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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나오는 말

I.들어가는 말

한어사 어휘연구는 先秦시기부터 明淸시기까지 각 시기에 해당하는 개별어휘의 

의미 분석  특징 고찰을 통해 각 시기별 언어면모를 살펴볼 수 있다. 한어사 어

휘연구가 면 이고 체계  계통을 갖추기 해서는 시기별 어휘 고찰 외에도 어

휘의 맥락을 살펴볼 수 있는 통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21C 를 후하여 

한어사 어휘의 변천과정을 다룬 서나 논문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이와 련하

여 필자는 이미 타 논문1)에서 언 한 이 있으므로 이곳에서는 설명을 생략하기

로 한다.

본문에서는 한어사 어휘연구 기본 작업의 일환으로 唐宋시기 국어 ‘들다’ 행

와 련된 어휘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唐五代시기는 한어사 연구에 있어서 근

한어가 시작되는 분기 으로 매우 요한 시기라 하겠다. 본문에서는 唐宋시기의 

‘들다’류 어휘의 사용상황과 先秦부터 唐宋시기까지 ‘들다’류 어휘의 의미장 변화에 

* 서울신학 학교 국어과 조교수

1) <《여씨춘추》, 《사기》, 《세설신어》를 통해 본 국어 ‘주다’ 어휘 의미연구>, 국학연구

회. 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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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살펴보고자 한다.2) 본문에서는 唐宋시기 ‘들다’류 어휘가 지니는 특징 외에 

先秦兩漢시기에 보편 으로 사용되었던 ‘ ’, ‘持’, ‘執’ 등의 ‘들다’류 어휘가 고시

기를 거쳐 唐宋시기에 이르러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문헌고찰을 통해 구체

이고 체계 으로 살펴볼 것이다.

본문에서 언 하는 ‘들다’류 어휘는 구체 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들다’ 어휘만을 

상으로 삼는다. 다시 말해 사물을 지면에서 수직 으로 들어 올리는 행 와 자신

의 신체부   한 부분을 드는 구체 인 행동만을 상으로 하고, ‘ 를 들다’와 

같은 추상 인 어휘는 배제하 음을 미리 밝 둔다.

본문에 사용된 唐五代시기의 문헌자료로는 《祖 集》, 《六祖壇經》, 《敦煌變文校

注》, “唐詩三百首”, “王梵志詩”를 사용하 으며, 宋代 문헌자료로는 《近思 》, 《朱

子語類》(1권~13권), 《三朝北盟 編》(1권~20권)을 사용하 다. 《朱子語類》와 

《三朝北盟 編》(이하 《三朝》라 칭함)의 경우 방 한 자료로 인해 일부분 발췌하여 

사용하 고, 발췌자료에 ‘들다’류 어휘가 출 하지 않을 경우 객 성  정확성을 

확보하기 해 문헌 체를 토 로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자료의 다양성을 확보하

기 해 일부 문과 각 시기별 어휘 고찰은 北京大學漢語語 學硏究中心의 고

국어 데이터베이스 목록을 사용하 음을 밝 둔다.

Ⅱ. 唐宋시기 ‘들다’류 어휘의 의미 분석  역사  
변천에 따른 특징 고찰

아래 본문에서는 唐宋시기에 사용된 ‘들다’류 어휘 , 앞 시기들과 비교하여 의

미와 의미역(義域)에서 차이를 보이는 어휘와 이시기에 새로 출 한 어휘를 심으

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서 사용한 唐宋시기 ‘들다’류 어휘는 ‘擎’, ‘ ’, ‘提’, 

‘挈’, ‘執’, ‘持’, ‘揭’, ‘擡’인데, 본문에서는 이들이 唐宋시기에 사용된 특징  역사

 변천에 해 논의해 볼 것이다.3) 이들은 ‘들다’ 의미장안에서 각각 일정한 역

2) 필자는 先秦시기부터 魏晋南北朝시기까지 국어 ‘들다’류 어휘의 역사  변천에 해 

부분  고찰을 한 이 있다(참조: <《 국책》� 中의 ‘들다’ 어휘 풀이  역사  변천에 

한 >, 中國文學硏究, 2011.2.). 

3) ‘捧’은 唐宋시기 ‘들다’ 의미로 사용된 어휘이나 의미와 의미역(義域)에 있어서 앞 시기

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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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차지하며,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들다’ 의미장안의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1. ‘擎’

1) 唐宋시기 ‘擎’의 의미 분석

‘들다’ 의미로 사용된 ‘擎’의 용례는 《世說新語》에 처음 보인다4). 唐宋시기에 이

르러 ‘擎’은 ‘들다’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唐宋시기 문헌에 출 빈도를 보면, 《敦煌

變文校注》 58회, “王梵志詩” 6회, 《祖 集》 4회, 《朱子語類》 3회, 《三朝》에 2회 

출 한다.

[ 1] 師曰: “汝 我擎鉢盂來.”(祖 集) (선사께서 말했다. “그 는 나에게 바

리때를 갖다 다오.”)

[ 2] 十月間（艱）辛, 起坐不安, 如擎重擔.(敦煌變文校注) (10개월간 고생

하며 거동이 불편해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 같다.)

[ 3] 手中皆擎水精之盤.(敦煌變文校注) (손에 모두 수정쟁반을 들고 있다.)

[ 4] 手擎金玉行.(王梵志詩) (손에 보석을 들고 다닌다.)

 문을 통해, 唐宋시기에 ‘擎’은 그릇류, 짐, 보석 등을 들 때 사용됨을 알 수 

있다. 擎’은 특히 《敦煌變文校注》에 58회 출 하며, 그 용례가 많이 보이는데 결합

되는 사물을 보면, 채 (擎鞭), 병(擎金瓶), 창(擎槍), 꽃(擎鮮花), 악기(擎 器), 

(擎金), 옥(擎玉) 등이다. 이 시기에 ‘擎’은 주로 보석류, 그릇류  다양한 사물 

등과 결합하며 ‘들다’ 의미로 폭넓게 사용된 어휘로 볼 수 있다.

‘擎’은 唐宋시기에 간혹 신체부 를 들 때도 사용되는데, 《祖 集》과 “王梵志詩”

에 용례가 각 1회씩 보인다.

[ 5] “不擎拳向闍梨.”(祖 集) (“그 에게 주먹을 들어 향하지 않느니라.”)

[ 6] 擎頭 裏行.(王梵志詩) (고개를 들고 마을로 가네.)

4) ‘擎’의 역사  변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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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를 보면 ‘擎’이 주먹을 드는 행 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6]의 ‘擎頭’

는 고개를 드는 행 로 이는 당당하게 마을로 들어가는 모습을 나타낸다.

2) ‘擎’ 의미의 역사  변천

‘擎’은 《莊子》에 “擎跽曲拳, 人臣之禮也.人皆爲之, 吾敢不爲邪!”라 하고, 成玄

英疏: “擎手跽足, 磐折曲躬, 俯仰拜伏 , 人臣之禮也.”라 하여 손을 모으고 발을 

구부려 를 갖추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일설에는 “執笏跪拜並鞠躬.”이라 하고, 

《陳鼓應今注》에는 “ ‘擎’, 執笏; ‘跽’, 跪拜. ‘曲拳, 鞠躬.’ ”라 하여 ‘擎’은 홀을 붙잡

아 를 행하는 행 로도 볼 수 있다. 이 듯 ‘擎’은 先秦시기에 손을 모으거나, 홀

을 붙잡아 를 행하는 어휘로 볼 수 있다. ‘들다’의 의미로 사용되는 ‘擎’은 《世說

新語》에 처음 출 한다.

[ 6] “婢擎金澡盆盛水, 琉璃碗盛澡豆.”(世說新語) (시녀가 황  세숫 야에 

물을 담아 들고 있었고, 유리 주발에는 조두를 담아 놓았다.)

[ 7] 皆綾羅絝（衤羅）, 以手擎飲食.(世說新語) (모두 화려한 비단 치마와 

고리를 입고 두 손으로 음식을 받쳐(들고) 내었다.)

唐宋시기에 이르러 ‘擎’은 그 사용범주가 확 될 뿐 아니라, 여러 문헌에서 용례

를 찾아볼 수 있다.

[ 8] 東邊有一菩薩,手擎鉢, 滿盛飯而立.(入唐求法巡禮行記) (동쪽에 한 보

살이 손에 바리때를 들고 밥을 가득 담아 서있었다.)

