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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어 訓点表記의 기원에 대한 再考
일본어의 訓点表記의 기원과 그 전개 과정의 두 가지가 필자에게 부여된 과제이다. 우선 기

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일본어의 訓点表記의 기원을 생각하는 데에는 日本의 관련학
회의 現狀에 비추어 보면, 두 가지의 단계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8세기(奈
良 時代)의 角筆訓点表記의 기원이며, 두 번째 단계는 9세기초(平安時代 初頭)에 시작되는 白
点·朱点의 訓点表記의 시원이다. 첫 번째 단계인 8세기의 角筆訓点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입
장에서는 일본어 訓点表記의 기원은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하게 된다. 종래에 일본에서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설명되어 왔다. 그러나 8세기에 角筆에 의해서 기입된 訓点表記의 奈良寫經이 최
근에 발견되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그 訓点表記가 두 번째 단계의 白点·朱点에 의
한 訓点表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기원을 첫 번째 단계인 8세기로 소급해서 우
선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원을 8세기로 소급해서 고찰하는 것은 日本語 訓点表記를 좁게 일본 國內의 문제만으로 파
악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東아시아에 있어서 古代學問의 방법과 그 교류라고 하는 시점에서 파
악하는 것이 된다.
* 古代韓日의 言語文化 比較硏究라는 제하에 싣는 6편의 글은 2008년 2월 20일~21일 개최된 서울대학교 규

장각한국학연구원 국제워크숍에서 발표된 글의 일부임을 밝힙니다.
** 広島大學 名譽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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毛筆로 墨書하거나 木版으로 인쇄한 紙本墨書의 經典을 독해하기 위하여, 注解의 漢字나 釋讀
에 필요한 諸符號를 그 經典에 직접 기입하는 것이, 東아시아에 있어서 古代學問에 대한 공통된 
방법으로서 일찍이 中國大발을 비롯하여 韓半島와 日本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이것은 최근의 角
筆 문헌의 발견에 의해서 한층 명백해졌다.

中國大발에서는 五世紀~十世紀의 敦煌文獻·九世紀의 唐寫本·十二世紀의 宋版一切經
韓半島에서는 八世紀의 新羅經典·十一世紀刊의 初雕高麗版 등
日本에 있어서는 八世紀의 一切經 등

이러한 經典에 角筆加点을 기본으로 하는 기입이 확인된 것에 의한다.
그 대부분이 角筆로만 된 加点이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놓치고 있었던 것이 發見된 결과, 

東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 독해한 言語는 각각의 나라에서 다르지만, 經典에 직접 加点한다고 
하는 공통된 방법이 존재하고, 교류에 의한 영향 관계도 생각할 수 있도록 되었다.

그 때까지 일본에서는 毛筆에 의한 白書·朱書의 訓点을 기입한 문헌(日本에서는 ｢訓点資料)
라고 칭하고 ｢白点｣ ｢朱点｣ 이라고 부른다)이 오직 연구대상이 되었다. 白点·朱点으로 現存하
는 古의 訓点資料가 9세기초이기 때문에, 日本語 訓点表記는 9세기초에 성립되었다고 주장되
어, 그 白点·朱点의 사용자가 東大寺 등 奈良(南都) 古宗의 僧이었기 때문에, 日本語 訓点은 南
都僧이 창안하였다고 주장되었다.1)1)訓点表記의 중요한 요소는 가타가나(片假名)와 오코토(ヲコト)
点이다. 따라서 가타가나(片假名)와 오코토(ヲコト)点도 南都僧이 창안하였다고 주장되어 왔다.

그러나 角筆加点의 발견에 의해서 다음의 세 가지가 修正되게 되었다.

1. 日本의 訓点은 九世紀를 소급해서 八世紀(奈良時代)에 角筆로 기입되어 있다.2)2)
2. 八世紀의 新羅經典의 하나인 ｢判比量論｣에 마가나(眞假名)와 함께 省劃假名가 角筆로 加点되

어 있으며, 日本의 八世紀의 角筆加点에도 같은 省劃假名(片假名의 起源)가 사용되어 있어서, 
節博士나 合符 등까지 一致함에 따라 그 影響을 생각할 수 있다.3)3)

3. 오코토(ヲコト)点(点吐)는 八世紀의 新羅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어서(｢華嚴文義要决｣), 初雕 高
麗版의 華嚴經의 点吐는 그 原型이 日本의 華嚴經의 오코토(ヲコト)点에 影響을 미쳤다고 생
각할 수 있다.4)4)

1) 春日政治 ｢初期点法例―聖語藏点本을 資料로서―｣ (｢國語國文｣ 昭和二十七年 十月). 나중에 古訓点의 
硏究 (一九六五年刊) 에 再錄.

