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古今字와 字形 派生의 계 연구*

오제 **
1)

◁ 목 차 ▷

Ⅰ. 서 론

Ⅱ. 古今字의 字形 派生

Ⅲ. 古今字와 通假字의 계

1. 古今字와 通假字의 생

2. 古今字와 通假字의 字例

Ⅳ. 古今字와 異體字의 계

1. 古今字와 異體字의 생

2. 古今字와 異體字의 字例

Ⅴ. 결 론

【國文提要】

古今字는 동일 어휘에 대한 서로 다른 문자 형식의 일종으로 今字로 古字를 풀

이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언어가 문자로 기록된 이후 어휘와 문자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단계에서 古今字는 漢字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通假字와 異體字는 이러한 古今字와 연계되면서 또 때로는 독립적으로 자형의 派

生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經典의 정확한 字義 파악을 위해서 등장한 古今

字는 자형의 派生을 통해 한자의 表意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古今字는 通假字와 異體字 등의 언어적 개념과 일정 부분 교차되므로 각자의 개별

적인 기능을 이해하고 구분하는 것은 자형 파생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

요하다. 결론적으로 古今字와 通假字 그리고 異體字는 각자의 독립적인 언어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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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을 가지고 漢字의 발전에 기여했으며 그 가운데 특히 古今字는 漢字 자형의 파

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I. 서 론

古今字는 사용 시기의 차이에 따른 동일 어휘에 대한 서로 다른 문자 형식의 일

종으로 今字로 古字를 풀이하는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古今字의 개념은 일

찍이 漢代 經學家들이 당시에 통용되던 今字로 古字를 해석하는 훈고학적 訓釋 

과정에서 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淸代 이전까지는 古今字에 대한 이와 

같은 대략적인 개념만 있을 뿐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淸代에 

들어서며 證學과 說文解字1) 연구 등의 발전으로 언어문자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특히 段玉裁와 王筠 등에 의해 처음으로 古今字에 대한 이론

적 개념이 일정 부분 정립되어 古今字의 실체 파악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古今字에 대한 시각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

다. 특히 일부 연구자들은 通假字와 異體字 등의 개념을 古今字와 동일시하거나 

그 개념을 혼용하여 다루어 혼란을 가중시켰다.

언어가 문자로 기록된 이후 지속적으로 어휘가 만들어지고 문자가 끊임없이 변화 

발전하는 단계에서 古今字는 漢字의 자형 파생에 상당히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였

다. 그리고 通假字와 異體字는 이러한 古今字와 때로는 연계되면서 또 때로는 독

립적으로 자형의 派生 및 발전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이들 

각자의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 못지않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字形의 파생

에 관해서 지금까지의 주된 시각은 주로 甲骨文 등의 古文字에서 隸書 이후의 近

代문자로의 자형의 외형적인 변화에만 주목하였다. 하지만 한자 字形의 派生 과정

을 살피기 위해서는 상호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 언어와 어휘 그리고 문자의 개

념을 입체적으로 함께 고려해야 한다.

 1) 이하 許愼의 說文解字는 說文으로, 段玉裁의 說文解字注는 段注 등으로 줄

여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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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古今字와 字形 파생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古今字를 비롯한 通假字

와 異體字의 자형 파생의 상관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字形을 

예로 들어 그 관련 여부와 객관적 실체를 입증하고 이와 같은 검증 결과를 토대로 

古今字가 한자 자형 파생에 끼친 영향 관계를 핵심 주제로 다룰 것이다. 한편 본고

는 필자의 선행 연구인 淸代 학자들의 古今字 이론에 관한 후속 연구의 성격 또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를 통해 얻어진 이론적 결과를 바탕으로 通假字와 

異體字 등 자형의 파생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하여 다룰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古今字와 通假字 그리고 異體字의 자형 파생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들

이 文字學과 訓詁學을 포함한 중국의 언어학 영역에서 차지하는 학술적 가치를 살

펴보는 것이 본고의 최종 연구 목적이다.

Ⅱ. 古今字의 字形 派生

古今字는 언어와 문자의 발전 과정 중 탄생한 일종의 ｢古今異字｣ 현상이다. 古

今의 字義2)를 구별하고 동시에 本字인 古字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本字의 자

형에 기초하여 偏旁을 늘리거나 변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문자인 今字를 만드는 

것으로 자형 구조에 있어 古今字는 일반적으로 ｢造字相承｣의 관계를 가지고 있

다.3) 古今字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내용은 漢代 학자들이 儒家의 經典을 注釋하

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과거의 언어를 현재의 언어로 풀이하는 일종의 同音字

라는 것이다. 따라서 古今字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訓詁學 영역의 일종으로 經

典에서의 문자와 어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4) 즉 고문헌의 訓釋

 2) 고대 漢語에서는 문자와 어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字義와 

詞義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古今字 역시 古今의 字義 이외에 경우

에 따라 詞義를 나타내기도 한다. 

 3) 洪成玉, 古今字, 1쪽.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古今字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

은 바로 ｢古今異字｣와 ｢造字相承｣이다. 특히 造字相承의 관계를 통해 대다수의 古今

字가 만들어지며 편방을 변화시켜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造字相

承｣을 ｢조자 계승｣의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한다.

 4) 裘錫圭, 文字學槪要, 257쪽. ｢由于講古今字的目的主要在于注釋古書字義, 而不在

于說明文字歷史.｣(고금자를 논하는 주요한 목적은 고서의 자의를 주석하는 것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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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용되어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므로 이러한 역할과 비교

해서 문자의 派生 기능은 다소 약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관점을 바꿔서 앞서 

언급한 ｢造字 계승｣을 자형의 변화에 따른 派生의 일환으로 본다면 古今字와 자형

의 파생과는 분명한 상관성을 찾을 수 있다.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음성 언어를 기록하는 수단이 등장

하기 이전에는 문자는 언어를 저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따라서 문자에는 

이러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시각적, 음성적, 인지적 측면이 字形, 字音, 字義를 통

해 모두 담겨있다. 한자를 구성하는 이와 같은 필수 요소 가운데 특히 字義는 가장 

근원적인 의미인 本義 이외에 여기서 파생되는 引伸義 그리고 本義와 무관한 假借

義 등의 다양한 義 (의미 갈래)으로 나누어진다. 이것은 언어가 발전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특히 문자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上

古 시기에는 언어를 표현하기 위한 문자의 부족으로 인해 하나의 문자가 本義 이

외에 引伸義 또는 假借義를 가지고 있는 一字多義 현상이 빈번하게 발견된다. 그

러나 이후 언어와 문자의 관계가 정교하게 자리 잡으면서 古字가 부담하는 많은 義

(의미 갈래)의 하나를 전담하는 今字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古今字 

발생의 기본 과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古字가 여러 개의 義 (의미 갈래)을 나

타내는 반면 今字는 그 가운데 일부만을 담당하게 된다. 이처럼 古今字란 동일한 

字義 혹은 詞義가 시대의 先後에 따라 異形의 문자로 표기되는 현상으로 시대를 

관통하는 通時的 개념의 훈고학 용어이다. 정리하면 古今字의 탄생 원인은 上古 

시대에는 하나의 字形이 여러 어휘를 겸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후에 자형이 파

생되고 分化5)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즉 分化字6)가 

자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다.) 즉 甲骨文과 金文 등의 古文字와 隸書 이후의 

近代 문자 등을 다루는 시대에 따른 한자 자형의 차이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이다.