[ 9] “汝擎茶, 吾爲汝吃; 汝持食, 吾爲汝受.”(祖 集) (“네가 차를 가져오면 

나는 차를 마시고, 네가 밥을 가져오면 나는 밥을 먹었다.”)

[ 10] 使我擎凳子來.(五燈 元) (나보고 의자를 들고 오라고 했다.)

[ 8]~[ 10]을 통해, ‘擎’은 唐代시기(《入唐求法巡禮行記》)부터 五代시기(《祖

集》)를 거쳐 南宋시기(《五燈 元》)에 이르기까지 ‘들다’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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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擎’은 先秦兩漢시기에 손을 모으거나 받들어 ‘ 를 행하는 의미’로 사용되다 魏

晋南北朝시기에 이르러 ‘들다’라는 새로운 의미항이 생겨나게 된다. 唐宋시기에 이

르러 ‘擎’은 여러 문헌에 출 하며, ‘들다’ 의미로 사용된 것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2. 

1) 唐宋시기 ‘ ’의 의미 분석

‘ ’는 唐宋시기에 일반 사물을 드는 행 로 사용될 경우 先秦兩漢시기에 비해 

그와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상당히 어든다. 로 《祖 集》에 ‘ ’는 137회 출

하는데, 이  일반  사물을 드는 행 는 단 5회 사용된다. 이는 先秦兩漢시기에 

보편 인 ‘들다’ 의미로 많이 사용되던 ‘ ’가 魏晋南北朝시 를 거쳐 唐五代에 이

르러 ‘들다’ 의미에서 그 사용빈도가 격히 어든 것을 의미한다. ‘ ’는 《祖 集》 

9회, 《六祖壇經》 1회, 《敦煌變文校注》 53회(43회는 신체부 를 들 때 사용됨), 

“唐詩三百首” 4회, 《朱子語類》 3회, 《三朝》 2회 출 한다.

[ 11] 師提起杖. “如何是非敗壞底？” 師亦 起杖.(祖 集) (선사께서 주장자

를 들어올렸다. 어떤 것이 헤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선사께서 역시 주

장자를 들어올렸다.)

[ 12] 三科法門, 動用三十六 , 出沒即離兩邊.(六朝壇經) (3과 법문을 

들고, 동용 삼십육 를 들어 보여서, (일체) 출몰에서 곧 (2분법) 양변

을 떠나도록 할지니라.)

[ 13] 五百人一時 劍.(敦煌變文校注) (오백 인이 일시에 검을 들었다.)

[ 14] 主人下馬客在船, 酒欲飮無管弦(白居易: 琵琶 幷序) (주인과 손님

이 말에서 내려 배 안으로 들어가 술잔 들어 마시려는데 풍악이 없어 

허 했네.) 

[ 15] 師還, 又大 , 問有功高下, 賞之以金帛若幹, 以衆示, 或以爲薄, 復

增之.(三朝) (군 가 귀환하면 다시 회를 열어 공의 높낮이에 따라 

상을 주는데, 약간 액의 백(金帛)을 에게 들어 보여주었다. 어떤 

이가 다고 여긴다면 더 보태주었다.)

[ 16] 因 手中扇云: “只如搖扇”.(朱子語類) (손에 있는 부채를 들어서 말



336  《中國文學硏究》⋅제46집

하셨다. “단지 부채를 부치는 것과 같다.”)

[ 11]을 보면 ‘ ’와 ‘提’가 동일구문에서 동일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13]~[ 14]를 보면 ‘ ’가 ‘술’과 ‘검’ 등을 들 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처럼 ‘술’과 ‘검’(무기류) 등은 先秦시기에 ‘ ’와 결합하여 사용된 이후 唐宋시기에 

이르기까지 ‘ ’와 자주 결합하여 사용된다. 이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단어의 결속

력을 강화하여 ‘어휘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로 한어에서 ‘술’ 특히 ‘술잔’

을 들 때 ‘ 杯’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唐宋시기 ‘ ’는 그와 결합하는 일반

사물에 있어서 특정어휘가 많이 보이는데, 주로 술 는 흉기(무기)와 련된 어휘

들이 표 이라 하겠다.

唐宋시기에 ‘ ’는 ‘들다’ 의미장에서 신체부 를 들 때 주로 사용된다. 로 《敦

煌變文校注》에 ‘ ’는 ‘들다’ 의미로 53회 출 하나 그  43회는 신체부 를 들 때 

사용된다. 이때 결합하는 신체부 는 주로 ‘손’, ‘머리’, ‘발’, ‘ ’ 등이 사용된다.5) 

문은 아래와 같다.

[ 17] 招慶 首顧視師云.(祖 集) ( 경이 고개를 들어 앞뒤를 돌아보거늘 

선사께서 말했다.)

[ 18] 保福忽然入殿, 見佛乃 手, 師便問.(祖 集) (보복이 갑자기 불 에 

들어왔다가 부처님을 보자 손을 번쩍 드니 선사께서 얼른 물었다.)

[ 19] 頭忽見一人.(敦煌變文校注) (고개를 들고 갑자기 사람을 보다.)

[ 20] 楊 目忽見皇后.(敦煌變文校注) (楊 이 을 들어 갑자기 황후를 

보았다.)

[ 21] 足動步, 常要此心在這裏.(朱子語類) (걸어 다닐 때도 늘 이 마음이 

거기 있도록 한다.)

2) ‘ ’ 의미의 역사  변천

‘ ’는 先秦兩漢시기에 가장 일반 이고 보편 인 ‘들다’의미로 사용된 어휘이

다.6)

5) 이외 北京大學 CCL 語料庫에 보면 ‘몸(신체)’도 ‘ ’의 목 어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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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弈 棋不定, 不勝其耦.(左傳) (바둑을 두는 자가 바둑알을 들고 (확

실히) 정하지 못하면 상 를 이기지 못한다.)

[ 23] 築樸秦皇帝, 不中.(史記) (축을 들어 진시황을 쳤으나 맞지 않았

다.)

[ 22]와 [ 23]을 보면 ‘ ’는 바둑알과 악기를 목 어로 갖는다. 이외에도 先

秦과 漢代에 ‘ ’는 술잔, 화살, 촛불, 깃털, 그물, 횃불, 노 등 다양한 사물을 목

어로 갖는다.7) ‘ ’는 국시기에 이르러 자주 신체부 와 결합되어 사용되곤 하는

데, 이런 상은 진남북조시기에 이르러 ‘들다’ 의미장안에서 한차례 의미역(義

域)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의미역(義域)이란 한 어휘가 의미장안에서 차지하는 

공간  역을 의미하는데, 선진시기에 ‘들다’ 의미장안에서 일반 사물과 폭넓게 

결합하던 ‘ ’가 국시기를 거쳐 한 , 진남북조시기로 오면서 신체부 와 자주 

결합하고 일반사물과 결합할 때는 비교  제한된 사물( 를 들면, 술, 검 등)과 결

합하면서 ‘들다’ 의미장안에서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자신의 의미역(義域)이 상당부

분 어들게 된다. ‘ ’는 당송시기에 이르러서도 같은 상을 보이는데 문헌을 통

해 살펴보면, 선진양한시기에 비해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빈도도 낮아지고8), 결합되

는 어휘도 비교  국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당송시기에도 진남북조시기와 

마찬가지로 신체부 를 들 때 자주 사용되며 이들 어휘  일부( : 手)는 차 

고정된 형태로 사용되어져 어휘화 된다.

‘ ’는 先秦양한시기에 ‘들다’ 의미장안에서 가장 일반 이고 보편 으로 사용되던 

어휘 으나, 魏晋南北朝시기를 거쳐 唐宋시기로 오면서 결합하는 사물이  

어들어 의미역의 축소를 가져오게 된다.  ‘ ’는 국시기에 신체부 와 자주 결

합하여 사용되고 魏晋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에 이르러서도 신체부 와 결합하여 

활발히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일부 어휘는 고정형태로( : 手) ‘어

휘의 문화’를 형성하며 재까지도 사용된다.

6) <《 국책》� 中의 ‘들다’ 어휘 풀이  역사  변천에 한 >, 中國文學硏究, 2011.2.

7) 上同.

8) 唐宋시기 ‘ ’의 의미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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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提

1) 唐宋시기 ‘提’의 의미 분석

‘提’는 唐宋시기에 ‘들다’ 어휘로 사용된다. 《祖 集》 13회, 《敦煌變文校注》 7회, 

《朱子語類》에 3회 출 한다.  

[ 24] 其僧提起茶埦曰.(祖 集) (이에 그 이 찻종지를 들어 올리면서 말했다.) 

