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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어학 연구 맹아기의 지석 과 주시경의 

표기·음운·문자 연구의 맥락

이  환 *

1)

1. 들어가며

2. 자음 련 연구 기술

3. 모음 련 연구 기술

4. 운소 련 기술

5. 문자와 음소 구별 련 기술

6. 나오며

록: 이 은  국어학 연구 맹아기에 이루어진 국어의 표기와 음운과 문자에 한 논의

를 지석 과 주시경을 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세부 으로 자음, 모음, 운소, 문자에 한 고찰

을 통하여 그간 주시경에 비하면 상 으로 심의 상이 되지 못했던 지석 의 연구에 심

을 두어 살피고 이로써 지석 과 주시경이 보인 표기와 음운과 문자에 한 논의를 비교하여 그 

흐름과 성격을 이해해 보려 하 다. 자음이나 모음에 해서는 주시경에서 ‘자음’, ‘모음’이란 용

어가 사용되어 있으나 조음 음성학 인 면에서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음 의 구성 요소의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다. 자음은 조음 방법 면에서 청탁으로써 소리의 분류와 기술이 이루어졌

다. 주시경은 상세한 논의를 개하 는데 탁음을 하나의 요소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정의하

여 비록 성운학에 온 청탁이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개념은 차이를 보임이 에 띈다. 모음에서는 

합음이란 말을 써서 ‘ㅑ, ㅕ’, ‘ㅐ, ㅔ’, ‘ㅣㅡ의 합음인 ㆍ’ 등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소리에 

을 맞춘 것이 아니라 문자 사용과 련한 표기에 을 맞춘 것이다. 그 결과 이  모음에서 

반모음을 분석하지 못하고 ‘ㅑ, ㅕ’를 ‘ㅣㅏ, ㅣㅓ의 합음’과 같이 보게 되었다. ‘ㆍ’를 ‘ㅣㅡ의 합

음’으로 본 것은 화음, 국어의 표기 양상을 두루 고려한 것이나 실제 결론은 ‘ㅑ, ㅕ, ㅛ, ㅠ’와의 

계가 시된 결과이다. 운소와 련해서는 지석 이 강조한 높낮이, 장단에 한 것이 주시경

에도 잘 수용되어 주시경은 강약까지 더한 운소에 한 연구로 이어 갔다. 문자의 사용에서는 국

* 남 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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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표기에는 불필요한 ‘ㆁ, ㆆ, ㅿ, ◊’ 등에 해서 지석 은 민간 행용 부 당으로 단하고 있

는 반면에 주시경은 그 소리는 있으니 아니 쓸 수가 없다와 같이 기술하여 이 문자들의 정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이상의 논의 내용  논의 방법을 보면 지석 과 주시경 

모두 통 으로 표기, 음운, 문자를 연구하는 틀에 바탕을 두고 연구하 다는 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지석 , 주시경, 표기, 음운, 자음, 탁음, 격음, 모음, ‘ㆍ’, 이  모음, 반모음, 합음, 

높낮이, 장단

1. 들어가며

이 은  국어학 연구 맹아기에 이루어진 국어의 표기와 음운에 한 논의

를 池錫永과 周時經을 심으로 하여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 인 검토 

상은 지석 의 연구로는 ｢국문론｣(1896), ｢新訂國文｣(1905), �大韓國文說�(1907)

을 상으로 하며, 주시경의 연구로는 표기와 음운과 련한 논의가 본격 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國文文法�(1905), �國語文法�(1898 탈고)의 유일한 傳本인 �말�

(1908), 그의 연구 성과가 집 성되어 있는 �말의 소리�(1914)를 상으로 한다. 

그리고 둘 모두와 련되는 國文硏究所의 �國文硏究議定案�(1907-1909)를 상으

로 한다.

이 둘을 비교하여 살피고자 하는 것은 공식 ·비공식 으로 지석 과 주시경이 

같은 공간에서 활동을 하며 국어의 표기와 음운에 하여 고민을 함께하여 왔기 

때문이다. 구체 으로 이 둘은 지석 이 의학교 교장 시 인 1907년 2월 1일에 의

학교 안에 세운 국문연구회에서 같이 활동을 하 다. 이때 주시경은 박은식, 이능

화, 유일선, 이종일, 용규, 정운복, 심의성, 양기탁, 유병필과 더불어 연구원으로 

국문 표기법 등을 연구하 다. 그리고 1907년 7월에 學部에 설치되었던 國文硏究

所에서 지석 과 주시경은 어윤 , 이능화 등과 더불어 원으로서 활동을 하 다. 

이런 이들의 행 은 이 둘의 논의를 같이 통합 으로 다루어 볼 필요성을 잘 보여 

다.



․ 국어학 연구 맹아기의 지석 과 주시경의 표기·음운·문자 연구의 맥락 581

지석 은 표기와 음운에 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字典釋要�(1909)와 � 文�

(1909) 등을 편찬한 바 있다. 그리고 주시경은 朝鮮光文 에서 국문 문서  사  

편찬에 한 비를 하 고, 崔南善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新字典�(1915)의 편찬 

과정에서 국문 뜻풀이 등을 담당한 바 있다. 그러므로 �新字典�에 반 된 국문 뜻

풀이에는 주시경의 국문  표기에 한 실질 인 인식과 처리가 고스란히 반 되

어 있다. 이처럼 이들은 유사 공간에서 표기, 음운에 한 연구를 하 다는 것 이

외에도 각각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자를 매개로 한 공구서 편찬을 하

다는 에서 공통 을 지닌다.

지석 이 이처럼 표기와 음운에 한 연구를 한 데에는 의학자로서의 행 과 

한 련을 맺는다. 그는 종두법과 련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담은 한문으

로 된 �牛痘新說�(1885)를 지어 우두의 실시  천연두의 치료 등에 한 기술을 

하 는데, 이런 경험이 계기가 되어 방 의학에 련한 본격 인 연구와 집필에 

뛰어들어 서양 의학의 연구 내용을 담은, 순 국문으로 된 �신학신설�(1891)을 

술하게 된다. 이런 그의 의학 련 술 양상은 새롭고 문 인 의학 지식을 보

하고 활용하는 데에 언어의 문제가 요한 것임을 깨닫는 과정과 한 련을 

맺는다. 결국 지석 은 지식의 보 과 활용을 해서는 국문을 효과 으로 사용해

야 함을 느끼고 이를 해서는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에

는 음운에 한 연구가 기본 인 것임을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격 으로 

국어, 국문에 한 연구에 뛰어들게 된 것이다.

주시경은 1894년에 培材學 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독립신문사에서 校補員으

로 근무하면서 심을 갖게 된 표기 통일에 한 건이 계기가 되어 국어 연구에 

을 뜨게 되었고, 이 심의 결과로 1897년에는 �독립신문�에 ｢국문식｣을 발표하

게 되었다. 이 이래로 그는 표기, 음운, 문법에 한 연구에 힘을 다하여 �國文文

法�(1905)를 비롯하여 � 한국어문법(國文講義)�(1906), �말�(1908), �國語文典音

學�(1908), �高等國語文法�(1909), �國語文法�(1910), �朝鮮語文法�(1911), �소리

갈�(1912), �말의 소리�(1914) 등의 작을 하 다. 그리고 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문연구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것 외에도 1907년에 설립된 조선언문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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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金枓奉, 李奎榮, 權悳奎, 申明均 등을 후학으로 양성하 다.

이와 같은 지석 과 주시경의 행 을 고려할 때 국어의 표기와 음운에 한 연

구에서 이 둘의 치는 굉장히 요하다. 이에 이들의 연구와 행 에 하여 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연구의 심은 단연 주시경에 놓여 있다. 주시경의 연

구와 련해서는 김민수(1962)를 비롯하여 고 근(1978, 1988), 이병근(1985), 권

재선(1986, 1988), 최호철(1989), 한택동(1996, 1999), 정승철(2003) 등에서 그 흐

름을 악할 수 있다.

김민수(1962)는 주시경론을 한 서론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주시경의 생애

와 업 이 개 되어 있는데, 이에는 주시경의 업  련 연구를 하는 데에 꼭 알

아야 할 주시경의 행 과 연구자들 사이의 계가 잘 기술되어 있다. 권재선(1986, 

1988)은 주시경의 마디와 토 개념 등을 살피며 權靖善의 �正音宗訓(1)�로부터의 

향이 다루어진 것이다.

이처럼 권정선의 향 등을 종합 으로 고려하며 주시경의 기 음운 이론을 

다룬 연구로 한택동(1996)이 있다. 한택동(1996)에서는 ｢국문론�(1897), ｢말｣

(1901), �國文文法�(1905), � 한국어문법�(1906), ｢국문｣(1906∼1907), ｢국어와 국

문의 필요｣(1907), ｢必尙自國文 ｣(1907)을 상으로 표기 체계, 음운 체계, 음운 

상을 다루어, 주시경 각 연구에서 이루어진 핵심 인 내용의 악에 이바지하

다. 한택동(1999)는 �국문연구�(1909)를 심으로 이곳에서 논의된 표기법과 본음

에 한 인식의 계를 다룬 것으로 주시경의 형태음소주의 표기법에 한 논의 

내용을 살핀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한택동(1996, 1999)에서는 주시경의 국문 

연구에는 통 인 연구 방법의 흐름이 크다는 이 부각되었다. 이런 흐름은 주

시경에게 미친 어 문법 등의 서구 문법의 향에 주목한 이기문(1976), 고 근

(1978), 최호철(1989) 등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인다.

정승철(2003)은 �말�을 심으로 주시경의 근  언어학  인식의 양상과 특징

을 살핀 것으로, 주시경이 분석  연구 방법을 개하여 규칙  교체와 불규칙  

교체를 구별하여 기술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형태 음소  표기법을 주장하게 

된 과정을 천착하 다. 이를 통하여 주시경이 생각한 本音이란 언어  일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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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는 것으로 일종의 正音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고 하 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와 여기에서 거둔 성과로 우리는 주시경의 음운과 표기 

연구에 한 체  흐름과 세부  내용을 살피는 데에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되었

다. 이런 연구 결과는 주시경이 표기와 음운에 한 연구를 통해 거둔 성과가 이

후의 인 연구에 끼친 공이 매우 크다는 에서 요성을 띤다. 

이런 연구에 비해서 지석 의 표기와 음운에 한 연구에 해서는 풍성한 연

구가 이루어졌다고 하기가 어렵다. 이에 해당하는 연구로 우선 김민수(1980가: 

208-210)을 들 수 있는데, 이곳에서는 ｢新訂國文｣에서 지석 이 ‘ㆍ’를 ‘ㅣㅡ合音’

으로 보고 ‘��’를 창작한 것에 닥친 많은 비 이 결국은 國文硏究所의 설치로 이어

지게 되었고 이곳의 회의에서 지석 의 안이 부결되었다는 정도의 기술이 간략히 

되어 있다.

한동완(2006: 17)에서는 지석 의 ｢新訂國文｣이 국문연구소 설립에 직 인 

동기가 되었으며 그가 제기한 ‘ㆍ’의 폐지, ‘��’의 사용, 종성 8자만의 인정 등에 

하여 많은 심이 집 되고 비 도 제시된 바 있음이 다루어졌다. 그리고 ｢國文硏

究議定案｣ 체를 어역을 하고 역주  해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석 의 주장

이 어떤 것이 핵심이며 이와 련한 국문연구소 원들의 반응  생각이 어떠했

는지를 살피고 있다. 이를 통하여 지석 이 낸 안 가운데에 국어음의 장단을 표시

하기 한 기가 채택된 것 등도 볼 수 있는 등 지석  연구가 어떤 평가를 받

았는지를 살피는 데에 참고가 되는 논의가 이루어져 있다.

이를 보면 지석 의 안 가운데에 운소에 한 것은 상당한 평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운소에 하여 지석 을 비롯하여 리 운, 신해  등의 이 무렵의 

연구자들이 어떤 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운소 표시를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하

는지에 해서는 신유식(2001)에서 논의된 바 있다.

