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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동기와 목적
요즘 이체자(異體字)에 대한 논문이 매우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아
마도 고서적(古書籍)을 판독하고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필
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최근 발표된 일련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실제
로 이체자를 찾아내고 정리하는 방면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과 이론들을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체자가 무엇인가에 대
한 정의와 분류에 있어서는 아직도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


* 충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조교수

- 1 -

특히 이체자의 정의에 있어서 대략 모두 ‘자음(字音)과 자의(字意)는 동
일하나 자형(字形)이 다른 글자들’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이체자를 살펴보면, 埜와 野는 이체자이지만 고금자(古今
字) 관계이고, 獻과 獻의 관계는 정자(正字)와 속자(俗字) 관계이었지만 현
재 중국에서는 간화자(簡化字)가 만들어진 이후에는 獻을 正字로 사용하고
있고, 대만에서는 여전히 獻을 獻의 이체자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체자는 위에 말한 단순한 한 가지 조건만 충족시키기만 하면 이체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두 글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논문들은 이와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개념들 즉, 俗字(俗體․破體)․或體․重文․異文․譌字(誤字)․別
字․假借字․通假字․古今字․後起字(累增字, 分別文)․後起本字․繁簡字․
避諱字․通用字․同形字 등과는 구체적으로 비교하지 않고 있어 그 상호
관계가 모호하고, 이체자가 과연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 수 없다.
분류에 있어서도 단순하게 字形 구조에 따라 ‘형부(形符)가 다른 경우’․
‘성부(聲符)가 다른 경우’․‘형부(形符)와 성부(聲符)가 모두 다른 경우’로 나
누거나, 字意(용법)가 완전히 일치하는가에 따라 협의(狹義)이체자․부분(部
分)이체자로 나누는(裘錫圭1994:234) 등, 그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표면적인 일부 결과만을 비교하여 이체자가 무엇인가를 오히려 더욱 혼란
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체자와 관련 있는 일련의 용어들과 비교하여 이체
자라는 개념과 그 유관 개념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 실상을 밝혀 보
려고 한다.

2. 연구 방법과 범위
이체자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과 관련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체자
실례를 들어 시기별로 자서(字書)를 비교․검토하여 공시적인 측면과 통시
적인 측면에서 몇몇 글자가 어떻게 異體字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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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해가는가 그 변천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참고할 字書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①≪說文解字≫ 동한(東漢) 100년에 허신(許愼)이 편찬하고, 현재 통용되
고 있는 판본은 大徐本으로 송(宋) 986년에 서현(徐鉉)이 교정하였다. 이하
≪說文≫이라 약칭한다.
②≪大宋重修廣韻≫ 宋 1008년에 진팽년(陳彭年) 등이 교정하였다. 이하
≪廣韻≫이라 약칭한다.
③≪大廣益會玉篇≫ 남조(南朝) 梁 武帝 543년에 고야왕(顧野王)이 편찬
하였고,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판본은 宋 1013년에 진팽년 등이 재편찬한
것이다. 이하 ≪玉篇≫이라 약칭한다.
④≪類篇≫ 송 1039년에 왕수(王洙) 등이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 송
1066년에 사마광(司馬光)이 정리하여 완성하였다.
⑤≪集韻≫ 송 1037년에 정도(丁度) 등이 시작하고, 그 뒤를 이어 송
1067년에 사마광(司馬光)이 정리하여 완성하였다.
⑥≪古今韻會擧要≫ 원(元) 1297년에 웅충(熊忠)이 편찬하였다. 이하 ≪
古今≫이라 약칭한다.
⑦≪洪武正韻≫ 명(明) 1375년에 악소봉(樂韶鳳) 등 11인이 편찬하였다.
이하 ≪洪武≫라고 약칭한다.
⑧≪字彙≫ 명 1615년에 매응조(梅膺祚)가 편찬하였다.
⑨≪康熙字典≫ 청 1716년에 장옥서(張玉書)등이 편찬하였다. 이하 ≪康
熙≫라고 약칭한다.
⑩≪漢韓大辭典≫ 1988년에 장삼식(張三植)이 한국 삼성출판사에서 출판
하였다. 물론 우리가 고서(古書)를 읽는 데에 필요한 漢字와 字意를 총망라
하고 있어 편리하기는 하지만, 여기에 수록된 자의(字意)는 고대에서 현재
까지 시기 구분 없이 모두 수록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
지 않는 많은 한자(漢字)도 수록하고 있어 현재를 대표한다고 말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이하 ≪漢韓≫이라고 약칭한다.
⑪≪國語日報辭典≫ 1978년에 대만 국어일보부설출판부에서 출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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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출판된 많은 字典과 사전(辭典) 중에서 이 사전을 택한 이유는 이
사전을 제외한 나머지 사전들은 사실상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의(字意)보다
는 古代에 사용되었던 여러 字意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고 있어 현재 상
황을 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하 ≪國語≫라고 약칭한
다.
⑫≪現代漢語詞典≫ 1996년 중국 商務印書館에서 출판되었다. 이 사전도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택하게 되었다. 이하 ≪漢語≫라고 약칭한다.
이와 같은 비교 과정을 통하여 단순하게 A는 B의 이체자라고 말하는 것
이 얼마나 모호한 것이고, 이체자 관계를 설명할 때에 시기와 지역이라는
조건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밝혀 보려고 한다. 아울러 이체자라는 개념을 통
하여 나타나는 중국 문자의 특성도 살펴보려고 한다.
이체자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여러 다른 개념들과 서로 얽혀 있어서 그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서술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이체
자가 거의 모두 正字 또는 本字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데, 편의상 이체자
와 관련된 용어를 대략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비교 검토해 보려고 한다.
첫째 ‘正字와 상대되는 개념’ 俗字(俗體․破體)․或體․重文․異文․別字․
譌字(誤字) 등을 먼저 살펴보고, 둘째 ‘本字와 상대되는 개념’ 假借字․通假
字 등을 살펴보고, 셋째 ‘正字나 本字와 상관없는 개념’ 古今字․後起字(累
增字․分別文)․後起本字․繁簡字․避諱字․通用字․同形字 등을 살펴보려
고 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다루게 되면 편폭이 너무 길어지
게 되므로 편의상 두 편의 논문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
각되어 본고에서는 첫 번째 경우 ‘正字와 상대되는 개념’을 중심으로 서술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논문에서 논하려고 한다.

3. 정자(正字)와 상대되는 개념
馬文熙․張歸璧(1996:62)은 정자(正字)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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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字는 正文, 正體라고도 한다. 漢字 중에서 필획 구조가 자서(字書)의 규
범에 부합하는 표준 자형을 말한다. 別字․譌字․俗字․異體字․異文 등과
區別된다.

이상과 같이 正字를 字書의 규범에 부합하는 標準 字體라고 할 때 이와
구별되는 俗字(俗體, 破體)․譌字(訛字․誤字)․別字(白字)․異文이라는 용
어 외에도 ≪설문해자(說文解字)≫와 관련하여 或體․重文이라는 용어가 있
는데, 과연 이들은 異體字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2.1 俗字(俗體, 破體)
속자(俗字)에 대하여 馬文熙․張歸璧(1996:66)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俗字는 속체(俗體)․파체(破體)․수두자(手頭字: 일상적으로 필기할 때 간
단히 쓰는 약자)라고도 한다. 正字에 相對되는 글자이다. 옛날 민간에서 유
행하던 통속문자를 말한다. 대부분 자서(字書)의 서법과 다르고 필획이 비교
적 적은 간체자(簡體字)이며, 상류 사회에 의해서 중시받지 못해서 俗字라
부른다. 예를 들면 ……獻(獻), 荅(答), 胆(膽) 등과 같은 俗字들은 六朝 시기
에 벌써 출현하였다.

≪中國大百科全書≫(1988) 語言․文字편에는 “俗字”라는 항목은 보이지
않고, “俗體”만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俗體는 민간에서 손으로 쓴 字書의 書法과 맞지 않는 漢字 字體를 말한
다. 예를 들면 盡을 盡으로 備를 備로 …… 쓰는 글자들이 있다. 속체자는
六朝부터 벌써 비각(碑刻)에 사용되었고, 隋唐시대에 이르러서는 속체자가
더욱 많아졌다. 속체자의 가장 큰 특징은 필획이 변화하는 것이고, 어떤 글
자들은 성부(聲符)도 변화가 생긴다. 예를 들면 燈을 灯으로, 墳을 墳으로,
驢를 驢로, 遷을 遷으로 쓰는 데 이 모두가 俗體이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속자 灯과 정자 燈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類篇≫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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燈의 正字가 鐙이라는 기록이 처음 나타나, 세 글자를 대상으로 하여 통시
적으로 여러 字典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說文≫을 보면

(鐙)만 수록되어 있고, 錠이라 해석하고 있다.

