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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사회 문화 경제의 발 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에 사용되는 언어 역시 지속 으로 

발 을 거듭해 가며 변화한다. 형태변화가 없는 국어에서는 로부터 破讀, 즉 

同形異音의 생성을 통해 새로운 의미 혹은 어법단 를 생시켜 언어 수요를 충족

해 왔다. 이처럼 破讀이란 국어 音義 변천과정에서 국어의 음 을 구성하는 聲

母와 韻母 그리고 聲調의 변이를 통한 語義  어법단 의 생 상을 일컫는 말

로서 국의 통음운학과 훈고학에서는 破讀 이외에도 그 상 범 에 따라 動靜

字音⋅四聲別義⋅兩聲名義⋅變調構詞 등 여러 표 들이 사용되고 있다.

주지하듯 《四聲通解》(1517년)는 당시의 뛰어난 한학자이며 역학자 던 崔世珍

이 正音을 비롯하여 실 구두 어음이라고 할 수 있는 俗音과 今俗音을 훈민정음

 * 이 논문은 2010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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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록한 작으로서, 편찬 당시의 국어 어음 실을 고찰할 수 있는 귀 한 

음운자료이다.

본고에서는 《四聲通解》의 <動靜字音>에 수록된 총 204條의 同形異音자들을 토

로 국어의 音義 변천과정의 성질과 발 추이를 고찰할 것이다.

Ⅱ. 動靜字音의 생성과 발

動靜字音이란 명칭은 宋元 시기에 출 하기 시작하 으며, 비교  많은 시와 

함께 체계 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元代 劉鑒의 《經史正音切韻指南》(1336)

의 권말에 실린 <經史動靜字音>에서 비롯되고 있다. 劉鑒은 비록 이 책에서 動靜

의 의미를 구체 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그 체례를 살펴보면, 周祖謨(1966)

의 지 1) 로 앞부분에 실린 독음은 자의 本音으로서 “靜”에 해당하며, 뒷부분에 

언 한 자의 독음은 本音에서 생된 어음으로서 “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動靜字音에 한 연구는 宋代 賈昌朝(998~1065)의 《群經音辨》에서 비롯되었

다. 賈昌朝는 역  經傳에 한 音注와 譯註들  형 인 破讀 상들을 취합⋅

1) 《上聲別義釋例》(《問學集》上冊, 92쪽): “蓋字讀本音 , 多爲靜字; 讀變音 , 多爲動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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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기존의 假借에 따른 異讀 상과 破讀 상은 근본 으로 성질이 다른 

것임을 확인하 다. 즉, 破讀 상은 기존의 자에서 새로운 의미가 생되면서 

발생하는 조어(造語) 상이며, 어음의 유사성으로 인해 생성되는 假借에 따른 異

讀 상은 일종의 문자 차용 상으로 새로운 의미의 생과는 무 한 것임을 밝

냈다. 周怡(2010)의 연구보고에 따르면 《群經音辨》 제1권의 “辨字同音異”에는 

184개 자에 한 445 條目의 ‘字同音異’ 상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들  四聲

과 淸濁의 변이를 통해 품사의 성질이 다르게 발 되고 있는 것은 137개 條目이

며, 四聲과 淸濁의 변이를 통해 품사의 성질은 바 지 않지만 새로운 의미가 생

되고 있는 것은 122개 條目으로, 漢語 발 사에서 四聲과 淸濁의 변이는 ‘字同音

異’ 상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분의 경우, 원래의 漢字가 가지는 音義로부터 破讀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될 때 한자의 형태는 그 로 보존된다. 이 때문에 이들에 한 어법단

 처리 문제는 쉽게 단하기가 어렵다. 淸代 고음학자들은 부분 “如字” 즉 원

래의 音義를 가지는 자와 “破讀”에 의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 자를 本義에

서 引伸된 자로 보았을 뿐 서로 다른 단어로 여기지 않았다. 한편, 에 들어

와서 王力은 《同源字典》(1992年版)에서 의미 생에 따른 “分別字”를 同源詞로 

규정짓고, 경우에 따라 分別字가 생성되는 경우도 있고 형태변화 없이 생의미만 

추가되는 경우가 있음을 지 하고 후자에 속하는 四聲別義를 同源詞의 일종으로 

보았으며.2) 孫玉文(1994) 등 부분의 다른  학자들 역시 “如字”와 “破讀”을 

同源 계를 가지는 서로 다른 단어로 보고 있다.3)

周祖謨는 《問學集》(1966)의 <四聲別義釋例>에서 《群經音辨》에 수록된 자들 

 122개의 상용자를 상으로 漢代와 魏代의 문헌에 나타난 용례를 근거로 일일

이 그 근원을 밝 냄으로써 四聲別義의 생성  기원을 漢代까지 끌어올리는 성과

를 보았다. <四聲別義釋例>의 四聲別義에 의한 破讀 상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2) 王力 《同源字典》 64쪽: “分別字可以産生,也可以不産生.例如‘長’字.既是長短的‘長’.又是

長幼的‘長’,至今沒有人造出分別字.但是‘陳’字就不同了.漢代以前,陳列的‘陳’和行陳的‘陳’

同形.漢代以後發生了‘陣’字.”

3) 孫玉文(1994, 64쪽)은 동사 “及”과 속사 “及”의 발음이 같지만 한어에서 의미의 

차이로 인해 서로 다른 품사로 처리됨을 근거로 “變音”에 의해 새로운 의미가 생성된 경

우에는 더더욱 같은 어법단 로 처리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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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調

變調
平 上 去 入

平 4 73

上 36

去 1 2

入 6

 표를 구성함에 있어서 “種”⋅“便” 두 자의 破讀 계는 周祖謨(1966)와 다

르다. <四聲別義釋例>에서 “種”과 “仰”은 [去(本音)→上(破讀音)]으로 기록하고, 

“便”은 [去→平]으로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種”의 本義는 “종자(씨)” 혹은 “열매”로 

上聲이며, 去聲으로 읽히는 “심다” 혹은 “ 종하다”는 破讀에 의한 생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便”은 “更”을 聲符로 하는 형성자이며, “更”의 本義는 “고치다” 혹은 

“바꾸다”의 平聲(古 切)이다. 따라서 “便” 역시 “편안하다”의 의미인 平聲(房連切)

이 本義이며, “유리하다”의 의미인 去聲(婢面切)은 破讀에 의한 생의미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따라서  표에서 “種”은 [上→去]로, “便”은 [平→去]로 수정하

다.4)

그 후 四聲別義에 한 연구는 한동안 공백기를 갖게 되며, 孫玉文의 《漢語變調

構詞硏究》(1997)에서 다시 집 성되기에 이른다. 孫玉文은 이 논문에서 반부에

는 100여개의 同形異音 한자를 상으로 하여 고  문헌 기록에 나타난 용례를 비

롯하여 《廣韻》과 《集韻》의 變調 異讀 상을 분석하여 정량통계에 의한 방법으로 

변조에 의한 어의 발  과정을 체계 으로 밝 냈다. 한 논문의 후반부에서는 

국어의 “變調構詞”에 한 일반 인 문제들에 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

4) 舒志武(2002, 54쪽)에서는  표의 “種”과 “便”이외에도 “上”과 “仰”을 [上→去]로 보고, 

“降”을 [平→去]로 보았지만, 필자는  표에서 그 로 周祖謨(1966)의 견해를 따라 

“上”과 “仰”은 [去→上]으로 “降”은 [去→平]으로 처리하 다. “上”은 방 를 나타내는 “

(쪽)”의 의미인 去聲(時亮切)이 本義이며, 去聲(時掌切)인 “( 쪽으로) 올라가다”의 의

미는 破讀에 의한 생의미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한 “仰”과 “降”에 한 崔世珍의 

