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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한자음이란 세종때 제정된 규범적인 동국정운식 한자음이 아니라 한글창제시 민간에 

통용되던 한자음을 이름한다. 이 전승한자음이란 용어는  그 최초가 어때부터인지 모르지만 2010 

본인의 ‘전승한자음의 형성과 배경'이란 인터넷 유포 pdf 파일에서 사용되었고 그 이후 

학계에서도  2015년 서강대학교 박사논문(위국봉의 고대 한국어 음운 체계 연구 : 전승 한자음을 

대상으로)에서 사용되고 이후 2017년 박사학위 논문(반치음의 음운론적 성격과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 위국봉의 논문을 인용하면서 다시 사용되었다. 

 

기존의 조선 초기 한자음에 대해서 그 형성시기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이 제각각이어서 즉 

有坂秀世의 宋代開封音설,河野六郞의 唐代長安音설과 국내학자들의 河野六郞의 唐代 長安音

설의 숱한 변형들이 유포되면서 생겨난 조선초기한자음은 한시대 특정방언의 유래가 아닌 

주기층은 당대장안음 唐代長安音이지만 吳音과 唐代이후 어음의 특성을 모두 지닌 중층설이 

널리 유포되었다. 

 

河野六郞의 唐代長安音설은 有坂秀世의 宋代開封音설을 비판하고 중층설을 주장하여 

상당히 오랜동안 국내 국어학자들의 조선한자음의 형성에 대한 정설이 되다시피 하였다. 이런 

기류가 바뀐 것은 伊藤智ゆき의 <朝鮮漢字音研究:2007> 에서 조선한자음이 9세기말 

장안지역에서 신라로 유입되었으며 이 조선한자음체계는 대체로 중충적이 아닌 균일체계였다는 

연구결과에서 였다. 일본학자들 有坂秀世와 河野六郞 그리고 伊藤智ゆき는 모두 조선한자음이란 

명칭을 사용하였지만 伊藤智ゆき가 처음으로 9세기대 唐代長安音을 받아들인 균일체계란 

연구결과는 일본학자들에 사용돼던 조선한자음 대신 위국봉이 전승한자음이란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전승한자음이란 학문적 용어의 등장은 위국봉이 伊藤智ゆき의 朝鮮漢字音研究를 

계승하면서 다만 그 형성시기를 9세기말엽이 아닌 8세기 말엽으로 1세기 앞당기는 가증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지나지 않았기에 대부분 위국봉은 伊藤智ゆき의 논설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란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다. 물론 학문 세계에서는 언제나 선학들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마련이다. 有坂秀世~河野六郞~伊藤智ゆき~위국봉이란 계보가 명확하다. 서글프지만 



위국봉은 국내 학자들의 논거를 수용하지 않는다.  朴炳采의 '국어한자음의 母胎論攷'는 切韻音을 

받아들였다는 주장이고 有坂秀世와河野六郞에 대한 반론인데 전승한자음에 대한 전면적인 

연구인데 有坂秀世와河野六郞에 대한 反論이 중심이라 이런 朴炳采의 연구는 후학들에 의해 

계승돼지 못했다. 여기서 일본어학계의 李京哲이 등장한다. 李京哲은 唐代長安방언은 全濁音이 

모두 무성유기음화 했다고 언명한다. 따라서 전승한자음에 이런 全濁유기음화 현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승한자음은 切韻시기(6세기)에 전승되었다고 주장한다. 李京哲은 일본어학의 

고수이기에 일본의 吳音과 漢音을 꿰고 있다. 그의 후학들은 모두 비슷한 말을 엮고 있다. 사실상 

吳音과 漢音을 검토해 보면 전승한자음은 吳音과 더 비슷하지 漢音과는 사뭇 다르다. 李京哲은 

중국학자들이나 일본학자들이나 서양학자들의 중고음 재구체계를 비판하고 독자적으로 중고漢

語체계를 세운 고려에서 유일한 사람이다. 다만 中唐~五代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 

 

우선 출발점은 전승한자음에는 일본의 漢音처럼 非鼻音化현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非鼻音化란 唐代長安音에서 鼻音(ng,m,n)이 非鼻音(g,b,d)로 변한 현상을 이름한다. 일본

漢音에서는 男(nan<m)을 dan으로 馬를 ba로 발음한다. 이런 非鼻音化현상은 일본의 漢音,

티베트한자음,불경번역음,閩南語文讀등에서  등장한다. 따라서 8~9세기대 唐代長安音에서는 非

鼻音化현상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세기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韻鏡에는 이런 非鼻音化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韻鏡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방언 중 閩벙언의 文

讀層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도 이런 非鼻音化현상은 보이지 않는다. 9세기초에 편찬된 慧琳音義

에는 기존의 독서음체계였던 切韻을 吳音이라 폄하하고 長安방언을 秦音이라 추숭했다. 바로 

이러한 秦音을 받이들인 일본 漢音(8-9세기대에 전승)에는 非鼻音化현상이 반영되었지만 

전승한자음에는 반영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有坂秀世는 宋代開封音설을 주장하게 된다. 일찌기 

본인은 有坂秀世의 宋代開封音설을 오해했다. 즉 11세기초 송대개봉음을 반영한 邵雍의 聲音唱

化圖에 보이는 平聲全濁聲母의 무성유기음화, 舌上音의 齒音化,入聲의 약화 현상을 근거로   有

坂秀世의 宋代開封音설을 부정했다. 하나 지금은 河野六郞나 伊藤智ゆき 그리고 위국봉의 모두 

非鼻音化현상이 전승한자음에 반영돼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논거는 모두 문제가 많다. 오랜 

고민끝에 有坂秀世의 宋代開封音설을 지지하는데 이는 전승한자음은 宋代開封의 讀書音을 

쌍기를 비롯한 중국인들에 의해서 고려초에 이식된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즉 이 10세기대 宋

代開封의 讀書音은 存古와 倉新을 모두 보유하고 있었던 어음체계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存古란 

1,2等 重韻,重紐의 보존등을 일컫는다. 倉新(물론 본인에게는 별로이지만)은 有坂秀世의 주장 止

� ��組 아래아ᆞ 반영, 魚�의  �組가 ㅓ가 아닌 ㅗ로 반영된 점을 일컫는다. (그러나 본인은 

有坂秀世의 논거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倉新의 진정한 면모는 2等 牙侯音字들이 개음 2等 

접근음 ɹ(ɨ)이 j로 변하여 구개음화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2等字들의 구개음화 현상은 일본漢音

에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耕(경)이 かう로 반영되어 있다. 일본漢音 耕韻 2等字들은 거의 か



う로 반영되어 있다. 이 자료를 봤을 때 본인은 충격받았다. 아!! 어째서 일본학자들이 

전승한자음을 일본漢音보다 늦은 단계라고 보는지 알게 된다. 그러나 일본吳音에서는 오히려  か

う와 かゃう가 혼재한다. 물론 일본漢音 耕韻 2等字들 중  かゃう도 일부 있다. 문제는 

어음체계가 다른 두 언어 사이에 어쩔 수 없는 굴절 현상이 있는데 이를 학문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漢音은 대부분 e,je,ɛ,jɛ를 え로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그 반사양식을 介音 

탈락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견해가 달라진다.) 여하튼 그가 단지 宋代開封音설을 주창하였기에 

본인과 같이 非鼻音化 현상이 전승한자음에 반사돼지 않았다는 주장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논리가 어떠하든 본인의  宋代開封의 讀書音이 전승한자음의 모태음이라는 논리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 有坂秀世를 언급할 뿐이다. 즉 전승한자음은 10세기대 宋代開封의 讀書音의 

단면을 보여주는 화석이라 볼 수 있다. 

 

전승한자음의 어음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전승한자음        

전래시기에 과연 전승지역의 모음체계가 어떠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일찌기 이기문은 몽고에서          

전래된 외래어의 한글 전사를 통해서 아래와 같은 전기중세국어(10세기무렵) 모음체계를         

설정했다. 괄호안의 음표는 본인이 설정한 것이다. 여기서 ɘ는 현대 경상도의 ㅡ와ㅓ의 중간음            

Ǝ에 해당한다. 요점은 이기문이 중설과 후설의 대립체계로 모음 체계를 재구했다는 것이다. 

<表1> 

前舌 中舌 後舌 

ㅣ ㅜ(ᵾ) ㅗ(u) 

 ㅡ(ɘ) ᆞ(ʌ) 

 ㅓ(ɐ) ㅏ(ɑ) 

 

이 모음체계는 15세기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시에도 변하지 않았다. 훈민정음의         

모음체계는 사선적 체계였다는 것이 정설화 되었다. 위의 그림을 약간 후설은 낮추고 중설의            

ㅡ와 ㅓ를 약간 앞당기면 사선적 모음체계가 된다. 이기문은 전기중세국어의 위의 모음체계가           

훈민정음 창제시 ㅜ가 u로 ㅗ가 o로ㅡ가 ɨ로 ᆞ가연쇄반응으로제주도방언에서와같이저위의              

후설모음으로 변했다고 주장했다. 즉 훈민정음 창제시 ㅓ의 상승 즉 ɐ에서 ə로의 상승이 이런             

연쇄반응을 일으켰다고 보았다. 본인은 이기문의 모음추이 가설을 긍정하지만 다만 모음추이가          

일어났던 시기는 아래아ᆞ의 소실과 함께 16세기에 일어났다고 본다. 위의 음가 추정은 당연히            

본인이 한 것이다. 당연히 諸家들의 의견은 다를 것이다. 그러나 세종대 창제된 7모음 체계는             

훈민정음해례본에 의해 사선적 모음체계로 정설화 되었다. 즉 다음의 표와 같다. 

