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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시각은 인간의 감각 중 가장 마지막으로 진화한 감각이라고 한다. 본다는 것은 

사물과 그 주변의 공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시각적 경험의 근저를 이루게 한

다. 생리학 적으로 살펴보면 눈을 통해 들어온 정보가 망막과 연결된 시신경을 통

해 뇌에 전달되고, 뇌에는 시각과 깊은 관련이 있는 특정부위가 있어서 눈에서 전

달된 정보를 처리한다.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눈이 사물을 인지하는 기본적인 기준으로 

색채 지각, 깊이 및 거리의 지각을 제시하고 있는데, 색채지각을 통해 색상을 구분

하며, 상대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깊이 및 거리 지각으로 사물의 모양, 크기, 멀

고 가까움을 구분한다고 한다.1) 이러한 정보 혹은 지각은 이해를 위해 인간의 뇌

에서 통합적인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인식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시각은 또한 ‘지각이 그 자체의 고유한 방식으로 물체를 볼 수 없을 때, 다른 차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연구원, 부산대학교 시간강사
1)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A%B0%81(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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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명시를 통해 그것을 인식하며, 어떤 때는 올바로 지각하기도 하고 어떤 때

는 부정확하게 상상’하기도 한다는 것이다.2) ‘본다’는 문제는 이처럼 사물인식에 있

어서 중요한 감각경험이자 지각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과 관련된 단어들이 가지는 의미의 지향성은 시각에 대한 당

시 사회의 문화적 사유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리스인들에게 시각

은 모든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되었으며 특권화 되었다고 할 수 있는

데, ‘관념(idea)’이라는 말 자체가 ‘본다’는 것에서 기원한 것이다. 또 ‘이론(theory)’

의 어원 역시 그리스어의 ‘theoria’의 동사 ‘theorein’에서 나왔는데, ‘본다’는 시각

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이것은 바라보는 것(looking)과 보이는 것(seeing)’, ‘아는 

것(knowing)’이 서로 혼재하고 있는 것이다.3)

또한 ‘나는 안다’는 뜻의 그리스어 ‘oida’는 ‘나는 본다’의 ‘eidon’의 과거형이다.4)

즉, 내가 보았던 것이 바로 내가 아는 것이라는 것, 곧 감각작용이 바로 인식작용

임을 말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중심에 있었던 플라톤은 《Timaios》에서 

인간의 물질적 존재와 동렬에 놓이는 여타의 감각들과는 달리 시각적인 ‘봄’ 또는 

‘시선(seeing)’을 이성 및 영혼과 같은 영역에 위치시켰다. 비록 감각적 시선이 사

물 그 자체를 보지 못하고 감각과 사물에 각각 유사한 것들만이 만날 수 있으며,

정신적 시선이 근원 그 자체로서의 善을 보지 못하고 단지 정신적 시선과 善에 각

각 유사한 것들만이 만날 수 있다고 생각되었을지라도, 플라톤에게서 시선은 진리

를 가장 近似하게 보여주는 매개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5)

서구 사회의 시각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로 인한 많은 문화나 철학적 담론들은 

서구사회가 시각중심의 그리스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비록 

중세에 이르러 청각이 시각보다 더 중요한 감각으로 위치되었고, 감각 가운데 가장 

현혹적인 ‘눈의 음욕’에 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경계 등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2) 장혜진, <탈원근법의 역사와 시각성 연구(1): 자볼로츠키와 필로노프의 눈과 시각성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29권 2호, 2013. 6.

3) 장혜진, <탈원근법의 역사와 시각성 연구(1): 자볼로츠키와 필로노프의 눈과 시각성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106-107쪽, 제29권 2호, 2013. 6.

4)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31쪽, 한길사, 2004.

5) 김윤상, <시뮬라크르의 진리: 시각적 사유의 탈시각적 모험-플라톤에서 들뢰즈까지>,

《비평과 이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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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대변해주고 있지만, 그러나 중세 후반에 들어와서는 오히려 르네상스 시대를 맞

이하면서 시각은 또다시 중요 감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후의 종교개혁과 반종교

개혁,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로크의 “사유는 눈과 같은 것”이라

는 주장 등, 시각은 늘 서구철학의 중요 모티브와 사유의 중심에 있어왔다. 이후의 

낭만주의가 상상력을 최고의 정신으로 간주하고 눈에 보이는 시각을 부정하였다면 

19세기는 눈에 대한 긍정과 함께 시각의 전통적인 권위를 다시 복원시키고자 하였

다. 이후의 모더니즘은 다시 리얼리즘의 부정으로, 그 이후는 다시 리얼리즘의 과

도한 표면적 집착에 대한 부정으로 일어난 상징주의 등6), 서구사회에 있어서 ‘시각’

이란 눈의 감각은 세상을 인식하는 중요 관찰도구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사유와 문

화를 창조하고 역동시키는 중심 감각으로 존재해왔었다.

