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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의 방향 

국어 표기사의 시대는 한자를 차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한 차자표기 시기 

와 훈민정음을 창제하여 우리말을 표기한 훈민정음 시기로 크게 구분할 수 

었다. 훈민정음 시기는 다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제정 • 공표된 1933년 

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의 시기로 나눌 수 었다. 이러한 시대 구 

분을 편의상 같은 충옐에 놓으면， 제 1기 ‘차자표기 시대’， 제2기 ‘훈민정음 

시대’， 제371 ‘한글 맞춤법 통일안 시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시기의 상호 관계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국어 표가사를 다 

룬 일반적인 논의에서는 역사적인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였다. 말 

하자면 국어표기사의 제 1기에서 제2기로， 제2기에서 제3기로 전개되는 과정 

의 표기사적인 특정으로 전통과의 단절을 내세우고 였는 것이다. 제2기의 

획을 그은 훈민정음의 창제는 그 이전의 차자표가와는 전혀 새로운 방향에 

서 접근하여 이루어진 결과이고， 제371의 「한글 맞춤법 통얼안」은 15세기의 

일반적인 표기와는 전혀 새로운 주시경의 표기에 대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마련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 근 오백년간의 전통과의 단절을 특정으로 한다 

는 것이다. 물론 한자를 차용하여 국어를 표기한 차자표기법과 음소문자인 

훈민정음을 만들어 운용한 표기법을 대비해 보면， 양자를 관련짓는다는 것 

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하며， 15세기의 일반적언 음소적 표기 

와 현대 정서법의 형태음소적 표기를 비교해 보면， 양자가 상반된 위치에 

서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국어 표기사의 각 단계에 대한 단절론 

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역사적 사건도 그 이전의 역사적 환경이나 당시의 사회적 

l 차자표기 시대에 있어서도 어휘의 차자표기 시대와 문장의 차자표기 시대로 세 
분할 수 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이 엄격하게 획을 그을 만름 분명하게 나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어 표기사의 전체적 인 시각에서 다른 시대 구분만큼 중요한 
획을 긋는 것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더이상 세분하지 않는다. 차자표기의 전개과 

정에 대해서는 안병희 (1984)와 본고의 2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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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과 결코 무관하게 일어날 수 없듯이， 국어 표기사의 사건들 역시 그 이 

전의 표기사적 사실이나 당시의 표기 현실과 무관하게 이루어지기는 어려 

울 것이다. 외견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차자표기법과 훈민정 

음의 관계도 국어 표기사의 전개 과정에서 서로 맞물려 있어 2 전혀 상관성 

이 없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15세기 문헌에서 보여주는 음소적 표기 

와 현대 정셔법의 형태음소적 표기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이에 있는 근 

오백년간의 시간대를 통하여 보여주는 표기상의 변화 양상을 고려하면 관 

련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국어 표기사의 각 단계의 획을 그은 역사적인 사 

건들에서도 역사적인 연속성을 찾을 수는 없는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한다. 앞에셔 언급한 제1기와 제271 ， 제 271와 제371에 대한 접근 내용이 동 

일하거나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논제에서 다루는 것도 이러한 시각에서이다.II장에서는 차자표기법의 특칭 

과 그 한계점을 개괄적으로 검토하면서， 훈민정음 창제의 언어 내적인 배경 

을 차자표기에서 찾아 보고자 할 것이다.III장에서는 II장의 논의를 바탕으 

로 중국 운학과 훈민정음의 음절 분석 방법을 비교해 봄으로써 훈민정음 창 

제의 이론적 기반을 찾고자 할 것이다.N장에서는 15세기 국어의 표기 원 

칙을 검토하고 그 역사적인 전개 양상을 검토하고， V장에셔는 현대 정서법 

의 토대가 된 주시경의 ‘본음의 이론’에 대한 표기사적 배경과 의의를 살펴 

보게 될 것이다.VI장에셔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본고를 마무려하고 

자한다. 

II. 차자표기법의 특징과 그 한계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에 우리의 선조들은 한자를 국어의 표기 수단 

으로 삼아 왔다. 한자가 유입된 초창기에는 한자로 고유의 어휘들， 즉 인명， 

지명， 관직명 등을 표기하였으리라 추측된다. 그러다가 점차 국어의 문장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 같다F 
그런데 국어의 문장은 중국어의 문장과는 몇 가지 점에셔 유형적인 차이 

2 r훈민정음」 해례의 정인지 셔문， 그리고 최만리 등의 언문 창제 반대 상소문과 
이에 대한 세종의 답변에서 이두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였어 훈민정음과 차자표 

기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숭녕(1976) ， 남풍현(1978) 풍을 참조. 

3 이용한 자료와 그 서술 방법이 완전히 통일한 것은 아니지만， II장과 III장은 
김주펄(1991)과 그 맥을 같이 한다. 서두 부분에셔 언급한 바와 같이 W창， V장과 

함께 “국어 표기사에 있어서 역사성의 인식”이라는 전체적인 논지 전개에 필요하 

여 그 내용을 재정리하여 함께 서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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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보여 준다. 어순에 있어서 주어 목적어-서술어 구조를 갖는 국어는 주어

서술어←목척어의 어순을 갖는 중국어와 차이를 보언다. 또한 국어는 첨가어 

로서，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휘부에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부가 

결합되어 각 성분의 문장에서의 기능이 드러나지만， 중국어는 고럽어로서 

각 성분의 문법적언 기능이 그 위치에 의해 드러난다. 이런 점에셔 중국어 

의 표기를 위해 만들에진 한자로 국어의 문장을 표기하고자 할 때， 그 유형 

적 차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순에 조정을 가하게 될 뿐 아니라 문법 형태 

를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셔， 차자표기는 문장을 표기하면서 독자적인 방법 

을 드러내게 된다고 할 수 있다(안병희: 1984). 

안병희(1984)에 따르면， 문장의 차자표기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진다. 제 

1단계에서는 한문의 문장 구조를 국어의 문장 구조로， 다시 말하면 어순을 

국어의 것으로 바꾸어서 표기한 시기이다. 이때 조사와 활용어미 등 국어의 

문법적인 기능을 나타내는 형태부는 거의 무시되나， 간혹 虛詞언 助字에 의 

하여 표기되기도 하였다. 제2단계에는 제1단계의 방식에서 국어의 형태부가 

助字와 함께 音借 또는 訓借의 實字에 의한 표기까지 행해지는 시기이다. 

차자만을 본다면， 제 1단계에서는 표의문자인 한자가 한문에 사용될 때의 뭇 

으로 사용되나， 제2단계에셔는 형태부 표기에서 한자가 표음문자와 같이 사 

용되는 차이가 었다. 이렇게 차자표기의 제2단계에 이르면 한자로써 국어의 

문장을 표기하는 데에서 생기는 통사론적인 이질성은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안병 희 : 1984, 이승재 : 1989). 

그러나 국어와 중국어(또는 한문 문장) 사이에 있는 통샤론적인 이질성은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국어를 전면척으로 표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국어의 전면적인 표기 

는 형태론적， 음운론적인 문제까지 해결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 

사론적인 이칠성을 극복하기 위해 채택한 어휘부와 형태부를 다른 방식에 

의존하여 표기하는 국어의 차자표기 방식은 형태론적，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을 안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형태부를 음독할 때 하나의 한자로 고유어 음절을 충분히 표음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한자음의 음운체계와 고유어의 음운체계가 갇 

지 않아서， 그리고 한자음의 음절 구조와 고유어의 음절 구조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한자로써 국어를 표기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 

인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유어의 한 음절을 각각의 

하위 요소로 분석하여 물 이상의 한자를 대당시키는 방식 4 을 이용하여 독 

4 고유어의 한 음절을 그 하위의 구성 요소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여러 개의 한자 
로 표기한 구체적인 예틀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저를 참조. 

향가: 검완진(1980) ， 구결: 안병희(1977) ， 이두: 이승재(1990) ， 서종학(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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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적인 방식을 마련하기도 하였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도 자의적으로 행 

해진 경우가 많을 뿐더러 방식 자체의 일관성이나 체계성을 보여주지 않는 

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둘째， 어휘부는 한자의 뭇을 이용함으로써 어휘부의 음성형식과 그 형태 

론적 구성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다시 말해 訓借한 어휘부의 경우 한자의 
돗은 알 수 었지만 그 음성 형식을 정확하게 도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형태론적 구성을 알 수 없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 

의어， 유의어냐 동의어， 단일어와 파생어 또는 복합어를 구별하기가 어렵다. 

