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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어 표기 한자음 형성 자질과 그 어휘 연구*1)

최 남희

―차례―

1. 머리말             3. 고구려 지명 자료
2. 자료의 성격과 4. 자료 분석 결과
  표기 연대 5. 맺음말

〈벼리〉

고구려어 표기 자료인 삼국사기  권37의 복수 표기 지명 자료 97개 
중 1, 2, 3차에 걸쳐 45개의 지명에 쓰인 고구려한자음의 형성 기층, 과
정, 배경과 어휘에 대한 검토 결과에 이어, 4차로 15개의 지명 자료를 검
토 분석하여, 고구려한자음 형성 자질과 어휘에 대한 검토를 하 다.
15개의 지명 표기 자료의 분석 결과, 음차자 31자 중,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으로 추정되는 자는 28자(90%)이며, 중고음 기층의 고구
려한자음으로 추정되는 자의 수는 3자(10%)이며, 상고 자음 운미가 반
된 자는 한 자도 없으며, 24개의 어휘 중 신라어나 백제어 또는 중
세어와 관련이 있는 어휘 수는 16개(67%)이며, 순수한 고구려의 방언으
로 추정되는 어휘 수는 8개(33% *표) 다.
이상의 결과에서, 고구려어 표기 자료인 삼국사기  권37의 지명 표기

에 사용된 고구려한자음은 상고 한자음을 기층으로 형성되기는 하 으나, 
상고 자음 운미가 반 된 자가 한 자도 없는 점으로 보아, 5, 6세기 
경의 후기 상고음과 중고음 초기의 한자음이 고구려 지명 표기 한자음으
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권34의 신라 지명 표기에 쓰인 
신라한자음 형성보다 더 후기에 형성되었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고구려어와 신라어나 백제어 또는 중세어와 관련이 있는 어휘와는 

약 33%의 방언 차이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1차와 2차와 3차의 45개 
어휘에서 약 31%의 차이와 유사하므로, 역시 세 나라의 언어는 단일어
음이 여기서도 분명하다.

주제어: 고구려어, 고구려한자음, 상고음, 중고음, 성모, 운모, 재구음, 자
음 운미, 고구려 지명.

* 이 논문은 동의대학교 2003년도 자체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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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고구려어 표기 자료의 중심은 삼국사기  권 35와 37이다. 권

35의 기록은 통일신라 이후 경덕왕 16년(757년)에 옛 고구려 지

역의 모든 군현의 이름을 한문식으로 고친 것이고, 이에 비하여 

권37의 고구려 지명 부분은 동일 지명을 ‘一云․或云․一作’의 

형식으로 이중 또는 삼중으로 복수 표기를 하 다. 따라서 권35

가 신라지의 일부로 기록한 한문식 개명 기록이라면, 권37은 비

록 분량은 적더라도 고구려의 실제 지명을 고구려의 여러 자료

들을 모아, 고구려 멸망 전인 667년 이전에 기록된 실질적인 고

구려지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중심 대상은 권37이다. 

고대국어 시절 우리말 표기 수단은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것이었다. 고구려어의 지명 자료 표기 한자음이 언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고, 그 다음에 어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래서 권37 자료의 표기 연대와 자료

의 성격에 대한 검토를 다음 단락에서 별도로 하고자 한다.

중국어 음운 체계를 반 한 한자와 우리말은 언어 체계와 음

운 구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 전래된 한자의 음

은 자연적으로 우리말의 언어 체계와 음운 구조에 맞추어 새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말의 언어 체계와 음운 구조

에 맞추어 형성된 한자의 음을 한국한자음이라 한다1).

1) 통틀어 ‘한국한자음’이라 하지만, 쓴이는 더 세분하여 ‘신라한자음’, 

‘고구려한자음’, 백제한자음‘으로 나누고, 이 고구려한자음을 ‘상고음 기

층의 고구려한자음’과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으로 구분하고자 한

다. 그리고 각 기층에 의하여 형성되어 전승된 조선시대의 한자음을 

‘조선한자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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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와 중국간의 역사적 관계와 문화적 접촉의 역사를 바탕

으로 추정한, 한국한자음의 형성은 전한(前漢)과 위(魏), 진(晋) 시

대의 상고음과 강남 지역의 송(宋)․제(齊)․양(梁)․진(陳) 등의 

남조음과 수‧당의 절운계 중고음을 기층으로 한 3단계 한국한

자음 형성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2). 

신라한자음 형성 기층과 상고 자음 운미 반  여부를 밝혀, 

신라한자음을 추정한 방법에 따라, 고구려한자음 형성 기층과 상

고 자음 운미 반  여부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한자음 

형성 자질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각 기층 한자음의 성모․운부(운모) 재구

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기준으로 정한 기층

음에 따라 고대국어3) 음운 체계에 의한 고구려한자음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상고한자음의 성모 체계의 수립은 중고음 성모를 기반

으로 회고적 방법에 의한 시대적 차이를 소급하여 수립하는 수

밖에 없다. 여러 학자들의 체계가 다양하여 약간의 차이를 나타

내고 있다. 여기서는 왕 력(王力)의 한어사고(漢語史稿) (1957：

65)의 견해를 반 하여 수립한 곽 석량(郭錫良)의 한자고음수책

(漢字古音手冊) 에 제시된 성모 체계를 기준으로 삼고, 왕 력의 

한어음운(漢語音韻) 에 제시된 ‘상고 성모표’를 참고 자료로 삼

았다. 동 동화(董同龢), 칼그렌(B. Karlgren), 주 법고(周法高), 곽 

석량, 이 진화(李珍華)주 장즙(周長楫)의 재구음을 참고하여, 고

대국어의 자음 체계에 따라 고구려한자음의 성모를 추정하 다.

상고한자음의 운부는 왕 력의 한어음운 (1980：138)에 제시된 

2) 최 남희(1998ㄱ. ㄴ)를 참고할 것.

3) 여기서 고대국어란 신라․고구려․백제의 언어가 단일하 다는 전제 

아래 쓴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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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분 십일류 이십구부’로 된 ‘상고 운부표’4)를 기본 자료로 삼고, 

진 신웅(陳新雄)의 고음학발미(古音學發微) , 동 동화의 상고음

운표고(上古音韻表稿) , 이 신괴(李新魁)의 중국성운학 개론(中國

聲韻學槪論) , 이 방계의 상고음 연구(上古音硏究)  등에 나타난 

운부를 참고 자료로 삼았다.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여

기서는 왕 력의 운부 체계를 기준으로 하고 동 동화, 칼그렌, 

주 법고, 곽 석량, 이 진화주 장즙의 재구음을 참고하여, 고대

국어의 모음 체계에 따라 고구려한자음의 운모를 추정하 다.

한편 상고한자음 체계 중 입성의 정체성에 대한 견해가 청나

라 때부터 제기되기 시작하여 1928년 발터 시몬(Walter Simon 

西門華德)에 의하여 상고 입성 운미는 -g, -d와 같은 유성 내파

음이었으리라는 가설5)이 제기된 이후, 칼그렌․동 동화․후지

도(藤堂 明保) 등에 의하여 -g, -d, -r 운미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6). 즉 시경  시의 압운이나 형성자와의 관계에서 중고

음 -k 운미와 상고운의 ‘之幽宵侯魚佳’ 부의 음성자와 압운 되

거나 해성7)이 되고, -t 운미의 입성자들은 상고운의 ‘祭微脂’ 부

의 음성자와 압운 되거나 해성이 되는 사실을 종합 귀납한 것

이다.

그러나 왕 력을 중심으로 한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상고 자

음 운미의 존재를 부정하 다. 칼그렌의 운미 자음 -g와 -r의 

4) 이 표에는 추정한 음가도 있으며, 기본적으로는 한어사고 를 참조하

고, 다만 ‘魚’ 부와 ‘歌’ 부의 음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5) Zur Reconstruktion der Altchinesischen Endkonsonanten. (Berlin und 

Leipzig 1928, 1929)

6) Karlgren(1985：134∼145) 및 동 동화(1979：269∼274) 및 후지도(藤堂 

明保 1985：277∼283) 참고.

7) ‘諧聲’ 또는 ‘形聲’이라 하는데, 형부(義符)와 성부(音符)로 분석되는 합

체자의 조음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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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음을 일종의 형식주의에서 비롯된 착오라고 비판하 다8).

이러한 대립된 양론에도 불구하고, ‘중고음의 음성운에 속한 

자들이 상고 운부 체계에서는 전부 또는 일부에서 자음 운미

가 존재하 던 것이 후기의 변화 과정에서 점차 탈락하거나 다

른 모음으로 변하 으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이 돈주：1995). 

이러한 견해 위에 신라 인명과 지명 표기에서 상고 자음 운미

의 실현 여부를 검증한 결과9), 500년대까지의 고대국어 표기 

한자음에 상고 자음 운미가 반 되었음을 확인하 고, 상고 자

음 운미가 분명히 반 된 자와 반 되지 않은 자의 수가 

서로 비슷한 점으로 보아, 중국 상고 후기의 변화 과정에서 점

차 탈락하는 시기의 상고음이 신라 초기에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구려 지명 자료에서도 상고 자음 운미의 반  여

부를 확인하여, 상고 어느 시기의 한자음이 그 기층을 이루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형성 여부를 확인

하여, 이를 어휘 연구와 연계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구려

의 존속 기간이 서기 전 3세기∼668년까지 약 900년 정도로 보

기 때문에 절운(切韻) (601. 육법언)계 운서에 반 된 반절을 분

석 귀납 추정한 중고음 즉, 주로 수‧당 중심의 한자음을 기층으

로 한 고구려한자음이 형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여기서 인용한 중고음은 한어사고(漢語史稿) 와 한어음운(漢

語音韻) 에 의거 편찬한 한자고음수책(漢字古音手冊) 을 중심으로, 

8) 왕 력(1957：64) ｢高本漢拘泥於諧聲偏旁相通的痕迹 於是把之幽宵支四

部的全部和魚部的一半都擬成入聲韻(收-g), 又把脂微兩部和歌部的一
部分擬爲收 -r 的韻, ……只要以常識判斷, 就能知道高本漢的錯誤, 這種
推斷完全是一種形式主義｣

9) 최 남희(1999ㄴ), 269∼291쪽 참고.



한  262 (2003. 12.)

10

칼그렌, 주 법고, 이 진화․주 장즙의 재구음을 기준으로 삼고, 

후지도(藤堂 明保), 이 신괴 등의 재구음을 보조 자료로 삼아, 중

고음 기층에 의한 고구려한자음 형성 여부를 추정하고자 한다. 

(여러 학자들의 재구 상고음과 중고음 자료는 지면 관계로 줄인다.)

2. 자료의 성격과 표기 연대

삼국사기  권37의 내용을 세 히 검토해 보면, 같은 지명 음

을 달리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82개의 지명과 같은 지명을 다

른 이름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이는 15개의 지명이 있다10). 고구

려어 표기 한자음의 형성 자질과 그 어휘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는 같은 지명 음을 달리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 82개

가 검토 대상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그 가운데 실제로 해독이 

가능한 지명은 66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13개의 지명에 대한 해

독은 앞으로의 연구 대상이다.

한 편의 논문에서 66개 지명 전부를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

므로 몇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 다. 쓴이는 1차(한  249. 2000. 

9. 30.), 2차(한  254. 2001. 12. 30.), 3차(한  258. 2002. 12. 30.)에 

걸쳐 45개 지명을 검토하 다. 이제 4차로 15개 지명에 대한 검

토를 하고자 한다. 먼저 삼국사기  권37의 기록을 중심으로 그 

표기 연대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總章 二年二月 前司空兼太子太師英國公 李勣 等奏稱 奉勑 

高麗 諸城堪置都督府及州郡者 宜共 男生 商量准擬奏聞 件狀如

10) 박 병채, ｢고대 삼국의 지명 어휘고｣(백산학보, 1968. 12.)에서는 동명

동칭 표기를 81개, 동명이칭 표기를 16개로 분류하 다. 분류 내용에

서도 쓴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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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勑 依奏 其州郡應須隷屬 宜委 遼東道安撫使兼右相 劉仁軌 

遂便穩分割 仍摠隷安東都護府”

(총장 2년 2월 전 사공 겸 태자태사 국공 이적 등이 을 

올려 말하기를 “칙령을 받들고 고려의 여러 성에 도독부 및 

주군을 설치하는 일은 의당 남생(연 개소문의 아들)과 같이 헤

아려 의논하여 안건을 앞의 내용과 같이 아룁니다.”라 하 다. 

회답하는 칙서에 이르기를 “그 주군은 마땅히 (당나라에) 예

속시켜야 하므로, 요동도 안무사 겸 우상 유 인궤에게 위임하

라”고 하 다. 이에 드디어 분할하여 모두 안동도호부에 예속

시켰다.)

(나) 鴨淥水以北 未降十一城 北扶餘城州 本助利非西……安市城 

舊安寸忽 或云 丸都城

鴨淥水以北 已降城十一 椋嵓城……橴木城

鴨淥江以北 逃城七 城 本乃勿忽……犁山城 本加尸達忽

鴨淥以北 打得城三 穴城 本甲忽……似城 本召尸忽

(압록수 이북 항복 아니한 11성……, 압록수 이북 항복한 11

성……, 압록수 이북 성주 도주한 7성……, 압록수 이북 쳐서 

얻은 3성……)

위의 (가) 내용에서, 고구려 멸망 다음 해, 총장 2년(669년)에 

이적이 칙명에 의하여 고구려의 항장 남생과 더불어 고구려의 

역을 도독부와 주군으로 나누어, 구체적인 집행을 평양의 유 

인궤에게 위임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권37의 복수 표기 고구려 

지명의 표기 한자는 늦어도 669년 이전의 것이다. 그러나 구전

하던 지명을 669년 당시에 기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미 

기록되어 전하던 자료를 정리하 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 

항의 압록강 이북에 항복하지 아니한 11개 성, 항복한 11개 성, 

성주 도망간 7개 성, 쳐서 얻은 3개 성 등의 내용은 고구려 멸

망 이전의 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본다11). 그러므로 ‘목록’의 기

11) 이 부분의 시기에 대한 내용은, 이 태돈, ｢고구려사 연구｣(19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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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은 667년 2월에서 9월 사이 당군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역

사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이 ‘목록’이 동맹국인 신라에 전해진 

것은 공동 작전의 정보 교환 차원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라 

조정에 남아 있던, 이 자료가 삼국사기  편찬자에게 전해졌다

고 추정한다.

