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 학자들의 명 ·청 한어 음운 연구 

리 득 춘 

1. 연구기관과 연구성과 

력사적인 원인과 지리척 원인으로 하여 력대 조선왕조는 한어에 대하여 

아주 중시하여 왔다. 특히 리씨 조선왕조시기 명 • 청시기의 한어 음운에 대 

하여 여러 면의 연구가 진행되였으며， 그러한 과청에 남겨 놓은 문현들은 

근대한어 연구에 아주 귀중한 음운사척 자료로 되고 있다. 

리써 조선왕조 성립 후 태조 리성계는 1393년에 r사역원」을 두어 한어를 

배우게 하였다. 사역원은 통역 인재의 양성과 외교사무에 필요한 국가적 기 

구로서 그 셜립 초기에는 전적으로 한어에 대한 학습과 명나라와의 외교를 

위한 것이였다. 그 후 한어만이 아니라 〈여러 언어의 번역을 장악하는〉 기 

구로 그 관할내용이 확대되면서 한학외에도 몽학， 왜학， 녀진학 둥을 셜치 

했다 그러나 교수냐 훈도의 수자로 보아 한어는 시종 그 중의 중심이 되 

였었다. 중앙의 사역원 외에도 지방에는 또 한학훈도를 두었다. 1682년에는 

〈우어청〉을 설립하고 한 • 청 • 몽 • 왜 사학을 셜치했다. 사역원과 우어청 

외에도 리씨 조선왕조는 〈승문원〉을 두어 〈사대교련문서)를 관리케 했다. 

이러한 국가척 기관과 배양된 사람들은 조선에서의 한어 연구에 마멸할 수 

없는 업척들을 남켰다. 

명 • 청시기 한어 음운에 대한 연구성과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4가지 

부류로나누어진다. 

첫째는 청음으로 표음한 운서부류이다. 일찍 1455년에 명나라의 r흥무정 

운」을 청음으로 전사한 「흥무정운역훈」이 신축주， 성삼문 동에 의하여 이루 

어쳤으며 그와 동시에 「사성통고』가 이루어쳤다. 1517년에 이르러서는 최 

세진에 의하여 r사성통해』가 저작되였다. 이러한 운서들에서는 전통적인 운 

서음을 표기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함께 당시의 실제음도 기록하고 있다. 

이후시기언 18세기에 나온 박성원의 r화동청음통석운고.1， 홍계희의 r삼운 

lr태조실록J 2년 9월 r경국대전」 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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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휘.1， 리덕무의 『규창전운』 등은 모두 한어음과 조선음올 병기하고 었다F 
둘째는 여러 류형의 리론적 저술부류이다. 조선문자 창제에 대한 저서들 

가운데서 그 원본으로 되는 「훈민정음해례』에 중국 음운리론에 기초한 조 

선자모 설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세언이 다 아는 바이다. 그 뒤를 

이어 r동국정운」 서문 (1447년)， r샤성통고』 범례 r홍무청운역훈』 서문， 

r훈몽자회4 범례 (1527년)， r번역로걸대박통사」 법례 (16세기초)， r화동청 

음통석운고4 범례(1747년)， r훈민정음도해.1 (1750년)， r삼운성휘』 범례 

(1751년)， r경세청운도셜셔.1 (18세기말)， r이제유고.1 (1829년)， r언문지」 

(1824년) 등 수많은 문헌들에서 조선의 한학자들은 당시 중국의 음운들을 

론하고 있마. 

셋째는 한어학습독본류이다. 력대로 내려오면서 조선에서는 한어 구두어 

학습에 대하여 둥한시하지 않았다. 구두어 학습을 위하여 한자마다 중국음 

을 달고 문장마다 언해해 놓은 회화류의 독본이 있게 되였다. 일찍 고려시 

기로부터 널리 사용되여 오던 한어교습서 r로걸대」와 r박통사」는 16세기초 

에 최세진에 의하여 언해되였다. 17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r로결대언해.1， 

r박통사언해」라는 이름으로 번역 간행되였다. 고려말과 려조 초기의 귀화인 

얀 회훌언 셜장수에 의해 저작된 r직해소학.1， 회화연극식으로 된 F오륜전버 

지.1. 5권 역시 당시에 영향이 깊었던 한어회화교본인 바 이상의 것들은 다 

역과 과거시험의 배강과목으로 선청되였었다. 이 외에도 경서언해의 얼종으 

로 되는 론어， 맹자， 중용， 대학， 시전， 서전， 주역， 춘추 둥 책에서 각자의 

중국음을 언문으로 표기한 것들이 었다 r대학청음.1， r론어정음.1， r맹자정 

음.1， r시전정음.1， r서전청음.1， r춘추정음.1， r주역정음」 등이 바로 그러한 책 

들이다 r화음계몽..! (1883년)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 

넷째는 대역사서척 성격의 책들이다. 대역사전적 성격의 책들에는 한어와 

조선어만 대응시킨 것이 있는가 하면 한어와 여러 민족에를 대응시킨 가운 

데 한 • 조 두 언어가 대웅된 것도 었다. 여기에는 r역어지남.1 (1478년)， 

r화어류초.1， r어록총람.1 (1919년)， 그리고 여러 가지 판본의 r어록해」가 

포함된다. ò1러한 책들에서는 모두 중국어 단어를 조선어 단어로 대역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단어의 중국음까지 표기한 것들도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F역어류해.1 (1690년)인 바， 이 책은 60개의 류문별로 

