자의 관계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기존 글자의 의미 파생 혹은 가차에 따라 

글자가 분화하는 ‘문자체계의 발전 양상’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 다. 그러나 고금

자는 언어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서만이 아니라, 그것이 주석

에서 사용되었고 그 관계를 규정한 주석 주체의 인식을 반 하고 있는 개념으로서도 

다루어져야 한다.

2.1.2 단옥재의 고 자 개념

何占濤(2008)는 “고금자는 한자 발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현상이

다.”라고 하 다. 여기에서 ‘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에 주목해 보자. 고금

자에 대해 설명할 때, 이것을 ‘현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논의의 대상으로서 고금자를 어떻게 보는지와 관련이 있다. 

글자의 고금 관계를 하나의 ‘현상’으로 보는 입장은 두 글자가 고금 관계로 맺어

진 결과를 문자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양상으로 보는 것이다. 반대로 고금 

관계를 ‘개념’으로 보는 입장은 그 관계를 결과로서 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두 글자

를 고금자로 인식하는 그 과정, 즉 A와 B는 고금자임을 확정한 그 주체에 초점을 

맞춰 그가 이들을 고금자로 규정하는 데 작용한 인식에 더욱 주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 특히 현대의 고금자 연구는 대부분 전자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고금자라고 ‘규정된 것’에 대하여 그들이 어떻게 해서 

고금자 관계가 되는지에 대해 논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고금자를 ‘개념화’의 대상으로 보았다. 물론 고금자는 언어의 

변화 흐름에 따라 만들어지는 객관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고금자 관계에 내

포된 다양한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금자라는 개념이 사용된 배경과 이 개념을 

사용한 주체의 언어⋅문자에 대한 인식 작용을 들여다봐야 한다. 현대의 학자들이 

고금자와 기타 여러 문자와 관련된 사항들을 함께 논하고, 이 과정에서 논의의 대상

을 정의하는 데 있어 뚜렷한 경계를 만들어 내기 어려웠던 것은 고금자를 어떤 주체

의 인식을 거쳐 생산된 하나의 ‘개념’으로 보기보다 그것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

어⋅문자 변화의 ‘현상’으로서만 다루었기 때문이다.

단옥재의 고금자 개념은 두 글자 사이에서 보이는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인식

과 관련이 있다. 하나는 ‘차이’이고, 또 하나는 그런 차이가 생겨나게 된 ‘변화의 과

정’이다. ‘차이’는 두 개 이상의 대상 사이에서 포착되고, ‘변화의 과정’은 전(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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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後)라는 시간적 간격 사이에서 발견된다. 그가 포착한 ‘차이’는 고문경(古文經)과 

금문경(今文經) 기록의 차이, 해당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를 다른 글자가 나타내게 된 

문자사용 시점에 따른 차이이며, 이런 차이는 가장 먼저 자형이 다르다는 것을 통해 

인식된다. 단옥재는 이 글자들이 각각 ‘이전’과 ‘나중’이라는 두 시대(혹은 시점)에 

사용되는 문자로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동일한 개념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고금자라는 관계로 묶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단옥

재가 생각하는 고금자란 무엇인지 아래의 예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

다.

먼저 단옥재의 고금자에 대한 정의는 說文解字注⋅第二卷⋅八部 ‘余’에 대한 주

에서 확인된다.

시(詩)와 서(書)에서는 ‘予’를 쓰고 ‘余’를 쓰지 않았다. 좌전(左傳)에서는 

‘余’를 쓰고 ‘予’를 쓰지 않았다. 예기⋅곡례⋅하의 “제후에게 조회를 받고 벼슬을 

나누어주며 나라의 여러 일을 맡기는 이는 나 한 사람이다.”라는 구절에 대한 주에

서 “의례⋅근례에서 ‘백부께서 오심에 나 한 사람이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 다. 

‘余’와 ‘予’는 고금자이다.”라고 하 다. 고금자라는 것은 예경(禮經) 고문(앞의 의
례⋅근례)에서 ‘余一人’이라고 쓰고, 예기(앞의 ｢곡례｣)에서 ‘予一人’이라고 쓴 

것처럼, 무엇보다 발음이 같고 옛날에는 저것으로 쓰고 지금은 이것으로 쓰는 서로 

다른 글자이다. ‘余’와 ‘予’는 본래 별개의 글자이고 의미도 다르다. ‘予’와 ‘余’가 

본래 같은 글자 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詩書用予不用余. 左傳用余不用予. 曲禮下篇, 朝諸矦分職授政任功, 曰予一人. 注云, 

覲禮曰伯父寔來, 余一人嘉之. 余予古今字. 凡 古今字 , 主 同音, 而古用彼今用此

異字. 若禮經古文用余一人, 禮記用予一人. 余予本異字異義, 非 予、余本卽一字也.

위의 주석에서는 ‘余’와 ‘予’의 고금 관계를 설명하 다. 단옥재는 두 글자의 고금 

관계를 설명하면서 “보통 고금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발음이 같으며 옛날에는 

저것으로 쓰고 지금은 이것으로 쓰는 서로 다른 글자이다.”라고 설명하 다.4) 즉 고

자와 금자는 ‘동음(同音)’ 관계에 있고 ‘옛날’과 ‘지금’이라는 시간적 간격을 둔 ‘서로 

다른 글자’이다. 이때 두 글자가 가리키는 개념은 같다.

단옥재의 설명에 따르면 고금 관계로 묶이는 글자들은 자형, 발음, 의미 세 요소 

중 ‘발음’과 ‘의미’가 같거나 비슷하고 ‘자형’은 서로 다르다. 그들의 자형은 위 예의 

4) 단옥재의 주석에서 “凡○○…”라는 표현은 주석서 전체에서 사용될 ‘○○’라는 용어에 대

한 주석가 자신의 정의(定義), 즉 허신의 원문이나 단옥재의 주석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

요한 용어에 대해 설명할 때 쓴다. 이러한 설명은 해당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될 때 덧붙

이게 되므로 대부분 주석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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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余’와 ‘予’처럼 전혀 다른 모양일 수도 있고, ‘說’과 ‘悅’처럼 부분적으로 편방의 교

체나 추가 혹은 탈락을 겪은 경우도 있다. 이 중 자형이 전혀 다른 고금자 그룹에는 

본래 각자의 의미를 지니던 별개의 글자들이 발음과 의미가 같아 서로 혼용되거나 

어느 한 쪽 대신 사용되면서 그 기능이 통합된 경우가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 위

의 예문에서 “ ‘余’와 ‘予’는 본래 별개의 글자이고 뜻이 다르니, ‘予’와 ‘余’가 본래 

같은 글자 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단옥재 역시 이 두 글자가 ‘나’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서 고금자로 묶이는 관계이지만 본래는 각자의 의미를 

나타내던 별개의 글자 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 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단옥재가 

판정한 고자와 금자가 반드시 문자 파생의 선후 관계로 묶이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

는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고금자 관계에서 자형의 유사성 정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다. 고금자 

문제를 문자 자체의 파생과 완전히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글

자의 고금 관계에서는 원래 A라는 글자로 나타내던 어떤 의미를 후대에 B라는 글자

로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허신의 원문 혹은 인용하는 경전에 기록된 A라는 

글자가 사실은 그보다 더 뒤의 시점에 B가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냄을 설명하고 있

다는 것이 중요하다. 단옥재는 ‘고금자’라는 용어를 구성하는 ‘고’와 ‘금’이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하 다. 다음에서 說文解字注⋅第三卷⋅ 部의 ‘誼’에 대한 단옥재의 

주를 보자.

무릇 경과 전을 읽는 사람들은 고금자를 알아야 한다. 옛날이다 지금이다 하는 

것은 정해진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니다. 주나라가 ‘옛날’이면 한나라는 ‘지금’이 되

고, 한나라가 ‘옛날’이면 진⋅송이 ‘지금’이 되어 때에 따라 다르게 사용하는 글자를 

고금자라고 한다. 이는 지금 사람들이 고문과 주문이 고자이고 소전과 예서가 금자

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凡讀經傳 , 不可不知古今字. 古今無定時. 周爲古則漢爲今, 漢爲古則晉宋爲今, 隨

時異用 之古今字, 非如今人所 古文籒文爲古字, 篆隷書爲今字也.

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는 단옥재의 관점은 ‘고금’이라는 두 개의 시점이 특정한 

기준에 따라 나뉘는 것이 아니라, 두 글자가 사용되던 시점 그 자체가 기준이 되어 

앞의 시점이 ‘고’이고 뒤의 시점이 ‘금’이 된다고 보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고자와 금자가 사람들이 흔히 고문(古文), 주문(籒文), 소전( 篆), 예서(隷書)

를 일컫는 한자 서체(書體)의 고금 문제와는 다른 것이라고 하 다. 주석에서 설명하

는 고금자 문제가 두 글자의 서체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과는 별개의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今’자에 대한 주석에서도 ‘고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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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에서 說文解字注⋅第五卷⋅亼部의 “今은 이때이다.[今, 是時也.]”5)에 대한 단옥재

의 주를 보자.

‘지금’은 ‘옛날’에 상대되는 것을 가리킨다. ‘고’는 특정 시점이 아니고, ‘금’도 특

정 시점이 아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금’을 말한다면, ‘바로 지금’이 

‘금’이고 그 이전까지가 모두 ‘고’가 된다. 지금이 ‘조송(趙宋)’이라면, ‘조송’이 ‘금’

이 되고 ‘조송’ 이전이 ‘고’가 된다. 지금이 ‘위진(魏晉)’이라면, ‘위진’이 ‘금’이 되고 

‘위진’ 이전이 ‘고’가 된다. 반고(班固)의 한서⋅고금인표(古今人表)에 한대 사람들

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고금인(古今人)’이라고 한 것은, 한대로부터 가까운 시대의 

사람들을 ‘금인(今人)’으로, 한대로부터 먼 시대 사람들은 ‘고인’으로 봤기 때문이다. 

｢고금인표｣를 지은 것은 한서에 실리지 않은 것을 보충하고 한대 이전의 대략적

인 역사를 보존하기 위한 것으로, 삼황(三皇) 시기부터 한대에 이르기까지 갈마들며 

옛사람과 지금사람이 된다. 옛사람과 지금사람은 사용하는 글자가 달랐는데 이것을 

고금자라고 하며, 장읍이 지은 고금자고가 이에 대한 것이다. 장읍 이후에도 고금

의 글자들은 수없이 바뀌었다. 고금 간의 발음 차이에 대해서는 근래의 설명이 가

장 상세하다. 상주(商周) 시기부터 근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금이 존재했다. 그

러므로 ‘今’은 특정한 대상이 없는 말로서, ‘이때[是時]’라고 정해두면 두루 포괄하

게 된다.

今 古之偁. 古不一其時, 今亦不一其時也. 云是時 , 如 目前, 則目前爲今, 目

前已上皆古. 如 趙宋, 則趙宋爲今, 趙宋已上爲古. 如 魏晉, 則魏晉爲今, 魏晉已上爲

古. 班固作古今人表, 漢人不 焉, 而 之古今人 , 近乎漢 爲今人, 遠乎漢 爲古

人也. 作古今人表 所以補漢書之所無, 存漢已前之厓略也, 亦 三皇至漢以前迭爲古今

人也. 古今人用字不同, 之古今字, 張揖作古今字詁是也. 自張揖已後, 其爲古今字又

不知幾更也. 古今音之不同近世 之冣詳. 自商周至近世, 不知凡幾古今也. 故今 , 無

定之䛐, 約之以是時則兼賅矣.

허신은 ‘금’을 “이때다.”라고 풀었을 뿐인데, 단옥재는 이에 대하여 많은 부연 설

명을 했다. 단옥재는 주석을 통해 ‘지금’이라는 개념이 화자 혹은 기록자의 ‘현재’를 

말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으며, 각자의 시대가 ‘금’이 되고 그 전이 ‘고’가 되므

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고금이 갈마들며 흘러왔다고 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사용

하는 글자가 달랐다는 점, 그리고 발음이 달랐다는 점도 빼놓지 않고 언급하 다. 이

러한 인식은 단옥재가 주석에서 고금자를 비롯한 많은 언어현상에 대해 설명하는 데 

5) 본 논문에서 설문해자주 원문을 인용할 때 인용문에는 단옥재의 주석 내용만 싣는다. 이

는 허신 설해와 단옥재 주석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서다. 표제자 ‘A’에 대한 허신의 설해는 

인용문에 앞서 “A는 ○○이다.[A, ○○也.]” 형식으로 직접 인용하여 나타낸다. 설해의 번

역문에서 표제자 A는 작은따옴표로 묶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A 옆 괄호 안에 한국한자음

을 병기할 것이다.



2. 설문해자주의 고금자 서술형식과 대상   31

중요한 배경이 된다.

위 두 가지 예를 종합해 볼 때, 단옥재 주석에서의 고금자란 상대적 선후가 나뉘

는 두 시점에 속한 서로 다른 두 글자가 동일한 대상―의미―을 가리키는 관계로 묶

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특정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둘 이상의 대상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심축이 필요하다. 고금자 관계에서는 고자와 금자가 

속한 각각의 시점에 그들이 나타내던 ‘의미’가 중심축이 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고에서는 중심축이 되는 이 의미를 ‘연결의미’라고 부르기로 하 다.6) 즉 고

금자 관계에서는 연결의미가 고자 A와 금자 B 사이를 관통하며, 이들 관계는 “연결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 어떤 기점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에 사용된 두 글자의 관

계”라고 풀이할 수 있다.

단옥재가 주석에서 언급한 고금자 개념은 그가 ‘고금’을 나눈 기준이 무엇이었는

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단옥재가 고금 관계를 판

정한 근거는 크게 경전 기록의 차이와 시기별 언어 사용 상황의 차이로 나눌 수 있

다. 먼저 경전 기록 상황의 차이를 기준으로 고금자를 나눈 예를 보겠다.

단옥재는 고문경과 금문경의 글자 사용 상황의 차이를 기준으로 두 글자를 고금자

로 연결하 다. 說文解字注⋅第九卷⋅ 部의 “顯은 반짝이는 머리 장식이다.[顯, 頭

朙飾也.]”에 대한 단옥재의 주를 보자.

그래서 ‘ ’로 구성된 것이다. ‘飾’은 ‘꾸밈’이다. 女部에서 “妝, 飾也.(‘妝’은 꾸미

는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반짝이는 머리 장식’이란 ‘면변(冕 )’7)이나 

‘충이(充耳)’8) 같은 것으로, 파생되어 모든 ‘밝은 것’을 가리킨다. 내 생각에 ‘㬎(현)’

은 ‘매우 밝음’을 뜻한다.9) ‘顯’은 본래 주로 ‘머리장식’을 뜻했는데, ‘顯’이 주로 사

용되면서 ‘㬎’이 폐기되었다. 日部의 ‘㬎’에 대한 설해에서 고문에서는 (‘㬎’이) ‘顯’

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 다. 지금은 ‘顯’자를 ‘㬎’자 대신 사용하므로 고문에서는 

‘㬎’을 빌려 ‘顯’의 의미를 나타냈다고 말한 것이다. 이것은 고금 간 글자의 변천으

로 깊이 연구해야 하는 부분이다.

故字从 . 飾 , 妝也. 女部曰, 妝, 飾也, 是也. 頭明飾 , 冕 充耳之類, 引伸爲凡

明之偁. 按㬎 衆明. 顯本主 頭明飾, 乃顯 行而㬎廢矣. 日部㬎下曰, 古文以爲顯字, 

由今字假顯爲㬎, 乃 古文假㬎爲顯也. 此古今字之變遷, 所必當深究也.

6) 서론의 각주 6번 참조.

7) 고대 제왕(帝王), 제후(諸侯), 경(卿), 대부(大夫) 등이 쓰던 의례용 모자.

8) 관(冠) 양쪽에 매달아 귀까지 내려오게 하는 장식. 필요한 경우 귀를 막아 소리가 안 들리

게 한다. 

9) 說文解字注⋅第七卷⋅日部 ‘㬎’에 대한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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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앞부분에서 단옥재는 ‘顯’이 ‘반짝이는 머리 장식’을 뜻하다가 ‘밝은 것’을 두

루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하 다. 그런데 곧이어 ‘㬎’의 본의가 ‘매우 밝음’이라

는 점을 들어 두 글자가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암시했다. ‘顯’자 자체만 보면 ‘반짝

이는 머리 장식’을 뜻하다가 ‘밝은 것’으로 의미가 파생되고, 그리하여 본래 ‘매우 

밝음’이라는 ‘㬎’자의 본의를 ‘顯’자가 대신 나타내게 된 상황이다. 단옥재는 이에 대

하여 “ ‘顯’은 본래 주로 ‘머리장식’을 뜻했고, ‘顯’이 주로 사용되면서 ‘㬎’이 폐기되

었다.”고 설명하 다. 즉 ‘顯’이 ‘㬎’의 본래 의미인 ‘衆明(매우 빛남)’이라는 의미까

지 모두 나타내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서 단옥재가 고문의 기록을 통해 고금 간의 차이를 인식한 점이 나타난다. 

그는 ‘㬎’자에 대한 설해를 인용하여 고문에서는 ‘㬎’자가 ‘顯’의 의미인 ‘반짝이는 

머리 장식’을 나타냈으나, 지금은 ‘顯’이 ‘㬎’이 나타내던 ‘衆明(매우 빛남)’이라는 의

미를 나타낸다고 하 다. ‘㬎’이 ‘顯’의 의미를 나타내던 때가 있었던가 하면 ‘顯’이 

‘㬎’의 의미를 나타내는 시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옥재가 고문의 기록을 근

거로 고금 간 문자사용 상황의 변화를 인식한 것인 동시에, 어떠한 문장에 사용된 

글자가 실제 나타내는 의미를 명확히 파악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10)

경전 기록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의 예도 있다. 說文解字注⋅第五卷⋅皿部
의 ‘齍(자)’에 대한 주를 보자.

시⋅소아( 雅)⋅보전(甫田) 모시(毛詩)에는 ‘齊’ 또는 ‘齍’로 되어 있는데 고문

을 인용한 것이다. 예기에서는 ‘秶盛’이라고 썼는데 금문을 인용한 것이다. 이것

으로 보아 ‘齍’와 ‘秶’는 고금자임이 분명하다. 좌전에서 ‘秶盛’이라고 한 것이 금

자 사용의 시작이다.

毛詩甫田作齊, 亦作齍, 用古文. 禮記作秶盛, 用今文. 是則齍秶爲古今字憭然. 左

傳作秶盛, 則用今字之始.

위에서 언급한 고금자는 ‘齍’(‘齊’)와 ‘秶’이다. 단옥재는 모시 구절에 ‘齍’(‘齊’)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고문을 인용한 것이고, 예기에서 보이는 ‘秶盛’은 금문을 인용

한 것이라고 하 다. 단옥재는 모시와 예기에서 ‘제사에 쓰는 곡물’이라는 의미로 

각각 ‘齍’와 ‘秶’를 사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두 글자가 고금 관계로 묶인다고 보았

다.

경전의 기록 차이 중 경전의 원문과 주석문의 차이를 언급한 예도 있다. 다음에서 

10) 說文解字注⋅第八卷⋅見部 ‘𧡨(제)’에 대한 주석에서도 ‘㬎’과 ‘顯’이 고금자임을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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說文解字注⋅第四卷⋅骨部의 “骨은 고기 안에 채워져 있는 것이다.[骨, 肉之覈也.]”

에 대한 단옥재의 주를 보자.

襾部에서 “覈, 實也.(‘覈’은 채움이다.)”라고 하 다. 고기 안에 있는 뼈를 ‘覈’이라

고 한다. 채옹(蔡邕)의 주에서 “肴覈, 食也. 肉曰肴, 骨曰覈.(‘肴覈’은 음식이다. 고기

를 ‘肴’라고 하고, 뼈를 ‘覈’이라고 한다.)”고 하 고, 주례(周禮)⋅지관(地官)⋅대사

도(大司徒)의 “丘陵, 其植物宜覈物.(구릉에는 식물 중에 씨가 있는 것이 적합하다.)”

에 대한 주에서 “核物, 梅李之屬.(‘씨가 있는 것’은 매실이나 자두 같은 것이다.)”11)

라고 하 으며, 시⋅소아⋅빈지초연(賓之初筵)의 “殽核維旅(고기 붙은 갈비가 죽 

놓여 있네)”에 대한 전(箋)에서는 “豆實菹醢也, 籩實有桃梅之屬.(‘豆’에는 김치와 젓

갈을 담고, ‘籩’에는 복숭아나 매실 종류를 담는다.)”이라고 하 다. 생각건대 ‘覈’과 

‘核’은 고금자이다. 그리하여 주례 경전 원문에서는 ‘覈’으로 주석문에서는 ‘核’으

로 쓴 것 같다. 고본도 모두 이와 같다.

襾部曰, 覈, 實也. 肉中骨曰覈. 蔡邕注典引曰, 肴覈, 食也. 肉曰肴, 骨曰覈. 周禮, 丘

陵, 其植物宜覈物, 注云, 核物, 梅李之屬. 雅, 殽核維旅, 箋云, 豆實菹醢也, 籩實有

桃梅之屬. 按覈核古今字. 故周禮經文作覈, 注文作核. 古本皆如是.

위에서 설명한 고금자는 ‘覈(핵)’과 ‘核(핵)’이다. 이 두 글자는 ‘(열매 등의) 씨’라

는 연결의미로 묶이는 고금 관계이다. 단옥재는 주례의 경전 원문에 ‘覈’으로 기록

된 부분에 대하여 주석에서는 ‘核’자를 사용했다는 것에 근거하여 두 글자가 고금 

관계인 것 같다고 하 다. ‘覈’과 ‘核’ 두 글자의 고금 관계에 대해서는 說文解字注⋅
第七卷⋅襾部 ‘覈’에 대한 주12)와 說文解字注⋅第六卷⋅核部 ‘核’에 대한 주13)에

서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하 다. 단옥재는 ‘覈’에 대한 주에서 “아마도 한대 사람들

은 이미 ‘核’자로 ‘覈’의 의미(‘씨’)를 나타냈던 것 같다.[葢漢人巳用核爲覈矣.]”고 하

다. 이 부분에서도 역시 한대의 주석에서 이미 ‘核’을 사용하 고, 그것이 ‘覈’의 

의미를 나타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두 글자의 고금을 나누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먼저 단옥재가 두 글자의 고금 관계를 설명한 이유에 대해 살펴볼 필요

가 있다. 설문해자에는 ‘覈’과 ‘核’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 허신은 ‘覈’을 “열매이

다.[實也.]”라고 풀이했고, ‘核’은 “남쪽 사람들은 나무 껍데기로 상자를 만들었는데 

그 모양이 ‘籢 (염존)’과 비슷하다.[蠻夷㠯木皮爲匧, 狀如籢 之形也.]”로 풀이하 다. 

‘核’에 대한 허신의 설해에 대하여, 단옥재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未詳所本]고 한 

후 한대에 이미 ‘열매의 씨’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 다. 그래서 ‘核’이 

11) 매실이나 자두처럼 가운데 씨가 든 열매라는 것.

12) 說文解字注⋅第七卷⋅襾部 ‘覈’에 대한 주.

13) 說文解字注⋅第六卷⋅核部 ‘核’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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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의 씨’로 풀이되어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허신은 이와 

다른 뜻으로 풀이해 놓았다. 단옥재는 이 상황에 대해 허신이 ‘核’을 ‘열매의 씨’로 

풀이하지 않은 것은 그가 ‘열매의 씨’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는 ‘覈’이 되어야 한

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按許不以核爲果實中 , 許意果實中之字當用覈也.]고 

설명하 다. 이는 단옥재가 허신의 설해를 기준으로 어떤 글자의 ‘본의’와 ‘본의가 

아닌 것’에 주목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核’에 대한 주에서 지금은 ‘核’이 ‘열매의 가

운데’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됨에 따라 그 본래의 의미는 나타내지 않게 되었

다[今字果實中曰核而本義廢矣.]고 한 것은 ‘核’이 자신의 본래 의미가 아닌 다른 의

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단옥재 당시의 문자사용 현황을 설명한 것이고, 그가 생

각하는 ‘본래의 의미’는 허신의 원문에 기록되어 있던 그 의미 을 것이다. 단옥재는 

허신의 텍스트를 주석하는 과정에서 그의 의미 풀이나 글자 배열 등에 어떠한 의도

가 내포되어 있는지를 곳곳에서 설명했는데, ‘核’에 대한 주석은 단옥재의 그러한 태

도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또한 ‘覈’과 ‘核’의 고금 관계 설명과 함께 각 글자

의 의미 변화 및 의미의 이동 현황을 설명한 것 역시 허신의 설해를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으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14)

다음으로 시대별 글자 사용 상황을 언급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겠다. 먼저 說文

解字注⋅第五卷⋅亏部 ‘亏(우)’에 대한 주를 보자.

보통 시와 서(書)에서는 ‘亏(于)’를 사용하고, 논어(論語)에서는 ‘於’를 사용

한다. 아마 ‘于’와 ‘於’ 두 글자는 주대 기준으로 고금자 던 것 같다. 그러므로 이
아(爾雅)⋅석고(釋詁)와 모전(毛傳)에서는 금자로 고자를 푼 것이다.

凡詩、書用亏字, 凡論語用於字. 葢于於二字在周時爲古今字. 故釋詁、毛傳以今字釋

古字也.

단옥재는 시와 서에서 ‘于’를 사용했고, 논어에서는 그 글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於’를 사용했다고 하 다. 그리고 이들이 주대를 전후로 고자와 금자로 나뉘

게 되었다며 구체적인 기준 시점을 밝혔다. 이후 이아⋅석고와 모전에서 금자로 

고자를 풀이하 다는 것은 ‘于’의 의미를 풀이할 때 ‘於’자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한

다.

주대를 기준으로 고금이 나뉘는 또 하나의 예를 보자. 說文解字注⋅第十二卷⋅戈

部 “或(역)15)은 나라이다.[或, 邦也.]”에 대한 주에서는 ‘或’과 ‘國’의 고금 관계를 언

14) 이와 관련된 내용은 4.2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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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 다.

邑部에서 “邦은 나라이다.”라고 하 다. 아마 ‘或’과 ‘國’은 주대에 고금자 을 것

이다. 고문에는 ‘或’자만 있으며 이후 다시 ‘國’자를 만들었다.

邑部曰, 邦 ，國也. 葢或國在周時爲古今字. 古文衹有或字, 旣乃復製國字.

허신의 설해에서 ‘或’은 “邦也.”라고 하 다. 그리고 또 ‘邦’을 “國也.”로 풀었으니, 

‘或’과 ‘國’은 의미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옥재는 허신의 두 설해를 통해 이

들이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는 점, 허신의 시대에 이미 ‘國’을 사용했었다는 점을 보

여주었다. 그리고 고문에는 ‘或’만 있고 ‘國’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본래 ‘나라’를 나

타내던 글자는 ‘或’이었다고 보았고, 허신이 이미 원문 설해에서 ‘國’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國’이라는 글자는 적어도 한대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보았다. 단

옥재가 이들의 고금 관계에서 기준 시점을 주대라고 추측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다음은 說文解字注⋅第六卷⋅邑部 ‘𨜒(계)’에 대하여 허신이 “주대에 황제(黃帝)

의 후손을 계 땅에 봉하 다.[周 黃帝之後於𨜒也.]”라고 설해한 것에 대한 단옥재의 

주이다.

내 생각에 ‘𨜒’와 ‘薊(계)’는 고금자이다. ‘薊’가 사용되면서 ‘𨜒’는 폐기되었다. 한
서⋅지리지(地理志)와 한서⋅군국지(郡國志)에 모두 ‘薊’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薊’로 가차된 지 오래 되었다.

按𨜒薊古今字也, 薊行而𨜒廢矣. 漢地理志、郡國志皆作薊, 則其字假借久矣.

단옥재는 ‘𨜒’와 ‘薊’가 동일한 지명을 가리키는 글자로서 고금 관계로 묶이며, 한
서에 ‘薊’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𨜒’ 대신에 ‘薊’를 사용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다고 하 다. 이 두 글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어서 나오는 허신의 설해 “상곡

(上谷)에 계현(𨜒縣)이 있다.[上谷有𨜒縣.]”에 대한 주석에서도 확인된다.

또 생각건대 이 다섯 자는 뒤에 나오는 ‘邰(태)’와 ‘𨟚(양)’의 예와 마찬가지로 

“今上谷薊縣是也.(지금 상곡의 계현이다.)”의 일곱 글자로 써야 한다. 한대에는 ‘邰’

를 ‘斄’로, ‘𨟚’을 ‘穰’으로 쓴 것과 같이 이미 ‘薊’로 썼다. 옛날과 지금은 글자가 

다르다 그것을 기록하여 그 합당함을 설명하 다. 만약 한대에 본래 ‘𨜒’로 사용했

었다면, 이에 대한 설해는 ‘鄒’자에 대해 “魯縣古邾國, 帝顓 之後所 .(노현 고주국

15) 오늘날 ‘國’으로 표기되는 ‘나라’라는 의미를 가리킬 때에는 발음이 ‘역’이다. 설문해자주

에는 ‘羽非切’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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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전욱 왕의 후손이 봉해진 곳이다.)”이라고 한 것처럼 “上谷縣也. 周時黃帝之後

所 .(상곡현이다. 주대에 황제의 후손이 봉해진 곳이다.)”이라고 썼어야 한다. 그러

므로 ‘𨜒’는 허신이 본 고자이고, ‘薊’는 한대의 글자이다.

又按此五字, 當如下文邰下𨟚下之例, 作今上谷薊縣是也七字. 漢時字巳作薊, 如邰巳

作斄, 𨟚巳作穰. 古今字不同, 故著之以 其合. 假令漢時字本作𨜒, 則其立文當云上谷

縣也周時黃帝之後所 . 如鄒下云魯縣古邾國, 帝顓 之後所 之例矣. 然則𨜒 , 許所

見古字也. 薊 , 漢時字也.

단옥재는 허신의 시대에 이미 ‘薊’가 사용되고 있었고, ‘𨜒’와 ‘薊’가 동일한 대상

을 나타내는 고금 간의 글자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 허신의 설해 중 이 구절이 “上谷

有𨜒縣.”이 아닌 “今上谷薊縣是也.”가 되어야 한다고 하 다. 즉 ‘𨜒’가 가리키는 지

명이 허신 당시의 ‘薊縣’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혔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만약 한대

에도 원래 글자인 ‘𨜒’를 사용했던 상황이라면 그곳의 위치를 설명하는 데 그쳐도 

좋으나, 허신의 시점에도 ‘𨜒’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𨜒’ 대신 ‘薊’가 사

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 다. 그리하여 “ ‘𨜒’는 허신이 본 고자이고, ‘薊’는 

한대의 글자이다.”라고 한 것이다. 이 예에서는 허신 시대를 기준으로 ‘고’와 ‘금’이 

나누는 경우를 다루었다.

그 밖에 說文解字注⋅第八卷⋅見部 ‘視’에 대한 주에서 “옛날에는 ‘視’로 썼고, 

한대 사람들은 ‘示’로 썼는데, 이는 고금자이다.[古作視, 漢人作示, 是爲古今字.]”라고 

하고, 說文解字注⋅第十二卷⋅耳部 ‘聯’에 대한 주에서 “주대의 사람들은 ‘聯’자를 

사용했고, 한대 사람들은 ‘連’자를 사용했으니, 고금자이다.[周人用聯字, 漢人用連字, 

古今字也.].”라고 하는 등, 설문해자주에서 거론되는 고금 관계의 글자 중 많은 예

들이 한대를 기준으로 ‘고’와 ‘금’이 나뉜다.

한대 이후의 기록을 기준으로 한대에 사용하던 글자가 고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說文解字注⋅第十二卷⋅手部 “拯(증)은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이다.[拯, 上擧也.]”에 

대한 주를 보자.

설문해자에는 ‘拯’으로 되어 있고, 자림(字林)16)에는 ‘抍’으로 되어 있다. 여

침(呂忱) 시대를 기준으로 고금자이다. 

說文作拯, 字林作抍, 在呂時爲古今字.

위에서 거론된 고금자는 ‘拯’과 ‘抍’이며 연결의미는 ‘위로 들어 올림’이다. 단옥재

16) 진(晋)의 여침(呂忱)이 저술한 책. 12,824자가 수록되었으며 설문해자의 540부수 체례에 

따라 배열하 다. 일실되어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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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침의 자림을 인용하여 “여침 시대를 기준으로 고금자”임을 밝혔다. 단옥재의 

주석에 따르면 두 글자는 진대(晋代)를 기준으로 ‘고’와 ‘금’이 나뉘는 관계이다.

한 가지 예를 더 보자. 說文解字注⋅第三卷⋅㗊部 “𡅻(환)은 부르는 것이다.[𡅻, 

嘑也.]”에 대한 주의 일부이다.

‘嘑(호)’는 각 판본에서 ‘呼’라고 썼는데 여기에서 바로잡는다. ‘嘑’는 ‘부르다’이

다. 광아(廣雅)에서 “ ‘𡅽’은 ‘울다’이다.”라고 했고, 옥편(玉篇)에서는 “ ‘𡅽’은 荒

과 貫의 반절로 발음하며 ‘喚(환)’과 같다.”고 하 다. 광운(廣韵)도 마찬가지다. 

살펴보면 설문해자에는 ‘喚’이 없다.17) 그러니 ‘𡅽’과 ‘喚’은 고금자이다.

嘑各本作呼, 今正. 嘑, 號也. 廣雅, 𡅽, 鳴也. 玉篇云, 𡅽荒貫切, 喚同. 廣韵同. 按

説文無喚字. 然則𡅽喚古今字也.

위의 주석에서 거론된 고금자는 ‘𡅽’과 ‘喚’이다. 단옥재가 “살펴보면 설문해자
에는 ‘喚’이 없다. 그러니 ‘𡅽’과 ‘喚’은 고금자이다.”라고 한 것은 옥편과 광운에
서 ‘𡅽’에 대하여 “ 喚同(‘喚’과 같다)”이라고 설명했기 때문이다. 즉 옥편과 광
운에서 두 글자를 발음이 같은 동일한 글자로 풀이하 기에 ‘𡅽’ 대신 ‘喚’이 ‘부르

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는 설문해자에 ‘喚’이 실

려 있지 않은 점을 한대에 ‘喚’이라는 글자가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고 본 근거로 삼

았다. 그리하여 ‘𡅽’과 ‘喚’이 고금자로 이어진다고 본 것이다. 한어대사전(漢語大詞

典)에 의하면, ‘喚’이 ‘부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은 남조(南

朝) 송(宋)의 세설신어(世說新語)이다. 또한 다른 의미항목도 당대(唐代) 이전의 문

헌에서 사용된 흔적이 없다. 그러므로 단옥재가 본 것처럼 ‘喚’의 사용이 비교적 늦

은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옥재는 경전의 기록, 그리고 글자의 사용 상황에 따

른 상대적 선후 관계를 이루는 글자들을 고금자로 묶었다. 각 고금 관계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특정한 때가 아닌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다른 글자를 사용하게 되는 그 

시점이다. 그리하여 주대가 기준인 경우도, 한대가 기준인 경우도, 진대(晋代)가 기준

인 경우도 생기는 것이다. 물론 명확한 시점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도 무수히 많다. 

단옥재는 기록을 통해서 밝힐 수 있는 경우는 그 시대를 명확히 밝혔고, 근거가 분

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두 글자가 하나의 연결의미를 공유하는 관계라는 점과 그 사

이에 일어난 언어 및 문자 측면의 변화 과정까지만 설명하 다. 또한 간단히 고금자

17) 陳昌治刻本 說文解字⋅第二卷⋅口部에는 ‘喚’자가 수록되어 있다. “喚, 𧦝也. 从口奐聲. 

古通用奐. 呼貫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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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만 밝혀 고자를 금자와 대응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단옥재 고금자 설명의 목적은 두 글자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그 설명을 

통해 허신 설해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 說
文解字注⋅第三卷⋅𠬞部에서 “具는 갖추어서 놓는 것이다.[具, 共置也.]” 대한 주를 

보자.

‘共’과 ‘供’은 고금자이다. ‘人’으로 구성된 ‘供’으로 써야 한다.

共、供古今字. 當從人部作供.

단옥재가 ‘共’과 ‘供’이 고금자 관계임을 설명한 것은 두 글자가 공통의 연결의미

를 지니고 있으므로 허신 설해에 기록된 ‘共’을 오늘날의 ‘供’으로 바꾸어서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두 글자의 연결의미는 ‘갖추어 둠’이다. 즉 허신 설해에 기록된 

‘共’이 후대에 ‘함께’라는 의미로 인식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여기에서 ‘共’은 

‘함께’가 아닌 ‘갖추어 둠’을 뜻한다고 설명한 것이다. 

설문해자에는 두 글자 모두 수록되어 있다. ‘供’은 說文解字⋅第八卷⋅人部에
서 “갖추어 두는 것이다.[設也.]”로 풀이되어 있으며, ‘共’은 說文解字⋅第三卷⋅共部
에서 “함께 함이다.[同也.]”라고 풀이되어 있다. 만약 이를 토대로 ‘共’을 ‘함께 함’으

로 풀이하면, ‘具’에 대한 허신의 설해 “共置也.”는 ‘함께 놓음’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옥재는 ‘具’를 ‘함께 놓음’이 아닌 ‘갖추어서 놓음’이란 의미를 지닌 글자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허신이 이 설해의 ‘共’을 ‘함께 함’이 아

닌 ‘갖추어 둠’의 의미로 사용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18) 이 예를 통해 단옥

재가 고금자 설명을 통해 주석의 독자로 하여금 허신의 설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 고금자 서술형식과 대상

설문해자주에서의 고금자 관계 서술양상은 크게 서술형식과 서술대상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18) 실제로 漢語大詞典의 ‘具’에 대한 첫 번째 의미항목에는 “供置”라고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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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서술형식

설문해자주 내에서 A(古字)와 B(今字)의 고금 관계를 설명한 서술형식은 다음의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AB古今字(171쌍)

② B, 古字A(47쌍)

③ A, 今字B(118쌍)

④ B, 古之A(字)(6쌍)

⑤ A, 今之B(字)(94쌍)

⑥ B行而A廢矣(217쌍)

①은 “A와 B는 고금자 관계이다”로 풀이할 수 있고, ②는 “A는 B의 고자이다”, 

③은 “B는 A의 금자이다”, ④는 “B는 옛날의 A字이다”, ⑤는 “A는 지금의 B字이

다”, ⑥은 “B가 사용되면서 A는 폐기되었다”로 각각 풀이할 수 있다. 각 유형은 고

금자 설명에서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한 쌍의 고금자 설명에 두 가지 유형의 

설명이 동시에 사용되기도 한다. 그 중에서도 ①과 ⑥은 나머지 네 항목들과의 중복 

비중이 높은 편이다.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형식으로 서술되는 고금자 개수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설문해자주에서 설명한 ‘古今字’ 항목의 개수는 약 550~630쌍 정도로 연구자 각각

의 기준 또는 중복조항 포함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다.19) 본고에서는 ①~⑥까지의 

19) 연구자에 따라 자료 추출 기준으로 삼은 키워드나 용어를 달리 설정하는 까닭에 각 연구 

별로 고금자 개수에 차이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단옥재 주석에서 추출한 모든 고금자

를 목록화하여 제시한 경우가 없다. 그리하여 각 항목에 어떤 글자가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그나마 비교가 가능한 부분은 항목별 개수이다. 劉志剛(2008)

은 설문해자주에서 언급된 고금자가 총 597쌍이라고 하 다. 그는 단옥재의 주석에서 

고금자 설명의 서술유형을 크게 ①“某某古今字”(168쌍) ②“某, 今之某字(也)” 등(177쌍) ③
“某行而某廢矣” 등(252쌍)의 세 가지로 나누어 통계를 내었다.(이 중 ②, ③ 항목에는 해

당 항목의 형식과 약간 다른 형식으로 서술된 고금자도 포함시켰다. 그래서 “~등”이라고 

표현하 다.)

필자와 劉志剛(2008)의 조사 결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某行而某廢矣”에 해

당하는 고금자의 개수이다.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이 항목에 해당하는 고금자는 217쌍(중

복항목 제거 전)이다. 그런데 劉志剛(2008)의 정리 결과는 252쌍으로 필자의 조사 결과와 

34쌍이나 차이가 난다. 필자는 고금자 자료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某行而某廢矣”로 설명

되는 예 중 ‘글자’가 폐기된 것이 아닌 ‘본의(本義)’가 폐기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

으며, ‘古今字’, ‘今之’ 등의 항목과 함께 서술되는 경우도 많음을 확인하 다. 추측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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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고금자를 모두 합한 후, 서로 중복되는 항목을 제외하여 총 578쌍의 고금자

를 추출하 다.20)

서술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위의 여섯 가지 서술형식은 모두 A(古字)와 B(今字)의 

고금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⑥은 ①~⑤에 비해 사회에서의 용자 상황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고자와 금자 모두 각각의 의

미를 나타내며 공존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⑥의 경우는 고자가 본래 지니고 있던 

의미를 금자로 넘겨주면서 그 글자가 더 이상 ‘두 글자 사이의 연결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 않게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머지 서술형식과 다르다. 

비록 형식상의 차이는 있으나 위의 여섯 가지 서술형식 모두 ‘어떤 의미’를 기록하

는 글자가 한 때 A 다가 이후 B로 바뀌었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두 글자의 고금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형식에 포함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허신의 원문 및 단옥재 

본인의 주석에서 사용된 글자가 실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명시하고자 했음을 반

한다는 점에서 그 지향점 역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여섯 항목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廢矣’라는 표현에 대해 보충하자면, 본 

논문에서는 원문의 ‘廢矣’를 “폐기되었다”로 번역하 다. ‘廢矣’라는 서술형식은 ‘글

자의 폐기’와 ‘의미의 폐기’를 설명할 때 사용한다. 각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1) 특정 글자가 폐기된 경우: 고금 관계의 두 글자 중 고자에 해당하는 글자가 

더 이상 고금 관계의 연결의미를 나타내지 않게 되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

때 주의할 점은 폐기된 그 글자의 존재가 아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고

금 관계를 이어주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폐기되

었다고 한 그 글자는 전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2) 특정 의미가 폐기된 경우: 어떤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항목의 변화를 설명하

는 것이다. 예를 들어 說文解字注⋅第八卷⋅衣部 ‘褰(건)’에 대한 주에서 

“褰의 본의는 ‘바지’인데, 민간에서는 이 글자를 빌려 ‘騫衣(옷을 걷어 올림)’

劉志剛(2008)에서는 “某行而某廢矣”로 설명되는 자료 중 ‘본의’가 폐기된 경우 또는 ‘古今

字’, ‘今之’ 등과 함께 서술되는 경우를 제외하지 않은 것 같다.

20) ①~⑤는 서로 간의 중복을 제외한 개수이고, ⑥은 다른 항목과의 중복을 제외하기 전의 

개수이다. 본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⑥은 ①~⑤의 고금 관계 설명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다. ①~⑤가 고금 관계의 두 글자를 대응시킨 것이라면, ⑥은 고금자 사이의 연결의미

를 B를 통해 나타내게 되면서 A는 더 이상 그 의미를 나타내지 않게 된 ‘변화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동시에 ⑥은 ‘그런 변화를 거쳐 지금은 이 글자로 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서, 지금 글자에 초점이 놓인 ③, ⑤와의 중복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2. 설문해자주의 고금자 서술형식과 대상   41

이라는 단어에 쓴다. … 옛날에는 ‘옷을 걷어 올림’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데 ‘騫’자를 썼는데, 지금은 ‘褰’으로 빌려 쓰면서 ‘褰’의 본의가 폐기되었다.

[褰之本義 絝, 俗乃假爲騫衣字. … 古騫衣字作騫, 今假褰而褰之本義廢矣.]”라

고 하 다. 즉 ‘褰’이 본래 ‘바지’를 뜻하던 글자 는데 본래 의미가 아닌 ‘옷

을 걷어 올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면서 본래 의미와 이 글자 사이의 고리

가 완전히 끊긴 상황을 설명한 것이다. 

둘 중 (2)는 글자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의미항목의 변화를 설명한 것으로서, 두 글

자의 고금 관계 설명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금자 설명 자료로

서 특정 글자가 폐기된 (1)의 경우만 포함시켰다.

2.2.2 서술 상

연

번

설문해자
표제자

주석에서 

설명한 

고 자

표제자 

포함

여부

연

번

설문해자
표제자

주석에서 

설명한 

고 자

표제자

포함

여부

1 祲 气 : 氣 × 11 連 連 : 輦 ○
2 薲 薲 : 蘋 ○ 12 疋 疋 : 疏 ○
3 䖂 䖂 : 蓴 ○ 13 𡅻 𡅽 : 喚 ○
4 介 介 : 畍 ○ 14 𠀬 筍 : 筠 ×

5 余 余 : 予 ○ 15 笱 偃 : 堰 ×

6 喌 粥 : 喌 ○ 16 笱 空 : 孔 ×

7 䢦 道 : × 17 䚻 䚻 : 謠 ○
8 述 遹 : 述 ○ 18 說 説 : 悅 ○
9 遹 辟 : 僻 × 19 說 釋 : 懌 ×

10 連 聯 : 連 ○ 20 誼 誼 : 義 ○

위의 표는 설문해자주 중 고금자 설명이 포함된 표제자와 해당 주석에서 언급

된 고금자 두 글자를 각각 정리한 것이다.21) 이들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표제자가 주석에서 설명하는 고자 또는 금자에 포함되는 경우(○표시)이고, 

또 하나는 표제자가 고자 또는 금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표시)인데, 둘 중 후자의 

21) 표 안의 예는 설문해자주 1篇-3篇 내의 고금자 설명 항목 20개를 추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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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고금자 설명이 주석의 일부라

는 점을 고려하면, 표제자가 반드시 고자 또는 금자에 해당하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

라도 어떤 의미로든 고금자 설명이 표제자와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

다. 즉 위의 두 가지 경우 중 후자 또한 표제자와 전혀 무관한 고금 관계를 설명하

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서술대상이 무엇인지에 따라 각각의 고금자 관련 서술이 표제자와 어떻

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겠다.

표제자(A)

   허신의 설해(B)

       단옥재의 주석(C)

위의 그림은 설문해자주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단옥재의 고금자 설

명은 (C)에서 보이고, 고금자 설명대상 글자는 허신 원문의 표제자(A)인 경우, 표제

자에 대한 허신 설해(B)에 나오는 글자인 경우, 그리고 허신 설해에 대한 단옥재 본

인의 주석(C)에 나오는 글자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서술 대상별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허신 원문의 표제자인 경우

다음은 說文解字注⋅第一卷⋅艸部 “䖂(난)은 순채(蓴菜)22)dl다.[䖂, 鳧葵也.]”에 대

한 주의 일부이다.

뒤에서 “ ‘𦯄(류)’는 순채이다.”라고도 했는데, 두 글자를 따로 배치한 것은 소전

과 주문 자형이 다르기 때문이다.23) ‘䖂’과 ‘𦯄’는 쌍성(雙聲) 관계이다. 광아에서 

“ ‘䖂’과 ‘𦯄’는 순채이다.”라고 하 다. 내 생각에 ‘䖂’과 ‘蓴(순)’은 고금자로, 옛날

에는 ‘䖂’으로 썼고 지금은 ‘蓴’ 또는 ‘蒓(순)’으로 쓴다. 

22) 연꽃잎 모양의 여러해살이 수초.

23) ‘𦯄(류)’는 소전과 주문의 자형이 달라 艸部 뒤에 주문이 茻部로 이루어진 글자만 따로 

모아 둔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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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又云𦯄, 鳧葵也. 二字不同處 , 以 篆、籒文别之也. 䖂𦯄雙聲. 廣雅曰, 䖂、𦯄, 

鳧葵也. 按䖂蓴古今字, 古作䖂, 今作蓴作蒓.

이 예에서는 표제자 ‘䖂(난)’과 ‘蓴(순)’이 고금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다. 단옥재는 

표제자가 가리키는 대상이나 개념을 그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를 통해 표기하게 된 

경우, 두 글자를 고금 관계로 이어 동일 의미를 지칭하는 서로 다른 서사형식임을 

설명하 다. ‘䖂’이 설문해자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단옥재 당시에는 통용되지 않던 

글자 는데, ‘䖂’이 지니고 있던 사전 속 그 의미가 금자 ‘蓴’의 의미와 동일하기 때

문에 이 두 글자의 관계를 이어준 것이다.

② 허신 설해에 나오는 글자인 경우

說文解字注⋅第二卷⋅辵部 “䢦(솔)은 앞에서 이끄는 것이다.[䢦, 先道也.]”에 대한 

주에서는 ‘道(도)’와 ‘ (도)’의 고금 관계를 설명하 다.

‘道’는 지금의 ‘ ’이다. 

道, 今之 字.

위의 예는 허신 설해에 사용된 글자의 고금 관계를 기술한 예이다. 허신이 표제자 

‘䢦’의 의미를 “先道也.”라고 풀이한 것에 대해, 단옥재는 “道, 今之 字.”라고 주석하

다. 이는 허신의 설해에 사용된 ‘道’가 ‘이끌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단옥재가 설명한 고금 관계는 일차로는 허신의 설해에 대한 보충

이다. 그러나 허신의 설해는 표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허신 설해에 사

용된 글자의 고금 관계를 밝힌 것은 결국 표제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풀어주는 데 기

여한다. 즉 허신의 원문에 쓰인 ‘道’를 단옥재 당시의 상용의미로 해석할 경우 ‘䢦’

의 본의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道’와 ‘ ’의 고금 관계를 제시한 것이다.

③ 단옥재의 주석에 나오는 글자인 경우

說文解字注⋅第三卷⋅句部 “笱(구)는 대나무를 구부려 만든 물고기 잡는 데 쓰

는 ‘통발’이다.[笱, 曲竹捕魚笱也.]”에 대한 주에서는 ‘偃(언)’과 ‘堰(언)’, ‘空(공)’과 ‘孔

(공)’의 고금 관계에 대해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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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패풍(邶風)⋅곡풍(谷風) 모전에서 “ ‘笱’는 물고기를 잡는 도구이다.”라고 했

고, 주례⋅천관(天官)⋅어인(䲣人) “掌以時䲣爲梁.(때에 맞춰 고기를 잡기 위해 제

방 설치하는 일을 담당한다.)”에 대해 대정(大鄭, 이하 정중)24)은 “梁, 水偃. 偃水而

爲關空, 以笱承其空.(梁은 둑이다. 물에 둑을 쌓고 구멍을 내어 통발을 그 구멍에 댄

다.)”고 하 다. ‘偃’과 ‘堰’, ‘空’과 ‘孔’은 모두 고금자이다. 

邶風毛傳曰, 笱所以捕魚也. 周禮䲣人, 掌以時䲣爲梁. 大鄭云, 梁, 水偃. 偃水而爲關

空, 以笱承其空. 偃堰, 空孔皆古今字.

위 예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금자는 표제자도 아니고 허신의 설해에 나오는 글자

도 아닌 본인의 주석에서 인용한 경전에 기록된 글자이다. 설문해자에서 ‘空’의 본

의가 ‘구멍’이라고 한 바와 같이25) ‘空’은 본래 ‘구멍’을 뜻하는 글자로 사용되었

다.26) 그러나 단옥재의 주석에서 ‘空’으로 기록된 경의 문구에 대해 ‘空’과 ‘孔’이 고

금 관계가 있다고 설명한 이유는 당시 ‘空’의 상용의미가 예로 든 경전에 기록된 의

미와 달라 오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구멍’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 ‘空’의 역할을 대신하게 된 오늘날의 글자로 ‘孔’을 제시하고 이 

둘을 고금 관계로 이어주었다.27)

고금자를 설명한 단옥재의 주석은 허신의 ‘笱’에 대한 의미 풀이를 보충하고 있다. 

‘笱’의 의미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용문 내의 ‘空’을 단옥재 당시의 상용의미로 이

해하게 되면, 문장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결국 표제자 ‘笱’에 대한 설명 역

시 모호해진다. 이 때문에 인용문에서 어떤 새로운 글자―금자―로 의미를 넘겨준 

옛 글자―고자―가 등장한 경우, 그 글자가 실제 뜻하는 바를 명시하기 위해 금자를 

제시한 것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은 허신의 설문해자 원문과 자신

의 주석 등 다양한 층위에 속하는 대상에 대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여러 층위 속

의 글자를 대상으로 제시한 고금 관계는 결국 표제자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

24) 정중(鄭衆, ?~83). 한대 경학가. 자는 ‘중사(仲師)’. 보통 ‘정사농(鄭司農)’으로 불리며, 정현

과의 구별을 위해 ‘선정(先鄭)’이라 칭하기도 한다.

25) 說文解字注⋅第七卷⋅穴部 “空, 竅也.”

26) 漢語大詞典에 의하면 ‘空’이 ‘구멍’을 뜻하는 데 쓰인 예문은 주례, 사기, 한서
등 주로 한대 전후의 문헌에서 많이 보인다.

27) 說文解字注⋅第十二卷⋅乚部 ‘孔’에 대한 주석에서도 ‘空’과 ‘孔’의 관계를 언급하 다. 

“孔訓通, 故俗作空穴字多作孔. 其實空 , 竅也. 作孔爲叚借.(‘孔’과 뜻이 통한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구멍’이라는 단어를 쓸 때 ‘孔’을 사용한다. 사실 ‘空’이 ‘구멍’을 뜻하는 것

으로, ‘孔’을 쓰는 것은 가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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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의미를 중심으로 ‘고’와 ‘금’을 연결하는 

것은 단옥재가 허신의 원문을 주석하는 동시에 원문 내부 글자들의 관계를 새로이 

이어주어 자신만의 체계를 재구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단옥재의 주석에서 설

명하는 고금 관계의 두 글자는 모두 허신의 원문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

다. 다만 허신의 원문은 각 글자의 본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므로 두 글자 

사이의 통시적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데 반해, 단옥재가 명시한 고금 관계의 두 

글자는 ‘어떠한 의미항목’을 공유하는 서로 다른 시점의 글자로서 다루어진다. 그리

하여 허신의 원문에서는 각기 다른 지점에 독립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두 글자가 단

옥재에 의해 고금 관계로 묶이는 경우가 생긴다.28) 허신은 원문의 표제자들을 수평

적이고 개별적으로 배열한 반면, 단옥재는 이들을 시간축에 따라 수직적이고 연계적

으로 배열하 다고 할 수 있다. 단옥재가 고금 관계 설명을 통해 자신만의 체계를 

재구축하 다고 본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4장 2절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것이다.

2.3 소결

현대의 고금자 연구자들은 고금자를 주로 객관적 언어 현상을 읽을 수 있는 자료

로서 다루었다. 그 결과 고금자 개념의 범주가 점차 축소되었고, 글자의 고금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다.

고금자는 전통 주석서에서 처음 언급된 용어이다. 훈고학자들에게 있어 고금자 설

명은 경전에 기록된 두 글자의 시간적 간격을 이어주는 작업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주석 대상 텍스트에 기록된 글자와 자신이 속한 시대의 글자를 이어줌으로써 사람들

로 하여금 낯선 글자를 익숙한 글자로 바꾸어 인식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단옥재 역

시 고금자를 단순한 글자 차이 현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글자의 고금 관계를 직접 

이어줌으로써 주석의 독자로 하여금 보다 이전 단계의 글자나 이전 단계의 의미에 

가까이 가게 만들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단옥재는 ‘고’와 ‘금’이라는 두 시점에 놓인 글자에 대하여, 주로 둘 사이의 ‘차이’

와 그런 차이가 생겨나게 된 ‘변화의 과정’에 대해 서술하 다. 다른 주석서에서 글

자의 고금 관계를 “AB古今字” 등으로 간단히 언급한 것과는 달리, 단옥재의 설문해

28) 단옥재가 고금 관계라고 설명한 A-B 두 글자가 허신의 원문에 모두 수록된 경우, 단옥재

는 A, B 각각에 대한 주석에서 모두 A-B가 고금 관계임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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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에서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의미가 이동하는 과정이나 각 글자의 용법 변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 다. 이처럼 주석서에서 두 글자의 고금 관계를 상세

하고 비중 있게 설명하 다는 점은 단옥재의 고금자에 대한 설명이 주석 작업의 일

환으로서 어떠한 특별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

이와 관련된 실마리는 고금 관계 서술의 형식적인 측면에서부터 발견된다. 그의 

고금자 설명은 많은 경우 고자를 금자로 연결시켜 옛날 글자를 지금의 글자로 대응

하여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뿐만 아니라 고금자 설명의 대상이 되는 글자들이 허신

의 표제자, 허신의 설해 원문, 단옥재 자신의 주석에 속하는 것으로, 그 대상과 고금 

관계에 있는 글자를 연결하여 설명함으로써 결국은 허신 표제자의 의미나 설해의 의

미를 가장 원래의 상태와 가까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여기에서 주석가 단옥재

의 세밀한 해설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단옥재의 고금자 개념, 그리고 고금 관계 서술형식 및 대상을 검토한 결과 그는 

고금자 개념을 주석의 일부로서 운용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옥재가 설명한 고

금자는 설문해자라는 글자의 원의(原義)를 다룬 ‘경전’에 대한 주석의 일부이다. 

또한 설문해자주와 설문해자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긴 간극이 존재한다. 단옥재

는 가능하면 설문해자에 보존되어 있는 글자들의 원래 의미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

고자 하 다. 고금자 설명은 허신 텍스트의 구성 글자들을 단옥재 자신이 속한 시대

의 것으로 대응시켜 줌으로써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옛날 글자와 지금 글자를 확인

시키고 특정 글자가 겪은 의미적 변화까지 보게 하는 주석 작업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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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장에서 다룬 바와 같이 설문해자주에서 고금자 개념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

는 데 있어 두 시점 간에 서로 다른 글자를 사용하게 된 상황을 설명하는 개념이다. 

단옥재의 고금 구분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닌,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상대적 선후관계를 나타낸다. 그리하여 한대에 사용되던 글자가 금자이면 

그 이전 기록물에서 사용되던 글자는 고자가 되고, 한대에 사용되던 글자의 의미가 

후대에 다른 글자를 통해 표기되면 그 글자가 금자가 되고 한대의 글자는 고자가 되

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설문해자주의 고금자 설명 자료를 중심으로 고자와 금자 사이에서 

보이는 언어와 문자의 변화 및 이와 관련된 단옥재의 인식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

다. 고금 관계에 있는 두 글자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며, 이것은 두 글자

의 내적⋅외적 변화와 차이를 동반한다. 따라서 단옥재가 설명한 글자의 고금 관계

를 크게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여

기에서 ‘외적 변화’는 고금 관계 글자 간에 보이는 자형의 차이에 주목한 것이고, 

‘내적 변화’는 고금 관계로 묶이는 글자들 사이의 의미이동이나 개별 글자들의 의미 

변화 현상에 주목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에서 보이는 언

어⋅문자의 고금 차이 및 그에 대한 단옥재의 인식을 입체적으로 관찰하는 데 도움

이 된다.

3.1 설문해자주 고금자 분류의 기준

고금자 자료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설문해자주의 고금자에 대한 기존의 분류가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아울러 본고의 분류 기준에 대하여 설명

할 필요가 있다. 참고한 연구 논문 및 저서는 연도순으로 洪成玉(1995), 趙海燕(2005), 

黃圓(2005), 班吉慶(2007), 劉志剛(2008), 何占濤(2008), 馬立春(2008) 등 총 일곱 편이

다. 이 중 洪成玉(1995)는 고금자 일반론 전개의 과정으로 고금자를 분류하 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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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 여섯 편은 모두 단옥재 고금자를 대상으로 유형별 분류를 진행하 다. 다음에

서 각각에서 설정한 고금자 분류의 기준을 검토해 보고, 그것의 타당성 및 보충해야 

할 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

[1] 洪成玉(1995)는 고금자를 자형, 발음, 의미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그 특징을 

설명하거나 분류하 다.1)

① 자형

   a. 편방이 더해지는 것 

   b. 편방이 바뀌는 것

   c. 형체가 전혀 다른 것

② 발음 : 동일하거나 비슷함

③ 의미 : 다양한 방식의 관계가 존재함 

③과 관련하여, 그가 본 고금자 간의 의미관계는 다음과 같다. 대다수의 고금자 관

계에서 금자는 고자의 일부 의미항목을 분담한다.[예: ‘共’-‘供’] 때로는 금자가 고자

의 모든 의미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고자는 폐기되는 경우가 많다.[예: 

‘竢’-‘俟’, ‘脫’-‘挩’] 班吉慶(2007)은 洪成玉의 이 항목에서 언급한 어떤 글자의 ‘폐기’

와 관련하여, “단옥재는 이 경우 ‘行廢’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고금자와 언어 

체계 내의 ‘단어’ 간의 대응 문제를 담고 있다. ‘行’은 이 글자가 먼저 사용하던 글

자 대신 어떤 단어를 나타내게 되어 통행자(通行字)가 됨을 말하고, ‘廢’는 어떤 글

자가 후대의 어떤 글자의 의미를 나타낸 적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하나의 단어를 시

기적 선후에 따라 다른 글자로 나타내는 점, 이것이 바로 단주에서 강조하는 고금자

의 특징이다.”라고 하 다.

洪成玉(1995)에서 고금자를 자형, 발음, 의미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분석한 것은 본고의 유형별 분류에도 도움을 주었다. 다만 자형 상의 특징에 따라 

세 가지 하위 항목을 설정하 는데, 필자의 자료정리 결과 고자와 금자를 비교했을 

때 편방이 탈락한 경우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 으므로 이 부분은 보충이 필요

하다. 이 연구서에서는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다양한 방식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주로 금자가 고자의 의미항목을 전체 혹은 일부 분담하는 것으로 설명하 는데, 이

는 고금 관계의 글자 간에 이루어지는 의미이동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어떤 의미항목을 고자에서 금자로 이동하게 만드는 동력이 

1) 班吉慶(2007: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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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까지 설명된다면 고금 관계 형성의 흐름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2] 두 번째로 趙海燕(2005)은 단옥재가 설명한 고금자의 유형을 일곱 가지로 정리

하 다.

① M을 옛날에는 A로 나타내다가 나중에 새 글자 B를 만들어 나타내는 경우 

(고자는 폐기되고 금자가 그 의미를 담당)

② M을 옛날에는 A로 나타내다가 나중에 기존에 사용되던 다른 글자 B로 나타

내는 경우 (고자는 폐기되고 금자가 그 의미를 담당)

먼저 ①과 ②의 공통점은 고자가 폐기된 경우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고자 A 대신 

사용되는 금자 B가 새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기존에 사용되던 글자이냐이다.

