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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漢字․漢文은 紀元前에 韓半島에 收容되어 韓國化되었다. 이러한 漢文

을 初期的 吏讀文, 變體漢文, 俗漢文 등으로 불러왔다. 이러한 문체가 발

달되어 國語의 借字表記法으로 발달되었다. 이 表記法의 發達은 여러 過

程을 거쳤을 것인데 그 구체 인 내용을 알려 주는 것은 國語的인 語 과 

漢字의 國語的인 用法이다.

국어 인 語 은 高句麗의 廣開土大王碑(414)와 中原高句麗碑(495)에 

漢文의 語 과 함께 쓰인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6世紀初의 新羅와 百濟

의 初期 吏讀文에 이어진다. 新羅의 6세기 후반 자료에는 한자를 완 히 

국어의 어순으로 배열하는 문체가 나타나고 8세기 에는 여기에 吐를 넣

어 표기하는 吏讀文이 나온다. 이것은 국어의 借字表記法이 7世紀 에는 

거의 완성되었던 것으로 추정  한다. 漢字가 國語的인 用法으로 쓰인 

표 인 로 文末語助辭 ‘之’를 선택하 다. 이 借字는 高句麗의 廣開土

大王碑와 中原高句麗碑에서 文末의 體 에 이어져 국어의 終結敍述語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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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의 뜻으로 쓰인 를 보여 다. 이것이 三國時代의 新羅에 이어져 

統一新羅時代에는 토로 발달하여 高麗初까지 사용되었다. ‘之’의 이러한 

용법은 한문의 代名詞에서 발달한 것인데 漢文에서 흔히 쓰이는 ‘也’, ‘矣’, 

‘焉’ 등이 선택되지 않고 이 차자가 선택된 것이 韓國的인 特徵이다. 이 

용법은 日本의 俗漢文에도 나타나는데 高句麗에서 발달한 용법이 新羅와 

日本에 傳播된 것으로 推定된다.

핵심어: 初期的 吏讀文, 國語的 語 , 終結敍述語尾 ‘之’, 吐의 發達, 

日本으로 傳播.

1. 序

韓國과 日本에서는 이른 時期에 漢字․漢文을 수용하여 自國語를 

表記하는 文字로 발 시켰다. 이 表記法은 一時에 발달한 것이 아니

라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된다. 그 過程의 一面에

는 일본의 文字表記가 韓半島의 향을 받아 발달했다는 論議가 일

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 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아직

도 베일에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은 그러한 베일의 한 자락

을 벗기는 것으로 이해되어온 韓國의 資料를 다시 한 번 검토하고자 

하는 데서 쓰여지는 것이다.

韓日 兩國이 漢文을 수입하던 기의 狀況은 자료가 거의 남아 있

지 않아 밝히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재 알려진 기록들이나 최근에 

발견되는 자료들은 兩國의 初期의 文字使用이 서로 한 계를 가

지고 있었음이 분명한 것으로 論議되고 있다.1) 이 論議 가운데는 자

1) 沖森卓也著(2003), ｢日本語の誕生－古代の文字と表記｣, 吉川弘文館. 이 著書

에서는 日本의 初期 記 인 5世紀 以後의 資料들이 韓半島 渡來人들의 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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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하여 무리한 추정을 한 것도 있으나 綿密한 觀察如何에 따라 

신빙성 있는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자를 이용한 國語의 표기를 일 부터 吏讀라고 불러 왔다. 吏讀

에 한 定義는 論 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체로 ‘實用文에 쓰이는 

國語나 國語的인 要素’라고 하여 왔고 이 吏讀가 쓰인 문장을 吏讀文

이라고 불러 왔다.2) 吏讀文은 三國時代에 이미 상당한 수  발달되어 

있었지만 후 의 吏讀文과 같이 한국어를 積極的으로 表記하는 段階

에까지 이르지는 못하 었다. 그 初期에는 거의 漢文에 가까운 文章이

었지만 正統의 漢文에서는 벗어나는 國語的인 要素가 들어 있었다. 

日本에서는 이와 같은 문장을 俗漢文 는 變體漢文이라고 하는데 한

국에서는 흔히 初期的 吏讀文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初期的 吏讀文은 高句麗에서 發生하여 신라에 傳播되어 完成된 

것으로 論議되고 있다.3) 百濟에서도 이 방면의 표기법은 발달되어 있

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구체 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아직 드러난 

것이 없어 論議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 에서는 高句麗의 吏讀가 

新羅에 傳播되어 發達한 狀況을 소개하고 그것이 日本의 文字生活의 

발달과 어떠한 계에 있었을까를 追究하는 근거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인데 간혹 百濟의 자료도 고려에 넣게 될 것이다.

2. 初期的 吏讀文과 韓國語的 語

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說明되고 있다.

2) 吏讀文 이외에 詩歌나 經典釋義와 같이 한국어를 면 으로 표기한 을 鄕

札이라 하고 漢文에 韓國語의 助詞나 語尾와 같은 吐를 달아 읽는 것을 口訣

이라고 하여 구별하기도 한다. 吏讀, 鄕札, 口訣은 모두 한자를 빌어서 표기

한 것으로 15세기에 訓民正音이 創制된 이후에도 지속 으로 사용되어 왔다.

3) 홍기문 (1957), ｢리두연구｣, p. 38-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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初期的 吏讀文의 특징은 國語的인 語 과 語彙, 그리고 語助辭(語

尾)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 부터 吏讀的인 語 은 廣開土大王碑

(414)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1) a. 王臨津 曰 我是皇天之子 母河伯女郞 鄒牟王 爲我連葭浮龜/ 王

이 臨津하여 말하길 나는 皇天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河伯의 

따님이다. 鄒牟王이다. 나를 하여 葭를 연결하고 거북을 띄

워라.

에서 ‘鄒牟王’은 그 문맥의 로 붙이나 아래로 붙이나 어느 쪽도 文

理가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b. 因遣黃龍來下迎王 王於忽本東崗 黃龍負昇天/ 곧 黃龍을 보내서 

내려와 王을 맞이하니 王을 忽本東崗에서 黃龍이 업고 昇天하

다.

