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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정운한자음 성 교정에 한 고찰

- ㆁ 종성류를 심으로 -

1)

임 다  *

1. 머리말

2. 선행연구

3. 연구 상  연구 방법

4. 성의 교정 유형

5. 맺음말

록: 이 연구는 동국정운한자음 성의 교정에 한 연구이다. 동국정운한자음과 실한자음

을 비교하면 한 에도 성․ 성․종성이 모두 교정의 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東國正韻�

(1448)의 ｢序｣에서는 정운음의 성과 종성의 교정에 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

면 성․종성이 淸濁 四聲 七音 등을 근거로 하여 교정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조 으로 ｢序｣에서 성의 교정에 한 언 은 찾기 어렵다. 따라서 성 교정의 반을 악

하기 해서는 정운음을 특정 비교 상과 비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운음의 성이 무엇

을 근거로 하여 교정되었는지 밝 야 한다.  

그런데 정운음의 성을 中古音을 포함한 국음과 비교하면 외가 무 많아 교정 유형을 

밝히기가 쉽지 않은데 비해 이를 실음의 성과 비교하면 오히려 외가 어드는 경향을 보

인다. 이 연구에서는 정운음의 성이 실음의 성을 따르고 있음을 증명하기 해 �東國正韻�

의 26운부 가운데 ㆁ 종성류에 해당하는 ｢揯觥肱公江弓京｣운부에 속하는 자들의 정운음과 

실음의 성을 비하 는데, 정운음의 성이 기본 으로 실음의 경향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네 가지 경우에 한하여 실음의 성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정하 음을 

확인하 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를 네 개의 교정 유형으로 정의하 다. 즉, ㉠음 제약, ㉡韻部구

별, ㉢開合구별, ㉣洪細구별이 그것인데 이 에서 ㉠음 제약을 통해 四聲과 開合이 갖추어지지 

않은 운을 독립된 운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편찬자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한 ㉣洪細구

별은 실음의 성이 洪細를 구별하는 경향을 띠는 경우에 한하여 용되는 규칙이었는데, 이를 

* 도쿄 학교 한국조선문화연구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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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정운음의 성 교정에 있어 우선 인 고려 상이 된 것은 실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 동국정운한자음, 실한자음, 교정유형, 성, 26운부, 91韻, 16攝, 206韻, 四聲, 開合, 

음 제약, 韻部구별, 洪細구별

1. 머리말

 

�東國正韻�(1448)은 �訓民正音�(1446)의 반포 직후 편찬된 韻書로서 당시 통용

되고 있던 現實漢字音(이하 실음으로 임)을 재정비하기 해 만들어진 표 한

자음 사 이다. 운서의 편찬자들은 실음의 특징 가운데 몇 가지를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오류로 보고 그것들을 모두 자신들이 세운 기 에 맞추어 교정하 는

데, 그 결과물이 바로 東國正韻漢字音(이하 정운음으로 임)이다. 정운음은 ‘訓民

正音’ 창제 이후 15세기말 까지 간행된 거의 모든 문헌의 한자음 표기에 사용되었

다. 그러나 �六祖法寶壇經諺解�(1496)와 �施食勸供�(15세기말) 등의 문헌에서부터

는 실음이 정운음의 역할을 신하기 시작하 고, 16세기 이후의 거의 모든 문

헌에서는 실음만으로 한자음을 표기하게 되었다. 이 듯 정운음이 더 이상 한자

음 표기에 쓰이지 않게 된 것은 그것이 실음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加工의 한자

음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운음을 실음과 비교하면 一見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데, 표 으로 

성표기에 ‘ㄲㄸㅃㅉㅆㆅ’ 등의 이른바 ‘各字並書’가 쓰인 이라든가 ‘ㅭ’으로 종

성을 표기한  등은 실음 표기에서는 볼 수 없는 정운음만의 특징이다. 申叔舟

의 ｢序｣에서는 실음과 정운음의 이러한 차이에 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두 한자음 사이의 차이  가운데 어떠한 부분을 고쳤으며 어떠한 부분을 그 로 

두었는지에 해서도 상세히 언 하고 있어서, ｢序｣ 의 내용을 분석하면 편찬자들

이 어떠한 기 에 근거하여 실음의 성과 종성을 교정하 는지 짐작할 수 있다. 

흥미로운 은 실음과 정운음의 성을 비교하면 한 에도 큰 차이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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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도 불구하고 ｢序｣에서 성의 교정에 해 아무런 언 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성의 교정에 해 알기 해서는 정운음의 성을 국음의 

韻母 는 실음의 성과 조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정 기 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런데 이에 한 앞선 연구를 통하면 국 통 韻書  韻圖의 개념인 等

이나 開合에만 기 어서는 정운음의 성을 제 로 설명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

다. 오히려 정운음의 성은 국음이 아닌 실음에 그 바탕을 두고 있을 가능성

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본고에서는 정운음과 실음의 성 그리고 고음 운모의 

삼자 비교를 통하여 정운음의 성이 실음을 거의 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

하고, 나아가 정운음 성의 교정 유형을 귀납해 볼 것이다.       

2. 선행연구

 

동국정운 한자음에 한 앞선 연구를 살펴보면 성과 종성에 한 부분의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것과는 조 으로 성의 교정에 한 것은 다음의 두 부

류로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운음의 성이 국음을 근거

로 교정되었다고 보는 견해인데 표 인 연구로 김철헌(1959)을 들 수 있다. 다

른 하나는 정운음의 성이 실음을 반 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인데 유창균

(1967) 강신항(1997)과 조운성(2011)을 들 수 있다.

김철헌(1959)는 정운음을 16攝으로 나 어 고찰하고 그 음가를 추정한 연구이

다. 주로 董同龢(1967, 1954)와 藤 明保(1957)의 上古音  中古音 再構音을 이용

하 으며, 그 외에 �中原音韻1)�(1324),1)�洪武正韻2)�(1375),2)�切韻指掌圖�(미상)등 

다양한 운서와 운도까지 참고로 하여 정운음의 성의 음가를 추정하 다.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이 �廣韻3)�(1008)3)등의 切韻系 운서에 반

1) 元의 周德淸이 지은 曲韻書. 국어의 近代音 체계를 반 하고 있는 표 인 문헌이다.

2) 明太祖 연간인 1375년 황제의 명에 의해 宋濂 등이 편찬한 운서. 韻母는 북방음을 성모는 

남방음의 체계를 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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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한자음 체계에 맞추어 정운음을 교정하 다는 결론을 내리고, 정운음의 성

이 唐代( 는 唐末)의 국음을 주로 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中世音을 받아

들인 흔 도 보인다고 지 하 다. 그러나 정운음에 해 설명하면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성이 많다는 을 수시로 언 한 에서 미루어 보면 국음에 기 어 

정운음의 성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유창균(1967)은 정운음의 기층음에 한 연구이다. �東國正韻�의 편찬에 련된 

운서와 운도 가운데 �古今韻 擧要�(1297)가 가장 큰 향을 미쳤다고 보고, �古

今韻 擧要�의 反切下字  字母韻과 정운음의 운부모음의 특징을 비교하 는데 

그 결과 정운음의 운부모음이 반 하자의 체계를 우리의 실음 체계로 해석하는 

데서 확정된 것이라고 보았으며, 자모운은 반 하자를 해석한 모음을 유형화하는 

기 이 되었다고 해석하 다. 한 정운음의 성 체계가 자모운  반 하자  

어느 것과도 정연한 응 계를 보이지 않는 것은 그것이 실음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 하 다.

강신항(1997)은 정운음 연구에 실음 자료를 본격 으로 이용한 최 의 연구

이다. 정운음의 음 을 성모와 운모로 나 고 각각의 정운음, 실음, 고음을 

조하 다. 결론 으로 성모는 고음 36字母와 �古今韻 擧要�의 반 을 고려하여 

교정하 고, 운모는 국음이 아닌 실음을 바탕에 두고 그것을 체계 으로 정리

한 것이라고 해석하 다. 그러나 실음을 따르지 않는 외로서 撮口呼 계열의 

한자음만을 들고 있을 뿐 그 외의 외에 해서는 아무런 언 도 하지 않았으며, 

연구의 상을 平聲字와 入聲字로 한정하 다는 이 한계로 남아 있다. 

조운성(2011)은 �東國正韻�의 성모와 운모 체계를 밝힌 연구이다. �古今韻 擧

要�과 �廣韻�이 반 하고 있는 국어 음운 체계와 실음 체계를 정운음의 성모 

 운모 체계와 비교하 는데, 운모의 경우 실음을 바탕으로 하되 開合과 韻尾

에 한하여 교정을 가하 다고 분석하 다.