③ M을 옛날에는 A로 나타내다가, 지금은 새 글자 B를 만들어 나타내는 경우 

(고자는 폐기되지 않고 금자와 공존하면서 문자의 기능을 분담)

   a. 금자가 고자의 본의를 담당하는 경우

   b. 금자가 고자의 파생의미를 담당하는 경우

   c. 금자가 고자가 나타냈던 가차의를 담당하는 경우

④ M을 옛날에는 A로 나타내다가, 지금은 기존에 사용되던 다른 글자 B로 나타

내는 경우 (고자는 폐기되지 않고 금자와 공존하면서 문자의 기능을 분담)

   a. 금자가 고자의 본의를 담당하는 경우

   b. 금자가 고자의 파생의미를 담당하는 경우

   c. 금자가 고자가 나타냈던 가차의를 담당하는 경우

③과 ④의 공통점은 고자와 금자가 공존하면서 문자의 기능을 분담한다는 점이고, 

차이점은 고자 A 대신 사용되는 금자 B가 새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기존에 사용되

던 글자이냐이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금자가 담당하게 되는 의미항목이 각각 고자의 

본의인지 파생의미인지 가차의인지에 따라 나누었다. 이 하위항목을 종합하면 글자

의 고금 관계에서 고자와 금자는 본의 혹은 파생의미 혹은 가차의를 분담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결국 고자 A와 금자 B 사이에 의미항목의 이동이 일어나고, 이후에 

두 글자가 공존하면서 모두 각자가 맡은 의미항목을 나타내는 경우를 말한다.

⑤ 글자체의 변화에 따라 생긴 고금자 (예-洦 : 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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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서체의 변화로 인한 고금 관계이다. 논문의 저자는 ‘洦’과 ‘泊’을 그 예로 

들었다. 단옥재의 주석에서는 전자는 전서체이고 후자는 예서체임을 밝혔고, 이들이 

고금자라고 하 다.2) 단옥재가 이 두 글자를 고금자로 본 것은 단순히 전서와 예서 

간에 보이는 서체 상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단옥재는 說文解字注⋅第三卷⋅ 部
의 ‘誼’에 대한 주석에서 소전과 예서의 서체 차이는 고금 관계와 다르다고 직접적

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들을 고금 관계로 묶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약 소전체 단

계에서 [A+B] 구조로 이루어져 있던 하나의 글자가 예서체를 쓰는 단계에서 여전히 

[A+B] 구조의 자형을 지닌 채 그 필획의 생김새가 조금 달라졌다면 이 두 글자는 

고금 관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소전체 단계에서 [A+B] 구조 던 글자가 예서체 

단계에서 [A+C] 구조의 글자로 [A+B] 구조 글자가 나타내던 의미를 나타낸다면, 이 

두 글자는 고금자로 묶을 수 있다고 본 것 같다. 

⑥ 하나의 글자가 고금 간의 의미 변화를 겪은 경우

위의 경우도 고금자로 본 것으로 서술하 는데, 검토 결과 논문 저자의 착오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저자가 든 예는 說文解字注⋅第九卷⋅石部의 ‘磬’에 대한 주

석에 나온다. 그러나 ‘磬’이 속한 고금 관계에 대해서는 說文解字注⋅第九卷⋅石部
의 ‘硜’에 대한 주석에 나온다.3) 단옥재는 이 주석에서 ‘硜(갱)’과 ‘磬(갱)’의 고금 관

계를 언급하 다. 즉 서로 자형이 다른 두 글자의 고금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 이 논

문의 저자가 설명한 바와 실제가 다르다.

⑦ 고금어(古今語)와 고금자

단옥재의 설명 중에 고금어이자 고금자라고 설명한 예가 있는데,4) 이 경우는 이전

에 M이라는 의미를 나타냈던 단어가 아예 다른 단어로 대체되면서 생기는 발음의 

변화까지도 포함된다. 그러나 그가 ‘고금어이자 고금자’라고 서술한 것은 단어와 글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이는 단어의 고금 차이에 따라 이전과 

다른 글자를 사용하게 됨으로써 글자의 고금 관계가 형성된 경우로서 전체 고금자 

그룹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2) 說文解字注⋅第十一卷⋅水部 ‘洦’에 대한 주석 참조.

3) 說文解字注⋅第九卷⋅石部의 ‘硜’에 대한 주 중 “葢硜本古文磬字. 後以爲 确之意. 是所

古今字.”

4) 說文解字注⋅第七卷⋅尗部 ‘尗’에 대한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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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예는 黃圓(2005)의 의견이다. 그는 단옥재가 판정한 고금자에 대하여 

크게 다음의 두 가지 항목으로 정리하여 설명하 다.

첫째, 문자발전 측면에서의 분화5) 현상이다.

둘째, 옛날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의 용자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문자사용의 통시

적 동사이자(同詞異字) 현상이다. 특히 고금자 현상을 ‘용자현상(用字現象)’

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 다.

나아가 보다 세부적으로 ‘고자와 금자 간의 자형, 발음, 의미를 기준으로 본 관계’

에 대해서도 분석하 다.

자형 (1) 일부 고금자는 자형 상 서로 연계되어 있음[造字相承]

     (2) 일부 고금자는 편방만 달라짐

발음 (1) 성모 운모가 모두 같음 

     (2) 성모는 같고 운모는 비슷함 

     (3) 성모 비슷하고 운모는 같음

의미 (1) 금자가 고자의 의미항목 일부를 담당하는 경우

     (2) 금자가 고자의 기능을 완전히 대신하는 경우

한자의 자형, 발음, 의미는 ‘한자’라는 문자가 문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 주

요 작용을 하는 세 가지 요소이다. 이를 기준으로 설명한 점은 다른 연구물에서 대

략적인 특성만 집어내어 설명한 것과는 차별화된다. 한자의 특성을 대표하는 세 가

지 요소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고자와 금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와 그 차이를 만들

어낸 변화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몇 

가지 아쉬움이 있다.

먼저 자형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는 자형 상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와 편방만 

달라지는 경우로 나누었다. 이때 자형 상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편방만 달라지는 경우 역시 자형 상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

서 항목 구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또한 고금자 그룹 내에는 위의 두 경우 외에 자

형이 전혀 다른 글자들끼리 고금 관계를 이루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위의 두 항목으

로는 이들을 포괄하지 못한다.

또 의미를 기준으로 하여 금자가 고자의 의미항목을 일부 담당하는지 혹은 완전히 

대신하는지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두 항목은 금자가 고자

5) 원문에서는 “자유(孶乳)”라고 표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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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능을 분담하는 정도를 확인시켜주기에 적절한 기준이다. 그러나 고금 관계에서 

고자와 금자 각각의 의미 변화 및 두 글자 사이의 의미 이동 양상을 검토해 보면, 

금자가 고자의 의미를 일부 혹은 전부 나타내게 된 데에는 여러 갈래의 과정이 있음

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고자의 어떤 의미를 얼마나 나누어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고자와 금자 사이의 언어 변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세

분화된 기준을 보완한다면 고금자를 둘러싼 언어변화를 보다 명확하게 가시화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발음 기준 항목은 참고자료로서는 유용하나 고금 관계를 분석하는 데 반

드시 필요한 기준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위 항목 세 가지를 종합하면 결국 고자

와 금자 간에는 성모와 운모가 완전히 같거나 비슷한 범위 내에서 두 글자의 관계가 

유지된다. 이것은 ‘고금자’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옛 글자와 지금 

글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새로운 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물론 음성

언어의 층차에서 ‘고구마’를 ‘고구마’가 아닌 ‘감자’라고 칭하게 되는 변화를 겪었을 

때에는 그것을 기록하기 위해 사용했던 고자와 금자 사이의 음성적 차이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고금자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이와 같이 큰 격차를 보이는 예는 

극히 드물다. 단옥재가 說文解字注⋅第七卷⋅尗部 ‘尗(숙)’에 대한 주에서 “ ‘尗’과 

‘豆’는 고금어(古今語)이자 고금자이다. 이는 한대의 말로 고어(古語)를 풀이한 것이

다.[尗豆古今語, 亦古今字, 此以漢時語釋古語也.]”라고 한 것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

된다.

黃圓(2005)의 의견 중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고금자와 

글자의 고금의(古今義)의 상호작용 관계에 대한 지적이다. 그는 다음의 두 가지를 언

급하며 고금자의 변화현상과 고금의의 변화 및 이동이 서로 향을 주고받는다고 하

다.

① 서로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글자로 특정 의미항목을 나타내게 되면 글자의 

의미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즉 글자 의미의 이동 및 변화의 결과로 ‘동사이

자(同詞異字)’ 현상이 나타난다.

② 고금자 현상의 출현으로 원래 사용하던 글자가 지니던 의미에 변화가 생긴다.

이와 같은 견해는 그가 고금자 현상을 전적으로 용자 현상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의미항목 M을 옛날에는 A로 나타내다가 나중에 B로 

나타내게 된 결과로, 각 글자의 의미에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 것은 ‘나중 시점’을 기

준으로 한 ‘결과’만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고금자 현상에는 분명 고자 A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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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의미가 파생되어 새로이 B라는 글자가 생성된 경우도 포함되는데, 그의 설

명에는 이 경우가 포함되지 않았다. 위의 (1), (2) 항목 모두 기존에 사용되었던 두 

글자에 대한 설명일 뿐, 새로 생성된 글자는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다.

또한 자형의 측면에서 ‘자형 상 서로 연계되어 있는[造字相承]’ 양상을 보이는 고

금자가 있다고 하며, “단옥재 주석에서는 고금자를 설명할 때 두 글자가 자형 상 연

계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고, 洪成玉(1995)는 이를 토대로 단옥재가 

고금자를 자형 상의 연관성이 있는 관계로 본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는데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자형 상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것은 고자와 

금자의 구성 요소 중 공통부분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단옥재가 주석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 으나, 단옥재가 고금자를 설명하는 실제 자료를 

검토해 보면, 두 글자 사이에 편방이 추가되거나 글자의 구성 요소가 바뀌었음을 언

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설명은 단옥재 역시 자형 상의 구성 요소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구성이 변화하는 흐름에 대해 인식하고 있

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洪成玉(1995)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단옥재

가 두 글자가 자형 상 연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黃圓(2005)의 의

견 역시 옳다고 할 수 없다.6)

[4] 班吉慶(2007:82)은 단옥재 이전 학자들의 고금자에 대한 서술과 판별에는 명확

한 기준이 없었던 반면, 단옥재의 주석에서는 고금자 현상의 원인을 명확하게 지적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 다. 그리고 그 근거로 단옥재 주석 내의 “옛날에는 글자

가 적어 의미를 여러 개 지니고 있었고, 지금은 글자가 많아 의미가 구분되어 있다.

[古字 而義晐, 今字多而義別.]”7)라는 설명을 인용하여 고금자는 주로 파생이나 가차

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라고 하 다. 그는 단옥재 주석에서 보이는 고금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① 의미의 파생

   a. 본의를 위해 다른 후기자를 만들고, 고자는 파생의미를 나타내는 경우 (후

기자가 본의를 나타냄. 예: 虛, 墟)

   b. 파생의미를 위해 다른 후기자를 만든 경우 (후기자가 파생의미를 나타냄. 

예: 比, 篦)8)

6) 물론 단옥재가 연결시킨 고금자 모두가 자형 상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료를 통

해 그가 일부 고금 관계의 글자들이 자형 상 연계되어 있음을 인식했다는 점은 확인 가능

하다. 3.2의 실제자료 참조. 

7) 說文解字注⋅第八卷⋅臥部 ‘監’에 대한 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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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형체의 가차[形體的假借], 발음이 같거나 비슷한 관계 때문에 다른 단어의 의

미를 나타내는 경우. 본의와 가차의를 구별하기 위해 후기자를 따로 만들거나 

가져다 쓴다.

   a. 본의를 위해 후기자를 새로 만든 경우 (후기자가 본의를 나타냄. 예: 丶, 主 

/ 主, 炷)

   b. 가차의를 위해 후기자를 새로 만든 경우 (후기자가 가차의를 나타냄. 예: 

共, 供)

班吉慶(2007)의 위와 같은 분류는 파생이나 가차의 과정에서 의미가 글자를 어떻

게 옮겨 다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다. 고금자 현상의 주요 원인을 파생과 가

차라고 지적한 점은 필자 역시 동의하는 바이다.

의미의 파생으로 한 글자가 담당하는 의미항목이 늘어나면 본의가 본래 글자에 남

고 나중에 생긴 파생의미가 다른 글자로 옮겨 가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생긴

다. 이렇게 파생의미를 위해 다른 글자가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파생의미를 구성하는 

의미성분이 글자에 반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그가 “이를 통해 문자는 언어

를 더욱 정교하게 기록하게 된다.”고 한 것이다. 즉 언어체계 내부의 다양한 단어들

을 보다 많은 글자들로 세분화하여 나타내는 방향으로 발전하 다는 점을 설명한 것

이다. 

자형의 가차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떤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본래의 글자

가 아닌 다른 글자를 가져다 쓰게 되었을 때, 빌린 글자에는 본의와 관계없는 의미

가 추가된다. 파생의미의 생성 및 분담과 마찬가지로 본의 또는 가차의를 위해 새로

운 글자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분류는 한 글자가 여러 의미를 부담하게 되는 과정 및 부담을 덜어내는 

과정을 중심으로 글자의 고금 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이는 의미의 파생과 글자의 기

능 분담에 대하여 유형별로 설명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5] 다음은 劉志剛(2008)이다. 그는 단옥재가 설명한 고금 관계의 글자들을 몇 가

지 ‘특성’ 별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 다.

① 고자의 한 의미항목이 다른 글자를 빌려 나타내지는 경우 (예: 訟, )

② 같은 단어가 두 시기에 각각 다른 가차자로 나타내지는 경우

③ 발음과 의미가 같은 이체자(異體字)

8) 班吉慶은 이 항목에 대하여 “이를 통해 문자는 언어를 더욱 정교하게 기록하게 된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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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동원자(同源字)

⑤ 고자의 의미항목 일부를 위해 새로 글자를 만들어 쓰는 경우9)

劉志剛(2008)의 이와 같은 구분은 고금자 관계의 글자들이 지니는 다양한 특성을 

간추려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각 항목이 고금자 관계에 있는 글자 

그룹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한 결과를 반 하지는 못한다. 단적인 예로 ④와 

⑤를 들 수 있다. ④는 두 글자가 나타내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

고, ⑤는 일부 의미를 위해 새로이 글자를 만들게 된 경우를 말한 것이다. 그런데 ④
에 속하는 글자들 중 ⑤ 항목에도 속하는 글자가 있으며, 그 외의 다른 항목들 역시 

서로 교차되는 역이 있다. 이는 각 항목에서 언급한 특성들이 어느 하나의 시각이 

아니라 다각적 관찰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①은 의미를 기준으로 삼고, ⑤는 

글자생성에 초점을 맞추는 등 각 항목에 적용한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

즉 그가 제시한 다섯 가지 유형은 글자의 고금 관계에 이와 같은 다양한 관계가 

포함된다는 점을 인식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그 다양한 관계가 서로 어떠한 연관

성을 맺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설명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6] 여섯 번째로 何占濤(2008)의 연구이다. 그는 단옥재가 본 글자의 고금 관계를 

형성원인 및 조자방식(造字方式)에 따라 분류하 다.

① 고금 관계의 형성원인

  a. 고자-가차의, 금자-본의

  b. 고자-본의, 금자-파생의미

  c. 고자-본의, 금자-가차의

  d. 고자-파생의미, 금자-본의

  e. 고자와 금자의 의미가 기본적으로 같고, 금자가 사용되면서 고자가 폐기되거

나 적게 사용되는 경우

a~d까지는 고자와 금자가 본의, 가차의, 파생의미를 어떻게 나누어 담당하는지에 

따라 분류한 것이고, e는 의미항목 분담이 아닌 금자의 사용으로 인해 고자가 드물

게 사용되거나 아예 폐기된 경우이다. 이 분류는 ‘형성원인’이라는 기준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각 항목만 보더라도 글자들의 고금 관계를 통해 단어의 

‘의미’라는 요소가 어떻게 변화하고 이동하는지를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何占濤(2008)

가 제시한 분류기준은 고자와 금자 내부의 의미 변화 및 고자와 금자 사이의 의미 

9) 이 경우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별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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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을 관찰하는 데 매우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본고 3장 2절의 ‘내적 

변화’ 부분을 구상하는 데 직접적인 향을 주었다.

② 금자의 조자방식

  a. 고자에 형방이 더해져 금자가 된 경우

  b. 고자의 형방이나 성방이 바뀌어 금자가 된 경우

     b-1. 형방이 바뀐 경우 

     b-2. 성방이 바뀐 경우  

  c. 고자의 형체에서 약간 달라진 경우 

  d. 금자의 형체가 고자와 무관한 경우

두 번째 분류는 고자와 금자의 ‘자형’ 차이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금자의 

조자방식’이라는 기준으로 두 글자 사이의 자형 변화의 유형을 세밀하게 구분하

다. 그의 분류는 고자와 금자 두 글자를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금자가 고자

를 기준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이는 금자가 고자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기에 유용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c에서 ‘약간’이라는 

표현이 모호하며10), 형방이나 성방이 바뀌는 경우 해당 편방이 형방인지 성방인지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조자방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짚어보아야 할 점이 있다. 그의 논문 결론

에서 ‘금자의 생성[今字的産生]’이라고 서술하고 있듯이, 그는 고금자 그룹에 속하는 

고자와 금자의 관계를 문자 발생의 선후관계로 설명하 다. 그러나 黃圓(2005)에서도 

강조한 바와 같이 고금자 현상은 나중에 어떤 글자가 ‘만들어졌는지’보다는 두 시점 

간의 용자 상황 차이에 초점을 두고 다루어야 한다.11) 고자의 의미항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금자가 ‘만들어졌다’는 관점은 고금자 관계의 일부만을 설명해 줄 뿐이다. 

같은 이유로 현 상태의 하위항목 중에서 c와 d는 이로써 설명하기 어렵다. 

[7] 끝으로 馬立春(2008)은 단옥재가 의미, 자형, 발음에 따라 고금 관계의 형성 배

경에 대해 분석했다고 보았다. 그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단옥재는 고금자 현상이 1)

고자의 의미 파생 2)고자의 가차 3)고자의 본의 소멸 4)자형의 변화 이 네 가지에 의

해 나타난다고 보았다. 앞의 세 가지는 모두 고자의 의미가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지

10) a와 b도 보기에 따라서는 ‘약간’의 변화에 해당할 수 있다.

11) ‘造字相承’이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黃圓(2005) 역시 고자와 금자 사이의 자형 상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고금자 현상을 용자 현상

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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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고, 마지막 항목은 자형 자체의 변화를 지적한 것이다. 이는 글자의 고금 

관계가 의미와 자형 두 가지 측면의 변화 결과로서 나타난다고 본 분석이다. 그는 

단옥재가 고금자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하여 글자의 의미, 자형, 발음 등의 세 가

지 기준에 따라 설명하 다. 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의미 측면에서

  a. 고자-본의, 금자-가차의 (고자가 가차자로 쓰 는데 금자가 고자 대신 그 역

할을 하여 가차의를 맡는 경우)

  b. 고자-가차의, 금자-본의 (위와 반대)

  c. 고자-파생의미, 금자-본의 (금자-본의 다가 고자가 나타내던 파생의미가 사

용되면서 본의를 나타내는 데 고자가 안 쓰이게 됨)

  d. 고자-본의, 금자-파생의미

이 분류는 何占濤(2008)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서, 필자 역시 이와 같은 분

류가 고자와 금자 사이의 의미차이를 고찰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② 자형 측면에서

  a. 옛날에는 정식글자(正字) 사용, 지금은 속자(俗字) 사용

  b. 필세의 변화 또는 착오로 형성된 고금자

자형과 관련하여, 그는 다른 연구에서 구조상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중점을 

둔 것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하 다. 하나는 글자의 고금 관계를 정-속의 관계와 평

행을 이루는 것으로 보고, 대체로 옛날에는 정식글자를 사용하다가 후대로 오면 속

자가 더 많이 사용되는 용자 측면의 경향을 짚어냈다. 또 하나는 필세의 변화나 착

오로 자형 자체가 변화한 경우의 고금 관계이다. 이들은 각 글자의 의미 변화와 무

관하게 그야말로 자형이 변형됨에 따른 고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 두 가지 항목은 

고금자 사이의 ‘의미’ 변화를 배제하 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여기에 속하는 고금 관

계에서 고자와 금자는 동일한 발음과 의미를 나타낸다. 다만 두 시점 사이의 자형 

차이를 기준으로 삼고, 그러한 차이가 생기게 된 원인에 따라 둘로 나눈 것이다. 이

와 같은 분류는 고금자 간에 의미가 변하지 않은 고금 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이 두 가지로 모든 고금자의 자형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고금 관계가 정속(正俗) 관계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은 용자의 측면에서 속자의 수용이 더 용이했다는 것과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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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음 측면에서

  a. 성부를 근거로 고금자임을 판별.

  b. “고문에서 금자로 고자를 풀이하 음[古文以今字釋古字]”이라고 하여, 경전

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연결된 글자들을 고금자로 판정.

끝으로 발음의 측면이다. 馬立春(2008)은 단옥재가 성부를 근거로 두 글자가 고금

자임을 확정하 고, 경전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인 고금의 글자들을 고금

자로 규정한 것으로 보았다. 馬立春이 발음의 측면에서 고려한 이 두 가지 사항은 

고자와 금자의 세세한 발음 차이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이는 ‘발음’이 같은 글

자라면 ‘의미’도 같다는 점이 고금자 판정의 기준이 되었음을 밝힌 것으로, 본고 역

시 단옥재의 고금자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점에 대해 주목하 다.

이상은 단옥재의 주석에서 보이는 고금자 그룹에 대한 주요 연구에서 고금자를 어

떻게 분류하고 분석하 는지를 정리한 것이다. 고금자 그룹의 분류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지에 대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 중에는 

분류 그 자체에 의의를 둔 연구도 있고, 그 분류를 통해 단옥재가 본 고금자의 실체

를 파악하고자 했던 연구도 있다. 본고는 후자에서 나아가, 유형별로 나타나는 고금 

관계의 특징과 그것을 설명하는 단옥재의 주석 내용을 통해 단옥재가 언어와 문자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 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분류방법을 참고하되, 본고에서는 단옥재가 각 유형별 고금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와 그 자료에 반 된 단옥재의 언어관 및 주석가로서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필자 역시 고금자 그룹을 분류하고 그들 사이의 변화를 통해 자형의 변화와 의미

의 파생, 그리고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일어나는 의미항목의 이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자형’과 ‘의미’라는 두 개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3장 2절과 3장 3절은 

이 두 개의 기준을 각각 적용한 것으로서 黃圓(2005)의 항목 설정을 참고하 다. 다

만 黃圓(2005)과의 차이는 ‘발음’을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단옥재의 고금자를 유형별로 분류함에 있어 ‘발음’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

는 서론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 있다. 단옥재는 ‘고금자’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고금 간의 서로 다른 글자이며, 두 글자는 ‘발음이 같다’고 하 다. 그의 설명에 따

르면 고자와 금자를 통해 나타내지는 그 의미는 고금에 걸쳐 변함이 없는 상태로 존

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옥재는 그 ‘음가(音價)’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소 변화를 

겪을 수는 있어도 그 변화의 폭은 일정범위12) 이내에서 유지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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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글자의 고금 관계를 설명한 단옥재

의 관점을 살피는 데 있어 발음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고금자 현상은 의미의 변화와 문자의 변화를 내포하므로, 이들의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지 자형의 차이가 아닌 다른 측면의 변화까지도 살펴야 한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글자의 고금 관계 분류에 다음의 두 가지 주요 기준을 적용하 다. 하나

는 외형 상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금 관계 형

성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 분류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문자의 고금 관계에서 가장 

일차적인 차이로 지목되는 자형 상의 차이를 ‘외적 변화’로 지칭하고, 이러한 차이가 

생기기까지 고자와 금자가 그 내부에서 겪은(내부에서 일어난) 의미의 변화를 ‘내적 

변화’로 지칭할 것이다.13)

서론과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금자 개념은 ‘어떤 특정 단어’를 지칭하는 고

금 간의 다른 글자로서, 해당 단어의 고유한 음가가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대

로 유지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즉 글자의 고금 관계에서 발음 요소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에 두 글자의 관계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함에 

있어 발음의 차이는 주요 요소로 다루지 않고, 자형과 의미 두 가지를 중심으로 고

금자의 유형을 나누기로 한다.

3.2 외적 변화 – 자형 기준

黃圓(2005)은 ‘古今字’라는 개념은 같은 단어를 기록하는 서로 다른 두 글자의 관

계라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사이자(同詞異字)’ 현상으로 보았다. 한 쌍의 

고금자에서 시간적 간격은 변화와 차이를 동반한다. 이때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12) 여기서 “일정범위”는 명확하게 한계선을 긋기 어렵다. 단지 단옥재가 내린 고금자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고자와 금자 사이의 발음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요소 다. 본고의 논의는 

고자와 금자의 ‘차이’와 그 차이를 만든 ‘변화’에 대한 단옥재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발음’은 분류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3) ‘외적 변화’, ‘내적 변화’는 일반언어학에서 언어변화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을 구분할 

때 사용된 용어이기도 하다. 전자는 언어의 구조와 기능 측면의 요인이고, 후자는 언어의 

주체인 인간의 생리 또는 성질에 내재하는 요인이다.(관련 내용은 앙드레 마르띠네(김방

한 譯, 1977) 참고) 본고는 고자와 금자의 차이를 야기한 ‘변화’를 유형화하기 위하여 ‘글

자’를 하나의 사물이라고 간주하 다. 그리하여 자형의 변화는 사물의 외형 변화이므로 

‘외적 변화’, 자의의 변화는 사물에 담긴 내용물의 변화이므로 ‘내적 변화’로 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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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한자의 자형, 발음, 의미 세 요소 중 ‘자형’이다. 이들은 ‘같은 단어’를 나타

내는 관계이므로 해당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는 완전히 같고 발음은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3.1에서도 언급했듯이 고금자 그룹 내 글자들의 자형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유형

화하고 분류할 것인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만약 모든 한자가 형성자라면, 적어

도 모든 금자가 형성자라면, 한 글자를 크게 형방(形旁)14)과 성방(聲旁)15)으로 나누

어 그것의 추가, 변경 및 탈락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고자와 

금자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 즉 그 두 글자 사이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으로 형방과 성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 주된 이유는 첫째, 

고금자 관계 그룹 내의 모든 글자가 형성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둘째, 모든 글

자가 형성자라 하더라도 많은 경우 고자와 금자 사이의 차이를 보이는 구성 요소가 

명확하게 형방 아니면 성방으로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형성 겸 회의’인 글

자, 즉 성방에 해당하는 부분이 글자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경우가 적지 않

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고금자 그룹을 분류하기 위해 항목 설정에 필요한 용어 및 기준에 대하여 

검토하 다. 그 결과 ‘편방(偏旁)’을 주요 용어로 사용하여 다음의 네 가지 항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 다.

 ① 고자에 편방이 추가된 경우

 ② 고자에서 편방이 교체된 경우

    a. 성방이 다른 경우16)

    b. 성방이 같은 경우17)

 ③ 고자에서 편방이 탈락한 경우

 ④ 자형이 완전히 다른 경우

14) 한자 형체를 나누어 가리키는 용어로 성방과 상대적 개념이다. 하나의 한자가 지닌 의미

와 관련된 자형의 부분을 가리키며 성방과 함께 형성자를 만든다. 漢語大詞典 참조.

15) 한자 형체를 나눌 때 사용하는 용어로 형성자 구조에서 독음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형방

의 상대적 개념이다. 漢語大詞典 참조.

16) 이 그룹에 속하는 글자들은 모두 합체자이며, 이 소항목은 합체자에서 성방 역할을 하는 

요소가 다른 자형의 성방으로 교체된 경우를 가리킨다. 이 경우 성방의 교체가 단어의 발

음 변화와는 관계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17) 위의 소항목과 반대로 합체자에서 성방 역할을 하는 부분은 그대로이고 나머지 부분이 

교체된 경우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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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각 항목에 속하는 글자들의 구조를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으며, 설문

해자주에서 설명된 고금자를 분류할 때 아래의 항목별 구조에 따라 각각 분류하여 

귀속시켰다.

① 편방추가   ∅ A → x A

② 편방교체   A B  → A x  또는 x B

③ 편방탈락   A B  → A ∅  또는 ∅ B

④ 자형무관   A , C  18)

각 항목에서 사용한 ‘추가’, ‘교체’, ‘탈락’ 등의 표현은 금자가 고자를 기반으로 생

성된다는 전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본고에서는 고자를 기준으로 

금자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즉 고자의 자형을 출발점 삼아 ‘추가’, ‘교체’, ‘탈락’된 

양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 다. 또한 편방교체와 편방탈락 항목에

는 A와 B가 상하구조를 이루는 경우도 포함되며, 편방교체 항목에서도 역시 ‘x’가 A 

혹은 B와 상하구조를 이루는 경우가 모두 포함된다.

여기에서 ‘편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것이 지니는 의미의 포괄성 때문이

다.19) 한어대사전에 의하면 ‘편방(偏旁)’은 한자 합체자의 구성요소로서, 예전에는 

왼쪽에 있는 것을 ‘편(偏)’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방(旁)’이라고 하 으나, 

지금은 합체자의 상⋅하⋅좌⋅우 모든 부분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부수(部首)나 의

부(意符)보다는 의미의 범주가 넓고, 형방과 성방 모두를 아우를 수 있다. 그리하여 

고자와 금자가 지니는 자형 상의 차이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데 적합하고, 형방 또

는 성방처럼 해당 구성성분의 속성을 드러내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난점을 

18) 이 그룹에는 A B → X Y  형식(성방과 형방이 모두 바뀜)으로 교체된 경우와 A+B 

구조는 회의( 意) 다가, X+Y 구조는 형성(形聲)으로 불완전하게 구성성분이 교체된 경

우도 포함된다. 이 두 유형은 자형의 구조상 구성성분이 ‘교체’되었다는 점에서는 2그룹

에 속하나, 고자와 금자 사이의 자형상 연관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4그룹에 속한다. 본고

에서 그룹별 고금자수를 계산할 때 이 두 소항목은 자형상 무관한 그룹에 포함시켰다. 그

러나 부록의 표에서는 구조상의 특성에 따라 2-c, 2-d 그룹으로 표시하 다.

19) 비슷한 개념의 용어로 ‘부건(部件)’이 있다. 이는 본래 ‘기계를 구성하는 부품’을 뜻하는 

말이지만, 한자학 분야에서는 한자를 구성하는 개별요소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합체자

의 구성요소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편방’과 ‘부건’은 같은 개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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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할 수 있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설문해자주에서 단옥재가 언급한 고금 관계의 글자는 

총 578쌍이다. 이들을 위에서 설정한 유형별로 나누고, 각각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리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고자에 편방이 추가된 경우 (144쌍, 24.9%)20)

      (2) 고자에서 편방이 교체된 경우 (251쌍, 43.4%)

         (2-a) 성방이 다른 경우 (106쌍, 18.3%)

         (2-b) 성방이 같은 경우 (145쌍, 25.1%)

      (3) 고자에서 편방이 탈락한 경우 (60쌍, 10.4%)21)

      (4) 자형이 완전히 다른 경우 (123쌍, 21.3%)22)

단옥재가 명시한 고금 관계의 글자들은 고자와 금자의 자형을 기준으로 (1)古字에 

편방이 추가된 경우와 (2)古字에서 편방이 교체된 경우, 그리고 (3)古字에서 편방이 

탈락한 경우 등으로 고자에서 편방이 추가, 교체, 탈락 되는 경우로 나뉘고, (4)자형

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다. 여기에서 (2)는 다시 (2-a)성방이 다

른 경우와 (2-b)성방이 같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각 그룹에 속하는 고금자 쌍의 개

수와 전체 고금자 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와 같다.

유형 개수( ) 비율(%)

1 144 24.9

2
2-a

251
106 18.3

2-b 145 25.1

3 60 10.4

4 123 21.3

계 578 100.0

20) 편방이 추가된 그룹 내에는 추가가 두 단계 발생한 소수의 경우도 포함이 된다. 본문에서

는 1 그룹을 중심으로 논의하 으며, 부록의 표에서는 1과 1-a로 구분하여 명시하 다.

21) 편방 탈락 그룹 역시 편방 추가 그룹처럼 탈락이 두 단계 발생한 일부 경우를 포함한다. 

부록 표에서는 3-c로 따로 표시하 다.

22) 자형무관 그룹은 자형상의 ‘연관성’이 없는 그룹으로, 고자와 금자 사이에 편방 단위의 

교집합이 없는 모든 고금자를 포함하 다. 각주 18번에서 언급한 2-c, 2-d에 속하는 고금

자, 그리고 편방 단위가 아닌 극히 부분적인 교집합만 지니는 고금자(부록 표에서 5그룹

으로 표기)는 구조적인 유사성은 있을지라도 자형상의 ‘연관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본문에서는 이들을 모두 4그룹에 포함시켜 논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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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해자주 내에서 언급된 고금 관계 글자 578쌍을 위의 항목에 따라 분류해 

본 결과, 편방의 추가, 교체, 탈락 등 고자를 기준으로23) 구성요소의 증감 및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는 총 455쌍(144쌍+106쌍+145쌍+60쌍)으로 전체의 약 78.7%를 차지한

다. 이 그룹 중 고자가 금자의 성방이 되거나 고자와 금자가 같은 성방을 가진 경우

는 289쌍(144쌍+145쌍)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한다. 이들은 각각의 성방이 해당 글

자의 의미와 연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구별자

(區別字)’로서 성방이 한자 파생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후자는 글

자의 가차와 이로 인한 문자 파생 및 용자 상황의 변화 양상을 보여준다.

한편, 고자와 금자의 형방은 같으나 성방이 다른 경우는 106쌍으로 전체의 18.3%

를 차지하고, 자형이 완전히 다른 경우는 123쌍으로 전체의 21.3%를 차지한다. 두 

그룹에 속하는 고금자는 편방 단위의 공통 요소가 전혀 없거나 합체자를 구성하는 

성방이 서로 다르다. 이 두 그룹은 음성적 동일성 및 유사성과 그 사용상황에 따라 

고금자로 판정된 경우이다. 여기에 속하는 고금자는 총 229쌍(106쌍+123쌍)으로 전체

의 39.6%라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상의 수치만으로도 ‘고금자’로 설명되는 

두 글자의 관계를 시간 흐름에 따른 글자 파생의 전후관계로만 규정하는 것은 잘못

된 결론임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 유형별 실례를 통해 주석에서 고금자 설명이 어

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자.

3.2.1 고자에 편방이 추가된 경우

연번 표제자 언 된 고 자 추가된 편방

1 賤 賈 : 價 亻

2 夅 夅 : 降 阝

3 界 介 : 界 田

4 毄 毄 : 繫 系

5 晷 景 : 影 彡

6 鞔 空 : 腔 月(肉)

7 具 共 : 供 亻

8 雚 雚 : 鸛 鳥

23) 여기서 ‘고자를 기준으로’를 붙인 이유는 고자와 금자의 자형을 비교하 을 때, 금자의 

자형이 고자의 자형에 어떤 편방을 붙이거나 빼거나 교체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서이다. A+B 구조의 고자와 C+D 구조의 금자는 구조상으로는 동일하

나 편방 간의 연관 관계가 불명확하므로(자형만 고려, 발음 문제는 제외), 여기에 포함시

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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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그룹은 고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금자의 자형에 어

떠한 편방이 더해진 고금자끼리 묶은 것이다. 이때 추가되는 편방은 이들 사이에서 

이동하는 의미항목, 금자가 맡게 되는 의미항목과 연관되어 있다. 다음에서 몇 가지 

예를 보자.

예1 主 [tɕio] : 炷 [tɕio] 등잔의 심지  24)

다음은 說文解字注⋅第五卷⋅丶部의 ‘主(주)’에 대한 단옥재 주의 일부이다.

‘丶’와 ‘主’는 고금자이고, ‘主’와 ‘炷’ 역시 고금자이다. ‘主人’이나 ‘主意’를 나타

낼 때에는 본래 ‘丶’를 써야 하는데, 지금은 ‘主’를 빌려 ‘丶’가 나타내던 뜻을 나타

내고 ‘丶’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主’를 빌려 ‘丶’를 나타내게 됨에 따라 별도로 

‘등잔의 심지’를 뜻하는 ‘炷’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이는 ‘左’를 빌려 ‘𠂇(왼손, 왼

쪽)’를 나타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로 ‘佐’를 만들어 ‘左(돕다)’의 의미를 나타

내게 된 것과 같은 경우이다.

按丶主古今字, 主炷亦古今字. 凡主人丶主意字本當作丶, 今假主爲丶而丶廢矣. 假主

爲丶則不得不别造鐙炷字, 正如假左爲𠂇, 不得不别造佐爲左也.

여기에서 단옥재가 설명한 고금자는 ‘丶’와 ‘主’, ‘主’와 ‘炷’ 두 쌍이다. 앞의 한 

쌍은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뒤의 한 쌍은 ‘심지’라는 의미에서 서로 고금 관계를 

이룬다.

연결의미 古字 今字

주인 丶 主

심지 主 炷

이 중 ‘主’와 ‘炷’는 고자에 편방이 추가된 경우에 해당된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主’의 본의는 ‘등잔의 심지’인데, ‘丶’의 의미가 ‘主’를 통해 표기되면서 ‘主’의 본의

를 위해 별도로 ‘炷’를 만들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左’가 본래부터 ‘왼손

24) 예를 들어 설명할 고금자에 대한 간단한 정보이다. 맨 왼쪽 칸에는 예시의 번호, 가운데 

칸에는 예에서 설명하는 ‘고자와 금자[古字 : 今字]’, 맨 오른쪽 칸에는 ‘연결의미’를 표기

하 다. 3장과 4장 전체에 해당된다. 또한, 이하에서는 글자들의 옛 발음을 확인해야 할 

경우에 각 글자의 상고음(上古音)을 [ ]안에 병기하 다. 기재한 발음은 모두 王力의 재구

음이며, 검색은 ≪東方 語學≫ DB 내의 상고음 검색 항목을 참조하 다. 상고음 정보가 

없는 것은 ‘[-]’ 형식으로 비워두었다. 중국어역사음운학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는 최 애

(2000:18-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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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을 뜻하던 것이 아닌데 ‘𠂇’의 의미를 ‘左’로 나타내면서 ‘左’의 본의인 ‘돕다’

를 나타내기 위해 ‘佐’를 만들게 된 경우와 같다.25)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연결의미 古字 今字

심지 主 炷

돕다 左 佐

단옥재는 어떤 의미가 그것을 나타내는 ‘본래의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를 통해 

표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26) 그리고 그 결과로 한 글자가 부담하는 의미항목이 많아

지면, 그 글자의 본의 혹은 새로 들어온 의미를 위해 기존 글자에 편방을 붙여 사용

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 다. ‘炷’와 ‘佐’는 이 중 기존 글자가 나타내던 본래의 의

미를 나타내기 위해 새로 글자를 만든 경우에 해당된다. ‘主’가 나타내던 ‘심지’라는 

의미가 ‘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편방 ‘火’가 붙었고, ‘左’가 나타내던 ‘돕다’라는 

의미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라는 점에서 편방 ‘亻’이 붙은 것이다.

그런데 단옥재의 고금자 판정이 전적으로 옳은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

인이 있다. 첫째는 단옥재 시대에 자형의 근원이나 변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고

문자 자료가 풍부하지 않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단옥재가 주석 대상 텍스트를 구성

하는 독립된 글자들의 고유 의미를 중시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단옥재가 글자의 

고금 관계를 판정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한 경우도 적지 않다.

바로 위의 예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 보자. 고문자 자형을 참고하여 자원(字源)

을 살펴보면 ‘丶’와 ‘主’의 고금 관계에 대한 단옥재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27) ‘主’는 옛 도문(陶文)에서 ‘ ’로 표기되었고, 간독문(簡牘文)에서는 

‘ ’ 등으로 표기되었다. 모두 ‘등잔 받침 위의 심지’ 모양을 본 뜬 것으로, ‘심

25) 그리하여 ‘左’와 ‘佐’ 역시 고금자 관계로 보고 있다. 단옥재는 說文解字注⋅第五卷⋅左

部 ‘左’에 대한 주에서 “ ‘左’는 지금의 ‘佐’이다. 설문해자에는 ‘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𠂇’는 지금의 ‘左’이다.[左 , 今之佐字. 說文無佐也. 𠂇 , 今之左字.]”라고 하 다.

26) 이와 같이 단옥재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본래의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가 쓰인 모든 

경우에 대해 “假借(빌린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

게 될 것이다.

27) 본고에서 자원 검토를 위해 제시한 고문자 자료와 이를 토대로 한 의미 풀이는 하 삼 

선생님의 출판 예정 자료(실용한자어원사전)를 참조하 음을 밝힌다. 책이 출판되기 전

에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선생님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본문에서 이 자료를 지칭할 때는 ‘하 삼(2014예)’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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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핵심’, ‘주된 것’ 등을 나타낸다. 설문해자에서는 ‘主’와는 별도로 ‘丶’의 소전

체 ‘ ’를 표제자로 실었고, 허신은 ‘丶’를 “끊고 멈추게 하는 것이다. ‘丶’라고 점을 

찍어서 그것을 알린다.[有所絕止. 丶而識之也.]”라고 말하 다. 이에 대해 단옥재는 

주석에서 ‘丶’가 ‘주인(主人)’, ‘주의(主意)’라는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 는데, 

이 설명은 단옥재가 ‘主’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丶’가 ‘主’가 주로 나타내는 의미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데서 비롯된 오해이다. 실제 ‘丶’의 고문자 기

록은 별도로 찾아보기 어려우며, 허신의 설해에서도 별도로 ‘주인’, ‘주의’ 등의 의미

는 보이지 않는다.28) 따라서 ‘丶’가 독립적으로 ‘주인’이라는 의미를 지녔었다고 보

는 것보다, ‘主’가 등잔 받침 위의 심지를 뜻하는 데 따라 ‘핵심’, ‘주인’, ‘주장’, ‘주

의’라는 뜻을 갖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본다면 ‘丶’와 ‘主’ 사이의 

고금 관계에 대한 단옥재의 설명에는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옥재가 주석에서 

‘主’가 ‘丶’의 본래 의미인 ‘주인’이라는 의미를 주로 나타내게 되면서 ‘主’의 본래 

의미가 ‘炷’로 나타내지게 됐다고 설명한 것은 허신 설문해자의 개별 표제자를 독

립적인 ‘문자’로서 인정하고 그것만의 고유 의미가 있었으며, 그 글자가 다른 글자의 

형방이나 성방으로 사용되었을 때, ‘의미’의 측면에서 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반 한다. 이처럼 단옥재가 고금자 설명에서 보이는 이와 같

은 오류들은 그가 고금자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 설명하 는지와 관계가 있다는 점,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오류를 범하기도 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2 爯 [tɕhiəŋ] : 稱 [tɕhiəŋ] 한꺼번에 들다

이 두 글자 역시 ‘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고자와 금자 관계로서 금자가 고자

에 편방이 추가된 형태를 보인다. 먼저 說文解字注⋅第四卷⋅冓部의 “爯은 한꺼번

에 드는 것이다. 爪와 冓의 생략형으로 구성된다.[爯, 並 也. 从爪冓省.]”에 대한 주

를 보자.

‘冓’는 둘을 뜻하고 ‘爪’는 손이다. 손 하나로 둘을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다’

라고 한 것이다. 맹자(孟子)의 “稱貸”에 대한 조기(趙岐)의 주에서 “稱은 드는 것

이다.”라고 하 다. 보통 ‘손으로 들다’를 뜻할 때에는 ‘爯’을 쓰고, ‘날리다’를 뜻할 

때에는 ‘偁’을 쓰며, ‘저울’을 뜻할 때에는 ‘稱’으로 쓰는데, 지금은 모두 ‘稱’으로 

28) 尹黎云(1998:410) 역시 ‘丶’는 문자가 아니며, 허신의 설해에서도 구두(句讀)에 사용하는 

부호라고 봤다고 설명하 다. 구두 부호 외에 소전 자형의 필획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

라고도 하 으나, 이 글자 자체의 독립적인 의미는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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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다.

冓爲二, 爪 , 手也. 一手 二, 故曰幷 . 趙注孟子稱貸曰, 稱, 也. 凡手 字當作

爯, 凡偁揚當作偁, 凡銓衡當作稱, 今字通用稱.

위의 예문에 의하면 ‘爯’은 ‘한꺼번에 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처음에는 

‘爯’으로 표기되다가 어느 시점 이후 ‘稱’으로 나타내게 되었으므로 두 글자는 고금

자 관계에 해당된다. 고자 ‘爯’과 금자 ‘稱’의 차이는 편방 ‘禾’의 유무이다. 이들의 

관계를 ‘主’와 ‘炷’의 예처럼 고자의 본의를 나타내기 위해 편방이 추가된 것으로 보

려면, 벼 또는 곡물의 줄기를 뜻하는 편방 ‘禾’가 고자 ‘爯’의 ‘들다’라는 의미를 나

타내기 위해 붙은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稱’은 이미 설문해자에 별도의 

표제자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 글자만의 본의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에서 說文解字

注⋅第七卷⋅禾部의 “稱은 저울이다.[稱, 銓也.]”에 대한 주를 보자.

‘銓’은 저울이다.29) 성류(聲類)30)에서 “銓은 물건을 다는 도구이다.”라고 하

다. ‘稱’은 속자로 ‘秤’라고 쓴다. 내 생각에 ‘爯’은 ‘한꺼번에 드는 것’이고, ‘偁’은 

‘날리는 것’이다. 지금은 모두 ‘稱’을 써서 나타낸다. ‘稱’이 사용되면서 ‘爯’과 ‘偁’

은 폐기되었다.

銓 , 衡也. 聲類曰, 銓所以稱物也. 稱俗作秤. 按爯, 幷 也, 偁, 揚也. 今皆用稱. 稱

行而爯偁廢矣.

위에서 볼 수 있듯이 ‘稱’의 본의는 ‘저울’이며, 속자로는 ‘秤’으로 표기되었다. 만

약 고자 ‘爯’과 금자 ‘稱’의 편방 차이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하려

면, ‘稱’이 지닌 ‘저울’이라는 의미가 ‘爯’의 의미 ‘모두 들다’라는 의미와 편방 ‘禾’

의 의미가 어떠한 작용을 한 결과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두 글자의 의미

항목 연관성 문제는 판단 주체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즉 ‘저울’과 

‘들다’라는 뜻이 무게를 잴 때 손에 들고 재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접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무게를 재는 데 사용하는 도구와 드는 행위 사이에는 어떠한 

접점도 없다고 본다면 둘은 무관한 글자가 된다. 그만큼 어떤 글자들이 서로 관계가 

있거나 없음을 가르는 행위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하 삼

(2014예)에 따르면, ‘稱’의 갑골문 자형은 ‘ ’, ‘ ’, ‘ ’ 등으로 나타나고, 금문 자형은 

‘ ’, ‘ ’, ‘ ’ 등으로, 간독문 자형은 ‘ ’, 소전 자형은 ‘ ’이다. 갑골문, 금문, 간

29) 說文解字⋅第十四卷⋅金部 “銓, 衡也.”

30) 삼국(三國) 위(魏)나라의 이등(李登)이 편찬한 자서이다. 11,520자를 수록하 다고 하는데 

일실되어 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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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문은 모두 손으로 무엇인가를 들고 있는 모습이며, 이는 무게를 잴 때 물건을 손

에 들고 무게를 짐작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무게를 달아야 했던 가장 중요한 

대상이 곡물이므로 후대에 ‘禾’가 더해져 ‘稱’이라는 글자가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

를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무게나 가격을 부르다는 뜻에서 ‘稱’이 ‘부르다’, ‘호칭’을 

뜻하게 되었다고 하 다.31)

‘爯’은 한어대사전에는 독립된 글자로 수록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한대까지 사

용되다가 이후에 ‘稱’으로 대신 그 의미를 나타내면서 사용이 중단된 것 같다. 한어

대사전에 의하면 ‘稱’이 ‘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것은 서⋅목서(牧

誓)의 “稱爾戈, 比爾干, 立爾矛, 予其誓.(너희 창을 들고 너희 방패를 나란히 하고 

너희 창을 세워라. 내 맹세를 하겠다.)”에서이다. 공안국(孔安國)은 이에 대하여 “稱, 

也.(稱은 ‘들다’이다.)”라고 주석을 달았다. 또한 시⋅빈풍(豳風)⋅칠월(七月)의 

“躋彼公 , 稱彼兕觥, 萬壽無疆.(저기 공당에 올라가 물소뿔잔을 들어 만수무강을 비

네.)”에서도 이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들 예문에 의하면 ‘稱’이 문헌에서 ‘들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은 매우 이른 시기의 일이다. ‘稱’과 ‘爯’의 선후관계에 있어 편방

이 붙은 ‘稱’이 더 나중에 생겼으리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稱’과 ‘爯’은 동시

대에 각각 활발하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옥재는 이 글자에 대한 주석에서 ‘爯’과 ‘偁’이 각각 ‘모두 드는 것’과 ‘날리는 

것’을 뜻하는 글자로 사용되다가 훗날 ‘稱’이 그 두 뜻을 모두 나타내게 되면서 나머

지 두 글자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 다. 이 내용에 의하면 ‘爯’, ‘偁’, ‘稱’은 

본래 각각의 의미를 지녔던 별개의 글자 다.

실제 허신의 원문에도 이 세 글자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닌 글자들로 설명되어 있

다. 단옥재는 허신의 원문에서 밝힌 각 글자의 의미를 근거로 이들이 본래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하나의 글자로 나머지 두 글자의 의미를 모

두 나타내게 된 변화까지 언급하 다. 이들 관계에 대한 설명은 나머지 두 글자에 

대한 주석에서도 보인다. 먼저 說文解字注⋅第八卷⋅人部의 “偁은 날림이다.[偁, 揚

也.]”에 대한 주의 일부를 보자.

‘揚’은 ‘드날리는 것’이다.32) 이아⋅석언(釋 )의 “偁, 也.(‘偁’은 ‘들다’이다.)”

에 대한 곽박(郭璞)의 주석에서 상서(尙書)의 “偁爾戈(그대의 창을 들다)”를 인용

하 고, 옥편에서는 좌전의 “禹偁善人(우(禹)가 선인을 등용하다)”을 인용하

다. 옛날에는 ‘들다’와 ‘일컫다’를 나타낼 때 모두 이 글자(‘偁’)를 썼다. (허신은) 자

31) 하 삼(2014예) ‘稱’에 대한 설명 참조.

32) 說文解字注⋅第十二卷⋅手部 “揚, 飛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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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自序)에서 “其偁易孟氏, 書孔氏.(맹희(孟熹)의 역과 공안국(孔安國)의 상서를 

들었다.)”라고 하 고, ‘子’자에 대하여 “人以爲偁.(사람들은 호칭으로 삼는다.)”이라

고 하 다. ‘稱’이 사용되면서 ‘偁’은 폐기되었다. ‘稱’은 지금의 ‘秤’자이다.

揚 , 飛 也. 釋 曰, 偁, 也. 郭注引尙書, 偁爾戈. 玉篇引左傳, 禹偁善人. 凡古

偁 、偁 字皆如此作. 自序云, 其偁易孟氏, 書孔氏. 子篆下云, 人以爲偁. 自稱行而偁

廢矣. 稱 今之秤字.

허신은 ‘偁’자를 “揚也.”로 풀었고, 단옥재는 이 풀이에 대하여 “揚은 드날리는 것

이다.”라고 덧붙인다. 단옥재가 ‘揚’을 ‘드날리는 것’이라고 푼 것은 전적으로 허신의 

원문에 근거한 것이다. 실제로 설문해자 12권 手部에 ‘揚’자가 수록되어 있고, 허

신은 ‘揚’을 ‘飛 (드날리다)’라고 풀이하 다. 즉 ‘偁’의 본의는 ‘날리다’가 된다. 단

옥재는 여기에서 본의로 사용된 예와 다른 의미로 사용된 예를 제시하고, 이 예들을 

근거로 옛날에는 ‘偁’자가 ‘들다’와 ‘일컫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하

다.

결국 세 글자 사이의 관계를 고자와 금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

연결의미 古字 今字

들다 爯
稱날리다 偁

저울 稱

즉 ‘爯’과 ‘稱’, ‘偁’과 ‘稱’이 각각 연결의미에 대한 고금자 관계이다. ‘爯’과 ‘稱’은 

이 절에서 보고자 하는 ‘편방이 추가’된 경우에 해당하며, ‘偁’과 ‘稱’은 ‘편방이 교

체’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는 전자에 대해서만 보기로 한다. 

참고로 한어대사전에 수록된 의미항목을 살펴보면 ‘偁’은 ‘들다’, ‘부르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덧붙여 ‘稱’의 고자라고 설명되어 있다. 한편 ‘稱’은 세 가지 

발음을 지니며, 각각 1)ch ng: ‘양을 재다(비교하다)’, ‘부르다(호칭)’, ‘칭찬하다’, ‘들

다’, 2)chèn: ‘맞다(부합하다)’ 3)chèng: ‘저울(=‘秤’33)과 同字)’ 등으로 구분된다. 이를 

통해 ‘稱’은 설문해자에서 설명한 본의 ‘저울’ 외에도 발음에 약간의 차이(성조의 

차이 또는 운미의 차이)가 있는 다른 단어의 의미까지도 수용하 음을 확인할 수 있

다.

33) ‘秤’은 발음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chèng일 때에는 ‘저울’, ch ng일 때에는 ‘재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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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桼 [tshie] : 漆 [tshie] 옻나무(옻칠)

다음으로 ‘桼’과 ‘漆’ 이 둘의 관계를 살펴보자. 다음은 說文解字注⋅第六卷⋅桼
部 “桼(칠)은 나무의 즙이다. 사물을 검게 칠할 수 있다.[桼, 木汁. 可㠯䰍物.]”에 대

한 주이다.

나무의 즙을 ‘桼’이라 부르므로 그 나무를 ‘桼’이라 부른다. 지금은 ‘漆’을 사용하

면서 ‘桼’은 폐기되었다. ‘漆’은 물의 이름이지 나무의 즙이 아니다. 시와 서의 

“梓桼”과 “桼絲”가 모두 ‘漆’로 되어 있는 것은 민간에서 금자로 바꾸어 쓴 것이다. 

주례⋅지관⋅재사(載師)의 “桼林之征二十而五.(칠림34)에서는 세금을 20분의 5를 

부과한다.)”에 대해 정중은 “옛 서적에서 ‘桼林’은 ‘漆林’을 뜻한다.”고 하 고, 후한

(後漢) 두자춘(杜子春)은 “ ‘桼林’으로 써야 한다.”고 하 다. 즉 한대 사람들은 (‘桼’

과 ‘漆’) 두 글자를 엄밀히 구분한 것이다. 지금 주소(注疏)가 어긋나 있으니 이와 

같이 바로잡는다. 주례⋅춘관(春官)⋅건거(巾車)에 대한 주에서 ‘髤桼’을 나타내는 

글자는 모두 ‘桼’을 쓰고 ‘漆’을 쓰지 않았다. 한대 사람들은 ‘桼’로 ‘七’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사기의 “六律五聲八音來始(육률, 오성, 팔음, 칠시)”의 ‘來始’는 바

로 ‘桼始’의 잘못이다. 상서대전(尚書大傳)과 한서⋅율력지(律曆志)에는 모두 

‘七始’로 되어 있다. 사기와 한서 모두 금문상서를 인용하 다.

木汁名桼, 因名其木曰桼. 今字作漆而桼廢矣. 漆, 水名也, 非木汁也. 詩書梓桼、桼
絲皆作漆, 俗以今字易之也. 周禮載師, 桼林之征二十而五. 大鄭曰, 故書桼林爲漆林. 杜

子春云, 當爲桼林. 是則漢人分别二字之嚴. 今注疏譌舛, 爲正之如此. 周禮巾車注髤桼
字皆作桼, 不作漆. 漢人多假桼爲七字. 史記六律五聲八音來始, 來始正桼始之誤. 尚書

大傳、漢律曆志皆作七始. 史、漢同用今文尚書也.

설문해자 원문 및 그 주석에 의하면, ‘桼’은 본래 나무의 즙을, ‘漆’은 물 이름을 

나타내던 글자 다. 언젠가부터 ‘漆’이 물 이름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桼’이 나타내

던 ‘옻나무(옻칠)’이라는 의미까지 나타내게 되면서 ‘漆’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전담

하는 상황이 되고 ‘桼’은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하 삼(2014예)에 따르면 ‘漆’의 

간독문 자형은 ‘ ’, ‘ ’이고, 소전 자형은 ‘ ’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도 ‘옻’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본래 ‘桼’을 썼다가 나중에 ‘漆’을 통해 나타내게 되었다

는 점이 뒷받침된다.35) 한어대사전에 따르면 ‘漆’이 ‘옻나무’ 또는 ‘옻칠’이라는 의

미로 사용된 것은 시, 서, 사기 등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럼에

34) 칠할 재료를 생산하는 임야.

35) 이 자료에서도 ‘漆’에 대하여 본래 석부풍(石扶風) 두릉현(杜陵縣)에서 나와 동쪽으로 흘

러 위수로 흘러드는 강 이름이었고, 이후 옻나무의 즙을 이용해 칠을 하는 ‘옻칠’을 뜻하

게 되었다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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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단옥재가 “ ‘漆’은 물의 이름이지 나무의 즙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漆’이 본래 

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글자 음을 강조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 둘의 관계에서도 고자가 금자의 성방이자 의미적으로 향을 미친 것인지에 대

해 검토해 볼 수 있다. 우선 나무의 즙 또는 그 나무를 가리켰던 ‘桼’과 물 이름 

‘漆’의 의미적 연관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물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는 그 명

사의 부류를 나타내는 편방(이 글자에서는 ‘氵’)이 단어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는 

설명은 가능해도 단어의 음가를 나타내는 편방(이 글자에서는 ‘桼’)과 이 고유명사의 

의미와의 연관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즉 ‘桼’이라는 자형이 가지고 있는 

의미성분은 배제하고 순수한 소리성분으로서 물 이름을 지칭하는 데 사용했고, 그것

이 물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氵’를 붙인 것이다. 이 경우에는 ‘氵’와 ‘漆’이 의

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뿐, ‘桼’과 ‘漆’은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다. 즉 ‘桼’과 

‘漆’은 단어의 측면에서도 글자의 측면에서도 모두 파생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서로 

파생 관계인 고금자들도 있다. 다음의 예가 여기에 해당된다.

예4 垂 [ʑiuai] : 陲 [ʑiuai] 가장자리

說文解字注⋅第十四卷⋅𨸏部의 “陲(수)는 위태로움이다.[陲, 危也.]”에 대한 주를 

보자.

허신은 ‘𡍮(垂)’를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로, ‘𨼦(陲)’를 ‘(높은 곳에 있어) 위태로

움’으로 풀이하 다. ‘𡍮’가 ‘土’로 구성되고 ‘𨼦’가 ‘𨸏’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지금

은 ‘垂’가 ‘늘어지다’를, ‘𨼦’는 ‘가장자리’를 의미하며, ‘邊陲’가 사용되면서 ‘邊垂’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許義𡍮訓遠邊, 𨼦訓危. 以𡍮从土, 𨼦从𨸏之故. 今義訓垂爲懸, 則訓𨼦爲邊, 邊陲行

而邊垂廢矣.

위의 주석에서는 ‘垂’와 ‘陲’를 고금자 관계로 설명하 다. 두 글자 모두 허신의 

원문에 수록되어 있으며, 각각 ‘垂’는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로, ‘陲’는 ‘높은 곳에 

있어 위태롭다’라는 의미로 풀이되었다. 두 글자는 어떤 공간의 끝부분에 놓여 있다

는 점에서 의미적으로 공통요소를 지니고 있다. 단옥재는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에 

두고, 전자는 ‘土’로 구성되고, 후자는 ‘𨸏’로 구성된다는 점을 언급하여 이 두 글자

를 구분하 다.36) 하 삼(2014예)에 의하면 ‘垂’의 갑골문은 ‘ ’로 꽃이 늘어져 있는 

36) ‘郵(우)’도 ‘垂’와 ‘𨸏’로 구성된다. 하 삼(2014예)에 의하면 ‘郵’는 간독문에서 ‘ ’ 등

으로 표기되었다. 설문해자에 수록된 자형은 ‘ ’이다. 이 글자는 멀리 떨어진 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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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을 가리킨다.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그러하다는 의미에서 ‘변방’을 뜻하게 되

었다. 설문해자에 수록된 소전은 ‘ ’이다. 단옥재는 이후 ‘垂’가 주로 ‘늘어지다, 

매달다, 걸리다’ 계열의 의미로 사용되면서, 이 글자의 본의 던 ‘가장자리’라는 의미

는 ‘垂’보다 ‘陲’를 통해 표현되었다고 설명하 다. 결국 ‘가장자리, 변두리’라는 의미

의 단어 ‘邊垂’에 ‘垂’가 아닌 ‘陲’가 사용되면서 ‘邊陲’라는 표기가 더욱 보편적으로 

수용되었고, 그 결과 개별 글자들 사이에서도 ‘陲’가 ‘垂’의 자리를 대신하는 변화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垂’와 ‘陲’는 자형 상 편방 ‘𨸏’의 유무로 구별되며, 단옥재는 이 두 글자를 본래 

각각의 의미를 지녔던 글자로 나누어 보았다. ‘가장자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고

자와 금자의 관계가 되며, ‘垂’가 지녔던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라는 의미상의 공통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이 예는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라는 의미가 ‘𡍮’에

서 ‘𨼦’로 옮겨간 경우이다. 그러나 글자의 고금 관계에서 연결의미의 이동 경로가 

모두 이와 같다고는 말할 수 없다.

