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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表記의 기원과 개과정

金 永 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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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韓國語 表記의 기원에 관한 논의는 金石文과 鄕歌 解讀의 연구에서 싹텄다. 朝鮮總督府에서 

편찬한 吏讀集成의 附錄 第一面에는 다음과 같은 石刻文이 실려 있다. 

丙戌十二月四 漢城下後部小兄文達節 自此西北行涉之1)1)

초기형태의 吏讀가 高句麗에 존재했으리라는 발상은 平壤에서 高句麗의 古城 石刻文이 발견
된 1913年 이후부터 시작되었다.2)2)吏讀集成의 凡例에는 최초의 연구자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本書吏讀の蒐集及び編輯は, 主として本院囑託金聖睦氏が之を擔當した.

한편 鄕歌 解讀의 과정에서 파생된 術語로 ‘借字’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梁柱東 선생이 고안
한 용어다[梁柱東(1965/1997: 59)를 참조]. 借字란 漢字를 빌려서 國語를 表記한다는 뜻으로, 글
자대로만 풀자면 漢字語를 표기하는 漢字도 모두 借字라 해야겠지만, 學術語로서 借字란 ‘義字’와 
* 서울市立大學 교수
1) 周知하다시피 이때의 四는 ‘中’의 誤讀이었다.
2) 여기에 대해서 李基文(1981: 65~66)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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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되는 개념에 限한다.3)3)
文獻資料에 실린 고유명사의 용례에서도 한국어 表記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가 보인다. 고유명

사의 釋讀은 이른 시기부터 발달한 借字法이다.

買忽一云水城(三國史記 卷37) 

‘水城’과 같은 地名표기 외에도 人名표기의 예가 확인된다. 高句麗 말기의 宰相이었던 ‘淵蓋蘇
文’은 日本書紀에서 ‘伊梨柯須彌(iri kasumi, 日本書紀 卷24)’로 적혀있다. 淵蓋蘇文과 伊梨柯須彌
는 ‘異表記’의 좋은 예이다.

‘淵’과 ‘伊梨’의 對照를 통해, ‘淵’이 *iri로 석독되었음을 본다. 溫祚의 ‘溫(*on)’을 百濟의 ‘百’과 
관련짓는 논의도 있었다[都守熙(1972/2005: 37)를 參照]. 이러한 사례들은 三國時代 초기부터 고
유의 借字法이 발달했음을 짐작하게 만든다. 

初期吏讀와 釋讀表記에 대한 탐구는 國語史的인 의미가 있다. 古代國語의 실체를 밝히고 그 
변천에 대한 歷史的 연구를 실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三國史記나 日本
書紀는 文獻자료인 까닭에 당대의 기록을 반영한 一次資料보다는 그 證據力이 절대적이지가 않
다.4)4)金石文이나 木簡과 같은 一次資料가 당대인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文獻자료보다도 가치가 
뛰어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점에서 一次資料들을 중심으로 高句麗의 吏讀의 기원을 탐색한 李基文(1981)은 우리의 
주목에 값한다. 先生은 金石文에 보이는 ‘-之, -中’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吏讀의 기원이 高句麗
에 있음을 증명했다.

그 후로 30여년 사이에 새로운 자료들이 잇달아 발견되어 연구 환경이 점차로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古代國語 방면의 논문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口訣硏究에 실리는 古代國語 방면
의 논문만 해도, 한 해에 스무 편 내외다.

鄭光(2003)은 高句麗 金石文에 보이는 初期吏讀의 발달과정을 논의한 바 있다. 南豊鉉(2006)
에서는 上古時代 借字表記法의 발달과정이 전반적으로 정리되었다.5)5)木簡 자료를 중심으로 三國
時代의 言語文字 생활에 관한 李容鉉(2007)의 논의도 있었다.

이 글의 목표는 한국어 表記의 기원을 밝히는 데에 있다. 앞선 연구 논문에서 제시된 사례들
3) 二十五首의 詞腦歌가 漢字로 記寫되었는데 解讀의 基礎作業을 위하여 梁柱東 선생은 漢字의 用字法을 탐

구한 것인데 先生은 文字들을 義字와 借字로 大別하고 義字가 原義대로 쓴 것임에 반해, 借字는 漢字의 
“原義와 관계없이 그 音訓만을 빌어 國語를 表記”하는 것이라 구별하였다.

4) 借字表記法의 起源 探索을 주목표로 삼은 연구업적으로는 李浚碩(1998)을 들 수 있는데 그 論文에서는 
梵語資料에서 借字表記의 기원을 구하였다. 

5) 文獻資料에 근거한 연구를 借字硏究의 第1期라 한다면, 一次資料에 바탕을 둔 연구를 第2期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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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리하고 한국어 表記法의 전개과정도 검토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연구에서 제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을 제

시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그것들이 한국어 表記의 기원 해명에 결정적 자료임을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初期吏讀는 물론, 釋讀表記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창안된 造字, 口訣文字들을 탐구할 
것이다.

탐색을 위한 자료는 金石文뿐만이 아니다. 최근에 발굴과 연구가 활발해진 木簡資料는 물론이
거니와 古佛經資料 및 墓誌, 造字를 비롯한 여타의 出土文字資料들도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한
국어 表記法의 기원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되면 文獻자료에 보이는 기록일지라
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2. 吏讀의 기원
初期吏讀의 발생과 관련하여 논난이 많았던 자료는 廣開土王碑文이다. 鄭光(2003: 65~6)은 비

문에 보이는 ‘於’를 目的格助詞 ‘-을’에 대응시켰다.

王於忽本

이 문제는 李浚碩(1998: 99)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것을 吏讀의 初期形態로 파악하였다. 
‘於’를 訓借하여 目的格으로 쓰인다는 언급은 梁柱東(1965/1997: 300)에도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中世國語의 예로만 설명했을뿐, 위의 碑文과 관련해서는 하등의 논의도 없었다. 

이에 비해 李浚碩(1998: 99~103)은 佛經資料에서 해답을 찾았다. 龍樹가 저술하고 鳩摩羅什이 
西紀 409年에 飜譯한 中論에서, 梵語 原文의 屬格이 의미상 對格으로 사용되었을 때, 漢文에서
는 이것이 ‘於’로 번역된다는 사실에 착안했다. 

生生之所生 生於彼本生(中論)6)6)

李浚碩(1998)에 따르면 ‘不能作於業(中論)’처럼 梵語佛經 원문의 行爲名詞 ‘業’이 對格일 때도 
漢文에서는 그 標識가 ‘於’였다는 것이다. 
6) ‘生生之所生 生於彼本生’은 ‘生生의 生한 바는 저 本生을 生하고’로 解釋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李浚

碩(1998: 10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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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開土王碑文 第1面 下段 3~4行은 ‘黃龍來下迎王 王於忽本東崗 黃龍負昇天’이다. ‘黃龍이 내려
와 王을 맞이하고 왕을 홀본의 東崗에서 黃龍이 (왕)을 지고 昇天하였다’로 해석함이 문맥에는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於’를 借字로 確定키 어려운 까닭은 이것이 唯一 用例이기 때문이다. 