   國語學大辭典 (一九八0年刊)  ｢片假名｣ 等.
2) 小林芳規 角筆文獻硏究導論 上卷　東아시아篇 (二00四年刊).
3) 注 (2) 文獻.
4) 注 (2)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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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은 일본어 訓点表記의 기원의 하나가 角筆加点에 의한 新羅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
을 말해 주고 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의 기원이며, 이미 발표해 왔던 것이다.
이 발표에서는 두 번째 단계의 白点·朱点이 어째서 9세기초에 시작된 것인가, 그것은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가를 近의 奈良佛敎의 연구를 근거로 설명하기로 한다.
白点·朱点을 經典의 全卷에 加点하여 訓讀하는 것은 중국대륙이나 한반도의 12세기 이전의 

문헌에는 좁은 소견이지만 아는 바가 없다. 이에 대해서 日本의 訓点은 白点·朱点을 사용함에 
따라서 독자적인 발달을 이루었다.

2. 勘經의 白書
 
經典에 白書를 사용하는 것은 本文의 字句의 오류를 정정하는 등의 校正에서 볼 수 있다. 敦

煌 문헌이나 日本의 奈良(八世紀) 寫經에서 행하여지고 있다.
이 字句의 校正에 사용하고 있던 白書의 사용을 확대하여, 經典을 독해할 때의 訓点에 流用한 

것이 白点의 시작이라고 생각된다. 그 구체적인 상황이 ｢勘經｣이라는 행위로 알려지게 되었다.
校正이 本文 書寫 뒤에 底本과의 비교에 의해서 文字의 誤脫을 補訂하는 작업임에 대해서, 勘 

經은 底本이라고 하는 다른 텍스트(證本)에 의해서 對校하는 것과 함께 本經의 內容까지 연구 
하고, 이해하여 敎學하는 심화된 校訂 作業이다.5)5)

(1) 勘經의 作業 內容
光明皇后의 發願에 의해서 書寫된 一切經(天平十二年<七四0>五月一日經)의 願文 뒤에 붙여진 

追跋에 의하면, 勘經에는 ｢正｣ ｢讀｣ ｢證｣의 三種의 작업이 알려져 있다.6)6)

(a) 天平勝寶七歲（七五五) 正月十日從八位上丹波員外目日置造蓑麻呂正
   正八位上行大學少屬內藏伊美吉全成正
   大德興福寺沙門慈訓證　　　　　　　　　          （正倉院聖語藏 ｢過去莊嚴劫千佛名經｣) 
(b) 天平勝寶七歲十月十七日正八位下守少內記林連學野正

5) 山下有美 ｢嶋院에 있어서 勘經과 寫經―國家的 寫經機構의 再把握―｣ (｢正倉院文書硏究｣ 7 一九九九年).
   宮崎健司 ｢天平勝寶七歲에 있어서 ｢大寶積經｣ 의 勘經｣   (日本古代의寫經과 社會 二00六 年 五月, 

所收).
6) 宮崎健司 ｢光明子發願五月一日經의 勘經｣ (日本古代의 寫經과 社會 所收).



154·한국문화 42

   大安寺沙門琳躰讀
   沙門敬明　沙門玄藏　沙門璟忍　沙門行脩證　　　   （正倉院聖語藏 ｢大集經月藏分卷第一｣) 
(c) 天平勝寶七歲九月三日從七位上守大學直講上毛野君立麻呂正
   大德元興寺沙門勝叡　大德沙門了行　大德沙門尊應　業了沙門法隆

（正倉院聖語藏 ｢深密解脫經卷第二｣) 
 
勘經은 大學直講이나 少內記 등의 官人과 複數의 僧에 의해서 행하여지고, ｢讀｣은 僧이 읽고, 

그것을 읽으면서 官人이 체크하고, 작업이 확실하게 끝났다는 것을 ｢證｣한다고 되어 있다.7)7)

(2) ｢勘經｣ 이라는 用語의 初見
天平勝寶年間(七四九―五七)에 보이기 시작하며, ｢勘經所｣도 나타난다.8)8)

(3) 勘經의 시작
勘經은 興福寺僧의 慈訓을 指導者로 하고, 良弁을 推進者로서 光明皇后의 一切經 具備의 필요 

성이 수반되면서 天平勝寶年間에 시작된 사업이라고 알려져 있다.9)9)

慈訓은 華嚴經 講說을 東大寺 전신인 金鍾寺에서 審詳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행한 때의 
複師로 근무한 僧으로서 審詳 다음으로 講師로 근무하였다.10)10)

 
(4) 五月一日經의 勘經 以外의 勘經
 ① 新舊華嚴經과 大般若經의勘經
    聖武天皇의 勅에 의해서 華嚴經을 根本으로 하는 一切經의 轉讀 講說의 意圖에 기초해서 

東大寺 寫經所에서 實施되었다.11)11)