문제는 ‘垂’라는 글자 안에 두 가지 항목이 공존하면서 둘 중 하나의 자리가 좁아

졌다는 것이다. 동작을 나타내는 ‘늘어짐’보다 구체적 공간을 나타내는 ‘가장자리’라

는 의미항목이 ‘𨸏’가 붙은 글자로 옮겨간 상황을 보여준다. 즉 나타내고자 하는 의

미항목에 보다 근접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글자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이 하나의 

예로 전체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 예를 더 보면 하나의 경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고자와 금자의 자형을 비교하 을 때, 고자를 기준으로 편방이 추가된 

경우에 대한 몇 가지 예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고자와 금자의 자형을 비교하 을 

때, 금자의 자형이 고자에서 편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두 

글자가 ‘문자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금자의 자형이 고자에서 특정 의미를 지닌 편방이 추가된 것이라 해

도, 금자는 본래 금자 나름의 주요의미를 지니고 있다가 고자의 의미를 받아들이게 

된 경우도 있다. 또한 금자에서 편방을 제거했을 때 고자와 모양이 같아도 외관상 

같은 자형일 뿐, 고자가 지닌 의미와 금자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의미는 전혀 관련

이 없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인지해야 한다. 단옥재의 주석에서는 ‘主’와 ‘炷’

의 관계에 대한 설명처럼 의미의 구체화를 위해 편방이 더해진 글자가 만들어진 경

마을로 오가는 문서나 물건을 받아 주던 ‘역’을 뜻한다. 역시나 ‘垂’로 구성되어 ‘변방’이

라는 의미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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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 고자의 의미가 금자

에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예시와 함께 변화된 상황을 제시하는 데 그친다. 단옥재가 

직접 편방의 추가와 의미의 세분화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의미의 이동 상황

과 편방 추가를 함께 거론한 것으로 보아 문자의 파생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2.2 고자에서 편방이 교체된 경우

편방이 교체된 경우는 다시 성방이 다른 경우와 성방이 같은 경우로 나눌 수 있

다. 성방이 다른 경우는 해당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와 연관이 있는 요소는 그대로 

있고, 그 글자의 음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요소만 변화한 것이다. 이때 고자의 

성방과 금자의 성방은 자형은 다르지만 음가가 서로 같거나 비슷하다. 반면 성방이 

같은 경우는 고자와 금자 각각을 구성하는 성방이 같고 나머지 요소에 변화가 생긴 

점이 그 특징이다. 각각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를 보도록 하자.37)

3.2.2.1 성방이 다른 경우38)

연번 표제자 언 된 고 자 공통 요소 교체된 요소

1 愙 愙 : 恪 心(忄) 客[kheak] → 各[kak]

2 磬 硜 : 磬 石 巠[kyeŋ] → 殸[kheŋ]

3 几 凥 : 居 尸 几[kiei] → 古[ka]

4 搹 搹 : 扼 扌 鬲[kek] → 厄[ek]

5 獧 獧 : 狷 犭 睘[giueŋ] → 肙[yuan]

6 弭 紒 : 結 糸 介[keat] → 吉[kiet]

7 饋 饋 : 餽 飠 貴[kiuət] → 鬼[kiuəi]

8 机 机 : 榿 木 几[kiei] → 豈[khyən]

37) 여기에서 ‘형방’과 ‘성방’이라는 용어가 무리 없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예에 해당하는 

모든 글자들의 구조가 ‘형방’과 ‘성방’으로 나뉘어야 한다. 이 부류에 속하는 글자들은 모

두 합체자로서, 그 글자의 의미와 연관되는 ‘형방’과 글자의 소리를 나타내는 ‘성방’ 이렇

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38) ‘성방’의 역할을 하는 요소가 달라진 예이다. 합체자 중에는 소리를 나타내는 요소가 의

미도 나타내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고려하여 ‘성방 역할을 하는 요소’임을 덧붙인다. 즉 

해당 구성요소가 오직 ‘성방’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을 고려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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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룹에 속하는 글자들은 모두 [A+B]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고자와 금자의 자

형을 비교하 을 때 고자에서 ‘성방’에 해당하는 요소가 다른 자형의 성방으로 교체

되었다. 위의 표 맨 오른쪽 칸에서 볼 수 있듯이, 교체된 요소의 자형은 서로 다르지

만 그 글자의 음가는 같거나 비슷하다. 따라서 고자의 성방 역할을 하는 ‘B’가 금자

에서 ‘C’로 바뀌어도 고자와 금자의 음가 역시 같거나 비슷한 관계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서 이 항목에 해당하는 고금자들에 대하여 단옥재가 어떻게 설명하

고 있는지 살펴보자.

예1 凥 [-] : 居 [kiə] 기대다/머무르다

먼저 說文解字注⋅第十四卷⋅几部의 “几(궤)는 기대는 책상이다.[几, 凥几也.]”에 

대한 주를 보자. 

‘凥(거)’는 각 판본에 ‘踞’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잡는다. ‘凥几’란 사람이 기대

는 책상을 가리킨다. ‘凥’는 ‘머물러 쉼’을 뜻한다. ‘処’는 ‘머무름’을 뜻한다. 옛날에 

‘凥’로 썼던 것을 지금은 모두 ‘居’로 쓰고, 그래서 지금은 ‘居几’라고 한다. 그리고 

‘웅크려 앉다’(에 쓰이는 ‘踞’)로도 바꾸어 쓰는데 이것은 속자이다. 옛날 사람들은 

앉을 때에는 책상에 기댔고 웅크릴 때에는 책상에 기대지 않았다. ‘几’는 속자로 

‘机’라고 쓴다.

凥各本作踞, 今正. 凥几 , 人所凥之几也. 凥, 処也. 処, 止也. 古之凥今悉改爲居, 

乃改云居几, 旣又改爲蹲踞俗字. 古人坐而凭几, 蹲則未有倚几 也. 几俗作机.

위의 주석에는 ‘凥’와 ‘居’의 고금 관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옛날에 

‘凥’로 썼던 것을 지금은 모두 ‘居’로 쓰고, 그래서 지금은 ‘居几’라고 한다.”라는 말

은 ‘기대다,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 ‘凥’자와 ‘居’자가 고금자 관계

로 연결됨을 보여준다. 이 두 글자는 모두 ‘尸’가 부수이고, 각각 ‘几’와 ‘古’가 성방

의 역할을 한다.39) 說文解字注⋅第十四卷⋅几部에 의하면 ‘凥’는 ‘九’와 ‘魚’의 반

절음으로 발음하고 고음은 5부에 속하며, 說文解字注⋅第八卷⋅尸部에 의하면 ‘居’ 

역시 ‘凥’와 마찬가지로 ‘九’와 ‘魚’의 반절음으로 발음하고 고음이 5부에 속한다. 

‘居’의 상고음은 [kiə]이고 ‘凥’의 상고음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성부를 가

지거나 같은 반절음을 가진 다른 글자들의 발음을 통해 이 글자의 옛 발음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설문해자주에서 ‘九’와 ‘魚’의 반절로 발음한다고 되어 있는 글자는 

39) 說文解字注⋅第十四卷⋅几部의 ‘凥’에 대한 허신의 설명에 따르면 이 글자는 ‘尸’와 

‘几’의 의미가 결합된 회의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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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琚’, ‘腒’, ‘椐’, ‘裾’, ‘居’, ‘涺’, ‘据’, ‘凥’ 등 총 여덟 자이다. 이들 중 ‘凥’는 상고음

을 알 수 없고, ‘居’의 상고음은 [kiə]이다. 이 두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 글자의 상고

음은 모두 [kia]이다. 이를 통해 볼 때, ‘九’와 ‘魚’의 반절음으로 표기된 ‘凥’의 상고

음 역시 [kia] 혹은 [kiə]와 유사한 발음이었을 것이다.

고자와 금자의 자형을 비교해 보면 연결의미와 연관되는 ‘尸’는 변함이 없고, 성방

이 ‘几[kiei]’에서 ‘古[ka]’로 달라졌다. 이 두 성방은 음가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서

로 쌍성 관계이다. 여기에서 이들 간의 고금 관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

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다음은 說文解字注⋅第十四卷⋅几部의 “凥(거)

는 머무는 것이다.[凥, 処也.]”에 대한 주의 일부이다.

각 판본에 ‘處’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잡는다. 사람이 기댈 곳을 얻게 된 것

을 ‘凥’라고 한다. ‘𡰣’는 사람으로, 의미가 파생되어 일반적으로 ‘머무름’을 나타내

는 데 쓰인다. 또 ‘蹲居’에 쓰이는 글자(‘居’)로 ‘凥’를 대신하게 되어, 별도로 ‘踞’자

를 만들어 ‘蹲居’를 나타내는 데 썼고, 결국은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居’가 사용되면서 ‘凥’는 폐기되었다. 방언(方 )과 광아에서는 ‘머무름’을 나타

낼 때 ‘居’로 쓰지 않았는데, 간혹 제멋대로 고친 경우가 있다. 허신의 설문해자
에서는 “家凥也”, “宋凥也”, “寁凥之速也”, “寠無禮凥也”, “宭羣凥也”에서의 ‘凥’를 모

두 ‘居’로 고쳤는데 어떤 맥락인지 알 수가 없다.

各本作處, 今正. 凡𡰣得几 之凥. 𡰣卽人也, 引申之爲凡凥処之字. 旣又以蹲居之字

代凥, 别製踞爲蹲居字, 乃致居行而凥廢矣. 方 、廣雅凥処字皆不作居, 而或妄改之. 

許書如家凥也, 宋凥也, 寁凥之速也, 寠無禮凥也, 宭羣凥也之類皆改爲居, 而許書之衇
絡不可知矣.

여기에서 단옥재가 설명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머무르다’라는 의

미는 ‘凥’에서 ‘居’라는 글자로 옮겨갔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이동에 따라 

‘居’가 지니고 있던 ‘웅크려 앉다’라는 본래의 의미40)를 나타내기 위해 편방 ‘足’을 

붙인 ‘踞’를 사용하게 된 변화이다. 아울러 ‘머무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던 ‘凥’는 

‘居’가 사용되면서 폐기된 현상도 언급하고 있다. 다음은 이 내용을 참고하여 의미의 

이동 중심으로 관련 글자 간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40) 說文解字注⋅第八卷⋅尸部 “居, 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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凥 居 踞

이동 전(A) 머무르다(1) 웅크려 앉다(2) ×(생성 전)

이동 후(B) × 머무르다(1) 웅크려 앉다(2)

‘머무르다’와 ‘웅크려 앉다’라는 의미항목은 표에서 각각 대각선 방향 아래로 이동

하 고, 단옥재의 설명에 의하면 ‘머무르다’라는 의미가 ‘凥’에서 ‘居’로 옮겨감에 따

라 ‘居’에 의미 변화가 생겼고 ‘踞’라는 글자도 만들어졌다. 說文解字注⋅第八卷⋅
尸部의 “居(거)는 웅크리는 것이다.[居, 蹲也.]”에 대한 주에서도 이들 관계에 대해 

설명하 다.

足部에서 “蹲, 居也.”라고 하 으니 두 글자는 전주(轉注) 관계이다. 지금 足部에

서 ‘居’를 바꾸어 ‘踞’라고 하고, 또 멋대로 ‘踞’를 추가하여 “蹲也.”라고 풀이하 다. 

… 설문해자에는 ‘凥’자가 있고, ‘居’자가 있다. ‘凥’는 “處也. 从尸得几而止.”로, 지

금 사람들은 ‘居處’라고 쓰는 것을 옛날에는 ‘凥處’라고 썼다. ‘居’는 “蹲也.”로, 지

금 사람들은 ‘蹲踞’라고 쓰는 것을 옛날에는 다만 ‘居’라고 썼다. 광아⋅석고(釋詁)⋅
권2에 “凥也”라는 항목이 있고, 광아⋅석고⋅권3에 “踞也”라는 항목이 있어 명확

하게 구분된다. … 지금은 ‘蹲居’의 ‘居’자로 ‘凥處(머무는 곳)’란 단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凥’자는 폐기되었다. 또 따로 ‘踞’자를 만들어 ‘蹲居’를 나타내는 글자

로 쓰게 되었고, ‘居’의 본의(‘웅크리다’)는 폐기되었다.

足部曰蹲, 居也. 二字爲轉注. 今足部改居爲踞, 又𡚶添踞篆, 訓云蹲也. … 說文有凥, 

有居. 凥, 處也. 从𡰣得几而止, 凡今人居處字古衹作凥處. 居, 蹲也. 凡今人蹲踞字古衹

作居. 廣雅釋詁二凥也一條, 釋詁三踞也一條. 畫然分别. … 今字用蹲居字爲凥處字, 而

凥字廢矣. 又别製踞字爲蹲居字, 而居之本義廢矣.

이와 같이 글자 자체가 겪는 의미 변화에 대한 내용은 3.3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여기에서는 자형을 기준으로 보는 고금 간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단옥

재는 주석에서 ‘踞’를 ‘居’의 본의를 나타내기 위해 편방을 추가해서 만든 글자라고 

설명한 반면, ‘凥’와 ‘居’의 관계에 대해서는 “ ‘蹲居’에 쓰이는 글자(‘居’)로 ‘凥’를 대

신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단옥재는 형방이 동일하고 성방은 다른 고금 관

계의 경우 대부분 고자 A에서 금자 B로 옮겨갔다는 변화까지만 설명할 뿐 그 과정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형방은 같으나 성방이 다른 고금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 고금 관계로 묶이게 되었

는지를 밝히는 일은 쉽지 않다. 이 그룹에 속하는 고자와 금자 사이의 공통점은 형

방이 같다는 것, 그리고 자형은 다르지만 음가가 같거나 비슷한 성방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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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만약 공통된 형방에서 의미적 연관성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 남은 가

능성은 성방의 음가가 같거나 유사하여 의미의 전이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형방은 같으나 성방이 다른 고금자 사이의 ‘연결의미’가 ‘형방’을 통해 

유지되는지, 아니면 ‘성방’의 음가를 통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이다. 위의 

‘凥’와 ‘居’를 예로 들면, 두 글자의 공통 요소인 형방 ‘尸’의 의미가 ‘凥’와 ‘居’ 사

이의 연결의미인 ‘기대다/머무르다’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두 글자의 

성방 ‘古(公戶切, [ka])’와 ‘几(居履切, [kiei])’의 음가가 같거나 비슷하다는 점을 통해 

이들이 고금에 걸쳐 동일한 단어를 지칭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단옥재는 이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글자의 의미가 무엇을 통해 연결되었는가를 확인하기에 앞서, 이 두 글

자가 과연 고금 관계로서 연결의미를 주고받은 것이 맞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 하

삼(2014예)에 따르면 ‘居’의 금문은 ‘ ’, ‘ ’이고, 옛 도문에는 ‘ ’ 등으로 기

록되어 있으며, 간독문에는 ‘ ’로 기록되었고, 설문해자의 소전자형은 ‘ ’이다. 

이를 보면 꽤 오래 전부터 이 글자는 ‘尸’와 ‘古’의 결합 형태로 사용되었다. 앞의 

책에 따르면 이 글자는 예로부터 조상 대대로 기거하며 살아온 조상의 주검이 모셔

진 곳이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이 의미에서 ‘앉다’, ‘살다’, ‘사는 곳’ 등의 뜻이 나왔

다고 한다. 이 설명에 의하면 ‘居’는 ‘凥’에서 ‘머무르다’, ‘살다’ 등의 의미를 넘겨받

은 것이 아니라, 자형 자체에 ‘머무르다’, ‘살다’, ‘사는 곳’이라는 의미요소를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단옥재의 생각대로 ‘凥’와 ‘居’를 ‘머무르다’ 

또는 ‘기대다’라는 의미로 이어지는 고금자라고 보는 것은 부적합하다. 단옥재가 

‘凥’와 ‘居’를 구분하여 ‘凥’를 ‘머무르다’라는 의미로, ‘居’를 ‘웅크려 앉다’라는 의미

로 구분 짓고 두 글자를 고금자로 묶은 것은 허신이 위의 두 글자를 분리하여 표제

자로 실었고 각각에 대하여 독립적인 의미를 부여하 기 때문이다. 

예2 遹 [ʎiuet] : 述 [dʑiu] 따르다

한 가지 예를 더 보자. 단옥재는 ‘述(술)’에 대한 주에서 ‘遹(휼)’과 ‘述(술)’이 고금 

관계임을 설명하 다. 먼저 說文解字注⋅第二卷⋅辵部 “述(술)은 따르는 것이다.

[述, 循也.]”에 대한 주를 보자.

‘述’과 ‘循’은 첩운(疊韻) 관계이다. ‘述’은 간혹 ‘術’자를 빌려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시⋅패풍⋅일월(日月) “報我不述(내게 무도한 짓만 하네)”에서 (‘述’은) 본래 

‘術’로 쓰 다. 고문에서는 ‘遹(휼)’자를 빌려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서⋅강고(康誥) “祗遹乃文攷(문고를 공경히 따르다)”, 시⋅대아(大雅)⋅문왕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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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王有聲) “遹駿有聲(크구나, 그 소리.)”, “遹追來孝(그를 좇아 효도하시니)” 등이 

있다. 이아⋅석언(釋 )과 모전에서 모두 “遹, 述也.”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손염

(孫炎)은 이아음의(爾雅音義)에서 “ ‘遹’은 ‘述’의 고자이다.”라고 하 다. 고문에서 

‘遹’로 ‘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지금 사람들은 

‘述’을 쓰고 옛날 사람들은 ‘遹’을 썼음을 말한다. 보통 고금자라고 하는 것이 이것

이다.

述循曡韵. 述或叚借術爲之, 如詩報我不述, 本作術是也. 古文多叚借遹爲之. 如書祗

遹乃文攷, 詩遹駿有聲, 遹追來孝. 釋 、毛傳皆曰, 遹, 述也, 是也. 孫炎曰, 遹, 古述

字. 葢古文多以遹爲述, 故孫云爾, 今人用述, 古人用遹也. 凡 古今字 視此.

먼저 ‘述’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術’자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은 이 두 글자가 

시간적 선후관계가 아닌 가차 관계임을 밝힌 것이다.41) 이에 덧붙여 고문에서 ‘遹’자

를 빌려 ‘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언급과 함께 예를 보여주고 있다. 그

리고 이들 예문과 관련하여, ‘이전’의 어느 시점에 다른 글자 [B]가 지니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던 어떤 글자 [A]에 대해, “[A], 古[B]字.”라고 한 손염의 설명

을 구체적으로 풀어주었다. 이러한 부연설명은 손염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설

함과 동시에, 두 글자의 관계를 고금자로 보는 것에 대해 단옥재 또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에 이어 “지금 사람들은 ‘述’을 쓰고, 옛날 사람들은 ‘遹’을 썼음을 말한다.”라고 

하 으니, 이는 연결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 옛날 사람들은 [A]라는 글자를 썼고 

지금 사람들은 [B]라는 글자를 쓴다는 점에서 단옥재가 생각하는 고금 관계에 부합

한다. 여기에서 가차 관계로 묶이는 두 글자가 동일한 의미를 중심으로 ‘옛날’과 ‘지

금’이라는 두 시점을 잇는 관계라면 이들 역시 고금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보는 단옥

재의 관점이 드러난다.

단옥재가 ‘遹’과 ‘述’을 고금 관계로 본 것은 경전의 기록 차이에 근거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손염의 주석 “ ‘遹’은 ‘述’의 고자이다.”를 인용하고, “고문에서는 ‘遹’로 

‘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는 설명과 함께 두 글자가 고금자 관계임을 

밝혔다.

說文解字注⋅第二卷⋅辵部 “遹(휼)은 돌아서 피하는 것이다.[遹, 回辟也.]”에 대한 

주에서도 이들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다.

운회(韵 )에 의거하여 ‘辟(피)’로 적는다.42) 시⋅소아⋅소민( 旻) “ 猶回遹

41) 설문해자주에 따르면 ‘述’과 ‘術’ 모두 食과 聿의 반절음으로 발음하며 15부에 속한다.

(‘述’의 상고음은 [dʑiu]이고, ‘術’의 상고음은 [diuə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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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책을 세워 간사하게 피하려 하다)”에 대하여 모시에서 “ ‘回’는 ‘간사함’이고 ‘遹’

은 ‘피하다’이다.)”라고 하 다. 내 생각에 ‘辟’와 ‘僻(피)’는 고금자이다.43) 시⋅대

아에 ‘回遹’이 두 번 나오는데, 전(箋)에서 모두 “回邪.(‘回’는 ‘간사함’이다.)”라고 

하 다. 한시(韓詩) 판본에서는 ‘遹’을 ‘穴(혈)’이나 ‘泬(혈)’ 또는 ‘鴥(율)’로 썼는데 

모두 가차자이다. ‘遹’은 옛날에 ‘述’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아⋅석언에
서 ㉠“遹, 述也.”라고 한 것은 가차를 말한 것이다. 이아⋅석고에서 “遹、遵、率, 

循.(‘遹’과 ‘遵’과 ‘率’은 ‘따르다’이다.)”이라고 하 고, 이아⋅석훈(釋訓)에서는 

“不遹, 不蹟也.(‘不遹’은 따르지 않음이다.)”라고 하 는데, 모두 ㉡‘遹’이 곧 ‘述’자라

고 본 것으로 전주 관계를 말한 것이다. ‘不遹’이라는 것은 지금 시⋅패풍⋅일월
의 “報我不述(내게 무도한 짓만 하네)”(의 ‘不述’)이다.

依韵 作辟. 雅, 猶回遹, 毛曰, 回, 邪、遹, 辟也. 按辟僻古今字. 大雅兩 回遹. 

箋皆云, 回邪. 韓詩遹作穴, 或作泬, 或作鴥, 皆叚借字也. 遹古多假爲述字. 釋 云, 遹, 

述也. 叚借也. 釋詁云, 遹遵率循. 釋訓云, 不遹, 不蹟也, 皆 遹卽述字也, 轉注也. 

不遹 , 今邶風之報我不述也.

고자로 지정된 ‘遹’에 대한 주의 내용에서도 ㉠처럼 두 글자의 가차 관계가 언급

된다. 또한 ㉡에서와 같이 전주 관계라고도 하 다. ‘遹’과 ‘述’은 가차 관계이자 전

주 관계이고 동시에 고금 관계이다. 전주 관계이면서 음성적으로 유사하면 가차 관

계로 묶일 수 있고, 이것이 과거를 위, 현재를 아래라고 했을 때 종적 연속선상에 있

으면 세 가지 관계에 모두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예로 든 고금 관계 글자들의 공통점은 둘 다 형성자 구조이고 그중에서 형

방만 같다는 것뿐이다. 이는 두 글자가 고금 관계가 되는 과정에서 ‘같은 부류’에 속

하는 글자가 금자가 된다는 점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공통되는 형방이 두 글자의 고

금 관계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형방만 같은 이 

고금자 그룹은 그 중 순수하게 음성만을 빌린 가차의 결과라는 점에서 자형이 완전

히 다른 경우와 묶어서 논의해도 무방하다. 단옥재가 사용한 가차(假借)라는 용어는 

의미는 관계없이 음성에만 근거하여 글자를 빌려주는 경우와 본의의 파생의미를 나

타내는 데 글자를 빌려주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4장에서 구체적

으로 다루기로 한다.

42) 서현본(徐鉉本)에는 “回避也”로 되어 있다.

43) ‘辟’와 ‘僻’ 두 글자 모두 ‘피하다’를 뜻하므로 발음을 ‘피’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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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성방이 같은 경우

연번 표제자 언 된 고 자 공통 요소(聲旁) 교체된 요소

1 渴 渴 : 竭 曷 氵 → 立
2 楬 楬 : 揭 曷 木 → 扌
3 𠱫 歫 : 拒 巨 止 → 扌
4 𧾯 結 : 髻 吉 糸 → 髟
5 慊 慊 : 嫌 兼 忄 → 女
6 柧 柧 : 觚 瓜 木 → 角
7 槀 槀 : 犒 高 木 → 牛
8 龔 龔 : 供 共 龍 → 亻

이 그룹은 고자와 금자의 자형을 비교했을 때 성방은 같은데 형방에 해당하는 요

소들이 교체된 경우이다. 이들도 앞의 그룹과 마찬가지로 고자와 금자 모두 형성(形

聲) 구조를 지닌다. 앞에서는 형방이 같다는 점에 주목했다면, 이 그룹에 대해서는 

고자와 금자의 성방이 같다는 점이 두 글자의 고금 관계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확

인해 볼 것이다. 다음에서 몇 가지 예를 보자.

예1 繇 [ʎiu] : 搖 [ʎiô] 흔들리다

먼저 說文解字注⋅第十一卷⋅水部의 “沖(충)은 솟구쳐 올라 흔들리는 것이다.[沖, 

涌繇也.]”에 대한 주를 보자.

‘繇’와 ‘搖’는 고금자이다. ‘涌’은 위로 솟구치는 것이다. ‘搖’는 옆으로 흔들리는 

것이다.

繇、搖, 古今字. 涌, 上涌也. 搖, 旁搖也.

단옥재가 ‘繇’와 ‘搖’를 고금자로 묶어 설명한 것은 허신의 “沖, 涌繇也.”라는 설해

에서 사용된 ‘繇’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준다.44) ‘繇’와 ‘搖’의 관계는 

다음의 주석에서도 확인된다. 아래에서 說文解字注⋅第七卷⋅㫃部 “旚(표)는 깃발

이 나부끼는 것이다.[旚, 旌旗旚繇也.]”에 대한 주를 보자.

44) 그것은 고자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글자이거나 혹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

는 상황의 변화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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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繇’는 지금의 ‘搖’자이다. 소서본( 徐本)45)에는 ‘搖’로 되어 있다. ‘旚’는 지금의 

‘飄’자이다. ‘飄搖’가 사용되면서 ‘旚繇’는 폐기되었다. ‘馬融’의 廣成 에서 “羽旄

紛其髟鼬.”라고 하 는데, ‘髟鼬’는 ‘旚搖’의 가차자이다. 

繇今之搖字, 徐作搖. 旚今字作飄. 飄搖行而旚繇廢矣. 廣成 曰, 羽旄紛其髟鼬. 

髟鼬卽旚搖之叚借字也.

첫 번째 예의 단옥재 주석 내용에 따르면 ‘繇’와 ‘搖’는 ‘흔들리다’라는 의미에 있

어 고금자 관계로서 ‘繇’가 고자이고 ‘搖’가 금자이다. 허신의 “涌繇也.”라는 설해에 

대하여 단옥재가 “ ‘繇’와 ‘搖’는 고금자이다.”라고 한 것은 허신의 설해에 사용된 

‘繇’자가 실제로는 ‘搖’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이다.46) 즉 금자 

‘搖’의 ‘옆으로 흔들림’이라는 의미항목을 옛날에는 ‘繇’로 나타냈었다고 밝힌 것이

다. 허신의 설해에서는 고자를 사용했는데, 단옥재는 설문해자에 별도로 수록되지 

않은 ‘繇’자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다고 본 것 같다.

두 번째 주석 역시 ‘繇’가 ‘搖’의 뜻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

은 설명은 ‘繇’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고 여긴 단옥재의 판단이 반 된 것이며, 그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 M을 지니고 있는 글자는 ‘搖’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단

순히 동의어를 제시한 것이 아니다. M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이전에는 ‘繇’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搖’를 사용한다는 변화까지도 내포하는 것이다.

이들 고금 관계는 자형의 측면에서 주목할 점 두 가지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䍃’

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흔들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의 형방이 

‘系’에서 ‘扌’로 변화한 점이다. 아래에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이 두 글자는 모두 ‘䍃’를 성방으로 삼고 있다. 두 글자가 고금 관계로 묶이

는 것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는 점 때문인데, 이들이 서로 고금 관계로 묶이게 

된 것과 이들의 성방이 같다는 점이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䍃’의 본래 뜻은 ‘질그릇’이다. 이 의미는 ‘繇’(역사 요, 말미암을 유)나 ‘搖’의 의

미와 크게 연관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어대사전에 수록된 ‘繇’의 의미항목만 

보아도 그 개수가 총 15개인데, 그 중 yao2성에 속하는 의미항목이 6개, you2성에 속

하는 의미항목이 7개, zhou4성에 속하는 의미항목이 2개이다. 한 글자가 여러 개의 

발음을 가지는 것이 다양한 의미항목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

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 각 의미항목에 대해 대부분 “通‘A’ ”라고 설명되어 있

45) 서개(徐鍇, 920-974)의 說文解字繫傳을 가리킨다.

46) 이 점에 대해서는 2.2에서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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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yao2성에 해당하는 6개의 의미항목들은 “초목이 무성한 모

양[草木茂盛貌]”, “요역[通‘徭’]”, “가요[通‘謠’]”, “멀다[通‘遙’]”, “흔들리다[通‘搖’]”, “ ‘고

요(皋陶)’의 ‘요’[通‘陶’]” 등이다. 예를 통해 볼 수 있듯이 각 항목에서 통용 가능한 

대상으로 언급된 글자들 중 “요역[徭]”, “가요[謠]”, “멀다[遙]”, “흔들리다[搖]” 이 네 

글자 모두 ‘䍃’를 성방으로 지닌다. 그런데 ‘요역’, ‘가요’, ‘멀다’, ‘흔들리다’라는 의

미항목이 성방 ‘䍃’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지 단번에 확인되지는 않는다. 만약 각각의 

의미항목이 성방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면 ‘요역’, ‘가요’, ‘멀다’, ‘흔들리다’라는 의

미항목 간의 의미 역시 서로 연관되어야 하는데, 네 가지 의미항목 사이에서 어떠한 

연결 고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다음으로 이들이 자형 측면에서 보이는 두 번째 특징은 형방이 ‘系’에서 ‘扌’로 변

화했다는 점이다. 이 두 글자는 ‘흔들리다,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고금의 

관계로 묶인다. 그 의미를 나타내는 데 ‘繇’가 지닌 어떤 의미적 요소가 필요했을 수

도 있고 단순히 그 글자의 음성적 요소가 필요했던 것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금

자 ‘搖’가 지니고 있는 ‘扌’가 흔들거나 움직이는 동작에 필요한 의미를 나타내는 요

소로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결의미를 기준으로 보면 고자의 자형에서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직접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금자의 자형은 연결의미

와 연관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만약 글자의 의미와 자형 사이의 거리를 잴 수 

있다면, 이 예는 연결의미와 금자 간의 거리가 그것과 고자 간의 거리보다 훨씬 가

까움을 보여준다. 물론 여기에서 ‘거리’는 ‘상대적인 거리’를 말한다. 이 점을 토대로 

성방이 같은 글자들의 그룹을 대상으로 금자의 자형이 고자의 자형보다 연결의미와

의 거리가 가깝다는 점을 밝혀낼 수 있다면, 의미의 파생과 그에 따른 자형의 변화 

혹은 분화가 ‘의미의 구체화’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다 명확하

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2 笮 [tʃeak] : 窄 [tʃeak] 가까이 가다

다음으로 說文解字注⋅第五卷⋅竹部 “笮(착)은 가까이하는 것이다.[笮, 迫也.]”47)

에 대한 주를 보자.

첩운 관계이다. 설문해자에는 ‘窄’자가 없다. ‘笮’과 ‘窄(착)’은 고금자이다. ‘지

붕 위에 까는 자리’가 본의이고, 파생되어 ‘가깝고 좁음’을 나타낸다.

㬪韵. 說文無窄字, 笮窄古今字也. 屋笮 本義, 引伸爲逼窄字.

47) 說文解字注⋅第二卷⋅辵部 “迫, 近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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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표제자의 설해에서 허신이 “기와 아래와 마룻대 사이에 위치한다.[在瓦之下

棼上]”이라고 한 것에 대해 단옥재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내 생각에 ‘笮’은 위쪽 서까래의 아래와 아래쪽 서까래의 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그 사이에 꽉 끼어있기 때문에 ‘笮’이라고 하는 것 같다. 석명(釋名)에서는 “笮, 

迮也. 編竹相連迫迮也.(‘笮’은 ‘좁힘’이다. 대나무를 엮어서 서로 이어 빽빽하게 좁힌 

것이다.)”라고 하 다. 대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竹’으로 구성된다.

按笮在上椽之下, 下椽之上, 迫居其閒故曰笮. 釋名曰, 笮, 迮也, 編竹相連迫迮也. 以

竹爲之故从竹.

고금 관계를 다루기에 앞서 한 가지 짚어둘 사항이 있다. 단옥재는 “설문해자에
는 ‘窄’자가 없다.”고 하 고, 실제 설문해자에는 이 글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笮’과 ‘窄’의 고금 관계로 보면 금자가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위의 ‘繇’와 

‘搖’ 고금 관계에서 고자가 수록되지 않은 것과 다르다. 동일한 시대에 편찬된 자서

에서 어떤 경우 고자만 수록되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금자만 수록되어 있는 것은 2

장에서 언급했듯이 ‘고’와 ‘금’이 특정한 시기를 기점으로 나뉘는 것이 아님을 보여

준다.

위의 예는 ‘笮’과 ‘窄’의 고금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단옥재의 주석에 따르면 ‘迮’

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의미는 설문해자에 수록되어 있는 ‘笮’의 본의(가까이하는 

것, 혹은 좁히는 것)이다. 이후에 이 의미를 나타내는 데는 ‘窄’을 사용하게 되었다. 

자형의 측면에서 두 글자는 동일한 자형의 성방을 지니고 있는 관계이며, 형방은 

‘竹’에서 ‘穴’로 변화하 음을 볼 수 있다. ‘笮’과 ‘窄’ 두 글자는 ‘乍(사)’를 성방으로 

지니는 관계로, 이 둘의 연결의미 ‘좁힘’과 ‘乍’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다음에서 說文解字注⋅第二卷⋅辵部의 “迮(책)은 갈라지는 소리를 나타낸다. 일

어남을 뜻한다.[迮, 迮迮. 起也.]”에 대한 주를 보자. 

이 글자는 人部의 ‘作’과 발음 및 의미가 같다. 公羊傳의 “今若是迮而 季子國

(지금 이렇게 갑자기 계자에게 나라를 준다면)”에 대하여 何休가 “迮, 起也. 倉卒

意.(‘迮’은 ‘일어남’이다. ‘급히(갑자기)’라는 의미이다.)”라고 하 다. 내 생각에 맹
자 “乍見孺子 入於井(갑자기 어린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다)”의 ‘乍’

는 ‘급히(갑자기)’라는 뜻이며, ‘迮’의 가차자로 쓰인 것이다. 의미가 파생되어 ‘가까

이 좁힘’이란 뜻을 나타내게 되었는데, 지금의 ‘窄’자이다.

此 人部作音義同. 公羊傳, 若是迮而 季子國. 何云, 迮, 起也, 倉卒意. 按孟子, 乍

見孺子 入於井, 乍 倉卒意, 卽迮之叚借也. 引伸訓爲迫迮, 卽今之窄字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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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에 의하면 ‘迮’에는 ‘일어남’, ‘급히’라는 뜻이 있었다. ‘일어나다’라는 동

작이 주는 시각적(視覺的) 느낌 때문에 ‘갑자기’라는 시간적(時間的) 의미까지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단옥재가 파생의미라고 설명한 ‘가까이 좁힘’은 ‘급히(갑자

기)’라는 의미가 이전 동작과 이후 동작 간의 거리가 매우 가까움을 나타내는 데서 

비롯된 것 같다. 즉 두 동작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공간적 개념으로 치환되어 ‘가까

이 좁힘’이라는 의미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간적 개념으

로의 의미 변화는 편방 ‘穴’로 구성되는 ‘窄’에서도 확인이 된다. 說文解字注⋅第十

卷⋅穴部에 의하면 ‘穴’은 ‘땅 속의 구덩이’을 뜻하는 글자로 제한된 범위의 공간을 

가리키며, ‘空’, ‘窟’ 등과 같이 가운데가 빈 제한된 공간 등을 나타내는 글자의 편방

으로 사용된다. 편방 ‘穴’로 인하여 공간적으로 ‘좁다’라는 의미가 자형 자체에서 보

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의 성방으로 사용된 ‘乍’에 대해 살펴보자. 다음은 說文解字注⋅第

十二卷⋅亾部의 “乍(사)는 도망가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乍, 止亡也.]”에 대한 주

이다.

‘乍’는 ‘毋’와 구성 원리가 같다. ‘毋’는 어떤 이가 여자를 범하여 그것을 저지한

다는 의미에서 ‘毋’라고 한다. ‘𠆦’48)는 어떤 이가 도망을 가서 그것을 저지한다는 

의미에서 ‘乍’라고 한다. 모두 매우 놀라 사람을 압박한다는 의미의 말이다. 도망가

거나 도망가는 것을 저지하는 사람 모두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러므로 ‘급히

(갑자기)’라는 의미로 파생되었다. 광아에서는 “ ‘잠시’이다.”라고 하 다. 맹자
“今人乍見孺子 入於井.(지금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린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다.)”과 좌전 “桓子乍 林楚.(환자(桓子)가 갑자기 임초(林楚)에 대해 말했

다.)”에서의 의미가 완전히 같은데, 좌전 속본(俗本)에서는 ‘乍’를 ‘咋(사)’로 고쳤

다.

乍 毋同意. 毋 , 有人姦女而一止之, 其 曰毋. 𠆦 , 有人 亡而一止之, 其 曰

乍. 皆咄咄逼人之語也. 亡 止亡 皆必在倉猝. 故引申爲倉猝之稱. 廣雅曰, 暫也. 孟

子, 今人乍見孺子 入於井. 左傳, 桓子乍 林楚, 文意正同, 而左傳俗本改乍爲咋.

위 내용에 따르면 ‘乍’는 그 자체로 ‘갑자기, 급작스럽게’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때로 ‘咋(사)’를 빌려 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한다. 허신이 풀이한 ‘乍’의 본의는 ‘도

망가는 것을 저지함’이고, 단옥재는 그 행동에 내포된 ‘급작스러움’이라는 파생의미

까지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迮’에 대한 주석에서 맹자 구

절의 ‘乍’가 ‘급히(갑자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迮’의 가차자로 쓰인 것이라고 

48) ‘乍’의 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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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하 다. ‘乍’와 ‘迮’에 대한 단옥재의 주석을 종합해 보면, ‘갑자기(급작스럽게)’

라는 의미는 ‘乍’의 본의에서 파생된 것이고, ‘迮’이 그 의미를 나타내는 본래의 글

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乍’의 파생의미를 위한 별도의 글자로서, 

‘乍’에 편방을 추가한 ‘迮’이라는 글자가 사용된 것이고, ‘갑자기(급작스럽게)’라는 시

간적 개념이 공간적 개념으로 변환되면서 편방이 교체된 ‘窄’이라는 글자를 사용하

게 된 것이다.

예3 挩 [thuat] : 脫 [thuat] 벗어나다

세 번째 예는 ‘挩’과 ‘脫’의 고금 관계를 다룬 주석이다. 說文解字注⋅第十二卷⋅
手部 “挩(탈)은 벗어남이다.[挩, 解挩也.]”에 대한 주를 보자.

지금은 ‘脫’자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옛날에는 ‘挩’자를 썼다. 이것은 고금의 글

자의 차이다. 지금은 ‘脫’이 사용되면서 ‘挩’은 폐기되었다.

今人多用脫, 古則用挩, 是則古今字之異也. 今脫行而挩廢矣.

단옥재는 오늘날 ‘어딘가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에 쓰는 ‘脫’이 ‘挩’의 금자에 해

당된다고 풀이하 다. 즉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본래 ‘挩’로 나타내다가 후대에 ‘脫’

이 그 의미를 담당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脫’의 본래 의미는 따로 있다고 

본 것이다. 說文解字注⋅第四卷⋅肉部에서 허신은 “脫(탈)은 살이 없을 정도로 야

윈 것이다.[脫, 消肉臞也.]”라고 하 다. 이는 분명 오늘날의 ‘脫’의 의미와 다르다. 단

옥재는 이 설해에 대한 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살이 없을 정도로 야위었다는 것은 야윈 정도가 심한 것이다. 지금 민간에서 야

윈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을 ‘脫形’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그 모습이 허물을 벗은 

것 같음을 말한다. 이 의미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지금은 보통 ‘흩어지다’, ‘잃어

버리다’를 뜻한다. ‘흩어지다’의 의미에는 ‘挩’자를 써야 한다. 手部의 ‘挩’에 대한 

해설에서 “解挩也.(벗어남이다.)”라고 하 다. ‘잃어버리다’라는 의미에는 ‘奪’자를 

써야 한다. 奞部에서 “奪, 手持隹失之也.(‘奪’은 손으로 새를 잡았다가 놓치는 것이

다.)”라고 하 다.

消肉之臞, 臞之甚 也. 今俗語 𤸃太甚 曰脫形, 其形象如解蛻也. 此義 有用 . 

今俗用爲分散、遺失之義. 分散之義當用挩. 手部挩下曰, 解挩也. 遺失之義當用奪. 奞
部曰, 奪, 手持隹失之也.

이 주석에서 단옥재는 ‘脫’이 본래 지니고 있던 ‘살이 거의 없이 야윔’이라는 의미



86   說文解字注에 나타난 段玉裁의 古今字觀 硏究

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주로 ‘흩어지다’ 또는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됨을 

밝혔다. 아울러 이 두 가지 의미 중 ‘흩어지다’라는 의미는 본래 ‘挩’로, ‘잃어버리다’

라는 의미는 ‘奪’로 나타냈었다는 점도 밝혔다. ‘잃어버리다’와 ‘흩어지다’는 본래 쥐

고 있던 것 또는 모여 있던 것들이 원래 있던 곳을 벗어남을 뜻한다는 점에서 밀접

한 관계가 있다. 단옥재의 설명을 토대로 이들의 관계를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脫

본의 (1) 허물을 벗음

주로

사용되는 의미

(2) 흩어지다   : 挩

(3) 잃어버리다 : 奪

이 세 글자의 관계가 지닌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발음이 같다는 점, 둘째, 의

미요소가 비슷하다는 점이다. 위의 표에서 보듯이 (1), (2), (3) 세 의미항목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제한된 공간을 벗어난다는 의미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脫’이 ‘挩’과 ‘奪’이 나타내던 의미를 흡수하게 된 경우로 보인

다. 결국 ‘흩어지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挩’과 ‘脫’이 고금 관계로 묶이고, ‘잃어버

리다’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奪’과 ‘脫’이 고금 관계로 묶인다. ‘挩’과 ‘脫’은 성방이 

동일하다는 자형 상의 공통점이 있으나 ‘기뻐함’을 뜻하는49) ‘兌’와 이들 사이의 의

미적 연관성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한편 ‘奪’과 ‘脫’은 자형이 전혀 다르지만 

‘奪’이 나타내던 ‘잃어버리다’라는 의미를 ‘脫’이 흡수하게 되었다. 이 경우는 발음이 

같고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글자로 통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예4 偃 [ian] : 堰 [ian] 둑

2.2.2에서 들었던 예 중 說文解字注⋅第三卷⋅句部의 “笱(구)는 대나무를 구부려 

만든 물고기 잡는 데 쓰는 ‘통발’이다.[笱, 曲竹捕魚笱也.]”에 대한 주의 일부를 다시 

보자.

시⋅패풍⋅곡풍 모전에서 “ ‘笱’는 물고기 잡는 도구이다.”라고 했고, 주례⋅천

관⋅어인 “掌以時䱷爲梁.(때에 맞춰 고기를 잡기 위해 제방 설치하는 일을 담당한

다.)”에 대해 정중은 “梁, 水偃. 偃水而爲關空, 以笱承其空.(梁은 둑이다. 물에 둑을 

49) 說文解字注⋅第八卷⋅儿部에서 허신은 “兌은 기뻐함이다.[兌, 說也.]”라고 하 고, 이에 

대해 단옥재는 ‘說’이 ‘悅’의 의미로 쓰인 것[說 今之悅字]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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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고 구멍을 내어 통발을 그 구멍에 댄다.)”고 하 다. ‘偃’과 ‘堰’, ‘空’과 ‘孔’은 모

두 고금자이다. 

邶風毛傳曰, 笱所以捕魚也. 周禮䲣人, 掌以時䱷爲梁. 大鄭云, 梁, 水偃. 偃水而爲關

空, 以笱承其空. 偃堰, 空孔皆古今字.

이 주석에서 언급된 고금자는 ‘偃’과 ‘堰’, ‘空’과 ‘孔’ 두 쌍이다. 이 중 편방이 교

체된 예는 ‘偃(언)’과 ‘堰(언)’이다. ‘偃’은 본래 ‘쓰러지다’, ‘덮다’를 뜻하는 글자이다. 

그런데 경전의 인용문에서 ‘偃’이 ‘둑’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후 ‘둑’이라는 의

미를 나타내는 데 ‘偃’이 아닌 ‘堰’으로 나타내게 되었다는 점에서 고금자라고 하

다.

두 글자의 자형을 비교해 보면 금자 ‘堰’은 고자 ‘偃’에서 편방만 교체되었다. ‘偃’

과 ‘堰’이 ‘匽’을 공통 요소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단옥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

었는지는 주석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글자의 사용 상황 변화에 초점

을 맞추어, ‘둑’이라는 의미가 ‘偃’으로 기록된 적이 있고 지금은 ‘堰’으로 표기된다

는 점만 서술하 다.

앞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고금 관계 역시 이 두 글자의 성부인 ‘匽’이 지니

고 있던 의미가 각 글자의 의미와 관련이 있는지, 편방이 ‘亻’에서 ‘土’로 바뀐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래 도식은 두 글자의 공통 요소인 ‘匽’이 ‘偃’과 ‘堰’ 각 글자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지를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본 것이다. [1]은 ‘匽’이 ‘偃’과 ‘堰’의 의미와 개

별적으로 연관되는 경우로서 ‘匽’이 성부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의미작용도 하는 것으

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2]는 ‘둑’이라는 의미가 ‘偃’으로 표기되다가 ‘堰’으로 편방

이 바뀐 경우로서, 이때 ‘匽’은 ‘偃’과 ‘堰’의 의미와 개별적인 관계가 없고 단지 성

방으로서만 존재한다. 

한어대사전에 의하면 荀子⋅非相의 “… 府然若渠匽、檃括之於已也 …” 구절에 

대한 양경(楊倞)의 주에서 “渠匽所以制水, 檃括所以制木.(渠匽은 물을 제어하는 것이

고, 檃括50)은 나무를 제어하는 것이다.)”라고 하 다. ‘渠匽’은 ‘둑’을 가리키는 것이

며 후에 ‘渠堰’으로 주로 표기된다. 따라서 ‘匽’에는 이미 ‘둑’이라는 의미항목이 있

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예는 아래 그림 중 [1]에 해당된다.51)

50) 대나무가 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도구
51) 사실 ‘偃’의 의미인 ‘쓰러지다’, ‘덮다’는 ‘둑’이 강에 놓여 물을 막는다는 특정 기능을 하

는 장치라는 점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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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偃

   ↗   
匽      

   ↘  
      堰

               

偃 → 堰

  [1]                         [2]

이상에서 살펴본 몇 가지 예를 통해, 고자를 기준으로 성방이 바뀌지 않은 채 형

방만 바뀐 경우를 살펴보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방이 고

자부터 금자에 두루 걸쳐 의미작용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의 고금 관계 중심에 

놓인 연결의미가 언제나 두 글자의 공통적인 성방을 통해 발현된다고는 볼 수 없다. 

어떠한 성방은 그야말로 순수하게 ‘발음을 표기하는 부분’으로서 그 글자가 가리키

는 단어의 음가만을 나타내는 역할에 충실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그룹에 속하는 모

든 글자를 대상으로 공통 성부와 각 고금자의 연결의미 사이의 연관성을 조사해 본

다면 형성자 성방의 의미기능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논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

다. 다만 성방의 의미와 이 성방이 포함된 글자의 의미 연관성을 판단하는 문제는 

앞서 예시를 통해 확인하 듯이 명확하게 답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형성자의 성방은 순수하게 소리만 표기하는 경우도 있

고, 소리를 표기함과 동시에 의미작용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그것의 

기능에 대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2.3 고자에서 편방이 탈락한 경우

연번 표제자 언 된 고 자 탈락한 편방

1 㵣 㵣 : 渴 欠

2 勥 勥 : 強 力

3 巨 榘 : 矩 木

4 捲 捲 : 卷 扌

5 勀 勊 : 克 力

6 臚 臚 : 膚 皿

7 䣂 䣂 : 耒 阝

8 廫 廫 : 寥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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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룹에 속한 고금자들은 고자가 A+B 구조 다면 금자의 자형은 고자에서 A 

혹은 B가 탈락된 경우이다. 이때에는 주로 의미를 나타내는 형방이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에서 관련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說文解字注⋅第六卷⋅邑部 ‘鄘’에 대한 주석에서 단옥재는 “지금은 ‘庸’이 사용

되고 ‘鄘’은 폐기되었다.[今字庸行而鄘廢.]”라고 하 다.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고

금자는 고자보다 간단한 글자, 고자의 일부가 빠진 글자가 금자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3.2.1과 3.2.2에서 다룬 두 부류의 고금자들이 의미의 세분화와 구체

화에 따른 편방의 추가나 교체가 이루어진 것에 반해, 이 글자들은 오히려 자형이 

간소화되는 방향으로 고금 간의 글자 교체가 이루어졌다. 자형의 간소화가 의미의 

일반화와 연관된 문제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1 㝱 [-] : 夢 [miəŋ] 밝지 않다

다음은 ‘㝱’과 ‘夢’의 고금 관계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예이다. 說文解字注⋅
第七卷⋅夕部 “夢(몽)은 밝지 않음이다.[夢, 不朙也.]”에 대한 단옥재의 주를 보자.

시⋅소아⋅정월(正月)의 “民今方殆, 視天夢夢.(백성들이 지금 위태로운데 하늘은 

흐릿하기만 하구나.)”에 대한 모전에서 “王 爲亂夢夢然.(왕이 혼란을 일으켜 흐릿한 

상황이다.)”이라고 하 다. 이아⋅석훈에서 “夢夢, 亂也.(夢夢은 혼란스러움이다.)”

라고 하 다. 내 생각에 옛날에는 ‘혼란스러움’으로 풀이했던 것 같다. 허신이 “不

明”이라고 설명한 것은 밝지 않으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 글자는 ‘夕’으로 구성

되었기 때문에 “不明也.”라고 풀이한 것이다. ‘夢’의 본의는 ‘밝지 않음’이나 지금은 

가차되어 ‘㝱寐(잠을 잠)’을 나타낸다. ‘夢’이 사용되면서 ‘㝱’은 폐기되었다.

雅, 民今方殆, 視天夢夢. 傳曰, 王 爲亂夢夢然. 釋訓曰, 夢夢, 亂也. 按故訓釋爲

亂. 許云不明 , 由不明而亂也. 以其字从夕, 故釋爲不明也. 夢之本義爲不明, 今字叚爲

㝱寐字. 夢行而㝱廢矣.

위의 주석 내용에 따르면, 오늘날 흔히 ‘꿈’ 또는 ‘꿈꾸다’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夢’자의 본의는 ‘밝지 않음’이다. 단옥재는 허신이 이 글자를 ‘밝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한 이유가 이 글자를 구성하는 ‘夕’ 때문이라고 하 다. ‘밝지 않다’는 ‘혼란스러

움’, ‘어두움’과 관련이 있고, 하루 중 어두운 때에 잠을 자므로 이 글자로 ‘㝱寐(잠

을 잠)’이란 의미까지 나타내게 되었다고 본 것 같다. 또 본래 ‘㝱寐(잠을 잠)’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㝱’을 사용하다가 이후 ‘夢’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점도 

밝혀 ‘㝱’과 ‘夢’이 고금 관계임을 지적하 다. 이들의 관계는 說文解字注⋅第七卷

⋅㝱部 “㝱(몽)은 자다 깨는 것이다.[㝱, 寐而覺 也.]”에 대한 주에서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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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寐而覺(자다 깨는 것)”은 ‘酲’자에 대한 설해 “醉而覺(취했다가 깨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지금은 ‘夢’자를 빌려 그 의미를 나타낸다. ‘夢’이 사용되면서 ‘㝱’은 폐기

되었다.

寐而覺, 酲字下醉而覺同意. 今字叚夢爲之. 夢行而㝱廢矣.

허신의 원문에 의하면 ‘자다 깨는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던 글자는 본래 ‘㝱’이

었다. 단옥재는 이 해설에 대하여 “지금은 ‘夢’자를 빌려 그 의미를 나타낸다.”고 하

다. 이미 예시를 통해 보았듯이 설문해자에서 밝힌 ‘夢’의 본의는 ‘밝지 않음’이

다. 단옥재는 허신이 부여한 각 글자의 의미가 그 글자 고유의 의미라고 인식하 기 

때문에 ‘夢’과 ‘㝱’이 별개 글자임을 밝혔다. “지금은 ‘夢’자를 빌려 그 의미를 나타

낸다.”라고 설명한 것 역시, ‘夢’이 나타내는 의미가 본래는 이것이 아닌데 지금은 

‘㝱’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또한 그 결과 ‘㝱’이 나타

내던 ‘자다 깸’이라는 의미가 아예 ‘夢’을 통해 기록된 변화를 설명하 다. 앞에서 

본 ‘夢’에 대한 주석과 여기에서 본 ‘㝱’에 대한 주석을 종합해 보면, ‘㝱’이 지닌 의

미를 ‘夢’이 대신 나타내게 되면서 ‘자다 깸’, ‘잠을 잠’이라는 의미는 ‘夢’으로 주로 

나타내게 되었고, 그 결과 ‘㝱’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예2 敶 [dien] : 陳 [dien] 진열하다

다음에서 說文解字注⋅第三卷⋅攴部 “敶(진)은 늘어놓음이다.[敶, 列也.]”에 대한 

주를 보자.

한시(韓詩) 판본 시⋅소아⋅신남산(信南山)의 “信彼南山, 惟禹敶之.(길게 뻗은 

남산, 우임금이 다스리셨네.)”와 이아의 “郊外 之田.(교외를 ‘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이순(李巡)은 “田, 𢽬也. 𢽬列種穀之處. 𢽬 敶之省.(‘田’은 ‘𢽬(진)’이다. 열

을 만들어 곡식을 기르는 곳을 말한다. ‘𢽬’은 ‘敶’의 생략형이다.)”이라고 하 다. 소
문(素問)52) 주에서 “𢽬, 古陳字.(‘𢽬’은 ‘陳’의 고자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

다. 이 글자는 본래 ‘진열하다’는 의미를 나타냈는데, 후대 사람들이 ‘陳’자를 빌려 

이 의미를 나타냈고, ‘陳’이 사용되면서 ‘敶’은 폐기되었다.53) 또 본래 ‘군대의 대열’

52) 당(唐)의 왕빙(王氷)이 쓴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의서(醫書)

53) ‘폐기’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2장에서도 설명한 바 있다. 고금 관계와 관련하여 글자 A가 

폐기되었다는 것은 연결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 더 이상 그 글자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진열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敶’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



3. 설문해자주에서 설명된 고금자 유형 분류   91

을 나타냈던 글자 다. ‘𨳌(진)’자에 대한 설명에서 “讀若軍敶之敶.(‘軍敶’의 ‘敶’처럼 

읽는다.)”이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치에 맞지 않는 ‘陣’자

를 따로 만들었고, ‘陣’이 사용되면서 ‘敶’은 또 폐기되었다.54)

韓詩, 信彼南山, 惟禹敶之. 爾雅, 郊外 之田. 李巡云, 田, 𢽬也. 𢽬列種穀之處. 

𢽬 敶之省. 素問注云, 𢽬, 古陳字, 是也. 此本敶列字, 後人假借陳爲之, 陳行而敶廢矣. 

亦本軍敶字, 𨳌下云, 讀若軍敶之敶, 是也. 後人别製無理之陣字, 陣行而敶又廢矣.

같은 표제자에 대한 설해 중 “攴으로 구성되고 陳이 성부이다.[从攴陳聲.]”에 대한 

주에서 단옥재는 다음과 같이 말하 다.

直과 의 반절음이다. 광운의 ｢十七眞｣ 항목 아래에서 ‘敶’은 ‘陳’의 고문이라

고 하 는데55) ‘고문’은 ‘고자’라고 써야 한다.56) 12부에 속한다.

直 切. 廣韵十七眞曰, 敶 , 陳之古文. 古文當作古字. 十二部.

단옥재의 설명에 의하면, ‘敶’은 본래 ‘진열하다’, ‘군대의 대열’이라는 의미를 나타

냈다. ‘진열하다’라는 의미를 후에 ‘陳’자로 나타내게 되어, ‘敶’과 ‘陳’은 ‘진열하다’

라는 의미에 있어 고금 관계로 이어진다. 또 ‘군대의 대열’이라는 의미는 이 의미를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陣[dien]’자로 나타내게 되었다. 여기에서 ‘군대의 대열’이라는 

의미에 있어서 ‘敶’과 ‘陣’은 고금 관계가 성립된다. ‘敶’이 본래 지니고 있던 ‘진열

하다’라는 의미와 ‘군대의 대열’이라는 의미는 ‘줄을 늘어섬’이라는 공통적인 의미요

소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의미의 파생 관계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의미항목은 각각 본래의 글자 ‘敶’이 아닌 ‘陳’과 ‘陣’으로 

나뉘어 실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각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 더 자주 사용되는 

글자들이 본래의 글자인 ‘敶’의 기능을 대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옥재의 설

명에 따라 이들의 고금 관계를 정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는 것이다.

54) 앞의 주석과 마찬가지로, ‘군대의 대열’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 ‘敶’을 사용하지 

않게 된 또 하나의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원문에서 ‘又廢矣’라고 하여 ‘又’를 덧붙

인 이유는 이 때문이다.

55) 廣韵의 ｢十七眞｣에 속하는 ‘陳’에 대한 설명에서 “敶, 古文. 說文本直 切.(敶은 古文이

다. 說文本에서는 直과 의 반절음이라고 하 다.)”라고 하 다.

56) 이 부분에서 ‘古文’과 ‘古字’라는 용어를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단옥재의 관

점이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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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의미 금자

敶
① 진열하다 陳

② 군대의 대열 陣

위에서 정리한 두 쌍의 고금자 중 금자의 자형이 고자에서 편방이 탈락한 예는 

‘진열하다’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敶’과 ‘陳’이다. 이 두 글자가 고금 관계

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먼저 說文解字注⋅第十四卷⋅𨸏部 “陳(진)은 완구 지역이다. 순의 후손인 규만이 

봉해진 곳이다.[陳, 宛丘也. 舜後 滿之所 .]”에 대한 주를 보자.

‘陳’은 본래 ‘대호(大皞)의 땅’을 나타내는 데 쓰인 정식글자이다. 민간에서 이 글

자를 ‘敶列’의 ‘敶’ 대신 썼는데, ‘陳’이 사용되면서 ‘敶’이 폐기되었다. 

陳本大皞之虛正字. 俗叚爲敶列之敶. 陳行而敶廢矣.

허신의 설명에 따르면 ‘陳’은 ‘완구’라는 지명을 가리키고, 단옥재는 민간에서 ‘진

열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이 글자를 사용하면서 ‘敶’ 대신 ‘陳’이 ‘진열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고 하 다.57) 두 글자의 관계에서 금자 ‘陳’이 ‘진열하

다’라는 의미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정 지역

을 가리키는 ‘陳’이 ‘진열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 이유는 발음이 같아서일 것

이다.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說文解字注⋅第三卷⋅ 部 “設(설)은 펼치

고 나열함이다.[設, 施陳也.]”에 대한 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設’과 ‘施’는 쌍성 관계이다. 㫃部에서 “施, 旗旖施也.”라고 했으니, ‘넓게 펴서 

나열하다’는 뜻을 지닌다. 𨸏部에서 “敶, 列也.”라고 했으므로, 보통 ‘陳設’이라고 할 

때(의 ‘陳’은) ‘敶’의 가차자이다. ‘陳’이 사용되면서 ‘敶’은 폐기되었다.

設施雙聲. 㫃部曰, 施, 旗旖施也. 有 列之義. 𨸏部曰, 敶, 列也. 然則凡 陳設 , 

敶之假借字. 陳行而敶廢矣.

단옥재는 ‘設’이 ‘넓게 벌여 나열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며, 이 글자가 사용되는 ‘陳

57) 하 삼(2014예)에서는 이 글자가 ‘阜’와 ‘東’으로 구성되어, 흙을 파 만든 집 앞에 물건을 

담은 포대기(東)들이 늘려진 모습으로부터 ‘진설하다’의 뜻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땅 

이름과 나라 이름으로 가차되었다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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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陳’ 역시 “列也.”로 풀이되는 ‘敶’의 가차자라고 보충 설

명을 하 다. 이러한 설명 역시 해당 글자가 그 의미를 나타내는 본래의 글자가 아

님을 강조한 것이자 그 의미를 나타내는 다른 글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전제로 둔 것

이다.

두 글자에 어떤 의미적 연관성이 없다면, ‘敶’의 의미인 ‘진열하다’를 ‘陳’이 나타

내게 된 데에는 발음이 같다는 점이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

다면 왜 ‘진열하다’라는 의미가 ‘陳’으로 이동하 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陳’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의미와 그로부터 파생된 의미항목이 많지 않아 

글자 내부의 의미부담량58)이 적을 때, 보다 간소하고 구성요소가 적은 자형으로 의

미가 옮겨가는 경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편방이 추가되거나 교체되는 그룹은 고자가 지닌 의미의 파생 후 그 파생의미와 

본의미의 차별화가 자형을 통해 반 된 결과가 금자로 나타난다. 반면 편방이 탈락

한 그룹은 고자의 의미와 금자의 의미에 연관성이 없이 발음의 동일성 혹은 유사성

을 통해 나타나되, 금자가 기존에 부담하던 의미항목의 양이 적은 경우 문자사용의 

편리성 추구에 따른 결과로 구성요소가 적은 자형이 고자의 의미를 대신 나타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2.4 자형이 완 히 다른 경우

단옥재 주석에서 언급한 고금 관계의 글자 중에는 아래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형이 전혀 다른 글자들도 있다. 연결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기존의 글자와 나

중에 주로 사용하게 된 글자들 사이에는 주로 ‘음성적 유사성 혹은 동일성’이 작용

한다. 이들 그룹에 속하는 고금자 중에는 고자와 금자가 동시대에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되다가 어느 시점부터 두 글자의 의미 간에 일정 정도 이상의 교집합이 생기기 

시작하고, 시간이 흐른 후 그 기능이 통합되는 경우도 있다. 단옥재의 주석에서는 시

기에 따라 다르게 기록되었다는 점을 주로 언급함으로써 그 기록에서 실제 나타내고

자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다음에서 ‘飾-拭’, ‘㕚-爪’, ‘泉-錢’, ‘率-帥’ 등의 

예를 통해 이들 관계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겠다.

58) 본고에서는 ‘의미부담량’이라는 용어를 “한 글자가 부담하는 의미항목의 수량”이라는 의

미로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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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표 제 자 언 된 고 자 자형 상 변동 사항

1 丯  丯 [keat] :  芥 [keat] 

해당 사항 없음

2 巠  巠 [kyeŋ] :  涬 [ɣyeŋ]

3 兂  筓 [kye] :  旡 [kiət] 

4 夃  夃 [ka] :  姑 [ka] 

5 笱  空 [khoŋ]  :  孔 [khoŋ]

6     敂* 59)  敂 [ko] :  扣 [kho] 句→扌, 攵→口

7 鞠*  鞠 [kiuk] :  毬 [giu] 革→毛, 匊→求

8 溺*  㲻 [-] :  溺 [ȵiôk] [亻+水]→[氵+弱]

이 그룹에 속하는 고금자는 고자와 금자가 전혀 다른 자형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

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고금 관계로 묶이게 되는 과정에는 대부분 발음이 같거나 

유사한 글자를 본래 글자 대신 쓰거나, 본래 의미가 비슷했던 글자들 사이에 기능의 

통합 등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1 飾 [ɕiək] : 拭 [ɕiək] (문질러) 닦다

우선 ‘飾’과 ‘拭’의 고금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說文解字注⋅第五卷⋅工部 “工

은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工, 巧飾也.]”에 대한 풀이와 주석에서 이들의 고금 관계

가 언급되어 있다.

‘飾’과 ‘拭’은 고금자이다. 又部에서 “㕞(설), 飾也.”라고 하 고, 巾部에서 “飾(식), 

㕞也.”라고 하 으며, 聿部에서 “𦘔(진), 聿飾也.”라고 하 고, 彡部에서 “彡(삼), 毛飾

畫文也.”라고 하 다. (여기에서 사용된 ‘飾’은) 모두 지금의 ‘拭’자이다.

飾拭古今字. 又部曰, 㕞, 飾也. 巾部曰, 飾, 㕞也. 聿部曰, 𦘔, 聿飾也. 彡部曰, 彡, 

毛飾畫文也. 皆今之拭字也.