 5) 裘錫圭, 文字學槪要, 214쪽. ｢分散多義字職務的主要方法, 是把一個字分化成兩個

或幾個字, 使原來由一個字承擔的職務, 由兩個或幾個字來分擔.｣ (여러 의미를 가지

고 있는 다의자의 직무를 분산시키는 주요한 방법은 하나의 글자를 둘 또는 몇 개로 분

화하여 원래 하나의 글자가 부담하던 직무를 둘 또는 몇 개의 문자로 분담시키는 것이

다.) 

 6) 分化字와 古今字는 서로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今字는 古字에 대한 分

化字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本字에서 분리된 分化字를 古今字와 완전히 동

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 分化字는 분리 과정에 의한 결과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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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어휘 중의 하나를 전담하게 되면서 기존 문자와 후에 만들어지는 문자 사이에

는 시간적인 차이가 발생하므로 古今字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古今字 자형 파

생의 주요한 특징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知-智

說文, ｢知, 詞也.｣7) (知는 글이다.)

段注, ｢此詞也之上, 亦當有識字. 知智義同, 故智作知.｣ (이 ‘글’이라는 것 위

에는 마땅히 ‘알다’라는 문자가 있어야 한다. 知와 智의 자의가 같아서 智를 知로 

적는다.)

表意 문자인 漢字는 古文字 단계에서는 字形으로 字義를 판단하는 것이 일정 

부분 가능했지만 字形의 변화와 字義의 추가로 이러한 表意 기능이 점차 약화되었

다. 따라서 本字에 形符를 추가하여 의미 기능을 강화하였고 결과적으로는 字形의 

파생을 가져왔다. 知의 본의는 많은 도리와 이치를 이해하는 지식이며 먼저 이러한 

知識이 많아진 뒤에 智慧가 생긴다. 따라서 知는 知識과 智慧라는 字義를 겸하게 

되었다.8) 이후 지혜를 전담할 수 있는 智를 만들게 되었고 따라서 知와 智는 古今

字이다. 즉 古字에 새로운 偏旁이 추가됨으로써 今字는 本字의 여러 字意 중 특정

한 의미를 부각시키는 장점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古今字는 문자의 발전 과정에

서 한 글자가 여러 字義를 가지는 一字多義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혼란과 한자의 

表意 기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② 益-溢

說文, ｢益, 饒也. 从水皿. 水皿, 益之意也.｣9) (益은 넉넉함이다. 水와 皿으

로 이루어졌다. 그릇의 물이 넘친다는 뜻이다.)

說文, ｢溢, 器滿也. 从水益聲.｣10) (溢은 그릇이 가득 찬 것이다. 形符인 水

는 반면에 古今字는 선후 관계에 의한 상대적 개념이 보다 강하다.

 7) 許愼, 說文, 五篇下, 二十五.

 8) 古代漢語詞典編寫組, 古代漢語詞典, 2018쪽. ‘知’字下, ｢智慧, 後作‘智’.｣
 9) 許愼, 說文, 五篇上, 四十八.

10) 許愼, 說文, 十一篇上, 三十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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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聲符인 益으로 이루어졌다.)

古今字는 자형의 파생을 통한 形聲字의 탄생에도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 本字에 

形符인 편방이 더해지며 本字는 聲符가 되면서 결국 今字는 形聲字를 이루게 된

다. 益의 本義는 그릇의 물이 넘치는 것으로 ‘넉넉함’, ‘풍족함’의 字義를 갖는다. 

金文 등을 살펴보면 益은 물이 넘친다는 뜻을 가진 溢의 古字이다. 따라서 益은 

물이 그릇에 담긴 것으로 가득 차면 넘친다는 字義가 이미 분명하다. 하지만 여기

서 引伸되어 ‘더하다’, ‘이롭다’ 등의 새로운 字義가 생기자 偏旁을 더한 溢을 만들

어 그 本義를 대신하였다. 따라서 益과 溢은 古今字를 이루며 今字인 溢은 古字 

益을 聲符로 하는 形聲字가 된다. 아울러 古今字를 통해 金文 등 고문자의 字義 

유추에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今字인 溢을 통해 益의 고문자가 물이 넘친

다는 字義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다 분명히 판단할 수 있다.

③ 溢-鎰

古今字는 시간상의 先後를 가지고 있으나 그 관계는 상대적인 것이다. 즉 古今

字는 字形의 파생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서로 다른 層位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

면 溢의 本義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릇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치는 것이다. 후

에 여기서 계량의 단위로 引伸되어 十六兩이 넘는 것을 溢이라고 하였다. 鎰의 本

字는 溢이다. 計量을 할 때 주로 黃金을 사용하므로 水의 편방을 金으로 바꾸고 

별도로 鎰을 만들어 계량 단위로 사용하게 되었다.11) 따라서 溢과 鎰은 古今字이

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앞선 예의 古今字 益과 溢에서는 溢이 今字이지만 溢과 

鎰의 古今字 관계에서 溢은 도리어 古字가 된다. 이처럼 古今字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문자의 발전에 따라 상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지속적

으로 자형이 파생된다.

11) 洪成玉, 古今字字典, 5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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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古今字와 通假字의 계

1. 古今字와 通假字의 생

古今字의 자형 파생에서 주목할 것은 義 (의미 갈래) 분담의 과정에서 假借義

를 담당하는 今字의 발생이 결과적으로는 假借字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같다는 것

이다. 이에 관해 淸代의 王筠은 分別文의 개념으로 古字에서 今字가 파생되는 과

정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字有不 偏旁而義已足 , 則其偏旁爲後人遞加也. 其加偏旁而義遂異 , 是

爲分別文, 其種有二. 一則正義爲借義所奪, 因加偏旁以別之 也. 一則本字義

多, 旣加偏旁, 則祗分其一義也.12) (편방이 더해지지 않아도 의미가 이미 충분한 

문자에서 그 편방은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 더해진 것이다. 이처럼 편방이 더해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분별문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

는 본의가 가차의에 빼앗겨 편방을 더해 그것과 구별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원

글자의 의미가 여럿이라 편방을 더해 그 중 하나의 의미만을 따로 분리하는 것이

다.)

