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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漢語 發展史에 있어 近代漢語는 古代漢語로부터 現代漢語에 이르는 과도기로
서 近代漢語에 대한 충분한 硏究가 진행되지 않고는 現代漢語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韻書와 韻圖 등 近代漢語의 연구에 이용되는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중
에서도 元明 시기 중국어의 실제어음 재구에 있어서는 朝鮮 初期 표음문자로 당시
의 중국어음을 기록하고 있는 韓中 譯音 자료만큼 그 사료적 가치가 높은 것은 찾
아보기 힘들 것이다.
近代漢語 연구에 활용되어 온 조선초기의 譯音 자료 중 당시의 중국어와 직접적
인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는 申叔舟 등의 학자들이 왕명에 의해 편찬한 《洪武正
韻譯訓》(1455)와 《四聲通攷》(1455)와 중종 시대에 崔世珍이 편찬한 《四聲通解》
(1517) 그리고 《四聲通解》보다 몇 년 앞서서 편찬된 漢語 회화 학습서인 《飜譯老
乞大》와 《飜譯朴通事》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 속에는 중국 어음을 훈
민정음으로 표기해 놓은 “正音”⋅“俗音”⋅“今俗音” 등을 비롯하여 “左側音”(《飜譯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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乞大》와 《飜譯朴通事》의 좌측 표기음)과 “右側音”(《飜譯老乞大》와 《飜譯朴通事》
의 우측 표기음) 등 近代漢語 음운체계의 열쇠가 되는 귀중한 자료들이 담겨져 있
다. 표음문자로 기록된 조선의 韓中 譯音 자료의 활용은 反切을 주요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중국 전통음운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당시의 실제 어음의 音價를 밝
히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四聲通解》는 조
선에서 자체적으로 편찬한 운서로서 조선 음운학자들의 중국 음운에 관한 독자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그 가치가 높은 문헌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四聲通解》에 수록되어 있는 “正音”⋅“俗音”⋅“今俗音” 등 注音
기록들에 대한 충실한 고찰을 통해 《四聲通解》가 반영하고 있는 당시의 중국어 어
음체계를 밝히고자 한다. 특히, 注音의 형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注音의 방식과
원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 각 注音의 성질을 고찰함으로써 보다 객
관적이고 타당한 결론의 도출에 주력하기로 한다.1)

Ⅱ. 조선초기의 중국어 注音 방식
자국의 언어로 제3국의 언어를 轉寫할 때는 어음체계의 상이함으로 인한 어려움
이 따르게 마련이다. 朝鮮 初期 훈민정음의 창제 이후 진행된 중국어음의 轉寫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申叔舟와 崔世珍 등의 걸출한 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들은 각 譯音書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通攷所制字”와 “國俗撰字”
등 상이한 두 부류의 注音 방식을 채택하여 중국어음을 전사하였다.2)

1. 通攷所制字 방식
訓民正音이 과학적인 표음문자 체계이며, 또한 중국의 음운학에 기초하여 창제
된 문자체계라고 하더라도 한국어의 어음체계가 중국어와 일치하지는 않았기 때문

1) 다만, 지면상의 문제로 제4장 《四聲通解》에 반영된 중국어 음계에서는 성모체계에 관한
고찰만으로 연구범위를 국한하고, 운모와 성조체계에 관한 연구는 따로 싣기로 한다.
2) 아래 소개하는 두 부류의 주음방식에 대해서는 朱星一(2006)에서 소개한 바 있으며, 본
고에서는 본론의 원만한 전개를 위해 그 일부만을 재정리하여 수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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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훈민정음을 이용해 중국어의 발음을 정확히 옮겨 적는 데는 표기상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었을 것임은 추측 가능한 일이다. 일찍이 申叔舟는 중국어를 注音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어음은 가볍고 얕으며, 중국의 어음은 무겁고 깊다. 지금의
훈민정음은 본국의 어음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중국어음의 기록에 사용
한다면 반드시 변형을 시켜 사용해야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大抵本國之音輕而淺, 中國之音重而深. 今訓民正音出於本國之音. 若用於漢
音, 則必變而通之, 乃得無碍.3)

이처럼 申叔舟는 당시 한국어 어음체계의 자모만으로는 중국어음을 기록할 때
표기상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訓民正音 자모 형태를 변형시켜 이를 보완하여
야만 보다 정확히 중국어음을 기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申叔舟는
바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訓民正音의 자모 형태를 변형시켜 중국어음과 훈민
정음 각 음소들을 1:1로 대응시켜 중국어음을 기록하였다.
齒音 기록을 예로 들면, 한국어의 어음체계는 중국어와 달리 齒音에 齒頭音과
正齒音의 구별이 없었다. 따라서 중국어 齒音의 표기를 위해서 한국어 齒音 음소
인 ‘ㅈㅊㅅ’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중국어의 齒頭音은 ‘ᅎᅔᄼ’로, 正齒音은
‘ᅐᅕᄾ’로 각각 注音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형을 통한 주음 이외에도 轉寫音이 가지는 근본적인 注音의 한계
를 인정하고 해당 주음이 나타내는 실제음가를 따로 설명함으로써 음계 간의 차이
와 이에 따른 주음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중성을 ㅏ로 적는 글자는 ㅏ와 ㆍ 사이로 발음하며; ㅑ인 글자는 ㅑ
와 ㆍ 사이의 어음으로; ㅓ인 글자는 ㅓ와 ㅡ 사이의 어음으로; ㅕ는 ㅕ와 ㅡ의
사이 어음으로; ㅗ는 ㅗ와 ㆍ 사이 어음으로; ㅛ는 ㅛ와 ㆍ 사이 어음으로; ㅜ는
ㅜ와 ㅡ 사이 어음으로; ㅠ는 ㅠ와 ㅡ 사이 어음으로; ㆍ는 ㆍ와 ㅡ 사이 어음으
로; ㅡ는 ㅡ와 ㆍ 사이 어음으로; ㅣ는 ㅣ와 ㅡ 사이 어음으로 발음해야만 중국의
어음에 대체로 부합한다.
故中聲爲ㅏ之字則讀如ㅏㆍ之間; ㅑ之字則讀如ㅑㆍ之間; ㅓ則ㅓㅡ之間;ㅕ則
3) 《四聲通攷》 ｢凡例｣ 第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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ㅕㅡ之間; ㅗ則ㅗㆍ之間; ㅛ則ㅛㆍ之間; ㅜ則ㅜㅡ之間;ㅠ則ㅠㅡ之間; ㆍ則ㆍㅡ
之間; ㅡ則ㅡㆍ之間; ㅣ則ㅣㅡ之間然後庶合中國之音矣.4)

이러한 注音 방식을 따로 이르는 마땅한 명칭은 없지만 崔世珍이 《飜譯老乞大》
와 《飜譯朴通事》에서 右側音과 대별하여 左側音을 “在左者, 卽通攷所制之字”5)라
고 한데 착안하여,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주음을 ‘通攷所制字 방식’이라고 명명
하기로 한다.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攷》, 그리고 《四聲通解》등 운서를 비롯하
여 당시의 중국어 회화교본으로 널리 사용된 《飜譯老乞大》와 《飜譯朴通事》의 左側
音 등 조선 초기 대부분의 중국어 주음 자료들은 바로 이러한 ‘通攷所制字 방식’을
따르고 있다.

2. 國俗撰字 방식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초기 대부분의 韓中 譯音은 1:1 음소 대응 방식
인 通攷所制字 방식이 사용되었지만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또 하나의 注音
방식이 있었으니, 바로 ‘國俗撰字 방식’이다. 崔世珍이 고안하여 중국어 어음 전사
에 사용한 이 주음 방식은 당시 중국어를 학습하는 초학자들에게 발음의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해 당시 한국어의 어음체계 내에서 통용되는 자모체계만을 이용하여 간략
하게 중국어 어음을 전사한 방식이었는데, 현재까지 발견된 문헌 자료 중 國俗撰字
방식에 의한 가장 이른 기록은 崔世珍의 《飜譯老乞大》와 《飜譯朴通事》 右側音이
다.
崔世珍은 《飜譯老乞大⋅朴通事》 ｢凡例｣에서 左側音과 右側音의 차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左側의 것은 《四聲通攷》에서 제정된 글자이며, 右側의 것은 지금 중국 어음을
國俗撰字의 방식에 따라 글자를 만든 것이다. 《四聲通攷》의 글자체들은 國俗撰字
의 방식과 많이 다르다. (《四聲通攷》에서는) 各字竝書를 初聲에 사용하는가 하면
4) 《四聲通攷》 ｢凡例｣ 第7條.
5) 《飜譯老乞大ㆍ朴通事》 ｢凡例｣ “諺音”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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ᄝ와 ᄫ를 終聲에 사용하여, 초학자들이 (학습하는데 있어) 비록 스승으로부터 가
르침을 받아도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지금 세속에 따라 사용되는 글자체를 골라
주음한 것이다.
在左者, 卽通攷所制之字. 在右者, 今以漢音依國俗撰字之法而作字者也. 通攷
字體多與國俗撰字之法不同, 其用雙字爲初聲, 及ᄝᄫ爲終聲者, 初學雖資師授率
多疑碍, 故今依俗撰字體而作字.6)

이를 통해 우리는 崔世珍이 《飜譯老乞大》와 《飜譯朴通事》를 편찬하면서 당시의
俗音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左側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右側音을 따로 설정한
이유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중국어 초학자들에게 학습상의 편의를 제공하
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通攷所制字 방식에 의해 중국어음을 기록한 左側音들 중 일정 부분은 당
시 사용된 한국어의 자모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형시킨 것이었으므로 한국어의 음계
에만 익숙한 중국어 초학자들에게 있어서는 학습상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예
를 들면, 중국어 齒音 표기를 위해서 한국어 음절체계 내의 齒音 ‘ㅈㅊㅅ’의 형태를
인위적으로 변화시켜 중국어의 齒頭音을 ‘ᅎᅔᄼ’으로, 正齒音을 ‘ᅐᅕᄾ’으로 각각
注音하였는데, 이는 음운 지식이 없는 중국어 초학자들에게 난해한 부분이라 판단
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國俗撰字 방식에 의한 右側音에서는 이들 중국어의
齒頭音과 正齒音을 모두 한국어 음계 내에서 사용하는 齒音 ‘ㅈㅊㅅ’로 동일하게
注音함으로써 학습상의 편리를 제공한 것이다.
둘째, 通攷所制字 방식에서는 일부 한국어 음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이
용하였기 때문에 초학들의 발음 편의를 위해 이들을 되도록 한국어 음계 내에서 사
용되는 상근한 음소들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면, 左
側音에서 終聲 표기에 사용된 “-ㅱ, -ㅸ, -ㅿ, -ㆆ” 등 子音이 그것인데, 이들은 당
시의 한국어 음계 내에서는 사용되는 것들이 아니었으므로 國俗撰字 방식에 의한
右側音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하여 《飜譯老乞大⋅朴通事》 ｢凡
例｣에 기록된 다음 내용은 주목할 만하다.
《四聲通攷》의 “貲”자의 음은 “”인데, 註를 달아 말하길 “俗音”이라고 하였다.