이처럼 눈과 시각에 대한 중시는 분명 동양에서도 존재하였을 것이다. 눈이란 동

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계를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한자, 그 중에서도 가장 最古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갑골문에 나타난 눈과 관련된 글자들이 가지는 형태를 분석하여 고

대 중국인의 눈에 대한 사유는 어떠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中村 元은 중국인

들의 가장 큰 사유의 특징 중 하나가 ‘감각에 대한 신뢰’라고 보았다. 그는 顔之推

의 “대개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이란 오직 귀와 눈뿐이며 그 밖의 것은 모두 의심

스러운 것이다.(凡人之信, 唯耳與目, 耳目之外, 咸致疑焉.)”라는 말을 들어 중국

인의 사유방식에서 특히 눈으로 보는 감각을 중히 여기는 중국인들의 視覺的表象

에 의한 직관적인 사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7)

갑골문의 ‘눈’을 자소로 하는 글자들은 비록 그 글자가 이미 가차되어 사용되었거

나 여전히 해석이 불가능한 글자들도 많지만 갑골문이 가지고 있는 형상성은 고대

인의 사유구조를 반영하고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본고는 고대 중국인의 시각에 대

한 사유와 상징하는 바를 갑골문에 나타난 ‘눈’을 자소로 구성된 글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크게 눈의 인지작용, 눈과 권력관계 그리고 눈이 가지는 주술

성으로 나누어 보았다.

6)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31쪽, 한길사, 2004.

7) 中村 元, 《중국인의 사유방법》, 32-33쪽, 까치,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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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눈의 상징성

1. 눈과 인지작용

눈은 외부세계를 인지하는 중요한 감각 수단이다. 눈이 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

며, 본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것이다. 인간만이 ‘봄’을 통해 사유한다. 사람들은 눈으

로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나 극도의 불안감과 공포를 느끼기 마련이다.

따라서 시각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외부세계에 대한 인지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런데 갑골문에서 눈을 표현하고 있는 글자인 이나 ,

의 자형들은 ‘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갑골문의 ‘目’자는 사람의 기관인

（人身器官） ‘눈’이라는 뜻을 가지거나 지명, 인명으로 사용되고 있다.8)

① 地名으로 사용된 예：
目田亡 ？（戬11⋅3, 續3⋅25⋅4）

목땅(밭)을 잃어버리게 될까요?

② 人名은 어떤 경우 의 글자형태로 나타나거나 혹은 ‘子目’이라는 이름

으로 불린다.:

貞，子目娩不其 ？
물어봅니다. 자목이 순산하지 못할까요?

王 曰，隹 （勿） ？（乙編5317）
왕께서 점괘를 보고 말씀하셨다. 순산하지 못하리라.

‘눈’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항상 ‘눈병’으로만 나타난다.

貞，王其疾目？（并編106）
물어봅니다. 왕께서 눈병이 날까요?

貞， 疾目龍？（乙編960）
물어봅니다. 왕께서 눈병으로 (눈이) 흐려지실까요?

8) 《甲骨文字詁林》, 551-5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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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눈’이라는 명사는 오히려 단순한 인체기관이나, 인명과 지명 등으로 가차

되어 사용되었으며, ‘보다(看見)’는 행위를 표현한 글자는 (見)으로 눈과 사

람으로 이루어져 표현되었다. 見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아 응시하거나 관찰하면

서 무언가를 생각하는 모습9) 같아 보인다. 이것은 분명 단순히 눈만을 표현하고 

있는 , , 와 같은 자형이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본다’는 것

이 사람의 인지작용임을 나타낸 글자이다. 또한 의 글자도 있고 의 

글자도 있으며, 와 의 자형이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은 ‘눈’의 유무가 

이 글자 의미의 변별적 자질과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눈을 부릅뜨고 사물을 응시하는 10), 11), 12),

, , 13), 14), 15), 16), 17)의 모

9) 白玉崢: “字蓋從目從人, 象人蹲坐凝視觀察, 思考之形.” 《甲骨文字詁林》, 606쪽 재인

용.

