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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한자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귀중한 세계 문화유산으로 한국, 중국, 일본 및 

베트남 등에서 사용된다. 한자는 각국에 오랜 세월 흡수되어 사용되는 동안 각국 

고유의 언어문화를 형성하며 공통된 특유의 한자문화권을 형성하였다. 한국은 한글

이 창제되어 정착하기 전까지 한자의 사용이 일반화되어 있었다. 특히 한자의 음훈

을 빌어 한국어를 표기하는 이른바 차자표기법(借字表記法)이 일찍이 창출되었고, 

이것이 확대되어 경서(經書)의 독법에 따른 懸吐, 口訣 표기 및 吏讀 등이 발달하

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십 수 년간 한자의 사용이 급격히 감소되었으나, 

언어 속에는 여전히 한자어의 사용이 남아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의 통계에 따르면 

한자어의 비율이 57.3%를 차지한다. 한자의 한국적 사용법은 한국문화와 접촉하며 

독특한 의미를 지니거나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한국 한자

어가 생겨나는 動因이 되기도 하는데 한자의 공통된 의미를 배제한 새로운 의미나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과 조교수
1) 형태소는 본문에서 사용한 ‘語素’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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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법 창출이라는 점에서 자못 의의가 크다 하겠다. 본문에서는 한자문화권에서 사

용되는 한자 가운데 특히 한중 한자를 비교하여 중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

를 의미와 용법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국 문화와 언어 속에 녹

아있는 한국 한자어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에서 생성된 독창적 

한자도 살펴볼 수 있다. 현재 한중 한자 비교는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상당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형태론에 치중하여 단순히 한자어의 형

식 구조를 비교하거나, 공시적 각도에서 한중 한자어의 표면적 의미차이를 논하는

데 그치고 있다. 본문에서는 기존의 연구형태를 탈피하여 한자어를 좀 더 구체적으

로 살펴보기 위해 단어의 비교가 아닌 語素1)의 비교를 통해 한국 한자어를 살펴보

고자 한다. 한자는 表意문자에 속하며 한 음절로 한 語素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자

어를 좀 더 세밀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語素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마땅하다. 

語素의 정확한 의미가 파악되지 않으면 범용되는 한자의 의미로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본문에서는 한자어를 구성하는 語素의 의미를 중심

으로 중국어에는 없거나 사용되지 않고, 한국에서만 사용되는 한자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은 한중 한자어의 의미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우선 표준 중국어 즉 ‘普通

話’를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방언은 차치하였음을 밝혀둔다. 또한 한자어의 사용상

황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주장하기 위해 통시적 각도에서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

음을 일러둔다.

Ⅱ. 한국 한자어의 분류  의미 고찰

본문에서 한국 한자어라 함은 중국어에는 없거나 사용하지 않는 한자어를 의미한

다. 본문에서는 우선 한중 한자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자를 추출한 뒤 이를 다시 일본 한자어와 비교하여 일본에도 그 

의미가 사용되지 않으면 한국 한자어로 구분지었다.2)

1) 音義가 결합된  언어 단위.

2) 한자의 의미가 중국에서는 사용되지 않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되는 경우, 한국문헌에 

19세기까지 출현하지 않으나, 일본문헌에 19세기 이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일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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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한자의 의미 비교를 통해 중국어3)에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를 의미와 용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1. 한국에서 독특한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에만 그 의미가 나타나고 중국에서는 그러한 의미로 사

용되지 않는 한자들로 ‘便’과 ‘客’을 들 수 있다.

1) 便

‘便’은 《說文解字》(이하 《說文》이라 함)에 “安也. 人有不便, 更之.”(안정되고 편

안하다. 사람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꾼다.)라 하여 “안정되고 편안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便’의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語素의 의미4)를 살펴보면 크

게 ‘편리하다’, ‘편리한 때 또는 기회’, ‘정식이 아닌, 간단한’, ‘대소변’, ‘문득, 즉시, 

곧’의 공통의미를 갖는다. 또한 ‘便’은 이러한 의미와 관련 있는 단어의 語素로도 사

용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便’은 의존명사로 ‘방향을 가리키는 말’, ‘서로 갈라지

거나 맞서는 것 하나를 가리키는 말’, ‘대체로 어떤 부류에 속하는 말’을 의미한다. 

이들 의미항은 중국어에는 보이지 않는데 한국 문헌에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語

素 ‘便’이 자주 보인다. 한국어에서 ‘便’은 위에 나열한 의미항 중 ‘서로 갈라지거나 

맞서는 것 하나를 가리키는 말’과 ‘방향을 가리키는 말’의 의미항이 자주 다른 語素

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다.5)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1] 오직 婦人의 남편 셤교 삼가디 아니호미 몯리며(但婦之事夫 不
可不謹이며)(《內訓》-1474)

기원한 한자어로 간주하고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음을 일러둔다.

3) 본문에서 ‘중국어’는 ‘표준 중국어’ 즉 ‘普通話’를 기준으로 함을 알려둔다.

4) 해당 한자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의미는 한국어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중국어는 《漢語大

詞典》을 활용함.

5) 마지막 ‘대체로 어떤 부류에 속함을 나타내는 의미항’은 주로 ‘-은/는 편이다’(예: 그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다.)라는 구성으로 쓰여 다른 語素와 결합되기보다는 단독 語素로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본문에서는 우선 논의치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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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것은 조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예2] 녀편은 남편의 長幼로 례고 (《家禮諺解》-1632)

(여자(아내)는 남자(남편)의 나이 순서에 따르고)

[예3] 쟝부[남편] 릉만고 혐증치 말며 (《敬信 諺釋》-1796)

(남편을 凌慢하고(업신여기고) 嫌憎하지(미워하지) 말며)

[예4] 先妣 祠 애 든 녀편히라 (《內訓》-1474)

(先妣는 祠 에 들어간(모셔진) 여자들이다.)

[예5] 모 어디신 女녀편아 므스글 求뇨(諸賢女아 有何所 오) (《蒙山

和尙六道普說》-1567)

(모든 어진 여자들아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예6] 일홈으로 어딘 녀편이라 일고(以名稱賢婦ㅣ오) (《女訓諺解》-1658)

(이름으로는 어진 부인(賢婦)라 칭하고)

[예7] 원을 가지로 쟈시고 리고 가시니  녀편 이 예문의 어

긜가 념녀하 (《閑中 》-18C)

(園行을 함께 하자 하시고 데리고 가시니 나의 여자(로서의) 行色이 

예절에 어긋날까 염려하였는데)

[예8] 녀편네라 거 사나희보다 약니 (獨立新聞-1896)

(여자라는 것은 남자보다 약하니)

[예9] 왼편은 일홈은 금관이오 올편은 일홈은 옥회니 (《馬經抄集諺解》-17C)

(왼쪽은 이름이 금관이고 오른쪽은 이름이 옥호인데)

[예10]  병 집의 드러갈 제 거을 죵용히 고 왼편으로 드러가되 (《辟

瘟新方》-1653)

(또 병을 앓는 집에 들어갈 때 걸음을 조용히 하고 왼쪽으로 들어가되)

[예11] “네 뎌 有名 칼 푸 문냐” “큰 거리 四牌樓 동편에 張黑子ㅣ 이
시니 든 칼이 장 됴하 …”(《朴通事新釋諺解》-1765)

