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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亯’은 갑골문 시기에 출현한 상형자로, 자형과 본의, 의미파생 관계 등에 한 

의론이 분분하며, 특히 ‘亯’자의 造字 근거에 해서는 종묘설, 조리기구설, 穴居

설, 天壇(제단)설, 가옥(주택)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견해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亯’의 의미파생관계 및 분화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려면, ‘亯’의 字形과 字義, 문

헌상의 용례 분석 등을 통해 각각의 造字근거, 본의와 파생의미 간의 의미체계, 의

미파생의 양상 및 분화과정에 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

해 종합해보면, ‘亯’은 ‘제사 지내는 곳’을 본뜬 한자로 本義는 ‘제사지내다’이다. ‘亯’

의 의미파생 체계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어서 本義인 ‘제사지내다’를 기점으로 바치

다’, ‘흠향하다’, ‘누리다’, ‘합당하다’, ‘끓이다’, ‘손님을 접 하다’ 등의 다양한 파생의

미를 생성하 는데, 그 의미파생 관계 또한 連鎖式과 輻 式이 혼재된 混合式의 

양상을 나타낸다. ‘亯’은 후에 ‘享’, ‘亨’, ‘烹’으로 분화되었는데, 이들은 서로 同源字 

관계에 있다. 이러한 의미체계의 발전 및 분화는 사회의 발전을 따라 언어문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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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풍부하고 다양해진 결과이다.

I. 들어가는 말

문자는 언어를 기록하는 부호체계로, 인류생활의 각종 문화지식과 경험 등에 

한 사실적 기록이다. 한자는 표의문자로서 고  중국 특유의 문화배경에서 생겨나 

발전했기 때문에 그 속에 고  중국의 찬란한 문화를 기록하여 담아내고 있다. 

국의 언어학자 Palmer는 한자를 “중국 문화의 중추”라고 높이 평가하 고, 스웨덴

의 중국학자 Karlgren이 “중국인이 한자를 버리는 날은 바로 자신들의 문화 기초를 

버리는 날이다”1)라 한 것도 바로 한자가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언어문자와 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한자와 문화의 관계는 거시와 미시의 두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 

볼 때, 한자는 중국어를 기록하는 문자체계로 특정한 역사 문화 배경 속에서 형성

되고 그 발전과정에서 함께 발전하고 축적된 것이므로, 한자에는 문화적 의미가 깊

이 있게 내재해 있다. 따라서 한자를 핵심 역으로 삼고 한자와 다른 문화의 관계

를 논의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미시적인 면에서 볼 때, 한자와 각종 문화는 서로 

그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으므로, 한자의 形音義에 내포된 문화정보

를 찾아내고 이를 통해 한자형체의 여러 현상을 증명할 수 있다.2) 

‘조리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표 한자는 ‘烹’과 ‘飪’이다. 《易經》과 《詩經》에

서는 이미 連用하여 ‘烹飪’의 형태로 출현하고, ‘음식을 익히다’의 뜻이며 음식조리

과정을 나타내는 총칭이기도 하다. 이 중에서 ‘烹’은 고문자 ‘亯’에서 분화된 한자이

다. 본고에서는 먼저 미시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고문자 ‘亯’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

적 의미를 살펴 그 字形과 字義를 분석함으로써 造字原理와 의미체계를 살펴보고 

 1) 游汝傑 鄒嘉彦, 변지원 譯 《언어로 본 중국사회》(서울, 차이나하우스, 2008), 287쪽 

참조.

 2) 왕닝 외 2인, 김은희 譯 《 《설문해자》와 중국고 문화》(서울, 학고방, 2017), 27-2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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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亯’자의 분화과정에 해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亯’에서 분화된 세 한자의 

造字原理와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고 의 음식조리와 제사문화와의 관계 및 고

 중국인들의 제사에 한 인식에 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亯’字의 字形과 字義 분석

‘亯’은 갑골문 시기에 출현한 象形字로, 《漢語大詞典》에 ‘享’의 古字라고 풀이되

어 있다. ‘亯’의 갑골문에는 ‘ ’, ‘ ’, ‘ ’ 등의 字形이 존재하고, 金文의 字形에

도 ‘ ’, ‘ ’, ‘ ’ 등이 있는데, ‘亯’의 갑골문과 금문의 造字原理에 해서는 의론

이 분분하다. 아래에서 ‘亯’의 字形 분석을 통해 造字원리에 해 살펴보고, 아울러 

字義 고찰을 통해 의미체계에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1. ‘亯’字의 字形 분석

《說文解字》에 ‘亯’은 ｢‘바치다’의 뜻이다. 高의 생략형이고, 曰은 삶아 익힌 음식

을 올리는 형상을 본떴다. 《孝經》의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흠향한다.’라는 문장에 

나온다(亯, 獻也. 從高省. 曰象進孰物形. 《孝經》曰：“祭則鬼亯之.”)｣라고 풀이되

어 있는데, 이것은 篆體인 ‘ ’을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說文》의 풀이에 근거하여 보면, ‘ ’의 윗부분은 ‘高’자의 篆體인 ‘ ’부분을 

본떴고, 뜻은 ｢숭배하다(高, 崇也)｣로 ‘바치다(獻)’의 의미와 서로 통한다. 그런데, 

《說文》에는 윗부분에 한 字形 풀이만 있고, ‘曰’에 한 풀이는 없다. ‘曰’에 해

서는 王筠의 《說文口讀》를 참고해 볼 만 하다. 王筠은 ｢曰, 象進孰物形｣에 한 

주석에서 ‘曰’은 ｢‘豆’의 古文 ‘ ’은 윗부분이 ‘ ’로, 이것은 그릇 속에 음식이 있

는 형상이다(豆之古文 , 上半作 , 是器中有物形也)｣3)라고 설명하 다. 大徐

本에서도 ‘曰’은 분명히｢‘ ’의 윗부분 ‘ ’를 잘못 쓴 것(“曰”應是 的上部 之

誤)｣이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 같은 맥락이다.4) 따라서 王筠의 주해를 통해 《說文》

 3) 王筠 《說文口讀》[第一冊] (上海, 上海 籍書店, 1983), 668-669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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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생략된 字形부분의 내용을 보충하면 ‘從高省, 曰’이 된다. 즉 ‘亯’자는 ‘高’의 

생략된 형태와 ‘曰’로 구성된 글자로, ‘從高省’은 ‘ ’의 윗부분을 뜻하고, ‘曰( )’

은 익힌 음식을 올리는 형상을 본뜬 ‘ ’의 아래 부분을 가리킨다.