‘於’가 高句麗 文語의 對格 標識였다면, 處格의 ‘-中’처럼, 다른 資料에서도 出現해야 한다.7)7)용
례가 충분히 확인되기까지는 ‘於’의 借字說이 가설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의 例文은 대부분의 국어학자들이 初期吏讀임에 동의하고 있다.

買人制令守墓之

이것은 ‘買人은 制令으로 守墓한다’는 뜻이다. 이때의 ‘之’를 漢文으로 풀이하면 어색하므로 文
終結 기능의 吏讀로 보자는 것이다[李基文(1981: 70)을 참조]. 

‘-之’는 ‘-於’와는 달리, 後代資料에서 용례들이 확인된다. 城壁刻書에, ‘自此 西北 行涉之’가 새
겨졌고 中原高句麗碑에는 ‘跪營之’가 보인다. 

‘-之’의 용법은 新羅語 표기에도 영향을 미쳤다. 咸安 城山山城出土 一面 墨書木簡은 6세기 중
반 자료다. 현재까지 출토된 新羅 木簡으로는 가장 이르다. 그 중, 281番 木簡에 ‘殂鐵十之’라는 
墨書가 있다.8)8)

丹陽赤城碑의 ‘合五人之’도 널리 알려진 예다. 그 외에 如郞三之(川前里刻石文), 敎令誓事之(南
山新城碑)가 있다. 다수의 용례가 통시적으로 확인됨은 ‘-之’가 初期吏讀임을 입증함에 있어서 결
정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之’의 音價가 무엇이었는지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다음은 ‘-中’의 문제다. ‘-中’에 관한 논의는 慶州 瑞鳳塚에서 출토된 銘文려盒에서 시작되었다. 
杅銘에 보이는 “三月中太王敬造”를 李弘稙 선생은 吏讀와 연관지었다.9)9)

그 후로 李基文(1981: 70)에서 中原高句麗碑文에 나오는 ‘五月中’의 ‘中’을 吏讀的 표현이라 했
다.10)10)

 7) 이 점에 착안한듯, 李勇(2006)에서는 ‘於’를 文法史的인 관점에서 目的格助詞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
력하였다. 어떤 文法形態의 出現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文法史에 나타나는 다른 文法形態들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李勇(2006: 79~80)을 참조.

 8) 文解釋하면 ‘조철이 열 개다’인데 여기에도 ‘-之’가 確認된다. 文章도 韓國語順으로 記寫되었다. 拙稿
(2007나: 149)를 참조할 수 있다.

 9) 이에 대해서 南豊鉉(2000가: 68)을 참조할 수 있다. 李 선생은 ‘太王’을 主語로 해석하였는데 이 점은 南
豊鉉(2000가: 68)에서도 마찬가지다. 南豊鉉 선생은 ‘敬造’의 敬을 尊待表現으로 보고 ‘敬造’를 ‘만드시다’
로 해석하였는데 그렇게 되면 려盒을 만든 주체는 ‘太王’이 된다. 筆者는 ‘三月中 太王 敬 造’를 ‘삼월에 
태왕을 존경하여 만든다’로 해석한다. 王이 려盒을 만들었다기보다는 그것이 王께 바쳐졌던 것으로 보
이기 때문이다. 瑞鳳塚의 려盒杅銘은 韓國語 語順에 吏讀形態가 확인되는 初期吏讀文이라고 할 수 있겠
다,

10) 거기에서 李基文 선생은 碑文의 ‘五月中’이, 려盒盂銘의 ‘三月中’과 高句麗城石刻文의 ‘十二月中’에 이은 
세 번째 발견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것을 處格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中’의 용법은 北魏, 高句麗,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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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月中 高麗太王祖王 令新羅寐錦 世世爲願 如
兄如弟 上下相和 守天 東來之11)11)

藤本幸夫(1986: 403)도 그 ‘中’을 高句麗의 吏
讀로 파악하고12)12)문법적 기능을 ‘に(-에)’로 해석
하였다. 선생에 따르면 ‘中’의 용법이 漢代에도 
있었다는 것이다. 한반도에 漢四郡이 설치됨에 
따라 중국과 한국 간에 文書가 유통되는데 그 과
정에서 ‘中’의 용법도 한반도에 流入되고 이것이 
高句麗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13)13)

‘-中’은 金石文이나 木簡資料에 용례가 풍부하
고 용법도 후대에 이어진다. 이런 점에서 앞에서 거론한, ‘-於’보다는 한국어 表記의 기원을 논의
함에 있어서 좋은 사례다. 이 글의 冒頭에서 언급한 바 있는 高句麗 石刻文인 “丙戌十二月中 漢
城下後卩小兄文達節 自此西北行涉之”도 좋은 예다.

‘-中’은 6세기 新羅 金石文 자료에서도 확인이 된다. 丹陽赤城碑에 “月中 王 敎 事(제1행), 國
法中 分與(제8행), 合五人之 別敎 自此後 國中 如也尒次(제11행)” 등의 예가 있고, 川前里書石(法
興王26年, 539年)에는 ‘甲寅大王寺中安藏許作, 乙丑年九月中沙喙部干西, 辛亥年九月中’ 따위가 있다.

明活山城作城碑(551年)에도 中의 예가 보인다. “辛未年十一月中作城也”처럼14)시간표현이나14) “郡
中上人烏大谷”과 같이, 공간표현의15)15)名詞 뒤에 쓰였다.16)16)7세기 이후의 新羅木簡資料나 金石文資

羅, 日本에 걸쳐서 발견된다 하였다. 
11) 해석하자면, “오월에 고려태왕(문자왕)의 조왕(장수왕)이  신라 매금(왕)으로 하여금 世世로 願하되 兄弟

처럼 위아래가 서로 和하고 守天하도록 東으로 왔다.”로 할 수 있다. 
12) 初期金石文에 보이는 ‘中’은 그 날짜를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을 때에 쓰이는 漢文의 實辭로 吏讀가 아

니라는 견해도 있다.(南豊鉉2000가: 64, 2000나: 37). 處格으로서 ‘-中’의 용법은 華嚴經寫經造成記(755
년) 이후에나 나타나기에 그 이전의 中들은 吏讀가 아니라는 것이다. “經成內法者 楮根中 香水 散(화
엄경사경조성기, 755년)”의 예에서 알 수가 있듯이, 南豊鉉 先生의 견해로는 8世紀에 와서야 處所格 조
사의 용법이 확립된다는 것이다. 