에서도 王을 주어로 보면 뒤의 ‘黃龍負昇天’과는  연결이 안 된다

는 것이다.4)

이 碑文은 이른 시기의 高句麗의 記 으로 당시의 代表的인 文章

家가 썼다고 보아야 하는데 國語的인 語 이 섞인 破格的인 漢文을 

썼다는 것은 당시 高句麗가 中國과는 다른 吏讀的인 漢文을 썼다는 

사실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語 은 中原高句麗碑文(495年 推定)에서 더 顯著하게 나타

4) 홍기문, 前揭書, p. 27-28 참조.

이 구 에서 ‘黃龍負昇天’은 水谷悌二郞의 釋文(書品第100号)에서는 ‘履龍首

昇天’으로 읽었다. 이 게 읽으면 漢文文法으로는 통할 수 있지만 재 남아 

있는 字形으로 보아 그 게 判讀하기가 어렵다. 橫井忠直이나 三 米吉은 ‘黃

龍負昇天’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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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5) 이 碑文은 漢文의 어순도 쓰 지만, 破格的 語 으로 보이는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2) a. 令□新羅寐錦世世爲願 如兄如弟 上下相和 守天/ 新羅의 寐錦이 

世世로 誓願을 하되 兄弟와 같이 上下가 서로 和睦하고 하늘의  

도리를 지키도록 하 다.

b. 弟□到至 跪營天/ 弟 □가 이르러 營天에 꿇었다.

c. 建立處 用  賜之/ 建立處는 使用 에게 下賜한다.

d. □□國土 太位 諸位 上下 衣服 來受 敎 跪營之/ □□國土의 太

位와 諸位의 上下들은 衣服을 와서 받으라고 명하여 營에 와

서 꿇었다.

이 碑文의 內容은 高句麗가 百濟를 征服하기 하여 地理的으로 

百濟의 背後에 있는 新羅人들을 懷柔하기 하여 高句麗의 太子가 

이 지역에 내려와서 工作하 던 內容을 記述한 것이므로 흔히 쓰이는 

造成記와는 다른 文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吏讀的인 語

이 섞이어 쓰이는 것은 高句麗가 破格的인 漢文을 리 사용하고 있

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漢文의 語 과 國語의 語 이 섞여 쓰이는 初期的 吏讀

文은 新羅의 資料에서 더 자주 發見된다. 迎日冷水里新羅碑(503年 推

定)에는 다음과 같은 語 이 破格的인 漢文으로 쓰인 것이다. 

(3) a. 取財物盡令節居里得之/ 財物을 取하는 것은 다 節居里로 하여

 얻게 한다.

5) 이 碑文은 1978年에 발견되었으나 그 독이 어려워 믿을 만한 해독을 할 

수가 없었다. 2000년 2월에 高句麗硏究 에서 4泊5日 동안 釋文作業을 할 때 

필자도 참가할 수 있어서 그 이두 인 性格을 밝힐 수가 있었다. 拙稿(2000), 

中原高句麗碑文의 解讀과 吏讀的 性格, ｢高句麗硏究｣ 10輯 參照.



10 口訣硏究 第15輯

b. 節居里若先死後/ 節居里가 만약 먼  죽은 후에

c. 跪所白了事/ 跪하고 보고하는 바를 마친 일임.

d. 此二人世中了事 故記/ 이 두 사람이 世中의 일을 마치었으므로 

기록한다.

이러한 吏讀的인 語 은 이 밖의 新羅의 三國時代 碑文에서도 자

주 발견할 수 있다.

 

(4) a. 其餘事種種奴人法/ 그 나머지 일은 種種의 奴人法에 따른다. 

(蔚珍鳳坪新羅碑, 524年)

b. 若此省皆罪於天/ 만약 이를 생략하면 모두 하늘에게서 죄를 받

는다. (上同)

(5) a. (前) 更赤城烟去使之/ 前 는 다시 赤城烟에 가서 일한다(벼슬

한다). (丹陽新羅赤城碑 540年代 推定)

b. □異葉耶國法中分 / □異葉이다. 國法에 따라서 나 어 다.

(上同)

이들은 한 碑文 안에 漢文의 語 과 國語의 語 이 함께 쓰인 것으

로 6世紀 中葉 以前의 것이다.

이에 하여 漢字를 완 히 國語의 語 으로 배열하는 文章들이 발

달하는데 이는 6世紀 中葉 以後의 자료에서 나타난다. 

(6) 壬申年六月十六日二人幷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忠道執持過失無

誓……/ 壬申年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다짐하여 기록한다. 하

느님 앞에 다짐한다. 지 부터 3년 이후 忠道를 執持하고 過失이 

없기를 맹서한다.…… (壬申誓記石, 551年 推定) 

(7) 此作起數  三百十二人功夫/ 이를 만듦에 동원한 數는 312人의 功

夫이다. (戊戌塢作碑, 578年 推定)

(8) 辛亥年二月卄六日南山新城作節如法以作後三年崩破 罪敎事爲聞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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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誓事之/ 辛亥年 2月 26日 南山의 新城을 지을 때. 만약 法으로 

지은 後 3年에 崩破하면 罪주실 일로 삼아 (임 께) 들으시게 하

여 맹서하는 일이다. (南山新城碑 591年 推定)

(9) 衆人至十一月十五日作始十二月卄日了積卅五日也/ 衆人이 이르러 

11月 15日 짓기 시작하여 12月 20日에 마치었다. 합계한 일수는 

35일이다. (明活山城作城碑, 611年 推定)

이와 같이 漢字를 國語의 序로 배열하다가 여기에 國語의 助詞와 

語尾를 삽입하는 表記法이 발달한다. 이것이 곧 본격 인 吏讀文이다. 

재 그러한 이두는 8世紀의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720)에서 비로

소 나타나지만 이미 7세기에는 발달하여 있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初期的 吏讀文(俗漢文)들은 각 集團마다 文書의 擔當 가 있어 그

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이를 말해 다.

(10) a. 節 書人 牟珍斯利 空吉支智/ 이 때의 書人은 牟珍斯利의 空吉

支智이다. (蔚珍鳳坪新羅碑, 524年 推定)

b. 書人 喙部□□□□ 石書立人 非今皆里村□□/ 書人은 喙部의 

□□□□이고 石書立人은 非今皆里村의 □□이다. (丹陽新羅

赤城碑, 540年代 推定)

c. 作書人 慕慕 智大 帝智/ 作書人은 慕慕 智大 帝智이다. 

