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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民歌> 해독을 한 새로운 시도

黃 善 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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鄕歌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초에 鮎貝房之進, 金澤庄三郞 등의 일본인 학자에 의해 시작되었
으나 부분적인 해독에만 그쳤을 뿐이고 小倉進平(1929)에 와서야 비로소 남아 있는 鄕歌 25首 
전체에 대한 해독이 이루어졌다. 小倉進平의 해독은 선구적인 업적이라는 점에 큰 의의가 있으
나 그에 못지않게 많은 오류와 문제를 지니고 있었는바 梁柱東(1942)에서는 이를 상당수 바로 
잡고 鄕歌 연구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의 鄕歌 연구 중에는 梁柱東의 해독을 부정하고 완
전히 새로운 해독을 시도한 경우도 없지는 않으나 대부분의 연구들은 梁柱東의 연구를 그 기반
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鄕歌에 대한 개별적인 해독 연구나 文學, 佛敎學, 思想史, 史學的 연구들
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鄕歌 전반에 대한 해독을 시도한 것들만 해도 池憲英(1948), 
李鐸(1956), 洪起文(1956), 鄭烈模(1965), 金善琪(1973), 徐在克(1975), 金俊榮(1979), 金完鎭
(1980), 兪昌均(1994), 姜吉云(1995), 柳烈(1997) 등과 같다.1)1)

필자는 黃善燁(1997ㄱ), 黃善燁(2006) 등에서 이러한 기존의 연구들이 가지는 한계와 문제점
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鄕歌 연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본 바 있다. 아래에 그 내용을 간략히 

* 誠信女大 교수
1) 이 순서는 각 해독자의 대표적인 저서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이다. 저서로 간행하기에 앞서 학술지 등에 

연재된 경우도 있고 저서로 간행하였으나 후에 修訂版이 나와 이것이 널리 이용된 경우도 있는바 여기서 
제시한 연대순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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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해 둔다.
첫째 위에 제시한 연구들은 모두 鄕歌를 完讀하려 하였으며 그 결과 무리한 해독을 한 경우

가 많았다. 이런 무리한 해독의 결과 鄕歌 연구에 대한 불신감이 커졌고 鄕歌는 어떻게 해석해
도 좋다든가 鄕歌 연구는 객관적인 학문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평가를 받기에까지 이르게 되었
다. 따라서 앞으로의 鄕歌 해독은 完讀을 지양하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國語史的 지식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그렇지 못한 문제들을 바르게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다시 시작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대다수 연구들은 15세기 國語를 기반으로 鄕歌의 해독을 도모하였는데 15세기 
國語는 鄕歌의 언어와는 600~700年 정도의 간격이 있다.2)2)따라서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高麗
時代의 자료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1970年代까지는 高麗時代 言語에 대한 단편적인 語
彙 자료밖에 남아 있지 않았으나 이후 字吐 釋讀口訣과 點吐 釋讀口訣이 발견되어 高麗時代 言
語를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 결과 최근까지 口訣學會를 통하여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기에 이르 다. 鄕歌 연구는 高麗時代 口訣資料를 통해 얻어진 이러한 성과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15세기 國語에 대한 연구 성과가 미흡하던 초창기의 해독들은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鄕歌 해독에서조차 15세기 國語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國語史的 지
식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金完鎭(1980)에서 당시까지 이루어진 中世國語 연구 성과를 대폭 
반영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많은 시간이 흘 고 15세기 國語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축적되었
다. 따라서 鄕歌 해독을 위해서는 15세기 國語 연구 나아가 國語史 연구 전반을 통해 얻어진 지
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기존의 鄕歌 해독들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과 그 극복 방안에 대해서는 學界의 여러 사람들
이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口訣學會에서는 2006年부터 月例講讀會에서 鄕歌를 강독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鄕歌 해독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바탕 하에서 三國
遺事에 실려 있는 鄕歌 가운데 한 작품인 <安民歌>에 대해 검토하려 한다. 

<安民歌>는 三國遺事 卷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에 실려 있는데 2007年 5
月과 10月의 口訣學會 月例講讀會에서 張允熙 교수에 의해 검토된 바 있다. 필자는 張允熙(2007
ㄱ)에서 제시된 해독에 대체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나 몇 부분에 있어 새로운 해독의 가능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安民歌>의 배경 說話는 부록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며 文學的인 논의 
2) 15세기 國語에 의존하지 않고 金善琪(1973), 姜吉云(1995)와 같이 比較言語學的 방법을 적용하여 新羅語

를 再構하거나 鄭烈模(1965)와 같이 古代國語를 나름대로 再構하여 鄕歌를 해독한 연구도 있으나 이들은 
오히려 15세기 國語를 바탕으로 한 연구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徐在克(1975)는 慶尙方言을 
많이 고려하였다는 특징이 있기는 하지만 역시 15세기 國語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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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作者에 대한 논의들에 대해서도 따로 다루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安民歌>의 語學的인 해
독만을 목적으로 한다.

<安民歌>를 기존 해독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句를 나누었다.3)3)

 1. 君隱父也
 2. 臣隱愛賜尸母史也
 3.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4. 民是愛尸知古如
 5.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6. 此肹喰惡攴治良羅
 7. 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8. 國惡攴持以支知古如
 9.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10. 國惡太平恨音叱如
 
아래에서는 各 句節 別로 기존 해독을 제시한 후 문제점을 파악하고 새로운 해독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논의하기로 한다. 

1. 君隱父也
<小倉進平> 님금은 아비요
<梁柱東> 君은 어비여
<池憲英> 君은 어비여
<李鐸> 君은 아비여
<洪起文> 君은 어비야
<鄭烈模> 업은 압이라
<金善琪> 님감안 아비라
<徐在克> 君은 아비야

3) 三國遺事의 行 구분은 이와 다르며 해독자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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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金俊榮> 君은 아비여
<金完鎭> 님그믄(<君은) 아비여
<兪昌均> 君은 아비라
<姜吉云> 님검은 아비여
<柳烈> 군은 아비라
<張允熙> 님금은 아비여

1) 君隱: 君은/님 은

여기서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君’을 音讀하여야 하는가 訓讀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는 第2句와 第3句의 ‘臣’과 ‘民’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각각의 논거에 대해 살펴보자.

(가) ‘君’을 音讀할 수 있는 근거
① 訓讀字에는 末音添記가 붙는 것이 일반적이나 ‘君’에는 末音添記가 없다.
② ‘君臣民’은 第9句의 ‘君如臣多支民隱如’에서 더욱 잘 드러나듯이 論語의 ‘君君 臣

臣’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현으로 이를 그대로 가져 온 것이다(이는 이 노래의 作者인 
‘忠談師’의 이름 ‘忠談’과도 관련된다).

③ ‘隱’은 ‘은’, ‘焉’은 ‘’을 표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것으로 확증된 것
이 아니며 反例로 볼 만한 예들이 많다.

(나) ‘君’을 訓讀할 수 있는 근거
① 訓讀字에 恒常 末音添記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君隱’ 바로 다음의 ‘父也’에서 ‘父’에는 

末音添記가 되어 있지 않지만 이를 音讀하지는 않는다(‘父’는 특히 第2句의 ‘母史’와 관련하
여 볼 때 訓讀되는 것임이 명확하다).

② 國語에서 ‘君, 民’이 한 단어로 사용되지 않는다. 第9句의 ‘君如臣多支民隱如’가 論語
의 ‘君君 臣臣’와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君隱, 臣隱, 民焉, 民是’와 같이 助詞
를 붙여 한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경우는 音讀하지 말고 訓讀하여야 할 것이다. 