<表1-1> 

前舌 中舌 後舌 



ㅣ ㅜ(ᵾ)  

ㅗ(u) 

 ㅡ(ɘ)  

ᆞ(ʌ) 

 ㅓ(ɐ)  

ㅏ(ɑ) 

 

위 표와 같이 세종대 모음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해설 때문이다. 

<표 1-2> 

ᆞ 舌縮而聲深 �開於�也 形之圓 �乎�也 

ᅳ 舌小縮而聲不深不淺 地闢於丑也 形之� �乎地也 

ᅵ 舌不縮而聲淺 人生於黃也 形之立 �乎人也 

ᅩ 與ᆞ 同而口蹙其形則 ᆞ與ㅡ合而成取�地初交之義也 

ᅡ 與 ᆞ同而口張其形則 ᆞ與 ㅣ合而成取�地用�於事物待人而成也 

ᅮ 與ㅡ 同而口蹙其形則 ㅡ與ᆞ合而成亦取�地初交之義也 

ㅓ 與ㅡ同而口張其形則 ᆞ與ㅡ 合而成亦�地之用�於事物待人而成也 

 

각 문장을 보면 전반은 舌縮,口蹙,口張이란 개념으로 후반은 흰소리로 되어 있다. 현대에           

舌縮은 ATR+(Advanced Tongue Root)로 해석되고 있다. 口蹙의 의미는 현대의 용어로          

원순모음을 지칭하고 口張은 低모음 즉 영어로 open이었다는 것을 명시한다 하겠다. 세종이           

훈민정음 창제시 舌縮ATR+:- 과 원순 그리고 고음과 저음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모음체계를           

정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서구학자들은 ᅳ를 u로 ᆞ를 o로 ㅜ를 wu로 ㅗ를 wo로 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모음추이를 부정하고 전기중세국어 시대의 모음체계는 아래와 같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表2> 

前舌 中舌 後舌 

ㅣ ㅡ(ɨ) ㅜ(u) 

 ᆞ(ə)    ㅗ(o) 

 ㅓ(e)  

ㅏ(ɑ) 

 



위의 체계는 伊藤智ゆき가 주창한 체계로 위국봉은 이를 계승하였다. 오늘날 젊은          

학자에게서 모음추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보인다. 또 일본학자들이나 중국학자들         

서구학자들 모두 한글의 모음체계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었다는 가정하에 전승한자음을          

인용한다. 다만ㅓ는그들입맛에따라 ə가되기도하고 e가되기도한다. 이런외국학계의논문을               

학습하고 자란 한국의 학자들은 거꾸로 이 체계를 당연시 하고 모음추이를 부정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체계는 전승한자음과 중고漢語의 어음체계를 분석할 때 결코 성립할 수            

없는 모음체계다. 이는 모두 오늘날의 ㅔ라는 단모음을 고대에까지 끌고간 잘못된 추정일           

뿐이다. 단모음 ㅔ는 18세기 이후 ㅓㅣ와 ㅏㅣ의 단모음화의 결과이지 단모음 ㅔ나 ㅐ는            

17세기까지도 없었다. 만약 이 모음들이 존재하였다면 세종은 한글창제시 이런 단모음에          

근거해서 별도의 단모음 문자를 창안했을 것이다. 더우기 고대에는 e가 존재하였는데          

조선초기에 ə로 변하고 후대에 다시 e라는 단모음이 탄생하였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이런            

모음체계의 재구는 모두 고대에 ㅓ가 e였다는잘못된가설에서비롯된것이다. 이가설은현대의             

많은 국어학자들의 고민이다. 몽고어 전래어를 분석하면 e는 ㅓ나ㅕ로 반영되고 조선관역어를          

연구한 학자들은 ㅓ가 전설e에서 후설ɔ에까지 넘나들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는          

얘기다. 뭔가 hard fact를 찾아야 하는데 그들을 만족시킬만한 hard fact는 어떤 자료에서도            

없었다. 몽고어나 왜어에는 ㅓ라는 모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어쩔 수 없이 굴절            

형식으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다. 본인은 아래에 hard fact를 제시한다. 

 

본인은 ㅓ가 중설의 ɐ였다는 것을 밝힌다. 우선 중고漢語의 凡韻의 諸家들의 재구음을           

보면 하나같이ɐ로 재구하였다. 이는 모든 漢語 학자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된 재구음이다. 凡韻           

에는 凡,犯,法,伐,罰이 속하는데 하나같이 일본漢音(8~9세기 唐代長安방언의 전사체라는 것이        

공인되고 있다.)에는 ハ로 나타나고 吳音(5~6세기 백제를 통해서 당시 南朝의 어음이 일본에           

이식되었다고 알려져 있다)에는 ホ로 나타난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본인은 전승한자음          

전래시기에 ㅓ가 ɐ였다는것을확신한다. 사실상凡韻의반사체는언어화석이라고볼수있다. 또             

다른 증거는 魚韻이다. 魚韻은 상고漢語에서 a로 발음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중고시기에에 이           

a는 ɐ를 거쳐 ɔ로 변하였다. 전승한자음의魚韻의ㅓ는바로 ɐ를고대로반영한것이다. 倭語에는              

고려어음의 ㅓ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운 o로 대신할 수 밖에 없었다. 이 魚韻의 ㅓ를 e로               

억지로 설정하려는 시도가 伊藤智ゆき와 위국봉에서 보이지만 이는 모두 근거없는 망상이다.          

이들이 어째서 ㅓ를 e로 설정하는 이유는 중고漢語의 3,4等韻이 je,(j)ɛ이 ㅕ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착각일 뿐이다. 高麗語音에는 e가 없었기에 jɛ나 ɛ를 모두 ㅕ로             

전사했던 것이다. 사실상 일본 漢音과 비교하면 두 전사체계 모두 j개음을 잘 반영하지 않는다.             

일본 漢音과 비교하면 え와ㅕ가 대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일부 학자들에게서 え            

와ㅕ가 je이었다고 까지 주장하는 흰소리가 보인다. 倭語에 je라는문자는없다. 이는어음체계가            



다른 두 어음의 반영양식이 어쩔 수 없이 굴절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소치이다. 여하튼倭語의え             

가 ㅕ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10세기에 편찬된 것으로 알려진 二中歷에 기재된열10은えつろ           

였다. 즉 ㅕ는 倭語에서 え로 전사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高麗語音에는 e가 없었기에 ㅕ로             

타국의 e또는ɛ 를 대당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겠다. 고대에 열이 jel이었다고!! 또 다른            

직접적인 근거는 절운시대에 2等 耕韻이 ɹɐŋ으로 대부분 재구된다는 점이다. 이 ɐ모음은倭語에            

없는 모음이기에 그들은 あ니 お로 반영한다. 후에 2等 介音 접근음 ɹ(사실상 발음은 舌尖元音             

ʅ에 가깝다고 추정된다.)이 구개음화 하여 j로 변화하였을 때 전승한자음은 jɐ를 ㅕ로           

반영하였다는 것이다. 현대에 사는 우리는 예,옛,차례 처럼 je발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jenbjen(연변) 같은 발음:옌볜 은 발음하기 어렵다. 이는 지금이나 예나 다름 없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글 창제시 ㅑ,ㅕ,ㅛ,ㅠ를 제외한 이중모음은 사실상 이중모음이었다. 예는 /여이/로          

읽혀졌다. /여잇/,려이/처럼 

 

이렇게 ㅓ와 ㅏ를 ɐ와ɑ로 즉 중설저모음과 후설저모음으로 설정하게 되면 전승한자음의          

중고漢語의 반사체계는 술술 풀리게 된다. 東韻은 ung을 ㅗ로 반영하였다. 伊藤智ゆき나위국봉           

그리고 위국봉이 근거한 중국의 黃笑山은 中唐五代시기에 東韻이 ung에서 ong로 변했다고          

주장한다. 하나 이는 모두 그럴듯한 주장이다. 諸家들이 東韻을 ung으로 재구한 것은 일본吳音           

에서는 u로 전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漢音에서는 o로 반영되었고 전승한자음에도 ㅗ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黃笑山은 이런 주장을 하게 된다. Bernad Kalgren이하 거의 모든           

중어학자들은 그들이 중고漢語를 재구할 때 그 모음체계를 현재 한국어의 모음체계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전승한자음을인용한다. 일본어학계의李京哲은전승한자음은절운시기의반영이라         

주장하고 그의 후학들은 모두 이런 논점에 꽃혀 있다. 하지만 李京哲의 한계는 六朝音과 切韻과             

慧琳音義만 따졌지 秦音(慧琳音義:唐代長安音)이후의 漢語의 변천사항을고려하지않고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일본어학계의 李京哲 역시 고대나 지금이나 고려어의 모음체계는 변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래아ᆞ는 ɐ로 대당한다. 그리고 아래아ᆞ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의 고대 고려말의모음체계는ㅡ를 ɨ로 아래아ᆞ를 ɐ로설정함으로인해서한언어의             

자음이든 모음이든 그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무시했다.  