(錠)은 또 鐙이라 해석하고 있다. ≪說文≫(大徐本)의 徐鉉의 말에 의하면,
“등잔 안에 등불을 두니 鐙이라 한다. 요즘 속자로 燈이라 쓰는데 잘못이다
(錠中置燭, 故謂之鐙. 今俗別作燈, 非是)”라고 하므로, 宋대에서는 鐙은 正字
이고 燈은 俗字라고 말할 수 있다. 淸대 段玉裁의 ≪說文≫ 注를 보면 “祭
器”라고 한다. ≪說文≫과 같이 호훈(互訓)하는 경우에는 鐙의 의미가 ‘등불’
인지 ‘제기’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없다.
② ≪廣韻≫의 平聲 ‘登’韻을 보면 燈이 수록되어 있는데 ‘등불(燈火)’라고
하고, 去聲 ‘嶝’韻을 보면 鐙이 수록되어 있는데 ‘등자鐙子(鞍鐙:말 안장 양
쪽에 있는 두 발로 디디는 제구)’라고 한다. 그러므로 ≪廣韻≫에서는 燈과
鐙을 다른 글자로 수록했다고 말할 수 있다.
③ ≪玉篇≫을 보면 鐙․燈․灯 모두 수록되어 있다. 鐙과 燈의 발음은
같으나 뜻은 각각 鐙은 ‘등잔(錠)’이고 燈은 ‘등불(燈火)’이다. 또 鐙에 또 다
른 발음(多鄧切)이 있으나 이에 상응하는 뜻에 대한 설명은 없다. 灯의 발
음은 的庭切로 鐙(燈)과 다르고, 뜻은 ‘불(火)’이다. 그러므로 ≪玉篇≫은
鐙․燈․灯을 모두 각각 다른 글자로 수록했다고 말할 수 있다.
④ ≪類篇≫을 보면 鐙․燈․灯 모두 수록되어 있다. 鐙에는 두 가지 발
음이 있는데 鐙1은 燈과 발음과 뜻이 같고, 鐙2는 去聲으로 ‘마구馬具(馬鞴
具)’라고 하고 또 ‘제기祭器(豆)’라고 한다. 燈은 “등잔이다. 鐙은 부수를 火
로 하기도 하지만 같은 글자이다(錠也. 鐙或從火, 文一)”라고 하므로 燈은
鐙1의 속자(俗字)라고 말할 수 있다. 또 灯은 “불이 세차다(火烈)”라고 하므
로, ≪類篇≫은 鐙․燈과는 별개 글자로 수록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사詞(단어)라는 시각에서 보면 鐙1과 鐙2는 발음과 뜻이 다르므로 다른
단어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燈은 鐙1의 속자(俗字)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또한 동형자(同形字)라는 개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즉 鐙1은 ‘등잔을 만
든 재질’에 초점을 맞추어 金을 부수로 하였고 燈은 ‘등잔이 밝으므로 불과
관계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火를 부수로 하였으므로 이체자 관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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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鐙2는 鐙1과는 다른 착상(아마도 ‘말을 탈(登) 때 쓰는 쇠붙이(金)로 된
도구’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완전히 별개의 글자인데
우연의 일치로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鐙1
과 鐙2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글자로 볼 수 있으므로 鐙1과 燈을 이체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字)라는 시각에서 보면 鐙에는 여러 가지 발음과 뜻(鐙1과 鐙
2)이 포함되어 있고, 燈에는 鐙1의 발음과 뜻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鐙․
燈․灯은 각각 별개의 글자라고 말할 수 있다.
⑤ ≪集韻≫의 平聲 ‘登’韻을 보면, 鐙과 燈은 발음이 같고 鐙 아래에 燈
을 연이어 쓰고 ‘鐙은 부수를 火로 하기도 한다(鐙或從火)’라고 하므로 燈은
鐙의 俗字라고 말할 수 있다. 또 去聲 ‘⻏登’韻을 보면 鐙을 ‘마구馬具(馬鞁
具)’라고 하였다. 이 역시 ≪類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鐙1과 鐙2라는 두
개의 단어로 나누어 볼 수도 있고, 鐙이라는 자형(字形)에 鐙1과 鐙2를 귀
속시켜서 볼 수도 있다. 또 灯은 ‘불(火)’라고 하므로 鐙․燈과는 아무런 관
계도 없는 글자이다.
⑥ ≪古今韻會擧要≫의 平聲 十蒸與登通을 보면, 燈은 “등촉(燈燭)은 본래
鐙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은 鐙자가 마구(馬具)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등(燈)
이라는 뜻으로는 모두 부수를 火로 쓴다. 또 灯을 俗字로 쓰는데 옳지 않다
고 생각된다(案: 鐙燭字本作鐙. 今爲馬鐙字, 而燈皆從火. 俗作灯. 非是)”라고
하였지만, 정작 平聲에는 鐙을 수록하지 않았고, 灯도 수록하지 않았다. 去
聲 二十五徑與證嶝通을 보면 鐙은 “마구馬具라고 하며…, 또 두豆(祭器)의 아래
받침이라고 한다(馬鞁具…, 又豆下跗)”라 설명되어 있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古今韻會擧要≫에는 燈과 鐙2만 수록되어 있고,
鐙1과 灯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단지 설명 부분에서만 鐙1은 燈의 本字이
며 灯은 燈의 俗字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古今韻會擧要≫에서는 燈을 正
字로 수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⑦ ≪洪武正韻≫의 平聲 ‘庚’韻을 보면, 鐙1과 燈은 발음이 같고 燈은 ‘등
잔(錠)이다. 說文에는 鐙이라 쓴다(錠也. 說文作鐙)’라 하고(鐙1) 바로 다음
글자로 鐙을 수록하고 ‘뜻은 위와 같다. 또 두豆(祭器)의 아래 받침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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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同上. 又豆下跗.……)’라고 한다(鐙3). 이상의 鐙1과 鐙3도 다른 단
어(同形字)라고 생각한다면 鐙1과 燈은 이체자(異體字)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去聲 ‘敬’韻을 보면 鐙에는 鐙2와 鐙3 즉 ‘마구馬具라고 하며…, 또 두
豆(祭器)의 아래 받침이라고 한다.……(馬鞁踏. 又豆下跗.……)’라는 두 가지
단어 의미를 가지고 있다.
灯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⑧ ≪字彙≫의 火部를 보면, 燈은 ‘都騰切이고, 발음은 登이다. 뜻은 등촉
燈燭이다(都騰切. 音登. 燈燭)’라고 하고, 灯은 ‘燈의 俗字이다(俗燈字)’라고
한다. 金部를 보면 鐙에는 두 가지 발음과 의미가 있는데, 平聲 都騰切(鐙1)
에 대해서는 ≪六書正譌≫를 인용하여 “燈․灯을 俗字로 쓰는데 모두 잘못
이다(俗作燈灯, 竝非)”라고 하고, 去聲 丁鄧切(鐙2)에 대해서는 ‘마구馬具라
고 한다(馬鞁踏)’라고 하였다.1)
이상을 종합해 보면, ≪字彙≫에서 비록 ≪六書正譌≫를 인용하였지만 燈
이 鐙의 俗字라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므로 단순한 참고 자료라고 생각된
다. 그러므로 鐙1은 燈의 本字이고 灯은 燈의 俗字라고 말할 수 있다.
⑨ ≪康熙字典≫은 鐙․燈․灯을 별개의 세 글자로 보고 각각 수록하였
다.2)
⑩ ≪大漢韓辭典≫은 鐙․燈․灯을 별개의 세 글자로 보고 각각 수록하
였다(아래 도표 참고).
⑪ ≪國語日報辭典≫은 燈을 正字로 灯을 燈의 異體字(≪大辭典≫은 灯
을 燈의 俗字라고 함)로 수록하였다. 鐙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며, 燈과는
별개 글자로 수록하였다. 그러나 鐙의 뜻을 살펴보면, 鐙dèng에는 “말안장
의 양쪽에 걸려있는 말타는 사람들이 밟고 타는 데에 사용하는 물건. 보통
馬鐙(mǎdèng)이라고 한다”는 뜻이 있고, 鐙dēng에는 “古書에서는 燈과 서
로 통한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 단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鐙dèng
1) ≪六書正譌≫, 元 주백기(周伯奇: 1298-1369)저.
2) ≪康熙字典≫은 字意 해석에 있어서 이전 字書의 내용을 모두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 나열한 사실과 거의 같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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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별개의 단어라고 볼 수 있고, 鐙dēng은 현재가 아닌 古書에서는 燈의 異
體字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⑫ ≪現代漢語詞典≫은 간화자(簡化字)인 灯을 正字로 번체(繁體)인 燈을
灯의 異體字로 수록하였다. 그러나 鐙의 뜻을 살펴보면, 鐙dēng에는 “1) 고
대(古代) 고기 음식을 담는 그릇. 2) 문언체에서는 灯과 같으며 등잔을 말한
다”라는 의미가 있고, 鐙dèng에는 “말 안장 양쪽에 있는 말탈 때 밟고 타는
기구”라는 의미 세 가지가 있다. 여기에서 단어라는 관점에서 보면 鐙dēng
의 1)과 2)는 별개의 단어라고 볼 수 있고, 鐙dēng의 2)는 문언체에 출현하
는 灯의 異體字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①에서 ⑨까지는 시기에 따라 정자․속자 관계가 변화하였고, ⑩⑪⑫
는 현재라는 시간은 같지만 지역에 따라 정자․속자 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豊(풍)은 豐(풍부하다)의 약자(略字)로
사용되고 있고, 일본에서는 豊이 正字로 사용되고 있고, 중국에서는 豊(례)
를 lǐ라고 읽고 ‘제사지낼 때 의식용으로 쓰이는 굽달린 그릇’이라는 뜻으로
豐(풍부하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글자이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중
국․대만․홍콩․일본 등 각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전에 수록되지 않
은 俗字도 적지 않다.
또 俗字와 異體字 관계에 대하여 張涌泉(1998:5)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
다.
正字와 구별되는 異體字는 모두 俗字라고 생각할 수 있다. 俗字는 간화자
(簡化字)일 수도 번화자(繁化字)일 수도 있고, 후기자(後起字)일 수도 고체자
(古體字)일 수도 있다. 정속(正俗)의 경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단히 변
화한다.

