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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緖論

‘建’字는 ‘建設’, ‘建功之臣’ 등 어휘들에서도 나타나듯이 ‘세우다’라는 뜻으로 상용

되는 한자이다. ‘建’字는 이 ‘세우다’라는 의미 이외에 ‘쏟아 붓다’는 의미도 있다. 다

음 내용을 살펴보자.

《廣雅⋅釋詁》 建, 立也。1)

《儀禮⋅大射》 建鼓阼階西。 郑注, 建, 樹也。2)

《漢書⋅高帝紀》 地勢便利, 其以下兵于诸侯, 譬犹居高屋之上建瓴水也。

* 公州大學校, 時間講師
1) 字典, 韻書 引用: http://zidian.911cha.com/zi90e8.html(2017.09.20)
2) 古籍 引用: http://hanji.sinica.edu.tw/中央硏究院 漢籍電子文獻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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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淳曰, 瓴, 盛水甁也。居高屋之上而幡瓴水。言其向之勢易也。建音蹇jiǎn。
《古漢語反訓集釋》树立與幡覆(幡與翻通), 其义适反，惟讀音聲調有上去之

異。今高屋建瓴已爲成語, 一般不究建字之義(建瓴, 实是倒水)，音亦无别矣。3)

《廣雅⋅釋詁》에서 “立也”라고 하여 ‘세우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儀禮⋅大
射》 “建鼓阼階西。(북을 계단 서쪽에 세워놓다.)”에 대한 郑注를 보면, ‘建’은 ‘樹

也’라고 하여 역시 ‘세우다’로 풀이하고 있다. 이는 ‘세우다’, ‘수립하다’라는 의미로 

‘建’字가 상용되는 예이다. 그런데 《漢書⋅高帝紀》를 보면 “ 地勢便利, 其以下兵于

诸侯, 譬犹居高屋之上建瓴水也。如淳曰, 瓴, 盛水甁也。居高屋之上而幡瓴水。
言其向之勢易也。建音蹇jiǎn。(지세가 편리하고 유리하여 제후들에게 있어서 용병

을 한다는 것은 마치 높은 집의 지붕에 올라가 병에 담은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쉽습니다. 如淳이 말하기를 ‘瓴’이란 물을 담은 병을 말하고 높은 집 위에 올라가서 

병속의 물을 쏟는다는 것은 그 떨어지는 힘을 막을 수 없다는 뜻으로, 그 향하는 

기세가 대단하여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어 일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하며,

이때 독음은 蹇jiǎn이다.)4)”에 보이는 “居高屋之上建瓴水也。”의 ‘建’은 세우는 것

이 아니고, ‘쏟아 붓다’는 의미이다.

《古漢語反訓集釋》에서 ‘建’은 ‘树立’과 ‘幡覆(여기서 幡과 翻은 통한다.)’의 의미

가 있으며, 이 두 가지 의미의 독음이 다르다고 하였다. 하나는 상성이고 하나는 

거성이라고 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성어인 ‘高屋建瓴’의 ‘建’이 ‘물을 쏟아 붓는다’는 

의미이며 지금은 ‘树立’義(수립하다, 세우다. 이루다.)와 ‘翻覆’義(뒤집다, 뒤엎다.)

의 독음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3) 徐世榮(1985)，古漢語反訓集釋，安徽教育出版社.
4) “譬犹居高屋之上建瓴水也。”와 “居高屋之上而幡瓴水。”에 대한 해석은 앞뒤의 문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譬犹居高屋之上建瓴水也。”는 “譬犹~也”의 의미를 살려서 번

역을 하였고, “居高屋之上而幡瓴水”는 “幡” 글자의 의미인 “쏟는다. (사실 여기의 글자

도 의미상으로는 飜자나 翻자로 하여야 하는데, 幡과 이 두 글자는 동원자로 같이 통

용하기도 하여, 원문 그대로 사용하였다. 飜과 翻, 이 두 글자 또한 문제가 있는 글자

로 어느 글자를 정자로 할 것 인가는 나라와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이 문제에 대한 논

쟁은 본고의 연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논외로 하겠다.)”라는 의미와 뒤의 말 “言其向
之勢易也。”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하였다. 이러한 해석과 번

역은 전적으로 본고의 주관적인 번역이다. 혹,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더 훌륭한 번역

을 기다리며 숙고를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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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建’字의 의미 중, ‘건강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健’字의 ‘건강하다’는 의미와 

통한다. 《老子⋅四十一章》에도 보면 “廣德若不足，建德若偷，質貞若渝。(넉넉한 

덕은 모자란 듯하다. 건실한 덕은 대충한 듯하다. 질박한 덕은 더러운 듯하다.)”라 

하여 여기에서 ‘建德’이라고 할 때의 ‘建’은 ‘건강한’, ‘강건한’, ‘굳건한’이라는 의미이

다. 이와 같이, ‘建’은 ‘세우다’는 의미로부터 출발하여 ‘건강하다’, ‘강건하다’는 의미

의 ‘健’자와도 통하게 되며, ‘쏟아 붓다’는 의미까지도 나타낸다. 그렇다면 ‘建’과 ‘健’

의 훈석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健’도 ‘건강하다’, ‘강건하다’는 의미가 있으면서 

그와 정반대되는 의미까지도 나타내는 것일까? 비록 상용하는 의미는 아닐 지라도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문헌 속에서 반드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健’에서 

‘建’과 같은 훈석의 특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健’의 同源字들의 상용하는 의미에서

는 찾아 낼 수 있을까? 이들과 ‘建’字 訓釋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떤 의미들이 있을

까, 이렇게 이들의 의미 및 의미 확장의 공통점과 상이점들을 탐색하고 고증하기 

위하여 기존의 字典 및 韻書들의 글자 해석과, 文獻 속의 이들 글자들에 대한 사

용 및 의미용법을 분석하겠다. 이를 위하여 중국과 대만의 자전 및 운서 사이트와 

고적 전자 문헌 사이트를 활용하도록 하겠다.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은 글자와 이들에 대한 자전적 해석 및 문헌의 인용 문

구는 모두 객관적인 자료이다. 본고는 이들 자료를 근거로 하여 글자를 풀이하고 

고증한 것이다. 그러므로 글자에 대한 자전적 해석과 이 글자가 들어간 문헌의 인

용 문구는 기존의 운서 사이트나 고적 전자 문헌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기존의 연구는 ‘建’字에 대하여 《古漢語反訓集釋》에서 ‘树立’과 ‘幡覆’이라는 의

미가 있다는 것을 말했고, ‘健’字에의 同源字는 《同源字典》5)에 수록되어 있다. 본

고는 이를 바탕으로 ‘建’字와 ‘健’字의 字義, 字義확장의 방향, ‘健’字 同源字 字義

의 특징 등을 통합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한자 자의에 대한 입체적인 탐색은 한자 교육과 한자 어휘교육에도 좋

은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문자 해석 및 문헌 해석에도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同源字는 王力(1997),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劉鈞傑(1999), 同源字典補, 商
務印書館, 劉鈞傑(1999), 同源字典再補，語文出版社.



