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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湖南省 남부는 고대로부터 소수민족의 거주지였다. 고고학의 연구 성과에
따르면 湖南省 남부는 商周시기에 이미 두 부류의 서로 다른 민족이 분포해
있었다. 하나는 소위 백월(百越)민족으로 후에 장동어족(壯侗語族)1)에 속하
는 각 민족의 기원이 된 민족이고, 다른 하나는 당시 만족(蠻族)이라고 불리
었던 민족으로, 후에 묘요어족(苗瑤語族)2)에 속하는 각 민족의 기원이 된 민
* 본 논문은 2010년 중앙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외국어대학 중어학과 조교수
1) 중국 내 장동어족(壯侗語族)의 사용 인구는 약 1,900만명이다. 그중 장족(壯族)이 약
1,300만명, 포의족(布依族)이 약 212만명, 동족(侗族)이 약 142만명, 태족(傣族)이
약 84만명, 수족(水族)이 약 28만명이다. 주로 廣西壯族自治區와 貴州, 雲南, 四川,
湖南, 廣東 등 성(省)에 분포해 있다. 이들 중 한어(漢語)가 아닌 자신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의 인구는 약 1,600만 명 정도이며, 대략 14종의 언어로 분류될 수 있다.
장동어(壯侗語) 사용 인구는 중국 전체의 소수민족 언어 사용 인구의 34.7%를 차지한
다. 中国社会科学院，澳大利亚人文科学院≪中国语言地图集≫，香港郎文出版有限公
司，1988년，中国少数民族语言分布图A4.

348

≪中國文學硏究≫ㆍ제40집

────────────────────────────────────────────

족이다.3) 이들 민족은 전국시대(戰國時代) 초(楚)나라에 의해 합병된 후 여
러 곳으로 이동하기도 하였지만, 한(漢)나라 혹은 진(晉)나라 시기까지도 이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있었다고 한다. 현재에도 이들 민족은 湖南省 남부
곳곳에(주로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 지역 한어(漢語) 방
언의 형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湘南土話는 湖南
省 남부 지역의 오랜 토속어인데, 주로 东安，双牌，新田，宁远，道县，蓝
山，江永，江华，资兴，永兴，桂东，嘉禾，桂阳，临武，宜章，汝城，信
道，冷水滩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湘南土話는 방언 자체의 성격이 일반적인
한어방언과는 다른 아주 복잡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방언 내부의 지역적 편차
도 커서 방언 전체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어방언
이다. 湘南土話는 학술적인 임시 명칭으로 학계에서는 湘南土話의 성격을 규
명하기 위해 아직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4)
본 논문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湘南土話와 이 지역에 분포해 있는 소수
민족 언어와의 상관관계이다. 필자는 비교적 오랫동안 湘南土話에 대하여 관
심을 가져 왔었는데, 湘南土話의 몇 가지 음운적 특성이 이들 소수민족의 언
어 특성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필자가 선별한 몇 가지 음운특성을 중심으로 湘南土話와 이 지역 소수민족(장
동족(壯侗族) 묘요어족(苗瑤族)) 언어와의 관련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보고
자 한다.
湘南土話 자료는 기존에 출판된 저서 혹은 논문 중에 나와 있는 ‘字音表’를
2) 중국 내 묘요어족(苗瑤語族)의 사용 인구는 약 500만 정도이다. 묘요어(苗瑤語)는 중국
전체 소수민족 언어사용 인구의 10.8% 정도를 차지한하며, 貴州, 湖南, 云南, 廣東 등
성(省)과 廣西壯族自治區에 분포해 있다. 묘요어(苗瑤語)는 묘어(苗語), 포노어(布努
語), 면어(勉語), 여어(畬語) 4종류의 언어로 분류할 수 있는데, 묘어의 사용인구는 대
략 391만명, 포노어의 사용인구는 약 34만명, 면어의 사용인구는 약 73만명, 여어의 사용
인구는 1천만명 정도이다. 中国社会科学院，澳大利亚人文科学院≪中国语言地图集≫，香
港郎文出版有限公司，1988년，中国少数民族语言分布图A4.
3) 张伟然≪湖南历史文化地理研究≫，复旦大学出版社，1995年:11쪽.
4) 湘南土話 분포지역은 모두 이중방언 생활 지역이다. 주민들은 대부분 공적인 자리(직장
혹은 공적인 사교의 자리)에서는 지역 통용어인 粤방언 혹은 客家방언 혹은 西南官話를
사용하고, 지역 토속어는 집 안 혹은 마을 내에서만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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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言調査字表≫에 재차 필사하여 분석한 것이다. ≪方言調査字表≫에 필사
한 방언은 東安(花桥), 宜章(赤石), 江永, 临武(城关), 道县(小甲), 宁远(东路),
桂阳(敖泉)방언(≪东安土话研究≫, ≪宜章土话研究≫,≪临武方言-土话与官
话的比较研究≫,≪江永方言研究≫,≪宁远平话研究≫, <湖南道县(小甲)土话
同音字汇>, <湖南桂阳敖泉土话同音字汇>) 6개 지역 방언이며, 그 외 永州
(岗角山), 蓝山(太平), 临武(麦市), 桂阳(流峰), 道縣(壽雁), 桂陽(燕塘), 桂陽
(洋市) 등 방언 자료는 출판된 관련 논문 중에 묘사된 예문을 활용하였다.

Ⅱ. 中古 전탁성모(全濁聲母)의 현 음가
中古 전탁성모의 현 음가는 현대 한어방언 분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음운 특성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中古 전탁성모의 역사적 변천과 변화 양상
은 바로 현재의 한어방언 형성 및 분포 상황을 가장 충실히 반영해 내고 있기
때문이다.5) 湘南土話 중의 中古 전탁성모 음가는 기타 일반적인 한어방언과
같이 방언 내 일치된 특성으로 나타나지 않고, 여러 가지 특성이 혼합된 형태
로 나타난다. 각 지역의 특성을 귀납해 보면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
어 볼 수 있다.
5) 中古 全濁聲母의 현대한어방언 중의 음가는 현대한어의 대(大) 방언 군을 대체로 구분
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친소관계(親疎關係)까지도 반영해 줄 수 있다. 吳방언과
湘방언 중의 老湘語는 中古 全濁聲母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성음으로 발음되고 있으며,
新湘語는 이미 모두 무성음화 되어 대부분 무기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贛방언과 客家방
언은 똑같이 무성음화 된 후 모두 유기음으로 발음되고 있다. 官話와 粤방언, 閩방언의
경우 中古 全濁聲母는 모두 무성음화 되었지만 官話와 粤방언은 全濁聲母의 유무기음
여부가 中古 성조의 平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官話는 현재 中古 平聲字는
유기음으로 仄聲字(上去聲字)는 무기음으로 발음되며, 粤방언은 平上聲字는 유기음으로
去入聲字는 무기음으로 발음된다. 閩방언의 경우는 유무기음 여부의 규칙성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대체로 다수의 글자들이 무기음으로 발음되고 소수의 글자들만 유기음으로 발
음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유기음으로 발음되는 소수의 글자들은 閩방언 지역에서 상
당한 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우리는 ‘中古 全濁聲母의 현 음가’라는 하
나의 기준만으로 吳방언과 老湘語의 구분, 贛방언과 客家방언의 구분을 제외한 한어의
대 방언들을 대체로 분류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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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中古 전탁성모는 무성음화 이후 현재 모두(현 음가가 파열음 혹은 파찰
음인 경우) 무기음으로 발음된다. 江永，蓝山 등지의 방언이 이에 속한다. 江
永방언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婆 pu2, 甜定təŋ2, 拳群tɕyoɯ2, 饭奉paŋ6,
贱从tsəŋ6, 寺邪tsɯə6, 丈澄tɕiaŋ4, 锄崇tsu2, 植禅tɕi6.
(2) 中古 전탁성모는 무성음화 되지 않고 현재까지 유성음 음가를 보유하고
있다. 东安방언이 이 유형에 속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爬 ba2文/bo2
白, 断定duan6文/due3白, 肥奉vei2文/bi2白, 直澄dʑi2文/die7白, 求群dʑiəu2, 钱从ʑien2文/
2
2
2
2
6
2
ʑie 白, 斜邪dʑia 文/ʑio 白, 锄崇dzəu , 剩船ʑin , 仇禅dʑiəu .
(3) 中古 전탁성모는 무성음화 이후 並定母(음가가 파열음인 奉澄母)는 무
기음으로 발음되고, 기타 전탁성모(현 음가가 파열음 혹은 파찰음인 경우)는
並

並

유기음으로 발음된다. 临武，宜章，桂阳(敖泉)，道县 등지의 방언이 이에 속
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临武
宜章
桂阳
道县