‘一云․或云․一作’ 등 세주의 지명 표기도 당시의 ‘목록’에 

함께 기록된 내용인지, 아니면 삼국사기  편찬자가 다른 수단

에 의하여 취득한 자료들을 ‘목록’과 대응 표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세주의 표기가 더 오래된 기록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후자일 가능성이 많다. 삼국사기  곳곳에 나타나

는 ‘古記云’의 구체적인 자료명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매우 아

쉽다. 이상에서 667년 이전 어느 시기인가를 추정하는 작업은, 

복수 표기의 대응을 통한 한자음 형성의 자질을 추정하는 국어

학 연구자의 몫이다.

3. 고구려 지명 자료

3.1. 猪足縣 一云 烏(鳥)斯廻

3.1.1. 猪：烏(鳥)斯

｢猪｣는 훈독자 ‘돼지’의 뜻이고, ｢烏斯｣는 음차자로 ‘돼지’의 

고구려어이다. 우선 삼국사기  권37에 기록된 ｢猪｣와 대응하는 

고구려 지명부터 살펴본다.

․猪足縣 一云 烏斯廻

2∼242)를 참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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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猪䢘穴縣 一云 烏斯押

․猪闌峴縣 一云 烏生波衣 一云 猪守

이상이 복수 표기에 의한 분명한 대응으로 ｢猪｣는 ｢烏斯｣ 또는 

｢烏生｣으로 기록되었다. 이는 같은 소릿값의 표기로 생각한다.

또 사기 35에 기록된 ｢猪｣나 ｢烏斯｣와 관련된 지명은 다음과 

같다. 

․山郡 本高句麗 烏斯含達 景德王改名 今因之

․狶嶺縣 本高句麗 猪守峴縣 景德王改名 今未詳

․豢猳縣 本高句麗 猪䢘穴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狶蹄縣 本高句麗 猪足縣 景德王改名 今麟蹄縣

이상의 기록은 경덕왕이 고친 지명으로 원래의 지명과 관련

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 ｢猪｣와 ｢狶｣

와 ｢猳｣는 모두 ‘돼지’의 뜻이니 관련이 있으나, ｢烏斯含｣과 ｢｣

는 관련이 있는지 분명하지 못하다. 다만 길략어의 ｢osk ‘兎’｣와 

일본어의 ｢usagi ‘兎’｣와 유사 어휘로 지목되었다(이 기문 1991：

329).

사기 35에는 ｢猪｣와 대응하는 ｢烏斯｣나 ｢烏生｣은 쓰이지 않았

다. ｢猪｣와 같은 훈의 ｢狶｣와 ｢猳｣만 쓰 다. 다만 ｢｣와 ｢烏斯

含｣만 대응한다.

우선 ｢烏斯｣의 소릿값을 추정한다. ｢烏｣의 상고음은 ｢影魚｣로 

성모 影/ø-/은 ｢0｣로 반 되고, 운부 魚/-a/는 /-âɡ, -o, -aɣ, -

ɑ, -a/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a-는 ｢ㅏ(a)｣로 반 되므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아(a)｣로 추정한다.

중고음은 ｢影模｣로 遇섭의 합구 1등 평성에 속한다. 성모 影 

/ʔ-/은 ｢0｣로 반 되고, 운모 模/-u/는 /-uo, -uo, -u, -u/ 등으

로 재구하 다. 핵모 -u는 ｢오(u)｣로 반 되므로 중고음 기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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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한자음은 ｢오(u)｣로 추정한다.

․烏…｢아(a)｣(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斯｣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소릿값을 ｢獐項口縣 一云 

古斯也忽次｣ 항에서 ｢(sɐ)｣로 추정하 다(최 남희 2000：109).

｢烏斯｣은 결국 ｢아(asɐ)｣가 되므로 ｢猪｣의 고구려어를 ｢아

｣로 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우리말 어디에도 ｢猪

=아｣의 반 이 없다. 그래서 ｢烏｣를 ｢鳥｣의 오기로 생각하는 

견해12)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고려 때 간행한 향

약구급방 에 ｢橡實：猪矣栗｣, ｢蝟皮：高參猪｣ 등이 있는데, 이는 

‘도톨밤’을 ｢도밤｣으로, ‘고슴도치’를 ｢고돝｣으로 표기한 것

이다. 즉 고려 때에도 ｢猪｣를 ｢돋｣ 또는 ｢돝｣으로 표기한 것으

로 보아, 고대국어 시절에도 이와 비슷한 어휘가 쓰 을 가능성

이 있기 때문이다. ｢鳥｣의 소릿값을 추정해 보자.

｢鳥｣의 상고음은 ｢端幽｣로 성모 端/t-/는 ｢ㄷ(t)｣로 반 되고, 

운부 幽/-əu/는 /-ioɡ, -iôɡ, -eəw, iəu, -iu/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ə-는 운미음 -u와 결부되어 ｢오(u)｣로 반 되므로, 상고

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도(tu)｣로 추정한다. 

중고음은 ｢端篠｣로 效섭의 개구 4등 상성에 속한다. 성모 端

/t-/는 ｢ㄷ(t)｣로 반 되고, 운모 篠/-ieu/는 /-ieu, -iɛu, -ieu, 

-ieu/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e-는 운미음 -u와 결부되어 ｢오

(u)｣로 실현되고, 여기에 개모 -i-가 결합되어,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됴(tiu)｣로 반 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鳥…｢도(tu)｣(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12) 류 렬(1983：28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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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烏｣를 ｢鳥｣의 오기로 보면 ｢鳥斯｣는 ｢도(tu-sɐ)｣가 된다. 

즉 ‘猪’의 고구려어를 ｢도｣로 생각할 수 있다. 고대국어 시절

부터 발생한 폐음절화 현상에 의하여 어말모음이 탈락하면, 끝

소리 ｢ㅅ｣은 ｢ㄷ｣에 중화되어 고려 때 이미 ｢돋｣이 쓰인 것으로 

추정한다. 

국어음운사적 견지에서 보면 아주 합당하나, 세 곳의 지명 표

기를 모두 오기로 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

3.1.2. 足：廻

｢足｣은 훈독자 ｢다리｣로 읽는다. ｢足｣은 “사람이나 동물의 ｢下

肢｣” 또는 “股․脛 및 踝 이하의 총칭”이라 하 다(모로바시 10 

：896). 그러므로 ｢다리｣에 상응한다.

｢廻｣는 훈차자 ｢돌-｣로 읽고, 그 어간의 개음절 ｢turV｣와 ｢다

리｣는 유사음 표기로 본다.

결국 ｢猪足縣 一云 烏(鳥)斯廻｣는 ｢도-다리｣로 읽는다.

3.2. 王岐縣 一云 皆次丁

3.2.1. 王：皆次

｢王｣은 훈독자, ｢皆次｣는 음차자로 읽는다. ｢皆次｣의 음이 곧 

｢王｣의 훈이다. 즉 고구려어의 ｢王｣을 ｢皆次｣라고 발음하 다는 

뜻이다. ｢皆次｣의 소릿값을 추정해 보자.

｢王逢縣 一云 皆伯｣ 항에서 ｢皆｣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

음을 ｢그(kə̣)｣로 추정하 다(최 남희 2000：118). 그리고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kɐi)｣로 추정하 다. 여기서는 ｢그(k

ə̣)｣로 읽는다.

｢次｣의 소릿값을 ｢獐項口縣 一云 古斯也忽次｣ 항에서 상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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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cɐ)｣로 추정하 다(최 남희 2000：113). 

그리고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당연히 ｢지(ci)｣로 반

되어야 한다. 그러나 조선조한자음에서 ｢｣로 실현된 것은 상

고음 기층에 의한 ｢(cɐ)｣가 조선조한자음에까지 계승된 것으

로 추정하 다.

그러나 ｢獐項口縣 一云 古斯也忽次｣ 항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우리말에서 ｢ㅈ｣과 ｢ㅅ｣ 중에서 무엇으로 반 되었

을 지가 문제이다. 즉 삼국시대 초기의 우리말에 구개음 ｢ㅈ｣의 

존재에 확신이 서지 않는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에 반

된 지명 표기의 용례로 보아, 고대국어에는 기(氣)에 의한 상관 

대립이나 후두 근육의 켕김에 의한 상관 대립은 존재하지 않는

다(최 남희 1996：53). 따라서 ｢ㅊ｣과 ｢ㅉ｣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

러나 ｢ㅈ｣의 존재는 확실하다. 그런데 ｢分嵯郡 一云夫沙｣(사기 

지리 4)에서 ｢嵯：沙｣의 대응은 ｢ㅈ｣의 존제를 의심하게 한다. 

｢嵯｣의 성모는 상고음이나 중고음이 모두 從/dz‘-/이니 ｢ㅈ｣으

로 반 될 자이고, ｢沙｣는 山/ʃ-/모 이니 ｢ㅅ｣으로 반 될 

자이다. 이 두 자가 음 대응이 된 것은 상고음 기층의 신라한자

음 형성 시기에는 ｢ㅈ｣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에서도 ｢次｣의 첫소리가 ｢ㅅ｣일 가

능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만약 고대국어 시절 ‘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皆次｣는 곧 ｢그(kə̣sɐ)｣가 된다. 

중국 사서의 ‘君長’을 의미하는 ｢渠帥｣(三國志 魏志 東夷傳 弁

辰)와 유사한 표기로 볼 수 있다. ｢渠帥｣의 상고음을 ｢ɡ'і̭aɡ-sw

əd｣로 재구하 다. 이 어휘에 대해서는 3. 15항 ｢何瑟羅州 一云 

河西良 一云 河西｣에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겠다.

․次…｢(sɐ)｣(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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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岐：丁

｢岐｣는 음차자로 ‘城’을 의미하며, ‘丁’은 훈차자로 추정한다. 

먼저 ｢岐｣의 음가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岐｣의 상고음은 ｢群支｣로, 성모 群/ɡ‘-/는 ｢ㄱ(k)｣로 반 되고 

운부 支/-e/는 /-і̭eɡ, -і̭ĕɡ, -jieɣ, -ĭe, -ĭe/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e-는 개모의 향을 입어 고대국어 모음 체계상 가장 가

까운 ｢ㅣ(i)｣로 반 된다. 따라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기(ki)｣로 추정한다.

중고음도 ｢群支｣로 止섭의 개구 3등 평성에 속한다. 성모 群 

/ɡ‘-/는 ｢ㄱ(k)｣로 반 되고, 운모 支/-і̭e/는 /-jiḙ, -iɪ, -ĭe, -ĭe/ 

등으로 재구하 다.

상고음에서 구별되었던 止섭의 支·脂·之운이 절운(切韻) 이전 육

조 시대에 이미 합류하여 같은 운이 되었고, 혜림(慧琳)의 ‘一切

經音義’ 반절에 이르러서는 微운도 합류하 다. 합류한 止섭의 

여러 운의 공통 분모를 -i/ï̯i로 추출한 아리사가(有坂秀世 1955：

358∼361)의 학설과 止섭 여러 운의 개구 3등자의 조선한자음에 

반 된 ‘-이/의’와는 정확히 일치한다. 성모 순음은 -i로 반 되

고 아음과 후음은 -ə̣i 로 반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止섭 支운 개구 3등 A류에 속하는 고대 한국한자음은 

치음 성모 일부(치두음 성모일 때는 ｢(ɐ)｣로 반 된다)를 제외하

고는 대부분 i로 반 되고 있다.

․岐…｢기(ki)｣(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고대국어 시절 ‘城’과 대응하는 ｢기(ki)｣ 표기자는 위의 ｢岐｣ 

이외에 ｢己․只․支․基｣ 등이 쓰 다. 모두 백제계 지명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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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潔城郡 本結己郡 景德王改名 今因之(사기 36)

· 悅城縣 本悅己縣 景德王改名 今定山縣(사기 36)

· 儒城縣 本奴斯只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사기 36)

․闕城郡 本闕支郡 景德王改名 今江城縣(사기 34)

· 富城郡 本基郡 景德王改名 今因之(사기 36) 

위에서 ｢城｣과 대응되는 ｢己 · 基 · 只｣이다. 이 자의 소릿

값을 추정해 보면, ｢己｣와 ｢基｣는 어느 기층으로 보아도 ｢ki｣임

에는 틀림없다. 특히 이 두 자의 소릿값은 광운 의 운모자만 

다를 뿐, 나머지 모든 음이 신기하게도 같다. 다만 ｢只｣는 동 동

화의 상고음만이 성모가 ｢k-｣로 재구되었고, 다른 자료에 의하

면 당연히 성모가 ｢t-｣이나 ｢ts-｣로 발음될 자이다. 그러나 향

찰 자료나 향약 구급방 이나 이두 자료에 한결같이 ｢ki｣로 반

된다. 이는 남방 방언의 기층에 의하여 형성된 한국한자음이 

남방 방언음의 변화로 ｢ki｣ 음의 기층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백제계 지명 표기에 쓰인 ｢支｣의 소릿값은 ｢ki｣로만 나타나는

데, 이는 남방 방언 기층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추정한다(최 

남희 1997ㄱ, 1997ㄴ 참고).

