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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유구한 문자 전통을 지닌 중국에서는 고 로부터 많은 識字교재가 지속적으로 

편찬되어 왔는데,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상은 그 중 하나인 淸代 王筠이 저술한 

《文字蒙求》이다. 이 책의 저자인 왕균은 《說文解字》와 漢字學에 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겨, 후세인들에게 說文四大家 중의 한명으로 꼽히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가 說文四大家 중에서 유일하게 식자교육에 힘을 쏟았던 인물이라는 것이며, 특

히나 그의 저술인 《文字蒙求》는 후  학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왕균의 학문적 성과만큼이나 그의 저작에 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쉽게

도 부분이 《說文釋例》와 《說文句讀》에 관한 것이고, 《文字蒙求》에 한 연구는 

비교적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왕균의 《文字蒙求》가 지닌 가치와 

현 의 한자 교육에 있어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한자 교학법을 소개하 다. 더

불어, 출토 고  한자 자료에 근거하여 《文字蒙求》에 보이는 일부 字源 분석 오류

에 한 수정 작업을 진행하 다.

  * 성균관 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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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는 말

인류의 언어를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전수하는 기능을 가진 문자는 그 탄생 이래

로 인류 문명에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다. 이에 유구한 문자 전통을 지닌 

중국에서는 고 로부터 《史籒篇》⋅《倉頡篇》⋅《急就篇》과 같은 識字敎材가 지속적

으로 편찬되어 왔고, 앞선 시 의 교재를 참고하여 편찬된 교재들이 계속해서 등장

하 다. 

본 논문의 주요 연구 상은 淸代 王筠이 저술한 식자교재인 《文字蒙求》이다. 이 

책의 저자인 왕균(1784~1854년, 字는 貫山, 號는 菉友)은 《說文》과 문자학에 

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겨, 후세인들에게 段玉裁(1735~1815년)⋅桂馥(1736~ 

1805년)⋅朱駿聲(1788~1850년)과 더불어 說文四大家로 꼽히고 있다. 주목할 

점은 그가 說文사 가 중에서 유일하게 교육에 힘을 쏟았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

는 《教童子法》이라는 저술도 남겼는데, 이는 중국에서 쓰여진 어문교육 방법에 

해 논한 저서 중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특히나 《文字蒙

求》는 후  학자들의 호평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王力(1981)은 ｢《文字蒙求》는 

아동에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문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입문서이다｣
라고 평가하 다.1)

왕균의 학문적 성과만큼이나 그의 저작에 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으나 아쉽게

도 부분이 《說文釋例》와 《說文句讀》에 관한 것이고 식자교재인 《文字蒙求》에 

한 연구는 비교적 미비한 상황이다. 심지어 국내에서는 현재까지 《文字蒙求》라는 

책에 한 소개도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왕균의 《文字蒙求》가 

지닌 가치와 현 의 한자 교육에 있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국내 학계에 소개하

고, 이를 현 의 한자교육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 한다. 더불어, 

출토 고  한자 자료를 이용하여 《文字蒙求》의 내용을 분석하고 오류 수정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

 1) 王力, 《中國語 學史》: ｢不但 於兒童, 就是 於一般學習文字的人來說, 《文字蒙求》

也是一部很好的入門書。｣(《王力文集》 第12卷, 济南, 山東敎育出版社, 1990), 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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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文字蒙求》 개

《文字蒙求》는 왕균이 그의 벗인 陳山嵋의 부탁을 받아 진산미의 두 손자의 식자 

교육을 위해 집필한 교재로,2) 道光十八年(1838년)에 왕균의 원고를 받아 진산미

가 《字學蒙求》라는 書名으로 출간하 고, 후에 왕균의 수정을 거쳐 《文字蒙求》로 

개명하여 재출간되었다. 《文字蒙求》는 저자의 일생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

자 교학 방법과 학문적 깊이가 녹아들어 있어, 오늘날의 한자 교육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1. 《文字蒙求》의 체제

1) 구성과 배치

《文字蒙求》는 《說文》이 수록하고 있는 9353자 중에 상용되는 2050자를 실었으

며 매 글자의 앞머리에는 楷書와 篆을 차례 로 제시하고 字源에 한 설명 및 

字形⋅字音⋅字義에 해 해설을 덧붙 다. 《文字蒙求》는 《說文》을 기초로 하여 

쓰여진 책이나 《說文》의 배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글자 構造의 각도에서 한자

를 바라보고 이를 기초로 《文字蒙求》의 전체 구성을 크게 卷一 象形字(264자)⋅
卷二 指事字(129자)⋅卷三 意字(1254자)⋅卷四 形聲字(389자)인 四卷으로 

나누었다. 나아가 每卷을 세분화해서 동일한 造字 방식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같이 

배치하 다. 《文字蒙求》라는 식자교재에 2050개 한자가 구성⋅배치되어 있는 양상

을 관찰해보면 왕균의 학문적 깊이와 고심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2) 注音

왕균은 《文字蒙求》에서 상용자의 주음은 생략하고, 어려운 한자에 해 독음을 

표기하 다. 그 방식은 략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3)

 2) 王筠, 《文字蒙求⋅自序⋅又記》: ｢雪 兩孫已讀書, 尤慧, 促我作此, 教之識字, 

遂不日成之, 不料雪 未加珍視遽付之梓。｣
 3) 《文字蒙求》의 注音에 관한 내용은 陳曉霞, 《 《文字蒙求》 研究》(福建師範大學碩士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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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反切注音法

某某切: (예) 巳, 詳裏切

某某某某二切: (예) 髟, 必凋所銜二切

② 音某

(예) 瞿, 音句

③ 某某切와 音某의 병기

(예) 匚, 音方, 府良切

④ 讀若 

(예)亅, 讀若橜
⑤ 音義同某

(예) , 音義同稽

⑥ 讀 某同

(예) , 讀 餘同

3) 釋義

왕균은 《文字蒙求》에서 字義를 풀이함에 있어 《說文》의 내용을 주로 참고하

다. 그러나 주요 독자가 아동이라는 식자 교재의 특성상, 허신의 해설보다 간단명

료하고, 이해하기 쉽게 자의를 해설하 다. 또한 단옥재 등 앞선 학자들의 저서를 

참고하기도 하 으며, 案⋅竊意 등의 어휘를 추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기도 

하 다.

2. 《文字蒙求》의 가치

1) 교육  가치

《文字蒙求》는 한자를 익히는 아동의 심리특징과 소화능력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쓰여졌다. 그러한 특징은 《文字蒙求》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아래와 같은 5가지 방

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현 의 한자 교재편찬에 큰 참고가치를 지닌다.

位論文, 2009), 19-23쪽을 참고하 다.



《文字蒙求》의 한자 교학법 연구와 고  한자 자료를 이용한 오류 수정  221

① 아동의 한자학습량에 한 참고기  제공

현  중국 초등학생들의 한자학습량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2년 동안 초등학생이 

2,000자의 한자를 배워서 익히는 것은 쉬운 일이며 2,500자까지도 무리 없이 배

울 수 있다고 한다.4) 왕균이 《文字蒙求》에 수록한 글자 수는 2,050자로, 역시 2

천자 남짓인데, 《文字蒙求⋅自序》에서는 글자를 배우는 네다섯 살의 아이가 2000

자를 익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 으며5) 이는 왕균이 《敎童子法》에서 

2000자를 알게 되면 책 읽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한 것과 일맥상통한다.6) 160여 

년 전에 왕균이 《文字蒙求》에 수록한 2050자와 현  아동들의 적정 한자 학습량이 

략 일치한다는 사실은 왕균이 아동들의 한자 교학에 있어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

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물론 현재 한국 아동들의 漢字에 한 접촉도는 중국과 

달라 비슷한 한자수를 학습량으로 정할 수 는 없지만 한자교재를 편찬하는데 있어 

적당한 한자량의 범위제한은 굉장히 중요하며 꼭 고려해야하는 요소이며 왕균이 

《文字蒙求》에 제시한 글자 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한자학습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학습 효율을 고려한 배치 

《文字蒙求》의 卷一과 卷二에서는 獨體字인 象形字와 指事字를, 卷三과 卷四에

서는 合體字인 意字와 形聲字를 볼 수 있다. 이런 先易後難의 개념은 《文字蒙

求》보다 후에 쓰여진 王筠의 《敎童子法》에서도 볼 수 있다. 《敎童子法》에서 이르

길 ｢우선 상형 지사와 같은 純體를 가르치고,......, 純體字를 알게 되면 合體字를 

가르치는데 마땅히 쉬운 것을 먼저 설명하고, 후에 어려운 것을 설명한다.｣7) 쉬운 

내용을 먼저 가르치고 이어 어려운 내용을 가르치는 교학 방법은 효과적인 학습을 

염두에 둔 것이다.

