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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이 은 모두 33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崔世珍이 편찬한 �訓蒙字 �

(1527)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분석 으로 악하여 이 학습서를 구조  

에서 이해하고, 이와의 계 속에서 각 부문에 수록된 한자  련 정보를 

살펴보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로써 이 문헌의 성격을 한자 학습서에 한정하

기보다는, 한자를 매개로 하여 의미, 음, 자형, 한자어 등에 한 정보를 종합

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여 보고자 한다.

이런 고찰을 하려는 것은 동 시기에 편찬된 �新增類合�(1576), �千字文�(1578 

/1583)과는 다르게 �訓蒙字 �에는 수록자에 한 이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정

*  이 은 2021년 1월 14일에 있었던 2020년 국어사학회 국 학술 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작성한 것이다. 토론자로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시어 이 의 발 에 

도움을 주신 진(국립국어원)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한다.

** 남 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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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이용에 련한 凡例가 실려 있고, 수록 자에 해서도 단순히 訓音만을 제

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필요시 한문 주석으로 세부 의미, 수록자와 련되는 

한자어 제시 등과 같이 여러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학습서와는 차별화되

는 면이 있어서이다. 이런 �훈몽자회�의 구조상 양상은 이 문헌이 겉으로는 한자 

학습서의 모양을 띠고 있지만 한자에 련된 종합 인 지식의 구비와 다른 분야

의 학습  활용으로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정보를 제시하 음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諺文으로 제시하고 있는 훈음에 한 정보와는 달리, 그 외의 정보는 

한문으로써 기술되어 있다는  한 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학서의 편찬 

목 에 맞게 정보를 제시하려고 하 다면 부가 정보에 한 것도 역시 諺文으로 

제시함이 자연스러우리라 생각된다. 그런데도 그러지 않은 것은 한문으로 정보

를 제시해야 할 이유가 있었음을 보여 다고 하겠으며, 이런 정보 제시 방식에

서 볼 때 이 문헌을 학서로만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은 신 을 기할 필요가 있

음을 생각하게 된다. 이런 에서 이 문헌을 구조 인 에서 종합 으로 이

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단하 다.

�훈몽자회�의 구성과 구조에 한 총체 인 기술은 李基文(1971)에서 이루어

졌다. 이 연구에서는 �훈몽자회�를 이루고 있는 각 부분에 해서 상세히 고찰

하고 범례, 한자음, 釋, 註를 체 으로 검토하여 구조 인 에서 �훈몽자회�

를 어떻게 근해야 하는지가 본격 으로 조명되었다. 이를 통해서 �훈몽자회�

란 문헌을 이해하기 해서는 거시 인 시각과 미시 인 시각을 겸비해야 함이 

드러나게 되었다고 하겠다. 한 �훈몽자회�가 지니고 있는 漢語 련 요소  

특징도 상당히 규명되었다고 하겠다.

이후의 논의에서는 李敦柱(1979)에서는 주석 속의 正音, 本音, 國音, 又音, 又 

등에서 얻을 수 있는 복수 한자음에 한 것이 다루어진 바 있고, 李相度(1992)

에서는 �훈몽자회�의 편찬 동기와 특징과 연  지어 註釋에 반 된 破音字와 異

體字에 한 고찰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최미 (2006)에서는 重出音, 又音, 正

音, 本音, 國音 등의 복수 한자음에 을 맞추어 이들의 淵源을 추 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이 이후에 이 환(2015)에서 주석에 반 되어 있는 한자음 자료

를 찾아내어 한자음을 살핌으로써 주석이 지닌 자료로서의 가치에 주목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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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은 연구는 �훈몽자회�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정보의 내용에 심을 

기울인 것들이라 하겠다. 그런데 구조 인 에서 �훈몽자회�에 한 종합

인 연구를 지향한 연구는 잘 나오지 않았던 듯하다. 

이에 <叡山本>을 상으로 �훈몽자회�의 구성,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 구조와 

련을 지어 제시된 정보를 분석 으로 이해하는 방식으로 �훈몽자회�에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훈몽자회�의 여러 본 가운데에서 < 산본>을 상으로 하

는 것은, < 산본>이 가장 먼  발행된 것일 뿐만 아니라 <東中本>을 비롯한 다

른 본들은 < 산본>에 비하여 한문 주석에 실린 정보가 어든 곳이 지 않

아서이다. 따라서 < 산본>이 본 연구에 있어 최상의 텍스트가 된다.

2. �훈몽자회�의 구성  각 부분에 한 이해

1) �훈몽자회�의 구성

�훈몽자회�의 구조를 악하려면 먼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

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훈몽자

회�의 구성이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문헌의 구조와 어떤 련성을 맺는 것

인지를 살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훈몽자회�의 체 구성을 살펴보고 이

와 련된 바들을 개 하여 보겠다.

(1) �훈몽자회�의 체 구성

① ｢訓蒙字 引｣

② ｢凡例｣

   가. 物名, 收 字, 字音, 義釋, 註, 편찬 목  등에 한 기술

   나. 諺文字母(俗所 反切二十七字)

      ㄱ. 初聲終聲通用八字

      ㄴ. 初聲獨用八字

      ㄷ. 中聲獨用十一字

      ㄹ. 初中聲合用作字例

      ㅁ. 初中終三聲合用作字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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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ㅂ. 初聲, 中聲, 終聲의 결합  소리의 구별

      ㅅ. 字音  諺解의 聲調

      ㅇ. ㅅ에 한 언해문+複數音字에 한 언문 기술

③ ｢平上去入定位之圖｣1)

④ ｢訓蒙字 目錄｣

⑤ ｢訓蒙字 上｣

⑥ ｢訓蒙字 中｣

⑦ ｢訓蒙字 下｣

여기에서 ｢訓蒙字 引｣은 �훈몽자회�에 한 인도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주된 내용으로는 �훈몽자회�를 짓게 된 배경과 목 , �훈몽자회�의 수록자에 

한 개 , �훈몽자회�의 용도에 한 것이 한문으로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千字文�과 �類合�에 한 기본 인 평가를 바탕으로 �훈몽자회�가 편찬되는 과

정에서 어떤 을 지향하 는지가 소개되어 있다. 즉 이 두 문헌이 지니고 있는 

단 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凡例｣는 크게 한문으로 物名, 收 字, 字音, 義釋, 註, 편찬 목  등에 해 

기술이 되어 있는 부분과 諺文字母 부분으로 나 어 볼 수 있다. 자에는 �훈

몽자회�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살피는 데에 참고가 되는 기술이 담겨 있어

서 구조 인 에서 �훈몽자회�를 악하는 데에 요하다. 여기에 기술된 자

세한 내용은 을 바꾸어 기술하도록 하겠다.

이어서 諺文字母에는 �훈몽자회�에서 소리를 기 해서 사용한 문자  문

자를 통한 음 의 표시, 성조에 한 것이 한문으로 기술되어 있다. 따라서 �훈

몽자회�에서 諺文으로 표시된 부분을 어떻게 읽어야 하고 이것으로 표시된 정보

가 나타내려고 한 바가 무엇인지를 악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 부분에서 字音의 高低 즉 성조를 나타내는 것에 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

문을 먼  제시한 후 이를 언해한 부분이 후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언문으로 된 부분에서 “H字HHH히L본H소H두H고L다LHL다L

1) < 산본>의 이 부분의 아랫부분에는 “平上RH거入H입如L여人L……”과 같이 한문

에 ‘去’자가 빠져 있는데, <동 본>에서는 “平L上R去H거入H입如L여人L……”과 같

이 수정되어 있어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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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HH로HH면……”2) 이하의 부분은 한문으로 기술된 부분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복수 성조를 지닌 複數音字에 한 기술이다.3) 따라서 이 부

분은 언해문이 제시되어 있다는 에서 첫 번째 특이성이 있으며, 한문에 응

되지 않는 언문이 추가 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면에서 두 번째 특이성이 있다고 

하겠다.

(2) 字音  諺解의 聲調와 複數音字 련 기술

凡字音高低皆以字傍點之有無多 爲準平聲無點上聲二點去聲入聲一點平聲哀而安上

聲厲而擧去聲淸而遠入聲直而促諺解亦同

L믈L읫H귿字H音L음H의L노HH며LL가H오H미R다字HㅅL겨R틔點H뎜L

이L이H시H며R엽H스H며L하H며R져H H으H로H보H라H믈LH믈L거H시H니L

L가H온L소HH옛字HH平L聲LH이H니點H뎜H이R엽H고L기H리H R

나H들H티HL소HH옛字HH上R聲H이H니點H뎜L이H둘H히H오H곧H

고L바LL노H 소RH옛字LH去H거聲RH이H니點H뎜H이LL나H히H오

H곧H고LL소HH옛字HH入H입聲H이H니點H뎜H이LL나H히H라諺R

언文L문H으H로L사H김LHLL가H지H리H字HHH히L본H소HL두

H고L다LHL다L소HH로HH면L그L달H이HHL소HH로L그HL귀

H L돌H임HHL니行[L녈L平L聲L本H본音L음]行[L져H제L平L聲

L]行[RH뎍R去H거聲L]4)

이곳의 기술은 뒤에 올 ｢平上去入定位之圖｣에서 圈聲點(圈標)에서 四聲을 표

시하는 것과는 달리 언문으로 한자음의 성조를 표시할 때의 방법을 소개한 것이

다. 따라서 순서상 언문으로 표시할 때의 성조 표시법이 통 인 권성 을 이

용한 성조 표시법보다 앞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책이 언

문을 활용하여 訓蒙을 한 목 에서 편찬한 책의 특성에 걸맞은 순서로 구성되

2) 이처럼 방 으로 표시된 성조에 한 정보는 식별의 편의를 하여 평성(무 )은 L, 거성

(1 )은 H로, 상성(2 )은 R로 표시하여 제시하겠다.

3) 이 부분의 언문으로 된 기술이 한문 부분에서는 보이지 않음은 이기문(1971: 56)에서 이

미 지 된 바 있다.

4) < 산본>에서는 한문의 ‘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어간이 ‘R엽’으로 잘못 식자되어 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획 사이에 가획을 하여 ‘R업’과 같이 표시하려고 한 시도도 이루어져 

있다. 이 부분이 <동 본>에서는 모두 ‘R업’으로 각되어 있다. 따라서 < 산본>의 잘못

이 수정되어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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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구조상 이런 방 을 이용한 성조 

표시법이 諺文字母의 하 의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이 요하게 생각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복수 성조를 지닌 복수음자에 한 것을 추가하여 성조의 차이로 뜻이 

달라지고, 성조가 같더라도 분 음이 달라지고 뜻도 달라지는 것을 기술하고 있

다. 이처럼 복수음자의 복합 인 유형을 표시함으로써 한자음과 의미 사이의 

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한 뜻이 

달라지는 경우와 음이 달라지는 경우를 소개함으로써 �훈몽자회�에서 심을 기

울이고 있는 상이 어떤 것인지를 기술하고 있음을 보여 다.

｢平上去入定位之圖｣는 권성 을 이용하여 平上去入의 사성의 치를 정하고 

각 성조를 표시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이는 傍點을 이용하여 성조를 표시

하는 것과는 다른 한자음의 성조를 표시하고 악하는 방법을 소개한 것이다. 

따라서 언문의 제시 없이 한자로 표기된 경우의 성조를 알도록 하여 이 성조와 

부합하는 음과 의미를 악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를 알도록 한 것이다. 

이것은 �훈몽자회� 안에서는 표제자  한문 주석에 기술된 한자의 음을 살피고 

의미를 악하는 데에 참고되는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 를 들면 “塞°: R H

邊界又入聲防-<상3ㄴ>”의 경우는 표제자인 ‘塞’의 성조가 거성임을 표시하는 

것이고, “寡: L호L을H어H미 H과 而無夫曰-又人君自謙曰-又°鮮 也”와 같이 

표제자에 한 설명에 사용된 ‘鮮’의 성조가 상성임을 표시한 것이다.5)

｢訓蒙字 目錄｣은 ｢上卷｣, ｢中卷｣, ｢下卷｣을 이루고 있는 부문명이 제시되어 

있다. ｢상권｣은 ‘天文-地理-花品-草卉-樹木-菓實-禾穀-蔬菜-禽鳥-獸畜-鱗介-蜫蟲

-身體-天倫-儒學-書式’으로 구성되어 있고, ｢ 권｣은 ‘人類-宮宅-官衙-器皿-食饌

-服飾-舟船-車輿-鞍具-軍裝-彩色- 帛-金寶-音 -疾病-喪葬’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권｣은 ‘雜語’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에 해서는 다음 장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 부분에서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5) 이와 같은 권성 (권표)의 구체 인 양상에 해서는 이기문(1971: 62-66)에 기술되어 있

다. 이곳에서 권성 의 사용은 <동 본>에서 가장 충실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으로는 

< 經本>이 충실하며 < 산본>은 매우 불완 함이 확인된 바 있다.



�訓蒙字會�의 구조 분석과 수록자에 관한 이해·77

2) ｢訓蒙字 引｣의 내용

그간 ｢引｣에 제시된 내용에 해서는 �훈몽자회�에 수록된 자의 개수, 수록

된 자들이 全實之字와 半實半虛字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 �훈몽자회�가 

�유합�의 장 을 이어받되 �천자문�의 결함을 극복하여 학습 상이 되는 자

들을 모아 제시하 다는  등에 심이 집 되었다. 그런데 이들 이외에 ｢引｣

에는 여겨보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다.6)

첫째는, 이 은 신하인 최세진이 임 께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을 

볼 수 있다. 즉 을 “臣竊見世之敎童幼學書之家”와 같이 ‘臣’으로 시작하고 있

6) ｢引｣의 체 내용을 어로 옮겨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신이 가만히 세상에서 어린이와 아이를 가르치고 을 가르치는 집안을 보건 , 반드시 

먼  千字로 나아가고 다음으로 類合에 이른 연후에 비로소 여러 책을 읽습니다. 千字는 

梁나라 散騎常侍 周 嗣가 편찬한 것인데, 故事를 따 배열하고 비유하여 을 이룬 것은 

좋으나, 겨우 자를 배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어  고사를 살펴 알고 의 

뜻을 거느려 알 수 있겠습니까? 類合이라는 책은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것이나, 구의 손

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비록 여러 자를 무리를 지어 합했다고 말하지만 

虛字가 많고 實字가 어 사물의 모양, 이름의 실체를 좇아 알고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만일에 어린아이가 을 배우고 자를 알게 하려면 모름지기 먼  사물에 딱 맞는 자

를 어 알게 하며, 보고 들은 바와 형체와 이름의 실체가 부합하도록 한 연후에 비로소 

다른 책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즉 그 고사를 알도록 하고 무엇 때문에  천

자의 익힘에 이르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공자께서 말 하시기를 “시를 공부하지 않으면 

말로써 그것을 풀 것이 없다.”라고 하신 것은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비록 천자와 유합을 배워서 

경서와 사서의 여러 책을 두루 읽는 데에 이르더라도, 다만 그 자만 알고 그 사물을 알

지 못하여 마침내 자가 사물과 더불어 둘이 되게 하고, 조수와 목의 이름을 꿰뚫어 이

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는 개 문자만 외워 익힐 뿐이며 실체가 드러나기에 이

르도록 힘쓰지 않은 탓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이 이에 간 히 미치어 全實之字(실체

를 나타내는 자)를 필요한 부분을 취하여 상·  양 편을 엮고,  半實半虛字를 취하여 

하편으로 이어 보충하 습니다. 네 자씩 무리로 모으고 운을 맞추어 책을 지으니, 모두 

3,360자입니다. 이를 이름하여 훈몽자회라고 한 것은, 세상의 父兄되는 사람들로 하여  

먼  이 책을 익히고 가정의 모든 어린아이들의 익힘, 즉 蒙幼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함이

며, 한 조수 목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되어 마침내 자와 사물이 둘의 어 남에 이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신이 薄識함으로 감히 이런 책을 지은 것은 분수에 넘치는 죄를 피하기 

어려움을 진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에 이르러서는 개 

한 약간의 도움이라도 없지는 않을 것이고 때를 어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嘉靖 6년 4월

( 종 22년 4월, 1527) 충장군 행충무 부호군 신 최세진 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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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뿐 아니라 “折衝 軍行忠武衛副護軍臣崔世珍謹題”와 같이 ‘臣’으로 끝을 맺으며 

보고하는 형식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것은 �훈몽자회�가 최세진 개인의 작

이기보다는 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작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거나, 개

인 인 작이었다고 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쓰이기를 바라는 최세진의 작 

의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둘째는, 이 책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학습을 할 상으로 설정된 상은 일견 

어린아이[童稚]로 보이지만, 책의 이름을 �훈몽자회�라고 한 연유를 밝힌 부분

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의 父兄되는 사람이 먼  이 책을 익히고 가정의 모든 

어린아이들의 교육과 학습으로 연결하고자 하 던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책의 학습 상으로 설정된 계층을 어린아이를 포함하여 사리에 어두운 사람으

로 확 해서 이해해야 합당함을 보여 주는 기술이다. 즉 ｢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蒙幼한 사람들을 가르치려 하는 데에 이 책의 편찬 목 이 있는 것으로 이

해된다. 한 실용 인 학습서의 편찬을 통하여 연쇄 인 상승효과가 일어나기

를 기 하 음을 알 수 있다.