 ② 景雲一切經의 勘經
    孝謙天皇의 發願에 의해서 寶字二年(七五八) 頃부터 神護景雲二年(七六八) 頃까지 景雲 

一切經의 寫經이 實施되어, 그 勘經이 寶字六年(七六二)부터 神護景雲三年七月 頃까지 행
하여지고, 證本으로서 五月一日經이 사용되어 章疏의 勘經에도 이르렀다.12)12)

(5) 勘經에 사용한 白書·朱書
 7) 注 (6) 文獻.
 8) 注 (5) 의 宮崎健司氏 論考.
 9) 注 (5) 의 山下有美氏 論考.
10) 注 (2) 文獻 一九九頁 所引 ｢三國佛法專通緣起｣.
11) 注 (5) 의 山下有美氏 論考.
12) 注 (5) 의 山下有美氏 論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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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天平十二年願經 ｢四分律｣ (正倉院聖語藏)의 例（杉本一樹 氏에 의함)13)13)

   ［墨書］題과 本文書寫（天平九~十年), 願文（天平十三年) 
   ［朱書］題의 訂正（天平十八~十九年 또는 天平勝寶年間), 誤記 訂正
   ［白書］他本（鑑眞將來의 唐經)과의 比較（鑑眞來朝의 天平勝寶五年〈七五二) 十二月이후 

寶字〈七五七~〉의 交)를 勘經所에서 행하고, 誤記 訂正白点（平安極初期) 
 ② 勘經을 행하였던 僧·官人名의 白書14)14)

   ｢讀勝光師｣  (白書)  (正倉院聖語藏 ｢佛說入如來德智不思議經卷下｣ 五月一日經) 
   ｢勝光讀｣  (白書)  (正倉院聖語藏 ｢過去現在因果經卷二·四·五｣ 五月一日經) 
   ｢勝光讀｣  (白書)  (正倉院聖語藏 ｢佛說濡首菩薩无上淸淨分衛經卷上·下｣ 五月一日經) 
   ｢勝光讀｣  (白書)  (正倉院聖語藏 ｢寶積三昧文殊師利間法身經｣ 五月一日經) 
   ｢學野｣  (白書)  (正倉院聖語藏 ｢佛說入如來德智不思議經卷下｣ 五月一日經) 
   ｢學野｣  (白書)  (正倉院聖語藏 ｢漸備一切智德經卷三, 五｣ 五月一日經) 
 
이러한 僧이나 官人名이 각각의 經卷의 卷末에 白書되어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白書로 본

문 중에 기입되어 있다고 추정되지만, 未調査이다. 그래서 다른 經卷을 사용하여 勘經의 내용을 
보기로 한다.

3. 勘經으로서의 華嚴刊定記
唐의 惠苑이 찬술한 華嚴刊定記가 奈良時代(八世紀)에 勘經으로서 사용된 것은 다음의 세 가 

지에서 알 수 있다.
 
1) 審詳의 藏書인 華嚴刊定記가 勘經의 證本으로서 借用되고 있다.
 ○ 正倉院文書의 神護景雲二年(七六八) 四月二十九日付 ｢奉寫一切經司移｣ 
    奉寫一切經司移東大寺司
    請花嚴經惠園師疏一部審詳師所者
    　右、爲須勘經所證本、所請如件、以移
　　  　　神護景雲二年四月廿九日別當圖書少屬從七位上大방忌寸公足

13) 杉本一樹 ｢聖語藏經卷 四分律 에대해서｣ (｢正倉院紀要｣  第二十九號, 二00七年 三月).
14) 注 (13) 文獻.



156·한국문화 42

     次官從五位下　王
     ｢司判許
                                         大判官美努連奧万呂主典葛井連荒海
　　  　　花嚴經疏十二卷第一 三 四 五 六 八 十 十二 十三 十四 十五 十六等卷々惠遠師撰　                             審詳師經之內
    　　　右件疏、附返使鳥取古万呂、令請如件
　　　　　　　　　　　　　　　　　　         案主上馬養｣

審詳은 新羅學生이라고 불리고, 新羅에서 歸朝할 때에 많은 新羅經典을 將來하였다. 新羅에서 
華嚴刊定記가 사용된 것은 皇龍寺僧인 表員의 ｢華嚴文義要决｣ 중에 인용되어 있는 것으로15)15)알
려져 있다.

2) 大東急記念文庫藏 ｢華嚴刊定記卷第五｣ 卷末 識語에 東大寺에서 新羅正本으로 ｢校勘｣하였
다고 기록하고 있다.

