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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國史記·三國遺事 자료 연구의 방법과 실제
― 고유명사 異表記에 의한 고  한국한자음 연구를 심으로 ―

권 인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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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이하 필요시 <史記>, <遺事>로 약칭함)에 실려 있는 여러 자료 중

에서 國語史學者들의 관심의 對象이 되어온 것은 地名·人名·官名 등 고유명사 표기들임에 틀
림이 없다. 비록 언어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유명사, 그 중에서도 지명을 연구 자
료로 이용하는 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金完鎭 1981: 71), 우리들에게 남겨진 古代의 
言語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 있어서는 부득불 이러한 자료들에 의지하여 고대한국어에 
관한 연구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러한 연구는 처음부터 일정한 한계와 문제
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서 古代 韓國漢字音 방면의 업적들이 축적되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兪昌均(1980·1983·1991)을 비롯하여 都守熙(1987·1989·1994·2000), 李敦柱(1990· 
1995), 宋基中(1995), 朴銅圭(1995), 權仁瀚(1996·1997·2002ab·2003·2005b), 최남희(1999· 
2005), 金武林(1999·2001·2003), 이장희(2001), 南豊鉉(2003b) 등1)1)고유명사 資料에 의거한 業
* 성균관대학교 교수
1) 이 밖에 李崇寧(1955/1978), 李基文(1968·1970·1974), 朴炳采(1968/1990), 金完鎭(1980·1981), 南豊鉉

(1982·1995), 李炳銑(1982), 曺圭泰(1986), 安秉禧(1987), 장세경(1990), 姜信沆(1990·199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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績들과 함께 南豊鉉(2003a), 金正彬(2003·2004), 李丞宰(2007) 등 新羅時代의 反切 資料에 의거
한 업적들이 그것인데, 과거에 비하여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가히 비약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의 연구들이 만족스러운 수준에 이르렀
다고 하기는 어려운 듯하다. 아직 이 방면의 연구를 위한 방법론조차 잘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
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자신있게 고대 한국한자음에 대한 본격적인 재구를 시
도하고 있지 못하는 등 초창기적 연구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의하면서 고유명사 표기에 의한 古代 韓國漢字音의 연구에 초점
을 맞추어 <史記>·<遺事> 資料 硏究의 방법과 실제를 보임에 목표를 둔다. 이를 위하여 고유
명사 이표기들 중에서 古代 韓國漢字音 연구 자료로 적합한 후보들을 선별한 후, 古代 韓國漢字
音 再構의 方法論을 모색하는 한편(2章), 新羅 國號의 예를 중심으로 古代 韓國漢字音 硏究의 實
際를 보인 후(3章), 앞으로의 硏究 방향의 모색에도 힘쓸 것이다(4章).

2. 古代 韓國漢字音 연구의 방법론
<史記>·<遺事>에 실려 전하는 고유명사들은 여러 유형의 이표기들을 보이고 있다. 字音의 

同音關係로 설명되는 예, 字義 또는 字形의 相似關係로 설명되는 예, 異表記 用字들 사이에 相互
聯關性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예 등 갖가지 類型의 異表記들이 混在되어 있는 것이다. 본장에서
는 이러한 이표기들 중에서 우리의 연구에 적합한 資料를 어떠한 방법으로 선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들을 기초로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古代 韓國漢字音에 대한 再構가 시도될 수 있는
지 등의 方法論的 모색에 관한 논의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고자 한다.

1) 資料 選別論(Ⅰ)

우선 固有名詞 異表記라 했을 때, 어느 선까지의 자료를 말하는지 그 범위를 정확히 規定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들이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2)2)실제 연구 대상으로 하는 자료의 실체에 있어

2003), 李得春(1993·1994), 宋河振(1993), 宋基中·南豊鉉·金永鎭共編(1994), 朴昌遠(1995·2002), 金大
植(1998), 鄭在永(2001), 金永鎭(2002), 權悳永編(2002), 李敦柱(2003), 宋基中(2004), 이은규(2006), 金星
奎(2006) 등도 이 방면의 연구의 토대를 튼튼히 구축한 所重한 業績들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2)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異表記’라는 말 대신에 ‘異文, 複數 表記, 同音異寫 表記’ 등 多樣한 用語를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동일한 용어를 쓴다 함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이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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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1) ① 推良火縣[一云三良火]<史記34·雜志3·地理1>,
      康州[今晉州, 一作剛州, 則今順安]<遺事5·感通7·郁面婢>,
      徐羅伐, 又徐伐 … 或云斯羅, 又斯盧 … 或云雞林國<遺事1·奇異1·赫居世王>,
      萬頃縣人[或作豆乃山縣, 或作那山縣, 今萬頃, 古名豆乃山縣也]<遺事4·義解5·眞表傳簡>,
      [泥河 一名泥川]<史記3·新羅本紀3·慈悲麻立干>,
      南月山[亦名甘山寺]<遺事3·塔像4·南月山>,
      鵠島[鄕云骨大島]<遺事2·奇異2·居陁知>,
      蚊川橋[沙川, 俗云年川, 又蚊川, 又橋名楡橋也]<遺事4·義解5·元曉不羈>,
      金橋謂西川之橋, 俗訛呼云松橋也<遺事3·興法3·阿道基羅> 등
   ② 巨仁<史記11·新羅本紀11·眞聖王>∥居仁<遺事2·紀異2·眞聖女大王>,
      阿玆盖<史記12·新羅本紀12·景明王>/阿慈介<史記50·列傳10·甄萱>∥阿慈个<遺事2·紀異

2·後百濟甄萱> 등
   ③ 臨汀縣 本斤烏支縣 景德王改名 今迎日縣<史記34·雜志3·地理1>,
      熊州 本百濟舊都 唐高宗遣蘇定方平之置熊津都督府 羅文武王取其地有之 神文王改爲熊川州

置都督 景德王十六年改名熊州 今公州<史記36·雜志5·地理3> 등
      ※(略號) [  ]: 夾註 表示, ‘/’: 同一 文獻內, ‘∥’: 異文獻間. 以下同.

(1)-①은 ‘一云, 一作, 或云, 或作, 古名, 一名, 亦名, 鄕云, 俗(訛乎)云’ 등으로 異表記들이 列擧
되는 예들를 모은 것이고, (1)-②는 한 문헌만 보면 이표기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두 文獻(또
는 한 文獻內의 여러 곳)을 對比해보면 同一 指示物에 대한 異表記임이 드러나는 예들를 모은 
것이며, (1)-③은 <史記> 卷34~36에 걸쳐 ‘A 本(○○)B (…) 今C’의 形式으로 각 지명들의 역사
(B>(…)>A>C)를 보임에 있어 이표기들이 나열되는 예를 보인 것이다. 종전에 이표기라 할 때는 
①, ③의 예들에만 주의를 기울였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②의 예들도 포함되어야 옳다.3)3)따라
서 본고에서는 이표기에 대한 개념 규정을 위의 세 유형의 예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하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위의 세 유형(以下 차례대로 ‘類型Ⅰ, Ⅱ, Ⅲ’으로 略稱함)에 속하는 고유명사 이
표기들 중에서 고대 한국한자음 연구 자료로 적합한 후보들을 가려내는 작업에 들어가 보도록 
하자.