 4) 戴汝潛, 《漢字教 學》(濟南, 山東教育出版社, 1999), 31쪽.

 5) 王筠, 《文字蒙求⋅自序》: ｢總四 (象形⋅指事⋅ 意⋅形聲)而約計之。亦不過二千字

而盡。當 兒四五歲時識此二千字非難事也。｣
 6) 王筠, 《敎童子法》: ｢能識二千字，乃可讀書，讀亦必講。｣
 7) 王筠, 《敎童子法》: ｢先取象形指事之純體教之。識‘日’⋅‘月’字，即以天上日月告之；識

‘上’⋅‘下’字，即以在上在下之物告之：乃爲切實。純體字既識，乃教以合體字，又 先

易講 ，而後及難講 ，講又不必盡說正義，但 說入童子之耳，不可出之我口，便算

了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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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형 구조에 입각한 한자 배열

《文字蒙求》의 卷一과 卷二에서는 獨體字인 象形字와 指事字를, 卷三과 卷四에

서는 合體字인 意字와 形聲字를 수록하고 있다. 즉, 간단한 구조의 한자에서 복

잡한 구조의 한자 순으로 교재를 편찬한 것인데, 이는 사용빈도순에 따라 어휘를 

학습하는 다른 외국어와 달리, 한자라는 글자는 그 특성상 자형 구조의 복잡도를 

학습 순서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文字蒙求》는 자형 구조의 각도에서 한자를 바라보고 每卷을 세분화해서 동일한 

造字방식으로 이루어진 글자들을 같이 배치하 다. 일례로, 卷一의 象形 중 ‘상형

자를 생략하여 만들어진 글자지만 여전히 상형자인 것(由象形字省之，仍是象形

)’에서는 아래 4자를 같이 나열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치는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암기하기 쉽도록 한다. 

虍: ｢호랑이 무늬이다. 虎의 ㄦ를 생략했다. ( , 荒烏切。虎文也。省虎之

ㄦ。)｣
: ｢양의 뿔이다. 양의 하반부를 생략했다. ( , 工瓦切。羊角也。省羊之下

半。)｣ 
彑: ｢돼지 머리는 뾰족하다. 의 하반부를 생략했다. ( , 音罽。居例切。豕

頭銳也。省 之下半。)｣
甶: ｢귀신의 머리다. 鬼자의 하반부를 생략했다. ( , 敷物切。鬼頭也。省鬼

之下半。)｣

④ 다음 단계의 학습을 고려

: ｢이 글자는 憂 의 憂의 정자이다. ( , 此憂 之憂之正字。)｣
或: ｢域의 古字이다. 口를 따른다. 戈를 따르는데 이로써 一을 지킨다. ( , 

古域字。 口。 戈以守一。)｣

《文字蒙求》에는 다량의 正俗字⋅異體字⋅古今字⋅通假字를 포함하고 있다. 이

는 문언문을 학습해야 하는 당시 학동들의 다음 단계 학습을 고려하려 기초를 다지

도록 한 내용이다.8)

 8) 符渝, <論《文字蒙求》的識字敎育理論>, 《陝西師範大學學報》 2004년 제5기, 1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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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외한어 교육에 참고 가능

《文字蒙求》의 내용과 교학법은 한자를 처음 배우는 중화권 학생뿐만 아니라 한

자와 중국어에 입문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교육에도 참고 가능하다. 劉琴勇⋅劉兆

熙의 논문에서는 외한어 교육에 있어 《文字蒙求》가 담고 있는 효과적인 교육법

에 해 분석한 바 있다.9) 

2) 학문  가치

胡樸安은 淸代 많은 문자학자가 쓴 책 중, 자신만의 독특한 견해로 훌륭한 저작

을 완성하고, 《說文》 全部의 자례를 해석했으며 후학의 지도서로 충분히 자격이 있

는 것은 왕균의 《說文釋例》를 추천한다고 한바 있다.10) 또한, 王力은 《文字蒙求》 

중 ‘甘’자의 자례를 들어 왕균의 해설이 허신의 것보다 진보한 면을 살펴볼 수 있다

고 평가한 적이 있다.11) 이를 통해 고  한어를 연구했던 저명한 학자들의 왕균에 

한 높은 평가를 볼 수 있다.

① 고문자 자료를 이용한 한자 연구

왕균이 《文字蒙求》에서 金石文을 언급하거나 그 자형을 직접 인용하여 해설한 

글자는 戎⋅受⋅隹⋅ ⋅ ⋅衣⋅ ⋅ ⋅ ⋅朕⋅無⋅希⋅雷⋅單 14자가 있다. 

왕균은 19세기 중반에 이미 《說文》에서는 볼 수 없었던 고문자 자료를 이용하여 

한자를 연구하려 한 것이다. 이 책이 수록한 글자에 비해 14자는 그 수가 매우 적

으나 고문자자료인 金石文을 사용하여 字源을 밝히려는 연구 태도는 정확한 것이

다. 표적 예는 아래와 같다.

雷: ｢마지막 글자는 楚公鐘의 銘文에 보인다. 본래는 상형자이다. 籀文은 정연

하게 썼으며 두 개의 를 첨가하 다. 篆은 또한 생략하여 세 개의 田으로 이

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무엇을 본뜬 것인지 모르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

 9) 劉琴勇, <二語敎育視角下的《文字蒙求》敎育法>, 《現代語文》 2011년 제7기. 劉兆熙, 

<雙語視角下的《文字蒙求》漢字敎學硏究>, 《現代語文》 2014년 제3기.

10) 胡樸安, 《中國文字學史》: ｢淸朝文字學諸家, 能自成一書, 解釋《說文》全部之例, 足爲

後學之指 , 當推王筠之《說文釋例》。｣(臺北, 臺灣商務印書館, 2006), 341쪽.

11) 王力, 《中國語 學史》(《王力文集》 第12卷, 济南, 山東敎育出版社, 1990),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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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雨를 덧붙 으나 우레는 본래 비로써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 末一字見楚公鐘銘。本象形字也。籀文整齊之而加兩 。 篆又省為三田。
其形遂不能確象。故以雨定之。然雨非雷之本物也。)｣ 

: ｢ 의 古字이다. 내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 글자는 鐘鼎文이 라고 하는 

것에 의거해 마땅히 指事純體字로 봐야한다. 石鼓文은 로 고쳐 써 이미 명확하

지 않다. 소전의 자형은 더 변하여 古意를 잃었다. ( , 古 字。案此字當依鐘鼎

文作 。乃指事純體字。石鼓文改為 。已不明顯。 篆再變之。遂失古意。)｣ 
受: ｢ 를 따른다. 舟의 省聲이다. 鐘鼎文은 라 쓰며 聲符가 생략되지 않았

다. ( , 。舟省聲。鐘鼎文作 不省。)｣ 

② 說文學 연구에 기여

《文字蒙求》의 한자에 한 해석은 許愼의 해설을 많이 참조하 으나 왕균은 허

신의 관점에만 얽매이지 않고,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고 자신의 견해를 바탕으로 수

정하 으며 필요한 경우 새로운 내용을 첨가하여 보충하 다. 이러한 부분에 한 

전면적인 고찰은 《說文》 연구 발전에 일정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 된다. 