단옥재는 허신 원문에서 사용된 ‘飾’이 ‘拭’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 다. 그가 

“(여기에서 사용된 ‘飾’은) 모두 지금의 ‘拭’자”라고 한 것은, 단옥재 당시 ‘飾’이 지

니고 있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飾’은 오늘날 ‘장식(裝

飾)’이나 ‘수식(修飾)’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한자로 ‘꾸미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된

59) 이하의 ‘*’ 표시한 세 유형 중 6번과 7번은 자형구조상 2-c에 속하고, 8번은 2-d에 속한다. 

3.2 도입부의 각주 21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들은 편방 단위의 공통요소를 갖고 있지 

않거나 불규칙한 교체현상을 보임에 따라 자형이 무관한 경우로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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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한어대사전에 의하면 ‘飾’이 지닌 의미항목 중 첫 번째 의미항목이 

“拭”으로 풀이되어 있다. 그리고 예문으로 주례⋅지관⋅봉인( 人)의 “凡祭祀, 飾其

牛牲.(제사를 올릴 때에는 희생으로 쓰는 소를 꾸민다)”과 이에 대한 정현의 주 “飾, 

刷治潔清之也.(‘飾’은 닦아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를 들었다. ‘장식하다’, ‘꾸

미다’라는 의미항목은 그 다음에 위치하며 그 외의 여러 가지 의미항목들이 존재한

다. 사전에서 이 두 의미항목은 분명 별개의 것이고, 특히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더 앞에 놓인 것은 ‘닦아서 깨끗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보다 ‘본래의 

의미’에 가까우며 시간 상으로도 앞선 것임을 말한다. 한편 ‘拭’에는 ‘문지르다’ 하나

의 의미항목만 있고 의례⋅빙례(聘禮)의 “拭圭”라는 표현이 가장 이른 기록의 예

로 설명되어 있다. 의미항목이 하나인 것으로 보아 이 글자는 ‘문지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만 주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글자의 고금 관계는 說
文解字注⋅第三卷⋅又部 “㕞(쇄)는 문질러 닦는 것이다.[㕞, 飾也.]”에 대한 주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된다.

‘飾’은 각 판본에 ‘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오경문자(五經文字)에 의거하여 

바로잡는다. 巾部에서 “飾, 㕞也.”라고 하 으니 두 글자는 호훈(互訓) 관계이다. 手

部에는 ‘拭’자가 없다. ‘彡(삼)’에 대한 풀이에서 “毛飾畫文也.”라고 하 고, ‘𦘔(진)’

에 대한 풀이에서 “聿飾也.”라고 하 는데 모두 지금의 ‘拭’자이다. ‘㕞’자에 대한 

풀이에서만 ‘拭’으로 되어 있어60) 허신 책의 다른 부분과 다르다. “拭圭”라는 표현

이 의례⋅빙례(聘禮)에 보이는데 분명 민간에서 고친 것이다. 옛날에 ‘떨어서 떼

어냄’을 나타내는 데는 ‘飾’자만 사용했다. 헝겊으로 먼지를 없애는 것이므로 두 글

자(㕞, 飾) 모두 ‘巾’으로 구성되었다. 먼지를 없애서 반짝이게 하므로 파생되어 ‘꾸

미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飾, 各本作拭, 今依五經文字正. 巾部曰, 飾, 㕞也. 彼此互訓. 手部無拭字. 彡下云, 

毛飾畫文也. 𦘔下云, 聿飾也. 皆卽今之拭字. 獨於㕞下改拭, 全書矛盾矣. 按拭圭雖見

聘禮, 然必系俗改. 古 拂拭字只用飾. 以巾去其塵, 故二字皆從巾. 去塵而得光明, 故引

伸爲文飾之義.

단옥재는 설문해자에 수록된 ‘飾’ 관련 구절, “飾, 㕞也.”, “彡, 毛飾畫文也.”, “𦘔, 

聿飾也.” 등을 통해 ‘飾’이 ‘닦아서 깨끗이 만들다’라는 의미와 여기에서 파생된 ‘꾸

미다’라는 의미 모두를 가지고 있던 본래의 글자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설문해자
에는 ‘拭’자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拭’은 ‘飾’의 두 가지 의미 중 

‘닦아서 깨끗이 만들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한 글자로 보았다.

60) 각 판본에는 ‘飾’이 아닌 ‘拭’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설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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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글자의 발음은 광운에서 모두 賞職切로 표기되었다. 즉 ‘飾’이 가지고 있는 

발음과 ‘拭’의 발음은 완전히 같다. ‘拭’의 자형에서는 ‘飾’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拭’에서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은 ‘扌’이다. 먼지나 때를 떨어낼 때 ‘손으로’ 

한다는 점이 반 된 것이다. 그리고 ‘式’은 ‘飾’의 발음과 동일하여61) ‘拭’의 성방이 

되었고, 그 결과 ‘拭’은 ‘飾’과 발음이 같아 ‘닦아서 깨끗이 만들다’라는 의미를 나타

내게 되었다.

예2 㕚 [-] : 爪 [tʃeu] 손발톱

다음으로 ‘㕚(조)’와 ‘爪(조)’의 고금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說文解字注⋅第

三卷⋅又部 “㕚(조)는 손발톱이다.[㕚, 手足甲也.]”에 대한 주를 보겠다.

‘㕚’와 ‘爪’는 고금자이다. 옛날에는 ‘㕚’로 썼던 것을 지금은 ‘爪’로 쓴다. 예경
(의례)에서는 가차하여 ‘蚤’로 썼다. ｢사상례(士喪禮)｣에서는 “蚤揃如他日.(다른 날

과 같이 손발톱 손질을 한다.)”이라고 하 다. ｢사우례(士虞禮)｣에서는 “浴沐櫛搔揃.

(몸을 씻고 머리감고 빗질하고 손발톱을 자른다.)”62)이라고 하 는데, ‘搔’는 간혹 

‘蚤’를 나타낸다. 예기⋅곡례에는 “大夫士去國不蚤鬋.(大夫와 士는 나라 밖에 나갈 

때 손발톱을 자르지 않는다.)”이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蚤’는 모두 ‘㕚’자의 뜻

(손발톱)으로 쓰인 것이다. 이들 구절에 대한 정현의 주에서 모두 “ ‘蚤’는 ‘爪’로 읽

는다.[蚤讀爲爪.]”라고 하 다. “讀爲”는 그 글자를 바꾸는 것이다. ‘㕚’로 바꾸지 않

고 ‘爪’로 바꾸었으니, 이것을 통해 한대 사람들은 ‘爪’를 ‘손발톱’을 나타내는 글자

로 사용했었음을 볼 수 있다. 석명의 “爪, 紹也. 筋極爲爪, 紹續指端也.(‘爪’는 잇

는 것이다. 힘줄 제일 끝을 ‘爪’라고 하며, 손가락의 끝을 잇는다.)”에서도 ‘㕚’로 쓰

지 않았다.

㕚爪古今字. 古作㕚, 今用爪. 禮經假借作蚤. 士喪禮, 蚤揃如他日. 士虞禮, 浴沐櫛搔

揃. 搔或爲蚤, 曲禮, 大夫士去國不蚤鬋. 蚤皆卽㕚字也. 鄭注皆云, 蚤讀爲爪. 讀爲 , 

易其字也. 不易爲㕚而易爲爪, 於此可見漢人固以爪爲手足甲之字矣. 釋名曰, 爪, 紹也. 

筋極爲爪, 紹續指端也. 亦不作㕚.

주석의 시작 부분에서 단옥재는 “ ‘㕚’와 ‘爪’는 고금자이다. 옛날에는 ‘㕚’로 썼던 

것을 지금은 ‘爪’로 쓴다.”라고 하여 두 글자의 고금 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또한 ‘蚤’자가 때로 ‘㕚’ 대신 사용되는 예문을 들고, 그 예문에서 사용된 ‘蚤’자가 

‘손발톱’을 뜻한다고 하 다. 단옥재가 ‘蚤’와 ‘爪’가 고금 관계임을 보다 확신한 것

은 이들 예문에 대한 정현의 주석 때문이다. 정현은 주석에서 “ ‘蚤’는 ‘爪’로 읽는

61) 이 글자의 발음 역시 광운에 賞職切로 표기되어 있다. ‘飾’과 동일하다.

62) ‘揃(전)’은 판본에 따라 ‘翦’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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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 다. 단옥재에 따르면 이 말은 곧 ‘蚤’자를 ‘爪’가 나타내는 발음과 의미를 

가진 것으로 바꾸어 이해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蚤’를 ‘㕚’로 바꾸지 않고 ‘爪’

로 바꾸었다는 것을 통해, 정현이 속해 있던 한대에 ‘손발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 ‘㕚’보다 ‘爪’가 더 안정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석
명을 예로 들어 이때에도 ‘㕚’자를 쓰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 역시 한대에는 ‘爪’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근거로 삼은 것이다. 결국 단옥재는 ‘손발톱’을 나타내

는 글자는 본래 ‘㕚’ 으나 나중에 ‘爪’가 그 글자의 역할을 대신했다는 점에서 이 

두 글자를 고금자로 보았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는 說文解字注⋅第三卷⋅爪部 “爪(조)는 잡는 것이다. 손

을 엎는 것을 ‘爪’라고 한다.[爪, 𠃨也. 覆手曰爪.]”에 대한 주에서도 언급된다.

손을 위로 향하게 한 것을 ‘掌’이라고 하고, 손을 엎은 것을 ‘爪’라고 한다. 지금 

사람들은 이 글자(‘爪’)로 ‘손발톱’을 나타내는데 옳지 않다. ‘손발톱’을 나타내는 글

자는 又部에 보인다.63) 䖵部 ‘𧎮’자에 대하여 “㕚, 古爪字.(‘㕚’는 ‘爪’의 고자이다.)”

라고 하 는데, 이는 허신의 말이 아니다.

仰手曰掌. 覆手曰爪. 今人以此爲㕚甲字, 非是. 㕚甲字見又部. 䖵部𧎮字下云, 㕚古

爪字, 非許語也.

위 예문의 원문과 주석에 따르면 ‘爪’는 ‘잡다’라는 행위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단

옥재는 당시 사람들이 ‘爪’를 ‘손발톱’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음을 지

적하 으며, ‘손발톱’을 가리키는 글자는 又部에 속해 있는 ‘㕚’자라고 하 다.

위의 주석에서 또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점은 허신의 䖵部 ‘𧎮’자에 대한 풀이에

서 “㕚는 옛날의 爪자이다.[㕚, 古爪字.]”라고 한 것이다. 說文解字注⋅第十三卷⋅䖵
部 ‘𧎮’에 대한 허신의 설해 중 “㕚는 ‘爪’의 고자이다.[㕚, 古爪字.]”에 대한 주를 

보자.

내 생각에 이 네 글자는 잘 모르는 사람이 첨가한 것이다. ‘고문’이라고 하지 않

고 ‘어떤 글자의 고자’라고 하 는데 허신의 책에는 이런 예가 없다. 또한 “㕚, 手足

甲也.(‘㕚’는 손발톱이다.)”, “爪, 𠃨也.(‘爪’는 잡는 것이다.)”라고 하고, ‘㕚’를 ‘爪’의 

고문이라고 한 적이 없다. 단지 민간에서 ‘爪’자로 ‘손발톱’을 나타냈기 때문에 ‘㕚’

가 그 글자(‘爪’)의 고자라고 한 것이다.

按此四字妄人所沾. 不 古文而 古某字. 許無此例. 且㕚, 手足甲也. 爪, 𠃨也. 未甞

㕚爲爪之古文, 直由俗 爪爲手足甲, 乃 㕚爲其古字.

63) 說文解字注⋅第三卷⋅又部 “㕚, 手足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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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옥재는 허신 원문의 “㕚, 古爪字.”라는 구절에 대하여 설문해자 전체에 이와 

같은 서술방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누군가가 임의로 넣었을 것이라고 주

장하 다. 두 글자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설명할 때 허신이 ‘고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㕚’를 ‘爪’의 ‘고문’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 다. 그 결과, 단옥재는 각 글자에 대한 설명에서도 이 두 

글자가 ‘고문’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 다.

이 부분에서 단옥재가 ‘고문’으로 설명되는 관계와 ‘어떤 글자의 고자’로 설명되는 

고금 관계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설문해자에서 ‘고문’이란 용

어는 글자 A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형 상 물리적 변화를 겪고 A′가 되었을 때, 두 

글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쓴다. 즉 ‘서체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옥

재의 고금 관계에서 사용되는 ‘고자’와 ‘금자’의 관계는 단순히 서체의 변화를 가리

키는 것이 아니다. ‘㕚’와 ‘爪’는 이전에 사용하던 글자와 나중에 사용하게 된 글자 

사이에 자형 상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단옥재는 ‘爪’가 ‘㕚’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이유로 민간에서의 사용상황 변화를 언급하 다. 본래 ‘㕚’가 ‘손발톱’을 나타냈으나 

민간에서 그 단어를 나타내는 데 ‘爪’를 사용하게 되면서 ‘손발톱’이란 의미에 있어 

‘㕚’와 ‘爪’가 고금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단옥재가 설명한 고금 관계는 

원래 사용하던 글자 자형의 물리적 변화의 전후 모습을 비교한 것이 아니라 연결의

미를 담는 그릇이 고자 A에서 금자 B로 변화하 음을 의미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었던 데는 ‘발음’이라는 요소가 비중 있

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예3 泉 [dziua] : 錢 [tsian] 화폐

세 번째는 ‘泉’과 ‘錢’의 고금 관계에 대한 예이다. 說文解字注⋅第六卷⋅貝部
‘貝’에 대한 허신의 설해 중 “周 때부터 ‘泉’이 사용되었다.[周而有泉.]”는 구절에 대

한 단옥재의 주를 보자.

주례⋅천관⋅외부(外府) “掌邦 之入出, 以共百物而待邦之用.(화폐의 출입을 관

장하고 모든 물건을 공급하여 나라에서 필요할 때를 대비한다)”와 주례⋅지관⋅천

부(泉府) “掌以 之征 , 斂 之不售, 貨之滞於民用 .(시장에서 세금으로 낸 포( )

를 관장하고, 시장에서 물건이 팔리지 않아 백성이 어려우면)”에 대한 주에서 “ ‘ ’

는 ‘泉’이다. ‘宣 ’의 ‘ ’로 풀이한다. 감춰둔 것을 ‘泉’이라고 하고, 사용되는 것을 

‘ ’라고 한다. ‘水泉’에서 이름을 따왔는데, 그 흐름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의

미이다. ‘泉’은 처음에 한 종류 다가 주 경왕(景王) 때 ‘대천(大泉)’을 주조하여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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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가 된 것 같다. 허신은 주대에 ‘泉’이 생겼지만 ‘貝’는 폐기되지 않았다고 한 것

이다.

周禮外府, 掌邦 之入出, 以共百物而待邦之用. 泉府, 掌以 之征 , 斂 之不售, 

貨之滞於民用 . 注云, , 泉也. 讀爲宣 之 . 其藏曰泉, 其行曰 , 取名於水泉, 其

流行無不徧. 泉始葢一品, 周景王鑄大泉而有二品. 按許 周始有泉, 而不廢貝也.

같은 글자에 대한 허신의 설해 중 “秦 때에 이르러 ‘貝’가 폐기되고 ‘錢’이 사용되

기 시작했다.[至秦廢貝行錢.]”에 대한 주에서도 단옥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대에 비로소 ‘貝’가 폐기되고 ‘錢’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泉’을 ‘錢’으로 바꾸

어 말한 것은 주대에는 ‘泉’, 秦에서는 ‘錢’이라고 했기 때문으로, 주와 진 사이의 

고금자이다. 金部의 ‘錢’에 대해 서개본(徐鍇本)에서는 “一曰貨也.”라고 하 다. 예
기⋅단궁(檀弓)의 주에서는 옛날에는 ‘錢’을 ‘泉 ’라고 하 다고 하 다. 즉 진과 

한에서는 ‘錢’이라고 하고, 주 때에는 ‘泉’이라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례⋅지

관⋅천부의 주에서 “鄭司農云, 故書泉或作錢.(정사농은 옛 책에서 ‘泉’을 ‘錢’으로 

적은 경우도 있다고 하 다.)”이라고 한 것을 보면, 주대 사람들이 가끔 (‘錢’을) 가

차자(假借字)로 사용하다가 진대에 정식글자가 된 것 같다.

秦始廢貝, 用錢. 變泉 錢 , 周曰泉, 秦曰錢, 在周秦爲古今字也. 金部錢下鍇本

云, 一曰貨也. 檀弓注曰, 古 錢爲泉 . 則知秦漢曰錢, 周曰泉也. 周禮泉府注云, 鄭

司農云, 故書泉或作錢, 葢周人或用假借字, 秦乃以爲正字.

위 예문에 보이는 허신과 단옥재의 설명을 토대로 ‘貝’, ‘泉’, ‘錢’ 세 글자의 시대

별 사용상황과 관계를 정리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周 이 周 秦 漢

①貝 ――――― ―――――――― (폐기)

②泉 ―――――- ③錢 ―――――――――――――――

화폐를 가리키는 말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주석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단

옥재는 說文解字注⋅第十一卷⋅泉部 “泉은 물이 나오는 곳이다.[泉, 水厡也.]”에 대

한 주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파생된 의미로 옛날에 ‘錢’은 ‘泉 ’를 가리켰다. 허신은 “옛날에는 조개가 화폐 

역할을 했고, 거북이 귀한 물건으로 여겨졌다.”라고 하 다. 주대에 ‘泉’을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진대에는 ‘貝’가 없어지고 ‘錢’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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引申之, 古 錢曰泉 . 許云, 古 貨貝而寶龜. 周而有泉. 至秦廢貝行錢.

그의 설명에 따르면 ‘조개’를 화폐 대신 사용했기 때문에 ‘貝’가 ‘화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다가 주대에 ‘泉’이라 불리는 화폐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 후 진대에 

들어서면 ‘貝’는 아예 사라지고 ‘錢’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허신에 의하면 ‘錢’은 본래 나타내는 의미가 따로 있었다. 허신은 說文解字注⋅第十

四卷⋅金部에서 “錢은 가래이다. 옛날의 밭가는 기구이다.[錢, 銚也. 古 田器.]”라고 

하 다. 이에 대한 단옥재의 주를 보자.

시 모전에서는 “ ”라고 하 는데, 앞의 글자 ‘銚’자에 대한 설명에 보인다. 옛

날의 밭가는 기구라고 한 것은 옛날에는 그것을 ‘錢’이라고 하 다는 것인데, 지금

은 ‘銚’ 또는 ‘臿’이라고 하고 ‘錢’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錢’은 화폐의 이름이다.

詩毛傳云 , 見上文銚字下. 云古田器 , 古 之錢, 今則但 之銚, 之臿, 不 之

錢. 而錢以爲貨泉之名.

단옥재는 밭가는 기구 중에 어떤 것을 옛날에는 ‘錢’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며 ‘錢’이 ‘화폐’를 가리키는 데 쓰인다는 점을 강조하 다. 같은 글

자(‘錢’)에 대한 설해 중 “ ‘화폐’를 뜻하기도 한다.[一曰貨也.]”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 다.

대서본(大徐本)64)에는 이 네 글자가 없다. 생각건대 貝部에서65) “옛날에는 조개를 

화폐로 삼았고 거북을 보물로 여겼으며, 주나라 때에 ‘泉’이 생기고 진 때에 이르러 

‘貝’가 없어지고 ‘錢’이 사용되었다.”고 하 다. 예기⋅단궁의 주에서는 “옛날에는 

‘錢’을 ‘泉 ’라고 불렀다.”고 하 다. 주례⋅지관⋅천부의 주에서, “정사농은 ‘옛 

책에서 ‘泉’은 ‘錢’으로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라고 하 고, 주례⋅천관⋅외부
의 주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이 ‘泉’이고, 흐르는 것이 ‘ ’이다. 샘물에서 이름을 

취하 으니 그 흐름이 두루 퍼지지 않음이 없다.”고 하 다. 국어(國語)⋅주어(周

語)의 “경왕(景王) 21년에 ‘대전(大錢)’을 주조하기로 하 다.”에 대하여 위소(韋昭)

가 “옛날에는 ‘泉’이라고 하 고 나중에는 ‘錢’으로 바꾸어 불렀다.”고 하 다. 내 

생각에 진과 한에서는 ‘錢’으로 ‘泉’을 나타냈다. 주례와 국어에도 ‘錢’자가 있

었으니 그 유래가 매우 오래되었으며, ‘錢’이 사용되면서 ‘泉’이 폐기되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一曰貨也” 네 자가 없어야 하고, 貝자에 대한 설명에서 “至秦廢貝行

泉(진 때에 이르러 ‘貝’가 없어지고 ‘泉’이 사용되었다)”으로 기록되어야 한다고 하

다.

64) 서현(徐鉉, 916-991)의 說文解字를 가리킨다. 

65) 說文解字注⋅第六卷⋅貝部 ‘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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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徐無此四字. 按貝部下曰, 古 貨貝而寶龜, 周而有泉, 至秦廢貝行錢. 檀弓注曰, 

古 錢曰泉 . 周禮泉府注, 鄭司農云, 故書泉或作錢. 外府注云, 其藏曰泉, 其行曰

. 取名於水泉, 其流行無不遍. 周語, 景王二十一年, 鑄大錢. 韋曰, 古曰泉, 後轉曰

錢. 玉裁 秦漢乃叚借錢爲泉. 周禮、國語早有錢字, 是其來已久, 錢行而泉廢矣. 昨先

切. 或曰此不當有一曰貨也四字, 貝下當云至秦廢貝行泉.

이 주석에서도 단옥재는 여러 경전의 기록을 토대로 각 시대별로 ‘화폐’를 나타내

는 글자의 변화를 정리하 다. 그리고 그 근거들을 바탕으로 ‘泉’과 ‘錢’의 관계, ‘錢’

이 사용된 지 오래되었다는 점, ‘錢’의 사용으로 ‘泉’이 폐기되었다는 점 등을 밝혔

다. 결국 돈이나 돈의 단위를 가리키는 말 혹은 글자는 시기에 따라 “①貝(周)→②泉

(周, 秦)→③錢”으로의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이때 ②와 ③ 사이의 변화가 가

능했던 것은 두 글자의 발음이 유사했기 때문이다.

예4 率 [ʃiuət] : 帥 [ʃiuət] 이끌다

또 한 쌍의 예를 더 살펴보자. 說文解字注⋅第二卷⋅辵部 “䢦(솔)은 앞에서 이끄

는 것이다.[䢦, 先道也.]”에 대한 주에서 단옥재는 ‘率(솔)’과 ‘帥(솔)’이 ‘이끌다’라는 

의미에 있어 고금 관계라고 하 다.

‘道’는 지금의 ‘ ’이다. ‘䢦’은 경전에서 ‘率’을 빌려 그 의미를 나타냈다. 주례⋅
춘관⋅악사( 師)에서는 “燕 帥 夫以弓矢舞.(연회를 베풀고 사례( 禮)를 행할 때

는 짝지어 활 쏘는 사람들을 인솔하여 활과 화살을 가지고 춤추게 한다.)”라고 하

다. 옛 서적에서 ‘帥’은 ‘이끌다’를 뜻한다. 정사농은 ‘率’은 ‘帥’로 써야 한다고 하

다. 한대 사람들은 ‘이끌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보통 ‘帥’을 썼는데, 그것이 주

대에 ‘率’을 사용했던 것과 다르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것이 소위 고금자이다. 모

시의 “率時農夫”를 한시(韓詩) 판본에서는 “帥時”로 썼다. 허신이 인용한 주례의 

“率都建旗”를 정현의 주례에서는 “帥都”로 썼다. 또 의례⋅빙례 주에서 고문에

서 ‘帥’은 모두 ‘이끌다’를 뜻한다고 했는데 모두 이에 해당된다.

道, 今之 字. 䢦, 經典假率字爲之. 周禮, 燕 帥 夫以弓矢舞. 故書帥爲率, 鄭司農

云, 率當爲帥. 大鄭以漢人帥領字通用帥, 周時用率不同故也. 此所 古今字. 毛詩率

時農夫, 韓詩作帥時. 許引周禮率都建旗, 鄭周禮作帥都. 聘禮注曰古文帥皆爲率, 皆是

也.

‘이끌다’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率’은 고자이고 ‘帥’은 금자이다. 이 고금 관계는 

한대의 사용상황이 반 된 것이다. 그는 ‘率’과 ‘帥’에 대하여 정중이 “한대 사람들은 

‘우두머리’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보통 ‘帥’자를 사용한 반면 주대 사람들은 ‘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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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던 차이가 있다”고 여긴 점을 들어 이들을 고금자라고 한다고 했다. 그 밖에 

고문과 금문의 여러 경전 기록을 비교하며 고문(주대의 기록)에서는 ‘率’이, 금문(한

대의 기록)에서는 ‘帥’이 많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자형이 완전히 다른 경우에는 두 글자가 ‘고-금’이라는 시간적 간격 사이에 의미의 

파생이나 기능의 분담 과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단옥재의 주석에서는 이들

이 고금 관계임을 밝히기는 해도 각 글자의 의미 이동이나 변화 등에 대해 따로 언

급하지 않았다. 이들의 고금 관계는 3.2.2.1에서 묶은 성방이 다른 경우처럼 우선적으

로 음성에만 근거한 가차에 따른 고금 관계이다.66) 위의 예에서는 단옥재가 ‘의미’와 

‘문자’의 결합을 인식할 때, 자형을 통해 드러나는 의미가 아닌 그 ‘음성’을 통한 의

미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은 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는 說文解字注⋅第九卷⋅广部 ‘𢇷(발)’에 대한 주에서 ‘茇(발, [puat])’과 

‘𢇷(발, [-])’의 고금 관계를 언급하며, “하나는 ‘艸’로 구성되고 하나는 ‘广’으로 구성

되어 구별한 것일 뿐, 발음이 같으므로 의미가 서로 연관된다.67) ‘茇’과 ‘𢇷’은 사실 

고금자이다.[以其字从艸从广别之耳, 同音故義相因. 茇𢇷實古今字也.]”라고 하 다. 이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는 고금자 판별에 있어 발음을 통한 의미의 연관성을 인식

하고 있었고, 두 글자의 형방이 다르다는 점이 의미의 연관성을 판단하는 데 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3.3 내적 변화 – 의미 기준

단옥재의 고금자 개념 부분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금자의 ‘고’와 ‘금’은 각각 특정 

시대가 아닌 상대적인 선후에 따른 시점을 나타낸다. 고금 관계에 놓인 두 글자가 

같은 의미를 나타내게 되는 과정에 주목하면, 두 시점 사이에 일어난 의미의 파생이

나 다른 글자로의 전이(轉移), 또는 글자의 파생 및 대체 등과 같은 언어나 문자가 

겪는 변화가 내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을 나누어서 보는 것은 곧 글자

66) 가차의 일차적 요건은 ‘발음의 동일성’이다. 그러나 단옥재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던 ‘동

음동의자(同音同義字, 발음과 의미가 완전히 같은 글자)’ 혹은 ‘음의상사자(音義相似字, 발

음과 의미가 비슷한 글자)’를 본래의 글자 대신 사용한 경우도 ‘가차’로 보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하 다.

67) 서현본(徐鉉本) 설문해자의 반절음에 따르면 ‘茇(발)’은 北과 末의 반절로 발음하며 15

부에 속하고, ‘𢇷(발)’ 역시 蒲와 撥의 반절로 발음하며 15부에 속한다.



3. 설문해자주에서 설명된 고금자 유형 분류   103

의 고금 관계 형성의 다양한 경로를 확인하는 작업이다. 이 절에서는 고금 관계 형

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의미항목의 파생과 이동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앞 절에서 자

형의 변화를 ‘외적 변화’라고 했다면, 의미 측면의 변화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비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라는 점에서 ‘내적 변화’라고 칭할 수 있다. 내적 변화는 

의미 이동의 원인에 따라 ‘파생으로 인한 고금 관계’와 ‘가차로 인한 고금 관계’라는 

두 개의 항목으로 구분된다. 단, 내적 변화 자체를 항목화한 것이므로 각 소절의 제

목은 ‘파생’과 ‘가차’로 설정하 다.

먼저,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본 고금 관계는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M
古字

A

今字

B

두 글자의 고금 관계는 이 둘을 관통하는 의미 M을 중심으로 성립된다. 위의 도

식은 고자 A가 나타내던 의미 M을 이후 금자 B를 통해 표기하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글자 A와 B가 자형의 측면에서 보이는 차이 및 변화를 외적변화

라고 하고, 연결의미가 고자인 A를 통해 나타내지다가 금자 B를 통해 나타내지게 

된 과정을 내적 변화라고 한다.

고금 관계에 있는 글자를 의미 변화에 따라 나누어 보는 것은 고금 관계를 성립시

키는 연결의미가 고자에서 금자로 옮겨가는 과정을 살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단옥

재는 설문해자에 기록된 글자와 설해의 원의(原義)를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전달

하기 위해 글자의 고금 관계를 자주 언급하 다. 단옥재의 시대에 이러한 작업이 필

요했던 이유는 글자와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언제나 불변의 관계로 묶여 있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68) 때에 따라 어떤 글자 A가 담당하던 의미 a에서 다른 의미 a′
가 생성되어 A의 의미가 복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단어의 음성적 동일성 혹은 유사

성으로 인하여 A가 본래 나타내던 의미 a가 아닌 다른 의미 c를 나타내는 데 사용

되는 경우도 생긴다. 여기에서 a′는 A의 ‘파생의미[引伸義]’이고,69) c는 A의 ‘가차의

68) 물론 단옥재는 글자와 그 의미 간의 고정적 관계에 대한 인식이 강했고, 그만큼 그들의 

본래 연결 고리를 제대로 이어주고자 하는 노력이 주석 내의 여러 곳에서 보인다. 본의와 

본자에 대한 중점적 탐구에 대해서는 4.2.2 참조.

69) 이하 인용문 원문의 ‘引伸(引申)’은 모두 ‘파생(되다 또는 하다)’으로 번역하 다. ‘파생(派

生)’은 사물이 어떤 근원으로부터 갈려 나와 생김을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단옥재가 

사용한 ‘引伸(引申)’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에서 다른 하나의 의미가 갈려 나왔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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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借義)’이다. 이때 c는 이미 다른 글자로 나타내지던 의미일 수도 있고, 문자 없이 

개념으로만 존재하던 의미일 수도 있다. 문자와 의미 사이의 특정 관계가 끊어지고 

파생의미가 생성되거나 가차의가 수용되면 한 글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미항목의 개

수가 늘어난다. 만약 A가 다수의 의미항목을 담당하기 어려워지면 다른 글자 B와 

기능을 분담하여 일부 의미항목을 넘겨주게 된다. 이때 다른 글자 B는 기존의 문자 

A에서 편방을 달리하거나 기존에 사용되던 다른 문자를 가차하는 방식으로 A의 기

능을 분담한다. 이때 A에서 B로 옮겨간 의미가 M이라면, A와 B 두 글자는 연결의

미를 중심으로 고금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 글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의미 변화로 인해 어떤 의미항목을 나타내던 

글자가 ‘A’에서 ‘B’로 변하는 것, 즉 어떤 의미항목이 글자 ‘A’에서 ‘B’로 옮겨가게 

되는 변화가 고금 관계가 내포하고 있는 내적 움직임이다. 그렇다면 글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파생’과 ‘가차’에 의한 고금 관계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다음의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3.3.1 생

예1 盇 [-] : 葢 [kap] 덮다

다음은 고자가 폐기된 예이다. 說文解字注⋅第五卷⋅血部 “盇(합)은 덮는 것이

다.[盇, 覆也.]”에 대한 주를 보자.

그릇 안에 피가 담겨 있고 위에서 그것을 덮는 것으로, 덮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

래에 있는 것보다 커야 하므로 ‘大’로 구성되었다. 艸部의 ‘葢’는 ‘盇’으로 구성된 

회의자이다. (허신이 ‘葢’를) ‘苫(이엉, 덮다)’으로 풀이하 는데,70) 이는 ‘덮다’에서 

파생된 것이다. 지금은 ‘葢’를 사용하면서 ‘盇’이 폐기되었다.

皿中有血而上覆之, 覆必大於下, 故从大. 艸部之葢从盇 意. 訓苫, 覆之引伸耳. 今

則葢行而盇廢矣.

단옥재의 설명에 의하면, ‘盇’은 ‘덮다’라는 뜻이고, ‘葢’는 ‘풀로 만든 덮개’로서 

‘盇’의 파생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라고 보았다. 후에 ‘葢’가 ‘盇’의 의미인 ‘덮다’까지 

나타내게 되면서 ‘盇’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으며, ‘덮다’라는 의미에 있어 

리킨다는 점에서 ‘파생’으로 옮길 수 있다고 보았다.

70) 說文解字注⋅第一卷⋅艸部 “葢, 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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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盇’과 ‘葢’는 고금 관계가 된다. 고자인 ‘盇’의 입장에서는 다른 글자에 본래의 의미

를 넘겨줌으로써 그 기능을 다한 것이고, ‘葢’의 입장에서는 본의 외에 ‘盇’의 의미

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盇
본의 파생의미

덮다
풀로 만든 

덮개   →  

盇 葢(葢)71)

×

 본의 ‘盇’의 의미

풀로 만든 덮개 덮다

단옥재가 설명에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관계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것은 두 글자의 의미 변화와 자형 변화의 관계이다. ‘盇’으로 나타내는 ‘덮다’라는 

의미에서 ‘풀로 만든 덮개’라는 의미가 파생되었고 이를 나타내기 위한 글자로 ‘葢’

가 사용되었다. 허신은 ‘葢’에 대하여 “从艸盇聲(艸로 구성되며 盇이 발음성분이다)”

이라고 했고, 단옥재는 이에 대하여 달리 ‘회의자’임을 덧붙여 설명하지 않았다. 그

러나 위에서 단옥재가 “艸部의 ‘葢’는 ‘盇’으로 구성되는 회의자이다.”라고 한 것을 

보면 ‘葢’의 의미가 ‘盇’이 지니고 있던 의미와 ‘艸’의 의미가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하 삼(2014예)에 의하면 ‘葢’의 금문 자형은 ‘ ’, ‘ ’ 등

으로 나타나고, 옛 도장에서 보이는 자형은 ‘ ’이며, 간독문에서는 ‘ ’, ‘ ’, ‘ ’, 

‘ ’, ‘ ’ 등의 자형으로 기록되어 있다. 금문 자형에서 윗부분은 뚜껑을 아래는 그

릇을 그린 것이고 중간에는 어떤 물체가 들어 있는 모습이다. 뚜껑으로 그릇에 담긴 

물체를 덮었다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보면 ‘덮다’라는 의미의 ‘葢’는 

본래 ‘艸’가 없이 ‘盇’으로 썼다가 나중에는 ‘艸’가 붙은 자형으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문자 자형을 참고하면 ‘盇’과 ‘葢’는 이른 시기부터 ‘덮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葢’자가 ‘盇’으로부터 파생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정확한 

근거는 없다. 이 예도 역시 단옥재가 ‘盇’과 ‘葢’의 자형 상의 연관성과 각 글자에 

대한 허신 설해에서 보이는 의미적 연관성―아래에 있는 물체가 위에 있는 물체에 

의해 덮힘―에 근거하여 두 글자의 ‘관계’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1) 說文解字注⋅第五卷⋅血部 ‘盇’에 대한 주에서 “‘盇’의 자형은 예변(隸變)되어 ‘盍’이 되

었다.[其形隸變作盍.]”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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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  虛 [khia] : 墟 [khia] 큰 언덕

이 예는 고자에 파생의미 중 일부가 남는 것으로 본 경우이다. 다음에서 說文解

字注⋅第五卷⋅皿部의 “盅(충)은 그릇이 비어있는 것이다.[盅, 器虛也.]”에 대한 단옥

재의 주석을 보자.

㐀(丘)部에서 “虛는 큰 언덕이다.”라고 하 다. 파생되어 ‘기슭’을 뜻하게 되었고, 

이 의미는 지금 ‘墟’자로 나타낸다. 또 ‘비어있음’이란 뜻으로 파생되었다. 시⋅패

풍⋅북풍(北風)의 “其虛其邪(느긋하고 여유롭구나)”에 대하여 모전에서 “虛, 虛也.

(‘虛’는 비어있음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의미이다. 이 ‘虛’자가 곧 ‘가운데가 

텅 비어있음’이라는 단어에 쓰는 ‘虛’자임을 말한다.

㐀部曰, 虛, 大㐀也. 引伸爲虛落, 今之墟字也. 又引伸爲空虛, 邶風, 其虛其邪. 毛曰, 

虛, 虛也. 是其義也. 此虛字, 乃虛中之虛也.

이 설명은 ‘虛’와 ‘墟’가 ‘큰 언덕’이라는 의미에 있어 고금 관계로 묶이는 것을 보

여준다. 단옥재는 ‘虛’의 본의인 ‘큰 언덕’에서 ‘기슭’과 ‘공허함’이라는 파생의미가 

생겼다고 설명하 고, ‘큰 언덕’이라는 의미는 후에 ‘墟’를 통해 나타내게 되었다고 

했다. 즉 ‘虛’의 본의 ‘큰 언덕’과 복수의 파생의미 ‘공허함’과 ‘기슭’ 중 ‘공허함’은 

그대로 남고, ‘큰 언덕’과 ‘기슭’은 다른 글자를 통해 나타내게 된 것이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虛

본의 파생의미

큰 언덕
기슭

공허함   →  

虛 墟

본의 파생의미 본의

-
- 큰 언덕

(기슭)공허함

說文解字注⋅第八卷⋅丘部 “虛(허)는 큰 언덕이다.[虛, 大丠也.]”에 대한 주를 보

자.

생각건대 ‘虚’는 지금의 ‘墟’에 해당하는 것 같다. ‘昆侖’이 지금의 ‘崐崘’인 것과 

같다. ‘虚’는 본래 ‘큰 언덕’을 말하며, 크면 공백이 비게 되므로 ‘텅 비어있음’이라

는 의미로 파생되었다. 노(魯)는 소호( 皞)의 땅이고, 위(衛)는 전욱(顓 )의 땅이며, 

진(陳)은 대호(大皞)의 땅이며, 정(鄭)은 축융(祝融)의 땅이다. 모두 본래 황제의 도

읍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虚’라고 부른다. 또 파생되어 모든 채워지지 않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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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킨다. 시⋅패풍⋅북풍의 “其虚其邪”에 대해 모전에서 “虚, 虚也.”라고 했는데, 

이는 이 ‘虚’가 ‘텅 비어있음’을 뜻하고 ‘너른 터’를 뜻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

다. 한 글자가 여러 개의 의미와 여러 개의 발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훈

고 중에는 이러한 예가 있다. 허신이 “巳, 巳也.”라고 풀이한 것은 이 글자가 ‘辰巳’

의 ‘巳’자이지만 그 뜻은 ‘巳甚’임을 말한 것이다. ‘虚’가 ‘텅 빔’으로 풀이되므로 

‘丘’도 ‘텅 빔’으로 풀이되는 경우가 있다. 한서⋅식부궁전(息夫躬傳)의 ‘丘亭’이 

그렇다. 배우는 자들이 이 글자끼리 통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서부터 ‘墟’와 ‘虚’를 

나누어 쓰게 되었다. 각각 休와 居의 반절음, 邱와 於의 반절음으로 발음이 다르며, 

‘虛’의 본의는 폐기되었다.

按虚 , 今之墟字. 猶昆侖, 今之崐崘字也. 虚本 大丘, 大則空曠, 故引伸之爲空虚. 

如魯, 皞之虚, 衛, 顓 之虚, 陳, 大皞之虚, 鄭, 祝融之虚. 皆本帝都, 故 之虚. 又引

伸之爲凡不實之稱. 邶風, 其虚其邪. 毛曰, 虚, 虚也. 此虚字乃 空虚, 非丘虚也. 一

字有數義數音, 則訓詁有此例. 如許書巳、巳也, 此辰巳之字, 其義爲巳甚也. 虚訓空, 

故丘亦訓空. 如漢書丘亭是. 自學 䍐能 通, 乃分用墟虚字. 别休居邱於二切, 而虚之

本義廢矣.

‘虛’에 대한 단옥재의 주석에는 ‘虛’와 ‘墟’의 고금 관계 형성의 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虛’는 본래 ‘큰 언덕’을 말하고, 크면 공백이 생기고 너르므로 ‘텅 비어있음’이라

는 의미로 파생되었다.”라고 한 부분에서 ‘虛’자가 본의 외에 ‘空’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결과 ‘虛’는 ‘큰 언덕’과 ‘텅 비어있음’ 두 개의 의미항목

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에 따라 생기는 훈고 상의 독특한 예를 들었다. 모전

에서 “虚, 虚也.”의 형식은 표면적으로 피훈석자와 훈석자가 같은 자형으로 되어 있

어 단옥재가 이에 대해 상세히 풀어주었다. 이때 모전에서 훈석자로 쓰인 ‘虛’는 ‘너

른 터’가 아닌 ‘텅 비어있음’을 뜻한다는 설명을 통해 두 개의 뜻 중 본의가 아닌 파

생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옥재는 “한 글자가 여러 개의 의미와 여러 

개의 발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훈고 중에 이러한 예도 있다.”고 덧붙 다. 

실제로 한서⋅식부궁전 “躬歸國, 未有第宅, 寄居丘亭.(궁은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 

지낼 곳이 없어서 구정(丘亭)에 기거하 다.)”에 대해 안사고는 “張晏曰, 丘亭, 野亭

名. 此說非也. 丘, 空也.(장안(張晏)은 “구정은 들에 있는 정자의 이름이다.”라고 하

는데, 이 설명은 잘못되었다. ‘丘’는 비어있음이다.”라고 하 다.72)

학자들이 이들 간의 의미관계를 연결시키지 못하게 되면서 ‘虛’와 ‘墟’를 구분하여 

사용하게 되었다는 설명은 한 글자 안에 두 가지의 의미항목이 공존하다가 실제 사

용에서 혼돈을 야기할 경우 별도의 글자를 만들어 쓰게 됨을 보여준다.73) 단옥재의 

72) 漢語大詞典 ‘丘亭’에 대한 예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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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끝부분에서는 결국 ‘虛’의 본의인 ‘큰 언덕’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虛’로 나타

내지 않게 되었고, 대신 ‘비어있음’이라는 의미가 ‘虛’자의 주요의미로 자리하게 되

었다고 하 다. 결국 ‘虛’자의 본의인 ‘큰 언덕’이라는 의미항목은 ‘虛’와는 구별되는, 

‘土’ 편방이 붙은 ‘墟’자로 나타내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것은 파생의미가 본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함에 따라 본의가 새로운 글자로 옮겨간 예이다.

예3  眇 [miô̂] : 妙 [miô̂] 미묘함

단옥재는 說文解字注⋅第四卷⋅目部 “眇(묘)는 작은 눈이다.[眇, 目也.]”에 대한 

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역(易)⋅이괘(履卦)⋅63(六三) “眇能視.(눈이 작은데 애써서 보려 한다)”에 대하

여, 우번(虞翻)은 “離目不正, 兊爲 , 故眇而視.(눈에서 멀어지면 정확하지 않고 작아

지니 눈이 작으면서도 보려는 것이다.)”라고 하 다. 방언에서는 “眇, 也.(‘眇’는 

작은 것이다.)”라고 하 고, 회남자(淮南子)⋅설산훈(說山訓)에서 “ 馬大目不可

大馬, 大馬之目眇 之眇馬. 物有似然而似不然 .(몸집은 작은데 눈은 큰 말은 ‘大馬’

라고 하지 않는다. ‘大馬’ 중에 눈이 작은 것은 ‘眇馬’라고 한다. 사물 중에는 그런 

것 같으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하 다. 생각건대 ‘眇’는 ‘작은 눈’을 뜻

하고, 파생되어 모든 작은 것을 가리키게 되었으며, 또 파생되어 ‘미묘함’을 뜻하게 

되었다. 설문에는 ‘妙’자가 없는데, ‘眇’는 곧 ‘妙’이다.

履六三, 眇能視. 虞翻曰, 離目不正, 兊爲 , 故眇而視. 方 曰, 眇, 也. 淮南說山

訓, 馬大目不可 大馬, 大馬之目眇 之眇馬. 物有似然而似不然 . 按眇訓 目, 引

伸爲凡 之偁, 又引伸爲微妙之義. 說文無妙字, 眇卽妙也.

여기에서 ‘眇’와 ‘妙’는 ‘미묘함’이라는 의미항목에 있어 고금 관계를 이룬다. ‘妙’

가 ‘眇’의 여러 의미항목 중 하나를 분담한 것이다. 단옥재는 여기에서 ‘眇’가 지닌 

‘작은 눈’이라는 의미에서 ‘미묘함’이라는 의미가 파생되는 과정을 언급하 다. 그의 

설명에 따라 두 글자가 겪은 의미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73) 하 삼(2014예)에 따르면 ‘虛’는 간독문에서 ‘ ’, ‘ ’ 등으로, 옛날 도장에는 ‘ ’로 기

록되었다. 갑골문도 윗부분은 호랑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양, 아랫부분은 언덕과 

언덕 사이의 깊은 구덩이를 상형한 자형으로, 본래 ‘커다란 언덕’을 뜻했다고 한다. ‘커다

란 언덕’에서 ‘비다’라는 의미가 나오고, 다시 ‘거짓되다’ 등의 의미까지 생긴 후 ‘虛’가 

나타내게 되는 의미항목이 많아지자 본래 의미인 ‘커다란 언덕’은 ‘土’ 편방을 붙인 ‘墟’

로 나타내게 되었다고 한다는 설명이 부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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眇

본의 파생의미

작은 눈
(1) 모든 작은 것

→ (2) 미묘함   →  

眇 妙

본의 파생의미 본의

작은 눈
모든 작은 것

미묘함
-

이 예의 특징은 ‘작은 눈’이라는 비교적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단어에서 ‘작

다’라는 포괄적인 의미가 파생되었으며, 그 의미에서 또 다시 ‘미묘함’이라는 의미도 

생성된 것이다. 단옥재의 설명에 따르면, 이 ‘미묘함’이라는 의미는 이후 ‘眇’에서 형

방만 변형된 ‘妙’가 전담하게 되었다. 그리고 허신이 “目과 로 구성된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기에 사물이 적으면 작다. 그러므로 ‘ ’로 구성되는 것이

다. ‘ ’는 성방이기도 하다.”라고 하 다.74) 이것은 ‘작은 눈’과 ‘미묘함’의 공통적인 

의미성분인 ‘작다’라는 의미항목이 바로 이들 글자를 구성하고 있는 ‘ ’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3.3.2 가차

단옥재의 ‘가차’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본래의 글자를 사용해야 하는 자리에 다른 

글자를 쓴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옥재 주석에는 “가차(假借 또는 叚借)” 

혹은 “A라는 글자를 빌려 B 의미를 나타내다(假(또는 叚)A爲B)”라는 설명이 보인다. 

설문해자주에서 보이는 가차(假借) 개념은 용어는 본래의 것 대신 다른 것을 ‘빌려

왔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이해해야 한다. 아래의 인용문에는 가차에 대한 단옥재의 

생각이 반 되어 있다. 說文解字注⋅第十二卷⋅西部 ‘西’에 대한 허신의 설해 “故

因㠯爲東㢴之㢴.”에 대한 단옥재의 주를 보자.

이 설해는 육서 중 가차의 예에 해당된다. 가차는 본래 그 자신의 글자가 없을 

때 소리에 의거하여 일을 기탁하는 것이다. 옛날에는 원래 ‘東西’의 ‘西’자가 없었는

데, ‘새가 둥지 위에 있음’을 뜻하는 ‘西’자에 기탁하여 나타낸 것이다. 보통 허신이 

“以爲”라고 한 것은 이러한 경우이다. ‘韋’는 본래 ‘서로 등지다’로 풀이하는데 그 

글자로 ‘가죽’을 나타내고, ‘烏’는 본래 ‘효도하는 새’를 뜻하는데 그 글자로 ‘烏呼’

74) 說文解字注⋅第四卷⋅目部 ‘眇’를 허신이 “从目 ”라고 풀이한 것에 대하여 단옥재가 

“鍇曰 意. 按物 則 , 故从 . 亦聲.”이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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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감탄사를 나타내며, ‘來’는 본래 ‘상서로운 보리’를 뜻하는데 ‘가고 옴’을 나타

낼 때 쓰거나, ‘朋’은 본래 ‘鳳’의 고문인데 ‘무리’를 나타내고, ‘子’는 본래 ‘11월에 

양기가 움직이며 만물이 불어남’을 뜻하는데 ‘사람에 대한 호칭’을 나타내는 것 등

이 그 예이다. 후대 사람들이 그것에 익숙해지고 살피지 않아, 가차의를 쓰면서 본

의는 폐기하여 ‘西’가 본래 ‘새가 둥지 위에 있음’을 뜻하고 ‘韋’가 본래 ‘서로 어긋

남’을 뜻하고, ‘朋’이 본래 ‘봉황’을 뜻했다는 것을 모르게 되었다. 나중의 것을 따

르고 본래의 것을 잊게 된 것은 대부분 이러한 경우이다. 허군(許君)의 말씀이 아니

었다면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

此說六書叚借之例. 叚借 , 本無其字, 依聲託事. 古本無東西之西, 寄託於鳥在巢上

之西字爲之. 凡許 以爲 類此. 韋本訓相背, 而以爲皮韋. 烏本訓孝烏, 而以爲烏呼. 來

本訓瑞麥, 而以爲行來. 朋本古文鳳, 而以爲朋攩. 子本訓十一月昜气動萬物滋, 而以爲

人偁. 後人習焉不察, 用其借義而廢其本義, 乃不知西之本訓鳥在巢, 韋之本訓相背, 朋

之本訓爲鳳, 逐末忘本, 大都類是. 微許君 之, 烏能知之.

단옥재는 허신의 설해에 근거하여 매 글자가 고유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으며, 

어떤 글자가 자신의 고유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나타내거나, 어떤 의미가 자신의 

고유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를 통해 나타내질 경우 모두 가차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

다. 즉 단옥재의 가차 개념은 ‘어떤 의미’를 나타냄에 있어 본자 외의 다른 글자를 

쓴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아래 예를 보자.

예1 寍 [nyeŋ] : 寧 [nyeŋ] 편안하다

단옥재는 說文解字注⋅第五卷⋅丂部 ‘寧’에 대한 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寍部에서 “寍, 安也.”라고 하 다. 지금은 ‘寧’을 빌려 ‘寍’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

가 많은데, ‘寧’이 쓰이면서 ‘寍’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고문상서(古文尙書)에서는 

대개 ‘寍’자를 썼다. 육덕명(陸德明) 경전석문(經典釋文)의 ｢대우모(大禹謨)｣에 대

한 설명에서 “ ‘寍’은 편안함이다. 설문해자에서 ‘안녕(安寍)’을 뜻하는 글자를 이

와 같이 썼다. ‘寧’은 바람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하 다. 이것은 육덕명이 허신

의 설명을 근거로 두 글자를 별개로 본 것이다.

寍部曰, 寍, 安也. 今字多假寧爲寍, 寧行而寍廢矣. 古文尙書葢有寍字. 陸氏於大禹

謨曰, 寍, 安也. 說文安寍字如此. 寧, 願詞也. 此陸氏依許分别二字.

위에서는 ‘寍’과 ‘寧’ 두 글자의 고금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단옥재의 설명에 따

르면, ‘寍’은 ‘편안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 는데, ‘寧’이 이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면서 ‘寍’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즉 ‘寍’의 의미가 ‘寧’으로 이동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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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이다. ‘寍’은 ‘寧’의 사용으로 인해 폐기되었고, ‘寧’은 본의인 ‘차라리’라는 의

미와 함께 가차의인 ‘편안하다’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편안하다’라는 의

미에 있어서는 ‘寍’이 고자이고 ‘寧’이 금자가 된다. 또한 주석에서 육덕명의 경전

석문 풀이를 인용하여 본래 이 두 글자가 별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던 글자 음을 

분명하게 밝혀주었다. ‘寍’에 대한 주에서도 이 점과 관련된 설명이 보인다. 단옥재

는 說文解字注⋅第七卷⋅宀部 “寍(녕)은 편안함이다.[寍, 安也.]”에 대한 주에서 다

음과 같이 설명하 다.

이 글자는 ‘편안함’을 뜻하는 정식글자인데, 지금은 ‘寧’이 쓰이면서 ‘寍’은 사용

하지 않게 되었다. 위고문(僞古文, 서⋅대우모) “萬邦咸寍(온 세상이 모두 편안해

짐)”에 대하여 경전석문⋅권3(卷三)⋅상서음의(尙書音義)에서 “ ‘寍’은 편안함이다. 

설문해자에서 ‘안녕(安寧)’을 뜻하는 글자를 이와 같이 썼다. ‘寧’은 바람을 나타

내는 말이다.”라고 하 는데, 말이 매우 분명하다.

此安寧正字, 今則寧行而寍廢矣. 僞古文, 萬邦咸寍. 音義曰, 寍, 安也. 説文安寧字如

此. 寧, 願詞也, 語甚分明.

허신은 ‘寍’을 ‘편안함’이라고 풀었다. 단옥재는 여기에서, 본래 ‘편안함’이라는 의

미는 표제자인 ‘寍’으로 써야 한다는 의미로 ‘정식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 ‘정

식글자’라는 용어는 해당 의미를 본래 어떤 글자로 나타내야 하는지에 대한 단옥재

의 판단을 반 한다. 이렇게 어떤 글자의 정식글자와 비(非)정식글자로 구분하 다는 

점은 ‘본의’와 ‘본자’의 대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한다.

설문해자에 ‘寍’과 ‘寧’이 모두 수록되어 있다는 것은 허신이 두 글자를 각각의 

본의를 지니는 별개의 글자로 보았음을 반 한다. 이에 단옥재는 ‘寧’으로 ‘寍’의 의

미를 나타내게 된 상황을 “ ‘寧’을 빌려 ‘寍’의 의미를 나타내었다.”라고 표현하 다. 

‘寍’의 ‘편안함’이라는 의미가 본래 글자 ‘寍’에서 벗어나 ‘寧’을 통해 나타내지게 되

었기 때문이다. 즉 단옥재가 말하는 ‘가차’ 혹은 ‘글자를 빌린다’는 표현은 어떤 의

미가 그 고유의 글자에서 벗어나 다른 글자로 나타내지는 현상을 가리킨다. 단옥재

의 설명에 따라 두 글자 사이의 의미 관계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寍 寧

본의 본의

편안하다 차라리   →  

寍 寧

×
본의 가차의

차라리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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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신의 설해에 따르면 ‘寧’은 성부인 ‘寍’과 의부인 ‘丂’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글자

이며, ‘바라는 바를 표현하는’ 글자이므로 ‘丂’가 의미부의 역할을 한다.75) 허신은 이 

글자에서 ‘寍’을 ‘음성적 요소’를 담당하는 성분으로만 본 것 같다. 단옥재 역시 이 

성분의 의미작용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을 가하지 않았다. 즉 ‘寍’과 ‘寧’이 ‘편안하

다’라는 의미를 기준으로 고금 관계에 놓여 있음을 설명할 때, ‘寧’이 ‘寍’과 모종의 

의미적 연관성에 따라 ‘편안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음가(音

價)’가 같기 때문에 ‘寍’의 ‘편안하다’라는 의미를 이어받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고문자 자형을 검토해 보면 단옥재와는 다른 관점으로 두 글자의 관계를 

보게 된다. 먼저 ‘寍’의 갑골문은 ‘ ’, 금문은 ‘ ’, 소전은 ‘ ’이다.76) 이는 집안에 

그릇이 놓인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갑골문은 그릇 안에 무엇인가 담겨 있는 것 같

은 모습을 그렸고, 금문과 소전에는 집과 그릇 사이에 마음(‘心’)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寧’의 갑골문은 ‘ ’, 금문은 ‘ ’, 옛 도문은 ‘ ’ 등으로 나타난다. 하

삼(2014예)에서는 ‘寧’을 ‘宀’과 ‘心’과 ‘皿’으로 구성된 의미부와 소리부 ‘丁’으로 구

성된 형성자로 설명하 다. 앞의 책에서는 의미부 ‘寍’이 집안에 그릇이 놓인 모습에

서 ‘먹을 것이 있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음’을 뜻하며, 이후 금문의 단계에서 가운데 

‘心’이 더해져 ‘심리적 편안함’까지도 나타내게 되었다고 설명하 다. 이에 따르면 

‘寧’은 의미부로 ‘寍’을 지니므로, ‘차라리’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이전에 이미 ‘편안

하다’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단옥재는 허신의 설해를 토대로 ‘丂’를 의미부로 보고, 이것을 근거로 ‘寧’

이 ‘차라리’라는 어사를 나타내던 본래의 글자로 판정하 다. 또한 ‘편안하다’라는 

의미의 ‘본래 글자’가 ‘寍’이므로 ‘寧’은 ‘편안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빌린’ 

글자로 간주하 다. 이와 같은 설명을 통해 어떠한 글자-의미 간의 고정적 관계에 

대한 단옥재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예2  栠 [ȵiuəm] :　荏 [ȵiuəm] 부드러움

두 번째 예로 說文解字注⋅第六卷⋅木部 “栠(임)은 약한 모습이다.[栠, 弱皃.]”에 

대한 주를 먼저 보자.

시⋅소아⋅교언(巧 )과 시⋅대아⋅억(抑)에서 모두 “荏染柔木(야들야들한 부

75) 說文解字⋅第五卷⋅丂部 “丂, 气欲舒出, ㄅ上礙於一也.(‘丂’는 기운이 서서히 나오려는 

것으로, 서서히 나오려는 기운(‘ㄅ’)의 위가 ‘一’로 막혀 있는 모양이다.)”

76) ‘寍’의 갑골문, 금문, 소전 자형 출처- http://www.zdic.net/z/18/zy/5BCD.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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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운 나무)”이라고 하 고, 이에 대하여 모전에서 “ ‘荏染’은 부드러움을 의미한

다.”고 하 다. 논어⋅양화(陽貨)의 “色厲而内荏(겉으로는 무게를 잡으나 내면은 

나약함)”에 대하여 공안국은 “荏, 柔也.(‘荏’은 부드러움이다.)”라고 하 다. 내 생각

에 이들 ‘荏’은 모두 ‘栠’으로 써야 한다. ‘계임(桂荏)’은 ‘차조기’를 말한다. 경전에

서 자주 ‘荏’을 빌려 사용하면서 ‘栠’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雅、大雅皆 荏染柔木. 毛曰, 荏染, 柔意也. 論語, 色厲而内荏. 孔曰, 荏, 柔也. 

按此荏皆當作栠. 桂荏 也. 經典多假荏而栠廢矣.

이어서 說文解字注⋅第一卷⋅艸部 “荏(임)은 ‘桂荏(계임)’이다. 차조기이다.[荏, 桂

荏. 也.]”에 대한 주를 보자.

이것이 전주이다.77) 전주 중에는 각기 다른 부수 간에 보이는 것이 있고, 같은 

부수 내에 무리지어 보이는 것이 있다. ‘荏’의 또 다른 의미는 ‘부드러운 모양’78)이

다.

是之 轉注. 凡轉注有各部互見 , 有同部類見 . 荏之別義爲荏染.

위의 주석에서 보이는 고금 관계는 ‘栠’, ‘荏’이다. 단옥재는 ‘荏’이 사용된 경전의 

구절을 예로 들고 각 구절에 사용된 ‘荏’자는 사실 ‘栠’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하

다. 그러나 경전에서 ‘栠’ 대신 ‘荏’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에는 ‘荏’이 ‘栠’의 

의미(‘부드러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전담하게 되고 ‘栠’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 다.

단옥재의 설명에 따르면, ‘栠’과 ‘荏’은 가차로 인한 고금 관계에 해당된다. 금자 

‘荏’이 ‘차조기’와 ‘부드러움’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이 중 ‘부드러움’이라는 의미항

목은 고자 ‘栠’의 본래 의미 다. 단옥재가 ‘荏’자에 대한 주석에서 ‘부드러움’이 이 

글자의 ‘별의(別義)’라고 설명한 것은 ‘부드러움’이라는 의미항목이 ‘荏’에 있어서는 

본래 의미가 아니었다는 점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것이 본래 의미와는 ‘별개로’ 추가

된 의미항목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이 때 ‘荏’이 그것의 본래 의미가 아닌 다른 

글자 ‘栠’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대신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부드러움’은 ‘荏’의 가차

의가 된다. 단옥재는 ‘栠’의 본의 ‘부드러움’을 나타내는 글자로 ‘荏’을 빌려 쓰다가 

‘荏’이 ‘부드러움’을 뜻하는 데 주로 사용됨에 따라, ‘부드러움’이라는 의미에 있어 

‘栠’과 ‘荏’이 고금 관계가 된다고 본 것이다.

77) 說文解字注⋅第一卷⋅艸部 ‘ ’에 대한 허신 원문 중, “ , 桂荏也.”

78) 詩⋅ 雅⋅巧  “荏染柔木, 君子樹之.”에 대하여 朱熹의 集傳에서 “荏染, 柔貌.”라고 

하 다. 漢語大詞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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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主 [tɕio] : 炷 [tɕio] 등잔의 심지  

다음은 說文解字注⋅第五卷⋅丶部 ‘主’에 대한 설해 중 “丶는 성부이기도 하다.

[丶, 亦聲.]”에 대한 주이다.

‘丶’와 ‘主’는 고금자이고, ‘主’와 ‘炷’ 역시 고금자이다. ‘주인’이나 ‘주된 생각’을 

나타낼 때에는 본래 ‘丶’를 써야 하는데, 지금은 ‘主’를 빌려 ‘丶’가 나타내던 뜻을 

나타내고 ‘丶’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主’를 빌려 ‘丶’를 나타내게 됨에 따라 별

도로 ‘鐙炷(등잔의 심지)’에 사용되는 글자(炷)를 만든 것이다. 이것은 ‘左’를 빌려 

‘𠂇(왼손, 왼쪽)’를 나타내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따로 ‘佐’를 만들어 ‘左(돕다)’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경우와 같다.

按丶主古今字, 主炷亦古今字. 凡主人、主意字本當作丶, 今假主爲丶而丶廢矣. 假主

爲丶則不得不别造鐙炷字, 正如假左爲𠂇, 不得不别造佐爲左也.