234 《中國文學硏究》⋅제69집

Ⅱ. ‘建’字와 ‘健’字에 대한 訓釋

1. ‘建’字 訓釋

‘建’은 《说文解字》에서 “建, 立朝律也。从聿从廴。”이라고 하여 조정에 법을 세

우는 것이며 會意字로 聿과 廴의 의미를 따른다고 하였다. 《說文解字注》에서는 

“聿，律省也。”라 하여 聿이 律의 생략형이고, 원래는 律자인데 廴와 결합하면서 

彳이 생략되고 聿로 되었다고 하였다. 《廣雅》에도 “建，立也。”, 《玉篇》에서도 “豎

立也。”라고 하여 ‘建’은 ‘세우다’, ‘수립하다’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書⋅洪範》 “建用皇極。(임금의 有極, 즉 황극인 황제가 나라를 다스리는 표준

이 될 만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법을 세우다)”에 보이는 ‘建’과 《易⋅比
卦》 “先王以建萬國，親諸侯。(先王이 이 괘의 이치를 살펴 萬國을 세우고 諸侯와 

친하다)”에 보이는 ‘建萬國’의 ‘建’이 ‘세우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의미의 

‘세우다’義에서 의미가 확장되어서 구체적인 ‘건물이나 사물을 세우다’, ‘건축하다’는 

의미가 생성되었다. 《韻會》에서 “置也。”라고 하였는데, 张衡 《东京赋》 “楚築章華

於前，趙建叢臺於後。(초나라는 장화대를 먼저 세웠고, 후에 조나라는 총대를 세

웠다.)”에 보이는 ‘建’이 ‘건축하여 놓다’는 의미이고, 《诗⋅小雅⋅出车》 “设此旐

矣，建彼旄矣。(이 깃발을 세우고, 저 깃대를 설치하였다.)”에 있는 ‘建’은 ‘설치하

여 놓다’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무언가를 가져다 놓는다는 의미에서 ‘의견을 제안하

여 내 놓다’는 의미까지도 나타내게 되었다. 《汉书⋅邹阳传》 “愛盎等皆建以为不

可。(애앙 등은 모두 안 된다고 건의를 하였다.)”에 보이는 ‘建’에 대한 注를 보면,

“谓立议。”라고 하여 ‘의견을 내다’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또한, 서론에서 이미 언급

하였듯이 ‘建’은 ‘세우다’는 의미와 반대 의미인 ‘뒤집어엎다’는 뜻도 있는데 《集韻》

에서도 “覆也。”라고 하였다. 《史記⋅高帝紀》 “居高屋之上，建瓴水也。(높은 집에 

거하면서 독에 있는 물을 쏟다.)”에 보이는 ‘建’이 ‘뒤집어엎다’, ‘쏟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建’은 ‘세우다’는 의미에서 ‘수립하다’, ‘건축하다’, ‘의견을 세우다’, ‘뒤엎

다’ 등의 의미까지 확대되었다.

그 외에는 나무 이름, 별 이름, 주 이름, 성씨 등으로 사용된다. 《廣韻》 “木名。
在弱水，直上百仞，無枝。”라 하여 나무 이름이라고 하였고, 《禮⋅月令》는 “仲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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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月，旦建星中。”라 하여 ‘음력 2월 새벽녘에는 건성이 남쪽 중앙에 있다’는 별이

름이라고 하였다. 《韻會》에서는 “本吳建安郡，唐立建州。”라 하여 ‘주 이름’이라고 

하였고, 《前漢⋅元后傳》 “有建公。”라 하여 ‘성씨’를 말한다.

2. ‘健’字 訓釋

《說文》에서 “健，伉也。从人建聲。”라고 하여 健은 伉이고, 人과 建의 의미를 

따른다고 하였다. 《说文解字注》에서 “健은 伉也。”라고 하였으며, “伉下曰人名。而
不言其義。”라고 하여 ‘伉밑에 인명이라고 하고 그 뜻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였

다. 위의 설명만으로는 字義를 분명히 알 수 없으므로 다른 운서나 문헌을 함께 참

고하여야 한다. 《增韵》을 보면, “健，强有力也。”라 하여 ‘健’은 ‘힘이 강하게 있다’

는 것이라고 하였고, 方苞의 《左忠毅公逸事》에도 “健卒十人。(튼튼한 병사 열 

명)”라고 하여 여기서 ‘健’은 ‘튼튼하다’, ‘건강하다’는 의미이다. 鲁迅 《悼杨铨》 “何

期泪洒江南雨，又为斯民哭健儿。(어찌 내가 알았겠는가, 강가에서 비가 오듯 눈

물을 쏟을 줄을, 또 민족의 용감한 건아를 잃은 것을 울게 될 줄을)”의 ‘健’은 ‘용감

하고 건강하다’는 의미이다.

‘健’과 ‘伉’은 동의어로 ‘강건하다’는 의미가 있으며, 연합하여 한 단어로 사용되기

도 하였는데, 《汉书⋅宣帝纪》 “选郡国吏三百石，伉健习骑射者皆从军。(군국의 관

리 3백석, 강건하고 말 타기, 활쏘기에 능숙한 사람을 선발하여 종군하게 하였다.)”

의 ‘伉健’, 《宋史》 “选军中伉健者千人(군중에 선발한 강건한 자가 천 명이 되었

다.)”의 ‘伉健’이 同義 병렬구조로 한 단어가 되어 ‘강건하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健’은 또 ‘굳건하다’, ‘힘이 있다’는 의미가 있다. 《易⋅乾卦》 “天行健，君子以自
强不息。(하늘의 운행은 굳건하니, 군자는 그것을 본받아 쉬지 않고 스스로를 단련

한다.)”의 健이 ‘굳건하다’는 의미이다. 《周易》에서 “乾, 健也。”는 ‘乾’이 ‘健’하다는 

것으로 ‘하늘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다’는 것을 말한다. 《易⋅说卦传》의 “其究为

健。為蕃鮮。(그 궁극이 굳건하여 튼튼히 자라고, 번성하여 곱고 뚜렷함이 되니

라.)”의 健도 역시 ‘굳건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민첩하다’, ‘출중하다’, ‘재능이 있다’는 의미도 있다. 《战国策⋅秦策》 “楚客来使

者多健，與寡人争辞，寡人数穷焉。(초나라에서 사신으로 오는 자들은 재능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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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자들이 많아서 과인과 말을 쟁론하면 과인이 자주 막힌다.)”에 보이는 ‘健’이 

‘출중하다’는 의미이다.

‘잘 한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다. 明⋅魏禧 《大铁椎传》 “有健啖客。(밥을 

잘 먹는 손님이 있다.)”의 ‘健’이 ‘잘 한다’는 의미이다. 한자 어휘인 ‘健谈’, ‘健忘’

등이 ‘입담이 좋다’, ‘잘 잊다’는 의미로 여기서의 ‘健’이 ‘잘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

다.6)

이와 같이 ‘健’은 ‘강하다’, ‘강건하다’, ‘굳건하다’, ‘재능이 있어 출중하다’, ‘잘 한

다’는 등의 다양한 의미가 있다. 이로 인하여 해석할 때 주의하여야 할 문장들이 당

연히 존재한다. 杜甫 《兵车行》 “纵有健妇把锄犁，禾生陇亩无东西。(설령 튼튼한 

아낙네가 호미와 쟁기를 잡고 있지만 벼는 이랑에 제멋대로 어지럽게 자라는 형편

이다.)” 여기의 ‘健妇’는 ‘건장한 아낙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또는 ‘재능이 있는’,

‘능력이 있는 妇女’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7)

3. ‘建’字義와 ‘健’字義의 比較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建’이 ‘健’과 서로 통하여 ‘建’이 ‘건강하다’는 뜻으로 사용

될 때도 있다. 《老子⋅四十一章》 “廣德若不足，建德若偷，质德若渝。(넉넉한 덕

은 모자란 듯하다. 건실한 덕은 대충한 듯하다. 질박한 덕은 더러운 듯하다.)”의 ‘建

德’은 ‘덕을 세우다’는 의미가 아니라, ‘건강한, 건실한 덕’이라는 의미이다. ‘建’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는 과정 중, ‘힘이 있는, 건강한, 건실한’이라는 의미는 분