《說文》에 의하면, ‘亯’자에는 ‘祭獻하다’의 의미항목이 있다. 이에 해서는 이론

의 여지가 없다. 다만 음식물을 바치는 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문제인데, 古代 

사람들에게는 최초로 숭배하던 어떠한 상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상에 한 

규명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 상이 ‘종묘’, ‘귀신’, ‘조상’, ‘天子’ 등이라

는 여러 가지 說이 있다.5) 또한 당시 허신이 갑골문의 자형이 아닌 篆體의 자형

을 근거로 의미관계를 파악하 기 때문에 본래의미와 파생의미 간의 관계를 나타내

는 의미체계도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문제들을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 문자의 초기 형태에 한 분석에서 출발하여야 하므로, ‘亯’字의 甲骨文 字形 

분석을 통해 그 造字 원리에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먼저 ‘亯’字의 造字 근거에 한 기존의 견해6)를 살펴보는 동시에, 자

형분석을 통해 祭獻하는 상으로 타당한 것이 무엇인지에 해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첫째, ‘亯’은 宗廟의 형상을 본뜬 것이라는 설이다. 吳大澂이 처음 제기한 후, 王

國維, 羅振玉, 李孝定, 趙誠 등의 학자들이 같은 의견을 보이고 있다. ‘亯’의 윗부

분은 갑골문에 ‘ ’, ‘ ’, ‘ ’ 또는 ‘ ’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亯’과 비슷한 

계통의 한자인 ‘高’와 ‘京’, ‘亳’의 갑골문 자형도 윗부분이 비교적 높은 건축물을 나

타내는 ‘ ’ 또는 ‘ ’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므로 ‘亯’의 윗부분이 높은 형태의 건

축물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아랫부분인 ‘ ’ 의 경우, 이 부분의 자형이 같

은 ‘邑’( ), ‘正’( ), ‘韋’( ) 등의 갑골문을 분석하여 보면 이 한자들의 ‘ ’은 

‘城邑’ 또는 ‘國邑’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7) ‘亯’의 아랫부분인 ‘ ’ 역시 이 한자

들과 같은 자형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를 ‘城邑’의 형태라고 보고 윗부분과 아랫부분

의 형태를 결합하면, 갑골문 ‘亯’자는 ‘성읍 안의 높은 건물’이라는 의미가 된다. 또

 4) 張義良 < 《說文解字》“亯”字釋義 辨>, 《貴州敎育學院學報(社 科學)》 2008년 제10

기, 63쪽 참조.

 5) 李品秀 <釋“享”>, 《 山師範學院學報》 2010년 제3기, 54쪽 참조.

 6) 李品秀 上同, 54-55쪽 참조.

 7) 李品秀 上同, 55-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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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書ㆍ盤庚上》의 ｢이에 내가 선왕에게 큰 제사를 올리다(玆予大享于先王)｣와 

같은 선진문헌의 용례를 통해 ‘亯’이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

을 방증자료로 삼을 수 있다. 그렇다면 ‘亯’이 뜻하는 곳은 곧 ‘조상에게 제사를 지

내는 높은 건물’, 즉 ‘종묘’라고 볼 수 있다.

둘째, ‘亯’이 조리 기구를 본뜬 것이라고 보는 설이다. 朱芳圃는 ‘亯’의 최초 字形

은 조리 기구를 본뜬 것으로, ‘ ’는 뚜껑을, ‘ ’ 는 목 부분, ‘ ’는 북 모양의 

둥근 바닥을 본떴다고 하 다. 林義光도 ‘ ’ 부분은 익힌 음식을 진상하는 그릇으

로 뚜껑이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들의 견해는 앞서 언급한 許愼의 字形 분석을 

따른 것이다. 許愼은 篆體를 근거로 자형을 분석하 는데, ‘亯’의 篆體인 ‘ ’

는 갑골문의 초기 字形과 일정정도의 차이가 생기고 이미 상형성을 벗어나 점차 문

자화되는 단계 기 때문에 조리기구의 형상이라고 오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王

筠의 해석도 許愼의 자형풀이에서 출발하 으므로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다. 

셋째, 徐仲舒의 穴居 형태설이다. 서중서는 ‘ ’를 穴居의 형태로 여기고, ‘ ’

는 거처하는 동굴, ‘ ’는 동굴 옆에 출입하기에 편리하도록 만든 계단으로 위에 

가림막이 있어서 빗물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게 한 형태라고 분석하

다. 다시 말해서 서중서는 ‘亯’字가 가옥의 형태를 본뜬 것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

는 곳이면서 음식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았다.8) 그러나 출토문물과 문헌연구에 따

르면, 商代에는 이미 지면보다 높게 단단히 다져진 토  위에 지어진 궁전 등의 높

은 건축물들이 출현하 을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증자료인 ‘亯’과 

비슷한 계통의 한자인 ‘高’와 ‘亳’의 갑골문 형태도 높은 건축물의 윗부분을 본뜬 것

이지 穴居의 형태를 본뜬 것이 아니다.9) 따라서 서중서의 穴居說은 타당성을 인정

받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넷째, ‘ ’는 천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곳으로 ‘ ’는 제물을 올리는 곳, ‘ ’는 

지반과 계단의 모양을 본떴다는 견해이다. 첫 번째 견해와 마찬가지로 제물을 바치

는 곳으로 보았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그 상이 사람의 조상이 아니라 天神으로, 

천지의 신에 제사지내 다음 해의 풍년을 기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8) 徐仲舒 《甲骨文字典》(成都, 四川辭書出版社, 1988), 601쪽 참조.

 9) 張義良 < 《說文解字》“亯”字釋義 辨>, 《貴州敎育學院學報(社 科學)》 2008년 제10

기, 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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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 ’을 殷代의 건축물이라고 보는 견해로, 일반적인 가옥의 형태라는 설

과 높은 곳에 지은 궁전식 건축이라는 설로 나뉜다.

이상으로 造字근거에 한 여러 가지 견해를 살펴보았다. 종합하건 , 현재 부

분의 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첫 번째 종묘의 형상을 본떴다고 보는 

설이다. 갑골문과 금문의 字形으로 보건  ‘亯’의 윗부분은 지붕, 중간부분은 벽 또

는 기둥, 아래 부분은 지반(토 )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는 분명히 제사를 지내

는 건축물의 형태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왜 반드시 종묘라고만 제한하는 것일까? 

필자는 네 번째 견해 역시 상만 다를 뿐 제사를 지내는 곳이므로, ‘亯’의 字形은 

그 상을 ‘조상’이라고 제한하지 않고 ‘천신’이든 ‘조상’이든 관계없이 ‘제사를 지내

는 곳’을 본뜬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것은 조상을 숭배

하고 천신과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던 당시 商代 사람들의 관념과도 부합하므로 보

다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제사를 

지낸 구체적인 상이 무엇인지에 해서 字義분석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고

자 한다. 아울러 字形이 ‘제사를 지내는 곳’을 본뜬 글자라고 해서 본래의미 또한 

단순히 ‘종묘’ 또는 ‘사당’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해서는 다음 절에서 의미

체계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亯’字의 字義 분석

1) ‘亯’의 本義

本義는 그 한자가 최초로 만들어졌을 당시의 본래 의미이다. 한자의 경우 造字

원리상 本義는 자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자형 속에 그 本義가 반 되어 있

는 것이다.10) 그러므로 본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자형에 한 분석이 필요

한데, 그 중에서도 한자의 초기 자형에 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2장의 제1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說文解字》의 ‘亯’에 한 분석은 篆體를 근거로 하

기 때문에 본래의미를 규정함에 있어 오류가 발생하 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亯’의 본래 의미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亯’과 비슷한 계통의 한자들을 방증 자료

10) 이 주 《漢字字義論》(서울, 서울 학교출판부, 2002), 5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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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한자는 량으로 계통을 이루며 만들어지기 때

문이다.11) 

이에 본 절에서는 ‘亯’과 비슷한 계통의 한자들의 자형과 본래의미를 분석하여 

‘亯’의 초기 자형 및 《說文》에서 규정한 본래의미와 비교하고, 동시에 상고 문헌에

서의 용례 분석을 통해 ‘亯’의 본래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 

‘亯’의 윗부분( )과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 ’과 비슷한 계열의 한자들을 차례로 

살펴서 ‘亯’의 본래의미를 명확하게 고찰하고자 한다.