13) 정철주(1988: 12)도 ‘五月中’의 ‘中’을 處格으로 보았다. 그는 이기문(1981: 72~73)의 논의와 中田祝夫
(1983)에서 제시된 용례들을 根據로1) 中의 音價을 *tə/tu로 再構하고 이것을 알타이난語와 관련지었다. 
문어몽골어의 처격 '-da/-ta, -du/-tu', 만주어의 처격 ‘-de'와 관련지었으며 女眞碑文에서 中과 音相이 類
似한 ‘朶, 都, 得’ 등이 處格으로 쓰였음을 지적하였다. 

14) “신미년 11月에 지은 성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
15) “郡에 상인인 오대곡”으로 해석할 수 있다.
16) ‘郡中上人’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이것을 직명이라고 파악한 경우가 있다.(남풍현2000: 173). 그러나 筆

者가 보기에는 ‘上人’이라는 직명은 있어도 ‘군중상인’이란 單語는 없는 듯하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郡
의 上人’이다. 필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南山新城碑(591년)에서 찾을 수 있다. 第2碑에 ‘郡中上人’이 
나오고 第9碑에는 ‘郡上人’이 나온다. ‘郡中上人 : 郡上人’의 대비를 통해서, 두 말이 뜻은 같지만 한쪽에
는 中이 나오고 한쪽에는 中이 나오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이때의 ‘中’은 隨意的分布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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料, 新羅帳籍, 寫經造成記 등에서도 ‘-中’이 확인된다. 

經 入用思 買白不踓紙 一二个 牒垂賜 敎在(月城垓子木簡149號), 

合馬 二十五以 古有 二十二 三年間中 加馬 三/ 
乙未年 烟 見賜 節 公 前 及白 他郡中 妻追移(新羅帳籍),17)17)

然後中 若 楮皮脫那 脫皮練那……菩薩戒 授 令弥 齊 食弥/ 
作作處中 進在之/ 又 一人 香水 行 道中 散弥/ 
又 一人 花 捧 行 道中 散弥/ 作 處中 至者/ 
以後中 坐中 昇 經 寫在如/ 
佛菩薩像 作 時中/ 
經心內中 一收 舍利 入內如(華嚴經寫經造成記)

觀龍寺 石佛臺座 石刻文(772年)에도 ‘-中’이 확인된다. “大曆七年壬子四月十八日中不還法師OO
法師幷二人應OOOO成內彌勒”. 이것은 ‘日中’이라는 점에서 中이 處所格 조사일 수밖에 없음을 극
명하게 보여준다. 8세기 金石文에서도 中이 나타난다. 유명한 예로 葛項寺石塔造成記(元聖王, 
785~799年)가 있다.

二塔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高句麗 金石文에서 비롯된 ‘-中’은 ‘-於’에 비해 용례가 풍부하다. 그것의 전개과정도 수세기에 
걸쳐 확인된다. 그러나 ‘-中’도 ‘-之’와 마찬가지로 그것의 韓國式 讀音에 관한 문제는 불분명하다. 
中과 之의 文法的 기능에 韓國的 요소가 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만 그것이 어떻게 읽혔는지를 
알기가 어렵다. 釋讀의 증명을 위해서는 ‘淵蓋蘇文’과 ‘伊梨柯須彌(iri kasumi)의 경우처럼, 서로 

만약, 中이 語彙的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郡中上人’과 ‘郡上人’은 다른 말이 된다. 두 말의 뜻이 같다는 
것은 中이 語彙的 요소가 아니라 文法的 요소라는 것을 뜻한다. 中이 없어도 統辭構文上으로 앞말과 뒷
말의 文法的 관계를 알 수 있기에 ‘中’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한다.  

17) 윤선태(2000: 47)에서는 帳籍의 작성연대를 孝昭王4年(695年)으로 보았다. 帳籍을 재활용한 華嚴經論第
七帙은 華嚴學僧이었던 審祥이 新羅에서 日本으로 가져한 것으로 보이므로 尹 교수는 그가 入寂한 751
年頃과 西原京이 설치된 685年 사이의 乙未年인 695年을 帳籍의 작성연대로 파악했던 것이다. 審祥이 
東大寺의 前身인 金鐘寺에 華嚴學을 講論하여 日本 華嚴學의 鼻祖가 된 것이 天平12年(740년)이고 755
年 前後의 吏讀文에서는 ‘年’ 대신에 ‘載’를 썼다는 점(天寶十三載 甲午 八月, 華嚴經寫經造成記 755年), 
帳籍에서 正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壹月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 7세기의 新羅王室 文書行政 체계
의 발달 여부와 관련하여 최근의 雁鴨池木簡들의 解讀에서 밝혀진 사실들을 고려할 때에 尹 교수의 七
世紀說은 개연성이 있다. 다만 南豊鉉(2000가: 243)의 八世紀說과의 兩立不可能問題가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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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압지목간188(後面)

다른 자료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한 異表記 예를 확보해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三國史記나 日本書紀 등의 문헌들은 後代資料인 까닭에 그 證據力이 

절대적이지는 않다. 문제의 핵심은 당대의 자료인 一次資料에서 異表記의 예를 확보하는 데에 
있다.

3. 釋讀 表記의 기원
107點의 木簡이 雁鴨池에서 출토되었다. 함순섭(2006)에 따르면, 木簡은 1975年 3月 24日부터 

翌年 3月 25日까지 一次로 발굴되었다.18)18)그러나 출토된 지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墨書木簡
들의 해독이 완전하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이용현(2006)에서 새롭게 해독한 墨書木簡을 학계에 보고하였다. 이것이 국어학
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釋讀 表記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
고 있었기 때문이다.

논문에 따르면 雁鴨池 木簡188號 뒷면의 墨書는 ‘加火魚助史
三入’이다. 이용현(2006)에는 판독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지
만 필자의 눈으로 보더라도 첫째字의 판독은 이용현(2006)에서
와 같이 ‘加’ 字일 가능성이 크다.19)19)‘加火魚’라는 어휘를 文獻資
料(世宗實錄地理誌)에서 확인했다는 점도 解讀의 개연성을 높여 
주었다.20)20)

‘火’는 이용현(2006)의 주장처럼 釋讀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
다.21)21)가령, 오늘날의 密陽에 해당되는 古地名으로 三國史記卷三
十四에 ‘密城郡本推火郡’이 있다. ‘密:推’가 ‘音讀:釋讀’에 대응하므

18) 그 해 5月 27日부터 12月 30日까지 二次로 나왔다. 출토된 木簡 중에서 2,3點을 제외하고는 모두 雁鴨
池의 서북방에 위치한 臨海殿址의 통칭, 제4건물지에서 제5건물지로 통하는 二重 護岸石築 밑 갯벌층에
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19) 비록 후대의 草書體이기는 하지만 ‘加’의 오른편 입구(口)가 갈고리 모양의 흘림체로 된 書體(宋代, 元
代, 淸代)들을 書道字典類에서 확인할 수 있다.(伏見冲敬 編1976: 上 二二九).