○ 大東急記念文庫藏 ｢華嚴刊定記卷第五｣ 卷末識語
        （本文と同筆) 　無上菩提因／近事智鏡
        （別筆)  ｢延曆二年（七八三) 十一月廿三日於東大寺與新／羅正本自校勘畢以此善根

生々之中／殖金剛種斷一切障共諸含識入無㝵門｣ 
        （又別筆)  ｢以延曆七年八月十二日與唐正本相對校勘取捨／得失揩定此本後學存意可幸

察耳自後諸／卷亦同此矣更不錄年日等也｣ 

奈良時代(8세기)의 華嚴刊定記에는 白書·朱書로 本文 字句의 校正과 함께 本文을 ｢讀｣ 解한 
加点을 기입하고 있다.

3) 大東急記念文庫藏 ｢華嚴刊定記卷第五｣의 白書·朱書이 ｢華嚴刊定記卷第五｣의 白書·朱書에 
대해서는 月本雅幸 氏의 조사16)와16)吳美寧·金星周 氏의 精査17)가17)있다. 그 기입의 내용은 字句의 
校合과 科段符·句切点·語順符이다. 朱二種과 白書의 기입 시기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의 여지

15) 吳美寧 金星周 ｢大東急記念文庫藏 華嚴刊定記 에 대해서｣ (｢訓点語와 訓点資料｣ 第一 一九輯, 二〇
〇七年 九月).

16) 月本雅幸 ｢大東急記念文庫藏 續華嚴經略疏刊定記卷五의 訓点에 대해서｣ (鎌倉時代語硏究 第二十三輯, 
二〇〇〇年).

17) 注 (15)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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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語順符의 예를 들면,

등이 일본의 訓点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新羅를 비롯한 한국의 加点資料에 사용되고 있는 점에
서 語順符·句切点 등이 延曆二年에 新羅正本과 校勘했을 때 기입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
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校勘｣이라는 것은 本文의 字句를 校合하는 일과 함께 내용까지 독해
하였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東大寺圖書館藏 ｢華嚴刊定記卷第九｣의 朱書는 白書를 사용하지 않고 朱書만으로 字句의 
訂正·補入과 句切点, 返讀符, 語順符가 기입되어 있다.

 
(1) 字句의 訂正·補入

   

(2) 句切点

 

(3) 返讀符

  

(4) 語順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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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1)(2)(3)(4)의 朱書가 同筆로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字句의 訂正·補入뿐만 아니라, 동
시에 句切点과 함께 返讀符·語順符를 기입하고 訓讀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勘經으
로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返讀符와 語順符는 일본의 訓点으로서는 사용되지 않은 
符號이기 때문에, 證本으로서 新羅의 華嚴刊定記(아마도 審詳이 將來)가 사용되었고, 거기에 加
点되어 있었던 符號를 기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4. 神護景雲經의 勘經
孝謙天皇의 發願에 의하여 神護景雲二年(七六八) 경까지 書寫된 景雲一切經은 勘經이 행해진 

뒤에 東大寺에 施入되어서, 그 原本이 聖語藏으로 東大寺에 現藏되어 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조사할 수 있었던 二經卷을 우선 들어서 그 白書가 勘經으로서 사용된 것을 설명하고자 한다.

5) 東大寺藏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卷第二｣ 二卷（前半과 後半으로 分卷) 
白書에 의한 字句의 訂正과 句切点, 語順符, ｢乙｣에 의한 返讀, 드물게 訓讀을 나타내는 漢

字·가나(假名)가 기입되어 있다. 白書보다 이전에 角筆의 漢字, 梵唄譜, 合符 등이 있다.

(1) 字句의 訂正

  

(2) 句切点（点이라기보다 短橫線) 

   

(3) 語順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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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 에 의한 返讀
   

(5) 訓讀을 나타내는 漢字

   

(6) 訓讀을 나타내는 省劃假名
   

위의 (1)(2)(3)(4)(5)(6)의 白書가 同筆로 기입되어 있기 때문에, 字句의 訂正과 同時에 訓讀도 
행하여졌던 것을 알 수 있으며, 勘經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語順符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 勘經의 證本으로서 新羅經이 사용된 것이 추측된다. (4)의 ｢乙｣은 一字의 返讀에 
사용되고 있다. 日本의 訓点에는 使用例가 보이지 않는다. 唐의 韓愈 ｢讀鶡冠子｣ 曾國藩의 注에 
｢乙者上下之倒置｣라고 있으며,18)18)이것이 一字의 返讀에 應用되었다고 보인다. (5)의 第一例는 
｢盜心有(アリテ)取｣, 第二例는 ｢三五耳(ノミ)有｣ 의 訓讀을 한자로서 나타내었다고 볼 수 있으며, 
(6)은 ｢多キ｣의 活用語尾를 ｢支｣의 省劃体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2)(3)은 華嚴刊定記의 勘經과 통하는데, (5)(6)은 勘經이 訓讀까지 행하였다는 것을 나타내
고 있다.

