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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맏의 ‘단어’에 해당하는 개념을 지쟁할 때 요즈음의 중국언어학자들 

은 現{~漢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古灌펌에서도 ‘詞’려는 용어를 사용하 

고， ‘字’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란 경향은 ‘새는 

말의 기본 단위이며 ‘재는 그것을 표기하는 부호일 뿐이라는 생각에서 기 

인한 것이다 짧紹愚의 다음 주장에는 이 사실이 잘 드라나 있다‘ 

“고한어 어휘를 연구하는 데 았어서，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字’와 ‘詞

플 구별하는 젓이다. ‘자’는 사‘와 다르다 ‘사’는 언어의 단우}아고， 재는 

‘사’를 기록하는 문자 부호이나， 이 뜰은 연판이 았지만， 같은 것은 아니다

그라고 고한어 어휘를 연구할 때에 ‘λF를 단위토 해야 하고 ‘자’를 단위로 

할 수는 없다. 이란 사설틀은 모두 상식으로서 다시 이야기합 펼요도 없을 

것 같다 그러나 고한어의 연구 대상이 書面 자료이고 대변하는 것이 하나 

하나 네모진 한자야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고한어를 연구함에 았어서 줄곧 

‘7F를 단와로 하였고 따라서 i자리는 관념이 사람틀의 머리 속에 뿌리 갚 

개 빅혀 았었다. 이는 바로 王力 선생이 《中國語듬學5핑에서 ‘문자는 본래 

언어의 대용품일 뿐이디 문자가 만약 소리를 가진 언어와의 관계를 벗어 

니게 되면 곧 문자의 정짙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고대익 문자학자틀은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문자가 바로 직접 개념올 대표하는 것이며‘ 동 

* 서울대 증어중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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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개념을 니타내는 데애는 반드시 고정된 寫法이 있을 것이라고 여졌 

다 그라고 ‘意符’는 이주 중요한 것으로서， 하나으} 댄끼- 만익 도L종의 의부 
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개담을 대표할 수 없을 것이리고 생각하였다 이처 

럼 字形을 중시하고 어음을 중시하지 않는 관전이 許植 λl대부터 段玉我，

王念孫 시대끼지 l700넌의 중국문자학을 지1내히여 왔다’과고 말한 바 대 

로이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고한어를 연구허는 데 있어서 부지불 

각간에 자와 사를 흔동하고 았으며 혹지는 자를 개념과 직접 연제사키고 

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강조할 필요생이 크디 "j) 

문얀문을 연구대상으로 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정훈t을 보이는더1 ， 그것은 

문언문도 일반 구어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겠다는 의식 탓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청대 이전의 학자들은 ‘재로써 ‘사’의 개념을 지칭하였 

다.2) 오늘날의 학자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바판하지 

만3) 과연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문언문에 있어서도 반드사 고쳐져야만할 

것인가에 대하여 의문의 소자가 있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표의문자에 속하며， ‘形音義’의 결합-~1l이다. 즉 때 字

는 모두 일정한 형체가 있고1 일정한 음이 았으며， 일정한 뜻을 나티내는 

것이다 그리고 거의 모든 자가 단독으로 사용될 수 있다. ‘사가 일정한 

어음형식을 가지고 일정한 뜻을 냐타내는 音義結合體로써 독립성을 갖춘 

언어의 최소단위라고 정의한다면， ‘자’의 작용븐 기본적으로 ‘λF의 작용과 

입치할 것이다. 현전하는 중국 최초의 본격적인 자잔이라고 할 수 있는 

《說文解字》는 자형을 분석하여 한자의 本義틀 밝힌 책인데， 이 책에서 다 

루고 았는 모는 힌까뜯 본래 옥립적인 뜻이 있었다 이는 한자의 한 자가 

애당초 하나의 뜻을 가지고 생생되었지， ‘새의 릅펌素로써 생성되었던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한자가 생성될 때 본유적으로 갖게 되는 이러한 ‘→字

1) 將紹愚、 《古핑뚫펌詞棄網핑 27-28쪽 

2) 청대 이전의 훈고학자틀이 ‘詞라는 용어를 쓸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虛詞를 전칭 