<動靜字音>기록을 보면, “仰”에 하여 “上委下曰仰,去聲; 下瞻上曰仰, 上聲”이라 하여, 

상하 신분 계에 의해 의미의 선후를 정하여 去聲의 의미에서 上聲의 의미가 생되었

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降”에 하여는 “下 之降, 高巷切; 伏 之降, 戶江切”이라 하

여, “내리다”의 의미를 가지는 去聲(高巷切)으로부터 平聲(戶江切)인 “굴복하다”의 의미

가 생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崔世珍의 <動靜字音>과 周祖謨(1966)의 

견해를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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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變調構詞”의 구체 인 성질을 비롯하여 原始語와 派生語의 字形  분류 문

제, 그리고 일반 인 발 규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 다. 孫玉文(1997)의 연구를 

계기로 楊秋澤(1997), 伍華(2000), 盧烈紅(2001), 舒志武(2002), 加曉昕

(2004), 張曉曼(2006) 등의 四聲別義에 한 연구가 산발 이나마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Ⅲ. 《四聲通解》 <動靜字音>音義 황 분석

1. 《四聲通解》 <動靜字音> 황

《四聲通解》 <動靜字音>에는 東韻 20條⋅支韻 16條⋅齊韻 5條⋅魚韻 11條⋅
模韻 3條⋅皆韻 7條⋅灰韻 5條⋅眞韻 8條⋅文韻 9條⋅寒韻 6條⋅刪韻 4條⋅先

韻 18條⋅蕭韻 5條⋅爻韻 7條⋅歌韻 4條⋅麻韻 3條⋅陽韻 25條⋅庚韻 27條⋅
尤韻 6條⋅侵韻 8條⋅覃韻 5條⋅塩韻 2條 등 총 204條에 달하는 지 않은 同

形異音자에 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四聲通解》 <動靜字音> 총 204條에 달하는 同形異音자를 모두 보이면 다음과 

같다.

東韻(20條)

① 空, 平聲, 虛也; 虛之曰空, 去聲.

② 重, 平聲, 再也; 再之曰重, 去聲.

③ 從, 平聲, 隨也; 隨後曰從, 去聲.

④ 中, 平聲, 任也; 任其宜曰中, 去聲.

⑤ 攻, 平聲, 伐也; 伐曰攻, 去聲.

⑥ , 平聲, 授爵土也; 所授爵土曰 , 去聲.

⑦ 衷, 平聲, 中也; 處事用中曰衷, 去聲.

⑧ 上化下曰風, 平聲, 下剌上曰風, 去聲.

⑨ 上賦下曰供, 平聲, 下奉上曰供, 去聲.

⑩ 縫, 平聲, 紩也; 旣紩曰縫, 去聲.

⑪ 懼之急曰恐, 上聲, 疑之曰恐, 去聲.

⑫ 承曰奉, 扶勇切; 供曰奉, 扶用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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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種, 上聲, 五穀也; 播穀曰種, 去聲.

⑭ 足, 入聲, 止也; 益而止曰足, 去聲.

⑮ 宿, 入聲, 止也; 日星所止 曰宿, 去聲.

⑯ 祝, 入聲, 祭主賛詞 也; 賛詞曰祝, 去聲.

⑰ 屬, 入聲, 聮也; 聮而有所係曰屬, 去聲.

⑱ 下白上曰告, 古沃切; 上 下曰告, 古報切.

⑲ 聚之曰畜, 勑六切; 養之曰畜, 許六切.

⑳ 傾曰覆, 入聲; 盖曰覆, 去聲.即是腹副二音.

支韻(16條)

① 衣, 平聲, 身章也; 施諸身曰衣, 去聲.

② 卑, 平聲, 下也; 下之曰卑, 去聲.

③ 離, 平聲, 兩也; 兩之曰離, 去聲.

④ 施, 平聲, 行也; 行惠曰施, 去聲.

⑤ 設之曰施, 書支切; 及之曰施, 羊支切.

⑥ 知, 平聲, 識別也; 識 之知, 去聲.

⑦ 思, 平聲, 慮度也; 慮 之思, 去聲.

⑧ 治, 平聲, 理也; 致理成功曰治, 去聲.

⑨ 遲, 平聲, 緩也; 而有所待曰遲, 去聲.

⑩ 開 之披, 平聲; 分 之披, 上聲.

⑪ 有所亡曰遺, 平聲; 有所 曰遺, 去聲.

⑫ 喜, 上聲, 恱也; 情所欲 之喜, 去聲.

⑬ 比, 上聲, 近也; 近而親之曰比, 去聲.

⑭ 始, 上聲, 初也; 緩 有初曰始, 去聲.

⑮ 著 之被, 皮彼切, 寢衣也; 覆 之被, 平義切.

⑯ 使, 上聲, 命也; 命 曰使, 去聲.

齊韻(5條)

① 齊, 平聲, 等也; 等平曰齊, 去聲.

② 蹄, 平聲, 獸足也; 足相躛音衛曰蹄, 去聲.

③ 妻, 平聲, 夫齊 也; 以女適夫曰妻, 去聲.

④ 目汁曰涕, 恥禮切티, 又音弟; 鼻汁曰涕, 他計切티.

⑤ 繋, 古詣切 기, 屬也; 屬而有所著曰繋, 胡計切 .

魚韻(11條)

① 如, 平聲, 似也; 審似曰如, 去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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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譽, 平聲, 稱也; 稱名當體曰譽, 去聲.

③ 女, 上聲, 如也; 以女嫁人曰女, 去聲.

④ 語, 上聲, 也; 以 告之 之語, 去聲.

⑤ 雨, 上聲, 天澤也; 雨自上下曰雨, 去聲.

⑥ 乳, 上聲, 生子也; 飼子曰乳, 去聲.

⑦ 處, 上聲, 居也; 所居曰處, 去聲.

⑧ 柱, 上聲, 支也; 支木曰柱, 去聲.

⑨ , 上聲, 授也; 授而共之曰 , 去聲.

⑩ 除之曰去, 上聲; 自離曰去, 去聲.

⑪ 制師從已曰取, 七雨切; 屈已事師曰取, 七句切.

模韻(3條)

① 呼, 平聲, 聲也; 號聲曰呼, 去聲.

② 人之羔稱曰父, 音甫; 家之 曰父, 扶雨切.

③ 數, 上聲, 計之也; 計之有多 曰數, 去聲.

皆韻(7條)

① 裁, 平聲, 制也; 體制合宜曰裁, 去聲.

② 采, 上聲, 取也; 所以取食曰釆, 去聲.

③ 解, 佳買切, 釋也; 旣釋曰解, 胡買切.

④ 凡廣曰大, 徒盖切; 其極曰大, 圡盖切.

⑤ 毀之曰壊, 音怪; 自毀曰壊, 户怪切.

⑥ 毀他曰敗, 慱怪切; 自毀曰敗, 蒲敗切.

⑦ 載, 去聲濁音, 舟車所致物也; 致物曰載, 去聲淸音.

灰韻(5條)

① 麾, 平聲, 旌旗也; 所以使人曰麾, 去聲.

② 爲, 平聲, 造也; 造而有所循曰爲, 去聲.

③ 吹, 平聲, 呴也; 呴氣曰吹, 去聲.

④ 壞他曰毀, 上聲; 自壞曰毀, 去聲.

⑤ 相合曰 , 胡外切; 聚合曰 , 古外切귀.