표음한 형태부로 미루어 어휘부의 음성 형식을 기대해 봄직도 하지만， 형태 

부의 표기도 대체로 형태음소적 표기를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김완 

진: 1980) 어휘부의 내부 구조를 알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F 

셋째， 차자표기의 방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차자표 

기는 오랜 세월에 결쳐 이루어진 관습적 표기들의 집합이라는 점에서 얼관 

되는 표기 원칙을 찾아 볼 수 없다.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 

하여 강구된 방법들에 있어서도 체계성을 보여 주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문 

제점은 더욱 가중된다. 음절을 그 하위의 요소로 다양하게 분석하여 둘 이 

상의 한자를 대당시키는 방법을 활용한다든가， 말음첨기 방식을 이용한다든 

가 하는 방안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행해지는지 그 기준을 찾을 수가 없 

다. 또한 訓主音從의 原則에 따라서 훈독해야 할 부분인데도 음독되는 경우 

도 었으며， 음독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훈독되는 예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동일한 음이 다양한 글자들에 의해 표기되기도 하고， 하냐의 글자가 다양하 

게 얽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차자표기에 체계적인 표기 원리 

를 가지고 었지 못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차자표기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였다. 표의문자인 한자를 가지고， 우리말을 표기하는 데에 있어서 어 

순을 국어의 순셔로 바꾸어 각 어절의 어휘부는 훈차하고 형태부는 음차하 

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차자표기의 국어적 인 특성은 형태부의 표음적 표 

기를 통하여 야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고럽어인 중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표의문자를 가지고 첨가어인 국어의 형태부를 표가하는 데에는 표음 

문자화하여 국어를 표기하는 방안을 합리적인 것으로 언식했음을 말해 준 

다. 형태부도 漢文의 助字처럼 표의문자적인 한자로써 표기했다면， 그것은 

한문 그대로의 용법과 별 차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태부를 

5 이러한 문제점이 향가 해독을 어렵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6 설사 형태부를 통하여， 또는 말음첨기를 통하여 어휘부의 음상을 추출한다고 
하더라도 어휘부의 말음을 일부 알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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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음하게 되면， 어휘부와 형태부가 결합된 어절 단위로 문장 성분을 구분지 

어 명시적으로 보여 줄 수 있어서， 어절 단위로 펀 각 성분의 문법적인 기 

능을 형태부의 표음척 표기를 통하여 알 수 었게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형 

태부의 표음적 표기는 중국어식의 한문 문장을 국어식으로 바꾸는 명시적 

인 수단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형태부의 표음척 표기를 통하여 한문 문장이 국어화된다면， 국어 

를 표기하는 데에 어휘부를 표기한 표의문자보다는 형태부를 표기한 표음 

문자로서 국어를 표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리라는 것은 분명해진다. 표음 

문자로 국어를 표기한다면， 어휘부의 음성 형식이나 그 내부 구조를 보여 

줄 수 없는 차자표기의 두번째 문제점도 보완될 수 있기 예문이다. 01 러한 

관점에서， 국어를 전면적으로 표기하기 위한 문자가 만들어진다면， 형태부의 

표음척 표기를 통하여 표음문자가 만들어질 수 있는 배경이 형성되였다고 

할수 었다. 

형태부 표기의 표음성을 바탕으로 할 때， 위의 첫번째 문제점이 없였다면 

음절문자가 만들어질 수 있었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국어의 음절의 종류 

가 다양하고 그 수가 많기 때문에 결코 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러한 사정은 동일한 방식의 차자표기의 단계를 거치면서도 음절문자의 단계 

에 그친 얼본어의 假名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었다(안병희: 1984). 음 

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가 많은 국어의 융절구조를 표기에 제대로 반영 

하기 위해서는 음절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표기하는 것보다 음절을 그 하위 

요소로 분석하여 그 요소들에 문자소를 배당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보다 바람 

직한 방얀이였음은 차자표기를 통하여 알 수 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훈민정 

음이 표음문자， 그 중에서도 日本의 假名와 같은 음절문자가 아니라， 그 이하 

의 단계에까지 분석하여 문자소를 할당하여 사용하는 문자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표기사척 배경도 차자표기에서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었다P 

7 현재 언쇄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절은 2,000 여개에 달하는데， 이것은 바로 국 
어의 옴절 종류가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 구체적인 한 예를 들 

면 대구시에 있는 ‘신신공판사’에서 청타의 기본자로 사용하는 명조체 한글 음절 
수는 2，7507fl라고 한다. 이 렇게 고유어 음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가 많다는 사 

실로 인하여 차자표기가 음절문자 체계로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안병희 
(1977)에서 지적되었다시피 일본어는 그 음절 구조가 간단하여 백 개 미만의 한 
자로 일본어를 음절문자로 반영할 수 있었으나， 국어의 경우에는 일본어의 음절보 

다 몇 십배나 많은 차자가 휠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음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한자가 없는 것이 많아서 음절문자로 나아갈 수 없었다고 볼 수 었다. 

8 국어 내척언 이러한 접근과 달리， 인접 언어의 표기사적 사실， 즉 동아시아 문 
자사의 흐름과 관련하여 음소문자인 훈민정음의 창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한 논의 
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기문(1980)， 김완진(1984) 등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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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표음문자를 만들어 국어를 표기하고자 할 때 중요한 과제로 떠오 

르는 문제는 음절을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분석 

된 음절의 하위 요소에 문자소(grapheme)를 어떻게 만들어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말하자면 국어를 위한 표음문자가 음절문자 

의 단계의 것이 아니라면 음절 이하의 단계까지 분석하여 문자소를 배당하 

는 문자가 될 것인 즉， 하냐의 음절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계까지 분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 분석된 각 단위에 어떤 문자소를 어떻게 배당하여 

표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체계적이지 못한 차자표기의 단계에서는 이들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은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언다. 그리하여 체계적언 방법론을 가진 어떤 이 

론과의 접맥을 통하여 이들 과제의 해결이 가능했던 바， 여기에 중국 운학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이 러한 표기사적 배 경 위 

에서 운학에 능통한 운학자이면서 일국의 군주였던 세종대왕의 학덕과 노 

력에 의하여 훈민정음이 창제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IlI. 운학과 훈민정음의 음절 분석 방법 

훈민정음의 음절 분석의 방법과 분석한 단위들에 대한 문자소의 배당， 그 

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표기법이 체계적이기 때문에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인 이론을 받아들였으리라는 것은 추측할 수 있 

다. 이러한 추측은 「훈민정음」 해례를 보면 쉽게 확인된다，-훈민정음」 해례 

의 설명이 전반적으로 중국 운학의 용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훈 

민정음」 해례에 나오는 운학의 용어들은， 운학에서의 개념과는 상당한 부분 

에서 차이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운학의 이론을 그대로 따랐다고 보기는 어 

렵다. 

일반적으로， 훈민정음은 운학의 이론적 영향을 받았으나 적어도 음절을 

분석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독자성을 드러낸다고 지적되어 왔다(이기문: 

1972). 운학에서는 음절을 2분하거나 4분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지 3분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운학의 성운학은 하나의 음절을 성모와 

운모로 2분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소위 反切의 方法을 보여 주며， 등운학에 

서는 성운학에셔 추출된 운모를 다시 개모， 운복， 운미로 3분함으로써 성운 

학에서 나뉘어진 성모와 함께 4분하는 방법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훈민정음의 3분법은 성운학의 2분법이나 거기에 다시 운모를 3분하여 이루 

어지는 4분법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훈민정음의 독창 

성이 드러나는데， 훈민정음이 음소문자가 될 수 있었던 소이는 훈민정음의 

음절 분석 방법에셔 보여주는 독창성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운학과 훈민정음의 음절 분석 방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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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음절 

-----ι----------------성모 운모 

-------카---------------
/끼\ 

개모 운복 운미 

성운학은 (1.1)에서 보듯이 하나의 음절을 먼저 반절식으로 음철의 두음인 

성모와 그 나머지 부분인 운모로 나누고， 등운학에서는 운모를 다시 핵모음 

앞에 오는 반모음인 개모， 음절 핵모음인 운복， 그리고 핵모음 뒤에 오는 나 

머지 음인 운미로 3분한다는 점에서 운학의 음절 분석 방법은 계층적이다. 