한다. 淸代의 王引之는 경전에 쓰인 허사룹 정리 분석한 그의 저숲을 《經傳釋詞，

라고 벙멍하였는데， 이는 그 일례이다 허사를 지칭할 때 ‘爾’라는 용어도 사용하였 

다 

3) 將紹愚 《古漢語詞훌網慶)! 27-28쪽， 趙克動 《古代灌펌詞棄學)> 14-15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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詞， 즉 ‘한- 글자가 한 단어인’ 특정은 문언문의 경우 후대에까지 기본적으 

로 지켜졌다. 그리고 문언문에 쓰인 한자를 풀이한 자전이나 훈고서에서는 

‘자’로써 ‘λF의 개념을 지칭해 왔다. 

문언문의 경우 거의 모든 자가 독립작인 뜻을 갖고 기능을 한다는 점， 

그라고 구아의 경우와 틸리 의미표기기능이 우선한다논 점 때문에 문언의 

지는 구어의 경우와 확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표음문자를 표 

가 수단으로 쓰는 구어를 대상으로 정립된 열반언어학의 ö]론을 그대로 

따므고지 하여 문언문의 기존 용어 사용 습관을 바꿀 펄요가 없을 것이디. 

또 바꾸지 않음으로써 문언문아 구어에 대하여 갖는 차별성을 보여주는 

이점도 있을 것이다. 

단 ‘자’를 ‘사’의 개념으로 사용할 경우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저l에 봉착하 

게 된다. 그것은 문언문의 ;자’기/ 오두 한 자로 된 詞， 즉 ‘單흡詞가 아니 

라는 점이다 이는 ‘자와 ‘세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의 주 

요한 이론적 근거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 

다 

요즈음의 학지들은 대다수기- 고대한어의 ‘λF에l는 애당초 複音詞， 즉 두 

개 이상의 字가 결합하여 이루야진 詞가 상당수 있었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복음사가 많아지는 추세를 보인다고 주장한다4) 만약 야러한 주장이 

합딩-한 것이라면， ‘자’를 ‘새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찬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다. 그러나 펼지가 본 바로는 야러한 주장이 합당하지 않다 즉 문 

언문은 기본적으로 단음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본고는 고한어 복음사에 대한 기존 학자의 견해를 먼저 김토하고， 그것 

을 통하여 그틀의 논지 전개상의 오류를 지적함으로써 문언문이 기본적으 

로 단음사에 의하여 야루어전다는 사실을 검증할 것이다 그라고 그 검증 

결과는 결국 필자가 위에서 제기한 바 있는 ‘문언문의 경우 지7를 ‘샤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주장에 복음사의 존재는 별다른 제약 

4) 이는 암에서 언급한 바 있는 장소우뿐민 아니라 근래에 출긴권 유관 논저의 대다 

수까 이에 해당하는 바， l[}로 특정 연구자나 논저의 이름을 적시한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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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지 않는다는 사질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았는 장소우는 《古漢語詞棄網要》에서 고한어에는 복 

음사가 존재한다고 하고， 그 예로써 연변자와 複合詞를 들었다. 그러나 그 

는 이러한 샤질을 간략히 지적하였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하고 있지 않 

다，5) 필자가 본 바에 의하면， 이 문제에 대한 가장 구처l적인 논의는 趙克

動아 《古代漢語詞棄學》에서 제가한 것이다61 주장한 내용의 대강을 정리 

하면다음과같다. 

가) 字는 쓰인 정우에 따라서 세 가지로 니쉰다. 첫째는 표음부호이다. 

郵뽑字의 造成成分으로 쓰인 경우 등이 해당한다. 둘째는 語素이다. 이는 

다시 *6훌듭펌素와 自{최語素로 냐뉘는데， 전져-의 예로 ‘흉人’의 ‘흉’와 ‘人’ 등 

을 틀 수 있고， 후자의 예로 ‘師旅‘의 ‘師와 ‘旅’ 등을 들 수 있다 셋째는 

하나의 독립된 詞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탄음사이다. 