眞韻(8條)

① 親, 平聲, 婣也; 婚婣相 曰親, 去聲. 

② 賔, 平聲, 客也; 以禮 賔曰賔, 去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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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巾, 平聲; 所以飾物曰巾, 去聲.

④ 塵, 平聲, 土也; 土汚曰塵, 去聲.

⑤ 陳, 平聲, 列也; 成列曰陳, 去聲.

⑥ 盡, 即忍切, 極也; 既極曰盡, 慈忍切.

⑦ 引, 上聲, 曵也; 曵車之紼曰引, 去聲.

⑧ 相隣曰近, 巨隐切, 相親曰近, 巨 切.

文韻(9條)

① 文, 平聲, 采章也; 所以餙物曰文, 去聲.

② 奔, 平聲, 趨也; 趨走曰奔, 去聲.

③ 分, 平聲, 別也; 既別曰分, 去聲.

④ 論, 平聲, 說也; 說 之論, 去聲.

⑤ 聞, 平聲, 聆聲也; 聲著於外曰聞, 去聲.

⑥ 粉, 上聲, 白飾也; 所以傅物曰粉, 去聲.

⑦ 帥, 入聲, 緫也; 緫人 曰帥, 去聲.

⑧ 熏, 平聲, 烟出也; 所以煷物曰熏, 去聲.

⑨ 取於人曰乞, 入聲, 之曰乞, 去聲.

寒韻(6條)

① 冠, 平聲, 首服也; 加諸首曰冠, 去聲.

② 貫, 平聲, 穿也; 既穿曰貫, 去聲.

③ 觀, 平聲, 視也; 視曰觀, 去聲.

④ 爨, 平聲, 炊也; 所炊處曰爨, 去聲.

⑤ 棺, 平聲, 柩也; 以柩歛尸曰棺, 去聲.

⑥ 斷, 都管切, 絶也; 旣絶曰斷, 徒管切.

刪韻(4條)

① 難, 平聲, 艱也; 動而有所艱曰難, 去聲.

② 間, 平聲, 中也; 廁其中曰間, 去聲.

③ 還, 平聲, 廻也; 回繞曰還, 去聲.

④ 散, 上聲, 分也; 分 曰散, 去聲.

先韻(18條)

① 先, 平聲, 前也; 前之曰先, 去聲.

② 延, 平聲, 長也; 長引曰延, 去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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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煎, 平聲, 烹也; 乆烹曰煎, 去聲.

④ 援, 平聲, 引也; 引 曰援, 去聲.

⑤ 便, 平聲, 欲也; 得所欲 之便, 去聲.

⑥ 怨, 平聲, 尤之也; 意有所尤 之怨, 去聲.

⑦ 緣, 平聲, 循也; 循飾其傍曰緣, 去聲.

⑧ 編, 平聲, 次也; 所次列曰編, 上聲.

⑨ 卷, 平聲, 曲也; 其曲曰卷, 去聲.

⑩ 傳, 平聲, 授也; 記所授曰傳, 去聲.

⑪ 焉, 於乾切, 何也; 常居語初焉, 于乾切, 中也, 常居語末.

⑫ 復之速曰還, 音旋; 緩之曰還, 音閑.

⑬ 遠, 上聲, 疏也; 疏之曰遠, 去聲.

⑭ 選, 上聲, 擇也; 擇曰選, 去聲.

⑮ 遣, 上聲, 也; 終之物曰遣, 去聲.

⑯ 視之曰見, 上臨下曰見, 並古電切; 示之曰見, 下朝上曰見, 並胡彦切.

⑰ 別, 彼列切, 辨也; 旣辨曰別, 皮列切.

⑱ 折, 旨列切, 屈也; 旣屈曰折, 崇列切. 

蕭韻(5條)

① 調, 平聲, 和也; 和適曰調, 去聲.

② 敎, 平聲, 使也; 所使之 之敎, 去聲.

③ 要, 平聲, 約也; 約書曰要, 去聲.

④ 旦日曰朝, 陟遥切; 旦見曰朝, 直遥切.

⑤ 凡微曰 , 上聲; 其降曰 , 去聲.

爻韻(7條)

① 膏, 平聲, 脂凝也; 所以潤物曰膏, 去聲.

② 號, 平聲, 呼也; 呼曰號, 去聲.

③ 操, 平聲, 持也; 志有所持 之操, 去聲.

④ 勞, 平聲, 勩也; 賞勩勸功曰勞, 去聲.

⑤ 高, 平聲, 崇也; 度高曰高, 去聲.

⑥ 善功曰巧, 上聲; 僞功曰巧, 去聲.

⑦ 好, 上聲, 善也; 嚮所善 之好, 去聲.

歌韻(4條)

① 過, 平聲, 逾也; 旣逾曰過, 去聲.

② 和, 平聲, 調也; 調絮曰和, 去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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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左, 上聲, 左手也; 左右助之曰左, 去聲.

④ 揚 之播, 上聲; 之播, 去聲.

麻韻(3條)

① 取於人曰假, 上聲; 之曰假, 去聲.

② 居卑定体曰下, 胡雅切; 自上而降曰下, 胡嫁切.

③ 四方廣大曰夏, 胡嫁切, 中夏也; 萬物盛大曰夏, 胡嫁切, 冬夏也.

陽韻(25條)

① 王, 平聲, 君也; 君有天下曰王, 去聲.

② 傍, 平聲, 近也; 近之曰傍, 去聲.

③ 量, 平聲, 酌也; 酌之有大 曰量, 去聲.

④ 長, 平聲, 永也; 揆長曰長, 去聲.

⑤ 相, 平聲, 共也; 共助曰相, 去聲.

⑥ 彊, 平聲, 也; 固曰彊, 去聲.

⑦ 當, 平聲, 宜也; 得宜曰當, 去聲.

⑧ , 平聲, 持也; 持衆 曰 , 去聲.

⑨ 障, 平聲, 壅也; 壅 曰障, 去聲.

⑩ 防, 平聲, 禦也; 禦 曰防, 去聲.

⑪ 張, 平聲, 陳也; 所陳事曰張, 去聲.

⑫ 藏, 平聲, 入也; 物所入曰藏, 去聲.

⑬ 死亡曰喪, 平聲, 失亡曰喪, 去聲.

⑭ 意遣曰忘, 平聲, 意背曰忘, 去聲.

⑮ 兩, 上聲, 偶數也; 物相偶曰兩, 去聲.

⑯ 廣, 上聲, 闊也; 量廣曰廣, 去聲.

⑰ 享, 上聲, 獻也; 神受其獻曰享, 去聲.

⑱ 上育下曰養, 上聲; 下奉上曰養, 去聲.

⑲ 居高定体曰上, 時亮切; 自下而升曰上, 時掌切.

⑳ 下 之降, 古巷切; 伏 之降, 戶江切.

㉑ 上委下曰仰, 去聲, 下瞻上曰仰, 上聲.

㉒ 度, 入聲, 約也; 約之有長短曰度, 去聲.

㉓ 著, 長畧切, 置也; 置定曰著, 直畧切.

㉔ 惡, 烏各切, 否也; 心所否 之惡, 烏故切.

㉕ 聲和曰樂, 五角切; 志和曰樂, 盧各切.

庚韻(27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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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冰, 平聲, 水凝也; 所以寒物曰冰, 去聲.

② 輕, 平聲, 浮也; 所以自用曰輕, 去聲.

③ 行, 平聲, 履也; 履迹曰行, 去聲.

④ 凝, 平聲, 結也; 結固曰凝, 去聲.

⑤ 冥, 平聲, 暗也; 暗甚曰冥, 去聲.

