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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서지학적・국어학적 연구

이상훈

  이 글은 현전하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다양한 異本들을 조사하고 수집한 후 

이들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언해문을 국어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조선 왕조의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간행・반포되었다. 

성종대에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이 책은 유

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속 간

행한 것인데, 여러 차례 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異本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

렇듯 여러 시대에 걸쳐 간행된 이 문헌은 국어의 통시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는 점에서 국어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본 연구를 위해 필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집한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총 60종이

다. 이 글에서는 60종의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각 판본의 초간

본 또는 초간본에 가장 근접한 판본을 대표로 삼아 언해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먼저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다양한 이본들을 초간본이 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성종대 판본, 선조대 판본, 영조대 판본으로 분류한 후 서지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

하고 영향 관계 등을 바탕으로 각각의 계통도를 그렸다.

  다음으로 언해문을 대상으로 번역 양상, 표기 및 음운, 형태 및 통사, 어휘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번역 양상에서는 전체 번역의 경향을 살펴본 뒤 각 판본별로 다

른 특징들을 살펴보았고 표기에서는 각자병서, 연결어미 ‘-아’의 표기, 분철 및 중

철 표기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음운에서는 ‘ㅸ’, ‘ㅿ’, ‘ㆍ’의 변화, 모음조화, 유

음화, ㄷ구개음화, 원순모음화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형태는 조사와 어미로 나

누어 이본들 간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기술하였고 통사는 이 책에 쓰인 특징적인 

형용사와 동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특징과 그들이 이루는 특징적인 구문을 중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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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어휘에서는 이 책에서만 등장하거나, 다른 문헌 자료에 있

더라도 그 용례가 드문 어휘를 대상으로 체언류, 용언류, 수식언류로 나누어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15세기 중세어에서 19세기 후기 근대어 시기에 걸쳐 많

은 이본이 있는 국어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한문 원문을 대상으로 여러 번 언해가 이루어지면서 그것이 수정되었다면 시

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이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책은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서지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언해문의 차이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주

요 국어학적 특징을 검토한 본 연구는 문헌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뿐 아니라, 

15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국어의 변화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 언해본, 삼강행실, 언해본, 오륜행실도, 성종판, 선

조판, 영조판, 초간본, 복각본

학번: 2011-3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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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목적

  이 글은 현전하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다양한 異本들을 조사하고 수집한 후 

이들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각 이본들의 언해문을 국어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조선 왕조의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간행・반포되었다. 

성종대에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 19세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1)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조선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계속 간행한 

것인데, 여러 차례 간행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異本이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듯 

여러 시대에 걸쳐 간행된 이 문헌은 언어의 통시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

에서 국어사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이본들 간의 비교 연구

는 15세기 중세어에서 19세기 후기 근대어 시기에 이르기까지 언어 및 판본의 변

화 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이 책이 지니고 있는 자료상

의 특징도 주목되는데 이 책은 다른 한문 문헌 자료에서는 보기 힘든 도판과 한문 

원문 그리고 언해문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2)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현전하는�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이본들 간의의 영향 관계와 계통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연구는 주로 영인본으로 간행된 판본

1) �삼강행실도�는 중종 6년(1511)에 2940질이 인쇄되었는데 이는 조선 시대 단일 서책으

로는 �책력�과 정조 때 간행된 �규장전운� 다음으로 많은 부수에 속하는 것이다(옥영정 

2008: 55).

2) 이 책은 행실도류 문헌 중에서 최초로 간행되어, 후대에 간행된 �속삼강행실도�(1514), 

�이륜행실도�(1518),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 �오륜행실도�(1797) 등에도 많은 영

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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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3) 한 문헌의 이본들 가운데 일부만으로 전

체 언어 변화를 살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어사 연구에서 �삼강행실도� 언해

본을 제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본들 간의 계통 분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다. 

  다음으로 15세기부터 19세기에 걸치는 다양한 이본들 간의 표기 및 음운의 변

화, 형태 및 통사의 변화, 어휘의 변화 등을 통해 국어의 역사적 변화를 서술할 수 

있다. 또한 이본들 간의 번역 양상을 비교하여 번역문에 나타난 판본 간의 영향 관

계를 밝힐 수 있다. 선행 연구에서는 성종대 판본과 선조대 판본을 비교하거나 성

종대 판본과 �오륜행실도� 등을 비교한 경우는 있으나 영조대 판본까지 포함하여 

이본들 간의 통시적인 변화 및 그 차이를 연구한 작업은 거의 없었다. 이 글에서는 

영조대 판본과 �오륜행실도�까지 포함하여 최대한 많은 이본들을 함께 비교・검토

하여 이 책의 언해문에 나타난 특징을 기술하였다.4)

1.2. 연구 범위 및 방법

  이 글에서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초간본이 간행된 시점을 기준으로 성종대 판

본, 선조대 판본, 영조대 판본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壬午孟夏竹樹交刊’의 刊

3)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영인본은 홍문각(1990),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10) 등에서 간행되었

다. 이때 간행된 판본은 성종대 판본으로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貴296F), 영국 대영

도서관 소장본이 있고 선조대 판본으로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想白古貴173Se63s), 

성균관대 존경각본(139c-46)이 있다. 그리고 영조대 판본으로는 강원도 감영판인 규장각한

국학연구원 소장본(奎 12148) 등이 있다. 

4) �삼강행실도� 언해본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는 이 글에서 �오륜행실도�(1797)를 포함시킨 

이유는 �오륜행실도�에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105인의 기사 중에 총 103인(｢효자도｣ 33

인, ｢충신도｣ 35인, ｢열녀도｣ 35인)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조판의 초간

본(1726) 간행된 지 약 70년 후에 대부분의 내용이 한 차례 더 언해된 것으로 언어의 통시

적인 변화를 살펴보는 데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자료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속삼

강행실도�(1514)에는 �삼강행실도� 언해본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어 논의에서 제외하였고, �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에는 16人의 기사(｢효자도｣ 4인, ｢충신도｣ 6인, ｢열녀도｣ 6인)가 

중복되는데,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부분적으로 해당 부분에 주요한 특징이 있을 때 인용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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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소장처 청구기호 비고

성종판 계통 영국 대영도서관 15113e.2  
초간본에 가장 

인접한 판본

선조판 계통

일본 동경대학 종합도서관 A00-5994  초간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想白古貴173Se63s 임진란 이후 간행본

記가 있는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경화당 B12A231A)은 壬午年(1882년)에 간

행된 판본이지만 선조대 중간본 계통의 판본을 복각한 것으므로(後述), 선조대 판

본으로 분류하였다.5)  

  본 연구를 위해 필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집한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총 60종이

다.6) 이 글에서는 60종의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이본들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각 

판본의 초간본 또는 초간본에 가장 근접한 판본을 대표로 삼아 언해문의 특징을 살

펴보았다. 먼저 성종대 판본은 초간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영국 대

영도서관 소장본(15113e.2)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선조대 판본은 초간본인 일본 

동경대학 도서관 소장본(A00-5994)을 중심으로 경우에 따라 임진란 이후의 간행

본인 상백문고본(想白古貴173Se63s)과 1882년의 내사기가 있는 연세대학교 도서

관 소장본(923.651삼강행판) 등을 함께 활용하였다. 끝으로 영조대 판본은 1726년

의 간기가 있는 평안도 감영판 중에 초간본인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 도서관 소장

본을 이용하였다.

  언해문의 비교를 위한 연구 대상 자료의 목록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언해문의 비교 연구 대상 목록

5) 이 글에서는 정연정(2014: 3)의 논의에 따라 ‘版’과 ‘本’을 구별하여 적고자 한다. ‘판’은 

간행 기관 또는 간행 주체를 기준으로 붙이며 ‘본’은 소장처를 기준으로 붙인다. 또한 ‘본’

은 판종을 표현할 때도 붙인다. 

6) 이상의 60종은 필자가 직접 소재를 확인하고 수집한 판본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성종대 판본 

15종, 선조대 판본 28종, 영조대 판본 17종(한글필사본 1종 포함)이다. 이 글의 <부록>에서 

필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집한 판본들과 선행 연구에서 소개한 판본들 중에 소재 및 서지 정

보의 파악이 가능한 것들을 포함하여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서지 정보(소장처, 청구기호, 

판식, 간략한 특징 등)를 정리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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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도서관 923.651삼강행판 1882년 간행본

영조판 계통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
22.10

평안도 감영판

(1726)

  한편 이 글은 언해본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므로 �三綱行實圖� 漢文本은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7) 아울러 �삼강행실도�가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에서 새

롭게 간행된 책들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8)  

  다음은 이 글의 연구 방법상의 절차를 살펴보겠다.

  먼저 현전하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이본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고전적종합

목록(http://www.nl.go.kr/korcis)과 각 대학 도서관에서 ‘三綱行實(圖)’를 검색하였

다. 이후 각 소장처별로 소장 상태와 서지 사항을 확인하고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

는 경우에는 이미지를 확보하였다. 원문 이미지를 제공하지 않는 소장처의 경우, 

소장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사진 촬영이나 필사를 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해외 

자료의 경우에는 국립 문화재 연구소의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 자료정보관

(http://overseas.nricp.go.kr/index.jsp)에서 서지 사항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본들 간의 언해문 분석 및 통계 처리는 먼저 언해문을 모두 입력한 

7) 한문본은 현재 7책이 전하고 있다. ｢효자도｣ 4종, ｢충신도｣ 2종, ｢열녀도｣ 1종이다. 먼저 

｢효자도｣는 원간본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김천의 덕원당 고문헌 자료관 소장본과 고

려대 만송문고본(貴296B1), 故류탁일 교수 소장본(20여장만 있는 낙장본)이 있다. 그리

고 후대에 복각한 판본이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1책이 소장되어 있다. ｢충신도｣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古貴172.1-Se63s)과 고려대 만송문고(殘卷)에 있고 ｢열녀도｣는 호암미술

관(故김원룡 교수 구장본)에 1책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원간본을 정교하게 복

각한 판본이다. 한문본에 대한 자세한 서지 사항은 송일기・이태호(2001)과 최경훈

(201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8) 김영호(2010ㄱ: 25-26)에 따르면 조선으로부터 전래되어 온 �삼강행실도�는 1630년경

에 언해 부분을 삭제하고 훈점과 오쿠리가나(送り仮名)를 붙인 화각본이 간행되었다고 

한다. 그 후 아사이 료이에 의해서 화각본을 저본으로 하여 한문으로 된 �삼강행실도�를 

일반 서민들도 알기 쉽게 일본어로 번역한 화역본 �삼강행실도�가 출판되었고 1654년에

는 3권 3책의 訓讀點을 찍은 �신속열녀전�이 간행되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삼강행실

도�의 일화에 다른 서적의 일화를 섞어 재편집한 것, �삼강행실도�의 내용을 소개한 것, 

�삼강행실도�의 일부분만을 번역한 것 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박광(1988: 115)에서

는 �삼강행실도� 뿐만 아니라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 등의 敎訓書와 조선에서 언해

한 �여사서� 등을 포함한 婦德을 강조한 책들이 일본에 전해져 널리 읽혔고 이로 인하여 

상당수의 敎訓書들이 편찬 간행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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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검색 도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mEditor와 서울대학교 박진호 교수의 말

뭉치 검색 프로그램인 Uniconc를 이용하였다. 언해문의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입

력은 문장 단위로 나누어 입력하였다. 그런 다음 입력한 자료를 읽어 가며 각각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였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계통 분류는 이본들의 서지학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언해문의 번역 양상 표기와 음운, 형태와 통사, 어휘 등을 중심으로 국어학

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세어와 근대어의 특징적인 언어 현상과 관련하여 공시

적인 연구와 통시적인 연구를 병행하였다.

