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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본 논문은 한자 부수 체계의 과도기적 특색을 비교 분석하여 귀납 정리하는데 궁

극적인 목적이 있다.

먼저 《五經文字》⋅《九經字樣》⋅《龍龕手鑑》⋅《字彙》의 부수 體例를 비교 분석하

여 楷書 部首 體系를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 결과 楷書 부수 체계를 채

택한 上記 자서와 小篆 부수 체계인 《說文》⋅《玉篇》 사이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개혁이 시도되었음을 파악하였다.

① 《五經文字》에서 聲符 偏旁에 의거하여 爿部를 새로 설립하였고, 《龍龕手鑑》

에서 더욱 확대 적용하였다. 즉 중국 자서 최초로 聲符를 부수로 내세운 것이다.

② 《五經文字》에서 林部처럼 자형이 중첩된 부수를 (木으로) 단순화하여 木部

로 합병하였다.

* 이 논문은 2016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으로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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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九經字樣》⋅《龍龕手鑑》에서 意味 聯關性 有無를 莫論하고 자형이 비슷한 

부수인 경우, A부수를 B부수로 합병하였다. 즉 《九經字樣》⋅《龍龕手鑑》에서 行部

를 彳部로 합병하였고, 《龍龕手鑑》에서 㫃部를 方部로, 匸(혜)部를 匚(방)部로 합

병하였다. 부수 수량의 감축을 위해 좌편방우선방침을 적용하여 합병한 것으로 간

주된다.

이처럼 《五經文字》⋅《九經字樣》⋅《龍龕手鑑》에서 시도한 부수 개혁은 (한자문

화권 통용 부수 형식을 구비한 자서인) 《字彙》에서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채택

되지 않고 《說文》으로 다시 回歸{원상복귀}하는 이념을 고수한 부분도 있다.

이런 ①聲符를 部首로 내세우거나, ②部首를 合倂한 過渡期的 部首 特色은 現

代 《漢語大字典》에 이르러서 확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①聲符임에도 불구

하고 좌편방 우선 원칙을 적용하여 부수로 삼아, “將”을 “寸部”에서 “爿”로 귀속시킴

과 동시에 그 이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하여 塍⋅滕⋅媵⋅騰을 土⋅水⋅女⋅馬
部에서 月部로 귀속시켰고, ②匸⋅㫃⋅行部를 匚⋅方⋅彳으로 합병시킴으로서 《五

經文字》⋅《九經字樣》⋅《龍龕手鑑》의 부수 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Ⅰ. 서론

부수(部首)란 동일 편방(偏旁)에 속한 부(部)류(類)를 한 데 모으고, 그 해당 

편방을 우두머리(首)로 내세워 연관 한자를 귀속시켜 검색 편리 도모와 동일 의미 

범주를 암시하는 메커니즘을 구현한 과학적 시스템이다.

《說文》(121년)에서 540부수를 설립한 이후, 《字林》 540부, 《玉篇》(543년)

542부, 《五經文字》(776년) 160부, 《新加九經字樣》(837년) 76부, 《龍龕手鑑》

(997년) 242부, 《字彙》 214(1615년 이전1)), 《正字通》(明代崇禎(1628년~1644

년) 말년) 214부, 《康熙字典》(1716년) 214부 등으로 발전과 계승을 거듭하였다.

그 가운데 《說文》과 《玉篇》의 부수는 小篆 자형에 근거한 것이며, 《五經文字》에

1) 《字彙》의 저자인 매응조(梅膺祚)의 형인 매정조(梅鼎祚)가 지은 《增補字彙補》의 저작 

년대가 1615년이므로 《字彙》의 편찬 년대는 그 이전일 것이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百度百科⋅字彙》 條를 참고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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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최초로 楷書 자형에 근거하여 부수를 설립한 이래, 《龍龕手鑑》에서 《康熙字典》

에 이르기까지 모두 楷書 부수 체계를 채택하였으며, 현대 《漢語大字典》에 이르러

서는 簡體字에 기반을 두어 부수를 설립하였다.

이처럼 부수가 소전 체계에서 해서 체계로 변화하면서 ①부수 수량의 감소, ②새

로운 부수의 설립, ③부수의 단순화{간화}, ④부수의 합병 등 다양한 현상이 발생

하였다. 이런 부수 개혁 현상은 현존 最古의 해서 부수 체계를 구비한 《五經文字》

(《新加九經字樣》 포함)에서 비롯되어 《龍龕手鑑》을 거쳐 《字彙》에 이르기까지 부

단히 진행되었으며, 현대 《漢語大字典》에까지 전승되고 있다.

현대 부수는 2009년 5월 1일 중국 國家語文工作委員會에서 《汉字部首表》를 

정식으로 공포함으로서 확립되었다.2) 현재 중국의 부수는 201개로 한자문화권에서 

널리 통용되는 《康熙字典》의 2143)부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說文》 540부에서 《字彙》 214부에 이르는 동안 부수 양상에 어떤 변

화가 발생하였을까? 본고는 이를 唐나라 《五經文字》(《九經字樣》 포함)⋅遼나라 

《龍龕手鑑》⋅明나라 《字彙》4)에 나타난 특정 부수를 주요 근거로 비교 고찰하여 

그 상관관계와 현대 부수에 끼친 영향을 탐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비교 대상 한자는 《五經文字》⋅《九經字樣》⋅《龍龕手鑑》⋅《字彙》에 공히 나타나는 

자례(字例)로 한정하였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수는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을까? 이 의문점에 대

하여 본고는 해서 체계 最古 부수를 간직하고 있는 唐나라 《五經文字》와 《九經字

樣》에서 萌芽의 흔적을 찾아, 《龍龕手鑑》에서 계승과 또 다른 변화 과정을 분석하

고, 《字彙》에서 수용 또는 《說文》으로 원상 복귀되는 현상을 비교 고찰하여, 현대 

한자 부수에 끼친 영향을 귀납 정리하여 한자 부수의 개혁과 전승관계를 파악하고

자 한다.

2) 이는 1983년 国家文字改革委员会와 国家出版局에서 공포한 <汉字统一部首表(草
案)>을 20여 년간 수정 보완한 결과물이다.

