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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書紀 - 그 거(자료) 연구의 방법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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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기
日本書紀(30巻 720년찬)은 日本에서 펴낸 最初의 正史입니다. 그 記事는 神代에서 시작하

여, 697年 持統天皇의 譲位로 끝납니다. 書紀 없이는 7세기 이전의 日本歴史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古代史 연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문헌입니다.

書紀는 또한 古代의 언어와 表記를 알 수 있는 宝庫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書紀는 古事記(3
巻 712년찬)와 달리 漢文으로 쓰여졌습니다. 巻24 ｢皇極紀｣에서 예를 들어, 記載形式을 보도록 
합시다. 3年 6月条입니다. 그리고 書紀의 原文·訓読은 小学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의 日本
書紀에 의합니다.

是月、国内巫覡等折取枝葉、懸掛木綿、伺大臣渡橋之時、争陳神語入微之説。其巫甚多、不可具
聴。老人等曰、｢移風之兆也。｣ 于時有謠歌三首。其一曰、｢波魯波魯儞渠騰曾枳挙喩屡　之麻能野父播
羅｣。

〈是の月に、国内の巫覡(かんなぎ)等、枝葉を折り取り、木綿(ゆう)を懸掛(かけし)でて、大臣の橋
を渡る時を伺ひ、争ひて神語(かんごと)の入微(たえ)なる説(ことば)を陳(の)ぶ。其の巫(かんなぎ)甚だ
多くして、具(つぶさ)に聴くべからず。老人等の曰く、｢移風(ときかわ)らむとする兆なり｣といふ。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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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謠歌(わざうた)三首有り。其一に曰く、｢遥々 (はろはろ)に　言(こと)そ聞(きこ)ゆる　島(しま)の薮原
(やぶはら)｣といふ。〉

〈이달에 국내의 무속인들 가지를 잘라들고 목화를 걸치고서 신이 다리를 건널 때를 보아 다
투어 신어가 깃든 말을 했다. 무속인이 많아서 자세히 들을 수 없었다. 노인들이 이르기를, 바람 방
향이 바뀔 조짐이라고 하 다. 그 때에 가요가 3수 있었다. 그 하나에 ｢멀리에서 말씀이 들리네 섬 
야부하라｣라고 하 다.〉

여기에서 ｢謠歌｣즉 歌謠(和歌)가 万葉가나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歌謠는 30巻 가운데 
21巻에 걸쳐서 128首나 실려 있습니다. 歌謠에 쓰인 万葉가나는 468字種·延 5,480字에 이릅니다.

万葉가나는 歌謠 외에 소위 ｢訓注｣에도 쓰 습니다. 訓注는 分注의 一種으로, 本文의 漢字語
에 日本語로 읽는 방법을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에 巻14에서 1例를 들겠습니다.

時以新羅人為典馬、典馬此云于麻柯毘
〈時に新羅人を以ちて典馬として、典馬、ここにはウマカヒという〉
〈때로 신라인으로 전마를 삼아, 전마, 여기서는 우마카피라고 한다〉

訓注의 万葉가나는 約300字種, 延字数는 約1,300字로 歌謠의 4분의 １에도 못 미칩니다. 그리
고 延字数의 約 3분의 2가 巻１~3에 集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巻27을 제외
한 29巻에 걸쳐 기재되어 있어서, 歌謠가 없는 巻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 中国語音韻学을 전공하 고, 日本書紀의 万葉가나에 흥미를 가졌습니다. 그 연구를 
모은 것이, 1991年의 졸저 고 일본의 음운과 일본서기의 성립(古代の音韻と日本書紀の成立)입
니다. 그 핵심은 書紀의 一部 巻들(α群)의 万葉가나는 渡来中国人에 의해서 中国原音으로 표기되
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書紀의 万葉가나뿐만 아니라, 그 文章과 編修過程에도 관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1999年에 일본서기의 비밀을 풀다-저자는 누구인가-(日本書紀の謎を解く―述作者は誰か―)를 
저술했습니다. 書紀区分論을 기초로 音韻·訓詁·考拠学에 의해서 書紀 자체를 분석하여, 그 成
立過程을 解明한 것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日本書紀30巻은, 表記의 性格에 의해서 α群(巻14~21·24~27), β群(巻1~13·22~23·28~29), 巻
30로 三分된다.

α群은 持統朝에 続守言과 薩弘恪이 正音·正格漢文으로 述作하 다. β群은 文武朝가 되어 山田
史御方(야마다노후히토 미카타)가 倭音·和化漢文으로 撰述하 다. 巻30은 元明朝에 紀朝臣清人(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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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소미 키요히토)가 撰述하고 동시에 三宅臣藤麻呂(미야케노아소미 후지마로)가 양 群에 걸쳐서 
漢籍에 의한 潤色을 더하 다. 清人의 述作은 倭習이 적었으나, 藤麻呂의 加筆에는 倭習이 현저하

다.

저는 2001年 봄부터 1年間 韓国語를 공부하기 위해 서울에 왔었습니다. 書紀의 文章은 正格
漢文과 和化漢文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후자를 연구하는 데에, 古代韓国의 漢文研究가 필요불가결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서울 研修 때에, 고려 학교의 沈慶昊 교수에게 신세를 졌습니
다. 그뿐만 아니라 沈 교수는 졸저를 韓国語로 번역 출판해 주셨습니다(2006年 일본서기의 비
밀).

