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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고는 고구려 지명 ‘혈구군(穴口郡)’의 고구려어 대응 표현 ‘갑비고차

(甲比古次)’ 중 ‘갑비’를 다룬 임홍빈(2008)에 이어지는 논문으로, 여기서

는 ‘혈구군’의 ‘구(口)’에 대한 대응 표기 ‘고차(古次)’와 관련되는 문제를 검

토하기로 한다. 임홍빈(2008)에서는 강화도(江華島)의 고구려 이름 ‘갑비

고차(甲比古次)’의 ‘갑비(甲比)’를 중세어의 /kumu/(穴)’에 대응되는 어형

으로 보았다. /*kapi~kumu/와의 대응에서 어두의 /k/는 완전한 대응을 보

이는 것이며, 어중의 /p~m/의 대응도 상당히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다. 임

홍빈(2008)에서 /*kapi/는 강화도의 고구려 지명과 관련하여 ‘나루[津]’의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았다. ‘나루’는 배가 드나드는 ‘혈(穴)’이기 때문이

다. 

본고는 ‘갑비고차’에서 그 나머지 부분 즉 ‘고차(古次)’가 어떠한 의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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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를 가졌던 것인가에 대하여 필자로서 가능한 가설을 제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특히 알타어 어족 가설에 대하여 이 어휘 항목이 가지는 

의의를 중시하고자 한다.   

‘갑비고차(甲比古次)’의 ‘고차(古次)’는 양주동(1942), 신태현(1958), 이

기문(1968). 김완진(1968) 등에 의하여 이른 시기부터 관심을 보여 왔고 주

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에도 유열[류렬](1983), 이정룡(2002), 

최남희(2005) 등에 의하여 그 해독이 시도되고 있다. 그것이 일본어의 /

kuʦi/와 대응된다는 사실도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

하게 ‘입’으로 해석되지 않은 데 문제의 미묘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삼국

사기』 지리지(地理志)에 ‘구(口)’의 대응 표현 ‘고차(古次)’나 ‘홀차(忽次)’가 

나타나는 것이 주로 지명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차(古次)’나 ‘홀차

(忽次)’는 주로 ‘관(串)’으로 해독되고 해석되는 경향을 보여 온 것이다. 그

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그것은 ‘입’을 가리키는 말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

이 본고의 입각점이다. 

‘입’을 가리키는 고구려어가 다른 알타이어에서 그 대응형을 찾을 수 있

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지는 의의는 결코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다. ‘입’의 대응형 모색은 Ramstedt(1949)에서 그 부분적인 시도를 볼 수 있

는 정도이다. ‘입’ 항목은 Martin(1966)에도 나타나지 않고, Miller(1971)에

도 나타나지 않으나, ‘입’을 나타내는 고구려 지명 /*kuʦi/와 고대일본어의 

/*kuti/가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미 신태현(1958), 이기문

  1)  본고의 기본적인 생각은 2008년 9월 16일 목원대에서 열린 제2회 한일비교언어학
회에서 발표한 바 있고, 2011년 10월 15일 목포대에서 열린 ‘김방한선생 추모학술
발표회의’에서도 발표한 바 있다. 본고는 기본 생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전의 논
문을 대폭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목포대에서의 발표에서는 고대일본어의 /*-lt/에 
대한 강인선 교수의 지적이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오류는 어디까지
나 필자 자신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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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김완진(1968), 천소영(1990), Beckwith(2004), 최남희(2005) 등에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고대일본어의 /*kuti/와 비교되는 한국어 단어가 정

확하게 찾아지고 그 대응이 고구된 일은 별로 없다. 

‘입’이 기초 어휘의 하나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어의 /kuʦi/에 대응

하는 어형이 고구려어에서 찾아진다는 사실은 고구려어와 일본어 및 한국

어 혹은 다른 알타이어와의 친족 관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암시를 던지

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어와의 대응형이 비단 고구려어에서만 찾아지

는 것은 아니다. 현대의 한국어가 가진 어휘재 가운데에서도 고구려어의 

‘고차(古次)’나 ‘홀차(忽次)’ 혹은 일본어의 /kuʦi/에 대응되는 어형이 찾아

질 수 있다. 본고는 특히 이 점을 중시하고자 한다. 

최근 알타이 어족 가설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기초 어휘에 대한 비교는 알타이 어족 가설의 확립을 

위하여 매우 고무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본고는 알타이 제어에서 ‘입’의 

반사형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피고, 또 그것을 ‘혈구군(穴口郡)’에 

대응되는 고구려어 지명 ‘갑비고차(甲比古次)’의 ‘고차(古次)’와 비교함으

로써 알타이 어족 가설은 아직도 충분히 연구된 것이 아님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서 ‘구(口)’의 대응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고차

(古次), 홀차(忽次)’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제4절에서는  ‘고차(古

次)’와 ‘홀차(忽次)’의 어형과 의미를 살펴본다. 제5절에서는 고구려어의 

/*kuʦi/와 다른 알타이어에서 그 대응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검토한

다. 이에 대한 검토에는 ‘추상 재구형’을 상정하여 그 변이를 포괄하는 방

식을 취한다. 제6절에서는 논의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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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口)’의 대응 표현 및 주변 요소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구(口)’를 가진 지명의 예를 편의상 둘로 나누어 

일부를 먼저 (1)에 보이고 나머지는 (2)에 보이기로 한다.2) 고구려어의 대

응 표현을 가진 예들에 주목하기로 한다.3)

(1) 지명에 ‘구(口)’를 가진 예들-1
가. 穴口郡 一云 甲比古次[‘혈구군’은 ‘갑비고차’라고도 한다.](『삼국

사기』 37卷-志6-地理4-03)
나. 海口郡 本高句麗 穴口郡 在海中 景德王改名 今 江華縣 領縣三

[‘해구군’은 본래 고구려의 ‘혈구군’이었는데, 바다 가운데 있다. 경덕왕
이 이름을 바꾼 것이 지금의 ‘강화현’이다. 거느린 현은 셋이다.](『삼국
사기』 35卷-志4-地理2-23)
다. 獐項口縣 一云 古斯也忽次/古斯也衣次[‘장항구현’은 ‘고사야홀

차/고사야의차’라고도 하였다.](『삼국사기』 37卷-志6-地理4-03)4)

  2)  『삼국사기』 자료는 한국사사료연구원의 ‘디지털 삼국사기’를 참고한 것이다. 이 자
리를 빌려 한국사사료연구원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우리말 번역은 필자의 것이
다. 참조면의 끝에 있는 숫자는 해당 항목이 있는 문단의 차례를 나타내는 것이다. 

  3)  이 밖에 ‘수구성(水口城, 37卷-志6-地理4-08)’, ‘사구성(沙口城, 37卷-志6-地理
4-08)’ 및 ‘수구성(藪口城, 37卷-志6-地理4-11)’ 등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대응 
고유어 표기를 가지지 않는다. ‘구(口)’가 어떻게 읽혔는지에 대한 암시를 가지지 
않는 것이다.

  4)  『삼국사기』 35卷-志4-地理2-11에는 ‘獐口郡 本高句麗 獐項口縣 景德王改名 今安
山縣(장구군은 본래 고구려 장항구현이었다. 경덕왕이 이름을 바꾼 것으로 지금
의 안산현이다)’와 같은 기록이 또 있다. ‘장항구’를 ‘장구’로 바꾼 것은 지명을 한
자 2자화하는 원칙에 의한 것일 것이다. 또 35卷-志4-地理2-20에는 ‘臨江縣 本高句
麗獐項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임강현은 본래 고구려의 장항현이었다. 경덕왕이 이
름을 바꾸었는데, 지금 이름은 그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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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楊口郡 一云 要隱忽次[‘양구군’은 ‘요은홀차’라고도 하였다.](『삼
국사기』 37卷-志6-地理4-03)
마. 楊麓郡 本高句麗楊口郡 景德王改名 今陽溝縣[‘양록군’은 본래 

고구려의 ‘양구군’이었는데 경덕왕 때 개명한 것이다. 지금은 ‘양구현’이
다.](『삼국사기』 35卷-志4-地理2-37) 

(1가)는 ‘혈구군(穴口郡)’을 달리 ‘갑비고차(甲比古次)’라고도 하였다는 

기록이다. ‘갑비(甲比)’는 ‘혈(穴)’에 대응된다. 이는 임홍빈(2008a)에서 중

세어 /kumu/에 대응되는 고구려어로, /*kapi/와 같이 재구되었다. 그 의미

는 분명 ‘혈(穴)’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은 지명에서의 ‘혈’이 어떻

게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갑비’를 ‘곶’ 즉 ‘갑

(匣)’을 나타내는 어형으로 보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고차(古次)’마저 ‘*곶’

으로 읽는다면, ‘갑비고차(甲比古次)’는 ‘*곶곶’을 적었다는 것이 된다. 그

러나 이는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이다. 

(1나)에 의하면, 고구려 때의 ‘혈구군’이 신라 경덕왕 때에 ‘해구군(海口

郡)’으로 그 이름이 바뀌고 김부식의 고려시대에는 ‘강화현(江華縣)’이 되

었음을 말하고 있다. (1가)의 ‘혈구군’ 즉 ‘갑비고차(甲比古次)’는 바로 ‘강

화(江華)’를 가리키던 고구려어이었음을 알 수 있다. (1나)에 나타나는 ‘해

구(海口)’, ‘혈구(穴口)’와 ‘강화(江華)’ 및 ‘갑비고차(甲比古次)’를 비교하

면, 혹 ‘갑비(甲比)’가 ‘바다’나 ‘강’을 나타내던 것은 아니었나 의심할 가능

성이 있다. 유열 [류렬](1983)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이러한 모습을 보

이는 것이다. 그러나 ‘갑비(甲比)’는 정확하게 ‘혈(穴)’에 해당하는 것인데 

역사적 기록을 떠나 강화도의 지형에 집착하는 것은 옳지 않다. 여기서는 

‘강화(江華)’의 ‘강(江)’과 ‘갑비(甲比)’의 ‘갑(甲)’의 음상이 흡사한 것이 주

목된다. ‘강화(江華)’의 ‘화(華)’와 ‘혈구(穴口)’의 ‘구(口)’도 관련성이 있다. 

‘화(華)’는 뜻적기(석독표기, 훈차표기)로 ‘곶’을 적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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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갑비고차(甲比古次)’의 ‘고차’을 달리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다)의 ‘장항구(獐項口)’와 ‘고사야홀차(古斯也忽次)/고사야의차(古斯

也衣次)’를 비교하면 ‘구(口)’에 해당되는 어형으로 ‘홀차(忽次)’나 ‘의차(衣

次)’를 얻게 된다. ‘의차(衣次)’는 ‘홀차(忽次)’의 전와된 표기로 여겨진다. 