｢岐｣와 대응하는 ｢丁｣을 훈차자로 추정하나, 그 정확한 어휘

를 알 수 없다.

3.3. 三峴縣 一云 密波兮

3.3.1. 三：密

｢三｣은 훈독자, ｢密｣은 음차자로 본다. ｢三｣을 계림유사 에 ｢三

曰 洒(廝乃切)｣로 되었고, 중세국어는 ｢세ㅎ․세｣로 기록되었으니, 

현대어 셈씨 ｢서이｣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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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고구려와 신라 지명에 ｢三｣이 ｢密｣과 ｢推｣와 대응하는 

것으로 보아, 고대국어 시절 ｢三｣은 ｢ (mirV)｣이 확실하고, ‘推’

는 ｢ V-(mirV-)｣일 것이다.

․推良火 一云 三良火(사기 34)

․推火郡>密城郡(사기 34)

․推浦縣>密津縣(사기 34)

｢密｣의 소릿값을 추정해 보면, ｢密｣의 상고음은 ｢明質｣로, 성

모 明/m-/은 ｢ㅁ(m)｣으로 반 되고, 운부 質/-et/는 /-і̭wət, -і̭

ět, -iwət, -ĭět, -ĭet/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e-는 개모와 결

부되어 ｢ㅣ(i)｣로 반 되므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

(mil)｣로 추정한다. 그러나 당시 개음절 구조로 추정한다면 ｢미

ㄹV(mirV)｣ 정도일 것이다.

중고음도 ｢明質｣로 臻섭의 개구 3등 입성에 속한다. 성모 明

/m-/는 ｢ㅁ(m)｣으로 반 되고, 운모 質/-і̭ět/은 /-і̭ět, -iuet, 

-ĭět, -ĭět/ 등으로 재구하 다. 質운 A류에 속하는 자들은 핵

모 -ě-가 개모 ĭ-와 결부되어 ｢이(i)｣로 반 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그러나 ｢密｣은 質운 B류에 속한다. B류에 속하는 자들

은 개모가 무시되고 핵모 -ě-는 ｢으(ə̣)｣로 반 되므로 ｢을(ə̣l)｣

로 반 되는 것이 원칙이다. ｢鳦｣이 그 예이다. 그러나 B류에 

속하는 ｢密｣은 순음 성모 明/m-/의 향으로 핵모는 무시되고 

개모와 순음 성모가 결부되어 ｢이(i)｣로 반 되므로 중고음 기

층의 고구려한자음을 ｢ (mir)｣로 추정한다.

․密…｢ (mir)｣(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따라서 고대국어의 ｢三｣은 ｢ (mirV)｣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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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峴：波兮

｢童子忽縣 一云 仇斯波衣｣ 항의 ｢忽：波衣｣, ｢鵂鶹城 一云 租波

衣 一云 鵂巖郡｣ 항의 ｢波衣：巖｣, ｢仇乙峴 一云 屈辶千 (遷)｣ 항의 

｢峴：辶千(遷)｣, ｢夫斯波衣縣 一云 仇(伏)史峴｣ 항의 ｢波衣：峴｣에

서 고구려어 ｢波衣(pai)｣는 곧 ‘巖’과 ‘峴’을 의미한다. 중세국어 

｢바회｣의 고구려어를 ｢바이｣ 또는 ｢바히｣로 추정한다. 단순한 

‘바위’가 아니고 ‘고개, 재, 城’ 등의 의미로 보았다. 

같은 어휘로 추정되는 표기 중에 ｢巴衣｣와 ｢波兮｣가 있는데 

‘巖’과 ‘峴’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波衣․巴衣․波兮 

：巖․峴｣의 형식으로 대응한다. ｢波衣․巴衣｣는 ｢바이(pai)｣로 

읽고, ｢波兮｣는 ｢바히(pahi)｣로 읽는다. 같은 소릿값의 표기로 

본다. 그리고 ‘巖’과 ‘峴’도 같은 의미의 표기로 본다(모로하시 

4：252, 4：321, 7：921). 궁극적으로는 ｢波衣․巴衣․波兮․巖․

峴｣은 모두 ‘嶺’의 의미로 생각한다.

여기서 ｢兮｣의 소릿값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兮｣의 상고음은 ｢匣支｣로, 성모 匣/ɣ-/는 ｢ㅎ(h)｣로 반 되

고, 운부 支/-e/는 /-ieɡ, -eɣ, -ie, -ie/ 등으로 재구하 다. 핵

모 -e-는 개모와 결부되어 ｢ㅣ(i)｣로 반 되므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히(hi)｣로 추정한다.

중고음은 ｢匣齊｣로 蟹섭의 개구 4등 평성에 속한다. 성모 匣/

ɣ-/는 ｢ㅎ(h)｣로 반 되고, 운모 齊/-iei/는 /-iei, -iɛi, -iei, -iei/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e-는 고대국어 모음 체계상 ｢으(ə̣)｣

에 가까우므로 ｢의(ə̣i)｣가 될 가능성이 많으나, 조선한자음에 주

로 ｢예(iäi)｣로 반 된 것으로 보면, 周法高가 재구한 /-iɛi/가 더 

합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핵모 -ɛ-는 고대국어 모음 체계상 ｢어

(ä)｣와 가장 가깝다. 그래서 개모음과 운미음이 결부되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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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äi)｣로 반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

자음은 ｢혜(hiäi)｣로 추정한다. 조선한자음이 ｢혜｣로 된 것은 이

에 연유한 것이다.

․兮…｢히(hi)｣(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3.4. 狌川郡 一云 也尸買

3.4.1. 狌：也尸

｢狌｣은 훈독자로 쓰 다. ｢猩｣과 같은 자로 고양이과에 속

하는 ｢野猫｣이나, 경덕왕 개명 때 ｢狌川｣을 ｢狼川｣으로 바꾼 것

으로 보아 ‘여우’로 생각한 것 같다. 

｢也尸｣는 음차자로 생각한다. 먼저 ｢也｣의 소릿값을 ｢獐項口縣 

一云 古斯也忽次｣ 항에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아(a)｣

로 추정하 고,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야(ia)｣로 추정

한 바 있다(최 남희 2000：111).

․也…｢야(ia)｣(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尸｣의 상고음은 ｢書脂｣이고, 중고음도 ｢書脂｣로 止섭의 개구 

3등 평성에 속한다. 이 지명에서만 ｢시(si)｣로 읽고, 나머지 모

든 자료에서는 ｢-ㄹ(l)｣로 읽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졌다.

｢尸｣의 소릿값에 대해서는 쓴이가 이미 발표한 논문이 있다

(최 남희 1999ㄱ). 이 논문의 요지로 대신한다.

1. 상고음 기층 ｢尸｣의 소릿값

상고음 성모를 董 同龢는 ｢屍․蓍｣ 자와 함께 脂부(-і̭ed)의 /x́-/

로 재구하 다(1944：223). 그리고 그 다음에 발표한 저서(1979：

308)에서는 설면후음(舌面後音) /c̦-/로 표기하 다. /c̦-/가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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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에서는 /ɕ-/로 연계된다고 하 다. 그를 위시한 嚴 學窘 13)․

唐 作藩 14) 등은 상고음의 성모를 순음, 설음, 후음의 셋으로만 

나누고, 그 설음을 董 同龢는 5단계로, 嚴 學窘는 3단계로, 唐 作

藩는 4단계로 나누었다.

Karlgren은 그의 저서(1985：143)에서 ｢矢․蓍｣와 함께 /-і̭ər/

운의 설면음(舌面音) /ś-/로 재구하 으며, 王力(1980)은 정치음(正

齒音) 審모/ɕ-/에 배속시켰고, 郭 錫良(1986)은 설상음(舌上音) 書

모/ɕ-/로 재구하 다. 

다시 말하면 /c̦-/, /ś-/, /ɕ-/로 표기된 ｢尸｣의 상고음 성모가 

고대국어 자음 체계에서 반 될 수 있는 가장 유사한 첫소리는 

｢ㅅ(s)｣로 본다. 즉 중국의 설면후음(舌面後音) 또는 설면음, 설상

음 등으로 분류되는 센입천장 부근에서 조음되는 혓바닥소리가 

고대국어에 정착할 때는 우리의 음운 체계에 맞춰 혀끝 갈이소리

로 형성된 것이다. 

｢尸｣의 상고음 운부 脂/-ei/는 /-і̭ed, -і̭ər, -jier, -ĭei/ 등으로 

재구하 다. 개구 개모 -і̭-는 고대국어에 수용될 때 /s-/ 성모의 

향으로 흡수 소멸된다. 즉 첫소리 /s-/의 조음 위치와 개모의 

조음 위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개모는 주요모음 곧 핵모 반 에 

별 향을 끼치지 않는다. 

脂운의 핵모를 王 力․董 同龢․周 法高․郭 錫良 등은 -e-로, 

칼그렌은 -ə-로 재구하 다. 陳 新雄(1972：1023)은 -æ-로, 李 新

魁(1990：92)는 -ɐ/e-로 재구하 다. 여기서 脂운부의 핵모를 학

자마다 다른 여러 가지 견해로 재구하는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다.

핵모를 -e-로 보는 것도 -і̭əi＞-і̭ěi의 단계를 거친 것임을 전

제하기 때문에 止섭의 상고음계의 주요 모음을 -ə-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이다. 즉 칼그렌은 止섭에 대한 상고음 운모를, 支

운 -і̭ěg(і̭ěi)/ 脂운 -і̭ěd(-і̭ěi)/ 之운 -і̭əg(-iəi)/ 微운 -і̭əd(і̭əi)

로 추정한다. 그 중심 모음은 중설의 -ə-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支․脂운의 -і̭ěi는 -і̭əi>-і̭ěi의 단계를 거친 것임은 말할 것도 

13) ｢周秦古音結構｣(음운학 연구 제1집. 1984) 참고.

14) 漢語音韻學常識 (197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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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핵모 -ə-가 5․6 세기 이전의 전기 고대국어에 반 될 수 있

는 가장 가까운 모음은 ｢으(ə̣)｣와 ｢(ɐ)｣이다. 개모의 향이 소

멸된 핵모의 반 은 어느 것이라도 가능하다. 지은이는 핵모의 

반 을 발음 위치가 낮아진 ｢(ɐ)｣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止섭 

치음자들의 조선한자음 일부가 ｢｣로 반 되는 현상을 수․당의 

절운음보다 더 고층의 상고음계의 반 으로 보는 견해(박 병채 

1971：189)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고대국어 초기 표기에 ｢祭微脂｣부 음성자의 끝소리에 자음 운

미 ｢-ㄹ(l, r)｣이 반 되었을 것으로 본다. 그래서 ｢尸｣의 상고음 

기층의 한국한자음 음절 끝소리를 -l로 추정한다.

이상 ｢尸｣의 상고음 성모, 주요 모음, 운미음에 대한 검토의 결

과를 바탕으로 상고음 기층의 한국한자음을 ｢(sɐl)｣로 추정한다.

2. 중고음 기층 ｢尸｣의 소릿값

｢尸｣의 중고음은 ｢書脂｣로 止섭의 개구 3등 평성이다. 성모 書

/ɕ-/는 ｢ㅅ(s)｣로 반 되고, 운모 脂/-i/는 /-i, -iɪi/로 재구한다.

상고음에서 구별되었던 止섭의 支․指․之운이 절운(切韻) 이전 

육조 시대에 이미 합류하여 같은 운이 되었고, 慧琳의 一切經音

義  반절에 이르러서는 微운도 합류하 다(박 병채 1971：183). 합

류한 止섭의 여러 운의 공통 분모를 -i/ï̯i로 추출한 아리사가(有

坂 秀世 1955：358∼361)의 학설과 止섭 여러 운의 개구 3등자의 

조선한자음에 반 된 ‘-이/의’와는 정확히 일치한다. 즉 止섭의 

支․脂․之․微운의 변별은 없어지고 A류와 B류의 대립만이 존

재한다. A류에 속하는 신라한자음은 치음 성모 일부(치두음 성모

일 때는 ｢(ɐ)｣로 반 된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i로 반 되고 

있다. B류에 속하는 자 중에서 순음 성모일 경우는 -i로 반

되고 아음과 후음 성모일 경우는 -ə̣i로 반 되었다. 이것은 순음

(bilabial)의 조음점이 전설음인 -i와 가까워 중설음인 -ə̣-가 탈락

되었기 때문이며, 아음(velar)과 후음(glottal)은 조음점이 뒤쪽이므

로 중설음인 ə̣를 거쳐 i로 옮기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이 

윤동 199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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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脂운 A류에 속하는 ｢尸｣는 당연히 ｢시(si)｣로 반

된다.

․尸…｢시(si)｣(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狐․여｣를 방언에 ｢여시｣ 또는 ｢야시｣라 한다. 한  학회

에서 편찬한 한국 땅이름 큰사전 (1991)에 의하면, ｢여시｣로 기

록된 지명은 5쪽에 이르고, ｢야시｣로 기록된 지명은 1쪽에 해당

할 만큼 많은 점으로 보아, ｢也尸｣는 ｢야시｣로 읽는다. 두 자 

모두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임을 알 수 있다.

3.4.2. 川：買

｢川：買｣의 대응은 ｢南川縣 一云 南買｣ 항에서 다음과 같이 

읽었다(최 남희 2000：96).

｢川｣은 훈독자로 쓰 고, ｢買｣는 이에 대응하는 음차자로 생

각한다.

․買…｢미(mi)｣(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고구려어의 ‘川’은 ｢미｣로 추정된다. 곧 ｢買｣는 ‘水’와 ‘川’과 

‘井’ 등의 의미를 공유한 단어족으로 추정한다.

3.5. 大楊管郡 一云 馬斤押

3.5.1. 大：馬

｢大｣는 훈독자, ｢馬｣는 훈차자로 생각한다.