 

조금 설명을 덧붙이자면 일본의 漢音은 그 전래시기가 8~9세기로 명확하다. 또한唐代長          

安 방언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는 것도 명확하다. 일본의 漢音은 그저 唐代長安방언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그러나 非鼻音化란 음운 현상이 唐代長安以東을 넘지 못했듯이 과도하게          

일본의 漢音처럼 8세기 이후 모든 중국방언에서 같은 변화가 일어났으리라 추정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일 뿐이다. 그 어떤 증거도 없다. 그런데도 이 일본의 漢音을 너무나도 중시한다.             

하기사 그 당시 어디에서도 볼 수없는 표음자료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매달릴 수 밖에 없다고             



이해한다. 하나 일본의漢音은그저唐代長安방언의반사체일뿐이다. 唐代長安방언은長安以東         

을 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인식해야 中語의 어음변화사를 꿰뚫을 수 있다. 위에서도 ㅓ의 음가를             

재구하는데 凡韻의 언어화석 hard fact ɐ를 제시했듯이 고고학에서 화석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듯이 역사음운을 연구할 때 이런 언어화석을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위           

언어고고학이라 말 할 수 있다. 이런 언어화석이 중요한 것은 中語와 麗語의 음운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종 반사체 중에 어쩔 수 없이 굴절반사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굴절반사의밀림을              

벗어나려면 보석같은 언어화석을 발견하여야 그 시대의 어음체계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o와u가 ㅗ로 커버되었고ㅜ가 ʉ였음을 다음의 hard fact로해결할수있다. 즉宵韻(jeu)은             

3等字인데 일본吳음과 漢音에서 하나같이 えう로 반사돼 있다. 그러나 전승한자음에서는 ㅛ로          

반사돼 있다. 이것 역시 언어화석으로 東音(전승한자음을 일컷는다)에서는 u나 o가 오늘날과          

달리 ㅗ로 포괄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하겠다. 蕭韻도 4等字인데 하나 같이 えう로반사돼            

있다. 그러나 전승한자음에는 하나같이 ㅛ로 반사돼 있다. 

이렇듯 ㅓ와ㅏ그리고ㅗ와ㅜ의音價가확정돼었으니전승한자음전래시기에高麗어음의         

모음체계는 中舌과 後舌의 대립체계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ㅡ도 중설의 ə가 아닌             

ɘ(ɘ는 현재 경상도에서 ㅡ와ㅓ의 중간음 Ǝ와 거의 비슷한 모음이다. )로 ᆞ는 ʌ였다고 설정할 수              

있다. 登韻은 예나 지금이나 dəng으로 재구된다. 즉 고대에 ㅡ는 ɨ가 아니라 ə에 가까운             

음이었다. 이렇게 전승한자음 전래 시기의 모음체계를 中舌과 後舌의대립체계로설정하는것이           

국어어음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어째서 현대와 달리 설첨원음 ɿ와ʅ을 아래아ᆞ로           

반영되었는지를 캐보면 東音의 전래시기에 ㅡ는 현대와 달리 중설고모음 ɨ가 아니었다. 또한이            

中語의 설첨원음을 음성학적으로 따지면 中舌인 ɨ에서 後舌인 ɤ에 걸친다고 알려져 있다.           

당연히 東音 전래시기에는 ㅡ는 ɨ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래아ᆞ로 설첨원음을 반영하였다. 

 

中語의 舌尖元音은 매우 매우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탄생이나 등장이란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없다. 흔히 일본의 吳音과 漢音 그리고 漢藏對音에 근거해서 精壯祖의 止攝자 支之脂            

微 韻이 唐初에 i로 통합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티베트어나 倭語에는 ɨ나ɯ라는 모음도           

없었고 ə나 ʌ라는 모음도 없었다. 따라서이들의반사양식을토대로한주장은설득력이없다. 止             

攝의 精壯祖 통합형식은 漢越語에서 처럼 ɯ에 가까운 음 즉 舌尖元音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위국봉이 의거한 黃笑山을 들먹이는 것은 저어돼지만 黃笑山은 止攝자가 i로          

통합되었을 당시 止攝의 精壯祖는 ɯ였다고 언명한다.)  

이는 唐代長安방언은西北지역에만영향을주었지長安以東의중원지역에는어떤영향도미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가설(止攝자 支之脂微 韻의 i 통합)에 입각해서 i에서 舌尖元音            



ɿ와ʅ가 中唐이후에 등장하였다는 논란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唐代長安방언의 특성만을         

중시하고 동시대 다른 방언의 실태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논란에 지나지 않는다. 脂韻은 切韻           

시대에도 i음가를 가졌다. 이 때도 精壯組에서 이미 舌尖元音 ɿ와ʅ가 있었는데 다만 i와 ɿ와ʅ는             

변이음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合口音에는 다시 u+i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인들은 i로 i와 ɿ와ʅ를 포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水는 止攝 合口자인데 전승한자음에는 ㅠ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이상해서찾아보니대다수止攝合口자들은韻尾i를반영하지않고오늘날ㅜ로전승된다. 당연히            

일본 한자음에는 이 韻尾i가 반사되어 있고현대중국모든방언에서도그양상은똑같다. 즉 ui나               

uei로 발음된다는 것이다. 고려어음체계에서도 ui위는 가능한 발음이었다. 어째서 止攝 合口         

자들에 韻尾i를 반영하지 않았는지를 곱씹어 봐야 한다. 어째서!,왜! 그런데 止攝合口자들은 3等           

韻이다. 제대로 반영하였다면 ㅠㅣ가 되었을 것이며 이는 고려사람들의발음체계내에서어려운           

발음이리라 생각돼며 동시에 한자가 內來語化하면서 우리의 발음체계 내로 흡수되었다고         

추정한다. 이 止攝 合口자의 韻尾i가 반영되지 않은 것은 고려에서 한자음을 받아들일 때            

자신들의 어음체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韻尾i를 탈락시켰다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과연 다른 韻           
에서의 임의적 탈락이 없었을까? 이런 굴절 양상이 文證으로 남아 있다면학자들사이에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文證할 수 없다. 다만 止攝 合口자들에서만 보이는 현상이다.  

 

 切韻은 隨나라 시대 581년 陸法言이 자기집에 당대 명문가 劉臻、顏之推、盧思道、李        

若、蕭該、辛德源、薛道衡、魏彥淵 8명을모아놓고동시대의어음계통을토론한결과 601년六        

朝 시대에 만들어진 韻書(呂靜,夏侯詠,陽休之,李季節,杜台卿의 운서)들의 反切(反切上字+反切下     

字로 한 한자음을 표현하기위한고육책이다. 당시에중국에는병음기호를몰랐기때문에두글자            

反切上字는 초성을 反切下字는중성+종성을 표현하였다. 현대에 사는 고려인들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中語화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종성을 반드시 자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즉 자음외에           

i와u 모음도 존재한다.)을취사선택해서만들어진것이다. 대체로 6세기대의洛陽과金陵(南京)의          

독서음 체계를 종합해서 洛陽과 金陵의 독서음이 다르면 이를분리해서다른韻目으로설정하고            

介音(w,j,ɨ,ø:개음의 부재)의 차이로 따로 韻目을 설정했다.  

 

讀書音이란 口語인 通話와 달리 6세기이래 明나라 시기까지 각지역의 中語話者들이         

존숭해왔던 음운 체계이다. 남방에서는 이 독서음이 通話였지만 북방에서는 독서음과 通話는          

다른 물건이었다. 漢語의 음절은 聲母+韻頭개음+韻腹+韻尾로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 切韻         

이나 이 切韻을 계승한 廣韻을 보면 우선 韻目(<±韻頭>+韻腹주모음+韻尾p,t,k,i,u,m,n,ŋ)을        

설정하고 이 韻目하에 小韻(聲母+韻頭+韻腹+韻尾)을 설정 배열하였다. 그러나 韻目의 설정은         



엄격한 의미에서 詩韻(韻腹+韻尾)이 아니고 陸法言을 위시한 호사가들의 審音에 따른 자의적인          

韻目 설정인데 후대에 3,4等에 따라 나누고 開合에 따라 나누고 특히 3等韻은 세분화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미후대의韻鏡의等韻圖의 開合과等의개념이녹아있다고추정할수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에서 詩韻(韻腹+韻尾)을 설정한 것이 아니고 韻目이라는 개념으로 여기에는          

韻頭도 포함될 수가 있었다. 여기서 反切이란 중국인들의 독특한 음절 분석 방식인데 우리의            

초성+중성+종성이란 분석방식과 달리 초성을 聲母로 나머지 중성과 종성을 韻母로 나누는          

방식이다. 이는 현대에도 bopomofo란 주음부호로 남아 있다. 중국에서 자신들의 어음을          

alphabet로 병음한 것은 모택동이 중국을 평정한 이후다. 이 反切이 애매한 것은 운서의작자에             

따라 韻頭(介音)을 反切上字의 聲母에 혹은 反切下字의 韻母 또는 反切下字의 聲母에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이 反切의 한계였고 切韻시대에도 이런 反切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들은            

詩韻(韻腹+韻尾)을 설정하지 않고 韻頭(介音)를 반영한 韻目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혼란은 모택동의 中共이 alphabet로 병음을 시행되면서 비로소 해소된다. 무려 2000여년이          

지나서야 중국인들은 反切의 한계를 인식하고 拼音부호 alphabet를사용한다. (이건여담인데中          

共도 官話만을 대상으로 拼音부호를 만들었는데 아쉬움이 진하다. 한국에서도 아래아ᆞ는         

표기체계에서 없어졌다는 것이다. 제주도방언을 기록할 때 아래아ᆞ는 별도의 편집기로 입력할          

수 밖에 없고 조선초기의 고음을 볼려면 옛글폰트를 깔아야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한글의             

alphabet를 만들고 한글의 모아쓰기와풀어쓰기를모두지원하고고어도지원하는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 소원인데 이는 본인의 능력 밖이라 그저 바라볼 뿐이다. 한글은 풀어쓰기 방식을             

소프트웨어로 구현하여야 한다. 그 때서야 비로소 한글이 조선이나 한국 그리고 세계에서           

음절형식이 아닌 진정한 alphabet로 태동하게 되는 것이다).  