③ 第9句의 ‘民隱如’에서 ‘隱’은 補助詞로 볼 수 없는바 ‘民’을 ‘민’으로 音讀하도록 하기 위한 
표기로 보인다(이에 대해서는 第9句의 해석 부분에서 후술). 즉 이러한 특별한 標識가 붙
지 않은 경우는 訓讀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④ 訓讀하지 않는다면 ‘君隱, 臣隱, 民焉’에서 補助詞가 ‘隱’과 ‘焉’으로 달리 표기된 것을 설명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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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君’에 대해 音讀과 訓讀의 가능성이 다 있음을 지적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다만 
‘君’을 訓讀한다면 현재로서는 ‘님금’ 정도로 읽을 수밖에 없는데 ‘님금’을 文證할 수 있는 것은 
朝鮮時代의 자료뿐이므로 과연 이것이 新羅時代까지 소급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隱’은 音讀되어 補助詞 ‘-은’으로 읽히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 第2句의 ‘臣隱’의 ‘隱’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第9句의 ‘民隱’의 ‘隱’은 補助詞로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후술하기로 한다.

2) 父也: 압(이)여

‘父’는 訓讀된다는 데 모든 해독자가 동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비’로 읽고 있다. 그러나 ‘아
비’의 古形이 ‘압’이었다고 추정되며4)4)第2句의 ‘母史’가 ‘엇’으로 읽힐 수 있음을 고려하면 鄭烈模
와 같이 ‘압’으로 읽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也’는 音讀되며 助詞 ‘-여’를 표기한 것이다. 高麗時代의 釋讀口訣에서는 ‘, ’로 표기되어 
‘여’로 읽히며 15세기 한글 문헌에서도 ‘-(이)여’로만 나타날 뿐이어서 왜 유독 鄕歌에서만 ‘也’로 
표기되는지 알 수 없다. 漢字音 내지 音韻史的 검토가 필요할 듯하나 이는 필자의 능력을 넘어
서는 일이어서 여기서는 더 이상 천착하지 않기로 한다. 이 句節의 ‘也’에 있어 보다 중요한 문
제는 그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鄕歌에서 ‘也’가 助詞로 
쓰인 다른 용례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1) ㄱ. 郞也 慕理尸 心未 行乎尸 道尸 <慕竹 7>
   ㄴ. 郞也 持以攴如賜烏隱 <讚耆 7>
   ㄷ. 放冬矣 用屋尸 慈悲也 根古 <禱千 10>

(2) ㄱ. 雪是 毛冬乃乎尸 花判也 <讚耆 10>
   ㄴ. 伊於 衣波 最勝供也 <廣修 10>
   ㄷ. 仰頓隱 面矣 改衣賜乎隱 冬矣也 <怨歌 4>

(3) ㄱ. 灯炷隱 須彌也 / 灯油隱 大海 逸留去耶 < 廣修 3-4>
   ㄴ. 此如 趣可伊羅 行根 / 向乎仁所留 善陵道也 / 伊波 普賢行願 / 又都 仏体叱 事伊置耶 

<摠結 5-8>

4) 이에 대해서는 黃善燁(1997ㄴ)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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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塵塵馬洛 仏体叱 刹亦 / 刹刹每如 邀里白乎隱 / 法界 滿賜隱 仏体 / 九世 盡良 礼爲
白齊 <礼敬 5-8>

(4) ㄱ. 彗星也 白反也 人是 有叱多 <彗星 8>
   ㄴ. 南无佛也 白孫 舌良衣 <稱讚 2>

(1)은 主語나 目的語 자리에 ‘-也’가 통합한 예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呼格 내지 감탄의 의
미로 파악되어 왔다. (2) 역시 呼格이나 감탄 정도로 파악될 수 있으나 문장의 終結 위치에 온 
점이 특징이다. (3)은 後行文과 관련지어 볼 때 ‘-也’가 문장의 연결에 쓰인 예들이다. (3ㄷ)은 
‘亦’이 쓰인 예나 기능은 ‘也’와 같이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 같이 제시하였다. (4)는 引用되는 語
句에 붙어 引用助詞의 기능을 하고 있는 예이다. 즉 (1)~(4) 모두 ‘-也’가 體言 뒤에 통합하였으
므로 助詞로 볼 수밖에 없으나 그 기능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5)5)

여기서 ‘父也’의 ‘也’는 어떤 기능으로 쓰인 것인가? 필자는 第2句의 ‘-也’와 함께 연결의 기능
인 것으로 추정한다. 처음에는 ‘-也’가 第3句의 ‘爲賜尸’의 ‘爲-’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 (4)와 같이 
引用助詞로 쓰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정작 第3句의 ‘阿孩’에는 ‘-也’가 쓰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
여 第1句와 第2句 마지막의 ‘-也’는 (3)의 예와 같이 연결의 기능으로 쓰인 예로 보는 것이 좋겠
다고 結論짓게 되었다. 즉 第1句에서 第3句까지의 문장 구조를 (5)와 같이 파악한 것으로 ‘-也’는 
연결의 기능을 하고 ‘爲-’에 대한 引用助詞의 기능은 ‘-古’가 타당하는 것으로 본다. 

(5) “君隱 父也 / 臣隱 愛賜尸 母史也 / 民焉 狂尸恨 阿孩古” 爲賜尸 知

다만 아직 ‘-古’의 기능에 대해서는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바 ‘-也’의 기능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재론의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 둔다.

2. 臣隱愛賜尸母史也
<小倉進平> 臣 샬 어미라
<梁柱東> 臣은 샬 어여

5) 釋讀口訣에서의 ‘-/’의 기능에 대해서는 朴鎭浩(2005)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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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池憲英> 臣은 샬 어여
<李鐸> 臣은 ㄹ 어시여
<洪起文> 臣 샬 어야
<鄭烈模> 원은 샬 어마시라
<金善琪> 아마난 다사샬 아시라
<徐在克> 臣은 실 어시야
<金俊榮> 臣은 샬 어시여 
<金完鎭> 한거슨(<臣은) 실 어여
<兪昌均> 臣은 고비실 어시라
<姜吉云> 알바단 도슬 어싀여
<柳烈> 신은 다실 어시라
<張允熙> 항것은  어여

1) 臣隱: 臣은/臣은6)6)

‘臣’ 역시 第1句의 ‘君’과 마찬가지로 音讀할 가능성과 訓讀할 가능성이 공존한다. 다만 訓讀할 
경우 현재로서 마땅한 語形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訓讀한 견해 중에는 金完鎭
의 ‘한것(>항것)’이 그나마 나은 듯하나7)7)문헌에 보이는 ‘항것’의 의미는 ‘主人, 上典’이어서 ‘臣’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隱’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補助詞이다.

2) 愛賜尸: /괴
‘愛賜尸’은 아래의 (6)과 (7)을 고려할 때 ‘’로도 읽을 수 있고 ‘괴’로도 읽을 수 있다. 

(6) 어마님티 괴시리 업세라 <樂章歌詞, 思母曲>
(7) ㄱ. 子息표 샤 正法 모실 <月千45b>
   ㄴ. 慈 衆生표 틀 念야 便安코 즐거 일로 饒益게 코져 논 미오 <月釋

9:41b>

6) 해독에서 漢字에 밑줄을 그은 것은 그것이 訓讀되어야 하나 현재로서 정확한 訓을 알 수 없어 어떻게 읽
어야 할지 모름을 나타낸다. 

7) 金完鎭(1990)에서는 ‘上大等’의 ‘大等’을 ‘한것’의 借字표기로 보았다. 즉 ‘大’는 ‘한’, ‘等’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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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해독자들은 ‘愛’를 ‘/-’로 읽었으나 兪昌均(1994)에서는 ‘愛’를 ‘고비-’로 읽었다. 
兪昌均(1994)는 ‘愛’가 ‘괴-’로도 訓讀될 수 있음을 밝혀낸 점에서 意義가 있으나 ‘괴-’가 ‘고비-’로 
소급되는 것으로 보고 이는 語源的으로 ‘곱(美)’에서 발달한 것으로까지 파악한 것은 현재로서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母史也: 엇(이)여

‘史’는 ‘皃史, 栢史, 是史藪邪, 无史-’와 같이 ‘ㅅ’의 末音添記에 사용되므로 ‘母史’는 ‘엇’으로 訓
讀할 수 있다. 15세기 國語에는 이 단어가 ‘어’로 나타나는바 여기서의 ‘엇’이 古代國語 시기에 
‘ㅿ’이 없었음을 반영하는 것인지, 古代國語에도 ‘ㅿ’이 있었으나 표기상 ‘ㅅ’으로 대표되어 적힌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也’는 第1句와 마찬가지로 助詞 ‘-야’를 표기한 것으로 연결의 기능을 하고 있다. 