20) 다만 私見을 덧붙이자면, ‘加火魚’를 ‘가물치’와 連結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성싶다. 捷解新語를 보면 
‘가믈치’는 黑魚로 되어 있고 譯語類解에도 黑魚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가믈’은 ‘玄(감을 현)’의 새김과 
관련되었을 것이다. 필자는 ‘가물치’의 대안으로 ‘가오리’를 생각해 보았다. 東南海岸地域인 경주나 포항
이나 西北地域인 상주, 문경, 예천에는 標準語인 가오리(魚)에 대해서 ‘가보리/가부리’라는 방언이 남아 
있다. 

21) 古代國語의 文獻資料에서 ‘火’의 용례는 57회나 된다.(이은규2006: 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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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推’의 釋은 ‘*밀’이다. ‘城:火’의 대응 관계도 성립한다. 이에 따라 ‘火’의 釋은 ‘*블’로 再構된
다.22)22)

‘火’의 釋讀은 大谷大學 博物館의 所藏本인 ‘判比量論’에서도 확인된다.23)23)거기에는 
‘根’에 해당하는 新羅語 표기로 ‘火是’의 草書가 角筆로 새겨져 있다[拙稿2004: 86~8]. ‘ (火
是)’의 ‘火’는 釋讀字이고 ‘是’는 末音表記字이다.24)24)‘根’이라는 文字의 右下段部에 角筆로 새겨진 ‘

(火是)’는 ‘뿌리(根)’에 해당하는 古代 新羅語로 *블+이>브리’로 읽혔을 것이다.25)25)

釋讀이란 鄕歌表記法의 핵심으로 되어 있다. 釋讀이 창안됨에 따라  新羅人들은 그것으로 鄕
歌를 기록하고 향유하였다.26)26)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韓國人 고유의 表記法이 新羅人의 창안이었
겠는가 하는 점이다.

木簡에 보이는 新羅의 釋讀表記보다 이른 시기의 釋讀資
料가 있다. 6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27)27)百濟의 陵寺址(陵
山里寺址)木簡은 전면에 ‘慧暉 前’이라는 墨書가 있어서 이것
이 書簡임을 알 수 있다.28)28)후면의 墨書는 ‘宿世結業同生一
處上拜白來’로 판독된다.

판독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것은 마지막의 ‘來’ 字이다. 
이것을 ‘事’로 判讀한 경우도 있었다.29)29)赤外線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問題의 가운데 劃 좌우에는, 좌측에 점처럼 보이
는 筆劃이 있고 우측에 逆斜線의 획이 있다. 

筆法에 따라서는 ‘事’에 점이 찍힐 수도 있겠다. 그러나 
점과 획은 엄연히 구별된다. ‘事’ 字에는 좌우의 획이 없다. 
따라서 이것은 ‘來’ 字이다.30)30)

22) 여기에 대해서는 李基文(1992: 60)을 참조할 수 있다. ‘*블’은 城을 뜻하는 新羅語이다. 
23) 判比量論은 元曉大師의 저술이다. 여기에 聖武天皇의 夫人인 光明王后(701~760)의 ‘內家私印’이라는 朱方印이 있다. 그리고 그 밑에는 角筆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角筆이 새겨진 이후에 朱方印이 찍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角筆資料의 하한연대는 8세기 전반이다. 
24) ‘火’가 釋讀表記인 까닭은 이것을 확인해 주는 末音表記字인 ‘是’가 있고 ‘根:火是’처럼 ‘音讀:釋讀’의 대응

관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25) ‘根’의 우측 하단부에 새겨진 角筆을 小林芳規(2002)에서는 ‘部利’로 판독하였다가 小林芳規(2006)에서는 

‘火利’로 바뀌었다.
26) 현전하는 鄕歌26首 中에서 14首가 新羅鄕歌이다. ‘加火魚’와 ‘火是’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8세기 新羅에 

釋讀表記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27) 연대추정은 윤선태(2006나: 3)를 참조할 수 있다.
28) 여기에 대해서 拙稿(2003: 143)과 윤선태(2004: 63)을 참조할 수 있다. 前의 판독은 불완전한 상태다. 

마지막 획이 수직이거나 왼쪽으로 삐쳐져야 할 터인데  오른쪽으로 휘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前자 앞
에 지워진 글자가 무엇인지 완벽한 판독은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29) 한국의 古代木簡 453면과 김홍석(2006: 122)을 참조할 수 있다. 
30) 拙稿(2003: 142), 윤선태(2004: 63)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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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白來’를 ‘사뢰져’로 읽어서 ‘白’이 釋讀이 되었을 가능성을 示唆
한 적이 있다[拙稿2003: 142]. 金完鎭 선생은 宿世歌를 婚書와 관련짓고는 
第四句를 부부 사이의 맞절에 관한 표현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上拜白來’는 ‘*절 올이 라’로 해독되었다.31)31)선생은 宿世
歌를 鄕歌의 일종으로 파악하고 白來를 ‘*라’로 해독한 것이다.

한편, 扶餘博物館에는 2002年에 행해진 陵山里寺址의 8차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발견된 木簡 1점이 있었다. 이것은 길이 44㎝, 각면의 폭이 2㎝인 四面木簡(觚)이
다.32)32)

좌측 사진은 第3面이다.33)33)여기에 書寫된 墨書는 ‘小吏猪耳其身者如黑也’로 判讀
된다. 小吏는 두 글자가 가로로 나란히 놓여 한 글자처럼 ‘忄吏’로 합쳐졌다. 

이것은 百濟造字다.34)34)‘其身者如黑也’는 漢文인 ‘其身如黑’을 百濟式 漢文으로 풀
어놓았다.35)35)우리의 과제인 釋讀 표기와 관련된 것은 ‘猪耳’다.36)36)‘猪’의 讀法은 鷄
林類事의 ‘猪曰突’이라는 예에 비추어 추정할 수 있다. 鄕藥救急方에도 ‘猪矣栗(鄕

藥救急方, 鄕藥目七)’이란 용례가 있어서 비교해 봄직하다. ‘猪矣栗’에 대응하는 후대의 文獻資料
인 鄕藥集成方(世宗15年, 1433年)에는 이것이 ‘加邑可乙木實’로 나오고, 杜詩諺解에서는 ‘도토밤/
도톨왐’이다. 訓蒙字會에는 ‘도토리 橡’으로 되어있다. 

