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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기

한국의 조선시대는 인쇄술의 발달로 수많은 문헌이 출판된 시대로 현재 방대한 

분량의 문헌이 전해져 내려온다. 그 문헌에 사용된 한자에는 수많은 이체자가 존재

하고 이러한 이체자의 정리나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문헌 속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오늘날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나는 이체자 

연구는 유형별로 나날이 연구가 진행되지만 방대한 자료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미약

한 수준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시대 대표적 한자 학습서인 《字類註釋》을 통해 

이체자 중 ‘俗字’의 유형과 성격에 대해 고찰하도록 한다.

《字類註釋》은 조선시대 鄭允容이 《訓蒙字會》의 취지를 넓혀서 어린이들의 학습

과 어른들의 상고를 목적으로 편찬한 한자자전으로 한자를 類別로 나누어 音과 訓

을 달고 註釋을 붙였다. 현재 전해지는 《字類註釋》 이본으로는 ‘奎章閣本’과 ‘覓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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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覓南本’이 발견되기 전까지 ‘奎章閣

本’이 《字類註釋》의 유일본이었다. 그러나 여러 필체로 되어 있는 ‘奎章閣本’은 후

대에 여러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고 있고, ‘覓南本’은 시종일관 동일한 필체로 되

어 있어 鄭允容이 편찬한 원본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이본 중 원본으로 

알려진 ‘覓南本’을 가지고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속자를 분류하였다.

《字類註釋》은 서문(2p), 목록(1p), 총론(8p), 본문(2권: 上-95p, 下-83p), 부

록(26p), 색인1(78p), 색인2(70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363쪽의 분량이다.

본문에서는 표제자 아래에 훈민정음으로 음과 훈을 표기하고 그 뒤에 표제자에 대

한 구체적 형태, 음, 의미정보를 한문주석으로 더했다. 《字類註釋》은 조선시대에서 

근대시기로 넘어가는 과도기 때 편찬된 한자 자전으로 조선중기와 후기의 한자 형

태와 음을 반영하고 있고, 의미정보 역시 근대 시기에 편찬된 한자 자전의 내용까

지 영향을 주었다. 그러므로 《字類註釋》은 당시뿐 아니라 근대시기까지의 한자 사

용 실태를 반영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나는 이

체자 자료를 수집 정리하는데 기초적인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Ⅱ. ‘俗字’의 정의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俗字의 유형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俗字’가 무엇인지,

이 ‘俗字’는 어디에 근거하여 생겨난 글자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古代의 經典에 사용되는 한자는 그 당시에 사용하던 정자로 쓰

여 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唐나라 말 四代의 중들이 필기한 경전에는 정자

가 아닌 간화된 자형으로 쓰인 글자가 이미 많이 보이고, 宋나라 이후에 발행된 목

판본에도 현대에 볼 수 있는 俗字나 현대의 약자보다도 더 간략화된 글자가 보인

다. 그 후 中華民國 시대엔 劉復 등이 宋⋅元이래 《俗字譜》를, 容庚은 《簡體字

典》이라는 俗字와 약자에 관한 서적을 내었다. 그리고 1953년 중국의 國民政府는 

민간에서 널리 쓰이던 1,200자 정도 속에서 첫 번째로 324자의 약자를 뽑았고, 비

슷한 시기에 민간의 문필가와 서점의 연맹으로 약 300자의 약자를 뽑아 ‘手頭字’라 

칭하고 잡지의 조판에 사용한 일도 있었다.1) 이것은 각판하는 기술상의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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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라 당시의 대중들이 오히려 그것을 상용자체로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俗字’는 《說文》에서 許愼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許愼은 ‘俗字’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수록된 俗字의 성격을 놓고 볼 때, 俗字는 ‘正字’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정식 공문서에 사용된 한자가 아니라 민간에서 만들어져 사용된 

통속문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 그리고 俗字에 대하여 馬文熙⋅張歸
壁(199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俗字는 속체(俗體), 파체(破體), 수두자(手頭字)3)라고도 한다. 正字에 상대

되는 글자이다. 옛날 민간에서 유행하던 통속문자를 말한다. 대부분 자서의 서법

과 다르고 필획이 비교적 적은 간체자이며, 상류 사회에 의해서 중시 받지 못해서 

俗字라 부른다.”

또 《中國大百科全書》(1988) 언어⋅문자편에는 ‘俗字’라는 항목은 보이지 않고,

‘俗體’만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속체는 민간에서 손으로 쓴 자서의 서법과 맞지 않는 한자 자체를 말한다. …… 
속체자는 六朝부터 벌써 비각에 사용되었고, 隋⋅唐시대에 이르러서는 속체자가 

더욱 많아졌다. 속체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필획이 변화하는 것이고 어떤 글자들은 

성부도 변화가 생긴다.”

끝으로 《中國言語學大辭典》(1989)에서는 ‘俗字’에 대해서 정자와 비교하여 다음

과 같이 규정하였다.

“俗字는 쓰기가 간편하고 나타내는 의미가 명확하다.”

즉, ‘俗字’란 正字와 대립적 개념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正字가 해당 시기의 규

1) 성원경, <漢字字形의 變遷小考>, 《文湖》 vol 1, 87쪽.

2) 吉仕梅, < 《說文解字》 俗字箋議>, 《言語硏究》 제2기, 1996, 115쪽.

