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문학박사학위논문

東國正韻式 漢字音 硏究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차 익 종









- i -

국문 초록

지금까지의 동국정운 연구는 韻書로 발간된『東國正韻』속 한자음에 초점을 두

어왔지만, 이 연구는 실제 문헌 속 한자음에 주목하여 동국정운식 한자음과 운서

『동국정운』에 수록된 한자음을 구별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채택했다고 인정되어 온 문헌 속에『동국정운』에

수록되지 않은 한자들이 나타나며,『동국정운』에 수록되긴 하였으되 문헌 속 주

음이『동국정운』수록음과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발견된다. 미수록자의 음과 불일

치음은『동국정운』의 교정음 원칙과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이들

도 동국정운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동국정운』속 한자는 多音字가 많지만, 문헌에서는 대부분 단일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실제 문헌 속 한자음이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발견에 기초하여 실제 문헌 속 한자음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동국

정운식 한자음의 이해를 새롭게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그에 따라 15세기 문헌 중『釋譜詳節』(권6 9 13 19 23 24)『月印釋譜』(권1

2),『法華經諺解』(권1)를 비롯한 8종의 문헌을 전수 조사한 결과 字種으로 총

1,940여 字를 추출하고, 동국정운 미수록자 26字, 동국정운 불일치음 45字를 발견

하였다. 그리고『동국정운』속 多音字이면서 문헌에서도 복수음을 취하는 60字도

확인하였다. 이들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동국정운』미수록자 26字 중 25字는『古今韻會擧要』에도 수록되지 않

았은 것들이었는데, 이들의 주음은『동국정운』속의 같은 諧聲 계열 한자음에서

유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廣韻』에 제시된 한자음과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동국정운』불일치음 45字 중에 운모의 開合을 혼동한 경우는 단 하나도

없었다. 불일치음의 절반은 현실음에 이끌렸다고 보이는데, 주로『法華經諺解』를

비롯한 15세기 중후반 문헌에서 나타난다. 불일치음 중에는 교정음의 혼동이거나

과도 교정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阿難), ‘’(般若), ‘’(解脫)과 같이 특이한 주음도 나타난다. 특히 ‘,

’은『楞嚴經諺解』(목판본)와『法華經諺解』에서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불교역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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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도한 표기로서,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포함시키기 어렵다.

셋째,『동국정운』속 복수 한자음 중 문헌에도 복수음으로 나타난 60字 중 20

字는 전통적인 同字多音多義 즉 破音字 용법으로 쓰였지만, 나머지 40字는 한자

음의 혼란이거나 특정 문헌(『法華經諺解』,『南明集諺解』)의 한자음 주음 태도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넷째, 현실한자음을 채택했다고 인정되어 온『改刊法華經諺解』에서도 合口 介

音을 가지는 중성 즉 ‘, ’와 같은 음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사

실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 현실한자음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도 일정한 과도기가

있다는 점, 특히 合口 介音은 正則音으로 인식하는 태도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었

음을 알려준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최종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란 운서『동국정운』에 수록된 한자음 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실제 문헌에 주음한 한자음을 말한다. 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모의 開合을 中古 한자음에 맞도록 교정한 한자음이다.

둘째, 七音淸濁四聲을 언어보편적인 원리로서 한국 한자음에도 적용한 교정음

이다. 이는 七音淸濁四聲에 해당하지 않는 한자음 요소는 교정음으로 반영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자음의 나머지 측면에서는,『고금운회거요』에 나타난 牙音

및 喉音의 변화를 받아들여『동국정운』業母(ㆁ)로 수용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唐代 長安音 혹은 그 이전 시기의 음을 복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운모 면

에서는 流攝과 效攝의 운미를 ㅱ로 표시한 것을 제외하면 15세기 한국 현실음에

가까운 점이 있다.

셋째, 운서『동국정운』에 수록된 음 중에서 실제로 문헌에 주음된 한자음을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간주한다. 또『동국정운』에 수록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원리에 따라 주음된 한자음, 마지막으로『동국정운』수록음과 불일치하더라

도 위의 원리와 합치하는 한자음은 모두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볼 수 있다.

주제어: 東國正韻, 古今韻會擧要, 동국정운식 한자음, 미수록자, 불일치음, 복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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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 목표와 의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韻書『東國正韻』속 한자음을 그대로 

따른 것을 말하는가? 운서『東國正韻』에 대한 연구가 곧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대

한 연구인 셈인가? 이 연구는 이렇게 지극히 기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데서 출발한

다. 실제 문헌 속에 나타난 한자음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대

한 정의 및 이해를 새롭게 시도하는 것, 이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세종 29년(1447)에 완성되고 세종 30년(1448)에 반포된 운서인『東國正韻』1) 

은 조선의 표준 한자음을 제정함으로써 이상적 음(正音)을 구현하려는 세종 시대 언

어정책의 핵심 도구였다. 표준 한자음을 제정한다는 것은 곧 그 추진자들이 한국어

과 중국어의 역사와 실상에 대하여 일정한 연구를 성취하였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국정운에 대한 연구는 세종 및 조선 초 음운학자들의 언어

관에 관한 이해에 직결된다. 

동국정운에 대한 연구는 15세기 조선의 현실한자음은 물론 中古, 近古 및 近代 

중국어 음운사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짧은 시일 안에 성과

를 쌓기 어려운 편이다. 다행히 최근까지 꾸준히 이어 온 연구들 덕분에 동국정운이 

어떤 음운체계를 바탕으로 성립하였는지 어느 정도 개관할 수 있게 되었다(南廣祐 

1966, 兪昌均 1966가, 李東林 1966가, 姜信沆 1997, 姜信沆 2009, 조운성 2011 등). 

그런데 앞선 연구들은 주로 운서로서의『동국정운』을 중국 운서와 대비함으로써

『동국정운』수록 한자음의 연원을 밝혀내는 데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실제 문헌 속

의 한자음에 대한 관심은 적은 편이었다. 연구의 초점을『동국정운』에만 국한하게 

되면 자칫 “동국정운식 한자음 =『동국정운』수록 한자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관심은 실제 문헌 속에 나타난 한자음의 양상이다.『동국정운』속 한자

음과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입장이다. 그 이유는 

실제 문헌 속 한자음의 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1) 韻書로서의 동국정운을 특별히 가리킬 때에는『東國正韻』혹은『동국정운』이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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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른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채택했다고 인정되는 문헌들에서『동국정운』

에 수록되지 않은 한자들이 발견된다. 이들을 ‘『동국정운』未收錄字’라 일컬을 수 

있는데, 그 음이 15세기 현실한자음과 명백히 다른 경우가 많다. ‘菩(L뽕), 睺(H)’ 

등이  대표적이다.2) 全濁 성모(ㄲ,ㄸ,ㅃ,ㅆ,ㅉ,ㆅ), ㅱ종성의 사용 등『동국정운』의 

注音 양상에 대응하는 면이 많음을 고려하면 이들도 넓은 의미의 동국정운식 한자

음으로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동국정운』에 수록된 음과 실제 문헌에 주음된 한자음이 일치하지 않는 

‘『동국정운』不一致 한자음’3)이 발견된다. ‘巍, 耨, 琥, 堀’ 등이 그 예로서, 이들은

『동국정운』속의 음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실한자음과도 다르다. 오히려 全濁 성

모의 사용, ㅱ‧ㅭ종성 등『동국정운』의 한자음 양상과 가깝게 여겨지기 때문에 동

국정운식 한자음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셋째,『동국정운』속 복수음 중 어느 것이 실제 문헌 속에 사용되는가 하는 점도 

연구 대상이 된다.『동국정운』은 그 때까지 각종 운서 속에 있던 한자음을 집대성

한 것이므로4) 수록자마다 복수음이 많다. 그런데 실제 문헌에서는 대체로 同字多音

多義 즉 破音字5)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나가 대표음으로 선택되는 정연함을 보인다. 

가령 ‘辟’은 上同字6) 7개(H펵, R, H빙, H밍, L삥, H삥, H폥)를 포함하여 ‘H, H

벽, H뼉’ 등 讀音이 모두 10개인데, 이 연구가 조사한 문헌에서는 모두 ‘H벽’으로 

주음하고 있다. 그렇다면『동국정운』속의 복수음 중에서 특정 음을 문헌 속의 음으

로 선택하는 원칙은 무엇인지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비록 빈도는 낮지만 문헌 

2) ‘『동국정운』미수록자’ 注音의 몇 가지 예(상세한 것은 제4장에서 다룬다. SK=15세기 현실한자음).

   菩 L뽕(월석, 석상 등) : L보(SK)

   睺 H(월석, 석상 등) : R후(SK) 

   你 R닝(석상)         : H니(SK)  

   囑 H죡(석상, 법언 등), H쇽(남명) : 入쵹(SK)

   鉐 H썩(법언)         : H셕(SK)

3) ‘『동국정운』불일치 한자음’의 몇 가지 예(밑줄 친 부분이 불일치 한자음임. 동운=동국정운). 

    巍 L(동운) : L(월석), L(월곡) : L외(SK)  

    耨 H(동운) : H녹(석상, 법언 등) : R누~H녹(SK) 

    琥 R홍(동운) : H홍(석상) : R홍(SK) 

    摶 L똰(동운): L돤(능엄) : L단(SK)

    卯 R(동운, 석상, 월석): R(월석) : R묘(SK)

    昭 L(동운, 월석) L(동운, 월곡),R죰(동운) H(동운): L(남명상) : L쇼(SK)

4) 흔히『동국정운』의 底本이라 일컬어 온『古今韻會擧要』부터 그러한 성격을 가진다. 

5) 가령 ‘相, 爲, 上’ 등. 의미 혹은 문법적 기능에 따라 讀音이 달리 나타난다. 

6)『東國正韻』은 복수음 중 이체 관계로 인한 음에는 ‘上同 X’라 표시하여, ‘X’의 異音임을 나타냈다. 

‘辟’은 수록음 10개 중 7개가 上同音이므로, 나머지 음 3개가 ‘辟’의 고유 音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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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도 분석의 가치가 있다.7)

이 연구는 위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운서『동국정운』에 수록된 한자음’과 실

제 문헌에 주음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구별하자는 문제제기에서 시작한다. 그리

하여 문헌 속의 실제 한자음의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정의를 

내리고 이해를 깊이 하려 한다. 

지금까지의 동국정운 연구는『동국정운』서문에서 밝힌 편찬 원리가『동국정운』

수록 한자음에 어떻게 관철되었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연역적 연구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와 달리 문헌 속 실제 한자음을 바탕으로 하는 귀납적 연구를 

지향한다. 그 특징의 일각만 미리 밝힌다면, 문헌 속 한자음의 양상에서 가장 두드

러진 것은 운모 開合의 철저한 복원이었다. 이는『동국정운』서문에서 명시되지 않

은 원리로서, 심지어 현실한자음을 채택했다고 평가받아온 문헌(『改刊法華經諺

解』)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된다.8) 

그 밖에도 문헌 속 한자음이 보이는 구체적인 양상을 소상하게 살피고 논의함으

로써, 이 연구가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특징, 각 문헌 편찬자들의 음운학적 인식 등

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1.2. 앞선 연구의 검토

이 연구의 기본적인 관심은 실제 문헌에 나타나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있다. 따

라서 앞선 연구에 대한 검토도 문헌 속 한자음에 관한 연구와 그 밖의 연구(운서로

서의『동국정운』과 관련된 연구)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다만 실제 문헌 속에 

나타나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관한 연구는 앞서 언급한 대로 미미한 실정이라, 연

구사적 검토의 실제 분량은 주로 운서『동국정운』과 관련된 연구에 할애될 수밖에 

없다.

7) 예컨대 ‘昭’는『동국정운』에서 복수음 4개(L, L, R, H)를 가지는데, 문헌에서는 ‘L’(월석 

序, 월석 권2), L(월곡)을 선택하고 있다(불일치음인 ‘L’가 별도로 발견됨).

8) 자세한 것은 본문 제5장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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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문헌 속의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관한 연구

문헌 속에 나타난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관한 연구로는 먼저 李東林(1959)가 있

다.『釋譜詳節』卷6‧9‧13‧19 註解 과정에서 확인된 한자음을 정리하여 부록으로 첨

부한 연구다.『동국정운』全卷 복원을 목적으로 하여 시도된 작업이니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석보상절』에 많이 나타난 한자음 改書 즉 교정 양상에 관한 관

찰이 명시되지 않았고,『동국정운』미수록자, 불일치음에 대한 언급도 없다. 가령 

미수록자인 ‘菩, 睺, 錠, 袈, 裟, 你, 囑’ 등은 그때까지 전해진『동국정운』권1,권6에 

마땅히 실려 있어야 하되 실제로는 수록되지 않았는데,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거나 

무시하였다고 생각된다.  

南廣祐(1966)은 15세기 동국정운식 한자음 문헌 전반을 대상으로 음을 수집하고 

정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다만『동국정운』의 全卷 복원을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연구인 까닭에 주음의 실제와 특징에 대한 논의는 적은 편이다.

安秉禧(1974)는『석보상절』권6‧9‧13‧19에 나타난 교정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동

국정운식 한자음이 실제 문헌 속에 정착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입증하였다. 鄭宇永(1999)는 15세기 표기법 전반을 살펴보는 가운데, 동국정운식 한

자음의 도입과 폐기 과정을 기술하였다. 그 과정에서 ‘난’(阿難), ‘’(般若)9) 등 

특이한 한자음이 있음도 지적하였다. 安秉禧(1974)와 鄭宇永(1999)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실제를 관찰한 연구로서 가치가 있다. 

1.2.2. 韻書『東國正韻』과 관련된 연구

운서『동국정운』과 관련된 연구는 1972년 전후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1972

년 全卷 完帙이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失傳된 卷의 복원을 위한 연구가 중심일 수밖

에 없었기 때문이다. 

1) 1972년 이전의 동국정운 연구

초기 연구로는 洪起文(1946), 金喆憲(1958‧1959)를 들 수 있다. 

洪起文(1946)은 운회 번역 사업의 귀결이 곧『동국정운』이되,『동국정운』은 단

9) 모두『楞嚴經諺解(목판본)』,『法華經諺解』에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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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운회의 번역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원칙에 따라 교정을 가한 결과로 성립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곧『古今韻會擧要』(이하『거요』)를 표준으로 하되, 성모에서는

『거요』에 새로 分立된 魚‧幺‧合母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齒頭‧正齒音과 脣重‧脣輕音

의 분화도 인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또 중성은『거요』권두의 七音三十六母通

攷에 제시된 字母韻을 기준으로 삼아 일정한 교정을 가한 것이며, 특히 ‘, ’(支

韻), ‘옝’(薺韻, 卦韻)와, ‘, ’(庚韻, 先韻)’ 등과 같이 특이한 중성으로 주음한 것

도 七音三十六母通攷를 참고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洪起文 1946:172-177). 

이러한 논의는『거요』의 영향 및 그 한계를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다만 魚母 중 中古 喩3계 성모가『동국정운』의 業母(ㆁ)로 주음된 특

징이나, 脣音에서 開合이 중화된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며,『동국정운』중성과

『거요』字母韻과의 차이점까지 세밀히 제시되지는 않았다. 

金喆憲(1958‧1959)는 董同龢(1968)과 藤堂明保(1957)의 중국어 음운사 연구를 

소상히 소개하면서 이를 동국정운 연구와 결합시키려 하였다. 그 결과로서 “동국정

운은 중국 古韻書에 의한 일종의 복고 운동의 산물(金喆憲 1958: 130)”이라 주장하

였다. 구체적으로, 초성에서는 古韻書의 음을 엄격히 복원하되, “발음이 지극히 곤란

하거나 당시의 중국 실재음에서도 명확히 辦明하여 사용하지 못했던 음들은 제외했

다.(金喆憲 1958:131)”고 하고, 운모에서는『동국정운』음이 중고음적 특색을 많이 

보이되 中世音10)과 유사한 점도 있음을 정리해 보였다. 그러나『거요』는 물론 현

실한자음은 거의 고찰하지 않고『廣韻』, 平水韻,『洪武正韻』,『韻鏡』의 추정음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동국정운 業母(ㆁ)가 중고음 喩

3 合口 성모를 포함하는 등의11) 문제를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 대표적인 약점이다. 

그렇다 해도 일본 漢音과 吳音, 梵語 대역음은 물론 중국 방언까지 참고하고 여러 

운서와『韻鏡』의 추정음과 동국정운 음을 일일이 대비한 노력은 오늘날까지도 귀

중하다.

후기 연구로는 먼저 兪昌均(1966가‧나), 李東林(1967가‧나)를 들 수 있다. 兪昌均

(1966가)는『동국정운』91韻의 대표자12)와『거요』의 字母韻이 상당한 대응관계를 

10) ‘中世音’이란 金喆憲(1959)의 용어다.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皇極經世圖와 연관하여 언급하는 대

목(金喆憲 1959: 86)으로 미루어 宋代의 음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11) 이것은 中古 喩3 合口를『거요』에서 疑母와 함께 牙音 不淸不濁에 포함시킨 결과를『동국정운』

에서 ‘ㆁ’(業母)으로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12) 전통적인 중국 운서 속에 韻이란 주요모음, 운미, 성조가 같은 한자음의 집합이다. 운서는 각 운을 

일정한 차례에 따라 배열하였는데, 이 때 배열된 각 운을 韻目이라 하고, 특별히 그 대표자를 韻目

字라 부르기도 한다. 하나의 韻은 성모 및 介音의 종류에 따라 다시 하위 집합으로 나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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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것을 결정적 근거로 삼아『거요』를『동국정운』의 底本으로 판단하고 음운

체계의 대응을 분석하였다. 특히『홍무정운』과『蒙古字韻』등 이전까지는 소홀히 

되었던 元‧明代 운서와 宋代 韻圖를13) 세밀히 다룸으로써 논의의 깊이를 더하였다. 

兪昌均(1966가)에 이르러 비로소 동국정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개척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홍무정운』,『몽고자운』,『切韻指掌圖』,『거요』反切 

및 字母韻 등의 원리 혹은 체계가『동국정운』운서 안에 모두 실현되어 있다고 본 

핵심 논지는 오늘날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동국정운』의 발간 취지는『홍

무정운』을 반영하며, 음운 체계는『거요』의 反切과 字母韻에 따라 수립되었고, 反

切上字와 성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合母, 魚母, 么母의 출현은 몽고자운음의 

반영이고,『동국정운』91韻의 배열은『절운지장도』의 等韻 원리에 따르며 그 밖에 

해명되지 않는 점은 현실음을 고려한 결과라는 주장이 兪昌均(1966가)의 골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서로 다른 시기와 편찬 원리를 반영하는  운서와 

운도를 동시에 수용한 셈이라는 점에서 약점을 안고 있었다. 가장 큰 한계는『거

요』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미흡했다는 점이다.『거요』는 反切下字는『集韻』에 주

로 의거한 복고적 체계를 제시하되, 실제 현실음을 표시하기 위해 字母韻 체계를 이

중으로 도입한 운서였다. 또 反切上字 다음에 五音을 별도로 표시하였는데, 이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反切과 字母韻 및 五音을 비판적 검토 없

이 그대로 이용하는 것은『거요』에 대한 이해에 약점이 될 수 있다.14)

하위 집합에 속하는 한자는 완전한 同音 관계를 이룬다. 이들을 小韻이라 하며, 소운을 대표하는 

첫째 글자를 小韻字라 한다.『동국정운』은 그 서문에서 ‘91韻 23母’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

는데, 이때의 91韻은 전통적인 중국운서의 韻에 대응할 수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다. 중국 운서에서 한 韻 안에서는 성모, 拗介音, 合口 介音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만,『동국정운』

은 ‘ㆍ,ㅡ,ㅣ’ 등을 결합하여 한 韻 안에 배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평성인 揯韻에는 ‘(揯:)’ 

계열뿐 아니라 ‘(徵:)’, ‘(庚:)’ 계열도 포함되어 있고, 평성 貲韻에는 ‘(貲:)’, ‘잉(知:딩)’, 

‘(胎:)’, ‘읭(羈:긩)’ 계열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이들을 중국 운학에서처럼 단순히 介音과 주요모

음의 결합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운 것이다.『동국정운』연구에서는 小韻이라는 개념도 쓰지 않는 편

인데,『동국정운』이 전통적 중국 운서와 거리가 있으므로 개념 사용에 유의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13) 兪昌均(1966)은『절운지장도』를 중심에 놓고 논의하고 있다.『절운지장도』가『동국정운』에 영

향을 주었다고 판단하는 근거로는『동국정운』의 성모 배열이『절운지장도』와 마찬가지로 ‘牙舌脣

齒喉’라는 점,『거요』의 서문에서『절운지장도』의 저자로 알려진 司馬溫公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

(今以司馬溫公切韻參考諸家聲音之書) 등을 꼽고 있다(兪昌均 1966:174-179, 187).

14)『거요』에서는 反切 바로 다음에 해당 한자의 성모를 五音으로 다시 표시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실

제 韻母 즉 字母韻을 표시하고 있다. 이 反切이 실제음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절계련

만으로『거요』의 음운체계를 복원하기는 어렵다. 反切은 주로『集韻』에서 가져온 복고적‧형식적인 

표면 음이며, 五音과 자모운이 실제 현실음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운모의 경우 反切下字

와 자모운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거요』운모 연구에서는 反切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한편 성모의 경우에도 反切上字가 대체적으로 五音 표시와 대응하기는 하지만, 舌上音(中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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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東林(1967가‧나) 역시『거요』를『동국정운』의 底本으로 보았다는 점에서는 兪

昌均(1966가‧나)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韻圖 중『七韻略』과『韻鏡』을 중심에 놓

았다는 점, 字母 字의 책정 원리를 밝히려 노력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가령 전통

적인 중국 운서에서는 字母字로 “見溪君疑…”를 채택한 데 비해『동국정운』은 “君

快虯業…”으로 대체한 것에 대하여15), 이를 중성과 종성의 결합 관계로 설명하였다. 

예컨대, 중국어 中古 舌音 평성은 端母이지만『동국정운』에서는 ‘斗’를 쓰고 있는

데, 李東林(1967가: 46)은 이에 대해 평성 초성자가 ‘兜’뿐인데 현실음이 ‘ㅌ’라 上

聲 ‘斗’를 선택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兜’의 현실음 성모는 ‘ㅌ’가 

아니라 ‘ㄷ’다. 마찬가지로『동국정운』이 脣音 全濁 字母로 ‘並’이 아니라 ‘步’를 선

택한 이유도 평성 ‘蒲’(『동국정운』음 L뽕)가 현실음(L포)과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步’의 현실음 역시 ‘R보, H보’인 것이다. 또 어차피 脣音 全濁 성

모가 현실한자음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은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16). 또한 

“『동국정운』이 고금운회의 반절 체계를 거의 기계적으로 전사한 것”이라는 지적

은 실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령『거요』合口 喩3 성모가『동국정운』에서 모두 

業母(ㆁ)로 나타나는 경우는 반절 체계와 동국정운 음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경우

인데, 이를 해명하지 못한다. 中古 喩3合口가 아니더라도『거요』의 반절과『동국정

운』음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적지 않다. 예컨대 ‘輸’는『동국정운』음이 ‘L슝H슝’인

데,『거요』에서는 ‘L春朱切, H春遇切'이다. ‘春’은 昌母로 正齒3등 次淸字이므로

『동국정운』성모와는 다르다.

兪昌均(1966가나), 李東林(1967가나)는『광운』,『홍무정운』,『운경』,『절운지장

도』등『동국정운』발간 이전의 중국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고『동국정운』과 대비

하는 지난한 연구 결과라고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동국정운 음운체계의 성격을 실

질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는 대비 자료로 삼은 중국의 운서와 운

도의 특징을 음운사적 맥락에서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가령

知系 성모)이 正齒音과 합류하고, 正齒音 내의 莊系와 章系 성모의 구분이 없어진 점, 中古 云母(喩

3)가 魚母와 疑母로 분리하여 각각 牙音에 포함된 점 등은『거요』편찬 당시의 음운 변화가 五音 

표시로 반영된 것이다. 게다가 이 연구가 확인한 바로는, 동일한 反切上字가 다른 五音으로 나타나

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之’(中古 章母)는『거요』에서 知母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지만(終:之戎

切),『거요』에서 精母로 나타나기도 하고(遮::之奢切), ‘胡’(中古 匣母)는『거요』에서 匣母(和:胡戈

切, 皇:胡光切)와 合母(和:胡臥切, 護:胡故切)로 나뉘어 나타날 뿐 아니라 드물게 喩母(滑,戶八切)가 

되기도 한다.『거요』의 반절상자가 반절하자보다는 當代音과 가까운 면이 있다고 해도 이처럼 변

화 혹은 예외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15) 훈민정음도 마찬가지다.

16) 李東林(1967가:66)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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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의 음운체계와『운경』,『절운지장도』의 음운체계는 각각 반영하는 시기가 

다른 만큼 성모와 운모의 체계에 차이가 있다.『홍무정운』은 근세음의 시기라는 중

국음운사적 배경에서 복고적인 원칙에 따라 수립된 운서라 당대 중국음과 큰 거리

가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반영된 음운체계도 그 이전의 일정한 시기로 특정하기 

어렵다. 게다가『거요』는 복고적 반절체계와 현실음 체계라는 이중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운사적 자료로 참고할 때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충

분히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초역사적 일반 원리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

국정운 음운체계를 연구한 연역적 방법의 한계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南廣祐(1966)은 15세기 동국정운식 표기 문헌 속의 한자음을 방대하게 수집

하여 이를 분류하고 일본한자음과 대비하였다. 다만 동국정운 한자음의 연원이나 성

격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논의를 유보하였다.

2) 1972년 이후의 연구

1972년『동국정운』의 全卷이 발견된 이후에는 국어학계에서 동국정운에 대한 

연구가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다. 중국음운사의 연구 성과가 중국 학계 내

부에서 활발히 제출되었다는 점, 이에 따라 서구 및 일본 학계의 연구 성과를 문헌

을 통해서만 습득하던 국어학계의 연구 방식이 일정한 한계가 드러났다는 점 등을 

저간의 사정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연구를 위한 내적 역량 축척기라고 

볼 수도 있겠다. 

1972년 이후 연구의 특색은 무엇보다『동국정운』과 15세기 현실한자음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특히 姜信沆(1992, 1997)에 힘

입은 바 있다. 姜信沆(1997)은 동국정운 음운 체계가 15세기 현실한자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이전 시기 연구와는 차별을 둠으로써 동국정운을 바라보

는 새로운 시각을 열었다. 나아가 姜信沆(2009)은 이에 입각하여 한국한자음과『동

국정운』한자음을 대비한 것이다. 

한편 조운성(2011)은『거요』소운자의『동국정운』음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성

모에 있어서는 대체로『거요』를 따르되 운모에 있어서는 開合을 제외하고는 한국 

현실한자음을 원칙적으로 따랐다고 주장하였다.『동국정운』음이『거요』의 반절과

도 대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조운성 2011: 25, 37). 이는 그동안 다소 피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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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만 다루어져 오던『거요』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다만『동국

정운』이『거요』와 구별되는 측면, 즉 성모에 있어서 舌上音과 正齒音을 구별하는 

등『거요』보다는 중고음에 가까운 점, 入聲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어

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동국정운』한자음과『거

요』의 반절을 대비하는 작업도 전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더 세밀

히 연구해야할 과제를 남겼다.

1972년 이후 시기의 또 다른 특색은『동국정운』한자음과 관련하여 중국어학계

의 연구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權爀埈(1997‧2000)은『거요』에 대한 연구에 

기초하여『동국정운』한자음의 표음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동국정운』한자음

이『거요』의 자모운보다는 반절음에 대응하며, 그에 따라 中古 후기의 중국어와 대

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반절음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현실

한자음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愼鏞權(2003)은『동국정운』,『몽고자

운』,『거요』3자의 관계를 논의하면서『동국정운』과 여타 운서 사이의 관계에 대

해서도 아울러 정리하였다. 즉 한자음 정리의 사상적 배경에서는『홍무정운』과 관

련이 깊지만 실제 운서 편찬 작업에서는『거요』를 전면적으로 참조하였다는 것이

다. 자모운 체계의 명칭과 음계, 각 운에 속한 수록자와 그 배열 등에서『거요』의 

영향이 크고, 수록자의 주음은『거요』의 자모운이 아니라 반절을 참고했다고 지적

하였다. 

1972년 이후의 동국정운 연구는 국어학계와 중국어학계의 연구 결과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국어학계가『동국정운』과 현실한자음의 대응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면 중국어학계는 그 반대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로서는『거요』반절음과『동국정

운』음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대립하는 형국인데, 전면적인 비교를 통하여 해명해

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다만 姜信沆(2009)나 조운성(2011)에서『동국정운』과 현

실한자음의 대응관계를 지적한 것과, 權爀埈(1997 등)에서『동국정운』과 中古 후

기음과의 대응관계를 지적한 점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거요』에 반영된 중

국음과『동국정운』수록한자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

는 것이다. 

『동국정운』과 한국 현실한자음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앞으

로 이 대응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대응’하거나 ‘일치’한다는 점은 

곧 한 쪽을 ‘직접적으로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제3의 존재를 거친 매개 관계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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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문헌 편찬자들이 중고음 어떤 시기에 해당하는 음운체계를 이상적 기준으로 삼

아 직접 주음하였을 수 있다. 이 경우는『동국정운』의 음운체계가 특정한 시기의 

중국음운체계를 직접 반영한 것이라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음운사의 어

떤 시기로 특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문헌편찬자들

이 생각한 중국 표준음운체계가 실제 중국 현실음과 괴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

한 반영이라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가설은 문헌편찬자들이 일정한 기준 아래에서 현실한자음을 그대로 수용하

였으되 이 현실한자음 자체가 본질적으로는 域外 中國音인지라 어떤 시기의 중고음

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는 한국 한자음 자체의 

음운론적 특성 위에『동국정운』편찬자들의 언어관이 2차로 작용하여 생겨난 결과

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가설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리라고 조심

스럽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러나『동국정운』수록음은 물론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현실한자음과 괴리를 보이는 사실도 분명하므로, 이 괴리를 낳은 일정한 기준이나 

요인은 또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자음을 대비할 때 주로 ‘대응관계’라는 용어를 쓸 것인데, 위와 

같은 가설들을 모두 고려하는 입장에서 사용하기 위함이다. 

1.3. 연구 대상 한자음의 지칭

이 연구는 먼저 ‘『동국정운』한자음’과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구별한다. 그 밖에 

‘文獻音’, ‘不一致音’, ‘未收錄字의 音’ 등도 구별하여 사용한다.

‘『동국정운』한자음’이란 ‘운서『동국정운』’에 수록된 한자음을 말한다. 이를 

‘『동국정운』수록음’ 혹은 ‘『동국정운』음’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

국정운식 한자음’이란『동국정운』의 편찬 원리에 따라 실제 문헌에 주음된 한자음

을 가리킨다. 

원칙적으로 이 두 개념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제1장에서 지적했듯이, 

‘『동국정운』미수록자’의 음, ‘『동국정운』불일치음’은 현실한자음과 한눈에 구별

되면서도『동국정운』의 주음 및 표기 원리와 합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이

에 따라 이 연구에서 가리키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란 ‘미수록자의 음’과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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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까지 포함하며, 또『동국정운』속 복수음 중에서도 ‘문헌음’을 특별히 가리킨다.

‘문헌음’이란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채택하였다고 인정되는 실제 문헌에서 사용된 

음을 말한다. 운서『동국정운』에 수록된 한자음이라 하더라도 실제 문헌에 쓰이지 

않은 것은 문헌음에서 제외하자는 것이다. 가령 ‘辟’은『동국정운』속에서 복수음 

10개가 주음되어 있지만, 실제 문헌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H벽’으로 주음되므로, 

‘辟’의 문헌음은 ‘H벽’이 된다. 마찬가지로 ‘句’는 복수음 7개(H궁, L, H, L꿍, 

L궁, R궁, L꿍) 중에서 ‘H궁’가 문헌음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昭’는 복수음 4개(L

, L, R, H) 중에서 ‘L, L’가 문헌음이다.17)

불일치음과 미수록자의 음에 대해서는 1.1.에서 지적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 되풀

이하지 않는다.

 

1.4. 연구 대상, 범위, 방법, 구성

연구 대상으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채택하였다고 인정되어온 문헌 중에서 다

음 자료를 선택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칙적으로는 모든 문헌을 선택하여 

全卷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하겠으나, 이 연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작업

일 수밖에 없어서, 초기의 전형적인 문헌과 중후기 문헌의 일부를 선택하였다. 

아래는 이 문헌들의 목록이다. 이용 자료는 괄호 안에 표시하였다.

[월곡] 月印千江之曲 上卷(1447 추정, 대제각 영인본, 1985)

[훈언] 訓民正音諺解(1447 추정, 디지털한글박물관 www.hangeulmuseum.org 공개본)

[석상] 釋譜詳節 卷6‧9‧13‧19(1447, 디지털한글박물관 공개본)

       釋譜詳節 卷23‧24(1447, 金英培 저『釋譜詳節硏究』2009, 부록 영인본)

[월석] 月印釋譜 卷1‧2(1459, 디지털한글박물관 공개본)

[능활] (活字本)楞嚴經諺解 卷1(1461 추정, 경북대학교 출판부 영인본, 1988)

[법언] 法華經諺解 卷1(1463 추정, 동국대학교 도서관 소장, 디지털원문 열람)

[남명] 南明集諺解 上下(148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가람문고본)

17) ‘昭’의 문헌음 중 'L'는 이 연구의 대상 문헌 중『南明集諺解』에서만 나타났다. 'L'는『동국정

운』수록음도 아니며,『광운』은 물론『거요』에서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 이는『南明集諺解』편찬

자들의 오류로 생겨난 ‘『동국정운』불일치음’이다. 그러나 실제 문헌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문헌

음의 범위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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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 靈驗略抄(1485 추정, 1550 복각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영인본, 2010)

각 문헌의 개요와 한자음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들 문헌을 조사하여 얻은 한자는 字種으로 총 1,940여 字가 된다.18) 다음은 그 

중 몇 字의 예다.19) 

[卑] 

동운L빙<석상6-18ㄴ>

동운R빙(上同 俾20))

동운R삥(上同 䠋)

동운H삥(上同 庳)

동운L삔(上同 顰)

동운H(上同 鵯)

∎월곡L비<상-36ㄱ>

[相]21)

동운L<훈언1ㄴ(不相流通)/법언1-10ㄱ(相考)/능활1-18ㄴ(相考),24ㄱ(相考)/남명하65

ㄱ(一句에相應티 몯 릴시니)>

동운H<석상6-12ㄱ(三十二相이, 제 겨집 됴 相이 고)/석상9-4ㄱ(三十二相 八十

種好로), 24ㄱ(사미 모딘 믈 어더 구즌 相 보거나),34ㄴ(大臣이며 宰

相이며,相 도씨니)/석상13-13ㄱ(부톄 眉間 白毫相앳 光名을 펴샤),14ㄱ

(種種 相貌로, 相貌 라)/석19-7ㄴ(一切 믜 相이 업서, 사 相이 

고)/석상23-9ㄴ(三十二相八十種好ㅣ자)/석상24-2ㄴ(부텻 陰藏相 보긔 

호미오)/석서3ㄱ(3, 八相)/월석서1ㄴ(色相),24ㄱㄴ(宰相)/월석1-18ㄱ(因緣은

네 쟝 부텨  相이로다)/월석2-10ㄱ(微妙 相好 일우샴 닷샤, 相好

  됴샤미라)/법언서21ㄱ(實相 뵈시니),22ㄱ(名相 아며, 相 얼

구리라)ㄴ/법언1-3ㄱ(實相 妙法을)/능활1-3ㄴ(다 相이 업슬씨, 健相 健壯

 相이오)/영험9ㄴ(三十二相과)/남명서1ㄴ(相)/남명상7ㄱ(實相, 相, 體相)ㄴ

18) 추출자 수는『동국정운』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 추출한 字種은 1,941인데, 異體 

관계의 확정, 同字重出(같은 字가 연속으로 혹은 같은 韻 안에 重出하는 경우를 말함. ‘耳耳’ 등)의 

처리 문제를 좀 더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1,940여 字라 한 것이다.

19) 추출된 한자와 음은 본 연구의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다만 지면의 제약으로 본 연구에서 거론한 

한자와 음만 실었다. 

20) ‘俾’의 이체자로 주음되었음 의미함. 이하 같다.

21) ‘相’의 대표적인 용례만 제시함. 전체 용례는 부록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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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相,名相)/남명하3ㄴ(亂相),10ㄴ(色相)28ㄴ(名相)>

  ∎월곡H<11ㄱ(瑞相)ㄴ(뫼호햔 相師보고), 29ㄴ( 相이 드러치니)>

이와 같이 확인된 음을 대상으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즉『동

국정운』미수록자의 주음 양상,『동국정운』불일치음의 양상, 복수 문헌음의 양상 

등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 ‘연구 대상 문헌’에서는 대상 문헌을 한

자음 중심으로 개괄한다. 제3장 ‘『東國正韻』의 이해’에서는 이 연구의 기본적 논

의로서『東國正韻』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다룬다.『동국정운』의 편찬 목적 및 원

리,『동국정운』음운체계(성모, 운모, 성조)를 서술한다. 이러한 서술은 앞선 연구에 

기초하되, 이 연구에서 새로 정리하거나 발견한 점이 있다면 함께 제시한다. 이어서 

제4장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실제’는 이 연구의 본론 부분으로서, 연구 대상 문헌 

속의 한자음 양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즉『동국정운』미수록자의 주음,『동국정

운』불일치음, 복수 문헌음의 양상을 분석한다. 제5장은 문헌별로 나타나는 한자음

의 차이를 논의함으로써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시기적 변천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

6장 결론에서는 이 연구의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부록으로는 이 연구에서 조사한 한자음을 첨부한다. 다만 지면의 제약으로, 이 연

구에서 거론한 것들만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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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 대상 문헌 자료

이 장에서는 연구 대상 자료를 한자음 중심으로 개괄하되, 시기별로 나누어, 世宗

代 문헌, 世祖代 문헌, 成宗代 문헌으로 구분한다. 한자음의 특징에 대해서는 대표적

인 경우만 예를 든다. 구체적인 양상은 제4장과 제5장에서 다룬다. 

2.1. 世宗代의 문헌

1) 訓民正音諺解(세종 29년, 1447 추정)

잘 알려진 대로『월인석보』권두에 실려 있는 문헌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월인천강지곡』과 함께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처음 시도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22)『동국정운』간행(1448)보다는 이르지만 주음 내역을 살펴보면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물론 그러한 표기 방식까지 철저히 따랐다고 인정된다.

우선 훈민정음언해본이 ㅱ종성을 사용하고 舌內入聲의 以影補來 표기를 철저히 

따랐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 밖에도 이 연구가 파악한 바로는『동국정운』미

수록자가 없으며『동국정운』불일치음도 찾기 어렵다. 특히 복수음을 가진『동국정

운』한자음 중 훈민정음언해본에서 문헌음으로 선택된 것들은『월인석보』와『석보

상절』등에서 발견되는 한자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2) 月印千江之曲(세종 29년, 1447 추정) 

훈민정음언해본과 마찬가지로『동국정운』보다 이른 시기에 발간된 문헌이라, 한

자음과 그 표기에 대해서는 과연 동국정운식이라 지칭할 만한지 의구심을 가질 수

도 있다. 

22)『월인천강지곡』을 동국정운식 한자음 문헌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바로 아래에서 서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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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喉音 不淸不濁인 ‘ㅇ’(『동국정운』字母로는 欲母)를 개음절 종성에 사용하

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한자음과 표기 방식에서는『동국정운』과 크게 다르지 

않다. ㅭ  및 ㅱ종성의 채택 등이 대표적으로 꼽을 근거가 되며, 무엇보다 신숙주의

『동국정운』서문에서 말한 ‘七音四聲淸濁字母之變’에 따른 한자음 변화를 교정하려

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동국정운식 한자음 연구의 대상으로 손색이 없다. 

더구나 喉音 不淸不濁 ‘ㅇ’이 종성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한자‘음’이 아니라 표기의 

영역이므로, 한자음의 교정이라는『동국정운』편찬의 목적과 모순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또한『동국정운』복수음이 문헌음으로 선택되는 양상도 여타 문헌과 어긋나지 않

는다.  

   頃 동국정운 음23): LRR
      문헌음 : R(석상6-25/월석서13ㄴ/남명상3ㄱ/월곡-상56ㄱ)

  다만 특이한 음을 문헌음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施 동  운 : R싱H싱H잉L잉(上同 詑)R잉(上同 迆)

      문헌음 : R싱(석상6-8ㄴ,석상9-11ㄴ,석상19-3ㄱ,석상23-3ㄱ,월석1-12ㄴ)

      문헌음 : H싱(법언1-76ㄴ,월곡-상54ㄱ)

위의 주음은 모두 ‘布施’의 표기에 쓰인 것이다. 문헌들에 따른 주음의 차이가 어

떤 태도에서 나온 것인지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별 한자 차원에서도 몇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部’, ‘勞’가 대표적이다.

  部  동  운: R뽕 R R풍(上同 剖)

      문헌음: R(월곡3ㄱ[天龍八部],9ㄱ[天龍八部]) 

             R뽕(월석, 석상, 법언, 영험) 

‘部’의 주음은『월인천강지곡』이 유독 다른 문헌과 양상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특기

할 만하다. ‘部’는 韻圖에서는 流攝과 遇攝 두 음을 가진다(성모는 모두 並母). 한편

23) 이하 ‘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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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요』에서는 성모가 역시 並母지만, 운모는 古자모운과 掊자모운으로 나뉜다. 流

攝과 掊 자모운 모두 w 내지 u 韻尾를 가지는 것으로 재구되므로『월인천강지곡』

을 제외한 나머지 문헌들은『거요』의 古자모운과『광운』의 遇攝 音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월인천강지곡』만 流攝 音, 掊자모운에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24)『월

인천강지곡』의 주음은『동국정운』수록음에서 선택하긴 하였으되, 다른 문헌과 다

른 음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석보상설

의 교정 과정에서 ‘R뿡’를 ‘R뽕’로 고친 경우가 두 차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석보상절』권13에서는 ‘部衆’이 네 번 출현하는데, 모두 ‘部’의 주음을 ‘R뿡’에서 

‘R뽕’로 교정하였다.

R뿡>R뽕 <석상9:1ㄴ(八部), 석상13:16ㄴ(部衆)>

아마도『석보상절』의 편찬자들은 운미 w로 끝나는 流攝의 음에 이끌려 ‘뿡’로 주

음했지만, 교정 과정에서 遇攝 음으로 바로 잡혔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한편 ‘勞’의 주음도 특이하긴 하지만,『동국정운』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

니다.

勞 동운 L(석상, 법언, 능활, 남명:塵勞, 侵勞 등에서 쓰임)

   동운 H(월곡, 석상, 법언: 모두 慰勞에서 쓰임)

   

『석보상절』에서는 ‘L롱’를 ‘L’로 교정한 부분이 있다.

L롬>L <석상6:31ㄱ,31ㄴ,32ㄱ,32ㄴ(모두 고유명사 ‘勞度差’에서 쓰임) 

말하자면 ‘H’는 ‘慰勞’로 쓰일 때에만 사용된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L’를 엄격

히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광운』의 字釋도 근거가 된다. 

  
勞1: 效中1L豪來, 倦也勤也病也又姓…

勞2: 效中1H號來, 勞慰

24)『광운』과『거요』의 운과 재구음을 함께 논하는 것은『동국정운』음의 연원을 어디에서 찾을지에 

대한 논의를 이곳에서는 피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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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월인천강지곡』의 ‘勞L’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채택하였다고 인정

되어 온 여타 문헌에서 나타나는 복수음 분포와 일치한다. 이런 점도『월인천강지

곡』을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한편 다른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고『월인천강지곡』에서만 추출한 음도 동국정

운식 한자음으로 간주하여 검토한다. 가령 ‘逮, 訟, 逮’ 등이 있다.

 

逮: 동운 R H H똉 :월곡 H뗴

訟: 동운 L쑝 H쑝     :월곡 H

그 밖에 불일치음(在, L)도 발견되는데 誤刻으로 보인다.『월인천강지곡』 한자

음의 구체적인 양상은 제4장에서 검토할 것이다.

3) 釋譜詳節(세종 29년, 1447년)

역시 1447년 즉『동국정운』이 완성되기는 했으나 아직 반포되지는 않은 시기에 

편찬된 문헌이다.『석보상절』에 대해서는 이미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충실히 채택한 

대표적 문헌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문헌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석보상절』에도『동국정운』미수록자가 발견된다. ‘菩, 睺, 囑, 婇, 壜, 

瑪, 鬘, 硨, 櫁, 袈, 裟, 錠, 你’ 들이 그렇다. 

 이들 중 몇 字의 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菩  L뽕(월석,석상 등) : L보(SK)

睺  H(월석,석상 등) : R후(SK)

你  R닝(석상)         : H니(SK) 

囑  入죡(석상, 법언 등) 入쇽(남명) : 入쵹(SK)

상당수는 주음이 현실음과 일치하지 않으며, 전탁음의 사용이 적극적인 점으로 보아

『동국정운』의 주음 태도와 대응함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음이 

어디서 기인했을지는 일일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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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동국정운』불일치음도 있다. 

 

耨 H(동운) : H녹(석상,법언 등) : R누~入녹(SK)

琥 R홍(동운) : H홍(석상)

堀 H(須達이 塔세오 堀짓고, 석상6-44ㄴ : 석상23:39ㄴ,월곡상-67ㄱㄴ,68ㄱ,71ㄱ)

梗 L(동운) : H(석상9-19ㄴ) : L(월곡상-38ㄱ)

더 주목할 점이 있다면 刊印 이후 墨書로 교정된 한자음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安秉禧(1974)에서 이미 소상히 살핀 바 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童L(<L, 석상6-14ㄱ)25)

數H숭(<R숭. 석상13-38ㄱ 등, 朱墨으로 가위표)26)

奇L끵(<L긩: 석상6‧9‧13 전반에 걸침)

梨L링(<L롕: 석상6-10ㄱ 등)

鬼R귕(<H귕: 석상13-26ㄱ 등)

部R뽕(<R뿡: 석상9-1ㄴ 등)

塞(優婆塞)H슥(<H, 석상9-17ㄴ 등, 그러나 석상19는 교정되지 않았음) 

最H죙(<R죙, 석상13-41ㄴ 등)

解(解脫)R갱(<R, 석상13-43ㄴ, 석상23은 ‘R’ 그대로27))

論(議論, 講論)L론(<H론, 석상13-2ㄴ 등)

鈍H똔(<H톤, 석상13-57ㄴ)

分H뿐(<L분, 석상9-18ㄱ, 22ㄴ, 32ㄱ[八分齋戒])28)

堀H(<H, 석상6-44ㄴ)

轉R(<H, 석상13-3ㄱ),

勞L(<L롱, 석상6-31ㄱㄴ, 32ㄱㄴ)

上(H썅<R썅, 增上慢, 석상13-45ㄱ,46ㄴ) 

上(R썅<H썅, 석상6-46ㄱ[天上], 석상9-17ㄴ[藥上菩薩])

그 밖에도 ‘娑’(L상<L빵), ‘河’(L<L항), ‘化’(H황<R황), ‘行’(L<H, 석상9-6

25) 安秉禧1974)에서는 출전을 ‘12ㄱ’로 표시했으나, 장차가 ‘12’가 아니라 ‘14’다.

26) 아래부터는 출전을 생략하고, 교정 표시는 Y<X로 나타낸다.

27) 참고로『법화경언해』는 ‘R’(불일치음)

28) ‘分’은 중고음 이래로 복수음을 가진다. ‘분간한다’는 의미는 ‘L분(非母)’, ‘나누다, 조각’의 의미로

는 ‘H뿐(奉母)’가 된다.『석보상절』19는 이에 따라 바로 잡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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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修行],9-15ㄱ[漸漸修行야]), 優(L<L, 석상9: 17ㄴ<), 酉(R<R융, 석상

6-1ㄱ),  息(H식<H씩, 석상6-5ㄴ,) 등이 교정되었다.

  한편 잘못 새긴 글자를 교체하기 위해 교정한 것도 있다.

    般(<槃, [般若], 석상6-29ㄴ29))

    導(<導, 석상19-3ㄴ)30)

『석보상절』권6‧9‧13‧19에서 교정된 한자음은 권23‧24에서는 교정되지 않은 것이 

보통이고, 이후 간행된 다른 문헌에서도 충실히 반영되지 않았다. ‘塞’의 교정 작업

이 권19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도 자못 특이하다. 

『석보상절』의 교정 양상은 별도의 고찰이 필요할 정도로 하나의 연구 주제로 

충분하다.『석보상절』에 나타난 교정 흔적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정착과정이 그만

큼 지난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2.2. 世祖代의 문헌

1) 月印釋譜(세조5년, 1459년)

『월인석보』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담은 전형적인 문헌이라 할 만하다.『동국정

운』음과 다른 경우가 거의 없으며 誤刻도 없다.『석보상절』발간 때의 지난한 노력

이 12년 후『월인석보』간행으로 결실을 맺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월인

석보』에 이르러 드디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도『동국정운』미수록자가 여럿 발견되며, 불일치음 또한 나타난다. 

우선『석보상절』에서 발견된 미수록자가 여기서도 보인다.

菩  L뽕(월석, 석상 등) : L보(SK)

睺  H(월석, 석상 등) : R후(SK)

29) 黃墨으로 ‘木 밑’을 지움

30) ‘寸’을 붓으로 그려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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錠  H(월석, 석상 등) : ?(SK)

袈  R강(월석, 석상 등) : L가(SK)

燃  L(월석, 석상 등) : L(SK)

囑  入죡(월석, 석상 등): 入쵹(SK)

瑪  R망(월석, 석상 등) :  R마(SK)

硨  L챵(월석, 석상 등) :  ?(SK)

『석보상절』에는 보이지 않던 미수록자도 있다.

哩  H링(월석) : ?(SK)

粆  L상(월석) : ?(SK)

앞에서 말했듯이 대체로 이 미수록자들의 주음은 현실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동국정운』불일치음도 존재한다. 

   沾 L뎜 : 동국정운음은 L텸L졈H졉L텸(上同 覘)H텸(上同 覘)

   巍 L : 동국정운음은 L
   卯 L : 동국정운음은 R
   新 L : 동국정운음은 L신(석상,남명)

어느 문헌보다『동국정운』을 충실히 따랐다고 할 수 있는『월인석보』에서조차

『동국정운』미수록자는 물론 불일치음이 발견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가 이 연구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2) 楞嚴經諺解 활자본(세조7년, 1461년) 목판본(세조8년, 1462년)

『능엄경언해』는 세종의 명으로 수양대군이 번역을 맡아 교서관에서 활자본으로 

발간하였다. 활자본(1941)에 오류가 많아 다시 목판본으로 간경도감에서 발간한 것

이 목판본(1462)이다. 활판본이 시기적으로 앞섰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활자본을 기

준으로 한자음을 조사한다. 활판본과 목판본의 한자음은 대체로 일치하지만, 불교 

인명인 ‘阿難’과 ‘般若’의 표기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난다.

阿難 난(능목1-19ㄴ,20ㄴ,21ㄱ: 법언1-20ㄴ,32ㄱ)

般若 (능목1-4ㄴ, 법언1-63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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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阿', ‘般’이라는 표기는 (목판본)『능엄경언해』와『법화경언해』(권1)이 공통

적이다. ‘’, ‘’을 어떤 성격으로 볼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들은 동

국정운음과 일치하지 않으며, 中古 후기에서 近古로 넘어가는 과도기 운서인『거요』

는 물론 중고음을 나타내는『광운』에서도 찾을 수 없다. 결국 ‘, ’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 할 수 없는 것으로, 불교 인명 표기를 위해 도입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들이 목판본『능엄경언해』와『법화경언해』에만 나타난다는 점도 특색이다.

한편 동국정운 음의 복수음에서 문헌음을 선택할 때『능엄경언해』는『법화경언

해』와 같은 음을 취하여 다른 문헌과 대비되는 경우가 보인다. 

   

施(H싱31): L싱32))

『동국정운』불일치 한자음도 있다.

耨H녹(능활1-14ㄱ[阿耨菩提], 능목1-17ㄴ: 석상, 법언 등 같음) : 동운 H

‘耨’는『광운』에서 流攝과 通攝 두 음을 가진다.『거요』에는 실리지 않았지만,『집

운』에는 通攝(沃韻) 음만 나온다. 특이하게도『동국정운』음은 流攝 음만 반영하고 

있다. 문헌의 편찬자들은『동국정운』에 구애받지 않고, 이전부터 내려온 通攝 음으

로 주음하였다고 생각된다.

그 밖의 점에서는 활자본『능엄경언해』와 목판본『능엄경언해』의 한자음이 동

일하다. 전체적으로『동국정운』음에 충실하다. 간경도감의 한자음 교정 작업이 안

정을 보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이 연구는 활자본을 기준으로 한자음을 수집하였으

며, ‘阿難’, ‘般若’와 같이 목판본의 한자음이 다른 경우는 별도로 표시하였다.

3) 法華經諺解(세종9년, 1463년 추정)

역시 간경도감이 간행한 불경언해서로 세조가 직접 구결을 달았다.『법화경언해』

는 전체적으로『동국정운』한자음에 충실하되, 다른 문헌과 다른 점이 있다.

첫째, 앞서 살펴본 대로 불교 고유명사 阿難과 般若의 주음에서 ㅭ종성을 사용하

였다. 둘째, 복수음의 선택에서 여타 문헌과 다른 한자음을 주음하는 경우가 적지 

31)『능엄경언해』도 H싱.

32) 석상, 월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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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期 동운L긩(上同 朞: 법언서-22ㄴ(2)/법언1-222ㄴ)

      동운L끵(월석서19ㄴ)

       L끵(월곡상-28ㄴ,29ㄱ)

    

   土 동운R동R통(석상, 월석, 능활, 영험 등)R똥(법언-66ㄴ 등)

   解 동운R갱H갱(上同 懈)H갱RH

‘解’의 문헌음은 ‘R갱’, ‘R’로 선택되는데,『법화경언해』는 ‘R갱’, ‘R’뿐 아니

라,『동국정운』불일치음인 ‘R’도 주음하고 있다. 특히 ‘R’는 ‘解脫’의 주음에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른 문헌에서는 ‘解脫’이 R갱로 주음되는 것으로 볼 때,

『법화경언해』의 주음은 아마도 현실음에 이끌린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다.

‘土’의 경우 ‘R동’, ‘R통’, ‘R똥’ 세 음이 있는데 ‘R동’를 취한 문헌은 전혀 없고 대

부분 ‘R통’로 주음하고 있다. 다만『법화경언해』는 유독 ‘R똥’를 취하였는데, 그 자

체가 ‘圡’로 되어 있어 이채롭다.

그 밖에도 ‘離’(H링: 다른 문헌은 L링), ‘施’(H싱33): L싱), ‘梨’(L롕34) : L링) 등이 

있다. 복수음의 선택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다.

『법화경언해』에서도 역시『동국정운』미수록자가 발견된다. 

     
鉐H쎡 : H셕(SK)

‘鉐’은『광운』에서 반절상자를 禪母로 취한다(常隻切, 梗開(3)H昔禪).『거요』에는 

표제자로 들어 있지 않았으되,『집운』에 복수음이 등재되어 精母를 반절상자로 가

지는 음이 추가 되었다. 그러나『법화경언해』의 편찬자는『거요』와 달리 ‘鉐’을 

표제자로 등재하였고, 그 음은 현실한자음도 아니고『집운』에서 추가된 근고음도 

아닌, 이전 시기의 음에 따라 禪母로 주음하였다고 생각된다.

33)『능엄경언해』도 H싱

34)『능엄경언해』도 L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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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성종대의 문헌

1) 南明集諺解(성종13년, 1482년) 

세종이 30여 편을 직접 번역하고 나머지를 세조에게 맡겼다가 완성되지 못하여 

세조비의 명으로 學祖가 최종 완성하여 내수사에서 발간한 문헌이다. 전체적으로는

『동국정운』한자음에 충실하지만 특이한 주음도 보인다. 

昭 L(남명상8ㄱ)

  동운 L(월곡), R, H, L(월석서9ㄴ,10, 월석2-18ㄱ 등)

  SK L쇼

 

‘L’는『동국정운』에 없는 음이다. ‘昭’는 中古 效攝에 속하는데『동국정운』에

서는 모두 ㅱ종성을 가지는 음으로 주음되었다.『남명집언해』의 편찬자들은 종성 

표기는 철저히 동국정운식으로 따랐지만, 성조와 성모는 현실음에 이끌린 것으로 보

인다.  

또 ‘苦’의 주음을 ‘H콩’에서 ‘R콩’로 교정한 흔적이 있다. 

苦 동국정운 R콩R공 : R콩(남명상-12ㄱ: H콩에서 교정)

과도교정을 보인 경우도 있다.

霧 동국정운 H뭉, L뭉(上同 雺), H몽(上同 雺): H(남명상-70ㄱ) 

이러한 교정의 오류나 과도 교정의 양상은 연구 대상으로 자못 흥미롭다.

2) 靈驗略抄(성종16년, 1485년 추정)

『五大眞言』에 합책되어 전하는 문헌으로, 간행연도는『五大眞言』의 간행연도

(1485)와 같다고 추정된다. 원간본은 전하지 않으며 복각본(명종 5년, 1550)이 전

한다. 비록 원간본은 전하지 않으나 복각본이 원각본의 15세기 자료적 성격을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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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니고 있다고 보고(金英培 2000:283)이 연구의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전체적으로 동운정운 음에 충실하다. ㅱ 및 ㅭ종성의 사용, 全濁音의 철저한 수용

이 지켜졌다. 다만 일부 한자의 음이 일치하지 않는데, 그 중 상당수는 현실음과 일

치하며, 방점의 혼란도 보인다. 방점의 혼란은 복각 과정의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隨 L(영험) : L(동운: 석상 등) : L슈,L(SK)

驗 H험(영험) : H(동운: 월석, 능활) : R험(SK)

報 R(영험) : H,H풍(동운) : H(석상, 월석, 법언, 능활): R보,H보,R부(SK)

度 R똥(영험) : H똥,H딱(동운):H똥(석상, 월석, 법언, 능활, 남명):R도,H도,H탁(SK)

九 H(영험):L(동운),R,L(上同 勼):R(석상, 월석, 법언, 능활 등):R구,H구(SK)

『동국정운』불일치 한자음도 있다.

殃 L(영험): L(동운)

輕 H(영험): LH(동운): L(훈언,석상,법언)

授 R(영험): R,H(동운): R(남명),H(월곡,석상,월석,법언,능활,남명) 

『영험약초』는 이처럼『동국정운』에 충실하게 주음되었으면서도 일부 한자음이

『동국정운』과 불일치하거나, 성모나 방점의 혼란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이들은 

상당수가 현실음에 이끌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授’는, 종성표기는 ㅱ를 엄격히 지

키면서도 성모는 전탁음이 아니라 전청음으로 잘못 주음하고 있다. 편찬자들은 아마

도 음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종성 표기에 힘을 기울이다가 성모가 全濁임을 놓쳤을 

수 있다. 

이제까지 살펴본 문헌들의 한자음과 표기 양상의 특징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종

합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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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東國正韻』의 이해

중국에서든 한국에서든 韻書는 주로 審音이나 作詩를 위한 도구서로 만들어졌다. 

따라서 모든 운서는 기본적으로 규범적이며, 현실음을 완벽하게 반영하기보다는 이

상적 한자음의 표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정경일 2002:9-10). 운서 중에서

도『동국정운』이 특히 규범성이 강한 편에 속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장에서는 

실제 문헌 속의 한자음을 검토하기 위한 전제로서,『동국정운』의 규범성이 어떤 내

역으로 구성되었는지, 또 중국 운서와 대비되는 특성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3.1.『東國正韻』의 편찬 경위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1443) 이후 첫 번째로 시작한 사업은 중국 운서인『韻會』

를 번역하는 일이었다. 

집현전 교리 최항(崔恒), 부교리 박팽년(朴彭年), 부수찬 신숙주(申叔舟), 이선로(李善老), 

이개(李塏), 돈녕부 주부 강희안(姜希顔)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議事廳)에 나아가 언문(諺文)

으로『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과 진양대군 이유(李瑈), 안평 대군 이용(李瑢)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하였는데, 모두가 성품이 예단(睿斷)하므로 상을 거듭 내려 주고 공

억(供億)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다. (命集賢殿校理崔恒、副校理朴彭年、副修撰申叔舟

‧李善老‧李塏、敦寧府注簿姜希顔等, 詣議事廳, 以諺文譯《韻會》, 東宮與晉陽大君瑈、安平大君

瑢監掌其事. 皆稟睿斷, 賞賜稠重, 供億優厚矣.)35)

여기서 말하는『韻會』는 1292년(元 世祖 29)에 黃公紹가 편찬한『古今韻會』일 

수 있다. 그러나『古今韻會』가 조선에서 유통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며 조선 초

기 학자들이 애용한 운서 중 하나가『古今韻會擧要(거요)』라는 점에서 위 기록에서

의『韻會』는『거요』를 지칭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36) 그러나 이 번역 사업은 잠

35) 번역은 국사편찬위원회의 조선왕조실록번역본을 인용하였다.

36) 현재『古今韻會』는 전하지 않으며, 1297년에 雄忠이 다시 간소하게 엮은『거요』가 이와 거의 

동일하다고 흔히 인정된다(姜信沆 1997:51 등). 그러나 본 연구가『거요』와『古今韻會』를 동일시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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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운회』번역에 대한 어떤 記事도 문헌에 나오지 않거니

와, 그 이후 발간된『홍무정운역훈』도 운회와 큰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이 이 사업을 지시한 직후 최만리가 반대 상소를 올린 일도 있지만(세종 26

년 2월20일), 유생들의 반대보다는 다른 이유로 인하여 번역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본래 중국 운서에서 한자음을 표시하는 주요 방법은 반절이었

기 때문에, 운회의 번역이란 곧 새로 만든 훈민정음으로 이 반절을 表音하는 일이라

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반절을 그대로 표음하는 것은『운회』가 나타내는 중국

음을 그대로 한국어 문자로 옮기는 것일 뿐, 한국에서 구현할 한자음을 제시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세종과 운회 번역자들은『운회』의 한자음이 당시 한국현실

음과 너무도 양상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당시 중국에서 ‘正音’을 지항하여 편찬된

『홍무정운』과 큰 거리가 있으므로 한자음의 표준을 정립하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정경일 2000:67-68).

그리하여 세종과『운회』번역자들은 사업을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첫째는 

조선의 전승 한자음을 철저히 분석하여 새로운 운서를 만드는 일로서,『동국정운』

이 그 결실이었다. 둘째는 번역의 대상을『홍무정운』으로 바꾸어,『홍무정운역훈』

을 발간한 것이다. 이로써 세종은 조선의 현실한자음을 교정하기 위한『동국정운』

과 중국과 통교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준한자음을 정리한『홍무정운역훈』이라는 두 

가지 결실을 얻게 되었다. 세종27년 1월부터 신숙주 등을 요동에 보내 성운학과 중

국음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했던 것도 이 두 가지 사업을 겸하기 위한 것이었다(정

경일 2000:69).

이러한 과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 우리 한자음은 한국어 고유의 음운체계의 간섭을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으며, 이를 부정할 수도 없다는 인식이 생겼을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동

국정운』의 서문에서 “우리 음은 舌頭音과 舌上音의 구분이 없고 齒頭音과 正齒音

을 구별하지 않는다.” 등을 밝히고 실제 주음에도 이러한 원칙을 견지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자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는 풍토가 다르면 언어도 다르

다는 ‘風土說’과 맞닿아 있다.

둘째, 한자음에도 역사적 변화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동국정운』편찬 당시에 참고할 운서는『운회』나『거요』뿐이 아니었다. 고려말과 

조선초에는 이미『禮部韻略』이 광범위하게 수용되었고, 宋代 초기 韻圖인『七音

略』도 수입되었다는 추론도 유력하다(姜信沆 2000:17-23). 이들 운서와 운도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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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음 계통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므로, 대표적인 중고음 운서인『切韻』이나『광운』

의 존재를 몰랐을 리는 없다. 또 近古音 계통에 속하는『홍무정운』도 이미 전해진 

상태였고, 宋代 성운학의 원리를 담고 있는『皇極經世書』는 성리대전에 포함되어 

조선에 수입되었다. 이들 운학서 중 어떤 것을 어떤 용도로 어느 정도로 이용할 것

인지는 음운사적 이해가 없으면 쉽게 결정하기 힘들다. 본문에서 밝히겠지만『동국

정운』은 비록『거요』를 底本으로 한다고 인정할 면이 있지만 그 음운체계를 그대

로 모방한 것이 아니고, 일정한 원리에 따른 대응관계 혹은 배제관계가 체계적으로 

나타난다. 이는 세종과『동국정운』편찬자들이 역사적 음운 변화에 대한 일정한 원

칙을 체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동국정운』은 그 결실이라 할 수 있으니, 거꾸

로『동국정운』과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철저히 분석하면 당시 운학가들의 운학 체

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2.『東國正韻』서문에 나타난 한자음 교정 원칙

『동국정운』의 한자음 교정 원칙과 관련하여 가장 신뢰할 만한 근거는 신숙주의

『동국정운』서문으로, 현실한자음의 訛誤를 진단하면서 이를 한자음 교정에 반영하

였다.37)

① 字母之變: 중국음의 ‘牙音 次淸(溪母)’이 한국 한자음에서는 대부분 ‘牙音 全淸(見

母)’으로 발음되고 있다. 

② 七音之變: 중국음의 ‘牙音 次淸(溪母)’ 중 어떤 것은 한국 한자음에서 ‘喉音 次淸(曉

母)’로 발음되고 있다.

③ 淸濁之變: 중국음의 ‘全濁’이 한국 한자음에는 없다.

④ 舌內入聲 운미의 변화: 중국음의 舌內入聲 운미(/t/)가 한국 한자음에서는 來母(/l/)

로 변하였다.

이에 따라『동국정운』에서는 중국음의 全淸, 次淸, 全濁에 맞추어 한국 한자음을 

교정하였고, 以影補來 즉 ‘ㅭ’로써 舌內入聲을 복원시켰다.

37)『동국정운』서문에서 밝힌 15세기 한자음의 실태와『동국정운』의 교정 원칙에 대해서는 姜信沆

(1997)이 자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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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같은 서문에서 한국음과 중국음의 차이를 명시하면서도 한자음 교정에 반

영하지 않은 점도 있다. 즉 “舌頭·舌上, 脣重·脣經, 齒頭·正齒의 구별은 우리 한자음

에는 없다.”고 기술하고『동국정운』속 한자음에도 구별하지 않았으니, 중국음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반영하지는 않은 것이다.

한편『동국정운』서문에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자음 교정에 적극적이고 일관

되게 반영한 것도 있다. 중국음에서 合口 介音을 가지는 한자는 ‘w’介音을 반영하여 

교정하였으며(開合의 원리)38), 중국음에서 流攝, 效攝에 속하는 한자, 즉 ‘w’ 韻尾를 

가지는 부류는 ‘ㅱ’ 종성을 덧붙이는 쪽으로 교정하였다(效攝과 流攝 운미의 복원).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있다. 중국음과 우리음의 한자음 차이에 대해, 어떤 점은 

‘變’이라 규정하며 실제음과 어긋날 정도로 적극적으로 교정을 하되, 또 어떤 점에 

대해서는 음의 차이를 명백히 인정하되 실제 교정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았는가? 

이 모순을 해결하는 실마리는 우선『동국정운』서문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신숙주

는 ‘우리나라 말소리(我國語音)’ 즉 고유어 음운체계에 존재하는 소리인가를 가장 중

요한 고려사항으로 보고 있다. 字母之變, 七音之變, 淸濁之變에 대한 교정은 ‘우리 

말소리가 중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분을 하면서도 우리 글자음(字音)39)에는 구

별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시도한 것이다.40)

우리나라의 말소리(語音)에는 청탁의 구별이 중국과 다름이 없지만 한자음(字音)에만 홀로 

탁음이 없으니 어찌 이치가 닿겠는가. 이것은 청탁의 변화다. 사성의 구별도 우리 말소리에

서는 분명한데 한자음에는 상성과 거성이 구별되지 않는다. 質韻‧勿韻의 종성은 마땅히 端母

(ㄷ)로 발음되어야 하나 세속에서는 來母(ㄹ)로 종성을 삼고 있으니 그 소리가 느려져 入聲으

로는 마땅하지 않다. 이는 사성이 변한 것이다. 端母(ㄷ)를 來母(ㄹ)로 발음하는 것은 종성뿐 

아니라 차례[次第], 모란[牧丹]과 같이 초성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또한 많다. 또한 우리나라 

말(國語)에서는 溪母(ㅋ)를 초성에 많이 쓰면서도 한자음에는 ‘快’ 하나뿐이니 더욱 우스운 

일이다.(我國語音 其淸濁之辨 與中國無異 而於字音獨無濁聲 豈有此理 此淸濁之變也. 語音則四

聲甚明 字音則上去無別 質勿諸韻宜以端母爲綜聲 而俗用來母 其聲余緩 不宜入聲 此四聲之變也 

端之爲來 不唯綜聲 如次第之第 牡丹之丹之類 初聲之變者亦衆 國語多用溪母 而字音則獨快之一

音而已 此尤可笑者也.)

38) ‘, ’와 같은『동국정운』특유의 중성 표기가 그것이다. 

39) 여기서 ‘字音’이란 곧 한자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字音’을 한자음이라 

부르기로 한다.

40) 이하『동국정운』서문의 번역은 姜信沆(2003:212-221)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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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우리 말소리(語音)와 한자음(字音)을 구별하는 태도는『동국정운』서문에 

나타나는 ‘風土說’과 ‘七音淸濁四聲 猶古說’의 모순적 공존 관계를 해소하는 실마리

가 된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동국정운』서문에는 四方風土의 차이에 따라 말소리의 차

이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한 이치이므로 그 차이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관점, 즉 

풍토설과 함께 ‘七音淸濁四聲은 예와 다름없음이 마땅하다’는 관점이 동시에 기술되

어 있다. 

무릇 소리(音) 자체에 같고 다름이 이쓴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같음과 다름이 있는 것이며, 

사람 그 자체가 같거나 다른 것이 아니라 지방이 다르거나 같은 것이니, 대개 땅의 형세가 

다르면 기후가 다르고 기후가 다르면 사람들이 숨쉬는 것이 다르다. (중략) 하물며 우리 東方 

나라는 안팎으로 산하가 저절로 한 구획을 이루고 있으므로 지리와 기후 조건이 이미 중국과 

다르니, 어음의 발음이 어찌 중국음(華音)과 부합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말소리(語音)가 

중국과 다른 것은 당연한 이치다.(夫音非有異同 人有異同 人非有異同 方有異同 盖以地勢別 

而風氣殊而呼吸異 東南之齒脣 西北之頰喉是已 遂使文軌雖通 聲音不同焉 矧吾東方 表裏山河 

自爲一區 風氣已殊於中國 呼吸豈與華音相合歟 然則語音之所以與中國異者 理之然也.)

한자음(字音)에 대하여 말하자면 마땅히 중국음(華音)과 부합하여야 하는데, 여러 번 발음

하고 발음하는 사이에 성모와 운모의 기틀이 또한 우리 말소리에 저절로 끌리게 되어 한자음

(字音) 또한 거기에 따라서 변하게 된 것이다. 비록 그 소리(音)는 변하여도 淸濁四聲은 예와 

다름이 없는 법인데(이하 생략). (至於文字之音 則宜若與華音相合矣 然其呼吸旋轉之間 經重翕

闢之機 亦必有自牽於語音者 此其字音之所以亦隨而變也 其音雖變 淸濁四聲則猶古也.)

또한 字母를 분류하여 만드는 것도 성모를 고르게 할 뿐이라. 舌頭·舌上, 脣重·脣經, 齒頭·

正齒 등의 부류를 우리나라 한자음에서는 구별할 수 없으니 역시 마땅히 그 자연스러움을 바

탕으로 할 것이지 어찌 반드시 36字母에 사로집힐 필요가 있겠는가.(且字母之作諧於聲耳 如

舌頭舌上脣重脣經齒頭正齒之類 於我國字音 未可分辨亦當因其自然 何必泥於三十六字乎)

요컨대 중국음(中國語音, 華音)에 있는 舌頭‧舌上, 齒頭‧正齒, 脣輕‧脣重의 구별을 

우리 한자음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그 소리가 우리 東方 풍토의 호흡과 합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우리 음운체계에 없는 소리를 음성적인 차원에서 교정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한 가지 남은 의문은 중국음 중에서 中古 影母(『동국정운』에서는 挹母와 疑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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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정운』에서는 業母 일부)는 七音의 영역에 속한다고 해도 우리 말소리에 존

재하지 않는 소리이니 풍토설과 대립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七音四聲淸濁’을 풍토의 차이와 무관한 언어 보편적 원리로 이

해하였다는, ‘정음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동국정운』서문의 첫 대목은 “천지의 두 기운이 달라붙어 만둘을 생성하는 원

기가 모이고, 큰 교화가 물처럼 널리 미치어서 사람이 생기며, 음과 양이 서로 비비

고 만물 생성의 근원이 함께 작동하여 소리가 생긴다. 소리가 생김으로 七音이 스스

로 갖추어지며 사성 또한 구비된다(天地絪縕 大化流行 而人生焉 陰陽相軋 氣機交激 

而聲生焉 聲旣生而七音自具 七音具而四聲亦備 七音四聲經緯相交 而淸濁輕重深淺疾

徐生於自然矣).”고 서술하고 있다. 

또 마지막에는 소리를 살피는 일(審音)이 올바른 政事를 이끄는 방도임을 강조하

고 있다.

       

아아! 소리를 살펴 音을 알고, 音을 살펴서 음악을 알며, 음악을 살펴 정사를 알게 되니, 

뒤에 보는 자들은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吁 審聲以知音 審音以知樂 審樂以知政 後

之觀者 其必有所得矣)  

이러한 언어관은 훈민정음의 정인지 서문이나『홍무정운』서문과도 대응하는 바

가 있으며, 더 올라가면 北宋의 邵雍이 저술한『皇極經世書』와 맥이 닿는다. 소옹

은 宋代 新儒學을 대표하는 哲學者, 象數學者, 韻學者로서, 중국의 전통 易學뿐 아니

라 불교의 悉曇學까지 흡수하여『皇極經世書』를 저술하였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우

주만물인간지사의 원리를 象數로 설명하고 이 상수 체계 속에 音을 귀납하여 넣었

는데, 특히 이 책 속의「皇極經世聲音唱和圖」가 正音體系를 가시화하고 있다. 여기

서 구현된 정음관은 당시 표준 한자음 제정의 철학적 기준이 되었고 이후 남송, 명, 

청뿐 아니라 조선의 음운학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다(沈小喜 2013: 75).『皇極經世

書』가『性理大典』에 포함되어 조선에 수입되었고, 세종이 이 책을 연구하였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는데, 세종을 비롯한 조선의 운학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宋代의 정

음관을 접하였으리라 생각된다.41)

정음관은 古今과 南北을 아울러 소통할 수 있는 音을 구현함으로써 政事에서 道

를 구현하고자 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는데, 天人合一, 語音敎化, 순환적 시간 관념 

41)『皇極經世書』와「皇極經世聲音唱和圖」에 대해서는 沈小喜(1995, 2001, 2013), 이돈주(200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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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특징으로 하는 중국 전통의 사고방식에서 연원한다. 

이 책 속의「皇極經世聲音唱和圖」는 일종의 韻圖로서 성모와 운모로 음절을 파

악하는 전통적인 방법을 취하되, 聲母를 地音, 韻母를 天聲이라 파악함으로써 천지

의 조화 작용을 곧바로 말소리의 생성 원리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생성

되는 음절이 韻圖로 제시되는데, 이 운도의 분류에는 12音(성모), 10聲(운모), 闢

翕42), 開發收閉43), 四聲, 淸濁의 개념이 중요하게 채택되었다. 

邵雍 이후에 제작되어 현재까지 전해지는 明‧淸 시기 韻圖는 120여종에 이르는데, 

대부분 그의 정음관에 입각하여 우주만물의 생성원리에 따라 인류 공동의 語音을 

표현하는 정음체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沈小喜 2001:47).

『동국정운』에서는 이러한 정음관에 따라서 七音淸濁四聲에 해당하는 것은 언어

보편적인 음이라고 파악하고, 현실한자음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정한자음으로 

반영한 것이다. ‘ㆆ,ㆁ’을 초성에 도입하되 국어음에 있던 순경음 ㅸ를 한자음에 반

영하지 않은 사실은 정음관에 입각할 때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東方’이라는 風氣의 

제약이나 조건과도 모순되지 않는다고 여겼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대체로 운모보다는 성모의 교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유독 운모 중에서 開合의 구분은 철저히 복원하였다.「皇極經世聲音唱和

圖」의 闢翕 개념이 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3.『東國正韻』의 성모 체계와 운모 체계

이제『동국정운』의 음운체계를 살펴본다.『동국정운』의 음운체계에 대한 가장 

최근의 논의로 姜信沆(2009)과 조운성(2011)을 주로 참고한다. 다만 조운성(2011)

의 경우는『거요』의 小韻字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실제 동국정운 문헌음과는 

차이가 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

운모 체계에 대한 논의에 앞서 몇 가지 개념을 확인한다. 

전통 성운학에서는 한자의 음을 반절로 표시하는데, 초성을 나타내는 한자를 反切

上字로 사용하고, 나머지 음을 나타내는 한자를 反切下字로 사용한다. 반절표시는 

운서에서 주로 이용하는데, 특히 주요모음, 운미, 성조가 같은 한자를 한데 묶어 표

42) 전통 韻圖의 開合 개념에 해당한다.

43) 전통 韻圖의 等 개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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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고, 이 부류에서 맨 처음에 나타나는 글자를 韻目字라 하여 韻의 代表字로 삼는

다. 동일한 韻에 속하는 글자는 초성, 介音, 주요모음, 운미에 따라 음이 달라지는

데, 완전히 같은 음을 다시 하위 부류로 묶고 이를 小韻이라 부른다. 小韻의 맨 처

음 나오는 한자가 곧 이 小韻을 대표하는 글자가 되고, 小韻字라 칭한다. 

운서에서는 성모를 한눈에 알아보기 어렵다. 전통적인 切韻系 운서는 본래 詩韻을 

맞추기 위한 참고용이므로 詩韻과 무관한 성모는 운서에서 굳이 제시할 필요가 없

기 때문이다. 또한 절운 계통 운서들은 한 운 안에서 소운을 배열할 때 특별한 순서

가 없었다.

성모가 음 배열의 기준이 되는 것은 성모, 운모, 성조를 결합하여 표로 만든 等韻

圖에서다. 등운도는 운모뿐 아니라 성모도 중요하게 취급한다. 곧 등운도의 가로 行

은 성모 차이로 구분된다. 早期 등운도의 대표인『韻鏡』은 脣舌牙齒喉半舌半齒 즉 

七音 순서로 小韻字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열하되, 각 音을 다시 全淸, 次淸, 全

濁, 次濁(혹은 不淸不濁) 등으로 하위 분류한다. 이 등운도를 기준으로 하여 집계된 

성모의 체계를 字母 체계라 부른다. 흔히 中古 36字母라 부르는 것은『四聲等子』

와『七音略』등의 早期 韻圖에서 각 字母를 특정 한자로 대표하여 표시한 데서 유

래한다. 早期 韻圖의 대표 격인『韻鏡』은 36字母의 각 자모자를 직접 쓰지 않고, 

七音과 淸濁으로 성모를 나타냈다. 

3.3.1. 성모 체계

『동국정운』의 자모자는 23개로, 이 23字母는 훈민정음언해본과 해례본에서 초

성의 음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한자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훈민정음 역시 

23字母 체계를 취하였다고 기술하여도 좋을 것이다. 다만 훈민정음을 이용한 고유

어 표기에는 17字母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훈민정음 23字母라 함은 곧 표준 한자음

의 字母 체계까지 확대하여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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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淸 次淸 全濁 不淸不濁 全淸 全濁

牙  音 君ㄱ 快ㅋ 虯ㄲ 業ㆁ

舌  音 斗ㄷ 呑ㅌ 覃ㄸ 那ㄴ

脣  音 彆ㅂ 漂ㅍ 步ㅃ 彌ㅁ

齒  音 卽ㅈ 侵ㅊ 慈ㅉ 戌ㅅ 邪ㅆ

喉  音 挹ᅙ 虛ㅎ 洪ㆅ 欲ㅇ

半舌音 閭ㄹ

半齒音 穰ㅿ

<표 2> 동국정운 23字母

한편 중고음 시기 중국어의 성모 체계는 36字母로 표시된다. 이 36字母는 早期 

韻圖에서 제시된 자모체계를 말한다. 이중 正齒音은 다시 照2계 즉 莊初崇生(俟)과 

照3계(章昌船書禪)으로 구분할 수 있다.44) 

36字母를 중고음 성모라고 기술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곧 중고음의 대표 운서인

『광운』의 성모체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광운』의 성모 체계는 35字母로 귀

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輕脣音이 분리되지 않은 대신 正齒音이 2등(照2계)과 3등

(照3계)으로 분리되어 9개 성모가 되고, 舌上音 娘母가 舌頭音 泥母와 합류한 결과

다(唐作藩 2002:108-112).

44) 正齒音은 韻圖의 2,3째 칸에 배열되는데 대체로 2째 칸과 3째 칸에 속하는 글자들은 反切上字를 

달리하여 쓰기 때문에 서로 계련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성모에 차이 때문이라는 것이 중국음운학

의 정설이다. 正齒音 성모는 照(全淸), 穿(次淸), 牀(全濁), 審(淸), 禪(濁)으로 구분하지만(표2 참조), 

반절계련의 결과에 따라 韻圖 2째 칸에 배열되는 照2系(莊系, 莊初崇生)와 3째 칸에 배열되는 照3

界(章昌船書禪)로 다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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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全淸 次淸 全濁 次濁 淸 濁

牙  音 見 溪 群 疑

舌  

音

舌頭音 端 透 定 泥

舌上音 知 徹 澄 娘

唇  

音

脣重音 幫 滂 並 明

脣輕音 非 敷 奉 微

齒  

音

齒頭音 精 淸 從 心 邪

正齒音 照 穿 牀 審 禪

喉  音 影 曉 匣 喩

半舌音 來

半齒音 日

<표 3> 中古 36자모

한편『거요』역시 36字母 체계를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中古 36字母와 다르

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舌上音이 正齒音과 합류한 것이다. 이는 폐쇄음 계통이던 

舌上音이 파찰음 및 마찰음으로 변화한 近古 시기 주목할 만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

다. 또한 魚母, 合母, 幺母가 새로 설정되었다. 이것은 疑母와 影母가 零聲母로 변하

는 과도기적 과정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설명된다(權爀埈 2004나). 中古 36字母가 

당송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성모체계를 반영한다면,『거요』36字母는 元末에 포착된 

음운사적 과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동국정운』23字母를 中古 36字母 및『거요』36字母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① 성모를 나타내는 대표 한자 즉 字母가 邪母를 빼고는 전부 바뀌었다. 

『동국정운』23字母는 훈민정음의 초성체계와 정확히 일치하는데, 중국 전통의 字

母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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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淸 次淸 次淸次 濁 次濁 次濁次

角 見 溪 羣 疑 魚

徵 端 透 定 泥

宮 幫 滂 並 明

次宮 非 敷 奉 微

商 精 淸 心 從 邪

次商 知 徹 審 澄 娘 禪

羽 影 曉 幺 匣 喩 合

半徵商 來

半商徵 日

<표 4>『거요』36자모

② 字母의 숫자가 36字母에서 23字母로 크게 줄었다.

字母의 숫자가 23개인 이유는『동국정운』서문에서 밝힌 대로, 中古 36字母에서 분

립되었던 舌頭音과 舌上音, 齒頭音과 正齒音을 각각 舌音, 齒音으로 합하고, 脣輕音

과 脣重音도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동국정운』의 자모체

계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어느 면에서는 中古 36字母와 일치하고 또 어느 면

에서는『거요』와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여러 성모가 하나로 합치거나 

새로 분립하는 경우도 있다. 그 양상은 아래와 같다. 

③ 脣音은 中古 성모의 脣音과 일치한다. 물론 이때 脣重音과 脣輕音의 구분은 없다.

④ 牙音은 ㄱ,ㅋ,ㄲ 성모가 中古 성모와 대응한다. 다만 牙音 不淸不濁(ㆁ,『동국정

운』業母)은 중고음과 복잡한 대응 관계를 가진다(이에 대해서는 후술).

⑤ 喉音은 ㆆ,ㅎ,ㆅ 성모가 中古 성모와 대응한다. 다만 不淸不濁(ㅇ,『동국정운』欲

母)이 복잡하게 대응한다(이에 대해서도 역시 후술). 