이에 비해 (1.2)에셔 보듯이 훈민정음의 음절 분석 방법은 하나의 음절을 동 

일한 층위에서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는 수평적인 3분법인 것이다. 또 다 

른 하나의 차이는 운학에서는 운모를 다시 개모， 운복， 운미로 3분하는 데 

비해서 훈민정음에서는 중성과 종성으로 2분하고 였다는 점아다. 이러한 차 

이점을 강조하면 기폰의 논의에서처럼 훈민정음의 중성과 종성의 분석은 운 

학과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표면상의 이러한 차이는 운학과 훈민정음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 

것이 훈민정음의 음절 분석 방법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차이가 아 

닐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운학은 각 한자의 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한 음의 학문 영역인데 반해 훈민정음 창제자들이 고려해야 할 문제는 소 

리와 문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다 

시 말하면 훈민정음의 음절 분석 방법은 소리와 문자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 

다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운학은 훈민정음 창제자들에게 필 

요 조건만을 갖추었을 뿐이지 충분 조건을 갖춘 이론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업장의 차이로 언하여 음절 분석에 차이점을 드려내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운학에서의 음절 분석 방법은 분석에 층위를 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문자체계에 반영할 수는 없다. 계충적으로 분석하여 추출된 단위들에 문자 

소를 할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셔 고려할 수 있 

는 방법은 운학의 방법으로 추출되어 나온 음절의 최종적인 하위 단위에 문 

자소를 할당하는 방법이다. 말하자면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운학의 음절 분 

석 방법에셔 계충척언 방법을 버려고 각각의 단위를 수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한 것이다. 

한 음절의 하위 단위들을 수평적으로 분석한다면 추출되어 나오는 요소 

들은 동일한 층위에서 성모， 개모， 운복， 운미로서， 훈민정음의 초성， 중성， 

종성보다는 하나가 많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데 성모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초성해에 설명되어 있듯이 훈민정음의 초성에 대당된다. 따라서 

초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의 대당 관계가 문제된다. 초성 이외의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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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대체적으로 운학의 개모와 운복이 훈민정음의 중성에 해당되고 운미가 종 

성에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개모가 훈민정음에서는 중성에 소속되며， 운 

학에서 운미에 속하는 하향이중모음 y가 훈민정음에서는 중성에 소속되어 있 

다는 차이가 었다F 그렇다면 운학과 훈민정음의 음절 분석 방법이 왜 이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등운학에서는 자음을 개모나 운복을 기준으로 하여 모음을 4等體으로 나누 

어 開口呼， 齊臨呼， 合口呼， 據口呼 등 4가지로 분류하는데， 개구호는 제치호， 

합구호， 촬구호가 아닌 자음을， 합구호는 운복음이 u이거나 개모 w로 시작되 

는 자음을， 제치호는 개모 y로 시작되는 자음올， 촬구호는 개모 M로 시작되 

는 자음을 말한다. 말하자면 등운학의 운모 분석에서 개모는 운복의 특성과 

관련될 뿐이지 성모처럼 독자척인 영역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았던 

것이다. 등운학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개모를 따로 분리하여 하나의 문 

자소를 할당하는 것보다는 운복과 함께 묶어 문자소를 배당해 주는 것이 보 

다 간명한 음절의 하위 요소를 구성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10 

이러한 관점에 설 때， 우리는 훈민정음에서 y계 상향 이중모음에서 y를 분 

석해 내면셔도 핵모음과 함께 하나의 문자소로 할당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 

례」의 중성해에 나오는 (2.1)과 제자해에 나오는 (2.2)의 다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1) .lL與 Þ X同出於 l 故合而寫.lLþ，
lT與 콰 X同出於 1 故合而鳥lT 콰 

2) .lL與上 同而起於]， Þ 與} 同而起於 l

lT與T 同而起於1. ~與 1 同而起於 l

(2.1)에서는 ‘.lL, Þ, π， ~ ’가 모두 ‘ l ’에서 나온 음이라 하여 ‘ l ’를 분석하 

9 사실 「훈민정읍」 예의편에서 y계 상향 이중모음 ‘þ, ~， ..Jl., π’를 기본자에 포함 
시키고 「훈민정음」 해례에서 재출자로 설명하면서， 왜 y계 하향 이중모음은 그러지 

않았는가， 그리고 ‘과’나 ‘꺼’는 왜 기본자가 아니라 합용자로 보았는가 하는 문제는 
국어학사의 오래된 과제 중의 하나였다. 앞으로 전개될 내용과 같이 운학과 훈민정 
음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음절 분석 방법을 고찰할 때 이 해묵은 과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잡히는 듯하다. 

10음절을 보다 간영하게 분석한다는 것은 훈민정음 창제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분석되어 나온 음절의 하위 요소에 문자소를 할당해야 할 

것이므로 한 음절의 하위 요소가 간명하게 추출된다는 것은 바로 한 음절을 구성 
하는 문자소의 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뭇할 뿐만 아니라， 그 문자소들의 결 
합관계가 그만큼 단순려진다는 것(음절 단위로 모아서 쓰는 것을 전제로 할 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개모를 운복에 포함하여 기본 문자소에 포함시키면 모음 
자의 기본 문자수는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 언어학에서 말하 
는 재음소화에 대한 경제성을 따지는 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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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서도 개모에 해당하는 y와 각각의 운복에 해당하 

는 ‘ L -1. 上， T’를 묶어서 재출자인 ‘ þ , 킥， .1L, lT’로 문자소를 할당한다는 

사실을 표명하고 였는 것이다. (2.2)에셔도 이중모음 ‘.1L, þ , π， ~’는 모두 

‘ l ’에서 나왔다고 하여 (2.1)과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합용자로 처리한 ‘과， 꺼’에서의 ‘J...’와 ‘T’는 재출자로 처리한 개모 

y와는 사정이 다르다. 훈민정음 창제자틀이 ‘J...’와 ‘T’는 글자를 만들 때에 

이미 ‘ þ , ~，.1L， π’와 같은 서열에 서는 재출자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가 
관련되는 제자상의 문제 외에도 ‘J...’와 ‘T’가 모음조화에서 대립되는 쌍이므 

로， 개모 W가 아니라 운복 [oJ와 [uJ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15세기 

의 ‘J...’와 ‘T’는 셔와 너에서 [oyJ와 [uyJ로 대립을 보이는 모음이었던 것이 

다(검완진: 1964). 

한편 운학에서 운미에 소속시키고 였는 하향 이중모음 y를 「훈민정음」 해 

례의 중성해에서 다음과 같이 중성에 포함시키고 있는 설명도 동일한 관점에 

셜 때 이해할수 였다. 

(3) --字聲之與이 相유字十 ì , -1, 괴， H, 너， 꺼， 피 , 셔， π) ， =11 
二字中聲之與이 相合字四 내， 레， 패，! 떼 

(3)은 i나 y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 결합 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01 러 

한 설명은 i와 y를 분석하여 그 동일성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언식한 연후에 

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는 차자표기에서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뿐 아니라 등운학의 음절 분류 방법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운학에서는 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와 자음으로 끝나는 끝나는 경 

우로 나누고， 자음으로 끝나는 음절은 그 자음의 특성에 따라 /m/, /n/, /u/ 
등의 운미나 /k/, /t/, /p/ 등의 운미로 분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즉 평 
성， 상성， 거성， 업성이 확립된 이래， 운미가 /k/, /t/, /p/언 음절은 업성으 
로， 운미가 /mι /nι /u/인 폐음절은 양성으로， 그리고 모음으로 끝나는 음 

절은 음성으로 분류해 왔던 것이다(문선규: 1987). 그러므로 훈민정음 창제 
자들이 운학의 운미에 해당하는 하향 이중모음 y를 중성에 편입시킨 조치 

는 이 분류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 근거는 성조에 

대한 언급이 「훈민정음」 해례의 중성해나 합자해가 아닌 종성해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다. 