3.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小倉進平> 民 밋칠은 (라)고 샬디(면) 
<梁柱東> 民 얼 아고 샬디
<池憲英> 民은 얼 아고 샬디
<李鐸> 民은 얼(ㄹ) 아고 ㄹ디
<洪起文> 民 어리 아고 샬디
<鄭烈模> 아 얼 아고 샬디
<金善琪> 알깔안 알깐 아끼고 까샬디
<徐在克> 民은 얼 아고 실디
<金俊榮> 民언 얼 아고 샬디 
<金完鎭> 아(<民) 어릴 아고 실디
<兪昌均> 民은 얼 아고 실뎌
<姜吉云> 일건은 얼흔 아개고 허슬디
<柳烈> 민 어리 아가고 실디
<張允熙> 아 어즐 아고(다)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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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民焉: 民은/民

‘民’ 역시 訓讀과 音讀의 가능성이 공존한다. 金完鎭(1990)에서는 앞의 ‘君, 臣’과 달리 ‘隱’이 
아니라 ‘焉’이 쓰인 점에 주목하여 이들이 訓讀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여기서의 ‘民’을 ‘아’으로 
訓讀하였다. ‘民’을 ‘아’으로 訓讀한 것은 鄭烈模(1965)에서부터인데 그는 그  논거를 다음과 같
은 예에 두었다.

(8) 손 들오 즐겨 노 사미 (中略) 구의죵 닐와다 믈 후려 아이니 이런 아 불회 
업슨 남기며 근원 업슨 므리 여(乃有游手好閑之徒伊  起滅詞訟爲㫆 脫貝廉錢物爲飛尼 
此等之民隱 如無根之木伊㫆 無源之水伊羅) <正俗22a>

그러나 金完鎭 선생은 後에 正俗諺解의 異本에는 ‘아’이 ‘사’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서 ‘民’을 ‘사’으로 訓讀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필자는 ‘君, 臣’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인 ‘民’을 ‘사’으로 訓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즉 ‘民’은 訓讀의 가능성도 있으
나 訓讀하더라도 현재로서는 ‘臣’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訓을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태라 하겠다.

‘焉’은 補助詞 ‘-은/’을 표기한 것인데 梁柱東은 ‘隱’은 바性形인 ‘-은’, ‘焉’은 陽性形인 ‘-’을 
표기하는 것으로 파악하였고 金完鎭(1990)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君, 臣, 民’을 訓讀해야 하는 근
거로 삼았다. 그러나 鄕札이나 다른 借字표기에서 이를 제외하고 文法形態素를 母音調和에 따라 
다르게 표기한 일이 없다는 점에서 이 가설은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점만을 지적해 두기로 한다.

2) 狂尸恨: 狂/어즐

대부분의 해독자들은 ‘狂尸’를 ‘얼-, 어리-’ 등으로 訓讀하였다. 그러나 張允熙(2007ㄴ)에서는 
‘狂尸’를 ‘얼-’로 읽을 경우 末音添記 ‘尸’는 설명할 수 있으나 뒤에 ‘-’가 통합하여 ‘얼-’와 같
은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 15세기 國語의 지식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과 ‘狂
尸’를 ‘어리-’로 읽으면 末音添記 ‘尸’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8)8)‘狂尸’가 ‘어
즐-’로 읽힐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필자도 張允熙(2007ㄴ)의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
이나 15세기의 ‘어즐-’는 ‘迷’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狂’과는 多少 意味差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狂尸’를 ‘어즐-’로 읽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恨’은 接辭 ‘-’에 冠形詞形語尾 ‘-ㄴ’이 통합한 語形을 표기한 것이다.9)9)

8) 金完鎭(1980)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狂尸’를 ‘어릴-’로 읽었으나 그 뒤에 ‘-’가 통합한 형
태가 文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견해 또한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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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阿孩古: 아고

‘阿孩’가 ‘아’로 읽힘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阿孩’ 뒤에 통합한 ‘古’는 현재의 文法
史的 지식으로는 正體를 알 수가 없다. 體言 뒤에 붙어 문장 終結 위치에 올 수 있는 것은 疑問
助詞 ‘-고’밖에 없는데 의미상 이곳의 ‘古’를 疑問助詞로 볼 수는 없다. 現代國語의 ‘-(이)라고’에 
이끌려 상당수 해독자들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필자는 이곳의 ‘古’가 文法史的 관
점에서 <安民歌> 중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선은 ‘古’가 音讀되어 ‘고’로 읽
힐 것임은 분명하며 문맥으로 보아 現代語의 ‘-라고’ 정도에 해당한다는 정도로 기술해 둘 수밖
에 없다. 혹 ‘古’字가 誤字일 가능성이나 ‘古’字 뒤에 脫字가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논거가 없는 이상 그러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기로 한다.

4) 爲賜尸知:  알아

‘爲賜尸’이 ‘’로 읽힐 것임은 분명하다. ‘知’는 모든 해독자들이 音讀하여 ‘디’로 읽고 있는
데 필자는 訓讀하여 ‘알-’로 읽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바 아래에서 
詳述하기로 한다.

<安民歌>에는 ‘知’字가 3句와 4句, 7句와 8句에 쓰여 모두 4回 나타나는데 ‘爲賜尸知 … 知古
如’, ‘爲尸知 … 知古如’와 같이 先語末語尾 ‘-시-’를 제외하면 두 構文은 동일하다. 小倉進平(1929) 
以來로 대부분의 해독자들은 ‘爲賜尸知, 爲尸知’의 ‘知’는 音讀하여 ‘디’로 ‘知古如’의 ‘知’는 訓讀하
여 ‘알-’로 읽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해독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닌다. 우선 같은 글자를 音
讀하거나 訓讀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즉 末音添記 등에 의해 구분되지도 않는데 
연속해서 나타나는 글자들을 다르게 읽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 의식에 입각
해서 李鐸, 鄭烈模, 徐在克, 張允熙는 ‘知’를 모두 音讀하여 ‘디’로 읽었다. 두 번째 문제는 ‘爲賜
尸知, 爲尸知’의 ‘知’를 ‘디’로 읽을 경우 이것이 主格形이어서 뒤의 訓讀한 ‘知古如(알고다)’와는 
統辭 구조상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해독은 主格形으로 해 놓고 의미상으로는 가정
이나 조건의 連結語尾처럼 파악해 왔던 것이다.10)10)

필자는 ‘知’를 音讀하기도 하고 訓讀하기도 한 기존 해독에 대해서 李鐸, 鄭烈模, 徐在克, 張允
熙와 문제 의식을 공유한다. 그런데 왜 대다수 해독자들이 그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앞의 ‘知’
는 音讀하고 뒤의 ‘知’는 訓讀하여 왔는가? 그것은 ‘知’를 모두 音讀하면 歌意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즉 ‘爲賜尸知’에는 先語末語尾 ‘-시-’가 들어 있는바 그 主語는 說話의 내용을 고려하
면 ‘王’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知’를 모두 音讀하면 “(왕이) 君은 아비이고 臣은 자애로운 어미
 9) 鄕歌에서 ‘-’ 표기에 사용된 글자들의 차이에 대해서는 朴容植(2005ㄱ), 黃善燁(2007)을 참조할 수 있다.
10) 이러한 從來 해독의 문제에 대해서는 張允熙(2007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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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民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심이(여기심이) 民이 사랑함이다”로 해독이 되는바 그 의미가 잘 
통하지 않게 된다.

