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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引

明ㆍ王文璧의 《中州音韻》은 元ㆍ周德淸의 《中原音韻》을 底本으로 하여, 韻字

에 간략한 釋義를 부기하고 각 韻에 反切 혹은 直音(叶音)1)을 표기한 특징으로 

인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기존 《中原音韻》에 釋義와 標音을 增註하고 韻

과 韻字 등을 增補2)한 《中州音韻》은, 19韻部로 귀납한 韻部體系를 비롯하여 

韻과 韻字의 배열 방식 등에서 외형 으로는 《中原音韻》의 體例를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표면 인 상에 근거하여, 그간 학계에서는 《中州音韻》의 音韻體系를 《中

*  이 연구는 2009학년도 단국 학교 학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 학교 문과 학 어 문학과 부교수.

1) 일반 으로 각 韻은 反切로 標音하 으나, 일부 韻에서는 直音(叶音)을 활용한 標

音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 다. 를 들어, 東鍾韻 平聲의 ｢中｣ 韻은 “之戎切”이라는 

反切로 標音하 고, 이와 상응하는 東鍾韻 去聲의 ｢衆｣ 韻은 “叶中, 去聲”이라는 直

音(叶音)으로 標音하여, ｢中｣ 韻의 聲母와 韻母를 차용하고 聲調를 “去聲”으로 구별

하여 표기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2) 《中原音韻》은 총 1625개의 韻에 5866자의 韻字를 수록하고 있는데, 《中州音韻》에서

는 총 1786개의 韻에 8162자의 韻字를 수록하여, 161개의 韻과 2296자의 韻字

를 增補하 다. 《中原音韻》은 訥庵本에 근거하여 통계하 고, 《中州音韻》은 初刊本ㆍ

重刊本ㆍ明《嘯餘譜》本ㆍ淸《嘯餘譜》本ㆍ《古今圖書集成》本 등의 版本을 조 분석하여 

통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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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音韻》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하 다.3) 이처럼 창기의 제한된 자료 운

용과 通時的ㆍ共時的 인식의 한계로 말미암아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

생하기도 하 지만, 근래의 音韻學界에서는 《中州音韻》 자체에 한 연구가 심도

를 더해가면서, 音韻體系 분석에 합리 인 결론이 도출되었다.4) 즉, 元代의 北方

音系를 반 하고 있는 《中原音韻》과는 달리, 《中州音韻》은 明代의 南方音系를 반

하고 있다는 通時的ㆍ共時的 인식이 명확해졌다.

두 韻書의 體例를 비교해 보면, 이미 언 한 바와 같이 《中州音韻》은 《中原音

韻》의 19韻部 體系를 그 로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5) 韻과 韻字의 수록 

 배열 방식에서도 동소이한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韻의 분리와 

합병 과정을 통해, 두 韻書의 音韻體系에 반 된 共時的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사례가 지 않다. 일례로, 《中原音韻》에서는 두 韻으로 분리하여 수록하 던 

｢遙｣ 韻과 ｢爻｣ 韻의 韻字를, 《中州音韻》에서는 ｢遙｣ 韻으로 합병하여 同音字

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를 꼽을 수 있겠다. 이 사례는 近代漢語의 北方音系와 南方

音系라는 共時的인 차이를 반 하는 상이기도 하지만, 現代標準中國語에서도 

共時的인 차이로 여 히 잔존하고 있는 경우이기에, 音韻變化의 通時的ㆍ共時的 

규율성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참고 가치가 높은 사례로 단된다. 주지하는 바와 

3) 王力, 《漢語音韻》(1963:67-68): “這部書(인용자 주: 《中州音韻》을 지칭함)於每一音

的下面都附有反切或直音, 這種根據近代北音所作的音切是很値得重視的｡ ……這種音

切, 可以幫助我們了解元代的語音系統｡”

   李新魁, 《中原音韻音系硏究》(1983:127): “這部書(인용자 주: 《中州音韻》을 지칭함)因

爲有反切和叶音表示各個 韻的具體讀音, 我們參用它來判定《中原音韻》各 韻的讀音

就更加穩當可靠｡” 이와 같은 에 근거하여, 李新魁(1983:129-214)는 ｢中原音韻 

音節表｣에서 《中原音韻》의 韻을 《中州音韻》의 反切과 直音(叶音)으로 직  標音하

다.