나) 복음시는 크게 單*면詞와 合成詞로 나쥔다. 단순사애는 연면자와 壘

字가 았다. 연면자는 반E서 두 개의 다른 한자로 이루어져 하나의 뜻을 

나타내며 。l 경우 한자는 어음표가 가능만 할 뿐 지-처l척인 뜻은 없다. ‘增

據’‘ ‘堆’때， ‘排個’ 등이 그 예이다. 첩자는 同形同義의 두 단음사가 중첩되 

어 이루어진 것인데， 그 뜻은 개별 단음사의 뜻과 다르다. ‘交交’， ‘天天’ 등 

5) 將紹愚 《古漢語詞薰鋼要》 28 29쪽 
6)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 태륙에서 출간된 논저로서 복음사 문제를 비교적 구체적 
으로 다룬 것으로? 高守鋼의 《古代漢語詞義通論》도 주목할 만히다 이 책은 제1장 

에서 사를 單*면혜와 合成詞로 나누었는데， 단순사 중의 雙音戰훤뢰와 합성사가 바 

로 복음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복음화의 경로에 대혀여도 논의하고 있는데， 이 속 

에 담긴 고수강의 복음사에 대한 인식은 조극근의 것과 기본적으로 차이가 없다 



中國 文言文에서의 複音詞 존재 여부에 대한 고찰 7 

이 그 예이다 합성사에는 壘詞 iij列複音詞， 主從複音詞 등이 있다 첩사 

는 몽형동의의 두 단음사기{ 중칩되어 이루어진 것이데， 개별단음사의 뜻과 

같다 感修， 튿활결용 등이 그 예이다 병렬복음사는 悲敬， 忠貞， 左右， 出入 등 

이 그 예이다. 주종복음사는 布衣， 穩휩， 先河 등이 그 예이다 

다) 단읍사와 복음사는 각각의 특성이 았다. 단음사의 특성은 多義性과 

靈폐生이다. 복읍사의 특성은 認素의 결합 후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는 점 

파 穩花性을 들 수 있다 복음사는 그것이 형성되는 파정에 았어서 어법기 

능상 일정한 규율을 보인다. 일례로 몽사외 빈어가 연용된 형태얀 주종복 

읍시는 주로 병사가 되는데， 將軍， 평l事 등이 그애 해당한다. 

라) 先泰 시기에 상당수의 복음사기- 이미 사용되었다. 일례로 《굶子》에 

는 꽉읍사가 전체 詞의 삼분지일이 되펴‘ ‘可以’ 등의 복음사는 시용 빈도 

도 높다. 그리고 복음사익 사용이 선진 이후에 시간의 정과에 따라 증가하 

는추세를보였다 7) 

앞에서 본 조극근의 주장은 고대한어의 복음사에 대한 요즈음 학자틀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문언문에 적용하면 문제점 

이 따른다 우선은 단음사와 복음사의 판정 기준이다 조극근은 단읍사와 

복음사는 각각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이 판정 기준이 된디는 논지를 전개함 

으로써 나름대로의 기준을 제시하려 하였지만， 그 타당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자의적인 주장을 하게 된다는 점도 문 

제이다. 그 자신이 제시한 애를 중심으로 그의 주장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 

는지 검토해보자. 

7) 이상의 내용은 《古代漢語詞棄벙》의 제2장과 제3장에 보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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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극근은 단음사가 多蘭生과 靈活↑生의 특생이 있다고 하였다. 다익 

성과 영활성이 았다는 것은 결국 문백 속에서 자의가 결정된다는 뜻얀더l‘ 

이것이 단음사블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샤는 그렇지 

않은가? 그가 제시한 예를 보자 그는 ‘出入’이 ‘出’괴- ‘入’ 두 단음사의 連

用일 경우에는 ‘나가고 들어오다’， ‘활동하고 숨어지내마’， ‘내왕하다’의 뜻 

으로 쓰이지만， 복음사열 경우 ‘융통쟁이 였다’와 ‘일치하지 않다’의 두 가 

지 뜻으로 쓰얀다고 하였다. 또 ‘左右가 두 단음사의 연용일 경우에는 ‘왼 

쪽과 오른쪽’， ‘조뷰에서 일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이지만， 복음사일 경우 

‘지배하다’의 뜻으로 쓰이거나 ‘상대방을 뜻하지만 직접 지칭하지 않음으로 

써 상대를 높히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이라고 하였다갯 그가 제시한 복음 

사도 이처럼 두 가지 아상의 뜻이 있다. 그리고 그 뜻은 결국 문맥에서 결 

정될 것이다. 그렇다면 단음사의 판정지준은 절대적알 수 없음이 분명하디; 