王筠은 문자의 파생 과정에서 偏旁인 자형의 연관성 여부를 가지고 古今字를 구

분했으며 이로써 古今字의 含意와 범위를 명확하게 限定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후

대 사람들에 의해 변화된 자형에 의해 의미가 변한다는 것은 通時的 관점의 古今

字와 동일한 개념이다. 특히 그가 제시한 分別文의 두 번째 종류인 자형을 변화시

켜 원글자의 일부 의미를 분리한다는 것은 古字의 義 (의미 갈래) 중 일부를 今

字에게 부여하는 古今字 이론과 완전히 일치한다. 王筠이 제시한 古今字가 만들어

지는 두 가지 경로인 假借와 引伸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鬚 

說文, ｢ , 頤下毛也. 从 彡.｣13) ( 는 턱 밑의 털이다. 과 彡으로 이루

12) 王筠, 說文釋例, 卷八, 一.

13) 許愼, 說文, 九篇上, 十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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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段注, ｢俗假 爲 , 別製䰅鬚字.｣ (민간에서는 를 가차하여 로 삼아서 

별도로 수염을 나타내는 鬚를 만들었다.)

의 本義는 수염이지만 사용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字義로 假借되었다. 따라서 

의 자형을 기초로 하여 偏旁을 더해 새롭게 鬚를 만들어 의 本義를 대체하였

다. 따라서 와 鬚는 古今字이다. 이처럼 本字가 假借되어 이것의 本義를 위해 

새로운 글자를 만들 때 本字와 새로운 글자는 古今字의 관계가 이루어진다. 

② 昏-婚

說文, ｢昏, 日冥也.｣14) (昏은 날이 어두운 것이다.)

說文, ｢婚, 婦家也. 禮, 娶婦以昏時.｣15) (婚은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이다. 

예에 따르면 저녁 무렵에 아내를 맞이하였다.)

昏의 本義는 황혼으로 해가 진 뒤에 날이 어두워지기 이전의 시간이다. 고대의 

婚禮는 일반적으로 이 시간대에 거행되었다. 따라서 先秦 시기의 고서에서는 婚을 

많은 경우에 昏으로 적었다. 이후 昏의 자형을 기초로 하여 새롭게 偏旁을 더한 婚

을 만들어 본래 昏이 가지고 있는 혼례의 의미를 분담하면서 昏과 婚은 古今字가 

되었다. 이처럼 字義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本字의 義 (의미 

갈래)을 분담하는 과정에서 古今字가 만들어진다.

③ 奉-捧

說文, ｢奉, 承也. 从手廾.｣16) (奉은 받드는 것이다. 手와 廾으로 이루어졌다.)

段注, ｢按此字 竦其兩手, 以有所奉也.｣17) (이 문자(廾)는 두 손을 공손히 

하고 받드는 것이다.)

14) 許愼, 說文, 七篇上, 七.

15) 許愼, 說文, 十二篇下, 五.

16) 許愼, 說文, 三篇上, 三十五.

17) 段玉裁, 段注, 三篇上, 三十五. 廾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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奉의 本義는 양손으로 물건을 공손히 받들어 바치는 것이다. 후에 여기서 ‘받들

다’, ‘섬기다’ 등의 字義가 引伸되자 本義를 선명히 드러내기 위해 偏旁인 手를 첨

가하여 捧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奉과 捧은 古今字의 관계를 이룬다. 즉 앞선 昏

과 婚은 引伸義를 위해 今字가 만들어진 예라면 奉과 捧은 本義를 위해서 今字가 

만들어진 것으로써 탄생 배경의 차이가 있다.

이처럼 本字에 편방이 더해지는 과정을 거치며 字形을 통해 정확한 字義를 찾을 

수 있는 ｢因形求義｣에 더욱 적합하게 된 것이 分別文의 특징이다. 따라서 分別文

은 문자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글자가 다수의 字義를 겸하는 ｢一字多義｣의 부담

을 경감시키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으며 表意 기능 강화에도 중요한 작용을 하

였다.18) 여기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바로 王筠이 제시한 分別文의 첫 번째 종류인 

本義를 가지고 있는 古字가 假借義에 字義를 빼앗겨 偏旁을 더해 今字가 만들어

지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문자는 古今字로 보아야 하

는지 아니면 借用의 관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古

今字와 通假字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심지어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일부 시각이 존

재하게 되었다. 古今字와 通假字의 경계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④ 說-悅

說文, ｢說, 釋也.｣19) (說은 풀이하는 것이다.)

段注, ｢說釋, 卽悅懌. 說悅, 釋懌, 皆古今字. 許書無悅懌二字也. 說釋 , 開

解之意, 故爲喜悅.｣ (說釋은 悅懌이다. 따라서 說悅과 釋懌은 모두 고금자이다. 

설문에는 悅懌 두 글자가 수록되지 않았다. 說釋은 도리를 깨달아 알아내는 것

으로 따라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다.)

段注, ｢說 , 今之悅字.｣20) (說의 今字는 悅이다.)

說의 本義는 ‘풀이하여 알아내는 것’이다. 悅은 說文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玉篇에서는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21) ｢悅, 也. 經典通用說.｣ (悅은 기쁜 것

18) 오제중, ｢王筠의 古今字 이론 연구 - 分別文과 累增字를 위주로｣, 474쪽.

19) 許愼, 說文, 三篇上, 十五.

20) 段玉裁, 段注, 八篇下, 八. 兌下.

21) 洪成玉, 古今字字典, 587쪽. 悅은 대략 魏晉 시기에 만들어졌으며 南朝陳梁 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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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경전에서는 說과 통용된다.) 여기서 說과 悅의 古今字 혹은 通假字 판단의 

핵심은 說의 字義인 ‘깨달음’과 悅의 字義인 ‘기쁨’의 상관성 여부이다. 이들의 字義

가 관련성이 없다고 본다면 通假字의 관계가 되며, 반대로 段玉裁와 같이 도리를 

알게 되어 기쁘게 됐다는 引伸義의 관계로 본다면 古今字가 성립되는 것이다. 현

재는 이들 사이에 시간상의 先後와 造字 계승의 관계가 있으므로 古今字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여전히 通假로 판단하기도 한다.22) 따라서 古今字와 通假字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자의 字義 및 시간상의 先後 관계 등을 신중하게 판단

해야 한다. 한편 이상으로 살펴본 古今字는 모두 자형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造

字 계승의 관계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字形의 연관성이 없는 古今字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偏旁이 더해지며 새로운 문자가 파생된다는 王筠의 이론으로는 설

명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⑤ 亦-腋

說文, ｢亦, 人之臂亦也. 从大, 象兩亦之形.｣23) (亦은 사람의 겨드랑이이다. 

大와 양쪽 겨드랑이 모양을 본떴다.) 