(“네가 저 유명한 칼 만드는 가게를 묻느냐?” “큰 거리에 있는 四牌樓 

동쪽에 張黑子란 사람(의 가게)이 있는데 만든 칼이 가장 좋아서…”)

[예12] 만일 셔반아 바세-논아 항구에셔 를 타고 서편으로 향야 몃 이던

지 가거드면 (《獨立新聞》-1896)

(만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배를 타고 서쪽을 향해서 몇 달이든

지 간다면)

[예13] 人이 遼東城 안 樓閣 븍편 거리 東녁희 사노라 (《淸語老乞大》-18C)

[예14] 한양만 라고 쥬야츅슈 분이러니 금일도 북편을 창망고 슬픈 눈믈

을 금치 못고 누엇더니 (《남원고사》-1864)

(漢陽만 바라보고 晝夜祝手할 뿐이었는데 今日도 北便을 悵望하고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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픈 눈물을 禁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한국어에서 ‘便’은 ‘서로 갈라지거나 맞서는 것의 하나’를 가리키는 말로 ‘쪽’이나 

‘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의 ‘便’은 다른 語素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

하는데, [예1]~[예3]을 보면 ‘남편(男便)’에서 ‘便’은 ‘쪽’ 또는 ‘측’의 의미로 ‘男便’

은 본래 ‘남자 쪽(측)’이란 의미로 볼 수 있다. ‘男便’은 ‘혼인을 하여 여자의 짝이 

된 남자를 그 여자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 ‘男’과 ‘便’ 두 語素가 결합하여 생겨난 

어휘로 볼 수 있다. ‘女便’은 ‘男便’의 상대되는 말로 본래 ‘여자 쪽(측)’을 의미한다

고 볼 수 있다. [예4], [예5], [예7]에서 ‘녀편’은 모두 ‘여자 쪽’ 즉 ‘여자’를 일컫는 

말로 볼 수 있다. [예7]에서 ‘녀편’은 아내 또는 부인을 일컫는 말로 ‘남편’의 상대

어로 볼 수 있다. [예8]의 ‘여편네’는 ‘여편’과 複數를 나타내는 접사 ‘~네’가 결합

하여 ‘여자’의 복수형으로 ‘여자들’의 의미를 지닌다. ‘여편네’는 ‘여자들’의 의미에서 

파생되어 현대국어에서는 결혼한 여자나 자기 아내를 낮잡아 이를 때 사용된다. 다

시 말해 ‘여편네’는 ‘女便’에서 파생된 어휘로 처음에는 ‘여자들’을 나타내는 복수형

으로 사용되다 여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변화하였는데, 이는 한국사회의 남존여비 

사상을 단면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언어가치의 감소’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예

9]~[예14]의 예문에 보이는 ‘왼편’, ‘올편(오른편)’, ‘동편’, ‘서편’, ‘븍편/북편’에 

사용된 ‘便’은 방향을 나타내는 語素로 볼 수 있다. 普通話에는 ‘便’이 방향을 나타

내는 語素로 사용된 용례가 보이지 않으나 지방 방언에는 일부 용례가 보인다. 粤

語에 보면 ‘便’이 ‘邊; 面(방면, 쪽, 측)’의 의미를 지니는데, 예를 들면 ‘四便都有

山.’, ‘东便有条河’이다.6) 한자 ‘便’의 방향을 나타내는 의미가 중국 방언에서 온 것

인지 아니면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간 것인지에 대한 선후관계는 현재로서는 확정

지을 수 없으나 ‘便’의 어원적 의미로 봐서는 ‘방면, 쪽, 측’에 사용된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 다만 국어에서 ‘남편’의 경우 원래는 고유어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데, 古圖書에서 ‘남편’이 한자로 사용된 예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고유어였던 ‘남

편’이 사람들이 한자로 착각하여 ‘便’을 붙였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만하다.

6) 《方 大詞典》 42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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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客

《說文》에 “寄也.”라 하여 ‘기거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客’은 중국어에서 ‘손님’, 

‘여객’, ‘기거하다’, ‘객관적인’ 등의 의미로 쓰인다. 국어에 사용되는 ‘客’은 중국어와 

의미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으나 일부 단어 앞에 붙어 ‘불필요하게 덧붙은’의 뜻을 

나타낸다.

[예15] 셜스럽다 (《한불자뎐》-1880)

[예16] 다른 사 잘 못 듯게 셜야 (《인과곡》-1796)

(다른 사람이 잘 듣지 못하게 객설을 하여)

[예15]를 보면 ‘셜스럽다(객설스럽다)’라 하여 쓸데없고 실없는 말이 많음을 나

타낸다. [예16] 역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여 다른 사람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

라고 하여 객쩍은 말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客’은 국어에서 ‘불필요하게 덧붙은’의 

의미로 ‘객담하다’, ‘객론하다’, ‘객소리하다.’의 형태로 사용된다.

2. 문화  의미가 가미된 한자어

한자의 의미에 한국적 문화요소가 가미되어 새로운 의미를 지니는 한자어로 한국 

고유의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다. 한국적 문화요소가 가미된 한자어는 다음

과 같다.

1) 函

‘函’은 《說文》에는 보이지 않는다. 《詩經⋅周 》에 “播厥百穀，實函斯活.”(저 백

곡을 파종하니 열매가 (물) 머금고 이에 나오도다.)가 보이는데, 여기서 ‘函’은 ‘포

함하다, 함유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函’은 파생되어 ‘작은 상자, 함’의 의미를 지니

는데, 《燕丹子》 卷下7)에 “遂函盛於期首, 燕督亢地圖以獻秦.”(결국 번오기의 머

리를 담은 상자와 연의 독항 지도를 진에게 바치다.)이라 하여 ‘상자’의 의미로 사

7) 작자미상으로 漢代 이전의 작품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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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函’은 ‘상자’의 의미 외에 결혼문화풍습과 관련

된 단어로 ‘혼인 때 신랑 쪽에서 채단(采緞)과 혼서지(婚書紙)를 넣어서 신부 쪽에 

보내는 나무 상자’를 의미한다. 《훈몽자회》(1527)와 《신증유합》(1576)에 ‘函, 함함’

이란 말이 보인다. 관련 어휘로 ‘함진아비’가 있다.

2) 契

‘契’는 《說文》에 “大約也.”라 하였는데, 徐鍇 《說文解字繫傳》(이하 《繫傳》이라 

함)에 보면 《周禮》 鄭玄注: “大約,邦國約也.”라 하여 ‘국가 간의 계약’을 의미한다. 

‘契’는 원래 약속을 뜻하는 말로 계약할 때 사용하는 계약 증서나 문서의 의미도 갖

고 있다. 한국 한자어 ‘契’는 이로부터 ‘모임’의 의미가 파생되어 나왔는데, ‘주로 경

제적인 도움을 주고받거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전래의 협동 조직’을 의미

한다. 《한불자뎐》(1880)에 ‘계회다(계 모임을 하다)’와 ‘洞契(동네의 일을 위하여 

동네 사람들이 만든 계)’가 보인다. 관련 어휘로 ‘낙찰계’, ‘상포계’, ‘친목계’ 등이 있

다. 

