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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역사적으로 출현한 이체자들 중에는 해당 한자가 갖고 있는 시 환경과 괴리된 

부정적이고 음험한 요소를 제거하여 새로운 생명을 발휘한 예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 글은 표적인 8가지 예(學、敎、聖、儒、黨、眾、邊、家)를 추출하여 이들 

이체자가 해당 글자에 담긴 부정성과 음험함을 어떻게 제거하 으며, 이를 통해 새

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며 발전해 왔는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자가 4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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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혁명 시 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여 미래 문자로 기능하기 위한 가능성과 방법

을 찾고자 기획되었다. 

인류 역사에서 현존하는 가장 표적인 표의 문자로서의 한자는 그것이 갖는 표

의성 때문에 발생단계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중국의 전통 문화와 사유특징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는 최적의 자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거기에 남겨진 강력한 

이미지 때문에 변화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의 새로운 인식을 방해하고 미래보다는 

과거로 회귀하고자 하는 역기능도 강하게 갖고 있다. 이는 분명 한자가 미래 문자

로 발전하는데 부정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문자사용 환경의 시 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지 못

한채 남겨진 이전 역사의 음험함을 극복한 이체자에 담긴 문화심리적 분석은 다음

의 몇 가지 긍정적 기능을 할 것이다. 첫째, 이체자 연구에 새로운 문화 심리 분석

의 역을 제공하여 해당 연구의 지형을 확 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물론 한국 

등 한자문화권에서 창제되었던 고유 이체자의 우수성과 독자성에 한 관심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21세기의 제4차 산업혁명시 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한자가 계속적으로 생명력을 확보하여 미래문자로 기능할 수 있는 모델과 가능성의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자를 기존의 긍정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비판적 시각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Ⅰ. 한자의 변천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窮則變, 變則通, 通則久.)” 

《주역⋅계사》 편의 말이다. 모든 것은 필요에 의해 변하고, 변하면 생명력을 확보

할 수 있고, 생명력이 확보되면 오래 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변

해야만 살 수 있다. 변하지 않는 순간 그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한자도 마찬

가지다. 

그래서 한자도 발생에서부터 여러 발전 단계를 거치면서 문자 본연의 사명을 다

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신했으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러

한 노력의 결과로 한자는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구축하며 살아남았고, 세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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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인 문자체계가 되었다. 

기나긴 한자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크게 세 단계의 질적 변화를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표현 방식상의 변화로, 소위 문(文)에서 자(字)로의 확장이었

다. 즉 사물이나 개념의 의미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던 상형이나 지사나 

회의 등의 방식에서 형성이나 가차와 같이 독음적 요소를 부가함으로써 표현방식을 

확장한 단계를 말한다. 이 단계를 거쳐 한자는 유한한 체계에서 무한한 체계로 변

화할 수 있었으며, 의미 중심에서 의미+독음 중심으로 발전했다.1) 지금 볼 수 있

는 갑골문은 독음 성분이 강종한 형성과 가차가 상당한 비율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

아2), 초기 단계의 한자를 넘어선 이미 상당히 발전한 체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이미 그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음을 말해 준다. 두 번째는, 문

자사용의 보편화와 효율화에 부응하고자 서사 속도를 높이는 한편, 표의 중심의 한

자를 고도로 추상화한 단계를 말한다. 이는 한자의 전체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특히 진(秦)나라의 소전체로부터 한(漢)나라의 예서로 변천하던 

단계, 소위 ‘예변(隷變)시기’에 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변’ 시기는 한자의 사용이 

크게 확장되고 죽간과 종이 등 다양한 서사 재료가 등장함으로써 필사속도를 높이

고 문자사용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극 화해야 했던 시기이다. 그래서 강한 표의성

을 가졌던 이전의 구조를 적으로 병합하고 간단히 줄임으로써 한자는 이전의 

표의 중심에서 상당히 추상화한 단계로 변했다.3) 세 번째는, 한자가 담보한 내용을 

 1) 文과 字의 정의와 구별에 해서는 역 로 논란이 많았다. 보통 段玉裁의 견해를 받아

들여, 더 이상 분할이 되지 않는 獨體字를 文, 이들이 합쳐진 合體字를 字라고 규정한

다. 그렇게 되면, 전통적인 구분처럼 상형과 지사는 文에, 회의와 형성은 字에 해당한

다. 그러나 문자가 갖는 본질적 두 가지 속성인 의미와 독음을 중심으로 본다면, 한자

는 독음이 들었느냐의 여부에 따라 文과 字로 구분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육서 중, 독음적 요소가 없는 상형, 지사, 회의는 文에, 독음적 요소가 든 형성은 字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적인 文과 字의 구분이 절 적인가에 한 지속적

인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는 문자가 갖는 표의성과 독음성에 근거해 이를 潛在性

(Possibility)과 可能性(Potentiality)이라는 측면에서 文과 字의 구분 이 가능하다는 

것을 논의한바 있다. 상세한 것은 河永三(2013) 참조.

 2) 李孝定(1984, 41쪽)의 분석에 의하면, 갑골문에 등장하는 1,226자 중 상형이 277자

(22.59%), 지사가 20자(1.63%), 회의가 396자(32.30%), 형성이 334자(27.24%), 

가차가 129가(10.52%), 전주가 0자, 미상이 70자(5.71%) 등으로 나타난다. 

 3) 구체적 양상과 분류에 해서는 河永三(1987) 제4장 “隸辨所見隷體之演變” 76-141

쪽. 趙平安(199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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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변화시킨 시기로, 과거의 한자가 담고 있던 내용을 시 적 환경에 맞도록 

다른 내용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개념을 담아낸 단계를 말한다. 한자 발생 초기와 

그 후의 집중 발전 단계에서 형성된 개념은 사회의 발달과 시 적 환경의 변화로 

사용 당시의 개념과 크게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겨난 모순을 극복하고 새로

운 생명을 부여하고자 한 노력은 한자의 역사를 통틀어 내내 쉼 없이 계속되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존재해왔던 다양한 이체자(異體字)나 정치적 힘에 의한 문자의 개

량과 개혁 및 표준화 등에 의해 주로 체현되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표적

인 조치는 1949년 신 중국 성립 이후 진행되었던 ‘간화자’ 운동이라 할 것이다. 이 

시기는 마르크스주의 이념에 의해 건설된 신중국의 이념에 부합하고, 아편전쟁 이

후 중국에 가해진 충격을 극복하고자 이전의 농경 중심의 봉건사상의 극복은 물론 

중국의 전통을 개혁하고자 했던 시기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한자를 폐기하고 

서구처럼의 알파벳 문자로의 체를 준비했던 단계라 할 수 있으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변혁과 위험한 실험이 이루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4) 그런 과정에서 의

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전의 한자가 담고 있던 여러 내용들이 새 시 에 맞도록 

많은 변화가 일어나 변혁되었다.5) 

 4) 한자를 폐기하고 알파벳 문자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볼 것인지에 해서는 이론이 있

을 수 있지만, 청말 아편전쟁에서 참패한 후 중국의 전통에 한 부정이 부각되었고, 

그 화살은 과학을 방해한 한자와 민주화를 저해한 유가사상에게로 돌아갔다. 특히 마르

크스주의의 진보지식인들이 정권을 신 중국에서는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문자개혁위원

회’를 출범했고, 제1차 간화 방안, 한어병음 제정, 간화자와 한어병음의 병용, 한자와 

제2차 간화방안 제정 등 일련의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모택동이 죽고,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을 통해 전통 중국의 부정, 특히 한자 폐기 주장은 수그러들었고, 급기야 

1986년 문자개혁회의에서 제2차 간화방안의 폐기와 제1차 간화방안으로의 회귀, 한자 

간화 정책의 실패 등을 인정하고, 더 이상의 간화는 없을 것임을 천명하게 된다. 그간 

한자의 간화가 알파벳으로 가기 위한 조처 다는 것을 중국 본토 학자들은 언급하지 않

았으나, 최근의 글에서는 황덕관(2018)의 글처럼 “한자의 간화가 알파벳으로 가기 위

한 구체적 조치 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하 는데, 이는 21세기의 세계문자로 

한자를 만들려고 하는 중국의 ‘일 일로’ 정책과 함께 주목해야 할 변화로 보인다.

 5) 黃德寬(2018)도 최근의 한 강의에서 한자가 겪은 발전과정을 세 차례의 위기라는 개

념으로 개괄하 다. 이는 “형체로 의미를 표현하던 한계를 극복하고 형성구조로 감”(突

破以形表意, 走上“形聲化”道路), “예변 과정을 통해 고문자와 전서체의 필사의 저효율 

구조를 극복함”(隸變突破古文篆體書寫效率低下的困境), “알파벳 화를 포기하고 현

적 모델을 완성함”(放棄拼音化道路, 完成現代轉型)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고 했다. 이

는 한자 역사에서 일어난 변혁의 세 단계로 볼 있는데, 필자와 조금 다른 견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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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변화 중, 개별 한자에 내포된 표상에 해 시

와 괴리된 부정적이고도 음험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한 

표적 예의 분석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한자가 미래 시 에 부합하기 위해 어떻

게 변화해야만 미래의 문자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인지에 한 방법과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Ⅱ. 한자의 정성과 부정성

한자는 인류 문명 초기 단계에서부터 탄생하여 문자체계의 성질 변화 없이 지금

까지 사용되어 온 가장 표적인 문자이다. 이 때문에 한자에는 과거의 수렵시 , 

노예제사회, 농경사회, 부권중심사회, 유가지배사회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렵, 노

예, 농업, 가부장적 사고, 위계개념과 국가나 집단 중심주의 등 중국 역사에서 경험

했던 여러 단계의 복잡한 문화 지층과 이념들이 그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런 속성 때문에 한자는 과거에서 지금에 이르는 중국의 역사와 인식의 궤적 및 

지혜를 추적하고 이해하는 중요한 데 근원적인 자료로 기능하고 있다.6) 그러나 다

른 한편, 변화하는 사회, 특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는 오늘날의 현 사회와 괴리

된 개념도 그 역사적 흔적이 제거되지 못한 채 자형 속에 그 로 남아 사유형성에 

향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요소는 한자 사용자들의 미래적 인식에 부정

적 향을 미칠 뿐더러 한자가 미래사회의 문자로 기능할 수 있는 동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자가 담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새로운 시

적 환경에 맞도록 조정하고 변화시키는 것 또한 한자에 새로운 생명력을 더하고 한

자를 미래 시 의 문자로 만드는 적극적 조치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나긴 

한자의 역사에서 남겨진 한자의 긍정적 요소에 한 적극적 발현과 전석(詮釋)과 

함께, 사회의 변화와 가치개념의 전변에 따라 노정되는 부정적인 시선과 음험한 이

인다.

 6) 중국 문화연구에서 한자가 갖는 근원성 및 학술적 의의에 해서는 河永三(2011) “서

론: 한자문화연구의 필요성”, 13-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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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올로기의 흔적을 제거하려는 노력에 한 규명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조선시  반자(半字)7)와 신중국의 간화자를 중

심으로 표적인 예들을 추출하여 그 생성 배경과 내재적 함의에 한 문화적 심리

를 분석하고자 한다. 