6) 《飜譯老乞大⋅朴通事》 ｢凡例｣ “諺音”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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韻內 齒音 글자들은 입과 혀의 모양이 변하지 않으므로, -ㅿ로써 종성을 삼은 연
후에야 그 미묘함을 다 나타낼 수 있다. 지금 齒音 글자들에 《四聲通攷》에 따라
-ㅿ를 넣어 기록한다면 초학자들이 소리를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反譯
(右側音)에서는 -ㅿ를 제거한다. 하지만 직접 -ㅿ를 제거한다면 현실음에 부합하
지 않음으로 正音에 -ㅿ를 가하여 좌측에 둔다. 학자들은 반드시 正音에 -ㅿ를 가
하여 발음하길 바라며, 그런 후에야 현실음에 부합하게 된다.
通攷貲字音註云俗音. 韻內齒音諸字口舌不變, 故以ㅿ爲終聲, 然後可盡其
妙. 今按齒音諸字若從通攷加ㅿ爲字, 則恐初學難於作音, 故今之反譯皆去ㅿ聲,
而又恐其直從去ㅿ之聲, 則必不合於時音. 今書正音加ㅿ之字於左7). 庶使學者必
從正音用ㅿ作聲, 然後可合於時音矣.8)

위 ｢凡例｣를 통해 우리는 崔世珍 역시 “貲”자 등, 齒音의 支韻 글자들에 대한
음성학적인 정확한 현실발음(“合於時音”)을 위해서는 通攷所制字 방식의 注音에서
처럼 終聲에 -ㅿ을 덧붙여야 마땅함을 알고 있었으며,9) 그럼에도 불구하고 國俗撰
字 방식에 의한 右側音에서 -ㅿ를 제거한 것은 단지 발음함에 있어서 초학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함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10)
셋째, 通攷所制字 방식에서는 음소의 1:1 대응 과정에서 각 음계 내에서의 원래
발음이 서로 완전하게 일치하지는 않는 음소들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성
모 기록에서 “ㄲㄸㅃㅆㅉㆅ” 등의 各字竝書와 脣音 “ㅸ”의 음가는 한국어음계 내에
서의 발음과 중국어 대상 어음이 차이가 난다.11) 또한 중국어의 성조를 나타낸 방
7) 《飜譯老乞大⋅朴通事》 ｢凡例｣에는 “右”로 되어 있으나, “貲”字의 正音 표기“”에 종성
표기 -ㅿ를 보태어 기록한 것은 《飜譯老乞大⋅朴通事》의 좌측 주음에서 채택한 것이므
로, 원문 “正音加ㅿ之字於右”에서의 “右”는 “左”의 오기인 것으로 판단하여 필자가 고쳐
서 기록하였다.
8) 《飜譯老乞大⋅朴通事》 ｢凡例｣ “支紙寘三韻內齒音諸字”條.
9) 《四聲通攷》는 실전되어 그 내용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지만, 正音 및 俗音의 표기가
《洪武正韻譯訓》의 그것과 일치했음은 기존의 연구에서 충분히 증명된 주지의 사실이다.
《洪武正韻譯訓》에서 “貲”자의 정음은 “”, 이에 대한 俗音은 “”으로 전사되어 있는 것
으로 볼 때 俗音 終聲에 사용된 “-ㅿ”은 현실어음의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
한 요소였음을 알 수 있으며, 崔世珍 역시 이점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으
로 해석할 수 있다.
10) 《飜譯老乞大⋅朴通事》의 右側音에서 齒音 支韻 글자들의 운모에는 한국어 음계 내의
중성 표기인 “”([ʌ])를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資: ; 次: ; 私: 등의 표기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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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있어서도 通攷所制字 방식에서는 중국의 調類를 그대로 이용하여 방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들 방점으로 표시된 양국 언어의 音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동을 피하고자 國俗撰字 방식에서는 중국어 각 調類의 실제 음가와 유사한 한국
어 음계에서의 방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12)
위에서 보듯, 通攷所制字 방식과 國俗撰字 방식은 각각 상대적인 注音 상의 장
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譯音 자료를 이용하여 近代漢語 어음을 연구
할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注音 기록의
형태귀납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注音들이 각각 실질적으로 반영하고자 했
던 대상어음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Ⅲ. 《四聲通解》 注音의 성질과 음계 고찰 원칙
주지하듯 《四聲通解》에는 正音과 俗音 그리고 今俗音 등 세 종류의 注音이 기
록되어 있으며, 이 세 注音들의 성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진행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는 가급적 언급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본
고에서 이들을 통해 당시의 중국어 음계를 합리적으로 밝히기 위해 필요한 이들의
상호관계 정립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正音은 운서의 反切音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실과 괴리된 어음으로 인
식되어 왔다. 하지만 운서의 성질에 따라서는 反切에도 현실음이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11) 通攷所制字 방식인 左側音에서는 중국어의 전탁음 표기를 위해 한국어의 경음 표기부
호를 사용하였으며, 중국어의 순치음[f]를 한국어의 순경음 ㅸ[β]를 이용하였다.
12)
國俗撰字 방식
通攷所制字 방식
中國語 聲調
左側音(방점 표시)
右側音(방점 표시)
陰平
去聲(⋅)
平聲(점 없음)
陽平
上聲(：)
上聲(：)
平聲(점 없음)
上聲
去聲(⋅)
去聲(⋅)
去聲
去聲(⋅)
入聲
入聲(⋅)
上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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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聲通攷》 ｢凡例｣ 제1조에서는 正音과 俗音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운도와 운서 등 여러 서적과 지금 중국 사람이 사용하는 바로써 그 字音을 정
하고, 또 중국의 현실음으로서 널리 사용되고는 있는 중국현실어음이면서 운도나
운서의 음과 맞지 않는 것은 글자(수록자)마다 원래의 반절 아래 俗音이라고 써서
표시하였다.
以圖韻諸書, 及今中國人所用, 定其字音, 又以中國時音所廣用, 而不合圖韻
者, 逐字書俗音, 於反切之下.

위 ｢凡例｣에서 말하고 있는 反切은 다름 아닌 《洪武正韻》의 反切을 가리키는
것이며, 현실음에서 기존 反切과 달라진 어음, 즉 俗音을 反切音 아래 따로 달아
두었다고 하였다. 비록 《四聲通攷》는 失傳되었지만, 《洪武正韻譯訓》의 正音과 俗
音 기록을 통해서 그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凡例｣ 자체에서 언급하고 있는 正音
과 俗音의 의미파악을 명확히 한다면, 이들에 대한 정체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
을 것이다.
먼저, ｢凡例｣에서는 正音을 운도나 운서 등에 부합하는 어음이면서 동시에 당시
“중국 사람이 사용하는(中國人所用)” 어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俗音은 “운
도나 운서 등에 부합하지 않는(不合圖韻者)” 어음이며, 당시 “중국의 현실음으로써
널리 사용되는(以中國時音所廣用)” 어음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正音과 俗音
의 관계를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正音은 운도나 운서에 부합하는 현실음, 俗音은
운도나 운서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해, 俗音 표기가 없는 대
부분의 正音은 당시의 현실음 체계에서 여전히 사용되었으며, 변화가 감지되는 正
音에는 특별히 俗音을 따로 표기하여 어음의 변화 내용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서 우리는 당시 조선 정부에서 표준 운서의 대상으로 《洪武正韻》을 선정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외국어의 학습은 예나 지금이나 해당 국가의 권위 있는 표준어음 체계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洪武正韻》의 출현 배경이 正音, 즉 표준음의 정립에 있
었음은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언급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편찬된
《洪武正韻》이 제3국인들에게 있어서 표준음의 근거가 되는 당연한 귀결이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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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13)
둘째, 당시 운서 번역이 외교 혹은 무역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목적에 의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시의 조선정부가 중국의 欽定 韻書인 《洪武正韻》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만약 그것이 현실음과 동떨어진 어음체계를 반영
하고 있는 것이었다면, 양국의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언어학습에는 부적합했을 것
이다. 우리는 아래의 《四聲通攷》 ｢凡例｣를 통해 조선 정부가 《洪武正韻》을 적어도
현실어음체계를 반영하고 있는 운서로 인정했음을 엿볼 수 있다.
무릇 舌上音은 혀를 경구개에 닿게 하여 발음하는 것이라, 그 음이 어려워져
저절로 正齒音에 속하게 되었다. 그래서 《韻會》에서는 舌上音인 知⋅徹⋅澄⋅孃
母를 正齒音인 照⋅穿⋅牀⋅禪母와 합쳤으나, 중국의 현실음에서 孃母 하나만은
(正齒音이 아닌) 泥母에 귀속되어졌다. 또한 本韻(《洪武正韻》)에서도 泥母와 孃
母를 뒤섞어 구별하지 않았다. 이제 知⋅徹⋅澄母를 照⋅穿⋅牀母에 귀속시키고
孃母를 泥母에 귀속시킨다.
凡舌上聲, 以舌腰點齶, 故其聲難, 而自歸於正齒. 故《韻會》以知､ 徹､ 澄､ 孃
歸照､ 穿､ 牀､ 禪, 而中國時音獨以孃歸泥, 且本韻混泥､ 孃而不別. 今以知､ 徹､
澄歸照､ 穿､ 牀, 以孃歸泥.14)
순경음인 非⋅敷 두 자모에 속하는 글자들은 本韻 및 蒙古韻에서는 서로 뒤섞
여 이미 하나가 되었으며, 중국현실음에서도 다르지 않으므로 지금 敷母를 非母에
귀속시킨다.
脣輕聲非､ 敷二母之字, 本韻及蒙古韻混而一之, 且中國時音亦無別. 今以敷歸
非.15)