  

1.3. 연구사 검토

  �삼강행실도�에 대한 연구는 서지학 분야와 국어학 분야, 미술사 분야, 교육학 

분야, 사상 및 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9) 서지학 분야에서는 �삼강행

실도� 언해본의 판본 소개와 서지적인 특징을 주로 연구하였으며, 국어학 분야에서

는 이본들 간의 비교를 통해 번역 양상과 언어 사실을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졌

다. 미술사 분야에서는 판화를 분석하고 판화의 특징을 고찰하는 연구가 이루어졌

고, 교육학 분야에서는 교육적 측면에서 교육사적 가치 연구에 중점을 두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끝으로 사상 및 철학 분야에서는 사회에 끼친 윤리 도덕의 파급 및 여

성 문제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10) 이 글에서는 서지학적 연구와 국어학적 

연구를 중심으로 �삼강행실도� 언해본에 대한 연구 성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자 한다.11)

9) 국어학 분야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언해본보다는 주로 한문본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

루어졌다.

10) 대표적으로 미술사 분야의 연구사는 최윤철(2009), 최정란(2009) 등에서 자세히 다루

었고 사상 및 철학 분야는 윤미옥(2016)에서 소개하였다. 

11) 진단학회 주관의 제25회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엄(1997)에서 ‘�삼강행실도�의 종합적 검

토’라는 주제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 책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한국학중앙

연구원(2008)에서 이 책을 대상으로 서지학, 역사학, 미술사, 음악 분야의 종합적인 연구

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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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수많은 이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계통 및 

서지적인 특징 등을 밝히기 위한 논의에 많은 관심이 있었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김원룡(1965), 류탁일(1974), 송종숙(1988), 志部昭平(1990, 1992), 송일기・이

태호(2001), 석주연(2001), 백두현(2003), 장향실(2004), 옥영정(2008), 김영호

(2010), 이상훈(2014), 澁谷秋(2017) 등을 들 수 있다. 

  김원룡(1965)는 한문본 ｢열녀도｣ 1종과 서울대학교 도서관과 규장각 소장의 언

해본 6종(선조대 판본 5종, 영조대 판본 1종)을 소개하였다. 다음으로 류탁일

(1974)는 한문본 ｢효자도｣ 1종을 중심으로 실록에 나타난 기록들을 조사하여 편찬 

동기, 간행 순서 및 과정 등을 자세히 정리하였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서지 및 

계통에 대한 연구는 志部昭平(1990, 1992)에서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는 국내

외에 현존하는 판본을 최대한 수집하고 종합하여 이 방면의 연구에 기틀을 마련하

였다. 먼저 志部昭平(1990)은 성종대 판본에 대한 연구로 성암고서박물관에 소장

된 �삼강행실도�를 중심으로 22종의 언해본을 校勘하고 정밀한 검토를 통해 계통

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志部昭平(1992)는 선조대 판본에 대한 연구로 서지학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이들을 ‘第一種本’(18종), ‘第二種本’(7종), ‘第三種本’(10종)으로 

나누고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송일기・이태호(2001)은 행실도류 전

체를 살펴본 연구 성과이다. 먼저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크게 國漢 竝記 계통(성

종대 판본)과 순한글 표기 계통으로 구분한 뒤 순한글 표기 계통을 다시 번역 양식

에 따라 의역계(선조대 판본)와 직역계(영조대 판본)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선행연

구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판본(주로 영조판)들을 일부 소개한 점에서 의의가 있

으나 행실도류 전체를 대상으로 다루다 보니 이미 알려진 일부 판본들이 주된 논의

의 대상이었고 영조대 감영판을 4종(평안도,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감영판)만 제

시한 아쉬움이 있다. 석주연(2001)은 영국 대영도서관 소장의 �삼강행실도�를 소

개하고 이 책이 志部昭平(1990)에서 초간본에 가장 인접한 것으로 판단한 김영중 

씨 소장본과 같은 판본임을 밝혔다. 초간본에 가까운 새로운 성종대 판본을 학계에 

소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백두현(2003), 장향실(2004)에서도 �삼강행

실도� 언해본의 새로운 판본을 소개하였다. 먼저 백두현(2003)에서는 刊記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영조대 판본 중에 경상도 감영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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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판)이 전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장향실(2004)에서는 중국 

북경대학교에 소장된 �삼강행실도�를 선조대 초간본인 동경대학 종합도서관 소장본

과 비교한 후 동일한 판에서 쇄출된 판본으로 판단하였다. 장향실(2004)는 선조대 

판본의 또 다른 초간본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국어학적 특징에서는 

일부 예들을 잘못 파악하기도 하였다. 옥영정(2008)은 �삼강행실도� 한문본과 언

해본을 모두 대상으로 하여 서지적인 연구와 책의 확산과 소비에 대해서 살펴본 논

의이다. 새로운 판본의 소개보다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었던 주요 판본들을 정리한 

것이다. 김영호(2010)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한문본 ｢열녀도｣

의 缺話와 일본에서 간행된 �신속열녀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임진란 이전

에 간행된 선조대 판본의 출판 순서 및 상관 관계를 살펴보았고,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임진란 이후에 간행된 선조대 판본 4종을 소개하였다. 이상훈(2014)는 영조

대 판본의 특징을 기술하고 영조대 판본의 이본(간본 1종, 필사본 1종)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끝으로 澁谷秋(2017)에서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과 영국 대영도서관 

소장본, 김영중 씨 소장본의 서지 정보와 텍스트의 비교를 통해 성암문고본은 두 책

과 다른 계통의 책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삼강행실도� 언해본에 나타난 내용적인 측면 즉 국어학적인 특징에 초

점을 맞춘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고영근(1991), 신선경

(1995), 홍윤표(1998). 정우영(1999), 김유범(2007, 2008, 2015), 김명남(2010), 

이영희(2011), 강신아(2011)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고영근(1991)에서는 이 책의 언해문이 세종조 아니면 세조조 초기에 성립

되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여격 표시어 ‘/의 그’, 시간 부사 ‘즉자히,’ 보조적 

연결어미 ‘-긔’의 사용 경향, 한자음의 한글 표기, 용언 어간 말음이 ‘ㅏ’인 어간에 

연결어미 ‘-아’의 추가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신선경(1995)는 선

조판 3종을 중심으로 이들을 성종판(성암문고본)과 비교하였다. 번역 양식의 차이, 

한자음의 표기와 방점, 문자의 소실과 혼기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비교 기준의 소

략함과 더불어 영조판에 대한 비교가 빠져 있어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피는 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홍윤표(1998)은 �삼강행실도� 언

해본(성종판)의 간행 과정과 표기 및 한자음 그리고 몇 가지 국어학적인 특징(‘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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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 ‘-아/-어’의 표기, 고유어와 한자어의 빈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우

영(1999)는 성종판 5종을 대상으로 이 문헌이 지향하는 동국정운한자음의 표기 원

칙에서 일탈된 잘못 주음된 한자음을 찾아내어 분석하였다. 김유범(2007, 2008, 

2015)는 성종판의 ｢효자도｣, ｢충신도｣, ｢열녀도｣를 각각 분석한 논의로 텍스트에 

나타난 문법의 특징을 9개의 범주로 나누어 정밀하게 살펴보았다. 이영희(2011)은 

�삼강행실도�, �이륜행실도�, �오륜행실도�를 대상으로 이들 자료의 체재와 표기, 

어휘 및 번역 양상을 살폈다. 이 논문은 세 가지 행실도류를 함께 살폈다는 데 의

의가 있으나 영인된 책만을 대상으로 삼아 각 행실도류의 영향 관계를 보여 주지 

못했다. 또한 표기와 번역 양상에 논의가 집중되어 행실도류의 전체적인 특징이 잘 

드러나지 못하였다. 끝으로 김명남(2010)과 강신아(2011)은 성종판인 영국 대영도

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한 논의로 김명남(2010)은 표기법 및 문법형태와 어휘 등

을 다루었고 강신아(2011)은 문자 체계와 표기법을 검토하였다. 이들 논의 또한 

일부 특징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지 못하였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수많은 이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한 곳에서 

다루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서지적인 특징에 초점을 맞춘 논의들은 대부분  

기존에 소개되지 않았던 새로운 판본을 소개하거나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주요 

판본들을 간략히 소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국어학적인 특징에 초점

을 맞춘 논의는 대부분 성종판만을 다루고 있고 언해본 전체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

았더라도 특정한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판본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다양한 異本들을 최대한 수집한 

후 이들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주요 판본들의 특징을 서술할 것이다. 그리고 국어학

적인 특징에서는 성종판부터 �오륜행실도�까지 함께 비교・검토하여 언해문에 보이

는 주요 특징들을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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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적 논의  

2.1. 편찬 경위

  �삼강행실도� 언해본(이하 언해본)은 세종 14년(1434)에 간행된 �삼강행실도�

한문본(이하 한문본)을 刪定하여 간행되었다.1) 먼저 한문본의 편찬 경위부터 살펴

보겠다.

  한문본은 조선 세종 10년(1428)에 진주에 사는 김화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이 일어나자 세종이 직제학 설순에게 백성을 교화할 수 있는 새로운 책을 편찬

하도록 명령한 것이 계기가 되어 만들어졌다.2) 세종은 孝를 강조하면서 이전에 편

찬한 24인의 효행(�二十四孝�)에 20인의 효행을 더하고 또 前朝와 삼국 시대의 사

람 중에 효행이 특출한 자들도 모두 수집하여 편찬하도록 지시하였다.3) 이 책은 

세종 14년(1432) 6월에 집현전에서 편찬하여 임금께 올렸고,4) 이듬해에 대제학 

정초가 임금의 명을 받들어 跋尾를 지어 올렸다.5) 그리고 세종 16년(1434) 11월

에 인출하여 종친과 신하들 그리고 여러 도에 내려주었다.6)

  다음은 권채의 序文을 살펴보겠다.

1) 옥영정(2008: 41)에서는 구본을 그대로 사용하고 취사선택하여 모았다는 의미의 ‘선정’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이 글에서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사용한 刪定을 그대로 사

용한다.  

2) 한문본은 ｢효자도｣가 먼저 나오고 ｢충신도｣, ｢열녀도｣의 순서로 나온다. 당시까지 三綱의 

순서는 ‘忠孝烈’이었지만 孝를 忠 앞에 편집한 것은 세종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홍현보 2017: 260).

3) 세종실록 42권, 세종 10년 10월 3일 辛巳 1번째 기사

4)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6월 9일 병신 2번째 기사

5) 정초의 跋尾에 이르기를 “위의 �삼강행실도�에 실은 충신·효자·열녀 각 1백 10인의 행실을 

기록하고 모양을 그리며 인하여 시(詩)로서 찬(贊)하여 판에 새기기를 마치자, 신에게 발미

(跋尾)하기를 명하셨다.”고 하였다. <세종실록 59권, 세종 15년 2월 24일 무신 2번째 기사> 

6) 세종실록 66권, 세종 16년 11월 24일 무술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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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국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동방 고금의 서적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모

아 열람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중에서 효자, 충신, 열녀로서 우뚝이 높아서 기술

할 만한 자를 각각 110인을 찾아내어 앞에는 형용을 그림으로 그리고 뒤에는 사

실을 기록하였으며 시를 붙이었습니다. 효자에 대하여는, 삼가 명나라의 태종 문

황제가 내린 �효순사실�에서 읊은 시를 기록하고, 겸하여 신의 고조인 권부가 찬

술한 �효행록� 중에서 명유 이제현의 찬을 실었습니다. 그 나머지는 輔臣들로 하

여금 나누어 충신·열녀의 시를 뽑아서 싣고, 또한 문신들로 하여금 나누어 제술하

게 하였습니다. 편찬을 마치니 �삼강행실도�라는 이름을 하사하시고 주자소로 하

여금 인쇄하여 길이 전하게 하였습니다.7) <세종실록 56권, 세종 14년 6월 9일 

병신 2번째 기사>

(1)의 권채의 서문을 통해 한문본의 간행과 관련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이 �효순사실�과 �孝行錄�8)을 참고한 것과 詩와 贊의 작성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다.9)

  그리고 이 책의 수록 인물은 대다수가 중국의 인물들이다. 삼국이나 고려, 조선

의 인물은 전체 330명 중에 ｢효자도｣ 22명, ｢충신도｣ 17명, ｢열녀도｣ 15명뿐이다. 

