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万葉歌 해석의 방법과 실제

오키모리 타쿠야(沖森卓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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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万葉集의 본문에 대하여
万葉集은 奈良時代 후기, 대략 771(宝亀2)년 이후에 최종적으로 편집된 것으로 보고 있으

나, 전해지는 본문에는 諸写本에 따라 異同이 있어서, 原文을 어떻게 校訂하느냐, 이것이 최대의 
과제이다. 万葉集의 본문은 그 訓読과 함께 전해지고 있고, 諸本은 크게 古点本·次点本·新
点本으로 나눌 수 있다. 古点은 951(天暦５)년에 宮中의 梨壺(나시츠보)에서 源順(미나모토 시타
고오) 등이 훈독한 것이고, 次点은 古点 이후에 仙覚(센카쿠)에 의한 新点 이전에 훈독된 것을 
말한다. 新点은 仙覚에 의해서 1246(寛元4)년부터 1273(文永10)년에 걸쳐 校訂 訓読된 것으로, 
이 가운데 西本願寺本(니시혼간지본 鎌倉 末期写)은 完本이어서, 현재 간행된 万葉集의 底本이 
되고 있다. 이 저본에 여러 写本을 対校해서, 校訂 本文이 작성된 것인데, 그때 諸写本에 있는 
異同은 모두 校本万葉集』(1932)으로 일람할 수 있다. 그러면 諸本간에 있는 文字의 異同을 잠
깐 보자. 

예를 들면 다음의 302番歌는 다음과 같이 校訂되어 있다. 

児等之家道差間遠焉野干玉乃夜渡月尓競敢六鴨 (巻3·302)
≪児等こら が家路いえぢややま遠とほきをぬばたまの夜渡よわたる月つきに競きほひあへむかも≫
<妻の家までの道のりは少し遠いが、[ぬばたまの］夜空を渡る月と競争して勝てるのだろ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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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집까지 길은 조금 멀지만 [검은] 밤하늘을 건너는 달과 경쟁해 이길 수 있는 것일까>

第3句는, 西本願寺本에서 ｢野干子乃｣ 라고 있는 것을 類聚古集·細井本에 ｢野干玉乃｣ 라고 
있는 것에 의해서, ｢子｣ 를 ｢玉｣ 으로 校訂하는 것이다. 그것은, 枕詞 ｢ぬばたまの｣ 의 표기로
서 ｢野干子乃｣ 를 쓴 예가 万葉集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玉｣ 을 적당한 本文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底本을 존중하면서도, 他本에 보이는 字句가 적절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정정하게 된다.

또, 15番歌의 제3句가 西本願寺本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渡津海乃豊旗雲尓伊理比祢之今夜乃月夜清明己曽(巻1·15)

澤瀉久孝(오모타카　히사타카) 万葉集注釈』이래 제공되고 있는 校訂 本文의 태반은, 제3句
의 ｢伊理比祢之｣ 를 ｢伊理比紗之｣ 로 고쳐, ｢入り日さし｣ 로　훈독하고 있다(紀州本에 ｢佐｣, 細
井本에 ｢沙｣ 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元暦校本·類聚古集에는 ｢伊理比弥之｣ 라고 나타난
다. 원래 ｢祢｣ 와 ｢弥｣ 는 誤写되기 쉬운　듯하다. 82番歌에도 西本願寺本에서는 다음과 같이, 

浦佐夫流情佐麻弥之久堅乃天之四具礼能流相見者 (巻1·82)

제2句에 ｢情佐麻弥之｣ 로 나타나나, 이것은 契沖(케이츄우)가 万葉集代匠記』精撰本에서 校
訂한 것처럼 분명히 ｢情佐麻祢之｣ 의 誤写이다. 