위 두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本韻”은 《洪武正韻》의 字韻을 가리키는 것이며,
《洪武正韻》이 당시 중국어에서 泥母와 孃母, 非母와 敷母가 각각 하나로 귀납되

고 있던 어음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申叔舟를 비롯한 당시 조선
13) 《洪武正韻譯訓》 ｢序｣: “明太祖高皇帝, 愍其乖舛失倫, 命儒臣, 一以中原雅音, 定為
洪武正韻. 實是天下萬國所宗.”(명나라 태조 황제께서 성운체계가 어그러지고 순서가
어지러워진 것을 딱하게 여기시어, 유신들에게 한결같이 中原雅音으로써 기준을 삼아
洪武正韻을 정하라고 명하시니, 洪武正韻은 실로 천하만국이 받들 기준이다.)
14) 《四聲通攷》 ｢凡例｣ 第3條.
15) 《四聲通攷》 ｢凡例｣ 第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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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음운학자들이 《洪武正韻》을 실용적인 현실음계를 반영하고 있는 운서였음을 인
정하고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필자는 과거 《洪武正韻譯訓》의 正音을 中原雅音에 기초한 당시의 전통 官話
音, 즉 讀書音으로, 俗音을 中原雅音으로부터 발전해온 신흥 官話音으로 추정한
바 있다.16) 讀書音과 口語音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어서 지속적으로 상호 영향
을 받으며 발전한다. 현대한어에 한층 더 가까워진 근대한어 시기에는 이러한 지속
적인 상호 교류에 의해 讀書音과 口語音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을 것임은
추측 가능한 일이다. 일부분의 正音에만 俗音이 나타나는 연유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洪武正韻譯訓》의 편찬자들은 《洪武正韻》을 “本韻”이라 하여
기준 어음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北京을 중심으로 한 수차례의 중국 방문17)을 통
해 어음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험한 편찬자들은 그 차이들을 따로 기록하였다. 이는
당시의 중국어 교육이 외교와 무역 등 실질적인 교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일 것으
로 짐작되어진다. 俗音은 바로 이러한 어음의 고찰 과정에서 《洪武正韻》의 反切음
에서 변화, 발전한 현실어음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 달리 말하면, 俗音 기록 없이
정음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讀書音과 口語音이 일치했기 때문이라고 보며, 俗音
기록을 따로 둔 부분에서는 讀書音과 口語音에 차이가 생겼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四聲通解》에는 正音과 俗音 이외에도 今俗音을 기록하고 있다. 崔世珍은 俗音

과 今俗音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주음기록 내에서 “俗音”이라고 하는 것은 《四聲通攷》에서 기록하고 있는 “俗音”
16) 주성일(2008) p.62.
17) 《洪武正韻譯訓》 ｢序｣: “語音旣異, 傳訛亦甚, 乃命臣等, 就正中國之先生學士, 往來
至于七八, 所與質之者若干人. 燕都爲萬國會同之地, 而其往返道途之遠, 所嘗與周旋
講明者又爲不少. 以至殊方異域之使､ 釋老卒伍之微, 莫不與之相接, 以盡正､ 俗異同
之變.”(語音이 이미 달라지고 訛傳됨이 역시 심하게 되어, 이에 臣 등에게 중국의 선
생이나 학자에게 물어보아 바로잡도록 명하시어, 왕래가 7⋅8번에 이르렀으며 질의한
사람이 몇이나 된다. 燕都(지금의 北京)은 만국이 회동하는 곳으로, 먼길을 오가는 길
에 일찍이 교섭하여 밝혀보려 한 사람이 또한 적지 않았고, 변방 외국의 사신과 종교인
(“釋老”) 그리고 군인들(“卒伍”)에 이르기까지 만나보지 않은 사람이 없으며, 이에 따라
正과 俗의 다르고 같게 변한 것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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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일컫는 것이며, “今俗音”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록하는 “俗音”이다. 今
俗音을 어떤 자에는 기록하고 어떤 자에는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것에만 존재하거
나 그렇지 않아서가 아니요, 들은 바의 음대로 그것을 적어두었기 때문이다.
注內只曰俗音者, 卽《通攷》元箸俗音也. 曰今俗音者, 臣今所著俗音也. 今俗音
或著或否者, 非謂此存而彼無也, 隨所得聞之音而著之也.18)

崔世珍의 말대로 실제로 《四聲通解》에서는 今俗音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기록하
고 있다. 하지만 崔世珍과 申叔舟의 어음자료 수집경로가 일치한다는 전제하에서
라면 俗音과 今俗音은 서로 역사적인 연계 선상의 근소한 차이, 즉 대략 60여년의
시차가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어음의 발전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큰 차
이가 발생하지는 않을 테지만 이들의 상호 차이를 통해 어음상의 미세한 차이를 엿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今俗音 기록은 상당히 산발적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
라 그 기록 자체가 많은 분량이 아니어서 이를 통해 어음의 변화를 유추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한편, 《四聲通解》에서는 당시의 중국 어음에 대하여 ｢序文｣과 ｢凡例｣그리고 본
문의 音注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묘사해 놓았다. 때론 이러한 어음의 묘사가 俗音
및 今俗音 등 실제 주음 기록의 형태와는 달라 표면적인 귀납만으로는 당시의 어
음체계를 정확히 묘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현상은 어음의 과도기적 발
전과정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동반되는 자연스러운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어음 변화 시점을 논하는데 있어서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
가에 관해서는 보는 이에 따라 약간의 견해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四聲通解》에 기록된 正音과 俗音, 그리고 今俗音의 성질을
통해 당시 구두 어음을 밝히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正音 기록 외에 俗音과 今俗音 기록이 없다면, 讀書音과 口語音이 동일
했음으로 인정하고 正音 자체의 고찰에 주력한다.
둘째, 正音 기록과 俗音 기록만 있고 今俗音이 없다면, 俗音의 고찰에 주력한
다.
셋째, 今俗音 기록이 있는 것은 俗音 기록과의 대조를 통해 그 차이를 밝히고

18) 《四聲通解》 ｢凡例｣ 第8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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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귀납한다.
넷째, 당시의 어음에 관한 문헌적 묘사와 주음기록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필자의
견해와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음계를 귀납한다.

Ⅳ. 《四聲通解》에 반영된 중국어 음계
1. 성모체계
聲母의 주음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正音은 물론이요, 俗音과 今俗音에서도
《洪武正韻》의 31聲母 체제를 따르고 있다. 다만, ｢序文｣과 ｢凡例｣ 등 당시의 어

음을 묘사하고 있는 문헌 기록에서는 상당한 성모의 변화들이 관찰되고 있다. 먼저
《四聲通解》이 따르고 있는 《洪武正韻》의 31聲母체계19)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

다.

牙

舌頭

脣重

脣輕

齒頭

全淸 見ㄱ k 端ㄷ t

幫ㅂ p

次淸 溪ㅋ kʻ 透ㅌ tʻ

傍ㅍ pʻ

淸ᅔ ʦʻ 穿ᅕ ʧʻ 曉ㅎ x

全濁 群ㄲ g 定ㄸ d

並ㅃ b

奉ㅹ v 從ᅏ ʣ 狀ᅑ ʤ 匣ㆅ ɣ

次濁 疑ㆁ ŋ 泥ㄴ n

明ㅁ m 微ㅱ w

非ㅸ f 精ᅎ ʦ

正齒

喉

半舌

半齒

照ᅐ ʧ 影ㆆ ʔ

喩ㅇ ø 來ㄹ l 日ㅿ ʐ20)

全淸

心ᄼ s

審ᄾ ʃ

全濁

邪ᄽ z

禪ᄿ ʒ

19) 《四聲通解》 권두의 <洪武韻三十一字母之圖>를 바탕으로 하여 재구성한 것이며, 표 안
의 각 음소별 재구음은 강신항(1980,再版) p.163를 따른 것이다.
20) 중세국어에서 ㅿ는 [z]음을 표기한 것이었으나, 호명양(1963)에서는 이를 [ʒ]에 대한
표기로 보고 있다. 호명양의 이러한 처리는 《飜譯老乞大⋅朴通事》의 우측 주음만을 대
상으로 한 연구결과로서, 좌측음이나 《洪武正韻譯訓》 그리고 《四聲通解》 등에서는 舌
頭와 正齒의 전탁음인 邪母(ᄽ[z])와 禪母(ᄿ[ʒ])를 처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비록
당시 舌尖後音이 완전히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본고에서는 이를 전탁음과의 구별을
위해 강신항(1980)의 처리대로 [ʐ]을 따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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聲母 기록에서 ｢序文｣과 ｢凡例｣ 그리고 音注 등의 현실어음에 대한 문헌적 묘
사와 俗音과 今俗音 등 이에 대한 실제 注音 간에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어음변화의 과도기적 상황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1) 全濁音의 변화
《洪武正韻》의 31聲母 중 全濁 聲母는 群ㄲ⋅定ㄸ⋅並ㅃ⋅奉ㅹ⋅從ᅏ⋅邪ᄽ⋅