4) 佐佐木猛《明ㆍ王文璧<中州音韻>の性格》(1977), 何九盈《<中州音韻>述評》(1988), 丁

玟聲《王文璧<中州音韻>硏究》(1989), 許德寶《<中州音韻>的作 年代以及同<中原雅音>

的關係》(1989), 張竹梅《<中州音韻>硏究》(2007) 등이 표 인 연구 성과로 평가된다.

5) 일부 韻部의 명칭은 《中州音韻》에서 수정하기도 하 다. 를 들어, 제15번째 韻部인 

｢庚靑｣韻은 目 에서 “庚靑”으로 표기하여 《中原音韻》과 동일하지만, 韻譜에서는 “庚淸”

으로 표기되어 차이가 있다. 제17번째 韻部인 ｢侵 ｣韻은 《中州音韻》에서 “ 侵”으로 

수정하 다. 이러한 상은 명칭상의 차이일 뿐, 韻部體系의 귀납에 향을 미치지는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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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現代標準中國語를 지칭하는 명칭은, 中華人民共和國에서는 ｢普通話｣로 통

용되고 있으며, 中華民國(臺灣)에서는 ｢國語｣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명칭의 차이에 지나지 않겠지만, 일부 語彙와 音節에 나타나는 발음상의 차

이는 現代標準中國語 音韻體系의 共時的 차이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본고는 《中原音韻》의 ｢遙｣ㆍ｢爻｣ 韻과 《中州音韻》의 ｢遙｣ 韻을 비교 분석함

으로써, 近代漢語 南ㆍ北方音系의 共時的인 차이를 검증하는 데 을 둘 것이

다.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現代標準中國語의 音韻體系에서 共時的 차이가 

형성된 원인과 유래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에 한 합리 인 해석 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通時的ㆍ共時的 인식에 근거한 국어 발음 교학의 실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遙｣⋅｢爻｣계열 韻字의 近代漢語 共時態 분석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中原音韻》의 제11번째 韻部인 蕭豪韻에서 平聲陽

(陽平)의 10번째 韻인 ｢遙｣ 韻과 14번째 ｢爻｣ 韻을 《中州音韻》에서는 ｢遙｣

韻으로 合倂하 는데, 이러한 상은 두 韻書에 반 된 音韻體系의 차이를 나타

내는 명확한 근거로 단할 수 있는 일례가 된다. 우선 두 韻書에서 해당 韻에 

수록된 韻字를 비교 분석하여, 이와 련된 音韻變化 규율을 검증해 보기로 한다.

《中原音韻》과 《中州音韻》에서 해당 韻字의 수록 상황은 다음과 같다.

蕭豪韻

《中原音韻》 《中州音韻》

平聲陽 第10 韻 (iɛu)6)

遙 搖 謠 瑤 颻 窑 堯 陶 姚 嶢 (총10자)
平聲 第26 韻 (移交切)

遙 搖 謠 颻 傜 徭 窯 窑 姚 陶 瑤 

堯 嶢 淆 肴 餚 殽 崤 爻 (총19자)
平聲陽 第14 韻 (xiau)

爻 肴 淆 殽 (총4자)

增補字

傜 徭 窯 餚 崤 (총5자)

6) 《中原音韻》의 재구음은 楊耐思(1981)를 참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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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의 편의를 하여, 《中原音韻》과 《中州音韻》에 수록된 해당 韻字의 韻 

배열 상황을 각각의 본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訥庵本《中原音韻》蕭豪韻 平聲陽: ｢遙｣⋅｢爻｣ 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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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圖書館所藏 重刊本《中州音韻》蕭豪韻 平聲: ｢遙｣ 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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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韻》 《中原音韻》 《洪武正韻》 《中州音韻》 《合倂字學集韻》

1008 1324 1375 1503 1602

遙
餘昭切

yáo

iɛu 平聲陽

yáo

餘招切

yáo

移交切

yáo

宜苗切

yáo

搖
餘昭切

yáo

iɛu 平聲陽

yáo

餘招切

yáo

移交切

yáo

宜苗切

yáo

謠
餘昭切

yáo

iɛu 平聲陽

yáo

餘招切

yáo

移交切

yáo

宜苗切

yáo

颻
餘昭切

yáo

iɛu 平聲陽

yáo

餘招切

yáo

移交切

yáo

宜苗切

yáo

傜
餘昭切

yáo

iɛu 平聲陽

yáo

餘招切

yáo

移交切

yáo

宜苗切

yáo

徭 缺
iɛu 平聲陽

yáo

餘招切 7)