‘의(衣)’와 ‘홀(忽)’의 자형이 비슷하여 필기체나 초서체에서 혼동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왜 ‘홀차(忽次)’를 올바른 어형으로 보는가? 첫째는 ‘의차

(衣次)’보다는 ‘홀차(忽次)’가 ‘갑비고차(甲比古次)’의 ‘고차(古次)’와 근접

한 어형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1라)에도 ‘홀차(忽次)’가 나타나기 때문이

다.

‘장항구(獐項口)’는 뜻적기의 예를 보이는 것으로, 신태현(1958: 49)은 

‘장항(獐項)’을 ‘노루목’으로 읽어 ‘목[津關]’을 적은 것으로 보았다.5) 

그러나 ‘고사야홀차’의 ‘고사야’에 대해서는 ‘곧’으로 읽어 ‘고사야홀차’

를 ‘곧 곶’으로 풀이하였다. 여기서는 같은 말을 적은 것으로 생각되는  

‘목’과 ‘곧 곶’이 음성적으로 상당한 괴리를 가지는 것이 문제이다. 

‘고사야(古斯也)’를 유열[류렬](1983: 234)에서는 ‘고라니’의 옛 형태 변종

인 ‘고사니’를 적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고라니’라고 해서는 ‘[津]’

에 도달할 수 없다.6) 이정룡(2002: 167)에서도 ‘고사(古斯)’를 ‘고라니[獐]’

의 ‘고라’를 적은 것으로 보았다. Beckwith(2004: 68)는 신라의 지명과 고구

려의 지명이 아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았다. ‘고사야홀차(古斯也忽次)’

를 /*kʋsiyakuərtsi~☆kʋsiyaχuərtsi/와 같이 재구하였으니, 그것을 ‘장구(獐

  5)  신태현(1958)에서는 ‘나마개’와 같이 읽었다. ‘나’는 ‘’로 적었어야 한다. 
‘나루목’의 ‘목’과 ‘마개’가 어원이 같은 것이지는 의심스럽다.

  6)  최남희(2005)에서는 ‘고사야(古斯也)’를 ‘가(사)’와 같이 읽어 ‘노루가 자주 다니
는 길목’과 같이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동물 이름 ‘노루’를 적은 것이 아니다. ‘노
루’를 빌려 ‘’를 적은 것이다. 뜻적기의 예를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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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나 ‘장항구(獐項口)’와 관련시킬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장구(獐口)’나 

‘장항구(獐項口)’의 ‘장(獐)’은 동물 ‘노루’를 적은 것이 아니다.7) 그것은 ‘노

루’를 빌려 ‘[津]’ 즉 지금의 ‘나루’를 적은 것이라고 보아야 온당한 해

석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장(獐)’이나 ‘장항(獐項)’이 쓰인 다른 예를 보면 이는 아주 분명해진다. 

『삼국사기』 35卷-志4-地理2-11에도 ‘獐口郡 本高句麗 獐項口縣 景德王改

名 今安山縣(장구군은 본래 고구려 장항구현이었다. 경덕왕이 이름을 바

꾼 것으로 지금의 안산현이다)’와 같은 기록이 나타나고, 『삼국사기』 35卷

-志4-地理2-20에도 ‘臨江縣 本高句麗獐項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임강현은 

본래 고구려의 장항현이었다.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는데, 지금 이름은 

그에 의한다)’와 같은 기록이 나타난다. 앞의 것에서는 ‘안산(安山)’의 위치

에 주목해야 하고, 뒤의 것에서는 ‘임강(臨江)’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한다. 

안산은 원래 고구려의 장항구현(獐項口縣) 또는 고사야홀차현(古斯也忽

次縣)인데, 신라 진덕왕이 장구현으로 고쳤으며 신문왕때 장구군(獐口郡)

으로 승격되었다고 한다.8) 안산의 위치로 주목되는 것은 서쪽으로 황해에 

접해 있다는 것이다. 그 입구가 작은 만으로 내륙으로 쏙 들어와 있다. ‘나

루’가 되기에 아주 적합한 지형을 하고 있다. 또 ‘임강(臨江)’은 강에 임하

여 있다는 말이다. 강에 임한 곳에 나루가 있게 마련이므로, 이 또한 ‘장항

(獐項)’이 나루와 관련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7)  Beckwith(2004: 68)은 ‘장항(獐項)’에서는 ‘구(口)’가 빠진 것으로 보았고, 정광
(2011: 563)에서는 “장항현(獐項縣)을 ‘고사야홀차(古斯也忽次)[☆kʋsiyaχuərtsi]로 
소개한 것은 아마도 ’장항구군(獐項口郡)‘에 이끌린 착오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장항구(獐項口)‘가 ’장항(獐項)‘이나 ’장구(獐口)‘와 같
이 한자 2자로 된 것은 ’지명 한자 2자‘ 원칙에 의한 것이다.

  8)  경기도 안산시(安山市) 홈페이지 참조. 조선조 이후의 연혁에 대해서도 자세한 기
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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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고사야(古斯也)’를 뜻소리적기(석음독표기, 음훈차 표기)의 하

나로 ‘’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고사야(古斯也)’의 ‘고

(古)’를 ‘-’으로 읽고, ‘사(斯)’를 사이시옷으로 보아 ‘ㅅ’을 적은 것으로 보

는 것이다. 그러면, ‘고사(古斯)’는 ‘+ㅅ(사이시옷)’을 적은 것이 된다. ‘야

(也)’로써 ‘’를 적은 것으로 보면 ‘고사야(古斯也)’는 ‘+ㅅ(사이시옷)+

’를 적은 것이 된다. 사이시옷의 기능이 무엇인가가 문제이겠으나, 그것

이 ‘-’의 ‘ㄱ’을 소거하는 것이었다고 가정하기로 하자.9) 그러면, ‘+’
만 남게 된다. 이것을 연철하거나 연음하면 ‘[津]’가 된다. ‘고사야(古

斯也)’는 ‘ [津]’에 대한 아주 불완전한 표기였다고 할 수 있다.

(1라)의 ‘양구(楊口)’에서 ‘구(口)’에 해당되는 것은 ‘요은홀차(要隱忽次)’

의 ‘홀차’이다. (1마)에 의하면, ‘양구군(楊口郡)’이 본래의 고구려 지명이었

다고 한다. 경덕왕이 개명한 이름은 ‘양록군(楊麓郡)이고, 고려 때의 이름

은 양구현(陽溝縣)이라는 것이다. 고구려 때의 이름이 ‘양구군(楊口郡)’과 

‘요은홀차(要隱忽次)’로 두 개가 된다. 경덕왕 때 ‘요은홀차(要隱忽次)’를 

‘양구(楊口)’로 바꾸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고구려 때에 이미 ‘양구군(楊

口郡)’과 ‘요은홀차(要隱忽次)’의 두 이름이 있었다는 것이 된다. 이 두 이

름은 무슨 관계를 가진 것일까? 해결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양구군(楊口

郡)’은 석독 표기 즉 뜻적기의 예를 보이는 것이며, ‘요은홀차(要隱忽次)’는 

음독 표기, 즉 소리적기의 예를 보인다는 것이다. ‘요은(要隱)’은 ‘양(楊)’에 

해당하며. ‘홀차(忽次)’는 ‘구(口)’에 해당한다.

  9)  다른 예가 더 찾아져야 할 것이지만, ‘집아비, 집어미’가 ‘지아비, 지어미’와 같이 된 
것이 사이시옷의 기능과 모종의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집+ㅅ
(사이시옷)+아비, 집+ㅅ(사이시옷)+어미’에서 ‘집’이 ‘ㅂ’을 탈락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혹 사이시옷의 영향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적어도 사이시옷이 ‘집
아비, 집어미’가 *[지바비], *[지버미]와 같이 발음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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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차(忽次)’는 (1다)의 ‘홀차(忽次)’와 그 성격이 같다. 유열[류렬](1983)

에서는 ‘양(楊)’을 ‘버들’로 읽어 ‘부루’를 적은 것으로 보았다. ‘요은(要隱)’

은 ‘아아’를 적은 것으로 보아 ‘아라/우루’와 같이 읽고 있다. ‘부루’와 ‘우루’

의 소리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부루’를 적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방법을 썼을 것으로는 믿기 어렵다. 신태현(1958: 64)에서

는 ‘양구(楊口)’를 ‘양구(揚口)’와 같이 판독하여 ‘얃고지’를 적은 것으로 보

았다. ‘요은(要隱)’도 ‘얃[底]’을 적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얃’이나 ‘낮’을 

적기 위하여 ‘요은(要隱)’을 선택하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낮’을 적으려

면 우선 ‘저(低)’를 떠올리게 되고, ‘얃’을 적으려면 우선 ‘천(淺)’을 떠올리

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최남희(2005: 239f)에서는 ‘요(要)’가 고구려어의 /a/를 적은 것으로 보았

다. ‘은(隱)’은 /ə̞n(은)/10)으로 보았으므로, ‘요은(要隱)’은 /a-nɐn/을 적었다

는 것이 된다. 김영황(2010: 179)에서 ‘요은(要隱)’은 ‘오리나무[楡理木]’의 

‘오리’의 고형인 ‘어니/우니’를 적은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단모음 /a/(최남희

2005)나 /o/나 /u/(김영황 2010)를 적기 위하여 ‘요(要)’를 썼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아주 단순하고 잘 정의된 한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

의 경우에는 ‘아(阿)’와 같은 한자가 그것이다. 

‘요(要)’는 북경 관화음(官話音)이 /yao/로, Karlgren(1964)의 중고한음

은 평성이나 거성이 모두 /‘i ̭ɑ̈u/와 같이 재구된 것이다(周法高 主編 1974 

참조). Baxter(1992: 801)에서 이 음은 /ʔjiew/와 같이 재구되었다. 중고한음

의 재구음이 사실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우리는 ‘요(要)’의 고

구려어음을 /*a/로 보는 견해를 본 바 있다. 유열[류렬](1983)에서도 그렇

고, 최남희(2005: 239f)에서도 그렇다. /a/음을 적기 위하여 ‘요(要)’자를 썼

10)  /ə̞n/에는 ‘은’이란 음이 한글로 적혀 있으나,‘은(隱)’이 ‘/는, /은’ 등에 쓰인 한
자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ən̞/은 아마도 ‘’을 적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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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차자 표기에서 일반적으로 /a/음을 적는 글

자가 아니다. /‘i̭ɑ̈u/나 /ʔjiew/와 같은 음이 고구려어에 굴절되어 /a/로 인식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다.  

