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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서언

  역자가 처음 중국어 공부를 시작했을 때 가장 큰 고민이자 장애가 되었던 것

은 그렇게 많은 한자의 발음을 언제쯤이면 다 익힐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과 

평소 따분하기만 했던 한자를 어떻게 하면 많이 알고, 또 바르게 쓸 수 있을 것

인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처음에는 매 자마다 

발음을 따로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지만 회화 위주로 되어 있는 중국어

학습과정에서 익혀야할 발음과 자들은 다행히도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한자

를 쓰는 것은 비록 그때는 가장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 지만 방학마다 많은 

분량의 한자쓰기 과제를 제출해야 했던 덕택에 충분한 양의 자들을 익힐 수 

있었다. 

  대학을 다니던 때와 대학졸업 후 몇 년간 중국어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때를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한 수준의 중국어, 즉 회화에서 필요한 수준의 발음과 자

만 알면 학습이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통역대학원에 입학

하고 통번역에 대해 공부를 시작하면서 예전에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던 부

분을 주의해야 했다. 일상회화에서는 아예 쓰지 않으나 문서나 문장번역에서는 

자주 쓰는 자들을 다시 익혀야 했고 쉬운 회화체로도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

한 내용이긴 하나 통역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배경에 따라 같은 뜻임에도 불구하

고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해야 하기도 했다. 그런 연습과정에서 발음이나 자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

로 『중국어강력교정수첩( 强力 手 )』과 같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있다면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원래 이 책은 중국의 방송기자, 

아나운서 등 정확한 언어구사가 요구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공구서로서 평소 

중국 사람들도 잘 모르고 틀리기 쉬운 발음과 자, 잘못 쓰기 쉬운 단어, 잘못 

쓰기 쉬운 성어, 문장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어폐(語弊), 바르게 쓰기 어려운 구

어와 같은 내용들을 정리한 책이다. 

  역자는 이 책을 보고나서 그 동안 잘못 알고 잘못 읽었던 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책에서 지적하는 내용과 같이 “ 隘(xia ai)”



라는 말을 보면 뜻은 알겠으나 정확한 발음은 몰라서 자의 한 부분만 보고 그

냥 “xia yì( 益)”로 읽어버린 적이 많았고, 매우 자주 사용하는 “称”이라는 자

도 “cheng”, “cheng”, “chen”이라는 세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때 어떻

게 읽어야 할지 혼동하여 “称 (chen zhí)”를 “cheng zhí"로 잘못 말한 경우도 

있다. 

  틀리기 쉬운 자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컴퓨터로 문서를 처리하는 것이 보

편화되어 있는 지금은 자를 틀리게 쓰는 유형 중의 하나인 필획 하나를 잘못 

첨가 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잘못 그음으로써 틀린 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

들의 예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

다는 이유로 다른 자를 쓰게 되는 경우, 즉 “高粱”을 “高梁”으로 잘못 쓰거나 

“外快”를 “外 ”로 잘못 쓰거나 하는 일들은 매우 자주 발생하는 예이다. 

  표의문자인 한자는 형태, 소리, 의미 3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같은 자(字)

가 어떤 뜻으로 쓰는 가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소리는 같지만 형태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번역과 통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

음과 자를 틀리게 사용하는 일은 자칫 큰 혼란을 가져 올 수도 있다. 물론 혹

자는 ‘책의 내용 중의 일부는 정확하게 구분할 줄 모르더라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소한 것이다’라고 하거나 ‘중국인조차도 잘 몰라서 중국 내

에서도 규범화되지 않은 말인데 굳이 까다롭게 익혀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서로 다른 언어를 통역 또는 번역하는 업무에 종사하

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최대한의 정확한 통역과 번역을 위해서 중국어의 

오용현상에 대해 반드시 각성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취지에

서 역자는 이 책을 번역논문으로 선택하게 된 것이다. 또 역자는 통번역 연습을 

하면서 최대한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하고 통번역은 빠른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

각했는데 그런 목표만을 추구한 나머지 정확히 모르는 발음이나 자에 대해 사

전을 찾아 바르게 익히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 논문의 준비기간을 그동안 역자 

자신의 게으름과 안일함에 대한 반성의 계기로 삼고자 했다.   

  본 번역논문의 원저는 <틀리기 쉬운 발음과 자>, <잘못쓰기 쉬운 단어>, 

<잘못쓰기 쉬운 성어>, <문장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어폐(語弊)>, <바르게 쓰기 



어려운 구어>와 같이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책 전체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끄집어 낼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역자는 미세한 부

분처럼 보이긴 하나 한 자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 문장이나 단락에 대한 이

해에도 향을 끼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틀리기 쉬운 발음과 자>부분을 

먼저 번역하기로 정했다. 

  또한 역자는 본 논문이 중국어교정지침서로서 갖는 역할 외에 다른 한 가지 

가치를 더 부여하고자한다. 일부 중국어전공 학생들은 중국어를 공부해서 단지 

일상생활에서 또는 업무에서 활용할 수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역자는 대학

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본 논문의 내용을 가끔 참고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같은 “ ”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왜 “珊”과 “ ”은 shan으로 읽고 “ ”

는 “zha”로 읽는 지를 생각해보게 한다거나 “晡”, “哺”, “脯” 이 비슷하게 생긴 

세 자는 각각 다른 부수를 으로써 어떤 다른 뜻을 갖게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최근 일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음운학이나 

문자학과 같은 순수학문분야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

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나머지 부분도 빨리 번역되어 명실상부한 중국어종합교정서로서의 역

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본 논문을 읽는 통역가나 번역가, 그리고 중국어를 공

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일러두기

1. 각 자마다 그 자가 쓰이는 용례를 단어 또는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

국어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논문의 취지에 근거해서 비교적 난해한 단어에 대

해서만 소괄호를 이용해 해석을 달았다. 그 외의 용례는 설명 내용을 숙지하면 

대부분해석이 가능하다.   

2. 자의 발음을 적는 방법으로 저자는 한어병음자모를 먼저 적고 소괄호 안에 

그 발음을 가진 동음자를 첨가했다. 그러나 똑같은 발음에 대해 저자가 채택한 

한자어 중에는 하나 이상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 어느 것으로 읽어야 할지 오히  

려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따라서 역자는 번역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예> “a za(阿扎)”를  “a za”로 고침 (‘扎’라는 자는 za, zha, zha 세 가지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삭제했다.)

 

3. 내용해석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출판된 중한사전을 참고로 했다. 

그러나 저자가 책에서 틀리다고 지적하고 있는 몇몇 자들의 발음이 이 사전에

서는 대부분 ‘그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다. 

  예> “落包涵”，“落不是”를 책에서는 “luo包涵”, “luo不是”로 읽을 수 없다고 되

어있으나 중한사전에는 “luo包涵”, “luo不是”로 읽어도 된다고 나와 있다.

  중국내에서도 ‘어느 것이 가장 바른 발음인가’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을 것

이다. 역자는 원저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하기로 했다. 즉, 이 책에 실린 발음은 

한국에서 출판된 사전에 나온 발음과 다를 수 있다. 

     

4. 중국 지명의 표기는 원지음으로 표기한 후 한자를 넣는 것으로 했으며 중국 

인명의 표기는 모두 신해혁명(1911년) 이전의 인물임을 감안하여 한국한자음으로 



표기했다. 그리고 그 외 고유명사는 모두 ‘외래어표기법(문교부 고시 제1995호)’

를 기본으로 하여 표기했다. 단, 국내에서 한국한자음으로 이미 많이 알려져 있

는 경우 한국한자음으로 표기했다.

  예> 山 省  →  산둥성

      屈原     →  굴원

      北京广播 院  →  베이징광보대학

      人民日   →  인민일보

5.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자와 용례에 대해서는 모두 큰따옴표(“”)를 

사용했으며 자나 단어의 뜻 부분에는 작은따옴표(‘’)를 사용했다.

6. 원저는 <틀리기 쉬운 발음과 자>, <잘못 쓰기 쉬운 단어>, <잘못 쓰기 쉬

운 성어>, <문장 안에서 자주 일어나는 어폐(語弊)>, <바르게 쓰기 어려운 구

어>와 같이 모두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이 중 첫 부분인 <틀리

기 쉬운 발음과 자>부분을 발췌해 번역한 것이다. 

 



저자소개

스치(施旗) 

  본명은 스지보(施 博)이며 1930년 리아오닝성( 宁省) 티에링현( 岭 )에서 

태어났다. 1949년 12월부터 방송 분야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1956년 중국인민대학 

신문방송학과에 들어가 공부하 으며 졸업 후에는 베이징광보대학(北京广播 院)

에서 교편을 잡았다. 중국어교육과 연계시켜 방송언어에 대해 연구를 펼쳤으며 

1990년에는 교수로 임명되어 대학원의 지도교수를 맡았다.

  그는 이미 백여 편에 가까운 응용언어와 관련된 을 발표하 다. 출판된 저서

로는『방송언어(广播 言)』,『방송언어연구(广播 言 究)』,『중국방송 및 텔

레비전학(中 广播 )』, 『방송표현 및 어법규칙(播音表 和 法 )』，

『방송언어의 응용(广播 言的 用)』,『현대중국어( 代 )』,『실용어법강좌(

用型 法 程)』,『중국어강력교정수첩( 强力 手 )』등이 있다. 그의 방송

언어 연구에 대한 많은 훌륭한 성과는 중국 방송계에 큰 향을 미치고 있다.

만예핑(曼叶平)

  만만(曼熳)，즈란(紫 )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여성으로 산둥성(山

省) 웨이하이(威海)사람이며 중국언어학회(中 言 ) 북경지부 회원이다. 

1991년 베이징광보대학(北京广播 院) 방송문학과를 졸업하고 문학박사학위를 취

득했다. 졸업 후 인민일보사로 배치 받아 일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인민일보사에

서 편집장을 맡고 있다. 

  일찍이 광고와 번역일에 종사했으며 여러 장르의 도서 백여 편을 기획하고 편

집했다. 그 후 계속해서 『인민일보 해외판(人民日 海外版)』,『뉴스출판보(新

出版 )』와 잡지인 『중국방송(中 广播)』,『현대매체(当代 播)』,『다리( )』

등 전국으로 교부되는 잡지에서도 40여 편의 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그가 번

역한 드라마가 중국중앙방송국에서 방 되기도 했다. 그의 저서로는 『방송표현 

및 어법규칙(播音表 和 法 )』,『중국어강력교정수첩( 强力 手 )』.

『여성재테크 성공가이드(女性理 成功指南)-번역서』등이 있다. 그녀는 주로 방

송, 화, 텔레비전 등 언어예술 분야에 대한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수정설명

 『중국어강력교정수첩( 强力 手 )』은 1991년 1월 첫 출판된 후 많은 독

자의 환 을 받았는데 이것은 본 책의 높은 지적 가치와 실용성이 중국어를 사

용하면서 범하게 되는 실수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

을 설명해주고 있다. 어떤 간행물 편집자들은 본 책을 필수적인 참고서로서 시시

때때로 이용하고 있으며, 항상 말을 할 때 실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텔레비

전이나 라디오방송 종사자들도 각종 언어오용현상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할 것인

가에 대해서 본 책을 보고 바로 그 효과를 실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문

서작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본 책이 그들의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

음을 인정한 바 있다. 한편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사들의 문

과수업에서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며 어떻게 써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 주

로 표면적으로만 가르치고 있을 뿐 잘못 썼을 경우 그것을 어떻게 고쳐 써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을 받고 있는데 본 

책이 마침 이 방면의 부족을 메워주고 있다고 학생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본 책도 여러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 많은 독자들이 현재 언어사용

에서 틀리게 읽거나 틀리게 쓰고, 잘못 사용하는 현상이 무수하게 많이 발생하는 

데도 그 중 많은 내용을 아직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성어사용도 자주 틀리는 부

분 중의 하나인데 본 책에서는 이 부분의 내용을 수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교정서’로서의 본 책 자체도 잘못 쓴 말들이 들어 있어 반드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구성면에서도 개선해야할 점이 많이 있었다. 

  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번에 본 책에 대한 보충과 수정을 실시하 는데 틀리

기 쉬운 발음과 자, 잘못 사용하는 단어, 자주 볼 수 있는 어폐들을 최대한 많

이 모아서 수록했다. 특히 성어오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한 부분을 다시 첨가

해 보충했으며 내용구성의 격식도 개선했다. 이렇게 수정을 가한 『중국어강력교

정수첩( 强力 手 )』은 더욱 풍부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갖추게 되었음은 

물론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학습할 수 있으며 독자들이 더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

게 되었다. 본 책이 각계각층의 독자들의 요구를 보다 잘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서언

중국어의 순화와 규범화를 위하여

  현재 중국의 언어사용은 비교적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다. 번체자가 다시 사용

되고 이체자가 횡행하고 있으며 많은 오자가 생겨났고 약어가 남용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제멋대로 만든 신조어가 범람하고 있으며 각종 어폐(語弊)가 자주 나

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현대중국어의 규범화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한자는 그 자체의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수량의 방대함, 복잡한 필획 외

에도 자형(字形) 자체만으로는 발음을 명확히 표시할 수 없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어를 사용함에 있어 발음(音), 자형(形), 뜻(義)을 바르게 구

분하지 못하면 말하고 읽고 쓰는 법을 틀리기 쉽다.

  일상생활에서 문화수준이 낮은 사람이든 문화수준이 높은 사람이든 모두 자

를 잘못 읽는 경우가 있고 보통 민간인이나 국가간부나 모두 마찬가지로 종종 

자를 틀리게 읽는다.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진행자는 프로그램 진행 중에 “偌

大”를 “ 大”로 잘못 읽은 적이 있고 한 대학생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미국이 

주(駐)유고슬라비아 중국대사관을 폭파시킨 사건에 대해 “ 是 我 主 的公然

挑半”(‘이는 우리의 주권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다’라는 뜻으로 ’挑 ‘을 ’挑半'으

로 오용함-역자주)라고 잘못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 대학교수는 강의 중에 

“破 百出(결점투성이다)”를 여러 차례나 “破定百出”라고 잘못 말해서 후에 학생

들이 아예 그에게 “破定先生”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기까지 했다. 또 다음과 같은 

일화도 있다. 어느 고등학교의 지도주임은 회의시간에 교사들에게 좀더 높은 학

술적 “造旨(‘造 ’를 잘못 말함-역자주)”를 갖출 것을 요구해서 박장대소하게 하

다. 한편 한 차관급 간부는 회의 중 연설에서 갑자기『丰乳肥臀(tun)』이라는 

책 제목을『丰乳肥殿(dian)』이라고 말해 청중들을 웃을 수도 없는 상황으로 만

들어 버렸다. 또 한 대기업의 사장은 회사 개업식에서 첫마디를 “ 迎大家位 指

”(‘왕림하셔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의 뜻으로 ‘莅 ’을 ‘位 ’으로 잘

못 말함-역자주)라고 시작해서 귀빈들을 황당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 외에도 책, 

신문, 잡지, 방송, 음악과 상 등의 분야나 공공장소에 써있는 말에서 보이는 언

어 오용현상은 더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심지어 틀린 부분이 없으면 출판



물이 아니고 언어를 잘못 사용하지 않으면 방송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정도이

다. 이런 현상들을 바로 잡아 중국어의 규범화를 꾀하기 위해 펴낸 책이 바로 

1999년 1월에 정식으로 발행한 『중국어강력교정수첩( 强力 手 )』이다.

  본 책이 출판된 후 많은 독자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로부터 환 을 받았다. 모

두 본 책의 풍부한 내용, 독특한 구성, 그리고 적절한 예와 지식적 가치, 실용성

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 주었다. 그러나 오용되고 있는 많은 상용자들 가운

데 여전히 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재발행 때 이를 수정, 

보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독자들의 요구에 알맞게 이번 재발행 작업에서는 원래 

내용에 대한 수정작업과 보충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제1부분 “틀리기 쉬운 발

음과 자”와 제2부분 “틀리기 쉬운 단어”에서는 모두 항목 수를 늘렸으며 사람

들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틀리기 쉬운 자와 단어를 골라 수록하려고 했다. 그리

고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성어의 오용 및 남용현상에 대해서 제3부분 “잘못 

쓰기 쉬운 성어”를 따로 증편했으며 제4부분 “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

과 제5부분 “바르게 쓰기 어려운 구어”에 대해서는 몇몇 새로운 내용을 보충했

다. 

  내용에 대한 보충과 수정뿐만 아니라 편집구성방법도 일부 개선했다. 독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제4부분 “문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점”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한어병음자모의 순서에 따라 내용을 배열하 다. 또 각계각층의 서

로 다른 독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괄호 안에 한어병음자모를 달았을 뿐 

아니라 같은 발음의 자를 다시 넣음으로써 보다 일목요연하고 쉽게 분별할 수 

잇도록 하 다.

  본 책은 발음과 자, 단어선택 및 문장 만들기, 성어사용과 올바른 구어  사

용 등 사람들이 일상생활이나 업무처리 과정에서 자주 만나는 언어오용현상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정오(正誤)분석을 실시했으며 어디가 틀리고 왜 틀리

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명확히 지적하 다. 본 책은 독자들이 

신속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별하여 여러 가지 언어오용의 예를 극

복하고 중국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이는 또한  본 책의 편

집 목적이기도 하다.

  한 사회의 언어사용 수준은 곧 그 사회의 문명정도를 반 한다. 현대화되고  



높은 문명수준을 가진 나라일수록 그 나라의 언어는 더 규범화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사람간의 교류가 더 편리해지며 더 정확하고 효과적인 정보전달이 이

루어진다. 정확한 언어사용은 중국어의 규범화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중국의 

우수한 전통문화 함양과 전 민족의 언어소양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전체의 공동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저자 2000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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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리기 쉬운 발음과 자

1. 잘못 읽기 쉬운 자

  언어소통의 방법 중 유성(有聲)언어를 사용하면서 자를 잘못 읽게 되는 일

이 시시때때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발

음이 틀리면 뜻을 전달하는 데에도 향을 미칠 뿐 아니라 언어의 규범화에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발음이 틀리면 남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어 

교양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자를 잘못 읽는 근본적인 이유는 문화적 소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자의 발음이 틀리는 이유를 대략 다음 세 가지의 유형

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잘 모르는 자가 있으면 그 자의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읽어도 될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잘못 읽는다. 예를 들어 각각 “隘(ai)”를 “益(yì)”로, “愎(bì)”를 

“ (fu)”로, “綻(zhan)”을 “定(dìng)”으로, “瞠(cheng)”을 “堂(tang)”으로, “涸(e)”

를 “固(gu)”로  읽는데 모두 틀린 발음이다. 한자에는 한 부분만을 보고 읽어도 

되는 자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 더 많다. 

  둘째, 자형(字形)의 유사성 때문에 모양이 비슷한 자의 발음으로 잘못 읽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厄(e)”를“危(wei)”로, “泠(líng)”을 “冷(leng)”으로, “宧(yì)”

를 “宦(huan)”으로, “ (dan)”를 “ (dan)”으로, “賅(gai)”를 “咳(hai)”로 각각 읽는

데 모두 틀린 발음이다. 

  세 번째 유형은 하나 이상의 발음을 가진 자(‘다음자(多音字)’라고 함)를 읽

을 경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격으로 용법이 변하 는데도 발음을 바꾸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 ”, 이 자는 “ 加”에서는 can으로 읽지만, “ 差

不 (가지런하지 못하다)”에서는 cen으로 읽어야하며, “人 ”에서는 shen으로 읽

어야 한다. 한자에는 매우 많은 다음자가 있다. 그러므로 그 자에 해당하는 여

러 가지 발음을 모두 알아야만 오독(誤讀)을 피할 수가 있다. 본 책에서는 비교

적 틀리기 쉬운 자들을 선별하여 수록하 으며 매 자에 대해 구분법을 적어 

틀린 것과 바른 것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독자들에게 참고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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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阿(a) 다음자로서 정확히 알지 못하면 틀리게 읽기 쉬운 자이다. 어기조사로 

사용할 때는 a로 읽어야 하고, “阿姨”，“啊哥”처럼 단어의 접두사로 사용되면 a

로 읽어야 하고, 실사로 사용하면 e로 읽어야한다. “阿諛(아첨하다), 阿附(아부하

다)，阿 (아교)，阿弥陀佛(아미타불)”에서 모두 실사로 사용되었으므로 e로 읽어

야 한다. “a 諛”, “a 弥陀佛”에서와 같이 “阿”를 “e”로 읽어야 할 곳에서 a로 읽

으면 잘못 읽은 것이다.      

腌(a) 방언인 “腌”은 a로 읽어야한다. “腌 ”는 ‘깨끗하지 않다’, ‘마음이 언짢다’, 

‘사람을 능욕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a za”로 읽어야 한다. 가끔 “an zan”으

로 읽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ai) ‘눈처럼 희다’라는 말을 “白雪 ”라고 한다. “ ”는 ai로 읽어야 하는데 

ai로 읽으면 성조가 틀린 것이다. 또 kai라고 읽는 것도 자를 잘못 알고 읽은 

경우이다.

欸(ai) 이 자는 ai로 읽으며 “唉”자와 같은 자이다. 그러나 의성어로 쓸 때는 

ai로 읽어야 하는데 “欸乃 舟(어기여차하며 귀향하는 배)”에서 ai로 읽으면 틀린 

것이다. 또 “欸”를 감탄사로 쓸 때는 e로 읽어야지 ai로 읽어서는 안된다.  

隘(ai) 자의 한 부분만을 보고 “ 隘”를 “  yì”로 읽는 경우가 있는데  자를 

잘못 안 것이다. 또 이것을 “  ai”로 읽는다면 성조가 틀리게 된다. “隘”는 ai로 

읽어야  하며, ‘편협하다’는 뜻으로 쓴다.  

(an) 오른쪽 부분이 “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이것을 yīn으로 읽는다. 

또 “暗”과도 자형이 비슷하여 an으로 읽기도 하는데 모두 틀린 발음이다. “ ”의 

부수는 말 언변(言)이며 ‘익숙하다’는 뜻을 가진다. 이 자의 정확한 발음은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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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 熟(숙달하다)”，“ (숙련하다)” 등에서와 같이 쓴다.   

厂(an) 이 자는 “工厂”에서와 같이 모두 chang으로 읽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명에서는 an으로 읽어야 한다. “厂”은 “庵”과 같은 자로 “尼姑庵(비구

니암자)”을 “尼姑厂”이라고도 쓰고, “茅庵(작은 초가집)”을 “茅厂”이라고도 쓰는

데, 여기에서 “厂”은 모두 an이라고 읽어야지 chang이라고 읽어서는 안된다.     

盎(ang) 자의 윗 부분이 ‘央’자이기 때문에 종종 yang이나 yang으로 잘못 읽

는다. 예를 들어 “一盎”을 yí yang으로 읽는 경우가 있다. “盎”은 ang으로 읽고 

“春意盎然(봄기운이 충만하다)”에서와 같이 ‘충만하다’는 뜻으로 쓴다. 또 “盎司

(온스)”는 국과 미국에서 쓰는 무게단위를 가리키며 1온스는 1/16파운드에 해

당한다.  

凹(ao) 이 자는 자형의 향을 받아 종종 wa로 읽게 되는데 작가인 “ 平凹”

를 “賈平 wa”로 잘못 발음하는 경우가 있다. “凹”는 ‘움푹 패이다’는 뜻으로 wa

로 읽지 말고 ao로 읽어야 한다. “凹陷”，“凹透 ” 등에서 모두 ao로 읽는다. 단, 

지명으로 쓰일 때는 “凹”를 wa로 읽는데 중국 산시성에 “核桃凹”라고 부르는 마

을이 있다.    

(ao) “老 ”는 ‘노년여성’을 가리킨다. 이 자는 오른 쪽이 “昷”이어서 사람들

이 가끔 wen으로 읽게 된다. 그러나 “老 ”를 “老wen”으로 읽는다면 크게 잘못

된 것이다. 

拗(ao) “拗口”를 “yao 口”나 “rao 口”로 읽는 것은 모두 틀린 발음이다. 말할 때 

어딘가 이상하고 혀가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는 것을 “拗口”라고 하는데 여기서 

“拗”는 ao로 읽는다. “拗口令”을 “ 口令”으로도 말할 수 있고 “拗口”를 “ 嘴”라

고도 말하는데 그 뜻은 같다. 그러나 “拗”와 “ ”는 발음이 서로 다르므로 자

를 잘못 읽어서는 안된다. 즉, “拗口”를 “ 口”로 읽을 수 없으며 “ 嘴”를 “拗

嘴”로 읽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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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扒(ba)  이 자의 발음은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편으로 ba나 pa로 또는 pa나 

pa로 읽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 이 자는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다. “扒 (달

리는 차에 뛰어오르다)”，“扒皮(가죽을 벗기다)”，“扒衣服(옷을 벗기다)”，“扒

(담의 윗부분을 잡다)”에서는 ba로 읽어야 하며, “扒手(소매치기)”，“扒窃(소매

치기하다)”，“扒糕(메 묵)”，“扒 (닭을 졸인 요리)”，“扒羊肉(양고기를 삶은 요

리)”에서는 pa로 읽어야 한다. 즉, “pa 糕”，“pa 羊肉”라고 말하는 것은 틀리다. 

중국어에는 pa라는 발음이 없다. 또, “ba ”，“pa ”라는 발음은 모두 틀린 것

이다. “扒拉”에는 두 개의 발음법이 있는데 “ 用手 扒拉.(함부로 손으로 지 

마라)”라고 말할 때는 “ba 拉”로 읽고 “往嘴里扒拉 .(입으로 밥을 쳐넣다)”에서

는 “pa 拉”라고 읽어야 한다. 

(ba) “ (삼치)”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로 “ ”라고도 부른다. ba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는데 이 자는 ba로 읽어야한다. “ ”는 ba로 읽는 자인데  

“ (비늘어름치)”는 민물고기로 “ ”와는 다르다. “ ”，“ ”를 제대로 구분

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곧 다른 두 종류의 물고기를 혼동하게 되는 것이다. “ ”

를 fa로 읽는 사람도 읽는데 이것은 더욱 틀린 발음이 된다.

捭(bai) 오른 쪽의 “卑”의 향으로 사람들은 자주 이것을 bǐ로 읽거나 pī로 읽

는데  틀린 발음이다. “捭”는 bai로 읽어야 한다. “捭 ”는 원래는 ‘열고 닫다’는 

뜻으로 ‘어떠한 술수로 끌어들이거나 분열시키다’는 말로 이용한다. 예를 들면 

“捭 之術(임기웅변술)”，“ 捭 (정치, 외교상의 수단을 써서 연합, 분열, 이

간, 포섭을 하다)”등이 있다. 

稗(bai) 논에 나는 쓸모없는 풀 중에 “稗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稗”발음은 

bai로 “稗子”를 “pī 子”로 읽으면 틀리다. “稗官野史”의 “稗”도 bai로 읽어야지 pī

라고 읽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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蚌(bang) 물속에 사는 연체동물로서 방휼지쟁(蚌 之 )의 고사(도요새와 조개

가 싸우다 둘 다 어부에게 잡히다, 어부지리)에 나오는 “蚌(마합)”은 동물을 가리

킬 때는 bang으로 읽는다. 그러나 지명 “蚌埠”(방부, 안휘성에 있는 도시)에서 

“蚌”는 beng으로 읽어야 한다. 발음이 완전히 다르므로 확실히 구분해 사용해야

지 혼용해서는 안된다.

磅(bang) “磅秤”을 “beng 秤”으로, “ 磅”을 “  beng”으로 읽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磅”는 bang으로 읽어야지 beng으로 읽지 않는다. “磅”은 또 “气 磅礴

(기세가 드높다)”라는 말에서와 같이 pang이라는 발음도 가지고 있다. 

胞(bao) 이 자는 예전에는 pao로 읽었으나 나중에 심의를 거친 표준 발음이 

bao로 정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예전의 발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 “同 pao”，

“  pao”처럼 틀리게 쓰고 있다. 각각 “同 bao”，“  bao”로 읽어야 맞다. 

褒(bao) 이 자는 자주 성조를 틀리게 써서 “褒 ”을 “bao ”으로, “褒 ”를 

“bao ”로 읽거나 “褒 ”을 “bao ” 또는 “bao ”으로 읽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褒”자는 모두 bao로 읽어야 한다. “褒”는 다른 성조로는 읽을 수 없고 

제1성으로만 읽는다.

 

(bao) 두 개의 발음으로 쓰이고 있어서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틀리기 쉽다. 

“ 皮”를 “bo 皮”로 읽거나 “ 削”를 “bao 削”로 읽으면 틀린 발음이 된다. “

皮”，“ 花生”，“ 蛋” 중의 “ ”는 bao로 읽고, “ 削”，“ ”，“ 落”，“生

活 ” 중의 “ ”는 bo로 읽어야 한다. 즉, “ ”는 구어에서 단독으로 쓸 때는 

bao로 읽고, 합성어나 성어에 쓸 때는 bo로 읽어야 한다.

薄(bao) “薄”는 bao로도 읽고 bo로도 읽는다. 그러므로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혼독(混讀)하기 쉽다. “厚古 bao 今”, “日 bao 西山”이라고 읽는다면 분명히 잘못 

읽은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bo 片”, “bo 脆”라고 읽는 것도 틀린 발음이다. 

두께를 표시하거나 단독으로 쓸 때 “薄”는 bao로 읽어야하며 “薄 ”，“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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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味薄”，“家底薄”에서와 같이 “厚”와 반대되는 뜻으로 쓰면 bao로 읽어야 한

다. 반면 합성어나 성어에서는 bo라고 읽는데 “薄利”，“薄弱”，“薄命”，“日薄西

山”，“厚古薄今” 등이 그 예이다. 단, 薄荷의 “薄”는 bo라고 읽어야 한다.

堡(bao) 여러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어 자칫 틀리기 쉬운 발음이다. “十里堡”를  

“十里 bao”라고 읽거나 “ 堡”를 “  pu”라고 읽는데 다 잘못 읽은 것이다. 

“堡”는 “堡 ”，“碉堡”，“城堡”，“ 堡”등의 단어에서 bao로 읽어야 하며, 지명

에 쓸 때는 “十里堡”，“五里堡”，“崔家堡”처럼 pu로 읽어야한다. 그러나 “堡子” 

두 자를 같이 쓰면 “bu 子”로 읽어야 하는데, ‘마을, 촌락’의 뜻으로 “包家堡

子”，“柴 堡子”등이 예이다.

(bao) 바르게 읽기 어려운 자로 막연히 diao나 jiu로 읽어버리는데 틀린 발

음이다. “ ”는 bao로 읽으며 새의 한 종류(너새)이다. 또 “老 ”는 ‘기방을 운

하는 기생어미’를 일컫는 말이다.

焙(bei) “培”，“陪”의 자형과 비슷하고, 오른쪽 부분이 ‘ ’자여서 종종 pei로 잘

못 읽는다. “陪”，“培”，“ ”는 모두 pei로 읽는다. 그러나 불화변(火)이 있는 

“焙”는 pei로 읽지 말고 bei로 읽어야 한다. 약한 불에 말리는 것을 “焙干”이라고 

한다. 

悖(bei) 자형이 비슷한 “勃”, “脖”자의 향 때문에 “悖”를 bo로 잘못 읽는 경우

가 있다. “悖”는 심방변(忄)으로 bei로 읽어야 하며 ‘상반되다, 위반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 行不悖(두 가지 일을 한꺼번에 치러도 어그러짐이 없다)”, 

“悖入悖出(악으로 모은 재산은 오래 가지 못한다《대학》)”, “悖 ”, “悖理” 등에

서와 같이 쓴다.