3) 《正字通》⋅《康熙字典》은 《字彙》 214부와 그 체례를 계승한 것이므로, 현재 한자문화

권의 한자 통용 부수 214부는 실제로는 《字彙》의 부수 체계이다. 일본은 匸(혜)部가 

匚(방)部로 합병되어 일반적으로 213부가 통용되고 있다.
4) 현재 한자문화권 한자 부수의 통용 판본으로 삼는 《康熙字典》의 부수 수량과 체례는 

《字彙》를 계승한 것이므로, 본고에서는 《說文》⋅《玉篇》⋅《五經文字》⋅《龍龕手鑑》⋅
《字彙》 등 5종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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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한자 부수 변화 발전의 과도기적인 이념과 그 특색을 파악함과 아울

러 후대 부수 체계와의 상호 연원 및 그 계승 관계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Ⅱ. 과도기적 부수의 특색

1. 신부수의 설립

《說文》 540부에 처음으로 개혁을 시도한 것이 《玉篇》의 542부이다. 《玉篇》은 

《說文》 540部 가운데 哭⋅㢟⋅畫⋅敎⋅眉⋅自⋅⋅㱃⋅后⋅亣⋅弦 등 11부를 

삭제하고, 父⋅云⋅喿⋅冘⋅處⋅兆⋅磬⋅索⋅書⋅牀⋅弋⋅單⋅丈 등 13부를 신

설하였다.5) 《玉篇》은 비록 楷書 자형을 수록하였지만 부수 체계는 여전히 小篆 단

계에 머물러, 《說文》 체례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楷書 부수 체계를 최초로 도입한 

현존 最古의 자서는 《五經文字》이다. 《五經文字》는 3,250자를 160部에 귀속시키

며 부수 체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즉 해서 통용 시기의 부수 체계를 채

택함으로서 부수 수량이 대폭 감소하고 부수 분류와 소속 글자 부수 귀속 체례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해서가 통행하던 시대에 전통 부수 체계를 개혁한 새로운 부수 체계가 등장한 것

인데, 이런 상황은 余嘉錫의 《四庫提要辨證⋅五经文字》 條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다.

參之爲是書, 意在辨識群經諸字之讀音, 及經典相承隸省隸變, 與說文字體之
異同……乃依《說文》⋅《字林》, 分部以攝字, 其部目固與《說文》不盡相同, 以偏旁
之分析, 多與六書諧聲之旨不合, 誠可異也. 夫《說文》之分辨諧聲凡一部之字, 皆
以部首爲形, 而《五經文字》則不盡然, 蓋一部之字, 有以部首爲形者, 亦有以部首
爲聲者……羊部羝羭洋翔諸字同屬一部矣, 而羝羭以羊爲形, 洋翔則以羊爲聲, 是
匪特與說文不合, 抑且有乖分部之意, 幾令人無由索檢.(張參이 《五经文字》를 지

은 주요 취지는 群經의 자음과 경전에서 널리 사용되는 隸書의 생략된 자형과 隸

5) 《玉篇》의 《說文》 부수에 대한 삭제와 신설에 관한 사항은 <論《玉篇》增刪《說文》 部首
―漢字新分部法初探>(李孝定, 《大陸雜誌》, 第七十卷第三期)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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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 후의 자형이 《說文》 자형과 어떻게 같고 다른지를 변별하는데 있었다. ……이에 

《說文》⋅《字林》의 체례에 따른 부수 분류 방식으로 수록자를 귀속시켰다. (그런

데) 《五经文字》의 부수 목록은 실상 《說文》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니, 편방 

분석은 육서 형성자의 원래 취지에 꽤 동떨어져 있으니 정말 기이한 일이다. 무릇 

《說文》의 형성자에 대한 분류는 어떤 부수의 소속자는 공히 부수를 형부에 의거하

였는데, 《五經文字》는 완전히 그런 것은 아니다. 즉 동일한 부수 소속자이지만 그 

부수를 형부에 의거한 것도 있고, 또 그 부수를 성부에 의거한 것도 있다. ……羊
部의 羝羭洋翔 등과 같은 글자는 같은 부수에 소속되어 있지만 羝羭은 羊편방이 

형부이고, 洋翔은 羊편방이 성부이므로, 이는 더더구나 《說文》과 부합하지 않으

니, 그야말로 이런 이상한 分部의 저의를 어디서 찾아야 할지 도대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한다.)6)

위에 따르면 《五經文字》 부수 특색의 하나는 “‘翔’字가 聲符인 ‘羊’을 部首로 삼

아 羊部로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說文》에서 ｢翔, 回飛也. 从羽羊聲.(‘翔’자는 빙

빙 돌며 날다는 뜻이다. ‘羽’를 형부로, ‘羊’을 성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한 바,

“羽”가 “形符”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五經文字》는 “聲符”인 “羊”을 部首로 삼는 새

로운 部首 體系를 선보이고 있다.

《五經文字》는 이에 멈추지 않고 아예 “聲符”를 部首로 채택하는 새로운 부수 설

립 이념을 제시하였다. 즉 “爿部”를 신설하여 牀⋅壯⋅臧⋅牆⋅戕⋅將⋅藏⋅狀⋅
牂⋅斨 등 10개의 개별자를 수록하였다. 爿部는 《說文》과 《玉篇》에는 없는 부수로 

《五經文字》에 이르러 최초로 설립되어 《龍龕手鑑》과 《字彙》까지 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기서 주요 자서의 “爿” 편방으로 구성된 한자의 歸部(부수 귀속) 상황을 표

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余嘉錫, 《四庫提要辨證》(108-109쪽), 中華書局香港分局, 1974年3月.

대상
한자

소속 부수 상황
비 주

說文 玉篇
五經
九經

龍龕 字彙

爿 × × 爿 爿 爿
《說文》과 《玉篇》에 미수록.
五經:音牆｡ 龍龕:疾羊切｡ 字彙:慈良

切, 音牆｡ 
牀 木 木 爿 爿 爿 說文:安身之坐者｡ 从木爿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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牀7)

玉篇木部:牀, 仕良切｡ 《說文》曰：安
身之坐者｡ 床, 同上, 俗｡ 
玉篇木部:牀, 仕良切｡ 身所安也｡ 

《易》曰：巽于牀下｡ 
壯 士 士 爿 爿 士

說文:大也｡ 从士爿聲｡ 
玉篇:壯, 阻亮切｡ 健也, 大也｡ 《詩》

云：克壯其猷｡ 

臧 臣 臣 爿 爿 臣
說文:善也｡ 从臣戕聲｡ 
玉篇:臧, 則郎切｡ 《說文》云：善也｡ 

, 籀文｡ 

牆 嗇 嗇 爿 爿 爿

說文:垣蔽也｡ 从嗇爿聲｡ 
玉篇:牆, 疾將切｡ 牆, 垣也｡ 玉篇에

서 이체자 廧는 嗇部에 수록되어 있으
며, 九經字樣과 字彙에는 广部에 수록
됨.