‘요은(要隱)'의 ‘요(要)’를 /ya/를 적은 것으로 보는 것은 북경 관화

음 /yao/와 일본어 /yanagi/에 이끌린 것이다. 특히 /yanagi/를 중시한 것

이 Beckwith(2004: 78)이다. Beckwith(2004) 는 ‘요은홀차(要隱忽次)’를 

/*yaɨrkuərtsi~☆yawɨnχwərtsi/와 같이 재구하고, ‘요은(要隱)’이 ‘버드나무 

willow’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을 더 분석하면 ‘버드나무’를 뜻하

는 /*ya~☆yaw/와 속격-귀속어 표지(genitive-attributive marker) /*ɨr~☆ɨn/

이 된다고 하고 있다. ‘구(口)’ 즉 입에 해당하는 것은 /*kuərtsi~☆χwərtsi/

로 재구하고 있다. /ya/를 고대일본어 /yanagi(夜那疑)/의 /ya/로 보고 /

na/를 속격 표지로 본 것은 정광(2011: 613)에서도 같다. 그러나 귀속어

(attributive) 표지에 대한 언급은 들어 있지 않다.  

Beckwith(2004)의 분석에는 미묘하지만 큰 문제가 있다. 첫째, 속격 표

지와 귀속어 표지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고대일본어의 속격 표지는 /na/라

고 할 수 있으나, 고구려어의 속격 표지까지 /na/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다. 그것은 ‘요은(要隱)’의 /ɨn(隱)/에 /n/이 들어 있는 것을 고대일본어의 

예에 유추한 데 지나지 않는다. Beckwith(2004)에는 고구려어의 속격 표지 

혹은 귀속어 표지가 /*ɨr~☆ɨn/이라는 데 대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nanɨn(難隱)/의 /ɨn(隱)/을 속격-귀속어 표지로 보는 것은 만

주어 /nadan/과의 비교를 완전히 도외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대한국어

의 /n, r/은 동명사 어미였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인데, 그것을 속

격 표지와 동일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동명사 어미는 용언

을 필요로 하는 데 대하여 속격 표지는 명사구 범주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고대일본어의 /yanagi/의 형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



고구려 지명 ‘혈구군(穴口郡)’의 ‘구(口)’에 대하여 | 임홍빈 _ 13

yanagi/를 /ya(柳)-na(속격 조사)-gi(木)/와 같이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속

격 구성설’이라 부르기로 한다. 이러한 견해는 일본의 『時代別國語大辭

典: 上代篇』 p. 756.에도 소개되어 있고, 小學館國語辭典編輯部 編(2002/

初版 1972)의 『日本國語大辭典』에도 같은 견해가 소개되어 있고, 마에다

[前田富祺] 監修(2005)에도 같은 견해가 소개되어 있다. Beckwith(2004)

나 정광(2011)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견해도 이와 같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견해가 일반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하나는 /yanagi/가 본래 중국어 /

yang(楊)/의 차용어라는 것이다. /yang/ 뒤에 접미사와 같은 /i/가 덧붙음

에 따라 /yang-i/가 되고 이것이 다시 /yan-gi/와 같이 분석되고 그것이 다

시 /yana-gi/와 같이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차용설’이라 부르기로 

한다. 일본어에서 /ao(靑)-yagi(楊)/나 /yama(山)-yagi(楊)/와 같이 복합어

에만 나타나는 /yagi(楊)/는 /yan-gi/에서 /n/이 탈락한 것이 된다. 이러한 

입장에 설 때, /ya(柳)-na(속격 조사)-gi(木)/와 같은 분석은 일종의 민간어

원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된다.

일본어 /yanagi/에 대한 ‘속격 구성설’의 분석법을 ‘요은홀차(要隱忽次)’

에 적용하는 데에는 /ɨn(隱)/의 문제가 암초와 같은 존재가 된다. /ɨn(隱)/

은 속격 조사가 아니라 동명사 어미 혹은 관형사형 어미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앞에는 용언의 어간이 와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앞에 

온 것은 ‘버드나무’를 뜻하는 체언 /*ya~☆yaw/이다. 이는 명사구 뒤에 어미

가 올 수 없는 일반 원리를 어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은(要隱)’을 

두 개의 형태소로 분석해서는 안 된다. 둘로 나누면 각각의 형태에 부여할 

기능이 없어진다. 여기서는 ‘요은(要隱)’ 전체를 중국어 /yang(楊)/의 차용

으로 보고자 한다. 중국어 /yang(楊)/이 고구려어에서 /yoɨn/과 같이 굴절

되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중국어 /yaŋ/에서 /ŋ/이 /n/과 같이 

되고, 중국어 /ya/가 /yoɨ/ 혹은 /yow/와 같이 굴절되었을 뿐이다. 왜 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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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어에서는 /yoin/이라 하였는가? ‘양(楊)’의 발음이 일본어에서 가령 ‘양지

(楊枝 혹은 楊子)’를 /yowzi/라 하는 것과 같이 /yow/가 되는 일이 있으므

로, 고구려어에서도 유사한 발음상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11)

이렇게 되면, Beckwith(2004)에서 문제되었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된

다. ‘요은(要隱)’의 ‘요(要)’를 /ya/로 읽어야 하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ya/

음을 적기 위하여 ‘요(要)’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

ya/를 적기 위한 더 적합한 한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夜, 也, 耶' 등과 같

은 한자이다. ‘은(隱)’자를 /*ɨr~☆ɨn/과 같은 속격 표지 혹은 귀속어 표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 ‘은(隱)’은 단지 선행어의 일부를 적

은 것일 뿐이다.  

(1가)에서 ‘혈구군(穴口郡)’의 ‘구(口)’에 대응되는 고구려어 표현은 ‘고

차(古次)’이고, (1다, 라)에서 드러나는 ‘구(口)’ 대응 표현은 ‘홀차(忽次)’이

다. 이제 다음 예를 보기로 하자.

(2) 지명에 ‘구(口)’를 가진 예들-2 
가. 泉井口縣 一云 於乙買串[‘천정구현’은 ‘어을매관’이라고도 하였

다.](『삼국사기』 37卷-志6-地理4-03)
나. 交河郡 本高句麗 泉井口縣 景德王改名 今因之[‘교하군’은 본래 

고구려의 ‘천정구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었다. 지금 이름은 

11)  『삼국사기』에 ‘양(楊)’이 나타나는 다른 예가 있다. 는 ‘楊根縣 一云 去斯斬[‘양근
현’은 ‘거사참’이라고도 한다.](37권-지6-지리4-03)’과 같은 예이다. 여기서 ‘양(楊)’
에 대응되는 것은 ‘거사(去斯)’이다. 이를 주어진 대로 해석한 것이 이정룡(2002: 
164)이다. ‘거사(去斯)’를 ‘나무’를 뜻하는 ‘거~것’을 적은 것으로 보고, ‘나무’로 
‘버들’를 대칭(代稱)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거~것’으로 ‘*걸’
을 표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무’로 ‘버들’을 대신 가리켰다는 것이 석연치 
않다. ‘거사(去斯)’는 아마도 ‘고사(古斯)’의 전와로 생각된다. 그것은 ‘’에서 ‘ㄱ’
이 탈락한 형태 ‘[日]’을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그 경우 ‘양근현(楊根縣)’의 ‘양
(楊)’은 ‘양(陽)’과 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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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의한 것이다.](『삼국사기』 35卷-志4-地理2-15)
다. 通溝縣/通口縣 本 高句麗 木入縣/水入縣 景德王改名 今因之[‘통

구현’은 본래 고구려의 ‘목입현/수입현’이었는데, 경덕왕이 이름을 바꾸
었다. 지금 이름은 그에 의한 것이다.](『삼국사기』 35卷-志4-地理2-41)
라. 栗口 一云12) 栗川 今殷栗縣[‘율구’는 ‘율천’이라고도 한다. 지금의 

‘은율현’이다](『삼국사기』 37卷-志6-地理4-03) 

(2가)에서 ‘구(口)’는 ‘관(串)’에 해당한다. ‘관(串)’의 새김이 ‘곶’이므로, 

‘구(口)’ 또한 ‘곶’으로 읽혔음을 말해 준다. ‘천정(泉井)’은 ‘어을매(於乙買)’

에 해당한다. (2나)는 ‘천정구현(泉井口縣)’이 경덕왕 때 ‘교하군(交河郡)’

으로 바뀌었음을 말해 준다. ‘천정구(泉井口)’는 (2가)에서 ‘어을매관(於乙

買串)’이라고도 했던 것이므로, ‘구(口)’는 (2가)를 중개로 하여 ‘관(串)’에 

대응되게 된다. ‘어을매관(於乙買串)’의 ‘어을매(於乙買)’는 ‘어르머/어르

므’를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13) ‘어을(於乙)’은 ‘얼-’로 읽을 수 있고 그것

은 ‘교(交)’의 뜻에 해당한다(신태현 1958 참조). 

(2다)의 ‘통구현(通口縣)’에서는 ‘통(通)’과 ‘수(水)’의 대응이 의심스러

운 것이지만, ‘구(口)’가 ‘수입현(水入縣)’14)의 ‘입(入)’에 해당한다. 이는 ‘구

(口)’가 ‘입구’를 적은 것임을 말해 준다. (2라)에서는 ‘율구(栗口)’와 ‘율

천(栗川)’이 관계된다. ‘구(口)’와 ‘천(川)’이 대응되나 ‘구(口)’가 어떻게 읽

혔는지에 대하여는 말해 주는 바가 없다. (2가)에서 주목되는 것은 ‘입 구

(口)’에 대응되는 것이 ‘관(串)’이라는 것이다. ‘관(串)’은 ‘곶’을 적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그 소리적기 어형은 ‘고차(古次)’나 ‘홀차(忽次)’로 추정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12) ‘一云’의 ‘一’은 문맥을 고려하여 부가한 것이다.

13) ‘매’를 ‘머/므’를 적은 것으로 보는 데 대해서는 임홍빈(2008a) 참조.

14) ‘목입현(木入縣)’은 ‘수입현(水入縣)’의 잘못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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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구(口)’의 대응 표현 
가. 『삼국사기』 지명 표기에서 구(口)에 대응하는 고구려어 표현으로

는 ‘고차(古次)’와 ‘홀차(忽次)’ 그리고 ‘관(串)’이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나. ‘고차(古次)’와 ‘홀차(忽次)’는 소리적기(음독 표기, 음차 표기)의 

예를 보이는 것이며, ‘관(串)’은 뜻적기(석독 표기, 훈차 표기)의 예를 보
이는 것이다.

‘구(口)’의 주변 요소로 본고에서 특별히 주목한 것은 ‘장항구(獐項口)’

의 ‘장항(獐項)’에 대응되는 ‘고사야(古斯也)’에 대한 논의도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4) ‘구(口)’의 주변 요소
가. 주변 요소 중 ‘장항(獐項)’에 대응되는 ‘고사야(古斯也)’는 ‘’

를 적은 것으로 보았다.
나. 주변 요소 중 ‘양(楊)’에 대응되는 ‘요은(要隱)’은 /yoɨn/ 또는 /

yown/을 적은 것으로 보았다.