离: ｢이 글자와 禹⋅卨⋅萬 3글자는 모두 전체의 형태를 나타낸다. 허신이 한 

것처럼 두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없다. ( , 此及禹⋅卨⋅萬三字, 皆全形。
不可如許君分為兩體三體。)｣

詹: ｢말이 많음이다. , 八과 厃의 결합이다. 厃은 우러러보는 것으로 과 

관계가 없다. 허신이 詹을 八部에 수록한 것은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다. ( , 多

也。 八 厃。厃 仰也。 無涉。即許君收詹於八部。亦不可解。)｣

‘离’의 예를 보면, 왕균은 ‘离’의 자형을 쪼개어 분석한 허신의 의견을 비판하고, 

‘禹⋅卨⋅萬’ 역시 ‘离’와 마찬가지로 全體 象形이라 설명하고 있는데, 풍부한 고문

자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지금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매우 정확한 해설이다. 더불

어, ‘詹’에서는 허신이 《說文》에서 이 글자를 部首 八의 부속자로 분류한 것이 타당

하지 않아 이해할 수 없음을 언급하 다.

③ 前人의 연구에 한 재고찰

某: ｢ ，此梅杏之梅之正字。酸果也。 甘不可解。竊意當依本艸綱目作 。
以 意定象形字也。梅, 也。｣(이 글자는 ‘梅杏’의 梅의 본래 글자이다. 신맛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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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매이다. 어째서 甘을 따르는지 풀이할 수 없다. 내 의견을 조심스레 말하자면 

마땅히 《본초강목》을 따라 와 같이 써야 한다. (허신이) 상형자를 회의자로 풀

이하 다. 梅는 이다.)

宰: ｢집 아래서 일을 하는 죄인이다. 宀와 辛을 따른다. 辛은 辠이다. 내 의견

은 다음과 같다. 은 罪이다. 辛은 를 따른다. 이 죄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 辠人在屋下執事 。 宀 辛。辛, 辠也。案 。罪也。辛 。
因有罪義。)｣ 

官: ｢관리이며 國君을 섬기는 자이다. 宀과 를 따른다. 은 眾人의 의미이

다. 이것은 師의 造字 원리와 같다. 내 의견은 다음과 같다. 《禮記》: ｢도서와 문

서를 놓는 곳에서는 도서와 문서와 관련된 논의를 한다.｣ 官과 府寺는 같다. 모두 

관아이다. 宀를 따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許君이 설사 자를 곡해했더라도, 

결국 불안하다. ( , 吏事君也。 宀 。 猶眾也。此 師同意。案禮在官

官。官 府寺同。皆衙署也。 宀可解。許君雖曲解 字。終不安也。)｣12)

雋⋅隋⋅某⋅丑⋅朢⋅宰⋅報⋅建⋅暦⋅ ⋅君⋅ ⋅蔑⋅曹⋅ ⋅ ⋅ ⋅ ⋅
壬⋅豙⋅卮⋅凡⋅官⋅辛⋅ ⋅ ⋅謚⋅商⋅量⋅ ⋅爾⋅辯⋅相 등의 글자에 

해서는 ‘竊意’⋅‘竊 ’⋅‘案’이라는 어휘를 사용하여 자신의 의견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왕균이 허신을 포함한 이전 시 의 연구 성과를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자신의 연구를 통해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아동이 이해하기 어

려운 내용에 해서는 보충 설명을 했음을 알 수 있다. 

Ⅲ. 《文字蒙求》의 한자 교학법 연구

候偉玲의 연구에 따르면, 《文字蒙求》는 현재의 체계적인 한자 교육에 비하면 부

족한 면이 존재하나, 《三字經》⋅《百家姓》⋅《千字文》 같은 淸代이전의 교재와 비교

해 봤을 때,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타파하고, 과학성⋅지식성⋅흥미성 모두를 아우

르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 다.13) 필자는 《文字蒙求》에서 보여지는 여러 교학법

12) ｢在官 官｣은 西漢⋅戴聖 《禮記⋅曲禮下》: ｢君命, 大夫 士肄, 在官 官, 在府

府, 在庫 庫, 在朝 朝。｣에 보이며 王文錦譯解, 《禮記譯解(上)》(北京, 中華書局, 

2008, 55쪽)을 참고하 다.

13) 候偉玲, <从《文字蒙求》看王筠的汉字教育思想>, 《語文學刊》 2008년 제14기, 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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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재의 한자교육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고의 Ⅲ장에서 논

하고자 한다. 

1. 字源을 통한 교학법

한자학습은 形⋅音⋅義 세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왕균이 생존시기인 

청 에는 楷書가 널리 쓰이고 있어 통행되고 있는 자형만으로 자원을 파악하는 것

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說文》의 내용을 기초로 한 교재인 《文字蒙求》를 

집필하게 되었을 것이다. 篆이 고문자의 범주에 해당되며 楷書보다 造字本義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서와 소전의 차이점을 조 분석하고, 이를 통해 

字源을 학습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또한, 자원을 통한 한자학습은 한자

를 익히는 아동들에게 좀 더 한자를 기억하기 쉽게 도움을 준다.

왕균은 《說文》의 비교적 난해한 해설이 처음 글을 배우는 아동들에게는 적합하

지 않다는 점에 감안하여 《文字蒙求》를 집필하 다. 따라서 아동에게 어려울 수 있

는 《說文》 중의 내용을 과감히 삭제하고 수정한 내용을 실었다. 子자가 바로 그 예

이며 字源을 알기 쉽게 해설함으로써 아동들이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하 다.

《說文》子: ｢11월을 표하며 이시기에는 양기가 발동하고 만물이 자생하는데 

사람들은 子를 가차해 부른다. 상형이다. ( ，十一月，陽氣動，萬物滋，人以為

偁。象形。)｣
《文字蒙求》子：｢상부는 머리와 같고, 중부는 팔과 같다. 어린 아이의 손은 아

래로 내릴 수 없어 위로 올렸다. 하부는 넓적다리와 같다. 둘이 아니고 하나인 것

은 포 기 안에 있기 때문이다. ( ，上象首。中象臂。 兒之手，不能下垂，故

上揚也。下象股。一而不兩 。在緥中也。)｣

혹은 현재의 자형으로는 본래 형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 자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거나 글자의 각 부분을 나눠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 다. 《文字蒙求》 중, 幺

와 車의 예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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幺: ｢작다. 아기가 처음 형성되는 모습이다. 처음 형성된다는 것은 포태중임을 

말한다. 처음 사람의 형태로 된다는 것이다. 《說文》에서 包자를 풀이하기를, 巳가 

가운데에 있고, 아기가 형성되지 않은 모양이다. 내 의견은 다음과 같다. 包는 胞

의 고문이다. 包중 아이가 형성되지 않은 형태이다. 로써 모양을 나타낸다. 이

미 형성된 형태는 로써 모양을 나타낸다. ( , 於堯切。 也。象子初成之形。
初成 。 胞胎之中。初成人形也。說文解包字曰。巳在中。象子未成形。案包

胞之古文。包中子未成形。以 象之。已成形則以 象之。)｣
車：｢마땅히 가로로 보아야 한다. 네모난 것은 수레의 짐을 싣는 곳이고, 긴 것

은 축이다. 끼어져 있는 것은 바퀴다. 뒤에서부터 이 글자를 보자면, 두 개의 바퀴

가 먹줄처럼 똑바르다. ( , 當橫看。方 輿。長 軸。夾 輪。自後觀之。則見

兩輪如繩直也。)｣

이와 같이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교재를 편찬하는 것이야말로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敷: ｢베풀어주다. 攴과 聲符 의 결합이다. 예서에서는 放과 聲符 甫의 결합

처럼 보인다. ( , 施也。 攴 聲。隸似 放甫聲。)｣ 
佰: ｢人과百을 따른다. 宿은 夙의 古文인 𠈇을 따른다. 이 글자(佰)가 아니다. 