(蔚州川前里書石原銘, 6世紀初)

d. 文作人 壹利兮一尺/ 文作人은 壹利兮一尺이다. (戊戌塢作碑, 578

年 推定)

e. 文尺 竹生次一伐/ 文尺은 竹生次一伐이다. (南山新城碑, 591年 

推定)

f. 書寫人 □利一尺/ 書寫人은 □利一尺이다. (明活山城作城

碑, 611년 推定)

이들의 名稱은 각 集團에 따라 다르지만 각 集團마다 文書를 擔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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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職責이 따로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新羅의 

首都 出身 들도 있고 地方 出身 들도 있어 이러한 文章을 作成할 

수 있는 사람이 中央과 地方에 리 퍼져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 다. 

이는  그들이 使用한 文體는 漢文으로서는 破格的인 것임에도 불구

하고 당시 社 에서는 首都나 地方에서 公用하는 文體로 보 되어 있

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新羅人들은 두 가지의 文體가 共存하는 것을 認定하고 있었다. 眞

王巡狩碑는 正格의 漢文이어서 初期的인 吏讀文으로는 보기 어렵

다. 後代의 기록이지만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719)와 甘山寺阿彌陀如

來造像記(720)의 前半部는 正格의 漢文으로 造成經緯를 서술하고 그

에 이어 吏讀文으로 亡 를 추모하는 내용을 追加하여 하나의 이 

이루어져 있다. 두 문체가 公認되고 있는 좋은 이다. 이러한 사실들

은 이 시 에 實用文으로서 吏讀文이 그 位置가 確立되어 있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百濟의 吏讀는 해 오는 記  自體가 어서 구체 으로 그 성격

을 摘示하기가 어렵다. 다만 武寧王陵에서 출토된 王妃의 銀釧銘은 

國語의 語 으로 되어 있어서 재로선 百濟의 표 인 吏讀文으로 

보인다.

(11) 庚子年二月多利作 大夫人分 二百三十主耳/ 庚子年(520年) 2月 多

利가 만듦. 大夫人의 몫임. (무게) 230銖이다.

이는 완 히 한국어의 語 이고 ‘多利作’ 다음에는 ‘矣’가 들어가는 것

이 漢文으로서는 格에 맞는다. 이런 에서 이 銀釧銘은 漢文의 格式

을 갖추지 않은 初期的인 吏讀文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에 비하면 

武寧王의 誌石은 正格의 漢文이다. 百濟 역시 正格의 漢文과 實用的

인 初期吏讀文이 같은 시 에 共存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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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吏讀 ‘之’의 發達

日本에서 발굴된 古代記  속에 韓國的 要素가 쓰 다고 하는 것

은 1978年에 公表된 稻荷山古墳의 鐵劍銘文에 나타난 ‘中’자와 1979

年 1월에 公表된 太安万侶의 墓誌銘에 나타난 ‘之’자의 용법에서 새롭

게 提起되었다. 이들은 漢文으로서는 破格的이고 한국의 古代 金石文

에 나타나는 用法과 一致한다는 点에서 이를 Koreanism이라고까지 

불 었다. 過去에도 古代日本의 文字生活이 韓半島의 影響을 받았으

리라는 主張은 있어 왔으나7) 이와 같이 具體的인 論点이 크게 提起

된 은 없었다. 

稻荷山古墳의 鐵劍銘文에 나타나는 ‘中’자는 ‘辛亥年 七月中記’와 같

이 쓰인 것이다. 이 ‘○月中’의 표 은 蒙古系의 민족이 세운 北魏에서 

쓰인 것으로 ‘中’은 몽골語의 格․處格의 後置詞 -du/-tu에서 온 

것이라는 說로까지 발 하 다.8) 처음 ‘○月中’의 中이 처격일 가능성

을 제시한 것은 李弘稙先生이었다. 瑞鳳塚銀盒杅銘에 ‘……三月中 太

王敬造’에 쓰인 ‘中’자가 漢文으로서는 어색하여 吏讀일 可能性이 있

다는 것이었다.9) 藤本幸夫敎授는 이 ‘○月中’이 中國에서 發生하여 高

句麗, 新羅, 百濟를 거쳐 吏讀로 發展된 것이 渡來人들에 의하여 日

6) 百濟의 資料는 日本에 해진 것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에 

한 檢討가 이루어져 좀더 분명한 사실이 밝 지면 이 논의는 좀더 활기를 띨 

것으로 기 된다. 

7) 福田良輔(1964), ‘書記に見えている ｢之｣について’, ｢古代語文ノート｣, 櫻楓社, 

p. 123에서 “ 倉進平(1929)의 ｢鄕歌及び吏讀の硏究｣, p. 442”에서 ‘之’가 中止

形이나 終止形에 붙는 것이 있다고 한 것은 日本上代의 記 이 朝鮮의 歸化

人에 의해서 주로 管掌되었다는 事實을 慮함직하다고 하 다.

8) 川環樹(1980), 稻荷山古墳の鐵劍銘と墓誌の漢文における Koreanism につい

て, 京都産業大學國際 語科學硏究所報, 第1卷 第3号.

9) 李弘稙(1954), 延壽在銘新羅銀合杅에 한 一․二의 察 ｢崔鉉倍先生 還甲

紀念 論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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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에 傳해진 것이라고 하 다.10) 그 후 필자는 여러 資料를 檢討한 

결과 한국에서도 ‘○月中’은 ‘某月 1日에서부터 그 달 末日까지의 어느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究明이 되어 處格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

다.11) 韓國의 後代의 吏讀에서 이 ‘中’자는 ‘中/긔, 良中/아긔, 亦中/여

긔, 衣中/의긔’ 등으로 나타나 處格助詞로 쓰 지만 그 가장 오래된 

것은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에 나오는 ‘然後中’, ‘楮根中’ 등에 쓰

인 ‘中/긔’이다. 이 以前에 나타나는 ‘中’字로서 吏讀로 確認된 것은 

재로선 없다. 中國의 古代 資料에 使用된 ‘中’자에 하여는 安田尙道

敎授가 中國語의 用法에 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緻密하게 證한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더 논의할 것이 없다.12)

文末助辭 ‘之’도 古代韓國에서는 매우 자주 쓰인 것이었다. 이것이 

日本의 太安万侶의 墓誌 ‘太朝臣安万侶以癸亥年(723)七月六日卒之’에

서 ‘卒之’라는 표 에 쓰인 것은 漢文으로서는 破格的이라는 것이다. 