재 필자가 악한 바로는 지석 의 표기  음운에 한 연구는 략 이 정

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지석 이 주시경에 비하면 많은 작을 남기지 

않아 주시경에 비하면 알 수 없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표기와 

음운 연구에 화제를 던지고 논의의 마당을 제공하여 이와 련한 논의가 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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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이바지를 하 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 그는 �자선석요�, �언문�, 

�아학편� 등의 훌륭한 공구서를 편찬하는 업 을 남겼다. 그러한바 그가 기술한 

바를 좀 더 상세히 살피고 그가 편찬한 공구서를 참고 자료로써 활용을 한다면 지

석 이 표기와 음운에 하여 어떤 생각을 하 는지 구체 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지석 과 주시경을 균형을 맞추어 가며, 이 둘이 보인 국어의 표기와 

음운에 하여 어떤 연구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고 주시경의 연구에 하여 그 당

시의 연구사  흐름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 자음 련 연구 기술

1) 자음의 정의

자음과 련하여 지석 이 정의를 내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이와 련한 용

어 사용을 보면 지석 은 자음 는 닿소리와 같은 말은 쓰고 있지 않고 통 으

로 써 왔던 성과 종성이란 말로써 자음에 해당하는 내용에 하여 기술을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가 여한 學部의 국문연구소에서 작성한 보고서인 �國文硏究議定

案�(1907-1909)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지석 이 자음을 어떻게 보고 있었는

지는 성, 종성에 한 기술 내용을 자세히 찰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하여 주시경은 �國文文法�(1905)의 제7과 ｢음｣에서 “음: 그 음이 

스스로 발하지 못하고 모음을 의지한 후에야 그 소리가 나는 것이니”와 같은 기술

로써 ‘음’이란 말을 사용해 가며 자음을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음 과 련지어 

자음이 홀로 발화될 수 없음을 주목한 것이다. �말의 소리�(1914)에서는 “홀소리

에 닷아야 나는 소리를 이름이니라”와 같이 역시 모음에 기 어 설명을 하고 있어

서 �國文文法�에서의 정의와 차이가 없다. 이런 정의는 자음의 발음 방법상의 특

징에 을 맞춘 것이라기보다는 음 과의 계에서 설명을 한 것으로, 이때의 

자음은 성이나 종성을 가리키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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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의는 오늘날에 닿소리를 “목, 입,  따 의 발음 기 에 의해 구강 통

로가 좁아지거나 완 히 막히는 따 의 장애를 받으며 나는 소리.≪표 국어 사

≫” 정도로 정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보면 ‘닿음’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이냐

에 해서 차이가 있고 특색이 있다. 그 차이란 주시경은 오늘날과는 달리 조음 

시 조음체의 움직임과 련된 정보로 닿소리를 정의하지 않고 음 을 제로 모음

에 의존 인 성격을 지닌 것을 자음으로 보았다는 에 있다. 이는 음 을 심으

로 하여 성과 종성을 인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통 인 음운에 

한 인식의 틀이 여 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자음에 하여 지석 이 따로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은 것은 통

인 조선의 문자학과 이와 연 이 되는 성운학에서 음 을 분석하여 한 음 을 이

루는 개별 인 소리를 인식한 틀에서 표기와 음운을 살폈음을 보여 다. 그리고 

주시경은 ‘음’이란 용어는 사용하게 되었으나 이 한 본격 으로 서구 언어학을 

수용한 정의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통 인 정의의 연장선상에서 자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다고 하겠다.

 

2) 자음의 청탁에 한 이해

자음의 청탁에 하여 지석 은 이 다 할 만한 기술을 하고 있지 않다. 그 기

에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알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여 주시경은 �國

文文法�(1905)에서 자음에는 “청탁경 의 분별이 있느니라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이 여덟 자음은 순일한 청음이니 국문 자음의 분별근본이니라 ㅋ ㅌ ㅍ ㅈ ㅊ 

ㅎ ◊ ㆁ ㆆ을 통이 탁음이라 하는 것이니 그 분별이 좌[필자 주: 다음]와 같으니

라 ㅋ는 ㄱ의 탁음이니 곧 ㄱㅎ의 합음이요 ㅌ는 ㄷ의 탁음이니 곧 ㄷㅎ의 합음이

요 ㅍ는1) ㅂ의 탁음이니 곧 ㅂㅎ의 합음이요”와 같이 기술하여 자음을 청음과 탁

음으로 구분함으로써 청탁에 한 인식을 보여 다.

1) 조사를 이처럼 사용하 음을 보면 ‘ㅋ’는 ‘키’ 는 ‘크’로 읽고, ‘ㅌ’는 ‘티’ 는 ‘트’로 읽

고, ‘ㅍ’는 ‘피’ 는 ‘ ’로 읽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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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자음을 청음과 탁음으로 구별하는 태도는 용어의 사용에서 느낄 수 있

듯이 聲韻學에서 성모를 청탁으로 구별하는 것과 �훈민정음�에서의 성의 구별

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 으로 성운학에서 행해지던 

청탁의 구별과는 다음과 같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용어 사용

은 그 로라고 하더라도 내용에서는 달라진 이 있음이 주목된다.

              청탁  분류

 소리
성운학에서의 통  분류 주시경의 분류

ㄱ, ㄷ, ㅂ, ㅅ 청음 청음

ㅈ
청음

탁음 → 청음(수정안)

ㆆ 탁음

ㅋ, ㅌ, ㅍ, ㅊ, ㅎ 차청음 탁음

ㄴ, ㄹ, ㅁ, ㅇ 불청불탁음 청음

ㆁ 불청불탁음 탁음

<표 1> 주시경의 �國文文法�(1905)에서의 청탁에 한 분류 

<표 1>에서 보듯이 주시경이 쓰는 청탁의 개념이 성운학과 �훈민정음�에서 보

이는 청탁의 개념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굉장히 주목되는 바

라고 하겠다. <표 1>에 따라서 이해하면 그간 말하는 탁음은 純一하지 않은 자음

으로 생각된다.

이  ‘ㅈ’을 탁음으로 처리한 것에 해서 �國文文法�에서는 “ㅈ는 그 모양이 

ㅅ에 ㅡ를 더얏고 자회와 통셕에 ㅈ를 탁음 편에 썻지라 그런즉 ㅈ를 ㅅ의 탁

음이라 겟 지  니리[필자 주: 이르는]2) 로 미루어 보면 그 음이 청

니라 모양과 음을 짐작야 경탁음이라  만지 혹은 반탁음이라 반쳥음이라 

더라 ㅈ와 ㅅ이 갓치 상(商)에 속 이요3) ㅈ가 ㅅ의 탁음은 아니니라<10

2) 이 ‘니리’은 ‘니리다’의 형사형인데, 이 말은 ‘이르다’ 즉 ‘일컬어지는, 말해지는’ 정도의 

의미에 해당하는 말로 보인다. ‘니리다’는 ‘이르다’의 경북 방언으로 �우리말샘�에 실려 있다.

3) ‘ㅈ’과 ‘ㅅ’이 같은 商에 속한다고 한 것은 통 인 五音[宮(후음), 商(치음), 角(아음), 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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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를 보면 주시경은 �訓蒙字 �(1527)과 �華東正音通

釋韻 �(1747)에서 ‘ㅈ’을 탁음으로 분류한 것에 따라서 일단 탁음으로 제시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내 이것이 잘못임을 알고 실제로는 탁음이 아니라 청음

이라는 서술을 수정안으로 덧붙 다. 

이를 보면 ‘ㅈ’을 탁음으로 제시한 것은 ‘지  니리’이란 말에 기 어 생각하여 

보면 주시경의 의견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일반 으로 유통되었던 생각을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훈몽자회�와 �화동정음통석운고�를 보면 ‘ㅈ’의 

청탁에 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한 �훈몽자회�에서는 청탁에 한 기술 자

체가 아  없기도 하다. 따라서 주시경의 이런 기술이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분명

치 않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에서 주시경의 찰은 불투명한 면이 있고, 실

제  문헌들을 직  찾아보고서 기술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이런 청탁에 한 기술이 �말의 소리�(1914)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석

의 술에서도 청탁에 한 기술은 에 띄지 않는다. 다만 지석 의 ｢新訂國文｣

(1905)와 �大韓國文說�(1907)을 보면 ‘ㅋ, ㅌ, ㅊ’에 重聲이라는 주를 달고 있는

데, 이 주로써 이들이 純正한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들이 섞인 것을 표시한 것

이 있는 정도이다.

이를 보면 주시경이 청탁의 구별에 해서 당시에 논의되던 바에 따라서 기술

을 하기는 하 으나 그런 논의에 문제 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민하 던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청탁과 연 되는 지석 의 논의를 통해서는 구체 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주시경이 어떤 문제 이 있다고 생각했는

지는 명확히 알기도 짐작하기도 어렵다. �말의 소리�에 이와 련한 기술이 보이

지 않는 것은 탁음이 없는 국어음의 실에서 청탁에 의한 자음의 구별이 국어의 

자음 연구에 만족스러운 틀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고 단한 분 기와 련을 맺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련하여 국문연구소의 �국문연구의정안�(1907-1909)에서는 “音에 又 全

(설음), 羽(순음)] 는 여기에 半徵(반설음) 半商(반치음)이 더해진 七音의 구별에서 이 

두 소리들이 치음에 속하는 것임을 기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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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淸濁의 別이 有니 此는 其 音韻의 輕重深淺을 分얏으나 訓民正音에는 定例

가 無고 且後 慣用上에도 此에 注意는 가 無別니라 上述바 字體及發音

의 沿革은 或 國語音에 無을 因며 或 發音의 相似을 因하며 或 書寫上에 便

宜을 因며 或 成音에 難을 因야 或 滅除 或 廢止 或 混疊에 至니라”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청탁의 변동이 심한 지경인데, 청탁의 구별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고, 기 으로 삼을 만한 것이 마땅치 않고, 발음상으로

도 구별하기 어려움이 많은 것 등의 이유로 그간 심의 상으로 삼지 않았던 상

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시경이 청탁에 심을 가지고 청탁을 구별하여 자음을 구별하

여 이해하고자 한 것은, 분류 기 을 세워 자음을 분류하고 이에 바탕을 두고 자

음과 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해하고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에서 시

으로 요청되는 바 다.

3) 격음에 한 이해

격음에 하여 지석 의 생각을 볼 수 있는 기술은 ｢新訂國文｣(1905)와 �大韓

國文說�(1907)의 ‘ㅋ, ㅌ, ㅊ’가 重聲이라고 한 부분에서만 보인다. 여기에서 성, 

곧 겹친 소리가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ㅋ, ㅌ, ㅊ’가 복합에 

의해 형성된 소리라고 보았다는 은 분명히 알 수 있다.

주시경은 �國文文法�(1905)에서 ‘ㅋ’, ‘ㅌ’, ‘ㅍ’, ‘ㅊ’, ‘ㅎ’을 각각 ‘ㄱㅎ의 합음인 

ㄱ의 탁음’, ‘ㄷㅎ의 합음인 ㄷ의 탁음’ 등으로 보고 있다. ‘ㄱ, ㄷ, ㅂ, ㅈ’이 청음이

니 결국 ‘ㅋ, ㅌ, ㅍ, ㅊ’이 탁음이 되는 것은 ‘ㅎ’과의 결합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겠다. 즉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주시경은 ‘ㅎ’을 탁음으로 보고 있는데, 기술

이 상이 되는 소리들이 ‘ㅎ’과 합음이 된 것이니 ‘ㅎ’이 지닌 탁음의 성질을 지니

게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런 견해는 �말의 소리�(1914)에서

도 마찬가지인데, 이곳에서는 “ㅋ은 ㄱㅎ나 ㅎㄱ의 거듭”과 같은 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를 보면 지석 이 ‘ㅋ, ㅌ, ㅊ’를 重聲이라고 한 것은 주시경이 생각한 바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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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ㅋ’을 ‘ㄱㅎ’의 합음, ‘ㅌ’을 ‘ㄷㅎ’의 합음, ‘ㅊ’을 ‘ㅈㅎ’의 합음으로 보아 겹친 

소리로 인식한 것임은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이와 련하여 지석 이 순 

국문으로 지은 �신학신설�(1891)을 보면 ‘발키는[밝히는]<2ㄱ>’, ‘일어치[이 지]<1

ㄴ>’4)에서 볼 수 있는 격음화와 ‘빗헤[빛에]<10ㄱ>’, ‘입히[잎이]<13ㄱ>’에서 

볼 수 있는 격음의 ‘평음+/ㅎ/’으로의 재음소화 표기를 구사하 음을 통하여 격

음을 ‘평음+/ㅎ/’의 결합과 련지어 이해하 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여기

에서 ‘音’이란 말 신에 ‘聲’이란 말을 쓴 것은 하나의 음 을 이루는 구성 요소인 

初聲, 中聲, 終聲을 모두 聲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과 련지어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주시경의 격음에 한 인식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 불거지는 문제 이 하나 있

다. 주시경은 ‘ㅋ’, ‘ㅌ’ 등을 탁음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탁음으로 보려면 합음

의 구성 요소가 되면서도 그 자체는 합음으로 보기 힘든 ‘ㅎ’이 탁음이 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련하여 주시경은 �國文文法�(1905)에서 “ㅎ는 그 

모양이 ㅇ의 즁탁음(重濁音)이니 지  은 즁셩 ㅇ과 같은 셩 ㅇ이5) 한 번 탁

야 ㆆ가 되고 두 번 탁야 ㅎ가 됨이라 그러나 각하(閣下)라 면 그 소리가 

가ㄱ하는 ㄱ하[ㄱ하는 곧 카]와 갓흐니 ㅎ가 젼탁음(全濁音)이면 우의 ㄱ이 나

려오지 못겟슨즉 경탁음(輕濁音)이라 겠고 ㅇ이 우 부드럽게 된 소리니라

<10ㄱ-11ㄴ>”과 같이 의 ‘ㄱ’과 아래의 ‘ㅎ’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은 ‘ㅎ’이 경탁음

인 까닭으로 보았다. 즉 모양상으로 즉 문자상으로는 탁음이나 실제 소리상으로는 

경탁음이라 하고 있는 데에서 볼 수 있듯이 탁음으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주시경이 탁음을 단할 때 문자 사이의 계와 소리 사이의 계를 모두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 다. 문자 사이의 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청음인 

4) �신학신설�(1891)에서는 어간 내의 과잉 분철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일어치’ 역시 ‘이

지’에서 보이는 격음화가 일어난 것을 과잉 분철하여 ‘이러치→일어치’와 같이 표기함

으로써 생겨난 표기 이다(안 리 외 2020).