리 독립하여 ‘健’자를 탄생시킨 것으로 보인다. ‘健’는 形声字 겸 会意字로 ‘建’과 

‘亻’의 의미를 따르면서, 발음은 ‘建’과 같다. ‘建’은 会意字이며, ‘廴’과 ‘聿’의 의미를 

따른다. ‘廴’의 함의는 ‘나타나게 하다’는 의미가 있다. ‘聿’의 함의는 ‘법률’이라는 의

미인 ‘律’을 말한다. 《说文》 “建，立朝律也。(조정의 법률을 세우다)”의 建은 ‘세우

다’는 의미로 인신되어 ‘创造’, ‘设立’의 의미와 ‘能力’와 ‘能量’이라는 함의가 더하여 

진다. 그래서 ‘建’을 편방으로 삼은 글자들은 모두 ‘힘이 있다’는 의미가 있다. 예를 

6) 이와 같은 글자에 대한 의미는 저자가 스스로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 당연히 《康熙字
典》이나 《新華字典》 등의 字典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로 글자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7) ‘健’字가 ‘建’字처럼 ‘세우다’와 ‘쏟다’의 의미와 같이 상반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서 

해석상 의미의 큰 타이가 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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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腱’는 단단하고 질긴 근육을, ‘犍’는 힘이 매우 강한 수소를, ‘揵’은 단단하게 

물건을 메거나, 혹은 둑을 막는 강한 빗장을, ‘鞬’은 동개라고 하여 활과 화살을 넣

어 어깨에 메는 단단하고 튼튼한 통을, ‘键’는 금속으로 만든 견고하고 힘 있는 빗

장을 말한다. 《禮⋅樂記》 “倒載干戈，包之以虎皮，名之曰建櫜。(간과를 뒤집어 

싣고 이를 호피로 쌌다, 이것을 건고라고 한다.)”의 ‘建櫜’는 《註》에서 “建, 讀爲

鍵。”이라고 하여, ‘단단한 활집, 단단한 전대’ 등 이라고 하였다. ‘健’도 ‘人’과 ‘建’

의 의미를 따르므로, 함의가 ‘사람이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建’은 내재된 함의

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의미를 전부 다른 글자들을 파생하는데 써서 내보내

고 원래의 의미로부터 몇 가지 확장된 의미와 정반대로 확장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8)

‘健’과 같은 경우, ‘힘이 있다’는 의미에 있어서 ‘伉’과 통하여 ‘강건하고 힘이 있다’

는 뜻이다. ‘伉健’을 거꾸로 하면 ‘健伉’이다. 《武经总要》 “义军之守边，最为健伉，
习知山川道路，每蛮寇至，不计远近掩杀，官军守险策应而已。(의군이 변방을 지

키니, 가장 강건한 군인이고 산천 도로를 잘 알고 있다. 모든 오랑캐와 도둑이 오

면, 멀고 가깝고를 따지지 않고 습격을 하면 관군은 험로를 지켜 협동하여 대책할 

뿐이다.)”에 보이는 ‘健伉’이 지금의 ‘健康’아닌가 한다. 고대의 ‘健伉’이 발음과 字义

에 있어 모두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강건하고 힘이 있다는 의미만을 나타

낸 어휘가 ‘健伉’이라면 ‘健康’에는 또 다른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 ‘康’의 含义은 다

섯 개 방향으로 통하는 길을 말한다. 《尔雅⋅释宫》에서 말하기를 “一达谓之道路，
二达谓之歧旁，三达谓之剧旁，四达谓之衢，五达谓之康，六达谓之庄，七达谓之
剧骖，八达谓之崇期，九达谓之逵。(한쪽으로 통하는 길을 道路라고 하고, 두 방

향으로 통하는 길을 갈림길(歧旁)이라고 하고, 세 가지 방향으로 통하는 길을 극방

(剧旁)이라고 한다. 네 가지 방향으로 통하는 길을 네거리(衢)라고 하고, 다섯 가

지 방향으로 통하는 길을 강(康)이라고 하며, 여섯 가지 방향으로 통하는 길을 장

(庄)이라고 한다. 일곱 방향으로 통하는 길을 극참(剧骖)이라고 하고 여덟 가지 방

8) 同源字는 원래 同源字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字典, 韻書, 文獻 등에 보이는 

글자의 의미를 모아서 해석하고 풀이하여 同源字임을 고증하여 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同源字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다. 여기 보이는 ‘建’, ‘健’, ‘腱’,
‘犍’, ‘揵’, ‘鞬’, ‘键’ 등도 王力(1997)의 《同源字典》의 p.341, p.504, p.551 등에서 

산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글자들을 바탕으로 同源字로 재구성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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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통하는 길을 숭기(崇期)라고 하며, 아홉 가지 방향으로 통하는 길을 한길

(逵)이라고 한다.)”라 하여 다섯 방향으로 통하는 길을 ‘康’이라고 하였다. 《汉书⋅
宣帝纪》 “上下和洽，海内康平(관방과 민간의 교류가 순조로우면, 백성들 사이에도 

많은 방법이 있어서 교류하고 통상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다 통하게 되다)”의 ‘통하

게 되다’의 ‘康’을 《释名》에서 “康，昌也，昌盛也，车步并列并用之，言充盛也。
(강은 창이다. 창성하다이다. 수레와 발걸음이 병렬하고 같이 사용하여, 가득한 것

을 말한다.)”라고 하여 ‘창성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하고 있다. 《谥法》에서는 “渊源流

通曰康，温柔好乐曰康，安乐抚民曰康，合民安乐曰康。(연원이 유통되는 것, 온

유하고 즐거운 것, 안락하고 백성을 어루만지는 것, 백성과 함께 안락한 것을 강이

라고 한다.)”라고 ‘康’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무엇이든 잘 소통되어야 순조롭게 

창성되듯이 건강이라는 것도 몸의 모든 순환이 잘 통하여야 하는 것이라 하여 지금

의 ‘健康’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建’과 ‘健’의 의미의 차이를 보면, ‘建’은 ‘세우다’는 의미에서 시작하여 후에 ‘쏟아 

붓다’라는 반대의 의미까지 확대되지만9), ‘建’字에서 파생된 ‘健’은 ‘강하다’, ‘힘 있

다’, ‘강건하다’ 등, 모두 힘이 있다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나타내고 ‘建’처럼 반대의 

의미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이는 이미 ‘建’의 기본 의미가 강하게 작용하여 파

생된 글자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확장될 자체적인 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Ⅲ. ‘健’字의 同源字10)

1. 意味의 二重的 擴張

1) 桀

‘桀’의 자형은 나무에 두 발이 올라있는 모양이다. 《诗⋅王风⋅君子于役》 “鸡栖

9) 徐世榮(1985)，古漢語反訓集釋，安徽教育出版社.
10) 서론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建’字와 ‘健’字의 의미 및 의미의 확장 방향을 탐색하여 

비교한 후, ‘健’자의 同源字에 대해서도 의미를 탐구하여 그 의미의 확장 방향을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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于桀。”의 ‘桀’이 나무에 두 발이 올려 있다는 의미에서 닭이 올라가 있는 홰를 의

미하게 되었다. ‘닭은 홰에 오르고’라는 의미는 마치 영웅이 높이 오른 것 같은 이

미지를 갖고 있다하여 ‘俊傑’이라는 글자가 파생되어 나온다. 《辨名記》에도 보면,

“千人曰英，萬人曰桀。”이라 하여 만 명 중에 뛰어난 한 사람을 桀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诗⋅卫风⋅伯兮》 “邦之桀兮。”는 ‘나라의 용사라오’라는 의미로 여기의 