(4) 聲有援急之珠 故平1:去其終聲不類 入聲之f足急 不淸不獨之字 其聲不勳

故用於終郞 宜於平1:去 全淸ìk淸全獨之字 其聲정형劇 故用於終(!.p宜於入

所以 òL 口 02 ð. 六字寫平上去聲之終 而餘皆寫入聲之終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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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성해에 나오는 (4)에서는 òLD02 .6. 등 불청불탁에 속하는 종성들은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되고 그 밖의 모든 전청， 차청， 전탁에 속하는 것 

들은 업성의 종성이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종성자에 대한 이러한 설명 

방식은 등운학의 음절말 자음에 따른 음절분류 방법과 유사할 뿐 아니라， 

음절말 자음을 성조와 관련지어 분류하고 었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의 음절 

분류 방법이 동운학에서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결국 훈민정음의 음절 3분법은 운학의 음절 분 

석의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문자론적인 업장에서 접근하 

여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재정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5) 음절 

~ 
성모 운모 

~ 
개모 운복 운미 11 

난콰--’] 
초성 중성 종성 

즉 하나의 음절을 성모와 운모로 분석하는 성운학에 따라 성모를 초성으로 

하고， 운모를 다시 하위 분류하는 등운학의 개모와 운복을 충성으로， 운미를 

종성으로 수펑적으로 대당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향이중모음의 부음 

y를 등운학에서는 운미에 포함시키는 데에 반해 훈민정음에서는 중성에 포 

함시켰다는 점이 특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N. 15세기 국어의 표기 원칙과 그 변화 양상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우리말의 음절을 음소 단위인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석하고， 각 음소의 기본자를 운학의 조음 위치에 따른 분류 방식에 따라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여기에 반셜음과 반치음이 추가되어 있음)의 

셔열로 나누어 그 기본자를 만들고， 그 기본자에 운학의 조음 방식에 따른 

분류 방식에 따라 가획을 하거나 새로운 모양의 문자를 만들어 초성， 중성， 

종성 에 대당될 수 있게 하였다. 이들 문자소를 만드는 과정은 「훈민정음」 

제자해에 명시되어 있다. 이렇게 한 음절의 초성， 중성， 종성에 대당되는 문 

자소를 만들고 나면 이들 문자소의 운용방식을 어떻게 할 것언가 하는 

11 운미에서 충성으로 이어진 정션은， 운학에서는 운미에 포함시키는 하향이중모 
음의 부음 y를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충성에 편입시킨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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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등장한다. 음절 단위로 모아서 쓸 것언가 아니면 풀어서 쓸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에 대해셔는 「훈민정음」 예의의 연서법과 부셔법， 

「훈민정음」 해례의 합자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음절 단위로 모아쓰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렇게 음소문자를 만들고 나서 음절 단위로 모아 쓰도록 한 조치， 다시 

말해서 음절문자적 성격을 가지게 된 것은 직접적으로 운학의 이론을 바탕 

으로 훈민정음이 창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았을 것이다. 훈민정음의 음 

절 분석 방법이， 음절을 기본 단위로 하여 그 하위의 단위로 분석해 냐가는 

운학의 음절 분석 방법을 문자론적으로 재접근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음 

절의 각 하위단위에 소속되는 문자소들을 기본 단위로 모아서 쓰는 것이 당 

연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절 단위로 모아 쓰도록 한 궁극적인 

이유는 차자표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음절을 분석하는 방법 

론으로 운학의 음절 분석 방법을 택하기는 하였으냐， 한자음을 분석하는 운 

학의 방법론을 채택하게 된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한자로써 국어를 표기한 

차자표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문자소들을 음절 단위로 모아서 쓰도록 하고 냐서 

어절 단위로 소리나는 대로 쓰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여기에서 어절을 

기본 단위로 한 배경은 국어의 첨가어적 인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다. 물론 어휘부를 훈차하고 형태부를 음차함으로써 어절을 중심으로 

표기한 차자표기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차자표기에서 보여준 

그러한 표기 역시 국어의 첨가어적인 특성에 기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첨가어인 우리말의 경우 어휘부와 형태부가 결합하여 문장의 한 구성 

성분으로 기능할 수 았으므로 어절을 단위로 하여 쓰도록 한 이유를 굳이 

차자표기에서 찾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2 

어절은 어휘부와 형태부로 구성된다. 표음문자， 그 가운데 음소문자에서 

어휘부와 형태부가 결합되는 환경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표기 원칙의 문제 

가 대두된다. 음소적 표기와 형태음소척 표기， 분철표기와 연철표기의 문제 

가 그것이다. 전자는 표면 음소의 단계를 표기에 반영할 것인가 형태음소의 

단계를 표기에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후자는 음가없는 。을 초성의 

자리에 배당합으로써 생긴 문제인데， 자음으로 끝나는 어휘부(이하 어간으 

로 통칭할 것엄)의 말음을 어간 말음의 종성으로 표기할 것언가 아니면 모 

음으로 시작하는 형태부(이하 어미로 통칭할 것엄)의 초성으로 표기할 것언 

가의 문제이다. 

음절 단위로 각 문자소를 모아서 쓸 때， 한 어절 내에서 어간의 마지막 

12 우리말과 같은 첨가어인 일본어의 假名어l 있어서도 어철을 중심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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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과 어미의 첫 음절이 결합될 수 있는 유형은 다음의 4가지가 었다. 

(6) 어간 어미 

1) X(C)V + CV(C)y 13 

2) X(C)V + V(C)Y 

3) X(C)VC + CV(C)Y 

4) X(C)VC + V(C)Y 

(6)에서 1)의 유형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는 유형 이다. 2)의 유형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 

는 어미가 결합되는 유형이다. 3)의 유형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자음으 

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이고， 4)의 유형은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이다. 이 가운데 소리대로 적을 

것인가 형태를 밝혀 적을 것인가가 문제되는 유형은 3)과 4) 이다. 

3)은 소리나는 대로 적을 것인가 형태를 고려하여 척을 것인가가 문제되 

는 유형이다. 다시 말해서 음소척 표기를 할 것인가 형태음소적 표기를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 

에서는 표면화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는 「용비어천가」와 「월인 

천강지곡」 이후 개화기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거론되지 않고， 이른바 차청 

자와 전탁자는 각 계열의 전청자(ï ， t:, 님， λ) 로 표기하도록 하여 불청 

볼탁자(ò ， L , .ß, 口) 4자와 함께 총 8자만 종성에 쓸 수 있다는 8종성법 

을따르게 된다. 

4)의 유형은 분철표기와 연철표기가 문제된다. 이 문제는 「월인천강지곡」 

에 서 표변화되고 있다 r월 인천강지곡」에 예 (7)과 같이 연철표기와 분철표 

기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7) 1) 눈헤 (2장)， 은돈을 (6) ， 놈이 (11) 아바님이 (11) ， 어마님이 (17) ， 물 

을 (29) , 붐이 (29) , 보롬애 (30) , 절을(32) ， 글을(35) ， 사 롬 을 (38) , 

험 이 (39) , 살이 (40) , 틴 슐 을 (44), 날애 (52) , 뿔 올 (62), 손 Q 로(66) ， 

넷날애 (88) ， 목숨을(93) ， 여름을(99) ， ?롬애 (107) ， 아둘님이 

(116), 시름이 (123) ， 

2) 담아(4) ， 일홈이시니(17， 32), 남아(54) ， 담 9 샤미 (87) ， 숨엣더시 

니(108) ， 담은(122) 

3) 너기3덩쇼셔 (2장)， 니 4샤올 (5장)， 나샤물(15) ， 아라(27) ， 그우닐 

(28), 생라뇨(28) ， 오샤몽 (29) ， 도라(29) ， 늘구블(29) ， 아딛실써 

13 (6)에셔 C는 자음을， V는 모음을， X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을 선행하는 나머 
지 분절음을， 그리고 Y는 어미의 첫음절을 제외한 나머지 분철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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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냐딩티며 (39) ， 시러보내시니 (62) ， 도라가니 (78) ， 아라(97) ， 

드르시니(107) ， 드려가니 (130) ， 

4) 바다(4) ， 그르세 (4) ， 겨지비(10) ， 자닐샤(19) ， 모득며 (26) ， 무드시 

니(16) ， 소사(29) ， 쁘들(29) ， 바득시니이다(37) ， 바득시고(39) ， 니 

기시니 (58) ， 버서 (78) ， 손토블 (90) ， 니브샤(97) ， 주그니 (135) ， 머 

근(136) ， 

(7)에서 보듯이 14 I월인천강지곡」에 나타나는 분철표기는 불청불탁의 자음 

으로 끝나는 명사냐 용언 어간이 각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와 결 

합할 때에 한정되어 냐타난다. 그런데 체언의 경우에는 이 환경에서 규칙적 

으로 분철표기되고 있으나(예 7.1) , 용언의 경우에는 이 환경에셔도 분철표 

기된 경우(예 7.2)와 연철표기된 경우(예 7.3)가 공존하고 었다. 불청불탁자 

의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는 거의 분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용언의 에간과 