yáo

移交切

yáo

宜苗切

yáo

窯
餘昭切

yáo

iɛu 平聲陽

yáo

餘招切

yáo

移交切

yáo

宜苗切

yáo

窑
餘昭切

yáo

iɛu 平聲陽

yáo

餘招切

yáo

移交切

yáo

宜苗切

yáo

姚
餘昭切

yáo

iɛu 平聲陽

yáo

餘招切

yáo

移交切

yáo

宜苗切

yáo

상기 표에 열거된 각 韻의 韻字 수록 상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中原音韻》

은 “爻ㆍ肴ㆍ淆ㆍ殽” 등 4자를 零聲母 계열인 “遙ㆍ搖ㆍ謠ㆍ瑤ㆍ颻ㆍ窑ㆍ堯ㆍ陶ㆍ

姚ㆍ嶢” 등의 韻字와 분리하여 ｢x-｣계열의 韻으로 독립시켜 배열하 다. 그런데 

《中州音韻》에서는 이 두 韻을 ｢遙｣ 韻으로 합병하고, “傜ㆍ徭ㆍ窯ㆍ餚ㆍ崤” 등 

5자를 增補하여 零聲母 계열의 “移交切”(yáo)로 標音하 다. 이처럼 《中原音韻》

의 “爻ㆍ肴ㆍ淆ㆍ殽” 등 韻字를 비롯하여 《中州音韻》에서 增補한 “餚ㆍ崤” 등 ｢x-｣

계열의 韻字를 零聲母 계열로 標音한 사례는, 中古漢語 이후 近代漢語에 이르기

까지 타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처리방식이다. 해당 韻字가 《廣韻》⋅

《中原音韻》⋅《洪武正韻》⋅《中州音韻》⋅《合倂字學集韻》등 韻書에 수록된 상황과 

標音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遙｣ ｢爻｣讀音   285

陶
餘昭切

yáo

iɛu 平聲陽

yáo

餘招切

yáo

移交切

yáo

宜苗切

yáo

瑤
餘昭切

yáo

iɛu 平聲陽

yáo

餘招切

yáo

移交切

yáo

宜苗切

yáo

堯
五聊切

yáo

iɛu 平聲陽

yáo

餘招切

yáo

移交切

yáo

宜苗切

yáo

嶢
五聊切

yáo

iɛu 平聲陽

yáo

餘招切

yáo

移交切

yáo

宜苗切

yáo

淆
胡茅切

xiáo

xiau 平聲陽

xiáo

何交切

xiáo

移交切

yáo

賢樵切

xiáo

肴
胡茅切

xiáo

xiau 平聲陽

xiáo

何交切

xiáo

移交切

yáo

賢樵切

xiáo

餚
胡茅切

xiáo

xiau 平聲陽

xiáo

何交切 8)

xiáo

移交切

yáo

賢樵切

xiáo

何陶切

háo

殽
胡茅切

xiáo

xiau 平聲陽

xiáo

何交切

xiáo

移交切

yáo

賢樵切

xiáo

何陶切

háo

崤
胡茅切

xiáo

xiau 平聲陽

xiáo

何交切

xiáo

移交切

yáo

賢樵切

xiáo

何陶切

háo

爻
胡茅切

xiáo

xiau 平聲陽

xiáo

何交切

xiáo

移交切

yáo

賢樵切

xiáo

宜苗切

yáo

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中古漢語 시기의 《廣韻》에서 해당 韻字를 “餘昭

切”  “五聊切”의 零聲母 계열과 “胡茅切”의 ｢x-｣계열로 분리하여 수록한 이후, 近

代漢語 시기의 韻書에서도 일반 으로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유독 《中

州音韻》에서는 “淆ㆍ肴ㆍ餚ㆍ殽ㆍ崤ㆍ爻” 등 ｢x-｣계열의 韻字를 “遙ㆍ搖ㆍ謠……” 

등 零聲母 계열의 韻字와 합병하여 수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비교표에서 비교 상으로 사용된 韻書 , 《中原音韻》과 《合倂字學集韻》은 

近代漢語의 北方音系를 반 하는 표 인 자료로 공인되고 《中州音韻》은 南方音

系를 반 하는 것으로 단된다. 다만 《洪武正韻》의 音韻體系에 해서는 “古今南

7) 傜, 亦作徭.