( , 博陌切。 人百。宿 夙之古文𠈇。非此字。)｣ 

子⋅幺⋅車와 같은 상형자의 字源에 관한 해설뿐 아니라, 형성자의 자원을 통한 

교학의 자례도 찾아볼 수 있다. 《文字蒙求》 卷四 形聲의 ‘楷已變篆 ’에는 해서자

형이 소전과 다른 구조로 변해버린 예들을 수록하고 있는데, ‘敷’가 그 중 하나이다. 

‘敷’는 고문자에서 본래 소리부호 ‘ ’와 의미부호 ‘攴’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글자인

데, 隸變을 거치면서 예서와 해서에서는 ‘放’과 ‘甫’의 결합 형태로 쓰게 되어 放

甫聲으로 쉽게 오인된다. 이러한 경우 그 본래 자형 구조를 알아야만 그 造字本義

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에 왕균은 한자 학습에 있어 字源 교육을 중시하 다. ‘佰’

에서는 해서 ‘宿’의 성부 ‘佰(𠈇)’와 ‘佰’을 같은 글자로 간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

으므로 ‘𠈇’와 ‘佰’이 엄연히 다른 글자이며, ‘宿’의 성부 ‘𠈇’은 夙의 古文임을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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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部件 혹은 偏旁 분석을 통한 교학법

: ｢밥을 둥근 덩어리로 빚다. 廾와 소리부호 釆의 결합이다. 眷⋅劵⋅奧⋅
卷⋅豢⋅拳은 을 따른다. ( , 居劵切。 飯也。 廾。釆聲。眷⋅劵⋅奧⋅
卷⋅豢⋅拳 之。)｣ 

: ｢상해하다. 戈를 따르고, 才를 성부로 한다. 哉⋅載⋅栽⋅裁가 를 따른

다. ( , 祖才切。傷也。 戈。才聲。哉⋅載⋅栽⋅裁 之。)｣ 
: ｢끌어안다. 鞏⋅ ⋅恐⋅蛩⋅銎이 을 따른다. ( , 居竦切。抱也。鞏⋅

⋅恐⋅蛩⋅銎 之。)｣ 
: ｢교묘하게 새기거나 그리다. 를 따르고, 丯을 성부로 한다. ⋅ ⋅ ⋅

絜⋅ 은 丯를 따른다. ( , 恪八切。巧 也。 。丯聲。 ⋅ ⋅ ⋅絜⋅
之。)｣ 

《文字蒙求》의 매 글자 앞머리에는 해서와 소전을 차례 로 나열하고, 해당 글자

에 한 해설을 붙 다. 왕균은 소전을 기준으로 고문자 분석법인 六書說의 개념을 

적용해 이 책을 分卷하 다. 더불어, 해서를 분석하는데 있어서는 이따금 현 한자

의 자형을 해설하는데 쓰이는 部件分析法과 유사한 방법을 사용하 다.14) 위의 

‘ ’⋅‘ ’⋅‘ ’과 ‘ ’의 예는 卷四 形聲의 ‘爲它字之統率 ’에서 볼 수 있듯이, ‘ ’

을 部件으로 하는 글자로는 ‘眷⋅劵⋅奧⋅卷⋅豢⋅拳’이, ‘ ’를 部件으로 하는 글

자로는 ‘哉⋅載⋅栽⋅裁’가, ‘ ’을 部件으로 하는 글자로는 ‘鞏⋅ ⋅恐⋅蛩⋅銎’

이, ‘ ’을 部件으로 하는 글자로는 ‘ ⋅ ⋅ ⋅絜⋅ ’가 있다고 하며 같은 부건

을 쓰는 상용 한자들을 모아서 제시하고 있다. 이 글자들이 《說文》에서는 분산되어 

수록된 것을 볼 때, 왕균의 이러한 분석과 구성은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형에 한 

이해를 높이고 같은 부건을 사용하는 글자들을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게 한다.

이외에도 善에서는 善⋅美⋅羲⋅羑이 모두 羊을 따르고 있음을, 辯에서는 辦⋅
辮⋅瓣⋅辬⋅ 이 모두 를 따르고 있음을, 賣에서는 黷⋅瀆⋅匵⋅續⋅讀⋅嬻이 

14) 培成은 六書說과 三書說은 고문자 분석에 사용되고, 현  한자의 분석에는 완벽하

게 적용될 수 없어 학자들이 현  한자의 구조와 자형을 분석하는데 있어 새로운 이론

을 제시하 다고 하 다. 새로운 이론은 한자자형을 筆劃, 部件, 整字 세 가지 층차로 

나누고, 部件을 핵심적 요소로 보는데 이에 근거한 분석법이 바로 部件分析法이다. 

( 培成, 《現代漢字學綱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4, 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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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賣을 따르고 있음을, 韱에서는 讖⋅殲⋅籤⋅纖이 모두 韱을 따르고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같은 편방을 포함한 글자를 동시에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하 다.

왕균은 《文字蒙求》의 自序에서 이르길, ｢사람이 글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구

분하지 못하는 것에 결점이 있는 것이다. 만약 한 글자를 여러 글자로 나눌 수 있

다면 점과 획은 반드시 증감이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쉽게 기억하고 잊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 는데,15) 여러 개의 부건이나 편방으로 이루어진 글자를 확실하게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면 점이나 획을 줄이고 늘려 쓰는 실수를 범할 수 없고, 쉽

게 기억하고 잘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이는 왕균이 부건 또는 편방의 분

석을 통한 한자 교육법을 중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2가지 교육법, ‘자원을 통한 교학법’과 ‘部件 혹은 偏旁 분석을 통

한 교학법’은 중국 현행 초등학교 어문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한자 교육법과도 상

당 부분 일치한다.16) 이런 현상은 바로 왕균이 《文字蒙求》에서 구현하고자 한자 

교학법이 매우 효과적이며 오랫동안 교육현장에서 실시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3. 동일한 造字방법으로 이루어진 한자 동시 교학법

牟: ｢소가 우는 것이다. 은 기가 코로부터 나오는 것과 같다. ( ，牛鳴也。
象氣自口出。)｣
羋: ｢양이 우는 것이다. 牟와 조자 방법이 같다. ( ，亡婢切。羊鳴也。 牟

同意。)｣
秀: ｢禾를 따른다. 은 이삭이 아래로 드리운 것과 같다. ( ， 禾。 象穗

之下垂也。)｣
: ｢수목이 늘어져 있음이다. 秀와 조자 방법이 같다. ( ，丁果切。樹木垂

15) 王筠, 《文字蒙求⋅自序》: ｢人之不識字也。病於不能分。苟能分一字爲數字。則點畫

必不可以增減。且易記而難忘矣。｣
16) 이해윤은 《중국의 현행 초등학교 어문교과서의 한자교육 연구》에서 중국의 현행 초등학

교 어문교과서에서 관찰 가능한 한자 교육 방법을 字形⋅字音⋅字義 중심 교육법과 기

타교육법으로 크게 넷으로 나누고, 그중 자형중심 교육법에 1. 그림과 字源을 활용한 

교육법, 2. 偏旁을 활용한 교육법, 3. 部件을 활용한 교육법, 4. 字族文 교육법, 5. 