將 寸 寸 爿 爿 寸

說文:帥也｡ 从寸, 省聲｡ 
玉篇:將, 子羊切｡ 行也, 欲也, 或也,

送也, 奉也, 大也, 助也, 養也｡ 扶侍爲
將｡ 又子匠切, 帥也｡ 又七羊切｡ 

戕 戈 戈 爿 爿 戈

說文:搶也｡ 他國臣來弑君曰戕｡ 从戈
爿聲｡ 
玉篇:戕, 在良､ 七良二切｡ 殘也, 殺

也｡ 
牁 × × × 爿 爿

龍龕:牁,音哥,所以繫舟, 又牂牁, 郡
名.
字彙:同戨

 × 弋 × 爿 弋
玉篇:, 子郎切｡ 繫船大弋也｡ 又

牁郡｡ 亦作䍧｡ 

牄 倉 倉 × 爿 爿
說文:鳥獸來食聲也｡ 从倉爿聲｡ 《虞

書》曰：“鳥獸牄牄｡ ”
玉篇:牄, 七羊切｡ 鳥獸來食穀聲｡ 

 × × × 爿 爿
龍龕:, 自羊反,字林颿柱也,颿,帆

凡二音.
字彙:在羊切, 音牆, 與檣同, 颿柱名.

藏 艸 艸 爿 艸 艸
說文:匿也｡ 
玉篇:藏, 慈郎切｡ 藏郎, 草名｡ 又隱

匿也｡ 又才浪切, 庫藏｡ 
狀 犬 犬 爿 × 犬

說文:犬形也｡ 从犬爿聲｡ 
玉篇:狀, 仕亮切｡ 形也｡ 又書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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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五經文字》와 《龍龕手鑑》의 爿部를 중심으로 소속자의 귀부 상황을 기

타 연관 자서와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爿部는 《說文》과 《玉篇》에는 설립되어 있지 않다.

② 《說文》과 《玉篇》에서 “爿” 偏旁의 한자는 모두 “爿”을 聲符로 구성되어 있다.

즉 위 표의 모든 글자가 두 자서에는 공히 “爿聲”을 성부로 하고 있으며, 발음은 공

히 “장(在良切)”⋅“창(七良切)” 두 가지로 나타난다.

③ 《五經文字》⋅《龍龕手鑑》⋅《字彙》에는 爿部가 설립되어 있다.

④ 《五經文字》와 《龍龕手鑑》는 爿部를 새로 설립하고 “爿” 偏旁의 한자를 爿部

로 귀속시키고 있다. 즉 “聲符”를 “部首”로 내세운 것이다.8)

⑤ 《字彙》에서 壯⋅臧⋅將⋅戕⋅⋅狀⋅斨자를 각각 士⋅臣⋅寸⋅戈⋅弋⋅
7) “牀”자는 《說文》 木部에서 “安身之坐者. 从木爿聲.”라고 하여 木部에, 《玉篇》木部에 

“牀, 仕良切｡ 《說文》曰：安身之坐者. 床, 同上, 俗.”, 또 牀部에 “牀, 仕良切. 身所安
也. 《易》曰：巽于牀下.”라고 하여 木部와 牀部 두 곳에 수록하고 있다. 형부가 다른 

이체자를 각기 해당 부수에 다 수록하는 “部首雙向互見{現}法”은 원본 《玉篇》의 특색

인데, 아마도 《篆隸萬象名義》의 주요 참고 자료인 후대 《玉篇》에서도 이 방식을 채택

하여 “床”을 “木部”에 수록하는 한편, “爿部”가 없는 상황에서 “반대 모양의 자형인 片部”
다음에 “牀部”를 새로 설립하여 소속 글자는 없이 제부수자로 삼은 것으로 판단된다.

8) 혹자는 《篆隸萬象名義》 牀部에 牀자 외에 수록된 다섯 글자가 모두 “爿”을 편방으로 

구성된 바, 唐代 통행하던 《玉篇》은 聲符에 의거하여 “爿”부수를 설립한 것이나 다름없

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宋本 《玉篇》 牀部는 部目만 있고 수록자는 없다. 그리고 《篆
隸萬象名義》 劉尙慈 <校字記>에서 이 다섯 글자 가운데 네 글자는 “片部”에 이미 수록

된 것이며, 나머지 한 글자도 “片部”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篆隸萬象名義》

400쪽, 刘尚慈<校字記>). 실전된 《開元文字音義》 320部의 분부와 소속 글자의 상황

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聲符”를 부수 내세워 “爿部”를 설립한 최

초의 자서는 《五經文字》라고 추단해도 가능할 듯하다.

牂 羊 羊 爿 爿 爿
說文:牡羊也｡ 从羊爿聲｡ 
玉篇:牂, 子唐切｡ 羝羊也｡ 
字彙:牂, 母羊也｡ 

斨 斤 斤 爿 爿 斤
說文:方銎斧也｡ 从斤爿聲｡ 《詩》曰：

“又缺我斨｡ ”
玉篇:斨, 且羊切｡ 方銎斧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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犬⋅斤部에 귀속시키고 있지만 그 나머지는 모두 爿部로 귀속시키고 있다. 특히 

｢牂, 玆郞切, 音臧, 母羊也.(牂의 자음은 玆郞 반절로 臧으로 발음된다. 어미양이

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응당 “羊部”에 귀속시켜야 하는데, 왜 “성부”

를 “부수”로 삼아 “爿部”에 귀속시켰을까? 이는 이전 자서인 《五經文字》와 《龍龕手

鑑》의 체례를 계승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자에서 形聲字가 주로 左形右聲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측 편방이 주로 부수 역할을 담당하는데, 《五經文字》부터 

부수의 좌측편방 우선 방침이 萌芽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그것이 형부든 성부든 

상관없이 좌측에 있는 편방을 부수로 내세운 새로운 형식이 태동된 것으로 추측된다.

⑥ 이와 같은 그것이 형부든 성부든 막론하고 좌측 편방을 부수로 우선시 하는 

방침은 현대 부수까지 전승된다. <GB13000.1字符集汉字部首归部规範>⋅《漢語大

字典》에서 條⋅脩⋅絛자는 각각 木⋅肉⋅糸部에서 모두 人部로 귀속시켰으며,

塍⋅勝⋅騰⋅媵⋅滕자는 각각 土⋅力⋅馬⋅女⋅水(氺)部로 귀속시키고 있다. 앞

에서 예로 든 한자에서 “亻”⋅“⺼”은 원래 해당 글자의 성부인데 지금은 부수로 그 

역할이 바뀌게 된 것이다.

상술한 내용에 근거하면 전통적으로 형부를 부수로 내세워 그 의미 요소로 의미 

속성의 범주를 나타내는 부수 설립 원칙이 唐代 《五經文字》에서는 성부로 부수를 

설립하는 새로운 관념이 萌芽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부수는 반드시 자의를 나타

내는 형부이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서 “좌편방우선방침”으로 부수 설립 이념이 전

변되며 부수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GB13000.1字符集汉字部首

归部规範>⋅《漢語大字典》에서는 “將”을 “寸部”에서 “爿部”로 귀속시키고 있다.