5) 여기에서 ‘ 성 ㅇ과 같은 성 ㅇ’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이것은 ㅇ이 성

으로 있더라도 성 ㅇ과 같다고 보면 결국 성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따라서 형식상 성의 역할을 하는 ㅇ을 상으로 삼아 기술하고 있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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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 한 번 탁하여 ‘ㆆ’이 되고 두 번 탁하여 ‘ㅎ’이 되는 것을 통하여 볼 수 있는

데, 이것은 가획에 의하여 ‘ㅇ→ㆆ→ㅎ’가 형성됨에 의미를 둔 것으로, 이때의 

‘ㅎ’는 탁음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소리 사이의 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

ㅎ/이 선행하는 /ㄱ/이 연음이 되어 축약되는 것을 지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탁음이라 하기는 어렵고 경탁음이 된다고 본 것에서 알 수 있다. 즉 탁음의 정

도가 온 한 것은 탁음이고 불완 한 것은 경탁음으로 인식하 다 하겠다. 이런 

주시경의 인식은 문자상으로는 획이 더해져 ‘ㅎ’이 형성되었으며, 소리상으로 격음

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앞의 소리와 결합하여 격음을 형성함을 간 한 데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여기에서 경탁음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해서

는 주시경의 제자인 이규 의 �말듬�(1913)이 참고된다. 이를 살펴보면 경탁음을 

이해하는 데에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이규 은 “ㅎ은 ㆆ와 같으나 좀 센 것”으

로 기술하 는데, “ㆆ은 목구역으로 헤를 리며 입을 버리고 나이는 것”으로 되

어 있어 ‘ㆆ’보다 ‘ㅎ’이 좀 센 소리라는 것을 기술하 다. 그리고 ‘ㅊ, ㅋ, ㅌ, ㅍ’를 

섞이어 겹한 소리로 보고 있는데, “섞임소리는 섞이어 겹한 소리를 이름이니 이는 

믄  되고 나종됨의 다름이 없이 한 덩이로 나는 것이니라 섞인 소리는 ㅎ가 어느 

소리와 겹하여 나는 것이니라”와 같이 기술한 것을 보면 결국은 ‘ㄱ+ㅎ’ 는 ‘ㅎ

+ㄱ’을 생각함으로써 주시경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이를 이해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이규 (1913)에서 이루어진 붙음소리, 즉 자음

의 세기에 한 기술은 요한 참고 논의가 된다.

(1) 이규  �말듬�(1913)의 ‘붙음소리 나이는 듬’

   

①ㄱ은 아 이로 나이되 센 것 ②ㆁ은 아 이로 나이되 연한 것

③ㄷ은 헤로 우이틀을 치고 나이되 센 것 ④ㄴ은 헤로 우이틀을 치고 나이되 연한 것

⑤ㄹ은 헤를 굴이어 이를 치고 나이는 것 ⑥ㅂ은 입살을 붙어 나이되 센 것

⑦ㅁ은 입살을 붙어 나이되 연한 것 ⑧ㅈ은 압이로 나이되 센 것

⑨ㅅ은 압이로 나이되 연한 것 ⑩ㅇ은 잇는 듯 없는 듯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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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비교를 하여 보면 자음의 세기는 ‘ㅇ<ㄹ<ㆁ, ㄴ, ㅁ, ㅅ<ㄱ, ㄷ, 

ㅂ, ㅈ’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ㅁ’과 ‘ㅅ’은 (1)의 기술로는 세기를 알기 어

렵다. 이에 세 국어에서  국어에 이르는 ‘ㅅ’의 음운론  양상을 고려하여 

단하면  국어의 ‘ㅅ’이 세 국어의 ‘ㅅ’보다는 센 소리라고 보는 것이 자연

스럽다고 보아, 자음의 세기는 ‘ㅇ<ㄹ<ㆁ, ㄴ, ㅁ< ㅅ<ㄱ, ㄷ, ㅂ, ㅈ’과 같이 조

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ㆆ’과 비교하면 ‘ㆆ’에는 연하다라는 말이 없다는 에서 볼 때 ‘ㆆ’는 비음

인 ‘ㆁ, ㄴ, ㅁ’보다는 센 말로 보았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ㅎ’은 ‘ㆆ’보다 좀 센 소

리라고 하 고, ‘ㅅ’보다는 음성 으로 약한 소리임을 고려하면 최종 인 세기는 

‘ㅇ<ㄹ<ㆁ, ㄴ, ㅁ< ㆆ<ㅎ<ㅅ<ㄱ, ㄷ, ㅂ, ㅈ’과 같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런 

추론이 타당하다면 ‘ㅎ’은 자음의 세기가 평음보다는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ㅎ’과 ‘ㄱ’, ‘ㄷ’, ‘ㅂ’, ‘ㅈ’가 각각 합음을 이루면 산술 으로는 평음과 

‘ㅎ’의 세기가 더해지는 것이므로 합음의 세기는 평음의 그것보다는 세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ㄲ, ㄸ, ㅃ, ㅆ, ㅉ’에 해서는 짝소리라 하고 이를 “짝

소리는 같은 소리끼리 겹함을 이름이니 덧소리라도 할 만하고 섞임소리라도 할 만

함으로 이름”과 같이 기술하고 있음을 보면 평음의 세기가 겹치는 것을 뜻하니 그 

세기는 ‘ㄱ’, ‘ㄷ’, ‘ㅂ’, ‘ㅈ’이 ‘ㅎ’과 겹쳐 나는 소리보다는 강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하여 보면 주시경이 ‘ㅋ’ 등의 격음을 輕濁音으로 본 것은 

‘ㄱ’ 등의 평음에 이보다는 세기가 약한 ‘ㅎ’이 섞여서 이루어진 소리임을 가리킨 

용어로 이해된다. 즉 두 소리가 섞 으니 탁음이라 하겠는데 ‘ㅎ’의 세기가 가벼운 

것이니 ‘ㄱ’ 등과 ‘ㅎ’의 합음은 경탁음이 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ㅋ’, ‘ㅌ’, ‘ㅍ’, ‘ㅊ’의 격음을 ‘ㅎ’과의 합음, 重聲, 섞임소리, 경탁음 등

으로 보는 견해는 이들에 한 ‘ㄱ+ㅎ’, ‘ㄷ+ㅎ’, ‘ㅂ+ㅎ’, ‘ㅈ+ㅎ’과 같은 재음소화 

표기에 이끌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주시경은 이미 �國文文法�(1905)에서 다

음과 같이 습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재음소화 표기를 보이고 이에 해당하는 본래

의 형태 음소  표기를 원법으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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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시경의 �國文文法�(1905)에서의 어간 말 격음 련 표기 제시 양상

   

원법 맡어도 맡으면 맡고 맡 원법 덮어도 덮으면 덮고 덮

쇽습 마터도 마트며 맛고 맛 쇽습 더퍼도 더 면 덥고 덥

맛허도 맛흐면 맛고 맛 덥허도 덥흐면 덥고 덥

맛터도 맛으면 맛고 맛 덥퍼도 덥 면 덥고 덥

이는 표기와 음운 사이의 응 계를 찰한 결과로 얻어낸 결론이지만 본래

의 차청음인 ‘ㅋ’, ‘ㅌ’, ‘ㅍ’, ‘ㅊ’이 있고, ‘청음+ㅎ’이 결합되어 축약된 결과로 생겨

난 합음인 ‘ㅋ’, ‘ㅌ’, ‘ㅍ’, ‘ㅊ’이 있는 것을 엄 히 구분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축약이 일어나려면 음소 ‘ㅋ’, ‘ㅌ’, ‘ㅍ’, ‘ㅊ’의 존재가 제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지만 이와 련한 기술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3. 모음 련 연구 기술

1) 모음의 정의, ‘ㆍ’의 본음에 한 기술

지석 은 모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통 인 술어에 따라서 中聲이란 

말로 모음을 가리키고 있다. 모음에 한 ｢新訂國文｣(1905)의 기술 부분에서 지석

은 中聲獨用十一字에서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

[이으 合音] ㅣ이”에서 보듯이 성이란 말로 11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訓蒙字 �(1527)에 제시된 ‘諺文字母’ 가운데에 성에 해당하는 것을 가져온 것

이다. 그러나 ‘諺文字母’에서는 “阿, 也, 於, 余, 吾, 要, 牛, 由, 應[不用初聲], 伊[只

用中聲], 思[不用初聲]”과 같이 한자로 제시된 부분을 모두 ‘형식상의 성 ㅇ+

성’의 결합으로 체한 것이 차이를 보인다.

주시경은 �國文文法�(1905)에서 “국문 모음를 젼에 즁셩이라 엿 ㅏㅑ

ㅓㅕㅗㅛㅜㅠㅡㅣㆍ 이 열 가 국문의 모음이니 ㅏㅓㅗㅜㅡㅣ 이 여셧  다

시 나놀 슈 업시 슌일 모음이요 ㅑ는 ㅣㅏ의 합음이요 ㅕ는 ㅣㅓ의 합음이요 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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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ㅣㅗ의 합음이요 ㅠ는 ㅣㅜ의 합음이요 ㆍ는 ㅣㅡ의 합음인<7ㄱ-ㄴ>”과 같이 

성을 모음자로 보고 개수를 11자로 제시하 다. 이 기술로써 우리는 주시경이 

모음을 성을 신하는 개념으로 쓰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6)

그런데 이 기술에서는 모음과 모음자의 구별은 분명히 이루어져 있지 않다. 즉 

먼  모음를 즁셩이라고 말한 후 열한 자, 여섯 자를 거론하며 모음이라고 기술하

고 있어서 문자와 소리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는 않다.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려면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ㆍ 이 열 가 국문의 모음을 나타내는 이니” 등과 같이 

표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이런 태도는 주시경이 비록 용어의 사용은 달리

하게 되었지만 성과 이를 나타내기 한 성자를 정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온 통 인 쓰임에서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 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주시경은 이처럼 모음을 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모음을 순일한 것과 

합음으로 구별하여 제시하 다. 이  합음에 해당하는 ‘ㅑ, ㅕ, ㅛ, ㅠ, ㆍ’는 모두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이  모음을 가리키는데, 이 용어의 사용은 ‘모음’  ‘슌일

 모음’의 사용과 련하여 볼 때 ‘*합모음’이란 말을 썼을 법한데 이 게 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 에서 용어 사용의 일 성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것은 지석  등이 사용한 ‘합음’을 그 로 쓴 것으로서 당시 국어 연구자가 사용

한 용어를 그 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지석 은 ｢新訂國文｣(1905)에서 ‘ㆍ’를 ‘ㅣㅡ의 합음’으로 보고 이를 나타낼 자형