3) 俗字를 手頭字라고도 하고 이 글자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활용자이다. 이러

한 글자들인 俗字는 모두 비교적 쉽고, 깊은 어떤 이치가 없으며 필획이 간단하고 실용

하기에 간편하다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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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적 글자를 지칭한다면, 俗字는 이와 대칭하여 규범을 벗어난 글자를 말한다. 그

러나 이 둘은 상대적인 관계로 시간의 선후나, 지역의 차이, 방언의 차이, 사전 편

찬자나 관찰자의 관점 등에 따라 그 관계가 수시로 달라진다. 이는 자형의 정속(正

俗)에 대한 기준이 자서에 분명 나와 있지만, 시대별로 구체적 문헌을 살펴보면 정

속의 관계가 일정하지 않고, 정체(正體)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서 쉽게 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 살펴볼 《字類註釋》의 俗字는 1856년 정윤용이 《字類註釋》을 편

찬할 때 그 당시 정윤용의 관점에서 정속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기존의 俗字 연

구에서 나온 俗字의 유형과 성격에 대한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음을 밝히는 바이

다.

Ⅲ. 《字類註釋》 ‘俗字’의 해석 체례

《字類註釋》에서 추출한 ‘俗字’와 관련된 예는 총 177개이다. 이들의 해석 체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체로 ‘표제자가 정자인 경우’와 ‘표제자가 속자인 경우’

둘로 나눠진다. 표제자가 정자인 경우는 (1)“A, B俗”/“A, BC俗”/“A, 俗作B”/“A,

俗作BC”/“A, 俗又作B”등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표제자가 속자인 경우는 “A, B俗

字”/“A, 一曰B俗字”/“A, 俗B字”/“A, 俗B”등의 형식으로 등장한다. 이를 차례대로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표제자가 정자인 경우

(1) “A: B가 俗字이다”류

이는 B(해석자)가 A(표제자)의 俗字임을 적시한 예로 《字類註釋》 ‘俗字’ 규정의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며 총 139차례 등장하여 전체의 약 78.9%를 차지한다.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① “A, B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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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俗”의 형식은 ‘B가 A의 俗字이다’로 이는 B(해석자)가 A(표제자)의 俗字

임을 나타낸다. 예컨대 “斗, 㪷俗”라고 했을 때 “㪷는 斗의 俗字이다”를 말한다. 이

러한 예는 총 136차례 등장한다.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A(표제자) B(해석자)

桺 柳俗

曬 晒俗

怪 恠俗

泐 俗
煙 烟俗

... ...

② “A, BC俗”

“A, BC俗”의 형식은 위의 (1)과 동일한 형식으로 ‘B와 C는 A의 俗字이다’로 해

석된다. 즉 B(해석자)와 C(해석자)가 A(표제자)의 俗字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총 

3차례 등장한다.

A(표제자) B、C(해석자)

體 軆、躰俗
稬 糯、穤俗
桮 㮎、盃俗

(2) “A는 俗字에서 B로 적는다”류

이는 위의 (1)과 마찬가지로 B(해석자)가 A(표제자)의 俗字임을 적시한 것으로 

총 11차례가 등장하는데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① “A, 俗作B”

“A, 俗作B”의 형식은 ‘A는 俗字에서 B로 적는다’로 이는 B(해석자)가 A(표제자)

의 俗字임을 나타낸다. 예컨대 “亢, 俗作吭”이라고 했을 때 “亢은 俗字에서 吭으로 

적는다”를 말한다. 이러한 예는 총 9차례 등장하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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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표제자) B(해석자)

俗作
很 俗作狠

 俗作夯

苣 俗作炬

鍉 俗作匙

... ...

② “A, 俗作BC”

“A, 俗作BC”의 형식은 ‘A는 俗字에서 B와 C로 적는다’로 해석되며 이는 B(해석

자)와 C(해석자)가 A(표제자)의 俗字임을 나타낸다. 이러한 예는 “伱, 俗作尔、
你”로 1차례 등장하는데 이는 “伱는 俗字에서 尔이나 你로 적는다”를 말한다.

③ “A, 俗又作B”

“A, 俗又作B”의 형식은 ‘A는 俗字에서 B로도 적는다’로 B(해석자)가 A(표제자)

의 俗字임을 나타내는데 “ , 俗又作硬”의 예 1차례가 출현한다. 이는 “ 을 俗

字에서 硬로도 적는다”를 뜻한다.

3.2 표제자가 속자인 경우

(1) “A는 B의 속자이다”류

이는 A(표제자)가 B(해석자)의 俗字임을 적시한 예로 《字類註釋》 에 총 25차례 

등장하여 전체의 약 14.2%를 차지한다.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① “A, B俗字”

이는 A(표제자)가 B(해석자)의 俗字임을 나타내는데 예컨대 “嫩, 媆俗字”라고 

했을 때 “嫩는 媆의 俗字이다”임을 말한다. 이러한 예는 총 16차례 등장하며 대표

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俗字’의 존재 양상 169

A(표제자) B(해석자)

尠 鮮俗字

剪 翦俗字

碾 俗字
箒 帚俗字

陣 陳俗字

... ...

② “A, 一曰B俗字”

“A, 一曰B俗字”의 형식은 ‘A는 B의 俗字라고도 한다’의 의미로 A(표제자)가 B

(해석자)의 俗字임을 나타내는데 다음의 4가지 예가 등장한다.

A(표제자) B(해석자)

塳 一曰埄俗字

痴 一曰癡俗字

効 一曰效俗字

麟 一曰麐俗

③ “A, 俗B字”

“A, 俗B字”의 형식 또한 A(표제자)가 B(해석자)의 俗字임을 나타낸다. 예컨대 

“柒, 俗漆字”로 “柒은 漆의 俗字이다”의 예 1차례가 출현한다.

④ “A, 俗B”

①~③의 형식과 마찬가지로 “A, 俗B”의 형식은 위의 ①과 같이 ‘A는 B의 俗字

이다’로 해석되며 A(표제자)가 B(해석자)의 俗字임을 나타내는데 총 4차례 등장한

다.

