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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의 불완전성과 음운의 불확실성 간의 상관성 - 몇몇 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토론문
신승용(영남대)

소리의 개신성과 표기의 보수성으로 이해 표기와 소리가 불일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
지 예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원고가 정교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
이디어 차원으로 제시된 것들도 있는 듯합니다. 원고가 자리를 잡을 때쯤이면 의미 있는 결과
가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토론자 역시 표기가 음운 변화를 제어하는 경우, 반대로 표기가 음
운 변화를 촉발하는 경우 등에 대해 관심이 있어 왔지만, 아직 하나의 논문으로 정리하기에는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있는 차에 관련 논문이 나와 관심을 갖고 읽었습니다. 토론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에 논의된 내용에 대한 의견 및 문제점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1. 차자 표기를 대상으로 표기와 소리의 불일치를 언급할 수 있을지? 차자 표기 자체가 구
조적인 제약을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표기라는 점에서 표기와 소리의 불일치를 말하기에는 그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듯하다.
2. 표기와 소리의 불일치를 말할 때의 기준점이 있어야 할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표기와
소리의 불일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음운 변화를 알려 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특히 혼기가
일어나지 않는 시기와 혼기가 일어나는 시기를 구분해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자의 논지와
맞지 않나 싶다.
또한 표기와 소리의 불일치 경우와 혼기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통시적으로 전자의 전
형적인 예는 ‘ㅐ’나, ‘ㅈ’이 될 테고, 혼기 예는 표기와 소리의 불일치가 아니라 변화의 양상에
해당한다. 혼기의 각각은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 실제 각각의 소리일 수도 있고, 불일치일
수도 있다. 예컨대 (7)에서 중세국어 ‘나서’는 표기와 소리가 일치, 16세기 무렵 ‘나서’와
‘나서’는 표기와 소리가 각각 실제일 수도 있고, 17세기 이후 ‘나서’는 표기와 소리의 불
일치 예가 될 것이다. (8)에서도 ‘불회’는 중세국어에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예이고, ‘휘’
역시 18세기 이후에는 표기와 소리가 일치하는 예이다. 그래서 (7), (8)의 경우 왜 표기와 소
리가 불일치하는 예인지?
3. p.8에서 “언어 체계의 변화와 문자 체계의 변화가 맥을 달리하여 진행됨으로써 문자와
언어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언어 자체의 체계 문제로 설명하기보다는 대개 문자의
예외적 발음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였는데, 국어 음운사
연구에서 이렇게 전개된 적은 없는 듯하다.
4. p.9에서 /ㆍ/를 둘 이상의 음으로 실현되고 통일되지 못한 소리를 나타내는 이상적 표기
라고 하였는데, 일단은 추론만 언급한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론
하게 되면 당장 비어두에서 거의 대부분 /ㆍ/ > /ㅡ/로 일어난 변화, 어두에서의 /ㆍ/ > /ㅏ
/ 변화, 그리고 방언의 경우에도 양순자음 아래의 /ㆍ/가 규칙적으로 /ㅗ/로 대응되는 경우
등, 지금까지 국어 음운사에서 기본적으로는 규칙성의 틀 안에서 설명했던 것들에 대한 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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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반대의 논거가 있어야만 필자의 추론이 시작될 수 있다.
5. (13)의 [t'wyə]와 같은 삼중모음, (15)의 불규칙 활용 표기에 대해 “(13)의 삼중모음 사례
들이 공시적인 표기 방식이 마련되지 못한 한글의 불완전 표기에 의해 언어학적으로 배제되는
사례들이라면 (15)의 예들은 음운의 불확실성에 의해 문자로 표기하지 못하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삼중모음은 음운론에서 제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불규칙 활용의 경우에는 모음 어미 앞에
서의 활용형(더워, 지어, 걸어)는 현재 소리와 표기가 일치하는 예에 해당한다(분철은 다른 차
원으로 둔다면).
6. (17)의 언간의 표기 예를 이 논의에 가져오는 것은 오히려 논점을 일탈시킬 수도 있다.
언간은 규범화되거나 참고할 만한 표기법이 없는 상태에서 일종의 개인어와 같은 개인 표기이
다. 그래서 언간을 대상으로 한 것은 말 그대로 개인의 표기 방식에 대한 연구일 뿐이다.
7. (19)를 문자 표기가 지니는 불완전성이 단어의 음운이나 음운론적 질서에 영향을 미친
예로 제시하였는데, (19)는 단지 원래 표기와 오표기가 경쟁하다가 오표기가 우월적 지위를
가지게 된 예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닌지. 원래 표기와 오표기 예컨대 ‘간난’과 ‘가난’은 각각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는 예이고.
표기와 소리의 불일치가 문제가 초점인지, 표기의 불완전성 문제가 초점인지, 아니면 둘 다
인지, 현재로서는 논점이 명확하지 않은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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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定本) 수립을 위한 연구: ≪효자도≫를 중심으로
1)2)김유범 ․ 이규범 ․ 오민석*

1. 머리말

4. 초간본

2.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상황

5. 맺음말

≪효자도≫의 정본 수립의 실제

3. 초간본의 정본 수립을 위한 방법

1. 머리말
삼강행실도는 새 문자 훈민정음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으면서 훈민정음이 창제된 직후 당시
의 우리말을 기록한 귀중한 문헌자료 중 하나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특히 그 언해본이 성종 때에 가서
야 간행되었지만 사실상 언해 작업은 세종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은 중세국어 자료들 속에서 이 책
이 지니는 높은 위상과 특별함을 말해 준다.
그동안 언해본 삼강행실도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를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 자료의 정확한 초간본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천착했던 연구는 드물다. 삼강행실도의 이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초간본 계통에 어떠한 자료들이 있는지는 밝혀졌지만, 이를 바탕으로 초간본 간행 당
시의 정확한 자료 모습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이처럼 현존하는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이 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했다. 훈민정음 창제 직후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되지만, 현존하는 이본들은 모두 본래의 완전한 모
습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어 초간본의 본래 모습을 찾아 정본을 수립하는 일이 언해본 삼강행실도와
관련해 중요한 연구 주제임을 깨닫게 된다.


1)

2)

김유범：제1저자, 고려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이규범：교신저자,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연구교수.
오민석：공동저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연구원.
1) 1444년(세종 26) 2월 20일의 실록 기사에는 세종이 먼젓번에 정창손(鄭昌孫)에게 한문본 삼강행실도(1434)를 언문으로
번역할 것을 하교했었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러한 사실은 새 문자를 활용해 삼강행실도를 정책적으로 보급하려고 했던
세종의 의도를 잘 보여 준다.
2) 흔히 삼강행실도의 언해본이 간행된 시기를 성종 12년(1481)으로 언급하지만, 이때 간행된 것은 ≪열녀도≫만으로 이루
어진 ≪삼강행실열녀도(三綱行實烈女圖)≫이다. 따라서 ≪효자도≫, ≪충신도≫, ≪열녀도≫에서 각각 110명씩의 이야기를
35명씩으로 산정(刪定)해 3권 1책의 형태로 만든, 오늘날 전하고 있는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간행 시기는 산정본(刪定本)
삼강행실도가 반사(頒賜)된 성종 21년(1490)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한 논의는 김유범(2006)을 참조할 수 있다.
*

- 21 -

2020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 대회

본고는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초간 이본들, 이른바 <성암본>과 <런던본>, <김영중본>을 중심으
로 이 자료들이 지닌 특징들을 분석해 보고, 더불어 15세기 중세국어 문헌자료들이 지닌 특징을 고려함
으로써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定本)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특히 ≪효자도≫를 대상으
로 한 실제적인 정본화 작업은 언해본 삼강행실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정본화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시론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2.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상황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은 선행 연구에서 흔히 ‘성종초간판(成宗初刊版)’(志部昭平 1990, 이규범
2018) 혹은 ‘국한병기계통(國漢竝記系統)’(송일기 이태호 2001), ‘성종대 판본’(이상훈 2018)으로 다루어졌
다. 이에 속하는 판본들은 국한문 혼용으로 이루어진 언해문에 방점 표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이른
시기에 소실된 ‘ㅸ, ㅿ, ㆅ’ 등이 사용되었다. 한자음의 경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붙어 있으나, 개
음절 종성에 ㅇ을 표기하지 않았다.(백두현 2015:248)
초간본 계통에 속하는 판본은 지금까지 총 24종이 소개되었는데(이상훈 2018), 초간본은 아직 발견되
지 않았고, ‘誠庵古書博物館所藏內賜本’(이후 <성암본>)과 ‘영국 대영도서관 소장본’(이후 <런던본>),
‘김영중씨 소장 영남 모향교 구장본’(<이후 김영중본>)이 초간본에 근접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장에서는 초간본에 근접한 판본을 살펴봄으로써 초간본의 본래 모습을 찾아 정본을 수립하는 일의 토
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1. <런던본>과 <김영중본>

런던본>은 석주연(2001)에 처음 소개된 이후, 삼강행실도 연구의 중심 자료로 다루어지고 있다.
김유범(2007, 2008, 2015)은 삼강행실도 텍스트에 나타나는 문법적 특징의 활용 가치를 분석하고자
<런던본>을 살펴보았다. 이규범(2018)은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의 언어 양상을 비교하여 국어
의 통시적 변천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런던본>을 대표 판본으로 삼았다.
반면 <김영중본>은 志部昭平(1990)과 홍윤표(1998), 이상훈(2018) 등에서 다루어졌으나 이본의 계통
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소개되었을 뿐 언해문 전체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이루어지지는 않았
다. 이는 <김영중본>이 ≪효자도≫만 있는 영본(零本)이기 때문에 삼강행실도 연구의 중심이 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김영중본>이 <성암본>보다 앞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한 志部昭平
(1990)의 견해에 동의한다면 삼강행실도 연구에서 <김영중본>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김영중본>은 ≪효자도≫만 존재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초간본에 가까운 판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현존하지 않는 초간본의 모습을 재구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본고 역시 이러한 이유로
<김영중본>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런던본>과의 비교를 통해 <런던본>이 삼강행실도 계통도
에서 가지는 시간적 위상을 판단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사실 <런던본>과 <김영중본>의 비교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가 있다. 석주연(2001)에서는 志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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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昭平(1990)에서 지적한 <성암본>의 오각 등이 <런던본>에서는 <김영중본>처럼 올바르게 나타난

다는 점과 도판의 유사함을 근거로 <런던본>이 <성암본>보다는 <김영중본>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
하였다. 이보다 구체적으로 이상훈(2018)에서는 양향액호의 계선 상태가 동일함을 근거로 두 판본이
동일한 목판에서 쇄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고에서는 언해문의 판각 상태를 중심으로 두 판본의 유
사성을 살피고자 한다.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런던본>과 <김영중본>  강혁거효의 언해문이다. 우선 각 행의 첫
글자가 매목으로 보수되어 있는데, 두 본의 판각 상태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다. 민손단의, 진씨
양고, 왕부폐시, 길분대부, 불해봉시, 유씨효고 등에서 매목된 흔적이 보이는데 두 판본이 보
이는 상태가 동일하다. 매목으로 보각된 부분 외에도 탈획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형에서 동일한 형
태를 보이고 있다. [그림 1]과 [그림 2]의 4번째 행 중간의 ‘네(→녜)’와 7번째 행 끝의 ‘세(→셰)’, 13번
째 행 중간의 ‘븐(→본)’의 탈획 상태가 동일한데, 우연으로 보기에는 그 수가 매우 다양하다. <표 1>
은 탈획 등으로 자형의 변화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런던본>과 <김영중본>의 상태가 동일한 글
자를 일부 정리한 것이다.

[그림 20] <런던본> ‘강혁거효’의 언해문

[그림 21] <김영중본> ‘강혁거효’의 언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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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런던본>과 <김영중본>의 자형 비교

→

→

고어도곡 ‘닌( 텬)’

고어도곡 ‘시( 사)’

<런던본>
<김영중본>
왕부폐시 ‘입( 업)’

<런던본>
<김영중본>
맹종읍죽 ‘둑( 듁)’

<런던본>
<김영중본>
길분대부 ‘’

<런던본>
<김영중본>
길분대부 ‘’

<런던본>
<김영중본>
왕숭지박 ‘나’

<런던본>
<김영중본>
오이면화 ‘서( 셔)

<런던본>

<런던본>

→

<김영중본>

→

→

<김영중본>

물론 ‘<런던본> : <김영중본>’의 모든 자형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을 : 수울’(숙겸
방약a:5), ‘디시다 : 다시다’(왕부폐시a:8), ‘내 : 대’(왕부폐시a:8)처럼 <런던본>에서 탈획
이 일어난 경우가 있고, ‘몯 : 믇’(오이면화a:9), ‘尹:윤殷保:보ㅣ : 尹:윤殷保:브ㅣ’처럼 <김영중
본>에서 탈획이 일어난 경우도 있다. 반대로 ‘어벼 : 어버’(허자매수b:6), ‘죽가지다 : 죽가지
다’(검루상분a:15)처럼 티끌이 자형의 일부로 보이는 예도 나타난다. 이처럼 연구대상인 <런던본>과
<김영중본>을 복사본으로 접하고 있다는 것의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워진 획의 일부
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난다는 것은 두 판본이 동일한 목판에서 쇄출되었음을 의미한다.
3)

2.2. <성암본>

성암본>은 선행 연구에서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초간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어 많은 연
구의 중심 자료가 되었다. 현재 그 모습을 직접 열람할 수 없으나, 志部昭平(1990)을 통해 성조를 포함
<

3) <런던본>과 <김영중본>은 성조에서도 일부 차이를 보인다. 이 역시 복사본의 한계로 판단되는데, ≪효자도≫
의 총 어절 2782개 중 판독 가능한 40개의 성조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전체의 1.4%로 적은 편이기는 하
나 두 판본의 실물을 접하여 성조와 자형의 판독할 필요가 있다.

- 24 -

언해본 삼강행실도

≪효자도≫의 원전(原典)과 텍스트 성립 과정에 대하여_김유범·이규범·오민석

한 언해문 전체와 민손단의, 강혁거효의 언해문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성암본> ‘민손단의’의 언해문(志部昭平 1990:387)

[그림 4] <성암본> ‘강혁거효’의 언해문(志部昭平 1990:388)

그림 3]을 통해 6행의 ‘툐’와 7행의 ‘비’가 잘못 매목되어 있고, 12행의 마지막 글자 ‘도’의 좌우가 뒤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는 1행부터 13행까지 첫 글자 인쇄되지 않았는데 [그림 1, 2]에서는
이 부분이 매목으로 보각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성암본>은 앞서 살펴본 <런던본>, <김영중본>과
는 다른 시기에 다른 목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간본 ≪효자도≫의 정본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성암본>을 살펴볼 이유는 분
명하다. 삼강행실도의 계통을 연구한 이상훈(2018)에 따르면 <김영중본> 혹은 <런던본>과 <성암
본>은 초간본을 저본으로 하여 각각 복각한 것이기 때문에 초간본 ≪효자도≫의 모습을 재구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志部昭平(1990:388)에 제시된 강혁거효의 언해문([그림 4])을 [그림 1, 2]와 비
교하면 매목된 부분을 차치하면 자형에서는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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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런던본>과 <성암본>의 비교

현재까지 삼강행실도 초간본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판본은 3종으로, 이중 <런던본>와 <김영중
본>은 같은 목판에서 인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성암본>은 초간본을 저본으로 한 다른 목판에서 인
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 3종은 접할 수 있는 자료의 형태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형과 성조를 비교
하는 데에 한계가 존재하나, 비교 연구를 통해 초간본 ≪효자도≫ 정본 수립의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는 자형을 중심으로 <성암본>과 <런던본>을 비교하되, <김영중본>을 참고하여
<런던본>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성암본>과 <런던본>의 자형 비교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성암본>에 나타
나는 오각 및 오자가 중심을 이루었다. 이는 志部昭平(1990)에서 처음 지적되었던 것으로 그는 <김영중
본>과의 비교를 통해 오각 및 오자를 수정하였다. 최근에는 이상훈(2018)에서 志部昭平(1990)에 언급된
것을 중심으로 <성암본>과 <런던본>을 비교하여 오각 및 오자를 표로 정리하였는데, 여기에 비교
과정에서 발견된 몇 예를 추가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런던본> ≪효자도≫의 오각 및 오자 비교

자로부미
자로부미
양향액호
고어도곡
진씨양고
강혁거효
황향선침
정란각목
정란각목
정란각목
정란각목
정란각목
동영대전
동영대전
동영대전
왕부폐시
검루상분
길분대부
불해봉시
불해봉시
불해봉시
불해봉시
왕숭지박
왕숭지박
효숙도상
효숙도상
노조순모
서적독행

<성암본>
··
·한:숨디·혀
楊香·이라
·열:새히러·라
陳:딘氏:씨
皇帝녜
黃香·이
어버싀
이러
·텨·놀
·늜므를
·엳·라·
외·아지·라
리·브·러
·(ㅁㅈ+ㆍ)
王儀
辰신·
廷尉·위
눈·믈
미·갯거·든
·녜
사·으
王崇·외
·:·와
고·디·며
:두:서
·러
거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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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본>
··장
·한:숨디·허
楊香·이라
·열:세히러·라
陳띤氏:씨
皇帝녜4)
黃香·이
어버·
·러
·텨·늘
·므를
·엳··
외·아지·라
더·브·러
·
王儀
辰씬·
廷尉·
·믈
마·갯거·든
·녜
사·
王崇·의
·과
고·티·며
:두:
우·러
겨·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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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효고
자강복총

녀흐러
죽거·늴

너흐러
죽거·늘

이처럼 선행연구는 <성암본>에 주목하고 있는데, <런던본>에도 오각 및 오자로 보이는 것들이 나
타난다. 이에 대한 표기가 <성암본>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피는 것 역시 정본을 수립하는 데 필
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표 3>은 <런던본>의 오각 및 오자를 정리한 것이다.
<표 3> <런던본> ≪효자도≫의 오각 및 오자 비교

자로부미
자로부미
자로부미
고어도곡
고어도곡
고어도곡
진씨양고
황향선침
원각경부
왕부폐시
맹종읍죽
왕상부빙
왕상부빙
허자매수
숙겸방약
숙겸방약
길분대부
효숙도상
노조순모
노조순모
서적독행
서적독행
오이면화
누백포호

<런던본>
:얄·오
빕
산·랫거·든
즘·게남·키
아·니·러·
:시·미
이·드·리
겨·라·면
아·비·
디·시·디
孝·道:ㅣ
王祥·이
사·보·려
시··
丁公藤··로
丁公藤이·라
對뙤答·답·호·
廟··애
廬로操·ㅣ
죽거·눌
徐써積·젹·이
及·끕第·뗸·라
神씬靈링·이
구·지주·

<성암본>
·알·오
·밥
사·랫거·든
즘게남·기
아·니·리·
:사미
어·드·리
겨·리·면
아·비·
다·시·다
孝·道:ㅣ
王祥·이
자·보·려
사··
丁公藤··로
丁公藤이·라
對·되答·답·호·
廟··애
廬로操·ㅣ
죽거·늘
徐쎠積·젹·이
及·끕第·뗴·라
神씬靈·이
구·지주·

<김영중본>
:알·오
·밥
거·든
즘·게남·기

□□
□□□□□
:시□

어·드·리
겨·리·면
아·비
다·시·다
孝·道:ㅣ
王祥·이
자·보·려

□

□□□

丁公藤··로
丁公藤이·라
對
廟··애
廬로操·ㅣ

□□□□□
□□□

徐써積·젹·이
及·끕第·뗸·라
神씬靈링·이
구·지주·

우리가 살펴본 <런던본>은 복사본이기 때문에 자료를 판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자
<김영중본>을 함께 제시하였는데, <표 3>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오각 및 오자가 <김영중
본>에서는 <성암본>과 동일한 바른 표기로 나타났다. 이는 초간본 ≪효자도≫의 정본을 수립하는 과
정에서 특정 판본에 기대기보다는 유사한 시기에 간행된 여러 판본을 비교하여 확정하는 것의 필요성
을 시사한다.
4) <김영중본>에는 ‘뎨’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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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간본의 정본 수립을 위한 방법
이 장에서는 초간본 삼강행실도의 이본에 대한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초간본의 정본(定本)을 수립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성암본>을 대변하고 있는 志部昭平(1990)의 교주(校註)가 지
닌 문제점을 검토해 정본 수립의 필요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정본의 언해문 확정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정본 수립의 절차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다.
3.1. 志部昭平(1990)의 교정 내용에 대한 검토와 수정

삼강행실도의 연구에서 志部昭平(1990)은 기념비적 연구로 평가받고 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국과 일본에 있는 삼강행실도들을 조사하여 조선시대 400년간 거듭해 간행된 행실도 자료들의 계통
을 세우고, 이본들을 정리한 업적은 행실도 연구에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성암본>을 대상으로 언해문을 옮기고 이에 대한 ‘교주’와 ‘통석’을 제시함으로써 
삼강행실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출발점을 마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우리는 志部昭平(1990)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성암본>의 모습에 접근할 수 있다. <성암본>의 영
인이 없는 상황에서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모습을 그리는 데에 志部昭平(1990)은 절대적 가치를 지니
고 있다. 먼저 각 이야기에서 ①의 ‘本文’은 <성암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 현존하
는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한 이본의 본 모습을 만나게 된다. 여기에 ②의 ‘校註’는 ①의 ‘本文’이 지닌
오류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 표시가 된 교주는 ①의 ‘本文’을 교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다른 이본들이나 중세국어의 문헌들에
나타난 표기를 참조해 교정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성조 표기가 불완전한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교주에서 제시한 성조 관련 교정 내용은 초간본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데 유용한
참고 정보가 된다. 志部昭平(1990)에서 교주를 통해 <성암본>을 교정한 것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그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방점에 대한 교정을 시도했다. 志部昭平(1990)의 교주 내용 중 <성암본>을 대상으로 한 교정
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방점의 교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 남아 있는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 계통의 자료들이 방점과 관련해 가장 큰 취약성을 안고 있다는 점을 말해 주는 것
이기도 하다. ≪효자도≫를 대상으로 방점을 교정한 예를 몇 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5)

(1)

5)

<성암본>
志部昭平(1990)의 교정 내용
가. 아란[평평평] ⇨ 아란[평거거]
(효 01a)
나. 내[평]
⇨ 내[거]
(효 05a)

志部昭平(1990)에서 각 이야기에 대한 역주는 ① 本文, ② 校註, ③ 通釋, ④ 原文, ⑤ 參考의 체재로 되어 있다. 이 중 ①, ②,
은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언해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참고로 志部昭平(1990)의 역주 체재에 대

③

해서는 김유범(2011:30-32)에서 정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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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니더라[평거평평] ⇨ 니더라[평거평거] (효 26b)

가 는 志部昭平(1990:19)의 교주 5)에서 <성암본>에 ‘아란’의 성조가 [평평평]으로 되어 있는 것
을 <김영중본>을 따라 [평거거]로 교정한 것이다. 이 부분은 <런던본>에서도 [평거거]로 되어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1나)는 志部昭平(1990:33)의 교주 5)에서 <성암본>에 평성으로 되어 있는 ‘내’의 성조를 거성으로
교정한 것이다. 이때 ‘내’는 “내 죽사리 몯내 알리니”라는 문장에 나타난 것으로 志部昭平(1990)은 이
곳의 ‘내’를 주격으로 파악해 그 성조를 거성으로 교정했다. 그러나 이곳의 ‘내’는 본래대로 평성인 관형
격으로 파악해 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1다)는 志部昭平(1990:95)의 교주 11)에서 <성암본>에 ‘니더라’의 성조가 [평거평평]으로 되어 있
는 것을 <김영중본> 등을 따라 [평거평거]로 교정한 것이다. 이처럼 <성암본>에서 평성으로 나타난
종결어미 ‘-다/라’의 성조를 志部昭平(1990)에서 거성으로 교정한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언해문에 대한 교정을 시도했다. 志部昭平(1990)의 교주 내용에는 <성암본>의 언해문 중 잘못
된 부분을 교정한 것도 있다. ≪효자도≫를 대상으로 언해문을 교정한 몇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

(2)

성암본>
가. 아툐(6행), 내비려(7행)
나. 이러(7행)
다. 외·아·라(5행)
라. 눈믈(14행)
<

志部昭平(1990)의 교정 내용

⇨ 아비, 내툐려
⇨ ··러
⇨ 외·아·라
⇨ 믈

효 01a)
효 10a)
(효 11a)
(효 24a)

(
(

가 는 志部昭平(1990:20)의 교주 12)에서 6행과 7행의 첫 글자를 서로 바꾼 것인데, <성암본>에서
본래 ‘아비’의 ‘비’와 ‘내툐려’의 ‘툐’가 서로 뒤바뀌어 있는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
(2나)는 志部昭平(1990:52)의 교주 12)에서 <성암본>의 ‘이러’를 ‘러’로 바꾼 것인데, 성조까지 고려
해 ‘··러’로 교정하였다. 참고로 현재 초간본으로 생각되는 <런던본>과 <김영중본>에도 모두 ‘러’
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2다)는 志部昭平(1990:55)의 교주 11)에서 <성암본>에 ‘외·아·라’로 되어 있는 것을 ‘외·아·
라’로 교정한 것이다. 이 역시 다른 초간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성암본>에 오류가 있음을 보여 주
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라)는 志部昭平(1990:90)의 교주 11)에서 <성암본>에 ‘눈믈’로 되어 있는 것을 ‘  믈’로 수정한
것이다. 이후의 판본들도 ‘눈 믈’ 또는 ‘눈믈’로 되어 있으나 志部昭平(1990)은 이를 오류로 보았다. 중세
국어의 ‘淚’가 언제나 ‘  믈’로만 나타나고 <성암본>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  믈’로만 나타남을 교
정의 근거로 들었다.
셋째, 한자음에 대한 교정을 시도했다. 志部昭平(1990)의 교주 내용에는 <성암본>의 한자음을 교정
한 것도 있는데, ≪효자도≫를 대상으로 언해문을 교정한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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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암본>
志部昭平(1990)의 교정 내용
가. 弟·뗴子:ㅣ(5행)
⇨ 弟:뗴子:ㅣ
(효 04b)
나. 酒:情·야·(12행) ⇨ 酒:情·야· (효 27a)
다. 節·个개라(15-16행) ⇨ 節·个·가ㅣ·라
(효 28b)
<

가 는 志部昭平(1990:31)의 교주 26)에서 <성암본>에 본래 ‘弟·뗴子:ㅣ’로 되어 있던 것을 ‘弟:뗴
子:ㅣ’로 교정한 것이다. 이러한 교정의 근거로 ‘弟:똉子:·’(석보상절 6:10a)의 예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3나)는 志部昭平(1990:97)의 교주 8)에서 <성암본>에 ‘酒:情·야·’로 되어 있던 것을 ‘酒:情
·야·’로 교정한 것이다. 즉, ‘情’의 한자음을 ‘’에서 ‘’으로 교정한 것인데, 전자가 현실 한자음
이라면 후자는 전탁음을 각자병서자로 옮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다.
(3다)는 志部昭平(1990:101-102)의 교주 26)에서 <성암본>의 ‘節·个개라’를 ‘節·个·가ㅣ·라’로 교정
한 것이다. <김영중본>을 비롯한 후대의 다른 판본들에서 모두 ‘ㅣ’가 출현하는 것을 근거로 원본에서
는 ‘ㅣ’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个’가 ‘介’의 속자(俗字)이며 삼강행실도 내에서 이 예를 제
외한 나머지 6회의 용례에서 ‘个·가ㅣ’ 내지 ‘个가ㅣ’로 출현하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个’가 ‘·가ㅣ’ 내지
‘가ㅣ’의 한자음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介’의 전래 한자음인 ‘:개’의 영향을 받아서 동국정운식 한자
음 표기가 동요한 것으로 보았다. 이 역시 ‘个’, ‘介’의 한자음과 관련해 다시 살펴보아야 할 교정 내용이
다.
(3 )

6)

이처럼 志部昭平(1990)은 <성암본>을 대상으로 비교적 정밀한 교정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志部昭平(1990)의 경우 <런던본>을
참조하지 못했고 코퍼스 자료를 기반으로 중세국어 자료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지녔다
는 점에서 교주 내용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남아 있다. 따라서 * 표시된 志部昭平(1990)의 교주 내용이
모두 옳다고는 할 수 없다.
<김영중본>과 더불어 <런던본>의 상황에 대한 검토, 그리고 그동안 구축된 중세국어 문헌들에 대
한 코퍼스 자료 기반의 검토를 통해 우리는 교주 내용을 수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처럼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 수립 과정의 첫 관문이 志部昭平(1990)의 교주에 대한 검토라는 점
은 분명하다. 志部昭平(1990)의 판독 내용이나 * 표시가 된 교주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경우를, 수정
대상을 기준으로 유형화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4)

가. 방점 수정이 필요한 경우
나. 언해문 수정이 필요한 경우
다. 한자음 수정이 필요한 경우

는 위에서 살펴본 志部昭平(1990)의 교정 내용을 기준으로 수정 대상을 정한 것이다. 이 중에는 志
部昭平(1990)에 나타난 <성암본>의 내용을 대상으로 한 것뿐 아니라 志部昭平(1990)에서 교정한 내용
(4)

6) 전탁음과 각자병서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의 논의인 김유범･고경재(2019)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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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상으로 한 것도 있다.
먼저 (4가)의 방점 수정이 필요한 경우와 관련해 ≪효자도≫에서 이에 해당하는 수정 대상들을 차례
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5)

가.  닙과[거 거평상](志部昭平 1990:23)
 닙과 [거거거 상](효자 02)
나. 楊香이라[평평거평](志部昭平 1990:27)
 楊香이라[평평거거](효자 03)
다. 내 죽사리[거 평평거거](志部昭平 1990:33)
 내 죽사리[평 평평거거](효자 05)
라. 몯내[상상](志部昭平 1990:34)
 몯내[상거](효자 05)_<런던본>
마. 몯며[평평거](志部昭平 1990:33)
 몯며[상평거](효자 05)
바. 제[상](志部昭平 1990:38)
 제[거](효자 06)
사. 손[거거](志部昭平 1990:74)
 손[거평](효자 18)_<런던본>
아. 미[평거](志部昭平 1990:81)
 미[거평](효자 21)
자. 손[거평](志部昭平 1990:89)
 손[거거](효자 24)_<런던본>
차. 다릿[평거](志部昭平 1990:109)
 다릿[평평](효자 31)
카. 오니[상거](志部昭平 1990:112)
 오니[평거](효자 32)

가 는 접속 조사 ‘과’의 성조 수정과 관련된 것이다. <런던본>에서 ‘닙과’는 그 성조가 [거거평]
으로 나타나 있는 반면, 志部昭平(1990:23)에 따르면 <성암본>에서 ‘ 닙과’으로 된 부분은 그 성조
가 [거 거평상]으로 제시되어 있다. 두 경우 모두 접속조사 ‘-과’의 성조가 평성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거성으로 교정하는 것이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닙과’의 성조가 [거거거]가 되는데, ‘닙’
이 합성어이므로 여기에는 거성불연삼의 성조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5나)는 종결어미 ‘-다’의 성조 수정과 관련된 것이다. 종결어미 ‘-라’가 거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
면 ‘이라’는 [거거]의 성조를 갖는 게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삼강행실도 ≪효자도≫에서 보이는
다른 예들, 즉 ‘ㅣ·라·홀’(효아포시), ‘:겨지·비·라 ·혼’(동영대전), ‘魏·라·홀’(왕부폐시) 등이 이를 뒷
받침해 준다. 참고로 석보상절에서도 ‘이라’는 [거거]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5다)는 1인칭 대명사의 격형과 관련된 것으로 ‘내’를 주격(거성)과 관형격(평성) 중 어떤 것으로 처리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志部昭平(1990:33)의 교주 5)에서는 ‘내’의 성조를 거성으로 교정해 이를 주격으
로 파악했다. 그러나 志部昭平(1990:33)에서 볼 수 있듯이 ‘내’는 <성암본>에서도 본래 평성이었고,
(5 )

7)

7)

 耆낑梨링山산·이·라 ·홀 :뫼·해 일·후·미 · 耆낑梨링·라 ·홀 ·노·미 사·로· (석보상절 권24: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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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본>에서도 평성임을 알 수 있다. 문맥상으로도 ‘내 죽사리’은 그 의미를 “내(나의) 죽살이를”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내’를 관형격으로 보고 그 성조를 평성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5라)는 <런던본>에 따라 ‘몯내’의 성조를 [상거]로 수정한 것이다. 志部昭平(1990:34)의 교주 7)에서
는 ‘몯내’의 성조를 [상상]으로 교정했다. 志部昭平(1990:33)에서 볼 수 있듯이 ‘몯내’는 <성암본>에서도
본래 [상거]였고 <런던본>에서도 [상거]임을 알 수 있다. 15세기 중세국어 문헌자료들에서 ‘몯내’의 성
조는 [상상]과 [상거]가 모두 나타나므로 [상거]로 보이는 것을 굳이 [상상]으로 교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5마)는 부정 부사 ‘몯’의 성조 수정과 관련된 것이다. 志部昭平(1990:33)에서는 <성암본>에서 ‘□·
며’로 보이는 것을 ‘몯·며’로 판독했다. 그러나 이것이 <런던본>에는 ‘:몯·며’로 되어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중세국어 문헌들에서 부정 부사 ‘몯’이 상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몯’을 평성이 아닌 상성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다.
(5바)는 ‘제’의 성조 수정과 관련된 것이다. 志部昭平(1990:38)에서는 <성암본>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효자 6a) 16행의 첫 글자를 ‘제’로 보고 문맥 의미를 고려해 이를 대명사 ‘저’의 주격형으로 파악하여
그 성조를 상성으로 제시했다. 이때 ‘제’는 “제 술위 그더니”라는 문장에 쓰였는데, 한문 원문에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自在轅中挽車”(스스로 채 안에 들어가 수레를 끌고)이다. 원문의 ‘自’를 ‘제’로 언
해한 것을 보면 이때 ‘제’는 대명사 ‘저’의 주격이나 관형격이 아닌, “스스로”의 의미를 갖는 부사로 파
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이곳의 ‘제’를 거성을 갖는 부사 ‘제’로 수정한다.
(5사)는 ‘손’의 성조를 [거평]으로 수정한 것이다. 志部昭平(1990:74)에서는 <성암본>에서 본래 [거
평]으로 되어 있던 ‘손’의 성조를 [거거]로 교정하였다. 이것은 (충신 06a)를 따른 것이나, 이를 제외한
(효자 24b, 26a, 35a), (열녀 23b)에 출현하는 ‘손’의 [거평]은 교정을 하지 않아 일관성이 부족하다. 중
세국어의 다른 문헌에서 ‘손’의 성조가 대체로 [거평]으로 많이 나타난다는 점을 참조하여, 본고에서
는 <성암본>, <런던본>, <김영중본>의 원래의 성조인 [거평]을 그대로 둔다.
(5아)는 명사 ‘’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미’의 성조를 [거평]으로 수정한 것이다. <런던본>과 志部
昭平(1990:81)에 옮겨진 <성암본>의 경우 이 부분의 성조가 [평거]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志部昭
平(1990)에서는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의 성조가 거성이라는 점, 그리고 15세기
자료에서 ‘미’는 보통 [거평]으로 출현한다는 점을 참조해 성조를 [거평]으로 수정한다.
(5자)는 ‘손’의 성조를 [거거]로 수정한 것이다. 志部昭平(1990:89)에 따르면 <성암본>에서 이 부분
은 [거평]으로 나와 있다. <김영중본>에서도 [거평]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志部昭平(1990)에서는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반면 <성암본>의 (효자 18a)에서도 ‘손’가 [거평]으로 나오는데
(志部昭平 1990:73), 이에 대해서는 志部昭平(1990:74)에서 [거거]로 교정했다. 실제로 ‘손’는 15세기 문
헌에서 [거평]과 [거거]가 모두 나타나므로 이곳의 ‘손’는 志部昭平(1990)과 달리 <런던본>에 따라
[거거]를 그대로 두기로 한다.
(5차)는 <성암본>에서 [평평]으로 되어 있는 ‘다릿’의 성조를 [평거]로 교정한 것을 다시 [평평]으로
수정한 것이다. 志部昭平(1990:109)의 교주 19)에서는 <성암본>의 성조 [평평]을 [평거]로 교정하였다.
그러나 월인천강지곡이나 석보상절에서 ‘다릿’이 [평평]으로 출현하는 점을 참고하여 여기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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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본>의 성조 [평평]을 그대로 두기로 한다.
(5카)는 <성암본>에서 [거거]로 되어 있는 ‘오니’를 [상거]로 교정한 것을 다시 [평거]로 수정한 것이
다. 志部昭平(1990:112)의 교주 21)에서는 <성암본> ‘오니’의 성조 [거거]를 [상거]로 교정하였다. 그러
나 ‘오니’는 용비어천가와 석보상절에서 [평거]로만 출현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志部昭平(1990)와
는 달리 ‘오니’의 성조를 [상거]가 아닌 [평거]로 수정한다.
<

다음으로 (4나)의 언해문 수정이 필요한 경우와 관련해 ≪효자도≫에서 이에 해당하는 수정 대상들을
차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6)

가. 만·나·아(志部昭平 1990:37)
 맛·나·아(효자 06)
나. 너무(志部昭平 1990:82)
 너므(효자 21)_<런던본>
다. 수울(志部昭平 1990:83)
 수을(효자 22)_<런던본>
라. 보내여(志部昭平 1990:83)
 보내오(효자 27)_<런던본>

가 는 교정한 ‘만나아’를 다시 ‘맛나아’로 수정한 것이다. 志部昭平(1990:37)의 교주 5)에서는 <성암
본>에 본래 ‘맛나·아’로 되어 있던 것을 ‘만·나·아’로 교정했다. 방점의 교정은 수긍할 수 있으나 <런던
본>의 표기‘맛나·아’와 더불어 이 단어의 역사적 변화, 즉 ‘맞나다/ 맛나다 > 맏나다 > 만나다’를 고려할
때 ‘맛·나·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교주 5)의 내용 중 마지막에 T1a, T2, T3, T5에 따랐다는 설명을
참조할 때, 志部昭平(1990:37)에서는 사실상 ‘맛·나·아’로의 교정을 의도했었으나 책에서 ‘만·나·아’로 오기
된 것이 아닌가 한다.
(6나)는 <성암본>의 ‘너무’를 <런던본>에 따라 ‘너므’로 수정한 것이다. 志部昭平(1990:82)에 따르면
<성암본>의 경우 이 부분이 ‘너무’로 되어 있다. 그러나 <런던본>에서는 ‘너므’로 나타나며 <김영중
본>에서도 ‘너므’가 확인된다. <런던본>의 경우 삼강행실도 전체에서 ‘너무’가 3회(효자 24 25, 충
신 35) 출현하는 데 비해, ‘너므’는 2회(효자 21, 열녀 26) 출현한다. 15세기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일반
적인 부사 형태가 ‘너무’이고, ‘너므’는 주로 16세기 자료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삼강행실도
초간본에서는 이 두 형태가 공존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런던본>과 <김영중본>에 보이는 2회
의 ‘너므’는 산정본(刪定本) 삼강행실도(1490년)가 만들어진 성종 당대의 언어 상태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
(6다)는 <성암본>의 ‘수울’을 <런던본>에 따라 ‘수을’로 수정한 것이다. <런던본>에서는 ‘수을’로
보이나 <성암본>(志部昭平 1990:83)과 <김영중본>에서는 모두 ‘수울’로 되어 있다. <런던본>의 경우
삼강행실도 전체에서 ‘수울’이 7회(효자 6 22, 충신 6(2회) 19, 열녀 26(2회)), ‘수을’이 2회(효자 22,
열녀 2)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런던본>에서 (효자 22)에는 ‘수을’(22a)과 ‘수울’(22a-22b)이 각각
한 번씩 출현하는데, ‘수울’과 ‘수을’이 15세기 자료에서 모두 나타나는 사실, 그리고 한 이야기 안에 서
로 다른 두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 이곳의 ‘수을’을 그대로 두기로 한다.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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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는 ‘보·내·여’로 교정한 것을 ‘보·내·오’로 수정한 경우이다. 志部昭平(1990:97)의 교주 4)에서는
T1a, T2를 따라 이 어절을 ‘보·내·여’로 교정했으나, <런던본>과 <김영중본> 모두에서 ‘보·내·오’로 되
어 있다는 점을 중시해 본서에서는 교정하지 않았다.
끝으로 (4다)의 한자음 수정이 필요한 경우와 관련해 ≪효자도≫에서 이에 해당하는 수정 대상들을
차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6 )

(7)

가. 弟:뗴子:ㅣ수울(志部昭平 1990:31)
 弟·뗴子:ㅣ(효자 04)
나. 節·个·가ㅣ·라(志部昭平 1990:102)
 節·个·개ㅣ·라(효자 28)

가 는 志部昭平(1990)의 교정 오류를 다시 수정한 경우이다. 志部昭平(1990:31)의 교주 26)에서는
<성암본>에 본래 ‘弟·뗴子:ㅣ’로 되어 있던 것을 ‘弟:뗴子:ㅣ’로 교정했는데, 이러한 교정의 근거로
‘弟:똉子:·’(석보상절 6:10a)의 예를 들었다. 그러나 석보상절의 실제 예는 ‘弟:똉子:·’로 되어 있
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志部昭平(1990:31)의 교정을 본래 <성암본>의 모습대로 다시 수정하도록 한
다.
(7나)는 志部昭平(1990)의 교정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志部昭平(1990:102)에서는 <성암본>에 ‘節·个
개라’로 출현하나 원간본 계통인 <김영중본>(T1a)을 비롯한 후대의 다른 판본들에서 모두 ‘ㅣ’가 출현
하는 것을 근거로 원본에서는 ‘ㅣ’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个’가 ‘介’의 속자(俗字)이며 삼강
행실도 내에서 이 예를 제외한 나머지 6회의 용례에서 ‘个·가ㅣ’ 내지 ‘个가ㅣ’로 출현하는 것을 근거로
여기서도 ‘節·个·가ㅣ·라’이어야 함을 추정하였다. ‘个’가 ‘·가ㅣ’ 내지 ‘가ㅣ’의 한자음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介’의 전래 한자음인 ‘:개’의 영향을 받아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동요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에는 문제가 있다. 이미 <월인석보 19:36b>에서부터 ‘節·介·갱’가 출현하고 전
래 한자음이 반영된 <번역소학 9:63a>에서도 ‘·졀:개’로 출현하므로 성조 변화(거성→상성) 이외에 ‘介’
의 한자음 표기가 변한 것은 없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삼강행실도에서는 한자음 표기가 바뀌었으므로
전래 한자음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節·个·가ㅣ·’(열녀 6a)과 같이 ‘个·가ㅣ’가 대체로 목적어 자리에 출현하기 때문에 이때의 ‘ㅣ’가 격
조사가 아닌 한자음의 일부라는 데는 동의할 수 있다. 다만 전래 한자음을 따랐다면 ‘개’로 표기해도 될
것을 굳이 ‘가ㅣ’와 같이 표기한 것은 志部昭平(1990:102)의 설명으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志部昭平
(1990:102)의 추정은 ‘个’를 ‘介’의 속자(俗字)로 오인하고 더불어 언해자의 잘못을 고려하지 않고 ‘个·가
ㅣ’의 높은 출현 빈도만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문제가 있다.
‘个’는 ‘個’의 이체자이며 ‘介’와는 통용자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个’와 ‘介’는 항상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一介～一个～一個’에서처럼 ‘介’가 양사(量詞)의 의미로 쓰일 때만 통용된다. 그러나 언해자
는 이러한 통용의 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節介’만을 써야 할 자리에 ‘節个’를 사용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7 )

8)

8) 석보상절(6:10a)의 실제 모습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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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문제는 한자음을 한글로 표기하는 데서 발생했다. 동국정운을 참고하면 ‘介’의 한자음은 ‘’(2:32b),
‘·개’(5:31b), ‘·가’(6:18a)로 나타나는 데 비해, ‘个’는 ‘·간’(2:32a), ‘·가’(6:18a)로만 나타난다. 따라서 ‘个’의
한자음을 ‘·개’로 적는 것은 곤란하다. ‘个·가ㅣ’(열녀 6a, 11b, 20b, 30a)는 이런 곤란함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나타난 표기인데, 여기에 이끌려 ‘介·개’로 쓸 수 있는 자리에서조차 ‘介·가ㅣ(열녀 3b, 16a)’
는 물론 (효자 28)의 ‘个·개ㅣ’와 같이 혼효된 표기까지도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大·땡槩·갱ㅣ’(월인석보 25:55a), ‘四:大·땡ㅣ’(원각경언해 2-2:136b), ‘如來ㅣ’(금강경언해
하:134a), ‘節介ㅣ’(두시언해 22:56b), ‘吾오少:쇼時시所:소理:리ㅣ라’(번역소학 9:23a) 등과 같이 활음 /j/나
모음 ‘이’ 뒤에서 주격 조사 내지 계사의 ‘ㅣ’를 표기한 용례도 확인되므로 (효자 28)의 ‘節·个개ㅣ라’의
‘ㅣ’를 계사로 볼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까지도 고려해 본고에서는 이 부분을 ‘節·介·개ㅣ·라’
로 수정하였다.
9)

이처럼 志部昭平(1990)의 교정 내용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수정하는 작업은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
간본의 언해문 확정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임을 알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언해문이 지닌 성격에 대한 것이다.
언해문의 다양한 특성들을 살펴보면 세종대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성종대에 와서야 처음 간행된 언해
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언해문은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언해본 삼강
행실도 초간본의 언해문은 세종 당대의 언어 및 표기 특성과 그 이후의 언어 및 표기 특징이 혼재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우리는 앞서 (6나)에서 15세기 자료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부사 형태 ‘너무’와는 다른, <런던본>
과 <김영중본>에 보이는 2회의 ‘너므’를 산정본 삼강행실도(1490년)가 만들어진 성종 당대의 언어
상태가 반영된 결과로 추정해 본 바 있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또 다른 예로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효자도≫에서 보이는 ‘됴니라’의 두 성조 유형을 들 수 있을 듯하다.
‘됴니라’는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효자도≫에서 [상평거거](18b, 22b, 30b, 34a) 유형으
로 4회, [상거평거](31a) 유형으로 1회 출현한다. 志部昭平(1990)에서는 이 두 유형의 성조를 하나로 통
일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율동규칙을 고려할 때 둘 중 더 적합한 성조 유형은 [상거평거]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규(2007)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다중 기저형’으로 설명했는데, 이를 참조해 ‘둏-[상]’의
또 다른 기저형으로 ‘됴-[상평]’을 설정하면 ‘됴니라’가 [상평거거]로 출현한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석보상절(1447)과 월인석보(1459)에서는 ‘됴니라’의 성조가 [상거평거]로, 구급방언해(1466)
에서는 [상평거거]로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성조 패턴이 [상거평거]에서 [상평거거]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면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효자도≫에는 세종 당시의 성조 유형과 이후
변화된 성조 유형이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2. 정본 수립의 절차
9) 참고로 ‘節个’는 삼강행실도 이외의 문헌에서는 잘 발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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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에 대한 정본 수립 절차의 기본적인 전제는 한문본 삼강행실도를 바탕
으로 하여 난상에 언해문을 더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해본 삼강행실도를 만들었던 당시의 상황을 최
대한 따르려 한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일반적이다.
(8)

한글 문헌 중에서 난상에 언해문을 실은 문헌은 한정되어 있다. ≪三綱行實圖≫, ≪二倫行實圖≫, ≪
續三綱行實圖≫ 등이 그러한 문헌이다. 이들은 모두 圖版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 난
상에까지 판각하여 놓은 문헌들은 일정한 특징을 지닌다. 즉 난상의 글들은 본문과 연관되어 있지
만, 대개는 본문에 비해 부수적인 내용이다. 특히 참조자료로서 활용할 내용들이어서 이들은 대부
분이 稿本이 이루어진 후에 첨가된 것들이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난상언해문’도 역시 稿本인
한문본 ≪삼강행실도≫의 간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것은 기록에 의해서도 명확한 일이지만,
기록이 없어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과 연관시켜서 ≪삼강행실도≫에서 ‘언해문’
을 난상에 붙인 과정도 추정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한문본 ≪삼강행실도≫를 전제로 하여
추정할 수 있다(홍윤표 1998:146).

즉, 언해본 삼강행실도는 한문본 삼강행실도의 난상에 언해문을 붙여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 하에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에 대한 정본 수립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진행하기로 한다.
첫째는 3.1.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고려해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언해문을 확정하는 단계이
다. 이 첫째 단계가 초간본의 정본 수립 과정에서 가장 어렵고도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
해서는 중세국어의 언어 및 표기 특성을 세종대부터 성종대까지의 변화라는 함수 관계로 풀어내야 하
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는 확정된 언해문을 일정한 방식에 따라 난상에 정렬하는 단계이다. 난상에 수록되는 언해문은
반엽을 기준으로 16행 10자가 배열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예외적인 부분들이 많아 각 이
야기마다 이에 대한 세밀한 정렬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는 4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셋째는 한문본을 바탕으로 하여 정렬된 언해문을 수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현존하는 한문본 중
상대적으로 선본이라고 판단되는 하나를 정해 이를 언해본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는 확정된 언해문
을 난상에 수록하는 것이 주요 작업 내용인데, 실제의 언해본에 근접할 수 있도록 언해문의 글꼴 및 크
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될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효자도≫ 정본 수립 과정에서 염두
에 두어야 할 구체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다.
(9)

가. 서지 정보
- 고려대 소장의 한문본(만송 296B)을 참조함
- 반곽: 26.7 ×16.5 cm
- 광곽: 사주쌍변
- 판심: 소흑구 상하내향흑어미
- 판심제: 孝子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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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그림
- 고려대 소장의 한문본(만송 296B)을 기본으로 함
- 한문본의 훼손이 심한 경우에는 <런던본>으로 교체하되 그림 하단에 교체 사실을 따로 명시함
(대상) 자강복총,  석진단지, 은보감오
예) 은보감오
: *고려대 소장 한문본의 낙장으로 <런던본>으로 대체함
다. 언해문
- 확정된 언해문을 각 이야기의 행 구조에 맞춰 입력함
라. 한문 원문 및 시찬
- 고려대 소장의 한문본(만송 296B)의 내용을 그대로 따름

4. 초간본 ≪효자도≫의 정본 수립의 실제
장에서 수정한 언해문을 확정하고 정본 수립의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3장에서 논의한 것
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정본 수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효자도≫ 중 하나의 이야기(강혁거효)를
중심으로 정본 수립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3

4.1. 정본의 언해문 입력 체제

≪효자도≫는 이야기별로 행자수가 불규칙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각 글자를 원본과 동일한
위치에 배치하기 위해 이야기별 행자수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표 4> ≪효자도≫의 글자 배열 정보

제목
 민손단의
 자로부미
 양향액호
 고어도곡
 진씨양고
 강혁거효
 설포쇄소
 효아포시
 황향선침
 정란각목
 동영대전
 곽거매자
 원각경부
 맹희득금

행자수
14행 09자
16행 10자
11행 07자
16행 10자
16행 10자
16행 10자
16행 10자
12행 07자
15행 09자
18행 10자
16행 10자
15행 07자
14행 09자
15행 10자

행별 부정 자수
행 10자, a1/a2행
11자
10행 9자
없음
없음
없음
16행 11자
a4/b9행 11자,
a2/a3/b8행 12자
없음
a5/a7행 10자
없음
없음
7행 8자
없음
없음

a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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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주 위치
없음
a5행8자~a6행7자
없음
없음
a3행9자~a4행3자,
b9행3자~10자
b2행7자~3행2자,
b8행1자~6자
없음
없음
없음
없음
a11행7자~a12행7자
없음
없음
a14행 7~10자

분량
반엽
1엽
반엽
1엽
1엽
1엽
1엽
반엽
반엽
1엽
반엽
반엽
반엽
반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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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부폐시
 맹종읍죽
 왕상부빙
 허자매수
 왕연약어
 반종구부
 검루상분
 숙겸방약
 길분대부
 불해봉시
 왕숭지박
 효숙도상
 노조순모
 서적독행
 오이면화
 왕천익수
 유씨효고




누백포호

자강복총
 석진단지
 은보감오


행 10자
14행 09자
17행 10자
16행 10자
16행 10자
16행 10자
16행 10자
16행 10자
16행 10자
16행 10자
16행 10자
16행 10자
18행 10자
17행 10자
16행 10자
16행 10자
16행 10자
16

행 11자

18

행 10자
16행 07자
17행 10자
16

행자 행자
행자 행자
행 자 행자
없음
없음
a9행1자~8자,
a11행4자~9자,
b8행9자~b9행7자
b8행1자~5자
b8행6자~ b9행3자,
b10행4자~b11행1자
a16행5자~7자
없음
b11행5자~12행1자
없음
없음
a6행5자~a7행2자
b9행5-9자,
b17행4자~18행3자
b13행7자~14행4자,
b15행9자~16행2자
없음
없음
b11행9자~b12행3자
b3행7자~4행3자,
b5행10자~6행8자,
b8행4자~10자,
b10행6자~11행3자,
b12행10자~13행5자,
b14행8자~15행5자
a7행2자~7자
없음
없음
a8 9 ~9 6 ,
b1 4 ~3 3 ,
3 10 ~4 7

없음
없음
a13행은11자
없음
없음
없음
a6행12자, a7행11자
없음
b9행11자
a4행12자, a6행11자
없음
없음
a15행11자
a6행11자, b15행11자
없음
b2행11자
b8행7자(격간)
행자

a15 12

행자
행자 행자
행자
없음

a12 11
a9 8 , a10 8 ,
a11 9

엽
반엽
1엽
1엽
1엽
1엽
1엽
1엽
1엽
1엽
1엽
1엽
1엽
1엽
1엽
1엽
1엽
1

엽

1

엽
반엽
1엽
1

표 4>는 ≪효자도≫의 각 이야기별 행자수, 행별 부정자수, 협주의 위치를 정리한 것이다. 행별 부
정자수는 규칙적인 행자수에서 간혹 자수가 한두 자 오차를 보이는 행으로, 난상의 공간이 협소하고 글
자별 크기가 차이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 순서대로 행자수를 보면 통일성이 없어 보이나 20개의 이야기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16행 10
자의 행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행자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효자도≫의 35편은 서로 관련이 없는 별개의 이야기로 한문의 분량도 통일되지 않고
이야기마다 차이가 있다. 그러다보니 언해하는 과정에서 한문의 분량에 이끌려 언해문의 분량도 이야기
별로 차이를 보인다. 즉 반엽이 160자(16행 10자)를 넘지 않을 경우나, 1엽이 320자(협주가 올 경우 그
이상)를 넘을 경우 행자수를 부득이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

10)

11)

혹은 교정의 과정에서 누락된 글자나 단어가 발견되어 행 전체를 매목하면서 추가로 글자수가 늘어났을 가능성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11) 전체분량이 반엽 이내면서 160자보다 적은 분량일 경우 행을 줄이거나 그래도 안 될 경우 행당 자수를 9자 내지 7자로
하였다. 행만 줄인 15행 10자의 이야기가 1개(), 행을 줄임과 함께 자수를 9자로 한 이야기는 4개(, , , )이고,
7자로 한 이야기도 4개(, , , )이다. 자수를 변경한 이유는 10자로 할 경우 언해문의 배열이 지나치게 우측으로
치우쳐 시각적으로 내용이 빈약해 보이는 것을 막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대략 120여자 이상일 때는 9자로, 1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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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앞에서 수정된 언해문을 바탕으로 글자별 유형(본문/협주문)과 위치 정보(몇 행 몇 자) 태그
를 부여하였다. 일관적인 변환 작업을 위하여 입력 형식은 XML형식으로 통일하였다.
12)

(10)

가. 수정한 원문의 전산 입력 자료

江革·격·이 져·머·셔 아·비 일·코 마·초·아 天텬下:ㅣ ·어·즈·럽거·늘 ·어·미 업·고 ·수·머
·녀 ·녜  ··야 이받·더·니 ·조 도 맛·나·아 자·바:가·려 커·든 ·곧 슬·피 우·러
닐·오· 늘·근 ·어·미 이·셰·라 ·야· 도·기 感:감動:··야 ·수 ·길·흘 ·치리·도
잇·더·라 ·옷 밧·고 다·사·리··야 ·어미· 이바··며 니·퓨· 낟·비 아·니·더·라 後:·
에 本:본鄕·애 도·라·와 :서·리어·든 올· 모· 저·긔 ·어·미 잇·가 ··야 :제 술·위·
 그·더·니 · (효자도 6a)
·셔 일·로· 江巨:꺼孝·ㅣ·라 ·더·라【巨:꺼孝·· ·큰 孝·道:ㅣ·라】·어·미
죽거·늘 무·더·메 ·가·아 三삼 年년 :살·오 ·옷 아·니 밧거·늘 員·이 :사 ·브·려 바··라
·니·라 皇帝·뎨 · 千쳔 斛·· ·주시·고【斛·· ·열 ·말 ·드· 그·르시·라】八·月·
:마·다 員·이 安否: :묻·고 羊·과 수울·와 보·내·라 ··시니·라 (효자도 6b)

나. xml형식에 맞게 태그 정보 추가(밑줄 부분만 제시)
<?xml version="1.0" encoding="UTF-8"?>
<삼강행실도>
<효자 n="江革巨孝(漢)_06a">
<row n="01">
<cha n="01"><main>江</main></cha>
<cha n="02"><main></main></cha>
<cha n="03"><main>革</main></cha>
<cha n="04"><main>·격</main></cha>
<cha n="05"><main>·이</main></cha>
<cha n="06"><main>져</main></cha>
<cha n="07"><main>·머</main></cha>
<cha n="08"><main>·셔</main></cha>
<cha n="09"><main>아</main></cha>
<cha n="10"><main>·비</main></cha>
<cha n="11"><main></main></cha>
</row>
…… 중략
<row n="16">
<cha n="01"><main>:제</main></cha>
<cha n="02"><main>술</main></cha>
…… 중략
<cha n="09"><main></main></cha>
<cha n="10"><main></main></cha>
<cha n="11"><main>·</main></cha>
</row>
</효자>
…… 중략
<효자 n="江革巨孝(漢)_06b">
…… 중략

……

……

……
……

여자 이하일 때는 7자로 설정한 뒤 난상이 공허해 보이는 것을 최소화하였다.
반면 전체분량이 320자(협주 포함할 경우 그 이상)를 넘어 16행 10자로 언해문을 적을 시 1엽을 초과하게 된다. 주지하
듯이 본문의 앞엽은 그림, 뒷엽은 한문이 기재된 형식이기 때문에 행자수를 늘린 것은 1엽의 난상을 초과하지 않으려는
부득이한 조처로 보인다. 그리하여 행을 17행이나 18행으로 바꾸었고, 그래도 안 될 경우 행당 자수를 11자로 늘렸다. 17
행 10자는 3개의 이야기(, , )이고, 18행 10자는 2개의 이야기(, )이며, 18행 11자는 1개의 이야기()이다.
12) 수정된 확정 언해문을 난상에 정렬할 때 수작업, 다시 말해 해당 글자별로 잘라내기와 붙여넣기를 반복하여 배열할 경
우 글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방점 누락이나 위치 오류 등 생각지 못한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반면에 xml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은 후술하듯이 xslt 변환 문법으로 쉽게 일괄 변환이 가능하다. 게다가 확정 언해문에 단순히 태그 정보만을
추가하는 것으로 언해문 자체를 잘라내는 방식의 수정을 하지 않으며 태그 정보의 부착은 정규표현식을 이용한 매크로
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오류가 적고 작업 시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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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 n="02">
<cha n="01"><main>·</main></cha>
<cha n="02"><main>ㅣ</main></cha>
…… 중략 ……
<cha n="07"><anno n="01">巨</anno></cha>
<cha n="08"><anno n="01">:꺼</anno></cha>
<cha n="09"><anno n="01">孝</anno></cha>
<cha n="10"><anno n="01">·</anno></cha>
<cha n="07"><anno n="02">·</anno></cha>
<cha n="08"><anno n="02">·큰</anno></cha>
<cha n="09"><anno n="02">孝</anno></cha>
<cha n="10"><anno n="02">·</anno></cha>
</row>
…… 중략 ……
<row n="16">
<cha n="01"><main></main></cha>
<cha n="02"><main></main></cha>
…… 중략 ……
<cha n="09"><main></main></cha>
<cha n="10"><main></main></cha>
</row>
</효자>
</삼강행실도>