① ‘亯’의 윗부분 구성요소 ‘ ’과 비슷한 계열의 한자 고석

‘亯’의 윗부분과 비슷한 계통의 한자에는 ‘高’와 ‘京’, ‘亳’ 등이 있다. 먼저 ‘高’의 

갑골문의 자형을 살펴보면, ‘ ’, ‘ ’ 등이다. ‘高’는 누각과 정자의 모양을 본뜬 형

태로, 《說文》에 ｢‘높다’의 뜻이고, 멀리 보도록 높게 지어진 누각의 형태를 본떴다

(崇也, 象臺觀高之形)｣고 풀이되어 있다. 갑골문의 자형에 근거하면 ‘高’의 本義는 

‘누 ’이고, 《說文》의 풀이에 근거하면 本義는 ‘높다’가 된다. 그런데 ‘높다’와 ‘낮다’

라는 개념은 본디 누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존재하던 개념이므로 ‘누각’에서 ‘높다’

라는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說文》

에서 파생의미를 본래의미로 잘못 규정하 다고 하는 주장도 있는데12), 이는 의미

체계의 합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字形에 얽매여 견강부회하는 것이라고 생각

한다. 따라서 ‘高’의 본래의미는 ‘높다’라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京’의 

갑골문 자형은 ‘ ’, ‘ ’, ‘ ’ 등으로, 높은 누각에 정자가 있는 것을 본뜬 형태

인데, 《說文》에는 ｢사람이 만든 매우 높은 언덕이다. 高의 생략형이고, | 는 높은 

모양을 본뜬 것이다(人所爲絕高丘也。从高省, | 象高形.)｣라고 풀이하 다. 갑골

문 ‘京’은 ‘高’와 자형이 비슷한데, 특히 둘 다 윗부분이 ‘ ’로 형태가 일치하는 반

면, ‘丘’의 갑골문과는 형태상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고문자에서 ‘京’은 ‘亭’과 같

은 한자로 殷商시 에는 ‘京’자만 있었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의견이고, ‘亭’은 春

秋시기에 생겨난 後起字이다.13) 그러므로 ‘京’은 본디 ‘밑 부분에 버팀목이 있는 

11) 宋永培 《 《說文》漢字體系 中國上古史》(南寧, 廣西敎育出版社, 1996), 3쪽 참조.

12) 李品秀 上同, 55쪽 참조.

13) 李品秀 上同, 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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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높은 건축물’을 본뜬 것이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높은 언덕이 아닌 것

이다. 마지막으로 殷商시기의 國都인 동시에 제사를 지내는 社의 이름으로 사용된 

‘亳’은 갑골문에서 ‘ ’, ‘ ’ 등의 자형으로 나타나고, ‘高’, ‘京’과 마찬가지로 윗부

분이 ‘ ’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부터 보건 , 비교적 높은 형태의 건축물을 

나타내는 한자들은 ‘高’를 구성요소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亯’의 윗

부분 ‘ ’이 ‘高’, ‘京’, ‘亳’의 윗부분과 같으므로 ‘ ’의 ‘ ’도 비교적 높은 건축물

의 형태라고 봐야 마땅하다. 

② ‘亯’의 아랫부분 구성요소 ‘ ’와 비슷한 계열의 한자 고석

허신은 《說文》에서 ｢曰象進孰物形｣이라 하여 아랫부분인 ‘ ’ 삶아 익힌 음식을 

올리는 형상을 본뜬 것이라고 하 고, 王筠은 이것을 ‘豆’라고 보았다. 그런데 고

에 음식을 담는 기물인 ‘豆’와 기타 ‘皿’, ‘鼎’, ‘鬲’, ‘鑊’ 등에는 모두 발이 있고, 발

이 없는 기물인 ‘釜’ 등도 형태면에서 ‘ ’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豆’는 갑골문

의 자형이 ‘ ’, ‘ ’ 등으로 나타나는데, 고 에 고기를 담는 기물로 사용되었다. 

갑골문 중의 ‘ ’ 또는 ‘ ’부분은 고기를 담는 부분을 평면으로 형상화한 것이고 

‘ ’ 과 ‘ ’ 안의 점 또는 선은 실물 고기를 나타내며, ‘ ’ 아래 부분은 ‘豆’의 

발과 ‘豆’를 올려놓은 상의 윗면을 가리킨다. ‘皿’은 갑골문의 자형이 ‘ ’, ‘ ’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說文》에서｢‘皿’은 ‘밥을 먹을 때 쓰는 그릇으로, 상형자이고, ‘豆’

와 같은 뜻이다(飯食之用器也. 象形. 豆同意.)｣라고 풀이한 것으로 볼 때 역시 

발이 있는 기물이다. 또한 음식을 끓이거나 담는데 사용한 ‘鼎’의 갑골문 자형은 

‘ ’, ‘ ’ 등으로 나타나는데, ‘鼎’에 발이 있다는 것은 의론의 여지가 없는 공인된 

사실이다. ‘鼎’과 비슷한 용도로 사용된 발이 있는 기물 ‘鬲’은 갑골문의 형태가 

‘ ’, ‘ ’ 등으로 나타난다. ‘鼎’과의 차이점은 ‘鬲’의 발은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이

다. ‘鑊’의 갑골문 자형은 ‘ ’의 형태로 ‘鼎’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주로 제

사에 바칠 돼지나 양 같은 희생을 삶는데 주로 사용되는 발이 있는 큰 솥이다. 마

지막으로 발이 없는 솥 ‘釜’의 경우는 갑골문은 존재하지 않고 金文의 자형이 ‘ ’

로 나타나는데 ‘ ’ 부분의 형체가 비슷하지 않다. 따라서 이 비슷한 류의 한자들

의 자형 분석과 용도에 근거하여 비교해 보건 , ‘亯’의 아랫부분 구성요소 ‘ ’에 



‘亯’의 의미 생 계  분화과정 고찰  277

한 허신과 왕균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 ’는 어떤 형태를 본뜬 것일까? ‘ ’의 구성요소를 가진 또 다른 계

열의 ‘邑’, 正’, ‘韋’ 등의 한자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이 한자들의 갑

골문 자형과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邑’의 갑골문 자형을 살펴보면, ‘ ’, ‘ ’ 등으로 나타난다. 사람이 都邑에

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을 본뜬 것으로, ‘ ’는 都城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正’의 갑골문 자형은 ‘ ’, ‘ ’ 등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 ’는 발모양, ‘ ’는 城

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 ’는 사람의 발이 城밖에 도달한 모습을 형상화한 것

으로 ‘정벌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意字이다. 그러므로 《說文》의 ｢‘옳다’의 뜻이

다(正, 是也.)｣라는 풀이는 本義가 아니고 파생의미이다. ‘韋’의 갑골문은 ‘ ’, ‘ ’ 

등의 형태를 보인다. 자형 중의 ‘ ’는 城邑으로 두 사람이 성읍을 향해 서로 반

방향으로 등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說文》에는 ｢서로 등지고 있다는 뜻

이고, 의부 舛과 성부 口로 구성된다. 짐승 가죽을 ‘韋’라고도 한다. 구부러뜨려 서

로 맞 게 할 수 있으므로 ‘韋’를 가차하여 가죽의 뜻으로 썼다(相背也. 从舛囗聲. 