이 주석에서는 ① 丶 : 主, ② 主 : 炷, ③ 𠂇 : 左, ④ 左 : 佐 등 네 쌍의 고금 관

계 글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단옥재가 설명한 글자 간 의미 변화 및 이동은 다

음과 같다.79)

丶 主

본의 본의

주인
등잔의 

심지 →

丶 主

×

본의 가차의

등잔의 

심지
주인 →

丶 主 炷

×

본의 가차의 본의

× 주인
등잔의 

심지

𠂇 左

본의 본의

왼손 돕다 →

𠂇 左

×
본의 가차의

돕다 왼손 →

𠂇 左 佐

×
본의 가차의 본의

× 왼손 돕다

위의 변화는 의미항목 이동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丶’의 본의

인 ‘주인’은 ‘主’를 빌려 나타내게 되었고, ‘主’의 본의인 ‘등잔의 심지’는 ‘主’가 ‘주

인’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됨에 따라 ‘炷’라는 새로운 글자로 나타내게 되었다. 마

79) ‘丶’의 본의가 ‘주인’이라는 것은 허신과 단옥재의 풀이이다. 앞부분(pp.65-66)에서 이미 

고문자 자형을 통해 ‘主’가 ‘등잔 위에 놓인 심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다가 이 의미에서 

‘주인’, ‘주된 생각’, ‘핵심적인 것’ 등의 의미가 파생되었을 것이라고 서술한 바 있다. 그

러나 본고는 단옥재가 글자 간의 의미 이동을 어떻게 인식하 는지 고찰하기로 하 으므

로 여기서는 단옥재의 서술내용에 따라 의미 변화 및 이동 관계를 정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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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가지로, ‘𠂇’의 본의인 ‘왼손’은 ‘左’를 빌려 나타내게 되었고, ‘돕다’라는 의미는 

‘左’가 ‘왼손’을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됨에 따라 ‘佐’라는 새로운 글자로 나타내게 

되었다. 단옥재는 이 글자들 간의 의미 이동을 설명함에 있어서도 어떤 글자를 ‘빌

려’ 나타냈다고 표현하 다. 본래 A라는 글자로 나타내던 의미 a를 A가 아닌 다른 

글자로 나타내는 상황에 대하여, 다른 글자를 ‘빌려 쓰는 것’으로 본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매 글자가 각각의 본래 의미를 지니며, 이들 간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며 고정적이라는 단옥재의 주관적 인식을 반 한다.

예4 𡞞(渻[sai]) : 省 [ʃeŋ] 덜다

다음은 說文解字注⋅第十二卷⋅女部 “𡞞(생)은 줄이는 것이다.[𡞞, 減也.]”에 대

한 주이다.

‘減’은 ‘덜다’이다. 水部에서도 “渻(생), 減也.”라고 한 것을 보면 ‘𡞞’과 ‘渻’은 

발음과 의미가 모두 같다. ‘省’으로 쓴 것은 가차한 것이다. ‘省’이 사용되면서 ‘𡞞’

과 ‘渻’이 폐기되었다. 허신의 원문에서는 보통 ‘줄이고 바꿈’이라고 할 때 모두 

‘省’으로 썼는데, 마땅히 ‘𡞞’으로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減 , 損也. 按水部又曰, 渻, 減也. 然則𡞞渻音義皆同. 作省 叚借字也. 省行而𡞞
渻廢矣. 許書凡云省改皆作省, 應以𡞞正之.

단옥재의 주석에 따르면, ‘𡞞’과 ‘渻’은 동음동의자 즉 이체 관계의 글자이다. 단옥

재는 이 글자들의 의미 ‘덜다, 줄이다’를 ‘省’이라는 글자로 나타내는 경우는 본래의 

글자가 아닌 가차의 용법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다 ‘省’이 ‘덜다’라는 의

미를 나타내는 데 더 많이 사용되면서 ‘𡞞’과 ‘渻’은 그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상

실했다고 말하 다. 단옥재는 허신 원문에서 ‘줄이고 바꿈’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가차자인 ‘省’을 쓰는 것이 잘못되었으며, 본래 ‘덜다, 줄이다’를 뜻하는 ‘𡞞’으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주장하 다. 즉 ‘𡞞’이 ‘줄이다’라는 의미의 본자이고 ‘省’은 그 

의미를 나타내는 데 가차된 것으로 본 것이다.

단옥재는 ‘𡞞’과 이체 관계로 거론된 ‘渻(생)’에 대한 주석에서도 ‘𡞞’과 ‘渻’의 발

음과 의미가 같음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渻’과 ‘省’의 고금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하

다. 說文解字注⋅第十一卷⋅水部 “渻은 약간 줄임이다.[渻, 減也.]”에 대한 주

를 보자.

오늘날 ‘減省’(의 ‘省’)은 ‘渻’으로 써야 한다.80) 고금자이다. 女部에서도 ‘𡞞’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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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줄이는 것’이며, ‘𡞞’과 ‘渻’은 발음과 의미가 모두 같다고 하 다. 좌전
에 ‘渻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사람의 성(姓)과 이름이다.

今減省之字當作渻. 古今字也. 女部又曰, 𡞞 , 減也. 𡞞渻音義皆同. 左傳有渻竈, 人

姓名也.

그렇다면 다음으로 ‘省’에 대한 주석을 살펴보자. 단옥재는 說文解字注⋅第四卷⋅
眉部 “省(성)은 보는 것이다.[省, 視也.]”에 대한 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 다.

‘省’은 ‘살핌’이다. ‘察’은 ‘조사함’이다. 한대에는 궁중을 ‘省中’이라고 하 다. 안

사고(顔師古)는 “이 안에 들어가는 자들을 모두 자세히 살펴야 하며, 망령되이 행동

해서는 안 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 다. 이아⋅석고에서는 “省, 善也.(省은 선

함이다.)”라고 하 다. 이것은 파생된 의미이다.

省 , 察也. 察 , 覈也. 漢禁中 之省中. 師古曰, 入此中 皆當察視. 不可妄也. 

釋詁曰, 省, 善也. 此引伸之義.

이상의 예들을 종합해 보면, 단옥재는 ‘省’은 본래 ‘보다, 살피다’ 등을 나타내던 

글자 는데, ‘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가차되어 지속적으로 그 의미를 나타내

게 되었다고 보았다. 이때 새로 추가된 의미항목을 나타내기 위해 발음에 약간의 변

화를 주게 된다. 그리하여 ‘덜다’라는 의미에는 ‘생략’이라는 단어에 쓰듯 ‘생’으로 

읽는다.

‘省’에 대한 설해 중 “睂(미)81)의 생략형과 屮로 구성된다.[从睂省. 从屮.]”에 대한 

주에도 관련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을 보자.

‘屮’의 발음은 ‘철(徹)’이다. 나무가 처음 자라난 것이며, 겨우 보이는 것이다. 눈

썹으로 구성된 것은 눈에 그 형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屮로 구성되는 것은 

작은 것에서부터 살핌을 뜻한다. 보통 살필 때에는 미세한 것에서부터 해야 한다. 

그러므로 파생되어 ‘減省(덜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설문해자에는 ‘渻’과 ‘𡞞’ 두 

글자가 실려 있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省’을 쓰는 경우가 많다.

屮音徹. 木初生也. 財見也. 从眉 , 未形於目也. 从屮 , 察之於微也. 凡省必於微. 

故引伸爲減省字. 說文有渻𡞞二字. 然經傳多作省.

80) 단옥재 주석에서 자주 보이는 ‘當作’은 ‘응당 그래야 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설명의 

기저에는 앞에서 언급한 글자는 해당 의미가 본래 담겨있던 글자가 아니므로 본래의 글

자를 찾아 제시해 주고자 했던 의도가 깔려 있다.

81) ‘眉’의 전서자형( )을 해서화(楷書化)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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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옥재의 주석에 따르면 ‘省’의 본래 의미 ‘살피다’는 작고 미세한 것을 뜻하는 

‘微’와 관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減省’, 즉 ‘덜다’라는 의미로까지 파생되었다고 

하 다. 단옥재는 ‘살피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

서 ‘渻’ 및 ‘𡞞’이 說文解字에 수록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省’은 ‘살피다’라는 

의미의 본래 글자이고, ‘渻’ 및 ‘𡞞’은 ‘덜다’라는 의미의 본래 글자라고 구분지은 것

이다. 또한 ‘渻’ 및 ‘𡞞’이 ‘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본래 글자임에도 경전에서 

‘省’으로 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음을 언급하 는데, 이 역시 경전에서 ‘省’의 

의미에 주의해야 함을 말함과 동시에, 그 글자(‘省’)는 ‘본래의 글자’가 아님을 강조

한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도 단옥재가 허신 텍스트의 표제자가 지닌 본래 의미를 중

심으로 다른 글자와의 관계를 규정하 음을 볼 수 있다.

예5 婎 [xiuei] : 雖 [siuei] 비록 그러할지라도

說文解字注⋅第十二卷⋅女部 “婎(휴)는 ‘姿婎’로, 제멋대로 함이다.[婎, 姿婎, 恣

也.]”에 대한 주에는 ‘婎’와 ‘雖’의 고금 관계가 언급되어 있다.

‘恣’는 각 판본에 ‘姿’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잡는다. 心部에서 ‘恣’는 ‘제

멋대로 함’이라고 하 고, 여러 책에서는 대부분 ‘暴厲(난폭하고 사나움)’를 ‘恣睢’라

고 한다고 하 다. ‘睢’는 ‘香’과 ‘季’의 반절로 발음하고 평성(平聲)이다. ‘睢(휴)’는 

눈을 들어서 보는 것으로,82) ‘제멋대로 하다’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의하면) 본래 ‘姿婎’로 쓰는데 어쩌다 ‘恣睢’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 같다. 집운(集

韵)과 유편(類篇)에서 모두 “姿婎, 自縱皃.(‘姿睢’는 제멋대로 하는 모습이다.)”라

고 하 는데, 이것이 허신이 말하고자 한 의미이다. 지금은 ‘雖’가 어사(語詞)로서 

‘비록 그러할지라도’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원래는 ‘婎’로 써야 하는데 ‘雖’를 빌려

서 나타낸 것 같다. ‘雖’가 사용되면서 ‘婎’가 폐기되었다.

恣, 各本作姿, 今正. 按心部恣 , 縱也. 諸書多 暴厲曰恣睢. 睢讀香季切, 亦平聲. 

睢 , 仰目也. 未見縱恣之意. 葢本作姿婎, 或用恣睢爲之也. 集韵、類篇皆云, 姿婎, 自

縱皃. 此許義也. 今用雖爲語詞, 有縱恣之意. 葢本當作婎, 叚雖爲之耳, 雖行而婎廢矣.

허신이 풀이한 ‘婎(휴)’의 의미는 ‘제멋대로 함’이다. 단옥재는 여러 기록에서 용례

를 찾아 이 내용을 뒷받침하고자 했으나, ‘제멋대로 함’라는 의미와 연관되어 사용되

는 기록의 예에서는 대부분 ‘睢’를 쓰고 있음을 확인하 다. 그래서 허신의 뜻풀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睢’가 ‘婎’ 대신 사용된 것 같다고 추정하 다. 즉 단옥재의 설명

에 따르면, 본래는 ‘婎’가 ‘제멋대로 함’이라는 뜻에서 ‘비록 그러할지라도’까지를 나

82) 說文解字注⋅第四卷⋅目部 “睢, 仰目也.”



118   說文解字注에 나타난 段玉裁의 古今字觀 硏究

타내는 데 사용되던 글자 다.

그렇다면 說文解字注⋅第十三卷⋅虫部 “雖(수)는 도마뱀과 비슷하며 몸집이 크

다.[雖, 佀蜥易而大.]”에 대한 주를 보자.

‘易’은 각 판본에 ‘蜴’으로 되어 있는데 잘못이다. 여기에서 바로잡는다. 이것이 

이 글자의 본의이다. 가차되어 허사로 쓰인 이래로 이 글자의 본의를 아는 사람이 

드물어졌다. 시⋅소아⋅당체(常棣)에서는 “每有良朋(좋은 친구가 있어도)”이라고 

하 고, 또 “雖有兄弟(형제가 있어도)”라고 하 는데, 이에 대한 모전에서 “每, 雖

也.”라고 하 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욕심대로 다 하는 것을 ‘恣睢’라고 한다. ‘雖’는 

곧 ‘睢’이다.

易各本作蜴, 誤. 今正. 此字之本義也. 自借以爲語䛐, 尟有知其本義 矣. 常棣云, 每

有良朋. 又云, 雖有兄弟. 傳云, 每, 雖也. 凡人竆極其欲曰恣睢. 雖卽睢也.

이상의 주석을 종합해 본 결과, 단옥재는 ‘婎’가 ‘제멋대로 함’과 그 의미에서 파

생된 ‘비록 그러할지라도’를 뜻하는 허사로서의 용법을 지녔었으나, ‘큰 도마뱀’을 

뜻하는 ‘雖’가 ‘비록 그러할지라도’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 가차되면서 두 글자

가 그 의미를 중심으로 고금 관계로 묶인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3.4 소결

이 장에서는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 사용된 고금자 그룹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 구분을 통해 글자의 고금 관계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단옥재의 관점을 

확인하 다.

먼저 유형별 분류를 위하여 기존 연구의 분류 기준을 검토하 고, 각 연구에서 마

련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분류의 틀을 만들었다. 고금자는 고자와 금자라는 

하나의 쌍으로 인식되므로 두 글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및 분류가 가능하다. 

본 논문은 고금자의 특징과 그 사이에서 일어난 여러 현상에 대한 단옥재의 관점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방법을 고안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비록 분류 기준은 기존 연

구에서 설정한 틀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분류 후 각 항목별 예를 다루는 방식은 기

존의 연구들과 많이 다르다. 기존의 연구가 분류의 틀을 만드는 데 그치거나 각 항

목에 속하는 고금자 쌍을 열거하는 것에 그쳤다면, 본고에서는 각 항목에 속하는 고

금자가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단옥재의 실제 주석을 예로 들어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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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 설정한 유형별 분류의 기준 항목은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이다. 

‘외적 변화’는 고자와 금자의 ‘자형’ 차이를 확인하는 항목이고, ‘내적 변화’는 글자 

자체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 즉 ‘의미’의 변화 혹은 이동을 파악하기 

위해 설정한 항목이다. ‘외적 변화’는 다시 ‘편방이 추가되거나, 교체되거나, 탈락하

거나’, 혹은 ‘아예 다른 글자이거나’ 등을 기준으로 하위항목으로 구분되고, ‘내적 변

화’는 다시 ‘파생’과 ‘가차’ 두 개의 하위항목으로 구분된다.

고금자 자료의 유형별 분류와 주석 내용 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자형이 서로 무관한 고금 관계의 글자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만큼 글자의 고금 관계를 문자 파생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다는 점이다. 

둘째, 고금 관계는 글자 내부의 의미 변화 및 이동으로 인해, 해당 의미를 기존의 글

자가 아닌 다른 글자로 나타내게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관계이다. 글자의 의미 변화

와 자형 변화는 동시에 향을 주고받으며, 단옥재의 주석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인

식이 반 되어 있다. 셋째, 단옥재는 일정한 시간적 간극을 사이에 둔 두 글자가 고

금 관계로 묶인다고 판정할 만큼 언어와 문자의 변화에 대해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

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예의 일부에서 고문자 자형을 토대로 단옥재의 설명을 검토해 본 바와 같이, 

단옥재의 고금자 판정과 그에 대한 설명에는 적지 않은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단옥재가 속해 있던 시대에 초기 한자 자형을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었던 데서 비롯

된 것으로, 시대적 한계로 인한 오류 자체를 인정해야 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본고

에서는 이 점을 논의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 필자는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이 주석 

대상 원문의 뜻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고자 했음을 반 하는 자료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으므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단옥재가 주석에

서 여러 글자들의 고금 관계를 이어준 것이 주석이라는 공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

는지 확인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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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옥재의 고금자관

지금까지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의 양상과 그 대상에 대해 살펴보았고, 고금자 그

룹에 속하는 고자와 금자의 관계를 유형별로 나누어 고금자 그룹이 내포하고 있는 

언어현상과 그에 대한 단옥재의 해설 양상을 확인하 다. 이 장에서는 3장의 자료 

분석 내용을 토대로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에서 확인되는 언어관을 종합하고, 고금자

에 대한 단옥재의 시각이 지니는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단옥재 주

석에서 고금자 설명이 수행하는 기능과 그 설명의 주체인 단옥재가 주석가로서 지향

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4.1 고금자 풀이를 통해 본 단옥재의 언어관

3장의 유형별 분류를 통해 확인했듯이 고금자 그룹은 언어⋅문자 체계 내에서 일

어나는 다양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은 그러한 변화에 따른 

두 글자 간의 차이 포착과 변화 과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와 같은 

인식은 단옥재가 속한 시대의 학술 경향과 그 시기까지 축적된 언어 및 문자 체계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언어와 문자 체계 내에서 일

어나는 갖가지 변화 또는 현상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언어관’이라 명명하고, 단옥재

의 고금자 설명에 반 된 언어관을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

다. 하나는 언어⋅문자 체계의 내적 변화에 대한 인식, 또 하나는 성동(聲同)과 의동

(義同)의 동일시이다.

4.1.1 언어⋅문자 체계의 내  변화 인식

고금 관계에서 고자와 금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은 언어와 문자의 통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구간이다. 단옥재는 두 글자가 고금 관계로 이어진다는 설명을 통해 

‘시간적 간격’에 따른 의미의 변화와 그것을 반 하는 문자운용 상황을 보여주었다. 

고자와 금자 사이에 보이는 자형의 차이는 단지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글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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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이 변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두 글자의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고 연결의미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두 글자가 

고금 관계가 되는 과정에는 한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변화 또는 다른 의미를 

위해 글자가 차용되는 현상 등 인간의 언어 및 문자 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다.

단옥재는 허신의 원문에 기록된 글자와 그에 대한 고자 혹은 금자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면서 두 글자가 고금 관계가 되기까지 겪은 다방면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그

는 두 글자의 자형 차이를 포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미와 자형의 변화 그리고 글

자 간의 기능 분담 및 통합 등 언어와 문자가 겪는 내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인식하

고 있었다. 본고에서는 단옥재가 포착한 언어 문자의 내적 변화를 크게 문자의 ‘분

화 현상’과 ‘통합 현상’으로 나누어 보았다. 문자가 의미항목을 담당함에 있어 세부 

의미항목 별로 여러 문자를 나누어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분화 현상’이고, 여러 의

미항목을 하나의 글자를 통해 나타내게 되는 경우가 ‘통합 현상’이다. 단옥재가 이러

한 현상에 대하여 분화와 통합이라는 용어로 설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 글자의 

의미와 용법, 그리고 다른 글자와의 관계 및 사용상황의 변화에 대한 언급은 체계 

내에 존재하는 이와 같은 규칙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분화 현상은 하나의 글자가 여러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게 되었을 때 의미항목의 

일부를 덜어내면서 다른 글자가 해당 의미항목을 담당하게 되는 현상이다. 단옥재는 

說文解字注⋅第八卷⋅臥部 ‘監(감)’에 대한 주에서 “옛날에는 글자가 적어 (한 글

자가) 의미를 여러 개 가지고 있었고, 지금은 글자가 많아 의미가 개별화되었다.[古

字 而義晐, 今字多而義别.]”라고 하 다. 이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는 적은 수의 글자

들이 여러 의미들을 담당했던 반면, 후대로 내려올수록 글자가 많아져서 각각의 의

미를 따로 나타낼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한다. 또 說文解字注⋅第八卷⋅人部 ‘佻

(조)’에 대한 주석에서도 ‘愉’와 ‘偸’의 고금 관계를 설명하며 “고자가 나눠지고 쪼개

지는 것이 대부분 이와 같다.[凡古字之末流䤨析, 類如是矣.]”고 하 다. 이 말은 단옥

재가 고자와 금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짓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자사용 상황 변화 자체

에 대해 세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반 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 글자가 나타

내던 의미항목이 여러 의미항목으로 분화되고, 문자 역시 의미 분화에 따라 분화하

는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은 문자의 분화 현상에 대한 단옥재의 인식을 볼 수 

있는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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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韋, 違

說文解字注⋅第五卷⋅韋部 “韋는 서로 멀어지는 것이다.[韋, 相背也.]”에 대한 주

를 보자.

그래서 ‘舛’으로 구성되었다. 지금은 ‘違’가 사용되면서 ‘韋’의 본의는 폐기되었

다. 서⋅주고(酒誥)의 “薄韋辳父.”에 대하여 마융(馬融)은 “ ‘韋’는 떠나가는 것이

다.”라고 하 다. 군경음변(羣經音辨)에 의하면 고문상서에도 분명 이렇게 기록되

어 있었을 것이다.

故从舛. 今字違行而韋之本義廢矣. 酒誥, 薄韋辳父. 馬云, 韋, 違行也. 據羣經音辨, 

則古文尙書當如是.

위의 주석은 금자 ‘違’가 고자 ‘韋’의 본의를 분담한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두 글

자는 ‘서로 멀어짐’이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고금 관계를 이룬다. ‘韋’의 본래의 

의미는 ‘서로 등을 짐’이다. 위의 예문에서 ‘違’가 사용되면서 ‘韋’의 본의가 폐기되

었다는 것은 ‘韋’로 나타내던 ‘서로 멀어짐’이라는 의미를 ‘違’로 나타내게 되고, 이

후 ‘韋’는 그 의미를 나타내는 데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다. 이들 관

계에 대한 부연설명은 이어지는 주석에서 더 자세히 보인다. 

같은 글자(‘韋’)에 대한 허신의 설해 중 “동물 가죽으로, 굽고 어그러진 물건을 묶

어 서로 분리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자를 빌려 ‘가죽’을 나타낸다.[獸皮之韋, 

可㠯束物枉戾相韋背, 故借㠯爲皮韋.]”에 대한 주를 보자.

이 글자는 처음에는 가죽으로 둘러 사물을 묶는다는 뜻을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모든 가죽을 ‘韋’라고 부르게 되었다. 이 부분은 ‘西’、‘朋’、‘來’、‘子’、‘烏’ 다섯 

글자에 대한 설해와 그 방법이 비슷한 것으로, 모두 가차된 뜻을 설명하 다.1) 가

차의가 주로 사용되면서 본의는 폐기되었다.

其始用爲革縷束物之字, 其後凡革皆偁韋. 此 西、朋、來、子、烏五字下文法略同, 

皆 假借之恉也. 假借 行而本義廢矣.

이 주석에 따르면 ‘韋’에 ‘등을 지다’, ‘둘러싸다’라는 본의 말고 가차의가 추가되

어 결국 본의가 가차의에게 글자를 내어준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허신의 설해에서 

‘韋’가 ‘가죽’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가차되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보충이기도 

하다. 단옥재는 허신의 설해를 토대로 글자 내부의 의미항목 증가와 이동 현상에 대

1) 관련 내용은 본고 3.3.2 도입부의 說文解字注⋅第十二卷⋅西部 ‘西’에 대한 주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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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체적으로 설명하 다. 단옥재 설명에 따라 두 글자 간의 의미 이동 관계를 정

리하면 아래와 같다.

韋

본의 가차의

서로 멀어짐,

둘러쌈
(다룸가죽)  → 

韋 違

본의 가차의 본의

× 다룸가죽
서로 멀어짐,

둘러쌈

‘韋’는 ‘서로 멀어짐’, ‘둘러쌈’을 뜻하는 글자 다가 ‘다룸가죽’2)을 나타내는 데 

글자를 빌려주게 되었고 이후 ‘가죽’이라는 의미까지 나타내게 되었다. 결국 이 글자

는 본래 의미와는 거리가 먼 ‘가죽’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되면서 본래 의미인 ‘서

로 등을 짐’을 나타내는 데는 자주 사용되지 않게 된다. ‘韋’라는 글자 자체로 보면 

본래의 의미인 ‘서로 멀어짐’, ‘둘러쌈’이라는 의미항목의 자리가 없어진 셈이다. 결

국 가차의로 인해 본래 의미가 본래 글자와의 연결고리가 끊기고 그 의미를 나타내

는 데 ‘違’라는 글자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韋’가 부담해야 하는 의미

항목이 하나 더 증가됨에 따른 결과로서 글자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이다. 

단옥재가 ‘韋’에 추가된 가차의 ‘가죽’이라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韋’의 본의인 

‘서로 멀어짐’, ‘둘러쌈’이라는 의미는 후에 ‘違’가 나타내게 되었다고 부연설명을 한 

것은 한 글자의 의미부담량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문자의 분화가 진행되었음을 인식

한 것이다.

② 㵣, 渴, 竭

다음으로 說文解字注⋅第八卷⋅欠部 “ ‘㵣(갈)은 마시고 싶어 하는 것이다. 欠으

로 구성되고 渴이 성부이다.[㵣, 欲㱃歠. 从欠渴聲.]”에 대한 주를 보자.

이는 형성(形聲)이면서 회의( 意)인 글자이다. ‘渴’은 물이 마른 것이다. 발음이 

‘竭’과 같다. 물이 마르면 물을 바라게 되고, 사람이 목이 마르면 마시고 싶어지니 

그 의미3)가 같다. 지금은 ‘竭’을 ‘물이 마름’이라는 단어에 쓰고, ‘渴’을 ‘배고프고 

목마름’이라는 단어에 쓰며, ‘㵣’은 폐기되었고 ‘渴’의 본의(‘물이 마름’)도 폐기되었

2) 잘 매만져서 부드럽게 만든 가죽(물건 ‘둘러’ 묶는 도구).

3) 說文解字注⋅第九卷⋅司部 ‘䛐’에 대한 주에서 단옥재는 “意라는 것은 문자가 지닌 뜻이

다.[意 , 文字之義也.]”라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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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此 形聲包 意. 渴 , 水盡也. 音同竭. 水渴則欲水, 人㵣則欲飮, 其意一也. 今則用

竭爲水渴字, 用渴爲飢㵣字, 而㵣字廢矣, 渴之本義廢矣.

위의 주석에서는 두 쌍의 고금 관계가 설명되었다. 하나는 ‘목이 마르다’라는 연결

의미를 중심으로 한 ‘㵣’과 ‘渴’의 관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물이 마르다’라는 연결

의미를 중심으로 한 ‘渴’과 ‘竭’의 관계이다. 동시에 이들 글자 사이에 일어난 의미 

이동과 글자의 폐기 및 의미항목의 폐기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단옥재는 이 글자가 “형성이자 회의 구조”임을 밝히고 ‘渴’이 왜 이 글자의 

의미구성에 향을 미치는지 설명하 다. ‘㵣’은 본래 ‘목이 마름’이라는 의미를 지

니는데 “ ‘渴’은 물이 마른 것이다.”라고 하여 이 의미가 성방인 ‘渴’을 통해 발현되

는 것으로 보았다. ‘渴’은 ‘물이 마르다’라는 의미의 글자로서, “물이 마르면 물을 바

라게 되고, 사람이 목이 마르면 마시고 싶어진다.”고 덧붙임으로써 성방인 ‘渴’과 표

제자 ‘㵣’의 의미 상 연관성을 부각시켰다. 說文解字注⋅第八卷⋅欠部 ‘欠’에 대한 

주에서는 “또한 ‘欠’은 기가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미가 파생되어 ‘부족함’을 의

미하는 글자가 되었다.[又欠 , 气不足也. 故引伸爲欠 字.]”라고 하 다. 따라서 단옥

재는 ‘㵣’을 구성하는 ‘渴’과 ‘欠’은 각각 ‘물이 마름’과 ‘부족함’이라는 의미작용을 

하고, 그 결과 ‘㵣’이 ‘마시고 싶어 하다’라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이는 

‘물이 마르다’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한 ‘㵣’과 ‘渴’의 고금 관계에서 성방 ‘渴’의 

의미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물이 마름’을 나타내던 ‘渴’ 대신 ‘竭’이 그 역할을 하고, ‘渴’은 ‘목이 마름’

을 나타내는 데 쓰이게 된 현상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㵣’, ‘渴’, ‘竭’ 간에 의미항목

이 이동한 상황을 보여준다. “지금은 ‘竭’을 ‘水渴(물이 마름)’이라는 단어에 쓰고, 

‘渴’을 ‘飢㵣(배고프고 목마름)’이라는 단어에 쓰며”라는 설명에 의하면, 본래 ‘물이 

마름’이라는 단어에는 ‘渴’자를, ‘목이 마름’이라는 단어에는 ‘㵣’자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후 상황이 바뀌어 ‘물이 마름’이라는 단어에 ‘竭’자를, ‘목이 

마름’이라는 단어에는 ‘渴’자를 쓰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각 글자의 역할 변화 및 

사용자에 의한 폐기를 초래했다. ‘목이 마르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던 ‘㵣’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고, ‘渴’ 역시 ‘목이 마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

되면서 자신의 본래 의미인 ‘물이 마름’이라는 의미는 더 이상 나타내지 않게 되었

다고 본 것이다.

‘渴’과 ‘竭’이 ‘물이 마름’이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고금 관계로 묶인다는 점은 

說文解字注⋅第十一卷⋅水部 “渴(갈)은 다함이다.[渴, 盡也.]”에 대한 주에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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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渴’과 ‘竭’은 고금자이다. 옛날에는 ‘물이 마름’을 나타낼 때 ‘渴’을 많이 썼다. 

지금은 ‘渴’자로 ‘목마르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渴竭古今字. 古水竭字多用渴. 今則用渴爲㵣字矣.

주석에 따르면 ‘渴’은 본래 ‘다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다가 ‘물이 마르다’라는 의

미까지 나타내게 되었다. 그런데 ‘渴’에 ‘목이 마르다’라는 의미가 들어오면서 ‘물이 

마르다’라는 의미의 입지가 좁아진 것이다. 결국 ‘다하다’와 ‘물이 마르다’라는 의미

는 ‘竭’을 통해 나타내게 되었고 이 연결의미에 대하여 ‘渴’과 ‘竭’은 고금 관계로 묶

인다. “옛날에 ‘물이 마름’을 나타내는 글자로 ‘渴’을 많이 썼다.”라는 설명을 할 때 

‘물이 마름’이라는 단어를 “水竭”로 기록했다는 것은 단옥재 당시에 ‘물이 마름’이라

는 표현에 ‘竭’자가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옛날에는 그 글자를 ‘渴’자로 썼다

고 하 으니 ‘渴’과 ‘竭’ 이 두 글자는 고금자인 것이다.

이상에서 예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㵣’, ‘渴’, ‘竭’ 세 글자간의 의미 이동 상황

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㵣(A) 渴(B)

본의 본의 파생의미

목이 

마르다
다하다

물이 

마르다  → 

㵣(A) 渴(B) 竭(C)

본의 가차의 본의 파생의미

×
목이 

마르다
다하다

물이 

마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A), (B), (C)는 각각 의미를 전해 받는 관계이다. (A)는 

본의를 (B)로, (B)는 본의 및 파생의미를 (C)로 보냈고, 그에 따라 글자 (A)는 폐기되

고 (B)의 본래 의미인 ‘물이 마르다’는 더 이상 이 글자(‘渴’)로 나타내지 않게 되었

다. 이것이 바로 위의 두 예문을 종합한 내용이다.

이 예문을 들어 단옥재의 문자 ‘분화’ 현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겠다고 한 것은 

이들 간에 보이는 기능 분담 현상 때문이다. (B)가 본의 ‘다하다’ 및 파생의미 ‘물이 

마르다’를 나타내던 중 (A)가 나타내던 ‘목이 마르다’라는 의미까지 나타내게 되었을 

때 (B)의 의미부담량은 가중되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결국 (B)의 본의 및 파생의미

는 (C)라는 글자를 통해 나타내게 되었고, (B)는 본래의 의미가 아닌 가차의4)를 나

4) 이 의미를 가차의로 본 것은 ‘㵣’의 본의를 옮겨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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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는 데 전용( 用)되었다. 단옥재가 이 세 글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미항목의 이

동을 단계별로 직접 밝힌 것은 아니지만, ‘㵣’과 ‘渴’에 대한 주석내용을 정리해 보

면 그는 각 글자별로 의미 변화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이처럼 글자 간의 의미항목의 변화 및 이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단옥재가 고자

와 금자의 연결 관계를 설명한 것은 글자 A가 B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는 

여타의 방식과는 차별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주석의 주체인 단옥

재의 의도 및 주석 대상 텍스트가 ‘자전’이라는 점과 모종의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전에 수록된 글자, 그 글자에 대한 허신의 풀이말, 그리고 그 풀이말을 이해

하기 쉽도록 더 상세하게 풀어주기 위해 단옥재 자신이 인용한 경문에 기록된 글자

들 중 후대의 독자들이 이미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거나 후대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글자들이 있는 경우 이러한 설명이 필요하다. 필자는 단옥재가 언어의 변화나 

문자의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을 장악하고 있고, 이것은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글자

와 글자 사이를 이어줄 수 있었던 바탕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단옥재는 허신 원문에 기록된 글자들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이할 때, 같은 

뜻을 지닌 동의자를 사용하지 않고, 그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을 이어받아 이전 글자

의 기능을 대체하게 된 글자를 짚어주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 작업은 글자 간의 기

능분담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가능하다. 이들을 판별하고 이어주

는 일은 객관적 언어현상을 관찰하고 그에 따라 의미를 확정짓는 주석가로서의 태도

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궁극적으로 경전의 의

미를 명확하게 풀어내는 것에 있었다.

③ 垂, 陲

다음으로 說文解字注⋅第十四卷⋅𨸏部 “陲(수)는 위태로움이다.[陲, 危也.]”에 대

한 주를 보자.

허신이 ‘𡍮’를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로 풀이하고 ‘𨼦’를 ‘위태로움’이라고 풀이

옥재의 설명처럼 ‘渴’의 본의인 ‘물이 마르다’와 ‘㵣’의 본의인 ‘목이 마르다’ 간에는 매우 

밀접한 의미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이 점에서 이들 의미항목 간의 관계는 ‘본의’와 ‘파생의

미’의 관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단옥재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본래의 글자가 있는데 

다른 글자를 쓴 경우 모두를 ‘가차’로 보고 있다. 이러한 단옥재의 관점에 의거하면 ‘渴’이 

‘㵣’의 본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차용된 것이므로, 이와 같이 ‘가차의’로 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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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𡍮’가 ‘土’로 구성되었고, ‘𨼦’는 ‘𨸏(부)’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의

미로 ‘垂’가 ‘늘어짐’을 뜻한다면, ‘𨼦’는 ‘가장자리’를 뜻한다. ‘邊陲’가 사용되면서 

‘邊垂’는 폐기되었다.

許義𡍮訓遠邊, 𨼦訓危. 以𡍮从土, 𨼦从𨸏之故. 今義訓垂爲懸, 則訓𨼦爲邊, 邊陲行

而邊垂廢矣.

단옥재는 허신의 설해를 인용하여 ‘垂’는 본래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를, ‘陲’는 

본래 ‘위태로움’을 뜻하는 글자로서 각각의 글자를 구성하는 의미성분, 즉 ‘垂’는 

‘土’에서, ‘𨼦’는 ‘𨸏’에서 의미를 받아온 것이라고 하 다. 그러나 지금은 ‘垂’가 ‘늘

어짐’을 뜻하고 ‘陲’는 ‘가장자리’를 뜻한다고 하여 각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변하

음을 언급했다. 또 ‘邊陲(가장자리)’라는 단어에 ‘陲’가 사용되고 ‘垂’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여 ‘垂’와 ‘陲’가 ‘가장자리’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고금 관계임

을 밝혔다. 이상의 주석을 바탕으로 두 글자 간의 의미 이동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

垂 陲

본의1 본의2 본의

가장자리 늘어짐 위태로움  →  

垂 陲

본의1 본의2 본의 가차의

× 늘어짐 × 가장자리

의미항목의 이동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가장자리’라는 의미항목이 ‘𡍮’에서 ‘𨼦’

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결과만을 두고 본다면 ‘가장자리’라는 의미가 의미부 ‘土’보

다는 ‘𨸏’를 통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𨼦’가 이 의미항목을 전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5) 이와 같이 편방이 ‘추가’되는 고금 관계에서는 연결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각화할 수 있는 편방이 추가되는 경향성을 보이는 것 같다.

‘垂’ 한 글자를 기준으로 보면, ‘垂’가 ‘늘어짐’을 뜻하게 된 것은 이 글자의 본래 

의미인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늘어지다’라는 개

념은 물체의 끝이 아래로 처짐을 나타내는 것인데,6) 물체의 끝부분이 아래로 늘어지

는 것은 반대쪽이 어느 정도의 높이가 있는 공간의 끄트머리에 걸리거나 접촉한 상

태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어떠한 공간의 맨 가에 있는 것과 어딘가에 걸려 

있는 것은 공간적으로 ‘끄트머리’에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垂’의 

5) 3.2.1 [예4]에 대한 설명 참조.

6)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128   說文解字注에 나타난 段玉裁의 古今字觀 硏究

본의가 ‘가장자리’이고, ‘늘어지다’라는 의미항목이 그것에서 파생된 것으로 단정 짓

기는 어렵다. 일찍이 시⋅소아⋅도인사(都人士)의 “彼都人士, 垂帶而厲.(저 도성 양

반은 띠를 늘어뜨리고 휘청거리네.)”7)에서 ‘垂’가 ‘늘어지다’, ‘매달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보면, 허신이 풀이한 의미가 더 앞선 본래의 의미라고 보기 어렵기 때

문이다. 따라서 위의 그림에서는 ‘가장자리’와 ‘늘어지다’라는 의미 간의 연관성 및 

이른 시기의 기록에 ‘늘어지다’라는 의미항목의 용례가 있음을 근거로 ‘垂’가 초기부

터 이 두 개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고 보고, 각각을 ‘垂’의 ‘본의1’과 ‘본의2’로 정

해두었다.

문자의 분화는 ‘垂’와 ‘陲’ 사이에서 일어났다. 단옥재는 ‘垂’자가 ‘가장자리’와 ‘늘

어짐’이라는 의미항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고 설명하 고, 이 의미항목 중 ‘가

장자리’라는 의미항목은 나중에 ‘陲’라는 글자로 대체된 것으로 보았다. 허신의 설해

에 의하면 ‘陲’도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훗날 ‘가장자리’라는 의미를 나

타내는 것이 이 글자의 주요 역할이 되었다. 즉 ‘가장자리’라는 의미항목이 이 글자

의 주요 의미가 된 것이다. ‘垂’와 ‘陲’ 사이에서 ‘가장자리’라는 의미항목이 어떤 계

기를 통해 옮겨갔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한어대사전에 의하면 ‘陲’자

가 사용된 예 중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이 좌전임을 감안할 때, ‘陲’가 ‘垂’보다는 

나중에 생겼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8) 그렇다면 ‘가장자리’라는 의미는 ‘陲’보다

는 ‘垂’를 통해 먼저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그 시점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

나, ‘垂’가 ‘가장자리’와 ‘늘어지다’라는 의미항목을 나타내다가 나중에 ‘陲’가 ‘가장

자리’라는 의미항목을 담당하게 되면서 ‘垂’의 의미부담량은 전보다 경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고금자 사이에는 고자의 여러 의미항목 중 일부를 금자가 분담

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그만큼 문자 체계 내에서는 적은 글자로 많은 의미를 나

타내던 상태에서 차츰 문자를 늘려 세분화된 의미를 담당하는 방향으로 그 내부의 

개체수를 늘려갔던 흐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예를 통해서 한 글자가 부담하는 의미항목의 개수가 늘어나면 일부 의

미항목이 빠져나와 다른 글자를 통해 나타내지는 ‘분화’에 대한 단옥재의 인식을 볼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의미가 세분화되면서 그에 따른 글자의 파생도 동시

에 일어나는 것이 언어와 문자 체계의 큰 흐름이다. 그러나 언어와 문자 체계 내의 

변화는 ‘분화’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통합’의 경우도 있다. 다

7) 漢語大詞典 참조.

8) 바로 위의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垂’가 사용된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은 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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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으로는 한 글자가 다른 여러 글자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 통합 현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俾(비)⋅埤(비)⋅朇(비) → 裨(비)

먼저 說文解字注⋅第八卷⋅人部 “俾(비)는 더함이다.[俾, 益也.]”에 대한 단옥재의 

주를 보자.

‘俾’는 ‘埤’, ‘朇’, ‘裨’와 발음 및 의미가 다 같다. 지금은 ‘裨’가 사용되고 ‘埤’, 

‘朇’, ‘俾’는 모두 폐기되었다. 경전(經傳)에 기록된 ‘俾’는 모두 ‘使’로 풀이되며 다

른 풀이는 없다. 아마도 ‘더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것 같다. 이아⋅석고에서 

“俾, 從也.”라고 했고, 이아⋅석언에서 “俾, 職也.”라고 했는데 모두 파생된 의미이

다. 手部의 ‘挾’에 대하여는 “俾持.”라고 하 고, 亦部의 ‘ ’에 대하여는 “蔽人俾

.”이라고 하 다. 옛날에는 ‘卑’를 빌려 ‘俾’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 다.

俾 埤朇裨音義皆同. 今裨行而埤朇俾皆廢矣. 經傳之俾皆訓使也. 無異解. 葢卽益義

之引伸. 釋詁. 俾, 從也. 釋 . 俾, 職也. 亦皆引伸之義. 手部挾下曰, 俾持. 亦部 下

曰, 蔽人俾 . 古或假卑爲俾.

“지금은 ‘裨’가 사용되고 ‘埤’, ‘朇’, ‘俾’는 모두 폐기되었다.”에서 확인되는 사항은 

‘俾’와 ‘裨’, ‘朇’와 ‘裨’, ‘俾’와 ‘裨’가 각각 고금 관계를 이룬다는 점이다. 이들 관계

의 연결의미는 모두 ‘더하다’이다. 단옥재의 설명에 따르면 ‘俾’, ‘埤’, ‘朇’, ‘裨’ 네 

글자는 발음과 의미가 모두 같다. 이들은 시간 상의 선후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체 관계로 묶일 수 있다. 그러나 이어서 나오는 “지금은 ‘裨’가 사용되고 ‘埤’, 

‘朇’, ‘俾’는 모두 폐기되었다.[今裨行而埤朇俾皆廢矣.]”라는 설명에 의하면, ‘俾’, ‘埤’, 

‘朇’가 모두 ‘더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다가 결국 ‘裨’만 남고 나머지 

‘俾’, ‘埤’, ‘朇’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같은 의미와 같은 발음을 지닌 글자 네 개 

중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폐기되었는데, 이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글자 B, C, 

D의 기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글자 A로 통합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俾’를 제외한 ‘埤’, ‘朇’, ‘裨’ 세 글자는 모두 설문해자에 각각의 표제자로 수록

되어 있다. 허신은 이들 각각에 대하여 ‘俾’는 “더함이다.[益也.]”, ‘埤’는 “늘어남이

다.[增也.]”, ‘朇’는 “더함이다.[益也.]”, ‘裨’는 “더함이다.[益也.]”라고 풀이하 다. 이 

중 ‘裨’에 대해서는 “잇는 것이다.[接也.]”라는 설해가 가장 앞에 기록되어 있고, ‘더

하다’라는 의미는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다. 단옥재는 說文解字注⋅第八卷⋅衣部
의 ‘裨’에 대한 주에서 이 글자의 ‘더하다’라는 의미가 ‘옷’과 관련된 의미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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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 같다[按本 衣也. 引伸爲凡埤益之偁.]고 설명하 다. 이로써 

네 글자는 설문해자에서 ‘더하다’라는 의미로 풀이되는 동의자이고, 동시에 ‘卑’를 

성방으로 삼은 동음자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해 보자. 앞의 ‘俾’에 대한 주석을 통해서는 

‘俾’와 ‘裨’가 고금 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 나머지 글자에 대한 주석에서도 이들 관

계에 대한 단옥재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說文解字注⋅第十三卷⋅土部 ‘埤’에 대한 주에서 “이 글자는 部의 ‘朇’, 

衣部의 ‘裨’와 발음과 의미가 모두 같다.[此 部朇, 衣部裨音義皆同.]”라고 하 다. 

단옥재는 ‘俾’에 대한 주석에서와 마찬가지로 ‘朇’, ‘裨’, ‘埤’ 세 글자를 발음과 의미

가 같은 관계로 보았다. 또한 “보통 ‘曾’으로 구성되는 글자는 모두 ‘점점 높아짐’이

라는 의미를 갖는다. 部에서 “曾은 더함이다.”라고 하 는데 이것이 그 뜻이다. 보

통 ‘卑’로 구성되는 글자는 모두 ‘낮은 곳에서부터 높아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凡

从曾之字皆取加高之意. 部曰, 曾 , 益也. 是其意也. 凡从卑之字皆取自卑加高之意.]”

라고 하 는데, 이 설명은 ‘曾’과 ‘益’의 관계, ‘점점 높아짐’이라는 의미 요소를 공유

하는 ‘卑’와 ‘曾’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단옥재는 ‘曾’-‘益’-‘卑’ 세 글자가 

‘늘어남’, ‘점점 높아짐’, ‘더함’이라는 공간적 상승 또는 양적 팽창을 나타내는 의미

와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자 하 다. 물론 이러한 설명은 허신의 설해를 토대로 한 

것이다. 또한 자형이 모두 ‘卑’로 구성되어 있는 ‘俾’, ‘朇’, ‘埤’, ‘裨’ 네 글자가 발음

과 의미가 같았다고 했던 단옥재 자신의 주석내용과도 호응한다.

다음으로 說文解字注⋅第五卷⋅ 部 ‘朇’에 대한 주에서는 “ ‘朇’와 ‘裨’는 고금

자이다. 지금 ‘裨益’으로 쓰는 것을 옛날에는 ‘朇益’으로 썼다. ‘裨’가 사용되면서 

‘朇’는 폐기되었다.[朇裨古今字. 今字作裨益. 古字作朇益. 裨行而朇廢矣.]”라고 직접적

으로 둘의 관계를 밝혔다. 앞서 ‘埤’에 대한 주에서 ‘朇’, ‘裨’, ‘埤’ 세 글자의 발음과 

의미가 동일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에서 더 나아가 두 글자 사이의 관계를 보다 구체

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두 글자가 고금 관계라는 것은 ‘朇’의 ‘더하다’라는 의미를 

‘裨’가 이어받아 수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글자 사이에는 시간적 수직 관계

가 내포되어 있다.

또 說文解字注⋅第八卷⋅衣部 ‘裨’에 대한 주에서는 “ 部에서 “朇는 더함이다.”

라고 하 고, 土部에서는 “埤는 늘어남이다.”라고 하 다. 모두 자형은 다르지만 발

음과 의미는 같다.[ 部曰, 朇, 益也. 土部曰, 埤, 增也. 皆字異而音義同.]”고 하여 ‘裨’, 

‘朇’, ‘埤’가 발음과 의미가 같은 동음동의자 관계임을 다시 한 번 언급하 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옥재는 ‘俾’, ‘埤’, ‘朇’, ‘裨’ 네 글자가 동음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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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설명하 으며, 이들 중 ‘朇’와 ‘裨’에 대해서는 직접적

으로 고금자라고 밝혀 ‘朇’가 다른 두 글자 ‘俾’, ‘埤’보다는 ‘裨’와 더 가까운 관계로 

묶인다고 보았다. 그러나 유의해야 할 점은 여러 개의 동음동의자 그룹 내에서도 직

접 고금 관계임을 밝힌 글자만 고금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같은 의미를 지

니는 같은 발음의 글자, 즉 동음동의자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각각 구체적인 지칭 

대상이 별도로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각 글자들이 특수한 용어를 나타내는 데 일시

적으로 사용되고 일상에서 사용될 기회가 적다면 이들은 문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또는 같은 발음에 같은 의미를 지닌 글자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했었다

는 것은 어느 시점에 ‘더하다’라는 의미가 매우 세분화된 의미항목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세분화된 의미항목이 사람들의 언어생활 

속에서 사라지고, 그 문자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하여 세분화되

었던 의미항목들의 경계가 옅어지며 ‘의미의 일반화’ 경향을 따르고,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같은 발음의 글자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내

게 되는 통합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참고로 예에서 설명한 네 글자 간의 고금 관계 및 의미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

과 같다. 단옥재 주석에 따르면 ‘朇’와 ‘裨’가 고금 관계이므로 ‘더하다’라는 의미항

목이 ‘裨’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것은 앞의 세 글자들을 통해 나타낸 것보다 나중이었

을 것이다. 그러나 네 글자가 같은 시기에 ‘더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裨(1)’ 아래에 ‘더하다’라는 의미를 넣어 괄호로 묶었다.

俾⋅埤⋅朇 裨(1)

더하다
교차하다/잇다

(더하다)  → 

俾⋅埤⋅朇 裨(2)

×
교차하다

/잇다
더하다

② 窴, 塡

다음은 說文解字注⋅第七卷⋅穴部 “窴(전)은 채움이다.[窴, 𡫳也.]”에 대한 주이

다.

‘𡫳’은 각 판본에 ‘塞’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잡는다.9) 옥편에서 

9) ‘塞’은 허신의 설문해자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 글자가 지닌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 

허신의 책에는 ‘𡫳’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단옥재가 가능하면 허신의 원문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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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𥧑은 오늘날 ‘塡’으로 쓴다.”고 하 다. 내 생각에 ‘𥧑’과 ‘塡’은 의미가 같은 글자

로, ‘塡’은 사용되고 ‘𥧑’은 폐기되었다.

𡫳, 各本譌作塞, 今正. 玉篇曰, 𥧑, 今作塡. 按𥧑塡同義, 塡行而𥧑廢矣.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고금자는 ‘𥧑’과 ‘塡’이다. 이들 사이의 연결의미는 ‘채우다’

이다. 옥편에서 “ ‘𥧑’은 오늘날 ‘塡’이라고 쓴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의미를 지닌 

두 글자가 시간적 선후 관계로 이어지므로 고금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예 역시 앞에서 다룬 예와 마찬가지로 두 글자를 동의(同義) 관계로 명시하고 

있다.10) 사실 고금자는 의미 상 모두 동의 관계에 해당된다. 그런데 단옥재가 두 글

자가 ‘동의’임을 명확하게 제시한 예는 고자가 담당하는 의미항목이 늘어나 그것을 

분담하기 위해 금자가 만들어진 고금 관계와는 또 다른 유형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고자 A와 금자 B는 모두 어떤 동일한 의미항목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던 글자로서 

각각에 다른 의미항목의 추가나 변동사항 없이 A의 기능을 고스란히 B가 대신하게 

된 경우이다. 단옥재의 주석에 의하면 ‘𥧑’이 ‘채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

되었던 시점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塡’이 그 기능을 이어받아 더 보편적으로 사

용되면서 ‘𥧑’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글자의 기능 측면에서 이처럼 고자

의 기능을 금자가 이어받는 현상은 모든 고금자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고자가 의미

항목 일부를 금자로 넘겨준 후에도 나머지 의미항목을 담당하기 위해 계속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위의 예와 같이 완전히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두 글자의 경우에

는, 문자 체계 내에서 해당 의미항목을 나타내는 글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이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둘 중 하나는 폐기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의미항

목을 나타내는 글자가 여러 개 존재할 때, 그 기능이 하나의 글자로 통합되는 현상

으로 볼 수 있다. 즉 고금 관계를 이루는 글자들 중, ‘분화’를 겪은 쌍은 고자가 남

아 있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므로 글자도 계속 남게 되고, ‘통합’을 겪은 쌍

은 고자가 나타내던 의미를 금자가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것이므로 고자는 더 이

상 사용되지 않고 폐기된다. 글자의 고금 관계에는 이와 같은 ‘분화’ 및 ‘통합’의 움

직임이 내포되어 있다.11)

하고 따르고자 했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10) 說文解字注⋅第十三卷⋅土部 ‘塡’에 대한 주에서도 “塡과 𥧑은 발음과 의미가 같다[塡

𥧑音義同]”고 하 다.

11) 여기에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글자 중 ‘어떤 글자’가 선택의 대상자로서 더 우위

에 놓이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왜 A가 아닌 B가 남게 되었는지, 어떤 

요인 또는 어떤 요소로 인해 피선택자로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는지, ‘行廢’ 키워드 그룹 

중 외적인 면에서 어떤 경향성을 띠는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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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두 가지 예는 언어와 문자 체계의 변화가 끊임없이 분화를 향해 갈 뿐 아

니라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는 여러 문자들의 기능이 통합되어 그 수가 줄기

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글자의 의미와 자형의 분화가 지속되면서도, 그것이 지나

치게 세분화되어 문자 사용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는 정도에 이르게 되면 

같은 의미와 같은 발음을 지닌 글자 가운데 한 글자로 그 기능이 통합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간의 언어생활에서 무수히 존재하는 의미와 그것을 기록

하는 글자들이 무한대로 증식되지 않게 막아준다. 이 점에서 언어 및 문자의 분화와 

통합은 체계의 총량을 보존하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3장에서 볼 수 있듯이 단옥재는 글자와 글자 사이에 일어난 언어 및 문자 체계 내

의 입체적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두 글자가 고금 관계로서 

각각의 시대에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혹은 나타냈던 글자 음을 설명하 다. 언어 

변화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각 글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대상 텍스

트의 ‘본의’를 밝히고자 했던 단옥재의 주석 태도와 결부된다.12) 텍스트의 원래 모습 

구축과 관련된 ‘본의’ 및 ‘본자’에 대한 논의는 이후 4.2.2에서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

이다.

4.1.2 성동(聲同)과 의동(義同)의 동일시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언어관 그 두 번째는 문자의 의미를 파

악하는 데 있어 발음이 같으면 의미도 같다고 인식하 다는 점이다. 3장의 고금자 

유형 분류에 따르면 고금자 그룹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4.1.1에서 

설명한 체계 내의 변화가 네 가지 유형 중 고자와 금자 사이에 편방이 교체, 추가 

또는 탈락된 예를 위주로 설명했다면, 이 부분의 내용은 자형이 전혀 다른 고금자 

그룹을 위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글자의 발음과 의미 간의 긴밀한 연관성

에 대한 단옥재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13)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고금자 관계에서 자형 상의 연관성은 필수조건이 아니다. 이 

점은 자형이 전혀 다른 고금자가 전체 고금자 중 약 21.3%를 차지한다는 것만 보아

12) 胡奇光(李宰碩 譯, 1997:366)은 단옥재가 대진(戴震)과 마찬가지로 說文解字와 ≪십삼경

(十三經)≫을 비교하 으며, 그 결과 경전에는 대부분 인신의와 가차의가 사용되었고, 說
文解字에는 대부분 본의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발견하 다고 하 다.

13) 물론 앞의 세 가지 유형처럼 편방이 추가, 교체, 탈락한 경우에도 발음-의미 간의 긴밀한 

관계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고자와 금자가 자형 상 어떠한 연관성도 없는 경우가 한자

의 자형⋅발음⋅의미 중 발음과 의미 두 요소 간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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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알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고금자는 고자와 금자가 글자 파생의 전후 관계로 

묶이지 않는다. 이들은 고금 간의 용자 상황 변화를 반 하고 있으며, 단옥재는 하나

의 의미 M을 나타내는 데 있어 앞선 시기에 사용됐던 혹은 기록됐던 글자와 나중에 

사용되거나 기록됐던 글자를 고금 관계로 이어주었다. 이 때 두 글자의 발음이 같으

면 연결의미를 공유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점이 단옥재 언어관의 특징이다. 다음에서 

몇 가지 예를 통해 이러한 인식이 드러난 부분을 확인해 보자.

① 余, 予

단옥재는 說文解字注⋅第二卷⋅八部 ‘余’에 대한 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시와 서에서는 ‘予’를 쓰고 ‘余’를 쓰지 않았다. 좌전에서는 ‘余’를 쓰고 

‘予’를 쓰지 않았다. 예기⋅곡례⋅하의 “제후에게 조회를 받고 벼슬을 나누어주며 

나라의 여러 일을 맡기는 이는 나 한 사람이다.”라는 구절에 대한 주에서 “의례⋅
근례에서 ‘백부께서 오심에 나 한 사람이 그것을 기뻐한다.’고 하 다. ‘余’와 ‘予’

는 고금자이다.”라고 하 다. 고금자라는 것은 예경 고문(앞의 의례⋅근례)에서 

‘余一人’이라고 쓰고, 예기(앞의 ｢곡례｣)에서 ‘予一人’이라고 쓴 것처럼, 무엇보다 

발음이 같고 옛날에는 저것으로 쓰고 지금은 이것으로 쓰는 서로 다른 글자이다. 

‘余’와 ‘予’는 본래 별개의 글자이고 의미도 다르다. ‘予’와 ‘余’가 본래 같은 글자

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詩書用予不用余. 左傳用余不用予. 曲禮下篇, 朝諸矦分職授政任功, 曰予一人. 注云, 

覲禮曰伯父寔來, 余一人嘉之. 余予古今字. 凡 古今字 , 主 同音, 而古用彼今用此

異字. 若禮經古文用余一人, 禮記用予一人. 余予本異字異義, 非 予余本卽一字也.

위에서는 ‘余’와 ‘予’의 고금 관계가 언급되었다. 단옥재는 경전의 예를 들면서 

‘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 시와 서에서는 ‘予’를 쓰고 좌전에서는 ‘予’

를 쓴 차이점을 제기한다. 이어서 예기⋅곡례의 ‘予一人’에 대한 주에서 예경 고

문의 ‘余一人’과 그것이 같은 의미라고 한 점을 들어, ‘나’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한 ‘余’와 ‘予’의 고금 관계를 언급하 다. 단옥재의 주석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듯

이, 그는 고금자에 대하여 “발음이 같고”, “옛날에는 저 글자로, 지금은 이 글자로, 

(이렇게) 서로 다른 글자를 쓰는 경우”라고 설명하 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余’와 

‘予’가 고금자로 묶이기는 하지만 본래부터 같은 글자가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 두 글자는 본래 별개의 글자로서 각기 다른 의미를 나타냈는데, 사용 상황의 변

화를 겪으면서 ‘予’가 ‘余’가 나타내던 ‘나’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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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옥재가 이들을 고금자로 묶은 1차 근거는 경전의 기록과 그에 대한 주석서의 내

용이었다. 예기⋅곡례의 구절에 대한 정현의 주에서 인용한 의례⋅근례의 구문

에서 ‘予’가 ‘余’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이 이들 고금 관계 확정에 근거가 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비슷한 형식의 구문에서 A 대신 B가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A와 B를 고금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고자에서 금자로의 역할 이

양은 두 글자 간의 연결의미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실리는 그릇이 바뀌는 일이다. 

즉 ‘나’라는 연결의미가 고자 ‘余’를 통해 나타내지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 ‘予’를 

통해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이 단옥재의 “두 글자는 고금자이다”라는 설명에 내포된 

뜻이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의미를 주고받는 두 글자의 관계에서 해당 의미가 실리는 그

릇인 고자와 금자의 발음은 완전히 같거나 적어도 비슷한 계열이 되어야 한다. 고금

자 그룹 중 편방이 추가, 교체, 탈락된 유형은 대부분 성방을 공유하고, 그 성방은 

해당 글자의 발음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로서 성방 자체에 고금자간의 의미적 혹은 음

성적 동질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는 달리 자형 상 전혀 관계가 없는 그룹의 고금자는 연결의미를 공유하는 고

자와 금자 사이에 ‘성방’과 같은 구조적인 공통요소를 지니지 않는다.14) 성방이라는 

자형 상의 요소를 공유하지 않은 두 글자가 연결의미를 주고받는 고금 관계로 이어

지기 위해서는 발음과 의미가 같아야 한다. 즉 고금 관계의 중심에 있는 연결의미를 

전달하는 소리―단어의 발음―와 고자와 금자 두 글자의 발음이 일치한다는 점에 근

거하여 이들을 고금 관계로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공통된 요소의 자형에서 발현되

는 의미를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 발화되는 단어의 음가와 각 글자의 음가가 같다는 

점을 통해 그 소리를 통해 전달되었던 연결의미를 두 글자가 주고받게 되었음을 인

정한 것이다. 이 부분을 통해 단옥재는 두 글자의 발음이 같으면 의미도 통할 수 있

다고 생각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단옥재가 글자의 가차 현상을 설

명하는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다음에서 가차 관계에 대한 단옥재의 

설명을 살펴보자.

② 𡚽, 好

說文解字注⋅第十二卷⋅女部 ‘𡚽(호)’에 대한 설해에서 허신은 “상서⋅홍범(洪

14) 또한 편방이 교체된 그룹 중 형방이 같고 성방이 다른 경우는 ‘발음’과 ‘의미’의 연관성

을 논함에 있어 자형 상 무관한 그룹과 더 가까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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範)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하 다.[商書曰, 無有作𡚽.]”라고 하 다. 

이에 대한 단옥재의 주를 보자.

｢홍범(鴻範)｣의 문장이다.15) 지금의 상서에는 ‘𡚽’가 ‘好’로 되어 있다. 이는 경

전을 인용하여 가차임을 설명한 것이다. ‘𡚽’는 본래 ‘사람의 성(姓)’으로 풀이하며, 

‘好惡’를 뜻하는 진짜글자는 따로 있었다. 그런데 벽중고문(壁中古文)에서는 ‘𡚽’를 

빌려 ‘好’의 의미를 나타냈다. 이것을 통해 옛날에 가차가 반드시 본래의 글자가 없

는 경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발음이 같으면 통용하는 용

법의 발단이었다.

鴻範文. 今尚書𡚽作好. 此引經說叚借也. 𡚽本訓人姓, 好惡自有眞字. 而壁中古文叚

𡚽爲好. 此以見古之叚借不必本無其字, 是爲同聲通用之肈耑矣.

위의 주석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의 상서에는 ‘좋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𡚽’가 아닌 ‘好’를 썼다. 벽중고문 판본에는 ‘𡚽’가 ‘좋다’는 의

미를 기록하는 데 사용되었다. ‘𡚽’는 ‘好’ 대신 쓰인 글자이다. 둘째, 이른 시기부터 

‘𡚽’와 ‘好’는 별개의 글자로 존재했는데,16) ‘𡚽’가 ‘好’ 대신 쓰 으므로 이들은 가차 

관계이다. “옛날에는 가차가 반드시 본래의 글자가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졌던 것이 

아님을 볼 수 있다”고 한 단옥재의 설명은 그가 가차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고유

한 글자가 없을 때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글자를 빌려 쓰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두 글자의 발음이 같아 한 쪽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를 위해 다

른 한 쪽을 빌려 쓰기도 한다는 것이다.

단옥재가 주석의 말미에서 “이는 발음이 같으면 통용하는 용법의 발단이었다.”라

고 말하여 단옥재를 포함한 후대, 특히 청대 학자들의 훈고에서 발음이 같으면 의미

도 같다고 보는 해석방식이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강조하 다. 이것은 어떤 글

자를 이루는 ‘발음’-‘의미’-‘자형’ 세 요소 중 자형과 그에 내재된 의미가 필연적 관

계로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발음이 곧 의미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발음이 같은 서로 다른 자형의 글자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

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고가 마련될 수 있었다.

③ 遟, 夷

15) 원문에는 ‘洪範’이 아닌 ‘鴻範’으로 되어 있다.

16) 설문해자에는 說文解字⋅第十二卷⋅女部 “𡚽, 人姓也.”, 說文解字⋅第十二卷⋅女部
“好, 媄也.”로 각각의 뜻을 지닌 별개의 글자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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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說文解字注⋅第五卷⋅夊部 ‘夌(능)’은 “점점 쇠락함을 뜻하기도 한다.[一

曰夌𢕌也.]”17)라고 한 허신의 설해에 대한 주이다.

彳部에서 “徲(지)는 ‘오래’이다.”라고 하 다.18) 보통 ‘陵遟’, ‘陵夷’라고 하는 것은 

모두 ‘夌𢕌’로 써야 하는데, 지금은 ‘陵遟’와 ‘陵夷’로는 사용되나 ‘夌𢕌’는 폐기되었

다. 옥편에서는 “夌은 ‘늦음’이다.”라고 하 고, 광운에서는 “ ‘陵’은 ‘늦음’이다. 

‘遟’는 ‘𢕌’와 같다.”라고 하 으며, 광류정속(匡謬正俗)에서는 ‘陵遟’에 대하여 “ ‘陵’

은 ‘陵阜(언덕)’의 ‘陵’이고, ‘遟’는 서서히 미세하게 깎여서 작아진다는 의미이다. 