⑥ 應, 平聲, 當也; 相當曰應, 去聲.

⑦ 勝, 平聲, 也; 之克曰勝, 去聲.

⑧ 争, 平聲, 闘也; 闘曰争, 去聲.

⑨ 迎, 平聲, 也; 曰迎, 去聲.

⑩ 聽, 平聲, 聆也; 聆 之聽, 去聲.

⑪ 評, 平聲, 訂也; 訂語 之評, 去聲.

⑫ 令, 平聲, 使也; 所使之 之令, 去聲.

⑬ 生, 平聲, 育也; 育子曰生, 去聲.

⑭ 烝, 平聲, 氣嘘也; 氣嘘而澤曰烝, 去聲.

⑮ 經, 平聲; 東西 東西其緯曰經, 去聲.

⑯ 乘, 平聲, 登車也; 其車曰乘, 去聲.

⑰ 名, 平聲, 目也; 目諸物曰名, 去聲.

⑱ 稱, 平聲, 也; 事得宜曰稱, 去聲.

⑲ 平, 平聲, 均也; 品物定法曰平, 去聲.

⑳ , 平聲, 也; 物寓意曰 , 去聲.

㉑ 因而攺曰更, 平聲; 捨故而作曰更, 去聲.

㉒ 炙, 之石切, 炮也; 炮肉曰炙, 去聲.

㉓ 取於人曰借, 子亦切; 之曰借, 子夜切.

㉔ 命中曰 , 羊益切; 以禮曰 , 神夜切.

㉕ 餐 之食, 時力切; 餉 之食, 祥志切.

㉖ 取於人曰貸, 他得切; 之曰貸, 他代切.

㉗ 剚 之剚, 入聲; 傷 之剚, 去聲.

尤韻(6條)

① 收, 平聲, 歛也; 歛耯曰收, 去聲.

② 右, 平聲, 右手也; 左右助之曰右, 去聲.

③ 走, 上聲, 趨也; 趨嚮曰走, 去聲.

④ 守, 上聲, 保也; 保曰守, 去聲.

⑤ 首, 上聲, 頭也; 頭所嚮曰首, 去聲.

⑥ 居其後曰後, 胡苟切; 從其後曰後, 胡姤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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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韻(8條)

① 隂, 平聲, 氣之濁也; 所以庇物曰隂, 去聲.

② 沉, 平聲, 沒也; 沒之曰沉, 去聲.

③ 深, 平聲, 下也; 測深曰深, 去聲.

④ 任, 平聲, 堪也; 堪其事曰任, 去聲.

⑤ 禁, 平聲, 制也; 制 之禁, 去聲.

⑥ 臨, 平聲, 莅也; 哭而莅喪曰臨, 去聲.

⑦ 枕, 上聲, 藉首木也; 首在木曰枕, 去聲.

⑧ 飮, 上聲, 酒浆也; 所以歠曰飮, 去聲.

覃韻(5條)

① 監, 平聲, 莅也; 莅事 曰監, 去聲.

② 緘, 平聲, 束也; 齊棺束曰緘, 去聲.

③ 含, 平聲, 實口中也; 口中實曰含, 去聲.

④ 三, 平聲, 竒數也; 審用其數曰三, 去聲.

⑤ 牽和曰合, 古盍切; 自和曰合, 胡閤切.

塩韻(2條)

① 染, 平聲, 濡也; 旣濡曰染, 去聲.5)

② 歛, 上聲, 収也; 收聚曰歛, 去聲.

《四聲通解》 <凡例> 제12조에 따르면, 崔世珍의 <動靜字音>은 明代 《九經韻

覽》6)에서 9개 經傳의 音注를 취합하여 정리한 결과를 기 하여 기록된 것으로 

단된다. 한 <動靜字音>의 체례와 자들로 미루어 볼 때 元代 劉鑒의 《經史正音

切韻指南》(1336)의 권말에 실린 <經史動靜字音>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四聲通解》의 권말에 실린 <動靜字音>에 하여 《四聲通解》 <凡例> 제12조에서

는 “動靜”의 개념과 <動靜字音> 수록의 목 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5) “染”은 <動靜字音>에서 本音과 破讀音을 각각 平聲과 去聲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四聲

通解》 본문에서는 上聲과 去聲에 각각 그 의미를 기록하고 있다.

6) 《九經韻覽》은 明 弘治11年(1498年) 華燧(1439~1513)에 의해 편찬된 고  經典의 

주석서로서 通館에서 인쇄하 다고 하여 《 通館集九經韻覽》라고도 불리는데, 《周

易》⋅《尙書》⋅《毛詩》⋅《春秋》⋅《禮記》⋅《 禮》⋅《周禮》⋅《論語》⋅《孟子》 등 9經에 

한 韻 심의 주석을 달아놓은 銅版 인쇄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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九經韻覽凡例云字有體用之分及自然使然始然已然之別也. 今 定體及自然已

然爲正音, 用以使然始然爲借音 , 以其靜爲體而動爲用也.……(中略)……臣今按

字之動靜, 其類甚多而先賢集韻或載或否, 今撰通解亦不具 , 乃於編末聚爲一

部, 以示後學雖元本所不載而亦不可不知其實也. 又當取用也.7)

《九經韻覽》<凡例>에 이르기를 자는 體와 用  自然⋅使然⋅始然⋅已然의 

구별이 있다고 하니, 이제 體와 自然 그리고 已然으로써 正音으로 삼고, 使然과 

始然으로써 借音을 삼은 것은 그 靜으로써 體를 삼고, 動으로써 用을 삼는 것이

다. ……(中略)……臣이 보기에 지  자의 靜과 動에 따른 부류가 매우 많거늘 

선 들이 운서를 편찬할 때 기록한 것도 있고 그 지 않은 것도 있는데, 지  《四

聲通解》를 편찬하면서도 역시 모두 수록하지는 않고, 끝에다가 한 데 모아 두어, 

후학들에게 보이는 것이니, 비록 본문에 실려 있지 않았어도 그 실상을 몰라서는 

안 되며,  마땅히 취하여 활용해야 한다.

 <凡例>를 통해 우리는 動靜字音에서 ‘動’과 ‘靜’의 의미와 계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 崔世珍은 ‘靜’을 ‘正音’⋅‘體’⋅‘自然’⋅‘已然’ 등의 용어로 묘사하고 있으며, 

‘動’을 ‘借音’⋅‘用’⋅‘使然’⋅‘始然’ 등의 용어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語音과 語義의 

결합에서 근원이 되는 “靜”이 변화 발 하여 “動”이 생성됨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한자의 처음 音義 형태가 ‘靜’이요, 나 에 인 으로 의미가 추가로 부여된 것을 

‘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훈고학에서 ‘靜’은 원래의 音義 결합 형태

인 ‘如字’(本字)를 의미하며, ‘動’은 ‘破讀’의  다른 표 인 셈이며, 崔世珍은 이러

한 音義 변천 과정과 이치를 후학들에게 하기 해 당시의 動靜字音들을 따로 

모아 《四聲通解》의 권말에 기록한다고 언 하고 있다.