  

奔(ben) ben으로도 읽고 ben으로도 읽는 자이다. 성조만 다르기 때문에 잘못 

읽기 쉽다. 먼저 “投奔”，“奔向”，“奔南走”，“有奔 ” 등에서와 같이 ‘~로 나아가

다’의 뜻으로 쓰면 ben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급하다, 급히 뛰다, 바삐 뛰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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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의 뜻으로 쓰면 ben으로 읽어야 하는데, “奔 ”，“奔赴”，“奔忙”，“奔跑”，

“奔 ”，“四 奔走”등이 모두 그 예이다. “奔 ”를 “ben ”로 읽거나 “奔向新世

”를 “ben向新世 ”으로 읽으면 모두 틀리다. 한편 “犇”자는 “奔”과 같으나 지

금은 거의 쓰지 않는다.

(ben) 보통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의사들도 가끔 이 자를 pen으로 잘못 

알고 “ ”을 “pen ”으로 잘못 읽는다. “ ”은 ben으로 읽어야 옳다. “ ”은 

위와 식도를 연결하는 부분으로, 식도안의 음식물이 “ ”을 통해 위로 들어간

다. “ ”은 입구변(口)으로 ‘분사( 射)하다’는 뜻을 갖는다. “ ”자와는 발음도 다

르고 뜻도 다르다. 

迸(beng)  “迸”을 자주 bìng으로 읽는데 이 자의 한 부분인 “ ”의 발음만을 

따서 말한 것으로 틀린 발음이다. “迸”의 발음은 beng으로 ‘바깥쪽으로 분사하거

나 튀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로 “迸 (뿜어대다)”，“迸裂(파열하다)”，“迸

(튀다)” 등이 있다.

匕(bǐ) “匕首”는 ‘단검’ 혹은 ‘단도’의 의미로, “匕”의 정확한 발음은 bǐ이다. 이 

자를 bì로 읽어 자주 “bì 首”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조가 틀린 것이다. 

또 이 자는 앞부분을 삐쳐 나오게 써서 “七”로 써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쓰면 bī가 아니라 qī로 읽는 자가 되며 고어에서는 이 자를 hua라고 읽기도 

했다. 

  

秘(bì) bì라고도 읽고 mì라고도 읽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면 틀리기 쉬운 자이

다. ‘공개하지 않다’의 뜻으로 쓰면 “秘密”，“神秘”，“ 秘”，“秘 ”에서처럼 秘를 

mì로 읽어야한다. 반면 국가명 중에 “秘 (페루)”의 “秘”는 음역자로 bì로 읽어야 

하며 성씨를 나타낼 때도 bì로 읽어야 한다. 지금도 “秘 ”를 “mì ”로 잘못 읽

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바르게 고쳐 읽어야 한다.   

裨(bì) “有所 bǐ 益”라고 말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성조를 잘못 읽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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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裨”는 bì, 제4성으로 읽어야지 제3성인 bǐ로 읽어서는 안된다. “裨益”는 ‘잇

점’ 또는 ‘이익을 얻다’는 뜻이다.

辟(bì) 상황에 따라 각각 bì, pì, pī로 읽는 다음자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오독을 방지할 수 있다. “ 辟(폐위된 천자가 다시 왕위에 오르다)”를 “  pǐ”로, 

“精辟”를 “精 pī”로, “辟謠(헛소문을 반박하다)”을 “bì 謠”로 읽는 것은 모두 잘못

된 것이다. “辟”는 “ 辟”，“透辟”，“精辟”，“辟謠(헛소문을 반박하다)”，“鞭辟入

里(내용을 깊이 성찰하고 연구하다” 등의 단어에서는 pì로, “辟成 半(두 개로 쪼

개다)”, “辟 盖 (정면으로)”등에서는 pī로 읽고, 그리고 “ 辟”，“辟邪”，“辟易

(무서워서 뒷걸음치다)” 등의 단어에서는 bì로 읽어야 한다.

    

庇(bì) 어떤 사람은 “庇”자를 pì로 읽어서 “庇 ”와 “包庇”를 각각 “pì ”, “包 

pì”로 발음하는 것은 틀린 것이다. “庇”의 발음은 bì로 “庇 ”，“包庇”，“庇佑”，

“庇 ”에서 모두 bì 읽어야 한다. “庇”는 다른 발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庇”자

와 거의 비슷한 자로 pì라고 읽는 “庀”는 ‘구비하다, 관리하다’의 뜻으로 ‘엄호

하다’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畀(bì) 이 자는 “世界”의 “界”자와 비슷한 자형을 가진다. 그러나 jie라고 읽지 

않고 bì로 읽는다. ‘주다’의 뜻으로 “畀以重任”, “投畀豺虎(나쁜 놈을 승냥이와 호

랑이에게 내던져주다, 악인에 대한 증오를 뜻함)”에서와 같이 쓴다.

皕 (b ì) “百”자 두 개를 붙여 쓴 자로 “이백(200)”의 뜻이다. 그러나 발음은 bai

가 아니며 그렇다고 “二百”로 읽지도 않는다. 발음은 달라져서 bì로 읽어야 한다. 

보통 회화에서는 쓰지 않으며 가끔 서면어에서만 사용한다.

(bì) “ ”자 세 개가 하나의 자를 이루고 있다. 그렇다고 이 자를 또 bei로 

읽지는 않으며 bì로 읽어야 한다. “ ”는 전설속의 동물로 거북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옛날 비석의 대좌에 그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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蝙(bian) “蝙”자의 오른 쪽이 “扁”이기 때문에 이 자의 발음을 따서 “bian 蝠”

나 “pian 蝠”로 잘못 읽는 일이 많다. 그러나 “蝙”은 bian으로 읽어야 한다. “蝙

蝠”는 박쥐를 가리킨다.

  

砭(bian) 사람들은 “砭”, “ ”의 오른 쪽이 모두 “乏”자로 같아서 둘 다 biaㅜ으

로 읽을 것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 砭”를 “  bian”으로 읽는데 잘못 읽은 것이

다. “砭”는 bian으로 읽으며 ‘고대 병 치료에 썼던 석침(石 )’을 가리킨다. 또 

“ 砭 弊”라는 말은 ‘시국의 병폐를 비판하다’는 뜻으로 쓴다.

弁(bian) “异”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yì로 읽거나 “弃”와 비슷하다고 해서 qì라고

도 읽지 않으며 bian으로 읽어야 한다. “弁”는 고대 남자들이 사용했던 모자를 

말하며 옛날 낮은 무관직을 상징하기도 한다. “ 弁(군벌시대 장교의 호위병)”에

서와 같이 쓴다. 또 “弁言”은 “序言”，“序文”과 같은 뜻으로 쓴다.  

猋(biao) “犬”자 세 개가 같이 쓰 지만 quan으로 읽지 말고 biao로 읽어야 한

다. “猋”는 ‘신속하다’는 뜻으로 “ ”와 같은 말이며 그 예로 “狂 ”, “ ”등이 

있다.

(biao) “ ”자 세 개가 한 자를 이루고 있지만 ma로 읽지 않고 biao로 읽는

다. “ ”는 ‘많은 말들이 같이 달리고 있는 모양’을 가리킨다.

(bie) “ ”자의 발음은 언제 bie로 읽고 언제 bie로 읽어야 하는지를 혼동하여 

자주 틀리게 된다. ‘분리하다’의 의미로 쓰는 “告 ”, ‘구분하다’의 의미로 쓰는 

“分 ”, ‘다르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 人”, ‘차별’의 의미로 쓰는 “ ”, ‘금지’의 

의미로 쓰는 “ 去” 등의 말에서는 모두 bie, 제2성으로 읽어야 한다. 반면 ‘뜻대

로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는 “ 扭”, ‘힘이 세다’는 의미로 쓰는 “ 着 ”, ‘혀

가 잘 안 돌아간다’는 의미로 쓰는 “ 嘴” 등에서는 bie, 제4성으로 읽어야 한다. 

“你 bie 管”，“你 bie 去”로 읽거나 “bie 着  ”, “bie 不 他” 로 읽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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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īn) “ ”과 자형이 비슷하여 사람들이 pín으로 잘못 읽기도 하는데 사실 이 

두 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 “ ”는 pín으로 읽고 ‘여러 차례’를 의미한다. 반

면 “ ”는 ‘물수변(氵)’이 있는 자로 bīn으로 읽으며 ‘붙어 있어 가깝다’라는 의

미이다. 예를 들면 “ 大海”, “ 于破 (파산 직전)”이라는 말이 있다.

  

泊(bo)  이 자는 가끔 bai로 읽어 “湖 bai”, “梁山 bai”로 잘못 읽는다. “泊”는 

bo로 읽어야 한다. ‘배가 육지에 닿다’라는 뜻으로 쓸 때의 “停泊”, ‘머무르다’는 

뜻으로 쓸 때 “ 泊”, ‘위치’를 나타내는 뜻으로 쓰는 “泊位”에서 모두 bo로 읽어

야 한다. “淡泊名利(명성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다)”라는 성어에서 나오는 “泊”도 

bo로 읽어야 맞다. 그러나 호수이름인 “梁山泊”의 “泊”는 bai도, bo도 아닌 po로 

읽어야 한다.

 

跛(bo) ‘다리에 문제가 있어서 걸어 다닐 때 몸이 평행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瘸子(quezi 절름발이)’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이 자는 que로 읽을 수 없고 bo

로 읽어야 한다. “跛子”와 “瘸子”는 뜻은 같으나 발음이 다르다.

 

不(bu) 이렇게 자주 쓰는 자를 잘못 읽을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我 bu 去”, “我 bu 去”, “我 bu 明白”, “我 bu 理解”라

고 읽는다면 모두 틀린 것이다. 여기서 “不”의 발음규칙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不”는 제1성, 제2성, 제3성인 자 앞에 쓰면 bu로 읽는다. “不依”，

“不行”，“不理”，“不多”，“不能”，“不比”등이 그렇다. 그리고 “不”를 제4성인 

자 앞에 쓰면 “不去”，“不必”，“不念”，“不 ”，“不唱”에서와 같이 bu로 읽어야

한다. 이 규칙대로 발음하지 않으면 발음하기도 부자연스럽고 듣기에도 어딘가 

어색하게 들린다. 

 C

(can) 다음자로서 다른 발음법을 각각 익혀야 할 필요가 있다. “ 加”，“

”，“ 考”등의 단어에서는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 ”을 can으로 읽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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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人 ”에서는 shen으로 읽어야 하며 “ 商”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

差不 (가지런하지 못하다)”라는 말에서 “ ”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해 정확

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것을 “can cha”로 읽어서는 안된다. 이 때는 

“cen cī”로 읽어야 한다. “ ”라는 말도 “cen cuo”로 읽어서 ‘뒤섞이어 가지런

하지 못하다’는 뜻을 갖는다.

   

糙(cao) “粗糙”는 ‘섬세하지 않다’는 뜻이다. “糙”를 zao로 읽거나 cao로 읽는 사

람이 있는데 모두 틀린 발음이다. “糙粮”，“糙 ”에서와 같이 “糙”는 cao로 읽어

야한다.

 

岑(cen) 이 자를 종종 qín으로 읽거나 jīn으로 읽는데 이렇게　읽는 방법은 옳

지 않다. “岑”의 정확한 발음은 cen으로, ‘성씨’를 나타내거나 ‘작으면서 높은 산’

을 나타낸다. 또 “岑寂”은 적막함을 뜻한다.

搽(cha) “擦”와 종종 혼동하여 같이 쓰거나 ca로 읽는데 이 두 자의 완전히 

다르다. “搽”와 “擦”가 나타내는 뜻은 서로 반대된다. “搽”는 cha로 읽어 ‘바르다’

는 뜻이다. 예를 들어 “搽粉”, “搽雪花膏”가 그 예이다. 반면 “擦”는 ca로 읽어 

“擦黑板”, “檫桌子”, “檫玻璃”에서와 같이 ‘지우다, 깨끗하게 닦다’는 뜻을 가진다.  

  

刹(cha) cha로도 읽고 sha로도 읽는 자이다. 명확히 알아야 틀리지 않고 쓸 

수있다. 어떤 사람은 “刹那”를 “sha 那”로, “什刹海(북경성 안에 있는 작은 호수 

이름)”를 “什 sha 那”로 잘못 발음하고 있다. “刹”는 “古刹”, “宝刹”, “什刹海”처

럼 ‘절’을 나타내는 말로 쓰면 cha로 읽는다. “什刹海”는 원래 주변의 ‘열 개의 사

원’이라는 말에서 그 이름을 취한 것이므로 그 중의 “刹”는 cha로 읽는 것이 맞

다.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하는 “刹那”에서도 마찬가지로 cha로 읽는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刹那”와 “霎 ”는 뜻은 같으나 발음이 다르므로 혼용해서는 

안되며 “霎”는 sha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지하다, 멈추다’의 뜻으로 사

용하는 “刹 ”，“刹住不正之 ”에서는 “刹”를 sha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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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i) qí로 읽거나 jì로 읽는 것은 모두 틀린 것이다. 이 자는 chai로만 읽

을 수 있다. “ ”는 ‘동년배, 같은 부류의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吾 ”, 

“ ”，“同 ”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 자는 서면어로서 보통 회화에서는 쓰

지 않는다.  

(chan) 왼쪽 부분의 발음을 빌어 zhan으로 읽거나 오른쪽 부분의 발음을 따서 

jian으로 읽는데 모두 틀린 것이다. “ ”은 chan으로 읽고 ‘엿보다, 관측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예를 들면, “ ”, “ 望”, “ (측량상 어떤 지점에 설치한 표지)” 

등에서 쓴다.

 

(chan) 다음자로서 dan으로 읽기도 하고 chan으로 읽기도 한다. 또 shan이라

는 발음도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틀리게 읽기 쉽다. 예를 들어 

“ 于”를 “shan 于”으로 읽으면 틀린 발음이 된다. “ 于”는 흉노 군주의 칭호이

며 이 때는 “chan yu”로 읽어야 옳다. 성씨 중에 하나인 “ ”을 dan으로 읽는 사

람이 있는데 이 역시 틀린 경우로 shan으로 읽어야 맞다. 성씨와 지명에 사용될 

때는 shan으로 읽어야지 dan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 ”을 dan으로 읽어야 할 

때는 “ ”, “ ” 등의 경우로 비교적 틀리지 않고 쉽게 쓸 수 있는 경우들이

다.

 

孱(chan) 이 자는 zǐ로 읽을 수 없다. “孱弱”를 “zǐ 弱”라고 읽는 사람이 있는

데 틀린 발음이다. “孱”은 chan으로 읽어야 하며 “孱弱”는 ‘몸이 약하다’는 뜻이

다. “孱”은 또 can으로 읽기도 하는데 ‘허약하고 무능한 사람’을 뜻하는 “孱 ”가 

그 예이다.

(chan) “陷”의 자형과 유사하다고 하여 발음을 xian으로 알고 “ 媚”를 “xian 

媚”로 읽는다면 틀린 발음이 된다. “ ”는 chan으로 읽어야 하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며 아첨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 媚”는 “chan mei”라고 말해야 한다. “xian  

mei”로 읽는 단어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 媚”로 자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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囅(chan) zhan으로 읽을 수 없다. “ 然一笑”를 “zhan 然一笑”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틀리게 발음한 것이다. “囅”는 chan으로 읽으며 ‘웃는 모습’을 나타낸다. 

忏(chan) 오른쪽 부분인 “千”의 향을 받아 어떤 사람들은 이 자를 qian으로  

잘못 알고 있다. 그래서 “忏悔”를 “qian悔”라고 말하는데 틀린 발음이다. “忏”는 

chan으로 읽으며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다’라는 뜻을 가진 “忏悔”와 같이 

쓴다.

 

(chang) chang으로 읽을 수 없고 또 zhang으로 읽어서도 안된다. “ ”이나 “ 

”과 혼동해서 같이 써서는 안된다. “ ”는 chang으로 읽고 ‘전설 속에서 호랑

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이 변한 귀신’을 가리키는데 “ 鬼”가 바로 그 예이다. 또 

“ 虎作 ”이라는 성어가 있는데 ‘악인의 앞잡이가 되다’는 뜻이다．

倘(chang) chang으로도 읽고 tang으로도 읽는 자이다. “倘佯”에서는 chang로 

읽고 ‘편안하고 한가하다’는 뜻을 가진다. “倘若”에서는 tang으로 읽는데 이 때는 

‘가정’을 나타내는 말이 된다. “倘佯”을 “tang 佯”으로 읽어서는 안되며 “shang 

佯”으로 읽는 것도 물론 옳지 않다.　

(chang) 자주 사용하는 다음자로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그냥 습관에 

따라 읽을 경우 틀리기 쉽다. 예를 들어 “chang 院”로 읽거나 “打一 chang 球”로 

읽는 것 역시 틀린 것이다 또 “下一 chang 雨”로 읽는 것도 틀린 것이다. 이 

자는 ‘곡식을 널어 말리거나 빻는　평평한 빈터(空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 院”, “打 ”, “起 ”, “ 屋”와 같이 쓰며 여기에서 “ ”는 chang으

로 읽어야 한다. 또한 ‘일의 경과’를 뜻하는 양사로 쓰 을 때 “一 雨”, “一 鬪

”, “一 ”, “一 病”, “一 ”에서도 chang으로 읽는다. 그러나 ‘어떤 필요

를 만족시키기 위한 비교적 큰 공간’이라는 뜻으로 쓰면 “ ”, “操 ”, “广 ”, 

“ ” 등에서와 같이 chang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문화체육활동을 나타내는 

양사로 쓰여  “打一 球”, “看一 影”, “跳一 舞” 등에서 쓸 때도 “ ”을 cha

ng으로 읽는다. “ ”이 양사로 사용될 때도 chang, chang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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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剿(chao) jiao, chao,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확실히 분별하지 못하면 잘

못 읽기 쉬운 자이다. “chao 匪”라고 읽거나 “jiao ”라고 읽는 것은 틀린 발

음이다. ‘토벌하다’는 뜻으로 쓸 경우，예를 들어 “剿匪”, “ 剿”, “剿 ”에서 “剿”

는 jiao이라고 읽어야 한다. 반면 ‘적을 급습하다’는　뜻으로 쓸 경우 “剿 ”, “剿

人老 ”, “ 面剿 去” 등에서와 같이 “剿”를 jiao이라고 읽지 말고 chao라고 

읽어야 한다.

掣(che) 서면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로서 “掣肘(방해하다)”，“ 掣(번개

불처럼 빠른 모양)” 등이 예이다．그러나 이 자를 틀리게 읽는 사람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자의 위쪽 부분 “制”의 발음을 따서 그대로 zhì라고 잘못 읽고 

있다. “掣”는 che로 읽고 ‘잡아당기다, 순식간에 지나가다’는 뜻을 가진다.  

     

琛(chen) 자형이 “深”과 비슷해서 사람들은 이 자의 발음을 shen으로 잘못 알

고 인명인 “ 其琛”을 “ 其 shen ”으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한 자는 임금

왕변(王)을 쓰고 다른 한 자는 삼수변(氵)을 쓰며 발음과 뜻도 모두 다르다. 

“琛”는 chen으로 읽어야 하며 ‘진귀한 보물’을 가리킨다. 그렇기 때문에 ‘王’자 부

수를 쓰고 있으며 “王”은 바로 “玉”자의 변형자이다.　

称(chen) 세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혼동하여 잘못 읽는다. “不称 ”를 

“不 cheng ”라고 읽거나 “拍手称快”를 “拍手秤 cheng 快”로 읽고 “ 称”을 “

cheng”으로 읽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발음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 

자라고 할 수 있다. ‘적합하다, 적당하다’는 뜻으로 쓸 경우，예를 들어 “称心”, 

“称 ”, “称体”, “称愿”, “称 ”, “ 称”에서는 “称”을　chen으로 읽어야　한다. 그

러나 “杆称”, “檯称”, “ 簧称” 등에서 “称”은 “秤”과 같은 말로 cheng으로 읽는

다. 그리고 “称二斤水果”에서와 같이 ‘측량, 중량’의 의미로 쓸 때 “称”은 cheng으

로 읽어야 옳다. 그 밖에 ‘칭하다’라는 뜻으로 쓴 “自称”, “称呼”, ‘명칭’이라는　뜻

으로　쓰는 “ 称”, “俗称”, 그리고 ‘말하다’라는 뜻으로 쓴 “称便”, “称道”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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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하다’는　뜻으로 쓴 “称讚”, “称 ”에서 모두 cheng으로 읽는다. 또한　“称霸

(패권을 장악하다)”, “称臣(굴복하다)”, “称雄(군림하다)”라는 말에서도　cheng으

로　읽어야　옳다.　　

琤(cheng) 대다수 사람들이 이 자를 zheng으로 읽는데 “ ”자와 혼동하여 

“ ”의 발음으로 잘못 읽은 경우이다．“ ”은 쇠금변(金)을 쓰고 “ ”은 의성어

로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나타낸다. “琤”은 변형된 “玉”자인 “王”변을 쓴

다. “琤琤”도　의성어이이긴 하나 ‘옥기(玉器)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거문고소리, 

혹은 물 흐르는 소리’ 등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 “琤”은　cheng으로 읽어야 

한다．　　

瞠(cheng）오른쪽 부분이 “堂”으로 그 자형이 “膛”과 비슷하여 tang으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는데 틀린 발음법이다. 달월변(月)인 “膛”은 “胸膛”의 “膛”이고，

‘目’변인 “瞠”은 눈과 관련이 있는 자로 tang으로 읽으면 안된다. “瞠”은 cheng

으로 읽어야 하며 ‘눈을 크게 뜨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瞠目 合(눈을 크게 뜬 

채 말을 못하다)”에서와 같이 쓴다.

乘(cheng) cheng으로 읽기도 하고 sheng으로　읽기도 한다．그러나 cheng이라

는 발음은 갖고 있지 않다．“cheng ”，“cheng 而入”으로　읽는　경우를 자

주 볼 수 있는데 틀린 발음이다. ‘탑승하다’라는 뜻으로 쓴 “乘 ”, “乘船”, “乘

客”, “乘 ”, ‘이용하다’는 뜻으로 쓴 “乘机”, “乘 ”, “乘 ”, 또 ‘기회를　보다’는 

뜻으로 사용한 “乘 ”, “乘 ”, “乘便”에서나 그리고 연산방법을 나타내는 “乘法”, 

“乘方”, “乘 ”라는 말에서 모두 “乘”은 cheng으로 읽어야지 cheng으로 읽어서는 

안된다．‘이용하다’는 뜻의 말로 chen으로 발음하는 말이 있는데 “趁早”, “趁机”, 

“趁 ”에서와 같이 자가 다르다. 한편 “乘”이 ‘사서(史 )’를　의미할 때 즉, “史

乘”, “野乘” 등에서는 sheng으로 읽어야 한다．“乘”은 또 고대 말 네 필이 끄는 

전차를 세는 양사로도 썼는데 예를 들어 “千乘之 ”이라는 말에서도 sheng으로　

읽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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惩(cheng) 예전에는 cheng이라고 읽었지만 심의를 거쳐 그 발음이 cheng으로  

결정되었다．그러나 아직도 cheng으로 잘못 읽는 사람이 있다．“惩 ”, “惩 ”, 

“惩 ”, “惩治”에서 쓰고 있는 “惩”은 모두 cheng으로 읽어야지 cheng으로 읽어

서는 안된다．　　　

澄(cheng) cheng으로 읽기도 하고 deng이라고 읽기도 한다．분명히 구별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 읽기 쉬운 자이다. 예를 들어 “湖水 deng ”，“cheng 混

水”로 읽는 것은 틀린 것이다. “澄”이 ‘깨끗함’을 형용할 경우는 cheng이라고 읽

어야 한다．예를 들어 “澄碧”，“湖水澄 ”이 그 경우이다. 또한 “澄 事 ”，“澄

混 局面”에서와 같이 추상적 사물에 사용할 때도 cheng으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 사물에　사용했을 때, 예를　들어　‘불순물이 침전되어 액체가 투

명하게 변한 것’을 나타내는 “澄 ”, ‘여과를 통해 비교적 가늘게 변한 콩소’를 가

리키는 “澄沙”, ‘짜내다’의 뜻으로 쓰는 “澄”은 모두 deng으로 읽어야 한다．“澄

(deng) ”과 “澄(cheng) ”은 같은 자를 사용하고 있지만 발음도 다르고 뜻에

도 차이가 있다.

　　　　　

痴(chī) 예전에는 chí로 읽었는데 심의를 거쳐 chī로 읽기로　하 다. “痴呆症”，

“痴心妄想”，“痴人 ”에서 “痴”는 chī로 읽어야지 chí로 읽을 수 없다.

 

匙(chí) “ 匙”, “羹匙”에서 이 자는 chí로 읽는다. 그러나 “ 匙”라는 단어에서

는 shi로 읽고 경성으로 발음해야 한다．“ 匙”를　“yao chí”로 읽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褫(chǐ) “褫 公民 (공민권을　박탈하다)”이라는 말에서 뜻을 생각해서 “褫”를　

dai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褫”는 chǐ로 읽어야　하며，“褫 ”는 ‘박탈하다’는 

뜻을 가진다.

啻(chì) 윗 부분에 있는 “帝”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dì라고 잘못 읽는다. 또 tì

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틀린 발음이다. “啻”는 chì로 읽어 ‘다만,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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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는 뜻을　나타낸다．예를 들면 “不啻(다만 ~일 뿐이다)”, “何啻(어찌~뿐이

랴)”이다.　　　　

憧(chong) 사람들은 종종 이 자를 tong으로 알고 “憧憬”을 “tong 憬”으로 말

하는데 잘못된 것이다．오른쪽 부분이 “童”자라고 해서 이 자를 “童”으로 읽어

서는 안된다．“憧”의 발음은 chong이며 ‘동경하다’는 뜻의 “憧憬”은 “chong jǐng”

으로 발음해야 한다.　　

臭(chou) 이 자는 chou로도 읽고 xiu로도 읽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는 먼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고약한 냄새’라는 뜻으로 “臭味”, “臭气”, “臭

虫”, “臭氧” 등에서 썼을 때와, ‘다른 사람의 혐오감을 사다’는 뜻으로 사용한 “臭

架子(꼴사나운 언동이나 태도)”, “臭名 (악명높다)”, “臭美(잘난척하다)”라는 

말에서 “臭”는 chou로 읽어야　한다．“臭味相投(나쁜 쪽으로 베짱이 맞다)”는 

“xiu 味相投”라고 읽어서는 안되고 “乳臭”는 “乳 chou”라고 읽을 수 없다．“臭”

를 xiu라고 읽을 때가 있는데 ‘냄새’라는 뜻으로 사용할 경우이며 “乳臭”，“空气

是无色无臭的气体” 등의 말에서 xiu로 발음한다. “臭”를 xiu로 읽을 때는　또 

“嗅”와 같은 뜻으로 쓰는데 “嗅 ”，“嗅一嗅” 등의 말과 같이 ‘코로 냄새를 분별

하다’는 뜻을 가진다. 　　

(chu)　 “ ”는 “ ”와 자형이 비슷해서 zou라고 틀리게 읽기 쉽다. 그러나 

“ ”는 chu로 읽어야 하며 “ 秣”, “白 ”등에서와 같이 ‘가축에게 먹이를 먹이는 

풀’을 의미한다. 또 자주 쓰는 말 중에 “ ”라는 말은 겸손한　표현의 하나로 

‘자신의 보잘것 없는 의견’을 가리킨다.  　

(chu) chu라는 발음과 chu라는 발음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종종 혼동하여 잘

못 읽는 경우가 있다．이 자의 발음은 문법 성분으로 구별해 낼 수 있다. “ ”

가 동사로 쓰일 경우에는 보통 chu로 읽는데，“ 理”, “ 分”, “ ”, “ 置”, 

“相 ”, “ 世”, “ 心 (별의 별 궁리를 다하다)”, “ 之泰然(태연자약하게 일

을 처리하다)” 등에서 그러하다. 또한 “ 境”, “ 方”, “ 女”, “ 暑”에서도　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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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읽는다．반면 “ ”가 명사로 쓰일 때는 chu로 읽는다．“ 所”, “住 ”, “ ”, 

“好 ”, “ ”, “深 ” 등의 단어에서 “ ”는 chu로 읽어야 한다．“ 方”, “ 分”, 

“ 身 地”, “ 女作” 등에서 “ ”를　chu로 성조를 틀리게 읽는데 chu로 고쳐 

읽어야한다. 　　

畜(chu) “牧畜”을 牧chu로 읽는 사람도 있고 牧xu라고 읽는 사람도 있다．그러

나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되며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 “家畜”, “牧畜”, “畜

生”, “畜 ”에서는 “畜”을 chu로 읽어야지 xu로　읽어서는 안된다．반면 “畜 ”, 

“畜 品”, “畜牧 ”에서 “畜”는 chu로 읽어서는 안되며 xu로 읽어야 한다．“chu 
牧 ”로 읽거나 “牧 xu”로 읽는 것은 틀린 것이다.

串(chuan）“串”과 “ ”의 발음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데，사실 

이 두 자의 발음은 다르다. “串”는　chuan으로 읽어 ‘통하다, 한 줄로 이어지

다’는 뜻으로 쓰며 “一串糖葫芦”, “串 ”, “串供”, “串 ”, “串 ”, “串 ”, “串通” 

등에서와 같이 쓰인다. 반면 “ ”은 cuan으로 읽고 ‘마구 뛰어다니다’는 뜻을 가

진다. “流 ”, “ 逃”, “ 扰”, “ 改” 등에서 쓰고 있다.

幢(chuang）‘경이나 주문이 새겨져있는 돌기둥’을 뜻하는 자로 “ 幢”, “石幢”

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때 “幢”은 chuang으로 읽어야 하며 형용사로　쓰여서 

“人影幢幢(사람의 그림자가 흔들리는 모양)”，“灯影幢幢” 등에서 쓸 때도 chuang

으로 읽어야 한다．그러나 양사로 쓸 때는 “一幢房屋”에서와 같이 “幢”을 zhua

ng으로 읽어야 한다．“一幢房屋”를 “一 chuang 房屋”로 읽거나 “一 dong 房屋”

로 읽는 것은 틀린 것이다. 그 밖에도 “人影幢幢”을　“人影 zhuang zhuang”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잘못 읽은 것이다. 　

椎(chuí) 이 자는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다．‘주먹으로 가볍게 두드리다’는 

의미로 쓰면 “椎背”，“椎胸 足(가슴을 치고 발을 동동 구르다)” 등에서 chuí로 

읽는다. 이 때 “椎”는 “捶”와 같이 쓴다．반면 ‘척추’의 의미로 쓰는 “脊椎”，“

椎”，“胸椎” 등에서는 “椎”를　zhuī로　읽어야 한다．발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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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로 혼동해서 읽어서는 안된다．　

(chuo) zhuo로 읽는 자가 아닌데도 “ ”를 “wu zhuo”로 잘못 발음하는 

사람이 있다．“ ”는　chuo로　읽어야 하며 ‘깨끗하지 않다’, 혹은 ‘인품이 나쁘

다’는 뜻을 가진 “ ”는 “wo chuo”로 읽어야 한다. 　　　　

(chuo)　“ ”을 “chuo ”로 읽는 사람이 있다. 또 이 자를 “ ”와 혼동하

여 “zhuì ”라고 잘못 읽는 경우도 보인다. “ ”는　chuo로 읽어 ‘중지하다’의 

뜻으로 쓰며 “ ”는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다’는 뜻이다.

