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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to intenpret the word nam ja mok kai （南子木 

蓋）in Keirim Yusa （鶴林類事）.

Comparative linguistic analytical approaches ware employed for this research.
Results and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It was found that similar 

words to jamok kai （子木蓋）of Koryo were in Mongolic, Manchuric as well as in Hebrew.
Thus, the word nam ja mok kai （南子木蓋）is not reversed word of nam mok ja 奴zi（南木子蓋）.

The word jamokkai and the meaning of it were derived from Hebrew.

I.緖論

鶴林類事의 高麗方言 硏究는 활발한 연구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高 

麗方言 硏究는 대체로 國語史的인 면에 치우쳐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鷄林類事는 宋나라의 

孫穆이 高麗語를 당시의 漢字音으로 표기해 놓은 

것이므로 國語史的인 硏究 方法만으로는 解讀되 

지 않는 어휘들이 있다. 또한 이미 해독된 것이라 

도 문제점이 있는 것도 있고 아직 未詳 또는 不明 

으로 남아있는 어휘들이 있다.

이러한 어휘 가운데 "夾袋曰 南子木蓋”가 있 

다. 本 研究에서는 “夾袋曰 南子木蓋”에 대한 새 

로운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先行 硏究를 검토하고 주변 언어나 또는 方言 등 

에서 “夾袋曰 南子木蓋”와 類似한 어휘들을 찾아 

내어 그것들을 위의 기록에 보이는 것과 比較하 

여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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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先行研究

劃昌惇은 “夾袋 曰 南子木蓋”를 “南木子蓋”로 

수정하고 이것을 "느又개”로 해독하였다D.
方鍾玄은 "南子木蓋”를 "남자모개”라고 읽고 

서 이것은 未祥이라 하였다1 2）.

1） 割昌惇, "雞林類事 補敲，” 최현배 선생 회갑기념 논문집, （서울 : 思想界*t, 1954）, p. 149.
2） 方鍾鉉，“鎮林類事硏究,”東方學志2, 185.
3） 李基文, "鎮林類事의 一考察,” 일석 이희승 선생 송수기념논총, （서울 : 일조각, 1957）, p. 407.
4） 金詰憲, "鷄林類事 硏究,” 국어국문학, 1962, p. 105.
5） 陳泰夏, 鷄林類事 硏究, （서울 : 塔 出版社, 1975）, p. 497.
6） 上揭書 .

7） 姜信沆，鎮林類事高麗方言硏究，（成均館大學校出版部1980）, p. 88.
8） 陳泰夏, 鎮林領事 硏究, （서울 : 塔 出版社, 1975）, p. 770.
9） 上揭書，p. 694.

10） 上揭書

11） 上揭書，P. 772.

그후 李基文도 劉昌惇과 같이「南子木蓋」는 

••나모”에 해당할 것이므로 “南子木盖”를 “南木 

子蓋”로 고쳐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3 4 5 6 7 8 9 10 11）. 金詰憲도 

劉昌惇과 李基文의 見解에 同調하였다。. 그러나 

陳泰夏는 "夾袋 曰 男子木蓋”를 取하고 이것을 

男子夾袋 曰 木蓋”로 고쳐야 한다고 하면서 傳寫 

時의 奪訛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叫 그는 

張宗祥 校正 明鈔 說郛本을 따랐다.

그리고 또한 그는 囊의 鮮初語는 "나X” 또는 

纏帶였으므로 "木蓋”의 音値와는 대응이 되지 않 

는다고 하면서 앞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하였다 6）.
姜信沆은 "南子木蓋”의 漢音을 nam-tst-mak- 

血라고 읽었고 國音은 제시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해석도 하지 않았다”.

夾袋는 衣袋 卽 衣糞을 意味한다. 朝鮮時代에 

囊은 느 로, 또는 느戈 이라 하였다. 鶴林類事의 研 

究者들은 朝鮮語에 囊을 느又, 또는 느모이라 하 

였으므로 "南子木蓋"를 누 로에 대옹할것으로 보 

고 “南子木蓋”란 기록을 “南木子蓋”의 誤記로 보 

았다.

그러나 "南子木蓋”를 李朝語 蚌 못 또는 느叉과 

대응되는 말로 보기 위하여 “南子木蓋”를 “南木 

子蓋”로 修正하여 “南木子蓋”와 느如 느叉과를 

연결시키려는 接近 方法에는 無理가 있다고 보인 

다. 鷄林類事의 高麗 方言에는 誤記나 誤寫가 더 

러 있기도 하다. 그러나 原文을 修正하는 것에 

는 충분한 연구가 수행된 후에라야 도모할 일이 

라고 생각된다.