졸저가 韓国語로 번역된 것은 실로 광이고 의미 깊은 것입니다. 제가 β群의 執筆者로 지목
하고 있는 文章博士인 山田史御方는 倭人입니다만, 젊어서 新羅에 유학하여 新羅의 漢文과 仏教
를 배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山田史는 新撰姓氏録(しんせんしょうじろく)에 ｢諸蕃｣으로 
分類되어 있습니다. 즉 선조가 한반도에서 渡来하여 日本에 귀화한 氏族인 것입니다. 그 氏名은 
一族의 居住地인 河内国(かわちのくに) 交野郡(かたのぐん) 山田郷(やまだごう)의 地名에 근거합
니다.

山田史御方의 출신과 경력으로 보아, β群의 文章은 古代韓国의 言語文化의 향을 받았을 가
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또 α群에도 韓半島 관계기사 등은 百済系 史料에 의해 술작된 것도 있습
니다. 이제부터는 韓国의 선생님들도 더욱 많이 日本書紀를 研究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α群과 β群
書紀 30巻은 한 사람의 撰者에 의해 저술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巻14 이후와 그 이전

과는 使用語句에 明確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최초로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은, 岡田正之(오
카다 마사유키)의 유고 오미 나라조의 한문학(近江奈良朝の漢文学)(1929年)이었습니다. 제 생
각으로는 이것이 書紀区分論의 시작입니다.

그 후, 使用語句·가나字種·分注 건수 등의 편재에 착안한 구분론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書紀는 巻1系列과 巻14系列로 거의 이분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구분론에서는 
区分線이 드러나는 것뿐이었고, 각각의 표기의 성격은 아무 것도 알지 못하 습니다. 가시적인 
요소의 편재에만 주목하는, 표면적인 방법의 한계 습니다.

이들과는 달리, 福田良輔(후쿠다 류우스케) ｢서기에 보이는 之자에 하여(書紀に見える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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字について)｣(1934年)를 효시로 하는, 어법 분석에 의한 区分論은 진일보한 방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各巻의 성격까지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福田 이후, 異例의 해석에 막혀 미
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漢字에는 形·音·義의 삼요소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音韻分析에 의한 区分論을 세웠습니다. 
書紀 歌謠와 訓注의 万葉가나를 세밀히 조사한 결과, 漢字音의 차이에 의해, 다음의 두 개의 군
이 확연히 구분됨을 발견한 것입니다(1977年 ｢일본서기 가요에서의 만요가나의 한 특질(日本書
紀歌謠における万葉仮名の一特質｣) 등).

α群：巻14~21·24~27
β群：巻1~13·22~23·28~29

β群에는 複数의 字音体系에 기초한 가나가 혼재하며, 倭音(漢字의 日本音)에 의해서 표기되었
습니다. 한편, α群의 가나는 단일한 字音体系(唐代北方音)에 기초하여, 原音(漢字의 中国音)에 의
하여 표기되었습니다. 즉 β群은 倭音으로 쓰 고, α群은 正音(中国標準音)으로 쓰인 것입니다.

α群의 가나는 万葉가나 자료 가운데, 가장 뛰어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α群의 歌謠는, 音素
数가 적은 日本語를 音素数가 많은 中国語로 直接 音訳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α群에 의거
하면, 上代日本語의 音価推定의 精密度도 비약적으로 높아집니다.

또 高山倫明(타카야마 미치아키) 씨의 ｢원음 성조로 본 일본서기 음가나표기 시론(原音声調か
ら観た日本書紀音仮名表記試論)｣(1981년) 등에 의해, 악센트 연구도 진전되었습니다. α群의 일부 
歌謠는, 漢字의 原音 声調에 의해서 日本語의 악센트도 구분하여 적었습니다. 그래서 上代의 악
센트가 平安時代와 큰 차이 없었음도 분명해졌던 것입니다.

3. 倭習의 偏在
일본인이 쓴 漢文에는 종종 倭習(和臭)이 보입니다. ｢倭習｣이란 한문 속의 和文的 要素를 가

리킵니다. 日本語 발상에 기초한 漢字·漢文의 誤用과 奇用(특수한 용법)입니다. 万葉가나에 
해서 논한 倭音이란, 音韻 수준에서의 倭習이었습니다. 書紀의 資料批判을 행하려면, 다음은 당
연히 語彙·語法·文体의 倭習도 조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서 書紀文章論에 착수하 습니다
(1988년 ｢고 의 문장과 일본서기의 성립과정(古代の文章と日本書紀の成書過程)｣ 등).

그 결과, 音韻論의 결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書紀에는 여러 가지 倭習이 량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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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입니다만, 그것들이 基本的으로 β群에 偏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 표적인 倭習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訓読은 小学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의 日本書紀에 의합니다.