이에 ‘猪矣栗’을 ‘*도밤’으로 再構한다. ‘矣/’는 屬格助詞이므로 ‘猪’는 ‘*돝’이다. ‘耳’는 ‘*귀’
로 추정되므로37)37)‘猪耳’의 釋은 ‘*돝귀’일 게다.38)38)이것은 一次資料에서 확인된 것으로 古의 釋
31)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김완진(2005: 25~7)을 참조할 수 있다.
32) 필자는 2006년도 4월 22일, 扶餘博物館長 이하 博物館 관계자들의 배려와 木簡學會 회원들의 厚意로, 

그 木簡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다. 
33) 윤선태(2006가: 244)의 제3면 판독문은 다음과 같다. ∆道使∆次如逢小吏猪耳其身者如黑也道使復∆彈

耶方牟氏牟∆∆耶(이하 파손).
34) 필자의 寡聞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까지로는 이러한 글자를 中國木簡이나 日本木簡에서 본 적이 없고 

字典에서도 확인한 바가 없다. 이 외에도 백제특유의 造字들이 백제의 出土文字資料에서 散見된다. 여
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미해독 문자들에 대한 도전이라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 외에도 造字 문제는 百濟의 漢字文化水準을 가늠할 수 있는 尺度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5) 즉, 주어인 ‘其身’에 ‘-者’라는 吐를 달고, ‘如黑’에는 ‘-也’라는 終結詞를 덧붙인 것이다. 이것은 현재까지 
출토된 資料中에서 ‘韓國 古의 口訣文’이다. ‘其身者如黑也’에 보이는 ‘-者, -也’와 같은 文法形態들의 ‘懸
吐方式’이 후대로 갈수록 더욱 정교해져서, 薛聰의 口訣 또는 新羅口訣로 발전하였을 것이다.

36) ‘猪耳’는 몸이 까무잡잡하면서 돼지처럼 생긴 下級官吏로서 당시에 泗沘都城을 출입하였던 인물로 추정
되는데 윤선태(2006가: 248)에서는 其身者如黑也를 ‘그 몸이 검은 것 같다’로 보고 이것을 ‘病症’과 관련
지어 해석하였다. 권인한(2007: 168)에서는 이시진의 본초강목에 ‘猪耳’의 용례가 있음을 근거로 이것이 
약초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 其身者如黑也도 약초의 모습을 묘사해 놓은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고 하였다. 

37) 여기에서는 권인한 교수(成均館大)의 견해를 따른다. 남풍현(1981/1986: 114)에서도 騾耳草를 ‘*라귀풀’
로 再構하여 이때의 耳를 訓假字로 보고 있다.

38) ‘耳’가 借字로 쓰인 例도 鄕藥救急方에서 確認된다.1) 蒼耳를 ‘升古亇伊’로 표기하고 있어서 ‘耳’가 古代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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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表記다. 
그렇다면 6세기 百濟木簡보다 더 앞선 시기의 釋讀資料는 확인할 수 없을까? 만약, 존재한다

면 그것은 古의 釋讀 표기가 될 것이다.
5세기 高句麗 遺跡址 중에는 牟頭婁 무덤이 있다. 무덤의 천장에 800字가 넘는 

尨大한 분량의 文字資料가 墨書되었다. 1935年, 集安縣 중학교의 王永璘 교사가 
무덤안 글씨의 존재를 제보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무덤 記錄의 形式과 內容이 廣開土王碑文과 恰似하고 墓地의 造成年代도 5세기 
중반이다.39)39)그런데 이것을 借字表記法의 기원에 관한 자료로 인식한 국어학 연구
논문은, 필자의 寡聞인지 몰라도, 지금까지 없었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國罡上大開土地好太聖王(44~45行)”이란 句節이40)나온다.40) 

廣開土王碑文의 ‘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과 동일한 인명이 牟頭婁 墓誌에 기록
된 것이다. 

이것은 5세기 高句麗의 金石文 자료에서 고유명사에 대한 ‘異表記’의 예를 一次
資料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뜻한다. ‘國罡上大開土地好太聖王’을 廣開土王碑文의 
‘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과 대조하면 ‘廣開土’가 ‘大開土’에 대응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여태껏 ‘廣開土王’으로 알고 있던 歷史的 인물이 다
른 이름으로도 표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廣’과 ‘大’

가 같은 소리값을 지녔다는 事實과, 최소한 둘 중의 하나는 釋讀했음을 의미한다.41)41)

다음의 問題는 ‘廣’과 ‘大’의 소리값을 再構하는 것이다. ‘廣, 大’는 同一人名表記이므로 音價도 
동일해야 한다. 이것은 ‘淵蓋蘇文 : 伊梨柯須彌’에서 이때의 ‘淵’이 ‘*iri’로 석독되는 이치와 마찬가
지다.42)42)

百濟의 古地名인 ‘廣津’은 ‘漢江의 나루’다. ‘廣’은 漢江의 ‘漢’에 대응한다. 이에 따르면, ‘廣’을 
‘*han’으로 再構할 수 있다.[都守熙(2005: 37)를 참조]. 廣開土의 ‘廣’도 ‘*han’으로 再構된다. ‘大’는 

語 시기에 音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후대자료와 관련된 것으로는 ‘豆衣乃耳’가 있는데 이것
이 救急簡易方諺解(原刊1489년)에서는 ‘두루믜나’로 표기되었고 16세기 자료인 村家救急方(1571~3)
에서는 ‘두의나이’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耳가 ‘’ 또는 ‘이’에 대응되고 있는데 ‘이’는 ‘’의 後代形이
다. 칼그렌(Karlgren1923/1966: 37)은 耳의 上古音을 ‘ńźi’로 再構하고 ńź은 ‘ń’音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
정하고 있다. 람스테트(Ramstedt1928: 446)는 口蓋音化된 ‘ń’音을 ‘ㅿ’의 音價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耳’를 ‘*’로 再構해 볼 수도 있다. 

39) 여기에 대해서는 韓國歷史硏究會 編(2004: 36~42)를 參照.
40) 尹善泰 교수(東國大)가 이 사실을 필者에게 일깨워 주었다. 尹교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41) ‘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나 ‘國罡上大開土地好太聖王’이 音讀만으로 이루어졌었더라면 이런 異表記 

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 
42) 그러니 우리가 歷史敎科書를 통해서 알고 있는 淵蓋蘇文은 [연개소문]으로 발음하기보다는 [이리개소문]

이라 하는 것이 실제에 더 가까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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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舍:韓舍’의 對應例를 考慮할 때에 그 音價 또한, ‘*han’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廣’과 ‘大’
의 音價는 모두 ‘*han’이다. 

당시의 高句麗人들이 ‘*han/한’을  借字로 표기하기 위해, 이것을 ‘廣’으로 표시하거나 ‘大’字로 
썼을 것이다. ‘廣’이나 ‘大’字를 借字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이런 異表記 현상이 나타날 리 없다.