3) (1)-②의 예들까지를 포함하여 고유명사 이표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노력한 업적은 金武林(2000)이 대표적
이다. 종전의 필자의 논의들에서는 이 유형의 자료에 대한 고려가 별로 없었음을 고백하면서 筆者의 短
慮를 일깨워준 金 교수께 謝意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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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類型Ⅰ에 속하는 예들은 다시 몇 가지로 細分될 수 있다.

(2) ① [良州 一作梁州]<史記9·新羅本紀9·景德王>, 近[一作巾]品縣<史記34·雜志3·地理1>, 熱兮
縣[或云泥兮]<史記34·雜志3·地理1>, 仇史郡之北[古之屈自郡 今義安郡]<遺事3·塔像4·南
白月二聖>, 加西峴 或云嘉瑟峴/嘉瑟岬[或作加西, 又嘉栖 皆方言也. ……]<遺事4·義解5·
圓光西學> 등

 ② 辰韓[亦作秦韓]<遺事1·奇異1·辰韓>, 多斯只縣[一云沓只]<史記34·雜志3·地理1> 등
 ③ [羅人方言 讀涿音爲道 故今或作沙梁 梁亦讀道]<遺事1·奇異1·辰韓>/沙梁部[梁讀云道, 或

作涿, 亦音道]<遺事1·奇異1·赫居世王>/漸梁[一作涿]部 又牟梁部<遺事1·奇異1·赫居世
王>∥押梁[一作督]<史記34·雜志3·地理1>, 今勿縣[一云陰達]<史記34·雜志3·地理1>, 比自
火郡[一云比斯伐]<史記34·雜志3·地理1> 등

 ④ [泥河 一名泥川]<史記3·新羅本紀3·慈悲麻立干>, 父岳[一云公山]<史記32·雜志1·祭祀>∥
[父岳 亦云公山也]<遺事5·感通7·仙桃聖母>, 走壤城[一名迭巖城]<史記7·新羅本紀7·文武
王下>, 金橋謂西川之橋, 俗訛呼云松橋也<遺事3·興法3·阿道基羅> 등

 ⑤ 母山縣[或云阿英城, 或云阿莫城]<史記34·雜志3·地理1>/阿莫[一作英]城<史記45·列傳5·貴
山>, 未鄒尼叱今 …… 又未召<유사1·왕력>/未鄒尼叱今[…… 又未古]<遺事1·奇異1·未鄒
王>, 實聖麻立干 一作實主王, 又寶金<遺事1·王曆·實聖麻立干>, 壽昌郡[壽 一作嘉]<史記
34·雜志3·地理1> 등

 ⑥ 冠縣[一云冠文縣]<史記34·雜志3·地理1>, 南月山[亦名甘山寺]<遺事3·塔像4·南月山>, 東
村南 一云楊長谷<遺事1·王曆·聖德王>, 望海寺 亦名新房寺<遺事2·奇異2·處容郞望海
寺>, 仙川村 (…) [鄕傳云雉山村 誤矣]<遺事3·塔像4·南白月二聖>, 國統一人[一云寺主]<史
記40·雜志9·職官下> 등

 曉 居烈郡[或云居陁]<史記34·雜志3·地理1>, 麻珍[一作彌]良縣<史記34·雜志3·地理1>, 武冬
彌知[一云曷冬彌知]<史記34·雜志3·地理1> 등

즉, (2)의 예들은 異表記의 用字들 사이에 音讀 對 音讀의 對比關係가 成立되는 예(①, ②), 
異表記의 用字들 사이에 音讀 對 釋讀(또는 釋讀 對 釋讀)의 對比關係가 成立되는 예(③, ④), 
異表記의 用字들 사이에 字形 相似의 관계를 보이는 예(⑤), 異表記의 用字들 사이에 相互關聯性
이 전혀 없거나, 現在로서는 그 관계를 잘 알기 어려운 未詳例(⑥, 曉) 등 크게 네 가지로 세분
될 수 있는 것이다.

(2)-①은 典型的인 音讀 對 音讀의 對比例로서 ｢良｣⇔｢梁｣(‘良州⇔梁州’), ｢近｣⇔｢巾｣(‘近品縣
⇔巾品縣’), ｢熱｣⇔｢泥｣(‘熱兮縣⇔泥兮縣’), ｢仇｣⇔｢屈｣, ｢史｣⇔｢自｣(‘仇史郡⇔屈自郡’), ｢加｣⇔｢嘉｣, 
｢西｣⇔｢瑟｣⇔｢栖｣(‘加西峴⇔嘉瑟峴⇔嘉栖峴’) 등 각 이표기의 용자들 사이에 意味的 聯關性(또는 
相似性)을 전혀 찾을 수 없으므로 이들 교체의 主原因으로는 同音(또는 類音)關係의 成立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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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동음(또는 유음)관계는 각 이표기 용자들의 한자음을 재구할 수 있
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을 古代 韓國漢字音 硏究에 利用될 수 있는 第一의 후보로 삼음에 
있어서 異見이 없을 것이다. 이들과는 달리 (2)-②는 音讀 對 音讀의 對比例로 보기에는 조금씩
의 問題點을 안고 있는 예들이다. 먼저 ‘辰韓⇔秦韓’의 경우는 後漢書의 記錄4)에4)연유한 異表
記이므로 ｢辰｣⇔｢秦｣의 交替를 眞正한 同音關係로 보기 어렵게 한다. 다음으로 ‘多斯只縣⇔沓只
縣’의 경우는 ｢多+斯｣ 두 글자의 合이 對應字 ｢沓｣과 一致하지 않음으로써 兩者를 音讀 對 音讀
의 對比例로 보아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5)5)이들도 역시 眞正한 同音關係로 보기는 어
려운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古代 韓國漢字音 硏究에 利用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2)-③은 釋讀 對 音讀의 對比關係가 比較的 선명한 예들이다.6)‘梁’(MK. :돓)⇔｢涿｣6)·｢道｣·｢督｣, 
‘陰’(MK. 거‧믈)⇔｢今勿｣, ‘火’(MK. ‧블)⇔｢伐｣ 등 釋讀字의 釋에 해당되는 語形들을 同音(또는 類
音)關係의 音을 가진 글자(들)로 옮기고자 한 데에서 각 이표기들의 교체관계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도 原則的으로 古代 韓國漢字音 연구에 이용되어도 좋을 것이다. 다만, 이
때에는 各 釋讀字들의 釋에 該當되는 古代 語形의 再構가 前提될 때에야 비로소 완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2)-①의 예들과는 구별해야 할 것이다. 한편, (2)-④는 釋讀 對 釋讀의 
對比例들로서 ‘河≒川, 岳≒山, 走≒迭’ 등 釋의 類似性에 의한 교체이거나, ‘金’(≒鐵 MK. ‧쇠
<*sori)⇔‘松’(MK. ‧솔)7)에서7)보듯이 釋의 音相的 類似性에 의한 교체로 이해된다. 어느 경우이든 
이들은 이표기 용자들의 한자음 재구에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예들임이 분명하다.