獸皮之韋, 可以束枉戾相韋背, 故借以爲皮韋.)｣라고 풀이하 다. ‘韋’의 갑골문의 

자형이 나타내는 본래의미와 《說文》에서 풀이한 본래의미가 일치한다. 따라서 ‘邑’, 

‘正’, ‘韋’의 자형풀이를 통해 이들의 공통된 구성요소인 ‘ ’는 ‘城邑’ 또는 ‘國邑’의 

뜻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또한 이렇게 본다면, 앞서 ‘亯’의 윗부분 구성

요소 ‘ ’를 비교적 높은 건축물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본 것과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의 구성요소 ‘ ’는 삶아 익힌 음식을 올리는 형상이 아닌 城邑의 형태를 

본뜬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마땅하고, 이에 근거하면 ‘ ’는 ‘城邑 안에서 제사를 지

내는 건축물(종묘 또는 사당)’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亯’의 구성요소 ‘ ’와 ‘ ’의 자형 고석 및 《說文》의 풀이에 한 분

석을 통해 초기의 자형이 나타내는 造字당시의 원시의미를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

하 듯이, 字形이 제사를 지내는 곳을 의미한다고 해서 본래의미가 꼭 종묘 또는 

사당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선진문헌 중에 나타난 ‘亯’의 용례 분석을 통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4) 李品秀 上同, 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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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진문헌에 사용된 ‘亯’의 용례 분석

‘亯’은 갑골문과 《說文》에만 보이는 한자로, 《爾雅》, 《尙書》, 《詩經》, 《周易》 등

에는 ‘享’으로 쓰 고, 《玉篇》에도 ｢‘亯’은 지금은 ‘享’으로 쓴다(亯, 今作享)｣라고 

하 으니, ‘亯’과 ‘享’은 古今字 관계이다. 楊樹達은 《卜辭求義》에서 고문 ‘亯’은 후

세에 ‘享’, ‘亨’, ‘烹’으로 분화하 고, 갑골문의 용례｢갑신일에 점을 쳤는데 楚丘에서 

춤을 추며 신께서 흠향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甲申, 卜, 舞楚, 亯?’)｣에 사용된 

‘亯’이 바로 ‘享’字라고 주장하 다.15) 따라서 선진문헌에는 古字인 ‘亯’자가 출현하

지 않으므로, 今字인 ‘享’에 한 용례 분석을 통해 ‘亯’의 본래의미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 以爲酒食, 以享以祀.(春秋 《詩⋅ 雅⋅楚茨》)

(이것으로 술 빚고 음식 만들어 조상에게 제사지내리.)

ⓑ 約軝錯衡, 八鸞鶬鶬 以假以享.(春秋 《詩⋅商 ⋅烈祖》)

(가죽으로 묶은 수레, 여덟 말방울 딸랑거리며 제후들이 와사 신령의 강령

하심 빌며 제사를 올리네.)

ⓒ 玆予大享于先王, 爾祖其從 享之 (戰國 《書⋅盤庚上》)

(이에 내가 선왕에게 큰 제사를 올릴 때 너의 조상도 따라서 더불어 흠향을 

받았다.)

ⓓ 郊社不修, 宗庙不享.(戰國 《書⋅泰誓下》)

(하늘과 땅에 제사를 지내지 아니하고, 종묘에도 제사지내지 않는다.)

ⓔ 以供皇天上帝社稷之享.(戰國 《呂氏春秋⋅季冬》)

((그 희생을) 황천상제와 사직의 신을 제사지내는 데 바친다.)

ⓕ 以其物享焉.(戰國 《左傳⋅莊公三十二年》)

(그 신에게 그럴듯한 물건을 놓고 제사를 지내십시오.)

ⓖ 二師令四鄕正敬享, 祝宗用馬于四墉, 祀盤庚于西門之外. (戰國 《左傳⋅
襄公九年》

(좌사와 우사가 네 명의 향 부에게 삼가 제사를 지내게 하 고, 축과 종

인에게 명하여 말의 희생으로써 사방의 성벽에 바치고, 반경을 서문 밖에서 

제사지내게 했다.)

ⓗ 安鄕 宅享祭, 而謳吟稱號 皆誅, 所以留民俗也.(戰國~秦漢 《管子⋅侈靡》)

(편안히 고향에서 살며 제사 지내고, 외지로 도망간 사람을 잡아다 모두 주

15) 인터넷 자료 http://www.guoxuedashi.com/zidian/4EAF.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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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는 것은 백성들의 풍속을 보전하는 방법이다.)

ⓘ 困于酒食, 朱紱方來, 利用享祀, 征凶, 无咎.(周 《易⋅困》)

(먹고 마심에 곤궁한데 군주의 부름이 바야흐로 오리니, 제사를 지내면 이

롭고, 나아가면 흉하여 원망할 곳도 없으리라.)

위의 예문에 출현한 ‘享’은 모두 ‘제사지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 ⓓ와 

ⓖ, ⓗ, ⓘ는 제사를 지내는 상이 ‘조상’이고, ⓑ와 ⓔ, ⓕ는 ‘天神’이다. 《周禮⋅
地官⋅鼓人》의 ｢鼓手가 신에게 제사 지낼 때 뇌고(八面鼓)를 친다(以雷鼓鼓神

祀.)｣라는 구절에 한 주석에 ｢천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祀라 하고, 지신에게 지내

는 제사를 祭라고 하고, 종묘에 지내는 제사를 享이라 한다(天神稱祀, 地祇稱祭, 

宗廟稱享.)｣고 하 는데, 이로부터 보면 당시에 천신과 지신, 그리고 조상에게 지

내는 제사의 명칭이 각각 달랐음을 알 수 있다. 또한 《中說⋅天地》에 ｢진숙달이 귀

신을 모시는 방법에 해서 묻자,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공경은 하되 멀리하라.’고 

하시니, 祭에 해서 물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 유독 祭를 묻는가? 또한 

祀도 있고, 祭도 있고, 享도 있다(陳叔達問事鬼神之道. 子曰, “敬而遠之.” 問祭, 

子曰, “何獨祭也. 亦有祀焉, 有祭焉, 有享焉.”)｣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에 해 阮