8) 肴, 亦作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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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雜揉”9)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처럼 中古漢語의 요소와 近代漢語의 특징이 뒤섞

여 있을 뿐만 아니라 南ㆍ北方音系가 혼재하고 있는 綜合音系로 평가된다. 이 

에서 聲母體系는 淸濁 립을 유지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中州音韻》과 마찬

가지로 南方音系의 聲母體系를 반 하고 있는 것으로 공인하고 있다. 그 다면 

의 표에서 열거된 바와 같이 《洪武正韻》의 ｢x-｣계열 韻字 귀납 양상이 《中州音韻》

과 차이를 보이는 상에 해서는 진일보한 분석이 필요하겠다. 이에 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로는 《洪武正韻》과 《中州音韻》이 通時

的인 차이로 인하여 南方音系 자체의 音韻變化 과정을 반 하는 상으로 추정할 

수 있겠고, 혹은 《洪武正韻》의 擬古 성향으로 인하여 中古漢語의 讀書音 體系가 

반 된 상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구체 인 사항에 한 분석은 향후

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이상 中古漢語와 近代漢語 시기의 韻書에 수록된 “淆ㆍ肴ㆍ餚ㆍ殽ㆍ崤ㆍ爻” 등 

｢x-｣계열 韻字의 수록 상황과 標音體系에 한 조 분석을 통하여, 여타 韻書와

는 달리 《中州音韻》에서는 零聲母 계열의 韻字와 합병한 독특한 처리 방식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은 《中州音韻》의 音韻體系가 近代漢語 南方音系의 특

징을 반 하는 명확한 사례로 단할 수 있겠으며, 해당 韻字의 音韻體系는 近代

漢語와 마찬가지로 現代標準中國語에서도 여 히 共時態의 차이를 형성하고 있다.

Ⅲ. ｢遙｣⋅｢爻｣계열 韻字의 現代標準中國語 共時態 분석

現代標準中國語에서 “混淆”라는 어휘의 발음은 共時態의 차이를 반 하는 일례

로 단된다. 中華人民共和國(中國) ｢普通話｣의 語音 규정에 의하면 “混淆”의 발음

은 “hùnxiáo”10)로 명시되어 있다. 특히, 《現代漢語規範詞典》에서는 “混淆”(p.590)

의 해설 부분에서 특별히 “‘淆’不讀 yáo”라는 별도의 발음 규정을 명시하 고, 

9) 王力(1981:105).

10) 《現代漢語詞典》(北京: 商務印書館, 2001년, 修訂本, 570쪽), 《現代漢語規範詞典》

(李行健 主編, 北京: 外語敎學 硏究出版社, 2004년, 590쪽), 《漢語大詞典》(北京: 

漢語大詞典出版社, 1990년, 제5권 1388쪽), 《現代漢語大詞典》(北京: 漢語大詞典出

版社, 2000년, 上冊 1524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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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淆”(p.1431)의 발음 설명에서도 “統讀 xiáo, 不讀 yáo”라는 발음상의 주의사항을 

명기해 놓았다. 반면, 中華民國(臺灣)｢國語｣의 표  발음은 “hùnyáo”11)로 규정되

어 있다.

동일한 現代標準中國語임에도 共時態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러한 상은 극히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近代漢語 이후 北方音系와 南方音系의 音韻變化 과정에

서 共時的인 차이를 단할 수 있는 자료 인 가치가 높이 인정된다. 《中原音韻》

과 《合倂字學集韻》� 등에 반 된 北方音系의 音韻體系에 근거하면, “淆”자의 발음

은 ｢xiáo｣로 규정되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반면에 南方音系를 반 하고 

있는 《中州音韻》의 標音體系에 근거하면 “淆”자의 발음은 ｢yáo｣로 귀결된다. 이는 

南方音系와 北方音系의 차이를 반 하는 일례가 될 것이고, “混淆”라는 어휘의 발

음 규정에서 中華民國(臺灣)의 표  발음은 南方音系의 향에 기인하 다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겠다.