어미의 결합에 있어서는 분철표기된 것과 그렇지 않은 여1 (예 7.4)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15 그러나 이렇게 분철표기가 나타냐기는 하지만 전반적으 

로 연철표기가 지배적이었고， 따라서 (6)의 유형 4)의 환경에 대한 15세기 

국어의 표기 원칙은 연철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자어로 된 체언 어간에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에는 연철표기를 

하지 않고 분철표기를 하였다. 즉 고유어의 경우에는 음소적， 음절적 표기 

원칙에 따라 연철표기를 하고 였으나， 언해문 내에 었는 한자어의 경우에는 

해당 한자어를 한자로 적고 한자음을 정음으로 함께 적고 나서 어미를 표기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한자어를 한자로 적고 그 주음을 적어 주든 그렇게 

하지 않든 한자어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분철표기가 된다. 이것은 훈민정 

음의 한 표기체계 내에 두 가지 상반되는 표기 원칙이 공존하도록 한 결과 

를 초래하게 되었다. 고유어의 경우에는 연철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한자어 

의 경우에는 분철표기를 원칙으로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15세기에 연철표기되던 고유어의 경우에도 15세기 후반경부터 후 

14 (7)의 예에 불청불탁자 &종성은 제외하였다. ò은 정음 창제 후 초기 문헌에 
서는 어중의 초성에도 사용되었으나 얼마 되지 않아 ‘이에， 그에’나 공손법의 ‘ 이二 
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종성으로 사용된다. 이것이 & 이 갖는 특수한 음성척 
요인에 의한 것인지， 유성자음의 분철표기의 일환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나， 다른 유 

성자음과 탈리 15세기 후반의 대부분의 문헌에서 분철표기되어 종성으로 사용된 
다는 점에서 &의 특수한 사정에 기언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는 이익섭(1963， 1991) 참조. 

15 이렇게 「월인천강지곡」에서 분철표기한 예들이 왜 불청불탁자에 한정되는지， 
그리고 불청불탁자 중에도 왜 연철표기된 예들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더 
구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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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올수록 분철표기 쪽으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그 이유는 일차 

적으로 연철표기 내에 잠재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체언이든 용언이든 

관계없이，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든 자음으 

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든 단일한 형태로 보여 주는 데에 비해， 자음으로 끝 

나는 어간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마지막 음절의 받침은 후행하는 어미의 초성의 위치로 자리를 바꾸기 때문 

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며가 오는 경우와 상이한 표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간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더라도，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는 경우 

와 마찬가지로 어간을 고정시켜 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러한 문제는 어간의 말음이 8종성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분철표기를 함으로 

써 해결된다. 그러나 어간의 말음이 8종성 이외의 자음이라면 문제는 좀더 

복잡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W장과 V장에서 다시 다룰 것이다. 

15세기의 연철표기가 분철표기로 넘어가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5세기의 표기체계가 가지고 었던 표기 원칙의 이중성에 

서 찾을 수 있다. 고유어는 연철표기를 하고 한자어는 분철표기를 함으로써 

한 표기체계 내에 상반되는 두 가지 표기 원칙을 공존시키게 되어 표기의 

원칙에 대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 것이다. 기존의 논의(이기문 1978， 안병 

희: 1985)에서도 많이 지적된， 한 표기체계 내에 있어서의 상이한 표기 원 

칙의 공폰은 당연히 하나의 표기 원칙으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 

이었던 바， 그 방향이 분철표기 쪽으로 냐아간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15세기의 보다 일반적인 표기였던 연철표기로 나아가지 않고 왜 분철표 

기 쪽으로 단일화되는 방향을 잡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논 

의한 형태 고정의 문제가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철표기의 

방향으로 단일화되도록 한 좀더 적극적인 이유는 한자어를 한자없이 정음 

으로만 표기하는 예들을 그 이전의 한자를 척을 때의 전통에 따라 분철표기 

한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고유어의 연철표 

기와 한자어의 분철표기를 하도록 한 엄격한 기능 분담에 혼선을 벚도록 한 

그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예가 분철표기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즉 정음으로 

만 적어도 전달에 큰 어려움이 없는 고유어외 같은 한자어를 한자 없이 정 

음으로만 적을 때에 그 이전의 표기 전통에 따라 분철표기하였던 것이다. 

15세기의 일반적인 연철표기에서 보다 특수한 분철표기로 넘어가게 되는 

이유를 고유어와 한자어의 표기 원칙이 다르고， 그러면서도 그 영역을 엄격 

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중간적인 성격의 예들이 분철표기되어 나타나는 

데에서 찾으려는 우리의 논의는， 두 가지 점에서 지지받을 수 있다. 그 하나 

는 분철표기가 한자와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명사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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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15세기의 분철표기는 물론 16세기 전반기의 분철표기도 대부분 명 

사인 것이다. 또한 분철표기의 과정도 명사와 조사부터 이루어지고 이어 명 

사와 지정사의 결합에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동사의 명사형과 어미， 용언 

의 어간과 어미에서 분철표기가 나타나는 것이다(이익섭: 1985). 

또 다른 한 논거는 15세기 후반이나 16세기 초반의 문헌에서 분철표기되 

는 명사들이 한자어를 한자 없이 정음으로만 척은 예들에서 크게 확산된다 

는 점이다. 한자어를 한자 없이 청음으로만 적은 예들이 크게 확산되는 「南

明束繼領誠解J(1482) ， r金剛經三家解J(1482) ， r救急簡易Jj J (1489), r觸譯老

ε大J(16세기 초)， r離譯朴通事J(16세기 초) 등에서 분철표기가 크게 증가 

하며， 또한 그 분철표기의 예가 한자어를 정음으로만 쓴 경우가 상당히 많 

은 것이다. 이와 달리 한자어의 주음은 달지 않고 한자로만 적은 오대산 상 

원사 「細牌J (1464)이나 「社詩짧解J (1481) 등에서는 분철표기가 거의 냐타 

나지 않거나 미미하게 나타날 뿐이다. 

「觸譯老ε大」 이후 16세기 후반의 「小學證解」어l 이르면 체언의 경우에는 

분철표기가 일반화된다 16 용언의 경우에도 분철표기가 점차 확산되어 근대 

국어 시기， 그 중에서도 18세기 경에 이르면 8종성의 범위 내에서는 분철표 

기가 확고한 기반을 가지고 안정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 17 그러나 이러한 

분철표기에는 8종성법이라는 제약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었다. 즉 언제나 8 

종성에 포함되는 받침의 범위 내에서 분철표기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8종성에 포함되지 않는 유기음이나 자음군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는 

경우에는 분철표기의 경향과 관련하여 매우 특야한 문제점을 드러낸다. 그 

한 예로 유기음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는 예를 살펴 봄으로써 8종성 이외의 

받침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간말 유기음은 16세기경의 「번역노결대J， r번역박통사」부터 근대 국어 

의 표기에셔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을 보여준다18 

16 16세기 이래 분철표기의 경향과 그 발달 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익섭 
(1985, 1992)를 참조. 

17 분철표기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이익섭 (1985)에서 16세기에서 19세기에 이 
르기까지 자세하게 고찰하여 설명하고 있다. 

18 종래 이러한 세 유형의 표기는 근대 국어 시기의 표기적 특정으로 간주되었 
다. 그러나 이마 「번역노걸대 J， r번역박통사」에 셰 유형의 표기가 모두 냐타나서 

그 이후의 시기로 이어지므로 근대국어의 표기 유형으로 한정지올 수는 없다. 편 

의상 「번역노결대」 상권에 나오는 예들을 일부 제시한다. 