③, ④, ⑤를 살펴보면, 業母와 欲母를 제외하고『동국정운』의 자모체계는 중고음

의 자모체계와 대응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중고음을 그대로 따랐다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牙音의 ‘ㄱ,ㅋ,ㄲ’, 喉音의 ‘ㆆ,ㅎ,ㆅ’는『거요』에서도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음운사적 변화를 겪지 않았다고 간주하여 中古 시기의 음을 보존하



- 36 -

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中古 36字母와 대응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⑥『동국정운』의 業母(ㆁ), 欲母(ㅇ)는 중고음의 疑母, 喩母과 각각 그대로 대응하

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분화를 보이는 中古 후기 혹은 근고 초기의 변화를 반영

하여 자못 복잡하게 대응한다. 즉 中古 疑母1,2,3등 開口, 疑母1,2,3등 合口, 中古 

云母(喩3등) 開口, 云母 合口 들이 모두『동국정운』의 業母가 되고, 中古 疑母 4

등 開口45), 以母(喩4등) 開口‧合口 전체가『동국정운』의 挹母가 된다. 

이러한 대응은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거요』와 대비하면 실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동국정운 中古 擧要

業母(ㆁ)
疑母1,2,3등 開口, 疑母1,2,3등 合口 疑母

云母(喩3등) 開口, 云母 合口 魚母

欲母(ㅇ)
疑母 4등 開口 (疑母 合口字는 없음) 喩母

以母(喩4등) 開口‧合口 전체 喩母

<표 5> 동국정운의 業母‧欲母와 中古 및『거요』성모 대비

이 대응관계는『거요』에 반영된 중고음 疑母의 소실 과정이『동국정운』字母에 

수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고음 이후의 음운변화가 여기 수용된 것이다.『동국

정운』의 字母가 단순히 중고음 성모의 계승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서 

뚜렷하다. 

여기서『동국정운』慈母(ㅉ)와 邪母(ㅆ)의 주음 양상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⑦『동국정운』의 慈母(ㅉ)와 邪母(ㅆ) 역시 中古 성모와 다소 복잡한 대응을 보인

다. 慈母는 中古 從母(齒頭 全濁)와 船母(照3系 全濁) 일부, 崇母(照2系 全濁)와 

대응하고, 邪母는 中古 邪母, 禪母와 船母 일부, 崇母 일부와 대응한다. 

45) 疑母 4등 合口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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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中古 字母 船母와 崇母는『동국정운』에서 모두 ‘ㅉ’ 즉 慈母로만 나타

나야 하는데 실제 주음은 그렇지 않다. 船母는 ‘抒’46)를 제외하면 모두 ‘ㅆ’(邪母)로 

주음되며, 崇母는 慈母와 邪母 양 성모로 혼재되어 분포한다.『거요』와 대비한다면 

中古 船母와 崇母가『거요』에서 澄母로 통합되어 한 음이 되었기 때문에,『동국정

운』의 주음은『거요』와도 대응하지 않는 것이다. 

동국정운 중고 거요 현실음

慈母(ㅉ)
從母(치두음) 從(중고와 동일) ㅈ,ㅊ

崇母일부(정치2‧3등) 澄 ㅈ,ㅊ,ㅅ

邪母(ㅆ)

邪母(치두음) 邪(중고와 동일) ㅅ

禪母(정치, 3등) 禪(중고와 동일) ㅅ

船母(정치, 3등) 澄 ㅅ

崇母일부(정치2‧3등) 澄 ㅈ,ㅊ,ㅅ

<표 6> 동국정운의 慈母‧邪母와 中古‧『거요』성모 대비

사실 中古 및『거요』의 邪母, 禪母가『동국정운』에서 ‘ㅆ’ 하나로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해소할 수도 있다. 이들은 齒頭音과 正齒音의 차이를 가지므

로 굳이 교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반면에 中古 船母가 왜『동국정운』에서 慈母가 

아니라 邪母로 주음되었는지, 또 中古 崇母가『동국정운』에서 왜 慈母와 邪母로 나

뉘어 나타나는지는 규명할 필요가 있다.

船母는『동국정운』에서 일률적으로 邪母(ㅆ)로 주음되었다. 이는 현실음 ‘ㅅ’을 

교정한 셈이라 할 수 있다. 船母는 본래 正齒音의 파찰 전탁음이고 邪母는 齒頭音의 

마찰 전탁음이므로, 船母가 邪母가 된 것은 이례적이다. 파찰음과 마찰음이라는 조

음 방식의 차이가 구분되지 않은 것이다. 

조운성(2011:23)은 邵榮芬(1997)과 崔英愛(2000)의 주장에 근거하여, 중국음에서

부터 애초에 船母는 禪母와 혼동될 소지가 있었다고 보았다. 중고음 계통 운서인

『집운』에서부터 船母가 禪母와 많이 섞이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 또 36字母 이전 

시기인 30字母 시대에도 船母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는 

46)『동국정운』음은 ‘R뗭’(현실음은 ‘R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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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 반절-성모 집운 반절-성모 거요 반절-성모 동국정운 현실음

盾 食尹切-船48) 堅尹切-禪 堅尹切-禪 R쓘 R슌

順 食閏切-船 殊閏切-禪 殊閏切-禪 H쓘 R슌

舐 神帋切-船 甚尒切-禪 甚尒切-禪 R씽 R뎨

<표 7> 광운 船母 중『거요』에서 禪母가 된 예

船母와 禪母가 섞이는 현상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가장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다만 30字母 시대의 양상까지 논거로 이용하는 것은 조금 의문이 있다. 어쨌든

『광운』에서는 분명히 분립되어 있기 때문이다.『광운』에서 船母 계열의 反切上字

는 ‘食, 神, 實, 乘’ 4개이며, 禪母의 反切上字는 ‘市, 是, 時, 常’ 등 16개인데, 이들

은 서로 계련되지 않는다(唐作藩 2002:112-114). 말하자면 船母와 禪母가 혼동하

는 것은『광운』이후의 시기에서 찾아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광운』의 船母는『거요』에서 澄母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특이하게『거요』

에서 禪母로 변한 것들이 있다.47)

위 세 글자는 조운성(2011:22-23)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거요』의 반절과 

字母만 제시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광운』및『집운』의 반절도 같이 보였다. 

船母가 禪母로 변화하는 과정이『집운』시기에 이미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동국

정운』의 편찬자들이『거요』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中古 船母 중에서 유일하게『동국정운』에서 覃母(ㄸ)로 주음되는 글자가 

있는데 ‘抒’가 그것이다(R뗭). 抒는『광운』반절이 神與切(船母)인데49),『거요』에서

47) ‘晨’은 제외한다. ‘晨’은『거요』에서 禪母로 나타나는데,『광운』에서 禪母(植鄰切)와 船母(食鄰切) 

두 음을 가지지만, 船母 字에서는 字釋 없이 ‘又植鄰切’라고만 제시하고 있어 단순한 이체자로 취급

하고 있다. 동국정운에서도 ‘晨’은 단음이다(L씬).

48) 盾은『광운』에서 定母를 성모로 취하는 또 하나의 음이 있다(徒損切, 囤소운, 臻合1R混定). 그러

나 字釋을 보면 船母를 성모로 취하는 ‘盾’은 “干盾也”인 반면에, 定母를 성모로 취하는 盾은 “趙盾

人名”이다.『거요』에서도 복수음으로,『광운』의 음이나 字釋과 거의 동일하다. 한편『집운』에서

는『광운』보다 음이 하나 더 늘지만(庾準切, 以母, 尹소운), 楯의 이체자로 취급된다. 이상을 고러

하여 이 연구에서는 船母 字만을 다룬다.『동국정운』에서도 盾은 單音字로 취급하였다. 

49) 또 하나의『광운』음으로 邪母, 徐吕切이 있는데, 字釋은 ‘渫水俗作汿’라 풀이하고 있다. ‘汿’는 도

랑, 개천 정도의 뜻인데 일반적인 抒의 의미와 다르므로, 이 연구에서는 일단 제외하기로 한다.『거

요』에서는 음이 하나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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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澄母(반절은 丈呂切)가 된다.『거요』의 澄母는 中古 성모와 달리 파찰음으로 합

류하였으므로『동국정운』의 ‘ㄸ’와는 합치하지 않는다. 中古 船母가『거요』에서 

澄母가 되는 것은 正則이라 할 수 있는데, 실제로『동국정운』에서 船母를 ‘ㄸ’로 주

음한 것은 이 연구가 확인한 바로는 ‘抒’가 유일하다.『거요』의 澄母는 中古 定母, 

船母, 崇母가 합쳐졌기 때문에『동국정운』주음의 연원을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다

만『집운』에서 禪母와 邪母 이외에 定母가 등장하며, 이 반절(丈呂切)이 바로『거

요』와 같다. 아마도『동국정운』의 편찬자들은『집운』의 新音 즉 定母를 선택했을 

수 있다.『거요』의 澄母는 中古 澄母와 달리 이미 舌上音의 자질을 잃고 正齒音과 

합류된 상태이므로50),『동국정운』의 편찬자들이『거요』의 字母 표시를 주음에 반

영한 것은 아니다. 아마도『집운』의 반절을 참고했거나 혹은『거요』의 澄母를 中

古 舌音(설상음) 계통의 것으로 착각하여 ‘ㄸ’로 주음하였을 수도 있다.

한편 中古 崇母와『동국정운』慈母(ㅉ)‧邪母(ㅆ)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崇母가『동국정운』慈母와 邪母로 나뉘는 근거는 쉽게 포착되지 않는다. 

崇母는 2등과 3등에 두루 나타나는데, 慈母와 邪母에도 각각 2, 3등자가 포함되어 

있다.『거요』의 경우 이미 中古 崇母를 澄母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동국정운』

의 주음과는 합치하지 않는다. 

조운성(2011)은 伊藤智ゆき(2007)를 참고하여 崇母의 주음이 현실한자음에 이끌

렸을 가능성을 논했다. 崇母는 현실한자음에서 ‘ㅈ,ㅊ,ㅅ’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앞

서서 河野六郞(1968:400-403)에서는 ‘ㅅ’을 古層으로 보고 ‘ㅈ,ㅊ’는 新層 즉 그 이

후 중국음의 영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51) 반면에 伊藤智ゆき(2007:95-96)는 층

위의 차이가 아니라 같은 시대의 음성적 차이로 해석하였다. 즉 拗介音이 없는 2등

자는 ‘ㅈ,ㅊ’가 많고 拗介音이 있는 3등자는 ‘ㅅ’이 많다는 것이다. 3등자에서는 崇

母 뒤에 拗介音 혹은 狹母音이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崇母가 全濁 경구개음인 船母

와 유사한 발음이 되었다는 것이다. 伊藤智ゆき(2007:95-96)의 해석은 한자음 異音 

분포를 역사적 층위가 아닌 음성적 차이로 설명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여전히 설득력이 강하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船母는 현실한자음에서 

규칙적으로 ‘ㅅ’로 나타는데, 15세기 한국한자음이나 한국어 음운체계에서 ‘ㅅ’이 일

50) 파열음(塞音) 全濁(中古 澄母)에서 파찰음(塞察音) 全濁으로 조음 방법이 변화한 것이다.

51) 河野六郞(000:402)는 ‘ㅅ’을 新層으로 본 근거로『訓蒙字會』,『類合』의 음과,『華東正音通釋韻

考』(1747) 등에서 俗音이라 표시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만 止攝 崇母의 경우는 ‘事, 士, 思’ 

등과 같이 이미 음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ㅈ,ㅊ’ 형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부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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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적으로 경구개음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조

음위치(경구개성 여부)가 아니라 조음 방식(파찰인가 마찰인가)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52) 

그러나 현실한자음이 어떠하든『동국정운』의 ‘ㅆ,ㅉ’ 분포는 현실한자음보다 더 

예외가 많다. 분포의 비율로 말하자면 그래도 崇母 2등은『동국정운』에서 ‘ㅉ’로 

주음되는 편이 많은 편이고 3등은 ‘ㅆ’로 나타나는 편이 많은 편이지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여전히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현실음은 ‘ㅈ,ㅊ,ㅅ’ 등으로 나타나되 全濁音은 거의 보이

지 않지만『동국정운』음은 대부분 전탁음(ㅉ,ㅆ)이라는 것이다. 慈母와 邪母는 조음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全濁이라는 점이 공통이다.『동국정운』편찬자들은 어떤 기준

에서인지는 아직 분명하지는 않지만 崇母를 파찰음(慈母), 마찰음(邪母)으로 나누어 

주음하였지만, 두 字母 모두 全濁이라는 성질은 철저히 지켰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동국정운』慈母와 邪母의 주음을 살펴본 결과, 적어도『거요』와는 일

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동국정운』성모체계에서『거요』와 일치하지 않는, 가장 중요하며 또 주

목할 사항은 바로 다음이다.

⑧『거요』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舌上音과 正齒音의 합류를『동국정운』은 따

르지 않았다. 

『거요』는 舌上音(知徹澄娘)이 파찰음 혹은 마찰음화 되어 정치음과 합류하였지만,

『동국정운』에서는 舌上音이 舌頭音(端透定泥)과 함께 舌音(ㄷㅌㄸㄴ)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동국정운』서문에서 밝힌 15세기 한국 언어음의 특색에 따른 결과일 

뿐 아니라 중국에서의 음운변화도 전혀 수용하지 않은 결과다. 중국의 음운변화를 

수용하였다면 이미 舌上音이 파찰음 혹은 마찰음화하였을 텐데, 이를 우리 한자음 

교정에 반영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이 음운변화

는 중국음운사에서 자못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지만,『동국정운』편찬자들은 舌

上音이 분립되어 있던 中古 시기의 상태를 그대로 고수했을 뿐 아니라, 舌頭音과도 

52) 후행 요소로 ‘i, j'가 올 때에는 경구개 혹은 치경-구개음이 변이음으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으

나, 다른 환경에서는 경구개적 ’ㅅ‘으로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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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하지 않고 우리의 단일한 舌音 안에 포함시켰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법화경언해』권1에서 吒를 ‘H장’로 주음하였는데 이

것은『거요』의 知母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현재까지 舌上音 주음과 관련하

여 유일한 예외다.53)

이제까지『동국정운』의 성모 체계를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거요』에 나타난 음운변화 중 경순음의 분립, 설상음과 정치음의 합류 등은 따

르지 않았다. 

(2)『거요』에 나타난 음운변화, 즉 中古 喩3이 魚母로 분립하여 中古 疑母와 합류

한 변화는『동국정운』에 수용되어 業母(ㆁ)로 반영되었다. 

(3) 齒音의 중고 船母와 崇母가 혼동되어 반영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中古 시기까지 

그 연원을 소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조운성 2011 등).

(4) 그 밖의 성모는 中古 성모와 대응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동국정운』한자음은 業母에서만『거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될 뿐, 그 외에는 대체로 中古 시기 성모의 특징을 유지하고 있다

고 생각된다. 특히 全濁 성모와 影母의 주음은 中古 시기 성모를 의식적으로 복원하

려는 시도라고 평가된다. 

여기서 생각할 점은 어째서 業母만은『거요』의 성모 체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

였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논의가 어렵지만, 아마도 이 음운변화가 아

음 不淸不濁音을 강하게 교정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改新的이라기보다는 복고적 변화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3.2. 운모 체계

1)『東國正韻』,『古今韻會擧要』, 중고음

엄밀히 말하면 운모 체계는 한자음의 介音, 주요모음, 운미 부분의 음운론적 체계

를 가리킨다. 그러나 일반적인 운서는 성조의 차이까지 고려하여 운의 수를 말하는 

것이 보통이므로(가령『광운』206韻,『동국정운』91韻), 여기서는 운모 체계 속에 

53) 다만 출현 횟수가 단 1회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외적인 주음으로만 정리해둔다. 자세한 것은 

4.2.1. 성모의 불일치 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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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 운목

(平上去入)
동운 음55) 거요 자모운56)

중고운

攝[韻]
비고

1
揯肯亘亟

(극)
윽익 揯əŋ 京Iəŋ/iəŋ

經Iəŋ/iəŋ

曾[登蒸]

梗[庚2‧耕]

曾攝1

梗攝1

2
觥礦橫虢

(괵)
왹 公uŋ 梗[합구] 梗攝2

3 肱國(귁) 윅 公 曾[합구] 曾攝2

4
公拱貢穀

(곡)
옥욕

公 弓Iuŋ/iuŋ

雄Iuəŋ/iuəŋ
通[東1冬鍾] 通攝1

5
江講絳覺

(각)
악약왁

岡aŋ 江Iaŋ/iaŋ

莊ɔŋ/oŋ 光uaŋ 黃uɑŋ/uaŋ
江‧宕

6
弓重穹匊

(국)
욱육 弓 雄 公 通[東3] 通攝2

7
京景敬隔

(격)
역 京 經 行Iəŋ/iəŋ 雄 

弓 公 兄Iuəŋ/iuəŋ
梗[庚3‧淸靑] 梗攝3

8
根懇艮訖

()
은일 根ən巾Iən/iən 欣iən

臻

[痕臻眞欣]
臻攝1

성조까지 포함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동국정운』은 平上去入을 하나로 묶어 한자음을 제시했는

데, 이것이 곧 26韻類이며, 각 운류에 포함된 平上去入의 대표 운목을 분립시키면 

91韻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이 91韻을 ‘같은 운모, 같은 성조’ 부류로 다시 구분하

면 총 192개로 나뉜다(조운성 2011:31-32). 그런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192개  

音을『거요』의 자모운과 비교하면 대응관계를 찾기 힘들다. 다음 표는『동국정운』

과『거요』(자모운)를 비교한 것이며, 참고로 중고음도 표시하였다.54)『거요』자모

운의 재구음은 花登正宏(1997), 愼鏞權(2002)을 이용하였다(최초로 제시되는 자모

운에만 재구음을 ‘花登正宏/愼鏞權’의 형식으로 제시하되 재구음이 같을 때에는 하

나만 표시한다). 

54) 박경송(2002)와 조운성(2011)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 새로 작성한 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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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昆袞睔骨

(곤곤곤)
온 昆uən 臻[魂] 臻攝2

10
干笴旰葛

(간간간)
안완 干an 間Ian/ian

官uɑn 關uan
山[1등]

11
君麕攈屈

(군군군)
운윤 鈞IIuən/iuəŋ 筠Iuən/iuən

雲Iuən/iuən昆 分uən
臻[文諄] 臻攝3

12
鞬寋建訐

(건건건)

언연원


鞬iɛn/iɛn 堅iɛn,干an

賢iɛn卷Iuɛn/iuɛn
涓Iuɛn/iuɛn

山[2‧4등]

13
簪㾕譖戢

()
음임읍입

簪əm 金Iəm/iəm

歆Iəm/iəm
深

14
甘感紺閤

(감감감갑)
암압 甘am 緘ĭam 咸[1‧2등]

15
箝檢劒劫

(껌검검겁)
엄염업엽

箝Iɛm/iɛm 甘

杴Iɛm/iɛm 兼iɛm嫌iɛm 咸[3‧4등]

16
高杲誥

()
 高au 驍iɛu

驕Iɛu/iɛu 交ĭau
效

17
鳩九救

()
 鳩Iəu/iəu 鉤əu 衰əu

浮əu 樛Iəu/iəu
流

18
貲紫恣

()
잉읭

貲 ï 羈Ii/ei, 嬀uəi/uei

雞i 該ai

止[개구]

蟹[咍]

止攝1

蟹攝1

19
傀隗儈

(굉욍굉)
욍 嬀 蟹[합구] 蟹攝2

20
佳解蓋

(갱갱갱)
앵왱 該 佳ĭai 乖uai 蟹[1‧2등] 蟹攝3

21
嬀軌媿

(귕귕귕)
윙 嬀 規iuəi 麾Iuəi/iuei 

乖 惟iuəi/iuei
止 止攝2

22
鷄啓罽

(곙콍곙)
옝 雞 羈 規 嬀 蟹[2‧4등] 蟹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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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孤古顧

(공공공)
옹 孤u 遇[模] 遇攝1

24
歌哿箇

(강강강)
앙양왕

歌o嘉ĭa/ia 牙a 戈uo

迦Iɛ/ia 嗟Iɛ/iɛ 瘸Iuɛ/iuɛ 
瓜ua

果‧假

25
拘矩屨

(궁궁궁)
웅융 居Iu/iu 孤 遇[虞] 遇攝2

26
居擧據

(겅겅겅)
엉영 居 遇[魚] 遇攝3

<표 8> 동국정운 운목(91운)과『거요』자모운, 中古 攝韻의 대비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점은『동국정운』과『거요』자모운의 대응 관계가 대단히 복

잡하다는 것이다. 가령 제1운류인 揯肯亘亟은 (성조와 성모를 제외하면) ‘, 윽, 익, 

, ’이라는 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거요』자모운은 ‘揯, 京, 

經’으로 이들의 재구음은 각각 ‘əŋ, Iəŋ/iəŋ, Iəŋ/iəŋ’이다.『동국정운』이 실제로『거

요』의 자모운을 참고했다면『동국정운』음은 ‘, ’으로 나타나야 했을 것이지만, 

‘, ’이라는 한자음은『동국정운』의 제7운류인 京景敬隔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

렇게 불일치하는 현상은 91韻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비록 일찍이 李東林(1967가), 兪昌均(1966가) 등이『거요』를『동국정

운』의 저본으로 지적했지만, 이는『거요』의 자모운이『동국정운』과 상당히 일치

한다는 표면적 특징을 말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오히려 姜信沆(1997), 조운성

(2011) 등이 지적한 대로『동국정운』의 음운체계는『거요』의 자모운(속 체계)이 

아니라 15세기 현실한자음에 대응하는 면이 많다.

한편『동국정운』과 현실한자음의 대비로는 姜信沆(2009)에 제시된 표가 있다. 

15세기 현실한자음의 특징에 대해서는 河野六郞(1968), 權仁瀚(1997), 伊藤智ゆき

(2007) 등이 앞서 정리한 바 있다.『동국정운』한자음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세기 현실한자음과의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15세기 현실한자음을 일

55) 여기 제시한『동국정운』음은『동국정운』91운의 각 운에 포함된 한자음을 성모와 성조의 차이를 

제외하고 표시한 것이다. 

56)『거요』의 자모운은 평성의 것만 보인다. 가령 이 표에서 제시한 揯자모운은 본래 평성으로, ‘肯

(上)亘(去)’이 함께 상배한다. 성조의 차이만 있으므로 필요할 경우 평성만으로 대표하여 보이는 것

이 통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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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연하게 기술하는 것 자체가 큰 연구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연구에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이해하기 위한 예비적인 논의로서, 15세기 한국현실음의 

특징을 기존 논의에 기대어 정리하면서『동국정운』한자음의 특징을 최소한이나마 

대비하고자 한다. 

2)『東國正韻』과 현실한자음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15세기 현실한자음의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동국정운』한자음과 대비한다.57) 먼저 河野六郞(1968)에 따라 開合의 반영 

양상을 살펴본 후, 伊藤智ゆき(2007:264-267)58)에 제시된 15세기 한국한자음의 전

반적인 특징을 참고하여『동국정운』한자음을 다룬다. 開合의 반영 양상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찰하는 이유는 開合의 교정이『동국정운』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다루어

졌기 때문이다. 

(1) 開合의 반영 양상

河野六郞(1968:423-436)은 15세기 현실한자음을 拗介音(-i̯-’과 ‘-ï ̯-)59)과 合口 

介音(-w-)의 여부에 따라 살펴보고 있다. 이 논의는 전승 한자음과『동국정운』음

57) 한국한자음에 대한 전면적 연구로는 河野六郞(1968)이 있다. 李敦柱(1995:330-342)는『광운』의 

재구음과 중세 한국한자음을 대비한 것이다. 權仁瀚(1997)은 한국한자음의 기본적인 특성과 시기별 

특징을 정리하였다. 伊藤智ゆき(2007)는 대상 문헌을 河野六郞(1968)보다 확대하면서 전면적 연구

를 이어간 것이다. 예외적 한자음에 대한 논의도 보충하는 한편 한국한자음의 기본 층위를 慧琳一

切經音義에 반영된 唐代 長安音이라고 주장한 河野六郞(1968)의 논의를 수정하여 한국한자음은 唐

代 長安音을 기본 층위로 하면서도 近世音 쪽으로 한 발 더 나아간 체계를 토대로 하고 있다고 주

장하였다. 

58) 河野六郞(1968)의 한국 한자음 기층 논의를 요약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 부분이다. 이 연구에서 

이들의 논의를 소개하는 것은 한국 한자음의 기층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논의를 더하려는 것이 아

니라 여기서 정리된 한국한자음의 특징이 일목요연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59) 拗介音이란 원칙적으로 3등운에 나타나는 介音 ‘-i̯-’와 ‘-ï̯-'를 가리킨다. 이는 河野六郞(1968)이 

Karlgren의 연구에 기반을 두어 표시한 것으로, '-i̯-'는 본래 Kargren이 [i]에 가깝지만 음절 핵이 

될 수 없는 약한 모음을 나타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국제음성기호에서 치경-구개 조음 위치를 

가지는 반모음 [j]와 거의 같다. ‘-ï̯-'는 이와 유사한 반모음이지만 후대의 음운 변화에서 소실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한자음과 베트남 한자음에서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하여 조음위치가 ’구개성

이 약한‘ 즉 치경보다는 중설 쪽에 가까운 음으로 추론한 것이다.  ‘-i̯-’와 ‘-ï̯-'는 15세기 한국 한

자음에서도 각각 ‘京(경)’과 ‘奇(긔)’와 같이 나타나는데, 반모음으로서 音價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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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하는 데에 여전히 유효하므로 이 연구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

다. 다만 河野六郞(1968)에서는 여기서 介音의 합구성만 고려하였을 뿐 주요모음의 

합구성 여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 주의할 필요가 있다.

開合의 측면에서 15세기 현실음과『동국정운』한자음 운모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현실한자음에서는 모두 脣音 다음에 탈락하며 開合도 변별되지 않는다. 이는『동

국정운』에서도 동일하다. 

② 脣音 이외의 경우, 한국한자음은 合口 拗音60)이 拗介音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山‧宕‧果‧蟹攝61)의 경우 拗介音 A류(-i̯-)를 가지는 한자는 合口 요소를 상실하는데 

비해 B류(-ï̯-)를 가지는 한자는 이와 반대로 合口 요소를 유지하는 대신 拗音이 상

실된다. 이에 대해 B류 拗音이 합구성 介音과 만나 소실되는 것은 B류 拗音이 구개

성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한다.

絹(SK견, 동운 H, 山合3AH仙見), 缺(SK결, 동운 H, 山合3A入薛溪)

卷(SK권, 동운 R권,L권, 山合3BR獮見/卷2 山合3BL仙群)

圓(SK원, 동운 L, 山合3BL仙雲)

그러나 합구성을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梗攝이 그러하다. 

傾(SK경, 동운 R, L62), 梗合3AL淸溪)

兄(SK형, 동운 H, L, L(上同 況)63), 梗合3BL庚曉)

臻‧曾‧止攝은 A류, B류 모두 대체로 합구성을 유지한다. 다만 B류 拗介音을 가지

는 한자들은 대체로 拗音을 상실했지만, 유지한 경우도 보인다. 

이에 비해『동국정운』은 B류 拗介音이 탈락하는 경우가 있으나, 合口 介音만은 

철저히 교정하였다. 

60) 拗介音과 합구성 介音이 합쳐진 것. 하야육랑(1968)에서는 '-i̯W-’과 ‘-ïW̯-'로 표시하였다. 

61) 河野六郞(1968)은 中古 16攝을 주요모음의 개구도에 따라 [+low]인 경우와 [-low]인 경우로 나

누었다. 山‧梗‧宕‧果‧蟹攝은 [+low], 臻‧曾‧止攝은 [-low]에 해당한다.

62) 문헌음은 ‘R’으로만 나타난다.

63) 문헌음은 ‘H’으로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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均(SK균, 동운L균, 臻合3AL諄見), 群(SK군, 동운L꾼, 臻合3BL文群)

訓(SK훈, 동운H훈, 臻合3BH問曉)64), 囷(SK균, 동운R큔R뀬, 臻合3BL眞溪)

域(SK역, 동운H, 曾合3B入職雲)

遺(SK유, 동운L,H,L65), 止合3AL脂以, L유/遺2=止合3AH至以)

癸(SK계, 동운R, 止合3AR旨見), 水(SK슈, 동운R, 止合3AR旨書)

歸(SK귀, 동운L귕, 止合3BL微見), 威(SK위, 동운L, 止合3BL微影)

1‧2‧4등운의 경우 현실한자음은 合口를 상실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지만『동국

정운』은 역시 合口 介音을 철저히 복원하였다. 

③ 1등 합구운의 경우 한국한자음은 합구성을 잃은 경우가 있다. 특히 齒頭音과 결

합할 때는 合口가 탈락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동국정운』에서는 合口를 모두 복

원하였다. 

對(SK, 동운H됭, 蟹合1H隊端)

纂(SK찬, 동운R좐, 山合1R緩精)

算(SK산, 동운R솬, 山合1R緩心)

④ 2등 합구운의 경우 한국한자음은 舌上音에서는 合口를 대체로 유지하지만, 正齒

音(莊系)은 合口를 소실한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동국정운』은 여기서도 합

구음을 복원하였다.

饌(SK찬, 동운R쫜,H쫜, R<上同 撰>, 山合2R潸崇)

⑤ 4등 합구음은 牙音과 喉音에서 合口가 상실된 경우가 발견되지만,『동국정운』

은 합구성을 철저히 복원하였다.  

穴(SK혈, 동운H, H66), 山合4入脣匣)

64) 臻攝은 中古 시기 주요모음을 ə로 재구하는 것이 보통인데, 한국한자음에서는 合口 주모음이 ‘오~

우’로 나타난다. 이는 合口 介音 w가 ə로 합류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65) 문헌음은 'L'.

66) 문헌음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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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국 중고음에서 합구성 介音이 없는 운은 한국한자음에서도 일부 예(‘左’ 등)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개구음으로 나타난다.『동운정운』은 이 경우 개구음으로 교

정하였다. 다만 江攝의 舌音과 齒音(照2系)은 한국한자음에서 합구음으로 나타난

다. 이는『동국정운』에도 같이 반영된다.  

 

左(SK좌~자, 동운 R장,H장67), 果開1R哿精, 果開1H箇精)

幢(SK당, 동운 L뙁, H뙁, 江中2L江澄68))

數(SK삭, 동운 H솩, 江中2入覺生)

이상에서 보았듯,『동국정운』은 중고음의 開合을 철저히 복원하였다. 한국한자음

에 나타나는 예외를 거의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左’와 같이 본래 개구음인 

것을 합구음으로 반영하는 현실한자음의 특징을 그대로 승인해주기도 한다. 

(2) 한국한자음 특징 전반과의 대비

伊藤智ゆき(2007:264-267)은 平山久雄(1967:159-160)에서 정리한 慧琳一切經音

義의 특징이 15세기 한국 한자음의 특징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논의의 타당성을 살펴보되,『동국정운』한자음도 같이 논의한다. 아

래에서 먼저 제시한 것은 慧琳一切經音義의 특징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 현실한자음

의 특징과 관련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할 점은 줄을 바꾸어 설명한다.

① 平山久雄(1967:159-160)에 따르면 1,2등 重韻들이69) 각각 합류하였다.

한국 현실한자음에도 이런 변화가 반영되기는 하지만 蟹攝1등(咍韻과 泰韻)은 그

렇지 않다. 

아래는 1등운의 경우다. 咸攝에서는 1등 重韻이 합류하고 있으며『동국정운』역

시 같다. 蟹攝 1등 重韻인 咍韻과 泰韻은 현실음이 합류하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67) 문헌음은 ‘R장’.

68) 문헌에서는 ‘L’으로 수렴함. 

    한편 江攝은『韻鏡』에는 開口로 표시되었지만 權仁瀚(2009)에 따라 개합이 중화된 운으로 보고 

‘中’으로 표시하였다. 이하 개합 부분에 ‘中’이라 표시한 것도 마찬가지 근거에서다.  

69) 開合 여부와 等이 같은 韻이면서도 같은 攝에 별개의 韻으로 포함된 부류를 말한다. 1등운에서는 

咸攝의 覃韻과 談韻, 蟹攝의 咍韻과 泰韻, 灰韻(合)과 泰韻(合), 2등운에서는 山攝의 刪‧山韻, 咸攝의 

銜‧咸攝, 梗攝의 庚‧梗韻, 蟹攝의 佳‧夬‧皆韻을 말한다.



- 49 -

『동국정운』한자음 역시 비슷하긴 하나 咍韻 牙音의 운모가 ‘앵’로 주음됨으로써 

泰韻과 같다. 

貪(SK 탐, 동운L탐, 咸中1L覃透)

談(SK 담, 동운L땀, 咸中1L談定)

該(SK , 동운 L갱, 蟹開1L咍見)

開(SK , 동운 L캥, L켠<上同 岍>, 蟹開1L咍溪)

胎(SK , 동운 L, 蟹開1L咍透)

材(SK , 동운 L, 蟹開1L咍從)

蓋(SK 개, 동운H갱, HH(上同音), 蟹開1H泰見/咸中1入盍匣)

2등운의 경우 山攝의 刪‧山韻은 현실한자음과『동국정운』이 開口는 ‘안’, 合口는 

‘완’으로 동일하다. 咸攝의 銜‧咸韻도 현실한자음과『동국정운』이 ‘암’으로 동일한 

운모를 취한다. 

蟹攝 佳‧夬‧皆韻의 경우 현실음과『동국정운』음의 양상은 주목할 만하다. 현실음

에서는 이들 운이 開口에서는 ‘애~’로, 合口에서는 ‘왜, 와, 외’로 나타나는데 반해

『동국정운』에서는 佳‧夬‧皆韻이 開口는 모두 ‘앵’, 合口는 ‘왱’로 주음되었다. 2등 

重韻의 합류 경향이『동국정운』에서 예외 없이 관철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梗攝 2등 重韻 庚2‧耕韻, 蟹攝은 현실음에서 대체로 開口는 ‘’으로 나타나

되 ‘영’도 보이며 合口에서는 모두 ‘욍’으로 나타난다.『동국정운』에서는 이는 비슷

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合口에서는 두 운이 모두 동일하게 ‘’으로 주음되며, 開口

에서는 대체로 ‘’이 우세하지만 ‘’도 보인다. 다만 ‘~’의 분포는 현실음과

『동국정운』음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현실음에서는 ‘영’의 분포가 일정하지 않지만

『동국정운』에서는 대체로 見母에서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정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70)

杏(SK , 동운R, 梗開2R梗匣), 生(SK , 동운 L, 梗開2L庚生)

庚(SK 경, 동운 L, 梗開2L庚見), 衡(SK 형, 동운 LL<上同 橫>, 梗開2L庚匣)

鸚(SK , 동운 L, 梗開2L耕影), 責(SK , 동운 H, 梗開2入麥莊)

隔(SK 격, 동운 H격, 梗開2入麥見), 耕(SK 경, 동운 L, 梗開2L耕見)

70) ‘桁(梗開2L庚匣, SK)’은『동국정운』음이 ‘L, L, L(上同音)’인데, 특이하게 ‘L’(석상

24-34ㄱ)으로 문헌음을 취하였다. 이는 ‘行’의 복수음 중 宕攝 音을 취한 결과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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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SK H횡, 동운 LLLH71), 梗合2L庚匣)

宏(나 L굉, 동운L, 梗合2L耕匣)

② 平山久雄(1967:159-160)에 따르면 4등운이 3등운과 합류하여 3등A류와 합류하

였다.

4등운은 본래 介音이 없이 [e] 계열의 주요모음을 가지나 中古 후기에 介音이 발

생하여 3등A류와 합류하는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변화가 15세기 현실한자음에서 

관찰되는 것은 사실이며 현실음과『동국정운』의 주음도 대체로 일치한다. 

邊(SK 변, 동운L변, 山脣4L先幇, L변)

蕭(SK 쇼, 동운L, 效中4L蕭心, L쇼)

다만 약간 다른 경우도 발견된다. 이때는 현실음이 예외적이며『동국정운』의 전

체적인 경향과 일치한다.

西(SK 셔, 동운 L솅, 蟹開4L薺心)

條(SK 조, 동운 LLH뗙[上同 滌], 效中4L蕭定)

③ 平山久雄(1967:159-160)에 따르면 重紐가 아닌 일반3등 脣牙喉音(元韻, 嚴韻, 

廢韻, 欣韻 등)72)이 같은 攝의 3등B류로 합류하였다.

3등B류는 A류에 비해 拗介音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다. 현실한자음에서 일반3등 

脣牙喉音이 같은 攝의 3등B류와 마찬가지로 介音을 잃는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동국정운』역시 같은 양상을 보이며, 현실음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斤(SK 근, 동운 L근, 臻開3L欣見)

銀(SK 은, 동운 L, 臻開BL眞疑) 人(SK ~인, 동운L 臻開3AL眞日)73)

健(SK 건, 동운H껀, 山開3H願群, X건)

眷(SK 권, 동운 H권, 山合BH線見)

71) 문헌음은 ‘L’으로 수렴한다.

72) 河野六郞(1968)과 伊藤智ゆき(2007)은 이와 같은 운을 重紐 A,B류와 구별하여 C류로 부른다.

73) 중뉴인 眞韻은 A류가 ‘인’, B류가 ‘은’ 계통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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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平山久雄(1967:159-160)에 따르면 止攝의 여러 韻들이 합쳐졌다. 支‧脂‧之‧微韻

이 하나로 합쳐짐으로써 결국 止攝은 하나의 韻으로 되었다.

이것은 한국 한자음에서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개구운에서는 대체로 ‘이’

로 합쳐졌지만, 重紐3등B류는 주요모음이 ‘의’로, 齒頭音은 주요모음이 ‘’로 나타

나는 것이다.

欺(SK 긔, 동운 L킝, 止開CL之溪, L긔)

祇(SK 지, 동운L낑, L징74), 止開3AL群/ 止開3L支章)75)

雌(SK , 동운L, 止開3L支淸)

斯(SK , 동운 L, 止開3L支心)

3등B류와 A류가 介音 차이로 구별되는 것은 慧琳一切經音義의 한자음보다는 이

전 시기의 변화를 보인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치두음의 주요모음이 

‘’로 나타나는 것은 중국 근세음의 영향으로 설명된다(伊藤智ゆき 2007:264-267). 

흥미로운 점은『동국정운』음과 현실음이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⑤ 平山久雄(1967:159-160)에 따르면, 喉韻(流攝) 및 尤韻(流攝)의 明母가 模韻(遇

攝)으로 합류하고 尤韻 나머지 脣音은 虞韻(遇攝)으로 합류하였다.

流攝에 속하는 字는 중고음에서 [u]계통의 주요모음과 [w]운미를 가진다. 그러나 

慧琳一切經音義의 반절에서는 喉韻(流攝) 및 尤韻(流攝)의 明母는 [o]로 주요모음이 

변했으며 尤韻의 나머지 성모자는 운미를 잃어버려 虞韻과 합류하였다는 것이다. 한

국 현실음에서도 일부 예외는 있지만 대체로 이러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알 수 있지만『동국정운』은 이러한 변화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

다. 주요모음의 변화도 없을 뿐더러 종성을 철저하게 ㅱ종성으로 표기함으로써 流攝

의 운미를 복원한 것이다. 唐代 長安音을 나타낸다는 慧琳一切經音義의 변화 양상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74) 문헌음은 ‘L낑’

75) 중뉴 A류는 현실음이 모두 ‘이’로 나타난다.『동국정운』에서는 ‘잉’로 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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喉(SK 후, 동운L, 流中1L侯匣)

母(SK 모, 동운LL몽R몽(上同 鵡), 流脣1R厚明/遇脣1L模明)76)

謀(SK 모, 동운L, 流中3L尤明)

尤(SK 우, 동운L, 流中3L尤雲)

兜(SK 도, 동운L, 流中1L侯端)77)

⑥ 平山久雄(1967:159-160)에 따르면, 東韻 3등과 鍾韻이 구별되고 있다.78)

이것은 한국현실음과 대체로 부합하는 지적이다. 東韻은 ‘웅~융’, 鍾韻은 ‘옹~용’

으로 나타난다. 介音의 유무는 重紐A,B류에 따라 대응한다. 다만 脣音은 일부에서 

합류하였다.『동국정운』역시 현실음과 같되, 脣音에서의 합류 현상은『동국정운』

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慧琳一切經音義의 음계와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셈이다. 

鳳(SK 봉, 동운 H, 通脣3H送奉)79)

封(SK 봉, 동운 L, 通脣3L鍾非)

風(SK 풍, 동운 L, 通脣3L東非)

豐(SK 풍, 동운 L, 通脣3L東敷)80)

덧붙여 權仁瀚(1997:315-316)의 지적대로 東韻1등과 冬韻이 ‘옹’으로 합류하였다

는 점도 한국 현실음의 특징으로 추가될 수 있다. 이것은『동국정운』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한국현실음은 咍韻과 泰韻의 합류 양상이 약한 점, 止攝 

치두음의 주요모음(‘’), 止攝 重紐B류의 中舌的 介音 양상(‘의’)을 제외하면 慧琳一

切經音義의 음운체계와 부합한다. 이중 치두음이 ‘’로 나타나는 것은 근세음의 영

향이며, 그 밖의 경우는 중고음 후기의 변화 양상이라고 풀이되어 왔다. 

76) 동국정운 문헌음에서는 ‘L’로만 나타난다. 한편 ‘母’는『광운』에서 流‧遇攝의 복수음을 가진다.

77) ‘兜’가 현실음에서 ‘도’로 나타나는 것은 예외적이다.

78) 東韻1등과 冬韻의 합류는 權仁瀚(1997:315)의 논의를 보충하여 넣은 것이다.

79) 鳳은 送韻인데, 送韻은 東韻3등과 상배하는 거성이다.『동국정운』음과 현실음 모두 東韻3등과 鍾

韻이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두 운의 구별이 없어진 것이다.

80) 風, 豊의 경우 현실음에서는 鍾韻과 구별되는 東韻의 특색을 유지하고 있으나『동국정운』에서는 

‘옹’으로 주요모음이 변화함으로써 鍾韻과 합류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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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정운』은 이러한 점에서는 현실음과 대체로 일치하거나 오히려 더 강한 변

화를 보인다. 咍韻과 泰韻의 합류 양상이 牙音에서 나타나는 점, 東韻3등과 鍾韻의 

구별이 현실음보다는 약하다는 점 등을 그 근거로 둘 수 있다.

그러나『동국정운』이 현실음은 물론 慧琳一切經音義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

는 면도 있다. 流攝의 주요모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운미의 ‘w’를 고

수하기 위해 ㅱ 종성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외에도『동국정운』운모체계의 또 다른 특징을 몇 가지 더 추

가한다.

  

⑦ 입성 운미를 철저히 보존하였다. 한국한자음은 중국음에 비해 입성을 비교적 일

관되게 보존하고 있으며 舌內入聲을 제외하면 철저하게 중고음 입성을 유지한 편

이다.『동국정운』은 여기에 더해 流攝과 效攝의 w운미를 덧붙여 교정하였음은 

물론 舌內入聲을 以影補來 방식으로 교정한 것이다. 적어도 운미에 대해서만은 철

저하게 복고적인 표기를 지향한 것이다.81) 

 

⑧ 遇攝 魚韻의 莊系(照2系)가 현실한자음과『동국정운』모두에서 ‘오’로 나타난다. 

이것은 중국 근세음에서 魚韻이 模韻과 합류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伊藤智ゆき 

2007:264-265).

이상으로 15세기 현실한자음과 대비하며『동국정운』의 음운체계를 살펴보았다.

『동국정운』의 음운체계가 결국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론을 접어두기로 하다.『동국정운』음운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은 현실한자음

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전된 후에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慧琳一切經音義에 나타나는 변화와 일치하는(혹은 더 강한) 양상을 보이

면서도 어떤 점에서는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流攝, 效攝의 운미 

표기, 舌內入聲 표기의 복원, 開合의 복원)만 확인하기로 한다. 河野六郞(1968)은 

慧琳一切經音義의 특징을 근거로 하여 唐代 長安音이 한국 한자음의 주류를 이루고 

81) 다만 ㅱ종성이나 ᇙ종성이 실제 ‘w’ 계통 운미나 ‘t’ 운미로 발음하도록 주음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실제 발음보다는 표기 차원에서 환기시키려는 노력일 것이다. 舌內入聲을 철저히 

복원하려면 당시 우리 어음에 엄연히 존재하던 ‘ㄷ’(中古 端母)를 종성에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실

제로『訓民正音解例本』에서 ‘彆’을 ‘볃’으로 주음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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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제까지 살펴본『東國正韻』운모의 특징은 어떤 점에서 

이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음운체계를 지향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음운체계로 나타날 때에는 예외적인 

한자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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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실제

4.1.『東國正韻』미수록자와 그 주음

문헌에 나타난 동국정운식 한자음과『동국정운』에 수록된 한자음을 구별해야 한

다는 점을 가장 강하게 뒷받침하는 근거는『동국정운』미수록자의 존재다. 즉 이 연

구가 고찰한 문헌 중『동국정운』에서 찾을 수 없는 한자들이 발견되며, 그 주음 또

한 15세기 현실한자음과는 거리가 있다. 이들 한자음은 대체로 동국정운식 한자음 

규범에 따라 주음되었다고 생각되는데, 4.1에서는 미수록자를 하나하나 검토하여 그 

주음 양상을 살피고 공통된 내역을 찾아본다.

4.1.1. 미수록자 구분과 異體字 처리 문제

연구 대상 문헌에서 추출한 1,940여자 중에서 대부분의 한자는『동국정운』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동국정운』에서 찾을 수 없는 한자들이 

있다. 이들의 주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자못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미수록자 추출 과정에서 먼저 통과해야 할 관문은 異體字를 가려내는 작업이다.

『동국정운』에 출현하지 않는 글자라 하더라도 이것의 異體同字가『동국정운』에 

있다면 미수록자로 분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자학에서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이체자란 “字音과 字義는 동일하나 字形이 다른 

글자(馬文熙‧張歸璧 1996: 1048)” 혹은 “한자 형체의 구성이 서로 다르거나 혹은 

구성 요소의 위치가 서로 다르지만 讀音과 의미가 완전히 같은 글자(劉志成 

2011:205)”를 말한다. 그러나 俗字, 通假字, 異文, 古今字 등 관련 개념이 복잡한 

편이다. 대체로 正字-俗字는 筆劃의 표준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른 구분이며, 本字-

通假字는 한자 생성 원리의 하나인 假借의 관점에서 파악하는 개념으로, 기본자-파

생자의 개념과 흡사하다고 하겠다. 또 異文은『說文解字』에서 표제자 다음에 병기

한 글자를 가리킨다. 古今字, 後起字, 通用字 등도 正字나 本字와는 직접 관련이 없

는 개념으로, 俗字와는 다르다(강혜근 2001:4). 이처럼 이체자의 개념이나 양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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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하고 또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金始衍(2002)은 이체자 연구도 통시

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를 구분하되, 공시적 연구를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

였다. 그리고 이체자 개념을 보완하여, 正字란 “필획 구조가 자서의 규범에 부합하

는 표준자체이면서 이체자 판별의 표준자형인 글자”이고, “이체자란 동일 시기 혹은 

동일 문헌에서 표준자형[正字]과 자음과 자의가 같고 자형만 달라 상호 대체가 가

능한 글자”라고 규정하였다(金始衍 2002: 294-296). 

확실히『동국정운』관련 문헌에서 확인되는 이체자들은 자못 다양하다. 특히『동

국정운』은 다양한 이체자를 집대성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음 뒤에 ‘上同’이라 표시

하고 있다.『동국정운』이 방대한 수록자를 자랑하는 운서인 이유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체자는 서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 없이 쓰일 수는 있으나, 실제 문헌에

서는 대체로 正字나 本字를 사용하는 빈도가 더 많다. 가령 ‘陀’와 ‘陁’는 이체자 관

계인데,『석보상절』,『월인석보』는 모두 ‘陀’만 쓰고 있다. 다른 문헌은 두 글자를 

같이 쓰고 있는데, 출현 빈도는 ‘陁’가 높다.『능엄경언해』(활자본)에서는 ‘陁’를 

‘陀’로 교정한 朱墨 흔적이 있다(능활1-23ㄱ).

이체자가 유난히 많이 출현하는 문헌이 있는가 하면(『법화경언해』가 이체자 출

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같은 문헌의 卷次에 따라 이체자의 사용 양상이 달라

지기도 한다. 가령『석보상절』중 권9는 ‘苐’를 빈번하게 쓰며,『법화경언해』권1은 

‘第’를 압도적으로 쓰지만 ‘苐’를 쓴 경우도 1회 있다(법언1-165ㄴ). 흥미로운 점은 

같은 문헌 같은 卷次, 심지어 같은 張次에서 기본자와 이체자를 모두 섞어 쓰는 경

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 언해 본문에서는 기본자를 사용하고 협주 문에서 이체자

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와 반대로 기본자를 협주문의 小子로, 이체자를 본문 

大字로 표기하는 경우도 발견된다.『석보상절』권6의 동일한 面에서도 正字인 ‘柳’

를 협주에서 쓰고 본문에서 오히려 俗字인 ‘ ’를 쓰고 있으며(석상6-41ㄱ),『석보

상절』권24에서는 본문 大字로 ‘盖’를, 협주 小子로 ‘蓋’를 쓰고 있다. 또『석보상

절』권6,9,13,19 전체에서는 ‘藏’을 ‘蔵’으로 표기하고 있는 반면에 권24에서는 ‘藏’

과 ‘蔵’의 混記되는 모습을 보인다(藏: 석상24-2ㄴ[협주], 蔵: 3ㄴ[본문],39ㄴ[협

주]).『법화경언해』권1의 경우, 본문에 ‘體’를 쓰고 협주문에는 ‘体’를 쓰는 것이 대

부분인데, 협주문에 ‘體’가 등장하는 예도 1회 보인다(법언1-23ㄱ). 또『월인석보』

에는 ‘體, 体, 躰’가 모두 출현한다. 기본자와 이체자가 이렇게 混記되는 것은 문헌 

편찬자의 차이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混記 양상에 어떤 사정이 깔려 있는지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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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 연구는『동국정운』미수록자에 집중하므로,『동국정운』에 출현하는 글자 

사이의 이체 관계 혹은 동운정운에서의 上同 관계 글자에 대한 문자론적 연구는 후

속 연구로 미룬다. 그리고 이체자에 대립하는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 ‘기본자’로 부르

기로 한다. 正字, 本字 논의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또 어느 것이 기본자인지 명시하

기 어렵거나 그러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이체 관계에 있는 字’라고만 지칭한다. 

‘修~脩’, ‘體~体~躰’, ‘答~荅’, ‘嶽~岳’, ‘珍~珎’, ‘疎~䟽’, ‘間~閒’ 등과 같이 제법 

알려진 이체 관계 字는『동국정운』에 매우 많은 편이다. 그러나 ‘現~見’, ‘着~著’, 

‘罪~辠’, ‘辯~辨’처럼 오늘날 서로 別字로 쓰이는 글자들도 이체 관계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얼핏 미수록자로 보이더라도 각종 韻書와 字書를 참고하여 이체 관계로 

인정되는 同音同義字가 있으면 미수록자에서 제외하였다. 이체 관계 확인은『광

운』,『집운』,『거요』속의 ’俗作, 或作, 亦作, 通作, 上同‘ 등의 注記를 우선하되, 

여기서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였다.82) 이들 자료에서 이체

자로 제시된 글자가『동국정운』에 수록된 경우는 미수록자의 목록에서 제외하였다. 

- 대만교육부 이체자 자전 http://dict2.variants.moe.edu.tw/variants/

- 대만중앙연구소 이체자 데이터베이스 http://chardb.iis.sinica.edu.tw

- 한국고전번역원 이체자 검색 http://db.itkc.or.kr/DCH/index.jsp

이렇게 확인한 글자들 중 대표적인 것들을 아래 표에 보인다. 비고란에『광운』,

『집운』,『거요』,『설문해자』, 한국고전번역원 자료를 중심으로 이체의 근거를 

제시한다. 이 외의 출전 표시는 대만중앙연구소 이체자 데이터베이스에 제시된 문헌 

영인 자료를 참고한 것이다.

82) 이체 관계에 있는 글자라 하더라도 음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동국정운』수록자가 복수음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窓 L(능활 등) : 䆫 L L’, ‘現 H(석상 등):見 H견, H’, ‘着 

H땩(석상 등):著 H땩(월석, 법언 등), H댝, L뗭, R뎡, H뎡, H뗭’, ‘奈 H냉(법언):柰 H냉 H낭’. ‘辯 R

변(석상)R뼌(법언, 능활),H변(上同 徧),H : 辨 R변(석상)R뼌 H빤 L반 R볌’. 위에서 예로든 ‘蓋’와 

‘盖’의 경우도 ‘蓋(H갱 H H)’는 복수음을 가지는 반면에 ‘盖’(H갱)는 음이 하나뿐이다. 이처럼 

복수음 여부 혹은 복수음 양상이 다를 경우는 완전한 이체 관계라 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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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동국정운 

未出現字

이체자

(동국정운수록)
비고

1 現 見(異音의 하나) 見의 俗子. 거요 見항에 “俗通作現”로 注記됨.

2 窓 䆫 거요에 없음. 광운 ‘窓’항에 “䆫의 俗字音”이라 주기됨.

3 着 著(異音의 하나) 거요에 없음. 설문해자, 玉篇, 正字通.

4 罪 辠 설문해자(“秦似皇字改爲罪”)

거요 ‘辠’항에도 避諱로 교정되었다는 주기가 있음

5 栴 旃 唐 東林寺碑龕案에 이체 용례 있음,『金石文字辨異』

6 脉 脈 광운, 집운

7 輙 輒 字彙, 正字通

8 毱 鞠 집운 ‘鞠’의 복수음 중 群母의 이체자가 있음.

9 槃 盤 거요 ‘盤’항에 ‘本作槃’으로 풀이.

10 燃 然 거요 ‘然’항에 俗字로 주기됨.83)

16 鈆 鉛 龍龕手鏡

11 麁 麤 광운에 ‘麤’항의 亦作字로 제시됨.

12 㝹 䨲 집운(“江東呼兎子爲䨲亦作㝹”)

13 吒 咤 거요의 ‘咤’항(‘本作吒’) 

14 㨾 樣 한국고전번역원 이체자 검색

15 辨 辯 五經文字. 광운에서는 辯, 辨을 別字로 취급함.

16 葱 蔥 한국고전번역원 이체자 검색

17 冀 兾 광운, 집운. 한국고전번역원 이체자 검색.

18 㝹 䨲 집운 ‘䨲’항(或作 㝹).

19 卄 廿 광운 ‘廿’항(今作 卄)

<표 9> 동국정운에 이체자로 수록된 字의 예 

위 표에 제시된 글자들은『거요』에서도 표제자로 출현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83) 燃은 연등(燃燈)의 표기로 쓰였는데 ‘然燈’으로 표기된 용례가 있다(남명상5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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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대신 이체 관계에 있는 다른 표제자에 ‘或作, 亦作, 通作, 俗作’ 등으로 주

기되어 있다84).『동국정운』은『거요』의 이러한 이체 정보도 비교적 충실히 반영

하고 있다.『동국정운』의 ‘上同’字 는 대부분 여기서 가져온 것이다.85)

이렇게 이체자 확인 절차를 거치고 남은 글자가 곧『동국정운』미수록자가 된다. 

4.1.2. 미수록자의 주음 양상 

이체자를 배제하고 추출한 미수록자는 모두 26字다. 아래는 그 목록으로, 출현 빈

도수에 따라 제시한다.

菩 睺 囑 婇 壜   瑪 鬘 硨 樒 袈

裟 鈷 鵬 卍 錠   哩 嘍 殑 竛 鉐
蹭 靼 鍱 你 膀   胱  

1,940여 字 중 26자란 미미한 비율이라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이들은 꼭 僻字라 

할 수도 없으며 주음 양상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동국정운』미수록자는 연구 대상 자료의 확대에 따라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 있

다. 이 연구에서 조사하지 못한 문헌 이외에도,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채택한 

문헌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동국정운』미수록자를 하나씩 살펴본다. 먼저 그동안의 연구에서『동국

정운』의 底本으로 거론되어 온『거요』에는 수록되었는지, 그 경우 주음은 어떠한

지를 검토한다. 그리고『동국정운』에 수록된 다른 한자음에서 유추하였을 가능성을 

검토한다. 상식적으로 문헌 편찬자들은『동국정운』미수록자가 있을 경우『동국정

운』에 수록된 다른 글자, 특히 같은 諧聲 계열자의 음을 빌려 주음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다음에는 15세기 현실한자음도 참조하였다. 15세기 當代音을 참조하여 주음하였

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기 위해서다. 그리고 中古 시기 운서 즉『광운』과 中古 후기 

운서인『집운』의 음도 대비하고, 필요에 따라『설문해자』나『옥편』등의 字書도 

84) 사실『거요』의 표제자 수록에도 특이한 점은 있다. 가령 ‘現’은『거요』의 韻 중 하나인 ‘現 자모

운’으로 쓰이면서도 정작 본문의 표제자로는 채택되지 않았다. 판본마다 다르긴 하겠으나(본 연구에

서는 江西本 즉 中華書局 영인본, 續修四庫全書 등을 조사하였음) 별도의 관심거리일 것이다. 

85) <표 8>의 字들이『동국정운』에서 上同字로 수록되지 않은 사정이 무엇인지는 더 조사해 볼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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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하였다.『거요』,『동국정운』, 현실한자음 등에서도 주음의 연원을 분명히 찾

을 수 없다면『거요』이전 시기 韻書에 포착된 音의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86)

15세기 현실 한자음 정보는 權仁瀚(2009), 伊藤智ゆき(2007), 河野六郞(1968)을 

참고하였고, 여기서 찾을 수 없는 경우는 南廣祐(1995)을 이용하였다.87)

글자의 음 정보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이 절에서 검토할 ‘囑’을 먼저 보인다.

 [囑]

H죡88){12회}89)(석상6-46ㄱ/월석서9ㄱ/법언1-7ㄱ/능활1-15ㄱ/영험12ㄴ90))

H쑉91){3회}(남명서1ㄱ/남명상1ㄱ)

[SK]92)H쵹

[광운] 之欲切, 通中3入燭章93) 

이제 각 글자를 하나씩 검토하기로 한다. 출현 빈도수가 높은 것부터 살펴본다.

(1) [菩]

‘菩’는 동국정운 미수록자 중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글자인데 문헌음은 ‘L뽕’ 하나

로만 나타난다(월인천강지곡 ‘L뽀’도 같은 음으로 볼 수 있음). 주음의 양상은『광

운』의 讀音 중 하나와 일치하며, 15세기 현실한자음과는 운모가 같다는 특징이 있

86) 韻書나 字書의 音과 대비하는 작업은 음운론적 문자론적 측면에서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특정 운

서의 음과 일치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 韻書를 직접 참고하여 한자음을 轉寫한 것이라 이해할 수는 

없다. 조선 초기 운학자들이 어떤 운서 어떤 자서를 참고하였는지 아직 구체적인 근거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87) 이상의 자료를 통해서도 현실한자음을 찾을 수 없는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88) 미수록자의 주음.

89) 이 연구에서 찾은 문헌 속 총 출현 횟수.

90) 출전 문헌의 卷 및 張次(각 문헌에서 처음으로 출현하는 張次만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월인

천강지곡』에 수록된 음은 다른 문헌 뒤에 별도로 표시한다. 제2장에서 지적하였듯이『月印千江之

曲』의 한자음과 표기가 여타 문헌과 다소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91) 미수록자의 주음(‘囑’은 복수음을 가진다).

92) 15세기 한국 현실한자음.

93) ‘之欲切’은 反切 정보. ‘通中3入燭章’은 차례대로 攝~開合~等~聲調(LRH入)`韻~聲母를 나타낸다. 

開合 표시에서 ‘中’인 것은 權仁瀚(2009)를 따른 것으로 해당 攝에 배치된 韻이 開口와 合口를 모

두 포함하고 있음을 말한다. 開合 표시 중 ‘脣’은 순음 성모를 가리킨다. 等의 정보 중 3등운의 경

우 重紐 A-B류의 구분은 權仁瀚(2009) 및 河野六郞(1968)을 참조한 것이다. 

     성조 정보(平上去入)는 한국현실음이나 동국정운 문헌음은 LRHH로, 중국음은 LRH入으로 나타낸

다. 한국 한자음의 입성을 H로 표시한 것은 방점이 거성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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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제 ‘L뽕’의 연원을 추론하는 검토하는 과정을 차례로 밟아 보기로 한다. 

L뽕{426회}<석상6-8ㄱ/월석서26/법언서-8ㄴ/능활1-4ㄱ/영험1ㄱ/남명상-1ㄱ,하-6ㄱ>

     ∎L뽀{4회}(월곡16ㄴ) 

[SK]L보

[광운]薄胡切, 遇脣1L模並(梵言漢言王道94)) 

      房久切, 流脣1R有並

      薄亥切, 蟹脣1R海並

      蒲北切, 曾開1入德並

‘菩’는 모두 ‘菩薩’, ‘菩提’의 용례로 출현한다. 본 연구가 조사한 문헌에서 430회

나(『월인천강지곡』포함) 사용된 이 글자가『동국정운』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사실

부터가 주목할 만하다. 문헌음이 모두 ‘L뽕’로 주음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다. 혼란이

나 오류 없이 일관된 주음이 나타났다는 것은 편찬자들이 참고할 어떤 근거가 어떤 

형태나 원리로든 분명히 존재했음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가령 특정한 운서나 자료가 

그 근거로 작용한 것은 아닐까?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동국정운』안에서 유추하였을 수 있다는 것

이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따르려면 운서『동국정운』대로 주음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을 터인데, 공교롭게도『동국정운』에 수록되지 않은 글자라면 가장 먼저 떠올

릴 상식적 방법이 있다. 즉 聲符가 같은 글자에서 음을 가져오는 방법이다. 그러나 

‘咅’를 聲符로 하는 字들의『동국정운』수록음은 ‘菩’와 다르다.95)

 

倍 L, R, H, H(上同 背)

培 R, L, L(上同 坏)

剖 R풍

部 R뿡, R, R풍(上同 剖)

이들은 대체로 성모가 全濁(並母)이라는 점이 같지만, 운모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菩’의 문헌음을『동국정운』안에서 유추했을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 근고 시기의 운서인『거요』의 음을 주음한 것일까? 그러나『동국정

운』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인정되는『거요』에는 ‘菩’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표제

94) 『광운』의 이 讀音에 제시된 字釋임. 다음 면의 논의 참조.

95) ‘咅’는『동국정운』에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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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 실리지 않았음은 물론 이체자 注記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이다. 

유력한 것은 中古 시기 운서인『광운』이다. 여기에는 대응관계를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있다.96)

『광운』에는 模韻(L薄胡切, 並母), 有韻(R房久切, 並母), 海韻(R薄亥切, 並), 德韻

(入, 蒲北切, 並母) 등 讀音이 넷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헌음 ‘L뽕’는『광운』

模韻의 음에 대응한다.『광운』模韻 ‘菩’의 字釋이 “중국어 ‘王道’에 해당하는 범어

임(梵言漢言王道)”이라 기록되었음은 이러한 대응관계를 강력히 뒷받침한다.97) 한편 

대표적 字書인『玉篇』(6세기)에도 ‘菩’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음은 薄胡切로,『광

운』의 반절과 같다. 

요컨대 ‘L뽕’는『동국정운』편찬 시기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음이 아니라 적어

도 운서로서는『광운』, 字書로서는『玉篇』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음에 

대응한다. 특히『광운』의 복수음 중에서도 “梵言漢言王道”라는 字釋이 주기된 평성

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불교음으로 통용되어 오던 것이 주음에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15세기 현실음은 ‘L보’인데, 이는 문헌음 ‘L뽕’와 운모가 같고 성모는 다르다. 

여기서『광운』음98) - 동국정운 문헌음 - 15세기 현실음 3자의 관계를 해명할 

필요가 생긴다. 첫째 가능성은 문헌의 편찬자들이『광운』에 포착된 음의 영향을 받

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동국정운 문헌음과 15세기 현실음의 운모가 일치

하는 것은 간접적 관계가 된다.『광운』의 模韻(遇攝 1등)이 15세기 현실음에서 

‘ㅗ’로 나타나기 때문에 ‘菩’의 15세기 현실음이 ‘L보’인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성

모가 全淸로 나타난 것은 全濁 초성이 없는 15세기 현실한자음의 특색이기도 하다.

둘째 가능성은 동국정운 문헌음이 15세기 현실음을 따르되, 성모만 中古 全濁대

로 주음하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문헌음과 15세기 현실음은 직접적 관계가 

되며, 문헌 편찬자들이 성모는 中古 韻書를, 운모는 현실음을 따랐다는 풀이가 된다.  

첫째 가능성은 좀 더 넓은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다만 특정한 韻書를 지정하여 

말하는 것이 무리일 수 있다는 약점이 있다. 둘째 가능성, 즉 현실음을 직접 반영하

거나 참고하였다는 풀이는 제법 현실적인 설명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모와 운

96) 한편 中古 후기 운서인『집운』에서 ‘菩’는 복수음 5개를 가지는데, 상성이 3개, 입성이 2개로 평

성은 없다. 상성에는 遇攝 字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동국정운 문헌음과는 대응하지 않는다. 

97) 다른 음들은 ‘草名’으로 풀이되어 있다. 상성음 둘에는 ‘香草’ 및 ‘草也’, 입성음은 ‘草名’이라는 字

釋이 있다.  

98) 운서라는 점에서『玉篇』보다는『광운』을 우선적으로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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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주음의 근거를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풀이하였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제까지의 

연구에 따라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운모가 현실음과 대응하는 면이 많다고 하더라도, 

현실한자음 역시 역외 중국음으로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보다 이전 시기의 중

국음의 반영 결과라 잔존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한자음을 참고하였을 가능

성은 다른 한자들의 주음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睺]

H{38회}<석상6-1ㄴ,13-2ㄴ,19-15/석상23-7ㄴ,24-5ㄱ/월석1-14ㄱ/법언1-30ㄴ>

[SK]R후

[광운]戸鉤切, 流中1L侯匣/胡遘切, 流中1H候匣

불교 인명 ‘羅睺羅’ 표기로 자주 쓰이지만,『동국정운』은 물론『거요』에도 나타

나지 않는다. 성부가 같은 喉, 篌, 侯는『동국정운』에서 찾을 수 있지만, 한결같이 

'L'로 주음되었으므로 성조의 차이를 해명하기 어렵다.99) 한편 15세기 현실음(R

후)과는 성모 및 성조가 다르다.

‘睺’는『광운』에 수록되었는데, 평성, 거성 모두 ‘半盲’으로 풀이되어 있다. ‘羅睺
羅’가 그러한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므로, 字義 면에서 일맥상통한다. 이 중 去聲音

(H侯匣)과 대응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100)

결국 ‘睺’의 문헌음인 ‘H’는『집운』보다 이전 시기, 적어도『광운』이 반영하는 

한자음 시기부터 전래되어 온 음과 대응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실음(R

후)의 성조는 거성이 상성으로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 한국한자음의 특징이 나타난 

결과라 풀이할 수 있다. 

또 문헌음이 ‘ㅱ’을 종성으로 취한 것은 流攝 字를 예외 없이 ‘ㅱ’ 종성으로 주음

한『동국정운』의 특징이 관철된 것이다. 물론 匣母(全濁)를 성모로 채택한 것도

『동국정운』의 특징을 수용한 결과일 것이다.

(3) [囑]

‘佛法의 보호와 전파를 다른 이에게 맡겨 부탁함’의 의미로 쓰인 불교용어 ‘咐囑’

99)『광운』에서 睺가 속한 거성 小韻字인 ‘候’는『동국정운』은 물론『거요』에도 출현하지 않는다.  

100)『집운』에는 ‘睺’가 평성과 거성에 수록되어 있다. 反切下字는 변하였지만 각각 侯韻(평성), 候韻

(거성)에 속하며 성모는 모두 匣母이기 때문에『광운』과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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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囑’이다. 역시『거요』에 수록되지 않았다. 실제 문헌음은 주로 ‘H죡, H쑉’으로 

나타나는데101), 모두 현실음(H쵹)과 성모가 다르다는 점이 특색이다.

H죡{12회}<석상6-46ㄱ/월석서9ㄱ/법언1-7ㄱ/능활1-15ㄱ/영험12ㄴ>

H쑉{3회}<남명서1ㄱ/남명상1ㄱ>

[SK]H쵹

[광운] 之欲切, 通中3入燭章

본 연구가 조사한 문헌음(H죡,H쑉)은『광운』에 반영된 음(之欲切)에 대응한다.

『집운』에서도 燭韻의 燭소운에 포함되어 있으며(朱欲切)102) “託解也”라는 字釋이 

달려있다. 中古 성모가 章母(照2계, 全淸)이며 燭小韻에 속함을 고려할 때, ‘囑’이

『동국정운』에 수록되었다면 ‘H죡’이었을 것이다. 

문헌음 중 ‘H죡’은『동국정운』의 다른 글자에서 유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矚, 曯, 爥’이 모두 ‘H죡’인 것이다. 그리고 ‘屬’은 복수음을 가지는데 ‘H죡’이 

그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H쑉, H죡, H즁).103) 그렇지만 문헌의 편찬자들이 이 

불교용어 ‘咐囑’의 형태로 이전부터 전승되어 온 음을 반영하였을 가능성도 있

다.104)

특이한 것은 ‘H쑉’(남명집언해)이다. 中古 章母는『동국정운』에서 거의 예외 없

이 侵母(ㅈ)로 나타나는데, 邪母(ㅆ)로 주음한 것은 일종의 변칙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음(H쵹)의 영향이라 하기도 어렵다. 한 가지 배제할 수 없는 것은 ‘屬’에서 유

추했을 가능성이다. ‘屬’의 문헌음은 대부분 ‘H쑉’이지만105)『석보상절』권19와 24

에서 ‘H죡’(付屬)으로 나타난 것이다. ‘付囑’ 과 통용하는 표기로 쓰일 때에는 모두 

‘H죡’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현대 불교용어에서 ‘付囑’은 ‘付屬’으로 쓰이기도 하는

데, 그 음은 모두 ‘부촉’이다(『佛敎學大辭典』참조).106) 다만『남명집언해』에서 

101) 모두 ‘咐囑’의 주음에 쓰였다.

102)『집운』에서 반절상자가 朱로 바뀌었지만, 역시 章系 성모다. 邵榮分(2011:63-64)에 따르면『집

운』의 章, 昌, 書母는『광운』과 마찬가지로 독립적 성모를 유지하고 있다.

103) ‘H즁’는 ‘注’의 上同으로, 즉 이체 관계로 표시되어 있다.

104) 미수록자 주음의 전반적 양상을 미리 논하자면,『동국정운』에서 유추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105) ‘屬’의 문헌음은 ‘H쑉’이 53회로 압도적이다. 대부분 ‘眷屬’으로 쓰였으며 ‘X이 X(의) 屬다’ 

구문도 있다. 복수음의 분포와 용례 전체는 본 연구의 부록 참조.

106) ‘囑’을 ‘屬’의 이체자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屬’은 복수음인 데에 반해 ‘囑’은 단일음이다. 또 

‘屬’의 복수음 중 ‘囑’과 같이 章母를 가지는 음은 의미 영역이 넓다(付也足也會也官衆也儕等也). 이

런 점을 고려하여 ‘屬’과 ‘囑’을 이체 관계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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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囑'(H쑉)’으로 나타난 것은 ‘咐囑, 付囑’의 전통적 용법을 무시하고 ‘屬’의 다수 음인 

‘H쑉’을 선택했다고 설명해야 한다. 아무래도 무리가 있는 추론인 것은 분명하다.

(4) [婇]

궁녀를 가리키는 ‘婇女’의 ‘婇’로 쓰였는데, 음의 연원을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거요』는 물론『광운』에도 수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운서나 字書를 검색해 

보아야 한다.

R{10회}<석상23-49ㄴ/월석2-28ㄱ>

∎R{2회}(월곡-9ㄱ)

[SK]?

[광운]수록되지 않음

『집운』에 두 개의 異音이 수록되어 있는데(R海韻, 淸母, 此宰切/H代韻, 淸母, 倉

代切), 字釋은 모두 ‘女子’다. 상성와 거성 중 어느 쪽이 더 기본음일지는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漢語大詞典』에 따르면 ‘婇女’ 용례가 唐僧 法林의『辯正論』에서부터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이 글자의 사용은 중고음 시기에도 있었을 것이다. 또 元刊本『玉篇』에

도 수록되어 있다(七宰切, 婇女也)107). 

한편『동국정운』에 수록된 다른 글자에서 유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采’를 聲符로 하는 글자들은 대부분 상성이나 거성을 취한다.

 

 采 R H 菜R 採H

그러므로『동국정운』속의 다른 글자들(采, 菜 등)의 음에서 유추했을 가능성과  

唐代의 자료나『집운』에 포착된 음이 어떤 경로로 전승되었을 가능성 모두를 고려

해야 할 것이다. 

107) 반절하자인 ‘宰’는『거요』에서 상성자다. 그러므로 元刊本『玉篇』의 ‘婇’도 상성으로 볼 수 있

다.



- 66 -

(5) [壜] 

‘金壜’의 용례로『석보상절』권23에만 10회 나타난다.

 

여듧 金壜과【壜 甁  거시라】여듧 師子座 고 

各各 七寶로 미고 그 七寶壜 師子座ㅅ 우희 나콤 고<석상23-49ㄱ>

‘L땀’(壜)이라 주음한 연원은『광운』속 주음과 일치한다.108)

L땀{10회}<석상23-49ㄱ>

[SK]?

[광운] 徒含切, 咸開1L覃定

『광운』에는 ‘술항아리 종류(甒屬)’라는 字釋이 달려있어서『석보상절』권23 속

의 풀이와 통한다는 점이 주목된다.『광운』에 포착된 음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다만『동국정운』에서 유추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曇’이 동국

정운에 수록되어 있는데, ‘L땀’으로 ‘壜’과 음이 같다. 따라서『석보상절』의 편찬자

가 여기서 음을 유추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광운』에 포착된 음을 편찬자

들이 익히 알고 있을 수도 있다. ‘曇’, ‘壜’은『광운』에서 모두 覃소운에 속하므로 

중고음 시기부터 同音인 것이다. 또 ‘壜’이 속한 咸攝 1등 字들은 15세기 한국한자

음에서 대부분 (초성을 무시하면) ‘암’으로 주음할 뿐 아니라 평성은 일종의 무표적

인 성조이므로 중고음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동국정운』속 ‘曇’을 참조하지 않고

도 어렵지 않게 주음하였을 수도 있다.

한 가지 덧붙일 점은 ‘菩, 睺’와 마찬가지로 전탁 성모를 복원하는『동국정운』의  

교정 원칙이 관철된 결과라는 것이다.

(6) [瑪]

R망{7회}<석상13-19ㄱ/석상19-3ㄱ/월석1-22ㄴ/법언1-76ㄴ>

[SK]R마

[광운, 거요에 없음][집운 假攝2R馬明]

108) 앞의 글자들과 마찬가지로 ‘壜’은『거요』에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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玉의 일종인 ‘瑪瑙’를 표기하기 위한 假借 字로 쓰인 것이다.『광운』에는 수록되

지 않았지만『집운』에는 馬韻(상성) 明母 字로 실려 ‘碼碯石之次玉’으로 주석되어 

있다. 瑪瑙는 三國 魏王 曹丕가 지은「瑪瑙勒條」에서도 언급되는 등(漢語大詞典 

‘瑪瑙’ 참조) 일찍부터 사용되어 온 명칭이므로 고유명사 음으로 전승되어 왔을 것

이다. 

다만『동국정운』속 ‘馬’(R망)와 음이 같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馬’에서 

유추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瑪瑙’라는 형태 속에서 

전승되어 온 글자이므로 문헌 편찬자들이 특별한 생각 없이 ‘馬’의 음을 가져다 쓰

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집운』과「瑪瑙勒條」에서 보석의 명칭을 가리키는 語辭로 전승된 음

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7) [鬘]109)

L만{6회}<석상6-10ㄴ/월석2-29ㄱ>

∎L만{4회}(월곡18ㄱ)

[SK]?

[광운]莫還切, 山攝2L刪明 

여성의 머리 장식을 일컫는 의미로 쓰였다. 

花鬘 瓔珞 빗이기 마롬과 놀애 춤 마롬과<석상6-10ㄴ>

내  勝鬘이 聰明니 부텨옷 보면 다 得道 리 리니<석상6-40ㄴ>

勝鬘經을 니르시니라<석상6-41ㄱ>110)

西天에셔 고 느러니 엿거 남진 겨지비 莊嚴에 니 긔 花鬘이라<월석2-29ㄱ>

역시『거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집운』에는 刪韻 소속자로 출현하는데 그 반

절이 ‘謨還切’로, 上字만 바뀌었지만 明母 字이므로 음은『광운』시기와 동일하다.

『석보상절』,『월인석보』,『월인천강지곡』의 편찬자들은『광운』시기부터 전승되

어 온 음에 따라 주음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물론『동국정운』에 수록된 ‘曼’ 성부 한

자 중에 ‘L만’을 음으로 취하는 것들도 있으므로 여기서 유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109) 대만 교육부 이체자전에서는 ‘鬘’의 이체자 중 ‘䰅’도 들고 있지만, 동국정운 음은 ‘L슝’다. 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別字로 취급한다.『집운』에도 이체자는 없다.

110)『勝鬘經』은 재가불자인 승만 부인이 중심 인물로 나오는 경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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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 

曼L만,H만,H먼(異音이 셋이나 문헌음은 오직 ‘L만’으로만 나타난다.)

蔓H먼 

慢H만 L만

그러나『광운』과『집운』에 모두 실려 있다면 위 문헌의 편찬자들도 익히 알고 

있는 字라는 점에서 단순히『동국정운』속 수록자에서 유추했을 가능성은 크지 않

다고 생각한다. 

 
(8) [硨]

L챵{4회}<석상13-19ㄱ/석19-3ㄱ/월석1-22ㄴ>

[SK]?

[광운]尺遮切, 假攝3L麻昌

고유명사 ‘硨磲’(고운 조갯돌을 다듬어 만든 보석)의 ‘硨’다.『거요』에는 실려 있

지 않다.

일단 硨의 문헌음은『동국정운』속 ‘車’(L챵)의 음에서 유추했을 수 있다. ‘車’의 

현실한자음(L챠)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硨磲’라는 단어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즉『광

운』에서는 ‘車’소운에 속하는데 字釋이 ‘硨磲’이며,『집운』에서도 역시 車소운에 

수록되어 비슷한 字釋이 달려 있다(博雅硨磲石之次玉者).『광운』에 포착된 음이 유

지되어 반영되었을 배제할 수는 없다.

(9) [櫁]111)

‘香木’을 가리키는 글자로, 앞의 字들과 마찬가지로 『거요』에는 수록되지 않았

다. 역시『광운』에 수록되었으며 그 음도 동일하다.『광운』에 포착된 음이 반영되

111) 우선『龍龕手鏡』(香樹名也)과『玉篇』(香木)에 ‘櫁, 榓’이 서로 이체자 관계라 표시되어 있지만,

『광운』에서는 ‘樒’(香木)과 ‘榓’(木榓樹名)이 각기 다른 글자로 나타나며,『집운』에서는 ‘樒’이 복

수음을 가지되, 그중 하나가 ‘榓’의 이체자(字林香木也)로 표시된다. 세 글자 모두 ‘香木’ 또는 ‘香

樹’ 정도의 풀이를 달았고,『석보상절』권13 협주에도 ‘木櫁은 香남기라’라고 쓰고 있으므로 同義字

로 볼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하여 ‘櫁, 樒, 榓’ 세 글자를 이체자 관계로 파악한다. 한편『광운』의 

‘樒’과 ‘榓’은 반절하자가 다른데1), 각기 臻攝의 3등 A류와 B류로서 어차피 한국 한자음에서는 구

분되지 않는다. 한국한자음은 臻攝에서 重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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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H{4회}<석상13-51/법언1-217ㄴ>

[SK]?

[광운] (樒) 美筆切, 臻攝入3B質明 / (榓) 彌畢切, 臻攝入3A質明

그러나『동국정운』의 다른 수록자에서 유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密’을 성부로 하는 字들이『동국정운』에서 대부분 ‘H’로 나타기 때문이다. 또 

‘密’의 현실한자음(H밀)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密’을 성부로 하는 字들은 어차피 대부분의 韻書나 字書에서 同音으로 나

타나므로,『동국정운』이나 현실한자음을 참조하지 않더라도 주음이 달리 나올 여지

는 많지 않다.『석보상절』권13의 편찬자는『광운』과『집운』등의 운서와『玉篇』

과 같은 字書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10) [袈]

L강{6회}<석상23-28ㄴ/석상24-6ㄴ/남명하25ㄱ> 

∎L가{3회}<월곡21ㄱ> 

[SK]L가

[광운]古牙切, 假脣2L麻見

‘袈裟’를 용례로 쓰인 글자로서, 梵語의 음역이다. 袈는『거요』에서는 찾을 수 없

다. 한편 說文解字에는 실려 있지 않지만,『광운』과『집운』에 실려 있는데,『광

운』은 字釋으로 ‘袈裟’를 제시하고 있다.『집운』의 음도『광운』과 같으며, ‘毛衣

謂之 娑或作毠袈’라는 풀이를 달았다. ‘ ’를 기본자로, ‘毠袈’를 이체자로 본 것이

다.112)

加를 성부로 하는 다른 글자들의 동국정운 음을 살펴보면 ‘L강’로 주음되는 것이 

그리 특이해 보이지는 않는다.

架H강, 迦L강L걍, 加L강, 茄L강L꺙, 伽L꺙, 駕L강H강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袈’는『동국정운』속 다른 글자들의 음에서 유추하여 

112)『집운』은 이체 관계 字들을 나란히 배열하되 기본자를 제일 먼저 앞에 놓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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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음하였을 수도 있고, 현실한자음의 반영일 수도 있으며,『광운』에 반영된 음의 

영향일 수도 있다.113) 

현재로서는 더 이상 논의를 깊이 하기는 어렵지만, 다만 모든 용례가 ‘袈裟’로만 

나타나므로 적어도『광운』이 반영하는 시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불교음이 유지되

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1) [裟]

‘袈裟’의 용례로 쓰인 것이므로, 음의 연원에 대한 추론은 ‘袈’의 경우와 같다.

L상{6회}<석상23-28ㄴ/석상24-6ㄴ/남명하25ㄱ> 

∎L사{3회}(월곡21ㄱ)

[SK]L사

[광운] 所加切, 假開2L麻生

‘袈’와 마찬가지로『거요』에도 수록되지 않았다.『광운』의 字釋도 ‘袈裟’로 되어 

있다.『집운』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字釋은『광운』과 대동소이하다(毛衣謂之袈裟或

从毛).114)

『동국정운』에서는 같은 聲符를 가진 ‘娑(心母)’가 복수음 셋을 가지지만(L상, R

상, H상) 문헌에서는 모두 ‘L상’로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裟’의 주음은『동국정운』에 수록된 ‘娑’에 유추되었

을 가능성도 있고,115) 현실한자음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또『광운』에 수록된 

음이 유지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袈裟’가 梵語 譯語인 만큼 불교 용어

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음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袈’와 같은 경우

인 것이다.

113) 물론 현실한자음 역시 중국음의 일정 층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중고음과 대응 관계

를 가질 수 있다.

114)『집운』의 字釋 중 ‘或从毛’란 ‘裟’의 이체자를 가리킨다. 글자의 아랫부분이 ‘衣’가 아니라 毛다. 

이 글자는『玉篇』에도 ‘裟’의 ‘一作’ 字로 제시되어 있다.

115) ‘娑’의 성모가 心母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裟’(生母)와 다르다. 그러나『동국정운』서문에

서 명백히 밝힌 대로 정치음 내부의 음성적 차이이기 때문에 동국정운 주음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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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鈷]

R공{6회}<남명상69ㄴ(2, 兩鈷), 71ㄱ(兩鈷)ㄴ(兩鈷)>

[SK]?

[광운] 公戸切, 遇開1R姥見

鈷는『남명집언해』에서만 발견된다.

錫杖이 두 鈷 여슷 골회 잇니 兩鈷 眞진과 俗쑉과 表고<남명상69ㄴ>

兩鈷 여슷 골회 비록 됴 보람이나<남명상71ㄱ>

비록 兩鈷六鐶ㅅ막대 아라도 다가  옰 막대옷 아디 몯면<남명상71ㄴ>

‘鈷’는 본래 ‘다리미’의 뜻인데 여기서는 如來의 지팡이에 달린 고리를 표현한 것

이다.