爬並
po2
pye2
po2婆
pu2

田定
tin2
tie2
tie2
tən2

匠从
袖邪
tɕhia 5 ɕh 5
tɕhia 5 ɕh 5
tsho3坐 tshiou6
tɕhio 6 ɕ ɯ6

苎澄

床崇

柜群

ŋ t iou tɕhhy33 tshhuaŋ2 2 khhy5 1
ŋ t i tɕ y ts aŋ khuei6
tʃ y
ts o
k uei
ŋ i tsho4 tsho2锄 khua6
h 3

h 2

乘船

酬禅

tshheŋ55 tɕhhiou52
tɕhin2 tsh əɯ2
tʃhiŋ 2 t ou
ts uən 船

(4) 중고 전탁성모는 무성음화 이후 모두 유기음으로 발음된다. 桂东，宁远
(东路) 방언이 이 유형에 속한다. 宁远(东路) 방언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
다. 婆phəɯ2，败phæ5，图thəɯ2，大thæ5，葵khuei2，柜khuei5，厨tɕhy2，住tɕhy5，
柴tshæ2，寨tshæ5.
湘南土话에 이처럼 여러 가지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이유는 이 지역의 특수
한 언어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여러 방언지역의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는데,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약세인 土話는 집
안에서만 사용하고 대외적으로는 주변의 湘방언 혹은 西南官話(혹은 客家방
언)를 사용하는 이중방언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土話는 주변 여러 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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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中古 전탁성모의 음
가가 이처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도 이러한 언어 환경으로 인해 주변 여러
방언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湘南土話
분포 지역은 고대로부터 소수민족의 분포지역으로 이 지역으로 이주해온 한족
들은 지역 원주민인 소수민족들과 밀접한 교류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해 왔다.
이들 소수민족의 언어에는 현재에도 다량의 한어(漢語) 차용어가 존재하는 것
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데6), 이는 역으로 이 지역 한어에도 소수
민족 언어의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첫 번째 유형, 즉 中古 전탁성모가 현재 모두 무성무기음으로 발음되는 현
상은 湘南土話 전체 대부분의 방언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성이다. 두 번째
유형, 즉 中古 전탁성모가 현재에도 여전히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현상은 아마
도 이 지역의 주요 방언인 湘방언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湘방
언 중에 나타난 전탁성모의 현 음가는 그 유형이 비교적 복잡한데 湖南省 남
부 湘방언의 경우는 中古 전탁성모의 유성음 음가를 현재에도 대부분 보유하
고 있지만, 湖南省 중 북부 湘방언의 경우는 이미 일부 혹은 대부분의 전탁성
모가 무성음화 되었다. 무성음화 된 이후의 유/무기음 여부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모두 무기음으로 발음되는 방언도 있고, 舒聲字는 무기음 入聲字
는 유기음으로 발음되는 방언도 있다. 또 일부 소수의 방언에서는 모두 유기음
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7) 하지만 湖南省 남부 湘방언에서처럼 현재에도
유성음으로 발음되고 있는 현상이 湘방언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특히 예의 東安방언이 위치한 지역 주변 湘방언(湘방언 永州片)의 전탁
성모는 모두 유성음으로 발음된다. 심지어 이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통용어
인 西南官話에서도 전탁성모는 유성음으로 발음된다고 한다.8)
세 번째 유형 즉, “中古 전탁성모는 무성음화 이후 並定母는 무기음으로 발
음되고, 기타 전탁성모는 유기음으로 발음된다.”라고 했는데 中古 전탁성모의
6) 張均如 「廣西中南部地區壯語中的老借詞原於漢語“古平話”考」, 1982년,『語言硏究』
제1기.
7) 陳晖<古全浊声母在湘方言中的今读音情况>，≪方言≫2008年 제2기:127-128쪽.
8) 陳晖<古全浊声母在湘方言中的今读音情况>，≪方言≫2008年 제2기:1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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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분명 일반적인 한어방언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특수한 현상이
다. 왜냐하면 한어 성모의 역사적 변천은 일반적으로 성조 혹은 운모 혹은 성
모의 변별적 자질(distinctive feature, 예를 들어 성모의 유성음과 무성음 등)
등의 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지, 상술한 세 번째 유형처럼 성모의 조음위치
(혹은 조음방법)에 따라 발음(유기음과 무기음)이 변화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
다. 이러한 예외적인 특성에 대해 王福堂(2001)9)에서는 현재 중국 남방의 광대
한 지역에 분포해 있는 장동족(壯侗族) 언어의 특성에 주목하였다. 장동족(壯
侗族) 언어에는 일반적으로 발음의 시작 부분에 성문폐쇄음(glottal stop[ʔ])을
동반한 유성 파열음 [ʔb, ʔd]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종류의 파열음 이외의 성
모는 모두 무성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남방 한어방언 중에도 並定母 혹은
幇端母 성모를 [ɓ, ɗ] 혹은 [ʔb, ʔd] 혹은 [b, d]로 읽고 그 외 성모는 무성음
혹은 이와 다르게 읽는 방언이 존재한다. 민(閩)방언에 속하는 해남문창(海南
文昌)방언, 월(粤)방언에 속하는 광동성(廣東省) 화주(化州)방언, 광서성(廣西
省)의 옥림(玉林), 용현(容縣), 잠계(岑溪), 등현(藤縣), 창오하영(蒼梧夏郢) 등
지의 방언, 오(吳)방언에 속하는 상해(上海) 금산(金山)방언, 절강성(浙江省)
영가봉계(永嘉篷溪)방언 등이 이에 속하는데 이러한 방언들의 성모 특성의 변
화는 분명 장동족(壯侗族) 언어의 특성과 무관하지 않고, 상술한 湘南土話의
성모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즉 이러한 한어방언들의 성모 특성은 장
동족(壯侗族) 언어와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였다. 상술한
장동족(壯侗族) 언어 혹은 소수 한어방언 중의 [ɓ, ɗ], [ʔb, ʔd] 등 성모는 발음
의 도입 부분에 살짝 숨을 들여 마시는 동작이 수반되는데 이러한 발음 특성이
당시 湘南土話에 반영되었다면 이러한 발음은 무성음화 과정에서 숨을 들여
마시는 동작 때문에 유기음이 아닌 무기음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
리고 並定母 이외의 성모가 유기음으로 발음되는 것은 주변의 客家방언(혹은
贛방언)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10) 이와 같이 일반적인 한어방언 전탁
9) 王福堂(2001)<平話, 湘南土話和粤北土話的歸屬>, ≪方言≫ 제2기, 107-118쪽.
10) 鄭張尙芳(〈汉语方言声韵调异常语音现象的历史解释〉，≪语言≫第2卷，2001年)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견해를 볼 수 있다. 논문에 따르면 浙江省 麗水의 縉雲, 靑田, 雲
和, 慶元, 溫州의 永嘉, 文成, 台州의 仙居, 金華의 永康 등 吳방언 지역의 幇端母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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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의 변화 원리에 위배되는 일부 湘南土話 並定母의 특수한 음가는 역사적
으로 이 지역에 거주하였던 소수민족(壯侗族) 언어의 특성과 관련시켜 설명하
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분석방법이 될 것이다.
전탁성모의 발음은 아니지만 江永방언의 다음과 같은 발음도 장동족 언어의
영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江永방언의 端母字 성모는 일반적인 한어방언에
서의 발음처럼 [t]로 발음되지 않고, [l](일부 글자는 [n])로 발음되는 현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多ləɯ1，底li3，点nəŋ3，顿lie5，当l
aŋ1，登lai1，顶lioŋ5, 东lai1. 이러한 현상 역시 한어방언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필자는 이러한 발음 역시 상술한 전탁성모의 특수한
발음과 같은 변화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端母字 성모를 [l] 혹은
[n]로 발음하는 현상은 일부 남방방언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幫母字를 [m]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11)
浙江 武义(吴方言) 店nie15， 钉niŋ1，3 钓lie51， 带lia5
江西 高安(赣方言) 丁lin3 ， 点liɛm3， 丢liu 1
浙江 縉云(吴方言) mɛiŋ ， 饼mɛiŋ ， 钉nɛiŋ ， 冻nom5

이와 같은 현상은 장동족 언어에서도 볼 수 있다. 장동족 언어에 속하는 태
어(傣語)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12)
성모는 발음의 시작 부분에 성문폐쇄음을 동반하는 [ʔb], [ʔd] 혹은 [ɓ], [ɗ]와 같은
유성파열음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鄭張尙芳도 현재의 한어방언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에 살아왔던 장동족의 언어와 관련시켜 이 문제를 설명하였다. 즉 장동족 언어
의 성모 파열음 중 쌍순음(雙脣音)과 설첨음(舌尖音)은 상술한 일부 吳방언의 幇端母
字 성모 발음처럼 발음의 시작 부분에 성문폐쇄음을 동반하는 유성파열음이라고 한다
(이 두 종류의 파열음 이외의 모든 성모는 무성음이다). 이는 장동족 언어에서 나타나
는 보편적 현상인데, 浙江省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幇端母字 성모의 특수한 음가는
이러한 장동족 언어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이와 같은 성모
의 음가는 오래 전 장동족 언어와 吳方言이 밀접한 접촉 과정을 거친 후 남겨진 특색
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1) 罗昕如≪湘南土话词汇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4年:243쪽. 王本瑛≪湘南土话之
比较研究≫，(台湾)国立清华大学博士论文，1997年:51쪽.
12) 罗昕如≪湘南土话词汇研究≫，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4年: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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飞 1 村寨 3 叶子1
傣西 ʔbin 6 ʔba:n3 ʔbai 6
傣得 men ma:n maɯ