 (1) 然後洗眼。因以生神、号曰天照大神。
    〈因(よ)りて神を生みたまひ〉(巻1)
    〈그리고 신을 낳으시어〉
  (2) 是玉今有石上神宮。
    〈是の玉は今し石上神宮(いそのかみじんぐう)に有り〉(巻6)
    〈이 옥은 지금 이소노가미신궁에 있다〉
  (3) 高枕而永終百年、亦不快乎。
    〈亦快からずや〉(巻６)
    〈또 기쁘지 아니한가〉
  (4) 即徳麻呂等為先鋒以進射之。
    〈即ち徳麻呂(とくまろ)等〉(巻28)
    〈그래서 토쿠마로 등〉

(1)의 ｢因以〈よりて 그리고〉｣라는 接続詞는 語彙의 奇用 혹은 글버릇(筆癖)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이전에는 誤用으로 생각하 었습니다. 그러나 정밀하게 조사해 보니, 드물기는 하지만 
漢籍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後漢書·陶謙伝에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 放兵大掠、因以過江
   〈兵を放て大に掠む.因て(以)江南を過る〉
   〈병사를 풀어 크게 약탈하다. 그리고 강남을 지나다〉

흥미 깊은 것은, 漢籍보다도 漢訳 仏典 쪽에 用例가 많은 것으로, 姚秦·鳩摩羅什의 維摩経
과 梁·宝唱 등의 経律異相에도 보입니다. 書紀에는 이 ｢因以｣가 113例 있으며, 모두 β群(巻
推에는 없음)에 偏在하고 있습니다.

(2)의 ｢有｣는 ｢在｣의 잘못입니다. 正格漢文에서는 양자는 의미도 用法도 다릅니다. ｢有｣는 불
특정한 사물의 存在를 나타내고, 특정한 사물의 所在에는 ｢在｣를 씁니다. ｢アリ｣라고 하는 倭訓
에 근거한 誤用입니다. 이러한 ｢有｣자의 誤用은 16例가 있는데, 14例가 β群에 偏在하며, 나머지 
2例가 α群입니다.

(3)은 否定副詞의 語順 잘못입니다. 여기는 反語이므로, ｢不亦快乎｣이어야만 합니다. ｢亦快か
らずや｣라고 하는 訓読 語順에 물든 잘못이겠습니다. 이같은 否定詞의 語順 잘못은 14例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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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12例가 β群에 偏在하고,나머지 ２例가 α群입니다.
(4)는 副詞 ｢即｣의 語順 잘못입니다. ｢即｣은 普通副詞로서, 正格漢文에서는 主語와 述語의 사

이에 놓입니다. ｢即｣을 主語의 앞에 놓는 것은 誤用입니다. ｢即｣은 倭訓으로는 ｢スナハチ 스나
와치｣가 됩니다. 日本語의 ｢すなはち｣도 副詞입니다만, ｢곧 すぐに｣이라는 의미 외에, ｢거기서 
そこで｣와 ｢그래서 さて｣라는 接続詞的인 用法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漢語의 副詞 ｢即｣을 接
続詞로서 쓰고, 主語의 앞에 놓는 잘못을 범한 것일 겁니다. 이러한 ｢即｣자의 語順 잘못은 29例
가 있는데, 28例가 β群에 偏在하고, 나머지 1例가 α群입니다.

4. 예외를 다시 보자
β群은 倭音에 의해서 和化漢文으로 쓰 고, α群은 正音에 의해서 正格漢文으로 쓰 습니다. 

兩群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倭漢의 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예외의 존재는 귀
중합니다. 直視하면 본질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前節에서는, 代表的인 4種의 倭習을 들어, 그 부분이 β群에 偏在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例
外, 즉 α群의 誤用은 다음의 5例입니다.

(5) 此等蝦夷国有何方。
   〈此等の蝦夷国は何方に有りや〉(巻26,分注)
   〈이들에 조국은 어디에 있는가〉
(6) 国有東北。
  〈国は東北に有り〉(巻26,分注) 
  〈나라는 동북에 있다〉
(7) 大臣大連·将相諸臣、咸推寡人。寡人敢不乖。
  〈寡人敢て乖(そむ)かじ〉(巻17,潤色文)
  〈과인이 감히 등지지 못한다〉
(8) 斯等深不悟情、
  〈斯等は深く情に悟らず〉(巻25,大化の詔勅)
  〈그들은 깊이 마음에 깨닫지 못하고〉
(9) 即身心帰附、於他易照。
  〈即ち身心の帰附するところは、他(ひと)に照(あらはれ)れ易し〉(巻19, 百済 ｢上表文｣)
 〈그래서 심신이 돌아가는 자리는 남에게 드러나기 쉽다〉



 日本書紀 - 그 전거(자료) 연구의 방법과 실제·241

이 가운데, (5)와 (6)은 모두 巻26 ｢斉明紀｣의 分注에 인용된 ｢伊吉連博徳書｣의 文章입니다. 
史料名을 明記하여 原文 그 로 転載하 기 때문에 誤用이 남은 것입니다. 撰述者의 謹直한 자
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7)은 継体天皇이 即位를 수락하는 모습을 그린 문장입니다. ｢敢不乖｣의 바른 訓読은 ｢敢へて
乖じ｣가 아니라, ｢敢へて乖かざらむや｣입니다. 이것은 反語여서, 原文을 바르게 読解하면, 即位
를 拒絶하는 것이 됩니다. ｢不敢乖｣의 잘못입니다. 실은 이것은 潤色文이며, 잘못은 潤色加筆者
의 漢文能力 欠如 때문에 생겼습니다. 典拠는 呉志 ｢孫休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将相諸侯、咸推寡人。寡人敢不承受璽符
    〈寡人敢て璽符を承受せざらむや〉
    〈과인이 감히 옥쇄를 안 받겠는가〉

小島憲之(코지마 노리유키) 상 일본문학과 중국문학(상)(上代日本文学と中国文学(上))에 의
하면, 漢籍에 의한 윤색은 書紀撰述의 최종단계에서 더해졌습니다. α群의 기본적 編修가 終了되
고서, 後人이 潤色加筆할 때에 語順을 잘못한 것입니다.