A(표제자) B(해석자)

秔 俗粳

虋 俗

綸 俗

箇 俗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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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결

“A, B, 俗”/“A, BC, 俗”/“A, 俗作B”/“A, 俗又作B”, (2)“A, B俗字”/“A, 一曰B俗

字”/“A, 俗B字”/“A, 俗B”등 이상의 ‘俗字’에 관련된 해석 체례 형식을 유형별로 나

누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형식 세부형식 출현수 백분율(%)

1
“A를 俗字로는 B로

적는다”류

“A, B俗” 136 77.71

“A, BC俗” 3 1.71

“A, 俗作B” 9 5.14

“A, 俗作BC” 1 0.57

“A, 俗又作B” 1 0.57

소계 150 85.71

2 “A는 B의 俗字이다”류

“A, B俗字” 16 9.14

“A, 一曰B俗字” 4 2.28

“A, 俗B字” 1 0.57

“A, 俗B” 4 2.28

소계 25 14.20

계 175 100%

Ⅳ. 《字類註釋》 ‘俗字’의 유형

《字類註釋》이 편찬된 조선시대의 한자 발전 단계를 살펴보면 한자의 자체가 이

미 완성된 단계로 해서체가 정립되고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이다. 그래서 

《字類註釋》에는 속자를 많이 운용한 반면 의미 풀이 중심의 서적이기 때문에 《說

文》에 나타나는 고문이나 주문 등 같은 고문자를 반영한 자형은 많지 않았다. 그러

나 동시대 혹은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서적이라고 모두 동일한 글자체를 사용하는 

건 아니다. 이는 편찬자가 어떤 글자체를 선택하는지, 당시 상용되고 통용되던 글

자체가 무엇인지, 또 편찬자의 서사 습관 등에 따라 다른 글자체를 선택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때문에 고금의 관계든, 정속의 관계든, 이체자의 유형을 분류할 때는 

‘무엇이 다른지’와 ‘어떻게 다른지’의 두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무엇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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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지’는 한자의 구성요소에 따라 필획, 편방, 글자의 세 단계로 살펴볼 수 있고, ‘어

떻게 다른지’는 증가, 감소, 변화, 대체 등의 몇 가지 양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체자의 유형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하영삼(2014)을 

중심으로 俗字의 유형 분류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俗字 자형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하영삼(2014)은 정자와 俗字의 관계를 글자의 구조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그

들 간의 구조적 차이를 “필획-편방-글자”라는 한자 구성 요소의 등급 단위에 근거하

여 “俗字”를 (1)필획의 차이, (2)편방의 차이, (3)글자 전체의 차이, (4)다른 글자

의 활용 등의 넷으로 크게 나누었다. 그리고 필획의 차이는 다시 ①필획의 증감,

②필획의 변형, ③필획의 대체로 나누었으며, 편방 단위에 의한 차이는 다시 ①편

방의 혼용, ②편방의 증감, ③편방의 교환, ④편방의 대체로 나누었고, 글자 전체 

단위에 의한 차이는 ①구조적 변화, ②위치의 변화로 나누었으며, 다른 글자의 활

용에 의한 차이는 다시 ①고금자의 활용, ②통용자의 활용 등으로 나누어 살폈다.

본 논문에서는 俗字의 유형 분류에서 구성 요소와 양상을 고려하고 하영삼의 분

류기준을 기본적으로 따라 《字類註釋》 俗字를 (1)필획의 차이, (2)편방의 차이,

(3)글자 전체의 차이, (4)다른 글자의 활용 등의 네 가지 유형으로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고 각각의 유형을 중심으로 어떻게 다른지 형태별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글

자들을 열거하여 그 특징을 서술하고자 한다.

3.1 필획의 차이

이는 글자 전체나 편방 간에 변화가 아닌 필획 간에 일어난 변화로 다시 (1)필

획의 증감, (2)필획의 변형, (3)필획의 대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필획의 증감(7)

이는 정자와 俗字 간에 필획의 증가하거나 감소한 관계를 말한다. 대표적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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灠: 俗 迥:逈俗 㛂:俗 肎:肯俗

骫: 俗 :揅俗 羹:羮俗

‘灠’, ‘骫’, ‘ ’, ‘羹’등은 모두‘ ’, ‘ ’, ‘揅’, ‘羮’으로 모두 필획이 감소된 

경우이고, ‘迥’, ‘㛂’, ‘肎’등은 모두‘逈’, ‘’, ‘肯’으로 필획이 증가된 경우이다.

(2) 필획의 변형(15)

이는 정자와 俗字 간에 필획이 변형된 경우를 말하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

다.

匹:疋俗 趨:趍俗 很:俗作狠 伱:俗作你 凡:凢俗
:那俗 所: 俗 儹:儧俗 臺:䑓俗 鬵:俗

寇: 俗 惉:俗 幺:么俗 皁:皂俗 虯:虬俗

‘趨’의 ‘芻’은 ‘芻→→多’등의 순서로 변화되어 ‘趍’으로 변형된 것이고, ‘儹’의 

‘先’은 ‘先→兂→夫’등의 순으로 변화되어 ‘儧’으로, ‘虯’의 ‘丩’은 ‘丩→→乚’ 등의 

순으로 변화되어 ‘虬’으로 변형되었다.