 

韻鏡은 중국에서는 남아 있지 않았지만 일본에서 발견되었다. 그 서문을 보면 張麟之가           

宋高宗紹興辛巳(1161)에 처음 간행하였고 寧宗慶元丁巳(即慶元三年 1197)에 중간하고 寧宗嘉泰 

三年(1203)에 3차간행하였다고한다. 張麟之는 "韻鏡是一部傳世很久、作者不明、沙門所撰的著     

作"라고 서문에 적었다. 따라서 우리는 오래전에 작자미상의 승려들에 의해제작된것으로볼수             

있다. 이 오래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 이 韻鏡의 형식은후세韻圖의할배본인데               

초성을 두 페이지에 걸쳐서 페이지 위에 나열하고 운서의 같은 韻目字들을 4等에 따라 종으로             

배열한 것이다.(이 두 페이지 형식을 轉圖라 이른다) 나름대로 일목요연한데 운모에는 중성과           

종성이 엮여 있어 43轉圖로 만들어졌다. 이 韻鏡의 가장 큰 특징은 中語의 성모체계를 36성모             

체계로 확립하였다는 것이다. 36성모는 아래와 같다. 

 

<表3 36聲母> 

https://ko.wikipedia.org/wiki/%EC%A3%BC%EC%9D%8C%EB%B6%80%ED%98%B8


脣音 幫組:重脣音 幫 p 
 
谤 ph 並b 明m  

 非組:輕脣音 非pf 敷pf 奉v 微ɱ  

舌音 端組:舌頭音 端t 透th 定d 泥n  

 知組:舌上音 知tr(tj) 徹trh(thj) 澄dr(dj) 娘nr(nj)  

齒音 精組:齒頭音 精ts 淸tsh 從dz 心s 邪z 

 
照組:
알쏭달쏭 照tsr(or ʨ) 穿tsrh(or ʨh) 狀dzr(or ʥ) 審sr(or ʃ) 禪zr(or ʑ) 

牙音 
 
見組 見k 溪kh 羣g 疑ng  

ʥ喉音 影組 影? 曉h 匣ɦ 喩ø(zero)  

半舌音  來l     

半齒音  日ɲ     

 

이 36성모체계는 현대 吳방언의 성모체계와 다름없다. 다만 吳방언에서는 非敷奉微가         

f:f:v:m으로 照組가 설면음 ʨ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知組는 모두 설면음 ʨ로 변했다. 唐代長            

安방언에서는 日母가 ʑ로 변했고 티베트 한자음이나 일본 漢音이나 신라 한자음羅音에 z로           

반영되었지만 이는 오로지 唐代長安방언의 특성 非鼻音化로 인한 결과였을 뿐이다. 唐代長安         

방언에서 非鼻音化 현상이 발생했다. 全濁聲母가 무성화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 즉 유성:무성의           

대립체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 非鼻音化 현상이 발생했다. 非鼻音化를 다시 한 번 설명하면 鼻音            

n:m:ŋ:ɲ에서 동부위의 非鼻音d:b:g:ʑ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학자들은 唐代長安방언에서 非鼻音       

을 표현하면서 
nd,mb,ŋg,ɲʑ라고 말하지만. 이 음운표현양식은 단지 그 변화의 양상을 표현하는           

수단에 지나지 않을 뿐 사실상 唐代長安방언에서 鼻音n:m:ŋ:ɲ에서 동부위의 非鼻音d:b:g:ʑ으로         

변했다. 만약唐代長安방언에서濁音淸化현상이발생하지않았다면 邪z母와禪zr(or ʑ)母도일본          

漢音에서 모두 하나같이 s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설레발과 달리 일본의漢音에서            

邪z母와 禪zr(or ʑ)母는 모두 z로 반영돼어 있다. 이는 唐代長安방언에서 濁音淸化현상이          

발생했지만 邪母와 禪母와 같은 마찰음에는 아직 무성음화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고려가 위와 같은 어음체계를宋代開封의讀書音을받아들였다면일본의漢音과같이邪母와禪            

母도 반치음ㅿ로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전승한자음에서는모두ㅅ으로반영되어있다. 따라서           

우리는 반치음ㅿ의 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전승한자음에는 日母에만 유독 반치음ㅿ가           

표기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어음체계는유성:무성의대립체계가아닌유기:무기의대립체계였다.         

당연히 邪母와 禪母는 ㅅ으로 반영된다. 그러면 日母는 어째서 유독 반치음ㅿ으로 표기되어           

있는가? 이는 함경방언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俗ㅿㅛㄱ으로 표기된 글자들이 뇩으로           

전승되었다는 사실이다. 윷jut(도,개,걸,윷,모)이 눗nut,누끄,늇끄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선초에 ㅿㅠㅊ으로 표기된 글자이다. 전승한자음 전래시대에 日母는 ɲ을          

받아들여 nj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이 ɲ은 접근음 j로 변한다. 이 접근음 j는             

마찰성이 강해서 세종은 반치음ㅿ를 만들었다. 세종의 동국정운을 보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非母f에 ᇦ을 대당하였다는 것이다. f와β라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당이었다. 이는            

세종을 위시한 당대의 학자들이 실제 발음보다는 輕脣音 非敷奉微 규범적이고 전통적인 中國          

운서나 운도에 의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참고한 몽고자운도 非敷奉母를 hu로            

모사했는데 굳이 ᄫㆄㅹ로 표사히였다는 것은 이는 세종을 위시한 당대의 학자들이 실제           

발음보다는 中國운도에 과도하게 경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니 ㅍ이나 ㅎ도 있는데 f를 ᄫ로             

표사하다니 이는 단지 중국어음을 규범적으로 표사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 ᄫ는            

유성음 사이에서 ㅂ이 약화되어 ᄫ로 변하고 결국에는 ㅜ로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조선초기에 한글의 ᄫ의 음가는 유성의 β였다. 이렇듯 반치음ㅿ도 漢字音의 日母 대당과 실제            

어음에서 차이가 컷으리라 추정된다. 사실상방언자료를살펴보면반치음ㅿ로표기된어휘들은           

ㅅ과 ø(zero) 또 일부는 ㅈ으로도 남아 있다.  

사실상 日母가 韻鏡에서 半齒音으로불리게된것이후세의모든혼란의원인인데그래서            

버나드 칼그렌 이하 많은 학자들은 韻鏡의 半齒音을 애매한 
ɲ
ʑ으로 설정하게 된다. 또 다른             

그룹은 日母가 현대와 같이 r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日母가 
ɲ
ʑ으로 변한 것은 唐代長安방언            

그리고 서북방언의 현상일 뿐이다. 濁音靑化와 非鼻音化에 영향을 받지않은長安以東의讀書音          

에서는 여전히 日母는 ɲ이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 韻鏡의 작자는 日母를 半齒音이라고           

칭한다. 즉 ɲ을 半齒音이라고 한 것이다. 후세에 사는 우리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어 日母를            

ʐ(r)이나 
ɲ
ʑ으로 재구한다. 이는 세종이 f를 ᄫ로 표사한 것처럼 이해하기 힘든 용어였다. 세종도             

이 半齒音이란 용어에 꽃혀허우적됐다. 半齒音이니어쨌든 z와연결시키고일본의漢音z 그리고            

현대 관화의 ʐ(r)를연결시켜半齒音을오해하게되었다. 韻鏡의半齒音이란용어는 그저韻鏡의            

작자가 ɲ을 그 마찰성이 큼으로 붙인 용어였다. 즉 尼母(nj)와는 다른 음색의 聲母였다. 현대에             

남부방언(粤방언은 전승한자음처럼 j로 반영)과 漢越語(sino-vietnamese)에서도 日母가 ɲ으로       

전승되고 있다. 결국 고려에서도 日母는 nj로 전사돼었고 후에 세종대 접근음j(ɹ)로 변했는데 이            

마찰성이 농후한 접근음j(ɹ)를 半齒音ㅿ으로 설정하고 국어의 ㅅ과 ø의 교체 현상을 半齒音          

ㅿ으로 처리하였다. 이런면에서 半齒音ㅿ는 ᄫ와 f가 대당된 것과는 달리 세종 당대에 半齒音           

ㅿ는 분명한 음소 접근음j(ɹ)를 표사하였다고 추정된다. 흔히 국어학자들은 半齒音ㅿ가         

z이었다고 추정한다. 半齒音이니까. ㅅ과도 음상이 유사하고 말이야. 그러나 이 z이 유성음           

사이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고려말은 유기:무기의 대립체계였다. 비록 유성음들          

사이에서 半齒音ㅿ가 s가 z으로 유성음화 하여 후대에 사라졌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 과연            

세종이 오늘날 방언에서 보이는 半齒音ㅿ:s:ø:ts 현상을 고려해서 半齒音ㅿ를 만들었을까?         