또 그논 ‘활동하고 숨어지내다’， ‘내왕하다‘의 뜻으로 쓰인 ‘출입’파 ‘좌무에 

서 열하는 사람’의 뜻으로 쓰인 ‘좌우’는 단음사의 연용이라 하였는데， 그 

것을 복음사로 판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나) 조극근은 복음사의 경우， 그갓의 의미는 語素 각각의 의미가 단순히 

결합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연례로 그는 ‘先河

는 원래 《禮記 · 學룹~)으} “츠王之察川也， 皆先河而後海.(삼왕이 물을 제사 

지낼 때 황히를 먼저하고 바다를 뒤에 한다)"에서 나온 말로서 동사와 좁 

語의 결합야지만， 뒤에는 창시자나 唱導者를 뜻하는 병λ까 되어 의미가 

달라지고 기능도 달라졌다고 하였다. 그라나 그가 제시한 복음사의 특성이 

복음사의 판정 기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캡다 ‘산하’는 이른 바 5덮홈이 

다. 조극근은 두 지로 이루어진 이 성어를 복읍사의 예로 들고 있는데， 그 

8) ‘출입’과 ‘좌우’가 복음사로 쓰인 용례로서 조극끈온 다음음 들었대: 
《論듭폼 • -子張》‘ ↑、德出λ可{h.(작은 멤절은 융통성이 있어도 된다) 

柳宗原 《段太퇴iJ免事:狀》 今之隔太문f大節者出入 (지금 태워으} 큰 절조를 칭송 

등운 데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다) 

《國語 · 越語上》: 唯君左右之.(오작 임금께서 죄지우지한다) 

《國語 · 품語二》: 請納之左右 〈청컨대 그대(의 좌우 사람에게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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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1 자 이상의 성어도 모두 복음사로 간주하고 았는지는 제시된 용례가 

없어서 알 수가 없다. ‘難兄難弟’를 예로 보자. 이것은 네 자로 된 성어로 

서， 그것이 성어가 되는 과정에서 보이는 특성은 ‘선하’와 완전히 일지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는 복음사로 간주할 것인가? 그러고 다섯 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른 성어들은 또 어떻께 할 것얀가? 아마 그도 복읍사라고 단 

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디 

다) 조극근은 복음사의 판정 기준으로 穩定性도 들었다. 즉 단음사의 연 

용과 복음사는 그것이 관용화되였느냐에 따라 구분되며， 관용화된 것이 복 

음사라는 것이다. 이런 판정 지준은 준관작앨 수밖에 없다. 그가 제시한 

‘헝敬’이 그 예에 해당하는데‘ ‘공경’이 관용화된 표현이라는 객관적 근거틀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그에케 묻고 싶다. 그리고 ‘공’이 다른 자와 결합한 

‘悲'1휩’C悲뽑’ 등의 경-우， 그것들이 복읍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자신있게 

판정할 수 았는지 묻고 살다. 그가 복음사의 어소를 점착어소와 .?}유어소 

로 나눈 것은 아마 이런 문제른 의삭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꽉읍사의 어법 

기능에 일정한 규율이 있다는 것도 온정성과 관계되는 것얀데， 이도 문언 

에서는 획일화할 수가 없다. 사실 문언의 작가들은 관용화된 표현을 지피 

하고 도리어 독특한 표현을 찾고자 하는 경향조차 있다. 일례로 居 나라의 

대표적인 문장가인 韓愈의 다음 문장을 보자 

《原道》. 周道흉， ￥L子沒， 火手奏， 黃老子漢. 佛든F품宋齊梁鍵隔之間 (주 

나라의 도가 쇠미해지고 공자가 죽고 나서 진 나라에서는 책이 불태워졌 

고， 한 니라에서는 황로시장이 유행하였고， 진 나라 송 나라 제 나라 양 
나라 위 나라 수 나라 기간에는 불교가 정행하였다) 

‘黃老’는 관용적으로 연용된다. 조극근의 주장을 고려할 때， 그는 아마 

이것을 복음사로 간주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벙사성 詞組이 

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動E해生 기능을 하고 있다. 한유 이전은 물론 이후 