으로 ‘��’를 제시하여 독특한 기술을 드러내고 있다. 이 기술은 ‘諺文字母’의 기술

과 비교할 때 단연 에 띄는 부분이라 하겠다. 지석 이 이 게 단한 근거는  

｢新訂國文｣에 기술된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다행히도 �國文硏究案�

(1907-1909)의 ｢五中聲中 ㆍ字 廢止 ��字 刱製의 當否｣를 보면 지석 이 이런 주

장을 제기하게 된 바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6) 주시경의 제자인 이규 의 기술에서는 ‘모음’이란 말의 쓰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읏듬

소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음 에서의 성의 역할을 하는 모음의 요성을 

시한 개념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를 보면 ‘모음’이란 말을 주시경이 쓰기 시작하 지

만 이 말이 그의 제자들에게 수용되어 쓰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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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五 中聲 中 ㆍ字 廢止 ��字 刱製의 當否｣의 기술 내용

  ㆍ字의 本來 發音이 ㅡ字와 近似함은 議案에 陳述하얏스즉7) 不必架疊이로되 其 發音되난 

理由을 擧하야 更論하리이다 華音을 閱한즉 我國에서 字로 釋音한 漢字가 古昔에난 스

로 釋하얏드니 挽近에난 或 시 或 로 釋하얏시니8) 然則 ㆍ字의 眞音이 반드시 ㅣㅡ之間

에서 生함이 明確하도다 其 所以를 論하면 中聲 十一字 中에 ㅏㅓㅗㅜㅡㅣ 六字난 純然한 

單音으로 ㅣㅏ合音爲야 하고 ㅣㅓ合音爲ㅕ하고 ㅣㅗ合音爲ㅛ하고 ㅣㅜ合音爲ㅠ하얏스니 ㅣ

ㅡ에난 엇지 合成하난 音이 無하리요 以上 四例를 擧하야 讀하면 天然的으로 其 音이 生하

나니 於是乎 ㆍ의 本音이 發現하얏도다 如此이 說明하야도 或 未解處가 有하면 又 一例를 

擧하야 詳論하리라 ㅏㅣ合音爲ㅐ하고 ㅓㅣ合音爲ㅔ하고 ㅗㅣ合音爲ㅚ하고 ㅜㅣ合音爲ㅟ하고 

ㅡㅣ가 合하야서난 ㅢ가 되난데 ㅣㅡ가 合하야서난 엇지 自然한 音을 發하지 못하리요 此난 

智 를 待하지 아니하고 判明할 것시라 以上 論述한 바를 據한즉 ㆍ字의 本音이 分明 是ㅣ

ㅡ의 合音이여날 近俗에 ㅏ字의 發音과 同一하야 萬口一聲인바 由是로 弊害甚多하야 枚擧하

기 難하나 其 一二를 槪論할진  心을 이라도 하고 마암이라도 하고 암이라도 하고 

마이라도 하며 海를 라도 하고 바다라도 하고 다라도 하고 바라도 하야 四種으로 

譯하야도 無碍하리니…… ㆍ字 의 原音이 ㅣㅡ合音이 明確한 노 認定할진  ㅏ字와 混用

하든 音만 改定하고 字體난 仍用하난 것이 可하나 其 事勢의 不得 行할 理由난 ㆍ字가 ㅏ字

와 同音行用하기를 旣已 年久한지라 全國 人民이 擧皆 混用하거날 今에 忽然이 ㅣㅡ合音으

로 施行하라 하면 改定한 음이 決코 無效하고 其 混用함은 武로도 制限히기9) 難하갯기에 

ㆍ를 ��로 代用하자 하기난 ㅏㅑㅓㅕㅗㅛㅜㅠ 八字가 一畫 二畫으로 成例하얏스니 此를 倣

하야 ㅡ字 下에 ��字로 承하난 것이 原規에 違背함이 아니기로 敢히 質 하나이다

이를 보면 지석 은 한 을 이용한 華音의 표음 양상을 살펴보건  ‘ㆍ’를 이용

하여 표음을 한 ‘’가 에는 ‘스’로 음역되었고, 최근에는 ‘시’ 는 ‘’ 등과 

같이 나타나는 양상을 고루 참고할 때 ‘ㆍ’는 ‘ㅡ’와 ‘ㅣ’의 사이에서 생기는 소리임

이 명확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ㅑ ㅕ ㅛ ㅠ’가 각각 ‘ㅣ’와 ‘ㅏ ㅓ ㅗ ㅜ’가 

7) 이는 ‘하얏슨즉’의 오기로 보이는 것이다.

8) 이 ‘’는 지석 의 �兒學編�(1908)에서 ‘師’, ‘士’, ‘ ’ 등의 漢語의 음을 표시하는 

데에서 보인다. 이런 표기는 이 이 의 한어 학습서의 화음 표시와 연 성을 갖는 것으로 

이런 역사 인 표기의 쓰임과 연  지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國文硏究案�

(1907-1909)에서는 �아학편�에서 보이는 표기뿐만 아니라 이 의 한어 학습서에서 이루어

진 표기를 염두에 두고 기술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9) 이곳은 ‘하기’의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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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음되어 나타나는 것과 유사성이 있고 ‘언문자모’에서 ‘ㆍ’를 ‘ㅏㅑㅓㅕㅗㅛㅜㅠㅡ

ㅣㆍ’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을 가지고서 ‘ㆍ’는 ㅣ와 ㅡ의 합음으로 간주한 것과 

잘 부합하는 결론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이 안은 ‘∼마암∼암∼마’ 등에서 보듯이 ‘ㅏ’와 동음이 된 것과 

잘 어울리기 어려운바 실성이 없다는 이 지 되어 부결되게 된 것이다. 도리

어 원회에서는 ‘∼마암∼암∼마’에서 보이는 실을 시하여 소리는 바

꾸어 발음하더라도 표기는 종 로 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와 련한 바는 국문연구소에서 제출한 보고서인 �國文硏究議定案�(1909)의 제6

회의 의결에서 “��字 刱製도 不當 ㆍ字 廢止도 不當”과 같이 ‘��’를 쓰는 것은 

부결되었고 ‘ㆍ’를 계속 쓰기로 결정된 바에서 뚜렷이 볼 수 있다.

이처럼 ‘ㆍ’를 ‘ㅣㅡ의 합음’으로 보는 태도는 주시경의 모음 련 기술에서도 보

인다. 주시경은 �國文文法�(1905)에서 “ 근래 속와(俗訛)에 ㆍ를 ㅓ와 같이 읽

는 말이 흔히 있으니 ‘지[迄]’를 ‘지’라 하고 ‘려[於]’를 ‘더려’라 하고 ‘리

다[棄]’를 ‘버리다’라고 하고 ‘닐다[稱]’을 ‘닐컷다’라고 하고 ‘다[爲]’를 ‘허다’

라고 하며  ‘ㆍ’를 ‘ㅜ’라고도 흔히 하니 ‘바질[針繕]’을 ‘바 질’이라 하고 ‘하

[天]’을 ‘하 ’이라고도 하니<8ㄴ>”과 같은 기술을 하고 있다. 이것은 ‘ㆍ’가 언

들의 언어 사용에서 ‘ㅓ’, ‘ㅜ’와 같이 쓰이고 있음을 기술한 것으로서 ‘ㆍ’의 변화 

련 양상을 찰하여 은 바라 하겠다.

그리고 주시경은 “ㅏ, ㅓ, ㅗ, ㅜ, ㅡ, ㅣ는 다 슌일 음이요 ㅑ는 ㅣㅏ의 합음

이요 ㅕ는 ㅣㅓ의 합음이요 ㅛ는 ㅣㅗ의 합음이요 ㅠ는 ㅣㅜ의 합음이라 그런즉 

반시 ㅣㅡ의 합음도 잇슬 터인 를 느라 거나 늬라 거나 를 스라 거

나 싀라 니 그 ㅡ가 ㅣㅡ 합음 즁에 하나요 그 ㅣ가 ㅣㅡ의 합음 즁에 하나이니 

이 여러 증거로 가이 ㆍ가 ㅣㅡ의 합음인  알겟도다<8ㄱ-ㄴ>”에서와 같이 ‘ㆍ’가 

‘ㅡ’, ‘ㅢ’로 발음됨도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서 주시경은 ‘ㆍ’가 ‘ㅓ’, ‘ㅡ’, ‘ㅢ’, ‘ㅜ’

와 같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주목하고 이런 양상에 부합하는 소리를 찾아 

‘ㆍ’의 정체를 구명하려고 하 다. 한 지석 이 근거로 삼은 華音의 표시와 련

한 이야기도 �말�(1908)의 5쪽과 6쪽에서는 기술되어 있다. 이런 종합 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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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과 이를 바탕으로 단을 내려 주장하게 된 것이 ‘ㅣㅡ 합음설’이다.

이를 보면 지석 이나 주시경 모두 ‘ㆍ’를 ‘ㅣㅡ 합음’으로 보게 된 데에는 ‘ㅑ, 

ㅕ, ㅛ, ㅠ’와의 계가 요하게 고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성 는 모음 11

자 가운데에 ‘ㅣ’를 제외한 나머지 소리들을 나타내는 데에 쓰인 성자 는 모음

자와의 합일된 소리들 사이의 계를 추구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지석

은 화음의 표기를 기 으로 하여 ‘ㆍ’가 ‘ㅣㅡ 합음’이라는 근거를 찾았지만 주시경

은 화음에만 국한한지 않고 국어에서 보이는 ‘∼느∼늬’, ‘∼스∼싀’와 같은 발

음형의 공존을 근거로 삼았다는 이 차이가 있다. 따라서 ‘ㆍ’가 ‘ㅣㅡ 합음’임을 

입증하기 하여 제시한 근거의 종류와 내용은 주시경이 훨씬 다양하고 자세하며 

국어 음운의 실상에 착해 있었다고 하겠다.

오늘날의 에서 보자면 지석 이 화음의 표기를 기 으로 하여 ‘ㆍ’의 본음

이 어떤 것인지를 찾은 것은 근거로서 성립하기 어려운 것이며 ‘언문자모’가 국어

의 소리를 나타내려 한 것이라는 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설득력을 가지기 어렵

다. 그리고 주시경의 논의는 국어의 변화  음 의 치에 따른 모음의 발음 양

상 등을 고려하지 못하 고, ‘니’나 ‘시’와의 련성에 해서는 검토되지 않은 채 

내린 결론으로 이로써 ‘ㆍ’의 본음을 논의한다는 것은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에서 보면 지석 과 주시경 모두 ‘ㆍ’를 ‘ㅣㅡ 합음’으로 보게 된 동기가 

성자 는 모음자의 체계 인 양상을 고려한 데에 있었으며, 실제 이런 주장이 

정당함을 소리의 차원에서 증명하지는 못한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둘 모두 실

제 음운과 표기를 엄 히 구별하지 못하고 논의를 개하 으며, 표기에 지나치게 

이끌려 편의 으로 음운의 양상을 해석하여 각각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음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들의 논의는 이후의 국어 연구자들에게도 이어져 다양

한 방식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10)

10) 주시경의 제자 가운데에 이규 은 �말듬�(1913)에서 ‘ㆍ’를 ‘ㅣㅡ의 합음’으로 보고 ‘ㅑ, 

ㅕ, ㅛ, ㅠ, ㆍ, ㅐ, ㅔ, ㅚ, ㅟ, ㅘ, ㅝ, ㅙ’와 같이 ‘ㆍ’를 겹소리에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그는 겹소리를 “겹소리는 다 홀소리 ㅏ, ㅓ, ㅗ, ㅜ, ㅡ, ㅣ가 겹치어 된 것이니 왼쪽[필

자 주: 다음]과 같음”에서의 기술과 같이 겹소리를 홀소리가 겹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

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ㅣㅡ의 겹’인 ‘ㆍ’의 로서 ‘그리으라→그’의 쓰임을 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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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ㆍ’를 ‘ㅣㅡ 합음’으로 보는 설은 지석 과 주시경 모두에서 심 을 기울

여 살피고 있는데, 재 할 수 있는 문헌의 기록을 통하여 악하기로는 이와 

련한 상세한 이야기를 지석 과 주시경은 최소 1904년(甲辰年)에는 상당히 자세

히 나 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말�(1908)에 실린 다음의 기술로부터 알 수 

있는 바이다.

