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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字同宇異形之探討**

韓 f짧 隆*

오늘 얄표의 제목은 「漢字同字異形의 探討」입니다. 저는 원래 한국에 

있는 동안 중국의 고서에서 볼 수 있는 「以形햄義」를 응용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플 띤구하려 했음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중국의 古

뿔에 나오는 同字異體를 연구하고 있던 차에， 한국의 出厭物써서 鼓 • 

휩 • 觀 등의 글자플 발견하고서 이것들에 홍마릅 갖기 시작하였읍니다

오늘은 志文出版社의 「新活用玉쉽」파 東亞出版社의 「基짧漢’힘 1800字」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었던 同字異形틀에 관하여 얘기하여 보겠읍니다. 

여 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 우리들이 볼 수 았는 B] 교적 

이른 시거의 漢字는 三千여년전연 많i합時代에 사용하였단 떠lFf文字입니 

다.E!2합文字가 이마 가장 원시적인 圖뽑의 상태플 탈피하였고， 또“六 

書’‘블 籍備하고 있다는 첨 으로 마 푸어 보건데 , 漢字의 7!굉原은 이 미 

대단히 일렀던 것 같읍니다. 漢字의 권폈이 이르고， 그 사정 지역이 넓 

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후르자 쉰께 문제가 발생했읍냐다. 周代에 이 

프로자 득히 東周以後에 는 文宇가 대 단착 어 치 려 워 졌‘읍니 다. 玉國維의 

說에 의하면 戰國時代의 東方六國에는 이른바 「束士文宇」리는 것이 았 

었고 西方奉國에는 아른바 면士文字라는 것아 있었다고 합냐다. 여기에 

서 東方六國이 라는 것은 楚 • 蘇 • 齊 · 韓 · 觀 . J댐、 푼을 가i:ÒJ컵 니 닥. 玉

國維의 관점 이 옳고 그른 것을 차지 하고라도， 그 시 대 의 文宇7]- 대 단~l 

어지러운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사섣입니다. 그리하여 漢害활文志나 說

* 품훌灣 淡iI>c、理大敎授(다J文많) 

** 이 글은 1981년 4월 28얼 서 울대 東亞文化짧究所 침 단회 에 셔 발표한 내 용을 
요약한 것임. 



C 302 J 束亞文化 18진 

文解字寂의 치록에 획하띤 周의 宣王(西!뭘末年) 시대에 이륨이 觸다는 

太史가 있었는데， 學童을에게 正確하고 標l~'的인 字體블 가르치기 우l -ð'

여 「史籍簡」이 라는 한띤잉 책 플 만들었다고 합나 다. 이 새 로운 字짧기 

곧 觸文 휴은 大앓〈이 t.è}고 하는 것 입 냐 다. 다시 쫓始皇에 。1 르러 六國을 

했{끼;한 이푸에 「言語떠땀， 文字짧形」이 統一에 카다란 ”후號가 띈마는 

것음 철깜하여， 李斯으} j[웰람j 등이 古鍵에 근꺼하여 새로운 주:體흔 장지] 

하였는테 이것이 같 小3힘입니다. 李떼는 비륙 政治權力읍 이응하여 全

國얘 通用꾀도록 하였지만， 小豪은 宇體가 휩複하고 쓰기가 아려워서 

오래지 않아 一鍾의 간단하고 쓰기 쉬운 字짧지→ j}풍편에 따라 생겨났는 

데 이것이 펴書엽니다 l'월때 이후로는 파雲가 小짧을 대신하였윤 뿐만 
아니라 기다 탤雲， ↑맘띔， 行書 등으로 생겨났읍니다. 

오늪 저1 기-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한자의 」L한동안의 {3Y뎌過땀 도중에 

발쟁한 문제의 하니입니다. 漢字의 →同字펌形」 現象은 알찌 71 !f=1난文。1 

나 金文등에 벨써 있었읍니다. 예블 들띤 印 J땀文에서는 “3k”宇등 “(1) • 

l양:' • C3'J"등으로 “후”字룹 “(빛 • (])"등으로， ‘꽉”추블 “@. 강”등으로 표 

키히였으며， 金文에서는 “혐”字블 “@ . (2;，‘’등으로 표기하였으며， “j짧” 

字는 “@1”으로 “띔”字는 “@"으로 표기하였읍나다. 許j쉴이 說文解字를 

編藥참셰 이 르러 서 는 9353字 이 외 에 다시 1163字의 「펀文」을 기 록하고 

있는데， 이 「훨文」이라는 것들이 섣제로는 곧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同字異形」들로써 , 여 러 분들이 說文解宇를 했、을 때 보설 수 있는 펀文‘ 
觸文， 파體字 등등이 이것입냐다. 예플들띤 玉(서、뚫)과 @(古文〕， 생) 