猝(cu)　 “猝然”을 어떤 사람들은 “cuì 然”으로　읽거나 반쪽의 발음만을 빌어 

“zu 然”으로 읽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모두 틀린 발음이다. “猝”는 cu로 읽고 

“猝然”은　‘갑작스럽다’는 뜻이다. “猝死”，“猝 ”，“猝不及防” 등에서 모두 cu로 

읽는다..

蹴(cu)　 jiu로 읽으면 안되는 자이다. 성어인 “一蹴而就(단번에 성공하다)”를　

“一 jiu 而就”로 읽는 것은 아주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이다．“蹴”는 cu으로 읽어 

‘차다’라는 뜻을 갖는다. 그러나 방언 중에 “圪蹴”라는 말이 있는데 ‘웅크리고 앉

다’는 뜻으로 발음은 “ge jiu”로 읽는다. 여기서 “蹴”도 제4성인 jiu가 아닌 경성

으로 읽어야한다.　　　

(cuan)　“ ”은 “ ”, “ ”에서와 같이 ‘축적하다, 저장하다’는　뜻을 나타

낼 때 zan으로 읽어야 한다. 반면 ‘한 곳에 모이다, 어 모으다’ 는　뜻으로 쓸 

때는 “ 集”，“ 聚”，“人 ”，“ 一 自行 ”에서와 같이 “ ”을 cuan으로 

읽어야 한다. “人 ”을　“人  cuan ”, “人  zuan ”, “人  chuan ” 

등으로 읽어서는 안된다．또 ‘돈을　저축하다’는　뜻인 “zan( ) ”과 ‘돈을 어 

모으다’는 뜻인 “cuan( ) ”을 혼동해서 읽어서도 안된다．

忖(cun)　아랫 부분의　“寸”자의　 향 때문에　이　 자를　cun으로　읽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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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　종종　있는데　틀리게　읽은　경우이다．“忖”는　cun으로　읽어야　하며　

‘추측하다, 자세히　생각하다’는　뜻으로　쓰여 “忖度”, “忖量”, “忖摸”, “自忖”라

는 단어에서 쓴다．　

D

逮(dai) dai로 읽기도 하고 dai로 읽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잡다’는 뜻으로 쓴 “猫逮老鼠”, “狗逮子”에서 “逮”는 dai로 읽어야 맞다. 단, ‘범

죄인을 체포하다’의 뜻으로 쓰는 “逮捕”에서만은 “逮”를 dai로 읽는다. “dai 捕”로 

읽거나 “dì 捕”로 읽는 것 모두 틀린 것이다. “把坏人逮住了”라는 문장 안에서 

“逮”는 dai로 읽어야지 dai로 읽을 수 없다.   

(dan) 사람들은 “ ”을 “ ”, “ ”과 혼동하여 dan 또는 chan으로 잘못 읽곤 

한다. 그러나 “ ”은 dan으로 읽고 저녁석변(歹)을 써서 “ 精竭 ”, “ 思极 ” 

등에서와 같이 ‘있는 힘을 다하다’는 뜻으로 쓴다. 그러나 마음심변(心)이 있는 

“ ”은 dan으로 읽어 ‘두려워함’을 의미하며 “不 苦”, “肆无忌 (방자하여 거리

낌이 없다)”등에서 쓴다. 그리고 “ ”은 chan으로 읽고 보일시변(示)을 쓰며 “坐

”, “ 房”, “ 宗”와 같이 불교용어에 쓴다.

 

(dang) “ ”과　“ ”은 서로 발음을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高 dang 

”，“上 dang 次”，“遮  dang 雨”라고　읽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 ”의　 발음은　 dang으로　 “ 案”，“ 次”，“高 商品”에서 모두　 dang으로　

읽어야지　dang으로　읽을 수 없다. 재방변(扌)을 쓰는 “ ”은　dang으로　읽어　

‘막다，덮다’의　뜻으로　쓴다．“抵 ”，“ ”，“ ”，“ ”，“ 箭牌” 등에서 

모두 그렇다. 참고로 ‘노점상’을　의미하는　“大排 ”이라는 말에서도 “ ”은　da

ng으로　읽고, ‘기어’의　뜻인　“二 ”，“挂 ”，“空 ”에서도 “ ”은　dang으로　

읽어야　한다．

悼(dao) “追悼 ”을 가끔　“追 dao ”로　읽고,　‘추도사’를　뜻하는　“悼 ”를　

“dao ”로 읽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悼”에　dao라는 발음은 없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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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dao로　읽어야　맞다. “哀悼”，“悼念”，“悼亡”，“追悼”의　“悼”는　모두 dao로　

읽는다．또　 “悼唁(조상하다)”은　 “dao yan”으로　 읽고　 “吊唁(조문하다)”은　

“diao yan”으로　읽으며　둘은　다른　단어이다．　　　　 

堤(dī) 예전에는 tí라고 읽었으나 후에 심의를 거쳐 dī로 읽기로 하 다. ‘강가나  

연해에 방수 목적으로 지은 건축물’을 의미하며 “堤 ”，“河堤” 같은 단어들이 

있다. 지금도 tí라고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발음은 규칙에 어긋난 것이다.

提(dī) 이　 자는　“提高”，“提按”，“提倡”에서와 같이 tí로　읽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dī라는 발음도 가지고 있는데 ‘조심하게　방비하다’는　뜻

으로 써서 “提防”이라고　말한다. 또 ‘손으로　들고　있다’는　뜻의 “提溜”에서도 

dī로 읽어야지 tí로　읽어서는 안된다.

諦(dì) “ (참뜻-불교용어)”，“ 听”등에서　예전에는 tì로　읽었으나　심의를　

거쳐　이 “ ”자는 dì로　읽기로　되었다．‘자세히　보거나　자세히　듣다’라는 

의미로 쓰인 “ ”，“ 听”라는 말이 있고, “ ”자가 ‘도리’를　뜻하고 있는 “

”，“妙 ”라는 말이 있다.

玷(dian) “玷汚”의 “玷”을 dian으로　읽어　“dian 汚”로　말하거나 zhan으로 읽

어　“zhan 汚”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두　발음이 잘못된 것이다. “玷”은　

dian으로　읽어야　하며　‘백옥 위에　얼룩이나　오점이　있다’는　뜻이다. “玷

汚”，“玷辱”등과 같은 말이 있다. 　

(diao) zhou로도 읽지 않고 chou로도 읽지 않는다. “ ”는 diao로 읽고 “

(돔)” 등에서와 같이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일종이다.

酊(dǐng) dīng으로도 읽고 dǐng으로도 읽는 자이다. 사람들은 혼동하여 “míng  

dīng(酩酊)大醉(곤드레만드레 취하다)”로 읽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酩酊”은 

“mǐng dǐng”, 모두 제3성으로 읽어야한다. 반면 약제( )명인 “碘酊”, “顚茄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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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쓰는 “酊”은 dīng으로 읽는다.

侗(dong) 다음자로서 읽는데 혼동하기 쉽다. ‘유치하고 무지하다’의 뜻을 나타낼 

때는 tong으로 읽는다. 또 “ 侗(흐리멍텅하다)”에서는 tong으로 읽고 소수민족

의 이름에서는 dong으로 읽는다. “侗族”를 “tong 族”으로 읽기 쉬운데 잘못된 것

이다.

  

(dou) “ ”，“ ”에서처럼 “ ”를 du로 읽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발음이 더 있다는 것은 잘 몰라서 종종 틀리게발음하게 된다. 옛

날에는 을 낭독할 때 “句”와 “ ”를 구분했다. ‘매우 짧은 멈춤(休止)’를 “ ”라 

했고 ‘조금 긴 휴지’를 “句”라 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 ”은 dou라고 읽었다. “句

”는 “ju dou”로 읽어야지 “ju du”로 읽어서는 안된다.

  

(du) “ ”와 “ ”를 혼동하여 를 “shu zhí”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못된 것이다. “ ”는 shu로 읽어 ‘저당품을 찾아오다’는 뜻으로 “ 罪”，“ ”에

서 쓰나 “ ”라는 말은 없다. “ ”는 du로 읽는다. “ ”은 ‘직무을 다하지 않

거나 임무수행 시 심각한 과실을 저지르다’의 뜻으로 쓴다. “ ”를 “ ”로 읽

으면 아예 쓰지 않는 말이 된다. 

咄(duo) 사람들은 “咄咄”, “喋喋”를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고 자주 혼동하여 읽어

버린다. “咄”는 duo로 읽어 ‘큰소리로 꾸짖다’ 또는 ‘놀라서 이상하게 여기다’의 

뜻을 가진다. “咄咄”는 ‘놀람’이나 ‘감탄’을 의미하며 “咄咄怪事(전혀 뜻 밖의 

일)”, “咄咄逼人(기세가 등등하다)”등에 쓴다. 그러나 “喋”는 die로 읽으며 ‘계속해

서 말을 하다’는 뜻으로 “喋喋不休”와 같이 쓴다. 또 “喋血”는 ‘유혈이 낭자하다’

는 뜻으로 쓴다.  “咄”와 “喋”는 자형, 발음, 뜻이 모두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아

야 한다.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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囮(e) 이 자는 hua로 읽지 말고 e로 읽어야 한다. ‘새를 잡을 때 새를 꾀어들

이는데 쓰는 작은 새’를 “囮子” 또는 “繇子”라고 한다. 참고로 “繇”는 you라고 읽

으며 “游子”라고도 쓸 수 있다. 

(e) 다음자로 네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틀리기 쉬운 발음이다. “可

”를 혹자는 “可 e”로 읽고 혹자는 “可 wu”로 읽기도 한다. 그리고 “ 心”을 “e 
心”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e 心”으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 ”에는 e라는 발음

이 없으므로 “e 心”로 읽으면 틀린 것이다. ‘토하고 싶은 느낌’을 표현할 때 “

心”이라고 하는데 이때 “ ”는 e로 읽는다. 그리고 “你 心人”의 “ ”도 e로 읽

어야지 e로 읽지 않는다. ‘악행’이나 ‘흉악하다, 악렬하다’의 뜻으로 쓴 “ ”，

“ ”，“ 霸”，“ 毒”，“ 俗”，“ 意”에서 “ ”는 e로 읽어야한다. 반면 ‘혐오

하다, 증오하다’의 뜻으로 쓴 “好 ”，“深 痛 ”，“好逸 ”，“可 ”，“ ” 등

의 “ ”는 모두 wu로 읽어야지 e로 읽어서는 안된다. 또 하나의 발음은 감탄사

로 써서 놀람을 표시할 때, 예를 들어 “ ，是何言也!(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

인가?)” 라는 말에서 “ ”는 wu로 읽어야한다.  

厄(e) “危”와 자형이 비슷하나 wei로 읽지 않는다. “厄 ”을 “wei ”으로 읽으

면 틀리다. “厄”는 e로 읽어 ‘험준함, 재난, 곤란’ 등을 의미하며 “厄境”，“厄 ”，

“厄 ”등이 예이다. “厄 ”은 ‘재난, 고난’을 뜻하는 말로 만약 “wei ”으로 읽어

버리면 ‘위험’의 뜻이 된다. “厄”와 “危”는 발음과 뜻이 모두 다르므로 읽기와 쓰

기에 주의해야 한다.

摁(en) 종종 an으로 잘못 읽는 자이다. 예를 들어 “an ”이나 “an 快 ”으

로 읽는다. 물론 “摁”이 “按”의 뜻으로 쓰기는 하지만 an으로는 읽지 않으며 en

으로 읽어야 한다.  “摁”은 “摁扣儿(똑딱단추)”，“摁 儿(압정)”에서처럼 명사로

도 쓸 수 있고 “摁 ”，“摁快 ”，“把他摁倒”에서처럼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

다.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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砝(fa) “砝”, “ ”, “法”, “ ” 이 자들의 발음은 혼동해 사용하기 쉽다. “ 廊”

을 “fa 廊”으로 성조를 틀리게 읽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 ”를 fa로 읽어야 

한다. 또 간혹 “砝 ”를 “fa ma”로 잘못 읽기도 하는데 “fa ma”로 읽어야 맞고, 

“ 琅”은 “fa lang”이 아닌 “fa lang”으로 읽어야 옳다. 한편 프랑스, 스위스 등 

국가의 화폐 단위는 “fa lang”으로 읽는다.

    

畈(fan) 방언인 “畈”은 양사로 쓰여 “一畈田”에서와 같이 큰 토지를 가리킬 때 

쓴다. “畈”은 fan으로 읽어야지 ban으로 읽을 수 없다. 혹자는 노래가사에 나오는 

“秋收 畈稻花香”이란 부분을 “  ban 稻花香”으로 잘못 부르는데 틀린 발음이

다. 그 밖에 “畈”을 지명에 썼을 때도 fan으로 읽는다.  

斐(fei) 가끔 pei로 잘못 읽는 자인데 이것은 “裴”자와 서로 혼동해서 그런 것

이며 fei로 읽으면 성조가 틀린 것이다. “斐”는 fei로 읽어야 맞다. 그 예로 “成

斐然”는 ‘성적이 뛰어남’을 뜻하며 “斐然成章”은 ‘문학적 재능이 있다’는 뜻이다.

芾(fei) 사람들은 송나라 서화가인 “米芾”를 “mǐ shì”로 읽는데 매우 큰 과오를 

범한 것이다. “芾”는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초목이 무성함’을 나타낼 때

는 fu로 읽고, ‘나무와 잎이 작다’는 뜻을 나타내는 “蔽芾”라는 말에서는 fei로 읽

어야 한다. 한편 인명을 읽을 때는 fu로 읽어야한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했던 

“米芾”는 “mǐ fu”로 읽어야지 “米 fei”나 “米 shì”로 읽으면 틀린 것이다.

 

沸(fei) 잘못 읽기 쉬운 자로서 “沸 ”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자주 “fo ”，혹

은 “fu ”으로 잘못 읽고 있다. “弗”자 한 쪽만 보고 그 음을 따서 발음해서는 

안된다. “沸”는 “沸 ”，“沸点”，“沸沸 ”，“ 止沸” 등에서 모두 fei로 읽어

야 한다. fo나 fu로 읽어서는 안된다.

狒(fei) “狒狒(비비)”는 야생동물의 일종으로 고릴라처럼 생겼다. 사람들은 동물

원 표지판에 써 있는 “狒狒” 두 자를 자주 “fo fo”로 읽는데 이렇게 하면 동물

의 이름을 잘못 부른 것이 된다. 비비는 “fei fei”로 불러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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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fu) “市 ”의 “市”로 읽어버리기 매우 쉬운 자다. 사실 “市”와 “市”는 쓰는 

법도 조금 다르며 발음도 다르다. “市”는 4획이고, “市”는 5획이다. “市”는 fu로 

읽고 “黻”와 같은 자로 쓰며 고대 예복에 수놓았던 검고 푸른 무늬를 가리킨다.  

福(fu) 자주 쓰는 자로 모두 익숙한 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를 틀리

게 읽고 있다. fu로 읽는 것이 습관화되어 “幸 fu”, “fu 气”, “fu 利”로 잘못 읽는 

경우가 많다. “福”의 발음은 fu로 성조가 한 가지이다. 다른 성조로 바꿔 읽을 수

는  없다.

涪(fu) “涪陵”은 ‘자채(榨菜-사천성특산 초본식물)’가 많이 난다는 곳의 지명이

다.. 이 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培”, “陪”, “ ”의 발음을 적용하여 pei로 읽는

다. 그러나 “涪”는 fu로 읽어야 맞다. “涪陵”을 “pei 陵” 로 읽는 것은 큰 잘못이

다.

(fu) “ ”을 “fu ”으로 읽거나 “ 恤金(위로금)”을 “fu 恤金”으로 읽는 사

람이 있는데  모두 발음이 잘못된 것이다. “ ”는 fu, 제3성으로 읽어야 한다. 

“ ”，“ 育”，“ 恤(무휼하다)”의 “ ”는 모두 fu로 읽어야 맞다. 마찬가지로 

“ 摸”，“ 摩”，“ 今追昔(현재의 여러 일을 보고 지난 날을 회상하다)”에서도 

“ ”를 fu로 읽어야 한다. “ ”는 다른 발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참고로 “扶 ”

이라는 단어는 “fu ”으로 읽는다.  

(fu) “ 告”는 “fu 告”로도 읽을 수 없고, “bu 告”로도 읽을 수 없다. “ ”는 

‘부고하다’의 뜻으로 “ 告”，“ ”，“ 文” 등이 그 예이다. 여기서 “ ”는 모두 

fu, 제4성으로 읽어야 한다. 

(fu) “ ”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중복’의 의미로 “ ”，“ 制”에 쓰

거나, ‘방향을 바꾸다’의 의미로 “反 ”에도 쓰고, ‘회답’의 의미로 “ 信”，“ ”

에, ‘다시’라는 의미로 “ ”，“ ”에도 쓴다. 그 외에도 ‘회복, 보복’의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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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기도 한다. 이 경우 모두 “ ”는 fu로 읽어야지 fu로 읽을 수 없다. “fu ”, 

“fu 辟”, “光 fu”로 읽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모두 성조가 잘못되었다. “ ”는 

제4성으로 읽어야 한다.

 G

(ga) 세 가지의 발음을 가지고 있으므로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혼동하지 

않는다. ‘상대되는 두 방향에서 압력을 주다’, ‘양자(兩者)간에 놓여있다’, ‘섞다’라

는 의미로 쓰면 jia로 읽는다. 예를 들어 “ 菜”，“ 板”，“ ”，“ 道”，“

”，“ 攻”，“ 克”，“ ”의 “ ”는 모두 jia로 읽어야 한다. 반면 ‘겹으로 된 

옷’이나 ‘이불’을 말할 때 “ 衣”，“ 被”，“ ”에서는 “ ”를 jia로 읽어야 한

다. 그러나 “ 克”는 옷의 일종이지만 “jia ke”로 읽지 않음을 주의해야 한다. 단, 

“ 肢 (겨드랑이)”라는 단어에서는 “ ”를 jia나 jia로 읽지 않고 ga로 읽는다. 

“ 肢 ”는 “胳肢 ”라고도 쓰며 “腋 (겨드랑이)”의 속칭이다.

   

尕(ga) “朵”와 자형이 비슷하나 duo로 읽지 않으며 “朵”와 혼용해서 쓸 수도 없

다. 방언인 “尕”는 ga로 읽고 ‘작다’는 뜻을 가진다. “尕娃”，“尕李”，“尕小子”등

이 예이다.

(gai) 이 자는 오른쪽에 “亥”자를 쓰기 때문에 hai로 많이 읽게 된다. 또 

“核”와도 비슷해서 he로 읽거나 “咳”와 비슷해서 hai로 읽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 

잘못 읽은 것이다. “ ”는 gai로 읽어서 ‘포함하다, 완비하다’의 뜻을 가진다. “言

意 (말은 간결하나 뜻은 완벽하다)”，“ 一 百(한 가지 실례를 들어 모든 것

을 설명하다)”등의 말에서 볼 수 있다.  

仡(ge) 소수민족이름인 “仡佬族(홀로족)”에서 쓰고 있는 “仡”는 ge로 읽는다. 자

형을 보고 qì로 읽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반면 ‘건장하고 용감하다’, ‘높

고 크다’라는 뜻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 “仡仡”는 “yì yì”로 읽어야 한다.

(geng) “ ”은 “ 椎”，“ ”에서는 jǐng으로 읽고 “脖 儿”에서는 geng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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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다. “脖 ”을 “bo jǐng”으로 잘못 읽는 사람이 있는데 “ ”，“脖 ”은 모두 

‘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발음이 다르다. 

句(gou) 모두 ju로 읽는다고 알고 있는 자이다. 그러나 때로는 ju가 아닌 gou

로 발음할 수도 있다. 고대국가의 이름인 “高句 ”에서와 춘추시대 월국의 국왕

이었던 “句 ”에서는 “句”를 ju로 읽지 않고 gou로 읽어야 한다.

(gu) 이 자는 ‘과녁’의 뜻으로 쓰면 gu로 읽는다. 그러나 ‘백조’를 뜻할 때는 

gu로 읽지 않고 hu로 읽는다. “燕雀安知 志(제비와 참새가 큰 새의 뜻을 어찌 

알리오, 소인배는 큰 인물의 깊은 뜻을 모른다)”에서 “  gu 志”라고 잘못 읽는 

것을 볼 수 있는데 “ (큰 기러기와 고니, 웅호걸)”는 “hong hu”로 읽어야 

한다.  

汩(gu) “汩汩”는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낸다. 그런데 “汩”를 

“泊”와 혼동하여 “bo bo”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각각 한쪽 부분이 “泊”는 

“白”이고, “汩”는  “曰”이다. 이 두 자는 자형, 발음, 뜻이 모두 다르다. “泊”는 

‘정박하다’의 뜻으로 “停泊”，“泊位” 등에 쓴다. 한편 “汩”는 “河水汩汩流入田里”

에서와 같이 gu로 읽는다. 

呱(gua) 다음자인 “呱”자는 잘못 읽기 쉬운 자다. 발음이 가장 정확하다는 방

송인들도 이 자는 자주 틀리게 읽는다.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음’을 나타내

는 “呱呱 地”를 자주 “gua gua 地”로 잘못 읽는다. “呱”를 여기서는 gu로 읽

어 “gu gu 地”로 읽어야 옳다. “呱嗒”，“呱呱叫”에서야 비로소 “呱”를 gua로 

읽는다. 또 “拉呱儿”라는 단어에서는 “呱”를 gua로 읽고 ‘한가롭게 이야기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莞(guan) 이 자도 다음자로 잘못 읽기 쉽다. ‘골풀’과 갈은 식물을 가리킬 때

는 guan으로 읽고, “ 莞(광동에 있음)”에서와 같이 지명을 가리킬 때는 guan으

로 읽는다. 또 ‘미소짓다’는 뜻으로 쓸 때는 “不 莞 ”에서와 같이 wan으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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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 세 가지 발음은 서로 혼용할 수 없고 섞어 쓰면 틀린 말이 된다. 예를 

들어 지명인 “ 莞”을 “  guan”이나 “  wan”으로 읽으면 잘못된 것이다. “莞”

은 또 wan으로 읽어서도 안된다.     

(guan) guan으로도 읽고 lun으로도 읽는 자이다. 예를 들어 “睛 ”，“涤

”，“ ” 등과 같이 합성섬유의 종류를 가리키거나 낚시에 쓰는 “垂 ”에서 

“ ”은 lun으로 읽는다. 그러나 가끔 lun으로 읽으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초록 명주 끈이 달린 두건’을 뜻하는 말로 쓰면 guan으로 읽는다. 어떤 사람은 

“羽扇 巾(부채를 들고 수건을 쓰고)”을 “羽扇 lun”으로 읽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guī) wei로 읽기 쉬운데 wei는 틀린 발음이다. “ 水(허베이(河北)지방에 있

음)”처럼 강과 호수 이름에서 “ ”는 guī로 읽어야 한다. 또 성씨를 가리킬 때도 

guī라고 읽는다. 

晷(guǐ) 사람들은 “日晷”를 “rì mian”으로 읽는데 이것은 “日晷”를 “日冕”과 혼동

해서 그런 것이다. 이 두 개의 단어는 모두 실제 쓰고 있는 단어이지는 하지만 

발음과 뜻이 다르다. “日晷”는 “rì guǐ”로 읽고 ‘태양에 의해 나오는 그림자를 이

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해시계’를 뜻한다. 그러나 “日冕”은 “rì mian”으로 읽어 ‘태

양계의 개기일식 때 나타나는 태양주위의 담황색 빛(코로나)’을 의미한다.

劊(guì) ‘망나니(회자수)’를 뜻하는 “劊子手”는 “kuai 子手”로 읽기 쉽다. 또 “huì 

子手”로도 읽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틀린 것이다. “劊”의 발음은 guì로, “guì 子

手”로 읽는 것이 옳다. 

(guì) “ (쏘가리)”는 아주 맛있는 민물고기의 한 종류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기를 알고 있다. 그러나 어떻게 쓰는 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桂 ”로 쓰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이렇게 Tm면 발음은 맞지만 자가 틀리게 된다. “ ”도 

guì로 읽지만 쓸 때는 “ ”로 써야 맞다. 간혹 이 자를 jue로 읽는 경우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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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오른쪽의 “厥”의 발음을 읽은 것이다. “ ”는 “jue ”로 읽어서도 안되고 

“桂 ”로 써서도 안된다. 

H

(ha) 이 자는 “ ”，“ ”，“ ” 등에서 xia로 읽는다. 그런데 “ 蟆”라

는 말에서는 xia로 읽지 않고 ha로 읽어야 한다. “ 蟆”의 발음은 “ha ma”로, 개

구리와 두꺼비의 통칭으로 쓴다.

浬(hai lǐ) lǐ로 읽을 수도 있으나 보통 “hai lǐ” 두 자로 읽는다. “浬”는 ‘海里

(해리)’의 옛말이며, “海里”는 “海浬”로 쓸 수 없다.

汗(han) ‘사람의 몸에서 나는 땀(汗)’은 han으로 읽는다. 그러나 가끔은 han이 

아닌 다른 발음으로 읽는데 ‘고대 몽고, 돌궐, 위구르 족의 최고 통치자’를 일컫

는 말인 “可汗”에서는 “ke han”으로 읽지 않고 “ke han”으로 읽어야 한다.

亢(hang) “引亢高歌(목청껏 노래부르다)”에서와 같이 ‘목구멍’을 의미할 때는 

“亢”을 hang으로 읽는다. 그러나 ‘거만하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不卑不亢”에서

와 같이 kang으로 읽는다. ‘극도(极度)’의 뜻을 나타낼 때도 “精神亢 ”，“甲 腺

机能亢 ”에서와 같이 kang으로 읽는다. “引亢高歌”를 “引 kang 高歌”로 읽는 사

람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巷(hang) hang으로도 읽고 xiang으로도 읽기 때문에 서로 혼동하기 쉬운 자

이다. ‘좁은 길’을 의미하는 “巷子”，“一 小巷”，“街 巷尾”에서 “巷”은 xiang으

로 읽는다. 또 ‘광산의 채굴 통로’를 의미하는 “巷道(갱도)”에서는 hang으로 읽는

다. 광산의 “巷道”를 가끔 “xiang 道”로 잘못 읽는 것을 볼 수 있다.

行(hang) 상용자인 “行”은 여러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혼동하기 쉽다. ‘행

렬’, ‘정렬’, ‘직업’의 뜻을 가지거나 양사로 쓸 때는 “行”을 hang으로 읽는다. “双

行”，“ 柳成行”，“我排行老三”，“ 行”，“同行”，“ 行”，“一行字” 등이 예이다. 



- 30 -

그러나 ‘작은 숲’을 일컫는 “ 行子”라는 말에서는 “行”을 hang으로 읽어야 한다. 

‘승려나 도사가 수련한 도력(道力)이나 법력(法力)’을 “道行”이라고 하는데, 여기

서는 “行”을 heng으로 읽어야 맞다. 또 ‘걷다’, ‘유동적이다’, ‘유통하다’, ‘어떤 행

사를 진행하다’ 등의 뜻을 가질 때는 “行”을 xíng으로 읽어야 한다. “步行”，“行

程”，“行商”，“行 ”，“ 行”，“言行”，“行 ” 등에서 모두 그러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각각 “行程”을 “hang 程”으로, “代表 一行七人”을 “一 hang 七人”으

로，“行道(의술을 행하다)”를 “hang 道”로 읽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

라 “道行”을 “道 xíng”로, “行道(‘직업’의 뜻)”를 “xíng 道”으로 읽을 수 없다. “人

行道旁栽了几行 ，几年就成了一排 行子”라는 문장에서 나오는 세 개의 “行”은 

각각 다른 세 개의 발음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立身行道”, “不同的行道” 에서 

두 “行”은 발음이 다르다.

劾(he) 종종 ke나 ke로 잘못 발음하는 자이다. 만약 “ 劾”를 “  ke”로 읽으

면 틀린 것이다. “劾”의 오른 쪽은 “力”로 “刻”와 자형과 발음이 모두 다르다. 

“劾”는 he로 읽어야 하며, ‘죄상을 폭로하다’라는 뜻으로 “ 劾”，“ 劾” 등에 쓴

다. 

涸(he) 이 자의 오른 쪽은 “固”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주 gu로 잘못 읽는다. 

또 “干涸”를 “干 ku”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은 더욱 틀린 발음이 된다. “涸”

의 발음은 he이고 “干涸”는 ‘물이 마르다’는 뜻이다. “河道干涸”，“涸 之 (물이 

마른 수레바퀴자국 속의 붕어, 궁지 속에 빠져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비

유함)”등에서 볼 수 있다.  

貉(he) 야생동물의 명칭인 “貉”는 정확하게 읽기 매우 어려운 자이다. “一丘之

貉(한 언덕에 사는 담비-패거리)”라는 말에서 “貉”는 he로 읽으며 ‘담비’라는 동

물을 가리킨다. 그러나 “貉子”라고 말할 때는 “he zi”로 읽을 수 없고 “hao zi”로 

읽어야 한다. 또 ‘담비의 털’을 의미하는 “貉 ”에서도 hao로 읽어야 하며 he로 

읽을 수 없다. 그러나 “一丘之 hao”로 읽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he로 읽어야 한

다. “貉”는 “貊”로도 쓸 수 있는데 “貊”는 mo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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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恐 ”는 “恐he”로 읽기도 하고 “恐 xia”로 읽기도 한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일까? 보통 서면어에서는 “恐 ”，“恫 ”등에서 “ ”를 he로 읽는다. 한편 구

어에서 “ ”는 “ 唬人”，“ 人”에서와 같이 xia로 읽는다. “恐 ”는 “恐 xia”

로 읽을 수 없고 “ 唬”는 “he 唬”로 읽을 수 없다. 

和(he) 다섯 개나 되는 발음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혼동되는 자이다. ‘연합, 연

대, 상관, 완화, 조화’등의 뜻을 가지고 있을 때 he로 읽어야 한다. 예를 들면 “我

和你”，“和衣而 ”，“和他无 ”，“和 色”，“和衷共 ” 등이다. 그러나 ‘따라 

부르다’, ‘남의 시에 화답하다’의 뜻으로 쓴 “曲高和寡”，“和 一首”등에서는 he가 

아닌 he로 읽어야 한다. ‘마작에서 이기다’라는 말을 “和牌”라고 하는데 여기서 

“和”는 hu라고 읽는다. 또 ‘비비다, 문지르다’는 뜻일 때는 “和面”，“和泥”에서와 

같이 huo라고 읽고, “衣服洗了 和”, “ 熬了 和”처럼 양사로 썼거나 “和弄”, 

“和稀泥”에서는 huo로 읽어야 한다. he，he，hu，huo，huo 이 다섯 개의 발음을 

확실히 구분하여 잘못 발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和稀泥”의 “和”는 he로 

읽으면 틀리고 “曲高和寡”의 “和”도 he로 읽으면 틀리다. 또 “和牌”에서도 물론 

he로 발음할 수 없다. “和”를 무조건 he로 읽으려고 하면 안된다.  

(hu) hu로 읽고 ‘물가’를 뜻한다. “水 ”에서 “ ”가 바로 hu로 읽는 자이

다. 그러면 사람들이 ‘ ’를 xu라고 읽는 것은 틀린 것일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지명인 “ 湾(지앙시성(江西省)에 있음)”과 “ 墅 (지앙수성(江甦省)에 있

음)”에 쓴 “ ”는 xu로 읽어야 한다. “水 ”을 “水 xu ”으로 읽는 것도 틀린 

것이고 “ 墅 ”을 “hu 墅 ”으로 읽는 것도 틀린 발음이 된다.