鼻子 1 得 3 骂 5
ʔdaŋ
ʔdai
ʔda
laŋ6 lai3 la5

鄭張尙芳(2001)13)의 연구에 의하면 장동족 언어에서 [ʔb]，[ʔd]가 [m], [n]
(혹은 일부 지역에서는 [l])로 변화하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하였
다. 예를 들어 장족(壯族) 언어 중 한어의 ‘村寨’와 ‘得’에 해당되는 단어를 龍
州에서는 각각 [ʔbaan3]과 [ʔdai3]로 발음하는데, 天等에서는 [maan3]과
[nai3]로 발음하고, 德宏에서는 [maan3]과 [lai3]로 발음한다고 하였다. 이
처럼 장동족 언어에서 나타나는 파열음의 비(유)음화 현상은 [ʔb]，[ʔd] 등과
같이 앞에 성문폐쇄음을 동반한 설첨(舌尖) 혹은 양순 유성 파열음이 점차 약
화되면서 같은 조음위치의 공명음(sonorant) [l] 혹은 [n]혹은 [m]으로 변
화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부 한어방언
(吳방언 武义, 贛방언 高安 등)에서 나타난 예와 같은 현상은 [b], [d]와 같
은 유성파열음 앞에 성문폐쇄음을 넣어 발음하는 장동족 언어 특성이 이들 한
어방언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발음 특성은 並定母字의 발
음뿐만 아니라 조음위치가 같은 幇端母字의 발음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並定母 발음의 영향으로 같은 조음위치의 幇端母 성
모도 비슷하게 발음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並定母는 후대에 무성음
화 과정을 거치면서 무기음으로 혹은 주변 방언의 영향으로 다양하게 변화하였
지만, 幇端母는 본래 무성음이었고, 앞에 성문폐쇄음이 동반되는 발음으로 발
음되다가 발음이 점차 약화되면서 같은 조음위치의 유음 혹은 비음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江永방언의 경우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고, 후에 幇母字는 다시 주변 방언의 영향으로 점차 본래의 [p]성모
로 변화하고, 端母字만이 [l](혹은 [n]) 발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정할 때 비로소 일부 한어방언을 비롯한 湘南土話 江永
방언에서 나타나는 (幇)端母字 성모의 특수한 발음도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13) 鄭張尙芳〈汉语方言声韵调异常语音现象的历史解释〉，≪语言≫第2卷，2001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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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유형 즉, 중고 全浊声母는 무성음화 이후 모두 유기음으로 발음되
는 현상 역시 주변 방언(客家방언 혹은 贛방언)의 영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한 방언의 경우 상당수의 並定母字가 무기음으로
발음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추론해 볼 때 네 번째 유형은 세 번째
유형이 더욱 발전된 유형(즉, 외부 방언의 영향으로 유기음화가 並定母字까지
진행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宁远방언 並定母字의 예를 들어보면 다
음과 같다. 倍pə5，簿pu5，避pæ6，代tia5，夺tə2，定tio5(이상 무기음으로 발음
되는 並定母字)，腐phu1，白pho6，淡tho5，毒thɔ6，被～子pha5，段thaŋ5等(이
상 유기음으로 발음되는 並定母字).
이상과 같은 湘南土話 전탁성모의 현 음가 유형 중 세 번째 유형(즉 中古
전탁성모가 무성음화 이후 並定母는 무기음으로 발음되고, 기타 전탁성모는 유
기음으로 발음되는 유형)은 분명 중국 내 소수민족(장동족) 언어와 밀접한 관
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운 특성이 소수민족 언어와 관
련성이 있다면, 그 원인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역사적으로 이
지역 사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소수민족의 언어가 湘南土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 지역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이 정치, 문화적인 원인
으로 자신의 모어(母語)를 버리고 한어를 주요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
면서, 사용 한어 중에 자신의 모어 성분을 남기게 된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중국의 남방 소수민족은 진시황(秦始皇) 이래 줄곧
피지배 민족으로 살아왔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후자의 경우가 더욱 가능성이
높은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 소수민족 주민이 (한족과의 혼인, 공동생
활 촌락의 형성 등의 원인으로) 한족으로 동화되면서 사용 한어 중에 모어의
특성을 반영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並定母의 예외적인 특수한 발음, 그
리고 江永방언의 경우에서처럼 並定母의 발음 특성이 같은 조음위치의 幇端母
까지 확대 적용되는 현상은 단순히 소수민족 언어가 한어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그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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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양성운(陽聲韻) 운미(韻尾)의 특성
≪切韻≫의 음운체계 내에서 자음 운미(韻尾)는 비음운미(鼻音韻尾) [-m, n, -ŋ]과 파열음 운미 [-p, -t, -k] 총 6종류의 자음 운미가 존재한다. 現代漢
語 방언 중 客家방언과 粤방언에서는 이러한 ≪切韻≫의 자음 운미 체계가 그
대로 보존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漢語方言에서는 이러한 中古시대
의 자음 운미 체계가 통합과 소실의 변화 과정을 거쳐 보다 간략화 된 형태로
남아있다. 북경어만 보더라도 中古의 [-m] 운미는 [-n] 운미로 통합되어 현재
비음운미는 [-n]과 [-ŋ] 두 개 만이 남아있으며, 파열음 운미는 이미 모두 소실
되어 음성운화(陰聲韻化) 되었다. 閩방언에 속하는 福建省 福州방언에서는 비
음운미가 모두 [-ŋ]운미로 통합되어 현재 [-ŋ]운미 하나만이 남아있으며, 中古
시기의 파열음 운미는 현재 모두 성문폐쇄음(glatal stop[ʔ])으로 발음되는데 이
는 中古의 파열음 운미가 약화(弱化) 통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湘방언에 속
하는 湖南省 長沙방언의 경우 비음운미는 대부분 [-n]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일부 소수의 운모 중에는 [-ŋ]운미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비음운미가 약화되어 주요모음의 비화(鼻化) 형태로 남아 있기도 하다. 中古
入聲韻에 존재하던 파열음 운미는 이미 모두 사라졌지만, 성조는 입성으로 구
분되어 있어 이 글자들이 과거 파열음 운미를 가진 入聲字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처럼 漢語方言의 자음운미 체계는 중고시기에 비해 다양한 형태로 간략화
된 것이 사실이지만, 中古音으로부터 변화 발전된 형태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
가 없다. 왜냐하면 中古音 즉,≪切韻≫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切韻≫에서
같은 부류의 음인 양성운의 비음운미(혹은 입성운의 파열음 운미)는 함께 규칙
적인 변화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설령 역사적으로 비음운미(혹은 파열음
운미)가 변화와 통합의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예를 들어 [-m]운미의 [-n]운
미로의 통합 혹은 [-n]운미의 [-ŋ]운미로의 통합, [-p, -t, -k]운미의 [ʔ]운미로
의 통합 등) 모두 어음의 일반적 변화 원리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中古音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여전히 규칙적인 대응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湘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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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話 중에 나타난 운모의 운미체계는 일반적인 漢語方言의 형태와 분명 다른
점이 존재한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陽聲韻의 운미인데 陽聲韻의 운미
는 현재 형태가 거의 사라져 흔적조차 없어졌거나, 운미의 형태가 남아있더라
도 지나치게 간략화 되어 있다. 다음의 예들은 각 지역 湘南土話의 자음운미
형태를 분석해 본 것이다.
▲ 宜章(赤石)방언
宜章(赤石)방언 陽聲韻 중 비음운미는 白讀 층(層)에서 모두 소실되었다(文
讀 층에서는 [-n], [-ŋ] 두 가지의 비음운미를 보유하고 있다). 入聲韻에서도
파열음 운미는 모두 사라졌고 성조의 형태로만 中古 入聲字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男no2，欠tɕʻie5，金ʨin1文／kɛi1白，板pan3文
／po3白，拳ʨʻye2，真tsɛi1，棍kuɛi5，窗tsʻaŋ1文／tsʻo1白，兴ɕin7文／hɛi5
白，冷lie3，轻kʻi1，送səu5(이상 陽聲韻字), 接ʨie7，立lei7，八po7，脱tʻə
7
7
7
7
7
7
ɰ ，七tsʻei ，约iəu ，黑ha ，壁pye ，族tsʻəu (이상 入聲韻字). 다만 宕攝
陽聲韻에서만 비음운미가 소실된 白讀 층이 보이지 않는데, 이는 宕攝字와 관
련된 어휘에서 이미 文讀音이 白讀音으로 모두 교체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東安(花橋)방언
東安(花橋)방언 陽聲韻 중 비음운미는 通攝字에만 남아 있고(宕攝字에서는
주요모음의 비화(鼻化) 형태로 비음운미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기타 韻攝에
서는 白讀 층(層)에서 모두 소실되었다(文讀 층에서는 [-n], [-ŋ] 두 가지의 비
음운미를 보유하고 있다). 入聲韻에서도 파열음 운미는 모두 사라졌고 성조의
형태로만 中古 入聲字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淡dan
6文／do3白，婶ɕin3文／ɕi3白，钱ʑie2文／ʑie2白，换uan5文／ue5白，阵dʑi
n6文／ʑio6白，香ɕiaŋ1文／ɕiu1白，江ʨiaŋ1文／ko1白，凝ni2，命min5文／
mio5白，横uan2文／ɣo2白(이상 陽聲韻字). 甲ʨia1文／ko7白，湿ɕi1文／sɿ7
白，舌ʑie2文／ʑie7白，笔pi2文／pi7白，托tʻo1文／tʻu7白，力li2文／lie7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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席dʑi2文／ʑio7白(이상 入聲韻字).
▲ 寧遠(東路)방언
寧遠(東路)방언 陽聲韻 중 비음운미는 通攝字를 제외하고 白讀 층에서 대
부분 소실되었다(文讀 층에서는 [-ŋ] 한 가지의 비음운미만이 남아있다). 入聲
韻에서도 파열음 운미는 모두 사라졌고, 中古의 入聲 성조도 이미 다른 舒聲
성조와 통합되었다(中古 무성음 성모의 入聲字는 陽平으로 통합되었고, 中古
유성음 성모 入聲字는 陽去로 통합되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蓝l
o2，林lio2，溅tso5，关kue1，贫pʻio2，爽ɕio5，方fəŋ1／fie1，绑pie3，证tso5，
名mio2，横xe2(이상 陽聲韻字)，夹ka2，立læ6，铁tʻi2，月vəi6，出suæ2，各
kʻo6，学ɕiəu2，识sɿ6，摘tso2，哭xɔ2(이상 入聲韻字). 다만 陽聲韻의 경우
비음운미가 소실된 글자보다는 -ŋ운미로 발음되는 글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한
다. 이는 白讀의 소실과 文讀의 확산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의 방언이라는 것
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江永방언
江永방언에서도 宕江攝를 제외하고 모든 韻攝에서 비음운미가 소실된 白讀
층이 존재한다(江永방언의 비음운미는 [-n], [-ŋ] 두 가지인데, 대부분 [-ŋ]운
미이며 [-n]운미는 [-yun] 운모(山攝合口三等字의 운모)에서만 나타난다). 入
聲韻에서도 파열음 운미는 모두 사라졌고 성조의 형태로만 中古 入聲字를 구
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喊huoɯ5，检ʨie3，心sai1，款kʻai3，
板puoɯ3，珍ʨie1，朋pai2，硬ŋuoɯ6，供ʨie5(이상 陽聲韻字), 塔tʻu7，集tsa6，
瞎hø7，雪ɕy7，失sɯə7，削siou1，测tsʻɯ7，石ɕyə6，速su7(이상 入聲韻字).
▲ 道縣(小甲)방언
道縣(小甲)방언 陽聲韻 중 비음운미는 宕攝를 제외하고 白讀 층에서 대부
분 소실되었다(道縣(小甲)방언의 비음운미는 [-n], [-ŋ] 두 가지인데, 文讀 층
에서 咸山攝은 [-n]운미로 발음되고, 기타 陽聲韻은 [-ŋ]운미로 발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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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聲韻에서도 파열음 운미는 모두 사라졌고 성조의 형태로만 中古 入聲字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淡咸tu4，心深ɕiɛ1，边山pən1／piɛ1，
软山nyɛ3，神臻ɕiɛ2，巷江ɕye6，朋曾piɛ2，京梗ʨiu1，送ɕiɛ5(이상 陽聲韻字)，
接咸ʨi7，急深tsɿ7，八山piɛ7，活山fuə7，七臻tsʻa7，薄宕pu4，极曾tsɿ7，摘
梗tsu7，足ʨiu7(이상 入聲韻字).
桂陽(敖泉)방언
桂陽(敖泉)방언 陽聲韻 중 비음운미는 深, 曾, 通攝을 제외하고 白讀 층에
서 대부분 소실되었다(桂陽(敖泉)방언의 비음운미는 모두 [-ŋ]운미 한가지로
통합되었다). 入聲韻에서도 파열음 운미는 모두 사라졌고 성조의 형태로만 中
古 入聲字를 구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三咸se1，燃山nie2，乱
山lo6，震臻ʧie5，亮宕lio6，争梗tse1，名梗mie2(이상陽聲韻字), 法咸fa7，入深ie7，舌
山sia7，出臻ʧʻye7，略宕lio7，浊江tsʻo7，力曾lie7，石梗ʃa7，哭通kʻuo7(이상 入聲韻
字).
▲