3) 이 운서의 정식 명칭은 �大宋重修廣韻�으로 陳彭年 등이 칙령을 받아 �切韻�(601) 등 

의 운서들을 수정하여 펴낸 운서이다. 국 최 의 官撰 운서로서 고음 체계를 연구

하는데 있어서 가장 요한 자료이다. 최 애, 2000 � 국어음운학�, 통나무, 3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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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선행연구를 통하면 성의 교정 양상을 等과 開合과 같은 국어 음운

학 개념으로 설명할 경우 외가 무 많아 교정 원칙을 도출해내기 어려운 반면, 

정운음의 성이 실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제하면 외가 오히려 어지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운음과 실음의 정 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이를 증명하는 것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3. 연구 상  연구 방법

이 연구는 한자음의 성에 한 연구이다. 한자음의 성은 中古音 韻母의 일

부와 응되는데, 논의에 앞서 고음과 한국어 음 의 응 계를 간략히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어와 국어 음 의 응 계4)
4)

한국어 성 성 종성

국어 

고음
聲母

介音

i- w-

주요모음
陰聲韻尾

-i -w

陽聲韻尾 (入聲韻尾)

-m –n - ŋ (-p –t -k)

韻尾

韻母(聲調)

 

고음의 음 은 聲母와 韻母로 나뉘며 韻母는 다시 介音과 주요모음 그리고 

韻尾로 나뉜다. 介音에는 3등 介音과 合口介音이 있으며, 韻尾에는 陰聲韻尾와 陽

聲韻尾  그와 짝을 이루는 入聲韻尾가 있다. 聲母는 한자음의 성에 陽聲韻尾

와 入聲韻尾는 종성에 각각 응되며, 韻母의 구성 요소 가운데 介音과 주요모음 

그리고 陰聲韻尾가 성에 응되는 것이다.

4) 이 표는 임용기, 2008 ｢세종  집  학자들의 음운 이론과 훈민정음｣, �한국어학� 41, 

124면의 <그림 1>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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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통 운서에서 일반 으로 四聲(聲調) → 韻母 → 聲母의 순으로 운을 분

류하는 것과는 달리 �東國正韻�에서는 먼  26운부(91운)로 운을 나 고 다음으

로 자모(성모)에 따라, 마지막으로 사성에 따라 수록자를 분류해 놓았는데, 91운은 

ㆁ/ㄱ 종성류, ㄴ/ㄹ(ㄹㆆ) 종성류, ㅁ/ㅂ 종성류, ㅱ 종성류, ㅇ 종성류의 순으로 

배열되었다. �東國正韻�의 26운부와 고음의 16攝5)은5)비교  정연한 응을 보이

는데, 본고에서는 검토 상 한자를 中古音의 韻 단 로 분류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참고로 정운음의 26운부와 中古音의 16攝의 계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정운음의 ․종성과 고음 韻攝 

5) 攝은 韻尾가 같고 주요모음이 유사한 韻母의 집합으로, 운모를 분류하는 가장 큰 단 이다. 

16攝은 곧 通․江․止․蟹․遇․臻․果․山․宕․效․曾․假․流․梗․深․咸攝을 이른다.

종성
운

부

운

류

․

종성
고음 攝韻(等6)

6))
종

성

운

부

운

류

․ 

종성
고음 攝韻(等)

ㆁ

/ㄱ

揯

揯 ��/ �� 曾登 曾蒸

ㅱ

高
高 �� 效豪 效肴

徵 �	/ 曾蒸 驍 
� 效宵 效蕭 效肴

庚 �	/ � 梗庚2 梗耕 曾蒸　
鳩

鳩 �� 流侯 流尤

觥 觥 ��/ �� 曾登 梗庚2 梗耕　 樛 �� 流幽 流侯 流尤

肱 肱 ��/ �� 曾登

ㅇ

貲

貲 ㆍ 止支 止脂 止之

公
公 ���/��� 通東13 通鍾 通冬 祇 ㅣ

止支 止脂 止之 

止微

蹱 
�/ 
� 通鍾 胎 ㆎ 蟹咍 蟹灰

江

江 ��/�� 江江 宕唐 宕陽　 羈 ㅢ
止支 止脂 止之 

止微

張 �	/ � 宕陽 傀 傀 ㅚ 蟹灰 蟹泰

光 ���/��� 江江 宕唐 宕陽　
佳

佳 ㅐ
蟹佳 蟹皆 蟹咍 

蟹泰 蟹夬

弓

弓 ��/ �� 通東3 通鍾 乖 ㅙ 蟹佳 蟹皆 蟹夬

中 ���/��� 通東3 通鍾 ㅟ
止支 止脂 止微 

蟹祭

京

京 ��	/��
梗庚3 梗耕 梗清 

梗青
規 ㆌ 止支 止脂

扃 ���/���
梗庚3 梗耕 梗清 

梗青 曾蒸 雞
雞 ㅖ 蟹齊 蟹祭 蟹廢

ㄴ

/ㄹ 根

根 ���/��� 臻痕 圭 ㆋ 蟹齊 蟹祭 蟹廢

巾 ���/���
臻眞 臻欣 臻痕 

臻臻
孤 孤 ㅗ 遇模 遇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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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지면 계상 26운부 가운데 ㆁ 종성류에 속하는 7개 운부 즉 ｢揯觥

肱公江弓京｣운부만을 논의의 상으로 한정하 다. 이 연구의 목 이 실음과의 

비교를 통하여 정운음 성의 교정 유형을 밝히는 데 있으므로 원칙 으로는 26운

부를 모두 검토해야 하겠지만 7개 운부에 속한 자의 정운음과 실음을 비교하

는 것만으로도 정운음 성의 모든 교정 유형을 확인할 수 있기에 연구의 범 를 

ㆁ 종성류로 한정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먼  �東國正韻�의 각 운부에 속한 자를 고음 韻母에 따라 나 고 그것을 

다시 聲母에 따라 분류한다.

다음으로 각 그룹에 속하는 실음 성의 출  비율을 살피고, 정운음의 성

이 실음의 경향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정운음의 성과 실음의 성이 서로 다를 경우, 정운음의 성이 무

엇을 기 으로 교정되었는지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성 수정의 내용을 유형화 하고, 각 유형을 바탕으로 운서의 편찬

자들의 어음 인식에 해 살펴본다. 

6) 하나의 韻에 두 개 이상의 等이 존재하는 경우 우측 하단에 표시하 다.

珍 /��� 臻眞

歌

歌 ㅏ 果歌 果戈 假麻2

昆 昆 ��/ �� 臻魂 迦 ㅑ 果戈3 假麻3

干
干 ���/���

山寒 山刪 山山 

山桓
戈 ㅘ 果戈 假麻2

官  �/ �� 山桓 山刪 山山
拘

拘 ㅜ 遇虞

君
君 / �� 臻文 株 ㅠ 遇虞

鈞 ��/ �� 臻眞 臻諄
居

居 ㅓ 遇魚

鞬

鞬 !�/ "� 山元 山仙 豬 ㅕ 遇魚

#�/ �� 山仙 山先

卷 $�/ $� 山元 山仙

涓 ��/ �� 山先 山仙

ㅁ

/ㅂ

簪

簪 �%/ �& 深侵

金 �%/ �& 深侵

碪 �'/ �( 深侵

甘 甘 ��'/��(
咸談 咸覃 咸銜 

咸咸

箝
箝 "'/ 咸鹽 咸嚴 咸凡

兼 �'/ �( 咸鹽 咸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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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의 교정 유형

申叔舟의 ｢序｣를 통해 알 수 있는 편찬자들의 한자음 교정에 한 가장 기본

인 태도는 다음과 같다. 

두루 속습을 캐고 리 을 살펴, 리 쓰이는 음을 바탕으로 하여 古韻의 反切

에 맞추어 자모, 칠음, 청탁, 사성이 그 본말을 헤아리지 않음이 없이 바름으로 돌아가

게 하라.7)8)7)8)

의 문장 가운데 ‘ 리 쓰이는 음(廣用之音)’과 ‘古韻의 反切에 맞추어(協之古

韻之切)’은 서로 립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리 쓰이는 음이란 자연 으로 

생겨난 실음을 가리키며 古韻의 反切에 맞춘 음은 당시 학자들의 정음 에 부합

되는 이상 인 한자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즉, 이 문장을 통해 한자음 교정에 있

어서 실음 역시 고려 상에 속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9)9)이러한 기본 태도는 

아래의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러난다.

7) 우리말 번역은 조운성, 2011 ｢�동국정운� 한자음의 성모와 운모 체계 연구｣, 박사학  논

문, 연세 학교 학원, 15면을 참고로 하 음.