(8)은 巻25 ｢孝徳紀｣의 大化2年의 詔勅에 있습니다. ｢孝徳紀｣의 詔勅에는, 다른 誤用도 적지 
않습니다. 또 ｢大宝令｣頒下(702年)以後의 用語인 ｢御宇｣도 보입니다. α群의 基本的 編修가 終了
되고서, 後人이 ｢孝徳紀｣의 詔勅에 加筆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9)는 巻19 ｢欽明紀｣5年 3月条에 게재된 百済 聖明王의 ｢上表文｣에 보입니다. 이 上表文은 
四字句로 리듬을 갖춘 美文입니다만, 이 외에도 誤用과 奇用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들이 原史料
의 반 인지, 後人의 加筆에 의한 것인지, 중요한 문제이므로 나중에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α群 文章의 誤用은, 引用文과 後人의 潤色·加筆한 곳으로 거의 한정됩니다. α群의 
본래 저술자의 責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正音에 의한 正格漢文으로 쓴 α群의 저술자는, 과
연 日本人(倭人)일까?. 저는 中国語를 母語로 하는 中国人 一世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万葉가
나의 清濁異例가 최 의 근거가 됩니다.

万葉가나 자료에서 中国原音의 無声無気音(p⁃,t⁃,k⁃等) 漢字는 清音가나로서 쓰는 것이 원칙입
니다. 그러나 α群에서는, 원칙에 위배되게 濁音에도 쓰인 것입니다. ｢水(ミ彙)｣를 ｢瀰都(ミツ)｣, 
｢枝(エダ)｣를 ｢曳多(エタ)｣롤 쓴 것처럼, 7字種·延11例에 이릅니다. 일본인이라면 清濁을 틀릴 
리가 없습니다. 일본어에 숙달되지 않은 中国人이 범한 잘못입니다.

書紀의 古写本에 의해 声点(악센트 부호)를 조사하 더니, 예상 로 이들 異例 音節은 모두 
高平調의 악센트를 갖고 있었습니다. 高平調의 音節은 시작 高度가 높고, 喉頭의 긴장이 지속되
므로, 声帯의 진동이 방해되어, 濁音要素가 감소됩니다. 그 결과, 高平調의 濁音音節을 중국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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清音으로 잘못 들은 것일 것입니다(森1991).
α群 中国人 저작설의 증거는, 巻14의 記事에도 보입니다. 安康天皇이 皇后에게 ｢吾妹(わぎも 

누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다음의 分注가 있습니다.

称妻為妹、蓋古之俗乎。
〈妻を称ひて妹とするは,蓋し古の俗か〉
〈처를 칭하여 妹라 하는 것은 개 옛 풍속인가〉

남자가 처를 ｢吾妹(わぎも 누이)｣라고 부르는 것은 나라(奈良)시 에서 일반적인 관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해서, ｢옛 풍속인가｣하고 주석을 더하고 있는 것입니다. α群의 저
작자는 일본인의 상식을 몰랐던 것입니다.

5. 各巻의 저작자와 編修의 순서
編修의 순서를 알기 위한 열쇠는, 両群의 安康天皇 暗殺의 記載에 있습니다. α群의 시작인, 

巻14는 ｢雄略紀｣인데 선왕 암살의 경위가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巻13은 ｢安康紀｣인
데 一句로 끝내고, ｢辞具在大泊瀬(おおはつせ)天皇紀(記事は雄略紀に詳しく載せられている 기사는 
웅략기에 자세히 실려 있다)｣고 分注를 베풀고 있습니다. 본말전도입니다. α群의 저술이 先行한 
것입니다.

전술한 로, α群의 기본적인 著作은 渡来唐人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書紀의 編纂은 律令의 
撰修와 맞먹는 국가적 사업이었습니다. 가장 적당한 인물이 뽑혔을 것입니다. 가장 유력한 후
보는 大学의 音博士인 続守言과 薩弘恪입니다. 持統朝에 모두 3번 포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두 번째의 賞賜(691年9月4日)는 중요합니다. 그 직전인 8月 13日에 書紀編纂의 중요 史料가 된 
｢墓記｣ 進上의 詔가 18氏에게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古代 일본의 画期는 雄略朝와 大化改新이었습니다. 続守言이 巻14 ｢雄略紀｣부터 담당하고, 薩
弘恪이 巻24 ｢皇極紀｣부터를 담당하 을 것입니다. 続守言은 660年의 전쟁에서 百済軍의 포로가 
되어, 일본에 왔습니다. 巻26 ｢斉明紀｣에서는 도래시기에 해서 두 설을 병기하고 있습니다. 
薩弘恪이 여기를 집필한 것입니다. 그때 続守言은 이미 사망한 뒤일 겁니다. 薩弘恪은 文武 四
年(700年)의 ｢大宝律令｣ 편찬 奉勅 후, 史料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巻24~27를 저술하고 은퇴한 
것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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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β群의 著作은 文武朝에 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小川清彦(오가와 키요히코) 
｢일본서기의 책력에 하여(日本書紀の暦日について)｣(1946年)에 의하면, 書紀는 2種의 책력을 
썼습니다. 巻13의 ｢安康即位前紀｣까지는 새로운 ｢儀鳳暦｣을 쓰고, 安康元年부터는 옛 ｢元嘉暦｣
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文武 2年(698年)부터 儀鳳暦이 단독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 때
문에 β群의 찬술자는 文武朝 이후의 학자에서 찾아야 합니다.