‘구(口)’에 대한 대응 표현으로 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고차(古

次)’와 ‘홀차(忽次)’였다. ‘고차(古次)’와 ‘홀차(忽次)’를 있는 그대로 ‘입’의 

뜻으로 본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른 시기에는 ‘고차(古次)’와 ‘홀

차(忽次)’를 ‘입’의 뜻으로보다는 ‘관(串)’의 뜻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갑(岬)’을 가리키는 것으로도 보았기 때문에, ‘고차(古次)’와 ‘홀차(忽次)’ 

논의는 ‘입’에서 상당히 멀어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전 논의에 대

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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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차(古次), 홀차(忽次)’에 대한 선행 연구

‘고차(古次)’나 ‘홀차(忽次)’가 ‘혈구(穴口)’의 ‘구(口)’에 해당하는 고구려

어 단어임은 (1가, 다, 라)에서 보아 아주 분명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선명한 것 같지 않다. 양주동(1942, 1965)의 논의를 (5)에 보이고, 

신태현(1958)의 논의를 (6)에 보이기로 한다.

(5) 양주동(1942, 1965)의 ‘구(口)’ 해석15)

가. ‘고차(古次), 홀차(忽次)’는 ‘고지[串, 岬]’ […] ‘차(次)’는 ‘지’에 해
당한다. 
라. ‘차(次)’: 통음차(通音借)16)로서 ‘지’를 나타낸다.

(6) 신태현(1958)의 ‘고차(古次)’ 해석17)

가. ‘구(口)’: 고훈은 ‘고지’로 ‘곳, 꼬지’(岬, 串)의 훈차 […], ‘고차(古
次)’는 ‘꼬지’의 음차이다. 
나. 곳(岬)의 원의(原義)는 ‘꼬지(串)’로 산악이 해중(海中)에 또는 평

원 중(平原中)에 꽂히듯이 돌출한 곳을 말하는 것으로 ① ‘串(꼬지)’, ‘忽
次(고지)’가 정확한 음사(音寫)이다. ‘구(口)’를 ‘忽次’, ‘串’으로 대역(對

15) 이들 인용은 필자가 현대어로 바꾸어 간접 인용한 것이다.

16)  양주동(1942/1965)에서 ‘통음차(通音借)’는 통용되는 음을 차용하였다는 뜻이다. 
‘次’는 발음이 ‘’이지만, ‘치, 지, ㅊ, ㅈ’로 통용되므로, 그 음을 차용하였다는 뜻이
다. 다른 예는 가령 향가 ‘도천수관음가’의 ‘근고(根古)’는 ‘큰고(큰 것인가?)’를 적
은 것으로 해석되는 것인데, 그것이 ‘근(根)’의 음을 빌렸다고 하면 ‘큰고’와 같은 
온전한 해독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근(根)’의 발음이 ‘큰’과도 통하는 것으
로 보아 이를 ‘통음’을 차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지(支)’를 ‘기’로 읽는 것도 양주
동 (1942/1965)에서는 통음차로 본다.

17) 이들 인용은 필자가 현대어로 바꾸어 간접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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譯)한 것은 주의할 만한 것으로 ‘구(口)’의 고훈(古訓)이 ‘고지’였던 것 
같다. 일어(日語)에 ‘구(口)’를 ‘구찌’라 하는데 그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② 그러나 여기서의 ‘구(口)’는 ‘구(口)’의 뜻이 아니라 ‘갑(岬)’의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밑줄 번호 필자)
다. ‘혈구(穴口)’는 ‘굼고지(곳)’[穴岬(혈갑)]이다.

(5가)에서 양주동(1942, 1965)은 ‘고차(古次)’나 ‘홀차(忽次)’를 다같이 

‘고지’를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뜻은 ‘고차(古次)’나 ‘홀차(忽次)’를 ‘입’

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고지[串, 岬]’ 곧 현대어의 ‘곶[串]’이나 ‘산협(山

峽)’으로 해석한 것이 특이하다. 이 점에서 신태현(1958)의 (6가-다)도 성격

이 같다. ‘고차(古次)’나 ‘홀차(忽次)’를 다같이 ‘고지’로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원의는 ‘고지’이지만, 훈차로 ‘곳, 꼬지’를 적은 것으로 본다. 그 

정확한 어형을 (6나)의 ①에 ‘꼬지, 고지’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6다)의 밑

줄 친 ②에서는 일본어의 ‘구찌’와의 관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고차

(古次)’나 ‘홀차(忽次)’를 ‘입’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갑(岬)’을 나타낸 것

임을 강조하고 있다. (6다)에서 (1가)와 같은 예의 ‘혈구(穴口)’를 ‘혈갑(穴

岬)’으로 다시 해석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1가)의 ‘혈구(穴口)’를 왜 ‘혈갑(穴岬)’으로 다시 해석하는가? ‘혈

구(穴口)’라고 하면 문자 그대로는 ‘구멍 입’ 즉 ‘구멍 입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혈갑(穴岬)’이라 하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갑(岬)’의 뜻을 (6나)에 주어진 바와 같이 “산악이 해중(海中)에 또는 평

원 중(平原中)에 꽂히듯이 돌출한 곳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여 보자. ‘혈갑

(穴岬)’에 이를 적용하면, ‘구멍이 바다 가운데나 평원 가운데에 꽂히듯이 

돌출한 것’을 의미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의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멍이 어떻게 꽂히고 돌출한단 말인가?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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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혈구군(穴口郡)’을 나타내는 ‘갑비고차(甲比古次)’의 ‘고차(古次)’
가. 양주동(1942, 1965)와 신태현(1958)에서 고구려어 지명에 나타나

는 ‘고차(古次)’나 ‘홀차(忽次)’는 ‘고지’ 또는 ‘꼬지’를 적은 것으로 보았
다.
나. 양주동(1942, 1965)와 신태현(1958)에서 고구려어 지명에 나타나

는 ‘고차(古次)’나 ‘홀차(忽次)’는 ‘입’의 뜻을 가진다기보다는 ‘갑(岬)’의 
뜻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다. ‘고차(古次)’나 ‘홀차(忽次)’를 ‘입’이나 ‘입구’가 아닌 ‘곶’으로만 해

석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부분에 대한 이기문(1968: 118, 123-124)의 기술은 다음과 같다.

(8) 이기문(1968)의 기술
가. ‘고차(古次)’는 ‘홀차(忽次)’로도 나타나는데, 오늘의 강화도와 파

주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고차(古次)’ 또는 ‘관(串)’으로 나타나지만, 오
늘의 시흥(始興), 양구(楊口) 등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홀차(忽次)’로 나
타난다. 
나. 고구려어의 어느 방언에서는 ‘구(口)’를 의미하는 단어와 ‘관(串)’

을 의미하는 단어가 동음어(同音語) 내지 유의어(類義語)였다는 결론
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관(串)’자가 ‘갑(岬)’의 뜻으로도 사용되었다면 
고구려어에 있어서도 중세국어와 마찬가지로 ‘관(串)’과 ‘갑(岬)’에 해당
하는 단어가 동음어(同音語)였을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을 것이다.(이기
문 1968: 118)
다. 고구려어의 몇 예는 특히 고대일본어와의 비교에서 동어가 /t/의 

구개음화를 경험했음을 추정케 한다. /xolč~koč/(고구려어), /kuti/(口)
(고대일본어)(이기문 1968: 127)
라. ‘고차(古次)’의 ‘차(次)’는 모음 없는 /-č/ 의 표기로 보아 /koč/을 

표기한 것으로 본다.
마. ‘홀차(忽次), 고차(古次)’(口)의 경우, 전자를 /xolč/를 나타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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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봄으로써 제주도 방언의 /kulle/(口의 비칭)와의 연결이 가능하게 되
며, 또 /koč/와의 사이도 /-l-/의 탈락이 가정됨으로써 쉽게 설명된다고 
하겠다. 이들은 고대일본어의 /kuti/와 비교되는 것인데, /kuti/는 원래 
/-lt-/를 가졌었을 개연성이 큰 것이다. 일본어가 고대 이전의 단계에 모
음간 자음군 /-*lt-, -*lg-/ 등에서 /-*l-/을 소실한 것은 비교적 잘 수립된 
사실의 하나다.(이기문 1968: 123-124)(이상, 한글표기 필자)

(8가)는 ‘고차(古次)’와 ‘홀차(忽次)’의 차이를 방언차로 해석한 것이

다. (8나)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구(口)’와 ‘관(串)’의 관계와, ‘관(串)’과 ‘갑

(岬)’의 관계이다. 이들은 고구려어에서 각각 동음어나 유의어, 혹은 동음

어의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8나)에서는 ‘구(口)’와 ‘관(串)’이나 

‘갑(岬)’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8다)는 ‘고차(古次)’와 ‘홀

차(忽次)’를 ‘입’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고대일본어 /kuti/

와 비교되는 어형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8라)와 (8마)에서는 ‘고차

(古次)’의 어형이 명시되고 있다. ‘고차’는 ‘차(次)’를 모음 없는 /-č/로 보아  

/koč/을 표기한 것으로 보고, ‘홀차(忽次)’는 /xolč/로 재구하고 있다. (8마)

에서는 ‘고차(古次)’나 ‘홀차(忽次)’를 ‘입’의 관점에서만 문제삼고 있다. 고

대일본어 /*kulti/ 및 제주도 방언의 /kulle/와의 비교는 ‘고차(古次)’, ‘홀차

(忽次)’의 의미로 ‘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8라)와 같이 

고구려어에서 ‘입’을 /koč/라 할 때, 구개음화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이다. 고구려어의 ‘입’을 /koči/나 /kotsi/와 같이 /i/를 가진 것으로 보아

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구(口)’와 ‘관(串)’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이 둘을 의의소(意義素, 

sememe)를 같이하는 형태로보다는 의의소(意義素)를 달리하는 형태로 

보는 입장이 더 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김완진(1968: 133)에서의 해석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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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완진(1968)의 해석
가. ‘구(口)’를 의미하는 단어 내지 형태소와 ‘관(串)’을 의미하는 것이 

어느 시기의 고구려어에서 서로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의 관계에 있
었기 때문에 같은 형태에 대한 훈차 표기로서 ‘구(口)’와 ‘관(串)’이 등장
한 것으로 본다. 
나. ‘관(串)’을 뜻하는 어사(語詞)는 몽고어의 qurča ‘날카로운, 뾰죽

한’, 토이기어의 알타이 방언이나 텔레우트 지방 방언에 있어서의 qurč 
‘날카로운, 뾰죽한’, 우즈베크 방언에 있어서의 qurč ‘꼬챙이’ 등에 대응
되는 것으로, 국어에서도 ‘곶’[관(串)], ‘곶감’[관시(串柿)]이나 ‘꼬치’ ‘꼬
챙이’ 같은 어사(語詞)들을 찾을 수 있다.
다. ‘구(口)’를 뜻하는 쪽으로의 대응은 고대일본어 어사(語詞) 

‘kuti(口)’와의 사이에 이루어진다.