이 根本說一切有部毗奈耶卷第二의 僚卷이 正倉院聖語藏에 현존하고 있다. 이것을 조사한 春日 
政治 博士는 그 白点이 句点과 返讀符와 마가나(眞假名)와 訓을 나타내는 한자와 一部의 省劃 
假名가 있으며, 오코토(ヲコト)点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点本 중 古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9)19)

 
6) 東大寺藏 ｢楞伽經卷第四｣ 一卷(卷末에 ｢東大寺印｣의  古朱方印이 있다) 
白書에 의한 字句의 訂正·補入과 句切点이 기입되어 있다. 白書보다 이전에 角筆의 漢字, 梵

唄譜, 合符 등이 기입되어 있다.

18) 金文京 ｢東아시아 文化圈의 訓讀 現象―日韓近世의 加点資料｣ (｢口訣硏究｣ 第八輯, 二00二年 二月).
19) 注 (1) 의 春日政治 博士의 論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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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字句의 訂正·補入

   

(2) 句切点
 

白書의 句切点은 산재하는 정도이며, 본문을 독해할 때에 필요한 箇所에 기입하였다고 보여지
며, 本文의 訂正·補入을 할 때에 기입한 勘經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5. 神護景雲書寫舊譯華嚴經의 白書
神護景雲二年願經의正倉院聖語藏의 七百四十二卷 중에,

舊譯（六十卷本) 華嚴經　五十一卷（卷第二·四~十三·十五·十六·十八·二十·二十一~六十〈三
十·三十九·五十七·五十八 欠〉) 

新譯（八十卷本) 華嚴經　五十三卷

이 現存하고, 白書·白点의 기입이 존재한다.20)20)

이 舊譯華嚴經의 聖語藏에 빠져 있는 僚卷이 東大寺 山外에,

卷第十四는 慶應義塾圖書館藏
卷第十七은 京都國立博物館藏

으로서 현존하고 있다. 聖語藏本을 조사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山外의 이 二卷을 調
査 하였는데, 白書·白点의 기입이 있으며, 勘經으로서 사용되었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 神護 

20) 東大寺圖書館 ｢正倉院聖語藏經卷調査報告 (一) ―奈良時代書寫의 華嚴經에 대해서―｣ (｢南都佛敎｣ 第八
十六號, 二00五年 十二月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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景雲一切經의 勘經에 있어서는 證本으로서 光明皇后願經의 天平十二年 五月一日經이 사용되었지
만, 五月一日經에는 華嚴經이 存在하지 않기21)때문에,21) 神護景雲一切經 중에 華嚴經 勘經의 證本 
으로서는 舶來經, 특히 新羅經을 이용하였다고 추정된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京都國立博物館藏 舊譯華嚴經卷第十七의 本文 중에 新羅의 가나(假名) 
（字吐) 라고 보여지는 褐黑色의 기입이 인정되는 점이다.

이 기입을 처음으로 지적한 것은 이승재 교수이다. 原本을 調査하고, 이것이 韓國의 口訣字이
고 名詞句 並列의 기능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22)22)日本語의 가나(假名)로 이 字形에 가까운 
것은 ｢毛｣의 第一劃과 第二劃을 취한 형태이지만, 이 문맥에서는 付加의 뜻을 가진 ｢も｣와는 다
르다. 그 위에 ｢モ｣를 나타내는 가나(假名)는 白点에서는 ｢ ｣(｢毛)의 草書의 終劃)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モ｣와 다른 字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기입은 白書·白点으로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색이 다른 갈흑색인 것도 부자연스
럽다. 아마도 證本으로서 新羅經에 이 口訣字의 기입이 있었으며, 勘經으로서 독해을 할 때에 
그대로 轉記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게 추정한다면 新羅의 口訣字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리
해된다. 단 ｢亦｣의 省劃体는 한국의 12세기의 墨書口訣에 보이는 名詞字句의 並列에 사용되고 
있지만,23)23)新羅時代에는 그 例가 보이지 않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자료 遺存의 제약에 의
한 것이며, 大谷大學藏 ｢判比量論｣의 角筆字吐에 마가나(眞假名)의 省劃体를 볼 수 있기24)24)때문
에 가능성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갈흑색의 字吐의 기입이 京都國立博物館藏 卷第十七의 이 
一箇所뿐이며, 慶應義塾圖書館藏 卷第十四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聖語藏에 現存하는 僚卷
의 五十一卷의 原本調査에 기대하고자 한다.