다음은 최근 발표된 湘南土話 관련 단편 논문 중에 묘사된 몇 개 지역 湘
南土話 운미의 음운특징을 정리해 본 것이다.14)
道縣(壽雁)방언
道縣(壽雁)방언 陽聲韻 중 深摄，臻摄，曾摄，梗摄，通摄，江摄见组，咸
摄开口一等에서 비음운미는 모두 소실되었다(道縣(壽雁)방언의 비음운미는
[-n], [-ŋ] 두 가지인데, 咸山攝은 [-n]운미로 발음되고(山攝合口는 [-ŋ]운
미로 발음된다), 宕江攝은 [-ŋ]운미로 발음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心深si1，根臻kiɛ1，曾曾tiɛ1，清梗ʨʻiu1，风通xuɛ1，讲江ki3，南咸nu2. 中古 입성운
미는 이미 모두 사라졌고, 하나의 入聲 성조의 형태로 中古 入聲字를 구분하
고 있다.
▲

14) 鲍厚星等≪湘南土话论从≫，湖南师范大学出版社，2004년:88-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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桂陽(燕塘)방언
桂陽(燕塘)방언 陽聲韻 중 咸, 山, 宕, 江, 梗摄 다수의 글자들이 白讀 층
에서 비음운미가 소실되었다(桂陽(燕塘)방언의 비음운미는 [-ŋ]운미 하나로
통합되었는데 모두 文讀音이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染咸niaŋ3文／n
ie3白，残山tsʻaŋ2文／tsʻa2白，卵山luaŋ3文／lo3白，汤宕tʻaŋ1文／tʻo1白，相宕siaŋ1文／sio1
白，双江suaŋ1文／so1白，硬梗ŋiŋ5文／ŋiɛ6白，星梗sie1白. 入聲韻에서도 파열음 운미
는 이미 모두 사라졌고, 中古의 入聲 성조도 이미 다른 舒聲 성조와 통합되었
다.(대부분이 陽去로 통합되었고, 소수는 陽平 혹은 陰去로 통합되었다).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月山nye6，得曾tiɛ6，责梗tsiɛ6，石江ɕia6，六通lye6.
▲

桂陽(洋市)방언
桂陽(洋市)방언 陽聲韻 중 咸, 山, 宕, 梗, 通摄의 많은 글자들이 白讀 층
에서 비음운미가 소실되었다(文讀 층에서는 [-n], [-ŋ] 두 개의 운미가 존재
한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南咸næ2，占咸ʧie1，干山ko1，面山mie6，选山
sye3，掌宕ʧo3，冷梗la3，精梗tsie1，融通io1. 中古 입성운미는 이미 모두 사라졌
고, 하나의 入聲 성조의 형태로 中古 入聲字를 구분하고 있다.
▲