옛날에는 ‘遟’와 ‘夷’가 통용되어 간혹 ‘陵夷’라고 썼는데 그 의미는 같다. …”라고 

풀이하 다. (중략) ‘遟’는 옛날에 ‘夷’처럼 발음했고, ‘夌’과 ‘夷’는 첩운 관계이다.

彳部曰, 徲, 久也. 凡 陵遟、陵夷當作夌𢕌, 今字陵遟、陵夷行而夌𢕌廢矣. 玉篇云, 

夌, 遟也. 廣韵云, 陵遟也. 遟 𢕌同也. 匡謬正俗釋陵遟曰, 陵爲陵阜之陵. 而遟 , 遟
遟微細削 之羲. 古遟夷通用, 或 陵夷, 其義一也. …. (중략) 遟古讀如夷, 夌夷㬪韵字

耳.

위의 주석을 통해 보려는 단어는 ‘陵夷(陵遟)’이다. 현재 한어대사전에는 ‘陵遟’

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陵夷’가 ‘언덕이 평평한 모양’, ‘쇠퇴하다, 쇠락하다’, ‘평평

해지다’ 등의 의미로 수록되어 있다. 모두 높이 솟아 있는 상태에서 낮고 평평한 상

태로 변화한다는 의미와 관련된 것으로 앞의 글자 ‘陵’의 ‘언덕’이라는 의미, 뒤의 

글자 ‘夷’의 ‘평평하다’라는 의미가 결합하여 이 단어의 의미를 이루고 있다.

주석에서 ‘陵夷’와 같은 의미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언급된 것은 ‘陵遟’와 ‘夌𢕌’이

다. 단옥재는 이 중 ‘陵夷’와 ‘陵遟’는 계속 사용이 되고 ‘夌𢕌’는 폐기되었다고 하

다. 이들 ‘陵遟’, ‘夌𢕌’, ‘陵夷’를 글자별로 분리하여 각각의 고금 관계를 따져 보면, 

앞의 글자는 [夌 : 陵]으로, 뒤의 글자는 [𢕌 : 遟/夷]로 각각 고금 관계가 된다. 이 

표기방식의 용례를 설명하는 데 있어 근거로 삼은 것은 옥편, 광운, 광류정속
등으로, 이들 자료에는 모두 ‘陵遟’로 기록되어 있다. ‘夌’과 ‘陵’의 고금 관계에서는 

고자에 형방이 더해진 글자가 금자가 된 경우로서 발음을 나타내는 구성성분이 그대

로 남아 유지되고 있으며, 이 자형의 소리를 통해 의미 역시 연결되고 있다. 뒤의 글

자 ‘𢕌’와 ‘遟/夷’의 관계에서 ‘𢕌’와 ‘遟’ 역시 형방만 달라진 것으로서 두 글자 사이

의 연관 관계가 시각적으로 확인이 된다. 그러나 ‘𢕌’와 ‘夷’는 자형이 전혀 달라서, 

동일한 의미를 중심으로 두 글자가 엮이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17) 이 글자는 ‘遲(지)’와 이체 관계로 수록되어 있다. (漢典 ‘𢕌’ 검색결과 참조.)

18) 허신의 원문에 사용된 글자는 ‘𢕌(지)’이지만, 단옥재의 주석에서 인용한 내용은 ‘徲’에 대

한 설해이다. 단옥재는 두 글자를 이체 관계로 여겨 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해

자에 ‘𢕌’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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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𢕌’와 ‘夷’는 본래 별개의 글자로서 서로 ‘통용’되다가 ‘夷’자 쪽으로 그 기능이 

이전된 후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단옥재는 광류정속에서 “옛날에는 ‘遟’와 

‘夷’가 통용되어 간혹 ‘陵夷’라고 썼는데 그 의미는 같다.”라고 한 설명을 인용하고, 

이에 덧붙여 “ ‘遟’는 옛날에 ‘夷’처럼 발음했다”고 설명하 다. 즉 이들이 통용될 수 

있었던 이유로 두 글자의 발음이 비슷했다는 점을 든 것이다. ‘遟’는 ‘遲’의 주문(籒

文)으로19) 설문해자에는 ‘遲’자가 수록되어 있다. ‘遲’의 발음은 ‘直尼切[지]’이며 

단옥재는 이 발음이 15부에 속한다고 하 다.20) 한편 ‘夷’의 발음은 ‘以脂切[이]’이며 

역시 15부에 속한다.21) 이처럼 두 글자 모두 古音이 15부에 속하는 같은 계열의 발

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遲’자 대신에 ‘夷’를 사용하는 통용 현상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22) 또한 “ ‘夌’과 ‘夷’가 첩운 관계”라고 한 부분은 ‘夌’과 ‘𢕌’가 첩운 관계로

서 하나의 단어를 이루고 있었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즉 ‘夌’과 ‘夷’가 첩운 관계이

므로 ‘𢕌’가 아닌 ‘夷’를 쓸 수도 있었다는 해설의 의도를 담고 있다. 여기에서도 ‘글

자의 소리’보다 ‘단어의 소리’를 상위에 두고 그 발음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글자 통

용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단옥재의 언어관을 확인할 수 있다.

④ 副, 劈

說文解字注⋅第四卷⋅ 部의 “劈(벽)은 부수는 것이다.[劈, 破也.]”에 대한 주를 

보자.

이 글자의 의미는 ‘副’와 비슷하긴 하지만 같지 않다.23) 지금은 ‘劈’으로 ‘副’의 

19) 說文解字注⋅第二卷⋅辵部 ‘遲’에 대한 주에서 “ ‘遲’의 주문(籒文)은 ‘屖’로 구성된다.

[籒文遲从屖.]”고 하 다.

20) 說文解字注⋅第二卷⋅辵部 ‘遲’에 대한 주 참조.

21) 說文解字注⋅第十卷⋅大部 ‘夷’에 대한 주 참조.

22) ‘夷’는 전국(戰國) 시기 때 이미 ‘평평함’이라는 의미와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된다. 漢語大詞典에 따르면 ‘높이 솟은 건축물을 무너뜨리다’라는 의미로 쓰인 예문으

로 국어⋅주어(下)의 “이로써 사람들은 종묘를 무너뜨리고 불로 제기(祭器)를 태웠다.

[是以人夷其宗廟, 而火焚其彝器.]”라는 문장이 제시되어 있다. 이것은 같거나 비슷한 발음

을 지닌 글자를 사용할 경우에도 기존에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던 글자를 선택했을 가능

성을 보여준다. 단옥재가 같거나 비슷한 발음을 가진 글자 사이의 통용을 언급할 때 이러

한 현상에 대해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그가 자형이 전혀 다른 두 글자를 고금 관

계 혹은 가차 관계로 묶은 예를 보면, 두 글자 간의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면서도 비슷한 

의미계열에 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점은 동원사(同源詞)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

23) 說文解字⋅第四卷⋅ 部 “副, 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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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나타낸다. ‘劈’이 사용되면서 ‘副’는 폐기되었다. ‘劈’과 ‘副’는 고문경에서 

서로 통용했던 글자로서, 주례⋅춘관⋅대종백(大宗伯)에 “疈辜祭(희생을 갈라 제

사에 올린다)”라는 구절이 있다.24) ‘疈(부)’는 一部에 속하므로 ‘疈’로 쓰고 ‘罷’의 

의미를 나타낸다. 정중은 희생을 갈라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풀이하 다. ‘罷’, ‘披’, 

‘破’는 모두 17부에 속하고 ‘劈’은 16부에 속하는데, 이것이 이 글자들의 발음과 의

미가 서로 통한다는 증거이다. 주례⋅고공기( 工記)에서는 ‘薜(벽)’으로 ‘劈’의 의

미를 나타냈고, 주에서 “ ‘薜’은 부서지는 것이다.”라고 하 다. 또 ‘擘(벽)’을 빌려 

나타내기도 하는데 장형(張衡)의 부(賦)에서 “分肌擘理(살을 나누어 쪼개고 가르다)”

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此字義 副近而不同, 今字用劈爲副. 劈行而副廢矣. 劈 副古經有相通 , 大宗伯疈

辜祭. 疈在一部, 故書疈爲罷. 大鄭釋爲披磔牲以祭. 罷披破同十七部, 劈在十六部, 此其

音義相通之證也. 工記假薜爲劈, 注云, 薜, 破裂也. 又或假擘爲之, 張衡賦云分肌擘理

是也.

위에서 언급한 고금 관계의 글자는 ‘副’와 ‘劈’이며, 이 둘 사이의 연결의미는 ‘부

수다’이다. “지금은 ‘劈’으로 ‘副’의 의미를 나타낸다. ‘劈’이 사용되면서 ‘副’가 폐기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副’가 아예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부수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있어 ‘劈’이 ‘副’의 역할을 이어받게 되었고 그 결과 ‘副’가 

더 이상 ‘부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폐기되었다’

고 한 것이다. 단옥재가 두 글자의 의미가 비슷하긴 하지만 같지는 않다고 한 것은 

허신의 원문에 ‘副’가 다른 의미로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관계에서 주목할 부분은 ‘副’와 ‘劈’이 고금 관계로서 연결의미를 공유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음과 의미의 긴밀한 연결성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단옥재는 

고문경에서 ‘副’와 ‘劈’이 통용되었다고 하 고, ‘疈(부)’자가 쓰인 예문과 주석을 통

해 ‘疈’가 ‘罷’와 통하며 ‘부수다’, ‘쪼개다’ 계열의 의미로 쓰 다고 하 다. 여기에

서 ‘疈’와 ‘罷’의 연관 관계를 설명할 때 ‘疈’는 1부에 속하고, ‘罷’, ‘披’, ‘破’는 모두 

17부에 속하며, ‘劈’은 16부에 속한다는 점을 언급하 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이

들의 발음과 의미가 서로 통한다는 증거라고 하 다. 이처럼 ‘副’와 ‘劈’의 고금 관

계, 그리고 해당 의미를 둘러싼 ‘罷’, ‘披’, ‘破’의 가차 현상에 대한 설명에서 단옥재

가 어떤 단어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소리’를 명시하기 위해 다른 글자들을 

가져다 썼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어떤 글자의 발음이 같으면 의미도 같다고 여

겼던 단옥재의 인식이 반 되어 있다.

24) 周禮⋅春官⋅大宗伯 “以疈辜祭四方百物”



140   說文解字注에 나타난 段玉裁의 古今字觀 硏究

인간의 언어는 의미를 지닌 소리로 발화되며 문자로 기록되어 시각화된다. 인간 

언어의 말소리를 통해 나타나는 의미를 청각표상이라고 하고 문자를 통해 나타나는 

의미를 시각표상이라고 할 때, 한자는 시각표상이 청각표상보다 먼저 인식되는 문자

인 까닭에 시각표상이 지니는 음성적 요소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물론 하

나의 한자는 어떠한 독립 단위의 개념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그 개념을 담은 단어

가 음성언어로 발화될 때의 음가도 가지고 있다. 다만 표음문자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음가의 표기 성분이 문자를 통해 직접적으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여겨질 만큼 자형과 

의미 간의 관계가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인식된다. 즉 한자 역시 다른 문자와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에 걸쳐 음성언어를 기록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고 일정한 체

계를 갖추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형을 통한 의미 인식이 두드러진다는 특성으로 

인해 음성언어 층위의 소리를 기록하는 문자로 인식하기까지 실로 오랜 시간이 걸렸

다.

한자의 파생이 언어의 변화를 반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사람들의 언어체

계 내의 여러 단어들을 나타내는 수단으로서 매 글자 자체에 ‘발음’이라는 요소를 

늘 동반하고 있다. 어떤 단어 A와 그것에서 파생된 A′라는 의미는 발음이 같거나 비

슷한 경우가 많다. 이들이 각기 다른 글자로 ‘표기’되는 경우라고 해도 파생의 발원

지에 해당하는 그 글자의 발음은 파생된 단어들의 그룹에서 내부의 의미체계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축이 되기도 한다. 사실 이 점은 고-금 관계 두 글자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며, 고-금 관계를 둘러싼 글자들의 의미항목들을 예로 들어야 설명이 가능

하다.

단옥재는 여러 기록을 근거로 하여 두 글자의 발음이 같으면 의미가 통하여 서로 

통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 고, 이를 통해 글자와 글자 사이의 관계를 잇고, 설명 대

상 글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풀이하 다. 단옥재의 이러한 인식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향력을 발휘해 온 ‘자형’의 구속에서 벗어난25) 것이었다는 점에서 학술사적 의의

가 있으며, 이와 같은 의미 도출 방식은 경전에 기록된 글자의 ‘실제 의미’를 찾는 

데 의미 있게 활용되었다.

4.2 단옥재 고금자관 분석

25) 王力(2006:1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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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고금자를 설명하는 단옥재의 주석을 통해 의미의 변화와 그에 따른 문자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반 된 단옥재의 언어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절에

서는 고금자를 다루는 단옥재 관점의 특징에 대해 크게 형식과 내용 두 가지 측면으

로 나누어 논의하겠다.

4.2.1 고 자에 한 면 ⋅체계  인식

첫 번째 특징은 형식적인 측면으로 단옥재가 고금자 현상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

적으로 인식하 다는 점이다. 단옥재는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고-금’이라는 관계의 

網 속에 포함되는 글자들의 새로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았다. 필자는 이

러한 관점이 설문해자주 전체에 걸쳐 주석내용이 서로 대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는 점에서 ‘전면적’이며, 그러한 설명이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체계를 이

룬다는 점에서 ‘체계적’이라고 생각한다.

2장의 고금자 서술양상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옥재 고금자 설명의 대상은 

허신의 설해 및 주석에서 사용된 글자이다. 이는 대부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거나 글자의 모양이 변화하여 후대 사람들의 혼동을 야기하는 글자들이다. 단

옥재는 고금 관계를 설명함에 있어 그 관계를 구성하는 글자 중 하나가 설문해자
의 표제자로 수록되어 있다면, 대체로 그 글자의 주석에서도 해당 글자와 고금 관계

에 있는 글자를 제시하 다. 물론 고금 관계를 구성하는 두 글자 모두 설문해자에 

표제자로 수록된 경우도 있다. 허신 원문에 표제자로 각각 수록되어 있는 글자 A와 

B가 후에 고금 관계로 묶이게 된 경우, 단옥재는 A와 B의 주석에서 모두 이들의 고

금 관계를 설명하 다. 뿐만 아니라 C라는 표제자에 대한 주석에서 A와 B의 고금 

관계를 언급하게 되었는데 글자 A 혹은 B가(또는 A와 B 모두) 표제자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주석에서 A-B 사이의 고금 관계를 언급하 다.

단옥재에 의해 고금 관계로 묶인 글자 중 허신의 원문에 표제자로 수록된 글자들

은 허신의 시대에는 각각의 의미를 지닌 별개의 문자로 존재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단옥재는 해당 글자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겪었을 경우, 그 글자가 포함되는 

고금 관계를 해당 글자의 주석에서 모두 밝혀주었다. 그것은 설문해자의 표제자 

하나하나를 낱개의 점으로 보았을 때, 점과 점이 서로 대응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다.26) 이와 같은 형식의 고금자 관계 설명은 설문해자주 곳곳에서 보인다. 다음에

26) 두 글자의 주석 내용이 상응하는 현상을 고금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옥재는 어떤 표제자 A에 대한 주석에서 글자 B에 대한 언급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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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몇 가지 예를 통해 고금 관계를 구성하는 글자에 대한 주석내용이 어떻게 상응하

는지 확인해 보자.

먼저 說文解字注⋅第五卷⋅㠭部 “𡫳(색)은 가득 채우는 것이다.[𡫳, 窒也.]”에 대

한 주를 보자.

穴部에서 “窒(질), 𡫳也.”라고 하 다. 이 글자는 土部의 ‘塞(색)’과 발음은 같으나 

의미가 다르다. 心部의 ‘㥶(색)’과는 발음이 같고 의미가 비슷하다. ‘塞’은 ‘隔(막다)’

이고 ‘隔’은 ‘塞(막다)’으로, ‘𡫳’이나 ‘窒’과는 의미가 다르다. ‘㥶’은 ‘채움’이고, ‘實’

은 ‘넉넉함’이다. 이 글자는 ‘𡫳’이나 ‘窒’과 의미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채우다’

라는 뜻을 나타내는 데에는 모두 ‘𡫳’자를 써야 한다. ‘塞’이 사용되면서 ‘𡫳’과 ‘㥶’

이 모두 폐기되었다.

穴部曰, 窒, 𡫳也. 此 土部塞, 音同義異. 心部㥶, 音同義近. 塞, 隔也. 隔, 塞也. 

𡫳窒訓别. 㥶, 實也. 實, 富也. 𡫳窒訓近. 凡塡塞字皆當作𡫳. 自塞行而𡫳㥶皆廢矣.

단옥재는 표제자 ‘𡫳(색)’에 대한 설해에 사용된 ‘窒(질)’이 설문해자에서 “𡫳也”

로 풀이되어 있음을 밝혔다.27) 그리고 이어서 ‘𡫳’자가 ‘塞(색)’과는 발음이 같고 의

미는 다른 ‘음동의이(音同義異)’ 관계이고, ‘㥶(색)’과는 발음이 같고 의미는 비슷한 

‘음동의근(音同義近)’ 관계라고 하 다. 그는 ‘塞’이 ‘隔’으로 풀이되는 ‘막다’라는 의

미의 글자로서, ‘𡫳’이나 ‘窒’과는 의미가 다른 글자임을 분명히 하 다. 아마도 ‘𡫳’

은 어떠한 공간에 무엇인가를 채워 넣는 것이고, ‘塞’은 두 개체 사이에 무엇을 두어 

가로막는 것으로 보고 의미를 구별한 것 같다. 또한 ‘㥶’이 ‘實’로 풀이되는 ‘채움’이

라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면에서 ‘𡫳’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유사하다고 설명하 다. 

‘𡫳’과 ‘㥶’과 ‘塞’은 이처럼 의미 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 관계이며, ‘𡫳’, ‘㥶’ 

두 글자가 나타내던 ‘채움’이라는 의미를 언제인가부터 ‘塞’을 통해 기록하게 되었으

므로, ‘채움’이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고금 관계를 이룬다고 한 것이다.

한편 단옥재는 ‘채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에는 ‘塞’이 아닌 ‘𡫳’을 써야 한

다고 주장하 다. 이것은 앞서 언급하 듯이 ‘𡫳’과 ‘塞’의 의미가 다르고 ‘塡塞’이라

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했을 때 두 글자 중 ‘𡫳’을 쓰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자사용 상황의 변화에 따라 ‘塞’자가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던 ‘𡫳’과 ‘㥶’의 

되었을 경우, B 글자에 대한 주석에서도 A 글자와의 연관되는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다.(예: ‘전주’나 ‘호훈’ 등으로 묶이는 관계) 그리하여 설문해자주에서 어떤 표제자에 

대한 주석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그 글자와 여러 관계로 맺어지는 글자들에 

대한 주석을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27) 說文解字注⋅第七卷⋅穴部 ‘窒’자에 대한 설해 및 주석 참조. 단옥재는 이 부분의 주석

에서도 ‘𡫳(𡨄)’ 대신 ‘塞’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하여 언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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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대신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들 글자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 다. 그리

하여 ‘𡫳 또는 㥶’과 ‘塞’은 ‘채우다’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묶이는 고금 관계가 

되는 것이다.

‘𡫳’자에 대한 주석에서 고금 관계 혹은 ‘발음은 같으나 의미가 다른’ 관계나 ‘발

음이 같고 의미가 비슷한’ 관계로 설명한 ‘塞’과 ‘㥶’은 모두 허신의 원문에 표제자

로 실려 있는 글자들이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글자에 대한 주석에서 단옥재가 이들 

관계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說文解字注⋅第十卷⋅心部
“㥶(색)은 채움이다.[㥶, 實也.]”에 대한 주의 일부를 보자.

… 시⋅용풍(鄘風)⋅정지방중(定之方中)의 “秉心塞淵(마음가짐이 성실하고 깊

음)”과 시⋅대아⋅상무(常武)의 “王猷允塞(왕의 계책이 진실로 빈틈없음)”은 모두 

마찬가지다. 정현의 전(箋)에서 “塞, 充實也.(‘塞’은 가득 차 있음이다.)”라고 하 고, 

금문상서(今文尙書, 서⋅고령요( 靈 )) “文塞晏晏.(가득 차 있고 편안하다.)”에 

대한 정주(鄭注)에서는 “道德純僃 之塞.(‘道’와 ‘德’이 순수하게 갖추어져 있는 것을 

‘塞’이라고 한다.)”이라고 하 다. ‘道德純僃(‘道’와 ‘德’으로만 채워짐)’는 ‘가득 차 

있음’을 뜻한다. 서⋅고요모(咎繇謨)의 “剛而塞.(강직하고 성실하다.)”이 사기⋅하

본기(夏本紀)에는 “剛而實.”로 기록되어 있다. 살펴보면 㠭部에서 “𡫳은 가득 채우

는 것이다.”라고 하 고, 穴部에서 “窒은 가득 채우는 것이다.”, “窴(전)은 가득 채우

는 것이다.”라고 하 다. ‘𡫳’은 폐기되었고 민간에서는 ‘塞’을 많이 썼다. ‘塞’의 뜻

은 ‘막다’로, 그 의미(‘가득 채움’)가 아니다. 시⋅패풍⋅연연(燕燕)과 시⋅용풍⋅
정지방중, 서⋅요전(堯典)과 서⋅고요모(咎繇謨) 등에 나오는 ‘塞’자는 모두 

‘𢥛(색)’28)으로 써야 한다. 가차할 경우에도 ‘𡫳(색)’을 빌려야지 ‘𡫼(색)’29)을 빌려서

는 안 된다. …
… 詩秉心塞淵, 王猷允塞皆同. 鄭箋云, 塞, 充實也. 今文尙書. 文塞晏晏. 鄭注 靈

云, 道德純僃 之塞. 道德純僃, 充實之意也. 咎繇謨. 剛而塞. 夏本紀作剛而實. 按㠭
部曰, 𡫳, 窒也, 穴部曰, 窒, 𡫳也, 窴, 𡫳也. 𡫳廢而俗多用塞. 塞, 隔也, 非其義也. 至

若燕燕, 定之方中, 堯典, 咎繇謨諸塞字又皆當作𢥛. 卽曰叚借, 亦當叚𡫳, 而不當叚𡫼
也. …

단옥재는 서⋅고요모의 “剛而塞.”이 사기⋅하본기에 “剛而實.”로 기록되어 있

는 등의 예를 통해 ‘塞’이 ‘채워지다’라는 의미의 ‘實’로 기록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

다. 그리고 ‘𡫳’이 ‘채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 ‘𡫳’은 폐기되었고 민간에

서는 ‘塞’을 많이 썼다.”라는 변화상을 언급하며, ‘막음’을 뜻하는 ‘塞’이 ‘채움’이라

28) ‘㥶’과 동자(同字) ≪유니코드 한자검색기≫ 참조.

29) ‘塞’과 동자(同字) ≪유니코드 한자검색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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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로 사용된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고자 하 다. 또한 원래 

‘𢥛(㥶)’자를 써야 하는 자리에, 만약 가차를 한다면 ‘𡫳’을 빌려서 쓸 수는 있어도 

‘𡫼(塞)’를 빌려 써서는 안 된다고 하 다. 이것으로 볼 때 단옥재는 가차라고 해서 

발음이 같은 모든 글자를 빌려와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점은 

앞의 ‘𡫳’에 대한 주석에서 ‘𡫳’과 ‘㥶’이 발음이 같고 의미가 비슷한 관계라고 하고, 

‘𡫳’과 ‘塞’은 발음은 같아도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 던 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30) 단옥재의 시각에서는 ‘𡫳’과 ‘㥶’은 ‘가득 차 있음’, ‘성실함’이라는 의미

에 사용될 수 있으나, ‘塞’은 그 뜻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여긴 것

이다. 여기에서 그가 생각한 ‘가차’라는―서로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의 성립 여부

에 ‘의미의 유사성’ 혹은 ‘의미의 동질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에 대한 주석에서도 단옥재는 허신의 설해를 인용하여 ‘𡫳’과 ‘㥶’이 동의

(同義) 관계로 묶이는 관계임을 보여주고, ‘塞’에 대한 설해를 인용하여 이 글자의 

의미가 ‘𡫳’ 또는 ‘㥶’의 의미와는 별개의 것임을 밝혔다. 이 주석에서 다룬 ‘𡫳’, 

‘㥶’, ‘塞’ 세 글자의 의미 상 관계에 대한 내용은 앞에서 살펴본 주석 내용과 일치

하며, 상호 참고 자료가 되어 주석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렇다

면 ‘塞’에 대한 주석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자.

다음은 說文解字注⋅第十三卷⋅土部 “塞은 막는 것이다.[塞, 隔也.]”에 대한 주이

다.

𨸏部의 ‘隔’에 대하여 “塞也.(막는 것이다.)”라고 풀이하 다. 이는 전주 관계이다. 

민간에서 이 글자가 ‘窒𡫳’의 의미인 ‘채우다’를 나타내면서 ‘塞’이 가지고 있던 ‘막

다’라는 의미와 ‘𡫳’이라는 글자가 모두 폐기되었다. … 시⋅패풍⋅연연과 시⋅
용풍⋅정지방중의 모전에서 “塞, 瘞也.(‘塞’은 메우는 것이다.)”, “塞, 充實也.(‘塞’은 

채우는 것이다.)”라고 하 는데, 모두 ‘塞’이 ‘㥶’의 가차자로 쓰 음을 말한다.

𨸏部隔下云塞也. 是爲轉注. 俗用爲窒𡫳字, 而塞之義, 𡫳之形俱廢矣. … 邶風, 庸風

傳曰, 塞, 瘞也, 塞, 充實也, 皆 塞爲㥶之叚借字也.

단옥재는 ‘塞’에 대한 주석에서도 ‘塞’자가 겪은 의미상의 변화와 관련 글자의 폐

기에 대해 언급하 다. “민간에서 이 글자로 ‘窒(채움)’의 의미를 나타내면서 ‘塞’의 

30) 단옥재는 매 글자의 의미를 매우 세분화하여 인식하고, 또 일정한 범위 내의 의미적 연관

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 글자의 본래 의미를 정확히 밝히고자 했던 의

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4.2.2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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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막다)와 ‘𡫳’이라는 글자가 같이 폐기되었다.”라고 한 것은 민간에서 ‘塞’자가 

‘채움’을 뜻하는 데 사용되고, 그에 따라 ‘塞’자는 더 이상 본래 의미를 나타내는 데

는 쓰이지 않게 되었음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채우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던 ‘𡫳’자 역시 폐기되었다고 하 다. 이는 ‘채우다’라는 의미가 ‘𡫳’에서 

‘塞’으로 옮겨갔고, ‘塞’의 기존 의미가 ‘채우다’라는 의미에게 자리를 내 준 것으로 

본 것이다. 이 주석에서도 역시 ‘𡫳’과 ‘塞’이 ‘채우다’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고

금 관계로 묶임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㥶’에 대한 주석에서도 언급하 듯

이, 시에서 ‘塞’이 “瘞也.(메우는 것이다.)”나 “充實也.(채우는 것이다.)” 등으로 풀이

되는 점을 들고, 여기에서 사용된 ‘塞’자가 모두 ‘채움(성실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

기 위해 가차된 것임을 재차 밝혔다.

단옥재가 ‘𡫳’, ‘㥶’과 ‘塞’ 간에 일어난 의미항목의 이동 및 각 글자의 기능 변화

를 판단하는 데는 이들의 발음 관계에 대한 인식도 작용하 다. 그는 ‘塞’에 대한 허

신의 설해 “土로 구성되며 𡫳이 성부이다.[从土, 𡫳聲.]”에 대한 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서본에서는 土로 구성되고 𡫳으로 구성되었다고 하 다. 先과 代의 반절로 발

음한다. 1부에 속한다. 내 생각에 이 반절음은 민간에서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통용되면서 이 발음으로 穌와 則의 반절음과 구별하고자 했던 것 같다. 옛날 발음

은 차이가 없었다.

大徐作从土从𡫳. 先代切. 一部. 按此切音葢因俗通用此字, 故以此切別於穌則切也. 

音本無不同.

‘塞’의 발음은 先과 代의 반절음으로, 우리나라 한자음으로는 ‘새’에 해당된다. 단

옥재는 이 글자의 발음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이 글자가 (다른 글자와) 통용되면서 

이 발음으로 穌와 則의 반절음과 구별하고자 했던 것 같다. 옛날에는 발음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 다. 이것은 ‘塞’의 본래 발음이 穌와 則의 반절음, 즉 ‘색’이었는데 다

른 의미를 나타내게 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발음과 다른 발음을 하나 더 가지게 

되었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塞’은 본래 발음이 ‘색(穌則切)’이었고, ‘塞’에 새

로이 들어온 ‘채움’이라는 의미의 단어 역시 발음이 ‘색’이었는데 ‘塞’이 본래 의미인 

‘막다’와 가차의인 ‘채우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나타내게 됨에 따라, 이들의 용법을 

구분하기 위해 ‘막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새(先代切)’라는 발음으로 읽게 된 

것이다. 즉 단옥재는 ‘막다’, ‘채우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본래 발음이 같았지만, 그

것이 하나의 글자를 통해 나타내지게 되면서 의미의 구별을 위해 발음도 구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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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보았다.

발음 문제와 관련하여, 앞서 ‘𡫳’에 대한 주석에서 ‘𡫳’과 ‘塞’이 ‘音同義異(발음은 

같으나 의미는 다름)’ 관계이고, ‘𡫳’과 ‘㥶’이 ‘音同義近(발음이 같고 의미가 비슷

함)’ 관계라고 한 점을 참고할 수 있다. 이는 곧 세 글자의 발음이 같음을 말하며, 

‘𡫳’과 ‘㥶’이 비슷한 의미항목을 나타내는 데 반해 ‘塞’은 별개의 의미항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다. ‘𡫳’과 ‘㥶’이 나타내던 의미를 별개의 글자인 ‘塞’을 통

해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세 글자의 발음이 같았기 때문이며, 단옥재 역시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후 ‘塞’에 ‘채움’이라는 의미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본래의 발음 ‘색’은 ‘채움’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고, 본래 의미인 ‘막다’

를 나타낼 때에는 ‘새’라는 발음으로 구별하게 되었다. 이처럼 고금 관계를 둘러싼 

여러 글자에 대한 설명은 동음자(同音字) 간의 가차 현상, 그 결과로 생기는 의미항

목의 증가 현상, 그리고 그에 따른 발음의 구별 등에 대한 인식을 반 하고 있으며, 

관련 글자들에 대한 주석 내용은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들의 관계를 더

욱 공고히 한다.

허신의 책에서 ‘𡫳’, ‘㥶’, ‘塞’ 세 글자는 독립적인 표제자 다. 이들이 허신의 책

에서 각각 의미 풀이의 대상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했었다면, 단옥재의 관점에서 이

들은 “𡫳/㥶 : 塞”로서 ‘채움’이라는 연결의미를 공유하는 고금 관계로 묶인다. 즉 그

들 간에 새로운 연결망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이 세 글자 중 

어느 한 글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설문해자 내 관련 글자에 대한 각각의 주석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글자의 고금 관계에 대한 단옥재의 인식이 대상 텍스

트에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더 살펴보자. 다음은 ‘侸(수)’, ‘ (주)’, ‘豎(수)’, ‘𠊪(수)’와 ‘樹(수)’의 

관계에 대한 예들이다.31) 이 글자들 중 ‘𠊪(수)’를 제외한 네 글자가 설문해자에 

표제자로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글자에 대한 각각의 주석에도 서로 간의 관계를 가

늠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31) 현재 각 글자들의 한국 한자음은 서로 다르지만 당시에는 이들의 발음이 같았던 것 같다. 

각 글자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 설문해자주의 반절음과 고음이 속하는 부분을 보면, 

‘𠊪’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고음 4부에 속한다.(‘𠊪’는 미수록) 광운에서 ‘𠊪’를 ‘常句

切’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 글자 역시 같은 발음이었을 것이다.

侸 : 常句切,    : 常句切,

豎 : 臣庾切,   𠊪 : 常句切(廣韻) / 殊遇切(集韻),

樹 : 常句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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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說文解字注⋅第八卷⋅人部의 설해 “侸(수)는 서는 것이다.[侸, 立也.]”에 대

한 단옥재의 주를 살펴보자.32)

十篇에서 “立은 서는 것이다.”라고 하 으니, 이 글자와 호훈 관계이다. 지금 판

본에서는 ‘立’자에 대한 설해를 “住也.”로 고쳐서 뜻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侸(수)’

는 ‘樹(수)’처럼 발음하며, ‘ (주)’, ‘豎(수)’와 발음 및 의미가 같고, ‘住’로 써서는 

안 된다. 지금 민간에서 ‘住’자를 쓰는데, 이는 ‘駐’와 ‘逗’ 두 글자의 속자이지 ‘侸’

자의 속자가 아니다.

十篇曰, 立, 侸也. 此爲互訓. 今本立下改爲住也, 則不可通矣. 侸讀若樹, 豎音

義同, 不當作住. 今俗用住字, 乃駐逗二字之俗, 非侸字之俗也.

위의 주석에서 언급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侸’는 민간에서 ‘住’로 쓰는데, ‘住’는 ‘駐’와 ‘逗’의 속자이고 ‘侸’의 속자가 

아니다.

  (2) 즉 ‘侸’와 ‘住’는 다른 글자이다. 대신해서 쓰면 안 된다.

  (3) ‘侸’는 ‘樹’처럼 발음하며, ‘ ’, ‘豎’와 발음 및 의미가 같다.

단옥재는 먼저 ‘侸’ 대신 ‘住’가 사용된 기록을 예로 들고, 이 두 글자는 별개의 

글자이며, 정식글자와 속자의 관계로 묶이는 것도 아니라고 하 다. 그의 주장에 따

르면 민간에서 쓰는 ‘住’는 ‘駐’와 ‘逗’의 속자이다. 즉 어떤 의미의 정식글자와 속자

는 일정한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으므로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는 속자를 임의

로 가져와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두 글자 간의 정속 관계 역시 ‘의미’를 중

심으로 연결 짓는 단옥재의 태도를 반 한다. 그리하여 (2)에서 두 글자는 서로 다른 

글자라고 구분 짓고 서로 대체 가능한 관계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3)의 내용

은 관련 글자들과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侸’와 ‘樹’는 발음이 같은 관계이고, 

‘侸’, ‘ ’, ‘豎’ 세 글자는 발음과 의미 모두가 같은 관계이다. 여기에서 ‘侸’와 ‘樹’는 

발음이 같다고만 했을 뿐 의미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이후 

관련 글자의 주석에서도 ‘樹’와 나머지 글자 간의 의미적 연관성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간접적으로는 이들이 의미적으로도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있었다.

단옥재는 같은 글자 ‘侸’에 대한 허신의 설해 “(‘侸’는) 人으로 구성되었으며 豆가 

성부이고, ‘樹’처럼 읽는다.[从人豆聲, 讀若樹.]”에 대한 주에서도 위의 내용에서 언급

32) ≪유니코드 한자검색기≫에는 ‘侸’의 발음이 ‘두’로 등록되어 있으나, 단옥재 주석에서 

‘樹’처럼 발음한다고 설명한 것에 따라 본문 및 부록의 표에서 ‘수’로 병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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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몇몇 글자들의 관계와 그들의 역할 변화에 대해 설명하 다.

常과 句의 반절음이다. 고음은 4부에 속한다. 살펴보면 ‘侸’는 옥편에 ‘𠊪’로 되

어 있고, “지금은 ‘樹’로 쓴다.”라고 하 다. 광운에서는 “𠊪(수)는 ‘ ’와 같다.”고 

하 다. 아마도 ‘樹’가 사용되면서 ‘侸’, ‘ ’, ‘豎’가 폐기되고, 아울러 ‘𠊪’도 폐기된 

것 같다.

常句切. 古音在四部. 按侸玉篇作𠊪, 云今作樹. 廣韵曰, 𠊪同 . 葢樹行而侸 豎廢, 

幷𠊪亦廢矣.

일단 허신의 설해 내용에 따르면 ‘侸’와 ‘樹’의 발음은 같다. 그리고 주석에서 인

용한 옥편에 의하면 ‘侸’는 ‘𠊪’로 되어 있고, 이 글자는 “지금 ‘樹’로 쓴다.”라고 

하 다. 즉 ‘侸’와 ‘𠊪’는 이체 관계로 여겼던 것으로 보이고, 이 두 글자는 ‘서다’라

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樹’와 고금 관계로 묶인다. 그런데 광운에서는 “𠊪(수)는 

‘ ’와 같다.”고 하 다. 옥편과 광운의 내용을 종합하면 ‘侸’와 ‘𠊪’가 같은 글자

로 간주되었고, ‘𠊪’와 ‘ ’도 같은 글자로 간주되었으니, ‘侸’, ‘𠊪’, ‘ ’ 세 글자는 

발음과 의미 면에서 모두 통하는 글자 던 것으로 보인다. 단옥재가 “ ‘樹’가 사용되

면서 ‘侸’, ‘ ’, ‘豎’가 폐기되고, 아울러 ‘𠊪’도 폐기된 것 같다.”고 한 것은 앞의 인

용 자료와 후대의 사용 상황을 종합하여 추정한 결과이다. 그렇다면 ‘樹’에 대한 주

석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자.

說文解字注⋅第六卷⋅木部의 “樹는 나무 종류의 총칭이다.[樹, 木生植之緫名也.]”

에 대한 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植’은 ‘서다’이다. (‘樹’는) 가차되어 ‘ ’나 ‘豎’의 의미를 나타낸다.

植, 立也. 假借爲 豎字.

단옥재는 ‘樹’가 ‘ ’나 ‘豎’가 나타내는 ‘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대신 사용

되었다고 하 다. 이것은 ‘樹’에 대한 허신의 풀이에 사용된 ‘植’이라는 글자에 대하

여 “서는 것이다.[立也.]”라고 한 단옥재의 설명과 관련이 있다. 그는 ‘樹’의 의미를 

풀이하는 글자 ‘植’에 ‘서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점을 통해, ‘樹’에 ‘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樹’가 ‘ ’나 ‘豎’ 대신 쓰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樹’에도 ‘서다’라는 의미가 있고, ‘ ’나 

‘豎’도 ‘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 간의 가차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이는 앞의 ‘𡫳’, ‘㥶’, ‘塞’ 간의 가차에 대한 단옥재의 시비 판단에서와 

같이, 가차 관계가 무조건 발음만 같다고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읽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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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분이다. ‘樹’가 그 자체로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이 글자의 

구성에 대한 설해 “木으로 구성되며 가 성부이다.[从木, 聲.]”에 대한 주석에서도 

확인된다.

형성 구조에 회의를 포함하고 있다.

形聲包 意.

허신은 ‘ ’를 ‘樹’의 성방으로만 구분하 으나, 단옥재는 ‘樹’의 구조가 形聲이자 

意라고 하 다. 즉 성방 ‘ ’가 가지고 있는 ‘서다’라는 의미가 ‘樹’의 의미와 직접

적인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것을 보면 ‘ ’와 ‘樹’가 발음이 같을 뿐 아니라 

의미 상 공통 역이 존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옥재가 생각하기에 발음이 같

고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점은 본래의 글자 대신 가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조건

이다. ‘樹’가 ‘ ’나 ‘豎’ 대신 쓰이고, 결국에는 ‘樹’가 ‘서다’를 나타내는 글자들의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본 것도 이들이 발음과 의미 두 방면에서 모두 관련되어 있다

는 점에 의거한 판단이었다. 그렇다면 남은 글자 ‘ ’, ‘豎’, ‘𠊪’에 대한 주석 내용도 

살펴보자.

먼저 說文解字注⋅第五卷⋅壴部 “ (주)는 ‘서다’이다.[ , 立也.]”에 대한 주를 

보자.

人部의 ‘侸’와 발음과 의미가 같다. 지금은 모두 ‘樹’로 그 의미를 나타낸다. ‘樹’

가 사용되면서 ‘ ’는 폐기되었다. 주례의 주에서는 ‘ ’자를 많이 사용한다. … 
人部侸音義同. 今字通用樹爲之. 樹行而 廢矣. 周禮注多用 字. …

‘ ’와 ‘侸’는 발음과 의미가 모두 같고, 후대에는 ‘樹’로써 이들의 의미인 ‘서다’를 

나타냈다고 하 다. ‘ ’와 ‘侸’가 동시대에 비슷한 용법으로 사용되다가 나중에 ‘樹’

가 이들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 ’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들은 ‘서다’

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고금 관계라고 할 수 있다.33) 주례의 주에서 

‘ ’가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 것을 통해 한대에는 ‘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 ’를 주로 사용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樹’가 ‘ ’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

게 된 것은 한대 이후 을 것이다. 이처럼 ‘ ’에 대한 주석에서도 앞의 여러 주석에

서 언급되었던 ‘ ’와 ‘樹’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說文解字注⋅第三卷⋅臤部 “豎(수)는 굳게 세움이다.[豎, 立也.]”에 대한 

33) 漢語大詞典에서는 ‘樹’를 ‘ ’의 금자라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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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를 보자.

‘ 立’은 ‘견고하게 세움’을 말한다. ‘豎’는 ‘ (주)’와 발음과 의미가 같다. 그리고 

‘豎’는 ‘臤(간)’으로 구성되므로34) ‘굳게 세움’이 됨을 알 수 있다.

立 固立之也. 豎 音義同. 而豎從臤, 故知爲 立.

여기에서 “ ‘豎’는 ‘ (주)’와 발음과 의미가 같다”고 언급한 것은 ‘ ’가 ‘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豎’가 ‘굳게 세움’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서다’라는 의미 상의 

공통분모가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豎’와 ‘ ’의 관계는 앞에서 살

펴본 ‘侸’에 대한 주에서 ‘侸’가 ‘ ’, ‘豎’와 발음 및 의미가 같다고 설명한 것과 같

다. 이들은 허신의 설해 상으로는 “立也.”, “ 立也.”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설해

에 모두 ‘立’이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포괄적으로는 의미가 ‘같은 것’

으로 간주되었다.

끝으로 ‘𠊪(수)’는 설문해자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康熙字典⋅子集中⋅
人字部의 ‘𠊪’에 대한 해설을 보자.

광운에 발음이 ‘常句切’로 되어 있고, 집운(集韻)에는 ‘殊遇切’로 되어 있다. 

모두 ‘樹’로 발음한다. ‘서다’를 뜻한다. 간혹 ‘侸’, ‘ ’, ‘𨅒’로도 쓴다.

廣韻, 常句切. 集韻, 殊遇切, 𠀤音樹. 立也. 或作侸 𨅒.

위에서 단옥재는 “광운에 발음이 ‘常句切’로 되어 있고 집운에는 ‘殊遇切’로 

되어 있다”고 하고, 두 반절음 모두 ‘樹’와 같다고 하 다. 이로써 이 글자 역시 ‘侸’, 

‘ ’, ‘樹’ 등과 발음이 같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미가 ‘서다’이며, 이 글자 대신 

‘侸’, ‘ ’, ‘𨅒’ 등으로 쓰기도 했다고 기록되었다. 비록 설문해자의 표제자로 수록

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도 ‘𠊪’와 ‘侸’, ‘ ’는 서로 발음과 의미가 같아 대체 가

능한 관계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설문해자에 수록된 ‘侸’, ‘ ’, ‘豎’, ‘樹’와 강희자전(康熙字典)에 수

록된 ‘𠊪’에 대한 설해 및 주석 내용을 살펴보았다. 종합하여 정리하면 ‘𠊪’는 ‘侸’와 

같은 글자로 간주되고, ‘侸’, ‘ ’, ‘豎’는 모두 ‘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같은 발음

의 글자 다. ‘樹’ 역시 이들과 발음이 같고, 이 글자들이 나타내는 의미를 갖추고 

있었다. 이후 ‘樹’가 ‘서다’를 뜻하는데 자주 사용되면서 나머지 글자들의 사용 빈도

34) 說文解字⋅第三卷⋅臤部 “臤, 也.(‘臤’은 굳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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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줄었고, 그 결과 ‘樹’가 그 글자들의 기능을 모두 대신하게 되기에 이른 것이다. 

단옥재는 허신의 체계 속에 낱글자로 놓여 있던 ‘侸(𠊪)’, ‘ ’, ‘豎’, ‘樹’ 등의 관

계에 주목하 고, 각 글자에 대한 주석에서 이들 간의 관계―본고에서는 고금 관계

― 및 그러한 관계 형성의 근거가 되는 요인들(발음이 같거나 의미가 같음)에 대해 

일관성 있게 설명하 다. 이처럼 단옥재의 고금 관계에 대한 인식은 관련 글자 모두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이들 관계에 대한 단옥재의 관점이 관계를 구성하

는 각 글자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35)

단옥재가 글자들의 고금 관계를 볼 수 있었고 또 설명해야 했던 이유는 그가 허신

의 시대로부터 약 1500년 이상 떨어진 시점에 허신의 책을 보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언어와 문자는 변화하 고, 단옥재는 그러한 변모의 결과가 놓인 시점

에 변하기 이전의 자형과 발음과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자 했다. 물론 주석 대상 텍

스트의 시대와 단옥재 자신이 속한 시대 사이의 간격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

다. 허신의 텍스트도 허신 당시의 관점에서 옛 글자인 ‘소전’의 자형을 근거로 본래 

의미를 해설하고자 한 것이므로, 그 내부에서도 허신의 ‘지금’과 ‘옛날’ 사이의 간격

이 존재한다. 즉 단옥재는 주석 대상 텍스트의 시간과 자신이 속한 시간, 또는 그 텍

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옛날’과 ‘지금’을 연결하여 허신의 설문해자에 표제자로 수

록된 글자들의 의미가 각각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었다.

그런 점에서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을 통해 허신의 설문해자 체계는 단옥재의 

관점을 기준으로 재구축된다고 할 수 있다.36) 여기에서 ‘재구축’이라는 용어를 사용

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허신의 설문해자에 수록된 글자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겪어 설문해자 내의 다른 글자와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거나, 혹은 설문해

자에 수록되지 않았더라도 단옥재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글자들과 연결되어 단옥재

의 ‘현재’ 중심 체계가 새로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옥재의 시

점까지 언어와 문자가 겪은 변화가 함축되어 있는 새로운 면모를 갖춘 독립적 체계

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체계는 기준 시점이 다르고 체계 내의 구성 글자의 배열도 다른,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다. 물론 단옥재의 그것은 특정 텍스트에 대한 주석서이므로, 고금 관계

를 구성하는 글자들이 허신 체계의 틀에 따라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다. 그리하여 단

옥재의 고금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반 된 그 구성 글자들의 체계가 쉽게 눈에 띄지 

35) 본 논문의 분석 대상이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 자료’이므로 ‘고금 관계’로 국한시킨다. 

36) 문수정(2013:291-29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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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단옥재가 언급한 고금 관계에서 모든 고자와 금자가 설문해자 표제자로 

수록된 것은 아니다. 고자 또는 금자 한 쪽만 수록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든, 단옥재는 그 글자가 다른 글자와 어떠한 ‘관계’로 맺어진다는 점을 인식하

고 있었다. 이것이 고금 관계 설명을 통해 나타나는 그의 주석의 특징이며 허신의 

체계와는 다른 부분이다.

허신의 설문해자 표제자들은 그들 간의 어떠한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

보다, 개별 글자의 자형과 그것에 반 된 문자 사용자의 인식을 읽어낼 수 있는 설

해 자체에 의미가 있다. 즉 글자의 자형을 통해 발현되는 의미와 글자의 구성 원리

에 집중하여 각 글자가 ‘본래’ 지니고 있던37) 의미를 밝힌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

은 한대의 고문경 중시 분위기38) 속에서 경의 의미를 제대로 밝히고자 했던 허신의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39)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서도 허신의 이러한 본래 의

도를 뒷받침하고 또 공고히 하고자 하는 태도가 곳곳에서 보인다.40) 주석 서술의 여

러 방면 중 글자의 고금 관계에 대한 설명 역시 단옥재가 주석가로서 의도했던 바를 

읽을 수 있는 자료인 것이다.41)

고금자 설명을 통해 허신 원문의 설해를 뒷받침하고 글자가 가진 본래 의미를 대

응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단옥재가 ‘고’와 ‘금’ 사이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 단옥재는 두 글자를 ‘옛날’의 것과 ‘오늘’의 것으로 연결하 다. 그 연결은 동일

한 개념을 나타내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점에 놓인 두 글자에 대한 인식을 통해 이

37) 한대의 허신이 앞선 시기의 서체인 소전체를 설문해자 표제자의 기준 서체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보다 앞선 시기에 사용되었던 표준적인 서체를 기준

으로 삼아 ‘원래’의 자형과 그로부터 발현되는 ‘원래의’ 의미를 밝히고자 것이다.

38) 최 애(1995[2006]:59)는 문자학의 측면에서 봤을 때 금문학파가 지니는 가장 큰 맹점은 

금문경이 텍스트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다가 예서로 기록되고, (고문자 자형에서 많

이 변모한) 예서체에 근거하는 까닭에 되는 대로 마구 해석하여 잘못된 견해가 많다는 

점이라고 하 다.

39) 허신의 설문해자 서(序)에도 “(내가) 설문해자를 지은 목적은 금문학파가 예서에 근

거하여 문자를 잘못 해석하는 등 학문의 방법과 자세에 폐단이 적지 않아 이를 시정하려

는 데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최 애(1995[2006]:59-61) 재인용.

40) 단옥재는 가능하면 주관적인 판단은 배제하고 허신의 원문에 충실하여 허신이 전달하고

자 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하 다. 그리고 어떠한 근거에 따라 그것이 원문의 

글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경우, 그 글자는 허신 원문의 본래 글자가 아니라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說文解字注⋅第二卷⋅口部 ‘𡂢(교)’에 대한 주에서 

몇 가지 예를 들고, ‘𡂢’는 허신 원문의 본래 글자가 아니라 잘 모르는 이들이 고친 것 

같다고 하 다.(說文解字注⋅第六卷⋅邑部 ‘鄡’에 대한 주에 따르면 단옥재는 성방으로 

사용된 글자가 ‘䲷’가 아닌 ‘𥄉’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41) 이 점은 4.2.2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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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금 관계 설명은 허신 설해에서 어떤 글자 A가 a′
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A가 더 이상 그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A′가 그 의미를 나

타내게 된 경우 설해에 기록된 글자 A는 a′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 A′로 이해해야 한

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A가 a′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반드시 고금 관계로 설명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단옥재는 A와 A′의 연관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고금자 개념

을 활용하 다. 고금자는 연결의미를 공유하고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다. 이들의 관계

는 연결의미를 나타내던 어떤 글자가 새로운 글자에게 그 역할을 넘겨준 현상의 결

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옥재는 하나의 개념을 나타내는 데 썼던 고금 간의 서로 다

른 두 글자의 관계에 주목했다. 이는 체계 내부에 속해 있는 글자들 간의 통시적 연

계성에 주목한 것이며, 두 글자 사이를 관통하는 의미의 연속성에 주의를 기울인 것

이다.

이처럼 두 글자의 고금 관계에서 하나의 의미항목이 고자와 금자를 관통하며 연속

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은 두 글자가 통용되는 관계임을 설명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글자의 고금 관계는 하나의 수직선에서 과거라는 시점을 위에, 현재라

는 시점을 아래 놓고, 두 점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단옥재가 고금 관계를 독위(讀爲) 관계와 대비시켜 설명한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아

래에서 說文解字注⋅第二卷⋅辵部의 “連은 수레를 지는 것이다.[連, 負車也.]”에 대

한 주를 보자.

‘負車’는 각 판본에 ‘貟連’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바로잡는다. ‘連’은 고문(古文)에

서 ‘輦’을 의미한다. 주례⋅지관⋅향사(鄕師)의 ‘ 輦(공연)’42)은 옛 서적에서 ‘輦’

을 ‘連’으로 썼으며, 정중은 이를 ‘輦’으로 읽었다. 주례⋅춘관⋅건거의 ‘連車’는 

본래 ‘輦車’로 쓰기도 했다. … 수레를 멘다는 것은 사람이 수레를 끌고 가는 것으

로, 수레가 뒤에 있어서 지고 있는 것 같음을 말한다. ‘輦’이 ‘㚘’과 ‘車’의 의미결합

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글자는 ‘辵’과 ‘車’의 의미결합으로 구성되었다. 사람과 수

레가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으므로 파생되어 ‘이어짐’을 뜻한다. 耳部에서는 “聯

은 잇는 것이다.”라고 하 고,43) 주례⋅천관⋅대재(大宰)에 대한 (정현의) 주에서

는 “옛 서적에서 ‘連’은 ‘聯’으로 썼다.”라고 하 다. 그러므로 ‘聯’과 ‘連’은 고금자

이고, ‘連’과 ‘輦’은 고금자이다. ‘連’을 빌려 ‘聯’을 나타냈고, 이에 따라 ‘連’의 의미

를 나타내는 데 ‘輦’만 사용하게 된 것이다. 정중은 “ ‘連’은 지금의 ‘輦’이다.”라고 

했어야 한다. 그런데 ‘輦’으로 읽는다고 한 것은 고자 대신 금자를 써서 배우는 이

들이 알기 쉽게 한 것이다. 허신이 車部에서 ‘連’을 ‘輦’의 고문이라고 하지 않고 辵

部에 넣은 것은 소전에서 ‘連’과 ‘輦’이 전혀 다르게 사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 ‘聯’

42) (공): 말이 끄는 수레, 輦(연): 사람이 끄는 수레. 漢語大詞典 참고.

43) 說文解字⋅第十二卷⋅耳部 “聯, 連也.”



154   說文解字注에 나타난 段玉裁의 古今字觀 硏究

은 잇는 것이다.”라는 것은 지금의 의미이고, “ ‘連’은 수레를 지는 것이다.”라는 것

은 예전의 의미이다.

負車, 各本作貟連, 今正. 連卽古文輦也. 周禮, 師 輦. 故書輦作連, 大鄭讀爲輦. 

巾車連車, 本亦作輦車. … 負車 , 人輓車而行, 車在後如負也. 字从辵車 意, 猶輦从

㚘車 意也. 人 車相屬不絶, 故引伸爲連屬字. 耳部曰, 聯, 連也. 大宰注曰, 古書連作

聯. 然則聯連爲古今字, 連輦爲古今字. 假連爲聯, 乃 用輦爲連. 大鄭當云連今之輦字, 

而云讀爲輦 , 以今字易古字, 令學 易曉也. 許不於車部曰連古文輦而入之辵部 , 

篆連 輦殊用. 故云聯連也 , 今義也. 云連負車也 , 古義也.

위의 주석에서는 ‘聯’, ‘連’, ‘輦’ 세 글자 간의 고금 관계와 그 내부의 의미 이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금 관계에 대해서만 간략히 정리하자면, ‘잇다’라는 연결의미 

중심으로 ‘聯’과 ‘連’이 고금 관계를 이루며, ‘수레를 끌다’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連’과 ‘輦’이 고금 관계를 이룬다. 먼저 단옥재의 설명에 따라 ‘聯’과 ‘連’의 관계를 

정리해 보겠다.

聯 連

본의 본의

잇다 수레를 지다  → 

聯 連

본의 본의 파생의미

잇다 수레를 지다 잇다  

허신의 원문에는 ‘聯’이 “連也”로 풀이되어 있다. 이때 ‘連’은 ‘잇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위의 주석에서 단옥재는 ‘連’의 파생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본래 ‘수

레를 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사람과 수레가 서로 이어져 끊어지지 않으므로 

의미가 파생되어 ‘이어짐’을 뜻한다는 것이다. 그는 說文解字注⋅第十二卷⋅耳部
‘聯’에 대한 주에서 “주대 사람들은 ‘聯’자를 썼고 한대 사람들은 ‘連’자를 썼던 것으

로 고금자이다. 주례의 “官聯以 官治.”에 대한 정현의 주에서, “ ‘聯’은 ‘連’으로 

읽는다(풀이한다). 옛 책에서 ‘連’은 ‘聯’으로 썼다.”라고 하 는데, 이는 금자로 고자

를 풀이한 예이다.[周人用聯字, 漢人用連字, 古今字也. 周禮, 官聯以 官治. 鄭注, 聯

讀爲連. 古書連作聯. 此以今字釋古字之例.]”라고 하 다. 이전의 기록과 지금 기록의 

차이, 그리고 옛 기록에 대한 주석을 예로 들어, ‘聯’이 옛날 기록에서 ‘連(잇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설명한 것이다. 결국 ‘連’과 ‘聯’에 대한 주석 내용을 종합하면, 

단옥재는 ‘連’이 파생의미 ‘잇다’를 가지게 되면서 ‘聯’을 대신해 사용되었다고 보았

고, 연결의미 ‘잇다’를 중심으로 ‘聯’과 ‘連’이 고금 관계라고 하 다.

다음은 ‘連’과 ‘輦’의 관계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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連 輦

본의 파생의미 본의

수레를 

지다
잇다

수레를 

끌다  → 

連 輦

본의 파생의미 본의

× 잇다

수레를 끌다

수레를 지다

(‘連’의 본의)44)

‘連’과 ‘輦’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는 경전과 그에 대한 주석을 통해 옛날

에는 “ ‘輦’을 ‘連’으로 썼다”고 하여 ‘連’자가 ‘輦’의 의미를 나타냈다고 하 다. 그런

데 앞 문단에서 보았듯이, ‘連’을 빌려서 ‘聯’의 의미를 나타내게 됨에 따라 ‘連’의 

본래 의미는 자리를 잃었고, 그 의미를 나타내는 데는 주로 ‘輦’을 사용하게 되었다

고 하 다. 즉 ‘連’이 ‘聯’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임에 따라, ‘連’이 나타내던 ‘수레

를 지다’라는 의미항목은 ‘輦’을 통해서만 기록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수레를 끌다’

를 뜻하던 ‘輦’이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던 ‘連’의 역할까지 대신하게 된 경우이다. 

그리하여 ‘連’과 ‘輦’ 두 글자는 ‘수레를 끌다’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고금 관계로 

묶이게 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세 글자는 사용상의 변화와 글자 자체의 의미 변화로 인해 

두 글자씩 고금 관계로 묶인다. 단옥재는 각 글자들이 ‘고금’ 관계로 묶여야 하는데 

이전의 주석서에서는 ‘독위(讀爲)’ 관계로 묶이고 있음을 들어 고금 관계의 성격을 

구체화하 다. 그가 “정중이 ‘連’을 지금의 ‘輦’이라고 했어야 하는데”라고 한 것에는 

정중이 두 글자를 고금자라고 설명했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또한 정중이 단지 

‘독위’라고 한 이유를 설명할 때에도 “고자 대신 금자를 써서 배우는 이들이 알기 

쉽게 한 것이다.”라고 하 는데, 이를 통해 단옥재가 고자와 금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었으며 금자를 이용해 고자를 풀이하면 주석을 읽는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단옥재가 생각하는 독위 관계는 글자를 바꾸어 뜻을 설명하는 방식으로,45) 두 글

자 사이의 의미적 연계성 자체는 존재하지만 하나의 글자가 어떤 기록에서 다른 글

44) ‘수레를 끌다’와 ‘수레를 지다’는 동의 관계에 있으므로 본의, 가차의 등으로 구분하지 않

고, ‘連’의 기능을 함께 맡게 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 본의 아래에 한 줄을 추가하 다.

45) 단옥재는 ‘독약(讀若)’은 일종의 주음방식으로서 사용된 것으로, ‘독위(讀爲)’는 글자를 바

꾸어 그 뜻을 설명하는 것(일종의 가차자에 대한 설명)으로 보고 있다. 이강재(1995:4)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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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대체할 만큼의 긴밀한 연관 관계는 없다. 고금 관계는 두 개의 시점과 그에 따

른 서사방식의 차이라는 점이 명시되는 개념인 반면, 독위는 시간적 간격을 둔 글자

의 차이가 아닌 a를 뜻하는 글자 A와 발음 및 의미가 같은 글자 B를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므로 독위 관계에서 시간적 간격의 유무는 고려대상이 아

니며, 의미 전달을 위한 보다 쉬운 글자로 대체하여 제시하는 데 초점이 놓인다.46) 

그러나 고금 관계는 어떠한 의미항목 a를 기록함에 있어 시기별로 다르게 사용한 글

자들의 관계이므로 반드시 시간적 간격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두 글자가 가지는 

‘의미의 동일성’ 측면에서 보면 독위 관계의 내부에 고금 관계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지만, 독위 관계는 A와 B의 고유 의미인 a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리 표기된다

는 구체적인 제한이 내포되어 있지 않다. 결국 독위 관계에서는 두 글자가 동의(同

義) 관계라는 점이 중심에 놓여 있고, 고금 관계에서는 통시적으로 연결되는지, 금자

가 고자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인지가 중심에 놓여 있다. 독위에 대해 언급한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하자. 다음은 說文解字注⋅第三卷⋅又部 “㕚(조)는 손발톱이다.[㕚, 

手足甲也.]”에 대한 주이다.

‘㕚’와 ‘爪’는 고금자이다. 옛날에는 ‘㕚’로 썼던 것을 지금은 ‘爪’로 쓴다. 예경
(의례)에서는 가차하여 ‘蚤’로 썼다. ｢사상례｣에서는 “蚤揃如他日.(다른 날과 같이 

손발톱 손질을 한다.)”이라고 하 다. ｢사우례｣에서는 “浴沐櫛搔揃.(몸을 씻고 머리

감고 빗질하고 손발톱을 자른다.)”이라고 하 는데, ‘搔’는 간혹 ‘蚤’를 나타낸다. 예
기⋅곡례에는 “大夫士去國不蚤鬋.(大夫와 士는 나라 밖에 나갈 때 손발톱을 자르지 

않는다.)”이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에서 ‘蚤’는 모두 ‘㕚’자의 뜻(손발톱)으로 쓰인 

것이다. 이들 구절에 대한 정현의 주에서 모두 “ ‘蚤’는 ‘爪’로 읽는다.[蚤讀爲爪.]”라

고 하 다. “讀爲”는 그 글자를 바꾸는 것이다. ‘㕚’로 바꾸지 않고 ‘爪’로 바꾸었으

니, 이것을 통해 한대 사람들은 ‘爪’를 ‘손발톱’을 나타내는 글자로 사용했었음을 볼 

수 있다. 석명의 “爪, 紹也. 筋極爲爪, 紹續指端也.(‘爪’는 잇는 것이다. 힘줄 제일 

끝을 ‘爪’라고 하며, 손가락의 끝을 잇는다.)”에서도 ‘㕚’로 쓰지 않았다.

㕚爪古今字. 古作㕚, 今用爪. 禮經假借作蚤. 士喪禮, 蚤揃如他日. 士虞禮, 浴沐櫛搔

揃. 搔或爲蚤, 曲禮, 大夫士去國不蚤鬋. 蚤皆卽㕚字也. 鄭注皆云, 蚤讀爲爪. 讀爲 , 

易其字也. 不易爲㕚而易爲爪, 於此可見漢人固以爪爲手足甲之字矣. 釋名曰, 爪, 紹也. 

筋極爲爪, 紹續指端也. 亦不作㕚.