문자사용 환경과 시 의 변화로 인해 해당 개념의 의미를 더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게 되자 그에 담긴 부정성과 음험한 역사를 제거하려 했던 이체자(異體字)에 

한 문화 심리적 분석은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 를 맞이한 오늘날 한자를 어떻

게 평가해야 하고, 한자가 어떻게 변신해야 할 것인지에 한 방향을 찾는데 일조

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이는 다음의 몇 가지 긍정적 기능도 함께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이체자 연구에 새로운 문화 심리 분석의 역을 제공함으로써, 이체자의 

진정한 가치를 더욱 입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체자 연구의 지형을 확 해 줄 것이다. 

둘째, 중국 주변의 한자문화권 특히 한국에서 창제되었던 고유 이체자의 발굴과 해

석을 통해 한국 한자의 우수성과 독자성에 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셋

째, 21세기의 제4차 산업혁명시 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도 한자가 계속적으로 

생명력을 확보하여 미래문자로 기능할 수 있는 모델과 가능성의 논의를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한자를 기존의 긍정적 일변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비판적 시

각에서 개선하고자 하는 논의도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이체자, 시 를 반 한 변신 

중국을 비롯한 한자문화권에서 한자는 수천 년의 발전 과정을 거치는 동안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그것이 처한 시 적 환경과 문자적 환경을 적극 반 하며 변

 7) 이체자를 한국에서는 略字라는 명칭을 자주 사용하지만 이는 일본식 한자 어휘이며, 한

국에서는 전통적으로 ‘半字’라고 불 다. 특히 조선 후기 민간의 상업적 출판물인 坊刻

本에는 상상 이상으로 많은 이체자가 쓰이고 있는데, 이의 정리는 한국에서 사용된 약

자의 실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줌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약자와 비교를 통한 한국한자

의 특수성을 살피는 데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柳鐸一(1989), 95-9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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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와 향과 변용을 거듭해 왔다. 이러한 모습을 가장 잘 반 해 주는 것이 역사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고 사라졌던 이체자(異體字)라 할 수 있다. 

한자의 삼요소라 불리는 형체와 의미와 독음이라는 세 가지 속성에 근거해 볼 

때, 이체자는 독음과 의미는 같으나 형체가 다른 관계에 놓인 글자들을 지칭한다. 

역사적으로 일정한 시기 표준 글자체로 인정되었던 글자를 정자(正字)라 하고 그에 

칭된 나머지들을 이체자라 하지만, 정자와 이체자의 관계가 고정불변의 것은 아

니다. 즉 일정 시기에는 정자 던 것이 다른 시기에 이르러 이체자로 변하기도 하

고, 그 역의 경우도 존재한다. 

정자의 근거가 되는 표준은 시 에 따라 달랐으나, 보통 《설문해자(說文解字)》 

때부터 정자와 이체자의 구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8) 그 이후부

터는 체로 해당 시 를 표할 수 있는 자서를 그 근거로 삼아 구분할 수 있다. 

예컨 , 위진 남북조 때의 《옥편(玉篇)》과 당나라 때의 《간록자서(干祿字書)》 등 

다양한 ‘자양서’, 송나라 때의 《광운(廣韻)》, 명나라 때의 《자휘(字彙)》와 《정자통

(正字通)》, 청나라 때의 《강희자전(康熙字典)》, 민국시기의 《사원(辭源)》과 현 의 

《중문 사전(中文大辭典)》과 《한어 자전(漢語大字典)》 등을 표준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9)

정자와의 칭적 개념으로서의 이체자는 역사 과정에서 정자로서의 표준적 지위

를 갖지는 못했지만, 모두 나름의 발생 원인을 갖고 있다. 또 그것에 반 된 문화

적 함의와 상징은 매우 풍부하여 높은 학술적 가치도 갖는다. 이러한 점이 인정되

어 특히 1980년  이후 이체자에 한 연구는 학계의 주목을 받아 한자학의 한 분

과를 형성할 정도로 활발하고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0)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8) 《설문해자》에 수록된 1,163자의 重文이 이에 해당하는데, 표제자로 선택된 篆 이외

의 古文, 籒文, 奇字, 或體, 俗體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후 각종 자서에서 불렸던 又

體, 或體, 或體 등도 이에 해당한다.

 9) 그러나 이러한 사전의 표제자로서의 등재여부가 정체와 이체를 구분하는 절 적 잣 가 

되지는 못하다. 그것은 사전 자체가 공시적 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 속성

을 함께 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중국 문명과 중국어의 특징 때문인데, 과거와 

현 의 언어가 함께 쓰이고, 과거와 현재의 역사가 단절되지 않은 연속성을 가지기에, 

사전에서는 통상 현재에 사용되지 않는 한자도 모두 수록하 기 때문이다. 

10) 이체자의 학문 분과에는 중국의 경우 張湧泉의 《漢語俗字研究》, 《敦煌俗字研究》, 한

국의 경우 李圭甲의 《한중역 시기별 한자자형표고》, 《고려 장경이체자전》 등의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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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이체자의 자형과 유형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그 발생 원인과 그것에 내

재된 문화적 함의 및 문화 심리적 원인에 한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11) 

게다가 역사적 과정에서 출현한 이체자가 문자 사용자들에게 어떤 향을 미쳤는지

에 한 인지학적 관점에서 연구는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12) 

역사적으로 볼 때, 해당 한자가 갖는 문화적 부정성과 음험한 이데올로기가 제거

된 명확한 근거를 가진 이체자도 상당수 보이는데, 그중 표적인 것은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성이란 문화의 시 적 발전에 방해하는 부

정적 요소를, 음험함이란 겉보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이나 속에 음흉한 이데올로기

를 내포한 것을 말한다. 

1. 죄(辠)와 죄(罪)

죄(辠)를 죄(罪)로 바꾼 것은 진시황 때의 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죄(辠)는 토

를 베는 형벌을, 죄(罪)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을 뜻하는 서로 다른 글자 다. 그러

나 진시황 이후 죄(罪)가 죄(辠)를 신하게 됨으로써, 죄(辠)는 죄(罪)의 이체자

로 변했다.13) 《설문해자》에서는 이에 해 이렇게 기록했다. “죄(罪)는 물고기를 

잡는 로 만든 그물이다(捕魚竹网). 망(网)과 비(非)로 구성되었다. 진나라 때 죄

(辠)자가 황(皇)자가 비슷하다 하여 죄(罪)자로 고쳤다(秦以罪爲辠字).” 단옥재의 

《설문해자주》에서는 《문자음의(文字音義)》를 인용하여 이렇게 설명을 보충했다. 

“진시황이 죄(辠)자가 황(皇)자가 비슷하다 하여 죄(罪)로 고쳤다. 경전들이 부

분 진니라 이후에 출현했기에 문헌들에서는 모두 죄(罪)로 적게 되었다고 생각한

다.(始皇以辠字似皇. 乃改爲罪. 按經典多出秦後. 故皆作罪.)”.14) 중국 역사에서 

이 컸다. 또 일본의 이체자 자료와 역사에 관해서는 杉本つとむ(編). 《異體字研究資料

集成》(20冊, 雄山閣出版株式 社, 昭和48年 초판, 平成7年 제2판)를 참고할 만하다. 

11) 河永三(1996)의 제5장 “隸辨所見形態變化之原因”에서 처음으로 《隸辨》의 수록자를 

중심으로 隷變 과정에서 발생한 변화 원인에 해 상세하게 논의한 바 있다. 142-169

쪽 참조.

12) 이체자는 아니더라도 한자가 중국 문명 형성과 학술 사상에 어떻게 향하 는가, 한자

는 중국인들에게 무엇인가, 중국을 지배해 온 한자의 힘에 해서는 김근(1999)와 김

근(2009)는 참고할 만한 역작이다. 

13) 李學勤(主編)(2012), 683쪽, 12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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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왕권을 처음으로 구축했던 진시황, 그 자신을 지칭하던 황(皇, )자와 죄(辠, 

)자의 소전체가 서로 비슷해, 절 존엄을 상징하는 황(皇)자에 부정적 인식을 끼

칠까 고의로 죄(罪)자를 새로 만들었다 추론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코(自, 

鼻의 원래 글자)를 베는 형벌(辛)”을 상징하는 죄(辠)는 “모든 잘못된 것을 일망타

진하다”는 뜻의 죄(罪)로 체되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코를 베는 고 의 형벌

이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았던 시 적 불일치성도 제거되었고,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

아 정자의 지위로 남아 지금까지 쓰이게 되었다. 

2. 락(洛)과 락(雒) 

중국의 표적 고도 낙양(洛陽)은 낙수(洛水)의 북쪽(陽)에 있다는 뜻으로 지어

진 이름이다. 낙(洛)은 강 이름으로, 《설문》에서는 “좌풍익(左馮翊)군 귀덕(歸德)

현15) 북쪽의 이민족 경계지역에서 발원하여, 동남으로 흘러 위수(渭水)로 흘러든

다.(出左馮翊歸德北夷界中, 東南入渭.)”라고 했다. 《설문해자주》에 의하면, 한 무

제(武帝, 기원전 156~기원전 87) 때 한(漢)나라의 수도를 낙양으로 옮겼는데, 음

양오행 중에서 한나라는 화(火)의 덕을 숭상하는 나라 으므로 낙양의 낙(洛)이 수

(水)로 구성되었던 바, 화(火)와 수(水)는 상극의 관계에 있어 낙(洛)자의 수(水)

를 빼고 신 추(隹)를 더하여 낙(雒)으로 고쳤다. 그러나 위(魏) 문제(文帝) 조비

(曹丕)의 황초(黃初) 원년(220)에 이르러 새로 출현한 위(魏)나라는 토(土)를 숭

상하 다. 수(水)가 토(土)와 상생에 해당하는지라, 물(水)은 흑(土)이 있어야 흐

를 수 있고, 흙(土)은 물(水)이 있어야 부드러워지는 법이다. 그리하여 낙(雒)의 

추(隹)를 제거하고 수(水)를 더한 낙(洛)으로 고쳤다.16) 그렇게 본다면 낙양(洛

14) 이의 관계를 새로운 글자의 창제라기보다는 지존에 공존하던 罪가 辠를 체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연구에 의하면, 罪가 ‘그물’에서 ‘죄’로 쓰인 것은 秦 이후로 보인다.(李學

勤(主編)(2012), 683쪽)

15) ‘歸德’은 서개의 《설문계전》에 의하면, 《한서》에서 ‘褱德’으로 되었다 했는데, 이는 懷德

縣(지금의 감숙성 慶陽縣 서쪽)을 말한다.

16) “黃初元年. 詔以漢火行也. 火忌水. 故洛去水而加隹. 魏於行次爲土. 土, 水之牡也. 

水得土而乃流. 土得水而柔. 故除隹加水. 變雒爲洛. 此丕改雒爲洛, 而又妄 漢變洛

爲雒. 以揜己紛更之咎. 且自詭於復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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陽)의 낙(洛)은 당시 유행하던 음양오행설의 사상적 환경에 향을 받아 변화를 거

듭했다. 즉 수도 이름에 반 된 부정성을 제거하고자, 한 무제 때 낙(洛)을 낙(雒)

으로 고쳐졌다가, 위 문제 때 다시 낙(洛)으로 고쳐져 지금에 이른 이름이라 하겠다. 