이상의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湘南土話의 비음운미는 白讀 층에서
대부분 소실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파열음 운미는 文讀과 白讀의 구분 없이
모두 소실되었다). 하지만 文讀 층에서는 -n, -ŋ 두 개의 비음운미가 존재하
거나 그 중 하나의 비음운미만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 白讀은
방언 고유의 성분(혹은 文讀의 유입 이전부터 오랫동안 존재해 왔던 성분)이
고, 文讀은 후대에 외래방언(해당 지역의 통용어 혹은 전국적인 통용어)의 요
소를 차용한 성분이다.15) 그렇다면 湘南土話의 비음운미는 文讀 층이 유입되
15) 文讀과 白讀은 보통 한 글자(字)에 외래방언의 음(文讀)과 본 방언 고유의 음(白讀)이
동시에 병존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다. 이처럼 한 글자에 병존하고 있는 서로 다른 음
은 각기 서로 다른 어휘에서 출현한다. 예를 들면 廣東省
남동부 潮陽방언에서 ‘鬪’자
는 두 가지 음으로 발음되는데 ‘鬪爭’ 중의 ‘鬪’는 tou5(文讀)로, ‘鬪墟’ 중의 ‘鬪’는 tau5
(白讀)로 발음된다. 일반적으로 文讀은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사교언어, 문화용어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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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전에 이미 소실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비음운미를 보유하고
있는 文讀 층이 유입된 후에 白讀 층의 비음운미가 사라졌다는 것은 논리적으
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湘南土話 白讀 층에서의 비음운미 소실
은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現代漢語
방언의 면모를 볼 때 湘南土話에서처럼 비음운미가 완전히 소실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다. 거의 모든 漢語방언에서 白讀 층이든 文讀 층이든 비음운미
는 한 가지 이상(보통은 두 가지)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비음운미
가 약화되어 모음의 비화(鼻化)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있다). 따라서 湘南
土話의 비음운미 소실은 일반적인 한어방언의 어음 변화 원리에 부합되지 않
는 특수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湘南土話의 비음운미 특징은 아마도 고래로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던 苗瑤
族의 언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역사적 문헌자료에 의하면 苗瑤族은 대략
漢晉 시기에는 현재의 湖南省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었다고 한다. 후
에 다시 남동쪽으로 분산 이주하게 되는데, 苗瑤族 중 대표적으로 苗族은 서
쪽으로, 畲族는 동쪽으로, 瑤族은 남쪽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16) 그 중 苗族
은 현재 苗瑤族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남방 지역에서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다. 苗族 언어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음 운미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방언에 따라 [-n] 혹은 [-ŋ] 하나의 비음운미를 가
지고 있는 경우는 있다).17) 苗族은 주로 중국 남방의 湖南省, 貴州省, 四川
省, 廣西省, 廣東省 등지에 분포해 있는데, 王辅世(1985)의≪苗语简志≫에
신흥 어휘 등에 주로 쓰이고, 白讀은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구어(口語) 혹은 그
지역 특유의 어휘, 지명 등에 주로 쓰인다. 그래서 文讀을 독서음(讀書音), 白讀을 구
어음(口語音)이라 칭하기도 한다.
16) 戴庆厦≪汉语与少数民族语言关系概论≫，中央民族学院出版社，1992年:138，148
쪽(≪苗族简史≫(贵州民族出版社，1985年)，≪瑶族简史≫(广西民族出版社，1983
年)에서 인용).
17) 중국의 남방 소수민족 언어를 양분한다면, 크게 壯侗族 언어와 苗族 언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두 어족 언어의 음운 특징 중 가장 큰 차이는 자음운미 체계의 다름에 있
다. 壯侗族의 언어가 다양하고 체계적인 자음운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苗族의 언
어에는 자음 운미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沈钟伟〈语言转换和方言底层〉，≪历史层
次与方言研究≫，上海教育出版社，2007年:122-123쪽. 王辅世≪苗语简志≫，民族出版
社，1985年: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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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중국 남방에 분포한 苗族의 언어 중 비교적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湖南省 花垣县의 腊乙坪苗语, 贵州省 凯里县의 养蒿苗语，贵州省
毕节县의 大南山苗语의 어음, 어휘, 어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묘사를 하
고 있다. 그 중 비음운미에 대한 분석을 보면, 이들 苗族의 언어에는 [-n] 혹
은 [-ŋ] 등의 비음운미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漢語의 어휘를 차용하여 쓰는 과
정에서 漢語 어휘를 발음하기 위한 성분이라고 밝히고 있다.18) 湘南土話의
분포 지역에는 현재에도 이들 苗族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상술한 것처럼 한어방언에서는 보기 힘든 湘南土話의 비음운미 특징은 방언
내부의 자연스러운 역사적 음운변화라기보다는 아마도 고대 이 지역에 거주하
던 소수민족(주로 苗瑤族)이 자신의 모어를 버리고 漢語(즉 湘南土話)를 사
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만
일 반대로 가정을 하여 현재 湘南土話의 비음운미 특징이 소수민족의 漢語 사
용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방언 자체의 역사적 음운변화라고 한다든지, 소수
민족의 언어가 漢語에 직접 영향을 준 결과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漢語의 역사적인 음운변화로 보기에는 湘南土話의 비음운미 특징이 한
어방언의 보편적인 특성을 크게 벗어난다는 문제가 있고, 소수민족의 언어가
漢語에 직접 영향을 주었다는 가정은 중국 古代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성립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Ⅳ. 古音의 통합 관계 및 文讀의 유추로 인한 확산
湘南土話의 陽聲韻 혹은 入聲韻은 白讀 층에서 자음 운미가 소실된 특성
을 갖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陽聲韻(혹은 入聲韻)의 발음이 지나치게 단순화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湘南土話 에 속한 대부분의 방언에서
는 白讀 층에서 咸山攝開口三四等과 深臻曾梗攝開口三四等에 똑같은 발음
의 어음 층이 존재한다. 中古音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지나친 韻攝
간의 통합관계는 보기 힘든 현상이다. 이와 같은 韻攝 간 통합관계를 가진 발
18) 王辅世≪苗语简志≫，民族出版社，1985年:6-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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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비음운미(혹은 입성운미)가 소실되고, 운미가 [i]
인 [ai]류([ai], [ɛi], [ei] 등)와 [ie]류([ie], [iɛ] 등)의 발음이다. 다음은
東安방언의 [ie](입성운), 宜章방언의 [ɛi](양성운)와 [ie](입성운), 臨武방언
의 [ie](입성운), 江永방언의 [ie, ai](양성운)와 [i](입성운), 道縣방언의 [i
ɛ](양성운)와 [i(ɿ)](입성운), 桂陽방언의 [ie](입성운), 寧遠방언의 [i](입성
운)을 예로 들어 본 것이다.
東安: 猎lie1 2，接ʨie7 1文／ʨai72白，叶ie72文／ie7白(이상
咸摄)
，列lie1文／lie7白，节
2
7
ʨie 文／tsai 白，舌ʑie 文／ʑie 白，热ʑie 文／lai 白，结ʨie1文／kai7白，噎i
e1文／2 ie7白(이상 山摄)，袭1 ɕie1文／ɕ
ie7白，2给ʨie17文／ke7白(이상
深摄)，
7
乙ie1 (이상7 臻摄)，逼pie 文／pai1 白，力li7 文／lie 白，直ʥi2文／die7白，织
ʨi 文／ʨie 白(이상 曾摄)，腋ɕie 文／ɕio 白(이상 梗摄)
7，贴tʻie7，协ɕie5(이상
宜章: 陕sɛi3白，闪so1 3／s7ɛi3 ‖ 接1ʨie7，折~叠7 ʨie7，叶ie
咸摄)，鲜ɕi5 ／sɛi ，3战tsɛi 2 ‖ 铁tʻie1，节ʨie72，舌ɕie17，结ʨie75(이상 山7
摄)，浸tsɛi , 沉sɛi2 ／ts'ɛi ，5 针tsɛi 2，琴k'ɛi 5，音ɛi ‖ 袭ɕie5 ，湿ɕ1ie
(이상3 深摄)，3 贫pɛi 7，民min7 文／mɛi 白，信sɛ2i ， 5衬ts'ɛi5，身sɛi5，
忍ɛi ，近k'
ɛi ‖ 乙ie ，逸ie (이상 臻摄)，菱lɛi ，瞪tɛi ，胜sɛi ，兴hɛi ，
证ts
ən1／tsɛi5 ‖ 鲫ʨie7，蚀ɕie7(이상 曾摄)，兵pɛi1，井tsɛi3，郑ts'ɛi
5，轻k'ɛi1，星sən1文／sɛi1白 ‖ 逆nie7，脊ʨie7／ʨi3，液ie7(이상 梗摄)
临武: 贴t'ie77，接ʨie7，褶ʨie7，1协ɕie7(이상
咸摄)
，别pie1，节ʨie7，哲ʨie7，
结kie 7(이상 山摄)
，立lie ，集ʨ'ie7，湿ɕie7，急kie7(이상深摄)，栗lie7，
7
7(이상 臻摄)，力lie1，直ʨ'ie7，食ɕie1，
七ʨ'ie1，秩t'ie ，失ɕie7，吉kie
7
极k'ie3 (이상3 曾摄)，3 积ʨie2 ，石so57／ɕie1，7击kie7，7 益ie7(이상 梗摄) 5
江永: 检ʨie2／ʨiŋ ，掩ie4 ，檐ie 7‖ 贴t'i 7，接tsi7，折ʨi (이상 咸摄)，1 腱ʨie1，
怜lai 3，便~宜pai1 ‖ 切ts'i
，撤ʨ'i ，结ʨi (이상 山摄)，针ʨie ，音ie ，
品pai
，心sai ‖ 执ʨi7，急ʨi7，吸ʨi7(이상 深摄)，珍ʨie5，身ɕie1，信
2，
sai5，2臻tsai1 7‖ 悉si76，质ʨi76，吉ʨi7(이상 臻摄)，1胜ɕie5，3孕ie6，陵lai
4
凭pai
‖ 息si ，直ʨi ，食ɕi (이상 曾摄)，贞ʨie ，秉pai ，皿mai ，苹p
ai2 7‖ 斥ʨ'i77，滴ti7，7析si7(이상 梗摄) 6 4 1 1 5
道县: 接ʨ6 i ，贴t'i ，7 折tsɿ7(이상 咸摄)
，辨liɛ ／pən ，边piɛ ／pən ，练liɛ ／n
ən ‖ 切ʨ'i ，结ʨi ，蜇tsɿ6，折tsɿ7(이상 山摄)，林liɛ2，心ɕiɛ1，针ʨiɛ1，
音iɛ14 ‖ 习ɕi66，十sɿ66，急ts7ɿ7，及tsɿ6(이상 深摄)，2 信ɕiɛ5，6珍ʨiɛ1，1近ʨiɛ4，5
引iɛ 6‖ 实s7ɿ ，失sɿ7 ，乙i (이7 상 臻摄)，凭piɛ 1，瞪tiɛ ，3蒸ʨiɛ ，1兴ɕiɛ
‖ 力li ，熄ɕi ，织ʨi ，极tsɿ (이상 曾摄)，晶ʨiɛ ，逞ʨ'iɛ ，经ʨiɛ ‖ 踢
t'i7，溺ni6，绩ʨi7(이상 梗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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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상 咸摄)，切ts'ie7，折ʧie7，热ie7，
桂陽: 接tsie77，叶ie7，业nie7，贴t'ie
7
7
7
7
7
结ʧie (이상
山摄)
，立lie ，湿ʃie ，入ie ，急ʧie (이상 深摄)，笔pie ，
7
7
7
7
7
7
七ts'ie ，失ʃie ，日ie
(이상7 臻摄)7 ，力lie ，7 熄sie ，直ʧ'ie ，食ʃie7
7
(이상 曾摄)，敌tie2 ，历lie ，积tsie ，2戚ts'ie2 (이상2 梗摄) 6 2
寧遠: 接ʨi2，叶i6，贴t'i
(이상 咸摄)，铁t'i ，捏li ，切6ʨ'i ／ʨ6'ie ，6 结ʨi (이
2
상 2山摄)，习ɕi6，蛰ʨi25，急ʨi26(이상6 深摄)
，疾ʨi ，日ni ／ŋ ，吉ʨi ，
6
6
2
一i6 (이상 2臻摄)，逼pi ，熄ɕi ，食i ／sɿ ，极ʨi (이상 曾摄)，敌ti ，积
ʨi ，脊ʨi (이상 梗摄)