셋째는, �훈몽자회�를 가르치고 익 서 궁극 으로 하고자 한 바는 �천자�와 

�유합�의 학습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자와 사물 모두를 이해하는 것을 달

성하여 조수와 목의 이름을 꿰뚫어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경서와 사서의 여

러 책을 실질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하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구체 인 사물이나 행 ·상태를 온 히 이해할 수 있어야 經史에 한 실질 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 한 것이다. 이것은 유교 국가인 조선의 건

국 이념에 걸맞게 백성들을 교화하는 데에 필요한 한자와 한문 이해  구사 능

력을 갖추는 데에 도움을 주기 한 한자 학습서의 제공과 �훈몽자회�의 편찬이 

한 련성이 있음을 생각게 한다.

이와 같은 ｢引｣의 내용은 目錄에 제시된 범주명, 각 범주에 실린 標題字에 

한 이해를 하는 데에도 연결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으로 범주명에서 보이는 

天倫, 儒學, 官衙, 音 , 喪葬은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강조하는 것과 한 

련을 맺는 것으로 생각하여 볼 수 있다. 표제자와 련해서는 표제자의 제시 순

서 등에서 주목되는 면이 있다. ‘佛’, ‘僧’, ‘尼’는 人類에 실려 있는데, 이것은 ‘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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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鬼魔’, ‘仙道尼僧’의 구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것의 제시 순서는 같은 人類에서 

‘皇帝君主’, ‘后妃嬪嬙’ 등이 먼  제시되고 난 후  낮은 지 에 있는 사람으

로 내려와 ‘卒伍軍丁’이 제시된 다음에도 한참이나 지나서 제시되는 순서로 되어 

있다. ‘寺’와 ‘刹’도 官衙에서는 거의 끝부분에서 ‘庵觀寺刹’에서 제시됨으로써 우

선순 에서 한참이나 뒤로 려 있다. 이와 련해서는 뒤에서 상세히 기술하도

록 하겠다.

3) �훈몽자회�의 구조  편찬 목 ·활용에 한 ｢凡例｣ 10조의 기술

｢凡例｣는 �훈몽자회�에 실린 표제자와 이와 련된 의미 등의 정보를 악하

는 데에 지침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훈몽자회�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정보가 실려 있다. ｢범례｣에 해서는 이기문

(1971: 49-66)에서 상세히 기술되어 체 인 이해를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

다. 그러나 �훈몽자회�의 구조에 련지어 이해를 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을 더 

찾아내고 각 기술 항목 사이의 계와 ｢引｣과의 련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해서는 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범례｣의 내용을 번역을 하고 해당 

사항을 살펴보겠다.

먼  �훈몽자회�의 표제자와 련한 정보를 담고 있는 ｢범례｣ 10조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3) 거시 구조 련 정보를 담고 있는 기술

①4. 凡物名諸字 上中卷有所妨碍 未及收入  又於下卷收之 其他虛字可學 雖多 

今畏帙繁 不敢盡收: 무릇 사물의 이름 여러 자가 ｢상권｣, ｢ 권｣에 방해가 되

고 장애가 되어 수록하지 못한 것은  ｢하권｣에 수록하 고, 그 밖의 허자는 

배울 수 있는 자가 비록 많으나 이제 책질이 번거로울까 하여 수록하지 아니하

다.

②6. 醫家病名藥名諸字 或有義釋多端 難於一呼之便 或有俗所不呼  今並不收: 의

가의 병명이나 약명의 여러 자가 혹시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되어 한 가지로 

부르기 어려운 것과, 혹시 일상 으로 불리지 않는 것은 이제 같이 수록하지 

아니하 다.

거시 구조와 련된 기술은 표제자에 이 맞추어져 있다. ①을 통해서 ｢하



80·한국문화 94

권｣에 실린 물명 가운데에는 ｢상권｣, ｢ 권｣과 유사한 것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실제 배워야 하는 자 가운데에는 책의 부피를 고려하여 수록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기문(1971: 15, 53)에서 기술한 바와 같

이 순수한 虛字는 수록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②를 통해서는 여

러 가지 뜻을 지니거나 그 뜻의 실체가 뚜렷하지 않아 지시 상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서 표제자로 고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실

제로는 리 쓰이는 한자인데도 �훈몽자회�에 실려 있지 않은 것은 이 한자가 

지닌 의미와 하게 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서 병명이나 약

명을 로 든 것은 이 부문의 한자가 實字로서의 특성을 가장 뚜렷이 지니고 있

는 것에서 연유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②와 련하여 이기문(1971: 54)에서는 인지도가 있는 한자들이 표

제자로서는 제외되는 경우도 지 않은 반면에 僻字가 상당히 많은 것은 주목될 

만한 것이라고 하 다. �훈몽자회�에 실린 벽자는 체로 획수도 복잡하고 그 

의미도 구체 이고 특수하여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다수 실리게 된 것은 그 의미가 간명하게 해석되며 구체 인 것이라는 특색과 

련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즉 여러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全實之字를 우선 으로 수록하려고 하는 거시 구조와 련해서 벽자의 

수록을 이해해 볼 수 있다.7)

(4) 미시 구조 련 정보를 담고 있는 기술

①3. 一字有兩三名  今亦兩三收之 如蔡字蔡菜蔡花 朝字朝夕｡朝廷 行德行 ｡行行

步之類 是也: 한 자에 두세 개의 이름이 있는 것은 한 두세 개의 이름을 

수록하 는데 蔡字(아욱, 해바라기) 朝字(조석, 조정) 行字(덕행, 시항, 행보)와 

같은 것들이다.

②5. 凡字音在本國傳呼差誤  今多正之 以期今曰衆習之正: 무릇 자의 음이 우

리나라에 해지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이제 많이 바로잡아 이후에 많은 사람

7) ｢범례｣에서 꼭 집어 말한 의학 분야의 병명, 약명은 그 가짓수도 많고 각각의 특색이 명확

히 구별되는 것으로 그만큼 구체 이고 실질 인 의미를 지니는 것들이다. 이로 인해 구

체 인 지식의 섭취  학습이 요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병명과 약명을 ｢범

례｣에서 여러 부문의 표로 제시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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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바르게 익히도록 기약하 다.

③7. 註內稱俗  指漢人之 也 人或有學漢語  可使兼通 故多收漢俗稱呼之名也 

又恐註繁亦不盡收: 주 안에 속이라고 칭한 것은 한인의 일컬음(사용)을 가리킨 

것이다. 사람 에는 혹시 한어를 배운/배우는 자도 겸하여 통할 수 있는 까닭

으로 국에서 속칭으로 일컫는 이름을 많이 수록하 으나 한 주가 번거로울

까 두려워 역시 수록하지 아니하 다.

④8. 凡一字有數釋  或不取常用之釋 而先擧別義爲用  以今所取在此不在彼也: 

무릇 한 자가 여러 가지로 풀이되는 것은 때로는 일상 으로 쓰이는 풀이를 

취하지 않고 먼  특별한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쓰이는 바가 특

별한 뜻에 있고 일상의 뜻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시 구조와 련한 정보를 담은 부분은 수 으로 많다. 이는 그만큼 

미시 구조에서 담고 있는 정보를 �훈몽자회� 편찬의 취지에 맞게 이해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이다. ①과 ④는 다의어의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①을 통하여 

다의어의 양상을 충실히 반 하되, ④를 통하여 의미의 제시 순서에서는 특별하

고 구체 인 의미를 우선하 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實字를 시하는 �훈몽자

회�의 기본 인 편찬 방침에 따른 결과로 이해되는 것이다. ④의 기술을 통하여 

다의어의 경우 �훈몽자회�에서 제시한 뜻이 표제자가 지닌 일상 으로 유통되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로 말미암아 �훈몽자회�에 

제시되어 있는 의미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발생한 것을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최세진은 정 규모의 주를 달기 해서 원칙에 따라서 체 으로 

제어를 하 음을 알 수 있다.

②에서는 제시하는 한자음의 처리 방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를 통하여 한

자음에 해서 규범 인 처리가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에서는 주에 실

린 한자어에 한 기술이 이루어져 있다. 기술과 같이 俗이라 표시된 것들이 漢

語에서도 쓰이는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한 주가 번거롭지 않은 범 에

서 제시되는 정보임을 알 수 있다. ③의 기술에서 �훈몽자회�에 실린 한자어 가

운데에는 漢語에서 유통되는 것이 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한자어가 

조선에서 쓰 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으나, “人或有學漢語 ”를 ‘한어

를 배운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조선에서도 쓰이는 말임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어를 배우는 사람’으로 해석한다면 한어를 배울 때에 쓸 수 있다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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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기문(1971: 54)에서는 ‘한어를 배우는 사람’으로 이

해를 하고, 한어 교본을 겸하는 것이 무리한 일임에도 이 게 한 것은 국어학

자인 최세진의 면모가 드러난 것이라 하 다.

그러나 다른 조항들과의 계를 생각하여 보고 표제자에 상당히 많은 벽자가 

들어가 있는 을 고려하여 본다면 한어에서 쓰이는 말이 조선에서 들어와 일부 

문 인 계층에서는 쓰이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이처럼 

‘俗’으로 표시된 한자어들 에 세 국어 자료에서 그 쓰임이 보이는 것들이 

지 않음을 보면 이 한자어들을 국어로만 간주하는 것은 재고를 필요로 한다. 따

라서 �훈몽자회�의 구조와의 련 속에서 이해를 한다면 ‘한어를 배우는 사람’ 말

고도 ‘한어를 배운 사람’으로도 해석하는 것이 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5)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의 정보를 복합 으로 담고 있는 기술

①1. 凡物名諸字 或一字或兩字指的爲名 一皆收之 其連綴虛字爲呼  如水札子(되

요)馬 郞(개가머리 或作馬不剌)之類 不取也 然亦或有隱在註下 : 무릇 사물의 

이름 여러 자에서 한 자 는 두 자로 가리키는 것이 이름이 되는 것은 

하나같이 모두 수록하 으나, 허자에/가 연철되어(이어져 엮여) 이루어진 수찰

자[水札子(도요새)], 마포랑[馬 郞(개고마리) 혹은 馬不剌] 같은 것은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혹 주에 숨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②2. 一物之名有數三字 而其俗稱及別名 亦有數三之異  若收在一字之下 則恐其地

狹註繁 故分收於數三字之下 雖似乎各物之名 而其實一物也 以其註簡爲便而然也: 

한 사물의 이름이 여러 자로 된 것이 있고[같은 뜻을 가지는 한자가 여러 개

가 있고] 그 속칭이나 별명이 역시 여러 가지로 다른 것이 있는데, 만약 한 자 

아래에 수록하면 그 자리가 좁고 주가 번거로울까 하여 나 어 여러 자 아래 

수록하 다. 비록 각 사물의 이름이 비슷한 것 같으나 실제로는 같은 사물이다. 

그 주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하기 해 그 게 한 것이다.

이곳의 ①과 ②는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와 련한 내용이 복합된 것으로 이 

두 구조를 종합  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①에서 제시된‘水札子’와 ‘馬

郞’은 모두 국의 俗語(口語)를 나타낸 것으로 기술된 바 있는데(이기문 1971: 

51), 실제로 이들은 모두 �譯語類解�(1690)에 수록된 것이라는 에서 볼 때 漢

語에서 쓰이던 것임을 알기는 어렵지 않다. 여기에서의 은 “其連綴虛字爲呼

”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이곳의 ‘虛字의 연철’이란 말에서 허자가 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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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상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내용 이해가 달라진다. 

‘水札子’의 경우에 ‘水’는 <하 15ㄱ>에, ‘子’는 <상 16ㄴ>에 수록된 것이며 ‘札’

은 미수록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허자가 연결된 것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훈몽자회�의 체계상 ｢상권｣과 ｢ 권｣에 실린 것을 허자로 부를 수 없

으므로 허자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권｣에 실린 ‘水’만 해당된다. 그러므로 허

자는 하나의 한자 는 구성 요소로 쓰이는 한자 가운데 일부 는 부를 가리

키는 것으로 이해함이 마땅해 보인다. 이에 따라서 이해한다면 이 말은 ‘허자에 

연철되어’로 해석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8)

그런데 ‘馬 郞’을 보면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이곳의 ‘馬’는 <상 10ㄴ>에, ‘ ’

는 <  15ㄱ>에 수록된 반면에 ‘郞’은 미수록된 것이다. 그리고 ‘馬不剌’에서 ‘不’

과 ‘剌’는 미수록자이다. 곧 實字인 ‘馬’와 ‘ ’에 미수록자인 ‘郞’이 연결되는 것

이므로 ‘郞’을 虛字로 보아야만  기술과 모순이 되지 않게 된다.9) 이와 련하

여 앞의 ｢引｣에서 ｢상권｣과 ｢ 권｣에는 實字를 수록하고 ｢하권｣에는 半實半虛字

를 실었다고 하 으므로 미수록자는 虛字로 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其連綴虛字爲呼 ”는 ‘허자가 연철되어’로 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설명해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허자가 하나라도 연철되어 이루어진 ‘水札子’가 가리키는 ‘도요’

는 형상이 있는 것이며, 이 ‘도요’의 의미를 지니는 ‘鷸’은 “鷸 L도H요 H휼 俗呼

水札子又翠鳥亦曰鷸<상 8ㄴ>”과 같이 禽鳥 부문에 실려 있다. 그리고 구성 요소

인 ‘水’, ‘札’, ‘子’는 ‘도요’와는 아무런 의미  연 이 없다. ‘馬 郞’이 가리키는 

‘개고마리’ 역시 각각 ‘馬’, ‘ ’, ‘郞’이 지니고 있는 의미로는 어휘의 의미를 추출

8) 한 심사 원께서 이곳에서 ‘子’가 기능상 미사처럼 쓰임을 주목한다면 다음의 ‘馬 郞’과 

일 된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 을 해 주셨다. 문법 인 분석에 따

른 근으로 볼 때 매우 타당한 지 이라 하겠다. 그런데 이곳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구성

의 에서 ‘子’를 버젓이 상권에 넣고 있다는 과 합치된 기술을 하기가 쉽지 않다. 이

런 에서 이 부분의 기술은 최세진이 도리어 문장의 의성을 극 으로 이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된다. 이런 난 이 있는바, 이와 련해서는 앞으로 더욱 심도 

깊은 근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유익한 지 을 해 주신 심사 원께 감사의 마음을 

한다.