이 ‘卒之’는 漢文의 自動詞에 ‘之’가 이어져 文章을 終結한 것인데 이

것은 韓半島에서 吏讀가 발달한 과정을 보면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卒之’는 古代의 漢文에도 있어왔지만 한국의 初期

吏讀文에서 이에 準하는 表現들이 자주 使用된 것은 東亞細亞 文字

史에서 慮해 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먼  高句麗의 자료에 나타나는 文末助辭 ‘之’에 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2) 雖有富足之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 刑之 買人制令守墓之/ 비

록 富裕한 자라도 함부로 살 수 없다. 令을 어기고 는 자는 형

10) 藤本幸夫(1986), ｢中｣字攷, ｢論集 日本語硏究(二)｣歷史編, 參照.

11) 拙著(2000), ｢吏讀硏究｣, 太學社, p. 64 參照.

12) 이 문제에 하여서는 安田尙道先生의 ‘上代日本の金石文に見える｢○月中｣

の原流について’(｢靑山語文｣ 第13号, 靑山學院大學日本文學 , 1983)에서 매우 

치 하게 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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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다. 산 사람은 制令으로 守墓한다. (廣開土大王碑, 414)13)

(13) □□國土太位諸位上下 衣服來受敎 跪營之/ □□國土의 太位와 諸

位의 上下人들은 衣服을 와서 받으라고 명하여 跪營하 다(營에 

와서 꿇었다). (中原高句麗碑, 495年 推定) 

(14) 建立處 用  賜之/ 建立處는 使用 에게 (그것을) 下賜한다. (中

原高句麗碑)

(15) 漢城下 後部 兄 文達節 自此 西北行 涉之/ 漢城下의 後部 

兄 文達이 감독하 다. 여기서부터 西北으로 行하여 涉하 다(걸

치었다). (高句麗城壁刻字, 446年 推定)

廣開土大王碑文에 쓰인 (12)의 ‘守墓之’는 명사 ‘墓’ 다음에 ‘之’가 

쓰 고, (13)의 ‘跪營之’도 명사 ‘營’ 다음에 ‘之’가 쓰인 것이다. 이들은 

國語의 文末終結語尾 ‘-다’로 번역된다. (14) 賜之의 ‘之’는 명사로

서 建立處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15)의 ‘自此西北行涉之’의 ‘之’

는 ‘於他’의 뜻으로 ‘自此西北行’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

나 이러한 正格의 用法에 充實한 表現이라기보다는 (12), (13)에서와 

같이 文章의 終結辭 ‘-다’의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以上 高句麗의 記 에서 ‘之’가 쓰인 는 4例에 불과하다. 그러나 

(12), (13)과 같은 표 은 新羅에 傳播되어 비교  많은 를 보여 주

고 있다. 종래 吏讀는 高句麗에서 發生하여 新羅에서 完成되었다는 

主張이 있었으나 實際로 高句麗에서 發生하 다는 事實을 證明할 만

한 決定的인 資料가 없었다. 吏讀資料가 不足하던 때에 高句麗 資料

에 하여 無理한 解釋을 하여 왔었던 것이다. 中原高句麗碑文이 發

掘되어 解讀되면서 文末助辭 ‘之’와 ‘節/디 (?)’, ‘敎’ 등의 單語가 新

羅의 그것과 一致하는 것이 確認되면서 비로소 高句麗와 新羅의 吏讀

가 하나의 계통으로 이어지는 事實이 믿음직한 것임을 밝힐 수 있게 

13) 李基文(1981), 吏讀의 起源에 한 一 察, ｢震檀學報｣ 第52号, p. 70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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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4)

新羅의 吏讀는 三國時代와 統一新羅時代의 吏讀로 나 어 보는 것

이 좋다. 三國時代의 初期的 吏讀文은 漢文과 韓國語의 語 이 섞여 

쓰이다가 6世紀 中半 以後에 漢字를 完全히 國語의 語 으로 排列하

는 文章이 나타난다. 統一新羅時代에는 이 國語語 의 文章에 吐(

체로 國語의 助詞나 語尾)를 넣어 좀더 분명한 표 을 할 수 있는 文

章이 發展되었는데 이 吐의 發達이 이두의 발달에서 매우 요한 것

이므로 이를 기 으로 시 를 나 게 된다. 統一新羅時代에도 吐가 없

이 漢字를 國語의 語 으로 排列한 吏讀文도 쓰 으나 數에 不過

하다. 

이와 같이 漢字를 國語로 排列한 初期的 吏讀文의 三國時代 新羅

資料에서 文末에 쓰인 ‘之’를 검토하기로 한다.

(16) 幷遊友 妺 麗德光妙 於史郞 安郞 主之/ 함께 노닌 벗은 妺 麗德

光妙, 於史郞, 安郞님이다. (蔚州川前里書石 原銘, 525年 推定) 

(17) □□兮 女道豆只又悅利  子 羅兮□□□□□ 合五人之/ □□

兮와 女 道豆只와 悅利 ,  子 羅兮와 □□□□□ 合하여 5

人이다. (丹陽新羅赤城碑)

(18) 是以後 其妻三□□□□□□□□□□許利之/ 이 以後 其妻 三□

□□□□□□□□의 利를 허락한다. (丹陽新羅赤城碑) 

(19) 石書立人 非今皆里村의 □□□□□□□□智 大烏之/ 돌에 써서 

세운 이는 非今皆里村의 □□□□□□□□智 大烏이다. (丹陽新

羅赤城碑)

(20) 十三日了作事之/ 13日에 了作한(만들기를 마친) 일이다. (戊戌塢

作碑)

(21) 如法以 作後三年 崩破  罪敎事爲 聞敎令 誓事之/ 만약 法으로 

지은 후 3年에 崩破하면 罪주실 일로 삼아 들으시게 하여(보고

14) 拙稿(2000), 中原高句麗碑의 解讀과 吏讀的 性格, ｢高句麗硏究｣ 10輯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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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여) 맹서하는 일이다. (南山新城碑)

이상은 명사 다음에 ‘之’가 쓰여 文章을 終結한 것이다. ‘-다’의 뜻

을 나타내는 平敍法終結語尾이다. 高句麗의 資料에서 名詞 다음에 쓰

인 例가 2 例나 되는 을 보았거니와 新羅에서도 이와 같은 가 6

例나 나타나는 것은 다고는 할 수 없다. 이 用法이 高句麗에서 新羅

로 擴散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之’가 漢文의 文末에 오는 경우는 ‘焉’, ‘矣’, ‘也’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楊伯俊은 ‘之’의 쓰임을 指示代詞로 쓰이는 것, 

兼事로서 ‘焉’자에 통하면서 ‘於是’, ‘於他’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 

品詞로서 動詞와 副詞의 다음에 쓰이어 指示代詞와 같이 쓰이나 指

示하는 象이 不分明하여 目的語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 등으로 分類

하여 說明하고 있다.16) 

이러한 들을 감안하면서 이번에는 文末의 用 에 ‘之’가 연결되는 

를 보기로 한다.