3. 국(國)과 국(圀)

중국의 유일한 여자황제 던 당나라의 측천무후는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

하고 개혁성을 강조하고자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 반포했다. 송나라 정초(鄭樵)의 

《육서략(六書略)》에 의하면 총 18자를 창제하 다고 하는데17), 그중에서도 국(國)

을 국(圀, 18))으로 바꾼 것이 표적이다. 국(國)은 갑골문에서  등으로 

그려, 성곽을 그린 국(囗)과 창을 그린 과(戈)로 구성되어 무기로 성을 지키는 모

습을 그렸다. 이후 땅을 상징하는 가로획(一)이 더해져 혹(或)이 되었고, 혹(或)이 

‘혹시’라는 뜻으로 쓰이자 다시 국(囗)을 더해 국(國)으로 발전했다.19) 최초의 여

성 황제이자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던 측천무후가 보기에, 자신이 세운 새로

17) 鄭樵, 《通志》(《欽定四庫全書》 권35, 16a-b). 구체적 목록은 다음과 같다. (天), 

(地), (日), (日), (月), (星), (臣), (年), (載), 

(初), (正), (正), (照), (證), (聖), (授), (戴), 

(國). 측천무후는 天授 원년(690) 낙양에 수도를 정하고 나라이름을 唐에서 周로 

고치고 황제에 등극했다. 그녀는 당나라의 전장제도를 고치는 동시에 새로운 글자를 창

제했다. 정초(鄭樵)의 견해와 달리 《宣和書譜》에 의하면, 19자를 창제했다고 한다. 정

초(鄭樵)가 제시한 글자 이외에도 (人)이나 月의 이체자인  등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는 20여 자 이상이 창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국(2004)에 의하면 

755년에 필사된 ｢新羅白紙墨書華嚴經｣에서는 총 17종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글자는 

측천무후 생존 당시에는 사용되었으나 사후에는 모두 도태되고 측천무후 자신의 이름으

로 사용되던 曌(=照)자만 남게 되었다. 

18) 낙양에서 출토된 ｢武周陸公夫人崔氏墓誌｣에서 따온 실물 자형이다. 이 묘지석은 당나

라 聖歷 2년(699) 정월 28일에 하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때는 측천무후의 집정 

때 다. 높이 46.5센티미터, 넓이 46.5센티미터로, 해서 12행, 각 행 12자로 되었는

데, 國, 正, 人, 聖, 天, 年, 月, 日 등 측천무후의 창제글자[武周新字]가 다수 등장하

여 당시의 문자사용 실제를 보여준다. 현재 낙양 관림 비각묘지진열실 소장되어 있다. 

19) 河永三(2014) 참조. 이후의 한자 어원 풀이는 특별한 출처를 밝히지 않은 한 모두 이

에 근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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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나라’를 뜻하는 국(國)에 ‘혹시’라는 뜻의 혹(或)이 들어 있었고, 또 혹(或)은 

‘의혹’이라는 뜻의 혹(惑)의 원래 글자라는 점에서, 거리낌의 상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녀가 고안하여 새로 만든 것이 국(圀)인데, 이는 국(囗) 속에 팔(八)과 

방(方)을 넣음으로써 ‘팔방(八方)으로 표되는 역(囗)’의 의미로 ‘나라’라는 뜻을 

표상했다. 고  중국에서 땅은 네모졌다고 생각했으니, 사방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 전체를 뜻했고 그것이 새로 만든 제국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국(國)에 담겨 있던 ‘의혹’과 ‘혹시’라는 두려움은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 

Ⅳ. 부정성과 음험함을 제거한 한자들20)

위에서 들었던 죄(罪), 락(雒), 국(國) 이외에도 한자의 역사에서 등장한 학

(學), 교(敎), 성(聖), 유(儒), 당(黨), 중(衆), 변(邊), 가(家)의 이체자들은 그 

속에 담긴 음험함과 부정성이 어떻게 제거되었는지는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들 이체자는 어떤 배경에서 출현하게 되었고, 그 배후에는 어떤 문화적 

함의와 심리가 담겼던 것일까? 이를 차례 로 살펴보자.

1. 학(學)21)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 불역열호(不亦說乎)?”라는 《논어》의 첫 구절에서 보

20) 현재 중국 륙에서는 간화자를 정체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 만, 일본 등의 입장

에서 볼 때 여전히 ‘이체자’이다. 이체자는 일방적 정/속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표준으로 보았느냐의 상 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예컨 , 중국에서 간화자를 중심으로 

볼 때 衆은 众의 이체자이지만, 衆이 표준체로 기능하는 한국과 일본과 만에서 볼 

때 众이 衆의 이체자이다. 이러한 관계는 역사적 변천에 따라 언제나 지위가 계속 바뀌

었다. 众의 경우,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나왔지만, 이후 의미부를 추가한 衆이 나와 표

준체로 확정되면서 众이 이체자가 되었고, 한국, 일본, 만에서도 그렇다. 그러나 신 

중국에서 众이 표준체로 확정되면서 衆이 오히려 이체자가 되었다. 한국에서도 만약 众

을 표준체로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의 표준체인 衆은 이체자로 남게 된다.

21) 이 내용의 일부는 “한자 키워드로 읽는 동양문화”(《월간중앙》)의 “(13)學--배움의 변증

법”으로 가공되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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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배움’은 한자문화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관의 하나 다. 그래서 학(學)은 어떤 

글자보다 중요한 글자 고, 중요했던 만큼 사용 빈도도 높고 관심도도 높은 글자

다. 이 때문에 역 로 다양한 이체자가 출현하 다. 한중일 삼국의 이체자를 모아 

놓은 표자전이라 할 만교육부의 “이체자자전(異體字字典)”22)에 의하면 총 25

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시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표_01]

A류
윗부분의 획을 

줄임

B류
윗부분을 다른 

글자로 바꿈 斈
C류 복(攴)을 더함 斅

[표_01] 학(學)의 각종 이체자( 만교육부 ‘이체자자전’).

필자가 세 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했다.

학(學)은 갑골문에서부터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와 같이 써, 새

끼 매듭(爻) 지우는 법을 집(宀)에서 두 손(臼)으로 배우는 모습을 그렸다.23) 이

후 금문 에서처럼 상을 강조하기 위해 아이(子)가 더해졌고, 강제하는 

수단인 회초리(攴=攵)가 더해지기도 했다. 매듭짓는 법은 달리 결승(結繩)이라고 

하는데, 문자가 생겨나기 전 기억의 보조 수단으로 삼던 주요 방법 중의 하나 다. 

잉카인(Inca)들이 사용했던 퀴푸(Quipu)가 바로 이의 일종이다. 인간 사회의 의사

소통과 지혜의 전수를 위해 제일 먼저 말과 문자를 가르치지만, 문자가 없던 시절

에는 당시의 소통도구 던 매듭짓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배웠던 것이다. 이로부터 

학(學)은 ‘배우다’는 뜻이 만들어졌으며, 모방하다, 본받다, 배우는 사람, 학교, 학

과, 학문, 학설, 학파 등의 다양한 뜻이 나왔다.24) 

22) http://dict.variants.moe.edu.tw/variants/rbt/home.do

23) 学의 윗부분이 상징하는 의미에 해서는 결승 이외에도 그물을 짜는 모습(朱芳圃), 

괘효를 형상하여 산가지로 계산하는 모습을 형상했다는 설 등이 있다. 특히 산가지로 

계산하는 것을 그렸다는 것에 해서는, 산가지를 사용한 계산법이 인류의 문명 발달사

에서 상당히 진보된 일이어서 춘추시 보다 이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許進

雄(1991), 38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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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주금문의 (《金文編》 224쪽)처럼, 어떤 경우에는 달리 斅(가르칠 학⋅
효)으로 쓰기도 했는데, 이는 원래 글자인 학(學)에 매를 들고 있는 모습(攴=攵)

이 더해진 형태이며25), 학습을 매라는 수단으로 강제하던 옛날의 교육법을 반 한 

모습이다. 지금은 학(斅)이 독립된 글자로 분화했으나 여전히 학(學)과 같은 글자

로도 쓰인다. 학(學)은 이후 복잡한 구조를 간단하게 하고자 윗부분을 줄여 학

( )으로 쓰기도 했고, 현  중국의 간화자에서는 더욱 간단한 모습의 학(学)으로 

쓴다. 

이처럼 학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눈에 보이듯 그 로 그려낸 것은 한자의 커다

란 장점이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큰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구상성이 

너무 강해 한자의 자형을 보면서 그것이 그려낸 범주와 방식에 갇혀버릴 가성성이 

크기 때문인데, 이는 한자가 갖는 부정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학(學)의 자형에서 

볼 수 있듯, 지금의 ‘배움’이라는 것이 결승이나 산가지나 기초 글자를 배우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학(學)이라는 자형에는 여전히 그런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다. 더구나 이후 습(習)과 결합하여 학습(學習)이라는 말이 만들어 지면서, 습

(習)이 갖는 무한 반복성까지 추가되었다.26) 그렇게 해서 학습(學習)은 어떤 구체

적인 것을 모방하고 무한 반복하는 것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게 되었다. 동양의 학

24) 河永三(2014) ‘學’의 설명 참조. 이후의 어원에 한 설명은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이

에 근거하 다.

25) 《설문해자》에서는 斅을 정자로 보고 學을 이체자로 보았다. 또 斅의 구조를 學에 攴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다른 구조, 즉 敎에서 출발하여 敎에 의미부인 冖과 소리부인 臼

가 더해진 구조로 설명했다.(“斅, 覺悟也. 從教從冖, 冖, 尚矇也, 臼聲. 學, 篆文斅

省.”) 

26) 習은 (갑골문), (간독문) 등에서처럼 羽(깃 우)와 日(날 일)로 

구성되어, ‘익히다’가 원래 뜻인데, 어린 새가 오랜 세월(日) 동안 반복해 날갯짓(羽)을 

‘익히는’ 모습으로부터 반복 학습의 의미를 그렸다. 《설문》에서 말한 “从羽, 從白”의 구

조처럼 이후 日이 白(흰 백)으로 변해 지금처럼 되었는데, 白은 自(스스로 자: 鼻의 

원래 글자)의 잘못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들어 ‘스스로(自) 배우는 날갯짓

(羽)’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스스로의 의지에 의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도 해

석될 수 있다. 또 《雲夢秦簡⋅爲吏之道》의 “變民習浴(俗)”에서는 襲과 통하여 ‘중복’을 

뜻하는데, 이는 갑골문에 등장하는 “습일복, 습이복”의 전통과 닿아 있다.(李學勤(主

編)(2012), 683쪽). 간화자에서는 白을 생략하고 또 羽의 한쪽만 남겨 习으로 쓴다.



394  《中國文學硏究》⋅제75집

습(學習)이 창의적인 창발성의 주체적 발현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의 무한 반복이라

는 피동적 특징이 강한 모습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는 학습(學習)이라는 글자가 가

지는 강렬한 이미지가 주체적이고 창발적인 학습을 제한하고 지배했을 가능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다. 