2. 《四聲通解》 <動靜字音>의 독 추이 분석

《四聲通解》 <動靜字音>에 수록하고 있는 총204條의 聲⋅韻⋅調 破讀 상  

성조변이를 통한 독 상은 총 166자, 성모변이를 통한 독 상은 총 18자, 운

모변이를 통한 독 상은 총 1자, 성모와 운모의 동시변이를 통한 독 상은 총 

2자, 성모와 성조의 동시변이를 통한 독 상은 총 1자8), 운모와 성조의 동시변

7) 《四聲通解》 <凡例> 제12조

8) <動靜字音>에서 “降”(陽韻)은 古巷切(見母, 去聲)의 “내리다”의 의미에서 戶江切(匣母, 

平聲)로 독되어 “굴복하다”의 의미가 생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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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한 독 상은 총 16자9)로 악되었다. 이들  성조변이를 통한 사성별의 

상(166자)의 유율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성모와 성조의 동시

변이(1자) 그리고 운모와 성조의 동시변이(16자)를 포함하면, 성조의 변이를 통한 

독 상은 무려 183자에 달하여 89.7%에 달하는 독 상이 성조의 변이와 연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聲調變異를 통한 破讀

183자의 성조변이(聲母 혹은 韻母와의 동시변이를 포함)를 통한 독 상  

가장 많은 유율을 보이고 있는 平聲에서 去聲으로의 독은 총 115자로 체 성

조변이 독 상  62.8%를 차지하고 있으며, 上聲에서 去聲으로의 독은 총 

47자로 25.7%를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도 入聲에서 去聲으로의 독이 16자로 

8.7%, 平聲에서 上聲, 去聲에서 上聲으로의 독이 각각 2자로 1.1%, 去聲에서 

平聲으로의 독이 1자로 0.5%를 차지하고 있다.

성조변이의 내부 유율을 기 으로 독 상을 韻別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平聲에서 去聲으로의 독은 空重從中攻 衷風供縫(東韻); 衣卑離施1知

思治遲遺(支韻); 齊蹄妻(齊韻); 如譽(魚韻); 呼(模韻); 裁(皆韻); 麾爲吹(灰

韻); 親賔巾塵陳(眞韻); 文奔分論聞熏(文韻); 冠貫觀爨棺(寒韻); 難間還1(刪

韻); 先延煎援便怨緣卷傳(先韻); 調敎要(蕭韻); 膏號操勞高(爻韻); 過和(歌韻); 

王傍量長相彊當 障防張藏喪忘(陽韻); 冰輕行凝冥應勝爭迎廳評令生烝經乘名稱

平 更(庚韻); 收右(尤韻); 隂沉深任禁臨(侵韻); 監緘含三(覃韻); 染(塩韻) 등 

115자(62.8%)로 麻韻을 제외한 모든 韻에서 고르게 찰되고 있다.

둘째, 上聲에서 去聲으로의 독은 恐奉種(東韻); 喜比始被使(支韻); 涕(齊

韻); 女語雨乳處柱 去取(魚韻); 數(模韻); 采(皆韻); 毀(灰韻); 引近(眞韻); 

粉(文韻); 散(刪韻); 遠選遣(先韻); (蕭韻); 巧好(爻韻); 左播(歌韻); 假下

夏10)(麻韻); 兩廣享養(陽韻); 走守首後(尤韻); 枕飮(侵韻); 歛(塩韻) 등 47자

9) 韻母와 聲調의 동시변이는 모두 入聲字의 독에서 찰된다. 入聲에서 기타 舒聲으로 

독될 때는 필연 으로 운모의 변화를 동반한다.

10) “夏”는 <動靜字音>에서 本音과 破讀音을 모두 “胡嫁切”(匣母 禡韻 去聲)로 기록하고 

있어 양자 간의 구별이 어렵다. 한편, 《四聲通解》 본문에서는 馬韻(上聲)과 禡韻(去

聲)에 각각 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四聲通解》 본문을 따라 이들을 구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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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가 찰되며, 寒韻⋅庚韻⋅覃韻에서는 찰되지 않는다.

셋째, 入聲에서 去聲으로의 독은 足宿祝屬告覆(東韻); 帥乞(文韻); 度惡(陽

韻); 炙借 食貸剚(庚韻) 등 16자(8.7%)가 찰되고 있는데, 入聲에서의 성조변

이는 모두 去聲으로 귀결되고 있음은 주목할 만한 일이며, 文韻의 入聲 “帥

乞”([-t]) 2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根 韻尾([-k])를 가지는 東韻⋅陽韻⋅庚韻의 

입성에 집 되어 있으며, 雙脣 韻尾([-p])를 가지는 侵韻⋅覃韻⋅塩韻 등에서는 

독 상이  찰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漢語의 入聲韻 발 과정에서 상

으로 根 韻尾([-k])를 가지는 자들을 통한 語義 확장이 많아졌음을 짐작

할 수 있다.

넷째, 平聲에서 上聲의로의 독은 披(支韻)編(先韻) 2자, 去聲에서 上聲으로

의 독은 上仰(陽韻) 2자, 去聲에서 平聲으로의 독은 성모변이(見母→匣母)를 

동반하고 있는 “降(陽韻)” 1자에서만 찰되고 있다.

고 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경제사회의 발 과 더불어 語義와 語音의 확충

이 필요불가결함은 짐작가능한 일이다. 漢語 역시 외일 수는 없으며, 상 으로 

형태변화가 결핍되어 있는 언어  특징을 생각할 때, 기존의 語義에서 새로운 의미

가 인신되거나 새로운 개념이 생될 때, 어음방면에서도 이들의 구별을 한 새로

운 발음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발음의 창출은 주로 漢語의 음 을 

구성하고 있는 聲⋅韻⋅調의 변형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그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이 바로 성조변이에 의한 破讀, 즉 四聲別義 상으로서, 聲母와 韻母를 구성

하는 子音과 母音의 변화를 통한 破讀보다는 漢字의 형태 유지를 제로 한 의미

의 인신과 생이라는 상호 연 성을 고려할 때, 聲調의 변이를 통한 상호 구별은 

漢語의 언어특징에 가장 잘 어울리는 語義와 語音의 확충 방식이었을 것이다.

本音을 기 으로 볼 때, <動靜字音>에서 성조변이 상이 가장 많은 것은 平聲

이며, 그 다음으로 上聲과 入聲이 차례로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

면, <動靜字音>의 성조변이 183자  平聲에서의 破讀은 총 117자로 63.9%; 上

聲에서의 破讀은 47자로 25.7%; 入聲에서의 破讀은 16자로 8.7%로 순차 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去聲에서의 破讀은 총 3자로 고작 체의 1.6%에 그치고 

있어 그 수치가 미미하다. 破讀 상 역시 의미의 구별을 한 어음의 확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古代漢語에서는 平聲字가 가장 많았으며, 上聲과 入聲이 차례

로 그 뒤를 이었을 것으로 단된다. 다시 말하면, 去聲 자들은 그 수가 미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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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語義 인신이나 생이 상 으로 필요치 않았을 것이며, 평성의 자 

수는 상 으로 무 많았기 때문에 語義 인신이나 생이 상 으로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舒志武(2002)는 王力의 《詩經韻讀》에 나타나는 諧聲偏旁 1,388자를 상으로 

上古時期 平上去入 四聲의 분포도를 조사하여, 平聲이 585자, 上聲이 268자, 去

聲이 117자, 入聲이 418자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 통계에 의하면 성조별 

자 수의 유율은 平聲(42%)→入聲(30%)→上聲(19%)→去聲(9%)의 순서를 보

이고 있다. 이러한 각 성조의 유율은 고시기에 이르러서 약간의 변화가 감지된

다. 《廣韻》은 平聲 57韻( 韻1,156개); 上聲 55韻( 韻 935개); 去聲 60韻(

韻 1,091개); 入聲 34韻( 韻 692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沈建民(2010)의 조

사에 따르면, 수록된 총 25,343자로, 성조별 자수의 유율은 平聲(39.6%)→入

聲(21.3%)→去聲(21.1%)→上聲(19%)의 순서를 보이고 있어, 상고한어의 성조

별 유율과 비교하면 去聲의 증가가 에 띤다.