2. 부수의 단순화

《說文》과 《玉篇》에서는 木으로 구성된 글자 가운데, 楚⋅森⋅鬱 등처럼 木이 중

첩된 글자를 위해 林部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五經文字》와 《九經字樣》에서는 

楚⋅鬱을 木部에, 《龍龕手鑑》에서는 森⋅鬱을 木部에, 《字彙》에서는 楚⋅森은 木

部에(鬱은 鬯部에) 귀속시키고 있다. 이처럼 편방이 중첩된 부수를 단순 형부로 변

화시키는 현상이 唐代 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주요 자서의 중첩 부수와 단순화한 부수 상황을 《五經文字》와 《龍龕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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鑑》 수록자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
한자

소속 부수 상황
비 주

說文 玉篇
五經
九經

龍龕 字彙

森9) 林 林 × 木 木
說文:木多皃｡ 从林从木｡ 讀若曾參之

參｡ 
玉篇:森, 所今切｡ 長木皃｡ 或作槮｡ 

楚 林 林 木 × 木
說文:叢木｡ 一名荊也｡ 从林疋聲｡ 
玉篇:楚, 初舉切｡ 《說文》曰：叢木｡ 

一名荆也｡ 又國名｡ 
鬱 林 林

木
九經

木 鬯10)
說文:木叢生者｡ 从林, 络省聲｡ 
玉篇:鬱, 於屈切｡ 木叢生也｡ 

哭 吅 吅 口 口 口
說文:哀聲也｡ 从吅, 獄省聲｡ 凡哭之

屬皆从哭｡ 
玉篇:哭, 口木切｡ 哀之發聲｡ 

喪 吅 吅 口 口 口
說文:亾也｡ 从哭从亾｡ 會意｡ 亾亦聲｡ 
玉篇:喪, 思浪､ 思唐二切｡ 亡也｡ ,

《說文》喪｡ 

兼 秝 秝 禾 × 八

說文:并也｡ 从又持秝｡ 兼持二禾, 秉
持一禾｡ 
玉篇:兼, 古甜切｡ 并也, 兩也｡ 《說文》

云：兼持二禾, 秉持一禾｡ 

이런 부수의 단순화는 해서 통행시대의 새로운 부수 체계를 구현한 것으로 《五經

文字》⋅《龍龕手鑑》에서 채택한 뒤, 《字彙》에 이르러 자형의 변화를 감안하여 더욱 

9) 宋本 《玉篇》에는 木⋅東⋅林⋅巢⋅叒部가 순차적으로 설립되어 있으며, “森”字는 “林
部”에 소속되어 있다. 《篆隸萬象名義》 부수 총목 第十二部에 木⋅林⋅巢⋅叒(상) 부

수가 나열되어 있지만, 본문에는 木部만 있고 林⋅巢⋅叒部가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않

다. 《篆隸萬象名義》 木部 끝머리에 “東⋅㯥⋅林⋅楚……⋅巢……叒……” 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마치 《篆隸萬象名義》에서 木⋅東⋅林⋅巢⋅叒部를 합병한 것처럼 보

이지만, 이 역시 《篆隸萬象名義》 劉尙慈 <校字記>에서는 “東部가 부수 목차에 없는 

것은 아마 누락된 것”이라하고, 또 “林部⋅巢部⋅叒部를 따로 내세우지 않고 있다(篆隸
萬象名義》 370쪽, 刘尚慈 <校字記>)”라고 하였다. 본문에서 “森”자가 속한 “林部”를 부

수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부수 총목에 “木⋅林”部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林部”를 “木
部”로 단순화 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10) 鬱자는 현대 자서인 《漢語大字典》(1993년)에서 鬯部를 폐지하는 바람에 상하구조에서 

하부의 맨 마지막 편방을 부수로 삼아 彡部로 귀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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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鬱⋅兼자가 《說文》⋅《玉篇》에서 林部⋅秝部, 《九經字樣》⋅《龍龕手鑑》에서 鬱

자가 木部, 《五經文字》에서 兼자가 禾部에 수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玉篇》 이후 

자서에서 부수의 단순화가 보편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 부수에 이르

러 鬱⋅兼자를 鬯部⋅八部로 귀속시켰는데, 이는 “부수가 자의와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리기에 충분한 예증이다. 현대 부수에서 鬯部가 폐지되면

서 《漢語大字典》에서 鬱자를 彡部로 귀속시켰으니 부수의 형부 채택 원칙은 그야

말로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렸다.

3. 부수의 합병

《玉篇》 이후 楷書 체계 부수의 또 다른 특색의 하나는 부수의 합병이다. 부수의 

합병은 ①의미 연관성이 있는 부수로 합병, ②의미 연관성이 없고 형체의 근사성으

로 인한 합병 등 두 가지가 있다. 아래에서 분류 서술하도록 한다.

1) 의미 연관성이 있는 부수로 합병

고문자에서 “彳”은 작은 길인 “삼거리”, 行은 큰 길인 “사거리”를 나타낸다. 작고 

큰 행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큰 범주에서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說文》과 《玉篇》

에서 분리 독립시켜 부수를 설립하였지만, 《九經字樣》과 《龍龕手鑑》에서는 行部의 

글자를 彳部로 귀속시키고 있다. 이런 부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한자

소속 부수 상황
비 주

說文 玉篇
五經
九經

龍龕 字彙

術 行 行
彳
九經

彳 行
說文:邑中道也｡ 从行术聲｡ 
玉篇:術, 食聿切｡ 法術也｡ 《說文》曰：

邑中道也｡ 

衝 行 行
彳
九經

彳 行

說文:通道也｡ 从行童聲｡ 
玉篇:通道也｡ 从行童聲｡ 《春秋傳》曰：

“及, 以戈擊之｡ ”
玉篇:, 齒龍切｡ 交道也, 向也, 突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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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經字樣》과 《龍龕手鑑》의 彳部에는 彳과 行으로 구성된 글자가 함께 수록되

어 있다. 즉 行部을 彳部로 합병한 것이다. 그런데 후대 자서인 《字彙》에서는 行部

로 다시 독립시켜 《說文》으로 회귀{원상 복귀}하고 있다. 行部 한자는 彳과 亍 사

이에 성부를 내포한 독특한 구조의 형성자이다. 이에 따라 《字彙》에서는 彳部과 行

部를 여전히 따로 구분하여 좌우내포구조의 형성자 부수인 行部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듯하다.