먼저『동국정운』에서 ‘古’를 성부로 하는 다른 글자들에서 유추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古’계열의 글자는 성모와 성조가 단일하지 않다.

L공 姑酤沽蛄{兌+古}
R공 古詁估牯沽酤罟
H공 沽詁

L콩 枯

오히려『광운』에서 ‘鈷’가 古小韻에 속한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집운』에서

도 복수음 셋 중 하나가 ‘古’ 소운에 속한다.116) 문헌 편찬자가 이 두 글자가 같은 

小韻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古’의 현실한자음(R공)이 반영

되었을 수도 있고, ‘古’의『동국정운』음이 유추된 것일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어떤 연원이든 ‘古’에서 유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정도로 정리해 둔다.

116)『집운』은 복수음 3개를 가진다.『광운』보다 음이 증가한 것인데, 그중 평성자는 ‘鍸’의 이체자

이므로 특별히 논의할 것이 없다. 남은 두 음은 상성과 거성인데 상성은『광운』과 마찬가지로 古

小韻이며 字釋도 유사하다(鈷䥈溫器). 흥미로운 것은 거성 음인데 顧小韻으로서, 같은 顧小韻에 ‘錮’

가 있다. 錮의 이체자로 쓰인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남명집언해』의 음이 상

성이므로 ‘錮’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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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鵬]

‘鵬’은 중국 신화에 나오는 북방의 큰 새를 가리키는 한자로, ‘鵬’의 주음은 하등 

낯설 것이 없다. 그런데『동국정운』은 이 글자를 싣지 않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이 

鵬이 다른 미수록자와 달리『거요』에 표제자로 실려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집

운』에도 표제자로 나온다. 

L{3회}<남명상-11ㄱ/남명하40ㄴ>

[SK]L117)

[광운] 步崩切, 曾開1L登並

이제까지 살펴본 미수록자들은 모두『거요』에 표제자로는 물론 다른 표제자의 

이체자 정보로도 나오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독 ‘鵬’이『거요』에 실려 있지 

않은 점은 의문이다. 이러한 의문은 ‘䳟’의 동국정운 음에서 풀린다. 즉『동국정운』

에는 ‘䳟’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음이 복수음으로, ‘L’과 ‘L’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특이하다. 첫째,『동국정운』에서는 복수음이 있는 한자는 반드시 각기 ‘又

韻’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나, 䳟은 마치 별개의 한자인 듯 又韻 표기가 없

다는 사실이다. 둘째, 䳟은『광운』,『집운』,『거요』어디서든 明母, 明小韻으로, 中

古 시기부터 근고 시대까지 거의 음 변화가 없는데, 유독『동국정운』에서는 복수음 

즉 ‘LL’을 가진다. 䳟의 복수음 중 ‘L’이 바로 ‘鵬’일 수 있으니,『동국정운』

의 편찬자는 아마도 ‘鵬’의 別字로 ‘䳟’을 대신하였으리라 생각된다. 한 가지 대단히 

흥미로운 사실은, 楊家駱(1984)가 ‘䳟’에 대하여 “日本宋本巾箱本에서는 이 글자를 

‘鵬’으로 하였는데, 이는 僞作”이라 규정하여 ‘䳟’을 ‘鵬’으로 교감하고 있다는 것이

다.118) 

즉 ‘鵬’ 대신 ‘䳟’을 쓰는 것은 僞作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이니,『동국정운』

편찬자들이 과연 일본송본 건상본『광운』의 僞音에 따라 주음한 것인지 앞으로 깊

은 연구가 필요하다.

여하튼 ‘䳟’의 주음은 ‘鵬’의 이체로 이뤄지긴 했으나 엄밀한 이체 관계가 아니라 

일종의 오류로 보고『동국정운』미수록자에 포함시켜 다루었다. ‘鵬’의 현실음은 비

록 실제 문헌 예를 찾지 못했으나 ‘朋’을 성부로 하는 다른 음을 참고하면, 아마도 

117)『誡初心學人文』출전(伊藤智ゆき 2007 자료편: 195) 

118) “日本宋本巾箱本黎氏所據本均爲作鵬. 張改作䳟. 與切三及古宮本敦皇本王韻合”(樣家駱 198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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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정도였을 것이다. 어쨌든 全濁 순음을 사용하였다는 점에서는 동국정운식 한

자음의 일반적인 면모가 여기서도 발견된다고 하겠다. 

(14) [卍]

‘卍’을 漢字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音에 관심을 두므로 일단 

포함시켰다. 吉相을 표시하는 불교 문양에서 생긴 문자로,『거요』를 비롯하여『광

운』이나『집운』에도 실려 있지 않다.

H먼{3회}<능활1-82ㄴ/남명하65ㄴ>

[SK]?

광운 등 중고음 정보 없음.

운서 중에는『龍龕手鏡』(10세기)에 수록된 정도인데, ‘俗音万’이라 주음하고 있

다. 字書 중에는『翻譯名義集』(宋代 法義가 편찬한 불교역명사전, 12세기로 추정)

이 수록하여 ‘音萬’이라 주음하였다.

‘萬’과 ‘万’은 이체자 관계이며119) 이들의『동국정운』음은 ‘H먼’이므로, ‘卍’의 문

헌음은 이들과 통한다. 그렇다고 해서『龍龕手鏡』이나『翻譯名義集』을 직접 참고

하여 주음한 것이라고는 생각되지는 않는다.『능엄경언해』나『남명집언해』편찬 당

시에 ‘卍’은 이미 익숙한 문자였을 것이고, 그 음이 ‘萬’과 같다는 점도 익히 알려져 

있었을 것이다. ‘萬’의 현실한자음이 ‘R~H만’이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卍’의 주음은 현실한자음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결론적으로 ‘卍’의 문헌음은 10세기 자료부터 포착된 음(“音萬”)이 전승되어 나타

났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 “音萬”이라는 인식에 따라서『동국정운』속 ‘萬’의 音을 

따랐다고 볼 수도 있다. 

(15) [錠]

H{3회}<석상6-8ㄱ/월석1-8ㄴ>

[SK]H120)

119)『거요』와『집운』에 각각 ‘通作 萬’으로 주기되어 있다. 

120)『三韻聲彙』(1751)에 수록된 음이다(南廣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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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徒徑切, 梗開3H徑定 / 丁定切, 梗開3H徑端 

고유명사 ‘錠光佛’에서 쓰였다.『거요』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같은 形聲 계열이라 

할 수 있는 ‘定’의『동국정운』음이 ‘H’이므로 여기서 유추했을 가능성은 없다.121)

현실한자음과의 관계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다만 현실한자음 역시 ‘H’으로 나

타나기는 하나 이것은 18세기 자료인『三韻聲彙』에 수록된 것이므로 15세기 음으

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한편『광운』에 포착된 음이 반영되었을 수 있다. 그럴 경우 특이한 점은『광운』

의 복수음 중 端母 음을 선택했다는 것이다.『광운』의 字釋은 定母 字는 ‘豆有足曰

錠無足曰鐙’122)이며, 端母 字는 ‘錫屬’ 즉 금속 종류의 명칭이다. 錠光佛이란 燃燈佛

이라 불리기도 하는 보살의 별칭인데,『광운』의 端母의 字釋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123)『월인석보』와『석보상절』의 주음에는 또 다른 까닭이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단서는『집운』에서 찾을 수 있다.『집운』이『광운』과 달라진 점은 霰

韻 음이 하나 추가되었고, 祭器 명칭을 가리키는 의미가 더해진 것이다.『광운』의 

端母 字가『집운』에서 ‘鐙’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니,『월인석보』와『석보상절』

의 편찬자들이 'H‘으로 주음한 것은『집운』의 字釋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집운] H堂練切, 霰韻, 定母(燈有足也)

       H丁定切, 徑韻, 端母([說文]鐙也)

       H徒徑切, 徑韻, 定母(鐙也)

字書類의 字釋도 대응하고 있다.『說文解字』錠 條는 ‘鐙也’라 풀이하고 있다. 鐙 

역시 豆類에 속하는 제기의 하나지만, ‘鐙’에 대한 徐玄의 注는 “錠中置燭，故謂之

鐙. 今俗别作燈，非是”로서, 등불을 켜는 그릇을 가리키는 유의자로서 錠, 鐙이 같이 

사용되고 있다. 이 鐙의 中古 성모가 端母이며124),『동국정운』에서는 ‘H’으로 수

록되고 있다.『월인석보』와『석보상절』의 편찬자들이 아마도 ‘鐙’의 端母에 이끌

121) ‘定’의 복수음으로 ‘H’도 있긴 하지만 문헌음은 모두 ‘H’으로 수렴하므로 ‘H’을 직접 참조

하여 ‘錠’을 주음하였을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된다.

122) ‘豆’는 중국 고대의 제기 종류의 한 명칭이며, ‘錠’은 굽이 있는 것이고 ‘鐙’은 굽이 없다는 뜻이

다(漢語大詞典 豆 항목 참조). 

123) 부처의 명칭에 사용된 글자라는 점에서 불교용 한자로 취급할 수도 있으나, 중국 고대의 제기 명

칭으로 사용되어 온 용례가 많을 뿐 아니라 ‘錠光’의 의미도 이와 가깝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었다. 

124) 都鄧切, 曾攝 開H1嶝端(『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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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무리가 있는 추론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

나 어떻든『거요』에서는 연원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한 가지 제기되는 문제는『說文解字』,『광운』,『집운』의 字釋으로 미루어 ‘錠’

과 ‘鐙’을 이체자로 취급하여 ‘『동국정운』미수록자’에서 제외할 수도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그러나 두 글자의 음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체자 관계로 

취급하지 않았다.

(16) [哩]

불교 음역어인 ‘梅哩麗耶’에 사용된 글자로서, 전승된 불교독송음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용례와 음의 연원을 차례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H링{2회}<월석1-51ㄴ(梅哩麗耶 그르 닐어 彌勒이시다 니)>

[SK]?

[광운] 수록되지 않음.

『광운』이나『집운』과 같은 전통적인 운서에는 없다.『월인석보』편찬자가 어떤 

韻書를 직접 참고하여 음을 달았을 가능성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한편『동국정운』에서 聲符로 ‘里’를 가지는 한자들 중 쓰임이 많은 자들이 대체

로 상성(里 R링, 理R링 俚R링, 狸L링)이다. ‘哩’(L링)의 주음을『동국정운』안에서 

유추했을 가능성도 적은 것이다. 

 다만 字書 중『玉篇』(543년)에 ‘力忌切，音吏’라는 주음과 함께 ‘出陀羅尼’라고 

풀이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哩’(H링)는 전승된 불교 독송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7) [嘍] 

R{2회}<월곡-49ㄴ> 

[SK]?

[광운] 落侯切 流中開1L侯來 / 郎斗切, 流中開1R厚來

佛敎의 神鳥 耆婆鳥와 관련된 고유명사 ‘迦嘍茶’와 ‘優婆嘍茶’의 표기하는데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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됴 곶 머근 머리 일훔이 迦嘍茶ㅣ러니 世尊ㅅ 몸이 이 넉시러시니

모딘 곶 머근 머리 優婆嘍茶ㅣ러니 調達 몸이 뎌 넉시러니(월곡-49ㄴ)

역시『거요』에는 수록되지 않았다.『집운』에도『광운』과 같이 복수음(侯韻, 厚

韻)으로 나오지만 모두 ‘謱’의 이체자로 제시되었다. 

『동국정운』에서 유추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ㅱ종성을 쓴 것은 流攝 字에 일률

적으로 적용된『동국정운』의 특징이긴 하지만, 상성으로 반영된 것은 설명하기 어

렵기 때문이다. ‘婁’를 성부로 하는 글자의 주음 중에 상성(R)이 있긴 하지만 평성

과 거성도 있을 뿐 아니라 평성이 훨씬 많은 것이다.125) 

따라서『월인천강지곡』의 편찬자가 ‘嘍’를 특별히 상성으로 주음한 것은『동국정

운』의 다른 자에서 유추했을 가능성보다는 불교역음으로 전승되어 온 음이 반영된 

결과일 가능성이 더 높다. 

한편『광운』의 복수음(평성, 상성)이나『집운』에 수록된 복수 성조 중에서 상성

이 곧 불교역음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광운』평성의 字釋은 ‘시끄

럽게 새가 우짖는 모습(嘍唳鳥聲)’ 정도의 뜻이며, 상성의 字釋은 ‘(새가) 시끄럽게 

계속 우는 모습(連嘍煩皃)’의 뜻인데, 의미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인다. 

어째서 상성으로 주음되었는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8) [殑]

R{2회}<영험16ㄴ(2,八十八殑伽沙俱胝百千諸佛이 가지로 펴니르시니라, 殑伽 恒

河ㅣ오)>

[SK]?

[광운]其切,曾開3H證群 / 其矜切,曾開3L蒸群 / 其拯切,曾開3R拯群

『영험약초』에 ‘殑伽’(RL꺙)로 출전한 예가 유일하다.『동국정운』은 물론『거

요』에도 수록되지 않았다.『집운』에서는『광운』의 3음 이외에 평성음이 추가되

었지만 字釋이 ‘鬼出’이니, 이 연구의 논의와는 무관하다. 

『영험약초』의 주음은 성모가 業母인 점이 매우 특이하다.『광운』,『집운』의 

음은 모두 中古 群母이므로 동국정운식으로 반영한다면 ‘ㄲ’(『동국정운』虯母)로 주

125) 평성 字는 18字이며(‘L’ 婁樓艛螻髏䫫 등), 상성 字는 9字(‘R’ 塿婁嶁 등), 거성 字는 4字(‘H

’ 鏤嶁僂瘻)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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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광운』의 字釋은 평성과 상성 條에 똑같이 ‘欲死’라 

풀이되어 있는데 반해, 거성 條에는 ‘釋典殑伽’로 주기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영

험약초』의 협주 풀이에 따르면 ‘殑伽’는 곧 ‘恒河’ 즉 佛家의 강 이름이다126). 바로

『龍龕手鏡』에서 ‘其極反欲死也又凝等反梵語河名也’를 얻을 수 있으니,『영험약

초』의 음은『龍龕手鏡』에서 梵語로 注記한 異音 즉 疑母 音과 대응하는 것이다.

『동국정운』의 다른 수록자에서 ‘殑’을 中古 성모 疑母 혹은 동국정운 業母로 유

추했을 근거는 찾기 어렵다.『영험약초』의 편찬자는 아마도『龍龕手鏡』에 疑母로 

반영된 음과 관련이 있는 전승 불교음을 따랐다고 생각된다. 

동국정운의 業母는『거요』의 자모 체계에 반영된 中古 후기 이후의 음 변화를 

반영한다(조운성 2011:21-22). 그러나『영험약초』의 ‘殑’이 業母를 취한 것은 이러

한 태도와 무관하다. 

(19) [竛]

‘비틀거리며 걸음’을 뜻하는 ‘竛竮’으로 사용되는 글자로127), 이 연구가 조사한 문

헌 중『능엄경언해』(활자본)에 나온 예가 유일하다.『거요』에는 수록되지 않았

다.128)

L{2회}<능활1-15ㄴ(竛竮 아리 마 寶藏 가졔니, 竛竮은 시드론 라)>

[SK]?

[광운]郎丁切 梗開4L靑來

『집운』에는 跉과 함께 彾의 이체자로서 靑韻, 靈 小韻에 포함되어 있는데, 반절

은『광운』과 같다(郞丁切). 

한편『동국정운』내에서 주음을 유추하였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단정하기는 

어렵다. ‘令’을 聲符로 하는 字들의 성모나 운모는 대체로 ‘령’으로 일치하지만 성조

가 평성, 상성, 거성으로 나뉘기 때문이다. 평성 字가 월등히 많지만 상성과 거성 자

도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126) 겐지스 강을 가리킨다(『佛敎學大辭典』).

127)『광운』의 字釋이 ‘竛竮’이며,『玉篇』에도 비슷한 의미로 “行不正也”라 풀이되었다.

128)『집운』에 이체자 관계로 제시된 ‘彾’, ‘跉’도『거요』에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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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令伶舲軨䍅羚聆齡昤朎冷泠蛉玲鈴軨怜囹)

R(領嶺袊)

H(令零)

게다가 ‘令’은 문헌음에서 거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압도적이다.

[令]

동운H{18회}<석상6-27ㄴ,46ㄱ, 13-26ㄴ/석상24-12ㄱ,13ㄴ,20ㄱ,30ㄱ,46ㄴ,48ㄱ/

월석1-9ㄴ,10ㄱ/법언1-90ㄴ(2)/남명상-68ㄱ,하-5ㄴ,24ㄱ,35ㄱ,70ㄴ>

  ∎H<월곡-47ㄱ>

동운L{1회}<법언1-72ㄴ(이체, 令人樂聞에 니르린)> 

한편 ‘令’의 현실한자음은 ‘L’이다. 현실한자음의 반영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렇지만 현실한자음의 來源도 중국음이므로『광운』에 나타난 中古 시기의 음이 전

승되어 반영된 것이라는 풀이도 충분히 가능하다.

(20) [鉐]

入쎡{2회}<법언1-219ㄱ(鍮鉐과 赤白銅과, 鍮鉐은 돌 藥으로 구리예 노길씨라)>

[SK]入셕

[광운] 常隻切, 梗開3入錫禪

금속 종류를 가리키는 글자로(『광운』의 字釋이 '鍮鉐'임),『거요』에도 없다. 동

국정운 ‘石(H쎡)’에 이끌려 주음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광운』

음도 이와 같으므로 中古 시기의 음이 반영되었다는 추론도 성립한다.『집운』에는 

2개 異音(屋韻, 作木切/ 昔韻, 常隻切)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常隻切(禪母)이

『광운』과 일치하는 古音이다.

(21) [蹭]

H{2회}<남명하45ㄴ(2 蹭蹬야 쇽졀업시 뇬  아로니, 蹭蹬 行야 나가디

몯시라)

[SK]?

[광운] 千鄧切, 蹭소운, 曾開1L登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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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足’, ‘失道’의 의미로서,『남명집언해』에서 ‘蹭蹬’의 용례로 출현하였다. 지금까

지 살펴본 다른 미수록자와 마찬가지로『거요』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동국정운』

에 ‘’이라는 음절이 없기 때문에『동국정운』의 다른 글자에서 유추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다음은 ‘曾’을 성부로 하는 글자들의『동국정운』속 주음이다.

  

L(增橧竲曾), H(增), L(層曾嶒繒贈竲), H(贈). L(僧)

‘蹭’의 주음은『광운』의 음과 같으며, 字釋 역시 ‘蹭蹬’이다.『집운』의 주음과 字

釋 역시 동일하다(七鄧切, [說文]蹭蹬失道也).129) 흥미로운 것은『說文解字』에서 

‘蹭’을 ‘失道也’로 풀이하였다는 점이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하면『남명집언해』의 주음은『동국정운』과 가까운 시기의 

자료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전승되어 온 음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2) [靼]

‘靼’은『남명집언해』에만 2회 출현하며, 현실한자음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다.

H{2회}<남명하57ㄱ, 58ㄴ>

[SK]?

[광운]當割切, 山開3A入曷端 / 旨熱切, 山開3A入薛章

『남명집언해』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朦憧며 頑皮靼호 기피 슬노니<남명하57ㄴ>

頑皮靼 고갯  둗거운 가치니<남명하58ㄴ>

‘중생의 몽매하기가 쇠가죽처럼 질기다’는 문구 속에 쓰인 것이다. 역시『거요』

에 없다. ‘旦’을 聲符로 하는 글자 중 入聲인 것은『동국정운』에서 ‘H’밖에 없다

(怛䵣妲狚) 또 현실한자음은 확인되지 않지만 ‘旦’계열 입성 자의 현실음이 ‘H달’이

다(怛).

한편『광운』의 복수음 중 端母, 曷韻 字와 음이 대응한다. 字釋은 ‘柔革’이며 이

는『說文解字』의 풀이와도 같다(靼柔革也).

129)『집운』에는 음이 하나 더 있지만 ‘驓’의 이체자이며 聲母는 從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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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면 ‘靼’의 문헌음은 어떤 쪽으로도 추론이 가능하다.

『동국정운』안에서 유추했을 수도 있고 ‘怛’ 등의 현실한자음의 영향일 수도 있으

며,『광운』이든『說文解字』이든 某種의 韻書나 字書 음의 영향일 수도 있다.

‘旦’ 계열의 입성자 음이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인데,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23) [鍱]

'鍱'은 ‘靼’과 마찬가지로『남명집언해』에서만 나타나는데, ‘쇳조각’의 의미로 쓰

인 것이다. 역시『거요』에 수록되어 있지 않다.

H뗩{2회}<남명하4ㄱ(盆이며  鍱호미 엇뎨 數ㅣ다리오, 

          鍱다호 外道ㅣ구리로  고 닐오)>

[SK]?

[광운]與涉切, 咸開3A入葉以

흥미로운 점은『광운』의 성모(以母, 喩4)와는 대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지금

까지 살펴본 미수록자들이 대부분『광운』음과 대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한편

『집운』은 복수음 4개를 수록하였는데 모두 咸攝이며 성모가 定母 음인 것이 있다

(達協切. 牒小韻, ‘鋌也’130)). 따라서『집운』과의 대응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복수음 중 하나일 뿐 아니라 나머지 음도 字釋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

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같은 諧聲 계열 한자의『동국정운』음은 ‘H뗩’으로 주음된 경우가 압도적

이다. 

H뎝(喋)

H뗩(牒諜蝶鰈喋堞蹀渫艓揲

H셥(葉弽)

H협(偞)

H엽(葉楪揲)

현재로서는 ‘鍱’의 문헌음(남명집언해)이『동국정운』에서 유추했을 가능성을 보인

다고 하겠다.

130) ‘鋌’은 ‘쇳덩이’라는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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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你]

R닝{1회}<석상9-39ㄱ(頞你羅大將과)> 

[SK]H니 

[광운] 乃里切 止開3R止泥

『거요』에도 없다. 이 연구가 조사한 바로는『석보상절』에 단 1회 출현한다. 현

실음과는 성조가 다르다.『석보상절』의 주음은『광운』음에 대응한다.『집운』에는 

상성 止韻과 紙韻에 각각 출현하는데,『집운』시기에 紙韻 音이 增韻된 것이다. 그

러나『집운』의 두 음 모두 ‘汝也’라 풀이하고 있다.『집운』의 紙韻은 ‘伲儞你’ 순

서로 표제자를 배열하였으니, ‘伲’를 기본자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집운』의 

紙韻은 후대의 이체 관계로 생긴 음이고 止韻 음이『광운』시기부터 이어진 古音임

을 알 수 있다.『석보상절』의 편찬자들은 中古 시기의 음을 반영하는 모종의 韻書

나 字書를 참조하였거나, 그 시기의 음이 전승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

다.  

(25) [膀]

   

L빵{1회}(능활1-51ㄱ)

[SK]L방

[광운] 步光切, 宕脣1L唐並

‘膀胱’을 용례로 쓰였다.

『거요』에는 수록되지 않았다.『광운』에서는 ‘傍’小韻에 속하는데 音이 서로 통

하며, 字釋은 ‘膀胱’이다.『집운』은 異音이 둘인데 모두 唐韻이면서 聲母는 滂母(鋪

郞切), 並母(蒲光切)로 나뉜다. 

한편 ‘旁’ 계열의 諧聲 字들은『동국정운』에서 全淸(ㅂ), 次淸(파), 全濁(ㅃ) 모든 

경우로 나타나기 때문에 특별히『동국정운』에서 유추했으리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L(搒榜謗), R(榜), H(謗榜搒)

L(滂磅鎊), H(滂)

L(旁傍徬), H(傍徬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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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膀’이『광운』에서 傍小韻에 속하고『동국정운』에서 ‘傍’이 ‘L’이므로 여

기서 유추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역으로 中古 시기의 韻書

의 영향이라는 반증이라고 풀이할 근거도 된다. 한편 현실한자음에서는 全濁 성모를 

취한 字가 없다.

따라서『楞嚴梗諺解』의 한자음은『광운』에 포착된 중고음 시기의 성모를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26) [胱]

L{1회}<능활1-51ㄱ>

[SK]L
[광운] 古黃切, 宕合1L唐見

역시 ‘膀胱’의 용례로 쓰인 것인데,『거요』에도 없다.『집운』에서는 唐韻 光小韻

에 포함되어 있는데(姑黃切), 이는『광운』과 동일한 음이다(『광운』역시 光小韻에 

속하며, 반절상자 古와『집운』반절상자 姑는 같은 見母다.). 

현실한자음과 일치하며,『동국정운』속 ‘光’과도 같은 음이다131). 따라서 ‘胱‘의 

주음은 비록 동국정운 미수록자이긴 하나 현실한자음의 영향,『동국정운』속 ‘光’의 

유추, 혹은 중고음 시기를 반영하는 모종의 韻書나 字書의 영향 등 어느 쪽으로도 

추론이 가능하다. 그만큼 ‘胱’의 음이 특별할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4.1.3. 소결: 미수록자 주음 양상의 함의

1) 미수록자 주음의 양상

지금까지 미수록자 26자를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鵬’을 제외하면『거요』에 수록된 글자가 없다.『동국정운』이 ‘䳟’을 ‘鵬’의 이

체로 생각하여 수록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동국정운』미수록자는 

131) 光은『광운』에서 唐韻 소속 小韻字로, ‘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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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거요』미수록자이기도 한 것이다.『동국정운』이『거요』의 자모운을 韻目字

로 수용한 것과 일맥상통한다.『동국정운』편찬자는 수록자의 선택에도『거요』를 

참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菩’(430회 출현132)), ‘睺’(38회), ‘囑’(15회) 등 출현 빈

도가 결코 낮지 않거나 僻字라 할 수 없는 字들이 포함된 것은 이렇게 설명할 수

밖에 없다. 

(2)『동국정운』안에서 주음을 유추했을 가능성이 있는 字는 ‘囑, 袈, 裟, 壜, 瑪, 

鬘, 硨, 樒, 卍, 鉐, 靼, 鍱, 胱’ 등 13字다. 그렇지만 이들은 현실한자음과 같거나

(袈, 裟, 瑪, 硨, 胱),『광운』등 여타 韻書나 字書의 음과 대응하기도 하기 때문에 

주음의 연원을 어느 쪽을 추론해도 조금씩 가능성이 있다. 유일하게『동국정운』

에서 유추했을 가능성만을 남기는 경우는 ‘鍱’로서, 오히려 특수한 예외로 보고자 

한다. 

(3) 26字 중 ‘瑪, 婇, 殑, 鍱’을 제외하면 대체로『광운』의 음과 대응한다. 

(4) 현실음과 차이가 있는 경우는 全濁 성모를 채택한 것(菩, 睺, 鉐, 膀), ㅱ종성 표

기(睺), ㅭ 종성 표기(樒), 성조의 차이(你)로 나타난다. 

(5) 한편 미수록자 중 불교음역자는 ‘菩, 睺, 袈, 裟, 哩, 嘍, 殑’ 들인데, 이들의 주

음은 아마도 전승된 불교음에 따른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문헌의 편찬자들에게

는 굳이『동국정운』을 직접 참조할 필요가 없었을 수 있다. 다만 全濁 성모나 

ㅭ, ㅱ 종성의 사용은 편찬자들이『동국정운』의 표기 원칙을 충실히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6) 그 밖에 ‘殑’은 중고음 및 中古 후기 운서(『집운』)와 달리 群母가 아니라 業母

로 주음되었다. 이것은『龍龕手鏡』에 疑母로 반영된 음과 관련이 있는 전승 불교

음을 따랐다고 생각된다.『동국정운』의 業母와는 무관한 표기라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주음 양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장 눈에 뜨

이는 것은 미수록자 음이『광운』수록음과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문헌의 

편찬자들이 미수록자를 만났을 때, 상식적으로는『동국정운』의 다른 수록자에서 유

추했을 가능성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실제 주음이 中古 시기에 더 가까운 

음으로 나타난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헌 편찬자들이『광운』을 직접 참고하여 그대로 따랐다고 풀이

하기는 어렵다. 조선 초기의 음운학자들이『광운』을 비롯한 中古 시기 운서(혹은 

132)『월인천강지곡』4회를 더한 횟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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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운계 운서)를 즐겨 참고했다는 문헌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서

는 다음 두 가지 방향으로 그 연원을 추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한국 한자음의 主層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대체로 중고음의 어떤 

시기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고 할 수 있는데,133) 이 시기의 음이 어떤 방식으로는 

당시 조선의 음운학자들에게 전승되어 온 결과가 미수록자의 주음으로 나타났을 수 

있다. 특히 ‘菩, 睺, 殑, 哩, 嘍’ 등의 불교음역자나 ‘膀, 胱’(膀胱), ‘硨’(硨磲), ‘瑪’(瑪

瑙), ‘蹭’(蹭蹬)과 같이 고정된 語形으로 오래 전부터 쓰였을 경우에는 그 음의 특성

이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문헌 편찬자들이 中古 시기 전후의 음을 반영하는 모종의 韻書나 字書를 참

고하였을 것이고, 여기에 수록된 음이 미수록자의 주음으로 나타났다는 풀이도 가능

하다.『거요』에 미수록된 글자가『동국정운』에도 수록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거요』의 자모운 字를『동국정운』의 韻目字로 채택하였다는 점 등은『동국정

운』을 편찬한 조선 음운학자들이 운서의 편찬에『거요』라는 특정한 운서의 체재

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데 막상『동국정운』의 주음, 특히 韻

母가『거요』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은『거요』는 외적인 체계로서 활용하였을 뿐 

실제 주음은 무형 혹은 유형으로 존재하는 다른 근거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다만 현

재까지의 연구에서는 그 근거가 어떤 형태였는지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 미수록자의 주음과 ‘동국정운식 한자음’

 

지금까지 살펴본 글자들은 분명히『동국정운』에 수록되지 않은 글자들이다. 그렇

다고 해서 이들을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菩’(L뽕), 

‘睺’(H), ‘膀’(L) 등을 보면 누구나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실

제 현실음과 거의 동일할 뿐 표기만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 ‘樒’(入)에 대해서조차 

그러하다.

결국 어떤 경우이든 미수록자의 주음 양상에도『동국정운』에 전반적으로 나타나

는 한자음 교정 원칙이 보이는 것이다. 즉 15세기 문헌 편찬자들은『동국정운』이 

없이도 일정한 원칙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주음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미수록자의 주

음에서는 그러한 원칙 중 다음과 같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133) 上古音의 영향은 별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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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동국정운』안의 다른 글자에서 직접 유추하는 것은 피한다.

둘째, 聲母의 淸濁과 聲調를 최대한 교정한다. 다만 齒頭音과 正齒音의 구분은 하

지 않는다.

셋째, (표기의 문제로 보이지만) ‘종성자로 ㅭ, ㅱ, ㅇ’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이제까지 살펴본 미수록자들이『동국정운』에 나타나지 않는다

고 해도 그 주음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 규정할 수 있다.

4.2.『동국정운』불일치음의 주음 양상

동국정운 불일치음이란『동국정운』에 수록된 한자가 실제 문헌에서 사용되었을 

때, 그 주음이 동국정운 음과 일치하지 않는 음을 말한다. 제1장에서 거론한 불일치

음들(巍, 耨, 琥, 堀, 卯, 昭) 이외에도 적지 않은 한자가 더 발견된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불일치음은 45字로,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134) 물론 앞으로 동국정운식 한

자음 표기 문헌 전체를 전수 조사한다면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

堀 頃 驗 權 醍  吒 沾 編 貧 隨  昭 新 殊 授 聿  恩 殃 耨 巍 部

霧 垓 解 堀 般  卯 阿 矩 在 雉  九 受 後 子 琥  水 待 損 化 度

現 强 拜 徧 報  

성모 불일치, 운모 불일치, 성조 불일치 순서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동일한 

음이 성모, 운모, 성조 등에 걸쳐서 불일치하는 경우에도 성모, 운모, 성조 별로 각

각 다루기로 한다. 

4.2.1. 성모의 불일치

성모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아음 4, 설음 3, 순음2, 치음6, 후음2 등 모두 17字다. 

이들을 전통적인 七音 순서 즉 牙舌脣齒喉半舌半齒 순으로 살펴보되, 불일치음의 출

현 빈도가 높은 것부터 검토한다. 출현 횟수는 { }로 표시한다. 

출현 張次는 각 문헌에서 처음만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불일치음의 연원

134) 이하 논의에서도 여기 제시된 순서로 검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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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출현 용례를 충분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에는 몇 面을 선별하여 적절히 제시한다.135) 이와 함께『홍무정운역훈』의 음이 확

인된 것도 표시하고,『집운』의 음과 字釋,『광운』의 字釋도 필요에 따라 검토한다.

1) 牙音

(1) [堀]

‘堀’은 사용 빈도가 낮지 않은 한자인데,『동국정운』수록음과 다른 주음이 발견

된다. 성모와 운모가 모두 달리 나타난다.

[동운]H{8회}<석상13-1ㄱ(王舍城耆闍堀山中에 겨샤)/법언서-12ㄱ/법언1-19ㄴ/남

명하36ㄱ(堀에 드러 모미 갈마 오)>136)

[불일치음]{6회}H<월곡-67ㄱ(七寶行樹間애 銀堀ㅅ 가온)/석상6-44ㄴ(須達이 塔

세오 堀짓고)/석상23-39ㄴ(耆闍堀山ㅅ畢鉢羅堀애잇더니)>

[SK] H굴

[광운]衢物切, 臻合3入物群([說文]曰突也引詩曰蜉蝣堀閱…)

      苦骨切 臻合1入沒溪([宋玉]云堀堁揚塵)

[역훈]H뀯

‘H’은『월인천강지곡』,『석보상절』권6과 권23에서 발견된다. 모두 ‘窟, 穴’의 

뜻으로 모두 쓰였다. 

그런데 이런 의미라면『광운』의 物韻(평성은 3등운인 文韻이 상배한다)에 대응하

므로, 굳이 ‘’로 표기될 까닭이 없다. ‘’(堀)은『광운』의 沒韻(1등운) 音으로서, 

그 字釋은 “먼지가 날린다(堁揚塵)”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편『거요』는 ‘入, 渠勿切, 群母, 匊자모운’ 한 음뿐이기 때문에 역시 ‘H’과 무

관하다. 그렇다고 15세기 현실음(H굴)과도 유사하지 않다. 

한 가지 가능성은 ‘窟’(H)의 이체자로 쓰인 것이다.『說文解字段注本』 ‘堀’ 條

에 ‘堀突也突爲犬穴中暫出因謂穴中可居曰突亦曰堀俗字作窟古書堀字多…’라는 주기 

있는 것으로 미루어 ‘堀’과 ‘窟’이 이체자 관계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137) 그렇지

135) 전체 출현 張次 및 용례는 부록 참조.

136)『석보상절』(13-ㄱ)의 주음은 ‘’에서 ‘’로 교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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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동국정운』에서는 이들을 별개의 音, 별개의 字로 취급하였다. 아마도 音과 義

가 다르기 때문이었을 것이다.138) 요컨대 전형적인 이체자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

에 이 연구에서도 별도로 다루었다.

(2) [頃]

  [동운]L
  [동운]R{7회}<석상6-25ㄱ(여든 頃 해)/석상서3ㄴ/월석서13ㄴ(頃은 近間이라)/남

명서3ㄱ(頃刻),46ㄱ(千頃山)/남명하76ㄱ(2,見聞覺知)>

    ∎월곡R<56ㄱ,八十頃 東山애>

  [동운]R(上同 跬)

  [불일치음]R{4회}<남명상22ㄴ(2, 頃刻),23ㄱ(頃刻),24ㄴ(千頃山),46ㄱ(千頃山)>

  [SK]R경

  [광운]去潁切, 梗合3R靜溪 / 去營切, 梗合3L淸溪

  [역훈]L,R,R큉

『동국정운』은 복수음을 가지지만 실제 문헌음은 대부분 ‘R’으로 수렴한다. 다

만『남명집언해』의 ‘R’은『동국정운』수록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불일치음의 

연원은『광운』에서 찾을 수 없으며,『거요』에서도 찾을 수 없다.『거요』에서도 

음의 분포는『광운』과 동일하며, 見母 音은 없기 때문이다.

[거요] R犬潁切, 溪, 頃子母韻 / L窺營切, 溪母, 雄子母韻

불일치음의 용례가 ‘頃刻, 千頃山’인데, 이들이 동국정운 수록음인 ‘R’으로 쓰인 

용례가 다른 문헌에도 있으므로 ‘’이라는 주음은 오류로 보인다. 

여기서 ‘頃’의 현실음 성모가 ‘ㄱ’임에 주목하게 된다. 현실음에 이끌린 결과일 수 

있는 것이다.『남명집언해』(1482)가 다른 문헌에 비해 후대에 발간된 것과 무관하

지 않다고 생각된다. 다만 운모가 ‘’인 것은 開合에 철저한 태도를 보인 동국정운

의 편찬 원칙을 편찬자들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그런데『남명집언해』의 序는『동국정운』대로 주음이 되었는데 序와 본문이 차

137) 대만 교육부 이체자 전자사전(http://dict2.variants.moe.edu.tw/variants/)의 ‘堀2’(正字) 條에서 

재인용함.

138) ‘窟’은 沒韻으로『동국정운』음이 ‘H’이므로, ‘堀’(H)과는 韻과 聲母가 모두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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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인다는 점이 특이하다. 본문의 오류는 편찬자가 현실음에 이끌린 결과일 것

이다. 

(3) [驗]

 [동운]H{2회}<월석2-74ㄴ/능활1-85ㄴ>

 [SK] R험

 [불일치음] H험{2회}<영험 4ㄱ>

            R{1회}<남명상21ㄴ>

 [광운] 魚窆切, 咸開H3B豔疑

 [역훈]H

‘驗’은 본래 中古 疑母를 성모로 취하며,『거요』에서도 역시 疑母를 유지한다.

『동국정운』에서는『거요』의 疑母와 魚母를 ‘ㆁ(業母)’로 충실히 반영했음을 성모

에 관한 기술에서 말한 바 있다. 그런데『월인석보』나『능엄경언해』등 15세기 중

반의 문헌에 비해 15세기 후반의 문헌인『영험약초』와『남명집언해』의 주음이

『동국정운』과 불일치한다. H험(영험)은 聲母가 불일치한 것이고, ‘R’(남명)은 聲

母는 『동국정운』 음대로 주음되었으되 방점에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들의 주음은 

각각 聲母 및 방점에서 현실음에 이끌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 [權]

[동운]L꿘{38회}<석상13-38ㄱ(權은 저욼 림쇠니)/법언1-4ㄱ(일후믈 비러 引導
시논 젼로 權고 實티 몯며), 5ㄱ(權은 九界옛 三乘이시고 實은 佛界

옛 圓承이시고), 21ㄴ(이 經은 權을 뫼화 實에 간 디라), 136(이 經은 權을 

뫼화 實에 간 디라), 156ㄴ(디 權엣 혀근 사 니르텨 내샤매 겨시니

라), 158ㄴ(녯 權을 믈리와샤 이젯 實을 알에 시니)/능활1-15ㄴ/남명하

36ㄱ>

[불일치음]L권{1회}<법언1-158ㄴ(後ㅅ 네 句 權을 믈리와샤 니시니라)>

[SK] L권

[광운] 巨員切, 山合3L仙群

[역훈]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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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은『법화경언해』에서 총 32회 출현하는데 ‘L권’으로 주음된 것이 1회 나타난

다. ‘權’을 見母로 주음할 근거는『동국정운』은 물론 중국 운서에서도 찾기 힘들다.

『거요』에서도 群母로 나타나기 때문이다(『거요』, L逵員切, 群, 涓자모운).『역

훈』의 음과도 차이가 있다.139) 

게다가『법화경언해』의 같은 面(권1-158ㄴ)에서 동일한 용법으로 2회 출현하였

는데 뒤의 것이 ‘권’으로 주음된 것이다. 

따라서 ‘權’이 ‘권’으로 주음된 것은 오류로 보인다. 현실음에 이끌린 결과로 판단

한다.

2) 舌音

(5) [醍]

[동운]R톙{2회}<능3-26ㄱㄴ(醍醐)140)>

[SK] L뎨

[불일치음]L똉{6회}<남명하7ㄴ(醍醐)>

[광운] 杜奚切, 蟹開4L齊端(醍醐)/ 他禮切, 蟹開4R薺透(醍酒又音啼)

[역훈]R톙

모두 ‘醍醐’의 용례로 쓰였는데, 성모와 성조가 동국정운과 불일치한다141). 성모의 

경우『광운』은 물론 현실음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역훈』음과도 다르다.『거

요』는 透母 字다. 다만『집운』의 복수음 중 ‘醍醐也’라 풀이된 음의 성모가 定母라

는 점이 주목된다142). 

[거요] R土禮切, 透, 己자모운

[집운] L田黎切, 齊韻(醍醐也)/R土禮切, 薺韻(酒赤也)

여기서『집운』에 제시된 성모와『남명집언해』속 불일치음의 성모가 일치한다는 

139)『역훈』의 음은 全濁 성모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3등 介音을 포함하고 있다.

140)『능엄경언해』권3(목판본)의 한자음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다. 

141) 성조에 대해서는 ‘성조의 불일치 편’ 참조.

142)『집운』의 반절상자 ‘田’은 定母임(邵榮芬 201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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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주목하게 된다.『남명집언해』의 편찬자가『집운』을 직접 참조하였으리라는 

추론은 무리가 있지만, 이와 같은 음이 제시된 모종의 운서나 字書가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었을 수 있다. 아니면 全淸을 全濁으로 교정한 용례가『동국정운』에 많음을 

고려할 때, 이중 교정, 즉 현실음과 구분되는 또 다른 교정음을 선택한 결과일 수도 

있다. 15세기 조선에서『집운』이 애용되었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음을 감안하면, 

성모의 불일치는 후자에서 찾는 편이 더 온당할 수 있다.  

성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 것인가? 우선 현실음도 평성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

가 있다. 다만『광운』의 복수음 중 평성의 字釋이 ‘醍醐’이기 때문에 ‘L똉’로 주음

할 근거는 중고음 시기부터 찾을 수 있다. 상세한 것은 4.2.3(성조의 불일치)에서 

다루기로 한다.

(6) [吒]143)

 [동운] H당{2회}<석상13-13ㄴ(阿迦尼吒)/월석1-30ㄱ(提頭賴吒)>144)

 [동운] H탕(上同 詫)

 [불일치] H장{4회}<법언-61ㄴ(阿迦尼吒)>

         L당{2회}<남명하22ㄱ(여듧 힌 那吒ㅣ 姦邪호미 귓것 도다)>   

 [SK] H타

 [광운] 陟駕切, 假開2H禡知

 [역훈] H차(俗 本作 咤)

『동국정운』음은 'H당, H탕'인데, 문헌음도 복수음을 가지되 ‘H당, H장’로 나타

난다. 문헌음의 하나인 ‘H장(『법화경언해』)’는『동국정운』불일치음인데,『광운』

과 일치하지 않는 반면에『거요』의 성모와 대응한다.

[거요] 咤 :  陟嫁切, 知母, 訝자모운

『거요』역시 ‘咤’를 知母로 분류하긴 했으나,『거요』의 知系는 中古 舌上音(知

143) ‘吒’는『동국정운』에 이체자 ‘咤’로 수록되어 있다.『광운』에는 ‘吒’와 ‘咤’가 나란히 실려 있는

데 咤가 吒의 上同字라고 注記되어 있으며,『거요』에는 ‘咤’만 표제항으로 실려 있되 ‘古作吒, 今作

咤’로 주기되었다.

144)『佛頂心經諺解』에도 ‘吒’(H당)의 용례가 있다.

      ‘大·땡力·륵無뭉邊변阿吒·당鈸·拘궁羅랑神·씬·괘’(불정12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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系)과 正齒音(照系)이 합친 파찰음 계통이기 때문이다. 앞서 ‘3.2.1. 동국정운의 성

모 체계’에서 살펴본 바로, 동국정운과『거요』의 두드러진 차이는 동국정운이 中古 

知系와 照系의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법화경언해』의 ‘吒’ 

주음이『거요』와 대응한다는 점은 자못 특이하다. 다만 이 연구에서 확인한 유일한 

예이기 때문에,『법화경언해』의 편찬자가『거요』의 성모를 따른 결과라고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 어렵다.

한 가지 더 살펴볼 점은『역훈』의 음(H차) 역시 파찰음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

것은 직접적인 대응관계로 보기 어렵다.『역훈』에서 ‘吒’와 같이 ‘H차’로 나타나는 

글자는 ‘咤’, ‘奼’, ‘哆’, ‘㓃’, ‘差’ 등이 있는데 이들 중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헌 속

에 출현하는 것은 ‘差’가 유일하다. ‘差’는『역훈』에서 ‘L츠, L채, L처, H차, L차, H

채, H쩌, H차’ 등 8개의 복수음으로 나타나며, 동국정운 문헌음은 ‘L차(26회, 법화

경언해 등), L채(1회, 법화경언해)'이 있다.145). 그러므로 ‘差’의 문헌음은『역훈』과

의 대응관계가 없다. 따라서『법화경언해』의 ‘吒(H장)’가『역훈』의 영향이라고 말

할 근거는 희박하다.146)

(7) [沾] 

  [동운] L텸, L졈, H뎝, L텸(上同 覘), H텸(上同 覘) 

  [불일치음] L뎜{2회}<월석서7ㄴ(潤沾, 沾은 저질씨라 : 총 1회)

  [SK] L텸, R텸

  [광운] 張廉切, 咸開L3B鹽知 /他兼切, 咸開L4添透 /都念切, 咸開H4㮇端

  [역훈] L졈, L쳠, H쳠

이 연구에서는『월인석보』序에서만 ‘沾’의 용례를 확인하였다. 성모가 ‘ㄷ’(『동국

정운』斗母, 中古 端母 및 知母)로 주음되었는데 이는『동국정운』에 수록되지 않은 

음이다. 현실음도 ‘ㄷ’이 아니라 ‘ㅌ’로 나타나므로, ‘L뎜’의 연원은 다른 데서 찾아

야 할 것이다.『광운』의 복수음 3개 중 知母와 端母가 있으나 字釋을 보면 모두 강 

이름에서 기원하였으므로 여기서 연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 

145) ‘差’의 동국정운 수록음은 ‘L창,L창,L칑,H챙,H창(上同 蹉),H탕’이다. 

146) 사실『역훈』은 중국음을 전사하기 위한 운서이기 때문에『역훈』음과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직

접 대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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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 張廉切 (水名在上黨[說文]他兼切)

      他兼切 ([說文]曰水出壺關東入淇一曰沾益也)

      都念切 (水名在上黨)]

 

한편『집운』과『거요』도 각각 5개 및 3개의 복수음을 가지지만, 그중에서 ‘져질

씨라’와 상응하는 字釋을 찾기 어렵다. 참고로 이들의 字釋도 보인다.『집운』은 반

절 정보,『거요』는 字母 및 자모운 정보를 함께 제시한다.  

[집운] L處占切(沾沾自整頓也)/ L之廉切(沾沾輕薄也)/ L癡廉切

      L他兼切([說文]水出壺關東入洪一曰沾益也)

      H都念切(水出上黨壺口關一曰縣名在樂平)/入 的協切(沾沾自整皃)

[거요] L之廉切, 知母, 箝자모운([說文]曰水出壺關東入淇从水占聲或作添又本韻今增又見

添字注)

     L他兼切, 透母,箝자모운(沾沾輕薄也前魏其傳沾沾自喜…)

     入, 的協切,端母,結자모운(沾沾自整貌[史記魏其傳]沾沾自喜正義云自整頓也音帖又

鹽韻今增)

『漢語大詞典』에 따르면 ‘沾’이 ‘浸潤,浸濕’의 의미로 사용된 것은 일찍이 [史記]

陳丞相世家에서부터 보인다. 그러나 성모가 知母인지 透母인지는 여전히 판단하기 

어렵다. ‘沾’의 불일치 주음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3) 脣音

(8) [編]

[동운] L변{2회}<월석서11ㄴ(2, 各有編譜호, 編은 글월 씨라)>

[동운] R변

[동운] L뼌 

[불일치음] L편{2회}<월석서18ㄴ(2, 櫽括更添於新編야147))>

[SK] X편(新增類合-下37, 엿글 편)148)

[광운] 方典切, 山脣4R銑幇/布玄切, 山脣4L先幇/卑連切, 鞭소운, 仙脣3AL仙幇

[역훈]L변, H변

147) 이에 해당하는 언해문은 “새 논 글워레 고텨 다시 더어”임.

148)『新增類合』은 16세기 자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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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編’은 동국정운에서는 복수음 3개를 가지는데, 실제 문헌에서는 ‘L변’으로 주음된 

용례가 있으며(月釋序), 불일치음으로 ‘L편(월석서18ㄴ)’이 있다.『광운』은 모두 全

淸(幇母) 성모를 취했으므로 불일치음(L편)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거요』의 

영향이라 볼 수도 없다.『거요』도 복수음 둘을 가지는데, 모두 幇母이기 때문이다. 

『집운』에서도 滂母는 없다.149) 

그런데 현실음의 성모도 ‘ㅍ’(次淸)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러나 이것은 16세기 

문헌(『新增類合』)에 수록된 음이므로 ‘編(L편)’의 주음이 현실음의 영향을 받았다

고 단정하기는 힘들다. 현재로서는 아직 연원을 알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9) [貧]

[동운] L삔{2회}<법언1-231ㄱ(六道 衆生이 貧窮야, 貧窮은 쳔 업슬씨라)>

[불일치] L빈{2회}<석상23-3ㄱ(貧窮海 걷낼 씨니)/석상24-2ㄱ(貧窮바 걷낼씨

니)>

[SK] L빈, L150)

[광운] L符巾切, 臻開3B眞並

[역훈] L삔 

‘貧’은『동국정운』,『광운』모두 並母로 나타나며,『거요』에서도 마찬가지다. 반

면에 현실음이 ‘L빈’임이 주목된다. 현실음의 성모에 이끌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석보상절』권6,9,13,19는 오류를 바로 잡은 교정 흔적이 많은데 반면에 권23, 

24에는 그러한 교정 작업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貧’(L빈) 역시 교정 

작업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 언해본 편찬자들이 권23, 24까지 교정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역시 ‘L삔’ 정도로 교정하였을 것이다.

3) 齒音

(10) [隨]

  [동운] L{11회}<석상19-1ㄱ(이 法華經 듣고 隨喜 사)>

  [불일치음] L{5회}<영험6ㄴ(일후미 隨求ㅣ니)/석상24-20ㄱ(바  잇 羯隨

149)『집운』복수음이 5개나 되지만 幇母, 並母뿐으로, 滂母는 없다.

150)‘L’은『飜譯小學』,『훈몽자회』(손 L)와『千字文』(손 빙/빈)에서 발견된다(權仁澣 200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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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새 우루미)>

  [SK] L슈

  [광운] 旬爲切, 止合3L支邪

  [역훈] L쒸

『영험약초』의 주음(L)이『동국정운』수록음과 다르다. 이 점에서『석보상절』

과 차이가 있다.『광운』에서는 邪母이며『집운』(旬爲切)에서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현실음의 성모 역시 ‘ㅅ’로서, 불일치음과 같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실음의 

반영일 수 있는 것이다. 다만『거요』와의 대응관계도 무시할 수는 없다.『거요』의 

성모가 ‘商次淸次’ 즉 心母인 것이다.151)

요컨대『영험약초』의 주음은 현실음 성모에 이끌린 결과일 수 있다. 다만『거

요』에 포착된 근고 시기의 음이 모종의 경로를 통하여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

하지는 않는다. 

(11) [昭]

[동운] L{8회}<월석서9ㄴ(昭憲王后)/월석2-18ㄴ(周昭王),49ㄱ(昭王)>

[동운] L{1회}<월곡-10ㄴ(周昭王嘉瑞)>

[동운] R
[동운] H(上同 照)

[불일치음] L{1회}<남명상8ㄱ(延昭禪師)>

[SK] L쇼

[광운] 止遙切, 效開3AL宵章

[역훈] L,R,H

‘昭’의 주음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동국정운』 수록음이 아닌 ‘L’가

『남명집언해』에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나머지 문헌음은『동국정운』수록음

과 일치하는데, 유독『월인천강지곡』에서만 ‘L’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모든 문

헌에서 ‘昭’는 전부 고유명사 표기에 쓰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불일치음인 ‘L’는『집운』이나『거요』와도 일치하지 않는다.『집운』은 복수음 

넷을 가지는데 반절상자가 ‘之, 止’로서, 모두 正齒音(照 3계)이다.152) 한편『거요』

151)『거요』의 반절은『광운』과 같지만 五音의 주기는 心母로서,『거요』의 반절과 실제 음의 차이

를 보여주는 예의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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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讀音이 셋 나타나는데 성모는 知母(반절은 L之遙切, R止小切)이거나 禪母(반절

은 L時饒切)이므로『남명집언해』의 ‘L’와 일치하지 않는다. 

역시 주목할 점은 현실음의 성모가 ‘ㅅ’라는 점이다.『남명집언해』의 편찬자가 

현실음 성모에 이끌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흥미로운 것은 종성은

『동국정운』음을 취하였다는 사실이다. 운모(종성도 운모의 일부이므로)는 교정 원

칙에 철저하되 성모는 그렇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ㅱ종성은 流攝과 效攝에 

일률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韻만 확인하면 쉽게 표기할 수 있지만 성모는 한 字씩 

확인해야 하므로 쉽게 흔들릴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월인천강지곡』이 다른 문헌과 달리『동국정운』속 복수음 중 ‘L’를 선택

한 것은 분명히『광운』(章母)과 어긋난다.『집운』과『거요』에 이와 대응하는 음

이 있다. 이들 운서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복수음의 선택 

양상을 논의하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12) [新]

[동운] L신{7회}<석상13-42ㄴ,훈언2ㄴ,남명상5ㄴ, 남명하43ㄴ>

[불일치음] L{1회}<월석서18ㄴ(櫽括更添於新編야153))>

[SK] L신

[광운] L息鄰切, 臻開3A眞心

[역훈] L신

‘新’은『광운』이래 讀音이 心母 하나뿐인데, 15세기 문헌에서 동국정운 수록음인 

‘L신’ 이외에 ‘L’으로도 출현하는 것이 이채롭다.『월인석보』序의 ‘L’이 어디서 

연원하였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물론 현실음과도 다르다. 誤刻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3) [殊]

[동운] L쓩{79회}<석상9-1ㄴ/석상19-18ㄴ/월석서14ㄴ/법언1-41ㄱ154)/능활1-25ㄱ/

남명상1-13ㄴ

     ∎월곡 L쓔{1회}<30ㄴ>

152)昭(『집운』): L之遙切, 宵韻/L之遙切, 宵韻/H之笑切, 笑韻.

153) 이에 해당하는 언해문은 “새 논 글워레 고텨 다시 더어”임.

154)『법화경언해』에는 25회 출현한다.



- 96 -

[불일치음] L쯍{1회}<법언1-16ㄴ(文殊ㅣ疑心을 決샤)>

[SK] L슈

[광운] 市朱切, 遇開3AL虞禪

[역훈] L쓔

『법화경언해』에서 ‘L쯍’로 주음한 것은『동국정운』과 불일치하며 현실음과도 

다르다.『광운』은 물론『거요』에서도 禪母이기 때문에 특별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L慵朱切, 禪母, 居자모운). 

字形이 비슷한 ‘珠’와 착각할 가능성은 적다. ‘珠’의『동국정운』음이 ‘L즁’로, 거

리가 멀기 때문이다.155) 덧붙여 지적할 점은 ‘L쯍’로 주음된 ‘殊’의 字形이 ‘ ’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집운』에서는 ‘ ;가 ’䰡‘(勑栗切)의 이체로 제시되어 있어서 

‘L쯍’와는 거리가 멀다. 현재로서는『법화경언해』(1-16ㄴ)의 字形을 ‘殊’의 이체로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쨌든『법화경언해』에서 단 1회 출현한 불일치음은 편찬자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全濁으로 표기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14) [授]

[동운] H{21회}<석상6-46ㄴ/석상13-25ㄴ/석상19-30ㄴ/석상24-33ㄱ/월석1-4ㄱ/  

     월석2-9ㄱ/법언1-6ㄴ/능활1-14ㄴ/남명상54ㄴ>

     ∎월곡H{3회}<3ㄴ>

 [동운]R{3회}<남명하22ㄴ, 25ㄱ(2)>

 [불일치음]H{1회}<영험-11ㄴ>

 [SK] H슈

 [광운] 承呪切, 流開3AH宥禪

 [역훈] H

『영험약초』의 주음은 성모가『동국정운』과 일치하지 않는다. ㅱ종성은 충실히 

반영하였지만 성모를 전청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거요』속 성모와도 다르다.

『거요』는 두 개의 음을 지니는데 성조의 차이일 뿐 성모는 모두 禪母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155) 珠: 遇開3AL虞章(『광운』), L쥬(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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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요] R是酉切, 禪, 九자모운/H承呪切, 禪, 救자모운

결론적으로,『영험약초』 편찬자가 현실음 성모에 이끌린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4) 喉音

(15) [聿]

[동운] H(欲母)

[불일치음] H{3회}<월석서16ㄱ(仰事聿追컨댄)ㄴ(聿은 말 始作 겨치오),

                     17ㄱ(울워러 聿追 랑건댄)>

[SK] H률

[광운] 餘律切, 臻合H3A術以

[역훈] H윧

‘聿’은『월인석보』序에서만 확인되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 엄밀했던『월

인석보』에서『동국정운』수록음과 달리 나타났다는 사실이 이채롭다.『월인석보』

의 'H'은 현실음의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현실음은 '律'의 유추일 것이다.156)

(16) [恩]

[동운] L{22회}<석상6-1ㄴ(恩愛)/석상9-6ㄴ/석상13-39ㄴ/석상23-21ㄴ(恩惠)

                /법언1-10ㄱ(慈恩)/능활1-24ㄱ/남명상9ㄴ/남명하64ㄱ>

[불일치음] L{2회}<월곡46ㄴ(恩愛),51ㄴ(恩惠)>

[SK] L은

[광운] 烏痕切, 臻開1L痕影(恩澤也惠也愛也隱也…)

[역훈] L

‘恩愛’(석상6, 월곡), ‘恩惠’(석상23,월곡)의 용례를 볼 때, 불일치음은 의미의 차이

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없다.『광운』이나『거요』,『집운』에서도 음은 하나뿐이다. 

그러므로 恩을 ‘L’으로 주음한 것은『월인천강지곡』편찬자의 오류라 할 수 있다. 

156) ‘律’은『광운』(呂卹切, 臻合3A入術來)과『거요』에서 성모가 모두 來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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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모를 ‘ㆆ(挹母, 중고 影母)’이 아니라 ‘ㆁ(業母)’로 주음했다

는 사실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불일치음은 현실음에 이끌린 결과로 볼 수 있겠으나, 

‘恩’의 불일치음은 오히려 ‘ㆁ’로 주음함으로써 편찬자가 한자음을 교정하겠다는 의

도를 명백히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교정음을 착각한 오류일 수 있

는 것이다.

(17) 殃

[동운] L{4회}<남명상61ㄱ(殃孼),77ㄱ(殃禍)/남명하32ㄴ(殃禍)>

[불일치음] L{1회}<영험14ㄱ(災殃)>

[SK] L
[광운] 於良切, 宕開3L陽影

[역훈] L

『영험약초』의 주음(L)이『동국정운』수록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동국정운』

을 따르자면 挹母(中古 影母)가 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欲母(中古 以母=喩4)로 나타

난 것이다.『광운』이나『거요』속 성모는 모두 影母이므로, 이들과의 대응 관계도 

없다. 

주목할 것은 불일치음 성모(L)가 현실음과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현실음 성모에 

이끌린 결과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介音을 포함한 운모()가 현실음과 달

리 유지되었다는 점은 특색이다.

이제까지 성모가 동국정운과 불일치하는 17자를 살펴보았다. 그 양상을 표와 함

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7) 

① 誤刻 혹은 이체자 주음일 가능성 있는 ‘新’이나 ‘堀’, ‘殊’를 제외하면 성모가 확

실히 불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글자는 14자가 된다. ‘頃, 驗, 權 醍, 吒, 沾, 編, 

貧, 隨, 昭, 수 授, 殃, 恩, 聿’.

② 이중 출현 빈도가 2회 이상 되는 字는 ‘頃, 醍, 吒, 沾, 編, 貧, 隨, 聿, 恩’ 9字

로, 성모가 현실음과 같은 것은 ‘頃, 編, 貧, 隨, 聿’ 인데 이들은 현실음 성모에 

157) 동국정운의 복수음 밑줄 친 것이 문헌음이다. 上同音은 (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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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린 주음일 가능성이 있다.

③ 한편 ‘醍’는 차청(ㅌ)이어야 할 것을 全濁(ㄸ)으로 주음한 것이며 ‘恩’은 ‘ㆆ’이어

야 할 것을 ‘ㆁ(業母)’로 주음한 것이다. 또 ‘吒’(H장)는 동국정운 한자음의 원칙과 

달리『거요』의 知母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④ ‘新, 堀, 殊’를 제외한 字 중 출현 빈도가 1회인 경우는 ‘權, 昭, 授, 殃’ 4字인데 

이들은 모두 현실음 성모와 일치한다.



- 100 -

字 동운
불일치음

{ }는 출현수
현실음 비고

堀 H H{6}

(월곡,석상)
H굴 연원을 알기 어려움. 窟의 이체로 표기하였을 가능성

頃
R
L

R{3}

(남명)
L ㅋ>ㄱ

(성모가 현실음과 같음. 합구개음은 동국정운과 대응)

驗 H R{2}(남명)

H험{1}(영험)
R험

ㆁ>ㅎ(영험: 성조를 제외하면 현실음과 같음)

 (남명상: 성조가 불일치)

權 L꿘 L권{1}(법언) L권 ㄲ>ㄱ(성모가 현실음과 같음. 광운‧거요는 群母)

醍 R톙 L똉{6}(남명) L뎨 ㅌ>ㄸ(전탁 성모로 과도 교정하였을 가능성)

吒 H당

(H탕)

H장{2}(법언)

L당{2}(남하)
H타

ㄷ>ㅈ(법언). 연원을 짐작하기 어려움

다만 거요의 知母와 일치함.

沾

L텸

L졈

H졉

(L텸)

(H텸)

L뎜{2}(월석)
L텸

R텸
문헌음은 월석에서만 확인함. 성모의 연원을 찾기 힘듬.

編

L변

R변

L뼌

L편{2}(월석) x편
ㅂ>ㅍ(현실음과 성모가 일치함)

 (월석서의 다른 용례에서는 L변)

貧 L삔
L빈{2}

(석상23)
L빈 ㅃ>ㅂ(현실음과 성모가 일치함)

隨 L L{5}(영험) L슈 ㅆ>ㅅ(현실음과 성모가 일치함)

昭

L
L
R

(H)

L{1}(남명) L쇼
ㅈ>ㅅ(ㅱ의 음가가 없음을 고려하면, ‘’는 현실음(쇼)과 일

치한다고 볼 수 있음)

新 L신 L{1}(월석) L신 ㅅ>ㅿ. 연원을 짐작하기 힘듬. 誤刻일 가능성이 있음

殊 L쓩 L쯍{1}(법언) L슈 ㅆ>ㅉ(珠와 착각하고 全濁으로 새겼을 가능성이 있음) 

授
H
R

H{1}

(영험)
L슈 ㅆ>ㅅ(현실음과 일치)

聿 H H{3}

(월석)
H률 ㅇ>ㄹ(현실음과 일치)

恩 L L{2}(월곡) L은 ㆆ>ㆁ(교정음을 ‘ㆁ’로 착각한 결과일 수 있음)

殃 L L{1}(영험) L ㆆ>ㅇ(성모가 현실음과 일치함)

<표 10> 성모 불일치 17字(동운 음에서 밑줄친 부분은 문헌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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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문헌과 字種을 관련시켜 보면, 초기 문헌(1440년대) 중『월인석보』序에서 

3字(沾, 編, 新),『월인천강지곡』에서 2字(堀, 恩),『석보상절』(권23)에서 2字(堀, 

貧),『법화경언해』3字(權, 吒, 殊)가 발견되었다. 15세기 후반 문헌은『영험약초』

에서 4字(驗, 隨, 授, 殃),『남명집언해』에서 3字(頃, 醍, 昭)가 확인되었다.『석보상

절』권23은 그 이전 권에 비해 교정작업을 거치지 않았으므로(安秉禧 1981) 여기서 

1字가 불일치음으로 출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월인석보』의 경우

는 자못 특이하다. 이 문헌 속의 불일치음(編, 聿)이 현실음에 이끌린 것이라면 초기 

문헌이면서도 그러하였다는 점이 이채롭다.

한편 15세기 중후반 문헌이라 할 수 있는『법화경언해』,『영험약초』,『남명집언

해』는 동국정운식 표기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경향을 동시에 보인다. 첫째, 현실음 

성모와 일치한 표기가 많다. ‘權’(법언), ‘隨’(영험), ‘授’(영험), ‘驗’(영험), ‘殃’(영험), 

‘頃’(남명), ‘昭’(남명) 등이 그러하다. 둘째로 정칙 교정음에서 불일치 교정음으로 바

꾸어 표기한 예가 보인다. ‘殊’(법언), ‘醍’(남명) 등이 그러한 예다. 이것은 현실음과

는 구별하여 교정하되, 교정음 자체를 혼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또『영험약초』와『남명집언해』에서는 현실음에 이끌리면서도 동국정운식 표기

를 고수하는 태도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된다. ㅱ종성은 유지하였으되 성모

가 불일치하였거나(昭, 授), 止攝 合口에서 운미 ‘ㅣ’가 나타나는 동국정운 음의 특

징은 유지하였으되 성모가 불일치한 경우(隨), 운모의 介母는 유지하였으되 影母를 

소실한 경우(殃) 등이 그러하다. 편찬자들이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둔 요소가 어디였

는지를 간접적으로 추론하게 하는 예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4.2.2. 운모의 불일치 

운모가 불일치하는 글자는 모두 10字로 집계된다. ‘耨, 巍, 部, 霧, 垓, 解 ,堀, 般, 

卯, 阿’ 등. 이들을 16攝의 순서로 살펴보되, 같은 攝 안에서는 불일치음의 출현 빈

도가 높은 경우부터 검토한다.

(1) [耨]

[동운] H
[불일치음] H녹{30회}<석상9-4ㄱ(阿耨多羅三藐三菩提)/석상13-3ㄴ(阿耨多羅三藐三菩

提),7ㄴ(阿耨達)/석상19-27ㄴ(阿耨多羅三藐三菩提)/석상23-9ㄴ(阿耨多羅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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藐三菩提),36ㄱ(阿耨達龍王)/석상24-35ㄴ(阿耨多羅三藐三菩提)/능활1-14ㄱ

(阿耨菩提)>

[SK] H녹, R누 

[광운] 内沃切, 通開入H1冬泥/ 奴豆切, 流開入H1候泥

[역훈] H

‘耨’는 중고음부터 거성과 입성을 가지는 복수음으로 유지되었다.『집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다만 거성 條에서는 ‘槈’을 먼저 기본자로 제시하여 ‘耨’를 이체자

로 취급하였다.

[집운] 槈 H乃頭切, 候운 (‘槈鎒耨’ 순으로 제시)/入奴沃切, 沃韻 (‘耨槈辱’ 순으로 제

시)

‘耨’의 복수음은 의미의 차이로 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광운』과『거요』

의 字釋이다.

 

[광운] 入聲: 釋典云阿耨

     去聲: 五經文字云經典相承從耒久故不可改

[거요] 去聲 [說文]薅器也本作槈從木辱聲今文作耨五經文字云經典相承從耒久故不可改

           孟子深耕易耨纂文曰耨如鎒柄長三只(중략)呂氏春秋耨柄尺其長六寸(중략)又屋韻

      入聲 (실제 표제자는 없음)

위의 字釋에 따르면 入聲은 經典(대장경)에 나오는 고유명사 음이며(『광운』의 入

聲 條), 거성은『說文解字』에서부터 밭 매는 도구 혹은 그 일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였다.158) 요컨대 ‘耨’의 복수음 중 입성이 바로 불교음역에 사용된 음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문헌에 출현하는 ‘耨’은 대부분 불교 고유명사

인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주음하는 데 쓰인 것이며 나머지도 ‘阿耨菩提, 阿耨達龍

王’으로 대동소이하다. 문헌의 편찬자들이 불교음역용으로 동국정운 수록음(거성) 대

신 전통적인 입성 음으로 주음한 것이다. 

그런데 ‘耨’는 본래 중고음(『광운』) 시기부터 입성음과 거성음 둘을 가지고 있었

다. 물론『집운』도 마찬가지다. 흥미로운 점은『거요』에서는 거성음을 표제자로 

158)『광운』의 거성 字釋은 “(전통 字書의 하나인)『五經文字』에 따르면 오랫동안 이 글자의 形部로 

‘耒’를 써왔으므로 다른 이체로 고칠 수 없다.”는 뜻이다(『漢語大詞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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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하고 ‘又屋韻’이라 주기하였으면서도 정작 屋韻에는 이 글자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동국정운』의 편찬자들이『거요』에 누락된 것을 그대로 반영하여 입성

음도 누락시켰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미수록자에 관한 서술에서 미수

록자가 대부분『거요』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음을 살펴보았거니와, 이 

역시『거요』가 그 외적인 체재에서 동국정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巍]

[동운] L{8회}<남상37ㄱ/남하32ㄱ(巍嵬야 파란 바회 알 사만 잇니라, 巍嵬 
놉고클시라)>

[불일치음] L{5회}<월석1-1ㄱㄴ, 월곡1-ㄱ(L)>

[SK] L외159)

[광운] 語韋切, 止合L3微疑

[역훈] L

『월인석보』와『월인천강지곡』의 “巍巍釋迦佛 無量無邊功德을 劫劫에 어느 다 

리”에 주음된 음이다. 中古에서는 止攝微韻3등(重紐B)자로서 순음을 제외하면 

운모가 ‘윙’로 주음되는 것이『동국정운』교정 원칙에 맞는다. 다음은 微韻 合口 및 

거기에 상배하는 尾(상성)未(거성)의『동국정운』음을 보인 것이다. ‘巍’가 거의 유

일한 예외임을 알 수 있다.

歸L귕 韋L 威L 揮徽L휭 鬼R귕 貴H귕 尉H 諱H휭 謂H윙 

非誹肥L빙 微L밍 尾R밍 味未H밍

다만 ‘畏’는『동국정운』에서 ‘L, H’ 두 음을 가지지만 문헌음은 모두 ‘H’로 

수렴하며, 또『광운』에서도 尉小韻에 소속된 단일음이기 때문에 예외음으로 보기 

어렵다.

畏 [동운]L
   [동운]H<석상13-39ㄴ/석상23-11ㄱ/법언1-140ㄴ>

159) ‘巍然히, 巍然 노씨라’(『육조법보단경언해』서6ㄱ), 노 외(『유합』-하53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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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가능성은 中古 후기와 근고 사이에 일어난 음운 변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다. ‘巍’는『거요』에서 嬀자모운에 속하는데 嬀자모운의 합구자들이 주로 

‘욍’나 ‘윙’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嬀자모운은 中古 止攝 合口3‧4등, 蟹攝 合

口1‧3등이 합류한 것인데(權爀埈 1995:161), 그중 ‘巍’와 같은 中古 止攝合口字에서

『동국정운』에 ‘욍’ 계열 운모로 나타나는 글자는 찾기 어렵다. 嬀자모운 중 ‘욍’ 

운모로 나타나는 글자는 中古 蟹攝 합구자들이다. 

隗 [동운] LR [광운] 蟹R合1賄疑 [거요] 嬀자모운, 魚母 / 軌자모운, 疑母

推 [동운] L툉L [광운] 蟹合1L灰透 / 止合3L脂昌 [거요] 嬀자모운, 透母 / 嬀자모

운, 徹母160)

瑰 [동운] L굉L [광운] 蟹合1G灰見 / 解合L1灰匣 [거요] 嬀자모운, 見母 / 嬀자모

운, 匣母

그러므로 ‘L(巍’는 15세기 현실음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성모는 中古 疑母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되 운모에서 현실음에 대응한다는 점이

다. 이를 성모 교정에만 충실한 결과 운모의 교정을 망각한 ‘오류’라고 하기는 어려

울 것이다.『월인천강지곡』과『월인석보』제일 첫 머리 가사에 해당하므로, 눈에 

띄는 오류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운모에서는 의식적

으로 讚佛讀誦의 전통음을 그대로 보존한 것이 아닌가 한다. 거꾸로 말하면 성모만

은 전통음을 수정해서라도 교정음으로 교체하려고 노력했다고 평할 수도 있겠다.

흥미로운 점은『남명집언해』에서는 ‘L’로 주음하였다는 점이다. 15세기 후반이 

되자『동국정운』음과 합치시킨 것이다.

 

 (3) [部]

[동운] R뽕{20회}<석상9-1ㄴ,13-16ㄴ/월석서19-ㄱ/월석1-4ㄱ/월석2-15ㄱ/영험15

ㄱ>

[동운]∎월곡 R{5회}<3ㄱ>

[동운] R(上同 剖)

[불일치음] R뿡{5회}<석상23-31ㄱ, 24-48ㄴ>

[SK] H부

160) ‘推’의 ‘툉’는 嬀자모운이지만『광운』蟹攝에 속하므로 ‘巍’의 주음에 관한 논의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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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 裴古切, 遇開R1姥並/ 蒲口切, 流開R1厚並

[역훈] R뿌, R(프+ㅱ)

‘天龍八部’, ‘八部’ 등에 쓰인 예가 대부분인데,『동국정운』음은 셋이지만 문헌음

은 ‘R뽕’로 주로 나타난다. 다만『월인천강지곡』은 ‘R’로 주음하였다. 

『석보상절』권23의 주음은 현실음(H부)의 운모 ‘우’의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安秉禧(1981)에서 지적한 대로 이보다 앞서 간행된『석보상절』에

서 여러 차례 교정의 대상이 된 글자인 점을 감안하면,161) 교정 작업을 진행하지 

않은 상태인 권23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불일치음이라 할 수 있다.

(4) [霧]

  [동운]H뭉, L몽(上同 雺), H몽(上同 雺)

  [불일치음] H{1회}<남명상70ㄱ(蚩尤ㅣ 雲霧 내니)>

  [SK] R무

  [광운] 亡遇切, 遇中3H遇明

  [역훈] H

‘霧’를 ‘H’로 주음한 것은『남명집언해』의 과도 교정이다. 동국정운에서는 ㅱ 

종성이 中古 效攝과 流攝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遇攝 소속자는 언제나 ‘ㅇ’ 종성으

로 나타난다. 물론 이것은『거요』에서도 마찬가지다. 遇攝은『거요』의 孤자모운, 

居자모운(평성 기준)으로 나타나며 그 재구음은 각각 [u],[Iu]다. 반면에 效攝은 高

자모운[au]‧交자모운[ĭau]으로 나타나며, 流攝은 驕자모운[Iɛu], 驍자모운[iɛu]에 대

응한다.『광운』과『거요』어느 쪽으로 보아도 ‘霧’를 ‘ㅱ’ 종성 자로 표시할 근거는 

없는 것이다. 

 

(5) [垓]

[동운] L갱

[불일치음] L{2회}<남명하5ㄱ(九垓)>

[SK] L(嘉禮都監儀軌-20)162)

161)『석보상절』권9와 13에서 각각 朱墨을 이용하여 ‘R뿡’를 ‘R뽕’로 교정한 바 있다. (석상9-1ㄴ(八

部), 석상13-16ㄴ(部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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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 古哀切, 蟹開L1咍見

[역훈] L개

『남명집언해』의 ‘垓’(L)는『동국정운』수록음과 다르다. 그런데 논의를 위해서

는『동국정운』음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中古 蟹攝 1등자는『동국정운』에서 

대부분 ‘’로 주음되는데163) 유독 ‘앵’ 형으로 주음되는 글자들이 있으니 대표적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거요』는 성모와 자모운, 재구음을 표시하였다. 또 이 연

구에서 확인한 문헌음이 있으면 마지막에 덧붙였다. 164)

孩 [동운] L [SK]L  [광운]蟹開1L咍匣 [거요] 合母, 該자모운[ai] 

頦 [동운] L [SK]L  [광운]蟹開1L咍匣 [거요] 合母, 該자모운[ai]

亥 [동운] R [SK]R  [광운]蟹開1R海匣 [거요] 匣母, 改자모운[ai]

荄 [동운] L갱 [SK]L  [광운]蟹開1L咍見/蟹開2L皆見 

                        [거요] 見母, 該자모운[ai]/見母, 佳자모운[ĭai~iai]

該 [동운] L갱 [SK]x  [광운]蟹開1L咍見 [거요] 見母, 該자모운[ai] 

垓 [동운] L갱 [SK]?    [광운]蟹開1L咍見 [거요] 見母, 該자모운[ai]

咳 [동운] H캥 [SK]R  [광운]蟹開1H代溪 [거요] 없음

痎 [동운] L갱 [SK]L  [광운]蟹開2L皆見 [거요] 見母, 佳자모운[ĭai~iai]

駭 [동운] R [SK]R  [광운]蟹開2R解匣 [거요] 匣母, 解자모운[ĭai~iai]

‘亥’를 성부로 하는 한자들은 中古에서 咍韻(1등)이거나 皆韻(2등)이다.165) 그러나 

현실음은 1,2 등 운모 차이를 구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모 역시 모두 ‘ㅎ’로만 나

타난다. 이는 ‘亥’에 이끌린 유추음이라 할 수 있는데,『동국정운』에서는 이를 잘못

이라 보고 성모와 운모를 모두 교정한 것이다. 

즉 中古 1등 및 2등의 見母 字는 모두 ‘갱’로 주음하였고(溪母 字도 여기에 준하

여 ‘캥’로 주음하였고) 匣母 字는 ‘’로 주음한 것이다. 조운성(2011:87, 90-92)에

서도 咍韻의 치두 및 후음과 端‧透‧定‧來母가 모두 ‘’로 표시되며, 牙音과 泥母는 

‘앵’로 주음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남명집언해』의 주음(L)은 성모에서는 동국정운의 見母를 채택했지

162) 南廣祐(1995)에 의함.

163) 편의상 초성 자리에 ‘ㅇ’을 넣었음.

164)『거요』자모운의 재구음은 花登正宏(1997), 愼鏞權(2002)의 것이다,

165) 海韻(상성)은 咍韻과, 解韻(상성)은 皆韻과 상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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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운모에서는 현실음을 따른 것이다. 아마도『남명집언해』의 편찬자는 교정음을 

따르려 노력하였지만, 현실음의 성모(ㅎ)을 교정하려는 데에 초점을 둔 나머지 운모 

교정은 누락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한다.166)

  (6) [解]

[동운] R갱{17회}<석상13-40ㄱ/석상서5ㄴ/월석서5ㄱ/법언서-23ㄱ/영험12ㄱ

                 /남명서-2ㄴ/남명상35ㄱ/남명하52ㄱ>

[동운] H갱

[동운] H갱(上同 懈)

     R{28회}<석상6-29ㄱ,9-3ㄱㄴ,13-3ㄱ,19-27ㄱ/석상23-9ㄴ/법언1-6ㄱ>

[동운] H{10회}<남명상31ㄱ(聖解)/남명하6ㄱ(聖解)>

[SK] R, H, R하

[불일치음]R{19회}<법언1-26ㄴ(解脫 사미니),140ㄴ,142ㄴ,143ㄱ(2),150ㄴ,160

ㄴ(5),161ㄱ,162ㄱ,163ㄱ>

[광운] R胡買切, 蟹開2佳見/ R佳買切, 蟹開2佳匣 

      H古隘切, (蟹開2卦見/ H胡懈切, 蟹開2卦匣

[역훈]R걔(俗音 계), H걔

‘解’는 동국정운 음이 上同音을 포함하여 5개이며, 문헌에서도 주로 의미에 따라 

3개로 분화된다. 그중 다수는 ‘R갱’, ‘R’이며 ‘H’는『남명집언해』에서 1회 나타

난 것이 유일하다.167)

불일치음인 ‘R’는『법화경언해』권1에서 20회 나오는데 모두 ‘解脫’의 음으로 

주음된 것이다. 그 밖의 문헌에서는 ‘解脫’이 모두 ’R갱H퇄‘로 주음되었으니,『법화

경언해』의 주음이 특이한 것이다.『법화경언해』권1 중 ’R갱‘, ’R‘로 주음된 경우

는 용례가 다르다.

R갱: 법언1-9ㄴ(이 解 안마란), 10ㄱ(注解 다 窮究야) 등.

R: 법언1-6ㄱ(信解品),32ㄱ(解空), 148ㄴ(第一稀有難解옛法이라), 161ㄴ(難解) 등. 

166) 위에 제시한 한자들 중에 문헌에서 확인된 것은 ‘垓’ 이외에 ‘亥’가 있는데 그 문헌음은 동국정운

을 따랐다; 亥 R(석상6-40ㄱ,법언서-21ㄴ,월석2-66ㄱ).

167) 복수음이 문헌음에 실제 선택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주로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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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경언해』권1의 ‘解’(R)는 현실음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현실음은 곧 전

승음이므로 ‘解脫’이라는 불교 용어의 전승 운모를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현실음은 

‘R, H, R하’ 등으로 나타나는데『육조법보단경언해』,『번역소학』등 여러 문헌

에서 보인다. 다음은『육조법보단경언해』의 경우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R하’는 

‘解脫’의 표기에 사용된 경우가 다수다.

R 육조서-5ㄴ(行과解왜)/상-29ㄱ(心中見解),35ㄴ(見解),47ㄱ(解며)/중-4ㄴ(이 解

 짓닌),93ㄱ(涅槃解)/하-29ㄱ(知解宗徒),35ㄴ(見解),36ㄴ(大乘見解) 

R하 육조상-59ㄱ(解脫),89ㄱ(解脫),91ㄱ(解脫)/중22ㄱ(解脫香),22ㄴ(解脫知見香)/하

-12ㄱ(涅槃知見)

H하 육조중22ㄱ(解脫香)/하-11ㄴ(解脫知見),36ㄴ(解脫得)

그런데 ‘R’는 다만 성모를 全濁인 中古 匣母로 교정하였다는 점이 동국정운적 

규범의 일면을 유지하고 있다. 어째서『법화경언해』에서만 이렇게 주음하였는지에 

대해 문헌의 성격이나 편찬 인력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육조법보단경언해』중 유독 ‘解脫’의 주음에서만 발견되는 ‘R~H’를 과연 

현실음으로 보아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일반적으로 이 문헌은 동국정운에서 벗어나 

현실한자음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고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주음된 한자음

을 모두 현실한자음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거기에도 특이한 한자음이 있을 수 

있다. ‘解’의 주음을 중심으로 이 문헌에 대한 별도의 연구도 있어야 할 것이다. 

(7) [堀]

[동운] H{8회}<석상13-1/ 법언서-12ㄱ, 법언1-19ㄴ/남명하36ㄱ((堀에 드러 모미 

갈마 오)>168)

[불일치음]{6회} H<월곡-67ㄱ(七寶行樹間애 銀堀ㅅ 가온)/석상6-44ㄴ(須達이 塔

세오 堀짓고)/석상23-39ㄴ(耆闍堀山ㅅ畢鉢羅堀애 잇더니)>

[SK] H굴

[광운] 衢物切, 臻合3入物群([說文]曰突也引詩曰蜉蝣堀閱…)

      苦骨切 臻合1入沒溪(宋玉云堀堁揚塵)

[홍역] H뀯

168)『석보상절』(13-ㄱ)의 주음은 ‘’에서 ‘’로 교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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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堀’은 중고음에서 溪母(臻攝沒韻)와 群母(臻攝物韻) 등 두 개의 음을 가지는데, 

동국정운에서는 群母만 나타난다.『월인천강지곡』과『석보상절』권6, 권23에서는 

특이하게도 溪母(沒韻)로 주음되었다. 초기 문헌에서 이렇게 불일치음이 나타나는 

것은 쉽게 설명하기 힘들다. 다만 성모의 불일치편에서 언급하였듯이 ‘窟’()의 이

체자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說文解字段注』에서 그 근거가 보인다.169)

(8) [般]

[동운] L반{46회}<석상6-41ㄱ,13-14ㄴ,19-44ㄱ/석상23-32ㄱ/석상24-5ㄱ/월석서5

ㄱ/월석2-4ㄱ/능목1-9ㄱ/능활1-3ㄴ/남명상6ㄱ/남명하1ㄱ>

[동운] L반170)

[동운] R반

[동운] L빤

[불일치음] H{3회}<법언1-63ㄴ(般涅槃), 능목1-4ㄴ(네般若時[시]오)>

[SK] H반, L반

[광운] L布還切, 山脣1L刪幇/L薄官切, 山脣1L桓並/L北潘切 山脣1L桓幇

[역훈] L반

앞의 ‘H(阿)’과 비슷한 경우다. ‘般’은 동국정운은 물론『광운』,『집운』,『거

요』모두에서 평성이나 상성으로 나타날 뿐 입성음은 없다. 역시 불교역음을 위해 

의식적으로 ‘ㅭ’ 표기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법화경언해』권1과 목판본

『능엄경언해』에서만 나타나는데, 목판본『능엄경언해』의' ‘H(般)’에 대응하는 

주음이 활자본『능엄경언해』(능활1-15ㄱ)에서는 ‘L반’이다. 활자본『능엄경언해』

에서 분명히 동국정운식으로 ‘L반’이라 주음하였으나 목판본에서 이를 ‘H’로 수정

한 것이다.