가 는 수정 사항이 반영된 입력본이다. (10가)와 <표 4>를 바탕으로 (10나)와 같이 글자별로 xml
태그를 추가하였다. (10나)의 태그에 대해 설명하면, 우선 상위 요소의 “<효자 n="江革巨孝
(漢)_06a">~</효자>” 태그는 이야기의 제목과 장차를 나타낸다.
다음 하위 요소로 “<row n="01">~</row>” 태그는 행별로 원문을 구분한 것으로, <표 4>를 참
고하여 기본 행을 16행으로 속성 번호를 설정하였다. 다만 언해문의 분량이 16행이 안 되는 경우, 일괄
적으로 xml문서 형식을 html의 문서표로 변환하기 위해서 (10나)의 “<row n="16">~</row>”의 하위
요소와 같이 빈 태그를 입력하였다. 또한 행이 16행을 초과할 때는 해당 행에 대한 태그를 추가하였다.
<row>태그의 하위 요소로 제시한 “<cha n="01">~</cha>” 태그는 글자별 위치를 구분한 것이다.
(10나)의  강혁거효는 앞의 <표 4>에서 보았듯이 16번째 행이 11자로 출현하므로 기본 자수인 10자
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우, 형식적 통일을 위하여 10자로 끝나는 “<row n="01">” 행이라도
“<cha n="11"><main></main></cha>”와 같이 빈 태그를 추가로 입력하였다.
글자별 <cha>태그의 하위 요소로 해당 글자가 본문 글자일 때는 “<main></main>”태그를 입력하
고, 협주문일 때는 “<anno></anno>”태그를 입력하였다. 다만 협주문은 소자쌍행(小字雙行)으로 출현
하기 때문에 “<anno n="01">巨</anno>, <anno n="02">·</anno>”와 같이 속성 번호를 추가하
여 쌍행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효자도≫의 XML문서는 (2)와 같이 XSLT 문서를 작성하여 각 이야기별 행자수에
맞게 HTML의 표 형식으로 문서를 변환하였다. (2가)는 XSLT의 문서이고 (2나)는 XSLT 문서에 의하여
≪효자도≫의 XML문서가 HTML 표 형식으로 변환된 것이다.
(10 )

(11)

가. XSLT의 문법
<xsl:stylesheet version="1.0" xmlns:xsl="http://www.w3.org/1999/XSL/Transform"
xmlns="http://www.w3.org/TR/REC-html40">

- 40 -

언해본 삼강행실도

≪효자도≫의 원전(原典)과 텍스트 성립 과정에 대하여_김유범·이규범·오민석

<xsl:template match="/">
<html>
<title>삼강행실도</title>
<style>
…중략…
</style>
<body>
<xsl:apply-templates select="삼강행실도"/>
</body>
</html>
</xsl:template>
<xsl:template match="삼강행실도">
<xsl:apply-templates select="효자"/>
</xsl:template>
<xsl:template match="효자">
<table>
<tr text-align="right">
<th colspan="32"><xsl:apply-templates select="@n"/></th>
</tr>

①
<tr text-align="right">
<th colspan="2">16</th>
<th colspan="2">15</th>
<th colspan="2">14</th>
…중략…
<th colspan="2">03</th>
<th colspan="2">02</th>
<th colspan="2">01</th>
</tr>

②

<tr text-align="right">
<xsl:apply-templates select="row[@n]/cha[@n='01']">
<xsl:sort select="../@n" data-type="number" order="descending"/>
<xsl:sort
select="anno/@n"
data-type="number"
order="descending"/>
</xsl:apply-templates>
</tr>

③
… 중략 …
</table>
</xsl:template>
<xsl:template match="row[@n]/cha[@n='01']">
<xsl:choose>
<xsl:when test="main">
<td colspan="2"><xsl:apply-templates select="main"/></td>
</xsl:when>
<xsl:otherwise>
<td><xsl:apply-templates select="anno"/></td>
</xsl:otherwise>
</xsl:cho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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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sl:template>

④
… 중략 …
</xsl:stylesheet>

나. XSLT의 문법에 의해 변환된 ≪효자도≫ 문서

가 의 ①은 (11나)의 “<효자 n="江革巨孝(漢)_06a">”태그의 속성 내용인 “江革巨孝(漢)_06a”을 표
의 제목으로 우측 정렬하여 표시하라는 뜻이며 (11나)의 ①과 같이 반영되었다.
(11가)의 ②는 (11나)의 둘째 열에 대한 문법이다. 협주의 소자쌍행(小字雙行)을 고려해 “colspan=2”
속성을 추가하고 기본적으로 한 칸에 두 자씩 배정하였다. 또한 XSLT문법으로 변환한 표는 옛문헌처럼
우종서(右縱書)로 작성되는 게 아니라 좌횡서(左橫書)를 기본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숫자 역시 16부터 1까
지 역순으로 작성하였다. 이 문법으로 ≪효자도≫의 XML문서가 (11나)의 ②와 같이 변환되었다.
(11가)의 ③은 (11나)의 셋째 열에 대한 문법이다. ②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읽을 때는 종서로 읽으나
XSLT의 처리에서는 위치 정보 태그를 바탕으로 횡서로 작성된다. 각 행의 <row n="number"> 태그의
하위 요소가 <cha n="01">인 글자를 모두 표의 셋째 열에 표시하라는 뜻이다. 다만 이대로 제시하면
XSLT 표의 방향이 기본값인 좌횡서(left to right)로 배치되기 때문에 <row n="">의 번호 속성을 역순
인 내림차순(order="dscending")으로 변경하여 16행(row n="16")의 <cha n="01"> 글자(:제)가 맨좌측
부터 배치되도록 하였고 그 결과가 (11나)의 ③이다.
(11가)의 ④는 (11가)의 ③에 대한 세부설정으로 해당 글자가 본문의 글자이면(곧, <main>태그를 지
녔으면) 한 칸의 두 자 공간을 모두 이용하고, 협주문의 글자이면(곧, <anno>태그를 지녔으면) 한 자
공간만 이용하라는 표시이다. 이것이 반영된 것이 (11나)의 ④인데, 협주문의 글자는 한 자 공간인 반면
본문의 글자는 두 자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열부터는 (11가)의 ③, ④의 속성값만 변경하여 반복 적용하면 (11나)가 완성된다.
(11 )

4.2. 초간본《효자도》정본 수립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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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효자도≫의 6번째 이야기인 ‘강혁거효(江革巨孝)’로 <런던본>과 정본의 언해문을 비교하고
자 한다.
13)

(12)

영인본과 정본의 언해문 비교

江革巨孝(漢)_06a
16

제
술
·위
·
그

·더
·니


·
:

15


저
·긔
·어
·미
잇

·가
·
·야

·

14

라
·와
:서
·리
어
·든

올
·
모
·

13

12

라 ·며
後 니
: ·퓨
·에 ·
本 낟
:본 ·비
鄕 아
 ·니
·애 ·
도 더
·

11

사
·리
·
·야
·어
미
·
이
바
·

10

리
·도
잇
·더
·라
·옷
밧
·고
다
·

09


·
·야
·수

·길
·흘


·치

:

08

07

·

·

라
·
야
·
도

·기

러
닐
·오
·
늘
·근
·어
感 ·미
:감 이
動 ·셰

06

자
·바
:가
·려
커
·든
·곧
슬
·피
우

05

받
·더
·니

·조
도

맛
·나
·아

04

머

·녀

·녜


·
·야
이
·

03

어
·즈
·럽
거
·늘
·어
·미
업
·고
·수

·

02

일
·코
마
·초
·아
天

텬
下



:

ㅣ

01

江


革

격
·이
져
·머
·셔
아
·비
·

강혁거효’를 대표적인 예시로 든 이유는 16자 10행으로 정형성을 띠면서도 비교적 다양한 유형의 수정 사항이 반영되었
기 때문이다. 수정한 부분은 빨간색과 볼드체로 구분하였다.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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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革巨孝(漢)_06b
16

15

14

13

12

11


·시
니
·라
·

10

09

고 :마
羊 ·다
 員
·과 
수 ·이
울 安
·와 
보 否
·내 :
·라 :묻
·

08

斛
그 ·
·르 ·
시 ·열
·라 ·말
·드
·

八



·

月



·

07

06

05

뎨 ·려 ·니
· 바 밧
千 · 거
쳔 ·라 ·늘
斛  員
· ·니 
· ·라 ·이
·주 皇 :사
시  
·고 帝 ·브
·

04

03

02

01

가 ㅣ 道 · ·셔
·아 ·라 : ㅣ 일
三 ·어 ·라 
삼 ·미 · ·로
年 죽 더 ·
년 거 ·라 江
:살 ·늘 · 巨 
·오 무 ·큰 :꺼 巨
·옷 ·더 孝 孝 :꺼
아 ·메 · · 孝
·

은 (12)의 ‘강혁거효(江革巨孝)’에서 수정된 사항들을 차례대로 정리한 것이다. 수정한 글자들을 통
해서 어떠한 부분이 교정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3)

(13)

가. 일코 → 일·코
나. 어·즈·럽거·늘 → ·어·즈·럽거·늘
다. ·네 → ·녜
라. 맛나·아 → 맛·나·아 [志部昭平(1990:37) 만·나·아]
마. 이·세다 → 이·셰·라
바. 感:감動··야 → 感:감動:··야
사. 後··에 → 後:·에
아. 本:븐鄕·애 → 本:본鄕·애
자. 모·[ㅭ] → 모·
차. 제 → ·제 [志部昭平(1990:38) :제]
카. 술위 → 술·위·
타.  → ·
파. 孝 → 孝·
하. 帝뎨 → 帝·뎨
갸. 觓 → 斛·
냐. 시니라 → ··시니·라

≪효자도≫ 전반에 걸쳐 가장 많이 수정한 유형은 방점의 수정으로 (13가-나, 라-사, 차-하)에 걸쳐
확인된다. 방점의 수정은 대체로 志部昭平(1990)의 교정을 따랐으나 (13차)와 같이 달리 파악한 경우
도 있다.
14)

여기는 다시 어미와 같이 문법형태소의 성조를 교정한 경우(13가, 마, 차, 카, 냐), 고유어 어간의 성조를 교정한 경우(나,
라, 차, 카, 냐), 한자음의 성조를 교정한 경우(바, 사, 타, 파, 하)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志部昭平(1990)의 교정안을 그대
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김성규(1994, 1998, 2002, 2007, 2009, 2011), 유필재(2003, 2005, 2008, 2011, 2012), 차재은(1998,
1999) 등 율동규칙 및 예외와 관련한 논의들을 통해 검증하며 진행하였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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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리어·든 올· 모· 저·긔 ·어·미 잇·가 ··야 ·제 술·위· 그·더·니(自在轅中挽車)<효자
6a>

每至歲時。縣當案比。革以母老。不欲搖動。自在轅中挽車。不用牛馬。)

(

나. 及·끕第·뗴·라  저·긔 ·어미· ·리·디 :몯··야 ·제 술·위 ·어 ·가·아 及·끕第·뗴·야·<효
자 28a>
應擧入都。不忍捨其親。徒載而西。登第。)

(

가 는 (13차)를 포함한 구절로 원본대로 평성의 ‘제’로 보아 ‘자신의 수레를 끌더니’로 해석하면 어
색하다. 이때 주어로 해석하는 거성의 ‘·제’와 부사로 해석하는 상성의 ‘:제’가 다 가능한데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14나)와 같이 ≪효자도≫ 내에 유사한 구문에서 거성이 출현하는 것을 참고하여 수정하
였다.
(13바)는 한자음을 수정한 것이다. ≪효자도≫는 대체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따르지만 전래 한자
음이 반영된 곳도 더러 확인된다. 판본들을 비교하면서 전래 한자음이 확실한 경우는 자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대로 두었으나 그렇지 않고 판본들 간에 표기가 혼란스러운 경우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수정하였다. (13바)의 ‘動’의 전래 한자음은 ‘:’인데 <런던본>에서는 ‘’으로 출현하여 성조에서 차
이를 보인다. 또한 에서 동국정운식 표기인 ‘感:감動:’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기서
도 동국정운식 표기로 수정하였다.
(13다, 라, 마, 아, 자)는 오탈자의 수정과 관련된 예이다. (13다, 마, 아)는 志部昭平(1990)에서 언급한
<성암본>을 바탕으로 각각 ‘녜’, ‘이셰라’, ‘本:본’으로 수정할 수 있다. 하지만 오탈자의 경우도 志
部昭平(1990)의 기술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았는데, (13라)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志部昭平(1990:37)에는
초간본 계통인 <김영중본>(T1a)을 비롯하여 1518년 이후 간본(T2), 16c중엽 간본(T3), 1608년 간본
(T5)에서 모두 ‘만·나·아’로 출현한다고 기술하였는데 해당 판본들에서 ‘만’이 아니라 ‘맛’으로 출현함을
확인하고 단순 착오로 판단하여 志部昭平(1990)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성암본>의 경우 志部昭平
(1990)의 기록에 기댈 수밖에 없기에 (13자)와 같이 <성암본>이 오히려 오탈자로 보이는 경우는 별도
로 정리를 하여 <성암본>과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끝으로 (13갸)와 같이 보각을 거치면서 특이하게 적힌 이체자( 觓)의 경우 대응 한문과 맥락을 고려
하여 정자(斛)로 수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수정 사항을 반영하고 옛 문헌에 맞게 글자의 위치를 배열한 언해문은 최종적으로 행을
표시한 숫자, 이야기 제목, 구분선을 지우고 각 엽수에 맞게 난상에 배치하였다. 이때 본문에 배치되는
(14 )

15)

16)

17)

18)

다만 동국정운과 달리 음가 없이 빈자리를 표시하는 종성자 ‘ㅇ’을 사용하지 않는 표기 상의 차이점이 있다.
김영중본>도 ‘’으로 출현한다.
다만 志部昭平(1990:388)에 제시된 <성암본>의 영인자료와 志部昭平(1990:36)에 제시된 <성암본>의 전산입력자료가 차
이를 보인다. 오히려 영인자료를 비교하면 <런던본>과 마찬가지로 <성암본>도 탈획된 것처럼 보인다. 志部昭平
(1990:36)의 전산입력자료를 전적으로 믿는다면 이러한 탈자는 흑백 복사본에서 오는 왜곡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할
가능성은 연구에 이용하고 있는 <런던본>과 <김영중본>의 흑백복사본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도 신중
을 기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런던본>에서 탈획으로 보이는 글자들이 실제 <성암본>에서도 탈획되었는데, 志部昭平이
전사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교정한 것이라면 志部昭平(1990)의 전산입력자료를 바탕으로 <런던본> 및 <김영중본>과
비교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18) 이와 함께 志部昭平(1990:388)의 <성암본>은 첫째줄의 1행~13행이 공백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런던본>의 해당 글자
들도 아랫줄의 글자들과 비교해 보면 글자의 크기나 배열에서 차이를 보여 매목한 부분이 탈각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하다.
15)
16)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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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과 그림은 이태호·송일기(2003)에서 선본으로 논의한 바 있는 고려대본 ≪효자도≫(한문본, 청구기
호: 만송 貴296B)를 이용하였다. 수정한 언해문과 고려대본 ≪효자도≫를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정본의 모습으로 복원할 수 있다.
19)

[그림 5] 완성된 정본(강혁거효)의 모습

5. 맺음말
이제까지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초간 이본들, 이른바 <성암본>과 <런던본>, <김영중본>을 중심
으로 이 자료들이 지닌 특징들을 분석해 보고, 더불어 15세기 중세국어 문헌자료들이 지닌 특징을 고려
함으로써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定本) 수립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정본 수립을 위해서
는 志部昭平(1990)에 대한 검토로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하며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초간본은 세종대부
터 성종대까지의 언어 및 표기 특성을 함께 지닌 특별한 측면이 있음도 살펴보았다. 언해본 삼강행실
도가 중세국어의 연구 자료로서, 또한 중세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자료로서 지닌 가치와 위상을
생각할 때, 초간본의 정본화 작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과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여기서 더 정밀하게는 서체까지도 복원하는 것이 좋으나 현재 해당 폰트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훈민정음체를 이
용하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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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定本) 수립을 위한 연구:
≪효자도≫를 중심으로 토론문
이상훈(충북대학교 강사)
본 발표문은 언해본 삼강행실도 초간본의 정본 수립을 위해 ｢효자도｣를 대상으로
정본화 작업을 시도한 연구입니다. 언해본 삼강행실도는 자료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생
각할 때 이러한 작업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언해본 삼강행
실도 초간본 계통의 판본들(<성암본>, <런던본>, <김영중본>의 특징을 분석하고 志部
昭平(1990)에 대한 검토 및 수정 등의 작업을 정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언해본
삼강행실도의 초간본은 세종대부터 성종대까지의 언어 및 표기 특성을 함께 지닌 특
별한 측면이 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토론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몇 가지 의견 및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1. 11쪽의 (5자)의 ‘손’의 성조를 [거거]로 수정하였는데 [거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런던본>과 <김영중본>의 성조가 서로 다른 부분인데, <런던본>을 자세히
보면 ‘’의 방점이, 방점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초간본 계통의 판
본 중 후대본에도 해당 부분의 성조가 [거평]으로 되어 있어 <런던본>도 [거평]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1)
2. 13쪽의 (6나)를 <런던본>에 따라 ‘너므’로 수정하였는데 ‘너무’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곳도 후대본에는 모두 ‘너무’로 되어 있고2) ‘므’의 ‘ㅁ’이 다른 곳의 ‘므’의 ‘ㅁ’과
비교했을 때 조금 작습니다. 그보다 언해본 삼강행실도에 ‘너무’가 3회, ‘너므’가 2
회 보인다고 하였는데, 둘 중 신형이라고 할 수 있는 ‘너므’가 ｢효자도｣에 나타난 점
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이상훈(2018)에서는 ｢효자도｣에는 ｢충신도｣, ｢열녀도｣에 비해
고형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 ｢효자도｣의 원고가 ｢충신도｣, ｢열녀도｣에 비해
좀 더 이른 시기에 언해되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3) 그리고 ｢효자도｣ 21장에
는 15세기 중엽에 간행된 문헌에서 보이는 예들이 쓰이고 있어 <런던본>, <김영중
본>의 ‘너므’는 탈획된 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 이상훈(2018)에서도 <런던본>과 <김영중본>은 동일한 목판에서 쇄출된 것으로 보았
는데, 이 글을 통해 <런던본>과 <김영중본>이 일부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
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모두 복사본의 한계로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4. <런던본>과 원간본에 가까운 판본으로 알려진 고려대 소장의 한문본(만송 296B)의
그림을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대에 언해본의 초간본
을 제작할 때 한 판목에 동시에 한문 및 도판과 언해문을 판각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
정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1) 志部昭平(1990)에서 <T3>, 이상훈(2018)에서 <A2a>로 분류한 16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판본
인 고려대 만송문고 소장본(貴296F)를 참고하였다.
2) 志部昭平(1990)의 <T3>, <T4>, <T5>에서 모두 ‘너무’로 쓰이고 있다.
3) 현재는 같은 ｢효자도｣ 안에서도 장 혹은 다른 기준으로 언해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이
를 정밀화해서 소논문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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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ó (佛), Pwuche (仏体) and Hotoke (保止氣)
Ye, XU Zhejiang University
ABSTRACT
1.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iscuss how Chinese loanword ‘fó’ (佛) was borrowed into Old
Korean (OK), pre-OK and Western Old Japanese (WOJ) based on the textual research among
diverse Chinese, Korean and Japanese first-hand materials. I propose that two routes existed
for the borrowing of the Chinese rendering word ‘fó’ (佛) in pre-OK, OK and WOJ:
2.
Route Ⓐ：Six Dynasties → Korean Three Kingdoms period →Before Japanese Nara period
佛 LHan *but → pre-OK *pu.tə.kej/ kəj → 保止氣 ホト(乙)ケ(乙) WOJ [pə.tə.kəj]
3. Route Ⓑ: After Sui and Tang Dynasties → Unified Silla and Koryeo period
4. 佛 LHan *but → 仏伊~
*pu.t je/ǝ.i(H)

~

OK *pu.ti > *pu.t(h)je/ǝ ~仏体~

OK

(h)

5. 佛 LHan *but → 불~블 MSK [pul

H/L

]~[pɨl H]; 仏 (ブツ) Go-on [bu.tu]

6.
[Keywords]: 佛; 仏体; 保止氣; sinographic writings; language contact among Chinese, Korean
and Japanese

1.

Introduction

The etymology of the Korean word corresponding to the Sanskrit (SKT)
‘Buddha’ —Modern Standard Seoul Korean (MSSK) pwuche [pu.ʧ hə]1) 부처,
Late Middle Korean (LMK) pwùthyěy [pu.thiəi] 부톄~pwùthyè [pu.thiə] 부텨, Old
Korean (OK) phonograph 仏体 Late Han Chinese (LHan) *but.theiB > Middle
Chinese (MC) *bjwət.thieiB , Middle Sino-Korean (MSK) pwulthyey [pulH(L).thiəiH]
불톄~pulthyey [pɨlH.thiəiH] 블톄 in Pohyensiponka (普賢十願歌, “Song of the Ten
Great Vows of the Lord of Truth”) which are recorded by Kolye (高麗,
918-1392 AD) Buddhist Kyunye (均如, 923-973 AD)—is enigmatic and the
subject of ongoing debate (Kim 1977; Lee 1998; Pak 1990; Vovin 2005, 2006,
2007; Lee & Ramsey 2011; Nam 2014; Pellard 2014; Hwang 2014). This paper
aims to discuss where the Chinese rendering of the word for ‘Buddha’, fó (佛,
LHan *but > MC *bjwət), comes from, how Chinese fó (佛) was borrowed into
OK as the nativized phonograph pwuche (仏体), and how the honorific suffix
*kej~kəj in pre-OK2) was nativized in the Western Old Japanese (WOJ) word
hotoke (保止氣) by focusing on a re-examination of diverse primary texts,
including chronicles; literatures; epigraphs from China, Korea and Japan
(hereafter ‘trilateral’), and their analysis in a historical linguistic perspective.

2.

Fó (佛) is not a Chinese rendering of SKT Buddha

On the argument of dating Buddhism’s arrival in China, according to the
1) In the present paper, Romanized Korean data are in Yale Romanization, except some authors’
names, which are written down according to their original papers and books. The phonetic
reconstruction of Middle Chinese, or Qièyùn 切韻 (601 AD), system is adopted from Schuessler
(2009), and Fǎnqiè 反切 are illustrated if it is needed. The phonetic reconstruction of WOJ is
based on Miyake (2003) and Frellesvig (2010). The phonetic reconstruction of the Middle
Sino-Korean and Old Korean vowel systems is based on Itō (2007).
2) Generally Old Korean is defined as the language of the unified Sinla state (668-935) state
(Lee 1972; Lee & Ramsey 2011). In the present paper, I refer to the period before OK (Three
Kingdoms period) as ‘pr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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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ìlǎozhì (釋老志, “Monograph on Buddhism and Daoism”) of the WèiShū (魏書,
“Book of Wei”; 554 AD) states that an envoy from the Great Yuèzhī (大月氏; i.e.,
the realm of the Kushans, guìshuāng貴霜) called Yīcún (伊存) had orally
transmitted Fútújīng (浮屠經, “Buddhist Sutra”) to Jǐnglú (景盧) who was a
student at the imperial academy, in 2 BC. According to the Guāngwǔ Shíwáng
lièzhuàn (光武十王列傳, Biographies of Ten Princes of Emperor Guāngwǔ) of
the Hòuhànshū (後漢書, “Book of the Later Han”), written before 445 AD, we
are told that the Prince of Chǔ (楚王) Liúyīng (劉英, ?-71 AD) of the Han was
the first person to officially study and chant Buddhist doctrine (Liang 1999: 13:
3715). Meanwhile, according to the Móuzǐ Lǐhuòlùn (牟子理惑論, “Master Mou’s
Treatise Settling Doubts”) in the Hóngmíngjí (弘明集, “Collection Aggrandizing
and Clarifying [Buddhism]”) (517 AD) wirtten by Sēngyòu (僧祐, 445-518 AD),
and the so-called Yíjīng (疑經, “doubtful scripture”), the Sìshí’er zhāngjīng
(四十二章經, “Scripture in Forty-two Sections”), Emperor Míng (明帝)
Liúzhuāng (劉莊, 28-75 AD) of the Han (漢) had sent envoys to Xīyù (西域,
the Western Regions) to search for Buddhist Scriptures after dreaming about a
“golden man” in 64 AD, and this incident is regarded as the start of
Buddhism’s spread into China (Tang: 2015: 15-26; Hu: 1998: 5: 144; Nattier
2008: 35).
However, we must notice that, in this early time, Buddhism’s presence was
centred on ritual practices and artistic objects, not on scriptural texts (Nattier
2008: 37). The first reliable accounts of the translation of Buddhist scriptures
into Chinese date from the Eastern Han (東漢) period, from the scriptures
translated by Ānshìgāo (安世高, ?-188 AD) from Ānxī (安息, i.e., Parthia,
Aršak), Zhīlóujiāchèn (支婁迦讖, SKT Lokakṣema, 147 AD-?) from the Yuèzhī
and other monks from the Western Regions, not from India directly. (Zürcher
1991; Nattier 2008; Fang & Gao 2012).
On the etymology of fó (佛) for ‘Buddha’ in Chinese, much discussed over
the past century, an agreement has finally been. In 1933, Húshì (胡適,
1891-1962) had argued with Chényuán (陳垣, 1880-1971) about the usage of the
Chinese words fútú (浮屠, LHan *bu.dɑ > MC *bjəu.duo) and fó (佛) for
‘Buddha’ in Buddhist scriptures, and he supposed that fútú (浮屠) was an old
Chinese rendering used by non-Buddhists for malicious slander3), while fó (佛)
was used by Buddhists uniformly as a phonograph without specific meaning in
Chinese, especially after increasing number of scriptures are translated (Hu 1998:
5: 145-167). Subsequently, in Ji (1948; 1990) Jìxiànlín (季羨林, 1911-2009)
considered fó (佛) for ‘Buddha’ to correspond to that found in Indo-Iranian
languages during early period, including Middle Persian (i.e., Pahlavi) bwt in
Zoroastrian classics; Manichaean Parthian bwt, bwty and pwtyy in Manichaean
Sogdian Scripts; pwt in Buddhist Sogdian Scripts and bot in Dari Persian, all of
them derived from the voiced *but ( > pät in Yānqí (焉耆, Agni); > pūt, pud
in Qiūcí (龜茲, Kucha) ) in Early Tocharian languages. On the other hand, fútú
(浮屠) for ‘Buddha’ in an earlier period was a borrowing from the disyllabic
bodo, boddo, boudo in Dàxiàyǔ (大夏語, Bactrian). And certainly, Fótuó (佛陀,
LHan *but.dɑi > MC *bjwət.dâ) was a much later disyllable rendering from
SKT Buddha.
Undoubtedly, among the seventeen reliable Chinese Buddhist scriptures4)
3) Literally, in fútú (浮屠) fú (浮) means ‘float, superficial’ and tú (屠) means ‘massacre,
separate’.
4) The seventeen reliable Chinese Buddhist scriptures are Ānshìgāo’s works including Chá āhán
shíbào fǎ jīng (長阿含十報法經, “Daśottarasūtra”), Réběn yusheng jīng (人本欲生經,
“Mahānidānasūtra”), Yī qiè liú shè shǒu yīn jīng (一切流攝守因經, “Sarvāsravasūtra”), Sìdì jīng
(四諦經, “Satyavibhaṅgasutra”), Běnxiāng yīzhì jīng (本相猗致經, “”), Shìfǎ fēifǎ jīng
(是法非法經, no parallel text in Pāli), Lòu fēnbù jīng (漏分布經, “Nirvedhika-sūtra”), Pǔfǎ y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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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Eastern Han and Three Kingdoms (三國) periods, the word for the
Buddha is the monosyllabic fó (佛), not fútú (浮屠) or Fótuó (佛陀), as is
attested via CBETA (cbeta.org). But fútú (浮屠) and its allo-phonograph (i.e.,
phonographic variants) fútú (浮圖, LHan *bu.dɑ > MC *bjəu.duo) in
non-Buddhist texts probably do not correspond to Bactrian, but rather come from
Buddho in Indian Prakrit (i.e., vernacular) languages and Pāli (Zhou 1956: 203),
or rather from SKT Buddha or Gāndhārī Budha (Pulleyblank 1962: 213). In the
present paper I propose that this argument is difficult to validate, since fútú
(浮屠~浮圖) only appears in non-Buddhist tests, and the phonological study of
the transcription between non-Sanskrit and Chinese in Buddhist texts before the
MC period is tentative, given the present state of Chinese historical phonology.
On the other hand, from the East-Jin period (東晉), the phonograph fótuó
(佛陀) as a rendering of SKT Buddha became more widely used in Chinese
Buddhist texts, and it has other allo-phonographs with different characters and
different usages. For example, fótuó (佛陀, MC *bjwət.dâ), fótú (佛圖, MC
*bjwət.duo), fútuó (佛馱, MC *bjwət.dâ) and fútuó (浮陀, MC *bu.dâ) usually
appear as a part of monks’ names in Chinese Buddhist scriptures. The
phonographs buótuó (勃陀, MC *bwət.dâ), buótuó (勃馱, MC *bwət.dâ), mǔtuó
(母馱, MC *məuB.dâ) and mòtuó (沒陀, MC *mwət.dâ) appear in incantations of
Mìzōng (密宗, “Esoteric Buddhist”) scriptures as more exotic and mysterious
transliterations. However, fútú (浮屠)~ fútú (浮圖)~ fútuó (浮陀) are only used
as terms for Buddha, Buddhism, monks and pagodas in non-Buddhist scriptures
(Ding 1984; Yu 2011).
In Summary, the Chinese monosyllabic word fó (佛) refers to the word for
Buddha, which is definitely not a rendering of SKT Buddha nor an abbreviation
or shortened term of fótuó (佛陀) but a transliteration from early Indo-Iranian
languages. The origin of disyllabic fútú (浮屠)~fútú (浮圖) in Chinese
non-Buddhist scriptures is uncertain, probably deriving from Bactrian, Indian
Prakrit languages or even classic Sanskrit.

3.

Pwuche (仏体) is a nativized Korean phonograph in OK.

According to the Kokwulyeponki (高句麗本紀, “Account of the Kokwulye”,
Vol. 18) and the Paykceyponki (百濟本紀, “Account of the Paykcey”, Vol. 24))
in the Samkwuksaki (三國史記,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SK, 1145
AD), in 372 AD the seventeenth king of Kokwulye, Soswulimwang (小獸林王,
?-384), officially accepted Pwuto Swunto (浮屠順道, the monk Swunto), a statue
of the Buddha and Buddhist scriptures from Emperor Fújiān (苻堅, 337-385 AD)
of the Qiánqín(前秦, Former Qin, 351-394 AD) and Kokwulye became the first
Kingdom on the Korean Peninsula to adopt Buddhism. Subsequently in 384, the
fifteenth king of Paykcey, Chimlyu (枕流), officially welcomed the monk
Marananta (摩羅難陀, ?-?) from the Western Regions, who had travelled from
the East-Jin, and began to build temples in the next year. Later, in 526, Sinla
officially became the last kingdom on the Korean Peninsula to convert to
Buddhism, though it may have been in contact with Buddhism before that time.
The phonograph pwuche (仏体, LHan *but.theiB > MC *bjwət.thieiB) is the
jīng (普法義經, “Arthavistarasūtra”), Bā zhèngdào jīng (八正道經, “Mithyātva-sūtra”), Qī chù sān
guān jīng (七處三觀經, “Saptasthāna-sūtra”), Yīn chí rù jīng (陰持入經, Chapter 6 of the “Pāli
Peṭakopadesa”), Dàodì jīng (道地經, written by Ānshìgāo), and Āhán kǒujiě shí’er yīnyuán jīng
(阿含口解十二因緣經, “Oral Explanation of the Āgamas: Scripture on the Twelvefold Casual
Links”); Zhīlóujiāchèn’s works including Dàoxíng bōrě jīng (道行般若經, “Aṣṭasāhasrikā
prajñãpāramitā”) and Bānzhōu sānmèi jīng (般舟三昧經, unrevised prose portions only). Moreover,
Fǎjìng jīng (法鏡經, “ugraparipṛcchā”) translated by Ānxuán (安玄) and Yánfótiáo (嚴佛調);
Zhōng běnqǐ jīng (中本起經, “Middle-[length] Scripture on Former Events”) translated by Kāng
Mèngxiáng (康孟詳), Zhú Dàlì (竺大力) and Zhú Tánguǒ (竺曇果). See more in Zürcher (1991),
Nattier (2008) and Fang & Ga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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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alled first Old Korean (of Unified Sinla) word ‘Buddha’, which appears
thirteen times in Kyunye’s Pohyensiponka recorded by Hyeklyenceng (赫連挺,
?~12th century AD) in the Dayhwayem sucwa wentwung yangcwung daysa
kyunyecen (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 “Biograph of the Scholar Kyunye”;
Cf. File K2-723-v001 in Digital Jangseogak). pwuche (仏体)~fótǐ (佛体) is not a
pure Chinese loanword, since semantically it refers to the ‘body of the Buddha’
in Chinese, not the word for ‘Buddha’ itself. According to the Buddhist
dictionary (Ding 1984: 592), fótǐ (佛体) appears only once in the phrase
fótǐsèxingshuàidūpó (佛体色性率都婆) which means ‘pagoda’ (i.e., SKT
stūpa率都婆) in Esoteric Buddhism.
It is well accepted by most Koreanists (For example Kim 1977; Lee 1998;
Pak 1990; Lee & Ramsey 2011; Nam 2014; Hwang 2014 and etc..) that pwuche
(仏体) has its descendants in LMK documents, they are pwùthyěy부톄 [pu.thiəiH]
in Sekposangcel (釋譜詳節, “Detailed Articles on the Record of Sakyamuni”; 1446
AD, 6: 16) and pwùthyè부텨 [pu.thiə] in Welinsekpo (月印釋譜, a book put the
Welin chenkang jikok 月印千江之曲 “Songs of the Moon’s Imprint on the Thousand
Rivers” and the “Detailed Articles on the Record of Sakyamuni” together; 1459 AD,
10: 13) and Hwunmongcahoy (訓蒙字會, “Collection of Characters for Training the
Unenlightened”; 1527 AD, Cho 初: Cwung 中: 2). In MSSK, pwùthyěy and
pwùthyè are palatalized to pwuche [pu.ʧ hə] (i.e., pu.thiəiH > pu.thiə > pu.ʧhjə >
pu.ʧ hə). As Lee (1998: 83) and Lee & Ramsey (2011: 65, 164, 187) supposed,
pwuche (仏体) corresponds to a compound pwùthyěy (부:톄), with a rising tone
incorporating pwùthyè (부텨) and a low-pitched nominative particle i (이), and
the consistency between the consonant [th] of 体 in MC and [th] (ㅌ) in MK
implies the existence of dental aspirates in OK.
On the other hand, in previous studies like Kim (1977: 100), pwuche (仏体)
is explained as a borrowing of Fótuó (佛陀, LHan *but. dɑi > MC *bjwət.dâ),
from the Chinese rendering of SKT Buddha or from another, uncertain Sanskrit
word, as suggested by Nam (2014: 47, 77, 85). Those proposals, however, must
be rejected. First, as discussed in Section 2, fó (佛) is a well-accepted word for
‘Buddha’ in Chinese Buddhist scriptures from the Eastern Han and Three
Kingdoms periods. It is not necessary and persuasive to borrow a later form,
Fótuó (佛陀), in MC. Second, it is impossible to explain the vowel
correspondence between tǐ (体, LHan *theiB > MC *thieiB) in Rhyme jì (薺) and
tuó (陀, LHan *dɑi > MC*dâ) in Rhyme gē (歌). Importantly, Fótuó (佛陀)
does not obey the laws of vowel harmony, if vowel harmony was developed
during the Old Korean period. Third, we must notice that the Chinese Characters
fó (佛) and fó (仏) coexist in Pohyensiponka by different usages. In the history
of Chinese calligraphy, fó (仏) appears during the liùcháo (六朝, Six Dynasties;
220-589 AD) in Chinese texts as a Súzì (俗字, popular form), of fó (佛) (Zhang
2010: 387). In Hyangka (鄉歌, “Country song”), fó (佛) appears in Chinese
loanwords like Nammwupul (南無佛, “Namo Buddha” in Chengchanyelayka (CC,
稱讚如來歌: 2), pwulto (佛道, “Buddhism, Buddhist doctrines”) in
Sangsupulhakka (SS, 常隨仏學歌: 9), pwulyeng (佛影, “statue of Buddha”) in
Chengpulwangseyka (CP, 請仏住世歌: 10), and one title of Yeykyengceypulka
(YK, 礼敬諸佛歌).On the contrary, the majority of occurrences of fó (仏) appear in
phonographs like pwuche (仏体, in YK: 2, 7; Kwangsukongyangka (KS)
廣修供養歌: 7; Chamhoyepcangka (CH) 懺悔業障歌: 8; CP: 1; SS: 1;
Hangswuncwungsayngka (HS) 恒順衆生歌: 8, 10). In addition, pwuche (仏体) can
attach to other grammatical phonographs like -置 (i.e., 仏体置 in SS: 8), -刀
(i.e., 仏体刀 in Pokayyenhyangka (PK) 普皆廻向歌: 9) and -叱 (i.e., 仏体叱in
YK: 5; PK: 5; Chongktelmwucinka (CK) 摠結无尽歌: 8) as mentioned in Pak
(1990: 42). Furthermore, the phonograph pwuli (仏伊, “Buddha-nominative case i
(이)”) in Suhuykongtekka (SH, 隨喜功德歌: 3) and pwulap (仏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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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ddha-locative noun ap (앞)”) in KS (: 2) followed by grammatical
phonographs. The phonograph pwulpwul (仏仏, “Buddha Buddha?”) in KS (: 8),
pwulhoyahuy (仏會阿希, “ceremony for Buddhists?”) in Chengcenpeplyunka (CCP,
請轉法輪歌: 2) are still only tentatively deciphered. Unexceptedly, fó (仏)
appears in the titles of Chengpulwangseyka 請仏住世歌 and Sangsupulhakka
常隨仏學歌.
Meanwhile, we must take into account the Sino-Korean pronunciation of fó
(佛). According to the Jīlínlèishì (雞林類事, “Assorted matters of Jīlín”; 1103
AD), Sūnmù (孫穆, ?-? AD) from the Běisòng (北宋, “Northern Song Dynasty”)
recorded the pronunciation of fó (佛) in EMK, pwulwalpal (佛曰孛, “pwul (佛,
Buddha) is pronounced as pal (孛)’ and pwulwalpal (火曰孛, “pwul (火, fire) is
pronounced as pal (孛)’. So it is reasonable to infer that fó (佛) is corresponded
to the voiceless pwul~pul (불 [pul H/L]~블 [pɨl H], “fire”) in LMK with a
nativized coda [-l], and it can be attested as pwul (불 [pul]~불 [pulH/L]) and pul
(블 [pɨl]~블 [pɨlH]) in MSK texts (Itō 2007 : Shiryōhen: 166, 182).
From all the above, in the present article proposes that pwuche (仏体) is a
nativized Korean phonograph in OK, which can be reconstructed as *pu.t(h)je/ǝi(H).
First, it is reasonable to reconstruct the first syllable as voiceless *puinternally, but with a final *-t. It can be attested in Sektokkwukyel (釋讀口訣)
scriptures during the Kolye period, since fó (佛) was glossed as ?puti ( ) in
Taepangkwangpul Hwaemkyengso (大方廣佛華嚴經䟽, HS; the first half of the
twelfth century, XXXV 07:18-19, 13:12-13/13-14, 20:01-03/13-14/14-16/16-17,
23:15-16/16-17/19-20, 25:02-03, 26:18) and Taepangkwangpul Hwaemkyeng
(大方廣佛華嚴經, HK; the second half of the twelfth century, XIV 03:13,
02:13-14), and ?puti ( ) in HK (XIV, 04:19/23, 07:19, 08:03/23, 10:15, 11:03,
14:01-02, 15:10, 17:03). The gloss ?ti ( ) and ?ti ( ) can be interpreted from
the abbreviated Chinese characters zhǐ (止, LHan *tśǝB > *tśɨB > MC *tśɨB) and
zhī (知5), LHan *ṭie > MC *ṭje), functionally (or morphosyntactically ) used in
the nominative case and genitive case for the subject, and both can be
reconstructed as unpalatalized *ti (디 [ti]) according to Nam (2014：149, 483).
In other words, ?puti ( ~ ) may represent the pronunciation *pu.ti as a result
of resyllabification in kwukyel- glossed Buddhist scriptures.
Importantly, *pu.ti ( ) coexists with its nominative form *pu.ti.i (
, in
HS XXXV, 13:01-02) additionally glossed with a nominative case *i ( ), an
abbreviation of the Chinese character shì (是; > LMK i [i] 이/ㅣ). It indicates,
in kwukyel, that the final *-t of fó (佛) from MC was probably kept in OK,
not nativized as a final [-l]. Meanwhile, if the phonograph pwuli (仏伊) in
Hyangka corresponds to kwukyel-glossed *pu.ti ( ~ ), then it is possible to
consider 仏体 as a nativized OK form corresponding to *pu.ti.i (
).
Second, from Vovin (2005; 2006; 2007: 74-75), it is suggested that the
word for Buddha in OK is reconstructed as *pwutukye with a voiceless *p- and
a suffix *-kye, externally according to its borrowing into Old Jurchen (OJur)
*puciki (?), Manchu fucihi < *puciki, without a distinction between k and h in
pre-Manchu, and WOJ potökë as well. Subsequently, this hypothesis is adopted
and developed in Pellard (2014) (See Section 4.). Moreover, -ci in Manchu
fucihi is probably from previous *ti as supposed in Kim (1977: 101). If so,
*pu.ti.i (仏体~
) may present an unaspirated *-t- in the pre-OK period,
5) The gloss
is regarded as an abbreviated Chinese character of 體 in the Dictionary of
Sektokkwukyel釋讀口訣詞典 (Hwang et al, 2009: 353) without detailed explanation，but this
proposal must be rejected. According to the history of Chinese calligraphy during Six Dynasties ,
especially in cursive scripts 草書體 style (Sun 2012：804, 474; Mao 2014：876, 1211),
is
more similar to 止 at the first glance, rather than 體, which is written as the popular form体 in
Hyangka.

- 55 -

2020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 대회

rather than the consonant [th] showed in 體~体 in MC. LMK pwùthyè (부텨)
including an aspirated dental th (ㅌ, [th]) must be a later form.
Third, phonologically the vowel *i in OK *pu.ti (仏伊~ ~ ) probably
changed to a disyllabic *je~jǝ as a result of the i-breaking phenomenon, as it
happened in ‘island’ in OK *sima (斯麻~WOJ [sima] > 苫 EMK *ʃjem >
:셤LMK [ʃjǝmLH] > 섬 MSSK [sǝm]) (Kwon 2005, Vovin 2010: 183-184), and
‘temple’ in OK *tiara~pre-WOJ *tiara > WOJテラ [tera] > ∙뎔LMK [tjǝlH] >
절MSSK [tsǝl] (Vovin 2007: 75-77). In addition, it is more reasonable to
consider *pu.ti.i (仏体~
) as a nominative form of OK *pu.tje~*pu.tjǝ
(仏伊~ ~ ), since the nominative case in LMK, i (이/ㅣ, [i]), only co-occurs
with the vowel o (∙, [ʌ]), u (ㅡ, [ɨ]), wo (ㅇ, [o]), a (ㅏ, [a]), wu (ㅜ, [u]), e
(ㅓ, [ǝ]) except i (ㅣ, [i]) (Lee 1988：311-314).
Fourth, according to the spread of Buddhism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Japan, and the word for ‘Buddha’ in WOJ potökë (保止氣, ホト(乙)ケ(乙)
[pə.tə.kəj]) that will be discussed in Section 4 in detail, this also indicates the
borrowing relationship from pre-OK, possibly Paykcey.
In summary, according to Buddhism-related texts like Pohyensiponka and
Sektokkwukyel, the word for ‘Buddha’ in Korean must be a loan from the Chinese
rendering of the word 佛~仏, nativized by the addition of grammatical elements
and phonological change, that is 仏伊~ ~
OK *pu.ti > *pu.t(h)je/ǝ
(h)
(H)
(h)
(H)
~仏体~
OK *pu.t je/ǝ.i > *pu.t je/ǝi > 부텨LMK [pu.thiə]～부톄LMK
h H
[pu.t iəi ].

4.

Hotoke (保止氣) is a loanword from pre-OK.

According to the nineteenth volume of the Nihonshoki (日本書紀, NS;
720AD), Buddhism was introduced from Paykcey to Japan in 552 AD, when the
king Sengmyeng (聖明王, ?-554 AD) sent statues of the Buddha and Buddhist
scriptures to Japan, though the Japanese may have been in contact with
Buddhism before that time. The Chinese popular character fó (仏) was borrowed
into WOJ as well. fó (仏) accurately corresponds to the disyllabic voiced ブツ
[bu.tu] ( > [bu.tsu]) in the Go-on (吳音) and voiceless フツ [pu.tu] in the Kan-on
(漢音). The word for ‘Buddha’, hotokesama (仏様, ホトケサマ [ho.to.ke.sa.ma]),
in Modern Standard Japanese is regarded as a compound combining hotoke and
honorific suffix sama.
On the etymology of hotoke, it is first written as 保止氣 in Bussokusekika
(仏足跡歌, “Songs of the stone with footprints of the Buddha”, 753 AD) and
deciphered as WOJ potökë (ホト(乙)ケ(乙),
[pə.tə.kəj] < Proto-Japonic (pJ)
*pə.tə.kəi~pə.tə.kai; > [po.to.ke] > [fo.to.ke] > [ho.to.ke]) as a trisyllabic compound
loan from OK which is expounded in Pellard (2014). On the first disyllabic potö,
the etymology cannot be precisely determined. According to Arisaka’s Law,
neutralization could have happened between o (オ(甲), [o]) and ö (オ(乙), [ə]), due
to the fact that in WOJ no root can contain both o and ö. If it is borrowed as
*putə, the form *pətə could be the result of assimilation, since pJ *u and *ə do not
usually coexists within the same root (Pellard 2014: 690). Due to the fact that the
voiced stops of Japanese come from earlier prenasalized obstruents, and the opposition
between voiced and voiceless in OK could not be attested, it is better to suppose
potö corresponds to a voiceless stop, probably in a loan from pre-OK in Paykcey.
Certainly, it is natural to expect a disyllabic *putə in Paykcey corresponding to
fó (佛) (LHan *but), since the syllable structure of pre-OK in Paykcey could be
C1V1.C2V2, according to other phonographs of Paykcey like pwuli (夫里; Cf.
OK ?*pɛl 伐 > LMK pel 벌, OK ?*pul 火 > LMK pwul불~pul블) ‘community’,
koma~kwuma (固麻~久麻, (i.e. LMK kwòmá고·마 > LMK kwǒm：곰) ‘bear’ and
sama (斯麻) ‘island’ (See section 3).
On the second monosyllabic kë, it is suggested to be as a borrowed suff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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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pre-OK by the meaning of ‘sir, lord’ in Pellard (2014). In the present
article I agree with his opinion and propose that kë in WOJ corresponds to the
phonograph jiě (解)~jiē (皆)~xié (諧)~xī (奚) as a homogeneous honorific suffix
in OK, by providing diverse textual evidence from China, Korea and Japan.
First, on the phonograph jiě (解, MC *kaɨB/C~ɣaɨB/C), I suppose it to be an
honorific suffix or a title meaning ‘sir, lord’ in pre-OK, which matches ‘king’.
According to the Dōngyízhuàn (東夷傳; “Account of Eastern Barbarians”) of the
Suíshū (隋書, “Book of Sui”; 656 AD) LXXXI, the Běishǐ (北史, History of
Northern Dynasties; 659 AD) XCIV and Xīntángshū (新唐書, New Book of
Tang; 1060 AD) CCXX, we are told that the phonograph jiě (解) is one of eight
clan names (i.e., shā沙, yàn燕, lì刕, jiě 解, zhēn貞, guó國, mù木, bái苩6)) of
Paykcey. Importantly, plenty of official names from Paykcey with jiě (解) are
attested in trilateral texts. For example, one Paykcey general jiělǐkūn觧禮昆 (觧 is
a variant of the character解) from Nánqíshū (南齊書, “Book of Southern Qi”; 519
AD) LVIII , officials like haychwung (解忠), hayswu (解須), haiku (解丘) from SK
XXV with an initial jiě (解) as a clan name. But one king’s brother is written as
hwunhay (訓解) in SK XXV and one prince written as kyuhay (糺解) from NS
XXVI, one king called uylitwuhay (意里都解) in Shinsenshōjiroku (新撰姓氏錄,
“New Selection and Record of Hereditary Titles and Family Names”, SJRK; 815
AD), one general written as makkohay (莫古解) in SK XXIV and NS XV,
makko (莫古) in NS IX, and some others like cekmakihay (適莫爾解) in NS XV,
koihay (古爾解) in NS XV are all followed with a final jiě (解).
Meanwhile, the phonograph jiě (解) appears among the kings’ names of
Kokwulye and Sinla. For example, according to the Kokwulyeponki in the SK,
the first ancestor Tongmyengsengwang (東明聖王) is called as cwunghay (衆解)
in SK XIII. The family name of the second king lyuliwang (瑠璃王) is written as jiě
(解) in Samkwukyusa (三國遺事,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YS; 1281
AD) I and the third king Taymwusinwang (大武神王) is also called Tayhayculyuwang
(大解朱留王) in SK XIV, with an adnominal dà (大), ‘big’, and the phonograph
jiě (解). The fourth king Mincwungwang (閔中王) is transmitted in haysaykcu
(解色朱) and the fifth king Moponwang (慕本王) is written as haywu (解憂) in SK
XXIX. The seventeenth king Soswulimwang (小獸林王) is also called as
Sohayculyuwang (小解朱留王) in SK XVIII and Haymilyuwang (解味留王) in SK
XXX.
In spite of this, according to the Sinlaponki (新羅本紀, “Account of the
Sinla”) in the SK and the Wanglyek (王曆, “Account of the Calendar of Kings”)
in the YS I, the first king is recorded as namhaychachawung (南解次次雄) or
namhaywang (南解王) in YS I, the fourth king is written as thalhaynisakum
脫解尼師今 in SK I, thalhay (脫解) in YS I or thohay (吐解) in YS I, the tenth
king is written as nahay奈解 in SK XXIII, nahaynisakum 奈解尼師今 in SK II
or nahaywang (奈解王) in YS I, the twelfth king is recorded as chemhaynisakum
(沾解尼師今) in SK II, chemhaywang (沾解王) in YS I and ihaynicilkum
(理解尼叱今) in YS I. The sixteenth king is hulhaynisakum (訖解尼師今) in SK
II. The phonograph jiě (解) appears before phonographs chachawung (次次雄) or
nisakum (尼師今)~nicilkum (尼叱今), or before semantograph wáng (王, “king”).
Unfortunately, the meaning of chachawung (次次雄) is still not deciphered, but
nisakum (尼師今)~nicilkum (尼叱今) represents a compound of ni (尼, OK *ni >
n니 > i이) ‘tooth’, sa~cil (師~叱, OK * -s- > -s- -ㅅ-) ‘genitive case’ and kum
(今, OK *kɨm > kum금) ‘king’ by the meaning of ‘king with a lots of teeth’, as
written in SK I. The word wang (王) is obviously a Chinese loanword in OK.
From the position of phonograph jiě (解), it allows us to analyse the Sinla
6) In the present article, passages from Chinese chronicles are cited according to the new revised
Zhonghua Book Company edition if it has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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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s’ names as compounds or suffixed elements and to segment jiě (解).
Additionally, according to the Paykceyponki in the SK, one king from
Pwukpwuye (北扶餘, Nothern Buyeo), written as haypwulwu (解扶婁), is probably
the ancestor of the first Paykcey king, Pilyuwang (沸流王), and has the clan name
of jiě (解). One official from Namokce (南沃沮, Southern Okjeo), which is located
in Northern Sinla is recorded as kwuphahay (仇頗解) in SK XXIII, which includes a
final jiě (解) as well.
Second, the phonographs jiē (皆)~xié (諧, MC *kăi~ɣăi) and xī (奚, MC
*Ɣiei) can be regarded as allo-phonographs of jiě (解), which can be attested in
toponyms from SK and names of nobility in Kala (加羅) area from NS.
On the phonograph jiē (皆)~xié (諧), from the Cilici (地理志, “monographs
on geography”) of the SK, we are told that, in the year 757, King
Kyengtekwang (景德王, ?-765 AD) of the Unified Sinla standardized the
toponyms of the conquered Kokwulye and Paykcey to Chinese toponyms.
Limited phonographs from the toponyms corresponds to the semantic meaning in
new Chinese names or phonetic correspondences can be discovered. For example,
the previous toponym of Kokwulye, kaypayk (皆伯, MC *kăi-pɐk), corresponded to
the sinicized wuwanghyen (遇王縣, “king-meeting county”) in SK XXXV. Again,
kaypayk (皆伯) corresponded to sinicized wangponghyen (王逢縣, “king-meeting
county”) in SK XXXVII as well7). The phonograph jiē (皆) is supposed to have the
meaning of semantograph wang (王), ‘king’. And in the same volume, the previous
toponym kaylii (皆利伊, MC *kăi-liC-Ɂi) corresponds to Sinicized haylyeyhyen
(解禮縣, MC *kaɨB/C/ɣaɨB/C-lieiB) in SK XXXVII phonetically.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Gāogōulízhuàn (高句麗傳, “Account of Kokwulye”) of the WèiShū and the
equivalent account in the Běishǐ, the courtesy name of the son of the Kokwulye
king Cwumong (朱蒙) is transcribed as silyehay (始閭諧, MC *śɨB-lywo-ɣăi). The
phonographs jiē (皆)~xié (諧) have the same phonetic element jiē (皆). In brief,
we can suppose that jiē (皆)~xié (諧) and jiě (解) are allo-phonographs.
Third, only in Japanese texts, the final phonograph xī (奚, MC *Ɣiei) is
found more than seven times in the titles of nobility of Kala such as sinikei
(辛已奚) in NS XVII, kodenkei (旣殿奚) in NS XVII, sitonkei (夷呑奚) in NS
XIX, kodenkei (古殿奚) in NS XIX (twice), sanhankei (散半奚) in NS XIX
(twice) all with a final xī (奚), and a descendant of the thirteenth Paykcey king
Sokko (速古, i.e., kunchokowang 近肖古王; ?-375 AD) is recoreded as monkukei
(汶休奚, in Go-on) in SJRK. Note that the phonograph xī (奚) is only found in
Japanese texts, and it represents the pronunciation of ケ, ke [ke], in Man’yōgana
(万葉仮名), [ɡei] in Go-on and [kei] in Kan-on. So it is possible to consider xī
(奚) has the same meaning and grammatical function a jiē (皆)~xié (諧)~jiě (解).
It remains to confirm the phonetic reconstruction of the phonograph jiě
(解)~jiē (皆)~xié (諧)~xī (奚). First, it is reasonable to reconstruct a voiceless
plosive velar *k- as the consonant in OK because all of the four phonographs
have the common consonant [k-] in MC except jiě (解)~xié (諧), which can be
pronounced as the fricative [ɣ] or as *k~ɣ, if the alternation existed during OK
period . According to the Zhūyízhuàn (諸夷傳, “Account of Foreign Countries”)
in the Liángshū (梁書, “Book of Liang”, 636 AD) and the equivalent account in
the Nánshǐ (南史, “History of Southern Dynasties”, 659 AD), the Chinese noun
襦rú ‘short jacket’ in the Sinla was called wèi jiě (尉解, MC *Ɂjwət-kaɨ~ɣaɨ), and
its descendant is wuthuy (우틔, [uthɨj]) ‘clothes’ in Penyeksohak (翻譯小學,
“Translation of lesser learning”; 1518 AD, IX. 59). If this suggestion in Lee (1998,
77) and Lee & Ramsey (2010) is correct, then it is better to explain that the
aspirated [th] as a result of the lenition of the previous plosive *k (> h) and coda
7) There is one passage of classic Chinese alongside this toponym, 漢氏美女迎安藏王之地, 故名王迎 ‘It is
the place of the beauty of Han (漢) clan to welcome King Ancang (安藏王) of Kokwulye, so it is called
wangyeng (王迎) ‘king-welc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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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o became aspirated before the consonant [h-] in MK. Second, from the vowel
*aɨ~ăi~iei of the phonograph jiě (解), jiē (皆)~xié (諧) and their reflections in
MSK as[hʌiR], [kʌiL]~[hʌiR] (LMK [ʌ] < *ə, Cf. Itō 2007: 267), and xī
(奚) in Sino-Japanese, as mentioned above, it is better to reconstruct the
phonograph jiě (解)~jiē (皆)~xié (諧)~xī (奚) as *ej~əj phonetically, including a
final semivowel *-j in OK. We can conclude that the phonograph 解~皆~諧~奚
represents *kej~kəj as an honorific suffix or a title meaning ‘sir, lord’ in words
for kings and officials, and they are homogeneous in Kokwulye, Paykcey, Sinla
and Kala in pre-OK.
Moreover, Pellard (2014: 690) and most Koreanists (for example, Kōno 1987,
Lee & Ramsey 2011) considered yúluóxiá (於羅瑕, MC *Ɂuo~Ɂjwo-lâ-ɣa) in
Zhōushū XLIX to be the aristocratic word
for Paykcey kings which was
borrowed from Kokwulye as a Pwuye-type word by using its phonetic
correspondence to orikoke (オリコケ), which is transcribed in katakana alongside
the Chinese characters for ‘Kokwulye king’, 狛王, in NS XIX, especially xiá
(瑕, MC *ɣa and ke (ケ) look like perfectly matched phonetically. But this must
be rejected. First, orikoke (オリコケ) is written in Katakana not in another
Man’yōgana or Chinese characters as phonographs, and it is uncertain during
which period it was exactly transcribed. At least the iwasakihon (岩崎本,
“Iwasaki Edition”), as the oldest edition of Nihonshoki with glossing is
completed in the end of the tenth century during the Heian period. Second, xiá
(瑕) represents the pronunciation of MC *ɣa in Chinese chronicles, not
sino-Japanese. Only xiá (瑕) in Go-on ke (ケ) corresponds to ke (ケ) in orikoke
(オリコケ). The correspondence between the MC vowel *a and *e is too
different to explain clearly. Third, according to the Dōngyízhuàn (東夷傳;
“Account of Eastern Barbarians”) in the Weìshū (魏書, “Book of Wei”) of
Sānguózhì (三國志, “Records of The Three Kingdoms”, Ca. 280-290 AD), the
official titles of Kokwulye and Pwuye are xiāngjiā (相加, MC *sjaŋC-ka),
gǔchújiā (古雛加, MC *kɑB~kɔB-dẓju-ka), mǎjiā (馬加, MC *maB-ka) ‘horse ka’,
niújiā (牛加, MC *njǝu-ka) ‘cow ka’, zhūjiā (豬加, MC *tywo-ka) ‘pig ka’,
gǒujiā (狗加, MC *kǝuB-ka) ‘dog ka’), here phonograph jiā (加) and xiá (瑕)
have the same má (麻) rhyme in MC phonology. Fourth, yúluó (於羅-, MC
*Ɂuo~Ɂjwo-lâ) well corresponds to *era- > ira- ‘high esteem for man’ which is
loaned from Paykcey to WOJ as Vovin (2005) attested. Therefore, I propose that
phonograph xiá (瑕) corresponds to phonograph jiā (加) from the northern
officials’ system. while ke (ケ) in orikoke (オリコケ) in NS may correspond to
phonograph pre-OK jiě (解)~jiē (皆)~xié (諧) *kej~kəj or WOJ xī (奚)~ke by the
meaning of ‘sir, lord’.
In summary, WOJ potökë can be hypothesized to be a nativized loanword
from pre-OK, while potö corresponds to a voiceless stop, probably from Paykcey
and kë corresponds to a homogeneous suffix jiě (解)~jiē (皆)~xié (諧) ~xī (奚)
*kej~kəj by the meaning of ‘sir, lord’ in pre-OK.

5.