자형분석법, 6. 破字法, 6가지 교육법이 있다고 분석하 다.(이해윤, 《중국의 현행 초

등학교 어문교과서의 한자교육 연구》, 연세 학교 중어중문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61-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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也。 秀同意。)｣ 
豖: ｢돼지가 다리가 줄에 휘감겨 걷기 어려운 모양이다. 豕를 따르고, 두 다리

를 묶었다. ( , 丑六切。豕絆足。行豖豖。 豕繫二足。)｣
: ｢1살된 말이다. 一은 말의 다리를 묶은 것을 가리킨다. ( , 弦環二音。馬

一歲也。 馬。一絆其足。)｣
馵: ｢말의 왼쪽 다리 뒤쪽이 하얀 것을 가르킨다. 二은 왼쪽 다리 뒷부분을 표

시한 것이다. ( , 音注。馬後左足白也。 馬。二記其後足。)｣
: ｢縶의 古字이다. 말의 다리를 휘감아 묶은 것이다. 馬을 따르고, 은 그 

다리를 줄로 휘감아 묶은 것을 가리킨다. ( , 古縶字。絆馬也。 馬 其足。)｣
本⋅末⋅朱: ｢本은 나무의 뿌리이다. 末은 나무의 말단이다. 朱는 나무의 가운

데이다. 모두 형태를 지니고 있으나 그 형태가 닮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一로써 

그 위치가 위⋅아래⋅가운데에 있음을 기록했을 뿐이다. (   , 本 木之根

也。末 木之梢也。朱 木之心也。皆有形而形不可象。故以一記其處為在上在

下在中而已。)｣

牟와 羋, 秀와 , 豖⋅ ⋅馵와 , 本⋅末과 朱는 동일한 조자 방법으로 이루

어진 한자들이다. 왕균은 이러한 한자들을 같이 배치하 는데, 이는 그가 동일한 

조자 방식으로 만들어진 한자들을 같이 교학함으로써 효과적인 학습을 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례는 이상의 것들 이외에도, 玨⋅誩⋅賏 등과 같은 ‘疊二成字

’, 鱻⋅轟⋅毳 등과 같은 ‘疊三成字 ’, 茻⋅亖⋅  등과 같은 ‘疊四成字 ’를 함

께 배치하여 설명한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글자들은 상용자는 

아니지만 한자의 조자 방식을 익히는 기회가 되고, 더 많은 글자를 쉽게 익히는 방

법이 될 수 있다.

4. 形近字와의 비교를 통한 교학법 

교학 과정에서 ‘熙’의 左上部를 ‘臣’으로 쓰거나 ‘見’을 ‘貝’로 잘못 쓰는 경우를 많

이 접하곤 한다. 학생들의 이러한 실수는 字源에 한 정확한 지식의 결핍에서 기

인한다. 따라서 왕균은 이러한 부류의 글자에 하여 본래의 자형 구조를 설명하

고, 形近字 관계에 놓여있는 두 글자를 명확하게 구분해 줌으로서 학습자가 자형 

구조를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魚⋅禽⋅孕⋅肩의 예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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魚: ｢물고기와 토끼의 주둥이는 모두 뾰족하다. 뿔 역시 뾰족하다. 그 상부를 

모두 로 하는 것은 그 뾰족함을 형상화했기 때문이다. 人字로 여기지 말아야 한

다. ( , 魚及兔之喙皆銳。角亦銳。其上皆作 。蓋象其銳也。勿以為人字。)｣
禽: ｢걷는 짐승의 총칭이다. 禸로 이루어졌다. 은 머리의 형태이지 길흉의 흉

이 아니다. 今은 聲符이다. ( , 走獸總名。 禸。 象頭形。非吉凶字也。今

聲。)｣
孕: ｢배태함이다. 子를 따른다. 가 子의 바깥쪽을 싸고 있다. 배태의 의미이

다. 은 乃가 아니다. 짧은 깃털을 나타내는 几가 아니다. ( , 子也。 子。
包乎子之外。 子之意也。 非乃。非短羽之几。)｣
肩: ｢肉을 따른다. 戶은 어깨의 형태와 같다. 출입문을 가리키는 글자는 아니

다. ( , , 肉。 象肩形。非門 字也。)｣

왕균은 篆 魚의 상부가 사람을 나타내는 人자의 소전과 자형이 비슷하여 人자

로 여길 수 있음을 경계하 다. 또한, 禽의 가운데 부분 ‘ ’이 길흉의 ‘凶’과 유사

해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 고, 孕의 상부 ‘ ’가 그와 자형이 유사한 ‘乃’

와 ‘几’이 아님을 지적하 으며, 肩의 상부 ‘ ’가 문호의 ‘ ’와 자형이 비슷하지만 

다른 글자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이 3자의 예는 禽⋅孕⋅肩의 楷字 일부분이 본래 

고문자와 자형이 상당 부분 변하여 자원과는 상관없는 다른 글자와 유사하게 변하

여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예이다. 왕균은 한자 교학 과정에서 形近字 관계에 놓인 

두 자를 동시에 비교하며 상이점을 지적해주는 방식이 정확한 자형을 습득하는데 

있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5. 신화와 역사 련 내용을 통한 교학법

月: ｢달은 둥글 때가 적고, 이지러져 있을 때가 많으며, 해에 버금간다. 그런고

로 상하현 때의 형태를 본떴다. 중간의 한 획은 본래 땅의 그림자인데, 문인들이 

말하는 달에 있는 토끼와 계수나무다. ( , 月圓時 。闕時多。且讓日。故作上

下弦時形也。中一筆本是地影。詞藻家所 顧兔桂樹也。)｣
類: ｢《莊子》: ‘각각의 類마다 각각 다른 雌雄이 되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17) 

《釋文》은 《山海經》을 인용하여 이르길: ‘亶爰의 산에는 짐승이 있다. 그 모습이 

살쾡이와 같고 머리카락이 있다. 그 이름은 師類라고 한다.18) 스스로 자웅이 된

17) 朴一峰譯著, 《莊子⋅外篇》(서울, 育文社, 1995),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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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犬을 따르고 頪을 성부로 한다. ( , 《莊子》: ‘類自為雌雄。’《釋文》引《山海

經》云: ‘亶爰之山有獸焉。其狀如貍而有髮。其名曰師類。自牝牡也。’ 犬頪
聲。)｣

왕균은 月자를 설명함에 있어 《楚辭⋅天問》중의 고  신화를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類자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莊子⋅外篇》의 天運 중 孔子와 老子의 문답 ‘風

化寓話’ 중의 한 문구를 발췌하여 싣고, 더불어 《經典釋文》에서 인용한 《山海經》의 

내용을 재인용하 다. 왕균이 이러한 내용들을 《文字蒙求》에 포함시킨 것은 문자학

의 관점에서 자형을 설명했던 방식 이외에 그 글자들이 출현했던 고전의 내용을 소

개하여 아동들의 한자에 한 흥미를 이끌어내고 해당 한자에 한 인상을 강하게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貝: ｢바다에 사는 갑각에 연골을 지닌 동물이다. 고 에는 화폐로 여겼다. 周代

에는 泉이라는 화폐제도가 있었다. 秦代에 이르러 貝가 없어지고 錢이 통행되었

다. ( , 海介蟲也。古以為貨。至周有泉。至秦廢貝行錢。)｣ 
: ｢ 답이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다. 丵과 口를 따른다. 방법에 구애받지 않는

다는 뜻이다. 寸은 법도이다. 漢文帝가 口를 없애고, 士를 따르게 했다. 사실상 

종정문은 본래 그러했다. (  , 應無方也。 丵 口。無方之意。寸, 法度也。
漢文帝去口 士。實則鐘鼎文固然。)｣
辠: ｢自는 코이다. 죄인은 고생스러워 코를 찡그리고 있다. 진시황이 罪字로 

고쳐 썼다. 罪는 물고기를 잡는 나무 망이다. 网를 따르고 非를 성부로 한다. 

( , 自, 鼻也。辠人辛苦蹙鼻也。秦始皇改用罪字。罪, 捕魚竹网也。 网, 非

聲。)｣ 

왕균은 貝에서 字源을 밝히고, 貝가 고 에는 화폐로 쓰 던 사실을 설명하면서 

周代와 秦代의 화폐제도에 관해서도 간단히 언급하고 있다. 와 辠에서는 이 두 

글자가 자형상의 변화를 겪게 된 시기와 역사적 사건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물

론 이상의 내용들이 《說文》에 이미 실렸던 것들이지만 그 중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왕균이 발췌한 것이며 한자와 얽힌 신화나 역사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

18) 《山海經》의 원문에는 ｢其名曰師類｣ 중, 師자가 누락되어 있다. 《文字蒙求》에서 오각

(誤刻)한 듯하다.



