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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緖論

1.연구 목

中國語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의 하나이며, 한 悠久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언어이다.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가 얼마정도인

지에 해서는 학자마다 주장이 조 씩 다르다.18세기에는 1,000여 종의 언어가 있

었지만,1997년에 이르러『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할 때는 이미 2,197종의 언어

로 번역되었다고 한다.1)연구에 따르면 재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의 수

는 6,809종이라고 한다.2)

그 게 많은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 聲調를 가지고 있는 언어는 드

물다.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中國語는 聲調가 있으며,그것은

고 로부터 지 까지 많은 변화의 과정을 거쳤다.어떤 언어든지 사회와 경제의 발

그리고 역사의 變遷에 따라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상에

따라 中國語도 음운체계뿐만 아니라 聲調까지도 끝없는 변화를 거쳐 왔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같은 시 일지라도 지역이 다르거나,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시

가 변함에 따라 음운체계와 聲調가 달라진다.

中國語의 音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한 音節의 發聲인 聲母와 한 音節의 收

聲인 韻母3),그리고 자의 의미를 구별하기 하여 생긴 聲調가 그것이다.

본 논문은 中國語의 音節 세 가지 요소 에서 中國語의 聲調 변화와 련된 연

구이다.

재까지 국 음운학에서 고 시가와 문학 작품의 창작에 기 가 되었던 고

1)StephenR.Anderson,linguistinYaleUniversity『How ManyLanguagesAreThereintheWorld』,

2002,p.2.

2)Lewis,M.Paul(ed.),2009.『 Ethnologue:LanguagesoftheWorld』,Sixteenthedition.참조

3)王力,『王力文集』,四卷，山東敎育出版社,1989年,p.4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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韻書에 한 연구는 주로 聲類와 韻類를 심으로 이루어졌다.

그에 비해,고 의 성조에 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다.하지만 聲調는 音義를

구별하는데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국음운학의 한 부

분이다.

를 들면 ‘’은 /tɕiaŋ/으로 읽고,一聲과 四聲의 두 가지 聲調가 있다.고 中

國語에서 이미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聲調를 모르면 문장을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

一聲으로 읽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1)‘~을,~를’이라는 뜻

문:① 一擧 之拿下.

한 번에 그것을 해결했다.

② 反腐败斗争进行到底

반부패 투쟁을 끝까지 개해 나가다.

③ 门关好.

문을 잘 닫다.

2)미래에 한 단이나,장차라는 뜻으로 쓰인다.

문:① 君 若之何4)?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할 생각인가?

② 日 落.

해가 막 지려고 한다.

4)左丘明,『左傳·隱公六年』,춘추 시 ,인용.韓信은 秦·漢 시 의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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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天 降大任于斯人也.5)

하늘이 군가에게 큰일을 시키려면

四聲으로 읽는 경우에는 ‘통솔하다’,‘이끌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문:① 韓信 兵,多多益善.6)

한신이 병사를 통솔함에 있어서,그 병사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

② 自 三千人.7)

혼자 삼천 병사를 통솔한다.

③ 数百之众.8)

몇 백 명의 사람을 통솔한다.

와 같이 聲調에 따라 뜻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그 뜻을 제 로 구분하려면

聲調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다.中國語에서 聲調는 단어의 뜻을 구분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그래서 고 시 의 聲調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聲調는 中國語에서 音義를 구별하는 아주 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본

논문은『廣韻』과『中原音韻』을 심으로 現代音의 차이와 변화를 비교 연구하

다.그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平分陰陽’,『廣韻』에서는 平,上,去,入聲으로 나뉘어 平聲이 둘로 나뉘지

않았으나,『中原音韻』에서는 平聲이 陰平과 陽平으로 나뉘었다.그 에 平聲의 淸

聲母字는 체로 陰平에 해당되고,濁聲母字는 체로 陽平에 해당된다.그러나 聲

母를 세분화하면 全淸,次淸,次濁,全濁으로 나 어지기 때문에,모든 淸聲母字는

陰平으로 변하고,모든 濁聲母字는 陽平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平聲은 陰平과 陽平

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혼동 상이 생겨났다.

5)『孟子·告子下』,战国시 邹国사람,儒家의 代表 인 思想家.

6)司馬遷,『史記·淮陰侯列傳』,漢나라 시 ,인용.

7) 司馬光『,资治通鉴·唐纪』,北宋시 ,인용.

8) 贾谊,『过秦论』,汉나라 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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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濁上變去’,『廣韻』 의 上聲字가 濁音의 경우에는『中原音韻』에서 去聲字

로 변했다는 것이다.그러나 聲母가 고 에서 까지 변화하는 과정에서 濁音淸

化 상이 많아 모든 上聲字가 去聲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上聲과 去聲도 혼동

상이 생겼다.그래서 이 혼동 상이 생긴 원인에 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入派三聲’,『廣韻』 의 入聲字가『中原音韻』에서는 入聲이 없어지고,모두

다른 聲調로 변했다는 것이다.이와 같이『中原音韻』의 入聲이 사라지고 다른 聲

調로 변하는 것은 반드시 일정한 법칙이 있을 것이므로,이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어떤 규칙에 따라 변했는지 어떤 요소의 향을 받았는지에 해 연구할 필요

가 있다.

본고에서는 와 같은 을 심으로『廣韻』과『中原音韻』을 바탕으로 고

시 부터 까지 中國語 聲調의 변화와 그 변화를 일으킨 원인을 찾아보는데 주

안 을 두고자 한다.

2.연구 방법과 범

본고에서는 주로『廣韻』과 現代中國語의 早期 모습이라고 할 수는『中原音韻』

과의 비교를 통하여 양자간의 音韻體系의 변화와 특히 양자간의 聲調 변화를 살펴

보고,더 나아가 現代中國語와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고는 中古 시 에서『中原音韻』을 거쳐 現代中國語에 이르기까지 聲調

가 변화하는 과정을 고찰하고『中原音韻』을 요한 연구 상으로 하되,『廣韻』

과『現代漢語大辭典』을 参 로 하여 中古中國語의 聲調變化와 그 規律을 연구하며

비함으로써,聲調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상과 문제 을 찾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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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본 연구를 하여 먼 中古 시 의 聲調 문제에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이곳

에서 연구의 주된 자료로는 中古 시 의 韻書와 문헌을 참고로 하 으며,이는

한 음운학 연구의 주된 방법이기도 하다.

첫째,『現代漢語大辭典』에서『中原音韻』 曲韻 常用字表의 자들은 일반 으로

모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나타낸다.

東①［dōnɡㄉㄨㄥ］

［『廣韻』德紅切,平東,端 ］9)

現代中國語의 병음 『廣韻』에서 나타난 반 (德紅切),聲調와 韻(平東),聲母

(端)등을 표기하 다.그러나『廣韻』에서의 音은『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를 분

석해 보면 많은 자들의 聲調에 변화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그 에서 특히

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는,平聲이 陰平과 陽平으로 분화되고,上聲이 上

聲과 去聲으로 분화된 것이 있다.그러나 이런 분화 상은 모두가 완 하게 일치하

여 변화된 것이 아니고 꽤 많은 곳에서 혼동되고 있으므로,『現代漢語大辭典』을

통해서 혼동한 자들을 찾아내서 분류한다.

둘째,混同된 자들의 상을 분석하고 통계를 내어,混同現象이 발생한 원인에

해 조사한다.

셋째,『廣韻』에 기록된 자들은『中原音韻』에 기록된 자들보다 많다.그 이

유 하나는『中原音韻』에서는 曲韻 常用字만 기록했다는 것이고, 다른 이유

는,기본 으로『廣韻』은 常用字나 僻字를 막론하고 당시 사용되는 모든 자를

수록하여 모든 古今字와 方 字를 두루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많은 ‘又讀’字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多音字도 기록하 다는데 있다.그러나 이러한 多音字가『中原音

韻』과 現代中國語에서 單音字로 변화되었고,본고에서는『廣韻』 의 多音字를 분

류해서 常用字를 古音과 方音에서 구분한다.

9)‘東①［dōnɡㄉㄨㄥ］［『廣韻』德紅切,平東,端 ］’은 ‘표제자,성조,[한어병음,주음부호],[『廣韻』, 『廣
韻』의 반 ,聲調와 韻,聲母]’의 순으로 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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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中原音韻』 ‘入派三聲’의 문제에 해서는 본고에서 주로 연구할 상은

아니지만,入聲이 기타 聲調로 나뉠 때,일부에서 混同現象이 발생한 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

여기서 특별히 설명해야 하는 것은 多音字 에서도 이런 상이 존재하지만,多

音字에서는 不安定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구체 인 연구 내용에 해 살펴보면,다음과 같다.

서론에서는 본 연구를 시작하는 동기와 연구 방법을 소개하고 본격 인 연구를

한 문제를 제기한다.

본론의 제1부분에서는『廣韻』과『中原音韻』의 음운과 성조에 해 요약하 고,

제2부분에서는 주로 聲母,韻母와 聲調는 서로 간의 계를 소개하 다.제3부분에

서는 平聲,上聲과 去聲, 는 入聲을 조하고 出된 결과에 해 분석하 고,제

4부분에서는『廣韻』에 나타난 多音字가『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의 常用音에

해 분석하 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고,聲調 混同現象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

고 제시하 다.

제2장 本論

1.『廣韻』과『中原音韻』 음운과 성조

본 논문은『廣韻』과『中原音韻』을 심으로 연구하 다. 국 初의 韻書는

삼국시 李登이 편찬한『聲類』10)와 秦나라 때 吕静이 편찬한『韻集』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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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두 권의 책은 일 이 소실되었다.육조시 는 韻書가 크게 발 하는 시

기로 많은 韻書가 편찬되었다.陸法 의『切韻』은 前代 韻書의 계승하면서 정리한

것으로,후 통 韻書 발 의 기 이자 韻書의 역사에 있어서 요한 책이었으나,

안타깝게도 원본은 해 내려오지 않는다.

그러나『廣韻』의 앞부분에 陸法 이 지은『切韻序』 한 편이 남아 있고 唐 의

『唐韻』,宋 의『廣韻』 등은 모두 직 이든 간 이든『切韻』을 기 로 하

고 있다.

『廣韻』은『切韻』에 비해 400여년 늦게 출 하 지만『廣韻』의 語音系統과

『切韻』이 기본 으로 一致하고,단지 수록한 자의 수만 늘어났을 뿐이다.즉

『切韻』이 모두 11,000여 字를 수록한 반면,『廣韻』은 모두 26,194字가 수록되어

있으므로,거의 배 이상 늘어난 것이지만,기본 으로 語音系統은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章炳麟은『國故論衡·音理論』11)에서 “『廣韻』 에 포함된 것들은 古今과 여러

지방의 소리이다.결코 같은 시 같은 지역에 206가지의 音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 고, 戴震12)은『廣韻』의 分韻이 繁多한 이유로 첫째는『廣

韻』에 古音도 포함시켰고,둘째는 다른 지역의 方音도 포함시킨 것을 들고 있다.

周德淸은『廣韻』이 江浙之音13)이라고 하 고, 국 언어학자 王力도『切韻』의

語音系統은 方 의 語音系統을 기 로 만든 것이며(洛陽말일 가능성이 크다),동시

에 古音 계통도 포함시키는 混合物이라고 했다.陸法 등 몇 명은 方 에 해 실

제 인 조사를 하지 않았고,方音을 말할 때 명확하지 않게 포 으로 말한다14)라

10)李登은 삼국시 魏나라의 音韻學家로,『聲類』 十卷의 작가이다.‘宮·商·角·徵·羽’다섯 가지 음으로 字音을

구분하 으며,韻部는 그 당시에 나뉘지 않았다.역사상에 早의 韻書이며, 재 이미 소실되었고,총 11,520

자가 수록되었다.

11)章炳麟,『章氏叢書·國故論衡』(上)，p.18.인용.책에서 ‘『廣韻』所包,兼有古今方國之音,非幷時同地得有聲勢

二百六种也.’라고 하 다.

12)戴震,『戴氏遺書·聲韻 』,p.7,참조.

13) 국 江 浙江 지역의 사투리.

14)王力,『王力文集』,第十二卷.山東敎育出版社,p.86.원문은 “我的意見是『切韻』的語音系統是以一個方 的語

音系統爲基礎(可能是洛陽話),同時照顧古音系統的混合物.陸法 等人沒有進行實地的方 調査,他們談及方音時,

只憑籠統的印象.”*참고로 陸法 은 隨朝 音韻學家로,臨漳(今河北臨漳南)사람이다.仁壽 元年(601年)에는『切

韵』五卷을 編纂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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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 다.

『廣韻』은『切韻』을 基礎로 작성한 것으로,古今音과 方 音 등을 상세히 보충

하여 『切韻』의 내용을 늘린 것이다.따라서 周德淸이『中原音韻』에서『廣韻』

의 많은 자들을 收 하지 않은 이유는,그것이 常用되는 자가 아닌 것도 있지

만,『廣韻』 에 수록된 많은 ‘又音’15)이 그 시 의 標準音이 아니고 다른 지역의

方 이나 古音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이기도 하다.

『中原音韻』과『廣韻』은 국의 兩大 韻書로『廣韻』의 경우 그 분류가 상세하

고,수록된 자가 많은 字書16)로도 알려져 있다.『中原音韻』은 北曲17)등에서 사

용한 常用字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활용범 와 향력은 北曲에 그친

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의 언어학사상『中原音韻』의 가치는『廣韻』과 비교

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다.그것은『中原音韻』이 기본 으로 당시의 실제언어의 음

을 반 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元代의 戱曲을 읽고,그 뒤에 白話로 쓰여진 說작품들을 읽어보면,元代

국의 표 어가 당시의 소 ‘中原雅音’혹은 ‘中原雅聲’으로 이미 普通話와

아주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으며,元代 中國語는 흔히 ‘早期官話’라고 칭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早期官話의 語音系統은 재 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고증을 할 수

있다.그러한 자료 에서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당시 성행했던 戱曲文學과

한 계를 가졌고, 한 때 그 향이 컸던 것으로,元代 周德淸이 지은『中原音

韻』을 들 수 있다.

『廣韻』 에서는 平,上,去,入聲이 존재하지만,周德淸은『中原音韻』에서 陰平,

陽平,上聲,去聲의 네 가지 聲調로 분류하 고,入聲은 이미 다른 聲調로 나뉘어

배열하 는데,이것은 現代普通話의 四聲과 완 히 일치할 뿐만 아니라 平聲도 陰

平과 陽平으로 나뉘어졌다.

15)‘又音’ 는 ‘又讀、又切’이라고 한다.『廣韻』에는 같은 자가 두 가지나 혹은 그 이상의 讀音이 있는 경우

에 한 註釋이다.

16)동한(東漢)허신(許愼)의 『說文解字』와 같이 형(形)·음(音)·의(義)를 해석한 책.

17)宋․元 이후 북방의 제궁조(諸宮調)·산곡(散曲)·희곡(戲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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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原音韻』은 최 로 平聲字를 陰·陽 두 개의 聲調로 나 韻書인데,陰·陽이라

는 명칭은 周德淸이 지은 것이다.

『中原音韻』은 아래와 같이 19개의 韻으로 나뉘었고, 韻마다 平聲陰·平聲陽·

上聲·去聲으로 나뉘었으며,入聲은 平陰·平陽·上·去聲으로 분리되었다.『中原音韻』

은 같은 音의 자들을 같은 組로 묶어 모두 1,586組로 나 었다.

① 東鍾 ② 江阳 ③ 支思 ④ 齊微 ⑤ 魚模 ⑥ 皆來 ⑦ 真文 ⑧ 寒山 ⑨ 桓欢 ⑩

先天 ⑪ 萧豪 ⑫ 歌戈 ⑬ 家麻 ⑭ 車遮 ⑮ 庚青 ⑯ 尤侯 ⑰ 侵 ⑱ 監咸 ⑲ 廉纖

엄 히 말하면『中原音韻』의 韻과 통 韻書의 韻은 같다고 할 수 없다. 통

인 韻書 속에서는 하나의 ‘韻’은 단지 하나의 정해진 聲調만을 나타난다. 를 들어

‘一東’은 ‘平聲’字만,‘一董’은 ‘上聲’字만,‘一 ’은 ‘去聲’字만,‘一屋’은 ‘入聲’字만을 나

타낸다.그러나『中原音韻』에서 ‘東鍾’에서 ‘廉纖’까지 하나의 韻類는 4개 聲調의

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한 통 인 ‘平,上,去,入’이 아니고 ‘平聲陰’,

‘平聲陽’,‘上聲’,‘去聲’으로 되어있다.바꾸어 말하면 통 인 韻書는 먼 聲調를

나 고 그 다음 韻類를 나 것이나『中原音韻』은 먼 韻類를 나 고 그 다음 聲

調를 나 것이다.

古今의 학자들이 고 韻書를 연구할 때는, 부분 聲母와 韻母에 해 연구하

고,聲調에 한 연구는 聲調가 만들어진 시기나 入聲문제에 해 연구하 을 뿐,

언어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聲調 변화에 한 문제는 비교 게 언 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언어가 변화하는 것은 단지 聲母와 韻母에 局限되지 않고,聲調

역시 지속 으로 변화하 다는 것에 착안하여『廣韻』과『中原音韻』 그리고 現代

中國語 등을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음운학사상 향력이 비교 큰『廣韻』과 普通話의 早期 모습이

라고 할 수 있는『中原音韻』을 심으로,그리고 現代中國語의 聲調를 살펴보고,

中古18)시 의 음에서부터 까지의 변천된 聲調와 외 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하여,먼 音節의 三要素인 聲母·韻母·聲調 등의 서로 간의

18) 국 역사의 진남북조(魏晉南北朝)시 에서 당(唐)까지를 가리킨다.