狀ᅑ⋅禪ᄿ⋅匣ㆅ 등 9개이다. 《四聲通解》에서는 正音뿐 아니라 俗音과 今俗音에
서도 9개의 全濁 聲母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있다. 하지만, 《四聲通解》 ｢凡例｣에서
는 全濁音의 세부 변화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全濁 上聲의 제자들은 時音에서 반드시 全淸 去聲처럼 발음한다. 하지만 太監
金輔 선생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21) 그 이름의 “輔”자를 上聲으로 발음한 것은 淸
音에 가까웠으며, 또한 중국인을 만났을 때 세간에서 “慎”자를 “”으로 발음한 것
은 이를 모두 平聲 濁音자로 발음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책이나 고사에서
“陞上”이라고 할 때의 “上”은 “賞”으로 소리 나며, “睚眦”에서의 “眦”는 “蔡”로 소리
난다. 《切韻指南》에 이르기를 “時忍切”인 “腎”자와 “時賞切”인 “上”자는 똑같이 濁
音으로서 마땅히 去聲과 같이 발음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上”자는 淸音인 “賞”자
와 같이 발음되고, “其蹇切”인 “件”자와 “其兩切”인 “強”자 역시 거성과 같이 발음
되며, “強”자를 淸音인 “걍 ”22)자로 발음한다. 그런즉 “時忍切”는 마치 “哂”자와
같이 소리 내고, “其蹇切”는 마치 “遣”자와 같이 소리 내면 되는 것이다. 곧 濁音
上聲인 글자들이 혹은 去聲 같고, 혹은 淸音 같고, 혹은 次淸音과 같으니 그 어
음을 정하기가 어려움이 이와 같다. 《切韻指南》에서 또 말하기를 “葵규”를 “貴귀”
로 읽고, “菊국”을 “韭구”로 읽는 것과 같은 류는 곧 방언이라 믿을 수 없는 것인
데, 부득이하게 잠시 동안 그 俗音을 따르는 것일 뿐이라 하였으니, 俗音이 잘못
된 발음을 역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上聲全濁諸字時音必如全清去聲呼之也. 但金輔太監到本國呼其名輔字為上聲
21) 《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金輔는 燕山君 9年(1503) 명나라 사신으로 조선을 방문한
기록이 있으며,(中宗 15年(1520) 12月 28日(壬子): “癸亥年, 金輔爲天使, 而廢主世
子有親授之例”) 中宗 3年(1508)에도 조선을 방문했음을 알 수 있다.(中宗 3年
(1508) 1月 5日(癸卯): “又査得弘治八年三月內, 封姓諱爲朝鮮國王, 該本部題準,
差太監金輔､ 李珍齎勑幷紵絲紗羅等件, 前去行禮. 案呈到部.”)
22) “ ”자는 비록 《通解》에는 출현하지 않지만 “걍”이라는 독음으로 보아 淸音인 見母로
읽혔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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則似乎清音. 又見漢人時呼慎字音為是則全用平聲濁字作音之例而呼之也. 然書
言, 故事云陞上之上音賞, 睚眦之眦音蔡, 切韻指南云時忍切腎字, 時賞切上字同
是濁音, 皆當呼如去聲而却將上字呼如清音賞字. 其蹇切件字､ 其兩切強字亦如
去聲, 又以強字呼如清音걍 字. 然則時忍切如哂字, 其蹇切如遣字 可乎云爾, 則
濁音上聲諸字之音或如去聲或如淸音或如次淸, 其音之難定, 如此. 指南又云葵稱
貴､ 菊稱韭字之類, 乃方言之不可憑者, 則不得已而姑從其俗云爾, 則俗音隨謬之
呼亦不可不從也, 如此.23)

위 ｢凡例｣에서는 일부 글자들을 제외한 全濁音 上聲字들이 去聲으로 변화하였
음을 설명하고 있다.24) 하지만, 최세진의 審音 기준에 따르면, 모든 全濁音 上聲
字들이 예외 없이 去聲으로 변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輔⋅
上(陞上)⋅賢⋅件”자 등 일부 全濁 上聲字들은 聲母만 淸音으로 읽히고 聲調는
그대로 上聲으로 읽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注音에서
는 일부 글자의 俗音 기록에서만 淸音 음소를 사용하였을 뿐, 대부분의 全濁音 聲
母들에서 正音과 다른 俗音이나 今俗音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四聲通解》에서 全濁音 聲母의 俗音 기록이 正音과 다르게 나타나는 글자들은 다

음과 같다.

例字
擗闢25)

正音
삐(+ㄱ)26)(並,
陌韻)

俗音

今俗音



없음

비고

23) 《四聲通解》 ｢凡例｣ 第21條.
24) 全濁 上聲의 去聲化에 관해서는 《飜譯老乞大, 朴通事》 ｢凡例｣ ‘淸濁聲勢之辨’條에서
도 소개되고 있다: “全濁音은 群, 定, 並, 奉, 從, 邪, 床, 禪 등 여덟 개의 聲母이다.
이들 중 平聲은 처음내는 소리가 쌍성으로 나며, 소리를 끄는 힘은 가운데는 누르다가
뒤에 세어지며, 上聲, 去聲, 入聲은 처음내는 소리가 全淸과 거의 같으나 소리를 끄는
힘은 각각 세 聲調의 高低에 맞추어 발음하므로 全淸과 辨別하기 어렵다. 오직 上聲
만은 去聲으로 발음하니 또 全淸의 去聲과 辨別하기 어렵다.(“全濁 群, 定, 並, 奉,
從, 邪, 床, 禪 八母, 平聲初呼之聲亦岐出雙聲, 而引聲之勢中按後厲. 上, 去, 入 三
聲初呼之聲逼同全淸, 而引聲之勢各依三聲之等, 而呼之故與全淸難辨. 唯上聲則呼爲
去聲, 而又與全淸去聲難辨矣.”) 라고 하여, 淸音化 하는 과정에서 平聲과 仄聲이 각
각 서로 다른 변화를 겪었으며, 대부분의 全濁上聲字가 去聲으로 변하였음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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挺梃鋌艇珽頲町侹脡霆
夥
踝
丱
桓貆洹芄汍紈雈綄完丸澣浣漶緩

(定,
(匣,
(匣,
(匣,
(匣,

梗韻)
解韻)
馬韻)
梗韻)
寒韻)


로
꽈

원

없음
없음

, 
없음

又哿韻27)

위 표에서 보듯 俗音이나 今俗音에서 全濁音의 淸音化 기록은 陌韻(並母 일부
→滂母); 梗韻(定母 대부분→透母); 寒韻(匣母 대부분→喩母)에서만 극히 제한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四聲通解》의 일부 淸音化 기록은 《洪武正韻譯訓》
의 俗音에서도 거의 일치하고 있으므로, 全濁音에 관한 양자 간의 발전 상황을 찾
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凡例｣의 묘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全濁音의 淸音化 현상
이 俗音과 今俗音의 기록에 폭넓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申叔舟
의 당시 全濁音의 淸音化에 대한 이해는 이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全濁音 上, 去, 入聲字들 중 지금 中國人이 初聲에 쓰고 있는 글자들은 淸音
에 가깝게 발음되지만 역시 원래의 淸音과는 여전히 구별이 있다. 平聲 글자의 初
聲만은 次淸音과 가까우나, 원래 次淸音이었던 음은 그 소리가 맑아서 음이 곧고
낮게 끝나며, 濁音에서 次淸音으로 변한 음은 그 소리가 탁해서 음이 조금 세게
끝난다.
全濁上去入三聲之字, 今漢人所用初聲, 與淸聲相近, 而亦各有淸濁之別. 獨平
聲之字初聲, 與次淸相近, 然次淸則其聲淸, 故音終直低, 濁聲則其聲濁, 故音終
稍厲.28)

위에서 보듯 申叔舟는 당시에 발생한 全濁音의 淸音化를 인정(“與淸聲相近”)하
면서도 淸音化한 全濁音이 원래의 淸音과는 여전히 차이가 있다(“有淸濁之別”)라
25) “擗”자 아래 “俗音下?字同.”라는 音注가 보이는데, 필자가 조사한 판본에서는 “?”의
글자가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다만, 《洪武正韻譯訓》에서는 “闢” 아래에만 “”이라
俗音을 달고 있어, 본 표에서는 陌韻 並母 入聲字의 “擗闢” 두 글자만 俗音 기록이
있는 것으로 예시하였다.
26) 《四聲通解》의 正音에서 入聲의 대표자들은 藥韻(-ㅸ)을 제외하고는 모두 운미 종성을
생략하여 주음하고 있다. 하지만, 入聲韻을 여전히 陽聲韻과 함께 배치하고 있으며,
각 韻目 아래 따로 -ㄱ⋅-ㄹ⋅-ㅂ을 기록하고 있다.
27) 哿韻(“”)에는 俗音 기록이 없다.
28) 《四聲通攷》 ｢凡例｣ 第2條.