3) 柶

‘柶’는 《說文》에 “《禮》有柶. 柶, 匕也.”라 하여 ‘숟가락’을 의미한다. 《 禮⋅士冠

禮》鄭玄注:“柶, 狀如匕, 以角爲之 , 欲滑也.” 《段注》: “蓋常用器曰匕, 禮器曰

柶.”라 하여, 《 禮》 鄭玄注에 보면 ‘柶’는 ‘모양이 숟가락과 같고 뿔로써 만든 것은 

미끄럽게 하고자 함이다.’라 하였고, 《段注》에는 일상적으로 쓰는 그릇은 ‘匕’로, 제

사 때 쓰는 그릇은 ‘柶’로 설명하고 있다. ‘柶’는 중국어에서 짐승의 뿔로 만든 음식

물을 뜰 때 사용되는 숟가락으로 볼 수 있다. 

한국어에서 ‘柶’는 ‘윷’을 의미하는데, ‘윷’은 ‘작고 둥근 나무쪽 두 개를 반으로 쪼

개어 네 쪽으로 만든 장난감’으로 명절에 여러 사람이 편을 짜 말판에 말을 써 가면

서 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놀이이다. ‘柶’는 대개 ‘擲’과 결합하여 사용되고, ‘윷

놀이(擲柶)’의 의미를 지닌다.

[예17] 여러가지 다 던지고 규즁의 여임 윳노름이 졔일 쳑회을 붓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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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시의 공논졔(쳑사회 승부가)

(여러 가지 다 던지고 규중(閨中)의 여자님네 윷놀이가 제일일세. 척사

회(擲柶 )를 붙인다고 일시에 공론(公論)할 제)

[예18] 今俗歲朝. 兒截荊條. 俗名慜伊剖爲四枚. 遆相拋擲. 四枚俱覆爲上

采. 俱仰爲次. 三仰又其次. 二仰至于一仰. 爲失采矣. …중략… 按字

書. 柶. 角匙也. 今之人▦从木 四木也. (柶木戱)

(이제 풍속에 정월초하루 아이들이 가시나무 나뭇가지를 잘라 만든다. 

일명 ‘慜伊’라 칭하는데, 쪼개어 네 개를 만들고 서로 번갈아 던져 네 

개가 모두 엎어지면 가장 좋은 것이고, 모두 하늘을 바라보면 다음으로 

좋은 것이다. 세 개가 하늘을 향하는 것이 다음이고 두 개, 한 개의 순

으로 지는 것이다. 중략. 자서에 따르면 ‘柶’는 뿔로 만든 숟가락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무로 만들었다하여 ‘四木’이라 일컫는다.)

[예17] ‘척사대회 승부가’는 저자와 창작 연대가 미상으로, 예문에서 ‘척사회(擲

柶 )’는 ‘윷놀이의 모임’을 의미한다. [예18]은 조선후기의 문인 이학규(1770년∼
1835년)의 글로 윷놀이의 놀이방식 및 명칭의 유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柶’의 관련 어휘로는 ‘척사대회’가 있다. 

4) 淸

‘淸’은 《說文》에 “(月+良)也. 澂水之皃.”라 하여 ‘물이 투명하고 맑은 모습’을 의

미한다. 《詩經⋅鄭風》에 “溱 洧, 瀏其淸矣.”(진수와 유수는 맑네.)라 하여 흐르는 

물이 맑고 투명한 모습을 나타낸다.

한국어에서 ‘淸’은 ‘꿀’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예19] 姜栢年, 以備邊司 啓曰, 傳敎矣, 柑子入 , 勢難及期, 而代以白淸, 

彼喜有加, 則依此定式, 似當, 令該曹酌量定數, 成熟果物, 一時付

節使之行,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인조 25년)-1647)  

    (勅使에게 柑橘을 보낼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말하니 白淸을 보내면 攝

政王이 더 좋아할 것이라고 했으므로 備邊司로 하여금 定奪하여 거행

하게 할 것을 청하는 迎接都監의 계) 

[예20] 洪葳, 以敬慕殿參奉, 以入番宗室意啓曰, 殯殿次知中使尹完, 次知傳

敎內, 魂殿⋅山陵三年內, 以何色淸蜜進用乎事, 傳敎矣.己丑年魂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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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陵餠果, 例用黃蜜, 而水正果淸蜜追淸, 則擇其黃淸中, 品好 進用

矣, 敢啓.傳曰, 知道.黃淸, 色濁味酸, 不合祭用, 以白淸 進事, 分

付. (承政院日記-1659)

(魂殿과 山陵에 黃淸蜜을 進用한 전례를 보고하는 敬慕殿參奉의 계)  

[예19]를 보면 柑子 대신 白淸과 익은 과일을 節使 편에 보낼 것을 청하는 備

邊司의 계로 ‘白淸’은 빛깔이 희고 품질이 좋은 꿀을 의미한다. [예20]을 보면 魂

殿과 山陵에 黃淸蜜을 進用한 전례를 보고하는 계로, ‘黃淸’은 벌통에서 떠낸 그대

로의 꿀로 ‘黃蜜’과 동의어를 이룬다.   

현대에 꿀의 의미를 지닌 ‘淸’과 관련한 어휘로는 ‘조청(造淸)’, ‘석청(石淸)’이 많

이 사용되며, 이외 ‘백청(白淸)’, ‘황청(黃淸)’, ‘숙청(熟淸)’, ‘생청(生淸)’ 등이 있

다.

5) 藥

‘藥’은 《說文》에 “治病艸.”라 하여 ‘병을 고치는 풀’을 의미한다. 중국어에서 ‘藥’은 

《墨子⋅号令》에 “伤甚 令归治病家善养，予医给药，赐酒日二升、肉二斤，令吏

数行闾，视病有瘳，辄造事上.”이라 하고, 《礼记⋅曲礼下》에 “君有疾饮药,臣先尝

之.亲有疾饮药,子先尝之.”라 하여 모두 ‘병을 치료하는 약’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어에서 ‘藥’은 ‘꿀’의 의미로도 쓰인다.

[예21] 도편 향셜고 계강과 건시단 약식 동과증 토란병(櫻桃餠 香雪餻 桂

薑果 乾柹團餈 藥食 冬瓜蒸 土卵餠 (《閨閤叢書》-1869)

[예22] 션왕 약밥의 티독여 승하오시고 (《癸丑日記》-17C)

[예23] 명졀의 쓰넌 시식언 졍월 망일언 약밥이요 한식언 쑥떡이요 삼월 삼일

언 화젼병이요 (《女 學》-18C)

[예24] 와셔 친구의 집에셔 류 로 쥬인이 약밥  그릇을 가지고 나

와셔 먹으라 니 (大韓每日申報-1904)

[예25] 기름에 지진  藥果도 아니 먹는 날을 冷水에 문 돌 饅頭를 (가곡

원류-1876)

[예26] 약과 藥果 油蜜果 (국한회어-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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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21]~[예24]의 ‘藥食’ 또는 ‘약밥(藥밥)’은 ‘찹쌀을 물에 불리어 시루에 찐 뒤

에 꿀 또는 흑설탕, 참기름, 대추, 진간장, 밤, 황밤 따위를 넣고 다시 시루에 찐 

밥’을 의미한다. [예25]~[예26]의 ‘藥果’는 ‘꿀과 기름을 섞은 밀가루 반죽을 판에 

박아서 모양을 낸 후 기름에 지진 과자’이다. 위 예문에서 ‘藥食’, ‘藥밥’, ‘藥果’는 

모두 꿀을 넣어 만든 음식으로 이곳에서 ‘藥’은 꿀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藥’이 한

국어에서 사전적 의미와는 다른 색채인 ‘꿀’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6) 太

‘太’는 ‘泰’의 古字이다. ‘泰’는 《說文》 段注에 보면 “凡 大而以爲形容未盡, 則作

太.”라 하여 ‘커서 끝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한국어에서 ‘太’는 콩을 의미하는데 《한불자뎐》에 그 용례가 보인다. 