浣(huan) 사(詞)의 곡조명인 “浣溪沙”를 “wan 溪沙”로 잘못 읽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浣”은 wan이나 wan으로 읽지 않고 huan으로 읽어야 한다. “浣”은 ‘씻

다’는 뜻으로 “浣衣”，“浣 ” 등에 쓴다.

(huan) 음식점의 요리명 중에 “ 蒸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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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자주 wan으로 읽는다. 그러나 현대한어사전에 이 자의 발음은 huan으로 되

어 있다. “ ”은 wan이라는 발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는 바로 ‘산천어’를 

말한다.

麾(huī) “麾下”를 어떤 사람들은 “mí 下”라고 읽는다. 그러나 이것은 “麾”와 “縻”

를 혼동해서 잘못 읽은 것이다. “麾”는 huī라고 읽으며 ‘고대 군대를 지휘하던 깃

발’을 의미한다. 또 ‘지휘하다’는 뜻으로도 써서 “麾 南下”에서 쓴다. 또 “麾下”

는 ‘장수의 부하’를 뜻하는 말이다.

(huì) 예전에는 huǐ로 읽었으나 심의를 거친 후 huì로 읽기로 하 다. 그러나 

지금도 “ 人不倦”을 “huǐ 人不倦”으로 잘못 읽는 사람이 많다. “ ”와 “悔”는 성

조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는 제4성이며 ‘지도하다, 유

도하다’의 뜻을 가진다.

喙(huì) 이 자를 yuan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발음이다. “喙”은 huì

로 읽어 “ 喙”，“短喙”에서와 같이 ‘새나 짐승의 입’을 가리키는 말로 쓴다. 또  

“喙”는 ‘사람의 입’을 가리키기도 하는데 ‘입이 백 개라도 변명할 수 없다.’는 뜻

을 가지고 있는 “百喙莫 ”이라는 말이 있다.

(huì) “ ”와 “ ”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발음이 다르다. “ ”는 huì로 읽

고 “ ”에서와 같이 ‘진무르다’는 뜻으로 쓴다. 그러나 “ ”는 kuì로 읽는다. 

“ ”에서와 같이 마찬가지로 ‘진무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 ”와 

“ ”는 발음이 다른 자이므로 “ ”을 “huì nong”으로 읽거나 “ ”을 “kuì 

yang”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J

乩(jī)  “扶乩”를 “扶 luan”으로 읽기도 하고 “扶 luan”으로 읽기도 한다. 그러나 

모두 틀린 것이다. “扶乩”는 ‘무당이 신들린 상태나 행위(길흉을 점치는 점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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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종)’로 “fu ji”로 읽어야 한다. 만약 “扶 ”이라는 자를 사용했다면 “扶乩”과 

같은 뜻이지만 “fu luan”으로 읽어야 한다. 또 “扶乩”는 “扶箕”로도 쓸 수도 있

다.

畸(jī) “畸形”을 “qí 行”으로 틀리게 발음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畸”의 한 부분

이 “奇”이긴 하지만 qí로 읽지 않고 ji로 읽는다. “畸形”은 생물체 일부의 발육이 

비정상이거나 어떤 사물의 진행이 비정상임을 나타낸다. 기괴한 형상을 가리켜 

“奇形怪 ”이라고 하는데 이 중의 “奇形”이 ‘비정상적 발육이나 발전’을 의미하지

는 않는다. 만약 아이의 발육이 비정상임을 말하고 싶다면 “ji xíng”으로 읽어야

지 “qí xíng”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ji) “ 身”을 사람들은 자주 “qí 身”으로 잘못 읽는다. “ ”의 오른쪽이 “ ”이

지만 qí가 아닌 ji로 읽어야 한다. “ 身”은 ‘어떠한 대열에 오르다’는 의미로 “

身文 ”, “ 身于世界民族之林” 등이 쓰인 예이다.

(ji) 예전에는 jì로 읽었으나 심의를 거쳐 ji로 발음하게 된 자이다. 지금도 jì

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어긋난다.

汲(jí) “吸取 ”과 “汲取 ”은 같은 뜻의 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吸”，“汲”

를 xi로 똑같이 읽는다. 그러나 “汲”는 jí로 읽어야 한다. “汲取 ”, “汲取 ”

등에서 모두 jí로 읽어야지 xi로 읽어서는 안된다. 물론 xì로 읽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佶(jí) 원래 jí로 읽어야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jie로 읽는다. 예를 들

면 “佶屈聱牙(말이나 문장이 복잡하여 읽기 거북하다)”를 “jie 屈聱牙”로 잘못 읽

고 있다. “佶屈聱牙”는 “ 屈聱牙”로도 쓸 수 있으며 여기에서 “ ”도 jí로 읽는

다. 그러나 “ ”를 ‘따져 묻다’의 뜻으로 쓸 때 즉, “ ”，“白 ”에서는 jie로 읽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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殛(jí) “山坡上的羊被雷殛死了”라는 문장에서 “殛”자를 잘 몰라서 습관적으로 pi

로 잘못 읽는다. 천둥번개 때문에 동물이 죽는 것을 “殛”라고 하며 “羊被雷殛死

了”라는 문장에서 “殛”는 jí로 읽어야 한다. pi나 ji，모두 틀린 발음이다.

(jǐ) jì로도 읽고 jǐ로도 읽는데 같이 혼용해서 쓸 수는 없다. 강과 호수의 이름

을 나타낼 때 예를 들어, “ 水”의 “ ”는 jǐ로 읽어야 한다. 지명인 “ 源”，“

南”，“ 宁”，“ ”도 모두 “ 水”에서 이름을 딴 것이므로 “ ”를 jǐ로 읽어야 

한다. 또 사람이 많음을 형용할 때 “人才 ”, “ 一堂”에서도 jǐ로 읽어야 한

다. 한편 ‘구제하다’, ‘넘기다’, ‘유익하다’의 뜻으로 썼을 때는 jì로 읽어야 한다. 

“接 ”，“同舟共 ”，“无 于事” 등에서 그러하다. “ 南”은 예전에는 “jì 南”으로 

읽었으나 지금은 “jǐ 南”으로 읽는다. “人才 ”는 “人才 jì jì”로 읽으면 틀린 발

음이 되고 “ 世”，“ 事”도 모두 “jǐ shì”로 읽지 않고 “jì shi”로 읽어야 한다. 

洎(jì) zan이나 zì로 읽지 않는다. 그렇다고 bo로도 읽지 않으며 jì로 읽어야 한

다. “洎”는 ‘到’의 의미를 갖고 있으며 “自古洎今”은 바로 ‘ 古到今’의 뜻이다. 이

것을 “自古 zì 今”으로 읽으면 틀린 것이다.

稷(jì) “稷”자와 “ ”자는 서로 비슷하여 “稷”를 su로 읽거나 “ ”를 jì로 읽는 것

을 볼 수 있다. “稷”는 jì로 읽고 벼화변(禾)을 쓰며 ‘조’ 종류의 농작물을 뜻한다. 

옛날 제왕이 곡식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이 신을 “社稷”라고 칭했다. “ ”는 su

로 읽고 말 언변(言)을 쓰며 ‘일어나다’는 뜻을 가진다. “ ”는 또 ‘우뚝 솟은 

모양’을 가리킨다.     

(jì  yu) 이 두 자는 모두 읽기 어려운 자로 자주 틀리게 읽는다. 모두 

왼쪽 자의 발음으로 틀리게 읽는 경우가 많다. “ ”는 qǐ로 읽지 않고 jì로 읽

는다. 또 “ ”는 yu로 읽는다. “ ”는 ‘가져서는 안 될 것을 넘보다.’라는 뜻이

다.

戛(jia) 사람들은 자주 “戛然而止”를 “ga 然而止”로 잘못 읽는다. “戛”는 jia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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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戛然”은 ‘새소리나 어떤 소리가 갑자기 멈추다’는 뜻이다.  입구변

(口)이 있는 “嘎”는 ga로 읽는데 “嘎子”는 ‘장난꾸러기’를 뜻하고 ‘소리가 멈추다’

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jian) qian으로 읽다가 심의를 거쳐 jian으로 읽게 되었다. “ ”，“ ”，

“ ”에서 “ ”은 jian으로 읽는다. 또 “ ”를 “qian mie”로 읽는 것도 틀린 

것이다.

(jian) “ 默”를 “jian 默”로 읽거나 “xian 默”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모두 틀

린 것이다. “ ”은 jian으로 읽으며 ‘봉쇄하다’는 뜻이며 “ 默”, “三 其口”처럼 

쓴다. 

囝(jian) 방언인 “囝”은 jian으로 읽어 ‘아들이나 딸’을 가리킨다. 또 “囡”로 쓰기

도 하는데 뜻이 같다. “囝”를 zǐ로 읽어서는 안되며 “囡”은 nan으로 읽어야지 nu

로 읽으면 안된다.

角(jiao) 방송에서나 일상적인 대화에서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를 잘못 읽고 

있다. jiao 와 jue를 구분하지 못하고 “角色”를 “jiao 色”로 읽거나 “角度”를 “jue 
度”로 읽는 등 혼용한다. “角”를 jiao로 읽어야 하는 경우는 ‘소나 양, 사슴의 머

리위에 나 있는 뿔’을 의미하거나, ‘옛날 군에서 불던 악기’, ‘물체의 두 면이 이어

지는 부분’, 또는 ‘도형’이나 ‘중국화폐의 단위’를 나타낼 때이다. 즉, “牛角”，“号

角”，“角落”，“拐角儿”，“直角”，“角度”，“角膜”，“角 ”등에서 “角”는 jiao로 읽

는다. “角”의 또 다른 발음은 jue로 “主角”，“配角”，“名角”，“旦角”，“ 角”등과 

같이 ‘역할’, ‘주요연기자’, ‘중국희곡의 전문역할분담유형’을 나타낼 때 쓴다. 또 

‘시합, 투쟁’의 의미로 쓰거나 ‘옛날 술을 담았던 그릇’, ‘옛날 오음(五音)의 하나

(숫자보의 ‘3’음에 해당)’를 나타낼 때 “角斗”，“角逐”，“口角” 등에서도 jue로 읽

어야 한다. 이 자는 보기엔 간단해 보이지만 쓸 때 발음을 정확히 구분하여야 

혼동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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酵(jiao) “酵母”를 “xiao 母”로 읽거나 “ 酵”를 “  xiao”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오른 쪽이 “孝”라는 이유로 이 자를 xiao로 읽어서는 안된다. “酵”는 jiao

로 읽어 ‘발효하다’의 뜻을 가진다. 

咀(ju) “咀嚼(씹다)”를 사람들은 자주 “zu 嚼”로 읽는데 발음이 잘못되었다. “咀”

의 발음은 ju로 “ju 嚼”로 읽어야 옳다. 또 “咀”는 zuǐ로도 읽는데 “嘴”의 속자이

다.

(juan) “ 永”을 자주 “jun yong”으로 읽는데 이것은 틀린 것이다. 이 때 “ ”

는 juan으로 읽어야한다. ‘용모가 아름답고 빼어나다’는 뜻으로 쓸 때는 “ ”을 ju

n으로 읽는다. 이 때 “ ”을 “俊”으로 쓸 수도 있다.  

(jue) ju나 yu로 읽을 수 없으며 jue로 읽어야 한다. “ ”는 ‘기만하다’, ‘기이하

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 ”，“ ”라는 말이 있다. “ ”를 “guǐ yu”로 

읽는 경우도 있고 “鬼꞉伎 (간사하고 악독한 수법)”라는 말을 “ 伎 ”로 잘

못 쓰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옳지 않다. “鬼꞉”와 “ ”는 뜻과 발음이 모두 다

르므로 혼용해서는 안된다.

(jun) “ ”에서는 gui로 읽고, qiu로 읽어 ‘고대 서역의 나라 이름’을 가리키

기도 한다. 또 jun으로도 발음하는데 ‘비가 오랫동안 내리지 않아 땅이 갈라지다’

는 말을 “ 裂”로 표현한다. “ 裂”를 “gui 裂”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jun 裂”로 

읽어야 옳다.

校(jiao)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jiao와 xiao이다. 가끔 이 두 발음을 혼

동하여 잘못 읽기도 한다. “校”를 jiao로 읽을 때는 ‘정정하다’, ‘교정하다’는 뜻이

며  “校点，校 ，校閱，校勘，校正，校注”와 같은 말이 있다. 한편 “校”를 xiao

로 읽을 때는 ‘학교’와 ‘장교’를 의미하며 “校 ，校 ，校徽，校刊，校 ，校官”

등이 있다. 두 자가 나타내는 뜻을 정확히 알아야 바르게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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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an) 이 자는 he나 long으로 읽지 않고 kan으로 읽는다. ‘신이나 부처에게 

공양하는 작은 방’을 “佛 ”이라고 한다.

(kan) “ ”은 “  kan”으로 읽어야지 “  lan”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은 

또 jian으로도 읽으며 이 때는 ‘난간’을 의미한다. 또 가축이나 짐승을 가두는 나

무장을 “ ”이라고 한다. “ ”은 “ 坎”으로도 쓸 수 있다.

窠(ke) “不落窠臼”는 ‘낡은 틀에 사로잡히지 않다’는 뜻이다. “窠臼”는 “ke jiu”로 

읽는다. “ku jiu”로 잘못 읽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 “窟穴”는 ‘동굴’을 뜻하는 말

이다. “窠”는 ‘새나 짐승의 우리’를 나타내는 말로 “窟”와 뜻은 비슷하지만 발음

이 다르다.

恪(ke) “恪”는 ge로 잘못 읽기 쉬운 자로 각각 “ge 守”, “ge 守中立”, “ge 盡
守”로 발음하는 것은 모두 잘못 읽는 것이다. “恪”와 “格”는 같이 쓸 수 없다. 

“恪”는 ke로 읽고 ‘삼가 공경하다’는 뜻으로 “恪守”，“恪盡 守”라는 말이 있다. 

“恪守”는 ‘엄격히 준수하다’ 는 의미로 “恪守中立”, “恪守不渝”등에서 쓴다. 

溘(ke) ‘사람이 갑자기 별세하다’는 뜻으로 “溘然去世”란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溘”의 발음은 자주 틀려서 어떤 사람은 he로, 어떤 사람은 he 또는 ke로 읽는

다. 모두 틀린 발음이다. “溘”는 ke로 읽어 “溘然 逝”에서와 같이 ‘갑자기, 돌연’

이라는 뜻으로 쓴다.  

(ku) “ 子弟”를 “  kua 子弟”로 잘못 읽는 사람이 있다. “ ”는 “wan 

ku”로 읽어 ‘부잣집 자식이 입는 비단으로 만든 바지’를 가리킨다. 또한 비유해서 

‘부잣집 자식’을 뜻하기도 한다.

(kuai) “ (준치)”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의 일종으로 “ ”라고도 부른다. 이 

“ ”자는 huì로 읽을 수 없고 “huì ”라는 물고기 이름도 없다. “ ”는 kuai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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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야하며 “ ”를 “快 ”라고도 쓸 수 있다.

(kui) gui라고 읽거나 kuì로 읽으면 틀리고 kui로 읽어야 한다. “ 然”는 ‘높고 

크게 홀로 서 있는 모양’을 가리키며 “ 然不 ”, “ 然 存” 등에서 쓴다.

跬(kuǐ) gui가 아닌 kuǐ로 읽어야 한다. “跬”는 ‘반걸음’의 뜻으로 ‘반걸음도 떠나

지 않다’는 말로 “跬步不离”가 있다. 또 “跬步千里”는 ‘반걸음, 반걸음씩 가면서 

멈추지만 않으면 끝내 천리나 되는 곳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L

落(la) “落后”，“落日”，“落网”에서 luo라는 발음은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러나 

“落”는 다른 발음도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구분을 하지 않으면 잘못 읽기 쉽다. 

‘유실하다’는 뜻으로 쓴 “ 儿落 个字”, ‘가지고 오는 걸 잊다’는 뜻의 “ 包落在

家里了”，그리고 ‘따라오지 못하다’라는 뜻으로 쓴 “小王落在后面了”에서는 “落”

를 la로 읽어야지 luo로 읽으면 안된다. 즉, “小王 luo 在后面”이라고 말할 수 없

고 “la 在后面”이라고 말해야 한다. “落”는 또 lao라는 발음도 있는데 “在落不

是”，“落价”，“不落忍”，“落枕”등의 단어에서 lao로 읽어야 한다. “luo 包涵”，

“luo 不是”라고 읽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외에도 “落”를 luo로도 읽는데 

‘태도가 대범하다’는 뜻인 “大大落落”라는 말에서 “落”는 luo로 읽으면 안된다. 

luo, la, luo, lao 이 네 개의 발음은 확실히 구분해서 써야지 “落”자를 무조건 luo

로 읽어서는 안된다.

(lai) “招 客”의 “ ”는 lai로 읽고, ‘위로하다’의 의미로 쓰는 “ ”의 “ ”

는 lai로 읽어야 한다. 또 “ ”와 “ ”는 발음이 다르므로 혼용할 수 없다. “ ”는 

lai로 “ ”는 lai로 읽는다.  

勒(lei) le로도 읽고 lei로도 읽는 자로 확실히 구분해서 익혀야 바르게 읽을 수 

있다. “勒索”，“勒令”，“ 崖勒 (낭떠러지에 이르러 말고삐를 잡아채다, 위험에 

직면해서야 정신을 차리고 돌아선다는 뜻)”에서 “勒”는 le로 읽는다. 그러나 ‘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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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꽉 잡아당기다’는 의미로 쓴 “勒 子”, “勒 腰 ”에서는 “勒”를 lei로 

읽지 le로 읽지 않는다.

累(lei) 이 자도 다음자로서 구분을 확실히 해야 혼동하지 않고 바르게 쓸 수 

있다. “累 ”, “累累若 家之犬”이라는 말에서 “累”는 lei로 읽어야 한다. 또 “果

累累”에서도 lei로 읽어야지 lei로 읽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罪行累累”, “累累失

”에서는 lei로 읽어야 한다. “日 月累”, “ 篇累 ”, “累卵”，“累年”에서 도 lei

로 읽어야 한다. 반면 ‘피로하다’, ‘심려하다’의 뜻으로 쓴 “ 累”，“累得慌”，“累

了一天”에서는 lei로 읽어야 맞다. 

罹(lí) 가끔 luo로 읽어 “罹 ”을 “luo nan”으로 잘못 읽기도 한다. “罹”는 lí로 읽

어 ‘조우하다, 당하다’는 뜻을 가진다. “罹 ”는 ‘재난을 당하다’, ‘위험에 닥쳐 죽

다’는 뜻이다.

泠(líng) 이수변(冫)이 있는 “冷”은 leng으로 읽지만, 삼수변(氵)이 있는 “泠”은 

leng으로 읽지 않고 líng으로 읽는다. “泠泠”은 “泉水激石，泠泠作 ”에서 ‘상쾌하

다’, ‘소리가 청월하다’는 의미로 쓴다. 

露(lu) “露”는 lu로도 읽고 lou로도 읽으며 숙달이 어려워 잘못 읽기 쉬운 자

이다. “暴露”를 “暴 lou”로 읽거나 “露怯”를 “lu 怯”라고 읽으면 모두 틀린 것이

다. ‘작은 물방울’을 뜻하는 “露水”에서, ‘가리지 않다’는 의미로 쓴 “露宿”，“露

”，“露天”등에서, ‘드러내다’의 뜻으로 쓴 “暴露”，“ 露”，“揭露”，“吐露”，“露

出微笑” 등에서 “露”는 모두 lu로 읽어야 한다. 그러나 “露 ”，“露丑”，“露底”，

“露富”，“露怯”，“露 ”，“露一手”，“露 脚”등의 단어에서는 “露”를 lou로 읽어

야 한다. “露 脚”에서는 lou로 읽고 “露 角”에서는 lu로 읽으므로 주의해서 구

분해 사용한다. “露”를 lou로 읽을 때도 ‘드러내다, 나타내다’는 의미를 갖는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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冇(mao) “有”를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쓰는 자가 있다. “冇”는 

mao로 읽는 방언이다. “有”자에서 두 개의 가로획을 지우면 되고 ‘ 有’의 뜻으

로 “冇 法”등에 쓴다.

 

耄耋(mao die)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알기 어려운 자이다. 윗부분이

나 아랫부분만을 보고 발음하면 틀린 발음이 된다. “mao zhì”로 읽을 수 없고 

“mao die”로 읽어야 한다. “耄耋”은 ‘팔구십 세의 노인’을 뜻하며, “老耄”，“耄耋

之年”이라는 말이 있다.

汨(mì) 이 자는 mí로 읽어도 틀리고 bo라고 읽으면 더욱 틀린 발음이 된다. 

“汨”는 mì로 읽어야 한다. “汨 江”은 지앙시성(江西省)에서 발원하여 후난성(湖

南省)으로 흘러 가는 강 이름으로 굴원이 투신했다는 곳이다.  

丏(mian) “丏”, “丐” 두 자의 자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丏”를 gai로 읽기 쉽다. 

“丏”는 mian으로 읽고 ‘가려서 보이지 않다’는 뜻이다. “沔”도 mian으로 읽는데 

“沔水”는 ‘한수( 水)의 상류’를 가리킨다.

(mian) “ ”은 “ ”과 같고 mian으로 읽는다. “ 池”는 지명으로 하남에 있다. 

“ 池”는 “sheng chí”로 읽으면 안된다. 그러나 옛날 강의 이름(지금의 산동에 있

음)을 가리킬 때는 “ ”을 sheng으로 읽는다.

乜(mie) ‘눈을 가늘게 뜨고 흘겨보다’는 말을 “乜斜”라고 하며 “mie 斜”로 읽는

다. 그리고 성씨를 나타낼 때는 “乜”를 nie라고 읽는다. “乜”는 “也”와 단지 한 

획 차이일 뿐이지만 ye로 읽을 수 없다.

幺(me) 이 간단한 자에도 여러 가지 발음이 있다. 구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잘못 읽기 쉽다. “幺”는 “想去就去么(嘛)”에서처럼 ma로 읽거나，“ 幺”，“那

幺”，“怎幺”처럼 후철자(后綴字)로 쓰면 me로 읽는다. 또 숫자 “一”을 대신해서 

쓸 때 “幺”는 yao로 읽으며, 그 밖에 mo, mo로도 읽는다. “幺”는 “麽”로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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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么”로도 쓸 수 있다.

 

(miu) “ ”，“ ”의 “ ”를 niu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 ”는 miu로 

읽어 ‘착오’의 뜻으로 “荒 ”，“大 不然”，“ 以千里”등에서 쓴다. 

N

南无(na mo) “南无”는 불교용어로서 자만을 보고 “nan wu”로 읽으면 안되고

또 다른 발음인 “na mo”로 읽어야 한다. 그러므로 “南无阿弥陀佛”는 “na mo e 
mí tuo fo”로 읽는다. 

赧(nan) 이 자는 she로 읽을 수 없다. “赦免”의 “赦”와 “赧”은 왼쪽이 모두 붉

을적변(赤)이지만 오른쪽 부분은 다르다. “赧”은 nan으로 읽고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지다’는 뜻으로 “赧 ”이라는 말이 있다. 

  

恁(nen) “凭”과 혼동하여 píng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아랫 부분이 하나는 “心”, 

하나는 “几”로 서로 다르다. “恁”는 두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nín으

로 “您”과 발음과 뜻이 같다. 또 하나는 nen으로 읽고 ‘那，那么’의 의미로 “他恁

有 ”, “要不了恁多”와 같이 쓴다..  

廿(nian) “廿”은 ‘이십’을 뜻하는 말이지만 “二十”로 읽지는 않는다. 정확한 발음

은 nian으로 초서는 “卄”이다.

溺(niao) “溺 ”，“溺水”에서는 nì로 읽는 것은 모두 알고 있다. 그러나 “溺”는 

또 niao로 읽기도 하는데 이 때는 “尿”와 같은 말로 쓴다. “不 地便溺”라는 말

에서 사람들은 자주 “bian nì”로 읽는데 “便溺”는 “bian niao”로 읽어야 맞다. 

P

胖(pan) “身体肥胖”은 지방과 살이 많음을 뜻한다. 여기서 “胖”은 pang으로 읽는

다. 그러나 “心广体胖”은 ‘태평하고 편안하다’는 뜻으로 “胖”을 pang으로 읽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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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pan으로 읽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心广体 pang”으로 잘못 읽고 있다.

(pan) “步履 跚”을 사람들은 자주 “步履 man 跚”으로 잘못 읽는다. “ ”은 

pan으로 읽어야 한다. “ 跚”은 길을 걸을 때 다리가 불편하다는 뜻으로 “ 跚”

으로도 쓸 수 있다. 

丕(pī) 종종 “丕”를 pei로 읽어 “曹丕”를 “曹 pei”로, “曹丕 ”을 “曹 pei ”로 말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 “丕”는 pi로 읽어야 하고 “丕

”，“丕 ” 등에서 ‘크다’는 뜻으로 쓴다. 

便(pian) 이 자는 “方便”，“便利”에서는 bian으로 읽지만 또 ‘물가가 싸다’는 

뜻일 때는 pian으로 읽는다. 또 배가 불룩함을 형용할 때 “大腹便便”에서도 “便”

은 pian으로 읽어야 맞다. “bian 宜”나 “大腹 bian bian”으로 읽는 것은 모두 잘

못된 것이다.

朴(piao) “朴 ”，“朴素”，“朴 ”등의 단어에서 “朴”는 pu로 읽는다. 그러나 성씨

를 말할 때는 pu로 읽지 않고 piao로 읽는다. 성이 ‘pu’라면 “蒲”나 “溥”를 말한

다. “朴”는 또 po로도 읽는데 ‘구식병기의 일종인 양손으로 사용하는 칼’을 가리

킨다. “朴”의 또 다른 발음은 po로 “朴 (후박나무)”라는 나무 이름에 쓰기도 한

다. “皮硝( 가죽을 이길 때 쓰거나 이뇨제로 )”를 “朴硝”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 때도 po로 읽는다. “朴”의 네 가지 발음은 서로 섞어 쓸 수 없다.

抔(pou) 이 자는 bei로 읽기 쉬운 자이다. “一抔 土”를 “一 bei 土”로 읽

으면 틀리다. 나무목변(木)을 쓰면 bei로 읽지만 재방변(扌)을 쓰면 bei로 읽을 수 

없고 pou로 읽어야 한다. “抔”는 ‘손으로 물건을 움켜쥐다’는 뜻으로 “一抔 土”

는 바로 “一捧 土”의 뜻과 같다. 

Q

蹊 (qi qiao) 간혹 사람들은 이 단어를 “xi qiao”로 읽는데 두 자 모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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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것이다. “蹊”는 qi로 읽고 “ ”는 qiao로 읽어야 한다. “蹊 ”는 ‘기괴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이며 “ 事儿 得 蹊 ”에서와 같이 쓴다.  

(qi) 이 자는 xin으로나 xiu로 읽을 수 없다. “修 ”과 “ ”의 의미는 비슷

하지만 발음이 다르다. “修 ”은 “xiu chang”으로 읽어 “修 身材”에서와 같이 

‘가늘고 길다’라는 의미로 쓴다. 또 “ ”은 “qí chang”으로 읽고 ‘키와 덩치가 

크다’는 뜻으로 쓴다.

 

瓩(qian wa) 두 개의 발음법이 있는데 지금은 “qian wa”라고 읽는데 예전엔 

“wa qian”으로 읽었다. 전기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킬로와트)이다. 

(qian) “ 吝人”을 “keng 吝人”으로 잘못 읽는 사람들이 있다. 쇠금변(金)이 

있는 “ ”는 keng으로 읽지만 “ ”은 qian으로 읽어야 한다. “ 吝”은 ‘좀스럽고 

인색하다’는 뜻이다.

掮(qian) 종종 “掮客”를 “jian 客”라고 발음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肩”자에 재방

변(扌)을 더한 “掮”은 qian으로 읽어야 한다. “掮客”는 ‘장사를 알선하는 중개인’

을 가리킨다.

雀(qiao) 이 자는 que로도 읽고 qiao로도 읽는다. “麻雀”，“山 雀”에서 “雀”는 

que로 읽는다. 그러나 ‘야맹증’을 뜻하는 “雀盲眼”에서는 qiao로 읽어야 한다. 어

떤 지방에서는 참새를 “家雀儿”로 부르는데 여기서도 “雀”는 qiao로 읽는다. 그러

나  ‘얼굴의 주근깨’를 나타내는 “雀斑”이라는 말에서는 qiao로 읽지 않고 que로 

읽는다.

挈(qie) “提 挈 ”의 “挈”를 자주 xie로 읽는데 틀린 발음이다. “挈”는 qie로 읽

고 ‘띠를 잡고 거머쥐다’는 뜻이다. “提 挈 ”은 ‘그물의 벼릿줄을 잡고 옷깃을 

거머쥐다’는 뜻으로 ‘문제의 요령을 잡다’는 것을 비유한다. 또 “挈 ”을 “ ”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 ”은 ‘인솔하다’는 뜻으로 ‘옷깃을 거머쥐다’는 뜻은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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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挈 ”은 “ ”으로 읽을 수 없다.

怯(qie) 예전에는 que로 읽었으나 심의를 거쳐 qie로 읽기로 결정되었다. “胆 

que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발음이다. “怯”는 “胆怯”，“怯 ”，“怯懦” 

등에서 ‘겁이 많다’, ‘두려워하다’의 뜻으로 쓴다.

(qie) 사람들은 자주 “ 意”를 “xia 意”라고 읽는데 “ ”는 xia로 읽을 수 없고 

qie로 읽어야 한다. “ 意”는 ‘만족하다, 흡족하다, 마음이 편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覃(qín) qín으로 읽기도 하고 tan으로 읽기도 한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것인

가? 성씨를 나타낼 때는 qín으로 읽고 ‘깊이 생각하다’는 뜻으로 쓸 때는 “覃思”

에서와 같이 tan으로 읽는다. 성씨 중에는 또 “tan”씨도 있으므로 주의해서 읽어

야 한다.  

 

券(quan) 자주 쓰는 자인데도 종종 틀리게 읽는다. 예를 들어 “ 券”，“公

券”，“入 券”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券”자를 juan으로 읽는데 틀리게 읽은 것

이다. juan이라는 자는 “卷”으로 ‘서적, 시험지, 공문서’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증권’이나 ‘어음’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券”은 “卷”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券”은 quan으로 읽어 ‘어음, 증권’의 뜻을 가지며 “公 券”，“入 券”등

에서 쓴다. 또 “券”은 xuan이라는 발음도 가지고 있다. 

麇(qun) “麇”은 “糜鹿”의 ‘糜(mí)’와 같이 읽어서는 안되며 qun으로 읽어야 옳다. 

“麇”은 ‘무리를 이루다’는 뜻으로 “麇集”，“麇至”등에서 쓴다. “麇”는 또 jun으로 

읽기도 하는데 고서(古 )에서 ‘노루’를 뜻하는 말로 쓴다. 

R

葚(ren) 뽕나무의 열매를 “桑葚儿(오디)”이라고 부른다. 이 “葚”자는 매우 읽기 

어려운 자로 사람들은 종종 아예 이 단어를 “桑粒”라고 읽어버린다. “葚”은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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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으로 읽고 보통 ‘儿’을 붙여 발음한다. 즉, “桑葚儿”는 “sang renr”으로 발음해야 

한다. “葚”는 shen으로도 읽어 “sang shen”으로도 말할 수 있다.