‘*han/한’이 ‘廣’과 ‘大’로써 그 異表記를 보인 것이 國語史 연구를 위해서는 
천행이 아닐 수 없다. 비문과 무덤글에서 각각 ‘廣’과 ‘大’로 표기될 확률이 높
지 않다. 萬一, 둘 다 廣으로 나타나거나, 혹은 大로만 표기되었더라면, 우리는 
비문과 무덤글에서 釋讀의 증거를 포착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廣 : 大’는 ‘大 
: 韓’과 마찬가지로 同音이었다는 사실은 한국 고유의 釋讀表記 기원이 5세기 
高句麗였음을 의미한다.43)43)

4. 한국어 表記의 전개과정
이제까지 우리는 初期吏讀와 釋讀表記를 중심으로 한국어 表記의 기원에 대한 탐색

을 하였다. 그 결과, 당대인의 表記資料인 5세기 金石文에서 그것을 실증할 수 있는 자
료들을 찾아내고, 한국어 表記의 기원을 5세기 高句麗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자 또 다른 의문이 꼬리를 문다. 과연, 廣開土王碑文이나 牟頭
婁 무덤글에서부터 釋讀이 시작되었을까? 그 이전에는 어떠한 한국어 表記의 흔적들도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인가. 주지하다시피 三國遺事 卷一에 나오는 赫居世王을 

‘或作弗矩內’라 하여 ‘赫居世:弗矩內’와 같은 異表記 예들이 있다.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
에 대해서는 朱蒙, 鄒蒙, 中牟,都牟,東明 따위가 있으며 百濟와 溫祚가 동일어에 대한 
異表記라는 논의도 있다 [都守熙(2005: 40)]. 

이에 따르면 ‘赫’과 같은 釋讀字나 ‘百’과 같은 訓借字가 5세기 이전에도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들이 三國遺事처럼 後代文獻들의 기록이므로 그것들이 당대
의 실재 표기였음을 보장할 방편이 없다는 데에 있다. 문헌에 전하는 자료들은 金石文이나 木簡 
따위의 出土文字資料들의 뒷받침이 없는 한, 여전히 가설에 머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완전
히 무시할 수가 없는 기록이 있다.

왼편은 欽定四庫全書의 成京通志, 卷 一百八의 十八 面이다. 이것은 高句麗의 ‘刀斗’에 관한 
기록이다.44)44)解釋하면 다음과 같다.
43) 우리가 歷史敎科書를 통해서 알고 있는 ‘廣開土王’도 [광개토왕]보다는 [한개토왕]이라 부르는 것이 실제

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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僚舟가 冷泉에 이르자 高麗 遣兵이 와서 銅器를 지키며 그것으로써 낮에는 供炊하고 밤에는 擊
警으로 사용하니 이는 곧 옛 刀斗라, 東夷의 i子之國은 오히려 옛 三代의 俎豆가 重함을 알아 漢
에 이르러 尙하여 存한즉 刀斗인데 尙하여 그 傳하는 習이 近者에 이르렀다.45)45)

刀斗는 예부터 전해지는 高句麗의 度量衡器다. i子朝鮮으로부터 전해
진 銅器로 炊事用으로도 쓰이며 銅鐘 구실을 했다는 것이다. 俎豆와 통하
는 것으로 보아 ‘刀斗’는 豆形의 도마 모양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俎’는 禮器다. 중국에는 春秋時期의 楚나라 墓에서 出土
된 靑銅製 ‘鏤空矩尺紋俎’가 있다[國立歷史博物館/高雄市立美術館(1994: 
103)을 참조]. 필자의 寡聞인지는 모르나, 한국에서는 그 존재에 대한 발
굴보고를 들은 바 없다. 

‘刀’와 ‘斗’는 ‘되’와 ‘말’에 해당하는 度量衡 單位다. 되(刀)와 말(斗)은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단위지만, 중국에서도 사용하였다. ‘量(부피)’에 該當
하는바, 新羅帳籍에도 度量衡의 단위로 刀와 斗가 보인다. 이로 추정컨대, 
新羅의 도량형 단위는 高句麗로부터 모방한 것이다. ‘刀’와 ‘斗’는 高句麗가 
중국으로부터 借字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말의 부피 단위를 
표기하였으므로 그것들도 엄연한 借字로서 國語史的 의미가 있다. 문제는 

成京通志가 近代時期의 資料이고 刀斗의 實體가 없다는 데에 있다. ‘刀斗의 記錄’을 뒷받침할 考
古學的 증거가 발견되기를 학수고대할 따름이다.

한편 5世紀初 高句麗에서 발달한 初期吏讀와 釋讀表記가 6세기 이후에는 百濟와 新羅에서도 
보이기 시작한다. 6세기 百濟吏讀資料로 國寶160號로 지정된 斯麻王 王
妃의 팔찌가 있다. 려釧에는 바刻의 銘文이 있다.

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二百卅主耳 

南豊鉉 선생은 ‘庚子年二月多利作46)’에46)대해서, ‘어순이 국어적인 것으
로 보인다(1998/2000: 32)’고 평가했고 鄭在永(2003: 114)는 ‘耳’를 迎日
冷水里碑에 나타나는 終結詞 ‘-耳’와 관련지었다.47)47)

44) 이 冊은 臺灣의 商務印書館에서 影印한 것으로 文淵閣 四庫全書 第501冊인데 李賢熙 교수(서울大)가 필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 李賢熙 선생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45) “․․․․․․僚舟至冷泉 高麗遣兵來衛銅器 晝以供炊夜用擊警卽古刀斗也․ 東夷i子之國猶知重 古三代俎斗至漢 尙
存則刀斗 尙傳習而近者․․․․․․”

46) 해석하면, ‘경자년 이월에 다리가 지었다’이다.
47) 迎日冷水里碑에 耳가 여러 번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令其得財敎耳’는 ‘그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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銘文은 百濟의 出土文字資料中 古의 吏讀 자료다. 國寶160號인 려釧의 銘文은 그 연대가 
확실하다. 斯麻王妃의 沒年이 526年이고 庚子年은 520年이다. 왕비가 崩하기 6년 전, 多利라는 
百濟匠人이 려釧에 ‘庚子年二月多利作大夫人二百卅主耳’를 吏讀로 새겼다. 

‘主’는 百濟式 借字다. 도량형의 단위인데 230主는 166~8그램 정도의 무게다.[鄭在永(2003: 
114)를 참조]. 主가 중국에서는 ‘銖’ 또는 ‘朱’로 표기되었다.

한편, 百濟式 借字로 百濟人이 창안한 ‘造字’가 있다. 왼쪽의 陶文[國立扶餘博物館(2002: 60)을 
參照]은 ‘係文作元瓦天’이다. 마지막 文字는 瓦와 天을 橫으로 합한 造字다. 이미 언급한 바, 陵
寺木簡 觚에도 ‘小’와 ‘吏’를 合한 ‘小吏’라는 百濟造字가 보인다.

‘瓦天’이나 ‘小吏’와 같은 造字의 존재는 借字表記의 기원을 탐구하는 데에 유용하다. 이것들이 
이른 시기인 6세기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주목을 요한다. 百濟 사람들이 스스로 
造字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6세기 당시에 이미 한자의 사용하여 필요한 상황에 따
라 자국어를 표기할 정도로 文字文化가 성숙했음을 의미한다. 