10) “此當與 同字” 《甲骨文字詁林》, 615쪽.

11) “孫海波舊疑眉字, 增訂版文編已放棄舅說. 字與眉之作 者有別, 乃地名.” 《甲

骨文字詁林》, 615쪽.

12) “甲骨文眉字有的作 形, 象目上有眉形. 又眉字也作 或 形, 秉定

作 . 字上部作 , 象人的眉形, 這和 之上部作 ,

象橫目以視, 頗有相似之處. 見、 、 三字都是獨體象形字, 但是, 見和

的上部只是象目之橫與竪, 而 字的上部作 , 不僅象眉形, 同時

也表示著 字的音讀.” 《甲骨文字詁林》, 615쪽.

13) “卜辭用為地名及人名.” 《甲骨文字詁林》, 616쪽.

14) “卜辭用為方國名.” 《甲骨文字詁林》, 616쪽.

15) 丁骕 : “參見字條.” 于省吾 : “ 在卜辭為人名.” 《甲骨文字詁林》, 616쪽.

16) “卜辭‘媚’為女字, 李孝定《集釋》3645以為‘女之美莫如目, 故契文特於女首著一大目, 又

並其眉而象之,. 其說牽傳. ’䴢’亦從‘眉’, ‘ ’亦從‘眉’, 均為聲符, 與美無涉.” 《甲

骨文字詁林》, 616쪽.

17) 于省吾 : 字不可識, 其義不詳. 《甲骨文字詁林》, 6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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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의 글자들이 보이는데 그 의미는 대부분 제사명, 지명, 인명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원래 의미를 지금은 알기 힘들지만, 이 자형들이 모두 사물을 응시하

거나 혹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음은 쉽게 관측이 가능하다.

또 , 글자는 “神祗名”18)이라고 하지만 좌우로 시선을 두리번거리

며 “보는” 모습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나 갑골문의 ‘눈’이나 ‘보다’는 행위로부터 ‘알다(know)’는 의미의 인지작용과 

직접 연결된 글자를 찾기는 어려운데, 중국어의 ‘know’에 해당하는 단어 ‘知道’, ‘了

解’, ‘認識’나 ‘knowledge’에 해당하는 ‘理解’ ‘知識’ 등은 ‘눈’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글자들이다. 이와 같은 글자들은 갑골문에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19) 이 때문에 서양의 사고체계에 비해서 동양적인 사고체계,

특히 중국의 사고체계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며 추상적인 사유가 발달하지 않았다

고 여겨졌으며, 마치 이런 사유가 문화적 우월주의의 잣대가 되는 듯이 여겨져 온 

것도 사실이다.20)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편협한 생각이다.

Nisbett는 이러한 동서양의 사유방식의 차이를 환경의 차이에서 찾는다. 그는 

자유무역을 주된 경제활동으로 삼았던 그리스는 그 어떤 문화보다도 개인의 자유,

개성, 객관적인 사고를 강조하였으며,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루는 모든 물질이 

서로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실체로 간주하였다. 그리스 철학은 늘 세상의 본질, 변

하지 않는 진리를 찾아 사유하는 과정이었다. 이에 반해 중국의 평탄한 농지와 낮

은 산들은 농경에 적합하고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에 유리했으며, 우주가 독립적이

고 불연속적인 원자들의 결합이 아니라 연속적인 관계들의 유기체로 인식하였고 개

인을 전체 사회 맥락의 한 부분으로 파악하였다. 중국인들에게 개인의 자유는 전체

의 조화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중국철학의 목표는 진리의 발견보다

는 道였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추상적인 사고는 무의미한 것으로 간

주되는 실용적인 경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았다.21)

18) 徐中舒, 《甲骨文字典》, 374쪽, 四川辭書出版社, 2003(6쇄).

19) 徐中舒, 《甲骨文字典》, 1365-1366쪽, 戠字 참고.

20) 中村元, 《중국인의 사유방법》, 까치, 1990.