Conclusion

7. In conclusion I propose two routes for the borrowing of the Chinese
rendering word ‘fó’ (佛) in pre-OK, OK and WOJ:
8.
Route Ⓐ：Six Dynasties → Korean Three Kingdoms period →Before Japanese
Nara period
佛 LHan *but → pre-OK *pu.tə.kej/ kəj → 保止氣 ホト(乙)ケ(乙) WOJ [pə.tə.kəj]

9. Route Ⓑ: After Sui and Tang Dynasties → Unified Silla and Koryeo period
10. 佛 LHan *but → 仏伊~ ~
OK *pu.ti > *pu.t(h)je/ǝ ~仏体~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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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t(h)je/ǝ.i(H)
11. 佛 LHan *but → 불~블 MSK [pul

H/L

]~[pɨl H]; 仏 (ブツ) Go-on [bu.tu]

12.
13. While the reliable evidence for pre-OK and OK is in most cases scantier
than we would like and in many cases still under active investigation, the fact
like the appellation for Buddha in the previous section shows us that the veil of
OK still can be lifted by trilaterally re-examining diverse primary texts and
analysing in a historical linguistic perspective, and thus the way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language contact among Chinese, Korean and Japanese in early
period could be uncovered.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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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抄錄
‘佛’, ‘仏体’와 ‘保止氣’
15. [抄錄] 본고는 韓·中·日의 여러 일차 문헌 자료를 검토하는 것을 통하여 고대
한국어와 고대 일본어에서‘Buddha’를 의미하는 漢譯 어휘 ‘佛’이 차용된 경로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차용 경로는 시기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누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기에 이르렀다.
16.
經路 Ⓐ：六朝時期 → 韓半島 三國時期 → 日本奈良時期 以前
佛 LHan *but → pre-OK *pu.tə.kej/ kəj → 保止氣 ホト(乙)ケ(乙) WOJ [pə.tə.kəj]
17. 經路 Ⓑ: 隋唐 以後 → 統一新羅와 高麗時期
18. 佛 LHan *but → 仏伊~
*pu.t(h)je/ǝ.i(H)

~

OK *pu.ti > *pu.t(h)je/ǝ ~ 仏体~

19. 佛 LHan *but → 불~블 MSK [pul

H/L

]~ [pɨl H]; 仏 (ブツ) 吳音 [bu.tu]

20.
[키워드]: ‘佛’, ‘仏体’, ‘保止氣’, 借字表記, 韓·中·日의 語言接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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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서엽 <‘佛’, ‘佛體’와 ‘保止氣’>
토론문

소열녕
(광운대)

이 논문은 기존 학자의 연구 성과를 근거하여 “佛”이 한국어와 일본어로 차용된 과정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 두 개의 차용 경로를 제시하셨는데 다양한 자료를 인

용해서 해당 어원을 추적하고 음운론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발표자께서는 한국어의 "부처"와 한자음 "불"이 모두 東漢 시기의 *but에서 온 것으로
판단하셨고 *but(佛) 자체는 산스크리트어 Buddha의 직접적인 對譯도 아니고 "佛陀"의
축약형도 아니며 초기 인도-이란어파의 轉寫라고 하셨습니다. 발표문에서 인용된 季羨林
(1990)의 원문을 보면, 위구르 문자[回鶻文]로 표기된 자료에는 산스크리트어 Buddha에
해당된 단어가 두 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but이며 다른 하나는 bur입니다. 季羨林
선생님께서 bur은 but에서 온 것이며 중국 북방의 어떤 방언에서 –t를 –r로 읽었을 것이
라는 A. von Gabain의 의견을 인용하셨습니다. 또한 티베트 자료의 hbur은 8세기경 漢
文 "佛"의 독음을 반영한 것인데 이 –r는 –t에서 바뀐 한어의 자음 韻尾라고 주장한
H.W. Bailey의 글도 언급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한국한자음의 舌內入聲韻尾의 기원에 대해 두 가지의 학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중국
북방에서 이미 "-t>-r"의 변화가 있었고 한국한자음의 "-ㄹ"은 그런 변화의 결과를 그대
로 차용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음의 "-t" 운미가 한국한자음으로 차용된 다음에
약화를 겪은 것으로 본 것입니다. 발표자께서 "佛"의 한국한자음으로 소개하는 과정에서
[-l]를 "a nativized coda"로 칭한 것으로 보아 한국한자음 내부에서의 변화로 보는 입장
인 것 같은데 보다 구체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한자가 복수 독
음을 지니는 경우, 그것이 한국한자음 내부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 서로 다른 층위의 중국
음을 반영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佛" 같은 경우, 하나는 "*pu.ti>부텨>부처"의 과
정을 겪으면서 고유어화(?)되었는데 다른 하나는 "불"로 남았습니다. "부텨"와 "불"이 서
로 다른 층위의 중국음을 반영했을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pu.tə.kej와 *pu.ti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표문의 결
론을 보면 중국의 *but에서 들어와 각기 다른 어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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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발표문에 표기 오류가 있는 것 같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3쪽 두 번째 단락 여덟 번째 줄: non-Buddhist tests → texts
(2) 5쪽 밑에서 아홉 번째 줄: 普皆廻向歌 "Pokayyenhyangka" → "Pokayhoyhyang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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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국어의 음절구조 제약과 후음 ‘ㅇ’의 음운 현상
한수정(부산대학교)
1. 머리말
현대국어 자음체계에서 후두음은 /ㅎ/ 하나이지만 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나는 후음을 표기하
는 문자는 ‘ㅇ, ㆀ, ㆆ, ㅎ, ㆅ’로 다섯이다. 이 중에서 ‘ㆀ, ㆆ, ㆅ’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ㅇ’과 ‘ㅎ’만 사용된다. 문자 ‘ㅇ’은 현대국어에서는 후두음과 관련이 없고, ‘연구개 비음’과
‘소리없음’을 나타내는 문자로 사용되고 있다. 현대국어에 소리와 문자가 남아 있는 ‘ㅎ’은 중
세국어 시기의 음가가 지금과 같은 [h]일 것이라는 추정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지만, ‘ㅇ, ㆀ,
ㆆ, ㆅ’의 음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하다. 특히 ‘ㅇ’의 음가에 대해서 여러 이견이 좁혀지
지 않은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문헌의 기록은 구어의 변화를 늦게 반영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만든 훈민정음
은 창제 시기에는 구어의 발음과 문헌의 기록이 일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ㅇ’이 음가가
없는 문자였다면, 왜 음가가 없는 문자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기문
(1972:142)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후음 ‘ㅇ’이 어두음이 모음이라는 것을 표시하거나 어중에서
두 모음 사이에 사용되어 서로 다른 음절에 속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문자였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그런 설명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없고, 오히려 ‘ㅇ’의 소리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
므로 문자 ‘ㅇ’은 소리를 가진 문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음절 두음 자리에 쓰인 ‘ㅇ’을 소리가 없다고 추정한 연구는 ‘ㅇ’의 표기를 문법의식에 의한
분철 표기로 해석해 왔다. 이 연구에서는 관점을 달리 하여 ‘ㅇ’을 음가를 가진 문자로 보고,
‘ㅇ’이 나타나는 환경과 나타나지 않는 환경을 정리하고자 한다. ‘ㅇ’을 표기한 곳은 /ㅇ/이
발음된 환경으로 특히 어두와 모음 사이에 나타나는 ‘ㅇ’을 15세기 당시의 국어의 음절구조
제약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5세기 국어는 음절초에 어두 자음군이 가능했지만, 현대국어는
어두 자음군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15세기 국어의 음절구조는 현대국어와는 달랐고, ‘ㅇ’
의 표기는 당시의 음절구조 제약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ㅇ’이 장애음 뒤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공명자음 뒤에서 나타나는 분포상의 특징은 음소연결
제약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후음 /ㅇ/은 장애자음 뒤와 모음 사이에서 탈락이 잘 일어나는 약
한 소리이다. /ㅇ/은 통시적으로 약화된 소리로 15세기에 인식될 수 있었지만, 점점 더 약화
되어 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ㅇ/의 통시적 변화를 역사언어학의 성과인 연음화(lenition)의
과정과 비교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2. 선행연구
후음 ‘ㅇ’에 대한 연구는 주로 ‘ㅇ’의 음가 추정과 ‘ㅇ’의 통시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
다. ‘ㅇ’의 음가에 대한 견해는 ‘ㅇ’의 출현 위치에 따른 기능의 차이 유무에 따라서 갈리고,
음가의 유무에 따라서 다시 갈린다. 출현 위치에 따라 상관없이 ‘ㅇ’표기가 음가가 없다고 본
입장의 연구는 최현배(1976), 허웅(1965, 1967), 김석득(1965), 이성연(1980), 이돈주(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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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원(1996) 등이 있고, ‘ㅇ’ 표기가 음가를 가졌다고 본 입장의 연구는 이극로(1932) 이숭녕
(1954), 박종희(1983), 우민섭(1986), 최임식(1989) 등이 있다.
‘ㅇ’이 음가가 없다고 보는 견해는 훈민정음의 후음 문자가 중국 운서의 자모 체계에 맞추기
위해서 혹은 문자체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ㅇ’의 음가를 설
명하는 훈민정음의 ‘ㅇ聲淡而虛’를 소리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ㅇ’이 음가가 없다는 관
점에서의 연구는 문자 ‘ㅇ’의 기능을 밝히는 데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김완진(1964)은
juncture phoneme라는 개념을 고안했고, 정연찬(1987)은 ‘ㅇ’을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는
공음소(empty phoneme)로 설정하였다. 이근용(1994)와 이광호(1995)는 ‘ㅇ’을 표기법으로 인
해서 필요한 문자로 보았는데, 특히 이광호(1995)는 15세기 정서법의 원리가 음소와 음절을
충실하게 표기하는 것으로 ‘ㅇ’은 음절을 충실히 표기하기 위해 고안된 문자라고 설명하였다.
‘ㅇ’이 음가가 있다고 보는 견해는 ‘ㅇ’에 대해 훈민정음에서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
을 근거로 삼는다. 제자해에서는 ‘ㅇ’을 ‘欲字初發聲’의 소리이며 ‘不淸不卓’의 소리로 비음인
아음의 ‘ㆁ’과 소리가 비슷하다고(唯牙之ㆁ雖舌根閉喉聲氣出鼻 而其聲與ㅇ相似) 서술하고 있
다. ‘ㅇ’의 각자병서 ‘ㆀ’이 존재하는 점, ‘여희오, 뮈오’등이 ‘여희요, 뮈요’로 실현되지 않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다만 ‘ㅇ’가 어떤 소리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데, 이극로
(1932), 이숭녕(1954)는 성대진동음으로, 박종희(1983)는 성문폐쇄음(lax glottal stop)로, 이기
문(1972), 우민섭(1986), 최임식(1989)에서는 유성후두 마찰음으로 보고 있다.
이기문(1972)는 ‘ㅇ’의 위치에 따라서 음가가 다르다고 보았다. 이기문(1972:142~143)에서는
어두와 어중의 모음 사이에 나타나는 ‘ㅇ’을 소극적 기능의 ‘ㅇ’이라고 하고, ‘ㄹ, ㅿ’과 반모
음 ‘j’ 뒤에서 나타나는 ‘ㅇ’은 유성후두마찰음 [ɦ]의 음가를 가진 적극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글자 ‘ㅇ’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생긴다. 만
일 위치에 따라 음가가 달랐다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설명이 되었을 것이다.
어두와 어중의 모음 사이에서 나타나는 ‘ㅇ’은 소극적인 기능의 ‘ㅇ’으로, ‘ㄹ, ㅿ’과 반모음
‘j’ 뒤에서 나타나는 ‘ㅇ’은 적극적인 기능의 ‘ㅇ’으로 구분하여 해석하는 입장은 15세기 국어
에서 현대국어처럼 ‘V, VC’의 음절구조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에
서 가능한 음절구조 ‘V, CV, VC, CVC'이다. 그러나 15세기 국어에는 현대국어에서 나타나지
않는 자음군을 가진 음절(리, , ,  등)이 가능했던 것을 볼 때 15세기 국어의 음절
구조는 현대국어의 음절구조와 달랐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3. ‘ㅇ’의 분포와 15세기 국어의 음절구조제약와 음소연결제약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다른 문자와 달리 훈민정음은 인위적으로 만든 문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만들어 처음 사용한 15세기에는 과거의 표기법을 따르는 ‘표기의 보수성’
에 의한 표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의도를 가지고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음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문자 ‘ㅇ’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음가에 대한 설명이 있고, 소리가 없다는 설명은 없다.
(1)
ㅇ 喉音 如欲字初發聲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而中聲可得成音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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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서 보듯이 훈민정음 해례본에 문자가 나타내는 소리에 대해 정밀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러므로 만약 문자 ‘ㅇ’이 음가가 없었다면 그에 대한 설명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문자 ‘ㅇ’이 음가를 가지고 있었고, 15세기 문헌의 표기는 소리와 문자가 1:1로 대응했을
것으로 보고 15세기 문헌의 표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3.1 음절구조제약과 후음 ‘ㅇ’
15세기 문헌에서 문자 ‘ㅇ’은 어두와 모음 뒤, 그리고 ‘ㅁ, ㄴ, ㆁ, ㄹ, ㅿ’와 같은 공명음 뒤
에서 나타난다. ‘ㅇ’이 ‘ㄱ, ㄷ, ㅂ, ㅅ, ㅈ’와 같은 장애음 뒤에서는 나타나는 일이 없다.
(2)
가. 어두
엄쏘리, 입시울, 여듧, 아래, 왼녁, 우리, 여름
나. 모음과 모음 사이
가온, 더으면; 뮈우-, 애(梨浦)
다. ㄹ과 모음 사이
놀애, 몰애, 멀위, 믈읫, 아마괴, 갈외; 이-, 살이-, 알외-; 믈와, 놀이; 올아, 달아; 알오,
알어늘
라. ㅿ과 모음 사이
위, 애; 이-, 이-; 이; 어, 유믈
마. ㅁ과 모음 사이
몸(月印釋譜 8-80)~모(龍飛御天歌 105)
바. ㄴ과 모음 사이
눈로(杜詩諺解 初刊 25-53)~누로(杜詩諺解 初刊 8-59)
사. ㆁ과 모음 사이
의게(月印釋譜 13-1)~쥬(釋譜詳節 19-5)
어두와 모음 사이에 나타나는 ‘ㅇ’ 표기는 현대국어에서는 ‘음가 없음’을 나타낸다. 앞선 연
구에서 ‘ㅇ’을 무음가로 본 것은 현대국어에 입각해서 해석했기 때문이다. 현대국어의 지식을
배제하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정보만으로 해석하면 후음 ‘ㅇ’을 무음가로 볼 근거는 없다. 15
세기 국어에 초성 자음이 항상 있어야 하는 음절구조제약이 있었다면 후음 ‘ㅇ’이 어두와 모
음과 모음 사이에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언어적으로 가장 무표적인 음절 구조는
CV로, 초성이 있는 음절이 더 자연스럽다는 언어적 사실에 따라 중세국어는 모든 음절이 초
성을 가졌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현대국어는 자음군이 초성이 올 수 없지만,
중세국어는 다양한 자음군이 초성으로 올 수 있었다. 이 사실로 중세국어의 음절구조 제약은
현대국어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는 모음 하나만으로 음절을 구성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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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중세국어에서는 항상 초성에 자음이 위치해야 하는 음절구조제약이 있었다는 추정이 불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다음과 같이 ‘ㅇ’의 앞뒤로 동일 모음이 오는데도 동일 모음 탈락이 일
어나지 않은 표기도 ‘ㅇ’이 음가를 가졌고, 뒤 음절의 초성이었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3)
가. 迦毗羅國에 가아

<釋詳 06:1a>

나. 長者ㅣ 나아 오나

<釋詳 06:14b>

Vennemann(1988)에서는 다음과 같은 음절 두음 법칙을 정리한 바 있다.
(4) 두음 법칙(Head Law) (Vennemann, 1988:13-14)
음절 두음은
(a) 두음(Head)의 말소리 수가 1에 가까울수록
(b) 초성(Onset)의 자음 세기값이 클수록
(c) 초성(Onset)부터 음절핵까지 자음 세기가 급격히 떨어질수록
선호된다.
(4a)는 두음에 초성이 없을 때 하나의 자음을 채워 넣을 것을 제안한다. 독일 북부 화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음절 시작에 후두폐쇄음(glottal stop)을 삽입한다. 이탈리아어는 모음이
연속되는 경우에 활음을 삽입하는 통시적인 변화가 일어났다(Vennemann, 1988: 14). 맨체스
터 영어와 뉴햄프셔 영어에서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의 어두에 [h]를 넣어서 발음하는 현
상이 있다(이재영, 2016:106-107).
(5) 음절 두음 삽입 현상
가. 북부 독일어 (Vennemann, 1988:14)
ʔalt(old), ʔa.ʔór.ta(aorta), cha.ʔó.tisch(disordered), chá.os(cha.ʔos)
나. 이탈리아어 (Vennemann, 1988:14)
Ge.nu.a > Ge.no.va, Man.tu.a > Man.to.va, vi.du.a > ve.do.va (widow)
다. 맨체스터 영어 (이재영, 2016:107)
[h]egg, [h]itch, [h]up, my [h]eldest, [h]angel
언어 보편적으로 CV가 무표적인 음절이고, 선호되는 음절의 구조가 두음 자리에 자음이 하
나 위치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중세국어 시기에 어두와 모음 사이에 나타나는 ‘ㅇ’이 두음으로
서 음가를 가졌다는 추정을 뒷받침한다.
3.2 음절연결제약과 후음 ‘ㅇ’
15세기 문헌에서 문자 ‘ㅇ’은 어두와 공명음 뒤에서는 나타나지만, 장애음 뒤에서는 나타나
지 않는다. 이러한 분포는 문자 ‘ㅇ’이 무음을 표시하는 문자였을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ㅇ’이 음가가 없기 때문에 앞 음절의 종성을 연철하여 표기하였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1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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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문헌은 대부분 소리나는 대로 표기를 했다.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진 15세기에는 소리와
표기가 일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새로운 문자이기 때문에 기존 표기가 없기 때문이다. 15세기
문헌에서 장애음과 ‘ㅇ’이 연속하는 표기가 없는 것은 당시에 장애음과 후음 ‘ㅇ’이 연속되면
‘ㅇ’이 탈락하는 공시적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월인천강지곡』에서는 일관되게 체언의 끝소리 ‘ㄴ, ㅁ, ㄹ, ㆁ, ㅿ’ 뒤에 후음 ‘ㅇ’이 표기되
고, 용언의 어간 끝소리 ‘ㄴ, ㅁ’ 뒤에 후음 ‘ㅇ’이 표기된다. 허웅(1953)에서는 이런 표기 양
상을 분철 표기로 해석했다. 하지만 분철 표기라면 체언이나 용언의 끝소리가 ‘ㄱ, ㄷ, ㅂ, ㅈ,
ㅅ’이라도 뒤에 ‘ㅇ’ 표기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장애음 뒤에서 후음 ‘ㅇ’이 나타나
지 않고, 공명음 뒤에서 후음 ‘ㅇ’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당시에 장애음과 후음 ‘ㅇ’이 연
속되면 ‘ㅇ’이 탈락하고, 공명음과 후음 ‘ㅇ’의 연속에서는 ‘ㅇ’이 탈락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월인천강지곡』에서만 공명음 뒤에서 후음 ‘ㅇ’이 일관되게 표기되고, 다른 15세기
문헌에서는 공명음 뒤에서 ‘ㅇ’이 표기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런 표기 양상은 15
세기에 공명음 ‘ㅁ, ㄴ, ㆁ, ㅿ, ㄹ’ 뒤에서 후음 ‘ㅇ’이 수의적으로 탈락했기 때문으로 추정된
다. 현대국어에서 ‘전화, 결혼, 겸허, 왕후’와 같은 단어에서 공명음 뒤 ‘ㅎ’은 약화되어 발음
인식이 분명하지 않다. 15세기 공명음 뒤 후음 ‘ㅇ’도 현대국어의 ‘ㅎ’의 발음 양상과 유사했
으리라 생각된다.
소리와 문자를 1:1 관계로 표기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15세기 문헌에서 장애음과 후음 ‘ㅇ’의
연속은 나타나지 않고, 공명음과 후음 ‘ㅇ’의 연속이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5세기의 음
소연결제약을 추정할 수 있다1). Vennemann(1988)은 음절이 연결될 때 선호되는 제약이 있
다고 하였다. C1C2가 연속될 때 C2의 세기가 C1의 세기보다 강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이다.
C1C2 연속에서 C1은 앞 음절의 종성이고, C2는 뒤 음절의 초성으로 종성보다는 초성이 강해
야 인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6) 연결 법칙(Contact Law) (Vennemann, 1988:40)
음절 연결 A＄B는, 종성 A의 자음 세기가 작을수록, 초성 B의 자음 세기가 클수록 선호된
다; 더 정확히 말하면-B의 자음 세기와 A의 자음 세기 사이의 특징적 차이 CS(B)-CS(A)2)가
클수록 선호된다.
자음의 세기는 무성 폐쇄음이 가장 크고, 저 모음이 가장 작다.
(7) 자음 세기 (Vennemann, 1988:9)
무성 파열음 > 유성 파열음 > 무성 마찰음 > 유성 마찰음 > 비음 > 설측 유음(l-sound) >
중간 유음 (r-sound) > 고모음 > 중모음 > 저모음
음절연결 선호법칙에 근거해서 중세국어 시기에 후음 ‘ㅇ’ 앞에 장애음이 올 때 ‘ㅇ’이 탈락
하는 것은 장애음의 세기가 ‘ㅇ’의 세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
성 마찰음 ‘ㅿ’, 유음 ‘ㄹ’, 비음 ‘ㅁ, ㄴ, ㆁ’은 무성 장애음보다 자음 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1) 김옥영(2919:103)에서 음절연결제약을 적용하여 중세국어 ‘ㅇ’의 공명도가 ‘j, ㄹ, ㅿ’보다 작거나 같
다고 밝힌 바 있다.
2) CS는 자음 세기(Consonantal Strength)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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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후음 ‘ㅇ’이 오더라도 항상 탈락하지는 않는다. 이 소리 뒤에서 ‘ㅇ’이 탈락하지 않은 것
은 15세기에 ‘ㅇ’은 유성마찰음, 유음, 비음보다 자음 세기가 최소 같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모음 사이 ‘ㅇ’의 탈락과 유지
3.2에서 살펴본 것처럼 ‘ㅇ’은 장애음 뒤에서는 필수적으로 탈락하고, 공명음 뒤에서는 수의
적으로 탈락한다. ‘ㅇ’은 모음 사이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ㅇ’은 후음으로 구강에서의
조음작용은 없이 후두에서의 조음작용만으로 형성되는 소리로 추정되므로 자음 중에서는 가장
약한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약한 소리인 후음이 모음 사이에서 더 약화되어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현대국어에서 어간말이 ‘ㅎ’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ㅎ’이 탈락하는 현상과 같은 맥락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8) 좋아[조아], 좋은[조은]
15세기에 ‘ㅇ’은 환경에 따라 탈락의 양상이 다양하다. 15세기 문헌의 표기 양상으로 보아
‘ㅇ’은 모음과 함께 탈락하거나 ‘ㅇ’ 홀로 탈락한다. 모음 사이에서 모음만 탈락하고, ‘ㅇ’이
유지되는 다양한 모습도 보인다. 먼저 체언말이나 용언 어간말이 ‘/르’, ‘/’인 체언과
용언은 뒤에 ‘ㅇ’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면 체언말이나 용언 어간말의 모음 ‘ㆍ/ㅡ’만 탈락
하고 ‘ㅇ’는 유지된다.
(9) ‘ㆍ/ㅡ’의 탈락 (이기문, 1962:123-129 참고)
가. 곡용
노(獐) 노 + 이 → 놀이, 노 +  → 놀
(津)  +  → ,  + 이 + 니→ 이니,
시르(甑) 시르 + 의 → 실의, 시르 + 을 → 실을
(柄)  +  → ,  +  → ,  + 이 + 니 → 이니
쟈(袋) 쟈 +  → 쟐, 쟈 +  → 쟐
아(弟) 아 + 이 → 이, 아 +  → , 아 +  → 
여(狐) 여 + 이 → 이, 여 + 의 → 의
나. 활용
다-(異) 다 + 아 → 달아, 다 + 음 → 달음
오-(登) 오 + 아 → 올아, 오 + 옴 +  → 올오
고-(均) 고 + 아 → 골아
니-(謂) 니 + 아 → 닐아, 니 + 오 → 닐오
-(栽)  + 아 → 아
-(碎)  + 아 → 아,  + 오 + ㄴ → 온
그-(曳) 그 + 어 → 어, 그 + 옴 +  → 오
비-(扮) 비 + 어 → 어, 비 + 움 + 을 → 우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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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로 끝나는 체언의 곡용에서는 ‘ㅇ’의 탈락이 수의적으로 나타나고, 말음이 ‘ㄹ’인 용언 어
간의 활용에서는 ‘ㅇ’이 탈락한다. 하지만 ‘/르’로 끝나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서 끝모음
‘ㆍ/ㅡ’가 탈락해서 ‘ㄹ’과 ‘ㅇ’이 연속되더라도 ‘ㅇ’이 탈락하지 않는다.
(10)
가. 날(日) +  → 날(月印千江之曲 46), 나(杜詩諺解 初刊 7-17)
나. 알 + 아 → 아라
그리고 ‘/르’, ‘/’ 외에 ‘ㆍ/ㅡ’로 끝나는 체언과 용언 어간은 곡용과 활용에서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곡용에서는 ‘ㅇ’이 탈락하고, 두 개의 단모음이 하강이중모음을 형성하
고, 활용에서는 어간의 모음과 ‘ㅇ’이 함께 탈락한다.
(11)
가. 젼 + 이 + 다 → 젼라, 그 + 이 → 긔
나.  + 아 → 차,  + 어 → 써;  + 옴 → 톰,  + 움 → 
그런데 파생에서는 접미사의 종류에 따라 탈락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부사형성 접미사
와 명사형성 접미사가 결합할 때는 어근의 모음이 탈락하지만, 피사동 접미사가 결합할 때는
어근의 모음이 탈락하지 않는다.
(12)
가. 부사형성 접미사
 + 이 → 비, 어엿브 + 이 → 어엿비
나. 명사형성 접미사
크 + 의 → 킈
다. 피사동 접미사
쓰 + 이 → 쓰이-: 내 冠 쓰이고 (석상 24:27)
 + 이 → 이-: 擧薦야 이논디라 (두초 23:38)
피사동 접미사 ‘이’ 앞에서 어근의 모음 ‘ㅡ’가 탈락하지 않는 것은 이기문(1962:135) 접미사
‘이’가 ‘*기’에서 변화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음 ‘ㆍ/ㅡ’와 후음 ‘ㅇ’가 형태론적
조건에 따라 탈락의 양상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통시적 변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V1ㅇV2’ 환경에서도 탈락의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V1과 V2가 동일모음이면 ‘ㅇ’과 모
음 하나가 같이 탈락하고, V1과 V2가 이중모음을 형성할 수 있으면 ‘ㅇ’이 탈락하고 이중모
음화가 일어난다. 반모음 ‘j’가 삽입되는 경우도 있다. 곡용에서 말모음이 ‘ㅣ’나 반모음 ‘j’인
체언 뒤에 주격조사나 서술격조사가 ‘ㅣ’가 결합하면 모음 ‘ㅣ’와 후음 ‘ㅇ’이 함께 탈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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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의 모음이 결합할 때는 ‘ㅇ’만 탈락하고, 후행모음이 반모음이 된다. ‘ㅣ’나 반모음 ‘j’ 뒤
에 ‘에’가 올 때는 반모음 ‘j’가 삽입된다.
가. 불휘 + 이 → 불휘, 엄쏘리 + 이 + 니 → 엄쏘리니
나. 바 + 이 → 배, 젼 + 이 + 다 → 젼라
다. 소리 + 에셔 → 소리예셔, 웃닛머리 + 에 → 웃닛머리예
활용에서도 곡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ㅏ’로 끝나는 어간에 어미 ‘아’가 결합하면 ‘아’가
수의적으로 탈락한다. 단모음 ‘ㅣ’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는 ‘ㅇ’가 탈락하고, 어간의 ‘ㅣ’가 반
모음이 된다. 반면에 반모음 ‘j’로 끝나는 어간과 ‘’ 뒤에 어간 ‘아/어’가 결합하면 반모음
‘j’가 삽입되고, ‘ㅇ’이 탈락하지 않는다.
(13)
가. 迦毗羅國에 가아 ~ 耶輸ㅅ宮의 가 보니
나. 이 + 움 + 을 → 유믈, 웃이 + 오 + 리 + 다 → 웃요리라
다. 여희 + 어 → 여희여, 濟渡 + 아 → 濟渡야
현대국어에서 어간말이 ‘ㅎ’은 용언 어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ㅎ’이 탈락
한다. 그 중에서 ‘놓아’는 [노아]로 ‘ㅎ’ 탈락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놔]로 이중모음화되어
음절이 줄어들지만, ‘좋아’는 *[좌]로 줄어들지는 않는다. 어휘에 따라 통시적 변화의 단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하다’로 끝나는 용언은 ‘하’ 앞의 소리가 공명음이면 어간의 끝음절 ‘하’에서 ‘ㅏ’만 탈락
하고, ‘하’ 앞의 소리가 장애음이면 어간의 끝음절 ‘하’가 탈락한다.
(14)
가. 간편하게 – 간편케, 흔하다 – 흔타
나.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못하지 않다 – 못지 않다.
이처럼 같은 소리라도 어휘에 따라,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변화 양상을 보인다. 15세기에
‘ㅇ’의 표기가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도 소리의 통시적 변화가 한 번에 일어나지 않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5. ‘ㅇ’의 통시적 변화
‘ㅇ’은 장애음 뒤 위치나 모음 사이 위치에서 쉽게 탈락한다. ‘ㅇ’이 잘 탈락하는 것은 구강
에서의 조음 작용은 없이 후두에서의 조음 작용만으로 만들어지는 후음인 것이 이유로 보인
다. 그리고 ‘ㅇ’은 통시적인 약화의 과정에 있는 소리라는 것도 ‘ㅇ’ 탈락의 이유인 듯하다. 통
시적 약화의 결과로 15세기에 ‘ㅇ’이 존재했고, 이후에 약화가 더 진행되어 어느 시기에는 소
리가 사라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현대국어에서는 음절초 자리에 쓰인 ‘ㅇ’은 소리가
없는 것을 표기하게 되었다. ‘ㅇ’이 ‘ㄱ’의 약화의 결과라는 논의는 이미 많은 연구에서 이루
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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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ㄱ’ 약화의 결과로서 ‘ㅇ’ (이기문, 1962, 131, 140; 배영환, 2011:171, 173 참고)
가. 단어
놀애(歌), 몰애(砂), 솔옷(蘬), 멀위(葡), 울메(雷): 달애-(誘), 얼의-(凝);
애(剪), 위(蚯蚓), 와, 워(蕩子, 獦獠)
나. 합성어
아마괴(寒鴉), 갈외(斑猫); 애(梨浦), 몰애오개(沙峴), 래올(楸洞)
나. 사동접미사 결합형
이-(使飛), 얼이-(嫁), 살이-(使住), 얼우-(使凍), 알외-(告);
이-(使笑), 이-(使作)
다. 공동격 조사 결합형
믈(水)와, 엄쏘리와
라. 연결어미 ‘-고, -거늘’ 결합형
알(知)어늘, 알(知)오; 외오, 여희어늘; 디오
(15)의 예는 ‘ㄱ’을 유지하고 있는 방언형이나 변이형이 존재하기 때문에 ‘ㄱ’의 약화로 ‘ㅇ’
가 되었다는 설명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ㅸ’의 변화로 ‘ㅇ’이 나타난 예도 보이는데, ‘ㅸ’이
후음 ‘ㅇ’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16) ‘ㅸ’의 약화의 결과로서 ‘ㅇ’ (이기문, 1972:131, 140, 배영환, 2011:180 참고)
가. 단어
글왈(文)<글, 갈웜(虎)<갈
나. 활용
셜워(哀)<셜, 셜울(哀)<셜, 오니(言)<니, 와(言)<
다. 피사동접미사 ‘-오/우- < -/-’
우-(可笑)<-, 오-(可愛)<*라. 파생접사 ‘-아치 < -치’
활아치<활치
김경아(1991)는 ‘ㅸ’이 단순히 ‘w’로 변화한 것이 아니라 ‘β > ɦw > w’와 같은 변화 과정을
겪었다고 설명했고, 김주필(2001)은 ‘ㅸ’의 [순음성]이 잉여자질이 되고, [유성성]과 [지속성]을
가진 ‘ɦ’로 약화되었다고 설명했다. 김주필(2001)의 설명은 통시적 약화 현상인 연음화
(lenition)의 과정 중의 하나와 동일하다. 통시적 약화 과정인 연음화은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
된다. Lass(1984:178)에서 설명하는 연음화의 과정을 살펴보면 크게 공명음화(son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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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개방화(opening)의 방향으로 진행된다. 무성 파열음 [k]와 [p]가 각각 유성 마찰음 [ɣ]와
[β]로 바뀌는 것은 공명음화와 개방화를 모두 겪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림1]에서 3a에서
2a로 바뀌는 과정은 구강 마찰음(oral fricative)가 구강에서의 조음 자질을 잃고, 후두 마찰
음(glottal fricative)을 변화하는 연음화이므로, 유성 마찰음 [ɣ]와 [β]가 후음으로 바뀔 가능
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12]
Szigetvári(2008:107)은

연음화(lenition)을

“유무

자질(privative

feature)의

연결끊기

(delinking)”라고 정의하고, 연음화 유형 3가지를 제시했다.
(16) 연음화의 유형(Types of lenition) (Szigetvári, 2008:110)
a. 위치 자질의 소실(loss of place features)
후두상부자질 상실(debuccalization): [t] > [ʔ], [f] > [h]
구개자질 상실(depalatalization) [ɲ] > [n]
양순자질 상실(delabialization): [kʷ]>[k] 등
b. 후두 자질의 소실(loss of laryngeal feature)
무성음화(devoicing): [d] > [t]
무기음화(deaspiration): [tʰ] > [t]
c. 공명음화(sonorization)
마찰음화(spirantization): [t] > [ɵ]
활음화(gliding): [p] > [w]
r음화(rhotacism): [s] > [r]
[ɣ]과 [β]이 불청불탁의 후음 ‘ㅇ’으로 바뀌는 것은 (16a) ‘위치 자질 소실’ 중에서도 ‘후두상
부 자질 상실’로 설명될 수 있는 통시적 변화이다.
후음 외의 자음은 후두상부 자질과 후두 자질의 결합으로 구성되지만, 후음은 후두 자질만으
로 구성된다. 그러므로 ‘ㄱ’와 ‘ㅂ’의 통시적 약화 결과가 모두 후음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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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은 더 약화되어 16세기 이후에는 대부분 탈락한다. 현대국어에서 ‘ㅇ’이 무음가를 나타내
게 된 것도 ‘ㅇ’이 표시하던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ㅇ’의 변화는 먼저 ‘ㅿ’와
‘ㅇ’이 연속되는 환경에서 나타난다. ‘애’, ‘위’는 16세기 문헌에 ‘가’, ‘거’로 나타나
‘ㅿ’ 뒤에서는 ‘ㅇ’이 탈락했다. ‘ㄹ’ 뒤에 나타난 ‘ㅇ’도 ‘몰애’, ‘놀애’ 같은 체언에서는 ‘ㅇ’이
탈락하여 ‘모래’, ‘노래’로 바뀌었다(김옥영, 2010:107쪽). 이렇듯 대부분의 유성음과 모음 사
이에서 ‘ㅇ’은 더 약화되어 탈락한다. 그러나 ‘ㄹㅇ’의 연속의 변화는 하나의 방향으로만 진행
되지 않는다. 용언의 활용형 중에서 ‘ㄹㄹ’로 바뀌는 예들이 있는데, 이 변화는 ‘ㅇ’이 ‘ㄹ’에
동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17) 올아>올라, 달옴>달롬

6. 결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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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국어의 음절 구조 제약과 후음 ‘ㅇ’의 음운 현상>에 대한 토론문
유소연(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BK21+사업단 학술연구원)
이 논문은 15세기 ‘ㅇ’의 음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후, ‘ㅇ’이 소리
를 가지고 있는 문자임을 밝히고 있다. 음가가 없지만 문법 의식에 의해 나타난 ‘ㅇ’의 형태로
논의되었던 경우도 음가를 지니고 있던 문자였다고 보았으며, 15세기의 ‘ㅇ’가 보이는 분포상
의 특징을 음절 연결 법칙과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또한 이러한 ‘ㅇ’이 연음화라는 통시적 약
화 과정에 의해 현재의 소리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있다.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토론자의 소임이지만, 토
론자의 능력이 부족한 탓에 논문을 읽으면서 생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자
의 소임을 대신하고자 한다.
1.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해석.
발표문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ㅇ’에 대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을 어떻게 풀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 ‘ㅇ’의 음가가 나타나 있지만, ‘종성해’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된다면 좋을 듯하다.
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 如곶爲梨花 의갗爲狐皮 而ㅅ字可以通用 故只用ㅅ字
且ㅇ聲淡而虛 不必用於終 而中聲可得成音也<<훈민정음 종성해>>
소리와 관련지어 표기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었으므로, ‘ㅇ’의 소리에 대해 서술한 것임
을 가정한다면, 음절말에서 ‘ㅇ’이 음가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문
자 ‘ㅇ’이 음가를 갖지 않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2. 15세기 음절 구조 제약의 설정에 대해.
15세기에 문자 ‘ㅇ’이 장애음 뒤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어두와 모음 뒤 혹은 공명음 뒤에서
만 실현됨을 확인하였다. 어두와 모음 뒤에 나타난 ‘ㅇ’가 음가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4)의 두음 법칙과 관련한 (5)의 예들을 통해 추정해 보았는데, 이는 15세기 국어에 초성 자음
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음절 구조 제약이 전제된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두 가지 사
항이 궁금하다.
첫째, 15세기 국어에 초성 자음이 항상 있어야 하는 음절 구조 제약을 설정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조금 더 다양한 예들을 바탕으로 자세하게 분석이 되어야 하겠
지만,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보인다.
阿孩<<삼국유사>>, 弟曰 丫兒<<계림유사>>(김무림, 1998:21)
모음만으로 음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도 확인이 되며, 모음이 음절에
서 담당하는 기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과연 자음이 초성에 항상 있어야 하는 음절 구조 제약
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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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장애음 뒤에서 ‘ㅇ’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고어사전에서 ‘빗이다(빛나게 하
다)<<석보상절6:10>>, 아디다<<석보상절6:31>>’ 등의 예가 확인되었다. 물론 이러한 예가
얼마나 더 있는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야 하겠지만, 이러
한 예들은 연결 법칙에 어긋나는 예외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3. ‘ㅇ’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지어.
5장에서는 ‘ㅇ’의 통시적 약화 과정인 연음화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ㄱ’의
약화와 ‘ㅸ’의 약화가 후음으로의 약화 과정일 것임을 추정하였다. 모든 예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ㅸ’의 경우는 [순음성]이 후행 모음에 영향을 미치고 [유성성]과 [지속성]을 가진 ɦ
로 약화된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을 때, 다음의 두 가지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게 된다.
첫째, ‘ㄱ’의 약화와 ‘ㅸ’의 약화를 동일한 범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16)
의 연음화의 유형에 따라서 이들을 후두상부자질 상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나, ‘ㅸ’의 [순음
성]이 후행 모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ㄱ’와 ‘ㅸ’의 조음 위치가 매우 다르다는 점 등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듯하다.
둘째, ‘ㅇ’의 약화와 관련지어 제시한 (17)의 예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음가를 가지고 있는 ‘ㅇ’가 ‘ㄹ’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ㄹㅇ’형이 ‘ㄹㄹ’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보일 것임을 추정하였는데, 이들 자료가 시기적으로는 어떠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
서도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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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 소장 혜산 이상규 선생을 위한 한글 제문

박용식 이정희 강현주*1)

1. 누가 쓴 제문일까?
2012년 봄 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은 한글 고문서 몇 점을 소장하게 되었다. 청주한씨 가문
에서 영구 기탁한 책과 고문헌이 보관된 한병사문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다른 1,000여 점
이 넘는 다른 고문헌들과 같이 경상대학교로 오게 된 것이다.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이
었지만 한글 제문 2점, 한글 편지 1점 그리고 한글 제문이 1점 있었다.1)
제문 중 하나는 누가 썼는지는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헤산션’을 위한 제문임은 알 수 있었
다. 우연한 기회에 경상대학교 한문학과 이상필 교수님께 여쭤보니 이 지역의 ‘헤산’ 선생은
‘혜산(惠山) 이상규(李祥奎)’일 거라고 하신다. ‘헤산 션’을 우리 ‘우리 부쥬’라고 하는 것으
로 봐서는 혜산 선생의 자제 중 한 명이 쓴 것이 된다. 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의 이정희 선
생이 청주한씨 집안에 연락을 해서 한글 제문 기탁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 수소문해서
그 기탁자의 집으로 조사를 갔다.
진주시 이현동에서 한기복 씨를 만났다. 보관하던 고문서가 어머니의 유품인 것은 맞지만 뭔
지도 모르고 보관만 하고 있었다고 하신다. 가끔씩 말리기도 하고 보관하고 있었는데 청주한
씨 집안에서 고문서와 책을 모아서 경상대학교에 기탁한다고 해서 내어주었다고 하신다. 그런
데 어머니의 이름도 나이도 모른신다. 호적 기록이 없다고 한다. 한국전쟁 때 진주의 호적은
불타버렸기 때문의 그 이전의 기록은 없다고 한다. 또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
머니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고 누나의 보살핌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하신다. 제문을 쓴
사람은 여성임을 알게 되었다.
혜산 선생의 후손을 찾으러 나섰다. 역시 이정희 선생의 주선으로 산청군 단성면 묵곡마을에
서 곁후손인 이상석 씨를 만났다. 혜산 선생이 운영하셨다는 ‘학이제’를 구경하고 혜산 영정의
사본도 볼 수 있었지만 혜산 선생 후손에 대한 상세 자료는 알 수 없다고 하신다. 다만 이상
규 선생은 1남 2녀를 두셨는데 아들 이진걸(李鎭杰)과 두 딸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이 두 딸
가운데 청주한씨 집안으로 시집간 딸이 제문을 썼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며칠 뒤에 묵곡마을에서 연락이 왔다. 호적 등본을 떼 보면 두 딸의 이름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같이 호적등본을 떼 보러 가자고 하신다. 합천군의 호적은 한국전쟁 때
무사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다고 한다. 단성면 사무소에서 확인한 호적등본에서 청주한씨
인 한경우(韓敬愚)와 혼인한 이필헌(李必憲)을 만날 수 있었다.
이필헌(李必憲): 단기(檀紀) 4234년(1901)년 9월 12일 출생
부(父): 이상규(李祥奎)
모(母): 허씨(김해 허씨)

1)* 박용식(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저자), 이정희(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 학예연구사), 강현
주(경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교신저자: coffee7709@naver.com)
1) 이 4자료의 사진 일부와 간단한 소개는 정재영 문무경 안대현 박부자 외(2012, 123-127)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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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檀紀) 4249년(1916년) 3월 29일
합천군(陜川君) 가회면(佳會面) 덕촌리(德村里) 121-4
호주(戶主) 한경우(韓敬愚)와 혼인(婚姻)에 인(因)하야 제적(除籍)
표 14 호적에 기록된 ‘이필헌’
제문을 쓴 사람은 이필헌이고 1901년생이다. 한글 제문 외에 23.6×47.2㎝dml 한글 편지와
36.3×576.0㎝ 물목도 있었는데 이 자료도 다시 보게 된다. 한글 표지는 ‘을묘 사월 초일’ ‘허
셩졍’이 청주한씨 집안에 보낸 것이다. ‘남편 혜산이 칠순이 되는 해에 훌륭한 사위를 맞이하
게 되어 ‘소망’이 넘치며, 백년언약(百年言約)이 지속되면 양가(兩家)에 이런 경사스런 일이 또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1915년 4월 2일 신랑측인 청주한씨 집안에서 신부측인 함안이씨 집
안으로 보낸 것이다. 151항목이 기록되어 있다. 신랑측의 가세를 집작할 수 있는 물목이다.
30~40여 명의 장정들이 줄지어서 물목에 기록된 것들을 메고 갔다고 한다.

그림 13 을묘년 한글 편지(1915) 앞면

혜산 이상규의 딸 이필헌은 15살 되던 해 봄에 산청군 단성에서 합천 가회로 시집을 갔고 이
듬해 3월에 이상규 집안의 호적에서 제적(除籍)되었다. 시가와 친정은 약 20Km 정도였는데
가마를 타고 갔다고 한다. 정사년(1917) 3월 17일에 적은 어머니 제문도 있는데 아마도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듯하다. 혜산 선생은 1922년에 돌아가신 것으
로 알려져 있다.2) 이 제문은 갑자년(1924)의 것인데 대상(大祥) 즉 혜산 선생의 3년 상을 치
르면서 쓴 제문임을 확인하게 된다.
2. 판독과 교감
이 제문은 24.5 × 375.8㎝이며 148행 2,963자이다. 각 행은 15~20자씩으로 되어 있다. 한글
로만 적었는데 해당 한자를 알 수 있는 것은 ( ) 속에 적었다.

2) 혜산 이상규의 생애는 이정희(2012:208~2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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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졔문(祭文)
002 유(維) 셰차(歲次) 갑자(甲子) 졍월(正月) 갑인(甲寅) 순(朔旬) 팔일(八日) 신미(辛未)
003 난 우리
004 부쥬(父主) 헤산션(惠山先生) 샹(大祥) 쳘연지일(撤筵之日)이라
005 젼일셕(前一夕) 경오(庚午)의 불초(不肖) 여식(女息) 한실(韓室)은 구구(區區) 비백
006 지젼(鄙薄之奠)으로 (再拜) 통곡우
007 영연지(慟哭于靈前之下) 왈(曰) 오호통(嗚呼慟哉)며 오호(嗚呼哀哉)라
008 우리 □3) 부쥬(父主) 평일(平日) 졍(正大) 기상(氣像)은 산악(山嶽)이
009 오히려 나직며 과인(過人) 심셩(心性)은 (河海)
010 가 거의 엿트올 덧 항시(恒時) 평(平生) 시난 일
011 자기 몸을 지시며 남을 잘 용셔(容恕)키를
012 자질(子姪)를 유(開諭)며 가도(家道)를 화평(和平)고 빈
013 (賓客)을 션(善對)야 문호(門戶)를 보젼(保傳)며 비
014 복(婢僕)을 어거(馭車)되 심복(心腹)되기 오시니 이거
015 시 다 학문(學問)을 조와여 죤현위도(尊賢衛道)
016 신 마4)[]으로쎠 만사(萬事)의 밋쳐 이렷
017 타시 장(壯)신 일 셰상(世上)이 다 칭송(稱頌)며
018 사우(師友)가 흠앙(欽仰)할차 오호통(嗚呼慟哉)며 오호통
019 의(嗚呼慟矣)라 우리 □ 부쥬(父主) 한쳔졍(寒泉亭) 지은 졍셩(精誠) 삼
020  이질신고 며 날〻이 오르나려 (每每)
021 간셥(干涉)니 그 일이 다 부모(父母)를 츄모(追慕)고
022 자질(子姪)을 교훈(敎訓)여 조션(祖先)을 존봉(尊奉)미
023 요 학이(學而齋)를 창근(創建)문 학문(學問)을 힘을
024 쎠셔 후학(後學)을 권장(勸獎)할 마이며 퓽영
025 (諷詠臺) 영귀교(詠歸橋)난 모춘(暮春)을 기여셔 시흥(詩興)
026 을 드으미요 탁쳥(濯淸臺) 환구졍(喚鷗亭)은 동강(東江)에
027 낙(樂)을 부쳐 심신(心身)이 쇄락(衰落)여 세월(歲月)을
028 보미요 신안(新安) 젹벽(赤碧) 나린 물과 단계(丹溪) 도쳔(道川)
029 합강쳐(合江處)며 이수(二水) 즁분(中分) 경(境界) 즁(中)의 기 노
030 든 져 구(白鷗)야 우리 □ 부쥬(父主)난 어로 가 게시
031 고 너의만 노라 잇노 송졍(送客亭) 조귀(釣歸巖)은 우리
032 부쥬(父主) 형제(兄弟)분이 고기 낙든 그 고지라 셰상(世上)
033 사렴 만히 은 쳔셰(千百歲)의 유젼(遺傳)할 덧
034 오호(嗚呼) 통(慟哉)며 오호(嗚呼) (哀哉)라 무오연(戊午年) 삼월일(三月日)
035 은 우리 동기(同氣) 수일(讎日)이라 가운(家運)이 불(不幸)
036 여 우리 □ 모쥬(母主) 기셰(棄世)뭄 그 시(時) 광경(光景) 엇더
037 며 우리 □ 부쥬(父主) 고분지통(鼓盆之痛) 무궁(無窮) 즁(中)
038 우리 남(男妹) 고 놀난 그 졍상(情狀)을 마
3) 한 칸 띄움 표시. ‘부쥬, 영연[英靈], 모쥬’ 등의 앞에서는 줄을 바꾸거나 한 칸 띄워 적었다.
4) ‘’을 잘못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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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9 보지 못하올 차 우리 남(男妹) 부르시되
040 사자(死者) 과시 살 수 없거이와 사자(死者)난 고사(固辭)
041 고 자(生者)나 살[야5)]졔 너의 약(弱) 자질(資質)노
042 어린 간장(肝腸) 이렷타가 병(病)이 나면 도로혀 불
043 호막심(不孝莫甚) 너 안이야 부〻 나의 말을 집
044 피 듯고 너무 과(過)이 셜어 마라 이렷키 분부(分付)
045 고 양(每樣) 시난 말삼 독셔(讀書)난 기가(起家)할
046 근본(根本)이요 근검(勤儉)은 치가(治家)할 근본(根本)이요 화순(和順)
047 은 보가(保家)할 근본(根本)이요 이 셰 가지를 일[〻6)](一一)의
048 명염(銘念)하여 부〻 부모(父母)으게 호셩(孝誠)고 형
049 졔간(兄弟間)의 우(友愛)고 지졍(至情)으게 화목(和睦)고
050 노복(奴僕) 션(善)히 유(開諭)여 심(背心) 되기 지
051 말라 □ 오호(嗚呼) (哀哉)라 우리 부쥬(父主)7) 신 말
052 삼 엇지 그리 장(壯)하신고 금셰상(今世上)의  이
053 실가 오호통의(嗚呼慟矣)라 임술연(壬戌年) 춘졍월(春正月)
054 십팔일(十八日)은 쳔지(天地) 아득고 일월(日月)이 무
055 광(無光)이라 차(此) 변(何變) 차(此) 변(何變)고 팔십(八十) 인간(人間)
056 게시다가 일조(一朝) 쳔상(天上) 신션(神仙)된가 남은 다 하
057 난 말이 영상(影像)일네 〻〻 헤산
058 션(惠山先生) 영상(影像)일네 그려키 노되 자식(子息)
059 으 사졍(事情)에 쳔만연(千萬年)을 바던니 이 거
060 름 무신 일고 반호(攀號) 백용(白龍) 고지호쳔(告之昊天) 가
061 이업[○8)]소 병셰(病勢) 졈〻(漸漸) 침즁(沈重)할 졔 술
062 잔 우의 빈치 활이  될 쥴 뉘가 알고
063 오호(嗚呼) (哀哉) 불초(不肖) 여식(女息) 손도자(孫道滋)의 거문고9)를
064 어이 그리 몰낫던고  번 타면 미호(美好)잇고 두
065 번 타면 쾌차(快差)고 셰 번 타면 회츈(回春)이라 어이
066 그리 몰낫던고 오호(嗚呼) (哀哉) 우리 부쥬(父主) 임
067 종시(臨終時)의 졍(壯大)신 기상(氣像)으로  옷 졍(正)히
068 가라 입고 말삼지 못여셔 졍신(精神)이
069 야 여젼(如前)나 획(劃) 지위셔 엿시되 만고
070 불변(萬古不變) 부자도(父子道)라 금셰(今世) 퓽조(風潮) 어이할고 상
071 시(常時) 눈물 졀노 나셔 피방오리 방〻(滂滂)다
072 그 글자를 다 씬 후(後)의 자질(子姪) 모와 다 보이
073 고 이려타시 유셔(遺書)하신 일 오호(嗚呼) (哀哉) 우리 □
074 부쥬(父主) 간셰(間世) 인망(人望) 뉘 안이 흠앙(欽仰)할가 오
075 호(嗚呼) 통의(慟矣)라 일야(一夜) 광퓽(狂風) 부려와셔 오경(五更) 잔
5)
6)
7)
8)
9)

오른쪽에 더해 적음.
‘일’과 ‘의’ 사이 오른쪽에 더해 적음. ‘’와 비슷한 모양이다.
‘우리’와 ‘부쥬’ 사이에 빈칸이 없다.
‘시’를 적었다가 ‘○’ 표시로 지웠다.
歐陽修의 <送楊寘序>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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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6 등(殘燈) 려치덧 인간만사(人間萬事) 몽즁(夢中)인 닷 오호(嗚呼)
077 자(哀哉)며 통의〻(慟矣慟矣)라 졍(正大)신 우리 부쥬(父主)
078 형용(形容)을 다시 보며 경를 다시 들어 져의
079 간장 퓰어 볼고 통의〻(慟矣慟矣) 우리 □ 부쥬(父主)
080 보고시워 영각(影閣)을 열고 보니 완연(宛然)이
081 기린 화상(畵像) 일폭(一幅) 단쳥칠(丹靑漆) 분이라 수〻
082 발(白髮) 안진 거동(擧動) 팔순(八旬) 셜노(雪老) 방불(彷佛)다
083 우리 □ 부쥬(父主) 이 안인가 형용(形容)은 보거마는
084 셩음(聲音)을 엇지 어더 우리 남(男妹) 교훈(敎訓)할고 황
085 쳔(荒天)질이 어건 가실 쥴른 아르시고 오
086 실 쥴은 모라신고 삼산(三山)이 노파시니 산(山)이
087 노파 못 오신가 십쥬(十州)가 널너신니 물이 막
088 혀 못 오신가 옥경(白玉京)10) 노푼 집의 수문(守門) 사
089 인(士人) 모와시니 수작(酬酌)고 못 오신가 월궁(月宮)
090 항(姮娥)게 화(和諧)의 션쥬(仙酒) 취(醉) 못 오신가 이
091 거시 다 헛버셔 이 말 이졔 〻오호(哀哀嗚呼) 우리
092 부쥬(父主) 져의 심장(心腸) 오작할가 〻(哀哉哀哉)라 그
093 연(年) 이월(二月) 양(兩) 예시(豫試)의 칠읍(七邑) 사림(士林) 모와시니
094 도회셕(都會席)이 놀나와라 □ 헤산션(惠山先生) 네 글자
095 가 일편단졍(一片丹精) 휘황(輝煌)니 학문(學問) 힘
096 이 더옥 장(壯)코 유림공논(儒林公論) 거룩할사 원
097 근친소(遠近親疎) 상존비(上下尊卑) 무되〻[11)] 말리 셜
098 음 후의 쳐음이요 우리 보기 더욱 장타 이
099 리 져리 군담(群談)며 헤산션(惠山先生) 도덕문장(道德文章)
100 이 세상(世上)의  이실가 쳔셰(千百歲)의 유명(有名)할
101 듯 이려켜 흠앙(欽仰)며 동심(同心) 사우 가마
102 고 광결난 통곡(慟哭) 모양 그 뉘 아이 흠앙(欽仰)
103 할고 오호(嗚呼) (哀哉) 우리 □부쥬(父主) 젼(生前)의 힘신
104 일을 사후(死後)에야 사후(死後)에야 알니로다 오
105 호〻(嗚呼嗚呼)라 창평 궐니가 몃 말인고 □ 부쥬(父主)
106 셩명(姓名) 놉피 듯고 졔문(祭文) 만사(輓詞)로 호상(護喪)니
107 존현위도(尊賢衛道) 호학심(好學心)은 각국(各國)도 알 거니와 쳔
108 셰(千百歲)를 젼(傳)할지라 오호〻(嗚呼嗚呼) 통의〻(慟矣慟矣) 탄[단]게(丹溪)
109 권실(權室) 박실(朴室) 양형(兩兄) 원셔 사월(沙月) 박실(朴室)
110 부〻(夫婦) 원셔 □ 부쥬(父主) 이무 알 거이와 엇자다
111 알외릿가 차호〻〻(嗟乎嗟乎)라 부쥬(父主)님아 엇그졔
112 지 팔월(八月) 진사(進士) 종남 원셔  일 엇지 다
113 말하릿가 과인(寡人) 후덕(厚德) 진사(進士) 종남 삼쳔(三千) 
114 지(大地) 너른 의 어 가지 못여셔 구만
10) 옥황상제가 산다고 하는, 하늘나라의 서울.
11) 오른쪽에 더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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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장쳔(九萬長天) 노푼 하날 뉘를 차[자12)] 가신난고 일
116 심(一心) 셩역(誠役?) 숙부(叔父) 문집(文集) 조셕(朝夕)으로 못 잇던니
117 문집사(文集事)를 의논(議論)코져 숙부(叔父) 차자 가신난가
118 부쥬(父主) 평일(平日) 그 장질(長姪)을 쳔금(千金) 갓치 소즁(所重)
119 사 구쳔말니(九天萬里) 상봉일(相逢日)이 양게상과 다르
120 릿가 상졔(上帝)으게 션품고 업수 남화 조흔
121 션약(仙藥) 구(求)여셔 진근을낭 식거쥬고 신명(身命)
122 을 수(繡)를 노와 환(還生)을 식여쥬워 연(百年)을
123 졍명(定命)여 다시 인간(人間) 보 쥬소 일심(一心)으
124 로 하신 셩역(誠役) □ 부쥬(父主) 문집(文集) 간(開刊)여 사방(四方) 지
125 구(知舊) 반포(頒布)하면 □ 부쥬(父主) 덕(行德) 더욱 들나 종
126 남 셩역(誠役) 알니로다 오호(嗚呼哀哉) 〻〻(嗚呼哀哉) 혓버셔
127 이 말 이졔 져의 [종질13)(從姪)] 남(男妹) 말오면 조흔 문호(門戶)
128 가리여 각〻(各各) 셩(成娶) 다시고 다초가사 젼
129 쟝(典掌)며 유림사업(儒林事業) 다 시고 인간만사(人間萬事)
130 요후의 □ 부쥬(父主) 시칙 다시 하면 그 안
131 이 조흐릿가 졔으 원(願) 아이외라 소원(所願) □ 부쥬(父主) 응
132 당(應當) 그리실 닷 오호〻〻(嗚呼嗚呼) 통곡〻(慟哭慟哭) 〻(哀哀)
133 부쥬(父主) 자록(慈祿)신 심덕(心德)으로 불초(不肖)한 이 여
134 식(女息)을 고문(高門)의 츌가(出嫁)여 물  집
135 사를 고시으 관후(寬厚)신 심덕(心德)으로 〻
136 사〻(每每事事) 용셔(容恕)와 일신(一身)이 안과(安過)고 오
137 비 말진 나흔 비록 쇼연(少年)이나 가셩(家性)을
138 이으올덧 〻통(哀哀慟哉)라 아〻 형으 호셩(孝誠) 말
139 오면 시(生時)의 아는 라 삼연상(三年喪)
140 봉젼곡은 삼예(三百禮)에 통달(通達)이고 일
141 심(一心)으로 졍셩(精誠)문 진실(眞實)노 여즁군자(女中君子) 그 뉘
142 안이 흠앙(欽仰)하리 문낙(文洛)놈은 장연[昨年]의 입(入學)
143 하니 조(才操)가 비범(非凡)고 동작(動作)이 분명(分明)여 가셩(家性)
144 을 이으올 닷 문호(門戶)를 창(彰大)키 일노(一路)
145 기망(企望)이오이다 오호(嗚呼) 통곡(慟哭)의 □ 영위(靈位)가
146 요격고 촉(燭)불이 휘황(輝煌)지라 복유(伏惟)
147 존영(尊影)은 흠양[歆饗]실가 바나이다 오
148 호(嗚呼) 통곡(慟哭) 상□□□□향(尙饗)
3. 혜산 이상규와 지역어로 쓴 <역대천자문>
이 제문에서 고인은 ‘부쥬’ 혹은 ‘헤산 선생’으로 나타난다. ‘헤산 선생’은 곧 <역대천자문>을
지은 유학자 혜산 이상규(惠山 李祥奎)를 말한다. 이상규는 조선 말기의 유학자로, 자는 명뢰
(明賚)이고, 호는 혜산(惠山)이다. 본관은 함안이고, 출신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무양리이다.
12) 오른쪽에 더해 적음.
13) 오른쪽에 더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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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에 과거에 응시하여 자신의 포부
를 펼치려고 하였으나 낙방한 뒤, 고향으
로 돌아온 그는 조성교(趙性敎)에게 출처
대절(出處大節: 군자가 벼슬에 나갈 때와
나가지 말아야 할 때)을 배우고 이후 과
거 공부를 포기하였다.
1880년 고성에서 단성(丹城) 묵곡(墨谷)
으로 이사한 이후 번잡한 세상일에 관심
을 두지 않고 공부에만 전념한 혜산은
당시 지리산 아래에서 학문에 정진 중
이조판서(吏曹判書) 이세재(李世宰)에 의
해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에 제수(除授)
되었으나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저서로
<역대천자문(歷代千字文)>

1책

외에도

<혜산선생문집(惠山先生文集> 15권 8책,
『문상풍요(汶上風謠)』 2권 1책, 『혜산지
감록(惠山志感錄)』 2권 1책이 있다.
혜산 선생의 제문으로도 가치가 있는 이
제문의 초반부에는 고인의 성품과 학문
적 업적을 기리고 있으며, 이필헌의 어머
그림 14 <역대천자문> 1911년, 이상규 지음

니이자 고인의 아내였던 김해허씨의 임

종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다독거리는 장면도 상세히 적고 있다. 이후 고인이 임종 시에 옷을
새로 갈아입은 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또렷한 정신으로 글을 써서 유언을 남기는 모습까지 생
생하게 기술되어 있다. 중반부 이후는 ‘생전의 힘쓴 일을 사후(死後)에야 알게 됨’을 논하면서
돌아가신 후에 신분을 막론하고 고인을 애도하고 학문을 숭상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기 때문에
혜산 선생의 행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된다.14)
<역대천자문>은 32장(張)의 목판본이다. 1911년 경남 산청 학이재(學而齋)에서 혜산 이상규
(惠山 李祥奎, 1846~1922)가 간행하였다. 4구(句)로 된 중국 양나라 주흥사(周興嗣)가 지은
<천자문>과는 달리 태극(太極)에서 천지가 개벽되는 때부터 시작하여 명(明)나라까지의 중국
역사를 5자체의 백운시(百韻詩) 200구(句)로 엮었다. 1910년 조선(朝鮮)이 일제치하에 들어가
자 경남 산청의 한 선비는 나라의 문명을 회복하기 위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이 책을 간행
했던 것이다. 이 책은 홍윤표(1985), 신경철(1985)에 의해 상세히 논의된 바와 같이 서부경남
의 지역 방언이 반영된 점이 특징이다. 주요 용례로는 ‘졍지 포(庖), 쳉이 기(箕), 거울 경
(輕), 쑥 웅(雄), 벌기 쵹(蠋), 작지 장(杖), 잇 칭(稱) ……’ 등이 있다.
혜산이 당시 지역어를 반영한 천자문을 간행한 까닭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다. 단지 과도한
조세로 고통받는 농민들의 삶을 걱정한 그의 시(詩)와 1876년과 1877년, 아버지와 어머니의
회갑에 흉년이 들자 부모의 회갑연 대신 빈민에게 곡식을 나눠주었다는 기록이 있음을 볼 때,
혜산은 애민(愛民)의식이 남달랐던 유학자였다. 지역의 정서가 반영된 <역대천자문>의 간행은
서민들의 생활에 귀를 기울였던 그의 삶과 나라 잃은 시대의 선비가 겪어야 했던 위기감과 관
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4) 이 문단 내용의 일부분은 정재영 문무경 안대현 박부자 외(2012:127)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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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24년 산청군 단성, 24살 이필헌의 언어
이 제문의 언어는 1924년 경상남도 산청군 단성에서 유학자의 딸로 자란 24살 여성의 언어로
볼 수 있다. 당시 영남 지방의 자료에 흔히 나타나는 어두경음화 현상이 이 제문에서는 나타
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된소리로 적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 것도 ‘말하릿가, 어이할고, 엇자
다, 엇지, 이실가, 힘신’ 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이 지역에서는 잘 쓰지 않는 옛 어휘
인 ‘고지라(곳이다), 의(땅의), 도로혀(도리어), 식여쥬워(시켜주어)’ 등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언어가 어느 정도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듯하다.
‘제문’이라는 특성상 한정된 어휘가 실현된다. 고인의 생전 업적을 칭송하고, 고인을 그리워하
는 일반적인 구성에 따르기 위해서는 한정된 어휘가 사용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휘가 다양
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편이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음운
ㄱ. 오비(오라비), 기여셔(아끼어서) ㅣ역행동화
ㄴ. 가리여(가려내어) 기린(기린) 고모음화
ㄷ. 다 씬(다 쓴) 이질신고(잊을신고), 힘 신(힘 쓴) 치찰음 뒤의 전설모음화
ㄹ. 집피(깊히), 황쳔질(황천길) ㄱ구개음화
ㅁ. 안이야(아니야), 없거이와(없거니와) ㄴ약화
ㅂ. 기셰뭄(기세함은), 노푼(높은), 창근하문(창근함은) 원순모음화
(2) 형태
ㄱ. 우: 위[거제, 마산, 밀양, 울산, 진해, 창녕, 창원, 하동, 함안]15)
ㄴ. : 뱀[거제, 거창, 밀양, 산청, 창원, 창녕, 하동, 밀양]
ㄹ. 식거쥬고(씪다): 씻어주고(씻다)[경남 전역]
ㅁ. 식여쥬워(시기다): 시켜주어(시키다)[거제, 거창, 고성, 김해, 남해, 밀양, 부산, 사
천, 울산, 창원, 통영, 하동, 함안, 합천]
ㅂ. 나흔(나): 나는(나이)[경남 전역]
(1, 2)는 반영된 음운현상과 형태의 분포에 따라 나눈 것이다. 문법 형태는 ‘가시난고, 광결하
난, 신미난, 하난, 시난’과 같이 ‘는’이 아닌 ‘난’을 쓰고 있는 점과 ‘부모으게, 졔으’와 같이
‘의’ 대신 ‘으’를 쓰는 점, ‘기, 그려키, 이럿키’와 같이 부사화접미사로 ‘게’ 대신 ‘이’를 사
용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필헌이 산청군 단성에서 자랐지만 외가가 진주 지수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위의 언어적 현
상은 20세기 초기 서부경남 지역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이 제문의 초반부에는 고인의 성품과 학문적 업적을 기리고 있으며, 이필헌의 어머니이자 고
인의 아내였던 김해허씨의 임종을 지키면서 자녀들을 다독거리는 장면도 상세히 적고 있다.
이후 고인이 임종시에 옷을 새로 갈아입은 뒤 말은 하지 못하지만 또렷한 정신으로 글을 써서
유언을 남기는 모습이 생생하게 기술되어 있다. 중반부 이후는 ‘생전의 힘쓴 일을 사후(死後)
15) 방언 어휘의 분포는 김정대(2017) <경남방언사전>을 따랐다.