중국에서 만든 �이십사효도�는 물론이고 �효행록�의 실린 사례는 모두 중국인의 

사례였다. 한문본에 한국인의 사례가 수록된 것을 김항수(2003: 197)에서는 삼강 

윤리의 실천 사례를 우리나라에서도 확인하려는 의식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또한 

백성들이 본받을 대상을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에서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책의 편

7) 於是自中國以至我東方, 古今書傳所載, 靡不蒐閱, 得孝子忠臣烈女之卓然可述者, 各百有十

人, 圖形於前, 紀實於後, 而幷系以詩 孝子則謹錄太宗文皇帝所賜孝順事實之詩, 兼取臣高祖

臣溥所撰孝行錄中名儒李齊賢之贊, 其餘則令輔臣分撰, 忠臣烈女之詩, 亦令文臣分製 編訖, 

賜名三綱行實圖, 令鑄字所鋟梓永傳.

8) �孝行錄�은 남송대 趙子固가 만든 �이십사효도�의 영향을 받아 만든 것으로 1346년 權準 

일가에 의해 편찬된 책이다(김항수 2003: 195). 

9) 한편 세종의 교지와 한문본의 箋, 서문, 발문 등 어떠한 기록을 보아도 한문본 ｢열녀도｣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를 홍현보(2017: 261, 296)에서는 ｢열녀도｣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이 

유향이 지은 �열녀전�과 송나라 때의 �고열녀전�, 명나라 초기 영락제 때의 �고금열녀전�

등에 등장하는 인물들인데도 ‘열녀’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孝와 忠을 강조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열녀도｣의 출처를 분석해 본 결과 �열녀전�, �고열녀

전�, �고금열녀전� 외에도 �시경�, �소학�, �춘추�, �후한서�, �삼국지�, �진서�, �태평광기

�, �위서�, �수서�, �구당서�, �신당서�, �오대사�, �송사�, �요사�, �금사�, �원사� 등 다양

한 문헌을 참고하였다고 하였다.       



- 11 -

찬 방향을 예고해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10)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문본은 세종이 ‘三綱行實圖’라는 이름을 세종 

14년(1432)에 하사하였고 세종 14년(1432) 6월에 편찬되었으며 간행은 세종 16

년에 이루어졌다. 책에 수록된 인물은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행실이 뛰어난 인물 각

각 110인(총 330인)이며 그림과 한문으로 된 사적 및 詩, 贊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11)

  다음은 언해본의 간행과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겠다.

   (2) 임금이 정창손에게 하교하기를, “내가 만일 언문으로 �삼강행실�을 번역하여 민간에 

반포하면 어리석은 남녀가 모두 쉽게 깨달아서 충신·효자·열녀가 반드시 무리로 

나올 것이다.” 하였다.12) <세종실록 103권, 세종 26년 2월 20일 경자 1번째 기

사> 

   (3) 세조가 요동에서 강맹경에게 글을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비록 멀리 있지만 �병요

�・병서・�삼강행실� 등 선조로부터 맡은 일을 차마 잊을 수 없다. 내가 서울을 떠

날 때 이미 상세히 아뢰었다. 또 �병요�는 속히 반포하여서 선왕께서 여러 장수를 

가르치고자 하던 뜻을 이루고, 병서는 먼저 �손자�를 인쇄하고, 그 나머지는 내가 

돌아갈 때를 기다려라. �삼강행실�은 먼저 �효자도�를 반포하는 것이 옳겠다.13)

10) ｢충신도｣에는 정몽주와 길재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세종의 특별한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김유범 2006: 192). ‘시중 정몽주는 죽기까지 절개를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며 주서 길재는 

절개를 지켜 마음을 변하지 않고 상소해서 물러가기를 청했으니, 찬술한 ｢충신도｣ 안에 모

두 얼굴을 그리고 찬을 짓도록 하라.(侍中鄭夢周, 守死不變; 注書吉再, 執節不移, 上疏乞退, 

於所撰 ｢忠臣圖｣內, 竝圖形作贊.) <세종실록 54권, 세종 13년 11월 11일 임신 2번째 기사>

11) 현전하는 한문본에는 목록과 본문의 수록 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효자도｣의 제

103화와 ｢충신도｣에서는 제59화를 비롯한 5개의 이야기에 제목만 있을 뿐 그림과 본문이 

없다. 그리고 ｢열녀도｣의 경우에는 제62화, 제108화, 제109화에 제목만 있고 그림과 본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김영호 2010ㄴ: 36). 또한 ｢효자도｣의 ‘孝新廬墓’는 목록에는 있으나 원간

본으로 보이는 덕원당 소장본과 원간본에 가까운 판본인 만송문고본 모두 본문이 누락되어 

있다. 그러나 중간본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소장본을 보면 ‘孝新廬墓’가 동일하게 누락되어 

있지만 대신에 맨 마지막에 목록에도 없는 ‘殷保感烏’가 추가되어 있다(최경훈 2011: 108). 

‘孝新廬墓’가 처음부터 빠진 채 109인으로 구성된 한문본 ｢孝子圖｣가 간행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포함되었으나 중간본을 간행하는 과정에서 ‘殷保感烏’와 교체되었는지 현

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12) 上敎昌孫曰: “予若以諺文譯 �三綱行實�, 頒諸民間, 則愚夫愚婦, 皆得易曉, 忠臣孝子烈女, 

必輩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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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실록 4권, 단종 즉위년 11월 12일 경오 3번째 기사>

   (4) ㄱ. 예전에 동방은 貞信하여 음란하지 않다고 일컬었는데, 근자에는 사족의 부녀 중

에도 실행하는 자가 있으니 내가 매우 염려한다. 언문으로 된 �삼강행실열녀도�

의 질을 약간 박아서 京中의 오부와 제도에 반사하여, 촌항의 부녀가 다 강습

할 수 있게 하라.14) <성종실록 127권, 성종 12년 3월 24일 무술 3번째 기

사> 

ㄴ. “다만 이 글은 한만하여 어리석은 백성이 두루 보기가 어려우니 그 가운데 절

행이 특이한 것을 골라 간략하게 초출하여 박아서 여러 시골에 반포하여 여염

의 소민으로 하여금 두루 알게 하면 거의 풍속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있을 것

입니다.”15)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일 무자 2번째 기사>

ㄷ. 시강원 보덕 허침과 이조 정랑 정석견 등에게 명하여 �삼강행실�을 刪定하게 

하였는데 허침 등이 아뢰기를, “신 등이 �삼강행실� 안에서 사람들이 쉽게 알

아서 보고 느낄 만한 것을 골라서 각각 35인을 얻었는데 모두 105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한 사실은 모두 간략하여 줄일 만한 말이 없고, 또 조종조에서 

이미 이루어진 책을 보태거나 줄일 수는 없을 듯합니다. 교서관에 간직한 �삼

강행실� 판본은 한 사람의 일을 각각 한 장으로 하였는데, 지금 抄한 105인은 

취사하는 것을 稟旨하게 하고 구본을 써서 찍어 내되, 한 책으로 묶어서 널리 

펴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16) <성종실록 

229권, 성종 20년 6월 18일 을사 7번째 기사>

ㄹ. �삼강행실�을 경성의 오부와 팔도의 군현에 반사하고 우부우부로 하여금 두루 

알지 못함이 없게 하라고 명하였다.17) <성종실록 239권, 성종 21년 4월 1일 

계미 3번째 기사>  

13) 世祖在遼東, 寄書姜孟卿曰: 我雖在遠, 而 �兵要�, 兵書, �三綱行實�, 受任先朝之事, 故不

忍忘也, 吾發京時, 已詳啓焉. 又�兵要�, 則速頒賜, 以成先王欲敎諸將之志; 兵書, 則先印 �

孫子�, 其餘待我回還; �三綱行實�, 則先頒 �孝子圖�, 甚可.

14) 古稱東方貞信不淫, 近者士族婦女, 或有失行者, 予甚慮焉. 其印諺文 �三綱行實列女圖� 若

干帙, 頒賜京中五部及諸道, 使村婦巷女, 皆得講習

15) “但此書汗漫, 愚民未易編覽. 其中擇節行特異者, 抄略刊印, 頒諸村野, 使閭閻小氓, 無不周

知, 庶有補於風化矣”

16) 命侍講院輔德許琛, 吏曹正郞鄭錫堅刪定 �三綱行實�. 琛等啓曰: “臣等於 �三綱行實� 內, 

擇人所易曉可以觀感者, 各得三十五, 摠一百五人 其所記事, 實皆簡約, 無可刪之辭. 且祖宗

已成之書, 似不宜增損. 校書館所藏 �三綱行實� 板本, 以一人之事, 各爲一張 今所抄一百五

人, 稟旨取捨, 用舊本印出, 粧爲一冊, 廣布何如?” 傳曰: “可.”

17) 命頒賜 �三綱行實� 于京城五部及八道郡縣, 令愚夫愚婦, 無不周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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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는 �조선왕조실록�에서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간행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본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 세종대에 �삼강행실도�의 언해에 대한 하교가 있었지만 실행

으로 옮기지는 못하였고 성종대에 가서야 언해본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을 보면 세조가 �효자도�를 먼저 반포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는데, 만약 그대로 

실행이 되었다면 �충신도�, �열녀도�보다 �효자도�가 먼저 언해되었음을 뜻하는 것

이다.18) 다음으로 (4ㄱ)은 기존에 있는 책을 약간 박아서 반사하라는 것으로 성종 

12년(1481) 이전에 언해된 �삼강행실도 열녀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성종 

12년은 �삼강행실도�가 최초로 언해된 때가 아닌 것이다.19) 그리고 (4ㄴ, ㄷ)을 

통해 성종 20년(1489)에 기존의 110명씩이던 효자, 충신, 열녀의 수를 각각 35명

으로 산정하였고,20) (4ㄹ)을 통해 성종 21년(1490)에 �삼강행실도� 언해본이 간

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2.2. 체재와 내용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한문본의 110명씩이던 효자, 충신, 열녀의 수를 각각 35

명으로 줄이고 난상에 언해를 붙여 간행한 책이다.21)

18) 이때 세조의 명에 의해 �효자도�가 언해되었다면 당연히 한문본의 110인에 대한 언해였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실제로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효자도｣에는 ｢충신도｣, ｢열녀도｣에 

비해 고형을 간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효자도｣의 원고가 ｢충신도

｣, ｢열녀도｣에 비해 좀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3)의 �단종실

록�의 기록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단종실록�의 기록과 이에 

대한 해석은 황선엽 선생님의 교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

19) 김훈식(1996: 153)에서는 이때의 �삼강행실도�의 간행은 성종 11년에 발생한 ‘於宇同 사

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종실 태강수의 부인이었던 朴於宇同의 淫行에 대한 법률적 처

리가 문제되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있은 지 반 년 뒤 성종은 士族婦女의 失行을 염려하

고 그러한 풍속을 고치기 위한 조치로 �삼강행실도�의 간행・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하였

다.