逸은 이 세 가지 제사 명칭 중 ｢종묘에 제사지내는 것을 享이라 한다(祭宗廟曰

享)｣고 주해하 다. 따라서 ⓐ, ⓒ, ⓓ, ⓖ, ⓗ, ⓘ의 용례와 위의 두 가지 주석에 

근거하면, ‘享’은 종묘에서 제사지내는 것이고, 예문 ⓑ와 ⓔ, ⓕ는 天神에게 지내

는 제사를 나타낸다. 그런데 옛날에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와 조상에게 제사

를 지내는 장소의 구분이 엄격하 으므로, ⓑ와 ⓔ, ⓕ의 장소를 종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선진문헌에 사용된 ‘享’의 용례와 관련 주해 ‘享’은 

부분 ‘제사지내다’라는 의미항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享’의 제사의 상이 ‘天神’과 ‘조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보

아야 할 것인가? 吳大澂이 ‘亯’은 종묘의 형태를 본뜬 것이라고 주장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그의 견해에 동의하며 ‘亯’이 종묘의 모양을 형상화한 한자임에 틀림없다

고 여겼다.16) 그들은 ‘亯’은 본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종묘’를 뜻하며, 이후 이 

의미항목에서 동사인 ‘제사지내다’의 의미가 파생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吳大

16) ‘종묘설’에 동의하는 표적인 학자로 羅振玉과 李孝定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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徵의 ‘종묘’설 이래로 학자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이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하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새롭게 제기된 주장에 따르면, ‘亯’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올리는 곳이기는 하나, 이곳에서 제를 올리는 상은 사람의 조상인 

人鬼가 아니라 天神이다. 다시 말해서 이곳은 ‘宗廟’가 아니라 다음 해의 풍년을 

기도하기 위해 천지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를 뒷받침하

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亯’의 갑골문 자형 ‘ ’는 지금의 天壇, 그 중에서도 천단 안에 있는 건축

물 祈年殿의 형태와 일치한다. 둘째, 당시 갑골문 중에 종묘를 나타내는 한자 ‘ ’

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 한자가 바로 조상(人鬼)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의 

형태를 본떠서 만든 현재의 ‘宗’자이다.17) 사실, 이 두 가지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근거이다. 殷代는 天神과 人鬼(조상)에 해 각각 고유의 제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지내는 장소 또한 명확히 구분하던 시 으므로 당시의 분위

기에서 天神과 人鬼를 한 곳에서 제사지내는 것과 같은 불경스럽고 무례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었다. 아울러 한자가 많지 않던 당시에 ‘종묘’를 나타내는 한자

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또 다른 한자를 만들 

필요가 없었으며, 특히 미신적이어서 국가 및 왕실의 소사를 모두 점쳐서 기록하

기 좋아했던 殷代에 ‘亯’이 ‘祭亯’의 의미와 人名으로 쓰 거나 또는 지명으로 빌려 

쓴 용례만 나타날 뿐, ‘종묘’의 뜻으로 사용된 卜辭를 기록한 갑골문 용례가 없다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다.18) 게다가 이후 출현한 각종 공구서에서도 ‘亯’(享)에 ‘종묘’ 

또는 ‘제사지내는 곳’의 의미항목이 있음을 수록한 사전류가 없는데, 本義가 ‘종묘’

라고 한다면 이후의 사전류에서 이것이 한군데도 반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亯’의 제사 상은 최초에는 ‘天神’로 한정되었으

나, 고 에 ‘神明’이나 ‘조상(人鬼)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가 빈번하 으므로 차츰 

‘亯’이 나타내는 장소에서 제사지낼 수 있는 상을 구분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이후의 여러 주석서에 종묘에 한 제사를 ‘享’이라 한다는 

17) 인터넷사이트 國學大師에서 《契文擧例交讀 中國文字第五十二冊》의 원문을 스캔하여 

수록한 내용을 참조하 음. 

18) ｢‘貞’이 말하기를, 오늘 왕께서는 亯땅으로 가지 마십시오(貞: 今日王勿往于亯.)｣ 등의 

용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예문은 《甲骨文字典》과 《殷墟甲骨文引論》 중

의 ‘亯’자에 한 용례를 참고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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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가 생긴 것도 여기에서 기원하 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문제

는 확실한 근거자료를 찾아 규명할 필요가 있으므로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겠다. 

또한 앞서 언급하 듯이, 자형과 본의의 관계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白玉崢에 

의하면 ｢옛날 현인들은 형체를 따라 글자를 만들었고, 일에 근거하여 그 뜻을 부여

하 다(前賢就其形, 造其字; 就其事, 賦其義.)｣19)고 하 으니, 이것은 상당히 신

빙성 있고 합리적인 주장이다. 본고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亯’은 최초에 ‘제사지내는 

곳’이라는 형체를 본떠 그 字形을 만들었으나 이곳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제사지내는’ 행위이므로 이에 의거하여 최초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

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亯’의 본래 의미는 ‘종묘’나 ‘천신에게 제사지내는 사당’

이 아닌 ‘제사지내다’라는 행위이고, 《說文》에서 本義라고 규정한 ‘바치다(獻也)’의 

의미항목은 本義인 ‘제사지내다’에서 파생된 파생의미이다. 《說文》의 이와 같은 오

류는 앞서 언급하 다시피, 당시 갑골문의 존재를 모른 채 篆체의 자형을 근거로 

의미체계를 파악하 기 때문이다. 

2) ‘亯’의 생의미

중국고 에는 ｢나라의 큰일은 오직 제사와 전쟁이다(國之大事, 惟祀 戎.)｣20)

라 하여 제사와 전쟁이 매우 빈번하고도 중요한 일이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大事

에 관한 기록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제사는 일상적인 생활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출현빈도가 당연히 전쟁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러한 까닭으

로, 선진문헌 속 ‘享’의 출현 빈도수는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의미파생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본래의미인 ‘제사지내다’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파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아래에서 용례를 통해 ‘享’의 파생의미에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 昔有成湯, 自彼氐羌, 莫敢不來享, 莫敢不來王, 曰商是常.(春秋 《詩⋅商

⋅殷武》)

(옛날 탕 임금 시절에는 저 강나라까지 진헌하지 않는 나라가 없고, 조회하

19) 白玉崢이 ‘亯’자 설해 부분에서 언급한 것으로 《古文字詁林》 3675쪽에 수록된 내용이

고, 國學大師의 스캔본을 참조하 음. 

20) 《左傳⋅成公十三年》의 기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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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자 없어 은나라가 이를 법으로 삼았네.)

ⓚ 汝其敬識百辟享, 亦識其有不享. (戰國 《書⋅洛誥》)

(당신께서 공경히 하셔야 여러 제후들이 진헌하는 것을 알고, 또한 진헌하

지 않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 璧琮九寸, 諸侯以享天子. (漢 《周禮⋅ 工記⋅玉人》)

(벽과 종은 9寸(치)이니 제후가 천자에게 진헌하는 것이다.)