필자는 ‘知’를 모두 訓讀하는 새로운 해독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래의 해독에서 ‘知古如’의 ‘知’
는 訓讀하기도 하였지만 ‘爲賜尸知, 爲尸知’의 ‘知’를 訓讀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한 것은 ‘爲賜尸
知, 爲尸知’가 ‘知’로 語節이 끝나고 그 뒤에 아무런 語尾 형태도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필자
는 ‘知’ 뒤에 連結語尾 ‘-良(아)’가 표기상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추정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吏讀에서 連結語尾 ‘-아’는 11세기 초의 자료부터 ‘良’으로 표기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 이후의 자료에서도 표기상 생략되는 일이 많음은 주지의 事實이다. 鄕歌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에서 連結語尾 ‘-良(아)’가 생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1)11)

(9) 一等下叱 放 一等肹 除惡攴 <禱千 6>

따라서 鄕歌의 다른 예에서도  連結語尾 ‘-아’가 표기상 생략되어 있을 가능성은 充分하다.
둘째, 필자는 黃善燁(2007)에서 鄕歌의 표기 層位가 여럿일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는데 

連結語尾 ‘-아’의 표기에도 다양한 層位가 있다고 추정한다.12)12)이 중 忠談師의 작품이며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條에 같이 실려 있는 <安民歌>와 <讚耆婆郞歌>의 표기 방식은 동일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두 노래에서는 ‘治良羅 <安民 6>, 逐內良齊 <讚耆 8>’와 같이 ‘良’字가 사용되기는 
하였으나 連結語尾 ‘-아’ 표기에는 ‘良’字가 쓰이지 않았다. ‘喰惡攴’과 같이 連結語尾 ‘-아’에 補助
詞 ‘-ㄱ’이 통합한 ‘-악’을 ‘良只’와 같이 표기하지 않고 ‘惡攴’와 같이 표기를 하였음에서도 두 노
래에서 連結語尾 ‘-아’ 표기에 ‘良’字가 쓰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安民歌>와 <讚耆婆郞
歌>는 借字 표기에 ‘良’字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連結語尾 ‘-아’의 표기에는 ‘良’字를 사용하지 않는
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月明師의 <兜率歌>와 <祭亡妹歌>에서 ‘唱良, 浮良, 
修良’와 같이 連結語尾 ‘-아’ 표기를 위해 ‘良’이 쓰인 것과 대조적이다.

셋째, <安民歌>와 <讚耆婆郞歌>에서 連結語尾 ‘-아’가 표기상 생략되어 있다고 할 만한 다른 
예가 더 있다. 

 
(10) ㄱ. 白雲音 逐于 浮去隱 安攴下 <讚耆 3>
    ㄴ. 此矣 彼矣 浮良落尸 葉如 <祭亡 6>

11) 필자가 이 예에 주목하게 된 것은 朴容植(2005ㄴ)을 통하여서이다.
12) 鄕歌에서의 連結語尾 ‘-아’ 표기에 對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준비 중임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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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ㄱ)의 ‘浮去隱’은 動詞 語幹 ‘-’와 ‘가-’가 직접 통합한 것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
으나 創作年代가 큰 차이가 나지 않는 <祭亡妹歌>의 예인 (10ㄴ) ‘浮良落尸’을 고려할 때 ‘浮’와 
‘去’ 사이에 連結語尾 ‘良’이 표기상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필자는 ‘爲賜尸知’를 ‘ 알아’로 읽는다. 혹 他動詞 ‘알-’의 目的
語 자리에 對格助詞 없이 動名詞語尾 ‘-尸(ᇙ)’만이 쓰인 예를 15세기 문헌이나 高麗時代 釋讀口
訣 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13)13)그러나 이러
한 문제는 다음의 예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11) ㄱ. 祈以攴白屋尸 置內乎多 <禱千 4>
     ㄴ. 三花矣 岳音 見賜烏尸 聞古 <彗星 5>

(11)에서 타동사 ‘두-(置)’와 ‘듣-(聞)’의 目的語 자리에 對格助詞 없이 動名詞語尾 ‘-尸’만 쓰인 
예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古代國語에서는 이러한 문장이 꽤 일반적이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釋讀口訣에서도 간접적이나마 ‘알-(知)’의 目的語에 動名詞語尾가 바로 왔음을 반영하는 
예로 볼 만한 것이 있다. 釋讀口訣 자료에서 ‘知’의 目的語가 節인 경우는 대개 다음과 같이 나
타난다.

(12) ㄱ. {是} 有記法 {是} 無記法 知 <華疎01:04-08>
    ㄴ. 衆生 家性 空 知 <華嚴02:18-19>

(12ㄱ)은 ‘’, (12ㄴ)은 ‘’이 쓰인 예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知’의 目的語
가 倒置된 경우에는 ‘’가 쓰인다.14)14)

(13) 當 知 五種 勝利 獲得 <瑜伽05:18>

일반적으로 倒置된 요소가 體言일 때는 ‘-/’가, 用言일 때는 ‘-’가 그 뒤에 통합한다. 
그런데 다음에서는 目的語가 倒置된 경우에 對格助詞 ‘-’ 뒤에 ‘-’가 통합한 예를 볼 수 있다.  

(14) 敬禮 널喩 無 深無相義 說 <金光13:04>

13) 이러한 문제는 ‘愛尸 知古如’를 ‘ 알고다’로 해독한 기존 논의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14) 이러한 構文의 특징에 대해서는 朴鎭浩(2005)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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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예에 비추어 보아 (13)의 例文이 倒置되기 前이라면 ‘五種 勝利 獲得/
 當 知’ 정도였을 것이므로 倒置된 후에는 ‘獲得/’ 
정도로 나타나야 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13)과 같은 ‘當 知’ 구문의 倒置된 目的
語는 모두 ‘-’로만 나타난다. 이는 倒置되기 前에 ‘知’의 目的語 자리에 ‘-’ 내지 ‘-
’이 왔음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冠形節이나 從屬節에서 古形이 유지되는 경향
이 있는데15)15)倒置 構文 역시 그러해서 과거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民是愛尸知古如
<小倉進平> 民이 표 알고다
<梁柱東> 民이  알고다
<池憲英> 民이  알고다
<李鐸> 民 디고다
<洪起文> 民이 리 알고다
<鄭烈模> 아미 표디고
<金善琪> 알간이 다살 알고다
<徐在克> 民이 디고다
<金俊榮> 民이  알고다
<金完鎭> 民이  알고다
<兪昌均> 民이 고빌 알고다
<姜吉云> 일건이 도 알고
<柳烈> 민이 다 알고다
<張允熙> 아이 디고다

1) 民是: 民이/民이

이곳의 ‘民’ 역시 音讀과 訓讀의 가능성이 다 있으나 후자의 경우 앞서와 마찬가지로 그 訓을 
분명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是’는 訓을 빌려 主格助詞 ‘-이’를 표기한 것이다.

15) 現代國語 冠形詞形語尾 앞에 動詞의 과거가 零形態로 實現되는 것이나 冠形節에서 先語末語尾 ‘-더-’가 
1人稱과 制約없이 자유롭게 쓰이는 것들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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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愛尸: /
第2句에서와 마찬가지로 ‘愛尸’는 ‘’ 또는 ‘’로 읽힌다. 이곳의 動名詞語尾 ‘-尸’도 第3句 

‘爲賜尸’의 ‘-尸’와 같이 ‘알-’의 目的語 자리에 쓰인 것이다.