20) (4ㄴ, ㄷ)을 보면 성종 20년(1489)에 언해본의 산정이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렇다면 (4ㄱ)에서 언급한 �삼강행실도 열녀도�는 35인에 대한 언해본이 아닌 한문본과 같은 

110인에 대한 언해본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21) 한문본은 그 방대한 양으로 인해 전국에 배포하기가 쉽지 않았고 사례가 많음으로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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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의 구성은 권수와 본문의 두 부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언해본에는 한문

본과 달리 정초의 발문은 수록되지 않았고 권수에는 세종의 ‘반포교지문’, 맹사성의 

진전문이 없이 권채의 서문만 수록되었다. 총목은 없고 효자, 충신, 열녀로 구분된 

각 책의 35명에 대한 세부 항목이 작성된 목차가 있다(옥영정 2008: 45). 본문은 

｢효자도｣, ｢충신도｣, ｢열녀도｣의 순서로 실려 있는데 각 편마다 앞면은 기사의 제

목과 이야기를 간략히 보여주는 판화가 있고 난상에는 언해문이 실려 있다.22) 뒷

면은 한문으로 된 행적이 수록되어 있고 거기에다 그 행적을 찬양하는 詩와 贊, 혹

은 둘 중 하나를 수록하였다.23) 이러한 구성은 후대의 �이륜행실도�와 �속삼강행

실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24)

  이 책은 임금과 신하(君爲臣綱), 어버이와 자식(父爲子綱), 남편과 아내(夫爲婦

綱)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충실히 실천한 인물들을 통해 유교 윤리를 가

르치기 위한 일종의 실천 사례집이라고 할 수 있다. 간략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먼

저 ｢효자도｣의 경우 하늘을 감동시켜 어버이를 구하거나 정성을 다해 어버이를 봉

양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리고 ｢충신도｣는 거의 대부분 나라나 임금이 어려움

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버리거나 간언을 하다가 죽게 되는 이야기이고, ｢열녀

도｣는 자신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자결을 하는 이야기이

보기에 힘든 점도 있었다. 당시의 인쇄술과 서적 보급 상황에서 700쪽에 달하는 분량의 책

을 널리 보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삼강행실도�를 보다 널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야 했는데 앞 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종 21년(1490)에 �삼강행실도�

언해 산정본이 간행된 것은 이러한 필요성 때문이었다(김훈식 1996: 155).

22) 송철의 외(2006: 880)에서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이 ‘난상 언해’라는 독특한 방식을 취한 

것은 한문본과 언해본이 시간적 차이를 두고 간행되었으며 언해본은 기존 한문본의 板木에 

언해 부분을 덧댄 것으로 이와 같은 간행 방식에 의존하다 보니 언해본은 자연히 ‘난상 언

해’라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23) 언해본의 105人의 기사 중에 詩와 贊이 함께 수록된 기사는 10개이고 贊만 있는 기사는 

15개인데 ｢효자도｣에만 찬이 제시되어 있다. ｢충신도｣와 ｢열녀도｣에는 시만 있고 찬은 제시

되어 있지 않다(이영희 2011: 28).

24) �이륜행실도�에는 찬은 없고 시만 있다. 그리고 같은 행실도류 문헌이지만 �동국신속삼강

행실도�와 �오륜행실도�는 언해문이 한문 원문 다음에 배치되어 앞의 문헌들과 차이를 보인

다. �오륜행실도� 등에서 ‘본문 언해’ 방식을 택한 것은 결국 언해서의 일반적인 언해 배치 

방식으로 돌아간 것으로 이는 언해문의 비중을 ‘난상 언해’ 방식보다 높였음을 의미한다. 언

해에서 ‘난상’을 이용하는 방식은 ‘난상’의 내용이 본문에 비해 현저히 부수적일 때 흔히 취

하는 방식으로 언해문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오륜행실도�가 교화서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송철의 외 2006: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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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5)

  이러한 삼강행실의 윤리를 보급하는 방안은 당시의 위정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 성종은 초년부터 향교를 통해 �삼강행실도�를 보급하고 수령의 黜陟에 

반영하기까지 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리하여 성종 12년 4월에는 

三綱行實烈女圖講習節目을 마련하여 가장 또는 촌로로 하여금 �삼강행실도�를 시행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김항수 1998: 237). 

   (5) 경중에서는 비단 종친·재추와 벌열의 집안뿐만 아니라 비록 가문이 한미한 자라도 

모두 온 가족이 모여서 거주하므로 가장으로 하여금 각각 스스로 가르치게 할 것이

요, 외방에서는 궁벽한 시골에 흩어져 거주하여 혹은 친척이 없으므로 가르치기가 

어려울 것이니, 마땅히 촌로 가운데 명망이 있는 자를 골라서 閭里에 두루 행하게 

하소서. 가장이나 혹은 女奴로 하여금 서로 전하고 전해서 깨우쳐 가르쳐서 사람들

로 하여금 훤하게 알게 하되 이로 인하여 깨달아서 절행이 남보다 뛰어나는 자에게

는 특별히 旌門하는 恩典을 더하고, 그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자도 아울러 論賞하도

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26) <성종실록 128권, 성종 12년 4월 21

일 을축 3번째 기사>

(5)를 통해 성종대에는 사족의 가장과 명망 있는 촌로, 그리고 가장, 女奴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고 가르치는 일을 맡는 자에게 상을 주는 등의 방법을 동원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하고 구체화된 방법으로 교화의 책임을 분명히 했던 것이다.

  끝으로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목록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5) �삼강행실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강명관(2002: 6)에서는 이 책은 여러 사

람의 일화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 일화들은 비합리성과 잔혹성이란 두 가지 특징적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 책의 보급으로 이 책에 실린 일화를 모방하는 풍조가 나타났으며 조선

의 체제는 이러한 모방을 표창하면서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 책은 약자

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이라고 주장하였다. 

26) “臣等參商京中, 則非但宗宰閥閱之家, 雖門地寒微者, 皆閤族聚居, 可令家長, 各自敎誨, 外

方則散居僻巷, 或無親戚, 難以訓誨, 宜擇村老有名望者, 遍行閭里. 令家長或女奴, 傳傳開諭, 

俾皆通曉, 因此開悟, 節行卓異者, 特加旌異, 其任敎誨者, 幷論賞.” 從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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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목록 비고

｢효자도｣

35명

1)閔損單衣(노)  2)子路負米(노)  3)楊香搤虎(노)

4)皐魚道哭(초)  5)陳氏養姑(한)  6)江革巨孝(한)

7)薛包洒掃(한)  8)孝娥抱屍(한)  9)黃香扇枕(한)

10)丁蘭刻木(한) 11)董永貸錢(한) 12)郭巨埋子(한)

13)元覺警父(미상) 14)孟熙得金(촉) 15)王裒廢詩(위)

16)孟宗泣竹(오) 17)王祥剖氷(진) 18)許孜埋獸(진)

19)王延躍魚(진) 20)潘綜救父(진) 21)黔婁嘗糞(제)

22)叔謙訪藥(제) 23)吉翂代父(양) 24)不害捧屍(양)

25)王崇止雹(후위) 26)孝肅圖像(수) 27)盧操順母(미상) 

28)徐積篤行(송) 29)吳二免禍(송) 30)王薦益壽(원) 

31)劉氏孝姑(명) 32)婁伯捕虎(고려) 33)自强伏塚(조선) 

34)石珎斷指(조선) 35)殷保感烏(조선)

중국인 31명 

한국인 4명

｢충신도｣

35명

1)龍逄諫死(하)  2)欒成鬪死(진)  3)石碏純臣(위)

4)王蠋絶脰(제)  5)紀信誑楚(한)  6)蘇武杖節(한)

7)朱雲折檻(한)  8)龔勝推印(한)  9)李業授命(한)

10)嵆紹衛帝(진) 11)卞門忠孝(진) 12)桓彛致死(진)

13)顔袁罵賊(당) 14)張許死守(당) 15)張興鋸死(당) 

16)秀實奪笏(당) 17)演芬快死(당) 18)若水効死(송)

19)劉韐捐生(송) 20)傅察植立(송) 21)邦乂書襟(송)

22)岳飛涅背(송) 23)尹穀赴池(송) 24)天祥不屈(송)

25)榜得茹蔬(송) 26)和尙噀血(금) 27)絳山葬君(금)

28)蝦䗫自焚(금) 29)普顔全忠(원) 30)堤上忠烈(신라)

31)丕寧突陳(신라) 32)鄭李上䟽(고려) 33)夢周隕命(고

려) 33)吉再抗節(고려) 35)原桂陷陳(조선)

중국인 29명 

한국인 6명

｢열녀도｣

35명

1)伯姬逮火(송)  2)女宗知禮(송) 3)殖妻哭夫(제)

4)宋女不改(채)  5)節女代死(한) 6)高行割鼻(한)

7)穆姜撫子(한)  8)貞義刎死(한)  9)禮宗罵卓(한)

10)媛姜解梏(한) 11)令女截耳(위) 12)李氏感燕(송)

13)崔氏見射(수) 14)淑英斷髮(당) 15)魏氏斬指(당)

중국인 29명 

한국인 6명

목록과 

본문에는 

<표2>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본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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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李氏負骸(오대) 17)趙氏縊輿(송) 18)徐氏罵死(송)

19)李氏縊獄(송) 20)雍氏同死(송) 21)貞婦淸風(송)

22)梁氏被殺(송) 23)明秀具棺(금) 24)義婦臥氷(원)

25)童氏皮面(원) 26)王氏經死(원) 27)朱氏懼辱(원)

28)翠哥就烹(원) 29)甯女貞節(명) 30)彌妻啖草(백제)

31)崔氏奮罵(고려) 32)烈婦入江(고려) 33)林氏斷足(조

선) 34)金氏搏虎(조선) 35)金氏同窆(조선)

제8화와 

제9화의 

순서가 

바뀌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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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지학적 고찰

3.1. 성종대 판본

  성종대 판본은 성종 21년(1490)에 간행된 초간본과 그 板本의 후쇄본 및 복각본

을 뜻하는 것이다. 이 책의 언해문은 國漢文으로 표기되었고 한자음은 동국정운식 

한자음과 현실 한자음 표기가 함께 나타난다.1) 그리고 傍點과 ‘ㅸ’, ‘ㅭ’, ‘ㆅ’, ‘ㅿ’, 

‘ㆁ’ 등이 모두 쓰이고 있다.   

  성종대 판본은 총 24종이 조사되었는데 초간본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초

간본에 근접한 판본과 그 판본의 후쇄본 및 복각본들만 발견되었다.2)

  이 글에서는 성종대 판본을 크게 초간본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초간본 계

통의 판본과 이들을 복각한 복각본 계통의 판본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3.1.1. 초간본 계통의 판본

  성종대 판본의 초간본 계통의 판본은 크게 두 종류로 분류된다. 초간본을 복각한 

것으로 보이는 <A1>과, <A1>보다는 후대에 간행되었지만 역시 초간본을 복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A2>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초간본이 간행된 1490년에서 후

1) 이영희(2011:113)에 따르면 이 책에 표기된 한자음은 현실 한자음에 비해 동국정운식 한자

음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리고 초성 표기를 보면 ‘ㄷ/ㄸ, ㅂ/ㅃ, ㅈ/ㅉ’ 등이 

혼란이 보여 동국정운식 한자음이나 현실 한자음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도 있다고 한다. 또

한 특징적인 것은 한자음의 이표기가 많다는 것인데 한자음의 이표기가 2개 이상 있는 경

우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과 현실 한자음 모두를 적고 있다고 하였다. 

2) 현재까지 성종대 판본은 志部昭平(1990)에서 김원룡(1965), 안병희(1979) 등의 선행 연구와 

그에 의해 새롭게 조사된 판본을 모두 포함하여 제시한 22종과 영국 대영도서관 소장본 1

종,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조사된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 1종을 포함하여 총 24종이 조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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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할 <A1a>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1518년 무렵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

다.

⑴ <A1>

  현전하는 성종대 판본 중에 초간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는 <A1>은 현

재 2종이 전하고 있다. 김영중씨 소장본(이하 김영중본)과 영국 대영도서관 소장본

(이하 대영도서관본)이다.

① 김영중본

  이 책은 ｢효자도｣만 있는 零本이다.3) 표제는 ‘三綱行實’로 되어 있다. 반곽의 크

기는 세로 27.0㎝, 가로 17.5㎝이다. 광곽은 사주쌍변이고 판심은 대흑구 상하내향

흑어미이며 판심제는 각각 ‘孝子圖’로 되어 있다. 개장한 표지 뒷면에 ‘鄕校坐 戊戌

六月 日背接改粧 日背改粧 □□校上 官印(表紙背)’로 되어 있다.4)

② 대영도서관본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표제는 ‘三綱行實’로 되어 있다. 책의 크기는 세로 38.1

㎝, 가로 20.8㎝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7.3㎝, 가로 17.5㎝이다. 광곽은 사주쌍

변이고 판심은 대흑구 상하내향흑어미이며 판심제는 각각 ‘忠臣圖’, ‘孝子圖’, ‘烈女

圖’ 순으로 되어 있다. 다른 성종대 판본들과 달리 ｢효자도｣, ｢충신도｣, ｢열녀도｣ 

순으로 합본되어 있지 않고 ｢충신도｣, ｢효자도｣, ｢열녀도｣의 순서로 합본되었다.