- 92 -

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 소장 혜산 이상규 선생을 위한 한글 제문_박용식

에야 알게 됨’을 논하면서 돌아가신 후에 신분을 막론하고 고인을 애도하고 학문을 숭상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다. 이어 고인의 사후(死後)에 문집을 간행하는 과정과 고문(高門)에 출가한
이필헌 자신은 잘 지내고 있음을 고하고 있다. 그리고 고인의 손자 이문락(李文洛)이 재주가
비범하고 동작이 분명하여 가문의 전통을 이어갈 것이라 하면서 마무리한다.16)
제문의 일반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음과 동시에 손도자(孫道滋), 공자(孔子), 양계상(梁啓相),
항아(嫦娥)등과 관련된 고사와 신화를 인용하고 있으며 4·4·3·4 운율과 대구법을 사용하고 있
어 유학자의 면모와 문학적 감수성을 함께 엿볼 수 있다.
이 제문은 <역대천자문>을 지은 유학자 혜산 이상규의 딸이 지은 한글 제문으로 문집에는 나
타나지 않은 혜산의 세세한 행적이 당시의 지역어로 잘 정리되어 있다. 혜산의 행적과 문집
간행 과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지역어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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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학교 소장 혜산 이상규 선생의 한글 제문” 토론문
박부자(성신여대)
이 글은 경상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제문을 소개한 글입니다. 이 제문은 2012년 파주
에서 있었던 “한글나들이” 전시회에서 소개된 바 있었던 자료입니다. 당시 간략하게 소개되었
던 자료를 이번 선생님들의 글에서 자료의 소장 경위부터 자료에 반영된 언어 현상까지 언급
해 주셔서 국어사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1. 자료의 명칭에 대한 문제
이 글에서는 자료의 명칭을 ‘혜산 이상규 선생의 한글 제문’으로 명명하였습니다. 즉 작성자가
아닌 대상자, 즉 망자를 중심으로 명명된 것입니다. 자료명을 정할 때 어떤 점을 중요하게 생
각하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간 한글제문을 어떻게 명명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된 바가 거
의 없습니다. 기존의 연구에 기대어 본다면, 제문에 나오는 간지를 근거로 하여 명명한 경우
(‘을미 제문’)도 있고 작성자와 대상자가 모두 나타나도록 명명한 경우(‘儒學 奇泰東이 죽은
누이를 위해 쓴 한글제문’)도 있으며 지금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료명에 대상자만 드러내
는 경우(‘곽씨 제문’)도 있습니다. ‘혜산 이상규 선생의 한글 제문’과 같은 자료명의 경우 ‘혜
산 이상규 선생’이 작성자로 이해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2. 판독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1) 5행에 ‘한실’은 [韓-]로 제시하셨는데 ‘韓室’로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런지요? ‘한실(韓室)’
은 청주한씨 집에 시집간 이필헌으로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추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부
분입니다. 또 ‘구구 비백’은 ‘근구 비박’이 아닌지요?
(2) 6행에서 ‘비백/지젼’의 한자로 제시한 ‘鄙薄之奠’은 혹 “변변치 않은 제물을 올림”을 뜻하
는 ‘菲薄之奠’이 아닌지요?
(3) 14행의 ‘어거되’의 한자를 ‘義擧?’와 같이 제시하셨는데, ‘馭車’가 아닐런지요?
(4) 81행 ‘수〃’의 한자가 빠져 있는데 ‘垂垂’가 아닐런지요?
(5) 82행 ‘수〃백발 안진 거동(擧動) 팔순(八旬) 셜노(雪路) 방불(彷佛)다’는 의미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요? 혹 ‘셜노’는 나이를 뜻하는 명사 ‘셜’과 조사 ‘로’의 결합이 아닐런지요?
(6) 146행 ‘요격고’는 ‘요젹고’가 아닌지요?
3. 언어 현상에 대한 설명 중 부사화접미사 ‘-게’ 대신 ‘-이’를 쓰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설명하고 ‘기, 그려키, 이럿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들 어형은 ‘에’가 ‘ㅣ’로 고모음이 된
예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특히 ‘기’는 부사화접미사 ‘-게’가 결합한 것이든 ‘-이’가
결합한 것이든 그 어느 쪽으로도 분석이 어려운 듯합니다. 이외에 ‘심복(心腹)되기 오시니’
의 ‘기’도 이러한 예인 듯합니다.
4.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언급하신 음운현상 중 원순모음화가 있는데 이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 이들 지역적 특성이 기존의 연구를 통해 밝혀
진 20세기 경남 방언과 어떤 관련 속에 있는지도 덧붙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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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록해> 뜻풀이의 타당성 고찰 (1)
- ‘一截’, ‘自由’, ‘着摸’, ‘硬來’ 중심으로 리 징 (경상대)

차

례

1. 머리말
2. 뜻풀이의 타당성
2.1 ‘一截’
2.2 ‘自由’
2.3 ‘着摸’
2.4 ‘硬來’
3. 맺음말

1. 머리말
<어록해(語錄解)>는 17세기 유학자들이 <주자어류(朱子語類)>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657년 정양이 편찬하여 간행한 어휘집이다. 이후 1669년에 남
이성이 왕명을 받아 <어록해>를 수정하여 간행하였다. 정양 본을 원간본이라고 하
며 남이성 본을 개간본이라고 한다. <주자어류>는 중국 백화문으로 기록되었기 때
문에 당시 중국 문언문을 배운 조선 선비들이 이 <주자어류>를 읽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주자어류>는 남송 여정덕(黎靖德)이 편집한 어록집이며 주희가 제자들과 문답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문인 97명이 주희가 30년간 강의한 것을 기록하였으며 모
두 140권 분량이다. 또한, 사서오경(四書五經)의 강의와 성리학 및 역대 철학, 역
사, 정치, 문학 등에 대한 주희의 견해를 수록하였다. 따라서 <주자어류>는 주자학
에 대한 연구와 남송 언어 특히 구어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저작이다.
조선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주자학을 권장하여 중국으로부터 주자 관련 서적들을
적극적으로 수입하고 조선의 활자본이나 목판본으로 간행하는 방식으로 주자학 보
급에 힘써왔다. 명나라(15세기)에 주자의 모든 시문을 수록한 <주자대전(朱子大
全)>과 주자와 제자들 사이의 대화나 강의 기록들을 모아서 편찬한 <주자어류> 등
두 가지 자료가 새롭게 간행되자 곧바로 조선에 수입하였으며 16세기 중엽에 활자
본으로 간행하였다. 이에 <주자어류>는 조선의 어학, 철학 등의 분야에 영향을 끼
쳤으며 국왕의 경연 교재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어록해>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
는 <어록해>의 서지와 체제에 대한 연구이고, 다른 하나는 <어록해>에 반영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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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이다. 그 외에 <어록해>에 반영된 중국어 어법, 구어
성분, 어의(語義)에 대한 연구가 있다.
<어록해> 서지나 체제에 대한 연구에는 소창진평(小倉進平, 1940), 대곡삼번(大谷
森繁, 1981), 안병희(1983) 등이 있다. 소창진평(1940)에서 처음 <어록해> 원간본
과 개간본을 소개하였다. 대곡삼번(1981: 283)은 <어록해> 원간본의 뜻풀이가 이
황의 <주자서절요기의(朱子書節要記疑)>와 <용학석의(庸學釋義)>를 참고하여 이루
어졌다고 하여 두 문헌을 ‘어록석’이라고 칭했다. 안병희(1983: 162)는 大谷森繁
(1981)에서 이미 밝힌 문헌 외에 ‘<심경부주석의(心經附註釋疑)>, <주자서절요강록
(朱子書節要講錄)>, <노박집람자해(老朴集覽字解)>’ 등의 문헌에서도 <어록해> 의
뜻풀이를 찾아 볼 수 있음을 밝혔다.
박갑수(1993), 유가(2012)에서는 <어록해>에 반영된 표기법과 음운 현상을 정리
하였으며, 강종용(1996), 현행자(玄幸子, 2011), 왕웨이휘이(2018) 등에서는 <어록
해>에 나타나는 중국어 어법과 구어 성분, 어의(語義) 등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왕웨이휘이(2018)에서는 <어록해>의 ‘항(夯), 이마(伊麽), 타주(他酒)’ 등의 뜻풀이
에 중국 고어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이상에서 보듯이 <어록해>에 대한 초기 연구 이후에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어록해>에 수록된 어휘 각각의 의미에 대한 연구 또한 부족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어록해> 개간본은 원간본을 수정하여 간행한 것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원간본의 뜻풀이 가운데 어떤 것을 수정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수
정한 뜻풀이가 타당한지의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리징(2020)에 <어록
해> 개간본에서 ‘도래(都來)’, ‘외간(外間)’, ‘두변(頭邊)’, ‘요연(了然)’, ‘료료(了了)’
등 수정된 뜻풀이에 대해 <주자어류> 용례를 통해 그의 타당성을 고찰하였다. ‘도
래(都來)’, ‘외간(外間)’, ‘두변(頭邊)’, ‘요연(了然)’의 수정된 뜻풀이는 타당하지만,
‘료료(了了)’의 수정된 뜻풀이는 <주자어류>나 다른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
개간본에서 수정된 뜻풀이는 위와 같이 뜻풀이의 타당성이 밝혀졌지만, 개간본에
서 수정하지 않은 뜻풀이의 타당성은 밝혀진 바가 없다. ‘일절(一截)’은 ‘층’으로
풀이하였는데 한자 ‘層’으로 ‘截’을 풀이할 수 있는지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착모
(着摸)’, ‘경래(硬來)’는 중국 백화문인데 한자 하나씩 따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자유(自由)’는 17세기 이전 조선 자료에 이미 나타났는데
<어록해>에서 어휘 의미가 변화하여 다시 풀이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
서 이 글은 <어록해> 개간본에서 ‘일절(一截)’, ‘자유(自由)’, ‘착모(着摸)’, ‘경래(硬
來)’ 등 수정 보완하지 않은 뜻풀이를 <주자어류> 용례를 통해 그들의 타당성을 고
찰하고자 한다.

2. 뜻풀이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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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록해> 뜻풀이의 타당성 고찰 (1)_리징

<어록해> 개간본에서 원간본에 제시한 뜻풀이를 수정 보완한 것보다 그대로 제시
한 뜻풀이가 더 많다. 이 뜻풀이에서 크게 ‘한자어나 고유어로 대역’, ‘한글이나 한
문 설명’, ‘한자어나 고유어로 대역’과 ‘한글이나 한문 설명’ 결합 등 세가지 유형으
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어록해>에 제시한 ‘일절(一截)’, ‘자유(自由)’, ‘착모(着摸)’,
‘경래(硬來)’ 등 4개의 뜻풀이는 이 세가지 유형에 해당한다. 하지만, 단순히 뜻풀이
제시 유형에 따라 뜻풀이를 타당한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일절(一截)’, ‘자유(自
由)’, ‘착모(着摸)’, ‘경래(硬來)’ 등 4개의 뜻풀이를 타당한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자 한다.
2.1 ‘一截’
一截 眉訓截其半而爲一截층 <語錄初5ㄱ>
眉訓截其半而爲一截층 <語錄改7ㄱ>

<어록해> 원간본에서 ‘一截’은 ‘截其半而爲一截, 층’의 뜻으로 풀이하였고, 개간
본에서도 그대로 풀이하였다. ‘一截’은 ‘截其半而爲一截, 층’의 뜻을 지닌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에서 ‘一截’의 뜻풀이 ‘截其半而爲一截’는 ①번 뜻으로, ‘ 층’
은 ②번 뜻으로 칭하기로 한다.
‘一截’은 17세기 이전 중국 자료에서 아래 용례와 같이 나타난다.
(1)1) 가. 君子只是理會箇義, 却不曾理會下面一截利; 小人却見得下面一截利, 却不理會
事之所宜. (<朱子語類> 卷二七)
나. 仙佛到極處與儒者略同, 但有了上一截, 遺了下一截, 終不似圣人之全然. (明 王
守仁 <傳習錄> 卷上)

(1가)는 ‘군자는 다만 하나의 의로움을 깨달았을 뿐 오히려 아래에 이로운 부분이
있는 줄은 깨닫지 못한다. 소인은 오히려 그 아래 이로운 부분이 있는 것을 볼 뿐,
일의 마땅한 측면을 깨닫지 못한다.’의 뜻이다. 여기의 ‘一截’은 현대국어 ‘부분’에
대응한다. ‘부분’은 ‘‘하나의 의로움’에 이로운 부분’의 뜻이다. (1나)는 ‘도교, 불교
는 궁극(窮極)에 다다른 곳에 이르는 목적이 유교와 거의 같지만, 윗부분의 공덕(功
德)을 갖고 아랫부분의 공덕(功德)을 잃었다. 마침내 성인처럼 모든 공덕을 갖지 않
는다.’의 뜻이다. 여기의 ‘一截’은 현대국어 ‘부분’에 대응한다.
(1)의 ‘一截’은 17세기 이전 중국 자료에서 현대국어 ‘부분’에 대응한다. 따라서
<어록해>에 제시한 ‘一截’은 ‘부분’에 대응한다.
① ‘截其半而爲一截’은 현대국어로 ‘그의 반을 잘라 일절(一截)이 된다.’와 같이 해
1) ‘一截’이 나타난 용례 (1)은 <漢語大詞典>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 글에 제시하는 중국어 용례
는 모두 <漢語大詞典>에 수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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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중의 한 부분’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① ‘截
其半而爲一截’은 <어록해>에 제시한 ‘一截’의 뜻에 대응한다.
② ‘ 층’은 17세기 이전 조선 자료에서 아래 용례와 같이 나타난다.
(2) 가. 홀 사미 제  층을 길우매 니르면  본 거시 각별리라 (待自家ㅣ 長
得一格則又見得이 別리라) (번소 8:33)
나. 구읫 거슬 도적면 죄를  층을 더으고 (盜官物卽加等) <警民 16>

(2가)은 ‘배울 사람이 스스로 한 층을 길게 함에 이르면 또 본 것이 남다르리라.’
의 뜻이다. 여기의 ② ‘ 층’은 원문의 ‘一格’에 대응하며 현대국어 ‘한 층’에 대응
한다. 여기의 ‘한 층’은 ‘한 단계’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2나)은 ‘관아의 물건을 도
적하면 죄를 한 등급을 더하고’의 뜻이다. 여기의 ② ‘ 층’은 원문의 ‘等’에 대응
하며 현대국어 ‘한 등급’에 대응한다.
(2)의 ‘층’은 17세기 이전 조선 자료에서 한자 ‘一格’, ‘等’에 대응하며 현대국어
‘한 단계’, ‘한 등급’에 대응한다. 따라서 <어록해>에 제시한 ‘一截’의 ② ‘ 층’은
‘한 단계’, ‘한 등급’에 대응한다. ‘한 단계’, ‘한 등급’은 전체 단계나 등급 중의 한
부분이다. 이렇듯 ② ‘ 층’은 <어록해>에 제시한 ‘一截’의 뜻에 대응할 수 없다.
<주자어류>에 ‘一截’이 79회 나타났으며 ① ‘截其半而爲一截’로 쓰인 용례는 76회,
② ‘ 층’으로 쓰인 용례는 3회 나타났다. <주자어류>에 ‘一截’이 나타난 용례의
일부는 아래와 같다.
(3) 가. 如橫渠說底雖似, 倒猶有一截工夫. 황거의 말이 비록 유사하지만 공부의 한 단
계가 거꾸로이다. (제22권 논어4 제94조목)
나. 仲弓卻只是據見成本子做, 只是依本畫葫蘆, 都不問著那前一截了. 중궁은 오히
려 이루어진 판본을 보고서 거기에 근거해서 해나가려는 것이니, 다만 모방
하려는 것일 뿐, 그 앞의 한 단계에 대해 모두 물으려하지 않는다. (제42권
논어34 제29조목)
다. 自此隔下了, 見識止如此, 上面一截道理更不復見矣.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
견식이 이와 같이 멈춰버리면, 더 높은 경지의 도리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
다. (제20권 논어2 제55조목)
라. 有人只理會得下面許多, 都不見得上面一截, 這喚做知得表, 知得粗. 어떤 사람이
아래로 많은 것을 이해하였으나, 모두 위로는 한 부분도 알지 못했으니, 이것
을 겉만 알고 아는 것이 거칠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이 곧 대체를 깨우쳤으
나 모두 중간에 세밀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니, 이것을 안을 알고 아는 것이
정밀하다고 한다. (제16권 대학3 제54조목)

(3가)은 주희가 동백우(董伯羽)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 질문은 ‘횡
거(橫渠)’의 문장부터 시작한다. 횡거는 ‘군자는 차라리 말을 돌아보지 않을지언정
의롭지 않은 약속에 매이지 않고, 차라리 몸이 곤욕을 치룰지언정 예가 아닌 공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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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람을 좇지 않으며, 차라리 고립되어 도움을 받지 못할지언정 천박한 사람과
친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백우가 횡거의 말에 문장의 뜻을 거꾸로 본
것 같고 중점은 아래의 구절에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에 주희에게 질문하고
주희가 ‘이는 선유(先儒)의 구설이다. 정선생님이 해석한 것은 문장의 의미에 맞지
않고 도리가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하나의 설명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긴요
처가 모두 없어져 버린다. 횡거의 말이 비록 유사하지만 공부의 한 단계가 거꾸로
이다.’와 같이 대답하였다.2) 따라서 (3가)에 ‘一截’은 현대국어 ‘한 단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어록해>에 제시한 ‘一截’의 ② ‘ 층’에 대응한다.
(3나)은 주희가 문인 주귀경(周貴卿)의 ‘자기를 이기고 예를 회복하는 것은 건도이
고, 공경함을 유지하고 서를 행하는 것은 곤도이다.(‘克己復禮’乾道, ‘持敬行恕’坤道)’
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 내용에 해당한다. (3나) 앞의 내용을 풀어보면 ‘건도는 ‘무
리지은 용을 보니 머리가 없다. 길할 것이다.’는 뜻이다. 이미 변했다면 곤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헤메다. 길을 잃고, 나중에는 순조로와 항상함을 얻는다. 서남쪽에
서는 벗을 얻고, 동북쪽에서는 벗을 잃는다.’고 하는 것이다. 곤(坤)은 모두 머리가
없다. 건괘는 ‘군자는 덕에 나아가고 학업을 닦는다’는 데서 시작해서 ‘이를 곳을 알
아 거기에 이르는 것은 더불어 기미를 알 수 있고, 끝을 알아 그것을 끝내는 것은
더불어 의로움을 보존할 수 있다’는 데에까지 이르니, 아는 것을 좇아 말했다. 곤괘
의 경우에는 다만 ‘공경함으로 안을 바르게 하고, 의로움으로 밖은 단정히 한다’고
만 했으니, 다만 지키는 것의 측면에서 말했을 뿐이요, 한 절을 말했을 뿐이다. 안
자의 ‘자기를 이기로 예를 회복하는’ 공부의 경우는 오히려 머리를 좇아 해나가는
것이니, 먼저 안 다음에 나중에 해나가는 것이요, 큰 핵심은 방법을 쓰는 것이다.
중궁은 오히려 이루어진 판본을 보고서 거기에 근거해서 해나가려는 것이니, 다만
모방하려는 것일 뿐, 그 앞의 한 단계에 대해 모두 물으려하지 않는다. 중궁은 또
온화하고 순수하지만 정신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있다.’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나)에 ‘一截’은 현대국어 ‘한 단계’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중궁은 이루어진 판
본을 보고 해나갈 뿐 그 판본 이전 단계를 좇아 해나가지 않는다’의 뜻이다. 이는
<어록해>에 제시한 ‘一截’의 ② ‘ 층’에 대응한다.
(3다) 주희가 저술한 <논어정의(論語精義)> 2장을 다시 보고 말한 내용에 발췌한
것이다. ‘대저 성현의 말씀을 보면, 과정(課程)을 만들 필요가 없다. 단지 마음을 편
안하게 하고 기를 안정시켜서 익숙하게 보면, 장차 저절로 터득할 것이다. 성인의
뜻은 매우 고원한 곳에 있어서, 궁구할수록 더 깊은 뜻이 있다. 지금 바로 이 글을
지으니, 즉 마침내 정의는 다시 보지 않아도 된다. 여기에서 아래로 내려가 견식
이 이와 같이 멈춰버리면, 더 높은 경지의 도리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대저 성
인의 말씀을 볼 때는 반드시 천천히 기다려서 의심할만한가를 기다린 이후에 의심
해야 한다. 내가 살펴보건대, 지금 글을 짓는 자는 단지 입으로만 감히 말해서는 안
2) (3가)에 제시된 <주자어류>의 현대어역은 이상호 외(2007: 984)에 따라 정리한 것이며, 이후에 나
올 <주자어류>의 현대어역 모두 이상호 외(2007)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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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그 의미가 곧아도 성현의 말씀에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생각되거든 그 요
지가 성현의 핵심(뛰어난 곳)에서 나오도록 말해야 한다. 일찍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더라도 본래 이익 된 바가 없다. 예컨대, 내가 관아에 있을 때도 사소하게 작은
일에는 뜻을 두지 않았는데 곧 정신을 소모하여 문득 큰 일이 있어도 처리하지 못
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와 같이 정리한다. 여기의 ‘一截’은 현대국어 ‘경지’로 해석
하는 것보다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더 높은 측면의 도리를 다
시 보지 못할 것이다.’ ‘측면’은 ‘한 층’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3다)은 <어
록해>에 제시한 ‘一截’의 ② ‘ 층’에 대응한다.
(3라) 주희가 문인 하손(賀孫)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에 해당한다. 주희가 ‘이치의
안과 겉, 정밀함과 거침은 극진하지 않음이 없고 내 마음의 분별하여 취하고 버리
는 것은 절실하지 않음이 없다. 이미 정한 이치가 있는데 안과 겉, 정밀함과 거침이
있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이치는 본래 저절로 안과 겉, 정밀함과
거침이 있으며, 사람이 깨우친 것에도 저절로 높고 낮음과 깊고 얕음이 있다. 어떤
사람이 아래로 많은 것을 이해하였으나, 모두 위로는 한 부분도 알지 못했으니, 이
것을 겉만 알고 아는 것이 거칠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이 곧 대체를 깨우쳤으나
모두 중간에 세밀하게 공부하지 않았으니, 이것을 안을 알고 아는 것이 정밀하다고
한다.’ 여기의 ‘一截’은 현대국어 ‘한 부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과 겉의
부분’의 뜻이다. 이는 <어록해>에 제시한 ‘一截’의 ① ‘截其半而爲一截’에 대응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록해>에 제시된 ‘一截’의 ① ‘截其半而爲一截’과 ②
‘ 층’은 모두 <주자어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록해> 개간본에 수정, 보완
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였다. 한자 ‘截’과 ‘層’의 뜻은 유사하지 않지만, <주자어
류> 용례에 따라 한자 ‘截’은 ‘層’으로 풀이하는 것은 타당하다. 즉, ‘一截’은 ② ‘
층’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2.2 ‘自由’
自由 제쥬변漢語集覽字解云제으로다 <語錄初7ㄴ>
제쥬변다漢語集覽字解云제으로다 <語錄改11ㄴ>

<어록해>에서 ‘自由’는 ‘제쥬변다’의 뜻으로 풀이되었다. 게다가 <한어집람자해>
에 나타난 ‘제으로다’의 뜻이 덧붙여 풀이되었다. <어록해>에서 ‘自由’는 ‘제
쥬변다, 제으로다’의 뜻을 지닌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다음에서 ‘自由’의
뜻풀이 ‘제 쥬변다’는 ①번 뜻으로, ‘제 으로 다’는 ②번 뜻으로 칭하기로
한다.
‘自由’는 17세기 이전 조선 자료에서 아래 용례와 같이 나타난다.
(4) 가. 子息 姻娶  어느 저긔 다 려뇨 消中ㅅ 病이어니 시러곰 自由야
리아 (畢娶何時竟 消中得自由) <두해 14:21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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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門의 나 기들올 거시 업스니 거러녀 自由호 아로라 (出門無所待徒步覺
自由) <두해 22:1b>
다. 來去 自由야 通用無滯호미 (来去自由，通用无滞) <육조 上 90a:8>

(4가)는 ‘내 자식들이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은 마침내 언제 다 할거인가? 내가 소
갈증의 병에 자유를 얻을 것인가.’의 뜻이다. 여기의 ‘自由’는 원문 ‘自由’에 대응하
며 현대국어 ‘자유’에 대응한다. 이 ‘자유’는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않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4나)는 ‘문 나갈 때 기다릴 것이 없어서 걸어서 자유를 안다.’의 뜻
이다. 여기의 ‘自由’는 원문 ‘自由’에 대응하며 현대국어 ‘자유’에 대응한다. 이 ‘자
유’는 ‘자유롭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4다)는 ‘오고 감이 자유로워 길로 통하여
다님이 막힌 것이 없다’의 뜻이다. 여기의 ‘自由’는 원문 ‘自由’에 대응하며 현대국
어 ‘자유롭다’에 대응한다.
(4)의 ‘自由’는 17세기 이전 조선의 자료에서 ‘자유’, ‘자유롭다’에 대응한다. 따라
서 <어록해>에 제시한 ‘自由’는 ‘자유’, ‘자유롭다’에 대응한다.
① ‘제 쥬변다’는 ‘스스로 쥬변다’로 보고 ‘쥬변다’는 17세기 이전 조선 자료
에서 아래 용례와 같이 나타난다.
(5) 가. 오직  무직 虛空이 오며 가미 제 쥬변 미니라 (只有一段空이 來去
ㅣ 自由耳니라) <금산 2:6>
나. 펴며 거도 쥬변야 수므며 나토미 마곰 업스니 理 이 호미 맛당니라
(舒卷 自由야 隱現이 無礙니 理合如此니라) <금삼 3:3>
다. 一切 쥬변논 디라  能을 비디 아니니라 (一切自由ㅣ라 不借他能
이니라) <금삼 5:25>

(5가)는 ‘오직 한 무더기 허공(虛空)이 오고 감이 스스로 자유로이 할 따름이니라’
의 뜻이다. 여기의 ‘쥬변다’는 원문의 ‘自由’에 대응하며 현대국어 ‘자유로이 하다’
에 대응한다. (5나)는 ‘펼치며 거둠을 자유로이 하여숨으며 나타남이 막힘이 없으니
이치가 이와 같음이 마땅하니라.’의 뜻이다. 여기의 ‘쥬변다’는 원문의 ‘自由’에 대
응하며 현대국어 ‘자유로이 하다’에 대응한다. (5다)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하는지
라 남의 힘을 빌지 않는니라’의 뜻이다. 여기의 ‘쥬변다’는 원문의 ‘自由’에 대응
하며 현대국어 ‘자유롭다’에 대응한다.
(5)의 ‘쥬변다’는 17세기 이전 조선 자료에서 한자 ‘自由’에 대응하며 현대국어
‘자유로이 하다’, ‘자유롭다’에 대응한다. ‘자유로이 하다’와 ‘자유롭다’는 모두 ‘구속
이나 속박 따위가 없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쥬변다’
는 17세기 이전 조선 자료에서 ‘자유롭다’에 대응한는 것을 본다. 따라서 <어록해>
에 제시한 ‘自由’의 ① ‘제 쥬변다’는 ‘스스로 자유롭다’에 대응한다. 이는 <어록
해>에 제시한 ‘自由’의 뜻에 대응한다.
② ‘제 으로 다’는 ‘스스로 마음으로 하다’의 뜻이며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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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자유롭다’의 뜻과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②
‘제 으로 다’는 <어록해>에 제시한 ‘自由’에 대응한다.
<주자어류>에 ‘自由’가 모두 4회 나타났으며 모두 ‘자유롭다’의 뜻으로 쓰였다.
<주자어류>에 ‘自由’가 나타난 용례는 아래와 같다.3)
(6) 가. 否. 然也有行不得處, 如作州則可以不受, 蓋可以自由. 若有監司所在, 只得按
例與之受; 안 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행할 경우도 있는데 만약 고을을
흥기시키면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대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만약 감사가
있는 곳이라면 전례대로 받을 수 있다. (제87권 예4 제157조목)
나. 此書得自由, 詩被古說壓了. 이 책은 자유로움을 얻었는데 <시>는 옛 설에
눌렸다. (제122권 여백공 제18조목)
다. 云凡聖情盡, 卽如知佛, 然後來往自由. 범부와 성인의 정(情)을 다 없애면 곧
부처를 알게 되는 것과 같아서 그런 연후에야 오고 감이 자유롭다고 합니
다. (제126권 석씨 제67조목)
라. 故渡江以來, 執政事皆歸一. 獨諸司吏曹二十四曹. 依舊分額各屬, 三省吏人自
分所屬, 而其上之綱領則不分也. 舊時三省事各自由, 不相侵越, 不相聞知. 그
러므로 양자강을 건넌 이래 정사를 집행하는 것은 모두 하나로 귀속되었
다. 유독 제사와 이조, 24조만 예전처럼 각 소속의 정해진 분량을 나누었
고, 삼성의 관리들은 스스로 속한 것을 나누었지만, 그 위의 강령은 나누지
않았다. 옛날에 삼성의 일은 각기 자유로워서 서로 침범하거나 월권하지
않았고 서로 들어서 알지도 않았다. (제128권 본조2 제30조목)

(6가)는 주희가 문인 심한의 질문에 대한 대답한 내용에 발췌한 것이다. 심한이 주
희에게 ‘관공서에 있으면서 축수선물을 받아도 됩니까?’라고 물어보았는데 주희가
‘축수선물을 받으면 안 된다. 부득이하게 행할 경우도 있는데 만약 고을을 흥기시키
면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대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만약 감사가 있는 곳이라면 전
례대로 받을 수 있다. 대개 그의 생일 때 다시 돌려준다. 내가 담주에 있을 때 이렇
게 했다. 남강과 장주에 있을 때는 받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았다.’와 같이 대답하
였다. 여기의 ‘自由’는 ‘자유롭다’로 해석하는 것을 타당하며 ‘고을을 흥기시키면 축
수선물을 받는 것은 자유롭다.’의 뜻이다. 여기의 ‘자유롭다’는 ‘제한이나 구속을 받
지 않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어록해>에 제시한 ‘自由’의 ① ‘제 쥬변
다’, ② ‘제 으로 다’에 대응한다.
(6나)는 주희가 <대사기(大事記)>를 보고 말한 내용이다. 즉, 그 책은 매우 묘하여
자세히 고정하면 ｢시기｣보다 매우 낫다. 이 책은 자유로움을 얻었는데 <시>는 옛
설에 눌렸다. 여기의 ‘自由’는 ‘자유롭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구속이나 제한
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의 뜻이다. 이는 <어록해>에 제시한 ‘自由’의
① ‘제 쥬변다’, ② ‘제 으로 다’에 대응한다.
3) <주자어류>에서 ‘自由’가 나타난 용례는 많았는데 ‘自由’가 한 어형으로 나타난 용례는 4개 밖에
없다. 이 글에서 한 어형으로 인 ‘自由’가 나타난 용례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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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다)는 주희와 문인 여대아(呂大雅) 이야기한 내용에 발췌한 것이다. 여대아가
‘석씨는 사물에 얽매이는 것을 쫓아가서 없애고자 하는데 선악을 분간하지 않고 모
두 쓸어서 없애려고 한다. 범부와 성인의 정(情)을 다 없애면 곧 부처를 알게 되는
것과 같아서 그런 연후에야 오고 감이 자유롭다고 한다. 우리 유가는 사악한 견해
를 제거하고자 한다. 사악한 견해가 이미 제거 되면 옳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삶이
사물에 얽매이지 않으며 죽음 또한 그러한다.’와 같이 이야기하였다. 여기의 ‘自由’
는 ‘자유롭다’로 해석하는 것을 타당하며 ‘오고 감이 자유롭다’. ‘오고 감이 자유롭
다(來往自由)’는 <朱子語類考文解義>에 ‘이미 도를 얻었으면 생과 사가 모두 편안하
여 얽매임이 없으니 아래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로 해석하였다.4) 이는 <어록해>
에 제시한 ‘自由’의 ① ‘제 쥬변다’, ② ‘제 으로 다’에 대응한다.
(6라)는 문인 심한이 기록한 주희가 중서성 및 그의 직능을 이야기한 내용에 발췌
한 것이다. 이는 ‘당나라 초기에는 일마다 먼저 중서성을 거치고 중서성에서 결정하
여 임금에게 올려 임금의 뜻을 얻으면 다시 중서성에 하달하고 중서성에서는 문하
성에 전달해 주었다. 본조에서도 가장 막중한 것이 중서성인 것은 운명의 진퇴여부
가 모두 그들로 말미암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므로 양자강을 건넌 이래 정사를 집
행하는 것은 모두 하나로 귀속되었다. 유독 제사와 이조, 24조만 예전처럼 각 소속
의 정해진 분량을 나누었고, 삼성의 관리들은 스스로 속한 것을 나누었지만, 그 위
의 강령은 나누지 않았다. 옛날에 삼성의 일은 각기 자유로워서 서로 침범하거나
월권하지 않았고 서로 들어서 알지도 않았다. 중서성에서는 스스로 중서성의 일을
처리하였고, 상서성에서는 상서성의 일을 처리하였으며, 문하성에서는 문하성의 일
을 처리하였다.만약 관직을 제수할 것이 있으면 재상 등 정권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함께 의론하여 결정하였다.’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여기의 ‘自由’는 ‘자유롭다’로
해석하는 것을 타당하며 ‘삼성의 관리자들은 삼성 관리자들은 정사를 스스로 주관
하여 수행한다’의 뜻이다. 여기의 ‘自由’는 ‘제한이나 구속을 받지 않다’의 뜻을 내
포하고 있다. 이는 <어록해>에 제시한 ‘自由’의 ① ‘제 쥬변다’, ② ‘제 으로
다’에 대응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록해>에 제시된 ‘自由’의 ① ‘제 쥬변다’과 ② ‘제
으로 다’는 <주자어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어록해> 개간본에 수정, 보
완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① ‘제 쥬변다’과 ② ‘제 으로 다’
는 모두 현대국어 ‘자유롭다’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의미 차이가 없음으로 본다.
<어록해>에 제시한 ‘自由’의 뜻풀이는 종복되어 있는데 개간본에 수정 보완하지 않
는다. 따라서 개간본은 원간본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편찬한 것인데 여전히 빠
진 부분이 있다.
2.3 ‘着摸’
4) <朱子語類考文解義·釋氏>에 ‘來往自由’는 “謂旣得道, 則生死, 皆怡然無累, 下文可見.(이미 도를 얻었
으면 생과 사가 모두 편안하여 얽매임이 없으니 아래 문장을 보면 알 수 있다.)’로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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着摸 대혀잡드러溪訓 <語錄初10ㄱ>
대혀잡드러溪訓 <語錄改15ㄴ>

<어록해>에서 ‘着摸’는 ‘대혀 잡드러’의 뜻으로 풀이하였고, 개간본에서도 그대로
풀이하였다. ‘着摸’은 ‘대혀 잡드러’의 뜻을 지닌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着摸’는
17세기 이전의 중국 자료에서 아래 용례와 같이 나타난다.
(7) 가. 今人說‘易’, 都無著摸. (<朱子語類> 卷九五)
나. 伫立傷神, 無奈輕寒著摸人. (宋 朱淑真 <減字木蘭花·春怨>)
다. 醉里懵騰淚洗, 夢中著摸魂飛. (宋 李石 <乌夜啼>)

(7가)은 현대국어로 ‘지금 사람들이 <易>을 말하는데 모두 헤아림이 없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여기의 ‘着摸’는 현대국어 ‘헤아리다’에 대응한다. (7나)은 현대국어
로 ‘오래오래 서 있고 바라보는 것은 내가 더욱 더 애를 쓰게 된다. 더 어찌할 수
없는 것은 이른 봄날의 추위가 나의 애수에 잠긴 마음을 일으킨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여기의 ‘着摸’는 현대국어 ‘일으키다’에 대응한다. (7다)은 현대국어로 ‘취
기가 조금 있어 눈물이 온 얼굴에 가득 흐른 것이 흐리멍덩하게 떠오르며 꿈에서
넋이 날아간 것을 어렴풋이 보았다.’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여기의 ‘着摸’는 현대
국어 ‘어렴풋이’에 대응한다.
(7)의 ‘着摸’는 17세기 이전 중국 자료에서 현대국어 ‘헤아리다’, ‘일으키다’, ‘어렴
풋이’에 대응한다. 따라서 <어록해>에 제시한 ‘着摸’는 ‘헤아리다’, ‘일으키다’, ‘어렴
풋이’에 대응한다.
‘대혀 잡드러’는 17세기 이전 조선 자료에 드물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뜻을 추정
하기 어렵다. ‘대혀 잡드러’는 ‘대히-’와 ‘잡드러’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17세기 이
전 조선 자료에서 각각 나타난 용례를 아래에 제시한다.
(8) 가. 제 머리를 퍼 어믜 머리예 대혀 (散其髮承接母首) <속삼강 효:8>
나. 손조 블 대혀 졔므 쟝만더라 (躬爨供尊) <동신속삼강 효3:45>
다. 올 무룹 해 다혀 合掌야 恭敬와 (右膝著地야 合掌恭敬
와) <능엄 1:76>
라.  소로 더운 소내 다히면 (以冷手觸於熱手) <농엄 3:11>
(9) 가. 마 能히 부텨와 活計  가지어니 大悲 잡드러 接引호  엇뎨 求
리오 (旣能與佛同活計 大悲提接 更何求) <금삼 3:46ㄴ>
나. 곧 親히 스싀로 잡드러 낫과 바 오디 아니며 (遂親自扶持晝夜不眠)
<내훈 3:43ㄴ>
다.  이 벋히 됴니 구즈니 다 서르 잡드러 니며 (又這火伴們 好的歹
的 都厮扶助着行) <번노 하:43ㄴ-4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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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힘 두어 잡들면 定力境界 흐러 디리라 (若着力提撕則解散定境) <몽산 17>

(8가)은 ‘그의 머리를 펴서 어머님의 머리를 대어’의 뜻이다. 여기의 ‘대혀’는 원문
‘承接’에 대응하며 ‘대다’에 대응한다. (8나)은 ‘손수 불을 때어 제물을 장만하더라’
의 뜻이다. 여기의 ‘대혀’는 원문 ‘爨’에 대응하며 ‘(불을) 때다’에 대응한다. (8다)은
‘오른쪽 무릎이 땅에 대어 합장(合掌)하여 공경하사와’의 뜻이다. 여기의 ‘대혀’는
원문 ‘著’에 대응하며 ‘대다’에 대응한다. (8라)은 ‘차가운 손으로 더운 손을 대면’의
뜻이다. 여기의 ‘대혀’는 원문 ‘觸’에 대응하며 ‘대다’에 대응한다.
(9가)은 ‘이미 능히 부처와 살림살이가 한가지이니, 대비를 붙들어 맞이함을 또 어
찌 구하리오?’의 뜻이다. 여기 ‘잡드러’는 원문 ‘提’에 대응하며 ‘붙들다’에 대응한다.
(9나)은 ‘곧 몸소 스스로 붙들어 낫과 밤에 자지 않으며’의 뜻이다. 여기 ‘잡드러’는
원문 ‘扶持’에 대응하며 ‘붙들다’에 대응한다. (9다)은 ‘또 이 벗들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 서로 붙들어 다니며’의 뜻이다. 여기 ‘잡드러’는 원문 ‘扶助’에 대응하며 ‘붙
들다’에 대응한다. (9라)은 ‘힘을 두어 붙들면 어떤 경계에 고정된 것이 흩어질 것
이다.’의 뜻이다. 여기 ‘잡드러’는 원문 ‘提撕’에 대응하며 ‘붙들다’에 대응한다.
(8)의 ‘대혀’는 각각 한자 ‘承接’, ‘爨’, ‘著’, ‘觸’에 대응하며 현대국어 ‘대다’, ‘(불
을) 때다’에 대응한다. (9)의 ‘잡드러’는 각각 한자 ‘提’, ‘扶持’, ‘扶助’, ‘提厮’에 대응
하며 모두 현대국어 ‘붙들다’에 대응한다. (8-9)를 종합하면, ‘대혀 잡드러’는 현대
국어 ‘대어 붙잡다’에 대응한다. 이는 <어록해>에 제시한 ‘着摸’에 대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록해>에서 ‘着摸’를 ‘대혀 잡드러’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한지 <주자어
류> 용례를 통해 살펴볼 수 밖에 없다. <주자어류>에 ‘着摸’가 2회 나타났는데 모
두 ‘대혀 잡드러’의 뜻으로 쓰이지 않는다. <주자어류>에 ‘着摸’가 나타난 용례는
아래와 같다.
(10) 가. 大抵古今只是大闔闢, 小闔闢, 今人說易, 都無着摸. 대개 고금(古今)은 대합벽
(大闔闢)·소합벽(小闔闢)일 뿐이다. 지금 사람들이 역을 말하는데 도무지
헤아림이 없다. (제95권 정자의 글1 제30조목)
나. 故他門人, 敏底秖學得他說話, 若資質不逮, 依舊無着摸. 그러므로 다른 문인들
중에 민첩하게 학문을 익히는 사람은 그의 말을 터득하였지만 만약 자질이
미치지 못하면 여전히 찾아서 잡은 것이 없었다. (제103권 나씨의 문인 제
35조목)

(10가)는 문인 황순이 주희가 강학한 내용을 기록한 것에서 발췌하였다. (10가)
앞뒤 내용을 풀어보면 ‘그 체를 일러 역이라 하고, 그 원리를 일러 도라 하며, 그
공용을 일러 귀신이라 한다. 역은 음양의 굴신으로 때에 따라 변역(變易)한다. 대개
고금(古今)은 대합벽(大闔闢)·소합벽(小闔闢)일 뿐이다. 지금 사람들이 <역>을 말하
는데 도무지 헤아림이 없다. 성인은 64괘에서 음양과 기우(奇偶)만으로 그려냈을
뿐이다. 음양이 되고, 고금이 되는 까닭이 곧 이 도리이다.’와 같다. 여기의 ‘着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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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어 ‘헤아리다’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역>을 말하면 헤아리지 않고 성인
이 그려낸 것을 받아들이다.’의 뜻이다. 이는 <어록해>에 제시한 ‘着摸’의 ‘대혀 잡
드러’에 대응할 수 없다.
(10나)는 문인 양도부(楊道夫)가 주희가 강학한 내용을 기록한 것에서 발췌하였다.
‘<학기>에 “나아가기만 하고 그 편안히 돌보아주지 않으며 사람으로 하여금 정성을
다하여 행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르치는 사람들의 병폐가 모두 이와
같다. 장경부(張敬夫)는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기와 비슷하다고 여기고서 단지 말할
때 한 번만 할 뿐 다시 사람들이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묻지 않았고, 또 다
른 것을 다 말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다른 문인들 중에 민첩하게 학문을 익히는 사
람은 그의 말을 터득하였다. 만약 자질이 미치지 못하면 여전히 찾아서 잡은 것이
없었다.’와 같이 정리한다. 여기의 ‘着摸’는 현대국어 ‘찾아서 잡다’로 해석하는 것보
다 ‘헤아리다’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자질이 미치지 못하면 장경부의
말을 헤아리지 않는다’의 뜻이다. 이는 <어록해>에 제시한 ‘着摸’의 ‘대혀 잡드러’에
대응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록해>에 제시된 ‘着摸’의 ‘대혀 잡드러’로 쓰인 용례
를 <주자어류>에서 찾을 수 없다. <어록해>에 <주자어류>에 나타나지 않는 뜻풀이
를 제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着摸’는 중국 백화문에 한 어휘로서 나타났는데
<어록해>에서 이를 한 글자씩 해석하는 자석 방식으로 풀이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대혀 잡드러’의 뜻은 ‘着摸’에 대응하지 않으며 <어록해>에 제시한 ‘着摸’의
뜻풀이는 타당하지 않다. 개간본은 원간본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편찬한 것인
데 여전히 뜻풀이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
2.4 ‘硬來’
硬來 구여와 <語錄初5ㄴ>
구여와 <語錄改8ㄱ>
<어록해>에서 ‘硬來’는 ‘구여와’의 뜻으로 풀이하였고, 개간본에서도 그대로 풀
이하였다. 이에 따라 ‘硬來’는 ‘구여 와’의 뜻을 지닌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硬來’는 17세기 이전 중국 자료에서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뜻을 추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硬來’의 ‘來’는 ‘어떤 동작을 가리킨다.’의 뜻이다. 이에
‘硬’은 17세기 이전 중국 자료에서 아래 용례와 같이 나타난다.
(11) 가. 山原川澤, 土有硬軟. (<通典·食貨二>)
나. 汝作和事官, 而口硬如許, 謂我不能殺汝耶? (宋史·洪皓傳)
다. 兩家硬奪, 中間必有傷. (元 李行道 <灰闌記>)

(11가)는 ‘산릉, 들판, 하천, 호소 등 토지는 단단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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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이다. 여기의 ‘硬’은 현대국어 ‘단단하다’에 대응한다. (11나)는 ‘네가 중재인이로
서 말투가 이렇게 강하니 내가 너를 죽일 수 없다고 이르는가?’의 뜻이다. 여기의
‘硬’은 현대국어 ‘강하다’에 대응한다. (11다)는 ‘두 집안은 억지로 빼앗으면 둘 중
하나가 반드시 다친다.’의 뜻이다. 여기의 ‘硬’은 현대국어 ‘억지로’에 대응한다.
(11)의 ‘硬’은 17세기 이전 중국 자료에서 ‘단단하다’, ‘강하다’, ‘억지로’에 대응한
다. 따라서 <어록해>에 제시한 ‘硬來’는 ‘단단하다’, ‘강하다’, ‘억지로’에 대응한다.
‘구여 와’는 ‘구여’와 ‘와’를 결합한 것으로 보고 각각 한자 ‘硬’, ‘來’에 대응한
다. ‘구여’는 17세기 이전 조선의 자료에서 아래 용례와 같이 나타난다.
(12) 가. 道ㅣ라 홈도  이 구여 일훔 지흐니라 이런 젼로 南泉이 닐오 이
도 아니며 이 부텨도 아니며 이 物도 아니라 시니라 (道亦是强名 故
南泉云 不是心 不是佛 不是物 ) <몽육4ㄴ>
나. 겨지븨 녁 아미 려 블 브티고 구여 어 오거늘 (妻黨牽引登這仍焚
其盧) <동삼강 효2>
다. 도적이 와 몬져 두 아 주기고 핍박호려커 구여 버으리왓고 좃디
아니여 크게 짇고 주그니라 (賊至先殺二子而欲逼之 曹氏固拒不從大罵)
<東新烈8:44ㄴ>

(12가)는 ‘도이라 함은 또한 이 억지로 이름을 지으니라 이런 까닭으로 남천(南泉)
이 이르되 이 마음도 아니며 이 부처도 아니며 이 물건도 아니라 하시니라.’의 뜻이
다. 여기의 ‘구여’는 원문의 ‘强’에 대응하며 현대국어 ‘억지로’에 대응한다. (12
나)는 ‘아내 쪽의 친척이 여막(廬幕)을 불을 붙이고 구태여 끌어 오거늘’의 뜻이다.
여기의 ‘구여’는 원문의 ‘仍’에 대응하며 현대국어 ‘구태여’에 대응한다. (12다)는
‘도적이와 먼저 두 아들을 죽이고 협박하려 하거늘, 억지로 버티고 따르지 아니하
여, 크게 꾸짖고 죽었다.’의 뜻이다. 여기의 ‘구여’는 원문의 ‘固’에 대응하며 현대
국어 ‘억지로’에 대응한다.
(12)의 ‘구여’는 17세기 이전 조선의 자료에서 한자 ‘强’, ‘仍’, ‘固’에 대응하며
현대국어 ‘억지로’, ‘구태여’에 대응한다. 한자 ‘强’, ‘固’는 ‘강하다’, ‘억지로’의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한자 ‘硬’에 대응한다. 따라서 <어록해>에 제시한 ‘硬來’의 ‘구여
와’는 ‘억지로 와’, ‘구태여 와’에 대응한다. 하지만, 이는 <어록해>에 제시한 ‘硬來’
에 대응할 수 없다.
<주자어류>에 ‘硬來’가 1회만 나타났는데 ‘구여 와’의 뜻으로 쓰이지 않고 ‘굳이’
로 쓰였다. <주자어류>에 ‘硬來’가 나타난 용례는 아래와 같다.
(13) 某只是說一箇涵泳, 一人硬來安排, 一人硬來解說. 나는 다만 ‘함영’만 말하였는
데 한 사람은 굳이 안배를 하려하고 한 사람은 굳이 해설을 하려한다.（제121
권 주자18 제34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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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은 문인의 질문을 대답한 내용에 해당한다. 이 용례 앞뒤의 내용을 풀어보면,
‘함영의 설은 두원개(杜元凱)의 ‘한가로이 그곳에서 노닌다(優而游之)’와 같으나 이
렇게 해설할 필요가 없다. ‘함영’이라는 것은 자세히 독서한다는 뜻의 다른 이름이
다. 남과 말하는 것은 어렵다. 나는 다만 ‘함영’만 말하였는데 한 사람은 굳이 안배
를 하려하고 한 사람은 굳이 해설을 하려한다. 이는 말에 따라 풀이가 생겨나는 것
으로 지루하고 마구 뻗어나가며 한가로이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이니 조금 있으면
전전하여 다만 많이 더해지고 멀어지게 말하여 오히려 무엇을 하려 하겠는가? 만약
이와 같이 독서를 하고 이와 같이 남이 하는 말을 들으면 전연 스스로 하는 공부가
아니며 전혀 근거가 없다. 사람으로 하여금 학문을 말하게 하는 것이 공론임을 알
수 있다. 여기 있는 사람이 묻는 것이 대체로 이와 같아 잘 이해할 곳은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않아야 할 곳은 오히려 지루하게 말하여 전혀 뜻이 없게 말한다.’
와 같다.
여기의 ‘硬來’는 현대국어 ‘굳이’로 해석하는 것을 타당하다. 즉, ‘힘영’이라는 말은
한가로이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은 일부러 안배를 하려하고 해설을
하려고 한다. ‘굳이’는 ‘억지로’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어록해>에 제시한 ‘硬
來’의 ‘구여 와’에 대응할 수 없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어록해>에 제시된 ‘硬來’의 ‘구여 와’로 쓰인 용례를
<주자어류>에서 찾을 수 없다. <어록해>에 <주자어류>에 나타나지 않는 뜻풀이를
제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硬來’는 중국 백화문에 한 어휘로서 나타났는데 <어록
해>에서 이를 한 글자씩 해석하는 자석 방식으로 풀이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
서 ‘구여 와’의 뜻은 ‘硬來’에 대응하지 않으며 <어록해>에 제시한 ‘硬來’의 뜻풀
이는 타당하지 않다. 개간본은 원간본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편찬한 것인데 여
전히 뜻풀이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

3.맺음말
이 글에서는 <어록해> 개간본에서 ‘일절(一截)’, ‘자유(自由)’, ‘착모(着摸)’, ‘경래
(硬來)’ 등의 뜻풀이가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략히 정리한다.
‘一截’의 ① ‘截其半而爲一截’과 ② ‘ 층’은 모두 <주자어류>에 반영되었고 <어록
해> 개간본에 그대로 제시하였다. 한자 ‘截’과 ‘層’의 뜻은 유사하지 않지만, <주자
어류> 용례에 따라 한자 ‘截’은 ‘層’으로 풀이하는 것은 타당하다. 즉, ‘一截’은 ②
‘ 층’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하다.
‘自由’의 ① ‘제 쥬변다’과 ② ‘제 으로 다’는 <주자어류>에 반영되었고
<어록해> 개간본에 그대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① ‘제 쥬변다’과 ② ‘제 으
로 다’는 모두 ‘자유롭다’의 뜻이며 의미 차이가 없다. <어록해>에 제시한 ‘自由’
의 뜻풀이는 종복되었는데 개간본에 수정 보완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간본은 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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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편찬한 것이지만, 여전히 빠진 부분이 있다.
‘着摸’, ‘硬來’는 각각 ‘대혀 잡드러’, ‘구여 와’의 뜻으로 쓰인 용례가 <주자어류>
에서 찾을 수 없다. <어록해>에 <주자어류>에 나타나지 않는 뜻풀이를 제시한 것
은 타당하지 않는다. 또한, ‘着摸’, ‘硬來’는 중국 백화문에 한 어휘로서 나타났는데
<어록해>에서 자석 방식으로 풀이한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혀 잡드러’,
‘구여 와’의 뜻은 ‘着摸’, ‘硬來’에 대응하지 않으며 <어록해>에 제시한 ‘着摸’, ‘硬
來’의 뜻풀이는 타당하지 않는다. 개간본은 원간본을 수정하고 보완하기 위해 편찬
한 것인데 여전히 뜻풀이가 잘못된 부분이 나타난다.
<어록해> 개간본은 원간본의 오류를 잡기 위한 것인데 수정 보완하지 않으면 당
연히 타당하다고 본다. 하지만, <주자어류>에 나타나는 용례를 검토함으로써 타당
하지 않는 것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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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록해> 뜻풀이의 타당성 고찰 (1)_리징

『어록해』 뜻풀이의 타당성 고찰 (1) 토론문
- ‘一截’, ‘自由’, ‘着摸’, ‘硬來’ 중심으로 -

서수백(대구가톨릭대학교)

리징 선생님의 발표문은 『어록해(語錄解)』 개간본에 수록된 표제어 ‘일절(一截)’, ‘자유(自
由)’, ‘착모(着摸)’, ‘경래(硬來)’ 뜻풀이의 ‘타당성’을 밝히고자 한 연구입니다. 리징 선생님은
본 발표 이전에도 『어록해』 개간본에 수록된 ‘도래(都來)’, ‘외간(外間)’, ‘두변(頭邊)’, ‘요연(了
然)’, ‘료료(了了)’의 뜻풀이에 대해 『주자어류(朱子語類)』 용례를 통해 그 ‘타당성’을 논의한
바 있으십니다. 『어록해』가 백화문(白話文)에 대한 이해를 무엇보다 요구하는 특징이 있는 문
헌인 만큼 중국어가 모국어이신 리징 선생님의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어록해』의 원간본과 개간본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바탕으로 뜻풀이의 과정과 정보의 정확성
등을 살펴보신 리징 선생님의 연구 관점에 전반적으로 공감하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여쭙
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연구 대상에 관한 궁금함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본 발표에서 분석 대상으로 『어록
해』에 수록된 2자류 표제어 4개를 제시하셨고 동일 주제의 이전 발표 논문에서도 연구 대상
이 2자류 표제어 5개였습니다. 연구대상 범위를 설정하는 특별한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
다. 질문을 좀더 구체적으로 드리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어록해』에 수록된 1字~6字 표제어
1100여 개 중 2자류 표제어는 8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 중이시라면
개간본 뜻풀이의 문제점(타당하지 않은 뜻풀이)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구체적인 통계
수치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하신 개간본 수록 표제어 8개 풀이에 대해서
는 4개는 타당하고 4개는 타당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자류 표제어 풀이에 관한
연구를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용어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용어 ‘타당성’을 일관되게 쓰십니
다. 미세한 의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타당성’보다는 표제어에 대한 뜻풀이의 ‘적절함’으로
보는 것은 어떨지요? 논지의 초점이 문헌 편찬 방식에 있는지, 표제어의 의미 풀이에 있는지
에 따라 용어 사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논의를 뒷받침하는 자료 제시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의 서
론에서 『어록해』 편찬 목적이 17세기 유학자들이 『주자어류』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연구 대상 표제어 ‘일절(一截)’, ‘자유(自由)’, ‘착모(着摸)’, ‘경래(硬
來)’ 뜻풀이의 타당성 판단의 중점을 『주자어류』에 있는가 없는가에 두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인 생각으로는 『주자어류』가 방대한 분량의 문헌이기는 하지만 『어록해』가 근본적으로는 중국
백화문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이라는 폭넓은 목적에서 편찬된 문헌이라고 볼 때 『주자어류』

- 113 -

2020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 대회

수록 여부만으로 뜻풀이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발표문에서 ‘일절(一
截)’, ‘자유(自由)’, ‘착모(着摸)’, ‘경래(硬來)’의 용례가 있는 중국 자료와 조선 자료를 살펴
『어록해』 뜻풀이의 타당성을 분석하기도 하셨는데 제시하신 자료 외에도 중국어사전이나 『어
록해』 원간본 편찬에 활용된 『주자서절요기의(朱子書節要記疑)』, 『용학석의(庸學釋疑)』, 『어록
자의(語錄字義)』, 『한어집람자해(漢語集覽字解)』, 『노박집람(老朴集覽)』 등을 논지를 밝히는 데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어록해』 주석에 나오는 ‘眉訓’, ‘溪訓’과도 관
련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다소 강하게 “『어록해』에 『주자어류』에 나타나지 않는 뜻풀이를
제시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는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
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문의 세부 논의 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표제어 ‘自由’와
관련해 『어록해』 개간본에 제시된 ‘自由’의 뜻풀이 ①‘제 쥬변다’와 ②‘제 으로 다’는
『주자어류』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타당하게 보시면서 ①‘제 쥬변다’와 ②‘제 
으로 다’가 동일 의미이기 때문에 중복 풀이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개간본의 뜻풀이가 타
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뜻풀이의 간결성보다는 표제어 이해의 용이함을
더하기 위한 『어록해』의 풀이 방식의 문제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이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원간본과 개간본의 풀이에서 이와 동일한 유형의 표제
어 중 대비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비 항목을 말씀해 주신다면 논의의 이해에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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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기획 발표

鷄林類事 高麗方言의 전사와 음운 사이의 관계
이준환(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차

례

1. 들어가며
2. 송대의 음운 체계
3. 전사 양상의 분석
4. 양 언어 사이의 음운론적 대응 양상
5. 나오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宋代에 孫穆에 의해 작성된 高麗語 전사 자료인 鷄林類事 高麗方言에 반영된 고려
어의 모습을 통하여 송대의 漢語로써 고려어를 어떤 식으로 전사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이에서 알
수 있는 한어와 고려어 사이의 음운론적 대응 관계와 고려어의 음운론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다. 이를 통하여 고려어를 조사하고 본국에 돌아간 孫穆이 어떤 원칙에 따라서 고려어를 적으려
하였는지 그 전사 원칙의 실제를 살펴보고, 이를 위하여 그가 파악하였던 고려어와 한어 사이의
음운론적 대응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는지 다루어보고자 한다.
더 말할 것도 없이 12세기 초에 작성된 계림유사는 고려어의 연구 자료로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계림유사는 한어로써 고려어를 전사한 자료이므로, 당시 송나라의
한자음을 알아야 정확한 해독을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배 연구
자들이 피땀 어린 노력을 통하여 연구에 매진하여 여러 해독이 이루어졌다. 특히 12세기 무렵의
송의 한자음을 추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邵雍의 ｢皇極經世聲音唱和圖｣에 반영되어 있는 한자음
에 관한 平山久雄(1993)과 周祖謨(1943)와 陸志韋(1941)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계림유사가
해독되어(姜信沆 1980) 연구에 가속도가 붙게 되었다. 그 결과 이 자료 자체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하여 고려 시대의 언어를 살피는 데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한자음에 관해서는 이렇게 큰 발전이 있었던 것에 비해, 前間恭作(1925), 姜信沆(1980) 등을
비롯한 그간의 연구에서는 대개 15·16세기의 한글로 표기된 어휘의 형태를 기반으로 하여 전사
대상이 된 고려어를 해독하여 왔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를 생각할 때 현실적인 태도이기는 하지
만, 3세기의 시간차로 인한 언어 변화의 결과에서 비롯한 공백과 괴리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한
계를 안고 있다. 실제로 전사에 이용한 한자음과 15세기 이후의 국어의 음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
는 것도 적지 않다. 그리고 한자로 전사한 형태가 후기 중세국어의 어휘와 대응되지 않는 어휘를
나타낸 것일 경우, 이를 해독 불가로 처리하거나 誤記로 다루거나 하는 면이 많았다.
하지만 음상의 차이는 고려어를 연구하는 데에 무시해도 좋은 사소한 것이 아니며, 해독이 어
려운 항목들에는 15세기 이후의 국어 어휘와는 형태가 다른 것이 고려어에서 쓰이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들어 있을 수 있다. 더 나아가서는 15세기 이후의 국어 어휘와는 어원을 달리하
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꼭 해독을 하여 국어사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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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신라 및 고려 시대의 차자 표기 자료와의 비교를 통하여 해독을 시도한 연구(이기
문 1968, 김완진 1983, 박희숙 1988, 이승재 1995, 정재영 2004 등)는 계림유사의 전 시기
자료를 이용하고 시간적 거리를 멀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15세기 이후의 자
료를 가지고서 해독을 시도하는 방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연구 방법은 1990년대 이후의 차자 표기 자료의 연구 성과가 착실히
축적되어 고대 국어의 구체적인 모습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긍정적인 전
망을 할 만하다. 그리고 알타이 제어와 비교하여 해독을 시도한 연구(안병호 1985, 강길운 2011
등)은 고구려어와의 공통성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고려어의 모습을 감안
할 때 상고 국어와의 관련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접근이라 할 만하다.
이런 흐름에서 전개되어 온 계림유사에 관한 연구에서 음운론적인 연구는 단연 관심의 대상
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두 언어 사이의 음운론적 대응 관계를 중심으로 한 종합적인 논의로는 강
신항(1980)과 최영선(2015)에 실린 성모와 자음과의 대응 관계, 운모와 모음 또는 말음과의 대
응 관계에 관한 논의를 들 수 있다. 자음에 관한 연구로는 유기음의 문제를 다룬 김태완(2003)
과 최중호(2006) 등을, ‘ㅸ’과 ㅂ계 합용 병서의 문제를 다룬 이동석(2004)를 들 수 있다. 그리
고 음절말 자음에 관해서 다룬 것으로는 문선규(1960), 진태하(1980), 김완진(1983) 등을 들
수 있다. 모음에 관한 연구로는 /ㆍ/를 중심으로 한 모음에 관해서 다룬 박창원(2000)과 김지형
(2006), 계림유사의 기저 모음에 관한 김무림(2006) 등을 들 수 있다. 성조에 관한 연구로는
권재선(1974), 권인한(1991), 김성규(2004)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그리고 계림유사가 지닌
漢語 연구 자료로서의 성격에 관해서는 권인한(2003), 김태경(2003)의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연구에서 계림유사를 이용하여 상당히 많은 음운론적 연구가 이루어져 있는
데, 그 결과 고려어의 음운과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논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기존의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면서 계림유사의 전사 원칙에 관해서 고
찰하여 보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만한 것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을 기술한 다
음에 이에 기반하여 알 수 있는 음운론적인 전반에 관한 고찰을 하여 보려 한다.