(9가)는 고구려어에서 ‘구(口)’를 의미하는 단어 /kuči/와, ‘관(串)’을 의

미하는 단어 /koči/가 동음이의어였음을 말하고 있다. (8나)와 흡사하다. 

그런데 그들은 기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본다. 둘은 고구려어에서 같은 음

을 가진 것이지만, ‘입’을 뜻하는 말은 (9다)가 암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kuti/ 또는 /*koti/와 같은 형태에서 구개음화를 거쳐 발달한 것이며, ‘관

(串)’을 뜻하는 말은 본래 /kurč/와 같은 말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다. 

‘고차(古次)’, ‘홀차(忽次)’의 차이를 이기문(1968)에서는 (8가)에서와 같

이 방언적 차이로 설명한 것인데, 김완진(1968)에 의하면, ‘고차(古次)’와 

‘홀차(忽次)’는 기원적인 의미를 달리하는 것이다. (9나, 다)를 이에 적용

하면, ‘고차(古次)’는 ‘입’과 관련되는 것이며, ‘홀차(忽次)’는 ‘관(串)’과 관

련되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의 예들을 다시 보기로 하자. ‘입’으

로서의 ‘곶’과 ‘관(串)’으로서의 ‘곶’의 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1가, 

다, 라) 및 (2가)를 다시 다음과 같이 가져오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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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차(古次), 홀차(忽次)’ 관련 예
가. 穴口郡 一云 甲比古次[‘혈구군’은 ‘갑비고차’라고도 한다](=1가)
나. 泉井口縣 一云 於乙買串 [천정구현은 달리 어을매관이라고도 한

다](=2가)
다. 獐項口縣 一云 古斯也忽次 [‘장항구현’은 ‘고사야홀차’라고도 하

였다](≒1다)
라. 楊口郡 一云 要隱忽次[‘양구군’은 ‘요은홀차’라고도 하였다](=1

라)

(10가)의 ‘구(口)’는 ‘고차(古次))’에 대응된다. (9다)에 의하면 그것은 ‘입’

을 뜻하는 말에서 온 것이다. 종래에는 이를 ‘입’의 의미보다는 ‘갑(岬)’이나 

‘산협’으로 해석하려는 강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혈구(穴口)’18)는 ‘나루

의 입구’로도 해석될 수 있고, ‘나루가 있는 갑이나 산협’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강화’는 실제로 갑이나 산협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

서 (10가)의 ‘고차’는 ‘입, 입구’로 해석된다.

(10나)의 ‘구(口)’는 ‘관(串)’에 대응된다. ‘관(串)’은 ‘입’보다는 ‘갑(岬)’이

나 ‘산협(山峽)’을 나타내는 쪽에 가깝다. (9나)에 의하면, 이는 /kurč/에서 

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나)의 ‘천정구(泉井口)’에서는 ‘관(串)’에 해당되

는 것이 ‘구(口)’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표기만으로는 ‘입’으로 보아야 할

지 ‘산협(山峽)’으로 보아야 할지 알 수 없다. ‘관(串)’으로 해석해도 ‘입’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천정(泉井)’은 ‘샘우물’이므로, ‘천정구(泉井口)’

의 ‘구(口)’를 ‘산협’으로 보면, ‘천정구(泉井口)’는 ‘샘우물이 있는 산협’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교하(交河)’에는 산협이 있다. 지금의 경기도 

파주의 ‘통일 동산’이 있는 언덕이다. 그 언덕은 ‘한강’을 향하여 뻗어 나가

다가 강으로 꽂힌다. 그러나 표현 자체로만 본다면, ‘천정구(泉井口)’에 대

18) ‘혈(穴)’은 ‘구멍’의 뜻으로 ‘나루’를 가리키던 것이다. 임홍빈(2008a)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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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샘우물의 입구’란 해석도 배제되지 않는다. 

(10다)의 ‘장항(獐項)’은 위에서 ‘목(나루목)’으로 해석된 것이며, 

‘고사야홀차(古斯也忽次)’의 ‘고사야(古斯也)’도 ‘[津]’로 해석된 것이

다.  ‘고사야홀차(古斯也忽次)’는 ‘*고지’를 적은 것으로, 이는 ‘나루 갑

(岬)’이나 ‘나루 협(峽)’, 또는 ‘나루의 입구’ 어느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고 할 수 있다. (10다)가 ‘홀차(忽次)’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산협으

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라)의 ‘양구(楊口)’도 한자의 뜻을 적

용하여 ‘버드나무 입구’와 같이도 해석할 수 있고, ‘요은홀차(要隱忽次)’의 

‘홀차’를 적용하여 ‘버드나무 산협’과 같이도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위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로 한다.

(11) ‘고차(古次)’ 및 ‘홀차(忽次)’에 대한 분화된 견해
가. 이기문(1968)과 김완진(1968)에서 ‘고차(古次)’나 ‘홀차(忽次)’를 

구별하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나. 이기문(1968)에서는 ‘고차(古次)’를 /koč/로 재구하였고, ‘홀차(忽

次)’를 /xolč/로 재구하였다. 이들 어형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단
지 그 어형만이 방언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이다. 
다. 김완진(1968)에서는 ‘고차(古次)’나 ‘홀차(忽次)’를 동음어를 적은 

것으로 보았으나, ‘고차(古次)’와 ‘홀차(忽次)’의 기원이 다른 것으로 보
았다. ‘입’을 뜻하는 말은 /*kuti/ 또는 /*koti/와 같은 형태에서 구개음화
를 거쳐 발달한 것이며, ‘관(串)’을 뜻하는 말은 본래 /kurč/와 같은 말에
서 온 것으로 보았다. 
라. ‘홀차(忽次)’에 대하여 그것을 주로 갑(岬)이나 산협(山峽)을 뜻하

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였다. 
마. 지명에서 ‘구(口)’는 어떤 대상의 입구를 가리켜 쓰일 수도 있고, 

산협을 가리켜 쓰일 수도 있다. 입구나 산협의 뜻이 표기상 구별된 것은 
아니다. 실제로 그것이 어떠한 지형에 적용된 것이냐에 따라 어느 한 의
미가 선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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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마)는 본고의 견해로 그것은 ‘입구’나 ‘산협’이 ‘입’의 다의로 해석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입’의 의미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

다.

4. ‘고차(古次), 홀차(忽次)’의 어형과 의미

4.1. ‘고차(古次), 홀차(忽次)’의 재구형

‘구(口)’에 대응하는 고구려어 표기 ‘고차(古次)’와 ‘홀차(忽次)’를 어떻게 

재구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고(古), 홀(忽), 차(次)’에 대한 상고 및 중고

한음에 대한 Karlgren(1964) 및 周法高 主編(1974)의 재구음을 다음과 같

이 보이기로 한다.

(12) Karlgren(1964)의 ‘古’ 재구음: 
        가. *ko(상고한음),  나. *kuo(중고한음)
(13) 周法高 主編(1974)의 ‘古’ 재구음: 
        가. *kɑɣ(상고한음),  나. *kuo(중고한음)
(14) Karlgren(1964)의 ‘忽’ 재구음: 
        가. *Xmwət(상고한음),  나. *Xuət(중고한음)
(15) 周法高 主編(1974)의 ‘忽’ 재구음: 
        가. *Xmwət(상고한음),  나. *Xuət(중고한음)
(16) Karlgren(1964: 148)의 ‘次’ 재구음 : 
        가. *ts’ḭər(상고한음),  나. *ts'i(중고한음)
(17) 周法高 主編(1974)의 ‘次’ 재구음: 
        가. *ts’jier(상고한음),  나. *tsiıi(중고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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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古次)’를 이기문(1968)에서와 같이 /*koč/ 즉 /*kots/로 재구하는 

것은 ‘고(古)’의 재구음 중 (12가)를 택하고, ‘차(次)’의 재구음 중 (16나)의 

두자음 중 /*ts/를 선택한 것이 된다. 이는 현대의 /곶/과 흡사하다. 고대일

본어 /*kuti/와의 비교나 모음 추이 및 구개음화를 고려할 때, ‘고차(古次)’

는 /*kuʦi/로 재구하는 것이 온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16나), (17나)에서 

볼 때, ‘차(次)’의 어두 자음은 이미 /*ts/를 보이는 것이다.

‘홀차(忽次)’에 대해서 그 재구형을 이기문(1968)에서와 같이 /*xolč/

로 재구하는 것은 ‘홀(忽)’의 재구음 중 (14), (15)의 어두 자음 /*X/을 택하

고, ‘차(次)’의 재구음 중 (16), (17)의 어두자음 중 /*ts/를 선택한 것이다. 

‘홀(忽)’의 어말 자음은 한국 한자음 ‘홀’의 /*l/을 선택한 것이다. 그 근거

는 (8마)에 보인 바와 같다. 첫째, ‘홀차(忽次)’를 /xolč/로 보면 제주도 방

언의 /kulle/(口의 비칭)와의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둘째, ‘홀차(忽次)’를 

/*xolč/로 보면 /koč/를 설명하기도 편하다. /*xolč/의 어중 /-*l-/이 탈락하

여 /*xoč/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고대일본어의 /*kuti/도 원래 /-lt-/

를 가졌었을 개연성이 크다. 이는 이전 단계에서는 ‘고차(古次)’나 ‘홀차(忽

次)’가 동일한 어형을 가졌던 것임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홀차(忽次)’에 대하여 다른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첫째, ‘고차(古次)’나 ‘홀차(忽次)’가 다른 한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어형을 적었다는 것은 어느 일면 당연한 것이지만, 표기 한자

가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사의 일률성을 보장할 수는 없는 일이

라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구(口)’를 한 번은 ‘고차’로 다른 데서는 ‘홀차’

로 적었을 가능성이 전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삼국사기』 34권~37권 전체에서 ‘고차(古次)’ 표기는 ‘갑비고차(甲

比古次)’ 단 하나의 예에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 ‘홀차(忽次)’ 표기는 세 

번이나 나타난다. 이는 ‘고차(古次)’ 표기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우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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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인 데 대하여, ‘홀차(忽次)’ 표기는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상태의 표기

임을 말해 준다. 이 또한 같은 어형에 대한 표기가 ‘고차’에서 ‘홀차’로 옮겨 

갔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셋째, ‘성(城)’ 혹

은 그에 해당되는 의미를 ‘홀(忽)’로 적은 예는 『삼국사기』 34권~37권 전체

에서 약 79예나 된다. 이러한 ‘홀(忽)’의 쓰임이 ‘고차’에 유추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홀차(忽次)’가 현이나 군의 이름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14), (15)에 보인 바와 같이 ‘홀’의 중고한음을 /*Xuət/과 같이 