〔小짧)꾀- I:@(古文)， @(서、塞)과 (l]1 (古文)， 1:)1: (/J、뚫)과 @(감f文)， @i(서、 

豪)와 (썽 (購文)， @(小象)과 :껑1) 鐘文)， (썽 ('J、豪)와 @(擺文) , 영I(小쫓) 

과 @(~젊文) , 낌) (小養)와 @(或體륙ζ) ， @J(시、簽)과 @1(E야體字)， QD (lJ、

쫓)와 @(或體字)， @(/J、뚫)과 @(或體字)등등。] 았읍니다. 漢鍵以後

錄E명{짝宇는 以前에는 볼 수 없었을 정도로 많아 졌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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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宇의 構造方法은 간단히 말하면 「依類象形」과 「形聲相益」의 두가지 

로 大分할수 있는데， 이 것은 說文解宇꿨의 “쓸趙z初作害， 蓋依類象形，

故謂之文. 具後形聲相益 llP듭뿜之字"라는 것에 의거한 분츄입니다. 六

를홉마그의 象形과 指事는 前者에 속하는데 , 이것들은 모두 形융 위주로 한 

것으로서， 하나는 具體的인 것이고 하나는 抽象的안 것입니다. 그리고 

웰意와 形랜은 後者에 속하는데 , 이 것들은 形에 形을 다 하거 내 形에 팩 

을 1ó1 하여 階成시킨 것입니다. I形편;범益」의 글자틀은 「同字뭔形」의 現

;:11 象을 발생시키기에 기-장 용야한데， 發生의 原因들에 대해 말하자먼 

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아래의 몇기-지 상태기 있읍니다. 차폐대로 예릎 

들며 설명하여 보겠읍니다. 

- 聲符之更易

形침字는 形의 部分과 聲의 部分으로 나늪 수 있는데 , 그 음-이 같거 

나 비슷한 것들을 짧部에 混用합으로서 찢體가 생겨났읍니마. 따IJ과 ri1j을 

예로 들어본다만， 01 것들에샤 薰괴- 떠윤 ζL 융아 비슷하무로 서로 混用

됨으로써 同字뤘形이 생 겨 났읍니 다. 이 두 글자는 풀증濟혜서도 려l팎로 

쓰이고 있으며 志文出]따社와 형료E出!%i社의 購典에서도 같은 宇로취급 

混用됨으로써 하고 있었음니다. 아래의 벚가지 例블도 비슷한 펀f部기-

생껴난 폐字異形들입니다. 

f짧과때 ， FÆ;과置， 抗과행j ， 챔과:Ijy， 鋼과鏡， 映파購， 펜과m 

義符之變易--. 

義符룹 달리 쓰는 것으로는 아래의 세가지가 았읍니다. 

1. 義近通作

2. 義異或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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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形近論變

차례로 설명하여 보겠읍니다. 