결론적으로 기왕에 두 부수가 ①의미상 밀접한 연관성이 있고, ②형성자가 대부

분 左形右聲 구조인 것을 감안하면, 行部를 彳部로 합병하여 부수 수량의 간략화

와 부수 자형의 단순화를 꾀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현대 자서인 《漢

動也｡ 
玉篇:衝, 同上｡ 
龍龕:彳部, , 俗...,正...
衡, 今. 戶庚反, 撲也,平也, 亦山名, 亦

聲. 三.

衞 行 行
彳
九經

× 行
說文:宿衞也｡ 从韋､ 帀,从行｡ 行, 列衞

也｡ 
衢 行 行 × 彳 行

說文:衢, 近虞切｡ 四達道也｡ 
玉篇:四達謂之衢｡ 从行瞿聲｡ 

街 行 行 × 彳 行
說文:四通道也｡ 从行圭聲｡ 
玉篇:四通道也｡ 从行圭聲｡ 

衕 行 行 × 彳 行 說文:通街也｡ 从行同聲｡ 
衑 行 × × 彳 行 玉篇:衑, 魯丁切｡ 道也｡ 

衒 × 行 × 彳 行

說文:行且賣也｡ 从行从言｡ 
玉篇:, 胡絹切｡ 賣也｡ 《說文》曰：行

目賣也｡ 衒, 同上｡ 
龍龕:衒, 音縣｡ 自媒也, 行賣也, 又

自矝也｡ 二｡ 

衡 角 角 角 彳 行

說文:牛觸, 橫大木其角｡ 从角从大, 行
聲｡ 《詩》曰：“設其楅衡｡ ”
玉篇:衡, 乎庚切｡ 橫也, 平也, 斤兩也,

持牛令不牴也, 衡門橫木也｡ 又旴衡, 舉眉
揚目也｡ , 古文｡ 
龍龕:衡, 今. 戶庚反, 撲也, 平也, 亦山

名, 亦聲.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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語大字典》에서는 《字彙》의 再版격인 《康熙字典》의 行部를 분리 독립시키지 않고 

彳部로 합병하였다.

2) 의미 연관성이 없는 부수로 병합

(1) 㫃→方
㫃은 “旌旗之游, 㫃蹇之皃” 즉 “깃발의 나부낌이 멈추어 아래로 드리운 모양”을 

가리키며, 方은 “併船也” 즉 “나란히 나아가는 배이다”라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부수 사이에는 아무런 의미의 연관성이 없고 단순히 “㫃+◯”의 “좌+우상귀 形符+

우하귀 聲符” 구조에서 우상귀를 배제하고 좌측 편방만 남겨서 부수로 삼은 것이

다. 자서별로 대상 글자를 귀속시킨 체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상
한자

소속 부수 상황
비 주

說文 玉篇
五經
九經

龍龕 字彙

㫃 㫃 㫃 㫃 方 方

說文:旌旗之游, 㫃蹇之皃｡ 从屮, 曲而
下, 垂㫃相出入也｡ 讀若偃｡ 古人名㫃, 字
子游｡ 凡㫃人之屬皆从㫃｡ 
玉篇:㫃, 於蹇切｡ 《說文》云：旌旗之

斿, 㫃蹇之皃｡ 又㫃蹇, 舞皃｡ 今爲偃｡ 

旌 㫃 㫃 㫃 × 方

說文:游車載旌, 析羽注旄首, 所以精進
士卒｡ 从㫃生聲｡ 
玉篇:旌, 子盈切｡ 《周禮》曰：析羽爲

旌｡

旆 㫃 㫃 㫃 方 方

說文:繼旐之旗也, 沛然而垂｡ 从㫃
聲｡
玉篇:旆, 蒲貝切｡ 《爾雅》曰：繼旐曰

旆｡

旐 㫃 㫃 㫃 方 方

說文:龜蛇四游, 以象營室, 游游而長｡ 
从㫃兆聲｡ 
玉篇:旐, 除矯切｡ 《周禮》曰：龜蛇爲

旐｡

旟 㫃 㫃 㫃 方 方

說文:錯革畫鳥其上, 所以進士衆｡ 旟
旟, 衆也｡ 从㫃與聲｡ 
玉篇:旟, 弋於切｡ 《周禮》曰：鳥隼爲

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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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龍龕手鑑》에는 方+遂로 결합되어 있는데, 㫃에서 人이 탈락된 자형이다.
12) 《九經字樣》에서: “於, 本是烏鳥字, 象形. 古文作 , 篆文作 , 隸變作於, 本非從㫃,

旞 㫃 㫃 㫃 方11) 方
說文:導車所以載｡ 全羽以爲允｡ 允, 進

也｡ 从㫃遂聲｡ 
玉篇:旞, 似醉切｡ 全羽爲旞｡ 

旂 㫃 㫃 㫃 方 方
說文:旗有衆鈴, 以令衆也｡ 从㫃斤聲｡ 
玉篇:旂, 渠衣切｡ 縣旌於竿｡ 

旝 㫃 㫃 㫃 方 方

說文:建大木, 置石其上, 發以機, 以追
敵也｡ 从㫃會聲｡ 
玉篇:旝, 胡外切｡ 《左傳》曰：旝動而

鼓｡

旃 㫃 㫃 㫃 方 方

說文:旗曲柄也｡ 所以旃表士衆｡ 从㫃
丹聲｡ 
玉篇:旃, 之延切｡ 《周禮》曰：通帛爲

旃｡
旖 㫃 㫃 㫃 方 方

說文:旗旖施也｡ 从㫃奇聲｡ 
玉篇:旖, 於我切, 又於蟻切｡ 旌旗旖旎

皃｡ 
旋 㫃 㫃 㫃 方 方

說文:周旋, 旌旗之指麾也｡ 从㫃从疋｡ 
疋, 足也｡ 
玉篇:旋, 徐縁切｡ 周旋也｡ 

旛 㫃 㫃 㫃 方 方
說文:幅胡也｡ 从㫃番聲｡ 
玉篇:旛, 妨園切｡ 旌旗揔名也｡ 

旅 㫃 㫃 㫃 方 方
說文:軍之五百人爲旅｡ 从㫃从从｡ 从,

俱也｡ 
玉篇:旅, 力與切｡ 衆也｡ , 古文｡ 

族 㫃 㫃 㫃 × 方
說文:矢鋒也｡ 束之族族也｡ 从㫃从矢｡ 
玉篇:族, 徂鹿切｡ 類也｡ 

於 烏12) 㫃 㫃
九經

方 方

說文:孝鳥也｡ 象形｡ 孔子曰：“烏, 
呼也｡ ”取其助气, 故以爲烏呼｡ 凡烏之屬
皆从烏｡ , 古文烏. 於, 象古文烏省.
玉篇:於, 央閭切｡ 居也｡ 又倚乎切, 歎