본인은 회의적이다. 세종이 半齒音ㅿ을 만들었을 때 그 음가는 접근음 j(ɹ)였으며 16세기 이후            

모두 ø:zero로 변하였다.  

 

후기중세漢語를 재구하는학자들일부는濁音을현대의吳방언의淸音濁流를인용하면서         

韻鏡의濁音에도이런濁流ɦ를덧붙인다. 유성마찰음邪sɦ와 禪srɦ or sɦj 으로재구하다보니日母            

를 ʑ로 재구하기가 꺼림직하였다. 그래서 ʐ(r)로 재구하는 궁색함을 보인다. 다 韻鏡의 半齒音           

이란 용어에 꼿혀 헤매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상 中語의 현대 발음 ʐ(r)등장은 唐代長安           

방언에서 非鼻音化 현상으로 
ɲ
ʑ가 발생한 것과는 달리 長安以東의 中原에서는 口語에서濁音靑          

化로 邪母와 禪母가 s로 변하자 日母가 ɲ에서 ʑ로 변했고 12~13세기에 知母,照母가 통합하고            

권설음화 됨으로서 오늘날의 ʐ(r)가 등장한 것이다. 諸家들은 讀書音과 口語를 구분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물론 讀書音과 口語는 방언에따라다달랐을것이다. 여기서논하는口語는洛陽과              

開封을 아우르는 中原방언을 이름한다.  

 

흔히 漢越語라 불리는 10세기경에 유입되었다고 믿어지는 sino-vietnames는 위의        

유성:무성의 대립체계와 日母의 ɲ음가를 고대로 유지하고 있다. 12세기 이후에 월남에서도濁音          

淸化가 일어나 무성음은 高聲調로, 유성음은低聲調의무성음으로변하였다. 여기서주목할점은           

微母가 w를 거쳐서 v로 변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2세기 이후 월남에서 濁音淸化시 微母가            

v였다면 오늘날 低聲調f로 남아 있을 것이어야하기때문에. 따라서본인은 微母ɱ의실제음가는            

w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은 喩母3等은 v로 喩母4等은 d로            

반사되었다는 것이다. 喩母3等은云母또는于母로알려져있다. 원래는 gw로재구하는데후대에            

g가 탈락 漢越語시대에 w>v로 변하였다. 喩母4等은 以母라고 하는데 j로 재구돼고 있다. 그런데            

j가 d로 반사돼다니 현대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베트남 어음사는 고려말과 달리            

동계 어족의 자료가 풍부히남아있어서구학자들에의해세세한부분까지재구되었다. 프랑스의            

언어학자 A. G. Haudricourt(1954)는 최초로 베트남어에는 원래 聲調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6세기경에 음절말에 子音이 없는 음절은 ‘高平’으로, 후음에 -h가 있는 음절은 ‘低平’으로, 聲門閉           

鎖音에 - ʔ 가 있는음절은 ‘上聲’으로분화했다는것이다. 물론이러한연구결과는풍부한南亞語              

族의 다양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여하튼 이 Haudricourt의 聲調발생론은           

중국에서도 서기초에 四聲 발생시 같은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믿게 되었다. 이 Haudricourt의聲            

調발생론은 中語어음사에 한 획을 그은 이론으로 그후 많은 中語학자들은 上聲은 -q or ? 去聲은              

-s or -h로 재구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去聲 對tus는 오늘날도남아있어對馬島는 tsusima로남아             

있다. 또 다른 예는 器그릇이다.(우리가 고유어로 생각하는 것도 사실상 中語 차용어일까?라고           

생각하게 된다. 하지만 꼭 漢語>麗語로 상정할 필요는 없다. 麗語>漢語라는 설정도 가능하다.)           

바로 이런 것이 언어화석이다. 과거의 특정시점의 어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자료라는 것이다.             



여하튼 베트남의 d의 실제 음가는 z나j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베트남 한자음에는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현상들이 존재한다. 베트남 한자음은 古漢越語와 漢越語라는 두          

층차가 존재하는데 이 古漢越語는 서기 전후(~2세기까지)의 반사형식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喩          

母4等 以母는 l로 남아있고 來母는 r로 남아 있다. 중어학자들은 이런 표음자료에 근거해 상고漢            

語를 재구성하게 된다. 또한 12세기 이후 脣音 4等은 pj>ps>s>t로 변했다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15세기까지도 Cl과 Cr이라는 복성모가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후 복성모 Cr은           

s>t로 Cl은 tr로 변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C는 자음을 의미한다. 이런 자료를 기초로 많은             

중어학자들은 漢字의 諧聲 현상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上古 시기 漢語도 Cl과 Cr이라는           

복성모가 존재하였다다고 믿게 되었다. 물론泰國語에서도복성모는존재한다. 이런漢字의諧聲           

현상을 各과 洛을 보면 알수 있다. 오늘날 kak과 lak으로 발음된다.  

 

漢語학자들은 8세기를 기점으로 輕脣音의 등장에 따라 전기중고한어(Early Middle        

Chinese:EMC)와 후기중고한어(Late Middle Chinese:LMC)를 구분한다. 또한 韻母 측면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權赫俊에 따르면 廣韻(11세기초 切韻의 193韻을 206韻으로 개편한 切韻         

증보판)에서의 獨用과 同用 현상은 전기중고음을 반영하는데 初唐의 시인들의 押韻을 검토한          

결과 元韻이 魂韻과 혼절하였는데 中唐이후에는 元韻과 魂韻의 押韻이 줄어들고 元韻은 山攝韻          

과 押韻되었다고 한다. 즉 元韻은山攝이고魂韻은臻攝에속한다. 이를바탕으로權赫俊은中唐            

시기에 16攝이 확립되었다고 본다. 여기서 攝이란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韻復+같은 韻尾를           

가진 음을 가진韻들을포괄하는개념이다. 輕脣音의등장과 16攝의확립을근거로 EMC와 LMC를             

구분하는데 이 시기는대체로 8세기대로추정하고있다. 말인즉切韻은 EMC를대표하고 韻鏡은            

LMC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韻鏡은 聲母를 가로로 배열하고 세로로는 韻母를 4聲(平,上,去,入)으로나누고다시각聲          

을 4等으로 나눠 배열한 도표인데 각 欄에는 小韻의 대표자를 적시했다. 20세기 이후 모든 中語             

학자들은 이 韻鏡의 배열圖로부터 영감을 얻어서 切韻의 어음체계를 분석하게 되는데 본인이           

보기에 韻鏡의 濫本은 적어도 8세기 중엽에 완성되었다고 본다. 만약 10세기에편찬되었다면切           

韻(601년)과의 시대적격차가너무크다. 오늘날그내용이매우달랐을것이다. 아마도洛陽의讀             

書音을 토대로 胡僧이 韻鏡의 濫本을 만들었을 것으로 본다. 이 韻鏡의 讀書音체계는 宋,元,明           

시대까지 韻圖,古今韻会擧要(1292년 黃公紹가 古今韻会를 편찬하였지만 熊忠이 1297년에       

간략화 하여 재편집한것이다),몽고자운,홍무정운에이르기까지그대로계승된다. 북방에서는이         

讀書音은 단지 어릴적부터 서당에서 배우는 글말이었지만 남방에서는 사실상 通話였다. 