｢大｣의 훈에는 ‘크다, 넓다, 많다, 거세다, 훌륭하다, 중하다, 

존귀하다’ 등등 ‘크고 훌륭하며 으뜸가는’ 긍정적 의미를 가진 

자이다. 여기서는 ｢馬｣와 대응하는 고구려어를 ｢(mɐr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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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상하고, 그 의미를 ‘宗’ 또는 ‘훌륭한’으로 본다.

｢馬｣의 고구려어를 ｢駒城 一云 滅烏｣ 항 ｢駒：滅烏｣의 대응에

서 ‘馬’를 ｢마라(mara)｣일 것으로 추정하 다. ｢滅烏｣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말아｣로 추정하 기 때문에 중세국어 

｢｣의 고구려어를 ｢mara｣로 추정하 다. 그리고 중세국어 ｢｣

의 개음절 구조의 고구려어를 ｢｣로 볼 수 있다. ｢滅烏｣의 

｢마라(mara)｣를 ｢｣의 유사 표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

로 고구려어에서 ｢｣는 ‘宗’의 의미와 ‘馬’의 의미를 가진 어

휘로 본다.

｢買省郡 一云 馬忽｣ 항에서 ｢馬｣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

음과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모두 ｢마(m)｣로 추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음차자로는 생각하지 않는다(최 남희 2000：120).

3.5.2. 楊管：斤

｢楊管｣은 훈독자로 ‘버들피리’가 된다. 내용상 적당하지 못하

다. 그래서 ｢管｣을 ｢菅｣의 오기로 보는 견해(류 렬 1983：307)에 

따르고자 한다. ｢菅｣은 ‘茅’의 일종으로 ｢골 관(훈몽 초-상：5)｣으

로 되었다. ‘삿갓, 도롱이, 거적’ 등을 만드는 다년초에 해당한다. 

그리고 ‘궤’를 중세국어에서 ｢골․고리｣라 한다. 그래서 ｢楊菅｣

은 ‘버들고리’로 생각하 다. 그리고 ‘버들고리’의 고구려 표기자

가 ｢斤｣이다. 즉 ｢斤｣을 음차자로 본다.

｢斤｣의 소릿값을 ｢斤平郡 一云 並平｣ 항에서 ｢근(kə̣n)｣으로 

추정하 다(최 남희 2002：43). ｢근(kə̣n)｣의 개음절 발음은 ｢kə̣nV｣

이므로, ｢n｣과 ｢r｣의 교체로 ｢kə̣rV｣가 되어, ｢고리｣와 유사음의 

표기로 볼 수 있다. 또는 ‘버들고리’의 고구려어가 ｢그르(kə̣rə̣)｣ 

또는 ｢그리(kə̣ri)｣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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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郡：押

｢郡｣은 훈독자, ｢押｣은 훈차자로 읽는다. ｢押｣의 중세국어는 

｢느르-｣이다. ‘世’의 의미인 ‘누리’의 신라 초기어를 신라 3대(서

기 24∼57년) 儒理尼師今(사기 1), 弩禮尼叱今 一作儒禮王(유사 1)

의 ｢儒理：弩禮：儒禮｣에서 ｢儒理｣의 신라 초기음을 ｢누르｣로 읽

었다(최 남희 1998ㄱ：310). 중세국어의 ｢누리｣는 ｢누르＞누리＞

뉘｣의 중간 단계로 생각하 다.

이상에서 ｢大楊管郡 一云 馬斤押｣은 ｢ 그르 누르｣, 즉 ‘좋

은 버들고리 만드는 땅’ 정도로 읽는다.

3.6. 伊伐支縣 一云 自伐支

3.6.1. 伊：自

｢伊｣는 훈독자, ｢自｣는 음차자로 읽는다.

｢伊｣의 중세 훈이 ｢뎌(彼)｣이다. 이 ｢뎌｣가 고대국어 시절 ｢

(sɐ)｣일 가능성을 제기한다15). 다음 신라 관직명의 ｢伊伐：伊罰 

：于伐：角：舒發：舒弗｣의 대응에서 ｢角․舒發․舒弗｣은 모두 

｢(角)｣의 표기로 본다. 따라서 ｢伊․于｣는 ｢sV｣로 추정한다.

․伊伐湌 或云 伊罰干 或云 于伐湌 或云 角干 或云 角餐 或云 舒

發翰 或云 舒弗邯(사기 38. 관직 상)

｢自｣의 상고음은 ｢從脂｣로 성모 從/ʣ'-/는 ｢ㅈ(c)｣로 반 되

고, 운부 脂/-ei/는 /-i̭ed, -jier, -ĭēt, -ĭei/ 등으로 재구하 다. 

脂운의 핵모를 왕 력․동 동화․주 법고․곽 석량 등은 -e-로, 

칼그렌은 -ə-로, 진 신웅(陳新雄)은 -æ-로 재구하 다. 비구개음

15) 이 병선(1982：185)은 ｢*sə｣ 던 것으로 재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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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개모 /j/는 구개음인 치음 성모에 의하여 흡수되고, 운미 

-d/-r 등은 모음화 과정에서 소멸된다. 그래서 핵모 -e-/-ə-/ 

-æ-는 신라한자음 ｢(ɐ)｣로 정착한 것이 조선조한자음에까지 

계승된 것으로 추정한다.

중고음 止섭의 여러 운 가운데, 치음 성모에 대한 결과는 상

고음에 연유함을 ｢道西縣 一云 都盆｣ 항에서 이미 언급하 다(최 

남희 2000：104).

황 간(黃侃)의 ‘照系二等歸精系說’과 ‘照系三等諸母古讀舌頭音

說’에 따르면, 상고음에는 치두음만 존재하 고, 정치 2등, 정치 

3등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상고음에서 치음 

성모일 때 핵모음 -e- 또는 -ə-가 우리말 모음 체계의 ｢｣로 

반 되어 조선한자음에까지 계승되지만, 상고 이후에 분화된 정

치음 성모일 때 止섭의 여러 운모가 ｢｣로 반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조선한자음에서 정치음 성모일 때 止섭의 운모는 당연

히 ｢이(i)｣로 반 된다.

그런데 위의 재구 상고 운미음을 동 동화는 -d로, 칼그렌과 

주 법고는 -r로 재구하 다. 이들의 재구음을 따르면 ｢自｣의 상

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 (cɐl)｣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지명 표기 자료에서는 상고 자음 운미가 반 되

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 ｢｣로 추정한

다.

신라 지명 자료 ｢比自火郡 一云 比斯伐｣의 대응에서, ｢斯｣의 

상고음은 ｢心支｣로 성모 心/s-/는 ｢ㅅ(s)｣로 반 되고, 운부 支

/-e/는 /-і̭eɡ, -і̭ěɡ, -jieɣ, -ĭe/ 등으로 재구하 다. 치음 성모일 

때의 支운부에 해당하는 자가 ｢(ɐ)｣로 반 되기 때문에 ｢斯｣

의 상고음 기층의 신라한자음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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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백제 지명 자료 ｢分嵯郡 一云 夫沙｣에서도 ｢嵯：沙｣의 대

응은 ｢ㅈ｣의 존재를 의심하게 한다. ｢嵯｣의 성부는 상고음이나 

중고음이 모두 從/dz‘-/이니 ｢ㅈ｣로 반 될 자이고, ｢沙｣는 山

/ʃ-/모 이니 ｢ㅅ｣로 반 될 자이다. 이 두 용례를 통하여 상

고음 기층의 초기 한국한자음 형성 시기에는 ｢ㅈ｣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自｣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s

ɐ)｣로 읽는다.

․自…｢(sɐ)｣(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3.6.2. 伐

｢伐｣은 음차자로 쓰 다. 그 소릿값을 추정하면, ｢伐｣의 상고음

은 ｢並月｣이다. 성모 並/b‘-/는 ｢ㅂ(p)｣로 반 된다. 입성운에 속

한 운부 月/-at/는 /-і̭w t, -і̭wɑ̌t, -jwat, -ĭw t, -ĭwat/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a-는 ｢아(a)｣로 반 되고 입성 운미 -t은 ｢ㄹ

(l)｣로 반 되며 개모 합구음은 소멸된다. 따라서 상고음 기층의 

신라한자음은 ｢발(pal)｣로 추정한다. 개음절로 발음하면 ｢para｣ 

정도가 되는데 ｢pə̣rə̣｣와 유사음의 대응이다.

중고음도 ｢並月｣로 山섭의 합구 3등운에 속한다. 운모 月/-ĭw

ɐt/는 /-і̭wɐt, -iuɑt, -ĭwɐt/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ɐ-는 고

대국어 ｢(ɐ)｣에 가깝다. 그러나 개모에 이끌려 음역이 앞으로 

당겨져 ｢어(ä)｣로 실현되므로 중고음 기층의 신라한자음은 ｢벌

(päl)｣로 추정한다. 순음 성모이기 때문에 합구성이 상실되어 ｢

(pɐl)｣로 발음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굳이 ｢벌(päl)｣로 추정하는 

이유는 조선한자음이 신라한자음의 계승이라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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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伐… ｢발(pal)｣(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결국 ｢伊伐｣과 ｢自伐｣은 ｢발(sɐpal)｣이 되는데, 이는 ｢徐伐․

所夫里․沙伐｣과 비슷한 ‘大邑’의 의미를 지닌 지명으로 본다.

3.6.3. 支

｢3.2.2. 岐：丁｣ 항에서 고대국어 시절 ‘城’과 대응하는 ｢기(ki)｣ 

표기자는 ｢岐․己․只․支․基｣ 등이 쓰인 것으로 언급하 다. 

그리고 ｢支｣의 소릿값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한 바 있다16).

고대국어 표기 자 가운데 ｢支｣ 자는 쓰인 회수가 많은 자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도 이 자의 해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한자음의 형성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 여

러 지역의 방언음이 여러 시기에 걸쳐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

서 그 기층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소릿값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지명 표기에 쓰인 경우와 향가 표기에 쓰인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지명 표기에 쓰인 경우는 다시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

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고구려 지명 표기에 쓰인 ｢支｣의 소릿값은 ｢ki｣와 ｢ti｣로 나타

나는데, 이는 상고음 기층의 이중음의 결과이다.

2. 백제계 지명 표기에 쓰인 ｢支｣의 소릿값은 ｢ki｣로만 나타나는

데, 이는 남방 방언 기층에 의해 형성된 소릿값이다.

3. 신라계 지명 표기에 쓰인 ｢支｣는 상고음 기층의 ｢ti｣와 남방 

방언 기층의 ｢ki｣와 중고음 기층의 ｢ci｣로 반 되는데, 이는 신

라한자음 형성의 과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4. 향가 표기에 쓰인 ｢支｣는 세 가지의 소릿값으로 반 되는데, 

남방 방언 기층의 ｢ki｣와 이 ｢ki｣의 ｢k｣이 ｢h｣로 바뀐 ｢hi｣와 

중고음 기층의 ｢ci｣로 반 되고 있다. 

16) 최 남희(1997ㄱ), 고대국어 표기 자료 ｢支｣의 소릿값(한말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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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고대국어 표기 자료에 반 된 ｢支｣의 소릿값은 여

러 기층의 향으로 ｢ki · ti · hi · ci｣의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고구려 지명 표기의 ｢支｣ 소릿값을 다시 추정해 보면, 

｢支｣의 상고음은 ｢章支｣로, 성모 章/ƫ-/는 ｢ㄷ(t)｣로 반 되고, 

운부 支/-e/는 /-і̭eɡ, -і̭ěɡ, -jieɣ, -ĭe/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e-는 고대국어에서 개모의 향을 받아 ｢이(i)｣로 반 된다. 따

라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디(ti)｣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동화만은 상고음 성모를 설면후음 k̂-로 보고, 운부

를 佳부 支운/-і̭eɡ/에 넣었다. ｢枝․只․咫․紙․枳․軹｣ 등 자

도 모두 여기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르면 ｢支｣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기(ki)｣로 추정할 수 있다(동 동화 1985：173).

중고음도 ｢章支｣로, 止섭의 개구 3등운 평성에 속한다. 성모 

章/ʨ‘-/는 ｢ㅈ(c)｣로 반 되고, 운모 支/-ĭe/는 /-iḙ, -iɪ, -ĭe/ 등

으로 재구하 다. 止섭 支운 개구 3등 A류에 속하는 자는 거의 

｢이(i)｣로 반 된다.

｢支｣는 정치음 章모를 성모로 가진 자이므로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지(ci)｣로 추정한다.

남방 방언 중 ‘梅縣話’와 ‘厦門話’만 ｢ki｣ 음으로 반 되었지만 

실은 ‘潮州話’와 ‘建甌話’에서도 ｢ki｣로 발음되고 있다. 여기서 

｢支｣가 ｢ki｣로 발음되었을 것으로 보는 것은 상고음의 기층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5‧6세기 경의 ‘南朝音’이 ｢ki｣

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서는 동 동화의 재구음에 따라 ｢기(ki)｣로 추정하고 ‘城’

의 뜻으로 생각한다.

․｢支｣… ｢기(ki)｣(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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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文峴縣 一云 斤尸波兮

3.7.1. 文：斤尸

｢文｣은 훈독자 ｢ (kɚ̣l)｣ 또는 ｢그ㄹ(kɚ̣rV)｣로 읽는다. 현대국

어와 중세국어에 ｢ ｣이 쓰 으니 고대국어에서도 ｢ (kɚ̣l)｣ 또

는 ｢그ㄹ(kɚ̣rV)｣이 쓰 을 것으로 본다.

｢斤｣과 ｢尸｣는 각각 약음차자로 쓰 을 것이다. ｢3.5.2. 楊管：

斤｣ 항에서 이미 ｢斤｣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근(kə̣

n)｣으로 추정한 바 있다.