(4) �말�(1908)에서 보이는 ‘ㆍ는 ㅣㅡ 합음’에 한 주시경의 기술

이후로 ㆍ가 ㅣㅡ의 합음이라고 여러 사람에게 말엿으나 듯는 이들이 국문에 별

로 이 없어 잘 알아듯지 안이는지 내 말을 지 못는 것만 더니 갑진년 

에 의학교장 지  셕  시에게 이것을 말 즉 답시기를 내가 ㆍ의 본음

을 고 셔샹집 시에게 듯고 짐작엿으나 그 증거의 엇더을 알지 못엿더니 이제 

이 말을 들은 즉 그 증거가 확실다 고 그 후에 한국문셜을 만들엇는 그 셔

문에 “근에 ㅣㅏ의 합음이 ㅑ 되는 묘 것을 어 갈려 나려가 이에 그 소

를 얻엇다(近悟伊阿合音爲也之妙遞而下之爰得其聲)” 엿고 그 알에도 ㅣㅡ의 합음

을 ��로 새로 뎡다 지 잇으니 ㅣㅡ의 합음 표 ㆍ를 고쳐 ��로 이 더 유익

는지는 아직 각 즁이나 ㆍ가 ㅣㅡ의 합음된다 은 졈졈 더 반포되여 감이로다 

우리 국문을 여 엇지 깃부지 안이리오<6ㄱ-ㄴ>

이 (4)의 기술에 근거한다면 지석 은 주시경과의 논의 결과 ‘ㆍ’를 ‘ㅣㅡ의 합

음’으로 보게 되었으며 이후 이를 ‘��’로 표기할 것인지의 여부에 하여도 고민하

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석 이 “내가 ㆍ의 본음을 고 셔샹집 시에게 듯고 

짐작엿으나 그 증거의 엇더을 알지 못엿더니 이제 이 말을 들은 즉 그 증거

가 확실다 고 그 후에 한국문셜을 만들엇는”를 보면 徐相集(1865-1897)과

의 학술  교류를 통하여 ‘ㆍ’의 본음에 한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하여 ‘ㆍ’를 

시하고 있다. 이 논의에서 ‘ㆍ’가 제시되는 치는 홀소리 ‘ㅡ’가 올 순서와 응하는 곳

이다. 그 지만 ‘��’란 모양을 하는 성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게 한 것은 �國文硏

究案�(1907-1909)의 논의 결과 ‘��’를 인정하지 않고 ‘ㆍ’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 이규 이 제시한 ‘그’는 마치 ‘令監[ ː감]’을 ‘이

응감’으로 강원·경기·충청 방언에서 사용하고, ‘열매(實)[열매]’를 ‘이을매’로 강원 방언에

서 사용하고, ‘열쇠[열ː쐬]’를 ‘이을쇠’로 강원·충청 방언에서 사용하고, ‘鉛筆[연필]’을 

‘이은필’로 강원 방언에서 각각 지 도 사용하고 있는 것과 유사함을 느끼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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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ㅡ의 합음’으로 짐작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 드러난다.

후술할 바와 같이 지석 이 ｢국문론｣(1896)에서 높낮이에 하여 인식을 하고 

표시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 서상집의 향이 크게 미쳤다. 그리고 이 지석 의 주

장을 주시경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주시경의 ｢국문론｣(1897)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을 아울러 생각하여 본다면, 지석 이 ‘ㆍ’를 ‘ㅣㅡ의 합음’으로 본 것이 주시경

의 주장을 수용해서 이루어진 결과만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최

소한 지석 과 주시경 두 사람 모두 ‘ㆍ’의 본음에 하여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석 이 생각을 굳히는 데에 주시경의 고민의 결과가 결정

인 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해 둠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11)

이와 같이 ‘ㆍ’를 ‘ㅣㅡ의 합음’으로 보았는데, 이것을 ‘��’로 을 것이 제안된 

것은 독특하다. ‘��’를 ‘ㅡ’에 한 인식을 바탕으로 읽어서 ‘ㅣㅡ의 합음’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직 으로 알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즉 ‘ㅑ, ㅕ, ㅛ, 

ㅠ’에서는 획(�훈민정음�에서의 ) 하나가 ‘ㅣ’에 해당하는 것임이 시각 으로 드러

나나 ‘��’의 경우는 이 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런 문자 사용을 생

각하게 된 것에 해서는 지석 과 주시경의 기술에서는 참고할 만한 언 이 없다.

‘ㆍ’가 ‘ㅣㅡ의 합음’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는 고유어, 한자어음, 외국어  

외래어 표기에 한 것이 두루 참고되었다. 이를 참고한다면 ‘��’는 국어만을 기

으로 하여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고 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

된다. ‘ㅑ, ㅕ, ㅛ, ㅠ’를 통 인 성운학에서의 인식을 가지고서 본다면 介音 ‘ㅣ’

를 지니는 것이 되므로 齊齒呼의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이  원순 모음을 지닌 

‘ㅛ, ㅠ’는 四呼의 발달과 확립에 따라 재분류를 하게 된다면 撮口呼에 들어가는 

성격을 지니는 것이 된다. 그 기에 齊齒呼와 撮口呼의 표시와 련하여 ‘ㅑ, ㅕ, 

ㅛ, ㅠ, ��’를 련지어 이해해 볼 필요를 느낀다.

11) 그러므로 앞으로 주시경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ㆍ’의 본음에 한 근거를 찾고 이 과정

에서 여러 련 을 살피고 참고했는지를 악했는지에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그가 지석 은 물론이고 련 인물들과 어떤 을 하고 어떤 논의를 하

는지를 추 하고, 련 을 살피는 데에 도움을  이가 구인지에 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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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련하여 유의미한 참고 상이 되는 것으로 申景濬의 �韻解�(1750)이 있

다. 신경 은 다음과 같이 성운학의 四呼의 개념을 통하여 성 사이의 계를 보

이고자 하 다.

<표 2> �韻解�(1750)의 中聲

正韻
ㅐ ㆎ ㅏ ㆍ

開口
ㅔ ㅢ ㅓ ㅡ

副韻
ㅒ ᆢㅣ ㅑ ᆢ

齊齒
ㅖ  ㅕ ㅣ

正韻
ㅙ ㅚ ㅘ ㅗ

合口
ㅞ ㅟ ㅝ ㅜ

副韻
ㆈ ㆉ ㆇ ㅛ

撮口
ㆋ ㆌ ㆊ ㅠ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개구호인 ‘ㆍ’, ‘ㅡ’, ‘ㅏ’, ‘ㅓ’, ‘ㆎ’, ‘ㅢ’, ‘ㅐ’, ‘ㅔ’를 바

탕으로 하여, 앞에 ‘ㅣ’가 놓이는 제치호, 이어서 ‘w’가 앞에 놓이거나 이것과 결합

하여 재음소화하는 합구호, ‘ㅣ’와 ‘w’가 동시에 결합하는 촬구호에 해당하는 성

이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 제치호에 있는 ‘��’와 ‘ㅣ’가 주목된다.

먼  ‘��’는 ‘ㆍ’ 앞에 ‘개음 ㅣ’가 오는 것이므로 결국 ‘ㅣㆍ’의 결합의 결과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로 표시하지 않고 ‘��’로 표시하 다. 이는 통 으

로 ‘��’를 표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에 한 인식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같

은 방식으로 ‘ㅣ’와 ‘ㅡ’의 합음인 제치호를 표시하게 된다면 ‘��’가 될 터인데 역시 

이 게 표시되지 않았고, ‘ㅣ’로 표시되었다. ‘��’ 한 통 으로 표기에 사용되지 

않았던 것은 공통 이다.

이를 참고하여 보면, 지석 이 ‘ㅣㅡ의 합음’을 ‘��’로 표시하고 있음은 �韻解�에

서 ‘��’를 ‘��’로 표시한 것과 같은 방식이다. 즉 ‘��’를 ‘��’와 같이 주모음을 반복

해서 쓰는 방식을 그 로 용한다면 ‘ㅣㅡ의 합음’은 주모음 ‘ㅡ’를 반복해서 쓰는 

‘��’가 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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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되는 것에 지석 이 성의 제시를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 ㅣ’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훈몽자회�의 범례에서에서의 성의 

제시 순서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와 비교할 때 ‘ㆍ→��’와 ‘ㅣ’의 순

서가 뒤바  것이다. 이 게 제시한 순서가 우연히 �훈몽자회�와 일치하게 된 것이 

아님은 다음과 같이 그가 원으로 참여하 던 學部 내의 국문연구소의 �國文硏究

議定案�(1909)에서 ｢字  行 의 一定｣에서 서술된 바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

(5) �國文硏究議定案�(1909)의 ｢字  行 의 一定｣ 

字 은 訓民正音 以後 諸書에 初聲은 互相 不同나 牙 脣齒喉 五音과 淸激 二音

의 區別 如左히 一定고 中聲은 字 를 從노라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ㅎ ㅋ ㅌ ㅍ ㅊ    以上 初聲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          以上 中聲

이처럼 �훈몽자회�를 기 으로 하여 순서를 정하 는데, �훈몽자회� 범례의 

성의 제시 순서는 朴性源의 �華東正音通釋韻 �(1747)  洪啟禧의 �三韻聲彙�

(1751)의 성 11자에서도 그 로 수용되어 있다. 잘 알다시피 지석 은 자 인  

�字典釋要�(1909)를 편찬한 사람이다. 이 자 의 서문을 보면 지석 이 자 을 편

찬하면서 正祖 때에 만들어진 자 인 �全韻玉篇�과 운서인 �奎章全韻�을 모두 연

구 상으로 삼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규장 운�은 �삼운성휘�와 체재만 차이가 있을 뿐 자의 제시 순서나 

한자음 면에서 차이가 거의 없다. 그리고 � 운옥편�은 �규장 운�의 자매편으로 

만들어진 자 이며 이것을 만들 때에는 �화동정음통석운고�를 충실히 살폈다. �화

동정음통석운고�에서 제시한 正音이 �규장 운�의 것과 다를 때에는 이 음에 

한 정보를 난상에 ‘X正Y’와 같은 형식으로 실어 놓은 것은 이를 아주 잘 보여 

다. 그러므로 � 운옥편�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규장 운�, �화동정음통석운

고�, �삼운성휘�, �훈몽자회�를 모두 고려해야 함을 알게 되고 이들을 찾아보게 

되는 과정이 필요함을 느끼게 하는 데에 충분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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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자 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조선 후기의 운서에 하여 심을 넓

히게 되고, 여기에 성리학  이론에 배경을 두고 이루어진 조선 후기의 조선 내에

서의 운도 편찬의 결과물인 �韻解�와 같은 것을 직간 으로 보았거나 이곳에 

기술되어 있는 바에 해서 듣거나 소개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

다. 이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ㅣㅡ의 합음’으로 본 ‘ㆍ’를 ‘��’와 같이 는 

방법이 고안된 것은 이런 이  시기의 논의와 련 지어 이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이와 련하여 지석 이 �國文硏究案�(1907-1909)의 ｢五 中聲 中 ㆍ字 廢止 ��

字 刱製의 當否｣에서 華音을 근거로 하여 ‘��’를 제안한 것이 어디에 을 맞추

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ㆍ’는 고유어와 국

어 한자음에서는 개 ‘ㅏ’로 치가 되었기에 이를 ‘ㅏ’로 어도 문제될 것이 없

으나, 화음에서는 그 양상이 일 되지 않고 다양하게 변화하게 된바 이를 본음에 

따라 는다고 생각하면 ‘��’로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즉 국어에서 ‘ㆍ’의 음가가 변함에 따라 ‘ㆍ’로는 더 이상 화음을 어낼 도구로 마

땅치 않은 실을 염두에 둔 표기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지석 이 �國文硏究案�(1907-1909)에서 제시한 것들은 고

유어 표기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 국어 한자음, 화음 등의 표기를 종합 으

로 염두에 둔 것임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조선 후기에 신경  등이 운학을 연구하

며 華音을 어떻게 체계 으로 이해하고 표음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 다는 과 

연  지어 본다면, 국문의 연구에는 화음의 표시에 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

다고 하겠다. 우리는 이런 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2) 이  모음 련, 하향 이  모음의 단모음화

앞의 기술에서 볼 수 있듯이 지석 이나 주시경은 이  모음이라는 말은 사용

하고 있지 않다. 이  모음에 한 기술을 하는 데에는 모두 다 ‘합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으로 주시경은 �國文文法�(1905)에서 다음

과 같이 모두 합음으로 간주하는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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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國文文法�(1905)의 이  모음 련 기술