한편『광운』에서는 복수음 중 刪韻 부분의 字釋에서 ‘還師亦作班師又盤鉢三音’

이라 풀이하고 있다. 入聲인 ‘鉢’과 같은 음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鉢’의 소속

운인 末韻에는 정작 ‘般’이 들어있지 않다. 이미 中古 시기에도 전통 중국음과 구별

되는 불교역음용 異音이『광운』에도 수록된 것이다.

169) 이에 대해서는 ‘4.2.1.성모의 불일치’ 논의 참조.

170) 음이 완전히 동일한데 같은 운에서 또 한 번 출현하였다. 동국정운에는 이런 예가 몇 군데에서 

보인다. 특히 ‘耳’는 연속으로 출현하고 있다. 그 연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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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卯]

[동운] R{3회}<석상6-42ㄱ(穆王 열둘 찻 辛卯ㅣ라)/월석2-67ㄱ(永平 열 찻 丁

卯ㅣ라)>

[불일치음] R{1회}<월석서26ㄴ(天順三年己卯七月七日序)>

[SK] R묘

[광운] 莫飽切, 效開2R巧明

[역훈] R

『월인석보』序의 ‘R’가 특이한 주음이다.『광운』은 물론『거요』에서도 그 음

을 찾기 어렵다. 특이하게『집운』에서는 복수음이 되는데, 새로 늘어난 음은 상성 

薺韻 중 濟小韻에 속하는 글자로『월인석보』序의 음과 무관하다.

[집운]R莫飽切, 卯소, 攷운(字釋: [說文]萬物之冒也二月萬物冒地而出象開門之形故二月

爲天門)

      R子禮切, 濟소, 薺운(事之制也)

흥미로운 점은『광운』,『집운』,『거요』에 이르기까지 반절이 동일하게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다. 전통적인 음 정보가 변하지 않고 전해 왔기 때문에『월인석보』序

의 주음은 특이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주음의 연원에 대해서는 먼저 현실음의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월인석

보』의 편찬자가 현실음을 의식적으로 따랐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ㅱ종성을 표기

한 것은 교정 한자음을 철저히 적용하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다만 ‘巍(L)’의 주

음처럼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불교독송음을 유지한 태도가 이어진 것이라 생각할 수

는 있다. ‘卯’는 불교독송에 사용된 字는 아니지만 十二支의 명칭이라서 일정한 규범

성이 그 자체로 인정되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추론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巍’의 

경우와 달리 설득력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서 ‘卯’와 같은 韻 계통의 한자음을 살펴볼 필요가 생긴다. ‘卯’는 效攝 2등운

(爻‧巧‧效韻)으로, 이 韻에 속하는『동국정운』음은 대부분 ‘용’ 형으로 주음되지만 

明母만은 ‘옹’ 형으로 주음되었다. 한편 현실음은 대부분 ‘요’ 계통인데, 일부 글자에

서 ‘오’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동국정운 음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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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 效開2L肴見, L(동운), L교(SK)

包 效脣2L肴幇, L(동운)171), L포(SK)

茅 效脣2L肴明, L(동운), L모(SK)

肴 效開2L肴匣, L(동운), L효(SK)

巧 效開2R巧溪, R(동운),  R교, H교(SK)

卯 效脣2R巧明, R(동운), R묘(SK) 

茆 效脣2R巧明, L(동운), ?(SK)

豹 效脣2H效幇, H(동운), H표(SK)

校 效開2H效見, H, R, H(동운), R교(SK) 

貌 效脣2H효명, H(동운), R모, H모(SK)

따라서 두 번째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월인천강지곡』의 편찬자가 明母만

의 특징을 무시하였거나 누락하여 效攝 2등운 다수의 음을 따른 결과일 수 있다. 그

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현실음의 중성과 동일한 음을 취한 결과를 빚은 것이라는 풀

이다.

현재로서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를 지적하는 정도로 멈춘다. 앞으로 연구가 더 필

요하다. 

(10) [阿]

[동운] L172)<석상6-9ㄴ,9-4ㄱ,13-1ㄱ,19-1ㄱ/월석1-2ㄱ,2-1ㄴ/법언1-22ㄴ/능목

1-17ㄴ(능활1-14ㄱ)/영험2ㄱ/남명상8ㄴ>

     R(上同  )

   ∎월곡 L(1ㄴ)

[불일치음] H(법언1-20ㄴ{5회}, 능목1-19ㄴ(3회 이상)173))

[SK] L아

[광운] 烏何切, 果開1L歌影

[역훈] L
 

동국정운 불일치음 중 가장 눈에 뜨이는 것으로, ‘阿’는 여러 문헌에서 무수히 나

171) 上同音으로 ‘L’가 있다.

172) ‘阿’(L)의 출현회수는 대단히 많아서 생략한다. 부록 참조.

173)『楞嚴經諺解』(목판본)의 한자음 정보는 전수조사를 통해 얻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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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글자이지만, 불일치음의 용례는 모두『법화경언해』와 목판본『능엄경언해』

(1462)에서 인명 ‘阿難’을 난(HL)으로 표기한 것이다. 한편 목판본『능엄경언해』

보다 앞서 만들어진 활자본『능엄경언해』(1461)는 ‘阿難’을 ‘난’(LL)으로 주음하

였다. 阿를 이렇게 ‘’로 주음하는 것은『광운』은 물론『집운』,『거요』어디에서

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불교인명 표기를 위한 음역용 주음이라 할 수 있다. 

 [거요] L於何切, 影, 歌자모운

 [집운] L於河切, 影母/R倚可切(徛의 이체), 影母

『법화경언해』나 목판본『능엄경언해』의 편찬자는 ‘阿’의 동국정운 음이 ‘’였

음을 익히 알면서도 불교 인명 표기를 위하여 의식적인 譯音으로서 '‘을 도입하여 

주음한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阿’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 할 수 있는가? 이 경우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반절은 물론『거요』의 字母 표시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도 없으며,『월인석보』나『석보상절』등 초기 문헌에서도 예외 없이 ‘’로 주음되

었기 때문이다. 주음자들은 분명히 동국정운의 규범음이 아닌, 불교역음을 설정하되 

다만 ‘ㅭ’ 표기를 이용하여 주음한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운모 불일치음의 양상을 우선 표로 제시한다.174)

174) 동국정운 수록음 중 上同音은 (   ) 표 안에 넣어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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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동운 출전(음) 현실음 비고

耨 H
H녹{30회}

(석상,월석,

법언,능엄)

H녹 ‘阿耨多羅三藐三菩提’의 표기.

解

R갱

H갱

(H갱)

R
H

R{19회}

(남명)

R
H
R하

‘解脫’ 주음에 쓰임. 오직 법화경언해 권1에만 배타적으로 

나타남. 

다만 성모는 匣母. 전탁음으로 교정하는 동국정운의 원칙

을 적용함.

阿
R

(R)

H
(법언 5회,

능목 3회 이상)

L아

불교 고유명사 阿難의 음역. 

동국정운식 표기라 할 수 없음. 

법화경언해와 능엄경언해(목판본)에서만 나타남.

堀 H H{6회}

(월곡,석상6‧13)
H굴 ‘窟(H)’의 이체자로 쓰였을 가능성.

巍 L L{5회}

(석상,월석)
L외

찬불 가사 ‘巍嵬釋迦佛’에 주음됨. 불교 독성음으로서 현실

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部

R뽕

R
(R)

R뿡{5회}

(석상23,34)
H부

‘天龍八部, 八部’ 등에 쓰임. 석보상절 다른 권에서는 ‘R뽕’

로 교정됨. 석상23의 주음은 현실음 운모의 영향. 석상23

이 교정 작업을 거치지 않은 권이라 이대로 남은 듯. 

般

L반

L반

R반

L빤

H{3회}

(법언,능목)
H반~L반

般涅槃(법언), 般若時(능목)의 표기에 쓰임. 불교용어 주음

을 위한 음역 표기. 법화경언해와 목판본능엄경언해에만 

나타남. 동국정운식 표기라 할 수 없음.

卯 R R{1회}(월석) R묘
월인석보 序 말미 年紀 표시에 쓰임. 같은 월석에서도 본

문에서는 동국정운 음대로 주음함.

垓 L갱
L{2회}

(남명)

‘亥’ 성부 한자는 현실음에서 대부분 ‘’로 나타남. 동국정

운은 이를 교정한 것. <남명>은 현실음 운모에 이끌림.

霧 H뭉
H{1회}

(남명)
R무 남명집언해의 과도 교정으로 보임.

<표 11> 운모 불일치 10字 

교정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部), 이체자로 풀이할 수 있는 것(窟)을 제외한 나머

지 경우의 내역을 살피면 다음과 같은 점이 확인된다. 

①『법화경언해』와『능엄경언해』(목판본)에서 쓰인 ‘’(阿難), ‘’(般涅槃, 般若)

은 불교 음역을 위해 의식적으로 주음한 것으로, 현실음과 무관하며 동국정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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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음이라 할 수 없다.

② ‘耨’(석상, 월석, 법언, 능엄), ‘巍’(석상, 월석) 또한 불교용어를 위한 주음이다. 

동국정운의 음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고 전승 불교음(현실음)의 운모를 채택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 ‘巍’는 성모를 교정음인 業母(ㆁ)로 주음하였다.  

③ ‘卯’()는 效攝 2등운 중 明母만이 介音이 없이 중성 ‘오’로 나타나는 특징을 무

시한 주음이다. 이는 年記의 주음에 현실음(전승음)을 존중한 것일 수도 있다.

④ 解(R)는 解脫을 표기하는 데 사용되었는데, 오직『법화경언해』(권1)에서만 발

견된다. 阿難, 解脫 등과 관련하여『법화경언해』가 보이는 주음 경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④ 한편 ‘霧’(남명집언해)를 ‘’로 주음한 것은 과도교정인데, 流攝과 效攝에 대해서

는 철저히 ㅱ 종성을 주음한 동국정운의 태도가 遇攝 字에까지 과도하게 발휘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5세기 후기 문헌에서도 ㅱ종성의 표기에 대해서는 강하게 

의식하였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문헌의 측면에서 살피면, 성모 불일치의 경우와 1440년대 문헌이 많다.『월인천

강지곡』,『석보상절』,『월인석보』,『법화경언해』,『능엄경언해』(목판본)이 그러

하다. 후기문헌에서는『남명집언해』(霧, 垓) 정도다. 

4.2.3. 성조의 불일치 

성조가『동국정운』과 불일치한 경우는 20字가 확인되었다. 이들을 상성이 달리 

주음된 것, 거성이 달리 주음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자못 흥미로운 점

은 평성과 입성을 달리 주음한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성조의 불일치를 검토하는데 주의할 점은 刊本의 마모로 인한 誤讀을 피하는 것

이므로 원본을 직접 열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소장처가 제

공하는 고해상도의 디지털 자료를 주로 이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175) 따라서 방점 

즉 성조 표기의 불일치는 판독이 분명할 경우만 인정하였다. 

한편 誤刻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단 1회 출현한 경우는 주음의 불일치라고 

못 박기 어렵기 때문에 성조의 불일치를 논하기에는 부담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피

하기 위해서 아래의 논의에서도 불일치 성조의 출현 빈도 순서로 논의하기로 한다. 

175) 자료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2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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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그 목록으로, 괄호 안은 ‘『동국정운』수록 성조>문헌의 성조’를 나타낸다. 

상성이 달리 주음된 것(12개) : 後 在, 矩, 醍(R>L), 損 雉 琥 受 水 待 九 子(R>H)

거성이 달리 주음된 것(8개) : 現 强(H>L), 化 驗 報 度 拜 徧 (H>R)

1) 上聲을 달리 주음한 것

『동국정운』 상성 음이 다른 성조로 주음된 예는 12字가 확인되었다.

(1) [醍]

[동운]R톙<능3-26ㄱㄴ(醍醐, RL)>176)

[불일치음]L똉{6회}<남명하7ㄴ(醍醐, L똉L)>

[SK] L뎨

[광운] 杜奚切, 蟹開4L齊端(醍醐)/ 他禮切, 蟹開4R薺透(醍酒又音啼)

[역훈 R톙

‘醍醐’의 용례로 쓰인 ‘醍’인데, 성모와 성조가 동국정운과 불일치한다. 성모의 불

일치에 대해서는『집운』의 영향이거나 全濁으로 과도 교정하였을 가능성을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177). 

성조가 동국정운과 달리 평성으로 주음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현실음(평성)에 이

끌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광운』의 복수음 중 평성의 字釋이 

‘醍醐’이기 때문에 ‘L똉’로 주음할 근거를 중고음 시기부터 찾을 수 있다. 물론『집

운』도 평성과 상성이 있는데, 평성의 字釋이 똑같이 ‘醍醐’임을 확인할 수 있다.178)

『거요』는 상성뿐인데 字釋에는 醍醐의 뜻이 없고『광운』및『집운』의 상성음 字

釋에 대응하고 있다.

[거요의 釋] 酒赤色…周禮 酒正糟床下酒其色紅…

176)『능엄경언해』권3(목판본)의 한자음은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다. 

177) 성모에 대해서는 4.2.1.‘성모의 불일치 편’ 참조.

178)『집운』의 상성은 字釋이 ‘酒赤’로, ‘엷은 붉은 빛 술’을 의미한다(漢語大詞典 참조). ‘醍醐’와는 

의미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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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동국정운의 ‘R똉’가 오히려 독특한 것이니, 그때까지 전해 오던 운서에

서 상성만 취한 셈이다. 아마도『남명집언해』의 편찬자들은 ‘醍醐’라는 문헌 속 단

어의 의미에 충실하기 위해,『동국정운』에서 배제된 평성을 의식적으로 선택하였을 

수 있다. 혹은 ‘醍醐’라는 단어가 하나로 굳어져 ‘醍’ 역시 평성으로 주음되었을 가

능성도 있다.

(2) [矩]

[동운]R궁

[SK]R구, H구

[불일치음]L궁{2회}<남명하5ㄴ(2, 規矩ㅣ시니라, 規矩 法이라[‘規’는 평성]179))

[광운]俱雨切, 矩소, 遇中3BR麌見

[역훈] L규

 

『남명집언해』에서 矩를 평성으로 주음한 것은 동국정운은 물론『광운』,『거

요』와도 불일치한다. 아래는『거요』의 것이다.

[거요] R果羽切, 見, 擧자모운 

『남명집언해』의 주음은 현실음의 영향이라 할 수도 없다. 편찬자들의 방점 혼란

이거나 판각자의 誤刻이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다.

(3) [在]

 [동운]R{26회}<법언1-23ㄱ/능활1-8ㄱ/남명상18ㄴ/남명하6ㄱ/영험2ㄴ>

 [동운]H{24회}<석상6-18ㄴ,9-19ㄴ,13-6ㄱ,19-33ㄱ/월석서9ㄴ/월석1-32ㄱ

                 /월석2-15ㄱ>

 [불일치] L{2회}<월곡-31ㄴ(他化自在天에 가샤 十地經을 니시니)

                   /법언1-184ㄱ(舍利弗아 現在신 十方앳 無量百千萬億佛土中엣)>

 [SK] R, H
 [광운] 昨宰切, 蟹開1R海從/ 昨代切, 蟹開1H代從

 [역훈] R째, H째

179) ‘規’는『광운』과『동국정운』(L), 현실음(L규) 모두 평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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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는 상성과 거성 음을 가지는데, 문헌에서는 양쪽 다 분포한다. 이 복수음이 破

音字 용법에 따른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광운』에서는 上聲의 字釋이 ‘所在’, 

거성의 字釋이 ‘居也存也’로서,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 문헌에서는 주로 

‘自在’, ‘現在’로 쓰였는데 성조가 혼기되고 있다.180)

어쨌든『월인천강지곡』과『법화경언해』(1-184ㄱ)에서 평성으로 주음한 것은

『광운』이나『거요』, 현실음 어느 것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誤刻의 가능성도 생각

해 보아야 할 것이다.  

(4) [雉]

 [동운] R띵

 [동운] H톙(上同 薙)

 [동운] L(上同  )

 [불일치음] H띵{2회}<법언1-50ㄴ,51ㄱ(婆稚阿修羅王, L빵H띵LL슈L랑L)>

 [SK] R팅

 [광운] 直几切, 止開3R旨澄

 [역훈] L찌

‘雉’를 거성으로 주음한 것이 특이하다. 현실음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거요』역시 

상성이기 때문에 부합하지 않는다(R丈几切, 澄, 己자모운). 다만『집운』은 고려할 

수 있다.『집운』의 ‘雉’는 음이 5개나 되는데 4개가 상성이고 하나가 거성이다(H直

利切,至운, 野雞也).『집운』의 字釋이 ‘雉’의 의미와 대응하므로,『집운』음이 영향

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집운』의 반절하자 ‘利’의 동국정운 음이 ‘H

링’일 뿐 아니라 문헌음도 전부 ‘H링’로 나타난다. 그러나『집운』의 성조를 동국정

운에 반영한 예가 드물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편찬자들이 방점에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한다. 

(5) [九]

[동운] R{37회}<석상9-1ㄱ,19-1ㄱ/석상23-34ㄱ/월석1-21ㄱ/월석2-4ㄱ

                 /법언1-5ㄱ/능활1-55ㄱ/남명상1ㄱ/남명하5ㄱ>

        ∎월곡R{36회}<4ㄱ>

180)『동국정운』복수음이 문헌 속에서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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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운] L(上同 勼)

[불일치음] H{2회}<영험5ㄱ(九十九德恒沙諸佛이)>

[SK]R구, H구, H규

[광운] 舉有切, 流開3R有見

[역훈] L,R
 

『영험약초』는 거성으로 주음하였으나 동국정운과 일치하지 않는다. ‘九’는『집

운』에서 복수음을 가지게 되며 그 중 하나가 거성이지만, 거성은 ‘垸’의 이체자 음

으로 제시되고 있어서 음(R胡玩切)과 뜻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영험약초』의 주음

과는 관련을 짓기 어렵다. 한편『거요』도 복수 성조를 보이나 거성은 없다(『거

요』는 평성과 상성).

현실음에서는 거성을 찾을 수 있다. 현실음 출전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權仁瀚 

2005에 의함).

九 H구<번소9-1ㄱ,소학1-4ㄴ,논어2-3ㄴ,맹자1-29ㄴ,대학19ㄱ,중용6ㄱ,효경19ㄱ 등>

   R구<육조상4-9ㄱ,육조하-39ㄴ,진언46ㄱ,삼단47ㄱ,번소4-5ㄴ,중용28ㄱ,훈몽하-14ㄴ>

   H규<논어3-58ㄱ>

   

『영험약초』의 주음은 현실음 성조에 이끌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流攝의 종성을 일률적으로 ㅱ종성으로 표기한 동국정운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

다는 점이 특색이다. 편찬자의 주안점은 성조보다는 ㅱ종성에 놓였다고 할 수 있다.

(6) [受]

[광운] R{115회}<석상6-4ㄱ,9-7ㄱ,13-17ㄱ,19-34ㄴ/석상23-7ㄱ/석상24-29ㄱ

                 /월석서4ㄴ/월석1-6ㄴ/월석2-14ㄴ/법언서-16ㄴ/법언1-5ㄴ

                 /능활1-8ㄱ/남명상-42ㄴ,하-23ㄱ/영험3ㄴ>

     ∎월곡 R{2회}<8ㄴ>

[불일치] H{2회}<능활1-14ㄱ>

[SK] HR슈

[광운] 殖酉切, 流開3R有禪

[역훈]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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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는 유독『능엄경언해』권1(활자본)에서만 방점 하나로 나타난다. 이에 대응하

는 목판본에는 正則대로 상성으로 주음되었다. 그러므로『능엄경언해』활자본의 거

성 주음은 방점의 혼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목판본에서는 이를 교정한 셈이다. 

거성으로 주음된 것은 현실음에 이끌린 결과로 판단된다.

(7) [後]

[동운] R181)<석상6-10ㄴ,9-2ㄱ,13-14ㄴ,19-1ㄱ/석상23-3ㄱ/석상서1ㄱ/월석서3ㄱ

/월석1-3ㄱ,2-3ㄴ/법언서-9ㄱ/법언1-5ㄱ(46회)/능활1-2ㄴ/영험2ㄴ/남명서

1ㄴ/남명상3ㄴ/>

        ∎월곡R<2ㄴ>

[불일치음] L{1회}<법언1-224ㄴ(시혹 滅後[HL]에 다가 이 法 드르닌)>

[SK] R후, H후

[광운] 胡口切, 流開1R厚匣/胡遘切, 流開1H侯匣]

[역훈] R, H

‘後’는 빈번히 사용되는 한자로 거의 예외가 없을 정도로 상성으로 주음된다.『광

운』에서도 평성은 없으며,『거요』역시 마찬가지다182).『법화경언해』에서 평성으

로 나타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다.『법화경언해』권1에서는 총47회 출현하는데 그 

중 평성으로 주음된 것이 1회뿐이다. 평성 주음은 명백히 방점의 오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8) [子]

[동운] R183)<석상6-3ㄱ,10ㄱ(弟子),9-11ㄴ,13-1ㄱ(弟子),19-1ㄱ/석상23-3ㄴ/석상

24-1ㄴ(弟子)/석상서1ㄱ/월석1-2ㄴ,2-3ㄴ/법언서-21ㄱ/법언1-5ㄴ(四大弟

子)/능활1-13ㄴ/영험3ㄴ/남명상4ㄴ> 

       ∎월곡 R{29회}<2ㄱ>

[불일치] H{1회}<법언1-190ㄴ(弟子, R똉H)>

181) ‘後’는 대단히 많이 나타나므로 출현 횟수를 생략한다.

182)『거요』도『광운』과 마찬가지로 상성과 거성뿐이다.

183) ‘子’의 출현횟수는 생략한다. 다만 불일치음이 발견된『법화경언해』에서는 ‘R’로 주음된 것이 

88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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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H, R184)

[광운] 即里切, 止開3A止精

[역훈] L즈

‘子’는 문헌에서 빈번히 출현한다. 이 연구에서 확인한 불일치음은『법화경언해』

에서 ‘弟子’의 주음에 1회 나타났다. ‘弟子’는 ‘R똉R’로 주음되는 것이 정칙으로,

『석보상절』권6‧13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문헌이 실제로 그렇게 주음되었으며

『법화경언해』의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다.185) 

따라서 ‘H’는 명백히 방점의 오류다. 현실음의 거성에 이끌린 결과라고 풀이할 

수 있다. 어떤 면에서는 89회의 용례 중 88회가 충실히 상성으로 주음하였다는 점

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9) [琥]

[동운] R홍

[불일치음] H홍{1회}<석상19-3ㄱ(琥珀)>

[SK] R호

[광운] 呼古切, 遇開1R姥曉

[역훈] R후

‘琥珀’(H홍H)의 표기로 1회 등장한다. 거성으로 주음된 연원은 찾기 어렵다. 현

실음과도 다르며,『집운』및『거요』역시 상성만 있다(『집운』R火五切. 거요 R火五

切, 曉母, 古자모운).『석보상절』19의 주음(H홍)은 편찬자의 방점 혼란으로 보인다. 

(10) [水]

[동운] R{89회}<석상13-51ㄴ,19-17ㄱ/석상23-37ㄴ/석상24-31ㄱ/월석1-22

ㄴ,2-32ㄱ/법언1-217ㄴ/능활1-13ㄴ/영험8ㄴ/남명상12ㄱ>

    ∎월곡R{5회}<8ㄱ>

[불일치] H{1회}<남명상66ㄱ(大悲水로 衆生 饒益니샤)> 

[SK] H슈

184) ‘H’가 압도적이고 ‘R’는 적은 편이다. 다만『훈몽자회』는 ‘H’(權仁瀚 2009).

185)『법화경언해』권1에서는 ‘弟子’가 19회 출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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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 式軌切, 止合3BR旨書 

[역훈] R쉬

‘大悲水(H땡L빙H)’로 주음되어, ‘R’에서 벗어난 예를 1회 보인 것이다. 본 연

구에서 확인한 문헌 중 ‘大悲水’의 용례도 이것뿐이며, ‘大悲’의 주음은『동국정운』 

수록음과 같다.『집운』과『거요』도『광운』과 마찬가지로 상성뿐이다. 

상성을 거성으로 주음한 것은 현실음의 영향일 수 있다. 

(11) [待]

[동운] R{1회}<법언1-206ㄴ(내 接待호 誠으로 야)>

[동운] H
[불일치음] H{1회}<법언1-206ㄱ, 至極 精誠으로 物을 接待실>

[SK] R
[광운] 徒亥切, 蟹開1R海定

[역훈] R때, H때

‘接待’의 주음에서 성조의 차이를 보인 것이다. 더구나 같은『법화경언해』권1의 

인접한 張次에서 주음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은 방점의 혼란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2) [損]

[동운] R손{2회}<남명상-14ㄴ(損과 益괘 업스니),49ㄱ(宗師ㅣ모 損야  주시 
거시 잇  )>

[불일치] H손{1회}<남명상-13ㄴ(損과益괘 업스니)>  

[SK] R손

[광운] 蘇本切, 臻合1R混心

[역훈] R순

‘損’은 중고음에서는 물론『집운』,『거요』시기까지 상성 하나만 유지되어 왔다.

[집운] R鎖本切, 混운 [거요] R鎖本切, 心母, 袞자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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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음 또한 상성이다. 따라서 ‘H손’으로 주음된 것은 자못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남명집언해』의 편찬자들이 혼란을 보인 것이라 생각된다.

3) 去聲을 달리 주음한 것

동국정운의 거성이 문헌에 달리 나타난 예는 ‘現, 强, 化, 驗, 報, 度, 拜, 徧’ 등 8

字가 있다. 역시 불일치음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부터 살피기로 한다.

(1) [化]

[동운] H황186)<석상6-7ㄴ,9-1ㄱ,13-6ㄱ/월석1-1ㄱ,2-15ㄱ/법언서-12ㄴ/법언1-5ㄱ/

능활1-3ㄴ/영험4ㄴ/남명상-11ㄴ,하-2ㄴ>

   ∎월곡 H화{6회}<31ㄴ>

[불일치음] R황{11회}<석상19-2/석상23-10ㄱ/석상24-16>

[SK] R화

[광운] 呼霸切, 假合2H禡曉

[역훈] L화, H화

‘化’는 中古 시기 이후 줄곧 거성을 유지해왔다. 유독『석보상절』권19와 23에서

만 상성으로 주음되는 것이다. 현실음 성조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분명히 편찬

자의 오류라 할 수 있다. 한편『석보상절』의 교정에 대해서는 그동안『석보상절』

권6‧9‧13‧19가 충실히 교정 과정을 거쳤다고 지적되어 왔으나187) ‘化’의 주음은 권

19와 권23이 동일하게 개서를 거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R황’로 주음된 것을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化 R황<석상19-2ㄴ(2, 化生과), 3ㄴ(法化), 32ㄴ(사 化야),35ㄱ(三藐三菩提敎

化),36ㄴ(敎化샤),37ㄱ(저절로 化야)/석상23-10ㄱ(敎化ㅅ因緣을),12ㄴ

(부텻正化),29ㄱ(一千化佛이 現야)/석상24-16ㄴ(種種變化야)>

186) 출현 빈도가 높으므로 그 횟수는 생략한다.

187) 이들은 대부분 R황로 주음된 것을 H황로 고친 것이다. 한편 安秉禧(1981)에서는 ‘석상9-1ㄱ’이 

‘L황’에서 교정되었다고 지적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R황’에서 교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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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度]

 [동운] H똥{133회}<석상6-30ㄱ,13-8ㄴ,19-1ㄱ(滅度)/석상23-3ㄱ/석상24-9ㄱ/월석

서9ㄱ/월석1-18ㄴ,2-18ㄱ/법언서-16ㄱ/법언1-37ㄴ/능활1-2ㄴ/남명상11

ㄴ>

     ∎월곡 H또{3회}<58ㄱ(勞度差ㅣ 열 디라)>

 [동운] H딱{3회}<남명하62ㄱ(度量)>

 [불일치음] R똥<영험12ㄴ(滅度)>

 [SK] R도, H도, H탁

 [광운] 徒故切, 遇中1H暮定/ 徒落切, 宕開1入鐸定]

 [역훈] H뚜, H딱

『영험약초』에서 ‘滅度’를 표기할 때 ‘度’를 상성으로 주음한 것이다. ‘滅度’는 여

러 문헌에서 자주 출현하는데 이 때 ‘度’는 모두 거성이다.

滅度 HH똥 <석상13-24ㄴ/석상19-1ㄱ/법언1-85ㄱ,86ㄴ 등>

『거요』또한 거성과 입성 음을 가진다(『집운』도 같다.『집운』은 생략).

[거요] H徒故切, 定母, 顧자모운/入,達各切, 定母,各자모운

어느 면으로 보나『영험약초』의 편찬자들이 방점에 오류를 보인 것이다. 현실음

의 성조에 이끌렸을 가능성이 있다.

(3) [現]

[동운] H{70회}(‘見’의 복수음으로 수록)188)<석상6-41ㄱ,13-50ㄱ,19-23ㄱ/석상

23-26ㄱ/석상24-49ㄴ/월석서5ㄴ/월석1-34ㄱ,2-10ㄱ/법언서-22ㄴ/법언

1-6ㄴ/능활1-3ㄴ/영험2ㄴ/남명상15ㄱ>

   ∎월곡 H{1회}<40ㄱ>

[불일치] L{2회}<법언1-142ㄱ(諸煩惱漏ㅣ 와 現니), 184ㄱ(舍利弗아 現在신 

188) ‘現’은『동국정운』에 표제자로는 수록되지 않았다. ‘現’의 古字인 ‘見’의 복수음에서 취한다. ‘見’

의『동국정운』음은 ‘H견 H’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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十方앳 無量百千萬億佛土中엣 諸佛世尊이 饒益샤미)>

[SK] R현

[광운] 胡甸切, 山開4H霰匣

[역훈] H

『동국정운』은 ‘現’을 수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現’이『거요』‘見’ 條에 或作

字로 주기되었음을 고려하면,『동국정운』수록자 ‘見’의 복수음 중 ‘H’이 곧 ‘現’의 

음이다. 문헌에서는 ‘現’에 대하여 ‘見’의 복수음 ‘H’을 주음한 것이다. ‘現’이 평성

으로 나타나는 것은『법화경언해』에서 2회 발견된다. ‘現’이 단독으로 동사로 쓰이

거나 ‘現在’로 쓰이는 경우인데, 실상 그 용례는 다른 문헌에서 여러 차례 거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現다’: <석상13-54ㄴ(舍利弗아 現야 겨신 十方앳 無量 百千萬億 佛土 中엣)/월석

2-31ㄱ( 祥瑞 몬져 現니)>

‘現在’: <석상13-50ㄱ(三世 過去와 未來와 現在왜니)/월석2-21ㄴ(三世 過去와 現

在와 未來왜니)>

그러므로 ‘現’이 평성으로 주음된 것은『법화경언해』의 편찬자들이 방점에 혼란

을 일으킨 결과라 할 수 있다.

(4) [强]

 [동운] H
 [불일치] L{2회}<법언1-211ㄱ/남명하31ㄱ>

 [SK] L강, R강

 [광운] 巨良切, 宕開3L陽群

 [역훈] L꺙, R, H

‘强’은『동국정운』수록음과 문헌음 모두 음미할 필요가 있다.『동국정운』음은 

중고음(『광운』)과 성조가 다르다.『동국정운』음은『거요』의 성조를 받아들인 결

과로 보인다.

 [거요] 其亮切, 群, H 絳자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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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성모에서는『동국정운』음과 문헌음 모두 群母를 취한다.『법화경언해』권1

의 주음은 성모가『동국정운』음 및『거요』와 일치한다. 반면에 성조는『거요』를 

따르지 않고, 중고음(『광운』) 내지 현실음과 일치한다. 중고음과 현실음 모두와 대

응할 경우 문헌음이 중고음 혹은 현실음의 어느 쪽을 따랐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현재로서는 둘 모두와 대응한다고 일단 정리해둔다.

(5) [拜]

[동운] H뱅{2회}<영험10ㄱ>

[SK] R배

[불일치음] R뱅{1회}<남명상51ㄴ>

[SK] R배

[광운] 博怪切, 蟹脣2H怪幇

[역훈] H배

‘拜’는『영험약초』와『남명집언해』에 출현하는데,『남명집언해』에서 상성으로 

주음되었다. 이것은 방점의 혼란이며, 현실음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거요』의 영

향도 아니다.『거요』는『광운』과 같이 거성음만 갖고 있기 때문이다.

[거요]  H布怪切, 幇, 蓋자모운

(6) [徧]

[동운] H변{11회}<석상13-27ㄴ/월석1-33ㄴ/법언1-58ㄱ/능활1-3ㄱ/영험11ㄱ>

[불일치음] R변{1회}<남명상74ㄱ>

[SK] RH편, R변

[광운] 方見切, 山脣3AH線幇 

[역훈] H변

‘徧’은 동국정운과『광운』에서 모두 거성으로만 나타난다.『거요』에서도 거성뿐

이다(H卑見切, 幇, 見자모운).『남명집언해』에서 상성으로 주음한 것은 방점의 혼

란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현실음의 상성에 이끌렸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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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報]

[동운]H{46회}<석상9-12ㄱ,13-17ㄱ/석상23-10ㄱ/월석서-3ㄱ/월석1-12ㄱ,2-20ㄱ

                 /법언1-64ㄴ/능활1-75ㄴ/남명상32ㄴ>

       ∎월곡H{1회}<30ㄴ>

[동운] H풍

[불일치음] R{1회}<영험4ㄴ(報를 受티 아니리라)>

[SK] R보, H보, R부

[광운] 博耗切, 效開3H號幇

[역훈] H

『광운』에서는 단일음이었다가 후대에 음이 증가하였다.『동국정운』에서도 거성

에 두 음이 있지만 문헌에서는 전부 ‘H’으로만 수렴한다. 다만『영험약초』에서 

‘R’로 주음된 것은 동국정운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거요』(거성 2음)나『집

운』(평성 1음, 거성2음)에서도 그 연원을 찾기 어렵다. 결국『영험약초』의 성조 

주음(R)은 현실음의 영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效攝 운미의 ㅱ종성을 규범대로 충

실히 주음하였지만 성조는 그렇지 않은 것이다. 

(8) [驗]

 [동운] H{2회}<월석2-74ㄴ/능활1-85ㄴ>

 [불일치음] H험{2회}<영험 4ㄱ>

           R{1회}<남명상21ㄴ>

 [SK] R험

 [광운] 魚窆切, 咸開H3B豔疑

 [역훈] H

‘驗’에 대해서는 성모 불일치음에서 이미 다룬 바 있거니와, 불일치음 ‘H험’(영험)

과 ‘R’(남명상) 중 'R‘은 성조의 불일치를 보인 것이다.『남명집언해』의 편찬자

는 中古 疑母를 ‘ㆁ(동국정운 業母)’로 충실히 표기했지만 성조에서는 현실음에 이끌

린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성조 불일치음 20字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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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동운 불일치음{횟수} 현실음 비   고

醍 R톙
L똉{6회}

(남명)
L뎨 광운 평성음 및 현실음과 성조가 대응.

矩 R궁 L궁{2회}(남명) R구,H구 방점의 혼란, 현실음과 대응관계는 안 보임.

在
R
H

L{2회}

(월곡,법언)
R,H 방점의 혼란으로 보임.

雉

R띵

(H톙)

(L)

H띵{2회}(법언) R티
집운의 거성음과 대응.

편찬자의 혼란 혹은 誤刻일 수도 있음.

九
R

(L)
H{2회}(영험)

R구,H구 

H규

현실음 성조와 대응관계 있음. 

다만 ㅱ종성은 충실히 표기하였음.

受 R H{2회}(능활) H슈,R슈 현실음 성조와 대응함.

後 R L{1회}(법언) R후,H후 방점의 혼란으로 보임.

子 R H{1회}(법언)
H,

R 현실음 성조와 대응함.

琥 R홍
H홍{1회}

(석상19)
R홍 편찬자의 혼란이거나 誤刻으로 보임.

水 R H{1회}(남명) H슈 현실음 성조와 대응함.

待
R
H H{1회}(법언) R 방점의 혼란.

損 R손
H손{1회}

(남명)
R손 방점의 혼란.

<표 12> 성조의 불일치 - 상성을 달리 주음한 경우(12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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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동운 불일치음{횟수} 현실음 비   고

化 H황
R황{11회}

(석상19,23,24)
R황

R황는 현실음의 영향. 

석상6,9,13에서는 R황를 모두 ‘H황’로 교정하였으나, 

석상19,23이 교정 작업을 거치지 않은 것임.

度
H똥

H딱
R똥{3회}(영험)

R도,

H도

H탁

현실음 성조와 대응함.

現 H현 L{2회}(법언) R현 현실음과 대응하지 않음. 見의 이체자.

强 H L{2회}(법언)
L강

R강
현실음과 성조가 대응한다. 광운의 성조와도 일치.

拜 H뱅
R뱅{1회}

(남명상)
R배 방점의 혼란. 현실음의 영향으로 보임.

徧 H변
R변{1회}

(남명상)

R편,

H편

R변

현실음에 이끌림.

報
H
H풍

R{1회}(영험)
R보,H보

R부
현실음 성조에 이끌림. ㅱ종성은 충실히 표기하였음.

驗 H R(남명상)

H험{1회}(영험)
R험 R<남명상>이 성조 불일치. 현실음 성조에 이끌림.

<표 13> 성조의 불일치- 거성을 달리 주음한 경우(8字)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평성과 입성을 달리 주음한 경우는 없다. 이것은 상성이나 거성보다는 평성과 입

성의 혼란이 적던 중세국어 성조의 특징과 연관시켜 생각할 수 있다. 거꾸로 말하

면 성조의 불일치는 의미나 문법적 측면에서 기능의 차이라기보다는 방점의 혼란, 

혹은 현실음의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② 20자 중 2회 이상 출현하는 성조 불일치음은 10字(醍, 矩, 在, 雉, 九, 受, 化, 

度, 現, 强)로서, 전체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 이중 ‘醍, 九, 受, 化, 度, 强’은 현실

음의 성조와 같다. 이는 문헌 편찬자들이 현실음에 이끌린 결과일 수 있다. 

    특히 ‘化’는『석보상절』권23,24에서만 출현하는데, 이는 편찬자가 현실음에 이

끌려 주음한 오류로 보아야 한다. 권6‧9‧13‧19에서는 이를 印出 이후 주묵으로 교

정 작업을 가하였기 때문이다.

③ 그 밖의 10字는 출현횟수가 1회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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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중 6字(子, 水, 拜, 徧, 報, 驗)는 현실음과 대응한다. 역시 현실음에 이끌

린 주음일 가능성이 있다.

④ 일부는『광운』과 일치하거나(醍, 强),『집운』(雉)과 일치한다. 이것이 이들 운

서 혹은 그와 연관된 다른 운서나 자서를 참조한 결과인지는 속단할 수 없다. 

한편 출전 문헌별과 字種의 관계를 살펴보면,『남명집언해』가 7字로 가장 많고

(醍, 矩, 水, 損, 拜, 徧, 驗),『법화경언해』는 6字(雉, 子, 待, 在, 後, 現, 强),『영험

약초』는 3字(九, 度, 報)가 발견된다.『영험약초』는 본문 18장에 불과한 문헌이기 

때문에 불일치음의 절대적인 수는 적지만 상대적인 비율에서는『남명집언해』나

『법화경언해』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15세기 중반(법화경언해)부터 방점

의 혼란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하여『남명집언해』와『영험약초』같은 후기 

문헌에서는 그 비율이 제법 늘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초기 문헌인『월인천강지곡』(在)과『석보상절』권19‧23‧24에서도 방점의 오

류가 나타난다는 점도 기억해 둘 사안이다. ‘化’의 경우『석보상절』권23,24에서 오

류(R황)가 나타난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으나 권19에서도 똑같은 오류가 교정되지 

않고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권19에서 ‘琥’의 불일치 성조도 발견

되는 것은 이 卷의 교정 작업이 6‧9‧13권에 비해 완전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주는 근

거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4.4.4. 소결: 불일치음의 주음 양상과 그 함의

불일치음의 양상을 총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성모 불일치 17자, 운모 불일치 10자, 성조 불일치 20자로, 字種으로는 45字

(驗, 醍가 중복)가 된다.

(2) 현실음에 이끌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절반 정도다. 성모 불일치는 17字 중 

11字, 운모 불일치는 10字 중 4字(ㅱ종성을 음가가 없는 표기로 간주하면 ‘部, 

霧’를 더하여 6字), 성조 불일치는 20字 중 12字가 그러하다. 현실음에 이끌린 표

기는『법화경언해』,『남명집언해』,『영험약초』등 15세기 중후반 문헌에 주로 

나타난다. 다만 운모 불일치음의 경우는 초기 문헌에서도 여럿 나타나는데,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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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한자음이나 年記 표기의 관행에 따른 것이 대다수다(阿, 般, 耨, 巍, 部, 解, 

卯).

(3) 특히 운모 불일치음 중 ‘阿’(, 阿難), ‘般’(, 般若), ‘解’(, 解脫)과 같은 표기

는 그 음가도 달리 주음한 것으로 보인다(『법화경언해』, 활자본『능엄경언해』). 

이들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 할 수 없다. 훈민정음을 이용하여 불교역음을 표기

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4) 교정음을 혼동한 결과로 여겨지는 주음도 나타난다. 全淸(R톙)이 되어야 할 곳

에 全濁(L똉)으로 주음했거나(醍), 전탁음 계열에서 혼동했거나(殊, L쯍), ‘ㆆ’가 

되어야 할 곳에 ‘ㆁ(業母)로 주음한 경우(恩)가 그것이다. 

(5) ‘霧’(, 남명)는 ㅱ종성으로 잘못 주음한 것인데, 이것은 遇攝과 流攝을 혼동한 

과도교정이라 할 수 있다. 

(6) 개별적으로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卯(R)’는 현실음의 영향일 수

도 있지만 效攝 2등운 중 明母에 한하여 나타난 음운변화를 무시한 복고적 주음

일 수도 있다. ‘吒(H장)’는 본 연구에서 살펴본 자료 중에서 유일하게『거요』의 

知母와 대응한다. 이것은 동국정운의 성모 체계와 모순이 되는 경우이므로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문헌별로 살펴보면 15세기 중후기 문헌(법화경언해, 영험약초, 남명집언해)

에서 불일치음이 다수 나타난다. 초기 문헌에서는 불교 관련 음 혹은 관행적 음((阿, 

般, 耨, 巍, 部, 解, 卯)을『동국정운』과 달리 채택한 것이 대부분이며, 특이하게 교

정음을 착각한 결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월인천강지곡』).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짚어 본다. 

첫째, 이 연구에서 추출한 문헌음 1,940여 字 중에서 불일치음이 45字라는 사실

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15세기에 상당히 강력한 원칙으로 관철되었음을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세종과 성운학자들이 독자적인 운서를 발간하고 국가적인 언해 사업

을 펼쳤다는 것은 그만큼 문자 정책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했음을 의미하므

로 한자음의 교정 또한 그 현실성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한 기간은 이들의 의지대로 

관철된 것이다.

둘째, 45字의 불일치음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불일치음의 

절반이 현실음에 이끌린 것일 수 있다는 점은 동국정운식 교정음을 관철하려는 노

력이 현실음의 관행 또는 압력을 완전히 압도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주목할 특징이 있다. 불일치음 중에는 개합을 혼동한 경우 특히 合口 介



- 131 -

音의 교정이 잘못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 당시 문헌 편찬자들이 개합

의 교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성모는 현실음에 이끌리면

서도 운모는 ㅱ종성을 유지한 경우, 주음을 혼동하기는 해도 현실음이 아니라 다른 

교정음을 선택한 경우 등도 놓치지 말아야 할 사례들이다. 

셋째, 문헌별로 보면 15세기 중반 문헌(『법화경언해』)부터 후기 문헌에서 불일

치음의 다수가 나타나거니와, 이는 극히 자연스럽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완

전히 철폐된 것은『육조법보단경언해』(1496)부터라고 흔히 지적하지만, 이 표기를 

철저히 따른 15세기 중반 문헌에서도 서서히 혼란의 양상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이

다. 특히 성조의 불일치가 후기 문헌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도 자못 자연스러워 보

인다. 한편 초기 문헌의 불일치음의 일부는 불교관련 고유 명사 등 종교 및 기타 儀

式 관련 전승음을 의식적으로 채택한 것으로, 단순한 오류라 보기 힘들다(巍, 部, 

卯, 耨). 다만『월인천강지곡』에서 1회 나타나는 오류 교정음(恩 L)은 교정음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빚어진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넷째, 阿(,阿難)와 般(, 般若)의 경우(법화경언해, 활자본『능엄경언해』)는 비

록 ‘ㅭ’ 종성을 채택하였다고 하여도 舌內入聲의 音價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므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 볼 수는 없다. 동국정운식의 以影補來는 음절 

말에서 ‘t>l’로 변화한 한국 한자음의 일률적 특성을 교정하기 위한 장치다. 실제 발

음을 중국어의 /t/로 교정하려면 역시 ‘ㄷ’ 혹은 /t/와 유사한 문자로 교정했어야 할 

것이지만 굳이 ‘ㄹ’종성에 ‘ㆆ’을 덧붙이는 것으로 그쳤다는 사실은 以影補來를 곧 

발음의 전면적 교정이라고 말하기 어렵게 한다. 오히려 현실음의 ‘ㄷ’ 종성을 어떻든 

폐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고육지책일 수 있다. 반면에 ‘阿, 般’은 범어 

음을 구현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환기시키려던 시도였으므로, 동국정운식 한자음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4.3. 동국정운 복수 한자음의 문헌 속 실현 양상

4.3.1. 문헌음의 單一音 경향

동국정운 수록자들이 복수음을 보이는 경우가 매우 많음은 본 연구 첫머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 복수음은 대체로『거요』의 표제자 및 ‘或作 字’와 일치하는데, 

실제 문헌 속의 한자음은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여기서는 通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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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 중 몇을 살펴본다(제시된 한자음은『동국정운』음이며, 편의상 上同音과 上同字

까지 제시하였다. 출전은 각 문헌의 첫 부분만 보였다.).

[空]

[동운] L<석상6-8ㄱ(虛空애셔 耶輸 니샤)/석상13-3ㄱ(虛空애 올아)/석상

19-11(器世 成住壞空이오)/석상23-10ㄴ(虛空애  多羅樹ㅅ 노 오
샤 니샤)/월석1-4ㄱ(다 곶 두 고지 空中에 머믈어늘)/월석2-18ㄴ/법

서21ㄱ/법언1-6ㄱ/능활1-21ㄱ/남상3ㄴ>

        ∎월곡L<3ㄱ>

      R
      H
[SK] L공

[광운] L苦紅切, 空소운, 通1L東溪(空虛書曰伯禹作司空又漢複姓…)

      H苦貢切, 控소운, 通1H送溪(空缺)

[거요] L枯公切, 溪, 空소운, 公자모운([說文]空竅也从穴工聲又虛也又太空天也…)

      R苦勳切, 溪, 孔소운, 孔자모운(窮也…)

     H苦貢切, 溪, 控소운, 貢자모운(窮也…)

‘空’은『동국정운』에서 平上去 3음을 가지는데 이들 복수음은『거요』와 대응한

다.189) 그런데 문헌에서는 모두 평성으로 수렴하며, 현실음과도 일치한다. 사실『광

운』의 복수음은 字釋의 차이에 따라 분화한 것인데 본 연구에서 찾은 문헌에서는 

이와 같은 용례가 없기 때문에 문헌음의 단일화 경향을 말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

다. 그러나 예외 없이 평성 음으로 주음하였다는 것은 복수음의 분화에도 혼동함이 

없이 철저히 단일음을 견지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夢]

[동운] H<월석2-47ㄴ(漢明帝ㅅ吉夢 傅毅 아라 西天에 使者 보내시니)>

      L
[SK] R몽

[광운] 莫鳳切, 㝱소운, 通脣3H送明, R몽(上同 㝱)190)

      莫中切, 瞢소운, 通脣3L東明([說文]曰不明也)

189) 상성음은『집운』에서부터 나타남.

190) [㝱]의『광운』字釋은 다음과 같다. “寐中神遊也[說文]云寐而有覺周禮…… 亦作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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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요] H莫鳳切, 幪소운, 明, 弓자모운([說文]不明也…)

       L謨中切, 瞢소운, 明, 公자모운([說文]不明也…)

『동국정운』에 평성(瞢소운)과 거성(㝱소운), 두 음으로 실렸는데, 이는 『광운』

및『거요』와 상응한다.『월인석보』에서 거성으로 주음한 것은 이들 운서의 字釋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즉『광운』평성은 “어둡다, 어리석다(不明)”의 뜻이기 때문

에『월인석보』에서 ‘꿈’으로 쓰인 용례 거리가 멀다.『월인석보』의 용례는 거성 

‘㝱’(寐而覺)과 뜻이 통한다. ‘夢’은 ‘㝱’의 이체자인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광운』

에서는 거성(㝱의 上同 字)과 평성(不明也)의 의미가 분명히 구분되는 반면,『거요』

에서는 거성에도 ‘不明也’의 의미가 추가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의미 영역까지 중첩

되었다는 사실이다.

참고로『집운』에서는 평성음이 하나 더 늘어나 讀音이 셋이 된다. 역시 ‘不明’이

라는 의미와 ‘꿈’, ‘꿈을 꿈’이라는 의미를 구분하고 있다. 두 의미를 하나로 더해 거

성의 字釋을 확대한 것은『거요』에서만 나타난다. 

 

[집운] L謨中切, 東韻([說文]不明也)/L彌登切, 登韻

       /H莫鳳切. 宋韻([說文]不明也…)

   <참고>[㝱](집운) H宋韻, 夢소운, “[說文]寐而有覺也通作夢”

결과적으로『월인석보』의 주음은『광운』거성의 字釋과 통한다고 할 수 있다. 다

만 거성에 평성의 의미까지 더한『거요』의 태도를 따른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문자학적 연구로 보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佛’, ‘從’의 경우도 간단히 살펴본다.

[佛]

[동운] H<석상6-2ㄴ,9-2ㄴ,13-4ㄱ,19-3ㄴ/석상24-4ㄴ/석상23-13ㄱ/석상서1ㄱ

         /월석서4ㄴ/월석1-1ㄱ,2-9ㄱ/법언서-7ㄱ/법언1-3ㄴ/능활1-3ㄱ/영험1ㄴ/남명

상1ㄱ>

  ∎월곡H<1ㄱ>

       H, H(上同 {孛+色}), H(上同 彿), H(上同 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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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H불H필

[광운] 符弗切, 佛소운, 臻脣3入物奉(牟子曰漢明帝夢神人身有日光飛在殿前以問群臣傳

毅對曰天竺有佛將其神也學記曰其施之也悖其求之也佛)

[거요] 薄密切, 並母, 國자모운(佛仡勇壯…[論語]佛朕魯人名也)

      符物切, 奉母, 穀자모운([說文]見不諟也从…[列子]西方有聖人焉其名曰佛…

               漢明帝夢神人身有日光飛在殿前以問群臣傳毅對曰西方有佛將其神也…)

‘佛’은 동국정운에 복수음 다섯이 수록되어 있는데 문헌음은 ‘H’ 하나로만 나타

나며 그 용례는 모두 ‘부처’를 뜻하는데 쓰인 것이다. 이 音은『광운』의 수록음과 

대응하며, 거요의 복수음 중에서는 ‘奉母 - 穀자모운’ 字와 대응한다.191) 

[從]

[동운] L<석상6-10ㄴ/석상24-49ㄴ/월석1-12ㄴ/법언1-102ㄴ>

      L, L, H, L(上同 縱), H(上同 縱)

[광운] 疾容切, 從소운, 通中3L鍾從(就也又姓漢有將軍從公何氏…)

      七恭切, 樅소운, 通中3L鍾淸(從容)

      疾用切, 從소운, 通中3H用從(隨行也)192)

[거요] L牆容切, 從소운, 從母, 弓자모운

      ([說文]从相聽許也…本作从增韻順也 左傳 言順曰從又就也又姓漢有將軍從公…)

      L七恭切, 樅소운, 淸母, 弓자모운(從容休燕也 增韻 和緩貌…)

      L鉏江切, 淙소운, 澄母, 光자모운(䯻高也…)

      H才用切, 從소운, 從母, 供자모운([說文]隨行也…)

‘從’도 문헌음이『광운』복수음 중 하나(평성, 從母)와 일관되게 대응한다. 이 대

응관계는 역시『거요』(평성, 從母)에도 이어지는데『광운』의 字釋(就也)이『거요』

의 그것과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동국정운 속의 복수음은 문헌 속에서 단일음으로 나타나

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이 단일음들은 대체로『거요』나『광운』,『집운』등의 음

에서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이 때 복수음 중에서 어떤 음이 문헌음으로 선택되는지

191) 이 경우 거요의 자모운과는 대응하지 않으며, 反切下字와 대응한다.

192)『광운』의 평성 從小韻 항에서는 卽容切을 포함하여 3음을 又音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 

直容切(精母)에 해당하는 글자는 없다. 따라서『광운』에서는 讀音이 4개가 아니라 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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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음운론은 물론 문자학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연구는 문자학 영역까지 넓혀야 할 뿐 아니라 대상이 되는 동국

정운 수록음이 대단히 방대하므로 일시에 이루어지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수음의 단일 문헌음 양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다짐하는 정도로 지적하고, 

문헌음이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문헌음이 복수로 나타난다는 것은 가령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193)

[降]

[동운] H<석상서3ㄱ(降生) 등>

      L<석상6-17ㄴ(降服) 등>

[SK] R강, H강, L항

[광운]古巷切, 江中2H絳見(下也歸也落也) / 下江切, 江中2L江匣(降伏)

同字多音多義 즉 多音字 내지 破音字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동국정운 문

헌음 중의 복수음 자는 破音字 용법이 많다. 그렇지만 모든 字가 그런 것은 아니어

서, 한자음의 혼란으로 보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 속의 복수음을 

추출하여 그 양상을 살펴 볼 것이다.   

전통적으로 복수음은 그 의미 또는 기능에 따라 분화되는 양상(破音 현상)의 측면

에서 주목되었으며, 덧붙여 우리 한자음의 혼란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주목받기도 했

다. 이 연구가 확인한 문헌음 중에서도 破音字 용법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한자음의 혼란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이를 살펴보면서 일정한 경향을 찾을 

수 있다면 한자음 연구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한다. 

이 연구의 논의는 전통적인 이중음 혹은 복수음 논의와는 관점을 달리한다. 즉 동

국정운 문헌음의 복수음 양상에서 어떤 특별한 문젯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복수음의 연원이 전통적인 복수음 양상과 동일한지, 혹은 그와 무관하게 모종

의 韻書나 字書를 참고한 것인지, 아니면 편찬자의 오류인지 등을 살펴보려 한다. 

따라서 중국한자음의 복수음에 대해서는『광운』,『집운』,『거요』등 운서를 주로 

참고할 것이고, 한국한자음의 복수음에 관한 논의는 최대한 기존 연구(최미현 2006, 

이돈주 1997 등)에 기댈 것이다.

193) 제시된 출전은 모든 문헌을 보인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대표적인 문헌과 출

전만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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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음의 양상은 성모 편, 운모 및 성조 편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이들을 中古 

七音 순서로 검토하되, 출현 용례가 다수인 경우부터 먼저 다룬다. 

운모 및 성조 편은 中古 16攝 순서로 묶어서 검토할 것이다. 운모와 성조를 함께 

고려하는 것은 16攝 안에서 平上去入 4개 성조를 상배 관계로서 함께 검토하는 편

이 더 간명하기 때문이다. 복수음에 대한 논의에는 의미 분화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는데, 字義에 대해서는『광운』,『거요』,『집운』을 비롯하여『漢語大詞典』등의 

字釋을 참조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홍무정운역훈』(역훈)의 정음 및 속음도 제시

하여 대비한다.194)

불일치음이나 미수록자 주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복수 문헌음은 원칙적으로 논의

에서 제외한다. 

4.3.2. 복수 문헌음의 양상 - 성모편

성모가 복수 문헌음으로 나오는 경우는 ‘土, 墮, 朝, 別, 夫, 曾, 參, 盡, 葉’으로, 

모두 9字다. 이들을 五音 순서로 살펴본다.

1) 牙音

牙音 편에서 성모 복수음을 다를 대상은 없다. ‘車, 頃, 乾, 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들은 운모 혹은 성조에서도 복수음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뒤의 논의

(4.3.3.)에서 다룰 것이다. 한편 불일치음으로 인하여 성모 복수음이 보이는 경우도 

있다. ‘權, 驗’ 등. 이들은 불일치음 편에서 다루었으며, 게다가 현실음에 이끌렸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역시 복수음에 관한 논의에서 제외한다.

2) 舌音

설음 편에는 ‘土, 墮, 朝’가 있다. 그 밖에 ‘斷(R돤H돤R똰)’도 있으나, 성모와 성조

가 복수음을 가지므로, 운모 및 성조 편(4.2.3.)에서 함께 다룬다.

(1) [土]

194)『역훈』음을 제시하는 것은 앞서 불일치음에 대한 논의에서 그러했듯이 한자음의 연원을 최대한 

넓게 추적해 보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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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土’는 ‘圡’와 이체 관계인데, 복수음 셋 중 ‘R통, R똥’이 문헌음으로 선택된다. 

아래 출전 용례는 검토를 위해 대표적인 것만 보였다.195)

[동운] R동

[동운] R통{36회}<석상13-7ㄴ(東土)/월석서4ㄴ(居常寂光土)/월석1-30ㄴ(東土)/월석

2-18ㄱ(東土)/능활1-4ㄱ(千國土)/법언서-17ㄴ(樂土)/남명상20ㄱ(國土)/남명

하5ㄴ(此土),22ㄴ(東土)/영험4ㄴ(淨土)>

      R똥{15회}<법언1-66ㄴ(東方萬八千圡) 등>

[SK] H토, H두

[광운] 他魯切, 土소운, 遇中1R姥透(釋名曰土吐也吐萬物也…文字指歸無點也)

      徒古切, 杜소운, 遇中1R姥定(土田地主也本音吐)

[거요] R董五切, 端母, 古자모운(圜土獄城也…)

      R統五切, 透母, 古자모운([說文]土地之吐生萬物者也…)

      R動五切, 定母, 古자모운(桑根也…通作杜…)

[역훈] L두(圜土獄城也…), L투(土地稱也…)L뚜(桑根白皮…)

여기서 가장 먼저 눈에 뜨이는 것이 있다. ‘R똥’는『법화경언해』에서만 보이는데, 

字形이 모두 ‘圡’라는 것이다196).『법화경언해』의 용례는 모두 다음과 같다.

R통<법언서-17ㄴ(樂土)>

R똥<법언1-66ㄴ,69ㄱ(이상東方萬八千圡),88ㄴ(諸佛圡),104ㄱ(東方萬八千圡),117ㄱ(諸

佛圡),118ㄱ(2,東方萬八千圡,諸佛圡)ㄴ(諸佛圡),119ㄴ(國土),154ㄱ(國土),184

ㄱ(無量百千萬億佛圡中엣),193ㄴ(3,國土, 淨圡, 方便有餘圡),203ㄴ(十方佛土中

에)>

『광운』과『거요』의 字釋을 참조하면 ‘土’의 복수음은 의미 기능에 따라 분화된 

것이다.『거요』에서는『광운』에 비해 음이 하나 늘었는데, ‘흙으로 獄城을 쌓는다’

는 의미를 지니는 端母 音이 늘어난 것이다. 동국정운의 복수음이 셋으로 나타난 것

도『거요』를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법화경언해』에서 ‘R똥’로 주음한 것은 의미의 차이로 풀이할 수 없다. ‘R통’로 

195) 전체 출전은 부록 참조.

196) 석상19-26ㄱ에도 ‘圡’가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面에 ‘佛土’가 두 번 쓰이는데, 본문 大字

로 ‘圡’가, 협주문 小字로 ‘土’가 쓰였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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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음한 다른 문헌의 용례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물론『광운』(土田地主也) 및

『거요』의 定母 字(桑根也)와는 字釋이 맞지 않는다. 

따라서 ‘R똥’는『법화경언해』편찬자들이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덧붙여 字形이 ‘圡’로 공통된다는 점에도 주목하게 된다. 이 음을 취한 모든 용례가 

‘圡’를 선택했다는 점,『법화경언해』序는 유달리 ‘R통’로 주음하였는데 字形이 ‘土’

라는 점이 字形과 音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 

요컨대 ‘土(圡)’의 복수 문헌음은 同字多音多義字(破音字)에 속하는 용례라 보기 

어렵다. 이처럼『법화경언해』는 다른 문헌과 다른 음을 취하는 경우가 더 발견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이다.

한편『법화경언해』의 ‘R똥’는『역훈』과 대응하지 않는다. 字釋을 고려하면『역

훈』음 중 ‘R투’가 ‘R통’와 대응하는데 이는『광운』,『거요』에서 그리 변화하지 않

은 것으로 보인다(『역훈』의 반절도 他魯切로,『광운』과 같다). 그러나 ‘R똥’의 연

원은『역훈』에서도 찾을 수 없다. 

(2) [墮]

  [동운] R퇑<석상13-29ㄴ(  가짓 姓이샤 姓이 頗羅墮ㅣ러시니)>

         R뙁<법언1-98ㄴ(  가짓 姓이샤 姓이 頗羅墮ㅣ러시니)>

         H
         H(上同 隋)

         H뙁(上同 惰)

   [SK]R타,H타

   [광운]他果切, 果合1R果透(倭墮髺也)

         徒果切, 果合1R果定(落也)/許規切,止合3AL支曉(上同 隓)

   [거요]吐火切, 透, R杲자모운(埋祭餘也一曰火裂肉)

         杜杲切, 定, R杲자모운([說文]落也…)

         翾規切, 曉, L規자모운([說文]本作隓城敗阜曰隓…又壞也…俗作隳)

   [역훈]R터(落也墜也),H떠, L휘

‘墮’는『광운』과『거요』에서 복수음 다섯을 가지는데, 上同音을 제외하면 세 음

이며 이들은『거요』와 각각 대응한다.『광운』시기에 복수음이 둘이었다가 增音되

어『거요』에 반영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이들 세 음은 의미에 따라 구분된다. 그러나『석보상절』과『법화경언

해』의 용례가 모두 동일한 인명을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의 차이를 밝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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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土(圡)와 마찬가지로, 破音字의 용례라 볼 수 없다.

한편『역훈』수록음 중에 定母인 것이 있는데 字釋이 전혀 없이 又韻만 주기되어 

있다. 이 음(H떠)과 모종의 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의미의 차이를 찾을 수 없

기 때문에 破音字 용법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법화경언해』가 특이한 음을 선택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圡’(R똥)와 비슷한 경우일 수 있다.

(3) [朝]

  [동운]L{2회}<남명상6ㄴ(千波萬浪이 바래 朝宗야)>

        L{4회}<월석서24ㄱ(百官은 朝士ㅣ오)/월석2-69ㄱ(2)ㄴ(이상 朝集)>

  [SK] L됴

  [광운] 陟遙切 效中3AL宵知(早也…朝鮮國名..)/直遙切, 效中3AL宵澄(朝廷也 ….)

  [거요] L陟遙切, 知母, 驕자모운(音與昭..自旦至食時爲終朝…朝鮮國名…)

        L馳遙切, 澄母, 驕자모운(覲君之緫稱…禮記諸侯天子五年一朝)]

  [역훈] L, L
‘朝’는 知母와 澄母 두 음이 있는데,『광운』과『거요』를 참조하면 각각 ‘아침, 

朝鮮의 國名’, ‘신하의 임금 알현’의 의미로 구분된다. 그러나『남명집언해』가 ‘L’

로 주음한 것은 이러한 의미 분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朝宗’의 의미라면 'L

‘로 주음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역훈』의 성모는 파찰음(ㅈ,ㅉ)이므로 동국정운 음과는 무관하다.197)

여기서 주목할 점은『남명집언해』의 주음이 현실음 성모와 같다는 점이다. 현실

음 성모에 이끌렸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脣音

순음에서는 ‘別’(H, H), ‘夫’(L붕, L뿡)를 다룬다. ‘徧, 比, 分’도 있으나 운모 

및 성조 면에서도 복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는다.

(1) [別]

[동운]H<훈언14ㄴ(漢語音齒聲은 有齒頭正齒之別니)/석상6-6ㄱ(離別),38ㄱ(別室)/

197)『역훈』의 성모는『거요』의 知母와 대응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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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상서-4ㄱ(別爲一書야),4ㄴ(各別히)/석상13-10ㄴ(各別히),24ㄴ(特別히)/

석24-16ㄱ(奇別)/월석2-46ㄱ(各別)/법언1-16ㄱ(分別),193ㄴ(差別相),196

ㄴ(各別히)/능활1-3ㄴ(分別)>

        ∎월곡13ㄱ(分別),62ㄴ(千別室百鍾室)

       H<법언서-11ㄴ(支品別揭)/법언14ㄱ(特別)/능활1-23ㄱ(特別),69ㄱ(各別히)/

남명상1ㄱ(各別),14ㄴ(差別),25ㄴ(萬別)/남명하6ㄱ(差別)>

        ∎월곡H<52ㄴ(離別)>

[SK] H별

[광운] 方別切, 山脣3B入薛幇(分別) / 皮列切, 山脣3B入薛並(異也離也[說文]…)

[거요] 筆別切,幇母, 結자모운([廣韻]分別[增韻]辨也…) 

      皮列切, 並母, 訐자모운([廣韻]又異也離也[增韻]解也訣也又姓)198)

[역훈] H볃(俗音 去), H뼏(俗音 去)

 

‘別’은 中古 시기부터 幇母와 並母의 복수음을 가지는데 서로 의미가 달라서, ‘分

別한다’는 뜻은 幇母를 취한다. 이는『거요』에서도 같다. 15세기 한국 현실한자음

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없다. 동국정운의 수록음은 中古 이래의 복수음을 충실히 반

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別’이 문헌에서 복수음으로 나타난 근거는 뚜렷이 부각되지 않는다. ‘분별

한다’는 의미로 幇母를 쓴 경우는 ‘월곡13ㄱ, 훈언14ㄴ,법언16ㄱ’ 정도이며, 그 밖에

는 ‘離別, 各別, 特別, 差別’ 등이 幇母와 並母로 아울러 쓰이고 있다. 문헌별로 보면 

활자본『능엄경언해』가 두 음을 구분하여 쓰고 있는 반면에『석보상절』,『법화경

언해』는 혼란을 보이고 있다. 한편『남명집언해』는 의미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幇母로 주음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단일음을 채택하고 있다. 

‘別’의 한자음에 대해서는 초기 문헌부터 혼란을 보였고, 후기 문헌인『남명집언

해』에서는 並母로 단일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남명집언해』는 이중의 양상을 보

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破音字가 단일화하고, 한편으로는 성모가 全濁으

로 단일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음이 동국정운 문헌음의 복수음 양상에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다만 동국정운 복수음 중에서 전탁음으로 주음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복고적인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즉『능엄경언해』(활자본)나『남명

집언해』의 편찬자가 교정음을 관철하려는 태도가 강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198)『거요』에서 말하는『增韻』이란 송대 毛晃‧居正 父子가 편찬한『增韻增修互註禮部韻略』의 약칭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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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법화경언해』는 같은 문헌에서 ‘, ’ 이 혼기되기 때문에 어떤 경향성을 

말하기 어렵다. 

(2) [夫]

[동운]L붕<석상6-1ㄱ(摩耶夫人)/석상9-3ㄱ(調御丈夫)/석상19-15ㄱ(調御丈夫)/석상

23-16(凡夫)/월석서1ㄱ(夫眞源이 廓寥고, 夫 말 始作 겨체  字

ㅣ라)/월석1-3ㄴ(夫妻願으로 고 받시니)/월석2-4ㄴ(夫人),61ㄱ(功夫)/

법언1-25ㄱ(凡夫)/능활1-17ㄴ(凡夫)/남명상3ㄴ(凡夫)/남명하3ㄱ(大丈夫)>

       ∎월곡 L부<3ㄱ(夫妻願)>

      L뿡{1회}<능활1-30ㄴ(功夫)>

[SK] L부, L우

[광운] 甫無切, 遇脣3L虞非(丈夫又羌複姓…)

      防無切,遇脣3L虞奉(語助)

[거요] L風無切, 非母, 孤자모운(…夫者妻之天也…)

      L馮無切, 奉母, 孤자모운(語端辭…)

[역훈] L, L

『광운』과『거요』의 字釋에서 알 수 있듯이 ‘夫’를 全濁(奉母)로 쓸 경우는 語助

辭 기능을 할 때다. 동국정운 문헌음 중의 ‘능활1-30ㄴ’은 ‘功夫’를 표기하는 데 全

濁 성모를 쓴 것이므로 이와 어긋난다. 이것이 어떤 의식적인 표기인지는 아직 단언

하기 어렵다. 용례가 1회뿐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조사한 바로는,『楞嚴經諺解』 

권1에서는 ‘夫(L뿡)’가 쓰이는데 다른 하나(L붕)는 ‘凡夫’이므로 ‘功夫’와는 구별된

다. 더 많은 용례를 찾기 전까지 속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덧붙이자면,『역훈』음은 성모가 ‘ㅸ’인데, 이는『광운』,『거요』의 奉母와 대응

하며『능엄경언해』의 ‘L뿡’와 통한다. 앞에서 말한 대로 용례가 1회이므로 그 이상

의 추론은 삼간다. 

4) 齒音

齒音에서는 ‘曾, 參, 盡, 葉’이 복수 문헌음을 가진다. ‘隨, 昭, 囑, 授’도 문헌음이 

복수로 나타나긴 하지만 이들은『동국정운』에 없는 불일치음이므로 여기서는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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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曾]

  [동운] L{2회}<월석서19ㄱ(曾靡遺力며)ㄴ(曾은 곧 논 디오)>

        L{8회}<법언1-88ㄱ,104ㄱㄴ,140ㄴ,143ㄱ,144ㄱ,198ㄴ,199ㄱ(이상 未曾

有)>

  [SK] L증

  [광운] 作滕切, 曾開1L登精(則也又姓…)/昨楞切, 曾開1L登從(經也)

  [거요] L咨騰切, 精母, 揯자모운([說文]詞之舒也…)

        L徂稜切, 從母, 揯자모운([說文]詞之舒也…[廣韻]又經也…)]

  [역훈] L찅(嘗也又不料之辭反辭也)

  

‘曾’은 中古 시기부터 성모 차이로 복수음을 가지는데, ‘則’의 의미이자 문장을 시

작하는 부사적 기능으로 쓰이는 精母와, ‘지나다, 경과하다(經)’의 의미를 지니는 從

母로 구분된다. 이는『거요』는 물론『집운』에서도 마찬가지다. 

  [집운] L咨騰切, 精母, 登韻(則也)/L徂棱切, 從母, 登韻, ([說文]詞之舒也)

‘曾’은 동국정운 문헌에서 전승된 破音字 용법을 충실히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

에 제시된 이외의 용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월인석보』나『법화경언해』

의 편찬자들이 이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2) [參] 

‘參’은 이체자 叅도 포함하여 논한다.199)

   [동운] L<남명하6ㄴ(參差),7ㄱ(參差)>

          L
          L참<남명상49ㄴ(參禪),59ㄱ(參預)>

          R삼, H참, H참(上同 驂), L삼(上同 三)

199)『동국정운』에서는 ‘叅’이 별개의 항목으로 수록되어 있되, ‘參’의 上同으로 표시되었다. ‘법언

1-52ㄱ, 남명상59ㄱ’는 字形을 ‘叅’으로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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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L참, L
   [광운] 七紺切,咸開H1勘淸(參鼔俗作叅)

          倉含切, 咸開L1覃淸(參承參觀也俗作叅)

          蘇甘切, 咸開L1談心(上同 三)

          所今切, 深開L3B侵生(參星亦姓世本云祝融之後)

          楚簪切, 深開L3B侵初(上同 嵾差) 

   [거요] L初簪切, 徹母, 簪자모운(參差不齊詩參差又三…今增)

          L䟽簪切, 審母, 簪자모운([說文]商星也…)

          L倉含切, 淸母, 甘자모운(…集韻謀度也閒厠也廣韻又參承也…)

          R桑感切, 心母, 感자모운(雜也…)

          H七紺切, 淸母, 紺자모운(鼓曲也又參鼓야…)

   [역훈]L참L슴R삼H참

‘參’은『광운』과『거요』에 복수음이 각각 5개로 나타난다.『동국정운』에서는 

深攝 莊계(3등B류)의 주요모음이 ‘‧’로 나타므로 문헌음 중 ‘L’(남명하6ㄴ)은 深攝

(『광운』所今切)에 속하는 字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L참’(남명상49ㄴ 등)은 咸

攝(倉含切)에 속한다고 보인다.『남명집언해』에서 'L‘과 ’L참‘을 구분하여 주음한 

것은 그 용례인 ‘參差’와 ‘參禪, 參預’에 의한 것이다. 다만 ‘參差’의 의미로는 中古 

深攝의 初母(倉含切)를 따라서 ‘L’이라 주음하는 것이 타당했으리라 생각된다200). 

‘L’은 ‘參星’(별자리 이름임)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

자론적 측면의 연구까지 더해야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3) [盡]

[동운]R진{2회}<법언1-73ㄱ(若人遭苦로 盡諸苦際예 니르린, 만약 사람이 苦를 만나 

모든 수고의 끝을 다하도록 하시며)/남명하64ㄱ(세짯 句 無盡珍寶로 布施

시라)>

       R찐{20회}<석상9-18ㄴ(無盡意菩薩)/석상23-14ㄱ(滅盡定에 드르시니 이 順

入이오)/석상서1ㄴ(人天所不能盡讚이시니라)/월석서19ㄴ(期致盡心야)/법언

1-25ㄴ(漏盡無惱ㅣ라)/능활1-64ㄴ(執着 曲盡히 시니)>

       H씬

[SK] R진, H진 

200) 이것은『거요』의 ‘L初簪切’(徹母, 簪자모운)에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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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 慈忍切, 臻開3R軫從(竭也終也)

      卽忍切, 臻開3R軫精(曲禮曰虛坐盡前)

[거요] R子忍切, 精母, 謹자모운(極也…禮記虛坐盡後食坐盡前)

      R在忍切, 從母, 謹자모운(([說文]器中空也…悉也竭也終也…)

      H徐刃切, 邪母, 靳자모운(竭也又盡之也…)

[역훈] R찐(空也竭也終也), H찐(竭也)

『법화경언해』(1-73ㄱ)와 그 밖의 문헌 사이에 성모의 차이가 있다. ‘盡’은 ‘다하

다’ 정도의 뜻인데,『광운』에서는 이 의미 이외에 禮記 曲禮 편 ‘虛坐盡後,食坐盡

前’의 구절을 인용하여 특별히 精母를 부여하고 있다.201)『거요』도 精母 條가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極也’가 추가되어 의미의 차이가 희석되었다.『법화경

언해』의 ‘R진’(1-83ㄱ,盡諸苦際) 역시 ‘다하다’라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남명집언해』(하64ㄱ)의 주음도 마찬가지다. 

흥미로운 점은『역훈』은 전탁음만 있다는 점이다.『역훈』까지 감안하면, ‘R진’은 

확실히 특이한 주음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편찬자가 어떤 면에서 성모의 차이를 

두었는지 확실히 말하기 어렵다. 성모의 혼란일 수도 있으나, 아직은 명확한 판단을 

유보한다.

(4) [葉]

[동운]H셥{92회}<석상6-11ㄴ/석상13-1ㄴ/월석1-51ㄱ/월석2-8ㄴ,10ㄱ/석상23-32ㄱ

/법언1-5ㄴ/능활1-19ㄴ/남명상1ㄱ등 [모두 迦葉]>

    H엽{13회}<월석2-3ㄴ(阿葉摩王子孫이七轉輪聖王이오),57ㄱ(赤銅葉, 藿葉香)

             /능활1-32ㄱ(千葉寶蓮)/남명상23ㄱ(枝葉)>

   ∎월곡H셥{6회}<36ㄱ[모두 迦葉]>

[SK] H셥, H엽, H업

[광운] 書涉切, 咸中3A入葉書( 縣名在汝州)/與涉切, 咸中3A入葉以(枝葉又姓…)

[거요] 入 失涉切, 審母, 結자모운(縣名…)

       入 弋涉切, 喩母, 訐자모운(草木之枼…)

[역훈] H엽, H셥

‘葉’은『광운』과『거요』에서 각각 ‘잎’과 고유명사(縣名)의 의미로 복수음을 가

201)『광운』의 字釋에는 ‘虛坐盡前’이라 하였으나 이는 “坐盡後，食坐盡前”을 축약하여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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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동국정운』문헌음은 인명인 ‘迦葉’을 표기하는데 ‘셥’이 고정적으로 쓰였다. 

다만 인명인 阿葉摩王(월석2)을 ‘H셥’이 아닌 ‘H엽’으로 주음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H셥’은 ‘迦葉’에만 쓰인 것이다. ‘葉’의 문헌음 양상은 전형적인 破音字 용법이라 할 

수 있다.

(5) 喉音 및 來母

喉音 및 來母 字에서는 여기서 다룰 것이 없다. ‘降’(HL), ‘解’(R갱, R, R

), ‘爲’(LH윙), ‘樂’(H락, H H)는 운모나 성조에서도 복수음 양상을 보이므

로 운모 및 성조 편에서 다룰 것이다.

지금까지 성모의 측면에서 복수 문헌음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모의 복수음은 9字였다. 운모 및 성조의 복수음과 중복된 字도 있으나, 

1,940여 字에 비하면 적은 숫자다. 성모의 교정에는 문헌의 편찬자들이 각별히 유

념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② 9字의 용법 중 同音異議 즉 破音字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曾, 葉’ 정도였다. 

나머지는 破音字로 보기 어렵거나(土, 墮, 朝) 破音字이지만 문헌의 편찬자가 성모를 

혼동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였다(別, 夫). 특히 ‘別’과 ‘夫’는 성모의 혼란을 보이면서

도 全濁으로 주음되었다는 점이 특색이다. 성모의 주음에는 혼란을 빚어도 全濁으로 

교정하려는 태도를 견지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③ ‘盡’, ‘參’의 복수음 양상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논의하기가 어렵다.

④ 문헌별로 보면『법화경언해』가 다른 문헌과 다른 성모를 취한 경우가 있다

(土, 墮, 盡).『남명집언해』는 현실음에 이끌린 경우(朝), 전통적 破音字가 단일화되

면서도 성모는 全濁 성모로 규범적 주음을 보인 경우(別)가 나타났다.『법화경언

해』는 문헌의 특이함이 주목된다,『남명집언해』는 동국정운식 표기 후기 문헌에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 것이라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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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복수 문헌음의 양상 - 운모 및 성조편

여기서는 운모 및 성조에서 나타나는 복수 문헌음의 양상을 다룬다. 여기서 다룰 

것은 모두 51字다. 이들을 16攝의 순서로 고찰하되, 복수음 중 먼저 출현하는 音의 

攝을 기준으로 배열한다. 攝 이하의 기준, 즉 等, 韻, 開合 등은 별도로 분류하지 않

는다. 논의의 대상이 되는 복수음 字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다. 

1) 通攝 

(1) [動]

[동운] R{71회}<석상9-13ㄴ,13-16ㄴ/석상23-22ㄱ/석상24-49ㄱ/월석서2ㄴ/월석

2-11ㄱ/법언1-57ㄱ/능활1-20ㄱ/영험1ㄴ/남명상-52ㄴ(動과 靜과 가진 禪

쎤으로 외욤 사시라),하-47ㄱ(動作애 믜우며 오미 업스리라)>

        ∎월곡 R{2회}<8ㄴ(震動니),59ㄱ(天動 번게를)>

      H똥{1회}<남상18ㄴ(오 안며 오 니다 호 動커나 靜커나 호매>

[SK] R동, H동

[광운] 徒揔切, 通中1R董定(躁也出也作也搖也)

[거요] R杜孔切, 定母, 孔자모운([說文]作也[廣韻]出也搖也一曰躁也[增韻]動靜芝對…)

        H徒弄切, 定母, 貢자모운(動之也凡物自動則上聲彼動而我動之則去聲)

[역훈] R뜡, H뜡

‘動’은『광운』에서는 상성뿐이지만『거요』에서 거성음이 늘었다. 복수 성조 중 

문헌음에서는 철저히 평성을 취한다.『집운』에서는 상성음이 둘 출현하는데, 새로 

늘어난 것은 董小韻 소속자로 ‘振動拜也’의 의미를 보이기 때문에『거요』의 字釋과

는 관련이 없다.『거요』의 거성 字釋은 상성이 자동사인데 반해 거성은 타동사임을 

말해준다. 이것은 ‘動’이 中古 이후에 와서 타동사 용법이 분화된 破音字임을 말해준

다. 타동사적 용법은 가령 다음과 같은 한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自古人主好動干戈，由敗而亡者，不可勝數”(蘇軾,「代張雲平諫用兵書」)202)

202)『漢語大詞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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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연구에서 확인한 문헌들의 용례는 모두 자동사적 쓰임으로 보인다. 

擧動 니르니라<석상6-13ㄴ>

識境이 競動거든<월석서2ㄴ>

威儀 擧動이 싁싁고 본바담직씨라<능활1-20ㄱ>

그러나 과연 ‘動’이 동국정운식 표기 문헌에서 타동사로 쓰일 경우에 거성으로 주

음되었으리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헌실음 문헌에서도 ‘動’을 거성으로 주음한 경우

는 드물다.『육조법보단경언해』에서 거성으로 주음된 경우가 있지만, 한 면에 ‘不

動’이 5회 연속 출현할 때 한 군데에만 거성으로 표기된 경우이므로(육조하-57ㄴ), 

방점의 단순한 혼란이라고 보인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문헌에 과연 거성 용법이 실

제로 있을지 앞으로 조사 대상 자료를 확장하여 밝힐 부분이다.

다만 현재까지 조사한 문헌음 중 ‘H’(남명상18ㄴ, 動커나 靜커나 호매)은 자동

사적 용법으로 보인다. 특히『남명집언해』에서 ‘動(R)’이 두 번 더 출현하는데(상

52ㄴ,하47ㄱ), 모두 자동사적 용법이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에 따라서,『남명집언해』의 주음(H)은 오류이거나 誤刻일 

가능성이 크다.

(2) [衆]

[동운]L{3회}<법언1-184ㄴ(衆生),185ㄱ(衆生)>

      H<석상6-5ㄴ/석상9-1ㄴ/석상13-1ㄱ/석상19-2ㄴ/석상23-6ㄱ/석상서1ㄴ/월

석서6ㄴ破魔兵衆시고, 衆은 할씨라)/월석1-5ㄱ/월석2-12ㄱ/법언서-7ㄱ

(衆生)/법언1-3ㄴ(衆生)/능활1-3ㄱ/영험1ㄱ/남명상1ㄴ>

    ∎월곡 H<4ㄱ>

[SK] R, H즁

[광운] 職戎切, 通中3AL東章(字釋 없음)/ 之仲切, 通中3AH送章(多也三人爲衆又姓…)

[거요] L之戎切, 知, 公자모운([爾雅]濼管衆郭璞曰葉員銳莖毛黑布地又姓…)

      H之衆切, 知, 貢자모운([說文]多也…徐按國語三人爲衆數成於三也…)]

[역훈] L, H즁

‘衆’은『광운』과『거요』에서 평성과 거성에 출현는데, ‘무리’를 뜻하는 용법은 

거성이다. 동국정운 역시 이를 반영하여 복수음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문헌음의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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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언1-184ㄴ,185ㄱ)은『광운』이나『거요』의 평성음과는 무관하다.『법화경언

해』에서 ‘衆生’의 표기로 ‘L’을 쓴 예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연구에서 조사

한 문헌음 ‘H’은 절대 다수가 ‘衆生’의 용례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법화경언

해』1-185ㄱ에는 ‘衆生’이 두 번 출현하며, 그 중 1회가 평성이다. 그러므로 이 경

우는 명백히 편찬자의 방점 혼란이거나 판각자의 誤刻이라 할 수 있다.