桀, 《墨子⋅非命中》 “初之列士桀大夫，慎言知行。(옛날에 공이 있거나 걸출한 선

비나 사대부들은 말은 신중하고 행동은 민첩하다.)”의 桀, 《荀子⋅宥坐》 “此小人之

桀雄也，不可不诛也。(이것은 소인 중의 호걸이니, 죽이지 않을 수가 없다.)”의 

桀, 《吕氏春秋⋅功名》 “人主贤则豪桀归之。(주군이 현명하면 영웅호걸이 와서 귀

속한다.)”의 桀 등이 뛰어난 용사, 걸출한 선비, 호걸, 영웅 등의 의미이다. 여기에

서 ‘높이 들다’는 의미도 생성되었다. 《左傳⋅成二年》 “齊高固入晉師，桀石以投
人。(제나라의 고고는 진나라 군중에 돌입하여 커다란 돌을 높이 들어 적병에게 던

져서 쓰러뜨리고)”의 ‘桀’이 ‘높이 들다’는 의미이다.

반면에, 《说文解字》에서 “磔也。从舛在木上也。”라 하여 ‘桀는 磔이며 舛가 나

무 위에 있는 의미를 따른다.’고 하였다. 《说文解字注》에서는 ‘桀’을 “磔也”라 하여 

사람을 찢어 죽이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桀’字 원래의 의미가 두 발을 쩍 벌리

고 나무위에 올라가 있는 모양으로 여기에서 두 다리를 쭉 찢는다는 의미가 나온 

것이다. 《說文解字注》에서 또 “裴駰引謚法曰。賊人多殺曰桀。从舛在木上也。通
俗文曰, 張伸曰磔。舛在木上, 張伸之意也(裴駰은 謚法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賊

人을 많이 죽이는 것을 桀이라고 하는데 나무위에 두 발이 있다는 의미를 따른 것

이다. 通俗文에서는 쭉 뻗은 것을 磔이라고 하고, 舛가 나무 위에 있는 것이고, 펴

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集韻》에서도 “磔也。”라고 하였다. 《周禮》 “謂磔爲疈辜。
古人稱桀黠者，其凶暴若磔也。(磔은 죄인을 찢는 것이다. 고대인이 ‘桀黠者’라고 

말한 것은 그 흉포한 것이 마치 책과 같기 때문이다.)11)”라고 하였고, 《諡法》 “賊

글자와 서로 비교하여 이들 의미 확장의 공통점과 상이점 등을 고증한다고 하였다. 이 

장에서는 ‘健’字의 同源字에 대하여 의미 및 그 의미의 확장 방향을 탐색하여 보겠다.
‘健’字의 同源字는 王力(1997)의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劉鈞傑(1999)의 《同源字
典補》, 商務印書館, 그리고 劉鈞傑(1999)의 《同源字典再補》，語文出版社 등의 책을 

참고 하였다.
11) “古人稱桀黠者”의 桀黠者는 아주 흉포하고 교활한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桀은 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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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多殺曰桀。(도적을 많이 죽인 사람에게 걸이라고 한다.)”라 하여, 桀도 磔과 의

미가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桀’은 ‘나무에 두 발을 벌리고 올라가 있다’에서 

‘영웅’, ‘강하다’, ‘높이 올라가다’, ‘높이 들다’는 의미가 확장되어 나왔고, 이와 반대

로 ‘찢어 죽이다’, ‘사람을 많이 죽인 도적’이라는 의미가 생성되어서 諡法에서도 이 

의미를 활용하여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의 시호에 ‘桀’자를 썼다.

2) 偈

汉⋅扬雄의 《太玄⋅阙》에 보면, “其人晖且偈。(그 사람 행동이 빠르고 힘이 세

다.)”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偈’에 대하여 《集韻》에서는 “武也。(굳

세다)”라고 하였다. 《莊子⋅天道篇》 “又何偈偈乎揭仁義。”의 偈가 굳세게 힘을 쓰

는 모양을 의미하여 ‘또 무엇 때문에 힘써 가면서 인의를 내걸고’라는 뜻이다. 반면,

《集韻》과 《韻會》에서는 “息也。”라고 하여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쉬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였다. 《正韻》의 “疾也。(빠른 모양.)”라는 의미와도 완전히 다른 해석이라

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의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해석자의 

주관적인 시각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詩⋅
匪風》의 “匪車偈兮。”와 같은 경우, ‘수레를 빠르게 몰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때

에 따라서는 ‘수레를 잠시 멈추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12)

그러므로 글자에 대한 훈석을 통하여 그 글자 본래의 의미와 그 글자에 대한 의

미 확장의 방향을 파악하는 것은 관련 글자들과의 의미 비교 분석과 문헌 해석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의미가 통한다. 磔은 磔刑이라 하여 옛날 형벌의 한 종류로 車裂刑과 비슷한데 거열형

은 수레에 죄수로 판결된 사람의 머리, 팔, 다리를 묶어서 찢는 것이라면, 磔刑은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여 살과 뼈, 사지 등을 찢는 것이다. 고대인이 ‘桀黠者’라고 말한 것은 

이 사람들의 흉포함과 교활함이 마치 죄인을 책형에 찢어 죽이듯이 잔인하고 흉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2) 《朱傳》에서는 “偈，疾驅貌。”라고 하여 ‘偈’를 ‘빠르게 쫓아가는 모양’으로 해석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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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하다’ 意味의 單線的 擴張

1) 犺
‘犺’은 ‘健壮’한 개를 말한다. 《說文》에도 “健犬也。从犬。亢聲。”라 하여 ‘犺’은 

‘건강한 개’로 ‘犬’의 의미와 ‘亢’소리를 따른다고 하였다. 《玉篇》에서는 “猬也。(고

슴도치)”라고 하였다. 《廣韻》에는 “猰犺，不順。(알강이라고 하는 사람잡아먹는 맹

수로 순하지 않다)”라고 하여 ‘犺’는 맹수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说文解字注》

에도 “健犬也。本謂犬。引伸謂人。从犬。亢聲。(건강한 개를 말하면 본래는 개를 

두고 하는 말인데, 후에 의미가 사람에게 까지 확장되었다.)”라고 하여 ‘犺’이 원래

는 ‘사나운 개’를 말하는 것으로, ‘강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였다.

2) 獷

‘獷’은 《說文》에서 “犬獷獷不可附也。(개가 사나워서 길들일 수 없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獷’은 개가 ‘사납다’는 의미이다. 《廣韻》에서도 “犬也。”라고 하였는

데, 사나운 개를 말함이다. ‘伉’과 ‘獷’은 上古音이 溪紐陽部와 見紐陽部로, 韻部는 

서로 疊韻이 되고, 聲母는 旁紐가 되어 音이 近音이다.13) ‘사나운 개’, ‘개가 사납

다’라는 의미에서 ‘잔혹한 폭력’이라는 의미가 확대되어 나왔다. 《前漢⋅敘傳》 “獷獷

亡秦。(잔혹한 폭력은 진을 망하게 하고)”에 보이는 ‘獷’이 ‘사납다’, ‘잔혹하다’는 의

미이다. 이에 대한 《註》를 보면, “獷獷，麤惡之貌。(광광은 추악한 모양)”라 하여 

‘사납다’는 의미와 ‘추악한’이라는 의미가 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다시 ‘야만

스럽다’는 의미까지도 확대되었다. 《后汉书⋅祭肜传》 “且临守偏海，政移犷俗。(바

닷가를 지역으로 두고 있으면서 정치가 다르고 풍속이 야만스럽다.)”의 犷이 ‘야만

스럽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清⋅黄宗羲 《柳敬亭传》 “年十五，犷悍无赖，犯法當
死，变姓柳(나이 15세에 흉폭하고 무뢰하여 법을 어기고 죽기에 이르렀을 때, 성

을 유씨로 바꾸었다.)”의 ‘獷’도 ‘야만스럽다’, ‘흉포하다’는 뜻이며 여기에는 ‘힘이 강

하다’는 함의가 있다.