된 중국어 단어에 화우 이종의 음을 표기하고 정음으로 번역하였다. 이 책 

의 불비함을 보충한 「역어류해보..D (1775년)도 간행되였다; 

2본 론문에서 r청음」이란 단어는 두 가지 방면으로 쓰이고 있다. 하냐는 조선문 
자 훈민정음을 간략한 청음을 가리키고 하냐는 운서에서 속음과L 구별되는 청음을 

가리킨다. 론문에서 자연적으로 구별되므로 혼동을 얼으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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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8년에 나온 「방언집석」은 중국어 단어 아래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 

및 한어에 대하여 청음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1789년에 나온 r고금석렴」 제 

7부분 r화한역어』에서는 전문 근대한어를 기록하고 았으며 1부터 6부분까 

지에서는 력대 각 지방 한어를 기록하고 었다. 이밖에도 한 • 만 • 조 삼중대 

역사서들언 r동문류해.1 (1748년)， r한청문감.1 (1771년) 둥에서도 중국어 

단어를 정음으로 기록하고 있다 3 

이상에서 지적한 것은 네 개 부류의 연구성과라고 말할 수 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이런 것외에도 한어음운의 연구를 위하여 대량의 중 

국운서들을 직접 복각 간행하였거냐 또 그에 기초하여 한어로 새로운 운서 

들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운서들 중 비교적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 

는 것은 r례부운략.1， r고금운회거요.1， r삼운통고.1， 그리고 r운회옥편」 

(1536년)을 비롯한 여러 욱편들이다 r례부운략」은 일찍 고려 충렬왕 시기 

에 r신간배자례부운략.1 (5권)이라는 이름으로 복각된 바가 있으며 또는 리 

조 초기 과거시험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리조 초기만 해도 「신간배자례부 

운략.1 (1524년)， 8"례부운략.1 (1573년)， r배자례부운략.1 (1615년)， r배자례 

부운략.1 (1678년)， Ir신간배자례부운략옥편.1 (1524년) 등 이름으로 여러 

번 간행되였다. 

2. 명 • 청 한어 음운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기술 

명 • 청시기의 한어음운에 대하여 조선의 한학자들은 다방면으로 연구하 

였다. 한어 음운 연구에서의 그들의 공헌을 말한다면 무엇보다 다음의 몇 

가지에 대하여 먼저 서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조선 한학자들의 콩현에서 먼저 손꼽아야 할 것은 그들이 명 • 청시 

기 한어음에 대하여 매 한자마다 자모문자인 훈민정음으로 표음을 하여 놓 

은 것이다. 훈민정음은 조선어의 어음 특점에 따라 만들어진 문자이지만 다 

른 언어도 기록할 수 있는 부호척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문자 창제시 

에 벌써 단순히 조선어를 표기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한자음(특히 중국 

운서를 따른 동국정운 한자음)을 귀납하고 기록하기 위한 일면을 갖고 있 

었다F 이리하여 뭇글자인 한자 자체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표음을 할 수 있 
었던 것이다. 청련지가 훈민정음 서문에서 말한 것처럼 조선문자는 〈전환함 

이 무궁하고 간단하되 요긴하고 정(精)하되 통하는〉 것이여서 〈자운으로는 

청탁이 분별되고 악가로는 률려가 고르게 되여 쓰기에 구버치 않음이 없고 

3본 론문에서 말하는 근대한어란 13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한에를 가리컨다. 황 
력 r한어사고」 상책， 서론 부분 창조. 

4 리기문 r조선어의 창제.1， 박병채 「조선문자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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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통달하지 못할 바가 없으니 바람소리와 학의 울음과 닭의 혜칩과 개의 

짖음도 다 척을 수가 있는〉 것이다 r홍무청운역훈』 서문에서도 〈사방만물 

의 소리를 전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지적하고 었다. 이러한 문자로써 명청 

사기의 한어음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후세에 돗글자언 한자 자체로서는 남 

길 수 없는 대단한 업척이 아닐 수 없다. 

(1) 조선 한학자들은 어음기록의 첫걸음으로 실체적 어음질정과 조사를 
앞세웠다. 음운표기의 과학성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력사문현의 도처에서 

냐타나고 었다. 훈민정음 창제와 r홍무정운역훈」 편찬에 성망았는 신숙주에 

대한 기록을 례을어 보자. 

奉命往選東， 與大明前輪林學士黃瓚質問正뿜， 往還凡十三度. (r東國與地

勝寶」 卷 29) 

申文忠꿨飛與成三問承命學華語於選東一年三往. (r通文짧志』 卷 8) 
然語音없異， 傳렴t亦甚， 乃命ê等 (指申淑母， 本文作者註) 就正中國之先

生學士，往來至於七八，所與質之者若千A. 藏都寫方國會同之地，而其往退

道途之遠， 所홈與周施講明者X馬不少， 以至珠方異城之使， 釋老후1五之微莫 

不與之相接， 以盡표倚異同之變 ... 