  이 책에는 ｢효자도｣의 목록 부분과 ｢효자도｣ 25b의 판심제와 계선이 보사되어 

있다. 그리고 ｢효자도｣ 25b에는 언해문이 누락되어 있는데 후대에 판심제와 계선은 

3) 필자는 김영중 씨 소장본과 후술할 김걸 씨 소장본(<A1a>)의 복사본을 홍윤표 교수님을 통

해 볼 수가 있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4) 이 기록은 이 책이 향교에 소장되어 있었고 향교에서 표지를 새로 개장하였다는 내용을 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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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도서관본 ｢효자도｣ 목록 대영도서관본 ｢충신도｣ 목록

김영중본 <효, 3a> 김영중본 <효, 3b>

보사하였으나 언해문은 보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석주연 2001: 120). 또한 

｢열녀도｣ 19a의 언해문에는 방점이 없고, ‘氏’의 한자음이 다른 곳들과 달리 ‘시’로 

표기되었으며, ｢열녀도｣ 19b의 첫 글자인 ‘펴’가 ‘피’로 잘못 적혀 있다. 19a부터 

19b의 3행까지는 후대에 다시 보사한 것으로 보인다(강신아 2011: 18). 그리고 이 

책의 ｢충신도｣ 목록은 ｢효자도｣, ｢열녀도｣와 다르다. ｢효자도｣와 ｢열녀도｣의 목록

은 본문의 반엽 광곽의 크기에 맞춰져 있는 반면에 ｢충신도｣의 목록은 난상의 언해 

부분까지 포함한 책 전체 크기에 맞춰져 있다(<그림1> 참고). 

<그림1> 대영도서관본 효자도 와 충신도 의 목록 비교

  다음은 위의 두 책을 비교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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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도서관본 <효, 3a> 대영도서관본 <효, 3b>

<그림2> 김영중본과 대영도서관본의 효자도 3ab 비교

<그림2>는 김영중본과 대영도서관본의 ｢효자도｣ 3ab를 비교한 것이다. 언해문과 

그림의 일부, 계선의 상태, 字體 등을 볼 수 있다. 3b를 자세히 보면 계선이 파손된 

부분과 계선이 광곽에 닿지 않은 부분 등이 모두 동일하다. 이러한 우발적인 부분

까지 일치하고 있는 것은 두 책이 동일한 목판에서 쇄출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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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암문고본 대영도서관본

효2b:1 ․․ ․․

효4b:7 ․열:새히러․라 ․열:세히러․라

효10a:7 이러 ․러

⑵ <A2>

  <A2>는 <A1>과 마찬가지로 초간본을 복각한 판본이지만, <A1>보다는 후대

에 간행된 것으로 현재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이하 성암문고본) 1종이 전하고 있

다. 

￭ 성암문고본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표지는 새로 개장하였다.5) 표제는 ‘三綱行實圖(全)’으로 

墨書되어 있다. 반곽의 크기는 세로 27㎝, 가로 17.5㎝이고, 광곽은 사주쌍변이다. 

판심은 대흑구 상하내향흑어미이며 판심서명은 각각 ‘孝子圖’, ‘忠臣圖’, ‘烈女圖’ 순

으로 되어 있다. 

  이 책의 卷頭에는 ‘宣賜之記’의 內賜印이 날인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이 내사

본임을 알 수 있으나 내사 또는 간행 연대를 밝혀줄 수 있는 原裝의 표지가 없어져 

버린 까닭에 내사기를 볼 수가 없다. 

  다음은 성암문고본(<A2>)과 대영도서관본(<A1>)을 비교해 보겠다. 먼저 오각 

및 오자의 예를 살펴보겠다.

<표3> 성암문고본과 대영도서관본의 효자도 의 오각 및 오자 비교6)

5) 필자는 성암문고본을 직접 열람하지 못하였다. 이 책의 서지적 특징에 대한 기술은 志部昭

平(1990)과 송일기・이태호(2001: 88-89)에서 제시한 것을 인용하였다.      

6) <표3>은 志部昭平(1990: 390-391), 澁谷秋(2017: 15)에서 제시한 것을 일부 수정하고 보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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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10a:18 ․늜므를 ․므를

효10b:2 ․엳․라․ ․엳․․

효11a:5 외․아지․라 외․아지․라

효11a:11 ․(ㅁㅈ+ㆍ) ․

효24b:8 사․으 사․

효25a:09 ․:․와 ․과

효26a:11 고․디․며 고․티․며

효31a:15 녀흐어 너흐러 

<표3>을 보면 성암문고본(<A2>)에서 보이는 오류가 대영도서관본(<A1>)에서

는 보이지 않는다.7)

  다음은 <A2>에서 매목이 잘못된 부분을 살펴보겠다.

성암문고본 <효, 1a> (志部昭平 1990에서 발췌)

7) 한편 志部昭平(1990)에서는 김영중본(<A1>)과 성암문고본(<A2>)을 자세히 비교하였는데 

<표3>의 오류 외에도 성암문고본에는 김영중본에 비해 한자음과 성조 표기에 있어서 착오

가 더 많고, 성암문고본에서는 매목을 잘못하여 글자의 좌우가 뒤바뀐 오류 등이 있음을 근

거로 김영중본이 성암문고본보다 앞서 쇄출된 판본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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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도서관본 <효, 1a> 

<그림3> 성암문고본의 효자도 1a

<그림3>은 <A2>의 ｢효자도｣ 첫 장이다. 먼저 ‘아비 알오 다어미를 내토려커

늘’ <효1a:6>에서 각 행의 첫 글자가 뒤바뀌어 ‘아툐 알오 다어미를 내비려커늘’

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심지어 ‘툐’는 좌우가 뒤바뀌어 있는데, ‘툐’ 외에 ‘어미

도’ <효1a:12>의 ‘도’도 좌우가 바뀌어져 있다.8) 이는 후대에 매목을 잘못하여 생

긴 오류로 <A1>에는 이러한 오류가 보이지 않는다.

<그림4> 대영도서관본의 효자도 1a

<그림4>는 <A1>의 ｢효자도｣ 첫 장으로 <A2>와 달리 각 행의 첫 글자가 뒤바

뀌어 있거나 글자의 좌우가 뒤바뀐 것 없이 모두 바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볼 때 <A2>는 <A1>에 비해 후대본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志部昭平 1990, 석주연 2001, 강신아 2011, 澁谷秋 2017 등). 

다음은 <A1>과 �삼강행실도� 한문본의 그림을 비교해 보겠다. 이를 통해 언해

본은 한문본의 도판을 그대로 사용한 채 언해 부분을 따로 판각해서 붙인 것인지, 

아니면 후대에 한 판목에 동시에 한문 및 도판과 언해문을 판각하여 간행한 것인지 

8) 이는 석주연(2001:121)에서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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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문본은 원간본에 가까운 판본으로 알려져 있는 고려

대 도서관 소장본(貴296B1)을 대상으로 살펴보겠다. 

대영도서관본 <효, 1a> 고려대 도서관본(貴296B1) <효, 6a> 

<그림5> 대영도서관본과 고려대 도서관본(貴296B1)의 효자도 ‘민손단의’의 그림 비교

<그림5>는 대영도서관본과 고려대 도서관본(貴296B1)의 ｢효자도｣ ‘민손단의’의 

그림을 비교한 것이다. 두 그림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데 먼저 왼쪽 하단에 있

는 바위 위의 풀의 모양이 다르고, 오른쪽 언덕 옆에 있는 담장의 무늬가 다르다. 

그리고 고려대 도서관본(貴296B1)에서는 왼편 바위 위에 있는 그림의 획이 광곽에 

닿아 있는 반면에 대영도서관본에서는 획이 광곽에 닿아 있지 않다. 이러한 차이들

은 언해본이 한문본의 도판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후대에 언해본의 초간본을 제작할 때 한 판목에 동

시에 한문 및 도판과 언해문을 판각하여 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9)

9) 비교 대상인 두 판본 모두 초간본이 아니므로 생긴 문제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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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복각본 계통의 판본

  성종대 판본의 복각본 계통의 판본은 크게 네 종류로 분류된다. 먼저 경상도 지

역의 관용 고문서를 재사용(紙背文書)하여 간행한 흔적이 남아 있는 <A1a>와 

<A2>를 복각한 <A2a>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A1a>를 복각한 것으로 임진란 

직전인 1580년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A1b>와 현재 가장 많은 이본이 전

하고 있는 것으로 만력 36년(1608년)의 내사기가 있는 <A2b>로 나눌 수 있다.

⑴ <A1a>

  <A1a>는 현재 4종이 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貴296J)과 김걸 

씨 소장본(이하 김걸 소장본), 성암고서박물관 소장 영덕 향교 구장본(2-303), �

고친 한글갈�(개정정음학)의 書影本이다.10)

  이 책에는 간행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그러나 志部昭平(1990: 

395)에 의하면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貴296J)이 경상도 지역의 관용고문서를 

재사용(紙背文書)하여 간행한 판본으로 그 公文의 필사연대와 지명으로부터 이 책

이 정덕 13년(1518)을 지나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

였다. 이를 받아들여 <A1a>는 1518년 무렵에 간행된 판본으로 분류한다.

￭ 김걸 소장본

  이 책은 ｢충신도｣만 있는 零本으로 책 크기는 세로 38.5㎝, 가로 21.5㎝이고 반

곽의 크기는 세로 25.5㎝, 가로 16.4㎝이다. 광곽은 사주쌍변이고 판심은 대흑구 

상하내향흑어미이다. 

  다음은 이 책(<A1a>)을 앞에서 살펴본 <A1>, <A2>와 비교해 보겠다. 

10) <A1a>는 志部昭平(1990)에서 <T2>로 분류한 것으로 4종 모두 志部昭平(1990)에서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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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걸 소장본

(<A1a>)

대영도서관본

(<A1>)

성암문고본

(<A2>)

충2a:1 曲․콕沃․ 曲․콕沃․ 曲․콕淚․루

충2a:9 :알․에 :알․에 :알․애

충25a:8 驛역ㅅ 驛역ㅅ 驛․역

충28a:10 머․리 머․리 이․리

<표4> 김걸 소장본, 성암문고본, 대영도서관본의 충신도 의 오류 비교11)

  

<표4>는 <A1a>와 <A1>, <A2>를 비교한 것으로 김걸 소장본에는 성암문고본

에서 보이는 오류가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대영도서관본의 오류는 김걸 소장본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길걸 소장본 <충, 28a> 대영도서관본 <충, 28a> 

<그림6> 김걸 소장본과 대영도서관본의 충신도 28a 비교

11) <표4>는 志部昭平(1990: 421)의 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김걸 소장본은 ｢충신도｣만 있

는 零本이므로 ｢충신도｣만을 대상으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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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은 김걸 소장본과 대영도서관본의 ｢충신도｣ 28a를 비교한 것이다. 두 책

의 28a:10항~16항을 보면, 처음 두 열의 글자들이 유달리 字體가 크고 방점도 없

다. 이 부분은 후대에 보각한 것으로 김걸 소장본과 대영도서관본이 같은 계통의 

판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志部昭平 1990, 澁谷秋 2017).

  그렇다고 이 책의 언해문이 대영도서관본과 모든 면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 ㄱ. 아 이슬 니 <김걸, 충6b>

ㄴ. 어려븐 일 듣고 <김걸, 충20a>

ㄷ. 내 父母 <김걸, 충24a>

   (1′) ㄱ′. 아 이슬 니 <대영도서관본, 충6b>

ㄴ′. 어려 일 듣고 <대영도서관본, 충20a>

ㄷ′. 내 父母 <대영도서관본, 충24a>

(1)은 김걸 소장본, (1′)은 대영도서관본의 예이다. 김걸 소장본에서 속격조사 ‘-

ㅅ’이 탈락, ‘ㅸ’의 변화, 오각의 예 등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예들은 김걸 소장본

이 대영도서관본보다 후대에 간행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12)  

  <A1a>는 1518년 무렵에 <A1>을 복각한 판본으로 판단된다.