段注, ｢徐鉉等曰, 亦, 今別作腋. 按廣韻肘腋作此字. 俗用亦爲語詞, 乃別

造此.｣ (서현이 말하기를 亦은 지금 별도로 腋자를 만들었다. 광운에서는 팔꿈치

와 겨드랑이를 이 문자로 적었다. 민간에서 亦을 허사로 사용하여 별도로 이 글자

를 만들었다.｣

腋은 說文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古字인 亦이 借用되어 부사와 어조사 등으로 

사용되다가 이와 같은 假借義를 전용하게 되자 새롭게 腋자를 만들어 亦의 本義인 

‘겨드랑이’의 字義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처럼 亦과 腋은 古今字이지만 造字 계승

의 관계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王筠이 제시한 分別文의 개념과 같이 자형의 

연관성은 古今字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 기준은 아니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假借義를 가지고 있는 古字는 동시에 假借字가 되기도 

찬된 玉篇에 처음으로 수록되었다.

22) 古代漢語詞典編寫組, 古代漢語詞典, 1472쪽. ｢說通悅.｣
23) 許愼, 說文, 十篇下, 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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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일부 古今字는 假借 또는 通假의 개념과 혼란을 일으킨다. 假借와 通

假의 개념 및 분류에 관해서는 이하의 내용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2. 古今字와 通假字의 字例

과거에는 古今字를 通假와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假借와 通

假에 대해서도 여러 異說이 있었다. 假借에 대해 許愼이 정의한 내용은24) ｢本無

其字｣는 字形, ｢依聲｣은 字音, ｢託事｣는 字義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당하는 字形

이 없어 동일한 字音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글자를 借用해서 字義를 대신 한다는 것

이다. 段玉裁는 段注에서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大氐假借之始, 始於本無其字. 及其後也, 旣有其字矣, 而多爲假借. 又其後

也, 且至後代, 訛字亦得自冒於假借. (대개 假借의 시작은 本字가 없는 것에서 

비롯되었으나 후에는 이미 本字가 있어도 많은 경우에 가차를 하였다. 그 이후 후

대에 이르기까지 그릇된 글자 역시도 가차를 사칭하였다.)

그의 이론은 원래는 本字가 없는 假借만이 있었으나 후에 本字가 있는 假借가 

생기고 마지막으로 訛字 역시 가차의 역할을 가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후 학자

들은 보편적으로 假借를 本字의 유무에 따라 本字가 없는 가차와 本字가 있는 가

차로 분류하였다. 전자는 許愼이 말한 바와 같이 字音이 같은 글자를 빌려 의미를 

표시하는 것이고, 후자를 일반적으로 ｢同音通假｣라고 한다. 그 이후 本字가 있는 

이와 같은 通假는 주로 訓詁學 영역에서 사용되었다. 이처럼 本字의 有無에 따라 

通假와 假借를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래도 둘의 경계가 모호한 이유는 빌

려지는 글자는 모두 소리를 표현하는 音符로 사용된다는 기본적인 성질이 거의 일

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本有其字｣의 假借인 通假는 직접 새로운 문자를 만들지

는 않지만 同音字를 사용하여 다른 문자를 대체하는 用字 현상이다. 따라서 古代 

24) 許愼, 說文, 敍.｢假借 , 本無其字, 依聲託事, 令長是也.｣ (가차란 본래 이것에 해

당하는 글자가 없어서 소리 관계에 있는 다른 글자를 빌려 뜻을 대신하는 것이다. 이러

한 예에는 令과 長이 있다.) 다만 許愼이 예로 삼은 令과 長은 字義가 引伸되는 현상

을 설명하는 것으로 假借의 적절한 예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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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語에서 同音字를 빌려 다른 문자를 대체하는 것을 通假라고 하며, 이때 借用하

는 同音字를 通假字 그리고 대체되는 문자를 本字라고 한다. 古今字는 문헌에 담

겨있는 문자의 字義를 注釋하는 것으로 역시 訓詁學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通假

는 本字와 通假字의 관계로 성립되며 古今字는 古字와 今字의 관계를 가지고 있

다. 이처럼 두 가지 모두 訓詁學 영역에서 사용되면서 대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

는 점이 通假字와 古今字의 개념을 혼동하게 만드는 원인의 하나이다.

1) 借用 과정

이하의 내용에서는 假借의 개념을 활용하여 古今字의 자형 派生과 通假字와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보았던 王筠의 이론 중 주목할 사항은 分別文

의 첫 번째 종류인 假借義에 빼앗긴 本義를 되찾기 위해 字形을 변화시키는 경우

이다.25) 이것은 假借字의 발생 과정과 일치하는 것으로 本字가 假借되자 本義를 

되찾기 위해 偏旁이 추가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질 때 假借된 문자는 古字가 되

고 새로운 문자는 今字가 되는 古今字의 관계가 성립된다. 결국 시각에 따라서 假

借의 발생은 古今字의 새로운 字形의 派生 과정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보게 된다. 

이와 같은 연유로 假借의 개념을 分別文 혹은 古今字의 개념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古今字는 然과 燃이다.

① 然-燃

說文, ｢然, 燒也.｣26) (然은 태우는 것이다.)

段注, ｢通假爲語詞, 訓爲如此.｣ (허사로 통가된다. ‘이와 같다’라고 풀이된다.)

然의 本義는 태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명사와 접속사 등으로 假借되자 然에는 

이미 灬(火)의 편방이 들어있어 ‘불’의 字義가 충분하지만 추가로 火가 더해진 燃

을 만들어 然의 本義를 나타내게 되었고 이로써 然과 燃은 古今字가 된다. 여기서 

25) 王筠, 說文釋例, 卷八, 一. ｢分別文, 其種有二. 一則正義爲借義所奪, 因加偏旁以

別之 也.｣ (분별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본의가 가차의에 빼앗겨 편방

을 더해 그것과 구별하는 것이다.)

26) 許愼, 說文, 十篇上, 四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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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今字의 탄생 취지는 불필요한 자형의 중복을 감수하더라도 字義의 명확성 제고

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然否의 然은 대답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口가 더해진 嘫으로 分化되면서 嘫은 然의 分別文이 된다.27) 정리하면 

本字인 然은 각기 燃과 嘫으로 파생되었다. 이때 然과 燃은 本義가 假借義에 빼

앗기면서 本義를 되찾기 위해 偏旁이 추가된 古今字의 관계가 성립되고, 然과 嘫

은 假借의 의미 강화를 위한 分別文의 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然과 燃은 古今字인 

동시에 假借의 관계가 성립되며, 然과 嘫은 分別文인 동시에 古今字의 관계가 성

립된다. 하지만 本字인 然에서 동일하게 파생된 燃과 달리 嘫은 실제로는 통용되

지 않았다.28) 이처럼 문자의 派生으로 탄생한 分化字와 이것의 통용 여부는 반드

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결국 문자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것은 字義의 정확도 보다는 

대중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古今字 등의 자형의 派生을 

거쳐 새로운 문자가 탄생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실제 언어의 기록 수단으로 활용되

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문자의 탄생 과정과 동일하게 約定俗成의 단계를 거쳐야 한

다. 정리하면 이상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字形의 파생은 경우에 따라 한 

가지 유형이 아닌 여러 현상이 유기적으로 운용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

서 古今字와 假借와의 관계 역시 자형의 파생 과정에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

니라 각자 자신의 역할 속에서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气-氣

說文, ｢气, 雲气也.｣29) (气는 구름의 기운이다.)