往復就正많多而竟未得一遇精通휩學者， 以辦調諸細훌훌之妙. 特因其言語讀調

之餘， 適求淸獨開聞之源而欲精， 夫所謂最難者， 生所以辛動歷久而僅得者也.

(f洪武正뿜譯訓」 序)

遺集賢願副修樓申꿨f흉， 成均注繹成三問， 行司勇孫壽山， 於選東質問휩書. 

(f世宗實錄」 卷 102, 27年 L，표正月 ) 

時適輪林學士黃瓚以罪配選東. ζ표春，命公隨入朝使많到選東，見瓚質問 

音뿜. 公以語字關華音， 隨{可朝I解， 不差훌탤， 瓚大奇之. 自是往還選東凡十

三度. (r保間齊集J)

欲從大A學正音， 願大A敎之， 三問꿨f륨將洪武正홉팅講論良久. (r世宗實

錄」 卷 127, 32年 康子聞표月 ) 

신축주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에서만도 우리는 화자의 발성을 듣고 그 미 

묘한 차이를 판별하고 그것을 정음문자에 의하여 표기하71. 위한 고심참담 

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어음의 실제성과 정밀성을 기하기 위하여， 그리고 

어음전사의 청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 학자들은 아주 실사구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2 ) 조선 한학자들은 어음전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어음표기 

에만 적합한 문자를 따로 만들기까지 하였다. 이리하여 훈민청음과 통용되 

는 것외에 보충된 중국음 표기문자까지 합하면 실제상 그것은 가장 충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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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가장 세밀하게 한어음의 원모습을 기록할 수 있는 부호체계로 되였다. 

황윤석은 그의 자모변에서 〈세종이 제정한 훈민정음은 본래 r흥무정운」 자 

모를 참고하였으니 중국말을 알고 있었던 까닭이다》라고까지 하였다. 훈민 

청음의 어음리론 역시 아 · 셜 • 순 • 치 • 후 • 반셜 • 반치， 전청 • 차청 • 전탁 

• 불청 • 불탁의 중국음운학에서의 5음청탁을 답습하였다. 그러므로 〈끼 江

1JII 사 'i7\ 굶}， (õ)와 같은 당시 고유어에 사용되지 않은 문자도 동국정운 

의 23자모에 넣고 있으며， 업술소리 아래 rOJ를 련서하면 순경음이 된다 

고 하면서 r빙」와 같은 것을 만옮과 더불어 고유어에 전혀 쓰이지 않는 

r흥 뺑 팅」 둥 초성도 만들고 있다. 특히 F훈민정음 언해」에 이르러서는 

원문에 없는 한 단락의 내용을 보충하면서 중국음의 정치와 치두의 구별을 

쓰고 그 문자까지 제정하였다. 

r~~7r/'.꺼字는 用於觸頭흉고 

^-.*'~λ、씻字는 用於正團흉"니」 
_r훈민정음언해J-

이렇게 전사된 명 • 청 한어 어음의 표기는 라틴문자로 중국산서음을 표 

기한 서양전교사 니콜라스 트리걸드의 r서유이목자」보다 약 2세기 앞서 시 

작되였다. 

여기서 r번역로걸대」의 한마디를 례들어 보이면 다음과 같다. 

看 家 的 有 廳

:칸·칸 가·가 ·닿·디 :열맘 마 :마 

_f번역로결대」 하 2-

보다싶이 한자마다에는 정속(正倚) 두 가지 음과 성조를 표기하여 어음 

의 현실적 묘사와 력사척 묘사를 동반하고 었다. 

한자마다 표기된 자모와 운에 근거하여 우리는 근대한어 북방어의 어음 

체계를 도출해낼 수 았으며 통시에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에 나온 

각종 언해서들에서의 표음에 의하여 해당 세기의 변화된 한어어음을 청리， 

분석， 귀납할 수 있다 5 

(3) 조선의 한학자들은 한어학습교습서들에 나오는 산재펀 한자들에 한 

해서만 그치지 않고 계통적으로 한어어음을 정리， 분류하고 그 음을 정확히 

5 호명양 r로결대 언해와 박통사언해 중의 한조어음대웅J (1963. 3 r중국어문J ), 
r로걸대언해와 박통사언혜의 「통고」 대음J (1980 r언어론집J 1); 진식번 r최세 
진의 조선어문과 한어연구방변에서의 공현J (r민족에문론집 .. 1981). 이상의 론문 
틀에서는 16세기초 북경어음체계를 론술하고 있다. 그들이 도출한 성모와 운모체 
계는 해당 론문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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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놓은 대역운서를 편찬하여 어음체계를 확립해 놓았다. 그 중 「흥무정운 

역훈」은 원래 『홍무정운」에서 매개 운 아래 성류(聲類)를 밝히지 않아 그 

자모에 대해 똑똑히 할 수 없었던 것을 성류를 밝혀냄으로써 자모를 똑똑히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에서 지적한 31자모는 중국 학자들 앞서 처음으로 