辝也｡ ､ , 並古文｡ 

施
㫃 㫃 㫃

九經
× 方

說文:旗皃｡ 从㫃也聲｡ 亝欒施字子旗,
知施者旗也｡ 
玉篇:施, 舒移切｡ 施, 張也｡ 又式豉､ 

以忮二切｡ 
游13) 㫃 水

㫃
九經

水 水
說文:旌旗之流也｡ 从㫃汓聲｡ 
玉篇:游, 以周切｡ 浮也, 旌旗之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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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비교 대상 글자 가운데 가장 특이한 현상은 游자를 《說文》과 《九經字樣》이 

㫃部에 귀속시킨 반면에 《玉篇》은 水部에 귀속시켰다는 점이다. 더 상세히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① 《說文⋅㫃部》에서 ｢游, 旌旗之流也. 从㫃汓聲.(游는 깃발이 나부끼다는 뜻

이다. 㫃을 형부로 汓를 성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② 原本《玉篇⋅水部》에서 ｢游, 《字書》亦斿字也. 旌旗之游, 爲斿字在㫃部.(游,

《字書》에는 斿의 이체자라고 여겼다. 깃발이 나부끼다는 뜻으로, 斿자는 㫃部에도 

실려 있다 )｣라고 하였다.

③ 宋本《玉篇⋅水部》에서 ｢游, 旌旗之游也.(游는 깃발이 나부끼다는 뜻이다.)｣,
宋本《玉篇⋅㫃部》에서 ｢斿, 旌旗之末垂者, 或作游.(斿는 깃발이 (멈춰서) 끝부분

이 아래로 드리워진 것이다, 혹 游 자형으로 쓰기도 한다.)｣라고 하였다.

④ 《九經字樣》에서 ｢游, 音由. 從㫃從汓, 汓是古文泅字, 作㳺者訛(游의 자음

은 由이다. 㫃과 汓로 구성되어 있다. 汓는 고문 泅자이다. 㳺 자형으로 쓰는 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游는 원래 㫃部에 속하였지만, 《玉篇》에서 본자인 斿와 이체자인 

游를 각각 㫃部와 水部에 수록하여 雙向互見{現}(이체자를 각기 해당 부수에 수록

하여 두 곳에서 다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성부인 汓에 따라 水部로 귀

속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는 《說文》의 부수 귀속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聲部

에 의거하여 해당 부수에 귀속시킨 것이다.

위 표에서 열거한 것처럼 《說文⋅㫃部》의 글자는 游를 제외하고는 《龍龕手鑑》에

作扵者訛”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於는 까마귀 烏자의 小篆 자형이 楷書로 탈바꿈한 

자형임을 알 수 있다.
13) 《說文⋅㫃部》에서: “游, 旌旗之流也. 从㫃汓聲”라고 하였다. 《原本玉篇⋅水部》에서:

“《字書》: 亦斿字也. 旌旗之游,爲斿字在㫃部”라고 하였다. 《宋本玉篇⋅水部》에서: “游,
旌旗之游也”, 《宋本玉篇⋅㫃部》에서: “斿, 旌旗之末垂者, 或作游”라고 하였다. 《九經
字樣》에서: “游, 音由. 從㫃從汓, 汓是古文泅字, 作㳺者訛)”라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

면 游는 원래 㫃部에 속하였지만, 《玉篇》에서 본자인 斿와 이체자인 游를 각각 㫃部와 

水部에 수록하여 雙向互見{現}(이체자를 각각 해당 부수에 수록하여 두 곳에서 다 보

여주는 체례)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성부 汓에서 水部로 귀속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는

데, 이는 《說文》의 편찬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성부에 따라 해당 부수에 귀속시킨 것으

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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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률적으로 方部로 귀속시키고 있다. 이 형식은 《字彙》에 전승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다.

(2)匸(혜)→匚(방)
《說文》에서 ｢匸, 衺徯, 有所俠藏也. 从乚, 上有一覆之.(삐딱하게 서 있는 것은 

겨드랑이에 뭔가를 끼고 감추고 있는 까닭이다. 乚에다 위에 一같은 것으로 덮어서 

감춘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였으며, ｢匚, 受物之器. 象形......,讀若方.(물

건을 담는 그릇이다. 상형자이고......方처럼 발음한다)｣라고 하였다. 즉 이 두 부수

는 의미적으로 연관성이 없다.

《說文》⋅《玉篇》⋅《五經文字》⋅《九經字樣》은 모두 匸(감출 혜, xǐ)와 匚(상자 

방, fāng)부수가 따로 설립되어 있으나, 《龍龕手鑑》에서는 “匚, 甫良反”이라고 하

여 匚(방)부로 합병되어 있으며, 원래 두 부수에 속한 글자들이 혼재하고 있다. 즉 

匸(혜)部 소속 글자를 匚(방)部로 귀속시켜 부수의 합병을 시도한 것이다. 이런 歸

部(해당 글자의 부수 귀속) 체례는 《字彙》에 이르러서는 匸(혜)⋅匚(방) 합병에서 

또 다시 두 부수로 분리되어 《說文》체례로 회귀한다. 각 자서별 歸部 상황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대상
한자

소속 부수 상황
비 주

說文 玉篇
五經
九經

龍龕 字彙

區 匸혜 匸혜
匸혜
九經

匚
甫良
反
방

匸혜

說文:踦區, 藏匿也｡ 从品在匸中｡ 品,
眾也｡ 
玉篇:區, 去娯切｡ 域也, 藏匿也｡ 又烏

侯切, 受一斗六升也｡ 
㔸 × 匸혜 × 匚 匸혜 玉篇:㔸, 他兮切｡ 匾㔸, 薄也｡ 
匾 × 匸혜 × 匚 匸혜 玉篇:匾, 補典切｡ 匾㔸｡ 

匹 匸혜 匸혜
匸혜
五經

匚 匸혜

說文:匹, 普謐切｡ 配也, 四丈爲匹｡ 又
一馬也, 輩也, 二也｡ 
玉篇:四丈也｡ 从八､ 匸｡ 八揲一匹, 八

亦聲｡ 
匿 匸혜 匸혜

匸혜
五經

× 匸혜
說文:亡也｡ 从匸若聲｡ 讀如羊騶箠｡ 
玉篇:匿, 女直切｡ 隂姦也, 亡隱也｡ 

匼 × × × 匚 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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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듯이 《說文》⋅《玉篇》⋅《五經文字》⋅《九經字樣》에서는 匸(혜)部가 匚