《文字蒙求》의 한자 교학법 연구와 고  한자 자료를 이용한 오류 수정  233

를 제공하 다. 

6. 경험⋅상식  문화 련 내용을 통한 교학법

: ｢삽으로 흙을 퍼 쌓아 벽을 만드는 것이다. 坺은 삽으로 한번 푼 흙이다. 

내 고향 강변 生莎에서는 삽을 이용해 흙덩어리를 사각형으로 만든다. 그것에 물

을 뿌리고 말려 벽을 쌓는데 그것을 莎墼이라 일컫는다. 이것이 바로 坺이다. 

은 여러 개의 坺이 겹쳐 쌓여있는 형태와 비슷하다. 눈어림으로 만들기에 정확한 

정사각형으로 만들 수는 없다. 고로 뾰족한 형태로 만든다. ( , 力軌切。 坺土

為牆壁也。坺,一臿土也。吾 河邊生莎。以臿裁其土為方。發而乾之以 牆, 之

莎墼。即此坺也。 象眾坺重 之形。目巧所成。不能正方。故作鑯形。)｣ 
: ｢謠의 古字이다. 줄과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를 동반하지 않는 노래이다. 

과 肉을 따른다. 줄과 나무가 없다. 《世說新語》에서 이르길, 줄로 내는 소리

는 나무로 내는 소리만 못하고, 나무로 내는 소리는 사람이 내는 육성만 못하

다 하 다. ( ，古謠字。徒歌也。 肉 。無絲竹也。世說。絲不如竹。竹不

如肉。)｣
羣: ｢무리이다. 양은 무리지어 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개는 홀로 있는 것을 좋

아한다. ( , 輩也。羊好羣。犬好獨。)｣

‘ ’에 해 《說文》에서는 ｢ 坺土為牆壁。象形。(삽으로 흙을 퍼 쌓아 벽을 만

드는 것이다. 상형이다.)｣라고 간략하게 해설하고 있으나 왕균은 ‘坺’의 뜻을 보충 

설명하고, 자신이 고향에서 직접 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坺와 를 만드는 과정을 

쉽게 풀이하여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을 토 로 한 설명은 학습자에게 보다 

생동감 있게 전달될 수 있다.

‘ ’은 《說文》에서는 ｢ ，徒歌。 肉。｣(줄과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를 동

반하지 않는 노래이다. 과 肉을 따른다.)라고 간단하게 해설하고 있으나, 왕균은 

이 글자가 ‘謠’의 古字라고 풀이하고, 《世說新語》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보충함으

로써 《說文》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줄로 내는 소리는 나무로 내는 소리

만 못하고, 나무로 내는 소리는 사람이 내는 육성만 못하다’라는 일반적인 사람들

이 상식으로 여기는 내용을 추가하면서 자에 한 뜻을 확실하게 암기할 수 있도

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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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羣’에 한 해설을 살펴보면, 徐鉉과 段玉裁의 注를 참고하 음을 볼 수 있다. 

徐鉉注에서는 ｢양은 무리를 좋아하는 성향이라 양을 따랐다(羊性好群, 故 羊)｣라 

했으며, 段注의 犬部에서는 ｢양은 무리를 이루고, 개는 홀로 있다(羊爲群, 犬爲

獨)｣라고 하 다. 양과 개의 특성에 한 상식을 교재에 추가로 해설함으로써 ‘羣’

의 편방 구성이 왜 羊을 따르게 되었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고, 한번 익히면 쉽게 

잊혀지지 않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金: ｢점은 금의 형태와 같다. 土를 따른다. 土에서 金이 생겨난다. 今을 聲符

로 한다. ( , 點象金形。 土。土生金也。今聲。)｣
青: ｢동방을 표하는 색이다. 木에서 火가 생겨난다. 生과 丹을 따르는 회의

자이다. ( , 東方色也。木生火。 生丹。)｣
戌: ｢오행에서 土는 戊방위에서 생겨나고, 戌月 즉 9월에 기세가 가장 왕성하

다. 戊이 一을 포함하고 있음을 따른다. 一은 땅이다. 양기가 땅으로 들어감이다. 

( , 五行土生於戊, 盛於戌。 戊含一。一, 地也。陽入地也。)｣ 
丙: ｢음기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양기는 장차 쇠약해진다. 一入冂를 따르는 

회의자이다. 一은 양기를 뜻한다. 내 의견은 다음과 같다. 남방의 괘는 이다. 양

기 가운데는 비록 음기가 있지만 一이 冂으로 들어간다고 말하니, 닫고 감추는 때

인 것 같다. 古篆은 이다. 《爾雅》에서는 물고기의 꼬리를 丙이라 하 는데 믿

을만 하다. 상형자다. ( , 陰氣初起。陽氣 虧。 一入冂。一 陽也。案南方

之卦為 。陽中固有陰。然曰一入冂。則似閉藏時矣。古篆作 。爾雅。魚尾

之丙。可信。象形字也。)｣

《文字蒙求》가 수록하고 있는 ‘金’⋅‘靑’⋅‘戌’⋅‘丙’ 등의 글자에서는 陰陽⋅五行⋅
天干⋅地支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주지하듯, 음양⋅오행⋅천간⋅지지는 

중국 고전 철학의 핵심이자 중국 문화의 이해에 있어 필수로 학습하여할 내용이다. 

따라서 왕균은 ‘金’⋅‘靑’⋅‘戌’⋅‘丙’ 등 음양⋅오행⋅천간⋅지지와 관련된 글자를 해

설함에 있어 字源뿐 아니라, 그 글자들이 담고 있는 철학적 의미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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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한자 자료를 이용한 《文字蒙求》의 
오류 수정

甲骨文⋅金文⋅簡牘 문자 등 다양한 고  한자 자료를 접할 수 없었던 당시의 

한계로 인해 《文字蒙求》 중, 왕균의 자원 분석에는 일정 부분 오류를 포함하고 있

다. 《文字蒙求》가 현 에도 읽히고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오류를 찾아내

고 바로잡는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 현황을 

개괄하여보면, 이 부분에 한 연구는 왕균이 범한 오류에 한 간단한 지적만 있

을 뿐 출토문헌 상의 고  한자 자료를 이용하여 세세히 고찰한 연구 성과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출토된 고  한자 자료를 이용하여 《文字蒙求》에 

수록되었으나 해설에 오류가 보이는 몇 글자에 해 수정 작업을 진행하려 한다. 

《文字蒙求》에는 《說文》의 잘못된 내용을 그 로 답습한 경우도 있고 왕균이 새

로운 견해를 제시하 으나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東⋅早⋅望⋅丞⋅
黍⋅爲⋅行⋅凡⋅ ⋅商⋅量⋅蔑⋅敖⋅奔⋅敝⋅畀⋅畢⋅竝⋅不⋅長⋅鬯⋅徹⋅
陳⋅出⋅芻⋅得⋅帝⋅弔⋅疊⋅奪⋅方⋅非⋅ ⋅風⋅干⋅ ⋅宮⋅躬⋅冓⋅寡⋅亥 

등이 전자에 속하고, 丙⋅壬⋅雋⋅丑⋅單⋅弟⋅凡⋅反 등이 후자에 속한다. 이중, 

‘奪’⋅‘單’⋅‘雋’⋅‘弟’ 4자의 갑골문부터 秦漢代까지의 출토문헌 상의 고  한자 자

형을 수집하고 그 자형 변화의 흐름을 추적하여 통시적 비교를 진행하 다. 이를 

통해 허신과 왕균이 자형과 자원에 한 해설을 함에 있어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오류 발생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밝히고, 올바른 해설로 수정하 다.