(2)-⑤의 예들은 ｢英｣⇔｢莫｣, ｢召｣⇔｢古｣, ｢實｣⇔｢寶｣, ｢壽｣⇔｢嘉｣ 등 各 交替字들이 字形上
의 相似性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音相에 있어서도 전혀 공통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들도 한자음 연구에 이용될 수 없는 예들임이 분명하다.

(2)-⑥, 曉의 예들은 異表記 用字들 사이에 相互關聯性이 전혀 없거나(⑥), 현재 우리의 知識
으로는 ｢烈｣⇔｢陁｣, ｢珍｣⇔｢彌｣,8)8)｢武｣⇔｢曷｣ 등의 교체가 성립된 배경을 알기 어려운 未詳의 
 4) 後漢書云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來適韓國而馬韓割東界地以與之 相呼爲徒有似秦語 故或名之爲秦韓 ……

<遺事1·奇異1·辰韓>
 5) 다만, 두 글자가 한 글자에 대응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次次雄 或云慈充]”<史記1·新羅本紀1·南解次次

雄>의 예와 같이 ｢次+雄｣=｢充｣의 反切式 同音關係가 成立되는 경우는 (2)-①의 類型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6) ｢涿｣의 한자음을 보여주는 中世 文獻은 없으나, 同音字인 ｢琢｣의 음 ‘‧탁’과 같았으리라 추정된다. 이 경
우 ｢道｣·｢督｣과 한자음의 차이 특히, 母音에 있어서 /아/⇔/오/의 차이가 크므로 그 대응관계에 대하
여 의심을 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梁｣과 ｢涿｣을 字形上의 相似에 의한 交替字로도 처리
할 수 있겠으나, ｢涿｣이 江攝의 覺韻字로서 中古音에 앞선 시기의 核母音이 /ɔ/로 遡及된다는 점에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7) 이 交替例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都守熙(1999)의 3.2.의 논의를 참조. 但, ‘‧쇠’의 中世韓國語 聲調가 去
聲임에 대하여 母音間 ‘r>j>o/[zero]’의 변화를 보이는 다른 예들(:내[川]<*nari, :뫼[山]<*mori, :님[主]<*nirim 
등)이 上聲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의심이 없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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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들(曉)이므로 이들 역시 한자음 연구에 이용될 수 없는 예들임에 분명하다.
이상의 설명을 통하여 類型Ⅰ에 속하는 고유명사 이표기들 중에서 古代 韓國漢字音 再構에 

利用될 수 있는 것으로는 (2)-①의 典型的인 音讀 對 音讀의 對比例들을 최선의 자료로 삼되, 
(2)-③의 音讀 對 釋讀의 對比가 선명한 예들도 차선의 資料로 삼아도 좋을 듯이 보인다.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도 몇 가지 더 考慮되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詳論하
기로 한다.

둘째, 類型Ⅱ에 속하는 예들도 基本的으로는 (2)-①과 같이 典型的인 音讀 對 音讀의 對比例
라는 條件을 滿足시킨다면 古代 韓國漢字音 再構에 이용될 수 있는 資料임에 손색이 없다. 그런
데 이들이 다시 두 가지로 세분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3) ① 巨仁<史記11·新羅本紀11·眞聖王>∥居仁<遺事2·紀異2·眞聖女大王>,
      姑比<史記50·列傳10·甄萱>∥古比<遺事2·紀異2·後百濟甄萱>,
      良相<史記9·新羅本紀9·宣德王>∥亮相<遺事1·王曆·宣德王>,
      阿玆盖<史記12·新羅本紀12·景明王>/阿慈介<史記50·列傳10·甄萱>∥阿慈个<遺事2·紀異

2·後百濟甄萱> 등
   ② 堦伯~階伯<史記5·新羅本紀5·太宗武烈王>∥偕伯<遺事1·紀異1·太宗春秋公>,
      阿等邊[一云斤烏兄(敦只)邊 退火郡]<史記32·志1·祭祀>/臨汀縣本斤烏支縣景德王改名今迎日

縣<史記34·雜志3·地理1>,
      長曰奴宗 仲曰武德 季曰武力<史記4·新羅本紀4·法興王>∥一世宗角干 二茂刀(敦力)角干 

三茂得角干<遺事2·紀異2·駕洛國記> 등

즉, (3)-①의 예들은 典型的인 音讀 對比例들로서 ｢巨｣⇔｢居｣, ｢姑｣⇔｢古｣, ｢良｣⇔｢亮｣, ｢玆｣
⇔｢慈｣, ｢盖｣⇔｢介｣⇔｢个｣의 同音關係를 想定하여 아무런 문제점이 없음에 비하여, (3)-②의 예
들은 주의가 필요한 예들이다. ‘階伯’의 이름으로 함께 나오는 ‘堦伯~偕伯’의 경우는 이들을 ‘階伯’
의 誤字로 볼 것인지, 아니면 記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堦｣⇔｢階｣⇔｢偕｣의 同音關係로 볼 것
인지의 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阿等’의 異稱인 ‘近烏兄(敦只)’의 경우는 ‘斤烏支’의 ｢支｣와 
音相을 고려하여 ｢只｣로 수정함이9)9)일반적이라는 점에서 ｢支｣⇔｢只｣의 同音關係로 想定할 경우 
 8) ｢珍｣의 俗字 ｢珎｣과 ｢彌｣의 同字 ｢弥｣를 비교해보면, 字形上 상당 부분 닮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예를 (1)-⑤의 字形 相似 類型에 該當되는 것으로 처리할 수도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左邊 ｢王｣과 ｢弓｣
의 차이에 주목하여 그렇게 보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9) <史記>·<遺事>의 고유명사 표기들에 대한 誤謬 修正에 관해서는 宋河振(1993: 22-40), 이장희(2001: 
89-108)의 논의에 자세하다. 宋河振(1993)에서는 ①板刻의 誤謬, ②避諱 變改, ③制度 變化의 反映의 세 
가지 主題로, 이장희(2001)에서는 ①作名의 바탕이 다른 對應, ②文獻 自體의 誤謬, ③略體字와 避諱, 
④記事者의 無知로 인한 誤謬의 네 가지 주제로 이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는데, 두 분의 논의 결과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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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循環論의 危險에 빠지기 쉽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마지막 예의 경우도 6세기의 신라 금
석문들에 의거하여10)10)‘茂刀’를 ‘茂力’의 잘못으로 校正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나, 그렇다
고 하더라도 이에 기대어 ｢茂｣⇔｢武｣의 同音關係의 想定에까지 나아가기에는 ｢茂｣字가 高麗 惠
宗의 諱字 ｢武｣에 대한 避諱로 등장한 글자일 수 있으므로(이장희 2001: 101) ｢茂｣⇔｢武｣의 同
音關係가 新羅時代가 아닌 高麗時代의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서 역시 문제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類型Ⅱ의 예들 중에서는 (3)-①에 속하는 것들만을 古代 韓國漢字音 再構에 利用될 수 
있는 資料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類型Ⅲ에 속하는 예들의 경우 단독으로는 漢字音 硏究 資料로 삼기 어려운 것이 大部分
이다. (1)-③에 제시한 예들이 그러한 경우에 속하거니와, 그렇다고 하여도 이 유형에 속하는 예
들이 모두 배제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11)11)