(3) 필획의 대체(5)

이는 정자와 俗字 간에 어떤 필획을 다른 필획으로 대체한 경우를 말하여 대표

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晉:俗 皋:臯俗 句:勾俗 器:噐俗 鉤:鈎俗

‘晉’과 ‘句’, ‘鉤’ 등은 ‘’, ‘勾’, ‘鈎’ 등으로 ‘口↔厶’가 서로 대체되어 사용되고 있

는 경우이고, ‘皋’의 ‘夲’은 ‘’으로, ‘器’의 ‘犬’은 ‘工’으로 대체되어 사용된 경우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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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편방의 차이

편방을 단위로 일어난 ‘俗字’관계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1)형체 유사 등으로 어

떤 편방을 혼용하거나, (2)어떤 편방을 의미나 소리가 비슷한 다른 편방으로 교체

하거나, (3)의미나 독음의 명확성을 위해 어떤 편방을 추가하거나, (4)편방을 간단

한 부호로 대체하는 경우 등이 이에 포함된다.

(1) 편방의 혼용(8)

이는 형체의 유사 등으로 편방을 단위로 하여 혼용이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다

음의 예가 보인다.

怪:恠俗 脃:脆俗 奈:柰俗字 攜:携俗

稬:糯、穤俗 陣:陳俗字 竊:俗 蕊:蕋俗

제시된 예에서 ‘怪’는 소리부인 ‘圣’가 형체의 유사로 ‘在’로 변한 경우이고, ‘脃’을 

구성하는 ‘色’은 ‘危’으로 변한 경우이며, ‘柰’를 구성하는 ‘木’은 형체의 유사로 ‘大’로 

변한 경우이고, ‘攜’의 ‘巂’는 ‘隽’으로 변한 경우이다. 그리고 ‘稬’는 한문 주석에 속

자가 두 개 나타나는데, 하나는 ‘糯’으로 소리부와 의미부가 모두 변한 것으로 소리

부인 ‘需’는 형체가 유사한 ‘耎’으로 변하였고4), 의미부인 ‘禾’는 의미가 유사한 ‘米’

변하였다. 또 ‘穤’자 역시 ‘糯’처럼 소리부와 의미부가 모두 변한 경우이다. 마지막으

로 ‘陳’의 소리부인 ‘東’역시 형체의 유사로 ‘車’로 변한 경우이고 ‘竊’을 구성하는 

‘ ’은 ‘耦’으로 ‘蕊’를 구성하는 ‘惢’는 형체의 유사로 ‘歮’으로 변하였다.

(2) 편방의 증감(25)

이는 의미나 독음의 명확성을 위해 소리부나 의미부를 추가한 경우를 말한다.

4) 한자 《唐韻》 《集韻》 《韻會》
需 相兪切 詢趨切 詢趨切

耎 而兗切 乳兗切 乳兗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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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편방의 차이 증감(의미부) 번호 편방의 차이 증감(의미부)

1 亢:俗作吭 ‘口’의 추가 14 枲:葈俗 ‘艹’의 추가

2 斗:㪷俗 ‘豆’의 추가 15 桮:盃俗 ‘木’의 추가

3 熏:燻俗 ‘火’의 추가 16 箒:帚俗字 ‘竹’의 추가

4 塳:一曰埄俗字 ‘土’의 추가 17 艁:䒃俗 ‘辶’의 추가

5 岡:崗俗 ‘山’의 추가 18 欬:俗 ‘疒’의 추가

6 丘:坵俗 ‘土’의 추가 19 冢:塚俗 ‘土’의 추가

7 涌:湧俗 ‘力’의 추가 20 龥:俗籲 ‘竹’의 추가

8 帀:匝俗 ‘匸’의 추가 21 㪷:斗俗字 ‘豆’의 추가

9 伱:俗作尔 ‘亻’의 추가 22 芻:蒭俗 ‘艹’의 추가

10 叵:尀俗 ‘寸’의 추가 23 葈:枲俗字 ‘艹’의 추가

11 擥:攬俗 ‘見’의 추가 24 柰:俗作㮏 ‘木’의 추가

12 㗘: 俗 ‘十’의 추가 25 槵:梙俗 ‘心’의 추가

13 鷰:燕俗字 ‘鳥’의 추가

위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자류주석》 편방이 추가된 예에서는 소리부를 추가한 

예는 보이지 않고 모두 의미부를 추가하였다. 의미부를 추가한 예는 대부분 한자가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에 그 의미를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 편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斗:㪷俗’ 혹은 ‘㪷:斗俗字’의 관계에 대해서는 소리부의 추가로 여길 수도 있

지만 ‘斗’가 곡식을 되는 용기를 그렸고, ‘豆’가 주로 ‘콩’이라는 뜻으로 쓰였던 점을 

고려하면 말(斗)이 콩 등 곡식을 되는 용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 의미부의 

추가로 해석하였다.5)

(3) 편방의 교환(25+56=81)

이는 다시 ①의미가 유사한 의미부 간의 교환, ②독음의 유사한 소리부의 교환,

③편방의 증감, ④편방의 간단한 부호로의 대체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①의미부 교환 : 이는 의미부(形符)를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의미부로 바꾼 경

우를 말한다.

5) 하영삼⋅최남선, < 《新字典》 ‘俗字’고>, 《중국어문논역총간》 제33집, 2013,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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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편방의 교환 의미부 번호 편방의 교환 의미부