[예27] 불콩 赤太 (《한불자뎐》-1880)

[예28] 쳥태 靑太 (《한불자뎐》-1880)

[예29] 콩 太 (《한불자뎐》-1880)

[예27]~[예29]를 보면 ‘太’가 콩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붉은콩은 ‘赤

太’로 푸른콩은 ‘靑太’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어 방언에는 검은콩에 속하는 서리태, 

서목태((鼠目太/쥐눈이콩), 흑태 등이 자주 사용된다. 콩의 의미를 지니는 ‘太’는 

중국에서 의미가 전해졌다기보다는 우리말 표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한자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7) 吐

‘吐’는 《說文》에 “寫也”.라 하여 ‘토하다, 뱉다’의 의미를 지닌다. 《後漢書⋅方術

傳下⋅華佗》에 “太守果大怒，令人追殺佗，不及，因瞋恚，吐黑血數升而愈.”(태수

가 과연 크게 노해 사람들에게 화타를 쫒아가 죽이라 하였다. 일이 성사되지 않자 

인하여 눈을 부릅뜨고 성내니 검은 피 몇 되를 토하고 낫게 되었다.)라 하여 ‘吐’는 

‘토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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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에서 ‘吐’는 ‘토하다’의 의미 외에 ‘한문의 구절 끝에 붙여 읽는 우리말 부

분’을 일컫는다.

[예30] 侍講院啓曰, 上下番皆有故.중략. 非但無他替直之員, 校正⋅懸吐, 亦

未免孤陋之患. 請未差之員, 明日政差出.傳曰, 依啓. (承政院日記(인

조 12년)-1634년)

(替直할 인원도 없고 校正과 懸吐도 하기 어려우므로 未差된 인원을 

明日政에서 差出할 것을 청하는 侍講院의 계)

[예30]의 ‘懸吐’에서 ‘吐’는 한문의 구절 끝에 붙여 읽는 우리말 부분으로 ‘懸吐’

는 한문에 토를 다는 일을 의미한다. 

현대 한국어에서 ‘吐’는 ‘한문의 구절 끝에 붙여 읽는 우리말 부분’이란 의미에서 

파생되어 ‘어떤 말 끝에 그 말에 대하여 덧붙여 말하다.’의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말끝마다 토를 달다’, ‘남의 말에 일일이 토를 달다’, ‘정부나 당국자의 

일이면 사사건건 토를 달고 나서는 게 그 동네 사람들이다.’ 등을 들 수 있다.

8) 周

《說文》에 “密也.”라 하여, ‘주도면밀하다. 치밀하다. 꼼꼼하다. 빈틈없다.’의 의미

를 지닌다.《管子⋅九守》에 “人主不可不周,人主不周,則群臣下亂.”(군주는 주도면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군주가 주도면밀하지 않으면 여러 신하가 아래에서 난을 일

으킨다.)이라 하고, 尹知章注에 “周, 謹密也.”라 하여 ‘周’는 ‘신중하고 치밀하다’

의 의미를 지닌다. 《孫子⋅ 攻》에 보면 “夫 , 國之輔也. 輔周則國必强, 輔隙

則國必弱.(무릇 장군이란 군주의 보좌역이다. 장군이 군주를 보좌하는데 치밀하면 

나라는 반드시 강대해지고, 보좌하는데 주도면밀하지 않고 빈틈이 많다면 나라는 

반드시 약해진다.)이라 하였다. ‘周’는 파생되어 ‘두루, 전반적인’의 의미와 ‘둘레, 주

위’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어에서 ‘周’의 의미는 중국어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周鉢’의 ‘周’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周鉢’은 ‘놋쇠로 만든 밥그릇’을 의미한다. ‘周鉢’에서 ‘鉢’은 ‘밥그

릇’을 의미한다. 기원적으로 ‘鍮鉢’의 한자음 ‘듀발’이 ‘듀발 > 쥬발 > 주발’이 되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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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후에 ‘鍮’의 한자음이 ‘주(< 듀)’가 아닌 ‘유’로 읽히게 됨에 따라 ‘주발’의 ‘주’를 

발음이 같은 ‘周’로 쓰게 된 것이다. 

[예31] 鍮鐵 놋 鐵 쇠 (동문유해-1748)

[예32] 鍮 놋(광재물보-18C)/ 놋그 鍮器皿 (한불자뎐-1880)

[예33] 大盌 큰사발 銅碗 듀발 螺螄杯 쇼라잔 碟子 쇼졉시 (몽어유해보-1790)

한국어에서 ‘周’에 ‘놋쇠’의 의미항을 추가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겠으나, ‘周鉢’에

서 ‘周’가 일반적인 한자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은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성씨나 사람 뒤에 붙는 한자어

일부 한자어는 성씨나 사람 뒤에 붙어 그 사람을 지칭하거나 출신지역 또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로 쓰인다. 

1) 哥

《說文》에 “聲也.古文以爲( +哥)字.”라 하여 ‘노래 소리’를 의미한다. 《段注》에 

“《漢書》  多用哥爲歌( +哥).” “今呼兄爲哥.”(《漢書》에 ‘哥’를 ‘歌’로 많이 사용하였

으며, 지금은 형을 ‘哥’로 부른다.)라 하여 ‘哥’는 ‘노래’의 의미와 ‘형’의 의미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예34] 前漢有虞公 , 善哥. (《宋書⋅ 之一》)

(전한에 우공이란 사람은 노래를 잘하였다.)

[예35] “這位安 爺本是弟兄兩個，大哥早年去世.” (《儿女英雄传⋅第一回》)

(이 안노인은 본래 형제 둘뿐이었는데, 큰형이 오래전에 죽었다. )

[예34]에서 ‘哥’는 노래의 의미로 쓰였고, [예35]의 ‘哥’는 ‘형’의 의미로 사용되

었다. ‘哥’는 《한어대사전》에 ‘성씨’와 관련된 의미항은 보이지 않는데, 한국어에서는 

성(姓)을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뒤에 붙어 ‘그 성씨 자체’ 또는 ‘그 성씨를 가진 사

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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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6] 내 姓이 張개라 (老乞大諺解-1670)

((내 姓이 張가이다.)) 