(3) [宿]

[동운] H슉<법언1-5ㄴ(宿世因緣을 지 닐어시늘)/능활1-45ㄱ(나 마 宿齋호니 

네 比丘 보라).45ㄴ(이런로 니샤 나 마 宿齋호라 시니 宿 
미리 씨라)>203)

       H슉(上同 蹜)

       H<석상19-33ㄱ(星宿ㅅ 變怪難이어나, 星宿는 벼리라 )/월석1-50ㄴ(아니왯

劫일후미星宿이니)/월석2-18ㄴ(이 二十八宿ㅅ中에)/법언1-32ㄴ(劫賓은 星

宿를 알오 憍梵은 하 供養 받고)>

[SK] H슉, H슈

[광운] 息逐切, 通中3A入屋心(素也大也舍也[說文]止也…)

      息救切, 流中3AH宥心(星宿亦宿留)

[거요] H息救切, 心母, 救자모운/入 息立切, 心母, 匊자모운

[역훈] H슉(止息也,..), H(列星 又 止息也…) 

‘宿’은 입성과 거성 두 음이 있다. 거성은 별자리(星宿)의 의미로 쓰일 때의 음이

다. 동국정운 문헌음은 이를 구분하여 쓰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없는 破音字 용법

으로, 正則의 주음이다. 

(4) [重]

[동운]L{4회}<법언서-12ㄱ(普門品重頌偈)/능활1-40ㄱ(重閣 층지비라/영험13ㄱ

(重疊)>

      R{28회}<월곡-24ㄴ(德重샤)/석상6-12ㄴ(天人이 重히 너길)/석상9-3ㄴ

(尊重티 아니시릴),22ㄴ(恭敬며 重히 너겨)/석상13-11ㄴ(尊重히 너기

)/석상19-33ㄴ(恭敬 尊重 讚嘆)/석상23-5ㄴ(恭敬 尊重 讚歎

203) 宿齋는 고대 중국에서 “祭儀 전에 齋戒함”을 뜻한다(古代指舉行祭祀等禮儀前的齋戒,『漢語大詞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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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와)/월석1-29ㄴ( 重   內예 八萬四千 디위)/영험2ㄱ(重罪)/

남명상9ㄱ(地極重 地獄이라)/남명하5ㄱ(너희 무리 믜며 논 미 重
야)>

        ∎월곡 R<24ㄴ(德重샤)>

      H{3회}<법언1-54ㄴ(供養恭敬尊重讚嘆),84ㄱ(보살 걔 重히샤),113ㄴ(尊

重히 너기오며)>

      R(上同 湩)

      L(上同 湩)

[SK] L듕, RH듕

[광운] 直容切, 通中3AL鍾澄(複也疊也)

      直隴切, 通中3R腫澄(多也厚也善也愼也)

      柱用切, 通中3AH用澄(更爲也)

[거요] L傳容切,澄母, 弓자모운(複也增韻又疊也…)

      R柱勇切, 澄母, 拱자모운(厚也善也傾也增韻重輕之對…)

      H儲用切. 澄母, 供자모운([說文]厚也…[廣韻]更爲也…案 舊韻注輕重之重在上聲

重再之重在去聲今案[說文]厚也卽與輕重義同[增韻]申明動靜字旣許於上去二聲

通押…)

[역훈] L(同上[種]),L쯍(複也疊也…), R쯍(俗音 ‘쭝’, 輕重之重…)

      H쯍(再也難也厚也遲也輕重也滯也威尊也)

‘重’은『광운』부터 平上去 세 讀音을 가지는데, 의미가 다르다.『광운』의 경우 

평성은 ‘거듭한다, 겹친다’는 뜻이며, 상성은 ‘무겁다, 두텁다,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거성은 ‘다시 행한다’는 뜻이다.『거요』는 대체로 이와 같되, ‘중요하다’는 의미가 

거성에 추가되어 상성의 의미와 겹치게 되었다. 이에 따라 上去聲이 서로 通押한다

고 주기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동국정운 문헌음도 복수음을 보이긴 하지만,『법화경언해』의 

주음이 특이하다. 즉『법화경언해』는 평성과 거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거성이 

‘尊重’의 표기로, 즉 ‘무겁다, 중요하다’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 밖의 문헌이 평성

과 상성으로 의미에 따라 구분하고 있음을 볼 때,『법화경언해』는 상성으로 주음할 

곳을 일관되게 거성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거요』의 거성 字釋이다. 여기서는 상성의 字釋이 합류해 있

는 것이니, 곧『법화경언해』의 주음과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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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縱]

[동운]L죵<법언1-86ㄱ(발오 닐온 縱이오 빗구믈 닐온 廣이라)/능활1-97ㄴ(縱橫
로 激發샤미, 縱 바씨오 橫 빗글씨라)>

      H<월석서16ㄴ(2,萬幾縱浩나, 縱 비록 논 디오)/남명하6ㄱ(縱橫)>

      R종

[SK] R죵

[광운] 即容切, 通中3AL鍾精(縱橫也)/子用切, 通中3A用精(放縱[說文]緩也一曰舍也)

[거요] L將容切, 精母, 弓자모운(直也縱橫之對…)

      R祖勳切, 精母, 孔자모운(趨事貌[禮記] 喪事欲其縱橫爾…)

      H足用切, 精母, 供자모운([說文]緩也一曰舍也…[廣韻]放也…)

[역훈] L즁

‘縱’은 ‘바르다, 곧다’는 의미로 쓰일 때 평성으로 나타나는데,『남명집언해』에서

는 去聲으로 주음되었다. 이것은『남명집언해』편찬자가 성조의 혼란을 일으킨 결과

라고 생각된다. ‘縱’의 거성음은『거요』에서 나타나는데 거기서도 ‘縱橫’으로 쓰일 

근거는 없다. 

(6) [供]

[동운]L204)<석상6-44ㄱ(供養)/석상9-3ㄴ(應供)/석상13-4ㄱ(供養)/석상19-21ㄱ(供

養),27ㄱ(應供)/석상23-3ㄴ(供養)/석상24-8ㄴ(供養)/월석서10ㄱ(供養)/월석

1-9ㄴ(供養)/월석2-20ㄱ(應供)/법언1-24ㄴ(供養),25ㄴ(應供)205)/능활1-3ㄱ

(供養)/영험12ㄱ(供養)/남명상3ㄴ(供養)/남명하63ㄴ(供養),64ㄱ(供養)>

       ∎월곡L<24ㄱ(供養)>

     H{3회}<법언1-91ㄱ(應供),111ㄱ,(號ㅣ日月燈明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191

ㄴ(應供이며)>

[SK] L공R공

[광운] 九容切, 通中3BL鍾見(奉也具也設也給也進也)/居用切, 通中3BH用見(設也)

[거요] L居容切, 見母, 弓자모운([說文]設也一曰供給廣韻又奉也具也進也…)

      H居用切, 見母, 供자모운([說文]設也…一曰給也…[增韻]又養也具也)

[역훈] L귱 H귱

204) 용례가 많아 출현 횟수는 생략한다.

205)『법화경언해』권1에서 ‘L’으로 주음되는 예는 모두 37회 출현하는데, 36회가 ‘供養’이며 1회가 

‘應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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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음이 평성과 거성으로 갈리는데, 字義의 측면에서는 구별하기 힘들다. 그러나 

거성의 경우『법화경언해』에서 ‘應供’(부처의 별칭으로 마땅히 봉헌을 받을 만한 

존재라는 뜻)으로 표기한 용례라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같은『법화경언해』에서 

‘應供’을 평성으로 주음한 예가 1회 출현한다. 

일단『법화경언해』의 편찬자가 고유명사 표기용으로 거성(36회)을 선택했을 수 

있다. 같은 문헌에서 평성으로 주음한 예가 1회 있었다는 점은 엄격한 주음이 관철

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2) 江攝

江攝에 해당하는 복수 문헌음은 ‘降’이 있다. ‘降’은 성모에도 차이가 있다. 함께 

논한다.

(1) [降]

[동운]L{27회}<석상6-17ㄱ(降服)/석상13-7ㄴ(降伏)/석상23-33ㄴ/석상서3ㄴ(降魔)/

월석1-26ㄴ(降伏)/월석2-16ㄴ(降服)/법언1-32ㄴ(降伏),47ㄴ(두 龍 目連

의 降오니라)/능활1-38ㄴ(降伏)/영험11ㄱ/남상68ㄴ(降伏)/남명하3ㄱ(降

伏)>

      H{5회}<석상서3ㄱ(降生)/월석서6ㄱ(降誕)/법언서-7ㄱ(降靈)/법언1-10ㄱ(降

靈)>

[SK] L항, R강, H강

[광운] 下江切, 江中2L江匣(降伏)/古巷切, 姜中2H絳見(下也歸也落也)

[거요] L胡江切, 匣母, 江자모운([說文]夅服也…會意今作降又下也…)

      H古巷切, 見母, 絳자모운([說文]下也…廣韻歸也落也…)

[역훈] L(服也…又下也…), H(下也貶也)

‘降’은 ‘항복하다’는 의미의 평성과 ‘내리다, 떨어지다’는 의미의 거성으로 구분되

는데, 이는 동국정운 문헌음과 현실음 모두 공통으로,『광운』과도 대응한다206) 同

形異音異義字의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206)『거요』의 字釋 중에 평성에서 ‘下也’라는 의미가 들어 있다. 中古 이후에 의미분화가 해체되는 

경향으로 풀이할 수 있으나 더 이상의 논의는 감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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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止攝

여기서 다룰 字는 ‘奇, 施, 爲207), 離’(이상 支紙寘韻), ‘梨, 比, 出’(脂旨至韻), ‘期, 

使, 意’(之止志韻) 들이다. 열거한 순서대로 검토한다.

(1) [奇]

‘奇’는『동국정운』에서는 복수음 넷을 갖지만 上同音 즉 이체자 관계로 인한 異

音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복수음이 둘이 된다. 이 두 음은 문헌에도 나타난다.

동운L긩(석상24-10ㄱ(일후미波塞奇라)ㄴ(波塞奇王이),11ㄱ(波塞奇王이),16ㄱ(그 奇別

을),19ㄱ(世尊ㅅ 神奇신 이리 經에 다 닐엣거니와),22ㄴ(네 神奇 내요

려 거든)>

    L긩(上同 踦)

    L끵<석상6-7(3,釋迦太子ㅣ 죄 奇特실, 奇 神奇씨오, ‘긩’에서 교정함)/석

상9-30ㄴ(續命神幡은 목숨 나 神奇 幡이라, ‘긩’에서 교정함/석상13-14ㄴ

(世尊이 神奇 變化ㅅ 相 뵈시니, ‘긩’에서 교정함),25ㄱ(種種 奇妙
것과)/월석1-14ㄴ(禪奇 變化ㅣ 몯내  거시라)/월석2-33ㄱ(明月神珠는  
   神奇 구스리라),54ㄱ(神은 神奇야 사 모씨오),67ㄴ(2, 奇

異),75ㄱ(神奇)/법언1-85ㄴ(奇特히),202ㄴ(神奇 구슬의 오새 이슘 니)/

능활1-2ㄴ(奇特)/남명상3ㄴ(奇特),10ㄴ(3,奇特)/남명하36ㄱ(奇特),57ㄱ(奇

特)>

    R(上同 倚)

[SK]L긔

그러나 문헌음의 복수음 양상은 위의 예에서 보듯 의미의 차이로 설명하기 어렵

다. ‘神奇, 奇異’의 의미로 쓰인 용례가 中古 見母, 群母 모두로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것은『광운』이나『거요』등 중국의 운서 속 字釋과도 대응하지 않는다.『광

운』과『거요』에서는 見母 음이 ‘홀수(不偶)’의 의미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운] 居宜切, 止開3L支見(不偶也又虧也)/渠羈切, 止開3L支群(異也[說文]作奇又複姓…)

207) ‘爲’에 대해서는 불일치음에 대한 논의에서 다룬 바 있으나, 대표적인 破音字이기 때문에 여기서

도 다루되,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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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요] L居宜切, 見母, 羈자모운(不偶也…)  

       L渠羈切, 群母, 羈자모운([[說文]]異也…)

문헌음의 복수음 양상은 분명히 破音字 용법이라 할 수 없는데, 이는 출전 문헌을 

살펴보면 쉽게 해명이 된다. ‘奇’를 中古 見母(동국정운식으로는 君母)로 주음한 문

헌은『석보상절』권24로서, 이보다 앞선 권6,9,13,19와 달리 板印 후의 교정 작업

을 거치지 않은 예가 많은 것이다. 권24는 ‘奇’의 주음에도 오류를 보인 것이니, 교

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고 전해지기에 ‘奇’의 문헌음이 달리 나타난 것이다. 

(2) [施]

[동운]L싱<석상6-8ㄴ(布施)/석상9-11ㄴ(布施)/석상13-5ㄱ(勇施菩薩)/석상19-3ㄱ(大

施主)/석상23-3ㄱ(布施)/월석1-12ㄴ(布施)/월석2-52ㄱ(普施)/영험3ㄴ(布

施),10ㄱ(일후미 梵施러니)>

       ∎월곡 L싱<54ㄱ(布施)>

      R싱<법언1-41ㄴ(勇施菩薩),77ㄱ(布施)/능활1-27ㄴ(平等 로 施케하니)/

남명상42ㄴ(모딘 約을 施야),61ㄱ(布施)>

      H싱, H잉, L잉(上同 訑), R잉(上同 迆)

     동운H잉

[SK] L시, R시,H시, R이

[광운] 式支切, 止開3AL支書(施設亦姓… )

      施智切, 止開3AH寘書(易曰雲行雨施)

[거요] L商支切, 審母, 羈자모운([說文]旗貌…一曰設也[增韻]用也…

      R賞是切, 審모, 己자모운(周禮施舍通作弛…)

      H施智切, 審모, 寄자모운(惠也與也…)

      H以豉切, 喩母, 寄자모운(及也…又延也…)

[역훈] L시, L이, H이

‘施’의 讀音은『광운』에서는 둘,『거요』에서는 넷이 나타나는데, 그 의미가 제각

기 다르다. 한편 동국정운의 복수음 여섯은『거요』의 복수음에 이체자까지 합하여 

수록한 것이다. 그러나 동국정운 문헌음이 복수로 쓰인 것은 의미로 구분하기 어렵

다. 평성과 거성을 막론하고 ‘布施’(대부분의 용례임), ‘勇施’ 등을 표기할 때 쓰였기 

때문이다. 



- 154 -

특징적인 것은 문헌별로 성조가 나뉜다는 것이다. 평성은『석보상절』,『월인석

보』,『영험약초』에, 상성은『법화경언해』,『능엄경언해』(활자본),『남명집언해』

에 쓰이고 있다. 문헌 편찬자의 성조 인식에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상성으

로 주음하는 근거는『광운』이나『거요』의 字釋에서 찾기 어렵다. 

(3) [爲]

‘爲’는 ‘NP이 NP(NP로) 다, NP이 NP이 외다’ 구성으로 쓰일 경우 ‘L

’(業母)로, ‘NP이 NP 위하다, 돕다’ 구성일 경우에는 ‘H윙’(欲母)로 나타난다. 

이는『광운』과『거요』의 복수 운모와도 잘 대응한다. 다만 성모의 경우『광운』은 

모두 云母(喩3)인데『동국정운』에서는 ‘ㆁ(業母)’와 ‘ㅇ(欲母)’로 구분되었다. 이것은

『거요』의 성모 분화(魚母, 喩母)를 반영한 것이다.208)

[동운] L(業母, 中古 云母)<훈언11ㄴ(則爲脣輕音니라)/석상19-30ㄱ(專主는 오

로 爲主씨라/석상서1ㄱ(爲 외야 겨실씨니),4ㄱ(別爲一書야, 爲 
씨라)/월석서21ㄴ(2, 盖文非爲經이며, 經非爲佛이라)/석상23-29ㄴ(爲頭

니)/석상24-24ㄱ(上座爲頭座니라)/법언1-6ㄱ(爲頭 가비시 

니),79ㄱ(勇猛爲道)/남명상18ㄱ(有爲, 無爲)>

           *(월곡L<61ㄱ(願爲沙門이)

      H윙(欲母, 中古 以母)<훈민서2ㄴ(내 이 爲야)/석상서 3ㄴ(追薦은 爲
)/월석서5ㄱ(機 爲야),17ㄴ(2,上爲 父母仙駕고 兼爲亡兒야)/월석

1-15ㄴ(衆生 爲야)),52ㄴ(걔爲야)/월석2-10ㄱ(諸天 爲야)/법언1-5

ㄴ(根人 爲샤),165ㄱ(이제 爲샤)/능활1-16ㄴ(一大事因緣을 爲티 아니
시니)/남명상10ㄱ( 爲윙야다니실),39ㄱ(了義를 므스글가져 爲야 

펴 치료)>

       ∎월곡H위<43ㄱ(衆生 爲시며),48ㄴ( 爲)>

[SK] L위, R위, H위

[불일치음]

     H<법언서-14ㄱ(增上의물나 爲시며),21ㄱ(오직  이 爲샤),22ㄱ(오

직 이 이 爲샤)/법언1-3ㄴ(衆生 爲야 說法시니),4ㄱ(無數方便이 

이 爲시니),5ㄱ(周는 上根ㅅ爲샤)>

     L윙<법언1-169ㄴ(이 衆 爲샤)>

208)『거요』의 魚母와『동국정운』 業母(ㆁ) 대응에 대해서는 본문 3.3.1(동국정운의 이해, 성모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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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 薳支切, 止合3BL支云([爾雅]曰造爲也[說文]曰母猴也又姓…)

      于僞切, 止合3BH寘云((助也)

[거요] L于嬀切, 魚母, 嬀자모운([說文]…[爾雅]作造也亦姓…)

      H于僞切, 喩母, 媿자모운(助也[增韻]所以也緣也被野又護也與也…)209)

[역훈] L위, H위

예외가 있다면『법화경언해』의 서문과 권1에서 ‘H윙’로 주음할 곳을 ‘H’로 주

음한 경우가 6회, ‘L윙’로 주음한 경우가 1회 발견된 것이다. 이는 명백히『법화경

언해』편찬자의 혼란인데, 특이한 것은 ‘L’로 주음할 곳에서는 오류가 없다는 점

이다. 또 ‘H’로 주음한 경우들은 적어도 편찬자들이 현실음 성모를 교정하려 했으

며, 성조가 분명히 거성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4) [離]

[동운]L링<석상6-6ㄱ(離別)/석상13-2ㄱ(憍梵波提와 離婆多와)/석상19-27ㄱ(劫 일후

믄 離衰오 나랏 일후믄 大成이러라)/월석서14ㄴ(要求出離之道댄, 離 여

흴씨라)/월석2-11ㄱ(維那離國은 싸홈 즐기고)/법언1-32ㄱ(阿難 多聞과 波離 

持律와)/남명상7ㄱ(實相 證면 離와 微왜 그츠니)/남명하14ㄴ(虛空 
간도 離散며)>

     H링<법언1-30ㄴ(憍梵波提와 離婆多와),32ㄴ(離婆),79ㄱ(離欲修禪으로 讚諸法

王애 니르린 禪度ㅣ오)>

     H롕, L링(上同 漓), L팅(上同 彲)

[SK] L리, R리

[광운] 呂支切, 止開3AL支來(近曰離遠曰別[說文]曰離黃倉庚鳴…借離爲離別也)

      力智切, 止開(3AH寘來(去也)

      郎計切, 蟹開4H霽來(漢書云附離者也)

[거요] L隣知切, 來母, 羈자모운([說文]黃倉庚也[廣韻]今假借爲離別字鄭氏曰借音不借

義近曰離遠曰別又麗也…)

     H力智切, 來母, 寄자모운(去也[增韻]漸相遠離…)

     H郞計切,來母,寄자모운(去也)

[역훈] L례

209)『거요』에서는 두 음의 반절상자가 똑같이 ‘于’로 표시되었으나 실제 字母는 魚母와 喩母로 분화

되었다.『거요』반절이 곧 실제 음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의 하나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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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는 동국정운에서 上同音까지 포함하여 다섯 음을 가진다. 이중 평성과 거성이 

문헌음에 반영되어 있다.『광운』에 따르면 평성은 ‘멀다, 멀어진다’의 의미를 가지

며 여기서 의미가 확장되어 ‘離別하다’에 쓰인다. 거성은 ‘떠난다, 가다’ 정도의 의미

일 것이다. 한편『거요』에서는 거성에도 ‘漸相遠離’라 하여 毛氏 부자의『增韻』(增

修互註禮部韻略)에서 의미가 덧붙여졌음을 보여준다. 평성과 거성의 의미 차이가 희

석되고 있는 것이다. 

동국정운 문헌음의 경우 평성과 거성의 의미 차이가 어느 정도로 구분되는지 판

단하기는 쉽지 않다. 용례가 많지 않고 고유명사 표기가 섞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離 여흴씨라(월석서)’는 ‘L링’로 주음하였지만『광운』에 따르려면 ‘H링’로 주음

했어야 할 것이다. 또『법화경언해』의 경우는 다른 문헌과 달리 평성과 거성 복수

음을 모두 표시하고 있는데 엄격한 구분인지는 의문이다210). 

더 이상의 논의는 문자론적, 훈고학적 방면의 연구를 기대한다.

(5) [梨]

[동운]L링{10회}(上同 棃)<석상6-10ㄱ(目連이 闍梨 외야[‘롕’를 '링‘로 교정함/석상

23-8ㄴ(니버 겨신 僧伽梨衣 아시고),12ㄴ(世尊이 도로 僧伽梨랄 니브시

고)/석상24-2ㄴ(네헨 부텻 僧伽梨 드듸미오)>

      L롕{3회}<법언1-118ㄱ(瑠璃頗梨ㅅ비치니), 217ㄴ(金銀과 頗梨와)/능활1-54ㄱ

(阿梨耶識의  念이)>

[SK] L리, L니

[광운] 力脂切, 止開3AL脂來(棃의 上同字)211)

[거요] L憐題切, 來母, 羈자모운(果明音義與支韻棃同…)

[집운] L良智切, 脂韻(棃<說文果名>의 이체자)/L憐題切, 齊韻(棃<果名>의 이체자)

[역훈] L롕

동국정운은 ‘梨’를 ‘L링’, ‘L롕’로 복수음으로 다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문헌음도 

둘로 나뉜다. 그러나 이들의 연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광운』과『거요』모두 평성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근거를 찾는다면『집운』에서 찾을 수 있다. ‘梨’와 이체 관계

에 있는 ‘棃’가『집운』에서 脂韻과 齊韻에 각각 출현하기 때문이다. 字釋은 거의 동

일하다.212)『법화경언해』와『능엄경언해』(활자본)의 편찬자는 ‘梨’를 齊韻으로 보

210)『법화경언해』는 출전 용례를 모두 제시한 것이다. 

211) 棃(『광운』: 力智切, 果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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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음한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석보상절』(6-10ㄱ)에서 처음에 ‘L롕’로 새긴 반

면(후에 묵서로써 L링로 교정),『석보상절』권23, 24는 오히려 이를 반영하지 않았

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교정작업이 前卷에 비하여 정확하지 못하다고 평가 받던 권

23‧24가 誤刻 없이 刊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13). 

다시 ‘L롕’에 대한 논의로 돌아가면 이것은 현실음과도 전혀 무관하다. 결국 15세

기 조선의 음운학자들이 이미『집운』에 齊韻으로 수록된 음을 인식하고 있었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법화경언해』와『능엄경언해』의 편찬자들은 이 음을 

고수한 셈이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문헌의 편찬자들이 반드시『거요』만을 참고하지

는 않았음을 말해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6) [比]

[동운]H삥<석상6-41ㄴ(부톄 比丘 리시고 드러안신대)/석상9-1ㄱ(比丘),17ㄴ(比

丘, 比丘尼)/석상13-1ㄱ(비구)/석상19-1ㄱ(比丘)/석상23-13(比丘)/월석서24

ㄱ(比丘,比丘尼)/월석1-18ㄴ(比丘)/법언1-22ㄴ(比丘衆),33ㄴ(比丘尼),59ㄴ

(2),63ㄱ(2),64ㄱ,66ㄴ(3),77ㄴ,79ㄱㄴ(2),104ㄱ(2),110ㄴ,119ㄴ,124ㄱ,159

ㄴ(2),163ㄴ(2),164ㄱ,167ㄴ,171ㄴ(2),192ㄱ(3),195ㄴ(2),196ㄴ,239ㄱㄴ,(이

상 比丘)/능활1-3ㄱ(月蓋比丘)/남명상29ㄴ(德雲比丘)/영험2ㄱ>

       ∎월곡H삐{9회}<16ㄴ>

      R빙{3회}<석상6-41ㄱ(2)(無比身 L뭉R빙L신  現샤),

       ∎월곡R비{1회}<63ㄴ(無比身)> 

      H빙

      R핑(上同 庀)

      L삥

      H
[SK] R비, H비

[광운] 房脂切,止開3AL脂並(和也並也)/卑履切,止開3AR旨幇(校也並也爾雅曰北方有比肩

民…)/毗至切,止開3AH至並(近也又阿黨也)/必至切,止開3AH至幫(近也倂也)/毗

必切, 臻開3A入質並(比次)

212) 복수음 중 하나가『집운』와 대응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로는『동국정

운』수록자는 물론 복수음이 대부분『거요』를 바탕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이 복수음이『집운』에서 직접 가져온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거요』의 或作 정보를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집운』이외에도『禮部韻略』등 여타 운서도 대비해 보아야 한다.

213) 이에 대해서는 일찍이 安秉禧(1974)에서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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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요] L頻脂切, 並母, 羈자모운(和也一曰相次[廣韻]又並也…)

      R補履切, 幇母, 己자모운([說文]密也…又校也並也…)

      H必至切, 幇母, 寄자모운(密也[增韻]又及也…)

      H毗至切, 幇母, 寄자모운(近也[廣韻]又阿黨也…)

      入 簿必切, 並母, 訖자모운(次也…)

[역훈] L삐, R비, R피, H삐 H삗

『동국정운』 수록음은 上同音을 제외해도 다섯이며, 이는『광운』과『거요』와도 

대응한다. 문헌음에서는 이 중 比丘, 比丘尼를 가리키는 음역자로 ‘H삥’를214), ‘버금

간다(次)’는 의미로는 ‘R빙’(無比身)을 주음하고 있다215). 破音字 용법에 따라 충실

히 주음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正則의 주음이므로 특별히 논의할 것이 없다.

(7) [出]

出은 주로 ‘H’(臻攝)로 나타나지만 이 연구에서 확인한 바로는 ‘H’(止攝)로 주

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止攝에서 다룬다.

[동운]H216)<석상6-2ㄱ/석상9-15ㄱ/석상13-29ㄴ/석상서2ㄴ/월석서14ㄴ/월석1-17

ㄱ/월석2-16ㄱ/법언1-15ㄴ/능활1-65ㄴ/남명상25ㄴ>

      ∎월곡H{8회}<11ㄴ 등(出家)

     H{11회}<석상6-27ㄴ(出令),46ㄱ(出令)/석상13-26ㄴ(出令)/월석1-9ㄴ(2,出

令)217)> 

     ∎월곡H{1회}<47ㄱ(出令)>

     H(上同 黜)

[SK] H츌, H츄(論諺4-71ㄴ)218)

[광운] 尺類切, 止合AH至昌(字釋 없음) 

      赤律切, 臻合AB入術昌, H츌(進也見也遠也)

[거요] H 尺類切, 徹母, 媿자모운(自內而外也…[書]寅賓出日219)出納…)

214) 위에서 'H삥'의 용례는 대표적인 것만 보였다. 모두 比丘, 比丘尼 표기에 쓰였다. 'L빙'의 용례는 

여기 제시한 것이 전부다.

215) 이들은 각각『광운』,『거요』의 해당 음과 字釋이 일치한다.

216) 출현 빈도가 높으므로 횟수는 생략하였다.

217) 'H'의 용례는 일부만, 'H'의 용례는 전부를 보였다.

218) ‘H츄’의 출전은 權仁瀚(2009:449)에 따름.

219) [書]寅賓出日은『書經』에 나오는 문구를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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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入 尺律切, 徹母,, 匊자모운([說文]進也…增韻出入也…)

[역훈] H취, H츋

出은 中古 이래 복수음 둘을 가지는데, 동국정운 문헌음에서는 ‘나가다’는 의미의 

입성음과 별도로 ‘出令’의 표기에만 거성을 주음하였다. 破音字 용법에 충실한 주음

이다.

(8) [期]

[동운]L긩{2회}(上同 朞)<법언서-22ㄴ(一期ㅅ問答을 그기 보건댄,一期  그슴이

라)/법언1-222ㄴ(得道 期限이 잇디 아니리니)>

     L끵{5회}<석상24-6ㄱ(阿闍世王이 迦葉尊者 期約호)/월석서19ㄴ(期致盡心
야, 期긔지오)/남명하43ㄱ(期約)ㄴ(期約)>

       ∎월곡L끠{2회}<28ㄴ(期約),29ㄱ(期約)>

[SK] L긔

[광운] 渠之切, 止開3L之群(期信也會也限也要也又姓…)

[거요] L渠之切, 群母, 羈자모운([說文]會也…[廣韻]又信也限也要也…)

[역훈] L끼

‘期’는『동국정운』에서 복수음으로 나타나는데,『광운』이나『거요』에서는 단일

음이다. 특이하게도『법화경언해』에서 ‘L긩’로 주음되고 있다. 현실음에 이끌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동국정운』에서 이 음을 ‘朞’의 上同音으로 주기하

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朞’가 ‘期’와 이체 관계로 풀이된 것은『거요』에서

다.220)『거요』의 朞항의 字釋 중에 “說文本作{禾+其}復其時也…惑作期…”라 풀

이가 있다. 字釋은『광운』의 ‘朞’ 條에서도 “周年又復時也221)”라 비슷하게 풀이한

다.『법화경언해』의 편찬자가『거요』의 字釋을 참조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一期  그슴이라, 期限” 등의 용례가 그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期’가 

‘L끵’와 반드시 구분되는지는 단언하기 힘들다. ‘L끵’와 대응하는『광운』과『거요』

의 ‘期’ 字釋 중에도 ‘限也’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법화경언해』의 편찬자들이 다른 문헌과 구별되는 태도를 취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220)『집운』에서는 이체 관계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21) ‘周年’은 자기가 태어난 해가 돌아오는 것을 말함(민족문학대백과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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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使]

[동운]R<훈언3ㄱ(2,欲使人人)/월석서12ㄴ(俾 使ㆆ字 가지라)/남명상52ㄱ(宋雲이

使者 외야)>

      H<석상6상-2ㄱ(使者)/석상9-30ㄱ(使者)/월석2-47ㄴ(使者)/법언1-25ㄱ(5,使

조차 옮 디니),189ㄱ(九十八使ㅣ오,十使이 고)>

       ∎월곡H<10ㄴ(使者)>

[SK] R, H, R시(번소9-57ㄱ),H시(논언3-38ㄱ)222)

[광운] 踈士切, 止開3R止生(役也令也)

      踈吏切, 止開3H志生(字釋 없음)

[거요] R爽士切, 審母, 紫자모운(說文令也…廣韻役也)

      H疏吏切, 審母, 恣자모운(將命自又遣人聘問曰使…)

[역훈] R시, H시

‘브리다(使)’의 의미로는 상성을, ‘사람을 보내 안부 등을 묻다(遣人聘問曰使)’의 

의미로는 거성을 쓰고 있다(使者). 이는『거요』의 字釋에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남명집언해』에서는 ‘使者’의 ‘使’를 상성으로 주음함으로써 破音字 용법과 어

긋난다. 

(10) [意]

[동운]L(上同 噫){1회}<법언1-156ㄴ( 地前엣 發意예 디나시니)>

      H{63회}<석상9-18ㄴ(無盡意菩薩)/석상13-11ㄱ(如意迦樓羅王이,如意)/석상

19-9ㄴ(千二百 意功德을 得야,意 디라)/석상23-26ㄴ(네헨 구슬로 
뮨 幢이 갓고로 디며 如意珠를 일코)/월석1-14ㄴ/법언1-51ㄴ(如意迦樓羅

王),99ㄱ(有意오 二名은 善意오 三名은 無量意오 四名은 寶意오 五名은 增

意오 六名은 除疑意오 七名은 響意오 八名은 法意오)/능활1-4ㄱ(心意識을 

여희여)/남명상19ㄱ(心意를 가져 修行 호고져)>

      H(上同 億)

[SK] R의, H의

[광운] 於記切, 止開3H志影

[거요] H於記切, 影母, 寄자모운223)

222) 출전 정보는 權仁瀚(2009:195)에 의함.

223)『거요』에는 ‘又支職韻’이라 하여 복수음 정보가 주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표제항에는 이 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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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훈] L, H, H

‘意’는『광운』과『거요』에 모두 단일음으로만 수록되었다. 동국정운 문헌음에서 

복수로 주음될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것이다.『법화경언해』에서 ‘L’(156ㄴ, 發意)

로 주음한 것은 오류라고 생각된다. 용례도 1회에 불과하다. 편찬자가 방점에 혼란

을 일으킨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4) 遇攝

여기서는 ‘輿, 疏, 處, 去, 車, 部, 聚’를 다룬다. ‘部’는 운모 불일치음 편에서 먼저 

다룬 바 있지만, 불일치음 이외에도『동국정운』복수음이 문헌에도 복수로 출현한

다. 따라서 여기서 함께 논의한다. 한편 오로지 불일치음 때문에 복수 문헌음인 경

우는 생략한다.224)

(1) [輿]

‘輿’는 동국정운 문헌음에서 평성과 거성으로 나타나는데, 평성은 ‘땅’의 의미로, 

거성은 ‘수레’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동운]L영<남명하20ㄴ(黃輿 엇뎨 어루 다리오, 黃輿 大地라)>

      H영<법언1-77ㄱ(보로 뮨 輦輿로, 술위  업스니 輿ㅣ라)>

[SK] L여, L예

[광운] 以諸切, 遇中3L魚以(車輿又多也權輿始也 續漢書…)

      羊洳切, 遇中3H御李(車輿又方輿縣名)

[거요] L羊諸切, 喩母, 居자모운

            ([說文]車底也…詩詁曰輪軸之上加板以載物…堪輿天地總名…)

      H羊茹切, 有母, 據자모운(昇車也[增韻]兩手對擧之車…)

‘輿’가 ‘땅’의 의미로 쓰인 것은『광운』의 字釋에서는 근거를 찾기 어렵지만『거

이 없다. 아마도 이는『집운』의 음이 셋인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집운』에 추가된 것은 이

체자들이다). 

224) ‘度’가 그러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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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 거성 字釋 중에 ‘天地總名’이 눈에 뜨인다.『남명집언해』(하20ㄴ)의 용례와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남명집언해』의 편찬자가『거요』의 字釋을 직접 

참고했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漢語大詞典』에 따르면225) ‘輿’를 ‘天地’로 새기는 

전거가『周易』등에서 발견된다.

輿: 借指大地. 語出『易‧說卦』“坤為地……為大輿”.『淮南子』“以天為蓋，以地為輿.”

『史記‧三王世家』“御史奏輿地圖.”唐司馬貞索隱 “謂地為‘輿’者，天地有覆載之

德，故謂天為‘蓋’，謂地為‘輿.’

『남명집언해』의 편찬자는 ‘地’의 의미로 평성을 씀으로써, 거성과 의미의 차이

를 두고 주음한 것이다. 

(2) [疏](䟽)

[동운]L송{5회}<월석서20ㄴ(䟽達)/월석2-22ㄱ(䟽)/남명하43ㄱ( 일즉 䟽 어

드며 經論 조니),43ㄴ(그러나䟽 어드며經論 자)>

      H송{7회}<법언1-10ㄱ(智者와 慈恩괏 너븐 䟽와 녜며)/능활1-13ㄱ(疏釋, 疏 
經 들 올오리 릴씨오)>

[SK] L소, R소

[광운] 所葅切, 遇開3L魚生(通也除也分也遠也䆫也…)/所去切, 遇開3H御生(記也)

[거요] L山於切, 審, 孤자운([說文]通也…一曰遠也…或作疎…禮部舊出踈字今正)

      H所據切, 審, 顧자운(條陳也又記也…)] 

[역훈] L수, H수

『법화경언해』와『능엄경언해』의 H송는『광운』및『거요』의 字釋과 잘 대응한

다. 破音字 용법에 충실한 주음이라 할 수 있다.

(3) [處]

[동운]R(上同 処){3회}<석상서2ㄴ(2, 處 나아 니디 아니야 마니 이실 씨라)/

법언1-79ㄱ(比丘ㅣ處閑誦經은 忍度ㅣ오)>

225)『漢語大詞典』에서는 ‘輿’의 풀이에서 평성과 거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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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쳥226)<석상6-36ㄱ(一生補處菩薩이)/석상9-28ㄱ(오직 一生補處菩薩 外예)/석

상13-12ㄱ(無量義處 三昧예 드르샤, 處는 고디라)/석상23-13ㄴ(虛空處 虛

空處로셔 無邊識處 無邊識處로셔)/월석서-20ㄱ(處는 고디라)/월석1-35ㄴ(四

空處에, 四空處는 네 뷘 히라)/월석2-7ㄴ(補處ㅣ 외샤 兜率天에 겨샤)/

법언서-22ㄴ(無量義處에 跏趺샤)/법언1-20ㄴ(곧 녯 부텻 住處ㅣ시니 녯 

부텨 住더신 힐)/능활1-7ㄴ(이 海眼로 陰入處界 다 如來藏인 비

취여)/남명상2ㄴ(落處)>

[SK] R쳐

[광운] 昌與切, 遇中3AR語昌(居也止也制也息也留也定也…)

      昌據切, 遇中3AH御昌(處所也)

[거요] R敞呂切, 審母, 擧자모운([說文]止也…[廣韻]息也留也定也又制也…)

       H昌據切, 徹母, 據자모운(所也詳見語韻注)

[역훈] R츄, H츄

역시 명사적 용법(처소)과 동사적 용법(居하다)의 차이에 따라 잘 구분되고 있다. 

‘R쳥’는 현실음과 일치하기는 하지만, 의미에 따른 용법의 차이일 수 있다. 破音字의 

전형으로 본다. 덧붙여『역훈』의 음은 운모가『동국정운』음은 물론 현실음과도 다

르다. 자못 흥미로운 점은, 上同音인 ‘R쳥’이 복수음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다.『동

국정운』속 上同音을 반드시 무의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을 말해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4) [去]

[동운]L컹

      R컹{2회}<월석서19ㄴ(增感一兩句之去取호, 두 구 더의며 더러 리며, 

去 덜씨오)>

      H컹{20회}<훈언13ㄴ(去聲  노 소리라)/석상13-50ㄱ(過去)/월석서2ㄱ(去

갈씨오),19ㄴ/월석2-21ㄴ(過去)/법언1-90ㄱ(過去)/남명서2ㄱ>

[SK] R거, H거

[광운] 羌舉切, 遇中3R語溪/遇中3H御溪

[거요] L丘於切, 溪母, 居자모운

      R口擧切, 溪母, 擧자모운

226) 출현 빈도가 높으므로 횟수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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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丘據切, 溪母, 據자모운

[역훈] R규, H큐, L큐

‘R컹’(월석서)가 특이한 의미인 듯 보이지만 ‘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正

則 주음이라 할 수 있다. 破音字의 전형적 용법으로 본다.

(5) [車]

‘車’는 동국정운 문헌음에서 ‘L겅’와 ‘L챵’, 두 음으로 나타나는데, ‘수레’의 의미는 

‘L겅’로, 인명으로 쓰일 때는 ‘L챵’를 취한다. 

동운L겅{22회}<석상13-19ㄴ(네  메 寶車와 欄楯과)/월석1-27ㄴ(2,象兵 馬兵 車

兵 步兵 네 가짓 兵馬,車兵은 술위  兵이오)/월석2-3ㄴ(6,進力ㅅ 아 
牢車 牢車ㅅ 아 十車 十車ㅅ 아 百車 百車ㅅ 아 牢弓),28ㄱ(2,象兵과 

馬兵과 車兵과 步兵괘니 車는 술위라),35ㄴ(2,摩耶夫人이 雲母寶車 시고,

雲母寶車는 雲母로 뮨 보옛 술위라)/법언1-5ㄴ(2,三車一車 지 니
시니)/능활1-66ㄱㄴ(2,모 闡提로 彌戾車 헐에 쇼셔, 闡提로 彌戾車 
야리게 리라)/남상70ㄱ(黃帝ㅣ 指南車 라 치시니라)/남명하

30ㄱ(4, 三車)>

 동운L챵{1회}<석상6-4ㄴ(車匿이 돌아 보내샤 盟誓샤)>

 ∎월곡L챠{3회}<19ㄱ(車匿이),20ㄴ(車匿일 주시며), 51ㄱ(車匿이)>

[SK]L거, L챠

이러한 음 분화가 중국의 破音字 용법과 대응하는지는 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광운] 九魚切, 遇中3L魚見(車輅)

      尺遮切, 假開3AL麻昌(古史考曰黃帝作車引重致遠少昊時加牛禹時奚仲加馬…)

[거요] L斤於切, 見母, 居자모운([說文]輿輪總稱…)

      L昌遮切, 徹母, 嗟자모운([說文]車輿輪之憁名…)

[역훈] L규, L쳐

『광운』과『거요』모두 복수음을 취하지만, 字釋은 모두 ‘수레’의 의미이기 때문

에 姓氏 혹은 人名으로 쓰이는 용법이 분화되고 있는지는 말하기 어렵다.

현재로서는 동국정운 문헌음에서 破音字 용법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65 -

(6) [部]

[동운]R(上同 剖)

      R뽕<석상9-1ㄴ5(八部)227)/석상13-16ㄴ4(4部衆)228)/월석서19ㄱ(出入十二部之

修多羅호)ㄴ(十二部修多羅애出入호)/월석1-4ㄱ(천룡팔부),14ㄱ(2,천룡팔

부)/월석2-15ㄴ(八部)/법언1-52ㄱ(八部),68ㄴ(四部衆)/영험15ㄱ,(瞻部洲)>

     R<월곡-3ㄱ,9ㄱ,26ㄴ(이상 天龍八部),29ㄴ(八部),35ㄴ(天龍八部)229)>

[불일치음] R뿡{5회}<석상23-31ㄱ/석상24-48ㄴ>

[SK] H부

[광운] 裴古切, 遇脣1R姥並(部伍又部曲)/蒲口切, 流脣1R厚並(署也又姓出姓苑)

[거요] R伴姥切, 並母, 古자모운([說文]天水狄…徐曰部屬也部之言簿也…[廣韻]部伍又

部曲)

      R薄口切, 並母, 掊자모운([說文]天水狄…一曰統也界也[廣韻]暑也[增韻]部曲也

又姓…)

[역훈] R뿌, R

破音字 용법이라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八部’라는 용례가 두 복수음에 다 출현

하기 때문이다. 특히『거요』에서는 字釋이 거의 같아짐을 알 수 있다.『월인천강지

곡』의 주음이 특이한 것으로 일단 파악한다.

(7) [聚]

[동운]R쯍{4회}<석상9-6ㄱ(2, 三聚戒)/법언1-79ㄱ(戒 三娶 잇니 ,三娶 세헤 뫼

 씨라)>

      H쯍{4회}<능활1-35ㄴ(2,紫金光聚 能히, 聚 모 씨라)/영험11ㄱ(佛頂光聚

微妙章句),12ㄴ(佛頂光聚功德神驗)230)>

[SK] R
[광운] 慈庾切, 遇中3AR麌從(衆也共也歛也說文會也部落云聚)

      才句切, 遇中3AH遇從(字釋 없음)]

227) ‘R뿡’를 ‘R뽕’로 교정하였다.

228) ‘R뿡’를 ‘R뽕’로 교정하였다. 安秉禧(1974)에서는 ‘R뿡/뽕’가 아니라 ‘L뽕/뿡’로 적었는데 이는 오

타로 보인다.

229)『월인천강지곡』의 용례는 여기에 모두 보였다.

230) ‘R쯍’, ‘H쯍’의 용례를 모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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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요] R在庾切, 從母, 擧자모운(會也邑落云聚…廣韻衆也共也…)

      H從遇切, 從母, 據자모운(說文會也…)

[역훈] R쮸, H쮸

『석보상절』과『『법화경언해』』가 상성을,『능엄경언해』와『영험약초』가 거

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뫼다, 몯다’의 의미는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으며,『광

운』과『거요』의 字釋으로도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광운』에서 거성의 字釋이 없

는 것으로 보면, 상성음이 기본자적 용법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헌음이 복수

로 나타난 것은 문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蟹攝

蟹攝에서 다룰 것은 ‘在, 塞, 背, 解, 切’ 들이다. ‘切’는 山攝과 蟹攝 두 讀音을 가

지지만 편의상 蟹攝의 글자와 함께 다룬다. 또 ‘塞’은 ‘슥, ’ 둘을 취하나 ‘’가 특

이하므로 蟹攝에서 살펴 본다.  

(1) [在]  

[동운]{26회}R<법언1-23ㄱ,26ㄱ, 45ㄴ(2), 46ㄱㄴ(2)(이상 自在),61ㄴ(現在諸

佛),99ㄱ(威得이自在야),141(現在),190ㄱ(未來現在),234ㄴ(自在)/능1-9ㄴ/

능활1-8ㄱ,21ㄱ,23ㄱ(自在)/남명상18ㄴ(룜업시自在시라),41ㄱ(自在)/남

명하6ㄱ(自在)ㄴ(自在)/영험2ㄴ(現在)>

      H{27회}<석상6-18ㄴ(自在야),43ㄴ(一面觀自在經을),44ㄱ(2,觀自在菩薩),석

상9-19ㄴ(自在야),34ㄴ(自在리라)/석상13-6ㄱ(4,自在天子),30ㄱ(自在
샤),50ㄱ(2,現在)/석상19-33ㄱ(雲自在燈王),42ㄴ(一切自在)/월석서9ㄴ(2,

昔在丙寅야,痛言在疚야),10ㄱ(在 이실씨라),13ㄱ(其在于今야)/월석

1-32ㄱ(2,他化自在天),36ㄴ(自在야셔),39ㄱ(他化自在天)/월석2-15ㄱ(他化

自在天),21ㄴ(2,現在),30ㄴ(化自在天)>

   ∎월곡L{1회}<상-31ㄴ>

[역훈] R째, H째

‘在’에 대해서는 불일치음 편에서 논한 바 있으나 이는『월인천강지곡』의 주음(L

)에 대한 논의였으므로, 여기서는 다른 문헌들의 복수음 양상을 살핀다. ‘在’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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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에서 복수음을 가지며, 이것이 문헌음에서도 복수로 나타난다. 다만 대표적인 

용례인 ‘自在’. ‘現在’ 등이 상성과 거성으로 엇갈려 주음되는데, 이는 문헌의 차이로 

보인다. 즉『석보상절』과『월인석보』는 거성으로,『법화경언해』와『능엄경언해』,

『남명집언해』,『영험약초』는 상성으로 나타난다.『석보상절』과『월인석보』를 

한편으로, 나머지 문헌을 다른 편으로 하여 주음이 갈리는 양상이다. 초기 문헌과 

그 이후 문헌의 주음 차이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塞]

[동운]H슥<석상9-17ㄴ(‘’에서 교정함)231)/석상13-12ㄴ,14ㄱ(‘’에서 교정함),15ㄴ

(‘’에서 교정함),31ㄴ,43ㄱ,46ㄱ(이상 ‘’에서 교정함)/석상24-10ㄱ(일후

미 波塞奇라, 波塞奇王이)/월석서24ㄱ/법언1-57ㄴ,59ㄴ,63ㄱ,66ㄴ(2),104

ㄱ,159ㄴ,171ㄴ,195ㄴ,196ㄴ(優婆塞)>

   H<석상19-1ㄴ(2),21ㄴ,26ㄱ,29ㄴ,31ㄱ,32ㄱ,34ㄴ,35ㄴ,38ㄱ(優婆塞, 모두 교정

되지 않았음)>

[SK] H, H
[광운] 先代切, 蟹開1H代心 H(邊塞)

      蘇則切, 曾開1入德心(滿也窒也隔也)

[거요] H先代切, 心母. 蓋자모운([說文]隔也…[廣韻]邊塞也…)

      入 悉則切. 心母, 克자모([說文]窒也…[廣韻]滿也隔也[增韻]塡也充也壅也…)

[역훈] H새, H싁

‘塞’은 거성과 입성 두 복수음을 가지는데, ‘優婆塞’을 표기할 때는 ‘H’이 正則이

다. 특이한 점은『석보상절』권19에서 모두 ‘H’로 주음하였다는 사실이다.『석보

상절』의 교정이 엄격한 것은 익히 알려진 바 있으나, 권19에서 이것이 교정되지 

않은 것은 의외라 하겠다. 오히려 권24가 ‘슥’으로 표기한 것이 이채롭다. 다만 ‘波

塞奇’를 달리 주음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다.

(3) [背]

[동운] H<남명상28ㄱ(背叛)>

      H<능활1-80ㄴ(背叛)>

[SK] R, R, R패

231) 安秉禧(1974)에서는 張次를 ‘16ㄴ’로 보였으나, 이는 誤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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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 蒲昧切 蟹脣1H隊並(弃背)/補妹切, 蟹脣1H隊幇, (脊背)] 

[거요] H補妹切, 幇母, 媿자모운(脊也)/ H蒲妹切, 並母, 媿자모운(違也)

[역훈] H뷔, H쀠

『광운』에서부터 복수음이 있었으나 字釋은 동일하다. 다만『거요』에서 字釋의 

차이가 생겼다. 그러나 문헌 속의 용례는 모두 ‘背叛’으로 같다. 破音字 용법이라기 

보다는 방점의 혼란, 혹은 복수음의 단일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 [解]

[동운]R갱<석상서5ㄴ(就加譯解노니)/월석서5ㄱ(解脫), 8ㄱ(解脫)ㄴ(解脫)/석상13-40

ㄱ(解脫),43ㄴ(解脫, ‘R’에서 교정함)/법언서23ㄱ(이 解로 微妙 가라 
사몰 띠니라)/법언1-9ㄴ(이 解 안 마),10ㄱ(注解 다 窮究야),127

ㄱ(알 解 니라=餘如前解)/영험12ㄱ(解脫)/남명서2ㄴ(解脫)/남명상35ㄱ

(解脫)>

       H갱(上同 懈)

       H갱 

       R<석상6-29ㄱ/석9-3ㄱㄴ(解空)/석상13-3ㄱ(解空),14ㄱ(信解와…, 解 알씨

니),27ㄴ(世間解無上士…),62ㄴ(信解야)/석19-27ㄱ,28ㄴ(이상 世間解無上

士…)/석상23-9ㄴ(光明 맛나아 解脫 아니 리 업스리라),16ㄱ(法을 眞實로 

보 닌 解脫이라 고)/석상24-16ㄱ(解脫)/법언1-6ㄱ,14ㄴ(이상 信解品),32

ㄱ(解空, 吉解空),79ㄱ(信解), 91ㄴ(號ㅣ…世間解無上…),148ㄴ(第一稀有難解

옛法이라),161ㄴ(難解),162ㄱ(難解)>

       H<남명상31ㄱ(聖解왜다업서)>

[SK] R, H, R하

[불일치음] R<법언1-26ㄴ(解脫 사미니),140ㄴ(解脫),142ㄴ(6,解脫),143ㄱ(2, 解

脫),150ㄴ(無所畏와 解脫와),160ㄴ(5, 解脫), 161ㄱ,162ㄱ,163ㄱ> 

[광운] R胡買切, 蟹開2佳見/ R佳買切, 蟹開2佳匣 

      H古隘切, 蟹開2卦見/ H胡懈切, 蟹開開2卦匣

[역훈]R걔(俗音 계), H걔

운모의 불일치음에서 다룬 바 있다. 동국정운 수록음 중의 복수음은 破音字 용법

으로 문헌에 출현한다. 가령 ‘解脫’은 모두 ‘R갱H퇄’로 주음되었다. 



- 169 -

(5) [切]

동운H{2회}<월석서22ㄱㄴ(切忌執指而留筌이니라, 切은 時急씨니)>

    H촁232)<석상6-8ㄴ,9-3ㄱ,13-1ㄱ,19-4ㄴ/석상23-3ㄱ/석상24-17ㄴ/월석서6

ㄴ,26ㄱ/월서1-10ㄴ,2-15ㄴ/법언1-6ㄴ/능활1-3ㄱ/영험1ㄱ/남명서2ㄴ/남명

상-12ㄱ,하-8ㄴ>

[SK] H쳬, H졀

[광운] 七計切, 蟹開4H霽淸(衆也)

      千結切, 山開4入屑淸(割也刻也近也追也義也[說文]  也)

[거요] R七計切, 淸母, 寄자모운(衆也又一切大凡也…)

      入 千結切, 淸母, 結자모운

            ([說文]折刌也…[廣韻](割也刻也近也追也[增韻]又急也…)

‘切’는『동국정운』에서 두 개의 讀音을 가지는데 문헌에서도 역시 복수음으로 나

타난다. 문헌 속의 주음 중 入聲 ‘’은『월인석보』에서 ‘時急다’는 의미로 쓰인 

용례 2회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H촁’로서 '一切‘의 讀音으로 주음된 것이다. 이러한 

讀音 차이는 분명히 의미의 차이에 따른 결과이므로 破音字 용법을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중국어의 경우와 같다고 설명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광운』과『거요』이 거성과 入聲에서 어떤 의미 차이로 분화한 것인지, 특히 入聲

의 字釋(割也刻也近也追也義也)이 어떻게 ‘時急’이라는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지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233)

6) 臻攝

臻攝에는 ‘論, 近, 分, 蘊’이 있다. 차례대로 검토한다.

232) ‘H촁’로 쓰인 용례는 모두 ‘一切’의 주음에 쓰인 것이다. 출현 횟수 표시는 생략한다.

233)『漢語大詞典』에는 ‘切’의 입성 條에서 “急切,急迫”의 의미가 있고 그 전거로『穀梁傳』이 제시되

고 있다.『穀梁傳』은 春秋시대의 魯나라 穀梁赤이 저술한『春秋』의 註解輯이므로 상고음 시대의 

문헌이라 할 수 있다. “切: (6)急切, 急迫『穀梁傳 ‧ 僖公十年』“吾與女未有過切，是何與我之深也。”

范寧注：“吾與女未有過差切急.”(『漢語大詞典』)

     한편 엄익상(2008:296-297)은 ‘切’의 讀音 중 ‘절’(동국정운식으로는 ‘’)이 상고시기 중국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字義에 대한 논의는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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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論]

[동운]L론<석상13-2ㄴ,(論議),17ㄴ(講論),21ㄱ(法講論)234)/월석서18ㄴ,19ㄱ/월선1-7

ㄱ/월석2-2ㄴ,10ㄴ/법언서-21ㄴ/법언1-32ㄱㄴ,71ㄴ,77ㄴ,199ㄴ/능활1-16

ㄴ/남명상2ㄱㄴ,12ㄱ,33ㄱㄴ/남명하2ㄴ,8ㄴ,11ㄴ,12ㄱ,33ㄴ,43ㄱㄴ,49ㄱ,54

ㄴ,64ㄱ,65ㄱ,67ㄱ>

     H론<석상19-10ㄴ(議論),25ㄱ(戱論,議論),42ㄱ(議論)/법언1-19ㄱ/석상23-8ㄴ(達

磨 論이라),54ㄱ(2, 議論)/석상24-30ㄴ(議論)>

     L륜

      ∎월곡L론<25ㄱ(議論)>

[SK] L론, R론

[광운] 力迍切, 臻合3L諄來(言有理出字書)

      盧昆切, 臻合1L魂來(說也議也思也)

      盧困切, 臻合1H慁來(義也)

[거요] L龍春切, 來母, 鈞자모운

      L盧昆切, 來母, 昆자모운/H盧困切, 來母, 睔자모운

[역훈] L륜, H룬

문헌음이 복수로 나타나나 그 용법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 다만『석보상절』

권19와 권23은 교정되지 않은 채 남은 것으로 보인다.『석보상절』권19의 한자음에

서 오류가 그대로 남은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다.  

(2) [近]

[동운]R끈<석상13-15ㄴ(親近, 근은 갓가씨라)/석상19-21ㄱ(親近)/석상서 3ㄴ(近間), 

4ㄱ(近間애)/월석서14ㄱ(近은갓가씨라)/법언1-9ㄴ(近世)>

  ∎월곡R끈<51ㄴ(親近)

     H끈<법언1-66ㄴ(無量諸佛을 親近供養오실), 82ㄴ(親近)/영험6ㄴ(親近)>

     H긔 (上同 炁)

[SK] R근, H근

[광운] 其謹切, 臻開3R隱群(迫也幾也)/巨靳切,臻開3H炘群(附也)

[거요] R巨謹切, 群母, 謹자모운(迫也[廣韻]幾也不遠也指遠近…毛氏曰几遠近之近上聲

附近之近去聲)

      H巨靳切, 群韻, 靳자모운([說文]附也…[增韻]親也近之也…)

234) 이상은 墨書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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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훈] R낀, H낀

운서의 字釋을 살펴보면『광운』은 상성과 거성의 의미가 밀접하긴 하지만 구분

되는 반면에『거요』에서는 의미가 거의 구분이 거의 없어졌다고 할 수 있다.『법화

경언해』는 권1-9ㄴ의 음은 상성, 나머지는 거성인데, 의미가 실질적으로 거의 같

다고 여겨지므로, 방점에 혼란을 겪은 결과라 할 수 있다.

(3) [分]

[동운]L분<석상6-25ㄱ(分揀..)/석상19-4ㄴ(分明),5ㄱ(百分 千分 百千萬億分에),10ㄱ(이 

다 세 分으로 나히 업슬),10ㄴ(어듸 三分이 몯 자 八百 사오나 
이리 이시리오),37ㄴ(分身)/월석2-38ㄱ(分明)/법언1-16ㄱ(分別),37ㄱ(分明

히),38ㄴ(分揀),124ㄱㄴ(舍利分布)/능활1-3ㄴ(分別),48ㄱ(分別, 分明,)/남명상

1ㄴ(分明),38ㄴ(分別)>

    H뿐<석상9-18ㄱ(4,八分은 여듧 가지니 齋옛 이리 여듧 가질 八分齋라 니), 

22ㄴ(八分齊戒),32ㄱ(八分齊戒,이상 ‘L분’을 교정함)/석상19-19ㄴ(分叚身 
여희샤)/법언서-21ㄴ(죠고맛 分도 아디 몯리로다)/법언1-15ㄴ(序分一品, 

正宗分,流通分),92ㄴ(劫은 닐오매 時分이라), 155ㄴ(져근 分도 能히 아디 몯

리며)/능활1-16ㄴ(分, 序分, 見道分)/남명상3ㄴ(올 分이 업스시니라),10

ㄱ(劫겁 時分씽‧뿐이라),19ㄴ,21ㄱ(이상 本分), 25ㄴ(佛眼도 올 分이 없

슬시라),26ㄴ(摩外올 分이 업스니라),29ㄴ(本分)/남하9ㄴ(사샹넷分이

라알時節거드리디아니니라),24ㄴ(옷傳홀分업슬시라),28ㄱ(서르 傳욜 分

이 업슬시라),44ㄴ(허물욜分이 업스니라),65ㄴ(모 사 分上애 제게잇

 靈光이 古今애 비츼면),68ㄱ(本分)>

   H빤(上同 瓣)

    ∎월곡L분<13ㄱ(分別)>

          H뿐<16ㄱ(兩分),22ㄴ(三分)>

[SK] L분, RH분

[광운] 府文切, 臻中3L文非(賦也施也與也說文別也)

      扶問切, 臻中3H問奉(分劑)

[거요] L方文切, 非母, 分자모운

            (說文分別也…以分別物也[增韻]判也裂也一曰與也[廣韻]又賦也施也…)

      H符問切, 奉母, 睔자모운(別也又均也)

[역훈] L, R,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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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은 ‘분간, 구별’ 등의 의미로 쓰일 경우는 ‘L분’으로, ‘조각, 분량, 부분’의 뜻으

로 쓰일 경우는 ‘H뿐’으로 나타난다.『월인천강지곡』의 용례가 대표적이다. 나머지 

문헌도『석보상절』권19를 제외하면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석보상절』권

19가 혼동을 보이는 것이 주목된다(권6‧13은 두 가지 용례가 모두 출현하지 않음), 

앞에서『석보상절』권19에서 교정되지 않은 오류를 발견하였듯이, 이 경우도 그러

하다고 생각된다. 

앞선 연구에서는『석보상절』의 권23‧24만 교정을 거치지 못한 문헌이라 지적한 

바 있는데『석보상절』권19 역시 교정이 누락된 부분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 [蘊]

[동운] L
      R<남명상6ㄴ,24ㄱ(五蘊),26ㄱ,32ㄴ,33ㄱ,53ㄴ,56ㄱ/법언1-211ㄴ>

      R(上同 菀)

      H<월석1-35ㄱ(色蘊은 뷔여 디 몯야 빗 이쇼미오)ㄴ,37ㄴ(色蘊)>

[SK] R온

[광운] 於云切, 臻合3R吻影(薀의 俗作) 薀: 藏也[說文]曰積也春秋傳曰薀利生孼俗作蘊)

[거요] L於云切, 影母, 雲자모운/R委粉切, 影母, 隕자모운/ H紆問切, 影母, 運자모운

[역훈] L, L, R, H
운모는 동일하나 성조가 상성과 거성으로 나뉘어 주음되었다. 현실음과도 다르다. 

‘蘊’의 의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지만 ‘五蘊’과 ‘色蘊’으로 쓰이는 차이

이므로 여기서 성조가 달라져야 할 이유가 있는지 좀 더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7) 山攝

여기서 살펴 볼 것은 ‘乾, 便, 難, 觀, 斷, 先, 傳, 轉, 散’ 들이다. 하나씩 검토한다.

(1) [乾]

[동운]L간<석상6-36ㄱ(金剛乾慧예  번 나면 後에 妙覺애 오니)/월석2-59ㄴ(처

믄乾慧地오),60ㄱ(乾慧地智慧ㅅ地位니),62ㄱ(2)ㄴ(이상 乾慧)/능활

1-37ㄱ(乾慧)>

      L껀<석상13-8ㄴ(네 乾闥婆王樂 乾闥婆王과 美乾闥婆王과 美音乾闥婆王이),13

ㄱ(乾闥婆 阿脩羅 迦樓羅 緊那羅 摩睺羅迦),32ㄱ(乾闥婆ㅅ소리)/석상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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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乾闥婆와 乾闥婆女와 ),21ㄱ(2(乾闥婆)),38ㄱ(乾闥婆 阿修羅 迦樓羅),39ㄴ

(乾闥婆 阿修羅 迦樓羅)/월석1-14ㄱㄴ(이상 乾達婆)/법언1-49ㄴ,59ㄴ,104

ㄱ,118ㄴ,163ㄴ(모두 乾達婆)/남명상71ㄱ(乾達婆)>

       ∎월곡L껀<66ㄴ,那乾訶羅國이 毒龍羅刹 계워>

[SK] L간, L건(訓蒙)

[광운]古寒切, 山開1L寒見(字㨾云本音虔今借爲乾濕字又姓出何氏姓苑)

     渠焉切, 山開3L仙群(天也君也堅也)

[거요] L居寒切, 見母, 干자모운(燥也[字林]云本音虔..今借爲乾習字…)

      L渠焉切, 群母, 鞬자모운([說文]上出也…[廣韻]又君也堅也..)] 

[역훈] L건, L껸

『동국정운』음 중 ‘L간’과 ‘L껀’으로 나뉘어 문헌에 쓰이고 있다. 쓰이는 용례로 

볼 때 ‘마르다, 건조하다(乾慧)’는 의미일 때는 ‘L건으로, ’乾達婆‘ 등 범어 음역어일 

때에는 'L껀'으로 주음하였다. 이것은『광운』과『거요』의 字釋과도 대응할 뿐 아

니라 현실음에서도 동일하다. 아래의 예는 ‘L간’과 ‘L건’이 현실음에서도 의미의 차

이에 따라 구분되어 쓰임을 보여준다.

乾肉(간)으란 不齒決(블치결)며 …  고기란 니로 버혀 먹디 말며<번역소학

4-26ㄴ,27ㄱ>

하 L건<訓蒙>

요컨대『동국정운』복수음은 문헌에서 破音字 용법에 따라 분화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중국 운서는 물론 한국 현실음의 용법과도 대응한다.

(2) [便]

[동운]L뼌<석상6-5ㄴ(衆生 便安케 시 거시어늘),20ㄴ(便安)/석상9-5ㄴ(便安)/

석상13-20ㄴ(便安)/석상23-17ㄴ(便安)/훈언3ㄱ(便安)/월석서25ㄱ(便安)/월

석1-18ㄴ(便安)/법언1-6ㄱ(三界 便安티 몯호 가즐비시니),58ㄱ(便安)/능

활1-16ㄱ(便安)/남명상4ㄱ(便安)/남명하14ㄴ(便安)>

     H뼌<석상6-ㄱㄴ(目連이 種種方便으로다시곰 도)/석상9-5ㄱ(無量無邊知慧方

便으로),20ㄴ(種種方便으로),29ㄱ(工巧신方便과)/석상13-38ㄱ(方便)/월석

상13-2ㄱ(方便)/법언서-22ㄴ(方便門 여르샤)/법언1-4ㄱ(方便)227ㄱ(方便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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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便)/능활1-3ㄱ(方便)/남명상17ㄴ(方便)/남명하7ㄴ(方便)/영험6ㄱ(方便)>

    ∎월곡L뼌{1회}<8ㄴ(便安)>

    ∎월곡H뼌{1회}<31ㄱ(方便)>

[SK] L편L변R편R변H변

[광운] 房連切, 山脣3AL仙並(便辟也安也又姓…)/婢面切, 山脣3ALH線並(利也)

[거요] L毗連切, 並母, 鞬자모운([說文]安也…一曰便 便辟也…溲也…)

      H毗面切, 並母, 建자모운(安也…[廣韻]利也…)

[역훈] L뼌, H뼌

‘便安’과 ‘方便’의 두 용례에 따라 철저히 구분된다.『석보상절』,『월인석보』는 

물론『월인천강지곡』에서도 동일하다. 이러한 용법은『광운』복수음에 주기된 字釋

의 차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便(평성), 安也’, ‘便(거성), 利也’가 그것이다. 

대표적인 破音字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 [難]

동운L난<석상6-9ㄴ(阿難),13ㄱ(즐겨 艱難며)/석상9-26ㄱ(阿難),33ㄱ(難 어려 이

리라)/석상13-2ㄴ(難陁와 孫陁羅難陁)/석상23-3ㄴ(阿難),9ㄱ(難行苦行ㅎ 야)/

석상24-2ㄱ(阿難)/월석서23ㄱ(觀者ㅣ 猶難於讀誦커니와)ㄴ(難 어려씨

라)/월석2-1ㄴ(難陁, 阿難)/법언1-20ㄴ(阿難),30ㄴ(難陁와 孫陁羅難陁와)/능

활1-16ㄱ(阿難),17ㄴ(阿難)/영험11ㄱ(阿難),12ㄱ(賊難과 兵難과 王難과 獄難

과, 艱難호미)/남명상54ㄴ(濟度호 難히아니호도날리라시니)/남명

하4ㄴ(阿難)>

    H난{9회}<석상23-12ㄴ(八塗法難이며)/법언1-32ㄴ(이대 難 對答고, 難 힐

훌씨라)/능활1-51ㄱ,53ㄱ,55ㄱㄴ,64ㄱ(2,이상 詰難)>

    L낭

    R낭(上同 橠)

∎월곡 L난{5회}<14ㄴ(難陁調達),40ㄴ(阿難)>

[SK] L난,R난,L란,R란

[광운] 那干切, 山開1L寒泥(難也不易稱也又木難珠名其色黃生東夷曹植樂府詩曰…)

      奴案切, 山開1H翰泥(患也)

[거요] L那干切,泥母,干자모운([說文]鳥也…徐曰今假借爲難易之難[廣韻]不易之稱也

                  [增韻]又重大也又木難珠名色黃生東夷曹植詩云…)

      L囊何切, 泥母, 歌자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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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郤凶惡也[周禮]方相氏率百隸時難以索室驅疫通作儺 [史記]…)

      H乃旦切, 泥母, 旰자모운(且也[廣韻]患也[增韻]阨也寇也憂也[禮記]臨難無苟免

                  又[書]而難任人注拒也孟子禽獸又何難焉 注 責也)]

[역훈] L난, H난, L너

‘難’은 대부분 평성으로 나타나지만 거성을 취하는 경우도 있다. 즉『법화경언

해』의 경우 ‘어다’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평성으로, ‘힐다(詰難)’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거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광운』거성의 ‘患’ 字釋과 대응하는지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漢語大詞典』에 따르면 ‘患’의 새김 중에 ‘厭惡’가 있는

데, ‘難’의 새김에도 역시 ‘厭惡’가 있다. 이로 미루어 ‘難’을 거성으로 주음한 것은

『광운』의 字釋까지 그 연원을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235)

한편『석보상절』권23(‘八塗法難’)의 경우도 의미의 차이에 따른 것인지는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도『漢語大詞典』의 풀이를 참고하면 의미에 따른 성조 분

화의 正則대로 주음된 것이라 할 수 있다.236)

요컨대『동국정운』‘難’의 복수음은 그 의미의 차이에 따라 실제 문헌에서 평성과 

거성으로 정연하게 구분되고 있다.

(4) [觀]

[동운]L관{44회}<석상6-43ㄴ(十一面觀自在經),44ㄱ(觀自在菩薩)/석상9-18ㄴ(觀自在

菩薩)/석상13-5ㄱ(觀自在菩薩)/석상서33ㄴ(四門遊觀 逾城出家)/월석서23ㄱ

(觀者ㅣ 猶難於讀誦커니와)/월석2-69ㄴ(五岳 十八山 觀大山)/법서22ㄴ(觀音ㅅ

조 應샴과)/법언1-41ㄱ(觀世音菩薩),84ㄱ(2,觀諸法性 시혹 覺觀으로 

道 求샤미오)/능활1-8ㄱ(金剛觀察)/영험1ㄱ(觀世音菩薩)/남명상15ㄱ(觀照

로 뎍 닷그면)/남명하5ㄴ(趙州禪師 겨신 觀音院이)>

    H관{6회}<월석2-49ㄱ(太史 書雲觀  벼스리라)/법서22ㄱ(그 觀에 드로미 

고미 쵸 자 다 니라)/법언1-84ㄱ(心無所着 敎觀 여희시며), 

149ㄱ(3:三觀,觀智,十如三觀보야로)>

[SK] L관, H관(『훈몽』, 집 관), R관

[광운] 古丸切, 山合1L桓見(視也)

235)『漢語大詞典』에서는 ‘難’의 去聲 용법으로 ‘責難, 詰問’도 제시하고 그 용례로『孟子』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에서 보인『거요』의 字釋 끝부분의 ‘責也’와도 통한다.

236) 變亂.《左傳‧文公二年》吾與女為難. 楊伯峻注 “難，去聲”(『漢語大詞典』難2 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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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古玩切, 山合1H換見

              (樓觀[釋名]曰觀者於上觀望也[說文]曰諦視也[爾雅]曰觀謂之闕亦姓…)

[거요] L沽歡切, 見母, 官자모운(視也 [增韻]諦視也 穀梁傳曰常事曰視非常曰觀…)

       H古玩切, 見母, 貫자모운([說文]諦視也…[爾雅]曰觀謂之闕…[廣韻]樓觀…)

[역훈]L권, H권

‘觀’은 평성과 거성 모두 문헌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 용법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광운』에서는 거성의 字釋이 ‘樓觀’ 즉 궁궐 앞부분의 

높은 누각을 가리키는데237), 이것은『훈몽자회』의 거성 條 字釋과도 통한다. 이 연

구에서 확인한 문헌에서는 거성을 취한 용례가 분명히 ‘樓觀’의 의미로 쓰였기 때문

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書雲觀’은 天文을 다루는 관직을 가리키는 것이다. ‘敎觀’, 

‘三觀’ 등도 평성의 새김 즉 ‘視也’라는 의미와 구분된다고 말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觀’을 거성으로 주음한 것은 방점의 혼란으로 보인다.

(5) [斷]

[동운]R돤{16회}<월석서15ㄱ(決斷)/월석2-3ㄱ(斷結)/법언1-25ㄴ(知斷功德이),194

ㄱ(決斷)/남상76ㄴ(斷見外道)/남명하40ㄱ(修行리 斷常ㅅ구뎨딜가저헤

니),47ㄱ(外道ㅣ斷에브트며常에븓고)>

      H돤{5회}<법언1-156ㄴ(決斷),194ㄱ(決斷),200ㄴ(決斷)/능활1-13ㄴ(決斷)>

      R똰{2회}<법언1-190ㄱ(斷見常見),법언1-211ㄴ(若無는 斷見이니)>

      H똰

[SK]R단

[광운]都管切, 山合1R緩端(斷絶)/ 徒管切, 山合1R緩定(絶也)

      丁貫切, 山合1H換端(決斷)

[거요]R覩緩切, 端母, 管자모운([說文]絶也 [增韻]截也…)

      R杜管切, 定母, 管자모운(絶也)

      H都玩切, 端母, 貫자모운(決斷)

      H徒玩切, 定母, 貫자모운([說文]截也…[增韻]絶也)

[역훈]R둰, R뚼, H둰

‘斷’은 현실음에서는 음이 한 가지이나『동국정운』에서는 넷으로 나타난다. 또 

문헌에서는 세 음으로 주음하고 있다. 문헌의 음은 뚜렷이 그 규준을 구분하기 어렵

237)『漢語大詞典』에 따르면『禮記』鄭玄 注가 ‘觀 闕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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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단 ‘決斷’의 용례가 ‘R돤, H돤’으로 混記되고 있는데, 이는『광운』이나『거

요』에 去聲으로만 표시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동국정운 문헌음의 분포가 字釋의 

차이에 따랐다고 말하기 곤란한 것이다. 

출현 빈도로 보건대 ‘決斷’의 주음에서『법화경언해』가 다른 문헌과 달리 주로 

거성에 ‘ㄷ’ 성모(中古 端母)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같은『법화경언해』

에서 ‘R돤’으로 1회 출현한 것은 편찬자의 오류로 보인다. 이것이 194면에 나온다

는 점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한다. 같은 면에 ‘H돤’이 나오기 때문이다.

『법화경언해』한자음의 또 한 가지 특색은 ‘R똰’이라는 주음도 출현한다는 것이

다. 그 용례가 ‘斷見’이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법화경언해』의 편찬자가 ‘斷’의 

용례에 따라서 ‘R돤(知斷功德), H돤(決斷), R똰(斷見)’으로 구분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구분이 어떤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는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R돤(決斷)’이라는 주음 1회는 오류가 된다.『광운』에서도 字釋의 차이가 있긴 하

지만 그 의미 차이가 분명하지는 않다.『광운』상성 定母의 字釋인 ‘斷絶’과 상성의 

字釋 ‘絶也’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좀 더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6) [先]

[동운]L션{11회}<석19-25ㄱ(先佛ㅅ經中에 니샨 배리라)/월석서15ㄴ(先考所製시니, 

先은 몬졔오)/능활1-14ㄴ(先後 一定호미 올티 몯니라),娑毗迦羅先梵天呪

로/영험16ㄱ(先世)>

    R션

    H션{1회}<법언1-198ㄱ(欲性과 先世옛 善惡業을)>

[SK] L션

[광운] 蘇前切, 山開4L先心(先後也又姓…) / 蘇佃切, 山開4H霰心(先後猶娣姒又姓…)

[거요] L蕭前切, 心母, 堅자모운([說文]前進也…徐曰之往也…一曰始也故也又姓…)

      R穌典切, 心母, 繭자모운(前也…)

      H先見切, 心母, 見자모운

              (相導前後曰先之也又先事而爲曰先…[廣韻]又娣姒曰先後…)

[역훈]L션, R션, H션

『광운』의 字釋에 기대면 平聲은 ‘앞뒤’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쓰임이며, 去聲으

로 쓰일 때에는 ‘여자 동기의 손위와 손아래를 부르는 말’이라 풀이된다.238) 그러나

『동국정운』 복수음 중『법화경언해』에 1회 나타난 거성은 그러한 의미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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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 이것은 의미의 차이에 따른 破音字 용법이라 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법화

경언해』의 오류로 판단한다.

(7) [傳]

[동운]H
      L{58회}<법언서6ㄱ(洪은 너필 씨오 傳은 옮길 씨라),7ㄴ(東으로 震旦애 傳컨

디 삼백 나 니)/법언1-100ㄴ(妙法의 傳持야),113ㄱ(傳야)/능활1-30

ㄴ(傳욘 幻呪ㅣ 일후미 先梵天이니)/영험12ㄴ(呪心을傳샤)/남명서1ㄱ(法

傳시논바)/남상1ㄱ(各別히 傳샨 가짓 佛法법이라)/남명하7ㄱ(일즉 消

息식을 傳야)>

      H{3회}<법언1-9ㄱ(傳記, 傳은 經通호로 삼논디라)>

       ∎월곡L<15ㄴ(永世 流傳니)>

[SK] L뎐, R뎐, H뎐

[광운] 直攣切, 山合3L仙澄(轉也)

      直戀切, 山合3H線澄(訓也[釋名]曰傳傳也以傳示後人也)

      知戀切, 山合3L線知(郵馬[釋名]曰傳傳也人所止息於後人復來軌轉相傳無常人也)

[거요] L重緣切, 澄母, 涓자모운([說文]遞也古謂奉使傳驛馬爲傳遞大夫稱傳遞之臣…一曰

轉也…)

      H株戀切, 知母, 睊자모운

       (驛遞也[釋名]傳傳也人所止息去於後人不來軌轉相傳無常人也…[廣韻]又郵馬…)

      H柱戀切, 澄母, 睊자모운(訓也[釋名]云傳也所以傳示人春秋三傳…)

‘傳’은 동국정운에서 복수음 셋으로 나타나는데 문헌에서는『법화경언해』한 면

(권1-9ㄱ)을 제외하면 모두 한 음(평성, 澄母239))으로 주음되었다. ‘H(법언1-9

ㄱ)’으로 쓰인 것은 ‘傳記’의 주음인데, 字釋을 참고하면『광운』의 거성 澄母 혹은

『거요』의 거성 澄母와 대응한다. 의미의 차이에 따라 주음을 달리한 것이다.

그런데『광운』의 평성 澄母에 주기된 字釋인 “轉也”가 문헌음 절대다수의 용례

와 통하는지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漢語大詞典』에 따르면 ‘轉’은 “飜轉, 

移動, 轉運, 變化”의 뜻을 가지는데. 이것은 “傳은 옮길 씨라(법언서6ㄱ)”의 용례와 

잘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나머지 용례들은 대부분 ‘傳하다, 傳受하다’의 뜻인

238)『거요』의 字釋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239) 동국정운 성모로는 覃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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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것은『광운』평성 澄母의 字釋보다는 오히려 평성 知母나 거성 澄母의 字釋과 

가깝다고 여겨진다. 덧붙여『광운』이나『거요』에서는 ‘驛馬, 遞’의 의미가 복수음 

여럿에 걸쳐 혼재되어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중국어에서는 ‘傳’의 의미 분화가 분명

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적어도 이 연구가 조사한 문헌음에서는『법화경언해』한 곳

이 의미의 차이(傳記)를 구분하여 달리 주음되었다는 점만은 분명한 것이다. 이것을 

한국 문헌 고유의 破音字 용법이라 할 수 있을지, 아니면『법화경언해』편찬자만의 

특색인지는 아직 단정하지 않기로 한다.

(8) [轉]

[동운]R{43회}<석상6-18ㄱ(梵天이 轉法쇼셔),23ㄱ(轉輪王)/석상9-2ㄱ(像法이 轉

 時節에)/석상13-13ㄱ(轉輪聖王),58ㄱ(轉法)/석상서3ㄴ(鹿苑轉法 雙林涅槃

이라)/월석서10ㄴ(薦拔이 無如轉經이니)/월석1-19ㄴ(轉輪王, 轉은 그울씨오 

輪은 술위니 轉輪은 술위를 그우릴씨니)/월석2-3ㄴ(轉輪聖王)/법언1-57

ㄴ(成道실쩍과 轉法輪실쩍과),93ㄱ( 업시 轉실씨오,),104ㄱ(轉輪聖

王)/능활1-3ㄴ(곧 藥王 轉샨 法輪에, 轉 옮길씨오)/영험11ㄴ(法輪을 轉

시며)>

   H{9회}<석상9-2ㄱ(像法이 轉할 時節에), 20ㄴ(像法 轉 時節에)/석상13-32ㄱ

(轉輪聖王)/석상19-6ㄱ(轉輪王)/석상23-7ㄱ(轉輪王)>

     ∎월곡H{1회}<34ㄴ(法을 轉샤)>

[SK] R뎐, H뎐

[광운] 陟兖切, 山合3R獮知, R뎐(動也, 運也)/知戀切, 山合3H線知(流轉也)

[거요] R柱兗切, 澄母, 畎자모운(輾轉反側也[廣韻]動也運也[增韻]又旋也自運也…)

       H柱戀切, 澄母, 睊자모운

                ([說文]運也…[廣韻]流轉[增韻]又選轉又車上衣裝曰轉…)

[역훈] R, H

‘轉’은 동국정운에서 복수음 둘을 가지는데 문헌에도 두 음으로 갈려 나타난다. 

그러나 그 음의 구분이 어떤 의미나 기능 차이에 의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소

수의 용례인 거성(H)이 ‘법을 전하다’는 의미나 ‘轉輪王’의 주음에 쓰이긴 했지만, 

이것은 다수의 용례인 상성(R)에도 중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참고로『광운』의 복수음은 의미의 구분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

서 확인한 우리 문헌에서는 그 구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광운』상성 음의 字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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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動也, 運也)에 해당하는 용례가 상성과 거성으로 혼재하여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轉’의 문헌음은 방점의 혼란을 보인 것이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다. 특히 

‘H’이『월인천강지곡』은 물론『석보상절』에도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석보상절』(권 6,9,13,19)은 음의 교정 작업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인 문헌이

지만 ‘轉’의 주음에는 이러한 혼동을 보인 것이다. 덧붙여『월인석보』에서는 문헌

음이 단일하게 나타났다는 점도 중요하다.『월인석보』에서는 이전 문헌에서 보인 

방점의 혼동을 모두 바로잡았다고 풀이할 수 있다.『월인석보』가 한자음을 충실히 

주음한 문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

(9) [散]

[동운] L산

      R산<능활1-40ㄱ(土木과 空散과 더니)>

      H산<영험13ㄴ(衆生이 散亂매)/남명상52ㄴ(이 散亂과 無記왜라)/남명하

14ㄴ(虛空 간도 離散며)>

[SK]R산, H산, H솬

[광운] 蘇旱切, 山開1R旱心(分離也布也[說文]作橵分離也雜肉也今通作散)

      蘇旰切, 山開1H翰心

            (散誕[說文]作橵分離也又作橵雜離也今通作散又姓史記文王四友散宣生)

[거요] L相干切, 心母, 干자모운(闡散也又琴曲[廣韻]散又白居易詩…)

      R蘇旱切, 心母, 笴자모운([說文]本作雜肉也…[廣韻]散誕也

              [增韻]疏離也不聚又穴散閑散又莊子…又姓文王四友…)

      H先旰切, 心母, 旰자모운([說文]雜肉也本作…[廣韻]又分離也布也又飮器

              [禮記]賤也獻以散注鄭玄曰五升曰散孔曰散訕也…)

[역훈] L산, R산, H산

‘散’은『동국정운』에는 복수음 셋(平上去)으로 나타나는데 문헌에서는 상성과 거

성이 보인다.『광운』역시 복수음을 가지는데 상성과 거성이며,『거요』는 평성이 

늘어났다. 그러나『광운』과『거요』모두 복수 讀音의 字釋이 큰 차이가 없이 ‘흩어

진다(分離, 闡散)’는 뜻이 중복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추출한 문헌 복수음의 의미 차이를 이들 운서에서 찾기는 어

렵다. 다만 문헌 복수음 중 소수음인 ‘R산’의 용례인 ‘空散’(『능활』)이 구체명사로 

쓰인 것으로 볼 때240), ‘허공’ 정도의 뜻으로 쓰였다고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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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명사(R산)와 동사(H산)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空散’의 의미

를 좀 더 조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破音字 용법이라 단정하지 않는다. 