저는 山田史御方(三方)가 최고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御方는 学僧으로서 신라에 유학하고 
귀국 후에는 환속해서, 文武朝에 文章博士가 되었습니다. 707年에는 ｢学士を優(引ぐ)まむ｣로서 
포상되고, 721年에는 ｢文章의 師範｣으로서 포상되고 있습니다. β群의 저술자는 正音에 어둡고, 
訓読에 의해 文章을 적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β群은 仏典과 仏教 漢文의 향을 받았습니다. 御
方의 경력은 β群의 성격과도 합치하는 것입니다.

続日本紀에 의하면 和銅７年(714年)에 従六位上紀朝臣清人와 正八位下三宅臣藤麻呂에 해
서 国史 撰述의 詔가 내려졌습니다. 당시 書紀 편수소에는 두 가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巻30 
｢持統紀｣의 찬술과 諸巻에 潤色·加筆하는 작업입니다. 位階와 経歴으로 보아, 키요히토(清人)가 
巻30을 찬술하고 후지마로(藤麻呂)가 潤色·加筆을 담당한 것이겠지요.

6. 허실·진위의 판별
저는 音韻·語彙·語法·文体에 걸친 倭習과 글버릇(筆癖)을 추적하여 書紀의 編修 과정을 추

측하 습니다. 그 결과, 各巻의 文章에서 原史料를 摘出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後人에 의한 
加筆 부분도 판명될 것입니다. 記事의 허실과 진위를 判定할 基盤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예를 들면, 巻21 ｢推古紀｣의 聖徳太子 ｢憲法十七条｣의 진위입니다. 그 文章에 해서, 吉川幸
次郎(요시카와 코오지로)(1966年 ｢聖徳太子의 文章 (聖徳太子の文章)｣는, ｢문체적으로나 문법적
으로나 훌륭한 문장｣이라고 기술하여 이것이 통설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통설은 틀렸습니다. 
저는 ｢憲法十七条｣에서 誤用과 奇用을 摘出하여, ｢倭習十七条｣를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憲法
의 第七条를 봅시다. 誤用은 다음의 3例입니다.

(10) 事無大少、得人必治。
    〈事に大少無く、人を得て必ず治まらむ〉
    〈사안의 소 구별없이 사람을 얻어 반드시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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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因此国家永久、社稷勿危。
    〈此に因りて,国家永久にして,社稷危からず〉
    〈이로 인하여 국가 구하고 사직이 위태롭지 않다〉
(12) 故古聖王為官以求人、為人不求官。
    〈故,古の聖王,官の為に人を求引,人の為に官を求引ず〉
    〈그러므로 옛 성왕은, 관직을 위해 사람을 구하 지 사람을 위해 관직을 구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0)의 ｢少｣字는 ｢小｣字의 잘못이고 倭音 또는 倭訓에 기초한  誤用입니다. (11)
의 ｢勿｣字는 ｢不｣字의 잘못으로서 命令의 否定(禁止)와 서술의 否定을 혼동한 것입니다. (12)는 
否定詞 語順의 잘못으로서 바르게는 ｢不為人求官｣이 됩니다. 日本語의 語順에 물든 오용입니다. 
이들 誤用은 다음과 같이, 憲法 이외의 巻22 本文에도 보입니다.

(13) 即化少魚、以挟樹枝。
    〈即ち少(いさけき)魚に化りて,樹の枝に挟まれり〉
    〈곧 작은 고기로 화하여 나뭇가지 사이에 들어 있었다〉
 (14) 到於墓所而視之、封埋勿動。
    〈墓所に到りて視れば,封引埋みしところ動かず〉
    〈묘소에 이르러 보니, 단단히 묻은 곳이 움직이지 않았다〉
 (15) 其為朕興陵以勿厚葬。
    〈其れ朕が為に陵を興(た)てて厚く葬ること勿れ〉
    〈이것 짐을 위해 능을 세워 후히 장사하지 말라〉

(13)(14)(15)는 각각 (10)(11)(12)와 同種의 잘못입니다. (13)의 ｢少｣字는 ｢小｣字의 잘못, (14)
의 ｢勿｣字는 ｢不｣字의 잘못, (15)는 否定詞 語順의 잘못, 바르게는 ｢其勿為朕興陵以厚葬.｣가 됩
니다.