8) �東國正韻� 권1, (建國大學校出版部 인본 16면). “旁採俗習博 傳籍本諸廣用之音協之古

韻之切字母七音淸濁四聲靡不究其源委以復乎正”

9) 실음에 근거한 한자음의 교정이 유독 성의 교정에서 두드러져 보이는데, 그 이유를 자

세히 알기는 어렵다. 다만 국의 통 운서와 운도에서 聲母에 한 설명은 매우 자세히 

이루어져 있으나 韻母에 해서는 명확한 해설을 하고 있지 않다는 을 고려하면 한자음

을 교정할 때 실음을 보다 많이 참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리고 동국정

운한자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과 종성에서도 실음을 참고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특

징이 있는데, 즉, 성의 경우 全淸(ㄱ, ㄷ 등)과 次淸(ㅋ, ㅌ 등), 淸音(ㄱ, ㄷ 등)과 濁音

(ㄲ, ㄸ 등)을 확실히 구분한 것은 운서와 운도에 나타나는 어음 자질을 반 한 결과이나, 

頭와 上을 구분하지 않고, 齒頭와 正齒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실음을 따른 조치이

다. 그리고 종성의 경우 ‘ㄹ’을 ‘ㄷ’이 아닌 ‘ㅭ’으로 교정한 것은 실한자음을 그 로 받아

들이면서 入聲의 ‘促急’한 청각  인상만을 더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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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옛날의 시는 그 음을 맞출 뿐이었다. �詩經�으로부터 漢, 魏, 晉, 唐의 여러 시

인들도 하나의 가락에만 구애 받은 은 없다. 東韻과 冬韻, 江韻과 陽韻 같은 것이 어

 운이 달라 서로 맞출 수 없겠는가.10)10)

한국어와 국어의 모음 체계가 완 히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兩  간의 

응은 一 多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복수의 국어 모음이 한국어 모음 체계에

서 하나의 동일한 모음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은 운을 나

는데 있어 실음의 이러한 경향을 그 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의 문

장은 국어 韻母가 �廣韻� 206韻 이후 차 축소되어 가는 경향을 지 한 것이

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국어 韻母를 모두 반 할 수 없었던 실음 성을 

교정하지 않은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揯觥肱公江弓京｣ 운부에 속한 14개 각 운의 정운음과 실음의 

성 출  비율을 검토하기로 한다. 

 

1) 揯운부

먼  ���운에는 曾攝 1等인 登韻과 3等인 蒸韻11)이11) 응된다. 이 운에 해당하는 

수록자는 258자인데, 이 가운데 실음이 남아 있는 것은 87자이다. 실음의 성 

출  비율은 ｢ㅡ(71)ㅓ(6ㆍ(3)ㅣ(3)ㆎ(2)ㅗ(1)ㅕ(1)｣로 나타난다. 즉 정운음의 

성이 실음의 성을 그 로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음을 다시 聲

母 단 로 세분하여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고음 七音별 실음의 성 비율

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0) �東國正韻� 권1, (建國大學校出版部 인본 14-15면). “盖古之爲詩也協其音而已自三百篇

而降漢魏晉唐諸家亦未嘗拘於一律如東之 冬江之 陽之類豈可以韻別而不相通協哉”

11) 이하 �東國正韻�의 91운을 나타낼 때는 ‘X운’이라고 나타내며, 고음의 韻을 나타낼 때

는 ‘X韻’이라고 쓰기로 한다. 한 開口韻의 경우 달리 표시하지 않고 合口韻의 경우에만 

合口라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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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운의 실음의 성

韻母 七音 실음

登開1曾 牙音(1612)12)) ｢ㅡ｣肯克剋(3) ｢ㆍ｣亙刻(2)

登開1曾 頭(48) ｢ㅡ｣登燈等鐙凳橙得忒慝騰縢藤鄧特能(15) ｢ㅓ｣德(1)

登開1曾 脣音(43) ｢ㅡ｣崩北朋䳟 踣墨默冒(9) ｢ㅗ｣蔔(1)

登開1曾 齒頭(26) ｢ㅡ｣增矰憎罾曾(精)則層曾(従)贈僧(10) ｢ㅓ｣賊(1) ｢ㆎ｣塞(1)

登開1曾 喉音(3) ｢ㅡ｣黑(1) ｢ㆍ｣恆(1)

登開1曾 半 (15) ｢ㅡ｣楞勒肋(1)

蒸開3 曾 牙音(23) ｢ㅡ｣兢矜亟棘襋極凝(7)　

蒸開3曾 齒頭(19) ｢ㅡ｣甑卽繒(3) ｢ㅣ｣稷(1)

蒸開3曾 照2(15) ｢ㅡ｣側仄廁測惻(5) ｢ㆎ｣昃(1)

蒸開3曾 喉音(35) ｢ㅡ｣膺應(平)鷹應(去) (平) (去)蠅(7) ｢ㅓ｣ 臆憶抑(4) ｢ㅣ｣孕媵(2)

蒸開3曾 半 (15) ｢ㅡ｣陵凌綾䔖菱力(6) ｢ㅕ｣力 (1)

 

<표 3>을 통하면 정운음과 실음의 성이 거의 부분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3)13)그런데 蒸韻 喉音 入聲字의 경우 매우 외 으로 실음의 성이 빠

짐없이 ㅓ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성이 모두 ㅡ로 교정되었다. 자세히 말하면 

�東國正韻�에는 11자 ｢ 意臆 �憶檍醷繶薏抑｣의 蒸韻 喉音 入聲字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실음이 확인되는 것은 4자 ｢ 臆憶抑｣이다. 이들의 실음은 

모두 ‘억’으로 나타나지만 정운음의 성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

기는 어려우나 ‘���’의 舒聲에 해당하는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연  지어 

다음과 같이 해석해 볼 수 있다. 운서의 편찬자들은 淸濁과 四聲을 변해서는 안 

12) �東國正韻� 수록자의 수를 나타낸다. 下同

13) 참고로 이것은 �東國正韻� 체 수록자를 조사한 결과가 아니며 수록자 가운데 실음 

자료가 남아 있는 자들의 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운음의 성과 비교한 결과이

다. 를 들어 <표 3>에서 [登開1曾 頭]의 경우 �東國正韻�의 수록자는 48자이나 이 가

운데 실음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이 16자 밖에 없는데 이 16자 가운데 성이 ‘ㅡ’로 나

타나는 것이 15자, ‘ㅓ’로 나타나는 것이 1자이므로 실음의 성은 ‘ㅡ’로 나타나는 경

향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登開1曾 頭]의 정운음의 성은 실음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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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어음의 기본 자질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것은 ｢序｣ 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음은 비록 달라져도, 淸濁과 四聲은 곧 와 같다.14)14)

       

운에는 四聲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하므로 ‘���’이라는 운이 세워지기 해서

는 入聲과 짝을 이루는 舒聲 ‘���’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舒聲의 실음이 부분 

‘���’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들을 무리하게 ‘���’으로 교정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

러한 이유로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은 蒸韻 喉音 入聲의 ․종성을 모두 ‘���’으로 

교정하 을 가능성이 있다.15)15)     

본고에서는 실음에 다수 나타나지만 �東國正韻�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음 이

라는 뜻에서 이와 같은 교정 유형을 ‘음 제약’이라고 부르기로 한다.16)16)참고로 

운부의 �	
운에도 ‘음 제약’에 의해 교정된 가 있는데, 止攝의 支韻과 脂韻 合口

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의 실음 성은 支韻의 경우 ㅟ가 6자 ｢潙危爲萎委餧｣, 

ㅞ가 6자 ｢詭攱跪毀燬毀｣ ㅣ가 1자 ｢庋｣로 나타나며, 脂韻의 경우 ㅟ가 3자 ｢龜喟

位｣, ㅞ가 7자 ｢軌簋匱櫃饋蕢簣｣, ㅠ가 2자 ｢逵帷｣, 그리고 ㅜ와 ㅚ가 각각 1자씩 

14) �東國正韻� 권1, (建國大學校出版部 인본 11면). “其音雖變, 淸濁四聲則猶古也” 

15) 四聲의 오류를 교정하는 것이 과연 四聲을 고루 갖추게 한다는 것과 일치하는지에 해

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운서와 운도를 살펴보면 入聲韻은 陽聲韻에 

짝이 되어 나타날 뿐 入聲韻 만이 단독으로 세워진 운은 찾을 수 없다. 한 <표 2>를 

보더라도 �東國正韻�의 운류 가운데 入聲韻이 독립되어 있는 운류는 없다는 을 참고로 

하면 入聲韻과 陽聲韻의 계는 더욱 명확해 진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동국정운한자음에