이와 같이 俗字(俗體․破體)가 簡化字․繁體字․後起字․古體字일 수도
있다는 말은 俗字도 異體字이므로 이들도 異體字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도표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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鐙

燈

灯

①說文

o

x

x

②廣韻

o

o

x

③玉篇

o

o

o

④類篇

1(正字)

2

鐙1의 俗字

o

⑤集韻

1(正字)

2

鐙1의 俗字

o

⑥古今
⑦洪武
⑧字彙
⑨康熙

正字
2
1(正字), 3 2, 3 鐙1의 異體字
正字
1은 燈의 本字 2
o
o

⑩ 1.등잔
韓 2.鐙子

등잔,

x
x
燈의 俗字
o

촛불, 불꽃 등(燈과 통함)

등불

열화 정

dēng
⑪ 1.古書에서는 燈과 등잔
현 臺 같다.
灯의 正字
재
dèng 2.등자(鐙子)
dēng(鐙)
⑫ 1.식기(食器)
中 2.<書>灯과 같다.

燈의 異體字(俗字)

灯의 異體字 등잔(正字)

dèng(鐙) 3. 馬鐙

3.2 혹체(或體)
≪說文≫에서 기원하는 용어 중에는 혹체(或體)와 중문(重文)이 있는데,
馬文熙․張歸璧(1996:60)은 或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체자(異體字)이다. ≪說文≫의 正字 아래에 異體를 나열하고 ‘或從’ ‘或
省’ 등으로 그 字形 구조를 설명하고 있어 或體라고 부른다. 예를 들면 ≪說
文≫에 “祀, 祭無巳也, 從示, 巳聲. 示異, 祀或從異”……등이 있다. 淸대 왕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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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筠)의 ≪說文釋例≫ 卷五를 보면 “≪說文≫에 나오는 或體라는 말은 역시
한 文字의 다른 字形을 말하는 것일 뿐이지, 그 사이에서 正俗을 나눌 수는
없다”라고 한다.

‘祀’의 或體 ‘示異’는 현재 ≪國語日報辭典≫은 異體字로 수록하고 있으나,
≪現代漢語詞典≫은 字形이 약간 다른 ‘礻異’을 표제자로 하고 문언문에서는
(裸)는 본래

‘祀’와 같다고 한다. 또 ≪說文≫에서

(臝)의 或體이었는

데 현재 ≪現代漢語詞典≫은 裸를 正字로 하고 臝를 이체자로 躶와 함께
수록하고 있으나, ≪國語日報辭典≫은 臝와 躶는 이체자로 보지 않고 단지
‘裸와 같다(同裸)’고만 한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或
體가 異體字의 한 근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祀를 예로 들어 ‘이체자’와 ‘혹체’와의 상관관계를 통시적으로 여러 字典
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說文≫에는

(祀)와 或體

(示異)가 수록되어 있다.

② ≪大宋重修廣韻≫의 上聲 止韻을 보면 “祀, 年也. 又祭祀.
竝上同”이라 한다. 이로부터 ‘祀’ ‘

․示異,

’ ‘示異’가 異體字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大廣益會玉篇≫은 祀 다음에 ‘示異’를 나열하고 ‘同上’이라 하였다.
④ ≪類篇≫은 ‘祀’ ‘

從異. 古作

’ ‘示異’ ‘

’ 네 글자를 나란히 나열하고 ‘或從

’라고 한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체자 ‘

,

’는 ‘示’의 ≪說文≫

의 고문(古文) ‘ '의 예변(隸變)인 ‘不’에서 기원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集韻≫의 上聲 止韻을 보면 ‘祀’ ‘

’ ‘示異’ ‘祠’ ‘ㅜꑒ 異’ 다섯 글자를 나

열하고 ‘或從 , 從異, 從司. 古作不異’라고 한다. 여기에서 예로 들은 ‘祠’는
象齒切인 경우에는 上聲 止韻에 속하며 祀의 혹체(或體)로 나열하였고, 詳
玆切인 경우에는 平聲 之韻에 속하며 그 뜻은 ‘봄 제사’라 한다. 平聲 祠는
≪說文≫에도 ≪廣韻≫에도 출현하지만 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글자
이었는데, ≪集韻≫에 와서 처음으로 祀의 이체자로 출현한다. 上聲에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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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祠는 祀의 성부(聲符) 巳를 司로 대체한 이체자로 볼 수 있다. 즉 平聲
祠와 上聲 祠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글자로 우연히 외형상 모양이 같게된
동형자(同形字)로 설명할 수도 있다.
⑥ ≪古今韻會擧要≫은 上聲 四紙與旨止通에 祀만을 수록하고 있다.
⑦ ≪洪武正韻≫의 上聲 紙韻을 보면 祀를 ‘제사이다. 또 示異로도 쓴다(祭
也. 亦作示異)’라고 한다. 그 밖의 이체자는 보이지 않는다.
⑧ ≪字彙≫ 역시 다른 이체자는 보이지 않는다.
⑨ ≪康熙字典≫은 ‘祀’ ‘

’ ‘示異’ ‘ㅜꑒ 異’ 네 글자를 수록하고 있는데, ‘祀’

바로 아래에 ‘ㅜꑒ 異’를 나열하고 古文이라 하였고, ‘

’는 ‘≪廣韻≫≪集韻≫에

서 모두 祀․示異와 같다고 한다(≪廣韻≫≪集韻≫竝同祀示異)’라고 설명하고,
‘示異’는 ‘≪集韻≫에서 祀와 같다고 한다(≪集韻≫同祀)’라고 설명하였다. 祠
에 대한 ≪康熙字典≫의 해석을 살펴보면 ≪集韻≫에서 언급되었던 祀의
이체자라는 설명은 없다.
⑩ ≪漢韓大辭典≫은 ‘

’과 ‘示異’를 ‘祀와 같음’이라고 ‘ㅜꑒ 異’를 ‘祀의 古字’

라고 설명하고 있다.
⑪ ≪國語日報辭典≫은 ‘示異’를 祀의 이체자로 수록하였다.
⑫ ≪現代漢語詞典≫은 ‘祀’와 ‘礻異’ 두 글자를 각각 수록하고, ‘礻異’는 ‘祀와
같다’고만 설명하고 이체자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혹체(或體)는 왕균(王筠)의 말처럼 正俗을 나눌 수는 없지만, 적어도 或
體는 본래 표제자 아래에 나열된 표제자의 또 다른 字形이고, 或從(자형 구
성 성분이 일부 바뀌는 경우)과 或省(자형 구성 성분의 일부가 簡化되는 경
우)이라는 말은 ‘또는 …라고도 쓴다’는 뜻이므로, 표제자를 공식적인 字形
인 正字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혹체(或體)가 바로
속자(俗字)이다’라는 말은 약간 곤란한 것 같다.