(방)部가 분리되어 독립된 부수로 자리 잡고 있다. 후에 《龍龕手鑑》에서 匸(혜)部

가 匚(방)部로 합병되었으며, 《字彙》에서는 두 부수로 재차 분리 독립되어 《說文》

체례로 회귀하였다. 그러나 현대 《漢語大字典》에서는 匸(혜)部는 다시 匚(방)部로 

匯 匚방 匚방
匚방
五經

匚 匚방
說文:器也｡ 从匚淮聲｡ 
玉篇:匯,胡罪､ 口乖二切｡ 回也, 器也｡ 

匳 × 匚방 × 匚 匚방
《玉篇:匳, 力占切｡ 盛香器｡ 亦作籢｡ 

匲, 同上｡ 
匡 匚방 匚방

匚방
五經

匚 匚방
說文:飲器, 筥也｡ 从匚㞷聲｡ 
玉篇:匡, 去王切｡ 方正也, 飯器也, 筥

也｡ 亦作筐也｡ 
匰 匚방 匚방

匚방
五經

匚 匚방
說文:宗廟盛主器也｡ 《周禮》曰：“祭祀

共匰主｡ ”从匚單聲｡ 
玉篇:匰, 丁安切｡ 宗廟盛主器也｡ 

匜 匚방 匚방
匚방
五經

匚 匚방
說文:似羹魁, 柄中有道, 可以注水｡ 从

匚也聲｡ 
玉篇:匜, 弋支切｡ 沃盥器｡ 

匨 × 匚방 × 匚 匚방 玉篇:匨, 作郎切｡ 古臧字｡ 

匪 匚방 匚방 × 匚 匚방

說文:器, 似竹筐｡ 从匚非聲｡ 《逸周書》

曰：“實玄黃于匪｡ ”
玉篇:匪, 甫尾切｡ 非也, 彼也｡ 又竹器

方曰匪｡ 
匭 × 匚방 × 匚 匚방 玉篇:匭, 古鮪切｡ 匣也｡ 
匬 匚방 匚방 × 匚 匚방

說文:甌, 器也｡ 从匚俞聲｡ 
玉篇:匬, 余主切｡ 器受十六斗｡ 

㔶 匚방 匚방 × 匚 匚방
說文:小桮也｡ 从匚聲｡ 
玉篇:㔶, 公棟切｡ 小桮也｡ 

匛匶 × 匚방
匚방
五經

匚 匚방
玉篇:匛, 渠救切｡ 棺也｡ 亦作柩｡ ,

籀文｡ 
匠 匚방 匚방 × 匚 匚방

說文:木工也｡ 从匚从斤｡ 斤, 所以作器
也｡ 
玉篇:匠, 似亮切｡ 木工也｡ 

匱 匚방 匚방
匚방
五經

匚 匚방
說文:匣也｡ 从匚貴聲｡ 
玉篇:匱, 渠愧切｡ 匣也｡ 

匧 匚방 匚방
匚방
五經

匚 匚방
說文:藏也｡ 从匚夾聲｡ 
玉篇:匧, 口頰切｡ 緘也｡ 或作篋｡ 

㔴 匚방 匚방 × 匚 匚방
說文:田器也｡ 从匚異聲｡ 
玉篇:㔴, 羊式切｡ 大鼎也｡ 又田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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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된다. 또 특기할 사항은 한자문화권의 통용부수는 《康熙字典》(실제로는 《字

彙》)의 214부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이 신자체에서 匸(혜)部를 匚(방)部로 합병

하면서 원래 匸(혜)部 소속 글자를 모두 匚(방)部로 귀속시켰다. 이에 일본에서 현

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서는 대체로 213부 부수분류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자형이 근사한 부수를 합병하는 합리적인 체례의 시작은 《龍龕手鑑》에서 

비롯되었으며, 《漢語大字典》에 이르러 匸(혜)⋅入⋅士⋅夊⋅曰 부수를 匚(방)⋅
人⋅土⋅日⋅夂 부수로 합병시키게 되었으니, 비슷한 자형의 부수 합병에 대한 이

념의 연원과 전승 관계는 오랜 기간 진행되어온 것이다.

Ⅲ. 결론

《說文》 540부수 이래 《字林》 540부를 거쳐 《玉篇》에서 약간의 첨삭으로 542부

로 소폭 개정되었다. 앞의 자서들은 모두 소전 부수 체계가 적용되었고, 《五經文

字》⋅《九經字樣》에 이르러 비로소 해서 부수 체계가 구현되었다. 이 두 자서는 자

서형의 자양서14)이며 전형적인 자서로 간주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부수 수량의 감축과 부수 자형의 확립을 비롯하여, 새로운 부수의 설립⋅성부의 부

수화⋅중첩된 자형의 단순화⋅자형이 비슷한 부수의 합병 등 부수 역사상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였다.

《五經文字》⋅《九經字樣》의 부수 방면의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五經文字》는 부수 수량을 160部로 간략화 하였으며, 《九經字樣》은 마땅히 

귀속시킬 부수가 없거나 찾기 힘든 글자를 모아 오늘날의 疑難檢字에 해당하는 雜

辨部를 설립하였다.

② 성부를 부수로 채택한 새로운 부수인 爿部를 설립하였다.

③ 行部를 彳부로, 㫃部를 方部로 합병하였다. 후대의 좌편방우선원칙의 부수 

설립 방침이 여기에서 싹튼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 두 자서의 성부를 부수로 내세운 爿部 설립은 《龍龕手鑑》에서 더욱 전면화 

14) <独立の書誌範疇としての字様>, 金城学院大学論集 国文学篇27号, 金城学院大学,
1985年3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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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字彙》에 그대로 전승되었다. 또한 行部를 彳部로 합병시킨 것은 《龍龕手

鑑》에 전승되었으나, 《字彙》에서는 다시 彳部와 行部로 분리되어 옛 체례로 환원

되었다. 아마도 行部가 좌우로 감싼 좌우내포형의 특이한 부수이므로 보존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대의 《漢語大字典》에서는 行部가 다시 彳部로 합병되

었다. 㫃部를 方部로 합병한 체례 역시 좌편방우선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판단되

며, 이는 《字彙》에도 그대로 전승되었다.

《龍龕手鑑》이 부수 방면의 가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부수 수량을 242部로 개혁하였다.

② 《五經文字》⋅《九經字樣》에 뒤이어 성부를 부수로 내세운 새로운 부수 爿部

를 설립하여 확고한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③ 《九經字樣》의 雜辨部를 계승하여 귀속시킬 마땅한 부수가 없는 글자를 모아 

雜部를 만들었다.

④ 자서 최초로 자형이 비슷한 부수를 합병하였다. 《五經文字》에서는 匸(혜)部

와 匚(방)部가 분리되어 있으나, 《龍龕手鑑》에서는 匚(甫良反)部로 합병하였다.