≪うらさぶる心こころさまねし　ひさかたの天あまの時雨しぐれの流ながらふ見み れば≫
<うら淋しい思いがむねにいっぱいだ[ひさかたの］天のしぐれが流れるように降っているのを見ると>
<쓸쓸한 마음 가슴 가득하네 [높은] 하늘의 늦가을 비가 흐르듯 내리고 있는 것을 보면>

즉, 15番歌의 ｢祢｣ 는 ｢紗｣ 의 誤写로 취급하기에는 차이가 있어, 오히려 元暦校本·類聚古
集에 보이는 ｢伊理比弥之｣ 로 校訂하는 것이 字形上으로도 온당하다. ｢入り日見し｣ ≪入日を見
た 지는 해를 보았다≫로 解釈해도 文意는 통하므로, 여기는 역시 古写本을 중시해야 한다. 

本文 校訂의 話題에서 조금 빗나가지만, 이 노래의 結句 해독에 대해서도 언급해 두기로 한
다. 제５句 ｢清明己曽｣ 는 末尾의 ｢己曽｣ 을 ｢こそ｣ 로 읽는 것은 부동이지만, ｢清明｣ 의 해독
법은 매우 정하기 어렵다. 지금까지 ｢きよくてりこそ｣ ｢さやにてりこそ｣ ｢まさやかにこそ｣ ｢さや
けかりこそ｣ 등 다양한 해독이 시도되었지만, 아직껏 定訓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私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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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데, 그 논증의 순서를 아래에 조목 별로 적겠다. 

(1) ｢明｣ 은 観智院本類聚名義抄에 ｢ヒカル｣ 라는 訓이 있어, ｢てる｣ (照)의 訓에 쓰일 가능
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으나, ｢清明｣ 은〈清く澄んで汚れがないさま(맑고 맑아 더러
움이 없는 모양)〉의 뜻으로, 熟語로서 中国 古典(荀子』등)에 많은 용례가 보인다. 

(2) 万葉集에서는 ｢てる｣ 를 ｢照｣ 로 나타내는 예는 있으나, ｢明｣ 을 쓴 예가 그 외에 없다.
(3) ｢天雲霽而月夜清焉｣ (巻10·2227)은 ≪天雲あまぐもはれて月夜つくよさやけし≫(天雲が晴れて月がさやか

だ 구름이 개어 달이 또렷하다)라고 읽는 것에 異訓은 없고, 15番歌도 같은 정취의 표현
이다. 

(4) ｢こそ｣ 는, 係助詞가 아니라, ≪~してくれ ~해 줘≫라는 희망의 뜻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動詞 連用形에 붙는다. 

이상으로부터, ｢清明｣ 은 状態性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로서 ｢さやけし｣ 로 訓読하는 것이 온
당하며, 音数律에 의해서 ｢さやけかりこそ｣ ｢さやけくありこそ｣ 가 想定된다. 여기는 結句이므
로, 오히려 ア(아)라는 母音 단독의 音節을 포함하는 8音句로서 ｢さやけくありこそ｣ 로 읽는 것
이 개연성이 높은 해독이 될 것이다. 字余り(자수 잉여)에 대해서는 本居宣長(모토오리 노리나
가)의 지적으로 시작하여, 근년에는 毛利正守(모오리 마사모리)의 일련의 연구(毛利1979 등)가 
있다. 句中에 母音 단독의 音節을 포함하는 경우에, 5音·７音에 1音이 많아도 허용된다고 하기
보다, 오히려 句中에 母音 단독의 音節을 포함하는 ５音·７音은 準不足音句이어서, 특히 結句에
서는 準不足音句는 解消되어야 한다고 하는 설이 널리 지지받고 있다. 즉, 15番歌의 해독은 다
음과 같이 된다. 