21) Richard E. Nisbett, 최인철 역,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김영사. 2004(2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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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유의 덕분인지는 몰라도 갑골문에서 눈은 감시와 

관찰의 도구가 되었으며, 이러한 눈은 권력과의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게 된 것 

같다.

2. 눈과 권력

‘보다’는 감각 인지 작용이지만 본다는 것은 관찰이며, 관찰은 대상에 대한 감시

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미셀 푸코는 본다는 것(Voir)과 안다는 것(Savoir), 그리

고 권력(Pouvoir)이 등가를 이룬다고 말한다. 그는 “지식이란 관찰에서 나온 지식

이며 권력은 더 많이 관찰한 자의 힘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타자를 관찰하

는 사람은 타자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그 지식을 무기로 하여 타자를 지배한다.”

고 하였는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각과 권력의 메커니즘이 탄생한다는 것이다.22)

즉, 감시하고 관찰을 통해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간다는 것이다. 영어의 ‘힘’이라는 

의미의 vis와 ‘시각’을 의미하는 ‘visus’가 모두 ‘나는 본다’의 ‘video’에서 나온 것을 

보아도 그 연관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눈은 그 ‘본 바’를 ‘타자화’하며,

이 ‘타자화’는 ‘차별화’을 전제로 한다.23) ‘차별화’는 결국 대상에 대한 욕망이나 억

압을 발생시키게 된다.

갑골문에서 見은 단순히 ‘보다’는 의미 이외에 ‘감시’와 ‘관찰’의 의미를 가진다.

갑골문에서는 왕이 ‘보는’ 행위와, 신하가 왕을 ‘보는’ 행위가 見이라는 한 글자 속

에 내포되어 있다.

貞，乎（呼）見般。（林1⋅25⋅6）
貞， 壴令見于 。（甲2396）

이 두 조의 복사에 나오는 ‘見’은 상왕이 신하를 보는 것이다.

22) Richard E. Nisbett, 위의 책.

23) 조혜경, <톨스토이 시학에 나타난 시각의 로고스 연구: 소설 《復活》을 중심으로>, 《노

어노문학》 제14권 4호, 331쪽,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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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未卜，㱿貞，缶其來見王，一月？（合301）
乙未卜，㱿貞，缶不其來見王，一月？（合301）

이 두 조의 복사에 나온 ‘臣’은 신하가 왕을 알현하다의 ‘見’ 이다. 이러한 용법은 

이후에 “覲”으로 쓰였고 이후 ‘相見’, ‘拜見’, ‘謁見’ 등의 한자로 변하였다.

貞，登人五千乎（呼）見 方。（續1⋅13⋅5）
丁未卜 貞 ，令立見方，一月。（粹1292）

이 두 조의 복사는 감시하다는 뜻이다.24)

갑골문의 눈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가로의 ,

,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세워진 눈의 형상이다. 곽말약은 

의 모습을 굴복한 모양에서 눈을 치켜 뜬 모습으로 노예제 사회를 나타내는 

것이라 하였다.25) 그러나 실제로 과 은 반드시 구별되어 쓰인 것

은 아닌 것 같다.

丁卯貞, 兕 ⍁令小 ？（京都2359）
⍁方人其 商？（京津1220）

위의 ‘小 ’나 ‘ 商’의 은 臣으로 보아야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예는 相에도 나타나는데, 와 , 의 자형이 함께 나타나고 있

다.26)

그렇다면 왜 눈의 형태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하나는 ‘의’이라는 의미의 目이 되

고 하나는 ‘신하’라는 의미의 ‘臣’이 되었을까? 무엇보다도 어째서 ‘눈’을 통해 ‘신하’,

24) 《甲骨文字詁林》, 615쪽.

25) 郭沫若, 《甲骨文字硏究⋅釋臣宰》: “以一目代表一人, 人首下俯時則橫目形爲竪目形,

故以竪目形象屈服之臣僕奴隸”.

26) 《甲骨文字詁林》，553-5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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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모시다’는 의미의 권력관계의 구조를 표현하게 되었을까?27)

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굴복한 모습이 아니라 오

히려 고개를 치켜들고 위를 바라보는 모습의 눈동자로 보는 것

이 옳은 것 같다. 、 (望) 역시 마찬가지이다.