段注, ｢气氣古今字, 自以氣爲雲气字.｣ (气와 氣는 고금자이다. 이로부터 氣

가 구름의 기운을 뜻하는 문자가 되었다.)

27) 王筠, 說文釋例, 卷八, 二. ｢嘫下云語聲也. 蓋卽然否之然 . 火部然, 燒也. 借爲應

詞. 又加口爲別耳.｣ (嘫은 대답하는 소리로 그렇지 아니한가의 然이다. 火 부수의 然

은 태우는 것이다. 이것이 대답의 어휘로 가차되어 편방 口를 더해 따로 분리했을 따름

이다.) 本義가 假借義에 빼앗겨 分別文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처럼 설명하였다.

28) 裘錫圭, 文字學槪要, 219쪽. ｢然否的{然}曾有過爲它造的分化字“嘫”, 但不通行.｣ 
(그렇지 아니한가의 然은 이를 위해 만든 분화자 嘫이 있었으나 통용되지는 않았다.)

29) 許愼, 說文, 一篇上, 三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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气의 本義는 ‘구름의 기운’이지만 후에 ｢饋客之芻米也｣30) (손님에게 대접하는 

양식)의 字義를 가지고 있는 氣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氣를 ‘기운’의 字義로 사

용하는 것은 假借로써 气와 氣는 字義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氣는 本字인 气를 대신하는 假借字인 동시에 气와 氣는 古今字의 관계이다. 한편 

氣의 本義는 ‘손님에게 대접하는 양식’이지만 ‘气’의 本義인 ‘구름의 기운’과 마찬가

지로 고서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대신 ‘기운’에 해당하는 것은 ‘氣’로, ‘대접하는 양식’

에 해당하는 것은 ‘餼’로 적었다.31) 따라서 气와 氣는 古今字가 되며 氣와 餼 역

시 古今字가 된다. 결국 氣는 경우에 따라 古字가 되기도 하고 今字가 되기도 한

다. 이와 같이 古今字의 지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 시간의 선후에 따른 상대적 개

념이다. 또한 경우에 따라 古今字는 연쇄적인 문자 파생을 일으키는 일종의 연결 

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정리하면 假借는 하나의 문자가 字音의 연관성을 가지고 이를 빌려서 다른 字義

로 사용되는 현상이다. 이들은 때로 气와 氣의 관계처럼 古字는 本義를 가지고 있

으면서 今字가 假借義를 분담하기도 하며 또는 반대로 然과 燃의 관계와 같이 古

字가 假借義를 분담하고 今字로 古字의 本義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古今字와 假借 사이에는 일정한 교차와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비록 이러

한 과정이 존재하더라도 古今字와 假借는 개념적 범위에 있어서 구별된다. 古今字

는 古字와 今字의 관계 속에서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로 古今字 여부

를 판단할 수 없다. 심지어 앞에서 예로 든 氣의 경우와 같이 개별 문자는 경우에 

따라 古字 혹은 今字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두 글자의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만 古今字가 성립된다. 하지만 이에 반해 假借는 문자의 용법과 속성의 문

제이다. 따라서 하나의 문자만으로도 假借가 성립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은 古今字와 假借와의 자형 派生 과정에서의 이론적 연관성을 논한 

것이다. 그렇다면 古今字와 通假字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古今字는 문자 상호 관

계에 대한 개념인 반면 通假字는 문자와 어휘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문자의 구

성 요소인 形音義의 측면에서 古今字는 한자의 表意的 특징이 두드러지는 반면 通

假字는 表音의 특징이 보다 선명하다.32) 다시 말해 古今字는 하나의 문자가 가지

30) 許愼, 說文, 七篇上, 六十三.

31) 洪成玉, 古今字字典, 3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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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여러 義 (의미 갈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형을 변화시켜 외형적으

로 古字와 今字를 구별한다. 반면 通假字는 자형의 구조가 나타내는 本義에 주의

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의 소리 부호로 사용한다. 따라서 古今字를 통해 자형의 派

生이 발생하는 중요한 동기는 바로 한자의 表意 기능 강화에 있다. 반면 通假는 

한자를 表音 문자처럼 활용하는 일종의 用字 현상으로 직접적인 造字가 발생하는 

古今字와는 구별된다. 즉 借用의 단계에서는 직접적인 자형의 파생이 발생하지 않

으며 本義를 되찾기 위해서 새로운 자형의 문자가 만들어지는 것은 그 이후의 과정

에 속한다. 따라서 자형 파생의 영향력은 古今字가 通假에 비해서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③ 其-箕

說文, ｢箕, 所以簸 也.｣33) (箕는 까부르는 데 쓰는 것이다.)

段注, ｢經籍通用此字爲語詞.｣ (경적에서는 이 글자(其)를 허사로 통용한다.)

其는 곡식을 까부르는 데 쓰는 ‘키’의 모습을 본떠서 만든 象形字이다. 이것이 借

用되어 虛詞로 사용되자 竹 편방이 더해진 箕를 만들게 되었다. 이처럼 ‘키’의 本字

인 其의 本義를 되찾기 위해 箕를 만들게 되었고 따라서 이들은 古今字 관계를 이

룬다. 이에 반해 其를 허사로 사용하는 것은 일종의 用字로써 이 단계에서는 새로

운 문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本義를 되찾기 위해 箕가 만들어진 것은 借用 

현상이 발생하고 난 뒤의 영역에 속한다.

2) 字形의 구조

대다수의 古今字는 古字에 기초하여 形符를 더해 今字를 만든다. 따라서 古字

와 今字의 공통 부분은 古字가 된다. 이와 같이 古今字의 形符는 古字의 形符와 

중복되거나 유사하며 또한 形符가 추가되어 시각적으로도 古字와 구별된다. 그러나 

通假字는 本字와 이러한 造字 계승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경우 字形

32) 洪成玉, 古今字, 142-143쪽.

33) 許愼, 說文, 五篇上, 二十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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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무관하다. 

① 有-又 / 燕-宴

예를 들면 又는 本字로 숫자를 나타내는 일종의 連詞이며 이것의 通假字는 有

이다.34) 또한 宴은 本字로 연회 또는 즐거움 등을 나타내며 이것의 通假字는 燕

이다.35) 이처럼 기본적으로 通假字는 本字와 造字 계승의 자형의 연계성을 가지

고 있지 않다. 