(4) ① 水城郡 本高句麗買忽郡 景德王改名 今水州<史記35·志4·地理2>,
      買忽[一云水城]<史記37·志6·地理4>,
      水谷城縣[一云買旦忽]<史記37·志6·地理4>,
      南川縣[一云南買]<史記37·志6·地理4>,
      橫川縣[一云於斯買]<史記37·志6·地理4>,
      泉井郡[一云於乙買]<史記37·志6·地理4> 등
   ② 八谿縣 本草八兮縣 景德王改名 今草谿縣<史記34·志3·地理1>,
      日谿縣 本熱兮縣[或云泥兮] 景德王改名 今未詳<史記34·志3·地理1>,
      杞溪縣 本芼兮縣[一云化雞] 景德王>改名 今因之<史記34·志3·地理1>,
      森溪縣 本百濟所非兮縣 景德王改名 今因之<史記36·志5·地理3>

(4)-①의 예들에서 ‘水≒川≒井’⇔‘買’의 광범위한 對應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改名
前의 ‘買’와 改名後의 ‘水’를 音讀 對 釋讀의 對比關係가 鮮明한 예로 삼을 수 있다. 또한 (4)-②
의 예들에서도 改名前의 ｢兮｣字와 改名後의 ｢谿｣, ｢溪｣字의 對應이 여러 예들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兮｣=｢谿｣=｢溪｣의 同音關係를 想定함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類型Ⅲ에 속하는 예들은 同一 또는 類似한 對應關係가 광범위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古代 韓國漢字音 硏究에 直·間接으로 이용될 수 있는 資料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로 수용해도 좋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고에서는 이에 관해서는 따로 다루지 않는다.
10) 이장희(2001: 101)에서는 丹陽 赤城碑(551)에 ‘武力智’가 나오고, 昌寧·北漢山·磨雲嶺巡狩碑(561· 

568·568)에 ‘另力智’가 나옴을 그 근거로 들고 있음을 참조. 단, 權悳永編(2002: 306)에 따르면, 磨雲
嶺巡狩碑에는 ‘另力知’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11) (4)에 제시하는 예들은 金星奎(2006: 11f.)에서 재인용한 것임을 밝혀 金 敎授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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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資料 選別論(Ⅱ)

앞서 古代 韓國漢字音 硏究를 위한 최선의 자료로 본 典型的인 音讀 對比例들에 있어서도 더 
고려되어야 할 事項들이 있다고 한 바 있는데, 그것은 金星奎(2006: 7-10)에서 논의된 ‘單一 對應
과 多重 對應의 問題’에 관한 것이다.12)12)金 교수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漢字音 硏究를 포함하여 
古代韓國語 音韻 硏究에서 다루어지는 자료가 恣意的으로 選擇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단 한 번만 대응되는 예들은 일차 자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이 방면의 연
구들이 안고 있었던 資料上의 信賴性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제시된 방안으로서 탁견으로 생각
된다.

그런데 단 한 번만 대응되는 예들을 판단하는 근거가 이표기의 用字 중심으로 처리된 것은 
재고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을 보도록 하자.

(5) ① 述尒忽縣[一云首泥忽]<史記37·志6·地理4>
   ② 朴弩禮尼師今[一作儒禮王]<遺事1·紀異1·弩禮王>
   ③ 軍威縣 本奴同覓縣[一云如豆覓] 景德王改名 今因之<史記34·志3·地理1>
(6) ① 阿道基羅[一作我道 又阿頭]<遺事3·興法3·阿道基羅>
   ② 諱伯固[固一作句]<史記16·高句麗本紀4·新大王>∥名伯固一作伯句<遺事1·王曆·新大王>
(7) ① 祗摩尼師今立[或云祇味]<史記1·新羅本紀1·祗摩尼師今>
   ② 祗磨尼叱今 一作祗味<遺事1·王曆·祗磨尼叱今>

(5), (6)의 예들은 각각의 用字를 基準으로 보면, ｢尒｣⇔｢泥｣, ｢弩｣⇔｢儒｣, ｢奴｣⇔｢如｣, ｢道｣
⇔｢頭｣, ｢固｣⇔｢句｣의 對應은 단 한 번씩만 보이는 예들에 해당하므로 그가 제시한 기준에 따
르면 일차 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할 대상들임에 틀림없다.13)13)그러나 (5)의 예들은 모두 聲母에서 
日母⇔泥母(또는 그 逆)의 對應關係를 보이고 있고, 이는 章炳麟이 말한 바 “古音娘日二母歸泥
說”(李敦柱 1995: 256f.)에 해당되는 上古音的 同音關係로 說明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6)의 예들도 韻母에서 模韻⇔侯韻의 對應關係를 보이고 있고, 이는 魏晋南北朝音의 한 特
徵(坂井健一 1975: 354f. 및 378f.의 논의 종합)14)으로14)볼 수 있는 同音關係로 설명될 수 있음에 

12) 金星奎(2006)에서 다루어진 주제들은 ①單一 對應과 多重 對應, ②‘本’에 의한 對應과 ‘一云’에 의한 對
應, ③直接 對應과 間接 對應, ④置換 對應과 循環 對應의 네 가지 문제들인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
인 것은 ①로 보아 여기서는 이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②~④는 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 보충 논의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13) 이들은 또한 金星奎(2006: 8)에서 “음독자 표기가 1회만 대응한다고 하여도 해당 글자들이 중국 上古音
이나 中古音, 그리고 15세기의 韓國漢字音에서 동일한 음이었다면 이들의 자료적 가치를 굳이 유보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한 조건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자의 판단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14) 坂井健一(1975: 355)에서 虞韻·模韻 相通例로 6例를 들고서 이를 中國의 江東·江南方音의 특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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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고유명사 자료들에서 個別例들을 떼어 놓고서 異表記 用字를 
기준으로 볼 때에는 單一 對應에 해당되는 듯이 보이나, 關聯例들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의 공통
적인 특징을 공유하는 (5), (6)의 경우와 (7)과 같이 다른 예들에서 찾아볼 수 없는 單一 對應
(｢味｣⇔｢摩｣=｢磨｣)을 보이는 경우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요컨대 典型的인 音讀 對 音讀의 對比例들에 대해서도 單一 對應과 多重 對應을 구별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單一 對應例들 중에는 關聯例들을 통하여 하나의 공통적인 특징이 찾아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들마저 연구 자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조하기 어려움을 강조
하고 싶다.