3) 知古如: 알고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필자는 ‘知’를 訓讀하므로 ‘知古如’는 ‘알고다’로 읽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
는 것은 先語末語尾 ‘-古(고)-’의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곳의 先語末語尾 ‘-古-’와 관련
지어 볼 수 있는 것으로 字吐 釋讀口訣 자료에 나타나는 두 종류의 先語末語尾 ‘--’가 있다.16)16)

 
(15) ㄱ. 是 時 大自在梵王 (中略) 頂 佛足 頂禮 而 白佛言 “世尊 希有

難量 是 金光明經 (後略)” <金光13:18-21>
    ㄴ. 當 知 五種 勝利 獲得 <瑜伽05:18>

(15ㄱ)은 先語末語尾 ‘--’가 相對敬語의 기능으로 쓰인 예이다. 大自在梵王이 부처님께 말씀
을 드리는 내용으로 先語末語尾 ‘--’는 聽者인 부처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이 노래도 忠談師가 
景德王에게 지어 바친 것이므로 그 聽者를 景德王으로 상정할 수도 있는바 ‘知古如’의 ‘-古-’를 相
對敬語의 先語末語尾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런데 字吐 釋讀口訣에는 先語末語尾 ‘--’가 이와 
같이 相對敬語의 기능으로 쓰이지 않은 예들도 많이 나타난다. 이때의 先語末語尾 ‘--’는 敍法
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되나 아직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 敍法과 관련이 되는 先語
末語尾 ‘--’ 중 여기서의 ‘知古如’와 관련지어 볼 만한 것으로 (15ㄴ)의 ‘知’를 들 수 있다. 
‘知古如’와 ‘知’는 ‘ㄱ’이 弱化되었다는 것만 빼면 같은 형태다. ‘知’의 예는 瑜伽師地
論에만 나타나는데 앞의 例文 (13)에서도 보았듯이 “當 知  …”와 같이 아
주 定型化된 型式으로 수십 차례 나타난다. 즉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인 줄을.”과 같은 문맥에 
쓰이는바 여기서의 先語末語尾 ‘--’(‘’는 ‘’가 ‘ㄹ’ 아래에서 弱化된 형태임)는 당위 정도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知古如’의 ‘-古-’가 敍法的인 요소로 ‘知’의 ‘--’와 
같은 것이라면 당위 정도의 의미일 텐데 문맥상 당위의 의미가 너무 강하게 느껴진다면 가능성 
정도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結論的으로 ‘知古如’의 ‘-古-’는 字吐 釋讀口訣 자료와 관련지어 볼 때 相對敬語의 先語末語尾
로 파악할 수도 있고 당위 내지 가능성의 의미를 지닌 敍法의 先語末語尾로 파악할 수도 있다 

16) 이에 대해서는 朴鎭浩(1998)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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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겠다. 

5.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小倉進平> 굴ㅅ댈 生으로 괼 바인 物生
<梁柱東> 구믈ㅅ다히 살손 物生
<池憲英> 구슐 잇실
<李鐸> 갈릴 다 내아견올 표 내아
<洪起文> 구릿 대 나히 고이솜 갓나히
<鄭烈模> 구리ㅅ대 사로기스리 묻사리
<金善琪> 구릳 깐 깔 나리디숌 믈생
<徐在克> 구릿대 내히 믈生 
<金俊榮> 구무릿흘 사손 物生
<金完鎭> 구릿 하 살이기 바라
<兪昌均> 고릿 다 내기솜 物生
<姜吉云> 마가릿 한글 살이솜 갓살이
<柳烈> 구리시다 나히고히 손 가시나히
<張允熙> 구릿 한 사로/살이 히 所音 物生

1) 窟理叱大肹: 未詳
第5句는 <安民歌> 중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해독자들의 견해가 모두 다른 데 어느 하나 객

관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 필자는 이 부분은 未詳으로 남겨 두고자 한다. 다만 ‘窟理叱大肹’의 
‘肹’은 使動詞 ‘生以(내)-’ 앞에 쓰인 것으로 보고 對格助詞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 지적
해 둔다.

2) 生以支所音物生: 未詳

‘生以-’는 ‘나(生)-’의 使動詞 ‘내-’를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독자들이 대개 ‘物生’을 하나의 
名詞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支所音’은 ‘生以(내)-’에 붙은 語尾라 할 것인데 先語末語尾 위치에 쓰
인 ‘支’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所音’을 그 音대로 ‘소음/솜’이라 읽을 것인지 다르게 읽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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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所音’의 기능은 무엇인지 등 ‘支所音’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떠한 事實도 확정적으로 말하
기 어렵다. 심지어 ‘物生’이 한 단어로 쓰인 다른 예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生以支所音’과 
‘物生’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타당한지조차 알 수 없다. ‘生以支所音’과 ‘物生’으로 끊는 것이 맞다
면 ‘音’은 名詞形語尾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生以支所音’과 ‘物生’은 ‘動詞의 
名詞形 + 名詞’로 이해되는바 이들이 屬格 내지 同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을지가 문제로 남는다. 
‘物生’의 용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所音物’과 ‘生’으로 끊어 볼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音物’은 名詞形 ‘-음/옴’에 對格助詞 ‘-을’이 통합한 ‘-으믈’을 ‘-음믈’로 重綴表記한 것이
며 ‘生’ 뒤에는 連結語尾 ‘-아(良)’가 표기상 생략된 것이라 하겠다.17)17)다만 이 경우 ‘生’이 他動詞
인데 왜 ‘以’를 添記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아무튼 이 부분 역시 未詳
으로 남겨 두는 수밖에 없다.

6. 此肹喰惡攴治良羅
<小倉進平> 이 먹어 다리라
<梁柱東> 이흘 머기 다라 
<池憲英> 이 괴옷 다라
<李鐸> 이 먹 다리라
<洪起文> 이 머거디 다라라
<鄭烈模> 이 소노기 다리라
<金善琪> 이깔 막압끼 다사라라
<徐在克> 이 좌히 다아라
<金俊榮> 이흘 먹 다아라
<金完鎭> 이를 치악 다릴러라
<兪昌均> 이 먹아기 다라라
<姜吉云> 이글 머각 다사라라
<柳烈> 이 머거기 다라라
<張允熙> 이 먹 다려라

17) ‘生’ 뒤에는 連結語尾 ‘-아(良)’가 표기상 생략된 것으로 보는 점에서는 李鐸(195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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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此肹: 이

‘此肹’은 ‘이’로 읽어 아무 문제가 없다. ‘肹’이 왜 對格助詞의 표기에 쓰이는가 하는 문제가 
있으나 이는 이 句節과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다. ‘肹’을 단순한 對格助詞로 해독하지 않고 다른 
해독을 시도하는 것이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歌意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것은 ‘此’가 지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此’가 지시하는 
對象은 바로 앞 句節에 있을 것임은 自明하나 앞 句節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 그것이 ‘窟
理叱大肹, 物生, 生以支所音’ 등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第5句의 해석이 완전해
지기 前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2) 喰惡攴: 먹억

‘喰’은 대부분의 해독자들과 마찬가지로 ‘먹-’으로 訓讀한다. ‘-惡攴’는 連結語尾 ‘-아/어’에 補助
詞 ‘-ㄱ’이 통합한 ‘-악/억’을 표기한 것으로 파악한다. ‘-악/억’이 ‘惡攴’로 표기된 예는 (1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6) 一等下叱 放 一等肹 除惡攴 <禱千 6>

(17) ㄱ. 直等隱 心音矣 命叱 使以惡只 <兜率 3>
    ㄴ. 功德叱 身乙 對爲白惡只 <稱讚 6>

‘-악/억’은 또한 (17)에서와 같이 ‘惡只’로 표기된 예도 보인다. ‘攴’와 ‘只’는 ‘惡’이 ‘멎-’으로 訓
讀되는 것이 아니라 音讀되어야 하는 것임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 ‘ㄱ’ 末音을 添記한 표기로 
파악한다. 따라서 第8句의 ‘國惡攴’과 第10句의 ‘國惡’도 같은 형태의 異表記라 할 수 있다. 