證本으로서 新羅經을 이용하였다고 추정되는 두 번째 이유는 白点에 오코토(ヲコト)点이 사용
되어 있고, 그것이 新羅華嚴經의 点吐의 영향에 의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慶應義塾 
圖書館藏 舊譯華嚴經卷第十四와 京都國立博物館藏卷第十七에는 白書·白点이 산재하는데, 전권을 
訓讀한 것은 아니며, 필요한 箇所에 加点하여 독해한 흔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勘經의 樣相이 인

21) 注 (20) 文獻.
22) 李丞宰 ｢京都國立博物館藏의  華嚴經 卷第十七의 訓点｣ (｢訓点語와 訓点資料｣ 第一一七輯 二00六年 

九月).
23) 白斗鉉 ｢高麗時代口訣의 文字体系와 通時的變遷｣ (口訣學會編  아시아 諸民族의 文字 一九九七年刊).
24) 注 (2) 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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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京都國立博物館藏 卷第十七의 白点에 대해서는 이교수의 상세한 調査報告가 있지만, 慶
應義塾圖書館藏 卷第十四를 추가하여 勘經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以下에 例를 든다.（擧例에는 
略稱을 사용한다)

(1) 字句의 補入
   

(2) 返讀符（弧의 返讀符가 白書. ｢一｣ ｢二｣ ｢三｣ ｢上｣ ｢中｣ ｢下｣ 은 필자의 補記) 

  

(3) 句切点

   

(4) 眞假名（管見의 全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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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省劃假名

   

(6) 符號化한 文字

   

(7) 오코토(ヲコト)点

八箇의 單点과 複点 ｢ ｣ (シテ)·｢ ｣ （字音熟合) 과 線 ｢ ｣ (カ)를 사용하고 있
다.［複点 ｢ ｣ (シテ)］

 
（京博藏

卷第十七 50~52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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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複点 ｢ ｣ （字音 熟合)]

  
 
[左下방의 單点 ｢·｣ （連用 機能)]
(a)副詞 語尾
   

(b) ｢爲(タメニ)｣ （副詞的 用法) 
   

(c) ｢從二~一｣ ｢自二~一｣로 이끌리는 副詞句

  

(d) 動詞（또는 助動詞)에 붙어서 그것을 포함하는 句를 連用句로서 下句에 연결된다

   
 
(e) 並列의 連詞에 이끌리는 句 또는 並列句
   

(f) ｢令｣ ｢當｣ ｢不｣ ｢無｣에 연결된다

   

오코토(ヲコト)点의 單点 중에 左下방의 ｢·｣ 는 春日政治 博士가 ｢ク｣라고 해독하고, 築島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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博士가 ｢モ｣ ｢ル｣ ｢カ｣로 解讀하였지만, 上揭의 (a)~(f)와 연관시켜 보면 만족시킬 수는 없다. 
하나의 音節 또는 하나의 테니오하(テニヲハ)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기능으로 副詞法의 連用
機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나타내는 오코토(ヲコト)点은 日本
의 訓点에서는 사용 예가 없다. 또한 (2)의 返讀符가 긴 弧를 사용하고, 더 나아가 返讀을 받는 
한자에만 기입하는 것도 일본의 白点·朱点에서는 사용 예가 없으나, 韓國의 角筆点에는 볼 수 
있는 것이다.

神護景雲書寫 舊譯華嚴經의 오코토(ヲコト)点에 대해서 正倉院聖語藏의 卷二·五·七·八·
九·十의 六卷을 조사한25)25)春日政治 博士는 單点 ｢八箇｣라는 소박한 오코토(ヲコト)点이라는 점
에서 ｢發生初期의 点法｣이라고 주장하였다.26)26)小林는 單点의 형식은 한국의 誠庵古書博物館藏 
華嚴經 (初雕高麗版)의 角筆点吐와 흡사하여, 이것을 바탕으로 下圖와 같이 變形한 것이라고 생
각했다.

華嚴經（初雕高麗版) 角筆点吐　　　　　　　神護景雲書寫舊譯華嚴經의 오코토(ヲコト)点圖　　

角筆点吐의 單点의 위치를 점선으로 둘러싼 것처럼 바꿔서 변형한 것은 일본어에서 조사 ｢ヲ｣ 
나 조사 ｢テ｣도 사용 빈도가 높기 때문에, 初雕高麗版 角筆点吐에서 ｢（ヲ)｣에 가까운 위치 
의 ｢（テ)｣를 ヲ에서 먼 右上방로 옮겨서 혼동을 피했다고 생각된다. 그 결과로서 右上방의 
약간 아래 쪽에 나란히 사용하고있던 ｢（ノ)｣와 ｢（能)｣는 左下의 원래의 ｢｣의 位置에 
交替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는 副詞派生 接尾辭라고 알려져 있다.27)27)神護景雲 書寫 舊
譯華嚴經의 左下방의 單点이 日本의 오코토(ヲコト)点에서는 그 例가 없는 連用 기능에 사용된 
것은 이 ｢｣의 용법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특히 ｢ニ｣ ｢ハ｣도 ｢ト｣ ｢ヲ｣에서 분
리하기 위해서 右邊에 이동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과 같은 것은 神護景雲書寫 舊譯華嚴經이 勘經의 證本으로서 新羅의 華嚴經을 이용하여, 