3) 漢字音 再構의 방법과 차

漢字音 再構를 포함하여 固有名詞 異表記 資料에 의한 古代韓國語 연구의 절차15)를15)보이고 나
서 각 단계별로 실행 방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音讀 異表記例의 確保
② 音讀 異表記例의 時代性 確認
③ 時空에 맞는 音韻史 및 關聯 音相 情報를 活用한 漢字音의 再構
④ 古代韓國語 語形의 再構 또는 關聯 音韻現象의 究明

첫 번째 단계는 音讀 異表記例의 確保인 바, <史記>·<遺事>에 실려 있는 이표기들을 기본으
로 하면서 國內外의 각종 資料들을 대상으로 관련 異表記들을 최대한 수집·정리해야 한다. 이
를 위하여 國內의 金石文, 古文書, 나아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木簡들은 물론이려니와 國外
의 史書類 즉, 주로 中國의 二十五史, 日本의 古事記·日本書紀 등과 함께 관련 典籍들을 
대상으로 해당 이표기들을 최대한 수집한 후, 이들을 앞서 논의한 자료 선별 기준에 의거하여 

볼 수 있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坂井健一(1975: 379)에서 侯韻·虞韻 相通例로 9例를 들고서 이를 
역시 中國의 江南地域의 音義家들에 많이 나타나는 六朝期字音의 경향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
로 (6)의 예들에 나타난 模韻⇔侯韻의 對應例도 魏晋南北朝代 中國 江南方音의 한 特徵으로 歸納해낼 
수 있는 것으로 본다.

15) 이는 朴昌遠(2002: 83f.)에 제시된 ‘古代國語의 硏究 段階’를 참고하여 필자가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혀
둔다.

    1. 古代國語 硏究에 必要한 音借字 資料를 確保한다.
    2. 이들 자료의 中國語의 反切을 찾는다.
    3. 反切上字나 反切下字의 聲母나 韻母를 確認한다.
    4. 여러 學者들에 의해 再構된 旣存의 音價를 綜合한다.
    5. 音價의 妥當性 與否를 檢證한다.
    6. 再構된 音價를 바탕으로 古代國語를 再構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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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讀 對 音讀 또는 音讀 對 釋讀의 對比가 선명한 예들로 간추려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音讀 異表記例의 時代性 확인인 바, 비교적 紀年이 분명한 資料들(國內 金石

文, 古文書, 木簡 및 國外 史書類 등)에 의거하여 各 異表記의 출현 시기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
한다. 이는 종전의 논의들에서는 크게 강조되지 않았으나 正確한 音相의 再構를 위하여 필수적
인 작업임을 강조하고 싶다. 해당 이표기가 어느 시기에 출현하여 어느 시대에까지 사용된 것인
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음상 재구는 종전과 같은 막연함을 면치 못할 것임이 분명하
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예에 대하여 이러한 時代性 確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적
어도 國號 異表記 등과 같이 國外 史書類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정밀
하게 이 작업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위에서 確認된 時代性 情報에 근거하여 해당 時期, 해당 地域에 맞는 音韻史
的 지식을 활용하여 各 異表記 用字들의 漢字音을 再構하게 된다. 이때 우리와 계통을 같이하는 
同系語들에서의 어형, 日本의 古訓點語 등 관련되는 音相 情報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국외 자료들에서 얻어진 음상 정보의 경우, 그 
음상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音韻體系에 맞게 調整된 狀態의 音價를 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밝혀진 고대한국어의 음운체계에 바탕을 두어 우리 선조들이라면 
문제의 음상을 어떻게 수용하였을까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가장 전문가
적인 經驗과 識見이 필요한 段階라 할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再構된 漢字音을 적용하여 古代韓國語 語形의 再構 또는 關聯 
音韻現象(또는 音韻變化)에 대한 究明이 이루어지게 된다.

3. 古代 韓國漢字音 연구의 실제
이제 新羅國號의 異表記例를 中心으로 앞 장에서 논의·정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古代 韓

國漢字音 硏究의 實際를 보이도록 하겠다. 특별히 신라국호의 이표기례에 주목하게 된 것은 확
보할 수 있는 音讀 異表記例의 숫자가 가장 많은 예의 하나일 뿐 아니라, 각 이표기들의 出現 
時期의 확인이 어느 정도 가능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古代韓國語 音韻現象들에 대한 논의까지
도 가능한 점을 살린 것임을 밝혀둔다.16)16)

16) 또한 이 장의 내용은 拙稿(2008)을 요약·정리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 讀者들의 諒察을 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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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音讀 異表記例의 확보

우선 新羅國號에 관한 國內 記錄들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 ① 國號徐那伐<史記1·新羅本紀1·赫居世居西干>
   ② 國號曰徐耶伐 或云斯羅 或云斯盧 或云新羅. 脫解王九年 始林有雞怪 更名雞林 因以爲國號. 

基臨王十年 復號新羅<史記34·志3·地理1>
   ③ 國號徐羅伐 又徐伐 或斯盧 或雞林 一說 至脫解王時 始置雞林之號<遺事1·王曆·赫居世>
   ④ 國號尸羅, 實波羅提興法之處. 山稱迦倻, 同釋迦文成道之所.<｢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
   ⑤ 濁數西來及薛羅<｢五臺山寺吉祥塔詞｣>

(8)의 국내 자료들을 통하여 우리는 일단 新羅國號의 이표기례로 “雞林, 徐那伐, 徐羅伐, 徐耶
伐, 徐伐, 斯羅, 斯盧, 新羅, 尸羅, 薛羅”의 10例를 얻을 수 있다.

다음으로 中國과 日本의 주요 記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① 新羅 … 魏時曰新盧 宋時曰新羅 或曰斯羅<梁書54·列傳48·新羅/南史79·列傳69·新羅>
   ② 洛 … 分遣使者徵兵於鮮卑·烏丸·高句麗·百濟及薛羅·休忍等난國 並不從.<晉書113·

載記13·苻堅上>
(10)① 六十五年 秋七月 任那國遣蘇那曷叱知 令朝貢也 任那者 去筑紫國 二千餘里 北阻海以在써林

之西南<日本書紀5·崇神紀>
   ② 故其御船之波瀾 押騰新羅之國<古事記·仲哀段>
   ③ 新良貴 …… 是於新良國卽爲國主 稻飮命者新羅國王之祖也<新撰姓氏錄>
   ④ 栲衾志羅紀乃三崎<出雲風土記>

(9)의 中國의 記錄들(二十五史)을 통하여 ‘新羅, 新盧, 斯羅, 薛羅’의 4例를 얻을 수 있고, 
(10)의 日本 記錄들을 통하여 ‘써林, 新羅, 新良(貴), 志羅紀’의 4例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 이슬람의 中世 地理書들에서 新羅를 가리킨 말로 ‘al-Shīla’ 또는 ‘al-Sīla’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관사 “al”을 제외한 부분 즉, ‘Shīla’(또는 ‘Sīla’)가 ‘新羅’에 대한 音譯語에 
해당한다.