[ 25] 有一日, 其道 提籃子摘梨. (어느날 그 도자(道 )가 주리를 들고 

배를 따서 담았다.)

[ 26] 曰: “盡大地人提不起.” (祖 集) (온 리의 사람이 다 덤벼도 들지 

못합니다.)

[ 27] 手提三尺之劍.(敦煌變文校注) (손에 삼척의 검을 들다.)

[ 28] 只是手提竹籠.(敦煌變文校注) (다만 손에 바구니를 들고 있다.)

[ 29] 如這手是體; 指之運動提掇處便是用.(朱子語類) ( 를 들어, 이 손은 본

체이고, 손가락을 움직여 (어떤 것을) 들거나 는 것은 바로 작용이다.) 

[ 30] 因提案上藥囊起.(朱子語類) (이어서 책상 에 있는 약 행낭을 들어올

렸다.)

문을 통해 唐宋시기의 ‘提’는 다양한 사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찻종지부터 바구니, 검, 주리, 약 행낭 등 비교  다양한 사물을 손으로 

들어 올릴 때 사용된다. 

唐宋시기 ‘提’가 신체부 를 들 때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 31] 彥上座戴笠子 來, 直到師面前, 以手拍笠子, 提起手, 云: “還相記

在摩？”(祖 集⋅岩頭和尙) (언상좌가 삿갓을 쓴채 당당하게 와서 곧

장 선사의 앞에 이르러 손으로 삿갓을 두드리고는 손을 들면서 말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唐宋시기에 ‘提’가 신체부 를 목 어로 갖는 경우는 ‘ ’에 비하여 상당히 제한

이다. [ 31]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提’는 신체부   손을 드는 경우에만 사용되

고 다른 신체부 를 들 때는 사용되지 않는다. 신체부  손을 목 어로 갖는 ‘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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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祖 集》에 그 가 처음 보인다. 이 경우 ‘提’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起’와 결합

하여 이음  단어를 이룬다.

2) ‘提’ 의미의 역사  변천

先秦兩漢시기에 ‘提’는 비교  가벼운 물건들을 들 때 주로 사용된다.

[ 32] 列子提履, 跣而走.(莊子) (열자가 신발을 들고 맨발로 달아났다.)

[ 33] 平公提觴而起爲師曠壽, 反坐而問.(韓非子) (평공은 술잔을 들고 일어

나 사 을 해 축수(건배)하고는 돌아와 앉으며 물었다.)

[ 34] 且提一匕首入不測之彊秦.(史記) (비수를 들고 측할 수 없는 강국 

진나라로 갔다.)

[ 32]~[ 34]를 보면, 先秦兩漢시기의 ‘提’는 드는 상에 있어 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물건들로 주로 술 는 그와 련된 물품  무기류(칼, 검 등) 등을 

주요 상으로 삼는다. 魏晋南北朝시기에 이르러 ‘提’는 先秦兩漢시기와 큰 차이

은 보이지 않으나, 문헌을 통해 결합 상이 좀 더 다양해지고 확 되어지는데9), 

이는 ‘들다’ 의미장 안에서 ‘提’의 의미역(義域)이 확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唐宋

시기에 이르러 ‘提’는 이 시기에 비해 그 의미역이 상당부분 넓어진 것을 알 수 있

다. 결합물체에 있어서도 찻종지부터 바구니, 검, 주리, 약 행낭 등 비교  다양

한 사물을 수반한다.

‘提’는 先秦兩漢시기부터 魏晋南北朝시기를 거쳐 唐宋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의

미역이 차 확 되고 넓어진 어휘로 ‘들다’ 의미장안에서 ‘일반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挈

1) 唐宋시기 ‘挈’의 의미 분석

‘挈’는 唐宋시기 상당수 문헌에 출 하지 않는다. 《朱子語類》 등에 용례가 보이

9) <《 국책》� 中의 ‘들다’ 어휘 풀이  역사  변천에 한 >, 中國文學硏究, 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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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보다 앞 시기들과 마찬가지로 ‘提’와 종종 같이 사용된다.

[ 35] 或移上在下, 或挈下在上.(朱子語類) (  것을 이동하여 아래에 놓거나 

아래 것을 들어 에 놓았다.)

[ 36] 有一人挈 囊.(太平廣记) (어떤 사람이 작은 주머니를 들었다.)

[ 35]와 [ 36]을 보면 ‘挈’가 ‘들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唐宋시

기 ‘挈’는 ‘들다’의 의미보다 ‘이끌다’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된다. 《三朝》의 경우만 

보더라도 ‘挈’가 ‘이끌다, 데리고 가다’의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를 들면, “盜入境

左提妻右挈子群趨疾走以避.”(몰래 국경에 들어가 아내와 자식들을 이끌고 재빨리 

달아나 숨는다.)  ‘挈’는 ‘이끌다, 데리고 가다’의 의미에서도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자주 ‘提’와 같이 사용된다. [ ] 是聖人出來, 左提右挈, 原始要終.(朱

子語類) (반드시 성인이 나와서 좌우에서 이끌어 주고 근원을 찾아 끝을 맺어주어

야 한다.)

2) ‘挈’ 의미의 역사  변천

‘挈’는 《說文》에 ‘縣持也.’라 하고, 《段注》에 ‘縣 ,系也.(挈) 縣而持之也.(‘縣’

은 ‘매다’의 의미이다. (‘挈’는) ‘묶어 매어 들다’를 일컫는다.)’라 하 다.

[ 37] 雖有挈缾之知, 守不假器.(左傳) (두 박을 들어 쓸  아는 지혜만 있

어도 지키고 기물을 빌려주지 않는다.)

[ 38] 若挈裘領, 屈五指而 之, 不可勝數也.(荀子) (가죽옷의 깃을 들

고 다섯손가락을 구부려 그것을 쓸어내리면 (모든 털들이) 따르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 39] 夫一石之重, 一人挈之, 十石以上, 二人不能 也.(論衡) (무릇 1석(1

20근)의 무게는 한 사람이 들 수 있으나 10석 이상은 두 사람도 들 수 

없다.)

先秦시기에 ‘挈’는 ‘들다’의 의미를 지닌다. [ 37]~[ 38]을 통해, ‘두 박’, ‘가

죽 옷의 깃’ 등 주로 가벼운 물건을 들 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東漢시기에도 

‘挈’는 ‘들다’의 의미로 사용되나([ 39]), 先秦시기에 비해 사용빈도가 많이 어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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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39]를 보면 10석을 들 때 ‘ ’를 사용한 것에 반해 1석을 들 때 ‘挈’를 사용

한 것으로 보아 ‘挈’는 상 으로 가벼운 물건을 들 때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魏晋南北朝 시기에 이르면, ‘挈’는 문헌에 출 하는 빈도가 속히 감소한다. 

《삼국지》에 ‘挈壺餐’ 구문이 보이긴 하나, 주로 ‘左提右挈’의 형태로 고정형식에 출

하고 단독 행 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10)

唐宋시기에 이르러 ‘挈’는 사용빈도도 많이 감소할 뿐 아니라, 용례도 많이 보이

지 않는다. 《祖 集》, 《六祖壇經》, 《敦煌變文校注》11), “唐詩三百首”, “王梵志詩”, 

《近思 》에는 그 용례가 보이지 않으며, 《朱子語類》에 2회 용례가 보일 뿐이다.12) 

《三朝》에는 23회 출 하나 앞선 말한 로 주로 ‘이끌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挈’는 先秦시기에 ‘들다’ 의미로 사용되다, 漢代와 魏晋南北朝시기  唐宋시기

를 거치면서 ‘들다’ 의미장 안에서 그 의미역(義域)이 상당히 축소되고, 사용빈도 

한 격히 어들어 ‘들다’의 의미가  사라져가고 있는 어휘라 하겠다.

5. 執

1) 唐宋시기 ‘執’의 의미 분석

‘執’는 唐宋시기 문헌  《祖 集》, 《敦煌變文校注》, 《朱子語類》, 《三朝》에서 

‘들다’ 의미로 사용되는 문을 발견할 수 있다.

[ 40] 著鞋履, 執座具, 上法 禮拜, 一切了侍立.(祖 集) (신을 신은 채 방

석을 들고 법당으로 올라가서 배하고 문안한 뒤에 모시고 섰다.)

[ 41] 各執 棒, 驅至帳前.(敦煌變文校注) (각각 칼과 방망이를 들고 말을 

몰아 장막 앞에 이르 다.)