308 《中國文學硏究》⋅제42집

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음소와 음위의 차이를 혼동했을 가능성이다. 즉 외국인으로서 느끼는 중국
어 음소 간의 미세한 물리적 차이를 음위의 차이로 인지했을 가능성이다. 全濁音의
음가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원래의 淸音과 의미상의 변별을 주지 못하는 단계에 진
입했다 하더라도 음소 간에는 여전히 다소간의 물리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申叔舟가 이를 “有淸濁之別”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성모의 문제
를 성조의 문제와 혼동했을 가능성이다. 위 인용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신숙주가 설
명하고 있는 淸濁의 차이가 주로 音高 현상에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용문에서 全濁音 平聲 글자의 淸音化 과정에서 신숙주가 느낀 “淸濁之別”은
아마도 聲母의 차이가 아닌 당시 平聲의 分化로 인한 陰平聲과 陽平聲의 차이였
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淸音을 묘사하면서 그 어음이 곧고 낮게 끝난다(“音終
直低”)고 하였고, 濁音을 설명하면서는 그 어음이 탁해서 조금 세게 끝난다(“音終
稍厲”)고 하였는데, 이 역시 聲母간의 차이라기보다는 聲調간의 차이를 느낀 것이
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주지하듯 전탁음의 청음화는 성조의 변이를 동
반한다. 申叔舟가 全濁音의 仄聲字와 平聲字를 구분하여 그 변화를 언급하고 있
는 것은 흡사 王力(1900~1986)이 《漢語史稿》에서 全濁音의 淸音化 과정을 설명
하면서 破裂音과 破擦音의 경우 平聲은 有氣音 즉 次淸音으로, 仄聲은 無氣音
즉 全淸音으로 각각 변화하였다고 주장한 바29)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비록 신숙주
가 이러한 성조의 변이를 청탁의 차이로 오인했다 하더라도 당시 中國語에서 全濁
音이 淸音化되고 있었던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은 적어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四聲通解》에서는 正音뿐 아니라 俗音과 今俗音에서도 《洪武
正韻譯訓》에서의 全濁音을 그대로 모두 존속시키고 있다. 全濁 聲母의 淸音化에
대한 崔世珍의 관찰은 申叔舟에 비해 더욱 명료하다. 위에서 언급한 《四聲通解》
｢凡例｣ 이외에도 《飜譯老乞大⋅朴通事》 ｢凡例｣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全濁音은 群, 定, 並, 奉, 從, 邪, 床, 禪 등 여덟 개의 聲母이다. 이들 중 平
聲은 처음내는 소리가 쌍성으로 나며, 소리를 끄는 힘은 가운데는 누르다가 뒤에
29) 王力, 《漢語史稿》, p.143: “平聲字變爲吐氣的淸音; 仄聲字(上去入三聲的字)變爲不
吐氣的淸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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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어지며, 上聲, 去聲, 入聲은 처음내는 소리가 全淸과 거의 같으나 소리를 끄는
힘은 각각 세 聲調의 高低에 맞추어 발음하므로 全淸과 辨別하기 어렵다. 오직
上聲만은 去聲으로 발음하니 또 全淸의 去聲과 辨別하기 어렵다.
全濁 群, 定, 並, 奉, 從, 邪, 床, 禪 八母, 平聲初呼之聲亦岐出雙聲, 而引聲
之勢中按後厲. 上, 去, 入 三聲初呼之聲逼同全淸, 而引聲之勢各依三聲之等, 而
呼之故與全淸難辨. 唯上聲則呼爲去聲, 而又與全淸去聲難辨矣.30)

申叔舟와 崔世珍이 사용한 各字竝書의 표기가 성조의 변화에 따른 표지였음을
시사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四聲通解》에 기록된 《中原音韻》의 한글 표음기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중고시기 全濁音들 중 《四聲通解》에 기록된 《中原音韻》의 표
기어음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例字
芃
奉
市
聚
廌豸
峴
篆
大
碭
駘
繒
熟

中古音
자모
성조
並
平
奉
上
禪
上
從
上
澄
上
匣
上
澄
上
定
去
定
去
定
平
從
平
禪
入

《中原音韻》31)
자모
성조
pʰ
陽平
f
去
ʃ
去
ʦ
去
ʧ
去
x
去
ʧ
去
t
去
t
去
tʰ
陰平
ʦ
陰平
ʃ
入作陽

《四聲通解》 “中原音韻”음

韻
東
支
魚
皆
先
歌
陽
皆
庚
屋

자모
ㅃ32)
“鳳” ㅹ33)
ᄿ
ᅏ
ᅑ
ᅘ
ᅑ
ㄸ34)
ㄸ
“透母” ㅌ
“罾” ᅎ
ᄾ35)

성조
平
去
去
去
去
去
去
去
去
平
平
平

30) 《飜譯老乞大⋅朴通事》 ｢凡例｣ ‘淸濁聲勢之辨’條
31) 《中原音韻》의 전사음은 楊耐思(1981)의 《中原音韻音系》 체계를 따랐다.
32) “芃”자는 東韻 並母와 奉母에 중복출현하고 있으며, 奉母에 중원음운의 어음표기(“中
原音韻只收쁭母”)를 기록하고 있다.
33) “奉”자는 원래 奉母 上聲에 속하는 글자이지만 《四聲通解》에서는 非母 上聲에 소속시
키고 “中原音韻鳳”으로 각주를 싣고 있다. 한편 “鳳”은 奉母 去聲에 분류된 글자로서,
성조에 차이를 성모의 청탁으로 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大”자는 皆韻 定母 去聲과 歌韻 定母 去聲에 중복 출현하며, 皆韻에서는 “俗音따”,
歌韻에서는 “今俗音따, 中原音韻同”의 기록이 보인다. 중고시기의 全濁音 “大”에 대한
《中原音韻》의 [t-]를 俗音과 今俗音은 물론이요, 《中原音韻》의 재구음 역시 각자병서
“ㄸ”를 사용하고 있어, 각자병서가 전탁음의 표지가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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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濁音 글자들에 대한 《四聲通解》 “中原音韻”음의 자모표기를 통해 우리는 아래
와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中原音韻》에서 無聲⋅有氣⋅陽平
으로 발현되는 글자는 《四聲通解》에서 各字竝書(“芃”)로 전사하고 있으며, 無聲⋅
有氣⋅陰平과 無聲⋅無氣⋅陰平으로 발현되는 글자는 홑자모(“駘繒”)를 사용하고
있다. 둘째, 중고시기 全濁 上聲 및 去聲 글자들은 《中原音韻》에서 無氣⋅無聲⋅
去聲으로 발현되며,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모두 各字竝書(“奉市聚廌豸峴篆大碭”)
로 전사하고 있다. 중고시기 全濁 入聲 글자들은 《中原音韻》에서 대부분 無氣⋅無
聲⋅入聲作平聲陽으로 발현되며, 《四聲通解》에서는 이를 홑자모(“熟”자)를 사용하
여 전사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관계를 통해 볼 때, 平聲에서의 各字竝書는 全濁
平聲에서 발전한 陽平의 표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全濁 上聲과 全濁 去
聲에서 발전한 淸音 去聲을 원래의 淸音 去聲과 구별하기 위해 각자병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全濁 入聲에서 발전한 陽平聲의 경우에는 원래의 淸音 平聲
과 다름없는 홑자모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洪武正韻譯訓》이나 《四聲通解》와는 달리 國俗撰字 방식에 의한 《飜譯老
乞大⋅朴通事》의 右側音에서는 全濁音의 淸音化 현실을 고스란히 반영하여 표기
하고 있다.
ㅋㅌㅍㅊㅎ은 《四聲通攷》에서는 次淸音으로 사용되었지만, 全濁 初聲 역시 그
어음과 흡사하여, 지금 번역(右側音)에서는 全濁 初聲에 모두 차청음을 사용하여
초성으로 삼는다.
ㅋㅌㅍㅊㅎ乃通攷所用次淸之音, 而全濁初聲之呼亦似之,故今之反譯全濁初聲
皆用次淸爲初聲36)

위 ｢凡例｣의 설명대로 右側音에서는 한국어 어음체계에서 한자음의 전탁 표지로
전용되었던 各字竝書를 쓰지 않고 淸音化한 口語音을 이와 유사한 한국어 초성을
사용하여 注音함으로써 현실어음에 더욱 가까운 발음으로 표기할 수 있었다.

35) “熟”자는 屋韻 禪母 入聲에 분류되어 있으며, “中原音韻二音, 今俗音同”이라고 기
록하고 있다.
36) 《飜譯老乞大⋅朴通事》 ｢凡例｣ ‘諺音’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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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聲通解》

例字
被(寘韻, 並母)
鳳(送韻, 奉母)
同(東韻, 定母)
慈(支韻, 從母)
詞(支韻, 邪母)
陳(眞韻, 狀母)
時(支韻, 禪母)
其(支韻, 群母)
胡(模韻, 匣母)

正音
삐

뚱




끼


《飜譯老乞大⋅朴通事》

俗音
(쁴)
()
(뚱)
()
()
()

(끼)
()

今俗音
쁴

左側音
쁴

뚱




끼


右側音
븨

퉁


친

키
후

普通話
[p]
[f]
[tʰ]
[ʦʰ]
[ʦʰ]
[tʂʰ]
[ʂ]
[ʨʰ]
[x]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四聲通解》의 31성모체계에서 全濁音을 나타내는 9개
의 성모는 당시의 실제음가에서 이미 소실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속음과 금속음에
여전히 존속시킨 것은 전탁성모의 청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조의 변이로 인해
따라오는 발음상의 차이를 자모의 차별화를 통해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2) 零聲母의 증가
全濁音의 소실과 함께 近代漢語의 성모 변화 중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는
零聲母의 증가를 들 수 있다. 云母와 以母가 宋人三十六字母에서 이미 합해져 喩
母가 되고, 이어서 《中原音韻》 시기에는 影母 역시 喩母에 병합되었으며, 疑母의
상당부분도 喩母에 귀속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零聲母와 관련하여 《中原音韻》
과 현대 보통화의 차이라면 疑母와 微母가 여전히 독립 음가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四聲通解》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四聲通解》의 표면적인 성모체계를
볼 때, 疑母와 微母는 물론이요, 影母마저도 喩母에 귀속시키지 않고 독립시키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먼저, 《四聲通解》의 影母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당시 한국에서 影母에 사용한 ᅙ의 소리값은 喩母(ㅇ)과 상당히 가까워 서로 구
별 없이 사용되던 자모이다. 《訓民正音解例⋅合字解》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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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ᅙ는 ㅇ와 비슷하여, 언문에서 통용할 수 있다.
初聲之ᅙ與ㅇ相似,於諺可以通用也.