물론, 의 분석 결과와 같이 近代漢語 시기에 “淆ㆍ肴ㆍ餚ㆍ殽ㆍ崤ㆍ爻” 등의 

韻字가 北方音系의 ｢xiáo｣와 南方音系에서의 ｢yáo｣로 명확히 구분되었던 것처럼 

現代標準中國語에서도 상호 립되는 양상이 그 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yáo｣로 발음되어 《中州音韻》과 마찬가지로 《中原音韻》의 ｢遙｣ 韻 계열

에 합병된 경우도 있고, 다른 일부는 ｢yáo｣와 ｢xiáo｣ 두 발음이 혼재하는 경우와 

｢xiáo｣로만 발음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해당 韻字의 ｢普通話｣와 

｢國語｣에 규정된 발음상의 차이, 즉 現代標準中國語 共時態의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12)

11) http://dict.revised.moe.edu.tw(《重編國語辭典》� 修訂本, 中華民國敎育部 國語推行

委員 編纂, 中華民國九十六年十二月臺灣學術網路四版ver.2), 《國語活用辭典》(臺

北: 五南圖書出版公司, 1994년, 1118쪽, 1122쪽), 《中文大辭典》(臺北: 中國文化大

學出版部, 1985년, 第7版, 제5권 1335쪽) 등.

12) 現代標準中國語의 共時態 차이를 분석하기 한 비교 자료 선정에서, 《漢語大詞典》

과 《中文大辭典》은 각종 文 音(讀音)과 異讀音 등 다양한 발음 규정을 폭넓게 수록

하고 있어 共時態 분석의 변별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비교 상에서 제외하 다. 를 

들어, “殽”자는 《漢語大詞典》에 “xiáo, yáo, xiào”,� 《中文大辭典》에 “yáo, háo, xiào” 

등 각각 3종의 발음이 수록되어 있고, “爻”자는 《中文大辭典》에 “yáo, xiáo, xià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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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人民共和國(中國)

｢普通話｣

中華民國(臺灣)

｢國語｣

《現代漢語詞典》

《現代漢語規範詞典》

《現代漢語大詞典》

《國語活用辭典》
《重編國語辭典》

http://dict.revised.moe.edu.tw 

淆 xiáo yáo yáo

肴 yáo
yáo yáo

xiáo13) xiáo14)

餚 yáo yáo
yáo

xiáo15)

殽 xiáo yáo yáo

崤 xiáo yáo yáo

爻 yáo
yáo yáo

xiáo16) xiáo17)

이상 “淆ㆍ肴ㆍ餚ㆍ殽ㆍ崤ㆍ爻” 등 6자에 한 中華人民共和國(中國)과 中華民

國(臺灣)의 現代標準中國語 발음 규정을 비교해 본 결과, 《重編國語辭典》과 《國

語活用辭典》에서 規定音 외에 별도로 부가 설명된 “又音”  “讀音(文 音)”을 제

외하면 中華民國(臺灣)의 標準音은 일률 으로 ｢yáo｣로 귀결된다. 하지만 《現代

漢語詞典》⋅《現代漢語規範詞典》⋅《現代漢語大詞典》에 수록된 中華人民共和國

(中國)｢普通話｣의 발음 규정에 의하면, ｢xiáo｣와 ｢yáo｣ 두 발음이 혼재하는 있어 

中華民國(臺灣)｢國語｣의 경우와는 조를 이룬다.

특히 《現代漢語規範詞典》에서 “淆”자의 발음에 하여 “統讀 xiáo, 不讀 yáo”라

는 별도의 발음 규정을 명시한 사실은, 近代漢語 시기와는 달리 이미 ｢yáo｣라는 

의 발음이 수록되어 있어, 現代標準中國語의 共時態 차이를 분석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13) 肴, 又音 xiáo.

14) 肴, ① yáo. ② xiáo(①之讀音.) 인용자 주: 讀音은 讀書音, 즉 文 音을 지칭한다.

15) 餚, ① yáo. ② xiáo(①之又音.)

16) 爻, 讀音爲 xiáo. 

17) 爻, ① yáo. ② xiáo(①之讀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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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으로 변화한 “肴ㆍ餚” 등의 향으로 “淆”자의 발음에 혼선이 발생할 경우를 의

식한 조치로 보인다. 이는 近代漢語 이후 北方音系와 南方音系에서 ｢x-｣계열과 

零聲母 계열로 립되었던 “淆ㆍ肴ㆍ餚ㆍ殽ㆍ崤ㆍ爻” 등 일부 韻字의 音韻變化 

과정에서, 現代標準中國語에 이르러 中華人民共和國(中國) ｢普通話｣와 中華民國

(臺灣) ｢國語｣에 共時態의 차이로 잔존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普通話｣ 내부