1 谿:溪俗 ‘谷-水’의 교환 14 鍉:俗作匙 ‘金-匕’의 교환

2 壻:婿俗 ‘土-女’의 교환 15 ::墻俗 ‘爿-土’의 교환

3 醮:俗 ‘礻-酉’의 교환 16 :厫俗 ‘广-厂’의 교환

4 體:軆俗 ‘骨-身’의 교환 17 鋪:舖俗 ‘金-舍’의 교환

5 顋:腮俗 ‘頁-月’의 교환 18 盌:椀俗 ‘皿-木’의 교환

6 潠:噀俗 ‘水-口’의 교환 19 釭: 俗 ‘金-車’의 교환

7 ::俗 ‘心-女’의 교환 20 効:一曰效俗字 ‘攵-力’의 교환

8 抱:袌俗字 ‘衣-手’의 교환 21 旚:俗 ‘方-㫃’의 교환

9 秔:俗粳 ‘禾-米’의 교환 22 韜:鞱俗 ‘韋-革’의 교환

10 苣:俗作炬 ‘火-艹’의 교환 23 謠:繇俗 ‘系-言’의 교환

11 剪:翦俗字 ‘羽-刀’의 교환 24 鼓:皷俗 ‘皮-支’의 교환

12 館:舘俗 ‘食-舍’의 교환 25 箇:俗個 ‘亻-竹’의 교환

13 檐:簷俗 ‘木-竹’의 교환 26 豬:猪俗 ‘豕-犭’의 교환

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骨-身’, ‘頁-月’, ‘禾-米’등은 의미 범주가 같은 편방 간의 

교환으로 다른 자전의 이체자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예들이다. 그리고 ‘谷-水’의 

교환은 물이 솟아나와 내로 통하여 골짜기를 형성하므로 편방간의 교환이 이루어졌

고, ‘礻-酉’의 교환은 술은 제사를 지낼 때 신께 바쳤던 것으로 편방의 교환이 이루

어진 것이다. ‘血-木’의 교환은 잔을 비롯한 그릇이 나무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편

방 간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이고, ‘食-舍’의 교환은 길가에서 세운 임시 건물처럼의 

점포가 철 구조물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皮-支’의 교환은 북을 만드는 중요한 재

료인 가죽이 북채를 손에 잡은 모습을 바뀌었다는 점에서 의미적 교환을 가능하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의미부 교환은 재질의 변화에 의한 또는 과학 문명의 

변화를 반영하여 교환되는 경우도 있다.

②소리부 교환 : 이는 소리부(聲符)를 독음이 같거나 유사한 소리부로 바꾼 경

우를 말한다.

번호 편방의 교환 소리부 번호 편방의 교환 소리부

1 桺:柳俗 ‘丣-卯’의 교환 29 撐:撑俗 ‘牚-掌’의 교환

2 曬:晒俗 ‘麗-西’의 교환 30 秔:俗粳 ‘亢-更’의 교환

3 泐:俗 ‘阞-仂’의 교환 31 飯:飰俗 ‘反-卞’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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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보인 예는 모두 소리부 간의 독음이 유사하거나 같은 상황에 해당하여 

서로 교환해도 문제가 없는 俗字들이다.

(4) 편방의 대체(14)

이는 일부 편방을 간단한 부호나 더 간단한 편방으로 바꾼 경우를 말한다. “편방

의 교환”이 독음이 같거나 유사한 소리부, 의미가 같거나 유사한 의미부 간의 교환

에 의한 것이라면 “편방의 대체”는 그러한 의미적, 음성적 관련성 없이 필사의 편의

를 위해 더 간단한 부분으로 줄이거나 기호화한 경우를 말한다.

4 煙:烟俗 ‘垔-因’의 교환 32 麪:麵俗 ‘丏-面’의 교환

5 礙:碍俗 ‘疑-㝵’의 교환 33 窯:窰俗 ‘羊-䍃’의 교환

6 ::郿俗 ‘睂-眉’의 교환 34 瓷:甆俗 ‘次-兹’의 교환

7 㛮:嫂俗 ‘叜-叟’의 교환 35 鏓:鍯俗 ‘悤-怱’의 교환

8 肧:胚俗 ‘不-丕’의 교환 36 碾:俗字 ‘展-㞋’의 교환

9 輩:軰俗 ‘非-北’의 교환 37 耙:䎱俗 ‘巴-罷’의 교환

10 總:揔俗 ‘悤-怱’의 교환 38 䑹:艘俗 ‘叜-叟’의 교환

11 顚:顛俗 ‘眞-真’의 교환 39 瑇:玳俗 ‘毒-代’의 교환

12 耼:聃俗 ‘冄-冉’의 교환 40 廟:庙俗 ‘朝-由’의 교환

13 瞠:俗 ‘堂-牚’의 교환 41 鉈:鉇俗 ‘它-㐌’의 교환

14 齄:皶俗 ‘鼻-皮’의 교환 42 礮:砲俗 ‘駮-包’의 교환

15 髥:髯俗 ‘冄-冉’의 교환 43 柒:俗漆字 ‘-桼’의 교환

16 躕:蹰俗 ‘廚-厨’의 교환 44 ::俗作 ‘盧-壺’의 교환

17 ::瘦俗 ‘叜-叟’의 교환 45 菛:虋俗字 ‘門-釁’의 교환

18 ::快俗 ‘叏-夬’의 교환 46 䓿:菡俗 ‘圅-函’의 교환

19 廀:廋俗 ‘叜-叟’의 교환 47 ::茆俗 ‘丣-卯’의 교환

20 ::謏俗 ‘叜-叟’의 교환 48 柏:栢俗 ‘白-百’의 교환

21 :俗又作硬 ‘㪅-更’의 교환 49 枏:楠俗 ‘冄-南’의 교환

22 輭:軟俗 ‘耎-欠’의 교환 50 鶯:鸎俗 ‘ -賏’의 교환

23 痴:一曰癡俗字 ‘知-疑’의 교환 51 鵪:䳺俗字 ‘奄-酓’의 교환

24 ::搜俗 ‘叜-叟’의 교환 52 麟:一曰麐俗通 ‘粦-吝’의 교환

25 畱:留俗 ‘丣- ’의 교환 53 驄:俗 ‘悤-忩’의 교환

26 悤:忩俗 ‘囱-公’의 교환 54 鱓:鱔俗 ‘單-善’의 교환

27 ::扦俗 ‘䙴-千’의 교환 55 蜨:蝶俗 ‘疌-枼’의 교환

28 撦:扯俗 ‘奢-止’의교환 56 蛇:俗 ‘它-㐌’의교환

灩:灧俗 邇:迩俗 冀:兾俗 顧:頋俗 嫩:媆俗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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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볼 수 있듯, ‘冀’를 구성하는 ‘北’을 두 점으로 대체하거나, ‘邇-迩, 獻-

献, 珍- ’등을 구성하는 ‘爾’이나 ‘鬳’, ‘㐱’등을 간단한 ‘尔’와 ‘南’, ‘厼’으로 대

체하거나, 간단한 필사의 편이를 위해 간단한 부호로 기호화하여 대체한 경우가 이

에 포함한다.