에도 다른 글에서 찾아보가 혐든 예이다. 즉 한유가 독특한 표현을 한 것 

인데， 구어에서라면 불가능할 것이나， 문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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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한유는 이 글에서 ‘黃老’를 연용하였지만 그가 만익: ‘老’ 자 한 자만 

을 썼다 히더라도 앞 뒤 문맥상 의미 전달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을 것이 

다. ‘黃老’의 예에서 얄 수 있듯이 복공사의 어법기능이 일정한 규율을 가 

진디는 주장은 물론이고 복음사의 성립 문제 자처l도 문언에서는 회의적얀 

것이다. 

라) 조극근은 첩자와 첩사를 복음사로 간주하였는데， 그가 칩자와 첩사 

를 복음사로 판정한 데에는 위에서 언급했던 복음사의 판정 기준이 그대 

로 적용되었을 것이다. 그 중 첩자의 경우에는 의미의 변화가 주된 판정 

기준이 되었을 것인데， 의미 변화가 절대적인 판정 기준이 되지 않음은 앞 

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조극근이 첩자리고 제시한 예 자체가 

자의적이다. 그는 《詩 · 奏風 · 黃鳥》 ‘交交黃鳥’에 쓰인 ‘交交’는 새 울음 

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귀다’ 또는 ‘교류하다’의 뜻을 가진 ‘交’와는 

전혀 의미상의 관련이 없고， 따라서 그것은 첩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朱熹

는 《詩集傳》에서 그것을 ‘날아서 오고 가는 모습(飛而往來之線)’이라 하였 

으니， 주희의 설을 따를 경우 ‘교교’가 ‘교’의 의미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또 《詩 · 周南 · 挑天》 ‘센캅天天’에 쓰얀 ‘天天’는 어린 모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것의 뜻은 ‘일찍 죽다’의 뜻을 가진 ‘天’와는 관 

련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자의적인 주장이니， ‘요’가 첩자가 아 

니면서도 ‘어라고 예쁜 모양을 뜻하는 예는 얼마든지 았다. 

마) 첩사와 첩자를 복음시로 간주한 것은 穩定性 때문일 것이다. 온정성 

이 판정 기준으로 부적확함을 앞에서 지적하였는데， 첩사와 첩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첩사의 예로 든 ‘修感’를 보자. ‘땐’는 우리말의 ‘멀다’와 의 

미상 가깝다. 우리말에서 ‘별다’는 중복되어 ‘별고 먼’이라는 표현이 흔히 

보이는데， ‘멀고 멀다’를 하나의 단어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유유’도 바 

로 이런 경우와 다를 비가 없디고 하면， 칩사플 복음사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시 첩지의 예로 든 ‘夫天’를 보지. ‘天’는 四字成語인 ‘天挑

體李’， 明 나라 葉憲祖의 화곡 이름인 ‘天挑tJL扁’ 등에서 단독으로 쓰이고 

도 의미 전달에 있어서 어떠한 장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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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연면자에 대한 조극끈의 셜은 원책적으로 옳다. 그리고 현전하는 문 

헌음 두고 볼 때 초기부터 두 지가 연용된 형태를 취하고 았어서， 이는 복 

음사의 최초의 예 증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여l외가 있디: ‘鋼預’틀 보자 屆原의 《離羅》〉에1 “心觸據而3JJl癡.(마음 

이 망서려;7;1고 의심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너1， 여거서 그것은 연면자로 

쓰였다. 그러나 동일한 작가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았는 《九章·惜調:》의 

“좋ι때끽據兮 (한 마음으로 망설이지 않는다)"에서는 ‘據가 단목으로 쓰 

여， ‘유예’의 뜻을 나타내었디; 다시 ‘牌↑후‘를 보자. 