破讀音을 기 으로 볼 때, <動靜字音>에서 平聲⋅上聲⋅入聲의 독음이 부

분 去聲으로 발 되고 있음은 에서 언 한 고시기 去聲의 증가에 납득할만한 

방증이 될 수 있다. <動靜字音>의 성조변이 183자  破讀音이 上聲으로 발 되

는 “披編(平→上)”과 “上仰(去→上)” 그리고 “降(去→平)” 등 5자를 제외한 178자

(97.3%)의 破讀音이 모두 去聲으로 발 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段玉裁의 “古

無去聲”說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만약 국어에서 독음의 생성이 어음 확장

과 발 의 기 가 되었음을 제로 한다면 상고 혹은 그 이 시기 去聲의 존재는 

매우 미미하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2) 聲母 혹은 韻母의 變異를 통한 破讀

<動靜字音>204條의 破讀 형태에서 聲調變異를 통한 破讀을 제외하고는 주로 

聲母變異에 의해 破讀이 주를 이루며, 韻母變異를 통한 독 상은 극소수에 불과

하다.

聲母變異를 통한 破讀 상은 東韻: 畜(徹→曉); 支韻: 施2(書→余)11); 齊

11) 支韻의 “施”는 聲調變異(平聲→去聲)를 통한 破讀을 비롯하여 聲母變異(書母→余母)

를 통한 破讀 등 2종류의 독 상이 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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韻: 繫(見→匣); 模韻: 父(幫→並); 皆韻: 解(見→匣)大(定→透)壞(見→匣)載

(濁→淸)12); 灰韻: (匣→見); 眞韻: 盡(精→從); 寒韻: 斷(端→定); 先韻: 焉

(影→云)別(幫→並)折(章→崇); 蕭韻: 朝(知→澄); 陽韻: 著(知→澄) (疑→
來); 覃韻: 合(見→匣) 등 총 18자(8.8%)에서 찰되고 있으며, 韻母變異를 통

한 破讀 상은 유일하게 先韻의 “見(霰→線)”자에서만 찰되며, 聲母와 韻母의 

동시 變異를 통한 破讀은 皆韻의 “敗(定→並; 怪→夬)”와 先韻의 “還2(邪→匣; 仙

→山)”등 2자에서만 찰된다.13) 破讀音의 발생이 音義 구별의 필요성에 기인함을 

고려할 때, 비록 韻母變異를 통한 破讀에서는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지만,14) 聲母

變異를 통한 破讀에서는 淸音과 濁音 혹은 濁音과 淸音의 립으로 그 구별이 명

확하다.

3. 現代漢語를 기 으로 한 《四聲通解》 <動靜字音>의 변화

<動靜字音>에 수록된 204條의 本音과 破讀音은 많은 어음변화 조건과 환경에 

의해 변화를 거치면서 오늘날에 이르 다. 형태변화가 없는 漢字의 특성을 고려할 

때, <動靜字音>의 출 보다 훨씬 앞선 상고시기부터 破讀音을 통한 어의 확장이 

진행되어 왔음은 추측 가능한 일이며, <動靜字音>은 漢語 어음 발 에서의 한 단

계를 보여  뿐, 漢語史에서의 모든 破讀音을 수록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본고에

서는 <動靜字音>에 수록된 204條의 破讀音 상을 한어와 비교하여 그 체

인 발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動靜字音>에 나타난 本音과 破讀音 상황은 한어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실 되고 있다. 하나는 本音에서 생된 破讀音이 한어에서 그 로 유지됨으

로써, 同形異音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이며,  하나는 本音과 破讀音의 

12) “載”는 상고와 고시기 성모가 모두 淸音인 精母에 속하므로 <動靜字音>에서 濁音에

서 淸音으로 破讀되고 있음은 재고의 여지가 있지만, 본문의 분석에서는 崔世珍의 분

류를 그 로 따르기로 한다.

13) 이밖에도 聲母와 聲調의 동시 變異를 통한 破讀으로 “降”(陽韻)자가 있으며, 韻母와 

聲調의 동시 變異를 통한 破讀으로 16자가 있지만, 이들에 해서는 聲調變異를 포함

하고 있어, 앞에서 언 하 으므로 재삼의 언 을 하지 않기로 한다.

14) 《廣韻》을 기 으로 할 때, “見(霰→線)”은 開口3等과 開口4等의 립; “還2(仙→山)”

는 開口3等과 開口2等의 랍; “敗(怪→夬)”에서 怪韻과 夬韻은 모두 去聲 合口2等

으로 聲母變異에 비해 상 으로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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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상황이 本音 혹은 破讀音 등 어느 한 쪽으로 흡수 통합된 형태이다. 한편, <動靜

字音>의 수록자들 에는 한어에서 同形異音으로 발 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

라서는 本音과 破讀音의 계가 아닌 서로 다른 발 과정을 거쳐 한어에서 두

개 이상의 발음으로 정착된 자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수의 발음  어느 한 발음

이 <動靜字音>에서의 본래 의미와 인신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의 분

류  후자의 경우로 처리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A류, <動靜字音> 204條에서 破讀音이 그 생의미를 간직하고 한어에서 여

히 本音과 립되고 있는 자들은 東韻: 空重中供縫種宿畜(8/20); 支韻: 衣

遺(2/16); 齊韻: 齊妻繋(3/5); 魚韻: 語雨處 (4/11); 模韻: 父數(2/3); 皆韻: 

采解(2/7); 灰韻: 爲(1/5); 眞韻: (0/8); 文韻: 奔分(2/9); 寒韻: 冠(1/6); 刪

韻: 難間散(3/4); 先韻: 便傳折(3/18); 蕭韻: 調敎要朝 (5/5); 爻韻: 膏號操

好(4/7); 歌韻: 和(1/4); 麻韻: 假(1/3); 陽韻: 王量相彊當 藏喪上降惡樂

(12/25); 庚韻: 行應勝乘稱 更食(8/27); 尤韻: (0/6); 侵韻: 任禁(2/8); 覃

韻: 監(1/5); 塩韻: (0/2) 등 총 65자(31.9%)이다.

B류, <動靜字音>204條의 本音과 破讀音의 립상황이 한어에서 本音 혹은 

破讀音 등 어느 한 쪽으로 흡수 통합된 자들은 東韻: 從攻 衷風恐奉足祝屬告

覆(12/20); 支韻: 卑離施1施2知思治遲披喜比始被使(14/16); 齊韻: 蹄涕(2/5); 

魚韻: 如譽女乳柱去取(7/11); 模韻: 呼(1/3); 皆韻: 裁大壊敗載(5/7); 灰韻: 

麾吹毀 (4/5); 眞韻: 親賔巾塵陳盡引近(8/8); 文韻: 文論聞粉帥熏乞(7/9); 寒

韻: 貫觀爨棺斷(5/6); 刪韻: 還1(1/4); 先韻: 先延煎援怨緣編卷焉還2遠選遣見

別(15/18); 蕭韻: (0/5); 爻韻: 勞高巧(3/7); 歌韻: 過左播(3/4); 麻韻: 下夏

(2/3); 陽韻: 傍長障防張忘兩廣享養仰度著(13/25); 庚韻: 冰輕凝冥争迎聽評令

生烝經名平炙借 貸剚(19/27); 尤韻: 收右走守首後(6/6); 侵韻: 隂沉深臨枕飮

(6/8); 覃韻: 緘含三合(4/5); 塩韻: 染歛(2/2) 등 139자(68.1%)이다.