는 入聲 ｢닉․육․․｣ 등의 짝이 되는 陽聲 ｢․․․���｣ 등의 음 형이 보이지 

않으며 陽聲 ｢․․｣ 등의 짝이 되는 入聲 ｢쾩․꼭․녹｣ 등의 음 형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본고에서 말하는 陽聲 운류와 入聲 운류의 계와는 련이 없다. 왜냐하

면 본고에서 쓰고 있는 ‘운류’는 성과 종성의 조합의 개념에 해당하므로 ‘’과 ‘���’, ‘���’

과 ‘��	’ 등이 陽聲과 入聲 운류의 짝을 이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6) 여기서의 ‘제약’은 음운론에서 쓰이는 ‘제약(constraint)’과는 아무런 계가 없으며 단지 

‘허용되지 않은 음 ’이라는 뜻을 나타내기 해 쓰인 용어이다. 의미상의 혼란을 피하기 

해 추후 한 용어로 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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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晷｣ ｢愧｣ 나타난다. 따라서 支․脂韻 合口을 ���운으로 분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특히 脂韻의 경우는 더욱 그 다. 그러나 이들 성은 모두 ㅟ로 

교정되었는데, 그것은 ���운을 따로 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운을 독립시킬 수 없었던 것은 이 合口와 짝을 이루는 開口 ��운이 없었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운을 살펴보면 이 운에는 曾攝 3等 蒸韻이 응되는데, 수록자 157

자 가운데 53자의 실음이 확인된다. 七音별 성의 분포를 보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운의 실음의 성

韻母 七音 실음

蒸開3曾 上(32) ｢ㅣ｣徵敕�飭澄直匿(7) ｢ㅡ｣澄(1)

蒸開3曾 脣音(12) ｢ㅣ｣冰憑馮(3)

蒸開3曾 齒頭(2) ｢ㅣ｣息(1)

蒸開3曾
正齒(82)

(照3)

｢ㅣ｣職織稱稱秤式識軾拭食蝕�寔殖植(15)

｢ㅡ｣蒸拯承證秤升昇陞勝勝繩乗承丞乗(15)

蒸開3曾 照2(2) ｢㱡․冼｣　

蒸開3曾 喉音(18) ｢ㅣ｣弋杙釴翼翊翌(6)

蒸開3曾 半齒(9) ｢ㅣ｣仍(1)

正齒音 照3系를 제외하면 정운음의 성이 실음의 그것을 그 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照3系의 실음 성은 ㅣ와 ㅡ로 나타나는데 그 출  비율이 

15:15로 완 히 같다. 따라서 이들을 ���운이 아닌 ���운으로 분류해도 실음의 경

향을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照3系를 모두 ���운으로 

분류한 까닭은 正齒音의 실음이 照2系와 照3系로 나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中古音에서 正齒音의 照2系는 2等韻에만 나타나고,17)17)照3系 3

等韻에만 나타난다. 즉 같은 正齒音이 결합하는 운모에 따라 2等(洪音)과 3等(細

17) 사실상 照2系는 2等韻과 3等韻에 모두 나타나지만 3等韻에 나타나는 경우에도 2等에 나

타나는 照2系와 동류로서 互切한다. 최 애, 2000 � 국어음운학�, 통나무, 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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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18)으로18)나뉘는 것이다. 蒸韻 正齒音의 실음은 照2系와 照3系의 이러한 차이

를 잘 반 하고 있다. 운서의 편찬자들은 洪細를 구별하는 실음의 특징을 반

하기 해 照2系와 照3系의 성을 ‘ㅡ’와 ‘ㅣ’로 나 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

는 이와 같은 교정 유형을 ‘洪細구별’이라고 부른다. 이는 정운음 반에 걸쳐 확

인되는 교정 유형인데, 다만 실음에서 洪細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東國正

韻�에서도 그것을 나 지 않았다.

���운에는 梗攝 2等(庚韻과 耕韻) 358자와 曾攝 蒸韻 生母 入聲 3자가 속해 있

다. 梗攝 2等 가운데 120자의 실음이 확인되는데 七音별 성을 정리하면 다음

의 표와 같다.   

<표 5> �
�운의 실음의 성

韻母 七音 실음

庚開2梗 牙音(44)
｢ㆎ｣更羹秔梗哽更格坑客額(10)　

｢ㅕ｣庚鶊更粳梗鯁綆格骼徦假(11) ｢ㅏ｣骼(1)

庚開2梗 上(39) ｢ㆎ｣坼 澤檡擇搦(7) ｢ㅕ｣丁斥棖鋥翟(5) ｢ㅏ｣瞠瞠拆(3)

庚開2梗 端母泥母(8) ｢ㅕ｣打(1)　

庚開2梗 脣音(74)
｢ㆎ｣百伯栢烹拍珀魄彭白帛舶盲虻猛孟陌貊驀(18)

｢ㅕ｣輧黽(2) ｢ㅏ｣迫拍珀(3)　

庚開2梗 照2(34) ｢ㆎ｣笮鐺生笙牲鉎鼪甥省(9) ｢ㅕ｣猩(1) ｢ㅏ｣鐺(1)

庚開2梗 匣母(11) ｢ㆎ｣行桁杏行(4) ｢ㅕ｣衡(1)　

庚開2梗 半 (1) ｢ㆎ｣冷(1)

耕開2梗 渓母(7) ｢ㆎ｣鏗(1) ｢ㅕ｣硜牼(2)

耕開2梗 上(12) ｢ㅕ｣謫(1)

耕開2梗 脣音(45) ｢ㆎ｣甍萌氓麥(4) ｢ㅕ｣迸迸薜檗擗辟(6) ｢ㅡ｣繃綳棚(3)

耕開2梗 照2(34) ｢ㆎ｣爭箏諍責嘖策冊柵索(9) ｢ㅕ｣諍幘(2)

耕開2梗 影母匣母(49) ｢ㆎ｣鸚櫻鸎厄阸軛莖幸覈核(10) ｢ㅕ｣罌翮(2)

蒸開3曾 生母(3) ｢ㆎ｣色嗇穡(3)

18) 中古音의 四等은 1․2等과 3․4等으로 이분되는데, 1․2等을 묶어서 洪音이라 하고, 3․4

等을 묶어서 細音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江永의 �音學辨微�의 “一等洪大, 二等次大, 三四

皆細, 四等尤細”라는 구 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최 애, 2000 � 국어음운학�, 통나

무, 2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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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蒸韻 生母의 경우 수록자 3자의 실음이 모두 ‘’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운음의 성이 실음을 수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生

母가 正齒音 照2系의 全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蒸韻의 照2系(莊․初․崇母)가 

모두 ���운에 속해있는 것과는 달리 生母만이 ���운으로 분류되어 있는 이 특징

이다. ���운에는 莊母가 8자 ｢側昃�仄�廁㳁稄｣, 初母가 5자 ｢測惻�畟稷｣, 崇母가 

2자 ｢崱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가운데 실음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모두 6자

이다. 聲母별 성의 분포를 살펴보면 莊母의 실음 성이 ‘ㅡ(3)’와 ‘ㆎ(1)’로 

나타나고, 初母의 성이 모두 ‘ㅡ(2)’로 나타난다. 즉 照2系의 정운음 성이 모두 

실음의 경향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梗攝 2等 庚韻과 耕韻은 重韻 계에 있는 운이다. 重韻이란 같은 攝에 속하면

서 開合과 等이 완 히 같은 韻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1等과 2等에만 

나타나는 상이다.19)19)그런데 이들의 실음을 살펴보면 重韻의 차이를 반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표 5>와 <표 15>를 근거로 庚韻과 耕韻의 실음과 정운음

의 성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韻 七音   실음 성 정운음 성    

庚韻 牙音 ㆎ(10) ㅕ(11) ㅏ(1) ㆎ

耕韻 牙音(見母제외) ㆎ(1) ㅕ(2) ㆎ

庚韻 音 ㆎ(7) ㅕ(6) ㅏ(3) ㆎ

耕韻 音 ㅕ(1) ㆎ

庚韻 脣音 ㆎ(18) ㅕ(2) ㅏ(3) ㆎ

耕韻 脣音 ㆎ(4) ㅕ(6) ㅡ(3) ㆎ

庚韻 齒音 ㆎ(9) ㅕ(1) ㅏ(1) ㆎ

耕韻 齒音 ㆎ(9) ㅕ(2)   ㆎ

庚韻 喉音(曉母제외) ㆎ(4) ㅕ(1) ㆎ

耕韻 喉音 ㆎ(10) ㅕ(2) ㆎ

庚韻 曉母 ㅕ(2) ㅕ

耕韻 見母 ㅕ(5) ㅕ

19) ｢咍(灰2))泰｣ ｢皆佳夬｣ ｢庚耕｣ ｢東冬｣ ｢刪山｣ ｢覃談｣ ｢咸銜｣이 重韻 계에 있는 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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耕韻의 音을 제외한다면 以上의 비교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庚韻과 耕韻의 실음의 성이 ㆎ와 ㅕ로 뒤섞여 나타나는 경우 정운음의 성은 

ㆎ를 따랐다. 그러나 실음의 성이 ㅕ로만 나타나는 경우 정운음의 성은 ㅕ

를 따랐다. 이것은 어쩌면 ‘洪細구별’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즉, 梗攝의 

2等 庚․耕韻과 3․4等 庚․淸․靑韻을 되도록 나 려고 했던 편찬자들의 의도를 

반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만 耕韻의 音을 ���운으로 분류

한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다.  