扔(reng) 발음을 정확히 읽기 어려운 자이다. 많은 사람들이 leng으로 읽어 성

모를 틀리게 읽는다. “扔”은 성모가 “l”이 아니고 “r”이며 reng으로 읽는다. ‘손에

서 물건을 내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冗(rong) 이 자는 성조를 잘못 읽기 쉽다. rong이나 rong으로 읽으면 모두 틀

린 발음이 된다. “冗”은 rong으로 읽어야 옳다. “冗 ”은 “rong chang”으로 읽고 

‘ 이나 말을 너무 길게 한다’는 뜻으로 쓴다. 

 

S

仨(sa) “仨”은 “三”과 같은 발음으로 읽을 수 없고 용법 또한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다. “三”은 san으로 읽고 ‘2와 1의 합’을 의미한다. “ ”은 “三”과 같으며 

“ ”은는 “三”의 갖은자로 발음도 같다. 그러나 “仨”는 san으로 읽지 않고 sa로 

읽는다. ‘세 개’의 뜻으로 이미 양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仨个”，“仨斤”이라고

는 할 수 없다.

卅(sa) 하나의 가로획과 새 개의 가로획으로 된 이 자는 “십”이 세 개, 즉 “三

十”의 뜻이다. 그러나 “卅”는 “三十”로 읽어서는 안된다. sa로 읽어야 한다. “五卅

”이 그 예이다. 또 “卅”는 “卅”로 쓸 수 없다. 중간의 가로획은 옆으로 삐침

이 있어야 하며 물론 이 자를 ‘舟’의 발음으로 읽어서도 안된다.

 

瘙(sao) 피부가 가려운 것을 “瘙痒”이라고 하는데 “瘙痒 忍”에서 “瘙痒”을 어떻

게 읽는지는 정확히 아는 이가 많지 않다. “sao yang”이나 “nao yang”으로 읽어

서는 안된다. “瘙”는 sao, 제4성으로 읽어야 한다. 피부가 가려운 것은 “瘙痒”이

라고 하고 손톱으로 가려운 곳을 는 것을 “ 痒(nao yang)” 혹은 “搔痒(sao ya

ng)”이라고 한다. 瘙，搔，  이 세 자는 발음이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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歃(sha) “歃血 盟”을 어떤 사람들은 “cha 血 盟”라고 읽는데 이것은 “歃”와 

“ ”를 혼동한 때문이다. 옛날 맹회(盟 )를 열 때 입술에 가축의 피를 묻혀 굳은 

마음을 표시했는데 이것을 “歃血 盟”이라고 표현하며 “ ”와는 관련이 없다. 

“歃”는 sha로 읽고 ‘입으로 빨아들이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shan) 다극전자관중에 양극과 가장 가까운 전극(그리드)을 “ 极”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 ”을 shan으로 읽는다. 그러나 shan으로 읽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북경의 거리 중에 “大 ”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외지인들은 이곳을 자주 “大 

shan lan”으로 잘못 말한다. “大 ”의 정확한 발음은 “大 shí la”이다. “ ”은 

shan, shí, 또 zha로도 읽는데 언제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건축물 주변의 울타리를 나타내는 “ ”은 “zha lan”으로 읽는다.

  

(shan) “ ”, “瞻仰”, 이 두 단어는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가끔 혼동한다. 

가끔 “ ”을 “zhan ”으로 읽는데 “瞻仰”은 ‘우러러보다’라는 말로 “ ”과는 

뜻이 많이 다르다. “ ”은 shan 으로 읽어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다’는 

뜻으로 쓴다. 조개패( )가 있는 “ ”의 발음은 shan으로 읽고 ‘공양하다’는 뜻을 

가진 다. 반면 눈목변(目)이 있는 “瞻”은 zhan으로 읽고 ‘보다’라는 뜻으로 쓴다.  

拾(she) “拾 而上”을 자주 “shí 而上”로 읽는데 맞지 않다. “拾”의 발음은 shí

이지만 “拾 ”라는 단어에서는 shí로 읽을 수 없다. “拾 ”는 “she jí”로 읽어 ‘점

차 한 계단씩 위로 올라가다’의 뜻으로 쓴다..

哂(shen) “哂笑”를 어떤 사람은 “shan 笑”라고 잘못 읽는다. “哂”자는 shen으로 

읽고 ‘미소짓다’는 뜻을 가진다. “哂笑”는 “shen xiao”로 읽어 “ 大家所哂笑”에서

와 같이 ‘비웃다’는 뜻으로 쓴다. 

豕(shǐ) 여섯 가지 가축 “ ，牛，羊， ，犬，豕”를 말할 때 사람들은 “豕”를 

shì로 읽는다. 그러나 “豕”는 shì로 읽지 않고 shǐ로 읽어야 맞다. “豕”는 돼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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恃(shì) 이 자는 chí, 또는 chi로 읽으면 틀린 것이 된다. 사람들은 종종 “有 

chí 无恐(믿는 곳이 있어서 두려움을 모르다)”이라고 말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恃”와 “持”는 성모가 다르다. “恃”는 shì로 읽고 ‘의존하다, 의지하다’의 뜻을 나

타낸다. 

舐(shì) “舐”는 ‘아첨하다’는 뜻으로 쓴다. 그러나 이 자를 tian으로는 읽으면 

안된다. “舐”은 shì로 읽고 ‘핥다’는 뜻을 나타낸다. “老牛舐 (어미소가 송아지를 

핥다)”, “舐 情深(어버이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다)”를 각각. “老牛 tian(舔) 

”, “tian(舔) 情深”으로 읽거나 써서는 안된다.

(shì) yì로 읽기 쉬운데 이것은 자의 한 부분만 보고 잘못 읽은 것이다. 군

주시대 제왕, 귀족, 대신 등이 죽은 후 생전의 공적에 따라 내리는 시호를 “ ”라

고 한다. “ 葛亮 忠武”, “岳 武穆” 등의 예에서 “ ”는 shì로 읽어야 한다. 

吮(shun) 오른쪽이 “允”자여서 발음을 yun으로 잘못 알고 “吸 yun”, “yun 奶”로 

읽는 경우가 있다. “吮”의 정확한 발음은 shun이며 ‘빨다’의 뜻이다.

悚(song) 이 자를 오른쪽 자인 “束”의 발음으로 읽는 것은 틀린 것이다. “毛

骨shu然(머리카락이 곤두서다)”이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 “悚”

은 song으로 읽어야 하며 ‘겁먹다’는 뜻이다.    

T

(ta) “水 (수달)”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야생동물의 이름이다. 그런데 방송

에서 이것을 “水 lai”라고 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다. “ ”에 개사슴록변

(犭)이 붙으면 lai로 읽을 수 없고 ta로 읽어야 한다.

拓(ta) ta로도 읽고 tuo로도 읽는다. 확실히 구분하지 않으면 잘못 읽기 쉽다. 

“拓片”을 “tuo 片”으로 읽는 사람도 있고 “ta 片”으로 읽는 사람도 있는데, “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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片”，“拓本”에서는 ta로 읽고 “ 拓”，“拓 ”에서는 tuo로 읽어야 한다. 

怹(tan) “怹”는 “他”와 동의어로 “您”과 같이 ‘존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怹

是我的老 ”나 “怹今年七十多 了”와 같은 문장에서 쓸 수 있다. “怹”의 발음은 

tan이지 ta가 아니다.

(tang) “倘”과 같은 발음인 tang으로 읽어야지 dang으로 읽으면 안된다. “

”은 ‘放 ’의 뜻이며 “倜 ”은 ‘洒 ，不拘束(소탈하다, 호방하다)’의 뜻이다.

饕餮(tao tie) 이 두 자는 매우 어려워서 잘못 읽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윗부분

에 있는 자의 발음에 따라 “hao zhen”으로 읽는 것은 완전히 틀린 발음이다. 

“饕”는 tao로 읽고 “餮”는 tie로 읽는다. “饕餮”는 전설에 나오는 흉악하고 탐식하

는 야수의 일종으로 식탐이 많거나 흉악한 사람을 비유할 때 쓴다.  

忒(te) 이 자는 여러 개의 발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쓰임이 각각 다르다. ‘착

오’의 의미로 “差忒”에 쓰면 te로 읽고, ‘새가 급하게 날아가는 소리’를 나타낼 때 

“麻雀忒儿一 走了”에서는 tei라고 읽는다. 그리고 “ 屋子忒小了”에서와 같이 

‘너무’의 뜻으로 쓰면 “忒”는 tuī로 읽어야 한다. tuī와 te는 나타내는 뜻이 다르므

로 “tuī小”를 “te小”로 읽어서는 안된다. 

殄(tian) “暴殄天物”는 ‘멋대로 물건을 손상시키다, 낭비하다’는 뜻이다. 어떤 사

람은 이것을 “暴 zhen 天物”라고 읽는데 완전히 잘못되었다. “珍”은 ‘아끼다’는 

뜻으로 ‘손상시키다, 낭비하다’와는 반대되는 말이다. “殄”은 tian으로 읽고 ‘소멸

하다’는 뜻을 가지는 말이다. 

荼(tu) 많은 사람들이 cha로 잘못 읽는데 “茶”는 “荼”보다 한 획이 적으며 발음

과 뜻이 모두 다르다. “荼”는 고서(古書)에서 맛이 쓴 채소의 일종을 가리키는 말

로 차를 나타내는 말은 아니다. “荼毒”는 ‘독살하다, 해치다’의 뜻으로 쓰며 “荼毒

生灵(인민을 박해하다)”이라는 말이 있다. 또 “如火如荼(불이 훨훨 타고 띠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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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드러진 것 같다, 기세가 등등하다)”에서는 “荼”가 ‘띠에 나는 흰 꽃’을 가리킨

다. 

湍(tuan) 이 자를 tuan으로 읽으면 성조가 잘못된 것이며 chuan으로 읽으면 

자 자체를 잘못 읽은 것이다. “湍”은 tuan으로 읽어야 한다. “湍流”，“湍急”는 

모두 ‘물살이 급하다’는 뜻을 나타낸다.

 

臀(tun) “臀部”를 “dian 部”로 읽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가 어려워서 한쪽 

자의 발음을 그대로 읽은 것인데 부분만 보고 읽는 것은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리

는 경우가 더욱 많다. “殿”은 dian으로 읽지만 아랫 부분에 ‘月’자를 넣으면 “殿”

으로 읽어서는 안되며 tun으로 읽어야 한다. “臀”은 ‘엉덩이’를 말한다.    

W

崴(wai) “海 崴”를 “海  wei”로 잘못 읽을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崴”는 wei

로 읽을 수 없고 wai로 읽어야 한다. ‘산이나 하천이 구부러진 곳’을 “崴子”라고 

하고，‘진흙에 빠지다’라는 말을 “崴泥(wai ní)”라 한다. 그러나 ‘산이 높다’는 뜻

으로 쓰는 “崴巍”에서는 “崴”를 wei로 읽는다. 

蔓(wan) 이 자도 다음자이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다. ‘식물의 가늘고 긴 줄기’

를  蔓이라고 하며 “西瓜蔓”，“豆角蔓”에서 “蔓”은 man으로 읽을 수 없고 wan

으로 읽는다. 그러나 ‘덩굴줄기를 가지고 있는 식물’을 “蔓生植物”라고 하는데 여

기서는 “蔓”을 man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계속 사방으로 확산되다’는 뜻의 

“蔓延”에서도 “蔓”은 man으로 읽지 wan이나 man으로 읽지 않는다. 한편 “植物

蔓 ”에서 “蔓”은 man으로 읽어야지 “man ”으로 읽지 않는다. 

猥 (wei xie) 이 두 자는 자주 쓰긴 하지만 읽기는 어렵다. 그냥 생각없이 

“wei zhì”로 읽으면 틀린 발음이 된다. “猥”는 wei로 읽고 ‘비열하다’는 뜻을 가

진다. 또 “ ”는 xie로 읽어 ‘음란하다’는 뜻으로 쓴다. “猥 ”는 ‘천박한 행위를 

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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斡(wo) 이 자는 “幹”과 자형이 비슷해 “斡旋”을 “gan 旋”으로 잘못 읽는 사람

을 볼 수 있다. “斡”는 wo로 읽으며 “ 中斡旋”와 같이 “斡旋”은 ‘조정하다’는 뜻

으로 쓴다. 

(wu) “ 媚”를 “fu mei”로 잘못 읽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 ”는 ‘위로하다’의 

뜻으로 “媚”와 단어를 이룰 수가 없다. “ ”는 wu로 읽어야 하며 “ 媚”는 ‘여자

와 꽃, 나무가 아름답고 예쁘다’는 뜻이다.

X

膝(xī) “膝盖”는 상용하는 단어이다. 그러나 종종 “qī 盖”로 잘못 읽혀진다. “膝”

와 “漆”는 발음이 다르다. “膝”의 발음은 xī이고 “油漆”의 “漆”는 qī로 읽어야 한

다.

(xian) “翩 ”을 자주 “pian qian”으로 읽는데 틀린 발음이다. 은 qian으로 

읽지 않고 xian으로 읽는다. “翩 ”은 “pian xian”으로 읽고 ‘경쾌하게 춤을 추다’

는 뜻을 나타낸다.

涎(xian) “涎水”는 속칭 “口水”라고 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涎”을 yan으로 

잘못 알고 “涎水”을 “yan 水”라고 말하거나 “垂涎三尺”를 “垂 yan 三尺”라고 틀

리게 발음한다. “涎”은 xian으로 읽어야 한다. 

(xiao) 자주 볼 수 있는 자이지만 읽기는 어렵다. jiu로 읽거나 fu로 읽는 것

은 모두 틀리다. “ ”는 xiao로 읽고 “毒 ”에서는 ‘우두머리’의 뜻을, “ ”에서

는 ‘용맹스럽다’는 뜻을, “ 首示 ”에서는 ‘사람의 목을 베다’라는 뜻을 각각 가

진다. 

(xiao) 이 자는 ao로 잘못 알고 “ao 勇善 ”, “ao ”이라고 틀리게 읽는 경

우가 많다. “ ”는 xiao로 읽고 “ ”，“ ”，“ 勇”에서와 같이 ‘용맹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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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으로 쓴다. 

酗(xu) “酗酒”를 오른 쪽만을 보고 “xiong 酒”라고 잘못 읽는 사람이 있다. “酗”

은 xu로 읽으며 “酗酒”는 ‘술을 절제하지 않고 마셔 술주정을 하다’는 뜻이다.

渲(xuan) “渲染”을 사람들은 자주 “xuan 染”으로 읽는데, 성조가 잘못되었다. 

“渲”과 “喧”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喧 ”의 “喧”은 xuan으로 읽고 “渲染”의 “渲”

은 xuan으로 읽어야한다. 

 Y

(ya) 다음자로서 ya, zha, ga로 읽는다. ‘압연설비기기’를 나타내는 “ 机”와 

‘압연강철’을 의미하는 “ ”의 “ ”는 모두 zha로 읽어야지 ya로 읽을 수 없다. 

그러나 ‘빻다, (롤러로) 평평하게 만들다’는 뜻으로 쓴 “ ”，“ 棉花”，“ 道

机”에서 “ ”는 ya로 읽어야 한다. “zha 花机”라는 발음은 틀린 것이다. 그 외에 

‘교제하다’의 뜻으로 쓴 “ 朋友”에서 “ ”는 ga로 읽어야 한다.

杳(yao) “杳”는 ta나 ta로 읽으면 안된다. “ta 无音信”이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있

는데 “杳”는 yao로 읽어야 하고 ‘너무 멀어 소식이나 행방이 묘연하다’는 뜻을 

가진다. “杳无音信”, “杳无踪迹”등이 예이다. 

(ye) “ ”는 보조개를 뜻하는데 사람들은 “ ”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몰라 

yan으로 읽거나 ya로 읽기도 하는데 모두 틀린 발음이다. “酒 ”，“笑 ”에서 

“ ”는 ye로 읽어야 한다. 

宧(yí) 이 자는 “宦”자와 매우 비슷해서 huan으로 자주 읽는다. 이 두 자는 

겨우 한 획 차이이지만 발음과 뜻이 크게 다르다. “宧”자의 아래 부분은 “臣”이 

아니며 발음도 yí로 읽어야 한다. ‘옛날 집의 동북쪽 모퉁이’를 가리키는 말로 

“宦官”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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懿(yì) 옛날 사람들은 이 자를 zī라고 읽었는데 틀린 발음이다. “懿”는 yì로 읽

고 “懿德懿范”에서와 같이 ‘품행이 좋다’는 뜻으로 쓴다. 그러나 삼국지 중에 “司

懿”라는 사람은 “懿”를 yì로 읽고 yí로 읽지 않는다.

佚(yì) “佚名”은 “shī 名”으로 읽지 말고 “yì 名”으로 읽어야 한다. “佚”은 “逸”와 

같으며 ‘산실하다’의 뜻으로 쓰고 “佚文”，“佚 (일화)”，“佚事(세상에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에 쓴다. 또 “佚名”은 작자의 이름을 찾을 수 없음을 뜻한다.

(yì) “造 ”를 “造 zhǐ”로 읽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잘못 읽은 것이다. “旨” 

앞에 “言”자가 있으면 zhǐ로 읽지 말고 yì로 읽어야 한다. “造 ”는 ‘학업이나 기

술이 이른 정도’를 뜻한다. “旨”는 ‘주지’의 뜻으로 “ ”가 나타내는 의미와는 관

계가 없다.

弋(yì) 이 자는 ge 또는 ye로 잘못 읽는 경우가 있다. “弋”는 yì로 읽고 ‘새를 

잡을 때 쓰는 끈이 달린 화살’을 가리킨다. 또한 “曳(ye)光 ”을 “yì 光 ”으로 잘

못 읽는데 이 역시 틀린 것이다. 

   

囿(you) 가운데 “有”가 있긴 하지만 you로 읽지 않고 you로 읽어야 한다. “囿”

는 ‘제한하다, 구속하다’는 뜻으로 “囿于 力”, “囿于成 ”과 같은 예가 있다.

(yu) qu나 ou로 읽을 수 없으며，yu로 읽어야 한다. “老 ”，“翁 ”는 ‘연로한 

여자’를 가리킨다. “老 ”도 ‘나이든 여자’를 뜻하는 말로 “ ”는 ao로 읽는다.

Z

(zai) zai로도 읽고 zai로도 읽는 자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해, 

년’을 가리키는 “一年半 ”에서와 ‘기재하다의’ 뜻으로 쓴 “刊 ”，“ ”에서는 

zai로 읽는다. 그러나 ‘적재하다’의 뜻으로 쓴 “ 客”，“ 重”에서와 ‘충만하다’의 

뜻으로 쓴 “怨 道”，“ 雪 途”에서, 그리고 “ 波”，“ 荷”, “ 体” 등에서는 

“ ”를 모두 zai로 읽어야 한다. 또 “ 歌 舞”를 “zai 歌 zai 舞”로 읽으면 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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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zai 歌 zai 舞”로 읽어야 한다. “zai ”라고 하는 말도 성조가 틀린 것이

다.

奘(zang) “唐玄奘”을 사람들은 자주 “唐玄 zhuang”이나 “唐玄 zhuang”으로 읽는

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 “奘”은 인명에 써서 zang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唐玄 za

ng”으로 읽는 것이 옳다. “奘”은 또 ‘장대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다.

(zhan) “破 ”을 사람들은 “破 dìng” 또는 “破 dian”으로 읽는데 모두 틀린 발

음이다. “ ”은 zhan으로 읽고 ‘터지다’의 의미로 쓰며 “破 ”，“皮 肉 ” 등이 

예이다.

殖(zhí) 과거에는 “殖民地”를 “chí 民地”로 발음했으나 “殖”의 발음이 그 후 심의

를 거쳐 zhí로 결정되었다. “殖”를 chí로 읽어서는 안된다.

纂(zuan) 이 자는 제3성으로 읽지 않고 zuan으로 읽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攥”과 혼동한 것이다. “纂”은 zuan으로 읽어 ‘편집’의 뜻을 가지며 “ 篡”，“纂

修” 등에서 볼 수 있다.

柞(zuo) “柞蚕 ”를 사람들은 “zha 蚕 ”라고 읽는데 틀린 것이다. “乍”에 나무

목변(木)을 더하면 zha로 읽어서는 안되며 zuo로 읽어야 한다. “柞 ”, “柞蚕”, 

“柞 ”에서 “柞”는 모두 zuo로 읽어야 한다. 단, “柞”가 지명을 나타낼 때는 

“柞水(샨시성( 西省)에 있음)”에서와 같이 zha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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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못 쓰기 쉬운 자

  자를 잘못 읽는 것 외에 오자를 쓰는 경우도 자주 있다. 일상서적, 서적 간

행물, 상스크린, 광고간판, 심지어는 공식문건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뜻

을 전달해야 하는 자를 잘못 쓰면 곧 의미를 잘못 전달하게 되고, 의사소통에 

직접적인 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자는 정확하고, 규칙에 맞게 써야하며 

최대한 오자를 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오자를 쓰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자를 쓸 때 신경을 쓰지 않고 부주의한 나머지 한 획을 많거나 적게, 

또는 획을 잘못 그음으로써 자가 틀리게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步”를 

“步”로 한 획 많게 쓰거나, “荏”을 “茌”로 한 획 적게 쓰거나 “市”를 “市”로 한 

획 잘못 쓰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는 모두 다른 자를 써버린 것이다. 

  둘째는 모양이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자를 쓰게 되는 경우이다. 즉, 

자 모양이 비슷하여서 혼동하여 잘못 쓰는 경우인데 예를 들면, “卬”을 “卯”으

로， “毐”를 “毒”으로，“粱”을 “梁”으로 쓰는데 이는 모두 잘못 쓴 것이다. 

  셋째는 발음이 비슷해서 서로 혼용해서 쓰는데 이는 오자를 쓰는 중요한 원인

이다. 이런 상황은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噩 ”을 “ ”으로，“朝廷”을 

“朝庭”으로，“陷阱”을 “陷井”으로，“趵突泉”을 “豹突泉”으로 쓰는데 이는 모두 동

음(同音)이기 때문에 혼동하여 다른 자를 쓴 경우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오자는 필획을 부정확하게 잘못 쓴 자와 “忸怩”을 “扭怩”로 

쓰는 것처럼 발음이 같지만 다른 자로 쓴 자 등을 포함하는데, 후자를 백자

(白字)라고도 한다. 사실, 후자의 경우가 좀 더 많다. 아래에서는 일부 잘못 쓰기 

쉬운 자들을 발췌하여 기재했다. 각각 비교와 분석을 통해 독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명확히 지적하 다.

A

哀(ai) “哀”, “衷”과 “衰”는 자 모양이 서로 비슷하여 혼동하여 잘못 쓰기 쉽

다.  이 세 자는 자형, 발음, 뜻(形, 音, )이 모두 다르므로 혼용해서는 안된

다. “悲哀”의　“哀”는　ai로　읽으며　衣자를　분해하여　중간에　“口”를　삽입한

다．“衷”자는　zhong으로　읽으며　쓰는 법은　衣자를　분해하여　중간에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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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삽입한다．그리고 “衰”는　 shuai로　읽으며　衣자를　분해하여　중간에　

횡으로　쓴　“中”자를　첨가한다．이　세　 자는 쓰는 방법에서 구별을　분명히　

해두면 혼동하여 잘못　쓰는　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毐(ai)　이　 자는　“毒”자와　매우　흡사하여　“毒”으로　잘못　쓰기　쉽다．　

“毐”와　 “毒”는　 필획이　 다르다．“毐”의　 윗부분은　 “士”이고，아랫 부분은　

“毋”이며　발음은　ai이다．“嫪毐”와 같이 고대　인명에　쓰 다. 그러나 “毒”자

의　윗부분은　“王”이고，아랫 부분은　“母”이며　발음은 du이다．

卬(ang)　“卬”의　왼쪽 자는 “卬”이며　２획이다．그러나 “卯”의　왼쪽 부분은　

“ ”으로　 ３획이다．“卬”은 ang으로　 읽으며　 의미는　 “昂”과　 같다．“卯”는　

mao로　읽으며　바로 “子丑寅卯”의　“卯”이다. 이　두　 자는　겨우　한 획의　

차이로　　하나는 다리가 하나, 하나는 다리가 두개이다．　

昂(ang)　“昂”과　“昴”는　모양이　비슷하여　혼동하기 쉽고　때로　잘못　쓰기

도　한다．“昂”은　ang으로　읽어 ‘높다’는　뜻을 가지며　윗부분에는 “日”자를 

아랫부분에는 “卬”을 쓴다. “昴”는　mao로　읽고　‘묘성（２８수중의　하나）’을　

뜻하며　윗부분에　“曰”자를, 아랫부분에 “卯”자를 쓴다. 이　두　 자는　아랫부

분의　필획이　다르다．

(ao)　“ ”，“祅”，“ ”, 이　세 자의　자형은 매우　비슷해서 조금만　부주

의해도　잘못　쓰기　쉽다. 그러므로 필획의　차이에　주의해야한다．“ ”는　ao

로　읽고 “ ”라는 말에서처럼 ‘옷’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수가 “衤”이

다. 　“礻”로 잘못 쓰면 옷과는 관련이 없는 ‘신’의 뜻이 포함된다. “祅”은 xian으

로 읽는데 “祅 ”는 조로아스터교를 가리킨다. 신과 관련이 있으므로 “示” 자 부

수를 쓰고 오른 쪽에 天을 쓴다. “示”는 옛날에 ‘신(神)’을 가리키는 말로 썼다. 

“ ”는 yao로 읽고 “妖”와 같은 말로 ‘요괴’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부

수는 “礻”이다. 그러나 오른쪽 지는 “夭”이지 “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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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 “ ”는 ao로 읽는데 쓰기법에 주의해야 한다. 위쪽 부분 가운데에 “米”를 

쓰고 “米”에는 삐침(丿)이 없고 아래는 가로획을 그어 입구를 막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大”를 쓴다. “澳”, “懊”의 오른쪽 부분도 모두 이런 방법으로 

쓴다.  “ ”와 “粤”는 발음이 다르므로 주의깊게 구별하여 써야한다. “粤”는 yue

로 읽으며 쓸 때는 윗부분 중간에 “米”를 쓰고 米아랫부분에 가로획을 그어 입구

를 막아야한다. 아랫부분은 “ ”이다. “ ”를 쓸 때 입구를 막아버리면 틀리고 

“粤”를 쓸 때는 입구를 막지 않으면 틀리게 쓴 것이다. 이런 사소한 차이는 매우 

소홀히 하기 쉽다. “ ”와 “粤”의 “米”에는 모두 삐침이 없으며 삐침이 있으면 틀

린 것이다.

B

拔(ba) “拔”과 “ ”은 꺽임 하나의 차이로 혼동하여 잘못 쓰기 쉽다. 이 두 자

는 모두 손의 동작을 나타내므로 모두 재방변을 쓴다. 구별 방법은 오른쪽에 있

다. “拔”은 ba로 읽고 오른쪽이 “友”인데 “友”나 “ ”로 쓰면 모두 잘못된 것이

다. “ ”은 bo로 읽고 오른쪽이 “ ”이며 “友”나 “友”로 쓰면 안된다. 

(ba)  자주 쓰지만 틀리기 쉬운 자이다. “ ”는 ‘제방’을 가리킨다. 바른 쓰기

법은 흑토변(土)을 쓰고 오른 쪽에는 “ ”자를 쓰는 것이다. 그러나 종종  “ ”자

를 “ ”로 써 “ ”가 “ ”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현대한어사전에는 “ ”자가 없

다. 

瘢(ban) “瘢”과 “癍”은 모두 ban으로 읽지만, 의미가 다르다. 피부에 반점이 생

기는 병인 주근깨는 “雀斑”이나 “雀癍”이라고 써야지, “雀瘢”이라고 써서는 안된

다. 반면 종기나 상처가 아문 후의 흔적은 “瘢痕”이라고 써야한다. 만약 “斑痕”이

나 “癍痕”이라고 쓴다면 모두 틀린 것이다.

柈(ban) “柈”, “拌”, “ ”, 이 자들은 발음이 같고, 자의 모양도 서로 비슷하

여 혼동해 쓰기 쉽다. “柈”은 ‘불을 지피는데 쓰는 땔나무’를 가리키므로 반드시 

나무목변(木)을 써야한다. “拌”은 ‘반죽하다’는 의미인데 반죽은 손을 사용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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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방변(扌)을 써야한다. 그리고 “ ”은 ‘막히다’ 또는 ‘엉키다’라는 뜻을 나타내므

로 실사변(纟)을 써야한다. “脚被拌住了”라는 말에서 “拌”은 “ ”으로 고쳐 써야

하며  “柳木拌子”의 “拌”은 “柈”으로 고쳐 써야 한다.

浜(bang) “浜”, “淀”, “ ”, 세 자는 자형이 비슷하여 읽고 쓰는데 혼동하기 쉽

다. “浜”은 bang으로 읽고 ‘작은 강’을 가리키며 물수변에 ‘兵’자를 더한다. 이 

자는 bīng으로 읽지는 않는다. “淀”은 dian으로 읽고 ‘얕은 호수’를 가리킬 때  

쓰며 삼수변에 ‘定’자를 더한다. 이 자를 dìng으로 읽어서는 안된다. “ ”은 bīn

으로 읽는데 삼수변에 ‘ ’을 더하며 ‘물가’의 뜻이다. “浜”은 틀리게  읽기 쉬운 

자이고, “淀”과 “ ”은 혼동하여 잘못 쓰기 쉬운 자이다. 만약 “北京市海

”나 “淀河路”로 쓰면 잘못 쓴 것이다. 각각 “海淀 ”, “ 河路”로 고쳐 써야한

다.

趵(bao)  “趵突泉”을 “豹突泉”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 쓴 것이다. “趵突

泉”의 ‘趵’는 발족변(足)이며 ‘뛰어오르다’는 뜻을 나타낸다. 그러나 ‘豹’는 “虎豹

(범과 표범)”의 “豹”로 호랑이를 닮은 들짐승을 뜻한다. 그러나 지난시( 南市)에 

있는 “趵突泉”은 ‘범, 표범’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抱 (bao fu) “抱 ”는 원대한 포부를 가리키는 말로 이것을 “ ”로 잘못 쓰

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 외에 “ 復”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

복하다’는 뜻이다. “抱 ”를 “ ”로 쓰거나 “ 復”를 “抱復”로 쓰면 안된다. 동

음자라고 혼용해서는 안된다.

抱歉(bao qian)  “抱歉”는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여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것을 “ 歉”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抱”는 ‘마음속에 품다’는 뜻

을 가지고 있고 “歉”과 결합하여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 ”는 ‘보답하다, 보복하다, 보고하다’ 등의 뜻으로 쓰며 “ 歉”과 

같이 결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는 분명히 틀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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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住(bei bu zhu) 이 단어는 때때로 “ ”를 “被”로 잘못 쓰기도 한다. “ 不

住”의 의미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뜻이며 “背不住”라고도 쓸 수 있다. 그러나 

“被不住”에서 “被”는 ‘피동’이나 ‘복종’을 가리키며 ‘不住’와 는 결합할 수 없다.

鼻(bí) 아주 간단한 자이지만 자주 잘못 쓰고 있고 또 틀려도 잘 느끼지 못한

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두 군데가 있다. “鼻”자는 “自”, “田”, “丌”, 이 세부분

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인 “自”는 거의 틀릴 확률이 없지만, 가운데 부

분인 “田”은 “曰”이나 “罒”으로 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세 번째 부분인 “丌”는 

윗부분이 나오면 안되는데 어떤 사람은 “廾”와 같이 머리 부분이 나오도록 쓴다. 