1) 陸機 《數迎따양 mx~jε흔而흉》歡 (근심하는 도습 초춰1하고 즐거움이 적다) 

2) (新댐휩 · 裵뼈傳》: 人心뿌然(사람의 P~음0’ 근짐스럽다) 
3) 펴f靈훨 《f등짧 行》 f쭈깜§fi￡%첼 (초훼한 열굴。l 부드러운 낯빚을 바꾸다) 

4) 《픔펌 · 簡文帝*[~>: 千::\t~~Ef.\;， 公깜.ll호!후.(전쟁이 아직 끝니지 않야 공사 
간에 힘들다) 

5) z:雪쟁七藏》: 1쟁推驚思 ( 초추11함이 생각을 어둡게 하다) 

‘ J堆딱’는 연면자야다. 그러나 1)에서는 ‘摩(퓨의 變體이다}’가 단독으로 

쓰였고， 2)에서는 ‘應‘ 단독으로 虛詞로서 漸念義가 없는 ‘然’파 결합하였으 

며. 3)에서는 ‘傳’가 단독으로 ‘容’을 수식하였고. 4)에서는 ‘햄가 단독으로 

同義字인 ‘據’와 연용되었고， 5)에서는 도치된 형태로 쓰였다 이를 통하여 

‘초궤’가 문언에서는 온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唯’와 ‘퓨’가 각각 단독으로 

의미를 표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사) 조극근은 《맹자》의 ‘可以’가 복음사라고 하였는데， 이는 현대 중국 

어에 있어서 그것이 복음사라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 아닐까 의문이 된다. 

현대 중국어켜 경우 온정성이 았고 없음은 객관적인 판정이 거의 가능하 

다 따라서 복음사의 판정기준이 될 수 였다. 그러냐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문언문익 경우는 온정성의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기 때문에 판정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대 중국어에 있어서 ‘가이’는 온정성이 분명하여 복 

음사로 판정되지만， 문언문의 경우 그것이 비록 연용된 형태가 자주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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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더라도 그 사실 만으로 복음사로 판정할 수는 없다 실제로 문언문에 

서의 ‘가이’는 ‘깨와 ‘이‘가 각기 자의를 갖고 독립적얀 기능을 하기 때문 

에， 그기- 제시한 다른 어떤 예보다도 온정성을 보장허가 어렵다. 그런데도 

그것을 논거로 하여 선전시기의 저작인 《뱅자》에 빈도 높은 복음사가 이 

미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이리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 

다 

四

이상에서 조극근의 복음사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 

적하였다. 여기서는 비록 조극은 한 사람만 두고 논의하였지만， 복읍사에 

대한 요즈음 학자들의 주장 및 논거 제시 방법 등이 조극근의 것과 가본 

적으로 일지하기 때문에， 다른 학자들의 주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조극근의 경우를 보아 알겠지만， 고대 한어의 복음사로써 현재 채시되고 

있는 예들은 거의가 신빙성이 없다. 그려나 예가 잘못 제시되었다고 하여 

고대한어 복음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한정된 음으로 다양한 

의미를 표현하려면 복읍사가 절대적으로 펼요하며， 설제로 구어의 경우 어 

떠한 개별 언어에 있어서도 복음사가 절대 다수이다. 고대 중국의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단 요즈음의 한어학자들은 고대의 구어와 문 

언을 구별하지 않고 i고대한어’라는 용어로써 그 둘을 포괄하고， 구어에서 

았었을 현상을 문언으로 검증하였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 

던 것이다. 물론 문언문에도 구어에 보이는 언어현상은 어느정도 반영되었 

을 것이다. 특히 연면자와 같은 것은 문언과 구어의 차이가 별로 없었을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구어의 문헌자료가 부족한 시기의 경우， 부득이 

문언 자료를 이용하여 당시의 언어현상을 추론하는 것은 한어를 통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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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찰하여 한야의 역사를 설명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비촉 

그렇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특상을 가진 문언에서도 동일한 언어현상이 있 

었던 것으로 견강부회하여서는 얀되는 것이니， 복음화 현상이 그런 경우 

중 하나인 것이다. 