2) 觥운부 肱운부

���운에는 曾攝 登韻 合口와 梗攝 2等 合口가, �	�운에는 曾攝 登韻 合口가 응

된다. ���운에는 모두 107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	�운에는 6자가 수록되어 있는데, 

실음이 남아있는 것은 각각 12자와 4자에 불과하다. 七音별 실음의 성 분포

는 다음의 <표 6> <표 7>과 같다. 

<표 6> ���운의 실음의 성

韻母 七音 실음

庚合2梗 牙音(11) ｢ㅚ｣觥(1) 

庚合2梗 喉音(31) ｢ㅚ｣橫(1)

耕合2梗 牙音(12) ｢ㅚ｣馘(1) ｢ㅜ｣蟈膕(2)

耕合2梗 喉音(46) ｢ㅚ｣宏紘畫獲(4)

登合1曾 匣母(7) ｢ㅗ｣弘或惑(3)

<표 7> ���운의 실음의 성

韻母 七音 실음

登合1曾 見母(3) ｢ㅜ｣國囯(2) ｢ㅚ｣肱(1) ｢ㅡ｣肱(1)

登合1曾 曉母(3) ｢ㅜ｣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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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에 의하면 登韻 合口의 실음 가운데 성이 ㅚ로 나타나는 자가 한 

자도 없다. 한 <표 7>을 통해 �	�운에 속한 자 가운데 실음의 성이 ㅟ로 

나타나는 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운음의 성이 실음을 바탕으로 교정되었다는 제에 따르면 登韻 

合口는 ���운 는 ���운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梗攝의 경우에도 실음의 성이 

부분 ㅚ로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성이 ㅜ로 나타나는 가 있다. 그러나 운

서의 편찬자들은 실음의 경향을 무시하고 이들을 모두 ���과 �	�운에 귀속시켰는

데, 그 이유는 아마도 曾․梗攝을 通攝과 구별하는데 있다고 생각된다. 즉, ���운과 

���운은 각각 公운부와 弓운부에 속하는데 후술하겠지만 두 운부에는 中古音 通攝

이 응된다. 따라서 실음에 맞추어 曾․梗攝의 合口 일부를 ���운 는 ���운으

로 분류하면 曾․梗․通攝이 서로 섞이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표 6․7․

8․9․13․14․15․16>을 보면 알 수 있듯이 曾․梗攝의 合口  일부를 제외하면 

실음에서 두 攝이 通攝과 섞이는 는 거의 없다. 즉, 운서의 편찬자들은 이와 

같은 실음의 경향을 바탕으로 曾․梗攝은 서로 넘나드는 것은 허용했지만20)
20)두 

攝이 通攝과 서로 섞이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소 억지스럽

기는 하지만 曾․梗攝의 合口를 ���과 ���운으로 분류한 것은 실제 어음을 정확히 

표기함과 동시에 운서의 체계를 바로잡기 한 부득이한 조치 다고 볼 수 있다. 

와 같은 교정 유형을 본고에서는 ‘운부구별’이라고 부르는데, �東國正韻�에서

는 아래의 26운부와 中古音 16攝의 응에서 벗어난 실음의 성을 모두 교정하

다.

  

公․弓운부:通攝(東冬鍾韻21)) 21) 

江운부:江(江韻)․宕攝(陽唐韻)  

揯․觥․肱․京운부:曾(蒸登韻)․梗攝(庚耕淸靑韻)

根․昆․君운부:臻攝(眞諄臻文欣魂痕韻)  

干․鞬운부:山攝(元寒桓刪山先仙韻)

20) 국어 음운사 측면에서 보더라도 고음 후기에 曾攝과 梗攝이 합류한다.

21) 호 안은 16攝에 속하는 206韻 가운데 平聲만을 표기한 것이다. 下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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簪운부:深攝(侵韻)  

甘․箝운부:咸攝(覃談鹽添咸銜嚴凡韻)

高운부:效攝(蕭宵肴豪韻)  

鳩운부:流攝(尤侯幽韻)

貲․傀운부:止攝(支脂之微韻) (蟹攝)  

佳․ ․雞운부:蟹攝(齊祭泰佳皆夬灰咍廢韻)․止攝(支脂之微韻)  

孤․拘․居운부:遇攝(魚虞模韻)  

歌운부:仮(麻)․果攝(歌戈韻)     

한편 登韻 合口를 ���운과 �	�운으로 나  것은 실음의 경향을 반 하 다고 

해석할 소지가 있다. 登韻 合口의 실음을 살펴보면 聲母에 따라 성이 나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匣母의 성이 ㅗ로 나타나며 見母와 曉母의 성이 주로 ㅜ

로 나타나는 것이다.22)22)�東國正韻�에서는 登韻 合口 匣母를 ���운으로, 見母와 曉母

를 �	�운으로 분류하 는데, 이는 와 같은 실음을 고려하여 分韻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3) 公운부

公운부에는 ���운과 ���운이 해당되며 이들은 中古音 通攝과 응된다. 먼  ���운

에는 通攝 1等 東韻과 冬韻, 그리고 3等 鍾韻이 속하는데, �東國正韻�의 수록자수

는 704자이며 이 가운데 184자의 실음 자료가 남아 있다. 실음의 성 분포를 

七音별로 나 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22) 伊藤智ゆき는 開口의 경우 見․曉母의 성이 주로 ㅡ로 나타나는데 비해 匣母의 성은 

ㆍ로 나타나며, 合口의 경우 前 의 성이 ㅜ로, 後 의 성이 ㅗ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근거로 登韻의 실음이 聲母에 의해 결정된다고 지 하 다. 伊藤智ゆき, 2007 �朝鮮漢

字音硏究�, 汲古書院, 208면. 반면 河野六郞은 실음의 ․종성이 ��� 는 ��으로 나타

나는 것이 b層에 속하는 음이며 ���으로 나타나는 것이 후기에 속하는 d層에 속하는 음이

라고 해석하 다. 河野六郞, 1979 �河野六郞著作集� 2, 平凡社, 5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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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운의 실음의 성

韻母 七音 실음

東合1通 牙音(44) ｢ㅗ｣公工功攻貢穀轂谷空箜悾孔鞚哭(14)

東合1通 頭(100)
｢ㅗ｣東董蝀凍棟湩通侗桐桶痛禿鵚同筒桐銅童僮瞳動洞峒衕慟牘讀讟瀆櫝

匵犢獨韣髑(35) 

東合1通 重脣(72) ｢ㅗ｣卜扑醭蓬篷逢僕蒙矇蠓木沐(12)

東合1通 齒頭(88) ｢ㅗ｣鬉總鏃蔥聰叢族 速餗(10)

東合1通 喉音(41) ｢ㅗ｣翁塕甕屋汞洪葒烘紅虹鴻鬨斛槲(14)

東合1通 半 (61) ｢ㅗ｣聾櫳嚨籠竉 祿�鹿漉轆麓簏(13)

東合3通 輕脣(64) ｢ㅗ｣福幅輻蝠腹覆蝮鳳伏茯茯馥服鵩(14) ｢ㅜ｣風楓諷風豐馮(6)　

東合3通 明母(21) ｢ㅗ｣懜夢目苜睦牧�繆(8)

冬合1通 牙音(8) ｢ㅗ｣谷告(2)

冬合1通 頭(31) ｢ㅗ｣冬篤統統彤毒纛濃農膿(10) 

冬合1通 齒頭(13) ｢ㅗ｣宗綜宋(3)

冬合1通 喉音(9) ｢ㅗ｣沃鋈鵠(3)

鍾合3通 牙音(54) ｢ㅗ｣恭供拱供恐曲筇蛬共禺玉獄(12)

鍾合3通 頭(4) ｢ㅗ｣醲濃(2)

鍾合3通 輕脣(41) ｢ㅗ｣ 丰蜂峯鋒烽捧縫奉俸幞襆(12)

鍾合3通 照3(2) ｢ㅗ｣束(1)　