검은 눈동자의 시선이 약 15° 정도 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

다. 과 은 반대로 동공이 밑으로 내려와 아래

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나타낸 글자 見( )처럼 눈을 들어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

을 그린 望( )은 ‘바라보는’ 행위를 더한 것이다.

이나 과 이 약 15° 정도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아래를 내

려다보는 것과는 다른 의미이다. 무언가를 기원하거나 혹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을 바라보는 형상을 나타낸 것일 것이다. 그래서 이 신하(臣)의 뜻을 가지

는 것은 자신보다 높은 위치의 사람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취해진 글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앞의 Nisbett의 말처럼, 강력한 왕권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가진 중국의 

현실에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밖으로 주의를 

기울여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야 했고, 또 한편으로는 위로 눈을 돌려서 권위

자들의 눈치를 살펴야 했는지도 모른다.28) 그래서 갑골문에서 ‘臣’은 < 商>

등과 같은 복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섬기다”는 의미로 사용되거나 ‘小臣 ’이

라는 관직명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宦 역시 벼슬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본다는 

것은 바로 관찰과 감시이며, 이것은 권력과 힘의 메커니즘을 가질 수밖에 없다.

27) “甲骨文臣字象竪目形，與金文同。但竪目形何以為臣，實難索解。…… 卜辭‘臣’為職官

名，無一例外。從未見以臣為奴隸者，不得以周以後臣之身份為奴隸，以論斷卜辭‘臣’

之身份必為奴隸。郭沫若謂‘人首俯則目竪，所以象屈服之形者，殆以此也。’此亦牽傳

許慎之說解，不可據” 《甲骨文字詁林》，637쪽.

28) Richard E. Nisbett, 위의 책. 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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白川 靜은 臣을 望이나 臨과 연관지어 ‘신이 임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뜻의 글

자이며, 臣이 神을 섬기던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었다.’29)고 하였는데, 여기에 대해

서는 더 깊이 연구해봐야 하는 문제로 갑골문의 예만으로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렵

다.

3. 눈과 주술

이처럼 본다는 것은 바로 관찰과 감시이며, 이것은 권력과 힘의 메커니즘을 가질 

수밖에 없다. 가장 극단적인 힘을 가진 존재는 바로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다

보며 인간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고 감시, 기록하는 ‘신’일 것이다.30)

중국의 後裔신화 역시 한꺼번에 떠오른 열 개의 태양이 지상의 모든 생물을 소

멸시킬 뻔 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진 눈은 때때로 그 

힘을 막기 위해 저주와 주술이 생기게 된다.

라캉은 인간의 역사와 문명 속에서 시기, 음욕, 탐욕 등으로 가득찬 인간의 눈을 

“좋은 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는 악한 눈”이라고 주장하였다. 신의 눈이 때로는 ‘악

한 눈’이듯이 인간의 눈도 ‘악한 눈’이 되기도 한다. 악한 눈은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는데, ‘악한 눈’의 파괴적인 힘은 눈빛을 통해 또는 시기하는 사람

이 내뿜는 공기를 통해 전달된다고 여겨졌다. ‘악한 눈’은 사람에게 두통을 일으키

고, 병을 앓게 하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어린아이나 동물의 경우는 죽음에

도 이르게 한다. 인간의 눈이 생명 자체를 앗아갈 정도로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31)

갑골문에 눈에 위해를 가하는 글자들 、 32)、 33)、

29) 白川 靜, 윤철규 옮김, 《한자의 기원》，127쪽, 이다미디어, 2009.

30) 임철규, 위의 책, 55쪽.

31) 임철규, 위의 책, 55-66쪽.

32) “ 從目從又, 在卜辭為人名, 或混入 字, 非是. 疑為《說文》訓‘棺目’之

字.” 《甲骨文字詁林》，558쪽.

33) “為人名” 《甲骨文字詁林》, 559쪽.



갑골문에 나타난 “눈(目)”을 字素로 하는 글자의 상징성 연구 205

34)、 35)、 36)、 、 37)、 38)、

39)、 、 、 、 、 、 ‘、
은 노예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적이 가진 눈이 내

뿜는 ‘살기’, 혹은 ‘저주’를 막으려는 고대인들의 방어이거나, 혹은 강력한 눈의 힘을 

제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악한 눈을 선하게( 臧)40)만

들어 두고자 하였던 것이다.