예를 들면, “鼻”로 쓰는데 이것은 ‘弄’, ‘算’, ‘葬’등의 향을 받아 잘못 쓴 경우이

다. 아무리 쉬운 자라 하더라도 필획구조를 자세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틀리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bì) “ ”와 “ ”는 자형의 차이가 매우 미세하여 각별히 주의하지 않으면 틀

릴 수 있다. “ ”는 bì로 읽고 ‘화폐’를 가리킬 때 쓴다. 윗부분은 삐침을 쓰지 가

로획이 아니다. 가로획을 써서 “ ”라고 쓰면 틀리게 된다. “ ”는 za로 읽어 

‘한바퀴’를 뜻한다. 이 자의 윗부분은 삐침이 아닌 가로획이다. 그런데 또 이것

을 삐침으로 써서 “ 三 ”라고 틀리게 쓰는 사람도 있다. “ ”은 “匝”로 쓰기

도 한다. 

竟(bì jìng)  ‘마침내, 결국, 도대체’라는 뜻을 나타내는 “ 竟”이라는 말을  

“必竟”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발음이 같기 때문에 혼동해서 오자를 쓴 것이다. 

“ ”은 ‘끝마치다,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나 “必”은 이런 뜻이 없으며 

‘반드시’라는 뜻을 가진다. “必竟”은 단어가 될 수 없다.

卦(bian gua) 이미 정해진 일이 갑자기 바뀌는 것을 “ 卦”라 한다. “卦”는 

‘점괘를 치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이 단어를 “ 挂”로 쓰는데 ‘물건을 걸다’라

는 의미의 “挂”를 쓰면 안된다. “卦”와 “挂”는 모두 gua로 읽지만, 자형과 뜻이 

다르므로 혼용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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辨(bian) “辨”, “ ”, “ ”, “ ” 이 네 자는 모두 bian으로 읽지만, 각각 나타내

는 뜻이 다르므로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辨”과 “ ”의 다른 용법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辨”의 중간이 “刂”으로 ‘분별하다, 분간하다’라는 뜻이

다. “辨 ”，“辨明”，“辨 ”，“辨析”등은 모두 “辨”으로 써야지 “ ”으로 써서는 

안된다. 그러나 “辨白”，“辨正”에서는 “辨”이나 “ ”을 모두 쓸 수 있다. “ ”의 

중간에 있는 “言”은 ‘변명하다, 변론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또한 “ ”，“

”，“ 解”, “ ”，“ 斥”，“ 士”，“ ”등은 모두 “ ”으로 써야지 “辨”으로 

쓰면 틀리다. “ 白”，“ 明”，“ 正”，“ 證”에서는 “辨”으로 쓸 수 있다. 한편 

‘머리를 땋다’라는 “bian子”는 “ 子”로 써야한다. 이것을 “ 子”라고 쓰면 안

된다. “抓 子”，“揪住 子” 등에서도 “ ”으로 써야 하는데 “ ”의 가운데는 실

사변이다. “草帽 ”，“蒜 子”라고 할 때는 “ ”이나 “ ”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

다.

秉(bǐng) “秉”과 “禀”은 같이 쓸 수 있을 때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같이 쓸 수 

없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秉承”을 “禀承”이라고 쓸 수 

있지만, “秉性”을 “禀性”이라고는 쓸 수 없다. “秉性”은 “秉性各异” 에서와 같이 

‘성격’을 뜻하며 “禀性”은 “禀性 移”에서와 같이 ‘본성’을 뜻한다. “禀 ”, “禀告”

를 각각 “秉 ”, “秉告”라고 써서는 안된다. 또 “秉公”，“秉正”을 “禀公”, “禀正”

이라고 쓰면 틀리다. 

憋屈(bie qu) 가끔 “憋屈”를 “憋曲”로 잘못 쓰는 사람이 있다. “憋屈”는 “委屈”, 

“憋 ”과 뜻이 비슷하여 ‘억울함이나 걱정을 참다’는 뜻을 가진다. “曲”로는 “委

曲”라는 단어를 만들 수 있는데 “委曲求全”와 같은 말은 ‘어쩔 수 없이 타협하다’

는 뜻으로 억울함이나 걱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憋屈”는 “憋曲”라고 

쓸 수 없다. 

(bo) “ ”와 “鏺”는 발음과 뜻이 비슷해서 혼용하기 쉽다. “ ”는 bo로 읽는데  

보통 “ ”라고 부르는 ‘동( )으로 만든 악기의 한 종류’이다. 어떤 이들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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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鏺”로 잘못 쓰기도 하는데 “鏺”는 po로 읽고 ‘풀을 베는 낫의 일종’이다. 이 

두 자는 꺽임 하나의 차이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는 쇠금변에다 “友”를 

더한 것이고 “鏺”은 쇠금변(金)에 “ ”를 더한 것이다.

晡(bu) “晡”, “哺”, “脯” 이 세 자는 자형이 비슷해서 혼용하거나 틀리게 쓰기 

쉬운데 반드시 정확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 晡는 bu로 읽고 날일변에 “甫”자를 

붙인다. 뜻은 ‘신시(申 )’, 즉 ‘오후 3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을 나타내므로 날일

변(日)을 쓰는 것이다. “哺”는 bu로 읽고 입구변에 “甫”를 더한다. ‘양육하다, 배

양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으므로 입구변을 쓴다. 또 “脯”는 pu로 발음하며 “月”자

와 “甫”자를 더한다. ‘흉부나 가슴부위의 고기’를 뜻하는 말로 달월변을 쓴다. 이

렇게 정확히 구분한다면 바르게 쓸 수 있다.

 

步(bu) 상용자이지만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은 자이다. “步”의 정확한 쓰기법은 

위는 “止”, 아래는 “少”로 “少”에서 한 획을 뺀 모양이다. 그런데 자주 종종 아랫 

부분을 “少”로 잘못 쓴다. “步”로 쓰는 자는 없다.   

C

蚕(can) “蚕”은 잘못 쓰기 쉬운 자로 윗부분의 “天”을 “夭”로 잘못 쓰고 있다. 

“蚕”은 옛부터 “天虫”으로 불리었기 때문에 이 자의 윗부분은 당연히 “天”자라

야 한다. 또 “蚕”은 ‘벌레의 일종’이므로 아랫부분에 “虫”자를 쓴다. “天虫”이 

“蚕”로 변한 자로서 “夭”아랫부분에 “虫”을 더한 자는 한자에 없다.

操作(cao zuo) ‘일정한 순서와 기술적인 요구에 따라 활동하는 것’을 “操作”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操作方法”, “操作 程” 등이 예이다. ‘노동하다, 일하다’도 “操

作”라고 한다. “操做”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做活”，“做事”，“做工”，“做

作”라고 쓸 때만, “做”라고 써야 한다.

和(chan huo) ‘같이 섞다’라는 말을 “ 和”라고 하며 “土地砂子 和在一起用”, 

“ 事你 瞎 和” 와 같은 말이 있다. 그러나 “ 和”를 “ 合”라고 쓰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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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和”는 ‘연합, 혼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合”는 ‘닫다’, ‘결합, 부합’ 등의 의미

를 가진 말이다. 

娟(chan juan) “ 娟”은 ‘곱고 아름답다’는 뜻이며 여자를 형용할 때 많이 쓴

다. 또 “千里共 娟”의 “ 娟”은 ‘달’을 의미하기도 한다. 娟은 모두 계집녀변을 

쓴다. 이것을 “ 娟”으로 잘못 쓰는 사람이 있는데 “虫”이 있는 “ ”은 매미로 곤

충으로 “ ”, “ ” 등에서 쓴다.

(chan) “ ”은 ‘얽히다’는 뜻으로 실사변에 오른쪽에는 “ ”를 붙인다. 가끔 오

른쪽에 “厘”를 붙여 쓰는데 점획 하나가 적게 쓰 다. 점획 하나의 차이지만 용

납할 수 없는 오류이다.

(chang) “ ”，“ ”，“ ”, 이 자들은 가끔 혼용하거나 잘못 읽는 경우가 있

다. “ ”은 chang으로 읽어 ‘맛보다, 시험해보다’의 뜻으로 쓰며 사람인변이 없는 

자이다. “ ”도 chang으로 읽지만 ‘상환하다, 배상하다’는 뜻을 가지며 사람인

변이 있어야 한다. 한편 “ ”은 shang으로 읽어 ‘하사하다, 상을 주다’의 뜻으로 

쓰며, “ ”자 아래에 “ ”를 쓴 자이다. “ ”는 옛날 화폐 다. “ ”은 “ ”

로 쓸 수 없고，“ ”으로도 쓸 수 없다. 마찬가지로 “ ”를 “ ”로 쓰거

나， “何 ”을 “何 ”으로 써도 안된다.    

朝廷(chao tíng) 이 단어는 자주 “朝庭”으로 잘못 쓰고 있다. “庭”은 ‘대청’이나 

‘뜰’을 나타내고 “廷”은 ‘조정, 궁정’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朝庭”으로 쓸 수 

없고 “朝廷”으로 써야 맞다. “庭院”, “庭 ”, “大庭广 ”, “法庭”에서는 “庭”으로 

쓴다.

嗔(chen) “嗔”과 “瞋”은 모두 chen으로 읽는다. 그러나 뜻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써야 한다. ‘화와 분노’를 의미할 때는 “嗔怪”, “嗔 ”에서와 같이 “口”자가 있는 

“嗔”을 써야 한다. 그리고 화가 났을 때 눈을 크게 뜨는 것을 의미할 때는 “瞋目

而 ”에서와 같이 눈목변이 있는 “瞋”를 써야 한다. 또 “目”자 옆에 “堂”를 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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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cheng으로 읽고 ‘눈을 크게 뜨고 보다’는 뜻을 갖는다.    

(cheng) pìn으로 잘못 읽거나 “聘”으로 잘못 쓰기 쉬운 자이다. “聘”과 “ ”

은 쓰는 법, 발음, 뜻이 모두 다르다. cheng으로 읽는 “ ”은  ‘말이 앞으로 달려

가다’는 뜻이므로 말마변을 쓰고 pìn으로 읽는 “聘”은 ‘초빙하다’의 뜻으로 귀이

변(耳)을 쓴다.

笞(chi) 어떤 사람들은 이 자를 “苔”로 잘못 쓴다. 또 tai나 shī로 잘못 읽기도 

한다. “笞”는 chī로 읽어 ‘곤장이나 채찍으로 매질하다’는 뜻이며 그래서 대죽변을 

쓰는 것이다. 윗 부분이 풀초변인 “苔”는 tai로 읽고 ‘이끼’의 뜻이다.

茌(chí) “茌”, “荏”, “茬”는 자형이 비슷하여 틀리게 쓰기 쉽다. 이 세 자는 모

두 풀초변을 포함하나 아랫부분은 차이가 있다. chí로 읽는 “茌”는 ‘草’아래에 ‘仕’

를 더한다. “茌平(산동성에 있다)”에서와 같이 지명에 쓰인다. “荏”은 ren으로 읽

고 “草”아래에 “任”을 쓴다. ‘시간이 덧없이 지나다’는 뜻으로 “光 荏苒”이라는 

말에서 쓴다. “茬”는 cha로 읽고 “草”자 아래에 “在”를 쓰며 ‘그루터기, 전작지’를 

가리킨다. “茌”는 한 획을 많이 써서 “荏”으로 쓰기 쉽고，“荏”은 한 획을 잘못 

그어서 “茬”로 쓰기 쉽다. 

弛(chí) “弛”와 “ ”는 발음이 모두 chí이며 자형도 비슷하여 혼동해 쓰기 쉽다. 

“弛”는 활궁변(弓)을 쓰며 ‘느슨하다, 완만하다’의 뜻이다. “弛 ”，“弛禁”，“弛

懈”，“松弛”，“ 弛 등에서 모두 “弛”를 써야지 “ ”를 써서는 안된다. “ ”는 말

마변( )으로 ‘말이 빨리 달리다’는 뜻이다. “ ”，“ 援”，“ ”，“奔 ”，“背

道而 ”에서는 모두 “ ”를 쓰고 “弛”를 쓰지 않는다. 어떤 광고문구 중에 “ 近

弛名”，“弛名中外”라고 쓰고 있는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 名”은 ‘명성을 

멀리 떨치다’는 뜻이다.

(chì) “ ”와 “ ” 두 자는 종종 혼동하여 잘못 쓴다. 그러나 자형과 발음이 

모두 다르므로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는 chì로 읽고 ‘바로잡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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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부수는 ‘饣’를 쓰고 오른쪽 위에 변형된 ‘人’을 쓴 후 그 아래 ‘力’를 더한다. 

한편 ‘ ’는 shì로 읽고 ‘장식하다’는 뜻이다. ‘饣’자 오른쪽에 ‘人’자를 쓰고 그 아

래 다시 ‘巾’을 더한 모양이다. 이 두 자의 구분은 오른쪽 아랫부분에 있으며 

하나는 ‘力’이고 다른 하나는 ‘巾’이다. 

充其量(chong qí liang) ‘가장 크게 어림잡다’는 뜻을 가진 부사는 “充其量”이지 

“充 量”으로 쓰면 안된다. ‘其’는 ‘그(그것), 저것’을 의미한다. 반면 “ ”는 ‘정돈’

과 ‘일치’를 의미하므로 “充 量”으로는 쓸 수 없다.  

(chong) “ ”와 “春”는 자형과 발음이 비슷해서 혼동해서 읽거나 잘못 쓰기 

쉽다. “ ”은 chong으로 읽으며 “ 米”는 바로 ‘쌀을 찧다’는 말로 “ ”자의 아랫 

부분은 “臼”이고 “春”의 아랫부분은 “日”이다.

(chu) “ 柜”를 “ 柜”라고 쓰고 “ 具”를 “ 具”라고 쓰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는데  모두 틀린 것이다. 이 두 자는 서로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혼용하면 

틀리게 된다. 요리를 하는 방을 “ 房”이라고 하고 요리를 만드는 도구를 “ 具”

라고 하며 요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 ”라고 한다. 여기서는 모두 “ ”를 

써야지 나무목변(木)이 있는 “ ”를 써서는 안된다. “ ”는 옷과 물건을 놓아두는 

가구로서 “ 柜”，“衣 ”，“ ”，“碗 ”，“ 窗” 등에서 쓴다. 여기서 “ ”는 

반드시 나무목변(木)이 있는 “ ”를 써야 하며 “木”를 쓰지 않으면 틀리다.

 

牌子(chuang pai zi) ‘상품의 질이나 서비스의 질로써 상품이나 기업의 지명

도를 높힌다’는 말을 “ 牌子”라고 한다. “ ”은 ‘창업하다, 창조하다’의 뜻이다.  

“ 牌子”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 ”은 ‘돌진하다, 단련하다, 문제를 일으

키다’는 뜻이다. 브랜드는 “돌진( )”해내는 것이 아니라 “창조( )”해내는 것이므

로 “ 牌子”로 쓰는 것이 맞다.  

淳(chun)  “淳”과 “ ”, “惇”, “醇”，이 네 자는 오른쪽 부분이 모두 “享”으로 

자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혼동한다. 그러나 부수가 서로 다르므로 확실히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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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수 있어야 한다. chun으로 읽는 “淳”은 원래 ‘물이 새는 밭’을 가리키는 말

이므로 삼수변(氵)을 썼으나 오늘날에는 ‘순박하고 인정이 많다’는 뜻으로 쓰고 

있다. zhun으로 읽는 “ ”은 ‘간곡히 타이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말 언변(讠)

을 쓰며 “ ”가 그 예이다. 또 dun으로 읽는 “惇”은 ‘사람의 인품이 좋다, 

믿음직하다’의 뜻이므로 “忄”을 쓰고 “醇”은 그 발음이 chun으로 ‘술 냄새가 농후

하다’의 뜻이므로 “酉”자를 쓴다. 옛날에는 “酒”자를 “酉”로 썼다. 부수가 다르면 

포함하는 뜻도 각각 다르므로 분명한 구분법을 익혀야만 잘못 쓰는 일이 없을 

것이다.    

(cì) “ ”, “ ”, “ ”의 오른쪽 부분이 “ ”이어서 “ ”자에서도 “ ”을 쓸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 ”자는 “昜”의 간체자이지 “易”자의 간체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 ”자를 “ ”으로 써서는 안되며 “ ”, “ ” 모두 틀

린 것이다.   

(cou) “ ”자는 “ 巧”, “ 合”와 같이 부수가 이수변(冫)인데 사람들은 간혹 

삼수변(氵)으로 잘못 쓴다. “ ”자에 삼수변을 쓰는 방식은 이미 폐지되었다.   

D

担待(dan dai) ‘양해하다, 감당하다’라는 뜻으로 “您多担待”, “担待不起”에서와 같

이 주로 “担待”라고 쓴다. 그런데 이것을 “担戴”라고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待”를 “戴”로 잘못 쓴 경우인데 “待”는 ‘대하다’는 뜻이고 “戴”는 “戴帽子”에서와 

같이 ‘어떤 물건을 착용하다’라는 뜻을 나타낸다. “担戴”라는 단어는 없다.

担心(dan xīn) ‘걱정하다’는 말은 “耽心”이 아니라 ‘担心’이라고 써야한다. “耽”은 

‘시기를 놓치다’라는 뜻으로 “耽 ”, “耽 ”에서는 “耽”을 쓰지만 “耽心”이라고는 

쓸 수 없다.

致(dao zhì) “ 系 致破裂”에서 “致”는 ‘일으키다, 초래하다’의 뜻을 가진 말

이다. 그러나 “至”는 ‘다다르다, 이르다’의 뜻이므로 “致”를 “至”로 써서는 안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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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至”라는 단어는 없다.

 

倒胃口(dao wei kou) ‘물려서 먹기 싫다’는 말을 “倒胃口”로 표현하는데 이것을 

“倒味口”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위와 입이 음식을 먹고 싶지 않다’는 뜻이지 

‘맛(味)’이 나빠진 것은 아니므로 여기서는 “味”를 쓸 수 없다. 또 “味”와 “口”는 

나란히 쓸 수 없다.

袛(di) “袛”, “衹”, “祗”, “祇”, 이 네 자는 자형이 거의 비슷해 구분이 어렵고 

혼동하기 쉽다. “袛”는 dī로 읽고 옷의변(衤)을 쓰며 오른쪽 아래에 점을 찍고 

‘짧은 옷’을 뜻한다. 또 “只”의 이체자인 “衹”는 zhǐ로 읽고 옷의변(衤)을 쓰며 아

래에 점을 찍지 않는다. 한편 zhī로 읽는 “祗”는 옷의변(衤)쓰고 오른쪽 아래에 

점을 찍어 ‘삼가다, 공경하다’의 뜻으로 쓰며 qí로 읽는 “祇”는 같은 옷의변(衤)을 

쓰지만 오른쪽 아래 점이 없으며 ‘지신(地神)’을 뜻한다. 이 네 자는 단지 부수

나 점 하나의 차이만을 가지고 있어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틀리기 쉽다. 이들 

중“衹”와 “祗”는 “只”의 이체자이기도 하다.      

遣(diao qian) “ 遣”을 “ ”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遣”은 ‘파견하

다’는 뜻을 “ ”은 ‘질책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 遣”은 ‘파견하다, 인사이동

하다’의 뜻의 말로 “ ”의 “ ”을 써서는 안된다.  

E

俄 (e qǐng) “俄 ”은 ‘매우 짧은 시간’의 뜻이다. 이 단어를 간혹 “俄 ”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qīng으로 읽는 “ ”은 ‘기울어지다’는 뜻이다. “ ”과 

“ ”, 이　두　 자는 자형, 발음, 뜻 모두 다르므로 “俄 ”을　“俄 ”으로　쓰면　

안된다. 

噩(e) “噩”와　“ ”는　발음이 같지만 뜻에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다. “ ”，“ ”，“ 兆”라고　쓰면　“ ”을　모두　잘못　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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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 ”를　e라고　읽을 때는　‘혐오하다，악렬하다，흉악하다’와 ‘죄악’이라는　

뜻을 가진다. “噩 ”，“噩 ”，“噩耗”，“噩兆”에서는 모두 “ ”로 쓰지 말고 “噩”

로 써야 한다.

(er) “ 名遐 ”의 “遐 ”은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뜻한다. 그러나 간혹 이것을 

“遐 ”로 쓰는 경우가 있다. “ ”은 ‘가까운 곳’이라는 뜻이 없으며 ‘먼 곳’을 의

미하는 “遐”와 병렬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 이외에 “ ”라고 쓰면 ‘근래’의 뜻

이며 “ ”나 “而 ”로 쓸 수 없다.  

F

砝 (fa ma)　가끔 “法 ”로　잘못 쓰는 단어이다. 무게를 잴 때 쓰는 천칭에 

달린 물체를 “砝 ”라고 하는데 “砝”은 “石”변을 써야지 삼수변(氵)을 쓰는 “法”

로　대신할 수 없다．“法”는 ‘법률’，‘방법’，‘모방하다’등의　뜻으로 저울추와는 

관계가　없다．또 “ ”도 틀리게 쓴 것인데 “ ”는 경태람을　만드는　‘에나멜’

이란 물질을 가리킨다. 

坊(fang)　큰 길이나 골목명에　많이　쓰는 자로 북경에 “白 坊”이라는 곳이 

있으며 “ 坊(절개방)”에서는 ‘패방’을　뜻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소규모　수공

업자의　작업 장소’를　“坊”이라고　하여 “油坊”，“粉坊”，“磨坊”등과 같이 쓴다.　

“坊”과 “房”은 다른 말로 “作房”，“染房”，“磨房”의 “房”은 모두 잘못 쓴 경우이

다.

俸 (feng lu) ‘봉건시대에 관리의 월급’을 “俸 ”라고 했다. 이것을 “奉 ”로 잘

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사람인변(亻)을 빠뜨려서는 안된다. “俸”과 “奉”은 서로 

다른 뜻이므로 “奉 ”의 “奉”도 “俸”으로 대체해서는 안된다. 

 

射(fu she) ‘한 중심에서 각 방향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 射”라

고 한다. “ ”는 ‘차 바퀴에 있는 바퀴통과 바퀴테를 연결하는 막대’를 가리키는 

말로 수레거변( )을 써야하는데 “幅度”의 “幅”로 잘못 이용해 “幅射”라고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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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자를 쓰는 경우가 있다. 

傅(fu) “ 傅”를 “ 付”로 잘못 쓰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傅”는 ‘보좌하다, 

교도하다’의 뜻이며 “付”는 ‘교부하다, 넘겨주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 付”라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또 이것을 “ 父”로 잘못 쓰기도 하는데 “ 父”는 ‘스님’, 

‘비구니’, ‘도사’에 대한 존칭이다. ‘기예를 전수하는 사람’을 가리킬 때는 “ 傅”로 

써야 한다.  

G

丐(gai) “丐”는 “丏”으로 잘못 쓰기 쉽기 때문에 두 자간의 필획차이를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丐”는 gai로 읽고 ‘구걸하다’의 뜻으로 쓰거나 ‘거지’를 가리킨다. 

윗부분은 “下”자 밑에 “与”자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한 획을 빼서 더하면 된다. 

한편 mian으로 읽는 “丏”은 ‘가리다, 보이지 않다’는 뜻으로 쓰며 윗부분에는 

“ ”를 쓰고 왼쪽에 “ㄴ”를, 오른쪽에는 “ㄱ”을 쓴다.

(gang)　“ ”과 “ ”은 가끔 통용되기도 하지만 같이 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간혹 분명히 구별하지　못하여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다. gang으로 읽는 “ ”은　 

‘비교적　낮고　평평한　산마루’를　가리키는 말로 “山 ”，“ ”，“景 ”등에

서 쓰며 발음이 같은 “ ”과 통용할 수 있다．그러나 “ ”을　gang으로 읽으면 

“ 土 子”，“站 ”등에서 ‘높지 않은　산 또는 솟아오른　비탈언덕’이나　‘직책’

을　가리킨다. 이 때는　“ ”을　“ ”으로　써서는 안된다. “ ”은　또 gang으로

도 읽는데 이 때는 “ 尖(옹골지다)”, “ ”에서와 같이 ‘정도가 절정에　이름’을 

뜻한다. 이 때도　“ ”과　통용할 수　없다．“山 ”은　“山 ”이라고　쓸 수 있으

나 “站 ”을　“站 ”으로 쓰거나 “ 尖”을　“ 尖”으로 써서는 안된다. 

高粱(gao liang) 매우 익숙한 단어이지만 “高梁”으로 자주 틀리게 쓴다. “高粱”

은 ‘곡식’의 일종이므로 “粱”자 아랫부분에 “米”자를 써야지 “木”자를 써서는 안

된다. 반면 “梁”은 ‘집의 대들보’를 나타내는 말로 “木”자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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工 (gong líng) 자주 쓰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工令”으로 쓰기 쉬운 말이다. 

“ ”은 보통 ‘년수(年 )’를 나타내는 말로 “工 ”，“党 ”，“ ” 등에서 쓴다. 

“令”을 “零”과 같은 말로 ‘숫자의 빈자리’를 가리킬 때는 líng으로 읽고, 양사로 

쓰면 lǐng으로, ‘명령’의 뜻으로 쓰면 lìng으로 읽는다. 어떻게 읽든 ‘년수(年 )’를 

가리킬 수는 없으며 “令”은 “ ”의 간체자도 아니다. 

汩(gu) “汩”와 “汨”는 거의 비슷한 자이므로 주의하지 않으면 틀리게 쓰기 쉽

다. gu로 읽는 “汩”는 삼수변의 오른쪽에 “日”자가 아닌 “曰”자를 쓴다. “汩”는 

물이 흐르는 소리와 모양을 형용한다. 한편 mì로 읽는 “汨”는 삼수변(氵)을 쓰고 

오른쪽에는 “曰”자가 아닌 “日”자를 쓴다. 강 이름인 “汨 江”에서 쓴다.  

倌(guan) 이 자는 “亻”변이 없는 “官”자와는 뜻이 크게 다르다. “地方官”，“当

官的”의 “官”은 “亻”변이 없지만 “猪倌”，“羊倌”에서는 반드시 “亻”변을 써야 한

다. 만약 “我不管他什么牛倌、 倌的， 了就不听”이라고 말한다면 여기에서 

“官”은 ‘관원’을 뜻하고 있으므로 “倌”이라고 쓰면 틀리다. “猪倌”，“羊倌”이라는 

것은 있지만 “牛倌”，“ 倌”이란 것은 없다. “官”은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을, 

“倌”은 동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각각 나타낸다. 

H

涵(han)  “涵”과　“含”은　매우　혼동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분명히 알야하 

한다. “涵 ”，“涵蓄”는 “含 ”，“含蓄”으로 쓸 수 있다．그러나　 “涵 ”，“涵

容”，“涵盖”을 “含 ”，“含容”，“含盖”로 쓸 수 없고 “含 ”, “含 ”, “涵洞”, “

涵”을 각각 “涵意”, “涵 ”, “含洞”, “ 含”으로 쓸 수　없다．또한 “ 多包涵”이

라는 말을 “ 多包含”으로 쓸 수 없고 “包含几 意思”에서　“包涵”으로 바꿔 쓸 

수도　없다．

呵(he) “呵斥”，“呵 ”，“呵欠”을 “喝斥”，“喝 ”，“喝欠”으로 쓸 수 없으며 “呵

呵大笑”도 “喝喝大笑”로 쓸 수 없다. 한편 “笑呵呵”는 “笑哈哈”로는 쓸 수 있으나 

“笑喝喝”로는 쓸 수 없다. “喝”는 “喝水”，“喝酒” 에서와 같이 ‘마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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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呵”대신 발음이 같은 “喝”를 잘못 사용하기도 한다.

何 (he chang) “何 ”은 반어적인 어투로 ‘그런 적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다. “我何 不想多念几年 , 但 件不允 。”같은 문장에서 

“ ”은 “ ”의 “ ”을 써야 하며 “ ”의 “ ”을 쓰면 안된다.

合得 (he de lai) ‘마음이 잘 맞다’는 말을 “合得 ”라고 한다. “ 合”의 “合”를 

써야 하는데 종종 접속사인 “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和得 ”는 틀

리게 쓴 것이다.

和 (he ai) “和 可 ”의 “ ”는 초두밑변(艹)을 써야 하는데 윗부분을 “雨”자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 ”는 ‘상냥하고 태도가 바르다’는 뜻이며 “ ”는 ‘안개’

를 뜻하며 “烟 ”，“暮 ”에서와 같이 쓴다. 

(he) ‘막혀서 통하지 않다’라는 말을 “隔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隔核”라고 잘못 쓰고 있다. “核”는 ‘핵심, 검증, 원자력’의 의미를 가지며 ‘막다’라

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哄(hong) “哄 ”은 “ ”으로 쓸 수 있으며 “哄然”은 “ 然”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哄然”과 “ 然”의 뜻은 조금 다르다. “ 然作 ”에서와 같이 ‘큰소리’를 

나타낼 때는 “ 然”으로 써야 하고 “哄然大笑”에서 같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소리를 내는 것을 형용할 때는 “哄然”으로 써야 한다. “哄然大笑”를 “ 然大笑”로 

쓰거나 “ 赶”, “ ”을 “哄赶”, “哄 ”으로 쓰면 틀리다. 또한 “起哄”를 “起 ”

으로 쓸 수 없으며 “哄 ”, “哄 ”，“哄抬”에서는 모두 “哄”을 써야지 “ ”으로 

쓰면 안된다.  

蕻(hong) ‘雪里蕻’은 채소 이름이다. “蕻”이라는 다소 어려운 자로 종종 틀리

게 쓰고 있다. “蕻”의 발음이 hong이라고 해서 “ ”이나 “ ”으로 쓰는 것은 옳

지 않다. “蕻”은 “草”자 아래 왼쪽에는 “ ”를 쓰고 오른 쪽에는 “共”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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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蕻”은 채소를 일컫는 고유명사이므로 다른 자로 대신할 수 없으며 다른 곳에

는 쓰지 않는 자이다.

划(hua) “划得 ”와 “划不 ”는 각각 ‘수지가 맞다, 수지가 맞지 않다’의 뜻인데 

“花得 ”, “花不 ”로 쓰면 틀리다. 그리고 “把地划拉划拉”, “又划拉一堆旧衣服”등

에서 쓴 “划拉”는 ‘닦아내다’, ‘방법을 세워 얻다’의 뜻으로 쓴다. 반면 ‘ 자를 아

무렇게나 쓰다’라는 뜻으로 “畵拉”라는 말이 있는데 “ 畵拉”라고 쓴다. 여기서는 

“ 划拉”라고 쓸 수 없다.

然(huan lan) “ 然”은 ‘빛나다’라는 뜻이며 “ 然一新”은 ‘면모가 일신되다’라

는 뜻으로 쓴다. 이것을 “ 然一新”으로 쓰면 틀리다. “ 然”은 ‘완전히 없어지다’

라는 뜻이며 “ 然冰 ”는 ‘얼음이 녹듯이 의심이 확 풀리다’라는 말이다.

惶惑(huang huo) “惶惑”는 ‘두려워서 당혹해하다’의 뜻으로 “惶惑不安”이라고 

말한다. 간혹 “慌惑”로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慌”은 ‘당황하다’는 뜻이며 

“惶”은 ‘두려워하다’는 뜻이다. “惶惶”，“惶惑”，“惶恐”，“惶然”에서는 모두 “惶”

을 써야 하고 “慌 ”，“慌忙”，“慌 ”，“慌促”，“慌手慌脚”에서는 모두 “慌”을 써

야 한다.