3.3 중문(重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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馬文熙․張歸璧(1996:60)은 重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간단하게 ‘重’이라고 말한다. ‘正文’과 상대되는 말로 바로 이체자를 말한
다. ≪說文≫은 매 部首 뒤에서 正文 아래에 나열한 古文․주문(籒文)․或體
등을 重文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면 <一部> 말미에 “문자는 다섯 개이고,
重文은 하나이다(文五, 重一)”라고 하고, <二(上)部> 말미에 “문자는 네개이
고, 重文은 여섯 개이다(文四, 重六)”라고 하였다.……

馬文熙․張歸璧(1996:63)은 정문(正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바로 正字이다. 淸대 서승경(徐承慶)은 ≪說文段注匡謬≫에서 ‘許愼은 古
文과 籒文을 수록하고 소전(小篆)으로 이를 기록하였다. 한 글자를 정문(正
文)으로 정하고 이와 字形이 다른 것을 重文으로 취하였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說文≫은 小篆을 正文으로 하고 古文․籒文․或體
등을 나열하였는데, 이를 重文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小篆과
古文․籒文․或體와의 시대성을 살펴보면 小篆과 或體는 동시기라고 볼 수
있고, 古文과 籒文은 동주(東周) 말엽 전국시대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된 字
形이라고 할 수 있다.3) 그러므로 小篆과 或體는 이체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고, 古文과 籒文은 시기가 다르므로 小篆과 이체자 관계라고 말하기 곤란
하다.4) 그러나 古文과 籒文은 서로 같은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문자이므로 이체자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 역시 古書를 해석하기 위
한 방편으로 이전의 字形까지 수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說文≫에

(禮)의 古文으로 ‘

(礼)’가 수록되어 있다. 현재 대만이나

우리나라에서 禮의 異體字로 사용되는 礼의 연원이 ≪說文≫에서 시작한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禮를 예로 들어 ‘이체자’와 ‘古文’과의 상관관계를 통시
적으로 여러 字典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 이효정李孝定(1977:43-51)은 왕국유(王國維)의 설을 인용하여 동주(東周) 말엽
전국시대에 동부지역(東方六國)에서는 古文을 사용하였고 서부지역인 진(秦:중국
을 통일하기 이전의 제후국)에서는 籒文(大篆)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4) 김시연(2000: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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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說文≫는

(禮)의 古文으로 ‘

(礼)’를 수록하였다.

② ≪大宋重修廣韻≫의 上聲 薺韻을 보면 禮 아래에 礼를 나열하고 “古
文”이라고 하였다.
③ ≪大廣益會玉篇≫은 禮 아래에 礼를 나열하고 “古文”이라고 하였다.
④ ≪類篇≫은 ‘禮’ ‘礼’ ‘ㅜꑒ ’ 세 글자를 나열하고 ‘古文은 礼․ㅜꑒ 라고 쓴다

ꑒ )’라고 하였다.
(古作礼ㅜ
⑤ ≪集韻≫도 ‘禮’ ‘礼’ ‘ㅜꑒ ’ 세 글자를 나열하고 ‘古文은 礼․ㅜꑒ 라고 쓴다
(古作礼ㅜꑒ )’라고 하였다.
⑥ ≪古今韻會擧要≫는 禮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古文은 礼라고 쓴다(古
作礼)’라고 하였다.
⑦ ≪洪武正韻≫의 上聲 薺韻을 보면 禮 아래에 礼를 나열하고 “≪廣韻
≫에서는 禮의 古文은 礼로 쓴다. 옛 주에서는 礼字는 잘못이다(廣韻古文作
礼. 舊注作礼字訛也)”라고 하였다.
⑧ ≪字彙≫는 礼를 “옛 禮자이다(古禮字)”라고 하였다.
⑨ ≪康熙字典≫은 禮의 古文으로 ‘礼’ ‘

’ ‘爪呂’ 세 글자를 나열하였다.

‘爪呂’는 ≪龍龕手鑑≫의 爪部에 수록되어 있으며 ‘古文礼字’라고 한다.
⑩ ≪漢韓大辭典≫은 禮의 古字로 ‘爪呂’ ‘礼’ ‘礻乙’을 수록하고 있고, ‘禮’는
禮의 약자라고 한다.
⑪ ≪國語日報辭典≫은 礼를 ‘禮’의 이체자로 수록하였다.
⑫ ≪現代漢語詞典≫은 ‘禮’를 정자로 쓰고 ‘礻豊’를 이체자로 수록하였다.
현재 禮의 이체자로 사용되고 있는 礼는 ≪說文≫의 古文 ‘

(礼)’에서

ꑒ ’ ‘礻’ ‘￣
巛’ 등과 결합된 異體字와 ‘爪呂’ ‘礻乙’
기원한다. 그 후 ‘示’의 異體인 ‘ㅜ
등이 등장하였다. 우리나라와 대만에서는 禮를 正字로 쓰고 중국에서는 ‘禮’
를 정자로 쓴다. 또 재미있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는 ‘禮’는 禮의 약자라고
하고 ‘礼’는 禮의 古字라고 한다는 점이다.

≪說文≫에

(頌)의 籒文으로 ‘

(容頁)’가 수록되어 있다. 頌의 異體字

인 ‘容頁’의 연원은 ≪說文≫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頌을 예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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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체자’와 ‘籒文’과의 상관관계를 통시적으로 여러 字典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說文≫는

(頌)의 籒文으로 ‘

(容頁)’을 수록하였다.

② ≪大宋重修廣韻≫은 頌을 平聲 鍾韻(頌1)과 去聲 用韻(頌2)에 수록하
고 있다. 평성은 餘封切로 ‘모양’이라는 뜻이고, 거성은 似用切로 ‘노래하다’
라는 뜻이다.
③ ≪大廣益會玉篇≫은 頌 다음에 ‘容頁’을 나열하고 ‘籒文’이라고 하였다.
頌에는 與恭切과 似用切 두 가지 발음있는데, 與恭切은 ‘모양’이라는 뜻이고
似用切은 ‘그 성덕을 노래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④ ≪類篇≫은 頌과 ‘容頁’을 나란히 나열하고 ‘籒文에서는 ‘容頁’로 쓴다(籒作
容頁)’고 하였다. 頌에는 餘封切과 似用切 두 가지 발음있는데, 餘封切은 ‘모
양’이라는 뜻이고 似用切은 ‘성공을 알리는 詩’라고 설명하고 있다.
⑤ ≪集韻≫은 頌을 平聲 鍾韻(頌1)과 去聲 用韻(頌2)에 수록하고 있다.
평성은 餘封切로 頌과 ‘容頁’을 나란히 나열하고 뜻은 ‘모양’이고 ‘籒文에서는
容頁으로 쓴다. 보통 容으로 쓴다(籒作容頁. 通作容)’고 하였다. 또 거성에서는
似用切로 頌과 ‘容頁’을 나란히 나열하고 ‘모습’이라는 뜻과 ‘성공을 알리는 詩’
이고 ‘또는 容頁으로도 쓴다(或作容頁)’고 하였다.
⑥ ≪古今韻會擧要≫는 去聲 二頌與用通에 頌만 수록하고 있으며 단지 설명
부분에서만 ‘또는 容頁으로 쓴다(或作容頁)’고 하였다. 平聲 二冬與鍾通에는 容의
설명 부분에서만 ‘또는 頌으로도 쓴다(或作頌)’고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⑦ ≪洪武正韻≫은 頌을 平聲 東韻과 去聲 送韻에 수록하고 있다. 평성은
以中切로 ‘모양’이라는 뜻이고, 거성은 似用切로 ‘칭송하다’라는 뜻이다.
⑧ ≪字彙≫의 頁部를 보면, 頌은 以中切과 似用切 두 가지 발음있고, 以
中切은 ‘모양’이라는 뜻이고 似用切은 ‘기리다’라는 뜻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容頁은 ‘頌字의 籒文이다(籒文頌字)’라고 하였다.
⑨ ≪康熙字典≫은 頌과 ‘容頁’을 모두 수록하고 있으며, ‘容頁’을 ≪玉篇≫을
인용하여 ‘頌의 籒文’이라고 하였다.
⑩ ≪漢韓大辭典≫은 頌과 ‘容頁’을 모두 수록하고 있으며, ‘容頁’을 ‘頌의 籒
文’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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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國語日報辭典≫은 ‘容頁’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⑫ ≪現代漢語詞典≫은 ‘容頁’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說文≫에 頌의 籒文으로 수록된 ‘容頁’은 頌의 이체자로 사용되다가 현재
대만이나 중국에서는 容으로 대체되어 사용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容頁’을 ‘頌의 籒文’으로 수록하고 있으나, 이것은 古書를 풀이하기 위
한 것이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3.4 이문(異文)
馬文熙․張歸璧(1996:61)은 異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古籍에서 동일한 詞(단어)를 다르게 표기한 것을 말한다. 古今字․通假
字․異體字․譌字 등을 포함하고 있다. 異文은 上古 聲母나 韻部의 分合과
차이를 고증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를 들면, 淸대의 전대흔(錢大昕)은
≪潛硏堂文集≫권15≪答問十二≫에서 古無輕唇音을 논증할 때 대량의 異文
庖páo羲(伏fú羲), 伯犕bèi(伯服fú), 邦bāng域(封fēng域) 등을 예로 들었다.