- 10 -

계와 향을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2. 聲母,韻母와 聲調의 상호 계

聲母,韻母와 聲調는 서로 影響을 미치면서 변화하 다.고 부터 까지 聲調

의 변화는 濁聲母字가 淸化되거나 入聲韻尾가 탈락되면서 단독으로 淸化되거나 入

聲韻尾가 탈락된 것이 아니라,반드시 성조와 련하여 조건이 다르면 서로 다르게

변화되었다.즉 中國語語音의 변화는 聲母,韻母 그리고 聲調가 서로 상 계를 이

루며 변화한 것이다.따라서 만약 이 체계의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부분

도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이런 변화로 인하여 모든 音체계에 변화가 생기

고 그에 따라 音체계 내부의 조화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다.19)

먼 이와 같이 聲母,韻母 그리고 聲調의 변화가 서로 향을 미치는 것 에서

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20)

1)韻頭 /-i-/와 /-y-/는 主要母音21)의 發音場所를 앞으로 옮긴다.그 이유는

/-i-/와 /-y-/가 前母音이기 때문에 主要母音의 發音場所도 앞으로 옮아가는 것이

다.

즉 主要母音이 /-a-/인 것은 /-e-/로 변화시키는 것을 들 수 있는데,이러한 상

이 반 된 것으로,『廣韻』 의 麻韻字들이『中原音韻』에서는 家麻·車遮韻으로 나

뉜 것이 있다. 를 들면 麻韻의 ‘車·遮·爺·斜·蛇·爹·嗟·些·奢· ·野·也·捨·惹·扯·寫·

卸·謝· ·社· ·夜·柘·借’등과 같은 자들은 三·四等字들이기 때문에,韻頭는 /-ｉ

19)江玉婷,『試論中國語 學中輕聲 聲調的區別』，2011年,p.1.인용.

20) 王力,『王力文集』，十七卷，山東敎育出版社,1989年,p.82~83,참조.

21)或 는 母音을 元音이라고도 하고,子音을 輔音이라고도 하지만,여기에서는 모두 母音과 子音으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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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主要母音은 /-a-/인 것이,主要母音을 앞으로 옮겨,/-ia-/에서 /-ie-/로 변

하게 되는 것이다.

2)聲母가 聲調에 미치는 影響으로는 濁聲母가 聲調에 미치는 影響을 네 가지로

나 어 고찰한다.

첫째, 표 인 것으로 中古의 濁聲母字가 淸化되면서 平聲字는 모두 氣音이

되었고,仄聲字는 모두 不 氣音이 되었다.

둘째,일부 사람들은 中古中國語의 聲調가 원래부터 陰·陽으로 나뉘어졌다고 생각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즉『廣韻』의 反切은 많은 경우 재 陽調類로 읽히

는 자로 陰調類의 자들을 反切로 표시한다. 를 들면 ‘東’은 德紅切,‘此’는 雌

氏切,‘志’는 職吏切,‘吸’은 許及切이며, 재 陰調類로 읽히는 자로 陽調類의

자를 反切로 표시한다. 를 들면 ‘床’은 士庄切,‘鮑’는 薄巧切,‘鄭’은 眞正切,‘莫’

은 慕各切이다.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中古時代의 聲調가 陰과 陽으로 나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中古시 에 동일한 聲調 던 자가,왜 후세에는 그 調類가 두 가지로

나뉘어졌는지에 해 추측해 보면,원래부터 濁音字의 聲調가 清音字의 聲調보다

조 낮지만,사람들의 귀에는 이런 미세한 차이가 구분되지 않아서,처음에는 사람

들에게 하나의 聲調로 인식하게 되었다가,나 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차이가

명확해지자,언어학자들은 平聲을 두 가지 調類로 나 것이라고 추정했을 것

이다.

셋째,全濁 上聲字는 거의 다 去聲字로 변화되었다.그러나 次濁 聲母字들은 去聲

으로 변하지 않았다.

넷째,周德淸에 따르면 元代『中原音韻』시 에 入聲이 이미 消滅되어,『中原音

韻』의 入聲字가 陰平·陽平·上·去聲으로 변하 다.

3)聲調가 聲母에 미치는 影響도 있다.

襌聲母字와 床聲母字의 平聲은 塞擦音 /tş‘-/으로 읽히고,仄聲(고 中國語 四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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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上,去,入聲의 총칭)은 擦音 /ş-/으로 읽혔다. 를 들어 ‘垂’는 /tş‘ui/로 읽히

지만 ‘睡’는 /şui/로 읽히고,‘蜍’는 /tş‘u/로 읽히지만 ‘署’는 /şu/로 읽히며,‘臣’은

/tş‘ən/으로 읽히지만 ‘愼’은 /şən/으로 읽히고,‘純,唇’은 /tş‘un/으로 읽히지만 ‘顺’은

/şun/으로 읽히며,‘崇’은 /tş‘uŋ/으로 읽히고,‘成’은 /tş‘əŋ/으로 읽히지만,‘盛’은

/şəŋ/으로 읽히고,‘雠’는 /tş‘ou/로 읽히지만,‘授’는 /şou/로 읽히며,‘忱’은 /tş‘ən/으

로 읽히지만 ‘甚’은 /şən/으로 읽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이미『中原音韻』시 에 완성되었다. 를 들어『中原音韻』에서

‘垂’와 ‘鎚’,‘蜍’와 ‘除’,‘床’과 ‘幢’,‘成’과 ‘澄’,‘雠’와 ‘筹’는 同音이다.하지만『中原音

韻』시 에는 이러한 자들이 捲 音(/tş‘-/,/ş-/)으로 읽히지 않고 오직 /tɕ‘-/,

/ɕ-/로만 읽혔다.

4)聲調가 韻母에 미치는 影響은 크지 않다.

첫째,北京語에는 果攝見系의 合口呼22)平聲字가 開口呼로 변하 고 仄聲字는 여

히 合口呼로 읽힌다. 를 들면 ‘戈’는 /kə/로 읽히지만 ‘果、過’는 /kuo/로 읽히

고,‘科’는 /kə/,‘和’는 /xə/로 읽히지만 ‘禍,貨’는 /xuo/로 읽히고,‘豁’은 平聲이었지

만 /xuo/로 읽힌다.

둘째,北京語에는 ‘灰, ’系의 合口呼는 陰·陽平과 去聲에선 /-ui/로 읽히고,去聲

에선 /-ue/로 읽힌다. 를 들면 ‘誰,睡’는 /şui/로 읽히지만 ‘水’는 /şuei/로 읽히고

‘推, ’는 /t‘ui/로 읽히지만 ‘腿’는 /t‘uei/로 읽힌다.23)

이와 같이 中國語 音節의 聲母,韻母,聲調의 세 가지 요소는 서로 간에 향을

받는다.그 의 하나가 변화하면 다른 요소도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앞

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聲調는 聲母의 향을 많이 받지만 다른 요소의 향을

받기도 한다.따라서 聲調의 音變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아래에

서는 먼 학자들이 연구한 이들 사이의 계를 표로 제시하고 그들이 제시한 표와

다른 변화를 일으킨 자만을 골라 기술하 다.

22) 국음운학에서 主要母音이나 介音이 /-u-/인 자음을 가리킨다.

23)王力,『王力文集』，十七卷，山東敎育出版社,1989年,p.8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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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廣韻』,『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 간의 聲調 變化

표1聲調의 變化 照表24)

演變     調

條件

平 上 去 入

清  

ᖿ

꒑

 , ᛐ, ᖿ, ꒑

次濁

ᛐ

꒑

全濁 ꒑ ᛐ, ꒑

의 표는 董同龢가 ‘平分陰陽’,‘濁上歸去’,‘入派三聲’의 이론을 바탕으로 만든 聲

調 변화를 반 하는 표이다.이 표는 주로 고시 에서 現代中國語로 변화하는 聲

調의 세 가지 과정이다.

본 논문은 이 표를 근거로 聲調變化의 과정을 알아보고,이 표와 달리 변화된 것

을 심으로,『廣韻』,『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에 나타난 聲調變化의 외 상을

연구할 것이다.

먼 표에 따른 변화와 그 例字를 들어 기술한다.

(1)平聲字

의 표를 보면 平聲의 淸 聲母字는 現代中國語에서 陰平( )으로 변했고,平聲의

次濁과 全濁 聲母字는 現代中國語에서 陽平(ᛐ)으로 변했다. 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平聲 淸 聲母字는 ‘ ’(陰平)으로 변함

24)董同龢,『中國語音韻學』，文史哲出版社，2005年，p.235.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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邦 /pɔŋ/→/paŋ/ ,

偷 /t‘u/→/t‘ou/ ,

三 /sɑm/→/san/ ,

英 /ˀjɐŋ/→/iŋ/ 

② 濁 聲母字는 ‘ᛐ’(陽平)으로 변함

旁 /b‘ɑŋ/→/p‘aŋ/ᛐ,

頭 /d‘u/→/t‘ou/ᛐ,

蠶 /dz‘ɑm/→/ts‘an/ᛐ,

紅 /ɣuŋ/→/xuŋ/ᛐ,

迷 /miɛi/→/mi/ᛐ,

奴 /nuo/→/nu/ᛐ,

尼 /niei/→/ni/ᛐ,

良 /ljɑŋ/→/liaŋ/ᛐ,

迎 /ŋjɐŋ/→/iŋ/ᛐ,

炎 /ɣjæm/→/ian/ᛐ

(2)上聲字

上聲의 淸 聲母字와 次濁 聲母字는 現代中國語에서 모두 上聲(ᖿ)으로 변했으나

上聲의 全濁 聲母字의 경우는 去聲(꒑)으로 변했다. 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上聲 淸 聲母字와 次濁 聲母字는 ‘ᖿ’(上)으로 변함

貶 /°pjæm/→/pian/ᖿ,

請 /°ts‘jɛŋ/→/tɕ‘iŋ/ᖿ,

許 /°xjo/→/ɕy/ᖿ,

隱 /°ˀjən/→/in/ᖿ,

買 /°mæi/→/mai/ᖿ,

暖 /°nan/→/nuan/ᖿ,

眼 /°ŋæn/→/ian/ᖿ,

冷 /°lɐŋ/→/ləŋ/ᖿ,

友 /°ɣju/→/iou/ᖿ,

惹 /°ɳja/→/ʐɤ/ᖿ

② 全濁 聲母字는 ‘꒑’(去)로 변함

倍 /°buAi/→/pei/꒑,

柱 /°ɖ‘juo/→/tʂu/꒑,

視 /°ʑjei/→/ʂï/꒑

/°gju/→/tɕiou/꒑,

旱 /°ɣan/→/xan/꒑,

(3)去聲字

去聲의 淸·次濁·全濁 聲母字는 모두 去聲(꒑)으로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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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去聲字는 모두 ‘꒑’(去)로 변함

旦 /tan°/→/tan/꒑,

但 /d‘an°/→/tan/꒑,

慢 /man°/→/man/꒑

(4)入聲字

入聲은 現代中國語에서 陰平( ),陽平(ᛐ),上聲(ᖿ),去聲(꒑)등으로 나뉘어 변화되

었다.그 入聲의 淸聲母字는 규칙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며,次濁聲母字

는 모두 去聲(꒑)으로 변하 고,全濁聲母字는 陽平(ᛐ)과 去聲(꒑)으로 변하 다. 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淸聲母 入聲字는  ,ᛐ,ᖿ,꒑,네 가지 聲調로 나뉘었다.

郭 /kuɑk/→/kuo/ ,

格 /kɐk/→/kɤ/ᛐ,

谷/kuk/→/ku/ᖿ,

棘 /kjək/→/tɕi/꒑

拍 /p‘ɐk/→/p‘ai/ ,

察 /tʃ‘æt/→/tʂ‘a/ᛐ,

尺 /tɕ‘jɛk/→/tʂ‘ï/ᖿ,

客 /k‘ɐk/→/k‘ɤ/꒑

蓄 /xjuk/→/ɕy/ ,

脅 /xjɐp/→/ɕie/ᛐ,

血 /xjuɛt/→/ɕye/ᖿ,

設 /ɕjæt/→/ʂɤ/꒑

② 次濁聲母 入聲字는 ‘꒑’로 변함(去)

沒 /muət/→/mu/꒑,

納 /nAp/→/na/꒑,

暱 /ɳjet/→/ni/꒑,

若 /ɳjak/→/ʐuo/꒑,

/ŋjɐk/→/n/i꒑,

欲 /juok/→/y/꒑.

③ 全濁聲母 入聲字는 체 으로 ‘ᛐ’(陽平)으로 변함

雜 /dz‘Ap/→/tsa/ᛐ,

十 /ʑjəp/→/ʂï/ᛐ,

達 /d‘ɑt/→/ta/ᛐ,

掘 /g‘juæt/→/tɕye/ᛐ,

薄 /b‘uɑk/→/pau/ᛐ,

核 /ɣæk/→/xɤ/ᛐ

④ 全濁聲母字의 일부는 ‘꒑’(去)로 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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鶴 /ɣɑk/→/xɤ/꒑,

術 /dʑ‘juet/→/ʂu/꒑,

涉 /ʑjæp/→/ʂɤ/꒑,

『中原音韻』에 기록된 자들을 표1에 제시된 <聲調變化表>와 조해본 결과,

부분의 자들은 표1의 규칙에 부합되지만,일부분의 자가 외 으로 다른 변

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발견하 다.따라서 아래에서 본격 으로 그 자들을 찾아

살펴보겠다.

1)『廣韻』,『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의 平聲 조

표1에 따르면 聲調의 변화는 聲母의 淸濁에 많은 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

다.平聲은 淸聲母 平聲字이면 現代中國語에서는 一聲으로 변했고,次濁聲母나 全濁

聲母 平聲字이면 二聲으로 변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런 변화와 상반된 자들을 모아서 연구하고자 한다.즉 淸

聲母字와 次濁·全濁聲母字가 체로『廣韻』에서『中原音韻』까지 일반 인 규칙에

따라 변화하지만,그 의 일부의 자는 표1의 규칙에 따르지 않으므로,그 것에

해당하는 자들을 제시하여 기술하고자 한다.기술하는 데에 있어서는 次淸聲母字

를 全淸聲母字와 분리하여 따로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런 例外字가 全淸·次淸·次濁·全濁 聲母字의 聲調變化 과정에서 어떤 影

響을 받아 混同現象이 생겼는지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中古의 平聲字는『中原音韻』에서 이미 陰平과 陽平 두 가지 聲調로 나뉘었다.

韻書 에서『中原音韻』이 최 로 平聲字를 陰·陽의 두 聲調로 나 韻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쓰고 있는 陰·陽이라는 名稱은 바로『中原音韻』의 자인 周德淸이 만

든 것이다.이것은 명확히 그 시 에 이미 ‘平分陰陽(平聲은 陰,陽으로 나 다)’

상이 일어났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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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平分陰陽’의 상은 聲母의 淸濁을 條件으로 생긴 것이다.

中古시 의 모든 淸聲母의 平聲字들은 現代中國語에서 부분 陰平(一聲)으로 읽

는다. 를 들면 ‘公’은 中古시 에 聲母가 /k-/이고 現代에 /koŋ/一聲으로 읽히고,

‘多’는 中古시 에 聲母가 /t-/이고 現代에 /tuo/一聲으로 읽힌다.

中古시 의 모든 次濁 聲母와 全濁 聲母의 平聲字들은 現代에 陽平(二聲)으로 읽

힌다. 를 들면 ‘明’의 中古 聲母는 /m-/이고,現代에는 /miŋ/二聲으로 읽힌다.

‘駝’는 中古 聲母는 /t-/이고,現代에는 /t‘uo/二聲으로 읽힌다.이런 變化는 표1과

체로 비슷하지만 본 연구자가『廣韻』,『中原音韻』,『現代漢語大辭典』등을 통해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 규칙을 따르지 않은 자들도 상당수 있다.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그것만을 골라 분류하여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을 정리하고,아울러

그 원인도 밝히고자 한다.

본고의 뒷부분에 ‘1-2-2-1’,‘1-2-1-1’,‘1-1-1-2’,‘1-1-2-2-’,‘4-4-4-3’‘4-4-3-3’,

‘3-3-4-4’,‘3-3-3-4’,‘3-4-3-3’,‘3-4-4-3’,‘4-4-4-2’,‘4-4-4-1’등과 ‘5-4-4-2’등의

표기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표기방법을 를 들어 설명하면,‘1-2-1-1’에서 첫 번째 ‘1’은『廣韻』의

聲調를 의미하는 것으로 ‘1’은 平聲을,‘3’은 上聲을,‘4’는 去聲을,‘5’는 入聲을 나타

내며,두 번째 ‘2’는 董同龢의 표1에서 추정한 聲調이고,세 번째 ‘1’은『中原音韻』

의 聲調이며,네 번째 ‘1’은 現代中國語의 聲調이다.