A류에 속하는 65자를 독음의 형태에 따라 다시 분류하면, 한어에서 本音

과 함께 破讀音 去聲이 유지되고 있는 자들은 空重中供縫衣遺齊妻爲奔分冠難

間便傳調敎要膏號操和王量相彊當 藏喪行應勝乘稱 更任禁監(平→去, 42자)를 

비롯하여 種語雨處 父15)數采散 好假(上→去, 12자) 등 총 54자로 가장 많으

15) “父”는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幫母 上聲이며 破讀音은 並母 上聲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破讀音인 並母 上聲은 全濁聲母로 인하여 去聲으로 귀납되었다. 한어에서 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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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외에서 破讀音 上聲이 유지되고 있는 자는 유일하게 “上”(去→上) 1자가 

있으며, 성모  운모의 독 형태로 인해 어음이 립되고 있는 자들로는 宿

(sù-xiù)畜(chù-xù)繋(jì-xì)解16)(ji -xiè)折(zhé-shé)朝(zh o-cháo)降17)

(jiàng-xiáng)樂(yuè-lè)惡18)(è-wù)食19)등 총 10자이다.

한편, B류에 속하는 139자 내부에서도 本音으로 합류된 경우와 破讀音으로 합

류된 경우로 나 어 고찰해보면, 本音으로 통합된 경우는 從攻 衷風足20)卑離施1

施2知思蹄如呼裁麾吹親賔巾塵陳文聞熏觀棺還1先延煎援緣編焉還2別勞高長21)防

張冰輕凝冥争迎聽評生烝經名平收隂沉深臨緘含三(平聲, 64) 恐屬遲披喜比始使

女乳取毀引粉遠選遣巧左兩廣享養走守首枕飮歛(上聲, 29) 大22) 見著(去聲, 4) 

등 총97자이며, 破讀音으로 통합된 경우는 合23)(平聲, 1)乞24)仰 (上聲, 2)奉25)

聲 /fù/는 古代 書面語의 표기에만 사용되고 있다.

16) “解”는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見母 上聲이며 破讀音은 匣母 上聲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破讀音인 匣母 上聲은 全濁聲母로 인하여 去聲으로 귀납되었다. 한어에서 

/ji /와 /xiè/가 모두 사용되고 있다.

17) “降”은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見母 去聲이며 破讀音은 匣母 平聲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破讀音인 匣母 平聲은 全濁聲母의 소실과 함께 한어에서 /xiáng/으로 실 되

고 있다. 따라서 “降”은 聲母 뿐만 아니라 聲調에서도 破讀音 平聲(陰平聲)을 유지하

고 있지만, 본 장에서는 복을 피하기 해 편의상 “降”을 破讀 聲母의 유지에만 편입

시켜 분석하도록 한다.

18) “惡”은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鐸韻 入聲이며 破讀音은 暮韻 去聲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이들은 한어에서 /è/와 /wù/로 실 되고 있다.

19) “食”은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禪母 職韻 入聲이며 破讀音은 邪母 志韻 去聲으로 나

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한어에서 /shí/와 /sì/로 실 되고 있다. 한어에서 去

聲 /sì/는 古代 書面語의 표기에만 사용되고 있다.

20) “足”은<動靜字音>에서 本音이 入聲(燭韻)이며 破讀音은 去聲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어에서의 /zú/는 破讀音은 去聲으로부터가 아닌 入聲韻의 소실로 인한 本音의 변

화 형태로 악되며,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入聲인 경우 破讀音은 모두 去聲으로 나

타나는데, 본고에서는 이들 入聲字가 한어에서 破讀音 去聲이 아닌 기타 1개 聲

調로 실 되고 있는 경우, 이는 本音에서 변화 발 한 어음으로 간주하 다.

21) “長”은 《四聲通解》에서 3회 출 하며, <動靜字音>에 本音과 破讀音으로 기록하고 있

는 平聲(牀母 陽韻)과 去聲(牀母 漾韻)이외에도 上聲(照母 養韻)이 출 하고 있지

만, 본고는 한어에서 /cháng/의 원류가 되는 <動靜字音>의 平聲과 去聲의 계만

을 고찰 상으로 삼는다.

22) “大”는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定母 去聲이며 破讀音은 透母 去聲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한어의 聲母가 /d-/로 발 되고 있는 것은 本音인 定母에서 변화 발 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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祝告覆治被涕譽柱去壊26)敗載盡27)近論28)帥貫爨斷29)怨卷過下夏傍障忘度令炙

借 貸剚右後(去聲, 37) 등 총 40자이다.30)

이상의 분류를 통해 한어에서 어음 분포에 한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A류 64자 에서, 本音에서 생된 破讀音이 한어에서 本音과 립

하여 고착되고 있는 상은 체 어음 분포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에서

도 破讀音 去聲의 고착은 54자로 가장 많은 비 을 차지하고 있어, 한어에서 

去聲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B류 139자 내부에서 비록 本音으로의 통합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破

讀音으로 통합된 경우도 40자로 무려 28.8%에 달하여 漢字 音義 변천의 요한 

23) “合”은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見母 入聲이며 破讀音은 匣母 入聲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한어에서의 /hé/는 破讀音 匣母 入聲으로부터 변화 발 한 것으로 보인다.

24) “乞”은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入聲(迄韻)이며 破讀音은 去聲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어에서의 上聲 /qǐ/로 발 되는 것은 破讀音 去聲이 아닌 入聲韻의 소실로 인

한 本音의 변화 형태로 악된다.

25) “奉”은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並母 上聲이며 破讀音은 並母 去聲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本音인 並母 上聲 역시 全濁聲母에 기인하여 破讀音인 去聲에 합류된 것으로 보

인다.

26) “壞”는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見母 去聲이며 破讀音은 匣母 去聲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한어의 /huài/는 破讀音인 匣母 去聲에서 변화 발 한 것으로 보인다.

27) “盡”은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精母 上聲이며 破讀音은 從母 上聲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한어에서 去聲인 /jìn/으로 읽히는 것은 破讀音인 從母 上聲에서 全濁上聲의 

거성화가 진행되어 한어로 정착된 것으로 단된다.

28) “論”은 한어에서 /lún/과 /lùn/ 두 개의 발음으로 실 되고 있는데, 부분의 구두

어음에서는 /lùn/으로 발음되며, /lún/은 古代 書名 《論語》의 讀音에 주로 사용된다. 

<動靜字音>에 기록하고 있는 “論”은 “말하다, 진술하다”의 의미인 한어의 /lùn/에 

해당하지만, <動靜字音>에서는 本音을 平聲, 破讀音을 去聲으로 기록하고 있어, <動

靜字音>에서의 “論”은 이미 去聲의 의미 역시 平聲에서 기인하 음을 설명하고 있다.

29) “斷”은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端母 上聲이며 破讀音은 定母 上聲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한어에서 去聲인 /duàn/으로 읽히는 것은 破讀音인 定母 上聲에서 변화 발

한 것으로 단된다.