≪わたつみの豊旗雲とよはたくもに入い り日見ひみ し今夜こよひの月夜つくよさやけくありこそ≫
<大海原の豊旗雲に入り日が見えている今夜の月は清く澄んででいてほしい>
<한 바다의 긴 구름에 석양이 나타났다 오늘밤의 달은 맑고 또렷하면 좋겠네>

本文을 校訂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자구를 고치는 것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 本文의 
校訂은 訓読이나 해석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것도 사실이어서, 和歌로서 그리고 上代語로서 적절
한 本文과 訓読文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근거와 타당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종래의 해독을 개정해야 할 것으로서, 두 개의 노래를 택하여 그 해결법을 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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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巻11·2459番歌
吾背児我浜行風弥急急事益不相有(巻11·2459)

　위 노래는 제3句까지를 ≪我わ がせこが浜行はまゆく風かぜのいや早はやに≫로 읽는 것에 이론이 보이지 않
으나, 제4句 이하의 ｢急事益不相有｣ 의 해독은 諸説이 가지각색이다. 이 제4句와 結句의 단락 
짓기에 대해서, ｢急事／益不相有｣ 로 하는 설과 ｢急事益／不相有｣ 로 하는 설이 있는데, 그 대
표적인 훈독을 각각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Ａ ｢急事／益不相有｣ 로 하는 설
   (Ａ1) はやごとなさば　いやあはざらむ(澤瀉 万葉集注釈』)
   (Ａ1’) はやことなさば　いやあはずあらむ(鶴久·森山隆 万葉集』おうふう)
   (Ａ2) ことをはやみか　いやあはざらむ(小島·木下·佐竹 万葉集』小学館全集)
Ｂ ｢急事益／不相有｣ 로 하는 설
　　はやごとまして　あはずかもあらむ(武田祐吉 万葉集全註釈』)

먼저, Ａ1은 ｢なさば｣ 를 補読하지만, 人麻呂歌集 略体歌에서 接続助詞 ｢ば｣ 의 補読은 인정
되지만, 実質語인 ｢なす｣ 를 보충하여야 할 예가 그 밖에 안 보인다. 

路後深津嶋山蹔君目不見苦有(巻11·2423)
≪道みちの後深津嶋山しりふかつしまやましましくも君きみが目見めみ ねば苦くるしかりけり≫
<[道の後の国の深津嶋山の］しばしでもあなたに逢わないと苦しいのです>
< [빙고(備後) 고을 深津의 섬뫼] 잠시나마 당신을 만나지 못하면 괴롭더이다> 

略体歌의 표기 원리로 보아, ｢なす｣ 를 보독하는 훈독은 따르기 어렵다. 이 독법의 결함을 
해소하려고 한 것이, Ａ2의 훈독이다. ｢なす｣ 를 補読하지 않고, ミ語法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
이다. 그러나, 人麻呂歌集 略体歌에서 ミ語法을 반전 표기시킨 예가 따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러
한 독법에도 급작스레 따를 수 없다. 

다음으로, Ｂ는 ｢かも｣ 를 補読하는데, 疑問詞를 수반하지 않은 ｢かも｣ 의 無表記는 人麻呂歌
集 略体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稲岡耕二 이나오카 케이지(1987)). 따라서, 이 해독에도 난점
이 있다. 

이것들이 모두 해독에 문제가 있는 것은, 略体歌 표기의 첨가독법(読添え)에 대해 적절한 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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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을 취하지 않았음에 기인하고 있다. 다만, 이 노래가 어떠한 이유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을 탄
식하는 歌意라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선 結句에 현재 推量인 ｢らむ｣ 를 첨가하여 읽고, ｢不相有｣ 를 ｢あはずてあるらむ｣ 
로 읽는 것이 음수율로나 歌意로나 온당할 것이다. 略体歌의 推量 表現에서는 ム·ケム·マシ 
등의 첨가가 인정되며, 마찬가지로 ラム 無表記의 예도 아래와 같이 보인다. 

恋死恋死哉我妹吾家門過行(巻11·2401)
≪恋こ ひ死し なば恋こ ひも死し ねとや我妹子わぎもこ が我家わぎへの門かどを過す ぎて行ゆ くらむ≫
<恋い死ぬなら恋い死ねというのか　あの娘が我が家の前を素通りして行く> 
<그리다 죽고 싶으면 그리워하다 죽으라는 건가  그녀는 내 집 앞을 지나쳐 가네>

眉根削鼻鳴紐解待哉何時見念吾(巻11·2408)
≪眉根まよね掻か き鼻はなひ紐ひも解と け待ま つらむかいつかも見み むと思おもへる我われを≫
<眉を掻きくしゃみし紐も解けてまっているだろうか　いつ逢えるかと思うわたしを>
<눈썹 긁고 재채기하고 끈 풀고서 기다리고 있을까 언제 만나나 하고 있는 나를>

그리고 이 ｢らむ｣ 는 ｢不確実한 原因推量｣ (현재의 일이 생긴 원인·이유를 불확실한 것이라
고 판단하는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 같은 용법에는 다음의 노래
가 보인다.