古今字․通假字․異體字․譌字의 공통된 특징은 조건은 각각 다르겠지만
모두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기록한 문자를 말한다는 것이다. 또 척우촌(戚
雨村)등(1993:226)은 異文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언어에서 동일한 단어를 서면(書面)에서 다른 글자로 쓰는 것을 말한다.
통가자와 이체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烏乎’ ‘於戱’는 ‘嗚呼’의 異文이며 바
로 通假字이다. ‘跡’ ‘蹟’은 ‘迹’의 異文이며 바로 이체자이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동일한 단어를 다르게 기록한다는 측면에서는 異
體字나 通假字나 같은 성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異體字와 通假字 사이
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異體字는 본의와 발음이 같
고 字形만 다른 글자이고 通假字는 본의와 전혀 상관없는 발음만 같은 글
자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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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異文이라고 한 迹을 예로 들어 ‘이체자’와의 상관관계를 통시적으
로 여러 字典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說文≫에는 ‘
‘

(蹟)’과 籒文 ‘

’자가 수록되어 있고, 迹의 중문(重文)으로는 或體

(辵朿)’이 수록되어 있다.

② ≪大宋重修廣韻≫의 入聲의 昔韻을 보면, ‘迹’자 다음에 ‘跡’을 수록하
고 ‘위와 같다(上同)’이라 하고, ‘

’을 수록하고 ‘籒文’이라고 한다. 그러나

蹟은 별개의 글자로 수록하고 있다.
③ ≪大廣益會玉篇≫에는 ‘迹(子亦切)’자 아래에

을 수록하고 ‘籒文’이

라고 한다. 그러나 蹟(子亦切)은 ‘따르다’로 해석하고 跡(子昔切)은 ‘발자국’
이라고 해석하고 각각 별개의 글자로 수록하고 있다.
④ ≪類篇≫에는 ‘迹’ ‘
也. 或作

.

’ ‘

’을 나란히 수록하고 ‘資昔切. 說文: 步處

又士革切. 走皃’라고 하였다. 또 ‘足朿’ ‘蹟’ ‘跡’을 나란히

수록하고 ‘資昔切. 步處也. 或作蹟跡’이라고 하였다. ‘迹’ 계열과 ‘足朿’ 계열을
각각 수록한 것으로 보아 각 계열간에 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⑤ ≪集韻≫의 入聲의 昔韻을 보면, ‘迹’ ‘
히 수록하고 ‘說文: 步處也. 或作

足朿

’ ‘足朿’ ‘

’ ‘蹟’ ‘跡’을 나란

蹟跡’이라고 하였다.

⑥ ≪古今韻會擧要≫의 入聲 十一陌與麥昔通을 보면 迹자 아래에 ‘…亦作跡
蹟…籒文作辵朿…足朿’ 등의 글자들이 보인다. 그 밖의 것은 판본의 상태가 좋
지 않아 잘 보이지 않는다.
⑦ ≪洪武正韻≫의 入聲의 陌韻을 보면, ‘迹’을 ‘足迹也. 亦作跡蹟…’라고
해석하였다.
⑧ ≪字彙≫에 ‘跡’ ‘蹟’ ‘迹’ ‘

’ ‘

’ 다섯 개 글자가 보인다. ‘跡’은

‘同迹’이라 하고 ‘蹟’은 ‘與迹同’이라 하고 ‘
‘同上’이라 하고 ‘

’은 ‘迹’의 다음에 나열하고

’은 ‘迹’과 발음(資昔切)과 뜻(足迹)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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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康熙字典≫에 ‘跡’ ‘蹟’ ‘迹’ ‘
다. ‘迹’ 아래에 古文 ‘

’ ‘

’ ‘

’ 여섯 개 글자가 보인

’을 나열하고 다른 글자 다음에 ‘

‘籒文迹字’라고 하였다. ‘跡’ ‘蹟’ ‘

’을 나열하고

’은 ‘迹’과 상관없이 각각 다른 획수에

수록하였다.
⑩ ≪漢韓大辭典≫에 ‘跡’ ‘蹟’ ‘迹’ ‘

’ ‘

’ 다섯 개 글자가 보인다.

‘跡’은 ‘자취’라 하고 ‘蹟’은 ‘사적, 행적’이라 하고 ‘迹’은 ‘발자국, 자취, 업적,
보기(先例), 뒤따르다’라고 하고 ‘

’은 ‘迹과 같음’이라 하고 ‘

같음’이라 한다. 이를 정리해 보면 ‘

’ ‘

’은 ‘迹과

’은 ‘迹’의 이체자로 보고 ‘跡’과

‘蹟’은 별개의 글자처럼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
⑪ ≪國語日報辭典≫에서는 ‘跡’ ‘蹟’을 迹의 이체자로 수록하고 있다.
⑫ ≪現代漢語詞典≫에서는 ‘跡’ ‘蹟’을 迹의 이체자로 수록하고 있다.
현재 우리 국어사전을 보면 ≪동아프라임국어사전≫에서는 蹟은 史蹟(사
적), 行蹟(행적), 奇蹟(기적), 事蹟(사적), 遺蹟(유적) 등에 사용되고, 跡은
人跡(인적), 戰跡地(전적지), 追跡(추적) 등에 사용되고, 迹은 痕迹(흔적), 蹤
迹(종적) 등에 사용되고, 蹟․跡․迹이 병용되는 경우로는 軌跡=軌迹(궤적),
足迹=足跡(족적), 筆蹟=筆跡(필적), 古蹟=古跡=古迹(고적) 등이 있다. 또 ≪
새우리말국어대사전≫에서는 蹟은 史蹟(사적), 奇蹟(기적), 事蹟(사적), 遺蹟
(유적) 등에 사용되고, 跡은 人跡(인적), 戰跡地(전적지), 追跡(추적), 筆跡
(필적) 등에 사용되고, 迹은 痕迹(흔적), 蹤迹(종적) 등에 사용되고, 蹟․
跡․迹이 병용되는 경우로는 軌跡=軌迹(궤적), 遺跡=遺蹟(유적), 人跡=人迹
(인적), 戰迹地=戰跡地(전적지), 足迹=足跡(족적), 筆蹟=筆跡(필적), 行蹟=行
跡(행적), 古蹟=古跡=古迹(고적), 事蹟=事跡=事迹(사적) 등이 있다. 같은 어
휘도 ‘蹟’ ‘跡’ ‘迹’을 단독으로 쓰는가 병용하는가가 사전에 따라 약간 차이
가 있으므로 이체자라고 말하기 곤란한 것 같다.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의
미 차이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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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와자(譌字)
馬文熙․張歸璧(1996:61)은 와자(譌字)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訛字, 僞字, 誤字라고도 하며 正字와 상대되는 말이다. 글자를 쓰거나 刻
印하는 중에 筆劃 구조가 부정확하게 된 글자를 말한다.……그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역대 저명한 書藝家들이 글자의
미관을 중시하여 고의로 필획을 더하거나 줄이고, 글자의 偏旁을 바꾸어
쓴 예가 있다. 예를 들어 顔眞卿이 쓴 ≪大麻姑仙壇記≫를 보면 고의로 尊
을 尊으로 쓰고……第를 苐로 썼다. 또 字形 구조와 필획 등을 잘 살펴보
지 않아 발생된 예가 있다. 예를 들면 建의 廴(인)을 辶(착)으로 쓰고……初
의 衤(의)를 礻(시)로 썼다. 역사적으로 출현했던 譌字는 절대다수가 이미
바로 잡아졌지만,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어 계속 사용되고 있는 소수의 글
자들이 있다. 이러한 譌字는 대략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正字를 대신
하여 통용되고 있는 경우. 예를 들면 最는 본래 ‘冣’의 譌字이었는데 나중
에는 正字는 사용하지 않게 되고, 譌字가 통용되었다. 둘째, 正字의 異體로
발전된 경우. 예를 들면 ‘恒’은 본래 ‘恆’의 譌字이었는데, ‘恆’의 이체자가 되
었다. 셋째, 譌字가 正字와 의미가 전혀 다르거나 약간 다른 글자로 되는
경우. 예를 들면 ‘耶’는 본래 ‘邪’의 譌字이었는데 나중에 ‘耶’와 ‘邪’는 의미
가 약간 다른 별개의 두 글자가 되었다.5) 佘(사)는 본래 余(여)의 譌字이었
는데 나중에 佘와 余는 전혀 상관없는 두 글자가 되었다.

