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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중국 및 일본과 함께 한자문화

권으로 공통의 한자단어를 많이 가지고

있는바 논과 밭의 역사도 한문으로 표기하는 데

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런데 논과 밭의 역사를

찾아보는 데는 먼저 논과 밭의 구별에 대한 정

의가 필요하다.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경지라면 논과 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논은 평평한 토지에 물을 대어 작물을 재배

하는 경지이다. 따라서 일시적으로라도 물을 거

의 대지 않는다거나 평평하지 않으면 논이라 할

수 없다.

2) 재배하는 작물이 벼이거나 왕골이나 미나리

여야 한다. 벼논, 왕골논, 미나리논 등의 명칭이

이를 증명한다. 왕골은 돗자리, 자리를 만드는

재료로 논에서 물을 대어 생산하는데 지금부터

60여 년 전에는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

라졌다.

3) 벼나 왕골, 미나리를 재배하고 토지가 평평

하며 물을 대는 경지가 논이고 나머지 경지는

모두 밭으로 보면 맞는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토지가 평평해도 가물어 물을 댈

수 없고 벼 대신 밭작물을 심으면 논(畓)이라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개시설이 발달되지 않

았던 옛날에는 가물 때 논에도 밭작물을 심었기

때문에 논밭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았고 따라서

경지를 논과 밭의 구별없이 전(田) 또는 전답

(田畓)이라 하 다.

다음에는 논에 대한 한·중·일 3국의 한자단

어들을 비교하고 또 역사적으로 나타난 기록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3국의 한자 비교에서는 한국의 답(畓)이란 한

자가 독특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식 한

자로 중국이나 일본에 없는 글자이고 논을 가장

잘 표현하는 글자로 볼 수 있다. 삼국시대의 기

록에 나타나고 있으니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것 같아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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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삼국유사에는 <新畓坪>(是古來閑田, 新耕

作故云也. 畓乃俗文也)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신답평>이 옛날부터 묵은 경지(閑田)인데 새

로 경작해서 그 이름으로 불린다. 답(畓)은 속문

(俗文)이다.’라는 설명에서 답(畓)의 글자가 정

식 글자가 아니고 속자임을 알 수 있다.

답(畓)은 水田의 水와 田을 종방향으로 내려

쓸 때 자연스럽게 써지는 것으로 水田과 같은

의미의 속자를 만든 것으로 추정되며‘답’이란

발음은 가장 모양이 가까운 沓(답)자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서 보이지 않고 삼국

유사에만 나오는 것도 삼국사기 저자인 김부식

이 속자를 기피하고 정식 문자만 사용했기 때문

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한편, 전(田)은 보편적으로 경지를 의미하 고

여기서 논이 분화해 나갔으므로 전(田)이란 글

자는 역사서에서 논과 밭을 포괄적으로 나타냈

다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이 전(田)에 다른

글자를 붙여 논을 표시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답(畓)이란 새 글자를 만들어 사용했다는 것이

한글 창제와 함께 자랑스러운 일이다.

전(田)은 오랜 옛날부터 경지를 의미하여 사용

되었던 한자로 이에 관련된 글자들을 찾아보면

흥미롭다. 다음의 표와 같이 밭두둑에 관한 한자

는 8개나 되고 밭갈기와 이랑도 5개와 4개이다.

또, 사내 남(男), 아가씨 뉴( ), 나란히 있는

밭 강( ) 등 재미있는 글자들도 있다. 이런 글

자들은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남자, 여자가 씨를

받는 밭이 되면 아가씨, 밭이 2개 있으면 나란히

있는 밭이 된다고 해석해 볼 수도 있다.

논

습답

건답

천수답

밭

밭벼를 심은 밭

화전

논과 밭

畓, 水田, 稻田

濕畓

乾畓

天水畓

田, 陸田, 旱田

山稻田

火田

田畓

水田, 稻田

望天田, 旱田

陸田, 旱田

火田

田地, 水田和旱田,

水旱田

田, 水田

濕田

乾田

天水田

畑, 陸田

火田

田畑, 田田

물기가 많은 논

물을 빼어 말린 논

빗물로 농사짓는 논

표 1. 논에 대한 한·중·일 사용 한자

주) 역사서에서는 전(田)이 논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사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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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891

931

二年癸卯春正月, 王若曰: 朕欲定置京都, 仍駕幸假宮之南<新畓坪>(是古來閑田,
新耕作故云也. 畓乃俗文也), 四望山嶽, 顧左右曰.
즉위 2년 계묘(癸卯; 43) 정월에 왕이 말하기를,“내가 서울을 정하려 한다"하
고는 이내 임시 궁궐의 남쪽 신답평[新畓坪; 이는 옛날부터 묵은 경지인데 새로
경작했기 때문에 신답평이라 했다. 답자(畓字)는 속자(俗字)다]에 나가 사방의
산악(山嶽)을 바라보다가 좌우 사람을 돌아보고 말한다.