(22) 取財物 盡令節居利得之 敎耳/ 取財物은 다 節居利로 하여  얻

게 하라는 명령(敎)이다. (迎日新羅冷水里碑, 443年, 는 503年  

推定)

여기서의 ‘之’는 동사 ‘得’의 목 어로 쓰인 代名詞이어서 漢文에서

는 흔히 볼 수 있는 용법이다. 冷水里碑는 재 가장 이른 시기의 新

羅碑로 推定되는 것이다. 그러나 文章 終結辭의 쓰임에 있어서는 다

른 碑文과는 달리 ‘之’ 신 ‘耳’를 쓰고 있는 이 특이하다. 이에 

15) 裴學海著(1971), ｢古書虛字集釋｣, 廣文書局, p. 719 이하.

16) 楊伯俊著, 波多野太郞外 共譯(1956), 中國文語文法, 江南書院, 東京, 220面 

以下 參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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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는 뒤에 다시 언 하기로 한다.

(23) 立石碑人 喙部博士 于時敎之 若此省皆罪於天/ 立石碑人은 喙部

의 博士이다. 이 때 命(敎)하 다. 만약 이것을 생략하면 모두 하

느님에게 죄를 짓는다고. (蔚珍鳳坪新羅碑)

이 ‘于時敎之’의 ‘之’는 他動詞 ‘敎’ 뒤에 이어지고 있다. 이는 그 뒤

에 이어지는 ‘苦此省皆罪於天’을 가리키는 指示代辭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指示代辭 ‘之’는 앞에 나오는 事物을 가리키는데 이 경우는 例

外이다. ‘之’를 ‘也’와 같은 뜻을 나타내는 語助辭로 보는 것이 좋을 것

이다.

(24) 作食人…只伺六牟呼夫人……一利等次夫人……沙爻功夫人 分共作

之/ 作食人은……只伺六牟呼夫人과…… 一利等次夫人과……沙爻

功夫人이 나 어서 함께 만들었다. (蔚州川前里書石 追銘, 539年  

推定)

‘分共作之’의 ‘作之’는 ‘作食人’의 ‘作食’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이

는 指示代名詞로 보아야 할 것이다.

(25) □  更赤城烟 去使之/ □ 는 다시 赤城烟에 가서 일한다(벼슬

한다). (丹陽新羅赤城碑)

이 文脈의 之는 그 목 어를 찾기가 어렵다. 文章終結語尾 ‘-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26) □□□□使法 赤城佃 法爲之/ □□□□使法 赤城佃 法을 삼는

다. (丹陽新羅赤城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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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 속의 내용을 알 수 없어 문맥을 악하기가 어려우나 이 경

우의 ‘之’는 動詞 ‘爲’의 目的語를 나타내는 代名詞로 보인다.

以上의 例들은 漢文과 國語의 語 이 섞여 쓰이는 들이다. 여기

에 쓰인 ‘之’는 他動詞의 目的語로 쓰인 것이 3이고. 나머지 2은 한국

어의 文章終結敍述語尾 ‘-다’의 뜻으로 쓰인 것이다.

다음에 列擧되는 三國時代의 吏讀文들은 漢字를 國語의 語 으로 

排列한 것이다.

(27) 若國不安大亂世 可容行誓之/ 만약 나라가 不安하고 크게 어지러

운 세상이면 可히 용납될 수 있게(社 正義에 맞게) 행할 것을 

맹서한다. (壬申誓記石, 552年 推定)

여기서의 ‘之’도 指示代名詞로서는 指示內容이 불확실하다. 문장을 

끝맺는 敍述語尾에 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8) 戊戌年四月朔十四日 另冬里村 高□塢 作記之/ 戊戌年 4月朔 14

日에 另冬里村의 高 □塢를 만들고 기록한다. (戊戌塢作碑, 578

年 推定) 

이 ‘記之’는 ‘記’가 他動詞이므로 ‘之’가 指示代名詞가 될 수 있다. 

그러나 ‘記之’의 ‘之’는 指示하는 內容이 기록하는 內容 全體라고 보아

야 하므로 그 指示 象이 曖昧한 것이다. 이 뒤에도 ‘記之’는 여러 

차례 나오는데 단순한 文末終結語尾 ‘-다’의 뜻으로 쓰이는 것으로 보

는 것이 文脈의 內容을 理解하기가 쉽다. 이런 에서 漢字를 國語의 

語 으로 排列하는 文體에서는 ‘之’가 漢文의 文法에 따르기보다는 國

語의 文法에 따르는 것으로 보이므로 ‘之’를 漢文文法에 依支하기보다

는 國語文章의 終結語尾에 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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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亡妣官肖里夫人 年六十六 古人成之 東海欣支邊散之/ 亡妣 官肖

里夫人은 나이 66에 古人이 되었다. 東海의 欣支邊에 뿌리었다. 