江永방언과 道縣방언에는 이러한 부류의 발음이 通攝一三等, 曾攝開口一
等, 梗攝開口二等, 臻攝開口一等 및 合口一三等에서도 나타난다. 예시해 보
면 다음과 같다.
1 民眞mai2 陵蒸lai2 萍靑pai2 送東一sai5 風東三pai1 贈登ts
江永: 憐6先lai2 心侵sai
ai 粳庚二
kai3 恨2 痕hai6 1本魂pai31迅諄sai51
1
道縣: 邊先piɛ5 林侵liɛ1 眞眞ʨiɛ 2 蒸蒸ʨiɛ 2 經靑ʨiɛ 送東一ɕiɛ5 終東三ʨiɛ1 層登ʨ‘iɛ2 埂
庚二kiɛ 根痕kiɛ 門魂miɛ 裙文kiɛ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통합관계는 주변의 客家방언, 粤방언, 湘방언은 물론
일반적인 한어방언에서도 나타나기 힘든 현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나
타나는 원인은 漢語 외적인 요인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湘南土
話의 분포 지역은 고대로부터 소수민족의 거주 지역이었다. 湘南土話 중에 나
타나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통합관계는 아마도 고대로부터 이어온 이 지역의 소
수민족 언어와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진다. 아마도 당시의 소수민족 언어는 모음
이나 운모 체계에 있어서 漢語에 비해 상당히 단순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漢語를 사용하는 과정 중 모어(母語)의 간섭으로 인하여 상술
한 현상과 같은 단순화된 특성을 나타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 남방의
소수민족 언어 중 苗語에 속한 언어들의 특징 중 하나가 漢語에 비해 성모의
수가 많고, 운모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성모가 많은 이유는 성모가 될 수 있
는 복자음(復子音)의 수가 많기 때문이며, 운모가 적은 이유는 운미(韻尾)가
되는 자음 혹은 모음의 수가 적기 때문이다.19) 예를 들어 臘乙坪苗語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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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는 67개인 반면, 운모는 16개이며, 養蒿苗語의 경우 성모는 39개, 운모
는 17개, 大南山苗語의 경우 성모는 57개, 운모는 23개이다.20) 瑤語나 壯侗
族 언어의 경우는 같은 이유로 성모의 수가 많지만, 운모의 경우도 모음에 장
단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모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이상과 같이 湘南土話 咸山攝開口三四等과 深臻曾梗攝開口三四等의 白讀
층에 분포한 [ai]류([ai], [ɛi], [ei]) 혹은 [ie]류([ie], [iɛ])의 발음은 주
변방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상당히 독특한 어음 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白讀音은 그 분포 상황을 분석해 보면, 두 부류가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江永방언 咸山攝 및 深臻曾梗摄 開口三四等 양성운 중 [ai]는 幇組와
端系(端組+泥組+精組)에서만 나타나고, [ie]는 知見系(知組+照組+日母+
見組+曉組+影組)에서만 나타난다. 즉 [ai]와 [ie]는 상보적 분포 관계에 있다.
臻攝開口三等字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贫pai2，邻lai2，进tsai5，珍ʨie1，
身ɕie1，忍nie4，近ʨie4，引ie4.
둘째, 상술한 것처럼 [ai]류의 白讀音과 [ie]류의 白讀音은 양성운 혹은 입성
운 내에서 분포 범위가 대체로 일치한다. 양성운의 경우 예를 들어 江永의 [ai]와
道縣의 [ie]는 똑같이 (咸21))山深臻曾梗摄開口三四等, 梗攝開口二等, 通攝
一三等, 曾攝開口一等, 臻攝開口一等 및 合口一三等에 분포되어 있다. 道縣의
[ie]를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辨lie6/pən4，边piɛ1/pən1，练liɛ5/nən6(이
상 山开三四)，抿miɛ4，鳞liɛ2，新ɕiɛ1，尘ʨʻiɛ2，真ʨiɛ1，近ʨiɛ4(이상 臻开
三)，凭piɛ2，瞪tiɛ6，升ɕiɛ1，兴ɕiɛ5(이상 曾开三)，晶ʨiɛ1，逞跑 进ʨʻiɛ3，经
1
2
1
5
1
1
3
ʨiɛ (이상 梗开三四)，蓬piɛ ，东tiɛ ，送ɕiɛ ，空 虚xiɛ ，丰fiɛ ，肿ʨiɛ ，用
iɛ6(이상 通合一三)，朋piɛ2，等tiɛ3，层ʨʻiɛ2，肯xiɛ3(이상 曾开一)，棚piɛ2，埂ki
ɛ5，硬ŋiɛ5/ŋən6(이상 梗开二)，根kiɛ1，本piɛ3，粉fiɛ3，魂fiɛ2，裙kiɛ2(이상 臻开
一，臻合一三). 입성운의 경우 東安, 宜章, 臨武, 桂陽방언 중의 [ie]는 宜章방언
，

∼

19) 严学群≪民族研究文集≫，民族出版社，1997년:139쪽.
20) 王辅世≪苗语简志≫，民族出版社，1985年:6-23쪽.
21) 道縣의7 咸攝字 7중 [iɛ]로6 읽는 어음 층은 주로 一二等韻에서 나타난다. 坎xiɛ2，插ʨʻiɛ7，
夹kiɛ ，掐kʻiɛ ，狭xi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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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江永방언 양성운 중의 [ɛi] 혹은 [ai]와 마찬가지로 咸山攝開口三四等과 深
臻曾梗攝開口三四等에 고루 분포한 어음 층이다.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東安: 折 叠咸7 ʨie1文/ʨie71白, 舌山7ʑie2文/ʑie7白, 袭深ɕie1文/ɕie7白，乙臻ie2，直曾ʥi2文
/die 白，腋梗, ɕie 文/ɕio 白
宜章: 接咸ʨie71，节山ʨie77，袭深ɕie57，乙臻ie7，7 鲫曾ʨie7，1脊梗ʨie7/ʨ7 i3
臨武: 业咸nie 7，结山kie ，7 急深kie ，7 吉臻kie ，7极曾kʻie ，7击梗kie 7
桂陽: 接咸tsie ，切山tsʻie ，湿深ʃie ，七臻tsʻie ，熄曾sie ，戚梗tsʻie
∼