3) 治良羅: 다아라

‘此肹 喰-’과 ‘治’가 連結語尾와 補助詞의 統合形인 ‘-억’으로 연결되어 있는바 ‘喰’과 ‘治’의 主
語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부분의 해독자들이 ‘治’를 使動詞 ‘다리-’의 自動詞 ‘다-’
로 읽어 왔는바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즉 ‘이것을 먹어서 다스리-’보다는 ‘이것을 먹어서 다스려
지-’ 쪽이 문맥상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良羅’가 ‘-아라’로 읽힘에는 대부분의 해독자가 동의를 하고 있으나 그 의미는 명령으로 보는 
경우와 감탄으로 보는 경우로 나뉘어 있다. 필자는 다음 (18)의 예들을 고려하여 이곳의 ‘-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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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感歎形으로 보고자 한다. 

(18) ㄱ. 脚烏伊四是良羅 <處容 4>
    ㄴ. 우러라 우러라 새여 / 자고니러 우러라 새여 <樂章歌詞, 복山別曲>

15세기 문헌에서 感歎形語尾는 일반적으로 ‘-에라/애라/얘라’로 나타나며 주로 狀態動詞와 통
합하나 (18ㄱ)은 鄕歌에서 ‘-아라/어라’가 感歎形으로 쓰인 예를 보여 주고 (18ㄴ)은 動作動詞와 
통합한 예를 보여 준다.18)18)感歎形語尾 ‘-에라/애라/얘라’는 以前 시기에 ‘-어라/아라’로도 쓰였으며 
動作動詞와도 통합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治良羅’를 ‘다아라’로 읽으며 ‘다
스려지는구나’의 의미로 파악한다.

7. 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小倉進平> 이  버리고 어듸 가뎡 
<梁柱東> 이  리곡 어듸 갈뎌 디
<池憲英> 이  리고아 어듸 가뎌(려) 디
<李鐸> 이 다 리고다 어 니언   
<洪起文> 이  리고디 어드리 가뎌 디
<鄭烈模> 이  리고 기 어듸 가오자 디
<徐在克> 이  리격 어드리 가는뎡 디
<金善琪> 이 깔 바리곡 오돌이 가오댕 깔디
<金俊榮> 이 흘 리곡 어이 녀뎌 디
<金完鎭> 이  리곡 어드리 가뎌 디
<兪昌均> 이  버리곡 어이 가오뎌 뎌
<姜吉云> 이 글 바리곡 어드리 니거 헐디
<柳烈> 이 수다 바리고기 어드리 갈뎌 디
<張允熙> 이  리격 어드리 가뎌 디

18) (18ㄴ)의 ‘-어라’를 命令形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助詞 ‘-여’가 붙은 主語가 倒置되어 있어 典型的인 感
歎文의 특징을 보인다는 점과 歌意上으로도 명령보다는 감탄으로 보는 것이 낫다는 점 때문에 필자는 
감탄으로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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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此地肹: 이 

‘此’는 訓讀하여 指示冠形詞 ‘이’로 해독하며 ‘地’ 역시 訓讀하여 ‘ㅎ’으로 읽는다. 다만 같은 
‘ㅎ’末音 體言인 ‘나라ㅎ’이 第8句와 第10句에서 보이듯이 ‘國惡攴, 國惡’으로 표기된 점을 참고하
면 ‘ㅎ’이 아니라 姜吉云(1995)에서처럼 ‘’으로 읽힐 가능성도 있을 듯하나 여기서는 일반적
인 해독에 따라 ‘ㅎ’ 정도로 읽어 둔다. ‘肹’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對格助詞이다.

2) 捨遣只: 리격

‘捨’는 ‘리-’로 訓讀하며 ‘遣’는 ‘-겨’, ‘只’는 ‘-ㄱ’으로 읽어 徐在克(1975), 張允熙(2007ㄱ)과 같
이 ‘리격’으로 해독한다.19)19)의미는 ‘버리고서’ 정도로 파악할 수 있다.

3) 於冬是: 어드리

15세기 문헌에 ‘어드리’와 ‘어듸’의 두 가지 語形이 공존하는바 기존 해독에서도 이 두 가지가 
각기 제시되어 왔다. ‘어드리’는 起源的으로 疑問辭 ‘어’, 依存名詞 ‘드()’, 沿格助詞 ‘-리’로 分析
되며 ‘어듸’는 疑問辭 ‘어’, 依存名詞 ‘드()’, 處格助詞 ‘-의’로 分析된다. ‘어듸’를 ‘於冬是’로 표기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語源的인 측면을 고려하면 ‘於冬衣’ 정도로 표기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於冬是’는 ‘어드리’ 정도로 읽어 두고자 한다. 

4) 去於丁: 갈뎌

‘去’를 訓讀하여 ‘가-’로 읽고 ‘丁’은 音讀하여 ‘뎌(<뎡)’로 읽을 것임은 비교적 명확하나 ‘於’를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지가 문제다. 金完鎭(1980)에서는 ‘於’의 훈이 ‘늘’인 점을 고려하여 ‘’로 
읽었으나 필자는 梁柱東(1942)와 같이 ‘於’를 ‘ㄹ’ 정도로 읽어두고자 한다. 다만 이 경우 왜 ‘尸’
를 쓰지 않고 왜 굳이 ‘於’를 썼는가 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5) 爲尸知:  알아

‘爲尸’은 ‘’로 읽고 ‘知’는 第3句에서와 같이 뒤에 連結語尾 ‘-良(아)’가 표기상 생략된 것으로 
보아 ‘알아’로 읽는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알-’의 目的語 자리에 動名詞語尾 ‘-尸(ᇙ)’가 쓰인 예이다.

19) ‘遣’의 讀法에 대해서는 黃善燁(2002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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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國惡攴持以支知古如
<小倉進平> 나라해 디녀 괼고다
<梁柱東> 나라악 디니디 알고다
<池憲英> 나라옷 디니ㅅ 알고다
<李鐸>  견디어 디고다
<洪起文> 나라아디 디니디 알고다
<鄭烈模> 나라악 가지로 마디고
<金善琪> 나라 구디 디니디 알고다
<徐在克> 나라히 디니히디고다
<金俊榮> 나라 디디고다 
<金完鎭> 나락 디니기 알고다
<兪昌均> 나라기 디니기 알고다
<姜吉云> 나라악 디니 알고
<柳烈> 나라히 디니기 알고다
<張允熙> 나락 디니록  디고다

1) 國惡攴: 나락

第6句의 ‘喰惡攴’에서 논의하였듯이 ‘惡攴’는 ‘악’으로 읽어 둔다. 즉 ‘國惡攴’는 ‘나락’을 표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體言 末의 모든 ‘ㄱ’이 후대에 모두 ‘ㅎ’으로 약화된 것이 아님을 고려하면 古
代國語 시기에 ‘ㄱ’과 ‘ㅎ’의 中間 정도에 해당하는 하나의 子音이 더 있었고 이를 ‘攴/支’으로 표
기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國惡攴’의 ‘攴’는 ‘喰惡攴’과 같이 ‘惡’의 末音 표기를 확실히 
드러내 주는 것으로 쓰인 만큼 ‘只’와 같이 ‘ㄱ’으로 읽어 둔다. 

2) 持以支: 디니기(ᇙ)

‘持’는 訓讀하여 ‘디니-’로 읽고 ‘以’는 그 末音 ‘이’를 添記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支’도 ‘攴’
과 같은 글자로 보며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반적으로 ‘ㄱ’과 ‘ㅎ’의 中間音을 표기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기’나 ‘히’로 읽히기도 한다. ‘디니-’는 他動詞인바 여기서는 
‘나라가 유지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이므로 ‘디니-’의 被動詞 ‘디니이-’를  ‘持以支’로 표기한 것으
로 파악한다. 被動接尾辭 ‘-이/히/기/리-’는 기원적으로 하나의 형태로 소급될 수 있으며 그것이 
‘攴/支’로 표기된 것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기-’ 정도로 표기해 두고자 한다. 문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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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持以支’가 ‘知-’의 目的語가 되는바 앞서의 예들에 비추어 ‘持以支’에는 動名詞語尾 ‘-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20)20)즉 ‘持以支’ 뒤에 動名詞語尾 ‘-尸’가 표기상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디니
’ 정도로 해독하였다.21)21)그 의미는 ‘유지됨(을)’ 정도다.