13) 上古時代의 聲母와 韻母는 郭錫良(1986), 漢字古音手冊, 北京大學出版社,
(1986)과 李珍華(1999), 漢字古今音表, 中華書局出版的圖書(1999)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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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伉

‘伉’은 ‘힘 있다’는 의미에서 ‘健’과 통한다. ‘伉’은 ‘힘이 있다’, ‘필적하다’, ‘대항하

다’ 등의 의미에서 ‘오만하다’는 의미까지 확장되었다. 《史记⋅仲尼弟子列传》 “子路

性鄙，好勇力，志伉直。(子路는 성격이 거칠고, 다투기 좋아하고 거들먹거리고,

폭력적인 경향이 있으며, 뜻이 오만하고, 고집스럽다.)14)”에 보이는 ‘伉’이 ‘오만하

다’는 의미이다.

4) 剛

刚은 ‘강하다’, ‘강직하다’, ‘올곧다’, ‘고집 세다’ 등의 의미가 있다. 《說文》에서 “彊

斷也。从刀岡聲。”라고 하여 ‘刀의 의미와 岡소리를 따르고, 강하게 끊다’는 의미라

고 하였다. 《廣韵》도 刚은 “强也”라고 하여, 원래의 의미가 강하다는 뜻이라고 하였

다. 《书⋅皋谟》 “刚而塞。(강하면 막힌다.)”의 ‘剛’, 《诗经⋅烝民》 “柔则茹之，刚则
吐之。(부드러우면 삼키고 강하면 뱉는다.)”의 剛, 《老子》 “柔弱胜刚强。(유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의 剛이 ‘강하다’는 뜻이다. ‘강하다’는 의미에서 ‘튼튼하고 

굳세다’는 의미가 확대되어 《增韻》에서 “堅也，勁也”라고 설해하였다. 《司馬光⋅潛
虛》는 “剛，天之道也。(剛이 하늘의 도)”라 하여 ‘굳센 것’을 ‘하늘의 도’라고 하였

다. 《易⋅乾卦》에 “大哉乾乎，剛健中正。(크도다 乾건이여! 굳세고 건실하고 행동

에 지나치거나 모자람이 없으며, 순수하고 정밀하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의 

‘剛’도 ‘굳세다’는 뜻으로 ‘㓻’과 호환하기도 하여, ‘강직하다’는 의미가 생성되었다.

《史記⋅樂書》 “而民㓻毅。(백성들은 강하고 의지가 굳세다.)”의 ‘㓻’이 ‘강직하고 굳

세다’는 의미이다. 《荀子⋅臣道》 “挢然刚折。(의연하고 강직하다.)”의 剛도 ‘강직하

다’는 의미이다. ‘강직하다’는 의미에서 ‘단호하다’는 의미가 파생되었다. 《左传⋅昭
公六年》 “断之以刚。(판단은 단호하게 했습니다.)”의 ‘剛’이 ‘단호하다’는 의미가 있

다. 《论语⋅公冶长》 “吾未见刚者。(나는 아직 강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论

语⋅子路》 “刚毅木讷，近仁。(의지가 굳세고 행동이 과감하며 마음이 순박하고 입

14) “子路性鄙，好勇力，志伉直。” 이 문구에 보이는 ‘伉’은 ‘伉直’의 ‘直’과 연계하여 해석

하여 ‘강직하다’라고 訓詁할 수도 있고, ‘오만하다’고 할 수 도 있으며, 또는 ‘반항적이

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보통은 ‘伉直’의 直과 함께 해석하여 ‘강직하다’
고 訓詁하기도 하지만, 본고는 ‘오만하다’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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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거운 사람은 인에 가깝다.)”등은 ‘강직하다’, ‘굳세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올곧

다’는 의미가 나온다. 《明史⋅海瑞传》 “瑞生平为学，以刚为主，因自号刚峰，天下
称刚峰先生。(서는 평생토록 학문을 함에 강직하고 올곧음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호를 강봉이라고 하여 천하 사람이 강봉 선생이라고 불렀다.)”의 ‘剛’이 ‘올곧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의미에서 ‘고집 세다’는 의미도 확장되어 나온다. 《韩非子⋅
十过》 “鲍叔牙为人，刚愎而上悍。(포숙아는 성정이 고집 세고 억세며 반발심이 강

하다.)”의 ‘剛’이 ‘고집 세다’라는 의미이다.

5) 勁

勁은 ‘강하다’, ‘강건하다’, ‘단단하다’는 의미가 있다. 《說文》는 “彊也。从力巠
聲。(勁은 彊이라고 하고 力의 의미와 巠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다. 《廣韻》에

서는 “健也。”라고 하고, 《增韻》에서는 “堅也, 遒也。”라고 하여, ‘강하다’, ‘강건하

다’, ‘단단하다’, ‘씩씩하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左傳⋅宣十二年》 “中權後勁。
(三軍 중에서 中軍은 主將이 있는 軍隊로서 權謀를 쓰고, 後軍은 精兵을 모은 군

대로서 용감히 싸워 강하다.)”의 ‘勁’도 ‘강하다’는 뜻이다.

6) 勍

《說文》에서 해석하기를 “彊也。从力京聲勍。(勍도 彊을 말하며, 力의 의미와 京

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다. ‘彊’자는 본래 ‘弓’이 ‘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글자

로 引申되어서 ‘힘이 있다’는 보편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春秋傳》에서 “勍

敵之人。(강적의 사람)”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여기의 ‘勍’이 ‘강하다’는 의미이다.

《說文解字注》에 보이는 杜注에서 말하기를 “杜亦曰。勍, 強也。按勍與人部之倞字
音義皆同。而勍獨見左氏。从力。京聲。(勍은 強하다는 것이고, 勍은 人部의 倞

字와 音義가 모두 같으며, 勍은 左氏에만 찾아 볼 수 있다)”라고 하여 勍과 倞는 

모두 ‘강하다’는 의미로 音義가 같다고 하였다.

7) 倞

‘倞’은 《說文》에서 “彊也。从人京聲。”라고 하여 ‘倞’을 ‘彊也’라고 하였으며, 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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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와 京의 소리를 따른다고 하였다. 《廣雅》에서도 “倞, 強也。”라고 하였다.