 



여기서 四聲等子라는 걸물을 소개하고자한다. 이 四聲等子는 遼나라 걸물에 의해서 龍龕         

手鏡 또는 龍龕手監이라는 韻書의 전면에 제시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龍龕手監은거란성종(聖宗)            

15년(997)에 거란의 승려 행균(行均)이 편찬한 한자 자전(字典)이며, 용감(龍龕)이란 말은 불전(佛典)         

을 의미한다. 즉 시대가 명확히 알려진 韻圖인데 오늘날 전해지는 四聲等子는 16攝을 13攝으로            

축약한 판본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16攝을 이 四聲等子에서암시받았음에도불구하고겉으로는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四聲等子에 사실상 等韻圖에서 제기되는 等과 開合,內外 그리고 等           

韻文法 등 모든 개념이 망라되어 있다. 사실상 韻鏡의 애매한 43轉圖체재를 16攝을 13攝으로            

축약하고 20圖로 간화하였다. 즉 후대 等韻圖는 韻鏡이나 七音略을 빼면 죄다 이 四聲等子를            

보고 작자마다 고심하여 等韻圖를 만들었다. 현대의모든中語학자들도겉으로말은안하지만이 四            

聲等子를 보고 韻鏡이나 七音略을 해석하고 切韻을 해석한다는 것이다. 이처럼어둠에서四聲等          

子는 조용히 남아 있다. 중국의운서는죄다자신의출신과시대를밝히지못하는한계를지니고              

있다. 이 四聲等子 역시 36聲母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濫本이 어떠했는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이 韻鏡에 대해서 길게 이바구를 까는 까닭은 韻鏡으로 대표되는 북방의 讀書音체계를           

고려 광종때 雙冀를 통해서 전승한자음이 이식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승한자음은 사실상          

10세기 開封지역의 즉 중국 中原지방의 讀書音체계를 고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輕脣音 非敷奉微가 전승한자음에는 非敷奉은 ㅂ으로 微는 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사실이다. 본인의결론은非敷는 開封의 讀書音에서는脣齒마찰음 f가아니라脣           

齒파찰음 pf였을 것으로 추정하며 奉v는 당연히 ㅂ으로 반사되었으며 微母와 明母는 분립되지           

않았다고 추정한다(현대에 사는 우리는 f를 ㅍ이나 ㅎ으로 표사하지 결코 ㅂ으로 표사하지           

않는다). 현대 중어방언 중에서 明母와 微母의 분립은 대부분 官話에서만 나타나지 吳방언,竷          

방언,客家방언,粤방언,湘방언,閩방언 등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漢越語에는 明母는 m으로        

微母는 v(<w)로 반사돼어 있다. 이는 그만큼 漢越語의 이식시점이 전승한자음보다 늦었으리라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하겠다. 그러나 이를 꼭 시대적 선후로 볼 필요는 없고 母胎방언의             

어음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째서무성유기음이었던敷母가전승한자음에 60%이상으로ㅍ으로반영된謗母        

와 달리 ㅂ으로 반영되었는지를 脣齒파찰음 pf존재로 해결하고자 한다. 만약 敷母가 謗母와           

마찬가지로 ㅍ으로 상당부분 반영되었다면 거의 모든 학자들은 전승한자음의 전래시기를 切韻         

시기로 인식하였겠지만 사실상 敷母의 80%는 ㅂ으로 전승되었다. 그만큼 전승한자음의         

어음체계는 中語학자들에 있어서 난감한것이다. 한때본인은敷母의ㅂ반사양식은전래시기에           

倭語처럼 양순마찰음ɸ이 ㅂ의 변이음으로 존재하였다가 ㅂ으로 통합되었지 않나 추정했다.         



그러나 비록 倭語의 양순마찰음ɸ이 후대에 ɸ>f>h로 변했지만 高麗말에서는 결코 이런 음운           

변화가 없었다. 즉 脣齒마찰음 f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脣齒파찰음 pf를 받아들였다고 본다.            

타국의 어음을 받아들일 때 그 어음은 본국의 어음에 따라 굴절되기 마련이다.  

 

전승한자음 전래시기의 모음체계를 <表1>과 같이 설정하고 輕脣音의 반영양상을        

고려하면 우리는 10세기 開封의 독서음 체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開封의 口語는              

달랐다. 開封의 口語를 생생히 증언하는 것은 11세기초엽에편찬된邵雍의皇極經世聲音唱和圖          

이다. 이 聲音唱和圖에는 舌上音 知母가 齒音化 하고 平聲全濁성모가 무성유기음化하고 입성          

-t,-k가 성문폐쇄음 ʔ으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북방 관화의 祖形이 10~11세기             

중원에서는 이미 완성되었다. 이舌上音知母의齒音化는아래에서또언급하겠지만신라자료에            

고대로 반영되어 있다. 다음 자료는 신라 한자음의 면목을 

   

吉士(崇母 )~稽知(知母)~吉次(淸母) kisi 

 

가장 잘 보여주는 자료이다. 士:知:次가 대응하고 있다. 즉 유성음 崇母(dʐ)가 무성유기음化하여            

淸母字 次(tsh)와 대응되었다. 언뜻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대응인데 士:知:次 唐代長安         

방언에서는 모두 i를 韻腹으로 했던 글자들이다. 士는 去聲인데도 유기음 次와 대응되어 있다.            

이는 두신라시대에 충실히 일본漢音과 마찬가지로 唐代長安방언의 濁音淸化현상을 고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唐代長安방언에서는 全濁聲母는 모두 竷방언,客家방언과 같이           

平仄을 가리지 않고 무성유기화 했음을 알려 준다 하겠다. 또한 舌上音 知가 이들 士와次로             

대응됨을 보아 9~10세기대 長安방언에서 舌上音의 齒音화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신라에는 ㅈ이 없었음을 증거하는 자료다. 이런 두신라 한자음의 진면목을 보면 어느 누구도            

두신라한자음과 전승한자음을 계승관계로 볼 수 없다. 위에서 蟹攝 齊韻 稽(iei)가 止攝에           

합류하여 i로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신라 한자음이 얼마나 일본漢音과마찬가지로唐代長           

安방언의 濁音淸化현상을 고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또 있다. 

   

崇:昌 官狀一云官昌 무열왕 654~661 

禪:昌 陳純一作春 문무왕661~681 

禪:昌 欽純一作欽春 김유신595~673 

禪:昌 龍樹一云龍春 선덕여왕 632~647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들 자료의 前音은 後音보다 나중에 표기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狀은 全濁去聲인데 무성유기음昌과 대응된다. 이 자료가 작성될 당시 신라한자음의 면목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純은 平聲全濁禪母로 유성음ʥ으로 재구되는데 무성유기음春과 대응된다.  禪母 

樹는  去聲인데도 무성유기음 春과 대응하고 있다. 이 자료는 唐代長安방언을 받아들인 두신라의 

어음과 唐代長安방언의 특징을 모두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이다. 唐代長安방언은 일본의 漢音,

唐代서북방언,慧淋音義에서 볼 수 있듯이 濁音淸化로 全濁聲母는 竷방언,客家방언과 같이 平仄

을 가리지 않고 무성유기화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諸家들은  唐代長安방언의 濁音淸化에 

대해서 설왕설래 하였는데 일본의 漢音에는 유기음이 없었고 藏語(Tivet)에는 유기음이 있었지만 

자료에 따라 출입이 있었고 梵漢譯經에는 무성유기음이 아닌 유성유기음에  全濁聲母를 

배당하였기에 학자들마다 그 주장이 달라지고 정론이 확립돼지 못했다. 따라서 현대 吳방언의 

유성음이 엄격한 의미에서 유성음이 아니라 무성음인데 유성음인듯한 淸音濁流(Xɦ)를 근거로 唐

代長安방언과  韻鏡의  全濁聲母에 아주 애매한 濁流ɦ를 덧붙이고 있다.  한마디로 잘 모르겠다는 

것이다. 무성음h와 대립되는 유성음ɦ는 어째서  濁音淸化시 竷방언,客家방언과 같이 平仄을 

가리지 않고 무성유기화 했음을 그럴듯하게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湘방언의 

유성음에는 이런  濁流ɦ가 없다. 그저 유성음일 뿐이지. 본인은 삼국사기 지리지 위의 자료를 

토대로 唐代長安방언은 사실상  全濁聲母는 모두 무성유기음화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는 일본

漢音이 全濁聲母를 吳音과 달리 무성음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을 보면 게임이 끝난 것이다. 

두신라(본인은 언어학적 측면에서 신라말이 고려말의 선대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신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당연히 唐代長安방언을 받아들여 그들의 한자음을 

규범화 하였다. 그야말로 일본漢音의 판박이였다. 두신라의 어음체계는 사실상 전승한자음의 

유기:무기의 대립체계가 아닌 유성:무성의 대립체계였다. 다음의 삼국사기지리지 자료는 

8세기말 경덕왕대에 지명표기를  漢語화 하면서 작성된 것이다. 

 
大道署 惑云 寺典 惑云 內道監 삼국사기 잡지 직관 

靑雄縣 本百濟居斯勿縣 景德王改名 今巨寧縣 삼국사기 권37 

玄雄縣 本百濟未冬夫里縣 景德王改名 今南平郡 삼국사기 권37 

淸渠縣 本百濟勿居縣 景德王改名 今因之 삼국사기 권37 

淸音縣 本百濟伐音支縣 景德王改名 今新豊縣 삼국사기 권37 

 

이 자료를 보면 大(だい)와 內가 대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백히 唐代長安방언의 

非鼻音化(n>nd,m>mb,ŋ>ŋg)현상을 고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雄의 훈독인 勿m이 夫f

里로 淸의 훈독인 勿m과 伐f로 대응되고 있다. 경덕왕대에 唐代長安방언을 받아들인 

신라한자음의 면면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신라의 어음체계는 倭語와 마찬가지로 

유성:무성의 모음체계를 가졌으며 똑같이  唐代長安방언을 받아들여 濁音淸化와 非鼻音化 

현상을 공유했다. 그런데 삼국사기지리지 자료에서 유성:무성의 대립체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唐代長安방언의  濁音淸化로 지리지자료가 오염되었기 때문이다. 지리지 자료는 대부분 

두신라에 의해서  唐代長安방언을 받아들인 두신라한자음(羅音이라 지칭한다)에 의해 

도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두신라의 이런 유성:무성의 대립체계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제 羅音과 麗音에 대해서 이바구를 깔 차례이다. 羅音은 유성:무성의 대립체계, 麗音은 