ⓜ 如是則非德, 民不和, 神不享矣.(戰國 《左傳⋅僖公九年》)

(이와 같이 하면 백성들이 화합하지 않을 것이며 신들도 제물을 흠향하지 

않을 것입니다.)

ⓝ 祭 , 薦其時也, 薦其敬也, 薦其美也, 非享味也.(戰國 《穀梁傳⋅成公十

七年》)

(제사라는 것은 그 때에 맞춰 올리는 것이고, 공경함을 바치는 것이며, 아

름다움을 드리는 것이지, 제물의 맛을 흠향하는 것이 아니다.)

ⓞ 使之主祭而百神享之, 是天受之.(戰國 《孟子⋅萬章上》)

(그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함에 온갖 신들이 흠향하 다. 이는 하늘이 

받아들인 것이다.)

ⓟ 保君父之命而享其生祿, 於是乎得人(戰國 《左傳⋅僖公二十三年》)

(아버지의 명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봉록을 누리고, 이에 사람(인민)을 얻

었다. 

ⓠ 人犯其難, 我享其利, 非廉也.(戰國 《莊子⋅讓王》)

(남이 그 어려움을 무릅 썼는데, 내가 그 이로움을 누리는 것은 청렴이 아

니다.)

ⓡ 克享天心, 受天明命.(戰國 《書⋅咸有一德》)

(하늘의 마음에 합당하여 하늘의 밝은 명을 받았습니다.)

ⓢ 深思其故, 改求其路, 以享天意.(漢 《漢書⋅谷永傳》)

(그 이유를 깊게 생각하고 그 길을 바꾸어서 천의를 잘 받들었다.)

ⓣ 享曹大子.(戰國 《左傳⋅桓公九年》)

(조태자에게 예를 갖춰 접하 다.)

ⓤ 悉取 軍之資糧享士卒. (漢 《史記⋅司馬穰苴列傳》)

(또 장군에게 주는 재물과 양식을 병사들에게 풀어 접했다.)

예문 ⓙ, ⓚ, ⓛ는 허신이 《說文》에서 본래의미라고 본 ‘바치다’, ‘진헌하다’의 뜻

으로 사용된 용례로, 本義인 ‘제사지내다’에서 파생된 파생의미이다. 제사를 지낼 

때, 본디 제물을 조상이나 신령에게 바치기 때문에 ‘제사지내다’에서 ‘祭獻하다’의 

뜻이 파생되었다. 그런데 ‘祭獻하다’는 사용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범위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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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일반적인 ‘진헌’의 의미, 즉 ‘바치다’의 뜻이 파생하 다. 《爾雅⋅釋詁下》에 

｢享은 ‘바치다’의 뜻이다(享, 獻也.)｣라는 풀이에서 ‘享’에 ‘바치다’의 뜻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예문 ⓚ에 한 孔穎達의 疏에 ｢‘享’은 ‘바치다’의 뜻이다. ‘獻’은 

윗사람에게 바친다는 뜻의 단어이므로 윗사람에게 바치는 것을 ‘享’이라고 한다(享

訓獻也, 獻是奉上之詞, 故奉上之 享.)｣라는 풀이에서 ‘享’은 ‘아랫사람이 윗사람

에게 바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치다’의 뜻으로 사용된 예

문 ⓙ, ⓚ, ⓛ는 모두 진헌을 받는 상이 각각 ‘탕 임금’, ‘성왕’, ‘천자’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 예문 ⓜ~ⓞ는 ‘흠향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옛날 사람들은 

제사를 지낼 때 조상이나 천신에게 제물을 바치면 귀신이 와서 그 제물을 흠향한다

고 생각하 으므로, 이로부터 ‘신명이 제물을 받아서 먹다’, 즉 ’흠향하다’의 뜻이 파

생되었고, 예문 ⓜ~ⓞ에서 흠향하는 주체도 바로 ‘神明(귀신)’이다. 그런데 이후 

흠향하는 주체가 점차 ‘귀신’에서 보통 ‘백성’으로 확 되어 사용하게 되면서, 자연스

럽게 ‘흠향하다’에서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누리다’의 뜻이 파생되었다. ⓟ와 ⓠ가 

바로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누리다’의 뜻으로 쓰인 예문이다. 사실 이 의미항목은 

일상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츰 사용빈도수가 높아지다가 이후 가장 

자주 사용하는 의미가 되었고, 造語力도 강해서 ‘享’을 형태소로 한 단어들을 많이 

만들어냈다.21) 예문 ⓡ과 ⓢ는 ‘마땅하다’, ‘합당하다’, ‘통달하다’의 뜻으로 사용되

었다. 귀신은 제물을 받아 흠향하는데, 신이 흠향한다는 것은 신의 뜻에 합당하고 

어울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마땅하다’, ‘합당하다’, ‘형통하다’의 뜻이 파생

하 다. 예문 ⓣ와 ⓤ는 ‘ 접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제사는 본디 제물을 올

려 귀신을 접하는 것이므로, 비슷한 의미에서 ‘享’에 ‘술과 음식으로 손님을 접

하다’의 뜻이 파생하 다. ‘ 접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享’은 ‘饗’의 뜻과 같다. ‘饗’

은 본디 두 사람이 서로 마주앉아 식기를 맞 고 먹는 모습을 나타내는 한자로, 金

文에서 ‘饗’과 ‘享’은 통용되었다.22) 또한 王力 역시 ‘享’과 ‘饗’은 실제로는 하나의 

단어로 文字상으로는 구별을 하지만 古書에서는 왕왕 혼용하 다고 하 다.23) 다

21) 張義良 < 《說文解字》“亯”字釋義 辨>, 《貴州敎育學院學報(社 科學)》 2008년 제10

기, 64쪽 참조. ‘享’이 형태소가 되어 만들어진 단어로 ‘享受’, ‘享用’, ‘享有’, ‘享福’ 등

이 있다. 

22) 張義良 上同, 65쪽 참조.

23) 王力 《同源字典》(北京, 商務印書館, 1987), 349-35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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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용례상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면, ‘饗’은 부분 산사람에게 사용하 고, ‘享’은 죽

은 사람에게 많이 사용하 다는 점이다.24) 요컨 , 고 에 ‘享’과 ‘響’은 통용되던 

관계 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선진 문헌에 사용된 ‘享’의 용례 분석을 통해, ‘享’의 의미파생에 관하

여 살펴보았는데, 의미파생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享’의 본래의미는 ‘제사지내다’이다.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을 바쳐야 하므로 本義

로부터 ‘제헌하다’, ‘바치다’, ‘진헌하다’의 의미가 파생되었다.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와서 먹기 때문에 ‘흠향하다’의 의미가 생겼으며, 점차 흠향하는 주

체가 확 되면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누리다’의 의미가 파생되었다. 또

한 귀신이 흠향하면 신의 뜻에 통하고 합당한 것임을 나타내므로, ‘흠향하다’에서 

다시 ‘합당하다’ 또는 ‘통달하다’의 뜻이 파생되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올리는 것과 연계되어 비슷한 의미로 ‘손님을 접하다’의 뜻이 파생되었으며, 제사

를 지내는 데에는 반드시 익힌 음식물을 올려야 하므로 ‘끓이다’, ‘조리하다’의 의미 

역시 파생되었다. 