鍾合3通 喉音(41) ｢ㅗ｣�癰饔雍擁壅雍壅(8)｢ㅜ｣旭勗(2)

鍾合3通 半 (10) ｢ㅗ｣録綠菉(3)　

<표 8>에 의하면 1等 東韻 輕脣 일부와 3等 鍾韻의 喉音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실음의 성이 ㅗ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東韻 輕脣의 경우 총 20자 가운

데 6자의 성이 ㅜ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나머지 14자의 성이 ㅗ로 나타나기 때

문에 실음의 성이 ㅗ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따라서 ���

운의 정운음의 성은 실음에 따라 교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운에는 通攝 3等 鍾韻2이 응되는데 부 207자가 수록되어 있으

며 이 가운데 실음 자료가 남아 있는 것은 60자이다. 七音별 성의 분포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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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운의 실음의 성

韻母 七音 실음

鍾合3通 上(16) ｢ㅛ｣塚寵(3) ｢ㅠ｣躅(1)　

鍾合3通 齒頭(54) ｢ㅛ｣縱從蹤縱足從竦聳松 誦訟續俗(14) ｢ㅗ｣促趣竦駷粟(5)

鍾合3通 照3(50) ｢ㅛ｣鍾鐘腫踵種種燭屬觸 贖蜀屬(13) ｢ㅠ｣衝(1) ｢ㅘ｣�(1)

鍾合3通 喉音(52) ｢ㅛ｣容鎔庸傭墉涌湧埇 踴蛹勇用欲慾浴谷(17)

鍾合3通 半 (11) ｢ㅛ｣龍(1) ｢ㅗ｣壟(1)　

鍾合3通 半齒(24) ｢ㅛ｣宂辱褥(3)

半 의 실음의 성이 ㅛ와 ㅗ로 나뉘는 것을 제외하면 鍾韻의 실음의 

성은 ㅛ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운의 정운음 성 역시 실음을 따

랐다고 볼 수 있다.  

4) 江운부

江운부에는 ���운, ���운, ���운이 속하며, 中古音 16攝 가운데 江攝과 宕攝이 응

된다. 먼  ���운을 살펴보면 이 운에는 江攝 2等 江韻과 宕攝 1等 唐韻, 3等 陽韻

이 속한다. 이들의 실음의 성은 거의 부분 ㅏ로 나타나는데, 七音별 성의 

분포는 <표 10>과 같다. 

<표 10> ���운의 실음의 성

韻母 七音 실음

江独2江 牙音(68) ｢ㅏ｣江矼扛講港絳降洚覺角桷腔殼嶽 (15) ｢ㅘ｣確(1)

江独2江 重脣(65) ｢ㅏ｣邦樸朴龐棒蚌雹骲厖邈藐(11)

江独2江 喉音(47) ｢ㅏ｣幄握肛 缸 巷鶴确(9)｢ㆍ｣學鷽(2)

唐開1宕 牙音(92) ｢ㅏ｣剛綱亢�各閣康糠炕伉昂枊諤愕鍔蕚(16)

唐開1宕 頭(103) ｢ㅏ｣當璫襠黨當湯帑儻盪託托橐籜唐塘糖螗 螳棠蕩盪鐸度囊曩諾(27)

唐開1宕 重脣(91) ｢ㅏ｣榜謗博餺煿粕膊濼傍房彷箔薄簿忙莽蟒莫漠膜幕(21)

唐開1宕 齒頭(58) ｢ㅏ｣臧贓葬作倉蒼鶬錯藏藏昨柞怍鑿桑喪顙磉嗓�喪索(22)

唐開1宕 喉音(72) ｢ㅏ｣盎惡 矐壑航吭 沆		
 貉(14)

唐開1宕 半 (48) ｢ㅏ｣郞廊狼稂浪洛落酪絡駱珞 驝(13)

陽開3宕 牙音(50) ｢ㅏ｣薑疆彊韁礓姜襁腳羌蜣却彊彊滰仰仰虐瘧(18)

陽合3宕 輕脣(57) ｢ㅏ｣方坊昉放舫芳紡訪防坊魴縛亡忘鋩網魍輞罔妄望(21)

陽開3宕 照2(39) ｢ㅏ｣莊粧裝壯瘡創霜孀爽牀床狀(12) ｢ㅘ｣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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江韻 牙音 가운데 1자 ｢確｣의 성이 ㅘ로, 喉音 가운데 2자 ｢學鷽｣의 성이ㆍ

로 나타나고, 陽韻 照2系  1자 ｢孀｣의 성이 ㅘ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면 

江․唐․陽韻의 실음은 거의 부분 ㅏ로 나타난다. 따라서 ���운의 정운음의 

성은 실음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운에는 宕攝 3等 陽韻만이 응된다. 이 운의 실음의 성은 부

분 ㅑ로 나타나는데 喉音 가운데 3자 ｢秧殃鴦｣의 성이 ㅏ로 나타나는 것을 제외

하면 외는 없다. 즉, ���운의 정운음 성 역시 실음의 성을 따르고 있다고 

야 한다. 참고로 七音별 성의 분포는 <표 11>과 같다.

<표 11> ���운의 실음의 성

韻母 七音 실음

陽開3宕 上(41) ｢ㅑ｣張長帳漲脹著韔長㙊腸丈杖仗仗著娘釀(17)

陽開3宕 齒頭(88)
｢ㅑ｣ (平)槳漿 (去)醬爵雀槍搶鵲芍牆檣嬙薔匠㬭襄驤相(平)緗箱

廂想鯗相(去)削詳祥翔庠象像橡(34)

陽開3宕 照3(113)
｢ㅑ｣章彰獐掌障嶂灼酌妁勺芍繳昌菖娼廠唱綽商觴傷賞餉爍常裳嘗償

尚(平)上(上)尚(去)上(去)杓(33)

陽開3宕
喉音

(104)

｢ㅑ｣約香鄕響嚮饗曏享向陽楊揚烊羊洋養養樣恙煬藥躍爚鑰籥

(25) ｢ㅏ｣秧殃鴦(3)

陽開3宕 半 (40) ｢ㅑ｣良蜋量糧梁涼兩魎諒亮量略掠(13)

陽開3宕 半齒(22) ｢ㅑ｣禳攘瓤壤攘讓弱若箬(9)

마지막으로 ���운에는 江․唐․陽韻의 合口가 응된다. 총 60자의 실음 자료

가 남아 있는데, 七音별 성 출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2> ���운의 실음의 성

韻母 七音 실음

唐合1宕 牙音(36) ｢ㅘ｣光廣郭槨爌纊壙鞹鞟(9)

唐合1宕 喉音(86) ｢ㅘ｣汪艧蠖荒霍彍黃潢皇凰篁煌隍蝗惶徨幌穫鑊(19) ｢ㅚ｣彍(1)

江独2江 上(39) ｢ㅘ｣ (1) ｢ㅏ｣卓琢啄椓 幢濁濯(8)

江独2江 照2(35) ｢ㅘ｣雙(1) ｢ㅏ｣捉䆫鋜雙瀧朔槊數(8)　

陽合3宕 牙音(38) ｢ㅘ｣誑誆钁匡筐躩狂王往王(10) ｢ㅑ｣籰(1)

陽合3宕 喉音(13) ｢ㅘ｣枉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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宕攝에 속하는 唐韻과 陽韻의 실음의 성이 거의 부분 ㅘ로 나타나는 데 

비해 江韻의 실음의 성은 ㅏ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즉, 宕攝의 실음은 받

아들인 반면 江韻의 ․齒音의 실음은 수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江韻의 

실음을 모두 교정한 이유는 실음의 성이 合口를 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편찬자들은 開合을 淸濁 四聲과 마찬가지로 변해서는 안 될 자질로 인식하고 있었

던 것으로 생각된다. �東國正韻� 반에 걸쳐 開合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데, ｢序｣에 보이는 다음의 문장을 통해서도 편찬자들

의 개합에 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소리가 이미 나니 七音이 스스로 갖추어지고, 七音이 갖추어지니 四聲이 한 갖추

어진다. 七音과 四聲이 가로세로로 서로 사귀어 淸濁, 輕重, 深淺, 疾徐가 자연스럽게 

생겨난다.23)23) 

여기서 淸濁, 輕重, 深淺, 疾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어음 자질로 볼 수 있는

데, 이 가운데 輕重은 開合의  다른 표 이다.24)24)즉, 江韻 ․齒音의 교정은 開

合을 구별하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교정 유형을 ‘開合

구별’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江韻이 본래 開合의 구분이 없는 韻이었다는 이다. 