한편, 《訓民正音解例⋅用字解》에서는 이 “ᅙ”가 빠져있으며, 순수 諺文에서는
“ᅙ”이 초성이나 종성에서 단독으로 쓰인 기록이 없고, 다만 世宗 世祖代의 문헌에
서에서도 動名詞 語尾 “-ㅭ”의 형태로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다.37)
어음변천과정을 통해 볼 때, 당시 《四聲通解》에서 影母(ᅙ)를 喩母(ㅇ)에 분류
시킨 예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귀결이겠지만,38) 오히려 喩母(ㅇ)를 影母(ᅙ)로 표
기하고 있는 예도 적지 않다.
賄韻: 蔿薳 蘤洧鮪痏韙葦偉韡暐煒瑋壝

39)

篠韻: 溔鷕舀40)
尤韻: 攸悠滺41)
북방음계를 기록하고 있는 《四聲通解》에서 影母에 중고시기의 喩母를 소속시키
고 있다는 것은 현대 어음과 비교해보아도 발음발전상의 역행이 아닐 수 없다. 따
라서 이는 당시 影母가 喩母와의 구분이 모호해졌음을 방증하는 일면이라고도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을 통해 우리는 《四聲通解》의 편자는 이미 影母가 喩母에 귀속되었음을 인
지하면서도, 《洪武正韻》의 어음체제를 유지시키면서 동시에 어음의 역사적 근원을
밝히기 위한 수단으로서 影母를 형식적으로 독립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7) 이기문(1972) p.28 참조.
38) 《四聲通解》에서 影母(ᅙ)를 喩母(ㅇ)에 분류시킨 예로는 擁塕壅(董韻); 焉漹(先韻);
慰(勿韻); 浥裛腌(葉韻) 등이 있다.
39) “蔿”자 아래에는 “古韻ㅇ母下同, 蒙韻下至瑋字同”이라 하여, 당시 해당 글자들이 喩
母와 影母 그리고 疑母로 각각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洪武正韻》에서도
이들 글자들을 影母에 분류하고 있어 당시 이들 자모들이 혼용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0) “溔”자 아래에는 “蒙韻⋅韻會ㅇ母下至舀字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洪武正韻》에서도
이들 글자들을 影母에 분류하고 있다.
41) “攸”자 아래에는 “古韻ㅇ母, 蒙韻⋅韻會同並下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洪武正韻》에
서도 이들 글자들을 影母에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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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四聲通解》의 疑母의 독음 역시 喩母와 가까웠음은 《訓民正音解例⋅制
字解》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어금니소리의 만은 비록 혓뿌리가 목구멍을 닫아서 소리의 기운이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ㅇ와 비슷하여 운서에서도 疑母와 喩母가 많이 서로 혼용되
는 것이다.
唯牙之 ,雖舌根閉喉聲氣出鼻,而其聲與ㅇ相似.故韻書疑與喩多相混用.

여기에서 우리는 《訓民正音》 편찬자들이 牙音의 “ ”에 대하여 “舌根閉喉聲氣出
鼻”라 하고, 또한 《訓民正音解例⋅終聲解》에서는 “ㅇ”에 대해서 “ㅇ聲淡而虛, 不必
用於終”(소리가 맑고 비어서 종성으로 쓰지 않더라도 음을 이룰 수 있다)이라 하였
으니, 疑母와 喩母의 구별에 대해서는 확실한 음가의 차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의 음가가 비슷해져 운서에서 많이 혼용되었다고 한 것은 당
시의 음가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음가 변화에 대한 인식은 申叔舟의 《四聲通攷》 ｢凡例｣ 제6조에도 언급
되고 있다.
본운(洪武正韻의 운)에서는 疑母와 喩母가 많이 뒤섞여 있는데, 여기(四聲通
攷)에서는 글자마다 고음을 따라 喩母는 다만 ㅇ로 쓰고, 疑母는 다만 를 써서
이들을 구별하였다.
本韻疑⋅喩母諸字多相雜,今於逐字下從古韻,喩則只書ㅇ,疑則只書 母以別之.

이와 같이 疑母와 喩母의 혼용현상을 감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崔世珍의
《訓蒙字會⋅諺文字母》에는 당시의 疑母와 喩母의 혼용현상에 대하여 더욱 명확하

게 언급하고 있다.
다만 초성으로 쓰인 는 ㅇ와 대중들의 발음이 서로 가까우므로 대중에서는 초
성에 모두 ㅇ음을 사용한다. 만일 앞 글자에 음 종성이 있으면, 뒷 글자에 반드
시 음으로 초성을 삼는다. 자의 음은 코를 움직여 내는 소리이며, ㅇ자의 음은
목구명 속에서 내어서 가볍게 비어있는 소리일 뿐이니, 첫소리에서는 비록 조금
다르지만 대체로 서로 비슷하다. 漢音의 음 초성은 어떤 것은 尼(ㄴ)과 같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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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떤 것은 와 ㅇ가 뒤섞이어서 구별이 없게 되었다.
唯 之初聲與ㅇ字音俗呼相近, 故俗用初聲則皆用ㅇ音. 若上字有 音終聲, 則
下字必用 音爲初聲也. 字之音動鼻作聲, ㅇ字之音發爲喉中輕虛之聲而已, 故初
聲雖稍異而大體相似也. 漢音 音初聲或歸於尼音或 ㅇ相混無別.

이렇듯, 崔世珍과 申叔舟는 모두 疑母( )와 喩母(ㅇ)에 대한 음가의 차이는 물
론 당시 중국어에서 이들이 서로 혼용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다
만, 이들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고음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은 아쉬운 일면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당시 모든 疑母가 喩母에 귀속되지는 않
은 단계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는 변화과정에 있는 어음에 대한 注音 처리
상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四聲通解》에서 疑母 글자들의 전사형태를 통해 疑母의 변화 과정을 단
계별로 살펴볼 수 있다. 첫번째는 중고시기의 疑母를 正音에서 그대로 疑母에 분
류시키고, 俗音과 今俗音을 언급하지 않은 단계로서 《四聲通解》의 어음기록을 그
대로 현실음 체계로 인정할 때 중고음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단계이다. 두 번째
는 正音에서 疑母에 분류시키고 俗音 및 今俗音에서 喩母로 기록하고 있는 단계
로서 운서에서 분류와는 달리 세간에서는 喩母로 읽히고 있던 단계이다. 마지막으
로는 正音에서 아예 喩母에 분류시킨 단계로서 운서에서의 분류 자체가 현대한어
어음과 같아진 단계이다.
이들 단계 가운데 먼저, 疑母의 변화가 감지되는 俗音 혹은 今俗音에서 중고시
기 疑母 글자들이 喩母로 표기된 예는 다음과 같다.
皆韻, ㅒ: 睚
皆韻, ㅙ: 外
眞韻, : 銀垠齦齗誾訔訢嚚狺寅夤 螾听憖垽
質韻, 42): 仡疙屹疑
42) 《四聲通解》에서는 입성운의 正音을 표기할 때 韻目에만 관련 終聲을 표시하고 세부
字母 아래 反切 번역표기에서는 終聲을 생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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勿韻, : 兀屼卼扤
寒韻, : 豻犴岸矸
寒韻, : 岏刓玩翫忨
刪韻, : 顔眼雁贗蘖枿嶭
刪韻, : 頑薍
爻韻,