東細布従空延越遠見社目言踈良米絶跡間也(巻11·2647)
≪横雲よこぐもの空そらゆ引ひ き越こ し遠とほみこそ目言めこと離か るらめ絶た ゆと隔へだてや≫
<横雲が空を渡って姿を消すように遠いからこそ逢って話すことを避けているのだろう切れるつもり

で離れるはずはない> 
<길게 빗긴 구름이 하늘을 건너서 자태를 감추듯이 멀기에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것을 피하고 있

는 것이겠지 끊을 작정으로 멀어질 리가 없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있다(逢って話すことを避けている)｣ 고 하는 현재의 사실이 
생긴 것은 ｢멀기 때문에(遠いから)｣（｢遠み｣ 의 ミ(미)는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접미어）라는 
원인·이유를 불확실한 것으로서 推量하는 표현이다。

　
等保久安礼婆一日一夜毛於母波受弖安流良牟母能等於毛保之賣須奈(巻15·3736)

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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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遠とほくあれば一日一夜ひとひひとよ も思おもはずてあるらむものと思おもほしめすな≫
<遠くにいるから一日一夜も思わないでいるだろうなどと思ってくださるな>
<멀리 있으니까 하루낮 하루밤도 생각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는 마시길>

｢그리워하지 않고 있는(恋い慕わないでいる)｣ 일이 생기는 것은 ｢멀리 있기 때문(遠くにいる
から)｣ 이라고, 원인·이유를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뜻이다. 이처럼 어떤 일이 생긴 원인·이유
에 의심을 가지는 용법이 ｢らむ｣ 에 있고, 이것은 平安時代의 和歌에도 이어진다.

吹くからに秋の草木のしをるればむべ山風を嵐と言ふらむ(古今·秋下·249)
<吹くとすぐに秋の草木がしおれてしまうから、なるほどそれで, 山の風を〈物を荒らす〉嵐と言っ

ているのであろう>
<불면 곧 가을 초목이 시들어버리니까 과연 산바람을 <물건을 휩쓰는> 광풍이라고 말하는 것이

리라>

秋の露色々ことに置けばこそ山の木の葉のちぐさなるらめ(古今·秋下·259)
<秋の露は様々に色を変えて置くからこそ、山の木の葉は様々な色に紅葉しているのだろう>
<가을 이슬이 가지가지로 색을 바꾸므로 산의 나뭇잎이 여러 색으로 물드는 것이리라>

그래서 2459의 제4句 ｢早事益｣ 를, 첨가해도 問題가 없는 接続助詞 ｢ば｣ (위의 2401番歌의 
初句 등을 참조)를 첨가해 읽어서, ｢はやごとませば｣ 로 훈독하여, ｢만나지 않은 것이리라(逢わ
ないでいるのだろう)｣ 라는 推量판단의 원인·이유를, ≪급한 용무가 늘어나서(急ぎの用事が増え
ているから)≫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하게 생각된다.

結句의 ｢不相有｣ 는 ｢あはずあるらむ｣ 로 읽는 것도 생각할 수 있으나, 準不足音句가 된다. 
위의 3736番歌의 ｢思はずてあるらむものを｣ 처럼, ｢ずてあるらむ｣ 라는 連接도 만엽집에서 인정
되고 있으므로, 略体歌의 첨가 독법으로 問題가 없는 ｢て｣ 를 補読하여 準不足音句를 解消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我わ がせこが浜行はまゆく風かぜのいや早はやに早はやごと增ま せば逢あ はずてあるらむ≫
<[あなたの近くの浜を吹く風のように］いよいよひどく急ぎの用事が増えているから逢えないでいる

のだろう>
<[당신 가까이의 바닷가에 부는 바람처럼] 점점 급한 용무가 늘어나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리라>（제2句까지는 ｢いや早｣ 를 일으키는 序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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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巻1·48番歌
東野炎立所見而反見為者月西渡(巻1·48)

위 48番歌인 柿本人麻呂作歌는 얼마 전까지 다음과 같이 훈독되어 왔다.
 