 ①ㅑ, ㅕ, ㅛ, ㅠ가 ㅣ와 ㅏ, ㅓ, ㅗ, ㅜ의 합음임을 보면

 ②ㅒ는 ㅣㅏㅣ의 합음이요[ㅖ ㆉ ㆌ ㆎ는 다 방차함] 

 ③ㅘ는 ㅗㅏ의 합음이요 ��는 ㅣㅜㅓㅣ의 합음이니 여기 방차함 

(6)을 보면 ‘ㅐ, ㅔ, ㅚ, ㅟ’가 이  모음인지 단순 모음인지에 해서 기술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②와 ③의 기술을 볼 때 이들을 이  모음으로 보았음을 어렵

지 않게 알 수 있다. 이런 ‘ㅐ, ㅔ, ㅚ, ㅟ’에 해서는 지석 이 �국문연구안�

(1907-1909)에서 ‘ㅐ, ㅔ, ㅚ, ㅟ, ㅢ’가 합음임을 명백히 하고 있음을 볼 때 주시경

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으로 보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ㅢ’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미 단모음화가 되었거나 단모

음화되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들이었다. 따라서 지석 이나 주시경은 이와 같은 

모음의 변화에 하여 충분히 인지하 을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 지

만 실제 이와 련한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석 이 茶山의 것을 본으로 하여 한자  외국어 학습을 복합 으

로 하도록 편찬한 �兒學編�(1908)을 보면 그는 실제로 ‘ㅐ, ㅔ, ㅚ, ㅟ’가 단순 모

음화됨을 알고 있었고 실제 이들을 단순 모음으로도 이용하 음을 볼 수 있다. 이

곳에서 어를 음역하는 데에 쓰인 ‘ㅔ, ㅐ’, 일본어를 음역하는 데에 쓰인 ‘ㅔ’를 

보면 이들을 이  모음을 표시하기 한 용도뿐 아니라 단순 모음을 나타내기 

한 용도로도 썼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7) �아학편�(1908)에서 ‘ㅔ’, ‘ㅐ’를 단순 모음으로 사용한 12)

①エ→에: エガク→에각구, エキ→엑기, コエ→고에, スエ[末]→쓰에

12) 이 밖에도 가나와 알 벳의 이름을 음역한 것에서 ‘ㅔ’의 단순모음화 련 양상을 볼 수 

있다. 日本國文에서 ‘エ에, ケ게, セ세, テ데, ネ네, ヘ헤, メ메, エ , レ , ヱ웨, ゲ, ゼ

제, デ, ベ, ペ페’에서 보듯이 エ단의 단순 모음 /e/를 나타내는 데에 ‘ㅔ’가 쓰 다. 

英國文에서는 알 벳의 이름  단순 모음 /e/를 지닌 것들  ‘a에이, f에, h에이취, l

엘, m엠, n엔, s에쓰, x엑스’와 같이 ‘ㅔ’로 고 있다. 여기에는 ‘j , k’와 같이 /eɪ/를 

반 한 것도 있어 ‘ㅔ’가 이  모음으로 쓰인 것들도 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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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ケ→게: ケス→게스, ケムリ→게무리, ウケヤナ→우게야나, ツケモノ→쓰게

모노

③セ→세: セツ→세쓰, セナカ→세낙가, アセ→아세, ヤセルカサ→야세루가사

④テ→데: テアラフ→데아라우, テガミ→뎅아미, ウテナ→우데나, エリソテ→

에리소데

⑤e→에: Air에아, Egg에그, Emperor엠퍼로, Head헤드, Melt멜트

⑥e→애: Present푸 샌트, Medicine매디신, Connect콘낵트, General 랄, Melon

맬론

⑦ ɪ→에: Embrace엠 쓰, Enjoy엔 이, Enlarge엔라쥐, Examine엑싸민, 

Knowledge노울넷쥐

⑧e→애: Grain그래인

⑨eɪ→에ˋ: Neighbour네ˋ버, Faithfulˋ

⑩eɪ→래ˋ: Rain으랜ˋ, Grain그랜

여기에서 ⑨와 ⑩을 제외하고는 ‘ㅔ’와 ‘ㅐ’는 모두 일본어나 어의 단순 모음에 

응하는 표기이다. ①∼④의 ‘ㅔ’는 �捷解新語�에서는 삼  모음 ‘ㅖ’나 이  모음 

‘ㅕ’로 응하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때의 ‘ㅔ’는 단순 모음을 나타낸 것임이 분명

하다. 이에는 한성우(2010: 34)에서 지 된 바와 같이 ‘ㅔ’나 ‘ㅐ’가 각각 단순 모

음 [e], [ɛ]가 되었다 해도 여 히 [ej], [ɛj]가 공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 모음을 반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 체 인 양상이지만 일

부 이  모음의 잔재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지석 은 하향 이  모음이었던 ‘ㅔ’, ‘ㅐ’가 단순 모음으로 쓰임을 분명

히 알고 있었으나 이에 한 논의는  하고 있지 않고 합음으로서만 다루었다. 

이와 같은 태도는 주시경에서도 그 로 나타난다. 이런 은 상향 이  모음인 

‘ㅕ’, ‘ㅑ’와 단순 모음이 된 ‘ㅔ’, ‘ㅐ’를 모두 합음으로 처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소리의 면에서는 이  모음과 단순 모음이 구별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러나 이를 문자의 사용 면에서 이해를 하게 된다면 모두 둘 이상의 성자 

내지 모음자로 표시되는 것들이므로 합음으로 보더라도 모순되는 용어 사용이라고 

하기 어렵다. 그러한바 지석 , 주시경이 합음이란 말을 쓰는 것은 문자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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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맞춘 것으로 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ㅣㅡ의 합음’을 

‘��’로 는 것이 부결된 것은 ‘��’란 문자로는 이것이 합음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근

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 련되었을 수도 있다고 하겠다.

3) 반모음 련 기술

지석 은 �國文硏究案�(1907-1909)에서 성 11자 가운데에 순연한 단음으로는 

‘ㅏ, ㅓ, ㅗ, ㅜ, ㅡ, ㅣ’ 여섯 자를 들고 있고, ‘ㅣ’를 지닌 것들은 ㅣ를 포함한 합음

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ㅘ, ㅝ’ 등에 한 언 은 보이지 않는다.

주시경은 이미 �國文文法�(1905)에서 “ㅘ는 ㅗㅏ의 합음이요 ��는 ㅣㅜㅓㅣ의 

합음이니 여기 방차함”과 같이 ‘ㅗ/ㅜ’가 쓰인 것들에서 이 ‘ㅗ/ㅜ’를 모음으로 보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국어음을 는 데에는 실 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가 제시되고 있다는 이 무척이나 특징 이다.

주시경은 �말의 소리�(1914)에서 음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 ‘고나’에 

하여 “말의 소리의 늣이니 입의 짓으로 소리가 다르게 됨을 이름이니라”로 풀이

하고 있다. 이런 고나에 속하는 소리로는 ‘ㅏ, ㅓ, ㅗ, ㅜ, ㅡ, 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ㅈ, ㅎ’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말소리는 홀소리와 닷소리로 나

뉘어 있고, 이들은 다시 홋소리와 거듭소리로 나뉘어 홀소리는 홋홀소리인 ‘ㅏ, ㅓ, 

ㅗ, ㅜ, ㅣ’와 거듭 홀소리인 ‘ㅑ, ㅕ, ㅛ, ㅠ, ㆍ, ㅐ, ㅔ, ㅚ, ㅟ, ㅘ, ㅝ, ㅙ, ㅖ’가 

제시되었고, 닷소리는 홋닷소리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ㆁ, ㅈ, ㅎ’과 거듭 닷

소리인 ‘ㅋ, ㅌ, ㅍ, ㅊ, ㄲ, ㄺ 등’이 제시되었다.

여기에서 거듭 홀소리는 홋홀소리의 결합으로 설명되고 있는데, 구체 으로 “ㅑ

는 ㅣㅏ의 거듭, ㅕ는 ㅣㅓ의 거듭……ㅘ는 ㅗㅏ의 거듭, ㅝ는 ㅜㅓ의 거듭”으로 

풀이가 되어 있고, 잡이를 통하여 “ㅑ, ㅕ, ㅛ, ㅠ, ㆍ는 ㅐ, ㅔ, ㅚ, ㅟ, ㅢ, ㅘ, ㅝ

의 쓰는 로 하면 ㅣㅏ, ㅣㅓ, ㅣㅗ, ㅣㅜ, ㅣㅡ가 될 것이인  그 넛에 이러하게 

따로 만들음이니라”와 같이 ‘ㅣ’를 주모음으로부터 분리하여 고 있기도 하다. 따

라서 반모음 ‘ㅣ’와 반모음 ‘ㅗ/ㅜ’는 자음, 모음과 같은 하나의 소리 단 로서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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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문자에 치우진 음운 찰의 결과로 반모음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것

은 이  모음을 ‘반모음+단순 모음’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단순 모음+단순 모

음’의 결합으로 보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로 인해 합음으로 제시된 것 에

는 ①이  모음, ②단순 모음이 공존하게 되는 양상을 낳게 되었다. 이뿐만 아니

라 ‘ㅣㅡ의 합음’으로 간주한 ‘ㆍ’는 지석 과 주시경의 논의 내용에 따른다고 하더

라도 실제 ‘ㅣ’와 ‘ㅡ’의 복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에서 진정한 합

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ㆍ’는 본래 단순 모음이었는데 소

리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여 히 단순 모음이므로 합음이 될 수가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ㆍ’를 ‘ㅣㅡ의 합음’으로 간주한 것은 결국 ‘ㅑ, ㅕ, ㅛ, ㅠ, ㆍ’와 같은 모음

의 제시에서 ‘ㅑ, ㅕ, ㅛ, ㅠ’와의 계를 고려하며 문자의 결합을 시한 것에서 

비롯된 결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4. 운소 련 기술

운소 가운데에 지석 은 소리의 높낮이를 무척이나 시하 다. 이에 하여 �大

朝鮮獨立協 報� 1호에 실은 ｢국문론｣(1896)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8)지석  ｢국문론｣(1896)에서의 높낮이 련 기술

우리 나라 국문을 읽어 보면 모다 평셩이오 놉게 쓰거슨 업스니 놉게 쓰거시 

업기로 어음을 긔록기 분명치 못야 東 동녁동는 본 나즌즉 동 려니와 

動 움즉일동는 놉흔 연마 동 외에 다시 표거시 업고 棟 들동는 움

즉을동 보다도 더 좁것마 동 외에  다시 도리가 업스며 棄 버릴기 列 버릴

열 이 두 로 말진 첫에 표가 업스니 국문으로 만보면 列 버릴열 도 

棄 버릴기과 흐며 擧 들거 野 들야 두도 국문 으로 만 보면 과연 분간 

기 어려운지라 이러 으로 여간 한문  사 다려 국문을 계집사의 이라 

야 치지도 13) 기로 국문이 졈졈 어두어 국가에셔 국문 내신 본의를 거의 닛게 

13) 이 ‘치지도 ’는 ‘置之度外’로 마음에 두지 않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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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야스니 가셕 도다……내시험 야 어린 를 몬져 국문을 르쳐셔 샹셩 거

셩 표만 분간 야 닐으되 졈 나 은 는 음을 죠곰만치 루고 졈 둘은 

는 음을 죠곰 더 르라 약쇽 고 에 표를 야 주엇더니 르칠것 업시 슬 

다 아니 이법은 진[과연 참으로] 국문에 뎨일 요긴 거시로다 이법이 니  

면 비단 어음을 긔록 기 분명 야 인민이 새로히 귀즁 게 일 아니라 

셩인 옵셔  드신 본의를 다시 히어셔 독립  나라에 확실 긔 가 

되리로라 

여기에서 “졈 나 은 는 음을 죠곰만치 루고 졈 둘은 는 음을 죠곰 

더 르라 약쇽 고 에 표를 야 주엇더니”에서 보이는 ‘ 르다’란 말을 어떻

게 이해할지가 건이다. 이 말을 힘을 가하다란 본래의 의미 로 이해하여 본다

면 힘을 빼고 편안하게 발음하는 상태는 아니라 하겠다. 따라서 성 에 힘을 주어 

소리를 높여 발음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높낮이를 구별해야 한다고 한 것

은 높낮이가 단어의 의미를 변별하는 데에 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는 인식을 하

고 있어서이다. 따라서 높낮이의 운소로서의 역할과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높낮이에 한 지석 은 인식은 한제국 황제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新

訂國文｣(1905)의 ‘新訂國文高低辨’에서 “上聲去聲은右加一點[我東俗에上去聲이別노

差等이無함이라]하고平入兩聲은無點이오 凡做語之曳聲에亦加一點니라”이라 하

다. 그런 후 字音高低標를 제시하여 “動움즉일동 同한가지동 禦막을어 魚고기어之

類餘 倣此하니라”와 같은 기술을 보이고 做語曳聲標를 제시하여 “簾발렴 足발족 

列벌랄렬 捐버릴연之類餘 倣此하니라”와 같은 기술에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있다. 