 

8) 效攝

效攝에서는 ‘勞’가 문헌 속 복수음으로 나타나는데, ‘慰勞’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대체로 거성으로 주음하되, ‘勞苦’의 의미로는 평성으로 주음하였다. 인명으로 쓰인 

‘勞度差’도 평성으로 주음하였는데, 이 역시 ‘勞苦’의 의미로 풀이해도 큰 문제는 없

을 것이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월인천강지곡』의 경우 ‘慰勞’의 뜻으로 쓰인 경우

에도 거성으로 주음하였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 1회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월인

천강지곡』편찬자 혹은 판각자가 오류를 범한 결과라고 풀이한다. 

[勞]

동운L{12회}<석상6-31ㄱ(弟子 勞度差ㅣ 幻術을 잘 더니)ㄴ(舍利弗이 이긔여 다 

勞度差ㅣ  呪야), 32ㄱ(勞度差ㅣ   龍 지니 )ㄴ(2, 勞度差241))/

법언1-93ㄴ(塵勞에 이대 드르샤),95ㄴ(三世塵勞安念이)/능활1-38ㄴ(3, 塵勞

降伏, 侵勞)/남명하71ㄱ(塵勞)ㄴ(塵勞)>

동운H{6회}<석상23-21ㄱ(慰勞)/법언1-123ㄴ,124ㄴ,236ㄴ,238ㄱ,246ㄴ(이상 慰

勞)>

 ∎월곡H{4회}<48ㄱ(慰勞), 58ㄱ,59ㄴ,61ㄴ(이상 勞度差)>

[SK] L로, H로

‘勞’는『광운』및『거요』에서도 복수음으로 수록되었는데, 그 의미는 ‘慰勞’의 의

미일 경우 거성으로 읽히도록 분화하였다.  

[광운] 魯刀切, 效中1L豪來, L로(倦也勤也病也又姓…)

        郎到切, 效中1H號來(勞慰)

[거요] L郞刀切, 來母, 高자모운([說文]劇也…用力也…)

       H郞到切, 來母, 誥자모운(慰也[廣韻]勞慰也…)

240) 문맥으로 보아 ‘空散’은 ‘하늘, 허공’ 등을 가리킨다고 생각된다. 

241)  이상 ‘L롱’에서 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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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勞’의 문헌음은 破音字 용법에 충실하게 주음되었다. 다만『월인천강지

곡』이 ‘慰勞’가 아닌 경우 즉 人名 ‘勞度差’로 쓰일 때에도 주음한 예가 3회 보인 

것이 주목할 만하다.『월인천강지곡』은 破音字 용법을 무시하고 주음하였다고 생각

된다.

9) 果攝

여기서 다룰 것은 ‘坐’가 있다.

[坐]

동운R쫭{7회}<월석1-5ㄴ(2, 坐禪시다가, 坐禪은)/법언1-55ㄱ(3, 結跏趺坐샤, 坐

 안씨니 結跏趺坐),103ㄴ(結跏趺坐샤)/남명하4ㄱ(靈山애 坐애 據샤)ㄴ

(坐애 據시다 모)>

동운H쫭{4회}<석상13-12ㄱ(結跏趺坐샤),31ㄱ(結跏趺坐샤)/석상24-15ㄱ(坐禪호

)/능활1-32ㄱ(結跏趺坐샤)>

 ∎월곡H쫘(2회}<상-31ㄴ(坐禪시다가),71ㄱ(坐禪은 안자이셔 기픈 道理 씨

라)>

[SK] R좌, R자

[광운] 徂果切, 果合1R果從([釋名]曰坐挫也骨節挫屈也)

      徂卧切, 果合1H過從(被罪)

[거요] R徂果切, 從母, 果자모운([說文]畱, 止也…[釋名]挫也骨節挫屈也…)

      H徂臥切, 從母, 過자모운([說文]畱, 止也…行所止處也…[廣韻]又被罪也…)

염재웅(2013:21-24)에 따르면 ‘坐’는 中古 한어 운서와 자서에서 상성과 거성, 두 

讀音을 가지는데, 상성은 동사(앉다)로 쓰이고 거성(자리, 좌석)은 명사로 쓰인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문헌음에서도 ‘坐’는 상성과 거성으로 분포하지만 그 용례가 

과연 中古 한어 자료와 일치하는지는 의문이 든다. 모두 ‘坐禪, 結跏趺坐’의 용례로 

쓰였지만 이들 용례는 모두 동사라고 할 수 있으므로 中古 한어의 구분과는 대응하

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들 문헌에서 ‘坐’는 의미 차이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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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점은『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능엄경언해』가 모두 거성을 취했

다는 사실이다. 

10) 流攝

流攝에 속하는 한자 중 여기서 다룰 것은 ‘授’가 있다. ‘授’의 주음 중 ‘H’는 불

일치음에서 다룬 바 있다. 여기서는 나머지 주음, 즉『동국정운』복수음(R, H)

의 문헌 속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授]

동운R<남명상54ㄴ(授記)/남명하22ㄴ(授記), 25ㄱ(傳授)>

    H<석상6-46ㄴ(그리 다 모다 부텻 敎授 듣)/석상13-25ㄴ(授記 호려 
시가),34ㄴ(授記)/석19-30ㄴ(授記)/석상24-33ㄱ(授記)/월석1-4ㄱㄴ,16ㄱ

(이상 授記)/월석2-9ㄱ(授記)/법언1-6ㄴ(五百弟子授記品中에),88ㄴ,110

ㄴ,125ㄴ,199ㄴ(이상 授記)/능활1-14ㄴ(4),15ㄱ(이상 授記)>

    ∎월곡H<상-3ㄴ(授記),64ㄱ(授記)>

[SK] H슈

[불일치음] H<영험-11ㄴ>

[광운] 承呪切, 流中3H宥禪(付也又姓出河氏姓苑)

[거요] R是酉切, 禪母, 九자모운([說文]予也…[增韻]付也)

      H承呪切, 禪母, 救자모운([說文]予也…[廣韻]付也又姓出河氏姓苑…)

‘授’는 대부분 ‘授記다’를 용례로 쓰였으며 그 밖에 ‘傳授다(남명하25ㄱ)’로도 

쓰였다. ‘授’의 讀音은『광운』에서는 거성뿐이며,『거요』에서 상성이 늘기는 했지

만 그 의미는 동일하기 때문에 同義異音字라 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동국정운』수록 복수음은『거요』의 복수음과 대응하는데, 문헌 속 복수음은 유

독『남명집언해』가 상성을 취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남명집언해』의 

용례는 ‘授記, 傳受’로서 다른 문헌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授’의 문헌 속 복수음은『남명집언해』라는 문헌의 특수성으로 이해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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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宕攝

宕攝에 속하는 字 중에서『동국정운』복수음이 실제 문헌에서도 복수로 주음된 

것은 ‘將’, ‘長’, ‘相’이 있다.

(1) [將]

동운L(上同 戕)

    L{3회}<남명하68ㄴ(3, 모두 將軍)>

    L
    R(上同 獎)

    H{19회}<석상9-38ㄴ(6,열 두 夜叉大將이 모 座애 잇더니,大將 큰 將軍이

라),39ㄱ(10),40ㄴ(이상 大將)/월석2-16ㄴ(將軍)/능활1-4ㄱ(大將의 여러 가

짓 兵馬ㅅ 힘 아로미 니라 )>

[SK] L, R, H
[광운] 即良切, 宕開3AL陽精(送也行也大也助也辭也姓…)/ 子亮切, 宕開3AH漾精(將帥)

[거요] L資良切, 精母, 莊자모운

         (說文本將帥字注見漾韻將字一曰有漸之辭…又送也…又領也廣韻又助也…)

      L千羊切, 淸母, 莊자모운(請也…)

      H卽亮切, 精母, 誑자모운(…帥也[廣韻]將帥[增韻]將之也…)

‘將’은『동국정운』에서 上同 音을 포함하여 5개의 讀音이 있으며, 문헌에서는 두 

개의 음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문헌 복수음은 의미로 뚜렷이 구분이 되지 않는데, 

모두 ‘將帥, 將軍’의 용례로 나타나면서도 유독『남명집언해』에서만 주음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L).『남명집언해』의 주음은 字義의 측면에서는『광운』이나『거

요』와 대응하지 않는다. 모두 ‘將軍’을 용례로 쓰인 것인데 中古 운서인『광운』이

나 근고 운서인『거요』에 따르면 이러한 의미로 쓰일 때에는 거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L’은『남명집언해』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주음이다.

(2) [長]

‘長’은 중국어에서도 의미의 차이가 나타나는 多音字다. 편의상『광운』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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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의 음 정보와 字釋을 먼저 보인다.

[광운] 直良切, 宕開3L陽澄(久也, 遠也, 常也, 永也)

      知丈切, 宕開(R養知(大也又漢複姓…)

      直亮切, 宕開3H漾澄(多也)

[거요] L仲良切, 澄母, 岡자모운([說文]久遠也…)

      R展兩切, 知母, 㽘자모운(孟也凡齒高位尊曰長…[廣韻]又大也…)

      H直亮切, 澄母, 鋼자모운(度長矩曰長…[廣韻]多也穴也剩也…)

『광운』에 따르면 ‘멀다, 오래가다, 지속하다’의 뜻은 평성으로, ‘크다’는 의미로

는 상성으로, ‘많다’는 뜻은 거성으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동국정운』에서도 ‘長’은 복수음 셋으로 수록되었는데, 실제 문헌에서는 두 음

으로 주음되고 있다. 

동운L{32회}<석상6-44ㄱ(須達이 長常 그리)/석상9-15ㄴ(長常),16ㄴ,23ㄴ,29

ㄴ,34ㄴ(長壽고)/석상13-38ㄱ(長常)/석상19-11ㄴ(長常),38ㄴ,39ㄱ(이상 

廣長舌)/석상23-8ㄱ(비록 涅槃야도 舍利 長常이셔),28ㄱ(無量劫으로셔 長

常 母子ㅣ외야 오다니)/석상24-42ㄴ(長常 아 잇더라)/월석서3ㄱ(恒長

常이오), 3ㄴ(長常業報애 ,長夜 긴 바미라)/월석1-12ㄴ(,長常땽썅 주

그락살락야)/월석2-15ㄴ(長常),56ㄱ(2, 長常)/법언서-8ㄴ(長安)/법언1-122

ㄴ(長行이 略면, 長行이 仔細면),151ㄴ(長行)/능활1-13ㄴ(長水璿師, 長

慶山獻師),79ㄱ(長跪合掌)ㄴ(長跪)/남명상28ㄱ(長安)>

    H
    R{22회}<석상6-13ㄴ,14ㄴ,26ㄱ,44ㄱ(師羅長者ㅣ킈석자히러니)/석상13-6ㄱ(增

長天王)/석상24-33ㄱ(長者),36ㄱ(長者),45ㄱ(給孤長子 리 부텨와比丘
請하)/월석서13ㄴ(長嗣ㅣ夭亡니),14ㄱ(長 디오)/월석1-19ㄱ,30

ㄴ(2, 이상 增長天王),41ㄱ(長生)/월석2-4ㄴ(鼓摩王ㄱ 위두 夫人ㅅ아 長

生이 사오납고),23ㄱ(3, 長者),44ㄱ,46ㄱ(이상 長者)/능활1-26ㄱ,31ㄴ(이상

長者)/남명상34ㄴ(長蘆ㅣ니샤),35ㄴ(2,長蘆ㅣ니샤,長蘆ㅣ니샨)>

     ∎월곡R{4회}<4ㄴ(長生),9ㄴ,23ㄴ,62ㄱ(이상 長者)>  

[SK] L, R, H

용례를 살펴 보면 ‘맏(孟)’의 의미로 뜨인 것은 상성으로, 나머지는 평성으로 주음

되었다. 거성은『광운』과『거요』에 의하면 ‘많다(多也)’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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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조사한 문헌음에서는 그러한 용례가 없기 때문에, 문헌의 편찬자들이 거성음

까지 구분하였던 것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적어도 현재 파악된 문헌음의 양상은 문헌의 편찬자들이 ‘長’의 주음을 破音字 용

법에 충실하게 실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相]

동운L{5회}<훈언1ㄴ(不相流通)/법언1-10ㄱ(相考)/능활1-18ㄴ(相考),24ㄱ(相考)/남

명하65ㄱ(一句에相應티 몯 릴시니)>

    H242)<석상6-12ㄱ(三十二相이, 제 겨집 됴 相이 고)/석상9-4ㄱ(三十二相 

八十種好로), 24ㄱ(사미 모딘 믈 어더 구즌 相 보거나),34ㄴ(大臣이며 

宰相이며,相 도씨니)/석상13-13ㄱ(부톄 眉間 白毫相앳 光名을 펴샤),14

ㄱ(種種 相貌로, 相貌 라)/석19-7ㄴ(一切 믜 相이 업서,사 相이 

고)/석상23-9ㄴ(三十二相八十種好ㅣ자)/석상24-2ㄴ(부텻 陰藏相 보긔 

호미오)/석서3ㄱ(八相)/월석서1ㄴ(色相),24ㄱㄴ(宰相)/월석1-18ㄱ(因緣은 네 

쟝 부텨  相이로다)/월석2-10ㄱ(微妙 相好 일우샴 닷샤, 相好

  됴 샤미라)/법언서21ㄱ(實相 뵈시니),22ㄱ(名相아며, 相 얼

구리라)ㄴ/법언1-3ㄱ(實相 妙法을)/능활1-3ㄴ(다 相이 업슬씨, 健相 健

壯 相이오)/영험9ㄴ(三十二相과)/남명서1ㄴ(相)/남명상7ㄱ(實相, 相, 體相)ㄴ

(實相, 名相)/남명하3ㄴ(亂相),10ㄴ(色相)28ㄴ(名相)>

    ∎월곡H<11ㄱ(瑞相)ㄴ(뫼호햔 相師 보고),29ㄴ( 相이 드러치니)>

[SK] L, R, H
[광운] 息良切, 宕開3L陽心(共供也瞻時也…)/息亮切, 宕開3H漾心(視也助也扶也…) 

[거요] L思將切, 心母, 江자모운([說文]省視也…又共也又質也…)

      H息亮切, 心母, 綱자모운(視也助也[廣韻]又扶也[增韻]又儐也導也…)

‘相’은『동국정운』에 평성과 거성이 수록되어 있으며 문헌에서도 모두 나타난다. 

평성의 용례는 ‘서로’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거성의 용례는 모두 ‘相貌, 宰相’ 등

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相’이 문헌에 출현한 횟수는 매우 많지만 단 한 곳도 어긋

남 없이 의미에 따라 讀音을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문헌에 나타난 ‘相’의 용법은『광운』과『거요』복수음의 字釋과도 잘 대

응한다.『漢語大詞典』에 따르면 讀音의 이런 분화는 중고음 시기 이전부터 존재했

242) ‘H’으로 주음된 예가 많아 출현횟수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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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는『漢語大詞典』의 풀이 중 일부를 보인 것이다.

相1(平聲)(1)交互；互相；共同.《易‧同人》：“大師相遇，言相克也.”《史記‧廉頗藺相如列

傳》“臣以為布衣之交尚不相欺，況大國乎” (2)遞相, 先後.《史記‧魏其武安侯

列傳》：“天下者，高祖天下；父子相傳, 此漢之約也(後略).

相2(去聲)(1)看，觀察.《書‧無逸》：“相小人，厥父母勤勞稼穡，厥子乃不知稼穡之艱難.” 

(中略)  (6)古官名. 百官之長. 後通稱宰相(後略).

평성은 ‘交互’, 거성은 ‘觀, 官名’이라는 점에서『광운』,『거요』와 궤를 같이 하

며, 동국정운 문헌음과도 같은 양상이다. 요컨대 ‘相’의 동국정운 문헌 속 복수음은 

전통적인 破音字 용법을 철저히 따른 것이라 보인다. 

11) 梗攝

梗攝에서는 ‘更, 行’이 문헌 속 복수음으로 나타난다. 

(1) [更]

동운L<남상60ㄱ(나지 三更이오, 三更과 半夜왜),77ㄴ(三更)/남명하22ㄴ(기 五更 
向야 우다)>

    H<월석서18ㄴ(檃括更添於新編야),19ㄱ(更은 다시 씨오)>

[SK]L, L, R
[광운]古行切, 梗開2L庚見(代也償也改也) /古孟切, 梗開2H映見(易也改也)

[거요]L居行切, 見母, 經자모운(改也一曰歷也…)

      H居孟切, 見母, 勁자모운([說文]改也…[增韻]再也…)

‘更’은『동국정운』에 수록된 평성과 거성이 모두 문헌에서 나타나는데, 평성은 

시각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였으며, 거성은 ‘다시’의 의미로 쓰였다. 이 역시 破音字 

용법이라 할 수 있다.『광운』이나『거요』에서는 ‘改也’가 평성과 거성에 모두 나

타나는 등 字釋만으로는 의미 상의 분화를 짐작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宋書』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量詞로서의 용법을 찾을 수 있으므로 중국어에도 이미 그러한 의

미 분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漢語大詞典』풀이와 그 용례다.

更: 量詞. 夜間計時的單位 一夜分為五更. 每更約兩小時.『宋書‧律曆志中』：“到十五日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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更二唱丑初始蝕，到四唱蝕既.”唐王度《古鏡記》：“至一更，聽之. 言笑自然.”

(2) [行]

‘行’은 중국음에서든 한국 현실음에서든 대표적인 多音字로 꼽힌다. 대체로 梗攝 

음을 취할 때에는 ‘행동, 행적, 행하다’ 등의 의미로 쓰이고, 宕攝 음으로 읽힐 때에

는 ‘列, 순서’ 등의 뜻으로 쓰인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광운』,『거요』의 음 정

보와 字釋, 현실한자음을 먼저 보인다. 

[광운]戶庚切, 梗開2L庚匣(行步也適也往也去也又姓…)

      下更切, 梗開2H映匣(景迹又事也言也)

      胡郞切, 宕開1L唐匣(伍也列也) /下郞切, 宕開1H宕匣(次第)

[거요] L寒剛切, 合母, 岡자모운(列行)

      L何庚切, 匣母, 行자모운([說文]人之步趨也…[廣韻]又適也往也去也[增韻]又用

也又路也…)

     R下耿切, 匣母, 杏자모운(覽察巡視也[禮記]月令巡行縣鄙)

      H合浪切, 合母, 鋼자모운(次也一曰行行剛健貌又輩行也…)

      H下孟切, 匣母, 行자모운([說文]言迹也…[廣韻]行迹又事也[增韻]言行又巡視也…

                            [禮記]月令巡行縣鄙[漢書]安行行部)

[SK] L, R, H, L, R
위의 내역에 따르면 확실히『광운』은 세 음의 의미 차이가 뚜렷하며,『거요』역

시 이를 반영하되 상성음이 새로 생겨 ‘巡視’의 의미가 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운』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行하다’를 기본 의미로 하는 평성음은 동사적 용법

의 讀音이라고 할 수 있으며, ‘行迹, 일’ 정도의 의미로 새길 수 있는 거성음은 명사

적 용법의 讀音으로 보인다.  

한편『동국정운』은 ‘行’의 복수음 다섯을 수록하고 있는데, 문헌에서는 넷(L, R

, H, L)이 주음되었다. 이중 ‘L’은 ‘列, 伍’의 뜻이 분명하지만, ‘L, R, 

H’은 의미의 차이가 어떠한지 파악이 쉽지 않다. 아래에 모든 용례를 제시한

다.243)  

동운L<석상6-8ㄴ(劫劫에 發願行노라)/석상9-2ㄱ(法이 처 盛히 行야),3ㄴ(菩

薩ㅅ道理行실 쩌긔),5ㄴ(道理行리 잇거든, 聲聞辟支佛乘을 行 사미 

243) 출현 횟수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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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거든), 6ㄱ(法中에 修行리 잇거든244), 됴 이 行 씨오, 修行시논

즈길히라245)),10ㄱ(藥師瑠璃光如菩薩ㅅ 道理行 실 쩌긔),15ㄱ(漸漸修行

야246)),21ㄴ(이 經 流行해, 行 녈씨라),37ㄱ(山行을거나)/석상

13-8ㄱ(婬欲行  時節에),14ㄱ(菩薩ㅅ道理行(L)시논양을보며),37ㄴ(道

法을 다 行야)/석19-24ㄴ,25ㄱ(行욤),29ㄱ(보살ㅅ道理行야),36ㄴ(無我

行 디니시니),37ㄱ(妙行이기),42ㄱ(上行等菩薩大衆)/석상23-12ㄱ(道行

 랑라)/석상24-25ㄴ(善容이 뫼해 山行 갯다가 보니)/월석1-35ㄴ(行

蘊),37ㄴ(行識)/월석2-3ㄱ(善行(인명),宅行(인명),14ㄴ(色受相行識, 行陰),20

ㄱ(緣은 行이오,行緣은 識이오),20ㄴ(行이 滅하고, 滅이 行면),21ㄱ(일후미 

行이니, 行 뮐씨라),21ㄴ(受想行識),22C(行롯),22D(無明緣行로),24ㄴ

(修行),25ㄱ(修行 닷가 行씨라),26ㄴ(同行,同行),34ㄱ(周行),67ㄱ(行幸신

대, 行 녈씨오),67ㄴ(行幸,行幸)/법언1-7ㄱ(미러 行면),8ㄴ(世間애 盛히 

行야),43ㄱ(悲 行시고),61ㄱ(祥瑞 나토샤 行싸미),63ㄴ(菩薩道行

시닐 보오며),64ㄱ(四衆의 修行得道로브터 버거),76ㄴ(布施 行
),79ㄱ(修行- 有行施),83ㄴ(菩薩道行시논),119ㄴ,125ㄴ(큰 道 行
야),126ㄴ(됴 業을 行야, 큰 道 行야), 137ㄱ(道法을 다 行
며),150ㄴ(道 行야),151ㄴ(於億劫行道로), 162ㄴ(行샨 道),164ㄴ(이 

行시던 道ㅣ가),165ㄱ(行시던 道),190ㄱ(行이 내 中에),198ㄱ(種種

行논),199ㄱ(本來ㅅ行니르샤),200ㄱ(妙道 行티 아니야),201ㄱ(妙道

 行면),206ㄱ(慈 行시며),212ㄱ(佛子ㅣ行道면)ㄴ(能히이道行
면),224ㄴ(내 行혼 佛道),235ㄴ(過去佛ㅅ行샨),237ㄴ(順야, 行호리라)/

능활1-17ㄱ(다 行사),ㄴ(修行方便,모 行 사미),18ㄱ(眞實修行),26ㄴ

(平等한 慈 行야),27ㄴ(行止),28ㄴ(慈行던),31ㄱ(學과 行괘),69ㄱ(修

行),ㄴ(종일토록 行야),70ㄱ(行 라미),73ㄴ(一體ㅅ어려이 行 法엣),74

ㄱ(行호매),80ㄱ(修行),92ㄱ(行客),96ㄱ(갓로이 이 行야),97ㄱ(갓로 

일 行호미니)/남상11ㄴ(六度萬行이),12ㄱ(萬行),16ㄴ(一行),19ㄱ(修行),20ㄱ

(諸行,諸行,行),28ㄱ(샹녜 하오 行야),30ㄴ(行티 몯릴 病 아니로라 야

),49ㄴ(行脚),59ㄱ(行人)ㄴ(4行藏, 行脚, 行, 行커나),63ㄱ(檀 行호),66

ㄱ(萬行)/남명하2ㄴ(行李),6ㄴ(行李),20ㄱ(4, 逆行,順行,거스리 行며 順히 

行며)ㄴ(行李),34ㄴ(助道加行功),35ㄴ(住티 아니며, 行티아니며,行티 아

니호 途中에 行티아니시라),40ㄱ(修行리),45ㄴ(蹭蹬行야나가디

몯시라),54ㄴ(修行야,禪那行요,禪行야),60ㄱ(庵子짓고修行호)/

244) 墨書로 방점 지움. 

245) 墨書로 방점 지움.

246) 교정(H방점을 필획으로 가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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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12ㄱ(呪心을行야),14ㄱ(末世옛修行사히)>

    R<남상50ㄴ(蒙山道明禪師ㅣ盧行者차, 行者ㅣ곧道明의오보시고)>

    H<석상6-4ㄴ(여슷 苦行샤),17ㄴ(六年苦行샤),41ㄱ(2,苦行),42ㄴ/석상

9-3ㄱ(明行足,明行足  뎌기 가실씨라),28ㄴ,29ㄱ(그지 업슨 菩薩

行과/부텨ㅅ行과)/석상13-3ㄱ(密行第一이오),14ㄱ(修行야),18ㄱ(修行
야),27ㄴ(號 日月燈明如來等應供正徧知明行足善逝世間….이러시니),28ㄱ

(梵行앳相이더시니),51ㄱ,54ㄱ(菩薩行, 聲聞行, 人天行)/석19-8ㄱㄴ,25ㄴ,

(이상 修行),27ㄱ(知明行足),28ㄴ(知明行足),43ㄱ(修行)/석상23-9ㄱ(難行苦行

야),13ㄱ(修行야),30ㄱ(無上行살펴보쇼셔)/석상24-17ㄴ(修行),26ㄱ(苦

行)ㄴ(苦行),30ㄱ(修行),36ㄱ(苦行),46ㄱ(梵行)/월석2-59ㄴ(十行),60ㄱ(四加

行),60ㄴ(行 뎌기오),61ㄱ(十行,大悲行),61ㄴ(十行)/법언1-4ㄴ(4:妙行
로),6ㄴ(安樂行品中에),7ㄱ(智行, 거름마다 普賢行門이라),9ㄱ(나닌 仁義

行애 기우다니라),15ㄱㄴ(安樂行애, 功行),16ㄱ(行境을 나토아 뵈샤, 일후

미 行로 脂流通시니),25ㄴ(德行의올며),26ㄱ(行 사 아롤 디니

라),32ㄱ(羅云密行괘),43ㄴ(萬行用이요),44ㄱ(普賢行이어신),,64ㄴ(菩薩諸佛

ㅅ行相 보고),71ㄴ(種種行 닷가),73ㄴ(種種行로 用삼고, 行이 慧의

일우믈 得야), 84ㄱ(六度衆行, 實相妙行),91ㄱ,93ㄱㄴ,95ㄴ,97ㄴ,99ㄱ,116

ㄱ(梵行 닷더니),ㄴ(無量道 行시면),151ㄴ(걋 行 려 나토시니

라),189ㄴ(내 이 行이라 혜며, 내 行과 달오라 혜며,내 行中에 잇다 
며),199ㄱ(本來ㅅ行니르샤),201ㄱ(心行),201ㄴ(妙道行면우흿行티아

니호매),202ㄴ(行 싸  후에),203ㄱ(行 싸커니와),206ㄴ(安樂行에),215

ㄴ(여러 行),216ㄱ( 行  相이 妙行 아니니 업스릴,)ㄴ(聲聞行,賢聖

行),223ㄴ(모 行애 처 드러 니샨),228ㄱ(여러 行과),243ㄴ(如來ㅅ正 
行 닷골 길흘)/능활1-3ㄴ(行相),7ㄱ(4,뉘萬行이 외리오, 因업스며 行업스

며)ㄴ,15ㄱ(菩薩萬行),16ㄴ(學과 行 둘히오라), 33ㄴ(幻觀 定 브텨 行을 

낼씨니),42ㄱ(萬行이),80ㄴ(行實)/남명상18ㄱ(功行),80ㄱ(行 닷골디니)/

남명하11ㄴ(行位,行位,行業),12ㄱ(行業 行과 善과 惡괏業이니),15ㄴ(三絃

 十住와 十行과 十回向괘라),20ㄴ(行李 逆거나 順커나 올커나 외어나 호

매 變化호미 다 업슬시라),41ㄴ(行닷고),74ㄴ(妻子 다리고 나마곰 업슨

行 지면)>

    L<법언1-151ㄴ(나닌 長行 니라),122ㄴ(長行이 略면, 長行이 仔細
면)/남상35ㄴ(2,빗근 行앳 印字 나시오 션 行앳 印字 실알시니)

    H
∎월곡L<8ㄱ(周行七寶)>

  월곡H<19ㄴ(修行),20ㄴ(雪山苦行林),22ㄴ(苦行),30ㄴ(前生修行),42ㄱ(過劫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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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51ㄴ(苦行),67ㄱ(頭陀行)>

  월곡L<67ㄱ(七寶行樹間에)

용례가 대단히 많지만 대체로 다음 세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宕攝에 속하는 ‘L’은 ‘列, 伍’의 의미로 쓰였으며, 다른 음으로 주음된 경

우는 없다. 출현 용례는 6회뿐이지만 의미 있는 양상으로 보인다.247)

둘째, 梗攝 음 중 ‘R’은 ‘行者’의 讀音으로만 쓰였다. 이 용례 역시 다른 음으로 

주음된 경우는 없다. ‘行者’는 ‘出行者, 出家者, 修行者’ 정도의 의미로 볼 수 있을 

텐데, ‘行’의 의미가 평성 및 거성과 달리 구분되는 것인지는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 

적어도 문헌에서 이를 구별한 것은 분명하다.  

셋째, 梗攝 음 중 평성과 거성(L, R)의 용례는 의미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

기가 쉽지 않다. 대체로 동사 ‘行다’로 쓰일 때에는 평성으로, 명사 ‘行’으로 쓰일 

때에는 거성으로 주음되고 있어서 전통적인 破音字 용법이 관철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자와 결합하여 다음절 단어로 쓰일 때에는 동사와 명사라는 품사적 차이로 

말하기 어렵다. 가령 ‘發願行(석상6-8ㄴ)’은 평성으로 주음되었지만, ‘安樂行(법언

1-206ㄴ)’, ‘聲聞行, 賢聖行(법언1-216ㄴ)’은 거성으로 나타나다. 그런데 이 때 ‘行’

의 문법적 속성이 과연 다른 것인지 의문인 것이다. 또 ‘苦行’과 ‘修行’에서 ‘行’의 

의미나 문법적 속성은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문헌에서는 ‘苦行’이 거

성으로만 주음될 뿐 아니라, ‘修行’은 평성과 거성 모두로 나타난다. 

적어도 문헌 속에 쓰인 ‘行’은 의미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12) 曾攝

曾攝 속하는 문헌 속 한자 중에는 ‘興’이 복수음으로 나타난다.

 

[興]

‘興’의 문헌음은『동국정운』에 수록된 복수음 셋 중 둘을 취하여 주음되었다.248) 

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동운L<법언서-10ㄴ(大興善寺 北天竺沙門 䦙那笈多의 後에)/법언1-17ㄴ(姓은 姚ㅣ

247)『월인천강지곡』의 “七寶行樹間”에서 “行樹”는 “늘어선 나무들” 정도로 새길 수 있을 것이다. 

248)『동국정운』수록음 중 ‘H힌’은 ‘釁’의 上同字 즉 이체자로서 음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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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일후믄 興이니 秦國ㅅ 王이 외니라)>

    H<남명상49ㄱ(江海예 헤 니니 기픈 근원에  롤 興이 오히려 잇도다249))>

    H힌(上同 釁)

[SK]L

평성으로 쓰인 것은 고유명사(절 이름, 人名) 표기 용례인데, 그 의미는 ‘盛하다, 

起하다’ 정도로 풀이할 수 있다. 거성으로 쓰인 용례 속 ‘興’은 문맥으로 보아 ‘흥취’ 

정도의 뜻이다. 의미와 주음이 대응한다고 할 수 있다. 

‘興’의 이러한 주음 양상이 중국어에서의 용법과 대응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興’은『광운』과『거요』에서 각각 평성과 거성으로 나타나는데, 字釋의 측면에서 

보면 평성으로 읽히는 것이 ‘盛也’이며, 거성으로 읽히는 경우는 ‘象, 比喩’의 의미를 

띤다고 할 수 있다. 

[광운]虛陵切, 曾開3L蒸曉(盛也擧也善也[說文]曰起也…)

      許應切, 曾開3H證曉(字釋 없음) 

[거요]L虛陵切, 曉母, 經자모운([說文]起也…廣韻又盛也作也…)

      H許應切, 曉母, 勁자모운

        (象也又比興[主禮]注比者比方於物興者…注興是比喩之名意有不盡…[增韻]興況

意思也…)

여기서 동국정운 문헌음『남명집언해』(상-49ㄱ)에서 파악되는 ‘흥취’라는 의미와

『거요』의 字釋인 ‘比喩’와 대응한다고 볼 수 있을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단『漢

語大詞典』‘興’ 거성 條에서 ‘비유, 즐거움(희환), 흥취’로 풀이한 것을 참조하면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여겨진다.250)

지금까지 운모 혹은 성조가 복수 문헌음으로 출현하는 51字의 양상을 하나씩 살

펴보았다. 이들 중 ‘宿, 降, 比, 出, 興, 疎, 處, 去, 車, 解251), 切, 乾, 便, 難, 長, 

相, 更, 興’ 18字는 破音字들이며, 문헌음에서도 이에 따라 잘 구분되었다. ‘散’도 破

249) 구결문 “遊江海니 窮極淵源홀 興酉在도다”에 대응하는 언해문이다.

250)『漢語大詞典』: ‘興’(去聲) (1)譬喻.『論語‧陽貨』“詩，可以興.”何晏集解引孔安國曰：“興，引譬連

類.””(3)喜歡.『禮記‧學記』“不興其藝，不能樂學.”鄭玄注“興之言喜也.歆也.”(4)興致.『晉書‧王徽之傳』

“乘興而來，興盡便返.”

251) 다만『법화경언해』에 불일치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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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字 용법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252) 

나머지 32자는 破音字이긴 하지만 문헌에 따라 양상을 달리 나타내거나, 단일음

에 가깝지만 특정 문헌에서 오류이거나 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복수음을 취한 경

우들이다. 이들을 한 字씩 요약한다. 

(1) 動

자동사적 용법과 타동사적 용법에 따라 상성과 거성으로 나뉘는데, 문헌음은 모두 

자동사적 용법으로 사용되었으면서도 유독『남명집언해』에서 거성으로 1회 주음되

었다. 이는 오류이거나 誤刻일 가능성이 있다.

(2) 衆

동국정운 복수음 중 ‘무리’를 뜻하는 용법은 ‘H’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칙이지만

『법화경언해』에서 ‘衆生’의 ‘衆’을 ‘L’으로 주음한 예가 3회 나타났다. 이것은 오

류로 보인다.

(3) 重

의미에 따라 平(중첩됨), 上(두터움, 신중함), 去(다시 행함) 세 성조로 구분하는 

것이 정칙인데,『법화경언해』는 상성과 거성의 용법을 구분하지 않고 거성으로 주

음하였다. 이것은『법화경언해』에서만 나타나며,『거요』의 복수음 字釋과도 대응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4) 縱 

‘바르다, 곧다’는 의미로 쓰일 때에는 평성으로 나타나는데,『남명집언해』에서는 

거성으로 주음하였다. 이것은『남명집언해』의 편찬자가 혼란을 보인 것이다.

(5) 供

대부분의 문헌은 대부분 평성(L)을 취하는데,『법화경언해』에서는 ‘應供’의 표

252) ‘空散’의 용례로 쓰일 때(R산:능활)와 다른 용례로 쓰일 때(H산)가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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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용으로 거성(H)을 취한 예가 3회 나타났다. 이것은『법화경언해』라는 문헌의 

특수성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같은『법화경언해』에서 1회는 평성으로 주음되었다. 

(6) 奇

『석보상절』권24에서 다른 문헌(L끵)과 달리 全淸 성모(L긩)로 나타난 것인데, 

의미의 차이로 구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석보상절』권24가 교정을 거치지 않

은 문헌이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여겨진다.

(7) 施

‘布施, 勇施’의 표기에 쓰였는데, 문헌에 따라 두 음으로 나뉜다. 평성은『석보상

절』,『월인석보』,『영험약초』에, 상성은『법화경언해』,『능엄경언해』(활자본),

『남명집언해』에 나타난다. 그러나 의미의 차이는 말하기 어렵다. 문헌 속의 복수

음은 문헌 편찬자의 성조 인식에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8) 爲

문법적 속성에 따라 음이 나뉘는데, 대체로 破音字 용법에 따라 正則으로 주음되

었다. 다만『법화경언해』에서 ‘H윙’로 주음할 곳을 ‘H’로 표시한 것이 6회, ‘L윙’

로 나타낸 예가 1회 발견된다. 이것은『법화경언해』편찬자의 혼란이라고 생각된다.

(9) 離

본래 평성과 거성으로 나뉘는 破音字지만 문헌 복수음이 그 의미에 따른 구분인

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거성은『법화경언해』에만 보이는데,『법화경언해』는 평

성과 거성 음을 모두 주음하고 있다. 

(10) 梨

『광운』과『거요』에서는 破音字로 취급하지 않으나 동국정운 문헌음에서는 복

수음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문헌 복수음이 의미에 따른 차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문

헌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법화경언해』와『능엄경언해』가 다른 문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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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주음하고 있다. 한편『석보상절』권6은 인출 후에 ‘L롕’를 ‘L’로 교정한 흔적

이 역력한 데 비해 권23‧24는 처음부터 誤刻 없이 ‘L’로 刊印하였다는 점이 자못 

흥미롭다. 권23‧24나 앞선 권들보다 正則으로 주음된 예도 볼 수 있는 것이다. 

(11) 期

『광운』과『거요』본래 단일음(中古 群母)인데 동국정운에서는 복수음(L끵, L긩)

을 취한다. ‘L끵’는『석보상절』과『월인석보』의 음인데 중국음을 기준으로 하면 

이것이 정칙이다. 한편 ‘L긩’은『법화경언해』에만 나타난다는 점이 특색이다. 덧붙

여 이것이 현실한자음과도 일치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12) 使

여러 문헌에서 의미나 용법에 따라 상성, 거성으로 구분하는 破音字인데『남명집

언해』에서는 그 구분을 취하지 않는 주음을 하고 있다.『남명집언해』의 편찬자가 

이러한 破音字 용법을 무시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13) 意

『동국정운』에 복수음(平, 去, 入)으로 나타나지만 破音字 용법은 없는 字로서, 

대부분의 문헌에서도 거성으로만 주음하고 있다. 그러나『법화경언해』에서 유독 평

성으로 주음한 용례가 있다. 편찬자가 방점에 혼란을 일으킨 결과라고 생각된다.

(14) 部

『동국정운』에 복수음으로 나타나지만 破音字로 보기는 힘들다. 문헌음은 둘로 

나뉘는데,『월인천강지곡』의 주음만 구분되고 있다. 다른 문헌들의 용례로 볼 때

『월인천강지곡』의 주음이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15) 聚

복수 문헌음으로 나타나지만 의미의 차이로 보기는 힘들다. 문헌의 차이로 보인

다.『석보상절』과『법화경언해』가 상성을,『능엄경언해』와『영험약초』가 거성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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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在

『석보상절』과『월인석보』가 거성을,『법화경언해』,『능엄경언해』,『남명집언

해』,『영험약초』가 상성을 취했다. ‘在’가 破音字 용법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문헌

의 복수음이 그에 따라 구분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문헌의 차이로 볼 수 있다.

(17) 塞

불교인명 ‘憂婆塞’의 표기에서 복수로 나타났다(H슥, H). 그런데『석보상절』권

6,9,13에서는 ‘H슥’을 ‘H’로 교정하였는데, 권19에서 그러한 교정 없이 그대로 남

은 것이다. 이것은 권24가 ‘婆色奇王’을 ‘H’로 주음한 것과 대비된다. 권19 역시 

교정 작업이 불충분했음을 반증한다. 또 권24도 알려진 바와 달리 어떤 부분에서는 

판각 과정부터 한자음이 바로 잡힌 부분이 있음을 말해준다.

(18) 背

『능엄경언해』(H)와『남명집언해』(H)의 주음이 엇갈리고 있다. 방점의 혼란

으로 보인다. 어느 쪽이 正則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19) 論

『법화경언해』의 경우 특별한 용법의 차이 없이 평성과 거성(1회)으로 혼기하고 

있다. 한편『석보상절』권19와 23이 다른 권과 달리 거성을 취하고 있다. 

『법화경언해』는 방점의 혼란으로 보이며『석보상절』권19, 23은 교정 작업이 

완전하지 않은 결과라고 판단된다.

(20) 近

‘親近’의 주음에서 문헌에 따라 상성(석상,월석)과 거성(법언, 영험)으로 엇갈리고 

있다. 문헌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21) 分

‘분간하다, 구별하다’는 의미로는 ‘L분’, ‘조각, 분량, 부분’의 의미로는 ‘H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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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되어 나타나는 破音字다. 대부분의 문헌이 이를 구분하여 엄격하게 주음하고 있

다. 다만『석보상절』권19는 여기에 혼동을 보인다. 권19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2) 蘊

『월인석보』의 주음이『남명집언해』및『법화경언해』와 성조를 달리하여 나타

난다. 의미의 차이로 보기는 어렵다. 문헌의 차이일 수 있다.

(23) 觀

문헌음은 평성(L관:석상,월석,법언,영험,남명)과 거성(L관:월석,법언)으로 나타나는

데 의미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다. 방점의 혼란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럴 경우『월인

석보』가 방점의 혼란을 보인 결과가 된다.

(24) 斷

『동국정운』복수음은 ‘R돤, H돤, R똰, H똰’인데, 문헌에서는 ‘R돤, H돤, R똰’으

로 나타난다. 그런데 문헌 속의 복수 3음이『법화경언해』에만 나타난다는 사실이 

특색이다. 적어도『법화경언해』의 ‘R돤’은 오류라고 생각된다,  

(25) 先

『광운』과『거요』에서는 의미의 차이에 따라 성조가 다른 多音字지만, 문헌음에

서는 그러한 구분이 보이지 않는다. 문헌의 복수음은『법화경언해』에서만 다른 문

헌과 달리 나타난다. 破音字 용법이라기보다는『법화경언해』의 오류라고 생각된다. 

(26) 傳

역시『광운』과『거요』에서는 破音字로 주기되지만 이 연구가 조사한 문헌에서

는 대부분 단일음(L)으로 나타난다. 오직『법화경언해』만 이와 달리 ‘H’으로 

주음한 것이다.『법화경언해』의 용례가 다른 문헌과 다른 破音字的 쓰임이라 할 수

도 있지만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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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轉

『석보상절』에서 ‘轉輪王’ 등의 주음이 상성과 거성(H:석상)으로 출현한다.『석

보상절』편찬자의 혼란이라고 생각된다. 

(28) 勞

‘老苦’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평성, ‘慰勞’의 의미로 쓰일 때에는 거성으로 나타나

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월인천강지곡』에서 ‘慰勞’로 쓰이지 않은 경우도 거성

으로 주음하였다. 이것은『월인천강지곡』이 破音字 용법을 무시하고 주음한 결과라

고 생각된다. 

(29) 坐

‘H쫭’(석상, 월곡, 능엄)과 ‘R쫭’(월석, 남명)로 나뉜다. 破音字 용법이라 보기는 어

렵다. 문헌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다.

(30) 授

다른 문헌들(H:석상, 월석, 법언, 능활)과 달리『남명집언해』만 ‘R’를 취한다.

『남명집언해』의 특수한 태도로 보인다. 

(31) 將

『동국정운』은 음이 다섯인데, 문헌에는 ‘L’과 ‘H’이 쓰인다. 그러나 모두 

‘將帥’의 의미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破音字 용법이라 하기 어렵다. 이것은『남명집

언해』에서만 다른 문헌과 달리 주음했기 때문이다.『남명집언해』의 특수성이라고 

생각된다. 

(32) 行

‘行’은 ‘列,순서’를 의미할 때에는 ‘L’(宕攝)으로, ‘行者’로 쓰일 때에는 ‘R’으로 

충실히 주음된다. 

그러나 ‘L, H’으로 주음될 때에는 의미에 따른 구분이 분명하지 읺다.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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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다: L)로 쓰일 때와 명사(행동, 행함: H)로 쓰일 때가 구분되어야 하나 실

제 문헌에서는 혼기되고 있다. ‘L, H’의 혼기는 여러 문헌에서 나타난다.

이제까지 살펴본 바를 다시 문헌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다른 문헌에 비하여 특이한 주음이 가장 많은 문헌은『법화경언해』다. 그중 ‘衆. 

爲, 意, 論, 斷, 先, 傳’의 주음은 편찬자의 오류이거나 誤刻으로 보인다. 또 ‘解脫’

의 주음에서는 동국정운 불일치음이 나타난 것도 눈에 뜨인다. 일관된 주음이긴 

하지만 다른 문헌과 다른 음을 취한 경우도 있다. ‘供, 離, 期’가 그것이다.

②『남명집언해』에서는 ‘動. 縱, 使, 授, 將’의 주음이 특이한데, 이중 ‘動, 縱, 授’는 

편찬자의 오류이거나 誤刻으로 보인다. ‘使’는 破音字 용법을 무시하고 한 음으로 

표시한 것이다.

③『석보상절』의 경우, 권19에서 ‘塞, 論, 分’의 주음이 다른 문헌과 다른 음을 선

택하였는데, 이는 편찬자의 오류로 보인다. 이제까지 알려진 바와 달리 권19에서

도 교정이 불완전한 경우가 나타난 것이다. 권23은 ‘塞’의 주음은 正則대로 실시

하였으나 ‘論’의 주음에서 오류가 나타난다. 또 권24는 ‘奇’를 다른 문헌과 달리 

주음하였는데 이는 오류로 보인다. 한편 ‘轉’은 ‘轉輪王’의 주음에서 여러 卷에 걸

쳐 방점의 혼란이 나타난다. 

④ 여러 문헌에 걸쳐 복수음이 분화되거나, 특정한 문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施, 梨, 聚, 在, 背, 近, 蘊, 觀, 坐, 行). 이는 오류일 수도 있지만(특

히 ‘觀, 行’의 경우) 문헌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세밀한 검

토가 필요하다.

⑤ 그 밖에『월인천강지곡』(勞),『월인석보』(觀)의 방점 혼란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觀). 이들 문헌에서 방점의 혼란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4.3.4. 소결: 동국정운 복수음 한자음의 문헌 속 실현 양상과 그 함의

한자음이 역사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언어학적 필연성에 따른 과정이다. 복수음의 

분화나 합류 또한 당연한 일이다. 한편 한국 한자음에서도 그 변화가 반영되기도 하

되, 그 음을 정연히 지키기는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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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속의 복수음을 일일이 조사해 본 결과 과연 破音字的 正則 용법이 아닌 경

우가 더 많았다. 성모의 경우 9字 중 破音字 용법에 충실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

은 2字였고, 운모 및 성조의 경우 총 51字 중 18字가 破音字 용법을 확실히 따랐다

고 인정할 수 있었다. 

나머지 경우는 대부분 한자음의 혼란이거나, 특정한 문헌이 다른 문헌과 다른 음

을 선택하는 태도를 보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법화경언해』와『남명집언해』

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남명집언해』의 경우는 주로 한자음의 혼란에서 일

어난 복수음이 많았는데, 이 문헌이 15세기 후반의 보수적 자료인 만큼 당연한 결

과라고 말할 수 있다. 자못 흥미로운 것은『법화경언해』다. 단순히 한자음의 혼란

이나 오류로 보기 어려운 주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계속 언급하겠지만 

이 문헌의 한자음은 여러 모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이는 이 자료를 이해하는 경로

의 하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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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문헌 및 시기별 특징

제2장에서 연구 대상 문헌을 고찰하면서 한자음 표기의 특성도 개략적으로 살펴

본 바 있지만, 제5장에서는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각 문헌의 특징을 종합적

으로 고찰한다. 그리고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시도와 정착, 변화와 쇠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일정한 시기 구분을 시도한다. 

5.1. 문헌별 종합 검토

각 문헌별로 나타난 한자음 양상을 종합한다.

1) 訓民正音諺解(세종 29년, 1447 추정)

특이한 양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문헌의 양이 워낙 적을 뿐더러 교육용으로 각별

한 정성을 들여 만든 문헌이니 만큼 주음에서 특이한 사항은 나타나기 어려웠을 것

이다.

2) 月印千江之曲(세종 29년, 1447 추정) 

『월인천강지곡』에서는 미수록자 6字(菩, 婇, 鬘, 袈, 裟, 嘍)가 발견된다.

불일치음으로는 성모 불일치음으로 ‘堀(), 恩()’이 있고 운모 불일치음은 ‘巍(L

)’가 나타나며, 성조 불일치음으로 ‘在(L)’가 발견된다. 성모 불일치음에서는 현

실음 성모와 달리 주음을 하긴 하였으되 동국정운 음과 합치되지 않는데, 이것은 현

실음(全淸)에 이끌리지 않는 대신 그와 구별되는 유표적인, 그러나 변칙의 주음을 

한 결과로 나타난다. 이는 어떻게든 현실음을 교정하려는 태도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성조의 불일치를 보인 ‘在’는 오류 혹은 誤刻일 수 있다. 그러나 운모 불일치음인 

‘巍’의 주음은『월인천강지곡』은 첫 가사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오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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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되기 힘들다. 게다가『월인천강지곡』은 세종이 직접 지은 것임을 감안해야 

한다. 결국 당시 讚佛 의식에서 불리던 음을 그대로 존중한 결과라고 생각된다.253)

한편 문헌 복수음의 경우,『월인천강지곡』‘勞’가 破音字 용법에서 벗어나는 용례

를 보였다. 正則을 따르지 않은 용례가 비록 1회이긴 하지만 초기 문헌에서도 나타

난다고 하겠다. 

중요한 점은『월인천강지곡』이 개음절 종성 ‘ㅇ’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ㅱ 및 ㅭ종성을 철저히 주음하였으면서도 개음절 종성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

은『월인천강지곡』을 동국정운식 표기를 모색하는 초기의 문헌이라 부를 만하다고 

생각된다.

3) 釋譜詳節(세종 29년, 1447년) 

개음절 종성을 ‘ㅇ’로 표기하였다는 점에서『월인천강지곡』과 가장 큰 차이가 있

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비로소 온전히 적용하려 시도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 그

러나 여기서도 미수록자, 불일치음은 물론 오류나 誤刻으로 짐작되는 경우가 발견된

다. 다만 권6‧9‧13과 권23‧24는 구별될 필요가 있다. 권6‧9‧13은 刊本에 직접 墨書나 

朱墨으로 교정을 본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이다. 이 교정은 뒤의 문헌이『월인석보』

에서는 거의 대부분 관철되고 있다. 반면에 권23과 권24는 권6, 9, 13의 교정 작업

이 적용되지 않은 채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교정 이전의 오류가 그대로 남아 있

다. 그렇다고 해서 권23‧24가 오류로 일관한 것은 아니다. 가령 ‘塞’의 경우는 刊本 

자체가 正則으로 주음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권19도 권6‧9‧13과 같은 양상이지만 

이들과 달리 교정되지 못한 한자음이 일부 발견된다는 점을 놓칠 수 없다. 

아래에서는 권 6‧9‧13‧19와 권23‧24로 나누어 살펴보되, 필요한 대목에서는 권19

에 대해 별도로 서술한다.

(1) 권6, 9, 13, 19

우선 미수록자가 10字(苦, 睺, 囑, 瑪, 鬘, 硨, 櫁, 錠, 你) 나타난다. 

불일치음으로는 성모 불일치음이 1字, 운모 불일치음이 2字(耨, 堀) 보인다254). 

253) ‘巍’의 주음은『월인석보』에도 그대로 이어지다나 15세기 후반 문헌이『남명집언해』에서 교정

된다.

254) ‘堀’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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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耨’는 출현 빈도가 높은 편인데 불교용어인 ‘阿耨多羅三藐三菩提’를 표기하는데 쓰

였다. 불교 용어의 경우는 동국정운 음에 이끌리지 않고 당시 통용음을 그대로 사용

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성조 불일치음은 ‘琥, 化’ 두 字인데 이들은 권19에서만 나타나는 특색이 있다. 여

기서 ‘琥, 化’의 주음(R황)은 현실음(R화)과 같은데, 현실음에 이끌렸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 특히 ‘化’는 권6, 9, 13에서 여러 차례 墨書로 교정되었는데 권19에서는 교

정을 거치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권19 역시 前卷들과 마찬가지로 

교정을 철저히 거친 문헌으로 알려졌지만 그 반대의 면모를 보인 것이다. 권19는 

또한 ‘塞, 論, 分’의 주음이 다른 문헌과 다른 동국정운 음을 취하였는데, 이는 破音

字 용법으로 보기 어려운 오류로 간주된다. 특히 ‘塞’은 인명표기 ‘憂婆塞’에서 ‘’ 

대신 ‘슥’으로 주음한 것인데, 이는 권6‧9‧13에서 본래 朱墨으로 교정한 바를 받아들

이지 않은 채로 남은 것이다. 이런 점에서 권19는 권6‧9‧13과 권23‧24 사이에 놓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석보상절』연구에서 감안해야 할 점이다.

반면에 권6‧9‧13은 불일치음도 적고, 매우 안정된 표기를 보인다. 

(2) 권23, 24

『석보상절』권23, 24에서는 미수록자가 6字(菩, 睺, 婇, 壜, 袈, 裟) 나타난다. 

불일치음의 경우, 성모에서 ‘堀, 貧’이 불일치하며, 운모에서는 ‘耨, 部, 堀’이 동국

정운 음과 일치하지 않는다. 성조에서는 ‘化’가 불일치음으로 주음되었다. 이들 불일

치음 중 ‘化’, ‘部’는 현실한자음에 이끌렸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部’는 권6,9,13에

서 교정 흔적을 보인 것과 달리 誤刻인 채로 남은 상태다. 

한편 ‘論’은 동국정운 음을 취하긴 하였으되 다른 문헌과 달리 주음하였는데, 이

는 오류로 보인다. 

권23, 24의 가장 큰 특징은 권6,9,13에 비하여 ‘化’, ‘部’ 등의 교정을 거치지 않

은 점이다. 반면에 ‘塞’은 刊印 시점부터 바로 잡힌 상태를 보인다. 이 점에서 권19

와 차이가 있다. 

4) 月印釋譜(세조5년, 1459년)

『월인석보』에도 역시 미수록자가 나타난다. ‘菩, 睺, 囑, 婇, 瑪, 鬘, 硨, 錠, 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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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그것이다. 

불일치음은 성모에서 ‘沾, 編, 新, 聿’이 있고, 운모에서는 ‘耨, 巍, 卯’가 나타난다. 

성조에서는 불일치 주음이 발견되지 않는다.『월인석보』의 동국정운 불일치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현실음에 이끌렸으리라 보이는 예가 드문 것이다. 물론 불일치음의 

수도 적지만, ‘聿’ 하나만 현실음과 대응한다.255) ‘巍’는『월인천강지곡』의 첫 行을 

그대로 전재하여 싣는 과정에서 주음도 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巍巍釋迦佛”로 시

작하는 讚佛讀誦音을 전승된 음으로 기록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제4장에서 문헌 속 복수음의 양상을 살펴보았거니와『월인석보』에서는 ‘觀’의 

주음에서 방점의 혼란을 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이한 용례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월인석보』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대단히 안정

적으로 적용한 문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면에서 불일치음 ‘沾, 編’과 복수음 ‘觀’은 자못 이채롭다. 단순히 현실음의 

영향이라 보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연구가 더 필요하다. 

5) 楞嚴經諺解 活字本(세조7년, 1461년) 木版本(세조8년, 1462년)

『능엄경언해』에서는 미수록자가 6자(菩, 囑, 卍, 竛, 膀, 胱) 나타난다. 이전 문

헌에 없던 미수록자(卍, 竛, 膀, 胱)가 생겼다는 점이 이채롭다. 

불일치음은 ‘耨, 般(), 阿(), 受’ 정도인데 그 숫자에 비해 그 양상이 상당히 

특이하다. 즉 ‘阿難, 般若’를 ‘난, 반’가 아니라 ‘난, ’로 주음한 것이다.256) 

이것은 목판본『능엄경언해』에서만 나타나는데 활판본이 먼저 발간된 점을 고려하

면 목판본의 이 주음은 자못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다. 이 주음

은 동국정운은 물론 전통적 운서나 자서 어디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흥미로

운 것은 ‘受’는 동국정운에 따라 ‘R’로 주음할 것을 활판본『능엄경언해』에서 ‘H

’로 주음하였는데257), 목판본에서는 이를 동국정운에 따라 상성으로 바로잡았다는 

사실이다.『능엄경언해』목판본 편찬자가 한자음 교정에 대하여 대단히 엄격한 태도

를 지니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 ’ 과 같은 표기는 얼핏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여겨질 만하지만, 실상

을 그렇게 보기 어렵다.『동국정운』에 전혀 존재할 수 없는 음이기 때문이다. 이들

255) 聿(), SK(), 동운().

256) 성조는 생략함.

257) 이는 현실음 성조의 영향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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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능엄경언해』목판본 편찬자들이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던 불교음 전사를 

위하여 훈민정음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실험적인 불교음 표기인 것

이니, 동국정운식 표기라고 간주하기 어렵다.

6) 法華經諺解(세조9년, 1463년 추정)

미수록자가 5字(菩, 睺, 囑, 瑪, 櫁, 鉐) 있다. 

불일치음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權, 殊, 吒’가 성모 불일치음인데, ‘權, 殊’는 

현실음에 이끌렸을 가능성이 있되258) ‘吒(H장)’는『거요』의 知母 음가와 일치하기 

때문에 극히 이례적이다. 운모 불일치음은 ‘解, 般, 阿’가 있는데 그 주음 양상이 매

우 흥미롭다. ‘解’는 ‘解脫’의 주음으로 빈번히 쓰였는데 다른 문헌들과 달리 유일하

게 동국정운과 다른 음을 취한다(RH). 또 ‘般, 阿’는 앞서 살펴본『능엄경언해』

(목판본)와 같은 음으로 주음되었다.

한편 성조 불일치음은 6字(在, 雉, 後, 子, 現, 强)가 발견되었는데, 이들 모두 편

찬자의 오류이거나 판각자의 誤刻으로 보이며 ‘雉, 子, 强’은 현실음의 영향일 가능

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복수 문헌음의 양상에서도 흥미로운 점이 발견된다. 다른 문헌들과 유독 구별되는 

동국정운 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供, 圡, 離, 期’가 그러한데 뚜렷이 

이 음을 선택해야 하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면서도 일관되게 표기하고 있다. 한편 

‘衆, 爲, 意, 論, 斷, 先, 傳’ 도 문헌 복수음으로 선택하고 있으나 주음 오류 혹은 誤

刻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법화경언해』는 문제적인 문헌이다. 실험적인 불교음 표기

를 시도하는가 하면, 현실음에 이끌린 듯한 오류도 나타난다. 이 문헌에 대한 별도

의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7) 南明集諺解(성종13년, 1482년) 

『남명집언해』에는 미수록자가 9字(菩, 袈, 裟, 鈷, 鵬, 卍, 蹭, 靼, 鍱) 나타난다. 

15세기 후반의 문헌이니 만큼 미수록자가 출현한 것도 당연하다고 하겠다. 

불일치음에서는 성모가 다른 것 4字(頃, 驗, 醍, 昭), 운모가 다른 것 2字(霧, 垓), 

258) ‘殊’는 이체자 관계로 처리할 수도 있음.



- 206 -

성조가 다른 것 7字(醍, 矩, 水, 損, 拜, 徧, 驗)가 있다. 불일치음에서 나타나는 특

징은 현실음에 이끌린 듯한 양상이 많이 보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교정음을 고수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령 ‘霧’(H)는 본래 ‘L몽’가 동국정운 수록음인데 중성을 

‘ㅜ’로 교정한 것은 현실음(L무)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도 종성 ㅱ은 오

히려 과도교정으로 표기하였다.259) ‘垓’(L) 역시 성모는『동국정운』과 일치하되 

운모는 현실음과 대응한다. 

‘昭’의 주음에서 성모는 현실음을 따랐으되 운미는 ‘ㅱ’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종성 ㅱ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頃’도 성모는 현실음의 영항일 수 있으나 운모는 

合口 介音을 교정음대로 유지하고 있다. 한편 ‘醍(L똉)’는『동국정운』수록음 ‘R톙’

를 誤校正한 결과로 보인다. 평성과 구별되는 성모로 교정은 하되 正則인 次淸이 아

니라 全濁으로 주음한 것이다. 이것은 과도교정과는 다소 다르다고 하겠다. 全濁 성

모를 의식한 오류라 할 수 있다.

한편 복수 문헌음의 양상에서는 ‘動, 縱, 使, 授, 將’의 주음을 다른 문헌과 달리 

취하였다. 특히 ‘動, 縱, 授’는 이들은 편찬자의 오류거나 誤刻으로 보인다. ‘使’는 전

통적인 破音字인데 다른 문헌과 달리 이를 단일음으로 표시하였다. 

이상의 사항들을 종합하면『남명집언해』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교정 원칙을 의식

적으로 적용하되, 현실음의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양상을 보인다. 교정 한자음의 힘

이 약해진 15세기 후반의 시대적 압력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8) 靈驗略抄(1485년 추정) 

분량이 적은 문헌이기 때문에 주음의 특이점은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

나 그 양상은『남명집언해』와 비슷하다. 

불일치음은 ‘菩, 蜀, 殑’이 있고(‘殑’은『영험약초』에서만 발견되었다), 불일치음으

로는 성모가 다른 것 3자(隨, 授, 殃), 성모 및 운모가 모두 다른 것 1자(驗 )가 나

타난다. 성조 불일치음은 ‘九, 度, 報’ 등 3字가 발견되었다. 

흥미로운 점은『영험약초』의 불일치음을 모두 현실음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 있

다는 사실이다. 단정할 수는 없으나 현실음의 성모, 운모 혹은 성조와 일치하는 양

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授, 九’는 종성 ㅱ를 끝까지 유지하고 있다. 

259) ‘霧’는 遇攝 字이므로 종성은 ‘ㅇ’로 표기하여야『동국정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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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改刊法華經諺解의 한자음 - 과도기 문헌의 일면

『개간법화경언해』(1500, 연산군 6년)는 原刊本『법화경언해』를 바탕으로 하되 

새로 변개하여 간행한 문헌이다. 단순한 복각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과 판식은 물

론 문자와 표기법에서 차이가 크다. 한자음 또한 당연한 변화를 보인다. 

이 문헌에서 주목되는 점 중 하나는 이 문헌이 한자음 표기를 일률적으로 현실한

자음으로 채택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흔히『동국정운』한자음에서 현실한자음

으로 바뀐 문헌으로 언급하곤 하지만『개간법화경언해』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 

현실한자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가진다. 특히 그 과도기적 성격이란 한자

음이 무원칙하게 흔들리거나 혼란을 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원칙을 견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그 양상은 대략 다음과 같다.

① 不淸不濁 종성 ‘ㅇ’ 표기를 폐지하였다. 

이제 셰존(世尊) 좃와(개법2-1ㄱ)

(如來) 디견(知見)과 무소외(無所畏) (개법2-35ㄱ)

② 인위적인 표기로 지적되던 ㅭ종성을 폐기하였다.

그  샤리불(舍利佛)이 소사 깃거 즉재 니러(개법2-1ㄱ)

③ 초성 ‘ㆆ’(邑母), ‘ㆁ’(業母)가 사라졌으며, 全濁 성모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점만 주목하면 사실상『개간법화경언해』의 한자음은 현실한자음과 동

일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점은 현실한자음과 다른 양상으로,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충분히 지적되지 못한 특징이다.

④ ‘ㆊ’ 계통의 중성, 즉 촬구호를 보존하고 있다. 이는 현실한자음보다는 동국정

운식 한자음에 가까운 것이다.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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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 [동운] L(문헌음), H, H [SK]L뎐 R뎐 H뎐 [개법] L
緣 [동운] L(문헌음), R, H퇀(上同 褖) [SK]L연  [개법] L
永 [동운] R, H(上同 詠)             [SK]R  [개법] R

拗介音이 없는 合口 介音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특색이다.

國 [동운]H귁              [SK] H국          [개법] H귁

⑤ ‘ㆌ’, ‘ㅖ’ 계통의 중성이 동국정운 음대로 유지된 경우가 보인다. 

隨 [동운]L(문헌음), LHR퇑 [SK]L슈      [개법]L
瑞 [동운]H                    [SK]R셰, R셔 [개법]L

⑥ 방점은 혼란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현실음 성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漢 [동운]H한     [SK]R한, H한  [개법]L한

⑦ 운모가 현실음과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塞 [동운]H, H슥  [SK]H, H  [개법] (優婆塞)~슥(優婆塞)

위와 같은 양상을 감안하면 이 문헌에서부터 한자음이 완전히 현실음로 교체되었다

고 말할 수는 없는 셈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개간법화경언해』를 동국정운식 한자음에서 현실한자음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문헌으로 파악한다. 이 과도기를 특징짓는 가장 큰 특징은 촬구성 

중성, 특히 合口 介音을 유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누차 지적한 대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특징 중 하나는 合口 介音을 철저히 유지한 것이었다. 본문 제4장에서 살

펴본 ‘동국정운식 표기의 실제’에서 확인한 바도 있거니와, 이를 誤記한 주음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흔히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특징으로 초성과 종성의 특이한 표기를 들곤 하지만, 

260) 현재까지 확인된 예외는 ‘惠(H혜)’ 정도다. ‘惠’의『동국정운』음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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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개합의 교정, 특히 촬구호의 교정이 시기적으로는 끝까지 잔존한 것이다. 

요컨대『개간법화경언해』는 초성과 종성에 나타난 동국정운식 특징은 폐기하되, 중

성에 나타난 개합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는『개간법화경언해』라는 문헌의 

개별적 특성을 말해 줄 뿐 아니라, 이른바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라는 것도 균질적인 

한자음 체계는 아님을 깨닫게 한다. 오랜 세월동안 많은 인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

울인 결실로 얻어진『동국정운』이었지만 현실한자음과 들어맞지 않는 교정음 체계

였기에 문헌의 편찬자들은 일정한 혼란을 피할 수 없었고 또 전승된 음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는 경우도 맞이하였을 것이다. 비록 반세기 남짓한 짧은 시기동안 시도

된 교정한자음이라 하더라도 문헌별로 여러 시행착오는 피할 수 없는 법이었다. 게

다가 언어의 본질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 현실 언어도 변화할 수밖에 없으니, 살아

있는 언어의 구사자이자 담지자이기도 한 편찬자들이『동국정운』과 괴리가 있는 

한자음을 주음하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강력한 국가적 뒷받침으로 실시되는 언어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언어의 

압력은 결코 피할 수 없는 법이므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에 대한 연구도 여러 문헌들

의 이질적인 주음을 당연히 전제해야 함을 일깨워준다고 하겠다.

  

5.3.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의 시기별 특징

여기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전체의 시기 구분을 시도하고 그 특징을 서술한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채택된 것은 시기적으로는 반세기에 불과하지만 앞에서 살펴

본 문헌별 특징을 고려하면 이 짧은 시기도 다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이 시기를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정립, 안정, 이완이라는 큰 틀에서 구분해 본다. 덧붙여 동국정

운식 한자음이 완전히 폐지되기 직전 일종의 과도기를 나타냈던『개간법화경언해』

의 특정도 대비하여 서술한다. 

 

1) 제1기: 定立期

『동국정운』을 완성하고 이를 실제 문헌에 적용하는 단계다. 훈민정음 언해,『월

인천강지곡』,『석보상절』이 그에 해당한다.『월인천강지곡』을 이 시기의 문헌으

로 보는 이유는 개음절 종성을 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본 것이다. 그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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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충실하게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보이고 있다. 

『석보상절』은 대표적인 동국정운식 한자음 문헌이지만 정립기의 문헌에 포함시

키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구현된 한자음은 충실한 편이지만 여러 한자의 주음에서 

나타나는 오류와, 이를 바로잡은 교정 작업이 꽤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정

을 거치지 못한 한자음이『석보상절』권19‧23‧24에서 발견되는 점을 고려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巍’, ‘卯’와 같이『동국정운』수록음과 다른 주음이 이 시기에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단순히 현실음에 이끌리거나 단순히 혼란을 일으켰다기보다는 

전승된 불교음이나 관행으로 유지되던 年紀 주음에서 그러한 경우가 나타났다. 『동

국정운』한자음을 숙지하고 있으면서도 의식적으로 선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제2기: 安定期

이 시기는『월인석보』가 대표적이다.『석보상절』에서 보인 한자음 오류가 거의 

바로잡혔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를 대표할 만한 문헌이라 할 수 있다.『월인석

보』의 발간과 함께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자리를 잡았다고 하겠다. 

3) 제3기: 弛緩期

『남명집언해』와『영험약초』를 들 수 있다. 이 문헌들에서는 한자음의 혼란을 

적은 수지만 관찰할 수 있고, 그 양상은 주로 현실음에 이끌린 것이다. 그렇지만 현

실음에 이끌린 경우에도 ㅱ 종성이나 業母의 사용 등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한편 

이런 과정에서 과도교정이 일어나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쇠퇴한 것이 아니라 조정의 정책적 입장 변화에 따라 

대체로 一時에 이뤄진 것이었다. 동국정운식 표기의 시기 구분에서 쇠퇴기, 혼란기, 

해체기 따위의 개념을 쉽사리 구사하기 어려운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제3기

에서 한자음의 혼란이나 과도교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전체 주음 중에서 극히 일부

만 보이는 특징임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만큼 소수의 전문 주음자가 아니면 

견지되기 어려웠고 담당 주체가 존재하는 한 주음 작업이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 하겠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현실음에 이

끌린 표기가 적게나마 나타나면서도 과도교정 혹은 誤校正이 동시에 보인다는 것은 

교정한자음이 관철되는 힘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졌음을 의미한다. 弛緩期라는 시기 

설정도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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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법화경언해』와『능엄경언해』는 제2기와 제3기 사이의 과도기적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문헌(『능엄경언해』는 활자본을 가리킴)은 훈민정음 字母를 이

용하여 불교음역 표기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이채롭다(난 阿難,  般若). 특히

『법화경언해』는 불일치음이나 복수음에서 다른 문헌과 뚜렷이 구분되는 태도를 

보인다. 심지어『동국정운』에서 철저히 외면했던『거요』知母(舌上音이 치찰음화된 

것)를 ‘ㅈ’로 주음하는 예까지 나타난다.『법화경언해』의 한자음이 편찬자의 어떤 

음운학적 태도를 반영하였는지, 더 나아가『법화경언해』의 편찬자가 (혹은 편찬자

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등에 대해 별도의 연구가 요청된다. 

4) 과도기: 『改刊법화경언해』의 경우

 
마지막으로『개간법화경언해』(1600)에 대하여 간략히 덧붙인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폐지된 기점으로『육조법보단경언해』를 드는 것이 보통이다. 

경우에 따라서는『개간법화경언해』를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개간법화경언해』는 

한자음을 전면적으로 현실화한 문헌이 아니었으며, 특별한 유형을 말하기 어려운 혼란

된 양상을 보이지도 않는다. 오히려 어느 측면에서는 현실한자음대로 표기하고 또 어

떤 점에서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특성을 견지하고 있다. 즉 초성과 종성 표기는 현실

한자음대로 표기하되(全濁 성모의 폐지, ㆁ, ㆆ의 폐지, ㅱ 종성과 이영보래의 폐지), 

중성에서는 合口 介音 특히 촬구호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가령 ‘緣, 慧’ 같은 한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대로 ‘,’로 주음하였다. 개음절 종성 표기를 폐기한 것만 제외하

면 ‘慧’는 동국정운식 한자음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한자음은『육조법보

단경언해』에 이르러 ‘연, 혜’로 주음함으로써 완전히 폐기 되었다.

『개간법화경언해』의 이러한 주음 양상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제3장(동국정운의 

이해)에서 지적한 ‘開合 교정의 철저함’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동국정운은 全濁 성

모, 流攝과 效攝 운미의 ㅱ 종성 표기, 개음절의 ‘ㅇ’ 종성 표기, 초성 ‘ㆆ, ㆁ’의 표

기, 以影補來 표기 등이 먼저 눈에 뜨이곤 하지만 合口 介音을 철저히 복원하였다. 

실제 문헌에서도 開合 표시에 오류를 보인 예가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월

인천강지곡』을 비롯한 초기 문헌에서부터 오류를 피할 수 없었던 지난한 과정 속

에서도 끝까지 관철된 원칙이었다. 이러한 원칙은『개간법화경언해』에서도 살아남

아서, 다른 표기 원칙과 달리 의연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개간법화경

언해가 과도기적 문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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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실제 문헌에 나타난 한자음을 귀납하여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440년대부터 15세기 후반까지의 대

표적 문헌을 대상으로 거기 수록된 한자음을 전수 조사한 후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즉 총 8종(『개간법화경언해』제외)의 문헌에서 1,940여 字의 한자음을 추출하고, 

이들 중 미수록자 26字를 발견하고 그 주음 양상을 분석하였으며, 운서『동국정

운』과 불일치한 주음이 이루어진 45字도 발견하여 그 양상을 논하였다. 덧붙여

『동국정운』속 복수음이 문헌음으로 선택되는 양상도 살펴보았는데, 특히『동국정

운』속 복수음이 문헌 속에서도 복수로 나타나는 경우를 60字(성모 복수음 9字, 운

모 및 성조 복수음 51字)를 발견하여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을 

다시 문헌별, 시기별로 종합하였다. 이렇게 연구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국정운 한자음과 동국정운‘식’ 한자음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동국정운 

미수록자의 주음, 동국정운 불일치음 등에서 확인될 수 있다. 미수록자의 주음이나 

불일치음의 양상은 15세기 언해본의 편찬자들이 운서『동국정운』을 기계적으로 참

고하여 이를 書寫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종의 한자음 체계를 적극적으로 내면화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둘째, 이 연구에서 조사한 문헌에서는 한자음의 절대 비율이 동국정운에서 교정하

고자 한 음에 따라 주음되었다. 현실음과 일치하지 않았으며 그러면서도 당시 통용

되던 운서 속의 중국음과도 부합하지 않던 한자음을 정착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웠

을 것이다. 그러한 조건에서도 짧은 기간 안에 무수한 문헌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적용시켰던 성과는 세종과 세조는 물론 당시의 여러 음운학자

들이 혼신의 힘을 다한 결과였다고 경의를 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러나 극히 미미한 비율이겠지만, 동국정운 미수록자, 불일치음, 혼란된 복

수음이 나타난다. 이들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적잖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미

수록자의 주음은 전승된 불교음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제법 있으며, 그 밖에도 

대부분 중고음까지 소급할 수 있는 대응관계를 보인다. 특히『동국정운』속의 다른 

字에서 직접 유추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주음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실음

과도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당시 문헌의 편찬자들이『동국정운』이라는 

운서를 단순히 열람하고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일정한 원리를 채득하고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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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해준다. 

한편 불일치음은 현실음에 이끌린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실음에 이끌린 주음은 

대부분『남명집언해』나『영험약초』등 후기의 문헌에서 나타난다. 

또 복수 문헌음은 破音字 용법보다는 한자음의 혼란이나 문헌의 특수성에 따라 

나타난 경우가 더 많다. 총 60字 중 破音字 용법에 충실한 것은 20字에 불과했으

며, 나머지는 대부분 편찬자의 혼란이거나 문헌의 특수한 주음 태도로 여겨지는 경

우들이었다. 특히『법화경언해』는 불일치음은 물론 문헌 복수음도 다른 문헌에 비

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문제적 문헌이라 할 수 있다. 이 문헌의 발간 

경위나 주체에 대하여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란 그 자체가 균질적 속성을 견고하게 가지고 

있기보다는 문헌에 따라 혹은 시기 및 편찬자들의 인식에 따라 일정한 선에서 유동

하고 있는 한자음 체계라 할 수 있다. 주음의 오류나 과도 교정이 나타난 것은 현실

음의 압력을 뿌리칠 수 없는 언어의 본질적 속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켜준다.

넷째, 그러나 이러한 특이한 주음이나 혼란상에 전혀 영향을 입지 않은 것이 있었

으니 바로 開合의 철저한 복원 교정, ㅱ종성, 全濁 성모, 以影補來 표기 등이 그것이

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15세기 문헌 중에서 이와 같은 점에서 예외를 보인 경우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全濁 성모의 표기는 약간 흔들리는 경우가 있

다. ㅱ종성의 표기도 오류를 보이기는 하나, ㅱ종성을 생략한 것이 아니라 ‘ㅇ’ 종성

을 ㅱ종성으로 과도 교정한 예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덧붙여 동국정운식 한자음 

폐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문헌인『개간법화경언해』에서 중성의 合口 介音, 특히 

촬구음만은 유지하고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의 여러 특징 

중에서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은 것들이 이들이었다.  

다섯째, 이 연구는『동국정운』음운체계에 대해서도 약간의 논의를 더하였다. 즉

『동국정운』은 어떤 점에서는 철저히 중국음을 따르고(全濁 성모, ㅱ 종성, 운모의 

개합, 舌內入聲의 표시 등), 어떤 점에서는 중국음과 명시적으로 거리를 두고 있다

(舌上音과 舌頭音 구분의 불인정, 齒頭音과 正齒音 구분의 불인정 등). 이런 모순된 

양상을 좀더 명료하게 설명할 필요가 당연히 생긴다. 이 연구에서는『동국정운』서

문에서 ‘語音’과 ‘字音’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동국정운』서문과『홍무정운역훈』

서문,『훈민정음』서문의 대비를 통하여 당시 음운학자들이 ‘七音四聲淸濁’ 및 ‘開

合’의 원리를 언어보편 차원에서 절대시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여기서 

벗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風土의 특수성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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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동국정운 편찬자들은 자신들이 제시한 교정 원칙을 중국음운체계의 도입이 

아니라 언어일반의 불변 원리로 생각한 것이고, 그 이외의 특성은 중국어 고유의 것

이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어음의 특수성은 인정하

되 ‘七音四聲淸濁, 開合’의 원리와 관련된 字音은 철저히 견지한 것은 바로 이러한 

까닭으로서, 이른바 ‘正音觀’이 바로 그러한 언어학적 세계관이라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란 무엇인가?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란 운서『동국정운』에 수록된 한자음 체계를 바탕으로 하

여 실제 문헌에 주음된 한자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운모 開合을 中古 음운에 맞게 철저한 복원한 한자음이다.

둘째, 七音淸濁四聲을 언어보편적인 원리로서 한국 한자음에도 적용한 교정음이

다. 이는 七音淸濁四聲에 해당하지 않는 한자음 요소는 교정음으로 반영하지 않았음

을 의미한다. 한자음의 나머지 측면에서는,『고금운회거요』에 나타난 牙音 및 喉音

의 변화를 받아들여『동국정운』業母(ㆁ)로 수용한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唐代 長安

音 혹은 그 이전 시기의 음을 복원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운모 면에서는 流攝

과 效攝의 운미를 ㅱ로 표시한 것을 제외하면 15세기 한국 현실음에 가까운 점이 

있다.261)

셋째, 운서『동국정운』에 수록된 음 중에서 실제로 문헌에 주음된 한자음을 동국

정운식 한자음으로 간주한다. 또『동국정운』에 수록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원

리에 따라 주음된 한자음, 마지막으로『동국정운』수록음과 불일치하더라도 위의 원

리와 합치하는 한자음은 모두 동국정운식 한자음으로 볼 수 있다.262)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덧붙인다. 이 연구는 비록 15

세기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문헌 8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 시기 문헌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여전히 대표성에서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남은 문헌을 하나

하나 전수 조사해 나가면 이 연구에서 단편적으로 혹은 거칠게 다루었던 내역을 풍

부하고 깊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아쉬운 점은『동국정운』속 복수음이 문헌

261) 특히 운모 면에서는 流攝과 效攝의 운미를 ‘ㅱ’로 표시한 것을 제외하면 15세기 한국 현실음에 

가까운 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한국의 전승 한자음 자체가 가지는 특징에서 크게 어긋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국정운식 한자음, 唐代音, 한국 현실한자음 3자 간의 관계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통하여 해명될 문제다.

262) 다만 ‘’(난: 阿難), ‘’(: 般若)과 같은 음은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아니라 불교독송음을 

나타내기 위해 ‘ㅭ’을 도입한 표기로 보아야 한다.



- 215 -

에서 단일음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극히 일부만 언급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

로 시간을 두고 정리해 가면 국어음운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결실도 얻을 수 있으리

라고 생각한다. 나아가『거요』이외에도『홍무정운』,『四聲通解』와 같은 운서는 

물론 15, 16세기 현실한자음 및 한어음 자료(노걸대, 박통사 등)까지 대비하는 연구

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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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Sino-Korean Transcription 

Adapted from『Donggukjeongun(東國正韻)』

in 15th century Korean Texts and Literatures 

Cha, Ik Jong  

            

Dep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is well known that the Korean rhyme book『Dong-guk-jeong-un(東國正韻)』

(1447) was compiled and produced by authorization of King Sejong under the purpose 

of correcting the vernacular Sino-Korean into a new standard sound system. Much 

study has been performed on the rhyme book, however, few focus was given to 

actual texts or literatures in 15th century that adopted the this『Dong-guk-jeong-u

n』.

This study starts with some intial findings that the actual Sino-Koreans in the 

materials in 15th do not always coincide with the normative sounds listed in

『Dong-guk-jeong-un』. Probing into details of actual transcriptions in 15th century, 

this study investigates what the their details are like and what patterns can be 

discovered. Those Sino-Koreans in 8 kinds of literatures or texts(such as

Seok-bo-sang-jeol(釋譜詳節), Wol-in-seok-bo(月印釋譜), Beop-hwa-gyeong-eon-hae

(法華經諺解), that have been commonly cited as simple reflection or copy of the 

rhyme book, are chosen as research materials and examined under a total inspection. 

With 1,940 chinese characters collected from these materials, this study can 

extract meaningful findings with linguistic interpretation as follows.

1) 26 characters are unexpectedly found, which do not listed in 

『Dong-guk-jeong-un』, though many of them are commonly used in 15th Korean 

texts. Transcriptions of these characters are not similar to sounds of vernacular 

ones, either do not seem to coincide with the same group of ‘Hyeseong or Xiesheng

(諧聲).’ They seem to correspond rather with the sounds listed in rhyme book of

『Gwangun(廣韻)』or Guangyun that have compiled in Tang dynasty, or 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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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nds listed in books that are compiled in the earlier period. 

2) Transcriptions of 61 characters, which are listed in『Dong-guk-jeong-un』, are 

also discovered, beyond expectation, to show mismatches in reading. These 

unconforming Sino-Korean readings are analysed as to be produced by 

mis-inflections of vernacular sounds or by confusion of authors or compilers of 

materials. These readings show, however, some features of『Dong-guk-jeong-un』's 

line, such as close-mouth, final of lip round, fully muddy initial, glottal initial.

3) Most of characters listed in『Dong-guk-jeong-un』have multiple readings. The 

characters in the actual materials, however, tend to converge to single readings, 

which means that any study on『Dong-guk-jeong-un』needs to look into the actual 

aspects of Sino-Koreans in 15th materials.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is study comes to define the Sino-Korean in the 

the actual texts as 'Sino-Korean Adapted from『Dong-guk-jeong-un』'. It is not a 

simple copy from the rhyme book. More important is that it does not coincide with 

the sound in the rhyme. It is rather a phonological system that the scholars of 15th 

century kept in their mind as an general ideal that can be applied to any language. 

Features such as close-mouth and clear-muddy are strictly adhered to as a standard, 

although the chinese sounds outside of open-close(開合), 7 sounds(七音), 

clear-muddy(淸濁), and 4 tones(四聲) are excluded as chinese-inherent.

These descriptions of 'Sino-Korean adapted from『Dong-guk-jeong-un』' ar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 of 'Sino-Korean in『Dong-guk-jeong-un』

', which has premised an implicit understanding that Sino-Koreans listed in

『Dong-guk-jeong-un』 are supposed to be same with those in the transcriptions in 

15th literatures. Through the empirical research on the materials, however, this study 

can get an inductive conclusion on the Sino-Koreans in 15th century. The vast 

amount and volume of 15th Sino-Koreans material demands further and deeper 

studies.

Keyword: Sino-Korean,『Dong-guk-jeong-un』, unlisted characters, unconforming 

reading, multiple reading, open-close feature, clear-muddy fe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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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동국정운식 한자음 목록

동국정운식 한자음 문헌에서 발견된 한자음 중, 이 연구에서 거론한 한자와 음을 

제시한다.

‧ 현대 한국한자음의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였다.

‧『월인천강지곡』의 한자음은 ‘∎’표와 함께 별도로 표시하였다.

‧ 張의 앞뒤 면은 ‘ㄱ,ㄴ’으로 표시하며, 용례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 )로 넣

었다.

‧ 한 면에 복수로 출현할 경우는 ( )안에 그 횟수를 표시했다.

‧『동국정운』에 ‘上同’으로 표시한 음은 ( )안에 上同字를 넣었다. 여러 字가 연속으

로 ‘上同’이라 표시되었을 때에는 최종적인 字만 표시하였다. 

‧『동국정운』에 수록된 음은 ‘동운’으로 앞에 표시했다. 

 ‘‣’는 동국정운 불일치음이며 ‘※'는 동국정운 미수록자의 음을 가리킨다.