셋째, 江永방언의 通攝 양성운 一等 白讀은 [ai]이고, 三等 白讀은 [ie]이다.
즉 두 부류의 음이 等韻을 경계로 나누어져 있다. 만일 三等韻의 [ie]가 방언 내
부에서 iai → iei → ei와 같은 어음 변화를 거친 것이라면 一等韻의 [ai]와 三等
韻의 [ie]는 동일한 어음 층 성분으로 보아야 하겠지만, [ai]와 [ie]가 白讀과
文讀 관계라면 서로 다른 어음 층이 될 것이다. 江永방언의 [ai]와 [ie]의 분포
상황을 보면, 경우에 따라 이 두 가지의 음이 한 글자에 병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
아 [ai]와 [ie]는 고대의 白讀과 文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江永방언
通攝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蓬pai2，动tai4，送sai5，工kai1，红hai2
(이상 一等字), 冢ʨie3，肿种 类ʨie3，种 树ʨie5，供ʨie5(이상 三等字).
이와 같이 [ai]류와 [ie]류의 白讀音은 분포상 상당히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湘南土話 양성운 혹은 입성운 중에 나타나는 [ai]류 어음 층은 분포 특징이
나 발음특성으로 볼 때 아마도 고대로부터 존재한 이 지역 소수민족 언어와 관련
된 성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ie]류의 어음 층은 [ai]류 어음
층이 형성된 이후 후대에 방언 내에 유입된 성분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ai]류와
[ie]류는 서로 교체관계에 있는 고대의 文白異讀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후대에
방언 내에 유입된 [ie]류 어음 층은 먼저 구개음화된 성모와 결합하는 형식으로
이 지역 방언에 나타나면서, 방언 내 [ai]류 어음 층과 점차 교체되는 현상이 나타
났을 것이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정은 이 지역 방언에서 [ai]류 어음
층과 [ie]류 어음 층의 분포를 통해 추론해 볼 수 있다. 우선 [ai]류와 [ie]류의
교체는 三等 知章組와 三四等見系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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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한 江永방언의 咸山摄 및 深臻曾梗摄 開口三四等韻에서 [ai]와 [ie]의 분포
상황은 이와 같은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江永방언 중 深開三侵
澄母字 ‘沉’은 tsai2/ʨie2와 같이 두 가지 독음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tsai2에서
2
ʨie 로의 어음 교체과정 중 두 가지 발음이 공존하게 되는 과도기적 단계를 보여
주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文白異讀 교체과정 중의 한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22) 宜章방언 曾開三 入聲韻 중에도 유사한 현상이 존재한다. 즉 鯽ʨie7,
熄sei7, 識sei7 蝕ɕie7 등처럼 같은 古音 성모조건 하의 운모가 [ei]와 [ie]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처럼 三等 知章組와 三四等見系에서 시작된 어음 교체 현
상은 점차 동일 韻 중의 幇組, 端系로 확대되고, 마지막으로 一二等韻까지 확산
된 것으로 보인다. 一二等韻으로의 확산 과정은 일종의 유추(類推) 현상으로 밖
에 볼 수 없는데23), 江永방언과 道縣방언 一二等韻에서 [ai]와 [iɛ]의 분포 상
황을 보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江永방언의 臻曾攝 開口一等 痕登
韻은 한 두 글자의 예외적 발음을 제외하고는 모두 [ai]로 발음된다. 吞tʻai1，跟
kai1，恨hai6，恩ai1，朋pai2，等lai3，增tsai1，肯hai3 등(예외:根kuoɯ1,
22) 한어방언 중의 文白異讀은 서로 다른 두 방언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다시 말해 본
래는 하나의 언어에서 출발하여 서로 다른 변화와 발전을 거친 두 방언 중 한 방언이
다른 한 방언의 음운적 요소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글자의 文讀과 白讀은 초기에는 서로 병존한다. 즉 (해당 글자가 포함된) 어떤 어휘에
서는 文讀 만을 사용하고 어떤 어휘에서는 白讀 만을 사용하는 상태가 지속된다. 그러
나 일반적으로 文讀은 그 사용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白讀은 상대적으로 사용
범위가 축소되어 결국에는 대부분의 어휘에서 文讀이 白讀을 교체하게 된다. 이처럼
文讀과 白讀은 서로 교체되는 관계에 있다. 徐通鏹(『歷史言語學』, 商務印書館, 19
96년:353-355쪽)에서는 산서성 聞喜방언 麻韻章組字 운모 발음을 예로 文讀과 白讀
의 교체과정을 ①文弱白强, ②文白相持, ③文强白弱의 세 단계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에서 文讀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遮者蔗車扯蛇
射麝奢賖捨舍赦佘社’등 15개의 글자는 어떤 어휘에서든 모두 白讀인 [iɛ]로 발음되는
데 ‘社’자 만이 ‘社會主義’에서 文讀인 [ə]로 발음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文讀과 白讀
은 대체로 비슷한 비율로 사용된다. ‘遮蛇社射麝扯舍捨’등 글자의 운모는 [ə]이고, ‘蔗
車佘’의 운모는 [ə]와 [iɛ] 두 가지 모두 사용되며, ‘奢賖’ 두 글자의 운모는 [iɛ]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대체로 文讀 만을 사용하고 白讀은 그 사용 범위가 크게 축소되어
지극히 제한된 어휘에서만 사용된다. 예를 들면 지명이라든가 친족의 호칭과 같은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몇 어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된다.
23) 이는 아마도 방언 내 三四等韻이 [iai]→[ai]와 같은 ‘i’개음 탈락의 음운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三四等韻의 운모와 一二等韻의 운모가 발음상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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恒huoɯ2). 그런데 梗攝 開口二等 庚耕韻 중에는 [ai]와 [ie]가 공존한다. 澄橙
2
2
1
3
3
ʨie ，棚pai ，筝tsai ，粳kai , 耿kai 등. 그러나 道縣방언에서는 臻曾攝 開
口一等 痕登韻도 모두 [iɛ]로 읽고, 梗攝 開口二等 庚耕韻도 일부 文讀音을 제
외하면 모두 [iɛ]로 읽는다. 吞kiɛ1，根kiɛ1，朋piɛ2，等tiɛ3，层ʨʻiɛ2，肯xiɛ3
(이상臻曾開一痕登)，棚piɛ2，彭piɛ2，更换kiɛ1，埂kiɛ5，硬ŋiɛ5/ŋən6(이상
梗開二庚耕). 道縣방언 중에는 이미 [ai]류의 어음 층이 존재하지 않는다. 道縣
방언 蟹攝 開口一二等의 대다수 글자들 역시 [iɛ]로 발음되는데, 이 또한 유추작
용의 결과로 보여 진다. 즉 古代 蟹攝 開口一二等의 [ai]韻이 深臻曾梗摄 및 咸
山摄의 [ai]韻을 따라 똑같이 [ie]로 교체되는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 道
縣방언 蟹攝 開口一二等 독음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戴tiɛ5，耐niɛ6，
菜ʨʻiɛ5，改kiɛ3/kə3，买miɛ4，晒ɕiɛ5，街kiɛ1，矮ŋiɛ3 등.
이처럼 일부 구개음화된 성모 즉 三等 知章組와 三四等見系 성모 뒤에서만 나
타나던 [ie]류의 발음(고대의 文讀音 그러나 현재에는 주변 방언(湘방언 혹은 官
話) 성분의 유입으로 白讀音이 됨)이 동일 韻 내의 幇組, 端系로 확대되고, 다시
一二等韻까지 확산된 것은 일종의 유추(類推)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최초 文
白異讀의 교체 범위(三等 知章組와 三四等見系)를 넘어 상대방언의 발음과 상
관없이 [ai]류 발음을 모두 [ie]류 발음으로 바꾸는 변화 과정이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文白異讀의 교체식 음운변화 이후에 동일한 文讀 운모의 발음
을 文白異讀이 존재하지 않는 성모 뒤의 운모에 적용하고, 다시 一, 二等韻으로
까지 확대 유추하여 발음하는 현상은 분명 일반적인 한어방언에서는 나타나기 힘
든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능한 가정은 본래 상당히 단순화된 운모체계의 모어
(母語)를 가진 민족이 자신의 모어를 버리고 漢語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용 漢語
중에 [ai]류의 어음 층을 만들어 내고, 후에 주변 강세방언에 의한 文讀 [ie]류
발음을 확대 유추하여 본래 文讀이 존재하지 않는 범위의 [ai]류 발음에까지 [ie]
류 발음을 적용시킨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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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성절자음
漢語의 음절구조에서 주요모음(혹은 韻腹)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그
러나 漢語 남방방언 중에는 자음 하나만으로 하나의 음절이 되는 소위 성절자
음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上海방언의 ‘魚’ 는 [ŋ113]으로 발음되는데 성조는
있지만 모음은 없다. 이러한 성절자음은 [n], [m], [ŋ] 등 비음만이 가능한
데, 漢語의 일반적 음절구조와 달리 음절 중 주요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와 같은 음절은 漢語의 음절 구조에서 상당히 특수한 형식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비음으로 구성된 성절자음은 漢語 남방방언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북방방언에서는 일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은 漢語 남방방언 중에 나
타난 성절자음을 예시해 본 것이다.
吳방언
湘방언
徽방언
赣방언
客家방언
闽방언
粤방언