憲法의 倭習은 그 태반이 憲法 이외의 巻22의 本文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巻22만이 아닙니다. 
β群에 있는 一般的인 倭習인 것입니다. 憲法은 β群의 저작자인 山田史御方에 의한 偽作이 아닐
까 하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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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α群 특유의 誤用과 글버릇(筆癖)
書紀의 漢文 誤用과 奇用은 기본적으로 β群에 偏在하며, 例外는 引用文과 後人의 加筆文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뭅니다만, α群 특유의 誤用과 글버릇(筆癖)도 있습니다. 각각 1
例씩 들어보겠습니다.

(16) 縦使星川得志共治家国、必当戮辱遍於臣連、酷毒流於民庶。
    〈縦使星川(式しかわ),志を得て共に家国を治引ば〉｣(巻一四)
    〈만일 호시카와로 하여 뜻을 얻어 함께 나라를 다스리면〉
(17) ｢超攄絶於埃塵｣、〈埃塵を絶ち〉(巻一四)
    〈埃塵을 끊고〉

(16)은 譲歩의 接続詞 ｢縦〈たとひ~とも 설령 ~어도〉｣를 仮定으로 사용한 잘못입니다. 이것
은 雄略天皇의 遺詔이며, 潤色文입니다. 典拠는 隋書 ｢高祖紀｣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 若令勇秀得志共治家国、必当戮辱遍於公卿、酷毒流於人庶。
  〈若し勇·秀をして,志を得て共に家国を治引し引ば,〉
  〈만일 용과 수로 하여금 뜻을 얻어 함께 나라를 다스리게 한다면〉

이와 같이 典拠인 隋書에서는 바르게 仮定의 接続詞 ｢若｣이 쓰여 있습니다. 後人의 潤色加
筆할 때의 誤用입니다. ｢縦｣의 확실한 誤用은 5例 있는데, 모두 α群에 偏在합니다. 潤色의 잘못
이 １例, 韓半島 관계 기사가 2例, 大化의 詔勅이 ２例입니다. 誤用에도 개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潤色과 大化의 詔勅은 加筆者의 오용일 것입니다.

(17)도 윤색문이며, 전거는 文選 ｢赭白馬賦｣의 다음 문장입니다.
ⓓ 超攄絶夫塵등、〈その塵등を絶ち〉〈그 塵등을 끊고〉

後人이 윤색할 때 ｢於｣字의 글버릇(筆癖)이 나타난 것입니다. 訓読에서 ｢置き字｣(助字)로서 
｢ヲ｣를 붙이는 용법인데, 이의 확실한 글버릇은 12例가 있습니다. α群에 11例, 巻30에 １例입니
다. α群의 11例의 내역은, 潤色이 ２例, 大化詔勅이 3例, 巻21이 3例, 巻19의 한반도 관계 기사
가 １例입니다. 潤色과 大化詔勅은 後人의 加筆입니다. 巻21은 α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誤用과 
奇用이 적지 않습니다. 巻21에는 이 글버릇도 포함해서, 後人에 의한 加筆이 있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森2005年 ｢聖徳太子伝説と用明·崇峻紀の成立過程｣). 問題는 書紀의 韓半島 関係記事 
１例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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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遣前将軍(中略)等、救於百済。
    〈前将軍(中略)等を遣して,百済を救はしむ〉
    〈前将軍(中略) 등을 보내서 백제를 구하게 하다〉(巻27 ｢天智紀｣即位前紀7年8月条)

이것도 後人에 의한 가필인지, 지금은 아직 결정할 수 없습니다. 古代韓国의 文章도 이러한 
｢於｣의 용례가 있는지요? 가르쳐 주시면 기쁘겠습니다.

한반도 관계 기사에는 확실하게 후인의 가필로 생각되는 記載도 있습니다. 그것은 巻20 ｢敏
達紀｣의 ｢桧隈宮御㝢天皇 <桧隈宮(히노쿠마노미야)御㝢(아메노시타시로시메시시)天皇>｣인데, 日系 
百済 官僚인 日羅의 発話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㝢｣는 ｢宇｣의 異体字입니다. ｢御宇｣는 天皇에 
붙는 칭호로, 天下를 統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표기는 大宝 2年(文武天皇2年, 西暦702年)에 ｢
大宝令｣이 반포된 이후에 쓰이게 된 것으로, 그것 以前에는 ｢治天下｣라는 表記가 쓰여지고 있었
습니다(太田晶二郎(오오타 쇼오지로오) 1931年 ｢薬師寺東塔檫銘並序雑記｣). 따라서 巻20의 ｢
桧隈宮御㝢天皇｣라는 표기는 持統朝의 続守言의 것일 수가 없습니다. α群의 한반도 관계 기사의 
일부가, 후인의 손에 의한 것임을 보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8. 한반도 관계 記事의 자료 문제
α群은 기본적으로 正格漢文으로 쓰여 있습니다. 한문의 誤用과 奇用은 β群보다 훨씬 적습니

다. α群의 誤用과 奇用은 거의 引用文과 後人에 의한 加筆의 ２種類로 나뉩니다. 최 의 문제는 
한반도 관계 記事입니다.