3.3 글자 전체의 차이(15)

(1) 위치 구조의 변화

이는 편방의 위치가 이동함으로써 일어난 구조적 변화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2가지 예가 등장한다.

鄰:隣俗 勖:勗俗

소리부가 왼쪽, 의미부가 오른쪽에 놓인 ‘鄰’은 의미부가 왼쪽, 소리부가 오른쪽

에 놓인 ‘隣’으로 좌우구조가 변한 경우이다. 그리고 ‘冒’와 ‘力’이 결합한 구조 ‘勖’

가 ‘曰’와 ‘助’로 구성된 상하구조인‘勗’로 변한 경우이다.

(2) 내재 구조의 변화(13)

이는 소리부나 의미부가 다른 소리부나 의미부로 변하면서 글자의 내재적 구조의 

변화가 일어난 경우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12가지 예가 등장한다.

獻:献俗 鹽:塩俗 珍: 俗 瘺:病俗 銜:衘俗

刺:㓨俗 欝:鬱俗 廐:廏俗字 虋:俗

내

재

구

조

의

형성→회의

巖:岩俗

體:躰俗

尠:鮮俗字

:俗作夯

衄:衂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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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類註釋》 俗字의 유형 중에 ①‘형성→회의’의 변화에서 ‘巖’은 소리부인 ‘嚴’이 

‘石’으로 변해 산의 돌임을 나타냈고, ‘骨’이 의미부이고 ‘豊’이 소리부인‘ 體’는 ‘身’과 

‘本’으로 구성된 회의구조 ‘躰’로 변하여 몸이 사람의 근본이라는 뜻을 담았다. 그리

고 ‘魚’와 ‘羊’으로 구성된 ‘鮮’은 ‘甚’과 ‘少’로 구성된 ‘尠’으로 변해 대단히 적음을 

나타냈다. 또 ‘’은 ‘扌’와 ‘項’인 형성구조에서 ‘大’와 ‘力’으로 이루어진 회의구조 

‘夯’로 변하였고, ‘血’이 의미부이고 ‘丑’이 소리부인 ‘衄’은 ‘血’과 ‘刅’으로 구성된 회

의구조로 변했으며, ‘綸’은 ‘糸’과 ‘侖’으로 구성된 형성구조에서 ‘糸’와 ‘冊’으로 이루

어진 회의구조‘ ’로 변하였다. 마지막으로 ‘叢’은 ‘丵’이 의미부이고 ‘取’가 소

리부로 떼를 지어 자라는 풀을 말했으며 이로부터 ‘한데 모여 있다’, ‘모여 살다’ 등

의 뜻이 나왔는데, 이후 ‘艹’와 ‘聚’로 구성된 회의구조 ‘藂’로 변하여 ‘聚’가 사람을 

모아서 여럿 세워 놓았다는 뜻에서 ‘모이다’는 뜻을 그렸는데 이로부터 ‘대중’, ‘모이

다’ 등의 뜻이 나왔다. 여기에 ‘艹’과 결합하여 풀이 자라나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촌락으로 ‘한 곳에 모이다’, ‘모여 살다’등의 의미로 사

용되었다. ②‘형성→새로운 형성’의 변화에서는 ‘龜’이 ‘ ’으로 변한 경우로 소리부 

‘ ’이 ‘丘’의 소리부로 바뀐 것이다. ③‘회의→새로운 회의’의 변화에서는 ‘叟’가 원래

는 ‘叜’로써 집안에서 횃불을 손에 들고 무엇인가를 찾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후 속

자에서는 ‘叟’의 형체로 변하였다. 그리고 ‘彬’은 ‘彡’과 ‘林’으로 구성되어 문채가 숲

처럼 무성함을 말하는데 문채란 文 과 武를 겸비해야 하는 것이었으며 그래서 ‘斌’

과 같은 뜻으로 쓰였다. 또 ‘竈’는 ‘穴’과 ‘黽’으로 구성되어 진흙을 발라 구멍을 만

든 아궁이가 있는 ‘부엌’을 나타내는데 부엌이란 공간은 습하기 때문에 개구리나 두

꺼비 같은 것들이 자주 나타나는 곳이기도 하다. 속자에서는 ‘土’와 ‘火’로 구성된 

‘灶’로 쓰는데 진흙을 발라 만든 불 때는 아궁이라는 뜻을 담은 형체로 변하였다.