25) 注 (1) 의 春日政治博士의 論考, 및 注 (20) 文獻.
26) 注 (1) 文獻.
27) 南豊鉉 ｢高麗時代의 點吐口訣에 대하여｣ (｢書誌學報｣ 第二十四集, 二000年十月, 二00一年 五月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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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기입되어 있던 点吐를 비롯하여 返讀符 등을 독해하는 데 있어서 일본어 표기로 바꾸어
서 받아들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6. 平安初期에 있어서 白点·朱点의 전개
 
다음으로 이렇게 해서 訓点表記에 사용되게 된 白点·朱点이 어떻게 전개되었던 것인가를 平

安 초기를 중심으로 언급한다.
平安時代(9세기)에 들어가면, 前代에 국가적 사업으로서 행하여진 一切經의 書寫의 중요성이 

희박해지고,28)28)따라서 諸經疏에 걸친 勘經도 행하여지지 않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신에 奈
良時代의 국가불교를 대표한 南都六宗인 三論宗·成實宗·法相宗·俱舍宗·華嚴宗·律宗이 신앙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특정의 經典만을 寫經하여 講說하게 되어, 고정적인 종교색이 강하게 되
었다. 그 결과 訓点의 내용이 변질되었다.

奈良時代(8세기)의 勘經과 平安初期(9세기)의 訓点과의 차이를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勘經 平安初期 訓点
時代 8세기 후반 9세기
經典 널리 一切經에 걸친다 좁게 南都 六宗의 所據經典
目的 一切經 本文의 正確한 書寫 特定 所據 經典의 內容의 理解
加点 箇所 本文 理解를 위한 必要한 部分에 

加点한다 講說을 위하여 全卷에 걸쳐서 加点한다
加点 內容 字句의 校正과 倂行해서 訓点을 

기입한다 訓讀을 主로 하고, 校正은 從
舶來經의 
취급

證本으로서 利用하고 新羅經에서는 
그 加点을 讀解에 받아들인다

訓点은 獨自的으로 發達하고, 新羅加点의 
影響은 符號의 一部로 남는 데 그친다

이 표에서 나타낸 차이는 확연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며, 勘經은 정확하게 書寫하는 것
이 주목적이었다고 해도, 점차로 본문의 내용을 심화하여, 加点 箇所도 확대하고, 加点 내용의 
訓点의 종류도 세월의 추이와 함께 句切点·返讀符에서 마가나(眞假名)·省劃假名가 더해지고, 
게다가 오코토(ヲコト)点도 더해져서 점차로 平安初期(9세기)의 訓点表記에 가까워졌다고 생각된
28) 宮崎健司 ｢奈良時代의一切經의 行方｣ (日本古代의 寫經과 社會 二00六年 五月, 所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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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勘經에 있어서 訓点은 平安初期 訓点의 前段階로서 연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인다.
平安初期(9세기)의 주요한 訓点資料는 南都六宗의 各宗이 강독한 것은 다음과 같은 經典이다.
 
三論宗――百論과그 注釋書, 中論, 十二門論, 大智度論 등
成實宗――成實論 등
法相宗――成唯識論, 因明論疏, 瑜伽師地論 등
俱舍宗――阿毗達磨俱舍論 등
華嚴宗――大方廣佛華嚴經과그 注釋書의 華嚴探玄記 등
律宗　――四分律, 十誦律 등

단 護國經으로서의 金光明 勝王經이나 經王으로서의 妙法蓮華經과 같은 종파를 초월한 것도 
있다. 平安初期(9세기) 訓点의 識語에는 ｢講·講師｣ ｢聽·聞｣의 단어가 많이 보이며,29)29)十世紀에 
들어가서도 南都를 중심으로 계속되었다. 이것은 各宗派가 所據 經典을 講說한 것을 말해 주고 
있다.

經典의 講說은 이미 天平十二年(七四0)의 審詳에 의한 華嚴經에 시작되었지만, 平安初期(9세
기)의 各宗의 講說은 그 影響을 받으면서 白点·朱点이 訓点表記를 담당하는 방법을 손에 넣어
서 訓点을 독자적으로 발달시킨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訓点은 가나(假名)（眞假名·省劃假名)와 오코토(ヲコト)点과 諸符號(返讀符·合符等)이다. 
이러한 발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訓点語學者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 개설적인 설
명은 반복하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勘經이라는 새로운 視点에서 오코토(ヲコト)点의 成立을 언급
하기로 한다.