[예37] 내 姓은 王哥라 네 집이 어셔 사다 (淸語老乞大-18C)

[예38] 姓이 李哥니 三寸의게 난 四寸兄이오 (淸語老乞大-18C)

[예39] 나흔 姓이 趙哥니 내 이웃집 벗이라 (淸語老乞大-18C)

[예40] 김가(金哥)야, 요즘 잘 지내니? (標準國語大辭典)

[예36~예39]의 ‘王哥, 張哥, 李哥, 趙哥’에서 ‘哥’는 ‘그 성씨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예40]의 ‘金哥’는 호칭하는 말로 ‘김씨 성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어에서 ‘哥’가 성씨나 그 성씨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 말은 근대중국어

에서 넘어와 의미가 전이된 것이 아닌가 싶다. 中國 淸代에 ‘哥’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남자들 사이에서 가깝게 부르는 호칭어로 사용되었다. 淸代소설《醒世姻緣

傳》에 “如 哥們替人討這廩生名色，約要多 謝禮?”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여기서 

‘ 哥們’은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를 친근하게 부르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한

국어에서는 17~18세기 문헌을 중심으로 ‘哥’가 성씨와 결합해 사용되는 용례가 보

이는데, 이는 근대중국어의 ‘동년배 남자들 사이에서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에서 파

생되어 ‘성씨 뒤에 붙여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전이된 것이 아닌가 예측해 볼 

수 있다.

2) 宅

《說文》에 “所託也.”라 하여 ‘(몸을) 의탁하는 곳’을 의미한다. 파생되어 ‘거주하다’

의 의미를 지니는데, 《書⋅盤庚上》에 “我王來, 旣愛 于玆.”(우리 선왕께서 오시어 

이미 이곳에 거주하셨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 ’은 ‘거주하다’의 의미에서 다시 파

생되어 ‘주택’의 의미를 지닌다. 《孟子⋅梁惠王上》에 “五畝之 , 樹之以桑, 五十

可以衣帛矣.”(다섯 묘 정도의 주택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된 자가 비단 옷을 입

을 수 있다.)라 하였다.

한국어에서 ‘宅’은 ‘주택’의 의미 외에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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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남의 아내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

[예41] 판관 나와 겨시거 (병자일기-17세기) 

[예42] 송셔방 약쥬여 와 보고 가고 (병자일기-17세기)

[예43] 새 新婦 (國漢 語-1895)

② (지명을 나타내는 대다수 명사 뒤에 붙어) ‘그 지역에서 시집온 여자’의 뜻을 

더하는 말 

[예44] 거챵의 잇단 말 듣고 친히 갓다가 몯 어더 오니 (현풍곽씨언간-16C)

[예45] 의셩이 다 신이 편치 아녀 겨시다 니 (현풍곽씨언간-16C)

(의성댁이 다 몸이 편찮다고 하니)

③ 듣는 이가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

[예46] 엇던 사이 말기를 이 팔시름에 져셔 그리 분여 시오 고 

(每日新聞-1898)

[예47] 답되  말이 무 말인지 알 수가 업고 (每日新聞-1898) 

‘댁(宅)’은 한국어에서 남의 아내를 대접하여 이를 때 사용한다. [예41]~[예43]

의 ‘판관댁(판관)’, ‘송서방댁(송셔방)’, ‘새댁(새)’은 모두 남의 아내를 대접하

여 이르는 말로 볼 수 있다. ‘댁(宅)’은 또 ‘그 지역에서 시집온 여자’를 가리키는 말

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44]~[예45]를 보면 ‘거창댁(거챵)’과 ‘의성댁(의셩)’은 

거창과 의성에서 다른 지역으로 시집온 여자를 가리킨다. ‘댁(宅)’은 또한 듣는 상

대방이 대등한 관계이거나 아랫사람인 경우 그 사람을 높여 이를 때도 사용된다. 

[예46]~[예47]에서 ‘댁()’은 상대방을 높여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로 볼 수 있다. 

3) 前

《說文》에 “不行而進 之(止+舟).”라 하여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능히 나아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배에 있을 때 그러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중국어에서 ‘前’은 

‘後’의 상대되는 말로 주요의미는 ‘앞(방향이나 시간을 가리킴)’ 또는 ‘앞으로 나아가

다’이다. 

한국어에서 ‘前’은 ‘~에게’의 의미로, 편지⋅청첩장 따위에서 받는 사람이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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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 밑에 쓴다.

 

[예48] 누의님 젼 샹사니 (누님에게 올리는 글) (순천)

[예49] 어마님 젼 샹이(어머님께 올리는 글) (현풍곽씨언간-16C)

[예50] 아님 젼 샹장(아우님께 올리는 글)  (현풍곽씨언간-16C)

[예48]~[예50]에 사용된 ‘전(젼)’은 ‘앞’의 높임말로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 뒤에 

쓰여, ‘~에게’의 의미를 지닌다.

4. 친인척 련 한자어

한국 한자어 중 몇몇 친인척 관련 한자어는 한국 한자어에만 그 의미가 사용되거

나 형태가 존재한다.

1)査/

‘査’는 《說文》에는 보이지 않는다. 《廣韻⋅麻韻》에 보면 “楂, 水中浮木.査同.”이

라 하여 본래는 ‘뗏목’을 의미한다. ‘査’가 ‘검사하다, 조사하다’의 語素로 사용된 것

은 상당히 후대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正字通⋅木部》에 “査, 俗以査爲 察

義, 官司文移曰査, 讀若茶,後改用察, 査行曰察行, 査盤曰察盤.”(‘査’는 통속적으

로 ‘조사하다, 고찰하다’의 의미이다. 소송문서에 ‘査’라 하고, ‘茶’로 읽는다. 후에 

‘察’로 고쳐 ‘査行’을 ‘察行’으로, ‘査盤’을 ‘察盤’이라 한다.)이라 하여 ‘조사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紅樓夢⋅第七十四回》에 “所以大家都査一査, 去疑兒.”(그러므로 

모두가 조사하여 의혹을 없애다.)의 예문이 보인다. “ ”은 《說文》에 “(下)[ ]首.”

라 하여 ‘머리를 땅에 조아리다’의 의미를 지닌다. 《漢書⋅東方朔傳》에 “居有 ，聞

上過，朱儒皆號泣 首.”(얼마 후 황제가 지나간다는 전언을 듣고 난쟁이들이 모두 

울부짖으며 머리를 조아렸다.)라는 예문이 보인다. ‘ ’은 파생되어 ‘잠시 멈추다’, 

‘처리하다’, ‘문득’ 등의 의미로 쓰인다.

한국어에서 ‘査’와 ‘ ’은 함께 쓰여 하나의 語素로 사용되는데, ‘혼인으로 맺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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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나 ‘혼인한 두 집안의 부모들 사이 또는 그 집안의 같은 항렬이 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상대편을 이르는 말’로, 한국 한자어로 볼 수 있다.

[예51] 사돈짓아비 사돈짓어미 사돈짓아자비 사돈짓어믜오라비 사돈짓아미

(親家公 親家母 親家伯伯 親家  親家姨姨) (《飜譯老乞大》-1517)

(사돈집아비 사돈집어미 사돈집아저씨 사돈집외삼촌 사돈집아주머니) 

[예52] 오란 조샹앳 사돈도 이시며 새로 지 사돈도 잇니(有累世之姻 有

新締之姻) (《正俗諺解》-1518)

(오래된 조상의 사돈도 있으며 새로 맺은 사돈도 있으니)

[예53] 親家 사돈 (《譯語類解》-1690)

[예54] 婚家 사돈 (《譯語類解補》-1775)

[예55] 結親 사돈다 (《蒙語類解上》-1790)

[예56] 異姓 四寸 兄弟와 同姓 六寸 兄弟와 査 의 겨와 使喚 奴婢들 다 

와셔 (《蒙語老乞大》-1790)

(異姓 四寸 兄弟와 同姓 六寸 兄弟와 査 의 친척과 심부름꾼이나 

노비들도 다 와서)

[예57] 親 겨레 친.  親 사돈 친.  親 랑 친.  親 갓가올 친. (《주해천자문》

-1804)

16C~19C 문헌을 중심으로 보면, 《飜譯老乞大》, 《正俗諺解》, 《譯語類解》, 《蒙

語老乞大》, 《註解千字文》 등에 ‘사돈(査 )’이란 말이 보인다. [예51]~[예57]을 

보면 ‘사돈집’, ‘사돈’, ‘사돈하다’ 등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사돈(査 )’은 ‘혼

인한 두 집안 사이에서 당사자의 부모들끼리 혹은 같은 항렬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

로를 부르는 말이나 또는 그러한 관계’를 이르는 말로 중국어에는 없는 한국 한자어

라 하겠다. 관련어휘로 ‘안사돈’, ‘바깥사돈’ 등이 있다.