의 音韻變化 진행 과정도 아울러 암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Ⅳ. 結語

본고는 《中原音韻》과 《中州音韻》의 韻 분석 과정에서, 《中原音韻》에서는 두 

韻으로 분리하여 수록하 던 零聲母 계열의 ｢遙｣ 韻 韻字와 ｢x-｣계열 ｢爻｣

韻의 韻字를, 《中州音韻》에서는｢遙｣ 韻으로 합병하여 零聲母의 同音字로 처리한 

외 인 상에 착안하여, 해당 韻字의 音韻體系 분석을 통해 近代漢語 南ㆍ北

方音系 共時態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 다. 본고의 분석 결과, ｢爻｣ 韻에 수록

되었던 “淆ㆍ肴ㆍ餚ㆍ殽ㆍ崤ㆍ爻” 등 일부 韻字의 音韻變化 과정은 近代漢語 南ㆍ

北方音系의 共時態를 반 하는 일례로 단할 수 있었다. 즉, 《中原音韻》에서 ｢x-｣

계열로 분류하 던 韻字를 《中州音韻》에서는 零聲母 계열의 ｢遙｣ 韻에 합병한 

처리 방식은 明代의 南方音系를 반 한 것으로 단된다.

해당 韻字의 音韻變化 과정에 반 된 近代漢語의 共時態 차이는, 現代標準中

國語에 이르러 中華人民共和國(中國)｢普通話｣와 中華民國(臺灣) ｢國語｣의 音韻

體系에서 외 인 상이기는 하지만 여 히 共時態의 차이를 유지하고 있다. 특

히, 中華民國(臺灣) ｢國語｣에서 “淆ㆍ肴ㆍ餚ㆍ殽ㆍ崤ㆍ爻” 등의 발음을 ｢yáo｣로 

규정한 근거는, 近代漢語의 南方音系를 반 하고 있는 《中州音韻》이 《中原音韻》

의 ｢遙｣⋅｢爻｣ 두 韻을 합병한 사실에서 그 유래를 추정할 수 있다. 한 中華

人民共和國(中國) ｢普通話｣의 발음 규정에서 “淆ㆍ殽ㆍ崤”는 ｢xiáo｣로 규정되어 

《中原音韻》⋅《合倂字學集韻》� 등에 반 된 北方音系의 音韻體系와 일치하지만, 

“肴ㆍ餚ㆍ爻” 등의 韻字는 ｢yáo｣로 규정되어 近代漢語 시기의 南ㆍ北方音系에서 

립된 양상으로 나타나던 共時態의 차이에 변화가 발생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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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現代漢語規範詞典》에서 “淆”자의 발음에 하여 “不讀 yáo”라는 별도

의 발음 규정을 명시한 사실에 근거하면, 衆의 발음 양상이 “肴ㆍ餚” 등의 향

에 의해 ｢yáo｣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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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現代漢語詞彙“混淆”一詞的讀音, 目前中國大陸“普通話”的讀音規定和臺灣

“國語”有所不同｡ 普通話的讀音爲“hùnxiáo”而國語的規定音是“hùnyáo”｡ 

本文著重探討有關“混淆”一詞發音的演變情況及其形成原因之來龍去脈｡ 

同屬現代標準中國語的“普通話”和“國語”, 因歷時和共時的變化 致詞彙上的差

異是常見現象｡ 本文的主要探討 象“混淆”一詞的讀音問題也其中之一｡ 不過, 

“混淆”一詞所涉及的音韻演變情況是値得進一步分析的｡ 

通過本文的硏究結果, 現代漢語詞彙“混淆”一詞讀音的共時差異, 可在近代

漢語的北方音系和南方音系的差異之中追本溯源｡ 具體情況是: 《中原音韻》｢蕭

豪韻ㆍ平聲陽｣之｢遙｣｢爻｣ 韻和《中州音韻》｢蕭豪韻ㆍ平聲｣之｢遙｣ 韻的分倂

情況, 充分反映近代漢語的北方音系和南方音系的共時差異｡ 由於現代標準中

國語的讀音規定所根據的是“以北京語音爲標準音”, 因此“普通話”的讀音規定接

近於《中原音韻》爲首的北方音系｡ 不過, “國語”因地理上的原因難免受到南方音

系的影響｡ 《中州音韻》 《中原音韻》的｢遙｣｢爻｣二 韻合倂爲｢遙｣ 韻是近代漢

語南方音系的反映｡ 至今以臺灣爲中心的“國語”有些詞彙的讀音規定, 反映南

方音系歷時態的迹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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