이런 지석 의 생각이 형성되는 데에는 서상집의 향이 지 않았다. 그러나 이

와 련한 서상집의 행 에 하여는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서상집의 조

언이 정 인 향을 끼친 것은 분명한바 그의 조언 내용이 구체 으로 어떤 것

인지와 련한 것을 지속 으로 추 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음의 높낮이와 련하여 주시경은 지석 의 향을 받아 자신의 논의를 개하

한자음을 ‘ ’로 고 있는 가 19세기의 언어 자료에서는 심심치 않게 보이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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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시경의 ｢국문론｣(1897)을 보면 그는 �大朝鮮獨立協 報� 1호에 실은 지석

의 ｢국문론｣(1896)을 직  참고하 음을 드러내고 있다.

(9)주시경 ｢국문론｣(1897)에서의 고  표시

특별히 음의 놉고 나즌 에다 세지 표 거시 잇시니 나즌음 에 아

모 표도 업고 (업 거시 표라) 반 놉히 음 에 뎜 나를 치고 더 놉히

 음 에 뎜 둘을 치지라(이 표 말은 독립 회회보 첫번으로 난  

지석 씨 국문론에 자셰히 낫더라)

이처럼 을 어 소리의 높낮이를 표시하는 것과 련해서는 �훈몽자회�의 범

례에 자세히 제시되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 논설을 쓸 때만 하더라도 주시경은 �훈

민정음�은 물론이고 �훈몽자회�도 아직은 보지 못했던 때이다(한택동 1996: 

220-221).14) 그리고 주시경은 �國文文法�(1905)에서 방 을 는 법을 기술하면서 

�훈몽자회�를 �훈민자회�로 기술하고 있다. 이 표기가 오기가 아니라면 이 오류는 

이 무렵만 하더라도 그가 분명히 �훈몽자회�를 직  보지는 못하 음을 증언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15) 따라서 이와 같은 방  표시를 주시경이 �훈몽자회�를 

직  하고서 확인하 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바 이는 지석 의 향에 의한 

것으로 설명을 할 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고 하겠다.

주시경은 �國文文法�(1905)에서 “이  음에 고하음이 있으니 낮은 음에는 

14) 주시경이 �訓民正音�을 보게 된 것은 지석 의 도움에 의해서이다. 이와 련한 기술은 

� 한국어문법�(1906)에서 보이는데, “훈민졍음 보기를 원더니 을년 여름(1905년, 30

세)에 디교쟝이 문헌비고 에 실린 훈민정음을 찾아 내게 보이니, 우에 등 것

이 각 음들은 아모 漢에 初發聲과 다 고, 그 부례에 終聲에 復用初聲이라 

엿고”가 이에 해당한다. 한택동(1996: 211)에서는 이런 경험이 형태 분리 표기  종성

부용 성의 성질을 지닌 받침 쓰기 주장에 강력한 이론  뒷받침이 된 것으로 다루어진 

바 있다.

15) 주시경이 甲午年인 1894년에 �華東正音通釋韻 �를 보았고 이곳에는 �訓蒙字 �의 諺文

字母에서 온 부분이 일부 실려 있으나 방 과 련한 내용은 �화동정음통석운고�에 실린 

부분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를 참고하여 보면 �훈몽자회�를 �훈민자회�로 고 있는 

것은 주시경이 이때는 아직 �훈몽자회�를 보지 못하 음을 잘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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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치지 아니하고 좀 높은 음에는 한 을 치고 더 높은 음에는 두 을 치는데 

훈민자회에 이 게 하 고  다른 책들에도 이 게 하 고 훈민정음에도 이 게 

하 다고 하더라”와 같이 음에 높고 낮음이 있음을 기술한 바 있다. 이런 높고 낮

음에 한 기술은 �말의 소리�(1914)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 아래에서 보

듯이 한결 구체 으로 기술되어 있다.

(10)주시경 �말의 소리�(1914)에서의 고 , 장단, 강약 련 기술

홀소리는 길고 자름과 놉고 낮음과 세고 여림과 고 좁음의 다름이 잇으니 길고 

자름은 소리가 나는 때의 동안을 이름이오 놉고 낮음은 소리가 나는 몬의 울이는 

셈을 이름이오 세고 여림은 소리가 나는 힘을 이름이오 고 좁음은 업을 쓰는 짓

을 이름이라 홀소리에는 이 네 가지의 다름이 잇으나 때로 쓰는 말을 는 에는 

소리가 나는 때의 동안의 길고 자름의 두 가지로만 가르어 그 서로 다른 바만 알게 

함이 하니라

이처럼 높낮이의 구별이 있음을 명시 으로 드러내었다. 그리고 강약의 구별에도 

심을 가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단의 구별만큼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장단에 하여 지석 은 ｢신정국문｣(1905)에서 做語曳聲標를 제시하여 “簾발렴 

足발족 列벌랄렬 捐버릴연之類餘倣此하니라”와 같은 기술을 보여 구체 인 를 

제시하여 논의한 바 있다. 이는 국어에서 장단의 구별이 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표시를 통하여 드러낼 필요가 있음을 기술한 것이라 하겠다. 

5. 문자와 음소 구별 련 기술

문자와 음소의 구별에서는 ‘ㆁ’과 ‘ㅇ’의 구별, ‘ㆆ, ㅿ, ◊’ 등의 사용에 한 것

이 심의 상이 되었다.

지석 은 �국문연구안�(1907-1909)의 ｢三 初聲中 ㆁㆆㅿ◊ㅱㅸㆄㅹ 八字의 復

用 當否｣에서 �훈민정음�, �훈몽자회�, �화동정음통석운고�의 기술 내용과 �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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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기 등을 살펴 ‘ㆁ, ㆆ, ㅿ, ◊’의 연구는 학술 으로는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행용하는 것은 부 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순경음의 사용에 해

서는 이들은 화음을 기 해서 사용한 것으로 국어 음을 기 해서 쓰는 것은 

당하지 않다고 하고, 다만 외국어학가의 참고품으로 생각하여 것이 옳다고 하

다. 이로써 ‘ㅇ’과 ‘ㆁ’의 구별을 분명히 알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국어의 표기

에 쓰일 수 있는 문자와 외국어 표기에 쓸 수 있는 문자를 구별하여 이해함을 볼 

수 있어서 문자의 용도를 분명히 구별하 음을 보여 다.

이는 외국어를 이해하고 살피는 데에는 ‘ㆁ, ㆆ, ㅿ, ◊’들의 문자 사용이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실제로 지석 은 �아학편�(1908)의 ｢華音｣의 

범례에서 ‘ㅿ’는 ‘수 우의 사이의 음’으로 설명을 한 바 있다. 이는 �화동정음통석

운고�(1747)의 화음에 한 설명과 일치하는 바이다. 즉 ‘ㅿ’은 이런 의미에서 ‘수’

와 ‘우’의 간음 는 합음으로 실 되는 성의 소리 정도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지석 은 이런 문자를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에 효과 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용도에 따른 문자의 구별을 정확히 하고 있다.

주시경은 ‘ㅇ’과 ‘ㆁ’의 구별과 련하여 �國文文法�(1905)에서 성 자리의 ‘ㅇ’

이 발음되지 않음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ㅇ은 곳 음(子音)이라 그 ㅇ

을 발음면 곳 쵸셩 ㅇ과 갓치 소리가 날 터인 쓰기는 ㅇ을 쵸 에 더되 닑

기는 그 ㅇ이 쵸 에 없 것과 갓치 면 혹은 쵸셩 ㅇ은 유음(喩音)이라 니 

喩는 한음이나 동음(東音)이 다 갓치 슌젼 모음이요 이 모자음이 업스니 지 도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닑기를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ㆍ와 

갓치 고 그 쵸셩 ㅇ은 조 도 발음이 없니라<9ㄴ>”이란 기술이 이에 해당한

다. 그리고 �말의 소리�(1914)에서는 고나로 제시된 ‘ㆁ’과 달리 ‘ㅇ’은 소리가 없

는 것으로 다루어져 보충 설명에 해당하는 잡이로 처리되어 있다.

그런데 �國文文法�(1905)에 기술되어 있는 “셰죵 왕셔 국문을 지으시 죠

슈의 별의 소리라도 긔록 못 것이 업다 엿 ㅇ을 쵸셩으로 발음면 엇지 

종셩 ㅇ과 다름이 잇스리요 필경 원리는 분명 마련이 잇셧슬 터인 국문의 규

모와 셰 문젹이 온젼이 젼지 못으로 이와 갓흐니 탄 일이로다<9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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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을 보면 주시경은 역사 기록을 온 히 보지는 못하 지만 성의 ‘ㅇ’과 종성

의 ‘ㆁ’을 혼동하지 않고 구별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ㅿ, ◊’을 주시경은 �國文文法�(1905)에서 각각 ‘ㅅ+ㅇ=ㅿ’, ‘ㅁ+ㅇ=

◊’과 같이 합음으로 보고 있다. 이는 ‘ㄱ+ㅎ=ㅋ’, ‘ㄷ+ㅎ=ㅌ’ 등의 합음과 비교

하여 보면 비례 으로는 두 소리가 결합되어 새로 만들어지는 소리를 나타낸 것으

로 이해된다. 그러나 ‘ㅇ’을 �國文文法�(1905)에서 분명히 소릿값이 없는 ø로 기술

하고 있음을 보면 ‘ㅿ’과 ‘◊’은 ‘ㅋ’, ‘ㅌ’와는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에서 보면 �國文文法�(1905)에서 거론하고 있는 ‘ㅿ’과 ‘◊’에 한 기술은 

화음 표기를 한 문자에 한 것임에도 주시경은 이를 명확히 구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심지어 “◊ ㅿ ㆁ ㆆ는 지  쓰지 아니나 그 소리 잇스니 아니 쓸 슈가 업

스되 지  분명히 젼이 업고로 셰셰히 말지 못며 ◊ ㆁ는 지  쓰 죵셩

과 갓흐면 하필 죵셩에 각 표지 아니이 가 듯도다<11ㄱ>”과 같이 이것

이 한어에 한 표기임을 정확히 기술하고 있지 못하다. 이  ‘◊’은 �화동정음통

석운고�에서 화음의 성모  微母의 성을 표시하기 하여 사용한 것이다. 이런  

�화동정음통석운고�의 범례를 주시경도 살펴보았음은 �國文文法�(1905)와 �말�

(1908)의 기술을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말�(1908)의 기술에 따른다면 甲午年 즉 1894년에 그는 �화동정음통석운고�를 

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는 그가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던 첫째 해

에 해당하는 때 다. 이곳의 기술을 보면 주시경은 �화동정음통석운고�의 범례의 

기술 내용을 참고로 하여 ‘ㅿ’과 ‘◊’에 하여 생각해 보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

러나 이곳 범례의 취지를 정확히 구별하여 읽지는 못하 던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자음에서의 합음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음운의 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소리에 역 을 둔 것으로 이 타당해 보인다. 이것은 문자

의 사용에 을 두고 있는 모음에서의 합음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라 하겠

다. 따라서 합음이란 용어 사용이 가리키는 상이 소리에 한 것인지 문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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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인지를 주의 깊게 악해 가며 이 시기의 국어 연구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고 하겠다.

6. 나오며

이 은  국어학 연구 맹아기에 이루어진 국어의 표기와 음운과 문자에 

한 논의를 지석 과 주시경을 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를 하여 지석 의 ｢국

문론｣(1896), ｢新訂國文｣(1905), �大韓國文說�(1907)과 주시경의 �國文文法�(1905), 

�國語文法�(1898 탈고)의 傳本인 �말�(1908), �말의 소리�(1914)를 상으로 하여 

각각의 논의를 살피고, 둘 모두와 련되는 �國文硏究議定案�(1907-1909)를 살폈

다. 세부 으로 자음, 모음, 운소, 문자에 한 고찰을 통하여 그간 주시경에 비하

면 상 으로 심의 상이 되지 못했던 지석 의 연구에 한 것이 조명되고, 

이로써 지석 과 주시경이 보인 표기와 음운과 문자에 한 논의를 비교하여 그 

흐름과 성격을 이해해 보려 하 다.