2)媤

‘媤’는 중국에는 없는 한자이다. 한국어에서 ‘媤’는 시집이나 남편의 집을 의미하

고, 시집과 관계있는 어휘의 語素로 사용된다.

[예58] 즁놈이 졈운 당을 엇어 媤父母의 孝道를 무엇스로 여갈꼬 (가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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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류-1876)

(젊은 사당(조선 시대에 무리를 지어 떠돌아다니면서 노래와 춤을 파

는 여자)을 (아내로) 얻어 시부모에게 효도를 무엇으로 하겠는가?)

[예59] 시가 媤家 (국한회어-1895)

[예60] 시누 媤妹 / 시댁 媤  / 시동생 媤同生 / 시모 媤母 / 시아버지 媤

父 / 시부 媤父 / 시집 媤家 / 시부모媤父母와 친부모親父母 (국한회

어-1895)

[예61] 싀아비 싀어미 며느리 브리거시든 (內訓-1474)

[예62] 내 모미 번득디 아니커니 엇뎨 곰 싀어미 싀아비 拜 리오(妾身

未分明 何以拜姑嫜) (杜詩)

[예63] 大伯 싀아자비 / 叔 아싀아자비 / 大姑 싀누의 / 姑 아
싀누의 (譯語類解補-1775)

[예64]  고을 잇 사 도운봉의게 싀집간   만의 죽거(嫁同郡都雲

峰 纔一年 夫死) <續三綱行實圖重刊-烈女-1607>

(같은 고을에 사는 사람 都雲峰에게 시집간 지 1년 만에 남편이 죽었

는데)

[예58]~[예64]의 ‘媤父母’, ‘媤家’, ‘시누(媤妹)’, ‘시댁’, ‘시동생’, ‘시모’, ‘시부’, 

‘시집(싀집)’, ‘시아비(싀아비)’, ‘시어미(싀어미)’, ‘시아주버니(싀아자비)’, ‘시누이(싀

누의)’는 모두 ‘媤’를 語素로 갖는 단어들로 ‘시집’과 관계있는 어휘들이다. 정약용의 

《雅 覺非⋅卷三》을 보면, “媤 女字也. 古婦人 而字. 以稱 家. 曰媤父.”라 

하여 ‘媤’는 여자를 가리키고 글자로, 옛날에는 머리를 쪽진 여자(비녀를 꽂은 여

자)를 가리키는 글자였다. 그리고 ‘媤’는 ‘ 家’라 하여 ‘시부집’ 즉 ‘시댁’을 일컫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媤’는 ‘시댁’ 또는 ‘시집’과 관련된 어휘를 구성하는 핵

심 語素로 造語力이 뛰어나다. 중국어에는 ‘媤’의 한자가 보이지 않는데, 이는 한국

에서 사용되는 한국 고유 한자어로 볼 수 있다. 

3) 嫂

《說文》에 “兄妻也.”라 하여 ‘형의 부인’을 일컫는다. 《莊子⋅盜跖》에 “昔 桓公

白殺兄入嫂, 而管仲爲臣.”(옛날 환공 소백이 형을 죽이고 형수를 들였으나 관중은 

그의 신하가 되었다.)이라 하여 ‘嫂’가 형수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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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嫂’는 ‘형의 아내’ 뿐 아니라 ‘동생의 아내’를 일컬을 때도 사용한다.

[예65] 형뎨兄弟  동同生 형수兄嫂  뎨수弟嫂  누의  姉 (《倭語類解》-

1781)

[예66] 姆맛 동셔 嬸근 동셔  兄嫂형수  弟嫂뎨수 (광재물보-18C)

[예67] 제수祭   제수除授  제수弟嫂  제술製述 제야 除夜 (《국한회어》-18

95)

[예68] 楊貴妃 구경키로 甫라 들어가니 弟嫂 나셔 迎接야 이 놈이 楊

貴妃 노라고 (박흥보가-신재효본-1918)

[예69] 네  그 의 형이라 졔슈(弟嫂)의 난안(赧顔)믈 피지 아니 고 

(완월회맹연)

[예65]~[예69]를 보면, ‘嫂’는 ‘兄’뿐 아니라 ‘弟’와도 결합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弟嫂(뎨수/제수/졔슈)’는 ‘동생의 아내’를 이르는 말로 한국어에서 ‘嫂’

는 자주 동생을 의미하는 ‘弟’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이는 중국어에 없는 造語현상

으로 국어에서 ‘嫂’가 ‘형의 아내’ 즉 ‘형수’를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생의 아내’ 

즉 ‘제수’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계수(季嫂)’, ‘제수씨(弟嫂氏)’, ‘계

수씨(季嫂氏)’ 등의 관련표현이 있다.

4) 娚
《集韻⋅鹹韻》에 “諵, 詀諵, 語聲, 或作喃. 束皙作娚.”(‘諵’은 ‘수다스러운 말소리’

로 ‘喃’으로 쓰기도 한다. ‘束皙’8)는 ‘娚’이라 하였다.)이라 하여 ‘娚’은 ‘수다스러운 

말소리’를 의미한다. 중국 문헌에는 ‘娚’의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한국어에서 ‘娚’은 

‘오라버니’를 지칭하는데 예문은 다음과 같다.  

[예70] 丈母 妻母 / 岳母 妻母 / 子 妻娚/ 娘子 계집 (《譯語類解》-1690)

[예71] 娚 옷라비 남 / 妹 아누우  (《類合》-1700)

[예72] 大 子 妻娚 / 子 아妻娚 / 大姨 妻兄 / 姨 妻弟 (《譯語

類解補》-1775)

[예73] 쳐남 妻娚 / 동셔 同婿 (《倭語類解》-1781)

8) 西晉時期의 문학가이자 문헌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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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74] 쳐남 妻娚 (《한불자뎐》-1880)

[예75] 弟 아 뎨 / 兄  형 / 娚오라비 남 / 妹 누의  (《훈몽배운》-1901)

[예71]과 [예75]를 보면, ‘娚’이 ‘오라버니’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婻’은 

본래 ‘여자와 같은 항렬의 손위 남자’를 가리켰으나 점차 ‘여자의 남자형제’를 지칭

하는 말로 의미가 확대되었는데, [예70], [예73], [예74]에서 ‘妻娚’은 ‘아내의 남

자형제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또 [예72]를 보면 ‘맏처남(妻娚)’은 ‘아내

의 큰오빠’를 ‘아우처남(아妻娚)’은 ‘아내의 남동생’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娚’은 현대국어에서 ‘男’으로 사용되는데, ‘妻男(아내의 남자형제)’, ‘男妹(오빠와 누

이동생)’ 등과 같은 어휘에 사용된다.