이상 국내외 각종 자료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검토를 통하여 新羅國號의 異表記로 ‘雞林
(國), 斯羅, 斯盧, 徐那伐, 徐羅伐, 徐耶伐, 徐伐, 薛羅, 尸羅, 新羅, 新良, 新盧, 志羅, al-Shīla, 
al-Sīla’의 15例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17)17)

17) 이 밖에 기존 논의들에서 신라국호로 다루어진 것으로 ‘始林(鳩林)’<史記·遺事>, ‘雞貴(=矩矩吒䃜說羅)
<大唐西域求法高僧傳上>, ‘疎勒’<｢東海市三和寺鐵佛造像銘｣> 등이 더 있으나, 이들 모두는 신라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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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音讀 異表記例의 시 성 확인

이제 위에서 확보된 15例의 ‘新羅’ 이표기들을 대상으로 되도록 紀年이 분명한 資料들에 의거
하여 異表記 상호간의 出現 순서를 追跡·整理해보면 다음과 같다.

(1) ‘雞林’: A.D. 1C 전후
‘新羅’ 이표기의 古形은 ‘雞林’으로서 (11)의 기록들에서 보듯이 A.D. 1C 전후에 사용된 것

으로 추정된다.

(11)① 九年(※A.D. 65) 春三月 王夜聞金城西始林樹間 有써鳴聲 …… 改始林名雞林 因以爲國號
<史記1·新羅本紀1·脫解尼師今>

   ② 脫解王九年 始林有雞怪 更名雞林 因以爲國號 基臨王十年(※A.D. 307) 復號新羅<史記34·
志3·地理1>

   ③ 六十五年(※B.C. 33) 秋七月 任那國遣蘇那曷叱知 令朝貢也 任那者 去筑紫國 二千餘里 北
阻海以在써林之西南<日本書紀5·崇神紀>

(2) ‘斯盧’ 또는 ‘新盧’: A.D. 3C 경
다음 시기의 ‘新羅’ 이표기는 ‘斯盧’ 또는 ‘新盧’로서 (12)의 기록들에서 보듯이 A.D. 3C 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12)① 弁辰亦十二國 …… 斯盧國 ……<三國志30·魏書30·韓>
   ② 辰韓之始 有六國 稍分爲十二 新羅則其一也 …… 亦曰斯盧.<北史94·列傳82·新羅>
   ③ 新羅 …… 魏時曰新盧 宋時曰新羅 或曰斯羅<梁書54·列傳48·新羅/南史79·列傳69·新羅>

(3) ‘新羅’: A.D. 307년 이후
다음으로는 정식 국호인 ‘新羅’로서 (13)의 기록들에서 보듯이 A.D. 307년에 처음 등장하여 

5C 이후에 본격적으로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13)① 十年(※A.D. 307) 復國號新羅<史記2·新羅本紀2·基臨尼師今>
   ② 丁卯年(※A.D. 307) 定國號曰新羅 新者 德業日新 羅者 網羅四方之民云 或系智證法興之世

<遺事1·王曆1·基臨尼叱今>
   ③ 四年(※A.D. 503) 冬十月 群臣上言 始祖創業已來 國名未定 或稱斯羅 或稱斯盧 或言新羅 

臣等以爲新者德業日新 羅者網羅四方之義 則其爲國號 宜矣<史記4·新羅本紀4·智證麻立干>
로 보기에는 일정한 문제점들이 있어 채택하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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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新羅(1면 8, 9행, 2면 7, 8행), 新羅城(2면 8, 9행), 新羅寐錦(3면 2행)<｢廣開土大王陵碑文｣, 
※A.D. 414>

   ⑤ 新羅寐錦(3면 1행), 新羅(3면 9, 10행)<｢中原高句麗碑文｣, ※A.D. 449?>
   ⑥ 新羅 … 宋時曰新羅 或曰斯羅<梁書54·列傳48·東夷·新羅, 南史79·列傳69·新羅>

(4) ‘薛羅’: A.D. 379, 895年
다음 시기의 ‘新羅’ 이표기는 ‘薛羅’로서 A.D. 379, 895년 기록들에서 두 차례만 나타난다는 

점에서 4C 말엽 이후 아주 드물게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14)① 洛(※苻洛) …… 分遣使者徵兵於鮮卑·烏丸·高句麗·百濟及薛羅·休忍等난國 並不從.<
晉書113·載記13·苻堅上 太元4年(※A.D. 379)>

   ② 濁數西來及薛羅<｢五臺山寺吉祥塔詞｣(※A.D. 895) 裏面 ‘哭緇軍’>

(5) ‘斯羅’: A.D. 5~6C
다음 시기의 ‘新羅’ 이표기는 ‘斯羅’로서 (15)의 기록들에서 보듯이 A.D. 5~6C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15)① 斯羅 喙 斯夫智王 乃智王 此二王敎<｢迎日冷水里新羅碑銘｣(※A.D. 503?)>
   ② 七年(※A.D. 513) …… 冬十一月辛亥朔乙卯 於朝庭 引列百濟姐彌文貴將軍 斯羅汶得至 

…… 奉宣恩勅<日本書紀17·繼體紀>
   ③ 十五年(※A.D. 554) … 冬十二月 百濟遣下部杆率汶斯干奴 上表曰 百濟王臣明 及在安羅난

倭臣等 …等奏 以斯羅無道 不畏天皇 與貊同心 … 臣明等共議 … 仰乞軍士 征伐斯羅 …… 
以十二月九日 遣攻斯羅 ……. 別奏 若但斯羅者 有至臣所將軍士亦可足矣 今貊與斯羅 同心
戮力 難可成功 …… 餘昌 謀伐新羅 ……<日本書紀19·欽命紀>

   ④ 新羅 … 宋時曰新羅 或曰斯羅<梁書54·列傳48·東夷·新羅, 南史79·列傳69·新羅>

(6) ‘尸羅’: A.D. 9C 말~10C 후반
다음 시기의 ‘新羅’ 이표기는 ‘尸羅’로서 (16)의 기록들에서 보듯이 A.D. 9C 말~10C 후반에 주

로 佛敎界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6)① 國號尸羅 實波羅提興法之處 山稱迦倻 同釋迦文成道之所<｢新羅伽倻山海印寺結界場記｣(崔致
遠, A.D. 898)>

   ② 一本云 尸羅國世達寺沙門神琳釋……<十句章圓通記(均如, A.D. 92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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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徐那伐, 徐羅伐, 徐耶伐, 徐伐’: A.D. 12~13C
마지막 시기의 ‘新羅’ 이표기는 ‘徐那伐, 徐羅伐, 徐耶伐, 徐伐’ 등 ‘徐羅伐’系의 예들로서 (17)