[ 42] 執炬火以焚毛, 如何不盡!(敦煌變文校注) (횃불을 들고서 태우니 어  

다 타지 않겠는가!)

10) <《 국책》� 中의 ‘들다’ 어휘 풀이  역사  변천에 한 >, 中國文學硏究, 

2011.2.

11) 《敦煌變文校注》에는 4회 출 하나, ‘들다’ 의미로 사용되지 않음.

12) ‘挈’는 필자가 조사한 문헌에는 거의 출 하지 않으나, 北京大學 CCL 자료에는 일반사

물과 결합하는 용례가 다소 보임(<표2>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들다’류 어휘의 사용상황 

 결합어휘 역사  변천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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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便如執權衡以度物.(朱子語類) ( 울을 들고(쥐고) 사물을 재는 것과 

같다.)

[ 44] 古之人執幹戈衛社稷, 躬耕稼, 陶､ 之事, 皆是也.(朱子語類) (옛 

사람들이 무기를 들어 나라를 지키고, 몸소 밭을 갈고, 그릇 만들고 고

기 잡은 것이 모두 이러했다.)

[ 45] 隊伍之法, 伍什伯皆有長; 伍長擊柝, 什長執旗, 伯長挾鼓, 千長則旗

幟金鼓悉備.(三朝) ( 오(隊伍) 방법은, 다섯 명(伍), 열 명(什), 백 

명(伯) 마다 장이 있는데, 오장(伍長)은 딱따기를 치고 십장(什長)

은 깃 를 들고 백장(伯長)은 북을 매고 천장(千長: 천명의 장)은 

기치와 징⋅북을 모두 갖추었다.)

[ 46] 令部曲執漢旗幟, 分漢兵以弓弩翼之.(三朝) (휘하 각 부에 명령하여 

모두 한인의 깃발을 들게 하고, 한인 병사는 나 어 궁노를 들고 그들

을 돕도록 하라.)

[ 47] 以女眞兵數十人佩 執弓矢, 守護甚嚴.(三朝) (여진병사 수십 인이 칼

을 차고 활과 화살을 들고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

‘執’는 唐宋시기에 ‘들다’ 의미 외에 ‘잡다’ 는 ‘붙잡다’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된

다. 를 들면, 《近思 》에 “今之朋友, 擇其善柔, 以相 , 拍肩執袂, 以爲氣合, 

一 不合, 怒氣相加.(오늘날의 친구들이란 서로가 선유한 것을 가려 사귀고, 어깨

를 두드리고 팔소매를 잡고 의기를 합한 것같이 여기나 한마디도 기에 어울리지 아

니하고 노기를 띤 말을 서로 더할 뿐이다.)라 하여 ‘執’가 ‘잡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들다’와 ‘잡다’의 의미항을 구분하기 해서 두 가지 기 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동작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잡다’는 동작이 평행선상에서 이루어지

는 행 이고, ‘들다’는 동작이 수직선상에서 이루어지는 행 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작이 평행  행동성을 지니면 ‘잡다’ 의미로, 동작이 상향  행동성을 지니면 ‘들

다’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문장에서 ‘들다’ 의미로 사용된 경우 

한어의 ‘拿’ 는 ‘提’로 체가능한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체가능하다면 ‘들다’

의 의미로 간주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40]~[ 47] 문을 보면, ‘執’는 ‘방석’, ‘칼’, ‘횃불’, ‘ 울’, ‘ 쟁과 련된 물

체(무기, 깃발, 활, 화살)’들을 잡을 때 모두 수직선상에서 상향성 행동을 취함으로, 

이들은 모두 ‘들다’ 의미항으로 보아야 한다. 단, 《近思 》에 ‘팔소매를 잡고(執袂)’



唐宋시기 국어 ‘들다’류 어휘 고찰  역사  변천에 따른 의미장 연구  343

에서의 ‘執’는 상향성 행동보다는 평행  행동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붙)잡다’ 

의미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執’ 의미의 역사  변천

‘執’는 《說文》에 ‘捕罪人也.’13)라 하여 ‘죄인을 체포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執’는 

생되어 ‘잡다, 붙잡다’의 의미를 지니게 되고, 이는 다시 ‘들다’ 의미로 생되어 

사용된다. 이는 ‘잡다’의 평행  행동에서 ‘들다’의 상향성 행동으로 변환된 것을 말

하는데, 先秦시기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48] 君子陽陽, 左執簧, 右招我由房, 其 只且.(詩經⋅王風⋅君子陽陽) 

(즐거운 우리 님은 왼손에 생황 들고 오른손으로 나를 방으로 부르니 

정말 즐겁네.)

[ 49] 邾子執玉高, 其容仰, 公受玉卑, 其容俯.(左傳) (주나라 군주가 옥을 

무 높이 들어 그의 몸이 올라가고, 정공이 옥을 받는 자세가 무 낮

아, 몸이 아래로 구부러졌다.)

[ 50] 然且七十說而不受, 身執鼎俎爲庖宰, 昵近皆親, 而湯乃僅知其賢而用

之.(韓非子) (일흔 번이나 유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몸소 솥과 

도마를 들고 가 요리사가 되어 친해지고 나서야, 탕왕은 비로소 그의 

명함을 알고 그를 등용했다.)

[ 48]~[ 50]을 보면, ‘執’는 先秦시기에 ‘들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진 어휘임을 

알 수 있다. 先秦시기에 ‘執’는 결합하는 사물에 있어서도 상당히 다양한 사물을 수

반하는데, 의 문 외에도 ‘창’, ‘ 주리’, ‘칼’, ‘활’, ‘술통’, ‘방패’ 등 다양한 사물을 

목 어로 지니어 ‘들다’ 의미장 안에서 차지하는 의미역이 상당히 넓다고 할 수 있

다.14) 漢代로 오면서 ‘執’는 先秦시기에 비해 사용빈도가 감소한다. 《 국책》과 

《사기열 》의 경우 ‘들다’의 의미는 각각 3회와 2회 출 하는데, 이는 다른 어휘 

‘ ’ 등15)과 비교해 볼 때 출 빈도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16) 다음은 漢

13) 《說文解字今釋》, 湯可敬 撰, 岳麓書社. 1421쪽 

14) <《 국책》� 中의 ‘들다’ 어휘 풀이  역사  변천에 한 >, 中國文學硏究, 

2011.2.

15) ‘ ’는 《 국책》과 《사기열 》에 각각 11회씩 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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代에 ‘執’가 ‘들다’ 의미로 사용된 이다.

[ 51] 傳語曰: “周公執贄下白屋之士.” 候之也.(論衡) ( 하는 말에 “주공

은 폐백을 들고 가서 추한 집에 사는 선비에게 (자신을) 낮추었다”고 

한다.)

魏晋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에 ‘執’는 여 히 ‘들다’ 의미로 사용된다. 

[ 52] 吾懼董狐 執簡而進矣(世說新語) (나는 동호가 죽간을 들고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오.)

[ 53] 則嘗夜夢執丹漆之禮器, 隨仲尼而南行.(文心調龍) (밤 꿈에 검붉은 칠

을 한 제사그릇을 들고 공자님을 따라 남쪽으로 가기도 했다.)

[ 54] 手執金牌.(敦煌變文校注) (손에  방패를 들었다.)

[ 55] 三十武士, 各執 棒.(敦煌變文校注) (삼십 인의 무사가 각각 칼과 방

망이를 들다.)

[ 56] 古之人執干戈衛社稷.(朱子語類) (옛 사람들은 무기를 들어 나라를 지

켰다.)

 문을 통해 ‘執’가 魏晋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에도 ‘들다’ 의미로 사용된 것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후 로 올수록 ‘執’는 ‘들다’ 의미장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상당부분 다른 어휘에게 내어주고, 자신은 다른 의미장( : ‘잡다’ 의미장 등) 안에

서 활발히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를 들면, 魏晋南北朝시기 《세설신어》17)를 

보면, “ 枝執條, 泫然流淚.( 기와 가지를 어루만지며(잡으며) 물을 주루룩 흘

렸다.)”라 하여 ‘잡다’ 의미장에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唐宋시기도 이런 상은 마찬가지이다. ‘들다’ 의미로 《敦煌變文校注》에 20회 출

한 것을 제외하면18), 《祖 集》 1회, 《朱子語類》 3회, 《三朝》 5회로 출 빈도 

수가 낮을 뿐 아니라, 《近思 》에는 출 하지 않으며, 《六組檀經》, “唐詩三百首, 

16) <《 국책》� 中의 ‘들다’ 어휘 풀이  역사  변천에 한 >.