전술한 로, 接続詞 ｢縦｣은 8例 모두 β群에 偏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譲歩가 아니라 仮定
에 쓰인 확실한 誤用이 5例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윤색문의 잘못이 1例, 巻25 ｢孝徳紀｣의 大化
詔勅이 2例인데, 이들은 後人의 加筆입니다. 나머지 2例는 모두 다음과 같이 한반도 관계 기사
입니다.

(19) 縦削賜他、違本区域。
   〈縦(もし)削きて他に賜はば,〉
   〈만일 삭탈되어 다른 곳에 하사받으면〉(巻17 ｢継体紀｣ 6年 12月条、任那 割譲 問題에서 

物部大連(모노노베 오오무라지)의 妻의 発話)
(20) 縦使能用耆老之言、豈至於此。
   〈縦使(もし)能く耆老の言を用ゐ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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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능히 노인들의 말을 들어 쓴다고 하면〉(巻19 ｢欽明紀｣ 16年 8月条, 百済 王子 余昌에 
한 諸臣의 発話)

(20)은 百済의 群臣이 余昌의 出家를 諌하는 記事입니다만, 이 段落의 最後는 ｢云々 ｣으로 끝
나고 있습니다. ｢云々 ｣은 ｢以下省略｣이라는 의미인데, 이 記事는 百済 史料의 引用文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 巻19 ｢欽明紀｣의 分注에는 百済本記의 記事가 14件 引用되고 있습니다. (20)
도 百済本記에 의한 記載일 것입니다. 古代韓国의 漢文에도, 이러한 接続詞 ｢縦｣의 誤用이 있
는지요？ 가르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前述한 巻19 ｢欽明紀｣ 5年 3月条에 실린 百済 聖明王의 ｢上表文｣을 검토해 봅시다. 
이 上表文은 四字句로 리듬을 갖춘 美文입니다만, (9)와 같은 副詞 ｢即｣의 語順의 잘못이 보
습니다.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誤用과 奇用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21) 㖨国雖少、未必亡也。至於卓淳、亦復然之。
     〈㖨国は少(すこ)しと雖(いふと)も,未必(うたがた)も亡びましじきなり.卓淳に至りても,亦復然り〉
     〈㖨国은 비록 작지만 망하지 않았다. 卓淳에 이르러서도 역시 그러하다〉

正格漢文에서는 ｢少｣는 誤用이고, 句末의  ｢之｣는 奇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少｣字는 
｢小｣字이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인 ｢少｣ 誤用은 그밖에 β群에 3例, α群(巻25의 大化詔勅)에 1
例가 있습니다.

句末의 ｢之｣는 書紀에서는 β群에 偏在하고, α群에서는 巻19의 한반도 관계 기사에 集中됩니
다. 이러한 ｢之｣의 用法은 周知하시는 로, 古代韓国의 文章에서는 句의 終結을 나타내는 吏読
的 表現의 一種으로, 종종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高句麗 広開土王碑의 末尾에 보이는 例입니
다(訓読은 森).

ⓔ 其有違令売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
   〈其れ令に違いて売る者は之を刑し,買う人は制して墓を守らしむ〉
   〈이는 을 어기어 사는 자는 그를 형하고 사는 자는 제하여 묘를 지키게 한다〉

百済聖明王의 ｢上表文｣에 보이는 誤用(｢即｣과 ｢少｣)은, 古代 韓国人의 文章에도 나타납니다. 
8世紀의 新羅人, 慧超의 往五天竺国伝에서 例를 들어봅시다(1992年, 桑山正進(쿠와야마 쇼오
신)編 慧超往五天竺国伝研究의 図版에 의함, 訓読은 森).

ⓕ 此中天竺大小乗倶行。即此中天界内有四大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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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此の中天竺は大小乗倶に行わる。即ち此の中天界内に四大塔あり〉
  〈이 中天竺은 大小乗 함께 行한다。即 이 中天界内에 四大塔 있다〉(第41行)
ⓖ 衣着言音食飲。与吐火羅国大同少異。
  〈衣着言音食飲,吐火羅国と大同少異なり〉
  〈의복 언어 음식, 吐火羅国과 大同少異하다〉(第142行)

9. 백제 上表文의 사료 비판
이와 같이 巻19 ｢欽明紀｣ 5年 3月条의 百済 聖明王의 ｢上表文｣에는, 古代韓国의 文章과 공통

된 誤用과 奇用이 보입니다. 이것은 ｢任那復興問題｣에 한 긴 ｢上表文｣으로, 内容은 ｢日本府｣ 
官人의 退去를 要請하는 것입니다. 물론 문장 중에는 ｢任那｣와 ｢日本府｣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래의 上表文을 引用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답하면, 저는 무사히 帰国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기우입니다. 이 ｢上表文｣에는, ｢日本｣과 ｢天皇｣
이라는 낱말이 있습니다만, 欽明 5年 즉 西暦 544年 日本列島에는 ｢日本｣이 없었고 ｢天皇｣도 
없었습니다. 이 ｢上表文｣은 ｢日本｣과 ｢天皇｣이라는 말이 생기고 나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이 ｢上表文｣에서는 分注에 百済本記가 3件이 引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日本｣이 나타
납니다. 百済本記는 소위 ｢百済三書｣의 하나이며, 그밖에 百済記와 百済新撰이 있습니다. 
百済記는 日本에 해 ｢貴国｣ ｢大倭｣ ｢天朝｣라는 敬語 表現을 쓰고, ｢天皇｣이라는 말도 쓰고 
있습니다. 百済新撰은 日本을 ｢大倭｣ ｢倭｣로 적고, 역시 ｢天皇｣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 用語에 의해서, 書紀 所載의 ｢百済三書｣의 最終 編集의 時期와 姿勢가 분명해집니다.　