造字는 百濟人이 漢字를 百濟式으로 이용할 수 있었음을 보이는 증거다. 問題
는 造字의 해독이다. 解讀의 원칙이란 文字의 ‘形音義’를 해명함에 있다. 그런데, 
‘瓦天’이나 ‘小吏’와 같은 造字는 그 음을 추정키가 어렵다. 

釋讀인지 音讀인지를 밝혀줄 근거를 찾을 수 없다. 音讀이라 가정하더라도 ‘瓦
天’이/가 [와]系統일지, [천]系統일지 아니면 제3의 음을 지녔을지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造字가 6세기 이전의 中國에서 사용했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이것은 틀림없이 百濟人
들이 창안했을 것이다. 形聲과 會義의 원리에 유추하여 그 뜻을 풀이하자면, ‘瓦天’은 ‘훌륭한 기
와’로, ‘小吏’는 ‘하급 관리’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제부터는 新羅人의 文字 生活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新羅에서도 百濟와 마찬가지로 6세기 경의 文字資料에서 初期吏
讀가 확인된다. 이미 언급한 바 있듯이 迎日冷水里碑의 ‘耳’도 初
期吏讀의 한 모습이었다. 

주지하다시피, 蔚珍鳳坪碑, 川前里書石, 丹陽赤城碑, 戊戌塢作
碑, 南山新城碑 等,48)48)新羅는 三國 중에서 현전하는 金石文資料
가 가장 많다. 뿐만 아니라 咸安의 城山山城 木簡은 6세기 중반
의 자료인데 122점이 出土되었고 그 중에 墨書가 있는 것만도 
94편이다. 

그런데 金石文과는 달리, 新羅木簡의 吏讀에 대한 국어학자들
로 해석된다. 자세한 사항은 鄭在永(2003: 113)을 참조할 수 있다. 

48) 여기에 대해서는 南豊鉉(2000: 32, 第2章 나節)에 보이는 ‘新羅의 吏讀’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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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는 그리 많은 편이 아니다. 좌측 사진은 咸安 城山山城 출토 一面 墨書木簡이다. 
國立昌原文化財硏究所(2006: 67)의 판독은 ‘殂鑄十之’이지만 이것은 판독의 재고를 요한다. 鑄

가 아니라 鐵이다. 이것이 鑄 字라면, 두 번째 字 우측에 오른쪽으로 비스듬하게 내려 그어진 
‘삐침’ 획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것이 鑄라면 수직으로 올곧은 ‘내리긋기’ 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書記된 ‘殂鐵十之’
는 ‘조철이 열 개다’로 해석되는데, 終結詞 ‘-之’가 있고 國語順으로 書記되었다는49)49)점에서 新羅
의 初期吏讀다.

좌측 木簡의 墨書는 ‘大鳥知郞 足下 万引 白’로 판독된다.50)50)月城垓字149番 木簡으로 咸安山
城 48番 木簡에 비해 시기가 늦은 탓에 新羅吏讀의 기원을 논하는 데에는 중요치 않지만, 거기
에는 借字의 사용례와 관련하여 48番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사실이 있다. 여기에는 韓國 

古의 口訣文字가 보이기 때문이다. 鄭在永 교수의 견해에 따르면 ‘’字는 ‘之’字의 草書體에서 
발달한 것이다.51)51)

口訣字 외에 新羅의 符號文字도 거론할 만하다. ‘華嚴文義要訣’은 
新羅에서 日本으로 전래되어 수차례 筆寫된 바 있다.52)52)서기 799年
에53)近事僧인53)行福은 要訣을 書寫하였다(小林芳規2002: 55).54)54)여
기에 符號文字의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난다.

‘曉云以易顯難’은 ‘효(元曉)가 말하되, 어려운 것을 드러낼 적에 쉽게 풀
이한 것으로써’이다. 왼편 위로 치솟은 ‘ㄴ’자 모양의 선은 逆讀을 표시하는 
線이고 여기에 보이는 숫자는 원문 해석의 順序를 지시한다. 符號에 대해
서도 간략히 언급하자면 좌측 자료에 보이는바, ‘說一切卽說一切法’의 ‘切’자 
오른쪽에 ‘法’가 있다. 

‘’는 ‘切’ 대신에 ‘法’을 삽입하라는 交替指示符號이다. 이에 따라 본문을 校訂하면 ‘說一法卽
49) 拙稿(2007)에서는 이른 시기의 新羅吏讀文으로 月城垓子木簡149番을 제시한 적이 있다. 그런데 咸安山

城48番 木簡에는 月城垓子149番보다 더 이른 시기의 吏讀文이 書記되어 있다. 木簡의 연대추정은 國立
昌原文化財硏究所(2006: 32, 改訂版)을 참조할 수 있는데 6세기 중엽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50) 해석하면 ‘大鳥知郞 足下께 万引이 사룁니다.’로 할 수 있다. 그런데 口訣字인 ‘’가 吏讀文에 쓰였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 중에서 口訣文字의 古 용례는 月城垓字149
番 木簡의 ‘’字인데 이것이 吏讀文에 포함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吏讀字와 
口訣字를 起源的으로 엄격히 구별한 기존의 논의는 재고를 요한다. 최근에 발견된 高麗 靑瓷船의 木簡
에서도 口訣字와 吏讀字가 섞여서 사용되었다.

51) 후대의 文獻資料에서도 확인이 되는 文字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月城垓字149番 木簡의 ‘’字는 일종의 
借字로서 木簡에서 확인된 古의 口訣文字임에 틀림없다. 

52) 일본의 신라 불경 수입과 사경 연대에 대해서는 최재석(1998: 262-82)을 참조할 수 있다.
53) 근사승이란 재가인으로 오계를 받은 승려을 가리킨다.
54) 원효의 저서 判比量論도 671년경에 저술된 것이지만, 일본에서는 740년경에 사경되었다(최재석1998: 

263). 판비량론에 관한 해석 및 원문 사진 및 판독문은 이영무(1987: 176-97)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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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訣의 點圖

說一切法’이 된다. 이것은 ‘일법을 설하는 것이 곧 모든 법을 설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의상 대
사의 華嚴一乘思想과 관련된 구절이다. 

符號 ‘’는 初雕本 瑜伽師地論 卷3에도 보인다.55)55)‘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만 ‘訛’의 의미로도 사용되어서 興味롭
다. 

그 외에 ‘義相師云欲示緣起實起相’에는 ‘起’字 옆에 ‘ム’가 있다. 이
것은 ‘起’자를 삭제하라는 符號이다. ‘義相師云欲示緣起實相’은 ‘의상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緣起實相을 보이고자 함이었다’로 해석된다. 