: 遨敖熬厫鰲鼇獒 螯嗷翶聱嶅磝囂傲慠 驁鏊奡

爻韻,

: 齩咬

歌韻, ㅓ: 莪哦娥俄峨蛾鵝睋我餓臥
歌韻, ㅝ: 訛吪譌囮
麻韻, ㅑ: 牙芽衙涯厓崖雅疋訝迓砑
麻韻, ㅘ: 瓦宐凹
養韻, : 仰43)
尤韻,

: 齵腢髃偶耦蕅藕腢

侵韻, : 吟唫崟
覃韻, : 頷
覃韻, : 嵒碞巖壧
鹽韻, : 噞釅醶驗
이들 중 상당수 글자들은 《中原音韻》 시기에 이미 喩母에 병합된 것들이지만,
遨敖熬厫鰲鼇獒 螯嗷翶聱嶅磝囂傲慠 驁鏊奡(中古 效攝開口一等); 齵腢髃偶
耦蕅藕腢(中古 流攝開口一等); 莪哦娥俄峨蛾鵝睋我餓臥(中古 果攝開口一等) 등
적지 않은 글자들은 《中原音韻》에서 疑母를 유지하다가 《洪武正韻譯訓》과 《四聲
通解》시기에 이르러서야 喩母에 병합된 것으로 疑母의 변천을 엿볼 수 있는 대목
이다.44)
43) “仰”(陽, ) 자 아래에는 “韻會, 蒙韻, 俗音並양”의 기록이 보이며, 《中原音韻》에서는
여전히 疑母[ŋ]로 재구되고 있다. 또한 《洪武正韻譯訓》의 俗音과 《飜譯老乞大⋅朴通
事》의 左⋅右側音에서 모두 喩母[Ø]로 기록되고 있어 《中原音韻》에 비해 발전된 형태
를 보여주고 있다.
44) 한편, 중고시기 疑母 글자들 중 “牛”(尤韻, )와 “業”(葉, ) 는 《四聲通解》에서 正音
은 모두 疑母(“ ”)로 표기하고 있지만, “牛”는 俗音()에서는 “業”은 今俗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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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에서 언급했던 喩母를 影母로 분류한 것과 마찬가지로 喩母를 疑母에
분류한 예도 있다.
陌韻( ): 役疫域淢罭棫蜮緎閾
“役”자 아래에는 “今俗音…下同”이라는 기록이 보이며, 이들은 《洪武正韻譯訓》
에서도 “俗音”이라 기록하고 있어, 喩母와 疑母가 뒤섞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또
한 陌韻( )의 “額頟詻” 세 자는 喩母에 배치되어 있지만, 오히려 “俗音 ,蒙韻얘,
今俗音 或”이라 주를 달고 있어 俗音은 물론이요 今俗音에서도 의모( )를 유지
시키고 있다. 이 역시 통시적인 발음변천에 역행하는 현상이므로 납득하기가 어렵
다.
다음으로 중고시기 疑母의 글자들이 《四聲通解》正音에서 이미 喩母에 분류된
기록들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支韻(ㅣ): 宜儀鸃涯厓崖疑嶷沂(平聲);螘蟻錡艤檥轙顗矣擬儗薿(上聲);藝蓺埶
槸義誼議劓毅藙乂刈(去聲)
皆韻(ㅒ): 涯厓崖睚捱(平聲)45)
先韻(): 姸硏言(平聲)彦喭唁諺(上聲)
先韻( ): 元原沅邧嫄螈蚖騵(平聲)
陌韻(): 額頟詻(入聲)
鹽韻(): 嚴 巖 (平聲)儼曮(上聲)
이들은 《中原音韻》에서 이미 喩母에 병합된 것들로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
解》에서도 똑같이 처리되고 있다. 《四聲通解》에서는 《中原音韻》의 성질에 대해 특
각각 성모를 “ㄴ”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牛”는 《中原音韻》과
《洪武正韻譯訓》에서 모두 喩母(“ㅇ”)에 분류되어 있으며, “業”은 《中原音韻》과 《洪武正
韻譯訓》에서 모두 疑母(“ ”)에 분류되어 있다. 이는 중고시기의 일부 疑母(“ ”) 글자들
이 16세기 초기에는 이미 普通話와 같이 [n-]으로 발음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45) “涯”자 아래에는 “古韻皆 母下同, 韻會, 今俗音애並下同”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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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당시의 어음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해당글자
아래 《中原音韻》의 어음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四聲通解》가 《洪武正韻
譯訓》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감안할 때, 《中原音韻》에서의 직접적인 발전관계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다만, 俗音과 今俗音이 北方 口語音을 반영한
것이라는 전제하에서는 시간에 따른 어음 변화를 함께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지하듯, 《中原音韻》에서 상당수의 중고시기 疑母 글자들이 喩母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疑母를 喩母와 구별하여 여전히 독립시키고 있다. 《四聲通解》의 俗音과
今俗音에서는 《中原音韻》에서 疑母에 분류된 글자들 중 적지 않은 글자들을 喩母
로 기록되고 있어, 普通話에 더욱 가까워진 형태를 보이고 있어 그 발전상황을 엿
볼 수 있다.
하지만 普通話와 비교할 때, 《四聲通解》의 疑母에 귀속시킨 상당수의 글자들은
여전히 俗音과 今俗音 표기가 빠져있어 그 변화를 고찰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1. 陰聲韻
通解
例字

譯訓

韻46)

正音

俗音

正音

俗音

中原

魚漁語愚47)御

魚, ㅠ

없음

없음

Ø

吾梧五午誤悟

模, ㅜ

없음

없음

Ø

ㅐ

없음

없음

Ø

ㅙ

없음

없음

Ø

없음

없음

Ø

皚敳騃艾碍
歪
危48)峞嵬犩桅頠魏

皆

灰, ㅟ

비고

46) 평성의 운목자로 평·상·거성의 운목을 아울렀으며, 입성의 운목은 따로 기록하였다. 또
한 해당 운의 중성과 종성을 표시하였다.
47) “愚”자는 《飜譯老乞大⋅朴通事》에서 총 1회 출현하며, 좌측음의 성모에서 우측음과 마
찬가지로 ‘ㅇ’로 표기하고 있는 것은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에 모두 속음 기록
이 없는 것으로 보아 ‘ ’의 오기로 보인다.
48) “危”자는 《飜譯老乞大⋅朴通事》에서 총 1회 출현하며, 우측음에서 疑母( )글자를 모
두 喩母(ㅇ)로 기록한 주음 원칙에 어긋나고 있어 우측음의 성모 ‘ ’는 ‘ㅇ’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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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陽聲韻
例字
顒喁
巘甗讞
阮願愿瑗媛援院

通解
韻
東, 

先

正音

俗音
없음
없음
없음

譯訓
正音
俗音
없음
없음
없음

中原

비고

없음49)
Ø
Ø

卬昻枊

陽, 

없음

없음

ŋ

凝迎鞕硬

庚, 

없음

없음

Ø

“ 仰 ” (上 聲 ):
俗音양
“釀”(去聲) 今
俗音 양
“迎”자: 疑母
와 喩母에 중
복 출현

2.3. 入聲韻
例字
玉獄鳿鈺

通解
韻
屋, 


孽蠥蘖糵臬槷

正音

俗音
없음

譯訓
正音
俗音
없음

없음

없음

n

없음

없음

Ø

中原
Ø

屑
月刖樾越粤曰軏

비고
譯訓 正音
終聲-ㄷ
譯訓 正音
終聲-ㄷ

이상을 통해 우리는 影母와 疑母 그리고 喩母가 당시 한국어에서 발음이 유사했
음은 물론 중국어에서의 대체적인 혼용 현상의 면모를 살펴보았다. 다만, 俗音과
今俗音의 기록이 없는 경우 喩母 귀속 관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여기에서 우리는 《飜譯老乞大⋅朴通事》의 右側音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影母
의 표기에 사용된 [ᅙ-]는 당시 한국어의 초성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國俗撰字
방식에 따른 右側音에서는 影母가 독립적으로 존재했더라고 하더라도 [ㅇ-]를 사
용했을테지만, 疑母의 표기에 사용된 [ -]는 [ㅇ-]과 더불어 한국어의 初聲에 사용
되었던 자모인만큼, 만약 당시 중국어에서 疑母가 喩母에 대립하여 독립적인 발음
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疑母에 해당하는 글자들은 右側音에서 당연히 [ -]으로 기
록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右側音에서는 중고시기 影母와 疑母 그리고 喩母에 속
49) 《廣韻》 東韻合口三等 글자들은 [Ø]로 귀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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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들을 구별 없이 [ㅇ-]로 注音하고 있다. 더구나 《飜譯老乞大⋅朴通事》가
운서와는 달리 실용적인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한 중국어 회화 학습서임을 감안할
때 보다 더 현실적인 어음을 기록하고 있음은 추측가능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四
聲通解》시기에 影母와 疑母는 실제 구두어음에서 이미 喩母에 귀속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微母의 경우 《四聲通解》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今俗
音에서조차 “微薇溦㵟尾亹未味”(正音 ) 등의 글자를 “”로 기록하고 있어 그 변
화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다. 다만 《飜譯老乞大⋅朴通事》의 ｢凡例｣를 통해서 당시
微母의 일부 글자들에서도 역시 影母 및 疑母와 더불어 喩母에 병합되는 현상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微母는 소리낼 때 喩母와 가까우며 四聲이 모두 같다. 예를 들어 惟자는 본래
미에 속하는 것이지만 《洪武正韻》에서도 역시 “” 혹은 “위”에 소속시키고 있고,
지금 세속에서도 “”를 “위”로 발음하고 있으니, 이는 微母가 喩母에 가까워졌다
는 증거이다. 오늘날 微母를 발음할 때 혹자는 喩母로 발음해도 역시 통한다. 중
국의 세속에서 喩母로 바뀌어져 읽는 글자들은 지금 역시 喩母로 그것을 기록한
다.
微母作聲近似於喩母而四聲皆同, 如惟字本微母而《洪武韻》亦自分收於兩母
或위, 今之呼亦歸於위, 此微母近喩之驗也. 今之呼微母或從喩母亦通. 漢俗定
呼爲喩母字今亦從喩母書之.50)

실제로 《飜譯老乞大⋅朴通事》의 左側音에서는 《四聲通解》와 마찬가지로 모든
微母 글자들을 “ㅱ”로 기록하고 있다. 다만 右側音에서는 위 범례의 기록대로 미모
를 微母(“ㅱ”)와 喩母(“ㅇ”)로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다.

左側音
ㅱ
ㅱ

右側音
ㅱ
ㅇ

例字51)
無(23)務(1)文(28)問(21)物(37)
霧(1)微(2)未(3)尾(2)晩(15)亡(1)網(3)忘(4)望(8)

50) 《飜譯老乞大⋅朴通事》의 ｢凡例｣ “非ㅸ奉ㅹ微ㅱ三母”條.
51) 괄호 안의 숫자는 해당 글자의 출현회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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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위의 기록들로부터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하나는 만약 今俗
音 기록 “”의 初聲 “ㅱ”가 분류를 위한 형식적 표지가 아닌 실제 음가를 가지고
있던 성모였다면 그것의 초성음가는 적어도 “ㅜ”[u]는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성 “ㅟ”[ui]와 합해진 “”를 전사하면 [uui]가 되므로 불필요한 초성의 설정이
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만약 今俗音 기록 “”의 초성 “ㅱ”가 단지 원
래의 소속을 밝히는 형식적인 표지일 뿐이었다면, 今俗音 “”와 右側音의 “위”는
형식적인 주음상의 차이일 뿐, 실제 음가는 같은 [Ø]라는 것이다. 《四聲通解》가 운
서인데 반해 《飜譯老乞大⋅朴通事》는 중국어 회화교본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전통
의 속박에서 벗어나 실제음가에 보다 근접한 어음표기에 주력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위 표에서 보듯 右側音에서의 “ㅱ”와 “ㅇ”는 뒤
섞임 없이 처리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당시 微母의 발음이 《飜譯老乞大⋅朴通
事》의 右側音에서처럼 “ㅱ”와 “ㅇ”로 양분되어 있었음을 재차 상정해볼 수 있다. 이
러한 순차적 변화는 어음 변천에 있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이므로 당시의 微
母 글자들 중 일부는 완전히 喩母에 귀속되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글자들은 그
대로 微母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어
어음 발전과정에서 微母는 대체로 [ɱ]→[v]→[w]→[Ø]의 발전 단계를 거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王力은 微母가 《中原音韻》시기에 [v]로 변화된 뒤 17세기까지
줄곧 [v]를 유지하였으며, 그 이후에 半母音 [w]을 거쳐 零聲母([u])로 변했음을
언급한 바 있다.52) 만약, 위 《飜譯老乞大⋅朴通事》의 ｢凡例｣의 지적대로 微母
(“ㅱ”[w])가 喩母(“ㅇ”[Ø])에 가까워지고 일부 글자들에서는 이미 귀속현상이 발생
하였다면, 微母의 零聲母化는 17세기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아쉬운 점은 위 표의 右側音 표기에서처럼 15세기에 이미 산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더라도 ㅱ-과 ㅇ-로 표기된 글자들 간의 특별한 음운조
건의 차이가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53) 그 변화 규칙을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곤란하다.