17) 《세설신어》에 ‘執’는 17회 출 하는데, 그  ‘들다’ 의미로는 3회 사용되었다.

18) 《敦煌變文校注》에서 ‘執’는 주로 다른 ‘들다’ 어휘와 같이 사용되며, 구문이 반복하여 

출 하는 경우가 자주 보인다. 사물결합에 있어 폭넓게 결합하지 않으나 반복구문으로 

인한 빈도 수가 높아 보인다( : 擎鞭執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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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梵志詩”에는 출 은 하나 ‘들다’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先秦시기에 ‘들다’ 의미장 안에서 비교  폭넓게 사용되었던 ‘執’는 漢代와 魏晋

南北朝  唐宋시기를 거치면서 ‘들다’ 의미장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른 ‘들

다’ 어휘에 양도하고, 자신은 다른 의미장( : ‘잡다’, ‘집착하다/고집하다’ 등)에서의 

활동 역을 넓 간다고 할 수 있다.

6. 持

1) 唐宋시기 ‘持’의 의미 분석

‘持’는 唐宋시기에 ‘들다’의 의미로 사용된 어휘이다. 唐宋시기 문헌  《祖 集》, 

《敦煌變文校注》, “唐詩三百首” 《三朝》에서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

[ 57] 迤邐往到始 縣曹溪山, 恰遇大師上 , 持錫而上, 繞禪床三匝而立.

(祖 集⋅一宿覺和尙) (그럭 럭 시흥  조계산에 이르니, 때마침 

사께서 상당하여 계셨다. 석장을 들고 올라가 선상을 세 겹 돌고는 우

뚝 섰다.)

[ 58] 有僧持鉢家常, 俗人問.(祖 集⋅洞山和尙) (어떤 이 바리때를 들고 

항상 가는 속인의 집에 갔더니 속인이 물었다.)

[ 59] 欲持一瓢酒, 遠慰風雨夕.(韋應物: 寄全椒山中道士) (한 바가지 술을 

들고 찾아가 비바람 부는 녁을 로하고 싶네.)

[ 60] 閑持貝葉書, 步出東齋讀.(柳宗元: 晨詣超師院讀禪經) (한가로이 다

라수(多羅樹) 잎에 쓰인 경 을 들고 걸어 나와 동쪽서재에서 읽어 보

았네.)

[ 61] 手持綠玉杖, 朝別黃鶴樓.(李白: 廬山謠寄盧侍禦虛舟) ( 록색 옥지

팡이 한 손에 들고 아침에 황학루를 하직하고 떠나왔네.)

[ 62] 俄及炎蒸, 飛芻輓粟以猶繁, 擐甲持戈而未已.(三朝) (잠시 후면 무더

가 닥칠 터이니 건 와 곡식을 운반하는 일은 더욱 번거로워지겠지만 

갑옷을 두르고 창을 드는 일( 쟁)은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 63] 辭難久之, 衆持榜去.(三朝) (서로 한참 실갱이 한 끝에, 사람들이 방

을 들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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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는 唐宋시기에 ‘가지다, 지니다’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들다’ 의

미와 모호한 경계선을 이룬다. 《祖 集》에 보면 “百丈曰: “我有書兼有信物, 欲得

藥山 , 你持書速去.”(내가 약산께 보낼 편지와 선물이 있으니 그 는 편지를 

가지고 빨리 떠나라)  《六組壇經》에 보면, “但持《金剛經》一卷, 即得見性, 直了

成佛.”(다만 강경 한 권만 지니고 공부하면 곧 자성을 깨달아 바로 부처를 이루

게 된다)라 하여 ‘持’가 ‘가지다, 지니다’의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두 문에 사용된 

‘持’는 그 의미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祖 集》에 사용된 ‘持’는 해석에 

있어 ‘가지다, 지니다’의 의미로 해석되나, 이 역시 수직선상에서의 상향성 행동이 

포함되고 한어의 ‘拿’로도 체가능하기에 ‘들다’의 의미로 보아도 무방하다. 《六

組壇經》의 ‘持’는 ‘드는 행 ’가 아닌 소유개념의 ‘지니다, 가지다’의 의미로 ‘들다’ 의

미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에서 언 한 唐宋시기 ‘持’의 문들([ 57]~[ 63])은 모두 ‘들다’의 의미를 

갖는 어휘들로 볼 수 있다.

2) ‘持’ 의미의 역사  변천

‘持’는 《說文》에 “握也.”19)라 하여 본의는 ‘잡다’의 의미를 지닌다. 후에 생되어 

‘들다’ 의미를 지닌다. 아래는 각 시기에 ‘들다’ 의미로 사용된 문들이다.

[ 64] 蒯聵不敢自佚, 備持矛焉.(左傳) ( 도 감히 스스로 안일하게 있을 수 

없어 창을 잡고 우익이 되었습니다.)

[ 65] 乃左手持巵, 右手畫蛇.(戰國策) (이에 왼손으로 술잔을 들고 오른손으

로 뱀을 그렸다.)

[ 66] 使三軍持木杖, 匹夫持一 .(論衡) (삼군은 나무지팡이를 들게 하고, 

필부에게는 칼날을 들게 하다.) 

[ 67] 一手持蟹螯, 一手持酒桮.(世說新語) (한 손엔 게를 들고 한 손엔 술

잔을 들다.)

[ 68] 持斧詣園, 飽共噉畢, 伐之.(世說新語) (도끼를 들고 정원에 가서 실컷 

배불리 먹은 후 나무들을 베어버렸다. )

[ 69] 來晨諸童行競持鍬钁.(祖 集) (이튿날 새벽에 아이들은 제각기 낫과 

19) 《說文解字今釋》, 湯可敬 撰, 岳麓書社. 1693쪽.



唐宋시기 국어 ‘들다’류 어휘 고찰  역사  변천에 따른 의미장 연구  347

괭이를 들고 나왔다.)

[ 70] 左手持劍, 右手捉女子.(敦煌變文校注)(왼손에 칼을 들고 오른손으로 

여자를 붙잡다.)

[ 71] 張生手持石鼓文, 勸我識作石鼓歌.(韓愈: 石鼓歌) (장생이 석고문을 

들고 와서는 석고가를 지어보라 내게 권하네.) 

[ 72] 前二十人金裝重甲持棍槍.(三朝) ( 스무 명은 앞에서 무거운 속 장

갑에 창과 곤을 들었다.)

[ 64]~[ 65]를 보면, 先秦  西漢시기에 ‘持’는 ‘들다’ 의미로 사용된다. 北

京大學 CCL 語料庫에 나타난 ‘持’의 출 빈도를 보면, 先秦  西漢시기 10여회, 

東漢 42회로 東漢시기에 이르러 ‘持’는 다양한 사물을 목 어로 가지며 ‘들다’ 의미

장에서 의미역(義域)이 확 된다. 東漢시기 ‘持’가 갖는 목 어는 [ 66]에 보이는 

‘나무지팡이’외에도 무기류, 불, 물고기, 황 , 바리때, 땔감, 농기구 등이 보인다. 

[ 67]~[ 68]을 보면, 魏晋南北朝시기에 ‘持’는 ‘게’와 ‘도끼’ 등을 목 어로 갖고, 

이외에도 ‘술잔’, ‘악기’ 등이 목 어로 보이며, 東漢시기에 비해 출 빈도가 감소한

다. 唐宋시기에 오면 ‘持’는 [ 69]~[ 7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도끼’, ‘농기구’, 

‘석고문’, ‘무기’를 목 어로 갖는데, 이외에도 ‘바리때’, ‘지팡이’ 등이 보인다. 北京大

學 CCL 語料庫에 魏晋南北朝시기 5회, 唐宋시기 18회의 출 빈도20)를 보여 東

漢시기보다 의미역(義域)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다.

7. 揭

1) 唐宋시기 ‘揭’의 의미 분석

‘揭’는 唐宋시기에 ‘들다’　의미로 사용된 어휘이다. 《敦煌變文校注》, 《朱子語類》, 

《三朝》에 용례가 보인다. 

[ 73] 忽有一仙人向前揭榜.(敦煌變文校注) (갑자기 한 신선이 앞을 향해 방

을 들어올렸다.)

[ 74] 揭簾欲入.(朱子語類) (발을 들어 들어가고자 하다.)

20) 복구문은 1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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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宣撫司揭榜示衆.(三朝) (선무사가 방을 들고 무리들에게 보 다.)