9) ‘郞’이 實字 다면 이것은 의미상 마땅히 人類 부문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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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 한 복합어가 지니고 있는 것과 구성 요소 사

이의 의미상의 투명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이다. 

②의 경우는 미시 구조가 번다해짐을 피하기 하여 같은 의미의 한자를 고려

하여 그곳에 히 분산하 음을 기술한 것이다. 이것은 미시 구조에 들어갈 

정보의 양 는 정도를 단할 때 거시 구조를 고려하여 특정 표제어 부분의 미

시 구조가 복잡해지는 것을 피하 음을 보여 다.

(6) 諺文字母  편찬 목  련 내용 기술

①9. 凡在邊鄙下邑之人 必多不解諺文 故今乃并著諺文字母 使之先學諺文 次學字  

則庶可有曉誨之益矣 其不通文字  亦皆學諺而知字 則雖無師授 亦 得爲通文之

人矣: 무릇 변방 성 밖의 마을에 있는 사람은 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제 곧 언문자모를 같이 어 그들로 하여  언문을 먼  배우게 

하고 난 다음에 자회를 배우게 한 즉 거의가 깨우칠 수 있는 이로움이 있고, 

문자를 통하지 못하는 사람도 역시 모두 언문을 다 배우고서 자를 알게 한

즉, 비록 선생이 없다 하더라도 역시 장차 한자와 한문을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10.凡在外州郡 刊 此書每於一村一卷 各設學長 聚誨幼穉 勤施懲勸 竢其成童升 

補鄕校國學之列 則人皆樂學 子有造矣: 무릇 밖에 있는 주(州)․군(郡)에 이 

책을 리 간행하여 한 마을에 한 권씩 각기 학장을 세워 어린이를 모아 가르

치고 부지런히 징계하고 권장하여 아이들이 왕성해지기를 기다려 향교와 국학

의 반열에 진출하도록 돕는다면 사람들이 모두 배우기를 즐겨할 것이므로 어린

이들이 성취됨이 있을 것이다.

이곳의 ①의 기술은 ｢범례｣에 諺文字母와 제시하고 설명을 한 까닭을 밝힌 것

이다. 이처럼 언문자모를 단 것은 언문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가 많기에 이들이 

언문을 학습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야 자회를 통하여 문자, 즉 한자를 

학습하게 되어 스승이 없이도 혼자서 학습할 수 있게 되기를 기 해서이다. 이

런 기술은 ｢引｣에서 말한 취지와 상통하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에 주목할 수 있다. 첫째는 이기문(1971: 55)에서

도 기술한 바와 같이 당시 언문의 보 이 지역 으로 제한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는 언문을 익힘으로써 스승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의 

힘으로 한자와 한문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으로, 한 의 창제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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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 통 인 한자와 한문 학습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다는 이다. 따

라서 이런 한자  한문에 한 근의 제약을 언문이 해소해 주는 것이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와 련하여 이기문(1971: 55)에서는 언문의 독자 인 가치에 한 언

이 없고 보조  문자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았으나, �훈몽자회�가 한자와 한문을 

익히기 한 것이 편찬 목 임을 ｢引｣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런 맥

락에서의 가치만이 언 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실

제 ｢범례｣에 실린 諺文字母(俗所 反切二十七字)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의 명칭

이 언문자모이고 이것을 반  27자라고 한 것은 하나의 음 을 표시하는 데에 

역 을 둔 것이라 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범례｣에서는 初聲終聲通用八字, 初聲獨用八字, 中聲獨用十一字

와 같이 음 의 구성 요소를 표시하는 자를 먼  제시한 후 初中聲合用作字

例, 初中終三聲合用作字例를 이어서 제시하여 실제 음 의 결합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통 인 聲韻學에서의 반 이 이분법에 따라서 운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諺文字母에서는 성, 성, 종성과 같이 삼분법에 따라서 운용되었다는 것이 차

이가 있고, 성조를 방 을 이용하여 시각 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하게 되

었다는 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언문의 기능과 용도는 한자음의 표시에 이용되는 것으로 언문이 가진 여

러 기능과 용도 에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훈몽자회�의 편찬 목 과 이곳에 

쓰인 언문의 기능  용도를 생각하여 볼 때 이곳 ｢범례｣에서 언문을 보조  문

자로만 여겼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 한다. 다만 언문의 다른 기능과 용도에 

한 언 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②의 기술은 �훈몽자회�를 마을 단 로 학습하게 하여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 

지역과 나라 발 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편찬 목 이 언 되어 있다. 이것은 훈

민정음을 창제하여 조선을 문명국가로 만들어 가는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과 궤를 같이하는 기술이다. 따라서 ｢引｣에서 언 된 바와 상통하는 기술이 되

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곳의 기술을 이후에 제시된 諺文字母(俗所 反切二十七字)가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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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식과 련지어 보면 성조와 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한자와 한문을 모르

는 이가 이 언문자모와 련한 기술을 읽고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

서 이런 구조 인 면에서 볼 때, 이 언문자모와 련한 기술은 실 으로 한자

와 한문을 아는, 즉 學長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를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이는 字 를 지은 목 을 訓蒙으로 한 것과 연  지어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게 이해할 수 있다면 ②의 기술은 국가  차

원에서의 �훈몽자회�의 운용법  교육법에 련한 것을 실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 거시 구조 분석과 수록자의 이해

1) 책의 구성과 표제자의 분포

�훈몽자회�는 冊을 ｢上卷｣, ｢中卷｣, ｢下卷｣ 셋으로 나 고, 33개의 部門을 설

정하여 이를 ｢상권｣에 16개 부문, ｢ 권｣에 16개 부문, ｢하권｣에 1개 부문으로 

배정하고 각 부문에 해당하는 표제자를 배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표제자는 

4자가 1구가 되는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표제자 구성상의 특징이 < 산본>에서는 시각 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 산본>이 10행으로 되어 있고 부문이 바뀔 때에만 행을 바꿔 

제시하는 탓에 한 행에 들어가는 표제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한 면이 4행으로 되어 있고 한 행에 4자의 표제자를 지면상의 일정 

공간에 배열하고 있는 <동 본>에서는 시각 으로 잘 구분된다. 이처럼 공간을 

시각 으로 보기 좋게 활용하는 정도는 < 산본>보다 <동 본>이 좋다. 

이에 따라 표제자 사이의 계와 묶음을 고려하여 한자 학습을 하기에는 <

산본>보다는 <동 본>이 좋다고 하겠다. 이런 을 < 산본>을 편찬할 때 고려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하지 않은 데에는 < 산본>

이 활자본이라는 과 표제자에 한 기술 내용의 편차로 인하여 어떤 표제자의 

기술 내용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어떤 것은 그 지 않고 하는 편차가 생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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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향을 받은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이런 식의 차이로 인해 <동 본>에서는 미시 구조의 정보량에 따라서 행수

가 달라져서 게는 1행에서 많게는 5행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 산

본>에서는 시종일  표제자는 1행에 맞게 제시되어 있고 이와 련되는 음훈 등

의 미시 구조의 여러 정보는 2행의 주로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목 본인 

<동 본>이 정보량에 따라서 유연하게 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에

서 볼 때 목 본에 비해 상황의 변화에 유연하게 처하기 힘든 활자본의 특성

이 재와 같은 < 산본>의 거시 구조를 낳게 한 하나의 요인이 아니었을까 추

정된다. 이런 을 참고할 때 <동 본>의 편찬에는 < 산본>이 지니고 있었던 

식의 문제 을 보완하려고 한 동기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러면 �훈몽자회�의 거시 구조를 살펴보겠다. 이를 하여 이곳에 실린 각 권 

 부문의 순서  수록된 표제자의 개수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의 (7)과 같다.

(7) �훈몽자회�의 각 권의 구성과 수록된 표제자의 개수(*는 ｢하권｣ 수록자, 

&는 미수록자)10)

①上卷(1,120자): 天文(72자), 地*理(136자), *花*品(16자), *草*卉(64자), *樹*木

(40자), *菓實(40자), *禾*穀(24자), *蔬*菜(64자), *禽*鳥(88자), *獸畜(64자), 

*鱗*介(40자), *蜫*蟲(104자), 身體(208자), 天&倫(96자), 儒*學(32자), 書*式

(32자)

②中卷(1,120자): *人&類(112자), 宮&宅(96자), 官衙(88자), *器*皿(312자), 食

饌(80자), *服*飾(88자), 舟船(32자), 車輿(24자), 鞍&具(24자), 軍*裝(64자), 

&彩&色(24자), 帛(24자), 金寶(32자), &音* (16자), 疾病(80자), &喪葬

(24자)

③下卷(1,120자): &雜*語(1,120자)

이와 같은 표제자의 개수를 보면 實字 가운데에서는 器皿>身體>地理>人類>

蜫蟲>天倫·宮宅>禽鳥·官衙·服飾>食饌·疾病>天文>草卉·蔬菜·獸畜·軍裝>樹木·

菓實·鱗介>儒學·書式·舟船·金寶>禾穀·車輿·鞍具·彩色· 帛·喪葬>花品·音 의 

10) 이 게 ‘*’과 ‘&’으로 표시된 것에 해서는 거시 구조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술하도록 하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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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표제자의 개수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구체 인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들의 상 에는 器皿, 身體, 地理, 人類 등이 있고, 하 에는 花品, 音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게 나타나는 각 부문의 표제자의 개수가 뜻하는 

바를 ｢引｣에 따라 이해하여 본다면 器皿, 身體, 地理, 人類 등에서는 상 으로 

實字가 많은 반면에 花品, 音  등에서는 상 으로 實字가 다고 할 수 있겠

다.

雜語로 이루어진 ｢하권｣의 경우는 ‘雜語’라는 부문 하나만 제시되어 있으나 수

록된 자의 성격을 악하여 공통 을 바탕으로 하여 하 분류하여 보면 (8)과 

같이 ｢상권｣과 ｢ 권｣의 32개 부문에 연결하여 이해하여 볼 수 있다.

(8) ｢하권｣의 ‘雜語’에 실린 표제자의 하 분류

①天文: 混, 沌……曩, 昔<1ㄴ>

②人類: 人, 物……滋, 殖<1ㄴ>

③禽鳥·鱗介·獸畜: 羽, 毛……鱗, 介, 飛, 動, 植, 昆, 蟲, 禽, 鳥, 魚, 獸< 1ㄴ-2ㄱ>

④花品·草卉·樹木·菓實·禾穀·蔬菜[농사 등 행 ]: 禾, 穀……核, �<2ㄱ-3ㄴ>

⑤禽鳥·獸畜·鱗介[축산·수렵·어로 등 행 ]: 肫, 膍……䰇, 鰾, 蹄, 蹢……騰, 

驤……驤, 張<3ㄴ-5ㄴ>

⑥天倫[ 혼상제]: 祭, 祀……饁, 酺<5ㄴ>

⑦身體[ 생  련 행 ]: 汲, 注, 澡, 洗, 沐, 浴, 漱, 盥<5ㄴ>

⑧食饌[ 련 일, 행 (조리법, 냄새, 맛, 섭취 등)]: 淘, 淅……交, 錯<5ㄴ-7ㄱ>

⑨音 [음주가무]: , 曲……醉, 酗<7ㄱ>

⑩人類[다툼]: 耍, 戱, 鬨, 鬧, 罵, 詈, 戰, 鬪<7ㄱ-7ㄴ>

⑪器皿[제작  가공, 련 도구]: �, 銊……蔑, 箍<7ㄴ-8ㄱ>

⑫宮宅[제작]: 橫, 斜……塊, 堛, 居, 處, 器, 皿<8ㄱ-8ㄴ>

⑬服飾[식생활]: 衣, 服, 財, 貨, 豊, 稔, 飽, 飫……襤, 褸<8ㄴ-9ㄱ>

⑭書式[圖書]: 圖, 寫, 描, 罨, 紋, 綵, 繪, 飾<9ㄱ-9ㄴ>

⑮人類[교환·거래·祈福·이동 등 행 ]: 誆, 賺……沽, 買, 購, 貿……籤, 籌, 占, 

筮……擠, 拶, 排, 挨<9ㄴ-10ㄴ>

⑯人類[사람, 사람의 성품·상태·태도, 일상  신체 행 ]: 吾, 我……誠, 敬, 貞, 

烈……跳, 趯<10ㄴ-12ㄱ>

⑰人類[사람, 인식  인지, 소통, 말 련 행 ]: 窺, 覘……談, 話, , 語……狡, 

猾<12ㄱ-13ㄱ>

⑱人類[사람, 성품·성향·능력]: 慳, 悋……技, 藝<13ㄱ-13ㄴ>

⑲人類[사람, 사회  행 ]: 職, 任……孤, 獨<13ㄴ-14ㄴ>

⑳天文[숫자, 방향, 자연 상]: 一, 壹……終, 極<14ㄴ-15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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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과 같은 분류의 결과가 온 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서 체 인 

윤곽은 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이처럼 雜語로 묶인 것에 한 이

해는 ｢상권｣과 ｢ 권｣의 32개 부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의 성격을 구체 으로 이

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권｣의 雜語의 표제자 제시 순서는 ｢상권｣과 ｢ 권｣의 제

시 순서와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나 그 지 않은 것이 많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에서는 半實半虛字의 제시 순서가 어느 정도 實字에 연동되

어 있는지를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半實半虛字의 경우 그것이 어느 

부문에 속하는 것인지를 단하기 애매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에서 연유한 것

이 아닐까 생각된다.

실제로 이처럼 半實半虛字가 어디에 속하는 것인지 악하기 어렵다는 것은 ｢범

례｣에서도 언 되어 있는 바다. ｢범례｣에는 “4. 凡物名諸字 上中卷有所妨碍 未及

收入  又於下卷收之: 무릇 사물의 이름 여러 자가 ｢상권｣, ｢ 권｣에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어 수록하지 못한 것은  ｢하권｣에 수록하 고”의 기술이 있다. 