보기로 하자. 그러면 ‘홀차’는 /*Xuət-tsi/가 되는데, 그것이 /*Xu-tsi/→ 

/ku-tsi/→/kutsi/와 같은 변화를 겪은 것으로 상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Beckwith(2004: 128)에서는 고대고구려의 ‘입’을 /*kuərtsi/와 같이 재구하

고, /☆Xuərtsi(忽次) ~☆kuaɨr(串) ~☆kʋtsi/와 같은 형식들이 교체된 것으로 

보았다. ‘홀’을 /☆Xuər/로만 보는 것이 종래와 다른 점이다. Beckwith(2004: 

128 fn. 30)에는 ‘홀’의 중고한음을 /kuət/과 같이 재구하는 것은 잘못이라

는 지적까지 있다. 그러나 Baxter(1992: 763)에서 ‘홀(忽)’에 대한 중고한음 

재구는 /*xwot/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홀(忽)’의 어말 자음을 /*r/로만 상

정하는 것은 온당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고차(古次)’

나 ‘홀차(忽次)’를 /*kutsi/와 같은 동일한 어형을 적은 것으로 보기로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18) ‘고차(古次)’와 ‘홀차(忽次)’의 재구형
‘고차(古次)’와 ‘홀차(忽次)’는 다같이 /*kutsi/를 적은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제주도 방언의 ‘굴레’는 어떻게 설명되는가? 방언 특유의 발

달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kutsi/에서 /kule/ 혹은 /kulle/까지 변화하

기 위해서는 적어도 /*t/ 앞에 /*r/이나/*l/이 발달해야 하고 그 뒤에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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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탈락해야 한다. 김완진(1968)에 지적된 바와 같은 (9나)의 몽골어의 

qurča ‘날카로운, 뾰죽한’, 토이기어 방언의 qurč ‘날카로운, 뾰죽한’, 우즈

베크어 방언의 qurč ‘꼬챙이’ 등과 같은 어형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이들은 그 기원이 다른 것일 수 있으나, 언어 특유의 발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재구형을 /*kurʦi/와 같이 상정하면, /*r/ 탈락이나 /*t/ 탈락 

등을 설명하는 데 다소 편리한 점이 있으나, 고대형일수록 복잡한 것이 되

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본고에서 추구하는 것은 고대형을 가능한 한, 

단순화시키는 것이다.

4.2. ‘고차(古次), 홀차(忽次)’의 의미

그동안은 /kutsi/의 의미를 ‘갑(岬)’ 중심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 왔

다. (5가)의 양주동(1942, 1965)에서도 ‘고차(古次), 홀차(忽次)’를 ‘고지[串, 

岬]’의 의미로만 주석을 달고 있다. 신태현(1958)에서도 (6나)의 밑줄 친 ②

에서와 같이 ‘구(口)’를 ‘갑(岬)’의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위의 (11)에서 검토한 것은 그것이 어떤 대상의 입구를 가리켜 쓰일 수도 

있었고, 갑(岬)이나 산협(山峽)을 가리켜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종래

에는 지나치게 ‘입’과 ‘곶[갑(岬)]’을 구별되는 것으로만 보아 왔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입’의 형태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논의에서는 

‘입’이라고 하면 주로 사람의 입만을 염두에 두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것도 사람의 얼굴을 앞에서 보았을 때의 입의 겉모습만을 염두에 둔 것으

로 여겨진다. 이러한 사람의 ‘입’의 모양으로는 (19가)의 밑줄 친 ① 의 의

미, 즉 ‘산악이 해중(海中)에 또는 평원 중(平原中)에 꽂히듯이 돌출한 곳’

의 뜻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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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입’은 앞으로 튀어나온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소, 말, 개, 양, 돼지, 사자, 호랑이, 늑대, 여우, 승냥이, 고양이, 노루, 사슴’ 

등과 같은 포유류의 입은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보아야 한다. 조류의 입, 

즉 부리가 앞으로 튀어나온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류의 입도 앞으로 

튀어나온 것으로 기술해야 한다. 덩치가 큰 동물로 튀어나온 입을 가지지 

않은 것은 사람뿐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의 입도 측면에서 보았

을 때 귀밑의 턱에서 입술 앞부분에 이르는 형상은 튀어나온 것임에 틀림

이 없다. ‘입’이 앞으로 삐죽하게 튀어 나온 것이 ‘곶[串]’의 형태와 같다. 이

는 고구려어의 ‘입’을 나타내는 ‘고차(古次)’나 ‘홀차(忽次)’와 ‘곶[串]’의 기

원적인 의미가 같은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

로 한다.

(19) 고구려어의 ‘고차(古次)’와 ‘곶[岬]’
덩치가 큰 동물의 ‘입’은 앞으로 튀어 나와 있으며, 그것은 바다나 평

원을 향하여 좁고 길게 뻗어 있는 땅을 가리키는 ‘곶[串]’과 그 형태가 
같다. 이는 고구려어의 ‘입’을 나타내는 ‘고차(古次)’나 ‘홀차(忽次)’와, 
‘곶[串]'의 기원적인 의미가 같은 것일 수 있음을 말해 준다. 

‘고차(古次), 홀차(忽次)’가 갑(岬)이나 산협(山峽)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형태상의 특징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능상으로 ‘입’은 음

식이 처음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하는 곳이므로, ‘입구’의 의미를 띨 수 

있다. ‘입’이 입구의 뜻을 가질 수도 있고, ‘곶’이나 산협을 뜻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은 어원적인 의미에서 다의(多義)로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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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구려어의 /*kuʦi/와 알타이어의 ‘입’

‘입’을 나타내는 고구려 지명 /*kuʦi/와 고대일본어의 /*kuti/가 직접적

으로 비교 가능하다는 것은 신태현(1958), 이기문(1968), 김완진(1968), 천

소영(1990), 최남희(2005) 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와 같다. 그러나 고대일

본어의 /*kuti/와 비교되는 한국어 단어는 언급된 일이 별로 없다. 신태현

(1958), 이기문(1968), 김완진(1968), 천소영(1980) 등에서는 고구려어의 /

kuʦi/와 ‘곶 [串, 岬]’을 구별하는 입장이므로, 현대 한국어의 ‘곶’은 고대일

본어의 /*kuti/와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고에 있

어서는 ‘곶[串]’이 고구려어의 /*kuʦi/와 어원이 같다는 것이었으므로, ‘곶’

은 일본어의 /kuʦi/(口)와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작 ‘입’을 나타내는 말

로 /*kuti/와 비교될 수 있는 한국어를 찾아야 한다. 

Starostin et al.(2003)은 일본어의 /*kuti/를 표제항 *kiāč́̀’ù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표제항에서 다루어진 다른 알타이어 어항들은 그 의미가 

‘입’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다.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한다.

(20) Starostin et al.(2003)의 *kiāč́ '̀ù항
가. 원시퉁구스어 *kuči-n 1. 샘물, 2. 보조개. 만주어: xučin 1, 만주구

어: qočin, 여진어: xuĉi 1, 나나이어: qoči 2, xoĉī 1(< 만주어).
나. 원시몽골어 *kečir ‘뺨'. 중세몽고어: qačar, 몽고문어: qačir, qacar, 

부리야트어: xasar, 칼묵어: xačr, 오르도스어: Gačir, 다구르어: xačir, 
kačir, kačire, 동샨어: qɨǯa, qiča, 몽그오르어: xaǯar. 
다. 원시튀르크어 *KĒčir 1. 기관지, 2. 연골조직. 타타르어: käčerkä 

‘어린아이의 뒤에 있는 작은 머리털’(?), 키르기즈어: kečir ‘어깨 날개뼈
의 연골조직’, 하카스어: kiǯər 2, 쇼르어: kečirtke 2, 오이로트(산지 알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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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ked'ir 1, 토팔라르어: keǯir 2, keǯir bōs 1.
라. 원시일본어 *kúti ‘입’, 고대일본어: kuti, 중세일본어: kúti, 도쿄방

언: kùchi, 교토방언: kúchi, 가고시마방언: kúchi(=kúT).
마. Starostin(1991: 111)의 주석: 일본어에 대해서는 고구려어 /xuče/

가 참조된다. 이 어근은 기본적으로 ‘입’이나 ‘후두강’을 의미했을 것이
다. ‘후두강’의 뜻에서 ‘입’과 ‘뺨(본래는 아마도 뺨의 안쪽)’ 그리고 기관
지를 뜻하게 되었을 것이다. 2차적으로는 ‘비어 있는 강(腔)’ 일반을 가
리키다가 퉁구스-만주어의 ‘샘물’을 뜻하게 되었을 것이다.

일본어의 ‘입’에 대응시킨 것이 (20가)에서는 ‘샘물, 보조개’, (20나)에서

는 ‘뺨’, (20다)에서는 ‘기관지, 연골조직’이다. 이것은 도저히 ‘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20마)는 주석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xuče/는 아마도 고

구려어의 /*kuʦi/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 의미가 정

확하게 파악된 것인지 의심스럽다. ‘입’은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그것을 

‘뺨’이나 ‘보조개’나 ‘기관지’나 ‘샘물’과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의 방향이나 

입각점이 크게 잘못된 것이다. 고구려어의 /*kuʦi/가 ‘후두강’이나 ‘뺨’이나 

‘비어 있는 강(腔)’ 일반을 가리켰다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Starostin et al.(2003)에서, 고구려어의 /*kuʦi/나 고대일본어의 /*kuti/와 

비교될 수 있는 알타이어 항목은 /*àgá/와 /*ǎ́mo/항이다.19) 여기서 관련 항

19)  Aston(1879: 이기문 편 1977: 25 참조)에서는 일본어의 kuchi를 한국어의 kul(hole, 
cave), ku(to speak)에 대응시키고 있다. 그러나 kul도 한자어 ‘굴(窟)’에 해당하는 
것이고, ku도 한자 ‘구(口)’에 해당하는 것이다. ‘구(口)’에 ‘말하다’의 뜻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들은 모두 한국어 고유어의 예라고 할 수 없다. Martin(1967: 
237)에서는 kut(ëngi)이의 예를 들고 있다. kut을 중세한국어의 kut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중세어형 kus은 ‘구멍’이나 ‘입’의 뜻을 가진다고 하고 있다. kuti, kulëng
과 같은 예도 제시하고 있으나, 논의가 정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곶[串]’이나 
고구려어의 ‘고차(古次)’와 같은 예에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 Whitman(1985: 227)
에서는 *xolc, *koc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서 원시한일어형을 *kütü와 같이 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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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둘로 든 것은 /*aga/항에 원시퉁구스어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원시