2. 송대의 음운 체계
계림유사를 정확히 해독하기 위해서는 宋의 孫穆을 비롯하여 당시 宋에서 표준적으로 사용
된 음운 체계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孫穆이 어떤 경력을 지닌 사람인지는 알기가 어렵
다(姜信沆 1991: 9). 하지만 孫穆은 使臣을 수행하여 書狀官으로 온 사람이므로 그가 기록한 고
려 방언은 上官인 사신들의 검토를 받은 다음에 보고서에 담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과정
에서 孫穆은 그 자신뿐 아니라 조정에서 통용되던 표준적인 漢語의 음운 체계에 기반하여 그가
수집한 고려어를 전사를 하였을 것으로 추정함이 자연스럽다.
당시 宋의 수도는 開封이었는데, 이곳은 현재의 河南省에 속한 黃河 중류에 자리 잡은 곳이다.
따라서 지리적으로는 北方에 위치한 곳이며 唐의 수도였던, 黃河로 흘러드는 渭水에 자리 잡은
長安과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다. 따라서 中古音의 전통이 이어져 있는 곳이다. 이런 언어적
배경을 지닌 開封의 언어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宋의 철학자 邵雍(1011-1077)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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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皇極經世聲音唱和圖｣가 있음은 두루 알려진 바이다. 따라서 이곳에 반영되어 있는 宋의 음운
체계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皇極經世聲音唱和圖｣에 반영되어 있는 宋代의 음운 체계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자들의 분석과
고찰이 있었다(陸志韋 1941, 周祖謨 1943, 李榮 1956, 長田夏樹 1979, Yakhontov 1980, 竺家
寧 1983 등). 그렇지만 ｢창화도｣의 구성, 음가 추정, 추정된 음가와 중고음과의 대응 관계, 濁音
의 변화, 聲調의 분화 및 변화, 入聲의 실현 양상, 기초 방언의 문제 등에 관한 분석적 이해를 통
하여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한 것으로는 平山久雄(1993)이 가장 상세하다. 이곳의 연구 성과는
姜信沆(1991)과 최영선(2015)에서 계림유사의 모든 항목을 해독하고 음운론적 분석을 시도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글에서도 기본적으로는 平山久雄(1993)의 분석과 재구에 따라 계림유사을 전사하는 데
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이는 한자음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平山久雄(1993: 93)에서 제시한 성
모 체계와 운모 체계를 <표 1>, <표 2>와 같이 보이고, 주요한 특징과 고려어와의 대응에서 보
이는 두드러진 면을 살펴보겠다.1)
<표 1> ｢황극경세성음창화도｣의 성모 체계
조음 위치

脣音

조음 방법

齒音

軟口蓋音

無氣 破裂․破擦音

p

pj

t

ṫ

ts

tṣ

k

kj

有氣 破裂․破擦音

pʻ

pʻj

tʻ

ṫʻ

tsʻ

tṣʻ

kʻ

kʻj

s

ṣ

l

lj

n

nj

摩擦音

f

流音․弱摩擦音

v

鼻音

m

mj

聲門音
ʔ

ʔj

h

hj

ẓ
ŋ

nj

<표 1>에서 /pj-/, /mj-/, /lj-/, /nj-/, /kj-/, /nj-/, /ʔj-/, /hj-/ 등의 ‘ j ’와 /ṫ-/, /ṫʻ-/ 등의
‘ ʹ ’가 뜻하는 바는 성모가 포함하는 구개화 요소이다.2) 이처럼 구개화 요소를 담아서 성모 체계
를 설정하여 ｢창화도｣에 반영된 ｢開水｣, ｢發火｣, ｢收土｣, ｢閉石｣을 각각 /C-/(1등), /Cj-/(2등),
/Ci-/(3등), /Cji-/(4등)과 같이 구별하여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3)4)
그리고 <표 1>을 보면 全濁音이 없다. 이런 淸濁에서 관하여 平山久雄은 全濁音은 平聲에서
는 차청음으로, 仄聲에서는 전청음으로 각각 합류하여, 中原音韻 및 現代 官話 方言에서도 마
찬가지의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다. 다만 본래 전청음·차청음을 지니는 음절과 전탁음에서 유래한
전청음·차청음을 지니는 음절에서는 성조가 달라서, 전자는 이른바 陰調에 속하고 후자는 陽調에
속한 차이가 있어서 이를 해석한다면 ｢淸｣은 높이 시작되는 陰調를 나타내고, ｢濁｣은 낮게 시작

1) 한어의 음절 구성을 IMiMuVE/T(I: 聲母, Mi: 介音 /i/, Mu: 介音 /u/, V: 主母音, E: 韻尾, T: 聲調)로
설정한다면 聲母는 I에 해당하며, 韻母는 MiMuVE/T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창화도｣에서는 성모에 해당하는 ｢音｣은 IMi-에 해당하고, 운모에 해당하는 ｢聲｣은 -MuVE/T에 해당하
여 다소 다르다는 점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2) 또한 치음에서 보이는 ‘ . ’은 捲舌音을 나타낸 것이다.
3) 여기에서 C는 자음을 나타낸다.
4) 平山久雄(1993)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지만 ｢開水｣, ｢發火｣, ｢收土｣, ｢閉石｣가 각각 1등, 2등, 3등, 4등
에 해당하는 것은 ｢一音｣, ｢二音｣, ｢三音｣, ｢五音｣에 한해서이므로 이와 같이 일반화하여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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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陽調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전탁음이 지닌 유기음,
무기음의 성질을 음성적인 변이로 이해하지 않고 음운의 변화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5)
이와 같은 성모 체계에 따라 고려어를 전사한다고 한다면 /ㅸ/, /ㅇ/ 등의 어중의 유성 마찰음,
경음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만한 성모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전사에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濁音淸化로 말미암아 유성 장애음이 사라지게 됨으로써 무성 자음이 어중에서 유성 자음
으로 실현되는 변이 현상까지 아우르는 음성적인 전사를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만일 이
시기 고려어에 어두 자음군이 있었다면 複聲母가 없는 한어로서는 이를 전사하기가 어려울 수밖
에 없는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황극경세창음창화도｣의 운모 체계
E
M
V
a

ə

ɨ

zero
i
u
iu
zero
i
u
iu
zero
i

zero

i

u

a
ia
ua

ai

əu
iau

iə
uə
iuə
ɨ
iɨ

n

an
ian
uai
uan
iuan
əu ən
iəu iən
uəi
uən
iuəi
iuən

t

ɲ

c

ŋ

k

wŋ

wk

m

at
aŋ
ak
(awŋ)
(awk) am
iat
iaŋ
iak
(iawŋ) (iawk) iam
uat
uaŋ
uak (uawŋ) (uawk)
iuat
iuaŋ
iuak (iuawŋ) (iuawk)
ət əɲ
əc
əwŋ
əwk
iət iəɲ iəc
iəwŋ
iəwk
iəm
uət uəɲ uəc
iuət iuəɲ iuəc (iuəŋ) (iuək) iuəwŋ
iuəwk

p
ap
iap

iəp

<표 2>에서와 같은 ｢창화도｣의 분석 결과로써 당시 한어에서 주모음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a/, /ə/, /ɨ/의 세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주모음들은 선행하는 성모, 개음, 후행하는 운미
등과 한 음절 내에서 연쇄를 이루면서 다양한 음성적 실현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대표적으로 /ɨ/
가 [ẓi], [ʐi]에서처럼 [i]로 남아 있었을 가능성을 남겨 둔 것이 이에 해당한다.6)
그리고 입성 운미는 /-p/, /-t/, /-c/, /-k/, /-wk/ 등과 같이 다양한 음성적 양상을 보이는 것
을 반영하여 체계 설정을 하되, 음운론적으로는 아직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살폈다.
여기에서 이전 시기에는 /-ŋ/ /-k/, /-wŋ/ /-wk/의 두 계열이 나타났으나 이 시기에는 /-ɲ/
/-c/, /-ŋ/ /-k/, /-wŋ/ /-wk/의 세 계열로 전개되어 나타나는 것 또한 주목되는 바이다. 이는
실제 계림유사에서 보이는 다양한 음절 말음의 교체 양상을 이해하는 것과 관련성을 맺는다.
이와 같은 운모 체계를 고려어와 비교하여 본다면 먼저 한어의 주모음 /a/, /ə/, /ɨ/ 3개로 고려
어의 7개의 단순 모음을 전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주모
음들은 고려어의 여러 단순 모음을 전사하는 데에 중복적으로 사용되어 고려어의 모음과 일대일

5) 이런 해석은 전탁음이 소실하는 과정이 성조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이 성조의 조건에 따라 변화가 달리
나타나는 쪽으로 음운 변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 한어 음운사를 기술하는 데에는
유리한 해석이 된다.
6) 이런 3모음의 주모음 체계는 三根谷徹(1976)의 慧琳音義(8세기 말·9세기 초)의 운모 체계에 관한 연
구와 관련을 맺는데, 平山久雄은 이곳에서 제시된 /a/, /ɑ/, /ə/의 주모음 체계에서 /a/와 /ɑ/가 靑淸庚韻/a/
과 陽韻/ɑ/, 錫昔陌韻/a/과 藥韻/ɑ/에서만 대립을 보였는데, 여기에서 /a/>/ə/의 변화를 겪게 되어 /ɑ/는
대립의 축을 잃게 되어 /a/로 합류하게 되었고, 새로이 /ɨ/가 생겨났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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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이처럼 고려어의 단순 모음을 이들 주모음으로 전사하기 어
려운 경우에는 개음 및 운미와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모음으로써 전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
고 원순 모음인 /ㅗ/, /ㅜ/를 주모음만으로는 전사할 수가 없으며, 전설 고모음인 /ㅣ/ 또한 주모
음만으로는 전사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는 모음 조화가 실현되었던 고려어의 양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음으로 운미를 보면 입성 운미는 아직은 완전히 소실되지는 않았으므로 /-p/, /-t/, /-k/를
이용하여 고려어의 음절 말 자음을 나타낼 수 있으면서도, 운미의 소실 과정을 적극적으로 이용
하여 음성적인 특징을 드러내며 고려어를 전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
리고 고려어의 /-ㄹ/에 꼭 맞는 자음 운미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운미를 통한 전사를 시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자음군으로 이루어진 복운미가 없다는 점에서 종성에 자음
군을 지닌 고려어의 어사를 그대로 적어 내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상당 부분 연관되는 것으로
/-ㅎ/을 말음으로 하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을 원활하게 적어낼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니게 된다.
마지막으로 <표 1>과 <표 2>의 체계의 곱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음절 유형의 가짓수는 고
려어가 지닌 음절 유형의 가짓수에 비하면 적은 수이다. 이로 인해 고려어의 음절 유형을 충실히
전사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은 단순화하여 전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漢’이 ‘1. 天曰 漢㮈/漢捺<民>: 한날[하]’, ‘30. 三十曰 實漢/戌漢<民>: 셜
흔’, ‘81. 鷺曰 漢賽: 한새’, ‘136. 祖曰 漢了秘: 한아비’, ‘183. 白米曰 漢菩薩: 한바살[ ]’에
서 보듯이 ‘한, 흔, ’ 등을 전사하는 데에 다용도로 쓰인 것은 <표 1>과 <표 2>의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음절 유형에 제한이 있는 것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또한 ‘106. 蟹曰 慨: 개[게]’
와 같이 모음의 대응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게’를 나타낼 만한 음절 유형이 당시 한어에 존재하
지 않은 구조적인 결함으로 생긴 결과이다. 그러한바 이런 음절 유형의 대응에서 생기는 문제점
또한 두 언어 사이의 전사 양상 및 음운론적 대응을 살피는 데에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다.

3. 전사 양상의 분석
전사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먼저 체언과 용언을 孫穆은 어떤 방식으로 적었는지를 정리하여
살펴보고, 이에 따라 해독을 하는 데에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체언의 전사 양상
계림유사에 실린 355개 항목 가운데에 체언이 압도적으로 많다.7) 이들을 전사하는 데에 사
용한 방법 가운데에 음운론적인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한 것들을 정리하여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체언은 단독형을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1)에서 보이는 예
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7) 전사 항목의 개수는 姜信沆(1991)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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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형 전사의 예
4. 雲曰 屈林, 5. 風曰 孛纜, 6. 雪曰 嫩, 7. 雨曰 霏微, 9. 雷曰 天動, 12. 霜露皆曰 率, 15. 鬼曰
幾心/幾沁<民>, 17. 佛曰 孛, 19. 一曰 河屯, 20. 二曰 途孛, 21. 三曰 酒 厮乃切, 22. 四曰 迺/廼
<民>, 23. 五曰 打戍/打戌<民>, 24. 六曰 逸戍/逸戌<民>, 25. 七曰 一急, 26. 八日 逸荅/逸答
<民>, 27. 九曰 鴉好, 28. 十曰 噎……

이에 따라 어간 말에 /ㅎ/을 포함하고 있거나 자음군을 포함하고 있는 체언들의 경우는 종성의
일부가 표시되지 않은 채 전사되어 있다. (2)에 제시하는 예들이 이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이처
럼 (1)과 (2)를 볼 때 계림유사는 단독형 표기를 기본으로 하여 실제 발음형을 고려하여 전사
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형태소를 이루는 음소의 일부는 온전하게 못하게
되었다.

(2) 어간 말 /ㅎ/이나 자음군의 일부가 무표시된 예
① /ㅎ/ 말음 체언
1. 天曰 漢㮈/漢捺<민>: 하 → 하, 21. 三曰 洒厮乃切 厮乃: 셓 → 세, 22. 四曰 洒: 넿 → 네,
28. 十曰 噎: 엻 → 열, 29. 二十曰 戍沒: 스믏 → 스믈, 56. 山曰 毎: 묗 → 뫼, 57. 石曰 突: 돓 →
돌, 65. 草曰 戌: 숳 → 수, 79. 雌曰 暗:  → 암, 130. 倡曰 水作: 수잫 → 수자, 185. 麥曰 密頭
目: 밇 → 밀, 249. 尺曰 作: 잫 → 자, 292. 刀子曰 割: 갏 → 갈, 308. 索曰 郍: 놓 → 노
② 자음군
71. 松曰 鮓子南: 잣 → 잣남, 80. 雞曰喙 音達/啄<民>:  → 

그러나 (3)과 같이 곡용형이 전사된 것들도 일부 있다.

(3) 곡용형 전사의 예
229. 裩曰 安海珂背: 안해(않+애) 가, 134. 稱我曰 能 奴台: 내(나+ㅣ),

(3)에서 보듯이 ‘않’에 처격 조사, ‘나’에 주격 조사 또는 계사가 결합한 형태가 전사되어 있다.
이는 229번은 구 구성이고, 134번은 실제 언어 사용에서 나를 칭하는 문장을 쓰는 상황을 염두
에 둔 전사이므로 자연스럽게 조사와의 결합형이 전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양상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여 볼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67. 木曰 南記’의 해
독에 관한 것이다. 종래 이 항목은 ‘+이’의 결합으로 보아 ‘남기’를 전사한 것으로 해독하는 것
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이곳의 ‘木曰 南記’는 (1), (2)의 항목 제시 방법과 전사 양상을 고려할
때 주격 조사형을 나타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 2음절어로 이해하여
‘*남그’를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곳에 쓰인 전사자 ‘記’는 ‘43. 前曰 記載/訖載<民>: 그제’, ‘151. 男兒曰 了姐 亦曰 同婆記/了
妲<民>: 아, 동바기’, ‘192. 魚肉皆曰 姑記: 고기’에서 더 쓰인 것이다. 여기에서 ‘記’는 ‘그’ 또
는 ‘기’를 전사했다고 보는 것이 여러모로 보아 타당하다. 아직 해독이 완전히 않은 ‘同婆記’의
‘婆記’는 이승재(1995)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巴只<驪州李氏 丁酉年 准戶口>(1237)/只<咸
昌金氏 丙子年 准戶口 13-15>(1335)” 대개 10세 미만의 남자 아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차자 표
기 자료에서 쓰인 것과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記’는 ‘只’를 나타낸 것이므로 ‘기’로 읽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南記’는 단독형으로 쓰인 ‘*남그’를 나타낸 것으로 해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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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라도 무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8)
끝으로 계림유사에서는 한어에는 없는 음절말의 ‘ㅊ’을 나타내기 위하여 ‘翅’를 사용함이 지
적된 바 있다. 그런데 이 전사자는 곡용형을 나타내는 데에도 쓰인 것으로 여지도 있다.

(4) ‘翅’의 사용례
① 말음 표시: 100. 皮曰 渴翅: 갗, 163. 面曰 㮈翅: 
② 곡용형 표시: 70. 面美曰 㮈翅朝勳: 치 됴, 171. 面醜曰 㮈翅沒朝勳: 치 몯 됴, 335. 問物
多少曰 密翅易成: 며치 이션

여기에서 ①에서 표제항은 ‘皮’, ‘面’과 같이 명사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고려어
도 명사를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이 전사의 흐름을 고려할 때 일관성 있는 해독이라 하겠다. 그
러나 ②의 경우는 표제항이 각각 ‘面美’, ‘面醜’, ‘問物多少’로 문장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고려어도
문장으로 이해함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때의 ‘㮈翅’과 ‘密翅’는 각각 주격 조사가 결합한 ‘치’
와 ‘며치’로 해독함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①을 앞의 (1)～(3)과 관련지어 이해를 해 본다면 /ㅊ/은 음절말에서도 청각적으로
인지될 수 있을 만큼 외파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선행하는 /-t/를 지닌 전사자들의
발음은 후행하는 ‘翅’의 ‘ㅊ’를 발음하기 위하여 필요한 불파의 과정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닌
가 생각된다.

3.2. 용언 또는 문장의 전사 양상
계림유사에 실린 항목 가운데 용언 또는 문장에 해당하는 것은 체언에 비하면 그 수효가 적
다. 이들은 전사 양상을 분석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로 분류하여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용언 또는 문장의 전사 예
① 어간(어근)만을 전사
8. 雪下曰 嫩耻/勅恥<民> 凡下皆曰 耻: 눈 디-/디-, 42. 暮曰 占㮈 或言 古沒/占捺 或言 占沒
<民>: 졈날/졈믈, 198. 煖酒曰 蘇孛打里: 수 다리-, 199. 凡安排皆曰 打里: 다리-, 200. 勸客
飮盡食曰 打馬此: 다 마치-, 247. 染曰 沒涕里: 믈 드리-, 310. 射曰 活索: 활 -, 311. 讀書曰
乞鋪: 글 보-, 325. 哭曰 胡住: 후주/우-, 328. 客入曰 屋裏坐少時: 오주쇼시-, 330. 擊考曰
屋打理: *옥다리-, 331. 決罪曰 滅知衣底: 멸디이디-, 353. 低曰 㮈則: ② 종결형을 전사(감탄, 명령, 기원, 의문)
48. 約明日至曰 轄烏受勢 約日至皆曰 受勢/轄載烏受勢 約日至皆曰受勢<明>: 개재 오쇼셔, 쇼셔,
135. 問你汝誰何曰 餧箇: 놰가, 317. 坐曰 阿則家囉: 아가라, 321. 走曰 連音打: 녀, 322.
來曰 鳥囉: 오라, 323. 去曰 匿家入囉: 녀가녀라, 326. 客至曰 孫鳥囉: 손 오라, 329. 語話曰 替里
受勢: 드르쇼셔, 332. 借物皆曰 皮離受勢: 비르쇼셔, 334. 乞物曰 念受勢: 념쇼셔, 336. 凡呼取物
皆曰 都囉: 도라, 337. 相別曰 羅戱少時: 라희쇼셔
8)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여 본다면 ‘53. 土曰 轄文$巾/轄希<民>: ?/할히/개히,’, ‘78. 雄曰 鶻試/骨試: 골
스’, ‘305. 炭曰 蘇成/蘇戌<民>: 수신/수슏’도 해독의 어려움은 있으나 2음절어를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53번 항목을 ‘개히’로 읽어 본 것은 ‘土’가 ‘, , 세계’란 뜻을 지니고
있고, ‘轄[山開二入黠匣∥蟹開一去泰溪]’이 지닌 또 다른 음운 정보를 이용하여 해독할 수 있다고 보아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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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사형을 전사
99. 乘馬曰 轄打(平聲): 할타/하타(-+-아), 131. 盜曰 婆兒: 바/버, 181. 洗手曰 遜時蛇:
손시셔, 182. 凡洗濯曰 時蛇: 시셔, 197. 飮酒曰 酥李麻蛇/酥孛麻蛇<民><古>: 수블 마셔, 197.
凡飮皆曰 麻蛇: 마셔, 202. 不善飮曰 本道安理麻蛇: 본 아니 마셔, 205. 飽曰 擺咱七加反:  차
(-+-아-), 206. 飢曰 擺咱安理:  차 아니, 276. 酒注曰 甁砣: 병 (-+-아), 315. 寢曰
作之: 자지, 316. 興曰 你之: 니지, 343. 少曰 亞退: 야퇴, 344. 存曰 蕯囉: 사라, 345. 亡曰 朱幾:
주거, 350. 多曰 覺合及/釁何支: 흔하지, 355. 淺曰 眼底/泥底<民>: 녀티
④ 동명사형을 전사
170. 面美曰 㮈翅朝勳: 치 됴, 171. 面醜曰 㮈翅沒朝勳: 치 몯 됴, 179. 肥曰 骨鹽眞 亦
曰鹽骨易成: 염골진, 염골이션, 180. 瘦曰 安里鹽骨眞: 아니 염골진, 240. 黃曰 那論: 노론, 309.
索縛曰 那沒香: *나물햔, 312. 寫字曰 乞核薩: 글 그, 327. 有客曰 孫集移室: 손 집 이실, 335.
問物多少曰 密翅易成: 며치 이신, 342. 老曰 刀斤: 도9), 346. 有曰 移實: 이실, 347. 無曰 不鳥
實: 업실, 348. 大曰 黑根: 흐근, 349. 小曰 胡根: 호근, 351. 少曰 阿㮈: 아, 352. 高曰 那奔:
노/노, 354. 深曰 及欣: 깁흔
※ 319. 臥曰 乞寢: 그침, 320. 行曰 欺臨: 기림/그림/거름, 324. 笑曰 胡臨: 호름/우름(이들은 파생
명사일 수도 있어 보임)

(5)에서 볼 수 있듯이 용언의 경우는 종결형을 전사한 것으로 보이는 것도 있으나 어간(어근),
부사형, 동명사형을 전사한 것이 고루 나타난다. 종결형을 전사한 것을 敍法의 면에서 살펴보면
이들은 감탄, 명령, 기원, 의문을 나타낸 것으로 분류해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 유형에 평
서는 보이지 않는다. ‘321. 走曰 連音打: 다’와 같이 ‘-다’로 끝나는 것이 보이기는 하지만, 이
는 李丞宰(1995)와 정재영(2004)에서는 鄕歌의 ‘-音叱如’, ‘-音如’, 口訣의 ‘-’, ‘-’
와 관련지어 해독을 하여, ‘-음다, -음ㅅ다’로 보고, 각각 ‘녀’와 ‘다’ 정도로 읽었다.10)
만일 이것이 ‘-음다, -음ㅅ다’를 전사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감탄 또는 명령과 연결될 여지
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는 면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 대신에 평서는 비종결형으로 쓰여 부사형과 동명사형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그리고 특이하게도 어간만으로 전사된 것이 있는데, 이들은 후기 중세 국어와는 문법적 양상을
달리하는 고려어의 특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알타이 제어에서 보이는 양상과 유사함을 간직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된 국어 문법사의 관점에서
정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래야 좀 더 정밀한 해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사 경향을 고려하여 본다면 ‘193. 飰[=飯]曰 朴擧’를 강신항(1991) 등에서는 ‘밥’으로
해독을 하였는데, 이것이 부동사형과 유사하다는 면에서 명사가 아닌 동사로 해독하는 것이 타당
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재극(1981: 122-123)에서 바로 다음 항에 있는 ‘194. 粥曰
謨做’를 ‘飰曰 朴謨擧’, ‘粥曰 做’과 같이 재배열하여 각각 ‘밥머거’와 ‘죽’을 전사한 것이라고 본
바 있는데, 경청할 만한 논의라 생각된다.
(5)와 같은 전사 경향은 ‘315. 寢曰 作之’, ‘316. 興曰 你之’의 해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참고
가 된다. 위 항목을 정재영(2004)에서는 吏讀 자료에서 ‘之’가 종결 어미로 쓰인 예가 있음을 참
고하여 ‘-다’로 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를 부사형으로 보게 되면 ‘자지’, ‘니지’가
된다. 이 경우에 후기 중세 국어의 ‘-디’와 연결 어미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
9) 이를 임홍빈(1995: 123-129)에서는 ‘刀斤’을 ‘刃斤’의 誤寫로 보고 ‘刃’을 訓讀하여 ‘’이라고 해독한
바 있다.
10) 이승재(1995)의 해독에서 ‘連’의 성모 來母로 어떻게 초성 /ㄴ-/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
는 것은 앞으로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재영(2004)에서 ‘連’을 ‘[走]-’으로 읽은 것은 이
것을 訓假字로 읽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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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하여 최영선(2015: 155-156)에서는 ‘8. 雪下曰 嫩耻 凡下皆曰 耻(눈뎌)’, ‘170. 面美曰
捺翅朝勳(됴)’, ‘263. 下簾曰 箔恥具羅(발티거라)’ 등에서 보듯이11) 정치음을 가지고서 국어
의 /ㄷ/을 전사한 예가 있으므로 이 경우도 그러할 것이라 보고, ‘자디’, ‘니디’로 해독을 하였다.
이를 ｢唱和圖｣의 체계에 따라서 이해를 하여 보면 ｢창화도｣에서 舌上音 중 장애음은 ‘十二音’
에 놓여 있는 데 비해 舌頭音 중 장애음은 ‘六音’에 놓여 있다.12) 이것은 平山久雄(1993:
75-76)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설상음이 상당 부분 파찰음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있었으므로 정치음이 과도 교정이 되어 설상음과 같이 발음되는 경우
가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다.13)
그런데 ‘之’를 ‘-디’로 볼 경우에 이 뒤에는 부정 또는 금지의 표현이 와야 하는 상황이 되는
데, 이는 용언이 제시되는 방식과 비교하여 볼 때 이질적인 면을 지닌다. 따라서 이승욱(1973:
274, 290)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乙’의 오자로 보고 각각 ‘잘’, ‘닐’로 해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만하다. 한자음에서 ‘잘’이란 음에 대응할 만한 것은 아예 없고 ‘닐’에 대응할 만한 것은 ‘尼’,
‘昵’, ‘暱’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異體字 관계에 있는 것으로 臻開三入質娘의 음운 정보를 지
닌다. 그런데 계림유사에서 ‘尼’를 ‘95. 猫曰 鬼尼: 괴니’, ‘127. 尼曰 阿尼: 아니’에서 ‘니’를 전
사하는 데에 쓰이고 있으므로 이를 ‘닐’을 전사하는 것으로 쓰기는 어려웠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충분히 ‘乙’의 오자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계림유
사에서 이처럼 동명사형 어미를 따로 나타내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에 동명사형 어미를
포함하여 나타내고자 하였다면 계림유사의 방식에서는 ‘○○反’ 또는 ‘○○切’과 같이 反切을
통하여 나타내는 방법을 구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之’를 한자음에 따라서 ‘지’로 읽어
두되 이것이 담당하는 문법적인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고찰하는 것이 요청된다 하겠다.

3.3. 표제항과 동일한 한자로 전사가 된 경우
계림유사에는 표제항과 동일한 한자를 이용하여 고려어를 전사해 놓은 것이 적지 않다. 이에
해당하는 것을 추려서 제시하여 보면 아래의 (6)과 같다.

(6) 표제항과 동일한 한자로 전사된 예
38. 千曰 千, 39. 萬曰 萬, 54. 田曰 田, 59. 海曰 海, 60. 江曰 江, 61. 溪曰 溪, 63. 泉曰 泉, 85.
鶴曰 鶴, 92. 羊曰 羊, 97. 鹿曰 鹿, 101. 毛曰 毛, 102. 角曰 角, 109. 蛇曰 蛇, 110. 蠅曰 蠅,
116. 人曰 人, 117. 主曰 主, 172. 心曰 心音尋, 195. 茶曰 茶, 210. 銅曰 銅, 212. 絲曰 絲, 215.
11) 이곳의 해독은 최영선(2015)의 것을 제시한 것이다.
12) 이는 설상음 중 娘母가 설두음 泥母와 함께 ‘七音’에 배치되어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것
은 중고음에서도 泥母와 娘母의 구별이 실제적이지 않았다는 견해가 많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여 보면 이
것은 이전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결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13) 설상음은 한어 현대 방언에서 아직 파열음을 유지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耻·恥[徹母]’, ‘朝[知母/澄
母]’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耻·恥’는 贛 방언의 安義·宜豐 지역, 閩 방언의 南安(溪美鎮)·晉江(青陽鎮)·漳
州·廈門·漳浦 지역 등, 粵 방언의 斗門(斗門鎮) 지역에서는 여전히 /tʰ-/를 유지하고 있다. ‘朝’의 경우에는
吳 방언·粵 방언· 客家 방언의 일부, 贛 방언의 상당수, 閩 방언의 대다수와 같이 이보다 더 넓은 지역에서
/t-/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실상은 漢典(https://www.zdic.net/)에 실려 있는 방언 자료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하여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 남동부 지역에서는 설상음이 /t-/ 계열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를 보면 북방음과 남방음에서의 설상음의 변화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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錦曰 錦, 224. 袍曰 袍, 230. 裙曰 裙, 238. 繡曰 繡, 241. 靑曰 靑, 243. 黑曰 黑, 244. 赤曰 赤,
246. 緋曰 緋, 252. 印曰 印, 253. 車曰 車, 259. 林曰 林, 274. 甁曰 甁, 291. 墨曰 墨, 295. 鞭曰
鞭, 297. 轡曰 轡, 299. 旗曰 旗, 340. 生曰 生, 341. 死曰 死

이들이 실제로 구어로서 쓰였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점에서 이들은 이미 여러
선행 연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고려의 文語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 대다수라 하겠다.
따라서 이것이 곧 고유어보다도 이들 한자어가 더 널리 쓰임을 보증한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들
가운데에는 체언으로 보이는 것과 용언으로 보이는 것이 섞여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체언에 해당
하는 것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알기 어렵지만 이런 방식의 전사로 인해서 국어사적으로 의미 있는
예가 추출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172. 心曰 心音尋’ 음주를 들 수 있다. 이 음
주는 心母인 ‘心’과 邪母인 ‘尋’이 동음임을 보여 주는 것인데, 이는 濁音淸化에 따라 ‘尋’이 ‘心’과
동음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권인한 2003). 그런데 이는 고려어를 보여 주는 정의항에서
쓰이고 있다는 면에서 고려어에서도 ‘尋’과 ‘心’이 동음임을 보여 주는 기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고려어에서의 이런 동음 관계가 濁音淸化와 관련을 맺는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음주
자료는 고려어에서 ‘尋’과 ‘心’이 濁音淸化 이전부터 동음이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는 ‘269. 梳曰 苾音必’에서 並母인 ‘苾’과 幫母인 ‘必’이 동음이 된 것을 보
여 주는 것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해된다. 269번의 172번과 비교할 때 전청음과 전탁음의 배열 순
서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는 표제항이 지니고 있는 의미와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전사자를 선
택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 중에는 마치 실제 구어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212. 絲曰 絲’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을 ‘시날<번노>, 씨<번박>’ 등을 참고하
여 가로로 놓는 실을 ‘시～씨’로 생각하였다면 ‘絲’를 통해서 ‘시’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해 볼 여
지도 있다. 이런 추정이 성립할 수 있다면 이 예는 후기 중세 국어 한자음 ‘’가 계림유사가
편찬될 무렵에는 ‘*시’란 음으로 쓰이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의미 있는 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

4. 양 언어 사이의 음운론적 대응 양상
계림유사의 전사 양상의 분석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는 두 언어 사이의 음운론적 대응 양상
에 관해서는 姜信沆(1991)과 최영선(2015) 등의 연구에서 이미 상세히 기술된 바 있다. 이들 두
연구 모두 기본적으로는 본고와 마찬가지로 平山久雄(1993)의 ｢唱和圖｣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런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에 공감을 하는 것은
따로 기술을 하지 않고 재고가 필요하거나 우리가 그간 살피지 못했던 것들에 관하여 기술하도
록 하겠다.
추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5.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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平山久雄(1993), ｢邵雍 皇極經世聲音唱和圖의 音韻體系｣, 東洋文化硏究所紀要 120, 東京: 東京大
學 東洋文化硏究所, 49-107.[이준환 선생님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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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鷄林類事 高麗方言의 전사와 음운 사이의 관계” 토론문
최중호(동의대)

이 논문은 <계림유사>와 고려시대 음운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려
하고 있습니다. <계림유사> 자체만으로도 고려시대 음운 체계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
움을 주는 문헌입니다. <계림유사>의 음운 체계를 어떻게 파악하고, 손목이라는 인물
의 출생지, 언어관 등에 관한 논문들이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이 논문을 통해 고려시
대 음운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1 ‘之’의 문제입니다. 발표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之’를 ‘-다’나, ‘-디’로
보아도 송대 음운체계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乙’의 오자로 본다면 <계림유
사>의 전사자가 손목이 아닐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문에서는
‘之’를 ‘지’로 읽고 문법적인 기능으로 본다고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之’의 문법
적인 형태를 부상형의 ‘-지’로 보는 것도 단 두 예문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2. 개인적으로 계림유사의 전사와 음운 사이에 가장 큰 문제는 표제항과 동일한 한자
의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양 언어(또는 계림유사의 표기
와 고려어) 사이의 상관관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
다.
3. 가장 기본적인 의문입니다만, <개림유사>의 내용에서 손목이라는 사람의 전사를
전적으로 인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차자표기를 인정해서 고려인의 도움을 받
은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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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會同館系 華夷譯語에 실려 있는 朝鮮館譯語는 훈민정음보다도 앞선 시기의 국어를 전사했
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그러나 조선관역어에는 외국어 사음(寫音) 문자로서의 사음 규
칙이 있었기 때문에(姜信沆 1980: 30, 姜信沆 1995: 180) 음가 추정 자료로 사용할 때에 각
별한 주의를 요한다.1) 조선관역어의 음역을 15세기 국어의 음가라고 믿는 일은, 마치 국어의
외래어 /스트라이크/의 음가가 원어인 /strike/의 음가와 같다고 보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졸고(2016)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회동관계 화이역어의 사음 규칙을 찾아낸
후, 이를 토대로 조선관역어의 음가를 연구한 바 있다. 본 발표문에서는 졸고(2016)에는 미처
담지 못한 조선관역어의 표기와 음운 관계에 대한 연구자의 시각을 소상히 담아 보고, 이러한
시각이 어떻게 화이역어의 사음규칙을 토대로 조선관역어의 음가를 찾아내는 데에 이르렀는지
를 풀어 보고자 한다. 더하여, 졸고(2016)에 제시된 화이역어의 사음규칙과 이에 따른 조선관
역어의 음가 추정에 대한 성과를 간추려 제시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도 소략하게나마 제시하
여 본다.

2. 연구 배경과 연구 방법
2.1. 조선관역어 연구의 어려움: 표기와 음운의 불일치
화이역어는 “明의 初葉에서 淸의 中葉에 亘하여 몇 차례에 걸쳐 中國에서 編纂된 漢語와
隣邦 外國語의 對譯語彙集의 總稱”(李基文 1957: 11)으로서 현재까지 네 계통이 있음이 밝혀
져 있다.2) 조선관역어는 네 계통 중에서 외국 사절단을 직접 접대하는 역관•통사를 길러내기
위하여 편찬되어 유일하게 구어를 음역한 회동관계 화이역어에 속하여 있다. 각 어휘항은 1단
에는 한어 어휘항이 적혔고 2단에는 고유어 또는 독서음(讀書音)이 적히는 것을 기본 구성으
로 하지만 조선관역어는 독특하게 독서음을 따로 적은 3단을 갖추고 있다. 아래 표에 조선관
역어와 西番館譯語의 구조를 비교해 놓았다(졸고, 2016: 4).3)

1) 이는 당시 한어가 가지고 있던 음운체계와 대상 언어인 국어가 가지고 있던 음운체계의 차이에서 발
생하는 “음운 정보의 변환”(김성규 2009: 44)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2) 이들 네 계통은 졸고(2016)에서 ‘最古 華夷譯語’, ‘四夷館系 華夷譯語’, ‘會同館系 華夷譯語’, ‘會同四
譯館系 華夷譯語’라고 부른 바 있다.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졸고(2016: 3-4)를 참고할 수 있다.
3) 이때, 모든 항목이 2단과 3단을 갖추지는 않았다. 161항목은 2단이 원결이고, 2항목은 3단이 원결이
다(權仁瀚 199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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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 日 月 星 風
天 地 日 月 風
哈
嫩 害
二

得 別 把
二 二 論
難 薩

忝 忍 臥 省 捧

你 老
麻 瓦

弄

조선관역어를 이용하여 15세기 국어의 음가를 추정할 때에 참고가 되는 것은 2단과 3단이
된다. 2단과 3단의 음가를 15세기 한어의 음계를 기준으로 하여 재구한 후, 이를 근접한 시기
의 국어사 자료의 한글 표기와 비교함으로써 15세기 국어의 음가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사정은 다른 역어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日本館譯語(일본어; 渡辺三男, 1961; 松
本丁俊·丁鋒, 1997), 安南館譯語(베트남어; 陳荊和, 1966), 西番館譯語(티베트어; 西田龍雄,
1963; 太田斎, 1987), 畏兀兒館譯語(위구르어; 庄垣内正弘, 1984), 韃靼館譯語(몽골어; 越智サ
ユリ, 2004), 回回館譯語(페르시아어; 田坂興道, 1943; 田坂興道, 1944; 田坂興道, 1951; 本
田實信, 1963), 滿剌加館譯語(말레이어; Edwards and Blagden, 1931), 占城館譯語(참어;
Edwards and Blagden, 1939) 등도 모두 이러한 방식과 목적-개별 언어의 음가 재구로 연구
되었다.4)
그렇지만 화이역어는 한어의 음계만으로는 대상 언어의 정밀한 음가 추정이 어렵다. 이는
표기(한어)와 음운(대상 언어)의 불일치 때문이다. 이를테면, 조선관역어에서는 표기 수단은 한
어의 음계를 담고 있는 한자이고 표기 대상은 국어의 음운이어서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발생
한다. 보통의 한글 표기에서는 대개 음소와 문자가 일대일(一對一) 대응을 하게 되지만 조선관
역어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음소와 문자가 일대다(일대다), 다대일(多對一), 다대다(多對多) 대
응을 하게 된다. 졸고(2016: 47)에 제시한 아래의 표는 그러한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국어 음소
음성
한어 음계

A
①

②
X

③

④

⑤

⑥

⑦
Y

⑧

⑨

⑩

⑪

B
⑫

⑬

⑭

⑮

Z

위의 표는 국어 음소와 한어 음계의 대응 방식을 시각화한 것이다. 음성 ①~⑧이 국어 음소
A의 변이음이고, 음성 ⑨~⑮가 국어 음소 B의 변이음이라고 하면, 음성 ①~③과 ④~⑧은 한
어 음계에서는 하나의 음소 X에 속하게 되고, 음성 ⑨는 ⑩~⑮와는 갈라져 음소 Y에 속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기도 할 수 있음을 보였다. 여기에서 조선관역어에서 한어 음계만을 가지
고 국어 음가를 추정하게 되면 동일한 국어 음소 A에 속하는 음성을 두고 서로 다른 음소라
고 오해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음소에 속하는 음성 ⑨와 ⑩을 두고 동일한 음소에 속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 연구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조선관역어를 토대로 재구된 15세기 국어 음가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
게 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 본 발표문에서는 연구의 어려움을 파생시키는 표기와 음운의
불일치는 오히려 조선관역어의 15세기 국어 음가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배가해 준다고 본
4) 개별 역어의 연구는 서로 다른 연구자에 의하여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만큼 한어의 음계를 추정
하는 데에 사용한 자료도 상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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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이유와 그 가치를 배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방법에 대하여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
하겠다.

2.2. 조선관역어와 외래어 음운론
조선관역어가 지니는 표기와 음운 사이의 괴리는 얼핏 조선관역어의 음운사 자료로서의 가
치를 떨어뜨리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이로 인해 조선관역어는 15세기 국어 음가를 재구하여
내는 데에 보조 근거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새로운 주장을 개진할 만한 강력한
근거 자료로는 사용되지 못한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평가는 지금껏 조선관역어의 표기
에서 기존의 논의나 한글 표기 자료와 다른 사실이 발견되어도 이를 바로 새로운 사실의 발견
으로 여겨지기보다 표기의 한계에 기인할 수도 있다고 보고 다른 자료의 뒷받침을 기다리며
유보적으로 남겨 두도록 하여 왔다.
이와 같은 기존의 태도와 달리 본 발표문에서는 조선관역어가 지니는 표기와 음운의 불일치
가 오히려 조선관역어가 음운사 자료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게 해 준다고 본다. 조선관역
어를 외래어 음운론(loanword phonology)의 방법론과 관점을 적용하여 바라보게 되면 한글
표기 자료에서는 찾기 어려운 15세기 국어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외래어는 한 언어(원천 언어(source language), L2)에서 다른 언어(수용 언어(receptor
language), L1)로 빌려 온 단어를 말한다. 서론에 제시한 ‘스트라이크’가 그 예가 되는데, 이
경우는 영어(L2)에서 국어(L1)로 빌려 온 단어이다. 국어와 영어는 서로 음절 구조, 음운 체계
등에서 차이를 가지기에 결과적으로 국어의 ‘스트라이크[sɯtʰɯɾaikʰɯ]’와 영어 원어인
‘strike[straɪk]’는 서로 다른 음가를 지니게 된다. 가령, 국어에서는 어두에 자음군이 출현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영어의 어두자음군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음소에 모두 매개모음
이 개입하여 [st]가 [sɯtʰɯ]로 받아들여진다. 외래어의 목록을 하나의 말뭉치로 이용하여 이
렇게 한 언어의 음운론이 다른 언어를 받아들이는 데에 망처럼 기능하는 모습을 규칙으로 적
어 내려가는 일이 외래어 음운론의 주된 작업이다.
조선관역어, 나아가 화이역어의 전사 모습도 한 언어에서 외래어를 적는 모습과 닮아 있다.
가령, 조선관역어에서도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의 음운론적 차이가 표기에 투영되어 15세기
국어 고유어에서는 한 음절이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月()’이 조선관역어의 2단에서는 ‘得二’
로 적혀 있다.5) 외래어 음운론과 같이 해석하자면 조선관역어의 2단과 3단에서는 국어의 소
리를 한어의 음계로 재해석하여 표기하고 있어서 국어가 원천 언어가 되고 한어가 수용 언어
가 되는 셈이다. 다른 역어의 2단에서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모든 역어에서 원천 언
어는 한어이고, 수용 언어는 대상 언어가 된다. 일본관역어에서는 일본어가, 안남관역어에서는
베트남어가 수용 언어가 되어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 사이의 음운론적 차이가 표기에 반영되
어 있다.
그렇지만 조선관역어를 외래어 음운론의 방법론과 관점을 적용하여 이해하는 데에는 몇 가
지 난점이 있다. 우선, 국어사 자료의 연구에서 언제나 당면하는 어려움으로서 실제 화자를
마주하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외래어 음운론의 연구에서는 외래어 코퍼스뿐만 아니라 지
각 실험이 병행되곤 하는데 15세기-16세기 한어 화자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실험을 수행할 수
없다. 다음으로, 조선관역어의 수용 언어인 한어의 ‘유사 외래어 음운론’만을6) 추출해 내기 위
5) 이는 국어와 한어의 음절 구조의 차이에 기인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도록 하겠다.
6) 조선관역어의 사음 규칙에 적용되는 것은 한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래어의 음운론이 아니라 외국어
의 음운론일 터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외래어 음운론’이라고 부르지 않고 ‘유사 외래어 음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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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원천 언어인 15세기 국어의 음운론의 정보를 활용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순환론
의 오류에 빠진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연구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보인다. 우선,
기본적으로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을 통하여 유추해 볼 수 있다. 서로 아예 다른 언어가
아니라 음운론적은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참고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
운론은 가설을 세우는 선에서 참고는 가능하지만 역시 이 방법만으로는 현대 한어와 조선관역
어의 한어 사이에 존재하는 500여년의 차이를 무시할 수가 없다.7) 다음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졸고(2016)에서와 같이 조선관역어를 제외한 화이역어 전체를 외래어 말뭉치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세워진 가설을 두 번째 방법으로 확인하고 보완함으로써
화이역어의 유사 외래어 음운론을 구축하여 볼 수 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화이역어 편찬에 사용된 한어의 ‘유사 외래어 음운론’ 즉, 화이
역어의 사음 규칙이 구축되면 이를 다시 조선관역어의 2단을 재해석하여 15세기 국어의 음가
를 재구하는 데에 사용하여 최종적인 목표인, 표기와 음운의 괴리를 해소하고 조선관역어의
독자적인 가치를 찾아 주는 데에 이르게 된다. 이때, 조선관역어를 활용하여 15세기 국어의
음운론적 상황에 대하여 밝힐 수 있는 내용은 모음이나 자음의 음가, 음운 현상, 성조 등으로
다양하지만 본 발표문에서는 자음의 음가를 밝히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는 모음의 음가,
음운 현상, 성조 등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할 때, 개별
역어의 자음 재구가 모음 재구보다 신뢰할 수 있는 선행연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우선 위의 두 연구 방법을 실제로 수행해 보겠다. 우선, 지금까지 구
축된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의 내용을 소략하게나마 정리한다. 이를 통하여 두 번째 방법
으로써 확인할 연구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립된 연구 가설을 토대로, 조선관역
어를 제외한 화이역어의 여러 역어를 말뭉치로 활용하여 화이역어의 사음 규칙을 찾아본다.

3. 유사 외래어 음운론의 재구
3.1.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
비록 시기상의 차이가 있어 해석에 주의를 요하고 기존 연구에서의 원천 언어가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지만,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을 참고해 보면 어떠한 면이 변형이 되는
지, 표기와 음운의 대응에서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미리 짐작해 가설을 세워 볼 수 있다. 현
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 연구 중 자음의 재구에 도움이 되는 논저는 Miao(2005)와 Hui and
Oh(2015)가 있다. Miao(2005)는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에서 유래한 현대 한어의 외래어에
서 보이는 음소(자음) 대치와 음절 구조 보상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박사학위논문이고, Hui
and Oh(2015)에서는 영어의 파열음이 현대 한어의 외래어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정리
한 학술지 논문이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내용에서 자음의 음가 재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종
합하여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 살펴 볼 내용은 원천 언어(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와 수용 언어(한어)의 음절
이라고 불렀다.
7) 현대 한어와 화이역어에 담긴 한어는 자음 음가 혹은 음절 구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한 차이
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재돈, 2007).
1) 疑[ŋ]모의 영성모화: 15세기 중엽 이전에 완성됨
2) 微[ɱ]모의 영성모화: 17세기 이전에 이미 완성됨
3) 見[k, kh, h]계와 精[ʦ, ʦʱ, s]계의 구개음화: 18세기 이전에 완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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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다(Miao, 2005). 현대 한어의 음절 구조는 아래와 같아
서(이재돈, 2007) 어두와 어말에 자음군을 허용하지 않고, 음절 종성에는 오로지 /-n/와
/-ŋ/만을 허용하는 제약이 있는데8) 이와 달리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에는 어두와 어말에
자음군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음절 종성에 올 수 있는 자음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성조(Tone)
운모(Final)
(개음)
주요모음

(성모)
(Initial)

(Medial)

(운미)

(Vowel)

(Ending)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에서 음절 구조의 불일치는 자음이나 음절 탈락(deletion), 모음
삽입(vowel epenthesis), 음소 대치(→ /-n/, /-ŋ/, 兒)의 세 방향으로 해소된다(Miao,
2005). 원천 언어(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의 종성 폐쇄음은 한어에서 모음 삽입이나 탈락을,
원천 언어의 종성 유음은 한어에서 兒化나 탈락을, 종성 /-m/은 한어에서 모읍 삽입이나
/-n/나 /-ŋ/로의 대치를 거쳐 받아들여졌다. 어두자음군이나 어말자음군에서 첫 번째 요소는
유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락되는 경우가 보이지 않고 대체로 모음 삽입을 통해 해결되었
다. 첫 번째 요소가 유음인 경우에는 탈락되거나 兒化를 겪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뽑아 제시하자면 아래와 같다.

현상

자음 탈락

음절 탈락

모음 삽입

→ /-n/
→ /-ŋ/
음소
대치

→ 兒

원어

한어 병음

영어: Gatorade

jia1-de2-le4 < >

독일어: Elac
영어: Ford

yi4-li4 < >
fu2- < > -te4

독일어: Bendorf
영어: Dacromet

ben3-duo1- < > -fu1
bai3-wei1 < >

독일어: Bitburger
영어: Viacom

bi3-te4-bao3 < >
wei2-ya4-kang1-mu3

독일어: Aurich

ao4-li4-xi1

이탈리아어: Fiat
영어: Sprint

fei1-ya4-te4
si1-pu3-lin2-te4

독일어: Stralsund

shi1-te4-la1-er3-song1

이탈리아어: Trieste
영어: Centrum
독일어: Bochum
영어: Dell

di2-li3-ya3-si1te4
shang4-chun2
bo1-hong2
dai3-er3

영어: Lear

li3-er3

독일어: Kehl

ke4-er3

독일어: Bayer
영어: Sears

bai4-er3
xi1-er3-si1

8) 이 점은 15세기-16세기 한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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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어: Wolf

wo4-er3-fu1

다음으로 살펴 볼 내용은 원천 언어와 수용 언어의 자음 음소 목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에서는 원천 언어의 자음이 한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에는 자음이 탈락하거나 일부 자질이 다른 것으로 대치됨으로써 그 차이가 해소되었다. 우선,
원천 언어(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에서 폐쇄음의 유성성 자질, 유기성 자질, 조음위치 자질
은 대체로 한어의 외래어로 수용되어서는 유지되지 못한 반면, 지속성, 비음성 등 조음 방법
자질은 대체로 잘 유지된 채 한어의 외래어로 수용되었다(Miao, 2005). 더하여, 영어(원천 언
어)의 폐쇄음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영어의 유성성 대립이 한어의 유기성 대립으로 대
치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Hui and Oh, 2015). 폐쇄음과 달리, 유음이나 활음과
같이 비음이 아닌 공명음은 접근성이나 공명성과 같은 일부 조음방법 자질이 대체로 한어의
외래어로 수용되어서는 유지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Miao, 2005). 각 원천 언어의 음소와
대응하는 가장 순위가 높은 한어의 출력형만을 뽑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Miao, 2005;
Hui and Oh, 2015).
범주

파찰음

초성

원천 언어
/p-, t-, k-/
/b-, d-, g-/
/-p, -t, -k/
/-b, -d, -g/
/f-, v-/
/s-, ʃ-/
/z-, ʒ-/
/h-, Ɵ-/
/-f, -v/
/-s, -ʃ/
/-z/9)
/-Ɵ/
/ʦ-, ʧ-, ʤ-/

(유성성→유기성)

종성

/-ʦ, -ʧ, -ʤ/

/-ʦʱV, -ʨʱV, -ʨV/

초성
종성
초성
종성

/m-, n-/
/-m, -n, -ŋ/
/l-/ “r-”
/-l/, “-r”

/m-, n-/
/-mV, -n, -ŋ/
/l-/
/-兒/

폐쇄음
(유성성→유기성)

초성
종성

초성
마찰음
종성

비음
유음

수용 언어(한어)
/pʱ-, tʱ-, kʱ-/
/p-, t-, k-/
/-pʱV, -tʱV, -kʱV/
/-pV, -tV, -kV/
/f-/, [w-]
/s-, ʂ-/
/s-/, [j-]
/x-, s-/
/-fV/
/-sV, -ʂV/
/-sV/
/-sV/
/ʦʱ-, ʨʱ-, ʨ-/

위의 표에서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에서는 폐쇄음과 파찰음에서 원천 언어의 유성성 대
립이 유기성 대립으로 수용됨이 우선 눈에 띈다. 조음 위치 자질은 한어 음계의 제약으로 인
하여 그대로 반영되지는 못하였지만 마찰음에서 조음위치 자질의 대립의 큰 틀은 반영되어 있
음이 확인된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외래어 음운론의 연구 방법론으로 화이역어의 유사 외래어 음운론, 즉
사음 규칙을 재구해 본다. 이를 위해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을 통하여 다음의 연구 질문
들을 설정해 본다. 각 연구 질문에 대한 연구 가설은 곧 앞서 정리한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
9) 종성 /-ʒ/는 하나의 예밖에 없어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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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론의 내용이 된다.

◎ 연구 질문 1: 화이역어의 사음 규칙에서 원천 언어와 한어의 음절 구조 제약의 차이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 연구 질문 2: 화이역어의 사음 규칙에서 원천 언어와 한어의 음소 목록의 차이는 어떻
게 해결되는가?

3.2. 화이역어의 사음규칙
이제 졸고(2016)를 참고하여 화이역어의 사음규칙을 밝혀 보도록 하겠다. 위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음절 구조 제약과 음소(자음) 목록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음규칙만을 정리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화이역어에서 조선관역어를 제외한 역어를 외래어 말뭉치로 취급하게
되는데, 졸고(2016)에서 취한 구체적인 분석 단계는 아래와 같은데, 본 발표문에서는 ‘라. 규
칙의 규명’의 결과로 밝혀진 내용 중 일부 관련된 내용을 제시한다.

▶ 이미 로마자나 IPA로 2단의 음가 재구가 완료된 역어만을 선정
가. 대상 역어의 선정

▶ 선정된 역어: 韃靼館譯語, 畏兀兒館譯語, 回回館譯語, 占城館譯
語, 滿剌加館譯語, 安南館譯語, 日本館譯語, 西番館譯語(총 8개 역어)
▶ 하나의 역어를 재구한 여러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최근의 논의가

나. 재구 자료의 선정

포함되어 있고, 원천 언어의 음운론을 더 많이 고려한 자료를 선정
▶ 재구 자료가 하나일 경우에도 원천 언어의 음운사를 고려하여 받
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선택적 수용
▶ 華夷譯語가 편찬된 시기는 15세기에서 16세기 사이로서10) 네

다. 음계의 통일

시기 중 근고(近古) 시기에 해당됨.
▶ 中原音韻(1324)의 성모 체계를11) 이후 연구(권인한, 1998; 이재
돈, 2007 등)를 고려하여 변형 수용.