사실 학(學)과 습(習)이 갖는 이런 부정적 염려는 공자 당시에도 이미 제기되었

던 것 같다. 《논어》의 첫 구절에서 학습(學習)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공자 지만, 

지식의 단순한 학습이 가져올 위험성을 크게 염려했던지, “학이불사즉망(學而不思

則罔), 사이불학즉태(思而不學則殆).”(｢위정(爲政)｣ 편)라고 했다. 사(思)는 깊이 

생각하다는 뜻이고, 망(罔)은 망(網)의 원래 글자로 ‘그물’을 말한다. 뒤 구절의 태

(殆)는 위태롭다는 뜻인데, 죽음을 뜻하는 알(歹=歺)로 구성되었기에 거의 죽음에 

이를 정도의 위태로움이나 망함을 뜻한다. 그래서 이 말은 “배우기만 하되 사변하지 

않으면 배운 지식의 그물 속에 갇혀버리고 말 것이며, 사변만 하되 배우지 않으면 

죽음에 이를 정도의 위태로움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학습(學習)이 갖는 단순한 무한반복의 위험성 때문에 배우되 반드시 그것의 원

리를, 그것의 의미를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배운 지식의 그물이

라는 한계 속에 갇혀 정당성을, 객관성을, 지혜로움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역

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것을 학습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상이

나 망상이 되어 자신은 물론 온 백성을 죽음의 위태로움으로 내몰고 망하고 것이라

는 경고이다. 최초의 어원사전 《설문해자》에서 학(學)을 두고 “오각(悟覺)” 즉 “깨

우치다”는 뜻이라고 풀이하여, 배움이란 모름지기 깨우침에 이르러야만 진정한 배움

이라 주장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 배움이 지식의 독단에 빠지지 않도록 

사변과 함께 해야 하며, 동시에 사변이 지나쳐 공허한 지식이 되지 않기를 강조했

던 것이다. 

이처럼, 학(學)은 어원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것을 배우다는 뜻을 담아 ‘배움’이 

갖는 모방성을 강조했다. 게다가 이후 습(習)까지 합쳐진 학습(學習)은 배운 지식

의 무한 반복성을 담았다. 모방과 무한 반복과 답습은 상상과 창의와 창조의 척

점에 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러한 ‘학습’의 전통적 개념은 효용성을 발휘하기 

어렵다. 구체적 지식의 기억이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상

상과 창의와 창조적 행위가 중요해진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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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정성은 어쩌면 글자 속에 구체적인 모습과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한

자가 태생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한자가 만들어졌

던 고  사회, 원시 시 의 생존환경과 생활상을 반 한 자형이 사회가 발전하고 

시 가 바뀌어 생존환경과 가치관이 크게 바뀌었음에도 처음의 이미지가 그 로 남

아 과거의 기억을 자꾸 강제하기 때문이다. 

이후 등장한 다양한 이체자들은 학(學)의 이러한 부정적 시선을 제거한 결과물로

도 볼 수 있다. 예컨 , 학( )이나 학(学)으로 바뀜으로써 ‘두 손으로 결승을 배

우는’ 모습을 반 한 부정적 간섭이 일정 정도 제거된 셈이다. 물론 서사의 경제성 

때문에 필획을 줄이고자 한 목적이 컸겠지만, 분명 지칭 부호와 실제 개념의 명칭

의 불일치, 혹은 그것을 넘어서 시 적 사명을 간섭할 부정성을 제거하려는 무의식

적 노력과 심리가 반 된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시  한국에서 자주 쓰 던 학(斈)도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집에서 새끼매듭 지우는 법’을 그린 윗부분을 아예 문(文)으로 바꾸어, ‘배움’

에 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27) 문(文)이 무엇이던가? 혼이 육체로부

터 나갈 수 있도록 시신에 낸 ‘ 혼의 출입문’에서 출발한, 모든 정신적 행위, 예술

적 행위, 철학적 행위 등 인간의 모든 문화를 포괄하는 숭고한 개념이 아니던

가?28) 그렇게 됨으로써 학(學)은 단순히 결승이나 글자를 배우는 저급한 단계의 

학습이 아니라 문화와 문명과 인간정신을 탐구하고 사변하는 고차원적 ‘배움’으로 

승화하 다. 그런 의미에서 현  중국의 간화자에서 채택한 학(学)보다는 우리의 

선조들이 자주 썼던 학(斈)이 훨씬 고차원적이고 철리적이며 지혜롭다 하겠다. 

27) 斈은 《宋元以來俗字譜》(16획)에서 인용한 《列女傳》, 《通俗 說》, 《古今雜劇》 등에 

보이는데, 金周生의 고증에 의하면, 《俗書刊誤》(入聲, 藥韻)에서 “學, 從爻, 俗作 , 

非. 斈, 並非.”라고 했으며, 《字學三正》(體製上, 時俗杜撰字)에서도 “學, 俗作斈”이라

고 했으며, 《彙音寶鑑》(江下入聲)에서도 “斈, 同學字.”라고 했다 한다. 

http://dict.variants.moe.edu.tw/variants/rbt/word_attribute.rbt?quote_code=Q

TAyNzcyLTAwMg

28) 河永三(2011), “제2장 말과 문자: 과 文 계열 한자군” 30-6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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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敎)

배움이 있으면 가르침이 있기 마련이다. 겉보기에 이 둘은 립하는 개념으로 보

이지만, 한자에서는 서로 전화 가능한 개념이다. 그것은 ‘가르치다’는 뜻의 교(敎)의 

어원이 학(學)과 같은 데서 나온 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敎=教)는 갑골문에서 子(아들 자)와 攵(=攴, 칠 복)이 의미부이고 爻(효 

효)가 소리부로 되었다. 아이(子)에게 새끼 매듭(爻) 지우는 법을 회초리로 때려가

며(攵) 가르치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학(學)에서처럼 문자 출현 이전의 기억 보조 

수단이었던 결승을 가르치는 것이 가르침, 즉 교육(敎育)의 출발이었음을 보여준

다. 이로부터 지식이나 기능 등을 전수하다는 뜻이 생겼고, 학술 등의 유파를 뜻하

여 종교(宗敎)라는 뜻까지 나왔다. 이후 남을 가르치다는 뜻으로부터 ‘시키다’는 사

역동사로도 쓰 다. 

이처럼 교(敎)와 학(學)은 자형 속에 집(宀)이 들었느냐의 차이일 뿐, 완전히 같

은 데서 출발했다. 그래서 교(敎)는 학(學)이고 학(學)은 교(敎)이다. 이 때문에 

교(敎)와 학(學)은 자주 짝을 이루어 등장하기도 한다. 바로 교학상장(敎學相長)이 

표적이다. “배워 보고서야 부족함을 알고, 가르쳐 보고서야 어려움을 알게 된다. 

부족함을 알고서야 스스로를 반성할 수 있으며, 어려움을 알고서야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가르침과 배움은 다 같이 자신을 자라나게 한다.”(《예기⋅학기(學

記)》)고 했다.

립하는 두 개념의 절묘한 결합이자 통일이 아닐 수 없으며, 뛰어난 혜지가 돋

보이는 해설이다. 가르침이 배움이요, 배움이 가르침이다. 남을 잠시라도 가르쳐본 

사람이라면,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아무리 무지한 상이라도, 아무리 천한 부

류라 하더라도, 그들을 가르쳐보면 그 속에서 새로운 배움을 얻게 됨을 알 수 있

다. 그래서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처럼 한자에서는 그 아득한 옛날, 갑골문 시 에 이미 이러한 지혜를 발견해 

교(敎)와 학(學)을 독립된 글자가 아니라, 같은 데서 분화한 글자로 만들어 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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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류
왼쪽을 줄이거나 

바꿈

B류
왼쪽을 다른 글

자로 바꿈 斅

C류
복(攴)을 언( )

으로 바꿈

[표_02] 교(敎)의 각종 이체자들( 만교육부 ‘이체자자전’).

필자가 3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했다.

교(敎)에 이러한 철리성이 담겼음에도 복(攴)이 들어, 회초리에 의한 강제하는 

전통 교육 방법이 그 로 노정되어 있다. 매로 학습을 강제한다는 것은 피교육자의 

인격을 부정할 뿐더러, 자율적인 학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이념의 

반 이 아닐 수 없다. 이후 복(攴)을 언( )으로 바꾸어 ‘매나 회초리가 아닌’ ‘말로 

하는 교육’을 강조한 교( ), 교( ), 교( ) 등이 등장하여 이런 부정성이 제거되

긴 했지만, 끝내 정자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조선의 반자(半字)에서도 교(敎) 신 교(教)를 자주 썼는데29), 이는 교(敎)의 

왼쪽부분을 孝(효도 효)로 바꾼 구조이다. 이는 한나라 석각문자에서부터 등장하

고30) 해서체에서도 자주 쓰 지만, 만교육부의 “이체자자전”에는 수록되지 않았

다. 그것은 유가 경전에서 중요한 개념이었던 ‘효(孝)’가 가정과 사회 및 국가 지탱

의 중요한 통치 개념으로, 교육의 최고 상의 하나 음을 적극 반 했다. 물론 한

나라 때에도 나타나고 현  중국의 간화자에서도 이를 표준체로 채택했다. 

3. 성(聖)

어에서 ‘성인’이나 ‘성스러움’, ‘성물’ 등은 ‘saint’로 표현된다. 이의 어원을 거슬

러 올라가면 12세기 쯤 고  프랑스의 ‘seinte’에서 왔고, 이는 다시 라틴어 

‘sanctus’에서 근원한 것으로 알려졌다.31) 이들의 뜻은 모두 ‘성결(聖潔)’ 즉 거룩

29) 《華嚴石經》 1446/2, 高麗 ｢僊鳳寺大覺國師碑｣ 24. 李圭甲(2007), 1661-‘教’, 834쪽.

30) 예를 들어 (漢/郭有道碑) (漢/西狹 ) 등이 그렇다.

31) Online Etymology Dictionary (https://www.etymonline.com/), ‘s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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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깨끗하다는 뜻을 담아, 세속에 물들지 않은, 혹은 세속을 초월한 깨끗함에 그 

의미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 인간의 모순이라 할 끝없는 욕망에 권모술수가 횡행하

고, 서로를 모함하며, 서로를 착취하는 썩어 빠진 모순으로 가득한 세상의 모습과

는 달리 이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거룩하고 깨끗한’ 존재가 바로 ‘성인’이었고, 

그것이 바로 ‘성스러움’이었다. 

그러나 한자에서의 ‘성인’이나 ‘성스러움’을 뜻하는 성(聖)은 출발부터 달리 했다. 

성(聖)자 역시 갑골문에서부터 등장하는데, 갑골문에서  등으로, 금문에서 

 등으로 적어 耳(귀 이)와 口(입 구)가 의미부이고 𡈼

(좋을 정)이 소리부인 구조로 되었다. 소리부로 쓰인 정(𡈼)은 발 돋음을 한 사람

을 그란 글자인데, 이와 비슷한 모양의 임(壬)과 섞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임

(𡈼)은 가운데 획이 길지만 정(𡈼)은 가운데 획이 짧다. 그 어원은 분명하진 않지

만 날실(세로 방향으로 놓인 실)이 장착된 베틀의 모습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성(聖)은 사람(人)의 큰 귀(耳)는 ‘뛰어난 청각을 가진 사람’을 상징하

다 할 수 있다(李孝定, 《甲骨文字集釋》). 원시 수렵시  때 청각의 발달은 야수나 

적의 침입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될 수 

있었음을 반 하여 갑골문 시  이전 수렵시 의 전통을 반 했다.32) 그리고 구

(口)는 말을 상징하여, 남의 말을 귀담아들어야 하는 존재가 지도자임을 형상화했

다. 이로부터 보통 사람을 넘는 총명함과 지혜를 가진 존재나 성인을 말했으며, 학

문이나 기술이 뛰어난 사람을 지칭하게 되었고, 특히 유가에서는 공자를 부르는 말

로 쓰 다. 