눈에 이러한 상해를 가하지 않아도 ‘악한 눈’은 단순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

히 저주를 걸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갑골문의 望( )에 대한 설명에서 “사람이 

땅 위에 굳게 서서, 눈을 들어 무언가를 바라는 형상을 본떴다.(象人挺立土上, 舉

目企望之形.)”라고 하였는데 갑골문에 사용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貞 人 王自 ？ <佚726>

貞乎 方？ <續3⋅8⋅4>

隹王自 ？ <京津1347>

《甲骨文字詁林》은 이 복사에서 사용된 뜻이 “적지를 정탐하는(偵視敵方)” 것이

34) “ 字從目從攴, 與《說文》 字形同. 許慎訓為‘舉目使人, 典籍無徵. 卜辭

殘泐, 用義不詳.” 《甲骨文字詁林》, 560쪽.

35) “釋民可備一說. 辭殘, 用義不明.” 《甲骨文字詁林》, 561쪽.

36) “ 當隸定作 ，即《說文》眣字之初形. 又《說文》瞚字，從目從寅，亦當是
眣字之異，古矢與寅為同源字，每相混。今字則作瞵. 又《說文》訓為‘目搖’之眴，與瞚
音義無別，實亦眣之孳乳字. 然則眣、瞚、眴、瞵之初形均當作眣. 其作 者，
眣之繁體. 在卜辭為方國名. 《甲骨文字詁林》，624쪽.

37) “字不可識, 其義不詳.” 《甲骨文字詁林》, 625쪽.

38) “卜辭僅餘殘文, 當為地名,” 《甲骨文字詁林》, 628쪽.

39) “卜辭僅餘殘文, 當為地名.” 《甲骨文字詁林》, 628쪽.

40) 于省吾의 학설 참고. 《甲骨文字詁林》, 6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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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였다.41) 그러나 적국을 정탐하는 위험한 일을 왕이 직접 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아마도 여기서의 은 단순한 바라봄이나 정탐정도가 아

니라 태양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눈으로 적에게 저주를 퍼붓는 의식의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처럼 눈의 강력한 시선을 나타낸 글자가 (直)과 (省)이다. 《說

文解字》에 “直，正見也”라고 하였다. 똑바로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똑바로 바라보는 것인가? 그렇다면 똑바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바라보는 것인가? 여기서의 正視는 注視 혹은 凝視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상대방의 영혼을 꿰뚫듯이, 혹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저주를 걸기 위해 뚫어지게 바

라보는 모습이다. 에 대해 商承祚는 “省의 원래 글자이다. 성찰할 때의 눈

빛이 쏟아내는 모양을 본떴다. 금문은 、 、 로 썼는데, 후인들

이 目을 의미부로 하고 生을 소리부로 하는 글자로 썼으며, 곧이어 눈병에 눈곱이 

끼다 는 眚의 글자로 여기게 되었다. 시간이 오래되자 처음의 것을 잊어버리고 이

후 로 변하여 이 처음의 글자를 대신하게 되었으며 처음의 의미는 완

전히 사라져버렸다.”42) 라고 하여, 省이 눈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은 눈의 

시력과 그 힘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았다.

플라톤은 태양이나 신에 귀속되는 빛의 속성을 인간의 눈에도 부여했는데 

《Phaidros》에서는 ‘시선이란 눈에서 외부로 빛을 쏟아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Timaios》에서는 ‘인간의 눈 자체가 빛을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태양의 빛을 지각

할 수 없다’고도 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눈은 신과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

겨졌다.43)

그러나 그것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인해 악한 눈으로 바뀌기도 한다. 기원전 

41) 于省吾의 학설 참고, 《甲骨文字詁林》, 640쪽.

42) 之本字，象省察時目光四射之形，金文作 、 、 ，後人以為從目
生聲，遂用作目病生翳之眚，日久而忘其初，後變 作 以代之，髿朔義
盡失矣。” 《甲骨文字詁林》, 570쪽.