이처럼 ｢하권｣에 실린 표제자인 半實半虛字는 ｢상권｣과 ｢ 권｣에 실린 표제자인 

實字의 명확한 인식을 흐리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부문을 명시 으로 말하기 어려웠던 이 있다고 단한 것이며 

그 기에 雜語에 넣어서 다룰 수밖에 없었고 제시 순서도 일정하게 가져가지 못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권｣에서는 人類에 속하는 표제자가 압도 으로 많다. 그다음으로 花品·草

卉·樹木·菓實·禾穀·蔬菜>食饌>器皿>服飾>宮宅 등이 상당한 수 에서 비슷한 

정도로 표제자가 실려 있다. 그런데 이들도 인간의 생활과 련되는 여러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로는 人類에 해당하는 의미  요소를 지니고 있다

고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인간의 생활과 연 성이 은 것들은, 련을 

맺는 半實半虛字의 존재가 상 으로 제한 인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하권｣

에 실린 표제자의 하 분류 결과를 ｢상권｣과 ｢ 권｣에 실린 표제자의 검토 결과

와 통합하여 권을 생각하여 보면 人類에 속하는 표제자들이 가장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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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 주제 분류되어 있는 �훈몽자회�에 실린 표제자를 품사별로 살펴보면  

｢상권｣과 ｢ 권｣은 체언 는 부사와 같이 불변어의 비 이 압도 으로 높게 나

타나는 반면에 ｢하권｣은 반 로 동사와 형용사의 가변어의 비 이 높고 불변어

의 비 은 낮게 나타난다. 이와 련한 각 권에 실린 표제자의 개수와 비율을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9) �훈몽자회� 표제자의 품사별 분포

      수록 부분

어종
｢상권｣ ｢ 권｣ ｢하권｣ 권

불변어 1,070 95.53% 1,045 93.3% 357 31.88% 2,472 73.57%

가변어 50 4.47% 75 6.7% 763 68.12% 888 26.43%

(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훈몽자회�는 체 으로는 불변어의 비 이 

높은 가운데, 半實半虛字를 실은 ｢하권｣에서만은 양상이 반 임을 볼 수 있다. 

이는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체언의 특성과는 달리 어떤 사물의 행동이나 성질

을 나타내는 용언의 범주상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따

라서 이런 어종의 비율로써 ｢상권｣·｢ 권｣과는 다른 ｢하권｣의 특색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이런 품사의 분포를 한자 공부를 통해 한문을 학습하게 되는 것을 겨냥한 �훈

몽자회�의 편찬 목 과 염두에 둔 학습 과정을 고려하여 살펴본다면, 학습자들

은 ｢상권｣과 ｢ 권｣에서는 불변어 심으로 학습을 하고 일부 가변어를 익히는 

학습을 하다가 ｢하권｣에서는 본격 으로 가변어에 한 학습을 하게 된다는 것

을 상정하여 볼 수 있다. 이것을 한문의 으로 본다면 주어와 목 어 같은 

성분이 될 만한 것들을 먼  배우고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것을 이보다는 좀 늦게 

배운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하권｣에 人

類 부문의 한자가 많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과 련한 서술 동사 

는 형용사가 많음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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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제자의 선정과 거시 구조  미시 구조와의 계

�훈몽자회�의 범주명으로 쓰인 한자 가운데에는 상당수는 ｢하권｣에 수록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앞의 (7)에서 *으로 표시하여 두었다. 

즉 理, 花, 品, 草, 卉, 樹, 木, 菓, 禾, 穀, 蔬, 菜, 禽, 鳥, 獸, 鱗, 介, 蜫, 蟲, 學, 

式, 人, 器, 皿, 服, 飾, 裝, , 語가 이에 해당한다.  &으로 표시한 倫, 類, 宅, 

彩, 色, 音, 喪, 雜은 �훈몽자회�에는 아  표제자로 실려 있지도 않다. 이는 체

계 인 한자 학습을 염두에 두고 편찬된 학습서로서는 흠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을 �훈몽자회�의 표제어 선정과 련한 원칙과 연결하여 

이해해 볼 수 있다면 도리어 �훈몽자회�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매력 인 

흠결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련하여 (3)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범례｣에는 “凡物名諸字 上中卷有

所妨碍 未及收入  又於下卷收之 其他虛字可學 雖多 今畏帙繁 不敢盡收”와 같

은 기술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상권｣, ｢ 권｣에 방해가 된다고 함은 全實之字

를 싣기로 한 ｢상권｣, ｢ 권｣에  들이 들어갈 때에 화감이 생겨 편찬 방

침에 어 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그러한지를 살펴보기 해서 ｢하권｣

에서 범주명에 쓰인 한자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제시하여 보도록 하겠다.

(10) 범주명에 쓰인 한자에 한 ｢하권｣의 기술

①理 L다HL릴 R리 又道理又木理 L<하 13ㄴ>

②花 L곳 L화<하 2ㄴ>

③品 LH례 R품 等列也衆庶也又物件曰品果品食品<하 1ㄴ>

④草 H  H  百卉總名又文槀曰草<하 2ㄱ>

⑤卉 H  R훼 百草總名<하 2ㄱ>

⑥樹 L나L모 H슈 竪而生植之總名<하 2ㄱ>

⑦木 L나L모 R목 樹之生死 總名<하 2ㄱ>

⑧菓 L여H름 R과 木實曰菓<하 2ㄱ>

⑨禾 H쉬 L화 穀之總名<하 1ㄴ>

⑩穀 R낟 H곡 百穀緫名五穀九穀又俗呼穀子L조亦作穀<하 1ㄴ>

⑪蔬 LL L소 百菜總名<하 2ㄱ>

⑫菜 LL R 草可食 皆曰菜<하 2ㄱ>

⑬禽 R새 L  二足有羽曰禽凡畋獲飛走皆曰禽<하 2ㄱ>

⑭鳥 R새 H됴 飛禽總名常時曰鳥胎卵曰禽<하 2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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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獸 L즘L H슈 四足有毛曰獸<하 2ㄱ>

⑯鱗 L비H늘 L린 魚甲<하 2ㄱ>

⑰介 RL아H리 R개 甲虫又耿介也又大也助也<하 1ㄴ>

⑱蜫 L벌H에 L곤 百虫總名凡虫溫生寒死<하 1ㄴ>

⑲蟲 L벌H에 L 有足曰蟲無足曰豸<하 1ㄴ>

⑳學 HL홀 H<하 13ㄴ>

◯21 式 L얼L굴 H식 又法式<하 9ㄴ>

(10)에서 볼 수 있듯이 ｢하권｣의 기술을 보면 별도의 주석이 달려 있지 않는 

②花, ⑳學 등과 같은 경우, ‘總名’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는 ④草, 

⑤卉, ⑥樹, ⑦木 등과 같은 경우, ‘皆’와 같은 말을 써서 ‘어떤 속성을 갖는 것

을 모두’처럼 이해하도록 한 ⑫菜, ⑬禽 등과 같은 경우, 어떤 특징만 만족하면 

해당 범주가 됨을 기술한 ⑮獸, ⑲蟲과 같은 경우, 엄 하게 구분하지 않고 여

러 가지 것들을 아울러 이르는 범주임을 기술한 ⑰介와 같은 경우, 어떤 한 가

지의 특징만을 지닌 것으로 기술한 ⑧菓, ⑯鱗 등과 같은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하권｣에 실린 것들은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11)

이와 같은 식으로 미시 구조의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 것은 해당 한자가 상

의 범주  개념을 지님을 표시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런 용

어의 사용에는 좀 더 상세한 검토를 요하는 것들이 있다. 를 들어 “觴 H잔 L

 酒巵總名<  7ㄴ>”, “帳 R R 總名<  7ㄴ>”에도 ‘總名’이란 말이 쓰여 

있다. 그러나 ‘觴’은  다른 그릇류의 器皿과의 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고, 

‘帳’ 한 무엇인가를 막는 데에 이용되는 器皿과의 계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11) 이 외에도 ｢하권｣의 표제자에는 “暾 HH귀 L돈 日始出貌<하 1ㄱ>, 旭 HH귀 H욱 日

始出著明貌<하 1ㄱ>”, “昕 L아L L흔 朝明日出<하 1ㄴ>, 晡 L나L죄 L포 日加申時<하 

1ㄴ>”, “古 R녜 R고 遠代<하 1ㄴ>,  昔 R녜 H셕 古也<하 1ㄴ>”, “株 L읏L듬 L듀 木之出

土曰株<하 2ㄱ>, 幹 L읏L듬 R간 木身又事也通作榦<하 2ㄱ>”, “  R말H L언 直 曰

<하 12ㄴ>, 語 R말H R어 論難曰語去聲告也<하 12ㄴ>, 詞 R말H L 也人文詞又訟

也<하 14ㄱ>”, “罰 R죄L  H벌 罪罰<하 13ㄱ>, 謫 R죄L  L뎍 擧罪降黜<하 13ㄱ>”, “恩 

L은H혯 L은 恩澤及人<하 13ㄴ>, 惠 L은H혯 R혜 仁慈恩賜 愛及人之 <하 13ㄴ>” 등과 

같이 의미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것들, “才 LL좃 L<하 13>, 術 LH좃 H슐

<하 13>, 技 LH조 R기<하 13>, 藝 LH조 H  才能又種也<하 13>” 등과 같이 추상

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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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에서 상이 같지 않다. 이 게 이해될 수 있는 2개의 를 제외하고 9

개의 는 모두 ｢하권｣에서만 보이는 것들이다. 

그리고 ‘皆’는 ｢상권｣에서는 8번, ｢ 권｣에서는 7번, ｢하권｣에서는 10번이 쓰여 

있어서 ｢하권｣에서의 쓰임이 많기는 하나 ｢상권｣과 ｢ 권｣에서의 쓰임이 리 

보이는 양상을 보인다.  

(11) ｢상권｣과 ｢ 권｣에 실린 표제자의 주석 속에 ‘皆’를 포함한 12)

①江 LH L 今俗 川之大 皆曰江又水名<상 2ㄴ>

②洋 L바H다 L 俗呼海洋凡物盛多皆曰洋又洋洋盛貌<상 3ㄱ>

③窪 L즌H퍼H리 L와 沮洳窪皆漸之濕之地非淀濼之比<상 3ㄱ>

④濼 L즌H퍼R리 H박 淀濼皆湖泊別名<상 3ㄴ>

⑤藥 R샤H약 H약 芍藥有亦二種又救病草皆曰藥<상 4ㄱ>

⑥匏 H박 L포 味苦其形圓子形兩頭皆方瓠子一頭圓<상 7ㄴ>

⑦隹 R새 L쵸 短尾 皆曰隹<상 9ㄱ>

⑧牌 H H월 L패 又牌牓R又旁牌團牌挨牌皆 LL패<상 18ㄴ>

⑨嬪 L L 女官次於妃又L며H느H리 L太子及王妃皆曰嬪<  1ㄱ>

⑩衏 H녀H계 R원 俗稱䘕衏本作行院北京南北西三院有妓其夫皆 工<  2ㄱ>

⑪廟 LH묫 R묘 俗呼太廟凡祀神之所皆曰廟 <  6ㄱ>

⑫糝 L쥭L심 R참～L쥭L R 凡米粒和羹皆曰糝<  11ㄱ>

⑬帶 H R 又L골H홈及H간H흘皆曰帶子<  11ㄴ>

⑭纓 H긴 L 又L H리曰纓兒又L솟L曰纓凡以絳毛爲兵飾 皆曰纓<  12ㄱ>

⑮鼓 H붑 H고 又稱HL거H슬皆曰鼓兒<  14ㄱ>

(11)에서 범주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는 ‘皆’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①江, 

②洋, ④濼, ⑤藥, ⑦隹, ⑨嬪, ⑨嬪, ⑬帶, ⑭纓, ⑮鼓 등으로 이해된다. 따라

서 이들은 �훈몽자회�에서 설정한 33개의 범주 이외에 하  범주를 설정한다면 

해당 범주의 범주명으로 쓰일 자격을 갖춘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에서 

12) 이 외에 ｢하권｣의 실린 표제자 가운데에는 (10)에서 제시하지 않은 것을 들어 보면 다음

과 같다. ①藤 L H출 L 俗凡稱蔓皆曰藤<하 2ㄴ>, ②位 L벼L슬 H  列也凡所當爲處

皆曰位<하 1ㄱ>, ③距 H톱 R거 鷄距凡 劍間到刺皆曰距<하 3ㄴ>, ④牸 H암 H 牛馬之

牝皆曰牸又凡獸育子 曰牸<하 4ㄱ>, ⑤燔 L구L을 L번 炙煿皆曰燔<하 6ㄱ>, ⑥葷 L R

릴 L훈 蔥蒜魚肉之臭皆曰葷<하 6ㄴ>, ⑦箍 L데L메H울 L고 或竹或鐵束物皆曰箍<하 7

ㄴ>, ⑧御 L거R느L닐 H어 又天子所止所幸皆曰御<하 13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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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때 ‘皆’ 한 앞의 ‘總名’과 같이 다른 표제자의 계에서 범주  개념을 갖는 

한자를 표시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술어의 사용을 면 히 

살펴보고 술어가 쓰인 표제자를 살펴보면 �훈몽자회� 표제자들 사이의 어휘  

층 를 살펴보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4. 미시 구조 분석과 수록자의 이해

�훈몽자회�는 표제자를 심으로 하여 이곳에 음훈, 한자어, 자형 등에 한 

여러 정보가 제시되는 형태로 미시 구조가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각 정보를 제

시하기 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지를 심으로 하여 자료를 분류하고 그곳에 담

겨 있는 정보를 살펴보면 미시 구조에 담긴 정보들을 분석 으로 악해 낼 수 

있다.

그런데 < 산본>과 <동 본>을 비교하여 보면 <동 본>에는 < 산본>의 주석 

가운데에 부 는 일부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거 발견된다. 이와 같은 실

태에 해서는 이기문(1971: 137-142)에서 실례의 제시와 함께 상세히 기술된 

바 있다. 그러나 반 의 경우는 < 산본>의 ‘贅 H혹 R 又呼疙疸音<  16ㄴ>’

이 <동 본>에서 ‘贅 H혹 R 又呼疙疸音H그R다<  33ㄴ>’으로 제시된 만 보

일 뿐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내용상의 성과 련한 단이 향을 끼쳤을 

것임(이기문 1971: 141)이 우선 으로 고려될 것이다.