이처럼 성(聖)은 발돋움을 하여(𡈼) 남의 말(口)을 귀담아듣는(耳) 사람이라는 

의미를 그렸다. ‘성인’이 지금의 뛰어난 지도자에 해당하 음을 고려한다면, 현  정

치의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할 최고 덕목의 하나인 경청을 강조한 셈이다. 즉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 민중의 소리를 잘 경청하는 것, 충직한 간언을 잘 경청하는 

것, 그리하여 독단으로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지도자의 최고 덕목임을 강

조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반 한 성(聖)도 역사적으로 몇 가지 의미 있는 변신을 하 다. 

32) 許進雄(1991),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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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 , 아랫부분의 정(𡈼)의 의미를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되자, 성( )이나 성

( ), 성( ) 등으로 바꾸어 나라의 주인(主)이나 왕(王), 혹은 보배로움(玉)과 

직접적으로 연계시켰다. 또 성( )은 (大)와 현(賢)의 결합으로, ‘위 한 현인’이

라는 뜻을 담았으며, 성( )은 지(知)와 왕(王)의 결합으로 지식이 풍부한 ‘지혜로

운 왕’의 뜻을 담았으며, 성( )은 구(䀠)와 왕(王)의 결합으로, ‘두 눈으로 세상을 

꿰뚫어보는 왕’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성( )은 장(長)과 정(正)과 왕(王)의 결합

으로 ‘오랜 기간 동안 정의로움을 집행하는 왕’이라는 의미를 담았는데, 이는 장

(長)과 정(正)과 주(主)의 결합으로 ‘ 원히 정의로움을 집행하는 임금’을 의미했던 

측천무후 창제 한자의 성( )과 닮았다. 또한 성( )은 서(西)와 토(土)와 왕(王)

의 주요 결합으로, “서쪽에서 온 왕”이라는 뜻을 담아 ‘부처’를 지칭하는데 사용하

다.33) 나름 로 문자사용 환경과 성인이 지향하는 목표를 잘 반 한 글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중국의 간화자에서 채택한 성(圣)은 ‘성인’이라는 형상성도 완전히 

상실하 고,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부호’로 변했다는 의미에서 매우 잘못된 

변화라 할 수 있다.34) 그것은 오로지 필획을 줄여야 한다는 간화의 목적에만 충실

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한자의 장점인 형상성과 표의성을 완전히 상실한 조처 다.

이에 반해 한국에서 만들어진 성( )35)은 ‘문왕(文王)이 성인’을 임을 더욱 구

체적으로 형상하여, 필획도 줄이고, 의미도 더욱 구상적으로 그려냄으로써 훌륭한 

변신을 하 다. 알다시피, 문왕은 주나라를 세웠던 무왕의 아버지이다. 주나라는 중

국에서 제사와 신화와 정치와 연구의 모든 관심을 신에서 인간으로 전환시켰던 인

문학이 시작된 왕조이다. 이후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 제국의 정치제도나 사상문화

가 확립된 왕조도 주나라이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 문화를 가능하게 했던 왕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주나라는 ‘인문’의 상징이다. 이러한 나라를 세운 왕은 무왕이지

33) 이와 비슷한 이체자가 베트남에 존재한다. 은 佛의 이체자인데, 西와 國과 人으로 

구성되어, ‘서쪽 나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河永三(2017), 314쪽. 

34) 張書岩 등(2005)에 의하면, 최초의 용례는 元刊本 《古今雜劇三十種》에 보이고, 1932

년의 ｢國音常用字彙｣와 1935년의 ｢簡化字表｣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고 했다. 77쪽. 

35) 한국의 密陽  山外面 茶竹里에 있는 孫氏 門中 所藏 古文書에서 발췌한 속자이다. 

河永三(2018), 2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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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실 그 기틀은 그의 아버지 문왕에서 만들어졌다. 상나라의 제후국으로서, 온

갖 견제와 수모까지 견디며 절치부심, 나라의 힘을 길러 상나라를 정복할 수 있게 

했던 왕이 문왕이다. 그래서 시호도 ‘문(文)’이라 붙여졌던 것이다. 동양 최고의 철

학서 《주역》도 그가 상왕에게 잡혀 유리성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만들었다고 전해진

다. 

물론 문왕은 주나라 문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 성지성(大成至聖) 문선왕(文

宣王)”을 지칭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선왕은 공자, 그렇다면 

성리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 ‘성인’은 바로 ‘문성왕’ 공자를 지칭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여하튼 이들은 역  제왕들이 모범으로 삼아야 할 상 중 최고의 성인임에 분명

하다. 특히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문(文)의 전통을 중시했던 조선에서 성

(聖)의 이체자를 성( )으로 만들었던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A류 윗부분을 줄임

B류

정(𡈼)을 왕

(王)으로 바꿈

정(𡈼)을 옥으

로 바꿈 琞
정(𡈼)을 주로 

바꿈

정(𡈼)을 토로 

바꿈 圣 垩
정(𡈼)을 공으

로 바꿈

C류
새로운 구조로 

바꿈 

D류 정(𡈼)을 생략

[표_03] 성(聖)의 각종 이체자들( 만교육부 ‘이체자자전’).

필자가 4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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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儒)36)

유(儒)는 人(사람 인)이 의미부고 (구할 수)가 소리부로, 어떤 필요나 수요

( )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人]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37) 인(人)의 의미는 어

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나머지 수( )의 의미를 살피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다. 첫째, 수요( 要)나 필수(必 ) 등의 단어에서 보듯이 수( )는, 현재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지고 있지 않아서[lack], 필요로 하는 것을 구하거나, 

그것의 공급을 기다리는 상태 등을 의미한다. 둘째, 수( )로 구성된 합성자로 살

펴볼 때 수( )는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부드럽고 유연한, 즉 쉽게 변화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수( )와 사람[人]이 합해진 글자가 유(儒)이다. 수( )로 

구성된 한자의 의미를 두루 살피기만 해도, 유(儒)는 죽고 없는 조상을 위한 제사

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내라고 명령하는 경직된 형식과 완전히 다르고, 사후 

권력의 테크놀로지로 이용하기 위해 의례 속에 갇혀버린 유교와 얼마나 다른 지 이

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유(儒)의 근간이 되는 수( )에 왜 이런 뜻이 담겼을까? 갑골문에서 

는 분화되기 전의 모습인 수( )로만 등장하는데, 다음 그림에서 보듯이 떨어지는 

물과 팔을 벌리고 선 사람을 그려 사람이 목욕하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갑골

문 당시 사회의 풍습을 감안할 때, 아마도 제사나 제의를 올리기 전, 온 몸을 정갈

히 하고, 혹여 세속의 이해타산이나 속세의 오염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을 객관화하

36) 河永三(2018b)에서 주요 내용을 재정리하여 가져왔다. 

37) 소리부의 기능은 해당 글자의 독음을 나타내는 이외에도 의미와 접하게 관련된다. 소

리부의 의미 표시 기능은 전통적으로 ‘右文說’이라 불리며 지속적으로 연구됐다. 송나라 

때 王聖美가 이론적으로 구체화하 으며, 王安石이 《字說》에서 응용했다. 이후 청 에 

들어 朱駿聲은 물론 段玉裁, 王念孫, 黃侃 등이 재조명했고, 근 에 들어서는 沈兼士, 

楊樹達 등이 체계적으로 연구했다. 이런 연구의 역사와 성과에 해서는 黃永武이 《形

聲多兼 意 》(1984)에서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黃永武는 黃侃이 말한 “凡形聲

字之正例必兼 意”설을 지지하면서 이전 학자들이 귀납한 495종의 소리부에 자신이 

새로 귀납한 93종을 추가하 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단순한 의미 표시 기능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자원 표시 기능이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방면의 연구로는 李國英의 《說文形聲字硏究》(1996), 曾昭聰의 《形聲字聲符示源

功能述論》(2002) 등을 참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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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모습을 그린 것으로 추정된다. 

유(儒)의 예서체 유(儒)의 원형인 수( )의 갑골문 형태들 

‘물’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러하듯, 음이자 여성이며, 새로운 생명의 잉태를 상징

하며, 새 생명으로 열릴 세계를 표상하는 동시에 몸과 마음을 처음 태어났을 때와 

같이 오염에서 정화하고, 세상으로 들어오며 생겨난 오염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므로 제사를 지내기 전에 하는 목욕은 단지 몸의 더러움을 씻

어낸다는 일상적 의미가 아니다. 

더구나 일찍부터 정착농경을 위주로 하 던 고  사회에서는 기우제(祈雨祭)를 

자주 지냈다. 관개수로나 용수원이 오늘날처럼 발달되지 않았던 당시 사회에서 비

는 한 해 농사의 성패를 갈랐고, 농사의 실패는 바로 식량부족으로 이어졌기에 인

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존재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제사를 지냈다. 기우제는 주로 비

가 내릴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지냈기 때문에, 금문에 들어 물이 雨(비 우)로 바뀌

었고, 이후 사람의 모습[大]이 而(말 이을 이: 수염을 그린 글자)로 변해 수( )가 

되었다. 이후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人(사람 인)을 더해 유(儒)가 

되면서 지금의 글자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38) 제사장은 그 집단의 지도자 으며, 

지도자는 여러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했다. 그래서 이후 유(儒)는 학자나 

지식인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쓰 으며,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을 유(儒), 그러한 학

파를 유가(儒家), 그러한 학문을 유학(儒學)이라 부르게 되었다. 

38) 需에서 분화한 글자들은 “儒”、“濡”、“孺”、“蠕”、“襦”、“薷”、“嚅”、“嬬”、“擩”、“繻”、
“燸”、“獳”、“颥、“鱬”、“曘”、“嶿”、“醹” 등이 있는데, 모두 유연하다, 젖(어들)다 등의 

뜻을 가진다. 또 需의 변형인 “耎”의 형식으로 분화한 글자들은 “偄”、“壖”、“堧”、“緛”、
“瓀”、“蝡”、“輭”、“碝”、“腝”、“媆”、“㓴”、“瑌”、“㨎”、“㮕”、“䓴”、“䙇”、“䞂” 등이 있는데, 

모두 유연하다는 뜻을 가진다. 이는 需가 목욕재계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부터 ‘(물이) 

젖다’, ‘부드럽다’의 뜻을 갖게 된 것임을 추정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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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류
소리부인 수

( )를 바꿈 偄

B류
의미부인 인

(人)을 척(彳)

으로 바꿈 

[표_04] 유(儒)의 각종 이체자들( 만교육부 ‘이체자자전’).

필자가 2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했다.

조선시  때 쓰인 한국이 반자(半字)에서는 이러한 인문성을 강조해 유(儒)를 

인(人)과 文(글월 문)으로 구성된 유(伩)로 쓰기도 했다. 마치 ‘무인(武人)’과 척

점에 있는 ‘문인(文人)’이 유학자 그 자체라고 선언하듯 말이다.39) 사실 ‘문인(文

人)’만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발상은 위험한 것이 사실이다. 한자에서 

‘빛나다’는 뜻을 가진 빈(斌)은 문(文)과 무(武)가 합쳐진 글자인데, 문(文)과 무

(武)를 함께 겸했을 때 완성된 인간이요 진정한 인격체가 됨을 웅변한 글자이다. 

문질빈빈(文質彬彬)처럼 말이다.