흥무정운의 자모를 밝힌 것으로 된다 6 

운서의 편찬에서 이렇게 표음을 달고 자모를 밝히는 청도에만 그천 것이 

아니라 시대변천에 따른 운의 리합(離合)도 고려하여 그 수를 조절하기도 

하였다. 최세진의 r사성통해」는 홍무정운에서 76부로 나누고 형 • 상 • 거에 

각 22부， 업성에 10부로 하였던 것을 평 • 상 • 거에 23부， 입성에 11부로 

충가하여 운모정국(뿜母定局)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흥무의 훌較靈質을 사 

성통해는 두 개로 갈랐던 것이다. 

r홍무청운역훈」 

八. 률훌?靈質 

(廣)

인(in): 률申睡辰A親、律奏續實頻民陳鄭因級m動銀欣 

윤( iun): 屬，굽훨困薰群훌훌春純옮遠句倫 

운(un): 存文故써塊昆溫톱坤瓚k益門孫村尊敵띤論軟 

은( ;}n): 鐘宰棒浪根恩、t良

「사성통해」 

八. 훌훌?露質 

(률) 

인(in): 며動銀續훌續頻民律親奏辛廣瓚陳申辰因欣鄭A 

九.文物問物

(文)

은(;}n ): 根恨驚棒宰恩浪

6r홍무정운역훈」의 31자모와 중국학자 류문금(劉文鎬)이 r洪武표짧聲類考.B (歷
史語言鼎究所集꿰)에서 귀납한 31자모를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牙) 見漢群疑 (줌頭) 瑞透定펌 (률重) 훨홉효明 
「격 llò t: E tl: L H 효 1180 

古苦펄五 都{믿徒fß. 1흉普補莫 
(홈輕)非奉微 (園頭) 精淸從心部 (正團)照穿狀審輝

병뺑핑 ~/'7r/'Jf ^'*'쩌，A..^‘ 
方符武· 子七昨蘇徐 階표直所時 

(唯音)影曉便鷹 (半폼) 來 (半빼) 日
õ -a- ii홈。 E A 

꿇呼胡以 盧 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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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un): 昆坤敎職다E찢￥寶t益門켰、17}文尊村存孫溫톱짧論 

윤(iun): 웰困群遠옮句등훌春純屬惠설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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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렇게 「사성통해」는 [i벼운과 [urνiun， a퍼운을 따로 갈랐는데 여기서 

우리는 최세진이 전통에서 벗어나 어음의 실제적 음가에 따라 운을 갈랐음 

을 똑똑히 보아낼 수 있다. 

둘째， 력대 조선의 한학자들은 한어음운을 올바르게 리해하였을 뿐만 아 

니라 근대한어 음운의 성질에 대하여 폭넓고 갚이 있는 리론적 저술을 하여 

놓았다. 그들은 단순히 표음하는 것만으로는 외국어 연구를 대치할 수 없다 

는 것을 알고 았었으며 리론적 연구가 뒤받침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 

던 것이다. 이변에서 조선 학자틀은 가치았는 연구저서들올 남겨 놓았다. 

학자들의 론술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전탁자에 대하여 

(Q) 15세기 『홍무청운역훈」 서문 

四聲寫平上去入， 而全獨之字平聲近於次淸，上去入近於全淸， 世之所用

如此.

(Q) 15세기 『사성통고」 범례 

全獨上去入三聲之字， 今漢A所用初聲與淸聲相近， 而亦各有淸潤之別，

獨平聲之字初聲與次淸相近， 然ìk淸則其聲淸， 故音終直低， 獨聲則其

聲潤， 故音終稍、鷹.

(Q) 16세기초 r번역로결대박통사』 범례 

全獨群定#奉從￥ß皮輝八母， 平聲初呼之聲亦l技出雙聲而引聲之勢中按

後l萬， 上去入三聲初呼之聲遍同全淸而引聲之勢各依三聲之等而呼之，

故與全淸難辦， 唯上聲則呼寫去聲而X與全淸去聲難辦롯 ...... 大低呼淸

獨聲勢之分在平聲則分明可辦， 餘三聲則固難辦明롯. 

(Q) 1517년 「사성통해」 범례 

上聲全潤諸字時音必如全淸去聲呼之也...... 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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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1751년 『삼운성휘』 범례 

全獨字母初聲(如群之끼定之江)뾰與本音全淸同，而有淸獨之別. 獨

平聲與次淸同(奉耶輝三母雖平聲亦與全淸同)

이상의 기록들은 15세기 충엽에 벌써 전탁성모는 형성이 차청으로， 측성 

이 전청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력사 사실을 말해 준다. 아울러 전탁상성은 

전청 혹은 차청으로 변함과 통시에 거성으로 전이되였음을 말해 준다. 그리 

고 형성은 거센소리로 측성은 순한소리로 되였음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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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모와 의모의 혼용에 대하여 

@f훈민정음해례」 

唯牙之&雖줌根閔n候聲氣出훌， 而其聲與O相似， 故홉딩書疑與戰多相混 

用 ...... ò 雖在牙而與O相似， 獨木之蘭흉生於水而柔軟， 尙多水氣也.

@r사성통고」법례 

本홉딩疑應母諸字多相雜， 今於途字下從古뿜， 戰則只書O母， 疑則只書

&母， 以別之.

@ f훈몽자회」 범례 
漢音 & 音初聲或歸於尼音或 òO相混無別.

@f화동청음통석운고」법례 

òO b.此三者， 出聲相近， 不必異製.