1. 義近通作

。17j τ 。~ -æ 이 
1 λ-'2. L •• ^ ~I "1 숫한 것들을 義符에 混며함으로써 생겨난 뿔體들 

입니다. 여1 를 들면 썼과 했핑에서 Ij는 刀이고 깅은 刀의 →部分이므로 그 

의바싱 띤관관계가 밀접하묘로 서로 혼용펀 경우엽녀다. 웬풋고1- 1텅、에샤는 

日파 火는 둡 다 빛이나 열과 관계가 있기꿰문에 混用된 갓이머， 했괴[ 

!폈에서는 C 논 띔이고 f듬는 높은 土!괴아무품 그 의마상의 相似로 인히} 混

ffl 환 경우입니다. f윗과 짧에 서 는 *는 和、米의 뜻이드로 뜻이 混用된 경 

우인테 판재 원은 바교적 적거l 쓰이고 있읍니다. 이것은 金文에서 띔릎 

QJl로 표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는 米이 71 때푼입니다. 위의 칭 

우처럼 서로 그 의미개 ll1 슷하거나 깊은 관계가 있는 것플융 義符에 f텀 

ffl 힐: 것 으로는 다음의 랫가지기 더 았읍니다. 「샘와:템’， 1t'=t .，. :l8~L: ，íl:'이」ιrltrh ， 휩괴쉴 

햄、외Fi며 

2 義異或作

여것들은 그 뜻은 다르지만 플 사이에 에느 청도의 관계가 있는 갓될-

「얄 義符에 混用함으르싸 생겨난 뭘-形플입니다. 띈〔도1← l앙을 例로 든다면， 

즙괴 l그는 븐래는 서로 뜻이 마르지만 言은 사람이 하는 만이프 π1 조L ‘ L 

口에서 니오묘로 쉽〈과 11'k은 삼잔히 같은 字프 취급된 것입니디 그피고 

j힘과→ 행에 서 는 행은 士로 만들고， 표는 士플 구운 것의 총칭이드로 서 

로 混멈된 것이마， 씌%과 장↑;에서 새들은 쩌플 이용해서 飛하므로 저로 

混f검펀 것임니마. 우}와 걷은 갱우로는 다음의 벚가지흘 더 例로둡수 

있읍니다. 

f띔와網， 닮와청템， 隨와영i끊’ 鎔과1溶， 랫과렛〈， 慮괴-경힐， 械과짧고H현， 盤괴 

藥과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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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形近讀雙

이것은 그 모양이 서로 III 숫하E로 筆寫플 할 때에 잘옷 쓴 것이 습 

관적으로 通用되어 異體로 굳어진 것으로서， 다음의 몇가지블 ↑911로 들 

수 있읍니다. 

짧와끓， 寫와寫， 청과靈 ~j~과써1 ， 減과減， 짧와Jff， 慶와盧， 敏과敏 

秘와秘， 첼과훔‘， 廳와龜， 屬와廳， 행과짧과회과용l]. 

제가 오늘 여기서 특벨허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秘와 秘、입니다. 수는 

小慶에서는 示로 썼는데， 筆寫를 할 떼에 획야 위로 빼져나와 示가 카: 

로 되어 *로 변한 것입나다. 흙과 꽃도 마찬가지 갱우연데. 臺灣에서 

는 대부분 헬을 많이 쓰고 있읍니다. 

三. 偏旁之移易

이것은 偏旁들악 위치블 서로 바꿈으로써 글자의 모양이 달라지는 경 

우입니다. 偏旁을 옮겨쓰는 이유로는 다음의 두가지릎 들 수 있읍니다. 

CD 甲骨文이나 金文은 같은 끌자라도 그것이 쓰여지는 위치에 따랴 므양。l 달 

라졌는데， 야것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例블 을자견 甲염?文에서는 “{;I(."字

블 龜甲의 左測에 쓸 때는 r@J로 표가했고 右{에J얘 쓸 때는 11)l1'J로 표기했다 

즉 좌우의 위치에 따라 偏旁의 위치도 착우로 바핀 것이다 

i꿈 7;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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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觀을 위해서 가능한 한 方塊를 이루려고 偏旁의 위치플 바꾸었다. 例플 

을면 훌은 글자의 모양이 너무 걸고 購는 그 도양이 너무 넓어서 각각 群 • 

聲등으로 고쳐 쓴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偏旁을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음와 효、는 다르 

고 輩과 H單는 同字가 아닙니다. 偏旁이 바뀌는 위치에 따라 分別하여 

例를 들어보겠읍니다. 

1. 左上

總와驚， 略과累 

2. 左下

泡와첼， 鎬와뿔， 짧와基. 

3. 下左

皆와Illi， 案과俊， 폈와뺑rr 

4. 上左

뿔과~옳， 昆과@昆， 뽑과패， 屋와睡 

5. 下右

훌과群 

6. 左右

胡괴-뼈， 憐과鄭 

7. 共他

동뀔와裡， 裵와裵， 購와警 

四. 後起形聲字

이것은 본래는 會意字였던 것이 後에 形聲字로 변하면서 異形이 생겨 

난 경우입니다. 예를 틀면 “톰”字는 본래는 “@"처럼 표기했으며 「山外

有山」의 못을 가지고 있었음니다. 이것이 後에 錯(@)으로 변했는데，綠 

은 形聲宇이므로 그 음을 알아보기가 훨씬 용이해겼읍니다. 喆도 古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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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露로 썼는데 喆로 簡化됐으며 다시 哲이라는 形聲字로 변함으로 

썩 異形이 생겨났읍니마. 

漢字同字異形之探討

“뺑”는 뜰않에 많은 나무가 있음을 뭇하는 글 

그 흡때문에 園라는 異體의 形聲字가 생겨났고， 後에는 

이 通用되 었읍니다. 다心와때[， 짧 u과廳， 塵와훌훌등도 즙때문에 異體의 形聲

字가 생겨난 경우입니다. 

固만 자었는데 

體i홉 五.