퉁구스어의 예가 /*ǎ́mo/항에서 보충될 수 있다. /*àgá/항과 /*ǎḿo/항 중에

서 주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이기로 한다.20)

(21) Starostin et al.(2003)의 *àgá와 *ǎ́mo항 중 관련 주요 사항
가. *ǎḿo항 중 원시퉁구스어 해당 부분 *amƞa, *amta- 1. 입, 2. 맛보

다. 어웡키어: amƞa 1, amta- 2, 에벤어: amƞɒ 1, amtɒ- 2, 네기달어: amƞa 
1, amta- 2, 만주어: aƞga 1, amta- 2, 만주구어: aƞə 1, 여진어: am-ƞa, 울
차: aƞma, 오로크어: amƞa/aƞma 1, 나나이어: amGa 1, 오로치어: amma, 
우데헤어: aƞma, 솔론어: amma.
나. *àgá항 중 원시몽골어 해당 부분, *ag, *aguj 1. 굴, 동굴, 작은 동물, 

함정, 2. 틈. 몽골문어: aɣui 1, aɣ 2, 할하몽골어: aguj, 부리야트어: agɨ 1, 
칼묵어: aɣɨ 1, aG, āG 2, 오르도스어: aGwī 1, 다구르어: agui.
다. *ǎ́mo항 중 원시몽골어 해당 부분: *ama, *amsa-, *amta 1. 입, 2. 맛

보다, 3. 맛. 중세몽골어: aman 1, amsa- 2, amtan 3, amtata'i, omṭaṭā ‘달
다’, amta 3, 할하몽골어: am 1, amsa- 2, amt(an) 3, 부리야트어: aman 1, 
amha- 2, amta(n) 3, 칼묵어: amṇ 1, amsa- 2, amtṇ 3, am-la-  ‘말하다, 철
자하다'.
라. *àgá항 중 원시튀르크어 해당 부분: *Agɨŕ 1. 입, 2. 입술, 3. 강이나 

균열의 입구. 고대터키어: aɣɨz(오로콘 고대터키어), 1, 3, 터키어: aɣɨz 1, 
3, 중세터키어: awɨo 1, 우즈베키스탄: ɔɣiz 1, 3, 위구르: eɣiz 1, 3, 타타르
어: awɨz 1, 3, 키르기즈어: ooz 1, 3, 카자흐어: awɨz 1, 3, 쿠뮉어: awuz 1, 3, 
노가이어: awɨz 1, 3, 쇼르어: aqsɨ, 오이로트(산지 알타이어): ōs 1, 3, 투바
어: ās, aqsɨ 1, 3, 추바슈어: vɒwrɒw, urɒ-lɒ 3, 야쿠트어: uos 2.

고 있다(Robbeets 2005: 667-668 참조). 다른 알타이어형은 고려되고 있지 않다. 
Vovin(2009: 24)에서는 ‘입’에 대한 제주도 방언 kwulley를 소개하고 있고, ‘입’의 한
국공통어를 akari로 보고 있다. 전자를 일본어의 kutu- 'mouth'에 대응시키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akari와 kuti의 대응이다.

20) Starostin et al.(2003)에 제시된 언어의 해당 예시형을 모두 보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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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원시일본어 /*akup-/ '하품하다‘.
바. 원시한국어 /*ha-/ ‘하품하다’. ∥주석: 한국어는 오래된 파생의 결

과 어두 모음을 소실하였다. 

우선 (21마, 바)는 일본어와 한국어의 ‘하품하다’를 비교의 대상으로 하

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어의 /

ha-/는 적어도 /haphum/과 같은 어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하품’과 ‘입’

을 비교한다는 것은 비교 가능한 후보의 선택에서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

는 것이다. 따라서 (21마, 바)는 고려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1나)와 (21다)는 원시몽골어에 대하여 *àgá형과 *ǎ́mo형 두 가지 유형

을 모두 보인 것이다. 사람의 ‘입’에 대해서는 *àgá형과 *ǎ́mo형 중 *ǎḿo형

이 더 잘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의 /ip/과 비교 가능한 것은 *ǎ́mo형

이다. 모음을 제외하면, *ǎ́mo형의 /*m/과 /ip/의 /p/가 비교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은 비음성에서만 차이를 가진다. 한국어가 어두에 모음 /

i/를 가지게 된 것은 한국어 특유의 발달이다. *àgá형과 *ǎ́mo형도 별개의 

어형이 아니다. /*g/와 /*m/은 변자음성(grave)을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운 대응이 가능하다. 이는 /ip/이 원시퉁구스어와 원시몽골어에서 그 대

응형이 찾아질 수 있는 것임을 의미한다. 

고구려어 /*kuʦi/나 고대일본어의 /*kuti/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àgá

형이다. 이를 위하여 본고에서는 ‘입’에 관한 알타이어의 추상 재구형을 

*AKVTW와 같이 상정하기로 한다.21)

(22) 알타이어의 ‘입’에 관한 추상 재구형
가. ‘입’에 관한 알타이어의 추상 재구형을 *AKVTW와 같이 상정한

21) 추상 재구형의 설정에 대해서는 임홍빈(2008a)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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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AKVTW에서 어두의 *A는 모음으로 ∅나 [+vocalic, -high, 

+low]와 같은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한다. [+vocalic, -high, +low/
에 대표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a, ɑ/이다.
다. *AKVTW에서 *K는 [+consonantal, -anterior, +grave]와 같은 자

질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에는 /k, g, ɣ/ 등과 같은 자음이 포함된
다.
라. *AKVTW에서 *V는 모음으로 ∅나, [+vocalic, -front]와 같은 자

질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에는 /u, a, ɑ, ɨ, o/ 등과 같은 모음이 포
함된다. 
마. *AKVTW에서 *T는 ∅나, [+consonantal, +anterior, +coronal]과 

같은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에는 /t, r/과 같은 자음이 포함
된다.
바. *AKVTW에서 *W는 ∅나, [+vocalic, -low, -back]과 같은 자질을 

가지는 것으로 상정한다. 이에는 대표적으로 /i, ɨ/가 포함된다.

고구려어의  /*kuʦ i /나  고대일본어의  /*kut i / 22)는  추상  재구형 

‘*AKVTW’에서 *A의 값을 ∅로 선택함으로써 큰 골격이 정해진다. 고구

려어의 /*kuʦi/나 고대일본어의 /*kuti/는 /akuri/나 /akari/형에서 어두 모

음 /a-/의 탈락에 의하여 기본 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이에 대하여 /akuri/나 /akari/형은 *A를 [+vocalic, -high, +low/와 같은 

자질로 가지는 형식이다. 이들은 또 *AKVTW에서 *T를  [+consonantal, 

22)  고대일본어의 /*kuti/를 Beckwith(2004: 111)에서는 /kutʋ[久都]~kuti[久知] 
<*kutui/와 같이 보고 있다. /*kutʋ/형과 /*kuti/형이 /*kutui/형에서 온 것으로 보는 
것이 흥미롭다. 어말 모음 중 앞의 것이 남은 형식이 /*kutʋ/형이 되고, 뒤의 모음이 
남은 것이 /*kuti/형이 된 것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를 두 모음을 상
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없다. /u/와 /i/는 /-low/로 공통되는 자질을 가지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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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erior, +coronal, +continuent, -fricative]23)의 자질을 가진 것으로 상정

된다. 고구려어의 /*kuʦi/는 *AKVTW에서 *A의 값을 ∅로 선택한 외에도 

/*kuti/에서 /t/ 구개음화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21가, 다)에서 보면 ‘입’에 관한 알타이어의 *ǎ́mo형이 ‘입’의 뜻 외에 ‘맛’

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어의 /mas/을 *ǎḿo형과 대비하

면, 어두 모음 /a/ 탈락이 행해진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서 어두 /

a-/ 탈락을 지지하는 한 가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21나)의 원시몽골어 *àgá형은 /aɣui, aɣ, aguj, agɨ, aɣɨ, aG, āG, aGwī, 

agui/ 등과 같이 나타난다. 이들은 (22)의 추상 재구형 *AKVTW에서 *A

는 우선 ∅가 아닌 [+vocalic, -high, +low]의 자질을 가진 것으로 상정되

고, *K는 [+consonantal, +grave, -anterior, -nasal]의 자질을 가진 것으로 

상정된다. 여기서 [-nasal]의 자질은 *ǎ́mo형의 *m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

다. *ǎḿo형은 *K가 [+consonantal, +anterior, +grave, +nasal]과 같은 자질

을 가진 것으로 상정된다. 원시몽골어 *àgá형에서 *V는 ∅로 나타나는 것

도 있고, /u, ɨ, ī/로 나타나는 것도 있다. 이들은 [+vocalic, -front]에 포괄될 

수 있다. /aɣui, agui/의 어말 /i/는 *W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와 

*W는 대부분 ∅로 나타난다. 

현대한국어의 ‘손아귀, 팔아귀, 입아귀’ 등과 같은 예에 나타나는 ‘아귀’ 

및 ‘강어구, 강어귀’의 ‘어구, 어귀’는 /akuri/에서 /r/이 탈락한 형태로 해석

될 수 있다. 현대한국어의 /주둥이/는 /주-/에 접미사/-둥이/가 연결된 것으

로, /주-/는 어원적으로 *TW의 /-ti/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Ramstedt(1949: 5)에서는 /akari, ak-puri, son-agui, agui, ak-khui/ 등에서 

어간을 /ag-/으로 보았고, /-ui, -ari, -uri/ 등을 접미사로 보았다. 그러나 추

23)  /r/의 변변적 자질을 이렇게 나타내기로 한다. 현대한국어에서는 /l/도 이에 포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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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재구형 *AKVTW의 입각점에서 보면,  *AKVTW 전부가 기본 어형을 

이루는 요소들이다. 이를 *AK-를 어간, 나머지 *-VRTW를 접미사라고 하

면, 고구려어의 /*kuʦi/나 고대일본어의 /*kuti/는 설명할 수 없다.