晃 (huang dang) ‘어떤 물체가 앞뒤나 좌우로 흔들리다’라는 말을 “晃 ”이라

고 한다. “ ”이 ‘흔들다,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단어를 

“恍 ”으로 쓰면 안되는데 “恍”은 ‘문득, 마치~과 같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  

“晃当”도 틀리게 쓴 경우로 “当”은 ‘적당하다, ~라고 간주하다’의 뜻으로 ‘흔들리

다’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huī) “ ”는 ‘햇빛’의 의미로 “朝 ”，“春 ”，“斜 ”에서 모두 “日”자가 있는 

“ ”를 써야 한다. “ ”는 ‘불빛’을 의미하며 “光 ”，“交 ”，“ 煌”，“余 ”에서

는 모두 “光”자가 있는 “ ”를 써야 한다. “朝 ”와 “光 ”는 모두 틀리게 쓴 것

이다. 단, “ 映”과 “ 映”은 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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晦气(huì qi) ‘불길하다, 재수없다’는 “晦气”를 “ 气”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크

게 잘못되었다. “ ”는 ‘더럽다’는 뜻으로 “ 气”는 ‘맡기 어려울 정도로 더러운 

냄새’를 뜻한다. “ 的 气”라고 쓴다면 ‘얼굴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다’라는 뜻

으로 변해서 완전히 다른 뜻이 된다. 그러므로 ‘재수가 없다’는 뜻으로 쓰는 “晦”

자를 “ ”자로 써서는 안된다.

活泛(huo fan) “心眼活泛”이란 말은 ‘재치가 있다, 임기응변에 강하다’라는 뜻이

다. 또 ‘주머니 사정이 좋다’라는 뜻으로 “活泛”을 쓰기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

들은 이 “活泛”을 “活 ”으로 잘못 쓰고 있다. “ ”은 ‘판매하다’의 뜻으로 “活 ”

이라는 말은 단어가 될 수 없다.

J

蛋(jī dan)  너무 자주　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바르게 쓸것

이라 생각하지만　잘못　쓰는　경우가　적지 않다．“ 旦”으로 잘못 쓰는　경우

를　자주　보게　된다．“蛋”은　닭이 낳은　알을 가리키고 “旦”은　 ‘날이　밝

다’，‘새벽’　혹은　‘어느 날’ 등의　의미가　있다．예를　들면，“元旦”에서 쓰고 

있는 자로 ‘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 旦”이라고　쓰는　것

은　잘못된 것이며　“旦”은 “蛋”의 간체자도 아니다.

己(jǐ) “己”, “已”, “巳” 이 세 자는 혼동해서 쓰기 매우 쉽기 때문에 반드시 미

세한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自己”의 “己”는 jǐ로 읽고 자는 윗부분

이 모두 터지게 써야 한다. 이 부분을 반만 터지게 쓰면 yǐ라고 읽는다. 바로 “已

”의 “已”인데 반만 트이게 써야지 다 트이거나 아예 막히게 써서는 안된다. 

“巳”는 sì로 읽으며 “巳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에서 쓴다. 이 자는 윗부분

을 다 막히게 써야지 완전히 열리거나 반쯤 막히게 써서는 안된다. 일상생활에서

도 “自己”를 “自已”로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하여 써야 한다.

(jǐ duì) “ 人”이라는 말은 ‘사람을 강제로 복종하게 하다’라는 뜻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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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데 이것을 “ ”로 잘못 쓰는 사람이 있다. “ ”는 ‘환전하다, 현금으로 바꾸

다’는 뜻으로 ‘예금을 찾으려고 몰려들다’라는 말을 “ ”라고 한다. ‘사람’은 현

금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 人”이란 말은 쓸 수 없다.

  

豇豆(jiang dou) ‘가늘고 긴 콩 꼬투리’를 “豇豆”라고 한다. 이것을 자주 “江豆”

로 잘못 쓰는데 “江河”의 “江”은 채소와는 관계가 없다.

 

佼佼(jiao jiao) “佼佼者”, “庸中佼佼”는 모두 ‘보통 수준을 넘어서다’는 뜻이다.  

그런데 “佼佼”를 “姣姣”로 쓰면 틀리다. “女”자가 있는 “姣”는 “姣好”에서와 같이 

‘용모가 아름답다’는 뜻으로 쓰고 ‘보통 수준을 넘다’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또 “姣”는 중첩해서 쓰지도 않는다.

 

孒 (jie jue) 모기의 유충을 “ 孒”라고 한다. 이 두 자를 잘못 쓰는 두 가지

의 경우가 있다. 하나는 “孒  ”와 같이 두 자를 바꿔서 쓰는 경우이고，다른 

하나는 “  ”나 “乀”를 “一”로 써서 “子”라는 다른 자로 바꿔 쓰는 경우이다. 

 

羯(jie) “羯羊”은 거세한 양을 일컫는 말이다. 한편, 양의 뼈로 만든 요리를 “羊

羯子”로 쓰면 안된다. 뼈 중에 전갈같이 생긴 부분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羊蝎

子”라고 써야 한다. “羯”는 양양변(羊)을 써서 양의 종류를 나타내지 양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矜持(jin chí) “矜持”는 ‘자중하다, 딱딱헤지다’의 뜻을 가진 말로 “矜”의 편방은 

“矛”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衿”으로 쓰는데 자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衿”

은 옷의변이며 ‘옷깃’이나 ‘옷고름’을 뜻하며 ‘자중하다’는 뜻은 갖고 있지 않다. 

또 “妗”으로 쓰는 경우도 물론 잘못된 것이다. “妗”은 ‘외숙모’ 또는 ‘처남이나 처

형의 아내’를 뜻한다.

 

腈 (jing lun) “腈 (아크릴섬유)”은 유기화합물의 일종으로 니크릴을 합성한 

것이다. 그런데 “晴天”의 “晴”을 사용하여 “晴 ”으로 잘못 쓰는 것을 자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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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腈”은 jīng으로 읽고 “晴”은 qíng으로 읽어 발음이 서로 다르다. “晴 棉”

으로 틀리게 읽는 사람도 적지 않다.

 

(jìng zheng) “ ”을 “竟 ”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 ”은 ‘경쟁, 시

합’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 “竟”은 ‘끝내다, 결국’의 뜻을 가진 말이다. 그러므

로 “竟 ”이라고 쓰면 틀리다.

毒(ju du) “ 毒”는 ‘맹독’을 뜻하는 말로 ‘거대한 독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巨毒”는 틀린 말이다. 또한 “ 增”은 급격히 증가하다는 뜻으로 “巨增”

이라고 쓰는 것도 옳지 않다.

K

揩油(kai you) ‘남을 속여 이득을 보다’라는 말을 “揩油”라고 한다. 이 말을“

油”로 쓰면 분명히 틀린 것이다. 또 “卡油”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 또한 틀린 

자이다. “揩”는　kai로 읽고 ‘닦다，칠하다’의　뜻을 가진다. 

坎(kan) ‘땅이 조금 위로 올라온 부분’을 “坎儿”이라고 하며 “土坎儿”，“田坎儿”

에서 모두 “坎”으로 쓴다. 그러나 “ ”에서는 “ 坎儿”으로 써서는 안되는데  

이 때 “ ”은 jian이 아니라 kan으로 읽는다.

溘然(ke ran) “溘然”은 ‘갑자기’의 뜻이며 “溘然 逝”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

라는 뜻이다. “溘”는 삼수변(氵) 써야 하는데 입구변(口)을 써서 “嗑”로 쓰거나 

돌석변(石)을 써서 “磕”로 쓰면 모두 잘못된 것이다.

乏(kuì fa) “ 乏”는 ‘결핍되다, 부족하다’는 뜻이다. 이것을 “ 乏”로 쓰면 안

된다. “ ”는 ‘선사하다’는 뜻으로 “缺乏”를 “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므로 “

乏”라는 말은 쓸 수 없다.

(kuì luan) ‘어리둥절하다, 혼란하다’의 뜻으로 쓰는 “ ”이라는 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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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심방변(忄)이다. 그러나 이것을 발음이 같은 “ ”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 ”은 ‘상처가 감염되어 썩다’는 뜻으로 “ ”의 뜻과는 거리가 멀다.

廓(kuo) “廓”와 발음이 같고 뜻이 비슷한 것으로 “ ”와 “ ”가 있다. 서로 혼동

하여 잘못 쓰는데 “寥廓”，“ 廓”，“廓 ”에서는 모두 “廓”를 써야 한다. 또 “廓

大”，“廓 ”은 “ 大”，“ ”으로 쓸 수 있으나 “ 充”，“ 展”，“ 散”은 “廓

充”，“廓展”，“廓散”으로 바꿔 쓸 수 없다. 그리고 “广 ”，“ ”，“海 天空”，

“高 ”에서 쓴 “ ”는 “廓”로 바꿔 쓸 수 없으며 “ 气”라는 말에서도 “ ”만 

쓸 수 있다. “廖廓”는 ‘높고 텅비다’는 뜻이고, “ ”는 ‘넓고 광활하다’는 뜻이다.  

L

剌(la)　“剌”와　“刺” 두 자의 필획의 차이를 주의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다. “剌”는　la로　읽고 “剌戾”등에서 ‘거칠다, 건방지다.’라는　뜻으로 쓴다. 왼

쪽에　쓰는 “束”는 가운데 부분의 입구를　막아야한다．cì로 읽는 “刺”는 ‘암살하

다，자극하다’라는 뜻이며 왼쪽부분이 “朿”로 입구를 막으면 안된다．“ 光剌眼”

이나 “秉性刺戾”로 쓰면 모두 틀린 것으로 가로획 하나가 있고 없음에 따라 서로 

다른 자가 된다. 

腊月(la yue) ‘음력 12월’을 “腊月”라고 하는데 “月”자가 있는 “腊”를 써야 한다. 

이것을 “蜡月”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벌레충변(虫)이 있는 “蜡”는 “蜡 ”에

서 쓰는 자로 “蜡月”는 단어가 될 수 없다. 옛날 음력 12월에 모든 신에게 합

동으로 제사 지내던 것을 “腊”라고 했는데 후에 제사를 지내던 달을 “腊月”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胜(lan sheng) “ ”은 ‘보다’라는 뜻이다. ‘풍경이나 관광지를 구경하는 것’을 

“ 胜”이라고 한다. 그런데 “ ”을 “ ”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 ”은 ‘안

다, 맡다, 도맡다’의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로서 “ 胜”이라고 말하면 ‘관

광지를 안다, 맡다’의 뜻이 되므로 당연히 틀리게 된다. “ ”을 앞부분에 쓰는 합

성어는 “ 胜”, 이 한 단어뿐이다. “ ”은 합성어의 뒷부분에 자주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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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때문에 “ 胜”과 같이 “ ”을 합성어 앞에 쓰지 못하고 “ 胜”으로 쓰게 

되는 것이다.

  

用(lan yong) “ ”은 ‘범람하다’과 ‘과도하다’는 뜻을 나타내며 “ ”은 혼란하

여 질서가 없음을 나타낸다. “ 用 ”, “ 用方言土 ”에서 “ 用”은 ‘절제없이 

과도하게 사용함’을 뜻하지 ‘함부로 사용하다’는 뜻은 아니므로  “ 用 ”, “

用方言土 ”으로 쓰면 안된다. 

醪糟(lao zao) “江米酒(감주)”를 “醪糟”라고도 한다. “醪”는 ‘탁주’, ‘독한 술’이란 

뜻으로 쓰는데 이것을 “ 糟”라고 쓰는 사람이 있다. “ ” 는 ‘건지다’라는 뜻의 

동사로 술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 ”는 lao로, “醪”는 lao로 읽어 성조도 서로 

다르다.

耒(lei) 간체자 “ ”를 “耒”로 잘못 쓰는 현상은 너무 자주 나타나는 일이라 별로 

심각하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이다. “ ”는 가로획이 세 개가 아니라 두 

개의 가로획 사이에 좌우로 점이 있는 자이다. “耒”라고 쓴 자는  lai로 읽지 

않고 lei로 읽고 옛날 농기구의 일종이다.  

哩(li) “哩哩啦啦”는 ‘똑똑, 찔금찔금’이란 뜻을 가지며 “哩溜歪斜”는 ‘비틀비틀하

는 모양’을 나타낸다. 여기서 “哩”는 입구변(口)이 있는 “哩”로 써야 한다. “离离

啦啦”, “离溜歪斜”로 쓰는 경우는 “离”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莅任(lì ren) “莅任”과 “ 任”은 서로 다른 뜻인데 가끔 혼동해서 잘못 쓰는 경

우가 있다. “莅”는 “到”과 같은 말로 “莅任”은 ‘부임하다’는 뜻을 가진다. 이것을 

“ 任”이라고 쓰면 틀린 것이다. “ 任”은 ‘여러 차례 혹은 연이어 직무를 맡다’

라는 뜻으로서 “上 派一位年 家莅任我厂厂 ”에서 “莅任”을 “ 任”이라고 쓰

면 틀린 말이 된다. 

袂(lian mei) 이 단어는 발음과 자 모두 틀리기 쉽다. “袂”를 자주 jue로 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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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이 때문에 이 자를 “ ”나 “ 抉”로 잘못 쓰기도 한다. “ ”는 ‘헤어지

다’, ‘비법’을 의미하며 “抉”는 ‘골라내다’의 뜻이므로 “ ”자와 단어를 이룰 수 없

다. “袂”는 mei라고 읽어 ‘소매’를 뜻한다. “ 袂”는 ‘손을 잡다’는 의미로 함께 어

떤 일을 한다는 뜻이다. 

  

(lian) 자주 쓰지 않아서 비교적 생소한 자로 발음이 같은 자나 비슷한 

자로 잘못 쓰기 쉽다. 죽은 사람을 관에 담는 것을 “入 ”, “收 ”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주 이것을 “入 ”, “收 ”으로 잘못 쓴다. “ ”은 ‘수렴하다’는 뜻으로 

‘납관’의 뜻을 나타낼 수는 없다.

粮(liang) 이 자는 매우 자주 틀리게 쓰는데，많은 사람들이 이 자를 “／ ”

로 잘못 쓴다. “  ”이라는 자는 없으며 또 “粮”자의 간체자도 아니다. 그 밖에

도 “粮食”，“食粮”을 “粱食”나 “食粱”으로 쓰는 사람도 있는데 모두 틀리다. 그러

나 “高粱”이란 말은 많이 쓴다. “粮食”은 ‘곡식’의 통칭이다. 

 

(liang) “ ”은 '예쁘다, 보기 좋다'의 뜻으로 보통 “ 女”，“ 仔”에서와 같이 

사람을 말할 때 쓴다. “ ”라는 말도 사람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을 나타낼 때는 “亮” 대신 “ ”을 쓸 수 없다. “一道亮 的 景 ”을 “一道

的 景 ”으로 써서는 안된다.  

(long luo) ‘수단을 써서 사람을 끌어들이다’는 말을 “ ”라고 한다. 이 말

을 때로 “ ”로 틀리게 쓴다. “ ”은 ‘합치다, 접근하다, 집계하다’의 의미로 “嘴

合不 ”, “靠 ”，“ 共”등에서 쓴다. “ ”은 ‘뒤덮다’는 뜻이며 “拉 ”이라는 말은 

쓸 수 있지만 “ ”라고는 쓸 수 없다.

M

蟆(ma)　청개구리를　“蛤蟆”라고도　하는데 蛤蟆”를　“蛤 ”로 잘못 쓰는 사람

이 있다．“ 螂”이라고　할 때는　“ ”라고　쓰며　“ 螂”은　‘왕잠자리’를 가리

킨다. “ 蚱(메뚜기)”，“ 蟥(말거머리)”，“ 蜂(나나니벌)”，“ (개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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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 ”를 쓰지만, “蛤蟆”에서는 “蛤 ”라고 쓸 수 없다.

甲(ma jia) ‘겹조끼, 가죽조끼’를 “ 甲”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 甲”와 ‘겹옷’

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 ”로 잘못 쓴다. 그러나 반드시 “甲乙”의 “甲”를 

써야 한다. 

埋怨(man yuan)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남에게 불만을 갖다’라는 말을 “埋怨”

이라고 한다. “埋”은 mai로도 읽고 man으로도 읽는 자이다. 간혹 “埋怨”을 “蛮

怨”, “ 怨”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되었다. “蛮”은 ‘거칠다, 난폭하다’는 

뜻으로 쓰거나 “蛮好”에서와 같이 ‘매우’라는 뜻으로도 쓴다. 여기서 “蛮好”는 “

好”로도 쓸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 “ ”은 ‘숨기다’라는 뜻으로，“ 怨”이라고 

쓰면 ‘원망을 숨기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옳지 않다.

然(mao ran) “ 然 事”를 “冒然 事”로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冒”라는 

자가 ‘경솔하다(冒失)’라는 뜻이며 ‘덜 덜  일을 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것

이라 여기지만 사실 그런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 然 事”은 ‘경솔하게, 생각

없이 일을 처리하다’의 의미이므로 반드시 “ ”를 써야지 “冒”를 쓰는 것은 옳지 

않다. 

酶(mei) 蛋白酶(프로테아제)”，“乳酶生”，“胰酶(판크레이틴)”，“尿激酶(요소효

소)”에서 쓰고 있는 “酶”는 ‘유기화합물’을 가리키며 종종“霉”로 쓰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霉”는 “霉菌”, “霉 ”, “倒霉”, “霉雨天”에서 각각 ‘곰팡이’, ‘썩다’, ‘재

수없다’, ‘장마날씨’등의 뜻으로 쓴다.  

蒙(meng) meng으로 읽는 자는 여러 개가 있다. 그러나 자형과 뜻이 다르므로 

잘못 써서는 안된다. “蒙蒙亮”은 ‘날이 어슴프레 밝아오다’는 뜻이며，“ ”은 

‘가랑비’를 형용한다. “ 雨 ”은 “ 雨蒙蒙”으로 쓸 수 있다. 한편 “曚 ”은 ‘햇

빛이 흐리다’는 뜻이며 “ ”은 “暮色朦 ”, “烟 朦 ”에서와 같이 ‘달빛이 흐리

다’와 ‘명확치 않다’는 뜻으로 쓴다. 그리고 “ 矓”은 눈이 실명했음을 가리키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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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기 직전이나 금방 잠에서 깬 눈이 몽롱한 상태를 말한다. “蒙”，“ ”, “曚”, 

“朦”, “ ”은  발음이 모두 같으나 뜻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

해해야만 바르게 쓸 수 있다.  

懵(meng) “懵懂”은 ‘모호하다, 사리에 어둡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蒙懂”으로 

쓰면 틀리다. “蒙”은 ‘기만하다, 남을 속이다’라는 뜻으로 “懂”과는 관계가 없다. 

“蒙”은 “懂”과 단어를 이룰 수 없다.   

眯瞪(mi deng) ‘잠깐 눈을 붙이다’라는 말을 “眯瞪一 儿”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것을 “迷登”이나 “迷瞪”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틀리다. “眯瞪”은 두 

자 모두 잠이나 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눈목변을 써야 한다. “迷瞪”은 ‘골몰하

다, 아리송하게 되다’의 뜻으로 쓰이며 “迷登”이라는 말은 없다.

弥(mí) “弥漫”은 “迷漫”으로 쓸 수 있고 “弥蒙”은 “迷蒙”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弥散”은  “迷散”으로 쓸 수 없고 “弥天”은 “迷天”으로 쓸 수 없다. 또 “迷离”, 

“迷茫”, “迷 ”는 각각 “弥离”, “弥茫”, “弥 ”으로 쓸 수 없다. “弥”는 ‘두루 미치

다, 골고루 퍼지다’의 뜻이며, “迷”는 주로 ‘분명히 분별하지 못하다’의 의미로 쓴

다. 이 두개의 뜻은 혼용할 수 없다.

  

靡(mǐ) “靡靡之音”은 “糜糜之音”으로 쓰면 틀리다. “靡”는 mǐ로 읽고 아랫 부분

에 “非”자를 쓴다. 이 자는 ‘퇴폐적이고 음탕하다’, ‘저급한 기호’라는 뜻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mí로 읽는 “糜”는 아랫 부분에 “米”자를 쓰며 “生活糜 ”등에서 

‘사치스럽다’, ‘썩어 문드러지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秘(mì) “秘”는 ‘비 ’이란 뜻이며 “密”은 ‘긴 하다, 친 하다, 정 하다’는 뜻 이

외에 ‘비 ’을 뜻하기도 한다. 이 두 자로 만들어지는 단어 또한 매우 많은데 

혼동해 쓰기 쉽다. “秘密”，“秘 ”，“秘 ”，“秘方”，“秘事”，“秘史”，“秘室”，“秘

而不宣” 등에서는 모두 “秘”자를 써야 하며, “密 ”，“密件”，“密令”，“密 ”，

“密 ”，“密 ”，“密 ”，“密探”，“密使”，“密告”，“密 ”，“密 ”，“密封”，“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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密”，“机密” 등에서는 모두 “密”자를 써야 한다. “秘” 뒤에 오는 어소는 대부분 

명사 성질의 것으로 “ ”，“事”，“方”，“史” 등이 온다. 반면 “密”뒤에 오는 어소

는 동사성의 것들이 많아 “探”，“ ”，“ ”，“告”，“封” 등이 온다.

蘑菇(mo gu) ‘식용버섯’을 가리키는 말로 이 두 자는 모두 초두밑변(艹)을 쓴

다. 어떤 사람들은 “草”자를 빼고 “磨姑”라고 적는데 틀린 것이다. 그 외에 “你

跟我蘑菇”라는 말에서 ‘귀찮게 달라붙다’는 뜻을 나타낼 때나 “ 蘑菇了，快走吧”

라는 말에서 ‘시간을 끌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모두 초두밑변(艹)이 있는 “蘑菇”

를 써야 한다.

沫子(mo zi) 거품, 즉 액체로 된 포말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 “沫子”는 “末

子”로 쓸 수 없는데 “末子”는 “ 末子”，“煤末子”에서와 같이 ‘부서져서 가루처럼 

된 물건’을 나타낸다. 액체로 된 것은 “沫”로 쓰고 가루로 된 것은 “末”를 쓴다.

 

漠然(mo ran) ‘관심이 없다, 개의치 않다’라는 뜻의 “漠然”을 써서 “漠然置之”라

고 말하는데 여기서 “漠然”은 “ 然”으로나 “默然”으로 쓸 수 없다. “ 然”은 “

然醒悟”에서와 같이  ‘갑자기’의 뜻을 가지며 “默然”은 “默然相 ”에서 침묵해 말

이 없는 모양을 가리킨다.  

牟(mou) “非法牟利”, “牟取暴利”의 “牟”는 “ ”와 발음이 같고 모두 ‘모색하다’라

는 뜻으로 쓴다. 그러나 “ ”자로 바꿔 쓸 수 없다. “ 生”，“ ”，“ 求”，“

取利益” 등에서 쓰는 mou가 바로 “ ”이다. “ 取暴利”라고 쓰면 잘못된 것이다.

N

赧(nan)  “赧然”은 난처한 모양을 나타내며 “赧然一笑”와 같은 말이 있다. “赧

”은 ‘부끄러워 얼굴을 붉히다’는 뜻이다. “赧”와 “赦”를 혼동하여 “赦然”，“赦

”으로 쓰는 이가 있는데 잘못 쓴 것이다. “赦”는 ‘사면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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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 脚(nie shou nie jiao) 이 단어는 걸을 때 발걸음을 가볍게 내딛는 모양

을 형용한다. 걸음새를 나타내고 걸음은 또 “발(足)”을 사용하기 때문에 “ ”자는  

발족변(足)을 써야 마땅하다. 그런데 심방변을 써서 “ 手 脚”로 잘못 쓰는 경우

가 있다. “ ”의 발음은 nie이고 “ ”의 발음은 she로 발음도 서로 다르다.

忸怩(niu ní) “忸怩”는 ‘부끄럽다, 우물주물하다’는 뜻으로 “忸怩作 ”에서와 같

이 두 자 모두 심방변을 쓴다. 가끔 손수변으로 써서 “扭怩”로 잘못 쓰는 경우

가 보이는데 “扭”는 ‘돌리다, 비틀다’의 의미이다. “扭捏”라는 단어는 ‘길을 걸을 

때 몸을 고의로 흔들다’ 또는 ‘말을 머뭇거리다’는 뜻으로 “扭扭捏捏”와 같이 쓴

다. 그러나 . “扭捏作 ”라고 쓰면 틀리다.

拗(niu) “拗”는 ‘완고하다, 외고집이다, 온순하지 않다’는 뜻을 가진다. “ 拗不

儿子， 是依他了”라는 문장에서 “拗不 ”는 “扭不 ”, “ 不 ”로 쓸 수 없다. 

“胳膊 不 大腿”, “胳膊扭不 大腿”와 같이 “ ”나 “扭” 모두 쓸 수 있다. 그러

나 “胳膊拗不 大腿”라고는 쓸 수 없는데 이것은 “拗”가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  

P

派司(pa si) '통과시켜주다'라고 할 때 보통 “派司”라고 한다. ‘출입증, 통행증’을

“派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때 “派”는 pa로 읽어야지 pai로 읽으면 안된다. 또 

이것을 “帕司”나 “拍司”로 잘못 쓰는 경우도 있다. “派司”의 문은 “pass”이다.

不是(pei bu shi) ‘ 礼道歉’을 보통 “ 不是”라고 한다. “ ”는 “ ”의 “ ”

를 써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陪伴”의 “陪”를 써서 “陪不是”로 잘못 쓴

다. 하나는 “ ”자를 쓰고 하나는 “ꞥ”자를 쓴다. 두 자는 자형과 뜻이 다르므

로 잘 구분하여 써야 한다.

怦(peng) ‘가슴이 뛰다’라는 말은 “心理怦怦直跳”에서와 같이 “怦”을 쓴다. “砰”

과 “嘭”도 모두 소리를 형용하지만 ‘가슴이 뛰다’라는 말을 형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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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砰”은 ‘부딪치거나 무거운 것이 땅에 떨어졌을 때 나는 소리’이고 “嘭嘭”은 ‘문

을 두드리는 소리’를 나타낸다. “心理嘣嘣直跳”라고는 쓸 수도 있다. 

膨 (peng zhang) ‘어떠한 이유로 인해 물체의 길이나 부피가 커지다’라는 뜻이 

“膨 ”이다. “ ”은 “ 冷 ”의 “ ”을 쓰는데 이것을 “膨 ”으로 잘못 쓰는 사

람도 있다. “ ”은 ‘위로 오르다’의 뜻으로 “水 船高”, “物价上 ”에서와 같이 쓰

며  zhang으로 읽어야 한다. 한편, “豆子泡 了”에서와 같이 고체물질이 액체를 

흡수한 후 체적이 커졌음을 뜻할 때, “ 昏 ”에서와 같이 ‘충혈하다’의 의미로 

쓸 때, 그리고 “ 花 了”에서와 같이 ‘초과하다’는 뜻으로 쓸 때 “ ”은 zhang으

로 읽어야 한다.

  

疲 (pí bei) ‘대단히 피곤하다’는 말을 “疲 不堪”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 ”는 

반드시 아래에 “心”자를 써야 한다. 准 의 “ ”을 그대로 쓰면 옳지 않다.

偏僻(pian pì) ‘시내에서 멀고 교통이 불편한 곳’을 말할 때 “偏僻”라고 한다. 

“僻”은 사람인변을 쓰며 “辟”로 쓰면 틀리다. 또 “辟”도 pì라고 읽지만 ‘열다’ 또

는 ‘치 하다’의 뜻으로 쓰며 “偏僻”의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瘠(pín jí) “ 瘠”는 ‘토지가 비옥하지 않다’는 말로 “瘠”는 ‘메마르다’는 뜻이

다. 병질안변(疒)이 없는 “脊”는 ‘등, 등뼈’를 나타내므로 “ 脊”라고 쓰면 안되고 

반드시 병질안변(疒)을 넣어 “瘠”라고 써야 한다.

Q

企求(qǐ qiu)  “企求”를 “乞求”로 쓰면 안되는데 두 단어는 뜻이 서로 다르기 때

문이다. “我只想靠 生活, 有 的乞求”에서 “乞”는 “企”로 고쳐 써야 한

다. “乞求”는 ‘구걸하다’는 뜻을 가지며 “企求”는 ‘얻기를 희망하다’는 의미이다.

(qì) “收 ( 수필)”, “ (검사필)”을 각각 “收迄”，“付汔”로 잘못 쓰는 경우

가 있다. “ ”는 ‘완결하다’는 뜻으로 “收 ”，“付 ”는 각각 ‘ 수를 마치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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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마치다’의 뜻으로 쓴다. 반면, “迄”는 ‘다다르다’라는 동사나 ‘줄곧’의 뜻인 

부사로 써서 “迄今”，“:迄未 效” 등에서 쓴다.

葺(qì) ‘집을 수리하다’는 말을 “修葺”라고 하며 “修葺一新”이라는 말이 있다. 

“葺”는 qì로 읽고 초두밑변(艹) 아래에 “口”자를 붙이고 다시 그 아래에 “耳”를 

붙인다. “口”를 빼먹으면 “茸”자라는 다른 자가 된다. 즉, “修葺”를 “修茸”으로 

쓰면 틀린 것이다. “茸”은 rong으로 읽고 ‘융모’를 가리키며 “草”자 아래에 “耳”자

를 붙이고  중간부분에 “口”자는 없다. 

(qing lai) “ 受 ”는 '사랑을 받다'는 뜻이다. 여기서 “ ”는 “ ”로 

쓰면 틀리다. “ ”자는 lai로 읽고 ‘눈을 똑바로 하고 보다, 중요시하다’의 뜻을 가

지고 있고 “ ”는 lai로 읽고 招 客”등에서 ‘불러들이다’라는 뜻으로 쓴다.

拳拳(quan quan) “拳拳”은 “情意拳拳”, “拳拳之 ”등에서 ‘간절하다’라는 뜻으로 

쓰며 “惓惓”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러나 “ ”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 ”은 ‘권력’을 나타내는 말로 중첩해 쓸 수 없다. 

R

冉冉(ran ran) “月亮冉冉昇起”는 달이 천천히 떠오르는 것을 형용한다. “苒苒”으

로 쓴다면 잘못 쓴 것이다. “苒”와“冉”는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르다. “苒”와 

“荏”이 한 단어를 이루어 “荏苒”이라고 쓰면 “ren ran”으로 읽고 “光 荏苒”에서

와 같이 ‘시간이 천천히 흐르다’는 뜻을 나타낸다.

融洽(rong qia) 서로의 감정이 좋은 것을 “ 系融洽”라고 말한다. “融洽”는 “溶

洽”로 잘못 써서는 안되는데 “融”은 ‘융합, 조화’의 뜻을 지니므로 “融洽”라는 단

어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溶”은 ‘녹다, 융해되다’라는 뜻으로 “溶洽”라는 말은 

없다.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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洒落(sa luo) 흩어지며 떨어지는 것을 “洒落”라고 한다. “洒”와 “撒”의 뜻이 서

로 다르므로 이것을 “撒落”라고 쓸 수 없다. “往地上洒点水”, “粮食洒落了一地”, 

“洒泪分 ”에서는 모두 “洒”로 써야지 “撒”로 써서는 안된다. “撒”는 “撒手”, “撒

网”, “撒尿”등에서 ‘놓다’, ‘펴다’라는 뜻을 가지며 “撒 ”, “撒 ”등에서는 ‘발휘하

다’, ‘펼쳐보이다’라는 뜻으로 쓴다. 이 때는 모두 “撒”로 써야지 “洒”로 쓰면 안

된다.  “洒尿”라고 쓰는 사람도 있는데 분명히 틀린 것이다.

瘙痒(sao yang)  피부가 가려울 때 “瘙痒”이라고 한다. “瘙”는 sao로 읽고 부수

는 “疒”자이다. 이것을 “搔痒”이라고 쓰면 틀린 것이다. “搔”는 sao로 읽고 ‘손으

로 다’는 뜻을 가진다. “瘙痒”은 형용사이고, “搔”나 “搔痒”은 모두 동사로 쓴

다.