≪東ひむかしの野の にかぎろひの立た つ見み えてかへり見み すれば月傾つきかたぶきぬ≫

그러나 ｢所見｣ 은 시각에 의한 판단을 나타내는 ｢見ゆ｣ 構文이고, 活用語의 終止形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東ひむかしの野の に炎かぎろひの立た つ≫처럼 훈독해서는 그것 전체가 準体句가 되고 만다. 그래서
≪東ひむかしの野の には炎かぎろひ立た つ≫로 독법을 바꾸게 되어, 현재는 이 독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改訓도 충분하지 않다. ｢見ゆ｣ 構文에 대해서는 北原保雄(키타하라 야스오1965)에 
의해서 詳説되고 있는데, 그 構文的 특질은 다음과 같은 점이라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妻
立てり見ゆ｣ (古事記 歌謡108·日本書紀 歌謡87)의 경우, 

 　 妻                         立てり                       見ゆ 
事物 事物의 現在動作(終止形) 見ゆ

으로 되어, 그것이 複述語 構文으로서 ｢妻　立てり｣ 와 ｢妻　見ゆ｣ 라는 관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複述語 構文｣ 이란 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여기서는 접어
두기로 하고, 上代의 용례로 보아 構文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용납된다. 그래서 
주제(取り立て)의 ｢は｣ 에 대해서 보면, 다음과 같은 용례가 보인다. 

見吉野之高城乃山尓白雲者行憚而棚引所見(巻3·353)
≪み吉野よしのの高城たかぎの山やまに白雲しらくもは行ゆ きはばかりてたなびけり見み ゆ≫
<み吉野の高城の山に白雲が進むのをはばかってたなびいているのが見える>
<요시노의 타카기산에 흰 구름이 가기를 꺼리어 길게 뻗어 있는 것이 보인다>

比左可多能月者弖利多里伊刀麻奈久奈麻能伊射里波等毛之安敞里見由(巻16·3672)
≪ひさかたの月つきは照て りたり暇ひまなく海人あま のいざりは灯ともし合あ へり見み 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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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ひさかたの]月は照っている　休みなく魚を捕る海人のいさり火がともし合っているのが見える> 
<[높이] 달은 비추고 있네 쉼 없이 고기를 잡는 어부의 고기잡이불이 같이 켜있는 것이 보인다>

柯羅倶爾能基能陪爾陀々志於譜磨故幡比礼甫羅須彌喩那儞婆陛武岐底(日本書紀歌謡101)
≪加羅から 国くにの城き の上うえに立た たし大葉子おほばこ は領巾ひれ 振ふ らす見み ゆ難波なにはへ向む きて≫
<加羅の国の城塞の上に立って大葉子は領巾を振られるのが見える難波に向かって>
<가야국의 성위에 서서 오호바코가 숄을 휘날리는 것이 보인다 나니와를 향하여>

모두 위의 構文에서 ｢事物｣ 이어야 하는 動作의 주체를 ｢は｣ 로 내세우는 일은 있어도, 場所
格을 나타내는 성분이 ｢は｣ 로 내세워진 예는 上代 資料에서 보이지 않는다. 