이런 표기방법은 설명한 바와 같이 聲調를 시 별로 나타내는 것이며,아래에서

는 숫자의 순서 로 표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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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시 별 聲調 照表

      聲調

시대별
1 2 3 4 5

『廣韻』 平聲 上聲 去聲 入聲

董同龢聲調理

論
陰平 陽平 上聲 去聲 入聲

『中原音韻』 陰平 陽平 上聲 去聲 入聲

現代中國語 一聲 二聲 三聲 四聲

『廣韻』,『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의 平聲 조에서는 본 논문의 기술방식에

따라 정상 으로 변화되었다면 ‘1-2-2-2’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1-2-1-1’혹은

‘1-2-2-1’등과 같이 비정상 으로 변화된 자들과,‘1-1-1-1’에 해당되어야 하겠지

만,‘1-1-1-2’혹은 ‘1-1-2-2’등과 같이 비정상 으로 변화된 자들을 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 표1에서와 같이 平聲字는 次濁聲母字나 全濁聲母字일 때는 二聲으로 변화되

어야 하지만 이 규칙과 어 나게 여 히 一聲을 유지하고 있는 자들은 아래와 같

이 ‘1-2-1-1’과 ‘1-2-2-1’로 나 어 기술한다.

가)次濁·全濁聲母의 平聲字가 二聲(陽平)으로 변하지 않은 것

(1)1-2-2-1

齊微

微①［w iㄨㄟ］

［『廣韻』無非切,平微,微.］1-2-2-1

薇①［w iㄨㄟ］

［『廣韻』無非切,平微,微.］1-2-2-1

［『廣韻』武悲切,平脂,明.］1-2-2-1

魚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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巫①［wūㄨ］

［『廣韻』武夫切,平虞,微.］1-2-2-1

誣①［wūㄨ］

［『廣韻』武夫切,平虞,微.］1-2-2-1

齊微

摧①［cuㄘㄨㄟ］

［『廣韻』昨回切,平灰,從.］1-2-2-1

江陽

戕①［qinɡㄑㄧㄤ］

［『廣韻』在良切,平陽,從.］1-2-2-1

魚摸

殊①［shūㄕㄨ］

［『廣韻』 朱切,平虞,禪.］1-2-2-1

茱①［zhūㄓㄨ］

［『廣韻』 朱切,平虞,禪.］1-2-2-1

洙①［zhūㄓㄨ］

［『廣韻』 朱切,平虞,禪.］1-2-2-1

銖①［zhūㄓㄨ］

［『廣韻』 朱切,平虞,禪.］1-2-2-1

東鍾

鱅①［yōnɡㄩㄥ］

［『廣韻』餘 切,平鍾,以.］1-2-2-1

［『廣韻』蜀庸切,平鍾,禪.］1-2-2-1

慵①［yōnɡㄩㄥ］

［『廣韻』蜀庸切,平鍾,禪.］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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傭①［yōnɡㄩㄥ］

［『廣韻』餘 切,平鍾,以.］1-2-2-1

②［chōnɡㄔㄨㄥ］

［『廣韻』丑凶切,平鍾,徹.］

鏞①［yōnɡㄩㄥ］

［『廣韻』餘 切,平鍾,以.］1-2-2-1

墉①［yōnɡㄩㄥ］

［『廣韻』餘 切,平鍾,以.］1-2-2-1

庸①［yōnɡㄩㄥ］

［『廣韻』餘 切,平鍾,以.］1-2-2-1

尤候

悠①［yōuㄧㄡ］

［『廣韻』以周切,平尤,以.］1-2-2-1

齊微

危①［w iㄨㄟ］

［『廣韻』魚爲切,平支,疑.］1-2-2-1

期①［qㄑㄧ］

［『廣韻』渠之切,平之,群.］1-2-2-1

②［jㄐㄧ］

［『廣韻』居之切,平之,見.］

魚摸

乎①［hūㄏㄨ］

［『廣韻』戶吳切,平模,匣。］1-2-2-1

庚靑

莖①［jnɡㄐㄧ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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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戶耕切,平耕,匣.］1-2-2-1

에 나열된 자들은 모두 平聲의 次濁聲母字나 全濁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陽平으로 변하 고,『中原音韻』에서도 陽平에 배열되었지만,『現代漢語大辭典』에

서는 一聲으로 읽힌다.따라서 에 제시된 자들은『中原音韻』이후 성조가 변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東鍾韻의 慵,鱅,傭,鏞,墉,庸과 같은 자들은 동일한 聲符25)를 갖고 있어서

發音도 같으며,언제부터 어떤 향을 받아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인지에 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다.

이뿐만 아니라『中原音韻』에서는 지 않은 자들이 이런 現象을 일으키고 있

다. 를 들면 微와 薇,巫와 誣,殊·茱·洙·銖 등이 그것이다.

(2)1-2-1-1

東鍾

沖①［chōnɡㄔㄨㄥ］

［『廣韻』直弓切,平東,澄.］1-2-1-1

松①［sōnɡㄙㄨㄥ］

［『廣韻』祥容切,平鐘,邪.］1-2-1-1

缸①［ɡ nɡㄍㄤ］

［『廣韻』下江切,平江,匣.］1-2-1-1

［『中原音韻』音岡,平江,陽.］

齊微

邳①［pㄆㄧ］

［『廣韻』符悲切,平脂,幷.］1-2-1-1

崔①［cuㄘㄨㄟ］

［『廣韻』倉回切,平灰,淸.］

25)竺家寜,『聲韻學』,國立編譯館主編,18 .참고로 漢字의 90% 이상은 形聲字인데,形聲字는 聲符와 義符 등

두 부분으로 나뉘며,이 聲符는 注音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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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昨回切,平灰,從.］1-2-1-1

監咸

酣①［hnㄏㄢ］

［『廣韻』胡甘切,平談,匣.］1-2-1-1

에 나열된 자들은 모두 平聲의 次濁聲母字나 全濁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陽平으로 변하여야 하지만,『中原音韻』에서는 陰平에 나열되었고,『現代漢語大辭

典』에서도 一聲으로 읽힌다.따라서『中原音韻』에서 이미 외 으로 변화되었음

을 알 수 있다.

齊微韻에 나열된 崔와 摧를 살펴보면,두 자는 동일한 聲符를 취하는 자로,

『廣韻』에서는 동일한 反切(昨回切,從母,平音)을 사용하여 同音이었지만,아래에

서와 같이『中原音韻』에서는 각각 달라져,崔는『中原音韻』에서 陰平에 배열되었

고,摧는『中原音韻』에서 陽平에 배열되었다.

崔①［cuㄘㄨㄟ］

［『廣韻』倉回切,平灰,淸.］

［『廣韻』昨回切,平灰,從.］1-2-1-1

摧①［cuㄘㄨㄟ］

［『廣韻』昨回切,平灰,從.］1-2-2-1

의 ‘1-2-1-1’에 나열한 자들은『廣韻』에서『中原音韻』으로 변화되면서 차이

가 생긴 것이고,‘1-2-2-1’에 나열된 자들은『中原音韻』에서 現代中國語로 변화

되면서 발생한 차이라고 할 것이다.

나)淸聲母의 平聲字가 一聲(陰平)으로 변하지 않은 것

(1)1-1-1-2

표1에 따라 平聲字가 淸聲母字일 때는 一聲을 유지해야 하지만 이 규칙과 어 나

게 二聲으로 변한 들은 ‘1-1-1-2’와 ‘1-1-2-2’로 나 어 기술하겠다.

江陽

妨①［fánɡㄈㄤ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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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敷方切,平陽,敷.］1-1-1-2

［『廣韻』敷亮切,去漾,敷.］

皆來

邰①［táiㄊㄞˊ］

［『廣韻』土來切,平咍,透.］1-1-1-2

魚摸

孚①［fúㄈㄨˊ］

［『廣韻』芳無切,平虞,敷.］1-1-1-2

②［fūㄈㄨ］

［『廣韻』芳無切,平虞,敷.］

莩①［fúㄈㄨˊ］

［『廣韻』芳無切,平虞,敷.］1-1-1-2

②［piǎoㄆㄧㄠˇ］

［『廣韻』平表切,上 ,幷.］

桴①［fúㄈㄨˊ］

［『廣韻』縛 切,平尤,奉.］

［『廣韻』芳無切,平虞,敷.］1-1-1-2

支思

雌①［cíㄘˊ］

［『廣韻』此移切,平支,淸.］1-1-1-2

先天

詮①［quánㄑㄩㄢˊ］

［『廣韻』此緣切,平仙,淸.］1-1-1-2

荃①［quánㄑㄩㄢˊ］

［『廣韻』此緣切,平仙,淸.］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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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鍾

穹①［qiónɡㄑㄩㄥˊ］

［『廣韻』去宮切,平東,溪.］1-1-1-2

眞文

詢①［xúnㄒㄩㄣˊ］

［『廣韻』相倫切,平諄,心.］1-1-1-2

蕭豪

鏖①［áoㄠˊ］

［『廣韻』於 切,平豪,影.］1-1-1-2

庚靑

縈①［yínɡㄧㄥˊ］

［『廣韻』於營切,平淸,影.］1-1-1-2

泓①［hónɡㄏㄨㄥˊ］

［『廣韻』烏宏切,平耕,影.］1-1-1-2

에 나열된 자들은 모두 平聲으로 淸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一聲으로 변했

고,『中原音韻』에서도 陰平에 나열되었으나,『現代漢語大辭典』에서는 二聲으로

읽히고 있다.즉 의 자들은『中原音韻』이후에 생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莩·桴·孚와 詮·荃 등의 자들은 동일한 聲符의 자로『廣韻』에서의 발음

도 같으나,『中原音韻』이후 발음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1-1-2-2

尤候

惆①［chóuㄔㄡˊ］

［『廣韻』丑鳩切,平尤,徹.］1-1-2-2

‘1-1-2-2’경우는 오직 ‘惆’한 자에서만 찾을 수 있으며,이것은『中原音韻』

에 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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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에 나열된 자들은『廣韻』에서『中原音韻』으로 변화하면서 발생한 차

이이고,‘1-1-1-2’는『中原音韻』에서 現代中國語로 변화하면서 발생한 차이이다.

2)『廣韻』,『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의 上·去聲 조

中古시 의 上聲字 에서 모든 全濁聲母字들은 現代中國語에서는 모두 去聲으로

변하 다. 를 들면 ‘杜’는 中古시 에 上聲字이지만 ‘杜’의 聲母가 濁音인 /t-/이므

로 现代中國語에서는 去聲으로 변하 다.

그러나 ‘賭’는 聲母가 淸音인 /t-/라서 現代中國語에서도 여 히 上聲으로 읽힌다.

이러한 상은 표1과 일치하지만,본인이『廣韻』,『中原音韻』,『現代漢語大辭

典』등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의 규칙과 일치하지 않는 자들도 상당히 많았다.

아래에서는 그것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자 한다.

첫째,표1에 따라 去聲字가 淸·次濁·全濁聲母字일 때는 여 히 去聲으로 읽히지

만,이러한 규칙과는 달리 上聲으로 변화한 자들이 있다.

둘째,표1에 따라 上聲字가 淸·次濁聲母字일 때는 여 히 上聲으로 읽히지만,이

러한 규칙과는 달리 去聲으로 변화한 자들이 있다.

셋째,표1에 따라 上聲字가 全濁聲母字일 때는 去聲으로 변해야 하지만,이러한

규칙과 달리 여 히 上聲으로 읽히는 자들이 있다.

넷째,표1에 따라 去聲字가 淸·次濁·全濁聲母字일 때는 여 히 去聲으로 읽히지

만,이러한 규칙과는 달리 陽平聲이나 陰平聲으로 변한 자들이 있다.

의 분류에 따라 아래에서는 순서 로 기술한다.

즉『廣韻』,『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의 上·去聲 조에서는 본 논문의 기술방식

에 따라 정상 으로 변화되었다면 ‘4-4-4-4’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4-4-4-3’과

‘4-4-3-3’등과 같이 비정상 으로 변화된 자들,정상 으로 변화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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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3-3-4-4’와 ‘3-3-3-4’등과 같이 비정상 으로

변화된 자들 정상 으로 변화되었다면 ‘3-4-4-4’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

‘3-4-3-3’과 ‘3-4-4-3’등과 같이 비정상 으로 변화된 자들,정상 으로 변화되었

다면 ‘4-4-4-4’에 해당되어야 하겠지만,‘4-4-4-2’와 ‘4-4-4-1’등과 같이 비정상

으로 변화된 자들을 를 들어 순서 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去聲字가 上聲과 去聲의 불규칙하게 변화한 것

표1에 따라 去聲字가 淸·次濁·全濁聲母字일 때는 여 히 去聲으로 읽히지만,이러

한 규칙과는 달리 上聲으로 변화한 자들이 있다.

아래에서는 ‘4-4-4-3’과 ‘4-4-3-3’로 나 어 기술하고자 한다.

(1)4-4-4-3

東鍾

諷①［fnɡㄈㄥˇ］

［『廣韻』方鳳切,去 ,非.］4-4-4-3

江陽

訪①［fǎnɡㄈㄤˇ］

［『廣韻』敷亮切,去漾,敷.］4-4-4-3

魚摸

屢①［lǚㄌㄩˇ］

［『廣韻』良遇切,去遇,來.］4-4-4-3

曙①［shǔㄕㄨˇ］

［『廣韻』常恕切,去御,禪.］4-4-4-3

娶①［qǔㄑㄩˇ］

［『廣韻』七句切,去遇,淸.］4-4-4-3

哺①［bǔㄅㄨˇ］

［『廣韻』薄故切,去暮,幷.］4-4-4-3

恒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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惋①［wǎnㄨㄢˇ］

［『廣韻』烏貫切,去換,影.］4-4-4-3

先天

譴①［qiǎnㄑㄧㄢˇ］

［『廣韻』去戰切,去線,溪.］4-4-4-3

蕭豪

道①［dàoㄉㄠˋ］

［『廣韻』徒晧切,上晧,定.］

②［dǎoㄉㄠˇ］

［『集韻』大到切,去號,定.］4-4-4-3

①［dǎoㄉㄠˇ］

［『廣韻』徒到切,去號,定.］4-4-4-3

蹈①［dǎoㄉㄠˇ］

［『廣韻』徒到切,去號,定.］4-4-4-3

監咸

纜①［lǎnㄌㄢˇ］

［『廣韻』盧瞰切,去闞,來.］4-4-4-3

에 나열된 자들은 모두 去聲으로 淸·次濁·全濁聲母字이므로,표1에 따라 四聲

으로 변했고,『中原音韻』에서도 去聲에 배열되었지만,『現代漢語大辭典』에서는 三

聲으로 읽힌다.즉『中原音韻』 이후에 발음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道와 는 聲符가 同一하지만『廣韻』에서부터 발음이 다르다.

(2)4-4-3-3

東鍾

統①［tǒnɡㄊㄨㄥˇ］

［『廣韻』他綜切,去宋,透.］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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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思

餌①［ rㄦˇ］

［『廣韻』仍吏切,去志,日.］4-4-3-3

魚摸

忤①［wǔㄨˇ］

［『廣韻』五故切,去暮,疑.］4-4-3-3

皆來

蒯①［kuǎiㄎㄨㄞˇ］

［『廣韻』苦怪切,去怪,溪.］4-4-3-3

眞文

瑾①［jǐnㄐㄧㄣˇ］

［『廣韻』渠遴切,去震,群.］4-4-3-3

에 나열된 자들은 모두 去聲으로 淸·次濁·全濁聲母字이므로,표1에 따라 四聲

으로 변하 고,『中原音韻』에서도 上聲에 배열되었지만,『現代漢語大辭典』에서는

三聲으로 읽힌다.즉『中原音韻』 부터 발음에 변화가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의 자들에서 ‘4-4-3-3’에 나열된 자들은『廣韻』에서『中原音韻』으로 변하

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고,‘4-4-4-3’에 나열된 자들은『中原音韻』에서 現

代中國語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다.

나)淸·次濁聲母의 上聲字가 三聲(上聲)으로 변하지 않은 것

표1에 따라 上聲字가 淸·次濁聲母字일 때는 여 히 上聲으로 읽히지만,이러한 규

칙과는 달리 去聲으로 변화한 자들이 있다.

아래에서는 ‘3-3-4-4’와 ‘3-3-3-4’로 나 어 기술하고자 한다.

(1)3-3-4-4

江陽

漾①［yànɡㄧㄤˋ］

［『集韻』以兩切,上養,以.］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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魚摸

貯①［zhùㄓㄨˋ］

［『廣韻』丁呂切,上語,知.］3-3-4-4

眞文

惲①［yùnㄩㄣˋ］

［『廣韻』於粉切,上吻,影.］3-3-4-4

恒歡

算①［suànㄙㄨㄢˋ］

［『廣韻』 管切,上緩,心.］3-3-4-4

에 나열된 자들은 모두 上聲으로 淸․次濁聲母字이므로 표1에 따라 여 히

三聲으로 읽 야 하지만,『中原音韻』에서는 去聲에 배열되었고,『現代漢語大辭典』

에서도 四聲으로 읽힌다.즉『中原音韻』 부터 발음에 변화가 생긴 것임을 알 수

있다.