鎮林類事의 “夾袋 0 南子木蓋”란 記錄에 나타 

나는 고려의 "南子木蓋”란 말과 유사한 말이 國 

語의 方言이나 또는 주변언어에 있는지 찾아보고 

그것들을 南子木蓋와 比較하여 보기 위하여 먼저 

南子木蓋의 漠音올 보기로 한다.

m.漠音

南音

1. 「廣韻」「集韻」「韻會」「正韻」那含切覃平聲

nan
「唐韻」那含切音男nan

2. 「韻補」머•尼心切, 音 寧

3. 北宋汴梁（開封）語音 冲渺＞.

漢古音nan^\

子音

1. '■廣韻」卽里切，「集韻」「韻會」「正韻」相似 

切紙上聲tzyy, tzu
2. 「集韻」將吏功眞去聲tzyh
3. 北宋汴梁（開封）語音tsi
4. William 古音 tsai, tsi, dzai, tsit, ti, tip
5. Karlgren 古音，tsi
6. 辭海tz

木音

1. 「唐韻」「廣韻」「集韻」「韻會」莫卜切音沐屋 

入聲muh, mu
2. Wiliam, mot, mok
3. 古漢音mukI0）.
4. 北宋汴梁（開封）語音 mu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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蓋音

1. 「唐韻」「廣韻」古太切，「集韻」「韻會」居太 

切音句泰去聲 啊（中文），加i（康熙）

2. 「廣韻」古盍切，「正韻」古畜切，音翻合入聲 

gee（中文），「正韻」古奮切音曷 切（康熙）

3. 「廣韻」胡臘切音盍 所（康熙），her（中文）

4. William kat, kak, kap
5. 北宋汴梁（開封）語音kai

이상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漢音 “南子木 

蓋”는 여러 音으로 표음될 수 있다. 南子木蓋의 

高麗音은 '남주머개'였을 것이다. '주머개'란 말은 

李朝語 주머니란 말의 원형으로 간주된다.

恥解釋

이미 앞에서 본 것과 같이 南子木蓋와 頌只 또 

는 느 못과는 音을 대응시키기가 곤란하다. 南子 

木蓋를 原文대로 두고는 대응시킬 수가 없으므로 

南子木蓋의 "子"字와 "木"字의 순서를 대치시켜 

서 느只 또는 느로과 대응시킨 것이다.

套을 의미하는 李朝語로는 느로, 느又 외에도 

주머니란 말이 있다. 이 주머니란 말이 '子木蓋' 

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먼저 주머니란 말의 여러 

변형과 방언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子木蓋와 유 

사한 말이 주변어에 있는지 찾아 보고자 한다.

주머니란 말은 주먼이, 줌어니, 죠만, 줌치 등 

으로도 나타난다.

주머니〜주머니 렴（帘泪, 주머니（荷包）

주먼이〜주먼이에 넛타I"
죠만〜囊 曰 죠만0
줌치〜뵈 줌치예 （布袋）侦, 쟈근 줌치예 1"
주머니란 말은 다음과 같은 변화 과정을 거쳤 

다고 한다.

주먼이 — 주머니 ― 줌一어니

3

주머니란 李朝語는 현재까지 남아있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며 여러 地方의 方言으로도 

나타나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주머니의 方首

조마니~전남

조마이

주머이〜함경, 량강, 강원

주머치 ~

주먼지~충남, 전남

주먼치一평북, 자강

주멍 이 ~함남, 경북, 강원

주메이

주멩기~제주도

주멩이 ~

주무니~경남

주무이~경상

주문치~경남

주뭄치~경남

주미〜경북

주밍이~경상

줌치〜경상

쭈매이

쭈머니

쭈머이

쭘치

투머니

넙차게一평북

옆차게~경기, 황해

옆차기~강원

鶴林類事의 高麗方言 “夾袋 S 南子木羞”에 대 

한 기록은 “南”字를 "男”字로 標記한 版本도 있 

고 "蓋”字를 “盖”, “葢'•字로 標記한 版本도 있다. 

「南」과「男」字는 서로 通하는 글자이다.

蓋字는 葢字의 俗字이며 盖도 효의 俗字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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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癸꾜 日 記, p.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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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子木蓋」의 解讀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南”字와 "男 ”字는 音義 모두 통하는 글자이므 

로 “南”字는 "男”字의 意味로 해석할 수도 있다.

南子木蓋의 南字는 그 音이 借用된 글자인지 

男字와 同音同義語로 사용된 글자인지 알 수가 

없다.