30) 이상 총 138자 이외에 “播”자와 “染”가 있는데, “播”은 <動靜字音>에서 本音이 上聲, 

破讀音이 去聲이지만, 한어에서는 陰平聲으로 실 되고 있으며, “染”자는 本音이 

平聲, 破讀音이 去聲이지만, 한어에서는 上聲으로 통합되고 있어, 本音 혹은 破

讀音으로의 통합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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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合⋅乞⋅仰” 3자를 제외한 37가가 모두 破讀音 去聲

으로 통합되고 있음은 성조의 재분배를 통해 어음체계의 균형을 이루어 가는 과정

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A류 내부에서 “衣(平→去)⋅遺(平→去)⋅妻(平→去)⋅王(平→去)⋅勝(平

→去)⋅語(上→去)⋅雨(上→去)⋅父(淸上→濁上)⋅采(上→去)⋅食(濁入→淸去)” 

등 10자는 비록 한어에서 本音과 破讀音이 모두 유지되고는 있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2종의 어음  어느 한쪽의 어음은 古代書面語의 讀音에만으로 국한

되고 있어, 엄 하게 보면 現代 口頭語音에서는 둘  하나의 어음만이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좀 더 구체 으로 말하면, “衣”의 /yì/; “遺”의 /wèi/; “妻”의 /qì/; 

“王”의 /wàng/; “勝”의 /sh ng/; “語”의 /yù/; “雨”의 /yù/; “父”의 /fǔ/; “采”의 

/cài/; “食”의 /sì/ 등의 어음은 書面語의 讀音에만 사용되고 있어, 現代 口頭語音

만을 상으로 한다면, 이들 10개 자들은 기타 A류 자들과는 성질이 다르다.

넷째, B류의 일부 자들을 통해 한어에서 去聲의 증가의  하나의 요인을 

살펴볼 수 있는데, <動靜字音>에서 本音과 破讀音이 上聲 혹은 去聲으로 교차할 

때, “奉”(濁上→濁去); “被”(濁上→濁去); “柱”(濁上→淸去); “近”(濁上→濁去); 

“後”(濁上→濁去)처럼 本音이 全濁 上聲인 경우에는 破讀音인 去聲으로 통합되었

으며, “盡”(淸上→濁上)과 “斷”(淸上→濁上)에서처럼 破讀音인 全濁 上聲이 

한어에서 去聲으로 발 되어 통합 고착된 경우가 있다. 이는 근 한어 시기를 거치

면서 全濁 上聲이 去聲에 귀속되면서 한어로 이어진 결과이다.

다섯째, B류에서 “觀⋅別⋅長⋅見⋅論⋅過” 등은 비록 한어에서 2개 이상의 

어음을 가지고 있지만, <動靜字音>에서 언 하고 있는 音義와는 다른 발 경로에 

기인하거나 혹은 繁體字가 簡化되는 과정에서 비록 동일형태를 띄고 있지만 서로 

다른 어음으로 발 되는 경우로 이들은 <動靜字音>을 기 으로 볼 때, 본음 혹은 

독음으로 통합 고착된 경우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를 들어, 한어에서 “觀”

의 /guàn/은 “道家의 사원”이란 의미에서 비롯되었으며, <動靜字音>에서의 “보다”

의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別”의 /biè/는 “彆” 의 簡化로 인해 원래의 “別”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다; “長”의 /zhǎng/은 《廣韻》의 知母 養韻 上聲(知丈切)에

서 발 해온 것이며, <動靜字音>에 보이는 “長”은 《廣韻》의 澄母 陽韻 平聲(直良

切) 音義에서 破讀 상을 묘사하고 있다; “見”의 /xjàn/은 《廣韻》의 匣母 霰韻 

去聲(胡甸切)에서 발 해온 것이며, <動靜字音>에 보이는 “見”은 《廣韻》의 見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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霰韻 去聲(高電切) 音義에서 破讀 상을 묘사하고 있다; “論”의 /lún/은 고  서

명인 《論語》의 簡稱에서 비롯된 발음이며, <動靜字音>에 보이는 “論”은 “말하다, 

진술하다”의 의미이다; “過”의 /guō/는 姓氏에서 유래된 발음이며, <動靜字音>에 

보이는 “過”는 동사 “지나다, 경과하다”의 의미로 그 來原이 서로 다르다.

Ⅳ. 결론

<動靜字音>에 한 이상의 고찰을 통해 고 한어에서 한어에 이르는 어음의 

발 과정에서 破讀의 생성과 발 이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경제 사회의 발

과 더불어 언어는 끊임없이 생성과 확장 그리고 소멸을 되풀이하며 발 을 거듭한

다. 특히 語義의 확충과 派生 의미를 本音과 구별하기 해 聲⋅韻⋅調의 변이를 

통한 어음의 破讀 상이 수반되며, 破讀의 정착과정은 어음 발  추이의 실마리를 

제공해 다.

<動靜字音>에서 聲母의 變異를 통한 破讀 상은 주로 淸音과 濁音의 립을 

이용하여 생성되며, 近代漢語를 거치면서 全濁音의 소실과 함께 淸音으로 환되

며 現代漢語로 이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動靜字音>에서 韻母의 變異를 통한 破讀 상은 주로 入聲韻에서 찰되며, 

近代漢語를 거치면서 入聲韻의 소실과 함께 陰聲韻으로 환되며 現代漢語로 이

어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 때 부분의 破讀音은 聲調의 변화를 동반하며 

去聲으로 실 되고 있다.

<動靜字音>에서 韻母의 變異를 통한 破讀 상은 平聲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破讀音이 本音과의 의미 구별을 해 생성되는 을 감안할 때, 古代

漢語에서 平聲의 자가 기타 성조의 자들보다 상 으로 많았음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며, 平聲과 上聲 그리고 入聲을 本音으로 삼는 자들의 破讀音이 부

분 去聲으로 실 되고 있음은 古代漢語에서 去聲 자들이 상 으로 었거나 

심지어 존재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動靜字音>에 나타난 총 204條의 本音과 破讀音 황을 한어와 비교할 때, 

本音 혹은 破讀音으로의 통합고착 상을 보이는 것은 총139자(68.1%)로, 本音

과 破讀音이 여 히 립하고 있는 경우보다 많았으며, 통합고착 상을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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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 에서는 本音으로의 통합고착이 97자로 破讀音으로의 통합고착 상보다 많

았다. 한편, 破讀音으로 통합고착된 40자 에서 去聲으로의 고착은 무려 37자로 

성조의 재분배를 통한 어음체계의 균형발 을 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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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四声通解》是韩国朝鲜中宗12年(1517年), 由當时著名的汉学家､ 翻译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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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世珍用训民正音来标记中国语音的著作｡ 从而《四声通解》是可以 察當时中

国语语音情况的贵重的音韵资料｡ 本论文是对《四声通解》<動靜字音>的综合

察｡ <動靜字音>收 了204条同形異音字, 通過这些记录我们能察到破读现象

给古代到现代汉语语音及词汇以影响｡ 
声母的破读现象是主要由清浊对立而形成的｡ 韵母的破读现象是主要发现

于入声韵｡ 声母及韵母的破读受到了经由近代汉语时期浊音清化及入声韵的消

失而同步变化｡ <動靜字音>204条同形異音字當中声 的破读共183字占總數的

89.7%, 由此可知, 破读现象主要由聲調變讀而形成的｡ 在平､ 上､ 去､ 入4個

聲調中, 平声字的變讀有117字(占63.9%); 上聲字的變讀有47字(25.7%); 

入聲字的變讀有16字(占8.7%); 去聲字的變讀有3字(占1.6%)｡ 平声字爲本

音的變讀占有率 高, 这说明古汉语里平声字 多｡ 声 的破读共183字當中

除了破读爲上聲的5字以外, 178字(占97.3%)破讀音都是去聲｡ 由此我們可

知, 在漢語聲調發展演變史上, 平聲字和入聲字是由多到 , 上聲字和去聲字

是由 到多｡ 

【主題語】

近代漢語, 四聲通解, 動靜字音, 四聲別義, 破讀

modern Chinese; Sa-Seng-Tong-Hai(四聲通解); timbres of 

maneuver and tranquil state; the four tones with alternative 

meaning; variant pronun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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