⑵ <A2a>

  <A2a>는 현재 4종이 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貴296, 貴296C, 

貴296F)과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본(192-29)이다.13)

  <A2a>에도 간행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다만 이 책의 언해문을 

볼 때 <A2>와 후술할 <A1b>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12) (1)의 예들을 포함하여 志部昭平(1990: 394-395)에서는 이 책(<A1a>)과 ‘제1종본’(<A1>, 

<A2>)의 차이를 한자음의 변화, ‘ㅆ’ 표기의 혼란, 어휘의 변화, 補刻의 예 등으로 나누어 

자세히 기술하였다. 한편 김걸 소장본에는 ‘제1종본’에서는 보이지 않는 새로 보각된 부분이 

있고 서체 및 그림의 판각이 ‘제1종본’에 비해 조잡하므로 후대본이라고 하였다.   

13) <A2a>는 志部昭平(1990)에서 <T3>로 분류한 것이다. 이 중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貴

296F)은 홍문각에서 영인본으로 간행되어 알려진 판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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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송문고본(貴296F) <충, 28a> 

￭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문고 소장본(貴296F)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40.3㎝, 가로 22.0㎝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5.6㎝, 가로 16.3㎝이다. 광곽은 사주쌍변이고 판심은 대흑구 상하내향흑어

미이며 판심제는 각각 ‘孝子圖’, ‘忠臣圖’, ‘烈女圖’의 순으로 되어 있다.

  이 책(<A2a>)에는 <표2>에서 살펴보았던 성암문고본의 오류가 똑같이 나타난

다. ‘’(<‘’) <효2b:1>, ‘늜므를’(<‘므를’) <효10a:18>, ‘외아지

라’(<‘외아지라’) <효11a:5> 등이 성암문고본과 같다.14) 반면에 <그림6>에서 

살펴보았던 대영도서관본, 김걸 소장본의 오류는 보이지 않는다. 

<그림7> 만송문고본(貴296F)의 충신도 28a

<그림7>은 만송문고본(貴296F)의 ｢충신도｣ 28a이다. 이를 <그림6>과 비교해 보

면, 만송문고본(貴296F)의 28a:10항~16항에는 방점이 찍혀 있고 字體가 조금 작

14) 그러나 이 책에는 <그림3>에서 살펴본 성암문고본의 ｢효자도｣ 1a:6-7의 첫 글자가 뒤바뀌

어 있는 것과 글자의 좌우가 뒤바뀌어 나타난 예는 보이지 않는다. 후대에 복각하면서 이 

부분은 수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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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이 책의 언해문을 살펴보겠다. 이 책의 언해문에는 후대의 언어 사실을 

반영하는 예들이 적지 않게 보인다. 

   (2) ㄱ. 누엇거늘 <만송(貴296F), 효32a>

ㄴ. 이윽고 <만송(貴296F), 효18a>, 손오 <효18a>

ㄷ. 重 <만송(貴296F), 열12b>

   (2′) ㄱ. 누거늘 <대영도서관본, 효32a>

ㄴ. 이고 <대영도서관본, 효18a>, 손 <효18a>

ㄷ. 重 <대영도서관본, 열12b> 

(2)는 만송문고본(貴296F), (2′)은 대영도서관의 예이다. (2ㄱ)은 ‘ㅸ’의 변화 

(‘ß>w’), (2ㄴ)은 ‘ㅿ’의 변화 (‘z>∅’), (2ㄷ)은 각자병서의 폐지 (‘ㅆ>ㅅ’)를 반

영한 것이다.15) 만송문고본(貴296F)은 대영도서관본에 비해 후대의 언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16)

  <A2a>는 <A1>이 아닌 <A2>를 복각한 것으로 간행 시기는 <A2>와 

<A1b> 사이인 16세기 중엽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⑶ <A1b>

  <A1b>는 현재 3종이 전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없고 모두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 

일본 고마자와대학 도서관 소장본(濯足632, 이하 고마자와대본), 일본 국립공문서

관 소장본(林 3-299-151),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법제사자료실 소장본(乙

7-763)이다.17)

15) 비교 대상인 대영도서관본에도 ‘ㅸ’의 변화, ‘ㅿ’의 변화, 각자병서의 폐지 등이 반영된 부

분이 있다. 그러나 (2)와 (2′)은 만송문고본(貴296F)에서는 ‘ㅸ’의 변화, ‘ㅿ’의 변화, 각자병

서의 폐지 등의 언어 변화가 반영되었으나 대영도서관본에서는 그러한 언어 변화가 반영되

지 않은 부분을 보인 것이다. 

16) 이러한 예만을 보더라도 영인본으로 간행되어 알려진 이 책을 무비판적으로 15세기의 국

어사 자료로 활용하는 일은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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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b>에 속하는 판본 중 고마자와대본에는 책의 간행 연대를 추정해 볼 수 있

는 기록이 있다. 고마자와대본의 표지 뒷장에는 ‘萬暦八’ ‘庚申七月二十五日縣内面

上’라는 묵서가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이 萬暦 8년(1580년)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고마자와대본(濯足 632-2)

  이 책은 목판본 3책으로 표지는 개장되었다. 책 크기는 세로 37.1㎝, 가로 20.9

㎝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5.3㎝, 가로 17.0㎝이다. 광곽은 사주단변이고 판심은 

대흑구 상하내향흑어미이다. 장차와 판심제가 어미 사이에 있다. 

  이 책은 초간본 계통의 판본에 비해 전체적으로 板面의 板高가 2~3㎝ 축소되어 

있어 판화의 특징이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인다. 또한 邊欄이 단순화되었으며 언해

문의 서체가 달라져서 다른 판본들과 쉽게 구별된다(송일기・이태호 2001: 89). 

그리고 ｢효자도｣ 5ab, 10a, 25a~28b, ｢충신도｣ 1a, 3ab, ｢열녀도｣ 4a~5b, 8ab, 

11a~12b, 14a~15b, 19a~20b 등에 방점이 없다. 또한 방점이 있는 장에도 규칙적

이지 못하고 혼란스럽다.18)

  이 책에는 �續三綱行實圖�에 있어야 할 신용개의 箋이 합본되어 있다. 그리고 ｢

열녀도｣ 32a의 그림에는 ‘谷城’이라는 음각이 있는데(<그림8> 참고), 이 음각을 

바탕으로 志部昭平(1990: 407)에서는 이 책이 전라남도 곡성현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19)

17) <A1b>는 志部昭平(1990)에 <T4>로 분류한 것으로 3종 모두 志部昭平(1990)에서 소개한 

것이다. 3종 모두 보존 상태가 매우 좋고 향교 등에서 사용된 흔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

선에서 傳世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傳世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18) 방점이 탈락되었고 혼란스러운 것은 이 책이 16세기 중엽 이후에 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 이 책에 신용개의 箋이 합본되어 있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속삼

강행실도�에 신용개의 箋이 빠져 있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속삼강행실

도�의 초간본 계통의 판본 중에 2종이 일본 와세다대학 도서관과 일본 동양문고에 전하고 

있다. 그 중에서 와세다대학 소장본에는 서문 오른쪽에 ‘萬曆八年七月日潭陽校上’이라는 墨

書가 있다. 이 묵서를 바탕으로 와세다대학 소장 �속삼강행실도�는 萬曆 八年(1580년) 무렵

에 간행된 책을 담양의 향교에서 소장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이상훈 2017). 그리고 志部

昭平(1990: 409)에서는 고마자와대본과 와세다대학 소장 �속삼강행실도�의 관계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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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자와대본 <충, 1a> 고마자와대본 <열, 32a>

  그리고 이 책의 언해문에는 15세기 문헌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언어 변화가 

반영된 예들이 보인다.  

   (3) ㄱ. 陛下ㅣ 죠 政事 샤 <고마자와대본, 충7a>

ㄱ′. 陛下ㅣ 됴 政事 샤 <대영도서관본, 충7a>

ㄴ. 風流다 듣고 <고마자와대본, 열15a>

ㄴ′. 風流다 듣고 <대영도서관본, 열15a> 

(3ㄱ)은 ㄷ구개음화, (3ㄴ)은 개음절 어간 뒤 ‘-다>-ㄴ다’의 변화가 반영된 예

이다.20) 이러한 변화는 15세기 문헌에서는 찾기 힘든 것으로 이 책이 16세기 또는 

그 이후에 간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A1b>에는 <A1a>에서 보이는 오류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반면에 

<A2a>의 오류는 보이지 않는다(志部昭平 1990: 403). 추정컨대 <A1b>는 임진

란 직전인 1580년 무렵에 <A1a>를 복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급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임진란 이전인 1580년경에 전남에서 간행된 것으로 임진란 이

후에 일본에 전해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즉 고마자와대본에 신용개의 箋의 합본되어 있고 

와세다대학 소장 �속삼강행실도�에 신용개의 箋이 빠져 있는 것은 전남 지역에서 두 책을 

함께 간행하면서 �속삼강행실도�에 들어가야 할 신용개의 箋을 �삼강행실도�에 잘못 합본한 

것으로 생각된다.

20) 개음절 어간 뒤 ‘-다>-ㄴ다’의 변화는 15세기 문헌인 �두시언해�에서도 한 예가 보인다. 

‘뉘 닐오 아미 오매 들 니르왇디 아니다 니오 (誰謂朝來不作意)’ <杜詩初

10:9a> 이 예는 박진호 선생님의 교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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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고마자와대본의 충신도 1a와 열녀도 32a

⑷ <A2b>

  <A2b>는 성종대 판본 중에 현재 가장 많은 이본이 전하고 있는 것으로 고려대

학교 도서관 소장본(貴296H),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일사貴170.951-Se63s),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한구928) 외 5종이 전하고 있다.21) <A2b>는 <A1b>가 

모두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것과 달리 모두 국내에만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

은 <A2b>가 임진란 직전에 간행된 <A1b>와 달리 임진란 이후에 간행되었을 가

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22)    

  <A2b> 중에는 내사기가 있는 판본이 있다. 송일기・이태호 (2001: 90)에 의하

면 居昌 某氏本에 ‘萬曆三十六年十月日’의 내사기가 墨書되어 있다고 한다. 이를 바

탕으로 이 책은 늦어도 萬曆 36년(1608년) 이전에 쇄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①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문고 소장본(貴296H)

21) <A2b>는 志部昭平(1990)에서 <T5>로 분류한 것이다.

22) 志部昭平(1990: 415)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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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송문고본(貴296H) <효, 1a> 만송문고본(貴296H) <충, 1a>

  이 책은 목판본 3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38.0㎝, 가로 21.6㎝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6.1㎝, 가로 16.0㎝이다. 광곽은 사주단변이고 판심은 대흑구 상하내향흑어

미이다. 

  이 책(<A2b>)의 언해문에는 <A1b>와 같이 방점이 없는 곳이 많고 16세기 중

엽 이전의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 언어 사실을 반영하는 예가 보인다. 

   (4) ㄱ. 宣현城 <만송(貴296H), 열33a>

ㄱ′. 宣城 <대영도서관본, 열33a> 

(4ㄱ)은 ㅎ-구개음화의 과도교정의 예이다. 이러한 음운 변화는 15세기부터 16세

기 중엽의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이 책(貴296H)이 16세기 중엽 이후에 

간행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23)

  그리고 이 책의 ｢충신도｣ 1a에는 언해 부분이 탈락되어 있다.

<그림9> 만송문고본(貴296H)의 효자도 1a와 충신도 1a

23) 안병희(1972: 99)에 따르면 송광사판 �사법어�(1577)에서 ‘兄’의 한자음의 ‘셩’으로 나온다

고 하였다. 그 외에도 ‘下’가 ‘샤’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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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박물관본 <충, 16a> 만송문고본(貴296H) <충, 16a>

② 국립한글박물관 소장본(한구928)

  이 책은 ｢충신도｣만 있는 零本으로 책 크기는 세로 34.3㎝, 가로 21.0㎝이다.24)

광곽은 사주단변이고 판심은 대흑구 상하내향흑어미이며 판심제는 ‘忠臣圖’이다. 