유기:무기의 대립체계라는 것이다(본인은 韓이라는 용어를 싫어한다. 韓國,대韓제국,대韓

민국,정체불명의 韓글 모두 쓰기가 저어된다. <韓은 GARA를 중국인들이 표사한 것인데 이 시대 

韓지역에 유성음이 존재하였음을 증거하는 소중한 자료다.> 왜냐하면 韓은 사실상 馬韓,辰韓,弁

韓을 포괄하는 표지인데 사실상 반도 남부지역만을 지칭하고 있다. 이런 당대 중국인들의 인식을 

받아들여 韓국이라 칭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볼 때 이건 뭐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전승한자음이 10세기 開封의 讀書音을 반영한 것이라면 우리는 讀書音의 특성상 存古와 倉新의 

어음특질을 고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코 전승한자음은 唐代長安방언을 받아들인 羅音

과는 별도의 물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含意는 결국 고려의 개성어음은 고구려의 평양방언을 
계승한 것이지 신라어음을 계승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한자음이란 음과훈이 전승되기 때문에 

전승한자음이 羅音과 달랐다는 것은 결국 신라말은 고려말과 상당히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 

증거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아래의 자료들이다.(서서히 일부 국어학자들은 삼국사기 지리 

자료가 共時적 자료가 아니라 通時적 자료로 폄하하기 시작한다.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논리에 

맞으면 이런 원칙도 무시된다. 그만큼 삼국사기 지리지 자료는 고려말이 신라말의 내림이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증거가 넘쳐나기에) 

 

a.玄驍縣 本推良火縣一云三良火 景德王改名 今玄豐縣(현 달성군 현풍면) 

b.七重縣~難隱別(권35) 

c.五谷郡一云于次呑忽(권35) 

d.三陟郡 本悉直國 婆娑王世來降 智證王六年 梁天監四年 爲州 以異斯夫爲軍主 景德王改名 今因

之  悉直郡一云史直(권37) 

e.三岐縣 本三支縣一云麻杖 景德王改名 今因之(권37)  

f.三嶺縣 本高句麗三峴縣 景德王改名 今方山縣:三峴縣一云密波兮(현 양구군 방산면:권37) 

 

우선 三支:三岐을 고려하면 이는 800년대 경덕왕 시대 개명으로 支의 음이 k에서 ts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경덕왕대 支를 대신한 岐로 대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本三支縣一

云麻杖은 언제부터 유통되었는가가 의문이다. 六朝시대에 支는 ke나 tse로 독음되었다. 本三支縣

一云麻杖 관계를 일본의 杖의 훈독 つえ를 만나면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즉  三岐는 maki마기 즉 



막대기로 발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三과 痲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  고민된다. 

痲의 훈은 sam으로 일본의 훈은 asa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一云이란 표현은 보다 오래된 표기를 

반영하였다고 추정된다. 신라시대에 三이 m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짙게 풍기는 자료이다.  

 

다음으로 눈여겨 볼 자료는 玄驍縣 本推良火縣一云三良火 景德王改名 今玄豐縣(현 

달성군 현풍면)자료이다. 달성군 현풍면은 신라proper지역이었다. 여기서 명백히 mits와 三이 

대응된다. 따라서 우리는 신라의 어음은 고려의 어음과 달리 저층언어 倭語의 요소를 받아들인 

신라어음의 면면을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권35에 기록된 七重縣~難隱別과 五谷郡一云于次呑

忽도 모두 7세기대에 신라인에 의해 만들어진 訓讀자료임을 알 수 있다. 권35의 

고구려지명자료는 사실상 전쟁목적으로 신라인에 의해서 훈독된 자료이다. 이는 신라의 수사가 

倭語와 판박이었음을 증언한다 하겠다. 해방이후 남한의 국어학계는 이런 명확한 사실도 

부정하고 신라정통론으로 남한의 정통성을 확립하려고 광분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어학은 科학이 아니고 그저 政학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은 어느시대 

어느지역에서도 발생하기 마련이다. 

 

어느덧 우리는 신라말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다. 유성:무성의 대립체계와 唐代長安방언의 

濁音 무성유기음화, 非鼻音化 현상을 고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불행이라면 불행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사실을 밝힌다. 과연 두신라의 어음은 어떠했는가?  

 

伊藤智ゆき나 위국봉이나 河野六郞의언설은비교적믿기힘들다. why? 그들은하나같이          

唐代長安방언의 非鼻音化 현상이 전승한자음에 반영돼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河野六郞는 신라에서변이음으로 
nd로존재하지않았을까로말을흐리고            

伊藤智ゆき는 당대 신라말은 유성:무성의 체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nd를 n으로 인식하지          

않았을까?라고 설명하고 위국봉은 갑자기 慧琳音義을 唐代雅言이라고 하더니 또다른 雅言이란         

용어로 정면승부를 피해나갔다.伊藤智ゆき는 河野六郞의 억지 중층설을배제하고전승한자음이        

균일한 체계로 9~10세기대 唐代長安방언이 신라유학승들에 의해서 전입된 것으로보았다. 나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추론인데 그는 河野六郞와 有坂秀世의 어중간한 중간을 선택하였는데         

갑자기 위국봉은 이 伊藤智ゆき의 체계를 1세기 전으로 추론하면서 8세기말 신라가 받아들인           

한자음체계가 전승한자음 체계였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위국봉은 伊藤智ゆき의        

어음체계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었다고 보면 된다. 하나 그 공적을 과소평가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국어학자 중 이만큼 中語어음사를 꿰뚫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 주장이 어떻든            

그 학문적 성취는 높게 평가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로소일본학자들이나중국학자들과대등하게           

中語어음사를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전히 아쉬운 점은 中古漢語에            



대해서 일본어학계의 李京哲과 달리 독자적인 어음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중국학자 黃笑山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즉 黃笑山은 전승한자음의 모음에서 현대 고려어의          

음가대로 ㅡ를 ɨ로 아래아ᆞ를 ɘ로 ㅓ는 e로파악하고후기중고漢語를논의했다. 이를위국봉은             

다시 黃笑山을 인용하면서 ㅡ를 ɨ로 아래아ᆞ를 ɘ로 ㅓ는 e로 파악하게 된다. 전형적인 순환             

논리다. 아직 젊으니 후고를 기다린다.  

 

위에서 고려말은 신라말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적시하였듯이 아래글은 전승한자음이         

6~7세기 동북방언을받아들인고구려한자음을모태로한다고주장한논설이다. 宋代開封讀書音         

을 받아 들였다거나 6~7세기대 北魏와 연계된 선비족의 북방방언을 고구려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없다. 다만몇년전에비해 만주북방방언보다宋代開             

封 讀書音 전승을 우선시한다. 이는 6~7세기대 만주 북방방언의 실체가 문헌상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업치나메치나고려말은고구려말의내림이지신라말과는어음상으로나어휘상으로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기문 이하 국어학자들은 알았는지 몰랐는지모르겠지만신라말에倭語가           

많히 침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외면했다. 그러나 이제는 밝혀야             

한다. 신라의 실체를.... 

 

아래의 첨부논설은 6년전에 6~7세기대 北魏와 연계된 선비족의 북방방언을  

고구려에서 받아들였다는것으로설정하고작성한 pdf자료이다. 현시점에서보면많은부족함이           

보이지만 현재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동봉한다. 

 

전승한자음의 형성과 배경 

 

보조설명으로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용어 그것도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학을 뗄               

것이기에 좀 설명을 하려고 한다. 논문을 적시해 봐야 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에. 

 

古今韻会擧要는 1292년 黃公紹가 古今韻会를 편찬하였지만 熊忠이 1297년에 간략화        

하여 재편집한 것이다. 이 古今韻会擧要(이후 擧要)는 세종이 東國正韻을 만들 때 실질적으로           

의거했던 韻書이다. 또한 元에서 쿠빌라이가 주도한 파스파문자를 바탕으로만들어진韻書蒙古          

字韻 또는 蒙古韻略을 참고하였다. 蒙古1292년 당연히 몽고 元나라시대이다. 이 擧要는 平水韻          

이라는 107韻체계를 따랐는데사실상切韻은詩韻(운목+운미)이아닌韻目을설정하였기때문에          

唐初부터 비판이 있었지만 切韻을 계승한 廣韻은 獨用,同用 등으로 詩韻을 명시했는데 113韻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平水韻 106韻체계는 廣韻의 同用 체계와 별 차이가 없다. 6세기에서            

13세기까지 중국인들의 讀書音체계는 韻母측면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平水韻은         

http://baaclia.egloos.com/409697


조선이나 南宋:元:明의 사대부들의 금과옥조였다. 여하튼 擧要는 당대의 어떤 지방의 讀書音         

체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로 중원의 讀書音체계를 반영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擧要          

에는 知母외 照母가 합류 舌尖音화 하였음을 보여주고 입성운미-p,-t,-k가 대부분 탈락했음을          

보여준다. 이 입성운미가 탈락했는데도 불구하고 東國正韻에 입성운미-p,-t,-k가 살아 있는 것은          

첫째는 전승한자음에 이 입성운미가 100% -p,-l,-k로 남아 있기 때문이고 아니면 세종 당대            

학자들의 어음분석이 치밀하지 못하기때문일수도있다. 蒙古字韻은중국에남아있지만東國正           

韻이나 四聲通解에 언급된 蒙古韻略은 전하지 않는다. 사실상 蒙古字韻과蒙古韻略은중원의讀          

書音체계를 파스파 문자로 주음한 것이고 그 음계는 擧要와 대차 없다. 