이런 을 고려하여 이 에서는 < 산본>을 바탕으로 하여 분류 작업을 하겠

다. 그런 다음 해당되는 내용에 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1) 표제자  한자 사이의 련성 정보

미시 구조에서는 표제자나 한자와 련된 정보가 여러 표지를 통해서 표시되

어 있다. 가장 먼  제시할 수 있는 유형으로 (12)와 같이 ‘X作’으로 정보를 제

시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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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X作’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①亦作(126)13): 年 H L년 亦作秊<상 1ㄴ>/ 嶽 L R부H리 H악 亦作岳<상 2

ㄱ>/ 阪 L두H듥 H  陂 曰阪又澤障又山脅亦作坂<상 2ㄱ>/ 堤 H언 L뎨 岸

也緣邊也亦作隄<상 3ㄴ>/ 巷 L굴H헝 R 街上交道又宮中別道亦作衖<상 3

ㄴ> 등 ※� L연L지 L연 � L연L짓 L지 亦作胭脂<  12ㄴ>

②通作(51): 峒 L R골 R 俗稱山峒通作洞又平聲崆峒山名<상 2ㄱ>/ 坪 L드H

르 L 大野曰坪通作平<상 4ㄱ> 등 ※俗通作(1): � L집 L 燕居茅 俗通

作齋學宮有東西�<  3ㄱ>

③俗作(17): 桑 LL나L모 L 俗呼桑樹俗作桒<상 5ㄴ>/ 㯃 L옷L나L모 H칠 

俗作漆<상 5ㄴ> 등 

④書式作(11): 伍 L군H R오 五人爲伍又數名書式作伍<  1ㄴ>/ 三 R석 L삼 

書式作參<하 14ㄴ>/ 四 R  R 書式作肆<하 14ㄴ> 등

⑤或作(7): 糯 HH R나 或作粫穤<하 7ㄱ>/ �L삽L듀 L튤 俗呼蒼莍或作朮

<상 7ㄴ> 등 ※俗或作(1): 鬉 R갈H기 L 俗或作鬃<하 5ㄱ>

⑥本作(3): � L쉬H H두 本作竇<  3ㄴ>/ 箒 H뷔 R  俗呼掃箒又稱R R뷔

曰苕箒本作帚<  9ㄱ>/ 翌 LH일 H익 明日本作翌<하 1ㄴ>

⑦正作(3): 柿 R감 R시 俗呼乾 曰柿餠正作柹<상 6ㄴ>/ 餵 L머H길 H  正作餧

俗作喂<하 4ㄴ>/ 賺 L소H길 R담 錯也正作譧 物失實<하 9ㄴ>

⑧詩作(2): 鏚 R도H H쳑 詩作戚千戈戚揚<  14ㄱ>/ 悌 L아LL로L읠 R뎨 

愷悌詩作豈弟 易也<하 11ㄱ>

⑨古作(1): 叢 HH기 L 亦作藂古作樷<하 2ㄴ>

⑩字作(1): 泡 L거H품 L포 俗稱水泡又漬也字作�<상 3ㄱ>

⑪同作(1): 踣 L업H드R를 H  又音赴同作仆<하 12ㄱ>

⑫又作(1): 谷 R골 H곡 又作峪音H욕<상 2ㄱ> 

⑬今作(1): 荀 H듁L슌 R슌 今作笋<상 7ㄱ> 

⑭俗省作(1): 喫 L머H  H긱 俗省作吃<하 7ㄱ>

 ※土作(1): 甘 L L감 土作甘<하 6ㄴ>

 ※金作(1): 辛 LL올 L신 金作辛又十干名<하 6ㄴ> 

(12)에서 보듯이 ‘①亦作’, ‘②通作’, ‘③俗作’ 등의 키워드를 통하여 표제자의 

字形 는 표제자 는 한자어 사이의 通用 계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처

럼 ‘X作’ 형태로 표시된 것들은 한자 사이의 계를 표시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X作’으로 표시된 것을 이해하는 데에는 X의 자리에 놓인 것이 의

13) 이처럼 호 안에는 각 키워드를 지니고 있는 용례의 개수를 제시하 다. 그리고 자료는 

용례의 개수가 많은 것부터 은 순서로 배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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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악하는 것이 요한 열쇠를 지니고 있다. 그

러기에 ‘X作’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한자어들 사이의 계를 추 하여 이어

진 자들이 어떤 자격, 기능, 맥락 등에서 연결이 되는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에 ‘①亦作’, ‘②通作’, ‘③俗作’, ‘⑤或作’, ‘⑩字作’, ‘⑪同作’, ‘⑫又

作’, ‘⑬今作’, ‘⑭俗省作’의 경우는 ‘作’ 다음에 오는 것보다는 표제자가 규범

인 면에서는 우월한 지 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⑥本作’, ‘⑦

正作’의 경우는 이와는 반 로 ‘作’ 뒤에 오는 것이 옳거나 본래의 것이라는 인

식이 담겨 있는 것들로 규범 인 면에서는 이것이 우월한 지 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⑨古作’의 경우는 뒤에 오는 것이 오래된 것이

거나 옛날에 시되던 쓰임이라는 것으로 ‘⑬今作’과 반 의 경우로 인식하여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①亦作’, ‘②通作’ 등과 ‘⑥本作’, 

‘⑦正作’는 방향성 면에서는 서로 반 되는 성격을 갖는 통용 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어서 ‘④書式作’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발행할 때에 사용하는 

한자 자형의 문제를 언 한 것이다. 이런 ‘④書式作’의 기능에 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三’을 ‘參’으로 쓰고 ‘四’를 ‘肆’로 쓰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유사한 경우로 ‘詩作’이라 하는 것은 �詩經�에서의 한자 사

용과 련된 정보를 담은 것이다. “戚千戈戚揚”는 <大雅公劉篇>에 실린 구 이

고, “豈弟 易也”는 <大雅·旱麓>에 한 朱熹의 �詩集傳�의 풀이이다.

이런 형태로 제시된 기술은 개는 하나의 표제자에 해당하는 미시 구조 정보

라 하겠다. 그런데 이 게만 보아서는 곤란한 것도 기는 하지만 있다. 표

인 것이 ①의 “� L연L지 L연 � L연L짓 L지 亦作胭脂<  12ㄴ>”의 경우인

데, 여기에서 ‘亦作’ 뒤에 제시된 ‘胭脂’는 하나의 한자어로서 이해되기보다는 앞

의 ‘�=胭’, ‘�=脂’의 계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처럼 두 개

의 표제자에 걸쳐 있는 주석도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X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때 X를 뜻 그 로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듯하다. 참고로 제시한 “甘 L L감 土作甘”의 경우는 ‘土’를 지방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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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하여 장소  의미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지만 ‘X作Y’에서 X와 Y가 같다는 

에서 그러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때에는 ‘흙은 단 성질을 지닌다’와 같이 이해

하는 것이 합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와 련되는 것으로 �集韻�에 보면 “土

之味也”와 같은 의미 정보가 실려 있는 것을 참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한 

“辛 LL올 L신 金作辛又十干名<하 6ㄴ>”의 도 ‘X作Y’에서 X와 Y가 같은 

경우라는 에서 표제자와 통용되는 한자를 제시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따라

서 이 한 ‘ 은 매운 성질을 지닌다’ 정도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

다. 이 둘은 모두 五行에 속하는 것으로 공통 이 있다. 따라서 이 성격을 참고

하여 ‘土’와 ‘金’이 들어간 ‘X作’은 (12)의 다른 경우와는 성질이 다른 것으로 이

해해 둠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X作’ 형태로 되어 있지만 “鹹 H L함 潤下作鹹俗作醎

<하 6ㄴ>”과 같이 기술된 가 있다. 이것은 ‘作’ 다음에 오는 한자가 표제자와 

같은 것이라는 에서 표제자 자체에 한 정보라기보다는 표제자로 나타내는 

의미와 련되는 것이다. 즉 “潤下作鹹”은 ‘축축한 상태에서 鹹에 해당하는 것이 

만들어진다’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단된다.

(13) ‘ X同’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① X同(12): 簡 H H월 R간 牒也大曰策 曰簡又 揀同<상 18ㄴ>/ 楯 LR  

R슌 又 盾同<  3ㄴ>/ 樑 L보 L 俗呼過樑L들L보 梁同<  4ㄱ>/ 函 R함 

L함 又 䤴同<  10ㄱ>/ 華 H빗H날 L화 又輿花同又中夏曰華<하 2ㄴ>/ 沙 R

일 L사 又 砂同見上卷<하 5ㄴ>/ 貰 R왼R빋 R셰 賖同意又赦也<하 9ㄴ>/ 漉 

L건H딜 H록 又滲漉又 同漉酒<하 10ㄴ>/ 顧 L도H라L볼 R고 又 雇同<하 

12ㄱ>/ 見 L볼 R견 又 現同<하 12ㄱ>/ 說 L니L L셜 談說又 悅同喜也<하 

12ㄴ>/ 覈 L마H  H 又慘刻也又糠覈則穀糠不破 又 劾同<하 12ㄴ>

다음으로 ‘ X同’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시하는 유형은 동음  동의를 지닌 

표제자 는 한자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에서 보듯이 표제자는 ‘ X同’

의 X와 같은 의미와 음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들이다. 즉 ‘楯=盾’, ‘樑

=梁’, ‘函=䤴’의 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가운데에서 ‘樑=梁’는 표제자인 ‘樑’이 ‘들보’의 의미로 쓰일 때에만 성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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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계이다. 즉 ‘樑’의 첫째 의미로 ‘보’를 제시해 놓았지만 이것은 ‘俗呼過樑’이

라는 정보를 보면 ‘다리=교량’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 보인다. 따라서 ‘다리’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동음  동의 계는 

성립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미시 구조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제자와 한자 사이의 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 X同’으로써 표제자와 동음  동의 계를 보이는 것으로 제시

된 한자 가운데에는 �훈몽자회�에 표제자로 수록된 ‘盾’, ‘梁’, ‘䤴’, ‘花’, ‘賖’와 표

제자로 수록되지 않은 ‘揀’, ‘砂’, ‘現’, ‘悅’, ‘劾’으로 나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처럼 련어로 제시된 것들을 표제어 검색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을 알 수 있다. 

(14) ‘X……亦曰X’, ‘X……亦曰Y’를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① 亦曰(19): 梓 HH래L나L모 R 膩理 梓茸白 楸亦曰椅<상 6ㄱ>/ 鷸 L도H

요 H휼 俗呼水札子又翠鳥亦曰鷸<상 8ㄴ>/  L목 R 總稱亦曰領<상 13

ㄱ>/ 姨 L아HH미 L이 母之姉妹俗呼兩姨夫呼妻之姉妹亦曰姨<상 16ㄴ>/ 

壻 L사H회 H셔 又妻 夫亦曰壻<상 16ㄴ>/ 妃 LL L비 嬪御次於皇后

亦曰妃<  1ㄱ>/ 局 L마H H국 碁枰亦曰局又局量<  4ㄴ>/ 站 H역 R참 

俗呼水站馬驛亦曰站又俗 立曰站亦作	<  5ㄱ>/ 寺 H뎔 R 浮屠所居又官

司亦曰寺<  5ㄴ>/ 篝 H쵸H L구 燈籠亦曰篝又焙籠<  8ㄱ>/ 䩺 H운H혜 

L 又L훳H욷亦曰䩺俗呼靴䩺<  11ㄴ>/ 轎 L교H R교 有屋 又籃輿肩行

亦曰轎<  13ㄱ>/ 櫓 LL패 R로 又城上屋亦曰櫓<  13ㄴ>/  蠱 H좀 H

고 血蟲又 R노L올 R고俗稱蠱疾蠱毒又鼓脹病亦曰蠱又事也易幹蠱<  16ㄱ>/ 

鬣 R갈H기 H렵 魚龍頷旁 䰇亦曰鬣<하 5ㄱ>/ 䰇 L지L네 L기 馬鬣亦曰䰇

<하 5ㄱ>/ 蝕 L벌H에L머H  H식 虫食葉曰蝕日月虧亦曰蝕<하 5ㄱ>/ 澱 L

즈L R뎐 又靑黛亦曰澱<하 5ㄴ>/ 煨 L노L을H압 L외 又埋物灰中使熟亦曰

煨<하 15ㄱ>

이 유형은 미시 구조에 일부 정보가 제시된 다음에 ‘X……亦曰X’ 는 ‘X 

……亦曰Y’가 제시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자의 경우는 “鷸 L도H요 H휼 俗

呼水札子又翠鳥亦曰鷸<상 8ㄴ>”이 표 이며 후자의 경우는 “  L목 R 總稱

亦曰領<상 13ㄱ>”이 표 이다. 여기에서 자는 주석에 포함된 ‘翠鳥’의 의미

를 지닐 때에는 ‘鷸’로도 쓸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후자는 ‘領’이 ‘ ’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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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같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 유형은 의미에 따라 어떤 한자

와 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것임에 한 정보를 표시한 것이라 하겠다.

이때 ‘亦曰’ 다음의 X 는 Y는 모두 한자 하나가 오는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4.3.에서 제시하는 여러 유형에서 볼 수 있는 “樲 L싄H H  R 

俗呼實曰酸棗亦曰鼻涕團又曰山裏棗<상 6ㄱ>”에서처럼 ‘亦曰’ 다음에 ‘鼻涕團’과 

같이 한자어가 제시되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2) 한자음  성조 련 정보

미시 구조에서 한자음과 련한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 한자음에는 성

조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성조는 비분 인 것이므로 편의상 분 인 

것들로 이루어지는 한자음과는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5) 한자음 정보 제시 유형

①又音(40): 瀧 R뉘H H리 L又音L랑奔湍<상 3ㄱ>/ 陂 LHH이 L피蓄水

爲陂又音坡不平也<상 3ㄱ>/ 畛 L받L두L듥 L딘田間道又音L진<상 4ㄱ>/ 萑 R

달 L환似葦而 又音隹見下̊<상 4ㄴ>/ 咱 L나 L자又音R잠又音匝<하 10ㄴ> 등

②音(15): 谷 R골 H곡 又作峪音H욕<상 2ㄱ>/ 荑 HH유H기 L뎨 又芟刈也又莁

荑藥名音夷<상 5ㄱ>14)/ 菂 LR밤 H뎍 菂中薏味苦薏音憶<상 6ㄴ>/ 薺 L나

H R졔 俗呼薺菜又薺苨L계H로H기苨音你<상 7ㄴ>/ 蕒 L샤L라L부L루 L 

一名苦苢俗呼苦蕒菜曲曲菜田菁菜音精<상 7ㄴ>/ 婢 R겨H집R R비 人之婢

曰女使又曰梅香汎稱曰妮子妮音尼<상 17ㄱ>/  L즈L름 R회 卽駔 俗稱牙子

牙人駔音R<  2ㄱ> 등

③正音(11): 畦 L이H L규 俗指菜田曰菜畦正音奚<상 4ㄱ>/ 䓀 L도H랏 H길 正

音L결<상 7ㄴ>/  貓 R괴 L묘 正音毛<상 10ㄱ>/ 轑 H살 R료 正音 <  13

ㄱ>/ 餉 L이L바H R 野饋正音H<하 5ㄴ> 등

④本音(2): 枳 LH R기 俗呼醜橙樹本音止<상 5ㄴ>/ 煠 R데L틸 H잡 本音 H

텹<하 6ㄴ>15)

⑤漢俗音(1): 簪 L빈L  L 禮服用漢俗音L잔簪子<  12ㄱ>

14) 이것은 <동 본>에는 음훈이 “HH유H기 L이”로 실려 있다. 그런데 이곳의 ‘이’란 음은 

붓 등으로 고쳐 놓은 음으로 보인다. 본래는 ‘L뎨’를 실어 놓은 듯하다. 만일 그 지 않았

다면 <동 본>에도 주석 속의 “音夷”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히 설명되기가 어렵다.