符號에는 이처럼 指示符號와 校訂符號가 있다. 지시에는 順序(一, 
二, 三, 逆讀線), 句讀表示線, 合附線 등이 있고 校訂에는 削除, 揷
入,  代替, 反復 등이 있다.56)56)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點吐 표기다. 좌측의57)‘ 初故此說也’에서57) 
‘此’字의 상변 중앙에 점이 찍혀있다.58)58)‘此’는 處所格 조사가 표시될 
위치이므로 이 점은 ‘[아]’에 對應한다. 이러한 點吐들의 유형이 
要訣에서는 일곱 개의 위치로 표시된다. 이것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정리한 것을 ‘點圖’라 한다.59)59)

點圖는 귀납적인 解讀圖다.60)60)新羅人들은 漢文을 우리말로 번역
할 때에 점을 이용했다. 新羅人이 창안한 표기 방식은 高麗에
도 전승되어 11세기 경의 初雕本 大藏經은 물론, 중기이후의  

                         金光明經, 法華經에도 보인다.

55) 여기에 대해서는 拙稿(2001: 169)를 참조할 수 있다.
56) 그 外에도 ‘菩薩’을 ‘十十    十十  ’로, ‘涅槃’을  ‘十十十    十十十  ’로 書寫하는 등, 특이한 漢字들이 

쓰였다. ‘華嚴’을 ‘花嚴’으로 쓰기도 하였으며 ‘舍衛國’을 ‘室羅筏’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要訣은 아주 오래된 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57) 해석하자면 ‘최초인 까닭으로 이곳에서 설법하였다’이다.
58) 이 위치의 점토는 小林芳規(2002: 56)에서도 빠져 있다. 
59) 점을 사각형의 틀에 표시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문자의 기본 형태를 사각형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한글의 모아쓰기도 이러한 전통적인 인식의 소산이다. 
60) 여기에 기입된 點들은 당시의 발음을 표시할 뿐이지 문법형태에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

서도 말한 바 있듯이 ‘, ’이 주제 보조사나 목적격 조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동명사 
어미와도 관련이 있거나 末音添記에 사용되기도 한다. ‘’가 연결조사이지만 종결어미로 쓰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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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과 전망
이상으로 우리는 한국어 表記의 기원과 그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중요내용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釋讀 表記의 起源은 廣開土王 碑文과 牟頭婁 墓誌의 比較에서 確認된다. 
     지금까지 確認된바, 韓國 初의 釋讀은 ‘크다(大), 넓다(廣)’의 뜻을 지닌 ‘*han/한’으로, 

5世紀 當時의 高句麗에서 ‘廣’ 또는 ‘大’로 表記되었다.
둘째, 初期吏讀의 發生은 廣開土王 碑文에 보이는 ‘之’에서 確認된 바 있다.  

셋째, 口訣字의 起源은 木簡資料에서 確認되는데, 月城垓子의 木簡에 보이는 ‘’가 韓國 古의 
口訣字이다.

넷째, 造字도 廣義의 借字 範疇에 屬한다. 出土文字 資料에서 確認되는바, 
     ‘瓦天’이나 ‘小吏’ 字는 6世紀頃에 百濟人들이 創案하였다. 

한국어 表記의 기원은 고유명사의 표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一次資料들을 탐색하던 중, 다행
히도 우리는 5세기 金石文에서 고유명사에 대한 異表記를 찾을 수 있었다. 牟頭婁 墓誌의 ‘國罡
上大開土地好太聖王’과 廣開土王碑文의 ‘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을 대조해 보면 ‘廣開土’가 ‘大
開土’에 對應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異表記의 ‘比較 雙’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韓國語 釋讀表
記의 기원을 해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한국어 表記의 기원을 탐구함에 있어서 이 글은 一次資料에 보이는 釋讀表記와 初期吏讀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5세기 高句麗 金石文에서 韓國語表記의 기원을 확인할 수는 있었다. 
이에 덧붙여, 百濟人들이 기존의 漢字들을 이용하여 造字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도 음미해 볼 필
요가 있다. 6세기 경에 造字를 만들어 낼 수준이었다면, 釋讀이나 初期吏讀와 같은 漢字의 用字
法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국어 表記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면 造字(國字)의 
발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文獻資料가 보여주는 증거들도 무시할 수 없다. 溫祖나 朱蒙의 異表記에 대한 기록과 古朝鮮
에서 高句麗로 전래되었다는 ‘刀斗의 傳說’은 한국어 表記의 기원이 5세기 高句麗 이전으로 거슬
러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 고대 표기, 목간, 이두, 구결, 고구려, 백제, 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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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国語表記の起源と発達過程 
Kim, Young-uk *

61)
本稿の重要な内容を整理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１．釈読表記の起源は廣開土王の碑文と牟頭婁の墓誌の比較から確認することができる。

いままで確認され廳ところによると、韓国初の釈読は「크다(大きい)、넓다(広い)」
の意味を持つ「*han/한」であり、5世紀当時の高句麗で「廣」ま廳は「大」と表記さ
れ廳。

２．初期吏読の発生は廣開土王碑文に見られる「之」によって確認される。
３．口訣字の起源は木簡資料によって確認される。月城垓子の木簡に見られる「」が韓

国 古の口訣字である。
推．造字も広義の借字範疇に属する。出土文字資料で確認され廳ところによると「瓦天」

や「小吏」の字は6世紀頃に百済人が考案し廳ものである。
韓国語表記の起源は固有名詞の表記から見つけ出すことができる。一次資料を調査してい

る途中で、我々は幸いにも5世紀の金石文から固有名詞に関する異表記を見つけることがで
き廳。牟頭婁墓誌の「國罡上大開土地好太聖王」と廣開土王碑文の「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
太王」を対象させてみると「廣開土」が「大開土」に対応することが分かる。このような異
表記の「比較ペア」を発見することによって我々は韓国語釈読表記の起源を解明する手がか
りを得ることになる。

韓国語表記の起源を探求しようとする時、本稿は一次資料に見られる釈読表記と初期の吏
読に焦点を当て廳。その結果、5世紀高句麗の金石文から韓国語表記の起源を確認すること
ができ廳。これに加えて百済人が既存の漢字を利用して造字を作っ廳という事実も吟味して
みる必要がある。6世紀に造字を作る水準にあっ廳ということは、釈読や初期の吏読のよう
な漢字の用字法も既に知ってい廳ということを暗示する。自国語表記に対する認識がなかっ
廳とし廳ら造字（国字）の発明は不可能だっ廳であろう。

文献資料が見せて廣れる証拠も無視することができない。温祖や朱蒙の異表記に関する記
録と古朝鮮から高句麗に伝わっ廳という「刀斗の伝説」は韓国語表記の起源が5世紀の高句

*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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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以前に遡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示唆している廳引である。

주제어 : Old Korean Writing, Wooden Writing Tablet, Idu(吏讀), Kugyol(口訣), 
Koguryo(高句麗), Baekje(百濟), Silla(新羅)


	한국어 表記의 기원과 전개과정
	1. 서론
	2. 吏讀의 기원
	3. 釋讀 表記의 기원
	4. 한국어 表記의 전개과정
	5. 요약과 전망
	參考文獻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