3) 知古如: 알고다

第4句에서와 같이 ‘알고다’로 읽는다.

9.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小倉進平> 後句 님금이다 臣이다 民이다 든
<梁柱東> 아으 君다이 臣다이 民다이 
<池憲英> 아으 君다이 臣다ㅅ 民다이  
<李鐸> 아아 君 臣 민 
<洪起文> 아야 君다 臣다히 민다 
<鄭烈模> 아야 업처로 원답기 아슬 
<金善琪>      님감답이 아마까디 알깐답이 까날딸안
<徐在克> 아으 君 臣다히 民 
<金俊榮> 後句 君다비 臣 民다비 하든 
<金完鎭> 아야 君다 臣다히 民다 
<兪昌均> 아라 君다비 臣다기 民은 다비 
<姜吉云> 後句 님검다 알바다 일건다 허늘뎬
<柳烈> 아으 군다 신다기 민은다 
<張允熙> 後句 님금  항것 다히 民  

20) 張允熙(2007ㄱ)은 ‘知’를 音讀한 점은 다르지만 이 노래의 다른 예들을 고려할 때 그 앞에 動名詞語尾 ‘-
ᇙ’이 있어야 한다고 파악한 점에서는 일치한다.

21) 鄕歌에서 動名詞語尾가 표기상 생략된 예들에 대해서는 朴容植(2005ㄴ)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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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君如 臣多支 民隱如: 君다支 臣다支 民다支 / 님 다支 臣다支 

  民다支

‘君, 臣’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音讀과 訓讀의 가능성이 다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民’은 訓
讀하게 되면 뒤에 붙은 ‘隱’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梁柱東(1942)에서부터 ‘隱’이 ‘民’을 音讀
하라는 뜻에서 붙인 末音添記로 보아 왔다. 이렇게 漢字를 訓讀하지 말고 音讀함을 나타내기 위
해 붙인 末音添記의 예로 第6句에서 살펴본 ‘惡只/惡攴’ 外에 다음의 예를 더 들 수 있다. 

(19) 伊 知皆矣 爲米 <請仏 7>

均如傳에 실린 鄕歌에서 ‘皆’는 주로 訓讀되어 ‘모두, 모든’의 의미로 쓰였는데 (19)의 
예에서만은 ‘’로 音讀되기 때문에 이를 明示해 주기 위해 뒤에 末音添記로 ‘矣’를 붙여 놓았다. 
音讀을 나타내기 위한 末音添記가 드물지만 鄕歌 표기에 존재함을 고려할 때 ‘民隱’의 ‘隱’ 역시 
그러한 기능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유독 이곳의 ‘民’에만 音讀을 위한 末音添記를 붙여 놓았다는 것은 다른 곳에 나
타난 ‘君, 臣, 民’은 訓讀하라는 의미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그렇게 파악할 수도 
있지만 ‘君如 臣多支 民隱如’와 같이 한 句節 안에서 ‘君, 臣’은 訓讀하면서 ‘民’만 특별히 音讀하
는 것도 그다지 탐탁하게 여겨지지는 않는다. 즉 ‘民’에만 音讀의 표시가 붙어 있지만 ‘君, 臣’ 역
시 音讀될 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이 句節의 ‘君, 臣’에 대해서도 앞에서
와 마찬가지로 音讀과 訓讀의 가능성을 다 열어 둔다.

이 句節의 해독에서 보다 중요한 문제는 ‘如’와 ‘多支’이다. 論語의 ‘君君 臣臣’과 관
련하여 이들의 의미가 ‘-답게’ 정도임은 거의 모든 해독자들이 동의하나 이들을 어떻게 읽을 것
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해독들은 크게 ‘如’와 ‘多支’를 같은 형태
로 보느냐 다른 형태로 보느냐의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필자는 字吐 釋讀口訣의 예들과 관련하
여 볼 때 ‘如’와 ‘多支’가 같은 형태를 표기한 것인데 표기상 같은 것이 여러 번 反復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이 표기한 것으로 추정한다. 字吐 釋讀口訣에서 ‘如’字는 다음과 같이 ‘如’ 
또는 ‘如-’로 懸吐된다.22)22)

(20) ㄱ. {此} 菩薩 {於}色 實 如 知 色集 實 如 知 <華疎17:05-06>
    ㄴ. 諦 佛 꽤 時 當願衆生 皆 普賢 如 端正 嚴好 

22) 對格을 論項으로 취하는 경우 ‘{如}, {如}’과 같이 懸吐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예들은 여기서 논
의되는 예들과는 별 관련이 없어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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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華嚴08:05>
    ㄷ. 菩薩摩訶薩 {是} 如 念 作 <華疎08:19>
    ㄹ. 佛 {言} 是 如 是 如 善男子 汝 說 所 如 

<金光13:21-22>

‘如-’는 ‘如’에 接辭 ‘-’가 통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23)23)‘如’字는 기본적으로 ‘如’로 
읽힌다고 할 수 있다. 釋讀口訣 연구자 가운데 一部는 舊譯仁王經에 (21)과 같이 ‘{如}
-’라는 표기가 보이는 것을 바탕으로 ‘如-’와 ‘如-’를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

(21) 是 {如} 是 {如} 汝 解 所 {如} <舊仁11:22-23>

그러나 필자는 (20ㄹ)의 ‘如’에서와 같이 ‘’와 ‘’는 분명히 區別되어 쓰인다는 점
과 ‘’가 쓰인 다른 예들인 ‘故, 則, 今, 年, 卽, 善, 能, 離’에서 어느 것
도 ‘’를 ‘’로 읽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그러한 주장에 반대한다. 그렇다면 ‘如(-)’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한 解(을 ‘君如 臣多支 民隱如’가 보여 주고 있다고 생
각한다. 즉 ‘如’와 ‘多支’는 같은 것을 표기한 것으로 ‘如’를 訓讀하면 ‘多支’가 되는 것이다. 釋讀
口訣의 ‘如’는 ‘如=’인바 그 末音 ‘’만을 添記해 놓은 형태며 舊譯仁王經의 ‘{如}
-’는 ‘{如}-’의 後代形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24)24)

2) 爲內尸等焉: 

대부분의 해독자들이 ‘’으로 읽어 왔다. ‘’과 ‘’은 표기상의 문제일 뿐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은 가정이나 조건의 連結語尾인데 그 앞에 쓰인 先語末語尾 ‘-內
()-’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 수 없다.

다음과 같이 字吐 釋讀口訣에도 ‘’의 예들이 보인다.
 
(22) ㄱ. 佛子 若 난 菩薩 善 其 心 用 則 一切 勝妙功德 獲

 <華嚴02:12-13>
     ㄴ. 若 常 戒 持 學處 受 則 能 난 功德 具足

 <華嚴10:11>
23) 15세기 國語에서 ‘눈  디니다’와 같은 예를 통해 ‘’에 接辭 ‘-’가 통합하여 ‘-’가 만들어졌음

을 확인할 수 있는데 ‘如’와 ‘如-’의 관계도 그러하다 할 것이다.
24) 15세기 國語에서 ‘{如}-’와 같은 형태인 ‘다-’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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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若 身 充徧 虛空 如 安住不動 十方 滿 則 彼 所行 與 等
 無 난 天 世人 能 知 莫 <華嚴14:07-08>

     ㄹ. 佛子 若 난 菩薩 {是} 如 用心 則 一切 勝妙功德 獲
 一切 世間 난 天 (中略) 緣覺 動 不能 所
 <華嚴08:16-18>

(22ㄱ)과 (22ㄴ)은 ‘’의 後行節에도 先語末語尾 ‘--’가 그대로 쓰이고 있는 예이
다. (22ㄷ)과 (22ㄹ)에서는 ‘’의 後行節에 ‘-’가 쓰였다.