의 기록들에서 보듯이 A.D. 12~13C 경에만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17)① 國號徐那伐<史記1·新羅本紀1·赫居世居西干>
   ② 國號曰徐耶伐 或云斯羅 或云斯盧 或云新羅<史記34·雜志3·地理1>
   ③ 國號徐羅伐 又徐伐 …<遺事1·王曆·赫居世/紀異1·新羅始祖赫居世王>

(8) ‘新良(貴), 志羅紀’: A.D. 8~9C
끝으로 日本 資料들에서의 ‘新羅’ 이표기인 ‘新良(貴), 志羅紀’는 訓點語 ‘シラキ’(siraki/gi)에 대

응되는 音借表記例들로서 A.D. 8~9C 문헌인 古事記(A.D. 712), 出雲風土記(A.D. 713?), 新
撰姓氏錄(A.D. 815)에 등장한다. 이는 당시의 新羅國號의 音相이 [sira] 또는 이에 매우 가까운 
것이었음을 暗示하고 있거니와, 여기에 더하여 ‘-貴, -紀’ 등은 ‘城 또는 柵’을 의미하는 地名 後部 
要素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siraki/gi’는 ‘新羅城’ 즉, 古代國家로 發展하기 이전의 城邑國家
로서의 ‘斯盧國’ 단계에서부터 그 음상이 [sira]에 가까운 것이었음도 증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3) 新羅 國號의 音相 再構

이제 앞에서 살펴본 ‘新羅’ 이표기들의 出現 순서를 바탕으로 漢語音韻史나 韓國漢字音의 情報
를 活用하여 이들의 音相을 再構한 후, 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1) 雞林: *[]
먼저 ‘雞林’은 다른 예들과는 달리 訓借 表記로 보아야 한다. 기존 논의들에서도 이 점에 대해

서는 일치를 보이나, 그 구체적인 음상 재구에 대해서는 크게 ‘*’, ‘*’의 두 가지 견해로 
나누어진다. 필자는 ‘雞林’의 字義에 따라 ‘*’로 재구하되 그 실제 발음은 []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東南方言에서의 ‘닭’의 발음 [달]을 참조).

(2) 斯盧=新盧=新羅=斯羅=尸羅: [sira]
다음으로 ‘斯盧, 新盧, 新羅, 斯羅, 尸羅’ 등은 時代差도 있고 漢語音韻史的인 再構音에도 약간

씩의 出入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韓國語 音韻史的으로는 그 音相을 [sira]로 推定하여 큰 문제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斯盧, 新盧’는 Ting(1975)에서의 魏代音을 대입하면, 각각 /sjiei-laï/, /sjiən-laï/로 再構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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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여기서 支韻字 ｢斯｣의 核母音을 弱短母音 [e]로 재구한 것은 權仁瀚(2005b: 173f.)에서
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을 보인 것이다. 다음으로 模韻字 ｢盧｣의 再構音은 Ting(1975: 
239)에서 上古音 /lag/의 흔적이 남아 있는 魏代音으로 설정된 것인데 우리의 설명에 안성맞춤의 
존재로 보아 채택한 것이며, ‘新盧’·‘新羅’의 ｢新｣에 대해서는 日本 上代漢字音 資料들에서 ｢新｣
이 si의 音寫字로 쓰이는 것과 비슷하게 그 韻尾音 -n이 捨象된 것으로 이해한 것이다.

둘째, ‘斯羅’는 Ting(1975)에서의 南北朝代音을 代入하여 /sjæi-lâ/로 재구될 수 있는데, 여기에
서도 支韻字 ｢斯｣의 核母音을 弱短母音 [æ]로 재구함은 위에서의 설명과 같다.

셋째, ‘尸羅’는 시기적으로 보아, Pulleyblank(1991)의 LMC(後期 中古音=慧琳 一切經音義의 
音系)를 대입하면 /ʂi-la/로 재구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할 때, ‘斯盧, 新盧, 新羅, 斯羅, 尸羅’는 漢語音韻史的인 면에서의 일부 차이가 있
음에도 불구하고, 古代韓國語 音韻體系上의 受容面에서 보아 그 音相을 [sira]로 재구함이 최선으
로 본다.

(3) 薛羅1>薛羅2: [sja(r)ra>sjä(r)ra]
다음으로 ‘薛羅’의 두 용례는 時期와 地域上의 差異를 감안할 때, 晉書의 예를 ‘薛羅1’, 五

臺山寺吉祥塔詞 ‘哭緇軍’의 예를 ‘薛羅2’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前者가 晉代音의 適用 對象인 
반면, 後者는 우리의 羅末 시기의 漢字音의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薛羅1’에 역시 Ting(1975)에서의 晉代音을 대입하면, /sjiat-la/로 재구될 수 있으므로 古代韓國
語 音韻體系上의 受容面으로 보아서 그 音相을 [sja(r)ra]로 잡아도 좋을 것이다.

반면, ‘薛羅2’의 경우는 적용되어야 할 漢字音에 대한 情報가 漠然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古代 韓國漢字音이 再構되어야 할 대상인 이상, 아래의 ‘徐羅伐’系 異表記와 함께 여기에 
대입하여야 할 한자음 정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中世 韓國
漢字音을 바탕으로 韓國語 音韻史의 지식에 의거하여 逆視的 再構法을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薛｣과 ｢羅｣의 中世 韓國漢字音이 각각 ‘H셜’, ‘L라’이므로, 李基文 선생에 의해 제시된 ‘古代
國語’의 母音體系에 의지하여 당시의 音相을 [sjä(r)ra] 정도로 추정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4) 徐那伐~徐羅伐~徐耶伐>徐伐: [sjena~sjera~sjeja>sje-(bəl)]
마지막으로 ‘徐那伐~徐羅伐~徐耶伐~徐伐’의 경우도 역시 각 글자들의 中世 韓國漢字音과 李基

文 선생에 의해 提示된 ‘前期 中世國語’의 母音體系를 바탕으로 [sjena~sjera~sjeja>sje-(bəl)] 정도
로 당시의 음상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상의 고찰 결과를 종합하면, 新羅國號의 音相 變化에 대하여 “後漢代(A.D. 1C 전후)에 一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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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으로 []의 音相을 보이다가, 魏代(A.D. 3C) 이후 지속적으로 [sira]의 音相을 維持하는 한
편, 晉代 이후 간헐적으로 [sja(r)ra](A.D. 4C말), [sjä(r)ra](A.D. 9C末)의 音相 變化形이 나타나다
가  高麗 時代(A.D. 12~13C 경)에 들어와 [sjera-(bəl)]계의 音相 變化形으로 굳어진 것”으로 정
리할 수 있을 것이다.