고대한어의 복음사 생성의 이유를， 조극근의 설에서 이미 얄 수 였듯이， 

요즈음 학자들은 연용된 한자가 언어 생활에서 차츰 판용화되어 온정성을 

갖게 되는 데서 찾았다. 구어의 경우 이러한 해석은 당연히 타딩하다. 그 

러나 문언의 경우는 다르다. 구어에서의 온정성이 문언에서는 보장되지 않 

는 것이다 도라어 역방향의 현상도 동시에 일어났다. 앞에서 이야기 하였 

듯아 연면자는 표음기능이 우선하고 초기부터 구어적얀 성격이 농후하였 

을 것이다. 따라서 온정성이 보장되어 복음사임이 분명하다. 그라냐 그것 

조차도 도리어 단음절화능F는 현상이 있었으니， 앞에서 제λl한 선L章 · 惜

빼)의 예는 바로 그런 λ}설을 알려츄 살례 중 하나이다- 그리고 한유의 

글에 보인 예를 통해 문언의 작가는 도리어 온정성을 가피하려는 경향이 

았었음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문언이 구어와 다른 현상을 보이는 

이유는 문언의 경우 한자악 표의가능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연면자의 경우 

에서조차 원래의 온정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은 그것이 문언에 사용 

되면서 원래의 표음기능을 상실하고 표의기능을 갖게 된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복읍사였던 연면자조차 단음사화하는 현상을 보이재까지 된 것이다. 

특하 부수가 추義를 반영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배회하다’의 뜻을 

나타내는 ‘↑剛手’을 일례로 들어 보자. 그것은 연면자의 특성상 ‘폐手’， ‘j핍洋’ 

등의 자형상의 변체가 있을 젓이다. 초기에는 단순히 어음 가차로써 다양 

한 변체가 았었지만 의미를 자형에 반영하고자 5운 한어 λ냉자의 습관 

에 의해 ‘f’을 부수로 하는 ‘微￥’이 보편화되고， 그 결과 ‘個’과 츄’은 개 

별적으로 표의기능을 갖깨 된다. 따라서 만약 어떤 작가가 자기의 글에서 

字數의 저Il~을 받아 한 자로써 ‘상양의 뜻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個’이나 

‘洋’ 한 자만을 쓰게 되는 경우를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先河의 경우에서처럼 두 한자가 결합한 후에 새로운 뜻을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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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현상을 근거로 복음사를 주장하는 설도， 판11서 지적하였듯이 문언에 

서는 문제가 있디 단음사의 경우 하나의 딘어가 다양한 의마를 갖지만， 

의미상의 차이가 었다고 하여 모두 별개의 단어로 취급하지 않는다. 반면 

에 ‘難兄難弟’와 갇은 성어의 경우， 의미의 변화가 일어났디고 하나외 단어 

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하면 의미익 변화가 단어 설 

정에 결정적얀 인소가 아니라는 것이 땅백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문언의 경우에는 복음사의 존재를 상정할 수가 

없음올 얄 수 있다 불론 연먼지나- 고유명셔， 文物 典章의 명칭 등 일부가 

복음사의 성격을 갖지만， 이러한 예외적인 것 때문에 문언문의 ‘→EF--詞’

원착을 부정할 펼요가 없다 따라서 문언 한7}를 대상으토 할 경우 ‘字’라 

는 용어로써 ‘詞’의 개념읍 지칭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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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中합體] 

論文言文之複音詞

李永朱

今日冊討古i製콤듭하養及詞義者， 皆日: 字不等子詞 詞탱11語言最小單{fL， 字不

過子文字符號而B. 又日: 古漢굶담有複音詞， 其f이j亦不少， 因此可知字之不等

子詞. 例如高햄剛《古代i몇語詞蘭변論》， 將紹愚《古漢語詞횟網要}， 趙克勳《古

ftl驚흠詞棄學;)， 皆近人著作， 其書中所說， 無不如此‘ 其說本之西歐語言學所

P昌， 西歐語言學之所據， 表音文字， 灌콤， 表意文字켄L 若以此證彼 員醫方炳

應有格格不入之뺑쫓. í텅껏口古代R語， 則此說可言增有其理: 至子文言文， 則當

錫롯. 

漢字當造字之初， 其字各有其義.tJ、→字→詞寫造字原理. 其後， 口語趣[혀手 

複音詞‘ 以便子達意故m. 文듬J:!1j不然、 從古而至今 堅守其→字→詞之理. 甚

至子계縮字， 本是複音詞， 文言文或有單音詞í~. 然而高a;等皆i;J文言쩌而證 

其說， 담露쩔련옳Z뺑용롯. 本橋쪼其立論之次而論默之， 以關明文言之本異口語而

決不趣向複音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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