52) 王力, 《漢語史稿》 p.128 참조.
53) 無務(遇攝合三); 文問物(臻攝合三); 霧(遇攝合三); 微未尾(止攝合三); 晩(山攝合
三); 亡網忘望(宕攝合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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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知章莊 계열 성모의 변화
주지하듯 舌尖後音(捲舌音) 형성의 근간이 되는 聲母는 중고시기의 舌上音 知
組 聲母와 正齒音 계열인 莊組 聲母와 章組 聲母 그리고 日母字이다. 주성일
(2005)에서 이미 이들의 병합과정을 토대로 捲舌音의 형성과정을 비교적 자세하게
언급하며, 陰聲韻에서의 捲舌音化가 陽聲韻 및 入聲韻에서보다 빨랐음을 지적하
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四聲通解》의 陰聲韻 기록만을 중심으로 그 변화과정
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로 한다.

中古音
通解
等呼 聲母
正音
俗音
開二 知莊
ㅏ a 없음55)
假
開三 章
ㅕ iə 없음
開三, 知章日 ㅠ iʉ 없음
遇
ㅜ u 없음
合三 莊
攝

開二
蟹 開三
合三
止

開三

合三
開二
效
開三
流 開三

莊
知
章
知章
知
章莊
日
知章
莊
知章日
知章日
莊

ㅐ
ㅖ
ㅣ
ㅟ
ㅣ
ㅣ
ㅣ
ㅟ

ai
iəi
i
ui
i
i
i
ui
aw
iəu
iw
ɨw

ㅐ
ㅣ

ai
i
iï

中原
a
iɛ
iu
u

ai
i
56)
i
없음
uei
iï
i
57) ɨï
ï
ɨï
ï
없음
uei
없음58)
au
iaw iɛu
없음
iəu
없음
əu

圖經54)
a
ɛ
u

例字
茶叉差沙紗裟
者車扯蛇赦舍社
猪煮處除書如住株柱乳

u

助梳蔬數

ai
ʅ
ʅ
uei
ʅ
ʅ
ɚ
uei
au
au
əu
əu

齋債差
滯㿃
世誓
綴稅
知致置
支枝紙厠齒柿師詩時市
二兒而耳餌
錐吹錘水墜睡誰
爪鈔炒梢秒
朝趙照詔少燒饒擾
醜籌周州箒收手揉
皺愁驟瘦

54) 《等韻圖經》(“圖經”)의 전사음은 郭力(1987)의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硏究》 체계를
따랐다.
55) 俗音 기록이 없는 부분은 正音과 일치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飜譯老乞大》와 《飜譯
朴通事》의 左側音을 통해 《四聲通攷》의 俗音 역시 正音과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만, 아래 표에서 《飜譯老乞大》와 《飜譯朴通事》의 左側音과 右側音에서 표기상의 차이
가 있을 경우에는 일일이 주기하도록 한다.
56) 右側音에서는 終聲에 “ㅿ”를 사용하지 않고 “ㅣ”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한국어
어음체계의 終聲에 “ㅿ”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음가는
左側音 즉 俗音을 통해 고찰할 수 있다.
57) 止攝開三 章莊日 3組의 경우 우측음에서는 모두 “ ”[ʌ]로 기록하고 있어 종성 “ㅿ”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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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原音韻》과 마찬가지로 《四聲通解》에서도 知章莊 三組 聲母들의 부분적 합병

현상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音理的 관점에서 볼 때, 捲舌音化의 완성은 무엇보다
도 관련 3等韻과 결합하는 성모들의 韻母 혹은 介音 [i] 탈락과 직결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俗音 표기에 사용된 終聲 “ㅿ”의 성질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四聲通解》 支紙寘(중성ㅣㅡ) 첫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세 운 가운데 齒音 글자들의 초성을 발음할 때는 입과 혀 모양을 그대로 둔 상
태에서 ㅿ으로 종성을 삼으면 정확한 발음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貲()字는
으로, 知()字는 으로 발음해야 하며, 다른 글자들도 마찬가지다. 牙音과 脣
音은 그렇지 않다.
三韻內齒音諸字初呼口舌不變,而以ㅿ爲終聲然後可盡其妙.如貲字呼爲,知
字呼爲餘倣此.牙音脣音則否.

위 기록을 볼 때 蟹攝과 止攝에 보이는 終聲 “ᅀ”는 聲化 符號라 판단되며, 中
聲과의 결합 형태를 분류해보면 그 발전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먼저, 蟹攝의
경우 開口 三等자를 보면 知組에서는 聲化 符號 “ᅀ”의 기록이 보이지 않고 있으
며, 이와는 달리 章組에서는 聲化 符號 “ᅀ”가 표기되고 있다. 하지만 中聲 “ㅣ”를
가진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止攝 開口 三等에서는 知章莊組와 日母에 모두 聲
化 符號 “ᅀ”가 표기되고 있지만 知組에서는 中聲 “ㅣ”와 결합한 “ ”의 형태로 기록
되고 있으며, 章莊 2組와 日母에서는 中聲 “ㅣ”가 “ㅡ”로 변형되어 “ ”의 형태로
기록되고 있다.
聲化 符號 “ᅀ”와 “ㅣ”의 변형유무 등 音韻 조건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첫째, 開口보다 合口와 결합한 글자들에서 捲舌音化가 먼
저 진행되었다. 둘째, 각 攝 莊組에 이어 止攝 開口 三等 章組와 日母59)의 捲舌
사용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中聲에 변화를 주고 있다.
58) 效攝과 流攝의 경우 俗音의 표지는 없지만 左側音에서는 正音과 마찬가지로 모두 終
聲에 “ㅱ”을 사용하고 있으며, 右側音에서는 당시 한국어 음계에서 사용되지 않은 終聲
“ㅱ”를 배제하고, 이를 “ㅗ”와 “ㅜ”로 각각 기록( - ; - ; -ㅠ; - )하고 있다.
59) 陰聲韻에서 日母의 권설음화가 止攝의 開口 三等에 국한되고 있음은 《中原音韻》과
일치하고 있다. 하지만 陽聲韻의 通攝 合口 三等에 속하는 “戎茙駥絨茸慵冗” 등 글자
들(正音 , 俗音 )의 俗音에서는 《中原音韻》과 달리 “ㅣ”를 탈락시키고 있어 발전
단계 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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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化는 이미 완성단계에 이르렀다.60) 셋째, 止攝의 知組와 蟹攝의 章組가 그 뒤
를 이어 捲舌音化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넷째, 止攝을 제외한 기타 攝의 開口 三
等에서는 아직 捲舌音化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따라서 《中原音韻》에서 《四聲通解》시기까지 진일보한 捲舌音化 현상이 관찰되
지만 여전히 과도기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等韻圖經》시기에 이
르러서야 관련 성모들의 완전한 捲舌音化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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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all agree to the fact that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offers relatively significant and direct tips for constructing the
actual

transliteration

of

Chinese

language

during

the

Won-myeong(元⋅明) period than any other references do.
As to the history of developments on Chinese Language, the
Modern Chinese plays a role as a bridge between the Ancient
Chinese and the Present Chinese. It would be impossible to fully
understand the Present Chinese Language without an adequate
amount of study on the Modern Chinese. Plus, since the period of
the modern Chinese was when the most of basic transliteration in
the present Chinese were featured, numerous linguists are
expecially interested in it.
It

cannot

be

denied

that

the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from the Joseon Dynasty, written in phonogram,
has been contributed greatly to researches on phonetic values of
the actual transliteration at that period. And, the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is also known to help the academia
overcome the limitation of Chinese traditional phonology. The
researches on Chinese traditional phonology would have relied on
the elementary recording system of the transliteration only, if the
Korean and Chinese transliteration has not been existed. The
only recording systems that the linguists were able to refer to,
except the documents on the transliteration, were Fanqie ph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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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tion(反切) from Rhyme book(韻書) and Rhyme chart(韻圖).
Amongst all, 《Sa-seong-tong-hae(四聲通解)》, the unique Woon-seo
of the Joseon Dynasty, is the most valuable source since it
contains personal views of Joseon phonologists toward the Chinese
phonemes.
The study is showing the transliteration system of Mandarin
and the actual phonetic values in Chinese language, which have
been reflected in 《Sa-seong-tong-hae(四聲通解)》. Th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good enough by looking at documents on the
transliteration, such as Jeong-eum(正音), Sok-eum(俗音) and
Keum-sok-eum(今俗音). Since the properties of the transliteration
recording, like certain methods and principles on recording the
transliteration, were particularly considered during the research.
In other words, because it was not only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transliteration recording, the study ended
up with more objective and reasonable concl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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