5) 妹

‘妹’는 중국어에서 ‘여동생이나 누이동생’을 의미한다. ‘妹’는 한국어에서도 중국어

와 마찬가지로 ‘손아래 여동생’을 지칭하나 ‘兄’과 결합하여 사용 시 ‘손위 누이’를 

가리킨다.

[예76] 매헌다埋獻   매형妹兄   매화梅花   매혼妹婚   매혼다賣婚 

(《한불자뎐》-1880)

[예77] 매파媒婆   매형妹兄   화梅花   화포梅花砲   홍지梅紅 (《국

한회어》-1895)

[예76]~[예77]의 ‘妹兄’은 ‘손위 누이의 남편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로 ‘妹’는 

‘여동생’이 아닌 ‘손위 누이’를 가리킨다. 현대국어에서 ‘妹夫’는 ‘손위 누이나 손아래 

누이의 남편’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로 사용되는데, ‘손위 누이의 남편’을 가리킬 

경우 ‘妹’는 역시 ‘손위 누이’를 가리키는 말로 볼 수 있다.

6) 寸

‘寸’은 《説文》에 “寸，十分也. 人手卻一寸, 動脈, 之寸口. 從又,從一.”(‘寸’은 

10(分)의 길이이다. 사람의 손에서 1寸을 물러나 맥이 뛰는 곳을 ‘寸口’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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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又’와 ‘一’로 구성되어 있다.)라 하여 ‘길이의 단위’를 나타낸다. 《孟子⋅離樓下》에 

“如中也棄不中, 才也棄不才; 則賢不肖之相去, 其間不能以寸.”(만일 중용의 도를 

갖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버려두고 가르치지 않으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버려두고 길러주지 않는다면 훌륭한 사람과 못난 사람과의 거

리는 한 치의 차이도 나지 않을 것이다.”)이라 하여 ‘寸’은 아주 짧은 길이를 의미한

다. 한국어에서 ‘寸’은 친족관계의 멀고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된다.  

[예78] 曹爽의 四寸 아 文叔의 겨지 夏侯文寧의 리러니 (《삼강행실도》

-1471)

(曹爽의 四寸 동생인 文叔의 아내는 夏侯文寧의 딸이었는데)

[예79] 竇嬰 文帝ㅅ 皇后ㅅ 四寸 오라 아리라 (《內訓》-1474)

(竇嬰은 文帝의 皇后의 四寸 오빠의 아들이다)

[예80] 네 異姓 四寸兄弟어시니(你是 姑兄弟) (《飜譯老乞大》-1517)

(너희가 성씨가 다른 사촌형제이니)

[예81] 同姓 四寸 兄弟와 異姓 四寸 兄弟 (《蒙語老乞大》-1790)

[예82] 내 姑母의게 난 四寸兄이오 (《淸語老乞大》-18C) 

[예78]~[예82]의 ‘四寸’은 ‘어버이의 친형제자매의 아들이나 딸을 이르는 말’이

다. ‘寸’은 ‘寸數’를 나타내는 말로 ‘三寸(아버지나 어머니의 형제를 가리키거나 부르

는 말)’, ‘五寸(부모의 사촌형제 또는 사촌형제의 자식)’, ‘사돈의 八寸(남이나 다름

없는 먼 인척)’ 등의 관련어휘가 있다.

5. 행정구역 련 한자어

한자어 중 몇몇 語素는 행정구역과 관련한 의미를 나타낸다.  

1) 洞

《說文》에 “疾流也.”라 하여 ‘아주 빠른 물의 흐름’을 나타낸다. 《班固⋅西都賦》에 

“潰渭洞河.”라 하였다. ‘洞’은 명사로 ‘동굴’의 의미도 지니는데, 《素问⋅四气 神大

论》 注에 “洞, 谓中空也.”라 하였다. 한국어에서 ‘洞’은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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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단위의 지역구를 일컫는다. 

[예83] 溪先生 宅在於西 門洞.

[예84] 쳥학동이라 이러 디방에 산 골기 마다 둔집야 (매일신문-1898)

[예83]에서 “퇴계선생의 구택은 서소문동에 있다.”의 ‘서소문동’과 [예84]의 청학

동(쳥학동)에서 ‘동(洞)’은 행정구역의 단위로 사용되어 ‘동네’의 의미를 지닌다. 

2) 面

《說文》에 “顔前也.”라 하여 ‘얼굴 앞부분’을 의미한다. 《战国策⋅赵策四》에 “ 妇

必唾其面.”(이 늙은이가 반드시 그 얼굴에 침을 뱉겠다.)이라 하여 ‘面’의 본의는 

‘얼굴’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面’은 파생되어 ‘향하다’, ‘표면’, ‘방면’, ‘곡물의 

가루’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面’은 한국어에서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로 사용된다. 

예를 들면, “화개면은 경상남도 하동군 북서단에 위치한 면이다.”와 “정부는 농업 진

흥을 위해 면 단위의 농민 조직을 구성하기로 했다.”를 들 수 있다. 이렇듯 ‘面’은 

한국어에서 군(郡)에 딸린 지방 행정구역의 하나로 몇 개의 리(里)로 구성되는데 

중국어에는 없는 용법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행정구역 명칭과 관련한 語素 ‘道’, ‘ ’, ‘邑’, ‘里’는 중

국 역사상 행정구역으로 사용되었거나 관련된 의미로 사용되었기에 본문에서는 다

루지 않았다. 예로, ‘道’는 중국 역사상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당대(唐代)에는 지금

의 ‘省’에 해당했으며 청대(淸代)와 민국(民國) 초년에는 각 ‘省’을 몇 개의 ‘道’로 

나누어 사용하였다.9) ‘ ’는 현재 중국 행정구역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邑’, 

‘里’ 또한 ‘고을’과 ‘마을’의 의미를 지니므로 행정구역과 관련 있는 語素로 볼 수 있

다.

9) ‘Daum’ 중국어 사전 참조.



408  《中國文學硏究》⋅제53집

Ⅲ. 한국 한자어의 특징 

한국 한자는 중국에서 기원하였으나 오랜 세월 한국에 정착돼 사용되면서 본래의 

한자 뜻과는 상이한 한자의미를 갖거나 새로운 한자를 형성해 사용되기도 한다. 한

자의 의미가 확대, 축소 또는 전이되었거나 한국에서 의미가 새롭게 생겨난 한자는 

한국문화와도 결합하며 새로운 의미의 語素가 되어 사용되는데, 이는 다시 다른 語

素와 결합하여 새로운 어휘를 구성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새로운 語

素로 구성된 한국 한자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중국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한자 중 그 의미가 전이 또는 확대나 축소되어 

사용되는 경우로 이는 주로 한국문화와 결합하며 독특한 한국 한자어를 구성한다. 

예를 들면 ‘函’과 ‘契’ 등을 들 수 있는데, ‘函’은 원래 ‘상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결혼풍습과 관련하여 ‘혼인 때 남자 쪽에서 각종 예단과 婚書紙를 담아 

여자 측에 보내는 상자’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契’는 원래 ‘계약’이나 ‘약속’을 

의미하는 말이지만, 한국에서는 ‘친목 도모를 위해 만든 협동 조직’을 의미한다. 이

들은 모두 원래 한자의 뜻에서 축소된 형태로 한국문화와 결합된 한국 한자어로 볼 

수 있다.