【가】

[假] 동운H강<석상13-63ㄱ(말 假借야)>
     동운R강<법언1-149ㄱ(假 이  相이요),203ㄴ(但以假名字)/남명상37ㄴ(假

借),45ㄴ(2, 諸聖ㅅ假借하야),49ㄱ(因야 假借야),51ㄱ(假借),65ㄱ(2),73ㄴ(이상 
假借)/남명하37ㄴ(假借)>

     동운L
     동운L(上同 遐)
     동운H
     동운H(上同  )
    
[袈]※L강<석상23-28ㄴ,35ㄱ/석상24-6ㄴ,31,48ㄱ/남명하25ㄱ>
   ∎월곡L가<21ㄱ,23ㄴ,43ㄱ>

【강】

[强] 동운H
     ‣L<법언1-211ㄱ/남명하31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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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降]동운H<석상서3ㄱ(降生)/월석서6ㄱ(2,降誕)/법언서-7ㄱ(2,降靈),법언1-10ㄱ(降靈)>
    동운L<석상6-17ㄴ,28ㄴ,33ㄱㄴ,34ㄱ(이상 전부 降服)/석상13-7ㄴ(降伏)/석상19-32

ㄴ(降伏)/석상23-33ㄴ/석24-12ㄴ(2),22ㄴ,23ㄱ,38ㄱ(이상 降伏)/석상서3ㄴ(降魔)/
월석1-26ㄴ(降伏니라)/월석2-16ㄴ,38ㄱㄴ,59ㄱ(이상 降服)/법언1-32ㄴ(降
伏),47ㄴ(두 龍 目連의 降오니라)/능활1-38ㄴ,65ㄴ(降伏),83ㄴ(降伏)/영험11ㄱ
(降伏)/남명상68ㄴ(降伏),69ㄱ(降伏)/남명하3ㄱ(降伏)>

  ∎월곡L<24ㄴ(降요리라),25ㄱ(降요리라),29ㄱ,36ㄴ,61ㄱ(이상 降伏)>

【거】

[去]동운L컹
    동운R컹<월석서19ㄴ(2,增感一兩句之去取호,두 구 더의며 더러 리며,去 덜씨

오)>
    동운H컹<훈언13ㄴ(2,去聲  노 소리라)/석상13-50ㄱ(2,過去는 디나건 劫이오)

ㄴ,53ㄴ/월석서2ㄱ(2,去갈씨오),19ㄴ/월석2-21ㄴ(2,過去는 디나건 뉘오)/법언
1-90ㄱ,91ㄱ,116ㄱ,141ㄴ,183ㄴ,190ㄱ,215ㄱ,224ㄱ(2),235ㄴ(모두 過去)/남명서2
ㄱ(過去)>

[車] → 【차】

【건】

[乾]동운 L간<석상6-36ㄱ(金剛乾慧예  번 나면 後에 妙覺애 오니)/월석2-59ㄴ(처
믄乾慧地오),60ㄱ(乾慧地智慧ㅅ地位니),62ㄱ(2)ㄴ(이상 乾慧)/능활1-37ㄱ(乾
慧)>

     동운 L껀<석상13-8ㄴ(네 乾闥婆王樂 乾闥婆王과 美乾闥婆王과 美音乾闥婆王이),13ㄱ
(乾闥婆 阿脩羅 迦樓羅 緊那羅 摩睺羅迦),32ㄱ(乾闥婆ㅅ 소리)/석상19-15ㄱ(乾闥
婆와 乾闥婆女와 ),21ㄱ(2(乾闥婆)),38ㄱ(乾闥婆 阿修羅 迦樓羅),39ㄴ(乾闥婆 阿修
羅 迦樓羅)/월석1-14ㄱㄴ(이상 乾達婆)/법언1-49ㄴ,59ㄴ,104ㄱ,118ㄴ,163ㄴ(모두 
乾達婆)/남명상71ㄱ(乾達婆)>

   ∎월곡L껀<66ㄴ,那乾訶羅國이 毒龍羅刹 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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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頃]동운L
    동운R<석상6-25ㄱㄴ(여든 頃 해)/석상서3ㄴ(2),월석서13ㄴ(頃은 近間이라)/남명서

3ㄱ(2)/남명하76ㄱ(2,見聞覺知)>
    동운R(上同 跬)
     ∎월곡R<56ㄱ,八十頃 東山애>
     ※R<남명상22ㄴ(2, 頃刻),23ㄱ(頃刻),24ㄴ(千頃山셔),46ㄱ(千頃山셔)>
[更]동운L<남명상60ㄱ(2,나지 三更이오, 三更과 半夜왜)/남명하22ㄴ(기 五更 向야 

우다)>
    동운H<월석서18ㄴ(檃括更添於新編야),19ㄱ(更은 다시 씨오)>

【고】

[鈷] ※R공<남명상69ㄴ(2),70ㄱ(2),71ㄱㄴ(이상 兩鈷)>

【공】

[供]동운L<석상6-44ㄱ(供養)ㄴ(3)/석상9-3ㄱ(3,應供),21ㄱㄴ,22ㄴ,24ㄱ,25ㄴ(2),31ㄴ
(2),32ㄷ(2),33ㄴ,40ㄱ/석상13-4ㄱ(供養),11ㄴ,15ㄴ,18ㄱ,24ㄴ(2),27ㄴ,35ㄴ,36
ㄱ,42ㄱ,51ㄱ,52ㄴ(2),53ㄱㄴ,54ㄱ/석상19-21ㄱ(供養),22ㄱ,27ㄱ(應供),28ㄴ(應
供),33ㄴ,38ㄱ,41ㄱ,43ㄴ/석상23-3ㄴ(供養),4ㄱㄴ,5ㄱ,6ㄱ,7ㄱㄴ,8ㄱ,22ㄱ,23ㄱ
ㄴ,24ㄱㄴ,25ㄴ,37ㄱ,38ㄱ,41ㄱ,42ㄱㄴ,46ㄱ/석24-8ㄴ(供養),9ㄴ,10ㄱㄴ,11ㄱ,21
ㄱ,35ㄴ(3),36ㄱㄴ,37ㄱ(2)ㄴ,38ㄴ,39ㄱㄴ(2),40ㄴ(3),41ㄱ(2)ㄴ,43ㄱ,47ㄱㄴ,48ㄱ/
월석서10ㄱ(供養)/월석1-9ㄴ(供養),13ㄴ(2)/월석2-20ㄱ(2,供養),30ㄴ,41ㄱ/법언
1-24ㄴ(供養),25ㄴ(2,應供, 應供)263),32ㄱㄴ,37ㄴ,54ㄴ,66ㄴ,71ㄴ,73ㄱ,85ㄱㄴ
(2),86ㄱ(2),93ㄱ,112ㄱ(5,113ㄴ,117ㄱ,118ㄴ,125ㄴ,126ㄴ,152ㄴ,155ㄴ,156ㄴ,217
ㄱ,221ㄴ(4),227ㄴ,245ㄱ,246ㄱ/능활1-3ㄱ(供養)ㄴ,4ㄱ,21ㄱ,26ㄴ,73ㄴ/영험12ㄱ
(供養)/남명상3ㄴ(供養),34ㄱ(供養)/남명하63ㄴ(供養),64ㄱ(供養)>

   동운H<법언1-91ㄱ(應供),111ㄱ,(號ㅣ 日月燈明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 191ㄴ(應供
이며)>

263)『법화경언해』권1에서 ‘L’으로 주음되는 예는 모두 37회 출현하는데, 36회가 供養이며 1회가 

應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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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곡L<24ㄱ,32ㄱ(2),33ㄴ(2),34ㄱ,39ㄴ>

【과】

[果]동운R광<석상6-31ㄴ,40ㄱ/석상9-12ㄱ,31ㄱ/석상13-17ㄱ,23ㄱ,40ㄴ,41ㄱ(2)ㄴ,55ㄴ/
석상19-4ㄴ(2),13ㄴ,17ㄱ,36ㄴ/석상23-32ㄱ,34ㄱ/석24-3ㄱ,30ㄱ/월석1-5ㄴ,11
ㄴ,12ㄱ(2),33ㄴ(2),34ㄱ,36ㄱ(2)ㄴ(2),37ㄴ/월석2-20ㄱ,50ㄴ,53ㄴ,62ㄴ(2),63ㄱ
(2)ㄴ(2)/법언1-5ㄱ,6ㄴ,7ㄱ,15ㄱ(2),26ㄱ(2),56ㄴ,64ㄴ,69ㄴ,83ㄱ,86ㄱ,97ㄴ,109
ㄱ,114ㄱ(2),141ㄱ(3),146ㄴ,148ㄱ(2),150ㄴ,152ㄴ,153ㄴ,164ㄱ(2),172ㄴ,180
ㄱ,184ㄴ,186ㄱ,192ㄴ,193ㄴ,196ㄴ,199ㄱ,211ㄴ,237ㄱ,243ㄴ/능활1-6ㄴ,8ㄱ,14ㄱ
(2),17ㄴ(2),18ㄱ,30ㄴ,32ㄴ,43ㄴ,64ㄴ(2),70ㄱㄴ,74ㄴ,75ㄴ,78ㄴ,82ㄴ,89ㄱ,90ㄴ/영
험5ㄴ/남명상18ㄱ(3),25ㄴ,26ㄱ,61ㄴ,62ㄱ,63ㄱ,77ㄱ(2)ㄴ/남명하42ㄱㄴ(3),52ㄴ>

   동운R쾅
   동운H관(上同 祼)
   동운R(上同 婐)
   동운R뢍(上同  )
  ∎월곡R과<54ㄱ,66ㄱ>
[過]동운L광<법언1-141ㄴ(過去)>
    동운H광<석상13-50ㄱ(2)ㄴ,53ㄴ/석상서3ㄱ(2)/월석2-21ㄴ(2/법언1-90ㄱ(過去),91

ㄱ(過去無量無邊..),116ㄱ(過去世無量無數劫),183ㄴ,190ㄱ,215ㄱ,224ㄱ(2),235ㄴ,
(이상 過去)/남명서2ㄱ/남명상35ㄴ> 

    ∎월곡H과<42ㄱ>

【관】

[觀]동운L관<석상6-43ㄴ(十一面觀自在經),44ㄱ(2,觀自在菩薩)/석상9-18ㄴ(觀自在菩薩)/
석상13-5ㄱ(觀自在菩薩)/석상서3ㄱ(四門遊觀 逾城出家)/월석서23ㄱ(2,觀者ㅣ 猶難
於讀誦커니와)/월석2-69ㄴ(五岳 十八山 觀大山)/법언서-22ㄴ(觀音ㅅ조 應샴과)/
법언1-41ㄱ(觀世音菩薩),43ㄱㄴ,84ㄱ(2,觀諸法性 시혹 覺觀으로 道 求샤미
오),93ㄱ/능1-9ㄴ,16ㄴ/능활1-8ㄱ(金剛觀察),13ㄴ,33ㄴ(5),39ㄱ,76ㄱ(2)/영험1ㄱ
(觀世音菩薩),5ㄴ,15ㄴ/남명상15ㄱ(觀照로 뎍 닷그면),36ㄱ(2),61ㄴ/남명하5ㄴ(趙
州禪師 겨신 觀音院이),51ㄴ(2),52ㄱ(4)>

    동운H관<월석2-49ㄱ(太史 書雲觀  벼스리라)/법서-22ㄱ(그 觀에 드로미/법언
1-84ㄱ(心無所着 敎觀을 여희시며), 149ㄱ(3,三觀,觀智,十如三觀보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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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胱]※L<능활1-51ㄱ(膀胱)>

【구】

[九]동운L(上同 勼)
    동운R<석상9-1ㄱ,8ㄱ,41ㄱ/석상19-1ㄱ,13ㄱ,44ㄱ/석상23-34ㄱ/월석1-21ㄱ,33ㄴ

(2),35ㄱ/월석2-4ㄱ,24ㄱ(2),33ㄴ,34ㄴ,48ㄱ/법언1-5ㄱ,15ㄴ(2),133ㄴ,189ㄱ
(3),199ㄱㄴ,200ㄴ(2)/능활1-55ㄱ(2)ㄴ/남명상1ㄱ,11ㄴ/남명하5ㄱㄴ(2),18ㄱ>

    동운L
    ∎월곡R<4ㄱ,7ㄴ,8ㄱ,11ㄱ,14ㄴ,18ㄱ,21ㄴ,25ㄱ,29ㄱ,31ㄴ,32ㄴ,33ㄱ(2)ㄴ,34ㄱㄴ,35

ㄱ(2)ㄴ,36ㄱ(3),39ㄴ,43ㄴ,47ㄱ,50ㄴ,54ㄴ,58ㄱ,62ㄱ,65ㄴ,69ㄴ(2),70ㄱㄴ,71ㄱ
ㄴ>

   ‣영험H<5ㄱ(2)>

【굴】

[堀]동운H<석상13-1ㄱ(‘’을 朱墨으로 교정함, 王舍城耆闍堀山中에 겨샤)/석상24-1ㄴ/
법언서12ㄱ/법언1-19ㄴ,20ㄴ/남명하36ㄱ(4, 堀에 드러 모미 갈마 오)>

    ‣H<석사6-44ㄴ(須達이 塔세오 堀짓고)/석상23-39ㄴ(耆闍堀山ㅅ畢鉢羅堀애잇더
니>

   ‣월곡H<67ㄱ(七寶行樹間애 銀堀ㅅ 가온)ㄴ(2),68ㄱ,71ㄱ>

[窟]동운H<석상6-38ㄱ(須達이 精舍 이르고 窟 오)/석상23-39ㄴ(耆闍堀山ㅅ畢鉢
羅窟애잇더니)/석상24-38ㄱ(尊者ㅣ  닐오 이 摩訶迦葉ㅅ 窟이니다)/월석
서20ㄴ(磨礱理窟야),21ㄱ(窟 굼기라)/월석1-52ㄱ(雪山寶窟에 드르샤)/남명상69
ㄱ(世尊이 火龍窟에 가 자시거늘)/남명하69ㄱ(녯 사미 驪龍窟에 쇽졀 업시 리도
다)ㄴ(2, 窟 生死ㅅ窟穴이라)

【권】

[權]동운L꿘<석상13-38ㄱ(2,權은 저욼 림쇠니),39ㄱ/석상19-10ㄴ/법언1-4ㄱ(일후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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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引導시논 젼로 權고 實티 몯며),5ㄱ(3,權은 九界옛 三乘이시고),6ㄴ,14ㄱ
ㄴ,21ㄴ,31ㄴ,97ㄱ,136ㄱ(5),137ㄴ,139ㄱ(2),156ㄴ,163ㄱ,172ㄴ,176ㄴ,199ㄱ,208
ㄴ,211ㄴ,213ㄴ,232ㄱ,234ㄱ,239ㄱ,241ㄱ(2),249ㄱ/능활1-15ㄴ/남명하-36ㄱ>

    ‣L권<법언1-158ㄴ(後ㅅ 네 句 權을 믈리와샤 니시니라)>

【구】

[矩]동운R궁
   ‣L궁<남명하5ㄴ(2)>

【근】

[近]동운R끈<석상13-15ㄴ(2,親近, 根은 갓가씨라)/석상19-21ㄱ(親近)/석상서 3ㄴ(近
間), 4ㄱ(近間애)/월석서14ㄱ(3, 近은갓가씨라)/법언1-9ㄴ(近世)>

    동운H끈<법언1-66ㄴ(無量諸佛을 親近供養오실),82ㄴ,136ㄴ(親近)/영험6ㄴ(親
近)>

    동운 H긔(上同 炁)
    ∎월곡R끈<51ㄴ(親近)>

【긍】

[殑]※R<영험16ㄴ(2, 八十八殑伽沙俱胝百千諸佛이 가지로 펴니르시니라, 殑伽 항하
ㅣ오),

【기】

[奇]동운L긩(석상24-10ㄱ(일후미 波塞奇라)ㄴ(波塞奇王이),11ㄱ(波塞奇王이),16ㄱ(그 奇別
을),19ㄱ(世尊ㅅ 神奇신 이리 經에 다 닐엣거니와),22ㄴ(네 神奇 내요려 
거든)>

    동운L긩(上同 踦)
    동운L끵<석상6-7(3,釋迦太子ㅣ 죄 奇特실, 奇 神奇씨오, ‘긩’에서 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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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상9-30ㄴ(續命神幡은 목숨 나 神奇 幡이라,‘긩’에서 교정함/석상13-14ㄴ(世
尊이 神奇 變化ㅅ 相 뵈시니, ‘긩’에서 교정함),25ㄱ(種種 奇妙 것과)/월
석1-14ㄴ(禪奇 變化ㅣ 몯내  거시라)/월석2-33ㄱ(明月神珠는    
神奇 구스리라),54ㄱ(神은 神奇야 사 모씨오),67ㄴ(2, 奇異),75ㄱ(神奇)/법
언1-85ㄴ(奇特히),202ㄴ(神奇 구슬의 오새 이슘 니)/능활1-2ㄴ(奇特)/남명
상3ㄴ(奇特),10ㄴ(3, 奇特)/남명하36ㄱ(奇特),57ㄱ(奇特)>

    동운R(上同 倚)

[期]동운L긩(上同 朞)<법언서-22ㄴ(一期ㅅ問答을 그기 보건댄,一期  그슴이라)/법
언1-222ㄴ(得道 期限이 잇디 아니리니)>

     동운L끵<석상24-6ㄱ(阿闍世王이 迦葉尊者 期約호)/월석서19ㄴ(2, 期致盡心야, 
期긔지오)/남명하43ㄱ(期約)ㄴ(期約)>

   ∎월곡L끠<28ㄴ(期約),29ㄱ(期約)>

【난】

[難]동운L난<석상6-9ㄴ(阿難),13ㄱ(즐겨 艱難며),15ㄴ,39ㄴ,43ㄱ(2)/석상9-26ㄱ(阿難)
ㄴ,27ㄴ,28ㄱ(2)ㄴ,31ㄴ,33ㄱ(5,難 어려 이리라)ㄴ(3),34ㄴ,35ㄱ(2),37ㄴ,40ㄴ/
석상13-2ㄴ(3,難陁와 孫陁羅難陁),3ㄱ,7ㄱ(2)ㄴ,56ㄴ(2),57ㄱ/석상23-3ㄴ(阿難),4
ㄴ,5ㄱ,6ㄱㄴ,9ㄱ(難行苦行ㅎ야),21ㄱㄴ(阿難이),22ㄴ(阿難이), 30ㄱㄴ(阿難아)31ㄱ
(阿難이), 32ㄱ, 39ㄱ/석상24-2ㄱ(阿難)/월석서23ㄱ(觀者ㅣ 猶難於讀誦커니와)ㄴ
(難 어려씨라/월석2-1ㄴ(2,難陁, 阿難),9ㄱ(2),36ㄴ(2)/법언1-20ㄴ(阿難),30ㄴ
(3),32ㄱ,47ㄱ(2)ㄴ,148ㄴ(第一希有難解옛法이라),151ㄱ(2,難見難可了애 니르
린),161ㄴ(難解法을),163ㄱ(我意難可測은)/능활1-16ㄱ(阿難),17ㄴ,21ㄴ(2),22
ㄱ,26ㄴ(2),27ㄴ,28ㄱㄴ(2),29ㄱ(2)ㄴ,30ㄴ,31ㄱ,32ㄱㄴ,34ㄴ(2),35ㄱ,36ㄱㄴ,37ㄴ
(2),39ㄴ,40ㄴ(2),41ㄱㄴ(2),42ㄱㄴ(2),43ㄱ,44ㄴ,45ㄱㄴ,46ㄴ(2),47ㄴ(2),49ㄱ
(2),50ㄱㄴ,53ㄴ,54ㄴ,55ㄴ,56ㄴ,58ㄴ,60ㄴ,62ㄴ,63ㄱ(2),65ㄱ,69ㄱ(2),71ㄴ(7),72
ㄱㄴ(2),73ㄱㄴ,74ㄴ(2),75ㄱ,78ㄱ(2),79ㄱㄴ,80ㄱㄴ,82ㄱ,83ㄱ,84ㄱㄴ,85ㄱ(3)
ㄴ,86ㄴ(2),87ㄱ,88ㄱ,89ㄱㄴ,93ㄱ(3)ㄴ,94ㄴ(6),95ㄱ(2),96ㄱ,97ㄱ/영험11ㄱ(阿
難),12ㄱ(4),15ㄱ/남명상54ㄴ(濟度호 難히아니호도날리라시니)/남명하4ㄴ
(阿難)>

동운H난<석상23-12ㄴ(八塗法難이며)/법언1-32ㄴ(2, 이대 難 對答고, 難 힐훌

씨라)/능활1-51ㄱ,53ㄱ,55ㄱㄴ,64ㄱ(2,이상 詰難)>

동운L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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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운R낭(上同 橠)
  ∎월곡L난<14ㄴ(難陁調達),40ㄴ(阿難),48ㄱㄴ,65ㄱ,69ㄱ>

【누】

[耨]동운H 
    ‣H녹<석상9-4ㄱ/석상13-3ㄴ,7ㄴ(阿耨達),28ㄴ,30ㄴ,35ㄱ,61ㄴ/석상19-27ㄴ,32ㄴ,34

ㄱ,35ㄱㄴ(2),43ㄴ/석상23-9ㄴ,33ㄴ,36ㄱ(阿耨達龍王)/석24-36ㄴ,42ㄱ/법언1-36
ㄴ,37ㄱ(耨多羅),38ㄴ(阿耨菩提),48ㄱ(阿耨達),95ㄴ,99ㄱ,112ㄱ,192ㄱ/능활1-14ㄱ
(阿耨菩提)>

【니】

[你]※R닝<석상9-39ㄱ(頞你羅大將과)>

【단】

[斷]동운R돤<월석서15ㄱ(決斷)/월석2-3ㄱ(4,斷結),22c(2),54ㄱ/법언1-25ㄴ(知斷功德이
),194ㄱ(決斷)/남상76ㄴ(斷見外道)/남명하40ㄱ(修行리 斷常ㅅ구뎨딜가저헤
니),47ㄱ(外道ㅣ斷에브트며常에븓고),48ㄴ(3, 取고 斷리며斷見外道斷取
고 常리니라)>

   동운H돤<법언1-156ㄴ,(決斷),194ㄱ(決斷),200ㄴ(決斷)/능활1-13ㄴ(決斷),16ㄴ(決斷,
방점 2개를 朱墨으로 수정)>

   동운R똰<법언1-190ㄱ(斷見常見),법언1-211ㄴ(若無는 斷見이니)>
   동운H똰
[摶]동운L똰<월석4-55ㄴ(2),56ㄱ/능활1-45ㄱ,46ㄴ>

【대】

[待]동운R<법언1-206ㄴ(내 接待호 誠으로 야 )>
    동운H
    ‣H<법언1-206ㄱ(至極 精誠으로 物을 接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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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度]동운H똥<석상6-30ㄱ,31ㄱㄴ,32ㄱ,32ㄴ(2)/석상13-8ㄴ(2),24ㄱ,34ㄴ(2),35ㄱ,51ㄱ
(2),54ㄱ,62ㄱ(2)/석상19-1ㄱ,24ㄱ,28ㄱ,29ㄱ,36ㄱ,37ㄴ(2),43ㄱ/석상23-3ㄱ,4
ㄱ,5ㄱ,11ㄴ,18ㄴ,30ㄱ,52ㄱㄴ(2),53ㄱㄴ/석24-9ㄱ,17ㄱ,45ㄴ/월석서9ㄱ/월석1-18
ㄴ(2/월석2-18ㄱ(2),24ㄴ,25ㄱ(2)/법언서-16ㄱ/법언1-37ㄴ,39ㄱㄴ,73ㄱ(2),79ㄱ
(6),82ㄱ,84ㄱ(2),95ㄴ,108ㄴ,109ㄱ,110ㄴ(2),112ㄱ,116ㄱ,122ㄱㄴ,123ㄱㄴ,124ㄱ
ㄴ(2),125ㄴ,126ㄴ,127ㄴ,193ㄱ(2),194ㄱ(2),204ㄱ,205ㄱ,206ㄱ,210ㄱ,211ㄴ,213
ㄴ,215ㄴ,216ㄱ,219ㄴ,221ㄴ,223ㄱ(2)ㄴ,224ㄴ,233ㄴ,240ㄱ(2)/능활1-2ㄴ,13ㄴ,14
ㄴ,17ㄴ,20ㄱ(2),21ㄴ(4),22ㄱ,28ㄱ,89ㄴ/남명상-11ㄴ(3),12ㄱ,54ㄴ,69ㄴ,78ㄱ/남
명하-6ㄴ,31ㄱ,69ㄴ>

   동운H딱<남명하62ㄱ(3, 度量)>
   ∎월곡H또<58ㄱ(勞度差ㅣ 열 디라),59ㄴ,61ㄴ>
    ‣영험R똥<12ㄴ(滅度)>

【동】

[憧]동운L
    동운H
     ‣R<남명하57ㄴ(朦憧며頑皮달호기피슬노니),58ㄱ(朦憧갑디아니시오)>

[動]동운R<석상9-13ㄴ/석상13-16ㄴ,31ㄴ/석상19-24ㄴ,25ㄱ(2),39ㄴ/석상23-22ㄱ/석
상24-49ㄱ/월석서2ㄴ(2)/월석2-11ㄱ,13ㄴ,14ㄱ(4)ㄴ,35ㄱㄴ,39ㄱ,56ㄴ,57ㄱ,75ㄴ/
법언1-57ㄱㄴ(3),58ㄱ(11),61ㄱ,68ㄴ,104ㄱ,117ㄱ,227ㄱ/능활1-20ㄴ/남명상-52
ㄴ(動과 靜과 가진 禪쎤으로 외욤 사시라),하-47ㄱ(動作애 믜우며 오미 업스
리라)/남명하47ㄱ(動作)>

   동운H똥<남명상18ㄴ(動커나靜커나호매)>
   ∎월곡R<8ㄴ(震動니),59ㄱ(天動 번게를)>

【락】

[樂]동운H(疑母)<석상13-4ㄱ/석상19-32ㄱ/법언1-37ㄱ(3),39ㄱ,72ㄴ(令人樂聞),141ㄴ
/능활1-37ㄴ,38ㄱ(4)>

    동운H(上同 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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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운H락<석상9-2ㄴ(2,믈윗 有情을 利樂긔코져 노다, 利樂은 됴코즐거 씨라),6
ㄱ,11ㄱ,18ㄴ(西方極樂世界예 나고져),23ㄱ(2),27ㄴ,34ㄱ(2),41ㄱ/석상13-6ㄱ,8ㄴ/
석24-28ㄴ(2)/월석서24ㄴ,25ㄱ/월석1-31ㄴ(2),39ㄱ/월석2-11ㄴ,15ㄱ,54ㄱ(2)/법
언서-17ㄴ264)/법언1-6ㄴ,15ㄴ,46ㄱㄴ,142ㄱ,206ㄴ,234ㄱ/남명상12ㄱ,33ㄴ,58ㄱ58
ㄱ,61ㄴ,77ㄱ/남명하30ㄴ>

    동운H(業母)(석상9-1ㄱ,10ㄱ(花香伎樂  조초 초 얻긔 리라)/석상13-8
ㄴ,9ㄱ(2),24ㄴ/월석2-17ㄱ(2)/법언1-49ㄴ(4),85ㄴ,222ㄴ/남명상71ㄱ(音樂)>

     ∎월곡H<6ㄱ>
     ∎월곡H락<45ㄴ,50ㄴ>

【량】

[量]동운L<월석서2ㄴ,3ㄱ(이상 妄量)/월석2-11ㄱ(擧動이 妄量오)/법언1-25ㄱ(妄
量),102ㄴ(2,思量, 思量호),109ㄱ(妄量로),133ㄴ(思量分別의),151ㄱ(2:不可
量로, 無能測量),174ㄱ(2),176ㄴ(3, 이상 思量), 184ㄱ(無量)/남상2ㄱ(思量)ㄴ(思
量),19ㄴ(思量),23ㄱ(思量)33ㄱ(論量)/남명하-8ㄴ(論量),16ㄱ(思量)29ㄴ(思量),67
ㄱ(思量)>

   동운H<석상9-1ㄴ(無量大衆이恭敬야),4ㄱ,5ㄱ,6ㄱ,11ㄱ,12ㄱ,14ㄱ,15ㄴ,19ㄴ,21ㄴ/
석상13-4ㄱㄴ,5ㄱ,11ㄴ,12ㄱ(2),15ㄱ,27ㄴ,30ㄱ,31ㄱ(2),35ㄴ,36ㄱ,38ㄴ,39ㄴ
(6),40ㄱ,42ㄱ,50ㄱ,54ㄱㄴ(2)/석상19-5ㄱㄴ,11ㄱ,26ㄴ,30ㄴ,38ㄱ,39ㄴ,40ㄱㄴ/석
상23-9ㄱㄴ,27ㄱ,34ㄴ,37ㄴ/석23-9ㄱ(無量)ㄴ(無量),27ㄱ(無量劫),34ㄴ(無量),37
ㄴ(無量福德)/석24-24ㄱ(無量百千幡幢繖蓋),36ㄴ(無量),44ㄱ(無量)/석상서1ㄴ
(2)/월석서7ㄴ(無量妙義시고)/월석1-1ㄱ,33ㄱ(2)ㄴ(2),(이상 無量)/법언서-22ㄴ/
법언1-6ㄴ,15ㄴ,16ㄱ,37ㄴ(無量),41ㄴ,43ㄴ(이상 無量),54ㄴ,55ㄱㄴ(6),66ㄴ(無
量),77ㄴ,88ㄱ,91ㄱ(이상無量),92ㄴ(數量),99ㄱ(無量),101ㄱ(3,量을 헤아리시고, 無
量의,微妙한 量),103ㄴ(2,無量義),112ㄱ,113ㄴ(이상 無量百千萬),116ㄱ(2)ㄴ,117
ㄱ,123ㄴ(無量衆),124ㄱ(2,無量衆,無量塔),125ㄴ(無量衆),137ㄴ(無量道
),140ㄴ(無量과),141ㄱ(5),144ㄱ,150ㄴ(無量億劫),155ㄴ,167ㄱ(無量衆에),169ㄴ
(無量衆이),183ㄴ,184ㄱ(2,無量),193ㄴ,198ㄱ,200ㄱ,201ㄱ,205ㄱ,213ㄴ,219ㄴ,221
ㄴ,242ㄱ,244ㄴ(이상 無量)/능활1-24ㄴ(無量義),27ㄱㄴ(이상 無量功德), 68ㄱ(2,情
의 量이 리디 몯씨라, 量이 본래 너브며),82ㄴ(오직 量 조차 應야)/
영험2ㄴ,5ㄴ,7ㄴ,14ㄱ(이상 無量)/남명상24ㄱ(2,無量),28ㄴ(無量),35ㄴ(過量),36ㄴ
(量에 너믄 사알時節에큰뫼믈어듐야),60ㄴ(力量)/남명하20ㄱㄴ(이상 測

264) 동국대학교 소장 원간본에서는 ‘릭’으로 보이나 板木의 마모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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量),62ㄱ(3,度量)>
   ∎월곡H<1ㄱ,16ㄱ,33ㄱ(이상 無量)>

【령】

[令]동운L<법언1-72ㄴ(令人樂聞에 니르린)> 
    동운H<석상6-27ㄴ,46ㄱ/석상13-26ㄴ(모두 出令)/석24-12ㄱ,13ㄴ,20ㄱ,30ㄱ,46

ㄴ,48ㄱ(모두 出令)/월석1-9ㄴ,10ㄱ(모두 出令)/법언1-90ㄴ(2, 부픈 한 사 號令
호 고, 號 告 씨오 令은 칠 씨라)/남상68ㄱ/남명하5ㄴ,24ㄱ,35ㄱ,70ㄴ>

    ∎월곡H<47ㄱ>

[竛]※L<능활1-15ㄴ(2,竛竮 아리 마 寶藏 가졔니 竛竮은 시드론 라)>

【로】

[勞]동운L<석상6-31ㄱ(弟子 勞度差ㅣ 幻術을 잘 더니)ㄴ(舍利弗이 이긔여 다 勞度差
ㅣ  呪야), 32ㄱ(勞度差ㅣ   龍 지니 )ㄴ(2, 勞度差265))/법언1-93ㄴ
(塵勞에 이대 드르샤),95ㄴ(三世塵勞安念이)/능활1-38ㄴ(3, 塵勞降伏, 侵勞)/남명
하71ㄱ(塵勞)ㄴ(塵勞)>

    동운H<석상23-21ㄱ(慰勞)/법언1-123ㄴ,124ㄴ,236ㄴ,238ㄱ,246ㄴ(이상 慰勞)>
    ∎월곡H<48ㄱ(慰勞), 58ㄱ,59ㄴ,61ㄴ(이상 勞度差)>

【론】

[論]동운L론<석상13-2ㄴ(論議),17ㄴ(講論),21ㄱ(法講論)266)/월석서18ㄴ,19ㄱ/월석1-7ㄱ/
월석2-2ㄴ,10ㄴ/법언서-21ㄴ(2)/법언1-32ㄱㄴ,71ㄴ,77ㄴ,199ㄴ/능활1-16ㄴ/남명
상2ㄱㄴ(2),12ㄱ,33ㄱㄴ(2)/남명하2ㄴ,8ㄴ,11ㄴ,12ㄱ,33ㄴ,43ㄱㄴ,49ㄱ,54ㄴ,64
ㄱ,65ㄱ,67ㄱ>

   동운H론<석상19-10ㄴ(議論),25ㄱ(3,戱論,戱論,議論),42ㄱ(議論)/법언1-19ㄱ(2)/석상
23-8ㄴ(達磨 論이라),54ㄱ(2, 議論)/석24-30ㄴ(議論)>

265) 이상 ‘L롱’에서 교정함.

266) 이상 墨書로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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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운L륜
   ∎월석L론<25ㄱ(議論)>

【루】

[嘍]※월곡R<상-49ㄴ(2, 迦嘍茶, 優婆嘍茶)>267)

【률】

[聿]동운H(欲母)
    ‣H<월석서16ㄱ(仰事聿追컨댄)ㄴ(聿은 말始作겨치오),17ㄱ(울워러 聿追랑

건댄)>

【리】

[離]동운L링<석상6-6ㄱ(2,離別)/석상13-2ㄱ(憍梵波提와 離婆多와),3ㄱ/석상19-27(劫 일
후믄 離衰오)/석23-53ㄱ,55ㄱ/석24-3ㄴ/월석서14ㄴ(2,(要求出離之道댄, 離 여
흴씨라))/월석2-11ㄱ/법언1-32ㄱ(波離持律)/남명상7ㄱ(2)ㄴ,17ㄱ(4)ㄴ(4)/남명하
14ㄴ,59ㄴ,60ㄱ(3)ㄴ(2)>

   동운L링(上同 漓)
   동운H링<법언1-30ㄴ(離婆多와),32ㄴ(離婆),79ㄱ離欲修禪으로 讚諸法王애 니르린 禪

度ㅣ오)>
   동운H롕
   동운L팅(上同 彲)
   ∎월곡L리<47ㄴ,52ㄴ(2, 要求出離之道댄, 離 여흴씨라)>

[梨]동운L링(上同 棃)<석상6-10ㄱ(2, 目連이 闍梨 외야)268)/석상23-8ㄴ(니버 겨신 僧
伽梨衣 아시고),12ㄴ(世尊이 도로 僧伽梨랄 니브시고/석상24-2ㄴ(네헨 부텻 
僧伽梨 드듸미오),5ㄴ,13ㄴ(2),38ㄴ,39ㄱ>

267) 됴 곶 머근 머리 일훔이 迦嘍茶ㅣ러니 世尊ㅅ 몸이 이 넉시러시니

     모딘 곶 머근 머리 優婆嘍茶ㅣ러니 調達 몸이 뎌 넉시러니

268) ‘롕’를 ‘링’로 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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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운L롕<법언1-118ㄱ(瑠璃頗梨ㅅ비치니), 217ㄴ(金銀과 頗梨와)/능활1-54ㄱ(阿梨
耶識의  念이)>

[哩]※H링<월석1-51ㄴ(2,梅哩麗耶 그르 닐어 彌勒이시다 니)>

【마】

[瑪]※R망<석상13-19ㄱ/석상19-3ㄱ/월석1-22ㄴ,23ㄱ,27ㄱ/법언1-76ㄴ,217ㄴ>

【만】

[卍]※H먼<능활1-82ㄴ/남명하65ㄴ(2)>

[鬘]※L만<석상6-10ㄴ,40ㄴ(2),41ㄱ/월석2-29ㄱ(2)>
   ∎월곡L만<18ㄱ(2),28ㄱ,63ㄴ>

【묘】

[卯] 동운R<석상6-42ㄱ(穆王 열둘찻  辛卯ㅣ라),47ㄱ(穆王ㄱ스믈네찻  癸卯ㅣ라)/
월석2-67ㄱ(丁卯라)>

     ‣R<월석서26ㄴ(己卯七月)>
  
【무】

[霧]동운L(上同 雺)
    동운H(上同 雺)
    동운H뭉
    ‣H<남명상70ㄱ(蚩尤ㅣ 雲?霧 내니)>

【문】

[聞]동운L문<석상9-5ㄴ(2),28ㄱ/석상13-3ㄱ,6ㄱ,28ㄴ,37ㄱ,43ㄱ(2)ㄴ,51ㄱ/석상19-15
ㄴ,19ㄴ,22ㄱ,23ㄴ,27ㄱ/석상23-25ㄴ(無數 菩薩 聲聞이며 天人 大衆히),36ㄴ(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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薩聲聞三十三天一切大衆이)//석24-4ㄱ(3,阿難이 닐오 如是我聞이라 니, 我聞은 
내 드를씨니, 如是我門은...),40ㄴ(多聞이 第一이시고))/월석서23ㄱㄴ/월석1-37ㄱ(4)
ㄴ(이상 聲門)/월석2-19ㄱ(2)ㄴ/법언1-5ㄴ,21ㄴ,32ㄱ,34ㄱ,72ㄴ,73ㄱ,95ㄴ,97ㄱ
ㄴ,118ㄴ,135ㄱ,156ㄴ,158ㄴ,159ㄴ(2),160ㄱ,164ㄱㄴ,170ㄱ,191ㄴ,202ㄱ,216
ㄴ,246ㄱ,247ㄱ/능활1-19ㄴ,32ㄴ,33ㄱ,53ㄱ,58ㄴ,69ㄱ,76ㄴ/남명하7ㄱ(聲聞),76ㄱ
(2, 見聞覺知)>

   동운H문<월석1-19ㄱ,30ㄴ(2, 이상 多聞)>

【밀】

[櫁]※H<석상13-51ㄴ(2), 법언1-217ㄴ(2)>

【반】

[般]동운L반<석상6-41ㄱ(2),47ㄱ/석상13-14ㄴ(3)/석상19-44ㄱ/석상23-15ㄱ,16ㄱ,17
ㄴ,32ㄱ/석상24-5ㄱ,37ㄱ/월석서5ㄱ/월석2-4ㄱ/능목1-9ㄱ(2,般怛囉)269)/능활1-3
ㄴ,7ㄴ(2),9ㄱ(2),15ㄱ(2),16ㄱ(2)ㄴ(2),30ㄴ,31ㄱ/남명상6ㄱ,51ㄴ,61ㄱ(2),65ㄱㄴ
(2)/남명하1ㄱ,3ㄴ,14ㄴ,15ㄱ(2),19ㄴ(2),54ㄴ,64ㄱ>

    동운L반270)
    동운R반
    동운L빤
    ※H<법언1-63ㄴ(2, 般涅槃)/능목1-4ㄴ(네般若時[씽]오271))>

【방】

[胱]※L<능활1-51ㄱ(膀胱)>

269) 『능목』은 전체 용례가 아님.

270) 上同 아님. 同形字로 重出함.

271) 『능활』에서는 ‘빤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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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拜]동운H뱅<영험10ㄱㄴ>
     ‣R뱅<남명상51ㄴ>

[背]동운H<남명상28ㄱ/남명하67ㄱ>
    동운H<능활1-80ㄴ>

【벽】

[辟]동운H벽<석상6-39ㄴ/석상9-5ㄴ(2),28ㄱ/석상13-28ㄴ,37ㄴ,42ㄱ,43ㄱㄴ,61ㄱ(2)/석
상19-15ㄴ,19ㄴ,22ㄱ,23ㄴ,27ㄴ/석24-44ㄱ/월석2-20ㄱ/법언1-95ㄴ,97ㄴ(2),135
ㄱ,155ㄱ,156ㄴ(4),159ㄴ,160ㄱ,164ㄱ,190ㄴ(2),191ㄴ/능활1-23ㄴ,24ㄱ,34ㄱ/남명
상62ㄱㄴ>

    동운H뼉
    동운H
    동운H펵(上同 僻)
    동운R(上同 幷)
    동운H빙(上同 嬖)
    동운H핑(上同 譬)
    동운L삥(上同 紕)
    동운H삥(上同 避)
    동운H폥(上同 睤)

【변】

[辯]동운R변<석상13-4ㄱ(樂說辯才 得샤)/석상19-32ㄱ(樂說辯力)/영험2ㄴ(辯才)>
    동운H
    동운R뼌<법언1-37ㄱ(3,樂說辯才),39ㄱ(2,樂說辯),141ㄱ(四無礙辯)/능활1-3ㄴ(2,辯

才),8ㄱ,23ㄱ(辯才)>
    동운H변(上同 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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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別]동운H<훈언14ㄴ(漢語音齒聲은有齒頭正齒之別니)/석상6-6ㄱ(2,離別은여힐씨라),13
ㄴ,38ㄱ(別室이)/석상13-10ㄴ,24ㄴ/석24-16ㄱ(奇別)/석상서4ㄱ(2,別爲一書야, 
別은 닫내야 한 디라),4ㄴ(各別히)/월석2-46ㄱ(各別)/법언1-16ㄱ,102
ㄱ,133ㄴ,176ㄴ(이상 分別),193ㄴ(差別相이),196ㄴ(各別히)/능활1-3ㄴ(2),8ㄱ
(2),46ㄴ,48ㄱ,60ㄴ,62ㄴ,63ㄴ,76ㄱ(2)ㄴ(3),77ㄴ(3),91ㄴ,92ㄱ,(이상 分別)>

   동운H<법언서-11ㄴ,12ㄱ(支品別偈)/법언1-14ㄱ(特別),32ㄴ(特別)/능활1-23ㄱ(特
別),69ㄱ,76ㄱ(이상 各別히),89ㄴ(特別히),91ㄴ(通이이시며 別이 잇니),92ㄱ(別 
客 分別 멀터우믈 가비고)/남명상1ㄱ,3ㄴ,10ㄴ(이상 各別),14ㄴ(差別),15ㄱ,19
ㄴ(이상 各別),24ㄱ(差別),25ㄴ(萬別와 千差왜 매 뷔도다),32ㄴ(差別),35ㄱ(各
別),38ㄴ,43ㄴ,44ㄱ(3,이상 分別),48ㄱ(差別),49ㄱ(各別),58ㄱ(各別)/남명하6ㄱ,13ㄱ
(4, 差別),16ㄴ(各別히),43ㄴ(分別),44ㄱ(2, 分別, 差別)ㄴ(分別),45ㄱ(分別),51ㄱ
(分別),52ㄱ(分別),57ㄱ(各別),63ㄴ(各別히),66ㄴ(各別)>

   ∎월곡H<13ㄱ,17ㄱ(2,이상 分別),62ㄴ(千別室百鍾室)>
     월곡H<52ㄴ(2,離別)>

【병】

[駢]동운L뼌<법언1-9ㄱ(5)>
    동운L<능활1-15ㄴ(2)>

【보】

[菩]※L뽕{426회}<석상6-8ㄱㄴ,36ㄱ,41ㄱ,44ㄱ(2),46ㄴ/석상9-1ㄱ(2),2ㄱ,3ㄴ,4ㄱㄴ,5ㄱ
(2)ㄴ(2),6ㄱㄴ,7ㄱㄴ(2),8ㄱ(2)ㄴ(2),9ㄱㄴ,10ㄱ,11ㄱ(2),18ㄴ(10),28ㄱ(2)ㄴ,29
ㄱ,31ㄴ,32ㄱ,35ㄴ(2)ㄴ/석상13-2ㄴ,3ㄱㄴ(4),4ㄱ,5ㄱ(13)ㄴ(6),11ㄴ,12ㄱ,14ㄱ(2)
ㄴ,16ㄱ,17ㄴ,18ㄴ(3),19ㄴ(3),20ㄱㄴ(2),21ㄱ(2)ㄴ(2),22ㄱㄴ,23ㄴ(2),24ㄱ,26
ㄱ,28ㄴ(2),30ㄴ,31ㄱ,32ㄴ(2),33ㄱ(3),34ㄴ(2),35ㄱㄴ,36ㄱㄴ(2),37ㄱ,42ㄱㄴ,49
ㄴ,51ㄱ,55ㄱ,59ㄱ,60ㄴ(2),61ㄱㄴ/석19-1ㄱ,6ㄴ,8ㄱㄴ,15ㄴ,19ㄴ(3),22ㄱ,23ㄴ,26
ㄱ,27ㄴ(2),29ㄱㄴ,32ㄴ(4),33ㄴ,34ㄱㄴ,35ㄱ(4)ㄴ(2),36ㄱ(3),37ㄱ,38ㄱ,40ㄱ,41
ㄱ(2),42ㄱ,43ㄴ/석상23-9ㄴ,20ㄴ,21ㄴ,25ㄴ,33ㄴ,36ㄴ/석상24-5ㄱ(3),36ㄱ(5)
ㄴ,41ㄱㄴ,42ㄱ(2),46ㄴ,47ㄴ,48ㄱ/월석서26ㄱ/월석1-5ㄱ(5),6ㄱㄴ(4),7ㄱㄴ,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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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36ㄴ,37ㄴ,51ㄴ,52ㄱ(2)ㄴ(2)/월석2-10ㄴ,11ㄴ(2),12ㄱ,15ㄴ,19ㄱ(2),24ㄴ
(2),26ㄱ(2)ㄴ,30ㄱㄴ,36ㄱㄴ(4),37ㄱ(2),39ㄴ,53ㄴ,54ㄱㄴ,61ㄴ(2)/법언서8ㄴ,21
ㄱ/법언1-21ㄴ,26ㄴ,30ㄴ,36ㄴ(2),37ㄱ(2),38ㄴ(4),39ㄴ,41ㄱ(3)ㄴ(11),54ㄴ
(2),63ㄴ(2),64ㄱ,66ㄱㄴ,67ㄴ,71ㄱ,72ㄴ,76ㄴ,77ㄱ(4)ㄴ(4),79ㄱ,82ㄱ(2)ㄴ,83ㄱ
(2)ㄴ,84ㄱ(2),95ㄴ(2),97ㄱ(2)ㄴ(2),99ㄱ,103ㄴ,104ㄴ(2),105ㄴ(3),110ㄴ(2),112
ㄱ(2),114ㄱㄴ(3),116ㄱ,119ㄴ(3),120ㄴ,124ㄱ,152ㄴ,153ㄴ,155ㄴ(2),156ㄴ
(2),165ㄴ,182ㄱ(2),185ㄱ,190ㄴ,191ㄱ,192ㄱ,202ㄱ,214ㄴ,219ㄴ,237ㄱ,242ㄴ,243
ㄱ,246ㄱ,247ㄱ/능활1-4ㄱ,6ㄴ,7ㄱ(2)ㄴ(2),14ㄱ(2),15ㄱ,17ㄴ,19ㄴ,21ㄱ,22ㄱ,23
ㄱㄴ,25ㄱㄴ,26ㄱ,28ㄱㄴ,29ㄱ,33ㄱㄴ,34ㄱ,37ㄱ,62ㄴ(2),66ㄴ,68ㄱ,69ㄱㄴ,70ㄴ,89
ㄱㄴ/영험1ㄱ,4ㄱ,5ㄴ(2),6ㄱ,9ㄴ,12ㄴ,13ㄴ,18ㄱ/남명서1ㄱ(2),2ㄴ/남상25ㄱ,26ㄱ
ㄴ,28ㄱ,34ㄱ,38ㄱ,48ㄱㄴ(3),62ㄱ,70ㄴ,73ㄱ(2)ㄴ,78ㄱ/남명하6ㄱㄴ,7ㄱ,14ㄴ
(4),15ㄱ,17ㄱ(2),24ㄱ,33ㄱㄴ,35ㄱ,36ㄱ,58ㄱ>

     ∎월곡L뽀{4회}<상-16ㄴ,23ㄱ,33ㄴ,70ㄴ>

[報]동운H<석상9-12ㄱ,31ㄱ/석상13-17ㄱ,40ㄴ,41ㄱㄴ/석상19-13ㄴ,25ㄴ,26ㄴ/석상
23-10ㄱ/월석-3ㄱ(2)/월석1-12ㄱ(3),33ㄴ/월석2-20ㄱ,,50ㄴ,52ㄴ,53ㄴ(2),55ㄱ
(2),63ㄱㄴ(2)/법언1-64ㄴ,69ㄴ,86ㄱ,118ㄱ,141ㄱ(3),146ㄴ,148ㄱ,152ㄴ,193ㄴ/능
활1-75ㄴ/남명상32ㄴ,61ㄴ,77ㄱ>

    동운H풍
    월곡H<30ㄴ>
    ‣R<영험4ㄴ>

【부】

[部]동운R(上同 剖)
    동운R<월곡3ㄱ,9ㄱ,26ㄴ(이상 天龍八部),29ㄴ(八部),35ㄴ(天龍八部)>
    동운R뽕<석상9-1ㄴ5(八部)272)/석상13-16ㄴ(部衆)273)/월석서19ㄱ(出入十二部之修多

羅호)ㄴ(十二部修多羅애 出入호)/월석1-4ㄱ(天龍八部),14ㄱ(2,天龍八部)/월석
2-15ㄴ,28ㄴ,39ㄴ,41ㄴ(이상 八部)/법언1-52ㄱ(八部),68ㄴ(四部衆),120ㄱ(四部
衆),199ㄱ(九部法)ㄴ(2,小乘九部,十二部),200ㄴ(2,九部法, 九部經)/영험15ㄱ(瞻部
洲)>

     ‣R뿡<석상23-31ㄱ(2, 八部, 二部經),35ㄱ(天龍八部)ㄴ(二部經)/석상24-48ㄴ(2,五部
衆)>

272) ‘R뿡’에서 ‘R뽕’로 교정함.

273) ‘R뿡’에서 ‘R뽕’로 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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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동운L붕<석상6-1ㄱ(摩耶夫人)ㄴ(2),7ㄱ,40ㄱ/석상9-3ㄱ(調御丈夫)ㄴ(3),27ㄴ,38ㄴ/
석상19-15ㄱ(調御丈夫),27ㄱ,28ㄴ/석상23-16ㄴ(凡夫),26ㄱ,28ㄴ,30ㄴ,31ㄱ/석
24-2ㄱ,15ㄴ,20ㄴ,21ㄱ,41ㄴ(2),42ㄱ,47ㄴ,48ㄴ,49ㄱㄴ,50ㄱㄴ,52ㄱㄴ/월석서1ㄱ
(2,夫 말 始作 겨체  字ㅣ라)/월석1-3ㄴ(夫妻願),12ㄱ(2),44ㄱ/월석2-4
ㄴ(2),5ㄱㄴ,6ㄱ,12ㄱ,13ㄱ(2),22d,23ㄱ,24ㄴ,25ㄴ,26ㄱ,27ㄱ,28ㄴ,30ㄱㄴ(2),35
ㄴ,36ㄱㄴ,42ㄱ,43ㄴ(이상 모두 夫人),61ㄱ(功夫)/법언1-25ㄱ(凡夫),52ㄴ,79ㄴ,91
ㄴ,93ㄴ/능활1-17ㄴ(凡夫)/남명상3ㄴ(凡夫),19ㄴ,20ㄴ,30ㄱ,36ㄴ,45ㄴ,69ㄴ,78ㄱ/
남명하3ㄱ,5ㄱ,24ㄴ,36ㄱ,49ㄴ,50ㄱ)>

    동운L뿡<능활1-30ㄴ(功夫)>
     ∎월곡L부<3ㄱ(夫妻願으로 고 받시니)>

【분】

[分]동운L분<석상6-25ㄱ(分揀)/석상9-4ㄴ,5ㄱ(3),10ㄱㄴ,37ㄴ/석상23-5ㄱㄴ/월석2-38
ㄱ,41ㄱ(이상分明)/법언1-16ㄱ(分別),37ㄱ(分明),38ㄴ(分揀),102ㄱ(分別호조
차),124ㄱㄴ(舍利分布,分布舍利),133ㄴ,176ㄴ,(이상 分別)/능활1-3ㄴ(2),8ㄱ(3),,46
ㄴ(이상 分別),48ㄱ(2, 分別, 分明,)60ㄴ,62ㄴ,63ㄴ,76ㄱ(2)ㄴ(3),77ㄴ(3),91ㄴ,92
ㄱ(이상 分別)/남명상1ㄴ,6ㄱ,15ㄴ,35ㄴ(이상 分明),38ㄴ(分別),42ㄴ(分明),43ㄴ(分
別),44ㄱ(3,分別),75ㄱ(2)ㄴ(이상 分明)/남하15ㄴ(分明),34ㄱㄴ(分明),43ㄴ(分
別),44ㄱㄴ(分別),45ㄱ(分別),51ㄱ(分別),52ㄱ(2,分明, 分別),60ㄱ(分析),62ㄱ(分
明)>

   동운H뿐<석상9-18ㄱ2,3,4(4),22ㄴ7,32ㄱ5(이하 ‘L분’에서 교정)/석상19-19ㄴ(分叚身
 여희샤)/법언서-21ㄴ(죠고맛 分도 아디몯리로다)/법언1-15ㄴ(3, 序分一品, 
正宗分,流通分),16ㄱㄴ(이상 序分), 92ㄴ(劫은 닐오매 時分이라), 155ㄴ(져근 分도 
能히 아디 몯리며)/능활1-16ㄴ(4, 分別, 序分, 序2, 見道分),17ㄱ(見道分이라)ㄴ
(5, 修道分, 證果分3,結經分), 21ㄱ(分段生)/남명상3ㄴ(올 分이 업스시니라), 
10ㄱ(劫 時分이라),19ㄴ,21ㄱ(이상 本分), 25ㄴ(佛眼도 올 分이 없슬시라),26
ㄴ(摩外올 分이 업스니라),29ㄴ,31ㄱ,32ㄴ(이상 本分), 33ㄴ(論量욜 分이 업스
니),37ㄴ(本分),65ㄱ(2, 本分)/남하9ㄴ(사샹넷分이라알時節거드리디아니니
라),24ㄴ(옷傳홀分업슬시라),28ㄱ(서르 傳욜 分이 업슬시라),44ㄴ(허물욜分이 
업스니라),62ㄴ(입여롤 分이 업스니),65ㄱ(드러니롤分이 없다시라),65ㄴ(모 사
 分上애 제게잇 靈光이 古今애 비츼면),68ㄱ(本分)>

   동운H빤(上同 瓣)
   ∎월곡L분<13ㄱ,17ㄱ(2, 이상 分別)>
        H뿐<16ㄱ,15ㄴ(이상 兩分),22ㄴ(三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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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

[鵬]※L<남명상-11ㄱㄴ/남명하40ㄴ>

【비】

[比]동운H삥<석상6-41ㄴ(부톄 比丘H삥H 리시고 드러안신대)/석상9-1ㄱ(比丘),17
ㄴ(2)/석상13-1ㄱ,3ㄴ(2),12ㄴ(2),14ㄱ(2),15ㄴ(2),31ㄴ(2),34ㄴ,43ㄱ(2),45ㄱ,46
ㄱ(2),59ㄴ,61ㄴ(2),(이상比丘)/석상19-1ㄱ(2),15ㄴ(2),21ㄱㄴ,26ㄱ(2),29ㄱ(3),ㄴ
(5),30ㄴ,31ㄱ(2)ㄴ,32ㄱ(2),34ㄴ(2),35ㄴ(2),38ㄱ(2)(이상 比丘)/석상23-13ㄱ,31
ㄱ,32ㄴ,33ㄱㄴ,34ㄱㄴ,35ㄱㄴ,36ㄱ,39ㄱ,41ㄱㄴ,42ㄱ/석상24-14ㄴ,15ㄱㄴ(4),16ㄱ
(2)ㄴ(3),17ㄱㄴ(2),22ㄱㄴ,33ㄱ,43ㄱ(2),44ㄱ,45ㄱ(2)ㄴ,47ㄱ(2),48ㄱ/월석서24ㄱ
(2)/월석1-18ㄴ(2),36ㄱ/법언1-22ㄴ,33ㄴ(2),59ㄴ(2),63ㄱ(2),64ㄱ,66ㄴ(3),77
ㄴ,79ㄱㄴ(2),104ㄱ(2),110ㄴ,119ㄴ,124ㄱ,159ㄴ(2),163ㄴ(2),164ㄱ,167ㄴ,171ㄴ
(2),192ㄱ(3),195ㄴ(2),196ㄴ,239ㄱㄴ,(이상比丘)/능활1-3ㄱ,19ㄱㄴ,23ㄴ,45ㄱ
(3),89ㄱㄴ/남명상29ㄴ/영험2ㄱ(2)>

   동운R빙<석상6-41ㄱ(2)(無比身 L뭉R빙L신  現샤)>
   동운H빙
   동운R핑(上同 庀)
   동운L삥
   동운H
   ∎월곡H삐<16ㄴ,40ㄱ(2),65ㄱ,66ㄱㄴ,68ㄱㄴ,71ㄱ>
     월곡R비<상-63ㄴ(無比身)>

【빈】

[貧]동운L삔<법언1-231ㄱ(2)>
    ‣L빈<석상23-3ㄱ(貧窮海걷낼씨니)/석상24-2ㄱ(貧窮바걷낼씨니)>

【사】

[使]동운R<훈언3ㄱ(2,欲使人人)/월석서12ㄴ(俾使ㆆ字가지라)/남명상52ㄱ(宋雲이使者
외야)>

   동운H<석상6-2ㄱ(2)ㄴ,38ㄴ/석상9-30ㄱ(使者)/월석2-47ㄴ(使者)/법언1-25ㄱ(5,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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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차옮디니)ㄴ,189ㄱ(6, 九十八使ㅣ오,十使이 고)>
    ∎월곡H<10ㄴ(使者)>

[裟]※L상<석상23-28ㄴ,35ㄱ/석상24-6ㄴ,31ㄴ,48ㄱ/남명하25ㄱ> 
    ∎월곡L사<21ㄱ,23ㄴ,43ㄱ>

【산】

[散]동운L산
    동운R산<능활1-40ㄱ>
    동운H산<영험13ㄴ/남명상52ㄴ/남명하14ㄴ>

【상】

【上】동운R<석상13-45ㄱ274),46ㄴ275),47ㄱ,61ㄴ(이하增上慢)/월석서13ㄱ(進上)/월석
2-67ㄱ(進上)/훈언13ㄴ,14ㄱ/남명상1ㄱㄴ(이상 涅槃會上),2ㄴ(上根大智면),10ㄱㄴ
(2, 이상 向上),11ㄱ(3,最上2,上智),14ㄱ(向上),21ㄱ(2, 쇽졀업시 上上機라니도
다)ㄴ(2,上上機라니리라시니),28ㄴ(向上과 가지라),30ㄱ(頂上),34ㄱ(上方香積
世界옛..)ㄴ(無上法王),36ㄱ(上士),41ㄴ(無上正覺),42ㄴ(路上)>

   동운H<석상6-39ㄴ,46ㄱ(天上)276)/석상9-3ㄱㄴ,7ㄴ(2),8ㄴ,10ㄱ(2),13ㄴ,14ㄱ
(2),15ㄱ,17ㄴ(藥上菩薩와),18ㄴ277),19ㄱ278)/석상13-18ㄱ,19ㄴ,20ㄱ,22ㄱ,23ㄱ
ㄴ,27ㄴ,45ㄱ279),53ㄴ(祖上),58ㄴ(無上法),60ㄴ(無上道)/석상19-27ㄱ,28ㄴ(이상 
解無上士),29ㄴ,31ㄱ,32ㄱ,36ㄴ,(이상 增上慢),42ㄱ(上行等菩薩大衆)/석상23-6ㄱ,7
ㄴ,30ㄱ/월석서17ㄴ(上爲父母仙駕고)/월석1-1ㄴ,2ㄱ(이상 千載上)/월석2-5ㄱ(祖
上),10ㄱ(上方),41ㄱ(上品),71ㄱ(2,太上群綠),72ㄴ,73ㄱ(이상 太上玉訣)/법언1-5ㄱ
(說周는 上根ㅅ人 爲샤)ㄴ(上根 鹿苑에),31ㄴ(領袖 上德),37ㄱ(無上 正遍
知),38ㄴ(無上正遍正道),43ㄴ(上首ㅣ시며),73ㄴ(無上慧),77ㄱ(2,無上道),82ㄴ(增上
慢),83ㄱ(2),91ㄴ,(號ㅣ…世間解無上…,),119ㄴ,124ㄱ,125,ㄴ(이상 無上道),130ㄴ(2,

274) ‘H썅’에서 'R‘으로 교정함.

275) 위와 같음.

276) ‘R썅’에서 ‘H썅’으로 교정한 것으로 보임. 방점 하나를 墨書로 가위 표시하였음. 

277) ‘R썅’에서 ‘H썅’으로 교정함.

278) 위와 같음.

279) 無上兩足尊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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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根),156ㄴ(上智),167ㄱ(無上尊)ㄴ,168ㄱ,171ㄴ,172ㄴ,173ㄱ(이상 增上慢),189ㄱ
(上界),192ㄱ,195ㄴ(이상 增上慢),205ㄱ(上道大乘…),221ㄴ(無上道), 236ㄴ(無上
法을),242ㄴ(無上道)/능활1-3ㄴ(2),7ㄴ,14ㄱ,15ㄱ,22ㄱ(..이 上首ㅣ외면),25ㄱ
(3, 文殊舍利 上首ㅣ외얫더시다, 楞嚴會上애, ..上首ㅣ외시니라),26ㄴ(3, 上
座),27ㄴ(上首),37ㄱ(2, 無上菩提…, 無上正覺…),69ㄱ(無上)/영험9ㄴ(上方無垢
佛),12ㄴ(無上覺)>

    ∎월곡H<1ㄴ(千載上),12ㄱ(天上),15ㄴ(天上塔),47ㄱ(無上道),68ㄴ(臺上애),71ㄴ>

[相]동운L<훈언1ㄴ(不相流通)/법언1-10ㄱ(相考)/능활1-18ㄴ,24ㄱ(이상 相考)/남명하65
ㄱ(一句에 相應티 몯 릴시니)>

    동운H<석상6-12ㄱ(2,三十二相이, 제 겨집 됴 相이 고),17ㄴ(三十二相 八十種好
ㅣ 더시니),41ㄱ(여러 가짓 相이 샤),44ㄱ(觀自在菩薩ㅅ相 라)/석상
9-4ㄱ(三十二相 八十種好로), 24ㄱ(사미 모딘 믈 어더 구즌 相 보거나),29
ㄴ(입시울이 내 라 주 相샹이 一定야),34ㄴ(3,大臣이며 宰相이며,相 도씨
니)/석상13-13ㄱ(부톄 眉間 白毫相앳 光名을 펴샤),14ㄱ(2,種種 相貌로, 相貌 
라),14ㄴ,15ㄴ(2),23ㄴ,28ㄴ,32ㄱ,40ㄴ(2),41ㄱ(3),42ㄴ/석19-7ㄴ(2,一切 믜 
相이 업서, 사 相이 고),9ㄴ,10ㄴ,16ㄱ(2),19ㄴ,24ㄴ,36ㄱㄴ(2),39ㄱ/석상
23-9ㄴ(三十二相八十種好ㅣ자),16ㄱ,22ㄴ,26ㄱ(五衰相),27ㄴ(涅槃相),37ㄴ(삼십
이상팔십종호)/석상24-2ㄴ(부텻 陰藏相 보긔 호미오)/석서3ㄱ(3, 八相)ㄴ/월석서
1ㄴ(2,色相), 2ㄱ(色相), 24ㄱㄴ(이상 宰相)/월석1-18ㄱ(因緣은 네 쟝 부텨  
相이로다)/월석2-10ㄱ(2,微妙 相好 일우샴 닷샤, 相好  됴샤미라),13
ㄱ(五衰相)ㄴ(3),15ㄴ,16ㄱ(1),21c,22ㄴ,22c,23ㄱ(이상 모두 ‘얼굴 相’),26ㄱ(相
好),38ㄱ,40ㄱ(2),46ㄱ(3),48ㄱ,51ㄴ(3),54ㄱ,55ㄴ(2),57ㄴ,63ㄴ(8)/법언서21ㄱ(2, 
實相 뵈시니),22ㄱ(2,名相아며,相얼구리라)ㄴ(2)/법언1-3ㄱ(實相 妙法을)ㄴ
(3),4ㄱ,6ㄴ,7ㄱ(2),9ㄱ,16ㄴ(2),55ㄴ,58ㄱ(2),60ㄱ,64ㄴ(5),65ㄱ,66ㄱㄴ(3),69
ㄴ,79ㄱ(相貌),83ㄱㄴ,84ㄱ(2),95ㄴ(淸白 조 行의 相이 샤),97ㄱ(淸白梵行
相이 시니라),104ㄱ(眉間白毫相光을 펴샤),119ㄴ(2,寂滅相,涅槃相),121ㄴ,122
ㄴ,124ㄱㄴ(이상 實相),127ㄱ(名相),128ㄴ(2, 이젯 相이, 今相이,實相),141ㄱ(一
定 相이)ㄴ(고댓 相아실씨오),143ㄱ(2),145ㄱㄴ,146ㄴ,148ㄱ(4),149ㄱ
(7),152ㄴ(2),153ㄱ(2)ㄴ,157ㄱ(相을 알오)ㄴ(2,一乘實相,이 相을 아노라), 157ㄱ
(오직 내 이 相 알오)ㄴ(2,一乘實相, 오직 내 이相 아노라),177ㄴ(實相),180ㄱ(實
相),193ㄴ(差別相),202ㄱ,205ㄱ(2),206ㄴ,207ㄱ(4)ㄴ,212ㄱ,213ㄴ,216ㄱ,219ㄱ
ㄴ,220ㄱㄴ,226ㄱ,227ㄱ(4),232ㄱ(2),234ㄱ,239ㄱ,242ㄴ/능활1-3ㄴ(5,다 相이 
업슬씨,健相 健壯 相이오),4ㄱ,7ㄱ(2)ㄴ,8ㄱ(2),16ㄴ,34ㄴ(勝相),35ㄱ(2,三十
二相이,이 相…),36ㄱ(2,三十二相, 頂相 놉고 두려우샤매),37ㄱ(여러 구븐 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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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스니라),ㄴ(三十二相),38ㄱ(勝相),58ㄴ(實相), 62ㄱ(實相),64ㄱ(3)ㄴ(2, 果
然相이, 相이),72ㄱ(各各 輪相이 겨시니라),72ㄴ(塵相이),75ㄴ(實相),78ㄴ(生死妄相
),84ㄱ(주머귓 相이 겨시더다),88ㄴ(兜羅緜網相光手),90ㄴ(모 드틀 相 내
야),95ㄱ(2,性對 相 가비시니라, 客이 다 相애 잇고)/영험9ㄴ(三十二相과)/남
명서1ㄴ,3ㄱ(이상 相)/남상7ㄱ(4,實相, 相, 體相)ㄴ(11,實相, 名相),9ㄱ(實相),10ㄱ
(實相),14ㄴ(名相), 16ㄱㄴ(2, 이상 實相),19ㄱ(2,名相),29ㄴ(相 없스며),30ㄱ(相 
取),32ㄱ(相 取티 마롤 리어다),42ㄴ(名相애 잇 무리),43ㄴ(매 뷘 相이
니),57ㄱ(4),61ㄱ(相에 住티 아니혼 布施)ㄴ(2, 相에 住티 아니호미),62ㄱ(實相
求야),63ㄴ(5),64ㄱ(2),72ㄱ(3)ㄴ(2),73ㄱㄴ,75ㄴ/남명하3ㄴ(亂相),10ㄴ(色
相),11ㄱ(2,須彌뎡바기우흔 相다고일훔업슨고디라, 쉬다호 相다고 일훔 업
슨 고대),13ㄱ(2,性과 相괘 어즈러워, 닐온 밧 相이라),14ㄴ(相 볼 사미 닐오
),15ㄴ(相 取 障惑 딜어),28ㄴ(名相),32ㄱ(無相괘 參과 辰광  듣
디 아니홈 니),43ㄴ(2),44ㄱ(4),45ㄱ,51ㄴ(5),53ㄴ(眞實相),56ㄱ(相好ㅣ 端
嚴샤미),61ㄱ,63ㄴ,64ㄱ,69ㄱ?,74ㄱ(2),77ㄱ>

     ∎월곡H<11ㄱ(瑞相)ㄴ(뫼호햔相師보고),29ㄴ( 相이 드러치니)>

【새】

[塞]동운H슥<석상9-17ㄴ(‘’에서 교정됨)/석상13-12ㄴ,14ㄱ,15ㄴ,31ㄴ,43ㄱ,46ㄱ(이상 
모두 ‘’에서 교정됨)/석상24-10ㄱ(일후미 波塞奇라, 波塞奇王이)/월석서24ㄱ/법언
1-57ㄴ,59ㄴ,63ㄱ,66ㄴ(2),104ㄱ,159ㄴ,171ㄴ,195ㄴ,196ㄴ(優婆塞)>

    동운H<석상19-1ㄴ(2),21ㄴ,26ㄱ,29ㄴ,31ㄱ,32ㄱ,34ㄴ,35ㄴ,38ㄱ(優婆塞, 모두 교정
되지 않았음)>

【색】

[塞] → 새

【석】

[鉐]※H쎡<법언1-219ㄱ(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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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先]동운L션<석상19-25ㄱ(2,先佛ㅅ經中에 니샨 배리라))/월석서15ㄴ(2,考所製시니, 先
은 몬졔오),16ㄱ(2)ㄴ/능활1-14ㄴ(先後 一定호미 올티 몯니라),29ㄴ(娑毗迦羅先
梵天呪로),30ㄴ(先梵天)/영험16ㄱ(先世)>

    동운R션
    동운H션<법언1-198ㄱ(欲性과 先世옛 善惡業을)>

【섭】

[葉]동운H엽<월석2-3ㄴ(阿葉摩王 子孫이 七轉輪聖王이오),57ㄱ(3,赤銅葉2,藿葉香)/능활
1-32ㄱ/남명상23ㄱ(枝葉)> 

    동운H셥<석상6-11ㄴ,12ㄱㄴ,13ㄱ,18ㄴ,37ㄴ/석상13-1ㄴ(4),2ㄱ(4)ㄴ/월석1-51ㄱ/월
석2-8ㄴ,10ㄱ(이상迦葉)/석상23-32ㄱ,39ㄱㄴ,40ㄱㄴ,41ㄱㄴ,42ㄱ,43ㄱㄴ,44ㄴ,45
ㄴ/법언1-5ㄴ,30ㄱ(4),31ㄴ,191ㄴ,239ㄴ,240ㄱ/능활1-19ㄴ,28ㄱ,28ㄴ(迦葉),29
ㄱ,80ㄱ(迦葉)/남명상1ㄱㄴ,2ㄱ,51ㄴ,70ㄴ,71ㄱ(이상 迦葉)> 

  ∎월곡H셥<36ㄱ,38ㄱ(2),53ㄴ(2),67ㄱ>

【소】

[少]
    동운R<월석1-33ㄱ(2)ㄴ(2)/월석15-85ㄱ(2)/월석21-11ㄴ(2)/월석상23-13ㄴ(2)/

월석25-28ㄴ,29ㄱ(2)/법언1-211ㄴ,243ㄱㄴ>
    동운H
  ∎월곡H<42ㄴ(少時事),
[昭]
    동운L
    동운L<월석서9ㄴ,10ㄱ(이상 昭憲王后)/월석2-18ㄱ,35ㄴ,47ㄱ,48ㄴ(이상 周昭王),49

ㄱ(昭王),65ㄱ(周昭王)>
    동운R
    동운H(上同 照) 
    ∎월곡L<10ㄴ(周昭王嘉瑞)>
    ‣L<남명상8ㄱ(延昭禪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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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疏](䟽) 
   동운L송<월석서20ㄴ,21ㄱ(이상 䟽達)/월석2-22ㄱ(䟽)>
   동운H송<법서21ㄴ/법언1-10ㄱ(䟽)/능활1-13ㄱ(2)>

【속】

[屬]동운H쑉<석상6-5ㄴ(3,眷屬)/석상9-20ㄱ(眷屬),21ㄴ(眷屬),39ㄴ(眷屬)/석상13-3ㄴ
(2),5ㄴ,6ㄱㄴ(2),7ㄴ,8ㄴ,9ㄱㄴ,11ㄱ(2),22ㄱ,57ㄴ(모두 眷屬)/석상19-21ㄴ(2, 眷
屬)/석상23-27ㄴ(眷屬)/석상24-33ㄴ,34ㄱ,46ㄴ(이상 眷屬)/월석1-29ㄴ(眷屬)/월
석2-9ㄴ(眷屬),21d(이 六法이 親 안해 屬니),22ㄱ(밧 屬니),23ㄴ(眷屬)/
법언1-20ㄴ(摩竭陁國의 屬 히니),33ㄴ(2),45ㄱㄴ(2),47ㄴ,48ㄴ,49ㄴ,50ㄴ,51
ㄴ,52ㄴ,82ㄴ,84ㄱ,234ㄴ(이상 모두 眷屬)/능활1-69ㄱ(眷屬)/남상7ㄴ(2, 東 이쇼
매 屬고 西 업소매 屬니,),62ㄴ(眷屬)/남명하41ㄱ(3, 그 뒷게 屬거든, 須達
게屬고,太子ㅅ게屬니)>

    동운H죡<석상19-42ㄴ, 阿僧祇劫에 付屬노라/석상24-1ㄴ(付屬)>
    동운H즁(上同 注)

【손】

[損]동운R손<남명상14ㄴ(損益 업다 시니라),49ㄱ(그러나宗師ㅣ모損하야)>
    ‣H손<남명상-13ㄴ(損과 益괘 업스니)>

【수】

[隨]동운L<석상19-1ㄱㄴ,2ㄱ(3),5ㄱㄴ,8ㄱㄴ,25ㄴ,41ㄱ>
    ‣L<영험6ㄴ,9ㄱ,10ㄱㄴ>,

[殊]동운L쓩<석상9-1ㄴ,2ㄴ,10ㄱ(2),11(2),13ㄱ,15ㄱ,16ㄴ,17ㄴ,18ㄴ,20ㄴ,22ㄱ,25ㄱ/석상
13-4ㄴ,12ㄴ(2),15ㄱ,16ㄱ(3),18ㄴ,20ㄱ,24ㄱㄴ,25ㄱ,26ㄱ(2),31ㄴ(2)./석상
19-18ㄴ(2),38ㄱ/월석서14ㄱ(2)/법언1-41ㄱ,43ㄱ(2),56ㄱ(2)ㄴ,64ㄴ,66ㄴ(2),67
ㄱ,68ㄴ(2),73ㄴ,77ㄱ,85ㄱㄴ,88ㄱㄴ(2),104ㄱ(2),105ㄴ,115ㄴ,136ㄱ(2)/능활1-25
ㄱ(2),26ㄱ,32ㄱ,58ㄴ/남명상-13ㄴ(2),25ㄱ(2),28ㄴ,43ㄴ,44ㄱ,66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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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곡L쓔<30ㄴ>
    ‣L쯍<법언1-16ㄴ(文 ㅣ疑心을 決샤)>

[受]동운R<석상6-4ㄱ(2)/석상9-7ㄱ,9ㄱ,10ㄴ,12ㄱㄴ,15ㄴ(2),16ㄱ,25ㄴ(2),28ㄱ,35ㄴ/
석상13-17ㄱㄴ,18ㄱ,21ㄴ,39ㄴ,45ㄴ,57ㄱ(2),60ㄱ/석상19-34ㄴ/석상23-7ㄱ,34ㄴ/
석24-29ㄱ/월석서4ㄴ,9ㄱ,11ㄱ,15ㄱ/월석1-6ㄴ,12ㄱㄴ,21ㄴ(2),29ㄴ,35ㄱㄴ(2),37
ㄴ/월석2-14ㄴ(2),16ㄱ,20ㄱ(2),21ㄴ,21d,22ㄴ(2),22d,35ㄱ,38ㄴ,51ㄱ,53ㄴ(4),54
ㄱ(3)/법언서-16ㄴ/법언1-5ㄴ,7ㄱ,26ㄱ,32ㄴ,69ㄴ,71ㄴ,73ㄱ,77ㄴ,109ㄱㄴ,121
ㄱ,141ㄴ,143ㄱ,158ㄴ,169ㄴ,189ㄴ(3),193ㄴ,194ㄴ,195ㄴ,210ㄱ(3),211ㄴ,245
ㄴ,247ㄴ/능활1-8ㄱ,14ㄱ,16ㄱ,73ㄱ/남명상42ㄴ,43ㄴ,58ㄱ,61ㄱㄴ,65ㄱ,77ㄱ(2)/남
명하23ㄱ(2),34ㄱ,36ㄱ/영험3ㄴ,4ㄴ,6ㄱ,9ㄴ,11ㄴ,12ㄴ,15ㄴ(2),18ㄱ(2)>

    ‣H<능활1-14ㄱ>
   ∎월곡R<8ㄴ,35ㄱ> 
 
[授]동운R<남명하22ㄴ(授記), 25ㄱ(2, 傳授)>
    동운H<석상6-46ㄴ(2,그리 다 모다 부텻 敎授 듣)/석상13-25ㄴ(授記 호려 

시가),34ㄴ(2,授記)/석19-30ㄴ(2, 授記)/석상24-33ㄱ(授記)/월석1-4ㄱㄴ,16ㄱ
(3, 이상 授記)/월석2-9ㄱ(授記)/법언1-6ㄴ(五百弟子授記品中에), 88ㄴ,110ㄴ,125
ㄴ,199ㄴ(이상 授記)/능활1-14ㄴ(4),15ㄱ(이상 授記)/남상54ㄴ(授記)>

    ∎월곡H<상-3ㄴ(2, 授記),64ㄱ(授記)>
     ‣영험H<11ㄴ>

[水]동운R<석상13-51ㄴ/석상19-17ㄱ,18ㄴ/석상23-37ㄴ,46ㄱ/석24-31ㄱ/월석1-22
ㄴ,23ㄱ(2)ㄴ,24ㄱ,38ㄱㄴ(2),39ㄴ,49ㄴ(3),50ㄱ(2)/월석2-32ㄱ,34(2),42ㄱ(2),60
ㄱ,62ㄴ/법언1-217ㄴ/능활1-13ㄴ,21ㄱ,40ㄱ/영험8ㄴ/남명상12ㄱ/남명하43ㄱ,45
ㄴ>

   ∎월곡R<8ㄱ(2),14ㄱ,23ㄱ,45ㄱ>
   ‣H<남명상66ㄱ(大悲水로)>

[宿]→ 숙

【숙】

[宿]동운H슉<법언1-5ㄴ/능활1-45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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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운H슉(上同 蹜)
   동운H<석상9-33ㄱ(2)/월석1-50ㄴ(아니왯劫일후미星宿이니)/월석2-18ㄴ(2)/법언

1-32ㄴ>

【시】

[施]동운L싱<석상6-8ㄴ(2),12ㄱ,13ㄱ,14ㄱ,15ㄴ(이상布施),39ㄴ(施設)/석상9-11ㄴ,13ㄱ
(이상 布施)/석상13-5ㄱ(勇施菩薩),19ㄱ(2)ㄴ(3),22ㄴ(2),23ㄱ(3),50ㄴ(이상 布
施)/석상19-3ㄱ(大施主)ㄴ(4,大施主,布施),4ㄱ(3,大施主,施主,布施)ㄴ,36ㄱ(이상 布
施)/석상23-3ㄱ(3)ㄴ/석24-2ㄱ(2),8ㄱㄴ,35ㄱ(4),40ㄴ,46ㄴ,48ㄱㄴ/월석1-12ㄴ
(2,布施),13ㄱ(布施)/월석2-25ㄱ(2, 이상 布施)/영험3ㄴ(施主),10ㄱ(일후미梵施러
니)>

    동운R싱
    동운H싱<법언1-41ㄴ(勇施菩薩),43ㄱ(勇施),76ㄴ,77ㄱ(3) (이상 布施),79ㄱ,82ㄴ

(2),83ㄱ(3),119ㄴ(布施),215ㄱㄴ(布施)/능활1-27ㄴ(平等 로 施케하니),28
ㄴ,31ㄴ/남상42ㄴ(모딘 約을施야- 규장각 확인 완료), 61ㄱ(2)ㄴ(2),63ㄱ(이
상 布施)/남명하55ㄴ(勇施ㅣ重犯코無生아니),56ㄱ(勇施比丘의 부텨 외욘이리
니),64ㄱ(3, 布施,布施,비록보 施호미 몰앳數야도)ㄴ(2, 財施, 法施),74ㄱ
(西施ㅣ 매 病야)

    동운L잉(上同 訑)
    동운R잉(上同 迆)
    동운H잉
    ∎월곡H시<54ㄱ(布施)
 

【신】

[新]동운L신<석상13-42ㄴ(2, 新發意菩薩이, 新發意 새 發心이라)/훈언2ㄴ(新制二十八字
노니)/남명상5ㄴ,6ㄱ(이상 新羅)/남명하43ㄴ(新羅),44ㄱ(新羅)>

   ‣L<월석서18ㄴ(櫽括更添於新編야)>

【심】

   
[甚]동운R씸<남명상20ㄴ(北으로 갈 사미 東을 가미 야외요미 甚탓디라)/남명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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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區區호미 甚야),39ㄱ(區區 甚타니시니라)>
    동운H씸<석상6-23ㄴ/석상9-26ㄱ,27ㄱ,28ㄱ,37ㄱㄴ,43ㄴ,44ㄱ/석상19-43ㄱ/석23-15

ㄱ(내甚히 기픈 般若로 三界 보니),42ㄱ(甚히 어려다소니)/석24-18ㄱ(내 
던 이리 甚히 외다다),21ㄱ(제 무리 甚히 盛더니),50ㄱ(公事 甚히 잘 더
라)ㄴ(그 내 더욱 甚다가)/법언1-3ㄴ,118ㄴ,122ㄱ,132ㄱ,135ㄱ,137ㄱ,150ㄴ,157
ㄱ,159ㄴ,161ㄴ,162ㄱㄴ,190ㄱ(2),203ㄱ,245ㄱㄴ/능활1-53ㄱ>