② 員-圓 / 距-拒

일부 通假字는 本字의 자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공통 부분은 본래

의 聲符이며 形符는 字義의 관련성이 없다. 예를 들어 圓은 本字로 ‘둥글다’는 의

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通假字는 員이다.36) 또한 拒는 本字로 ‘막다’, ‘거부하

다’의 字義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通假字는 距이다.37) 이처럼 本字와 字形의 

관련이 있는 通假字의 경우 造字 계승을 특징으로 하는 古今字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자형의 연관성 여부만을 가지고 바로 古今字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

3) 字義의 연 성

古今字의 今字는 古字의 義 (의미 갈래) 중 일부를 계승하며 今字가 분담하는 

字義는 대체로 古字의 引伸義이다. 이에 반해 通假字와 本字는 字義의 연관성 없

이 각자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① 責-債

說文, ｢責, 求也.｣38) (責은 요구하는 것이다.)

34) 古代漢語詞典編寫組, 古代漢語詞典, 1903쪽.

35) 古代漢語詞典編寫組, 古代漢語詞典, 1819쪽.

36) 古代漢語詞典編寫組, 古代漢語詞典, 1943쪽.

37) 古代漢語詞典編寫組, 古代漢語詞典, 840쪽.

38) 許愼, 說文, 六篇下, 十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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段注, ｢引伸爲誅責, 責任. ……古無債字, 俗作債, 則聲形皆異矣.｣ (인신되어 

‘엄하게 꾸짖고 나무라다’, ‘책임지다’의 뜻이 되었다. ……과거에는 債의 문자가 없

어 속자로 債를 만들었으며 자음과 자형이 모두 다르다.)

責의 本義는 ‘요구하여 취하는 것’이다. 段玉裁가 언급한 俗字인 債는 分別字이

며 바로 今字이다. 債는 說文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후에 責이 가지고 있는 

負債의 字義를 분담하였다. 즉 타인에게 재산을 빚진다는 의미의 古字는 責이고 

今字는 債이다. 이처럼 古今字 사이에는 파생 과정을 거쳐 字形이 분리되어도 일

부 字義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② 旨-指

하지만 通假字는 本字와 字義에 있어서 뚜렷한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本字인 

指는 ‘손가락’의 字義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의 通假字는 ‘의도’, ‘의미’의 字義를 가

지고 있는 旨이다.39) 通假는 이처럼 字義의 연계성이 古今字에 비해 약하다.

4) 造字 시기

자형 파생의 造字 시기에 있어서도 古今字와 通假字는 대비된다. 古今字의 古

字와 今字는 서로 다른 시기의 通時的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通假字는 동일 시대

에 한 글자가 다른 글자를 대체하는 것으로 이들 사이에는 共時的 성격이 존재한다.

① 兩-輛

說文, ｢㒳, 再也.｣40) (㒳은 둘이다.)

段注, ｢再 , 一擧而二也. 凡物有二, 其字作㒳不作兩. 兩 , 二十四銖之偁

也, 今字兩行而㒳廢矣.｣ (再는 하나를 들어 둘이 되는 것이다. 모든 사물의 둘이 

있는 것의 문자는 㒳으로 적고 兩으로는 적지 않는다. 兩은 이십사 수의 명칭이다. 

지금 문자는 兩이 통용되고 㒳은 폐지되었다.)

39) 古代漢語詞典編寫組, 古代漢語詞典, 2024쪽.

40) 許愼, 說文, 七篇下, 三十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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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兩은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을 세는 量詞이다. 수레의 바퀴도 쌍을 이

루고 있어서 수레를 세는 단위도 兩을 사용했다. 후에 수레를 세는 양사인 兩은 偏

旁을 더해 새롭게 輛을 만들어 兩이 가지고 있는 字義를 분담했다. 따라서 兩과 

輛은 古今字이다. 輛은 說文, 玉篇 등의 字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따라서 

輛은 시기적으로 兩에 비해 후대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字形의 派生

과 관련해서 古今字는 시간상의 先後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한자의 발전을 

상징하며 今字가 만들어진 이후 古字 또한 대부분 유지되므로 한자의 수량 증가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② 早-蚤

이와는 달리 通假字는 本字와 共時的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상대적 개념이다. 예

를 들어 蚤는 本字로 字義는 ‘벼룩’이며 이것의 通假字는 ‘아침’을 의미하는 早이

다.41) 早와 蚤의 관계를 설명하면 韓非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善持

勢 蚤絶其姦萌.｣42) (권세를 잘 유지하는 자는 그 간사한 싹을 일찌감치 잘라 버

린다.) 여기서 蚤는 ‘이르다’는 早의 字義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韓非子의 시대 배

경인 戰國 시기에는 이미 早가 ‘이르다’는 字義로 사용되고 있었다.43) 따라서 早와 

蚤는 같은 시대에 존재했던 문자로 사용 시기의 先後가 있는 古今字가 아닌 通假

의 관계가 성립된다. 한편 通假는 상대적 개념이므로 蚤에 해당하는 문자가 없다면 

이것을 借用하여 早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通假字와 本字 사이에도 

엄밀하게 말하면 시간의 선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通假라는 언

어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시대에 두 글자가 존재해야 하므로 시간의 

상대성이 古今字에 비해 크지 않다. 이처럼 通假는 字音의 연관성이 있는 기존 한

자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通假字와 本字 사이의 관계로 인해 직접 한자의 수

량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古今字는 문자의 발전과 자형 派生의 측면에서 

通假字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언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41) 古代漢語詞典編寫組, 古代漢語詞典, 1983쪽.

42) 韓非子, 外儲說, 右上.

43) 左傳, 鄭伯克段于鄢. ｢不如早爲之所.｣(일찌감치 손을 쓰는 것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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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古今字와 異體字의 계

1. 古今字와 異體字의 생

표면적으로 古今字는 문자가 언어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사용 시기의 차이에 따

라 나타나는 자형의 異體 현상으로 구현된다. 이로 인해 자형 파생의 관점에서 古

今字와 異體字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심지어 古今字를 異

體字의 일종으로 단정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44) 하지만 古今字의 자형 파생은 

반드시 과거와 현재라는 古今의 시차가 있어야 하며 異體字와는 달리 古字와 今字

의 字形을 서로 자유롭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이 따른다. 청대 段玉裁는 

｢異字｣의 개념으로 古今字를 설명한 바 있다. 그의 이론을 통해 異體字와의 관계

를 다음과 같이 살필 수 있다.

余予古今字. 凡 古今字 , 主 同音, 而古用彼今用此異字.45) (余와 予는 

고금자이다. 고금자라는 것은 같은 발음이면서 예전에는 저 글자를 사용했으나 지

금은 이 글자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문자를 말한다.)

段玉裁가 언급한 ｢古用彼今用此異字｣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段玉裁는 古今의 

서로 다른 자형을 異字의 개념으로 여기고 있다.46) 이처럼 古今의 시차를 통한 자

형의 파생을 언급한 것은 古今字의 개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形異｣의 문자를 언급한 것은 異體字의 개념과도 일치한다. 결국 段玉裁가 생각하

는 古今字와 異字는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古今字와 異體字를 일정 부분 동

일한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段玉裁가 지칭하는 異

字의 개념은 字形과 字義가 완전히 서로 다른 ｢異字異義｣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경

44) 中國大百科全書( 語文字), 97쪽. ｢古今字指同表某一字義而古今用字有異的漢字. 