‘강하다’이외에 ‘경쟁하다’는 의미도 있다. 《詩經⋅大雅⋅桑柔》 “君子实维, 秉心無

倞。15)(영향력 빵빵한 이들이야 실속을 챙겨두었을 테고, 마음들이 한결같아 볏단

처럼 결속되어서 경쟁자 없이 막강한 터라지만)”의 ‘倞’, 《詩經⋅大雅⋅抑》 “無倞維

人, 四方其訓之。(경쟁할 사람이 없이 훌륭한 사람이라면 사방에서 그에게 순종한

다)”의 ‘倞’을 지금은 모두 ‘競’으로 하는데, 《說文解字注》에 따르면, “倞, 彊也。廣
雅。倞, 強也。 箋云。競、彊也。秉心無競傳曰。競、彊也。周頌無競維人傳曰。
競、彊也。執競武王傳曰。執競、競也。箋云。競、彊也。按傳、箋皆謂競爲倞之
假借字也。(倞은 彊이다. 廣雅에서도 倞은 強이라고 하였다. 箋에는 競도 彊이라

고 하였다. 秉心無競에 대하여 傳에서 말하기를 競은 彊이라고 하였다. 周頌의 無

競維人에 대하여 傳에서 말하기를 競은 彊이라고 하였다. 執競武王에 대하여 傳에

서 말하기를 執競은 競이다. 箋에서 競은 彊이라고 하였다. 傳이나 箋에 따르면 

競이 모두 倞의 假借字를 말한다.)”라고 하여 倞도 彊이고, 競도 彊이며, 傳과 箋

에 모두 競은 倞의 假借字16)라고 한다고 하였다. 즉 倞는 ‘강하다’에서 ‘경쟁하다’

는 의미까지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8) 堅

《说文解字》에서 ‘堅’은 “剛也”라고 하여 ‘臤’와 ‘土’의 의미를 따른다고 하였다.

《说文解字注》에서 ‘堅’은 “土剛也”라고 하여 ‘흙이 강한 것을 堅’이라고 한다고 하였

다. 《集韻》, 《韻會》, 《正韻》에서는 “實也, 固也, 勁也”라고 하였다. 《詩⋅大雅》 “實

堅實好。”라 하여 ‘열매가 단단하게 영글고’의 ‘堅’은 열매가 단단한 것을 말한다.

‘단단하다’는 의미에서 ‘굳다’는 의미까지 확대된다. 《後漢⋅雷義傳》 “膠桼自謂堅，
不如雷與。(아교와 옻칠이 굳다 하나 뇌의와 진중보다는 못하리라)”의 ‘堅’는 ‘굳

15) 《詩經》에 보이는 “君子实维, 秉心無倞”의 ‘倞’는 주석서에 따라 글자가 競爭의 ‘競’자로 

되어 있을 수도 있다. 《毛诗》에서는 ‘倞’자를 사용하여 “秉心無倞”이라고 하였다. 의미

에 맞게 고친다면 ‘競爭’의 ‘競’으로 하여야 한다. 번역에 있어서 고대 문헌, 특히 《詩
經》은 함축적인 언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좀 더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16) 여기의 ‘假借字’는 엄밀하게 말하면 ‘通假字’를 말한다. 假借字나 通假字에 대한 개념

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이에 대하여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본고 주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자세히 논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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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의미이다. ‘굳다’는 의미에서 ‘단단하게 얼어붙다’는 의미도 나온다. 《禮⋅月
令》 “季冬之月，水澤腹堅。(계동지월에 물은 굳게 얼어붙다)”의 ‘堅’은 ‘물이 얼어

버린’ 것을 말한다. 물이 얼어버렸으니, 아주 단단하고 강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강

하다’는 의미로 연결이 된다. 부대 중에서 대장이 있는 부대를 中軍이라고 하고 이 

中軍이 가장 강한 부대이다. 그러므로 中軍을 中堅이라고도 한다. 《後漢⋅光武紀》

“衝其中堅。”이라고 하여 ‘그 가장 강한 정예부대를 향하다.’의 ‘堅’은 ‘가장 강한 부

대’를 의미한다. 《諡法》 “彰義掩過曰堅。(옳은 것을 뚜렷이 드러나게 하고 잘못을 

가리는 것을 견)”라고 하여 諡法에 따르면 흔들리지 않고 의를 옳게 드러낸 사람의 

시호에 ‘堅’자를 쓴다고 하였다.

9) 競

‘競’는 ‘경쟁하다’는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된다. 이 ‘경쟁하다’는 의미는 ‘쫓다’라는 

의미를 생성하였다. 《說文》에서 “彊語也。一曰逐也。从誩，从二人。(강하다는 말

이다. 혹은 뒤쫓아 가다라고도 한다. 誩의 의미와 二人의 의미를 따른다.)”라고 하

였으며, 《说文解字注》에서는 “競, 彊語也。競彊曡韵。彊語謂相爭。从誩二人。從
二人二言也。(競은 彊이라는 말이다. 競彊은 첩운이다. 彊이라는 말은 서로 다툰

다는 말이다. 誩과 두 개의 人의 의미를 따른다. 두 사람과 두 가지 말이라는 의미

이다)”라고 하여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누가 강한지를 경쟁하는 것으로 두 명

의 사람과 두 개의 言으로 이루어진 글자라고 하였다. 《集韻》에는 ‘’字이나 ‘傹’字

로도 한다고 하였다. 《左傳⋅僖七年》 “心則不競，何憚于病。(경쟁하는 마음이 없

다면 왜 근심 걱정을 하랴.)”의 ‘競’, 《詩⋅商頌》 “不競不絿。(경쟁도 하지 말고 성

급하게 굴지도 말며)”의 競 등이 역시 ‘경쟁하다’는 의미이다. ‘경쟁하다’는 의미에서 

‘왕성하다’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增韻》은 “盛也。”라 하여 ‘왕성하다’는 의미라고도 

하였다. 《韻會補》에서 ‘倞也’, 《爾雅⋅釋詁》에서 “競이 彊也”라고 하여 ‘강하다’, ‘강

성하다’는 의미로도 확대되었다.

《左傳⋅昭三年》 “二惠競爽。(혜공의 두 자손, 자아와 자미의 세력이 강성했을 

때는 오히려 괜찮았지만)” 의 ‘競’이 ‘강성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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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其他 字義에서 ‘강하다’字義로의 발전

1) 强

‘强’은 ‘쌀 바구미 벌레’, ‘부지런하다’, ‘강하다’, ‘굴하지 않다’, ‘강력하게 요구하

다’, ‘꾸짖다’ 등의 의미가 있다. 《說文》 “强, 蚚也。从虫弘聲”라 하여, 强은 원래 

‘쌀 바구미 벌레’라는 의미로 ‘虫’의 의미와 ‘弘’의 소리를 따른다고 하였다. 또 “籒文

强从䖵从彊。”라 하여 ‘强’자를 ‘籒文’에서는 ‘䖵’과 ‘彊’의 의미를 따른 ‘’라 한다고 

하였다. 《玉篇》에서도 “米中蠹。”라 하여 쌀벌레를 말한다고 하였고, 《爾雅⋅釋蟲》

에도 보면 “蛄䗐，強䖹。”이라 하여 역시 ‘쌀 바구미’를 말한다. 《註》에 보면, “今米

榖中小黑蟲是也。建平人呼爲䖹子。(쌀 곡식 중에 보이는 검고 작은 벌레를 말하

며 建平 사람은 䖹子이라고 부른다.)”라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조그마하

고 검은 색의 쌀 바구미는 ‘힘쓰다’, ‘부지런하다’는 의미로도 확대되었다. 《集韻》에

서 “勉也。”라고 하여 ‘힘쓰다’, ‘권하다’라는 의미라고 하였다. 《爾雅⋅釋詁》에서도 

“勤也。”라 하여 ‘부지런하다’는 의미라고 하였다. 《说文解字注》에서는 말하기를 “叚

借爲彊弱之彊。”라 하여 가차되어 강약의 강이 되었다고 하였다. 《禮⋅中庸》 “或勉

強而行之。(혹 강제로 힘써서 그것을 행하는데)”의 ‘强’이 ‘彊’과 통하여 사용된 것

이다. 《说文》에서 “彊，弓有力也。”라 하여 본래는 궁이 힘이 있는 것을 彊이라고 

하였다. 《廣韻》에서 “剛, 強也, 健也”라고 하여, 強이 ‘강건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禮⋅曲禮》 “四十曰強而仕。(나이 40이 되어 강건한 관리가 