이러한 관점이 과장으로 보이는 것은 유가가 한나라에 들면서 모든 학파를 물리

치고 유일한 통치철학으로 채택되었고, 유학을 하는 지식인이 최고 권력 계층으로 

등극하면서다. 한나라에 이르러 유(儒)는 이제 더 이상 제사장도, 방사도, 술사도, 

의사도 아닌 진정한 완성된 인격체이자 모든 사람이 닮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된 것

이다. 

물론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유(儒)는 유(柔)와 같아서 부드러운 존재이

다. 술사(術士)들을 일컫는 말이다.(柔也. 術士之稱.)”라고 했는데, 술사란 도술을 

가진 자를 말한다. 한나라 때 편찬된 책이긴 하지만 어원 해설을 주로 했기에 이전

의 원형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청나라 때의 단옥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허신이 독음이 비슷한 柔(부드러울 유)를 가져와 유(儒)를 설명했듯, 優

(넉넉할 우)와 濡(젖을 유)를 가져와 이렇게 설명했다. “유(儒)는 우(優)나 유(柔)

와 같아서 넉넉함으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고, 부드러움으로 사람들을 설복시

킨다. 또 유(濡)라고 풀이하는 것은 선왕의 도(道)로써 몸을 감화시켜 적셔주기 때

문이다.”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는 이에 한 해설이 더욱 극적이다. “유

39) 河永三(1996),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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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儒)는 큰 덕(碩德)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世之

人). 수( )는 독음인데 의미도 겸하고 있다. 또 고금(古今)을 구별할 수 있는 사

람이라고도 한다.” 《제오유(第五游)》에 나오는 해설이다. 《제오유》는 조선후기 유학

자 심유진(沈有鎮, 1723~?)이 쓴 한자 어원 해설서인데, 조선시  유학자들의 관

념이 담겼다는 점에서 연구해볼만한 자료다.40) 그에 의하면, 유가와 척점에 있

었던 불(佛)을 “서방의 신 이름이다. 우리의 도에 위배되기 때문에(其道悖於吾道), 

불(弗)로 구성되었다.”라고 했다. 불(佛)을 구성하는 불(弗)은 ‘붓다’의 음역이기도 

하면서, ‘인간의 경지를 넘어선 존재’를 말했는데, 유가의 도를 어그러지게 하는 존

재로 해석했던 것이다.

이렇듯 유(儒)는 ‘결여’에서 출발하여 사람들이 필요로 함에도 현실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구하고자는, 기존의 제도나 체제의 한계 ‘너머’를 보면서 체제의 경직성

을 녹여내고 새로운 시작을 명하는 수행적 행위를 반 한 글자이다. 그래서 유는 

출발부터 현실적이며, 현실에 바탕을 두되 그 언제나 ‘너머’를 지향하고 이끄는 존

재 다.

목욕재계를 하면서 몸에 묻은 온갖 세속의 욕망을 씻어 내 정결함을 유지해야만 

자신에 갇히지 않는 개방적이고 객관적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야 세상에서 결여

되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나아가 그 너머의 미래를 인도할 수 있다. 심유진의 해

설처럼,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유(儒) 고, 봉건사회를 살았던 조선의 선비

들조차 의명분과 정의로움 하나에 기 어 지식인의 본분을 다해 왔다. 그것이 오

늘날 우리의 역사를 만들었다. 역사의 변곡점 하나하나에 진실한 선비정신의 실천

이 있었고, 그런 지식인들이 그래도 정치를, 현실의 삶을 바른 길로 이끌었던 것이

다.41) 그런 의미에서 유(伩)로의 변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5. 당(黨)

정당이나 집단을 뜻하는 당(黨)은 한자문화권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

40) 필자는 조선후기의 저작인 《第五游》의 어원 해설에 담긴 沈有鎮(1723~?)의 문화 관

념에 해 분석한 적이 있다. 자세한 것은 河永三(2011)을 참조.

41) 河永三(2018b)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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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붕당(朋黨)이나 당파(黨派), 작당(作黨), 역당( 黨), 악당(惡黨), 흉당

(凶黨), 도당(徒黨), 불한당(不汗黨), 일당(一黨), 불평당(不平黨), 잔당(殘黨), 

당리당략(黨利黨略)은 물론 남사당(男寺黨), 활빈당(活貧黨), 아당(阿黨: 알랑거

림, 간사하고 공정하지 못함) 등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정적인 이미지 일색이다. 그

것은 당(黨)의 어원에서부터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党

[표_04] 유(儒)의 각종 이체자들( 만교육부 ‘이체자자전’). 

黨(무리 당)은 黑(검을 흑)이 의미부이고 尙(숭상할 상)이 소리부인데, 흑(黑)은 

얼굴에 형벌 문신을 한 모습으로, 출발부터 부정적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당(黨)

은 글자 그 로 ‘부정한 것을 숭상하는 집단’임을 말한다.42) 그래서 《설문해자》에서

도 ‘신선하지 못하다(黨, 不鮮也)’, 즉 ‘썩었다’는 뜻으로 해석하 다. 

당(黨)은 역사적으로 향당(鄕黨)을 지칭하 는데, 《주례⋅지관⋅ 사도(大司

徒)》에서 “오족(五族)을 당(黨)이라 한다”고 했는데, 정현(鄭玄)의 주석에서 “족

(族)은 100가(家)를 말하고, 당(黨)은 500가(家)를 말한다”고 하 다. 이처럼 가

문 조직을 지칭하던 당(黨)은 이후 “부당(父黨)”이나 “처당(妻黨)”처럼 친족을 뜻하

게 되었고, 다시 사익을 위해 결성된 집단 혹은 그런 무리를 지칭하 으며 이로부

42) 黑은 고문자에서 金文 古陶文 盟書 簡牘文 古

璽 說文 篆 등으로 썼는데, 금문에서처럼 마에 文身을 한 사람을 그려 놓았는

데, 죄인에게 가해지는 형벌의 하나인 墨刑이 가해진 모습이다. 墨刑은 옛날 형벌 중 

비교적 가벼운 형벌로, 얼굴에다 문신을 새기는 형벌이다. 소전체에 들면서 아랫부분은 

炎(불 탈 염)으로 윗부분은 네모꼴의 굴뚝이나 창문(囱)으로 바뀌어, 불을 땔 때의 그

을음이 창문이나 굴뚝에 묻어 있음을 표시했다. 《설문해자》에서는 이 자형에 근거해 

“불에 그슬린 색깔을 말한다”라고 했다. 어쨌든 ‘검은’ 색을 나타내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黑으로 구성된 글자들은 검은색을 표하며, 검은색이 주는 더럽고 부정적 인식

을 반 하기도 한다. 예컨 , 범죄 집단(黑社 ), 블랙마켓(黑 ), 헤커(黑客), 불법 

운행차량(黑車), 호적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黑人) 등과 같이 어둡다, 혼탁하다, 불법, 

사악, 불법 등의 의미를 가진다. 또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이라는 점에서 ‘점’이나 ‘주근

깨’, 나아가 ‘잠잠함’을 뜻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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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정당(政黨)의 뜻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43) 그래서 정치단체를 뜻하는 정당

(政黨)은 처음부터 ‘부정적인 것을 숭상하는 정치집단’이라는 뜻을 가졌다. 그렇다

면 동양에서는 정당이라는 것이 정의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무리 짓고 편 

가르는 집단으로 여겨져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구에서

는 이를 ‘party’라고 하여 이를 ‘축제의 장’으로 인식한 것과는 조를 이룬다.44)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담긴 당(黨)은 현  중국의 간화자에서 멋지게 변신이 이루

어졌다. 

공산당의 혁명으로 나라를 세운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즉 당(黨)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 적 존재다. 거기서 당(黨)에 ‘부정적인 것을 숭상하는 집

단’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음이 편할 리는 없었을 것이다. 제1차 간화방안에서 당

(黨)에 든 흑(黑)이 인(儿=人, 사람 인)으로 바뀌어 당(党)으로 만들게 되자, “사

람(儿=人)을 숭상하는(尙)” 집단이 바로 당(党=黨)이 된 것이다. ‘부정적인 것’의 

숭상에서 한 순간에 ‘인민을 아끼고 받드는’ 당(党)으로 기막힌 변신을 한 것이다. 

물론 당(党)은 그전 일찍이 “ 《송원이래속자보(宋元以來俗字譜)》에서 《태평악부

(太平 府)》, 《목련기(目連記)》, 《금병매(金瓶梅)》, 《 남유사(嶺南逸事)》 등에서 

모두 ‘당(党)’으로 적었는데45), 민국24년(1935)에 부분적으로 공표된 제1차 간체

자(簡體字)에서 이를 처음 채택했으며, 일본의 《각천한화사전(角川漢和辞典)》과 

《중일조한자자형 조(中日朝漢字字形 照)》에도 보인다.”46) 그러나 당(党)이 공식

적인 정체로 인정된 것은 신 중국의 제1차 간화방안에서이다.

43) 李學勤(主編)(2012), 904쪽.

44) 이는 고  프랑스어의 partie, 라틴어의 partire(나뉘다)로부터 왔으며 part(나누어진 

부분)와 어원을 같이 한다. 이로부터 부분, 분파의 뜻이 나왔고, 다시 정당이나 정파를 

뜻하게 되었다. 게다가 이에는 모임, 연회 등의 뜻도 함께 갖고 있다. 그렇다면, 서양에

서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나누어진 분파가 함께 하는 일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

라 즐겁고 즐기는 일임을 말해준다.

45) 張書岩 등(2005)에서는 元刊本 《朝野新聲太平 府》에서 처음 보이며, 독립된 간화가 

아닌 원래 黨 族을 지칭하던 전문 글자인 党으로의 통합으로 보았다. 53쪽.

46) 만교육부 ‘이체자자전’의 党에 한 簡宗梧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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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衆)

A류
3개의 

인(人)으로 구성 乑

B류

구(口)가 더해짐

목(目)이 더해짐

혈(血)이 더해짐

衆
C류

(구

조변

화)

편방 인(人)을 

더한 형성구조

성부 중(中)을 

한 형성구조

새로운 회의 

구조

[표_06] 중(衆)의 각종 이체자들( 만교육부 ‘이체자자전’).

필자가 3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했다.

중(衆)은 역사를 거치면서 신분 상승이 가장 두드러진 글자의 하나이다. 갑골문

에서 등장하는 衆(무리 중)은 血(피 혈)이 의미부이고 㐺(무리 중)이 소리부로, 피

땀(血) 흘려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㐺)을 그렸다. 더 거슬러 올라가 초기단계의 

갑골문에서는 혈(血) 신 日(날 일)이 들어가 뙤약볕(日) 아래서 무리지어(㐺) 힘

든 일을 하는 ‘노예’들을 그렸었다. 그러던 것이 금문에서는 일(日)이 목(目)으로 

바뀌었는데, 노동에 종사하는 노예들을 감시하는(目) 모습을 강조했던 탓이다. 중

(衆)의 윗부분은 뙤약볕(日)에서 철저한 감시(目)로 바뀌었다가 다시 피눈물 나는 

고통(血)으로, 시 에 따라 변신을 거듭했다. 