難波方塩干丹立而見渡者淡路嶋尓多豆渡所見(巻７·1160)
≪難波なには潟がた潮しほ干ひ に立た ちて見み 渡わたせば淡路あはぢの島しまに鶴つる渡わたる見み ゆ≫
<難波潟の干潟に立って見渡すと淡路の島に鶴が飛んでいくのが見える>
<나니와 만의 개펄에 서서 건너다보면 아와지 섬으로 두루미가 날아가는 것이 보이네>

海人小船帆毳張流登見左右荷鞆之浦廻二浪立有所見(巻７·1182)
≪海人あま 小舟帆をぶねほ かも張は れると見み るまでに鞆ともの浦廻うらみに波なみ立た てり見み ゆ≫
<海人舟が帆を張ったかと思うほど鞆の浦辺に波が立っているのが見える>
<고기잡이 배가 돛을 달았나 싶게 토모의 해변가에 파도가 이는 것이 보이네>

春日野尓鍾礼零所見明日従者黄葉頭刺牟高円乃山(巻8·1571)
≪春日野かすがの にしぐれ降ふ る見み ゆ明日あす よりは黄葉もみちかざさむ高円たかまとの山やま≫
<春日野に時雨が降っているのが見える明日からは紅葉をかざすことであろう高円の山は>
<카스가에 늦가을 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내일부터는 단풍으로 장식하겠네 타카마도 산은>

春日野尓煙立所見＊嬬等四春野之莵芽子採而煮良思文(巻10·1879)  (＊는 ｢女｣ 篇에 ｢感｣ )
春日野かすがの に煙けぶり立た つ見み ゆ娘子をとめらし春野はるののうはぎ採つ みて煮に らしも≫
<春日野に煙が立っているのが見える おとめたちが春野のうはぎを摘んで煮ているらしい>
<카스들 가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 보이네 소녀들이 쑥부쟁이를 뜯어 삶고 있나 보다)

｢見ゆ｣ 構文에서 내세워질(取り立て) 수 있는 것은 動作의 주체인 成分(｢事物｣)만이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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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文末의 ｢見ゆ｣ 와도 깊게 상관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は｣ 주제화는 다음
과 같은 構文에서만 성립되는 것이다. 

事物 　は 事物의 現在動作(終止形) 見ゆ

이같이 보면, 48番歌의≪東ひむかしの野の には炎かぎろひ立た つ≫라는 해독은 부적절하게 된다. 그래서 係助詞 ｢は｣ 
를 첨가하여 해독하면, ≪東ひむかしの野の にかぎろひは立た つ見み えてかへり見み すれば月傾つきかたぶきぬ≫라는 해독을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 노래에서는 ｢見えて｣ 이므로, 거기에서 終止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は｣ 에 의한 주
제화(取り立て)를 상정하기보다도, ≪春日野かすがの にしぐれ降ふ る見み ゆ≫(1571)나 ≪春日野かすがの に煙けぶり立た つ見み ゆ≫
(1879)와 같이 ｢は｣ 의 주제화가 없는 해독 쪽이 온당하지 않을까. ｢見ゆ｣ 의 바로 위에 한 단
어 動詞 ｢降る(후루)｣ ｢立つ(타츠)｣ 만이 나타나고 있는 유사성에서도, 또 ｢者｣ 의 표기가 보이
지 않는 것에서도, ｢は｣ 는 굳이 첨가하여 독해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게 하면, 音数律에서 제2句를 ７音으로 읽어서 ｢野の らにかぎろひ｣ 로 하는 것이 가장 온
당하다.

於毛可多能和須礼牟之太波於抱野呂尓多奈婢久君母乎見都追思努波牟(巻14·3520)
≪面形おもかたの忘わすれむしだは大野おほのろにたなびく雲くもを見み つつ偲しのはむ≫
<顔かたちを忘れた時は大野にたなびく雲を見てあなたを偲びましょう>
<얼굴 모습을 잊었을 때는 오오노에 길게 걸친 구름을 보며 당신을 그리워해야지>

大野小雨被敷木本時依来我念人(巻11·2457)
≪大野おほのらに小雨こさめ降ふ りしく木こ の下もとに時ときと寄よ り来こ ぬ我わ が思おもふ人ひと≫
<大野原に小雨が降りしきっている　木바にたびたび寄ってきて下さい　私の恋人よ>
<오오노 들에 가랑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네 나무 그늘에 종종 들러 주세요 나의 연인아>