유형(1): 글이피좋고(3a)， 디피로다(19a)， 겨뒷(28)， 골프고(43b) ， 알프로(59a) 등 

유형 (2): 글업피뭇고(3) ， 앓픽셔， 앓푸로(3b) ， 립피온막대 (19b) ， 끓패라(53) 등 

유형 (3): 립훈 (12a)， 럽히라(18a)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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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二「a 용 활 용 

유형 (1) 겨퇴， 비체， 얄픽， 녀크로 노피， 더프니， 자피다 

유형 (2) 첫퇴，빗체，앓픽，녁크로 높피， 럽프니， 잡피다 

유형 (3) 것희， 벗헤， 앓희， 녁흐로 놈히， 럽흐니， 잡히다 

유형 (1)은 하나의 유기음을 하나의 문자소로 할당한 표기이고， 유형 (2)와 

유형 (3)은 하나의 유기음을 두 개의 문자소로 표기한 경우이다. 유형 (2) 

와 유형 (3)은 하나의 유기음을 두 개의 문자소로 표기하고 었다는 점에서 

는 통얼하지만， (2)는 앞 음절의 종성 위치에 해당 유기음과 통일한 위치에 

서 조음되는 8종성의 무성 평음자를 쓰고 후행 음절의 초성의 위치에 해당 

유기음자를 쓴 데 반해， 유형 (3)은 후행 음절의 초성의 위치에 해당 유기 

음자 대신에 ‘승’을 썼다는 점에셔 다르다. 이러한 셰 가지 유형적인 표기는 

유기음이 국어에서 가지는 나름대로의 음성적， 표기사적 특정에 따른 것이 

라 할 수 있다 19 

위의 세 유형 가운데 유형 (1)은 이전의 전통적 인 표기를 이어 받은 것이 

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형 (2)와 유형 (3) 이다. 

이 두 유형이 유형 (1)과 대비되는 특정은 유형 (1)이 연철표기인데 유형 

(2)와 (3)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두 유형이 나타나는 표 

기사적 이유는 이 시기에 광범위하게 행해지던 분철표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유형은 어간을 고정시키려는 분철표기의 

한 경향으로서 8종성에 벗어나는 어간말 유기음을 8종성법의 제약으로 인 

하여 그대로 분철표기할 수는 없으므로 8종성 내의 무성 자음을 어간 말음 

절에 표기함으로써 어간 형태를 고정시키려 한 것이다. 그리하여 후행하는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든 자음으로 시작하든 고정된 형태를 보여준다. 그 

러나 어마는 고정된 형태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분철표 

기와는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유기음의 표기 외에 ‘섞다(섰다)’와 같이 경음을 어간말 자음으로 

19 01 러한 각 유형의 표기에 대한 음성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국어 폐쇄음이 가지 
는 두 가지 매개변수인 폐쇄지속시간과 VOT (VOiC8 Onset Time)로써 설명이 가능 

하다. 즉 유형 (1)은 폐쇄에서 파열까지 하냐의 격음자로 표기한 것이고， 유형 (2) 

는 폐쇄되고 나서 지속되는 부분을 격음에 선행하는 음절의 받침으로 표기하고 파 
열의 순간부터 성대 진동이 이루어지는 무성의 시간대 (VOT)를 격음자로 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형 (3)은 폐쇄의 순간부터 파열되는 순간까지를 격 

음을 선행하는 음절의 받칭으로 표기하고 파열된 후에 성대 진동이 이루어지는 무 
성의 시간대를 ‘동’으로 표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 
해서는 김주필(1990)을 참조. 내포된 의미는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견해를 곽충구 

(1980) , 홍윤표(1986) ， 오종갑(1986)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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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경우， ‘없다’와 같이 어간말 자음군을 가지는 경우 등도 분철표기의 

경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이렇게 8종성에 포함되지 않은 

자음들은 그 이전의 표기적 관습으로 인하여，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인 배려 

도 받지 못한 상태에셔 다양하게 표기됨으로써 8종성 내에 있는 자음들이 

보여주는 일관된 분철표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이러한 표기 

틀의 문제점은 개화기의 국어학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였다. 따라서 개화기 

의 국어학자들이 정리해야 했던 표기상의 시급한 과제는 이렇게 다양하고 

혼란된 상태로 표류를 거듭하고 였던 8종성 이외의 형태음소를 말음으로 

가지는 어간들의 표기에 대한 것이였다고 할 수 였다. 

V. 주시경의 ‘본음의 이론’과 그 표기사적 의의 

국어 표기사의 전개 과정에서 제371의 획을 긋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의 근간은 주시경에 의해 이루어졌다. 1933년에 조선어학회에서 제정 · 발표 

한 「한글 맞춤법 통일안J(조선어 철자법 통일얀)은 1930년 2월에 공표된 

조선총독부의 「언문철자법? 에서 발전된 결과인데， 이 「언문철자법」의 내용 

은 국문연구소21의 「국문연구 의 정안J (1910)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국문연구 

소의 「의정안」에는 주시경의 案이 많이 반영되었는데， 특히 표기의 원칙과 

관련하여 표기의 형태주의를 지향한 그의 초기 연구 결과가 반영되었다. 그 

러므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근간은 주시경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주시경은 우리의 언어와 문자 생활을 통일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국어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의 초창기의 관심은 주로 새로운 문자체계와 맞 

춤법의 확립에 있었다. 그의 초기 연구의 주된 관심이 “’의 음가냐 어간말 

유기음의 표기에 었었던 것도， 국문으로 간행된 독립신문에 관여하면서 그 

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를 조직한 것도， 그리고 이 신문에 국문론이라는 논 

20 조선총독부에서 내 놓은 첫번째 표기법 통일안은 1912년 4월에 공포된 「보통 
학교용언문철자법」이였으며， 두번째 통일안은 1921년 3월에 공포된 「보통학교용 

언문철자법 대요」이다. 그러므로 이 「언문철자법」은 조선총독부에서 발표한 세번 
째 표기법 통일안이다. 이들 통일안의 발표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익섭 
(1990: 364-369)를 참조. 

21 국문연구소는 국어표기법의 통일을 전답하도록 하기 위해 1907년 學部 안에 
설치되었다. 국문연구소에서는 당시에 시급하게 정리해야 할 표기 대상으로 열 가 

지 항목을 선정한 다음， 이 각 항목에 대하여 연구소 위원 8인(어윤적， 이능화， 주 
시경， 권보상， 송기용， 지석영， 이민응， 윤돈구)에게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제출하 

게 하여 그 내용을 조정 • 정리하여 그 최종 통일안으로 「국문연구 의정안」을 마련 
하였다. 그러나 이를 공포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이기문(1970)과 이익섭 
(199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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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발표한 것도 그의 주된 관심이 문자 생활의 통일에 있었음을 보여준 

다. 그는 國文同式會에서 ‘ CE;;<; 숭효능끼Hλ、 L;;<;2 승’ 동의 받침을 주장했 

다고 한다. 오늘날 남아 있는 주시경의 글에서 이 새로운 받침의 주장이 냐 

타냐는 가장 이른 것은 「大韓國語文法J (1906) 이다. 이 책에는 ‘본음의 이 

론’2이라 할 수 있는， 주시경의 표기법 이론이 간명하게 서술되어 었다(이 
기문: 1980). 

(9) ...... 넉E 효j';;;<;동꺼’이 종성에도 쓰이는 말이 분명히 었고 이 말에 

는 이 자음들이 그 종성에 쓰여야 그 법이 옳을 줄을 알 것이다. 가령 

‘먹어도， 먹으면， 먹고， 먹는’ 등의 ‘먹’은 ‘뺏’자와 같은 것이니 그 종성 

이 자음이요， ‘어도’는 그 뭇이 ‘雖’자와 같고 ‘으면’은 그 뭇이 ‘若’자와 

같으니 다 자음 아래 쓰는 것이요， ‘고’는 그 돗이 ‘而’자와 같고， ‘는’은 

그 돗이 ‘之’자와 같으니 다 자음 아래에 통용하는 것인데 이는 洛에서 

도 이렇게 씀이 옳은 줄 아니， 이를 미루어 이 아래에 열록한 것을 보 

면 어느 것이 그 말의 원체와 본음과 법식에 옳고 그른가 가히 알 것 

이다. 

예) 法 덮어도 덮으면 덮고 덮는 

1ft 더퍼도 더프면 럽고 럽는 
럽허도 럽흐면 럽고 럽는 

럽퍼도 럽프면 럽고 럽는영 

(r大韓國語文法J)

1ft에 배열된 세 가지 유형의 예들은， 16세기경부터 근대 국어 시기에 나타 

나는 어간말 유기음의 세 가지 유형적인 표기들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바람직한 표기 형을 정하는 과정을 설명한 「大韓國語文法」의 내용은， 

(10) 1) 격E 효숭꺼승꺼 등이 종성에 쓰이는 말이 었다. 