@f삼운성휘」 범례 

이웹母) Õ(影母) f융與 ò( 疑母)合. 

@ 황윤석， 자모변 (이재유고) 

四聲通解以下， 國A所私用者， 不過十四初聲， 則字母之自減， 可知也

.... 疑母 b 而影母5險母0 日母b.~뚫. 

이상의 기록들은 15세기 이래 영모， 유모， 의모의 합뱅이 북경어음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의모가 유모로 얽힌 력사 과청을 보여 준다. 

@ 입성에 대하여 

@ f홍우정운역훈」서문 

且有始有終以成-字之音， 理之必然， 而獨於入聲世倚率不用終聲， 甚

無理也.

@f사성통고」 범례 

入聲諸홉틸終聲， 今南音傷於太白， 北音流於援뼈 ...... 牙줌홈之音混而不 

別， 是亦不用終聲也 ...... 入聲之所以篇入聲者以其牙줌률之全淸寫終聲 

而↑足急也...... 本題之作， {휴同析異， 而入聲諸뿜牙폼률終聲， 皆別而不

雜. 今以，1::1:3寫終聲. 然直呼以，1:: 1:3 QIJX似所謂南音， 但微用而急

終之， 不至太白可也. 且今倚音雖不用終聲而不至如平上去之繹뼈， 故

f~音終聲於諸홉딩用唯音全淸Õ ， 藥홉팅用률輕全淸멍 , 以뻐之. 
@f사성통해」 

今f씁呼入聲諸字， 或如全獨平聲， 或如全淸上聲， 或如去聲， 其音不定.

(凡例 7) 

入聲E 키님三音， 漢f용及體會豪體皆不用之. 唯南音之呼多有用者， 蓋

體學起於江左， 而入聲亦用終聲， 故從其所呼類聚薦門， 此入聲之所以

分從各類也...... 今倚所呼顆與骨， 質與職同音而無2 ，之辦也. 故今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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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解亦不加終聲. (凡例 13) 
@ 신경준의 r운해.1 (17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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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於上則寫初聲， 附於下則罵終聲 ....... ò L之終聲， 中國與東方同， 가 

28 1:: 人， 東方以寫入聲者終聲.

업성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은 업성이 이미 명 • 상 • 거 3성에 분업되였음 

을 보여 주는 좋은 리론적 기술이다. 그 시기적 표식을 잡는 데서도 로결대 

나 박통사의 언해의 표음들과 함께 유력한 근거로 된다. 그리고 업성이 15 
세기 현실음에서 rõ .I[?] 종성으로 표기된 사실은 업성 완전소설 전의 력 
사적 한 단계를 사색케 하는 좋은 자료가 아닐 수 없다. 

@ 사성에 대하여 

@r동국청운」서문 

聲짧生意而七音自具， 具七音而四聲亦備. 七音四聲經繹;相交， 而淸獨

輕重深i養흉徐生於自然옷. 

@r번역로결대박통사4 범례 

平聲全淸次淸之音， 輕呼而稍學， 如國音去聲之呼. 全潤及不淸不獨之

音， 先低而中按後鷹而且援， 如國音上聲之呼.

上聲之音， 低而按， 如國音平聲之呼.

去聲之音， 直而高與同國音去聲之呼.

入聲之音， 如平聲潤音之呼而f足急， 其間亦有數音隨其呼勢， 而字音亦

變寫. 如入聲輔聲， 本音: 팎， 呼如平聲潤音， 而或呼如去聲짧 • 쭈; 角字

呼如平聲獨音鳥교，而或갚，如去聲薦갚，或呼如上聲寫갚，)(從本題거 

之類. (漢音條)

漢音去聲之呼與國音去聲相同， 故鄭漢皆一點.

漢音平聲全淸次淸通考則無點， 而其呼與國音去聲相似， 故反譯則一點，

漢A之呼亦相近似惠.

漢音上聲通考則二點， 而其呼勢同國音平聲之呼， 故反譯則無點.

漢AP乎平聲或有同上聲字音者意， 漢音平聲全獨及不淸不獨之音， 通考

則無點， 而其聲勢同國音上聲之呼， 故反譯則亦二點.

漢音入聲有二音， 通考則皆-點， 反譯則其聲直而高， 呼如去聲者一點，

先低後屬而f足急， 少似平聲獨音之呼者二點. (旁點條)

@Ii'훈몽자회」 범례 

凡字音高低皆以字f旁點之有無多少寫準. 平聲無點， 上聲二點， 去聲入

聲皆一點， 平聲哀而安， 上聲!萬而짧， 去聲淸而遠， 入聲直而f足， 짧解亦 

同.



484 리 'c 

「 춘 

이처럼 조선의 한학자들은 사성의 표기를 청하고 조치를 묘사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련속변조(連續變調)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우리가 우에서 례를 든 것은 근대한어에 대한 력대 조선 한학자플의 리론 

적 기술과 묘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들이 력대문현들에 나 

오는 전부의 것을 종합， 분석， 연구한다면 명 • 청시기 한어에 대한 정체적 

인 인식을 세울 수 있거니와 오직 표음표기가 없는 중국운서에 매달려 음가 

를 재구하고 그 성질을 추정하는 것보다는 더욱 과학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조선조의 학자들은 비교언어학적인 관점으로 어음기술을 하여 한외 

(漢外) 어음대비의 전법을 내놓았는 바 이 역시 명 • 청 어음 연구에 대한 

마멸할 수 없는 공현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한어와 조선어 사이에서 음운 

론적으로 법칙성적인 대응관계를 찾고 그 대등성， 공통성， 변통성을 세밀히 

밝혀 리론적 규명을 함으로써 한어음운을 충실히 반영하였던 것이다. 