변

화

綸:俗

叢:藂俗

형성→새로운 형성 龜:俗作

회의→새로운 회의

叜:叟俗

彬:斌俗

竈:灶俗

弔:吊俗

회의→형성 囱:窓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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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弔’는 원래 ‘人’과 ‘弓’으로 구성된 회의구조였으나 ‘人’의 구조가 너무 변해 잘 알아

보지 못하게 되자 ‘口’와 ‘巾’으로 구성된 ‘吊’으로 변하여 슬피우는 울음소리와 초상

을 알리는 만장 등 여러 베 조각으로 조문함’을 나타냈다. ④‘회의→형성’의 변화에

서는 통풍을 위해 만든 창문 ‘囱’이 ‘穴’과 ‘心’이 의미부이고 ‘厶’가 소리부로 쓰인 

형성자 ‘窓’으로 변한 경우를 말한다. 창은 원래 ‘囱’으로 썼는데 동굴 집에서부터 

설치되었다는 뜻에서 ‘穴’을 더해 ‘窗’이 되었고 그것이 집의 핵심장치라는 뜻에서 

다시 ‘心’이 더해서 ‘窻’이 되었고, 자형이 줄어 속자 ‘窓’이 되었다.6)

3.4 다른 글자의 활용(9)

이는 글자의 전체를 개별 단위로 하여 관계되는 예로 고금자의 활용과 통용자의 

활용 두 가지가 있다.

(1) 고금자의 활용

이에 해당하는 예는 “㪅:更俗”으로 한 가지가 보이는데 ‘更’의 俗字로 풀이한 ‘㪅’

은 서로 고금 관계에 있다. 《字類註釋》에서는 고자를 정자로 풀이했음을 알 수 있

다.

(2) 통용자(8)

이는 편방의 교환이나 위치 이동에 의한 이체자가 아닌 별개의 글자를 독음이나 

형체가 비슷해 가차되어 통가로 사용되다가 “俗字”로 사용하게 된 경우로 보이는데 

이는 엄격한 의미에서 “俗字”가 아니라 “통용자”로 보아야 할 예들이다.

卻:却俗 剩:賸俗 檾:䔛俗 準:准俗

壷:俗作葫 匃:丐俗 觱:俗作篳 騾:驘俗字

6) 하영삼,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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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결

“필획의 차이”/ “편방의 차이”/ “글자전체의 차이” 등 이상의 ‘俗字’에 관련된 구조

적 형식을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구분 형식 세부형식 출현수 백분율(%)

1 “필획의 차이”

“증감” 7 3.91

“변형” 15 8.37

“대체” 5 2.79

소계 27 15.08

2 “편방의 차이”

“혼용” 8 4.46

“증감” 25 13.96

“교환” 81 45.25

“대체” 14 7.82

소계 128 71.50

3 “글자 전체의 차이”

“위치 구조 변화” 2 1.11

“내재 구조 변화” 13 7.26

소계 15 8.37

4 “다른 글자의 활용”

“고금자” 1 0.55

“통용자” 8 4.46

소계 9 5.02

총계 1797) 100

7) 앞의 3.3 소결 표에서는 ‘속자의 해석 체례’에 따른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속자의 출

현 빈도수는 모두 175회이다. 그러나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속자의 유형’에 따른 속

자의 출현 빈도수는 모두 179회이다. 이렇게 총 4회의 빈도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속자를 살펴보면 하나의 표제자에 하나의 

속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하나의 표제자에 둘 이상의 속자가 한문주석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표제자 ‘體’의 한문 주석에는 ‘軆’와 ‘躰’의 두 개의 속자가 나타

나고, 표제자 ‘伱’의 한문 주석에서는 ‘尔’와 ‘你’의 두 개의 속자가 나타난다. 즉 “A,

BC俗”의 형식과 “A, 俗作BC"의 형식이 이에 해당한다. 이 형식에 포함되는 표제자 수

가 총 4글자로 ‘體, 稬, 桮, 伱’자이다. 둘째, 《字類註釋》 속자의 유형을 분석하면 대부

분 정자-속자간의 관계가 일대일 대응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어떤 글자들은 정자에서 

속자로 변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정자에 대응하는 속자가 여러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가 있다. 가령 ‘秔’자이다. ‘秔’자는 하나의 표제자에 하나의 속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소리부와 의미부가 모두 변한 경우이다. 이러한 예가 《字類註釋》에서 한 차례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의 표제자에 둘 이상의 속자가 나타나지만 각각의 유형을 분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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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나오기

본고에서는 《字類註釋》을 대상으로 이체자 중 ‘俗字’의 해석 체례와 구조적 유형

을 살펴보았다. 먼저 俗字의 해석 체례 측면에서 살펴보면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俗字의 해석 체례는 근대시기 편찬된 다른 자전들의 해석 체례와 다르다. 대부분의 

근대시기 자전들은 “A: 俗B”의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字類註釋》은 “A: B俗”의 형

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예는 《字類註釋》에서 추출한 正俗에 관련된 예 176개 중 

140개로 전체의 79.5%가 등장하는데 B(해석자)가 A(표제자)의 俗字임을 나타내

는 것이다. “A: B俗”의 형식은 ‘A: B가 속자이다’로 한국식으로 풀이해 놓은 해석 

체례인데 한국에서 편찬된 《全韻玉篇》, 《字典釋要》, 《新字典》 등 다른 자전류에서

는 볼 수 없고 《字類註釋》에서만 나타나는 체례이다. 이는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속자는 물론 고자, 동자, 통자 등 이체자에 대한 해석 풀이에 자주 사용되는 체례

로 다른 자전이나 문헌에 등장하는 이체자의 유형과 성격을 비교하여 각 자전들의 

근본적인 자형 속성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편찬된 한국 자전들과 비교했을 때 자형 속성의 정보를 귀납하는 형

식이 획일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은 俗字의 구조적 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字類註釋》에 나타나는 俗字의 유

형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편방 변화로 인한 俗字가 많으며 

특히 편방의 교환 중 소리부(聲部) 교환이 31.8%로 가장 많았다. 둘째, 음의상의 

연관 관계가 없는 편방의 대체는 자형을 혼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동일

한 글자에서 여러 가지 俗字가 존재하는 것은 당시의 각수와 필사 용자습관의 특성

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이체자 자전에 수록되어 있는 俗字가 많았

는데 이는 전해내려 오던 속자가 거의 정자와 필적할 만큼 널리 사용되고 공인된 

관계로 전승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다섯째, 특정 글자에 대해 사람들이 俗字가 

쓰기 쉽다는 사실을 반영하기도 한다. 여섯째, 정자와 俗字의 총획수 비교를 통해 

대부분 俗字의 경우 획수가 감소하지만 늘어나는 경우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迥, 逈俗’, ‘㛂, 俗’, ‘肎, 肯俗’ 등이 그 예이다.