15) <동 본>에는 “R데H틸 H잡”으로만 주기되어 있어 本音이 실려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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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음에 한 것 에는 ‘①又音’으로 정보가 제시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것은 음훈을 제시하는 곳에 제시된 음과는 달리  다른 음을 표시하는 것으로 

표제자가 복수의 음을 지닌 것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又音’은 언문으로 제시되

는 경우와 한자로 제시되는 경우로 나뉘는데, 첫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여

덟 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한자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又音X’의 형태로 

제시된 ‘X’에 해당하는 ‘坡’, ‘隹’, ‘匝’ 등의 한자음을 알아야 하는 해당 정보를 

원활하게 악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런데 �훈몽자회�에 ‘匝’은 실려 

있지 않은 자인 터라 ‘咱’의 又音은 �훈몽자회� 안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③正音’과 ‘④本音’과 ‘⑤漢俗音’ 역시 표제자가 지니고 있는 음에 한 정보

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곳에서 正音과 本音은 각각 올바른 음과 본래의 음에 

한 정보를 제시하여 표제자의 음으로 제시된 것이 실음임을 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漢俗音은 세속에서 리 쓰이는 음을 제시한 것인데 이때의 음은 

조선에서 쓰이는 음이 아니고 漢語에서 쓰이는 음을 나타낸 것이다. 이곳에 제

시된 ‘簪L잔’은 漢語에서의 운미 /-m/>/-n/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다.16) 따라서 4.3.에서 다루게 될 ‘俗呼X’와 같이 한어에서 쓰이는 한자어 X와는 

같이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라 하겠다. 

‘X音Y’ 형태로 제시된 것은 直音法과 같은 방식으로 한자음을 표시한 것이다. 

이것은 주석 안에 제시된 한자의 음을 “薏音憶<상 6ㄴ>”, “苨音你<상 7ㄴ>” 등

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데 쓰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표제자에 해당하는 음

을 제시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이곳에도 音 다음에 한자로 음을 제시한 것

과 언문으로 제시한 경우가 보이는데, 후자에 해당하는 것은 소수로 두 가 나

타난다.

(16) 성조 정보 제시 유형

①복수의 음훈 구분: 相 RH H 本平聲L서L르 L<  1ㄱ>/ 觀 L집 H  

又平聲L볼L 見下卷<  5ㄴ>/ 繳 H주H살 H쟉 又上聲音皎紩衣也吏語繳報L

16) 이런 기술은 한어 음운사에 明代에 이루어진 표 인 어음의 변화로 운미 /-m/>/-n/의 

변화를 거론하고 있는 것과 련지어 볼 때, 한어에서 이런 변화가 확산되어 차 한자음

이 바 고 있는 와 에 있음을 반 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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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HL오H다<  9ㄱ>/ 種 L시L믈 H 俗稱種田 又上聲HR죵俗稱撒種H

LH타<하 3ㄱ>/ 每 H물 L 輩也又上聲常也 L니H R<하 11ㄱ> 등

②又X聲Y

ㄱ. 平聲: 浪 H믓H결 R 大波曰浪又謔浪又平聲滄浪水名<상 2ㄴ>/ 徼 R H교 

邊也又邏卒曰遊徼又平聲徼幸<상 3ㄴ>/ 號 L일H훔 R호 又號今又召也又

平聲號泣又大呼也<상 17ㄴ>/  RH슈 R 又平聲<  1ㄱ>/ 峒 L

R골 R 俗稱山峒通作洞又平聲崆峒山名<하 2ㄱ> 등

ㄴ. 上聲: 溲 L오H좀 L수 又上聲水調粉麵<상 15ㄴ>/ 屛 L편L L 又上聲藩蔽

也又去聲除去也<  7ㄴ>/ 種 L시L믈 H 俗稱種田又上聲HR죵俗稱

撒種HLH타<하 3ㄱ>/ 上 R마R R 又上聲升也<하 15ㄱ> 등

ㄷ. 去聲: 夏 L녀H름 L하 又去聲大也又中國曰夏<상 1ㄱ>/ 雨 H비 R우 又去聲雨

雪自下曰雨<상 1ㄴ>/ 蔓 L쉿L무L L만 又去聲藤蔓L H출<상 7ㄴ>/ 

枕 H벼H개 R침 又去聲以首據物<  6ㄴ>/ 屛 L편L L 又上聲藩蔽

也又去聲除去也<  7ㄴ> 

ㄹ.入聲: 霓 H므L지H게 L  雄曰虹雌曰霓又入聲R열<상 1ㄴ>/ 塞  ̊ R H 邊

界又入聲防塞<상 3ㄴ>/ 覺 H R교 又入聲知也<상 15ㄴ>/ 疸 LR닰 

R단 又俗稱疙疸LL入聲<  16ㄱ> 등

성조에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의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하나는 ①과 같

이 성조의 차이에 의해 뜻이 구별되는 것을 나타낸 복수의 음훈을 언문으로 모

두 표시를 하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②와 같이 ‘又X聲Y’의 형식으로 Y에 X

의 성조를 지닐 때의 훈을 제시하거나 한자를 제시하여 훈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분 음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한자음에 

한 정보는 아  제시되어 있지 않다.

3) 한자어 사용, 의미, 사용 범 , 사용 분야 련 정보

주석에는 표제어가 포함된 한자어로 어떤 것이 쓰이며 이와 련을 맺는 한자

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자어에 

한 정보는 ‘X名’, ‘X曰’, ‘X呼’, ‘X ’, ‘X稱’, ‘X云’, ‘X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표시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된 실제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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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X名’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17)

①一名(31): 䕽 H텩H  H  
䕽一名羊
䕽又L진LL 曰山
䕽<상 4ㄱ>/ 莞 

R요H L  莞蒲一名葱蒲俗呼水葱又呼織席草曰莞<상 4ㄱ>/ 蓀 L부H들 L손 

一名菖草似石菖蒲而葉無脊<상 4ㄴ>/ 蔚 L L비H얏 H울 一名益母方書名茺蔚

又名欝(=鬱)臭草<상 5ㄱ>/ 鳲 H버H국R새 L시 鳩鳲一名戴勝一名搏黍<상 9

ㄱ> 등 

②又名(4): 荊 L가H L 又名紫荊又荊條L댓LL리<상 5ㄴ>/ 㮕 HH래 R

 卽獮猴桃漢呼㮕棗通作軟又名籐梨<상 6ㄴ>/ 蛄 L도L로H래 L고 俗呼螻蛄

又江蛄又呼土狗又名臘姑<상 12ㄱ> 

    ※ 俗又名(1): 鵴 H버H국R새 H국 俗又名郭公鳥詩注鴶鵴<상 9ㄴ>

③亦名(2): 萱 L넘LL L훤 亦名鹿葱俗呼黃花菜又忘憂草<상 5ㄱ>/ 螉 H바H

H리L亦名蜾羸俗呼蠮螉兒<상 12ㄴ>

④別名(1): 濼 L즌H퍼R리 H박 淀濼皆湖泊別名<상 3ㄴ>

⑤方書名(1): 蔚 L L비H얏 H울 一名益母方書名茺蔚又名欝(=鬱)臭草<상 5ㄱ>

‘X名’을 이용하여 한자어 정보를 제시하는 경우, 이때 한자어는 표제자가 지니

는 의미와 지시 상이 같은 것이라는 속성을 지닌다. 이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는 ‘①一名’이 가장 많고 ‘②又名’, ‘③亦名’ 등이 일부 찰된다. 이 게 하여 

제시된 한자어에는 표제어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는 ‘羊�䕽’, ‘紫荊’ 등도 있고 

그 지 않은 ‘葱蒲’, ‘菖草’, ‘益母’ 등도 있다. 따라서 각 유형이 어떤 에서 차

이를 보이는지는 표제어와 한자어 사이의 계를 살펴보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유형 가운데에는 ①에서 보듯이 “鳩鳲一名戴勝一名搏黍<상 9ㄱ>”과 같이 

한 표제자에 해 복수의 한자어가 복되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한 아래

에서 살필 ‘X曰’, ‘X呼’ 등을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가 잇따라 제시되는 경우도 

지 않다. 따라서 이런 미시 구조를 통해서, 최세진은 학습자가 표제자의 의미

와 련하여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한자어를 풍부히 제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⑤의 경우와 같이 “一名益母方書名茺蔚佑命欝臭草<상 5ㄱ>”과 

같이 ‘益母’와는 달리 ‘茺蔚’과 같이 의학 는 약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제시하

17) ‘X名’으로 제시된 것 에 ‘初名’을 지닌 “葦 H R  大葭也初名葭稍大爲 長成爲俗呼

葦子草<상 4ㄴ>”이 있다. 이것은 주석의 내용을 보면 ‘初名葭’은 ‘갈 ’가 어릴 때의 이름

을 ‘葭’라고 하며 이것이  자라서 커지면 ‘ ’가 되고 장성하면 흔히 ‘葦子草’라 부르

는 것을 제시한 것으로 말 그 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단하여 ‘X名’의 유형에 포함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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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문 분야에서의 용어의 쓰임에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범례｣에

서 의가의 병명 는 약명의 제시와 련한 기술을 한 것과 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는 이다. 이처럼 최세진은 사람들의 삶과 한 련을 맺는 문 분야

의 어휘를 수록하여 이를 표제자와 련지어 이해하고 익힐 수 있도록 하여 

인 계층의 한자와 한문 이해에도 도움을 주려고 하 던 것으로 보인다.

(18) ‘X曰’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①又曰(44): 風 LL L 又俗呼狂 曰風子又曰風漢<상 1ㄴ>/ 涷 L쇠L나H기 

R 俗稱驟雨又曰過路雨<상 2ㄱ>/ 巖 L바H회 L암 俗稱巖頭又曰石硌<상 2

ㄱ>/ 蓮 L련 L련 芙蕖實也又曰蓮子LL이曰蓮篷蓮房<상 4ㄱ> 등

②亦曰(21): 菖 LL포 L 又L부H들 亦曰菖蒲<상 4ㄴ>/ 樲 L싄H H  R 

俗呼實曰酸棗亦曰鼻涕團又曰山裏棗<상 6ㄱ> 등

③漢人亦曰(1): 碇 L닫 H 漢人亦曰鐵猫亦作矴<  12ㄴ>

④方書曰(1): 藍 L족 L남 俗呼 藍方書云蔘藍又LL曰大藍方書曰板藍<상 5ㄱ>

이와 같은 ‘X曰’을 이용해서는 표제자와 련한 한자어의 사용 양상  이들 

한자어와 같은 의미를 지닌 한자어를 제시하고 있다. ‘X曰’을 이용하여 제시하는 

한자어가 표제어와 직 으로 련을 맺는 것인지 간 으로 련을 맺는 것

인지는 표제자와의 거리와 미시 구조에서의 치와 련된다.

이 가운데에서 ‘③漢人亦曰’은 “漢人亦曰鐵猫亦作矴<  12ㄴ>”에서 보듯이 표

제자 ‘碇’과 련하여 국 사람들은 ‘鐵猫[쇠로 만든 닻]’이라는 한자어를 한 

쓰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이 뒤에 제시된 ‘矴’은 표제자인 ‘碇’과 음훈이 같은 

것인데 이것은 국에서 1음  한자어로 ‘矴’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도 해석할 수 있고 ‘矴’이 표제자 ‘碇’과 통용 계에 있음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어서 의 이다.18)

그리고 이곳에도 (17)과 같이 ‘④方書曰’을 통하여 “板藍<상 5ㄱ>”이라는 한

자어가 의학 분야에서는 사용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 한 ｢범례｣에 제시한 기

술과 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는 가 된다.

18) 실제 ‘矴’은 ‘碇’과 異體字 계에 있는 것으로 �集韻�에는 ‘碇’에 해 “同矴”과 같은 정

보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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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X呼’를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①俗呼(582): 渦 R뉘H H리 L와 水回俗呼旋渦水<상 3ㄱ>/ 洋 L바H다 L 俗

呼海洋凡物盛多皆曰洋又洋洋盛貌<상 3ㄱ>/ 路 H길 R로 俗呼路子官路<상 3

ㄴ>/ 䬦 LL화 L투 俗呼饅頭通作頭俗呼 曰餺餺<  10ㄴ> 등

②又呼(64): 蕖 L련L곳 L거 芙蕖荷花又呼芙蓉<상 4ㄱ>/ 莞 R요H L  莞蒲一

名葱蒲俗呼水葱又呼織席草曰莞<상 4ㄱ>/ 蓷 L L비H얏 L퇴 又呼地麻<상 5

ㄱ>/ 蔆 L시L근R L 俗呼菠蔆菜又呼赤根菜又呼菠菜<상 8ㄱ> 등

③俗又呼(8): 檾 H어H H귀 R 俗又呼白麻<상 4ㄴ>/ � L변H두 L변 白�豆

黑�豆俗又呼㳂籬豆<상 7ㄱ> 등

④亦呼(7): 潢 LHH이 L 洿池又天河亦呼銀河<상 3ㄱ>/ 翠 H쇠R새 R취 

俗呼翠雀亦呼翡翠<상 9ㄴ> 등

⑤或呼(6): 萑 L L비H얏 L  或呼野天麻又音桓見上<상 5ㄱ>/ 荏 L듧H R 

或呼 子其油曰重油又HH曰白荏又曰脂麻<상 7ㄱ> 등

⑥又俗呼(3): 風 LL L 又俗呼狂 曰風子又曰風漢<상 1ㄴ>/ 韈 L보L션 H

말 又俗呼L훠L氊韈<  11ㄴ>/ 穀 R낟 H곡 百穀緫名五穀九穀又俗呼穀子L

조亦作糓<하 2ㄱ>

⑦俗拜呼(1): 兄 L L 俗拜呼兄弟曰弟兄<상 16ㄴ>

⑧河北呼(1): 飱 H믈LH밥 L손 水和飯又夕食又河北呼食曰飱<  10ㄱ>

‘X呼’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한자어와 련한 정보를 제시

하는 여러 유형 가운데에 가장 많은 한자어와 련을 맺는 경우이다. 특히 ‘①

俗呼’ 형태로 제시된 형태가 압도 으로 많다. 이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표제어

가 포함된 한자어 사용 양상을 제시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일부는 그 지 않은 

것도 있다. 이처럼 표제자가 포함된 한자어 사용 양상을 제시한다는 에서는 

‘②又呼’, ‘④亦呼’, ‘⑤或呼’와는 차이를 보인다.

‘俗呼’를 통해 제시된 한자어는 국어에서 쓰이는 것도 있고 국어 화자들의 이

해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다. 그 지만 ｢범례｣에서 언 된 바와 같이 기본 으

로는 漢語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한어와의 련성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②俗

呼’를 지닌 것들에는 ‘③俗又呼’와 ‘⑥又俗呼’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무엇

인지는 연구해 보아야 할 상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에 띄는 것은 “又俗呼L

훠L氊韈<  11ㄴ>”과 같이 한어계 외래어를 한 을 이용하여 표시한 경우도 

보인다는 이다.