위의 주석에서는 ‘㕚’와 ‘爪’의 고금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단옥재는 의례와 
예기의 구절에서 ‘손발톱’을 뜻하는 ‘㕚’ 대신 사용된 ‘蚤’자에 대하여, 한대 정현이 

‘蚤’는 ‘爪’로 읽어야 한다고 풀이한 것을 근거로 삼아 한대를 기준으로 ‘㕚’가 고자

46) 단옥재는 자서에서 ‘독위(讀爲)’가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하 다. 위의 책, p.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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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爪’ 금자가 됨을 주장하 다. 여기에서도 눈에 띄는 점은 ‘독위’라는 설명 방

식에 대한 단옥재의 의견이다. 앞에서 살펴본 예와 마찬가지로 단옥재는 “ ‘독위’는 

그 글자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 고, ‘蚤’의 의미를 풀기 위해 바꾼 글자가 ‘㕚’가 

아닌 ‘爪’를 썼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아, 한대 사람들에게 있어 ‘손발톱’을 나

타내는 글자로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글자는 ‘爪’라고 판단하 다. 이것은 ‘連’

과 ‘輦’의 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금자’, 즉 주석가가 현재 사용되는 글자를 사

용함으로써 독자들이 보다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던 점과 통한다. 

이 예문에서도 역시 단옥재는 독위 관계 설명을 통해 고금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독위 관계 내부에 고금 관계가 포함될 수 있음이 여기에서도 확인된다. 한대 이전에

는 ‘㕚’와 ‘蚤’가 가차 관계로서 ‘㕚’ 대신 ‘蚤’를 쓰는 경우가 많았고, 한대에 들어와

서는 이 두 글자를 통해 전달되는 ‘손발톱’이라는 단어가 ‘爪’자를 통해 기록되었다

는 변화상을 설명하 다. ‘㕚’와 ‘爪’는 ‘손발톱’을 연결의미로 공유하는 고금 관계이

다.

독위와 관련된 앞의 두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한대의 정현은 글자들 간의 통

시적 연계성보다는 의미적 연관성에 의거한 대체 가능한 글자를 제시해 주는 것에 

더 관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대의 단옥재는 이들의 관계 규정에 ‘시간성’

이라는 요소를 더한다. 이들이 기록된 경전이나 주석서의 시간대를 토대로 두 글자

의 관계가 통시적 연계성을 지닌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독위 관계를 설명한 정현 

또한 이전 시대의 글자를 자신의 시대의 글자로 대체시켜 풀이했다는 점에서 고자와 

금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위 관계에서는 설명 대상 

글자와 대체 글자로 제시된 글자가 ‘동의 관계’라는 고리로만 이어질 뿐, 단옥재가 

가지고 있었던 두 글자의 통시적 연계성에 대한 인식은 보이지 않는다. 단옥재는 주

석 대상 텍스트와 그에 인용된 수많은 경전들로부터 시간 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

기 때문에, 글자의 내부에서 혹은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일어난 통시적인 변화의 흐

름을 보다 넓은 시야로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두 글자의 통시적 연계성에 대한 인식은 가차 관계를 보는 관점과도 대비가 된다. 

다음에서 說文解字注⋅第十一卷⋅水部 “瀞(정)은 때가 안 묻은 것이다.[瀞, 無垢薉

也.]”에 대한 주를 보자.

이 글자는 지금의 ‘淨’이다. 옛날 ‘瀞’은 지금의 ‘淨’으로, 이것을 고금자라고 한

다. 옛 서적에서는 적게 보인다. 운회에서는 “초사(楚辭)의 “收潦而水淸.(장맛비 

걷히고 물이 맑아졌네.)”에 대한 주석에서 ‘瀞’으로 썼다.”고 하 다. 살펴보니 지금

의 문선(文選) 주에서는 “百川靜(모든 물이 맑아짐)”이라고 하 고, 홍흥조(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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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47)의 주석서에서는 “百川淸”으로 풀이하여, 모두 황공소(黃公紹)가 본 것과 다른 

것 같다. 옛 책에서는 ‘淸’을 빌려 ‘瀞’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

此今之淨字也. 古瀞今淨, 是之 古今字. 古籍 見. 韵 云, 楚辭收潦而水淸, 注作

瀞. 按今文𨕖本作百川靜, 洪 祖本作百川淸, 皆 黃氏所見異. 古書多假淸爲瀞.

“ ‘瀞’은 지금의 ‘淨’이다. 옛날 ‘瀞’은 지금의 ‘淨’으로, 이것을 고금자라고 한다.”

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허신 표제자가 지닌 의미를 지금의 어떤 글자가 나타

내고 있는지 명시하 다. 단옥재는 이 글자가 옛 서적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으나, 운
회에 인용된 초사의 “收潦而水淸”에 대한 주석에서 ‘淸’자에 대한 풀이에 ‘瀞’자

를 썼음을 언급하 다. 한편 문선이나 홍흥조의 책에서는 같은 구절에 대하여 ‘靜’

자 또는 ‘淸’자를 써서 풀이한 것을 들며 운회의 편찬자가 본 판본이 이것과는 달

랐을 것이라고 하 다. 이것은 운회에 인용된 주석에서 ‘瀞’자를 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판본이 있었을 가능성에 기대어 그 판본의 기록도 인정하는 관

점을 드러낸다. 특히 주석의 끝부분에 “옛 책에서는 ‘淸’을 빌려 ‘瀞’의 의미를 나타

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것을 통해 단옥재가 운회에서 인용한 그 주석이 다른 

책에서 인용된 판본보다 앞선 기록이라고 여긴 점을 볼 수 있다.

글자의 관계와 관련하여, 단옥재는 옛날에 ‘瀞’자로 나타내던 의미를 지금은 ‘淨’

자로 나타낸다는 고금 관계에 대해 직접 언급하 다. 따라서 이들은 과거와 현재 두 

시점에 걸친 시간 상으로 수직적인 관계이다. 고금 관계가 이와 같다면 가차 관계는 

이와는 다른 면을 보인다. “옛 책에서는 ‘淸’을 빌려 ‘瀞’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 것은 ‘淸’이 ‘瀞’ 대신 사용되는, 즉 가차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가차 관계는 두 글자가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 다는 점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둘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한 고려는 적용되지 않은 개념이다. 따라서 고금 관계와 가

차 관계를 굳이 대비시켜 본다면, 고금 관계가 통시적이고 시간 상으로 수직적인 관

계인 반면, 가차 관계는 공시적이고 시간 상으로 수평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단옥재는 허신의 체계를 구성하는 글자들 간의 새로운 관계에 

주목하 다. 그리하여 단옥재의 관점에서 보는 새로운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체의 전면성과 체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단옥재의 고금자 체계의 

중심에 놓여 있는 배경은 바로 ‘시간의 흐름’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겪은 

글자들 간의 관계를 다시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이어준 것이다. 따라서 고금 관계에 

대한 설명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와 문자 변화의 과정과 결과를 보여준다. 고금 

47) 홍흥조(洪 祖, 1070~1135), 楚辭補注 편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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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지니고 있는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조건은 바로 고금 관계를 여타 다른 종

류의 관계, 예를 들어 가차 관계나 이체 관계 혹은 동원 관계 등과 차별화하는 중요

한 요소이다. 

단옥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범

위 내에서 설문해자 원문에 기록된 글자들이 기록 이전에 혹은 기록 이후에 겪은 

글자 교체 현황을 보여주고자 했다. 즉 언어와 문자 변화의 통시적인 흐름을 하나의 

축으로 삼아 그 곳에 두 글자를 배치함으로써 ‘예전’ 것을 통해 ‘지금’의 것을 보고, 

‘지금’의 것을 통해 ‘예전’의 것을 보게 하 다.48) 이렇게 두 글자가 과거와 현재 두 

시점에 걸쳐 같은 의미를 공유하는 관계, 그 의미를 주고받은 관계임을 밝히는 작업

은 고금 관계의 중심에 있는 연결의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것은 곧 

해당 글자가 실제 나타내는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이며, 단옥재가 주

석 대상 텍스트의 ‘본래 의미’를 가능하면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던 의도와도 맞물

려 있다.

4.2.2 본의와 본자에 한  탐구

형식적인 측면에 이은 두 번째 특징은 내용적인 측면으로서, ‘어떤 글자의 본래 

의미(이하 ‘본의’)’와 ‘어떤 의미가 담기는 본래 글자(이하 ‘본자’)’에 대해 중점적으

로 탐구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49) 앞에서 언급했듯이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은 대부

48) 벤저민 엘먼(양휘웅 譯, 2004:90-93)에 의하면 청대 학자들이 경전의 언어학적 분석에 전

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해 내려온 과거의 본

질에 관하여 자신들이 받아들인 견해의 타당성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와 과거의 연

관성 여부이다. 청대 학자들에게 소학은 단순한 보조적인 도구가 아니라, 고전의 문화를 

회복시키고 다시 배우게 하는 데 필요한 전문 분야 다는 것이다.

49) 고금 관계에 놓인 두 개체는 변화에 따른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 이 점을 고려했을 때, 

‘본의’는 ‘변화를 겪기 전에 나타내던 의미’, ‘본자’는 ‘변화를 겪기 전에 사용하던 글자’

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단옥재는 모든 글자는 고유의 의미를 가지며, 각각의 개념들

은 그것이 속하는 고유의 글자를 가진다고 생각하 다. 단옥재가 생각하는 본의와 본자는 

허신의 설문해자에서 설명한 글자와 의미 간의 관계에 근거한다. 본의는 ‘의미’의 측면

이고, 본자는 ‘자형’의 측면이다. 단옥재가 허신 텍스트의 내용을 보존하고자 했다는 점은 

그가 글자의 의미 면에서 본래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했고, 글자 사용의 측면에서 

본래의 글자와 아닌 것을 구별했다는 점을 통해 드러난다. 고금자를 설명하면서 어떠한 

의미가 글자 A에서 B로 이동했다는 점을 인식한 것, 또는 글자 A가 본래 의미 a를 나타

내다가 b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것 등이 이를 반 한다. 본고의 3장에서 

다룬 고금자 유형 분류에서 단옥재의 고금자를 크게 외적변화와 내적변화라는 두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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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경전의 기록이나 본인이 속해 있던 시대의 문자사용 상황이 근거가 된다. 그리고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고’와 ‘금’을 구분하고 이들을 연결함으로써 주석의 대상인 설
문해자에서 밝힌 ‘각 글자의 본의’ 또는 ‘각 의미의 본자’의 대응을 명확하게 뒷받

침하 다.

앞 단락에서 ‘본의’와 ‘본자’를 ‘각 글자의 본래 의미’, ‘각 의미의 본래 글자’라고 

풀어 쓴 이유는 ‘본의’와 ‘본자’가 대응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이다. 

‘본의’는 어떤 글자가 나타내던 원래의 의미라는 점에서, 그리고 ‘본자’는 어떤 의미

가 담겨 있던 원래의 글자라는 점에서 새로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고금자 설명은 의미와 자형 두 가지 측면에서 각각 ‘본래의 글자’와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대응시키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는 단옥재가 인간이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개념들은 각각 그 자신만을 위한 글자와 일대일의 고정적 대

응관계로 묶인다는 사고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즉 [a]라는 의미는 A라는 글자

로 나타내게 되어 있었는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가 변화함에 따라 둘 사이의 관계

가 끊어지고 새로운 글자 B를 통해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a]를 나타내는 글자 B를 

두고 “글자 A와 B는 고금자임”을 제시하는 것은 글자 B가 A가 나타내던 의미 [a]를 

나타냄을 밝히는 동시에 [a]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던 원래 글자가 A 음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글자 간의 고정적 관계에 대한 인식은 단옥재가 그것을 매

우 세세하게 나누어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먼저 說文解字注⋅第十卷⋅
心部의 “恉는 뜻이다.[恉, 意也.]”에 대한 주를 보자.

지금은 ‘旨’로 쓰거나 혹은 ‘指’로 쓰는데 모두 본자가 아니다.

今字或作旨, 或作指, 皆非本字也.

위의 주석에 따르면 단옥재에게는 뚜렷한 ‘본자’ 의식이 있었다.50) 이는 ‘恉’가 

로 나눈 것 또한 이 점과 관계가 있다. 외적변화는 자형의 측면으로서 어떤 의미 a가 속

한 글자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인식한 것이고, 내적변화는 의미의 측면으로서 어떤 글

자 A가 나타내던 의미가 a에서 b로 바뀌었음을 인식한 것이다. 이를 그림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글자 A → 글자 B

의미 a      

의미 a → 의미 b

글자 A

 (외적변화)                       (내적변화)

50) 단옥재가 ‘본자’ 혹은 ‘원래의 것’을 추구하 던 점은 木下鐵矢(1985:74)의 내용과도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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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意’)을 나타내는 글자인데 후대에 이 글자 대신 ‘旨’나 ‘指’를 쓰기도 하지만 두 

글자 모두 본자가 아니라고 한 점에서 알 수 있다. 그는 ‘恉’라는 글자와 ‘뜻’이라는 

의미 사이를 확고부동의 결합 관계로 인식하고 있다. ‘旨’나 ‘指’가 각자 고유한 의

미를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이들 글자가 ‘뜻’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본자가 아니

라는 점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설문해자에 의하면 ‘旨’와 ‘指’는 각각 “아름다움이

다.[美也.]”, “손가락이다.[手指也.]”로 풀이되는 글자이기 때문이다.51) 단옥재는 ‘旨’와 

‘指’에 대한 주석에서도 이 글자들이 ‘恉’가 사용되어야 할 자리에 대신 쓰이는 경우

가 종종 있었음을 밝혔다.52) 이러한 설명은 모두 ‘뜻’이라는 의미를 위해 쓰여야 할 

본자는 ‘恉’이고, 이 글자 대신 쓰인 다른 글자들은 본자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태도를 반 한다.

이처럼 단옥재는 ‘본자’와 ‘본자가 아님’에 대한 구별이 엄격했다. 글자의 자형이

나 의미 측면에서 ‘본래의 것’을 제시해 주고자 했던 것이다. 이 점은 설문해자주
의 주석에서 언급한 두 글자의 고금 관계, 정속(正俗) 관계, 정가(正假) 혹은 진가(眞

假) 관계 등에서도 확인이 된다. 이들 관계에서 ‘고자’, ‘정식글자’, ‘진자(眞字)’는 단

옥재의 사고 속에서 ‘본래의 것’이라는 인식이 투 된 개체인 반면, ‘금자’, ‘속자’, 

‘가자(假字)’는 각각 시간이 흐르면서 표기상의 변화를 겪은 글자(금자)이거나 민간에

서 쓰이는 글자(속자), 혹은 임시로 빌려 쓰는 글자(가자)로서 모두 ‘본래의 것’과 구

별되는 대상이다.53)

‘본래의 것’에 주목하고 있는 단옥재의 관점은 다음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說文

解字注⋅第八卷⋅衣部 “裼(석)은 웃통을 벗어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다.[裼, 但也.]”에 

대한 주를 보자.

‘但’은 각 판본에 ‘袒’으로 되어 있다. 지금 바로잡는다. 人部에서 ‘但’은 웃통을 

벗어 어깨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 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裼’은 ‘但’이라고 한 것

이며, 이는 전주이다. 서(序)에서 “다섯째는 전주로서 비슷한 부류를 한 부수에 모으

고, 같은 의미로 서로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 ’와 ‘ ’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상통한다.

51) 說文解字⋅第五卷⋅旨部 ‘旨’ 및 說文解字⋅第十二卷⋅手部 ‘指’에 대한 허신 설해 

참조.

52) 說文解字注⋅第五卷⋅旨部 ‘旨’ 및 說文解字注⋅第十二卷⋅手部 ‘指’에 대한 단옥재 

주석 참조.

53) 胡奇光(李宰碩 譯, 1997:367) 역시 說文解字注에서 보이는 단옥재의 의미해석이 지니는 

특징으로 자의에 대해 역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한 점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단옥재는 

수직적인 측면에서 본의에서 가차의로 향하는 변화 발전을 연구하 을 뿐 아니라, 수평적

인 측면에서 동의사의 미세한 차별을 명백히 분석하 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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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部에서 ‘ ’는 ‘ ’라고 하 고, ‘ ’는 ‘ ’라고 하 는데, 이것이 바로 비

슷한 부류를 한 부수에 모으고, 같은 의미로 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54) 이 책에

서 부수는 다른데 호훈 관계인 경우가 이것이다. ‘裼’은 ‘但’으로 풀이되고, ‘但’은 

‘裼’으로 풀이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허신 당시에는 ‘裼’으로 풀이되는 글자로 

‘袒’이 아니라 ‘但’을 쓴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허신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경전(經傳), 제자서 및 사서(史書)에서는 모두 ‘袒裼’으로 기록하고 ‘但裼’으로 기록

하지 않았다. 허신의 책에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통해 이 글자의 본래 모습과 본의

를 알 수 있다. 게다가 금자로 이를 고쳐 옛 자형과 옛 의미가 전해지지 않게 되었

다.

但各本作袒. 今正. 人部曰, 但 , 裼也. 故此云裼 , 但也, 是爲轉注. 序云, 五曰轉

注, 建類一首, 同意相受, , 是也. 部曰, , 也. , 也, 是之 建類一

首, 同意相受. 凡全書中異部而互訓 視此, 裼訓但, 但訓裼, 其一耑也. 在許當時確知訓

裼之字作但不作袒. 自許至今, 經傳子史皆爲袒裼, 不爲但裼. 賴許書僅存, 可識字之本

形本義. 又以今字改之, 則古形古義不傳.

단옥재가 설명한 ‘但’과 ‘袒’의 사용 상의 변화에 따르면 두 글자는 ‘웃통을 벗어 

어깨를 드러냄’이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묶이는 고금자이다. 해당 의미를 나타내

는 데 있어 처음에는 ‘但’을 썼다가, 언젠가부터 ‘袒’이 ‘但’의 역할을 이어받게 된 

것이다. 주석 마지막에 “그런데 금자로 이를 고쳐 옛 자형과 옛 의미가 전해지지 않

게 되었다.”라고 한 것을 보면, 단옥재는 이 두 글자를 분명 고금 관계로 보고 있으

며, ‘但’을 금자 ‘袒’으로 고쳐 쓰고 그것이 전해짐에 따라 예전의 원문 모습이 어떠

했고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졌다고 하

다.

54) 전주에 대한 단옥재의 생각은 다음의 주석에서 보인다. 說文解字注⋅第八卷⋅老部 “老, 

也.”에 대한 주석에서, “서(序)에서 “다섯째는 전주로, 비슷한 부류를 한 부수에 모으고, 

같은 의미로 서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 ’, ‘ ’가 이것이다.”라고 했는데 배우는 자들 

대부분이 이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다. 대진(戴震) 선생은 ‘ ’에 대해서는 “ 也.”로, 

‘ ’에 대해서는 “ 也.”라고 풀이하 는데, 이는 허신의 생각이 반 된 것으로, 글자는 

다른데 의미가 같은 경우에 대한 예를 든 것이라고 하 다. 의미가 비슷한 것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소위 ‘비슷한 부류를 한 부수에 모으는 것[建類一首]’이고, 그 풀이가 상호 

대응되게 하는 것이 소위 ‘같은 의미로 서로 이어지게 하는 것[同意相受]’이다. ‘ ’와 

‘ ’는 허신의 책 같은 부수에 속해 있는 예이고, 허신 책에서 다른 부수에 속해 있는 두 

글자가 상호 간에 풀이해 주는 예로는 “𡫳, 窒也.”, “窒, 𡫳也.”, “但, 裼也.”, “裼, 但也.” 등

이 있다.[序曰, 五曰轉注, 建類一首, 同意相受. , 是也. 學 多不解. 戴先生曰, 下云

也, 下云 也. 此許氏之恉, 爲異字同義 例也. 一其義類, 所 建類一首也. 互其訓詁, 所

同意相受也. 適於許書同部, 凡許書異部而彼此二篆互相釋 視此. 如窒也, 窒也, 但裼也, 

裼但也之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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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옥재는 ‘裼’에 대한 허신의 설해에 사용된 ‘袒’에 대하여, 각 판본에서는 ‘袒’으

로 쓰고 있으나 이는 허신 원문의 글자가 아니며 이 자리에 와야 할 글자는 ‘但’이

라고 하 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른 부수의 표제자로 수록된 ‘但’

에 대한 설해를 인용하 다. 설문해자에서 ‘但’이 “裼也.”로 풀이되고 있다면, ‘裼’

은 거꾸로 ‘但’으로 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시 허신

의 전주 개념을 덧붙 다. 설문해자에서 같은 의미를 지니는 두 개의 글자가 서로

의 훈석자로 사용되는 방식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裼’과 ‘但’은 같은 의미를 지니

는 글자로서 서로를 풀이해 줄 수 있고, 한대에 ‘裼’과 ‘但’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던 

글자로 존재했었다는 점이 허신 원문의 설해에 ‘袒’이 아닌 ‘但’이 본래의 글자로 들

어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앞에서 언급하 듯이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것’에 대한 단옥

재의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단옥재는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했던 

글자도 본래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그는 허신의 시대인 

한대부터 자신이 속한 시대까지의 많은 기록물에서 ‘袒裼’이라는 단어만 사용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袒’이 ‘웃통을 벗어 어깨를 드러냄’이라는 의미의 본래 글

자로 여겨져 왔다고 지적하 다. 그러나 허신의 설문해자는 이러한 잘못 혹은 오

해를 정정하는 데 필요한 근거를 담고 있었으며, 단옥재는 이를 토대로 ‘袒裼’의 

‘袒’이 사실은 ‘但’이 지녔던 의미를 나타내는 후대의 글자이고, 허신 당시에 설해에 

기록되었던 본래의 글자는 ‘但’이었다는 점을 확정하 다.

단옥재가 “허신의 책에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통해 이 글자의 본래 자형과 본의를 

알 수 있다. 게다가 금자로 이를 고쳐 옛 자형과 옛 의미가 전해지지 않게 되었다.”

라고 말한 것 또한 그가 글자의 본래 자형과 본의, 옛 자형과 옛 의미에 대해 주목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단옥재는 허신의 책을 ‘본래의 모습’과 ‘옛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보존체로서 의미 있게 여겼다. 또한 이러한 의미를 지니는 책을 주석하는 

주체로서, 가능하면 그 텍스트의 ‘본래 모습’과 ‘옛날 모습’을 그대로 복원하고자 하

다. 단옥재가 허신 원문에 기록된 본래의 글자가 무엇이고, 각 글자의 실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시도한 여러 가지 설명을 보면, 그가 두 개 이상의 글자나 

의미를 ‘구별’하고 그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밝히고자 했던 것은 결국 ‘본래의 것’이

었음을 알 수 있다. 단옥재가 생각하는 ‘본래의 것’은 변화를 겪기 이전의 것이고, 

따라서 시간 상으로는 먼저 존재하던 혹은 사용하던 것이다. 즉 고금 관계에서는 

‘古’, 정속 관계에서는 ‘正’, 진가 관계에서는 ‘眞’으로 구별되는 대상이 단옥재 인식 

속의 ‘본래의 것’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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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관련 예들을 통해 그가 어떤 방식으로 ‘본래의 것’을 밝히는지 살펴보

겠다. 먼저, 하나의 글자가 그 글자의 본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함께 나타낼 

때, 그 다른 의미의 본래 글자를 찾아서 대응시키는 경우이다. 說文解字注⋅第八卷⋅
壬部 “朢(망)은 달이 꽉 찬 것이다.[朢, 月滿也.]”에 대한 주를 보자.

이 글자와 ‘望’은 별개의 글자이다. ‘望’은 ‘朢’의 생략된 자형이 성부인데, 지금

은 ‘望’만 사용되고 ‘朢’은 폐기되었다.

此 望各字. 望从朢省聲, 今則望 行而朢廢矣.

단옥재가 주석에서 ‘A B各字’라는 표현은 A와 B가 서로 별개의 글자라는 점을 

말한다. 위의 예에서 ‘朢’은 ‘달이 꽉 참’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었다. 그런데 후대

에는 ‘望’이 그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 고, 결국 ‘望’만 사용되고 ‘朢’은 더 이상 사

용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 다. 이 두 글자는 본래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 상의 변화를 겪어 결국 ‘望’ 한 글자가 다른 글자의 의미까지 나타내게 된 상

황이다. ‘달이 꽉 참’이라는 의미 중심으로 본다면, 자신이 담겨 있었던 본래의 글자

가 아닌 다른 글자를 통해 나타내어지게 된 것이다. ‘朢’과 ‘望’은 이 의미를 연결의

미로 두는 고금 관계이다. 단옥재가 두 글자에 대하여 “各字”라고 풀이한 것에는 각

각의 글자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그들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지하고, 각 

글자의 본의를 제대로 연결시키고자 했던 의도가 반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생각은 

‘望’에 대한 주석에서도 보인다.

說文解字注⋅第十二卷⋅亾部 “望(망)은 도망 나가서 밖에 있게 되었을 때 돌아

갈 것을 바라는 것이다.[望, 出亡在外, 望其還也.]”에 대한 주를 보자.

‘還’은 돌아옴이다. 본의이다. 파생되어 ‘뛰어난 명성’을 뜻하는 ‘望’으로 쓰인다.

還 , 復也. 本義. 引申之爲令聞令望之望.

허신의 설해에서도 볼 수 있듯이 ‘望’의 본래 의미는 ‘돌아갈 것을 바람’이다. 단

옥재 역시 설해에서 풀이한 의미가 이 글자의 ‘본의’라고 하 고, 여기에서 ‘명성’이

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하 다. ‘望’과 ‘朢’에 대한 언급은 같은 글자에 대한 설

해 중 “亡으로 구성되며 朢의 생략형이 성부이다.[从亡, 朢省聲.]”에 대한 주에서 보

인다.

살펴보면 ‘望’은 ‘朢’을 성부로 가지고 ‘朢’은 ‘望’을 통해 의미가 나타내어 이들

이 별개의 글자임이 분명한데, 지금은 둘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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按望以朢爲聲, 朢以望爲義, 其爲二字 然也, 而今多亂之.

허신의 설해에서는 ‘朢’의 생략형이 ‘望’의 성부라고 하 는데, 이 점 역시 ‘朢’과 

‘望’ 두 글자가 서로 별개의 글자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두 글자가 같은 글자라면 어

느 한 쪽의 성부가 된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여기에서는 ‘望’은 ‘朢’을 소

리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가지고 있고, ‘朢’은 ‘望’ 통해 그 의미가 나타내어지는 것

임을 들어 두 글자가 엄연히 구별되는 글자라고 밝히고, 후대에 이 두 글자를 혼용

하게 되었다고 하 다. 이처럼 단옥재는 ‘望’에 대한 주석에서도 다시 한 번 두 글자

가 별개의 글자라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다.

‘朢’과 ‘望’ 두 글자의 예문을 확인한 결과, 단옥재는 각각의 의미를 지녔던 ‘朢’과 

‘望’ 두 글자가 어느 순간 한 글자로 통합되어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하고, 이들을 별

개의 글자로 구별하 다. 여기에서 ‘구별’은 본래의 글자와 본래의 의미에 대한 인식

의 결과이다. 그는 주석에서 ‘달이 꽉 참’이라는 의미의 본자는 ‘朢’이고, ‘望’의 본래 

의미는 ‘바라다’라는 점을 언급함으로써 이들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글자와 의미항

목들이 서로 제자리를 찾아가도록 선을 그어주는 작업을 하 다. 또한 ‘朢’과 ‘望’이 

‘달이 꽉 참’을 연결의미로 둔 고금 관계로 묶인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朢’은 ‘달이 

꽉 참’을 나타내는 데 사용했던 고자이자 본자가 된다. 동시에 글자 ‘望’에 대해서는 

본의를 이어준 것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단옥재가 인식한 고금 관계에서의 고자는 

시간적으로 ‘이전의 것’, ‘변화를 겪기 전의 것’이라는 점에서 본자에 대한 인식과 

긴밀하게 엮여 있으며, 고금 관계의 분별은 각 글자들의 본의를 대응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

고금 관계에 대한 설명이 단옥재의 ‘본의’ 및 ‘본자’에 대한 지향과 관련이 있음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說文解字注⋅第八卷⋅人部 “佻(조)는 경박함이다.

[佻, 愉也.]”에 대한 주를 보자.

고본(古本)에는 모두 ‘愉’로 되어 있다. 汲古閣本에는 ‘偷’로 되어 있는데 잘못이

다. 心部에서 “愉는 경박함이다.”라고 하 다. 시⋅소아⋅녹명(鹿鳴)의 “視民不恌

(백성들에게 두터운 애정을 보이시네)”는 허신이 의거한 판본에 ‘佻’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다. 모전에서는 “恌, 愉也.(‘恌’는 경박함이다.)”라고 하 다. 내 생각에 이
아⋅석언에서 “佻, 偷也.”라고 한 것을 보면 ‘偷’는 ‘愉’의 속자이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偷薄(투박하다)”, “偷盜(남의 물건을 훔치다)”에는 모두 人으로 구성되는 

‘偷’를 쓰며, 他와 侯의 반절음이다. 반면 ‘愉’자는 ‘즐거움’으로 풀이되며 羊과 朱의 

반절음이다. 이는 지금의 의미이자 지금의 발음이고 지금의 자형이지, 옛 의미, 옛 

발음, 옛 자형이 아니다. 옛날에는 人으로 구성된 ‘偷’자가 없었다. ‘愉’는 ‘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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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되었으며,55) 발음은 他와 侯의 반절음이다. ‘愉愉’는 조화로운 기운이 얼굴에 

엷게 비치는 것이다. ‘盜’는 ‘지나치게 경박함’을 뜻한다. ‘偷盜’(의 ‘偷’)는 옛날에 

‘愉’로만 썼다. 고자가 나누어지고 쪼개지는 것은 대부분 이와 같다. 주례의 “以

俗敎安, 則民不愉.(풍속으로 편안하게 하니 백성들이 급급해하지 않는다.)”에 대한 

주에서 “ ‘愉’는 급급해함을 말한다.’라고 하 다. 服虔의 좌전 주에서는 “視民不

佻(백성들에게 경박함을 보이지 않으시네)”에 대하여 “示民不愉薄.(백성들에게 투박

함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이라고 하 고, 시⋅당풍(唐風)⋅산유추(山有樞)의 “他

人是愉(딴 사람만 즐거워하네).”에 대한 모전에서는 “愉, 也.(‘愉’는 즐거워함이

다.)”라고 하고 전(箋)에서는 “愉讀曰偷, 猶取也.(‘愉’는 ‘偷’로 읽으며, 취함을 뜻한

다.)”라고 하 다. 이는 같은 글자에 대하여 각각의 의미를 들어 풀이한 것이다. “愉

讀曰偷”는 주례 “主以利得民.(군주는 백성을 이롭게 함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얻는

다.)”에 대한 주에서 “讀如上思利民之利.(‘윗사람은 백성들을 이롭게 할 것을 생각한

다’는 의미의 ‘利’로 읽는다.)”56)라고 한 것과 같다. 이처럼 한말(漢末)에 이미 人으

로 구성된 ‘偷’자가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허신은 그것을 취하지 않았다.57)

古本皆作愉. 汲古閣作偷, 誤也. 心部曰, 愉, 薄也. 雅鹿鳴曰, 視民不恌, 許所據作

佻, 是. 毛傳曰, 恌, 愉也. 按釋 , 佻, 偷也, 偷 愉之俗字. 今人曰偷薄, 曰偷盜皆从人

作偷, 他侯切. 而愉字訓爲愉悅, 羊朱切. 此今義今音今形, 非古義古音古形也. 古無从人

之偷, 愉訓薄, 音他侯切. 愉愉 , 和氣之薄發於色也. 盜 , 澆薄之至也. 偷盜字古只作

愉也. 凡古字之末流䤨析, 類如是矣. 周禮曰, 以俗敎安, 則民不愉, 注曰, 愉 朝不 夕. 

服注左傳視民不佻云, 示民不愉薄. 唐風, 他人是愉, 傳曰, 愉, 也, 箋云, 愉讀曰偷, 

猶取也. 此同字而各 一義釋之. 愉讀曰偷, 如注周禮主以利得民云讀如上思利民之利耳. 

然可見漢末已有从人之偷, 許不之取.

허신의 설해에 대하여 단옥재가 가장 먼저 제기한 문제는 급고각본(汲古閣本) 설
문해자에 ‘佻(조)’에 대한 설해가 “偷也.”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偷’는 옛 판본 
설문해자에 ‘愉’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단옥재는 경전의 기록과 그에 대한 주석

을 예로 들어, ‘愉’가 오늘날 ‘偷’가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냈었음을 밝혔다. 그의 설

명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두 가지이다. ‘偷’라는 글자는 본래 ‘愉’가 지니고 있던 

의미를 나중에 이어받게 된 글자이며, 허신의 원문에 기록된 ‘愉’라는 글자는 오늘날

의 ‘즐거움’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곧 ‘愉’의 본

래 의미를 밝힘과 동시에, ‘경박함’이라는 ‘偸’가 지닌 의미의 본자가 ‘愉’라는 것을 

밝힌 것이다.58)

55) 說文解字注⋅第十卷⋅心部 “愉, 薄也.”

56) 정현은 앞의 구절에 대하여 “利讀如上思利民之利”라고 하 다.

57) 허신은 說文解字에서 ‘偸’자를 표제자로 수록하지 않았다.

58) 단옥재는 경전의 주석을 토대로 ‘偷’가 ‘투박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본자 ‘愉’의 속자

로 쓰 다고 하 다. 이와 같이 판단한 것은 정현의 주석에서 ‘偷’가 ‘투박하다’라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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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옥재는 ‘愉’와 ‘偸’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옛날과 지금을 명확하게 구분하

다. 그는 “ ‘愉’가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羊과 朱의 반절음[유]’이다.”라고 설명하

며, 이것은 지금의 의미와 지금의 발음과 지금의 자형이고 옛날의 그것이 아님을 재

차 강조하 다. 이것은 그가 ‘옛날’이라는 것과 ‘원래’라는 것을 동일시하여 본래의 

자형과 발음과 의미를 밝히고자 했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어서 “옛날에는 人으

로 구성되는 ‘偷’자가 없었다. ‘愉’는 ‘薄’으로 풀이되며 발음은 他와 侯의 반절음이

다.”라고 하여, ‘愉’가 지녔던 본래 의미와 발음을 명시했다. ‘偷’라는 글자가 만들어

지기 전에 ‘愉’는 오늘날 ‘偷’가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냈으며, ‘愉’의 발음 역시 지금

의 발음인 ‘羊과 朱의 반절음[유]’이 아니라, 오늘날 ‘偷’의 발음인 ‘他와 侯의 반절

음[투]’이었던 것이다. 단옥재의 설명을 옛날과 지금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愉 偷

자형 발음 의미 자형 발음 의미

옛날 愉 투 경박하다 - - -

지금 愉 유 즐겁다 偷 투 경박하다

그는 이 두 글자의 관계에서 옛날의 것과 지금의 것을 대비하여 설명하면서, “보

통 고자가 나눠지고 쪼개지는 것이 대부분 이와 같다.”는 한 문장으로 글자의 파생 

현상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이 말은 곧 어떤 글자 내부에서 의미의 파생이 일어

나고, 여러 의미항목을 나누어 가지기 위해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져 기존 글자의 본

의가 옮겨 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본의가 본래의 글자를 벗어나 새로 만들어진 다른 

글자로 이동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단옥재는 가능하면 그 의미의 원래 자리인 본자

를 찾아 대응시켰다. 또한 글자에 대해서도 그 글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의미인 본

의를 설명해 주었다. 여기에서 허신 텍스트의 원문을 가능하면 본래 모습 그대로 보

존하고, 오래 전의 기록물을 구성하는 옛 글자들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를 단옥

재 자신의 현재의 시각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글자의 고금 관계를 밝히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의 옛 모습과 지

금 모습을 구분하는 작업이다. 이는 주석 대상 텍스트의 시간대와 주석가의 시간대

를 이어주는 작업이었으며, 이를 위해 단옥재는 어떤 글자의 본의가 무엇이며 어떤 

로 사용되고 있음을 통해 한대 말에 이미 ‘偷’가 ‘투박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확

인했는데 허신이 이 글자를 표제자로 수록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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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의 본자가 무엇인지를 밝혔다. 결국 독자들은 주석 대상 텍스트와 자신들 사이

의 시간적 간격 사이에서 일어난 다양한 변화의 결과를 인지하고, 주석가의 설명을 

통해 자신들이 보고 있는 텍스트에 기록된 글자의 자형과 발음과 의미 등 모든 방면

에서 그것의 ‘본래 모습’을 인지하게 된다.

‘㓝’과 ‘𠛬’의 구별 역시 ‘본래 모습’을 염두에 두었던 단옥재의 인식과 관련이 있

다. 두 글자 모두 설문해자에 표제자로 수록되어 있다. 먼저 說文解字注⋅第五卷⋅
丼部 “㓝(형)은 죄를 벌하는 것이다.[㓝, 罰辠也.] … ‘丼’은 성부이기도 하다.[丼亦

聲.]”에 대한 주를 보자.

戶와 經의 반절음이다. 11부에 속한다. 내 생각에 이 글자가 ‘㓝罰(형벌을 내림)’

을 나타내는 정식글자인데, 지금은 ‘𠛬’을 쓴다. ‘𠛬’은 목을 베는 것이다. 部에 

보인다. 이들의 의미와 발음은 매우 다르다.

戶經切. 十一部. 按此㓝罰正字也, 今字改用𠛬. 𠛬 , 剄也. 見 部. 其義其音皆殊

異.

단옥재는 당시 ‘형벌을 내리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인 ‘𠛬’이 그 의미의 본

래 글자가 아니라 ‘㓝’이 본래 글자임을 밝혔다. 동시에 ‘𠛬’은 본래 의미가 ‘목을 베

다’라고 하 고, 이 두 글자는 발음과 의미가 각각 분리되어 있던 별개의 글자 다

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설명은 ‘𠛬’에 대한 주석에서도 볼 수 있다. 說文解字注⋅
第四卷⋅ 部 “𠛬(형)은 목을 베는 것이다.[𠛬, 剄也.]”에 대한 주를 보자.

내 생각에 ‘㓝’은 다섯 가지 형벌이다. 보통 ‘형벌(㓝罰)’, ‘전형(典㓝)’, ‘의형(

㓝)’에 이 글자를 쓴다. ‘𠛬’은 목을 베는 것이다. 가로로 벤다. 이 글자의 본의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속자로는 ‘𠛬’으로 ‘㓝罰’, ‘典㓝’, ‘ 㓝’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데 쓰는데, 글자의 구성 원리가 전혀 다름을 모르는 것이다. ‘丼(정)’ 발음과 ‘幵

(견)’ 발음은 다르다. ‘丼’ 발음은 11부에 속하고, ‘幵’ 발음은 12부에 속한다.

按㓝 , 五㓝也. 凡㓝罰, 典㓝, 㓝皆用之. 𠛬 , 剄頸也. 橫絕之也. 此字本義 用. 

俗字乃用𠛬爲㓝罰, 典㓝, 㓝字, 不知造字之恉旣殊. 丼聲, 幵聲各部. 凡丼聲在十一

部. 凡幵聲在十二部也.

여기에서도 단옥재는 ‘𠛬’이 ‘목을 베다’라는 의미로 풀이된 것에 대하여, 이와 구

별되는 ‘㓝’의 의미를 대비시키며 두 글자를 구별한다. 그는 다섯 가지 형벌을 종합

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가 ‘㓝’이며, ‘𠛬’은 ‘목을 벰’이라는 협소한 의

미의 형벌을 뜻하는 글자라고 하 다. 그러나 ‘𠛬’은 본래의 뜻으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민간에서 ‘㓝’이 지닌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며, 이들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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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구성 의도 혹은 구성 원리를 잘 모른 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 다. ‘㓝’과 

‘𠛬’ 모두 오른 쪽에 ‘ ’ 편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신의 책에서 ‘㓝’은 

‘丼部’에, ‘𠛬’은 ‘ 部’에 속해 있다는 점은 허신 역시 이 두 글자의 구조를 다른 방

식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단옥재는 이와 같은 수록 현황에 근거하여 두 글

자의 결합 구조가 다르고 의미도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 고, 후대에 ‘𠛬’이 나타내게 

된 ‘형벌’이라는 의미의 본래 글자는 ‘㓝’이었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또한 앞의 ‘㓝’에 대한 주석에서 ‘㓝’과 ‘𠛬’의 발음도 약간 다르다고 하 는데 이 

역시 두 글자가 별개의 글자 다고 보는 단옥재의 관점을 나타낸다. ‘㓝’과 ‘𠛬’은 

각각 ‘丼(정)’과 ‘幵(견)’을 성부로 지니고 있다. 단옥재는 이에 대하여 “ ‘丼(정)’ 발음

과 ‘幵(견)’ 발음은 다르다. ‘丼’ 발음은 11부에 속하고, ‘幵’ 발음은 12부에 속한다.”

라고 하여 두 글자의 발음이 동일하지 않음을 밝혔다. 그러나 설문해자주에 기록

된 반절음에 따르면 ‘㓝’과 ‘𠛬’ 두 글자는 모두 ‘戶와 經의 반절음’으로 발음이 같

다. 단옥재는 ‘𠛬’에 대한 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 다.

戸와 經의 반절음이다. 내 생각에 고음은 一先韵 ‘幵聲’에 속하는 글자들과 같이 

묶여야 한다.

戸經切. 按古音當 一先韵内幵聲諸字爲伍.

위의 내용은 ‘𠛬’이 ‘㓝’과 마찬가지로 ‘戶와 經의 반절음’으로 발음되지만, 고음으

로 거슬러 올라가면 ‘𠛬’은 ‘幵聲’에 속하는 글자들과 같은 발음이었다는 설명이다. 

즉 ‘𠛬’이 ‘㓝’과 같은 계열의 발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본래 다른 발음을 가진 별

개의 글자 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단옥재는 ‘㓝’과 ‘𠛬’에 대한 주석에서 이들이 본래 다른 글자 다는 점, 

의미를 주고받았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㓝’이 ‘형벌을 내림’이라는 의미의 

본자라고 하 다. 또한 그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는 정식글자는 ‘𠛬’이 아니라 ‘㓝’

이라는 점에서 이 두 글자는 정속 관계로 묶이고,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면 ‘형벌을 

내림’이라는 연결의미를 중심으로 고금 관계로 묶인다고 보았다. 즉 ‘㓝’은 고금 관

계에서 고자에 해당함과 동시에 정속 관계에서는 정식글자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

게 어떤 의미의 정속 관계나 고금 관계에 대한 인식은 본자에 대한 인식과 연결되어 

있다. 동시에 ‘형벌을 내림’이라는 의미에 해당하는 본자를 찾아주는 과정에서 ‘𠛬’

자의 본의도 밝히게 된다. 결국 ‘㓝’과 ‘𠛬’을 ‘별개’의 글자라고 설명한 것에도 두 

글자의 연결의미가 속해 있던 본자와 고금 관계에서 금자에 해당하는 ‘𠛬’이 나타냈

던 본의에 대한 인식이 반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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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 관계이자 정속 관계에 해당하는 예 외에도 정식글자와 가차자, 즉 정가(正假) 

관계이면서 고금 관계인 예도 있다. 다음은 說文解字注⋅第十卷⋅立部 “䇐(리)는 

내려다보는 것이다.[䇐, 臨也.]”에 대한 주의 일부이다.

도덕경(道德經)에 대한 경전석문의 풀이에서는 “옛날에는 ‘莅’자가 없었다. 설
문해자의 ‘䇐’이다.”라고 하 다. 생각건대 ‘莅(리)’가 사용되면서 ‘䇐’를 사용하지 

않게 된 것 같다. 정식글자가 있는데 가차자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 경우가 모두 이

와 같다.

道德經釋文云, 古無莅字. 説文作䇐. 按莅行而䇐廢矣. 凡有正字而爲叚借字所敚 類

此.

단옥재는 경전석문의 주석 내용을 인용하여, ‘䇐’가 본래 사용되던 글자 는데, 

그것의 역할을 ‘莅(리)’가 대신하게 된 것 같다고 하며 이들의 고금 관계를 언급하

다. 주목할 것은 경전에서 ‘내려다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 ‘莅’가 그 

의미의 본자가 아니라 설문해자에 수록된 ‘䇐’가 그 의미의 본자라고 밝혔다는 점

이다.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본래의 글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단옥재는 ‘莅’를 가차자

로 규정하 다. 따라서 ‘䇐’는 정식글자, ‘莅’는 가차자로서 두 글자의 관계가 정가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이들은 시간적으로는 ‘내려다봄’이라는 연결의미를 공유하는 고

금 관계이자,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역할 면에서 정식으로 사용되었는지 임시로 사

용되었는지에 따른 정가 관계이다. 여기에서도 단옥재는 고금 관계에서의 고자, 정가 

관계에서의 정식글자인 ‘䇐’를 ‘내려다봄’이라는 의미의 본자로 지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정식글자가 있는데 가차자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 

경우가 모두 이와 같다.”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정식글자와 그것 대신 사용된 가차자의 구별이 명확했고, 임시로 빌려

온 가차자가 정식으로 사용되던 글자의 자리를 빼앗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인

식하고 있었다. 결국 이들은 어느 시점에 정가 관계로 존재하다가 정식글자가 폐기

되고 가차자가 ‘내려다봄’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용 글자로 사용되었고, 그 결과 

고금자로 묶이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䇐’가 정가 관계에서는 정식글

자이자 고금 관계에서는 고자인 동시에 ‘내려다봄’이라는 의미의 본자에 해당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금 관계에서의 고자가 대부분 정속 관계의 정식글자 던 것과는 달리, 금자가 

정식글자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說文解字注⋅第四卷⋅ 部 “㓵(악)은 칼의 날이

다. … ‘㗉(악)’은 ‘㓵’의 주문(籒文)이다. 㓞과 各으로 구성된다.[㓵, 劒 也. … 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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籒文㓵, 从㓞各.]”에 대한 주를 보자.

各聲은 㖾聲과 같은 부(部)에 속하는 발음이다. 이아⋅석고에서 “ ‘剡(섬)’과 ‘㗉
(악)’은 날카로움이다.”라고 하 다. 육덕명의 책에는 ‘㗉’으로 되어 있고, 안주(顏籒, 

안사고)와 공중원(孔沖遠, 공 달)은 ‘略’으로 인용하 다. 시⋅주송(周 )⋅재삼(載

芟) “有略其耜.(날카로운 쟁기가 있으니)”에 대해 모전에서는 “ ‘略’은 날카로움이

다.”라고 하 다. 장읍의 고금자고에서 “ ‘略’은 옛날에 ‘㗉’으로 썼다.”라고 한 것

은 설문해자를 참고한 것이다. ‘㗉’은 고자이고 ‘㓵’은 금자이다. ‘㓵’은 정식글자

이고 ‘略’은 가차자이다.

各聲 㖾聲同部. 釋詁, 剡㗉利也. 陸德明本作㗉, 顏籒、孔沖遠引作略. 周 , 有略

其耜. 毛云, 略, 利也. 張揖古今字詁云, 略古作㗉. 以說文折衷之. 㗉 古字, 㓵 今字. 

㓵 正字, 略 假借字.

허신은 표제자 ‘㓵’과 관련하여 “㗉은 㓵의 주문이다.”라고 하 다. 단옥재는 이를 

보충하며 경전에 기록된 ‘㗉’, ‘㓵’, ‘略’ 세 글자가 모종의 관계로 이어짐을 밝혔다. 

그는 먼저 ‘㗉’과 ‘㓵’의 관계는 허신의 설해를 토대로 ‘㗉’이 ‘㓵’의 주문 자형이라

고 하 다. 이 두 글자는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과거와 현재의 고금 관계가 될 수 

있다. “ ‘㗉’은 고자이고 ‘㓵’은 금자이다.”라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즉 주문을 사용

하던 단계에서 ‘칼날이 날카로움’을 뜻하는 데 ‘㗉’자를 썼고, 이후 소전을 사용하던 

시대에는 ‘㓵’으로 그 뜻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칼날이 날카로움’이라는 연결의

미를 중심으로 고금 관계로 묶인다.

또 ‘㓵’과 ‘略’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 다. 단옥재는 여러 경전의 예를 통해 ‘㓵’

이 지니고 있는 의미를 ‘略’을 통해 나타내는 경우를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주석의 

설명을 근거로 ‘略’이 ‘㓵’ 대신 쓰인 가차자라고 하 다. 즉 예로 든 구절에서 ‘略’

이 실제로 나타내는 의미는 ‘略’의 본의가 아니라 ‘㓵’의 ‘날카로움’이라는 의미인 것

이다. 이 때문에 두 글자는 정가 관계로 묶인다.

이 두 쌍의 관계에서는 고금 관계에서의 금자인 ‘㓵’이 정가 관계에서 정식글자에 

해당된다. 이전의 예들에서는 고금 관계에서의 고자가 정가 관계에서의 정식글자에 

해당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고금 관계와 정가 관계를 

구성하는 글자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㗉’과 ‘㓵’의 고금 관계에서 금자인 ‘㓵’이 해

당 의미를 나타내는 데 주로 사용된 이후, ‘略’이라는 글자가 ‘㓵’ 대신 사용된 것이

다. 세 글자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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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 㗉
今 㓵 略

[날카롭다] 正 假

여기에서 정가 관계의 정식글자와 고금 관계에서의 고자가 반드시 서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며, 고금 관계에서 연결의미를 금자로 나타내게 된 이후에 그 글자의 가차

자가 생긴 경우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역시 ‘본래의 것’을 구

별해 내려는 인식이 작용하 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정가 관계 설명에

서는 본래 글자인 정식글자 ‘대신’ 다른 글자가 사용되었다는 점에 초점이 놓인다. 

단옥재는 어떤 글자가 본의가 아닌 다른 의미를 대신 나타낼 때 본의와 대응되는 글

자가 정식글자이고, 정식글자 대신 그 글자의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는 가차자로 규

정한다. 정가 관계에서 가차자는 정식글자 A의 의미를 대신 나타내는 임시적인 글자

이며, 그 의미의 본래 자리가 가차자가 아닌 정식글자임을 밝히는 것이다.

정가 관계는 진가(眞假) 관계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앞에서 들었던 예문 중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석이 있다. 說文解字注⋅第十二卷⋅女部 ‘𡚽(호)’에 대한 허신의 

설해 중 “상서⋅홍범에서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 다.[商書曰, 無

有作𡚽.]”는 구절에 대한 단옥재의 주를 다시 보자.

｢홍범｣의 문장이다. 지금의 상서에는 ‘𡚽’가 ‘好’로 되어 있다. 이는 경전을 인

용하여 가차임을 설명한 것이다. ‘𡚽’는 본래 ‘사람의 성(姓)’으로 풀이하며, ‘好惡’

를 뜻하는 진짜글자는 따로 있었다. 그런데 벽중고문에서는 ‘𡚽’를 빌려 ‘好’의 의미

를 나타냈다. 이것을 통해 옛날에 가차가 반드시 본래의 글자가 없는 경우에만 이

루어진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발음이 같으면 통용하는 용법의 발단이었

다.

鴻範文. 今尚書𡚽作好. 此引經說叚借也. 𡚽本訓人姓, 好惡自有眞字. 而壁中古文叚

𡚽爲好. 此以見古之叚借不必本無其字, 是爲同聲通用之肈耑矣.

단옥재의 설명처럼 ‘𡚽’와 ‘好’는 가차 관계이다. 그가 “옛날에는 가차가 반드시 

본래의 글자가 없는 경우에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님을 볼 수 있다”고 한 바와 같이 

이 둘은 옛날 어느 시점에는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던 글자 다. 단옥재는 고문상

서와 금문상서의 기록을 비교하여 전자에는 ‘좋다’라는 의미로 ‘𡚽’가, 후자에는 ‘好’

가 쓰 음을 제시한 후, 고문에 기록된 ‘𡚽’자는 그 글자 본래의 의미가 아닌 ‘好’의 

의미를 나타내는 데 가차된 것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그는 ‘진자(眞字)’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표현 역시 단옥재가 ‘좋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는 ‘본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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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𡚽’와 ‘好’ 두 글자 간의 역

할 관계를 가려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진가 관계에서 진짜글자는 본자에 해당

하고 가차자는 본자 대신 사용된 임시 글자로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관계 규정

과 구별 역시 단옥재의 ‘본래의 것’에 대한 지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단옥재는 정가 관계에서의 ‘정식글자’ 혹은 진가 관계에서의 ‘진자’를 구별하는 것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생각하 다. 說文解字注⋅第十三卷⋅黽部 ‘ (조)’에 대한 

주를 보자.

가차 연구는 그 글자가 빌린 글자이고 진짜글자가 아니며, 진짜글자는 따로 있음

을 밝히는 것이다. 그것이 빌린 글자임을 밝히지 않고 곧바로 그것을 가리켜 진짜

글자라고 한다면, 진짜글자와 빌린 글자의 의미가 모두 가려진다.

葢叚借之學, 明其爲借字, 非眞字, 而眞字存. 不明其爲借字, 直指爲眞字, 而眞字借

字之義皆廢矣.

이 주석에서 단옥재는 가차 현상을 연구하는 것의 목적이 가차자는 그것이 나타내

는 의미와 묶이는 진짜글자가 아니며, 진짜글자는 따로 있음을 밝히는 데 있다고 하

다. 만약 가차 용법으로 사용된 어떤 글자를 가차자가 아닌 진짜글자인 것처럼 해

석해 버린다면, 가차자로 사용된 글자의 본의가 잘못 인식될 뿐만 아니라 진짜글자

의 본의 역시 가려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진가 관계를 명확히 구별하지 않으면 

가차자 입장에서는 임시로 나타내게 된 그 의미가 본래 의미인 것처럼 인식되고, 진

짜글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본래 의미를 가차자에게 빼앗겨 본의의 자리가 비게 됨을 

경계한 것이다.

단옥재의 인식 속에서 모든 글자는 그 글자만의 본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글자

와 의미는 고정적인 상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가차 연구를 통해 진짜글자와 

가차자를 구별해야 한다고 본 것 역시 진짜글자는 진짜글자대로 가차자는 가차자대

로 각각 본연의 의미를 가진 개체로서 존재하며, 그 글자들이 간혹 다른 글자의 의

미를 나타내는 데 쓰여도 기존에 연결되어 있던 ‘특정 글자’와 ‘그 글자의 의미’ 사

이의 고정적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단옥재의 주석에서 다룬 고금 관계, 정속 관계, 진가(眞假) 또는 정가

(正假) 관계 등 각 쌍의 관계에서 고자, 정식글자, 진자(眞字)는 상대 위치에 놓인 금

자, 속자, 가차자에 대하여 ‘원래의 것’에 해당하고, 금자, 속자, 가차자는 ‘원래의 것

에서 벗어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들 관계를 구별하고 고자, 정식글자, 진자와 

그것들에 대응되는 의미를 밝힌 것은 매 글자와 의미에 대하여 본래의 것을 찾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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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키고자 했던 작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단옥재가 생각하는 ‘본래의 것’은 그의 인식 속에서 ‘그래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원래의 자형’ 혹은 ‘원래의 의미’이다. 여기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는 주

관적 가치판단이 부여되어 있다. 설문해자에 수록된 ‘殘(잔)’과 ‘㱚(잔)’은 ‘나머지’

라는 의미에 있어서 고금 관계로 묶이는데, 이 두 글자에 대한 주석을 통해 단옥재

가 ‘그래야 마땅한 것’을 두고 어떠한 해설을 하는지를 볼 수 있다. 먼저 說文解字

注⋅第四卷⋅歺部 “殘은 훼손함이다.[殘, 賊也.]”에 대한 주를 보자.

戈部에서는 “ ‘賊(적)’은 훼손함이다.”라고 하 고, 𣦻部에서는 (‘𣦼(잔)’에 대하여) 

“훼손하여 뚫는 것이다.”라고 하 다. 지금 민간에서는 ‘나머지’라는 의미의 글자로 

사용한다. 살펴보면 허신은 ‘殘’은 ‘훼손함’으로, ‘㱚’은 ‘나머지’라고 본 것 같다. 지

금은 ‘殘’만 사용되고 ‘㱚’은 폐기되었다. 주례⋅지관⋅고인(稾人) 주에서는 ‘戔’을 

빌려 ‘㱚’의 의미를 나타냈다.

戈部曰, 賊, 敗也. 𣦼部, 殘穿也. 今俗用爲㱚餘字. 按許意殘訓賊, 㱚訓餘, 今則殘

行而㱚廢矣. 周禮稾人注, 假戔爲㱚.

허신은 ‘殘’을 “훼손함이다.[賊也.]”로 풀었다. 단옥재가 戈部의 ‘賊’과 𣦼部의 ‘𣦼

(잔)’에 대한 허신의 설해를 인용한 것은 이들 설해에 사용된 ‘殘’이 ‘훼손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단옥재가 직접 언급하 듯이 당시에 

‘殘’은 ‘나머지’라는 의미를 지닌 글자로 인식되었다. ‘殘’이 ‘훼손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임을 보여준 것은 단옥재 당시의 용법이 본래의 용법에서 변화를 겪은 

것임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으며,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글자의 본

의가 ‘나머지’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다. 단옥재는 곧이어 허신의 설해 중 ‘㱚’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여, ‘나머지’라는 의미는 본래 ‘殘’이 아닌 ‘㱚’으로 나타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殘’이 주로 사용되면서 ‘㱚’은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는 설명을 

통해, ‘㱚’이 ‘나머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상실하고 ‘殘’이 ‘㱚’을 대신하여 

‘나머지’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된 것이라고 하 다. 위의 주석에서는 ‘殘’이 ‘나머지’

라는 의미의 본자가 아님을 밝히는 것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 고, ‘㱚’에 대한 주석

에서는 더 나아가 본자 사용의 당위성을 강조하 다. 단옥재는 說文解字注⋅第四卷⋅
歺部 “㱚(잔)은 짐승이 먹고 남은 것이다.[㱚, 禽獸所食餘也.]”에 대한 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파생되어 모든 사물의 나머지를 뜻한다. ‘나머지(殘餘)’를 나타낼 때는 ‘㱚’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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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한다.

引伸爲凡物之餘. 凡殘餘字當作㱚.

허신은 ‘㱚’을 ‘짐승들이 먹고 남은 것’으로 풀이하 고, 단옥재는 이 설해를 토대

로 ‘나머지’라는 의미가 ‘짐승들이 먹고 남은 것’이라는 본의에서부터 파생된 것이라

고 설명하 다. 즉 ‘㱚’은 ‘짐승들이 먹고 남은 것’과 ‘나머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던 

글자라는 것이다. 앞의 ‘殘’에 대한 주석에서 ‘㱚’이 ‘나머지’를 뜻한다고 한 것은 이 

부분의 주석 내용과 관련이 있다. 뒤이어 “ ‘나머지’를 나타낼 때는 ‘㱚’자를 써야 한

다.[凡殘餘字當作㱚.]”라고 한 것은 ‘나머지’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데 사용했던 본자

는 ‘㱚’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서 단옥재는 ‘當作’이라는 표현을 썼다. 여기에는 단옥재 당시에 ‘나머지’라

는 의미를 ‘殘’으로 나타내고 있으나 사실은 ‘㱚’을 쓰는 것이 ‘옳다’고 보는 단옥재

의 가치판단이 내포되어 있다. 이때 그가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은 실제 언어생활에

서 그 글자로 바꾸어 써야 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殘’에 대한 주석에서도 이미 

폐기되었다고 말했듯이 그는 ‘㱚’이 더 이상은 ‘나머지’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지 않

는다는 점을 인정하 다. 그럼에도 그 글자로 ‘써야 한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 의미

가 귀속되는 ‘㱚’이라는 본래 글자가 엄연히 따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본래는 그 글

자를 통해 ‘나머지’라는 의미를 나타내어야 하는데 후대에 상황이 변하여 본자가 아

닌 다른 글자로 나타내고 있게 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옥재

가 본래의 것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본래의 것에서 벗어나 지금의 상태가 되

기까지의 변화 경위에도 관심을 두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참고로 2장에서 언급한 ‘廢矣’라는 표현 역시 같은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글자의 

폐기뿐만 아니라 어떤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상황까

지도 포함한다. 단옥재가 옛 의미나 본의가 폐기되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 글자는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나 그 글자가 가지고 있던 ‘옛날의’ 혹은 ‘이

전’의 의미, 즉 ‘본래’의 의미가 더 이상 그 글자를 통해 발현되지 않게 된 상황을 

말한다. 고금자 설명에서 ‘廢矣’로 설명되는 것은 주로 고자 대신 금자가 사용된 경

우로, 글자가 아닌 의미에 대해서도 ‘廢矣’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옥재에게 있어 어떤 글자가 가지는 본의란 매우 중요하고 근본

적인 것이므로, 그것이 본래의 글자에서 벗어나 더 이상 그 글자의 의미가 아닌 것

이 되었을 때 “본의가 폐기되었음”을 명시해 준 것 역시 본의 또는 본자를 추구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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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결

이상에서 고금자에 대한 단옥재의 설명에서 보이는 언어관을 종합하고, 고금자에 

대한 단옥재의 시각이 지니는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단옥재 주석에서 

고금자 설명이 수행하는 기능과 고금자 설명의 주체인 단옥재가 주석을 함에 있어 

중점을 두었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단옥재가 여러 글자들에 대하여 고금자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언어와 문

자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변화에 대한 인식, 즉 단옥재의 시기까지 축적된 

학술적 배경을 토대로 한 언어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언어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언어 문자 체계의 내적 변화 인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문자의 분화 현상과 통

합 현상을 읽어낸 점에 대하여 다루었다. 여기에서 ‘분화 현상’은 문자가 의미항목을 

담당함에 있어 세부 의미항목 별로 여러 문자를 나누어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

고, ‘통합 현상’은 여러 의미항목을 하나의 글자를 통해 나타내게 되는 경우를 말한

다. 단옥재는 두 글자의 고금 관계를 설명하며 이러한 통합 및 분화 현상에 대해서

도 함께 언급하 다.

둘째, 성동(聲同)과 의동(義同)의 동일시이다. 이러한 관점은 자형 구조 상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는 그룹에 속하는 고금자에서 확인된다. 단옥재는 자형이 전혀 다른 

두 글자의 고금 관계를 판정할 때, 두 글자의 발음이 같으면 의미가 통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발음과 의미 간의 관계를 자형과 의미 간의 관계보다 더 가깝게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단옥재는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음가’가 곧 ‘의미’라

고 여겼으며, 이는 글자의 자형에 얽매이지 않고 발음을 통하여 그 의미를 연결 지

었던 청대 소학의 학술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언어관을 바탕으로 글자의 고금 관계를 다룬 단옥재의 관점은 다음의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글자의 고금 관계를 전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단옥재는 설문해자
전체에 걸쳐 허신이 수록한 글자들의 고금 관계를 이어주고, 가능하면 해당 글자에 

대한 주석마다 그들의 관계를 명시해 주었다. 결과적으로 허신의 설해를 토대로 단

옥재만의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냈다고 할 만큼 글자와 글자 사이의 고금 관계 및 그 

관계를 둘러싼 변화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해설하 다.