때 하나의 유형으로 귀납되는 경우도 있다. 그 예가 ‘稬’이다. 이렇듯 3.3 소결과 3.5의 

소결에 속자의 총 4회의 빈도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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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는 대부분이 한 글자가 정자와 고자(古字), 정자와 속자(俗字), 또는 정자와 

동자(同字) 등을 각기 갖추고 있다. 이러한 이체자는 문자의 사용 과정 중에서 필

사의 편리에 입각한 문자 자형의 간화, 인간의 글쓰기 습관이나 인지의 변화에 의

해 등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이체자는 어느 시기 또는 어떤 지역에서 이체

자로 사용되다가 다른 시기 또는 다른 지역에서는 정자로 변할 수 있는 글자들이

다. 이는 시대적⋅지역적⋅방언적 차이로 한자의 자체가 전서⋅예서⋅해서 등으로 

점차 발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그러나 한 시기, 한 지역에 하나의 자형만 사용

된 것이 아니라 여러 자형이 공존되는 것도 있다. 때문에 문자사용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이체자의 정리와 규범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정자를 바탕으로 한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는 정

자와 이체자에 대한 특별한 인식 없이 뒤섞여 한자 교육을 하고 있다. 게다가 일상

생활 속에서도 俗字, 약자, 혹체, 별자 등으로 불리는 이체자를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체자들이 어떤 글자인지, 어디에 근거하여 

생겨난 글자인지, 정자와 대비하여 어떤 특징을 가지는 글자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

명과 이해는 거의 없다. 이에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俗字에 대한 개

념과 그 유형에 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체자 연구는 한자 자전 편찬과 고서의 정확한 해독을 위해서도 매우 중

요한 부분이다. 이에 본고는 《字類註釋》의 텍스트 전체를 전산화한 테이트베이스에 

근거한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字類註釋》의 “俗字”부분을 처음으로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더불어 俗字의 형태적 유형과 특징을 연구하여 이체자를 병합

하거나 정리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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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在韓國的朝鮮時代，印刷術極其發達，出版了許多文獻，至今仍流傳下龐
大的文獻來。那些文獻記載上的漢字相當部分是異體字，由此不難可以想到未
將這些文獻裏的異體字好好地研究會影響到了解該文獻的正確內容。至今對朝
鮮時代文獻之異體字的研究已經進展到一定的程度，但是與其龐大的文獻數量
研究得還是不夠全面，仍存相當的發展餘地。於是，本文著重於對朝鮮時代代
表性漢字學習書 《字類註釋》之俗字的類型及屬性進行分析。
所謂俗字是對立與正字的術語。正字是當時的規範字形，俗字是指規範之

外的字形。但是兩者的地位並不固定又相對性的，由於時間先後、地域、方
言、字典編纂者以及觀察者的觀點不同，正俗的地位可以改動。盡管字書上明
確提示劃定正俗的原則, 但是曆代具體文獻上的正俗字的地位仍不穩定，不少
俗字代替正字的現實。
本文已對 《字類註釋》異體字中‘俗字’的解說體例和俗字類型。在俗字解說

的體例方面，《字類註釋》解說俗字的體例與其他近代時期字典不同。大多數近
代字典之解說俗字的體例爲“A:俗B”，《字類註釋》卻取“A:B俗”的形式。屬於此
類型的例子，在175個異體字當中有139個字，占據79.4%，表示B(解說字)是

A(標題字)的俗字。“A: B俗”形式正是‘A，B就是其俗字’，《全韻玉篇》、《字典

釋要》、《新字典》等其他字典所未存在的。《字類註釋》的該形式不僅用在解說俗

字之上，還經常用於解說古字、同字、通字等其他異體字，倘若憑該類型所指
出的異體字對其他字典或文獻的異體字之類型和屬性進行比較，就可以確定其
他字典之本質性的字形屬性，換言之，該《字類註釋》的特殊形式則成爲規定字

形屬性的重要依據。另外，本文還指出同一時期出現的字典所規定字形屬性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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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式未清一色的惡事實。
在俗字的形式來看，《字類註釋》俗字的類型可以分以下幾種。第一, 偏旁

變異而俗化的俗字很多，其中替換偏旁，尤其聲部替換的俗字最多，占據
31.3%。其二，音義上未有關聯卻替換偏旁，可以確定應是字形訛混的結果。
其三，同一個漢字卻有好幾種俗字，應是反映著當時刻手的書寫習慣。其四，
《字類註釋》的很多俗字收於異體字字典。這證明曆代傳下來的異體字的使用既
頻繁又具一定的社會認可，能夠與正字媲美。其五, 一般情況下情況下正字的

筆畫往往比俗字多，但是也有俗字的筆畫數比正字還多，如‘迥, 逈俗’, ‘㛂, 

俗’, ‘肎, 肯俗’等。
在漢字字典編纂和古書閱讀的正確性提高方面，異體字研究具有相當大的

重要性。本文基於《字類註釋》全文數據庫，進行科學研究，首次對《字類註釋》

“俗字”進行研究。此又是本文的學術價值所在。筆者認爲該研究成果還對俗字
字形類型的研究，以及合並或整理異體字具有重要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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