藍格明鈔本（1522〜1566 A.D.）을 비롯하여 海 

東譯史本（純祖 25年, 1823 A.D.） 등에는 男子木 

蓋로 기록되어 있는데 南字와 同音同義語인 男字 

로 보면 위의 版本에서와 같이 男子木蓋가 된다. 

그러면 南子木蓋, 卽 男子木蓋를 어떻게 읽을 것 

인다? 南（男）子 木蓋로 읽을 것인가 南（男） 子木 

蓋로 읽을 것인가?

"子木蓋”란 高麗語와 比較할 수 있는 말이 주 

변어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몽고어에 수말또는 수멀（5»-"讶/）如 

이란 말이 있는데 이 수말 또는 수멀이란 말은 口 

。즉 자루를 의미한다. 만주어로도 口俗를 "수 

말”（w-ma/） 이라 하는데⑴ 만주어 “수말”은 몽고 

어 “수말”과 그 音義가 同一하다. 만주어 "수말” 

은 몽고어 “수말”에서 由來된 것을 알 수 있다.

"수멀"이나 "수말”은 高麗語 "子木蓋”와 音義 

모두가 유사하다. "子木蓋”와 유사한 말은 몽고 

어나 만주어 외에 히브리어에서도 발견할 수 있 

다.

南子木蓋를 南 子木蓋로 떼어 읽고 “子木蓋”란 

高麗語와 몽고어 跋과 유사한 말에 회브리어 

*7012? 이란 말이 있다.

°1 말은 아라비아어 enclose, envel-
ope）에 근원이 있는 말이다.

bate 에서 유래된 n，/?© 는 wrap
per, mantle, garment, clothes, covering or re
ceptacle for articles 의 뜻이 았다. 이 

以에 接尾語가 붙으면 가 된다. 高

麗語 "子木蓋”는 이 TJFl'POto 와 그 音이 유 
사할 뿐만 아니라 可£|弓早 E 의 뚯 가운데서 

"receptacle for anticles”란 意味는 “夾袋”란 

“子木蓋”의 意味와 相通한다.

高麗語 “子木蓋”는 子木 + 蓋로 “子木”은 

Heb.「I1기?© 에 대응되며 “子木蓋”는n,早 

© 에 接尾語가 붙은 早© 와 대웅되는 

말이라는 것이 발견된다.

17） 몽이유해 下, 11, 器具.

18） 方言集譯器用類.

19） 金鎭玖, "子母蓋의 硏究,” 服飾文化硏究, 제5권 제1호, （1997）, 1148. 

“子木蓋”는 习£化기?也 의 高麗語 音譯이거 

나 변형의 하나로 해석된다.

Heb. 기?© 가 高麗語로 音譯될 때에 

중간에 1, 또는 1과 t（th） 音이 탈락되고 子木蓋로 

표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Heb. 接尾詞인 F 音은 高麗語로는 蓋字로 

音譯된 것을 子木蓋에서 뿐만 아니라 子母蓋에서 

도 볼 수 있다.

子母蓋에 대한 논의는 本 硏究者의 先行 硏究 

가 있다"）.

이와 같은 예는 또한 烏子蓋와 割子蓋란 말에 

서도 찾아 볼 수 있다.

烏子蓋와 割子蓋에 대하여는 다음의 後續 研究 

에서 論議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몽고어 "수멀”이나 “수말”은 Heb.
또는 门1기?© 과 대응시킬 수 있는 말이다.「I 

의 의미중 물건을 담는 용구란 의미는 

수말（수멀）의 의미와도 같다. 몽고어 수말（수멀） 

도 회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高麗語 子木蓋, 몽고어 수말（수멀）, 만주어 수 

말, 회브리어 「!*?命电는 音義가 유사한 말들 

로써 이 말들의 근원과 그 語源온 enclose, en- 
velope의 뜻을 가진 아라비아어 아wn시a에서 유 

래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高麗語 子木蓋는 時代가 흐르면서 語尾 蓋字가 

탈락하고 李朝語 주머니로 변하여 오늘날까지 사 

용되고 있다.

V.結論

鷄林類事의 高麗方言에 나타나는 “夾袋 曰 南 

子木蓋”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맺으면 다음과 같다. “南子木蓋”란 말은 

“남주머개”를 漢字音으로 音譯하여 기록한 말일 

것으로 해석된다. 南은 男으로 해석된다. "子木 

蓋”와 유사한 말은 몽고어 "수멀” "수말”과 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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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수말”에서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말들은 회 

브리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해석된다.

고려어 "子木蓋”는 李朝語 "주머니” "줌치”란 

말로 변하여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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