[ 73]~[ 75]의 문을 통해, 唐宋시기에 ‘揭’는 ‘방’이나 ‘문발’ 등을 들 때 사

용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시기에 ‘揭’는 사용빈도가 높지 않은데, 《敦煌

變文校注》 4회, 《朱子語類》 3회, 《三朝》에 2회 보이고, 《祖 集》, 《六祖檀經》, 

“唐詩三百首”, “王梵志詩”, 《近思 》에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2) ‘揭’ 의미의 역사  변천

‘揭’는 《說文》에 ‘高 也.’21)라 하여 ‘높이 들다’의 의미를 지닌다. 先秦문헌에는 

《詩經》과 《莊子》에 그 가 보인다.

[ 76] 匏有苦葉, 濟有深涉. 深則厲, 淺則揭.(詩經⋅邶風⋅匏有苦葉) (박에

는 마른 잎이 달려 있고 제수에는 깊은 나루가 있네. 깊으면 옷 입은 

채 건 고 얕으면 옷섶을 들고 건 네. )

[ 77] 然而巨盜至則負匱揭篋擔囊而趨.(莊子⋅胠篋) (그러나 큰 도둑은 오

면 궤짝을 지고 상자를 들고 주머니를 메고 달아난다.)

西漢시 에 오면 ‘揭’는 다양한 사물을 목 어로 취하며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확 된다.22) 문은 아래와 같다.

[ 78] 於是乘其車, 揭其劍, 過其友.(戰國策) (이에 그 수 를 타고 그 검을 

쳐들고는 친구들 을 지나다.)

[ 79] 其北則盛夏含凍裂地, 涉冰揭河.(史記) (그 (동산의) 북쪽은 한여름에

도 얼음을 머 어 땅이 갈라져, 빙  를 걸을 때 옷자락을 추켜들고 

하수(河水)를 건넙니다.)

‘揭’는 東漢시기를 거쳐 후 로 올수록 결합하는 사물의 종류가 감소하여 의미역

(義域)의 축소 상을 보인다. 東漢시기 《論衡》에 “揭華旗”(큰 깃발을 들다.)라는 

문이 보이고, 魏晋南北朝시기 《문심조룡》( : 全寫則揭篋: 부를 표 하면 상

21) 《說文解字今釋》, 湯可敬 撰, 岳麓書社. 1714쪽.

22) <《 국책》� 中의 ‘들다’ 어휘 풀이  역사  변천에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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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들고 간 것이다.)과 《포박자》(  揭其不貲之寶: 그 수많은 보물을 들다.) 등

에 그 가 보인다.

唐宋시기에 ‘揭’는 《敦煌變文校注》에 4회, 《朱子語類》에 3회, 《三朝》에 2회 출

한다. ‘揭’와 결합하는 사물도 ‘문발’이나 ‘방’ 등으로 앞 시기와 비교해보면 상

으로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축소된 경향을 보인다. ‘揭’는 先秦  西漢시기에 

‘들다’ 의미장에서 비교  다양한 사물을 목 어로 가지며 활동하다, 후 로 올수록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어들고, 출 빈도 한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8. 擡

1) 唐宋시기 ‘擡’의 의미 분석

‘擡’는 唐代에 처음 출 한 ‘들다’ 의미를 가진 어휘이다. 일반 사물을 목 어로 

갖는 ‘들다’ 의미의 ‘擡’는 《敦煌變文校注》와 《三朝》에 그 용례가 보인다.

[ 80] 右手抬 .(敦煌變文校注) (오른손에 칼을 들었다.)

[ 81] 遇食時, 數人擡 十數鼎鑊致前.(三朝) (식사 때가 되자, 여러 사람이 

수십 개의 솥을 들고 앞으로 왔다.)

[ 80]과 [ 81]을 보면 唐宋시기에 ‘擡’는 ‘칼’과 ‘솥’을 들 때 사용되었다. ‘들다’ 

의미를 지니는 ‘擡’는 唐代에 처음 출 하는데, 이시기에는 용례가 많이 보이지 않

는다. [ 81]을 보면, ‘擡’는 동의어인 ‘ ’와 같이 결합하여 ‘들다’ 의미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는데, ‘ ’는 방언어휘로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唐宋시기 ‘擡’는 ‘신체부 ’를 들 때도 사용된다. (번역)

[ 82] 擡足 頭皆利益.(敦煌變文校注) (발과 머리를 드는 것이 모두 이익이

다.)

[ 83] 擡眼不看.(敦煌變文校注) ( 을 들어 보지 않는다.)

[ 84] 擡身強強起來.(敦煌變文校注) (몸을 들어 꼿꼿하게 서다.)

[ 85] 恭似低頭, 敬似擡頭.(朱子語類) (공경은 머리를 숙이듯 하고, 존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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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들 듯하다.)

신체부 를 들 때 사용되는 ‘擡’ 는 唐五代 처음 출 하여 宋代시기를 거쳐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 82]~[ 85]을 보면 발이나 머리를 들 때 사용되고, 

을 치켜뜨거나 신체를 일으킬 때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2) ‘擡’ 의미의 역사  변천

‘들다’의 의미를 지니는 ‘擡’는 唐代에 용례가 처음 보인다.23) ‘擡는 唐代 처음 

출 하여 후 로 오면서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헌상에서 일반사물

을 들 때의 용례는 많이 보이지 않는데, 《敦煌變文校注》에 2회([ ]右手擡 ), 

《三朝》에 단 1회([ 81]) 출 할 뿐이다. ‘擡’는 ‘들다’ 의미장안에서 일반사물보다

는 신체부 를 목 어로 더 많이 갖는다. 신체부 는 머리, 발, , 몸 등 다양한 

목 어를 상으로 갖는다.24) 다양한 신체부 를 목 어로 갖는 ‘擡’는 ‘ ’와 다

수의 신체부  목 어를 공유한다. 이 시기에는 신체부 를 들 때 ‘擡’와 ‘ ’가 혼

용되어 사용되지만 후 로 올수록 차 ‘擡’는 ‘머리’와 ‘발’ 등을 들 때 사용되고, 

‘ ’는 주로 ‘손’ 등을 들 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들다’ 의미장 안에서 각자

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자신의 역을 확보해가는 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Ⅲ. 先秦에서 唐宋시기까지 국어 ‘들다’류 어휘의 
의미장 변화

아래 본문에서는 先秦부터 唐宋시기까지 ‘들다’류 어휘가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경우와 신체부 와 결합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 어 살펴볼 것이다.

23) 《漢語大詞典》에 ‘들다’ 의미항으로 “爪擡山脈斷.(周繇: 題東林寺虎掊泉)” 문이 보

임. 

24) ‘擡’는 손을 들 때도 사용된다. 본문에서 고찰한 문헌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북경 학 

語料庫에 의하면, 唐代 《金剛經鳩異》에 처음 용례가 보이고 北宋시기 《太平廣記》� 등

에 자주 출 하며 元代에 사용빈도가 증가한다. 淸代에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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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다’+일반사물

先秦시기부터 唐宋시기까지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국어 ‘들다’류 어휘의 의미장 

변화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들다’류 어휘 의미장 변화

         시기

의미장 변화
先秦  西漢 東漢 魏晋南北朝 唐宋

‘들다’

의미장

常用
  挈  揭

執  持  提
  持 提 提  擎  持  

減 提  挈  執  揭
  揭  執 

挈  持
 揭 挈 執

出現 擎 擡

<표1>을 통해 국어 ‘들다’ 의미장을 살펴보면, 우선 先秦  西漢시기에 사용

되었던 국어 ‘들다’류 어휘는 ‘ ’, ‘挈’, ‘揭’, ‘執’, ‘持’, ‘提’ 등이다. 東漢시기에 

‘提’, ‘挈’, ‘執’ ‘揭’는 감소 상을 보이는데, 감소 상은 출 빈도가 거나, ‘들다’류 

어휘와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축소된 것을 의미한다. 魏晋南北朝시기에 이르면 

‘提’는 다시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도 다양해진다. 그에 반해 

‘ ’는 감소 상을 보이는데, ‘ ’는 일반사물을 목 어로 갖던 앞 시기와 달리, 이시

기에는 비교  제한된 사물( : 술, 술잔 등)과 결합하며 ‘들다’ 의미장 안에서의 

역할은 주로 신체부 를 들 때 사용된다. 이시기에 ‘持’는 감소추세를 보인다. ‘揭’ 

역시 東漢, 魏晋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를 거치면서 사용빈도가 감소하고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도 축소된다. 魏晋南北朝시기에 ‘擎’은 ‘들다’ 의미장안의 새로운 구성원

으로 출 해 활동한다. 唐宋시기에는 魏晋南北朝시기와 비교해 ‘擎’의 사용이 활발

해진  외에, 새로운 구성원으로 ‘擡’가 출 한 을 들 수 있다.