1. 奪

《說文》: ｢손안에 쥐었던 새를 잃어버리다. 又와 로 이루어졌다. ( , 手持

隹, 失之也。 又, 。)｣
《文字蒙求》: ｢又와 로 이루어졌다. 손안에 쥐었던 새를 잃어버리다. 이는‘脫

失(이탈해 사라지다)’의 본래 글자이다. 脫은 ‘여위다’라는 뜻이고, 敚이 바로 ‘攘

奪(빼앗다)’의 본래 글자이다. ( , 又 。手持隹, 失之也。此爲脫失之正字。
脫, 消肉癯也。敚乃攘奪之正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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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균은 허신의 해석에 따라 ‘奪’의 자형을 ‘又’와 ‘ ’의 결합으로 보았고, ‘손안에 

쥐었던 새를 잃어버리다’라고 字義를 풀이하 다. 그러나 아래 ‘奪’의 고문자 자형표

에 따르면 허신과 왕균의 해설에 모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전하는 ‘奪’의 

가장 오래된 자형은 西周시  금문(A⋅B)으로 ‘雀⋅衣⋅又’의 결합이며 ‘옷 안에 

있는 참새를 손으로 빼앗아감’이 造字本義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시  후기의 秦문

자에 이르러서는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자형(C)도 보이나, 이미 간화와 와변이 일

어난 자형(D⋅E⋅F)도 동시에 보인다. 즉, ‘衣’의 상부와 ‘雀’의 상부가 결합해 와

변되어 ‘亦’과 같은 형태로 변하거나(D⋅F), ‘雀’의 상부와 ‘衣’의 하부가 생략되기

도 하 다(E). 漢隸(G⋅H⋅I⋅J)는 이러한 秦문자에서 변해 온 것인데, 그 중의 

윗부분이 ‘大’와 같은 모양으로 변형된 예(J)가 보이고, 《說文》 소전(K)은 바로 이

러한 자형에서 비롯된 것이다. 소전체가 이미 造字本義를 알 수 없는 형태로 변했

기에 허신은 ‘奪’에 한 정확한 풀이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說文》과 《文字蒙求》에서 ‘奪’에 한 잘못된 자원 해설은 ‘옷 안에 있는 

참새를 손으로 빼앗아가다’ 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奪簋 B 奪壺 C 睡虎地秦簡 

診式32

D 嶽麓書院藏

1337正

E 睡虎地秦簡 

日乙17

F 北大秦簡

泰原有死

G 馬王 漢簡 

子甲167

H 銀雀山漢簡

374

I 銀雀山漢簡

897 

J 銀雀山漢簡

110 

K 說文 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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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雋

《說文》: ｢살지고 기름진 새의 고기이다. 弓(활)을 따르며 새를 쏘는 공구이다. 

長沙에는 下雋縣이 있다. ( , 肥肉也。 弓所以 隹。長沙有下雋縣。)｣ 
《文字蒙求》: ｢살지고 기름진 새의 고기이다. 弓(활)을 따르며 새를 쏘는 공구

이다. 내 의견을 조심스레 말하자면, 은 짧은 꼬리의 几이지 弓이 아니다. ( , 

徂兖切。肥肉也。 弓所以 隹。竊意 即短尾之几。非弓也。)｣

왕균은 雋에 한 허신의 해설을 따랐으나 동시에 의문을 가지고 자신을 의견을 

덧붙 다. 즉, 雋의 하부가 ‘弓’이 아닌 ‘几’라고 본 것이다. 허신은 《說文》에서 几

를 ｢새의 짧은 깃털이 비행 시에 几几 소리를 내는 것이다(鳥之短羽飛几几也。象

形。)｣라고 풀이하 다. 그러나 雋의 자형변화 과정을 통해 왕균의 학설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관찰 가능한 가장 이른 시기의 雋자 자형은 秦陶文(A,B)과 秦印文(C)으

로 모두 隹와 가로로 쓰여진 弓의 결합 형태이며 地名 ‘雋亭’에 쓰 다. 秦文字 중 

弓과 弓을 편방으로 하는 자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으며 이에 근거해 A⋅B⋅C 3

자의 하부는 가로로 쓰여진 弓임을 확신할 수 있다.

弓: (石鼓文.而師) ( 泥集.附一408)

張: (詛楚文.巫咸) (秦印編248) (睡.日甲104背)

弩: (睡.效45) ( 泥集254)

發: (嶽1466) (睡.效49) (里9-5)

그러나 漢印文字에서는 雋의 하부를 부분 본래 형태인 세로 弓으로 썼고, 두 

획으로 썼던 A⋅B⋅C와는 달리 좌우가 칭이 되는 하나의 곡선으로 연결해 썼으

며(E⋅F), 곡선의 각도에 약간의 변화를 주거나(D), 생략하여 쓰기도 하 다(G). 

E⋅F에 보여지는 弓의 자형은 진문자 (弩, 泥集254)의 弓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서법은 이미 秦代에 통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傳抄古文字(H)

와 《說文》 篆(K)은 진문자 雋과 같이 가로 형태 弓의 서법을 유지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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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획으로 썼던 弓이 하나의 곡선으로 변화해 본래 弓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

한 이러한 자형은 E⋅F의 하부 弓을 가로로 바꾼 형태일 가능성도 보인다. 나아가 

D⋅E⋅F의 하부는 乃의 篆 ‘ ’와 유사하여 東漢시 에 (I⋅J)과 같은 이체자

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현재 중국 륙에서 雋의 간체자로 쓰는 은 바로 東漢시

 이후 사용된 것을 채택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雋의 하부는 그 자원이 弓이며, 또는 弓으로부터 변화한 자형이지 

왕균이 제시한 几은 설득력이 부족함을 알 수 있으며, 《文字蒙求》 雋의 ｢竊意 即

短尾之几。非弓也｣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이다.

A 陶 6.400.1 B 陶 6.400.3 C 秦印編70 D 漢印徵4.7 

E 漢印徵4.7 F 漢印徵4.7 G 漢印徵補4 H 海3.21

I 熹平石經.

春秋.僖廿六年

J 晉辟雍碑陰 K 說文 篆

3. 單

《說文》: ｢크다. 와 를 따른다. 은 성부이기도 하다. 에 관해서는 미상

이므로 비워둔다. ( , 大也。 ， 亦聲。闕。)｣ 
《文字蒙求》: ｢크다. 를 따르고, 은 성부이기도 하다. 은 車의 생략된 형

태이다. 《博古圖》의 자는 ⋅ 로 쓴 글자가 있는데 이것이 그 증거이다. ( , 

大也。 。 亦聲。 車之省。博古圖 字。有 。是其證。)｣ 

허신은 單을 와 의 결합으로 보고, 은 성부이기도 하다했으나 에 해

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여 해설하지 않았다. 單에 해 왕균은 기본적으로 허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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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을 따랐으나 《博古圖》 중 의 일부인 單을 ⋅ 로 쓴 것에 의거해 를 車

의 생략된 형태라 분석하 다. 그러나 單의 자형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왕균의 이

런 분석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商代 갑골문 單은 기다란 손잡이에 공격 가능한 두 개의 물건이 달린 형태(A)이

거나 손잡이 중간쯤에 방어를 할 수 있는 물건이 장착된 모양(B⋅C)인 전쟁 또는 

사냥을 위한 도구이다.19) 서주⋅춘추시  금문은 상  갑골문을 계승하여 쓰다가

(D) 가운데 의 상하에 飾筆를 첨가하여 쓰기도 하 다(E⋅F⋅G). 전국시  各

系문자는 앞선 시 의 자형을 보존하여 쓰기도 하 고(H⋅I⋅K), 口와 같은 飾筆

을 덧붙여 쓰게 되는데 晉문자의 (郘 鐘)나 楚문자의 (J)가 그 예이다. 秦漢

시 의 單은 크게 두 가지 자형이 보이는데 첫째는 와 의 결합인 (關31

3)⋅ (銀333)⋅ (漢印徵2.8)⋅ (衡方碑), 둘째는 와 車의 결합인 (睡.