江韻은 中古音 후기에 와서야 音과 齒音이 合口로 변하 다. 기 韻圖인 �韻鏡�

과 �七音略�에서는 江韻의 開合이 나뉘어 있지 않으나 후기 韻圖인 �切韻指南�에

서는 脣․牙․喉音이 開口, ․齒音이 合口로 나뉘어 있다는 이 그 사실을 뒷

받침해주고 있다.25)25)뿐만 아니라 江韻 ․齒音의 홍무정운역훈 한자음을 확인한 

23) �東國正韻� 권1, (建國大學校出版部 인본 9면). “聲旣生而七音自具, 七音具而四聲亦備. 

七音四聲經緯相交, 而淸濁輕重深淺疾徐生於自然矣.”

24) �韻鏡� �切韻指掌圖� �切韻指南�에서는 開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반면 �七音略�과  

�四聲等子�에서는 重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開合과 重輕은 같은 의미를 가

리킨다. 

25) 후기 韻圖인 �四聲等子�와 �切韻指掌圖�에서는 江攝과 宕攝이 합쳐져 開口와 合口로 나

뉘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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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古音을 반 한 正音의 성이 ㅏ로 15세기 당시의 국음을 반 한 俗音의 

성이 ㅘ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知․澄　　  徹　　   娘　   荘　   初․生　　  崇　　   來

舒声　  正ㅏ俗ㅘ   正ㅏ俗ㅘ   없음   없음   正ㅏ俗ㅘ   正ㅏ俗ㅘ   없음　

入声　    正ㅘ　     없음　　 正ㅏ　 正ㅘ　 正ㅏ俗ㅘ　　 正ㅏ　　 正ㅏ

한 실음 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계로 <표 10>에 싣지 않았으나 �東國正韻�

의 ���운에는 江韻 徹母( 上次淸) 入聲이 2자 ｢逴踔(敕角切), 初母(照2系次淸) 入

聲이 12자 ｢娖�孎齪齱�促擉捒捔昔(測角切)｣ 수록되어 있다. 江韻의 ․齒音이 

合口로 처리된 사실을 근거로 하면 이들의 정운음은 각각 ·톽과 ·촥이 되어야 하

지만 실제로는 ·탁과 ·착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古今韻 擧要�의 字母韻을 따른 

것이다.26)26)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이 하나의 韻書

나 韻圖에 따라 開合을 구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헌을 참고로 하여 신 히 開

合을 나 었음을 알 수 있는데, 주로 中古音 後期 이후의 자료를 참고로 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27)27) 

5) 弓운부

弓운부에는 ���운과 ���운이 속해있으며 두 운에는 中古音 通攝 3等 東韻과 鍾韻

이 응된다. ���운에는 56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실음이 확인되는 것

26) �古今韻 擧要�에서 逴과 娖은 ‘各’字母韻에 속하며 合口가 되지 않은 외에 속한다. 化

登正宏, 1978 ｢古今韻会挙要 ー韻類について｣、�山形大学紀要(人文科学)�　9-1(조운성, 

2011 ｢�동국정운� 한자음의 성모와 운모 체계 연구｣, 박사학  논문, 연세 학교 학원, 

51-52면에서 재인용). 

27) �東國正韻�이 참조한 韻書 는 韻圖를 확실히 명시한 문헌은 없으나 �東國正韻�  �洪

武正韻譯訓�의 ｢序｣ 등을 참고로 하면 ｢�切韻�․�四聲韻譜�․�切韻指掌圖�․�經世聲音唱

和圖�․�古今韻 �( 는 �古今韻 擧要�)․�洪武正韻�․�七音略�․�中原雅音�․�蒙古韻略�

․�禮部韻略�｣ 유창균, 1966 �東國正韻硏究� 硏究篇, 형설출 사, 118-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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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자이다. 모든 실음의 성이 ㅜ로 나타나므로 여기에 해서는 議論의 여

지가 없다. ���운에는 186자가 수록되어 있으며 실음이 남아 있는 것은 60자이다. 

東韻 齒頭․照3系․喉音의 일부가 성 ㅛ로 나타나지만 부분의 실음 성이 

ㅠ로 나타난다. ���운과 ���운의 실음의 성을 七音별로 보이면 <표 13> <표 14>

와 같다. 

<표 13> ���운의 실음의 성

韻母 七音 실음

東合3通 牙音(37) ｢ㅜ｣弓躬宮菊鞠掬鵴穹芎麴窮(11)

東合3通 喉音(16) ｢ㅜ｣郁澳燠雄熊(5)

鍾合3通 牙音(3) ｢ㅜ｣局(1)

<표 14> ���운의 실음의 성

韻母 七音 실음

東合3通 上(41) ｢ㅠ｣中忠衷中竹竺築蟲沖翀仲逐軸舳柚(15)

東合3通 齒頭(24) ｢ㅠ｣䠞嵩肅宿蓿夙(6) ｢ㅛ｣菘(1)

東合3通 照2(10) ｢ㅠ｣縮蹜崇(3)

東合3通 照3(38) ｢ㅠ｣衆祝粥充茺菽叔倏孰熟塾淑(12) ｢ㅛ｣終螽(2)

東合3通 喉音(17) ｢ㅠ｣畜融育鬻(4) ｢ㅛ｣肜(1)

東合3通 半 (20) ｢ㅠ｣隆窿癃六陸蓼戮僇(8)

東合3通 半齒(9) ｢ㅠ｣戎肉(2)

鍾合3通 上(6) ｢ㅠ｣重(平)重(上)重(去)(3)　

鍾合3通 喉音(21) ｢ㅠ｣胷兇凶(3)　

6) 京운부

京운부에는 ���운과 ���운이 속하는데 ���운에는 梗攝 2等 庚․耕韻, 3等 庚․淸韻, 

4等 靑韻, 그리고 曾攝 3等 蒸韻이 응되고, ���운에는 梗攝 3等 庚․淸韻, 4等 靑

韻의 合口와 曾攝 3等 蒸韻 合口가 응된다. 먼  ���운의 실음의 분포를 七音

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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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운의 실음의 성

<표 15>에 의하면 梗攝 庚․耕韻, 庚․淸韻, 靑韻에 속하는 789자 가운데 실

음 자료가 남아 있는 281자의 성이 거의 부분 ㅕ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梗攝의 정운음의 성은 실음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는 달리 曾攝 蒸韻 脣音의 경우 수록자 14자｢逼偪楅幅(이상 幇母)堛愊稫副

疈罷(이상 滂母) 愎�煏 (이상 並母)｣  실음이 남아 있는 2자의 성이 ㅕ

와 ㅣ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入聲에 속한다. <표 4>를 참고로 하면 蒸韻 

脣音 舒聲의 실음의 성은 모두 ㅣ로 나타나며(冰憑馮등 3자) 그 때문에 脣音 

舒聲은 모두 ���운으로 분류되었다. 脣音 入聲의 실음의 성 분포가 ㅕ와 ㅣ 어

韻母 七音 실음

庚開3梗 牙音(57) ｢ㅕ｣京驚荊景警境敬竟鏡卿慶綌檠�鯨黥競迎 (19) ｢ㅡ｣戟隙劇屐(4)

庚開3梗 重脣(41) ｢ㅕ｣兵丙秉柄碧平萍枰評病明鳴皿命(14) ｢ㆎ｣盟(1)

庚開3梗 喉音(11) ｢ㅕ｣英影映(3)

庚開2梗 喉音(9) ｢ㅕ｣亨赫(2)　

耕開2梗 牙音(9) ｢ㅕ｣耕隔膈革�(5)　 

耕開2梗 重脣(4) ｢ㅕ｣黽(1)

清開3梗 牙音(5) ｢ㅕ｣頸輕(2)

清開3梗 上(26) ｢ㅕ｣禎貞檉蟶赬逞呈程裎鄭擲躑(12)

清開3梗 重脣(38) ｢ㅕ｣幷餠屛倂幷辟璧襞躄薜擗闢辟名(14) ｢ㅣ｣聘(1)

清開3梗 齒頭(98)
｢ㅕ｣精睛蜻菁晶旌井積襀跡蹟脊踖淸圊請婧刺磧情晴靜靖穽淨籍

瘠塉省性生姓昔腊惜 磶潟餳席夕汐穸(43)

清開3梗 照3(47) ｢ㅕ｣征鉦正整正政隻炙尺赤聲聖釋螫成城誠盛筬盛 石碩(24)

清開3梗 喉音(34)
｢ㅕ｣嬰瓔纓廮盈楹嬴郢繹譯驛亦奕弈易蜴 (17)

｢ㆎ｣嬰掖液腋 (4) ｢ㅣ｣益梬(2)

清開3梗 半 (4) ｢ㅕ｣令領嶺(3)

青開4梗 牙音(34) ｢ㅕ｣經徑激擊墼磬(6) ｢ㅣ｣喫鷁(2) ｢ㆎ｣鷁(1)

青開4梗 頭(147)
｢ㅕ｣丁釘 鼎碇釘飣顁的靮菂滴鏑嫡蹢適聽廳鞓聽惕趯庭廷亭停艇定狄

荻敵笛翟糴滌覿寧甯佞(39) ｢ㅣ｣溺(1)

青開4梗 重脣(69) ｢ㅕ｣壁霹 輧屛並甓冥瞑瞑銘茗覓(13)

青開4梗 齒頭(40) ｢ㅕ｣績勣靑鯖戚鏚慼寂星腥惺鯹錫裼皙淅析蜥(18)

青開4梗 喉音(29) ｢ㅕ｣馨形刑型硎脛覡(7)

青開4梗 半 (87) ｢ㅕ｣伶靈櫺零聆蛉鈴怜鴒翎瓴苓囹令歷曆癧櫪靂礫櫟(21)

蒸開3曾 重脣(14) ｢ㅕ｣堛(벽) ｢ㅣ｣逼(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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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入聲도 舒聲과 마찬가지로 ���운으

로 분류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굳이 入聲을 ���운에 

넣은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나머지 12자의 실음의 성이 ㅕ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고 그에 따

라 정운음의 성을 교정하 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재 이 가능성을 뒷받침

해  수 있는 실음 자료가 없다.  