창녕 진흥왕 순수비(眞興王 巡狩碑)(서기 561, 진흥왕 22년)에는“해주백전답
(海州白田畓)”이라는 명문이 나오며 여기서 전답(田畓)이라 한 것은 논과 밭을
구분했다는 뜻이고 또 논에 해당하는 한자인 畓이란 우리나라 식 한자로 처음
등장한다.

담양 개선사 석등기(開仙寺 石燈記): 신라통일시기(서기 891, 진성여왕 8
년)의 토지 이용을 알려주는 자료인바 여기에서 저담(渚畓)과 오답(奧畓)
이란 기록이 나오는데 저답은 하천변이나 못 옆에 있는 논, 오답은 산골짜
기에 있는 논으로 해석할 수 있다.

以<長興>二年辛卯, 隨<太祖>上京, 隨駕焚修, 賞其勞, 給二人父母忌日寶于<白>等,
田畓若干結云云.
장흥(長興) 2년 신묘(辛卯; 931)에 태조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서 임금의 행차를
따라다니며 분향하고 수도(修道)하니, 그 수고로움을 상 주어 두 사람의 부모의
기일보(忌日寶)로 전답 몇 결(結)을 돌백사에 주었다 한다.

답(畓)이란 글자가 수전(水田)과 함께 많이 사용됨

삼국유사
駕洛國記

겨레와 함께
한 쌀, 국립중
앙박물관, p.93

겨레와함께한
쌀,국립중앙박
물관, pp.106~107

삼국유사
明朗神印

조선왕조실록

표 2. 한국의 답(畓)에 관한 근거 기록

밭

밭도랑

밭두둑

밭 갈기

이랑

논

논두렁

기타 (1)

기타 (2)

田 밭 전; 밭 전

밭도랑 견; 밭도랑 견

町 밭두둑 정; 畔 밭두둑 반; 밭두둑 구; 畦 밭두둑 휴

밭두둑 휴; 밭두둑 승; 밭 스무 두둑 원; 畛 두둑 진

밭갈 부; 밭갈 경; 佃 밭갈 전; 밭갈 전; 밭갈 렬

이랑 무; 이랑 무; 이랑 묘; 이랑 무; 이랑 묘; 이랑 주

畓 논 답

논두렁 정; 논두렁 험(담)

나란히 있는 밭 강; 밭 갈피 뢰(뇌)

男 사내 남; 아가씨 뉴; 由 말미암을 유, 여자의 웃는 모양 요

표 3. 전(田)에 관련된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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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 삼국유사에는 원효가 낙산사의‘남쪽 교외

(郊外)에 이르자 논 가운데에서 흰 옷을 입은

여인이 벼를 베고 있었다’(至於南郊水田中, 有

一白衣女人刈稻)는 기록이 있다.

(2) 삼국유사의 望德寺 스님<善律>이야기에는

‘나도 역시 남염주(南閻州)의 신라 사람이온데

부모가 금강사(金剛寺)의 논 1무(畝)를 몰래 빼

앗은 일에 연루되어 명부(冥府)에 잡혀 와서 오

랫동안 몹시 괴로움을 받고 있습니다. (我亦<南

閻州><新羅>人, 坐父母陰取<金剛寺>水田一畝,

被冥府追檢, 久受重苦)라는 기록이 있다.

(3) 조선왕조실록에는 수전(水田)이 답(畓)과

함께 많이 사용됨.

(1) 삼국사기에는 서기 33년 (백제 다

루왕 6년) 2월, 남쪽 주군에 명령하여

처음으로 논에서 쌀농사를 짓도록 하

다. (二月, 下令國南州郡, 始作稻田)

(2) 삼국사기에는 서기 242년 (백제

고이왕 9년) 봄 2월, 백성들로 하여금

남쪽 소택지에 논을 개간하도록 하

다. (春二月, 命國人, 開稻田於南澤)

중국

(1) 중국에서 수전(水田)이란 글이 처음 나오는

것은 후한서 마원전 권24(後漢書 馬援傳 卷24)

로 시기는 서기 25~220로 추정된다.“개도수전

권이경목(開導水田 勸以耕牧)”(해석하면“논을

만들고 경작과 목축을 권장한다)이란 구절로 여

기서 水田은 물을 저수할 수 있는 경지를 뜻한

다고 볼 수 있다.

(1) 중국역사상 서주(西周, 기원전 11

세기~기원전 771년) 시대에 논벼의 인

공재배가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이 있

는바 시경·소아·백화(詩經·小雅·

白華)에 나오는“표지북류 침피도전(

池北流 浸彼稻田)”이다 (해석하면‘표

못이 북으로 흐르고 벼논을 적신다’).

여기서 稻田은 벼를 심은 논을 의미하

는 것이다.

표 4. 한국과 중국의 수전(水田)과 도전(稻田)에 대한 근거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