뜨
‘
 

<그
 

文字學에서는 이칼은 글자들은 累增字라고 함니마. 이것은 

명확히 하기 위해 本字에다 새로운 펙을 더함으로써 異體가 생겨낸 경 

第라는異形 

명확히 하 

우입나다. 품는 竹으로 만드므로 위에 竹을 챔가함으로써 

있지만 그 뜻을 이생겼고‘ 圖은 본래 山이으로 本字에 山이 

“@"로 

의미하 

果

커위해 위에 山을 하나 디 

서 손으로 열매를- 뜯는다는 의비를 가지고 있었으며 휘에 손을 

는 @이 있지 만 다시 원쪽에 “才”를 추가하여 採가 되 었읍니 다 

나무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책 새로운 획을 

朱는 본래 첨가하여 “園”이 되었고， 

“標”字가 

아밥에 增體로는 

첨가하였는데 

훌%存하였으무후 木을 블이 치 못하고 升를 붙였읍니 다. 

喜와 熺， 梁과 樓， 尊과擔 그리 고 購등의 例가 더 있읍니 다. 

體省....... 
/、.

중복펀 획이 생략됨으로써 異形이 생겨난 경우를 말합니다. 

많은 재가 앉아있는 것을 形容한 會意字르서， 後에 佳

本字에서 

“@"은 나무위에 

두개가 생략되어 集이 되었읍니다. “뿔’은 形聲字안데 日이 두개가 

“@"은 會意字인데 水가 하나 생략되어 涉아 되 쟁략되어 星이 되었고， 

었음니다. 

變찮풍 t. 

상태에서 고정되지 않은 글자가 완전히 本來는 금자가 하냐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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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바다 書寫의 승관이 달랐치 해문에 異形이 생긴 경우입니다. 즉 쓰 

는 사람은 각자의 습관에 따라 같은 글자플 약간씩 다르게 、 썼는데 이 에 

따라 字形이 챔챔 변하다가 마침내 새로운 形이 발생하고 이것이 固훌 

되어 버린 것입니다. 련가 변하여 댐가 되었고， 著가 변하여 훌이 되었 

읍니다. 그런데 現在에는 이것들의 用法이 다르니， 련n즙과 펴銷로 구벨 

하고 著作과 著制服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읍니다. 즉 形이 변하면 

서 義도 分化된 것입니다. 

八. 類化(同化)

이것은 두가지 경우가 있으니 上下字가 영향음 미쳐 類化판 경우와? 

별로 쓰이지 않는 偏旁이 모양이 비슷하면서 많이 쓰이는 隔뽕으로 類

化된 두가지 경우가 있읍니 다. 

1. 上下字가 영향을 미친 경우 

j띔l皇괴- 觀包는 上字가 下宇에 영 향을 미쳐 각각 鳳凰괴 獅親로 變形

되었고 Pfl합의 경우에는 下宇가 上字에 영향을 미쳐 R텅펴로 類化되었읍 

니다. 

2. 偏旁이 類化된 경우 

“짧”字의 “家”은 매우 휘귀한 偏웰이어서 사람들은 생소함을 느꼈고， 

“~ "는 매우 많이 쓰이는 偏떻이어서 마침내 籍는 짧로 類化되었읍니다/ 

마잔가지로 “賴”字의 負가 흉立 대치되어 賴로 변하였읍니다. 

九. 聽 變

이것은 小豪에서 慧書로 넘어가면서 생긴 變形을 말합니다. 小豪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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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鍵書에서는 ‘ìT. 펀 • 펀”로 변하였고， 서、讓의 “@"는 錄書로 넘어 

가면셔 비교적 쓰기까 용이한 “@"으로 변하였다가 다시 “@"을 거쳐서 

오늘날의 年으로 변했음니 다. 

十. 簡 化

이것은 筆寫의 펀의를 위해 字形을 간략하게 변형시킨 경우를 말합니 

다. 그런데 漢字의 簡化는 그 起游을 商朝의 甲骨文에서부터 찾아블 수 

밍으니， “@(兒)”가 “@"로， “@J"가 “車”보 簡化된 例륜 을 수 았읍니 다 

제가 한국에서 찾아불 수 있었던 것으로는 다음의 것들이 있읍녀다. 

燈과처， 廳과반， 寶와옆， 戀과쪼， 폈과f兵， 題와tfî， 斷과뼈， 鐘과뺨 

오늘의 자리를 마련하여 주신 車柱環敎授님과 李補‘永敎授닝께 감사드 

리며 긴 시간 발표블 들어주선 여러분들께도 갚사드럽니다. 

cC!}-，.，@J)는 뒤의 圖表을 참촉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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