譌字가 발생하는 두 가지 원인 중에서 특히 ‘글자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하여 저명한 書藝家들이 고의로 필획을 더하거나 줄이고, 글자의 偏旁을
바꾸어 쓴 예’가 무엇보다도 수많은 異體字를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다. 붓이나 각자(刻字)의 편리성을 위해서 ‘員’의 위 부분 ‘口’를 ‘厶’
_ ’로 쓰는 경우, 彖(단)의 위 부분 彑
로 쓰는 경우, ‘草’의 위 부분 ‘艹’를 ‘ꑞ
을 彐로 쓰는 경우, 査의 아래 부분 且을 旦으로 쓰는 경우 등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필기의 편의성을 강조한 行書나 草書도 ‘고의로 필획을 더하

5) ‘邪’는 ‘간사하다’와 ‘어조사’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나, ‘어조사’로 사용되는 경
우에는 ‘邪’의 譌字인 ‘耶’를 사용한다. 결국 ‘耶’에는 ‘邪’의 ‘어조사’라는 뜻만 존재
하게 되므로, 邪(사)와 耶(야)는 뜻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별개의 글자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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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줄이고, 글자의 偏旁을 바꾸어 쓴 경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역시
譌字에 포함될 수 있다. 많은 行書나 草書가 중국의 簡化字로 편입된 예를
보면 이 역시 譌字가 正字로 된 예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위에서 말한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어 계속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 유형
의 譌字’ 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이체자와 관련이 있으나 셋째 유형은 이체
자와 관련 없고 글자의 분화(分化)와 관련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첫째와
둘째 유형만 다루려고 한다.
먼저 첫 번째 경우인 본래 ‘譌字’이었던 글자가 ‘正字’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正字’이었던 글자가 오히려 譌字의 異體字로 되는 경우를 살펴보자.
馬文熙․張歸璧은 ‘最는 본래 冣의 譌字이었는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상과 같이 冣를 最로 잘못 사용한 경우도 있고 最를 冣로 잘못 사용한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冣가 最의 譌字로 사용된 경우는 ≪正字通≫에 의하면 ‘요즘 冣를 빌어
最로 사용하는데 잘못이다’라고 하고, ≪說文≫의 最字아래 段注를 보아도
“冣(취)는 ‘모으다’라는 뜻이고 最(최)는 ‘범하여 빼앗다’라는 뜻으로 이 두
글자는 의미도 다르고 발음도 다르다.……最의 俗字로 冣를 쓴다. 六朝시대
에 이와 같이 사용하였다”라고 한다.
最가 冣의 譌字로 사용된 경우는 ≪說文≫의 冣字 아래 段注에 의하면
“……요즘 여러 책에서 이러한 冣자들을 모두 最로 잘못 썼다.……南北朝시
대에 이르러서는 冣와 最를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玉篇≫에서
‘最는 가지런하다(齊) 모이다(聚)라는 뜻이다. 子會切’이라고 하였는데, 이것
은 冣의 뜻으로 最의 뜻을 풀이한 것이다. ≪廣韻≫의 十四 泰韻에서 ‘最는
極(최고)이라는 뜻이다. 祖外切’이라고 한 것도 冣의 뜻으로 最의 뜻을 잘못
풀이한 것이다.……許愼이 ‘쌓다’라고 풀이하였는데 이를 더 깊게 생각해보
면, 쌓으면 반드시 그 높은 곳이 생기게 되므로 요즘 사람들이 가장 좋다
(最美) 가장 나쁘다(最惡)라고 말할 때 祖會切로 읽는데, 아마도 字形이나
字音 모두 본래의 의미를 잃은 것 같다. 반드시 冣라고 쓰고 才句切로 읽어
야 한다”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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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馬文熙․張歸璧이 위에서 “最는 본래
‘冣’의 譌字이었는데 나중에는 正字는 사용하지 않게 되고, 譌字가 통용되었
다”라는 말은 결국 바로 ‘가장, 제일, 아주’라는 뜻으로 본래 冣가 사용되어
야 하는데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본의가 ‘범하여 빼앗다’라는 뜻을 가진 最
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冣와 最를 통시적으로 여러 字典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
과 같다.
① ≪說文≫는 冣(

)와 最(

)를 별개의 글자로 수록하고 있다.

② ≪大宋重修廣韻≫은 最만 수록하고 있고, 去聲 泰韻을 보면 ‘極也. 俗
作㝡. 祖外切’이라 설명하고 있다. 㝡(최)라는 最의 俗字가 보인다.
③ ≪大廣益會玉篇≫은 最만 수록하고 있고, ‘子會切. 齊也. 聚也’라고 설
명하고 있다.
④ ≪類篇≫은 最와 冣를 별개의 글자로 수록하고 있다. 最는 祖外切일
때는 ‘犯而取’라 하고 取外切일 때는 ‘聚’라고 한다. 이 외에도 徂外切과 麤
括切 두 발음이 더 있다. 冣는 ‘才白切. 積也’라고 한다.
⑤ ≪集韻≫은 最와 冣를 별개의 글자로 수록하고 있다. 冣는 去聲 遇韻
에 수록되어 있는데, ‘說文: 積也’라 하고 발음은 從遇切이라 한다. 最는 去
聲 泰韻에 수록되어 있는데, 祖外切일 때는 ‘說文: 犯而取也. 一曰極也. 凡也’
라 하고 取外切일 때는 ‘聚也’라고 하고, 徂外切일 때는 ‘聚也’라 한다. 특히
麤括切인 경우에는 入聲 末韻에 수록되어 있는데, 撮과 나란히 배열하고 ≪
說文≫을 인용하여 ‘四圭(圭: 용량의 단위)를 말한다. 또는 두 손가락으로
잡는다’라는 뜻이라 하고, 또 最를 撮의 或體(省體)라고 설명하고 있다(說文:
四圭也. 一曰兩指撮也. 或省)’. ≪集韻≫만 근거한다면 最는 冣와는 상관없는
글자이지만 撮의 이체자로 수록되어 있다.
⑥ ≪古今韻會擧要≫은 冣를 去聲 七遇與暮通에 수록하였고, 最를 去聲 七泰
獨用에

수록하였으나 특기할 만한 기록은 없다.

⑦ ≪洪武正韻≫은 最만 去聲 隊韻에 수록하고 있고 將遂切로 특기할 만
한 기록은 없다.
⑧ ≪字彙≫는 冖(멱)部에 冣를 수록하고 ‘徐預切. 徐, 去聲. 積也. 古作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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物之聚, 今作最, 誤’라 하고, 曰部에 最를 수록하고 ‘將遂切. 音醉.……≪六書
者, 冒犯人前, 故上功曰最課居先也. 會意. 俗作
正譌≫: 犯而取也. 從冂
(宀一取)

(日取)竝非’라 하였다. ≪≫

⑨ ≪康熙字典≫에는 最와 古文 ‘

'을 나란히 나열하였다.

倂四聲篇海․欠部≫에 의하면 ≪川篇≫을 인용하여 ‘

은 ≪改

, 古文㝡字’라고 한

다. 또 㝡는 ≪篇海類篇․宮室類․宀部≫에 의하면 ‘㝡, 音最, 極也’라고 한
다.
⑩ ≪漢韓大辭典≫은 冣를 ‘쌓을취(積也), 모을취(聚也)’라 해석하고, 最를
‘가장최(第一), 극진할최(極), 우뚝할최(尤), 나을최(勝), 넉넉할최(優), 잘할
최, 백성 모을최(聚民)’라 해석하고 있다.
⑪ ≪國語日報辭典≫은 冣를 발음은 jù라 하고 聚의 古體라 하였다. 最는
발음을 zuì라 하고 ‘가장, 제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⑫ ≪現代漢語詞典≫은 最와 㝡(zuì)를 수록하고 있고, 㝡는 ‘문언체의 書
面語에서는 最와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最와 冣가 이체자로 사용된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우리나라
에서 출간된 ≪중한사전≫에서는 最의 異體字로

․冣․㝡 세 글자를 예

로 들고 있다. 最의 이체자로 㝡가 ②에 보이고, ⑤에 最가 撮의 이체자로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譌字가 正字의 異體로 발전된 경우를 살펴보자.
예를 들면 ‘恒’은 본래 ‘恆’의 譌字이었는데, ‘恆’의 이체자가 되었다. ‘恆’
과 ‘恒’을 통시적으로 여러 字典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說文≫에는 篆書
측 편방은

(忄二舟)와 古文

(二外)가 보인다. 恆의 우

(亙선)이 아니다.