   ∎월곡H씸<52ㄴ>

【아】

[阿]동운L<석상6-9ㄴ,12ㄴ,34ㄴ(2),44ㄴ,45ㄴ/석상9-4ㄱ,26ㄱㄴ,27ㄴ,28ㄱ(2)ㄴ(2),31
ㄴ,33ㄱ,34ㄴ,35ㄱㄴ,37ㄴ/석상13-1ㄱㄴ(2),2ㄱ(4),ㄴ(3),3ㄱㄴ,7ㄱㄴ(2),9ㄱ(4)ㄴ
(2),10ㄱ(4)ㄴ(4),11ㄱ,13ㄱㄴ,(2),16ㄴ,27ㄴ,28ㄴ,30ㄴ,32ㄱ,34ㄴ(3),35ㄱ,43ㄱ,44
ㄴ,45ㄱ,59ㄴ,60ㄴ,61ㄱ(2)ㄴ,62ㄱ/석상19-1ㄱ,2ㄱㄴ,4ㄱ(2)ㄴ(3),5ㄱ(2)ㄴ(2),6
ㄱ,8ㄱ,13ㄴ,14ㄱ,15ㄱ,21ㄱ(2),23ㄱ,26ㄴ,27ㄱㄴ,32ㄴ,34ㄱㄴ,35ㄱㄴ(2),36ㄴ,38
ㄱ,39ㄴ,40ㄴ,42ㄴ,43/석상23-3ㄴ,4ㄴ(2),5ㄱ,6ㄱㄴ(2),8ㄱㄴ,9ㄴ,12ㄴ,20ㄴ,21ㄱ
(2)ㄴ,22ㄴ,23ㄴ,27ㄴ,30ㄱㄴ,31ㄱ(2)ㄴ,32ㄱ(2)ㄴ(2),33ㄴ,36ㄱ,38ㄴ,39ㄱ(2),46
ㄴ(2),47ㄴ,48ㄱㄴ,51ㄱ,53ㄱ,55ㄱ,56ㄱ,57ㄱ(3)ㄴ(3)/석상24-1ㄴ,2ㄱㄴ,3ㄱ(2)ㄴ
(2),4ㄱ(3)ㄴ,5ㄴ,6ㄱㄴ(2),7ㄱ(4),8ㄴ,9ㄱㄴ(2),11ㄱㄴ(2),12ㄱ(2)ㄴ(2),13ㄱ
(5),15ㄴ,16ㄴ,18ㄴ,21ㄱ,23ㄱㄴ(3),25ㄱㄴ(2),26ㄴ,30ㄱ(4)ㄴ,31ㄱ(4)ㄴ,32ㄱ(2)
ㄴ(2),33ㄱㄴ,34ㄱ,36ㄴ,40ㄱ,41ㄱ(2),42ㄱ,43ㄱ,44ㄱㄴ,46ㄴ,48ㄴ(2)/월석1-2ㄱ,4
ㄴ(2),14ㄱㄴ,15ㄴ,26ㄴ,28ㄴ,29ㄴ,48ㄱ/월석2-1ㄴ,2ㄱ(2)3ㄴ,9ㄱ(2)ㄴ(2),10ㄱ,19
ㄴ(5),68ㄱ(3)/법언1-22ㄴ,24ㄴ,26ㄴ,30ㄱㄴ,32ㄱ,36ㄴ,37ㄱ(2),38ㄴ,47ㄱ,48ㄱ,50
ㄴ(5),52ㄴ,53ㄱ,59ㄴ,61ㄴ(2),62ㄱ(2),69ㄱ,90ㄴ,91ㄱ,92ㄴ,95ㄴ,99ㄱ,102ㄱ
(2),104ㄱ,107ㄴ,110(4),112ㄱ,159ㄴ(2),166ㄴ,167ㄴ,190ㄴ(2),191ㄴ,192ㄱ
(3),239ㄱ/능활1-14ㄱ(阿耨菩提),15ㄱ(阿含),16ㄱㄴ,17ㄴ(이상阿難),20ㄱ,21ㄱㄴ
(2),22ㄱ,26ㄱㄴ(4),27ㄴ(阿難),28ㄱ(2),29ㄱ(阿難),ㄴ,30ㄴ,31ㄴ,32ㄱㄴ(이상 阿
難),34ㄱ(阿羅漢)ㄴ(2),35ㄱ,36ㄱㄴ,37ㄴ(3),39ㄴ,40ㄱㄴ(2),41ㄱㄴ(2)(,42ㄱㄴ
(2),43ㄱ,44ㄴ,45ㄱ(이상 阿難)ㄴ(2, 阿難, 阿羅漢),46ㄱㄴ(2),47ㄴ(2),49ㄱ(2,이상
阿難)280),50ㄱㄴ,53ㄴ,54ㄱㄴ,55ㄴ,56ㄴ,58ㄴ,60ㄴ,62ㄴ,63ㄱ(2),65ㄱ,69ㄱ(2),71
ㄴ(6),72ㄱㄴ(2),73ㄱㄴ,74ㄴ(2),75ㄱ,78ㄱ(2)ㄴ,79ㄱ,80ㄴ,82ㄱ,83ㄱ,84ㄱㄴ,85ㄱ
(3)ㄴ,86ㄴ(2),87ㄱ,88ㄱ,89ㄱ(3)ㄴ,93ㄱ(3)ㄴ,94ㄴ(6),95ㄱ(2),96ㄱ,97ㄱ/영험2
ㄱ,8ㄴ,11ㄱ/남명상8ㄴ,9ㄱ/남명하4ㄴ,11ㄴ>

280) 능활의 이하에서는 별도로 용례 표시하지 않음. 대부분 阿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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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운R(上同  )
    ‣H<법언1-20ㄴ,30ㄴ(2,阿難,目阿㝹天),32ㄱ(2,阿難,目阿㝹天)/능목1-19ㄴ,20ㄴ,21

ㄱ(이상 阿難)>
   ∎월곡L<1ㄴ,11ㄴ,21ㄴ,38ㄱ,40ㄴ,48ㄱㄴ,60ㄴ(2),64ㄱ,65ㄱ,69ㄱ>

【악】

[樂] → 락

【앙】

[殃]동운 L<<남명상61ㄱ(殃孼),77ㄱ(殃禍)ㄴ(殃禍)/남명하32ㄴ(殃禍)>
    ‣L<영험14ㄱ(災殃과)>

【야】

[若]→ 약

【약】

[若]동운R<석상6-29ㄱ(般<槃>若와…),41ㄱ(2),47ㄱ(2)(이상 般若)/석상13-1ㄴ,43ㄱ
(이상 阿若憍陳如)/석상23-15ㄱ,16ㄱ/석상24-5ㄱ/월석서5ㄱ(般若)/법언1-30
ㄱ,159ㄴ(阿羅漢 阿若憍陳如)/능1-4ㄴ/능활1-3ㄴ,15ㄱ(2),16ㄱ(2),ㄴ(2),30ㄴ,31
ㄱ,89ㄱ(阿若多)/남명상6ㄴ,58ㄱㄴ,61ㄱ(2),65ㄱㄴ(2,이상 般若)/남명하1ㄱ,3ㄴ,14
ㄴ,15ㄱ(2),19ㄴ(2),54ㄴ,64ㄱ(모두 般若)>

    동운H<석상13-7ㄴ,8ㄱㄴ,9ㄱㄴ,11ㄱ(2),(이상若干)/법언1-47ㄱ,48ㄱㄴ,49ㄴ,51
ㄴ,52ㄴ,73ㄱ(3),211ㄴ(若有는 常見이오 若無는 斷見이니)>

【양】

[養]동운R<월석2-3ㄴ(2,百弓ㅅ아養枝징養枝아ㅅ…)/남명상3ㄴ(供養),34ㄱ(供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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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ㄱ(2, 病 양 養호 제 즐기놋다/病 양 養타 호 오직 뫼해 住혼 이 
닐오미라)/남명하63ㄴ(供養),64ㄱ(供養)>

    동운H<석상6-44ㄱㄴ(3)/석상9-3ㄱ,21ㄱㄴ,22ㄴ,24ㄱ,25ㄴ(2),31ㄴ(2),32ㄱ(2),33
ㄴ,40ㄱ/석상13-4ㄱ,11ㄴ,15ㄴ,18ㄱ,24ㄴ(2),35ㄴ(2),36ㄱ(4),42ㄴ,51ㄱ,52ㄴ
(2),53ㄱㄴ,54ㄱ/석상19-21ㄱ,22ㄱ,33ㄴ,38ㄱ,41ㄱ,43ㄴ/석상23-3ㄴ(2),4ㄱ(2)ㄴ
(2),5ㄱ(3)ㄴ,6ㄱㄴ,7ㄱㄴ,8ㄱ,22ㄱ(2),23ㄱ,24ㄱㄴ,25ㄴ,37ㄱ,38ㄱ,41ㄱ,42ㄱㄴ,46
ㄱ(2)ㄴ,47ㄱ(2),48ㄴ(2),50ㄱ,51ㄱ,52ㄱㄴ(2),53ㄴ(3),54ㄴ,58ㄴ/석상24-8ㄴ,9
ㄴ,10ㄱㄴ,11ㄱ,21ㄱ,35ㄴ(2),36ㄱㄴ,37ㄱ(2)ㄴ,38ㄴ,39ㄱㄴ(2),40ㄴ(3),41ㄱ(2)
ㄴ,43ㄱ,47ㄱㄴ,48ㄱ/월석서9ㄴ(榮養),10ㄱ(3,榮養2,供養)/월석1-9ㄴ,13ㄴ(2,供養)/
월석2-20ㄱ,30ㄴ,41ㄱ(이상供養)/법언1-24ㄴ,32ㄱㄴ,37ㄴ,54ㄴ,66ㄴ,71ㄴ,73ㄱ,85
ㄱㄴ(2),86ㄱ(2),93ㄱ,112ㄱ,114ㄱ,117ㄱ,118ㄴ,125ㄴ,126ㄴ,152ㄴ,155ㄴ,156
ㄴ,217ㄴ,221ㄴ(4),227ㄴ,245ㄱ,246ㄱ/능1-3ㄴ,4ㄱ,5ㄱ/능활1-3ㄱㄴ,4ㄱ,21ㄱ,26
ㄴ,73ㄴ/영험12ㄱ>

    동운H(上同 漾)
    ∎월곡H<상-24ㄱ,32ㄱ(2),33ㄴ(2),34ㄱ,39ㄴ>

   
【언】

[焉]동운L언<석상서 6ㄱㄴ(而歸依三寶焉이니라, 焉은 입겨지라, 모두 이체, 약체)>
    동운L <월석서2ㄱ(2, 旣無生滅커니 焉有去來리오, 은 엇뎨논디오, 모두 정

체)>

【엽】

[葉]동운H엽<월석2-3ㄴ(阿葉摩王 子孫이 七轉輪聖王이오),57ㄱ(3,赤銅葉2,藿葉香)/능활
1-32ㄱ/남명상23ㄱ(枝葉)/남명하28ㄱ(2),47ㄱ(葉公그림즐굠도)ㄴ(2, 葉公이 龍 
그료즐기더니, 葉公이 그림 즐기다가)> 

    동운H셥<석상6-11ㄴ,12ㄱㄴ,13ㄱ,18ㄴ,37ㄴ/석상13-1ㄴ(4),2ㄱ(4)ㄴ/석상23-32
ㄱ,39ㄱㄴ,40ㄱㄴ,41ㄱㄴ,42ㄱ,43ㄱㄴ,44ㄴ,45ㄴ/석24-1ㄱㄴ,2ㄱ,3ㄱ(2)ㄴ,4ㄱㄴ,5
ㄴ,6ㄱ(2)ㄴ(2),7ㄱ,38ㄴ,39ㄱ/월석1-51ㄱ/월석2-8ㄴ,10ㄱ(이상 迦葉)/법언1-5
ㄴ,30ㄱ(4),31ㄴ,191ㄴ,239ㄴ,240ㄱ/능활1-19ㄴ,28ㄱ,28ㄴ(가섭),29ㄱ,80ㄱ(迦葉)/
남명상1ㄱㄴ,2ㄱ,51ㄴ,70ㄴ,71ㄱ(이상 迦葉)/남명하23ㄱ,67ㄴ(迦葉)> 

    ∎월곡H셥<36ㄱ,38ㄱ(2),53ㄴ(2),67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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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蘊]동운L
    동운R<남명상6ㄴ,24ㄱ,26ㄱ,32ㄴ,33ㄱ,53ㄴ(3),56ㄱ/법언1-211ㄴ>
    동운R(上同 菀)
    동운H<월석1-35ㄱ(3)ㄴ(6),37ㄴ>

【요】

[樂] → 락

【외】

[巍]동운L(業母)<남명상37ㄱ(4)/남명하32ㄱ(4, 巍嵬야 파란 바회 알 사만 잇니라, 
巍嵬 놉고클시라)>

    ‣L<월석1-1ㄱ(2)ㄴ(巍巍釋迦佛 無量無邊功德을 劫劫에 어느 다 리)>
    ‣월곡L<1ㄱ(2)(巍巍釋迦佛 無量無邊功德을 劫劫에 어느 다 리)>

【위】

[爲]동운L(業모)<훈언11ㄴ(則爲脣輕音니라),12ㄱ/석상19-30ㄱ(專主는 오로 爲主
씨라)/석상서1ㄱ(爲 외야 겨실씨니),4ㄱ(2, 別爲一書야, 爲 씨라)/월
석서21ㄴ(2, 盖文非爲經이며, 經非爲佛이라)/석상23-29ㄴ(爲頭하니)/석24-24ㄱ(上
座 爲頭 座니라),34ㄴ(閻浮提예 爲頭 王이 외요),43ㄱ(比丘히  爲頭 
座 뷔워)/법언1-6ㄱ(爲頭  가비시니),79ㄱ(勇猛爲道),82ㄴ(爲頭옷),121
ㄱ(爲頭妙法을)/남명상18ㄱ(2,有爲, 無爲),32ㄱ(有爲)>

  동운 H윙<훈민서2ㄴ(내 이 爲야)/석상서 3ㄴ(追薦은 爲)/월석서5ㄱ(機 爲
야),17ㄴ(2,上爲 父母仙駕고 兼爲亡兒야),18ㄱ(2,우흐로 父母仙駕를 爲고 
亡兒 조쳐 爲야)/월석1-15ㄴ(衆生 爲야),17ㄴ(날 爲야),52ㄴ(걔爲야)/
월석2-10ㄱ(諸天 윙야),13ㄱ(눌 윙야),16ㄴ(衆生爲야),26ㄴ(3,色界諸天을爲
야, 欲界諸天을爲야, 鬼神爲야),54ㄱ(十地菩薩을爲야),55ㄱ(衆生爲샤)/법
언1-3ㄴ,4ㄱ,5ㄱ(周는 上根ㅅ爲샤)(모두 影母),5ㄴ(根人 爲샤),14ㄱ(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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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爲시논디라), 21ㄱ(2, 두려이 나토 爲하시고, 바로 뵈샤 爲시
고),25ㄴ(三界因果 다 남 爲혼 이리어니와),54ㄴ(諸菩薩爲샤),71ㄴ(3),73ㄱ
(5),77ㄴ,86ㄱ(供養오 爲야),95ㄴ(3),97ㄱ,104ㄴ(이 光이 爲샨 因緣을 아
고),106ㄱ(능히 法證샤 爲샨 젼시니), 112ㄱ( 爲야 펴니르더니,爲人演
說), 117ㄱ(모 大衆中에 爲야), 121ㄴ(너희 爲야 닐오니),122ㄴ(生滅을 爲
야),129ㄱ(부톄 반기 爲샤),164ㄱ(부톄爲샤),165ㄱ(이제 爲샤),170ㄱ,171
ㄱ(身子法 爲호미),172ㄱ,173ㄱ(이상 반기 너 爲야),175ㄱ(큰 일 爲샤),180
ㄴ(一佛乘을 爲시논),182ㄱ(4:이 爲니. 중생 爲야,一大事 爲샤), 183ㄴ
(2: 衆生 爲샤, 一佛乘을 爲샤),184ㄱ(4,:중생 爲야,一佛乘을 爲논), 186ㄱ
(2:방편륵으로 爲야,得호 爲논),188ㄴ,198ㄱ,200ㄱ(2),201ㄱ(2)ㄴ,205ㄱ,207
ㄱ,210ㄱ,219ㄱ,225ㄱ(그 一乘을 爲호미라),227ㄱ(衆生爲샤),228ㄱ(佛乘을 爲
시니라),231ㄱ(衆生 爲 젼로),232ㄱ(이 爲샤),235ㄴ(機를 爲샤),237ㄱ(2:
諸衆生類를 爲야,菩薩 쵸 爲호미라),239ㄱ(比丘爲야),242ㄱ(佛慧닐오 
爲혼젼니),247ㄴ(이니 爲야)/능활1-16ㄴ(一大事因緣을 爲티 아니시
니),24ㄴ(모 會中을 爲샤),25ㄴ(제 父王 爲야),28ㄴ,31ㄱㄴ,83ㄱ(이제 너 爲
야),89ㄱ(너희 四衆을 爲야)ㄴ(특별히 爲야)/영험1ㄱㄴ,3ㄴ,4ㄱ,6ㄴ,16ㄴ,17
ㄱ(2),18ㄱ/남명상10ㄱ( 爲윙야다니실),39ㄱ(了義를 므스글가져 爲야 펴 
치료),43ㄴ(摩竭 爲야),44ㄱ(思惟야시爲야),44ㄴ(3,機를 조초매 爲야, 
爲야 펴다호, 우름 자쵸 爲니),46ㄱ(그듸 爲야),49ㄴ(參禪을 爲호미니),50
ㄴ(다가 그 던 사 보아 爲하야 傳호),51ㄱ(衣鉢 傳 사 보아 爲
야 닐오),55ㄱ(歌王 爲야 슬흐샤),57ㄴ(2,어느 사 爲뇨 2회),61ㄴ(2, 
어두믈너비 爲고, 名利 爲티 아니호미),67ㄴ(내 그듸 爲야)/남명하2ㄱ(오직 
이이 爲욤이니)ㄴ(너 爲야),19ㄱ(2, 간 爲야, 爲야 닐오려  디라)
ㄴ(이 爲야 般若 니논 고디라),39ㄴ(法 爲야 몸니조미),40ㄱ(2, 三軍 爲호미
니, 三等根機 爲야),72ㄱ(眞金노교 爲야),74ㄱ(圓 기료 爲),75ㄱ(2,
내 이제 그듸爲야, 매 그듸 爲야),75ㄴ( 내 그듸 爲야)>

    ∎월곡H위<43ㄱ(衆生 爲시며),48ㄴ( 爲 ),49ㄱ( 爲니),61ㄱ,62ㄱ
(닐굽 부텨 爲),63ㄴ(十八億衆 爲샤)>

    ∎월곡L<61ㄱ(의모, 願爲沙門이)>
    ‣ H<법언서-14ㄱ,21ㄱ,22ㄱ(增上의물나 爲시며,오직이 爲샤,오직 이이

 爲샤)>

【유】

[猶]동운L(上同 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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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운L<월석서23ㄱ(2)>
    동운H<법언1-163ㄴ(2, 猶豫를 머거, 猶 즁의 일후미니),164ㄱ>

【은】

[恩]동운L<석상6-1ㄴ,3ㄴ,4ㄴ/석상9-6ㄴ,41ㄱ/석상13-39ㄴ/석상23-21ㄴ,29ㄴ/법언
1-10ㄱ/능활1-24ㄱ,34ㄴ(2),35ㄴ/남명상9ㄴ,10ㄱ,41ㄴ/남명하64ㄱ(2)ㄴ(4)>

     ∎월곡L<상-46ㄴ,51ㄴ>

【응】

[應]동운L<석상9-3ㄱ(3),281) 석상13-27ㄴ,28ㄱ(2),석상19-27ㄱ,28ㄴ/월석2-20ㄱ(2,
應供)>

    동운H<법언서-22ㄴ282)/법언1-13ㄴ,14ㄱ,24ㄴ,25ㄴ(2),43ㄱ,59ㄴ,91ㄱ,93ㄱㄴ,95ㄴ
(3),96ㄴ,97ㄴ(2),101ㄴ,111ㄱ,171ㄱ,191ㄴ,199ㄱ,201ㄴ,212ㄴ,228ㄱ,248ㄱ/능활
1-20ㄱ,21ㄴ,26ㄱ(2)ㄴ,27ㄴ,33ㄴ,82ㄴ/영험11ㄴ,12ㄱ/남명상33ㄱ,34ㄱ(2, 物을利
케하며形을應호매:物理應形),34ㄴ(應을조차비리와ㅏ니),44ㄴ(3,感애應며機를조
초매),61ㄱ(서르 應리라)/남명하1ㄱ,2ㄴ,64ㄱ,65ㄱ,67ㄱㄴ(2),75ㄱ,76ㄱ>

【의】

[意]동운L(上同 噫)<법언1-156ㄴ>
    동운H<석상9-18ㄴ/석상13-11ㄱ(3),29ㄴ,30ㄱ(6),42ㄱ(2)/석상19-9ㄴ(2),24ㄱ(2)

ㄴ,25ㄱ,26ㄴ,31ㄴ,33ㄴ/석상23-26ㄴ/월석1-14ㄴ,26ㄱㄴ/법언1-99ㄱ(8),101ㄱ
(7)ㄴ(2),102ㄱ(2),ㄴ(3),163ㄱ,189ㄱ/능활1-4ㄱ/남명상19ㄱㄴ,22ㄱ(2),58ㄴ
(4),65ㄴ/남명하1ㄴ(2),2ㄱ,67ㄱ>

   동운H(上同 億)

【자】

[子]동운R<석상6-3ㄱ(2),4ㄱ(2),5ㄴ(2),7ㄱㄴ(2),8ㄴ,9ㄴ,10ㄱ(2),13ㄱ,16ㄱ,22ㄴ,23ㄴ

281) 교정: 방점 위에 묵서로 가위표.

282) 觀音ㅅ조차 應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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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ㄱ(3),ㄴ(3),25ㄱ(3)ㄴ(2),26ㄴ(2),29ㄴ(2),30ㄴ,32ㄴ,35ㄱ,40ㄱ,41ㄱ,45ㄱ
(2)/석상9-11ㄴ,12ㄱ,17ㄴ,20ㄴ,22ㄱ,24ㄴ,25ㄱ,26ㄱ,31ㄱㄴ,34ㄴ(3),38ㄴ/석상
13-1ㄱ,2ㄴ,5ㄴ(2),3ㄱ,6ㄱ(9),ㄴ(2),7ㄱ,18ㄱ(2),19ㄴ,21ㄱㄴ,22ㄱ,23ㄴ,24ㄱㄴ,25
ㄱㄴ,26ㄴ,27ㄱㄴ,29ㄴ,30ㄱ(2),31ㄱ,33ㄱ,35ㄴ(4),41ㄱ,42ㄱ,60ㄱㄴ,61ㄱ(2)/석상
19-1ㄱ,2ㄱ,9ㄱ,13ㄱ,14ㄱ,16ㄱ,20ㄱㄴ,21ㄴ(2),22ㄴ,24ㄱ,35ㄱ,39ㄱ,40ㄱ(2)/석상
23-3ㄴ,8ㄴ,10ㄴ,11ㄱㄴ,26ㄴ,27ㄱ,28ㄱ,35ㄱㄴ,39ㄱㄴ,40ㄱ,42ㄱㄴ,43ㄱㄴ,49ㄱ
(3),58ㄱ/석상24-1ㄴ,4ㄴ,5ㄱ,9ㄱ(2),12ㄹ,16ㄴ,18ㄱ,23ㄱㄴ,28ㄱ,37ㄱ,38ㄴ,43
ㄱ,44ㄱ,47ㄴ,48ㄴ(2),49ㄱ(4)ㄴ(3),50ㄱ,51ㄱ(2)ㄴ(2),52ㄱ(2)ㄴ(4)/석상서1ㄱ,3
ㄱ,4ㄴ/월석1-2ㄴ,3ㄴ,7ㄱ(5),8ㄱ(5),9ㄱ(2),11ㄱ,26ㄱ,28ㄱ(2),51ㄴ(2),52ㄴ/월석
2-3ㄴ(2),4ㄱ(8)ㄴ,9ㄴ,12ㄴ,14ㄴ,15ㄱ,17ㄴ,22c,23ㄱㄴ(2),31ㄱ,38ㄱ(),40ㄱ,41ㄱ
(2),43ㄴ,57ㄱ,64ㄱㄴ,69ㄱ(3)ㄴ,73ㄱ(5)ㄴ,74ㄱ,76ㄱ/법언서-21ㄱ/법언1-5ㄴ,6ㄱ
(3)ㄴ,9ㄱ,10ㄱ,14ㄴ,15ㄱ,30ㄴ,31ㄴ(2),32ㄱ(3),45ㄱㄴ(6),46ㄱ,66ㄴ,71ㄱㄴ,72
ㄴ,73ㄱㄴ,77ㄱㄴ,82ㄴ,83ㄱ,85ㄱㄴ,86ㄱ,88ㄱㄴ,91ㄱ,99ㄱ(3),100ㄴ(2),101ㄴ,102
ㄱㄴ,105ㄴ,109ㄴ,110ㄴ,112ㄱㄴ,113ㄴ,116ㄱ(2),122ㄱㄴ(2),124ㄴ,125ㄴ(2),126
ㄴ(2),136ㄱ(2),152ㄴ,153ㄱㄴ,154ㄱ,165ㄱ,167ㄱ,168ㄱ,170ㄱ,190ㄴ,191ㄱㄴ,196
ㄴ,201ㄱ(2),208ㄴ,212ㄱ,237ㄴ,242ㄴ,246ㄱ,249ㄱ/능활1-13ㄴ,18ㄱ,19ㄴ,20ㄱ,21
ㄱ,22ㄱ,26ㄴ,42ㄱ,57ㄱ,58ㄴ,62ㄴ,69ㄱ,70ㄱ(2),72ㄴ,73ㄱ,74ㄴ,77ㄴ,79ㄴ,80ㄱ/영
험3ㄱ(2),14ㄴ(2),15ㄱㄴ(2),17ㄴ,18ㄱ(3)/남명상4ㄴ,16ㄴ,25ㄴ,29ㄱㄴ,30ㄱ(2)ㄴ
(3),31ㄴ,38ㄱ,46ㄴ,48ㄱ,52ㄴ,53ㄱ(3),57ㄱ,66ㄴ,67ㄱ(2),72ㄴ,75ㄴ(4)/남명하3
ㄱ,5ㄱ,8ㄱ,9ㄱ,17ㄱ(6),22ㄱ,26ㄱ,32ㄱ,33ㄱ,35ㄱ(2),36ㄱ(3)ㄴ(3),38ㄱ,41ㄱ
(4),43ㄴ,44ㄱ,47ㄴ,48ㄱ,49ㄱ(2)ㄴ,56ㄴ(3),59ㄴ,60ㄱ,61ㄱ,62ㄱ(2)ㄴ,66ㄱ(2),74
ㄱㄴ>

     ‣ H<법언1-190ㄴ>
      ∎월곡R<2ㄱ,3ㄱ,6ㄴ,13ㄱㄴ(3),14ㄱ(3),15ㄱ,16ㄴ,17ㄱㄴ,18ㄱ,20ㄱㄴ,21ㄱ

(2),24ㄱ,25ㄱ,26ㄴ,45ㄴ,59ㄱ,64ㄴ,67ㄱ,68ㄴ(2),69ㄱ>

【장】

[長]동운L<석상6-44ㄱ(須達이 長常 그리)/석상9-15ㄴ(2, 長常),16ㄴ,23ㄴ(3),29
ㄴ,34ㄴ(長壽고)/석상13-38ㄱ(長常)/석상19-11ㄴ(長常),38ㄴ(2),39ㄱ(이상 廣
長舌)/석상23-8ㄱ(비록 涅槃야도 舍利 長常이셔),28ㄱ(無量劫으로셔 長常 母子ㅣ
외야 오다니)/석상24-42ㄴ(長常 아잇더라)/월석서3ㄱ(恒長常이오), 3ㄴ(2,長
常業報애 ,長夜 긴바미라)/월석1-12ㄴ(,長常땽썅 주그락살락야)/월석2-15
ㄴ(長常),56ㄱ(2, 長常)/법언서-8ㄴ(長安)/법언1-122ㄴ(2, 長行이 略면, 長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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仔細면),151ㄴ(長行)/능활1-13ㄴ(2,長水璿師, 長慶山獻師),79ㄱ(長跪合掌)ㄴ(長
跪)/남명상28ㄱ(長安)>

   동운H
   동운R<석상6-13ㄴ,14ㄴ,26ㄱ,44ㄱ(師羅長者ㅣ킈석자히러니)/석상13-6ㄱ(增長天王)/

석상24-33ㄱ(長者),36ㄱ(長者),45ㄱ(給孤長子 리 부텨와比丘請하)/월
석서13ㄴ(長嗣ㅣ夭亡니),14ㄱ(長 디오)/월석1-19ㄱ,30ㄴ(2, 이상 增長天
王),41ㄱ(長生)/월석2-4ㄴ(鼓摩王ㄱ 위두 夫人ㅅ아 長生이 사오납고),23ㄱ(3, 
長者),44ㄱ,46ㄱ(이상 長者)/능활1-26ㄱ,31ㄴ(이상長者)/남명상34ㄴ(長蘆ㅣ니샤
),35ㄴ(2,長蘆ㅣ니샤,長蘆ㅣ니샨)/남명하59ㄴ(須達長者ㅣ)>

   ∎월곡R<4ㄴ(長生),9ㄴ,23ㄴ,62ㄱ(이상 長者)>  

[將]동운L(上同 戕)
    동운L{3회}<남명하68ㄴ(3, 모두 將軍)>
    동운L
    동운R(上同 獎)
    동운H{19회}<석상9-38ㄴ(6,열 두 夜叉大將이 모 座애 잇더니,大將 큰 將軍이

라),39ㄱ(10),40ㄴ(이상 大將)/월석2-16ㄴ(將軍)/능활1-4ㄱ(大將의 여러 가짓 兵
馬ㅅ 힘 아로미 니라 )>

【재】

[在]동운R<법언1-23ㄱ,26ㄱ, 45ㄴ(2), 46ㄱㄴ(2)(이상 自在),61ㄴ(現在諸佛),99ㄱ(威
得이自在야), 141(現在),190ㄱ(未來現在), 234ㄴ(自在)/능활1-8ㄱ,21ㄱ,23ㄱ(自
在)/남명상18ㄴ(룜업시自在시라),41ㄱ(自在),79ㄱ(自在)/남명하6ㄱ(自在)ㄴ(自
在),38ㄱ(自在),49ㄱ(自在),51ㄴ(일후믈 得득호 觀自在니),52ㄱ(自在),76ㄱ(自
在)/영험2ㄴ(現在)>

    동운H<석상6-18ㄴ(自在야),43ㄴ(一面觀自在經을),44ㄱ(2,觀自在菩薩)/석상9-19
ㄴ(自在야),34ㄴ(自在리라)/석상13-6ㄱ(4,自在天子),30ㄱ(自在샤),50ㄱ(2,現
在)/석상19-33ㄱ(雲自在燈王),42ㄴ(一切自在)/월석서9ㄴ(2,昔在丙寅야,痛言在
疚야),10ㄱ(在 이실씨라),13ㄱ(其在于今야)/월석1-32ㄱ(2,他化自在天),36ㄴ
(自在야셔),39ㄱ(他化自在天)/월석2-15ㄱ(他化自在天),21ㄴ(2,現在),30ㄴ(化自在
天)>

    ∎월곡L<31ㄴ(他化自在天에 가샤 十地經을 니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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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載]동운H(上同 戴戴>
    동운L(上同 栽)>
    동운R<월석1-1ㄴ,2ㄱ(이상 千載上)>
    동운H
    동운H
    동운L즹(上同 菑)
    ∎월곡H<1ㄴ(千載相)>

【정】

[錠]※H<석상6-8ㄱ/월석1-8ㄴ(2)>

【제】
[醍]동운R톙<능3-26ㄱㄴ(醍醐)>
    ‣L똉<남명하7ㄴ(3),8ㄱㄴ(2)>

【전】

[傳]동운H
    동운L{58회}<법언서6ㄱ(洪은 너필 씨오 傳은 옮길 씨라),7ㄴ(東으로 震旦애 傳컨디 

삼백 나 니)/법언1-100ㄴ(妙法의 傳持야),113ㄱ(傳야),124ㄴ(傳호),125
ㄴ(傳야),191ㄱ(傳야)/능활1-30ㄴ(傳욘 幻呪ㅣ 일후미 先梵天이니)/영험
12ㄴ(呪心을傳샤)/남명서1ㄱ(法傳시논바)/남상1ㄱ(各別히 傳샨  가짓 佛
法법이라),11ㄱ,16ㄴ(2),49ㄱ,50ㄴ(3),51ㄱ(2),68ㄱ(3),77ㄴ/남명하7ㄱ(일즉 消息
식을 傳야),18ㄴ(4),23ㄱ(3),24ㄱ(3)ㄴ(3),25ㄱ(3),28ㄱ(2),29ㄱ,36ㄴ,48ㄴ,49
ㄱ,66ㄱ(4)ㄴ(2),67ㄴ,75ㄱㄴ,77ㄴ>

    동운H{3회}<법언1-9ㄱ(3,傳記, 傳은 經通호로 삼논디라)>
    ∎월곡L<15ㄴ(永世 流傳니)>

[轉]동운 R<석상6-18ㄱ(3,梵天이 轉法쇼셔),23ㄱ(轉輪王),29ㄴ/석상9-2ㄱ(像法이 轉
 時節에),20ㄴ(像法 轉 時節에),29ㄱ(像法 轉 時節에)/석상13-13ㄱ(轉輪聖



- 258 -

王)58ㄱ(轉法),59ㄴ(2,轉法)/석상서3ㄴ(鹿苑轉法 雙林涅槃이라)/월석서10ㄴ(薦拔이 
無如轉經이니),11ㄱ,15ㄱㄴ/월석1-19ㄴ(4, 전륜왕,轉은 그울씨오 輪은 술위니 轉
輪은 술위를 그우릴씨니),20ㄱ(轉輪王)ㄴ(轉輪王)/월석2-3ㄴ(3,轉輪聖王),4ㄱ(8),23
ㄱ/법언1-57ㄴ(成道실쩍과 轉法輪실쩍과),93ㄱ( 업시 轉실씨오,),104ㄱ
(轉輪聖王),165ㄴ(轉輪聖王)/능활1-3ㄴ(3,곧 藥王 轉샨 法輪에, 轉 옮길씨오)/
영험11ㄴ(法輪을 轉시며)>

   동운H<석상9-2ㄱ(像法이 轉할 時節에), 20ㄴ(像法 轉 時節에)/석상13-32ㄱ(轉輪
聖王)/석상19-6ㄱ,21ㄴ(2),44ㄱ(이상 轉輪王)/석상23-7ㄱ(轉輪王),23ㄱ(轉輪
王),59ㄱ(轉法)/석24-9ㄱ(轉輪王),37ㄴ(轉法)>

  ∎월곡H<34ㄴ(法을 轉샤)> 

【정】

[靜]동운R<석상23-44ㄱ/월석서25ㄱ(2)/월석2-3ㄱ(2),25ㄱ/법언1-227ㄱ/능활1-93ㄴ
(2,뉘 動며 뉘 靜뇨, 靜이 이슈미업거니),94ㄱ(2,動과 靜과 무르샤, 性이 靜
며)/남명상18ㄴ,52ㄴ,58ㄴ,59ㄱ,73ㄱ/영험1ㄱ>

    동운H<월석1-32ㄴ(2,寂靜)/능활1-33ㄴ(5, 靜慮,靜觀, 寂靜,靜幻寂三觀)>

【조】

[朝]동운L<남명상6ㄴ(2,千波萬浪이 바래 朝宗야)>
    동운L<월석서24ㄱ(百官은 朝士ㅣ오)/월석2-69ㄱ(2)ㄴ(이상 朝集)>

【좌】

[坐]동운R쫭<월석1-5ㄴ(2, 坐禪시다가, 坐禪은)/법언1-55ㄱ(3, 結跏趺坐샤, 坐 안
씨니 結跏趺坐),103ㄴ(結跏趺坐샤)/남명하4ㄱ(靈山애 坐애 據샤)ㄴ(坐애 
據시다 모)>

   동운H쫭<석상13-12ㄱ(結跏趺坐샤),31ㄱ(結跏趺坐샤)/석상24-15ㄱ(坐禪호)/능
활1-32ㄱ(結跏趺坐샤)>

   ∎월곡H쫘<상-31ㄴ(坐禪시다가),71ㄱ(坐禪은 안자이셔 기픈 道理 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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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縱]동운R
    동운L<법언1-86ㄱ(발오 닐온 縱이오 빗구믈 닐온 廣이라)/능활1-97ㄴ(2,縱橫

로 激發샤미,  縱 바씨오 橫 빗글씨라)>
    동운H<월석서16ㄴ(2,萬幾縱浩나,縱비록논디오)/남명하6ㄱ(縱橫)ㄴ(縱아라

우히오)>

【중】

[衆]동운L<법화1-184ㄴ,185ㄱ(2. 부처 知見으로 衆生 뵈오져 시논 젼며, 衆生으로
부텻知見에 들에코져 시논 젼라283))

    동운H<석상6-5ㄴ,18ㄴ,19ㄱ,21ㄴ,28ㄴ,38ㄴ,45ㄴ(3),46ㄱㄴ(2)/석상9-1ㄴ,3ㄱ,5
ㄱ,6ㄱㄴ(2),11ㄱㄴ,19ㄱ,21ㄴ,27ㄱ,29ㄴ,38ㄴ/석상13-1ㄱ,4ㄴ,11ㄴ,12ㄴ,13ㄱ
ㄴ,16ㄴ,17ㄱㄴ,23ㄴ,25ㄱ,26ㄱ(2),27ㄱ,31ㄱㄴ,32ㄱ,38ㄱ(2),39ㄴ(4),43ㄱㄴ,44ㄱ
ㄴ,48ㄴ(2),49ㄱ(2)ㄴ(2),50ㄱㄴ(2),51ㄱ,54ㄱ,55ㄱ(3),ㄴ(2),56ㄱㄴ,57ㄱㄴ(2),58
ㄱㄴ,59ㄱ,63ㄱ/석상19-2ㄴ,3ㄱ(2),ㄴ(2),4ㄱㄴ,8ㄱ,10ㄱ,11ㄱ(2),13ㄴ,17ㄴ,20
ㄴ,22ㄴ(2),23ㄱㄴ,24ㄴ,30ㄱ(2),33ㄱㄴ,35ㄱ,36ㄴ,37ㄱ(2),39ㄴ,40ㄱ,41ㄱ,42ㄱ/석
상23-6ㄱㄴ,7ㄱㄴ,8ㄱㄴ,9ㄱ,10ㄴ,11ㄱ,12ㄱ,14ㄴ,16ㄱㄴ,18ㄴ,19ㄴ,20ㄴ,21ㄱㄴ,23
ㄴ,25ㄴ,26ㄱㄴ,30ㄴ,31ㄱ,33ㄱ,34ㄱ,35ㄱ,36ㄴ,37ㄱㄴ,38ㄱ,44ㄱ,45ㄴ,47ㄴ,48
ㄴ,51ㄱㄴ/석상24-3ㄱ,17ㄴ,39ㄱ,46ㄴ(2),47ㄱ,48ㄴ(3)/석상서1ㄴ/월석서6ㄴ(2,破
魔兵衆시고,衆은 할씨라),7ㄱ(魔兵衆을야리시고),24ㄱ(2)ㄴ,26ㄱ/월석1-5ㄱ
(2),10ㄴ,11ㄱ(2),15ㄴ,16ㄴ(2),17ㄴ(3),18ㄱ,19ㄱ(3),32ㄴ(2),39ㄱ,40ㄴ,42ㄱ
ㄴ,44ㄱ,45ㄱ,52ㄴ/월석2-12ㄱ,16ㄱㄴ,42ㄴ,48ㄱ,50ㄱ,51ㄴ,52ㄴ,53ㄱ,55ㄱ,58ㄱ
(2)ㄴ(3),61ㄱㄴ(2),62ㄱ,63ㄱ,74ㄱ,76ㄴ/법언서-7ㄱ(2)/법언1-3ㄴ(2),4ㄱ,6ㄴ,16
ㄱ,21ㄴ(2),22ㄴ,24ㄴ,26ㄴ(2),32ㄱ,34ㄱ(3),37ㄴ,52ㄱ,54ㄴ,55ㄱ,56ㄱ,59ㄴ,61ㄱ
ㄴ,64ㄱㄴ(2),66ㄴ,68ㄴ(2),69ㄱ,71ㄴ,73ㄱ,77ㄴ(2),79ㄱㄴ,83ㄱ,84ㄱ,88ㄱㄴ,103
ㄴ,104ㄱ(2),105ㄱ(2),106ㄴ,107ㄱ(2)ㄴ,109ㄱ,115ㄴ,116ㄱ,118ㄱㄴ(4),120ㄱ,121
ㄴ,122ㄴ,123ㄴ,124ㄱㄴ,126ㄴ,133ㄱㄴ,138ㄴ,139ㄱ(2),141ㄴ(2),142ㄱ,150ㄴ,152
ㄴ(3),153ㄴ(2),158ㄴ(2),159ㄴ,161ㄴ,162ㄱ,164ㄴ,166ㄴ,167ㄱ,168ㄱㄴ,169ㄴ
(2),170ㄱ(2),173ㄱㄴ,179ㄱ(3),180ㄴ,182ㄱ(2)ㄴ,183ㄴ,184ㄱ(5),185ㄱ(부텻知見
으로衆生알외오져시논젼며)185ㄴ,187ㄴ(2),189ㄴ,190ㄱ,195ㄴ,197ㄱ,198ㄱ
(2),199ㄱ,200ㄴ,203ㄴ,204ㄱ,205ㄱ(2),206ㄱ,207ㄴ(3),208ㄱ,210ㄱ,211ㄴ(2),213
ㄱ,215ㄱ,219ㄴ,221ㄴ,223ㄱ,224ㄴ(2),227ㄱㄴ,228ㄱ,229ㄱ,231ㄱ(2),232ㄱㄴ

283) 3행 협주 및 4행(협주)제2행. 185ㄱ의 4행 협주 제1행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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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ㄴ,234ㄱㄴ,235ㄱ,237ㄱ,240ㄱ,243ㄱ,246ㄱ,247ㄱ/능활1-3ㄱ,7ㄱ(2),16
ㄱ,18ㄱ,19ㄱ,20ㄱ,21ㄱ(2),ㄴ(4),23ㄱ,24ㄴ,27ㄱ,36ㄱㄴ,40ㄱ,41ㄴ,78ㄱ,82ㄱㄴ
(2),83ㄱㄴ,88ㄱ,89ㄱ(3)ㄴ,90ㄴ,92ㄴ,93ㄱ(2)ㄴ,96ㄱ(2),97ㄱ(2)/영험1ㄱ(2)ㄴ,2
ㄴ,4ㄴ(2),5ㄴ,6ㄱ(2),13ㄱ(2)ㄴ,14ㄱ,17ㄱ(2)/남명상1ㄴ(2),2ㄱ,9ㄴ(4),31ㄴ,33
ㄱ,43ㄱ(3),46ㄴ,47ㄴ(2),66ㄱ,68ㄱ,71ㄴ/남명하3ㄱ,6ㄱ(2)ㄴ,15ㄴ,30ㄱㄴ,34ㄴ,36
ㄴ,53ㄴ,69ㄴ(2),72ㄴ,77ㄱ>

    ∎월곡H<4ㄱ,11ㄱ,15ㄴ,19ㄴ,25ㄱ,34ㄴ,40ㄴ,43ㄱ,44ㄴ,58ㄱ,61ㄱ,63ㄴ(2)>

[重]동운R(上同 湩)
    동운H(上同 湩)
    동운L뜡<법언서-12ㄱ(普門品重頌偈)/능활1-40ㄴ(2,重閣, 重閣 층지비라)/영험13ㄱ

(重疊)>
   동운R<석상6-12ㄴ/석상9-3ㄴ,21ㄱ/석상13-11ㄴ,36ㄴ/석상19-33ㄴ/석상23-5ㄴ(尊

重),57ㄱ(미 重다 야)/월석1-29ㄴ/남명상9ㄱ,10ㄱ/남명하5ㄱ(너희 무리 믜
며 논 미 重야),55ㄴ(3, 重犯코,重四重根本앳罪라),58ㄱ(오직 重 犯
호미),60ㄴ(2, 輕重)/영험2ㄱ,3ㄴ,4ㄴ,5ㄱ,6ㄱ,7ㄱ,10ㄱ,13ㄴ,14ㄱ,17ㄴ(이상 重罪)>

   동운H<법언1-54ㄴ(供養恭敬尊重讚嘆),84ㄱ(보살 걔 重히샤),113ㄴ(尊重히 너기
오며)>

   ∎월곡R24ㄴ(2, 德重샤)>

【증】

[曾]동운L<월석서19ㄱ(曾靡遺力며)ㄴ(曾은곧논디오)>
    동운L<법언1-88ㄱ, 104ㄱㄴ,140ㄴ,143ㄱ,144ㄱ,198ㄴ,199ㄱ(이상 未曾有)>

【진】

[盡]동운R진<법언1-73ㄱ(若人遭苦로 盡諸苦際예 니르린)/남명하64ㄱ(세짯句無盡珍寶로 
布施시라)>

    동운R찐<석상9-18ㄴ/석상23-14ㄱ,15ㄴ,16ㄴ,32ㄱ/석24-5ㄴ/석상서1ㄴ/월석서19ㄴ/
법언1-25ㄴ,77ㄴ,142ㄱㄴ,148ㄴ,149ㄱ/능활1-64ㄴ,78ㄴ(2)>

   동운 H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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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差]동운L칑
    동운L챙<법언1-25ㄱ(差使)>
    동운H챙
    동운H탕
    동운L창<석상6-30ㄱ(弟子 勞度差ㅣ 幻術을 잘 더니),31ㄱ(勞度差ㅣ  呪야)ㄴ

(勞度差ㅣ   뫼 지니),32ㄱ(勞度差ㅣ   龍 지니)ㄴ(2,勞度差ㅣ)/법
언1-193ㄴ(差別相이)/남명상14ㄴ(差別),23ㄱ,25ㄴ,32,48ㄱ(이상 差別)/남명하6ㄱ
ㄴ(2, 差別),7ㄱ(2, 곧 參差타 호, 펴면 곧 參差면 져비와 새와 鸞과 鳳),13ㄱ(4, 
差別),44ㄱ(差別)>

    동운L창284)
    동운H창(上同 蹉)
    ∎월곡L차<31ㄴ(差梨尼迦애 가샤),58ㄱ(勞度差ㅣ 열 디라),59ㄴ(勞度差 幻術이 

漸漸 외야 갈)),61ㄴ(勞度差外道ㅣ 舍利弗 겻구던)>
[車]동운L겅<석상13-19ㄴ(네  메 寶車와 欄楯과)/월석1-27ㄴ(2,象兵 馬兵 車兵 步兵 

네 가짓 兵馬,車兵은 술위  兵이오)/월석2-3ㄴ(6,進力ㅅ 아 牢車 牢車ㅅ 아
 十車 十車ㅅ 아 百車 百車ㅅ 아 牢弓),28ㄱ(2,象兵과 馬兵과 車兵과 步兵괘
니 車는 술위라),35ㄴ(2,摩耶夫人이 雲母寶車 시고,雲母寶車는 雲母로 뮨 보
옛 술위라)/법언1-5ㄴ(2,三車一車 지 니시니)/능활1-66ㄱㄴ(2,모 闡提로 
彌戾車 헐에 쇼셔, 闡提로 彌戾車 야리게 리라)/남상70ㄱ(黃帝ㅣ 指南
車 라 치시니라)/남명하30ㄱ(4, 三車)>

   동운L챵<석상6-4ㄴ(車匿이 돌아 보내샤 盟誓샤)>
   ∎월곡L챠<상-19ㄱ(車匿이),20ㄴ(車匿일 주시며), 51ㄱ(車匿이)>
   [硨] ※L챵<석상13-19ㄱ/석상19-3ㄱ/월석1-22ㄴ,27ㄱ>

【참】

[參]동운L<남명하6ㄴ(2),7ㄱ(2, 이상 參差).32ㄱ(4,參辰)>
    동운L참<남명상49ㄴ(參禪)/남명하59ㄴ(聖人 무레 參預호 븟그릴시라)> 
    동운H참(上同 驂)
    동운H참
284) 같은 운에서 同形 字로 다시 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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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운L삼(上同 三)
    동운R삼
   
[叅]동운L참(上同 參)<법언1-52ㄱ(能히 얼구를 變야 會에 參預니라)/남명하59ㄴ

(參預호븟그릴시라)>

【채】

[婇]※R<석상23-49ㄱㄴ(3)/석24-21ㄱ,47ㄴ,48ㄴ/월석2-28ㄱ(2),43ㄱㄴ>
   ∎월곡R<9ㄱ,44ㄴ>

【처】

[處]동운 R쳥(上同 処)<석상서2b(2, 處 나아니디아니야마니이실씨라)/법언1-79ㄱ
(比丘ㅣ處閑誦經은)>

    동운H쳥<석상6-36ㄱ/석상9-28ㄱ/석상13-12ㄱ(2),31ㄱ/석상23-13ㄴ/월석서-20ㄱ
(2,處는 고디라)/월석1-35ㄴ(4),36ㄱ(3)ㄴ/월석2-7나,8ㄴ(2),9ㄴ,22ㄱ/법언서-22
ㄴ/법언1-20ㄴ,26ㄱ,55ㄱ,67ㄱ(2),102ㄱ,103ㄴ,114ㄱ,117ㄱ,142ㄴ(3),143ㄱ/능활
1-7ㄴ,21ㄱ,59ㄴ(2),60ㄱ,61ㄱ/남명상2ㄴ,22ㄴ/남명하11ㄴ(2),16ㄱ>

   ∎월곡H쳐<5ㄱ,21ㄴ(2)>

【첨】

[沾]동운L텸
    동운L텸(上同 覘)
    동운H텸(上同 覘)
    동운L졈
    동운H뎝
   ※L뎜<월석서7ㄴ(2,潤沾은 저질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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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切]동운H{2회}<월석서22ㄱㄴ(切忌執指而留筌이니라, 切은 時急씨니)>
    동운H촁285)<석상6-8ㄴ,39ㄱ,46ㄱ(2)ㄴ/석상9-3ㄱ,4ㄴ,8ㄱ,9ㄱ,16ㄴ,23ㄱㄴ,26ㄴ,28

ㄱ,33ㄴ,34ㄱ(2),39ㄴ,40ㄱ,41ㄱ/석상13-1ㄱㄴ,27ㄱ,29ㄱ(2),37ㄱ,40ㄱ,41ㄱ,43
ㄴ,44ㄴ,45ㄱ,50ㄴ,54ㄴ,55ㄱ,56ㄱ,58ㄴ/석19-4ㄴ(2),7ㄴ,11ㄱ,13ㄴ,15ㄴ,22ㄱ,38
ㄴ(2),42ㄴ(3),43ㄱ/석상23-3ㄱ(2),4ㄱ,6ㄱ,7ㄴ,8ㄴ,9ㄱ(2)ㄴ,12ㄱ(2),16ㄱ,17
ㄱ,18ㄱㄴ,19ㄱㄴ(2),20ㄱ(2)ㄴ,21ㄴ(2),25ㄴ,29ㄱㄴ,33ㄴ,36ㄱㄴ,37ㄱ,43ㄱ,45ㄴ
(2),51ㄴ/석상24-17ㄴ/법언1-6ㄴ,24ㄴ(2),38ㄴ,43ㄱ,93ㄱ(2),95ㄴ,97ㄴ(2),117
ㄱ,118ㄱ,120ㄴ,135ㄱ,140ㄴ,141ㄱㄴ(3),143ㄱ(3),148ㄴ,150ㄴ,152ㄴ,160ㄱ,161
ㄱ,166ㄱ,167ㄴ,180ㄴ(2),181ㄱ,182ㄴ,184ㄱ(2)ㄴ(2),186ㄱ,198ㄱ,202ㄴ,207ㄱㄴ
(2),212ㄴ,214ㄱ,224ㄴ,237ㄱ,244ㄴ,245ㄱ/능활1-3ㄱ,7ㄱ(2),8ㄱ(3),15ㄱ,21ㄱ,23
ㄱ,27ㄱ,36ㄱ,38ㄱ,39ㄴ,43ㄱ,44ㄴ,62ㄴ,63ㄴ,64ㄴ,67ㄱ,69ㄱ,70ㄴ,73ㄴ,74ㄴ,75ㄱ
(2),ㄴ,76ㄱ(2)ㄴ,78ㄱ,83ㄱ,89ㄱ/월석서6ㄴ(2),26ㄱ(2)/월서1-10ㄴ,11ㄱ(2),36
ㄴ,52ㄱ/월석2-15ㄴ,29ㄴ,33ㄱㄴ,37ㄱ,38ㄴ,42ㄱㄴ,53ㄱ(2),58ㄱ,59ㄱ,61ㄴ/영험1
ㄱㄴ,3ㄱㄴ(2),4ㄴ(2),5ㄱ,6ㄱㄴ,7ㄴ,11ㄱ,14ㄱ,16ㄱ(2)ㄴ,17ㄴ,18ㄱ(2)/남명서2ㄴ/
남명상12ㄱ,20ㄱ,36ㄱ,38ㄱ,43ㄱ,44ㄴ,60ㄴ,68ㄴ,74ㄴ/남명하8ㄴ,9ㄱ(2)ㄴ(3),10ㄱ
(3),11ㄴ,13ㄱ,47ㄱ,70ㄱ>

【촉】

[囑]※H죡<석상6-46ㄱ(2.모딘 귓거시 다 모다 부텻 付囑 드러,付囑 말 브텨 아례 
고라 請씨라)/월석서9ㄱ(國王所受囑以擁護ㅣ니)ㄴ(付囑)/법언1-7ㄱ(囑累신 
後에 여슷 品으로 펴샤),16ㄱ(神力品브터 니와샤 囑累品에 맛뎌),109ㄱ(妙法
으로 付囑홀  잇게 코져 시니라 ),122ㄴ(燈明이 滅度 臨샤 펴 付囑샤)/능
활1-15ㄱ,20ㄱ,21ㄴ(2)/영험12ㄴ(付囑)>

    ※H쑉<남명서1ㄱ(付囑),남명상1ㄱㄴ(付囑)>

【출】

[出]동운H<석상6-2ㄱ,3ㄱ,7ㄴ,9ㄴ,10ㄱ,11ㄴ,12ㄱ,17ㄴ,22ㄱ(이상 모두 出家)286),35ㄱ/

285) ‘H촁’로 쓰인 용례를 모두 ‘一切’의 주음에 쓰인 것이다. 출현 횟수 표시는 생략한다.

286) 이상은 ‘出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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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상9-15ㄱ/석상13-29ㄴ,30ㄴ(2, 이상 出家)/석상24-2ㄱㄴ,14ㄴ,23ㄱ,29ㄱㄴ,33
ㄱ(2, 모두 出家)/석상서2ㄴ(2), 3ㄱ/월석서14ㄴ,17ㄴ,19ㄱㄴ/월석1-17ㄱ(2)/월석
2-16ㄱ,18ㄴ,23ㄴ,36ㄴ,46ㄱ,76ㄴ(3),77ㄱ/법언1-15ㄴ,57ㄴ,99ㄱ(3),101ㄴ
(2),102ㄴ,116ㄱ(2),142ㄱㄴ,181ㄱ,182ㄱ,196ㄴ/능활1-65ㄴ,73ㄴ,79ㄴ(2)/남명상
25ㄴ,32ㄴ(2),54ㄴ/남명하6ㄱ,56ㄴ>

   동운 H(上同 黜)
   동운 H<석상6-27ㄴ(出令), 46ㄱ(出令), 석상13-26ㄴ(出令)/석상24-12ㄱ,13ㄴ,20

ㄴ,30ㄱ,46ㄴ,48ㄱ(모두 出令)/월석1-9ㄴ(2,出令)>
   ∎월곡 H<11ㄴ,14ㄱ,18ㄴ(2),33ㄴ,53ㄱ,64ㄴ,65ㄱ(이상 出家)>
     월곡 H<47ㄱ(出令)>

【취】

[聚]동운R쯍<석상9-6ㄱ(2, 三聚戒)/법언1-79ㄱ(戒 三娶 잇니 ,三娶 세헤 뫼 씨
라)>

    동운H쯍<능활1-35ㄴ(2,紫金光聚 能히, 聚 모 씨라)/영험11ㄱ(佛頂光聚微妙章句
),12ㄴ(佛頂光聚功德神驗)287)>

【치】

[雉] 동운R띵
     동운H톙(上同 薙)
     동운L(上同  )
    ‣H띵<법언1-50ㄴ,51ㄱ(婆稚阿修羅王),

【타】

[墮] 동운R퇑<석상13-29ㄴ(  가짓 姓이샤 姓이 頗羅墮ㅣ러시니)
     동운R뙁<법언1-98ㄴ( 가지로  姓이샤 姓이 頗羅墮ㅣ러시니)
     동운H뙁(上同 惰)
     동운L(上同 隳)
287) ‘R쯍, H쯍’의 용례를 모두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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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운H(上同 隋)
 
[吒](咤)
   동운H당<석상13-13ㄴ,월석1-30ㄱ>
   동운H탕(上同 詫)>
    ‣H장<법언1-61ㄴ,62ㄱ(이상 阿迦尼吒)>
  ‣L당<남명하22ㄱ(2,那吒)>

【탕】

[湯]동운L<석상6-27ㄴ(香湯에 沐浴고)/석상24-42ㄴ,46ㄴ,47ㄴ( 一千 독香湯 더내
야),48ㄱ/법언1-82ㄴ(온 가짓 湯藥로 부텨와 의게 布施며)>

   동운H<능활1-53ㄱ(2, 狂湯, 湯 헤퍼딜씨라)>
   동운H(上同 愓)
   동운L
   동운L(上同 暘)

【토】

[土]동운R동
    동운R통<석상13-7ㄴ(東土),26ㄱ(2,佛圡,佛土)288)/석상23-22ㄱ(圡, 본문 大字)/석상

24-5ㄱ(3, 본문 협주 小字)/월석서4ㄴ(居常寂光土),5ㄴ/월석1-30ㄴ(東土)/월석
2-18ㄱ(東土),35ㄴ,48ㄴ,49ㄴ,52ㄴ(2),64ㄴ,69ㄱ/능활1-4ㄱ(千國土),8ㄱ,20ㄱ,21
ㄱ,40ㄱ,67ㄱ,68ㄱ,73ㄴ,74ㄱ,75ㄴ/법언서-17ㄴ(樂土)/남명상20ㄱ(國土),50ㄱ/남명
하5ㄴ(此土),22ㄴ(東土)/영험4ㄴ(淨土)>

   동운R똥

[圡]동운R통<석상9-2ㄴ(十恒河沙等佛圡)/석상13-26ㄱ(佛圡),32ㄴ(3,一萬八千佛圡, 佛圡
2),54ㄴ(佛圡)/석상19-28ㄴ(國圡)/석상23-22ㄱ/법언서-17ㄴ(樂圡)

    ‣R똥<법언1-66ㄴ,69ㄱ(이상 東方萬八千圡),88ㄴ(諸佛圡),104ㄱ(東方萬八千圡),117ㄱ
(諸佛圡),118ㄱ(2,東方萬八千圡, 諸佛圡)ㄴ(諸佛圡),119ㄴ(國土),154ㄱ(國土),184ㄱ
(無量百千萬億佛圡中엣),193ㄴ(3, 國土, 淨圡, 方便有餘圡),203ㄴ(十方佛土中에)>

288) ‘佛圡’는 본문 大字로, ‘佛土’는 협주문 小字로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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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頗]동운L팡<석상13-29ㄴ(姓이頗羅墮ㅣ러시니)/법언1-118ㄱ(瑠璃,頗梨ㅅ비치니),217ㄴ
(金銀과 頗梨와)>

    동운R팡<석상23-53ㄱ(遮頗國),55ㄱ(遮頗國王과)/석상24-53ㄱ(遮頗國과),55ㄱ(遮頗
國王과)/법언1-98ㄴ(姓이 頗羅墮ㅣ러시니 /R팡L랑R뙁)/능활1-43ㄱ>

【편】

[便]동운L뼌<석상6-5ㄴ(衆生便安케시거시어늘),20ㄴ(便安),36ㄱ/석상9-5ㄴ(2,便安
킈호리라),9ㄴ(便安),19ㄴ(便安킈),21ㄴ,(便安히 연면),22ㄱㄴ,23ㄱ(이상 便安히
연면)23ㄴ,26ㄱ(便安야),34ㄱ(便安야),40ㄱ(便安킈)/석상13-20ㄴ,21ㄴ,46ㄱ
(이상 便安)/석상23-17ㄴ,18ㄱ,27ㄱ(이상 便安)/훈언3ㄱ/월석서25ㄱ(2)ㄴ(2,이상便
安)/월석1-18ㄴ(便安)/법언1-6ㄱ(三界便安티 몯호 가즐비시니 ),58ㄱ,77ㄴ,82
ㄱ,123ㄴ,124ㄴ,169ㄴ,170ㄱ(2),184ㄱ,206ㄱ,227ㄴ,229ㄱ,249ㄱ(이상 便安)/능활
1-16ㄱ,24ㄴ,90ㄴ(이상 便安)/남명상4ㄱ(便安),38ㄱ(2,便安),59ㄴ(2,便安)/남명하14
ㄴ,54ㄴ,55ㄱ,57ㄴ,(이상 便安)>

 동운H뼌<석상6-ㄱㄴ(目連이 種種方便으로다시곰 도)/.석상9-5ㄱ(無量無邊知慧方便
으로),20ㄴ(種種方便으로),29ㄱ(2)(工巧신 方便과)/석상13-38ㄱ(2),39ㄱ(2),43
ㄱ,44ㄱ(이상 方便),48ㄱ,50ㄱ,54ㄱㄴ,56ㄱㄴ,58ㄱㄴ(2),59ㄱ,60ㄱ(2)ㄴ,62ㄴ,63ㄱ
(4, 이상 方便)/법언서-22ㄴ(方便門 여르샤)/법언1-4ㄱ,5ㄴ,14ㄴ,15ㄴ,39ㄱ,97
ㄱ,128ㄴ,130ㄴ(2),133ㄱ(3),ㄴ(4),137ㄴ,138ㄴ(2),139ㄱ(2),143ㄴ,158ㄴ,159
ㄴ,161ㄴ,176ㄱㄴ,183ㄴ,184ㄱ(2),186ㄴ,187ㄴ,193ㄴ(4),198ㄱ(2),200ㄱㄴ,203
ㄴ,210ㄱ,212ㄴ,213ㄴ,214ㄱㄴ,216ㄱ,224ㄴ(2),225ㄱ,225ㄱ,226ㄱ,(이상 方便),227
ㄱ(2, 方便力,方便),227ㄴ(方便),228ㄱ(方便力,方便),235ㄴ(方便力),237ㄱ(方便力,
方便, 方便),242ㄱㄴ,243ㄱ,248ㄴ,(이상 方便)/능활1-3ㄱㄴ,17ㄴ,23ㄱ,31ㄱ(2)(이상 
方便)/남명상17ㄴ(方便)69ㄱ(2, 方便智)/남명하7ㄴ(方便),34ㄴ(方便),53ㄴ(方便門)//
영험6ㄱ(2, 方便)>

  ∎월곡L뼌<8ㄴ(便安)>
  ∎월곡H뼌<31ㄱ(方便)>
[編]동운L변<월석서11ㄴ(2, 各有編譜호, 編은 글월씨라)>
    동운R변
    동운L뼌   
    ‣L편<월석서18ㄴ(櫽括更添於新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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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徧]동운H변<석상13-27ㄴ/월석1-33ㄴ(2)/법언1-58ㄱ(4)/능활1-3ㄱ(2),7ㄴ/영험11ㄱ>
     ‣R변<남명상74ㄱ((諸法을 徧滿히 應호미)>

【피】

[詖] 동운L빙
     동운H빙 
     ‣L삥<남명하30ㄴ(2)>

【하】

[夏]동운R<법언서-7ㄴ(2),
    동운H<능활1-23ㄴ(2),24ㄱ,
    동운R강(上同 榎)

【항】

[行] → 행

[降]동운H<석상서3ㄱ(降生)/월석서6ㄱ(2,降誕)/법언서-7ㄱ(2),법언1-10ㄱ>
    동운L<석상6-17ㄴ,28ㄴ,33ㄱㄴ,34ㄱ(이상 降服)/석상13-7ㄴ(降伏)/석상19-32ㄴ

(降伏)/석24-12ㄴ(2),22ㄴ,23ㄱ,38ㄱ(이상 降伏)/석상서3ㄴ(降魔)/월석1-26ㄴ(降
伏니라)/석상23-33ㄴ/월석2-16ㄴ,38ㄱㄴ,59ㄱ(이상 降服)/법언1-32ㄴ(降
伏),47ㄴ(두 龍 目連의 降오니라)/능활1-38ㄴ,65ㄴ(降伏),83ㄴ(降伏)/영험11ㄱ
/남명상68ㄴ,69ㄱ(이상 降伏)/남명하3ㄱ(降伏)>

    ∎월곡L<24ㄴ,25ㄱ(이상 降요리라),29ㄱ,36ㄴ,61ㄱ,(이상 降伏)>

【해】

[解]동운R갱<석상서5ㄴ(就加譯解노니)/월석서5ㄱ(解脫),8ㄱ(2,解脫)ㄴ(解脫)/석상13-40
ㄱ1(解脫),43ㄴ(解脫[R])/법언서-23ㄱ(이解로微妙가라사몰띠니라)/법언1-9
ㄴ(이解안마),10ㄱ(注解다窮究야),127ㄱ(알解니라)/영험12ㄱ(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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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남명서2ㄴ(解脫)/남명상35ㄱ(2,解脫)/남명하52ㄱ(解脫),62ㄴ(解脫),63ㄱ(解
脫)>

    동운H갱(上同 懈)
    동운H갱 
    동운R<석상6-29ㄱ/석상9-3ㄱㄴ(2,解空)/석상13-3ㄱ(2,解空),14ㄱ(2,信解와…, 解

 알씨니),27ㄴ(世間解無上士),62ㄴ(信解야)/석상19-27ㄱ,28ㄴ(이상世間解無上
士)/석상23-9ㄴ(光明 맛나아 解脫아니리 업스리라),16ㄱ(法을 眞實로 보닌 解脫
이라 고),17ㄱ(4,解脫야, 解脫며,解脫혼,解脫니라)/석상24-16ㄱ(解脫)/법언
1-6ㄱ,14ㄴ(이상信解品),32ㄱ(2,解空,吉解空),79ㄱ(信解),91ㄴ(號ㅣ…世間解無
上…,),148ㄴ(第一稀有難解옛法이라),161ㄴ,162ㄱ(이상 難解)>

    동운H<남명상31ㄱ(聖解왜 다업서)/남명하6ㄱ,12ㄴ(이상 聖解),46ㄴ(2, 아롬과 解왜 
錯니 아로미 마고미 외오 解ㅣ 료미 외니라),47ㄱ(2, 知 凡精에 븓고 解 
聖解에 브트니라),54ㄴ(聖解),57ㄱ(凡精과聖解와),64ㄴ(凡精聖解옷디몯면)>

    ‣R<법언1-26ㄴ(解脫사미니),140ㄴ(解脫와),142ㄴ(6,모두 解脫),143ㄱ(2,모두 
解脫),150ㄴ(無所畏와解脫와),160ㄴ(5,解脫),161ㄱ,162ㄱ,163ㄱ> 

【행】

[行]동운L<석상6-8ㄴ(劫劫에 發願行노라)/석상9-2ㄱ(法이 처 盛히 行야),3ㄴ(菩
薩ㅅ道理行실 쩌긔),5ㄴ(2,道理行리 잇거든, 聲聞辟支佛乘을 行 사미 잇거
든), 6ㄱ(3, 法中에 修行리 잇거든289), 됴 이 行 씨오, 修行시논즈길히
라290)),10ㄱ(藥師瑠璃光如菩薩ㅅ 道理行 실 쩌긔),15ㄱ(2, 漸漸修行야291)),21
ㄴ(3,이 經 流行해, 行 녈씨라),37ㄱ(山行을거나)/석상13-8ㄱ(婬欲行 時
節에),14ㄱ(菩薩ㅅ道理行(L)시논양을보며),37ㄴ(道法을다行야)/석19-24
ㄴ,25ㄱ(行욤),29ㄱ(보살ㅅ道理行야),36ㄴ(無我行디니시니),37ㄱ(妙行이
기),42ㄱ(上行等菩薩大衆)/석상23-12ㄱ(道行 랑라)/석상24-25ㄴ(善容이뫼해
山行갯다가보니)/월석1-35ㄴ(行蘊),37ㄴ(行識)/월석2-3ㄱ(4,善行(인명),宅行(인
명),14ㄴ(2,色受相行識,行陰),20ㄱ(2,緣은 行이오,行緣은識이오),20ㄴ(2, 行이 滅하
고, 滅이 行면),21ㄱ(2,일후미 行이니, 行 뮐씨라),21ㄴ(受想行識),22C(行
롯),22D(無明緣行로),24ㄴ(修行),25ㄱ(2,修行 닷가 行씨라),26ㄴ(2,同行,同
行),34ㄱ(2,周行),67ㄱ(2,行幸신대,行 녈씨오),67ㄴ(2,行幸,行幸)/법언1-7ㄱ(미
러 行면),8ㄴ(世間애 盛히 行야),43ㄱ(悲 行시고),61ㄱ(祥瑞 나토샤 行싸

289) 묵서로 방점 지움. 

290) 묵서로 방점 지움.

291) 교정(‘H’방점을 필획으로 가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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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63ㄴ(菩薩道行시닐 보오며),64ㄱ(四衆의 修行得道로브터 버거),76ㄴ
(布施 行),79ㄱ(2, 修行- 有行施),83ㄴ(菩薩道行시논),119ㄴ,122ㄴ(2,長行
이),125ㄴ(2,큰 道 行야),126ㄴ(2,됴 業을 行야, 큰 道 行야), 137ㄱ
(道法을 다 行며),150ㄴ(2,道 行야),151ㄴ(於億劫行道로), 162ㄴ(行샨 道
),164ㄴ(이 行시던 道ㅣ가),165ㄱ(行시던 道),190ㄱ(行이 내 中에),198
ㄱ(種種行논),199ㄱ(本來ㅅ行니르샤),200ㄱ(妙道 行티 아니야),201ㄱ(妙道
 行면),206ㄱ(慈 行시며),212ㄱ(佛子ㅣ行道면)ㄴ(能히이道行면),224
ㄴ(내 行혼 佛道),235ㄴ(過去佛ㅅ行샨),237ㄴ(順야, 行호리라)/능활1-17ㄱ
(3,다 行사),ㄴ(2, 修行方便,모 行 사미),18ㄱ(眞實修行),26ㄴ(平等한 慈 
行야),27ㄴ(行止),28ㄴ(慈行던),31ㄱ(學과 行괘),69ㄱ(修行)ㄴ(종일토록 行
야),70ㄱ(行 라미),73ㄴ(一體ㅅ어려이 行 法엣),74ㄱ(行호매),80ㄱ(修行),92ㄱ
(行客),96ㄱ(갓로이 이 行야),97ㄱ(갓로 일 行호미니)/남명상11ㄴ(2,六度萬
行이),12ㄱ(2,萬行),16ㄴ(一行),19ㄱ(修行),20ㄱ(3,諸行,諸行,行),28ㄱ(샹녜 하오
行야),30ㄴ(行티 몯릴 病 아니로라 야),49ㄴ(行脚),59ㄱ(行人)ㄴ(4, 行藏,行
脚, 行, 行커나),63ㄱ(檀行호),66ㄱ(萬行)/남명하2ㄴ(行李),6ㄴ(行李),20ㄱ(4, 
逆行, 順行, 거스리行며 順히 行며)ㄴ(行李),34ㄴ(助道加行功),35ㄴ(3, 住티 아
니며, 行티 아니며,行티 아니호 途中에 行티아니시라),40ㄱ(修行리),45ㄴ
(蹭蹬 行야 나가디 몯시라),54ㄴ(3,修行야,禪那行요,禪行야),60ㄱ
(庵子짓고 修行호)/영험12ㄱ(呪心을 行야),14ㄱ(末世옛 修行 사히)>

  동운R<남상50ㄴ(2,蒙山道明禪師ㅣ盧行者차, 行者ㅣ곧 道明의 오  보시고)>
  동운H<석상6-4ㄴ,(여슷苦行샤),17ㄴ(六年苦行샤),41ㄱ(2,苦行),42ㄴ(3)/석상

9-3ㄱ(2,明行足,明行足  뎌기 가실씨라),28ㄴ,29ㄱ(그지 업슨 菩薩行과/
부텨ㅅ行과)/석상13-3ㄱ(2, 密行第一이오),14ㄱ(修行야),18ㄱ(修行야),27ㄴ(號
 日月燈明如來等應供正徧知明行足善逝世間….이러시니.)292),28ㄱ(梵行앳相이더
시니),51ㄱ(2),54ㄱ(菩薩行, 聲聞行, 人天行)/석19-8ㄱㄴ,25ㄴ,(이상 修行),27ㄱ(知
明行足),28ㄴ(知明行足),43ㄱ(2,修行)/석상23-9ㄱ(2,難行苦行야),13ㄱ(修行
야),30ㄱ(無上行살펴보쇼셔)/석상24-17ㄴ(修行),26ㄱ(苦行)ㄴ(苦行),30ㄱ(修
行),36ㄱ(苦行),46ㄱ(梵行)/월석2-59ㄴ(十行),60ㄱ(四加行),60ㄴ(行 뎌기
오),61ㄱ(2,十行,大悲行),61ㄴ(十行)/법언1-4ㄴ(4:妙行로),6ㄴ(安樂行品中에),7ㄱ
(2,智行, 거름마다 普賢行門이라),9ㄱ(나닌 仁義行애 기우다니라),15ㄱㄴ(2, 
安樂行애, 功行),16ㄱ(2, 行境을 나토아 뵈샤, 일후미 行로 脂流通시니),25ㄴ
(德行의올며),26ㄱ(行 사 아롤 디니라),32ㄱ(羅云密行괘),43ㄴ(萬行用이요),44
ㄱ(普賢行이어신),,64ㄴ(菩薩諸佛ㅅ行相보고),71ㄴ(種種行 닷가),73ㄴ(2, 種
種行로 用삼고, 行이 慧의 일우믈得야), 84ㄱ(2, 六度衆行, 實相妙行),91ㄱ,93ㄱ

292) 號 日月燈明如來等應供正徧知明行足善逝世間(…)이러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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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95ㄴ,97ㄴ(2),99ㄱ,116ㄱ(梵行 닷더니),ㄴ(無量道 行시면),151ㄴ(걋 行
 려 나토시니라),189ㄴ(3,내 이 行이라 혜며,내 行과 달오라 혜며,내 行中에 잇
다 며),199ㄱ(本來ㅅ行니르샤),201ㄱ(心行),201ㄴ(2,妙道行면우흿行티아
니호매),202ㄴ(行 싸  후에),203ㄱ(行 싸커니와),206ㄴ(安樂行에),215ㄴ(여
러 行),216ㄱ(2, 行  相이 妙行 아니니 업스릴,),ㄴ(2,聲聞行,賢聖行),223ㄴ
(모 行애 처 드러 니샨),228ㄱ(여러 行과),243ㄴ(如來ㅅ正 行 닷골 길흘)/
능활1-3ㄴ(行相),7ㄱ(4,뉘萬行이 외리오, 因업스며 行업스며)ㄴ,15ㄱ(菩薩萬行),16
ㄴ(學과 行 둘히오라), 33ㄴ(幻觀 定 브텨 行을 낼씨니),42ㄱ(萬行이),80ㄴ(行
實)/남명상18ㄱ(功行),80ㄱ(4,行 닷골디니)/남명하11ㄴ(3, 行位,行位,行業),12ㄱ
(2,行業 行과 善과 惡괏業이니),15ㄴ(三絃 十住와 十行과 十回向괘라),20ㄴ(行
李 逆거나 順커나 올커나 외어나 호매 變化호미 다업슬시라),41ㄴ(行 닷고),74ㄴ
(妻子 다리고 나마곰 업슨 行 지면)>

   동운L<법언1-151ㄴ(나닌 長行 니라)/남상35ㄴ(2,빗근 行앳 印字 나시오 션
行앳 印字 실알시니)

   동운H
   ∎월곡L<8ㄱ(周行七寶)>
     월곡H<19ㄴ(修行),20ㄴ(雪山苦行林),22ㄴ(苦行),30ㄴ(前生修行),42ㄱ(過劫苦

行),51ㄴ(苦行),67ㄱ(頭陀行)>
     월곡L<67ㄱ(七寶行樹間에)

[垓]동운L갱
    ‣L<남명하5ㄱㄴ(九垓)>

【험】

[驗] 동운H<월석2-74ㄴ/능활1-85ㄴ>
     ‣R<남명상21ㄴ>
     ‣H험<영험4ㄱ,12ㄴ>

【현】

[現]H<석상6-41ㄱ/석상13-50ㄱ,54ㄴ,58ㄴ/석상19-23ㄱ(2)ㄴ(3),43ㄱ/석상23-26
ㄱ,29ㄱ/석상24-49ㄴ(2)/월석서5ㄴ(2)/월석서5ㄴ(2)/월석1-34ㄱ(2)/월석2-10ㄱ
ㄴ,21ㄴ(2),31ㄱ,68ㄴ/법언서-22ㄴ/법언1-6ㄴ,43ㄴ,61ㄴ,62ㄴ,64ㄴ(4),84ㄴ,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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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118ㄴ,133ㄴ,133ㄴ,141ㄴ,148ㄴ,174ㄴ,175ㄱ(2),177ㄴ,179ㄴ(4)ㄴ,181ㄱ,182
ㄱ,190ㄱ,193ㄱ,207ㄱ,227ㄴ(2),234ㄱ,236ㄴ/능활1-37ㄱ,43ㄱ,45ㄴ,78ㄱ/영험2ㄴ/
남명상15ㄱ,39ㄱ,54ㄴ/남명하14ㄴ,47ㄴ>

    ‣L<법언1-142ㄱ(諸煩惱漏ㅣ와 現니),184ㄱ(現在신 十方)>
   ∎월곡 H<40ㄱ>

【호】

[琥]동운R
     ‣H홍<석상19-3ㄱ>

【화】

[化]동운H황<석상6-7ㄴ([R황]에서 교정), 29ㄱ,34ㄱ,44ㄱ(교정: 묵서로 방점 하나를 지
움)/석상9-:1ㄱ(2,[R황]에서 교정),19ㄱ(교정 동일)/석상13-6ㄱ7ㄴ(‘R황’에서 교
정),14ㄴ,45ㄴ(‘R황’에서 교정),49ㄴ,55ㄱ,61ㄱ(이상 동일하게 교정됨)/월석1-1ㄱ
(2),14ㄴ,15ㄱ,19ㄱ(2),25ㄴ,31ㄴ(2),32ㄱ(2),39ㄱ(2)/월석2-15ㄱ,23ㄱ,24ㄱ,30
ㄴ,36ㄴ,50ㄱ,52ㄴ(2),53ㄱ,54ㄴ(6),55ㄱ(5),70ㄴ,74ㄴ,75ㄱ,76ㄴ/법언서-12ㄴ
(2),13ㄱ,15ㄱ,(14ㄱ,25ㄴ)/법언1-5ㄱㄴ(2),6ㄱ(2),14ㄱ,31ㄴ,32ㄱㄴ,39ㄴ(2),46ㄱ
(2)ㄴ(2),77ㄴ(敎化),93ㄱ(敎化)ㄴ(物化),112ㄱ(교화),116ㄱ(이初後燈明ㅅ法化
와),125ㄴ(2, 敎化),131ㄱ(化城品),165ㄱ(化야 나니),169ㄴ(2,敎化),169ㄴ
(2),182ㄱ,185ㄱ(2),190ㄴ,205ㄱ(이상 敎化),206ㄴ(物을化면),207ㄴ,208ㄱ,213
ㄴ,219ㄴ,220ㄴ,(이상 敎化),223ㄱ(옮겨 化신 이),234ㄱ,235ㄱ,246ㄱ,(이상 敎
化)/능1-4ㄱㄴ(敎化)/능활1-3ㄴ,4ㄱ,16ㄱ,21ㄴ(敎化),27ㄴ,32ㄱㄴ/영험4ㄴ/남명상
-11ㄴ,30ㄱ,31ㄱ,32ㄴ,42ㄴ,47ㄴ,48ㄴ(2),63ㄴ,66ㄱㄴ(四生…濕과 化왜라,化門 
니와시라),67ㄱ(千年이면 化야 茯笭 외니라)/남명하2ㄴ,18ㄴ,20ㄱ(3),23
ㄴ,36ㄱ,39ㄴ,63ㄱ(2),69ㄴ>

   ‣R황<석상19-2ㄴ(2, 化生과), 3ㄴ(모두 교정 안됨, 法化), 32ㄴ(사 化야),35
ㄱ(三藐三菩提敎化),36ㄴ(敎化샤),37ㄱ(저절로 化야)/석상23-10ㄱ,12ㄴ,29ㄱ
(一千化佛이 現ㅎ야)/석상24-16ㄴ(種種變化야)>

   ∎월곡H화<31ㄴ,39ㄴ,47ㄱ,53ㄱ,60ㄴ,71ㄴ>

【후】

[睺]H{38회}<석상6-1ㄴ(2),3ㄱㄴ,7ㄴ,9ㄱ(2),9ㄴ,10ㄱ/석상13-2ㄴ,3ㄱㄴ,9ㄴ(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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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13ㄱ,32ㄱ/석19-15ㄱ,21ㄱ(2),38ㄱ,39ㄴ/석상23-7ㄴ/석상24-5ㄱ/월석1-14
ㄱ,15ㄱ/월석2-2ㄱ(3)ㄴ(2)/법언1-30ㄴ,33ㄴ,50ㄴ,51ㄱ,52ㄱ,59ㄴ,104ㄱ>   

[後]동운R<석상6-10ㄴ,12ㄴ(2),27ㄴ,36ㄱ(2),39ㄴ/석상9-2ㄱ,19ㄴ,40ㄴ/석상13-14
ㄴ,24ㄱ,28ㄱ(2),29ㄴ(2),35ㄱㄴ,38ㄱ,41ㄴ(2),51ㄱ(2),54ㄱ,61ㄴ,62ㄱ(2)/석상
19-1ㄱ,5ㄴ,6ㄱㄴ,11ㄱ(2),24ㄱ,28ㄴ,29ㄱ,32ㄴ,33ㄴ,36ㄱ,37ㄱㄴ,43ㄱ/석23-3ㄱ
(2),4ㄱㄴ,5ㄱ(2),6ㄱㄴ,7ㄱ,11ㄴ,12ㄱ,13ㄱ(2)ㄴ,30ㄴ,31ㄴ,32ㄴ,33(3)ㄱㄴ,34ㄱ
(3)ㄴ(2),35ㄱ(3)/석상24-2ㄱ,8ㄴ,9ㄱ,11ㄱ,17ㄱ,19ㄴ,28ㄱ,31ㄴ,33ㄱ,39ㄱ,45
ㄴ,52ㄴ/석상서1-ㄱ,6ㄴ/월석서3ㄱ/월석1-3ㄱ,7ㄱ,11ㄴ,12ㄱ(2)ㄴ,14ㄱ,16ㄱ,18
ㄴ,21ㄱ,31ㄴ(3),39ㄴ,41ㄱ,42ㄴ(2),43ㄱ(2)ㄴ(2),44ㄱㄴ,45ㄱㄴ(5),48ㄱ,49ㄱ(3)
ㄴ/월석2-3ㄴ,4ㄱ,9ㄱ,13ㄱ,16ㄱ(2),25ㄴ,42ㄴ,49ㄱㄴ(4),58ㄴ,60ㄴ,62ㄱ,64ㄴ/법언
서-9ㄱ,10ㄴ,18ㄱ/법언1-5ㄱ(2),7ㄱ,10ㄱ,55ㄴ,63ㄴ,65ㄱ,67ㄱ,79ㄱ,85ㄱ,86ㄱ,95
ㄱ,96ㄴ,97ㄱ,99ㄱ(3),100ㄴ(2),110ㄴ,112ㄱ(2),115ㄱ,116ㄱ,125ㄴ,126ㄴ,127
ㄴ,133ㄴ,142ㄱ,152ㄴ,153ㄴ(2),155ㄱ,156ㄴ,158ㄱㄴ,164ㄱ,192ㄱㄴ,193ㄱ(2),194
ㄱ,202ㄴ,215ㄴ,227ㄱ,234ㄱ/능활1-2ㄴ,3ㄴ,8ㄱ,13ㄴ,14ㄱㄴ(4),15ㄱ(3)ㄴ(3),16
ㄱ(3)ㄴ,17ㄱ,18ㄱ(3),26ㄴ,27ㄴ,30ㄴ(2),31ㄱ,43ㄱ,44ㄴ,51ㄱ,65ㄴ,80ㄴ,89ㄴ
(2),92ㄴ/영험2ㄱ,9ㄴ,12,15ㄱ(2)/남명서1ㄴ,2ㄱ/남명상3ㄴ,8ㄱ,12ㄴ,26ㄴ,30ㄱ,31ㄴ
(2),36ㄴ,42ㄱ(3)ㄴ,51ㄴ,52ㄱ,54ㄴ,60ㄱ(3),61ㄱ,63ㄴ,65ㄴ,74ㄴ,80ㄱ/남명하4ㄴ,8
ㄱ,25ㄱ,26ㄴ,44ㄴ(2),53ㄱ,59ㄱ,60ㄴ,61ㄴ,67ㄴ,70ㄱㄴ,75ㄱ,76ㄴ,77ㄱ>

   동운H
    ‣L<법언1-224ㄱ(시혹 滅後에 다가 이 法 드르닌)
     ∎월곡R<2ㄴ,4ㄱ,17ㄱ,31ㄱㄴ>

【흥】

[興]동운L<법언서-10ㄴ(大興善寺 北天竺沙門 䦙那笈多의 後에)/법언1-17ㄴ(姓은 姚ㅣ
오 일후믄 興이니 秦國ㅅ 王이 외니라)/남명하57ㄴ(나라히 興盛하고)>

    동운H<남명상49ㄱ(江海예 헤 니니 기픈 근원에  롤 興이 오히려 잇도다293))>
    동운H힌(上同 釁)

293) 구결문 “遊江海니 窮極淵源홀 興酉在도다”에 대응하는 언해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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