(2)3-3-3-4

庚靑

境①［jìnɡㄐㄧㄥˋ］

［『廣韻』居影切,上梗,見.］3-3-3-4

礦①［kuànɡㄎㄨㄤˋ］

［『廣韻』古猛切,上梗,見.］3-3-3-4

尤候

垢①［ɡòuㄍㄡˋ］

［『廣韻』古厚切,上厚,見.］3-3-3-4

誘①［yòuㄧㄡˋ］

［『廣韻』 久切,上有,以.］3-3-3-4

監鹹

黯①［ànㄢ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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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乙減切,上豏,影.］3-3-3-4

［『廣韻』乙咸切,平咸,影.］

에 나열된 자들은 上聲으로 淸․次濁聲母字이므로,표1에 따라 여 히 三聲

으로 읽 야 하고,『中原音韻』에서도 上聲에 배열되었지만,『現代漢語大辭典』에서

는 四聲으로 읽힌다.즉『中原音韻』 이후 발음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의 자들에서 ‘3-3-4-4’에 나열된 자들은『廣韻』에서『中原音韻』으로 변하

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고,‘3-3-3-4’에 나열된 자들은『中原音韻』에서 現

代中國語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다.

다)全濁聲母의 上聲字가 四聲(去聲)으로 변하지 않은 것

표1에 따라 上聲字가 全濁聲母字일 때는 去聲으로 변해야 하지만,이러한 규칙과

달리 여 히 上聲으로 읽히는 자들이 있다.

아래에서는 ‘3-4-3-3’과 ‘3-4-4-3’으로 나 어 기술하고자 한다.

(1)3-4-3-3

寒山

袒①［tǎnㄊㄢˇ］

［『廣韻』徒旱切,上旱,定.］3-4-3-3

先天

殄①［tiǎnㄊㄧㄢˇ］

［『廣韻』徒典切,上銑,定.］3-4-3-3

庚靑

艇①［tǐnɡㄊㄧㄥˇ］

［『廣韻』徒鼎切,上迥,定.］3-4-3-3

皆來

拐①［ɡuǎiㄍㄨㄞˇ］

［『廣韻』求蟹切,上蟹,群.］3-4-3-3

東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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汞①［ɡǒnɡㄍㄨㄥˇ］

［『廣韻』胡孔切,上董,匣.］3-4-3-3

에 나열된 자들은 모두 上聲으로 全濁聲母字이므로,표1에 따라 四聲으로 변

해야 하지만,『中原音韻』에서는 上聲에 배열되었고,『現代漢語大辭典』에서도 三聲

으로 읽힌다.즉 표1의 규칙과는 일치되지 않는다.

(2)3-4-4-3

魚摸

釜①［fǔㄈㄨˇ］

［『廣韻』扶雨切,上麌,奉.］3-4-4-3

輔①［fǔㄈㄨˇ］

［『廣韻』扶雨切,上麌,奉.］3-4-4-3

江陽

晃①［huǎnɡㄏㄨㄤˇ］

［『廣韻』胡廣切,上蕩,匣.］3-4-4-3

幌①［huǎnɡㄏㄨㄤˇ］

［『廣韻』胡廣切,上蕩,匣.］3-4-4-3

恒歡

緩①［huǎnㄏㄨㄢˇ］

［『廣韻』胡管切,上緩,匣.］3-4-4-3

에 나열된 자들은 모두 上聲으로 全濁聲母字이므로,표1에 따라 四聲으로 변

해야 하고,『中原音韻』에서도 去聲에 배열되었으나,『現代漢語大辭典』에서는 三聲

으로 읽힌다.즉『中原音韻』이후 발음에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의 자들에서 ‘3-4-3-3’에 나열된 자들은『廣韻』에서『中原音韻』으로 변하

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고,‘3-4-4-3’에 나열된 자들은『中原音韻』에서 現

代中國語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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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去聲字가 二聲(陽平)이나 一聲(陰平)의 불규칙하게 변화한 것

표1에 따라 去聲字가 淸·次濁·全濁聲母字일 때는 여 히 去聲으로 읽히지만,이러

한 규칙과는 달리 陽平聲이나 陰平聲으로 변한 자들이 있다.

아래에서는 ‘4-4-4-2’와 ‘4-4-4-1’로 나 어 기술하고자 한다.

(1)4-4-4-2

魚摸

孺①［rúㄖㄨˊ］

［『廣韻』而遇切,去遇,日.］4-4-4-2

恒歡

玩①［wánㄨㄢˊ］

［『廣韻』五換切,去換,疑.］4-4-4-2

萧豪

療①［liáoㄌㄧㄠˊ］

［『廣韻』力照切,去笑,來.］4-4-4-2

歌戈

邏①［luóㄌㄨㄛˊ］

［『廣韻』郞佐切,去箇,來.］4-4-4-2

에 나열된 자들은 去聲으로 淸·次濁·全濁聲母字이므로,표1에 따라 여 히 四

聲으로 읽 야 하지만,이러한 규칙과 달리 二聲으로 변화한 자들이다.

(2)4-4-4-1

蕭豪

糙①［coㄘㄠ］

［『廣韻』七到切,去號,淸.］4-4-4-1

尤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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究①［jiūㄐㄧㄡ］

［『廣韻』居祐切,去宥,見.］4-4-4-1

齊微

萎①［w iㄨㄟˇ］

［『廣韻』於爲切,平支,影.］1-1-2-3

儲①［chǔㄔㄨˇ］

［『廣韻』直魚切,平魚,澄.］1-2-2-3

［『廣韻』公戶切,上姥,見.］

眞文

紉①［rènㄖㄣˋ］

［『廣韻』女隣切,平眞,娘.］1-2-2-4

家麻

媽①［m ㄇㄚ］

［『廣韻』莫補切,上姥,明.］3-4-3-1

에 나열된 자들은 去聲으로 淸·次濁·全濁聲母字이므로,표1에 따라 여 히 四

聲으로 읽 야 하지만,이러한 규칙과 달리 一聲으로 변화한 자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자들은 표1의 聲調변화에 어 난 자들인데,그 이유로 語

環境의 차이를 들 수 있다.이 게 語環境의 차이에 의해 音이 다르게 변하는 것

을 條件音變이라고 하는데,中國語에서는 같은 종류의 聲母,韻母,聲調들이 다른

語環境에서 서로 다른 聲母,韻母,聲調로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26)

3)『廣韻』의 入聲字 탈락 상과 聲調變化에 나타난 混同現象

入聲은 비록 陰·陽平聲字나 上·去聲字와 같이 많은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지

만,『廣韻』에서는 入聲字 던 것이『中原音韻』등과 같은 北音系韻書에서는 모든

26)王力,『漢語語音史上的條件音變』,『语 研究』1983年01期,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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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聲韻尾가 탈락되어 각각의 聲調로 나뉘게 되었는데,이 과정에서 외인 경우를

찾아 분류 정리하고자 한다.

王力이 따르면 入聲이 약화되거나 없어진 것은 宋 나라 시 부터 이미 시작되었

다.27)『廣韻』에서는 존재하던 入聲字가『中原音韻』을 거쳐 現代中國語에 이르는

北音系統에서는 이미 탈락되었다.

사실 周德淸은『中原音韻·自序』에서 ‘夫聲分平仄 , 無入聲,以入聲派入平·上·

去三聲也’이라고 명확하게 밝혔지만,『中原音韻』의 ‘入派三聲’에 하여,楊耐思·陸

志韋 등은『中原音韻』에는 여 히 入聲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 다28).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周德淸이 말한 로『中原音韻』에서 이미 入聲이 사라졌다는 것을

제로 하여 연구하 다.

『廣韻』에서 入聲에 배열된 자가『中原音韻』을 거쳐 現代中國語에 이르면서

入聲이 탈락하 지만, 체로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그것을 찾아,다른 것과

달리 혼동되는 이유를 살펴보려고 한다.

語音의 변화는 聲母나 韻母 그리고 聲調가 각각 홀로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

고,서로가 향을 미치면서 변화한다. 를 들어 平聲字가 淸聲母일 때는 一聲으로

변하고,濁聲母일 때는 二聲으로 변하며,全濁聲母字가 淸化되면서 平聲字는 氣音

으로 仄聲字는 不 氣音으로 변한다.

과거 와 같이 개략 인 연구는 하 지만,서로 간의 세 한 條件을 연구한 것

은 별로 없었다.나아가서 연구된 조건에 어 나게 변화하는 자들을 정리하여 그

이유를 밝은 것은 더더욱 없었으므로,본 논문에서는 中古의 平聲字가 陰·陽平聲으

로 나뉠 때의 例外와 全濁上聲字가 去聲으로 변할 때의 例外를 기술하 다.

아래에서는 입성의 변화를 밝히고,그러한 에 어 나는 자가 있으면 그것들

을 찾아 그것들이 외가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中古音에서 入聲에 배열된 자들은『中原音韻』을 거쳐 現代中國語에 이르는 北

27)王力,『王力文集』,第十二卷,山東敎育出版社,p.102.인용.“實際上,入聲的趨于消失，從宋代已經開始了.”

28)楊耐思,『中原音韻音系』，中國社 科學出版社，1981年,p.4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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音系韻書에서는 入聲이 탈락되면서 아래와 같은 일정한 규칙을 따르고 있다.

淸入聲乛陰平·陽平·上聲·去聲

全濁入乛陽平

次濁入乛去聲

아래의 자들은 의 규칙에 어 나는 외에 속하는 자들이다.

額①［éㄜˊ］

［『廣韻』五陌切,入陌,疑.］5-4-4-2

脫①［tuōㄊㄨㄛ］

［『廣韻』徒活切,入末,定.］5-2-3-1혹은 5-4-3-1

［『廣韻』他括切,入末,透.］

捏①［niㄋㄧㄝ］

［『廣韻』奴結切,入屑,泥.］5-4-4-1

에서 특히 ‘脫’은 透母로 次淸聲母字이므로 一·二·三·四聲 어느 것으로나 변할

수 있으므로 문제되지 않으며,나머지 규칙에 따라 변화하지 않은 자들도

몇 자 보이지 않고 정해진 규칙도 없어 보인다.

4)平聲,上·去聲과 入聲의 混同現象에 한 분석

『中原音韻』에 수록되어 있는 자 에서 聲調가 混同되는 單音字들을 골라 논

의하 다.논의된 자는 모두 80여 자로,비록 숫자는 많다고 할 수 없지만 연구

할 가치가 있다.

물론 多音字 에도 이런 상이 존재하지만,多音字 에는 不安定한 요소가 많

기 때문에 확실한 결과를 얻기 해서 본 논문에서는 연구 상에서 제외하 다.

聲調의 변화는 聲母와 가장 계가 깊다고 할 것이므로,우선『中原音韻』과 現

代中國語의 聲母의 변화 추세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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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中古音과 現代中國語의 聲母 照表29)

全淸 次淸
全濁

次濁
全 淸

(擦)

全濁(擦)

平 仄 平 仄

重               脣 幫 p  滂 p‘ 並 p‘   p 明   m

輕               脣 非 f 敷 f 奉    f 微   0/(u)

舌頭  (娘倂入,來附) 端 t 透 t‘ 定 t‘   t 泥(娘)n 來l

舌  上
梗入二等讀音    ts

知

   tş

   ts‘

徹

   tş‘

澄

   tş‘

 ts

 tş其        他

齒  頭

洪        音
   ts

精

   tɕ

   ts‘

淸

   tɕ‘

   ts‘

從

   tɕ‘ 

 ts

 tɕ

    s

心

    ɕ

   

ts‘,s

邪

ɕ‘,ɕ

s

ɕ細        音

正

齒

附

半

齒

莊

系

深及梗曾通入
   ts

莊 

   tş

   ts‘

初

   tş‘

崇

   tş‘

 ts

tş,ş

    s

生

    ş

俟

   s其        他

章

系

止        開
章 tş 昌 tş‘

船

tş‘,ş
  ş

     0/

日

     ʐ

書  ş 禪 tş‘,ş ş
其        他

牙

曉

匣

移

此

開

口

洪        音

   k

   tɕ

見 tɕ

   k

   tɕ

   k‘

   tɕ‘

溪 tɕ‘

   k‘

   tɕ‘

   tɕ‘

群

   k‘

   tɕ‘

  

tɕ

  k

  

tɕ

     0/

     n,0/(i)

疑   0/(i)

     0/(u)

     0/(y)

    x

    ɕ

曉  ɕ

    x

    ɕ

    x

匣  ɕ

    x

    ɕ

細

音

三     等

其     他

合

口

洪        音

細        音

喉

開

口

洪音 0/

0/(i)

影0/(u)

0/(y)

      0/(i)

云,以 0/(u)

      0/(y)

細音

合

口

洪音

細音

29)董同龢,『中國語音韻學』，文史哲出版社，2005年，pp.211~212.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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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3은 고 시 부터 까지 성모의 변화와 세분화의 추세를 반 했다.

聲母의 淸濁이 聲調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 표를 보면 聲母의 淸濁을 알 수

있다.

가)聲母에 의한 분석

먼 앞에서 논의한 자들을 聲母別로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3에 따라 全淸聲母字는 모두 13字이고,次淸聲母字는 8字이며,次濁聲母字는 8

字,全濁聲母字는 12字로 모두 41字이다.

이 音變30)이 발생한 聲母와 그 숫자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全淸:非(諷,1字),知(貯,1字),見(境,礦,垢,究,4字),影(鏖,縈,泓,惋,惲,萎,

黯,7字),心(算,詢,2字)

次淸:敷(孚,莩,桴,訪,妨，5字),透(邰,統,2字),徹(惆,1字),淸(雌,詮,荃,娶,

糙,5字),溪(穹,譴,蒯,3字)

次濁:明(薇,媽,2字),微(微,薇,巫,誣,4字),娘(紉,捏,2字),來(屢,纜,療,邏,4

字),日(餌,孺,2字),疑(危,忤,玩,額,4字),以(鱅,傭,鏞,墉,庸,悠,漾,誘,8字),

全濁:邪(松,1字),襌(殊,茱,洙,銖,鱅,慵,曙,7字),匣(莖,缸,酣,汞,晃,幌,

緩,7字),從(摧,戕,崔,3字),群(期,瑾,拐,3字),澄(沖,儲,2字),並(邳,哺,2字),

定(道, ,蹈,袒,殄,艇,脫,7字),奉(釜,輔,2字)

의 통계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① 全淸聲母字의 音變은 38.4%,次淸聲母字의 音變은 62.5%,次濁聲母字의 音變

은 87.5%,全濁聲母字의 音變은 75%를 차지한다.통계 숫자로 보면 全淸聲母字는

音變의 가능성이 비교 으로 낮으며 次濁聲母字는 音變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音變字가 총 86字이고 그 에 全淸聲母字는 총 15字로 모든 音變字의 17.4%

를 차지하고,次淸聲母字는 총 16字로 모든 音變字의 18.6%를 차지한다. 次濁聲

30)여기에서 音變이란 음이 변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제시한 규칙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변화된 경우

를 지칭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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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字는 총 26字로,모든 音變字의 30.2%를 차지하고,全濁聲母字는 총 34字이로,모

든 音變字의 39.5%를 차지한다.

의 두 가지 분석을 보면 音變字들은 주로 次濁과 全濁聲母字에서 일어나는 것

을 알 수 있다.

나)聲調에 의한 분석

앞에서 논의한 자들을 본 논문에서 기술한 순서에 따라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1-2-2-1:

微(次濁),明(次濁),從(全濁),襌(全濁),以(次濁),疑(次濁),群(全濁),匣(全濁)

② 1-2-1-1

澄(全濁),邪(全濁),匣(全濁),並(全濁),從(全濁)

③ 1-1-1-2

透(次淸),敷(次淸),淸(次淸),溪(次淸),影(全淸)

④ 1-1-2-2

徹(次淸)

⑤ 4-4-4-3

非(全淸),敷(次淸),來(次濁),襌(全濁),淸(次淸),並(全濁),影(全淸),定(全濁)

⑥ 4-4-3-3

透(次淸),日(次濁),疑(次濁),溪(次淸),群(全濁)

⑦ 3-3-4-4

以(次濁),知(全淸),影(全淸),心(全淸)

⑧ 3-3-3-4

見(全淸),以(次濁)

⑨ 3-4-3-3

定(全濁),群(全濁),匣(全濁)

⑩ 3-4-4-3

奉(全濁),匣(全濁)

⑪ 4-4-4-2

日(次濁),疑(次濁),來(次濁)

⑫ 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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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次淸),見(全淸)

⑬ 5-4-4-2

疑(次濁)

⑭ 5-2-3-1혹은 5-4-3-1

定(全濁)

⑮ 5-4-4-1

泥(次濁)

결론 으로 平聲은 陰平과 陽平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표1에 따라 완벽하게 진행

된 것이 아니라,陰平과 陽平의 混同現象이 생겨났고,그 에서 특히 次淸聲母字는

全淸聲母字보다 많이 混同되었다고 할 것이다.

본래 淸聲母字는 陰平으로 변하고,濁聲母字는 陽平으로 변하여야 하지만,淸聲母

字가 오히려 濁聲母字와 같이 陽平으로 변하는 것에는,次淸聲母字가 全淸聲母字보

다 많은 것으로 보아 次淸 聲母의 성질이 濁字聲母와 더욱 가깝기 때문이라고 생각

된다.

한 上聲과 去聲이 변화하는 과정도 표1에 따라서 완벽하게 진행된 것도 아니

다.上聲과 去聲의 混同現象이 생겨나고,특히 次濁 聲母字는 全濁 聲母字보다 많

다.