의미의 파생은 파생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에 따라 세 가지로 유형화된다. 本義를 

기점으로 하여 동일한 방향으로 연쇄적으로 몇 개의 의미가 파생되는 連鎖式과 본

의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개의 직접 파생의미를 파생하는 輻

式(竝列式)이 있고, 이 두 가지 양상이 함께 나타나는 混合式이 있다.25) ‘享’의 의

미파생관계는 다소 복잡하여, 본의인 ‘제사지내다’를 중심으로 混合式의 의미파생 

양상을 보이고 있다.26) ‘享’의 의미 파생관계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손님을 접 하다(饗: 연회를 베풀어 접 하다)

             ↑
    享:제사지내다(本義) ⟶ 祭獻하다 ⟶ 進獻하다, 바치다

           ↓           ⤥ 흠향하다 ⟶ 누리다

   끓이다, 조리하다    ⤥ 합당하다, 통달하다 

24) 陳英杰 <西周金文之“追,享, 饗, 孝”正義>, 《北方論叢》 2006년 제1기, 8쪽 참조.

25) 이 주 《漢字字義論》(서울, 서울 학교출판부, 2002), 66-68쪽 참조. 

26) 張義良 上同, 6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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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享’은 본의를 중심으로 하여 [祭獻하다], [흠향하다], [손님을 접 하다], [끓이

다]로 각각 파생된 파생의미는 輻 式의 파생양상을 나타내고, 본의인 제사지내다

를 중심으로 [제헌하다] ⟶ [진헌하다, 바치다]와 [흠향하다] ⟶ [누리다]로 각각 

파생된 의미는 連鎖式의 파생양상을 나타낸다. 또한 본의가 파생의미 [흠향하다]를 

중심으로 또 하나의 輻 式 파생양상을 보이는데, [흠향하다] ⟶ [합당하다, 통달

하다]이다. 요컨 , ‘享’의 의미파생은 輻 式과 連鎖式이 혼재된 混合式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亯’字의 분화과정  분화순서 분석

‘亯’은 상고시기에 이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 多義詞로 사용되었다. 앞서 언급

하 듯이 《說文》에 ‘亯’자만 있고, ‘享’자는 없는 까닭에 해 段玉裁는 ｢玄應의 책

에 의하면 ‘亯’는 籀文이고, 篆체는 ‘ ’이다. 그런 까닭으로 예서에서는 ‘亨’으로 

쓰고, ‘享’으로도 썼는데, 이것은 篆체에서 변화한 것이다.｣27)라고 설명하 다. 

따라서 字形의 측면에서 보면 ‘亯’자는 ‘享’의 古字이고, ‘享’자는 篆體에서 잘못 

변화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漢代 이후에 ‘亯’자는 그 의미가 점차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그로 인해 

형태, 발음, 의미가 다르면서 서로 관련이 있는 세 개의 글자로 분화되었다. 徐灝

는 《說文解字》에 ｢‘享’은 ‘亯’이다. 소전에 ‘ ’로 썼기 때문에 ‘享’으로 변하 고, 

‘亨’으로도 변하 다. 또 ‘火’를 더하여 ‘烹’이 되었다.｣28)고 하 으니, 字形상으로 

볼 때 ‘亯’은 ‘享’, ‘亨’, ‘烹’으로 분화하 음을 알 수 있다. 

字形의 분화는 讀音의 변화를 야기한다. 《說文解字》 大徐本에 徐鉉이 ‘許兩切’, 

‘許庚切’, ‘普庚切’이라는 세 개의 反切을 첨가하 는데, 이는 《廣韻》의 독음과 일

치한다.29) 따라서 위의 세 反切이 각각 분화된 세 한자의 독음임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분화된 세 글자의 분화 순서와 발음, 의미 등에 관하여 각각 살펴보도록 

27) 段玉裁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 915쪽 참조.

28) 丁福保 《說文解字詁林》(北京, 中華書局, 1988), 5536쪽 참조. 

29) 肖婭曼 <上古“亯”的混沌性 分化性>, 《漢語史硏究集刊》 第十五輯, 2012, 3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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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亯’자의 本音은 許兩切이다. ‘享’은 본디 ‘亯’과 古今字 관계이므로, 이 反切은 

今字인 ‘享’의 讀音이기도 하다. 상고문헌에서의 출현 시기도 ‘享’이 가장 빠르고, 

출현 빈도수 역시 가장 높으며, 위에서 많은 용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제사지

내다’, ‘바치다’, ‘흠향하다’, ‘누리다’, ‘합당하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이 의

미항목들 중에서 ‘바치다’라는 뜻의 ‘享獻’은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능동

의 의미를 나타내고, ‘누리다’의 뜻의 ‘享受’는 ‘받다’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피동의 의

미를 표현하는데, ‘享’은 중국어에서 능동과 피동의 의미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施

受同詞에 해당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30)

許庚切은 ‘亨’의 讀音이다. 의미상으로는 ‘형통하다’를 뜻한다. ‘亯’의 의미파생관

계에서 예문 ⓡ과 ⓢ는 ‘합당하다’, ‘통달하다’의 뜻으로 의미 파생한 것이라고 하

다. 제사를 지내면 신이 흠향하는데 그 뜻이 하늘에 통달하여 신이 만물을 보호하

고 복을 내려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므로 ‘형통하다’, ‘통달하다’의 의미로 확장되

었고, 이후 이 뜻은 ‘亨’자를 만들어서 사용하 다. 《廣韻》에 ｢‘통하다’의 뜻이다. 

‘亯’으로도 쓴다(通也. 或作亯.)｣라고 하 고, 《玉篇》에서도｢‘亨’은 ‘亯’과 같다.(享, 

同亯.)｣라 하 으며, 《說文通訓定聲》에는 ｢그 정성을 바치어 도달하니 순조롭고 

좋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그러므로 또 ‘亯’이라 하 고, 글자는 ‘亨’으로 썼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亨’은 ‘亯’에서 分化된 한자임이 분명하고, 선진문헌상의 출

현빈도가 ‘享’보다 적고 용법이 단순한 것으로 보아 분화의 시기가 ‘享’보다는 늦다

고 보여진다. 아래에서 몇 가지 용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公用亨於天子.(周 《易⋅大有》)

(공이 천자에게 공물을 바치다.) 

ⓦ 品物咸亨.(周 《易⋅坤》)

(모든 만물이 다 형통한다.)

ⓧ 七月亨葵及菽. (春秋 《詩⋅豳風⋅七月》)

(7월에 아욱과 콩을 삶는다.)