아래는 일반사물을 목 어로 갖는 ‘들다’류 어휘의 시 별 사용상황  그와 결합

하는 어휘들을 표로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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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들다’류 어휘의 사용상황  결합어휘 역사  변천 표25)

         시기

‘들다’ 어휘
先秦  西漢 東漢

魏晋

南北朝
唐宋

擎
사용상황 출  안함 출  안함 출 확

결합어휘 없음 없음
세숫 야, 음식 

등

그릇류, 짐, 보석류, 

악기, 채 , 창 등

사용상황 多 多 감소 감소

결합어휘

술잔, 바둑알, 

화살, 촛불, 깃털 

등

술, 악기, 그물, 

횃불, 노 등
술, 술잔 등

지팡이, 무기류, 술 

등

提26)

사용상황   증가 증가

결합어휘
북, 술잔, 칼, 옷 

등
술잔, 검, 주 자

칼, 울(추), 

창, 바리때, 

북, 북채 등

찻종지, 주리, 

주머니, 무기류(검, 

칼 등), 북, 물건 등

挈27)

사용상황 감소 감소 감소

결합어휘

그릇류(단지, 

용기). 옷깃, 창, 

돌, 악기, 산, 동물 

등

지팡이, 짐 등 
그릇류, 신발 

등

술, 바구니, 악기, 

지팡이 등

執

사용상황 多 감소 감소 감소

결합어휘

악기, 무기, 

생활용품, 술통, 

물, 신발, 고삐 

등

물 등 죽간,그릇 등 무기(칼, 방패) 등

持28)

사용상황 증가 증가

결합어휘
물, 창, 깃발, 노, 

활, 양  등

지팡이, 창, 

도끼, 부 , 칼, 

불, 물고기, 

황 , 술(잔), 

바리때, 땔감, 

농기구, 활, 

보물, 붓 등

게, 술잔, 

도끼,  악기 등

농기구류, 무기류, 

바리때, 서 류, 

지팡이 등

揭

사용상황 감소 감소 감소

결합어휘

옷섶, 궤짝, 도끼, 

횃불, 깃발, 장  

등

장 , 깃발 등 상자, 보물 등 칙령, 방, 문발 등

擡
사용상황 출  안함 출  안함 출  안함 출

결합어휘 없음 없음 없음 칼, 솥 등

25) <표2>는 <《 국책》� 中의 ‘들다’ 어휘 풀이  역사  변천에 한 >와 北京大學 

CCL 語料庫를 참조하여 만든 것임.

26) ‘提’는 북경 학 CCL 語料庫에 先秦  西漢시기 13회, 東漢 4회, 魏晋南北朝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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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를 보면, ‘擎’의 ‘들다’ 의미는 魏晋南北朝시기에 처음 보이는데, ‘세숫 야’

와 ‘음식’ 등을 목 어로 갖는다. 唐宋시기에 오면 그 사용빈도와 사물의 결합범주

가 확 되는데 를 들면 ‘그릇류’, ‘짐’, ‘보석류’, ‘악기’, ‘채 ’, ‘장’ 등이 목 어로 

사용된다. ‘ ’는 先秦시기와 漢代 ‘술잔’, ‘바둑알’, ‘화살’, ‘촛불’, ‘깃털’, ‘악기’, ‘노’ 

등 다양한 사물을 목 어로 가지며 ‘들다’ 의미장안에서 매우 활발히 사용되었던 어

휘이다. 魏晋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를 거치면서 일반사물과 결합하는 범주가 축소

되고 신체부 와 결합하여 사용하는 횟수가 증가한다. ‘提’는 先秦  西漢시기에 

‘북’, ‘술잔’, ‘칼’, ‘옷’ 등을 목 어로 가지며 사용되다, 東漢시기에 출 빈도가 일시

으로 감소하는 상을 보인다. 魏晋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에 출 빈도가 증가하

며 그와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도 확 된다. ‘挈’를 보면, 후 로 올수록 결합어휘가 

축소된다. 하지만 <표2>에서 각주 27)을 보면 東漢시기(5회)에 비해 魏晋南北朝

시기(9회)와 唐宋시기(16회)에 출 빈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북경

학 CCL 語料庫에 東漢시기 문헌보다 魏晋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의 문헌이 많이 

수록되어 나타난 상으로 이로써 東漢시기보다 사용빈도가 증가했다고 보기는 어

려울 거 같다. 다만, 先秦  西漢시기에 비해 후 에 그 사용빈도나 결합어휘가 

축소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執’는 先秦  西漢시기에 ‘악기’, ‘무기’, ‘생활용품’, 

‘술통’, ‘ 물’, ‘신발’ 등 다양한 사물을 들어 올릴 때 사용된다. 후 로 올수록 결합

하는 사물의 범주가 축소하며, ‘들다’ 의미장이 아닌 ‘잡다’ 의미장 등 타 의미장에서

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持’는 先秦  西漢시기에 ‘들다’ 의미로 사용되다 東漢시기

에 다양한 사물과 결합하며 증가추세를 보인다. 魏晋南北朝시기와 唐宋시기에 오

면 東漢시기에 비해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축소되고 출 빈도가 감소한다. ‘揭’는 

先秦  西漢시기에 ‘옷섶’, ‘궤짝’, ‘도끼’, ‘횃불’, ‘깃발’, ‘장 ’ 등 다양한 사물을 들

어 올릴 때 사용된다. 후 로 오면서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축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擡’는 先秦부터 魏晋南北朝시기까지 출 하지 않다가 唐代와 五代시기에 이

회, 唐宋 30여회 출 한다.

27) ‘挈’는 북경 학 CCL 語料庫에 先秦  西漢시기 30여회, 東漢 5회, 魏晋南北朝 9

회, 唐宋 16회의 출 빈도를 보인다. 魏晋과 唐宋시기 몇몇 어휘들은 종종 반복하여 

출 한다( : 挈瓶).

28) ‘持’는 ‘들다’ 의미로 북경 학 CCL 語料庫에 先秦  西漢시기 10여회, 東漢 42회, 

魏晋南北朝 5회, 唐宋시기 18회 출 한다( 복 구문은 1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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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러 용례가 보이는데, ‘칼’, ‘솥’ 등의 어휘를 목 어로 갖는다.

2. ‘들다’+신체부

先秦시기부터 唐宋시기까지 신체부 와 결합하는 국어 ‘들다’류 어휘의 의미장 

변화를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3> 신체부 와 결합하는 ‘들다’류 어휘의 의미장 변화

        시기  

어휘
先秦  西漢  東漢

魏晋

南北朝
唐宋

擎
결합유무 × × × ○

신체부 × × × 주먹, 머리

결합유무 ○ ○ ○ ○

신체부 손, 머리, 발
손, 머리,

발, 몸
손, 머리, 발

손, 머리, 발,

몸, 

提
결합유무 × × × ○

신체부 × × × 손

挈 결합유무 × × × ×

執 결합유무 × × × ×

持 결합유무 × × × ×

揭 결합유무 × × × ×

擡
결합유무 × × × ○

신체부 × × × 발, , 몸, 머리

<표3>을 보면, 국어 ‘들다’류 어휘  신체부 를 목 어로 갖는 어휘는 ‘擎’, 

‘ ’, ‘提’, ‘擡’이다. ‘擎’은 先秦부터 魏晋南北朝시기까지 신체부 를 목 어로 갖지 

않는다. 唐宋시기에 이르러 ‘주먹’과 ‘머리’를 목 어로 갖으나 사용빈도가 매우 낮

다. 이는 ‘擎’의 ‘들다’ 의미가 魏晋南北朝시 에 생겨난 것과도 연 이 있다하겠다. 