入聲은『中原音韻』에서 消失되어,陰平·陽平·上·去聲으로 변하 다.부록에 따르

면 ‘入聲做上聲’,‘入聲作平聲·陽’등의 분류가 있는 것으로 보아,『中原音韻』에서는

이미 入聲을 다른 聲調로 歸入한 것을 알 수 있다.본 연구자는『中原音韻』 의

入聲字와 現代中國語를 조하여『中原音韻』의 入聲字를 표1에 따라 분류하여 분

석하 다.

平聲과 上·去聲간의 混同現象도 일어나고 있지만 흔한 경우가 아니므로 여기

서는 외로 한다.

다)聲符에 의한 분석

앞에서 논의한 混同現象이 일어난 자들을 나열해 보면 聲符가 같으면서도

나 에 音韻과 聲調가 달라진 자들도 있고,形聲字들이 함께 변한 자들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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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1-2-2-1

微,薇,巫,誣,摧,戕,殊,茱,洙,銖,鱅,慵,傭,鏞,墉,庸,悠,危,期,莖

② 1-2-1-1

沖,松,缸,邳,崔,酣

③ 1-1-1-2

邰,孚,莩,桴,雌,詮,荃,穹,詢,鏖,縈,泓

④ 1-1-2-2

惆

⑤ 4-4-4-3

諷,訪,屢,曙,娶,哺,惋,譴,道, ,蹈,纜

⑥ 4-4-3-3

統,餌,忤,蒯,瑾

⑦ 3-3-4-4

漾,貯,惲,算,境,礦

⑧ 3-3-3-4

垢,誘

⑨ 3-4-3-3

袒,殄,艇,拐,汞

⑩ 3-4-4-3

釜,輔,晃,幌,緩

⑪ 4-4-4-2

孺,玩,療,邏

⑫ 4-4-4-1

糙,究

⑬ 1-1-2-3

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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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1-2-2-3

儲

⑮ 1-2-2-4

紉

⑯ 3-4-3-1

媽

아래에서는 동일한 聲符를 자를 ‘1-2-2-1’과 ‘1-1-1-2’,‘3-4-4-3’등에 나열된

자를 들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1-2-2-1

‘1-2-2-1’에 나열된 자 에서 같은 聲符를 가지는 자로는 ‘微·薇/巫·誣/殊·

茱·洙·銖/鱅·慵·傭·鏞·墉·庸’등이 있다.이것들은 聲調를 보면『中原音韻』이후 이

런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자들의『廣韻』에서의 反切은 아래와 같다.

① ‘微·薇’는［『廣韻』無非切,平微,微.］

② ‘巫·誣’는 [『廣韻』武夫切,平虞,微.］

③ ‘殊·茱·洙·銖’는［『廣韻』 朱切·平虞,禪.］

④ ‘鱅·慵·傭·鏞·墉·庸’에서 ‘鱅·慵’은［『廣韻』餘 切·平鍾,以.］와［『廣韻』蜀

庸切,平鍾,禪.］,‘傭·鏞·墉·庸’은 ［『廣韻』餘 切,平鍾,以.］

①과 ②는『廣韻』부터 까지 聲調가 변했지만 서로 발음이 같고,聲調도 같

다.같은 聲符를 취하고 있으며,『廣韻』에서도 같은 운에 나열되어 있다.사실 이

와 같이 聲符가 같은 자는 聲符가 동일하므로 동시에 변화한다는 것은 문제될 것

이 없다.

그러나 ③의 경우는『廣韻』에서는 같은 발음이었지만,現代中國語에서는 聲母가

각각 /ʂ-/와 /tʂ-/로 나뉘었다.(殊→/ʂu/,茱·洙·銖→/tʂu/)그러나 표3에 따라 禪母

字는 平聲의 경우에 /tʂ‘-/와 /ʂ-/로 나뉘어야 하므로,聲母 역시 외의 변화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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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는『廣韻』에는 ‘鱅·慵’은 두 개의 反切이 있고,‘傭·鏞·墉·庸’은 反切이 하나

만 있을 뿐이다.『廣韻』에서는 ‘鱅·慵’은 ‘又讀’이 없으며,‘傭·鏞·墉·庸’과 反切이 다

르다.그러나 現代中國語에서는 모두 /yuŋ/으로 읽힌다.以母字는 次濁 聲母字로 표

3을 따르면 零聲母이므로 /i-/,/u-/,/y-/이고,禪母字는 /tʂ‘-/와 /ʂ-/이고,現代中

國語에서는 /yuŋ/으로 읽히므로,『廣韻』(蜀庸切,平鍾,禪)의 발음은 그 당시의 古

音이나 方音일지도 모른다.

(2)1-1-1-2

‘1-2-2-1’에 나열된 자 에서 같은 聲符를 가지는 자로는 ‘孚·莩·桴’와 ‘詮·

荃’등이 있다.

자들의『廣韻』에서의 反切은 아래와 같다.

① ‘孚·莩·桴’는［『廣韻』芳無切,平虞,敷.］

② ‘詮·荃’은［『廣韻』此緣切,平仙,淸.］

①과 ②는『廣韻』에서 現代中國語에 이르기까지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단되었

다.

(3)3-4-4-3

‘3-4-4-3’에 나열된 자 에서 같은 聲符를 가지는 자로는 ‘晃·幌’등이 있다.

자들의『廣韻』에서의 反切은 아래와 같다.

‘晃·幌’［『廣韻』胡廣切,上蕩,匣.］

‘晃·幌’은『中原音韻』에서는 去聲에 배열되어 있는데,現代中國語에서는 모두 三

聲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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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廣韻』의 多音字가『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로의 변화

聲調의 변화를 고찰하는 데에는『廣韻』에서 多音字로 읽히는 자를 빼놓을 수

없다.한자는 表義文字이기 때문에,多音字는 그 형태가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뜻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그러나 表音文字와 같이 소리를 뜻의 변별

조건으로 한다면 이것은 엄연히 다른 자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聲調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있어서,동일한 형태의 자이면

서 多音字인 것은,그것이 변별되는 조건이 音韻일 수도 있지만,聲調일 수도 있으

므로,여기에서 따로 多音字에 한 논의를 하겠다.

篆으로 통일한 문자의 발음은 한자의 變遷과 分化로 인하여 다양한 발음의 차

이가 생겨 나았다.

多音字 생성의 원인은 비교 복잡하다.中國語 語音과 한자자형은 아주 오랜 시

간 동안 변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일반 으로 多音字는 지역과 시 의 차이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옛날에

는 각 지역 간의 문화교류가 편리하지 않아,그것 인하여 여러 나라의 語가 형성

되었는데, 국에서는 최 로 秦나라가 六國을 통일함으로써 문자 한 統一되었다.

의 기술과 같이 多音字 생성의 원인은 비교 복잡하며,中國語語音과 한자자

형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변천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인데,아래에서는『廣

韻』과『中原音韻』등의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廣韻』은 모두 26,194字가 수록되어 있고,『中原音韻』는 모두 5,866字가 수록

되어 있다.『中原音韻』에 나오는 부분 자들은 에도 常用字로 쓰이고 있으

며 당시의 大都語31)이기도 하다.

統計에 따르면『中原音韻』에 나온 자 에서 多音字의 수는『廣韻』에 비해

하게 감소되었다.

31) 재의 북경어이며 元나라 시 에는 大都語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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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廣韻』에 모두 26,194字가 수록되어 있고,『中原音韻』이 모두 5,866字가

수록되어 있으므로 수록된 자의 차이도 원인이 되겠지만,『廣韻』은 古今音과 方

音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반면,『中原音韻』은 오로지 한 시 (元代)의 한 지역의

音(大都)을 표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즉『中原音韻』은 당시의 標準音으로 常用語라고 할 수 있는 반면,『廣韻』에 나

타난 다수의 多音字는 方 이거나 잘 사용되지 않은 音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廣韻』에서는 多音字이지만『中原音韻』과 現代漢語大辭典』에서는

모두 單音字인 것을 골라 고찰하고자 한다.

1)常用音이 제시된 音變과 일치되는 것

아래 나열된 자들은 제시된 音變과 일치되는 것이고 多音字 에 常用音과 消

失된 音이 있다.아래의 자들 ‘1-1-1-1’,‘1-2-2-2’,‘3-3-3-3’,‘4-4-4-4’등으

로 표시된 것은『廣韻』,『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에서 常用되는 音이고 聲調도

董同龢의 표1과 일치한 자들이다.

東鍾

雍①［yōnɡㄩㄥ］

［『廣韻』於容切,平鍾,影.]1-1-1-1

［『廣韻』於用切,去用,以.］

蜂①［fnɡㄈㄥ］

［『廣韻』敷容切,平鍾,敷.］1-1-1-1

［『廣韻』薄紅切,平東,幷.］

朦①［ménɡㄇㄥˊ］

［『廣韻』莫紅切,平東,明.］1-2-2-2

［『廣韻』莫孔切,上董,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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恐①［kǒnɡㄎㄨㄥˇ］

［『廣韻』丘隴切,上腫,溪.］3-3-3-3

［『廣韻』區用切,去用,溪.］

珙①［ɡǒnɡㄍㄨㄥˇ］

［『廣韻』居悚切,上腫,見.］3-3-3-3

［『廣韻』九容切,平鍾,見.］

訟①［sònɡㄙㄨㄥˋ］

［『廣韻』似用切,去用,邪.］4-4-4-4

［『廣韻』祥容切,平鍾,邪.］

江陽

裝①［zhunɡㄓㄨㄤ］

［『廣韻』側羊切,平陽,莊.］1-1-1-1

［『廣韻』側亮切,去漾,荘.］

秧①［ynɡㄧㄤ］

［『廣韻』於良切,平陽,影.］1-1-1-1

［『廣韻』於兩切,上養,影.］

①［hánɡㄏㄤˊ］

［『廣韻』胡郞切,平唐,匣.］1-2-2-2

［『廣韻』苦浪切,去宕,溪.］

防①［fánɡㄈㄤˊ］

［『廣韻』符方切,平陽,奉.］1-2-2-2

［『廣韻』符況切,去漾,奉.］

償①［chánɡㄔㄤˊ］

［『廣韻』 羊切,平陽,禪.］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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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時亮切,去漾,禪.］

怏①［yànɡㄧㄤˋ］

［『廣韻』於亮切,去漾,影.］4-4-4-4

［『廣韻』於兩切,上養,影.］

望①［wànɡㄨㄤˋ］

［『廣韻』巫放切,去漾,微.］4-4-4-4

［『廣韻』武方切,平陽,微.］

盎①［ànɡㄤˋ］

［『廣韻』烏浪切,去宕,影.］4-4-4-4

［『廣韻』烏朗切,上蕩,影.］

孳①［zㄗ］

［『廣韻』子之切,平之,精.］1-1-1-1

［『廣韻』疾置切,去志,從.］

使①［shǐㄕˇ］

［『廣韻』 士切,上止,生.］3-3-3-3

［『廣韻』 吏切,去志,生.］

齊微

姬①［jㄐㄧ］

［『廣韻』居之切,平之,見.］1-1-1-1

［『廣韻』 之切,平之,以.］

躋①［jㄐㄧ］

［『廣韻』祖稽切,平齊,精.］1-1-1-1

［『廣韻』子計切,去霽,精.］

隈①［w iㄨ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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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烏恢切,平灰,影.］1-1-1-1

［『廣韻』烏繢切,去隊,影.］

瑰①［ɡuㄍㄨㄟ］

［『廣韻』公回切,平灰,見.］1-1-1-1

［『廣韻』戶恢切,平灰,匣.］

崔①［cuㄘㄨㄟ］

［『廣韻』倉回切,平灰,淸.］1-1-1-1

［『廣韻』昨回切,平灰,從.］

跪①［ɡuìㄍㄨㄟˋ］

［『廣韻』去委切,上紙,溪.］

［『廣韻』渠委切,上紙,群.］3-4-4-4

莓①［méiㄇㄟˊ］

［『廣韻』莫杯切,平灰,明.］1-2-2-2

［『廣韻』莫佩切,去隊,明.］

［『廣韻』亡救切,去宥,微.］

迴①［huíㄏㄨㄟˊ］

［『廣韻』戶恢切,平灰,匣.］1-2-2-2

［『廣韻』胡 切,去隊,匣.］

圍①［wéiㄨㄟˊ］

［『廣韻』雨非切,平微,云.］1-2-2-2

［『廣韻』於貴切,去未,云.］

痞①［pǐㄆㄧˇ］

［『廣韻』符鄙切,上旨,幷.］

［『廣韻』方美切,上旨,幫.］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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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方久切,上有,幫.］

悔①［huǐㄏㄨㄟˇ］

［『廣韻』呼罪切,上賄,曉.］3-3-3-3

［『廣韻』荒內切,去隊,曉.］

詆①［dǐㄉㄧˇ］

［『廣韻』都禮切,上薺,端.］3-3-3-3

［『廣韻』杜奚切,平齊,定.］

屣①［xǐㄒㄧˇ］

［『廣韻』所綺切,上紙,生.］3-3-3-3

［『廣韻』所寄切,去寘,生.］

異①［yìㄧˋ］

［『廣韻』羊吏切,去志,以.］4-4-4-4

［『廣韻』 之切,平之,以.］

涕①［tìㄊㄧˋ］

［『廣韻』他計切,去霽,透.］4-4-4-4

［『廣韻』他禮切,上薺,透.］

締①［dìㄉㄧˋ］

［『廣韻』特計切,去霽,定.］4-4-4-4

［『廣韻』杜奚切,平齊,定.］

帔①［pèiㄆㄟˋ］

［『廣韻』披義切,去寘,滂.］4-4-4-4

［『廣韻』敷羈切,平支,滂.］

魚摸

噓①［xūㄒ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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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朽居切,平魚,曉.］1-1-1-1

［『廣韻』許御切,去御,曉.］

迂①［yūㄩ］

［『廣韻』羽俱切,平虞,云.］

［『廣韻』憶俱切,平虞,影.］1-1-1-1

［『廣韻』於武切,上麌,影.］

驅①［qūㄑㄩ］

［『廣韻』豈俱切,平虞,溪.］1-1-1-1

［『廣韻』區遇切,去遇,溪.］

胥①［xūㄒㄩ］

［『廣韻』相居切,平魚,心.］1-1-1-1

［『廣韻』私呂切,上語,心.］

茹①［rúㄖㄨˊ］

［『廣韻』人諸切,平魚,日.］1-2-2-2

［『廣韻』人渚切,上語,日.］

［『廣韻』人恕切,去御,日.］

如①［rúㄖㄨˊ］

［『廣韻』人諸切,平魚,日.］1-2-2-2

［『廣韻』人恕切,去御,日.］

歟①［yúㄩˊ］

［『廣韻』以諸切,平魚,以.］1-2-2-2

［『廣韻』余呂切,上語,以.］

［『廣韻』羊洳切,去御,以.］

娛①［yúㄩ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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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遇俱切,平虞,疑.］1-2-2-2

［『廣韻』五故切,去暮,疑.］

羽①［yǔㄩˇ］

［『廣韻』王矩切,上麌,云.］3-3-3-3

［『廣韻』王遇切,去遇,云.］

圃①［pǔㄆㄨˇ］

［『廣韻』博古切,上姥,幫.］3-3-3-3

［『廣韻』博故切,去暮,幫.］

楚①［chǔㄔㄨˇ］

［『廣韻』創 切,上語,初.］3-3-3-3

［『廣韻』瘡據切,去御,初.］

苦①［kǔㄎㄨˇ］

［『廣韻』康杜切,上姥,溪.］3-3-3-3

［『廣韻』苦故切,去暮,溪.］

炷①［zhùㄓㄨˋ］

［『廣韻』之戍切,去遇,章.］4-4-4-4

［『廣韻』之庾切,上麌,章.］

怒①［nùㄋㄨˋ］

［『廣韻』乃故切,去暮,泥.］4-4-4-4

［『廣韻』奴古切,上姥,泥.］

皆來

萊①［láiㄌㄞˊ］

［『廣韻』落哀切,平咍,來.］1-2-2-2

［『廣韻』洛代切,去代,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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裁①［cáiㄘㄞˊ］

［『廣韻』昨哉切,平咍,從.］1-2-2-2

［『廣韻』昨代切,去代,從.］

靄①［ǎiㄞˇ］

［『廣韻』於蓋切,去泰,影.］

［『廣韻』烏葛切,入曷,影.］5-3-3-3

鎧①［kǎiㄎㄞˇ］

［『廣韻』苦亥切,上海,溪.］3-3-3-3

［『廣韻』苦蓋切,去代,溪.］

眞文

諄①［zhūnㄓㄨㄣ］

［『廣韻』章倫切,平諄,章.］1-1-1-1

［『廣韻』之閏切,去稕,章.］

薰①［xūnㄒㄩㄣ］

［『廣韻』許云切,平文,曉.］1-1-1-1

［『廣韻』許運切,去問,曉.］

斤①［jnㄐㄧㄣ］

［『廣韻』 欣切,平欣,見.］1-1-1-1

［『廣韻』居焮切,去焮,見.］

娠①［shnㄕㄣ］

［『廣韻』失人切,平眞,書.］1-1-1-1

［『廣韻』章 切,去震,章.］

診①［zhnㄓㄣˇ］

［『廣韻』章忍切,上軫,章.］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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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直 切,去震,澄.］