‘⑧俗拜呼’의 경우는 주로 국에서의 언어  는 언어 사용상의 특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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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서는 ‘兄弟’를 ‘弟兄’으로 어순을 바꾸어 사용함으

로써 겸손함을 표시하는 한자어 용법을 소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것이 타당한 

해석이라면 이것은 역  등과 같이 국인을 상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0) ‘X ’를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①俗 (11): 江 LH L 今俗 川之大 皆曰江又水名<상 2ㄴ>/ 站 H역 R참 

俗呼水站馬驛亦曰站又俗 立曰站亦作	<  5ㄱ>/ 筵 L돗 L연 俗 宴席官話

稱筵<  6ㄴ>/ 植 L시L믈 H식 又俗 材木曰木植<하 1ㄴ> 등

②今 (2): 梲 H L H졀 梁上短柱卽侏儒桂今 屋山<  4ㄱ>/ 粮 LH식 L 

穀食今 納稅曰上粮納戶曰粮長<  10ㄴ> 등

③或 (1): 薍 R달 R란 葦屬或 之荻<상 4ㄴ>

④楚 (1): 虎 L갈R웜 R호 俗呼 虎又呼大虫楚 於菟<상 9ㄴ>

⑤齊魯 (1): 蟈 L머L구H리 H국 齊魯 蛙爲蟈<상 11ㄴ>

⑥所 (1): 黥 L피L조H L 刺字在面以墨漬染所 墨刑<하 13ㄱ>

‘X ’를 이용하여 X 자리에 오는 ‘俗’, ‘今’, ‘或’ 등에서 따라서 각각 시 에 

리, 재, 이따 처럼 사용 빈도나 사용 시기를 언 하고 있다. 이  ‘俗’, ‘今’은 

표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 이다. ‘或’은 말뜻에서와 

같이 표제자와는 다른 한자가 제시되어 있다. ‘⑥所 ’도 역시 세속에서의 일반

인 한자어 사용 정보를 나타내기 하여 사용한 표지이다. 

‘④楚 ’와 ‘⑤齊魯 ’는 역사  근거에 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26)에서 기

술하겠다.

(21) ‘X稱’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①俗稱(219): 霄 L하H L쇼 俗稱靑霄又霰也<상 1ㄱ>/ 晦 H그H믐 R회 俗稱月

盡又盡頭又大盡 盡<상 1ㄴ>/ 刻 R외H H 俗稱時刻晝夜百刻時分八刻子

午各加二刻又雕刻<상 1ㄴ>/ 峒 L R골 R 俗稱山峒通作洞又平聲崆峒山名

<상 2ㄱ> 등

②汎稱(22): 澤 H못 H 汎稱<상 3ㄱ>/ 疇 L이H L듀 汎稱<상 4ㄱ>/ 娘 L겨

H집 L 汎稱又伯父之妻曰伯娘又伯母<상 16ㄴ> 등

③總稱(14):  L목 R 總稱亦曰領<상 13ㄱ>/ 肩 L엇H게 L견 總稱俗呼肩膀肩

胛<상 13ㄱ>/ 奴 L남L진R L노 俗呼奴材又駒男駒女又總稱駒口<상 17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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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又稱(13): 莧 L비H를 R  俗呼莧菜又稱芢荷又L쇠L비H름曰馬齒莧<상 7ㄴ>/ 

� L목 H 俗呼� 又稱�子<상 13ㄱ>/ 心 L념L L심 又稱 LL L심 

心膓爲南主夏火主藏神<상 14ㄱ>/ 鼓 H붑 H고 又稱HL거H슬皆曰鼓兒<  

14ㄱ> 등 

⑤古稱(2): 伴 R벋 R반 俗呼火伴L동H모古稱伴當 稱 人<  2ㄱ>/ 贗 R거R즛 

R안 僞物R조L것 古稱廢帝爲贗天子<하 9ㄴ>

⑥自稱(2): 媽 H할H미 R마 庶人 自稱 曰媽<상 16ㄱ>/ 家 L집 L가 俗呼家

當自稱寒家寒居<  3ㄱ>

⑦或稱(1): 霖 L오H란H비 L림 俗稱淫霖厭之也或稱甘霖喜之也<상 2ㄱ>

⑧俗又稱(1): 産 L나L R산 俗又稱半山L아H기H디H다<상 17ㄴ>

⑨又泛稱(1): 婢 R겨H집R R비 人之婢曰女使又曰梅香汎稱曰妮子妮音尼<상 

17ㄱ>

⑩今稱(1): 校 HL R교 夏學名今稱國子監鄕學曰泮宮汎稱學 又校 <상 17ㄴ>

⑪俗人稱(1): 黶 R사H마H괴 R염 俗人稱黑子<  16ㄴ>

⑫俗戱稱(1): 窠 H깃 L과 鳥巢在穴曰窠又俗戱稱娼妓曰俊窠子<하 4ㄱ>

⑬互稱(1): 牡 H수 R모 禽曰雌雄獸曰牝牡或禽獸互稱<하 3ㄴ>

‘X稱’으로 된 것은 ‘X呼’로 제시된 것 다음으로 많은 를 보이는 유형이다. 

이  사용례가 많은 것으로 ‘①俗稱’, ‘②汎稱’, ‘③總稱’, ‘④又稱’ 등이 있는데, 

이들은 표제어 자체에 한 풀이를 한 것과 표제어의 활용에 한 것으로 나

어 이해해 볼 수 있다. 

먼  표제어 자체에 한 풀이를 한 것은 ‘②汎稱’, ‘③總稱’이 해당한다. 이것

은 표제자가 지닌 의미  범  등을 표시한 것이다. ‘⑨又泛稱’도 이에 바탕하여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①俗稱’은 세속에서의 일반 으로 쓰이는 한자 는 한자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④又稱’은 표제어와 련한  다른 한자어 등을 제시하

는 것이다. ‘⑧俗又稱’, ‘⑪俗人稱’, ‘⑤古稱’, ‘⑩今稱’, ‘⑫俗戱稱’은 이런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⑥自稱’과 ‘⑬互稱’은 제시된 정보를 통하여 악하건  표제자가 포

함되는 한자어가 어떤 경우에 쓰이는 것인지에 한 맥락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에 한 정 한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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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X云’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①一云(9): 豌 HL L완 一云 L강L남L L완<상 7ㄱ>/ 犀 H므H쇼 L셔 似

水牛一云似豕蹄有三甲頭如馬水犀三角山犀二角<상 10ㄱ>/ 腢 L엇H게 R우 一

云肩頭或云肩骨<상 13ㄱ> 등

②或云(3): 稷 H피 H직 俗呼稷子苗穗似 或云秈黍也或云卽摖也<상 7ㄱ>/ 腢 L

엇H게 R우 一云肩頭或云肩骨<상 13ㄱ>

③方文云(2): 梣 L므L H  H 方文云秦皮俗呼苦裏木<상 6ㄱ>19)/ 痓 L등L고

H H딜 方文云强痓<  16ㄴ>

④又云(1): 伯 LL아L자H비 H 俗呼伯父又云伯伯又弟之妻呼夫之兄曰 伯<상 

16ㄴ>

⑤方書云(1): 藍 L족 L남 俗呼 藍方書云蔘藍又LL曰大藍方書曰板藍<상 5ㄱ>

⑥醫方云(1): 髏 L머H릿LL골 L루 醫方云天靈盖俗稱髑髏骨<상 14ㄴ>

이 게 ‘X云’으로 제시된 것은 ‘①一云’으로 제시된 것이 가장 많고, ‘②或云’, 

‘③方文云’ 등의 순서로 나타난다. 이들은 복수 훈의 제시, 표제어와 련한 한

자어의 사용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에 띄는 것은 이처럼 ‘云’으로 제시된 것 가운데에서는 ‘③方

文云’, ‘⑤方書云’, ‘⑥醫方云’과 같이 의서 내지 약학서와 련되는 기술이 포함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인다는 이다. 이들은 ｢범례｣에서 제시한 기술과의 상 성

을 생각해 볼만 들인데, 이 기술과 련되는 醫員들은 병명, 신체명, 약명을 

두루 알아야 하는 문인들이기에 이 분야들과 련되는 한문으로 된 서 을 읽

어야 하는 필요성이 높다는 을 생각하며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藍 L족 L남 俗呼 藍方書云蔘藍<상 5ㄱ>”에서 ‘俗呼 藍’이 보이는 것은 俗呼

로 제시된 것이 한어에서 사용되는 어휘를 보이는 것이라는 에서 국 쪽에서 

유통되는 약재명을 의원들이 알아야 함을 고려하여 반 해 놓은 정보인 것으로 

악할 수 있다.

(23) ‘X作’을 이용한 정보 제시 유형

①書作(3):  L죠L L로 俗呼瓠又書作胡盧葫 <상 4ㄴ>/ 蝥 R갈H외 L모 

19) <동 본>에는 음훈이 “L므L H  H진”으로 실려 있어서 음이 다른데 ‘진’은 한어 근

음에서의 변화를 반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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俗呼螌蝥書作斑猫<상 12ㄱ>  ※俗書作(1): 蝜 L쥐L며H느H리 H부 俗書作鼠

婦<상 11ㄴ>

②本作(2): 魨 L복 L돈 俗呼魨魚又呼魺字本作河豚又L믈R아H치曰江豚<상 11ㄱ>/ 

衏 H녀H계 R원 俗稱䘕衏本作行院北京南北西三院有妓其夫皆 工<  2ㄱ>

③正作(1): 脿 HH질 L표 馬肥也正作臕脂臕肥也<하 4ㄱ>

‘X作’의 형태로 제시된 정보는 한자어의 사용이나 한자 사용과 련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①書作’은 내용을 보면 ‘俗呼’로 제시된 정보와 를 이루고 있

는 양상이 보이는데 이로 보건  구어에서 유통되는 것과는 달리 문어상으로는 

‘書作’ 이후의 것을 사용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이 맞다면 ‘①書

作’은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참고가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②本作’은 앞에 제시된 ‘俗呼’ 는 ‘俗稱’에서 제시된 한자어와 달

리 원래 쓰 던 한자어가 어떤 것인지를 제시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 이 

한 뒤에 제시된 정보가 이 보다 쓰이는 경우는 었지만 그것이 바탕이 되는 

어휘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된다.

끝으로 ‘③正作’의 경우는 ‘脿’는 ‘臕’로 쓰는 것이 올바름을 표시한 것으로 한

자 사용에 한 규범 인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臕’는 �廣韻�에 수록된 한자이

나 ‘脿’는 그 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 의 운서에서도 이 한자가 실린 경우는 

보이지 않는다.20) 따라서 ‘臕’가 正字로 간주되었던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24) 사람들의 사용 양상 련 정보 제시 유형

①俗訛(1): 柮 L불L휫L들L궐 H돌 榾柮木頭俗訛爲骨董<하 3ㄴ>

20) �康熙字典�(1716)에 따르면 ‘臕’에 해서는 “【廣韻】 甫驕切 【集韻】 【韻 】 悲嬌切 【正

韻】 遙切, 音鑣｡ 【廣韻】 脂臕, 肥貌｡ 【六書放】 肥盛也｡”의 정보가 실려 있다. 그러나 ‘脿’

에 해서는 “【篇海】 同臕｡ 又地名｡ 今雲南有祿脿巡檢司｡”와 같은 정보가 실려 있는 정

도이다. 한 이곳의 정보에서 볼 수 있듯이 ‘脿’는 지명으로 쓰이는 경우도 많아 ‘肥’의 

의미로만 온 히 쓰이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도 하고 ‘脿’가 실

리게 된 것은 언 들이 획수가 간단한 이 자를 일상 으로 쓰는 빈도가 높음을 반 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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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泛 (1):  H H쌰 泛 則去聲 物則入聲<하 5ㄱ>

③吏語(3): 繳 H주H살 H쟉 又上聲音皎紩衣也吏語繳報L마HL오H다<  9ㄱ>/ 

驅 R몰 L구 策馬求行又吏語奴婢曰驅口<하 4ㄴ>/ 奪 L아L H탈 又吏語定

奪 裁決之意<하 11ㄱ>

④今用(1)[ 재의 쓰임]: 毛 L터H럭 L모 毫毛又 也又河朔 無曰毛今用沒字<하 

1ㄴ>

⑤時用(1)[늘 사용]: 鍋 L가H마 L과 漢俗時用<  6ㄱ>

⑥俗釋(1)[세속의 의미 사용]: 義 L마H  R의 又本國俗釋 H클R의 行事得宜曰

義又節行也義士<하 11ㄴ>

이어서 사람들이 표제자를 사용하는 양상과 련한 정보를 제시한 것들이 일

부 보인다. 여기에서 ‘①俗訛’는 흔히 보이는 잘못된 사용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

며, ‘②泛 ’은 일반 인 사용 양상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③吏語’는 吏胥들

의 한자어 사용에 한 것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④今用’은 재의 

쓰임을 제시한 것이고, ‘⑤時用’은 종종 쓰임을 제시한 것이며, ‘⑥俗釋’은 세속

에서의 의미 사용을 드러낸 것이다.

여기에서 ‘③吏語’는 최세진이 하  리에 해당하는 吏胥들을 특히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앞서서 醫員들의 한자  한자어 사용과 

련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과 연  지어 생각해 볼 정보 제시의 라고 할 

수 있다.

(25) 사용 지역ㆍ계층 련 정보 제시 유형 유형

①本國(6): 檿 R L R염 本國俗呼L H지L나L모<상 5ㄴ>/  H믓L L계 

本國又呼H듬L부H기 L계<상 9ㄴ>/ 棚 R가H개 L 如本國遮楹又山臺曰鼇棚

<  3ㄴ>/ 義 L마H  R의 又本國俗釋 H클R의 行事得宜曰義又節行也義士

<하 11ㄱ>

②國語(5): 蔢 H박L핫 R  國語又呼LL<상 8ㄱ>/ 姑 L아HH미 L고 父之

姉妹曰姑姑又姑娘又夫之母姑國語H할H미 L고<하 16ㄴ>/ 寢 H몸H채 R침 正

寢又臥也國語L잘H침<  3ㄱ>/ 門 L문 L문 俗呼門子在外爲門國語L오L래L문

<  4ㄱ>/ 舵 L  H타 國語又呼H치亦作柁<  12ㄴ>

③國音(2)/本國音(1): 厠 R뒷H간 H치～R뒷H간 H 國音H측俗呼厠屋又茅厠又

間雜也<  3ㄴ>/ 鎌 H낟 L렴 國音L겸俗呼鎌 <  8ㄴ>/ 貉 L우L슭 H학 本

國音H락俗呼山獺又呼睡貉子<상 10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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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漢人(2): 碇 L닫 H 漢人亦曰鐵猫亦作矴<  12ㄴ>/  L불L뭇H골 R패 俗

稱風箱漢人行爐以皮爲之<하 7ㄴ>

⑤中呼(2): 櫟 H덥H갈L나L모 H륵 關中呼柞爲櫟<상 6ㄱ>/ 鶿 L가L마H오H디 L

 俗呼水 鴉亦呼鸕鶿峽中呼造塊<상 9ㄴ>

⑥北方(1): � H L패 大桴北方呼�<  12ㄴ>

⑦南方(1): 筏 H H벌 南方呼筏<  12ㄴ>

⑧河北(1): 飱 H믈LH밥 L손 水和飯又夕食又河北呼食曰飱<  10ㄱ>

⑨官話稱(1): 筵 L돗 L연 俗 宴席官話稱筵<  6ㄴ>

(25)는 사용 지역 는 사용 계층과 련한 정보를 제시한 것이다. ‘①本國’과 

련해서는 ‘本國俗呼’ 는 ‘本國又呼’와 같은 방식으로 정보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무표 으로 ‘俗呼’ 는 ‘又呼’가 제시된 것과는 성격

이 같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⑥北方’, ‘⑦南方’, ‘⑧河北’은 국의 지역에 따른 표제어와 련된 

사용 양상을 제시한 것이다. ‘⑤中呼’은 를 보면 “關中呼”, “峽中呼”와 같은 

정보 제시가 보이는데 이것은 각각 ‘關 지역에서’, ‘峽 지역에서’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어서 ‘④漢人’는 국인들이 일반 인 쓰임을, ‘⑨官話