2) 격 E 표숭 Z승끼 등도 종성으로 쓰여야 한다. 

3) 그 이유는 어간 ‘먹」과 그 뒤에 결합되는 어미 L어도으면， 

-고는’ 등의 형태와 의미를 추출해 낼 수 있으므로 격 E 효 i 

Z 승끼 등으로 끝나는 말들도 이들 어미와 결합될 때에는 그 

a 주시경 스스로는 ‘본음의 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용어는 이 
기문(1980) 에 따른 것이다 r대한국어문법」에 ‘본음과 임시의 음’에 대한 이론을 

개진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용어로 간주되어 여기에 사용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시경의 「대한국어문법」과 이기문(1980)을 참조. 
영 이 ‘덮어도’의 예에 뒤이어 ‘씻어도， 믿어도， 맡아도， 찢어도， 쫓아도， 좋아도， 
깎아도’ 등의 예틀이 함께 제시하고 있다. 편의상 ‘덮」의 경우만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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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와 의미를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4) 1) 2) 3)을 근거로 할 때， (예)에 제시한 倚의 표기를 버리고， 

法의 항목에 제시된 표기형을 써야 할 것이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1)은 8종성에 벗어나는 받침을 열 

거하고싼 2)에서는 그러한 받침도 종성으로 써야 함으로 말한 것이다. 그 근 

거는 3)에서 제시되고 있다. 즉 어간 ‘먹J과 어미 느어도， 으면고는’ 

등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형태와 의미를 기준으로， 8종성에 벗어나는 받침 

들도 8종성에 포함되는 ‘먹J의 경우와 평행적으로 적용하여 표기하면 된다 

는 것이다. 그렇게 적용하면 8종성에 벗어냐는 유기음 ‘효’을 어간 말음으로 

가지는 ‘덮J이 어미 느어도으면고는’ 등과 통합될 때에도 그 형태와 

의미를 추출하여 표기에 반영하면 ‘덮어도， 덮으면， 덮고， 엎는’이 되어 4)의 

法의 항목에 제시된 표기가 도출된다는 것이다. 즉 4)의 倚의 항목에 제시 

된 전통적으로 써 온 세 가지 유형인 ‘더퍼도， 럽퍼도， 럽허도’가 아니라， 法

의 항목에 제시되는 ‘덮어도’가 바람직한 표기형태라는 것을 4)에서 보여 주 

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한국어문법」의 내용은 8종성법의 제약을 받아 나타나는 다양 

한 표기 유형들을， 8종성법의 범위에서 행해지고 있던 분철표기의 방식에 

따라， 그 어간의 말음， 즉 형태 음소를 어간의 마지막 음절의 종성 위치에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8종성에 벗어나는 ‘표’을 어간의 말음 

으로 가지는 ‘덮」에 어미 느어도으면， 고는’ 등이 결합될 경우， 8종성 

에 포함되어 자연스럽게 분철표기하던 ‘먹어도， 먹으면， 먹고， 먹는’과 같은 

방식으로 어간 말음절의 종성의 위치에 ‘효’을 표기함으로써 어간과 어미의 

형태를 분리하여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청은 ‘덮어도’의 예 다 

음에 제시되는 8종성에 벗어나는 다른 예들에서도 모두 동얼하게 적용된다25 
이러한 주시경의 이론 전개는 그의 형태주의를 지향한 표기 원칙이 근대 국 

어 시기에 거의 확립되어 었던 분철표기에 그 맥이 직접적으로 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어간과 어미를 분리하여 고정된 모습으로 표기하는 

x 사실 여기에 제시한 8종성에 벗어나는 받침툴은 이미 어간과 어미를 분석한 
결과로서 추출된 형태음소들이다. 

25 ‘덮어도’의 예 야하에 제시되는 예 속에 ‘λ’과 ‘E’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의 논 
의에서 ‘8종성에 벗어나는 예들’이라는 설명이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지도 모 

르겠다. 그러나 ‘λ’과 ‘E ’ 받침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필요로 한다. 근대 국어 
시기의 종성은 사실상 8종성이 아니라 7종성이다(김완진 1976， 이익섭: 1990). 극 
히 일부의 예를 제외하면 ‘c’이 ‘人’에 합류되었던 것이다. ‘λ’과 ‘E’이 이러한 특별 
한 사정에 의하여 그 예 속에 포함되었음은 우리가 「대한국어문법」에서 인용한 글 

(예문 9)의 첫번째 줄에 ‘λ’과 ‘E’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에서 알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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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음소적 표기를 주장한 주시경의 ‘본음의 이론’은 8종성 내에서만 행해 

지던 분철표기를 8종성에 벗어나는 받침에까지 확대 • 적용함으로써 이루어 

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시경의 ‘본음의 이론’을 전개함으로써 이른바 형태음소적 표기 

원칙을 확렵하는 데에 도달하였고， 그리하여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근간 

을 형성하였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근대 국어 시기에 8종성의 범위 내에 

서만 이루어지던 분철표기를 8종성에 벗어나는 받침들에까지 확대 • 적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온당한 주장얼 것이다현 이러한 관점에서 본음의 이론 
의 표기사적 의의는 전통적인 8종성을 폐기하고 근대 국어 시기에 8종성의 

법위 내에서 확령되어 있던 분철표기를 8종성에 벗어나는 받침에까지 확대 •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15세기의 일부 문현에 나타나는 형태음소적 표기 예와 피상 

적으로 비교하면， 주시경의 이론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의 형태주의 표기로 돌아간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른 

다. 그러냐 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16세기를 거치면서 

근대 국어 시기에 확립되다시피 한 분철표기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시경이 실제로 접한 19세기 후반이나 20세기 초반의 표기 자료는 근대 

국어 시기에서 물려 받은 표기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주시경의 ‘본음의 이 

론’은 근대 국어 표기에서 물려 받은 개화기의 표기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 

어진 것이므로 15세기의 일부 문헌에 나오는 형태음소적 표기와는 직접적 

으로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였다. 주시경은 8종성법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분철표기에 표기사척 의미를 부여하고 다양하게 혼란된 표기를 보여주던 8 

종성 이외의 받침에까지 분철표기의 방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 

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와 통일한 접근 태도로 주시경의 ‘본음의 이론’이 15세기의 표기 원칙 

과의 대바로 전통적 표기와의 단절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양자의 표 

기 원칙만을 비교하면 15세기의 음소적 표기 원칙과 본음의 이론을 바탕으 

로 하는 형태음소적 표기 원칙은 상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5세기와 

26 01 익섭 (1985: 33-34)에도 “ ...... 이 시기[근대 국어 시기: 필자 주]의 표기법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표기법이 많은 변에서 19세기까지 

이어져 온 원리를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며 이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라고 
그 인식을 바꾸어야 하리라고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여 우리의 논의와 유사한 지 
척을 하고 었다. 그러나 표기사의 역사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통일한 내용을 재 

정리한 이익섭 (1992)의 6창 ‘분철표기의 발달’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다른 
지연을 할애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이러한 논의와 

어떤 점에서 차이를 가지는지 아니면 책의 체재상의 문제로 뺀 것인지 알 수가 없 
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는 여기에 영향받은 바 크다. 