唐代에 이르러 《祖 集》과 “王梵志詩”에 용례가 보인다. 淸代와 民國 初 문헌29)

29) 北京大學 CCL 語料庫에 보면 “高擎手中, 吹口氣, 念念有詞, 喝聲大大大.”(清代

說)와 “轉身一看章筱榮, 擎手槍追出來.”(《留東外史續集》)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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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擎’이 손(手)을 목 어로 갖는 경우가 간혹 보이나 용례가 매우 다.  ‘擎’이 

‘머리’를 목 어로 갖는 경우도 唐代 용례가 잠시 보일 뿐이며 이후로 용례가 보이

지 않는다.30) ‘擎’은 唐宋시기 일반사물을 드는 행 로는 많이 사용되었으나, 신체

부 와는 자주 결합하여 사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처음 ‘擎’이 ‘들다’ 의미가 생성되

어 사용될 당시 잠시 신체부 를 목 어로 가지며, 후에는 다른 ‘들다’ 의미의 어휘

들에게 자리를 내어  듯하다. ‘ ’는 先秦부터 唐宋시기까지 신체부 를 들 때 사

용된 보편 인 어휘이다. 북경 학 CCL 語料庫를 통해 보면, ‘ ’는 先秦부터 唐

宋시기까지 주로 ‘손’, ‘머리’, ‘발’을 목 어로 갖는다. 東漢시기에는 ‘몸’을 세울 때 

사용된 용례가 보이나31), 魏晋南北朝시기에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唐宋시기에 

이르러 용례가 많이 보이고32), 이 시기 이후로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 身’은 

唐宋시기에 주로 사용된 어휘로 보인다. 한어에서 ‘ ’는 신체부   손을 드

는 것( : 手)에 주로 사용되고, 발이나 머리를 드는 경우에 잘 사용되지 않는

다.33) 이는 신체부 와 결합하는 ‘들다’ 의미의 ‘ ’가 시 가 흐름에 따라 의미역

(義域)에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들다’ 의미장안에서 발과 머리를 드는 행 는 ‘擡’

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손을 드는 행 에 있어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한 것으로 

보인다. ‘提’는 先秦부터 魏晋南北朝시기까지 신체부 를 들 때 사용되지 않는다. 

東漢 문헌에 ‘提頭’가 보이나 이는 자신의 신체부  머리를 드는 행 가 아니라, 신

체에서 분리된 타인의 머리를 들 때 사용된다.34) ‘提頭’는 明代에도 용례가 보이

나35) 후 에는 사라진 어휘로 보인다. ‘提’는 唐五代에 이르러 신체부 를 목 어

로 갖는 용례가 문헌상에 처음 보인다([ ] 提起手(祖 集)). ‘提’는 자신의 신체부

를 목 어로 갖는 경우 ‘손’을 목 어로 가지며 다른 신체부 와는 결합하여 사용

되지 않는다. ‘擡’는 唐代시기에 ‘들다’ 의미가 처음 출 하는데, ‘발’, ‘ ’, ‘몸’, ‘머

리’ 등 다양한 신체부 를 목 어로 갖는다. 이외, ‘執’ 역시 ‘들다’ 의미를 지니며 

30) [ 6] 참조.

31) [ ] 身赴清池.(孔雀東南飛)

32) 북경 학 CCL 語料庫에 따르면, ‘ 身’은 唐代 <佛說觀無量壽佛經圖畫>에 보이고, 

唐宋시기 문헌에 자주 출 한다.

33) 한어에 ‘ 頭’가 사용되기는 하나 ‘머리를 들다’의 의미는 주로 ‘擡頭’를 사용한다.

34) [  方提头趋汤镬.(前漢紀) (머리를 들고 끓는 솥으로 달려가다.)

35) [ ] 被张飞手起一剑砍倒, 提头掷于孙夫人前.(三國演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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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신체부 를 목 어로 갖는데, 이때 ‘執’는 ‘들다’의 의미가 아니며 ‘(붙)잡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Ⅳ.나오는 말

이상 본문에서는 唐宋시기 ‘들다’류 어휘에 해 살펴보고, 아울러 先秦부터 唐

宋시기까지 국어 ‘들다’류 어휘의 의미장 변화와 역사  변천에 해 살펴보았다. 

唐宋시기 ‘들다’ 의미장안의 어휘들은 ‘擎’, ‘ ’, ‘提’, ‘挈’, ‘執’, ‘持’, ‘揭’, ‘擡’ 등이

다. 이들은 ‘들다’ 의미장안에서 각 시 별로 자신만의 의미역(義域)을 구축하며 출

빈도와 결합어휘의 증감  새로운 어휘의 출  등 다양한 과정을 거치며 ‘들다’ 

의미장의 변화를 이끈다.

‘들다’류 어휘는 일반사물을 목 어로 갖는 경우와 자신의 신체부 를 목 어로 

갖는 경우 두 가지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일반사물을 목 어로 갖는 경우

를 살펴보면, 先秦  西漢시기에 사용된 어휘들은 ‘ ’, ‘挈’, ‘揭’, ‘執’, ‘持’, ‘提’ 

등이다. 東漢시기에 ‘提’, ‘挈’, ‘執’, ‘揭’는 출 빈도가 감소한다. 魏晋南北朝시기에

는 ‘擎’이 새로이 출 하고, ‘ ’는 출 빈도와 결합하는 사물의 범주가 감소한다. 이 

시기에 ‘提’는 증가추세를 보이며 ‘들다’ 의미장에서의 치를 다져간다. 唐宋시기에

는 魏晋南北朝시기에 생겨난 ‘擎’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이와 더불어 ‘提’와 ‘持’도 

‘들다’ 의미장의 주요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한 이 시기에 새로운 구성원 ‘擡’가 

등장하여 ‘들다’ 의미장에 합류된다.

先秦부터 唐宋시기까지 국어 ‘들다’ 의미장에서 자신의 신체부 와 결합하여 

사용된 어휘를 살펴보면, 先秦과 漢代에는 손, 머리, 발과 같은 신체부 를 들 때 

‘ ’를 사용하 다. 특히 漢代에는 ‘ 身’의 단어가 출 하기도 하 으나 용례가 많

이 보이지 않는다. 魏晋南北朝시기에도 신체부 를 들 때는 ‘ ’를 사용하여 큰 변

화를 보이지 않다 唐代에 이르러 새로운 어휘 ‘擡’의 출 으로 신체부 를 목 어로 

갖는 ‘들다’ 의미장에 한차례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唐宋시기 머리를 들 때는 ‘擎’, 

‘ ’, ‘擡’를 사용하고, 주먹을 들 때는 ‘擎’, 손을 들 때는 ‘ ’와 ‘提’, 발을 들 때는 

‘ ’와 ‘擡’를 사용하 다. 이외, 을 치켜들거나 신체(몸)를 들 때도 ‘ ’와 ‘擡’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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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시기까지 한어에서 사용되는 ‘들다’ 의미의 ‘拿’와 ‘拎’ 등은 보이지 않는

다. 국어 ‘들다’ 의미장의 구성원들이 어느 시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인 변동이 이루어졌는지는 차후 후속과제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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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文以唐宋时期有关‘拎’义词汇为研究对象, 对唐宋时期‘拎’义的词汇进行

了研究｡ 本文主要 察了唐宋时期‘拎’义的词汇有哪些而它们有哪些特征并

察了它们在历史中又什么变化?

唐宋时期有关‘拎’义的词汇主要有‘擎’, ‘举’, ‘提’, ‘挈’, ‘执’, ‘持’, ‘揭’, ‘抬’

等｡ 它们在‘拎’义的语义场中通过出现频率增减或和‘拎’义词汇结合的宾语范畴

有时缩 , 有时扩大会具有它们自己的特点及领域｡ 

‘拎’义的词汇可分为以一般词汇带宾语和以身体部位带宾语的两个方面｡ 

从以一般词汇带宾语的角度 察, 首先, 先秦和西汉时期有关‘拎’义词汇有‘举’, 

‘提’, ‘挈’, ‘执’, ‘持’, ‘揭’等｡ 到东汉时期, ‘提’, ‘挈’, ‘执’, ‘揭’, 它们出现频率减

了｡ 到魏晋南北朝时期新出现‘擎’｡ 到了唐宋时期, ‘擎’在文献中经常出现而

新出现‘抬’｡ 从以身体部位带宾语的角度 察, 先秦及汉代用‘举’带手, 头和脚

等宾语｡ 到魏晋南北朝时期没有什么大变化｡ 到唐宋时期在以身体部位带宾语

的‘拎’义语义场有比较大的变化｡ 在唐宋时期, 抬头时一般用‘擎’, ‘举’, ‘抬’, 举

手时用‘举’和‘提’, 抬脚和举眼时用‘抬’和‘举’词汇.

到唐宋时期还没出现现代汉语中的‘拿’和‘拎’等词汇. 它们的产生时期和使

用情况以后还要做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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语义场, 宾语, 唐宋时期, 拎, 身体部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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