日乙62)⋅ (馬.戰294)⋅ (馬.縱橫家書288)이다. 두 가지 자형 모두 서주시  

이후의 자형을 오랫동안 계승하여 썼음을 확인할 수 있다. 單의 자형 변화의 과정

에서 볼 수 있듯이 單의 하부를  또는 車 형태로 쓴 것은 田 형태의 아래 위로 

飾筆를 추가했던 것일 뿐, 獨體象形字인 單을 허신이 설문에서 해설한 것처럼 

와 로 나누어 자원을 분석하고 형성자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왕균이 말한 

｢ 車之省｣은 한층 더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單의 자형에 한 해설은 ‘전쟁 또

는 사냥에 쓰인 기다란 손잡이에 공격과 방어가 가능한 부분이 장착된 도구이다’라

고 수정하고, ‘ 車之省’ 이하의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

19) 季旭昇, 《說文新證》(福州, 福建人民出版社, 2010), 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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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合21457 B 合9572 C 合28116 D 單子伯盤

E 蔡侯匜 F 單弔鬲 G 曾子單鬲 H (燕)璽彙297

I (晉)單 討戈 J (楚)郭店.成之22 K (秦)秦印編25 L 說文 篆

4. 弟 

《說文》: ｢가죽으로 물건을 묶은 순서이다. 소전이 고문의 자형을 따랐다. , 

고문 弟이다. 韋의 고문( )을 생략한 형태를 따르고, 丿를 성부로 한다. ( , 韋

束之次弟也。 古字之象。 ，古文弟， 古文韋省，丿聲。)｣
《文字蒙求》: ｢윗부분은 어린아이의 양 갈래 머리 모양과 같다. 아래 부분은 다

리 모양과 같다. 兄의 형상을 따랐다. 《說文》에서는 형성자라 여겼는데 옳지 않은 

듯하다. ( , 上象丱角。下象足。從兄之狀也。說文以為形聲字。似非。)｣

弟의 자형을 보면, 갑골문과 서주⋅춘추시  금문은 무기 또는 병기의 자루( )에 

질서 정연하게 가죽으로 둘러 싸맨(  또는 ) 형상이다(A⋅B⋅C⋅D). 이는 허

신이 《說文》에 제시한 해설과 유사하다. 전국시  弟는 상주 문자의 전통을 이어받

아 E⋅F와 같이 쓰고, 의 하부 가로획의 각도를 다르게 쓰거나(H) 생략하기도 

하 다(G). 혹은 가죽으로 질서 정연하게 순서 로 묶은 모양인 과 의 하부 가

로획과 연이어 쓰기도 하 다(I). 漢代에 이르러 弟의 하부에 약간의 변형이 일어

나는데 秦代의 (嶽麓1499)와 같이 세로획을 곡선으로 바꾸어 쓰거나(  銀雀

山漢簡433), 여기에 왼쪽으로 삐치는 짧은 획을 추가해 J⋅K와 같이 쓰기도 하 다.

弟의 字義를 보면, 고문헌에서 아래 두 가지 뜻으로 가장 많이 쓰 다. 첫째, 순

서, 차례라는 뜻이다. 무기 또는 병기의 자루에 가죽으로 질서 정연하게 차례 로 

둘러 싸맨 모양에서 인신되어 순서, 차례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으며 후에는 第로 



《文字蒙求》의 한자 교학법 연구와 고  한자 자료를 이용한 오류 수정  241

썼다. 둘째, 동생, 아우이다. 같은 부모에서 출생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남자를 

칭하 다.

왕균은 弟에 한 허신의 견해에 의구심을 비추며 《文字蒙求》에 새로운 해설을 

실었다. 즉, 弟의 상부를 어린아이의 머리모양, 하부를 弟(동생, 아우)의 反義字인 

兄의 하부와 같은 다리 모양으로 추측하 다. 弟의 자형변화 과정을 보았을 때 왕

균의 해설은 옳지 않으며 이러한 오류는 고문자 자료를 접하지 못한 채, 자의와 

《說文》 소전의 자형에만 의거해 字源을 추측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弟의 자원

에 한 해설은 ‘무기 또는 병기의 자루에 가죽으로 질서 정연하게 차례 로 둘러 

맨 모양이다’라고 수정해야 할 것이다.

A 乙8818 B 庫453 C 雁公鼎 D 文公之母弟鐘 

E (楚)包山楚簡95 F (晉)侯馬盟書156 G (晉)璽彙2489 H (秦)秦印編99

I (秦)關193 J 馬王 漢簡

子甲後191

K 張遷碑 L 說文 篆

Ⅴ. 나오는 말

본 논문은 淸代 王筠이 지은 識字敎材 《文字蒙求》의 체재와 가치를 소개하고, 

《文字蒙求》가 담고 있는 6가지 한자 교학법에 해 자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분석

을 진행하 다. 6가지 한자 교학법은 1.字源을 통한 교학법, 2.部件 또는 偏旁을 

통한 교학법, 3.동일한 造字 방법으로 이루어진 한자 동시 교학법, 4.形近字와의 

비교를 통한 교학법, 5.신화와 역사 관련 내용을 통한 교학법, 6.경험⋅상식 및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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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관련 내용을 통한 교학법이다. 《文字蒙求》는 중국 청 에 한자를 처음 배우는 

학동들을 위해 저술된 책으로, 시 적⋅환경적 차이로 인해 왕균의 교학법이 현재 

한국의 한자 학습자에게 완전히 적용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으나, 《文字蒙求》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여러 교학법은 아직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본 논문은 출토 고  한자 자료를 이용하여 《文字蒙求》의 ‘奪’⋅‘雋’⋅‘單’⋅
‘弟’ 4자에서 허신과 왕균이 범한 자원에 한 해설상의 오류를 수정하 다. 《文字

蒙求》는 교육적⋅학문적 가치를 충분히 지닌 저작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글자

에 해 《說文》의 잘못된 해설을 그 로 따르거나, 자의적인 해석을 가해 오류를 

남기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 오류를 수정한 4자 이외에 더 많은 오류가 《文字蒙求》

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관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왕균의 저작 또는 왕균이 타인의 저작을 교감한 것은 120 餘卷으로 파악되

고 있다. 《文字蒙求》는 왕균의 방 한 연구 성과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文字蒙求》에 한 이해가 심화된다면, 이는 향후 전면적으로 왕균의 연구성

과를 재조명하는 데에 있어서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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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ina, which has a long tradition of letter, has continued to 

compile and publish many textbooks on literacy from ancient times. 

The main subject of this study is 《Wenzimengqiu》, which was written 

by Wang Yun during the Qing Dynasty, one of those text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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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 Yun, the author of this book, made outstanding 

achievements in 《Shuowenjiezi》 and the study of Chinese characters. 

That is why posterity regarded Wang Yun as one of the four masters 

in the study of 《Shuowenjiezi》. Remarkably, he was the only person 

who was devoted to literacy education among the four masters of 

《Shuowenjiezi》. In particular, 《Wenzimengqiu》 written by him has 

been highly praised by later scholars.

Wang Yun’s works have been studied widely and in depth, 

reflecting his academic achievements. However, most of them have 

been conducted on 《Shuowenshili》 and 《Shuowenjudou》, and 

relatively little study has been devoted to 《Wenzimengqiu》. Thus, 

this study described the value of Wang Yun’s 《Wenzimengqiu》 and 

introduced Chinese character teaching method which can be 

referenced and utilized in today’s Chinese character education. 

Further, this study corrected some errors in the analysis on the 

source of Chinse characters shown in 《Wenzimengqiu》, based on the 

materials on ancient Chinese characters which were exca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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