 
　〔特殊点乙類〕　　　            　〔第三群点〕　　　      　　〔東大寺点〕

神護景雲書寫　　　　　　　        　聖語藏華嚴經探玄記　　   石山寺藏中論平安中期点舊譯華嚴經（勘經) 　　　　　        東大寺關係) 　　　   　  石山寺藏大智度論天慶元年（九三八) 点
29) 小林芳規 ｢奧書에서 본 院政期의 天台宗 訓讀의 特色｣ (鎌倉時代語硏究 第二十二輯, 一九九九年 五

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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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圖는 오코토(ヲコト)点의 單点圖를 든 것이다. 左段의 單点圖는 勘經으로서 사용한 神護景
雲 書寫 舊譯華嚴經의 것이다. 右邊上에서 ｢テ·ニ·ハ｣ 로 되는 것으로 築島裕 博士가 特殊点
乙類로 명명하여 가장 오래된 오코토(ヲコト)点의 一類라고 알려져 있다.30)30)中段圖는 中田祝夫 
博士가 오코토(ヲコト)点을 八群으로 분류하고, 平安初期에는 四群이 존재하는 중에 第三群点이
라고 명명한 것으로,31)31)그 개념도를 제시하였다. 第三群点의 創始者를 築島裕 博士는 東大寺 관
계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같은 東大寺 正倉院에 遺存하는 神護景雲書
寫 舊譯 華嚴經에 사용하고 있는 特殊点乙類에서 第三群点이 만들어졌다고 보아도 불자연스럽지
는 않다. ｢テ·ニ·ハ｣ 외에 ｢ヲ·ト·ノ｣도 위치는 바뀌어 있지만, 단어로서는 일치하고 있다. 
右段圖는 点圖集에 소재된 ｢東大寺点｣의 單点圖이다. 第三群点이 平安中期(10세기) 이후에 東大
寺点으로 바뀌게 된다.

이와 같은 오코토(ヲコト)点의 전개를 勘經과의 관계에서 해명하는 것은 今後의 과제이다. 가
나(假名)나 返讀符·合符 등의 전개에 대해서도 勘經과의 관계에서 볼 필요가 있지만, 다른 기회
를 기다리고 싶다.

(번역: 尹幸舜, 한밭대 교수)

주제어 : 訓㸃, 校勘, 勘經, 寫經, 오코토점, 일본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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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築島裕 平安時代 訓点本 論考　硏究篇 (一九九六年).
   同 ｢訓点語彙 小見｣ (訓点語彙 集成　第一卷 二00七年, 所收).
31) 中田祝夫 古点本의國語學的 硏究　總論篇 (一九五四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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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日本語訓点表記の起源と展開過程
― 白点·朱点の始原を中心廿 ―

 
小 林 芳 規 *

 32)
平安時代(九世紀)廿入ると、前代廿国家的事業として行われた一切経の書写の重要性が薄

れ(28)、従って諸経疏廿わたる勘経も行われな廣なったであろう。替って、奈良時代の国家
仏教を代表した南都六宗の、三論宗·成実宗、法相宗·倶舎宗、華厳宗、律宗が、信仰内
容廿応じて必要な特定の経典のみを写経し講説するよう廿なって、固定的な宗教色を強引て
行廣。その結果、訓点の内容が変質する。

勘経は正確廿書写することが主目的であったとしても、次第廿本文の内容を深引て、加点
箇所も広がり、加点内容の訓点の種類も、時の推移と共廿句切点·返読符から真仮名·省画
仮名が加わり、更廿はヲコト点も加わり、次第廿平安初期 (九世紀) の訓点表記廿近づいて
いたと考えられる。勘経廿おける訓点は平安初期訓点の前段階として連続性を持っていると
見られる。

平安初期 (九世紀) の訓点の識語廿は ｢講·講師｣ ｢聴·聞｣ の語が多廣見られ(29)、十
世紀廿入っても南都を中心廿続いている。これは、各宗派が所拠経典を講説したことを語っ
ている。経典の講説は、既廿天平十二年(七四〇)の審詳廿よる華厳経廿始まっているが、平
安初期 (九世紀) の各宗の講説はその影響を受けつつ、白点·朱点が訓点表記を担う方法を
手廿入れて、訓点を独自廿発達させたと考えられる。その訓点は、仮名 (真仮名·省画仮
名)とヲコト点と諸符号(返読符·合符等)である。それらの発達廿ついては、既廿多廣の訓点
語学者廿よって説かれているのでその概説的な説明は繰返さないが、ここでは勘経という新
しい視点からヲコト点の成立廿触れること廿する。ヲコト点の展開を勘経との関係から解明
するのは今後の課題である。仮名や返読符·合符などの展開廿ついても勘経との関係から見
る必要があるが別の機会を得たい。

주제어 : Japanese Kunten, Proof-correction, Manuscript of Buddhist text, Okototen, 
Japanese Kana

* 広島大学 名誉教授


	일본어 訓点表記의 기원과 전개 과정
	1. 일본어 訓点表記의 기원에 대한 再考
	2. 勘經의 白書
	3. 勘經으로서의 華嚴刊定記
	4. 神護景雲經의 勘經
	5. 神護景雲書寫舊譯華嚴經의 白書
	6. 平安初期에 있어서 白点·朱点의 전개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