둘째, 한국 한자어 중 일부는 우리말 표기를 위해 한자를 빌려 쓴 경우로 ‘査’ 등

을 들 수 있다. ‘査’는 원래 ‘뗏목’을 의미하는 한자어였는데 후대에 ‘검사하다, 조사

하다’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 국어에서 ‘사돈’을 한자로 표기하기 위해 한자 ‘査’를 

빌려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은 ‘조아리다’의 의미를 지니므로 예의를 지켜

야할 ‘사돈’ 간에 사용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나, ‘조사하다’의 ‘査’를 ‘사돈’에 

사용한 것은 우리말 표기를 위해 한자를 빌려 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셋째, 한국 한자어 중 일부는 우리말 표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들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중국에 이미 존

재하는 한자와 모양이 같은 경우로 이는 한국어에서 우리말 표기를 위해 한자를 만

들어 사용했는데 이것이 중국한자와 모양이 같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太’는 우리

말에서 ‘콩’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자 ‘太’를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말의 

한자를 만든 것으로 우연히 중국 한자와 같아진 형태라 할 수 있다. 또한 ‘娚’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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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자를 차용해 사용한 것이 아닌 우리말의 ‘오라비’를 표현하기 위해 한자 ‘娚’

을 만들어 사용하였는데, 이것이 중국 한자 ‘娚(諵)’과 같은 형태로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우리말 표기를 위해 한자를 만들었는데 중국에는 없는 한자

로 ‘媤’ 등을 들 수 있다. ‘媤’ 한국어에서 ‘시집’ 또는 ‘남편의 집’을 의미하는 한자어

로 ‘시댁’과 관련 있는 다양한 어휘를 구성하는 語素로 사용되나 중국에는 없는 한

자어이다. 그 외 ‘돌쇠(乭釗)’의 ‘돌(乭)’ 등을 들 수 있는데, ‘돌(乭)’은 ‘돌쇠’ 외에

는 다른 語素와 결합하여 사용되지 않으므로 본문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한자어는 이외에도 일본에서 기원한 일본제 한자어를 들 수 있는데, 일본제 

한자어는 조선 후기 개혁 운동과 문호 개방을 통하여 한국에 유입된 한자어로 근대 

외교의 산물로 볼 수 있는데, 원 한자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역시 본문에서

는 다루지 않았다. 

Ⅳ. 나오기

본문에서는 한중 한자의 비교를 통해 중국어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한국어에서 사

용되는 한자와 한자의 의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사용되나 중국어에는 

사용되지 않는 한자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에서 사용되는 한자어에만 그 의미가 나타나고 중국에서는 그러한 의

미로 사용되지 않는 한자들로 ‘便’과 ‘客’ 등을 들 수 있다. ‘便’은 한중 공통의미 외

에 한국어에서 ‘서로 갈라지거나 맞서는 것 하나를 가리키는 말’과 ‘방향을 가리키는 

말’의 의미항을 갖는데, 이는 자주 다른 語素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한다. 예로 

‘男便’, ‘女便(네)’, ‘왼편’, ‘오른편’과 방향을 나타내는 ‘동편’, ‘서편’, ‘북편’ 등이 있

다. ‘客’은 한중 공통의미 외에 한국어에서 ‘불필요하게 덧붙은’의 뜻을 나타낸다. 예

로 ‘객담하다’, ‘객소리하다’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한자에 한국적 문화요소가 가미

되어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된 한자어로 ‘函’, ‘契’, ‘柶’, ‘淸’, ‘藥’, ‘太’, ‘吐’, ‘周’ 등

을 들 수 있다. 이들 한자어는 語素로 사용되어 독립적으로 단어를 이루거나 다른 

語素와 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데, 원래 한자의 의미에서 한국 문화나 풍습이 결

합되어 의미가 확대, 축소 또는 전이되거나 혹은 한국 한자어로 사용되며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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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가 생겨난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일부 한국 한자어는 성씨나 사람 뒤에 붙어 

그 사람을 지칭하거나 출신지역 또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격조사

로 사용되는데, ‘哥’, ‘ ’, ‘前’ 등의 語素를 예로 들 수 있다. 넷째, 한국 한자어 중 

일부 친인척 관련 한자어는 한국어에만 그 의미가 사용되거나 형태가 존재하는데, 

‘査( )’, ‘嫂’, ‘娚’, ‘妹’, ‘寸’, ‘媤’ 등의 語素를 예로 들 수 있다. 다섯째, 행정구역

의 명칭과 관련된 한자어 중 일부 語素는 한국에서만 사용되는데, 예로 ‘洞’과 ‘面’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한자어는 중국에서 유입된 한자의 의미가 확대, 축소 또는 전이되어 생겨나

거나 한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한자들로 한자의 상용 의미와는 다른 한국 고유의 

의미를 지니는 한자어로 볼 수 있다. 한국 한자어는 語素를 중심으로 의미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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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漢字作爲世界寶貴的文化遺產，它至 有數千年的曆史了. 漢字產生於中

國，比 容易被其他民族所借用，如韓國，日本和越南都有用漢字書寫的曆史

階段.並且漢字 周邊國家的文化及語 的產生有巨大的影響，從而形成了一個

共同使用漢字的漢字文化圈，在韓國、日本和越南，漢字被融合成自己語 的

文字. 在我國，近幾十年來漢字的使用頻率越來越 ，而在韓語中使用了大量

的漢字詞彙. 本文主要以韓語詞語中固有意義的漢字爲研究 象，試圖爲讀

提供一些韓語固有意義的漢字信息. 漢字是屬於表意文字的語素音節文字. 漢

字可說是一個文字符號紀 一個語素的意義. 本文先從韓中詞彙的語素中把不

同意義的語素或 只有韓語而沒有漢語的語素找出來，再進行分析和研究.

韓語中固有意義的漢字可分爲五個大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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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韓語 用語素的漢字

1) 便

‘便’，《說文》: “安也. 人有不便, 更之.” ‘便’，韓中詞語中有主要共同語素

義.如，1.方便，便利 2.方便的時候或 便的機  3.非正式的，簡單的 4.屎

或尿 5.就、則. ‘便’，韓國固有語素義有‘一方’、‘方向’義. 此外，還有‘客’.

2. 包含韓國文化習俗的漢字

‘函’中國有‘包含，含有’義.引申爲‘匣子、箱子’義.韓國有結婚時，新郎 給

新娘的箱子義.箱子裏有采緞、婚書紙和禮物.此外，還有‘契’, ‘柶’, ‘淸[靑]’, 

‘藥’, ‘太’, ‘吐’, ‘周’.

3. 加在姓名或陳述一個人出處的府宅後面的漢字

這些漢字有‘哥’，‘宅’, ‘前’.

4. 有關親屬的漢字  

這些漢字有‘查( )’，‘媤’，‘嫂’，‘妹’，‘寸’等.

5. 有關行政地區的漢字

這些漢字有‘洞’，‘面’.

【主題語】

한자, 한국 한자어, 통시적, 어소, 의미, 비교

漢字, 韓語 漢字詞, 語素, 意義, 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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