10. 國惡太平恨音叱如
<小倉進平> 나라해 太平(이) 하와다
<梁柱東> 나라악 太平니다
<池憲英> 나라 太平 하리ㅅ다
<李鐸> 아 太平올다
<洪起文> 나라아디 태평니다
<鄭烈模> 나라악 태평한음셔
<金善琪> 나라 태삥깜ㄷ다
<徐在克> 나라 太平
<金俊榮> 나락 太平음 
<金完鎭> 나락 太平 
<兪昌均> 나락 太平
<姜吉云> 나라악 태평져
<柳烈> 나라 태평이시다
<張允熙> 나락 태평다

1) 國惡: 나락

第8句 ‘國惡攴’의 異表記로 보는바 앞서와 같이 ‘나락’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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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太平恨音叱如: 太平다
‘太平’은 漢字語이므로 그대로 音讀하고 ‘恨音叱如’는 ‘다’로 읽는다. 先語末語尾 ‘--’의 기

능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未詳이나 (22ㄱ), (22ㄴ)처럼 先行節의 ‘爲內尸等焉’에 ‘-內()-’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音叱(ᇝ)-’는 당위 내지 가능성의 의미를 지닌 先語末語尾이다.

字吐 釋讀口訣에도 다음과 같이 ‘()다’의 예들이 보인다. 

(23) ㄱ. 善男子 若 得 是 金光明經 聽聞 一切 菩薩 阿耨多羅三藐三
菩提 떤 不 <金光13:22-24>

    ㄴ. 난 行法 說 去來 所 無 一切法 異 無{故} 
<金光14:21-22>

 
이 중 (23ㄱ)은 ‘’의 先行節에 비록 先語末語尾 ‘--’가 들어 있지는 않지만 <安民

歌>의 이 예와 같이 先行節이 條件文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2)와 (23)의 예들을 바탕으로 先
語末語尾 ‘--’에 대한 고찰이 더 필요하다 하겠다. 

이상으로 <安民歌>에 대한 해독을 새롭게 시도하여 보았다. 결론에 갈음하여 지금까지 이루
어진 해독을 제시하고 現代語譯을 붙여 둔다.

  
<原文> <解讀>
 1. 君隱父也 君은 압(이)여
 2. 臣隱愛賜尸母史也 臣은 /괴 엇(이)여
 3.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 民은 狂/어즐 아고  알(아)
 4. 民是愛尸知古如 民이 / 알고다
 5.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物生 未詳
 6. 此肹喰惡攴治良羅 이 먹억 다아라
 7. 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爲尸知 이  리격 어드리 갈뎌  알(아)
 8. 國惡攴持以支知古如 나락 디니기(ᇙ) 알고다
 9. 後句 君如臣多支民隱如爲內尸等焉 君 다支 臣 다支 民 다支 
10. 國惡太平恨音叱如 나락 太平다

<現代語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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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께서) ‘임금은 아버지이고
신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이며
백성은 어리석은 아이’라고 하심을(여기심을) (백성이) 알아
백성이 사랑함을 압니다/알 수 있다.
‘未詳
이것을 먹어서 다스려지는구나!
이 땅을 버리고서 어디로 갈 것인가?’ 함을 알아
나라가 유지됨을 압니다/알 수 있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가 太平할 수 있다.

주제어 : 향가, 안민가, 삼국유사, 석독구결, 해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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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王御國二十四年, <五岳>·<三山>神等, 時或現侍於殿庭. 三月三日, 王御<歸正門>樓上, 謂左右曰: 

｢誰能途中得一員榮服僧來?｣ 於是, 適有一大德, 威儀鮮潔, 徜徉而行, 左右望而引見之. 王曰: ｢非吾
所謂榮僧也.｣ 떤之. 更有一僧, 被衲衣負櫻筒(一作荷簣), 從南而來, 王喜見之, 邀致樓上. 視其筒中, 
盛茶具已. 曰: ｢汝爲誰耶?｣ 僧曰: ｢<忠談>.｣ 曰: ｢何所歸來?｣ 僧曰: ｢僧每重三重九之日, 烹茶饗
<南山><三花嶺>彌勒世尊, 今茲旣獻而還矣.｣ 王曰: ｢寡人亦一甌茶有分乎?｣ 僧乃煎茶獻之, 茶之氣
味異常, 甌中異香郁烈. 王曰: ｢朕嘗聞師讚<耆婆郞>≪詞腦歌≫, 其意甚高, 是其果乎?｣ 對曰: ｢然.｣ 
王曰: ｢然則, 爲朕作理≪安民歌≫, 僧應時奉勅歌呈之. 王佳之, 封王師焉, 僧再拜固辭不受.≪安民歌≫曰:

君隱父也, 臣隱愛賜尸母史也, 民焉狂尸恨阿孩古爲賜尸知民是愛尸知古如, 窟理叱大肹生以支所音
物生此肹喰惡支治良羅, 此地肹捨遣只於冬是去於丁, 爲尸知國惡支持以, 支知古如, 後句, 君如臣多
支民隱如, 爲內尸等焉國惡太平恨音叱如.

≪讚耆婆郞歌≫曰:
咽嗚爾處米, 露曉邪隱月羅理, 白雲音逐于浮去隱安支下, 沙是八陵隱汀理也中, 耆郞矣皃史是史藪

邪, 逸烏川理叱磧惡希, 郞也持以支如賜烏隱, 心未際叱肹逐內良齊, 阿耶, 栢史叱枝次高支好, 雪是毛
冬乃乎尸花判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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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安民歌> 解読のた引の新たな試み
黃 善 燁 *

25)
本稿は、三國遺事に載っている新羅鄕歌の<安民歌>に対して、新しい観点から語学的

な解読を試みたものである。筆者は、鄕歌の解読において、無理やりに完全な解読を挑むよ
り、未詳の部分は、そのまま置いておくべきであって、また、高麗時代の釋讀口訣及び後期
中世国語に対する最近の研究成果を積極的に取り入れるべきであることを主張してきた。本
稿もそのような立場に立っている。

本稿で提示した<安民歌>の解読の中で、既存の解読と異なる部分を整理すると、次のよ
うになる。(1) 1句と2句の最後の「-也」は、体言に付く助詞とは言え、節を連結する機能
を果たしていると考えられる。(2) ３句と4句、7句と8句に使われた「知」は、全て「알-」
と訓読したが、特に、3句と7句の「知」の後には、連結語尾「-아」が表記上省略されてい
ると判断した。また、「(知(알-)」の目的語節の位置に、動名詞形語尾「-尸」が、助詞が付
かない形で使われる場合を確認した。(3) 4句と8句の「知古如」に使われた先語末語尾
「-古-」は、字吐釋讀口訣資料と関連づけて考えると、相對敬語の先語末語尾、或は、「當
爲」乃至「可能性」の意味を表す敍法の先語末語尾と看做すことができる。(4) 6句の「治良
羅」における「-良羅」は、感歎形として処理した。(5) 8句の「持以支」の後に、動名詞語
尾「-尸」が表記上省略されている可能性を想定した。(6) 9句の「君如臣多支民隱如」にお
ける「如」と「多支」は、同じ形の異表記として把握した。そして、釋讀口訣に現れる「如
」は、「{如}」と同じ形であって、その末音のみが書き添えられた可能性が考えられ
る。(7) 9句と10句の「~爲內尸等焉 ~恨音叱如」と類似している文章構成として、釋讀口訣
資料の中で、「~ ~-」や「~ ~」のような例が幾つか
確認できる。

주제어 : Hyangga(鄕歌), Anminga(安民歌), Samgukyusa(三國遺事), Seokdokgugyeol
(釋讀口訣), interpretation

*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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