라. 규칙의 규명

▶ 동일한 음계에 의하여 전사된 원천 언어의 소리를 모아 계량적으
로 비교하고 규칙을 규명함.

첫 번째로 살펴 볼 내용은 원천 언어(몽골어, 위구르어, 페르시아어, 참어, 말레이어, 베트남
어, 일본어, 티베트어)와 수용 언어(한어)의 음절 구조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다. 현
대 한어와 15세기-16세기 한어의 음절 구조와 관련된 제약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생각된
다. 15세기-16세기 한어에서도 이미 현대 한어와 같이 운미 /-m/이 소실되어12) 음절 종성에
10) 화이역어에 속하는 역어들이 모두 같은 시기에 기획, 편찬되었다고 보기는 힘들기에 개별 역어의 언
어내적•언어외적 성격을 토대로 그 상한과 하한을 잡아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느슨하게 시기를 잡아
본다면, 화이역어의 편찬연대는 15세기-16세기라고 추정 가능하다. 李基文(1957)을 따라 회동관의 설
립 시기인 1408년을 상한으로 잡고, 런던본에 제시된 수정 연도인 1549년을 하한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관역어의 편찬 연대는 정음 문헌보다 앞선 상태를 보여준다는 언어내적인 요소
를 고려하면 15세기 중엽을 하한으로 잡게 된다(李基文, 1957). 비록 후대에 수정을 겪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 그러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선관역어는 15세기 전반기의 국어
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11) 학자에 따라 재구의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중원음운의 성모 체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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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로지 /-n/과 /-ŋ/만이 허용되었다. 아울러, 어두자음군과 어말자음군도 허용되지 않았
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현대 한어와 유사하였다. 즉, 본 발표문에서 앞서 설정한 연구
가설이 채택된 셈이다.
우선, 졸고(2016)에서 金完鎭(1980)을 따라 ‘첨기’라고 부른 이 사음 규칙은 현대 한어의 외
래어 음운론에서의 모음 첨가와 같다. 화이역어에서는 향가의 말음첨기와13) 같이 한어의 음절
구조에 위배되는 원천 언어의 요소들을 하나의 독립된 글자로 적어 놓았다.14) 아래에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놓았다.

원천 언어
위구르어
위구르어
티베트어
페르시아어

1단

2단

雲起
薄
雲
左

課克科卜
與卜哈納
卜吝
徹卜

2단 재구음
kök qop
yupqana
/prin/ (文)sprin
čap

위의 예에서 卜/-pV/로 한어의 음절구조에 위배되는 양순파열음 계열의 요소가 표기되어 있
음이 확인된다.
그런데 모든 요소가 첨기가 된 것은 아니었다.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에서와 같이 일부
요소들은 첨기가 되지 못하고 탈락되기도 하였다.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에서는 그 규칙
성이 따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화이역어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할 때에만 첨기가 되
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체계적으로 탈락하였다고 생각된다(졸고, 2016: 59).
조건 A. 유성음이면 첨기될 수 있다.
조건 B. 무성음이더라도 지속음이면 첨기될 수 있다.
조건 C. 무성폐쇄음이더라도 외파되면 첨기될 수 있다.
그리하여 첨기의 대상이 된 음가는 아래와 같았다(졸고, 2016: 58).

幇[p]
非[f]
端[t]
精[ts]
章[ʧ]
見[k]
云[0]

滂[ph]

明[m]

透[th]
淸[tsh]
昌[ʧh]
溪[kh]

泥[n]
心[s]
山[ʃ]
疑[ŋ]

微[ɱ]
來[l]
日[ʒ]
曉[x]

12) 물론 이는 북경 관화음을 기준으로 한 이야기다.
13) 金完鎭(1980)에서는 “語形의 示唆를 위하여 訓讀字 밑에 받쳐 적는 字들을 梁柱東을 따라 末音添記
라 부르기로” 하였다.
14) 첨기에 사용되는 글자들은 역어마다 혹은 몇 개의 역어에 걸쳐 정해져 있었다(졸고, 2016: 73-88).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정
리된 바는 없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현대 한어의 외래어 표기의 ‘첨기’에 사용되는 글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글자가 정해지는 원리를 연구하는 일도 화이역어의 첨기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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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쇄
음

무성

양순
p

유성

b

파
찰
음

무성

ʧ

유성

ʤ

마
찰
음

무성

유
음
비음

순치

치경

후치경
t
d

f

유성

치

치경구개

연구개
k

성문

g

s

ʃ

x

z

ʒ

ɣ

전동
탄설
설측
접근

후연구개
q

h

r
ɾ
l
m

n

공교롭게도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에서 원천 언어로서 사용된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
어의 첨기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은 모두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은 요소들
이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에서 첨기가 될 수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래도 적어도
음절 구조 제약이 유사한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과 크게 다른 점은 발견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위의 조건이 설득력을 얻는다고 보인다.
다음으로 살펴 볼 내용은 원천 언어(몽골어, 위구르어, 페르시아어, 참어, 말레이어, 베트남
어, 일본어, 티베트어)와 한어의 자음 음소 목록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다. 화이역어
에서도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과 같이 원천 언어의 자음이 한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는 자음이 탈락하거나 일부 자질이 다른 것으로 대치됨으로써 그 차이가 해소되었다. 그 구체
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졸고, 2016: 69).15)

15) 아래의 표에서 수용 언어(한어)의 정보는 원천 언어의 정보와 상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성모자
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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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쇄
음

파
찰
음

무
성

유
성

무
성

유
성

무
기
유
기
무
기
유
기
무
기
유
기
무
기
유
기

마 무성
찰
음 유성

순음
양순 순치
p
幇
pʰ
滂
b
幇

ɸ
非

설음, 치음
치 치경
후치경
치경구개
t
端
tʰ
透
d
端

권설

후음
성문

h
曉

ʦ
精

ʧ
照

tʂ
照

ʣ
精

ʤ
照

dʐ
照

f
非

s
心

ʃ
審

ʂ
審

x
曉

v
幇

z
精

ʒ
日

ʐ
日

ɣ
見影

r
來
ɾ
來

전동
탄설
유 설측
음 마찰
설측
접근
설측
탄설
비음

경구개

아음
연구개
k
見
kʰ
溪
g
見

ɬ
來
l
來
ɺ
來
m
明

n
泥

ȵ
泥

ɲ
泥

여기에서도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과 동일한 경향성이 눈에 띈다. 우선, 폐쇄음의 경우
원천 언어의 유성성 대립이 한어에서는 유기성 대립으로 대치되어 있음이 보인다. 다음으로,
마찰음에서의 조음위치 대립이 한어의 표기에서도 반영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유
음은 조음방법이 원천언어의 그대로 유지되지 못한 채 한어에 수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렇지만 동일하지 않은 점도 관찰된다. 대표적으로, 파찰음에서는 유성성 대립이 유기성
대립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 채 유성성 대립이 무시되고 있다. 이는 각주 7번에서
정리한 내용과 같이 현대 한어 음운론과 15세기-16세기 한어의 음운론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고 생각되지만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다.
요컨대, 외래어 음운론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규명한 화이역어의 사음규칙은 살아 있는 언어
를 대상으로 연구된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으로써 그 타당성이 확인된다. 다음 장에서는
이렇게 확인된 화이역어의 사음규칙을 통하여 조선관역어의 음가를 재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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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선관역어의 음가 재고: 소실문자를 중심으로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과 함께 정리된 화이역어의 사음규칙은 음절 구조 제약의 차이와
관련된 규칙과 음소 목록의 차이와 관련된 규칙의 두 갈래로 정리된다. 이 장에서는 각각의
갈래가 보여 주는 15세기 국어의 음가에 관하여 기여하는 바를 제시해 본다. 특별히 15세기
국어의 음가 추정에서 중요한 주제가 되어 온 ‘ㅸ’, ‘ㅿ’, 합용병서 등 소실문자 혹은 소실음소
의 음가 추정에 기여하는 바에 집중하여 보겠다.
음절 구조 제약의 차이와 관련된 화이역어의 사음규칙은 조선관역어에 담긴 소실문자 중 합
용병서의 음가와 더불어 종성 ‘ㅸ’의 존재 가능성과 그 음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우선,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15세기 국어의 초성 합용병서 ‘ㅅ’계, ‘ㅂ’계, ‘ㅄ’계 중에서
‘ㅅ’계는 경음, ‘ㅂ’계는 자음군, ‘ㅄ’계는 ‘ㅂ’과 경음으로 된 자음군이라고 보는 시각(李基文,
1955)은 조선관역어의 2단에 따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 앞서 정리한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을
비롯하여 화이역어의 사음 규칙에 따르면 이 ‘ㅂ’계 자음군이 첨기(혹은 모음 삽입)로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래의 표와16) 같이 조선관역어에서는 합용병서가 어떠한 첨기도 없이 평음과
동일하게 표기되었기 때문이다.

어휘항
朝-50
朝-56
朝-93
朝-172
朝-190
朝-506

1단

霧罩
地
水急
米
摘果
蒸

2단

按盖底格大
大
悶迫勒大
色二
刮世大臥那剌
迭剌

안개거다

믈다

과실오나라
라

3단

五左
暑吉
弥
得刮
整

무조
원결
슈급
미
뎍과


위와 같은 표기는 다른 역어에서의 첨기를 통한 어두자음군 표기와 큰 대조를 이룬다. 또한
이 어두자음군의 ‘표기법’은 단순히 표기의 약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에서도 재확인되기 때문에 음운과 연관 짓지 않고 “이것은 필시 그 表記法의 粗略性에
基因하는 것”(李基文, 1968: 57)이라고만 두고 넘어가기는 어렵다.
조선관역어의 표기와 대조되는 것은 鷄林類事의 표기이다. 두 자료는 시기를 달리하기는 하
지만 모두 똑같이 원천 언어를 국어로 한다. 조선관역어보다 이전 시기의 전기 중세국어의 모
습을 보여 주는 계림유사는 어두자음군으로 추정되는 어휘항은 모두 첨기되어 있음이 확인된
다. 이와 비교해 보면 적어도 조선관역어에 담긴 ‘ㅂ’계 합용병서는 어두자음군이 아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전의 논의에서는 계림유사의 표기가 어두자음군이 형성되기 이전 단계 즉,
“모음의 壓出”이 아직 일어나기 전 단계를 보여주고 조선관역어의 표기가 어두자음군이 형성
되기는 하였으나 한어 표기의 한계로 표기가 이루어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나 3장에서 정리한
한어에서 외래어 혹은 외국어를 전사하는 규칙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시각은 재고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ㅸ’은 15세기 문헌에서 제한적인 환경에서 보이고 ‘ㄱ’, ‘ㄷ’, ‘ㅈ’, ‘ㅅ’ 등과 연
접되면 ‘ㅂ’가 되어서 ‘*고’와 같은 어형은 보이지 않는다(李基文 1998: 149). 그런데 아래의
두 어휘항에서 종성이 첨기된 예는 종성 ‘ㅸ’의 존재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16) 본 발표문에서 조선관역어의 어휘항 재구는 권인한(1998)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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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항
朝-128
朝-129

1단

冷
熱

2단

尺卜大
得卜大

3단

칩다→다
덥다→다

稜
耶


열

화이역어의 사음 규칙에 따르면 첨기가 되기 위해서는 원천 언어의 음소가 유성음이거나 지
속음이거나 외파되어야 한다. 그런데 15세기 국어의 종성 ‘ㅂ’은 이미 불파화되어 있다고 믿
어지는데도 위의 두 항에서는 첨기가 되어 있다는 점은 이 사음 규칙에 어긋나 보인다. 게다
가 조선관역어에서 다른 ‘ㅂ’ 종성은 모두 탈락되고 첨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정음 문헌에서
각기 ‘치니 치 치’, ‘더(더) 더’와 같은 활용 양상을 보이기에 모두 어간 말음이 ‘ㅸ’
이었다고 추정되는 위의 두 예에서만 첨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면, 이들 두 항에서만 ‘ㅂ’이 외파되었거나 사음 규칙이 다르게 적용되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ㅸ’이 종성에서 음가를 지녔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소 목록의 차이와 관련된 화이역어의 사음규칙은 조선관역어에 담긴 소실문
자의 음가 재구에서 초성 ‘ㅿ’의 변이음 관계에 관하여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기존의 논의에
서 조선관여어에 담긴 초성 ‘ㅿ’의 음가는 [z]라고 재구된 바 있다(권인한, 1998). 그런데 이
재구는 화이역어의 사음 규칙, 나아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에서 원천 언어의 마찰음 계열의
조음위치 자질의 차이가 수용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앞서 정리한 화이역어의 사음 규칙에서 精母는 마찰음을 사음하는 데에 쓰일 때에 日母와
조음위치를 기준으로 대립하는데, 조선관역어에서 ‘ㅈ’와 ‘ㅿ’는 구개성 모음에 선행하여서 각
기 照母와 日母로 체계적으로 사음되었다. 이에 따르면, 조선관역어에서 비구개성 모음에 선
행하는 ‘ㅿ’의 조음위치와 구개성 모음에 선행하는 ‘ㅿ’의 조음위치는 서로 달랐고 후자가 더
구개음에 가깝게 조음되었다고 생각된다.

5. 결론
지금까지 조선관역어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는 표기와 음운의 괴리가 어떻게 조선관역어의
음운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다. 졸고
(2016)에는 미처 담지 못하여 아쉬웠던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더 풀어 볼 수는 있었지만 여전
히 본 발표문에서 진행된 논의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이 한계는 곧 서론에서 언급한
‘앞으로의 연구 방향’이기도 하다.
우선, 본고에서 참고한 현대 현대의 외래어 음운론의 원천 언어가 화이역어의 대상 언어와
한 언어도 겹치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다. 이는 아직까지 화이역어의 대상 언어에 대한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운론이 구축되지 않은 데에서 오는 아쉬움이다. 후속 연구에서 국어를 비롯
하여 일본어, 베트남어, 말레이어 등 화이역어에 수록된 언어에 관한 현대 한어의 외래어 음
운론을 규명하여 이를 각 역어의 사음규칙과 비교하여 보면 더욱 논의가 단단해 질 수 있으리
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각 역어에 대한 재구가 모두 오래되어 대상 언어의 음운론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아쉽다. 각 역어에 대한 재구 자료 중 가장 오래된 자료는 이제
재구된 지 100년이 다 되었고, 개별 역어에 대한 재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역어의 재구는 대상 언어의 음운론이 발전하면서 갱신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이역어의 사음 규칙을 규명하는 데에 개별 역어의 믿음직한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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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개별 역어의 재구를 새로이 하는 노력
이 기울여져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조선관역어가 어떠한 방언을 반영하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 아쉽다.
이 점은 조선관역어의 해석에서 유래한 15세기 국어 음운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힘을 잃게
하기 때문이다. 언어내적 검토와 더불어 역사적 사료 등 언어외적 검토를 병행하여 조선관역
어가 어떠한 방언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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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夷譯語 속의 朝鮮館譯語 - 표기 규칙을 찾아서 -”
토론문
장향실(상지대)

이 발표에서는 會同館系 華夷譯語의 사음 규칙을 찾아내고, 이를 토대로 조선관역
어에 반영된 15세기 국어 음운을 분석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습니다. 이 발표는
조선관역어 연구에 새로운 연구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합
니다. 그동안 조선관역어 자료에 대한 음운 연구는 15세기 한어(漢語) 재구음과 해
당어의 중세 훈민정음 표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는 조선관역어의 재구 음가를 온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 속에 몇몇의 선
행 연구 이래 더 이상의 진전되고 확장된 연구를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표의문자인 한자가 야기하는 한자 재구음의 불명확성, 그리고 한국어와 중국어
음운 체계의 차이로 인한 음운 대응의 불완전성 등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에서는 조선관역어에 대해 대조언어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조선관역
어 음운 연구의 새로운 실마리를 찾고, 또한 이 자료가 가지는 음운사적 가치를 새
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론을 찾고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발표자에게
경의를 표하며, 또한 발표 내용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방법론과
내용에 있어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연구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어교육에서 일반화된 대조언
어학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조선관역어의 전사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종의 자기의 모어 여과 장치를 통해
외국어의 소리를 듣기 때문입니다. 즉 외국어 말소리가 들어오면 일단 모국어의 소리
체계 내에서 그 소리를 찾고 이해합니다. 따라서 자기 모국어의 음운 체계 내에 없는
음운을 듣게 된다면 그 소리를 구별할 수도 따라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음운, 음절,
음운규칙, 억양의 전 영역에 걸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조선관역어가
중국인이 당시 우리말을 듣고 전사한 자료라는 인식 하에 대조언어학적 관점에서 접
근한 방식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중국인이 한국어의 말소리를 인지·산출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를 진행했다면, 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 발표에서는 Miao(2005)와 Hui and Oh(2015)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이는 모두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등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어 이용에 주의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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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은 자기 모국어를 바탕으로 외국어를 받아들이는데, 각
언어의 음운체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외국어 별로 받아들이는 방식 또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논문의 5쪽을 보면 “원천어(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의 종성 폐쇄음은 한
어에서 모음 삽입이나 탈락을, 원천 언어의 종성 유음은 한어에서 兒化나 탈락을, 종
성 /m/은 한어에서 모음 삽입이나 /-n/, /-ŋ/로의 대치를 거쳐 받아들여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인들이 한국어의 종성 자음을 인지, 산출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게 나타난 결과입니다. 중국인들은 보통 한국어의 장애음 종성을 탈락시키기도
하고, 다른 자음으로 대치시키기도 합니다.(신지영·장향실·장혜진·박지연 2015: 130)

환경
어중

발음 오류의 유형

예

탈락

촛불 → 초불, 옷장 → 오장

대치

옷장 → 옥장, 꽃씨 → 꼭씨

권설음화

딸기 → 딸r기, 얼굴 → 얼r굴, 설탕 → 설r탕, 날개 → 날r개
가족 → 가조, 입국 → 입구, 시작 → 시자, 남쪽 → 남쪼, 수

탈락

컷 → 수커, 그릇 → 그르, 앞집 → 앞지, 씨앗 → 씨아, 무릎
→ 무르, 초밥 → 초바, 수출 → 수추
앞집 → 앞직, 씨앗 → 씨악, 무릎 → 무륵/무르, 초밥 → 초

어말
대치

바/초박, 지갑 → 지각, 눈썹 → 눈썩, 남편 → 남푱, 기침 →

권설음화

기친, 세금 → 세급, 무덤 → 무덥, 서점 → 서적
시골 → 시골r

<표> 중국어권 학습자의 종성 자음 오류
위 표가 보여 주는 중국인의 한국어 종성에 대한 오류 양상은 발표문 ‘5쪽의 표’와
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중국어가 CV 언어라 중국인이 CVC 언어의 종성을 인식하
지 못할 것은 쉽게 예측되는 일이지만, 종성 발음의 양상은 언어에 따라 대치, 탈락,
혹은 모음 삽입 등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초성의 자음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오류 양상을 보입니다. 중국어의 폐쇄음은 기식
성의 차이로 무기음과 유기음의 2가지 대립을, 영어의 폐쇄음은 유성음과 무성음의 2
가지 대립을, 한국어는 기식성과 긴장성의 유무에 따라 평음, 격음, 경음의 3가지 대
립을 보입니다. 따라서 중국인이 한국어와 영어의 자음을 인식하고 산출할 때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영어 폐쇄음의 인식에서는 중국어에 없는 유성
음이 문제가 될 것이고, 한국어 폐쇄음 인식에서는 기식성의 세기로 변별되는 평음과
격음의 구별에 문제가 될 것입니다. 중국어는 무기와 유기로 대립되지만 한국어의 평
음과 격음은 모두 기식성이 있고 그 정도의 차이로 대립되기 때문입니다.
발표문을 보면 영어의 유성음은 한어에서 무기무성음으로 대응되는 양상을 보입니
다. 무기무성음이 기식성이 없어 중국인들은 영어의 유성음을 이 무기무성음에 대응
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비해 한국어의 경우는 격음을 중국어의 유기음으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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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무기음으로, 그리고 평음을 경음 혹은 격음으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신지
영·장향실·장혜진·박지연 2015: 127~128)1)
이러한 양상을 볼 때 대조언어학적 연구 결과 이용시, 한국어에 대한 중국인의 발
음 인식과 산출 결과를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CVC 음절 구조를 가지
는 한국어를 중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한국어의 초성 자음을 중국인들이 어
떻게 인식, 산출하는지를 바탕으로 사음 규칙을 정리하는 것이 좀더 타당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세밀하게 보면 음소결합제약에 의한 오류도 발생함.)
둘째, 조선관역어의 음가에서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
다. 조선관역어에서 합용병서가 어떠한 첨기도 없이 평음과 동일하게 표기되었기에
어두자음군이 아니었다고 보시는데, 그렇다면 이의 음가를 경음으로 보시는 것인지
요? 경음으로 본다면 이것이 자료의 성립 시기 때문인지, 아니면 합용병서의 원래 음
가가 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1) 한국어 발음 교육의 이론과 실제, 한글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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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정운의 표기와 음운
조운성(성균관대학교)
1. 서론
『동국정운』의 음은 널리 알려진 대로 당시의 현실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그 음운 체계에 관한 연구는 국어사의 영역에 머무르기보다는 국어학사의 영역에까지 미친
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즉 그 주음 분석을 통해 편찬자들이 추구한 바른 소리의 구체
적인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발표의 목적은 『동국정운』의 주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혀, 15세기 우리나라
의 정음관의 구체적인 모습을 살피는 것이다. 아울러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음가 문제
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성모
『동국정운』의 수록자는 모두 『고금운회거요』를 따른 것인데, 『고금운회거요』의 자
모 체계는 다음과 같다.
<표 1> 고금운회거요의 자모 체계
角
徵
宮
次宮
商
次商
羽
半徵商
半商徵

淸
見
端
幫
非
精
知
影

次淸
溪
透
滂
敷
淸
徹
曉

次淸次

心
審
幺

濁
羣
定
並
奉
從
澄
匣

次濁
疑
泥
明
微
娘
喩
來
日

次濁次
魚

邪
禪
合

칠음의 명칭을 아·설·순·치·후음 대신에 음악 용어인 각, 치, 궁, 상, 우로 쓰고 있는 것이
우선 눈에 띈다. 그리고 36자모와 비교해 보면, 설상음과 정치음이 합쳐져 照·穿·牀모가 줄
어들고, 그 대신 차청차(次淸次)와 차탁차(次濁次)의 幺·魚·合모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동국정운』은 위의 체계와 비교해 자모가 13개나 줄어 23자모 체계이다.
<표 2> 동국정운의 자모 체계
牙
舌
脣
齒
喉

音
音
音
音
音

全淸
君ㄱ
斗ㄷ
彆ㅂ
卽ㅈ
挹ㆆ

次淸
快ㅋ
呑ㅌ
漂ㅍ
侵ㅊ
虛ㅎ

全濁
虯ㄲ
覃ㄸ
步ㅃ
慈ㅉ
洪ㆅ

不淸不濁
業ㆁ
那ㄴ
彌ㅁ
欲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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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舌音
半齒音

閭ㄹ
穰ㅿ

자모 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자모 자체도 邪모를 빼고는 전통적인 36자모와 완전히 다
르다.
『동국정운』의 성모는 기본적으로 『고금운회거요』의 자모를 따르되, 知·徹·澄모를 나누
어 설상음은 ‘ㄷ, ㅌ, ㄸ’로, 정치음은 ‘ㅈ, ㅊ, ㅉ’로 주음하고, 특히 澄모 가운데 船모와 일
부 崇모는 ‘ㅆ’로 주음하였다. 이것은 당시의 현실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조운성,
2011:28).
『동국정운』의 편찬자들은 성모의 자질로 칠음과 청탁을 중요시했는데, 이들은 성운학의
기본 자질이다.
칠음과 청탁 가운데 여전히 견해 차이가 큰 음가는 전탁이다. 전탁의 음가에 관해서는 크
게 유성음으로 보는 견해와, 경음으로 보는 견해로 나뉜다. 대체적으로 중국어학계에서는
유성음으로, 그리고 국어학계에서는 경음으로 봐 왔으나, 최근에는 국어학계에서도 유성음
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한어(漢語) 중고음의 전탁이 유성음이었기 때문일 것이
다. 김유범․고경재(2019:28)는 ‘한자음 표기에서 유성음을 지향한 각자병서자들이 실제로는
경음으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그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전탁이 15세기 당시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 유성음으로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동국
정운』의 편찬자들이 그 방언음을 중시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차탁에 대해서
는 ‘반청반탁(半淸半濁)’이나 ‘불청불탁(不淸不濁)’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당시의 학자
들이 굳이 불청불탁을 쓴 이유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청과 탁을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나눈다면 차탁이라는 용어가 타당하나, 청과 탁이 무성음과 유성음의 대립을 보이지 않는다
면 차탁이라는 용어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탁을 유성음으로 보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음으로 보면 전탁 가운데 후음인
‘ㆅ’의 음가가 문제가 된다. ‘ㅎ’의 경음이 음성학적으로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김유범․
고경재(2019:38)는 ‘실현 음가는 [h]였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유범․
고경재(2019:39)가 각주 45)에서 언급한 대로 ‘ㆅ’이 ‘ㅎ’과 다른 조음 위치를 가질 가능성
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구개수음이나 인두음, 혹은 연구개음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칠음의 음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지만, 반치음만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는 [z]를 그 음가로 보고 있으나, 아직 해명되지 못한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접근음으로 그 음가를 파악한 張碩(2017)도 그런 의미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3. 운모
『동국정운』의 운류와 당시 현실음의 대응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3> 동국정운의 운류와 당시 현실음의 중·종성
운

운

현

목

류

실

광운 운목

결합되는 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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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登開

牙·舌頭·唇重·齒頭·喉·來

蒸開
蒸開
庚2開

牙·齒·喉·來
舌上·唇重·齒·日
牙·舌·唇重·正齒·喉·來

齒(精·莊系)
唇重(舒聲), 齒(章系)
喉(匣)

耕開
登合

舌上·唇重·正齒·喉·來
牙·喉

牙(溪), 喉(匣)



庚2合·耕合
登合
東1·冬

牙·喉
牙·喉
牙·舌頭·唇重·齒頭·喉·來

牙(見), 喉(曉)





鍾

牙·唇輕·喉

喉(影)





東3
鍾
唐開

唇
舌上·齒·喉·來·日
牙·舌頭·唇重·齒頭·喉·來

喉(以)





江

牙·唇重·喉






陽開
陽開
唐合

牙·唇輕·正齒
舌上·齒·喉·來·日
牙·喉





江

舌上·正齒·來










陽合
東3
東3

牙·喉
牙·喉
舌上·齒·喉·來·日

鍾
淸開

喉
牙·舌上·唇重·齒·喉·來

靑開

牙·舌頭·唇重·齒頭·喉·來

庚3開

牙·唇重·喉

耕開

牙

庚2開

喉

曉

蒸開
淸合

唇重
牙·喉

入聲

靑合

牙·喉

庚3合

喉

蒸合
痕
眞B開

喉
牙·舌頭·喉
牙·喉

欣

牙·喉

痕

喉













觥





肱



揯

公

江

弓





京









根





昆







臻
眞A開
魂
寒

正齒
牙·舌上·唇重·齒·喉·來·日
牙·舌頭·唇重·齒頭·喉·來
牙·舌頭·齒頭·喉·來





刪開·山開

牙·舌上·唇重·正齒·喉





桓
桓

唇重
牙·舌頭·齒頭·喉·來

干

正齒(莊系)
齒(精·章系)

喉(影)
喉(曉·以)
曉

入聲
喉(影)

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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君









 

鞬

簪
甘

























 
箝






ㅗ



ㅛ

高

牙·正齒·喉
牙·唇輕·喉
牙·舌上·齒·喉·來·日

眞合
元開

牙·喉
牙·喉

仙B開

牙

元合
先開

唇輕
牙·舌頭·唇重·齒頭·喉·來

仙A開
元合

牙·舌上·唇重·齒·喉·來·日
牙·喉

仙B合
仙A合

牙·來
牙·舌上·齒·喉·日

先合
侵
侵
侵
談·覃

牙·喉
正齒
牙·唇重·喉
舌上·齒·來·日
牙·舌頭·齒頭·喉·來

銜·咸
鹽B·嚴

牙·舌上·正齒·喉
牙·喉

凡
鹽A

唇輕
舌上·唇重·齒·喉·來·日

添
豪

牙·舌頭·齒頭·喉
牙·舌頭·唇重·齒頭·喉·來

肴
宵

唇重
牙·舌上·唇重·齒·喉·來·日

蕭

牙·舌頭·齒頭·喉·來

肴
侯

牙·舌上·正齒·喉
牙·舌頭·唇重·齒頭·喉·來

舌頭(端·透·定)

尤
尤

牙·唇輕·正齒·喉
舌上·齒·喉·來·日

正齒(莊系), 喉(影·云)
齒(精·章系), 喉(曉·以)

莊系
齒(精·章系)



ㅜ



ㅠ

幽

牙·唇重·喉



ㆍ

侯
支開·脂開·之
支A開·脂A開

舌頭
齒
牙·舌上·唇重·正齒·喉·來·日

泥
精系·崇·生·俟
正齒(章系)



ㅣ

之

舌上·正齒·喉·來·日

正齒(章系), 喉(以)

微合
咍

唇輕
舌頭·齒頭·喉·來

舌頭(端·透·定)

灰
支B開·脂B開

唇重
牙·正齒·喉

正齒(莊·初)

ㅢ

之

牙·正齒·喉

正齒(莊·初), 喉(影·曉·云)

牙·喉
牙·舌頭·齒頭·喉·來
牙·舌頭·唇重·齒頭·喉·來

鳩

貲

刪合·山合
文
諄





ㆎ

傀



ㅚ

微開
灰·泰合
泰開

佳



ㅐ

佳開

牙·舌上·唇重·正齒·喉

皆開

牙·唇重·正齒·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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夬開

舌上·唇重·正齒·喉

咍
佳合·皆合

牙·舌頭
牙·喉

ㅙ1)

夬合
支B合·脂 B合·微

牙·正齒·喉

ㅟ

合



ㅠ

祭合
支A合·脂A合
齊開



ㅖ



嬀



ㅚ

雞


孤

歌

拘
居

ㅖ



ㅗ



ㅏ

舌頭(泥)

牙·喉
牙·喉

喉(云)

牙·舌上·齒·喉·來·日
牙·舌頭·唇重·齒頭·喉·來

祭開

牙·舌上·唇重·齒·喉·來

廢合

唇輕

廢開
祭合

牙
舌上·齒·喉·日

齊合

牙·喉

廢合
模

喉
牙·舌頭·唇重·齒頭·喉·來

魚
歌

正齒
牙·舌頭·齒頭·喉·來

麻2開

牙·舌上·唇重·正齒·喉

戈
麻3開

唇重
齒·喉·日

戈3開
戈

牙
牙·舌頭·齒頭·喉·來



ㅑ



ㅘ

麻2合

牙·舌上·正齒·喉

ㅜ
ㅠ
ㅓ
ㅕ

戈3合
虞
虞
魚
魚

牙·喉
牙·唇輕·正齒·喉·來
舌上·齒·喉·日
牙·喉
舌上·齒·喉·來·日






喉(以)

莊系

正齒(莊系), 喉(影·曉·云)
齒(精·章系), 喉(以)
喉(影·曉)
齒(精·章系), 喉(以)

위의 표를 보면 『동국정운』의 운류가 거의 대부분 당시 현실음의 중·종성을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즉 『동국정운』의 편찬자들은 당시 현실음을 조사하여 주된 소리를 기본으로
삼아 여기에서 벗어난 것을 교정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음을 따르지 않고 인위적으로 표기
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개합을 철저히 구분한 것이다. 당시 우리의 현실음으로는 합구가
아닌 ‘, , ’는 물론이고, 戈운 합구 설두음, 그리고 심지어 江운 설상·정치음과 來모까
지 모두 합구 표기를 하였다(조운성, 2011:105-9).
林茶英(2019)은 개합 이외에도 음절제약, 운부의 구별, 그리고 홍세의 구별을 중성의 수
정 유형으로 추가로 제시하였다.
현실음은 주로 ‘, ㅠ’임에도 불구하고 ‘, ’로 주음한 것은 운부를 구별하기 위해서이다.
즉 현실음대로 ‘’으로 주음하면 弓운의 주음과 같아져 曾․梗섭과 通섭이 구별되지 않기 때
1) 林茶英(2019:126)은 佳․夬운의 중성이 (주로) ‘ㅘ’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佳운의 ‘畫’와 夬운의 ‘話’
의 현실음이 ‘:화’이고, 夬운 ‘快’의 현실음이 ‘․쾌’이기 때문이다. 즉 夬운에 속하는 두 자가 하나는
‘ㅘ’, 다른 하나는 ‘ㅙ’의 현실음을 갖는데, 이 표에서는 그 가운데 ‘ㅙ’를 내세운 것이다. 한편 林茶
英(2019:126)은 <표 85>에서 ‘快’의 현실음 중성을 ‘ㅚ’로 잘못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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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마찬가지로 ‘’로 주음하지 않은 것도, 拘운과 같아져 止섭과 遇섭이 구별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2). 그리고 林茶英(2019:67)은 현실음이 주로 ‘’으로 나타나는 痕운을
‘’으로 주음한 것은 眞운 B류와 구별하기 위해서라고 보았다. 또한 蟹섭의 경우, 자모운에
따라 1등은 ‘’, 2등은 ‘’로 주음한 것으로 보인다(林茶英, 2019:126).
이와 같이 『동국정운』의 편찬자들은 운모의 자질로 개합과 등(等)을 중요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은 성운학의 기본 자질이다. 그런데 『동국정운』이나 『훈민정음』에는 이
두 용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용어만 다를 뿐, 개합은 『훈민정음』에서는 합벽(闔
闢)이, 그리고 『동국정운』에서는 경중(輕重)이 대신 쓰이고 있다. 합벽은 소옹(邵雍)의 ‘벽
흡(闢翕)’에서 온 것으로 보이고, 경중은 「칠음략」 등에서 쓰이던 용어이다. 그런데 등의
의미로 보이는 ‘심천(深淺)’은 『동국정운』과 『훈민정음』에서 모두 쓰이는데, 그 유래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심천이 등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다음의 표를 보면 알 수 있다(兪昌
均, 1959:39).
<표 4> 훈민정음의 11모음과 等의 관계
등

모음

11모음

1·2등

ㆍ

ㅗ

ㅏ

3등

ㅡ

ㅜ

ㅓ

4등

ㅣ

ㅛ/ㅠ

ㅑ/ㅕ

그런데 성운학에서 이야기하는 등은 일반적으로 넷으로 나뉜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 보이
듯이 훈민정음의 중성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등의 변화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12세기 말엽에 출현한 것으로 보는 『절운지장도』에서는 대체적으로 1등과 2
등이 구별되지만, 3등과 4등은 나누어지지 않되, 중뉴가 일부 나타난다. 그리고 13세기 말
의 『고금운회거요』에서는 1등과 2등은 합쳐졌지만, 2등의 아·후음자는 독립되어 있다. 그
리고 많은 경우 3등과 4등은 나누어지지 않으나, 중뉴가 나타난다. 또한 『홍무정운』
(1375)의 반절을 계련해 보면, 1등과 2등이 구별되고, 3등과 4등은 나누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뉴도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중고음 후기부터 1등과 2등이 먼저
합쳐지고, 그 이후 3등과 4등이

합쳐지며, 중뉴가 일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근

대음 자료에 나타나는 양상이 그렇게 질서정연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5세기의 우리나라
학자들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등이라는 용어 대신 심천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찾았을 가
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조운성(2011:56)은 ‘당시 중국과 한국 한자음에서 1등과 2등이 거의 구별되지 않고 3등
과 4등이 나눠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등의 개념을 정음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충
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심천이 등의 의미로 쓰인 것이 맞다면, 이 견해는 수정되
2) 조운성(2011:95)은 ‘합구임을 고려해’ 주음하였다고 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ㅠ’는 3등과 합구의
반영이고, 주모음은 ‘’의 ‘ㅣ’이기 때문이다. 林茶英(2019:133)은 ‘ㅠ’를 ‘’로 수정한 것은 운부의
구별 외에, ‘ㅠ’가 주모음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ㅠ’ 뒤에 주모음을 나타내는 ‘ㅣ’를 더하는
방법으로 수정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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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것이다.
운모의 음가에 관련해서는 종성에 쓰인 ‘ㅱ’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는 效섭과 流섭이
음성 운미 [w]를 갖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遇섭과 구별하기 위한 표기로 볼 수 있을 것이
다.

4. 성조
『동국정운』의 성모는 『고금운회거요』의 겉 체계를 예외 없이 따랐다. 즉 속 체계인
자모운을 따른 것이 아니다.
『동국정운』의 편찬자들은 성조가 넷으로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자질로 ‘질서
(疾徐)’ 또는 ‘완급(緩急)’을 제시하고 있다. 질서는 『동국정운』에, 그리고 완급은 『훈민정
음』에 보인다(兪昌均, 1966:85-6). 성모에 관해서는 칠음과 청탁이, 운모에 관해서는 등과
개합이 일찍부터 널리 쓰인 반면에, 성조에 관해서는 사성 이외에는 보편적으로 쓰이는 용
어는 없는 것 같다. 입성에 대해 평․상․거성을 서성이라 부르기도 하나, 이른 시기부터 일반
화된 용어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15세기의 우리나라 학자들은 입성의 특성을 중시하여, 질
서나 완급의 자질을 새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영보래’의 개념이 나오는데, 음가와 관련해서는 ‘ㆆ’을 ‘질(疾)’ 또는 ‘급(急)’
의 자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3).

5. 결론
『동국정운』의 편찬자들은 성모에서는 칠음과 청탁, 운모에서는 개합(경중)과 등(심천),
그리고 성조에서는 사성과 질서를 바뀔 수 없는 자질로 보았다. 그리고 이미 널리 알려진
대로, 종성에 ㅱ과 ㅇ을 사용하여 모든 음절이 초·중·종성을 갖추게 하였다. 이상이 바로 15
세기 우리나라의 정음관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실제적인 모습은 차익종(2014)과 伊藤貴祥(2014)에서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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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동국정운의 표기와 음운(조운성)
최미현(동의대)
이 연구 발표는 『동국정운』에 반영된 성모와 운모, 성조 등의 양상을 통하여 15세
기 우리나라의 정음관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여
러 문제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부분들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동국정운 한자음에 대하여 꾸준히 연구해 온 선생님의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논의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동국정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동국정운에 대한 학식이 부족하여 토론
자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간단한 몇몇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동국정운의 성모와 관련하여 ‘전탁’의 음가에 견해는 크게 유성음으로 보는 견
해와 경음으로 보는 견해로 나뉩니다. 발표문에 견해 차이에 대한 내용이 잘 제시되
어 있지만, 동국정운에 대해 열심히 연구해 온 선생님의 개인적인 입장은 어느 쪽
인지 궁금합니다.
2. 동국정운의 운류는 거의 대부분 당시 현실음의 중·종성을 따랐는데, 현실음에
근거한 한자음의 교정이 유독 중성의 교정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3. 동국정운을 비롯한 한자음 연구는 그 연구의 바탕이 되는 토대 작업만으로도
시간 소요가 상당하여 유독 한자음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은 듯합니다. 동운정운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하여 앞으로 어떤 논의와 문제
등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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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석(한국교원대)

1. 서론
15세기에 창제된 훈민정음은 누구나 쉽게 익혀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는 점에서 언
중들의 문자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음성을 표기하는 다양한 방
식들을 고안하고 이를 적용함으로써 언어에 대한 통찰력과 분석력을 개발하고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시간적인 간극이 큰 탓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몇몇 문자 및 표기의 발음을 현대인
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훈민정음의 ‘종성
해’에 언급되어 있는 이른바 팔종성법에 대한 것이다.
팔종성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대인들의 인식대로라면 종성 위치에서 제 음가대로 발음되
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ㅅ’을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받침으로 표기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ㅅ’ 받침의 실제 발음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고, 당시에는 음절말 /ㅅ/가 지금과
같이 불파되지 않고 외파음 [s]로 발음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룬다.
본고에서는 표기사의 관점에서 훈민정음의 팔종성법이 통시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
는지 살피는 한편 음운사의 관점에서 과연 음절말 /ㅅ/가 당시에 실제로 어떻게 발음되었을
지 살펴봄으로써 표기사와 음운사의 두 축을 함께 다루고자 한다.

2. 팔종성법의 내용과 종성 표기의 변화
2.1. 팔종성법의 내용
훈민정음의 ‘종성해’는 종성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종성해의 첫부분은 종성이
초성과 중성을 이어서 자운(字韻)을 이룬다는 설명과 함께 종성자의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이
후 종성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성자와 비입성자가 소리의 완급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설
명한다.
(1) 聲有緩急之殊∘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 不淸不濁之字∘其聲不厲∘故用於終則
宜於平上̊去｡ 全淸次淸全濁之字∘其聲爲厲∘故用於終則宜於入｡ 所以ㆁㄴㅁｏㄹㅿ六字
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
(소리에는 완급의 차이가 있으니, 평성, 상성, 거성은 종성이 입성의 촉급함과 같지 않
다. 불청불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지 않으므로 종성으로 쓰자면 평성, 상성, 거성에
해당한다. 전청, 차청, 전탁의 글자는 소리가 세므로 종성으로 쓰자면 입성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ㆁㄴㅁｏㄹㅿ’ 여섯 자는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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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종성이 된다.)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일반적으로 입성은 파열음의 음절말 불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박태권 1964)1). 위의
설명대로라면 전청에 속하는 /ㄱ, ㄷ, ㅂ, ㅅ, ㅈ/와 차청에 속하는 /ㅋ, ㅌ, ㅍ, ㅊ, ㅎ/가 종
성의 위치에서 불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 반면 불청불탁에 속하는 비음과 유음은 종성의 위
치에서 파열음의 불파음과는 달리 기류가 완전히 차단되지 않고 비강이나 구강으로 흐르기 때
문에 비입성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었다.
여기까지는 현대 국어의 음운론적인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문제는 바로 뒤에 나오는 종
성 표기에 대한 설명에서 발생한다.
(2) 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如곶爲梨花 의갗爲狐皮 而ㅅ字可以通用 故只用
ㅅ字。(그러나 ㄱㆁㄷㄴㅂㅁㅅㄹ 여덟 자만 가지고도 쓸 수 있다. 곶[梨花], 의갗[狐
皮]과 같이 ‘ㅅ’ 자로 두루 쓸 수 있는 경우에는 ‘ㅅ’ 자만 사용한다.)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1)의 설명과는 달리 (2)에서는 8개의 자음자만 가지고 종성을 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얼핏 보면 현대 국어의 평파열음화 현상을 표기에 반영한 것처럼 보이지만, ‘ㅅ’이 포함
되어 있다는 점이 현대 국어의 평파열음화 현상과 다르다.
이 때문에 /ㅅ/가 종성 위치에서 어떻게 발음되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에 대
해서는 해석이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는 중세 국어의 음절말 /ㅅ/가 현대 국어와는 달리 외
파음 [s]로 발음되었다는 것이고, 둘째는 현대 국어와 같이 불파음 [t˺]로 발음되었다는 것이
다. 사이시옷의 경우를 분리하여 음절말 /ㅅ/가 [s]로 외파되었으나 사이시옷만은 [t˺]로 불파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종성해의 음운론적인 설명은 불파음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앞서 (1)에서 전
청, 차청, 전탁의 글자는 소리가 세므로 종성으로 쓰자면 입성에 해당한다고 하였는데, 이 설
명대로라면 전청자에 속하는 ‘ㅅ’이 음절말에서 불파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은
이어지는 종성해의 다음 설명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3) 五音之緩急∘亦各自爲對｡ 如牙之ㆁ與ㄱ爲對∘而ㆁ促呼則變爲ㄱ而急∘ㄱ舒出則變爲ㆁ而
緩｡ 舌之ㄴㄷ∘脣之ㅁㅂ∘齒之ㅿㅅ∘喉之ｏㆆ∘其緩急相對∘亦猶是也｡ (오음의 느리고
빠름이 또한 각자 대(對)를 이룬다. 아음의 ‘ㆁ’과 ‘ㄱ’이 대를 이루어, ‘ㆁ’을 빨리 발음
하면 ‘ㄱ’으로 변하여 급하고, ‘ㄱ’을 천천히 내면 ‘ㆁ’으로 변하여 느리다. 설음의 ‘ㄴ’
과 ‘ㄷ’, 순음의 ‘ㅁ’과 ‘ㅂ’, 치음의 ‘ㅿ’과 ‘ㅅ’, 후음의 ‘ㅇ’과 ‘ㆆ’이 느림과 빠름의 대
를 이루는 것 또한 이와 같다.)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3)은 (1)의 설명 중 전청과 불청불탁의 완급 대립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음
1) 박태권(1964)는 ‘내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선행 연구에서 ‘내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본고
에서는 용어를 ‘불파’로 통일하였다.
2) 중세국어 표기에서 실제로 전탁자가 종성자로 쓰인 예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을 한
것은 불청불탁자와 불청불탁자가 아닌 글자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기저형의 음절말에 전탁음이 오는 경우가 있다면 불파되었을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전혀 문
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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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말에서 ‘ㅿ’은 느리고 ‘ㅅ’은 빠르다고 함으로써 음절말에서 /ㅅ/가 불파음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3).
(1)과 (3)의 맥락 속에서 (2)의 팔종성법을 해석한다면, 받침 ‘ㅅ’과 ‘ㄷ’은 모두 불파음으로
발음되어 사실상 동일한 발음으로 실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동안 (2)의 팔종성법을 종성해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하지 않고 문헌의 표기 사례
만을 중심으로만 해석해 왔다.
물론 구체적인 문헌 자료들을 이용하여 이 표기법의 원리를 밝히고 구체적인 발음을 추정하
는 작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팔종성법이 제시된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문헌 표기만을 가
지고 구체적인 표기의 발음을 추정하는 것은 불완전한 연구가 될 수밖에 없다.
종성해의 전체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종성 /ㅅ/는 불파음 [t˺]로 발음되었던 것으로 보이
며, 이에 따라 종성 /ㅅ/와 /ㄷ/는 사실상 동일한 발음으로 실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문헌 표기를 이용한 음가 추정은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다.

2.2. 종성 표기의 변화
종성해에서 팔종성법을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몇몇 한글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팔종성 이외의 자음자를 받침으로 표기하였다4).
(4) 가. 곶 됴코 여름 하니 (有灼其華) <용비어천가 1:1b>
三賊이 좇거늘 (三賊逐之) <용비어천가 5:38a>
믈 깊고  업건마 (江之深矣 雖無舟矣) <용비어천가 5:30a>
나. 다 곶 두 고지 空中에 머믈어늘 <월인천강지곡 상:3a>
쏜 살이 세 낱 붚 여디니 <월인천강지곡 상:15a>
용비어천가는 1447년에 간행되었지만, 국문 가사가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먼저 지어졌기
때문에 팔종성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이기문 1963:82, 지춘수 1971). 월
인천강지곡은 1449년 세종이 직접 지은 것으로 팔종성법이 규정된 훈민정음 해례본보다 뒤
에 간행되었지만, 훈민정음을 직접 창제한 세종의 작품이기에 팔종성법을 따르지 않고 모든
자음을 받침으로 표기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월인천강지곡이 처음부터 모든 자음을 받침으로 표기했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
는 ‘ㅿ’을 제외하고는 팔종성법에 따라 받침을 표기하여 인출하였으나, 그후 인쇄된 종이에 목

3) (2)의 설명을 보면 음절말에서 /ㅿ/와 /ㅅ/의 발음이 중화되어 구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3)의
설명을 보면 음절말에서 /ㅿ/와 /ㅅ/의 발음이 느림과 빠름의 측면에서 구별된 것처럼 보여 모순되
는 진술처럼 생각된다(지춘수 1964). 이와 관련하여 이인자(1985)는 (3)의 설명이 운서 체계의 사성에
입각한 한자음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실제로 고유어 종성자로 사
용하지 않은 후음 ‘ㅇ’과 ‘ㆆ’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3)의 설명이 이론적인 체계 중
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고유어 표기로도 활용형 ‘어, 아’, 곡용형 ‘
이, 의’, 명사 단독형 ‘, ’ 등에서 실제로 ‘ㅿ’이 받침으로 사용되었으므로 ‘ㅿ’과 ‘ㅅ’의 대립을
한자음의 경우로만 국한할 필요는 없다. 물론 이때 음절말 ‘ㅿ’의 구체적인 음가에 대해서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이지만, (3)의 설명이 체계 중심의 이론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유어 표
기에 활발하게 사용된 받침 ‘ㅅ’의 실제 음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
4) 월인천강지곡에서는 ‘맛거늘, 닛디’ 등으로 어간말의 /ㅈ/를 ‘ㅅ’으로 표기한 예들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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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를 별도로 만들어 찍는 방식으로 받침 ‘ㅈ, ㅊ, ㅌ, ㅍ, ㅿ’ 등을 표기하였다(안병희 199
2)5). 아마도 이러한 수정은 세종이 직접 지은 작품이라는 점에서 세종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이기문 1963:82, 지춘수 1971).
이러한 두 문헌의 표기 방식 때문에 예의의 종성부용초성과 해례의 팔종성법이 표기법으로
서 충돌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용비어천가의 국문 가사가 훈민정음 해
례보다 먼저 지어진 점, 월인천강지곡의 표기가 인쇄 후 나중에 수정된 점, 예의의 ‘종성부
용초성’이 순서상 초성자, 중성자 다음에 종성자를 소개할 부분에 등장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
면 그렇게 해석하기가 어렵다. ‘종성부용초성’은 표기 규정이 아니라 종성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통용하게 한다는 문자 제정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이다(이기문 1963:25).
앞서 언급한 두 문헌 외의 다른 15세기 문헌들은 대체로 팔종성법의 큰 틀을 따른다. 간혹
팔종성 이외의 받침이 쓰이기도 하지만, 예가 극소수여서 팔종성법의 큰 틀을 벗어났다고 보
기는 어렵다.
이들 문헌에서 받침 ‘ㅅ’과 ‘ㄷ’의 혼기 사례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혼기 예들은 대
부분은 받침 ‘ㅅ’을 ‘ㄷ’으로 적은 경우이다. 받침이 ‘ㅅ → ㄷ’로 혼기되는 현상은 표기법의
변화로 보기 어렵다. 이는 종성 /ㅅ/의 실제 발음을 ‘ㄷ’으로 적은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 발
음이 반영된 표기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예에 대해서는 표기법이 아닌 음가 문제를
다루는 3장에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반면 받침 ‘ㄷ’을 ‘ㅅ’으로 적는 혼기는 표기법 차원의 변화라 할 수 있다. 종성 /ㅅ/와 /ㄷ
/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았다면 현실 발음이 불파음 [t˺]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ㄷ’이 아닌
‘ㅅ’으로 표기했다면 이는 실제 발음과는 달라 특별한 표기의 원리가 작용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표기법상의 변화라 할 수 있을 정도의 대규모 변화는 1577년에 간행된 야운자경, 발심
수행장, 성초심학인문 등의 문헌에서 발견된다. 이 문헌들에서는 종래에 ‘ㄷ’ 받침으로 써
오던 것을 ‘ㅅ’ 받침으로 표기한 예가 많이 보인다(이기문 1961:97, 이기문 1963:145).
(5) 조왼 일 곳 아니어 (非要事이) <성초심학인문 11a>
그러나 이들 문헌에는 다음과 같이 여전히 ‘ㄷ’ 받침을 표기한 예들이 있기 때문에 받침 표
기만을 봤을 때는 이전 시기의 다른 문헌들과 마찬가지로 팔종성법 표기를 따른다고 할 수 있
다. 다만, 이전 시기에 ‘ㄷ’ 받침으로 표기했던 것들을 다수 ‘ㅅ’ 받침으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칠종성법으로 변화해 가는 과도기적인 과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6) 노 소리로 고춤 받디 말며 (不得高聲涕唾여) <성초심학인문 5a>
다 의 연 긔여 혜디 말롤디니라 (不得攀緣異境) <성초심학인문 9a>
칠종성법 표기는 17세기 말의 박통사언해(1677)와 역어유해(1690)에 와서 완성된다(이
익섭 1992:333~336). 다음과 같이 기존에 ‘ㄷ’ 받침으로 표기하던 것들이 모두 ‘ㅅ’ 받침으로

5) ‘ㅿ’ 받침의 경우 원래부터 인쇄된 경우도 있고 ‘ㅅ’을 ‘ㅿ’으로 교정한 경우도 있다(안병희 1992). 팔
종성법을 따르지 않은 용비어천가나 월인천강지곡은 물론 팔종성법을 따른 15세기의 여러 문헌
에서도 일반적으로 ‘ㅿ’을 받침으로 표기해 왔기 때문에(이기문 1953:83) 교정하기 이전의 월인천강
지곡에 ‘ㅿ’이 받침으로 표기된 예가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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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되고 ‘ㄷ’ 받침 표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7) 내 아직 너려 뭇노니 (我且問你) <박통사언해 하:56a>
언머 밧고 려 다 (要多少賣) <박통사언해 중:57a>
이러한 칠종성법은 문헌에 따라 일부 ‘ㄷ’ 받침을 표기하는 예외를 보이기도 하나 20세기
전반기까지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오다가 1930년 ‘언문철자법’에 의해 ‘ㄷ’을 비롯한 다른 자음
자들도 받침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

3. 종성 /ㅅ/의 음가
3.1. /ㅅ/, /ㅈ/, /ㅊ/의 중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종성해에서는 ‘곶’과 ‘의갗’의 받침을 모두 ‘ㅅ’으로 적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ㅅ’, ‘ㅈ’, ‘ㅊ’, ‘ㅿ’이 모두 종성에서 같은 소리로 발음되었을 것이라는 가
정을 세울 수 있다.
이 중 /ㅅ/와 /ㅿ/의 중화 문제는 /ㅿ/의 기본 음가 및 표기 원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설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ㅅ/, /ㅈ/, /ㅊ/를 받침
‘ㅅ’으로 통일하여 적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표기의 양상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한다. 하나는 받침 ‘ㅅ’의 음가를
외파음 [s]로 보아 /ㅈ/, /ㅊ/가 음절말에서 [s]로 중화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또 다른 견해는
받침 ‘ㅅ’의 음가를 불파음 [t˺]로 보아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ㅅ/. /ㅈ/, /ㅊ/가 음절말에
서 불파음 [t˺]로 중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전자의 견해로는 이기문(1961:108), 이기문(1972a), 김영진(1986) 등이 있고, 후자의 견해로
는 지춘수(1964), 박창원(1984), 이근수(1986), 최남희(1994, 1995) 등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이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들을 보면 /ㅅ/, /ㅈ/, /ㅊ/의 중화에 대한 해석과 종성 /ㅅ/의 음
가 추정에 대한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이기문(1961:108)은 음절말의 /ㅅ/가 /ㅈ/, /ㅊ/와 중화되었으나 /ㄷ/, /ㅌ/와는
중화되지 않았다며, 15세기의 음절말 /ㅅ/가 내파적 s로 발음되었다가 15세기 말경에 t음화
한 것으로 보았다6). 그런데 이 ‘내파적 s’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음이었는지, 실제로 발음이 가
능한 음이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이기문(1972a:133)는 음절말에서 /ㅅ/, /ㅈ/, /ㅊ/의 대립이 중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음절
말 자음들이 불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나, 음절말 /ㅅ/와 /ㄷ/의 대립과 관련해서는 종성
/ㅅ/가 외파음 [s]로 발음되었다고 보아 불파와 외파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7). 박창원
(1984)는 /ㅈ/, /ㅊ/가 불파화로 인해 중화한다고 해서 중화된 위치의 ‘ㅅ’ 음을 불파음으로
조음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매우 애매한 태도를 취하였다.

6) 선행 연구의 ‘내파’를 모두 ‘불파’로 바꾸었으나 이 경우에는 ‘내파적 s’라는 표현의 의도를 직접적으
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내파’라는 용어를 그대로 옮겨 왔다.
7) 이기문(1972a:133)에서 사용한 용어 역시 ‘내파’인데, 음절말에서 /ㅅ/, /ㅈ/, /ㅊ/가 내파되었다고
한 것은 이기문(1961:108)에서 언급한 ‘내파적 s’를 의미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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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희(1994, 1995) 역시 15세기에 /ㅅ/가 [s]로 외파되었다고 보면서도 당시에 /ㅅ/가 불
파화되는 과정 중에 있었고 외파되었다 하더라도 약한 터뜨림소리였을 것으로 보아 /ㅅ/, /ㅈ
/, /ㅊ/의 중화는 [t˺]로 중화되는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많은 선행 연구에서 /ㅅ/, /ㅈ/, /ㅊ/의 중화와 관련된 설명이 명확하지 못한 것은,
받침 ‘ㅅ’과 ‘ㄷ’의 구별 표기와 받침 ‘ㅅ’, ‘ㅈ’, ‘ㅊ’을 ‘ㅅ’으로 통일한 표기가 서로 다른 해
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전자를 보면 받침 ‘ㅅ’이 외파음 [s]로 발음되었을 것 같지만, 후
자를 보면 받침 ‘ㅅ’, ‘ㅈ’, ‘ㅊ’이 불파음 [t˺]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입장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광모(2012)는 다음과 같이 바스크어와 위구르어에서 음절말
의 파찰음이 마찰음화하는 현상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8) hitz + keta → hizketa (tz는 [ʨ], z는 [ɕ])
aberats + tu → aberastu
그러나 위의 현상은 /ㅅ/, /ㅈ/, /ㅊ/의 음절말 중화와 성격이 다르다. 중세 국어 /ㅅ/, /
ㅈ/, /ㅊ/의 음절말 중화는 음절 구성 제약과도 같이 종성의 위치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으로 파악이 되지만, 위의 현상은 파찰음과 파열음의 연쇄에서 선행 파찰음이 마찰음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특정한 음의 연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9) 곳 가온마다 化佛이 잇더시니 <석보상절 11:2a>
거우루에  뵈 아니면 <월인석보 8:64a>
위와 같이 중세국어 문헌에서는 음절말 /ㅈ/, /ㅊ/가 특정한 형태론적인 조건이나 후속음
에 대한 조건 없이 음절말 위치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ㅅ’으로 표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매우 강력한 제약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바스크어나 위구르어와 같이 특정한 형태ㆍ음운
론적인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현상과는 차원이 다르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의 영향력을 가진 제약으로 음절말 불파음화 현상 외의 다른 원인을 생
각하기가 어렵다. 음절말에서 다른 형태론적, 음운론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파찰음 /ㅈ, ㅊ/가
마찰음 [s]로 발음되는 현상은 여전히 다른 언어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으로, 현재로서는
중세국어 시기에 이러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할 길이 없다.
음절말의 /ㅈ/, /ㅊ/가 [s]로 발음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0) 가. 舍利弗이 須達 론 座애 올아 거늘 <석보상절 6:30a>
魔王波旬이 큰 德을 새오 디 몯야 시름더니 <월인천강지곡 상:9a>
錦繡 펴고 더시니 <월인천강지곡 상:42b>
나. 鴈王티 虛空애 라와 上座애 안늘 <석보상절 24:44a>
노 平床애 안 마롬과 時節 아닌 저긔 밥 먹디 마롬과 <석보상절 6:10b>
西天ㅅ 法에 모로매 프를 오 안니 <석보상절 3:42b>
어간 ‘앉-’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10가)와 같이 팔종성법의 적용을 받은
‘-’으로 표기되는데, (10나)처럼 이 ‘ㅅ’을 다음 음절의 초성과 합하여 ‘ㅺ, ㅼ’과 같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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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박창원(1984)는 (10가)의 예에서 받침 ‘ㅅ’이 [s]로 외파되었을 것으로 보았지만, (10가)와
(10나)가 동일한 발음에 대한 이표기라면,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경음으로 보는 일반적인
견해에 비추어 볼 때 (10가)에서 받침 ‘ㅅ’이 외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8).
이때의 ‘ㅅ’이 [s]로 발음되었다면 ‘거늘’과 ‘안늘’의 발음이 [anskənɨl]과 [ank’ənɨl]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반면 이때의 받침 ‘ㅅ’의 음가를 불파음 [t˺]로 보면 두 표기의 발
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9).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음절말에서 /ㅅ/, /ㅈ/, /ㅊ/
가 중화되는 방향은 외파음 [s]가 아니라 불파음 [t˺]였던 것으로 보인다10).