전자는 東歌(아즈마우타)에도 보이는 말인데, ｢ろ｣ 는 接尾語이며 ｢ら｣ 의 母音交代形이다. 
후자는 柿本人麻呂歌集에도 보이는 것으로 ｢ら｣ 는 첨가독해가 된다. ｢大野ら(ろ)｣ 의 예밖에 
보이지 않고 ｢野ら｣ 라는 말은 그대로는 그 밖에 보이지 않지만, 平安時代에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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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は荒れて人はふりにし宿なれや庭もまがきも秋の野らなる(古今和歌集248遍昭(헨죠오))
而大泊 瀬　形 天皇、射イ 殺　コ 棄ス  骨　を 郊野形　ラ　に（図書寮本日本書紀永治二年(1142)点　巻15·222~223行）
≪（而（るに）大泊瀬(おほはつせ)形天　皇(すめらみこと)

、射殺イコ(ろ)して骨(ほね)を郊野形　ラ に棄ス （て）≫
野　形　形ラ　イヤシ　アラハ(観智院本類聚名義抄　仏中110-6)
藪　オトロ　形ラ　ヤブ　禾ソウ(観智院本類聚名義抄　僧上14-3)

위의 人麻呂歌集 2457番歌에 接尾語 ｢ら｣ 의 첨가독해가 상정되는 것으로써도, 人麻呂作歌인 
48番歌는 다음과 같이 읽힐 수 있다.

≪東ひむかしの野の らにかぎろひ立た つ見み えてかへり見み すれば月傾つきかたぶきぬ≫
<東の野にかげろうの立つのが見えて振り返って見ると月が西に傾いている>
<동쪽 들에 햇살이 피는 것이 보여서 뒤돌아보니 달이 서쪽으로 기울어 있네>

4. 마무리
万葉集의 해독을 확정시키는 근거는, 첫째로 万葉仮名 표기이다. 記紀万葉를 중심으로, 우

선은 上代語로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訓読資料나 古辞書 또는 
平安時代의 和文資料에서 용례를 찾는 것이 된다. 그와 동시에, 万葉集이나 記紀歌謡 등 上代
의 語法이나 和歌의 技法, 또 비슷한 노래나 유사한 발상에 의한 표현에도 유의하면서, 音数律
(字數剩餘 法則)에 의해 훈독을 정하여 가는 것이 대체적인 순서가 된다.

(번역: 康仁善, 성공회대 교수)

주제어 : 만엽집, 해독, 원문 교정, 훈독, 음독, 음수율

수일(2008. 5. 14), 심사시작일(2008. 5. 19), 게재확정일(2008. 6. 5)

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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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万葉歌解釈の方法と実際
沖森卓也 *

1)
万葉集は奈良時代後期、おそらく771(宝亀2)年以後に最終的に編集されたものと見られて

いるが、伝わる本文には諸写本によって異同があり、原文をどのように校訂するか、これが
最大の課題である。諸写本における異同はすべて 校本万葉集』(1932) によって一覧でき
る。

本文を校訂するに当たっては、恣意的に字句を改めることには慎重で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本文の校訂は訓読や解釈と密接にかかわることも事実であり、和歌として、そして上
代語として適切な本文と訓読文を追求していくためには、確かな根拠と妥当な解釈が必要と
なろう。

万葉集の読みを確定させる根拠は、第一に万葉仮名表記である。記紀万葉を中心に、ま
ずは上代語として存在することを確かめる作業が必要である。次に、訓読資料や古辞書、ま
た平安時代の和文資料に用例を求めることになる。それと同時に、万葉集や記紀歌謡など上
代の語法や和歌の技法、また類歌や類似の発想による表現にも留意しつつ、音数律(字余り
の法則)によって訓読を定めていくというのがおおまかな手順ということになる。

주제어 : Manyoshu(萬葉集), Decipherment, Textual Criticism, Kundoku(訓네), Ondoku
(音네), Syllabic rhythm(音数律)

* 立敎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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