……古今字屬同字異形, 是異體字的一類.｣ (고금자는 동일한 자의를 나타내지만 고금

의 사용하는 문자가 같지 않은 한자이다. ……고금자는 동일한 문자의 다른 자형으로 

이체자의 한 종류이다.)

45) 段玉裁, 段注, 二篇上, 三. 余下.

46) 또한 ｢古今字形異耳.｣(고금자는 자형이 다를 뿐이다.)라고도 하였다. 段玉裁, 段注
七篇上, 二. 暏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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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 따라 字形만 다르고 字義는 동일한 異體字를 나타내기 때문이다.47) 다시 말

해 異字를 字形과 字義가 다른 문자로 본다면 古今字의 개념에 가깝지만 동일한 

字義에 字形만 다르다면 異體字의 성격과 일치하게 된다. 段玉裁는 古今字에 대

한 또 다른 정의로｢古今人用字不同, 之古今字.｣48) (고금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로 다른 문자를 고금자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하지만 古今의 사람들이 사용하

는 서로 다른 문자는 古今字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異體字 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내용은 古今字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古今字는 字義를 명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訓詁學 영역의 특정 용어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文字學을 포함한 고대 漢語 전반에 걸친 古今의 異形의 문자라는 일반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대로 古今字와 異體字를 명확히 구분하

지 못하거나 혼용했던 것은 이와 같은 古今字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段玉裁의 異字의 개념은 古今字와 異體字의 경계가 다소 모호한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각도에서는 古今字 역시 동일한 어휘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異形의 문자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보는 시각에 따라 이것을 異體字와 전혀 무관한 

개념이라고 판단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

2. 古今字와 異體字의 字例

異體字는 문자를 구성하는 形音義 가운데 字音과 字義는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만 字形이 달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대체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문자이다. 

說文에는 표제자인 篆 이외에 여러 종류의 異體字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것을 

重文이라고 한다. 許愼은 重文을 통해 異體字의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하였으며 이

러한 重文에는 篆文, 古文, 籒文, 或體, 俗體 등 다양한 유형의 자형이 있다. 說
文을 비롯한 역대 字書에서 문자의 수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의 하나도 

바로 이러한 異體字의 증가에 있다.49) 또한 古文의 異體 관계 가운데 通假 현상

47) 오제중, ｢段玉裁 說文解字注의 古今字 이론 고찰｣, 145쪽.

48) 段玉裁, 段注, 五篇下, 十六.

49) 王鳳陽, 漢字學, 539-543쪽. 說文 이래 여러 종류의 字書, 詞書, 韻書 등을 분

석한 결과에 따르면 새롭게 증가된 문자의 절반 이상이 바로 異體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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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당히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50) 따라서 異體字는 한자 자형의 파생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通假 현상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說文에 수록된 重文 가운데 或體는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

으며 秦始皇의 문자통일 정책에 의한 규범화를 거치지 않은 篆에 대한 異體이

다. 王筠은 或體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說文之有或體也, 亦 一字殊形而已, 非分正俗於其間也.51) (설문의 혹체는 

한 글자의 서로 다른 자형일 뿐이며 그것 사이에는 정체와 속체의 구분이 없다.)

이러한 견해를 통해 王筠은 或體를 共時的으로 사용되는 異體字의 개념으로 여

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異體字는 通時的 개념의 古今字와는 구별된다. 

물론 異體字의 탄생 역시 시기적으로 先後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古今字와 같이 

분명한 通時的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1) 字形의 구조

이러한 異體字가 만들어지는 경로는 매우 다양하지만 전형적인 과정은 의미가 

유사한 形符로 인한 異體字이다. 形聲字의 形符는 때로 구체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보다는 部首와 같이 字義의 屬性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이때 의미가 유사한 形

符는 서로 통용할 수 있다. 특히 古文字 단계에서는 두 글자의 形符의 의미가 유

사하면 통용할 수 있으며 形符가 바뀌어도 本義는 변하지 않는다. 이로써 形符의 

차이로 인한 異體字가 만들어진다. 

睹-覩 / 暖-煖

예를 들어 睹와 覩는 모두 ‘본다’는 字義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形符인 目과 

見은 모두 시각과 관련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통용되었다. 暖과 煖은 

모두 ‘따뜻하다’는 字義를 가지고 있으며 역시 각각의 形符인 日과 火는 모두 유사

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통용되었다. 이밖에도 聲符의 차이, 偏旁 위치의 上下

50) 李春桃, 古文異體關係整理 硏究, 2쪽.

51) 王筠, 說文釋例, 卷五, 三十四-三十五, ｢或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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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右의 차이 등 자형의 파생 과정에서 다수의 異體字가 만들어진다.

이상과 같은 形符의 차이로 인한 異體字는 외형적으로 造字 계승의 관계를 가지

고 있는 古今字와 상당히 유사하게 인식된다. 이로 인해 古今字를 異體字의 일종

으로 여기는 견해가 있기도 하지만 異體字와 古今字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

에서 구별된다. 古今字는 문자의 발전 과정에서 탄생한 古今異字 현상으로 今字의 

탄생으로 인해 古字가 가지고 있는 義 (의미 갈래)의 일부를 분담하고 字形 또한 

古字와 구별된다. 그러나 異體字는 문자의 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경우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 자형이 파생된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異體字는 사용 과정에서 

유명무실하게 남아있거나 도태되었다. 하지만 古今字는 表意 기능 제고를 위한 今

字의 파생 이후에도 古字는 본래의 문자 기능을 유지한다.

2) 造字 시기

古今字의 가장 큰 특징은 造字 시기의 先後 관계이다. 今字는 반드시 古字 이

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通時的 시차가 발생한다. 

莫-暮

說文, ｢莫, 日且冥也. 从日在茻中.｣52) (莫은 날이 어두워지려는 것이다. 해

가 풀 속에 있는 모습이다.)

예를 들어 暮는 說文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莫의 本義는 해가 지는 것으로 先

秦시기 부정사로 借用되었고 대략 漢代에는 금지를 나타내는 부사로 사용되었

다.53) 그러자 漢代 사람들이 莫의 자형을 기초로 편방을 더해 暮를 만들어 莫의 

本義를 대신하였다. 莫의 갑골문은 해가 수풀 속으로 지는 모습을 형상하고 있으며 

이후 漢代에 日이 추가된 새로운 자형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莫와 暮는 古今字로 

商代와 漢代라는 通時的 관계가 성립된다. 이것은 또한 앞서 예로 들었던 然과 燃

52) 許愼, 說文, 一篇下, 五十四. 