稱’은 화에서의 쓰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볼 때 최세진이 국에서의 지역 , 계층  한자  한자어 사용에 

한 정보를 제시할 정도로 국에 한 정보를 제시하는 데에 애착을 지니고 있

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양상은 �훈몽자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 요한 요

소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26) 유래  기원 시  표시를 통한 정보 제시 유형

①楚人(2)/楚(1): 豨 H돋 H희 楚人呼豬曰豨<상 10ㄱ>/ 㝅 H졋L머L길 R뉴 楚人

乳曰㝅<상 17ㄴ>/ 虎 L갈R웜 R호 俗呼 虎又呼大虫楚 於菟<상 9ㄴ>

②齊魯(1): 蟈 L머L구H리 H국 齊魯 蛙爲蟈<상 11ㄴ>

③秦(2): 王 R님H굼 L 三代天子稱王自秦以後列國稱王又去聲王天下<  1ㄱ>/ 

圄 H옥 R어 拘罪人 秦曰囹圄<  5ㄴ>

④周(2): 序 HL R셔 周學名又次序<상 17ㄴ>/ 宰 RH R 周官冢宰又制

也<  1ㄱ>

⑤商(1): 庠 HL L 商學名<상 17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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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夏(1): 校 HL R교 夏學名今稱國子監鄕學曰泮宮汎稱學 又校 <상 17ㄴ>

⑦漢書(1): 堗 R굴 R돌 漢書曲堗卽烟囱也<  5ㄴ>

⑧禮記(1): 禮 H례H수 H례 又H H례書名禮記周禮 禮<상 18ㄱ>

⑨周禮(1): 禮 H례H수 H례 又H H례書名禮記周禮 禮<상 18ㄱ>

⑩ 禮(1): 禮 H례H수 H례 又H H례書名禮記周禮 禮<상 18ㄱ>

⑪毛詩(1): 詩 H H월 L시 毛詩俗稱詩經又詩句<상 17ㄴ>

⑫尙書(1): 書 H H월 L셔 尙書俗稱書經又寫字亦曰書字<상 17ㄴ>

⑬詩經(1): 詩 H H월 L시 毛詩俗稱詩經又詩句<상 17ㄴ>

⑭書經(1): 書 H H월 L셔 尙書俗稱書經又寫字亦曰書字<상 17ㄴ>

⑮文宗御釋(2): 藻 H R조 海藻又水草文宗御釋L말R왐R조初學字 同<상 5ㄱ>/ 

蘋 L머L구H릐H밥 L 大萍也沉曰蘋浮曰藻文宗御釋及字 L말R왐 L빈<상 5ㄱ>

⑯初學字 (4): 藻 H R조 海藻又水草文宗御釋L말R왐R조初學字 同<상 5ㄱ>/ 

傭 L삭L바H L 役賃 顧作 初學字 云L다H므L사R리 L용<  1ㄴ>/ 雇 

L삭L바H R고 客作 初學字 云 L다R므L사H리 R고<  1ㄴ>/ 蒱 L L

포 初學字 樗蒲<하 10ㄱ> 

⑰譯語指南(1): 杼 L북 R뎌 譯語指南云LHL집<  9ㄱ>

   

(26)의 들은 표제자에 련하여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어디에서 유래하 는

지를 표시한 것들이다. 이에는 국의 왕조, 典籍에 해당하는 것이 그 수효는 

어도 상당히 많은 종류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에 한 것도 ‘⑮文宗御釋’

과 ‘⑯初學字 ’, ‘⑰譯語指南’에 한 것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해당 정보의 출처에 한 것은 “虎 L갈R웜 R호 俗呼 虎又呼大虫楚

於菟<상 9ㄴ>”와 같이 ‘楚 ’로 표시된 ‘菟’에 하여, �集韻�에서 “同都切, 音

徒｡ 楚人 虎爲於菟｡”와 같은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 다른 것들에 한 정보의 출처도 이와 같이 을 검토하여 찾아

본다면 �훈몽자회�에 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 나오며

이 은 �훈몽자회�의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를 분석 으로 악하여 이 학습

서를 구조  에서 이해하고 각 부문에 수록된 한자  련 정보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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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훈몽자회�를 한자를 매개로 하여 의미, 음, 자형, 한자어 등에 한 정보를 

종합 으로 제시하고 있는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여 보고자 하는 것을 목 으로 

한 것이었다. 이를 하여 먼  ｢引｣, ｢凡例｣ 등을 비롯한 체 구성을 살피고 

각 부분의 내용을 살피고 이 가운데에서 �훈몽자회�의 구조 이해와 련되는 기

술을 이해해 보았다. 그런 다음에 순차 으로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의 분석을 

통하여 수록자를 이해하여 보았다.

｢引｣을 보면 �훈몽자회�가 신하가 임 에게 올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학

습 상으로 설정된 상은 아동뿐만 아니라 사리에 어두운 사람까지 언 하고 

있으며, �훈몽자회�가 �천자�와 �유합�의 학습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웠던 자와 

사물 모두를 이해함으로써 조수와 목의 이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하여 경서와 

사서의 여러 책을 실질 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해 나가는 데에 목표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범례｣에서는 �훈몽자회�의 구조, 편찬 목 , 활용에 한 언 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4항과 제6항에는 표제자의 선정과 련한 거시 구조 차원의 

기술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를 통하여 實字 심의 자서 편찬이 이루어진 것임

을 천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시 구조와 련한 기술은 제3항, 제5항, 제7

항, 제8항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 이곳의 기술로부터 �훈몽자회�에서는 다의어의 

양상을 충실히 반 하되, 특별하고 구체 인 의미를 우선하는 형태로 의미를 제

시하고 다의어의 경우 �훈몽자회�에서 제시한 뜻이 표제자가 지닌 일상  의미

가 아닐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한자음의 처리는 규범 인 방향에서 이

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漢語에서 쓰이는 한자어라도 조선에서 유통되었을 

법하거나 한어를 배우는 사람을 한 한자어를 제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리고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 모두에 해당하는 기술이 제1항과 제2항에서 이루어

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자어 가운데 허자가 연철되어 이루어진 복합어와 련

한 표제자 선정과 한자어 제시에 한 기술이 되어 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거시 구조를 보면 ｢상권｣과 ｢ 권｣은 實字 심으로 구

성되어 있고 ｢하권｣은 半實半虛字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상권｣과 ｢ 권｣의 實

字는 器皿>身體>地理>人類>蜫蟲>天倫·宮宅>禽鳥·官衙·服飾>食饌·疾病>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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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草卉·蔬菜·獸畜·軍裝>樹木·菓實·鱗介>儒學·書式·舟船·金寶>禾穀·車輿·鞍

具·彩色· 帛·喪葬>花品·音 의 순으로 표제자의 개수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하권｣의 半實半虛字도 의미를 기 으로 하여 살펴보면 人類에 부문이 압도 으

로 많은 가운데 花品·草卉·樹木·菓實·禾穀·蔬菜>食饌>器皿>服飾>宮宅 등이 상

당한 수 에서 비슷한 정도로 표제자가 실려 있다. 따라서 표제자가 어떤 부문

에 속하는 것일지를 통하여 표제자의 성격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이런 표제자를 훈의 양상을 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상권｣과 ｢ 권｣은 불변

어의 비 이 각각 95%와 93% 이상으로 압도 이나 ｢하권｣은 31% 정도에 그쳐

서 ｢하권｣은 가변어의 비 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상권｣과 ｢ 권｣

은 명사나 부사 심의 구성을 이룬 반면에 ｢하권｣은 동사나 형용사 심의 구

성을 이룬 것임을 보이는 것이다. 이로써 단하건  한문 학습의 에서 볼 

때에는 주어, 목 어의 역할을 하는 것을 먼  학습한 후에 서술어의 역할을 하

는 것을 나 에 학습하는 형태로 �훈몽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것은 ｢하권｣에서 人類 부문의 표제자가 많이 수록된 것과 련지어 보면 

그만큼 인간과 련한 서술 동사 는 형용사가 많음으로 이해하여 볼 수 있다.

�훈몽자회�의 표제자를 보면 부문명으로 제시된 한자 가운데에 理, 花, 品, 草, 

卉, 樹, 木, 菓, 禾, 穀, 蔬, 菜, 禽, 鳥, 獸, 鱗, 介, 蜫, 蟲, 學, 式, 人, 器, 皿, 服, 

飾, 裝, , 語는 ｢하권｣의 표제자로 올라 있으며, 倫, 類, 宅, 彩, 色, 音, 喪, 雜

은 아  표제자로 올라 있지도 않다. 이는 체계 인 학습을 염두에 둔 학습서로

서는 흠결이 되나 도리어 �훈몽자회�의 표제어 선정과 련한 원칙과 연결하여 

이해해 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특징이다. 이처럼 부문명과 련되는 것은 아  

주석을 제시하지 않거나 ‘總名’, ‘皆’ 등과 같은 말을 써서 범주  개념을 제시하

는 넓은 지시 상을 가짐을 표시하여 그 의미가 기술되어 있는 것이 에 많이 

띈다.

미시 구조에 한 분석은 ①표제자  한자 사이의 련성 정보, ②한자음 

 성조 련 정보, ③한자어 사용, 의미, 사용 범 , 사용 분야 련 정보를 다

룬 것으로 나 어 살펴보았다. 이들 정보가 제시되는 데에는 특정 표지가 동원

되는 경우가 많다. ①과 련해서는 ‘X作’, ‘ X同’, ‘X……亦曰X’, ‘X……亦曰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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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쓰이고 있으며, ②와 련해서는 ‘又音’, ‘音’, ‘正音’, ‘本音’, ‘漢俗音’, ‘又X聲Y’ 

등이 쓰이고 있으며, ③과 련해서는 ‘X名’, ‘X曰’, ‘X呼’, ‘X ’, ‘X稱’, ‘X云’, ‘X

作’ 등과 련한 표지가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런 표지를 통해서 략 으로 주

석을 통해 제시하는 정보가 어떤 것과 련되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지를 가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해당 정보가 표제자와 련되는 것인지 주석 속에서 제시

하고 있는 한자에 련되는 정보인지를 단정 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주석의 내용에 맞게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미시 구조를 통해서 �훈몽자회�에서는 한자의 자형, 음, 의미, 한자로 

이루어지는 한자어 등에 한 정보를 종합 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국에서 쓰이는 한자어와 한자음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지 않아 

국어 학습과 국에서의 어휘 수입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어서 

‘本國’, ‘國語’, ‘國音’, ‘文宗御釋’, ‘初學字 ’ 등을 통하여 국어 내에서의 특징 인 

사용 양상이나 이  문헌에서의 기술 양상과 련한 것도 제시하고 있다.  드

물기는 하지만 ‘北方’, ‘河北’과 같은 말로써 국의 지방에서 보이는 사용 양상

도 제시하고 있어서 국 문가로서 최세진의 면모가 드러나기도 한다. 더불어 

국에서의 유래  는 경 을 읽는 것과의 련한 정보를 ‘周’, ‘尙書’ 등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도 에 띄는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미시 구조를 보면 의학서, 약학서, 서식, 吏語에 해당하는 정보가 

제시된 것이 상당히 에 띈다. 이것은 문 분야의 쓰임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인데, 그만큼 최세진이 �훈몽자회�를 통하여 이와 같은 분야의 실용

인 정보를 제시하려고 노력하 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俗呼’ 등의 표지로 

제시되는 국 련 기술과 련하여 이해를 하여 볼 수 있다. 국 련 기술

은 漢語를 배우고 구사해야 하는 역 들이나 국의 문물을 알아야 하는 문인

들에게 요긴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을 염두에 두고 종합하여 본다면 

최세진은 한자와 한문이 필요한 계층  주로 인 계층이 담당하게 되는 업무

에도 도움이 될 만한 실용 인 지식을 �훈몽자회�를 통하여 제시해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단하여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은 아직은 보완해야 할 이 많은 보 인 것이다. 그러한바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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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후속 연구를 통해 정 함을 기하고 인  분야와의 합을 시도하여 종합

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훈몽자회�의 성격을 입체 으로 이해하

고 이 문헌이 지닌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거나 확인하여 이 문헌의 면모가 더 드

러나고, 국어사 연구에도 효과 으로 이용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 본다.

주제어 : 훈몽자회, 거시 구조, 미시 구조, 한자, 훈의 양상, 한자음, 사용례, 

사용 범 , 사용 분야, 사용 계층

투고일(2021. 4. 30),  심사시작일(2021. 5. 4),  심사완료일(2021.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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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Macro-Structure and Micro-Structure and Entry of 

Chinese Characters in Hunmongjahoe(訓蒙字 )

Yi, Junhwan *

21)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tically understand the macro-structure and 

micro-structure of Hunmongjahoe and to look at the Chinese characters and related 

information in each section. To these goal, I first examined the overall composition, 

including the introduction and legend, and examined the contents described in each 

section, and understood the technical contents rela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the Hunmongjahoe. Then, sequentially, the macro-structure and micro- 

structure were analyzed to understand the subjects. The contents described in the 

introduction show that the purpose of this book is to expand the compilation of various 

books, such as Confucian scriptures and history books, into something that can actually 

be understood. The legend refers to the structure, purpose, and utilization of the 

Hunmongjahoe, which faithfully reflects the aspects of polysemy, but suggests meaning 

in a form that prioritizes special and specific meanings. Furthermore, the processing of 

Chinese consonants is in a prescriptive direction, and even Chinese characters used in 

Chinese can be found to have been circulated in Joseon or suggest Chinese characters 

for those learning Korean. In relation to macrostructure, Volume one and Volume two 

are composed of vocabulary with specific instruction targets. And the Volume three is 

composed of vocabulary without specific instruction targets. Looking at this composition, 

focusing on meaning's aspect, it was found that the proportion of immutable words in 

the Volume one and Volume two was overwhelming with 95% and 93%, respectively, 

but only 31% in the Volume three, indicating that the proportion of variable words is 

high. This shows that Volume one and Volume two are composed of noun or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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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rb-centered compositions, while Volume three are composed of verb or 

adjective-oriented composi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n microstructure can be 

understood by dividing it into information on the relevance between the subject and 

Chinese characters, information on the sound of Chinese characters and intonation, 

Chinese language usage, meaning, scope of use, and field of use. It can also be seen 

that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Chinese vocabulary and he sound of Chinese 

characters used in China are also presented. These aspects show that learning Chinese 

and importing vocabulary from China were in mind. Subsequently, through marks of the 

home country(本國), Korean Language(國語), the sound of Korean language(國音), 

Munjongeoseok(文宗御釋), Chohakjahoe(初學字 ), the characteristic aspects of use in 

the Korean language and the aspects described in the previous period of literature are 

also presented. And it is quite noticeable that information corresponding to medical 

books, medicine books, forms, and the language of officials(吏語) is presented. These 

are understood to be the use of professional fields, and it can be seen that Choe Sejin 

wanted to present practical knowledge that would be helpful to the middle class in need 

of 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writing.

Key Words : Hunmongjahoe, macro-structure, micro-structure, Chinese characters, 

meaning’s aspect, sound of Chinese characters, usage, scope of use, 

field of use, usage cla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