‘중(眾)’과 ‘중인(眾人)’은 갑골문에서부터 거 등장하는데, 이의 사회적 신분에 

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주로 곽말약(郭沫若) 등의 ‘노

예’설, 사유지(斯維至) 등의 ‘자유민’설, 조석원(趙錫元) 등의 ‘가장제 가정공사 구

성원’ 설, 속세징(束世澂) 등의 ‘중(眾)이 노예주’라는 설, 진복림(陳福林) 등의 ‘중

(眾)과 중인(眾人) 모두 노예주계급에 속한다’라는 설 등이 있다.47) 이중에서도 곽

47) 王宇信(2013), 제4장 제2절 ‘眾’과 ‘眾人’의 사회신분에 관한 ‘면면들’, 83-88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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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약의 ‘노예’설이 표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후 사회가 발달하면서 중(衆)은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계층으로 변화

해 ‘노예’나 ‘종’이 아닌 일반 중(大衆)이라는 의미로 확 되었다. 특히 근  이후

에는 민중(民衆)이 주인이 되는 시 가 되었다. 현  중국에서도 혁명을 일으켰던 

주체 세력이 바로 농민과 노동자로 이루어진 민중(民衆)들이었다. 더 이상 중(衆)

은 뙤약볕에서 노동하는 노예도, 감시를 받는 노동자도, 피를 토하는 어려움의 최

하층의 계급도 아니었다. 인민이 정치의 주인이자 주체임을 지향한 신 중국에서 중

(衆)은 혁명의 주체가 되어 이 사회의 주인이 된 계층으로 신분 상승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반 이라도 하려는 듯, 현  중국의 간화자에서는 아예 윗

부분을 삭제해 버리고 인(人)이 셋 모인 중(众)으로 표기했다. 그렇게 해서 중(衆)

은 이전의 멸시와 핍박과 감시의 상이었던 역사적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48) 

7. 변(邊)49)

변(邊)이 무엇을 형상했는지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설문》에서는 변(𨘢)

으로 썼고, “가 쪽의 벼랑으로 옮기다(垂崖也)는 뜻이며, 착(辵)이 의미부이고 변

(𦤝)이 소리부이다(行垂崖也. 从辵𦤝聲.)”라고 했다. 이후의 《옥편》에서는 “밭의 

경계를 말한다. 가 쪽의 경계를 말한다.(畔也, 邊境也.)”라고 했으며, 《만상명의(萬

象名義)》에서는 “가깝다.(近也.) 가 쪽이다(垂也). 언덕이다(厓也). 먼 가장자리이

다(方也). 치우치다(偏也). 기울다(倚也)”는 뜻이라고 했다. 《강희자전》에서도 ‘변

경(邊境)’이라는 뜻 외에 ‘가까운 곁(旁近)’(《前漢⋅高帝紀》  齊邊楚), ‘측면(側)’

(《禮⋅檀弓》  齊哀不以邊坐), ‘변장(邊璋)’ 즉 (半文飾)(《周禮⋅冬官 工記》  邊璋

七寸) 등의 뜻이 있다고 했다.

이렇게 볼 때, 변(邊)은 분명 ‘가 쪽’, 그것도 깎아지른 곳이거나 혹은 벼랑이라

48) 張書岩 등(2005)에 의하면, 갑골문 이후 문헌에 보이는 众의 가장 이른 용례로는 초

서체의 경우 晉 王羲之의 ｢服食帖｣이고, 해서체로 된 가장 이른 용례는 元代의 《古今

雜劇三十種》이며, 1935년의 ｢간화자표｣에서도 채택된 바 있다고 했다. 91쪽. 

49) 白川靜(1984), 河永三(2014)의 ‘邊’ 해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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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설문》의 해설처럼 그런 쪽으로 옮기다는 뜻이 원래 뜻임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의미부로 쓰인 착(辵) 이외에 소리부로 쓰인 자(自)+

혈(穴)+경(冋: 이후 方으로 바뀜)의 구성으로 된 변(𦤝)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

미하는지에 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일부 갑골문에 의하면, “자(自)가 의미부이고 병(丙)이 소리부인 구조로 등장하

는데, 금문에 들어 아래쪽에 방(方)이 추가되었다.”50) 이는 변(邊)이 옛날의 촉루

붕(髑髏棚)이라는 습속을 반 하 다는 시라카와 시즈카(白川靜)의 주장은 연상하

게 한다.51) 촉루붕은 시신의 해골만 따로 분리해 코(自: 鼻의 원래 글자)의 구멍

(穴)을 위로 향하게 하여 곁의 구석진 곳(方)에 안치해 두던 고  습속을 말한다. 

다만 금문에서  등으로 쓴 것을 보면, “코의 구멍”을 위로 향하게 하 다는 

것 보다는 “해골(自)(혹은 시신)을 사방(四)의 가장자리(方)로 옮기다(辵)”는 뜻이 

더 정확할 것이다. 게다가 갑골문이나 금문에서 병(丙)이 든 것은 이를 더욱 구체

화 해 준다. 사방의 가장자리로 옮겼다는 것은 1975년 발굴된 은허의 부호묘(婦好

墓)의 구조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주인의 시신이 놓이는 현실 사방으로 깎아진 

흙벽에 기다란 직사각형의 감실을 만들고 거기에다 당시 종이나 노예 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을 순장해 놓은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해골만 따로 

모아 차곡차곡 포개 놓은 무덤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변(邊)은 주인의 무덤에 생전의 노예나 종을 현실(玄室) 사방의 

깎아지른 벽으로 옮겨 놓던 고  중국의 매장 습속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시신이나 해골을 가장자리로 옮긴다(辵)는 뜻에서 ‘가’의 뜻이, 다시 ‘변두

리’의 의미가 나왔다. “가 쪽의 벼랑으로 옮기다는 뜻이다”라고 한 《설문해자》의 해

설은 이를 반 한다 하겠다.

그렇다면 변(邊)은 출발부터 매우 음험하고 섬뜩한 모습을 담았다. 살아서도 평

생 주인을 섬기고 그를 위해 살았던 종과 노예들, 그들은 죽어서도 무덤 속으로 들

어가 다음 생에서도 주인을 섬기고 모셔야 했던 비극적인 모습을 담음 것이 변(邊)

이다. 한(漢)나라 이후로 순장 등의 풍속은 점차 사라졌는데52), 이러한 비인간적

50) 李學勤(主編)(2012), 133쪽.

51) 白川靜(1984), ‘邊’ 해설 참조.

52) 《史記⋅秦本紀》에 의하면, “武公이 죽자 66명이 순장되었으며”, “穆公이 죽자 177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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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비극적인 습속을 변화시키고 글자 속에 담긴 비극적인 흔적을 제거하고자 노

력한 모습이 다양한 이체자에서 확인된다.

1

A류
邉

B류

C류

D류

E류 边
2 F류

[표_07] 변(邊)의 각종 이체자들( 만교육부 ‘이체자자전’). 필자가 2가지 큰 부류의 

6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했다. 제1유형은 변(邊)의 소리부인 변(臱)을 새로운 성분으로 

바꾼 경우이고, 제2유형은 의미부인 착(辵)을 다른 성분으로 바꾼 경우이다.

1-B의 경우 시신을 상징하는 자(自)를 자형이 비슷한 백(白)으로 바꾸었고, 

1-C는 일(日)로, 1-D는 조(鳥)로, 1-E는 력(力)이나 도( )나 반(办)이나 신(身) 

등으로 바꾸어 그 음험한 흔적을 지우려 했다. 특히 변(边)이나 변( ) 등이 표

적인데, 전자는 현  중국의 간화자로 채택되었고53), 후자는 조선 속자에서 널리 

쓰 던 글자이다. 적어도 이렇게 함으로써 순장제도와 ‘촉루붕’이라는 고 의 끔찍

한 제도의 흔적은 상당부분 제거되고 순화된 셈이다. 

순장되었으며”(이 일에 해서는 《시경》에서 ｢黃鳥｣ 시로 표현됨), 섬서성 봉상현에서 

발굴된 秦 景公 무덤에서는 순장된 100여 명의 시신이 발굴되기도 했다. 역사서에서는 

진나라 獻公 元年(기원전 384)에 순장제도를 공식적으로 금했다. 그 후 순장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으나 현격하게 줄어들었음은 분명하다. 

53) 張書岩 등(2005)에 의하면, 간화자로 채택된 边은 元抄本 《京本通俗 說》과 元刊本 

《古今雜劇三十種》 등에서 보이는 것이 최초의 용례이며, 1932년의 《國音常用字彙》와 

1935년의 《簡化字表》에서도 수록되었다고 한다.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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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가(家)

사람이 사는 ‘집’을 뜻하는 家(집 가)는 고  한자에서 (甲骨文), 

(金文), (簡牘文) 등으로 써, 宀(집 면)과 豕(돼

지 시)가 결합한 구조이다. 이에 해서는 이설이 많지만, 아래층에는 돼지를 위층

에는 사람이 사는 구조로 고안된 것으로 볼 수 있다.54) 돼지는 번식률이 높고 인

분까지 먹을 수 있는 잡식성인데, 원시사회에서 무시로 출현하던 뱀의 위험으로부

터도 보호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래층에 돼지를 키우는 것은 매우 효율적인 조

치 다. 이후 아래층에 있던 돼지는 뒷간이 바깥으로 분리되어 나가면서 함께 이동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圂(뒷간 혼)이다. 돼지가 사는 뒷간은 

항상 물기가 축축했기에 다시 혼(溷)이 만들어졌다. 제주도에 최근가지 남아 있던 

정통적인 뒷간의 구조를 연상하면 될 것이다. 여하튼 이후 가(家)는 일반적인 ‘가

옥’을 뜻하게 되었고, 다시 ‘가정’ 등의 뜻도 나왔다. 또 학술상의 유파를 지칭하기

도 하며,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뜻하기도 한다.

A류
의미부 시(豕)를 변

형함

宊

B류
의미부 면(宀)을 멱

(冖)으로 바꿈

C류 새로운 글자로 체

[표_08] 가(家)의 각종 이체자들( 만교육부 ‘이체자자전’).

필자가 3가지 유형으로 재분류했다.