그 후 《字彙》에서는 재차 두 부수로 분리되어 연관 글자를 각각 해당 부수에 환원

시켰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匸(혜)部와 匚(방)部는 일본에서 匚(방)部15)로 합

병하였으며, 《漢語大字典》에서도 匚(방)部로 합병하였다.

자서는 한자의 形⋅音⋅義를 수록하는 것이며, 그 검색을 위한 주요 장치가 바

로 부수체계이다. 따라서 한자 자형의 변화에 따라 부수도 같이 전변하는 것은 자

연스런 현상이다. 즉 소전 통용시대에는 소전 체계에 적합한 540부가 사용되었고,

해서 통용시대에는 해서 부수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玉篇》이 비록 해서 부수 

체계에 부응하고자 11부를 삭제하고 13부를 신설하였지만 그 개정 정도는 아주 미

미하였으며, 부수에 대한 본격적인 개혁은 《五經文字》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五經文字》⋅《九經字樣》⋅《龍龕手鑑》에서 시도한 몇 가지 부수 개혁은 

(한자문화권 통용 부수 체례의 원천인) 《字彙》에서 일부는 수용되고, 일부는 채택

15) 현재 한자문화권에서 표준으로 통용되는 부수는 《康熙字典》의 214부이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213부수를 채택하고 있는데, 신자체로 자형을 개혁하면서 匸(혜)部⋅匚
(방)部 두 부수의 자형 차이가 거의 없는 관계로 匚(방)部로 합병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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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고 《說文》으로 다시 回歸{원상복귀}되어 전통 이념을 固守하는 현상을 보

이기도 한다.

본문에서 살펴본 이런 ①부수 수량의 감축, ②새로운 부수의 설립, ③聲符의 부

수화, ④部首의 합병 등의 過渡期的 部首 特色은 현대 《漢語大字典》에 이르러서 

더욱 확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①聲符임에도 좌편방 우선방침을 적용하여 

부수로 삼아, “將”을 “寸部”에서 “爿部”로 귀속시켰다. 또 이런 융통성 있는 부수 개

혁 이념을 더욱 적극적으로 구현하여 塍⋅滕⋅媵⋅騰을 土⋅水⋅女⋅馬部에서 月

部로 귀속시켰고, ②匸⋅㫃⋅行部를 匚⋅方⋅彳으로 합병시킴으로서 《五經文

字》⋅《九經字樣》⋅《龍龕手鑑》의 부수 개혁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參考文獻】

東漢⋅許愼撰, 《說文解字》 淸段玉裁注, 天工書局, 1987.
梁⋅顧野王, 原本《玉篇》殘卷, 梁⋅顧野王, 中華書局, 1985.
(日)释空海 编, 附刘尚慈<校字記>, 《篆隸萬象名義》, 中華書局, 1995.
淸⋅鮑廷爵, 《五經文字》, 《後知不足齋叢書》 初編.
淸⋅鮑廷爵, 《九經字樣》, 《後知不足齋叢書》 初編.
梁⋅顧野王編, 孫强增修, 陳彭年重修, 大廣益會 《玉篇》, 中華書局, 1987.
辽⋅释行均, 《龍龕手鑑》, 文淵閣四库全书本.
明⋅梅膺祚, 《字彙》, 上海辭書出版社, 1991.
李孝定, <論《玉篇》增刪《說文》部首―漢字新分部法初探>, 大陸雜誌, 第七十卷第三期,

1985.
施安昌, <唐人對《說文解字》部首的改革>, 古宮博物院院刊, 1981年第4期, 1981.
西原一幸, <独立の書誌範疇としての字様>, 金城学院大学論集 国文学篇27号, 金城学

院大学, 1985.
李景遠，《張參五經文字之硏究》，政治大學中國文學硏究所碩士論文，1990.
李景遠，《隋唐字樣學硏究》，臺灣師範大學國文硏究所博士論文，1997.
李景遠，<《說文》、《玉篇》、《五經文字》、《字彙》部首數量與目錄比較研究>，《中國語

教育與研究》，2010.
李景遠，<《五經文字》部首排列所呈現的字樣學理論>，《中國學論叢》，2010.
李景遠，<張參《五經文字》對楷書部首字形確立的貢獻>，《中國語文論叢》, 2010.



194 《中國文學硏究》⋅제70집

【中文提要】

本文主旨在于将汉字部首体系的过渡期特点进行比较分析, 归纳､ 整理其主
要事项｡ 

首先分析《五经文字》､ 《九经字样》､ 《龙龛手鉴》､ 《字汇》的部首体系, 重点把

握楷书部首体系｡ 研究结果显示, 采用楷书部首体系的上述著书与采用小篆体系的

《说文》､ 《玉篇》之间开始产生了如下改革性变化｡ 
① 《五经文字》⋅《龙龛手鉴》各分为160部⋅242部, 比《说文》从数量上大幅度

的减少了｡ 
② 《五经文字》中根据聲符偏旁新设立了爿部, 并且在《龙龛手鉴》中扩大受用｡ 

即在中国子书中初次将聲符作为部首｡ 
③ 《五经文字》中将如林部一样的重叠部首简化为木部, 并将其合并｡ 
④ 《九经字样》､ 《龙龛手鉴》中不论有无意义之间的关联性, 至于互相形近部

首, 将A部首合并为B部首｡ 即《九经字样》､ 《龙龛手鉴》行部合并为彳部, 《龙龛手

鉴》㫃部经过方部､ 匸部的变化合并为匸部｡ 为了部首数量减少而采取部首左(侧)

偏旁优先原则｡ 
《五经文字》､ 《九经字样》､ 《龙龛手鉴》中试图的几种部首改革在《字汇》中一部

分被受用, 而一部分则不被接纳, 固守原来的理念, 重新回归《说文》中的部首形式｡ 
这种①聲符作为部首, ②将部首合并的过渡期部首特色在现代《汉语大字典》中

扩展沿用｡ 尤其①尽管是聲符也遵循左偏旁优先原则, 把“将”从“寸部”归属为“爿”同

时将其理念更加积极体现, 将塍､ 滕､ 媵､ 腾从上､ 水､ 女､ 马部归属为月部, ②
通过将匸､ 㫃､ 行部合并为匸､ 方､ 彳继承了《五经文字》､ 《九经字样》､ 《龙龛手

鉴》的部首改革精神｡ 

【主題語】

한자 과도기 부수, 부수 수량의 감소, 신부수의 설립, 부수의 단순화, 부수의 합병

过渡期部首特点､ 部首数量的减少､ 新部首的设立､ 部首简化､ 部首合并
Chinese character transitional radicals, reduce the number of radicals,



한자 部首의 과도기적 특색 비교 연구 195

new radicals, simplification, integration of rad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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