  이 책의 언해문에는 방점이 없는 곳이 많고 ｢충신도｣ 1a의 난상에 언해문이 없

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만송문고 소장본(貴296H)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는 것이

다. 이 책을 만송문고 소장본(貴296H)과 비교해 보겠다. 

<그림10> 한글박물관본과 만송문고본(貴296H)의 충신도 16a

<그림10>은 한글박물관본과 만송문고본(貴296H)의 ｢충신도｣ 16a면을 비교한 것

이다. 두 책 모두 언해문에 방점이 거의 없고 그림의 미세한 부분도 모두 일치한

다. 그리고 16a:9의 마지막 글자인 ‘吏’가 광곽에 닿은 것도 일치한다. 따라서 두 

책은 동일한 판에서 쇄출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A2b>에는 <A2a>의 오류가 그대로 보이는 반면에 <A1a>와 <A1b>의 

24)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은 필자의 조사에 의해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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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는 보이지 않는다(志部昭平 1990: 421).25) <A2b>는 임진란 직후인 17세기 

초에 <A2a>를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성종대 판본의 계통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5> 성종대 �삼강행실도�의 계통도

<표5>는 성종대 판본의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성종대 판본은 먼저 초간본에 

가장 근접한 판본인 <A1>과 <A1>보다는 후대에 간행되었지만 또한 초간본을 복

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A2>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A1> 계통(<A1>→

<A1a>→<A1b>)과 <A2> 계통(<A2>→<A2a>→<A2b>)로 다시 나눌 수 있

다.26)

25) 예를 들어 <A2a>의 오류인 ‘와’ <효, 25a>가 이 책(<A2b>)에는 그대로 보이는 반면

에 고마자와대본(<A1b>)에는 보이지 않는다.

26) <표5>의 계통도는 澁谷秋(2017: 22)에서 제시한 계통도와 동일한 것으로 志部昭平(1990: 

423)의 계통도와는 조금 다르다. 志部昭平(1990: 423)의 계통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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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조대 판본

  선조대 판본은 선조 12년(1579)에 간행된 판본과 그 板本의 후쇄본 및 복각본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선조대 판본의 간행과 관련하여 �조선왕조실록�에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頒賜된 기록이 있는 판본(일본 와세다대학 소장본)을 바탕으

로 이 책이 선조 12년(1579) 또는 그 이전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선조대 판본의 언해문은 성종판과 달리 순한글로 표기되었고 傍點과 ‘ㅸ’이 사라

졌다. ‘ㅿ’과 ‘ㆁ’은 초간본 계통의 판본(임진란 이전 간행)에서는 쓰이고 있으나 복

각본 계통의 판본(임진란 이후 간행)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선조대 판본을 초간본 계통의 판본과 이 책을 복각한 복각본 계통의 

판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3.2.1. 초간본 계통의 판본

  선조대 판본의 초간본 계통의 판본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된다. 선조 12년

(1579)에 간행된 초간본(<B1>)과, 1581년의 내사기가 있는 판본(<B1a>), 그리

고 <B1a> 보다는 조금 더 후대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B1b>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임진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언해문에는 ‘ㅿ’과 ‘ㆁ’이 쓰이고 있으며 版口

는 대흑구이다.

   <표5>와 志部昭平(1990: 423)의 계통도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표5>에서는 

김영중본(<A1>)과 성암문고본(<A2>)을 다른 계통의 판본으로 판단하면서 모두 초간

본을 복각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에 志部昭平(1990: 423)에서는 김영중본(<T1a>)과 성

암문고본(<T1>)은 같은 계통의 판본이지만 선대본인 김영중본(<T1a>)만이 초간본을 

복각한 것으로 판단한 점이다. 이 글에서 <A1>과 <A2>를 다른 계통의 판본으로 분류

한 가장 큰 이유는 두 책에서 보각한 부분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澁谷秋

(2017)에서는 김영중본(<T1a>), 대영도서관본(<T1a>)과 성암문고본(<T1>)의 서지 

정보(內題, 版式, 排列, 補板 등)와 텍스트의 비교(脫字, 衍文, 錯誤)를 통해 김영중본과 

대영도서관본은 동일본이고, 성암문고본은 다른 계통의 책이라고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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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세다대본 序文 와세다대본 <효,1a>

⑴ <B1>

  선조 12년(1579)에 간행된 초간본(<B1>)은 현재 6종이 전하고 있다. 일본 와

세다대학 중앙도서관 소장본(이하 와세다대본), 일본 동경대학 종합도서관 소장본

(이하 동경대본), 러시아 국립도서관 소장본(이하 러시아 도서관본), 일본 동경대

학 법학부 법제사자료실 소장본(乙7-764),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貴296d), 

중국 북경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등이다.1)

① 일본 와세다대학 중앙도서관 소장본

  현재 일본 와세다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의 표지 다음 장의 서문 옆에는 ‘己

卯七月日鄕校上’라는 墨書가 있다(<그림11> 참고). 이를 통해 이 책이 ‘己卯(1579

년)’ 또는 그 이전에 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목판본 3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30.4㎝, 가로 20.8㎝이고, 광곽은 사주

쌍변이다. 판심은 대흑구 상하내향화문어미이며 판심서명은 각각 ‘孝子圖’, ‘忠臣圖’, 

‘烈女圖’으로 되어 있다. 

  현재 이 책은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되어 있지 못하다. 책의 상단이 절단되어서 

欄上에 있는 언해문이 거의 보이지 않고 일부만 보인다. 

1) 志部昭平(1992)에서는 일본 와세다대학 중앙도서관 소장본, 일본 동경대학 도서관 소장본

(A00-5994),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법제사자료실 소장본(乙7-764),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본(貴296d)의 4종을 ‘第一種本 <T1>’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은 1579년경에 간행된 초간본이

며 동일판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장향실(2004)에서는 중국 북경대학교 소장본을 일본 동

경대학 도서관 소장본(A00-5994)과 자세히 비교한 후에 동일판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필

자에 의해 비록 不完本이지만 러시아 국립도서관에도 1종이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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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와세다대본 序文, 효자도 1a

② 일본 동경대학 도서관 소장본

  이 책은 목판본 3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38.1㎝, 가로 20.8㎝이고 광곽은 사주쌍

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6.7㎝, 가로 17.5㎝이다. 판심은 대흑구 상하내향(화

문)흑어미이다.  

  이 책의 권두 서문에는 ‘宣賜之記’의 內賜印이 찍혀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이 내

사본임을 알 수 있는데 현재는 표지가 개장되어 내사기를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책과 함께 전래된 �이륜행실도�에는 ‘萬曆七年十一月日內賜南原判官丁龜壽’라는 내

사기가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志部昭平(1992: 99)에서는 이 책 또한 ‘萬曆 七年

(1579)’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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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본 序文   동경대본 <효,1a>

<그림12> 동경대본의 序文, 효자도 1a

<그림12>의 동경대본의 ｢효자도｣ 1a와 <그림11>의 와세다대본의 ｢효자도｣ 1a를 

비교해 보면, 字體가 같고 그림에 있는 구름의 모양, 지붕 및 언덕의 빗금 등이 모

두 일치한다. 또한 구름 및 언덕의 끝 부분이 광곽에 닿지 않은 부분 등도 모두 동

일하다. 동경대본과 와세다대본은 동일한 판에서 쇄출된 판본이다.   

③ 러시아 국립도서관 소장본

  현재 러시아 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은 ｢충신도｣ 1책으로 1장~8장, 

10장~12장, 14장~17장, 19장, 21장, 23장~25장, 26장~27장, 30장~34장만 있는 

零本이다.2) 표지와 목록 부분도 모두 떨어졌다. 

  책 크기는 세로 38.1㎝, 가로 20.8㎝이고 광곽은 사주쌍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가

로 26.7㎝, 세로 17.5㎝이다. 판심은 대흑구 상하내향화문어미이다. 

2) 이 책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진 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 파일의 순

서가 잘못되어 제25장인 ‘枋得茹蔬’가 맨 뒤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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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도서관본 <충, 6a> 러시아 도서관본 <충, 6b>

동경대본 <충, 6a> 동경대본 <충, 6b>

  이 책을 동경대본과 비교해 보겠다.

<그림13> 러시아 도서관본과 동경대본의 충신도 6ab 비교

<그림13>은 러시아 도서관본과 동경대본의 ｢충신도｣ 6ab를 비교한 것이다. 러시

아도서관본과 동경대본은 계선 및 광곽이 파손된 부분, 계선이 광곽에 닿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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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부분, 음각한 곳의 모양 등이 모두 동일하다. 러시아 도서관본은 비록 ｢충신

도｣의 일부만 남아 있는 不完本이지만 선조대 초간본의 또 다른 판본이 발견되었다

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⑵ <B1a> 

  ‘萬曆 九年(1581)’의 내사기가 있는 <B1a>는 현재 1종이 전하고 있다. 서울대

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일석 귀 170.951Sa44g, 이하 일석문고본)

은 목판본 1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38.2㎝, 가로 22.2㎝이고 광곽은 사주쌍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4.8㎝, 가로 16.6㎝이다. 판심은 대흑구 상하내향화문어미이

다. 

  이 책의 표지 안쪽에는 ‘萬曆九年八月日內賜司瞻寺奉事林禮傑舊續三綱行實一件 

左副承旨臣李’라는 내사기가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이 ‘萬曆 九年(1581년)’에 사섬

시 봉사 임예걸에게 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내사기의 萬曆 九年(1581년)이 이 

책이 쇄출된 때를 의미하는 것인지 단순히 內賜된 때를 말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다만 이 책의 언해문을 동경대본(<B1>)과 비교했을 때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B1>과는 다른 판본으로 분류하였다.

   (1) 디웨 쓰며 <일석문고본, 충24a>, 손소 <열23a>, 쉰사채야 <열35a>

   (1′) 디위 쓰며 <동경대본, 충24a>, 손조 <열23a>, 쉰사재야 <열35a>  

(1)은 일석문고본(<B1a>), (1′)은 동경대본(<B1>)의 예이다. 이러한 차이를 통시

적인 변화로 이해하기는 어렵고 방언의 차이로 판단된다.3)  

3) 15세기의 ‘손’가 일석문고본에는 (1)과 같이 ‘손소’가 쓰이지만 ‘손조’도 쓰인다. 그러나 

동경대본에는 ‘손조’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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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석문고본 내사기 일석문고본 <효,1a>

<그림14> 일석문고본의 내사기와 효자도 1a

⑶ <B1b>

  <B1b>는 현재 4종이 전하고 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소장본(주

248-5), 일본 前田家 존경각 소장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古1149-12), 미

국 의회 도서관 소장본이다.4)

① 일본 국립공문서관 내각문고 소장본

  현재 일본의 국립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이하 내각문고본)은 목판본 1

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28.1㎝, 가로 20.3㎝이고, 광곽은 사주쌍변이다. 판심은 대

흑구 상하내향화문어미이다. 

4) 미국 의회 도서관 소장본을 제외한 3종은 志部昭平(1992)에서 소개한 것이다. 志部昭平

(1992: 101)에서는 이들을 ‘第一種本 <T3>’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임진란 이전에 간행된 판

본으로 <T2>(일석문고본)와 매우 가깝지만 언해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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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문고본 <효, 1a> 

  이 책 또한 앞에서 살펴본 와세다대본과 같이 책의 상단이 절단되어서 온전한 모

습으로 보존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欄上에 있는 언해문은 거의 보이지 않고 밑

에 부분만 일부 보인다.5)

<그림15> 내각문고본의 목록과 효자도 1a

② 미국 의회 도서관 소장본

  현재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이하 미의회본)은 목판본 1책으로 

표제는 ‘三綱行實’이다. 표제 아래에는 ‘圖像傳賛朝鮮刻本’이라고 적혀 있고 표지 뒷

장에는 ‘2 NOV 1950’이라는 도장이 찍혀 있다.6) 그리고 이 책은 �續三綱行實圖�

5) 내각문고본은 일본 국립공문서관 홈페이지에서 전체를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두 책(와세다대본, 내각문고본)에서만 책의 상단이 절단된 것을 볼 수 있다. 본문인 한

문 부분은 남겨두고 난상에 있는 언해 부분이 절단되어 있다. 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

는 언해 부분을 절단하여 가로에 비해 세로가 긴 이 책을 일반적인 다른 책들과 비슷한 크

기로 만들어 보관한 것으로 생각된다.