․斤…｢근(kə̣n)｣(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앞의 ｢3.4.1. 狌：也尸｣ 항에서 ｢尸｣의 상고음 기층의 한국한

자음을 ｢(sɐl)｣로 추정한 바 있다. 끝소리 ｢-ㄹ｣만 차용한 약

음차자로 본다.

․尸…｢(sɐl)｣(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斤尸｣는 ｢ (kɚ̣l)｣ 또는 개음절 구조의 ｢그ㄹ(kɚ̣rV)｣로 읽는다.

이 ｢ ｣의 표기 자료로는, 계림유사 의 ｢讀書曰乞輔｣ 또는 ｢寫

字曰乞核薩｣에서 ｢乞｣이 ｢ (kɚ̣l)｣의 표기인데, 송나라 때의 음

을 ｢k'iət｣17)로 재구하는 것으로 보아 고려 때에도 동일한 것으

로 판단한다. 한편 이 기문 교수는 ｢書契｣의 ｢契｣의 차용어일 

가능성을 제기하 다(이 기문 1991：228). 차용하 다면 당연히 

상고음일 것이므로, 그 소릿값을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契｣의 상고음은 ｢溪月｣로, 성모 溪/k'-/는 ｢ㄱ(k)｣로 반 되

고, 운부 月/-at/은 /-iäd, -'iɑd, -ear, -i t, -iat/ 등으로 재구하

17) 강 신항(1980：104)에서 平山久雄 교수의 추정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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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핵모 -a-는 ｢ㅏ(a)｣로 반 되고, 입성 운미는 -t는 ｢-ㄹ｣

로 반 되므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갈(kal)｣로 추정

한다. 개음절 구조로 본다면 ｢가ㄹV(karV)｣로 본다.

한편 위에서 동 동화는 상고음의 핵모를 -ä-로 재구하 는데

(동 동화 1944：194), 그의 다음 저서에서는 핵모를 -æ-로 추정

하 다(동 동화 1953：163, 1965：286). 이렇게 보면 ｢契｣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 또는 ｢｣로 보는 것이 더 합당

한 것 같다.

중고음은 ｢溪霽｣로 蟹섭의 개구 4등 거성에 속한다. 성모 溪

/k'-/는 ｢ㄱ(k)｣로 반 되고, 운모 霽/-iei/는 /-iei, -iɛi, -iei, -iei/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e-는 고대국어 모음 체계상 ｢으(ə̣)｣

에 가까우므로 ｢의(ə̣i)｣가 될 가능성이 많으나, 조선한자음에 주

로 ｢예(iäi)｣로 반 된 것으로 보면, 주 법고가 재구한 /-iɛi/가 

더 합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핵모 -ɛ-는 고대국어 모음 체계상 

｢어(ä)｣와 가장 가깝다. 그래서 개모음과 운미음이 결부되어 ｢예

(iäi)｣로 반 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

자음은 ｢계(kiäi)｣로 추정한다. 조선한자음이 ｢계｣로 된 것은 이

에 연유한 것이다.

․契…｢갈(kal) 또는 (kɐl｣(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이상 ｢契｣의 추정 한자음은 ｢斤尸｣의 ｢ (kɚ̣l)｣ 또는 개음절 

구조의 ｢그ㄹ(kɚ̣rV)｣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다만 ｢契｣의 상

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갈｣ 또는 ｢｣로 읽을 때, 향가 ｢好

尸曰沙(우적)｣의 ｢曰｣과 ｢舌良衣(칭찬여래가)｣의 ｢舌｣을 ｢｣로 

읽었는데(최 남희 1986：79, 99), 이 어휘와 연관성이 있으리라 생

각한다. 이름씨 ｢｣는 중세국어의 ｢말｣과 같은 뜻이며, ｢

다｣와 ｢로다｣는 이름씨가 움직씨로 쓰인 용례이다. 또 ｢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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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운｣(광주판 천자문)의 용례도 같다. 결국 ｢契｣는 ｢｣

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斤尸｣와는 별개로 생각한다.

3.7.2. 峴：波兮

앞의 ｢3.3.2. 峴：波兮｣ 항에서 ｢바히｣로 읽었다. 그리고 ｢波衣 

․巴衣․波兮․巖․峴｣은 모두 ‘嶺’의 의미로 생각한다.

3.8. 母城郡 一云 也次忽

3.8.1. 母：也次

｢母｣는 훈독자, ｢也次｣는 음차자로 쓰 다. 곧 ｢也次｣의 음이 

고구려어 어휘 ‘母’가 된다.

｢也｣의 소릿값을 ｢獐項口縣 一云 古斯也忽次｣ 항에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아(a)｣로 추정하 고, 중고음 기층의 고

구려한자음은 ｢야(ia)｣로 추정한 바 있다(최 남희 2000：111).

앞의 ｢3.2.1. 王：皆次｣ 항에서 ｢次｣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

한자음을 ｢(sɐ)로 읽었다. 여기서도 그대로 답습한다.

· 次…｢(sɐ)｣(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따라서 ‘母’의 고구려어는 ｢也次｣, 곧 ｢아｣일 것으로 추정한다.

3.8.2. 城：忽

｢城｣은 훈독자, ｢忽｣은 음차자이다. ｢買忽 一云 水城｣ 항에서 

｢忽｣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골(kul)｣로 추정하 다

(최 남희 2000：106). ｢忽｣의 개음절 발음은 ｢kurV｣가 되고, ｢城｣

의 위지의 기록 ｢溝漊｣, ｢桂婁｣와 같은 발음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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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忽…｢골(kul)｣(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3.9. 水入縣 一云 買伊縣

사기 35에 ｢水入縣｣을 ｢通溝縣｣으로 개명하 다. 이 뜻으로 보

면 ‘물이 들어오는 마을’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백제 

지명 ｢水川縣 一云 水入伊｣(사기 37)가 있다. 백제어의 ‘水’가 

｢믈｣이라면 ｢믈드리｣로 읽었을 것 같다. 이때 쓰인 지명 접미사 

｢-이｣는 관형사형의 기능을 가졌다18).

그렇게 본다면 이 표기는 ｢水入伊縣 一云 買入伊縣｣으로 되어

야 할 것이다. 즉 앞 표기에는 ‘伊’를, 뒤 표기에는 ‘入’을 첨가해

서 읽으면 무난하다.

3.9.1. 水：買

｢買｣는 ｢南川縣 一云 南買｣ 항에서 ｢川｣과, ｢買忽 一云 水城｣ 

항에서 ｢水｣와 대응하고 있다. 여기서 ｢買｣의 상고음 기층의 고

구려한자음은 ｢미(mi)｣로 추정하 다. 자음 운미의 반  여부는 

알 수 없다. 또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mɐi)｣로 추

정하 다(최 남희 2000：95, 105).

고구려 지명의 ｢買｣와 합성된 지명의 대응 분포에서 나타난 

것은 앞말일 경우는 ‘水’와 대응되고, 뒷말일 경우는 ‘川’, ‘井’과 

대응하는 점이다.

신라 향가의 ｢川理(찬기)｣는 ｢나르｣ 또는 ｢나리｣로 추정된다. 

｢理｣는 끝소리덧적음의 표기자이다.

고구려어 ｢買｣는 ‘水’와 ‘川’과 ‘井’ 등의 의미를 공유한 단어족

으로 추정한다.

18) 최 남희(1995：197)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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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買…｢미(mi)｣(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고구려어 ｢미｣의 화석이 현대어에 남은 것으로는 ‘미나리’, ‘미

더덕’, ‘미꾸라지’ 등이 있다.

3.9.2. 入

｢入｣은 훈독자 ｢들-｣로 읽는다. 중세국어에 ｢들-｣가 많이 쓰

는데, 고대국어에서도 ｢들-｣인지는 분명하지 못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읽었다. 대응자가 탈락한 점이 아쉽다.

3.9.3. 伊

｢伊｣의 상고음은 ｢影脂｣이다. 성모 影/0-/는 반 되지 않고, 

음성운에 속한 운모 脂/-ei/는 /-і̭ed, -і̭ɛr, -ier, -ĭei/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e-는 개모의 향을 입어 조음점이 앞으로 

당겨 전설 고모음 -i-로 반 되므로, ｢伊｣의 상고음 기층의 고

구려한자음은 ｢이(i)｣로 추정한다.

중고음은 止섭의 개구 3등이므로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

음도 ｢이(i)｣로 추정된다. 곧 지명 접미사 ｢-이｣로 추정하며, 이

는 관형사형의 기능을 가졌으므로, 그 의미는 ‘물이 들어오는 마

을’이 된다.

그리고 지명 접미사 ‘-이’가 쓰인 용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水川縣 一云 水入移(사기 37)

․麻耕伊 今靑松縣(사기 37)

․沙熱伊縣(사기 37)

․竹長伊部曲(사기 34)

․付珍伊(사기 37)

․甘勿伊忽(사기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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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尸伊(사기 36)

․古西伊(사기 36)

․武尸伊(사기 36)

․買珍伊縣(사기 34)

｢水入縣 一云 買伊縣｣는 ｢미드리 현｣으로 읽어야 한다.

3.10. 赤木縣 一云 沙非斤乙

3.10.1. 赤：沙非

｢赤｣은 훈독자, ｢沙非｣는 음차자로 읽는다. 즉 고구려어의 ‘붉-’

를 ｢沙非｣로 표기하 다. ｢沙非｣의 소릿값을 추정하면, 상고음은 

｢山歌｣로, 성모 山/ʃ-/는 ｢ㅅ(s)｣로 반 되고, 운부 歌/-ai/는 /-a, 

-ɑ, -a, -ea, -eai/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a-는 ｢아(a)｣로 반

되므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사(sa)｣로 추정한다.

중고음은 ｢山麻｣로 假섭의 개구 2등 평성에 속한다. 성모 山 

/ʃ-/는 ｢ㅅ(s)｣로 반 되고, 운모 麻/-a/는 /-ɑ, -a, -a, -a/ 등으

로 재구하 다. 핵모 -a는 ｢아(a)｣로 반 되므로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도 ｢사(sa)｣로 추정한다.

․沙…｢사(sa)｣(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非｣의 상고음은 ｢幫微｣로 되었다. 성모 幫/p-/는 ｢ㅂ(p)｣로 반

되고, 운부 微/-əi/는 /-і̭wə̌d, -і̭wər, -iwər, -ĭwəi/ 등으로 

재구하 다. 운부의 핵모는 -ə-인데, 고대국어의 모음 체계상으

로는 ｢으(ə̣)｣에 해당하고, 합구 개모와 결합하면 그 향으로 

음역이 위로 이끌려 ｢우(ü)｣로 반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순음 성모 아래서는 합구성이 반 되지 않기도 한다. 이는 순음

의 원순성 때문에 개구음과 합구음의 변별성이 상실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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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래서 ｢으(ə̣)｣로 반 되기도 하고, ｢우(ü)｣로 반 되기도 

한다.

｢毛乙冬非｣에서는 ｢으(ə̣)｣로 반 되어 ｢브(pə̣)｣로 형성되었을 

것이고, 자음 운미 -r이 반 되어 ｢블(pə̣l)｣로 발음되었을 것이

고, 개음절로 발음하면 ｢브르(pə̣rə̣)｣ 정도로 발음되고, 백제 지

명의 ｢夫里｣나 신라 지명의 ｢火․伐｣과 같은 ‘마을․郡邑․城’의 

의미로 해석한 바가 있다. 이렇게 본 이유는 ｢郡｣과 대응하기 

때문이었다(최 남희 2001：11).

그러나 여기서는 자음 운미의 반 을 인정하지 않는다. 고구

려 지명 표기 한자음에 상고 자음 운미의 반 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며, 또 다음에 검토할 ｢沙伏｣이 같은 어휘 

표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pü)｣로 추정한다.

․非…｢부(pü)｣(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이와 비슷한 표기로 ｢沙伏｣이 있다. 아울러 검토하겠다.

․赤城縣 本 高句麗 沙伏忽 景德王改名 今陽城縣(사기 35)

｢伏｣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伏｣의 상고음은 ｢並職｣으로 성모 並/b'-/는 ｢ㅂ(p)｣로 반 되

고, 운부 職/-ək/는 /-і̭wə˅k, -і̭ŭk, -jwək, -ĭwə˅k, -ĭwə˅k/ 등으

로 재구하 다. 핵모 -ə-는 순음 성모와 합구 개모의 향으로 

조음점이 상향되므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북(pük)｣

으로 추정한다.

중고음은 ｢並屋｣으로 通섭의 합구 3등 입성에 속한다. 성모 

並/b'-/는 ｢ㅂ(p)｣로 반 되고, 운모 屋/-і̭uk/는 /-і̭uk, -iuk, 

-ĭuk, -ĭuk/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u-는 ｢오(u)｣로 반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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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복(puk)｣으로 추정한다.

․伏…｢북(pük)｣(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여기서 ｢伏｣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북(pük)｣으로 

추정하 다.

｢伏｣의 음절 끝소리를 무시하면 ｢부(pü)｣가 되어 결국 ｢沙非｣

나 ｢沙伏｣은 같은 소릿값 ｢사부(sapü)｣의 다른 표기임이 확인된

다. 즉 고구려어의 ‘붉-’는 ｢사부(sapü)｣이다. 일찍이 이 기문 교

수는 고대 일본어 ｢söfo：赭｣(이 기문 1991：328)로 대비한 바 있

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고대일본어 ｢そほ｣는 ‘朱’ ‘朱

色의 顔料’로 풀이하고 있다19). 그 용례로는 ‘曾保(そほ)の色(萬葉 

3560)’, ‘朱(そほ)足(萬葉 3841)’ 등이 있다. ｢사부(sapü)｣가 ‘붉-’라

는 의미의 고구려어임을 반증하는 자료가 된다.

이 ｢沙非｣나 ｢沙伏｣과 비슷한 백제 지명 표기에 ｢所比｣가 있

다. 이것도 검토하겠다.