4) ‘新羅’ 異表記들에 反映된 音韻現象들

이제 위에서 정리된 新羅國號의 音相 變化 흐름을 바탕으로 魏代 이후의 音借 表記例들에 反
映된 段階別 音韻現象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i-breaking 現象
먼저 i-breaking 현상은 (18)에서 보듯이 A.D. 4C 말엽에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8) 斯盧~新盧→新羅→斯羅→尸羅＞薛羅1   ＞薛羅2  ≫   徐羅伐
          3C 以後              4C末     9C末        12~13C
          [sira]               ＞[sja(r)ra]＞[sjä(r)ra] ≫  [sjera(-bəl)]

(18)의 흐름도에서 音韻 變化의 일반적인 양상에 비추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점은 
i-breaking 현상이 시작(‘薛羅1’)에서부터 정착(‘徐那伐~徐羅伐~徐耶伐’)에 이르기까지 무려 7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新羅’가 정식 국호로서 지닌 威嚴(prestige)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즉, i-breaking 현상으로 ‘新羅’의 음상에 某種의 變化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이를 表記의 차원에까지 드러내기는 매우 어려웠
으리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실제로 ‘薛羅2’는 眞聖王代에 일어난 7년간의 兵亂에 寺院을 지키
다가 戰歿한 緇軍(=僧兵)의 넋을 위로하는 ‘哭(戰亡)緇軍(詞)’에 登場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스
러져가는 ‘新羅’에 대하여 정식 국호로서의 威嚴마저 부정하고픈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것이므로 
마침내 정식 국호와는 다른 ‘薛羅’라는 表記를 登場시킨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母音間 ‘n→r→j’ 現象
다음으로 (19)의 예들은 母音間 ‘n→r→j’ 현상이 A.D. 12~13C에 실재하였음을 보여준다.

(19) 徐那伐~徐羅伐~徐耶伐(12~13C)
     [sjena~sjera~sjeja(-bə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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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仁瀚(2002a: 89f.)에서는 ‘徐那伐~徐羅伐’의 예에 대해서는 都守熙(1999) 등의 논의를 참조하
여 ‘n(ń)>r／V_____V’ 정도의 변화가 古代韓國語 段階에 이미 발생하였던 것으로 설명한 반면, 
‘徐羅伐~徐耶伐’의 예에 대해서는 權仁瀚(1996)에서 以母(=喩四母)의 上古音을 /ʎ/로 본 王力
(1985)의 논의를 바탕으로 上古音의 체계를 반영한 同音關係의 예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앞
에서 본 바와 같이 위의 세 이표기들은 A.D. 12~13C 경의 共時的 交替例로 보아야 하는 이상 
이러한 설명은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19)의 세 이표
기들에 반영된 音韻現象으로는 ①‘n→r／V______V’(‘徐那伐~徐羅伐’), ②‘r→j／V______V’(‘徐羅
伐~徐耶伐’)의 둘을 설정하여야 함은 필연적이다.

(3) 語末母音의 脫落 現象
마지막으로 (20)의 表記 變化를 통하여 語末母音 脫落 現象의 存在를 확인할 수 있다.

(20) 徐羅伐(=徐那伐)~徐耶伐     ≫      徐伐(12~13C)
     [sjera~sjeja(-bəl)] > [*sjer~sjej(-bəl)] > [sje(-bəl)]

4. 앞으로의 논의 과제
이상 固有名詞 異表記들에 의한 古代 韓國漢字音 硏究를 中心으로 <史記>·<遺事> 資料 硏究

의 방법과 실제를 살펴보았거니와, 본고를 통하여 필자는 古代 韓國漢字音 硏究의 개선된 방법
론을 제시하고자 힘쓰는 한편, 新羅國號의 예를 중심으로 古代韓國語 音韻現象에 대한 硏究의 
새로운 可能性을 타진함에도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自評하고 싶다. 관심있는 분들의 질정을 바
라마지 않는다.

끝으로 古代 韓國漢字音 硏究를 위하여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는 <史記>·<遺事>에 나오는 고유명사 異表記들의 總目錄을 作成하는 
것이다. 기존에 異表記 目錄의 作成이 시도되지 않은 바 아니나, 본문에서 말한 바 類型Ⅰ·
Ⅱ·Ⅲ을 網羅한 總目錄의 作成에 대해서는 아직 시도된 적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
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둘째는 최근에 이루어진 考古學的 發掘 성과 특히, 木簡들
에 눈을 돌려 새로운 固有名詞 資料의 확보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咸安의 城山山城에서 
出土된 木簡들에 새로운 地名·人名·官職名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음에 유의할 일이다. 셋째는 

近 古代 韓國漢字音 硏究의 새로운 資料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新羅時代의 反切 資料의 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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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掘과 함께 기존 發掘 資料에 대한 정밀 연구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三國史記, 三國遺事, 資料 選別論, 固有名詞, 古代 韓國漢字音, 音韻現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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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三国史記·三国遺事資料研究の方法と実例
― 固有名詞の異表記による古代韓国漢字音の研究を中心に ―

権 仁 瀚 *
18)
本稿では古代韓国漢字音の研究に焦点を当て、<史記>·<遺事>資料研究の方法と実

例を示すことを目標とする。このた引に固有名詞の異表記の中で古代韓国漢字音の研究資料
として相応しい候補を選別した後、古代韓国漢字音再構の方法論を模索し（2章)、新羅国号
の例を中心に古代韓国漢字音研究の実例を提示し（3章)、これからの研究方向の模索も試弓
る（4章）。

漢字音の再構を含引た固有名詞の異表記資料による古代韓国語研究の手順を示した後、各
段階別に実行方法を簡単に説明すると次のようになる。

1. 音読異表記例の確保
2. 音読異表記例の時代性を確認
3. 時代と地域にあった音韻史および関連音韻情報を活用した漢字音の再構
4. 古代韓国語語形の再構または関連音韻現象の究明
一つ目の段階は音読異表記例の確保であり、<史記>·<遺事>に載っている異表記を基本

としながら国内外の各種資料を対象に関連異表記を 大限に収集·整理しなければならな
い。二つ目の段階は音読異表記例の時代性の確認であり、比較的年代がはっきりしている資
料（国内の金石文、古文書および国外の史書類など）に依拠して各異表記の出現時期を確認
する作業をいう。これは従来の議論ではあまり強調されていなかったが、正確な音形を再構
するた引には必須の作業であることを強調したい。三つ目の段階では、上で確認した時代性
の情報に基づいて該当時期、該当地域に合った音韻史的な知識を活用して各異表記に用いら
れた字の漢字音を再構する。 後の四つ目の段階ではこのようにして再構された漢字音を適
用し、古代韓国語の語形の再構または関連した音韻現象（または音韻変化）についての究明
がなされることになる。

前に議論·整理した手順と方法に沿って古代韓国漢字音研究の実例を示すことにする。特
に新羅国号の異表記例に注目したのは、確保することのできる音読異表記例の数が も多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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例の一つであるばかりでな廣、各異表記の出現時期の確認がある程度可能であり、またこれ
を通じて古代韓国語の音韻現象に関する議論まで可能である点を活かしたた引であることを
明らかにしてお廣。

주제어 : Samguksagi(三國史記), Samgukyusa(三國遺事), Textual Criticism, Proper Noun, 
Pronunciation of Old Sino-Korean, Phonological 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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