43) 임철규, 위의 책, 48-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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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년 수메르인들의 진흙판 위에 위대한 신 ‘에아(Ea)’가 어떻게 악한 눈에 맞섰

는지 기록되어 있다. “악으로 인간을 괴롭히는 눈. 그 눈이 하늘에 접근하자 폭풍우

는 어떤 비도 내려 보내지 않았으며, 땅에 접근하자 신선한 푸른 초목에는 더 이상 

싹이 트지 않았으며 …… 가축 우리에 접근하자 …… 젖은 더 이상 넉넉하지 않았

다.” 여기에 대해 라캉은 악한 눈의 ‘시선(sight)’으로 인하여 동물들의 젖이 고갈되

어 버린 것은 곧 생명의 원천을 고갈시킨다는 것이며 이는 인간의 눈이 생명 자체

를 앗아갈 정도로 악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한다.44)

艮은 《說文解字》에 “ 은 很이라는 뜻이다. 匕와 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匕

와 目은 눈이 서로 눈을 부라리며 지지 않는 모양과 같다. 匕目을 으로 쓴 것은 

그 의미를 매우 왜곡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艮은 원래 부라리며 노려보는 눈을 뜻

한다. 艮이 싸움하듯 ‘노려보다’는 의미로 확장되자, 원래의 뜻은 目을 더한 眼으로 

분화했는데, 眼은 그냥 ‘눈’이 아니라 眼球의 뜻이 있는 것도 이것을 반영한 것이

다.

시라카와 시즈카(白川 精)는 眼이 바로 사악한 눈을 가리키는 글자였고, 限은 

신이 오르고 내리는 신성한 곳에 사악한 눈을 놓아두고 악령의 침입을 막는다는 뜻

을 나타낸 글자라고 하였다.45) 이처럼 고대의 눈은 저주와 주술을 걸 수 있는 두

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였다.

Ⅲ. 결론

본고는 갑골문에 나타난 눈과 관련된 글자들을 중심으로 고대 중국인들이 눈에 

대해 부여했던 의미들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에서 눈이 가진 상징성과 중국인들의 눈

에 관한 사유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눈은 외부세계를 인지하는 중요한 감각 수단이다. 눈이 있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

며, 본다는 것은 인식한다는 것이다. 인간만이 ‘봄’을 통해 사유한다. 갑골문에서 

44) 임철규, 위의 책, 48-66쪽.

45) 白川 靜, 위의 책, 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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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는 의미의 글자 見( )은 눈만 나타내고 있는 글자와는 달리 사람의 모

습을 덧붙여 ‘바라봄’의 행위가 ‘인간의 인식작용’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미셀 푸코는 본다는 것(Voir)과 안다는 것(Savoir), 그리고 권력(Pouvoir)이 등

가를 이룬다고 말한다. 그는 “지식이란 관찰에서 나온 지식이며 권력은 더 많이 관

찰한 자의 힘이다. 나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타자를 관찰하는 사람은 타자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그 지식을 무기로 하여 타자를 지배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여기에

서부터 시각과 권력의 메커니즘이 탄생한다는 것이다.46) 즉, 감시하고 관찰하면서 

권력을 더욱 강화시켜나갈 수 있다. 갑골문의 눈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

는데 하나는 가로의 , ,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세워진 눈의 

형상이다. 은 < 商> 등과 같은 복사에서 알 수 있듯이 “섬기

다”는 의미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록 “小臣”이 노예계급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 

여전히 이설이 분분하지만, ‘눈’이 권력과 연관을 맺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양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늘이 지켜보고 있다”는 말이 있다. 태양이 저 

하늘 위에서 아래의 세상을 모두 ‘내려다보는’ 것처럼, 신 역시 저 위에서 이 세상

을 ‘내려다보는’ 존재라는 점에서 태양과 신은 동일시되기도 하였다. 중국의 반고신

화도 반고의 왼쪽 눈이 태양이 되고 오른쪽 눈이 달이 되었다는 한다.

‘모든 것을 다 보는 존재’인 눈은 때로 인간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기도 한다. 신

들은 그들의 눈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언제든 공격성과 파괴성을 가지고 인간들

을 심판한다. 신의 눈이 때로는 ‘악한 눈’이듯이 인간의 눈도 ‘악한 눈’이 되기도 한

다. 악한 눈은 시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는데, ‘악한 눈’의 파괴적인 힘은 

눈빛을 통해 또는 시기하는 사람이 내뿜는 공기를 통해 전달된다고 여겨졌다. ‘악한 

눈’은 사람에게 두통을 일으키고, 병을 앓게 하고,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어

린아이나 동물의 경우는 죽음에도 이르게 한다.47) 인간의 눈이 생명 자체를 앗아

갈 정도로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갑골문에 

46) 노명우, <시선과 모더니티>, 68쪽, 《문화와 사회》 제3권, 2007.