․赤鳥縣 本百濟 所比浦縣 景德王改名 今德津縣(사기 36)

｢所比｣와 ｢赤｣이 대응한다. 통일 신라에서 백제 지명 ｢所比｣

를 ｢赤｣으로 개명한 것은 이 어휘가 삼국에 동일하게 사용되었

음을 의미한다. ｢所比｣의 소릿값을 추정하겠다.

｢所｣의 상고음은 ｢山魚｣로, 성모 山/ʃ-/은 ｢ㅅ(s)｣로 반 되고, 

운부 魚/-a/는 /-aɡ, -i̭o, -iaɣ, -ĭwɑ, -ĭa/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a-는 ｢아(a)｣로 반 되므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은 ｢사(sa)｣로 추정한다.

중고음은 ｢山語｣로 遇섭의 합구 3등 상성에 속한다. 성모 山 

19) 시대별 국어대사전 상대편 (1994：405), 도쿄: 三省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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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ʃ-/는 ｢ㅅ(s)｣로 반 되고, 운모 語/-ĭo/는 /-i̭wo:, -io, -ĭu, 

-ĭo/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o-는 ｢오(u)｣로 반 되고 개모는 

치음 성모에 의하여 흡수되므로 요음성은 소실된다. 그러므로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소(su)｣로 추정한다.

․所…｢사(sa)｣(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比｣의 상고음은 ｢幫脂｣로 성모 幫/p-/은 ｢ㅂ(p)｣로 반 되고, 

운부 脂/-ei/는 /-і̭ed, -і̭ər, -jier, -ĭei, -ĭei/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e-는 고대국어 모음 체계상 -ə̣-에 가까우나, 개모와 순

음 성모의 향으로 음역이 앞으로 당겨져 상고음 기층의 고구

려한자음은 ｢비(pi)｣로 추정한다.

중고음은 ｢幫旨｣로 止섭의 개구 3등 상성에 속한다. 성모 幫

/p-/는 ｢ㅂ(P)｣로 반 되고, 운모 旨/-i/는 /-ji, -iІi, -i, -i/ 등

으로 재구하 다. 핵모 -i-는 ｢이(i)｣로 반 되므로, 중고음 기층

의 고구려한자음도 ｢비(pi)｣로 추정한다.

․比…｢비(pi)｣(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따라서 ｢所比｣의 소릿값은 곧 ｢사비(sapi)｣로 추정되나, 위의 

｢沙非｣나 ｢沙伏｣와 같은 ‘붉-’의 의미로 본다.

3.10.2. 木：斤乙

｢木｣은 훈독자로 읽고, ｢斤｣은 훈차자로 생각하고, ｢乙｣은 음

차자로 끝소리덧적음의 표기자로 본다.

｢木｣의 중세어가 ｢나모｣인데, 이 어휘의 고구려어를 ｢乃達 一

云 薪達 一云 息達｣ 항에서 ｢나로｣가 아닐까 추정하 다(최 남희 

2002：26). 곧 ｢나로>나모｣의 변전으로 중세국어는 ｢나모｣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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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하 다. 여기서 그것이 사실임이 입증된다.

｢斤｣의 훈은 훈몽자회 에는 ｢斧도 부｣, ｢斤 근｣으로, 

신증유합 에는 ｢斧도 부｣, ｢斤도 근｣으로 되었다. 여기

서 ｢｣은 중세국어의 ｢ㅎ(刃)｣인데, 여기서는 ｢｣을 차용하

다.

｢乙｣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泉井口縣 一云 於乙買

串｣ 항에서 ｢을(ə̣l)｣로 추정하 다(최 남희 2000：125). 여기서는 

｢｣의 음절 끝소리 ｢ㄹ｣의 끝소리덧적음의 표기로 쓰 다.

이 ｢｣의 개음절 발음은 ｢nɐrV｣인데, ｢나로｣의 또 다른 표기

로 생각한다.

이상에서 ｢赤木縣 一云 沙非斤乙｣는 ｢사부(sapü)-나로(naru)｣

로 읽고, 그 뜻은 ‘붉은 나무 골’ 또는 ‘붉은 나무가 있는 마을’

의 의미로 본다.

3.11. 猪闌峴縣 一云 烏(鳥)生波衣 一云 猪守

3.11.1. 猪闌：烏(鳥)生：猪守

앞의 ｢3.1.1. 猪：烏(鳥)斯｣ 항에서 ｢猪｣는 훈독자로 ‘돼지’의 뜻

이며, ｢烏｣는 ｢鳥｣의 오기로 보고 ｢鳥｣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

한자음을 ｢도(tu)｣로 추정하 다. ｢鳥斯｣는 ｢도(tu-sɐ)｣가 되

어, ‘猪’의 고구려어를 ｢도｣로 읽었다. 고대국어 시절부터 발생

한 폐음절화 현상에 의하여 어말모음이 탈락하면, 끝소리 ｢ㅅ｣

은 ｢ㄷ｣에 중화되어 고려 때 이미 ｢돋｣이 쓰인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는 ｢鳥斯｣ 대신에 ｢鳥生｣이 쓰 고, ｢猪｣에는 끝소리덧

적음의 표기자로 ｢闌｣과 ｢守｣가 쓰 다. ｢生｣과 ｢闌｣과 ｢守｣의 

소릿값을 추정해 보자.

｢生｣의 상고음은 ｢山耕｣이다. 성모 山/ʃ-/은 ｢ㅅ(s)｣로 반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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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양성운 운부 耕/-eŋ/는 /-enɡ, -ěnɡ, -enɡ, -eŋ, -eŋ/ 등으

로 재구하 다. 핵모 -e-가 고대국어 모음 체계상 가장 가까운 

음소는 ｢이(i)｣와 ｢어(ä)｣인데 운미 -ŋ의 향으로 중설쪽으로 

당겨져 ｢어(ä)｣로 형성될 가능성이 많다. ｢生｣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säŋ)｣으로 추정된다.

중고음은 ｢山梗｣으로 梗섭의 개구 2등에 속한다. 운모 梗/-ɐ

ŋ/은 /-ɒnɡ, -anɡ, -ɐŋ, -ɐŋ/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ɐ-는 

고대국어 모음 체계상 ｢(ɐ)｣에 가장 가깝다. 그리고 이 자

는 개모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반 되어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

한자음은 ｢(sɐŋ)｣으로 추정한다.

․生…｢(säŋ)｣(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闌｣의 상고음은 ｢來元｣이니, 성모 來/l-/는 ｢ㄹ(r)｣로 반 되

고, 운부 元/-an/는 /-ân, -ɑ̂n, -an, -an, -an/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a-는 ｢ㅏ(a)｣로 반 되므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

자음 은 ｢란(ran)｣으로 추정한다.

중고음은 ｢來寒｣으로, 山섭의 개구 1등 평성에 속한다. 성모 

來/l-/는 ｢ㄹ(r)｣로 반 되고, 운모 寒/-ɑn/은 /-ɑ̂n, -ɑn, -ɑn, -

ɑn/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ɑ-는 ｢ㅏ(a)｣로 반 되므로 중고

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도 ｢란(ran)｣으로 추정한다.

․闌…｢란(ran)｣(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守｣의 상고음은 ｢書幽｣로 성모 書/ɕ-/는 ｢ㅅ(s)｣로 반 되고, 

운부 幽/-əu/는 /-і̭ŏɡ, -і̭ôɡ, -əw, -ĭəu, -ĭu/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u-는 고대국어 모음 체계상 ｢오(u)｣로 반 된다. 따

라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소(su)｣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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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음은 ｢書有｣로 流섭의 개구 3등 상성에 속한다. 성모 書 /

ɕ-/는 ｢ㅅ(s)｣로 반 되고, 운모 有/-ĭəu/는 /-і̭ə̭u, -iəu, -ĭəu, -ĭ

əu/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u-는 선행 모음 -ə-와 결부되어

서 음역이 중설 모음으로 당겨져 ｢우(ü)｣로 실현되고, 개모는 소

멸되므로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수(sü)｣로 추정한다.

․守…｢소(su)｣(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이상 ｢猪闌：烏(鳥)生：猪守｣ 대응에서 ｢生｣과 ｢守｣의 소릿값

은 각각 ｢(säŋ)｣과 ｢소(su)｣로 추정하 다. 이것은 ｢돗(tusV)｣

의 끝소리 ｢ㅅ｣의 개음절 표기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闌｣은 

음차자로는 볼 수 없다. 훈차자로 보아야 한다. ｢闌｣은 ‘문에 가

로질러 출입을 차단하는 나무’를 의미한다. 곧 ‘문걸장’을 뜻한

다. 이 ‘문걸장’의 우리 고유어로 제주 방언에 ｢서귀｣가 있다. 아

마 이 방언이 ｢闌｣의 고구려어 화석이 아닐까 한다. 만약 그렇

다면 ｢猪闌｣의 ｢闌｣은 ｢서｣만 빌린 약훈차자로 ｢돗(tusV)｣의 끝

소리 ｢ㅅ｣의 개음절 표기자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얻은 결론은 고구려어의 ‘돼지’는 ｢돗(tusV)｣이

었고, 삼국시대 중기 이후 폐음절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음절 끝

소리 ｢ㅅ｣이 ｢ㄷ｣에 중화되어, 고려 때에는 이미 ｢돋｣으로 쓰

다고 할 수 있다.

3.11.2. 峴：波衣

｢3.3.2. 峴：波兮｣ 항에서 ｢波衣：峴｣의 ｢波衣(pai)｣는 곧 ‘巖’과 

‘峴’을 의미하고, ｢바이(pai)｣로 읽었다. 중세국어 ｢바회｣의 고구

려어를 ｢바이｣ 또는 ｢바히｣로 추정한다. 단순한 ‘바위’가 아니고 

‘고개, 재, 城’ 등의 의미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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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淺城郡 一云 比列忽

3.12.1. 淺：比列

｢淺｣은 훈독자, ｢比列｣은 음차자로 읽으면 가장 합당한 방법

으로 볼 수 있다. ｢淺｣의 중세국어는 ｢녙-｣이므로 ｢比列｣의 음

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얕-’의 고구려어를 ｢比列｣로 읽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용례가 없어 단정하기 어렵다. ｢淺｣자

를 쓴 다른 지명 ｢麻田淺縣 一云 泥沙波忽｣의 ｢淺｣은 상고음 기

층의 고구려한자음을 ｢잔(can)｣으로 읽고, ｢田淺｣은 ｢밪｣의 표기

자로, ｢淺｣은 약음차자 ｢ㅈ｣로 끝소리덧적음 표기자로 읽었다. 

여기서는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다.

이 어휘와 반대의 의미를 지닌 ｢深川縣 一云 伏斯買｣ 항의 ｢深 

：伏斯｣은 경덕왕 개명 시 ｢深川｣을 ｢浚水｣로 바꾼 것은 ｢深｣이 

‘깊다’의 뜻을 나타내는 훈독자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深｣의 

고구려어가 ｢伏斯｣임도 또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伏斯｣의 소릿

값대로 ｢북(pük-sɐ)｣로 읽을 수 있다. 고대일본어의 ｢ふか(fuka 

-深)｣20)와 비교하면 ｢深｣의 고구려어를 ｢북-｣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명은 경덕왕 개명 시 ｢朔庭｣으로 하 고, 고려 때

는 ｢登州｣로 개명하 으니 여기서는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比列｣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추정하여 ｢淺｣의 

고구려어로 간주하고자 한다. 

｢比｣의 소릿값을 ｢穴口郡 一云 甲比古次｣ 항에서 상고음 기층

의 고구려한자음은 ｢비(pi)｣로 추정한 바 있다(최 남희 2001：28).

․比…｢비(pi)｣(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20) 시대별 국어대사전 (1994：630), 도쿄: 三省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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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列｣의 상고음은 ｢來月｣로 성모 來/l-/는 ｢ㄹ(r)｣로 반 되고, 

운부 月/-at/는 /-і̭ɑt, -iat, -ĭ t, -ĭat/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a-는 ｢ㅏ(a)｣로 반 되고, 입성 운미 -t는 ｢ㄹ(l)｣로 반 되므

로,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랄(ral)｣로 추정한다.

중고음은 ｢來薛｣로 山섭의 개구 3등 입성에 속한다. 성모 來

/l-/는 ｢ㄹ(r)｣로 반 되고, 운모 薛/-ĭɛt/는 /-і̭ɑ̎t, -iæt, -ĭɛt/ 등

으로 재구하 다. 핵모 -ɛ-는 고대국어 모음 체계상 ｢어(ä)｣에 

가깝고 강한 개모음의 향을 입어 ｢여(iä)｣로 되고 입성 운미 

-t는 ｢ㄹ(l)｣로 반 되므로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렬

(riäl)｣로 추정한다.

仙운의 3등 개구음은 각각 A류와 B류로 나뉘는데, B류는 개

모음이 약하기 때문에 소멸되어 핵모가 ｢어(ä)｣로 반 되고, A

류는 강한 개모의 요음성에 의하여 ｢여(iä)｣로 반 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列｣이 이에 해당한다.

․列…｢랄(ral)｣(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淺：比列｣에서 ｢淺｣의 훈이 ｢比列｣이므로, 고구려어의 ‘얕-’가 

｢列｣의 음절 끝소리는 생략되고 ｢비라-｣정도일 것으로 추정한

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용례는 고대일본어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萬葉集 에 나타나는 ｢ひら｣는 고대일본에서 ｢比良｣으로 

표기되었는데21), ‘얇고 평평하다’ 또는 ‘얕다’의 의미가 있다. 특

히 ｢ひらせ(firase)｣는 ｢比良湍｣로 기록하 는데, 이는 ｢平らな瀨｣ 

곧 ‘얕은 물’을 의미한다. 즉 고구려어의 ｢比列｣이나 고대일본어

의 ｢比良｣은 같은 ｢pira-｣로 읽었을 것으로 본다. 곧 ‘얕-’의 고

구려어임을 알 수 있다.