54) 許進雄(1991), 89쪽. 于省吾(1996), 2河永三쪽. 이외에도 吳大澂은 “서인들이 제사 

지낼 때 따로 사당이 없어 집에다 돼지를 놓고 제사를 지낸 데서 유래했다”고 했고(王

襄, 《類纂正編》, 于省吾(1996), 1996쪽에서 재인용), 葉玉森은 “사람들이 돼지처럼 

모여 함께 사는 곳이 집”이라는 의미로 해석했고(｢說契｣, 于省吾(1996), 1996쪽에서 

재인용), 羅昆과 張永山은 “혈연단체를 말하는데, 집과 돼지의 소유가 씨족 공유제 사

회를 벗어나는 표지가 되기 때문이다”고 풀이하기도 했다.(｢家的溯源｣, 于省吾(1996), 

2河永三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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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층에는 사람이, 아래층에는 돼지가 살던 가옥 구조가 언제부터 분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이다. 한나라 때의 무덤에서 출토

된 모형 가옥을 보면, 뒷간은 사람이 사는 집과 완전히 분리되었고, 뒷간에 돼지가 

들어 있는 모습을 하 다. 가옥의 구조가 이렇게 변하자 돼지는 가(家)에 들었던 

돼지(豕)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이 때문에 A류에 포함된 가(宊)에는 돼

지 신 개(犬)가 들어 개가 더 사람 가까이 생활함을 그려냈다. 나머지 글자들은 

시(豕)를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시킨 것들로 보이며, 때로는 돼지머리를 그린 계

(彐)로 변형한 것도 보인다. 그중에서도 , , , ,  등은 《설문해자》

의 고문(古文)체로 제시된 를 계승한 이체자들이다. 또 의 경우, 허담휘(許

錟輝)는 《한어고문자자형표(漢語古文字字形表)》(권7)에서 인용한 《삼체석경(三體

石經)⋅다사(多士)》와 《고문사성운(古文四聲韻)》(平聲⋅麻韻)에서 인용한 《고효

경(古孝經)에서 로 적었는데, 여기서 파생 변형된 것으로 추정하 다.55) 나머

지 는 특이한 형체를 하 는데, 어디서 근원하 는지, 무엇을 의미하는 지, 진일

보한 형체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중국문자개혁위원회에 의해 1975년에 만들어 1977년 공표된 ‘제2차 한

자간화 방안(초안)’에서 채택되었던 가( )는 주목할 만하다. 지금은 사람만이 산다

고 해서 면(宀)과 인(人)으로 구성된 상하구조로 고쳐, 집안에 든 ‘돼지’를 ‘개’도 

아닌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전체 필획도 줄고, 이미 바뀌어버린 가옥 구조의 함

의도 훌륭하게 반 하 다. 다만 1986년 진행된 ‘국가언어문자공작위원회’(1985년 

개칭된 ‘중국문자개혁위원회’의 새 명칭)에서 공식 폐기되어 이체자로 전락했다.56) 

55) 만교육부 ‘이체자자전’의 에 한 許錟輝의 해설 참조. 

http://dict.variants.moe.edu.tw/variants/rbt/word_attribute.rbt?quote_code=Q

TAxMDI2

56) 1966년 문화 혁명이 시작되면서 문자개혁도 상당한 타격을 입어 별다른 진척이 없다

가 문화 혁명이 끝난 1976년 이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갔다. 1975년 중

국문자개혁위원회는 ｢제1차 간화방안｣보다 훨씬 더 간화된 ｢제2차 한자간화 방안(초

안)｣을 만들어 1977년 12월 공표했다. 이에는 제1표에 해당하는 248자와 제2표에 해

당하는 605자를 합친 853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1표에 해당하는 간화자는 공표 당

일부터 전국적으로 사용할 것을 규정하 다. 하지만 ｢제2차 한자간화 방안(초안)｣은 글

자를 지나치게 간단하게 만든 바람에 중성을 확보하지 못하 는데, 1978년부터는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서조차 이의 사용을 금지할 정도 다. 이로부터 ｢제2차 간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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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무한한 변신, 새 시 의 한자를 향해

한자는 알파벳 문자가 갖지 않는 여러 장점을 가졌다. 그중에서도 글자 속에 해

당 개념의 이미지가 그림처럼 남아 있어 한번 보면 그 뜻을 알 수 있고 쉽게 기억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러나 때로는 그처럼 강력한 이미지가 변화

한 사회, 진화한 사상과 문화를 제 로 반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방해하기도 

한다. 이는 역으로 큰 단점이 아닐 수 없다.

한자가 21세기 미래의 문자로 발전하고 더욱 현실적인 문자로 발전해 나가기 위

해서는 이러한 부정적 요소를 제거하고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는 작업이 부단히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전의 한자가 그랬던 것처럼 계속 변해야만 진정으로 살아남

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변신은 단순한 형체 변화가 아니라 새 시 에 맞지 않는 

부정적 시선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환경의 시 적 정신을 반 할 수 있는 내용적 변

신이 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더욱 강한 생명을 담보할 수 있다. 

앞의 논의처럼, ‘결승과 같은 단순한 지식을 배우는 모습’을 그린 학(學)이 배울 

학(斈)으로 바뀌어 ‘인문을 배우는 것’으로 변신하고, ‘집단의 소사를 해결해 주는 

목욕하는 제사장’을 그린 유(儒)가 유(伩)로 바뀌어 ‘인문학자’의 이미지로 변신하

으며, 성(聖)이 성( )으로 바뀌어 ‘문왕(文王)이 바로 성인’임을 직접 표현했다. 

또 ‘부정한 것을 숭상하는 집단’을 그린 당(黨)이 당(党)으로 바뀌어 ‘인간을 숭상하

는 집단’으로 바뀌었으며, ‘뙤약볕 아래 이루어진 고된 노동과 감시의 상’이었던 

중(衆)이 중(众)으로 바뀌어 감시는 물론 고통스런 노동에 종사하는 천민의 신분을 

일반의 민중으로 바뀌었다. 그다지 이상적이지는 못하지만, 습(習) 또한 날갯짓처

럼의 ‘무한 반복성’을 강조했는데, 습(习)으로 바뀌어 부분적이긴 하지만 부정성이 

제거되었다. 또 변(邊)도 촉루붕이라는 고  순장 풍속을 반 했으나 변(辺)이나 

변(边)으로 바뀜으로써 그에 담긴 끔찍한 전통을 일부 제거했다.

반면 교(敎)나 가(家)에 담긴 부정성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있다. 교(敎)의 이

체자로 등장했던 교(教)는 ‘결승을 배우는 아이의 모습’을 효(孝)라는 윤리적이고 

안｣의 수정에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급기야 1986년 6월 24일 이의 폐

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 다. 河永三(2018), 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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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인 국가의 중요 이데올로기의 하나로 전환했다, 하지만 효라는 개념이 ‘가르

침’의 일부는 되겠지만 전체를 변하기에는 부족하다 하겠으며, 매로 가르침을 강

제하는 모습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고 남았다. 가(家)도 마찬가지이다. 제2차 간화

방안에서 ‘사람이 사는 집’이라는 의미의 가( )로 변신했으나 1986년의 결정으로 

다시 정체의 지위에서 이체자로 되돌아갔다.

역사적으로 구체적 변화를 시도했던 이상의 예들 외에도, 한자에는 이러한 음험

한 흔적을 지금까지도 그 로 담은 채 쓰이는 글자들이 많이 존재한다. 예컨 , 나

이가 들어 생산력이 떨어진 노인을 몽둥이로 살해하는 ‘노인봉살( 人棒殺)’의 모습

을 그린 미(微)에는 노인 학 와 산 사람을 타살하는 모습이57), 비녀를 여럿 꽂아 

“화려하게 성장한 여인을 그린” 독(毒)에는 파멸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남성

중심의 문화가 내포되어 있다.58) 또 횡포(橫 )나 전횡( 橫)이나 횡령(橫領)이나 

횡사(橫死)나 횡재(橫財) 등에서 보는 것처럼 횡(橫)에는 ‘가로에 한 부정’이 담

겨 있는데59), 이는 종적 사회를 지향하고 횡적 사회를 부정했던 동양의 전통과 가

치관이 고스란히 담긴 모습이다.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 간다.”라고 한 《주역》에서 말처럼, 

한자도 역사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 부단히 노력했고, 앞의 예에서처럼 매

우 성공적으로 변신한 예도 상당수 존재한다. 배움도, 학습도, 가르침도, 유학도, 

성인도, 당도, 민중도, 주변도, 집에 관한 한자가 그렇다. 학(學)을 학(斈)으로 바

꾸어 사용했던 우리 선조들의 지혜처럼, 단순한 지식의 습득과 모방과 답습을 벗어

버리고 진정한 지혜의 획득으로, 새로운 상상 가득한 창의적인 사유의 창조로 이어

져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그간 좋은 전통으로 남았던 ‘배움’의 동양적 한계

를 극복하여 21세기 새로운 시 의 진정한 자산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

런 의미에서 한자는 무한히 변화하는 살아 있는 존재이며, 21세기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인류의 훌륭한 자산이자 활용 가능한 문자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이체자 연구에서 견지해야 할 

태도를 몇 가지 부언하고자 한다.

57) 許進雄(1991), 368-371쪽 참조. 

58) 白川靜(1984) ‘毒’의 해석, 河永三(2014) ‘毒’의 해석 참조.

59) 劉光鍾(201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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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체자는 단순히 자형의 변화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문자사용 환경과 사용

자의 문화심리라는 문화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체자는 정자에서 볼 수 없는 문자

사용 환경과 사용자의 문화심리를 살필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이체

자 연구는 기존의 형체 연구와 형체 유형 연구에서 벗어나 문화심리 연구로 발전해

야 한다. 그래야 더욱 입체적인 연구가 될 것이며, 풍부한 내함을 담보할 수 있다.

둘째, 한자는 중국에서 출발했지만, 한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로 확산하면서 나

름의 변용과 창조를 거쳤다는 점이다. 앞서 보았듯이, 성(聖)과 학(學)과 유(儒) 

등의 조선 반자(半字)는 그 어느 지역의 한자보다 뛰어난 지혜를 반 하고 있다. 

따라서 한자의 연구는 어느 한 나라에 한정되는 것을 넘어서 적어도 한국과 일본과 

베트남 등을 포함한 한자문화권, 나아가 현재 전 세계 범위에서 사용되고 변형 창

조되는 한자들을 모두 포함한 초국적 초지역적 시야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역사의 연구는 미래에 한 해답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한자

에 반 된 부정성과 음험함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여러 장점을 가진 한자가 부정

적 요소를 제거하여 더욱 현실에 맞도록 변화와 변신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1949

년 신중국의 출범으로 이루어진 적인 한자의 개혁은 잘 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다. 잘 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며, 한자에 새 생명을 

부여할 새로운 창조는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유구한 한자의 사용역사와 표의성 때

문에 한자에 내재된 부정적 요소와 현시 에 부합하지 않는 요소들을 적극 제거하

고 새로운 요소를 부가함으로써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변혁 시 에 주도적으로 

기능하여 세계적인 문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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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历史上出现了很多异体字, 他们当中有过对个别汉字与文字使用的时代环境

脱离而所呈现的消极和阴险的要素, 涤除而重新赋予了新生命的。本文对这些典型

八种异体字(学、教、聖、儒、党、众、边、家) 进行分析, 从而要探讨汉字与新时

代能否相兼容, 能否担任新时代的未来文字的可能性, 以及寻找其具体方法, 以作

终目标。
汉字是从早期文明迄今一直使用着的 具代表性的文字, 它并没有改变其文

字系统, 也保留着文字的表意属性, 成为 典型的表意文字。具有这些特征, 汉字

是了解中国历史和认识从过去到现在的轨迹和智慧的 基本材料。但在另一方面, 

它不会失去其历史痕迹, 仍在形体上暴露着。这些因素对汉字的认识产生负面影

响, 它们可能作为干扰汉字在未来发展社会的力量的因素。
文字使用的时代环境有了变化, 很多汉字不再更精确地传达该字的准确信息, 

从而试图过删除该字形所呈现的负面性和阴险的历史。本文所进行的对这些异体

字产生的背后文化心理分析, 将会提供如下几点贡献：(1) 对异体字研究提供文化

心理学分析领域, 扩展该研究的领域; (2) 引发对韩国固有异体字的卓越性和独特

性兴趣; (3) 能够讨在21世纪第四次工业革命时代的新环境中, 汉字能否确保不

断保持活力的可能性; (4) 摆脱以往不堪重负的评估, 从批评的角度重振试图改善

汉字的辩论。
笔者相信, 这些讨论有助于找到汉字的未来发展方向, 即在于已经开始的21

世纪第四次工业革命的时代环境下, 如何评价汉字, 汉字又该怎么转变才能发展为

真正的未来文字等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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