② ≪大宋重修廣韻≫은 平聲 登韻에 恒을 胡登切이라고 수록하고 있다.
避諱 때문에 恒의 마지막 획을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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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大廣益會玉篇≫은 恒을 胡登切이라고 하고 ‘고대에서는
썼다(古作

)'이라 한다.
(二⺼卜)․

④ ≪類篇≫은 恒과 나란히 古文
고 ‘古作

으로

(二⺼卜)․

(二忄舟)’라 하였다.

⑤ ≪集韻≫은 平聲 登韻에 恒과 나란히 古文
舟)를 수록하고 ‘古作

(二忄舟)를 수록하

(二⺼卩)․

(二⺼卩)․

(二忄

(二忄舟)’라 하였다. 또 恒의 마지막

획 一을 생략하고 ‘國諱’라고 하였다. 去聲 阝登韻에 恒을 수록하고 발음은
居鄧切이라 하고 뜻은 ‘(상현)달이 점점 차오르다(月弦)’라고 한다.
⑥ ≪古今韻會擧要≫는 恒을 平聲 十蒸與登通에 수록하고 발음은 胡澄切이
고 뜻은 ‘항상…(常也…)’이라 한다. 字形을 보면 恒의 오른쪽 아래 부분 旦
을 且로 썼다. 또 古文

(二冂
 卩)을 수록하고 ‘古作

(二冂
 卩)'라 하였

다. 또 去聲 二十五徑與證嶝通에 恒을 수록하고 발음은 居鄧切이라 하고 뜻은
‘달이

차오르다…두루하다…항상…(月弦也…又徧也…又常也…)’라고

한다.

특이한 점은 이 책에 수록된 동일한 글자 모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平
聲에서는 恒의 오른쪽 아래 부분 旦을 且로 썼고 去聲에서는 恒으로 썼다.
⑦ ≪洪武正韻≫은 平聲 庚韻에 恆을 수록하고 발음은 何庚切이고 뜻은
‘항상…(常也…)’이라 한다. 또 去聲 敬韻에 恆을 수록하고 발음은 居鄧切이
라 하고 뜻은 ‘두루하다…달이 차오르다…(徧也…又弦也…)’라고 한다.
⑧ ≪字彙≫는 古文

(二外)을 二部에 수록하고 있고, 心部에 恆과 恒

을 수록하고 恒을 恆의 俗字(俗恆字)라고 하였다. 恆의 발음은 何庚切이고
뜻은 ‘항상. 오래되다…(常也. 久也…)’라 하고, ‘또 居鄧切과 叶韻(협운)된
다.…두루하다. 달이 차오르다.……(又叶居鄧切.…徧也. 又弦也.……)'라 한다.
≪字彙≫에 와서야 恆과 恒의 위치가 바르게 된 것 같다.
⑨ ≪康熙字典≫은 恆의 古文으로

(忄二舟)와

(二外) 두 글자를

수록하고 恒은 ≪字彙≫를 인용하여 恆의 俗字라고 하였다.
⑩ ≪漢韓大辭典≫은 恆을 恒의 本字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우리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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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에서는 주로 恒常, 恒性 등 恒를 正字로 쓴다.
⑪ ≪國語日報辭典≫은 恆을 正字로 恒을 이체자로 수록하였다.
⑫ ≪現代漢語詞典≫은 恒을 正字로 恆을 이체자로 수록하였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① 시기에 출현한 恆은 우측 편방을 亙(선)으로
써서는 안되었다. ②③④ 시기에는 恆이라는 字形은 보이지 않고 譌字 恒만
보인다. 이는 아마도 筆寫(또는 刻字)의 편의상 恆의 우측 편방을 亙(선)으
로 쓴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이 시기에는 恒이 正字로 사용되고 恆은 字
典에 보이지 않는다. ⑤ 시기부터 去聲 恒(긍)이 출현하였고 ⑤⑥ 시기에는
여전히 恒이 正字이었으나 ⑦에 와서는 恆이 正字로 바뀌었다. ⑧ 시기에
와서야 恆이 正字고 恒이 俗字라는 것이 처음 언급되었고, 또 이 기록에서
俗字 중에는 譌字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
라와 중국에서는 恒을 正字로 사용하고 대만에서는 恆을 正字로 사용하고
있다.

3.6 별자(別字)
馬文熙․張歸璧(1996:61)은 별자(別字)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속칭 ‘白字’라고 한다. 正字와 상대되는 말이며, 잘못 읽고(誤讀) 잘못 쓰
는(誤寫) 글자를 말한다. ≪後漢書․尹敏傳≫에 “讖書非聖人所作, 其中多近鄙
別字”에 대하여, 淸대 고염무(顧炎武)는 ≪日知錄․藝文․別字≫에서 “近鄙
라는 것은 요즘 속되게 사용하는 글자와 같고, 別字라는 것은 본래 이 글자
를 써야 되는데 저 글자로 잘못 쓰는 것을 말한다. 요즘 白字라는 것은 바
로 다른 음으로 바뀐 것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잘못 쓴 別字 예를 들면 ‘重
複’의 ‘複’을 ‘往復’의 ‘復’으로, ‘無奈’의 ‘奈’를 ‘耐心’의 ‘耐’로, ‘戍守’의 ‘戍(수)’
를 ‘十二地支’의 ‘戌(술)’로 쓰는 것 등이 있다. 잘못 읽은 別字 예를 들면 句
讀(jùdòu)의 讀(dòu)를 閱讀(yuèdú)의 讀(dú)로, 破綻(pòzhàn)의 綻(zhàn)을
一定(yīdìng)의 定(dìng)으로, 已經(yǐjīng)의 已(yǐ)를 自己(zìjǐ)의 己(jǐ)로 읽
는 것 등이 있다. 글자를 잘못 쓰는 이유는 대부분 글자의 모양이 비슷하거
나, 음이 같거나, 뜻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글자를 잘못 읽는 주된 원인은
字形이 비슷해서 甲을 乙로 잘못 읽는 것 외에도, 그 글자가 다르게 읽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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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聲符가 같다고 하더라도 다르게 읽힐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別字 중에서 이체자와 관계 있는 부분은 글자를 잘못 쓰는 경우와 관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글자를 잘못 쓰는 것이 바로 譌字이기 때문
이다.
이 別字 중에서 複fù과 復fù의 경우 簡化 이후 중국에서는 두 글자 모두
‘復fù’로 사용하고 있다. 결국 ‘復’에는 復과 複 두 가지 용법이 존재하게 되
었다. 複과 復을 別字로 사용하는 우리나라나 대만 사람들이 중국 서적에
있는 ‘復’라는 字形만 보아서는 復의 異體인지 複의 異體인지 알 수 없다.
오직 그 전후 상황을 보고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만 ‘復’가 어떤 글자의 異
體인지 알 수가 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簡化字는 당연히 正字의 위치
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繁體字가 正字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나 대만에
서 중국의 簡化字를 해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復’라는 字形은 단지 復과 複
의 異體字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중국에서 공식
적으로 사용되는 ‘復’라는 字形은 중국에서는 復과 複의 正字이지만, 우리나
라나 대만에서는 復과 複의 異體字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라는
지역에 한정해서 보면 復․複․复이 세 글자는 서로 아무 상관없는 별개의
글자라고 말할 수 있다.