되다.)”의 ‘强’이 ‘강건하다’는 의미이다. 《疏》에 보면 “強有二義，一則四十不惑，是
智慮強。二則氣力強也。(強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四十이 不惑이라는 

것으로 智慮가 매우 강한 것을 말하고, 둘은 氣力이 강한 것이다.)”라고 强에 대하

여 설명하였다. 《中庸》 “雖愚必明，雖柔必強。(비록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밝게 되고 비록 유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

여 ‘强’이 ‘강하다’는 뜻임을 말하였다. ‘강하다’는 의미 속에는 ‘이기다’는 의미도 함

축되어 있다. 《集韻》에서 “勝也。”라고 하였다. 《禮⋅中庸註》 “南方以舒緩爲強，北
方以剛猛爲強。(남방 사람들은 느릿느릿한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여기고 북방 사

람들은 맹렬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에 보이는 ‘强’이 ‘이기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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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이다. ‘强’이 또 ‘襁’과 통하기도 하는데, 《類篇》에서 “強，負兒衣。”라고 하여 

아이를 엎는 포대기라고 하였다. 《史記⋅魯周公世家》 “成王少在強葆之中。”에 보

면 ‘성왕이 어려서 강보에 있을 때’라고 하여 ‘襁褓’의 ‘襁’을 원래는 ‘强’이라고 하였

음을 알 수 있다. 《註》索隱에도, “強葆卽襁褓。”라고 하였다. ‘강하다’는 의미에서 

약한 아이를 싸매는 포대기라는 의미로 확대되면서, ‘襁’字가 생성된 것이다. 또 ‘강

하다’는 의미에서 ‘화목하지 못하고 억지스럽고’, ‘고집이 세다’는 의미로도 확장되었

다. 《韻會》에서는 “木強，不和柔貌。”라고 하여 ‘나무처럼 강하여 유화하지 못하고’

고집이 세어 남에게 호락호락하게 굽히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前漢⋅
周昌傳贊》 “周昌，木強人也。”를 《註》에서 해석하기를 “言其強質如木石然。”라고 

하여 ‘그 강한 성질이 목석과 같다’라고 풀이하고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正韻》에서 “自是也，㑃也。”라고 하여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패려궂은 것을 말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강하다’, ‘고집 세다’는 의미에서 잘못을 고치라고 ‘권하다’, 혹은 잘못을 고

치지 않아서 ‘꾸중하다’는 의미까지 확장이 된다. 《周禮⋅地官》 “正其行，而強之道
藝。(그들의 품행을 바르게 규정하고 그들이 도예를 배울 것을 적극 권면 한다.)”

의 ‘强’은 ‘권면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권면하다’에서 더 나아 가면 ‘강력히 요

구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荀子⋅臣道篇》에 “率羣臣百吏，而相與強君曰橋
君。(신하 백관들을 이끌고 함께, 군주에게 잘못을 고치라고 강력히 요구하다.)”17)

의 ‘强’이 ‘강력히 요구하다’는 의미이다. ‘강력하게 요구하다’에서 ‘꾸중하다’는 의미

까지 확장되어 갔다. 《禮⋅樂記》의 “強而弗抑則易。(꾸중하되 억압하지 않으면 편

안하게 학업하게 된다.)”의 《疏》에 보면 “師但勸強其神識，而不抑之令曉，則受者
和易。”라고 하여 ‘스승이 단지 그 정신을 권면하며 꾸중을 하거나 너무 심하게 억

압하지 않고 알게 하면, 학생이 편안하고 쉽게 공부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强’은 

원래 ‘쌀 바구미’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점차로 ‘강하다’는 의미, ‘꾸중하다’는 의미

로까지 확장되었다.

17) 《註》에 보면, “橋音矯。”라 하여 橋는 음이 같은 矯자의 通假字로 사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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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朅

‘朅’는 ‘가다, 떠나가다, 어디, 씩씩하게’라는 의미이다. 원래, ‘가다’는 의미, ‘왕래

하다, 거기에서 떠나가다,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라는 의미에서 ‘어디’라는 의미가 

파생되었고, 다시, ‘씩씩하게 가다’는 의미를 더하여, ‘씩씩하게’ 라는 의미도 파생되

었다. 《說文》에서도 “去也。从去曷聲。”라 하여 ‘朅’는 ‘去’라는 의미이고 ‘去의 의

미와 曷의 소리를 따른다.’고 하였다. 《说文解字注》에서 “朅, 去也。思玄賦舊注、
劉逵蜀都賦注皆同。按古人文章多云朅來。猶往來也。(朅는 去라는 의미이고, 思

玄賦의 舊注나 劉逵이 지은 蜀都賦의 注가 모두 동일하고, 古人이 문장을 쓸 때,

朅來라고 많이 하였는데 往來와 비슷한 뜻)”라고 하였다. 《前漢⋅司馬相如傳》 “回

車朅來兮。(수레를 돌려 돌아오는 길에)”에 보이는 ‘朅’는 ‘가다’는 의미이다. 《楚

辭⋅九辯》 “車旣駕兮朅而歸。(수레를 타고 돌아가고 싶어도)”의 ‘朅’은 ‘떠나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어디로 떠나는지 그 장소를 의미하기도 한다. 《吕氏春秋⋅贵
因》 “膠鬲曰：朅至？(교격이 물어보기를 어디를 가는가?)”의 ‘朅’이 ‘어디’라는 의미

이다. 다음으로는 ‘씩씩하게, 용감하게, 강하게’라는 의미가 생성되었다. 《詩⋅衞風》

“庶士有朅。(따르는 무사들 씩씩하기도 하네.)”의 ‘朅’은 《傳》에 “朅，武壯貌。”라고 

하였듯이 ‘朅’은 ‘씩씩한 모양’이라고 하였다. ‘朅’는 ‘가다’는 의미에서 후에 ‘씩씩하

다, 강하다’는 의미로 확장이 되었다.18)

지금까지 알아본 글자들의 상고음의 관계를 잠시 점검하도록 하겠다. 健은 群紐

元部로 溪紐陽部인 ‘伉’字, ‘犺’字와는 群溪旁紐, 元陽通轉이 된다. 성모 群紐와 

溪紐는 같은 牙音으로 旁紐가 되고, 韻母인 元部와 陽部는 韻尾의 발음 부위는 

다르지만 元音이 같은 通轉이 된다. 見紐陽部인 ‘獷’字와는 마찬가지로 群見旁紐,

元陽通轉이 된다. 見紐陽部인 ‘剛’字, ‘强’字는 ‘健’字와 見群旁紐, 元陽通轉이 되

고, 見紐인 ‘剛’字와 ‘堅’字는 성모가 같아서 雙聲이고, 韻母는 陽部와 眞部로 通轉

이다. 朅桀偈은 群紐雙聲, 月部疊韻이고, 韻母는 元部인 ‘健’字와 月元對轉이 된

다. 健과 勁, 勍 倞, 競의 上古音 관계는 聲母가 見群旁紐이고 韻母가 耕陽旁轉

이 된다. 이와 같이 이들 글자들은 上古音이 近音이며, 의미 또한 서로 통하므로 

18) ‘朅’字 같은 경우의 글자는 형용사, 동사, 의문부사 등 實辭義와 虛辭義를 겸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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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源字라고 볼 수 있다.19)

다음은 지금까지 알아본 ‘建’字와 ‘健’字의 字義, 字義 擴張의 방향, ‘健’字 同源

字 字義의 특징 등에 대한 이해를 돕고 글자간의 의미를 쉽게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建’字의 의미를 중심으로 글자 표의 의미 란을 세 칸으로 나누어 이들 글자

들의 의미를 최대한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였다. 의미(1)은 ‘建’字의 1차적 의미를 

말하고 의미(2)는 2차적 의미, 의미(3)은 3차적 의미이다. 이들 의미란 밑에 순차

적으로 ‘健’字와 ‘健’字 同源字들의 글자 의미를 정리하였다.