30) 왕닝 외 2인, 김은희 譯 《 《설문해자》와 중국고 문화》(서울, 학고방, 2017), 1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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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는 ‘亨’이 ‘바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享’으로 사용된 용례이고, ⓦ는 ‘형

통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의 ‘亨’은 ‘烹’의 뜻인 ‘삶다’의 뜻으로 사용된 

용례이다. 따라서 ‘亨’은 ‘享’에서 분화되었고 ‘亨’에서 ‘烹’이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反切인 普庚切은 ‘烹’의 讀音이다. ‘烹’은 ‘亨’에 ‘火’를 더한 형태이고, 

‘끓이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고 에 신령 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물을 바치는데, 이 때 제물로 바치는 음식은 반드시 익힌 것이어야 했다. 따라서 

‘끓이다’, ‘익히다’의 뜻으로 의미가 파생되었고, 후에 ‘烹’자를 만들어 이 뜻을 전담

하게 하 다. 《廣韻》에 ｢‘亨’은 ‘끓이다’의 뜻이다. ‘烹’으로도 쓴다(亨, 烹也. 俗作

烹.)｣31)라고 설명하 고 《集韻》에 ｢‘烹’은 ‘끓이다’의 뜻이고, ‘享’으로 쓰기도 한다. 

옛날에는 ‘亯’으로 썼다(烹, 煮也. 或作享, 古作亯.)｣32)라고 하 다. 段玉裁도｢음
식을 익히는 것을 ‘亨’이라 하고, 또 ‘烹’이라고도 한다(飪物作亨, 亦作烹.)｣33)라고 

하 으니, ‘烹’은 ‘亯’에서 분화한 한자임에 틀림없고, 그 중에서도 출현시기가 이 세 

한자 중에서 가장 늦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烹’은 용법도 단순하며 선진문헌에서의 

출현빈도도 가장 낮은 한자이다.

ⓨ 孔某窮於蔡陳之間, 藜羹不糝, 十日, 子路為享豚,孔某不問肉之所由來而

食.(《墨子⋅非儒下》)

(공아무개가 채나라와 진나라 사이에서 곤궁함을 당하 는데, 명아주 싸라

기도 없이 열흘을 보냈다. 자로가 돼지를 삶았다. 공자가 고기가 어디서 왔

는지 묻지도 않고 먹었다.)

ⓩ 狡兎盡則良犬烹.(戰國 《韓非子⋅內儲說下》)

(날쌘 토끼가 죽으면 좋은 사냥개도 삶는다.)

예문 ⓨ는 ‘享’이 ‘삶다’, ‘끓이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烹’으로 사용되었고, 예문 ⓩ
는 ‘삶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享’이 ‘烹’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의 용례

에서 확인하 다. 따라서 ‘享’에서 ‘亨’, ‘烹’으로 분화하 음을 알 수 있고, 이 중에

서 ‘烹’의 분화시기가 가장 늦고 의미도 ‘삶다’, ‘끓이다’로 비교적 단순하며, 선진문

31) 陳彭年 《宋本廣韻》(北京, 中國書店, 1982년), 185쪽 참조. 

32) 丁度 《集韻》(北京, 文物出版社, 1993년), 230쪽 참조. 

33) 段玉裁 《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1년), 91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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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에서의 출현빈도수도 적다.

이상으로 보건 , ‘亯’에서 ‘享’, ‘亨’, ‘烹’의 세 한자가 분화하 음은 자명한 사실

임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각각의 상고음을 살펴보면, ‘享’과 ‘亨’은 曉母陽部이고 

‘烹’은 滂母陽部로 聲母는 서로 비슷하지 않지만 韻部가 같고, 의미적으로도 모두 

제사활동에서 기원했다는 공통 유래가 있으므로 이 세 한자는 同源字 관계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Ⅳ. 나오는 말

이상에서 본고는 ‘亯’자의 字形과 字義, 문헌상의 용례 분석을 통해 각각 造字근

거와 제사 상, 본의와 파생의미 간의 의미체계, 의미파생의 양상 및 분화과정에 

한 논의를 진행하 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亯’자의 造字근거와 제사 상, 본

의 및 파생의미, 분화과정에 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亯’은 갑골문과 금문의 자형분석을 통해 제사를 지내는 높은 건축물의 형

태라고 정의할 수 있고, 의론이 분분하던 제사의 상에 해서는 ‘亯’자의 갑골문 

자형이 현재의 天壇 건축물의 형태와 일치하고, 당시에 ‘종묘’를 나타내는 한자 ‘宗’

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최초에는 神明(鬼神)만을 제사지내는 

곳이었으나, 이후 여러 종류의 제사가 너무 빈번해짐에 따라 제사의 상이 조상

(人鬼)로까지 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字形과 本義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字形과 本義가 반

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亯’의 자형은 ‘제사지내는 곳’을 나타내지만 本義는 造字

당시의 원시의미가 아닌 그곳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행위인 ‘제사지내다’이다. 

이에 한 근거는 두 가지로, 왕실 소사를 모두 기록하던 갑골문에 ‘제사지내는 

곳’으로 사용된 용례가 전무하고, ‘亯’자를 수록한 각종 자전 및 사전류에 이 의미항

목이 전혀 반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셋째, ‘亯(享)’자는 본의인 ‘제사지내다’를 중심으로 다양한 파생의미를 생성하

고, 그 의미파생관계 또한 連鎖式과 輻 式이 혼재된 混合式의 복잡한 의미파생양

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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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亯’은 상고시기에 이미 여러 가지 의미항목을 지닌 多義詞로 사용되면서 

混合式 의미파생 양상을 나타냈고, 이를 통해 ‘享’, ‘亨’, ‘烹’으로 분화되었다. 이 세 

한자는 각각의 고유한 독음과 뜻을 가지나, 서로 聲母는 다르지만 韻部가 동일하고 

모두 제사활동에서 기원하 다는 의미상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同源字 관계이다. 

또한 분화순서와 출현빈도수는 ‘享’ → ‘亨’ → ‘烹’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상으로 자형 및 자의 분석을 통해 ‘亯’의 의미파생체계와 분화과정 등에 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편폭과 자료의 제한으로 분석하지 못한 ‘亯’자의 제사 상 확

 등에 관해서는 앞으로 출토문헌이나 기존의 선진문헌 자료의 발굴을 통해서 보

다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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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亯’是甲骨文中出现的字, 但对此字的字形和本义、引申体系等的理解, 各家

学者的说法历来不一: 而关于‘亯’字的造字笔意, 学术界也形成了好几种不同观点, 

包括:宗庙说、烹饪说、穴居说、天坛说、房屋说等看法。若综合性地进行分析, 纳

入早期字形、造字理据、字体演变, 字形和本义、引申义等相互关系, 并进行推论, 

笔者认为, ‘亯’象祭祀场所之形, 本义为祭祀。之后, 引申出进献、鬼神享用祭品、
享受、相当、烹煮、宴请诸义项。从这个本义和引申义的关系来看, ‘亯’的词义引申

系统, 相当多元而复杂。‘亯’的其他义位都是以’祭祀’这个本义为核心, 向不同的方

向发展, 延伸出新的义位。而它发展的方式包括连锁式和辐射式的引申, 因此‘亯’

的引申系统为混合式。‘亯’后来分化为享、亨、烹三个同源字。这是社会发展进步, 

语言文字跟着丰富、多样化的结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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