그플은 초기에는 개별적 대비를 진행하다가 그 기초상에서 총체적으로 

비교하고 서술하였다. 몇 조목 례를 든다. 

@Ii"흥무청운역훈』 

題內中聲}音諸字，其聲稍深， 當以}‘之問讀之， 唯률音표屬音以}讀 

之.(十剛)

題內諸字中聲， 若直讀以 ~ , 則不合時音， 特以口不變， 故讀如 # 一之間，
倚音살題中諸字中聲뾰同. (十二蕭)

題內諸字中聲， 若直讀以 -1, 則不合子時音， 特以口不變而讀如 -1-之間，

故其聲近於...L껴之字亦同. (十며歌) 

이렇게 개별적 운에서 대비 고찰하던 것이 F사성통고」에 와서는 하나하 

나의 운으로가 아니라 전체 모음계통에 대하여 총콸하여 비교， 서술하였다. 

@i"사성통고』 법례 

大拖本國之音輕而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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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乃得無擬.

如中聲 t 1= -1 퀴 張口之字， 則初聲所發之口不變， ...LJ.l..Tπ縮口之字， 則

初聲所發之줌不變.故中聲짧 f 之字， 則讀如 f ‘之間， 罵￥之字， 則讀

如 F ‘之間， -1 則 f 一之間， ~ 則 # 一之間，...L則...L ‘之間，J.l..則J.l.. ‘之

間， T則T一之間，1T則π-之間， ‘ 則 ‘ 一之間， -RIj- ‘ 之間， 1 則
l 一之間.

然後應合中國之音훗. 今中聲變者， ~쪼體同， 中聲首字之下論釋之.

이처럼 훈민정음이 중국 설청과 꼭 맞는 컷이 아니므로 〈변통)하여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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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표시한다고 말하고 었다. 례를 들어 r_J음을 조선어처럼 [페로 발음 

할 것이 아니라 [페와 [ -e]의 중간음언 [ a]로 발음한다는 것과 같은 것은 

아주 과학적이고도 실제적인 정확한 비교이다. 

f 

아래에 권설음에 대한 서술을 더 례들어 보이려 한다. 

凡줌上聲以줌睡點觀， 故其聲難而自歸於正屬. (1"사성통고」 뱀례) 

凡屬音敏頭則짧줌點廳，故其聲漢; 整敏則卷줌點解，故其聲深.我國屬聲λ 

Z 숭在屬頭整屬之間，於訓民正音無敏頭整屬之別，今以敏頭寫λZ 숭，以整 

훌휠篇λ^ 숭， 以別之. (Ii"사성통고」 범례) 

여기서 설상음([다])이 『폼g要點홉떻』으로부터 『卷폼點觀.1([ tS])으로 넘어 

간 과정을 말하고 있으며 조선치음이 대응되지 않으므로 문자도 새로 개조 

하여 쓴다는 것을 말하고 었다. 이렇게 권셜음 전반에 걸친 특점을 대비하 

면서 또 개별적 권설음의 대비도 투철히 하고 있다. 혀끝 모음자를 그 례로 

들면 다음과 같다. 

三題內屬音諸字，初呼口줌不變，而以A寫終聲，然後可盡其妙.如贊즈字呼 

寫중知지字呼寫정， 餘做此， 牙音률音則否. (r사성통해.1) 

今按觸音諸字若從通考加A寫字， 則恐初學難於作音， 故今之反譯皆去A聲，

而X恐其直從去A之聲， 則必不合於時音. 今書正音加A之字於右，f，ff.使學者

必從표音用A作聲， 然後可合於時音롯. 

通考凡例굽一則一‘之間，今見漢倚於屬音著一諸字例，皆長於用‘寫聲，故 

今之反譯亦皆用 ‘作字， 然亦要參用一 ‘之間讀之，f，ff.合時音롯. (r번역로결 

대박통사』범례) 

여기서 1"-d1로만 발음하면 혀끝모음이 될 수 없으며 반드시 i".ð. J를 종성 

으로 삼아야 혀끝화된다는 컷을 버교하였다. 그리고 1"_ .. 는 11'- ‘」의 중간 

음인 설면모음이기에 혀끝자음이면서 유성음언 i".ð. .. 로 종성을 삼는다는 것 

은 셜면모음이 자연히 혀끝화됨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는 한어 혀끝모음(명설과 권설을 포함)을 아주 진지하게 묘 

사한 것으로셔 이로써 표기된 표음자료를 통하여 혀끝모음 변천과정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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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수 있다 7 

넷째， 조선의 한학자들은 어음을 고찰함에 있어서 공시태척으로만이 아니 

라 통시태적으로 고찰하였으며 변화 중에 었는 어음을 력사척 과정 속에서 

포착하고 전반 어음체계의 변화와 련관시켜 연구하였다. 따라서 몇 세대 학 

자들이 몇 세기 사이에 고찰한 결과는 중원음운 이후 시기 한어어음 변천사 

를 우리에게 펼쳐 주었다. 