國語 表記史에 있어 서 歷씻‘뾰의 ;신識 419 

19， 20세기 교체기 사이에는 수백년의 시간적인 격차가 있고 그 사이에 놓인 

시간대에서 전개되는 국어 표기사는， 상반되는 두 표기 원칙의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점차 점차 이동해 온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셔 

주시경의 ‘본음의 이론’은 그 이전의 근 수백년간 점진척으로 변화해 온 국 

어 표기사의 전개 과정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었는 것으로표과랴활것이다. 
그런데 이기문(1980) 에셔 자세히 지척되었듯이 「대한국어문법」에서 보여 

주는 엄격한 형태음소적 표기는 「말의 소리J(1914)에셔 상당히 후퇴하게 

된다 r말의 소리」에서는 8종성에 벗어냐는 형태읍소를 말음으로 가지는 예 

들에서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하였음을 보여주는데， 그 한 예를 들면 ‘높 

으면， 놈고’의 몸을 결정하는 세 가지 방안 1) 모음 앞에서는 ‘높’ 자음 앞에 

서는 ‘놈’으로 잡는 방안， 2) ‘높’ 한 가지로만 잡고 ‘놈고’의 경우도 ‘높고’로 

보면 ‘쿄’ 속의 ‘동’이 말의 익음으로 나지 않는다고 보는 방안， 3) ‘으면’이 

때로 ‘흐변’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쿄’과 ‘H ’을 두루 쓴다고 할 것 없이 언 

제든지 ‘닙’이라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이기문 1980). 이러 

한 후퇴 역시 표기사적 전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시경 자신 

의 독자척인 방법론에 따라 설정한 표기 원칙이 관습적으로 표기되어 온 다 

양한 유형의 표기들로 인하여 다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의 소리」에서의 후퇴와 관련하여 「대한국어문법」에셔 보여 주 

는 형태음소적 표기 원칙의 얼관성은 뛰어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 

다 r말의 소리」에서는 ‘높’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경우에는 

형태음소를 표기에 반영하였지만， 자음이 오는 경우는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으나(이기문 1980) ， r대한국어문법」에서는 어느 환경에서나 일 

관되게 ‘높J으로 잡음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대한 

국어문법」에서 보여주는 어간과 어미에 대한 형태소 분석 방법의 체계성에 

기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r대한국어문법」에서 언용한 예 (9)와 (10)에서 알 

수 있듯이 어간과 어미를 분석하는 방법이 형태와 의미를 기준으로 하고 있 

어 매우 과학적언 것이다. F. D. Saussure의 시니피앙(sigr꾀fi밍lt)과 시니피에 

(signifié) , 또는 A. Martinet의 이중분절을 연상시키는 과학적인 방법론을 

마련함으로써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를 추출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본음의 

이론’을 확렵하여 현대 정서법의 근간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언다. 

형태와 의미를 기준으로 한， 이러한 식별 방법은 위의 인용문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분철표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형태음소론적인 교체현상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주시 

경의 분석적인 학문의 태도(이병근(1985))도 이해할 수 였게 된다. 국어 표 

기사에서 연철표기와 분철표기， 음소적 표기와 형태음소적 표기가 문제되는 

것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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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가 통합되는 환경에서였으므로 그의 논의가 형태소 경계에서 이루어지 

는 다양한 형태음소론적인 교체현상을 중심으로 전개된 것은 당연한 귀결 

이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맞춤법에셔의 관심이 형태음소론적인 교체현상 

중에서도 8종성에 벗어냐는 자음들에 대한 표기에 대한 문제였으므로 그러 

한 자음들이 음운론적 환경에 따른 다양한 음운현상들을 관찰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읍운론적인 기본 단위들을 찾아내어 그 요소들 각각에 

원소의 가치를 부여한 다음 그 원소들의 합성에 대하여 논의하였기 때문에 

그의 분석적인 학문태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그의 분석적인 학문 태도는 형태소 경계를 중심으로 한 표기를 바 

탕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형태론적인 단위들에 대한 언식이 없었다면 이루 

어지기 어려운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씨’ 또는 ‘늦씨’와 같은 형태론적인 

단위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러한 학문 태도의 연장선 위에 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서구나 일본의 문법 모형의 영향을 받아 품사론 

중심의 형태론척 논의를 전개하게 되어， 문법론적언 제반 현상들을 기술하 

려는 데로 나아가게 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주시경은 

국어학의 전반적 인 틀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다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결국 주시경이 표기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근대 국어학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국어학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배경도 국어 표기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였다. 

VI. 마무리 

이상에서 우리는 국어 표기사의 전개 과정을 역사적인 연속성을 중시하 

는 업창에서 검토하였다.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 

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차자표기법의 특정과 그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과정 

에서 표음문자가 창제될 수 있는 배경이 차자표기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 

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음절의 종류가 많은 국어는， 음절문자의 단계로 국어 

를 표기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여， 차자표기에서 행하던 음절을 하위의 구 

성 요소로 분석하여 국어의 음절구조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음절을 분석하는 채계적인 방법론을 갖 

지 못하여 음절 이하의 단계의 문자체계로 발전시키는 데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간주하였다. 

m장에서는 차자표기의 바탕 위에서 체계적인 운학의 음절 분석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훈민정음이라는 음소문자가 창제될 수 있었음을 논의하였다. 

즉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운학의 계충적인 음절 분석 방법， 즉 하나의 음절 

을 성모와 운모로 2분하고 나서 다시 운모를 개모， 운복， 운미로 3분하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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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운학의 계충적인 4분법을 문자론적인 입장에서 수평적으로， 초성， 중성， 

종성으로 3분하여 재정립함으로써 독창적언 음소문자를 창제해 낼 수 있였 

던 것으로 간주하였다. 

W장에서는 15세기 국어의 표기 원칙과 그 변화 양상에 대하여 살펴 보았 

다. 음소적 표기와 형태음소적 표기， 연철표기와 분철표기가 문제되는 형태 

소들의 결합 환경을 검토하고， 표기사의 흐름과 관련하여 연철표기에서 분철 

표기로 념어가게 되는 이유와 그 변화 양상을 중점적으로 살펴 보았다. 연철 

표기에서 분철표기로 넘어가는 이유는 15세기의 일반적언 연철표기 내에 이 

미 잠재되어 있였던 것으로 보았으나 보다 직접적언 이유로 한자는 분철표 

기를， 고유어는 연철표기를 함으로써 한 표기체계 내에 상반되는 두 가지 

원칙이 공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고유어는 연철표 

기를 하고 한자어는 분철표기를 한 결과， 한자어를 정음으로 표기하는 예들 

이 많아지면서 분철표기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18세기가 

되면서 체언이냐 용언을 가렬 것 없이 분철표기되는 8종성 내의 받침과 달 

리， 8종성 외의 받침인 경우에는 8종성법으로 언하여 분철표기의 그룹에 소 

속되지 못한 채， 다양하고 혼란된 표기를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주시경의 ‘본음의 이론’에 대한 표기사적 배경과 의의를 검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8종성을 폐기하고 형태주의의 표기를 확립하게 

되는 주시경의 본음의 이론이 r대한국어문법」의 내용을 통하여 8종성 내에 

셔 적용되던 분철표기를 8종성 이외의 받침에까지 확대 · 적용함으로써 이 

루어진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8종성 이내의 받침에만 이루어지던 분철표기 

방식을 8종성 이외의 받침에까지 평행적으로 적용하여， 어간과 어미의 형태 

를 고정시킴으로써 형태음소적 표기 원칙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이해 

되었다. 

이상에서 국어 표기사의 각 단계를 그 이전의 표기사적 사실이나 그 당시 

의 표기 현실과 함께 검토해 본 결과， 국어 표기사에서도 역사성이 강조될 

펼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어 표기사에셔 역사적인 연속 

성을 포착해야 그 전개 과정을 정당하게 이해하는 것이라는 우리의 논의가， 

기존의 논의 결과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지적될 펼요가 있다. 표 

기사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우리의 언어 내적 접근을 통하여 국어의 표기사 

를 담당해 왔던 언중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션 

조들이 끊임 없이 노력해 온 소중한 흔적들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제 1기와 제2기， 제2기와 제3기의 획을 긋도록 한 세종대왕과 주시경 

의 업적은 결코 과소평가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종대왕과 주시경 

은 그들이 생존했던 시기나 그 이전의 시기에서 드러나는 표기상의 문제점 

들을 잘 포착하여 정리하고， 그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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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국어 표기사의 흐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끈 인물들이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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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Historical Continuity in the Course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Writing System 

Joo-Phil Kim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éxamine whether the course of the devel

opment of Korean writing system has a historical continuity or not. 

In the chapter II , 1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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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writing system (Chaja Phyogi: a writing system based on bor

rowed characters). 1 demonstrated that the background in which the 

alphbetic writing system. In the chapter III 1 argued Chinese phonology on 

the basis of the Sino-Korean writing system. In the chapter N 1 examined 

the principle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in the 15th century and the his

torical development of the Korean writing system from 15th century to 

19th century. On the basis of these discussion, 1 finally proved that the 

background of the present Korean writing system which have reflected the 

theory of morphophonology on the orthography had been already formed in 

the writing system of modern Korean from 16th century to 19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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