3.2. 종성 ‘ㅅ’와 ‘ㄷ’의 교체
일반적으로 중세 문헌의 받침 표기에서 ‘ㅅ’과 ‘ㄷ’이 교체되는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러
한 이유로 많은 연구 논저들에서 음절말의 /ㅅ/가 현대 국어처럼 [t˺]로 불파되지 않고 [s]로
외파되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한다11).
그런데 중세국어 문헌 표기에서 받침 ‘ㅅ’과 ‘ㄷ’이 혼기되는 예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가. 너비 七珍을 化며 寶媛을 해 더어 그   펴 (廣化七珍며 多增寶媛
야 縱恣其心야) <능엄경언해 10:62a>
가며 도라오며 노녀 녀  노며 (徃返遊行야 縱逸嬉戲며) <법화경언해
2:118a>
殺鬼 그 예 가며 도라오며 노녀 녀  주겨 주규믈 보 노티 니
라 (殺鬼ㅣ 徃返遊行於其間야 縱逸殺害야 視殺호 如戲焉니라) <법화경
언해2:119a>
둘흔 庖丁의    觀이오 (二 庖丁恣刃觀이오) <원각경언해 하
2-2:9a>
나. 내 어미 던 이 오직 고기와 쟈래 즐겨 머그며 삿기 만히 머구 봇그며
구  먹더니 <월인석보 21:54a>
제 허므리 잇거든  이 드러 내에  닐온 自恣ㅣ라 (自有愆失이어든 恣任
僧擧  曰自恣ㅣ라) <능엄경언해 1:29a>

8) 김영진(1986)은 (10가)와 (10나)의 복수 표기를 통해 /ㅅ/가 외파되어 발음되기도 하고 불파하여 뒤의
자음을 경음으로 만들기도 했다고 해석하였으나, 이러한 복수 표기는 ‘가락 ~ 손락, 믌결 ~ 믈’
등과 같이 사이시옷 표기에서 흔히 보이는 것으로 두 표기의 발음이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ㅅ
계 합용병서의 음가가 경음이었다는 점은 이기문(1972a:123~124)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9) 물론 이때 ‘거늘’은 경음화와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 의해 현대 국어에서와 같이 [안꺼늘]로 발음되
었을 것이다. 국어의 자음군 단순화 현상 자체가 음절말 불파 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므로, 받침
‘ㅅ’이 외파되었다면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받침 ‘ㅅ’이 불파되었
다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 발음이 현대 국어와 같아지게 된다.
10) 허응(1958:152)는 (10)의 예들을 오히려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를 자음군이 아닌 경음으로 보는 증거
로 활용하였다.
11)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연구 논저로 안병희(1959:10), 허웅(1965:327), 김필규(1976), 최남희(1995)
등 매우 다양한 연구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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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젯 사미 해 져즐 取야 齋 도와  시브며  머거 葷穢 避티 아
니니 (而今人이 多取牛乳야 助齋야 大嚼恣噉야 不避葷穢니) <능엄
경언해 6:99a>
그 시혹 五欲애  커나 시혹 다 道 으 사마 니기거나 (其有或恣心
五欲거나 或宗習異道커나) <원각경언해 상1-2:93b>
어드우미 어드운 밤거든 혜  行야 種種로 들 내야 (惛黑 如暗夜 恣
行計校 種種生情) <원각경언해 하3-1:54b>
다. 이 야 비록 尊야 기픈 지븨 이셔 五欲 젼 고도 져믄 고  오
래 믿디 몯 꺼시니 <석보상절 11:36b>
닐웻 예 네 快樂 젼 얀다 <석보상절 24:28b>
시혹 伽御內예 젼 淫欲 行커나 시혹 주기거나 시혹 害커나 <월인석보
21:39b>
라. 그 사미 즉자히 七寶冠 쓰고 采女ㅅ 가온 긋 즐겨리니 <석보상절 21:58a>
내 녜 너를 安樂 得야 五欲 긋 게 코져 야 <월인석보 15:23b>
위와 같이 15세기의 문헌에서 ‘, , 젼, 긋’이 교체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마음껏, 마음대로, 함부로’ 등의 의미를 나타내는데, 한문 원문으로는 대체로 ‘恣’나 ‘縱逸’에
대응된다. 이들 표기에서 받침 ‘ㅅ’과 ‘ㄷ’이 혼기되는 것은 음절말에서 /ㅅ/와 /ㄷ/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이인자 1985, 이익섭 1992:314).
그런데 안병희(2003)과 고광모(2012)는 이들을 동일한 발음의 이표기로 보지 않고 둘째 음
절의 ‘’과 ‘’을 서로 다른 요소로 봄으로써 종성 /ㅅ/의 불파음화를 인정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안병희(2003)은 ‘’과 ‘, 긋’의 구성 요소가 다르다고 보았다. ‘’은
‘젼(專)+[如]’으로, ‘긋’은 ‘젼(專)+긋’으로 분석하고, ‘’의 경우에는 ‘긋’의 ‘긋’이 ‘’
의 모음에 이끌려 ‘’이 되었다고 보았다. 고광모(2012)는 ‘’을 ‘젼[邊]’과 ‘[邊, 界]’
이 결합한 것으로 보고, ‘’의 둘째 음절 ‘’이 언중에 의해 부사 ‘[如]’으로 해석됨에 따
라 ‘’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았다12).
그러나 ‘’의 ‘’을 부사 ‘[如]’으로 분석하거나 민간어원에 의해 ‘’으로 변했다고 해
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사 ‘’은 ‘다, 다’의 어근 ‘’ 또는 ‘’이 단독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용례는 다음과 같다.
(12) 가. 내 님금 그리샤 後宮에 드르 제 하 벼리 눈  디니다 (我思我君 後宮是入
維時天星 散落如雪) <용비어천가 7;1a>
妻眷이 외 하  셤기다니 <월인천강지곡 상:51a>
한 쇼 내니 몸 크고 다리 크고 두 이 갈  캅고 <월인천강지곡 상:59b>
이 보미 비록 微妙히 精  미 아니나 둘찻   디위  그르메 아니
니라 (此見이 雖非妙精明心이나 如第二月디위 非是月影이니라) <능엄경언해
2:27a>
나. 十方佛毋ㅣ 외야 듣글 터럭  國土애 緣을 조차려 나며 (爲十方佛母
야 於塵毛國土애 隨緣降誕며) <능엄경언해 1:9b>
12) ‘[如]’을 부사로 볼 수 있을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고광모(2012)를 따라 ‘부사’로 취급하도록 한다.
고광모(2012)에서는 사전에 따라 ‘’을 부사 또는 조사로 달리 처리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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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에서 보듯이 부사 ‘’은 선행어와의 사이에 ‘ㅅ’을 취하지 않는다. (12나)와 같이 초
성이 탈락한 ‘’ 형태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선행어와 결합하면서 초성이 된소리
로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다. 반면 ‘, 젼, 긋’은 공통적으로 선행어와 결합하면서 ‘ㅅ’
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나 ‘긋’의 초성이 된소리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부사 ‘’과 ‘’의 ‘’은 선행어와 결합할 때 형태ㆍ음운론적으로 서로 다른 양상
을 보인다. 따라서 안병희(2003)처럼 ‘’의 ‘’을 부사 ‘’으로 보거나 고광모(2012)처럼
언중이 ‘’의 둘째 음절을 ‘’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 같은 표기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젼’과 ‘’의 결합이 다른 경우보다 긴밀하여 이 경우에 한해서 사잇소리가 들어간 것
으로 보더라도 안병희(2003)의 주장처럼 ‘’과 ‘, 긋’의 구성 요소가 서로 다르다고
보려면 ‘긋’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검증이 필요한데, 안병희(2003)은 ‘긋’의 정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과 ‘긋’이라는 별개의 형태소가 결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구성이 동일한 의미를 갖
는다면, 결국 ‘’과 ‘긋’이 유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형용사의 어간 또는 어근인 ‘’
에 대응되는 ‘긋’의 정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과 ‘긋’이 별개의 형태소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긋’이 ‘’에 견인되어 ‘’이 되었다는 설명도, 종성의 발음까지 동일하다면 모를까 종성의
발음은 [t˺]와 [s]로 달랐다고 보면서 모음만 같아졌다고 보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
긋’의 모음 차이는 오히려 모음 조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합성어에서는 모음 조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지만, 합성 용언의 경우에
는 ‘나-(나- + 들-), 걷너-(걷- + 나-), -(븥- + -), 기우트-(기웃- + -), 엿우-(엿+ 보-)’ 등의 일부 단어에서 수의적으로 모음 조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이동
석 2002:284~290, 이동석 2003).
합성 명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모음 조화 현상이 적용된 사례에 대한 보고가 없지만, ‘
’과 ‘긋’의 교체가 해당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 후행 요소인 ‘’에 대한 어원적인 인식이
약해진 경우라면 접사처럼 인식되어 합성 명사라 하더라도 모음 조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
을 것이다.
한편 언중이 ‘’의 둘째 음절을 ‘’으로 잘못 이해하여 ‘’과 같은 표기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본 고광모(2012)의 설명은 이러한 오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과 ‘’
의 발음이 같거나 어느 정도는 유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고광모(2012)의 주장처럼 ‘’과 ‘’의 발음이 각각 [kɐs]와 [kɐt]으로 서로 달랐다면 ‘’을
‘’으로 잘못 이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어렵다. 한쪽은 종성에서 폐쇄 구간 없이 마찰이 일
어나고 다른 한쪽은 종성에서 폐쇄 상태가 지속되어 두 종성의 발음이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
이다. 이렇게 발음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상황에서 ‘’을 ‘’으로 잘못 이해하기는 어렵다. 실
제로 ‘’을 ‘’으로 혼동한 것이라면, 이는 오히려 음절말에서 /ㅅ/와 /ㄷ/의 발음이 같았다
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오히려 문헌 표기상으로 이표기들이 처음 출현하는 시기만 비교해 보면 (12다)의 ‘젼’과
(12라)의 ‘긋’이 먼저 나타난 후 다음에 (12나)의 ‘’이 출현하고 마지막으로 (12가)의 ‘
’이 출현하여 처음에는 팔종성법을 잘 지키다가 나중에 받침 ‘ㅅ’을 ‘ㄷ’으로 표기한 듯한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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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 , 젼, 긋’의 교체 현상은 이 단어의 구성 요
소가 다르거나 민간 어원에 의해 표기가 달라진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부사 ‘’의 결합 양
상이 ‘’의 ‘’과 다르고 형태소 ‘긋’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민간 어원에 의해 구성
요소를 잘못 이해하게 되었을 경우 오히려 종성 /ㅅ/와 /ㄷ/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았을 가능
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 ‘’의 교체는 음절말에서 /ㅅ/와 /ㄷ/가 불파음 [t˺]
로 발음되었다고 보지 않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다.
다음으로 ‘, , 눈’의 교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경우에도 받침
에서 ‘ㄷ’과 ‘ㅅ’이 혼기되는 양상이 발견된다.
(13) 가. 를 그처 骨髓 내오 두  우의여 내니라 <석보상절 11:21a>
둘헨 羅刹히 라가 사  아 앗고 <석보상절 23:26b>
나. 그 사미 緣故 업시 눈 뮈우디 아니야 (其人이 無故히 不動目睛야) <능
엄경언해 2:109a>
곧 뎌 눈 바  잇부미 (卽彼目睛 瞪發勞者) <능엄경언해 3:1b>
다. 누넨 블근 븘고지 잇고 두  너 모 나도다 (眼有紫焰雙瞳方) <두시언해-초
간본 16:40b>
라. 시우 뮈우디 아니야 (眼皮 不動야) <몽산법어약록언해 24b>
그런데 문헌의 간행 시기상으로 보면 위와 같이 ‘’가 가장 이른 표기이고 ‘눈’,
‘’가 순서대로 그 뒤를 잇는다. 이는 ‘눈’과 ‘’가 결합하면서 첨가된 사잇소리를 ‘ㄷ’
이나 ‘ㅅ’으로 표기하거나 이때 발생하는 된소리 발음을 각자 병서로 표기한 것으로, 사잇소리
를 ‘ㅅ’과 ‘ㄷ’으로 다르게 표기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인자(1985), 이익섭(1992:315)는 ‘’와 ‘’의 교체를 받침 ‘ㅅ’과
‘ㄷ’의 혼기로 보고 이를 통해 종성 /ㅅ/와 /ㄷ/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러나 이때의 사잇소리 표기 ‘ㅅ’과 ‘ㄷ’은 종성에서 실제로 발음될 수 없기 때문에 불파음화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13).
주지하다시피 초기 한글 문헌에서는 체언 연쇄 구성에서 선행어가 한자어이고 이 한자어의
어말 자음이 공명음인 경우 각 계열의 전청자를 이용하여 사잇소리를 표기했다. 선행어의 어
말 자음이 설음 /ㄴ/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설음의 전청자인 ‘ㄷ’를 이용하여 사잇소리를
표기했다.
(14) 몃 間ㄷ 지븨 사시리고 (幾間以爲屋) <용비어천가 10:43b>
君ㄷ 字 처 펴아 나 소리 니 <훈민정음 4a>
西天ㄷ 祖師ㅣ 스믈 여들비니 <석보상절 24:4b>
13) 박창원(1984)는 ‘’의 예를 제시하였으나 문헌에서 ‘’가 쓰인 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박창원(1984)는 이때의 ‘ㅅ, ㅿ, ㄷ’이 음운론적으로 음절말 자음 /ㄴ/를 입성으로 조음하라는 지시일
뿐이라고 보고, 이들이 혼기될 수 있는 근거를 훈민정음의 예를 통해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하였으
나 그 근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 ‘ㅅ’과 사이시옷 표기를 엄격하게 구별하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논저
에서 ‘ㅅ‘과 같은 기능을 하는 ’ㄱ, ㄷ, ㅂ, ㅸ, ㅿ, ㆆ‘ 등을 사이시옷 표기로 취급하므로 본고에서도
관형격 조사를 따로 구별하지 않고 사이시옷 표기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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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幡ㄷ 數에 맛게 고 <월인석보 10:120a>
結샨 그렛 本ㄷ 字 末ㄷ 字ㅣ 올니라 (結文本字 合是末字ㅣ니라) <능엄경언
해 10:9b>
그런데 다음과 같이 드물게 선행어가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임에도 전청자를 사이시옷 표기
로 사용한 예가 있다. 아래의 예는 선행어의 어말 자음이 순음 /ㅁ/일 때 순음의 전청자 ‘ㅂ’
을 사이시옷 표기로 사용한 예이다.
(15) 公州ㅣ 江南 저샤 子孫 치신 九變之局이 사 디리가 (公州江南 畏
且訓嗣 九變之局 豈是人意) <용비어천가 3:14a>
人間 사 서리라 <월인석보 1:19b>
이렇게 전청자를 사잇소리 표기 문자로 사용하던 한글 초기 문헌의 실험적인 표기는 이후
곧 ‘ㅅ’으로 통일되어 지금까지 이르게 되는데,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와 같은 문헌에서는
통일된 ‘ㅅ’을 사용하면서도 일부 표기에서 여전히 이전 시기의 문헌에서 사용했던 전청자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는 선행어가 고유어임에도 사잇소리를 ‘ㄷ’으로 표기한 특별한 예이고
‘’는 사잇소리의 표기를 ‘ㅅ’으로 통일한 일반적인 표기 예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
’와 ‘’는 실제로 발음되지 않은 사잇소리 표기가 교체된 것일 뿐 음절말에서 /ㅅ/
와 /ㄷ/의 발음이 같았다는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다음으로 어간말 종성 /ㅈ, ㅊ/가 받침 ‘ㅅ’과 ‘ㄷ’으로 혼기되는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혼기 현상은 특이하게도 객체 존대 선어말 어미 앞에서만 발견되는데, 구체적
인 예는 다음과 같다.
(16) 가. 아래브터 諸佛을 좃 <석보상절 13:60a>
나도 大王 뫼 比丘 좃 가리다 <월인석보 8:93b>
나. 우리  가짓 百千萬億 사미 世世예 마 부텨를 졷 敎化 受 잇
니 <석보상절 13:45b>
우리  가짓 百千萬億이 世世예 마 부텨를 졷 敎化 受 잇니 <월
인석보 11:107a>
다. 四衆이 놀애 블러 讚嘆 조 오더니 <석보상절 11:12b>
太子 조 山 머리예 니거늘 <월인석보 11:7a>
‘좇다’는 팔종성법에 따라 어간이 ‘좃’으로 표기되지만,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과 결
합할 때에는 (16나)처럼 ‘졷’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16다)처럼 선어말 어미의 결합형이 ‘조’
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17) 가. 種種 供養 가져 城의 나아 부텨를 맛 저고 <월인석보 1:13b>
나. 雞園은 無憂王이 지 부텨 맏오니라 (雞園은 無憂王이 造以迎佛也) <능엄경언
해 5:3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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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閻浮提옛 님금 波斯匿王 等 一切 大衆이 寶階 미틔 모다 가 부텨를 마더니 <석
보상절 11:13a>
어간 ‘맞-’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어간 ‘좇-’에 비해서 출현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어간
‘맞-’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맛-, 맏-, 마-’으로 동일한 혼기 양상을 보인다.
(18) 가. 그 七寶壜 師子座ㅅ 우희 나콤 고 <석보상절 23:49a>
七寶獅子座애 眞珠 그믈 두르고 棺 우희 고 <월인석보 10:10a>
나. 如來 다시 내 七寶床애 연고 <석보상절 23:37a>
그 香樓 우희 金棺 연고 <석보상절 23:38a>
그 저긔 四天王이 하 기로 안 金几 우희 연고 <월인석보 2:39a>
부톄 大衆과 샤 그 香나모 싸시고 棺 드러 연고 <월인석보 10:13b>
어간 ‘엱-’의 경우에는 팔종성법 표기인 ‘’은 보이지 않고, ‘’과 ‘여’이 교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단어의 문헌 출현 예가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 부재는 우연한
공백인 것으로 보인다.
어간 말 종성이 /ㅈ, ㅊ/인 경우 이처럼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 앞에서 예외 없이
일정한 유형의 이표기가 나타난다는 것은 동일한 발음에 대한 표기 인식이 다양하게 발현되었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받침 ‘ㅅ’과 ‘ㄷ’의 혼기 현상을 종성 /ㅅ/가 [t˺]로 불
파된 증거로 보기도 한다(이익섭 1992:315).
그런데 이러한 이표기들은 ‘--’과 ‘--’이라는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이형태 교체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이러한 이표기들이 특정한 이형태를 중심으로 출현하는 양상을 보
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좃, 졷, 조’을 대표로 삼아
이들 표기와 이형태, 그리고 발음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주지하다시피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선행하는 어간말 종성이 /ㅈ, ㅊ, ㄷ,
ㅌ/일 때는 ‘--’으로 실현되고, 선행하는 어간말 종성이 /ㄱ, ㅂ, ㅍ, ㅅ(ㅿ), ㅎ/일 때는 ‘-’으로 실현된다.
이 선어말 어미가 어간 ‘-’에서 유래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간말 종성 /ㅈ, ㅊ, ㄷ, ㅌ
/ 뒤에서 ‘--’이 출현하는 것은 중세 국어 당시의 공시적인 음운 규칙이 적용된 결과가 아
니라 과거 어느 시기에 ‘()-’으로부터 변화를 받아 형성된 형태가 음운론적인 조건에 의해
선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형태의 출현을 박창원(1984), 안병희(2003), 고광모(2012) 등은 통시적인 변화의
결과로 보았다. 구체적으로 안병희(2003)은 종성 /ㅈ, ㅊ/가 제 음가대로 발음되거나 /ㅈ/로
중화되어 /ㅅ/와 서로 구별되던 시기에 /ㅈ, ㅊ, ㄷ, ㅌ/의 영향을 받아 ‘--’이 ‘--’으로
바뀌었다고 보았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
안병희(2003)은 이런 과정을 거친 후 ‘--’ 앞에서 /ㅈ, ㅊ, ㄷ, ㅌ/가 같은 발음으로 변했
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때의 발음을 [t˺]로 본 것으로 판단된다. 중세 국어 음절말 /ㄷ, ㅌ/의
음가에 대해서는 [t˺]로 보는 것 이외의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음절말 /ㅈ, ㅊ
/의 음가 역시 [t˺]로 보는 것이어서 자체적으로 모순에 빠진다. 음절말 /ㅈ, ㅊ, ㄷ, ㅌ/가 [t
˺]로 발음되었다면 ‘졷- 조-’과 혼기되는 ‘좃-’의 ‘ㅅ’ 받침도 [t˺]로 발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안병희(2003)은 받침 ‘ㅅ’의 발음을 [t˺]가 아닌 [s]로 보기 때문이다.

- 170 -

팔종성법의 실현 양상과 음운론적인 해석_이동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광모(2012)는 어간말 /ㄷ, ㅈ, ㅊ/ 뒤에서 ‘--’이 선택되
는 현상을 헝가리어에서 발견되는 다음의 규칙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19) 가. /t/+/s/ → [tts]
나. /ts/+/s/ → [tts]
(19가)는 종성 /ㄷ/ 뒤에서 ‘--’이 ‘--’으로 바뀌는 변화와, (19나)는 종성 /ㅈ/ 뒤에서
‘--’이 ‘--’으로 바뀌는 변화와 관련이 있다. 특히 (19나)의 경우에는 아래의 (20가)와 같
이 파찰음이 같은 조음 위치의 마찰음 앞에서 이화적 변화에 의해 파열음으로 바뀌는 중간 과
정을 상정하였으며, 종성 /ㅊ/ 뒤에서는 (20나)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20) 가. /ts/+/s/ → /t/+/s/ → [tts]
나. /tsʰ/+/s/ → /t/+/s/ → [tts]
고광모(2012)는 (20가)의 변화는 음절말 /ts/의 전면적인 파열음화가 아니라 이화적 변화에
의한 파열음화라 하였고 (20나)의 변화는 폐쇄 전이에 의한 불파음화로 보았다. 이렇게 /ㅈ,
ㅊ/와 /ㅅ/가 융합된 [tts]를 ‘졷-, 조-’과 같이 ‘ㄷㅈ, ㅉ’으로 적었고 이러한 융합이 이
루어진 뒤 어간말의 /ㅈ, ㅊ/가 /ㅅ/로 변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어간말의 /ㅈ, ㅊ/가 /ㅅ/로
변한 것과 관련해서는 ‘좃고, 좃노라, 좃디’ 등의 유추적 영향으로 새로 쓰이게 된 발음을 반
영하거나 당시의 표기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결과 ‘좃-’과 같은 표기가 나타나게 된 것으
로 보았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19)와 (20)의 파열음화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점이다. (19)와 (20)의 파열음화 과정은 중세 국어 이전에 이형태 ‘--’이 출현하게 된 원인
을 설명한 것인데, 이는 ‘졷-, 조-’과 같은 표기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도 직결된다.
(20)과 같은 규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광모(2012)에서 바스크어와 위구르어의 예를 통해
제시한 /ts/ → [s]와 같은 파찰음의 마찰음화 현상이 먼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파찰음의
음가를 유지한 상태에서만 (20)과 같은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시적으로 (20)에 의해 이형태 ‘--’이 형성된 후 파찰음의 마찰음화 현상이 나중
에 생겨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때 (20)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열음화 현상을 어떻게 설
명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고광모(2012)는 이때의 파열음화가 /ㅈ, ㅊ/의 전면적인 파열음화와 다르다고 하였으나, 전
면적이든 특정 환경에서의 융합에 의해서든 불파음화가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ㅈ, ㅊ/가 파열
음 [t˺]로 발음되었다면, 이후 파열음의 마찰음화 현상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한
다.
물론 앞서 지적했듯이 고광모(2012)에서 제시한 바스크어와 위구르어의 마찰음화 현상은 특
정한 형태ㆍ음운론적인 환경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서 중세 국어의 음절말 /ㅈ, ㅊ/가 받침
‘ㅅ’으로 표기되는 모든 환경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때의 받침 ‘ㅅ’의 음가를 마찰음
[s]로 판정해야 할 당위성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음운론적인 근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현상이 이전 시기에 특정 환경에서 불파음화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가 결합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적용되
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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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시적으로 어휘, 문법, 음운 변화가 진행된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의 변화가 새로운 개신형
이 점차 세력을 확산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형태 ‘--’의 출현 과정에서 불파음화가 발생하여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면, 이것
이 파찰음의 전면적인 파열음화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국은 음소 차원의 파열음화
로 인지될 수 있었을 것이고 이러한 변화가 널리 확산되었을 것이다14).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교체 현상이 실제로 (19), (20)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일어나게 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과 ‘--’의 교체가 공시적이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
교체 현상을 중세 국어의 공시적인 음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간말 /ㅎ/의 이표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간말 종성 /ㅎ/는 다음과
같이 ‘ㄷ’으로 표기되기도 하고 비음화된 발음의 영향으로 ‘ㄴ’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21) 가. 내 이제 너를 녿노니 들 조차 가라 <월인석보 13:19a>
자보려 면 곧 자며 노호려 면 곧 녿논디라 (要捉即捉하며 要放即放이라) <금
강경삼가해 5:25b>
나. 보 버드를 뵈아 여희요 알오  논 와 다 도다 (春知催柳別 江與
放船淸) <두시언해-초간본 7:11a>
쥐여미  汁과 즈와 호도소니 도 醬은 자바다가 디여 논다 (籍糟分
汁滓 甕醬落提携) <두시언해-초간본 22:20b>
다. 如來ㅅ 그 魂慮ㅣ 變야 젇논  아시고 (如來ㅣ 그 魂慮變慴  시고)
<능엄경언해 2:54a>
妄 리고 眞에 갈 길 마가 젇노라 (恐妨捨妄歸眞之路노라) <금강경삼가
해 4:26a>
라. 이 부톄 生死 전논 中에  眞實ㅅ 凝常 道로 한 物을 여러 알외야 <월인석보
14:53a>
내 凡愚에 여러 불어 니디 아니호 뎨 分別야 자바 나 사가 전노라 (我ㅣ
於凡遇에 不開演 恐彼分別야 執爲我노라 시니) <능엄경언해 5:13b>
위와 같은 이표기는 종성 /ㅎ/가 음절말에서 [t˺]로 발음되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런
데 어간말 종성 /ㅎ/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 앞에서는 다음과 같이 ‘ㅅ’으로 표기되
기도 하고, 종성과 선어말 어미의 두음을 합하여 ‘ㅆ’으로 표기되기도 한다.
(22) 가. 네 오 가져 도로 頂上애 놋라 <월인석보 25:37b>
大衆이 울워러 보고 젓오며 오 兼야 머거 (大衆이 仰觀고 畏
愛兼抱야) <능엄경언해 7:28b>
戒定 眞香의 됴 氣分이 天上애 소니 施主ㅣ 眞實ㅅ 精誠으로 金爐ㅅ  놋
와니라 (戒定眞香芬氣衝天上 施主虔誠爇在金爐傍) <진언권공언해 42b>
나. 일후믈 저  뒤헤 나샤 手斃無筭샤 百艘賊 자시니 (旣畏名號 于後
獨出 手斃無算 擒百艘賊) <용비어천가 8:2a>
14) 고광모(2012)은 이러한 변화를 전면적인 파열음화로 보지 않지만, ‘좇- + -’을 ‘졷-’으로 표기하
는 표기 주체의 입장에서 이 현상은 파찰음 /ㅊ/가 파열음 [t˺]로 교체되는 현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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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딘 사 보면 降服야 저고 <월인석보 2:59a>
몬져 뎌 부텻 像 라 조 座애 便安히 노고 <석보상절 9:22b>
소내  몰애 바다 世尊ㅅ 바리예 노 <월인석보 25:63b>
(22가)와 같은 표기는 팔종성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어서 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다. (22가)
와 (22나)의 이표기 양상은 중세 문헌에서 보이는 ‘닷쇄, 엿쇄’와 ‘다쐐, 여쐐’의 이표기 양상
과 유사해 보인다15). (22가)와 (22나)가 동일한 발음에 대한 이표기이고 (21)에서 보듯이 종성
/ㅎ/가 음절말에서 [t˺]로 불파된 것이 맞다면 (22가)의 ‘ㅅ’ 받침 역시 불파음 [t˺]를 표기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지춘수 1964).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 앞에서 /ㅎ/ → [s]와 같
은 교체 현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좃- 졷-, 놋-’과 같이 동일한 종성 발음 [t˺]를 경우에 따라 ‘ㅅ’으로 표기
하기도 하고 ‘ㄷ’으로 표기하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좃’은 팔종성법을 따른 표기
로서 이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믿, 듣’과 같이 ‘--’이라는 이형태 앞에는 ‘ㄷ’ 받침
을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기 때문에 ‘좃’과 같은 표기가 다소 어색하게 느껴졌을
것이다. 이에 실제 발음과도 일치하는 ‘졷’과 같은 표기가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16).
‘놋’과 같은 표기가 가능했던 것은 ‘졷’과는 달리 ‘--’이라는 이형태 앞에는 받침 ‘ㄷ’
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점이 작용했던 것 같다. 즉 ‘ㄷ’ 받침 뒤에서는 ‘--’을, 그 외의 받침
뒤에서는 ‘--’을 사용한다는 표기의 경향성이 형성되면서 음절말 /ㅎ/가 [t˺]로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놋’과 같은 표기가 출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고광모(2012)는 음절말 /ㅈ, ㅊ/의 발음이 [t˺]일 경우 ‘--’ 앞에서만 ‘ㅅ’과 ‘ㄷ’으로 혼기
가 일어나고 다른 자음 어미 앞에서는 일정하게 ‘ㅅ’으로만 표기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어렵다
고 했지만, 팔종성법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형태 ‘--’, ‘--’과 관련된 별도의 표기 경향이
작동했다고 보면 ‘--’ 앞에서만 받침 ‘ㅅ’과 ‘ㄷ’이 혼기되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또한 /ㅅ/ 뒤에서는 ‘--’을 쓰고 /ㄷ/ 뒤에는 ‘--’을 쓴다는 점 때문에 음절말에서 /ㅅ
/와 /ㄷ/의 발음이 달랐다고 해석하기도 하지만(권재선 1992:272. 최남희 1995), 앞서 언급했
듯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과 ‘--’의 형성은 통시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중세 국
어에서의 ‘--’과 ‘--’의 선택은 공시적인 음운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객체 선
어말 어미의 차이가 음절말에서 /ㅅ/와 /ㄷ/의 발음이 구별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외에도 이인자(1985)는 중세 문헌에서 ‘ㅅ’과 ‘ㄷ’이 혼기된 예로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
시하였다.
(23) ㄱ. 上根  낟니니 <월인석보 14:31b>17)
ㄴ. 아뫼나 사미 어즈러 미라도  낫 고로 그륜 像 供養거나 <석보상
절 13:53a>18)
15) 유사한 이표기 양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첫소리’의 경우에는 ‘처쏘리’와 같은 표기가 문헌에
서 보이지 않고, 반대로 ‘혀쏘리, 니쏘리’의 경우에는 ‘혓소리, 닛소리’와 같은 표기가 문헌에서 보이
지 않는다.
16) 송철의(1987)은 ‘묻- ~ 무-’과 같이 /ㄷ/가 탈락하면서 ‘--’이 ‘--’이 되는 경우를 예로 들
면서 /ㄷ/ + /ㅈ/가 [ㅉ]가 되는 것을 역으로 유추하여 ‘조-’으로부터 ‘졷-’을 이끌어 냈을 가능
성을 언급하였는데, 굳이 경음의 발음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형태 ‘--’과의 호응 관계를 생각하여
받침을 ‘ㄷ’으로 표기했을 가능성이 높다.
17) 이인자(1985)는 ‘한낟’이라 하였으나 문헌에는 ‘ 낟’으로 되어 있다. 출전도 ‘월석 14:32’로 되어
있으나 ‘월석 14:31’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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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3ㄱ)과 (23ㄴ)은 중세 국어에서 ‘낱’과 ‘낯’이 공존하였던 것과 관련이 있다.
(24) ㄱ, 大箭  나태 突厥이 놀라니 (大箭一發 突厥驚懾) <용비어천가 6:45a>
엇뎨 다 돈 나로 供養시니고 <석보상절 24:39b>
내 마릿터럭  나 十億諸天이 호아 가져다가 供養더니 <월인석보 4:61a>
ㄴ. 還丹  나치 鐵에 디그면 金이 외며 (還丹一粒이 點鐵成金며) <원각경언해 상
1-2:155b>
痰 盛니란 全蝎 두 나 구어 더으라 (痰盛者加全蝎二枚炙) <구급방언해 상:2a>
梔子ㅅ 아리 半 나채 술윗 기르믈 몌오 (梔子殼半介填車脂) <구급방언해
하:5b>
(23ㄱ)의 ‘낟’은 (24ㄱ) ‘낱’의 팔종성법 표기이고 (23ㄴ)의 ‘낫’은 (24ㄴ) ‘낯’의 팔종성법 표
기에 해당할 뿐 ‘ㅅ’과 ‘ㄷ’이 교체된 표기가 아니다.
이제 16세기 문헌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5세기 문헌에서 ‘ㅅ’ 받침으로 적었던 것을
16세기 문헌에서 ‘ㄷ’ 받침으로 적은 예들이 있다. 1517년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에서 다음과 같은 예들이 발견된다.
(25) 가. 모 아과 이욷짓 늘그니히 말여 닐오 (衆親眷街坊老的們勸說) <번역노걸대
하:49a>
나. 그 갓나도   고와 (那女孩兒 生的十分可喜) <번역박통사 상:45b>
숟갇나가 니믈리기가 올히  열여스신 숟갇나라 (女孩兒那後婚 今年才十六的
女孩兒) <번역박통사 상:45a>
(25가) ‘이욷짓’은 합성어인 ‘이욷집’에 ‘ㅅ’이 결합한 구성인데, 이때 ‘이욷’의 기저형은 /이
웆/으로서 15세기 문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웃’의 어말 종성이 ‘ㅅ’으로 표기되었다.
(26) 가. 오면 이우지 업거니 (獨면 則無隣커니) <능엄경언해 3:37a>
받 가 아비 眞實로 이우지 외옛도다 (田父實爲鄰) <두시언해-초간본 7:18b>
나. 이웃지븨 사미 됴 수를 두시니 (隣人有美酒) <두시언해-초간본 3:26b>
이웃 나라히 背叛거든 <석보상절 11:36a>
15세기에 ‘이웃’으로 표기하던 것을 번역노걸대에서 ‘이욷’으로 표기했다는 것은 적어도
16세기 초에 음절말에서 /ㅅ/ 또는 /ㅈ/가 [t˺]로 불파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5나)와 같이
번역박통사에서는 ‘갓나’와 ‘갇나’가 모두 쓰였는데, 15세기 문헌에서는 ‘갓나’가 일반
적인 표기였다. 이를 통해 역시 적어도 16세기 초에 음절말에서 /ㅅ/가 [t˺]로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예들에 대해서는 음가 해석에 논란이 많았지만, (25)의 예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ㅅ’
받침이 ‘ㄷ’ 받침으로 혼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15세기에 /ㅅ/가 [t˺]로 불파되었다는
18) 이인자(1985)에서는 출전을 ‘석 13:5’라 하였으나 ‘석 13:53’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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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인정하지 않는 논의들도 대체로 16세기 초반에는 /ㅅ/의 불파음화 현상이 일어났을 것
으로 추정한다.
이후 간행된 다른 문헌에서도 다음과 같이 ‘ㅅ’과 ‘ㄷ’이 혼기되는 예들이 보인다.
(27) 가. 셋재 론 례도야 쇽으로 서 사괴요미오 (三曰禮俗相交伊五) <여씨향약언해
-화산본 1b>
넫재 론 어려온 이레 서 구휼호미라 (四曰患難相恤伊羅) <여씨향약언해-화산
본 1b>
나. 사미 가니 원도  가고 나도 나와시니 대되 겸노라 <순천김씨언간53:14>
마촤 남초내  나와시니 긔운도 아니곱고 요란여 시 몯뇌 <순천김씨언간
53:23>
다. 믈  사발 가옫 브 달히니 <간이벽온방 8b>
몬져 닝어 나 믈에 달혀  되 가옷 되거든 (先取鯉魚一箇水煑取清汁一盞半
去) <언해태산집요 40b>
이로써 적어도 16세기 초반에는 /ㅅ/와 /ㄷ/가 음절말에서 중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문제는 15세기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서 계속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3.3. 사이시옷 또는 관형격 조사 ‘ㅅ’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글 초기 문헌에서는 체언 연쇄 구성에서 선행어가 한자어이고 그 한자
어의 어말 자음이 불청불탁음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각 계열의 전청자를 이용하여 사잇소리를
표기했다19).
(28) 가. 兄ㄱ 디 일어시 聖孫 내시니다 (兄讓旣遂 聖孫出兮) <용비어천가 1:13a>
勸進之日에 平生ㄱ  몯 일우시니 (勸進之日 莫遂素志) <용비어천가 2:15b>
나. 몃 間ㄷ 지븨 사시리고 (幾間以爲屋) <용비어천가 10:43b>
君군ㄷ 字 처 펴아 나 소리 니 <훈민정음 4a>
다. 覃땀ㅂ 字 처 펴아 나 소리 니라 <훈민정음 5a>
다 品ㅂ 字 單과 雙괏 觀이니 (五 品ㅂ字單雙觀이니) <원각경언해 8 하
2-2:20b>
라. ㄷ 혀쏘리니 斗ㅸ 字 처 펴아 나 소리 니 <훈민정음 5a>
ㅍ 입시울쏘리니 漂ㅸ 字 처 펴아 나 소리 니라 <훈민정음 5b>
마. 英主ㅿ 알 내내 붓그리리 (英主之前 曷勝其羞) <용비어천가 3:15b>
19) 선종영가집언해에는 특이하게도 ‘伊ㅈ 字’<1464선종영,하,015a>, ‘應ㅈ 字’<1464선종영,하,016a>,
‘異ㅈ 字’<1465원각경,10,하3,2051b>, ‘圓ㅈ 字’<1465원각경,03,상1,2016b>, ‘佛ㅈ 字’<1465원각
경,03,상1,2037a> 등과 같이 ‘ㅈ’을 사용한 예들이 많이 보인다. 이들은 ‘ㅈ’을 사잇소리 표기로 사용
한 것이 아니라 ‘字’의 초성이 경음이라는 점을 표기한 것이다. ‘字’를 한자로 쓰지 않았다면 ‘’와
같이 각자병서로 표기를 했겠지만, 한자를 사용하는 바람에 각자병서 표기를 하지 못하고 ‘字’ 앞에
‘ㅈ’을 한 번 더 써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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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나래 내내 리 (當今之日 曷勝其晒) <용비어천가 3:15b>
이곧 뎌고대 後ㅿ날 다리가 (於此於彼 寧殊後日) <용비어천가 4:24a>
바. ㅋ 엄쏘리니 快쾡ㆆ 字 처 펴아 나 소리 니라 <훈민정음 4b>
ㄴ 혀쏘리니 那낭ㆆ 字 처 펴아 나 소리 니라 <훈민정음 5a>
그런데 이러한 불청불탁음과 전청음의 관계는 앞서 살펴보았던 훈민정음 종성해에서 오음
의 완급 대립에 대해 설명한 것과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지춘수 1964)20). 이를 다시 인용하
면 다음과 같다.
(29) 五音之緩急∘亦各自爲對｡ 如牙之ㆁ與ㄱ爲對∘而ㆁ促呼則變爲ㄱ而急∘ㄱ舒出則變爲ㆁ
而緩｡ 舌之ㄴㄷ∘脣之ㅁㅂ∘齒之ㅿㅅ∘喉之ｏㆆ∘其緩急相對∘亦猶是也｡ (오음의 느
리고 빠름이 또한 각자 대(對)를 이룬다. 아음의 ‘ㆁ’과 ‘ㄱ’이 대를 이루어, ‘ㆁ’을 빨
리 발음하면 ‘ㄱ’으로 변하여 급하고, ‘ㄱ’을 천천히 내면 ‘ㆁ’으로 변하여 느리다. 설
음의 ‘ㄴ’과 ‘ㄷ’, 순음의 ‘ㅁ’과 ‘ㅂ’, 치음의 ‘ㅿ’과 ‘ㅅ’, 후음의 ‘ㅇ’과 ‘ㆆ’이 느림과
빠름의 대를 이루는 것 또한 이와 같다.) <훈민정음 해례 종성해>
이를 통해 지춘수(1964)는 삽입자음 표기를 선행 말음의 서완(舒緩)함을 급촉(急促)하게 하
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하고, 후행 어사 두음의 경음화를 표기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보았
다. 그리고 이때의 ‘급촉’이 폐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후 사잇소리 표기는 ‘ㅅ’으로 통일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기문(1972a:120), 최남희
(1995) 등에서는 ‘ㅅ’으로의 통일이 차자 표기 ‘叱’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ㅅ’이 ‘叱’에서
유래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차자 표기 ‘叱’과 사이시옷 사이에 문법적인 기능과 발음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차자 표기에서 ‘叱’은 사잇소리 표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단어 내부의 음절말음에 대한 표기
로 사용되기도 했다. 이기문(1961:54)은 ‘叱’의 문법적인 용법과 어휘적인 용법의 발음을 구별
하여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주로 어휘적인 표기의 음가를 [s]로 재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叱’의 음가를 [s]로 보았다21).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사이시옷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 문제가 된다. 지춘수(1964)
에서 언급한 것처럼 (28)에서 사용된 다양한 사잇소리 표기들이 선행어의 말음이 촉급하게 끝
남을 의미하고 이를 ‘ㅅ’이 계승하였다면 중세 문헌의 사이시옷은 그 음가를 불파음 [t˺]로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사이시옷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叱’의 음가 역시 음절말 폐쇄
나 불파음 [t˺]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음성적인 측면에서 김형규(1955:337)는 휴지에 따른 뒷말의 경음화를 인식하여 적은 것으로
보았고, 이숭녕(1961:29)은 [ʔ], 최남희(1995)는 목청닫음소리 [ʔ˺]를 표기한 것으로 보았다. 음
소적인 측면에서는 박병채(1971:315)에서 ‘叱’의 음가를 /ts‘iět/으로 보고 이 문자가 설내 입
20) ‘ㅱ’ 종성 뒤에 ‘ㅸ’을 사용한 점과 모음이나 ‘ㄹ’ 뒤에 ‘ㅿ’을 사용한 것이 다를 뿐인데, 전자는 ‘ㅁ’
뒤에 ‘ㅂ’을 사용한 것의 연장선상에 있고, 후자의 경우는 피수식어의 두음이 경음으로 발음될 수 없
는 경우여서 실제 발음보다는 문법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1) 이기문(1961:54)은 ‘折叱可’(것거), ‘有叱’(잇-), ‘城叱’(잣)에 대응되는 알타이어 단어들의 발음과 ‘尼
叱今’이 ‘尼斯今’ 또는 ‘尼師今’으로도 표기되었던 점 등을 들어 ‘叱’의 음가를 [s]로 보았다. 그러나
한국어가 다른 알타이어와 음운 대비가 이루어질 정도로 같은 계통에 속하는지가 불분명하고 ‘尼斯
今’, ‘尼師今’에서 ‘斯’와 ‘師’가 외파음 [s]를 나타내는 것인지가 불분명하여 속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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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t]를 나타냈다고 보고, 이를 통해 후속음이 후두폐쇄화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박병채(1971:315)은 ‘叱’이 사이시옷을 거쳐 ㅅ계 합용병서로 계승되었다고 보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표기를 염두에 둔 것이다.
(30) 가. 간 머리 수기거나 야 <석보상절 13:53b>
耶輸ㅣ 잠도 듣디 아니실 <석보상절 6:6a>
나. 그  文殊師利 부텻긔 샤 <석보상절 9:20b>
須達이 부텨  <석보상절 6:21b>
이렇게 사이시옷 표기가 다음 음절 초성으로 넘어가면서 ㅅ계 합용병서를 이룰 수 있었고
이 ㅅ계 합용병서가 경음의 음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차자 표기의 ‘叱’은 물론 사이시옷의
음가도 결국은 음절말 폐쇄나 불파음 [t˺]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최남희(1994, 1995)는 ‘叱’의 음가를 /sĭuk/으로 보고 ‘叱’이 문법적인 기능을 담당
할 때는 [ㆆ(ʔ)]으로 인식되는 ‘소리 끊음 현상’을 표기한 것으로 보고 단어의 말음을 표기한
경우에는 ‘叱’의 성모를 이용하여 [s]로 발음되었다고 보았다.
사이시옷의 음가에 대해서도 많은 선행 연구에서 그 음가를 불파음 [t˺]로 보았다. 또한 권
재선(1992:271~274), 최남희(1995) 등은 음절말 /ㅅ/의 음가를 외파음 [s]로 보면서도 사이시
옷에 한해서는 그 음가를 불파음 [t˺]로 보았다.
그런데 이렇게 같은 차자 표기자인 ‘叱’이나 같은 ‘ㅅ’ 받침이 사이시옷인 경우와 단어의 음
절말음인 경우 음가가 서로 달랐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법적인 표기와 어휘적인 표기
로 성격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음절말 위치에서 같은 문자의 발음이 서로 달랐다고 보
기는 어렵다.
특히 어휘적인 표기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음절말 ㅅ 표기와 ㅅ계 합용병서 표기가 교체
되는 것을 보면 문법적인 표기와 어휘적인 표기의 발음이 달랐다고 보기 어렵다.
(31) 가. 셜 人生이 어딋던 이 니 이시리고 <석보상절 6:5a>
닐오 내 읏듬 사모 華嚴大論이니 (曰愚所宗者 華嚴大論이니) <능엄경언해
7:15a>
이 菩薩이 엇던 됴 根源을 시므며 어 功德을 닷관 <석보상절 20:40a>
올 녀그로 세  도고 <석보상절 6:21a>
나. 히미 어듸 우리 이긔료 <석보상절 3:12b>
시혹 다 道 으 사마 니기거나 (或宗習異道커나) <원각경언해 상1-2:93b>
이 菩薩이 엇던 됴 根源을 시므며 어 功德을 닷관 <석보상절 20:40a>
리 감니 <월인석보 1:30a>
특히 위의 예에서 보듯이 석보상절 권 20에서는 같은 구절에서 ‘엇던’과 ‘어’이 교체되
는 양상을 보인다. ‘감(ㄹ)-’는 월인석보에 단 한 번 나오는데, 이 한 예를 제외하고는 모
두 ‘도(ㄹ)-’로 표기되었다. 이는 ‘ㅅ’ 종성 표기가 음절말 폐쇄나 불파음 [t˺] 또는 후행 자
음의 경음화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22).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음절말 /ㅅ/의 음가
22) ‘돌-’은 어간 ‘감-’과 ‘돌-’이 결합하면서 경음화된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받침 ‘ㅅ’을 사용한 것으
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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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외파음 [s]가 아닌 불파음 [t˺]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4. 겹받침의 ‘ㅅ’ 표기
용언 어간말에 자음이 있는 경우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그 자음이 다음 음절
의 초성으로 연음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어간의 기저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높다’는 발음이 [nop˺t’a]로 나지만 ‘노파’[nopʰa]를 통해 어간말 종성이 /ㅍ/임을 알 수 있
고, ‘븥다’는 발음이 [pɨt˺t’a]로 나지만 ‘브터’[pɨt˺tʰə]를 통해 어간말 종성이 /ㅌ/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세 문헌에서 ‘솟다’와 ‘솓다’의 받침을 달리 적었다고 해서 종성 /ㅅ/와 /ㄷ/의
발음이 구별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종성 /ㅅ/와 /ㄷ/의 발음이 구별되지 않았다 하더라
도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한 활용형을 통해 기저형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32) 됴 法을 닷가 <석보상절 9:14b>
如來ㅅ거긔 머리 갓가 <월인석보 9:35-1a>
須達이 깃거 <석보상절 6:15b>
 黃丹 봇가 (又方黃丹炒) <구급방언해 上:8a>
그런데 위와 같이 음절말 자음군의 첫 자음이 ‘ㅅ’으로 표기된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이
경우에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더라도 둘째 자음만 연음이 되고 첫째 자음은 연음
이 되지 않아 첫째 자음의 온전한 음가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문헌을 보면 음절말 자음군의 첫째 자음을 ‘ㅅ’으로 표기한 경우가
많은데, 이를 근거로 하여

등에서는 음절말에서 /ㅅ/가 외파되었다고 본다. 음절말에서 /ㅅ

/가 [t˺]로 불파되었다면 위의 예에서 이 발음이 연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ㅅ’으로 표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33) 禪定을 기피 다 <석보상절 13:20b>
머리 가 <석보상절 13:20a>
四部衆이 다 기 <석보상절 13:16b>
 槐子 보 (又方槐子炒) <구급방언해 上:58a>
그런데 중세 문헌에서는 이러한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경우 (32)와
같은 표기가 주를 이루면서도 일부 (33)과 같이 표기되는 양상을 보인다. 전자는 음절말 자음
군을 둘로 나누어 선행 자음을 선행 음절의 받침으로, 후행 자음을 후행 음절의 초성자로 분
리하여 적은 것이고, 후자는 자음군 전체를 후행 음절의 초성자로 적은 것이다.
앞서 사이시옷이나 어휘 형태소의 이표기 교체 현상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위와 같은 이표기
들은 발음이 같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때 이들이 공유하는 발음은 경음으로 볼 수밖에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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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침 ‘ㅅ’의 발음

‘닷가’의 발음

[s]

[taska]

[t˺]

[tat˺k’a]

‘다’의 발음
[tak’a]

<표 33> ‘닷가’와 ‘다’의 발음 차이
만약 받침 ‘ㅅ’이 외파음 [s]로 발음되었다면 ‘닷가’의 발음은 [taska], ‘다’의 발음은
[tak’a]로 두 표기의 발음이 전혀 유사하지 않다. 반면 받침 ‘ㅅ’이 불파음 [t˺]로 발음되었다면
‘닷가’[tat˺k’a]와 ‘다’[tak’a]의 발음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는 현대 국어에서 ‘웃고’
의 발음이 [ut˺k’o]로 인식되기도 하고 [uk’o]로 인식되기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전자처
럼 인식할 경우 ‘ㅅ’을 받침으로 적고 후자처럼 인식할 경우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를 한 것이
다. 이처럼 이 두 표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받침 ‘ㅅ’의 발음은 외파음 [s]가 아닌 불파음 [t˺]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지춘수 1964, 지춘수 1971).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불파음 [t˺]를 ‘ㄷ’으로 적지 않고 ‘ㅅ’으로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경음을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한 옛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ㅺ, ㅼ, ㅽ’과 같은 ㅅ계 합용병서는 기저 경음을 적는 데 사용되었다. 당시에 ‘ㅅ’과 ‘ㄱ, ㄷ,
ㅂ’을 합용하여 경음의 음가를 나타냈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ㅅ/와 /ㄱ/, /ㄷ/, /ㅂ/가 만
나면 경음이 발음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음화 현상은
/ㅅ/가 불파음 [t˺]로 발음될 때에만 가능하다. /ㅅ/가 외파음 [s]로 발음되었다면 경음화 현상
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는 /ㄷ/도 마찬가지다. /ㄷ/도 음절말에서 불파음 [t˺]로 발음되기 때문에 /ㄱ/, /
ㄷ/, /ㅂ/와 만나 경음을 도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들이 경음을 표시하기 위해
‘ㄷ’이 아닌 ‘ㅅ’을 동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ㅅ/가 음절말에서 불파되는
현상에 주목했기 때문인 듯하다.
/ㄷ/는 원래 폐쇄 과정을 겪는 파열음이지만 /ㅅ/는 폐쇄 과정이 없는 마찰음이다. /ㄷ/는
초성 위치이든 종성 위치이든 항상 폐쇄를 겪기 때문에 초성과 종성의 위치에서 차이를 보이
는 것은 개방의 유무, 즉 외파냐 불파냐 하는 점이다.
반면 /ㅅ/는 원래 마찰음으로서 기류의 중단이 없는 음인데, 종성 위치에서는 폐쇄가 일어
나고 이 폐쇄 상태가 개방되지도 않는다. 초성의 위치와 종성의 위치에서의 변화를 비교해 보
면 /ㄷ/보다 /ㅅ/의 변화가 훨씬 크게 느껴지고 폐쇄나 불파에 대한 인식도 더욱 뚜렷하다.
/ㄷ/의 변화는 변이음 차원의 변화인 반면 /ㅅ/의 변화는 음소 차원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또한 종성해의 완급 설명에 따르면 /ㄷ/의 촉급함은 /ㄴ/와 대립을 이루기 때문에 다른 계
열의 자음에 대해서 사잇소리 표기로 사용하기에 부절적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ㅅ/는 이론적으로 /ㅿ/과 완급의 대립을 이루지만, 사실상 /ㅿ/의 종성 음가가 불분명한 상
태에서 실제적인 측면에서 사잇소리 표기자로 낙점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실제적인
대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ㅇ/과 /ㆆ/의 완급 대립에서 ‘ㆆ’이 ‘이영보래(以影補來)’ 및
관형사형 어미 ‘-ㄹ’의 경음화를 나타내는 삽입 자음자로 채택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ㄷ’이 아닌 ‘ㅅ’이 사잇소리를 나타내는 문자로 낙점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당시의 사람들이 현대 국어 ‘닦다’의 기저형을 어떻게 이해하
게 되었을지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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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tat˺k’a]라는 발음에서 어미 [a]를 분리해 내면 [tat˺k’]이 남는다. 이 부분이 바로 이
동사의 어간이 될 테지만, 어간말 자음이 경음으로 실현되는 점이 일반적이지 않다. 이 때문
에 다음과 같이 어간말 자음 /k/를 경음화시켜 주는 또 다른 어말 자음이 있을 것이라는 생
각에 이르게 됐을 것이다.
(34) [tat˺k’a] = /taXk/ + /a/
이 자음을 ‘X’라고 할 때 ‘X’의 자리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후보로는 /ㄷ/ /ㅌ/, /ㅅ/, /ㅈ
/, /ㅊ/ 등이 있다. 음절말에서 불파음 [t˺]로 발음될 수 있는 자음들인데, 이 중 유력한 후보
는 다른 자음들보다 자질이 단순흔 /ㄷ/와 /ㅅ/이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시 사람들
은 불파를 통해 후행 음절의 초성을 경음화시킬 수 있는 자음이 바로 /ㅅ/라고 생각했다.
이 용언의 어떠한 활용형에서도 어간말 자음으로서 [s]라는 발음이 노출되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불파를 통해 자음군 중 둘째 자음을 경음화시킬 수 있는 첫째 자음은
다름 아닌 /ㅅ/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이유로 인해 ‘닷가’와 같은 표기가 가능할 수 있었고, 이때 ‘ㅅ’의 발음은 외파
음 [s]가 아니라 불파음 [t˺]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5. 종성 ‘ㅅ’와 ‘ㄷ’의 비음화
흔히 중세 문헌에서 종성 /ㄷ/는 비음 앞에서 비음화된 표기를 보이는 반면 종성 /ㅅ/는
비음화된 표기를 보이지 않으므로 종성 /ㅅ/의 음가를 불파음 [t˺]가 아니라 외파음 [s]로 보
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으로는 이기문(1963:80), 박창원(1984) 등이 있다.
그러나 중세 문헌에서 종성 /ㄷ/의 비음화 표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중세
문헌의 비음화 표기는 다음과 같이 주로 ‘건나다/건너다’와 ‘니다’의 경우로 한정된다.
(35) 가. 셔 使者 리샤 바 건너 제 (憚亰使者 爰涉于海) <용비어천가 4:1a>
므리 만코 길 멀오 도 하고 건나디 몯야 <월인석보 10:23b>
나. 商 두루 녀  씨오 <석보상절 20:25a>
前生애 니다가 後生애 다시 난 모미 後身이라 <월인석보 1:45b>
‘건나다/건너다’는 ‘걷다’와 ‘나다’가 합해진 말이고, ‘니다’는 ‘다’와 ‘니다’가 합해진 말
이다. 아래 (36)과 같이 ‘걷나다/걷너다’, ‘니다’와 같이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용
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석보와 같은 한글 초기 문헌에서부터 비음화된 발음을 반영한
표기가 혼기되어 있다.
(36) 가. 믈 걷나매  어둠 며 <석보상절 20:24b>
세 가짓 이 므를 걷나 <월인석보 2:19a>
나. 그지 업시 六趣예 두루 닐 어즈럽다 니라 <석보상절 3:20a>
그 술위 샤 나라해 다 니실 <월인석보 1: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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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독 이 두 단어에 한해서 비음화 표기가 가능했던 것은 이들 합성어가 의미 및 형태 면에
서 변화를 입어 원래의 구성 요소와의 연관성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건나다/건너다’의 경우
어간 ‘나-’가 모음조화에 의해 ‘너’로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걷다’와 ‘나다’의 단순
한 합이 아니어서 ‘걷다’ 및 ‘나다’와의 연관성이 희미해졌다.
‘니다’의 경우에도 그 의미가 ‘다’와 ‘니다’의 단순 합이 (아니며 이 시기에 ‘니다’라는
단어가 단독으로는 잘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 및 ‘니다’와의 연관성이 희미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단어의 표기만을 근거로, 중세 국어에서 /ㄷ/는 비음화가 되었지만 /ㅅ/는 비
음화가 되지 않았으므로 /ㅅ/의 음가를 마찰음 [s]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
다. 일부 단어를 제외하고는 초기 한글 문헌에서 /ㄷ/와 /ㅅ/ 모두 비음화된 표기를 보여 주
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어간말 종성이 /ㅎ/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초기 한글 문헌에서부터
비음화 표기가 발견된다.
(37) 가. 내 凡夫 어린 거긔 펴 니디 아니호 뎨 分別야 자바 내라 가 전노라 <월인
석보 11:53a>
이 부톄 生死 전논 中에  眞實ㅅ 凝常 道로 凝은 얼읠 씨라 <월인석보
14:53a>
夫ㅣ 사오나온 後에 陰陽이 和야 子息을 난니 (夫ㅣ 劣 然後에 陰陽이
和야 而生子니) <능엄경언해 4:22b>
나. 如來ㅣ 그 魂慮ㅣ 變야 젇논  아시고 (如來ㅣ 知其魂慮ㅣ 變慴시고)
<능엄경언해 2:53b>
내 이제 너를 녿노니 들 조차 가라 <월인석보 13:19a>
물론 (37나)와 같이 비음화되지 않은 표기가 같이 공존하지만, 어간말 /ㄷ/와는 달리 어간
말 /ㅎ/의 경우에 이른 시기부터 비음화 표기가 가능했던 것은 어간말 /ㄷ/와는 달리 어간말
/ㅎ/는 유기음화 현상과 같은 축약 현상을 일으키는 등 연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음가를 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원래의 음가가 아닌 ‘ㄷ’ 받침으로 표기를 고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그리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듯하다.
한편 특정 단어에 국한하지 않고 어간말 /ㄷ/의 비음화된 발음이 본격적으로 표기에 반영
되기 시작한 것은 1481년에 간행된 두시언해부터다.
(38) 馬融의 뎟소리 든논 며 仲宣의 옷기 지엿 호라 (如聞馬融笛 若倚仲宣襟)
<두시언해-초간본 3:14a>
문노라 大將 누고 저 이 霍嫖姚가 (借問大將誰 恐是霍嫖姚) <두시언해-초간
본 5:31a>
져고맛 져제셔 녜  토니 외로왼 자샌 일 門을 단놋다 (小市常爭米 孤城早
閉門) <두시언해-초간본 7:10b>
게 수픐 가온 서블 딛고 어드운  돌 미틧 우믌므를 긴놋다 (明燃林中薪 暗汲石
底井) <두시언해-초간본 9:14b>
소니 醉야셔 金椀 더디고 詩句ㅣ 이러 繡袍 언놋다 (客醉揮金椀 詩成得繡袍)
<두시언해-초간본 15: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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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예 라 니 더운 히 므여워 블 븐 도다 (枯旱於其中 炎方慘如燬)
<두시언해-초간본 16:65b>
두시언해에서는 ‘든논(듣논), 문노라(묻노라), 단놋다(닫놋다), 긴놋다(긷놋다), 언놋다(얻놋
다), 븐(븓)’과 같이 매우 다양한 단어들의 비음화된 발음을 표기에 반영하였다. 물론 이
책에서부터 어간말 /ㄷ/의 비음화된 발음 표기가 일반화되었다고 해서 /ㄷ/의 비음화가 이
시기에 처음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보다는 30여 년 동안 유지해 온 표기 원칙이
느슨해진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합성어 및 /ㅎ/ 종성을 가진
어간의 표기에서 이미 /ㄷ/의 비음화 현상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시언해에서 어간말 /ㄷ/와는 달리 어간말 /ㅅ/의 경우에는 여전히 비음화된 표
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만 보면 음절말 /ㅅ/의 음가가 마찰음 [s]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표기의 원칙 또는 전통이 작용한 탓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발음의 차
이가 아니라 기저 음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만으로도 표기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
다.
어간말 /ㅅ/의 비음화된 표기가 문헌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500년에 간행된 개간법화경
언해부터다. 엄밀히 말하면 어간말 /ㅈ/이지만, 8종성법에 따라 그동안 ‘ㅅ’으로 표기하였으
니 음절말 /ㅅ/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23).
(39) 다가 사미 苦 만나 老病死 아쳗거든 (若人이 遭苦야 厭老病死ㅣ어든) <개간
법화경언해 1:14a>
비록 한 예지만 그동안 ‘ㅅ’ 받침으로 표기했던 것이 ‘ㄴ’으로 표기된 것을 통해 적어도 이
시기에 음절말의 /ㅅ/가 비음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ㄷ/의 비음화 표
기가 일반적화된 두시언해와 20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음절말 /ㅅ/의 비음화된 발음이 본격적으로 표기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번역박통사
(1517)와 번역소학(1518)에 이르러서이다24).
(40) 가. 난나치 리 긴 거셔 (箇箇尾子長) <번역박통사 상:41a>
나가 간나가 (小廝兒那女孩兒) <번역박통사 상:55b>
나. 어버 다 인 사 그리 호미 므던니라 (若具慶者 可矣니라) <번역소학
7:23b>
그 달애며 추들며 닐와며 힘싀우며 저지 며 야 어디리 도게 
어디리 도게  도리 다 졀 잇니라 그  어딘 이를 며 몸 닷가
셔 天下 어딜에 로매 인니 (漸摩成就之道ㅣ 皆有節序니라 其要 在於
擇善脩身야 至於化成天下니) <번역소학 9:14a>
외요미 도원슈 인니이다 (責在元帥니이다) <번역소학 9:26a>
郞과 僕射ㅅ 벼슬연 사히 마니 보람여셔 보니 (郞僕射ㅣ 竊識視之

23) 이기문(1978:36)은 15세기에 동화를 보이는 예로 ‘혼니블’<두시언해-초간본 20:17b>의 예가 있다고
보았으나, 이는 ‘繡혼 니블’(수를 놓은 이불)을 ‘홑이불(홋니블)’로 잘못 분석한 것이다.
24) 이들 문헌에서 ‘든니라’<1517번역노걸대上:37b>, ‘’<1517번역박통사:62b>과 같이 어간말 /ㄷ
/가 비음화된 표기가 사용된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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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번역소학 9:37a>
요예 보니 권 이  에 벼슬옌 사히 쳔읫 거슬 가져다가
(比見親表中에 仕宦者ㅣ 將錢物야) <번역소학 9:51b>
뫼션 겨집으로 여 고깃 羹을 드러가다가 (使侍婢로 奉肉羹야) <번역소학
10:2b>
이튼날 아 容이  자바 차반늘 어 (旦日애 容이 殺鷄爲饌이어늘) <번
역소학 10:6b>
아래 니던 그 빈혀 外郞 슬여 인 馮球의 겨집비 사 머리예 고자 잇더다
여 (前時釵ㅣ 爲馮外郞妻의 首飾矣라 니 乃馮球也ㅣ라) <번역소학 10:17a>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위의 예들을 근거로 하여 음절말 /ㅅ/의 불파음화가 16세기 초에
일어났다고 보지만, 지금까지 문헌의 표기 양상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음절말 /ㅅ
/가 15세기에 이미 불파음으로 발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나다/건너다’와 ‘니다’의 예를 제외하면 /ㄷ/의 비음화된 발음 표기
가 일반화된 것은 1481년의 두시언해부터이고 /ㅅ(ㅈ)/의 비음화된 발음이 처음으로 표기된
것은 1500년의 개간법화경언해이다. 음절말 /ㄷ/의 비음화된 발음 표기가 30여 년간 억제
되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음절말 /ㅅ/의 비음화된 발음 표기의 경우 그 기간이 좀 더 길었을
뿐 음절말 /ㅅ/의 발음이 외파음 [s]였기 때문에 그동안 비음화 규칙 자체가 적용되지 못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3.6. 차자 표기
차자 표기는 우리말을 한자를 빌려 표기한 것으로 차용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교하지
못한 면이 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표기자의 문법적인 인식을 잘 드러낸다는 특징을 보인
다.
15세기 초에 중국인들이 우리말을 전사한 조선관역어에는 다음과 같이 어말에 ‘思’를 가
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
(41) 가. 衣服 臥思 (옷), 有雲 故論以思大 (구룸 잇다), 松子 雜思 (잣), 城 雜思 (잣)
나. 花 果思 (곶), 月缺 得二以思格大 ( 잊거다)
다. 面 赧思 (낯)
(41가)의 ‘思’는 종성 /ㅅ/에 대응되고, (41나)의 ‘思’는 종성 /ㅈ/에, (41다)의 ‘思’는 종성
/ㅊ/에 대응된다. 위의 예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思’의 음가를 대개 외파음 [s]로 보면서 중
세 국어의 음절말 /ㅅ/가 지금처럼 불파되지 않고 외파음 [s]로 발음되었다고 보기도 한다(이
기문 1961:83, 이기문 1963:79~80, 최남희 1995).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먼저, 조선관역어에 ‘思’ 외
에도 다양한 첨기자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42) 가. 路 吉二 (길), 星 別二 (별), 天 哈嫩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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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氷凍 我稜額勒大 (어름 얼다), 開田 把耶勒大 (밭 열다)
다. 熊 果門 (곰), 虎 半門 (범), 筋 欣門 (힘)
라. 冷 尺卜大 (칩다), 熱 得卜大 (덥다)
(42가)의 ‘二’와 (42나)의 ‘勒’은 /ㄹ/를 첨기한 것이고, (42다)의 ‘門’은 /ㅁ/를, (42라)의
‘卜’은 /ㅂ/를 첨기한 것이다. 이들이 모두 외파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첨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思’에 대응되는 음절말 /ㅅ/가 외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25). 이들 첨기자가 사
용된 것은 이들 음이 외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한어에서 이들이 종성으로 발음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동석 2006).
만약 첨기자의 사용이 음절말 자음의 외파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같은 파열음이면서도 /ㄱ
/와 /ㄷ/는 불파된 반면 /ㅂ/는 외파되었다고 해석해야 하며, 비음 중에서는 /ㄴ/와 /ㅇ/은
불파된 반면 /ㅁ/는 외파되었다고 해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동석 2006).
또한 재구형과 비교해 보았을 때 첨기자의 사용이 수의적이며 사용 비율 또한 높은 편이
아니다. ‘思’의 경우 40% 정도의 첨기 비율을 보이는데, 다음과 같이 ‘思’가 첨기되지 않은
예들도 많이 보인다26).
(42) 가. 路近 吉戛戛大 (길 갓갑다), 鸚鵡 果果立塞 (곳고리새), 修路 吉大戛 (길 닷가), 交
方物 榜悶罵替 (방물 맛뎌), 郊外 得勒把吉 (드르밧길), 五 打色 (다), 兎 吐吉
(톳기), 六 耶沁 (여슷)
나. 鬚 那落 (나롲), 山低 磨赧戛大 (뫼 갑다), 鄰舍 以本直 (이집)
다. 靑 噴必 (푸른빛)
한편 ｢朝鮮館譯語｣에서 종성 /ㄷ/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단어는 4개뿐이다. 종
성 /ㅌ/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단어 역시 4개인데, 우연의 일치인지 이들은 전혀
첨기자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43) 가. 雨籠 戛莫 (갇모), 走 格嫩大 (걷다), 筆 卜 (붇), 貴 必色大 (빋다)
나. 河淺 悶呆戛大 (믈 녙갑다), 猪 㭆 (돝), 田 把 (밭), 陽 別 (볕)
조선관역어의 차자 표기가 정밀하지 못하고 특히 첨기자의 사용에 예외가 많다는 점, ‘思’
외에도 다양한 첨기자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思’의 첨기를 /ㅅ/가 음절말에서
외파음 [s]로 발음되었다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한편 老朴集覽의 다음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음절말 /ㅅ/가 외파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기문 1972:80).
(44) 禿禿麽思 一名手撇麪 卽本國믜역져비 禿字音투上聲 讀麽思二合 爲音맛 急呼則用思字
曰투투맛 慢言之則用食字 曰투투마시 元時語如此 (‘禿’의 음은 ‘투’이고 상성이다. ‘麽
25) 최남희(1995)는 우리말 입성 끝소리 /ㅂ/, /ㄷ/, /ㄱ/는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서 /ㅅ/는 비교적 잘
반영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것이 외국인의 귀에 /ㅅ/가 [s]로 청취된 증거라고 하였다. 그러나 파열음
중 ‘卜’을 사용하여 음절말 /ㅂ/를 전사한 예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단하기는 어렵다.
26) 이기문(1963:79~80)은 조선관역어에는 훈민정음 문헌에 종성 ‘ㅅ’으로 나타나는 모든 예가 ‘思’자
로 표기되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42)와 같은 많은 예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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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는 둘을 합하여 읽어 음이 ‘맛’이 된다. 급하게 발음할 때는 ‘思’를 써 ‘투투맛’이라
하고 느리게 발음할 때는 ‘食’을 써 ‘투투마시’라고 한다. 元代에는 ‘투투마시’라고 하
였다.) <노박집람, 박통사집람 중:1b>
老朴集覽은 최세진이 한어 학습서인 飜譯老乞大｣와 飜譯朴通事에 수록된 어휘들을
정리하여 설명한 책인데, 위의 설명과 관련하여 이기문(1972:80)는 ‘禿禿麽思’(투투맛)의 ‘思’
가 외파음 [s]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
려 불파음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듯하다.
위의 설명을 자세히 보면 ‘麽’와 ‘思’를 합하여 ‘맛’을 나타냈다고 하여 이때의 ‘麽’와 ‘思’가
반절자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급하게 발음할 때 ‘禿禿麽思’(투투맛)이 된다고 하였으므로
‘思’가 외파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파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앞서 설명했듯이 번역박통사에 이미 /ㅅ/가 비음화된 ‘간나’, ‘난나치’와 같은 표
기가 출현하므로 최세진이 이 책을 저술할 무렵에는 음절말 /ㅅ/의 음가가 외파음 [s]가 아닌
불파음 [t˺]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禿禿麽思’(투투맛)의 ‘思’는 외파음이 아닌 불파음으
로 해석해야 하며 이 ‘思’의 용법이 조선관역어의 용법과 같다면 역시 그 음가는 외파음 [s]
가 아닌 불파음 [t˺]로 보아야 한다.