〈중국의 문헌플로도 근대어음자료는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다그러냐 

..... 각종 운서 또는 운도의 작자들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척으로 정음OE 
音) 혹은 천하에 다 통하는 음을 추구하였으므로 ...... 많게 또는 척게 인위 

성을 포함하고 었다. 만약 여기에만 완전히 의거하여 근대음의 청사를 구축 

한다면 그 결과는 아주 믿기 어려울 것이다.}8 

조선조 학자들이 현실음에 기초하여 변화 속에서 세대를 교체하면서 고 

찰하여 기록한 자료들은 상기한 폐단을 미봉함에 있어서의 아주 적시척 자 

료일 것이다. 물론 그들도 정음(正音)을 기록하고 었지만 그와 함께 변화된 

현실음언 속음과 금속음을 동시에 기록하여 두었으므로 이것은 훌륭한 력 

사어음자료가 아닐 수 없다. 

r흥무청운역훈』이나 r사성통고」는 홍무음을 정음으로 달면서 그 아래에 

속음이라고 하면서 현실음을 달고 있다. 이른바 속음이란 〈중국의 시음(時 

音)}에는 널리 쓰이지만 도운(圖휩)에 맞지 않는 것이다 ... (r사성통고」 범 

례 ) 때문에 신숙주 둥이 기록한 속음은 15세기 중엽의 한어북방어 현실음 

체계인 것이다. 

그런데 최세진은 「사성통해」를 편찬하면서 정음과 속음을 그대로 적으면 

서 또 금속음(今倚音)이란 명칭으로 16세기초의 음을 기록하고 있다. 최세 

진의 말대로 하면 금속음이란 〈신이 오늘 척어두는 속음으로서) (직접들은 

음이다). 다시 말해서 최세진 시기 16세기초의 현실음을 역훈이나 통고의 

속음과 구별하여 금속음이라 하였다. 정음으로부터 속음， 청음으로부터 금 

속음 그리고 속음으로부터 금속음에로의 변화과정은 바로 한어북방어 어음 

체계변화의 얼단락 력사를 (독서음을 포함하여) 말해 주는 것으로 된다. 

[례 1] 정음-속음-금속음(r사성통해.ø> 

( 皆 ) 擔 k‘iai-k‘iyi-k'‘ai 9 

(個) 驗 Uy-y-O 

7 주 5의 론문틀을 참조하라. 그리고 졸저 r샤성통해 금속음에 대한 초본적 연 
구 .. (r민족어문J 1988.5)를 보라. 

8股煥先， 張樹靜 r應當加彈方言音홉딩史的 鼎究J (r山東大學學報냉 1991. 1) 
9 이는 본문 작자가 조선문을 국제음성기호로 전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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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藥 ) 各 kao- kao- kv? 

崔 tsiao-ts'‘ao-ts'‘io 

(限) 豪 mdi-mai-mv? 

(輯) 入 ti- tiu?- tP 

[례 2] 청음-금속음 (r사성통해.1) 

( 東童送屋 ) 寒 muu-mdU 

熟 3u-:;>u, Hu 
(支紙置) 被 bi-bdi 

非 fi-fdi 

(齊齊露) 향 k‘ ivi- l{‘i 

里 livi-li 

(陽養樣藥) 勝 bau-pau 

養 xoao-xo 

(康種敬뼈) 取 kiU-kuU 

兄 성uiU-잉uu 

黑 Xdi-갱 

色 ~di-~ai? 

( 慢寢파賴 ) 옆、 tsdm-성dn 

慢 ts'‘im- tS‘in 

[ 례 3] 정음-속음(r흥무정운역훈.1) 

(屋) 屋 ?따‘-?u? 

(質) 質 tHt-다P 

( 홈 ) 홈 Yvt-Yv? 

( 轉 ) 發 foat-foa? 

(層) 層 sivt-siv? 

(藥) 藥 iak-iao 
( 階 ) 白 pdik-pdP 

(編) 立 lip-li? 

( 合 ) ~ kiap- .!,: ia? 

(葉) 葉 ivp-i)? 

487 

어음체계의 력사적 변천은 운서들에셔의 이상과 같은 기록 외에도 부동 

한 셰기에 간행된 언해서의 부통한 표음들에서 찾아볼 수 였다. 매 한자에 

대해 화측음과 우측음을 표기하고 있는데 셰기가 다름에 따라 그것들이 달 

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섭얼모 3등자 r兒.1. r二」에 대한 표음을 각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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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앓훗펀 역훈 번역박통사 

화 승 , 
兒

우 식 * 화 승 11 -- 우 식 * 」

춘 

박통사언해 역어류해 오륜전비언해 

’ 
, , 

올 술 슐 

’ ’ 
, 

을 강~ 슬 

여기셔 우리는 얼모 3등자 Ii" 7(..1), Ii"二」는 벌써 r홍무정운역훈』에서 혀끝 

모음 [L1로 표기되여 있으며 『박통사언해』로부터는 [d쩌로 표기되여 었음 

을 보아냈는 바 이로써 17세기에 아화운(兒化題)이 형성되였음을 중명할 

수 있다. 