 

다음은 有坂秀世(arisakahideo)의 宋代開封音說을 伊藤智ゆき가 <朝鮮漢字音研究:

2007년>에서 요약한 것을 간략화 한 것이다. 사실상 Bernard Kalgren은 현대 중국 역사음운학의 

기초를 정립하였고 李基文도 고려말의 역사음운학을 정립하였다. 본인은 有坂秀世가 

전승한자음의 면목을 가장 잘 파악하였다고 본다. 요점은 후학들이 곁가지에서 실적을 내지만 

대부분 이들 선학들의 아류고 억지 주장을 한다는 것이다. 여하튼  

有坂秀世는 1.止攝 精莊租가 ʌ(아래아 ᆞ)로 반영되었다는 점. 2.�末 藏漢대음에서 -t가 

-r로 전사돼었는데 전승한자음도 -l로 반영돼었다는 점. 3.魚韻의  莊租가 o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전승한자음은 절운시기처럼 이른 시기에 전래된 것이 아니고 有坂秀世는 4.娘母,泥母,

明母가 일본 漢音과 달리 b/p로 나타지 않았고 5.慧琳音義(8세기)에 泰韻과 咍韻이 합류하였는데 

전승한자음에서는 구별된다는 점에서 唐代長安방언과는 다른 存古(4,5)와  倉新(1,2,3)을 보유한 

지역에서 전래 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가 讀書音이란 말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北宋代 開封의 

讀書音체계의 반영을 주장한 것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그의 논거중 1과 3은 본인이 보기에 

1944년대의 당대 中語연구의 한계로 보인다. 오늘날 黃笑山을 위시한 中語학계는 止攝의 통합이 

i로 이루어졌으나 精莊租에서는 舌尖元音 ɿ와ʅ가 그대로 존속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대만 

학계는 止攝이 i로 통합된 후 i에서  尖元音 ɿ와ʅ가 등장했다고 본다. 이런 혼란은 당연히 시대가 

알려진 표음자료인 일본의 吳音(5~6세기)과 漢音(8~9세기)에 ɨ나ɯ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倭

語에 u가 ɯ로 변화하는 것은 10세기 이후다. 티베트에도 ɨ나ɯ라는 모음은 없었다. 그러나 

전승한자음이나 漢越語나 각종 방언에서 ɯ가 발견되는데 이 자료들은 시대가 대체로 中唐이후로 

보고 있다는 게 한계다. 이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다. 결정적 hard fact는 이 부분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止攝의 통합을 좀 더 살펴보면 古漢越語에서는 əj로 또 일부분은 ə로 閩語의 

白讀層에는 ai로 남아 있다. 일본에서도 吳音 이전의 층차에서 止攝이 a나 을류o(ə로 추정)로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朴炳采는 전승한자음의 전래시기를 切韻

시기로 주장하였던 것이다. 일본의 古層을 예시하면 奇:冝:移가 ka:ga:ya로 남아 있다. 더 

예시하면 意:費:止:已:里:基가 o:ho:to:jo:ro:ko로 남아 있다. 이들 자료를 보면 切韻의 止攝 脂支之



微韻의 분류도 의심스럽다. 현재 대체로 i:e:ɨ:ɨi가 주모음이었으리라 추정하는데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6세기 이전 중국 방언은 中元과 北方과 南方에서 큰 편차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隨가 중국 전역을 접수하고 唐이 계승함으로써 洛陽과 金陵의 讀書音을 토대로 한 

표준이 확립되었다. 이후 이 切韻체계는 그대로 元代까지 계승된다. 讀書音이란 이름으로.  

 

여기서 伊藤智ゆき나 위국봉외에 魚韻이 ㅓ로 대응됨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韓炅澔의 한국한자음 중의 魚� 반영형에 대하여 - ‘-ᅥ/-ᅧ’를 

중심으로 - 2015를 읽어 봤는데 ㅓ를 e로 설정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점을 절절히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후기중고어 시대에 關中방언(長安과 그 以西)에서 i가 ie로 변했다고 추정한다. 

이 또한 황당한 주장이다. 이 추정의 근거는 敦煌의 漢藏對音文獻에서 i,e,u 대응이 보이고 

남부방언에 ie가 보인다는 점이다. 이 모두 티베트글자에는 ㅓ가 없었고 이미 오늘날의 발음처럼 

y위로 변해 있었고 그들은 y위를 i,u,e로 대당하였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처사다. 후대 

남부방언에서 y위>i>ie로 변한 것을 왜 전승한자음과 연결시키는지 알 수없다. 그저 억지로 ㅓ를 

e로 꿰맞추기 위한 가증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韓炅澔는 모든 魚韻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인 

것이 아니라 이는 통계적으로 귀납한 정보가 아니기에 좀 따져봐야 한다. 내가 직접 확인한 

바로는 吳방언 蘇州話에는 30%는 y위로 20%는 i로 발음돼고 있다. 또한 ie나 e는 발견돼지 

않는다. 아니  魚韻은 일반적으로 중고시기에 ɔ에 가까운 음으로 재구된다. 따라서 韓炅澔가 

인용한 陳忠敏의 吳閩贛客家語 자료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한다. 과연 몇 %나 ie로 반영돼고 

있는지. 韓炅澔가 중원에서 中唐시기에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10세기대 출판된 開封의 

구어를 반영한  邵雍의 聲音唱化圖에는 魚韻과 模韻과 開口와 合口로 구별되고 있다. 중원에서 

魚韻이 i로 변했다고 생각하기 힘들다. 다만 y위로 변했을 따름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단지 口

語에서만 일어난 변화일 뿐이다. 陳忠敏이 주장하는 4개의 층차는 근거가 없다. 학자들이 어떤 

다른 사람의 논리를 인용하려면 우선 그의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지 밝히고 그를 인용하여야 

한다.   

 

魚虞有別層 

제1층차 *ua에서 기원(吳語處衢片, 閩語) 

제2층차 *ɯ에서 기원(吳語, 徽語, 閩語, 贛語,江淮官話) 

魚虞相混層 

제3층차 *i에서 기원(吳語, 閩語, 贛語) 

제4층차 *y에서 기원(吳語, 閩語, 徽語, 贛語, 江淮官話) 

 



이런 재구음은 그저 陳忠敏이 어째서 魚韻이 각 방언에서 ei,e,ie로 변했는지를 해석하기 위해 

그가 짜낸 고안이다. *ua도 *ɯ도 정체불명이고 *i도 정체불명이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모두 

y위>i>ie>e 등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인데 뭐 때문에 이런 과도한 논리를 피는지 알 수 

없다. 과연 吳語, 閩語, 贛語의 白讀층에서 어떤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吳語의 蘇州話를 보면 30%는 y위로 20%는 i로 ʮ과 23% əu가 11%에 이른다. 따라서 

陳忠敏이 무슨 근거로 위와 같이 설정했는지를 알 길이 없다. 사실상 언어학자들은 대체로 

오늘날의 중어 방언을 6朝 시대 표준음 金陵語에서 모든 방언이 분화되었다는 달夢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믿기 어려운 얘기다. 그저 학자들이 자기 논문을 쓰기 위한 설정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이런 명료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허우적 대는.....  여하튼 韓炅澔의 논문은 魚韻 

ㅓ:ㅕ를 e:je로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하겠다. 이 나라의  中語나 韓語

를 전공으로 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中語文獻이나 日語文獻을 학습하며 자란다. 이들  文獻들은 

죄다 현대 한국어의 모음체계나 전승한자음 전래시기에 모음체계는 다름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문헌들이다. 다만 ㅓ를 e로 설정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凡韻이 /범/으로 

전승돼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 魚韻에 대해 위의 논리로 해석해도 왜 凡韻이 /범/과 耕韻2等

자들이 어째서 ㅕ로 전승되었을까를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문헌을 학습한 후학들은 이를 고대로 

받아들여 모음추이가 없었다고 인식하여 이기문의 전기중세국어의 모음체계를 비판하게 된다. 

논리로 따지면 순환논리다. 현재에 사는 우리는 과거에 중국인이나 몽골인이나 어떻게 

발음했느냐를 알 수 없다. 또한 그 굴절형식도 어떠했는지를 알 수 없다. 즉 학문적으로 文證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빈틈을 노리고 각종 흰소리가 학문세계에도 넘쳐난다. 한 마디로 口語와 讀書

音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치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째서 고려에는 전승한자음 체계 하나만 존재할 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 일본의 吳音,漢音 베트남의 古漢越語,漢越語 등으로 존재하는데 어째서?. 그 답은 

두신라가 고구려의 멸망 이후 득세했지만 고려인들은 신라의 어음이나 어휘가 상당히 

이질적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한자음이나 향찰등을 쳐다 보지 않았다. 또한 고구려 멸망 

300여년이 지났기에 고구려의 한자음은 전승돼지 못했다. 만약 신라 한자음이 고려에 

계승되었다면 어쨋든 止攝 精莊組에 i모음이 상당히 존재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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