(shan shan)  “ ”은 ‘걷는 자태가 느리고 여유로운 모양’을 나타내며, 예

를 들면 “ ”등이다. 비록 ‘느리게 걷는 모양’을 뜻하긴 하나 “足”자가 있

는 “跚”을 쓰면 안 된다. “ 跚”는 “步履 跚”에서와 같이 ‘휘청거리며 걷는 모양’

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 “ ”을 “珊珊”으로 써도 틀리다.

(shan shuo)  “ ”는 ‘빛이 흔들거려 밝았다 어두웠다하는 모습’을 나타

내거나 “ 其 ”에서와 같이 말을 할 때 숨기는 것이 있음을 나타낸다. “ ”는 

shuo로 읽으며 불화변에 “ ”을 더한 것이다. 때로 이 단어를 “ 灼”로 쓰는데  

잘못 쓴 것이다. zhuo로 읽는 “灼”는 “ 知灼 ”에서 ‘확실한 견해’를 나타내는 

말로 쓰 다. 또 ‘밝기’를 나타내는 말로 “目光灼灼”라는 말에도 쓰기는 하지만 

‘갑자기 밝았다 어두워졌다 하다’는 뜻은 없다.

(shan yang) “ ”은 종종 “瞻 ”으로 잘못 쓰인다. shan으로 읽는 “ ”은 

“ ”자 부수를 쓰고 ‘풍부하다, 넉넉하다’는 뜻을 가진다. “ ”은 ‘자녀가 노인

을 부양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zhan으로 읽는 “瞻”은 “目”자 부수를 쓰고 ‘앞쪽

이나 위쪽를 향해서 보다’라는 뜻을 가진다. 그러므로 “瞻 ”은 단어가 될 수 없

다. 한편 “瞻仰 容”에서 쓴 “瞻仰”이라는 단어는 ‘공경하여 우러러보다’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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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hao mai) 찐빵과 비슷한 식품으로 가루를 익반죽하여 피를 얇게 만들

고 그 안에다 소를 넣은 음식이다. 종종 “ ”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처

럼 “ ”를 ‘보리’를 뜻하는 “ ”로 쓰면 틀리다. 

稍息(shao xi)  훈련할 때 ‘차렷자세’를 ‘쉬엇자세’로 바꾸도록 외치는 구령을 

“稍息”라고 하며 ‘조금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단어를 “捎息”로 잘못 쓰

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것이다. “捎”도 shao라고 읽지만 뜻이 달라 ‘말이나 노새 

등을 뒷걸음치게 하다’라는 뜻이다.

族(she zu) 중국의 소수민족중의 하나로 주로 푸젠성(福建省)과 저지앙성(浙

江省) 일대에 분포해 있다. 여기서 “ ”자는 “佘”자 아래에 “田”자를 더한 것이지 

“余”자 아랫부분에 “田”자를 더한 것이 아니다. “佘”는 she로 읽고 “余”는 yu로 

읽는 자이다. 서로 한 획의 차이만 있어 혼동하기 쉽다.    

莘莘(shen shen) “莘莘 子”라는 용법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종종 “辛辛 子”로 잘못 쓴다. “莘莘”은 ‘매우 많다’는 것을 형용

하는 말이지 ‘고생하다’는 뜻이 아니다. 또 “莘”은 shen으로 읽지 xīn으로 읽을 

수 없다. 단, 지명으로 쓰일 경우에는 상해시에 있는 “莘庄”에서처럼 xīn으로 읽

는다. 

眚(sheng) “不以一 sheng 掩大德”라는 문장의 의미는 ‘부분적인 과오 때문에 큰 

공덕을 말살할 수 없다’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sheng을 “省”으로 잘못 

쓰고 있다. “省”은 “ 省”, “省城”, “省略”, “省悟”등에 쓰는 자로서 이 문장에서

는 과오를 뜻하는 “眚”을 써서 “不以一眚掩大德”으로 쓰는 것이 옳다.

拾掇(shí duo) “把屋子拾掇拾掇”에서 “拾掇”는 ‘정리하다’라는 뜻이다. “掇”은 ‘손

수변’에 오른쪽에는 네 개의 “又”자가 있으며 duo로 읽는다. 오른쪽부분에 “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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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를 쓰는 자는 몇 개가 더 있는데, 서로 혼동해 쓰기 쉽다. zhuì로 읽는 

“ ”는 ‘연관되다’라는 뜻으로 쓰기 때문에 “拾 ”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chuo로 읽는 “啜”은 ‘흐느껴울다’는 뜻으로 “拾”와 결합해 “拾啜”로 쓸 수 없

다.

辰(shí chen) 이 단어는 상용자이긴 하나 자주 틀린다. “ 晨”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매우 많다. 사실, ‘시간’과 ‘새벽’은 결코 필연적 관계라고는 할 수 없다. 

옛날에는 하루를 12등분하여 이를 “ 辰”이라고 하 다. 그리고 ‘해, 달, 별’을  

“星辰”이라고 통칭했으며 “良辰美景”, “ 辰”등에서와 같이 ‘시간, 날짜’를 “辰”이

라고도 한다. “晨”은 ‘새벽’이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 晨”으로 쓸 

수 없다.

厮打(si da) “厮”는 ‘서로’의 뜻으로 “厮打”는 ‘서로 맞붙어 싸우다’라는 뜻을 가

진다. ‘찢고 싸우다’라는 뜻이 아니므로 가끔 사람들이 잘못 쓰는 것처럼 “撕打”

라고 쓰면 안된다. ‘찢다’는 뜻의 “撕”는 “厮”와 동음이의어이다.

利眼(shì li  yan)  “ 利眼”을 “ 力眼”으로 써서는 안 된다. “ 力”은 “有

力”, “ 力强大”등의 말에서 ‘군사, 정치, 경제 분야에서의 힘’을 나타낸다. 그러나 

“ 利”는 ‘재산, 지위 등을 보고 다르게 대우하다’는 의미를 가지므로 “ 利眼”으

로  써야 맞다.

松弛(song chí) 이 단어를 “松 ”라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 ”가 잘못 쓰 다.  

“ ”는 ‘군마가 매우 빨리 달리다’는 뜻으로 “느슨하게 하다”라는 의미와는 오히

려 서로 반대가 된다. ‘풀다, 해이해지다’라는 뜻을 가진 “弛”를 써서 “松弛”라고 

해야 옳다. 

搜 (sou xun) ‘도처에서 찾다’라는 말을 “搜 ”이라고 하며 “搜 證据”에서와 

같이 쓴다. 그런데 이것을 “搜巡”으로 쓰면 잘못 쓴 것이다. “巡”은 ‘순찰하다, 순

시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찾다, 조사하다’의 의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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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塌(ta) “塌”，“踏”，“蹋” 이 세 자는 자형, 발음, 뜻이 모두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다. “工作 塌 ”，“心理塌 ”에서는 모두 “塌”를 써야하며 “踏步”，“ 踏”，

“脚踏 地”에서는 “踏”를 써야한다. 또 “蹋”는 ‘밟다, 짓밟다, 차다’라는 의미를 나

타내므로 “蹋球”，“踢蹋”등에서는 “蹋”로 써야한다. “脚蹋 地”는 잘못 쓴 말로 

“脚踏 地”라고 써야 맞다. 

(tang yuan) “ ”, “元宵”, 두 단어에서 쓰는 yuan자는 서로 다르므로 주

의해야 한다. “ ”은 ‘찹쌀가루로 만든 둥근모양의 식품’이므로 “ ”자를 써야 

한다. 정월 15일 밤을 가리키는 “元宵”는 ‘상원절’이나 ‘원소절’이라고 하며 “元”

자를 써야한다. “ ”을 “ 元”으로, “元宵”를 “ 宵”로 써서는 안된다. 또 “元

霄”로 쓰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套近乎(tao jìn hu) “套”는 ‘관계를 맺다’는 뜻으로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사귀

어 가까이 하는 것을 “套近乎”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 近乎”으로 쓰는

데 틀리게 쓴 것이다. “ ”는 ‘요구하다, 간청하다’라는 뜻으로 ‘관계를 맺다’라는 

뜻은 없다. 

(tian) “ 着 撒 , 不嫌害臊”에서 “ ”을 “舔”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철면피처럼 굴다’라고 할 때 “ 着 ”이라고 한다. “舔”은 ‘혀로 핥다’라는 뜻이

므로 “舔着 ”으로 쓰면 당연히 틀린 것이다.

(tie xian) 잘 알고 있는 상용어휘이지만 자주 틀리게 쓰고 있는 자이다.  

“ ”이라고 쓰는 경우가 매우 많다. 쇠금변(金)에 “先”자를 더하면 틀림없이 

xian으로 읽을 것이라고 여기나 사실 그렇치 않다. “ ”은 xǐ로 읽으며 ‘금속을 

깎다’는 의미로 “ 床(프레이즈반)”, “ 工(프레이즈공)”등에서 쓴다. ‘땅을 파는 

도구’를 가리키는 말은 “ ”으로 쓰며 “ ”은 xian으로 읽어야 한다. 또 “ ”

으로 써도 되며  “ ”는 qiao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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听(ting) “听”과 “ ”이 양사로 쓰일 때 혼동하여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캔음료

와 캔담배 등의 양사로 “听”을 쓴다. 즉, “一听香烟”, “三听啤酒”라고 말한다. 

“听”으로도 쓰고 “ ”으로도 써서 아직 통일되지 않았다. 외래어를 음역할 때도 

표기법을 통일시키는 것이 마땅하며 문으로는 “tin”이라고 쓰는 이 자는 

“听”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tǐng) “ ”은 ‘빨리 걷는 모습’을 가리키며 “ 而走 ”은 ‘궁지에 몰려 섣불리 

행동하다’는 뜻이다. 한편 “挺”은 “ 挺”, “挺拔”, “挺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 而走 ”을 “挺而走 ”으로 잘못 쓰는 사람이 있다. 쇠금변(金)이 있는 

“ ”을 쓰는 것이 맞다. 

捅 子(tong lou zi) 화를 초래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捅 子”이라고 한다. 

종종 사람들은 “捅漏子”로 쓰는데 “漏”자를 잘못 사용했다. “ 子”는 ‘소동, 재앙’

을 뜻하는 말이고 “漏”는 물체가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것을 가리키므로 두 단어

간 뜻의 차이는 매우 크다. 따라서 “捅 子”라고 써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W

斜(wai xie) “口眼 斜”의 “ ”는 “歪”로 쓰면 안된다. “歪”는 “身子歪斜”, “大

向一 歪斜”등에서와 같이 ‘바르지 않거나 곧지 않다’는 뜻을 갖는다. “ ”와 

“歪”는 발음과 뜻이 같지만, “ ”는 ‘입이 삐뚫어지다’라고 할 때만 쓰는 자이

다.

外快(wai kuai) 정상적인 수입이외의 부수입을 “外快”라고 한다. 外快의 “快”는 

‘快慢’의 “快”를 써야한다. ‘덩어리’를 가리킬 때 쓰는 “ ”를 쓰는 경우는 틀린 

것이다. 

惋惜(wan xi) “惋惜”는 ‘타인의 불행이나 사물의 뜻밖의 변화에 대해 동정하거

나 애석해하다’라는 뜻이다. “惋惜”을 때로 “惋息”나 “婉惜”이라고 쓰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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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모두 틀리게 쓴 것이다. “息”은 ‘한숨 돌리다, 휴식하다’라는 뜻이고 “婉”

은 ‘완곡하다, 부드럽다’라는 뜻으로 모두 ‘애석하다’라는 뜻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惋惜”는 “惋息”나 “婉惜”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

陷(wu xian) “ 陷”, “汚陷”, “ ”이라는 단어들이 있다. ‘헐뜯어서 모함하

다’는 뜻으로 “汚陷”을 쓸 수 없는데 “汚”는 ‘혼탁하다, 더럽다’라는 의미로 ‘헐뜯

다’라는 뜻이 없기 때문이다. 또 “ ”으로 쓰는 것도 옳지 않다. “ ”은 chan으

로 읽고 ‘아첨하다’라는 뜻이며 ‘모함하다’의 의미가 없다. “ 陷”이라는 단어가 

바로 ‘헐뜯어서 모함하다’라는 뜻을 가지는 단어이다. 

毋(wu) “毋”와 “勿”는 혼동해서 틀리기 쉽다. 예를 들면, “不自由勿宁死”에서는 

“勿”를 잘못 썼고 “切毋上当受 ”에서는 “毋”를 잘못 썼다. “毋”는 ‘~하지마라’는 

의미로 “毋妄言”, “宁缺毋 ”등에서 쓴다. “毋宁”은 “与其 强身, 毋宁 健体”

와 같은 문장에서 ‘~만 못하다’라는 뜻으로 쓴다. 그리고 “毋庸”이라는 단어는 

“毋庸置疑”, “毋庸 言”이라는 문장에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 다. 

“勿”은 ‘금지’나 ‘그만두게 하다’라는 뜻으로 “切勿上当”, “ 勿入 ”등에서와 같이 

쓴다.

戊(wu)  “戊”, “戌”, “戍”, “戎”, “ ” 이 다섯  자는 필획의 차이가 거의 없어

서 자모양이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읽고 쓰는데 혼동하기 쉽다. 이 자들의 

필획의 구별은 바로 왼쪽부분에 있다. “戊”는 wu로 읽고 ‘천간(天干)’의 다섯 번

째를 나타낸다. 예를 들면, “戊戌 法”에서 쓴다. 왼쪽부분에 단 하나의 삐침이 

있을 뿐이다. “戌”은 xu라고 읽고 “戌 ”에서처럼 십이지가운데 열한 번째를 가

리킨다. 이 자는 왼쪽 삐침에 작은 가로획을 더한다. 그러나 가로획은 옆으로 

나오지 않는다. “戍”는 shu로 읽고 “ 戍”, “戍 ”등에서 ‘수비하다’라는 뜻을 가

지며 왼쪽삐침에 점획을 더한다. “戎”은 rong으로 읽고 “兵戎”, “投 戎”등에서 

‘무기, 군대’등을 가리킨다. 왼쪽 삐침에 작은 가로획을 더하는데 이 때 “가로획”

은 옆으로 나와야 한다. “ ”는 yue로 읽으며 “ ”라고도 쓴다. 옛날 무기의 일종

으로 도끼와 비슷하다. 왼쪽 세로획에 갈고리모양의 필획을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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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悉心(xī xīn) “悉心”은 ‘전심전력하다’라는 뜻으로 “悉心 究”, “悉心照料”등에 쓴

다. “悉心”을 “惜心”으로 쓸 수 없는 것은 “惜”가 ‘아끼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며 

“息心”으로 쓸 수 없는 이유는 “息”가 ‘휴식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皙(xī) “皙”，“晰”，“析”, 세 자는 각각의 뜻이 다르므로 서로 대신해서 쓸 수 

없다. “分皙”로 쓰거나 “ 析”라고 쓰는 것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분명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 晰”，“明晰”에서는 “晰”로 써야 하고，‘사람의 피부가 희다’는 

뜻의 “白皙”에서는 “皙”로 써야 하며 ‘분석하다’의 “分析”는 “析”로 써야 한다.

喜 (xǐ que) “ ”라는 자를 xǐ로 읽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喜 ”를 “ 雀”로 

잘못 쓰거나 “喜雀”로 잘못쓰기도 한다. 그러나 “ ”는 que로 읽어야 하고 “喜

”가 바로 까치이다.

喜滋滋(xī zī zī) 마음이 아주 기쁨을 형용하는 말로 “喜滋滋”를 자주 쓴다. 이 

단어를 간혹 “喜孜孜”, “喜 ”로 쓰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모두 맞지 않은 표

현이다.   

罅(xia) 이 단어는 서면어로 자주 쓰이지 않기 떄문에 틀리기도 쉽다. 이 자는 

xia로 읽고 왼쪽에는 “缶”를 오른 쪽에는 “虖”를 쓴다. 어떤 이는 오른쪽 부분을 

“虎”로 잘못 써서 xia를 “罅”로 쓰기도 한다. “罅漏”는 ‘틈새’라는 뜻으로 일이 누

락되었음을 뜻한다.

先 (xian qu) “先 ”는 “先 者”에서와 같이 ‘앞에서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다. 그 중 “ ”는 ‘내쫓다, 빨리 뛰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이다. 그런데 “先

”라고 쓰면 틀리다. “ ”는 ‘신체’나 ‘체구’를 뜻한다. “ 捐 ”라는 말에서는 

“ ”를 쓸 수 있으나 “先 ”라고는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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陷阱(xian jǐng) 짐승을 잡기 위해 궁덩이를 파고 그 위를 아무도 모르게 덮은 

것을 뜻하며 종종 사람을 해치는 음모를 비유하기도 한다. 여기서 “阱”은 물을 

긷는 우물을 뜻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간혹 부주의하여 이것을 “陷井”으로 쓰

는데 잘못된 것이다. “阝”를 생략할 수는 없다.  

   

笑眯眯(xiao mī mī)  미소를 지을 때 가늘게 뜬 눈의 모양을 형용하는 말이 

“笑眯眯”이다. 이것을 “笑咪咪”로 쓰는 이가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咪咪”는 고

양이의 울음소리를 가리키지 사람이 웃는 모양이나 소리를 형용할 수는 없다.

奏曲(xie zou qu) 한 명의 독주자와 관현악단이 협연하는 대형기악곡을 “ 奏

曲”라고 한다. 여기서 “ ”는 ‘공동, 협조’의 뜻이다. 이것을 “ 奏曲”라고 쓰는 경

우를 자주 보는데 틀리게 쓴 것이다. “ ”는 ‘화합과 조화’를 뜻하지 ‘협력과 협

동’의 의미는 갖고 있지 않다. 

泄 (xie jìn) 각각 “泄 ”，“ ”，“懈 ”이라고 쓰는 단어들이 있다. “懈”는 

‘해이하다, 태만하다’라는 뜻을，“ ”는 “ ”에서와 같이 ‘매우 빨리 흐름’을 나

타낸다. 그러므로 “懈 ”, “ ”은 모두 틀린 말이다. “泄”는 “气可鼓不可泄”라는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액체나 기체가 새어나오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泄 ”이

고 쓰는 것이 바르며 “泄气”는 “泄 ”의 뜻과 같다.

囟(xìn) ‘간난아이의 머리위에 있는 아직 닫히지 않은 숨구멍’을 “囟 儿”이라

고 한다. “囟”의 가운데 부분이 “×”로 자형이 비슷한 “囱”자로 잘못 쓰면 안된다. 

cong으로 읽는 “囱”은 가운데 부분이 “夕”인 자로 ‘굴뚝’의 뜻이다. 또한 발음

이 같은 “芯”자로 써서도 안되는데 “芯”은 “爆竹芯子”에서와 같이 ‘심지’라는 뜻

으로 쓴다.  “捻子”라고도 하며 뱀의 혀를 “芯子”로 부르기도 한다.  

玄乎(xuan hu) ‘막막하여 종잡을 수 없다’는 뜻으로 “他 得太玄乎了”와 같은 

문장에서 쓴다. 한편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라는 말을 나타날 때는 “ 乎”라고 

하여 “ 差点翻了， 乎”, “叫他去 事儿, 我看 乎”에서와 같이 쓴다. “ 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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坡 下 ， 玄乎”라는 문장에서는 “玄乎”를 잘못 썼고 “听他 得那么神，我看

乎”라는 문장에서는 “ 乎”를 잘못 썼다. 

旋 (xuan wo) 물결이 소용돌이를 이루는 것을 “旋 ”라고 한다. 유동체인 물

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삼수변이 있는 “ ”를 쓰는 것이 옳다. 또 두 자 

모두 삼수변을 붙여 “漩 ”라고 써도 된다. 그러나 “旋 ”라고는 쓸 수 없다. 

“ ”는 ‘새나 짐승, 곤충이 사는 곳’을 뜻한다. “ 棚”，“ ”，“ 藏”등에서는 

모두 “ ”를 쓴다. 

渲(xuan) “渲”，“楦”，“暄”，“煊”，“喧”, 이 자들은 단지 부수만 다를 뿐이어

서 때로 혼동하여 쓰기 쉽다. “喧”은 xuan으로 읽고 “喧 ”，“喧 ”，“喧 主”

등에서  ‘소리가 크다’는 뜻으로 쓰고 “暄”은 xuan으로 읽어 “寒暄”，“暄 ”등에

서 ‘따뜻하다, 물체가 말랑말랑하다’라는 뜻으로 쓴다. “寒暄”은 “寒喧”으로 쓸 수 

없고 ‘물 물 하다’는 뜻의 “暄 ”을 ‘시끄럽다’는 뜻의 “喧 ”으로 써도 안된다. 

그리고 xuan으로 읽는 “煊”은 “煊赫一 ”에서와 같이 ‘명성이 자자하다’는 뜻을 

가지며 이것을 “喧赫”로 써서는 안된다. xuan으로 읽는 “渲”은 ‘번지다’의 뜻이며 

“渲染”을 “喧染”이나 “煊染”으로 쓸 수 없다. 한편 “楦”은 xuan으로 읽고 나무목

변을 쓰며  ‘신발이나 모자의 골’을 가리킨다.

醺(xun) “醺”과 “熏”, “薰”은 모두 xun으로 읽는다. 그러나 가리키는 뜻이 다르

므로 서로 혼용할 수는 없다. 어떤 이는 술에 취한 것을 나타내는 “醉醺醺”을 

“醉熏熏” 혹은 “醉薰薰”으로 쓰는데 잘못 쓴 것이다. “熏”은 ‘연기에 그을리다, 물

들다’의 뜻이며 “薰”는 보통 ‘꽃의 향기’를 나타내는 말로 술에 취한 모양을 형용

할 때는 사용할 수 없는 자들이다.

徇(xun) “徇”과 “ ”은 종종 혼동해서 쓰게 된다. “ ”을 “ 徇”으로 쓰거나 

“咨 ”을 “咨徇”으로, 또는 “徇私”를 “ 私”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 “徇”은 ‘따르다, 굴종하다’의 뜻으로 “徇情”，“徇私”에서는 모두 두인변

(彳)이 있는 “徇”을 써야 한다. “ ”은 “ ”，“咨 ”，“ ”등에서 ‘묻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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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쓴다.

Y

湮 (yan mo) “湮 无 (파묻혀 버려 이름도 알 수 없다)”에서와 같이 ‘인멸하

다’는 말을 “湮 ”라고 쓴다. 한편 ‘비옥한 토지가 물에 잠기다’는 뜻으로는 “洪水

淹 大片良田”에서와 같이 “淹 ”라는 말을 써야 한다. 즉, 농작물이 잠긴 것을 

“湮 ”라고 표현하거나 인재가 묻히는 것을 “淹 ”라고 표현하면 틀리게 쓴 것이 

되는데 이 예들은 자주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峻(yan jun) “ 峻”을 가끔 “ 竣”으로 쓰는 이가 있는데 “竣”자를 잘못 사용

했다. “山”자가 있는 “峻”은 ‘높고 험준하다’는 뜻을 가진 말로 “ 峻”은 ‘엄격하

다, 중대하다’는 뜻으로 써서 “ 峻的考 ”，“形 峻”과 같이 쓴다. 그러나 설

립변(立)이 있는 “竣”은 ‘완결’의 의미로 “竣工”，“告竣” 등에 주로 쓴다. 그러므

로 “ 竣”이라고 쓰면 틀린 말이 되며 물론 “峻工”으로 쓰는 것도 맞지 않다.

  

(yan)  이 자는 매우 어렵고 쓰기도 까다로운 편이지만 자주 사용하는 자

이다. “膺”자와 자형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쉬운데 “ ”은 yan으로 읽어 “ 品”，

“ ”，“ 本”등에서와 같이 ‘위조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广”이 아닌 “厂”을 쓰

며 아래 부분에는 “ ”자를 쓴다. “膺”은 yīng으로 읽고 “ 膺”에서와 같이 

‘가슴’을 뜻하며 윗부분에 “广”자를 쓰고 아래 부분에 “月”자를 더한다. 종종 “

品”을 “yīng 品”으로 읽거나 “膺品”으로 잘못 쓰는 사람을 볼 수 있다.  

泱泱(yang yang) “泱泱”，“怏怏”，“洋洋”，“ ” 이 형용사들은 확실히 구분하

지 않으면 혼동해서 쓰기 쉽다. 가령 “yang yang大 ”라는 말은 어느 자를 써

야 할까? “泱”자는 yang으로 읽는데 “江水泱泱”，“泱泱大 ”등에서 “泱泱”은 ‘수

면이 넓거나 기백이 대단한 모양’을 뜻한다. “ ”은 yang으로 읽고 “得意 ”에

서와 같이 ‘득이양양한 모양’을 나타낼 때 쓴다. 이 말은 “得意洋洋”으로도 쓸 수 

있다. “洋”은 yang으로 읽는데 “洋洋”은 ‘매우 많다, 풍성하다, 규모나 기세가 성

대하다’는 뜻으로 “洋洋大 ”, “洋洋洒洒”등에서 쓴다. 또 “怏”은 yang으로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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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怏怏不 ”등에서 “怏怏”은 ‘불만이 있거나 기쁘지 않음’을 나타낸다. “ ”과 

“洋洋”은 가끔 서로 대신해서 쓰이나 다른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 즉, “泱泱大

”는 “怏怏大 ”로 쓸 수 없고，“洋洋洒洒”는 “ 洒洒”로 쓸 수 없다.    

控器(yao kong qì) ‘유선이나 무선으로 된 장비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기계를 

조정하는 기구’를 “ 控器” 혹은 “ 控板”이라고 한다. “ 控”은 ‘일정한 거리에서

의 조종하거나 통제하다’는 뜻이지 무엇을 흔들어 통제한다는 뜻을 갖지는 않는

다. “ 空器”라고 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埸(yì) 이 자를 “ ”으로 쓰면 잘못된 것이다. “ ”자의 번체자는 “場”이며 

“ ”은 “易”의 간체자가 아니다. “埸”는 yì라고 읽어 ‘밭 사이의 경계’를 나타내며 

“疆埸”에서와 같이 쓴다.

(yíng) “嬴”，“ ”，“羸”，“ ” 이 네 자는 쓰기도 어렵고 알아보기도 어렵

다. 자형이 서로 비슷해서 혼동해 쓰기 쉬우므로 반드시 자세히 구분할 수 있어

야 한다. 성씨중의 하나인 “嬴”은 yíng으로 읽고 아래 부분에 “月”과 “凡”사이에 

“女”자를 쓴다. “ ”은 yíng으로 읽고 아래 부분에는 “月”과 “凡”사이에 “ ”자를 

쓴다. “ 余”，“ 利”에서와 같이 ‘승리’를 가리킬 때 쓴다. 한편 “羸”는 lei로 읽

고 아래 부분에 “月”과 “凡”사이에 “羊”자를 쓰며 “羸弱”，“羸 ”에서와 같이 ‘마

르고 약하다, 피로하다’의 뜻을 갖는다. 그리고 “ ”자는 luo로 읽고 아래에 “月”

과 “凡”사이에 “虫”자를 쓴다. ‘기생벌’의 일종인 “螺 ”라는 것이 있다. 이 자

들은 아래 부분에 “月”과 “凡”사이에 각각 “女”，“ ”，“羊”，“虫”자를 쓴다는 점

이 다르다. 사람들은 자주 ‘승리’를 뜻하는 “ ”을 계집녀변(女)이 있는 “嬴”으로 

잘못 쓰는데 “ ”자가 있는 “ ”자를 써야 옳다.

犹豫(you yu)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라는 말을 “犹豫”라고 하고 이것을 “犹疑”

로 쓰기도 한다. 이것을 “尤豫”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尤”는 ‘더욱, 특히’의 

뜻으로 “尤甚”에 쓰거나 ‘특이하다’는 뜻으로 “无耻之尤”에 쓰며 “怨天尤人”에서

는 ‘원망하다’는 뜻으로 쓴다. 모두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라는 뜻을 갖지 않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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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尤豫”라고 쓰면 틀린 말이 된다.  

(yu bei) “ ”는 ‘미리, 사전에’라는 뜻으로 “ ”는 ‘준비하다’는 말이다. 자

주 “予 ”라고 자를 잘못 쓰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予”는 “ ”의 간체자가 

아니다. “予”는 ‘주다’라는 뜻으로 “予以支持”에서와 같이 쓴다. “予”와 “ ”는 한 

단어를 이룰 수 없다.

厥(yun jue) “ 厥”를 “ ”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틀린 것이다. “ ”은 ‘혼

미하다’는 뜻이고 “厥”는 ‘지각을 잃다’는 뜻을 가지며 “ 厥”은 ‘의식을 잃다’는 

말이다. 그러나 “ ”는 ‘단절하다, 완전히 없어지다, 지나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

서 ‘혼미하다’라는 말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 ”라고는 써서는 안된다. 한편 

“气 ”는 ‘숨이 끊어져 사망하다’는 뜻으로 “ 厥”와는 다른 뜻이다.   

Z

(zan) “ ”과 “ ”은 발음과 자형이 서로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 ”은 zan으

로 읽어 ‘짧은 시간’이나 ‘잠시 동안’이라는 뜻이다. 예를 들면, “短 ”, “ 停”, 

“ ”, “ 且”, “ 行 例”등에서와 같다. 그러나 “ ”은 zhan으로 읽고 “ 然而

立”, “ 露 角”, “ 新的 代”등에서 ‘높고 험준하다’, ‘높아지다’라는 뜻을 가리킨

다. “ ”은 ‘시간’을 나타내므로 “ ”의 아랫부분에 “日”을 쓰고 “ ”은 ‘고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 ”의 윗부분에 “山”을 써야 하는 것이다. 이 두 자는 자형

을 잘 파악해 두면 쉽게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zhang) “ ”과 “ ”을 혼동하여 “ ”，“ ”을 각각 “ ”，“ ”으로 

쓰는 예가 매우 많다. “ ”은 조개패변으로 ‘화폐’나 ‘화물’과 관계된 것을 나타내

고 zhang으로 읽는다. “ ”，“ ”，“ ”，“ 目”등에서 사용한다. 반면 

“ ”은 수건건변(巾)을 써서 ‘천이나 실로 만든 덮개’와 관련된 것을 나타내며 

zhang이라고 읽는다. “蚊 ”，“ 蓬”，“ ” 등이 그 예이다.

招致(zhao zhì) “招致”를 가끔 “招至”로 잘못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발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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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나 뜻이 다른 자를 잘못 쓴 것이다. “招致”는 “落入 子圈套，招致一 大

”와 같은 문장에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다’는 의미로 쓴다. 그러나 “至”는 

“到”와 같은 뜻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는 뜻은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招

至”라고 쓰는 것은 틀리다.     

折 (zhe die) ‘한 겹 위에 다시 한 겹을 더하는 것’을 “ ”라고 하는데 “折 ”라

는 말은 ‘접어서 쌓는 것’을 뜻한다. “迭”라는 자는 ‘대체하다’라는 뜻으로 “更

迭”와 같이 쓰는데 “折 ”를 종종 “折迭”로 잘못 쓰는 경우가 있다.

种子(zhong zi) “种子”는 곧 “籽”와 같은 뜻이다. “种籽”라는 말은 틀린 것이 된

다. “棉花种子”를 “棉花籽儿”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러나 “棉花种籽”라고 써서는 

안되는데 “籽” 자체에 이미 “种子”의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菜籽儿”，

“花籽儿”에서도 모두 “种子”의 뜻으로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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