자음과 련한 논의에서는 먼  자음의 정의에 해 살펴보았는데, 지석 은 자

음이란 말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음 의 구조를 심으로 하여 성과 종성을 

가지고서 자음에 한 기술을 하 다. 이에 비해 주시경은 자음이란 말을 사용하

기는 하 으나 그 정의는 모음에 의지하는 소리에 을 맞추어 기술을 하 다. 

이는 통 인 음 에 기반을 둔 정의를 이은 것으로 아직 조음 음성학 인 면에

서의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다.

이런 자음의 조음 방법에 해서는 지석 의 술에서는 ｢新訂國文｣(1905)와 �大

韓國文說�(1907)에서 격음에 해당하는 ‘ㅋ, ㅌ, ㅊ’에 重聲이라는 주를 달아 이들

이 순정한 소리가 아니라 어떤 소리들이 섞인 것을 표시한 것이 있는 정도의 기술

이 찰될 뿐 별 다른 논의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 주시경은 청탁으로 활발히 논

의를 개하고 있다. 주시경은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을 청음으로 보고 이를 

국문 자음의 분별 근본으로 간주하 다. 그리고 ‘ㅋ ㅌ ㅍ ㅈ ㅊ ㅎ ◊ ㆁ 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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겹친 소리인 탁음으로 보았는데, ‘ㅋ, ㅌ, ㅍ’에 해서는 ‘ㅋ=ㄱ+ㅎ’, ‘ㅌ=ㄷ+ㅎ’, 

‘ㅍ=ㅂ+ㅎ’으로 보아 청음인 ‘ㄱ, ㄷ, ㅂ, ㅈ’이 탁음 ‘ㅋ, ㅌ, ㅍ, ㅊ’이 되는 것은 

‘ㅎ’과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처럼 청음과 탁음으로 자음을 구별하는 

태도는 성운학에서의 성모의 구별과 �훈민정음�에서의 성의 구별과 맥이 닿아 

있다. 그러나 불청불탁음인 ‘ㄴ, ㄹ, ㅁ, ㅇ, ㆁ’을 청음으로 분류하 고, 청음인 

‘ㅈ, ㆆ’을 탁음으로 분류하 으며 차청음인 ‘ㅋ, ㅌ, ㅍ, ㅊ, ㅎ’을 탁음으로 분류한 

것은 차이를 보인다.

모음에 한 기술에서 지석 은 모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고, ｢新訂國文｣

(1905)의 中聲獨用十一字에서 “ㅏ아 ㅑ야 ㅓ어 ㅕ여 ㅗ오 ㅛ요 ㅜ우 ㅠ유 ㅡ으 ��

[이으 合音] ㅣ이”에서 보듯이 통 인 술어인 성이란 말로 모음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시경은 �國文文法�(1905)에서 “국문 모음를 젼에 즁셩이라 

엿 ㅏㅑㅓㅕㅗㅛㅜㅠㅡㅣㆍ 이 열 가 국문의 모음이니 ㅏㅓㅗㅜㅡㅣ 이 

여셧  다시 나놀 슈 업시 슌일 모음이요 ㅑ는 ㅣㅏ의 합음이요 ㅕ는 ㅣㅓ의 

합음이요 ㅛ는 ㅣㅗ의 합음이요 ㅠ는 ㅣㅜ의 합음이요 ㆍ는 ㅣㅡ의 합음인<7ㄱ-

ㄴ>”과 같이 성을 모음자로 보고 개수를 11자로 제시하 다. 따라서 용어의 사

용은 차이가 있지만 음 의 핵을 이루는 소리를 성 는 모음으로 간주했다는 

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성과 성자, 모음과 모음자의 구별이 

엄 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공통된 바이다.

이 둘의 논의에서 단연 심이 가는 것은 이 둘 모두 ‘ㆍ’를 ‘ㅣㅡ의 합음’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ㅑ, ㅕ, ㅛ, ㅠ, ㆍ’에서 선행하는 ‘ㅑ, ㅕ, ㅛ, ㅠ’와의 

계를 고려하고, 국어음의 변화, 화음의 표시 등에서 보이는 ‘ㆍ’의 양상에 하여 

심을 기울인 결과이다. 지석 의 기술에서는 화음의 표시에 역 이 두어져 있으

나 주시경의 기술에서는 ‘∼느∼늬’, ‘∼스∼싀’와 같은 발음형의 공존이 요

하게 고려되었다. 그러나 지석 과 주시경 모두 ‘ㆍ’를 ‘ㅣㅡ 합음’으로 보게 된 동

기가 성자 는 모음자의 체계 인 양상을 고려한 데에 있었으며, 이런 주장이 

정당함을 소리의 차원에서는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게 ‘ㆍ’를 ‘ㅣㅡ 합음’으로 보는 데에는 지석 이나 주시경 모두 비슷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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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각 고민을 하 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석 은 서상집과의 교류에서 많

은 자극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것이 주시경과의 학술  교류를 통하여 

주시경과 마찬가지로 ‘ㆍ’를 ‘ㅣㅡ 합음’으로 보는 것에 확신을 갖게 된 것으로 보

인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이와 같이 ‘ㆍ’를 ‘ㅣㅡ 합음’으로 보고 이것을 지석

이 주도하여 ‘��’와 같이 는 방안을 고려했던 것은 고유어, 한자어음, 외국어 

 외래어 표기에 한 것을 두루 염두에 둔 결과로 이해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석 이 ‘��’와 같은 자형을 고려한 데에는 신경 의 �韻解�(1750)에 보이는 제치

호의 표시 방법에 직간 인 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지석 과 주시경은 모음에서 합음이라는 것을 음운의 결합 양상에 을 두고 

인식하기보다는 문자의 결합 양상에 을 두고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

라서 ‘ㅑ, ㅕ, ㅛ, ㅠ’뿐만 아니라 ‘ㅐ, ㅔ, ㅚ, ㅟ, ㅢ’도 합음으로 다루었고 ‘ㆍ’도 

‘ㅣㅡ 합음’과 같이 다루었다. 이런 표기가 나타내는 소리가 성격이 같지는 않다는 

에서 이 용어를 음운의 결합 양상에 을 맞추어 사용했다고 보기는 쉽지 않

다. 이런 인식에 따라 이  모음에 들어가 있는 반모음에 한 것은 인식되고 있

지 못하 다. 결국 이  모음을 ‘반모음+단순 모음’의 결합으로 보지 않고 ‘단순 

모음+단순 모음’의 결합으로 보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

운소와 련해서는 지석 은 소리의 높낮이와 장단에 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를 구별할 표시를 하여 단어의 의미를 구별하는 데에 활용할 것을 논의하 다. 그

리고 이런 주장은 주시경에서도 수용이 되어 음의 높낮이와 련한 연구를 이어 

나가게 되었다. 그래서 �말의 소리�(1914)에 보면 고 , 장단, 강약 등으로 세분화

된 운소에 련한 기술이 이루어질 정도로 논의가 발 을 보이게 된다.

문자에 해서는 지석 은 ‘ㆁ, ㆆ, ㅿ, ◊’의 연구는 학술 으로는 필요하지만 

민간에서 행용하는 것은 부 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순경음의 사용에 

해서는 이들은 화음을 기 해서 사용한 것으로 국어 음을 기 해서 쓰는 

것은 당하지 않다고 하고, 다만 외국어학가의 참고품으로 생각하여 것이 옳다고 

하 다. 이처럼 그는 문자를 통하여 무엇을 을 것이냐에 따라서 정확한 구별을 

하기 한 노력을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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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시경은 ‘ㅿ, ◊’을 �國文文法�(1905)에서 각각 ‘ㅅ+ㅇ=ㅿ’, ‘ㅁ+ㅇ=◊’

과 같이 합음으로 보고 있다. 이는 ‘ㄱ+ㅎ=ㅋ’, ‘ㄷ+ㅎ=ㅌ’ 등의 합음과 비교하여 

보면 두 소리가 결합되어 새로 만들어지는 소리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곳의 ‘ㅿ’과 ‘◊’은 ‘ㅋ’, ‘ㅌ’와는 같은 성격의 것으로 이해하기 어

렵다. 한 “◊ ㅿ ㆁ ㆆ는 지  쓰지 아니나 그 소리 잇스니 아니 쓸 슈가 

업스되 지  분명히 젼이 업고로 셰셰히 말지 못며 ◊ㆁ는 지  쓰 죵

셩과 갓흐면 하필 죵셩에 각 표지 아니이 가 듯도다”와 같이 화음 표기

를 한 문자에 한 것을 주시경이 명확히 구별하지 못하고 논의를 개한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문자가 다양한 언어를 표기하는 데에 선택 으로 쓰일 수 있고 

효용이 있다는 것을 주시경은 명확히 기술하고 있지는 못하다 하겠다. 

이상의 기술로써 우리는 지석 과 주시경은 각각 다루는 상이나 내용, 이들을 

보는 에서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이 둘은 유사성과 련성을 보임을 볼 수 있

다. 그러나 주시경에 비해 지석 의 술이 충분치 않음에 따라 각각의 세부 내용

에 하여는 일 일 비교를 하기가 여의치는 않아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지석 과 주시경 모두 아직까지는 통 으로 표기, 음운, 문자를 연구하는 틀에 

바탕을 두고 이에 하여 연구하 다는 이 어느 정도는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논문투고일(2021. 5. 10),   심사일(2021. 5. 22),   게재확정일(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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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ntext of discussion about notation, phonemes and 

letters of Korean language by Ji, Seok-yeong and Ju, Si-gyeong in 

germinal stage of Present-Korean linguistics

Yi, Junhwan *

16)

This article focuses on Ji, Seok-yeong and Ju, Si-gyeong’s discussion on the notation, 

phonemes and letters of Korean language in germinal stage of Present-Korean linguistics.  

Specifically, through the examination of consonants, vowels, suprasegmental phonemes and 

letters, I paid attention to Ji, Seok-yoeng's research, which was relatively less interesting 

than Ju, Si-gyeong’s and tried to understand the flow and nature of Ji, Seok-young and Ju, 

Si-gyeong’s discussions on phonology and letters. In terms of consonants and vowels, the 

terms “consonant” and “vowel” are used in the study of Ju, Si-gyeong but the definition is 

not made in terms of articulatory phonetics, but is defined as the meaning of the 

components of syllables. In terms of articulation methods, consonants were classified and 

described by their clarity and murkyness. Ju, Si-gyeong defines murky sounds as not 

composed of one element, so although the terms “clear and murky sounds” are used in 

Chinese phonology, the concepts show a difference. In the vowel, the word “join” is used 

to refer to ‘ㅑ, ㅕ’, ‘ㅐ, ㅔ’ and ‘ㆍ’ made by combining ‘ㅣ’ and ‘ㅡ’ which are not 

focused on sound, but on writing related to the use of letters. As a result, a half vowel 

could not be analyzed in the double vowel and ‘ㅑ’, ‘ㅕ’was considered to be the same 

as ‘the joint of ‘ㅣㅏ’, ‘ㅣㅓ’. The reason why ‘·’ was regarded as a combination of ‘ㅣ’ 

and ‘ㅡ’ was given by considering the aspects of Chinese phoneme and Korean notatio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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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actual conclusion was obtained by emphasizing the relationship with ‘ㅑ, ㅕ, ㅛ, 

ㅠ’. Regarding suprasegmental phonemes, Ji, Seok-yeong emphasized height and rhythm, 

and these discussions were well received by Ju, Si-gyeong, leading to a study on adding 

strength and weakness. In the use of letters, Ji, Seok-young judges unnecessary “ㆁ, ㆆ, 

ㅿ, ◊” in the Korean language notation as inappropriate for civilian use, while Ju, 

Si-gyeong did not clearly recognize the identity of these letters by describing the sound as 

present or not. The contents of the discussion and the method of discussion show that 

both Ji, Seok-yeong and Ju, Si-gyeong have traditionally been based on the framework of 

studying notation, phonemes and letters.

Key words : Ji, Seok-yeong, Ju, Si-gyeong, notation, phoneme, letter, consonant, murky 

sound, aspirated, vowel, ‘ㆍ’, double vowel, half vowel, joint of sound, 

height, longness and short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