4. 결론
지금까지 중세 국어 음절말 /ㅅ/의 음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개 중
세 국어 시기에 음절말 /ㅅ/가 현대 국어처럼 불파되지 않고 외파음 [s]로 발음되었다는 입장
을 취한다.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된 내용들을 하나씩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
르렀다. 소수의 예이지만, 중세 문헌에서 ‘’, ‘’과 같이 ‘ㅅ’과 ‘ㄷ’이 교체되는 예가
존재하며, 중세 문헌에서 음절말 /ㅅ/의 비음화된 발음이 표기되지 못한 것은 음절말 /ㅅ/가
[s]로 외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표기의 관습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팔종성법에서 /ㅅ/, /ㅈ/, /ㅊ/를 ‘ㅅ’으로 통일하여 적게 한 것은 /ㅅ/가 [t˺]로 불파되는
강력한 음절 구조 제약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으로, 세계의 어떤 언어에서도 유
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조선관역어의 첨기자 ‘思’의 음가도 노박집람에 나오는 ‘禿禿麽思’(투투맛) 등의 사례를
참고할 때 외파음 [s]가 아니라 불파음 [t˺]일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첨기자들과의 관계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도 ‘思’의 음가가 외파음 [s]라는 적극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렵다.
중세 국어의 음절말에서 /ㅅ/와 /ㄷ/의 발음이 사실상 구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ㅅ’
과 ‘ㄷ’을 구별하여 적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사람들이 음절말에서 /ㅅ/의 불파음화를 강하
게 인식한 결과 이를 후행하는 자음을 경음화시키는 요소로 인식함으로써 /ㄷ/와의 차별성을
뚜렷하게 느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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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종성법의 실현 양상과 음운론적인 해석｣에 대한 토론문

김한별(서강대)

1. 학술적 설명과 실제: ‘둘 중 하나’인가, ‘둘 다’인가
15세기 국어의 음절말 /ㅅ/의 음가 문제는 동시대의 다양한 표기ㆍ음운 현상과 관련된 문
제들과 한데 뒤섞여 마구 헝클어져 있는 형국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제설(諸說)이 분분한
각각의 현상들에 대하여 수많은 ‘가정과 전제의 탑’을 쌓아야만 당시의 음절말 /ㅅ/의 음가
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실제
에 부합하는 설명’보다는 ‘문제가 가장 적은 설명’이 더 높은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이 둘이 합치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이 발표문에서는 여러 측면에서의 근거를 들어 15세기 국어의 음절말 /ㅅ/의 음가가 외파
음 [s]가 아니라 불파음 [t ̚]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일관된 논리 구
조가 있으며 그 안에서 서로 모순되는 지점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저는 이 발표문의 주장도
충분한 설명력을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우선 세세한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기
보다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5세기 음절말 /ㅅ/의 음
가로 [s]와 [t ̚] 모두를 인정하면 안 되는가?’
음절말 /ㅅ/이 중세 국어 이전 단계에서는 외파되었으며, 16세기 국어에서는 불파음 [t ̚]
로 실현되었다는 두 학설에 대해서는 각각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음절말
/ㅅ/의 음가는 논리적으로 ‘[s] > [s]~[t ̚] > [t ̚]’와 같은 단계를 거쳤을 것이므로, 국어사
의 어느 시기에는 ‘[s]~[t ̚]’ 단계를 상정해야 합니다(논자에 따라 이 단계에 “內波的 [s]”
나 [ʔ] 등을 상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15세기가 바로 이 단계였다고 상정하면 꽤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문제가 가장 적은 설명’이라고는 감히
장담할 수 없으나, ‘문제가 제법 많이 줄어드는 설명’ 정도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두 경우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양자택일의 경우보다 학술적으로 덜 깔끔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전자는 후자에 비해 사실상 설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
다. 그러나 학술적으로 덜 깔끔해 보이더라도 어쩌면 이 설명이 실제 언어 사실에 가까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최근 음절말 /ㅅ/의 불파화가 어떠한 환경에서 시작되었는지를
미시적으로 살펴본 연구도 있으므로(河崎啓剛 2015, 졸고 2019), 15세기의 ‘[s]~[t ̚]’ 단계
는 ‘실제에 부합하는 설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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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내용
① ‘[s] 뒤 경음화’의 가능성
이른바 받침형과 병서형 간의 혼기( 거늘~안늘, 닷가~다)를 [s] 뒤 경음화의 결
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습니다(鄭承喆 1997: 437-438, 2003: 34-35, 김성규 2009:
59-60, 김현 2013: 9-18, 졸고 2019: 21-24). 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표 1>에 대
한 해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3.5(“종성 ‘ㅅ’와 ‘ㄷ’의 비음화”)에 대한 이견
“비록 한 예지만 그동안 ‘ㅅ’ 받침으로 표기했던 것이 ‘ㄴ’으로 표기된 것을 통해 적어도
이 시기[토론자 주: 改刊法華經諺解(1500)]에 음절말의 /ㅅ/가 비음화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간적으로는 /ㄷ/의 비음화 표기가 일반화된 두시언해와 20년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밑줄은 토론자가 추가함].
→ 관점에 따라 이 ‘20년의 차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출현 시기의 차이뿐
만 아니라 해당 예의 출현/유형 빈도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
든 자료상의 근거가 일차적이므로, 위와 같은 자료에 근거하면 음절말 /ㅅ/과 /ㄷ/의 비음화
표기의 차이는 음절말 /ㅅ/의 음가가 마찰음 [s]이기 때문이라는 통설이 더 적절한 해석이
아닐까 합니다.
③ 老朴集覽의 ‘禿禿麽思’의 해석에 대한 이견
“위의 설명을 자세히 보면 ‘麽’와 ‘思’를 합하여 ‘맛’을 나타냈다고 하여 이때의 ‘麽’와 ‘思’
가 반절자로 쓰였음을 알 수 있고, 급하게 발음할 때 ‘禿禿麽思’(투투맛)이 된다고 하였으므
로 ‘思’가 외파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불파음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밑줄은
토론자가 추가함].
→ ‘禿禿麽思’의 말음이 불파음이었다면 굳이 ‘思’ 자를 그 말음자로 썼을 이유는 없을 듯합
니다. ‘食’ 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여기서의 ‘思’ 자는 불파음 [t ̚]라기보다는 외파음 [s],
혹은 적어도 “內波的 [s]” 정도의 음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는지요? 또한,
동일한 저자 최세진의 책에 등장하는 ‘간나, 난나치’와는 /ㅅ/이 분포하는 환경이 다르므
로, 이러한 환경상의 차이로 인하여 ‘禿禿麽思’에서는 아직 음절말(=어말) /ㅅ/의 불파화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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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철, 연철, 중철 표기의 음운 대응에 대한 고찰1)
-문헌 자료와 한글 편지 자료를 중심으로신성철(순천대)

1. 서론
이 연구는 중세국어부터 나타나는 분철, 연철, 중철 표기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으려는 것은 아니라, 기존의 여러 논의 안에서 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해법을 고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표기를 비교하면, 연철과 분철이라는 표기법으로 쉽게 대비된다. 특
히, 분철 표기는 근대국어의 대표적인 표기법으로 일컬어지며, 현대국어의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근대국어의 대표적인 표기법인 분철과 중철
표기가 중세국어부터 그 양상을 보이는 용례가 확인된다.2) 즉 분철 시대의 서막이 이미 15세
기부터 올랐던 것이며(이익섭 1992:210), 중철 또한 그러하다. 근대국어의 대표적인 표기법으
로 일컬어지는 분철과 중철이 중세국어부터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세국어가 아닌 근대국어
에 그 양상이 매우 활발히 나타난다는 이유로 근대국어의 대표적인 표기법으로 자리매김하며,
더 나아가 중세국어와 근대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언중의 인식이 달리 적용되었다는 설명을 이
끌어낸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의 표기법과 동일한 경향이 반영된 문헌이 존재
함을 주지하고 있다. ≪월인천강지곡≫(1449)에서는 ‘’<월천 23a>, ‘담아’<월천 2a> 등의
분철 표기뿐만 아니라 현대국어의 형태음소적 표기가 반영된 ‘앒뒤헨’<월천 26a>, ‘세 낱 붚
’<월천 15a> 등이 확인된다.3) 비록 한 문헌이기는 하지만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초기 문
헌에 이러한 표기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당시에도 형태음소적 표기법을 언중들은 인지하고 있
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오늘은 어제가 쌓인 결과물이다. 통시적인 결과가 쌓여 공시적인 측면의 현대국어가 형성된
것으로, 우리의 표기법도 이러한 흐름에 놓인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국어의 표기법은 중세국
어와 근대국어의 표기법의 성과가 그대로 쌓이며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현대국어의
표기법에 대해서는 한국어 어문 규정에 매우 잘 표현되어 있다. ≪한글 맞춤법≫ 제1장 총칙
제1항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이다.4)
1) 분철, 연철, 중철 등의 개념은 이익섭(1992)를 따르며, 특히, 중철의 하위 분류 용어와 개념 등도 이
익섭(1992:218)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2) 중세국어 시기에 나타나는 분철 표기의 용례는 이익섭(1992: 205-238) 등, 중철 표기는 이익섭
(1992:216-220) 등을 참조할 수 있으며, 유기음의 중철 표기에 대해서는 신성철(2008:27-30) 등을
참조할 수 있다.
3) ≪용비어천가≫(1445)에는 형태음소적 표기가 보이지만, 분철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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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그 표준어를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뜻이며, ‘어법에 맞도록
함’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5) 전자는 음소적 표
기 원리가 적용된 것이며, 후자는 형태음소적 표기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중세국어의 ≪월인
천강지곡≫(1449)에 나타난 분철 방식과 형태음소적 표기는 ≪한글 맞춤법≫ 제1장제1항과 다
르지 않다.
우리말의 표기법에 대한 인식은 중세국어에서나 현대국어에서나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
다. 단지, 여러 인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표기법에 차이가 났을 것으로 판단
된다. 중세국어든, 근대국어든, 현대국어든 각 시기의 표기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표기 원리에
대한 인식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중세국어에서 선택한 표기법, 근대국어에서 선택한 표기
법, 현대국어에서 선택한 표기법으로 인하여 다른 형태가 된 것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증명하려면, 분철, 연철, 중철 등의 표기법을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기존 논의들로 쌓아온 성과물 안에서 표기 원리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각 시기의 언중들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 설명 가능한, 또는 각 표기법이 설명되
는 표기 원리의 실체를 확인해볼 것이다.

2. 연구 대상 및 기존 논의 검토
2.1. 연구 대상
연철은 중세국어의 대표적인 표기법이며, 분철과 중철은 근대국어의 대표적인 표기법이다.
그런데 분철과 중철 표기가 중세국어에서도 그 해당 용례가 나타난다는 논의를 감안하면, 이
논의에서 중세국어는 꼭 필요하다. 또한 근대국어 시기에 분철과 중철 표기가 활발 또는 다양
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근대국어도 논의 대상이 된다. 그러로 기본적으로 중세국어부터 근대국
어까지 일반적인 국어사 논의에서 사용되는 모든 국어사 문헌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러나 이 논의는 연철, 분철, 중철 등의 표기의 경향을 살피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존의
논의에서 이미 이들 문헌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서 각각의 문헌을 자세
히 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 단지, 이들 문헌에 나타난 표기 경향에 대한 기존
논의를 정리하면서, 정리한 내용과 대비하기 위한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나타난 용례를 주로
제기하고자 한다.
조선시대의 문헌 자료는 언해본이 대다수이다. 언해는 구결문이나 한문 등을 우리말로 번역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언해 자료는 일종의 번역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
다. 특히, 언해본들은 대부분 그 편찬자들이 한두 명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10명 이상의 인
원이 편찬에 관여하는데, 언해 과정에서도 그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간행된 언해본의 언어 상태는 편찬자들의 공통어 또는 편찬하는 해당 관청에서 무형으로
형성된 중앙어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언어가 반영된 것으로 보
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선시대 한글 편지는 대부분 발신자 한 명이 작성한 것으로, 언해본보
다는 자연스러운 개인의 언어가 반영된다. 즉 언해본이 현대국어의 표준어와 같은 인공언어적
성격을 지닌다면 조선시대 한글 편지는 상대적으로 발신자 한 사람의 언어가 반영된 자연언어
적 성격을 지닌다. 즉 연철, 분철, 중철 표기에 대한 발신자의 인식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파악

4) 최근에 공지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7-12호’로 2017년 3월 28일자로 이루어졌다.
5) 국립국어원 <한국어 어문 규범> 해설(http://kornorms.korean.go.kr/regltn/regltnView.d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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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문헌 자료와 한글 자료를 대비해 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한글 편지도 그 표기 경향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많은 자료를 대상으로 삼지
는 않는다. 중세국어를 대표할 문헌과 근대국어를 대표할 문헌을 각각 선별하고자 하는데, 16
세기 중후기(1550-1592)에 작성된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과 17세기 전기인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6)을 각각 중세국어와 근대국어를 대표하는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시기

편지 명칭

건수

출전 표시

1550-1592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

188건

<순천김씨묘-

17C 전기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 / 현풍 곽씨 언간

147건7)

<진주하씨묘-/곽씨-

조선시대 문헌 자료는 기존의 논의에서 언급된 용례를 살펴볼 것이므로 정리 작업이 주로
시행되지만, 조선시대 한글 편지는 정확한 경향을 살피기 위하여 계량화 작업을 거치고자 한
다. 계량화를 위한 용례는 황문환 외(2013)에 제시된 판독문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각 용례
에 대한 해석 또는 현대어 대응은 황문환 외(2016)를 사용한다. 이들은 기존의 판독문이나 주
해서를 종합화한 것으로, 조선시대 한글 편지가 지니는 단점 중의 하나인 판독의 정확성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련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편찬되었다. 해당 용례를 검색할 문
자열 검색 프로그램은 깜짝새(SynKDP 1.5.5)를 사용한다.
2.2. 기존 논의 검토
200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논의에서, 연철, 분철 등의 표기를 다룬 것은 다음과 같다.
김성옥(2020), <예수셩교젼셔>(1887)의 격조사 표기에 관한 일고찰—4 복음서의 주격조사⋅
목적격조사⋅주제격조사⋅처격조사를 중심으로—, 한글 328, 한글학회
이준환(2018),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의 연구 성과 및 전망, 국어사연구 26, 국어사학
회.
안예리(2015), 신소설 표기에 반영된 문법단위의 인식 -연철,분철 표기와 띄어쓰기를 중심
으로-, 韓民族語文學 69, 한민족어문학회.
정우영(2014), <월인천강지곡>의 국어사적 가치와 문헌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 장서각 32,
한국학중앙연구원.
송미영(2013), 근대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인문학연구 44-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
소.
신성철(2012), 원순모음화 관련 연철ㆍ분철 표기의 음운론적 인식 고찰, 언어학연구 22, 한
국중원언어학회.
김유범(2012), 문자 표기의 형태론적 장치에 대하여, 어문논집 66, 민족어문학회.
김소연(2011), 근대국어 중철표기의 유형 검토,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정수희(2009)개화기 국어의 표기 방식에 대한 계량적 이해 : 신소설 ‘원앙도', ‘혈의누'를 중
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김유범(2007), 15세기 문헌자료의 특수 분철 표기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20,
6) 이 문헌은 ≪현풍 곽씨 언간≫으로도 불린다. 출전에서 함께 제시한다.
7) 이 묘에서 168건의 자료가 발견되었으나 분급기, 노비명단, 조리법 등이 적힌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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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연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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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선시대 한글 편지를 대상으로 한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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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옥(2018), 주제격 ‘/은//는'과 목적격 ‘/을//를'의 단일화에 대한 일고찰 -16
∼19세기 한글간찰에서의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3, 국어국문학회.
김성옥(2017), 18~19세기 한글간찰의 표기법적 고찰 - 동춘당 송준길가(家)의 미주해 한글
간찰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91, 어문연구학회.
김성옥, 김정태(2015), 동춘당 송준길家 한글간찰의 표기법 특징, 어문연구 84, 어문연구학
회.

3. 문헌 자료의 표기
3.1. 15세기 문헌
≪월인천강지곡≫의 분철 표기는 일사분란하여, 명사 말음이 ‘ㄴ, ㄹ, ㅁ’일 때는 예외없이
분철 표기로 통일되고, 용언의 어간 말음이 ‘ㄴ, ㅁ’일 때도 마찬가지다(이익섭 1992: 205).
그러나 이 문헌을 제외하면 15세기 국어의 여러 문헌에 나타난 분철 표기는 오로지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만 확인된다.
15세기 문헌의 분철 표기는 문헌에 따라 산발적이면서도 매우 간간이 나타난다. ‘ㄱ, ㄴ,
ㄹ, ㅁ’일 때는 “훈민정음” 창제 이후 초기 문헌부터 나타나고, 그 이후 ‘ㅂ’으로 확대되는 경
향이 나타난다.
1) ㄱ. 뎍이<능엄 7:13b>, 하딕이라<석보 6:22a>, 차반<능엄 8:68a>, 간이라<금삼
5:28b>, 념을<법화 3:144b>
ㄴ. 을<능엄 5:72a>, 金락이<금삼 1:20b>, 오에(법화 2:254b>, 눈로<두초
25:53b>, 처에<능엄 2:123a>, 의<능엄 10:26a>, 닐굽<금삼 1:7a>, 겨집
이<남명 下:74b>
ㄷ. 곳이<원각, 상1-2:148b, 花>8)
1ㄱ)은 한자어이거나 한자어와 관련된 명사가 조사와 결합한 용례이며, 1ㄴ)은 고유어의 경
우로, 용언의 활용형에서는 분철 표기가 확인되지 않는다. 1ㄷ)은 특히 ‘곶’(花)이 분철 표기되
면서 ‘ㅈ→ㅅ’의 표기 변화가 반영된 용례이다.
분철 용례는 문헌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법화경언해≫의 경우에는 연철
표기에 비하여 분철 표기가 10%에도 못 미치지만(이익섭 1992:207), 그래도 분철 표기의 세
8) 문헌 자료의 용례 검색은 21세기 세종계획에서 제작한 ‘세종계획 역사 말뭉치’를 사용하였다. 아직 원
본 자료와 비교를 끝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오류에 대한 잘못은 오로지 비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한
필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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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어느 정도 자리잡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흐름은 15세기 문헌에서 전반적으로 보이
는데, 이익섭(1992:210)에서는 이들이 “꽤 산발적이고 불규칙적이”라고 기술한다. 체언의 말음
이 ‘ㄴ, ㅁ, ㄹ’일 때에만 분철 표기가 나타나는 문헌, ‘ㄱ, ㅂ’ 및 ‘ㄷ, ㄺ, ㄼ’일 때에도 나타
나는 문헌이 확인되나, 이러한 분철 표기가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만 나타나며 용언 어간
과 어미의 결합형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이익섭 1992:201).
3.2. 16세기 문헌
16세기 문헌에서는 분철 표기가 부분적이지만 명확히 나타난다. 연철 표기로만 된 문헌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적은 비중이나마 분철 표기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16세기 초기 문헌인 ≪번역노걸대≫, ≪번역박통사≫(1517년 이전)에서는 분철 표기가 다양한
체언 말음자에서 나타나며, ≪여씨향약언해≫(1518)에서는 매우 활발한 분철 표기가 경향이
확인된다.
2) ㄱ. 대애<번노 上:3b>, 뵈옷쟈락으로<번노 上:33a>, 박을<번박 56b>, 두 돈을<번노
上:12a>, 돈이로다<번박 32b>, 지즑을<번노 上:25b>, 읏듬으로<번노 上:5a>, 큰
님이<번노 上:41a>, 담은<번박 9b>, 아밥을<번노 上:40b>, 밥애셔<번노
上:42b>, 깁으로<번박 47b>
ㄴ. 녁을<여씨 24b>, 쇽으로<여씨 7b>, 손이<여씨 20b>, 잔을<여씨 24b>, 허믈을
<여씨 5a>, 시졀엔<여씨 20a>, 사이<여씨 1b>, 몸애<여씨 9b>, 업이<여씨
2a>, 집의셔<여씨 26b>, 쳡을<여씨 4b>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에서의 분철 표기가 15세기 문헌에서 보이지 않았듯이 16세기
초기 문헌에서도 활용에서의 분철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분철 표기가 나타나는 이른 문헌
은 ≪소학언해≫(1586)에서 보이기 시작한다. ≪소학언해≫에서는 용언 어간의 말음이 ‘ㅁ’뿐
만 아니라 ‘ㄹ’과 ‘ㄱ, ㅂ, ㄺ’에서도 나타나며, 심지어 ‘ㄷ’에서도 분철 표기가 나타난다. 16세
기 후기 문헌에서는 연철 표기가 예외라고 할 만큼 그 빈도수는 적어지며, 분철 표기가 주류
로서 거의 모든 환경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3.3. 17세기 문헌
17세기 문헌에서는 16세기의 후기에서 나타난 표기 경향이 그대로 계승된다. 체언과 조사
의 결합형에서는 분철 표기가 대다수를 차지할 정도이지만,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에서는
문헌에 따라서 연철 표기의 빈도가 다시 증가하기도 하는 불규칙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에서 분철 표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서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 연철 표기와 분철 표
기가 다소 비등하게 나타난다면 17세기의 다른 문헌에서는 앞 시기의 문헌보다 더 많은 분철
표기를 보인다. 단지,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에서는 ≪언해두창집요≫(1608), ≪언해태산
집요≫(1608) 등의 17세기 초기 문헌에서는 연철 표기가 분철 표기보다 더 많이 나타나지만,
후기 문헌으로 갈수록 분철 표기가 증가하여 16세기 후기 문헌의 경향을 계승하는 것으로 파
악된다.
3.4. 중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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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철 표기는 완전 중철과 부분 중철로 구분된다. 완전 중철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등이 선행 음절 받침의 형태와 후행 음절 초성의 형태가 동일한 자음자가 나타난 경우이며,
부분 중철은 ‘ㅈ’이 ‘ㅅ+ㅈ’으로 나타나거나 유기음, 즉 ‘ㅊ, ㅋ, ㅌ, ㅍ’ 등에서 선행한 음절의
받침에 ‘ㅅ(ㄷ), ㄱ, ㄷ(ㅅ), ㅂ’이 표기되고 후행하는 음절이 ‘ㅊ, ㅋ, ㅌ, ㅍ’이 표기되는 유형
(이하, 유형(2))과 ‘ㅎ’이 나타나는 경우, 즉 ‘ㅅ(ㄷ)+ㅎ, ㄱ+ㅎ’, ㄷ(ㅅ)+ㅎ, ㅂ+ㅎ‘으로 표기되
는 유형(이하, 유형(3))으로 나타난다.
먼저, 완전 중철은 15세기 문헌에서도 산발적으로 나타난다.
4) 녁그로<석상 11:26b>, 조 적기면<월석 25:18a>, 東녁긔<법화 2:123b><두초 3:42a>,
눈네<구방 下:37b>, 몃 번닐고<두초 3:32a>, 새니오<두초 10:5b>, <월석
11:11a>, 곳갈<두초 3:47b>, 이슬를<두초 3:25a>, 머므롬<석보 20:40b>, 사
<월석 15:22b>, 힘로<월석 20:102b>, 처믄<원각 상1-2:52a>, 미니
<원각 상2-1:26b>, 사<원각 하3-2:87a>, 님금믈<두초 3:1a>, <두초
3:48b>, 닐굽<석상 21:50a>, 잡바머구려<월석 7:39a>, 옷<월천 35b>, 것슨
<법화 4:143a>, 갓시<삼강(런던) 烈22>
이러한 완전 중철은 16세기 초기 문헌인 ≪이륜행실도≫(1518)에서 분철 표기 대신에 나타
나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러한 완전 중철은 분철 표기보다 낮은 비중으로, 또는 산발
적으로 불쑥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이익섭 1992:220).
한편, 유기음의 중철 표기는 15세기 국어에서 문헌에 따라 산발적으로 한두 개씩의 용례가
확인된다. 다음에 제시된 5)처럼 유형(2)가 나타나지만, 이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며 대다수
는 연철 표기로 나타난다. 그런데 16세기 국어에서는 다양한 용례로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되
며, ‘ㅍ’은 6다)에 제시된 것처럼 유형(3)의 용례까지 나타난다.
5) 것츠로(表, 구방下:16b), 긋추려(止, 구방下:96a)9), 박키니(구급 목록:6a)10), 테(몽
산:10b), 갑디니(월석23:98a)
6) 가. 이피(<잎-(吟)+-이, 飜老上,3a), 피거(飜老上,29b), 저프리오(<젛-(恐)+-브-, 飜老
上,31a), 기픠옴(飜老上,34a), 기프니도(飜老上,34a), 골픈(飜老上,41b), 알프로(飜
老上,59a) // 디피로다(飜老上:19a), 디플(飜老上:19a), 디플다가(飜老上:20a)
나. 입피(飜老上,3a), 앏푸로(飜老上,10a), 보피고(飜老上,26a), 곫프다(飜老上,39b), 접
페라(飜老上,58a) // 딥픈(飜老上:18a, 3회), 좃딥피(飜老上:18a), 볏딥피면(飜老
上:18a), 딥피(飜老(上:19b), 딥프란(飜老上:24b)
다. 딥흔(飜老上:12a), 좃딥히라(飜老上:18a)
라. 어듸브터셔(<븥-+-어, 飜老上,17b), 도틔(<돝+의, 飜老上,20b), 겨틔(<곁+의, 飜老
上,26a), 그테(<긑+에, 飜老上,68b), 브티디(<븓-+-히-+-디, 飜老上,49b), 젼년
티(<-+-히, 飜老上,54b)
마. 닫티(<닫(따로)+히, 飜老上,43a)11)
9) ≪구급방언해(救急方諺解)≫의 초간본(1466)은 전하지 않으며, 16세기 중엽의 중간본이 현전한다. 초
간본의 복각본(復刻本)이므로 15세기 국어 문헌으로서의 가치를 지니지만,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10) ≪구급간이방언해(救急簡易方諺解)≫의 초간본(1486)은 전하지 않으며, 지방에서 복각한 중간본만 전
한다. 임진왜란 이전에 복간된 것으로 중세국어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지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11) 신성철(2008:28)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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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글 편지에 나타난 표기
4.1.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의 표기
이 한글 편지의 발신자를 살펴보면, 순천김씨의 어머니인 ‘신천강씨’, 아버지인 ‘김훈’, 남편
‘채무이’, 남동생 ‘김여흘, 감여물’ 등이 해당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편지를 작성한 발신자는
신천강씨이며, 전체 188건 중에서 120여 건을 작성한다. 김훈이 딸에게 쓴 편지가 10여 건,
채무이가 아내 순천김씨에게 쓴 편지가 30여 건이다. 즉 신청강씨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에서는 대부분 연철 표기로만 나타난다. 분철 표기는 산발적으로
나타나는데, 해당 말음자 별로 3개를 넘지 못한다.
7) ㄱ. 셰쇽에<순천김씨묘095,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ㄴ. 패독산을<순천김씨묘082,_1550~1592년,_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아모만을<순천김씨묘052,_1550~1592년,_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져머시면야<순천김씨묘073,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ㄷ. 술운<순천김씨묘079,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막글이<순천김씨묘075,_1550~1592년,_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날아가니<순천김씨묘111,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ㄹ. 뎜심으란<순천김씨묘027,_1550~1592년,_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근심이<순천김씨묘187,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7)에서 보듯이 주로 한자어에 조사가 결합한 경우가 보이지만, 7ㄴ)의 ‘아모만을’, ‘져머시면
야’는 조사와 조사의 결합, 어미와 조사의 결합에서 나타난 것이며, 7ㄷ)의 ‘막글이’, ‘근심이’
의 ‘-이’는 인명에 붙는 접미사이다. 7ㄷ)의 ‘날아가니’는 ‘날-(飛)’에 해당되는 것으로 용언의
활용형에서 분철 표기가 적용된 경우이다.
‘ㅂ’의 분철 표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15세기 문헌 자료 중에서 ‘훈민정음’ 창제 이후
의 초기 문헌에서 ‘ㄱ, ㄴ, ㄹ, ㅁ’에서 분철 표기가 나타난 경우와 공교롭게 해당 자음이 일
치한다. 또한 완전 중철이나 부분 중철에서도 그 용례가 매우 산발적으로 나타나며, 문헌 자
료에서 보이는 경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ㄷ, ㅂ’에서도 한 예가 보이는데, 각 자음별 해
당 용례를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8) ㄱ. 식근<순천김씨묘148,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식글<순천김씨묘023,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ㄴ. 년로<순천김씨묘092,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귀리만<순천김씨묘061,_1550~1592년,_김훈(아버지)→순천김씨(딸)>
동산<순천김씨묘073,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원<순천김씨묘057,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ㄷ. 니<순천김씨묘007,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ㄹ. 아바님<순천김씨묘074,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몸미<순천김씨묘073,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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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순천김씨묘082,_1550~1592년,_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매<순천김씨묘055,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김여물(아들)>
미나<순천김씨묘009,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순천김씨묘073,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순천김씨묘098,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순천김씨묘166,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ㅁ. 홉홉비<순천김씨묘169,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12)
ㅂ. 박키<순천김씨묘079,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니<순천김씨묘149,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
몯토와<순천김씨묘160,_1550~1592년,_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옷<순천김씨묘108,_1550~1592년,_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 漆>
옷<순천김씨묘108,_1550~1592년,_채무이(남편)→순천김씨(아내)>13)
완전 분철에 해당하는 모든 용례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용례는 이 문헌 자료에서 나타나
는 연철 표기에 비교하면 매우 적은 숫자이다. 예를 들어, ‘ㄱ’이 연철 표기는 440여 회가 나
타나지만, ‘ㄱ’의 분철 표기는 1회, 완전 중철은 2회이며, ‘ㄴ’은 연철 표기가 240여 회이지만
분철 표기는 3회, 완전 중철이 4회이며, ‘ㄷ’의 연철 표기는 190여 회지만, 활용형에서만 중철
표기가 1회 나타날 뿐이다. ‘ㄹ’의 연철 표기는 430여 회이지만, 분철 표기만 3회 나타나며,
‘ㅁ’의 연철 표기는 540여 회지만 분철 표기는 2회, 완전 중철은 8회가 확인된다.
≪순천김씨묘 출토 언간≫은 16세기 중후반의 1550-1592년 사이에 작성된 것이지만, 16세
기의 문헌 자료에서 보이던 분철 표기와 중철 표기의 빈도보다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2.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의 표기
이 한글 편지의 발신자는 남편인 곽주를 비롯하여, 장남 이창 등의 네 명의 아들, 출가녀,
시어머니 박씨, 안사돈 조씨 등으로, 전체 147건 중에서 남편인 곽주가 대다수인 92건에 해당
된다. 작성 시기는 곽주가 장모에게 쓴 1602년의 편지부터 1652년의 것으로 보이는 편지까지
있어서 17세기 초반으로 파악된다.
≪진주하씨묘 출토 언간≫에서는 전반적으로 연철 표기보다는 분철 표기가 매우 활발하다.
예를 들어, ‘ㄱ’의 분철 표기는 100여 회 확인되는데, 대부분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이 용례에
해당된다. 연철 표기로는 170회로 활용형이 많이 포함되지만,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도 어느
정도 세력을 형성한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는 ‘ㄱ’을 말음으로 가진 어휘의 사용 빈도에 많아
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먹-, 뎍-, 젹-, 죽-’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사
용 빈도가 제법 높다. ‘ㄴ’의 분철 표기는 200여 회가 나타나며, 연철 표기는 7회밖에 확인되
지 않는데, 이는 ‘ㄴ’을 지닌 용언 어간의 숫자가 적고, 더불어 사용 빈도도 매우 희박하기 때
문이다.
그런데 분철 표기가 더 활발한 것만은 확실하다. ‘ㅁ’에서는 그 경향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데, ‘ㅁ’의 분철 표기가 170여 회로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에서 나타나며, 연철 표기는 50여
12) ‘도비’<순천김씨묘057,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도 포함될 듯하나, 의미 미
상의 어휘여서 제외한다.
13) ‘최여셔’<순천김씨묘041,_1550~1592년,_신천강씨(어머니)→순천김씨(딸)>도 포함될 듯하나, 의미
미상의 어히여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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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 용언 어간의 활용형은 물론이고 명사형 어미와 조사의 결합형에서도 연철 표기가 나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철 표기가 3배나 더 많이 나타난다.
이 자료에 나타나는 중철 표기는 매우 적은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ㄱ’의 중철 표기는
인명을 포함하여 5개, ‘ㄴ’은 합성어 1회를 포함한 총5회만 나타나며, ‘ㅁ’의 경우에는 중철
표기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
9) ㄱ. 덕긔<진주하씨묘-144/곽씨-73,_17세기_전기,_곽주(남편)→진주하씨(아내)>
덕긔란<진주하씨묘-145/곽씨-76,_17세기_전기,_곽주(남편)→진주하씨(아내)>
복기<진주하씨묘-046/곽씨-129,_17세기_전기(1623년),_현풍곽씨(딸)→진주하
씨(어머니)>
ㄴ. 아젹<진주하씨묘-100/곽씨-147,_17세기_전기,_현풍곽씨(딸)→진주하씨(어머니)>
기<진주하씨묘-110/곽씨-16,_17세기_전기,_곽주(남편)→진주하씨(아내)>
ㄷ.

경단내<진주하씨묘-147/곽씨-74,_17세기_전기,_곽주(남편)→진주하씨(아내),

瓊

團>
손니<진주하씨묘-098/곽씨-14,_17세기_전기,_곽주(남편)→진주하씨(아내), 손(損)>
긔운<진주하씨묘-098/곽씨-14,_17세기_전기,_곽주(남편)→진주하씨(아내)>
반찬<진주하씨묘-083/곽씨-65,_17세기_전기,_곽주(남편)→진주하씨(아내)>
나온<진주하씨묘-156/곽씨-128,_17세기_전기(1622년),_현풍곽씨(딸)→진주하씨
(어머니)>
9ㄱ)은 인명인 경우이며, 9ㄴ,ㄷ) 중에서 합성동사인 ‘나온’만 제외하면 체언과 조사의 결
합에서 ‘ㄱ’과 ‘ㄴ’의 중철 표기가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중철 표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연철 표기와 분철 표기를 빈도를 살펴보면, 이 자료에서의 표기법은 분철 표기가 주도한다.
문헌 자료에서 분철 표기가 연철 표기보다 적게 나타나는 것이 17세기 초기 자료에서이지
만, 17세기 초기의 한글 편지에서는 그러한 경향은 보이지 않고, 분철 표기가 주류임이 명확
히 확인된다. 단지, 문헌 자료이든지, 한글 편지에서든 16세기와 17세기에서는 분철 표기와
연철 표기가 함께 병행된 것임은 분명하다.

5. 결론: 표기 원리의 실체
지금까지 분철, 연철, 중철 등의 표기법이 문헌 자료와 한글 편지에서 어떻게 나는지 그 경
향을 살펴보았다. 언해본인 문헌 자료에서나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서나 유사한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연철 표기에서 분철 표기로 바뀌는 과정에서 중철 표기가 나타나며, 근대국어
의 대표적인 표기법인 분철 표기와 중철 표기가 중세국어, 특히 15세기 국어에서부터 산발적
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로 갈수록 연철 표기에서 분철 표기의 세력이 강하게 나타나며, 중철
중에서도 유기음의 부분 중철도 그러한 경향에 놓인다는 사실은 이익섭(1985, 1992), 홍윤표
(1986), 신성철(2008) 등에서 이미 알려져 있는 것으로, 연철과 분철 표기는 어간에 대한 의식
의 태동과 관련하여 설명된다. 분철과 중철 표기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은 이러한 경향에 놓인
것으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문헌 자료와 한글 편지 자료에서도 자립성이 강한 체언과 조사
의 결합형에서 분철과 중철 표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용언과 어미에서는 늦게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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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하게 나타난 것에서도 일정 확인된다. 이 글은 이러한 사실을 다시금 언급하려는 것도 아니
며, 또한 이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지 않는다. 기존의 논의에서 쌓아
온 성과물에 명확히 존재하는 표기 원리를 가지고 언중의 선택 가능성의 여부와, 각 표기법이
설명되는 표기 원리인지 그 실체를 재확인하고자 한다.
우리는 앞에서 ≪한글 맞춤법≫ 제1장제1항의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
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그 표준어를 적을 때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뜻이며, ‘어법에 맞도록 함’은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
혀 적는다는 의미임을 살펴보았다. 국립국어원(2017)에서는 ‘어법에 맞도록 함’에 대한 형태소
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덧붙인다.
예를 들어 ‘꽃[花]’이란 단어는 쓰이는 환경에 따라 소리가 달라진다.
꽃이[꼬치], 꽃을[꼬츨], 꽃에[꼬체] …………… [꼬ㅊ]
꽃만[꼰만], 꽃나무[꼰나무], 꽃놀이[꼰노리] … [꼰]
꽃과[꼳꽈], 꽃다발[꼳따발], 꽃밭[꼳빧] ……… [꼳]
‘꽃’은 ‘꽃이’일 때는 [꼬ㅊ]으로, ‘꽃만’일 때는 [꼰]으로, ‘꽃과’일 때는 [꼳]으로 소리 난
다. 만약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원칙만 적용한다면, [꼬치]로 소리 나는 말은 ‘꼬치’
로, [꼰만]으로 소리 나는 말은 ‘꼰만’으로, [꼳꽈]로 소리 나는 말은 ‘꼳꽈’로 적게 되어 ‘꽃
[花]’이라는 하나의 말이 여러 형태로 적히게 된다.
그런데 이처럼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적으면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
아보기가 쉽지 않다.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은 형태를 하나로 고정하여 일관되게 적어야 의
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즉 ‘꽃, 꼰, 꼳’보다는 ‘꽃’ 하나로 일관되게 적는 것이 의미를 파악하
는 데 효과적이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각 형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꽃’은 [꼬ㅊ], [꼰], [꼳]의 세 가지로 소리 나는 형태소이지만 그
본모양에 따라 ‘꽃’ 한 가지로 적고, [꼬치], [꼰만], [꼳꽈]도 ‘꽃이, 꽃만, 꽃과’로 적게 된다.
이는 ‘꽃’과 같은 명사 뒤에 조사가 결합할 때뿐 아니라 ‘늙-’과 같은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
가 결합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꽃’의 이형태가 3가지인 [꼬ㅊ], [꼰], [꼳]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꼬
ㅊ]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현대국어에서는 [꼬ㅊ]를 선택하여 형
태소의 본모양을 밝혀 적는 형태음소적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현대국어 표기법
은 3가지 선택 중에서 첫 번째의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단지, 중세국어의 연철 표기가 [꼬ㅊ]
를 형태 변화없이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것이라면, 현대국어의 ‘꽃’은 [꼬ㅊ]의 ‘ㅊ’이 ‘꼬’의
종성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현대국어 ‘꽃’은 중세국어의 ‘곶’에 대응된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에 결합해서는 ‘고지’
<석상 6:31a>처럼 연철되며, ‘곳도’<석상 11:2b>처럼 비음이 아닌 자음 앞에서 ‘ㅅ’으로 바뀌
어 표기된다. 그런데, 비음 앞에서 ‘곶’은 현대국어와 달리 ‘곳니피’<월석 8:18a>처럼 ‘ㅅ’으로
나타나며, ‘곳 것고’<석상 11:41b>처럼 ‘곶’ 뒤에 휴지(#)가 올 때에도 ‘ㅅ’으로 바뀐다.
고지(←곶+이)[고ㅈ] 고(←곶+)[고ㅈ]

…………… [고ㅈ]

곳니피(←곶+닢+이)[곳], 곳도(←곶+도)[곳], 곳(←곶+#)[곳] ……………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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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국어에서 ‘곶’의 이형태는 [고ㅈ], [곳]의 두 가지로서, 모음 환경에서는 이형태 ‘[고ㅈ]’
를 선택한 것이며, 자음 및 휴지 환경에서의 [곳]을 선택한 것이다. 즉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이형태를 달리 선택하여 그 결과로 표기형에도 달리 나타난 것이다. 즉, 중세국어의 연철 표
기에서는 이형태 ‘[고ㅈ]’를 표기에 변형을 주지 않고 그대로 표기에 반영한 것이다. 그런데
중세국어부터 보이는 분철 표기에서는 모음 환경에서 [고ㅈ]이 아닌 [곳]이 표기된 용례가 중
세국어에서 ‘곳이’<원각, 상1-2:148b>로 나타난다. 음운론적 환경에 따라 두 가지 이형태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표기에 반영하던 것을, 음운론적 환경이 다르더라도 복수의 이형태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이형태 하나가 해당 음운론적 환경 모두에서 적용된 것이
다. 즉 언중들이 자음이나 휴지 앞에서 나타나던 [곳]을 모음 환경에서도 나타나는 이형태로
선택함으로써 어느 환경이던지 ‘곳’만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는 현대국어에서 형태음소론적
원리가 적용된 [꼬ㅊ]이 선택되어, 자음이나 휴지 앞뿐만 아니라 모음 환경에서도 ‘꽃’의 형태
하나로만 나타난 것과 동일한 과정을 거친다. 즉, 중세국어부터 나타나서 근대국어에 강력해
진 분철 표기는 음운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이형태를 하나로 통일하려는 인식에서 발생
한 것이며, 이러한 경향이 현대국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문헌>
국립국어원(2017),

<한국어

어문

규범>

해설

<http://kornorms.korean.go.kr/regltn/regltnView.do#a>, 2020.8.15.
김무림(2005), 중세 국어 분철 표기 ‘ㄹ-ㅇ, ㅿ-ㅇ'의 음운론적 해석: 탈락의 흔적과 불파음
화의 관점에서, 한국어학 27, 한국어학회.
김성옥(2017), 18~19세기 한글간찰의 표기법적 고찰 - 동춘당 송준길가(家)의 미주해 한글
간찰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91, 어문연구학회.
김성옥(2018), 주제격 ‘/은//는'과 목적격 ‘/을//를'의 단일화에 대한 일고찰 -16∼
19세기 한글간찰에서의 표기 분석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83, 국어국문학
회.
김성옥(2020), <예수셩교젼셔>(1887)의 격조사 표기에 관한 일고찰—4 복음서의 주격조사
⋅목적격조사⋅주제격조사⋅처격조사를 중심으로—, 한글 328, 한글학회
김성옥, 김정태(2015), 동춘당 송준길家 한글간찰의 표기법 특징, 어문연구 84, 어문연구학
회.
김소연(2011), 근대국어 중철표기의 유형 검토,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김유범(2007), 15세기 문헌자료의 특수 분철 표기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20,
한말연구학회
김유범(2012), 문자 표기의 형태론적 장치에 대하여, 어문논집 66, 민족어문학회.
배영환․신성철․이래호(2013), ｢<진성이씨 이동표가 언간>의 국어학적 연구｣, 藏書閣 3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22-254.
백두현(2003), 현풍곽씨언간 주해, 태학사.
송미영(2013), 근대 후기 국어의 표기법 연구, 인문학연구 44-2,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

- 203 -

2020년 여름 국어사학회 전국 학술 대회

소.
신성철(2008), 격음의 이중 표기와 음성적 특징, 국어문학 45, 국어문학회.
신성철(2012), 원순모음화 관련 연철ㆍ분철 표기의 음운론적 인식 고찰, 언어학연구 22, 한
국중원언어학회.
신성철(2017b), ｢조선시대 언간 자료의 음운론적 특징｣, 영주어문 35, 영주어문학회,
5-35.
안예리(2015), 신소설 표기에 반영된 문법단위의 인식 -연철,분철 표기와 띄어쓰기를 중심
으로-, 韓民族語文學 69, 한민족어문학회.
이광호(1986), 근대국어 표기법에 나타난 분철 표기의 연구, 어문학논총 6,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이래호(2019), <송규렴가 언간>에 나타나는 남녀 간 언어 차이, 語文論集 79, 중앙어문학
회.
이익섭(1985), 근대한국어 문헌의 표기법 연구 –특히 분천 표기의 발달을 중심으로, 조선학
보 114, 조선어학회.
이익섭(1992), 국어 표기법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이준환(2018), 개화기 교과서의 표기와 음운의 연구 성과 및 전망, 국어사연구 26, 국어사
학회.
정수희(2009)개화기 국어의 표기 방식에 대한 계량적 이해 : 신소설 ‘원앙도', ‘혈의누'를 중
심으로, 한국문화연구 1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정우영(2014), <월인천강지곡>의 국어사적 가치와 문헌적 성격에 대한 재조명, 장서각 32,
한국학중앙연구원.
조항범(1998), 註解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홍윤표(1986), 근대국어 표기법 연구, 민족문화연구 19,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홍윤표(1994), 근대국어연구(Ⅰ), 태학사.
황문환 외(2013),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1)~(3), 역락
황문환 외(2016), 조선시대 한글편지 어휘사전 1~6. 역락

- 204 -

분철, 연철, 중철 표기의 음운 대응에 대한 고찰_신성철

“분철, 연철, 중철 표기의 음운 대응에 대한 고찰 - 문헌
자료와 한글 편지 자료를 중심으로-” 토론문
배영환(제주대)
이 발표문은 중세에서 현대에 이르는 분철, 연철, 중철 표기의 문제를 ‘선택’이라
는 관점에서 설명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분철과 연철은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
에 이르기까지 어간과 어미, 또는 명사와 조사의 결합에서 어간 말음을 어떻게 표
기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 발표문에서는 이미 중세국어에서부터 분철과 연철
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각 시기에 언중들이 어떤 선택을 하였는지로 설명하고 있
다. 본 토톤자는 발표자의 논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
로 토론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한다.
1. 발표 논문의 제목에 ‘분철, 연철, 중철 표기의 음운 대응’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본문의 논의에서는 각 표기와 음운 대응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잘 보이지 않는다.
즉, 제목과 본문의 기술의 내용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부분에 대
해서는 기존의 논의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
지 궁금하다.
2. 전체적으로 장별 내용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장의 내용은 연
구사적 검토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또, 이 발표문의 핵심은 거의 결
론 부분에 제시되어 있다. 결론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을 별도의 장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이 궁금
하다.
3. 이 발표문의 핵심 내용은 문헌 자료의 용례만을 대상으로 하여도 필자의 주장
을 기술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4장에서 한글 편지의 양상을 제시
하였다. 한글편지를 이 논의에 포함한 이유가 궁금하다.
4. 이 논의에서 간본 자료의 양상과 한글 편지 양상을 제시하였는데, 이 두 자료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간본 자료와
필사 자료, 또는 관찬 자료와 개인 서사 자료(대표적으로 언간) 간의 표기법상
의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5. 이 발표문에서는 특별히 중철 표기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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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완전 중철이나 부분 중철에 대해 분철 또는 연철과는 다른 음운상, 음성상
실현 양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논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다.
6. 표기법에서의 ‘선택’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현대
의 표기법은 규범으로 정해져 있지만 중세나 근대의 표기법은 규범이라고 볼

했다고 할 근거가 없다. 그런데도 개인의 언간 자료 등에서
비교적 일사분란한 표기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공적인 선택인지 어떠한 기제가 작용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만한 표기법이 존재

7. 다소 어려운 질문일 수 있지만 중세국어의 연철 표기에서 근대국어와 현대국어
의 분철 표기라는 큰 흐름을 ‘선택’한 데에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이면에 어떠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인지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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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표절 금지) 논저자는 논문이나 저술에 사용된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에서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행한 것처럼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의 연구 자료, 내용, 방법 등을 인용하거나 참조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 업적의 인정과 기여도 표시)
1. 논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논저자로서의 책
임을 지며, 또한 자신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논저자가 여럿일 경우에는 순수하게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순위를 정
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논저자 중에 상대적으로 지위가 높다는 이유로 제1저
자로 하거나, 연구 및 저술에 실질적인 기여가 없음에도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된다.
3. 논저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연구에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각주, 서문, 사
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 게재 및 이중 출판의 금지) 논저자는 이미 간행되었거나 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자신의 연구물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이
미 발표된 연구물을 전재 또는 개정 및 번역하여 출판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편집자나 발행인에게 분명히 밝혀야만 한다.
제6조(인용 및 참고 표시의 의무)
1.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비공
개 자료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2. 다른 사람의 글 또는 아이디어를 인용 또는 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를 달
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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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학회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의 연구윤리
제7조(공정성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자
의 성별, 연령, 출신 지역 및 학교, 소속과 지위 등과 관련한 선입견이나 친분
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심사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다루어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 선임 조건) 투고자와 사적인 친분이 많거나 그와 반대로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은 선임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의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출판
이사, 출판 간사 등 편집위원회 관련당사자가 학회지에 투고했을 경우 편집위원
회에서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 의뢰 및 게재 여부 등을 의결할 때에는 관련당
사자를 궐석시킨 가운데 행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유지의 의무) 학회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와 심사위원은 논문 투고자
의 인적사항, 투고 내용,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누설하지 말
아야 한다.
제11조(심사 부적합 통지의 의무) 선임된 심사위원이 자신이 심사자로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성실 심사의 의무)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논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평가를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충
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대상 논문을 저평가하거나 탈락시켜서는 안 된
다.
제13조(평가 근거의 명시 의무) 심사서에는 심사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자신의 판단
을 밝히고,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
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중한 표현)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독자성을 존중하여 심사서에 투고
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피하고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심사 논문 유출 금지) 심사위원은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심사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여서는 안 되며,
심사 논문이 학회지에 수록 출판되기 전까지 논문의 내용을 유출해서는 안 된
다.

제4장 윤리규정의 시행 및 제재
제16조(윤리규정의 준수 의무) 학회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윤리규정 위반 행위의 제보) 학회 회원 또는 학회지 투고자나 심사자가 윤리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이 사실을 인지한 제보자는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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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직접 또는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으로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며 제보할 때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의 접수) 학회의 사무소 또는 임원이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 지체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
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윤리위원회의 소집으로써 제보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윤리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둔다. 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이 호선한다.
제20조(윤리위원회의 조사) 윤리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윤리위
원회가 소집된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1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사안이 이미 발행한 학회지 게재 논문의 표절 또
는 중복 게재와 관련된 경우에는 윤리위원장이 편집위원회에 제보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 논문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처를 위임한다.
제21조(소명 기회의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는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2조(판정 및 통보) 윤리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윤
리위원 2/3 이상의 동의로 판정한다. 판정이 이루어지면 윤리위원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때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난 사
안에 대해서는 해당 피조사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회장은 판정 결과
를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제23조(피조사자에 대한 비밀 보호)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적인 징계 결
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장과 윤리위원은 해당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
서는 안 된다.
제24조(징계의 절차 및 내용) 윤리위원회의 징계 건의가 있을 경우, 회장은 보고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
적으로 결정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회원에 대해서는 경고, 회원자
격의 정지 또는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조처를 다른 기관이나 개인
에게 알릴 수 있다.

제5장 학회지 논문의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심사 및 조치
제25조(투고 논문의 제재)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이 표절 또는 중복 게재로 판단될
때에는 윤리위원회에 제보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편집위원회에
서 결정한 때로부터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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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후심사)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 및 중복 게재로 의심되어 윤리위원
회에 제보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를 한다.
제27조(사후심사의 절차) 윤리위원회에서 논문의 사후심사를 의뢰할 경우, 편집위원
장은 의뢰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사후심사를 진행한
다. 사후심사는 다음의 세 단계로 이루어진다.
1.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를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토대로 편집위원회에서 예비
결정을 내린다. 예비 결정은 심사를 의뢰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
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예비 결정이 이루어진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논문 필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논문 필자는 통보받은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논문 필자가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예비
결정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편집위원장은 소명서를 제출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
여 의뢰받은 논문에 대한 표절 및 중복 게재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리
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장에게 알린다.
제28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사후심사한 논문이 표절 또
는 중복게재로 최종 판정된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학회 홈페이지 및 차호 학회지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2. 학회지 전자판 및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3. 해당 논문 필자에 대하여 제명 조치를 하며, 이로 인해 제명된 자는 향후 5
년간 학회에 재가입할 수 없고, 학회지에도 투고할 수 없다.

부칙
제1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3호 제1조 (시행일자) 이 규정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타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윤리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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