<표 1 ‘建’字, ‘健’字 및 ‘健’字 同源字 字義>

19) 王力(1997), 《同源字典》, 商務印書館, p.341. 劉鈞傑(1999), 《同源字典補》, 商務印
書館, p.205.

글자와 의미 의미 (1) 의미 (2) 의미 (3)

建 세우다 강하다 뒤엎다

健 강하다20)

桀 나무에 오르다 영웅 찢어 죽이다

偈 빠르고 세다 굳세다 쉬다

犺 건강한 개 강하다 참고: 犺과 獷의 기
본 의미에 ‘강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
다고 보았다.

獷 개가 사납다
흉포하다
강하다

伉
힘 있다
강직하다
오만하다

참고: 이들 글자들의
확장 의미는 모두 기
본적으로 ‘강하다’는
의미와 통하는 의미
들만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았다.

剛
강하다
올곧다

勁
강하다
씩씩하다

勍 강하다

倞
강하다
경쟁하다

堅
단단하다
강하다

競
경쟁하다
강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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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結論

‘세우다’는 ‘建’의 본래 字義이다. ‘建’은 이 외에 거꾸로 ‘쏟아 붓다’는 의미까지도 

확장 되었다. 이 과정에서 ‘建’은 ‘건강하다’, ‘강건하다’는 의미도 나타내는 데 이러

한 의미는 ‘健’과도 통한다. ‘建’과 ‘健’은 의미상에 있어 서로 통하는 점도 있으면서,

차이점도 찾아 볼 수 있다. ‘建’은 ‘세우다’라는 의미에서 ‘쏟다’라고 하는 반대의 의

미로 확장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하다’는 ‘健’字가 파생되었다. ‘健’은 ‘建’의 기본

적인 의미인 ‘세우다’와 ‘강하다’는 의미가 어휘의 전체적인 뜻으로 사용되면서, 완전

히 그 반대의 의미로까지는 확장되지 않았으나, 어휘는 계속 파생되고 있으므로 가

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다.

‘健’의 同源字들 중에는 의미에 있어서 ‘建’과 동일하게 反訓으로까지 확장된 글

자도 있었다. 예를 들면, ‘偈’와 같은 경우는 원래 ‘빠르다’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멈

추고 쉬다’는 의미로까지 訓釋이 되었다. ‘桀’의 자형은 ‘나무에 두 발을 얹어 놓고 

있는 모양’으로 원래 ‘나무에 오르다’는 의미인데, 이 의미에서 ‘높이 있다’는 의미,

‘영웅’이라는 의미, ‘강하다’는 의미가 확장되어 나왔다. 그런데 또 ‘나무에 두발을 

쩍 벌리고 있는 모양’에서 ‘찢어 죽이다’, ‘많은 사람을 죽인 도적’이라는 의미도 파

생되었다. 이렇게 ‘偈’字와 ‘桀’字 같은 경우는 의미가 단선적인 하나의 방향으로 확

20) ‘健’字의 의미는 이외에도 ‘굳건하다’, ‘민첩하다’, ‘출중하다’, ‘재능이 있다’, ‘잘 한다’ 등
등의 의미가 있으나 이들 모두 기본적으로 강하다, 강건하다는 의미와 통하므로 글자 

표에는 강하다는 의미만 수록하였다. 다만 ‘健’字도 의미의 확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므로 ‘建’字와 같이 反意로 확대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 현재는 ‘健忘症’이라는 어

휘에서 볼 수 있듯이 ‘잘 한다’는 의미의 확대가 反意로 가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글자와 의미 의미 (1) 의미 (2) 의미 (3)

强 쌀 바구미
부지런하다
강하다
이기다

참고: 强과 朅의 기
본 의미는 ‘강하다’라
는 의미와 다르다고
보았다.

朅 떠나가다
씩씩하다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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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되지 않고,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도 의미의 확장이 일어나서, 의미의 이중적 

확장이 발견되었다.

어떤 글자들은 단일한 방향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예를 들면, ‘강하다’나 혹은 

이와 관련이 있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유사한 의미들이 파생된 ‘伉’, ‘犺’, ‘獷’, ‘剛’,

‘勁’, ‘勍’, ‘倞’, ‘競’, ‘堅’와 같은 글자들이다.

‘伉’은 힘이 있다는 의미에서 오만하다는 의미까지 확장되었다. ‘犺’은 ‘사나운 개’,

‘獷’은 ‘사납다’에서 ‘강하다’, ‘폭력’, ‘야만’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剛’은 ‘강직하다’

에서 ‘올곧다’, ‘고집 세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競’은 ‘경쟁하다’는 의미에서 ‘강하

다’는 의미로 확장되었다. ‘堅’은 ‘단단하다’는 의미에서 ‘강하다’는 의미로 확장되었

다. ‘勁’, ‘勍’, ‘倞’은 기본적으로 ‘강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어떤 글자들은 본의에서 확장된 이후에야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면, ‘强’자는 원래 ‘쌀 바구미’라는 의미에서 출발하여 ‘부지런하다’, ‘강하다’, ‘요구

하다’, ‘꾸짖다’는 의미로 확장이 되었다. ‘朅’은 ‘가다’는 의미에서 시작하여 ‘어디로’,

‘씩씩하게’, ‘강하다’라는 의미로 확장이 되었다.

‘健’의 同源字들은 글자의 의미에 기본적으로 ‘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글자

에 따라서는 의미의 확장이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강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도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建’字과 ‘健’字의 상용의미와 확장의미 및 이 글

자들로 구성된 어휘들의 의미까지도 잘 이해할 수 있고, 이들 同源字와의 의미 비

교 분석도 가능하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한자 교육뿐만이 아니라, 한자 어휘 교육

에도 참고 자료가 될 것이며 문자 해석 및 문헌 해석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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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The meaning of Jian(建) is to erect. The meaning of Jian(健) is

healthy, strong. These two letters are connected to each other. Jian

(建) also means to pour out. Jian(建) is a letter with two opposing

meanings.

Jian(健) has only basic meaning and extended meaning. Jian(健) has

no objection.

Some of the root letters with Jian(健) have only basic meaning

and basic extended meaning. Some letters like Jian(建) have two

opposite meanings. Some letters are originally meant to be strong.

Some letters were originally meant to mean something else, but later

expanded to mean strong.

For example, 强 is originally a rice bug. It was later expanded

to mean diligent, strong, demanding, and chastening. 偈 means

originally fast. It was later expanded to mean fast, strong, brave.

This letter has the meaning of fast and rest. This letter also has

the opposite meaning.

The following letters are extended cases in a sense similar to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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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direction. 伉 means that there is power. This letter was

extended to mean arrogance. 犺 is a wild dog. 獷 was extended to the

meaning of wild, strong, violent, barbarous. 剛, 勁, 勍, 競, 堅, 倞

that means basically strong. 桀 and 朅 were originally expanded to

mean strong in other terms.

We hope that such research can be applied to character and

literature interpretation.

【主題語】

세우다, 강하다. 동원자(同源字), 반의(反義), 상용의

树立，强健，同源字，反义，常用义
Set up, strong, same root letters, contrary sense, common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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