다른 하나는 실음이 남아 있는 두 자 가운데 ‘堛’의 실음인 ‘벽’은 蒸韻 入

聲을 제 로 반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반해 ‘逼’의 실음 ‘핍’의 종성 ㅂ은 入

聲 韻尾 k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즉, 편찬자들에게 있어서 ‘핍’은 蒸韻 

入聲의 표기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이유로 두 실음 가운데 ‘벽’이 교정의 

기 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28)28)

다음으로 ���운의 실음 성을 七音별로 나타내면 <표 16>과 같다.    

   

<표 16> ���운의 실음의 성

韻母 七音 실음

庚合3梗 牙音(16) ｢ㅕ｣榮蠑永詠泳(5)

庚合3梗 喉音(1) ｢ㅕ｣兄(1)

清合3梗 牙音(25) ｢ㅕ｣傾 檾瓊(4)

清合3梗 齒頭(5) ｢ㅕ｣騂(1) 心母

清合3梗 喉音(23) ｢ㅕ｣營穎役疫(4)

青合4梗 牙音(17) ｢ㅕ｣扃絅(2)

青合4梗 喉音(27) ｢ㅕ｣螢滎炯(3)

蒸合3曾 喉音(16) ｢ㅕ｣域閾洫(3)

28) 曾攝 蒸韻 脣音이 �古今韻 擧要�의 ‘國’字母韻에 속하므로 여기에 향을 받아 ‘���’으로 

표기하 다고 볼 수도 있다. 즉, ‘國’字母韻의 ․종성이 ��	으로 표기되는데 脣音의 경우 

合口가 생략되므로 결국 이들의 ․종성이 ���으로 교정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논의된 바 있고, 본고에서는 주로 실

음과의 계를 통해 정운음의 특징을 설명하고자 하므로 정운음과 字母韻의 계에 해

서는 가  언 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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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에서 볼 수 있듯이 梗攝 3․4等 合口와 曾韻 合口의 실음의 성은 

빠짐없이 ㅕ로 나타난다. 그러나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은 실음을 따르지 않고 

이들 성을 모두 ㆊ로 교정하 다. 이것 역시 ‘開合구별’의 유형에 해당된다. ‘開

合구별’에 해서는 江운부에서 이미 언 한 바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曾韻 合口 喉音이 ���운으로 분류되었다는 이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면 合口의 교정 방식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合口를 

교정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合口의 실음의 성에 合

口性을 더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해당 合口와 짝을 이루는 開口의 정운음의 

성에 合口性을 더하는 방식이 있다. 前 는 실제음을 보다 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後 는 체계성에 을 맞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를 들

면 <표 16>의 淸韻 合口의 실음의 성은 ㅕ로 나타난다. 첫째 방식에 따르면 

실음 성 ㅕ에 合口性을 더해 ㆊ로 교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둘째 방식에 

따르면 淸韻 開口의 정운음의 성 ㅕ에 合口性을 더하여 ㆊ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淸韻의 경우 開口와 合口의 실음 성이 모두 ㅕ로 나타나므로 어

떤 방식으로 성을 교정하 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曾韻 喉音은 그 지 않다. <표 3>과 <표 4>를 참고로 하면 曾韻 喉音 開

口의 실음 성이 ㅡ ㅓ ㅣ로 나타나며, 정운음의 성은 이들을 ㅡ 는 ㅣ로 

교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曾韻 喉音 合口의 실음 성은 모두 ㅕ로 나

타난다. 만약 뒤의 방식으로 合口를 교정하 다면 曾韻 喉音 合口의 정운음의 성

은 ㅜ 는 ㅟ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정운음의 성은 ㆊ로 교정되었

다.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하면 合口는 앞의 방식으로 교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에서는 �東國正韻� 26운부 가운데 ㆁ종성류에 속하는 ｢揯觥肱公江弓京｣운

부의 정운음과 실음의 성을 비교하 다. 그 결과 정운음의 성이 실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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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따라 교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실음을 받

아들이지 않고 운서의 편찬자들이 세운 기 에 따라 성을 교정하 음을 알 수 

있었는데, 성의 교정 유형은 다음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음 제약 ㉡ 韻部구별 ㉢ 開合구별 ㉣ 洪細구별

먼  ㉠음 제약은 실음에 다수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실음의 성을 따

르지 않고 굳이 다른 성으로 교정한 경우이다. 蒸韻 喉音 入聲과 支․脂韻 合口

가 이에 해당하는데 蒸韻 入聲의 경우 入聲과 짝이 되는 舒聲이 존재하지 않아 교

정의 상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四聲이 구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

립된 운으로 세울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는 달리 支․脂韻 合口는 開合

이 갖추어지지 않아 교정의 상이 된 경우이다. 즉, �東國正韻�의 편찬자들이 운

을 정하는 데 있어 四聲과 開合을 무엇보다 시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韻部구별은 다음의 응 계에서 벗어나는 성을 교정한 것이다.  

公․弓운부:通攝  江운부:江․宕攝  揯․觥․肱․京운부:曾․梗攝

根․昆․君운부:臻攝  干․鞬운부:山攝

簪운부:深攝  甘․箝운부:咸攝

高운부:效攝  鳩운부:流攝

貲․傀운부:止攝(蟹攝)  佳․ ․雞운부:蟹攝․止攝  孤․拘․居운부:遇攝  歌

운부:仮․果攝     

를 들어 登韻 合口의 경우 실음의 성이 주로 ㅗ와 ㅜ로 나타나는 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운이나 ���운이 아닌 ���운과 �	�운으로 분류하 는데, 이것이 韻

部구별에 의한 교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開合구별은 合口의 실음의 성에 合口性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이

를 교정한 것을 말한다. 江韻의 ․齒音과 曾․梗攝의 合口를 교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洪細구별은 1․2等과 3․4等을 나 는 것인데, 실음에 이를 구

별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경우에 한하여 교정하 다는 것이 특징이다. 

논문투고일(2018. 10. 24),   심사일(2018. 11. 16),   게재확정일(2018.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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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orrection Rules of Sino-Korean of Donggukjeongun: 

Mainly on the Medial of Rhyme ｢揯觥肱公江弓京｣ 

Lim, Da yong　

This study aims to prove that the corrections for medial of Sino-Korean of 

Donggukjeongun(SKD) are based on the trend what medial of Sino-Korean in 15th 

Century(TSK) shows basically, and clarify the correction rules of Donggukjeongun.

It is well known that those corrections rules for initials and endings of SKD which is 

discussed in the preface of the rhyme book are theoretically grounded in the authors’ 

unique applications of the theories of rhymes from the Tang and Song Dynasty. Those 

rules are applied to all Sino-Korean in the book and explain all corrections to initials and 

finals with a few explicable exceptions. Unlike initials and finals, however, the preface 

does not address those to medials at all.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ose missing 

rules for medials.

By comparing those two Sino-Koreans mentioned above, it is proved that most medial 

of SKD followed that of TSK basically except for some cases. Based on those cases, it is 

clarified four correction rules as follows. 

ⓐ syllable constraint. ⓑ distinction of rhyme group(韻部) ⓒ distinction of Kaihe(開

合), ⓓ distinction of Hongxi(洪細).

Key words : Sino-Korean of Donggukjeongun, Sino-Korean in 15th Century, Medial, 

Rhyme Group ｢揯觥肱公江弓京｣, syllable constraint, Kaihe(開合), four 

tones(四聲), grade(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