(甘山寺彌勒菩薩造像記, 719)

(30) 亡 仁章一吉飡 年四十七 古人成之 東海欣支邊散也/ 亡  仁章

一吉飡은 나이 47에 古 人이 되었다. 東海의 欣支邊에 뿌리었다.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 720)

이는 甘山寺의 두 造像銘으로 同一人의 發願에 의하여 造成된 것

이고 吏讀文도 한 사람의 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吏讀文의 ‘古人成

之’는 ‘卒之’에 한 異表現이다. 儒家의 ‘卒’에 하여 佛家에서 雅語

的으로 사용한 표 이다. 여기서도 ‘成’이 自動詞이므로 ‘之’는 文章의 

終結語尾에 응하는 것이 確認된다. 이에 하여 (29)의 ‘散之’는 散

이 他動詞이므로 之를 指示代名詞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30)에서는 

같은 내용이 ‘散也’로 표 되어 ‘之’가 ‘也’로 바 었다. 이는 이 吏讀文

의 ‘之’가 指示代名詞가 아니라 ‘也(-이다)’와 같은 文末終結語尾로 쓰

인 것임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30)의 例文은 이  가운데에 ‘助在哉’와 같은 표 이 들어 있다. 

여기에 吐인 ‘哉’가 쓰이고 있어 本格的인 吏讀文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古人成之 東海欣支邊散也’의 ‘之’나 ‘也’도 吏讀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漢字를 國語의 語 으로 배열하고 吐를 사용하

는 것은 初期的 吏讀文(變體漢文)이 漢文에서 獨立되어 國語를 表記

하는 吏讀文으로 발달하 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이후

(720年)의 吏讀文에 使用되는 ‘之’는 國語의 文末終結語尾 ‘-다’의 表

記에 使用된 것으로 보아야 自然스러운 解釋이 된다.

다음은 吐가 쓰인 吏讀文에 終結語尾 ‘之’가 쓰인 들이다. 이 ‘之’

는 國語로 읽힌 것이니 일례로 (32)의 ‘成內之’와 같은 표 에서 ‘成’ 

다음에 쓰인 ‘內’는 動詞 ‘成’을 國語로 읽을 것을 指示하는 구실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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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內’가 連結된 ‘成’字는 國語로 읽어 ‘일-(自動詞)’ 는 ‘일

이-(他動詞)’로 읽어야 한다. 그에 이어지는 ‘之’도 ‘-다‘로 읽어 ‘成內

之’를 ‘일다’나 ‘일이다’로 읽어야 意味가 通하는 文章이 된다.17) 

각 吏讀文에 쓰인 吐는 을 그어 표시하 다.18) 자료의 배열은 

年代 으로 하 는데 이 가운데는 語 만 國語로 排列하고 吐는  

사용하지 않은 初期的 吏讀文도 들어 있다. 문 (32), (50), (51)이 그

것인데 여기에 쓰인 ‘之’는 國語로 訓讀하 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音

讀된 것으로 보이므로, 吐로 볼 수 없어 을 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이 音讀되었다 하더라도 그 機能은 漢文의 機能이 아닌 國語의 

終結語尾 ‘-다’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31) 歲□十九庚申年 四月二十二日 長逝爲□之/ 나이 69인 庚申年 4

月 22日에 돌아가셨다.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 719)

(32) 開元十三年乙丑 三月八日 鐘成記之/ 開元 13年(乙丑年) 3月 8日

에 鐘을 만들고 기록한다. (上院寺鐘銘, 725)

(33) 天寶十三載甲午 八月一日 初 乙未載 二月十四日 一部 周 了成內

之/ 天寶 13년(甲午年) 8月 1日에 시작하여 乙未載 2月 14日에 

一部를 두루 造成하여 마치었다.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 755)

(34) 香水 用厼 沐浴令只但 作作處中 進在之/ 香水를 써서 沐浴시키

어야만 만드는 곳에 나아간다. (上同)

(35) 佛菩薩像 作時中 靑衣童子 伎樂人等 除 余 淳淨法  上同之/ 佛․

菩薩像을 지을 때에 靑衣童子와 伎樂人 等을 除하고 나머지 淳

淨法은 와 같다. (上同)

(36) 村主位畓 十九結 七十負 合田 六十二結 十負……並烟受有之/ 村

17) 이들 吏讀文에서는 ‘內’가 省略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그 경우도 해석은 

같다. ‘內’의 사용은 隨意的이다.

18) 吏讀 가운데는 토가 아닌 單語들도 있는데 이 경우는 을 지 않았다. 

‘之’의 기능을 드러내기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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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의 位畓은 19結 70負이다. 合田은 62結 10負이다…… 모두 烟

에서 받아 보유하고 있다. (新羅帳籍, 758 推定) 

(37) 賣如白 貫甲一 合无去因白 馬二 並 死之/ 팔았다고 보고하는 貫

甲(사슴)이 하나. 도합 없어졌으므로 보고하는 말이 둘. 모두 죽

었다.(上同)

(38) 合秋子木七十一 並古之/ 도합 楸子木은 71이다. 모두 늙었다. 

(上同)

(39) 合馬十 並 古之/ 도합한 말은 10인데 모두 늙었다. (上同)

(40) 馬於內 上扌 一具 上仕之 扌尾  上仕而 汚去如/ 馬於內 上等 1

具는 로 보내서 일하게 하 다. 等尾 는 로 보냈으나 汚去

되었다. (正倉院所藏 出納帳, 758 推定)

(41) 一  皆 三惡道業 滅厼 自毗盧遮那是等 覺 去世爲厼 誓內之/ 一

 모두 三惡道業이 滅하여서 스스로 毗盧遮那인 것을 覺하고  

去世하도록 다짐한다. (永泰二年銘石毗盧遮那佛 造像記, 766)

(42) 內物是在如/ 內物이다. (上同)

(43) 二塔 天寶十七年 戊戌中 立在之/ 두 塔은 天寶 17年(戊戌年) 中

에 세웠다. (葛 寺石塔銘, 785-798)

(44) 娚姉妹 三人業以 成在之/ 오라비와 姉와 妹 三人의 業으로 이루

었다(조성하 다). (葛 寺石塔銘, 785-798)

(45) 貞元十四年戊寅 四月十三日 菁堤治記之/ 貞元 14年(戊寅) 4月 13

日에 菁堤를 수리하고 기록한다. (永川菁堤碑貞元銘, 798)

(46) 此如爲 二月十二日 元 四月十三日 此間中 了治內之/ 이와 같이 

하여 2月 12日부터 4月 13日, 이 사이에 마치어 수리하 다(수리

하기를 마치었다). (上同)

(47) 此中 典大等 角助役 切火․押梁二郡 各□人厼 起使內之/ 이 가

운데 典大等, 角助役은 切火과 押梁 2郡에서 각각 □人씩 동원

하여 부리었다. (上同)