둘째, 본의와 본자에 대해 중점적으로 탐구하 다. 단옥재는 고금 관계를 통해 실

제 의미를 밝히고, 정속 관계 정가 관계 등과 같이 설명 대상 글자가 본래의 글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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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지 않은 경우, 다른 글자와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본래 글자 또는 그 글자의 

본래 의미를 밝히고자 하 다. 주석에서 보이는 이러한 양상은 단옥재가 의미와 글

자 간의 고정적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을 보여준다. ‘본래의 의미’나 ‘본

래의 글자’가 아닌 것이 보이면 그것을 본래의 것으로 대응시키고자 하 다는 점, 

그리고 옛 글자의 본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지금 글자를 대응시켜 고금자로 엮은 점

은 무엇인가 변화를 겪은 대상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복원시키고자 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이 옛 글자와 지금 글자를 

대응시켜 보여주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것에 더 가까운 ‘고(古)’를 

밝힘으로써 주석 대상 경전의 본래 의미를 밝혀내고자 했던 점에 의의가 있는 것으

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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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고의 논의는 단옥재가 주석 내에서 설명한 글자들의 고금 관계가 단순히 옛날과 

지금의 글자 차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주석의 일부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

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 다. 기존의 고금자 관련 연구에서는 고금자 자료를 

주석서와 분리시켜 단독의 언어 연구 자료로만 활용함에 따라, 그 본연의 의미가 완

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본고에서는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 

자료를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는 그의 주석서에서 고금자 설명

이 왜 필요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 다.

관련 논의는 다음의 순서로 전개하 다. 먼저 2장에서는 설문해자주의 서술양상

을 다루었다. 2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고금자 개념에 대한 검토를 위해 전통시기 

학자들과 현대 학자들이 고금자를 어떻게 봤으며 단옥재는 고금자를 어떻게 규정하

는지를 확인하 다. 단옥재 이전의 학자들은 고금자에 대한 세세한 설명 없이 두 

글자가 고금자임을 언급하 다. 또한 단옥재와 비슷한 시기의 일부 청대 학자들과 

현대의 학자들은 글자의 고금 관계를 문자 파생의 맥락에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단옥재가 규정한 고금 관계와는 그 성격이 달랐다. 단옥재가 규정한 고금자는 지칭

하는 대상과 발음은 같으나 서로 다른 시기에 사용되는 두 글자로서, 이들을 고자와 

금자로 나누는 시간적 기준은 상대적이다. 2장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설문해자주
에서 보이는 고금자 서술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단옥재의 주석 구조를 확인

하 고,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이 주석 대상 원문인 설문해자의 의미를 명확히 전

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장에서는 설문해자주 내의 고금자 설명 자료를 실제적으로 분석하 다. 단옥재

의 고금자 설명에는 고자와 금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언어 및 문자 측면의 변화에 

대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기술에는 단옥재의 언어 및 문자에 대한 인식이 

반 되어 있다. 필자는 단옥재가 판정한 고금자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이들

을 적절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3장의 도입부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시도되었던 고금자 분류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본고의 논의에 적

합한 분류의 기준을 마련하 다. 본고에서 설정한 대분류의 기준 항목은 ‘외적 변화’

와 ‘내적 변화’이다. ‘외적 변화’는 고자와 금자의 자형 차이를 보는 것이고, ‘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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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는 글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 즉 고자의 금자 자체의 의미 변화 혹은 두 

글자 사이의 의미 이동 등을 살피는 항목이다. ‘외적 변화’ 항목은 다시 편방의 추

가, 교체, 탈락 또는 자형이 무관한 경우로 나누었고, ‘내적 변화’ 항목은 다시 ‘파

생’과 ‘가차’로 나누었다.

고금자 자료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그와 관련된 단옥재 주석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었던 점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자형이 완전히 다른 글자가 고금 관계로 묶

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글자의 고금 관계를 문자 파생의 결과로만 볼 수는 없

다. 둘째, 고금 관계는 글자 내부의 의미 변화 및 이동으로 인해, 해당 의미를 기존

의 글자가 아닌 다른 글자로 나타내게 되었을 때 만들어지는 관계이다. 글자의 의미 

변화와 자형 변화는 동시에 향을 주고받으며, 단옥재의 주석에서도 이 부분에 대

한 인식이 반 되어 있다. 셋째, 단옥재는 시간적 간극이 있는 두 글자를 동일한 연

결의미를 축으로 하여 고금 관계로 묶을 수 있을 만큼 언어와 문자의 변화에 대해 

포괄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끝으로 4장에서는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에 반 되어 있는 언어관과 단옥재 고금자

관의 특징에 대해 다루었다. 먼저, 단옥재는 언어 및 문자 체계의 내적 변화에 대한 

인식과 발음이 같으면 의미 역시 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그가 

대상 텍스트에 기록된 글자의 본래 의미를 풀어내는 데 필요한 근거가 되었다. 고금

자를 둘러싼 단옥재의 언어관을 살피는 데에는 앞의 3장에서 살펴본 유형별 분류의 

결과가 실제 근거자료가 되었다.

단옥재의 고금자에 대한 관점은 설문해자주 전체에서 매우 체계적으로 나타난

다. 필자는 이러한 점을 단옥재 고금자관의 첫 번째 특징으로 꼽았다. 그의 주석에서

는 고금자로 묶이는 A와 B가 모두 표제자로 수록된 경우, A에 대해서도 그리고 B에 

대해서도 A와 B가 고금 관계임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이 주석 텍스트 전체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단옥재 자신만의 체계를 만들어냈다고 할 만큼 체계성

을 띠고 있다.

단옥재가 이렇게 두 글자의 ‘고금 관계’를 설명하는 데 주목한 것은 그가 본의와 

본자를 밝히는 일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점은 단옥재 고

금자관의 두 번째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글자 A-B의 고금 관계에서 연결의미는 A

로 나타내지다가 이후 B로 나타내지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은 글자 A가 본래 M

을 나타냈었다는 것과 의미 M을 본래 B가 아닌 A로 나타냈었다는 점을 동시에 보

여준다. 즉 고금자 A, B에 대한 설명은 고자 A의 본의를 명시해주는 동시에 금자 B

가 나타내는 의미가 본래 속했던 글자는 고자 A 음을 명시한다. 따라서 고자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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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하나의 관계로 이어준 것은 설명의 대상이 되는 글자가 실제 나타내는 의미를 

밝혀주는 동시에 그 의미를 나타내던 본래 글자가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게 하는 과

정이기도 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단옥재는 고금자 설명을 단순한 

문자 변화에 대한 기술(記述)이 아니라, 글자와 의미 사이의 공고한 관계에 대한 인

식을 토대로 본래의 글자와 본래의 의미를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하 다. 그리

하여 주석의 독자로 하여금 과거의 텍스트에 담긴 본래의 의미를 용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 다. 그리고 단옥재의 시대까지 축적된 언어 및 문자에 대한 연구 성과

와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단옥재의 언어관은 주석 대상 텍스트에 기록된 글자 및 그 

글자로 구성된 구절의 ‘본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의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고금자 

설명은 결국 설문해자에 기록된 글자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주석 대상 

텍스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단옥재의 의도가 반 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단옥재가 이처럼 여러 글자들의 본의와 여러 의미들의 본자를 가려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어와 문자의 변화 흐름 및 그 결과를 조망할 수 있는 시점에 놓여있었

기 때문이기도 하다. 글자의 의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본래 글자를 벗어나기도 하

고, 새로운 의미가 들어와 정착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었다는 

점은 설문해자에 기록된 글자 A가 실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

리한 요소로 작용하 다. 특히 주석 대상 텍스트인 설문해자가 ‘옛 글자체’를 기준 

삼아 그 글자의 원래 의미를 밝히는 기록물이었다는 점은 단옥재가 허신의 설해 및 

단옥재 주석 내부에 인용된 글자 하나하나의 의미를 제대로 분별하고 본래의 글자를 

찾아 대응시킨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은 여러 시간대에서 발생한 언어와 문자 변화의 전과 후를 

이어줌으로써 그 글자가 본래 나타내던 의미와 지금 의미, 혹은 어떠한 의미의 옛날 

글자와 지금 글자 사이의 틈을 메워주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설문해자주에
서의 고금자 설명은 주석의 일부로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단옥재는 자신의 시대까지 축적된 언어 및 문자에 대한 학술적 성과, 그리고 여러 

경전의 기록들을 토대로 언어와 문자 체계 변화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 

흐름의 축 위에 고자와 금자를 두고, 지금의 글자를 통해 옛 글자의 의미를 풀어내

는 작업을 하 다. 여기에서 설문해자에 수록된 표제자와 설해의 원뜻을 그대로 

복원하고자 했던 주석가로서의 태도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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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종전의 고금자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주석으로서의 고금자 설명’

에 초점을 맞춰 실제 자료를 중심으로 단옥재의 고금자를 다루었다는 점, 그리고 이

를 통해 설문해자주에서 보이는 고금자 설명이 단옥재가 지녔던 텍스트의 ‘본래 

의미’에 대한 지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단옥재의 

고금자 설명은 옛 글자와 지금 글자의 자형 차이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 

간격을 둔 대상 텍스트를 주석가 자신이 속한 시대의 것으로 치환하는 작업의 일환

이었다. 즉 단옥재 주석 내의 고금자 설명이 대상 텍스트의 원문이 실제 담고 있는 

의미에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는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의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 몇 가지 사항이 있다. 먼

저, 단옥재가 판정한 고금자 자료 중 일부는 언어와 문자 변화의 규율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본고의 논의 방향과 맞지 않아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둘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성방이 같고 형방이 다른 고금자 그룹은 형성자 성방이 의

미에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1차 자료로서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자형이 전혀 다르거나 형방만 같은 고금자 그룹은 그것이 글자의 발음을 통

해 고금 관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음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언어와 문자 체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고금자 설명’이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단옥재 주석의 경향성을 가늠해 보았는데, 이를 청대의 학술 경향이라

는 큰 틀 안에서 다룬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추후의 관련 논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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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설문해자주에서 설명된 고금자 정리표

‣ 고자의 한국한자음에 따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 다.

‣ [유형] 부분은 자형을 기준으로 나눈 아래의 각 항목에 속함을 표시한 것이다. 필요한 경우 

유형번호 옆에 ‘*’를 붙이고 표 아래에 보충설명을 덧붙 다.

   1 : 고자에 편방이 추가된 경우

     1-a : 추가가 두 단계 발생한 경우

   2 : 고자에서 편방이 교체된 경우

     2-a : 성방이 다른 경우

     2-b : 성방이 같은 경우

     2-c : 성방, 형방 모두 교체된 경우

     2-d : 불완전교체(회의↔형성)

3 : 고자에서 편방이 탈락한 경우

  3-a : 탈락이 두 단계 발생한 경우

4 : 자형이 완전히 다른 경우

5 : 위의 항목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

    (증감, 교체 등이 복합적으로 일어남)

연번 고금자 설문해자주 주석 위치 저본의
해당 쪽고자 금자 유형 권⋅부수 표제자

1 賈 價 1 ｢第六卷⋅貝部｣ 賤 282上

2 愙 恪 2-a ｢第十卷⋅心部｣ 愙 505下

3 𢧀 干  3-a* ｢第十二卷⋅戈部｣ 𢧀 630下

4 𥳑 襉 2-b ｢第十三卷⋅糸部｣ 緛 656上

5 渴 竭 2-b ｢第十一卷⋅水部｣ 渴 559下

6 楬 揭 2-b ｢第六卷⋅木部｣ 楬 270下

7 㵣 渴 3 ｢第八卷⋅欠部｣ 㵣 412下

8 𠭖 敢 4 ｢第四卷⋅𠬪部｣ 𠭖 161上

9 畺 疆 1 ｢第十三卷⋅畕部｣ 畺 698上

10 勥 強 3 ｢第十三卷⋅力部｣ 勥 699下

11 夅 降 1 ｢第五卷⋅夂部｣ 夅 237上

12 𠣃 彊 3 ｢第十三卷⋅力部｣ 勥 699下

13 介 界 1 ｢第十三卷⋅田部｣ 界 696下

14 丯 芥 4 ｢第四卷⋅丯部｣ 丯 183下

15 𢗊 恝 2-a ｢第十卷⋅心部｣ 𢗊 510上

16 硜 磬 2-a ｢第九卷⋅石部｣ 磬 451下

17 凥 居 2-a ｢第十四卷⋅几部｣ 几 715下

18 歫 拒 2-b ｢第二卷⋅口部｣ 𠱫 059下

19 𥴧 筥 2-a ｢第五卷⋅竹部｣ 𥴧 195上

20 䇟 腱 2-a ｢第四卷⋅筋部｣ 䇟 178上

21 毄 繫 1 ｢第三卷⋅殳部｣ 毄 119上

22 搹 扼 2-a ｢第十二卷⋅手部｣ 搹 597下

23 𠲱 格 2-b ｢第四卷⋅丯部｣ 𠲱 183下

* ‘𢧀’과 ‘干’은 고자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형방 ‘戈’가 탈락하고, 고자의 성방이

었던 ‘旱’에서 ‘日’이 생략되어 ‘干’만 남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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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고금자 설문해자주 주석 위치 저본의
해당 쪽고자 금자 유형 권⋅부수 표제자

24 獧 狷 2-a ｢第十卷⋅犬部｣ 獧 475上

25 結 髻 2-b ｢第二卷⋅走部｣ 𧾯 064下

26 慊 嫌 2-b ｢第十卷⋅心部｣ 慊 511上

27 𢂷 韐 2-b ｢第七卷⋅巿部｣ 𢂷 363上

28 景 影 1 ｢第七卷⋅日部｣ 晷 305上

29 巠 涬 4 ｢第十一卷⋅川部｣ 巠 568下

30 筓 旡 4 ｢第八卷⋅兂部｣ 兂 405下

31 启 啟 2-a ｢第二卷⋅口部｣ 启 058上

32 紒 結 2-a ｢第十二卷⋅弓部｣ 弭 640上

33 𨜒 薊 2-c ｢第六卷⋅邑部｣ 𨜒 284下

34 槀 犒 2-b ｢第六卷⋅木部｣ 槀 252上

35 夃 姑 4 ｢第五卷⋅夂部｣ 夃 237上

36 柧 觚 2-b ｢第六卷⋅木部｣ 柧 268下

37 𣐊 栲 2-a ｢第六卷⋅木部｣ 𣐊 242下

38 𥊽 昆 4 ｢第五卷⋅弟部｣ 𥊽 236上

39 共 供 1 ｢第三卷⋅𠬞部｣ 具 104下

40 空 孔 4 ｢第三卷⋅句部｣ 笱 088上

41 空 腔 1 ｢第三卷⋅革部｣ 鞔 108上

42 龔 供 2-b ｢第三卷⋅共部｣ 龔 105上

43 𥬲 檛 2-c ｢第五卷⋅竹部｣ 𥬲 196上

44 𩫖 廓 1-a ｢第五卷⋅𩫖部｣ 𩫖 228下

45 𩫖 郭 1 ｢第五卷⋅𩫖部｣ 𩫖 228下

46 雚 鸛 1 ｢第四卷⋅萑部｣ 雚 144下

47 毌 貫 1 ｢第十卷⋅心部｣ 患 514上

48 𠜜 刮 2-a ｢第四卷⋅刀部｣ 𠜜 181上

49 𨊷 䡘 2-a ｢第十四卷⋅車部｣ 轟 730下

50 冓 構 1 ｢第四卷⋅冓部｣ 冓 158下

51 扣 叩 2-b ｢第三卷⋅言部｣ 𧥣 098下

52 榘 矩 3 ｢第五卷⋅工部｣ 巨 201上

53 䀠 瞿 1 ｢第四卷⋅䀠部｣ 䀠 135下

54 勼 鳩 2-b ｢第九卷⋅勹部｣ 勼 433上

55 敂 扣 2-c ｢第三卷⋅攴部｣ 敂 125下

56 𢛃 咎 2-b ｢第十卷⋅心部｣ 𢛃 513上

57 鞠 毬 2-c ｢第三卷⋅革部｣ 鞠 108上

58 囗 圍 1 ｢第六卷⋅囗部｣ 囗 276下

59 𠤄 鞠 2-c ｢第九卷⋅勹部｣ 𠤄 432下

60 𡫬 鞫 5 ｢第七卷⋅宀部｣ 𡫬 341下

61 詘 屈 2-b ｢第八卷⋅尾部｣ 屈 402上

62 𥨪 窮 2-a ｢第六卷⋅邑部｣ 𥨪 284下

63 捲 卷 3 ｢第十二卷⋅手部｣ 捲 608下

64 捲 拳 3 ｢第十二卷⋅手部｣ 捲 608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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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權 顴 2-b ｢第九卷⋅頁部｣ 頯 416下

66 劵 倦 5 ｢第十三卷⋅力部｣ 劵 700下

67 机 榿 2-a ｢第六卷⋅木部｣ 机 248上

68 饋 餽 2-a ｢第五卷⋅𠊊部｣ 饋 220下

69 殨 潰 2-b ｢第四卷⋅歺部｣ 殨 163上

70 䞨 跬 2-b ｢第二卷⋅走部｣ 䞨 066上

71 楑 揆 2-b ｢第六卷⋅木部｣ 楑 240下

72 勊 克 3 ｢第十三卷⋅力部｣ 勀 700下

73 厪 勤 2-b ｢第九卷⋅广部｣ 廑 446上

74 衿 袷 2-a ｢第八卷⋅衣部｣ 䘳 390下

75 矜 𥎊 2-a ｢第十四卷⋅矛部｣ 矝 719下

76 㮓 亙 3-a ｢第六卷⋅木部｣ 㮓 270上

77 耆 鰭 1 ｢第十一卷⋅龍部｣ 䶬 582下

78 气 氣 1 ｢第一卷⋅气部｣ 祲 008下

79 稘 期 2-b ｢第七卷⋅禾部｣ 稘 328下

80 𣢆 冀 4 ｢第八卷⋅欠部｣ 𣢆 411上

81 𦍊 羈 3 ｢第七卷⋅网部｣ 𦌭 356下

82 𧰙 幾 3 ｢第五卷⋅豈部｣ 𧰙 207上

83 𨙸 岐 2-b ｢第六卷⋅邑部｣ 𨙸 285上

84 䖂 蓴 2-a ｢第一卷⋅艸部｣ 䖂 026下

85 內 納 1 ｢第三卷⋅䰜部｣ 𩱲 113上

86 寍 寧 1 ｢第五卷⋅丂部｣ 寧 203下

87 粈 糅 2-a ｢第七卷⋅米部｣ 粈 333上

88 泥 埿 1 ｢第十三卷⋅土部｣ 㙙 686下

89 柅 檷 2-a ｢第六卷⋅木部｣ 柅 244下

90 㲻 溺  2-d* ｢第十一卷⋅水部｣ 溺 520下

91 但 袒 2-b ｢第八卷⋅人部｣ 但 382上

92 單 鄲 1 ｢第六卷⋅邑部｣ 鄲 290上

93 段 鍛 1 ｢第三卷⋅殳部｣ 段 120上

94 袒 綻 2-c ｢第八卷⋅人部｣ 但 382上

95 鍛 斷 2-c ｢第三卷⋅殳部｣ 段 120上

96 湛 沈 2-a ｢第十一卷⋅水部｣ 淑 550上

97 嘾 憛 2-b ｢第十卷⋅心部｣ 悆 509上

98 𨝸 譚 2-b ｢第六卷⋅邑部｣ 𨝸 299上

99 黨 曭 1 ｢第十卷⋅黑部｣ 黨 488下

100 隊 墜 1 ｢第十二卷⋅手部｣ 擠 596下

101 𠏮 兌 4 ｢第八卷⋅人部｣ 𠏮 384上

* ‘㲻’과 ‘溺’은 ‘水(氵)’를 공통의 의미부로 갖고 있으나 고자의 성방이 교체된 것

으로 볼 수는 없다. 이처럼 회의구조에서 형성구조로(혹은 반대방향)의 변화를 

겪은 경우는 불완전 교체 상태를 보이는 그룹(2-d)으로 따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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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到 倒 1 ｢第八卷⋅𠤎部｣ 𠤎 384上

103 屠 䣝 1 ｢第六卷⋅邑部｣ 䣝 287上

104 道 導 1 ｢第二卷⋅辵部｣ 䢦 070上

105 涂 塗 1 ｢第六卷⋅木部｣ 杇 256上

106 匋 陶 1 ｢第五卷⋅缶部｣ 匋 224下

107 匋 窯 2-c ｢第七卷⋅穴部｣ 窯 344上

108 嵞 塗 2-b ｢第九卷⋅屾部｣ 嵞 441下

109 暏 曙 2-a ｢第七卷⋅日部｣ 暏 302下

110 䈞 篤 2-a ｢第五卷⋅亯部｣ 䈞 229下

111 嬻 瀆 2-b ｢第十二卷⋅女部｣ 嬻 622下

112 穜 種 2-a ｢第六卷⋅木部｣ 𣒃 260上

113 鬥 鬬 1 ｢第三卷⋅鬥部｣ 鬭 114上

114 𢾅 杜 4 ｢第三卷⋅攴部｣ 𢾅 125上

115 遁 巡 2-a ｢第二卷⋅辵部｣ 遁 072上

116 縢 藤 5 ｢第六卷⋅木部｣ 蘽 241下

117 驘 騾 4 ｢第十卷⋅馬部｣ 驘 469上

118 𦟀 驘 1 ｢第四卷⋅肉部｣ 𦟀 177上

119 落 絡 2-b ｢第三卷⋅革部｣ 勒 110上

120 濼 泊 2-a ｢第十一卷⋅水部｣ 濼 535下

121 𩂣 落 2-c ｢第十一卷⋅雨部｣ 𩂣 572下

122 欄 楝 2-a ｢第六卷⋅木部｣ 欒 245下

123 㜮 濫 2-b ｢第十二卷⋅女部｣ 㜮 625下

124 㒳 兩 1 ｢第七卷⋅㒳部｣ 㒳 354下

125 臚 膚 3 ｢第四卷⋅肉部｣ 臚 167下

126 𥃎 戾 4 ｢第十二卷⋅弦部｣ 𥃎 642上

127 秝 歷 1 ｢第七卷⋅秝部｣ 秝 329上

128 聯 連 4 ｢第二卷⋅辵部｣ 連 073下

129 連 輦 2-b ｢第二卷⋅辵部｣ 連 073下

130 連 聯 4 ｢第八卷⋅尾部｣ 屬 402上

131 孌 戀 2-b ｢第十二卷⋅女部｣ 孌 622上

132 廉 斂 4 ｢第九卷⋅广部｣ 㢋 444下

133 覝 廉 4 ｢第八卷⋅見部｣ 覝 407下

134 獵 躐 2-b ｢第二卷⋅足部｣ 䟺 083上

135 巤 鬣 1 ｢第九卷⋅髟部｣ 鬣 427下

136 領 袊 2-b ｢第七卷⋅巾部｣ 帬 358上

137 龓 籠 2-b ｢第七卷⋅有部｣ 龓 314上

138 䣂 耒 3 ｢第六卷⋅邑部｣ 䣂 294下

139 頪 類 1 ｢第九卷⋅頁部｣ 頪 421下

140 廫 寥 3 ｢第九卷⋅广部｣ 廫 446上

141 樓 耬 2-b ｢第六卷⋅木部｣ 𣒃 260上

142 屚 漏 1 ｢第十一卷⋅水部｣ 漏 566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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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陯 淪 2-b ｢第十四卷⋅𨸏部｣ 陯 736下

144 夌 陵 1 ｢第五卷⋅夊部｣ 夌 232下

145 夌 淩 1 ｢第五卷⋅夊部｣ 夌 232下

146 䇐 莅 2-c ｢第十卷⋅立部｣ 䇐 500上

147 悝 詼 4 ｢第十卷⋅心部｣ 悝 510上

148 䃺 磨 3 ｢第九卷⋅石部｣ 䃺 452下

149 槾 鏝 2-b ｢第六卷⋅木部｣ 杇 256上

150 芒 鋩 1 ｢第七卷⋅朿部｣ 朿 318上

151 朢 望  5* ｢第八卷⋅壬部｣ 朢 387下

152 朚 忙 2-b ｢第七卷⋅朙部｣ 𦟁 314下

153 賣 鬻 4 ｢第六卷⋅貝部｣ 賣 282下

154 㵋 汨 2-a ｢第十一卷⋅水部｣ 㵋 529下

155 坶 牧 4 ｢第十三卷⋅土部｣ 坶 683上

156 㝱 夢 3 ｢第七卷⋅夕部｣ 夢 315上

157 冡 蒙 1 ｢第七卷⋅𠔼部｣ 冡 353下

158 苗 貓 1 ｢第五卷⋅虎部｣ 虦 210下

159 眇 妙 2-b ｢第四卷⋅目部｣ 眇 135上

160 玅 妙 2-b ｢第十二卷⋅弦部｣ 玅 642下

161 霚 霧 1 ｢第十一卷⋅雨部｣ 霚 574上

162 𦄿 纆 2-a ｢第十三卷⋅糸部｣ 𦄿 659上

163 曶 忽 2-b ｢第五卷⋅曰部｣ 曶 202下

164 䉠 篃 2-a ｢第五卷⋅竹部｣ 䉠 189下

165 镾 彌 2-b ｢第九卷⋅長部｣ 镾 453下

166 𢼸 微 1 ｢第七卷⋅日部｣ 㬎 307上

167 緍 罠 5 ｢第七卷⋅网部｣ 罠 356上

168 潣 浼 2-a ｢第十一卷⋅水部｣ 潣 550下

169 搏 捕 2-a ｢第十二卷⋅手部｣ 搏 597上

170 薄 箔 2-a ｢第五卷⋅竹部｣ 簾 191下

171 敀 伯 2-b ｢第三卷⋅攴部｣ 敀 122下

172 㯷 樸 2-a ｢第六卷⋅木部｣ 㯷 244上

173 槃 盤 2-b ｢第六卷⋅木部｣ 槃 260下

174 攽 頒 2-b ｢第三卷⋅攴部｣ 攽 123下

175 𢓉 返 2-b ｢第二卷⋅辵部｣ 返 072上

176 癶(𠬜) 4 ｢第三卷⋅癶部｣ 癶 104下

177 茇 𢇷 2-b ｢第九卷⋅广部｣ 𢇷 445上

178 𨛬 裴 2-b ｢第六卷⋅邑部｣ 𨛬 289上

179 百 陌 1 ｢第十三卷⋅田部｣ 㽘 696下

180 洦 泊 2-a ｢第十一卷⋅水部｣ 洦 544下

* ‘朢’과 ‘望’은 ‘朢’에서 ‘臣’이 탈락하고 ‘亡’이 추가된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탈락과 추가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5번 유형으로 분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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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旛 幡 2-b ｢第七卷⋅㫃部｣ 旛 312上

182 𨊠 軓 2-a ｢第十四卷⋅車部｣ 軓 721下

183 辟 僻 1 ｢第二卷⋅辵部｣ 遹 073上

184 𨐨 辟 3 ｢第九卷⋅辟部｣ 𨐨 432下

185 𠔁 兆 4 ｢第二卷⋅八部｣ 𠔁 049上

186 保 堡 1 ｢第十一卷⋅水部｣ 湳 543下

187 俌 輔 2-b ｢第八卷⋅人部｣ 俌 372下

188 宓 密 1 ｢第七卷⋅宀部｣ 宓 339下

189 㚆 復 1 ｢第五卷⋅夊部｣ 㚆 232下

190 攴 扑 2-b ｢第十卷⋅馬部｣ 驅 466下

191 虙 伏 4 ｢第五卷⋅虍部｣ 虙 209上

192 𠣾 複 2-c ｢第九卷⋅勹部｣ 𠣾 433下

193 傅 附 4 ｢第八卷⋅人部｣ 傅 372下

194 副 劈 2-a ｢第四卷⋅刀部｣ 劈 180上

195 拊 撫 2-a ｢第十二卷⋅手部｣ 拊 598下

196 坿 附 2-b ｢第十三卷⋅土部｣ 坿 689下

197 柎 趺 4 ｢第六卷⋅木部｣ 檷 262上

198 篰 簿 2-a ｢第五卷⋅竹部｣ 篰 190下

199 𠓗 赴 4 ｢第十卷⋅兔部｣ 𠓗 472下

200 匪 篚 1 ｢第十二卷⋅匚部｣ 匪 636下

201 比 篦 1 ｢第五卷⋅竹部｣ 䇫 191下

202 啚 鄙 1 ｢第五卷⋅㐭部｣ 啚 230上

203 朇 裨 2-b ｢第五卷⋅會部｣ 朇 223下

204 𤰇 僃 1 ｢第三卷⋅用部｣ 𤰈 128上

205 𩰾 沸 3 ｢第十一卷⋅水部｣ 湁 549下

206 瀕 濵 2-a ｢第十一卷⋅瀕部｣ 瀕 567下

207 邠 豳 4 ｢第六卷⋅邑部｣ 邠 285下

208 薲 蘋 2-a ｢第一卷⋅艸部｣ 薲 025上

209 冰 凝 2-a ｢第四卷⋅肉部｣ 膩 176上

210 娉 聘 2-b ｢第十二卷⋅女部｣ 娉 622上

211 使 𩢲 2-b ｢第八卷⋅人部｣ 使 376下

212 司 伺 1 ｢第八卷⋅人部｣ 𠊱 374下

213 竢 俟 2-b ｢第八卷⋅人部｣ 俟 369上

214 蜡 䏣 4 ｢第十三卷⋅虫部｣ 蜡 669上

215 厶 私 1 ｢第九卷⋅厶部｣ 厶 436下

216 籭 簁 2-a ｢第五卷⋅竹部｣ 籭 192上

217 衺 邪 2-b ｢第八卷⋅衣部｣ 衺 396下

218 躧 屣 2-c ｢第五卷⋅夊部｣ 夊 232下

219 㺇 伺/覗 4 ｢第十卷⋅㹜部｣ 㺇 478上

220 枱 耜 2-c ｢第四卷⋅耒部｣ 耒 183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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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㪔 𢿱 1 ｢第四卷⋅肉部｣ 𢿱 176下

222 臿 插 1 ｢第三卷⋅攴部｣ 敕 124上

223 臿 鍫 4 ｢第十二卷⋅甾部｣ 疀 637下

224 臿 㯔 4 ｢第七卷⋅臼部｣ 臿 334下

225 像 象 3 ｢第八卷⋅人部｣ 像 375上

226 常 裳 2-b ｢第七卷⋅巾部｣ 常 358下

227 潒 蕩 2-c ｢第十一卷⋅水部｣ 潒 546下

228 𧶜 商 3 ｢第六卷⋅貝部｣ 𧶜 282上

229 瓕 彌 3 ｢第十二卷⋅弓部｣ 瓕 641上

230 㥶 塞 2-b ｢第五卷⋅㠭部｣ 𡫳 201下

231 𡫳 塞 1 ｢第五卷⋅㠭部｣ 𡫳 201下

232 渻 省 3 ｢第十一卷⋅水部｣ 渻 551下

233 𡞞 省 3 ｢第十二卷⋅女部｣ 𡞞 623上

234 釋 懌 1 ｢第三卷⋅言部｣ 說 093下

235 㫺 腊 1 ｢第四卷⋅肉部｣ 膴 174下

236 舄 䧿 4 ｢第四卷⋅烏部｣ 舄 157上

237 鮮 鱓 2-a ｢第十三卷⋅虫部｣ 蠏 672上

238 鱻 鮮 2-d ｢第十一卷⋅魚部｣ 鱻 581下

239 㒨 仙 2-a ｢第八卷⋅人部｣ 僊 383下

240 㘣 圓 2-a ｢第六卷⋅囗部｣ 圜 277上

241 㘣 圜 2-b ｢第六卷⋅囗部｣ 圜 277上

242 嬗 禪 3 ｢第十二卷⋅女部｣ 嬗 621上

243 𤂳 涮 2-a ｢第十一卷⋅水部｣ 𤂳 563下

244 說 悅 2-b ｢第二卷⋅口部｣ 台 058上

245 媟 褻 2-c ｢第十二卷⋅女部｣ 媟 622下

246 暬 褻 2-b ｢第七卷⋅日部｣ 暬 308上

247 星 晴 2-a ｢第七卷⋅日部｣ 晏 304上

248 胜 腥 2-a ｢第四卷⋅肉部｣ 胜 175下

249 郕 成 3 ｢第六卷⋅邑部｣ 郕 296下

250 挩 脫 2-b ｢第十二卷⋅手部｣ 挩 604下

251 𣳦 細 2-b ｢第十一卷⋅水部｣ 𣳦 533下

252 筱 篠 2-a ｢第五卷⋅竹部｣ 筱 189上

253 慅 騷 2-b ｢第十卷⋅心部｣ 慅 513上

254 穌 蘇 1 ｢第七卷⋅禾部｣ 穌 327上

255 遜 愻 2-b ｢第十卷⋅心部｣ 愻 504下

256 顨 巺 2-b ｢第五卷⋅丌部｣ 顨 200上

257 率 帥 4 ｢第二卷⋅辵部｣ 䢦 070上

258 𧗿 率 3 ｢第二卷⋅行部｣ 𧗿 078下

259 訟 頌 2-b ｢第三卷⋅言部｣ 訟 100上

260 頌 容  2-c* ｢第九卷⋅頁部｣ 頌 416上

* ‘容’의 고문이 ‘公’으로 구성됨을 고려했을 경우 ‘ ’과 ‘容’은 2-b로 묶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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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𤭢 碎 2-b ｢第十二卷⋅瓦部｣ 𤭢 639下

262 𧴪 瑣 1 ｢第六卷⋅貝部｣ 𧴪 279下

263 侸 樹 2-c ｢第八卷⋅人部｣ 侸 373下

264 垂 陲 1 ｢第十四卷⋅𨸏部｣ 陲 736下

265 豎 樹 2-c ｢第八卷⋅人部｣ 侸 373下

266 䇓 需 2-d ｢第十卷⋅立部｣ 𩓣 500下

267 䇓 須 3 ｢第十卷⋅立部｣ 𩓣 500下

268 叜 叟 4 ｢第三卷⋅又部｣ 叜 115上

269 雔 讎 1 ｢第四卷⋅雔部｣ 雔 147下

270 杽 杻 2-a ｢第六卷⋅木部｣ 杽 270上

271 𠂹 𡍮 1 ｢第六卷⋅𠂹部｣ 𠂹 274下

272 𠊪 樹 2-c ｢第八卷⋅人部｣ 侸 373下

273 𠷎 疇 1 ｢第四卷⋅白部｣ 㿧 137上

274 𡍮 錘 1 ｢第十四卷⋅金部｣ 錘 708下

275 𤸃 瘦 2-a ｢第七卷⋅𤕫部｣ 𤸃 351下

276 𦣻 𩠐 1 ｢第九卷⋅𦣻部｣ 𦣻 422上

277 尗 豆 4 ｢第七卷⋅尗部｣ 尗 336上

278 尗 菽 1 ｢第七卷⋅尗部｣ 尗 336上

279 筍 筠 2-a ｢第三卷⋅𧮫部｣ 𠀬 087下

280 筍 笋 2-a ｢第五卷⋅竹部｣ 筍 189下

281 揗 循 2-b ｢第十二卷⋅手部｣ 拊 598下

282 𦎫 醇 2-a ｢第五卷⋅亯部｣ 𦎫 229下

283 溼 濕 2-a ｢第十一卷⋅水部｣ 溼 559下

284 𦫵 登 4 ｢第十四卷⋅𨸏部｣ 陛 736上

285 視 示 3 ｢第八卷⋅見部｣ 視 407下

286 邿 詩 2-b ｢第六卷⋅邑部｣ 邿 296下

287 𢻱 施 2-b ｢第三卷⋅攴部｣ 𢻱 123上

288 𧱃 兕 3 ｢第九卷⋅𤉡部｣ 𤉡 458下

289 飾 拭 2-c ｢第五卷⋅工部｣ 工 201上

290 身 㑗 1 ｢第八卷⋅人部｣ 㑗 383下

291 罙 深 1 ｢第七卷⋅穴部｣ 𥥍 344上

292 鱏 鱘 2-a ｢第十一卷⋅魚部｣ 鱏 578上

293 𥥍 深 1 ｢第七卷⋅穴部｣ 𥥍 344上

294 牙 枒 1 ｢第六卷⋅木部｣ 枒 246上

295 牙 芽 1 ｢第五卷⋅竹部｣ 管 197下

296 嶽 岳 2-a ｢第九卷⋅山部｣ 嶽 437下

297 㗉 㓵 2-c ｢第四卷⋅刀部｣ 㓵 178上

298 𪀝 鶚 2-a ｢第四卷⋅鳥部｣ 𪀝 154上

299 厓 涯 1 ｢第十一卷⋅瀕部｣ 瀕 567下

300 娭 嬉 2-a ｢第十二卷⋅女部｣ 娭 620上

301 㤅 𢜤 5 ｢第五卷⋅夊部｣ 愛 23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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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𩱲 瀹 2-c ｢第三卷⋅䰜部｣ 𩱲 113上

303 孃 攘 2-b ｢第十二卷⋅女部｣ 孃 625上

304 攘 讓 2-b ｢第十二卷⋅手部｣ 攘 595上

305 瀁 漾 2-a ｢第十一卷⋅水部｣ 潒 546下

306 昜 陽 1 ｢第九卷⋅勿部｣ 昜 454上

307 纕 攘 2-b ｢第十三卷⋅糸部｣ 纕 655下

308 𨟚 穰 2-b ｢第六卷⋅邑部｣ 𨟚 292下

309 敔 禦 2-c ｢第三卷⋅攴部｣ 敔 126上

310 菸 蔫 2-a ｢第四卷⋅歺部｣ 𣨙 161下

311 𩜈 飫 1 ｢第五卷⋅𠊊部｣ 𩜈 221上

312 𣚍 檍 2-a ｢第六卷⋅木部｣ 𣚍 242上

313 偃 堰 2-b ｢第三卷⋅句部｣ 笱 088上

314 㫃 偃 5 ｢第七卷⋅㫃部｣ 㫃 308下

315 䣍 奄 3 ｢第六卷⋅邑部｣ 䣍 296下

316 腌 淹 2-b ｢第四卷⋅肉部｣ 腌 176下

317 予 與 4 ｢第四卷⋅予部｣ 予 159下

318 余 予 4 ｢第二卷⋅八部｣ 余 049下

319 与 與 1 ｢第十四卷⋅勺部｣ 与 715上

320 悆 悇 2-b ｢第十卷⋅心部｣ 悆 509上

321 亦 腋 1 ｢第四卷⋅肉部｣ 胳 169下

322 屰 逆 1 ｢第二卷⋅辵部｣ 逆 071下

323 或 國 1 ｢第十二卷⋅戈部｣ 或 631上

324 肙 蜎 1 ｢第十三卷⋅虫部｣ 蜎 671下

325 厭 壓 1 ｢第九卷⋅厂部｣ 厭 448上

326 冄 𨙻 1 ｢第六卷⋅邑部｣ 𨙻 294上

327 猒 厭 1 ｢第五卷⋅甘部｣ 猒 202上

328 𩃵 染 3 ｢第十一卷⋅雨部｣ 𩃵 573下

329 㣻 艾 2-b ｢第十卷⋅心部｣ 㣻 515下

330 㣻 乂 3 ｢第十卷⋅心部｣ 㣻 515下

331 鶃 鷁 2-a ｢第四卷⋅鳥部｣ 鶃 153下

332 䢃 乂 3 ｢第九卷⋅辟部｣ 䢃 432下

333 嫯 傲 2-b ｢第十二卷⋅女部｣ 嫯 625下

334 杇 釫 2-b ｢第六卷⋅木部｣ 杇 256上

335 𥁕 溫 1 ｢第五卷⋅皿部｣ 𥁕 213上

336 廱 壅 2-c ｢第八卷⋅人部｣ 侜 378下

337 雝 𡓱 1 ｢第六卷⋅木部｣ 栫 263上

338 雝 壅 5 ｢第十一卷⋅川部｣ 𡿧 569上

339 繇 傜 2-b ｢第六卷⋅貝部｣ 貲 282下

340 繇 搖 2-b ｢第十一卷⋅水部｣ 沖 547下

341 䌛 傜 2-c ｢第十三卷⋅力部｣ 勨 700上

342 䚻 謠 5 ｢第三卷⋅言部｣ 䚻 093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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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庸 傭 1 ｢第六卷⋅貝部｣ 賃 282下

344 庸 墉 1 ｢第十三卷⋅土部｣ 墉 688下

345 鄘 庸 3 ｢第六卷⋅邑部｣ 鄘 293下

346 于 於 4 ｢第四卷⋅烏部｣ 烏 157上

347 又 右 1 ｢第三卷⋅又部｣ 又 114下

348 憂 𢖒 1 ｢第五卷⋅夊部｣ 憂 233上

349 翢 𦇨 4 ｢第七卷⋅㫃部｣ 旄 311下

350 𦔐 耘 2-a ｢第四卷⋅耒部｣ 𦔐 184上

351 𧶊 紜 2-b ｢第六卷⋅員部｣ 𧶊 279上

352 㤪 怨 2-a ｢第十卷⋅心部｣ 怨 511下

353 援 㩊 2-a ｢第十三卷⋅糸部｣ 纕 655下

354 萎 餧 2-b ｢第一卷⋅艸部｣ 萎 044上

355 韋 違 1 ｢第五卷⋅韋部｣ 韋 234下

356 錗 歪 4 ｢第十四卷⋅金部｣ 錗 715上

357 𣨙 萎 2-b ｢第四卷⋅歺部｣ 𣨙 161下

358 愉 偷 2-b ｢第八卷⋅人部｣ 佻 379上

359 蕤 緌 2-c ｢第十三卷⋅糸部｣ 緌 653上

360 㕗 誘 2-c ｢第九卷⋅厶部｣ 㕗 436下

361 濰 維 3 ｢第十一卷⋅水部｣ 濰 539上

362 脜 柔 4 ｢第九卷⋅𦣻部｣ 脜 422下

363 蜼 貁 2-c ｢第九卷⋅豸部｣ 貁 458下

364 𢔟 狃 2-c ｢第二卷⋅彳部｣ 𢔟 076上

365 儥 覿 2-b ｢第六卷⋅貝部｣ 𧷗 282下

366 𧷗 鬻 2-c ｢第八卷⋅人部｣ 儥 374下

367 𤔌 隱 1 ｢第四卷⋅𠬪部｣ 𤔌 160下

368 侌 陰 1 ｢第九卷⋅勿部｣ 昜 454上

369 婬 淫 2-b ｢第十二卷⋅女部｣ 婬 625下

370 誼 義 4 ｢第三卷⋅言部｣ 誼 094上

371 医 翳 1 ｢第十二卷⋅匸部｣ 医 635下

372 隶 逮 1 ｢第三卷⋅隶部｣ 隶 117下

373 㑥 易 3 ｢第八卷⋅人部｣ 㑥 380下

374 媐 煕 2-b ｢第十二卷⋅女部｣ 媐 620上

375 尒 爾 4 ｢第三卷⋅㸚部｣ 爾 128下

376 眙 瞪 2-a ｢第四卷⋅目部｣ 眙 133下

377 𢓡 夷 3 ｢第二卷⋅彳部｣ 𢓡 076下

378 弋 杙 1 ｢第六卷⋅木部｣ 樴 263上

379 弋 鳶 1 ｢第四卷⋅鳥部｣ 鷳 154下

380 㧢 因 3 ｢第十二卷⋅手部｣ 㧢 606下

381 廴 引 4 ｢第二卷⋅廴部｣ 廴 077下

382 堙 垔 3 ｢第十三卷⋅土部｣ 垔 691上

383 栠 荏 2-b ｢第六卷⋅木部｣ 栠 249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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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𠈪 媵 2-c ｢第八卷⋅人部｣ 𠈪 377上

385 朿 刺 1 ｢第七卷⋅朿部｣ 朿 318上

386 齍 秶 2-c ｢第五卷⋅皿部｣ 齍 211下

387 㱚 殘 2-a ｢第四卷⋅歺部｣ 殘 163下

388 嶘 㟞 2-a ｢第九卷⋅山部｣ 嶘 440上

389 𣧻 殘 2-a ｢第十三卷⋅田部｣ 畸 695下

390 𧽯 漸 2-b ｢第七卷⋅禾部｣ 稍 327上

391 疀 臿 4 ｢第六卷⋅木部｣ 㭉 258下

392 張 餦 2-b ｢第五卷⋅𠊊部｣ 𩟴 219上

393 張 脹 2-b ｢第七卷⋅𤕫部｣ 瘨 348下

394 臧 藏 1 ｢第二卷⋅此部｣ 㭰 069上

395 才 纔 4 ｢第八卷⋅老部｣ 𦒶 398下

396 財 纔 2-c ｢第四卷⋅目部｣ 瞥 134上

397 𡿧 災 1 ｢第十一卷⋅川部｣ 𡿧 569上

398 𨚵 甾 4 ｢第六卷⋅邑部｣ 𨚵 299下

399 崝 崢 2-a ｢第九卷⋅山部｣ 崝 441上

400 沮 渣 2-a ｢第十二卷⋅手部｣ 揟 607下

401 宁 貯 1 ｢第十四卷⋅宁部｣ 宁 737下

402 氐 底 1 ｢第六卷⋅木部｣ 榰 254上

403 擿 擲 2-a ｢第十二卷⋅手部｣ 擿 601上

404 旳 的 2-b ｢第六卷⋅木部｣ 臬 264下

405 篴 笛 2-a ｢第五卷⋅竹部｣ 笛 197下

406 逷 逖 2-a ｢第二卷⋅辵部｣ 逖 075上

407 𡧯 寂 2-a ｢第七卷⋅宀部｣ 𡧯 339下

408 戔 殘 1 ｢第十二卷⋅戈部｣ 戔 632上

409 嫥 專 3 ｢第十二卷⋅女部｣ 嫥 620下

410 槇 顚 2-b ｢第六卷⋅木部｣ 槇 249下

411 翦 前 3 ｢第四卷⋅羽部｣ 翦 138下

412 顓 專 5 ｢第九卷⋅頁部｣ 顓 419上

413 㠭 展  1-a* ｢第五卷⋅㠭部｣ 㠭 201下

414 敟 典 3 ｢第三卷⋅攴部｣ 敟 123上

415 瘨 顚 2-b ｢第七卷⋅𤕫部｣ 瘨 348下

416 𠝣 剪 2-a ｢第四卷⋅刀部｣ 𠝣 178下

417 𥧑 填 2-b ｢第七卷⋅穴部｣ 窴 346上

418 卪 節 1-a ｢第七卷⋅夕部｣ 夗 315上

419 蕝 纂 2-c ｢第一卷⋅艸部｣ 蕝 042下

420 㓠 玷 2-b ｢第四卷⋅刀部｣ 㓠 182上

* ‘展’은 ‘㠭’에서 ‘衣’가 더해진 자형의 생략형이 성방이고 ‘尸’가 형방이라는 說
文解字⋅第八卷⋅尸部 ‘展’에 대한 허신의 설해에 따라, 편방의 추가가 두 단계 

발생한 것으로 보고 1-a 항목에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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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定 淀 1 ｢第十一卷⋅水部｣ 洋 538下

422 瀞 淨 2-a ｢第十一卷⋅水部｣ 瀞 560下

423 精 鯖 2-b ｢第十一卷⋅魚部｣ 鱻 581下

424 𨙷 井 3 ｢第六卷⋅邑部｣ 𨙷 290上

425 泲 濟 2-a ｢第十一卷⋅水部｣ 泲 528上

426 鴺 鵜 2-a ｢第四卷⋅鳥部｣ 鴺 153下

427 𪗍 齊 3 ｢第七卷⋅齊部｣ 𪗍 317下

428 嘲 啁 2-a ｢第十卷⋅心部｣ 悝 510上

429 造 曹 2-d ｢第五卷⋅曰部｣ 曹 203上

430 遭 曹 3 ｢第五卷⋅曰部｣ 曹 203上

431 琱 雕/彫 2-b ｢第九卷⋅彡部｣ 彫 424下

432 㕚 爪 4 ｢第三卷⋅又部｣ 㕚 115上

433 㕚 釵 1 ｢第十三卷⋅虫部｣ 蠵 672上

434 䍜 罩 2-a ｢第四卷⋅隹部｣ 䍜 144上

435 啁 嘲 2-a ｢第十卷⋅心部｣ 悝 510上

436 肁 肈 1 ｢第十二卷⋅戶部｣ 肁 586下

437 趮 躁 2-b ｢第二卷⋅走部｣ 趮 064上

438 族 鏃 1 ｢第七卷⋅㫃部｣ 族 312上

439 卒 猝 1 ｢第七卷⋅穴部｣ 窣 346上

440 炪 拙 2-b ｢第十卷⋅火部｣ 炪 480下

441 從 𨌰 2-b ｢第十四卷⋅車部｣ 𨌰 728下

442 種 穜 2-a ｢第七卷⋅禾部｣ 種 321上

443 从 從 1 ｢第八卷⋅从部｣ 从 386上

444 緟 重 3 ｢第十三卷⋅糸部｣ 緟 655下

445 左 佐 1 ｢第三卷⋅𠂇部｣ 𠂇 116下

446 𠂇 左 1 ｢第五卷⋅左部｣ 左 200下

447 州 洲 1 ｢第十一卷⋅水部｣ 渚 540下

448 尌 樹 1 ｢第五卷⋅壴部｣ 尌 205上

449 丶 主 1 ｢第五卷⋅丶部｣ 主 214下

450 主 炷 1 ｢第五卷⋅丶部｣ 主 214下

451 絑 朱 3 ｢第十三卷⋅糸部｣ 絑 650上

452 𠣘 周 5 ｢第九卷⋅勹部｣ 𠣘 433下

453 粥 喌 5 ｢第二卷⋅吅部｣ 喌 063上

454 𠟃 撙 2-b ｢第四卷⋅刀部｣ 𠟃 182下

455 𡓑 準 2-c ｢第六卷⋅木部｣ 臬 264下

456 𢝆 重 3 ｢第十卷⋅心部｣ 𢝆 503上

457 拯 抍 2-a ｢第十二卷⋅手部｣ 拯 603上

458 坁 坻 2-a ｢第十三卷⋅土部｣ 坁 687下

459 恉 指 2-b ｢第十卷⋅心部｣ 恉 502下

460 恉 旨 3 ｢第十卷⋅心部｣ 恉 502下

461 秦 溱 1 ｢第十一卷⋅水部｣ 溱 529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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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敶 陳 3 ｢第三卷⋅攴部｣ 敶 124上

463 𣓀 榛 2-a ｢第六卷⋅木部｣ 𣓀 239下

464 𧗁 津 2-b ｢第五卷⋅血部｣ 𧗁 214上

465 雧 集 3 ｢第四卷⋅雥部｣ 雧 148上

466 澂 澄 2-a ｢第十一卷⋅水部｣ 澂 550上

467 叉 釵 1 ｢第三卷⋅又部｣ 叉 115上

468 䣜 酇 2-a ｢第六卷⋅邑部｣ 䣜 294下

469 笮 窄 2-b ｢第五卷⋅竹部｣ 笮 191下

470 責 債 1 ｢第六卷⋅貝部｣ 責 281下

471 迮 窄 2-b ｢第二卷⋅辵部｣ 迮 071上

472 𣆩 𠕋 3 ｢第五卷⋅曰部｣ 𣆑 202下

473 覰 狙 2-c ｢第八卷⋅見部｣ 覰 408上

474 敇 策 2-b ｢第三卷⋅攴部｣ 敇 126下

475 戚 蹙 1 ｢第十四卷⋅辛部｣ 辠 741下

476 陟 騭 1 ｢第十卷⋅馬部｣ 𨽥 460下

477 𥓊 擿 2-c ｢第九卷⋅石部｣ 𥓊 452上

478 千 芊 1 ｢第十一卷⋅谷部｣ 谸 570下

479 泉 錢 5 ｢第六卷⋅貝部｣ 貝 279上

480 沾 添 2-a ｢第十一卷⋅水部｣ 沾 526下

481 𢘼 憸 2-a ｢第十卷⋅心部｣ 𢘁 508上

482 𣐸 㮇 2-a ｢第六卷⋅木部｣ 栝 264下

483 𡑢 堞 3 ｢第十三卷⋅土部｣ 𡑢 688下

484 淸 圊 2-b ｢第六卷⋅木部｣ 楲 258上

485 削 鞘 2-b ｢第三卷⋅革部｣ 鞞 108下

486 酢 醋 2-a ｢第一卷⋅艸部｣ 菹 043上

487 𣂁 鍫 2-c ｢第六卷⋅木部｣ 㭉 258下

488 鄒 騶 2-b ｢第六卷⋅邑部｣ 鄒 296上

489 麤 粗 2-d ｢第十卷⋅麤部｣ 麤 472上

490 殠 臭 3 ｢第四卷⋅歺部｣ 殠 163上

491 竺 篤 2-b ｢第十卷⋅馬部｣ 篤 465下

492 盅 沖 2-b ｢第五卷⋅皿部｣ 盅 212下

493 茬 槎 2-c ｢第六卷⋅木部｣ 槎 269上

494 致 緻 1 ｢第七卷⋅禾部｣ 稹 321下

495 㢋 侈 3 ｢第九卷⋅广部｣ 㢋 444下

496 稺 稚 2-a ｢第七卷⋅禾部｣ 稙 321上

497 𣢑 嗤 2-c ｢第八卷⋅欠部｣ 𣢑 412上

498 桼 漆 1 ｢第六卷⋅桼部｣ 桼 276上

499 㝲 寢 3 ｢第七卷⋅㝱部｣ 㝲 347下

500 霃 沈 3 ｢第十一卷⋅雨部｣ 霃 573上

501 稱 秤 2-a ｢第八卷⋅人部｣ 偁 373下

502 偁 稱 2-b ｢第七卷⋅禾部｣ 稱 327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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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爯 稱 1 ｢第四卷⋅冓部｣ 爯 158下

504 妥 綏 1 ｢第五卷⋅𠊊部｣ 餒 222上

505 袥 拓 2-b ｢第八卷⋅衣部｣ 袥 392下

506 𤅩 灘 2-a ｢第十一卷⋅水部｣ 𤅩 555上

507 敓 奪 2-d ｢第九卷⋅厶部｣ 篡 436下

508 台 怡 1 ｢第二卷⋅口部｣ 台 058上

509 邰 斄 2-c ｢第六卷⋅邑部｣ 邰 285上

510 𠂤 堆 4 ｢第十四卷⋅𠂤部｣ 𠂤 730下

511 殬 斁 2-b ｢第四卷⋅歺部｣ 殬 163下

512 版 板 2-b ｢第七卷⋅片部｣ 版 318上

513 霸 魄 2-c ｢第七卷⋅月部｣ 霸 313下

514 𨙶 沛 2-b ｢第六卷⋅邑部｣ 𨙶 294下

515 姘 屛 2-b ｢第十二卷⋅女部｣ 姘 625下

516 㡀 敝 1 ｢第七卷⋅㡀部｣ 㡀 364上

517 炰 缹 2-a ｢第十卷⋅火部｣ 炮 482下

518 勹 包 1 ｢第九卷⋅勹部｣ 勹 432下

519 袌 抱 2-b ｢第八卷⋅衣部｣ 袌 392下

520 幖 標 2-b ｢第七卷⋅巾部｣ 幖 359下

521 旚 飄 2-b ｢第七卷⋅㫃部｣ 旚 311上

522 猋 飆 1 ｢第十三卷⋅風部｣ 飆 677下

523 柀 披 2-b ｢第六卷⋅木部｣ 柀 242上

524 疋 疏 1 ｢第二卷⋅疋部｣ 疋 084下

525 蹕 䟆 2-b ｢第二卷⋅走部｣ 䟆 067上

526 㪤 畢 3 ｢第三卷⋅攴部｣ 㪤 125下

527 畐 逼 1 ｢第五卷⋅畗部｣ 畗 230上

528 鰕 蝦 2-b ｢第十一卷⋅魚部｣ 鰕 580下

529 确 埆 2-b ｢第九卷⋅石部｣ 确 451下

530 䮧 翰 2-b ｢第十卷⋅馬部｣ 䮧 463上

531 𢽎 扞 2-c ｢第三卷⋅攴部｣ 𢽎 123下

532 舝 轊 2-c ｢第五卷⋅舛部｣ 舝 234上

533 𠛛 割 2-a ｢第四卷⋅刀部｣ 割 180下

534 盇 葢 1 ｢第五卷⋅血部｣ 盇 214下

535 晐 該 2-b ｢第七卷⋅日部｣ 晐 308上

536 晐 賅 2-b ｢第七卷⋅日部｣ 晐 308上

537 龤 諧 2-b ｢第二卷⋅龠部｣ 龤 085下

538 覈 核 2-c ｢第四卷⋅骨部｣ 骨 164下

539 亯 亨 5 ｢第五卷⋅亯部｣ 亯 229上

540 鄉 向 4 ｢第六卷⋅𨛜部｣ 𨞰 300下

541 虛 墟 1 ｢第六卷⋅邑部｣ 郭 298下

542 鄦 許 2-c ｢第六卷⋅邑部｣ 鄦 290下

543 譣 驗 2-b ｢第十卷⋅馬部｣ 驗 464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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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㬎 顯 1 ｢第八卷⋅見部｣ 𧡨 408上

545 夾 郟 1 ｢第六卷⋅邑部｣ 邙 288上

546 㓝 𠛬 2-a ｢第五卷⋅丼部｣ 㓝 216上

547 𠷓 馨 2-c ｢第三卷⋅只部｣ 𠷓 087下

548 扈 鄠 2-b ｢第六卷⋅邑部｣ 扈 286上

549 号 號 1 ｢第五卷⋅号部｣ 号 204下

550 𠞪 豪 2-c ｢第十三卷⋅力部｣ 𠢕 701上

551 𧦝 呼 2-b ｢第七卷⋅㝱部｣ 寣 348上

552 或 惑 1 ｢第四卷⋅死部｣ 𣣌 164下

553 㯉 檴 2-a ｢第六卷⋅木部｣ 㯉 244下

554 龢 和 2-b ｢第二卷⋅龠部｣ 龤 085下

555 㭉 鏵 2-d ｢第六卷⋅木部｣ 㭉 258下

556 崋 華 2-b ｢第九卷⋅山部｣ 𡼀 439上

557 盉 和 2-b ｢第五卷⋅皿部｣ 盉 212下

558 𠌶 花 2-c ｢第六卷⋅𠌶部｣ 𠌶 274下

559 𠤎 化 1 ｢第八卷⋅𠤎部｣ 𠤎 384上

560 霩 廓 2-b ｢第十一卷⋅雨部｣ 霩 573下

561 還 環 2-b ｢第十三卷⋅糸部｣ 繯 647上

562 鯇 鯶 2-a ｢第十一卷⋅魚部｣ 鯇 578上

563 𡅽 喚 2-c ｢第三卷⋅㗊部｣ 𡅻 086下

564 𡘍 桓 2-b ｢第十卷⋅大部｣ 𡘍 492下

565 皇 餭 1 ｢第五卷⋅𠊊部｣ 𩟴 219上

566 巟 荒 1 ｢第十一卷⋅川部｣ 巟 568下

567 𥡃 荒 3 ｢第七卷⋅禾部｣ 𥡃 327上

568 詼 悝 2-c ｢第十卷⋅心部｣ 悝 510上

569 囘 沬 4 ｢第三卷⋅又部｣ 𠬸 116下

570 螝 虺 2-a ｢第十三卷⋅虫部｣ 螝 664上

571 擭 濩 2-b ｢第十二卷⋅手部｣ 擭 604下

572 㫗 厚 1 ｢第五卷⋅亯部｣ 䈞 229下

573 㱙 朽 2-b ｢第四卷⋅歺部｣ 㱙 163上

574 婎 雖 2-b ｢第十二卷⋅女部｣ 婎 624上

575 遹 述 2-a ｢第二卷⋅辵部｣ 述 070下

576 匈 胷 1 ｢第九卷⋅勹部｣ 匈 433下

577 㐹 仡 2-a ｢第八卷⋅人部｣ 仡 369下

578 憙 喜 3 ｢第五卷⋅喜部｣ 憙 205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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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关于≪说文解字注≫中段玉裁古今字观的研究

首尔大学 中文系

文秀贞

  本文旨在通过分析≪说文解字注≫中所记录的段玉裁对古今字的说明，阐明针对

文字的古今关系问题段玉裁所持观点的特征和意义。≪说文解字注≫中对古今字的说

明方法是段玉裁解读古籍方法之一，因此具有重要的意义。但在以往的研究中少有通

过实证来分析段玉裁对语言和文字变化的观点；对作为注释中一部分的古今字说明的

研究也极为不足。由此本文对段玉裁在≪说文解字注≫中对古今字的说明模式进行分

析，并探讨从中反映出的段玉裁的语言观和古今字观。
  有关论述的主要内容如下：
  第二章主要考察了≪说文解字注≫中古今字的说明方式。首先解释了古今字的概

念。与段玉裁同时期的一部分清朝学者以及一部分现代学者只从文字派生意义的角度

考察了古今字的关系。而段玉裁认为对古今字的考察不但要考虑到文字的派生现象，
而且要考察各种古籍中所记录的各种文字的差异。段玉裁所定义的古今字为所指对象

与发音相同，使用时期相异的两个字，而且区分古今字的使用时期的标准是相对的。
然后考察了≪说文解字注≫中古今字的说明方式。通过考察我们可以认定段玉裁对古

今字的说明方式能够对≪说文解字≫原文进行更为明确的解释。
  第三章对≪说文解字注≫中所提及的古今字进行了分类并对相关注释进行了分

析。本文所设定的分类标准为：反映外在变化的字形以及反映内在变化的字义。由此

得出以下三个结论：1. 很多字形完全不同的两个字可以视为古今字，段玉裁认为它

们不仅仅局限于派生的关系。2. 古今关系是由内部的语义变化和转移产生的。段玉

裁的注解反映了这些变化。3. 古今字通过核心语义在时间上轴上实现连接。段玉裁

通过对语言和文字的各种变化对此进行了多层面地考察。
  第四章分析了段玉裁的语言观和古今字观。段玉裁对古今字的说明反映了以下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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个语言观：1. 对语言和文字内在变化的考察应该是多方位的。2. 若两个字的发音相

同字义也应相同。段玉裁在此语言观的基础上全面而系统地说明了古今字，并致力于

对文本原义和本字的明确解释。
  综上所述我们可以推导出如下结论。段玉裁对古今字的说明并不局限于单纯地对

文字变化的论述，而是在意识到字形和字义的密切关系的基础上采取的一种揭示本字

和本义的方法。≪说文解字注≫中段玉裁对古今字的说明充分反映了段玉裁试图对≪说

文解字≫中所收录的每一个文字作出正确的解释，并由此最大限度地反映文本的原

貌，以便让读者更好地理解文本的原义。
  本文关注了在以往古今字研究中被忽视的“注释中的古今字说明”，通过各种实证

考察，阐明了段玉裁对古今字的语言观和文字观。由此发现段玉裁对古今字的说明方

式与段玉裁试图追求文本原义的初衷密不可分。

关键词 : ≪说文解字注≫, 段玉裁, 古今字, 语言观, 古今字观, 本义, 本字

学  号 : 2006-3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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