引①［yǐnㄧㄣˇ］

［『廣韻』余忍切,上軫,以.］3-3-3-3

［『廣韻』羊晉切,去震,以.］

泯①［mǐnㄇㄧㄣˇ］

［『廣韻』武盡切,上軫,明.］3-3-3-3

［『廣韻』彌隣切,平眞,明.］

賑①［zhènㄓㄣˋ］

［『廣韻』章 切,去震,章.］4-4-4-4

［『廣韻』章忍切,上軫,章.］

醞①［yùnㄩㄣˋ］

［『廣韻』於問切,去問,影.］4-4-4-4

［『廣韻』於粉切,上吻,影.］

寒山

潸①［shnㄕㄢ］

［『廣韻』所姦切,平刪,生.］1-1-1-1

［『廣韻』數板切,上潸,生.］

寰①［huánㄏㄨㄢˊ］

［『廣韻』戶關切,平刪,匣.］1-2-2-2

［『廣韻』黃練切,去霰,匣.］

鏟①［chǎnㄔㄢˇ］

［『廣韻』初限切,上産,初.］3-3-3-3

［『廣韻』初鴈切,去諫,初.］

侃①［kǎnㄎㄢ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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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空旱切,上旱,溪.］3-3-3-3

［『廣韻』苦旰切,去翰,溪.］

綰①［wǎnㄨㄢˇ］

［『廣韻』烏板切,上潸,影.］3-3-3-3

［『廣韻』烏患切,去諫,影.］

嘆①［tànㄊㄢˋ］

［『廣韻』他旦切,去翰,透.］4-4-4-4

［『廣韻』他干切,平寒,透.］

訕①［shànㄕㄢˋ］

［『廣韻』所晏切,去諫,生.］4-4-4-4

［『廣韻』所姦切,平刪,生.］

汕①［shànㄕㄢˋ］

［『廣韻』所晏切,去諫,生.］4-4-4-4

［『廣韻』所簡切,上産,生.］

疝①［shànㄕㄢˋ］

［『廣韻』所晏切,去諫,生.］4-4-4-4

［『廣韻』所閒切,平山,生.］

恒歡

斷①［duànㄉㄨㄢˋ］

［『廣韻』都管切,上緩,端.］

［『廣韻』徒管切,上緩,定.］3-4-4-4

［『廣韻』丁貫切,去換,端.］

先天

畋①［tiánㄊㄧㄢˊ］

［『廣韻』徒年切,平先,定.］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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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 練切,去霰,定.］

延①［yánㄧㄢˊ］

［『廣韻』以然切,平仙,以.］1-2-2-2

［『廣韻』予線切,去線,以.］

鬈①［quánㄑㄩㄢˊ］

［『廣韻』巨員切,平仙,群.］1-2-2-2

［『廣韻』丘員切,平仙,溪.］

院①［yuànㄩㄢˋ］

［『廣韻』王眷切,去線,云.］4-4-4-4

［『廣韻』胡官切,平桓,匣.］

宴①［yànㄧㄢˋ］

［『廣韻』於甸切,去霰,影.］4-4-4-4

［『廣韻』於殄切,上銑,影.］

蕭豪

標①［bioㄅㄧㄠ］

［『廣韻』甫遙切,平宵,幫.］1-1-1-1

［『廣韻』方 切,上 ,非.］

飄①［pioㄆㄧㄠ］

［『廣韻』撫招切,平宵,滂.］1-1-1-1

［『廣韻』符霄切,平宵,幷.］

敲①［qioㄑㄧㄠ］

［『廣韻』口交切,平肴,溪.］1-1-1-1

［『廣韻』苦教切,去效,溪.］

鷯①［liáoㄌㄧㄠ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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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落蕭切,平蕭,來.］1-2-2-2

［『廣韻』力照切,去笑,來.］

饒①［ráoㄖㄠˊ］

［『廣韻』如招切,平宵,日.］1-2-2-2

［『廣韻』人要切,去笑,日.］

猱①［náoㄋㄠˊ］

［『廣韻』奴 切,平豪,泥.］1-2-2-2

［『廣韻』女救切,去宥,娘.］

搖①［yáoㄧㄠˊ］

［『廣韻』餘昭切,平宵,以.］1-2-2-2

［『廣韻』弋照切,去笑,以.］

漕①［cáoㄘㄠˊ］

［『廣韻』昨勞切,平豪,從.］1-2-2-2

［『廣韻』在到切,去號,從.］

①［yǎoㄧㄠˇ］

［『廣韻』以沼切,上 ,以.］3-3-3-3

［『廣韻』以周切,平尤,以.］

［『廣韻』羊朱切,平虞,以.］

巧①［qiǎoㄑㄧㄠˇ］

［『廣韻』苦絞切,上巧,溪.］3-3-3-3

［『廣韻』苦教切,去效,溪.］

轎①［jiàoㄐㄧㄠˋ］

［『廣韻』渠廟切,去笑,群.］4-4-4-4

［『廣韻』巨嬌切,平宵,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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笊①［zhàoㄓㄠˋ］

［『廣韻』側教切,去效,莊.］4-4-4-4

［『廣韻』側絞切,上巧,莊.］

歌戈

拖①［tuōㄊㄨㄛ］

［『廣韻』託何切,平歌,透.］1-1-1-1

［『廣韻』吐邏切,去箇,透.］

銼①［cuòㄘㄨㄛˋ］

［『廣韻』麤臥切,去過,從.］4-4-4-4

［『廣韻』昨禾切,平戈,從.］

［『廣韻』昨木切,入屋,從.］

皤①［póㄆㄛˊ］

［『廣韻』薄波切,平戈,幷.］1-2-2-2

［『廣韻』博禾切,平戈,幫.］

裹①［ɡuǒㄍㄨㄛˇ］

［『廣韻』古火切,上果,見.］3-3-3-3

［『廣韻』古臥切,去過,見.］

墮①［duòㄉㄨㄛˋ］

［『廣韻』徒果切,上果,定.］3-4-4-4

［『廣韻』他果切,上果,透.］

課①［kèㄎㄜˋ］

［『廣韻』苦臥切,去過,溪.］4-4-4-4

［『廣韻』苦禾切,平戈,溪.］

家麻

①［bㄅ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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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伯加切,平麻,幫.］1-1-1-1

［『廣韻』傍下切,上馬,幫.］

車遮

爹①［diㄉㄧㄝ］

［『廣韻』陟邪切,平麻,知.］1-1-1-1

［『廣韻』徒可切,上哿,定.］

野①［yㄧㄝˇ］

［『廣韻』羊 切,上馬,以.］3-3-3-3

［『廣韻』承 切,上語,禪.］

庚靑

生①［shnɡㄕㄥ］

［『廣韻』所庚切,平庚,生.］1-1-1-1

［『廣韻』所敬切,去映,去.］

猙①［zhnɡㄓㄥ］

［『廣韻』側莖切,平耕,莊.］1-1-1-1

［『廣韻』疾郢切,上靜,從.］

腥①［xnɡㄒㄧㄥ］

［『廣韻』桑經切,平靑,心.］1-1-1-1

［『廣韻』 佞切,去徑,心.］

評①［pínɡㄆㄧㄥˊ］

［『廣韻』符兵切,平庚,幷.］1-2-2-2

［『廣韻』皮命切,去映,幷.］

枰①［pínɡㄆㄧㄥˊ］

［『廣韻』符兵切,平庚,幷.］1-2-2-2

［『廣韻』皮命切,去映,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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層①［cénɡㄘㄥˊ］

［『廣韻』昨棱切,平登,從.］1-2-2-2

［『廣韻』作滕切,平登,精.］

廷①［tínɡㄊㄧㄥˊ］

［『廣韻』特丁切,平靑,定.］1-2-2-2

［『廣韻』徒徑切,去徑,定.］

霆①［tínɡㄊㄧㄥˊ］

［『廣韻』特丁切,平靑,定.］1-2-2-2

［『廣韻』徒鼎切,上迥,定.］

①［jǐnɡㄐㄧㄥˇ］

［『廣韻』居影切,上梗,見.］3-3-3-3

［『廣韻』渠敬切,去映,群.］

尤候

鬮①［jiūㄐㄧㄡ］

［『廣韻』居求切,平尤,見.］1-1-1-1

［『廣韻』居黝切,上黝,見.］

收①［shōuㄕㄡ］

［『廣韻』式州切,平尤,書.］1-1-1-1

［『廣韻』舒救切,去宥,書.］

蹂①［róuㄖㄡˊ］

［『廣韻』耳由切,平尤,日.］1-2-2-2

［『廣韻』人九切,上有,日.］

［『廣韻』人又切,去宥,日.］

鞣①［róuㄖㄡ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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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耳由切,平尤,日.］1-2-2-2

［『廣韻』人又切,去宥,日.］

狃①［niǔㄋㄧㄡˇ］

［『廣韻』女久切,上有,娘.］3-3-3-3

［『廣韻』女救切,去宥,娘.］

吼①［hǒuㄏㄡˇ］

［『廣韻』呼后切,上厚,曉.］3-3-3-3

［『廣韻』呼漏切,去候,曉.］

鯫①［zōuㄗㄡ］

［『廣韻』徂鉤切,平侯,從.］

［『廣韻』七逾切,平虞,淸.］1-1-1-1

［『廣韻』仕垢切,上厚,崇.］

走①［zǒuㄗㄡˇ］

［『廣韻』子苟切,上厚,精.］3-3-3-3

［『廣韻』則候切,去候,精.］

右①［yòuㄧㄡˋ］

［『廣韻』於救切,去宥,云.］4-4-4-4

［『廣韻』云久切,上有,云.］

餾①［liùㄌㄧㄡˋ］

［『廣韻』力救切,去宥,來.］4-4-4-4

［『廣韻』力求切,平尤,來.］

扣①［kòuㄎㄡˋ］

［『廣韻』苦候切,去候,溪.］4-4-4-4

［『廣韻』苦后切,上厚,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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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

針①［zhnㄓㄣ］

［『廣韻』職深切,平侵,章.］1-1-1-1

［『廣韻』之任切,去沁,章.］

深①［shnㄕㄣ］

［『廣韻』式針切,平侵,書.］1-1-1-1

［『廣韻』式禁切,去沁,書.］

監咸

耽①［dnㄉㄢ］

［『廣韻』丁含切,平覃,端.］1-1-1-1

［『廣韻』都感切,上感,端.］

憨①［hnㄏㄢ］

［『廣韻』呼談切,平談,曉.］1-1-1-1

［『廣韻』下瞰切,去闞,匣.］

攙①［chnㄔㄢ］

［『廣韻』楚銜切,平銜,初.］1-1-1-1

［『廣韻』士咸切,平咸,崇.］

譚①［tánㄊㄢˊ］

［『廣韻』徒含切,平賈,定.］1-2-2-2

［『廣韻』徒感切,上感,定.］

讒①［chánㄔㄢˊ］

［『廣韻』士咸切,平咸,崇.］1-2-2-2

［『廣韻』士懺切,去鑑,崇.］

減①［jiǎnㄐㄧㄢˇ］

［『廣韻』古斬切,上豏,見.］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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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下斬切,上豏,匣.］

淦①［ɡànㄍㄢˋ］

［『廣韻』古暗切,去勘,見.］4-4-4-4

［『廣韻』古南切,平覃,見.］

頷①［hànㄏㄢˋ］

［『廣韻』胡感切,上感,匣.］3-4-4-4

［『廣韻』胡男切,平覃,匣.］

廉纖

兼①［jinㄐㄧㄢ］

［『廣韻』古甜切,平添,見.］1-1-1-1

［『廣韻』古念切,去栝,見.］

閹①［ynㄧㄢ］

［『廣韻』央炎切,平鹽,影.］1-1-1-1

［『廣韻』衣 切,上琰,影.］

蟾①［chánㄔㄢˊ］

［『廣韻』職廉切,平鹽,章.］

［『廣韻』視占切,平鹽,禪.］1-2-2-2

潛①［qiánㄑㄧㄢˊ］

［『廣韻』昨鹽切,平鹽,從.］1-2-2-2

［『廣韻』慈豔切,去豔,從.］

臉①［liǎnㄌㄧㄢˇ］

［『廣韻』力減切,上豏,來.］3-3-3-3

［『廣韻』七廉切,平鹽,淸.］

閃①［shǎnㄕㄢ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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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失冉切,上琰,書.］3-3-3-3

［『廣韻』舒贍切,去豔,書.］

忝①［tiǎnㄊㄧㄢˇ］

［『廣韻』他玷切,上忝,透.］3-3-3-3

［『廣韻』他念切,去栝,透.］

饜①［yànㄧㄢˋ］

［『廣韻』於豔切,去豔,影.］4-4-4-4

［『廣韻』一鹽切,平鹽,影.］

歉①［qiànㄑㄧㄢˋ］

［『廣韻』口陷切,去陷,溪.］4-4-4-4

［『廣韻』苦簟切,上忝,溪.］

［『廣韻』苦減切,上豏,溪.］

의 자들은 모두『廣韻』에서 발음이 두 가지 이상인 多音字이며,『中原音

韻』과 現代中國語에서는 모두 單音으로 읽히는 자들이다. 이것은 앞에서 나열

한 바와 같이『廣韻』은 方 音과 古今音을 모두 포함하 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

할 수도 있다.

2)常用音이 제시된 音變과 일치되지 않는 것

제시된 音變과 일치되지 않는 로 아래 자들을 들 수 있다.

『廣韻』에서 여러 가지 音으로 읽히며 聲調變化 趨勢는 비슷하지만 분석해 보면

어느 것이 常用音인지 알 수 있는 음은 아래에 ‘*’로 표시한다.

가)常用音을 쉽게 정할 수 있는 것

卉①［huìㄏㄨㄟˋ］

［『廣韻』許貴切,去未,嘵.］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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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許偉切,上尾,曉.］3-3-3-4*

‘4-4-3-4’의 경우,『廣韻』에서는 去聲이고,董同龢에 따르면 四聲이며,現代中國

語에서도 四聲으로 읽히는데,『中原音韻』에서만 上聲에 나열되었다.

그러나 ‘3-3-3-4’의 경우,『廣韻』에서는 上聲이고,董同龢에 따르면 三聲이며,

『中原音韻』에서도 上聲에 나열되어 있으나,변화하는 과정 에 上·去聲이 혼동

되어 現代中國語에서는 四聲으로 읽힌다.

아래의 ‘鄔,桴,鼾,臠,綣,驁,鐐,鈔,焉’등도 모두 비슷한 경우이다.

鄔①［wūㄨ］

［『廣韻』哀都切,平模,影.］1-1-3-1

［『廣韻』安古切,上姥,影.］3-3-3-1*

［『廣韻』依倨切,去御,影.］

桴①［fúㄈㄨˊ］

［『廣韻』縛 切,平尤,奉.］1-2-1-2

［『廣韻』芳無切,平虞,敷.］1-1-1-2*

鼾①［hnㄏㄢ］

［『廣韻』侯旰切,去翰,匣.］4-4-4-1*

［『廣韻』許干切,平寒,曉.］1-1-4-1

臠①［luánㄌㄨㄢˊ］

［『廣韻』落官切,平桓,來.］1-2-3-2

［『廣韻』力兗切,上獮,來.］3-3-3-2*

綣①［quǎnㄑㄩㄢˇ］

［『廣韻』去阮切,上阮,溪.］3-3-4-3

［『廣韻』去願切,去願,溪.］4-4-4-3*

驁①［àoㄠ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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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五到切,去號,疑.］4-4-2-4

［『廣韻』五勞切,平豪,疑.］1-2-2-4*

鐐①［liáoㄌㄧㄠˊ］

［『廣韻』落蕭切,平蕭,來.］1-2-4-2

［『廣韻』力弔切,去嘯,來.］4-4-4-2*

鈔①［choㄔㄠ］

［『廣韻』楚交切,平肴,初.］1-1-4-1

［『廣韻』初教切,去效,初.］4-4-4-1*

焉①［ynㄧㄢ］

［『廣韻』於乾切,平仙,影.］1-1-2-1

［『廣韻』有乾切,平仙,云.］1-2-2-1*

［『廣韻』 切,平元,影.］1-1-2-1

나)常用音을 쉽게 정할 수 없는 것

嫣①［ynㄧㄢ］

［『廣韻』於乾切,平仙,影.］1-1-1-1

［『廣韻』許延切,平仙,曉.］1-1-1-1

［『廣韻』於蹇切,上獮,影.］

［『廣韻』於建切,去願,影.］

에 影母와 曉母는 모두 ‘1-1-1-1’경우인데 표3[中古音과 現代中國語의 聲母

照表]에 따르면,現代中國語에서는 曉母가 /x-/나 /ɕ-/등으로 읽히고,聲母가

零聲母(/i-/)인 경우는 없다.

아래의 ‘剖’도 이와 같다.