(48) 貞元卄年甲申 三月卄三日 當寺 鍾 成內之/ 貞元 20年(甲申) 3月 

23日 當寺의 鍾이 이루어졌다. (禪林院鐘銘, 804)

(49) 當寺 古鍾金 二百卄廷 此以 本爲內 十方旦越 勸爲 成內在之/ 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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寺의 묵은 종쇠 2百 20廷. 이것으로 을 삼아 十方의 檀越을 勸

하여 조성하 다. (禪林院鐘銘, 804)

(50) 元和五年庚寅 六月三日 表明塔金  治成文 記之/ 元和 5年(庚

寅) 6月 3日 表明이 塔과 金 을 수리하고 조성한 것을 기록

한다. (昌寧仁陽寺碑銘, 810)

(51) 奄九月一日 此處至 丁未二月三十日 了成之/ 9月 1日에 이 곳에  

(돌이) 이르 다. 丁未年 2月 30日에 마치어 조성하 다(조성하

기를 마치었다). (安養中初寺幢竿石柱銘, 827)

(52) □紀元年己酉 八月 佛成文□□□節中 成之/ 龍紀 元年(己酉) 8月 

佛成文□□□ 때에 이루었다. (英陽石佛坐像光背銘, 889)

(53) 僧矣段 赤牙縣 鷲山中 新處所 元 聞爲 成造爲內臥乎亦在之 白賜

/ 僧들의 경우에는 赤牙縣의 鷲山에 新處所를 처음 奏聞하여 成

造하고 있다고 사뢰시어(보고하시어) (醴泉鳴鳳寺慈寂禪師碑陰銘, 

941)

(54) 衆矣 白賜臥乎 皃如 加知谷寺谷中 入 成造爲賜臥亦之 白臥乎 味 

及白/ 스님들의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加知谷의 寺谷에 들어가 

成造하시고 있다고 보고하신 뜻이 (官에) 도착되었다. (上同)

(55) 國家以 山院名 幷 十四州郡縣 契乙 用 成造令賜之/ 國家로부터  

山과 院의 이름(을 주심)과 아울러 14州, 郡, 縣의 契를 써서 造

成시키시었다. (上同)

의 문 가운데 ‘收有之, 記之, 誓內之, 治內之, 起使內之’의 ‘之’

는 他動詞에 연결된 것이다. 漢文이라면 이 ‘之’가 指示代名詞가 되어

야 하겠으나 吏讀文에서는 그러한 기능을 완 히 喪失하 다. 

이상의 들은 ‘之’가 쓰인 용례 가운데 복되는 는 생략한 것이

므로 재까지 三國時代부터 高麗初까지 사용된 文末語助辭(終結語尾 

包含) ‘之’의 用例는 모두 열거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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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結語

우리의 古代記 資料는 量이 어서 傳하여 오는 것은 九牛一毛에 

不過하다고 하여도 過 이 아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시 의 吏讀文

에서 50餘種의 例를 보여 주는 文末語助辭 ‘之’가 발견되고 있다. 이

들은 高句麗에서 新羅로 傳播되어 高麗初까지의 用例들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해오는 吏讀文의 量에 비하면 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之’는 漢字․漢文으로부터 國語의 表記로 發達하여온 過程을 어

느 정도 說明하여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之’字 以外의 文末助辭(終結語尾)가 三國時代부터 新羅末까지의 

吏讀文에서 쓰인 例들을 통틀어 보면 그 種類도 고 使用된 頻度도 

극히 낮다. ‘也’는 明活山城作城碑에 2회,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에 

1회, 葛 寺造塔記에 1회, 竅 寺鍾銘에 1회가 사용되어 모두 5회밖에 

쓰이지 않았다. 이 語助辭가 漢文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을 감안

하면 한국의 吏讀文에서는 使用頻度가 낮은 것이라고 하겠다. ‘矣’는 

平壤高句麗城壁刻字에 1회, 菁堤碑貞元銘에 1회, 竅 寺鐘銘에 1회 使

用되었을 뿐인데 그 가운데는 文末語助辭로 보기가 어려운 例도 있다. 

‘耳’는 迎日冷水里新羅碑에 4회 사용되었을 뿐이다. 丹陽新羅赤城碑에 

‘耶’가 쓰 으나 接續詞일 可能性도 있다. ‘哉’는 甘山寺阿彌陀如來造

像記에 1회,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에 4회 使用되었고 ‘乎’는 新羅華嚴

經寫經造成記에 1회, 禪林院鐘銘에 1회 使用되었는데 이들은 吐로 使

用된 것이어서 初期吏讀文의 文末語助辭와는 脈絡이 닿지 않는다. 

이와 같이 다른 語助辭에 比하여 ‘之’자가 文末語助辭로 자주 쓰이

게 된 緣由가 어디에 있는가가 問題로 提起된다. 이는 高句麗의 漢文

에서 ‘之’가 吏讀的인 用法으로 使用되었고 그것이 新羅에 미친 것으

로 보는 것이 穩當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高句麗는 어떤 緣由로 ‘之’를 

文末語助辭(주로 敍述形語尾)로 使用하 는가가 疑問이다. 이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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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지 의 자료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다.

新羅의 資料인 迎日冷水里新羅碑에서 ‘耳’가 4回나 使用되었다는 것

은 생각해 볼 문제를 제기한다. 이 文末語助辭는 ‘也’와 같은 뜻을 나

타내는 것인데도 ‘耳’만이 4회나 쓰인 것은 그 당시의 文體의 一面을 

暗視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碑文은 이제까지 알려진 신라의 碑文 

가운데서는 가장 이른 것인데 이 ‘耳’가 百濟의 武寧王陵에서 나온 吏

讀文인 王妃의 銀釧銘에도 使用된 点이 注目을 끈다. 더욱이 現在 百

濟의 吏讀文(俗漢文)에서는 ‘之’의 用例가  나타나지 않는 点을 

감안할 때 百濟에서는 高句麗의 ‘之’가 新羅에 受容되기 이 에 ‘耳’를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된다. 高句麗가 南下하기 이

 新羅와 百濟는 매우 親密한 關係에 있었다는 을 慮하면 이 

‘耳’는 그러한 가운데서 相互 交涉이 있었음을을 反映하는 것으로 생

각해 볼 만한 것이다.