추상 재구형으로 *AKVTW만을 상정할 경우에는 어군에 따라 특이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àgá형 가운데 그 변이의 폭이 큰 

것은(21라)의 원시튀르크어이다. 원시튀르크어는 *AKVTW에서 *A에 나

타나는 것이 /a, ɔ, e, o, ō, ā, vɒ, u/와 같은 것이 있다. /a, ɔ, o, ō, ā, u/ 등은 

[+vocalic, -front]에 포괄될 수 있는 것이지만, /e/는 그렇지 않다. /vɒ/도 특

이한 발달이기는 하지만, /a/의 변이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특이한 

변이 때문에 *AKVTW의 틀이나 *àgá형의 틀을 허물기보다는 다소 예외

적인 변화로 남겨 두는 방법이 현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모음은 어휘적 요

소의 유전자로 중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원시튀르크어에서 *AKVTW의 *K에 나타나는 것은 /ɣ, w, q/와 같은 

것이다. /ɣ, q/는 [+consonantal, +grave, -anterior]를 충족시키지만, /w/

는 그렇지 않다. 이는 [+consonantal, +grave, -anterior]에 해당한다. 이 경

우 /w/는 해당 언어에 있어서의 *K의 특이한 발달로 본다. 그러나 그것은 

[+consonantal, +grave]를 공유하는 것이므로, 그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다. 원시튀르크어에서 *AKVTW의 *V에 나타나는 것은 ∅와, /ɨ, i, o, ō, 

u/와 같은 예이다. /i/를 제외하면 이들은 [+vocalic, -front]의 자질을 만족

시킨다. /i/는 특이한 발달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모음의 변화는 어휘적 요소

의 유전자로 중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V가 ∅로 나타나는 것은 쇼르어 aqsɨ, 오이로트(산지 알타이어) ōs, 투

바어 ās, aqsɨ 1, 3, 추바슈어 vɒwrɒw 와 같은 예이다. 모음의 변이는 그 진

폭이 클 수 있음을 보이는 예라 할 것이다. *T는 /z/로 나타나는 것이 많고, 

쇼르어, 오이로트(산지 알타이어), 투바어, 야쿠트어에서는 /s/로, 추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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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에서는 /r, l/로 나타나는 것이 있다. 중세터키어 awɨo는 *T가 ∅로 나타

나는 예라 할 것이다. *AKVTW의 *W에 나타나는 것은 ∅와, /ɨ, ɒw, ɒ/와 

같은 것이다. /ɨ/는 [+vocalic, -low, -back]에 속할 수 있으나, /ɒw, ɒ/는 그렇

지 않다. 이들은 특이한 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어휘의 유전자는 모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ǎ́mo형의 발달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21가)의 원시퉁구스어의 

예이다. 가령 만주어 /aƞga/를 보기로 하자. 우선 이는 *AKVTW에서 *T

와 *W에 ∅를 선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퉁구스제어와 몽골제어에 공통

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AKVTW의 *A 뒤에 *N이 삽입되는 것이다. 만주

어 /aƞga/는 *N 삽입형 *ANKVTW에서 *N이 /ƞ/으로 실현됨을 보이는 

것이다. 나나이어 amGa는 *K가 G로 나타남을 보인다. 네기달어 amta는 

*AKVTW에서 *V에 ∅를 선택한 것이다. amta에서 /t/가 /m/에 동화된 모

습을 보이는 것이 amƞa이다. 오로치어와 솔론어의 amma는 /ƞ/마저 완전

히 동화된 모습을 보인다. *ǎ́mo형은 *ANKVTW에서 *N이 /m/으로 변한 

뒤에 *K가 탈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6. 결  론

『삼국사기』 34권~37권 지리지에 나타나는 고구려어 지명 가운데 비교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형이나 의미가 

정확하게 해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예의 하나가 ‘혈구군(穴口郡)’에 대

응되는 ‘갑비고차(甲比古次)’란 어형이다. ‘갑비고차(甲比古次)’에서 ‘갑비

(甲比)’는 ‘혈(穴)’에 해당하는 고구려어임이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필자는 

‘갑비(甲比)’가 중세어의 /kumu/로 이어지는 고구려어 단어로, 지명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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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津]’를 가리키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본고의 주된 관심은 ‘갑비고차(甲比古次)’에서 ‘갑비’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고차(古次)’의 어형를 재구함과 동시에 그 의미를 정확하게 추출하

고, 그것이 알타이 어족 가설에 어떠한 함축을 가지는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삼국사기』에서 ‘구(口)’에 대응되는 고구려어 

지명 표기에 쓰인 한자 및 그 표현을 검토하였다. ‘구(口)’에 대응되는 한자 

표기에는 ‘고차(古次)’ 외에도 ‘홀차(忽次), 관(串)’과 같은 것이 있다. 여기

서 ‘구(口)’에 대응되는 다른 표기는 ‘홀차(忽次)’와 같은 것이다. 

‘고차(古次)’ 및 ‘홀차(忽次)’에 대해서는 양주동(1942, 1965), 신태현

(1958)에서부터, 이들을 ‘입’이 아니라 ‘관(串)’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

이 강하였다. ‘고차(古次)’나 ‘홀차(忽次)’가 고대일본어의 /kuti/와 비교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고대일본어의 /kuti/와 

‘고차, 홀차’와의 비교를 본격화하지 않았다. ‘고차(古次)’나 ‘홀차(忽次)’

를 ‘관(串)’이나 ‘갑(岬)’으로만 보려고 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이기문(1968)

에서는 ‘고차(古次)’나 ‘홀차(忽次)’를 방언적인 차이로 보았으며, 김완진

(1968)에서는 ‘구(口)’를 의미하는 ‘고차(古次)’와 ‘관(串)’이나 ‘갑(岬)’을 의

미하는 단어가 기원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본고

는 ‘고차(古次)’나 ‘홀차(忽次)’가 동일한 어형을 적은 것으로 보았다. 이는 

‘홀(忽)’이 /xol/을 적은 것이라기보다는 /*xut/ 또는 /*kut/을 적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차(次)’가 /tsi/를 적은 것이라면, ‘홀차(忽次)’는 /*xut-tsi/ 또

는 /*kut-tsi/를 적은 것이 되어, ‘고차(古次)’의 /kutsi/와 매우 근접한 것이 

된다. 

‘입’의 의미에 대한 고찰도 행하였다. 고구려어의 ‘고차. 홀차’ 즉 ‘입’을 

‘관(串)’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은 ‘입’이라면 주로 사람의 ‘입’만을 관심 대상

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덩치가 큰 동물의 ‘입’은 앞으로 튀어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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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다나 평원을 향하여 좁고 길게 뻗어 있는 땅을 가리키는 ‘곶[串]’

과 그 형태가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고구려어의 ‘고차(古次)’나 

‘홀차’와 ‘곶[串]'의 어원이 같은 것일 수 있고, 그것이 다의(多義)의 관계를 

가지는 것임을 말해 준다. 

Starostin et al.(2003)에서는 고대일본어의 /*kuti/를 표제항 *kiāč̀́’ù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 표제항에서 다루어진 다른 알타이어 항목들은 그 

의미를 ‘입’으로 보기 어려운 예들이다. 한국어의 ‘입’과 관련되는 표제항은 

*àgá항과 *ǎḿo항이라고 할 수 있다. Starostin et al.(2003)은 *àgá항에 한

국어의 ‘하품하다’를 비교 어휘로 등장시키고 있으나, ‘입’과의 거리가 너

무 크다. *àgá항에 포함될 수 있는 한국어 어휘 항목은 /akari/나 /akuri/와 

같은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들이 고구려어의 ‘고차(古次), 홀차(忽次)’ 또

는 고대일본어의 /*kuti/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은 ‘추상 재구형’

을 토대로 접근하였다. ‘입’에 관한 알타이어의 추상 재구형을 *AKVTW

와 같이 상정할 때, /*kuti/의 큰 특징은 어두 모음의 탈락과 *T의 /r/ 실현

이다. /t/와 /r/은 [+consonantal, +anterior, +coronal, -fricative]를 공유하는 

것으로 그 거리가 가깝다. 

이로써, 본고는 고구려의 ‘혈구군(穴口郡)’의 표기에 나타나는 ‘갑비고

차(甲比古次)’의 ‘고차(古次)’는 /*kutsi/를 적은 것으로, 이는 고대일본어의 

/*kuti/와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어형일 뿐만 아니라, 추상 재구형을 매개로 

알타이제어의 *àgá형이나 *ǎ́mo형과도 비교할 수 있는 형태임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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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Ku(口) of Hyeolgu-gun(穴口郡) in the 
Gogureoic Toponym

Hong-Pin IM

This paper attempts to reconstruct the correct form and meaning of the 

word kocha (古次) that corresponds to ku (口) in the Goguryeoic toponym 

Hyeolgu-gun (穴口郡) in Samguksagi (三國史記). As to kocha (古次) and 

the analogous holcha (忽次), a couple of hypothesis have been put forth: 

Yang (1942, 1965) and Shin (1958) suggested that the words referred to 

a cape (串) or a promontory (岬), even though they acknowledged that 

the words were comparable to the Old Japanese *kuti ‘mouth’. Lee (1968) 

saw that the word form kocha (古次) and holcha (忽次)’ showed dialectal 

differences in the Gogureoic toponym. On the other hand, Kim(1968) said 

that the two forms originated from different sources: one originated from 

the word referring to ‘mouth (口)’, the other from the  word indicating 

‘promontory (岬)’. 

However, it is dubious that kocha (古次) and holcha (忽次) or Chinese 

letter ku (口) should always be interpreted as referring to a cape (串) or a 

promontory (岬) in Gogureoic toponyms. This paper emphasizes that the 

shape of the mouth of the beasts like tigers, lions, dogs, foxes, cats, etc. 



고구려 지명 ‘혈구군(穴口郡)’의 ‘구(口)’에 대하여 | 임홍빈 _ 43

are very similar to a cape (串) or promontory (岬) in that the mouth of a 

beast is lowering from the back jaws to the front, just like a cape (串) or 

a promontory (岬) heading for the sea. This means that the mouth sense 

and the cape sense of kocha (古次) or holcha (忽次) form a polysemy, not 

a homonym in Gogureoic toponym. And this paper suggested that the 

Goguryeoic word form for kocha (古次) and holcha (忽次) be /*kutsi/, 

considering the vowel shift and Old Japanese form *kuti, and other altaiic 

forms indicating mouth.

The Altaic lexical entries relative to a semantic category ‘mouth’ in 

Starostin et al. (2003) are the forms like *kiāč́’̀ù, *àgá and *ǎ́mo. Starostin 

et al. (2003) treats the Old Japanese /*kuti/ at the entry *kiāč́’ù. However, 

the Altaic lexical items listed in the entry *kiāč́’̀ù in Starostin et al. (2003) 

cannot be seen to be related with the Old Japanese /*kuti/. The Altaic lexical 

entries comparable to the Korean ‘mouth’ might be said the forms listed in 

the entries like *àgá and *ǎ́mo. It is claimed that the proper item treated in 

the entry *àgá should be the Korean word /akari/ or /akuri/ indicating the 

animal's mouth or the entrance of objects. This paper claims that the Altaic 

varieties could be captured by postulating the Abstract Reconstructed 

Form (ARF) like *AKVTW, in which *A stands for the initial vowel, *K the 

first consonant, *V the second vowel, and *T the second consonant, and 

*W the final vowel.

Keywords: Goguryeoic toponym, Samguksagi, Altaic language family,, 

Hyeolgugun (穴口郡), gocha (古次), holcha (忽次), Abstract Reconstructed 

Form (ARF), akari, akuri, m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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