47) 임철규, 위의 책, 48-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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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위해를 가하는 글자들 , , , , ,

, , , , , , , ,

(伐)은 노예의 저항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적이 

가진 눈이 내뿜는 ‘살기’, 혹은 ‘저주’를 막으려는 고대인들의 방어이거나, 혹은 강력

한 눈의 힘을 제어하기 위한 행위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악한 눈을 선하게

(臧) 만들어 두고자 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參考文獻】
于省吾主編，《甲骨文字詁林》，中華書局，1996.

徐中舒，《甲骨文字典》，四川辭書出版社，2003.

Mark M. Smith, 김상훈 옮김, 《感覺的歷史》，67，秀Book，2007.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한길사, 2004.

乎澱咸，《甲骨文金文釋林》，安徽人名出版社，2006.

白川 靜，윤철규 옮김, 《한자의 기원》，이다미디어, 2009.

中村 元, 《중국인의 사유방법》, 까치, 1990.

Richard E. Nisbett, 최인철 역, The Geography of Thought: How Asians and

Westerners Think Differently and Why, 김영사, 2004(2쇄).

장혜진, <탈원근법의 역사와 시각성 연구(1): 자볼로츠키와 필로노프의 눈과 시각성을 

중심으로>, 《슬라브연구》 제29권 2호, 2013. 6.

박신화，<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나타난 철학개념>, 2012, 8.

김윤상, <시뮬라크르의 진리: 시각적 사유의 탈시각적 모험-플라톤에서 들뢰즈까지>,

《비평과 이론》, 2004.

윤일환, <시각의 지울 수 없는 얼룩: 라캉의 응시의 위상학>, 《비평과 이론》,

조혜경, <톨스토이 시학에 나타난 시각의 로고스 연구: 소설 《復活》을 중심으로, 《노어

노문학》 제14권 4호, 2012.

노명우, <시선과 모더니티>, 《문화와 사회》 제3권, 2007.



210 《中國文學硏究》⋅제61집

【中文提要】
本考著重於甲骨文中附件 、 之字,考察古代人對“眼”所賦予的意

味,而闡釋中國人思維裡“眼”所具有的象征性，以及中國人對認知作用的思維體
系如何。
眾所皆知，“眼”是認知外部世界的重要感官。有眼就可以看見，看見就可以

認知。只有人類才通過“看”的動作而思維。 、 不僅描繪視覺器官眼

部，連帶描繪人體的形狀，強調了“觀看”的行為其實是“人類的認知行為”。
法國哲學家米歇尔⋅福柯指出“看（Voir）”、“知道（Savoir）”以及“權力

(Pouvoir)”形成等价。他又說“知識的來源是觀察，權力就是觀察得更多之人所
擁有的力量。不顯露自己觀察他人能夠獲得對他人的知識，又以其知識作武器
支配他人。”，說明視覺和權力的機制由此誕生。換句話說，監視、觀察能夠強
化權力。甲骨文的眼睛形狀大約分為兩種；一是 , , ，二是豎
起來的眼睛之形“ ”。就算如此，如< 商>等的卜辭顯示主要表示“服侍”

之義。雖然還不能確定“小臣”是否奴隸階級，仍然議論紛紛，可以肯定“眼睛”與

權力有聯繫是事實。
神的眼睛會時而變成“邪惡之眼”，同樣人類的眼睛也可以成為“邪惡之眼”。

伊斯蘭文化認為“邪惡之眼”則由於猜忌之心，“邪惡之眼”的破壞力量就通過眼

神，或者抱著猜忌之心的人所冒出來的空氣傳達的。“邪惡之眼”令人頭痛、生
病、不孕，尤其是小兒或動物特別危險，甚至會死亡。人類的眼睛會邪惡到能
奪取生命的話，當然會成為畏懼的對象。甲骨文當中有一系列字形是取加害于
眼睛之象的，如 , 、 、 、 、 、 、

、 、 、 、 、 、 (伐)，說明加害于
眼睛的目的在於使不能奴隸的抵抗，但是筆者認為第一個目的是防禦敵人眼神
所發出的“殺氣”、“詛咒”，或者要控制強而有力的眼睛之力量，以致馴服“邪惡之

眼”換回善良之心[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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