蘇州
溫州
長沙
雙峰
屯溪
南昌
梅县
厦门
广州

m (姆，亩)
n (你) ŋ (五，鱼，儿)
m (姆)
ŋ (儿，误，鹅)
m (姆)
n (你)
m (姆)
n (你)
m (母，拇，亩) n (午，五)
m (姆)
n (你) ŋ (五)
m (□글자미상:대략 표준어‘不’에 해당) ŋ (五，鱼)
m ( 梅，茅)
ŋ (方，长，骏, 黃, 影)
m (唔)
ŋ (吴，五)

湘南土話에서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방언 내에 성절자음이 존재한다.
東安(花桥) m (鹅，梧，磨，饿)
宜章(赤石)
江永
临武(城关)
道县(小甲)
宁远(东路)
永州(岗角山) m (□글자미상 妹:妹妹)
蓝山(太平)
～

ŋ (他，五，伍)
ŋ (不)
ŋ (人，五，案，安，饿，碗)
ŋ (五，午，碗，误)
ŋ (人，尔，五，安)
ŋ (五，入，你，人，日)
ŋ (人，黄，五，稳)
ŋ (鱼，渔，五，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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临武(麦市)
桂阳(流峰)

n你
ŋ (五，午，鱼)
n □ lo:那里 ŋ (五，午，鱼)
～

湘南土話를 포함한 漢語의 남방방언 중에 나타나는 이러한 성절자음은 사
실 방언의 음운체계 내의 역사적(혹은 자연적) 음운변화 원리로는 설명하기 힘
들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漢語의 일반적인 음운변화 원리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五，吴，鱼’ 등은 中古시기 성모가 [ŋ-]인 疑母字이고,
‘梅，茅，亩’ 등은 中古시기 성모가 [m-]인 明母字이며, ‘你’ 등은 中古시기
성모가 [n-]인 泥母字이다. 따라서 성절자음 중 中古 疑母字는 [ŋ]으로, 明
母字는 [m]으로, 泥母字는 [n]으로 변하는 규칙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
만 이러한 설명은 많은 예외적 현상들을 포함하게 된다. 예를 들어 广州방언
의 [m](唔), 徽방언의 [n](午，五)(疑母字), 溫州방언의 [ŋ](儿)(日母字),
東安(花桥)방언의 [m](鹅，梧，饿)(疑母字)와 [ŋ](他)(透母字), 宜章(赤
石)방언의 [ŋ](不), 江永방언의 [ŋ](人，案，安，碗)(日母 및 影母字), 道县
(小甲)방언의 ŋ (人，尔，安)(日母 및 影母字), 宁远(东路)방언의 [ŋ](入，
你，人，日)(日母 및 泥母字), 永州(岗角山)방언의 ŋ (人，稳)(日母 및 影
母字) 등은 모두 이러한 규칙에 위배되는 글자들이다. 또한 厦门방언의 ‘方,
黃, 影’‘ 등의 글자들과 永州(岗角山)방언의 ’黃‘ 등의 글자들은 모두 [ŋ]으로
발음되는데, 中古音으로 볼 때는 성모가 비음이 아닌 운미가 비음인 글자들이
다. 따라서 이러한 글자들은 운미의 비음이 성절자음으로 발전되었다고 설명해
야 한다. 이처럼 湘南土話 및 漢語의 남방방언 중에 나타나는 성절자음은 많
은 경우에 있어 漢語의 일반적 변화 원리로는 설명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글자들과 같은 음운 위치(≪切韻≫음운체계 내에서 성모
와 운모의 같은 음운 위치)에 있는 글자들의 발음은 대부분 이러한 성절자음이
아니다. 즉 몇 개 소수의 글자들만 성절자음으로 발음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 남방의 소수민족 언어 중 苗族 언어에서는 비음 자음이 독립적
으로 음절을 형성하는 성절자음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24) 예를 들어 腊乙坪
24) 马学良≪喊藏语概论≫，北京大学出版社，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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苗語에는 m35(你)，小章 n35(坐)，ŋ55(鸭子) 등 [n], [m], [ŋ] 세 개의 성절자음
이 모두 존재한다.25) 그렇다면 漢語의 역사적 발전 원리에 위배되며, 북방방
언에는 나타나지 않고 남방방언 중에만 나타나는 성절자음은 漢語의 내적인
발전의 결과라기보다는 漢語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는 소수민
족 언어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성절자음으로 읽히는 글자들 모두가 구어(口語)에서 사용빈도
가 아주 높은 상용글자들이란 점은 성절자음이 단순히 주변 방언에서 차용된
발음이 아닌 소수민족의 한어사용과 관련성이 깊은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
다. 즉 차용은 보통 자신의 방언 내에 표현 형식이 없는 단어를 차용하는 것이
보통인데, 예의 단어들은 그와 같은 성질의 단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Ⅵ. 나오는 말
中古 全濁성모의 현 음가 중 나타난 並定母의 특수한 변화, 江永방언 端母
字의 예외적 발음, 中古 양성운의 비음운미 소실, 古音의 비정상적인 통합관
계 및 文讀의 유추로 인한 확산, 漢語 남방방언과 동일한 특성을 보이는 성절
자음의 존재 등은 분명 湘南土話 자체의 역사적 음운변화가 아닌 주변 소수민
족 언어의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이와 같은 湘南土話의
여러 음운현상들을 모두 湘南土話 중에 존재할 수 있는 기층(基層)26) 언어와
관련된 가정으로 설명해 보았다. 한어방언의 경우 기층은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가지고 있던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고유 언어를 버리고 漢語를 의
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사
용하는 언어는 달라졌지만 본래의 모어(母語) 성분이 사용 언어(즉 漢語) 중
25) 그러나 壯侗族 언어에는 이러한 성절자음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韦庆稳，覃国生
≪壮语简志≫，民族出版社，1980년.
26) 기층(基層)은 영어의 ‘substratum’을 번역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底層’이란 용어를 쓴
다. 기층이란 본래 지리학 용어로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지질층을 가리킨다. 언어학에
서는 이 용어를 차용해 역사상 이미 다른 언어(혹은 방언)에 의해 교체되어 없어진 언
어(혹은 방언)의 흔적(주로 음가상의 특징이라든가 개별적 어휘 특징으로 나타난다)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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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본문에서 논의한 湘南土話의 몇 가
지 음운특성들은 이러한 소수민족의 기층성분을 가정하여 설명할 때 보다 설득
력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장동족(壯侗族) 언어와 묘요족(苗瑤族) 언어 두 종류의 기
층언어를 가정하였다. 그런데 하나의 방언 내에 두 종류의 기층언어를 가정하
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漢語의
남방방언은 북방에 거주하던 漢族이 본래 소수민족의 거주지였던 남방지역으
로 남하하면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층언어가 꼭 한 가지여야 할 이유는 없
다고 생각한다. 즉 한어방언 중의 기층성분은 한 지역에서 하나의 민족과 한
차례에 걸쳐 형성된 것이 아니라, 漢族의 남하와 더불어 각기 다른 여러 민족
과 수차례에 걸쳐 형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언 중에 형성된 기층성
분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소실되기 힘든 특징을 가진 성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후에 다른 민족 언어의 기층성분이 침투한다 하더라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어방언 중의 기층
은 하나의 언어와만 관련성을 갖는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나
의 방언 중에는 湘南土話의 경우처럼 두 종류의(혹은 그 이상의) 기층성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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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湘南土话主要分布在湖南省南部永州与郴州地區的一些归属还未明的
汉语方言。這裏是双方言區(湘南土話分布的地區和西南官話湘南片共一個
區域)。本地人之間或家庭內部使用土話, 對外交際使用(周边的强势方言)
西南官話(或湘方言或客家话)。笔者认为湘南土话中的一些音韵特征，比
如古全浊声母的今音值、阳声韵韵尾的特征、有些古音(咸山深臻曾梗摄开
口三四等)的合流关系与某些文读的类推扩散、自成音节的鼻音特征等，明
显与中国南方少数民族语言(壮侗语和苗瑶语)的语音特征有关。本文从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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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底层(或可以说语言转换)的角度对湘南土话的一些音韵特征进行探讨。
这样才能分析出更有说服力的结论。
并从语言底层(或语言转换)的角度来理解，一个语言中也可以包括几
个不同的语言底层。也就是说一个汉语方言中可以有壮侗语言的底层，也
可以有苗瑶语言的底层。笔者认为语言底层可以在不同的语言间多次发
生。湘南土话的音韵特征证明这一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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