21) 시대별 국어대사전 (1994：624), 도쿄: 三省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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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2. 城：忽

앞의 ｢3.8.2. 城：忽 ｣ 항에서 상술하 다.

3.13. ꜎(原)谷縣 一云 首乙呑

3.13.1. ꜎(原)：首乙

｢꜎｣은 집운(集韻)  평성 庚운에 ｢居卿切｣로 되었고, [廣雅, 釋

宮]에 ‘倉也’라 하 다. ｢꜎｣의 뜻은 ‘곳집’을 의미한다. 곧 식량

이나 물건을 보관하는 ‘倉庫’를 말한다. 이 ‘곳집’도 한자 ‘庫’와 

우리말 ‘집’이 합성된 말이다. 여기서 우리는 ‘곳집’의 고구려 고

유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큰 잘못된 생각이다. 이 ｢꜎｣ 자의 생성 시기

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쓴이의 연구 결과로는 삼

국사기  권 37의 고구려 지명 표기의 한자는 5, 6세기 경의 후

기 상고음과 중고음 초기의 한자음을 기층으로 형성된 한자라

고 결론지었다. 그렇다면 이 자의 생성 시기가 분명 5, 6세기 

이전이어야 함이 옳다.

그런데, 한자학사의 획기적인 초기 자전인 서기 121년 경에 

완성된 허 신(許愼)의 설문해자(說文解字) 에 이 자가 존재하

지 않는다22). 그 다음의 양나라 때 고야왕(519∼581)의 저작인

옥편(玉篇) 에는 총 16,917자가 수록되었는데, 여기에도 이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완전한 운서의 최고본인 진 팽년․구 

옹 등이 편찬한 광운(廣韻) 은 송나라 때인 1008년에 완성되었

는데 총 26,194자를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22) 설문해자 에 실린 자 수는 9,353자와 이체자 1,163자가 실려 있다

(황 덕관․진 병신 2000：5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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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1039년에 정도 등이 편찬한 집운 에는 53,525자가 수록

되었는데, 여기에 비로소 이 ｢꜎｣ 자가 수록되었다. 김 부식이 

삼국사기 를 편찬한 시기는 고려 인종 23년 1145년이니, 이때

에는 이 자가 우리 나라에도 쓰 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고구려 지명 표기 시의 한자에는 ｢꜎｣ 자가 존재하지 않

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김 부식의 전사 과정에서

의 오류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자를 ｢原｣ 자로 보

고자 한다. 곧 ｢原｣은 훈독자, ｢首乙｣은 음차자로 읽는다. ｢首｣

는 음차자이면서 훈독자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原｣의 뜻은 ‘근원, 사물의 시작, 시초’ 등등의 여러 의미를 지

닌 자이다. 결국 ｢首乙｣의 소릿값이 곧 ｢原｣의 훈이 된다. ｢首

乙｣의 소릿값을 추정해 보자.

｢述尒忽縣 一云 首泥忽｣에서 ｢首｣의 소릿값을 ｢述｣과의 대응

에서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수(sü)｣로 추정한 바 있다

(최 남희 2000：128).

․首…｢수(sü)｣(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乙｣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泉井口縣 一云 於乙買

串｣ 항에서 ｢을(ə̣l)｣로 추정하 다(최 남희 2000：125).

고대국어 표기에서 이 ｢乙｣은 주로 ｢-ㄹ｣로 표기자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首乙｣은 곧 ｢술(sül)｣ 또는 ｢수리(süri)｣의 표기로 

생각한다. ｢原｣과의 대응으로 ‘근본이 되는’ 또는 ‘가장 훌륭한’ 

정도의 의미로 본다. 다음 용례의 ｢原｣과 ｢述｣의 대응도 ｢首乙｣

과 같은 ｢수리(süri)｣로 본다. 백제 지명에서도 같은 어휘로 쓰

다.

․黃原縣 本百濟 黃述縣 景德王改名 今因之(사기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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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리(süri)｣는 ｢上｣과 대응한다. ‘가장 높은’ 또는 ‘가장 으

뜸가는’의 뜻으로도 쓰 다.

․上忽 一云 車忽(사기 37)

․上(一作 車)忽縣 車城縣 景德王改名 今龍城縣(사기 35)

｢車｣의 중세국어가 ｢술위, 수, 수레, 수뤼｣인데, ｢上｣과 대응

하는 것은 ｢車｣의 고구려어가 ｢수리(süri)｣이며, 여기서는 훈차

자로 쓰 다.

이상에서 ｢原․上․車․述․首乙｣ 등은 모두 같은 의미로 생

각되고, 이 ｢수리(süri)｣는 ‘가장 높은’ 또는 ‘가장 으뜸가는’의 

뜻으로도 본다.

｢述尒忽縣 一云 首泥忽｣ 항의 ｢述尒：首泥｣의 대응에서 나타

낸 ｢수리(süri)｣와 같은 표기로 보인다. 여기서는 ‘산봉우리(峯)’

의 뜻으로 쓰 다. 중세국어 ｢수늙(재, 고개)｣은 이와 같은 계통

의 어휘로 생각하며, 고대일본어 ｢すゑ(스에)｣는 ‘山の頂き’으로 

｢截, 須衛, 須惠, 末｣ 등으로 표기하 는데23), 고구려어 ｢수리

(süri)｣의 ｢ㄹ｣ 탈락 현상으로 본다.

이 ｢수리(süri)｣형 어휘는 지명뿐만 아니라 인명과 관명 표기

에서도 나타난다.

3.13.2. 谷：呑

｢五谷郡 一云 弓次云忽(于次呑忽)｣ 항에서 ｢谷｣은 훈차자, ｢呑｣

은 음차자로 보고, ｢谷｣의 훈을 ｢단(tan 또는 tanV)｣과 ｢골(kul 

또는 kurV)｣로 추정하 다. 여기서는 ｢呑｣과 대응하는 자이므

로 ｢단(tan 또는 tanV)｣로 읽는다(최 남희 2002：10).

23) 시대별 국어대사전 (1994：395), 도쿄: 三省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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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呑｣의 상고음은 ｢透文｣이다. 성모 透/t'-/는 ｢ㄷ(t)｣로 반 되

고, 운부 文/-ən/은 /-ə̂n, -ən, -ən, -ən, -ən/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ə-는 고구려어의 음운체계상 가장 가까운 것은 ｢으

(ə̣)｣와 ｢(ɐ)｣의 중간에 존재하는 음이다. 따라서 둘 중의 어느 

한 음으로 반 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ɐ)｣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조선한자음이 ｢｣이기 때문이다. 고대국어 시절 형성된 

한자음이 조선조에까지 계승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고음은 ｢透痕｣으로 臻섭의 개구 1등의 평성에 속한다. 성모 

透/t'-/는 ｢ㄷ(t)｣로 반 되고, 운모 痕/-ən/은 /-ən, -ən, -ən, -

ən/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ə-는 고대국어 모음체계상 ｢으

(ə̣)｣에 해당한다. 痕운 개구 1등에 속하는 조선한자음들은 대부

분 ｢으(ə̣)｣로 반 되었다(예: 根‧跟‧齦‧恩‧痕). 그런데 유독 ｢呑｣ 

자만 ｢(ɐ)｣로 반 된 것은, 상고음 기층의 한국한자음이 조선

한자음으로 계승되었기 때문이다.

․呑…｢(tɐn)｣(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谷｣과 대응하는 ｢呑․旦․頓｣은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궁극

적으로는 음차자 ｢단(tan 또는 tanV)｣의 표기로 본다. 고대일본

어의 ｢たに(tani)｣가 ‘谷’의 의미로 쓰이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

실이다.

 곧 ｢原谷：首乙呑｣은 ｢수리(süri)-단(tanV)｣의 표기이고, 그 

뜻은 ‘가장 높은 마을’ 또는 ‘가장 으뜸가는 마을’의 뜻이다.

3.14. 於支呑 一云 翼谷

3.14.1. 於支：翼

｢於支｣의 ｢於｣는 훈차자로 읽고 ｢支｣는 음차자로 읽는다. ｢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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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훈독자로 생각한다. 먼저 ｢於｣의 훈부터 추정해 보자.

이미 ｢於斯 : 斧｣항의 ｢於斯｣와 ｢斧｣의 대응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로 읽고자 한다(최 남희 2001：17). 그러나 여기서는 ‘刃’

의 ｢｣ 명사가 아니고 ‘翼’의 일부인 ｢-｣ 동사의 어간이다.

｢於｣는 한문에서 주로 ‘위치․방위’를 나타내는 어조사로 쓰

다. 그런데 신증유합 과 석봉천자문 에는 ｢늘 어｣로 나타난다. 

고대국어 시절 ‘위치․방위’를 나타내는 조사로 ｢/늘｣이 쓰

을 가능성이 있다. 중세국어의 ｢/늘｣은 목적격으로 쓰 다.

그러나 다음의 두 용례는 ‘위치․방위’의 조사적 성격을 어느 

정도 반 하고 있다. 이는 고대국어의 화석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於｣를 훈차자 ｢｣로 읽는다(최 남희 1997ㄱ：145).

․蛟龍은 삿기 혀디나가고(蛟龍引子過) (두언 초 7：8)

․보내여 너 주마(送將來與你) (노해 초 하：3)

위의 용례로 보면 중세국어 ｢於｣의 훈이 ｢/늘｣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것은 바로 고대국어의 계승이다. ｢支｣의 음가를 추

정해 보자.

상고음은 ｢章支｣로 성모 章/ƫ-/는 ｢ㄷ｣로 반 되고, 운부 支

/-e/는 /-і̭eɡ, -і̭ěɡ, -jieɣ, -ĭe, -ĭe/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e-는 개모의 향을 입어 ｢이(i)｣로 반 되므로, ｢支｣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디(ti)｣로 추정한다. 그러나 위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支｣ 자의 상고음에 대한 소릿값을 동 동화

는 /k̂і̭eɡ/로 재구하 다. 동 동화의 재구음을 따르면 고구려 초

기 한국한자음은 ｢ki｣로 형성되어야 하고, 그 나머지 학자들의 

재구음을 따르면 ｢ti｣로 형성되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하여 후

지도 매이호(藤堂 明保) 교수는 ｢支｣를 ｢岐｣류에서는 ｢kieg→ʧɪə｣로, 

｢正｣류에서는 ｢tieg→ʧɪe｣로 입천장소리되기 현상을 일으킨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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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여 ｢支｣의 상고음을 ｢kieg｣와 ｢tieg｣의 두 종류로 재구하

다(藤堂 明保 1963：462). 이러한 결과로 보면 ｢支｣의 상고음이 

고구려한자음으로 형성될 가능성은 ｢ki｣와 ｢ti｣의 이중음으로 보

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於支｣는 ｢기｣의 표기자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와 대응하는 ｢翼｣의 중세국어는 ｢개｣로 나타난다. ｢개｣의 

중세국어 용례는 다음과 같다.

· 迦樓羅 金 개라 혼 디니 두 개  三百三十六萬里오

(월석1：14)

· 새 개 조차  번 서르 디나가미 어렵도다(두해 초 21：17)

· 翅 개 시, 翼 개 익(훈몽 초 하：3)

결국 ｢於支｣는 ｢nɐrki｣일 것이고, ‘翼’의 고구려어는 ｢기(nɐ

rki)｣로 추정한다. 그런데, 고대국어 표기에 쓰인 ｢支｣의 음가를 

｢3.6.3. 支｣에서 소개하 다.

3.14.2. 呑：谷

｢3.13.2. 谷：呑｣ 항에서 ｢呑｣은 음차자로, ｢谷｣은 훈차자로 읽

었다.

｢呑｣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은 ｢(tɐn)｣인데, ｢谷｣과 

대응하는 자로는 ｢旦․頓｣ 등이 있다. 이 자들은 약간의 차

이가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음차자 ｢단(tan 또는 tanV)｣의 표기

로 본다.

｢谷｣은 훈차자로 ｢단(tan 또는 tanV)｣과 ｢골(kul 또는 kurV)｣

로 추정하 다. 여기서는 ｢呑｣과 대응하는 자이므로 ｢단(tan 

또는 tanV)｣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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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何瑟羅州 一云 河西良 一云 河西

｢何瑟+羅｣와 ｢河西+良｣으로 분석하고, ｢河西｣는 ｢ra｣가 탈루된 

것으로 본다.

3.15.1. 何：河

｢何｣․｢河｣는 성운이 같은 자이다. 그러므로 ｢何｣의 소릿값

만 추정하면 된다.

｢何｣의 상고음은 ｢匣歌｣이다. 성모 匣/ɣ-/는 ｢ㄱ(k)｣으로 반

되고, 운부 제7류 음성운에 속한 歌/-ai/는 /-â, -ɑ̂, -a, -a, -ai/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a-는 ｢아｣로 반 한다. 따라서 ｢何｣

의 상고음 기층 고구려한자음은 ｢가(ka)｣로 추정된다.

중고음도 ｢匣歌｣로 果섭의 개구 1등에 속하므로, 중고음 기층

의 고구려한자음도 상고음과 동일하다.

․何․河…｢가(ka)｣(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3.15.2. 瑟：西

｢瑟｣의 상고음은 ｢山質｣이다. 성모 山/ʃ-/은 ｢ㅅ｣으로 반 되

고, 입성운 운부 質/-et/는 /-et, -і̭ět, -iet, -ět, -et/로 재구하

다. 운부 핵모 -e-는 고대국어 모음 체계상 ｢이(i)｣에 가깝고, 

입성 운미 -t는 ｢ㄹ(l)｣로 반 된다. 따라서 ｢瑟｣의 상고음 기층

의 신라한자음을 ｢실(sil)｣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8운류에 속한 

脂/ei/가 치음 성모일 경우 규칙적으로 신라한자음에서 ｢(ɐ)｣

로 반 되었다. 따라서 고구려한자음에서도 ｢瑟｣은 ｢(sɐl)｣로 

반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다음의 ｢西｣와 대응하는 점으로 

보아도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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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음은 ｢山櫛｣로 臻섭의 개구 3등운에 속한다. 운모 櫛/-ĭet/

는 /-і̭ɛt, -iet, -ĭet/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e-는 개모 -ĭ-와 

결부되어 ｢이(i)｣로 반 된다. 따라서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

음은 ｢실(sil)｣로 추정한다.