剖①［pōuㄆㄡ］

［『廣韻』普后切,上厚,滂.］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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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芳武切,上麌,敷.］3-3-3-1

에서는 혼동되는 양상만을 살펴보았을 뿐,혼동되는 것에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는 없었다.이후에도『中原音韻』에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한자를 상으로 삼

아 이러한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일정한 규칙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제3장 結論

본 논문은 中古音과 近·現代音의 聲調에 한 연구이다.聲調는『廣韻』에서『中

原音韻』을 거쳐 現代中國語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요소들의 향을

받았다. 를 들면 란으로 인한 인구이동과 외래인구의 거 流入은 官話와 方

의 혼합을 래했다. 한 사회의 발 과 언어표 어휘량의 량 증가 등은 언

어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어,聲母·韻母와 聲調의 변화를 가져왔다. 한

聲母·韻母와 聲調는 역시 서로 간에 影響을 주기도 하 다.고 부터 까지 聲

調의 변화는 聲母의 濁音淸化와 入聲韻尾의 消失 등과 련이 있다.

中國語 音節은 聲母·韻母와 聲調가 함께 구성된 완 한 체계이다.만약에 이 체계

의 어떤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부분도 따라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이런 변

화로 인하여 모든 音체계에 변화가 생기고 그에 따라 音체계 내부의 조화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되었다.그래서 고 聲母·韻母의 변화가 고 四聲에서 四聲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中原音韻』에 수록된 자들을 모두『現代漢語大辭典』에서 찾아내

서 비교하면서 單音字 확실히 聲調 혼동을 일으키는 표 인 자로 80여 자

를 나열하 다.



- 66 -

聲母의 淸濁방면에서 분석하면,聲調變化의 例外現象은 次濁聲母(87.5%),全濁聲

母(75%),次淸聲母(62.5%),全淸聲母(38.4%)의 순으로 많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

다.

全淸聲母(38.4%)는 音變 발생빈도가 지만,全淸聲母에서의 影系와 見系의 中古

音이 近·現代音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介音의 생성에 향을 주어 等呼를 변화시

켰다.見母字가 音變이 발생한 全淸聲母字 의 33.3%를 차지하 다. 한 影母字

가 40%를 차지하여 두 자를 합치면 全淸聲母字의 73.3%를 차지한다.

聲調變化의 例外字는 총 86字이고,그 에 全淸聲母字는 총 15字로 모든 例外字

의 17.4%를 차지하고,次淸聲母字는 총 16字로 모든 例外字의 18.6%를 차지하며,

次濁聲母字는 26字로 모든 例外字의 30.2%를 차지하고,全濁聲母字는 34字로 모든

例外字의 39.5%를 차지한다.

聲調방면에서 보면 平聲은 陰平과 陽平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표1에 따라 완벽

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陰平과 陽平의 混同現象이 생겨났고, 한 上聲과 去聲이

변화하는 과정도 표1에 따라서 완벽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上聲과 去聲의 混同

現象이 생겨났다.入聲은 거의 완벽하게 표1에 따라 진행하 다.

混同現象이 일어난 자들은 聲符가 같으면서도 나 에 音韻과 聲調가 달라진

자들도 있고,形聲字들이 함께 변한 자들도 있다.

聲符를 가지는 자로는 ‘微·薇/巫·誣/殊·茱·洙·銖/鱅·慵·傭·鏞·墉·庸’등이 있

다.연구 결과를 보면 이것들의 聲調는『中原音韻』이후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多音字 에 常用音과 消失된 音이 있다.그 에 부분 자들은『廣韻』에서

발음이 두 가지 이상인 多音字이며,『中原音韻』과 現代中國語에서는 모두 單音으

로 읽히는 자들이다.이것은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廣韻』은 方 音과 古今

音을 모두 포함하 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할 수도 있다.

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聲調의 변화는 聲母의 淸濁뿐만아니라 古音의 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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韻母 등과 같은 기타 여러 가지 요소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동시에 聲調도 聲母와 韻母의 변화에 일정한 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

서 聲調의 혼동 상을 소홀히 볼 수 없다.聲調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聲母,韻母,

介音 등 다양한 요소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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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paperisabouttheChinesetonalchangeamongthethreeelementsinChinese

syllable.Up to the present,the studies on classicalphonology books in Chinese

Phonology have been done with focus on 'Consonants & Vowels.'In short,The

existing researcheson classicalphonology books,which wasthebasicto classical

poetryandliteraryworks,weremainlyaddressingconsonants& vowels.Incontrast,

theresearchesonaclassicaltonehavenotbeenactive.However,atonehasabig

influenceonthesoundandmeaning,soit'sapartofChinesePhonologythatcannotbe

overlooked.A tonebecomesaveryimportantbasisofdiscernmentofthesoundand

meaning;hereupon,thispapermadeacomparativeanalysisofthedifferenceandchange

between 『Guangyun(廣韻)』and modern Chinese sound with focus on『Zhongyuan

Yinyun(中原音韻)』.

Thedirectionoftheresearchareasfollows.

First,inrelationwitheventonedividiedintoyintoneandyangtone(平分陰陽)’,the

rhythmicdictionary『Guangyun(廣韻)』isdividedintofourtonesincludingpíngshng(

even tone),shàng shng (rising tone), qù shng(disappearing tone), and rù

shng(‘entering tone).In『Zhongyuan Yinyun(中原音韻)』,ping shng(even tone)is

dividedinto‘yineventone(陰平)’and‘yangeventone(陽平).’

Theclearprefix consonantsofan even tonechanged intoyineventone(ynpíng)

whilemuddy prefix consonantschanged intoayang even tone(yangping)‘,but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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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ofthetonesdoesn'talwayshavesomethingtodowithprefixconsonants.It's

becausetheprefix consonantsaresubdividedinto'fullclear',secondclear','second

muddy'and'fullmuddy'.

Second,asfor‘characterswith muddy consonantwith rising tonechanging into

departing tone(濁上變去)’,the characters with a rising tone in『Guangyun(廣韻)』

changed intoadeparting tonein『Zhongyuan Yinyun(中原音韻)』.However,it'snot

propertosaythattheprefixconsonantschangedintoadepartingtonejustbecause

therehavebeenlotsofphenomenawheremanymuddyconsonantschangedintoclear

consonantsinthetransitionalprocessofprefixconsonantsfrom ancienttimestomodern

times.

Third, inrelationwith ‘Enteringtonechangedintootherthreetonesof『Zhongyuan

Yinyun(中原音韻)』,thispaperthinksthatiftheenteringtoneof『ZhongyuanYinyun(中

原音韻)』disappeared,andchangedintoothertones,it'snecessarytodoresearchon

whatkindofrulecausedsuchachangeandwhetherthechangewasmadebyother

elements.

ThisthesisisgoingtoputitsfocusonfindingoutthechangeofChinesetonesfrom

ancienttimestomodernandthereasonforsuchachangeonthebasisof『Guangyun(廣

韻)』and『ZhongyuanYinyun(中原音韻)』,

Theresearchanalysisresultsaresuggestedasfollows:

Fromancienttimesuntiltoday,thedevelopmentandchangeoftoneshavearelationship

withprefixconsonants,whichchangedfrom muddyintoclear,andthedisappearanceof

enteringtone'sending.Chinesesyllablesareaperfectsystem whichismadeupofprefix

consonant&vowelandtone.Iftherehappensachangeinanypartofthissystem,theother

partswillalsocausechanges.Byvirtueofsuchchanges,therecomesupachangeinsound

systemandaccordingly,theinternalharmonyinthesoundsystemcanbecreated.Hereupon,

itisjudgedthatthechangeofancientconsonantsandvowelscausedthechangefromthe

ancienttonestomoderntones.

Discovering and comparing allthecharactersincluded in『Zhongyuan Yinyun(中原音

韻)』from『ModernChineseDictionary(現代漢語大辭典)』,thispaperlistedmorethan80

charactersthatcauseacertaintonalconfusionamongthemonosyllabic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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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paperdidresearchmainlyontheconfusing phenomenonbetweenyin

eventoneandyangeventoneafterdividinganeventoneintoyangandyin,

andalsobetweentherisingtoneanddepartingtone.

The analysis of clear and muddy prefix consonants showed that the

exceptionalphenomenonoftonalchangesoccurredintheorderofsecondmuddy

prefixconsonants(87.5%),fullmuddyprefixconsonants(75%),secondclearprefix

consonants(62.5%),andfullclearprefixconsonants(38.4%).

Fullclear prefix consonants(38.4%)was found to be low in occurrence

frequency,buttheychange等呼 bygivingimpactontheformationofabroad

intheprocessinwhichmedievaltonesofyǐnggroupandjiàngroupinthefull

clearprefixconsonantschangedintomodernandtoday'ssound.Therefore,it

wasconfirmedthatjiàngroup accountedfor33.3% of allthecharactersinfull

clearprefixconsonantswhichhadatonalchange.Inaddition, yǐnggroupwas

foundedtoaccountfor73.3%.andincasethesetwolettersarecombined,the

proportionofthefullclearprefixconsonantsis73.3%.

Thenumberofexceptionalcharactersintonalchangewasfoundtobeatotal

of86,amongwhichthenumberofcharactersoffullclearprefixconsonants

was15,accountingfor17.4% ofallexceptioncharacterswhilethenumberof

second clearprefix consonantswas16in total,accounting for18.6% ofall

exceptional characters.In addition,the number of second muddy prefix

consonants was 26,accounting for30.2% ofallexceptionalcharacters and

charactersoffullmuddyprefixconsonants34,accountingfor39.5%.

Throughthestudyasabove,itwasconfirmedthatnotonlythemuddyand

clearofprefix consonants,butalsoseveralelementssuchasthechangeof

ancienttonesandvowelsshouldbeconsideredformorein-depthunderstanding

oftonalchange,andatthesametime,thattonesalsoratherhadaconstant

influenceonthechangeofprefixconsonantsandvowels. Accordingly,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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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changedthroughtheinteractionbetweendiverseelementssuchasprefix

consonants,vowels,andabroad,etc.intheprocessoftonalchangewithout

regardingonlytheconfusionphenomenonoftonesasaspecialcase.

Inconclusion,aneventonewasn'tperfectlyinprogressintheprocessin

whichitwasdividedintoyineventoneandyangeventone,sothereoccurred

aconfusionphenomenonbetweenyineventoneandyangeventone;inaddition,

therising toneanddeparting tonewasn'tperfectlyinprogresseven inthe

processwheretherisingtoneanddepartingtonechanges,either;inaddition,

therehappenedtheconfusionphenomenonbetweentherisingtoneanddeparting

tonewhiletheenteringtonewasfoundtobeinalmostperfectlyinprogress.

Keywords:phonology,tones,consonants,vowels,confusionphenome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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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中原音韻』曲韻常用字表

東鍾

平 聲 陰:東冬鍾中忠 衷終通松嵩 沖充春種忡 憧雍邕空宗 風楓豐 蜂 峰鋒烽匆蔥

聰囪縱縱穹 傾工公功攻 弓蚣躬恭宮 供宮龔烘轟 薨胸凶兄翁 壅泓崩繃烹

平 聲 陽:同銅童桐筒 峒瞳潼戎絨 蓉龍隆窿窮 蛩邛胧籠珑 砻聾嚨膿農 濃重蟲慵鳙

崇馮逢縫叢 棕熊雄容溶 蓉傭镛墉庸 融榮蒙朦盲 萌紅虹洪鴻 宏弘橫嵘從 蓬彭篷鵬棚

上 聲 :董懂腫踵種 冢孔恐桶統 汞隴垅攏聳 竦拱鞏珙勇 湧踴傭永猛 蜢艋懵捧寵

去 聲:洞棟動凍鳳 奉諷縫共供 貢宋 砻 控空訟誦 甕痛衆中仲 重種縱從綜 孟

夢用詠瑩 哄橫粽迸

江陽

平聲 陰:江姜僵疆杠 邦梆幫桑喪 霜孀雙章樟 漳獐張璋商 傷殇觞湯漿 莊裝 妝

岡鋼缸剛綱 扛亢康糠光 胱當擋荒肓 香 相箱湘 襄鎊滂羌腔 蜣鴦央殃秧 泱方芳坊肪

妨昌猖娼阊 湯镗搶锵匡 筐眶汪倉蒼 瘡窗臧髒 　　

陽：陽揚樣羊佯 洋徉茫忙邙 芒糧良涼梁 量忘亡郎廊 榔螂琅狼浪 杭航 行昂 床幢

撞 旁傍 房龐防長腸 場常裳嘗償 唐糖塘搪 翔祥詳牆樯 牆戕黃簧潢 篁皇凰惶藏 強

娘降 王狂 囊

上 聲：講锵港養癢 鞅獎獎蔣兩 魉想莽蟒爽 響享飨夯敞 昶放仿肪 仿 網罔辋枉

往嗓榜倘黨 掌長朗慌謊 仰廣強搶賞 晌

去 聲：绛降虹強相 象亮輛諒量 養怏殃漾恙 樣狀壯撞尚 上 昶帳脹 漲丈杖障瘴 巷

向 匠醬 唱倡暢怅 創忘望妄旺 王放訪蕩當 宕擋浪阆傍 謗蚌棒藏葬 亢抗炕 曠圹

礦晃幌況釀 仰喪胖行怆 盎餞鋼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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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思

平聲 陰：支肢枝 卮 氏之芝脂胝 孳孜滋茲資 咨淄姿差施 詩師蓍屍獅 斯撕思司私

厮絲鸶蛳雌

陽：兒而瓷慈磁 疵茨匙時詞 祠辭

上 聲：紙砥咫址底 旨指止趾芝 祉徵爾迩耳 餌珥此使駛 弛史矢豕始 子紫姊梓死 齒

仔 　　

入聲做上聲：澀瑟塞

去 聲：是氏 柿士 侍弑仕益嗜 使示施恃事 試視噬似巳 賜似嗣記飼 祀伺俟寺食 思

四肆泗驷 刺次字漬自 咨志至二貳 餌翅廁

齊微

平聲 陰：幾機矶玑譏 肌饑基箕雞 姬奇稽羁歸 圭龜閨規齑 擠躋齋雖綏 尿妥睢低氐

堤羝妻棲淒 萋西犀嘶灰 揮輝晖晖麾 徽悲卑碑陂 追骓錐 煨 隈飛非扉绯 菲妃霏溪騎

欺希稀曦羲 熹嘻僖犧熙 衣依伊猗漪 醫臆吹炊推 披批邳丕呸 醅胚魁盔虧 窺奎瑰癡蚩

笞螭鸱崔催 衰 知蜘梯

陽：微維薇唯離 黎犁籬藜璃 骊鹂麗狸蜊 厘漓泥尼梅 枚莓嵋糜媒 煤眉湄楣累 雷雷

贏 隨隋 齊臍回徊圍 韋闱桅帏委 危爲肥淝奇 騎祁萁祈其 祗芪岐薪 琪绮期旗麒 歧

髻奚 兮攜 蹊移倪霓猊 嶷姨夷沂宜 彜贻怡饴 眙圯頤遺提 蹄題啼醍梯 垂錘陲裴陪

培皮葵 馗夔 逵池弛遲持 墀頹脾疲罴 疲比迷彌誰 摧

入聲作平聲：陽：實十什石 食拾蝕直值 侄秩擲疾嫉 集寂夕習席 襲荻狄敵笛 及極

惑 逼賊 核

去聲作平聲：鼻

上 聲：迤尾倚椅蟻 已矣苡以擬 美己幾紀恥 痞否鬼軌癸 桅悔毀卉比 匕妣禮醴裏 李

鯉娌理履 擠濟底邸詆 洗玺徒屣起 啓豈绮杞米 眯彌妳旎祢 彼鄙喜委猥 偉唯葦壘磊 蕾

儡體腿蕊 髓水餒

入聲作上聲：只質炙織汁 七戚漆刺匹 劈僻吉擊激 棘戟急汲給 筆北室失識 適拭飾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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轼 濕積唧稷績 迹脊鲫必壁 璧畢碧筚吸 隙檄昔惜息 錫浙吃尺赤 叱的滴嫡得 德滌踢剔