53) 洪成玉, 古今字字典,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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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字例와 마찬가지로 古字에 들어있는 偏旁을 今字에서 다시 중복하는 사례에 속

하며 역시 字義의 명확성을 위해 이와 같은 자형 구조의 중복을 취한 것으로 보인

다. 이에 반해 異體字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시대에 공존하는 共時的 개념이다. 따

라서 異體字의 탄생 시기는 비록 本字와 차이가 있다고 해도 이들의 사용 시기는 

대체로 같다.

3) 字義의 연 성

字形에 있어서 古字와 今字는 造字 계승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異體字

는 이러한 명확한 造字 계승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古今字에 비해 자유롭게 

字形이 변화한다. 字義에서는 古今字에서 今字의 출현은 하나의 어휘가 분화되는 

과정에서의 결과로 今字와 古字가 기록하는 어휘가 반드시 같지는 않다. 따라서 엄

밀히 말하면 古字와 今字의 字義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경우 古字는 

今字를 대신할 수 있지만 今字는 古字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54)

① 羊-祥

說文, ｢羊, 祥也.｣55) (羊은 상서로운 것이다.)

段注, ｢善義羑美字, 皆从羊.｣ (善, 義, 羑, 美의 문자는 모두 羊으로 이루어

졌다.)

예를 들면 羊의 本義는 머리에 뿔이 달린 동물을 형상한 것이다. 갑골문과 금문

에는 祥은 보이지 않으며 說文에서는 ｢祥, 福也.｣56) (祥은 복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羊은 本義인 동물 이외에 여기에서 파생된 ‘상서롭다’라는 引伸義

를 갖게 되었다. 그러므로 편방이 더해진 祥으로 羊이 가지고 있던 吉祥의 의미를 

분담하게 되었고 羊과 詳은 古今字를 이루게 된다. 이때 古字인 羊은 今字를 대신

해서 吉祥의 의미로도 바꾸어 사용할 수 있지만, 今字인 祥은 古字를 대신해서 뿔

54) 洪成玉, 古今字, 150쪽. 今字가 古字를 대체하는 것은 대단히 엄격한 제한을 받아

서 今字는 분담하고 있는 의미의 古字로만 바꿀 수 있다.

55) 許愼, 說文, 四篇上, 三十二. 

56) 許愼, 說文, 一篇上, 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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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린 동물인 羊의 의미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처럼 古字와 今字의 교체는 비

교적 제한적이다.

② 鵝-鵞

하지만 異體字는 서로 字義가 같아서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대

체할 수 있다. 거위를 나타내는 위의 두 자형은 鳥와 我의 左右와 上下 偏旁의 위

치만 다를 뿐 字音과 字義는 완전히 일치한다. 따라서 古今字와는 다르게 자유롭

게 대체 가능하다.

정리하면 古今字와 異體字 모두 字形의 파생이라는 결과적 측면에서는 동일하

다. 특히 古今字는 古字의 義 (의미 갈래)의 부담을 덜어 한자의 表意 기능 강화

를 위한 것으로 異體字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언어 현상이다. 하지만 古今字가 정

확한 字義의 구현을 위한 순기능의 측면이 있다면 異體字는 字形이 다른 문자의 

파생으로 문자 사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부 역기능의 측면을 가지고 있다. 한

편 古今字의 자형 파생과 대비 되었던 異體字와 通假字의 차이는 간단히 다음과 

같다. 먼저 字形에 있어서는 古今字와는 달리 異體字와 通假字 모두 造字 계승의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문자 파생의 강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古今字이다. 字義에 있어서 異體字는 本字와 동일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로 교

환할 수 있다. 하지만 通假字와 本字는 古今字와 마찬가지로 각자 독립적인 字義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자형 파생의 측면에서 異體字는 

古今字와 동일하게 한자 수량의 증가를 유발한다. 반면 通假字는 일종의 문자 활

용법이므로 한자 수량의 직접적인 증가를 가져오지는 않으며 일정 부분 문자 수량

의 증가를 억제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Ⅴ. 결 론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는 수단으로 상호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다. 

더욱이 언어의 발전으로 인해 문자가 담당하는 역할의 分化와 合倂 현상 등이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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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언어와 문자의 상호 관계는 古代로부터 지속적으로 진

행되었으며 古今字는 바로 이러한 현상의 전형적인 예에 속한다. 특히 經典의 정

확한 字義 파악을 위해서 등장한 古今字는 결과적으로 자형의 派生과 分化에도 직

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古今字는 通假字와 異體字 등의 언어

적 개념과 일부 교차되거나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자의 개별적인 기능을 이

해하고 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漢字의 자형 파생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

시 필요하다. 古今字와 通假字 그리고 異體字는 각각의 독립적인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현상은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특히 古今字는 異體字와 같이 단순하게 字形의 派生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字義와 詞義의 명확한 이해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字義의 관련성으로 본다면 通

假字는 本字와 借用한 문자 사이에 어떠한 연계성도 찾을 수 없다, 반면 異體字는 

一字多形 현상의 일종이므로 字義가 완전히 일치한다. 이러한 상반된 현상과 대조

적으로 古今字는 古字와 今字의 字義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古字와 今字는 

일정한 義 (의미 갈래)을 공유하며 때로는 영향을 주고받으며 때로는 독립적으로 

문자 자형의 파생을 일으킨다. 또한 造字 계승의 관계를 통한 자형의 파생이 古今

字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경우에 따라 字形의 연계성을 찾을 수 없는 古

今字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예외적인 언어 현상은 通假字와 異體字에

서도 발견된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정확하게 살피기 위해서는 어느 특정한 한 

가지 기준으로만 각각의 내용을 쉽게 정의해서는 안 되며 보다 입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상호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古今字는 漢字의 자형 派生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通假字와 異體字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巨視的 관점에서의 연결 고리를 파악해야 하며, 이것과 동시에 微視的 관점

에서 각자의 언어적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언어와 

문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한 자형 파생의 연계성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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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cademic value of 

Gujinzi, Tongjiazi and Yitizi in Chinese linguistics. Gujinzi is a kind 

of different character format for the same vocabulary according to the 

timing of use. This concept of Gujinzi emerged early in the process of 

Han dynasty researchers interpreting ancient characters as those 

used at that time. Gujinzi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Chinese characters in the stage of continuous vocabulary 

formation and continuous change of characters since the language 

was written. And Tongjiazi and Yitizi are associated with Gujinzi. 

Sometimes, however, they played their role independently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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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of changing and developing the Chinese character. As a 

result, Gujinzi, which appear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characters, directly affected the derivation and differentiation of 

Chinese characters. These Gujinzi have some intersections or similar 

parts with the linguistic concepts of Tongjiazi and Yitizi.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each individual function and clearly 

distinguish it from each oth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process of 

Chinese character derivation. In conclusion, Gujinzi, Tongjiazi and 

Yitizi each have independent linguistic features. At the same time, 

there are parts that are organically connected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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