다섯째， 명 • 청 한어 음운 연구에 대한 조선 학자들의 공현은 조선 한자 

음에 대한 정리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었다. 조선 한자음은 비단 근대한어 

연구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한어상고음이나 절운음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아주 귀중한 일정한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우리가 얄다싶이 훈민정음의 창제와 더불어 진행된 한자음 정리는 크게 

두 방면으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동국정운」을 대표로 하는 인위척언 음이 

다. 동국정운은 편찬자의 의도에 따라 중국운서에 기준하여 한자음을 계통 

적으로 교정하였다. 이에 앞서 세종은 중국의 『운회」를 번역사키기까지 하 

였다. 따라서 『운회」가 그 영향이 컸던 것만은 사실이다Ii"운회』란 곧 『고 

금운회거요.n (1292년)로서 운서발전사의 각도에서 말하면 표면상에서는 전 

통을 따른 것 같지만 실제상 중국 당시의 독음을 주로 따른 것이다。 이렇 

게 고찰해 놓고 보면 한자음 교청은 근대한어와 일정한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며 거기에 기록된 음들은 근대한어음 연구에 적지 않은 

간접적 자료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 방면으로 「동국정운4과는 

달리 『훈몽자회』를 비롯한 자서들이나 옥편들은 10세기에 이르러 확립된 

전통적인 조선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또 그것으로서의 의의를 갖고 

였다 11 주지하다싶이 조선한자음의 원류는 상고한어음에 았으며， 그것은 또 

한 절운체계를 다분히 가지고 있다. 아울러 명 · 청 한어 어음과도 일치성과 

대응성을 가지고 었으므로 한어음운사에서 절운체계로부터 근대에로의 변 

화를 연구하는데 일정한 가치가 있다Ii"화통청음통석운고』 같은 데서는 바 

른쪽에 중국음을 달고 왼쪽에 조선음을 달면서 〈중국음에는 옛음과 속음이 

았다. 우리 나라 음이 옛음을 쫓으면 속음과 어그러지고 속음을 쫓으면 옛 

10 趙誠 r中國古代題書.1 (1979 中華書局) 80頁.
11 안병호 r조선한자음체계연구.1 (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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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어그러지게 된다. 그러므로 옛음과 속음 가운데서 우리 나라 음의 초 

성과 합치하는 것은 머리의 주해에 써서 참고하도록 하였다〉고 쓰고 었다. 

이는 력사적 변화 가운데서 의연히 조선음과 일치한 것들올 특별히 지적한 

것인 바 앞에서 말한 것을 중명해 주는 좋은 기록이 아닐 수 없다. 

실로 조선의 한학자들은 중국 학자들이 할 수 없었던， 다시 말해서 뭇글 

자로는 할 수 없었던 엽적들을 표음문자인 훈민정음으로 기록해 두었으며， 

그와 함께 수많은 리론척 문헌들도 남겨 두었다. 그들은 명 • 청 한어 연구 

에 마멸할 수 없는 공현들을 남겼다. 

이상에서 몇 가지로 명 • 청 한어 음운 연구에 기여한 조선 한학자들의 

리론， 실천적 문헌들을 명가하고 소개하는 목척은 우리 나라 학자들이 이러 

한 자료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는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데 었다. 그 

리고 근대한어 연구에 이러한 것들이 이바지되기를 바라서이다. 

ABSTRACT 

Chosun-Dynasty Linguists' Research on the 
Phonology of Myung-Cheng Chinese 

DukChunLi 

Korean-Dynasty linguists on Chinese have made a worthwhile historical 

and theoretical contribution in the field of modem Chinese Linguistics. 

They made the study in “Translation Institute" ( 司譯院 ) bui1t in 1393. 

The research results appear in the following books: “ Hong Moo Cheng Un 

Yak Hun" ( 洪武正뿜譯릅JII ). “Sa Sheng Tong Ko" ( 四聲通考 ), “Ro Ker Ta" 

( 老ε大 ), “Park Tong Sa" ( 朴通事 ), “ Yuk Oah Lin Hia" ( 譯語類解 ) and 

SO on. The content in the books mentioned above can be sumrnarized as the 

following: 

1. They designed the letters for Chinese and systemetically readjusted 

and noted down the modem Chinese phonetics. 
2. They theoretically c1arified the modem Chiness phonetics in many a응 

pects. 

3. α1 the view of contrastive linguistic, they found out the correspondent 

relation between Korean and Chinese, and proved its equality, common f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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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e and flexi뻐ity. 

4. They adjusted the Chinese phonetics system and the history of phone
tic vicissitude by contemporary and histroical survey. 

5. They studied the connection of the phonetic between modem Korean

Chinese and modem Chinese. 1t has been a great achievement in studying 
산le development from middle age Chinese system to modem Chiness 
system 

In one word,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of Korean-Dynasty 

파핑uistists is t뼈t they expressed the semantic symbols with the phonetic 
symbols. 

中國 吉林省 延吉市 公園路 105號

延邊大學 朝文系

朝蘇語敎鼎室

13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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