4.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正字와 상대되는 개념’인 俗字(俗體․破
體)․或體․重文․異文․譌字(誤字)․別字 등은 이체자를 만들어내는 다양
한 자원(資源)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 자원들간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면, 別
字는 서로 다른 글자인데 쉽게 잘못 읽거나 쓸 수 있는 글자이므로 譌字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譌字는 잘못 쓴 글자인데 이 譌字가 여러
사람들이 통용하게 되면 俗字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 重文은 ≪說文
≫의 표제자(篆書) 다음에 중복하여 수록한 문자로서 古文․籒文․或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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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데, 篆書․古文․籒文․或體 등의 곡선으로 된 필획이 기록의 편의
상 隸書․楷書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람에 따라 그 자형의 변화가 매우 심
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수많은 이체자를 만들어내는 또 다른 자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行書나 草書가 아닌 楷書체이더라도 필사(筆寫)하는 사람에 따라 획
(劃)이나 점(點)을 연결하여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많은 異體가 등
장한다. 이런 경우에는 그 원형이 추측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가
능한 경우에는 異體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說文≫부터 거의 모든 字典의 주된 기능은 경전을 해석하는 것이므로
字典에서 반영하고 있는 字意는 거의 이전에 사용되었던 의미를 반영하고
있고 당시 의미는 아마도 거의 기록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현상이
시대마다 계속되어 ≪康熙字典≫에 이르면 거의 이전의 모든 시기에 사용
되었던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字意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지어 ≪玉篇≫에
수록된 灯은 발음이 ‘정(的庭切)’이고 뜻은 ‘불’이므로 ≪字彙≫에 수록된 燈
의 俗字인 灯(등)과는 외형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글자(단어 또는 同形字)
인데도, 편의상 字典은 글자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별개의 두 단어를
같은 字形에 예속시켜 놓았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우리나라․대만․중국에
서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字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
은 특히 楷書체가 魏晋시대(220-420년)에 출현한(詹鄞鑫1995:145)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략 1580～1780년 동안 字形 변화가 거의 없어 한 字形에 여러
시기의 字意 또는 다른 단어를 나열할 수 있었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생각
된다.
우리들은 이전의 자료 갑골문부터 청대의 古書에 이르기까지 또는 漢文
으로 기록된 우리의 고대 역사책들이 현재라는 시점에서 모두 볼 수 있으
므로, 字典을 편찬하는 입장에서는 한 글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나열하여
편의를 제공할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는 이 때문에 이러한 여러
의미들이 현재도 모두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가
字意의 출처를 세밀하게 확인하며 字典을 이용한다면, 이전의 공시적인 관
점에서 관찰된 근거(字意, 이체자 관계 등)를 찾을 수 있어 고서를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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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판독하겠지만, 그 字意가 시기별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출
처가 없는 것도 많고

A와 A'라는 漢字가 이체자인가도 시기별로 변화하

는데 현재 시점만을 기준으로 하여 언급하고 있거나 모호하고 알 수도 없
기 때문에 우리가 고서를 판독하는 데에 있어서 시간과 공간상 많은 혼란
을 주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한 이체자가 과거에는 어떠했는가를 살펴보려면 해당 시기
字典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
보려면 대만이나 중국에서 출판된 대사전류보다는 오히려 현대중국어를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國語日報辭典≫이나 ≪現代漢語詞典≫를 조사하는 편
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체자인가를 판단하고 분류할 때 대략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향이 보
인다.
① 한 字形에 예속된 字意와 字音이 동일한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체자를
판단한다.
② 동일 낱말을 표기하는 변이(變異) 字形(제리. 노먼:103)들을 이체자라
고 한다.
①과 같은 관점에서 이체자를 분류한 학자 중에는 裘錫圭가 있는데, 그는
字意(용법)가 완전히 일치하는가에 따라 협의(狹義)이체자․부분(部分)이체
자로 나눈다. 그 중에서 부분이체자의 예로 雕․鵰․琱․彫․凋를 들고 있
다. 裘錫圭(1994:233-234)는 雕에 1) 맹금류(본의) 2) 조각, 꾸미다(가차의)
3) 시들다(가차의) 등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鵰는 1)의 의미인 경우에만
雕의 異體이고, 彫는 2)3)의 의미인 경우에만 雕의 異體이고, 琱는 2)의 의
미인 경우에만 雕의 異體이고, 凋는 3)의 의미인 경우에만 雕의 異體이라고
한다. 그러나 ≪現代漢語詞典≫(1996:288)을 보면 雕의 字意가 변화하여 이
제는 雕에 ‘3) 시들다’라는 뜻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 경우에는 凋를
正字로 쓰고 彫는 凋의 異體라고 한다. 즉, 한 字形에 예속된 뜻이 異體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인데, A라는 字形에 1)2)3)이라는 뜻이 있고, a라
는 字形에 1)이라는 뜻만 있다면 포함하고 있는 의미 범주가 다른데, ‘字音
과 字意는 동일하나 字形이 다른 글자들’이라는 조건에서 과연 字意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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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廣義의 이체자라고도
하고 부분이체자라고도 하지만, ②의 관점에서 보면 부분이체자라는 말이
존재할 수 없고 항상 ‘字音과 字意는 동일하나 字形이 다른 글자들’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②가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②
도 자칫 통가자와 혼란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本意와 字形을 잘 관찰해보
면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체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字意도 중요하고 또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시점에서 어느 문자를
보느냐에 따라서 異體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지역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에서 예로 들은 豊(풍)은 우리나라에서는 豐의 異體(俗字)
이지만 일본에서는 正字로 사용되고, 중국에서는 lǐ라고 읽고 ‘풍부하다’는
뜻이 없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豊은 간화자 丰fēng의
異體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는 丰이 豐의 異體라고 말할 수도 있
다.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類篇≫에 수록된 鐙과 ≪字彙≫에 수록된
燈은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灯의 異體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렇지
만 異體字는 아무래도 같은 시기 같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동일 낱말을 표
기하는 변이(變異) 字形들’이 무엇보다도 우선 정확하게 조사되어야만 이것
을 기초로 하여 위에서 언급한 지역성과 시간성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正字와 異體字의 관계를 지역과 시기에 따라, 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동일 지역에서의 正字와 異體字는 상대되는 개념이나, 통시적 관점에서 보
면 시대에 따라 正字가 변화하므로 각 시대마다 존재하는 異體字群에서 대
표로 정해진 글자가 正字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그 대표
(正字)가 하나로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개가 존재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正字와 異體字를 상대되는 개념으로 보는 것보다는 한 異
體字群의 대표가 여러 개라고 하는 것이 더 적당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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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最近有關異體字的硏究論文發表了很多, 這大槪是由于在古籍的閱讀和電腦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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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上回避不了的.

這些論文大部分涉及到異體字的具體處理和辨別的理論和方

法, 而沒有充分說明‘異體字是什麽’這一根本問題. 大部分的異體字彼此之間有
複雜的關係,

包括俗字(俗體․破體)․或體․重文․異文․譌字(誤字)․別字․

假借字․通假字․古今字․後起字(累增字, 分別文)․後起本字․繁簡字․避諱
字․通用字․同形字等. 這些術語的槪念, 有的是相對于正字而言, 有的是相對
于本字而言, 還有其他一些複雜的關係. 這些關係一一討論起來, 篇幅有限, 因
此本論文只論‘和正字有關係的俗字(俗體․破體)․或體․重文․異文․譌字(誤
字)․別字’, 其餘關係另寫一篇論文再討論.
本論文想證明, 討論異體字時必表明時間與空間, 首先找出一些‘和正字有關係
的槪念’的例子, 比如兩三個有正俗字關係的字, 在歷代字典和詞典上具體地比較
這些字義和字形的差別, 闡明歷代正俗字關係不是確定不變的, 因此涉及異體字
時一定要表明時間與空間. 通過這樣的調査, 發現俗字(俗體․破體)․或體․重
文․異文․譌字(誤字)․別字等是大量異體字産生的根源, 還有一個異體字的來
源, 就是把≪說文≫裏所出現的小篆․重文(古文․籒文․或體)的｢圓轉的筆劃｣
改成楷書的｢平的或折轉的筆劃｣時也産生很多異體字.
至于異體字的定義, 一般來說, 指一些彼此音義相同而外形不同的字. 這定義
看起來好像根本沒有問題, 實際上在槪念上很模糊. 因此關于異體字大槪有兩個
代表性的說法, 一是指字義完全相同的不同字形, 二是指一個詞的一些不同寫法.
根據前者,

異體字可以分爲字義完全相同的｢狹義異體字｣和字義不完全相同的｢

部分異體字｣, 可是｢部分異體字｣字義不完全相同, 能說合乎｢彼此音義相同而外
形不同的字｣的條件嗎? 如根據後者卽詞義(字義), 觀察異體字關係, 就會發現一
個詞義的一些不同寫法(包括不同的字形結構),

才合乎｢彼此音義相同而外形不

同的字｣的條件. 中國的詞典(字典)把詞義(字義)排列在｢字｣的下面, 因爲｢字｣是
記錄語言卽詞的手段. 辨別異體字時必定涉及到字義, 字義就表示詞, 一個字可
能表示多個詞, 論異體字關係時, 以字爲準就彼此牽涉到很複雜的多種關係, 而
以詞爲準就其關係可以說得比較簡單明了.
The Written Variant Form(異體字) in Chinese Characters
-Focusing on a Comparison with Concepts of Having Relation with
the Official Form(正字) in Chinese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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