新羅에서 자주 사용된 文章終結辭 ‘之’는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755)

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한 吏讀 ‘如/-다’에 依하여 交替되기 시작하여 

高麗初인 10世紀까지 使用되다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종래에는 ‘之’

는 後代의 吏讀에 리 쓰인 ‘齊’에 이어졌다고 하 으나 ‘齊/졔’는 甘

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720)에 처음 나온 ‘哉/’에서 발달하여 高麗時

代의 鄕歌에 ‘制/졔’로 이어졌다가 10세기 이후에야 ‘齊’로 統一되어 쓰

이기 始作하여 19世紀末까지의 吏讀에 이어진 것이다. ‘之’와는 語形

과 機能이  다른 것이다.

日本의 漢文, 그 가운데서도 變體漢文이 韓半島의 影響을 받았을 

可能性은 日本의 硏究 들이 한국의 吏讀에 하여 關心을 두면서부

터 일 부터 持續的으로 追究되어 왔다. 그러나 韓國의 자료가 貧弱

하여 具體的인 證據를 찾는 일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近에 와서 

高句麗와 新羅의 資料가 發掘되어 解讀되면서 新羅의 吏讀가 高句麗

의 影響을 받아 발달하 음이 確實한 것으로 믿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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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太安万侶의 墓誌銘에 나오는 ‘卒之’에 하여 筆 의 소박

한 생각을 덧붙이기로 한다. 安田尙道先生은 中國의 古文獻에서 ‘之’

의 用法을 찾으려고 노력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가 列擧한 ｢公羊伝｣의 

‘曷爲以二日卒之’의 ‘之’나 그 밖의 用例들에 나오는 ‘之’의 기능은 一

定한 機能이 있어 太安万侶의 墓誌銘에 나오는 ‘卒之(졸하다)’와 같은 

平敍法 ‘-다’의 표 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福田良輔先生의 

‘書記に見えている｢之｣字について’에서 論議한 ‘之’字의 用法이 이 ‘卒

之’의 機能과 來歷을 理解하는 데 有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福田先生

이 分類한 第7의 用法에서 列擧한 ‘之’의 文末助辭의 用法들이 韓國

의 初期吏讀와 매우 가까운 모습을 보여 주는 이 주목을 끈다. 즉 

‘新羅軍潰之, 乃起行之, 日蝕之’ 등의 ‘之’는 經典釋詞에서 말한 ‘也’, 

‘哉’, ‘矣’, ‘焉’과 같이 解釋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空之’, ‘淸淸

之’, ‘吉之’는 文末에서 形容詞에 ‘之’가 붙은 이고 ‘今我也弟之’, ‘君

則天之 臣則地之’는 體 에 붙은 語末助辭로 ‘也’, ‘ ’와 같은 類의 

用法이라고 보고 있다. ‘天之’, ‘地之’의 ‘之’가 聖德太子伝曆에서는 

모두 ‘也’로 쓰인 것으로 보아 이 ‘之’가 ‘也’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

고 있다. 이러한 ‘之’의 用法은 萬葉集에도 나타나나 吏讀의 ‘-다’의 

機能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之’의 이러한 表現은 宣命, 祝詞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正倉院의 古文書에는 多種多樣하게 나타나고 推古朝

遺文과 古京遺文에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 자료들에서 ‘之’가 中國의 

用法과 다르면서 한국의 用法과 한 계를 가진 것을 確認하는 

作業은 쉬운 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19) 앞으로 좀더 철 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太安万侶의 墓誌銘에 나오는 ‘卒之’가 쓰인 것은 723年이니 新羅의 

19) 이 에 倉進平의 을 인용하여 吏讀의 中止形에 ‘之’가 쓰인다고 하 으

나 재까지의 韓國資料에는 그러한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아마도 이것은 

韓國의 吏讀를 硏究하던 初期에 잘못 악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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吏讀에서 吐가 처음 발견된 720年과 같은 時期이다. 그러나 日本에서

는 이 ‘之’가 吐로 발달되지 않았으니 韓國의 그것과는 性格을 달리하

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之’의 用法은 韓國의 5世紀와 6世紀 中葉까

지의 高句麗와 新羅에서 國語의 語 과 漢文의 語 이 混用되는 初

期吏讀文(變體漢文)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이 時期의 兩國의 ‘之’의 用

法이 서로 계가 있음은 부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137-880 서울시 서 구 서 동 1709-3]

E-mail: namph1935@empal.com

수일자: 2005.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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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Sentence Final Partikle 之 in Old Korean Yidu(吏讀)

Nam, Pung-hyun

漢字․漢文は紀元前韓半島に收容され韓國化となった。このような漢文を

初期的吏讀文、變體漢文、俗漢文などに呼ばれてきた。これらの文體が發達

し、韓國語の借字表記法に發達した。この表記法の發達は幾つかの過程を経

たもので、その具體的な內容が分かるものは韓國語的な語 と漢字の韓國語

的な用法, である。

韓國語的な語 は高句麗の廣開土大王碑(414)と中原高句麗碑(495)に、漢

文の語 と共にもちいられたものが現れるが、これが6世紀初の新羅と百濟の

初期吏讀文に繫がる。新羅の6世紀後半資料には漢字を完全に韓國語の語

に配列する文體が現れており、8世紀初にはこれに吐を入れて表記する吏讀文

が現れるようになる。これは韓國語の借字表記法が7世紀 にはほぼ完成され

ていたものと推定できる。

漢字が韓國語的な用法に用いられた代表的な例として文末語助辭 ‘之’を選

んだ。この借字は高句麗の廣開土大王碑と中原高句麗碑において、文末の體

に位置されており、韓國語の終結敍述語尾 ‘-다’の意味として用いられた例

を見せている。これが三國時代の新羅に引き継がれ、統一新羅時代には吐に

發達して、高麗初まで用いられた。‘之’のこのような用法は漢文の代名詞から

發達したものであるが、漢文では一般的に用いられている ‘也’、‘矣’、‘焉’など

が選ばれないで、この借字が選ばれたのが韓國語的な特徵である。この用法

は日本の俗漢文にも現れているが、高句麗から發達されたこの用法がこの新

羅と日本へ傳播されたものと推定される。

キーワード: 初期的吏讀文, 韓國語的語 , 終結敍述語尾 ‘之’, 吐の發達, 

日本に 傳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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