｢百済三書｣에 해서, 坂本太郎(사카모토 타로오)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1961年 
｢継体紀의 史料批判｣).

이러한 서적의 형태로 된 것은, 상당히 뒤에 구체적으로는 百済 滅亡後 日本에 亡命한 百済人이 
그가 지니고 온 記録을 적당히 편집해서, 日本 政府에 제출한 것이리라고 본다.

이에 해서, 笠井倭人(사카이 와진)은 사카모토가 이르는 ｢(亡命百済人이) 가지고 온 記録｣이
야말로 ｢百済三書｣의 原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1981年 ｢日本文献에 보이는 初期百済史料
｣). 어느 것이든 日本 政府에 제출할 때에는, 政治的 배려에 의한 添削이 더해졌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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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説에서는, 書紀 本文의 百済系 史料 부분이 ｢百済三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巻19 ｢欽明
紀｣의 ｢百済上表文｣도, 직접적으로는 亡命 百済人이 日本 政府에 제출하기 위해 編集한 百済系 
史料를 参照하여 著述한 것일 겁니다. 당연히 어떠한 단계에서 政治的인 배려에 의해서 添削되
어 있습니다. 이것이 捏造인 것인가, 아니면 부분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반 하고 있는 것인가? 
또한 거기에는 百済와 古代韓国의 文章表現의 特徴이 어느 정도 보이는 것인가?

日本書紀는 日本뿐만 아니라, 東아시아 古代史를 研究할 때의 중요한 史料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創作도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創作의 分析도 編修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면 역사적 사실과 創作을 어떻게 判別할 수 있을까요?

文書를 읽을 때, 表面的인 사항만을 쫓아서는 진실을 얻을 수 없습니다. 書紀에 무엇이 쓰여
져 있는가.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떠하게 쓰여져 있는지를 분석하고, 왜 쓰여졌는지를 検討해
야만 합니다. 古代 韓国語를 研究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부디 日本書紀의 文章과 表記를 分
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代表的인 奇用・誤用・筆癖의 分

  β α β α β  
１ ２ ３ 推 ５ ６ ７ ８ ９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因 以｣ ７ ６ ２   ２ ６ 10 推 19 ７ ３ ２ 推                 10 ２         ８ 21  
｢有｣ 所在           ３ ２   １   １ １ ２                         ２     推  
｢即｣ 語順 ７ ２ １   １ ３ １     ２ ２               １     推 １         ３ １  
否定詞 語順         １ 推           １         １         ３ ３   １          
｢縦｣ 仮定                           １     ２   １           ２          
｢於｣ 筆癖                           １ １     １   １ 推       ３   １     １

(번역: 康仁善, 성공회  교수)

주제어 : 일본서기, 만엽가나, 문체, 한문, 고  일본어, 고  한국어, 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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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本書紀 ― その典拠（資料）硏究の方法と實際
森 博達 *

1)
日本書紀』はまた古代のことばと表記を知るた引の宝庫である。しかし書紀は『古事

記』(3巻、712年撰）と違って漢文で書かれている。『日本書紀』30巻は、表記の性格に
よってα群（巻14~21·24~27)、β群（巻1~13·22~23·28~29)、巻30に三分される。

α群は持統朝に続(しょく)守(しゅ)言(げん)と薩弘恪(さつこうかく)が正音·正格漢文で述
作した。β群は文武朝になって山田史(やまだのふひと)御方(みかた)が倭音·和化漢文で撰述
した。巻三〇は元明朝に紀朝臣清人(きのあそみきよひと)が撰述し、同時に三宅臣(みやけ
のおみ)藤麻呂(ふじまろ)が両群にわたって漢籍による潤色などを加えた。清人の述作は倭習
が少なかったが、藤麻呂の加筆には倭習が目立った。

β群は倭音によって和化漢文で書かれ、α群は正音によって正格漢文で書かれている。両
群の性格は基本的に倭漢の対立なのだ。α群の基本的な述作は渡来唐人によって行われる。α
群の基本的な述作は渡来唐人によって行われる。β群の撰述者は文武朝以後の学者に求引る
べきる。私は山田史御方(三方)が随一の候補と考える。御方は学僧として新羅に留学し、帰
国後は還俗して、文武朝に文章博士となる。

書紀の漢文の誤用や奇用は基本的にβ群に偏在し、例外は引用文や後人の加筆文に現れて
いる。しかし稀ですが、α群特有の誤用や筆癖もある。韓半島関係記事には確実に後人の加
筆と考えられる記載もある。巻19「欽明紀」5年3月条の百済聖明王の「上表文」には、古代
韓国の文章と共通した誤用や奇用が見られる。

주제어 : Nihonsyoki(日本書紀), Manyokana(萬葉가나), Writing Style, Kanbun(漢文), 
Old Japanese, Old Korean, Baekje(百濟)

* 京都産業大學 敎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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