․瑟…｢(sɐl)｣(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西｣의 상고음은 ｢心脂｣이다. 성모 心/s-/은 ｢ㅅ(s)｣로 반 되

고, 운부 脂/ei/도 제8류 음성운이며, /-ied, -iər, -er, -iei/로 재

구하 다. 脂운의 핵모를 王 力․董 同龢․周 法高․郭 錫良 등

은 -e-로, Karlgren은 -ə-로, 陳 新雄은 -æ-로 재구하 다. 비

구개음인 개모/j/는 구개음인 치음 성모에 의하여 흡수되고, 운

미 -d/-r 등은 모음화 과정에서 소멸된다. 그래서 핵모-e-/-ə

-/-æ-는 고대국어 시절의 한국한자음 ｢(ɐ)｣로 정착한 것이 

조선조한자음에까지 계승된 것으로 추정한다.

중고음 止섭의 여러 운 가운데, 치음 성모일 경우 치음 4등의 

｢(ɐ)｣ 반 은 상고음 기층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만약 상고 자음 운미가 반 되었다고 한다면, ｢西｣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aɐl)｣로 추정하여, 앞의 ｢瑟( sɐl)｣

과 정확히 음 대응이 된다. 그러나 고구려 지명 표기 한자는 상

고 후기의 한자음이 그 기층이므로, ｢(sɐ)｣로 추정한다.

· 西…｢(sɐ)｣(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결국 ｢何瑟｣와 ｢河西｣는 ｢가(kasɐ)｣로 읽고, 그 의미는 곧 

‘首長․君長’으로 생각한다. 다음 용례의 ｢渠帥｣․｢右渠｣․｢居西｣ 

․｢吉師｣․｢吉士｣ 등의 표기도 모두 ｢가｣와 같은 표기로 본

다. ｢右渠｣는 ｢渠帥｣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은 ｢右渠帥｣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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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赫居世｣의 ｢居世｣는 ｢朴赫居世居西干, 辰人謂瓠爲朴, 居

西干辰言王(사기 1), 赫居世王 蓋鄕言也 或作弗矩內王 言光明理

世也, 居瑟邯 或作居西干(유사 1)｣의 내용으로 보아, ｢블가누리｣ 

표기의 일부로 생각한다. ｢居瑟｣과 ｢居西｣만 위와 같은 내용으

로 보고자 한다(최 남희 1998ㄱ：295). 이 어휘가 고대일본어에서 

‘きし(kisi)’ 즉 ｢吉師｣ ｢吉士｣ 등으로 기록되었다.

․弁辰亦 十二國又有諸小邑別 各有 渠帥(三國志 魏志 弁辰)

․居城南 右渠 遂堅守…(사기 조선열전)

․始祖 姓朴氏 諱赫居世…卽位號 居西干(사기1 신라본기)

․百濟主照古王…阿知吉師(achi-kisi)…和邇吉師(wani-kisi)(日本書

紀 記應神)

․多吳吉師(tako-kisi)(日本書紀 神功紀元年)

․きし(kisi)[吉師]朝鮮語에서 유래된 말로 ‘族長’을 뜻하며, ｢吉士｣

라고도 쓴다24).

또 앞의 ｢3.2.1. 王：皆次｣ 항에서 ｢皆次｣가 ‘王’을 의미하는 것

으로 생각하고 ｢皆｣는 ｢皆次｣의 생략형이라 보았다(이 병선 198

2：262). ｢次｣의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을 ｢(cɐ)｣로 추정

하 는데, 고대국어 시절 ‘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皆

次｣는 곧 ｢그(kə̣sɐ)｣가 되어 ｢渠帥｣(三國志 魏志 東夷傳)와 유

사한 표기로 볼 수 있다. ｢渠帥｣의 상고음을 ｢ɡ'і̭aɡ-swəd｣로 재

24) 시대별 국어대사전  상대편. 1994. 도쿄: 三省堂. 240쪽.

    고어대사전 . 1994. 도쿄: 小學館. 443쪽.

｢교토 국립박물관 소장｣(2003. 7. 30.) 특별 열람 때, 일본 국보 일본

서기(日本書紀)  권 제22(岩崎本. 平安時代)에서 이 어휘를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 ｢王子｣의 옆에 구결자로 ｢kisi｣의 기록이 있었고, ｢吉

士｣와 ｢吉師｣의 두 기록도 확인하 다. 박물관 담당자와 열람을 주

선해 주신 도야마 대학 藤本幸夫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

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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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 다. 결국 ｢皆次｣도 위와 같은 표기로 본다.

3.15.3. 羅：良

｢羅｣의 상고음은 ｢來歌｣로, 성모 來/l-/는 ｢ㄹ(r)｣로 반 되고, 

운부 歌/-ai/는 /-â, -ɑ̂, -a, -a, -ai/ 등으로 재구하 다. 핵모 

-a-는 ｢ㅏ(a)｣로 반 되고, 운미 -i는 단모음 구조에서 소멸한

다. 왕 력(王力)만 운부 歌를 ｢-ai｣로 재구하 지만 대부분의 학

자들은 ｢-a｣ 또는 ｢-â｣로 재구한다. 따라서 ｢羅｣의 상고음 기층

의 고구려한자음은 ｢라(ra)｣로 추정한다. 중고음도 동일하다.

․羅…｢라(ra)｣(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良｣의 상고음은 ｢來陽｣이다. 성모 來/l-/는 ｢ㄹ(r)｣로 반 되

고, 양성운 운부 陽/-aŋ/는 /-і̭anɡ, -і̭ɑnɡ, -ĭɑnɡ, -ĭanɡ/ 등으

로 재구하 다. 강력한 핵모 -a-의 향으로 개모는 소멸되므

로, 핵모는 ｢아(a)｣로 반 되어 상고음 기층의 신라한자음은 ｢

(raŋ)｣으로 추정한다.

중고음도 성모가 來/l-/이고, 운모가 宕섭 陽운 개구 3등 /-і̭ɑ

nɡ/에 속한 자이다. 핵모 -ɑ-가 개모 -і̭-와 합체가 되어 ｢야｣

로 반 되므로 중고음 기층의 신라한자음은 ｢(riaŋ)｣으로 추

정한다. 

· 良…｢(raŋ)｣(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羅｣는 음차자 ｢라(ra)｣로 쓰 고, ｢良｣도 음차자 ｢(raŋ)｣이

나, 끝소리 ｢｣은 생략하고 약음차자 ｢라(ra)｣ 표기로 쓰 다. ｢良｣

은 고대국어 표기에서 약훈차자 ｢아/어｣나, 약음차자 ｢라/러｣로 

쓰인다. 곧 ‘땅’의 의미로 본다. 이와 같은 표기는 앞에서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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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번 쓰 다.

｢國內城 或云 不而城 或云 尉耶嵒｣ 항의 ｢內：而：那｣의 세 

자는 곧 ‘壤’의 고구려어 ｢나(na)｣ 표기임을 밝힌 바 있다(최 

남희 2000：94). 또 ｢今勿內郡 一云 萬弩｣ 항의 ｢內：弩：奴：壤｣

의 ｢內：弩：奴｣도 ｢壤｣과 대응하므로 훈독자 ｢壤｣의 음차자로 

생각한다. 따라서 ｢나｣ 표기자로 곧 ‘땅’의 표기임을 알 수 있다

(최 남희 2000：100).

결국 ｢何瑟羅｣와 ｢河西良｣는 ｢가-라(kasɐ-ra)｣의 표기로, 그 

뜻은 ‘君壤’,  ‘君邑’, 또는 ‘首長의 땅’ 정도로 생각한다.

4. 자료 분석 결과

이상 15개 지명 자료의 대응 관계에서 추정한 고구려한자음 

형성과 어휘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같은 

기층의 중복자는 제외하 다.

4.1. 상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鳥․斯․皆․岐․密․波․兮․買․馬․斤․自․伐․支․尸․

忽․伊․沙․非․生․守․比․列․呑․何․河․瑟․西․良(28자).

4.2.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

也․尸․首(3자).

4.3. 상고 자음 운미가 반 된 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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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어휘 정리

<어휘>   <표기 한자> <뜻>

1) 도(tusɐ) 鳥斯 돼지

2) 다리(tari) 足․廻 다리

3) 그(kə̣sɐ)* 皆次 首長․王

4) 기(ki) 岐 城

5) (mirV)* 密 3

6) 바히(pahi) 波兮 嶺

7) 야시(ia-si) 也尸 여우

8) 미(mi)* 買 水․川․井

9) (mɐrɐ) 大․馬 宗

10) 그르(kə̣rə̣) 斤 고리

11) 느르(nə̣rə̣) 押 땅

12) 발(sɐpal) 伊伐․自伐 大邑

13) 기(ki) 支 城

14) (kə̣l 또는 kə̣rV) 斤尸

15) 아(asɐ) 也次 母

16) 골(kul 또는 kurV) 忽 城

17) 사부(sapü)* 沙非․沙伏 赤  

18) 나로(naru) 斤乙 나무

19) 바이(pai) 波衣 고개․재․城

20) 비라-(pira-)* 比列 얕-

21) 수리(süri) 首乙 높은․으뜸가는

22) 단(tanV)* 呑 마을

23) 가(kasɐ)* 何瑟․河西 首長․君長

24) 라(ra)* 羅․良 땅



고구려어 표기 한자음 형성 자질과 그 어휘 연구: 최 남희

57

5. 맺음말

이상 15개의 지명 표기 자료의 분석 결과, 음차자 31자 중, 상

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으로 추정되는 자는 28자(90%)이며, 

중고음 기층의 고구려한자음으로 추정되는 자의 수는 3자(10 

%)이며, 상고 자음 운미가 반 된 자는 한 자도 없으며, 24

개의 어휘 중 신라어나 백제어 또는 중세어와 관련이 있는 어

휘 수는 16개(67%)이며, 순수한 고구려의 방언으로 추정되는 어

휘 수는 8개(33% *표)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고구려어 표기 자료인 삼국사기  권37

의 지명 표기에 사용된 고구려한자음은 상고 한자음을 기층으

로 형성되기는 하 으나, 상고 자음 운미가 반 된 자가 한 

자도 없는 점으로 보아, 5, 6세기 경의 후기 상고음과 중고음 

초기의 한자음이 고구려 지명 표기 한자음으로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  권34의 신라 지명 표기에 쓰인 신라한자음 

형성보다 더 후기에 형성되었음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고구려어와 신라어 및 백제어와는 약 33%의 방언 차이를 

가진 것으로 보이므로, 세 나라의 언어가 동일 계통의 단일 언

어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고구려어 표기 자료인 삼국사기  권37의 복수 표기 지명 자

료 97개 중 일차로 15개의 지명에 쓰인 고구려한자음의 형성 

기층과 어휘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최 남희, 2000, 한  249, 한  

학회)와 2차로 15개 지명에 쓰인 고구려한자음의 형성 과정과 어

휘에 대한 검토 결과(최 남희, 2001, 한  254, 한  학회)와 3차로 

15개 지명에 쓰인 고구려어 표기에 쓰인 한자음 형성과 어휘 검

토 결과(최 남희, 2002, 한  258, 한  학회)와 이번 4차의 15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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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검토의 결과, 고구려한자음 형성 원인은 거의 같은 점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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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Formation Nature Sino-Kokooryo 

Phonemes in the Kokooryo’s Place Name

Choi Nam-Hee

This paper follows the previous three studies dealing with 45 out 

of 97 variously transcribed place names  in <Samkuksaki> Volume 

37 which was written in the Kokooryo language. It examines 15 

place names and explored the natures of Sino-Kokooryo phonemes 

and its vocabulary.

Results showed that among 31 loan letters, 28 letters (90%) were 

assumed to be Sino-Kokooryo phonemes based on Archaic Chinese; 

3 letters (10%) were classified as Ancient Chinese and there was 

no letter consisting of end-consonants of Archaic Chinese. Among 

the 24 words, 16 words (67%) were related to the Shilla language 

and Paekche language or languages of the Middle Age, 8 words 

(33% with asterisk marks) were considered to be a part of the 

pure Kokooryo dialect.

From the results above we claim that Chinese phonemes of the 

Archaic and Ancient Chinese in the later 5th and 6th century 

formed the Sino-Kokooryo place names because there was no letter 

of end-consonants of Archaic Chinese even though Sino-Kokooryo 

phonemes in Samguksagi Volume 37 were based on Archaic Chinese 

which seemed to be formed later than Sino-Shilla phonemes which 

can be seen in Samguksagi Volume 34.

The three languages may look considerably different since there 

was about 26% dialectal difference in the vocabulary of the Kokooryo 

and Shilla languages or Paekche and the Middle Age 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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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found that the natures of Sino-Kokooryo phonemes were 

almost the same even though there was a minor difference in the 

vocabulary of the first two three studies and that of the current 

study. The first study examined 15 place names (Choi Namm-Hee 

2000) and another 15 names (Choi 2001) and another 15 names (Choi 

2002) out of 98 variously transcribed place names in Samguksagi 

Volume 37.

* Key words: Kokooryo language, Sino-Kokooryo phoneme, Archaic

Chinese, Ancient Chinese, initial, final, reconstruct

phoneme, end-consonant, Kokooryo's plac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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