乞 泣訖國黑壹

去 聲：未味胃 渭 衛慰緯穢魏 畏位貴櫃跪 桧愧悸桂繪 吠沸費肺廢 芾 晦誨惠 蕙

諱慧潰翠 脆淬悴萃異 裔義議誼藝 毅易意氣器 棄憩契 祭 濟際替剃涕 嚏帝締谛弟 第

娣背貝狽 倍被焙婢備 避輩幣臂帔 利唳俐莉例 離曆砺麗荔 妻砌細醉罪 隊兌計 記

寄系繼妓 技髻忌季騎 既閉蔽庇嬖 斃比秘陛謎 睡稅說瑞 蛻歲祟隧遂 彗碎粹邃燧 穗

墜贅缒綴 制置稚滯稚 治幟智質世 勢逝誓累淚 擂類來佩配 沛悖妹昧媚 魅袂寐瑁戲 系

泥膩銳芮 蚋吹內

入聲作去聲：日入覓蜜密 墨立粒笠曆 厲瀝力栗雳 易逸譯驿溢 镒益壹掖液 役疫

乙 揖邑憶翼勒 肋劇匿

魚摸

平聲 陰：居裾據車駒俱 諸豬珠朱殊 株蛛誅侏 酥樞粗刍梳 蔬疏噓墟虛 籲蛆趨疽

雎 狙沮孤姑鸪 沽蛄辜觚枯 刳于迂于嗚 汙烏書舒輸 區軀驅區 婿 夫膚孚 莩麸趺桴

敷 呼初都租

陽：廬闾驢萎茹 如儒嚅儒無 蕪巫誣摸谟 模 徒圖途 荼塗屠奴驽 盧 顱鲈泸 爐魚

虞余 于竽 輿妤 歟譽盂愚禺 隅臾榆 腴 愉俞逾渝瑜 吳吾蜈梧娛 雛鋤殊茱洙 铢

渠衢 瞿除 滁蜍廚儲蹰 扶夫芙凫蚨 符浮蒲脯湖 胡糊壺瑚鹕 弧乎徐

入聲作平聲：讀獨犢牍毒 犢突複佛袱 伏服斛鹄鹘 屬贖秫述術 俗續逐軸族 镞仆局淑

蜀 孰熟塾

上 聲：語雨 吾禦 愈羽宇禹庾 呂侶旅縷偻 主煮拄翥墅 汝乳鼠黍暑 阻處杵楮褚 抒

數所組祖 舞武鹉侮土 吐魯鹵橹虜 睹堵賭古沽 估牯股蠱賈 鼓估五伍忤 午鄔塢虎浒 補

圃浦普譜 溥甫斧撫脯 俯腑父否母 牡某畝姥楚 礎 矩榉莒 努弩許诩取 苦咀女嶼伛 去

入聲作上聲：谷骨毂縮谡 速複福幅蝠 拂腹覆蔔不 局菊忽築燭 竹粥粟宿屈 曲哭酷窟

出 黜畜叔菽督 暴撲觸束 足促禿卒蹙 屋兀沃 　　

去 聲：禦芋馭妪谕 遇裕譽 豫 慮濾屢句鋸 懼踞讵炬苣 據巨屦拒具 樹恕庶戍豎 暑

曙趣觑娶 注住著柱鑄 主駐貯數疏 絮序敘緒茹 孺杜蠹肚度 渡赴父釜輔 付仆富傅賦 訃

婦附阜負 戶岵怙扈獲 戽務霧戊鹜 素訴塑暮慕 墓募路鹭露 潞賂故固顧 锢雇誤悟惡 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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寤 怖部 哺簿捕步醋 錯措做詛兔 吐怒鋪互去 聚助

入聲作去聲：祿鹿漉麓 木沐穆睦沒目 綠陸戮律 物勿辱入褥 玉獄欲浴 育郁鹆

皆來

平聲 陰:皆階街楷偕 該垓孩哉栽 災钗差台胎 邰骀哀唉埃 挨猜衰腮歪 開揩齊乖篩

揣

陽：來萊鞋諧骸 牌排俳懷槐 淮埋霾皚孩 柴豺侪崖捱 才材財裁台 苔擡能

入聲作平聲：白舶帛宅澤 畫劃

上 聲：海诒給駭蟹 宰載彩采藹 靄乃奶蒯凱 铠拐揣擺矮 解楷買改 　　

入聲作上聲：拍珀魄冊策 跚柵測伯百 柏迫骼革隔 格客刻責帻 摘側窄仄谪 色穑索掴

摔 嚇則

去 聲：懈械獬寨債 態泰太汰丐 蓋愛艾捱隘 奈耐害亥戴 帶怠待代袋 大黛岱戒誡 解

界芥屆外 快哙塊再在 載邁賣賴籁 拜敗稗湃憊 菜蔡曬灑煞 塞賽壞慨派 帥率

入聲作去聲：麥陌蓦脈額 厄搦

真文

平聲 陰：分紛芬汾嗔 昏婚暈因姻 殷菌申紳身 伸春椿詢荀 吞暾諄根跟 欣忻昕氲真

珍振 新薪 辛賓濱彬坤 君軍均鈞臻 榛醺薰勳曛 昆鲲溫瘟孫 荪莘 樽敦 墩奔贲巾斤

筋村親遵恩 噴津

陽：鄰辚粼鱗磷 麟貧頻颦瀕 民仁人倫綸 掄輪淪群裙 勤芹們扪論 文紋聞蚊銀 龈垠

寅 鄞盆 陳臣塵辰晨 辰嗔趁秦唇 淳醇純鹑巡 旬馴循雲芸 纭耘勻墳焚 魂渾臀豚饨 屯

神存 蹲痕 紉娠

上 聲：轸疹診肯懇 墾龈緊槿謹 瑾隱引蚓尹 闵憫敏泯准 吻刎筍允隕 隕允畚本壺 悃

蜃哂品很 狠不忍盾損 蠢穩瞬衮

去 聲：震陣振賑鎮 信訊迅燼盡 進晉 認仞 吝蔺磷鬓殡 膑腎慎運恽 蘊醞愠暈韻 忿

分糞奮近 觐印孕峻浚 殉遜俊駿舜 閏潤問紊 鈍盾遁囤 噸悶懑奔訓 郡困噴論混 寸

嫩褪诨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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寒山

平聲 陰：山潸刪丹單 殚箪幹竿肝 乾安鞍奸間 艱棺刊看關 綸拴鳏班般 扳 彎灣灘

攤番蕃藩翻 反珊跚 餐 殷

陽：寒邯韓汗翰 闌蘭欄斓攔 還環鬟寰圈 殘閑鹇壇彈 檀煩繁 凡難蠻顔潺

上 聲：反返坂板傘 散晚挽簡揀 産鏟趕稈竿 坦袒罕侃懶 綰盞眼 　　

去 聲：旱悍漢鼾翰 瀚汗旦誕彈 但憚萬蔓曼 嘆炭案岸按 幹燦粲璨棧 綻盼馔渲慢 謾

慣贊攢患 幻宦豢谏間 澗訕汕疝辦 瓣扮絆飯販 範畈泛犯限 晏看燦篡散 難腕

恒歡

平聲 陰：官冠棺觀搬 般歡獾潘端 豌蜿酸狻寬 鑽撺

陽：巒鸾栾銮灤 瞞謾漫缦饅 鏝桓丸完纨 團盤般 磐般蟠胖攢 　　

上 聲：館管滿暖浣 卵短

去 聲：喚換煥奂渙 緩玩腕惋幔 鏝漫竄撺躥 斷鍛段蒜算 判拼貫冠觀 灌鹳裸半伴 絆

畔泮鑽亂

先天

平聲 陰：先仙鮮跹煎 箋濺 肩 顛癫巅鵑捐 娟邊編鞭鳊 暄喧萱煽扇 膻 磚千阡

遷芊軒掀煙 燕胭咽嫣牽 骞 篇扁偏 蹁翩淵冤宛 蜿鴛诠荃悛 宣揎川穿圈 天 　　

陽：連蓮憐綿眠 然燃纏禅蟬 錢前填田阗 畋钿賢弦舷 懸玄延研研 焉 沿蜓緣 乾虔

元 圓員 園袁猿轅原 源垣援捐鉛 全泉權旋璇 還船傳椽拳 權顴鬈骈胼 便聯攣年涎

上 聲：苑遠阮畹兖 堰偃演衍鼹 卷鮮跣洗銑 筅藓癬腆殄 剪翦碾輾辇 琏孿臠轉轉 貶

扁匾沔眄 免冕喘舛闡 典顯犬淺展 遣軟

去 聲：院願怨遠援 勸券見建健 件絹現獻縣 憲絢殿電甸 靛佃鈿塡闐 奠燕硯諺唁 咽

堰彥宴緣 掾眷倦絹圈 綣面片騙變 便遍辯辮卞 汴線羨霰 川穿钏扇善 煽單擅 禅鱗

薦箭煎賤濺 餞踐牮旋選 誕傳磚篆戰 顫纏譴牽練 煉 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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蕭豪

平聲 陰：蕭潇绡消銷 宵霄魈硝蛸 貂凋枭囂 骁枵捎梢筲 嬌驕焦蕉椒 樵標膘腰飙

杓交交蛟郊 膠教咬包苞 胞嘲抓碉高 膏篙羔糕臯 槔 騷搔 臊缫艘遭糟 鏖朝招昭夭

邀幺腰妖要 飄 抛脬胞 掏饕 滔韬 橇哮敲抄坳 凹蒿薅燒褒 掏超鍬操

陽：豪毫號嚎豪 遼寮僚聊鷯 饒荛撓苗描 毛茅貓旄髦 鐃猱呶撓牢 勞澇撈醪迢 髫調

凋 條跳 佻潮朝韶遙 搖謠瑤窯堯 姚樵谯瞧嗷 鳌敖獒遨驁 喬荞橋翹僑 爻肴淆袍炮 咆

庖跑 匏桃 陶萄淘濤 曹漕嘈螬槽 巢瓢

入聲作平聲：濁鐲濯擢鐸 度踱箔薄泊 博學縛鶴涸 鑿鍋著芍

上 聲： 筱皎繳橋 矯袅鳥了燎 蓼杳夭 繞 娆擾眇渺杪 藐悄寶保堡 褓葆卯昴狡 攪

嬌鉸絞交 姥 僚撩潦 腦惱嫂掃 殍剽棗早藻 澡蚤倒島搗 禱缟鎬槁襖 懊媪 挑 窕

沼 表巧 曉飽爪炒討 草好撓咬稍

入聲作上聲：腳角覺捉卓 琢酌斫灼繳 爍铄雀鵲拓 托魄索朔郭 廓剝駁爵削 作柞錯閣

各 壑綽谑戳

去 聲：笑嘯肖眺跳 釣吊調掉抱 報暴鮑皂竈 造躁漕料廖 療鐐傲鏊趙 兆照诏召肇

紹邵燒號 皓好灏昊浩 道盜 悼到 稻蹈焘要 曜鹞叫轎噍 醮造操糙峭 俏诮鳔 孝效

校窖教校覺 酵徼罩桌 笊拗 凹冒 帽貌 茂泡 炮告诰勞澇 郜燥噪掃廟 妙 鬧 奧澳

鈔 尿哨竅覆

入聲作去聲：嶽 藥約躍 鑰諾末幕漠 寞莫沫落絡 烙洛珞酪鳄 萼惡愕弱略 掠虐

歌戈

平聲 陰：歌哥柯科窠 蝌珂轲戈鍋 過砂蓑唆梭 娑挲搓磋蹉 瘥他拖佗詫 阿窩渦倭坡

頗 波玻番呵 诃多麽

陽：羅蘿籮鑼螺 騾楞蠹摩蘑 魔挪那禾和 何河荷苛駝 陀沱跎馱哦 鵝峨蛾俄娥 婆鄱

皤 訛

入聲作平聲：合盒鶴盍跋 魃縛拂活獲 箔勃薄泊渤 度铎濁濯镯 奪鑿著

上 聲：鎖瑣果裹蜾 裸贏躲娜那 荷可坷轲頗 叵跛簸我左 妥火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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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聲作上聲：葛割鴿閣蛤 缽拔跋潑粕 括渴撮脫抹

去 聲：賀荷左佐坐 座舵惰墮剁 大馱挫磋銼 禍貨和邏簸 播磨麽臥懦 糯那個餓些 過

課唾破咳

入聲作去聲： 嶽躍鑰月 幕末沫莫寞 諾弱若落洛 絡烙酪 萼鳄鹗垩惡 掠略虐瘧

家麻

平聲 陰：加笳家霞痂 珈袈迦佳嘉 巴疤芭 蛙 窪娲蝸沙砂 紗裟鲨查查 喳抓鴉丫呀

叉杈差誇蝦 葩花瓜

陽：麻蟆華劃骅 牙芽涯衙霞 瑕遐琶杷爬 茶搽差拿咱 達撻踏踏滑 猾狎轄俠峽 匣洽

乏 伐筏 罰拔雜閘

上 聲：媽馬雅啞灑 寡

入聲作上聲：塔獺榻霎殺 紮劄匝砸插 察法發甲胛 夾答搭塔撒 飒薩笈瞎八 掐恰

去 聲：嫁稼價架假 凹胯跨髁亞 迓訝砑詫姹 咤帕怕詐乍 榨下夏嚇暇 廈化畫話桦 華

那 罷霸壩 靶钯卦挂罵

入聲作去聲：蠟臘拉辣錯 粝納衲壓押 鴨抹刷

車遮

平聲 陰：嗟奢賒車遮 爹靴些

陽：爺耶呆斜邪 蛇佘瘸徕 　　

入聲作平聲：協穴撷俠傑 碣竭疊叠諜 牒喋垤蝶跌 凸撅镢折 涉捷睫截別 絕

上 聲：野也冶 赭 瀉寫 惹若 諾哆姐且

入聲作上聲：薛屑泄泄亵 燮切竊妾沏 結劫頰莢怯 挈客節接楫 血歇蠍阕缺 阙決訣蕨

谲 餮鐵貼帖撇 瞥鼈別拙辍 澈撤掣轍哲 摺褶浙折設 攝雪說

去 聲： 社 麝赦 謝卸榭瀉夜 柘鹧蔗灸 借藉

入聲作去聲：聶齧鑷捏臬 蹑蔑蔑滅咽 谒葉烨拽業 邺額裂冽獵 列鬣月悅閱 說越刖越

钺 熱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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庚青

平聲 陰：京庚赓耕羹 更粳泾驚荊 經兢矜精睛 旌菁晶生甥 牲笙猩筝爭 丁釘仃征正

蒸 貞祯兵冰 並燈登轟薨 增曾憎罾铮 猙铛撐瞠稱 秤柽蛏英瑛 應櫻櫻嬰鹦 膺纓萦輕傾

铿 坑卿馨 清青鲭升聲 勝聽廳汀星 醒惺腥崩僧 哼兄泓烹

陽：評平萍瓶枰 憑屏聘馮盟 名明銘鳴螟 冥溟暝靈棂 令零聆齡蛉 翎苓伶鈴菱 绫瓴

陵 淩朋 鵬棚楞層曾 能獰藤騰疼 滕謄莖恒贏 盈瀛螢茔營 迎蠅凝擎鯨 行形刑邢衡 情

黥亭 停婷 廷庭蜓霆瓊 澄呈成城誠 承丞乘懲塍 盛熒盲氓萌 甍橫宏弘嵘 橙榮甯仍繩

上 聲： 景警境頸 梗更绠硬 丙炳秉餅屏 醒惺省影郢 穎瘿礦蜢艋 整拯茗酩皿 騁

逞嶺領鼎 酊 挺艇釘 冷井請等永

去 聲：敬徑鏡競竟 竟更勁應凝 硬慶磬罄磐 命暝請倩诤 掙鄧凳磴镫 正政鄭證瑩 並

病柄憑令 淩勝聖剩盛 乘姓性聘聘 濘倭甯淨靜 靖清杏幸 行胫稱秤定 訂釘贈聽孟 橫

撐亘

尤候

平聲 陰：鬮鸠揪湫搜 飕鄒驺鯫陬 休休讴鷗歐 歐漚區鈎勾 溝篝兜秋楸 鳅尤幽優修

羞馐抽周啁 洲舟丘偷彪 收摳

陽：尤攸疣蚰由 遊郵牛猷猶 悠侯喉猴篌 劉留瘤榴流 骝柔揉蹂鞣 矛眸牟蝥樓 婁摟

髅 泅囚 稠綢俦躊仇 酬籌疇惆求 裘球逑仇虬 酋遒投頭股

入聲作去聲：軸 逐 熟

上 聲：有酉友牖秀 誘黝罶 杻狃鈕忸丑醜九韭 久玖糾灸疚 首手守數叟 鬥蚪陡抖狗

垢苟枸偶藕 藕嘔歐摟簍 肘酎朽酒剖 吼走否揉口

入聲作去聲：竹燭粥宿

去 聲：又右佑宥幼 囿侑袖晝咒 胄纣宙 臼 咎救廄柩 究受授售绶 壽獸首狩秀 岫

袖繡宿漱 嗽皺驟溜留 餾浏瘤扣寇 蔻侯後後堠 厚就鹫豆窦 鬥逗勾遘構 詬購彀辏湊 漏

陋镂瘘謬 缪臭嗅瘦 奏透貿懋

入聲作去聲：肉褥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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侵

平聲 陰：針箴砧斟椹 金今衿襟禁 浸深簪森參 郴琛音喑陰 心歆欽衾侵

陽：林淋琳霖臨 任壬妊 鲟 吟淫琴芩 禽擒禽岑沈 涔忱湛堪

上 聲：懔凜稔衽荏 沈審嬸錦襟 枕飲您怎寢

去 聲：朕沈枕鸠甚 衽荏任禁襟 蔭窨飲恁沁 臨淋滲賃

監鹹

平聲 陰：庵鹌諳擔耽 眈湛監緘 堪戡龛三甘 柑泔杉衫貪 探參憨酣簪 嵌攙

陽：南楠男喃鹹 銜函爛藍婪 籃岚覃譚談 昙潭痰慚蠶 含涵邯讒饞 岩 　　

上 聲：敢感覽攬膽 慘喊毯減堿 砍坎昝俺黯 斬腩

去 聲：绀贛淦憾撼 頷淡啖擔陷 餡檻濫纜阚 瞰嵌站蘸湛 賺鑒監暫鏨 暗三探慘忏

廉纖

平聲 陰：瞻詹占粘沾霑兼縑鶼鰜淹腌醃　閹猒懨纖銛憸暹　僉槧籤襜　覘杴忺 漸殲

掂 苫謙添　　

陽：廉簾臁奩帘鮎黏拈撏燖鈐鉗黔蟾憺　炎閻簷嚴甜恬髯潛嫌

上聲：掩魘靨埯奄　崦琰剡撿　瞼斂臉染苒冉閃陝忝舔險譣颭點諂

去聲：艷焰厭饜驗灧釅 贍苫欠芡歉玷店　墊瀲斂殮念艌劔 僭漸塹茜　染占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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