6) 이는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이 책을 1950년 무렵에 수집을 했거나 또는 그 이전에 수집되

었던 책을 그 무렵에 정리한 때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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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의회본 <효, 1a> 동경대본 <효, 1a>

와 합본되어 있는데 합본되어 있다. 합본된 �속삼강행실도� 또한 선조대에 重刊한 

것으로 1581년 무렵(1581년~임진란 이전)에 간행된 책이다.7)

  책 크기는 세로 35.8㎝, 가로 20.5㎝이다. 광곽은 사주쌍변이고 반곽은 세로 

25.0㎝, 가로 16.5㎝이다. 판심부에는 상하로 대흑구가 있으며 그 사이로 내향화문

어미가 있다. 

  다음은 이 책(<B1b>)을 동경대본(<B1>)과 비교해 보겠다.

<그림16> 미의회본과 동경대본의 효자도 1a 비교

<그림16>은 미의회본과 동경대본의 ｢효자도｣ 1a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그림을 

보면 구름과 언덕 위의 나무가 미세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언해문을 

보면 미의회본에는 후대에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셕’ <효1a:4>의 ‘’과 ‘올히’ 

<효1a:10>의 ‘올’을 제외하더라고 ‘민손이’ <효1a:3>의 ‘이’와 ‘노하’ <효1a:4>의 

‘노’의 일부가 거의 보이지 않고 ‘아리’ <효1a:8>의 ‘아’와 ‘’가 맞닿아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8) 미의회본의 이러한 특징은 <그림14>의 일석문고본(<B1a>)과도 

7) 미국 의회 도서관에 소장된 �속삼강행실도�에 대한 서지 사항은 이상훈(2017)에 자세히 기

술되어 있다. 미의회 도서관에 소장된 �삼강행실도�와 �속삼강행실도�는 현재 국립중앙도서

관 홈페이지에서 사진 파일을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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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것이다. 

  <B1b>는 <B1>과 <B1a> 이후, 임진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9)

3.2.2. 복각본 계통의 판본

  선조대 판본의 복각본 계통의 판본은 크게 다섯 종류로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임진란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먼저 임진란 이후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B2>와 이를 복각한 <B2a>, 그리고 고종 19년(1882)에 반사된 

기록이 있는 <B2b>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順治 十年(1653)’의 내사기가 있

는 <B3>과 현재 가장 많은 이본이 전하고 있는 판본으로 18세기~19세기에 간행

된 것으로 추정되는 <B3a>가 있다. 

⑴ <B2>

  <B2>는 현재 3종이 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B12A231H), 계명

대학교 도서관((귀)178.1권채ㅅ),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고서(I) 923.651 삼

강행 판-나)이다.10) <B2>와 후술할 <B2a>에는 책의 간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이 책에 쓰인 언해문과 그림 등을 볼 때 임진란 이후

8) 미의본의 다른 부분에서도 탈획된 예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ㄱ. 효 주규디 몯리라 대 <미의회본, 효20b>

ㄱ′. 효 주규미 몯리라 대 <동경대본, 효20b>

   (ㄱ)에는 ‘주규디’로 되어 있는데 이는 ‘주규미’[(1ㄱ′)]에서 탈획된 것이다. 

9) 이 책(<B1b>)에는 책의 간행 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B1b>를 임진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미 앞에

서 언급한 것처럼 <B1b>의 언해문에는 ‘ㅿ’과 ‘ㆁ’이 쓰이고 있고 版口가 대흑구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각 및 오자, 탈획된 예들이 있지만 후대의 언어 사실이 반영된 

예들이 보이지 않고 현전하는 4종의 판본 중에 2종이 일본에 소장되어 있는 점도 <B1b>가 

임진란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는 근거이다.

10) <B2>에 속하는 3종 모두 志部昭平(1992)에서 소개한 것으로 志部昭平(1992: 102)에서는 

이들을 ‘第一種本 <T4>’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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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송문고본(B12A231H) <효, 2a> 미의회본 <효, 2a>

로부터 멀지 않은 시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문고 소장본(B12A231H)

  현재 고려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은 목판본 3책으로 책 크기는 세

로 37.3㎝, 가로 20.8㎝이다. 광곽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은 세로 24.9㎝, 가로 18.1

㎝이다. 판심은 백구 상하내향화문어미이다. 

  이 책(<B2>)에는 부분적으로 ‘ㅿ’과 ‘ㆁ’이 쓰이고 있다.11)

   (2) ㄱ. 술위 그더니 셔 일로 <만송(B12A231H), 효6a> 내 이긔셔 

하딕노다 <효4a>

ㄴ. 도로 지어 주어늘 <만송(B12A231H), 효33a>, 도라와 완노이다 <효27b>

ㄴ′. 도로 지 주어늘 <미의회본, 효33a>, 도라와 완노다 <효27b> 

(2ㄱ)은 이 책에서 ‘ㅿ’과 ‘ㆁ’이 쓰인 예이고, (2ㄴ)은 ‘ㅿ’과 ‘ㆁ’이 쓰일 환경에 

쓰이지 않은 예이다. 이는 이 책이 임진란 이전에 간행된 책을 복각하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은 이 책(<B2>)을 앞서 살펴본 미의회본(<B1b>)과 비교해 보겠다.

11) 후술할 <B2a>와 <B2b>에도 부분적으로 ‘ㅿ’과 ‘ㆁ’이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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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7> 만송문고본(B12A231H)과 미의회본의 효자도 2a 비교

<그림17>은 만송문고본(B12A231H)과 미의회본(<B1b>)의 ｢효자도｣ 2a를 비교

한 것이다. 미의회본과 비교했을 때 만송문고본(B12A231H)에서는 그림의 지붕 및 

계단, 울타리 등이 비교적 단순하게 표현되었고 언해문의 서체가 달라졌으며 앞의 

판본들에서는 바르게 되었던 부분에서 오자도 보인다.12)

  <B2>는 <B1b> 이후 즉 임진란 이후로부터 크게 멀지 않은 17세기 초 무렵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13)

⑵ <B2a>

  <B2a>는 현재 4종이 전하고 있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想白古貴 173- 

Se63s, 이하 상백문고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奎138, 139), 계명대학교 도

12) ‘ 지여 오더니’ <미의회본, 효1a:4>의 ‘지여’가 만송문고본(B12A231H)에서는 ‘져이’로 되

어 있다. 그러나 <B2>는 후술할 다른 복각본 계통의 판본들에 비해 비교적 정교하게 판각

되었다. 

13) <B2>는 부분적으로 ‘ㅿ’과 ‘ㆁ’이 쓰이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미의회본(<B1b>)과 달리 版

口가 백구이다. 그리고 그림이 약간 단순해졌으며 현전하는 판본들이 모두 국내에만 소장되

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글에서는 <B2>를 임진란 이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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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 소장본((이) 178.1 설순사) 등이다.14) 이 책에도 책의 간행과 관련하여 어떠

한 기록도 남아 있지 않다.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想白古貴 173- Se63s)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37.4㎝, 가로 22.0㎝이고 광곽은 사주단

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4.6㎝, 가로 16.9㎝이다. 판심은 白口 상하내향화문어

미이다. 

  이 책의 언해문에는 후대의 언어 사실이 반영된 예들이 보인다. 이를 <B2>의 

언해문과 비교해 보겠다.

   (3) ㄱ. 칼로 <상백, 충6a>, 칼 들고 <열8b>

ㄴ. 아니 내친대 <상백, 효1a>

   (3′) ㄱ. 갈로 <만송(B12A231H), 충6a>, 갈 들고 <열8b>

ㄴ. 아니 내틴대 <만송(B12A231H), 효1a> 

(3ㄱ)은 상백문고본에 ‘갈ㅎ>칼ㅎ’의 변화가 반영된 예이고 (3ㄴ)은 ㄷ구개음화가 

반영된 예이다. 이 책(<B2a>)은 <B2>에 비해 후대의 언어 모습을 보이고 있

다.15)

  한편 이 책에는 <B2>에서만 보이는 오류가 대부분 그대로 나타난다.16)  

   (4) 이옥고 <상백, 효29b>, 죽거놀 <효31a>, 샤호애 <충26a>, 블 디로고 <충

28a>, 먄나면 <열22a>, 남잔과 <열22a>

14) 志部昭平(1992: 103-105)에서는 이들을 ‘第一種本 <T5>’로 분류하면서 상백문고본을 제외

한 다른 책들은 조금 더 후대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1882년의 간행 기록이 

있는 판본들도 모두 ‘第一種本 <T5>’를 복각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글에서는 1882년의 간

행 기록이 있는 판본을 <B2b>로 분류하였다. 

15) (3)과 후술할 (4)의 예들을 보아도 영인본으로 간행된 상백문고본을 무비판적으로 16세기 

말의 국어사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16) 志部昭平(1992: 107-117)의 표를 참고로 작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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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백문고본 <효, 1a> 만송문고본 <효, 1a>

(4)는 이 책에 보이는 오각 및 오자의 예이다. 그런데 위의 예들은 <B1>, 

<B1a>, <B1b>에는 보이지 않고 <B2>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이러한 오류가 이 

책(<B2a>)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17) 이러한 사실 통해 이 책(<B2a>)

이 <B2>를 복각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이 책(<B2a>)을 앞서 살펴본 만송문고본(B12A231H, <B2>)과 비교해 

보겠다.

<그림18> 상백문고본과 만송문고본(B12A231H)의 효자도 1a 비교

<그림18>은 상백문고본과 만송문고본(B12A231H)의 �효자도� 1a를 비교한 것이

다. 언해문의 조금 서체가 달라졌고, 전체적으로 판화의 획이 굵어진 것을 볼 수 

17) 상백문고본에서만 보이는 오류도 있다.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ㄱ. 느뤼와 <상백, 효25a>, 니더라 <효27a>, 남잔 <열4a>

     ㄱ′. 무뤼와 <동경, 효25a>, 니더라 <효27a>, 님진 <열4a>

(ㄱ)은 다른 판본에서는 보이지 않고 상백문고본에서만 보이는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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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B2a>는 <B2>를 복각한 것으로 <B2>가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17세기 초부

터 <B3>이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17세기 중엽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⑶ <B2b>

  <B2b>는 현재 5종이 전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 소장본(923.651 삼강행 

판, 이하 연세대본),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경화당 B12-A231A) 외 3종이 있

다. 

  <B2b>에는 내사기 및 간기, 跋文 등이 있어 이 책이 간행된 시기(1882년)를 

알 수 있다. 그리고 <B2b>에는 105인의 기사가 전부 실려 있지 않고 ｢효자도｣ 

31인, ｢충신도｣ 31인, ｢열녀도｣ 28인 총 90인의 기사만 실려 있다. 각각의 목록에

는 35인의 기사 제목이 그대로 있으나 본문에 없는 15인의 기사 제목 밑에는 ‘今

文無’라고 적혀 있다(<그림21>).18) 또한 <B2b>에는 ‘ㅿ’과 ‘ㆁ’이 부분적으로 쓰

이고 있는데 이는 <B2b>가 앞서 간행된 <B2a>를 복각하였기 때문이다(志部昭平 

1992: 106). 

  

① 연세대본(923.651 삼강행 판)

  현재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책 크기는 세

로 35.2㎝, 가로 21.8㎝이다. 광곽은 사주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3.7㎝, 가

로 16.5㎝이다. 판심은 백구 상하내향이엽화문흑어미이다. 

  이 책의 표지 안쪽에는 다음과 같은 내사기가 있다. ‘光緖八年五月 日 面講面試

18) 본문에서 빠진 기사는 ｢효자도｣에서는 ‘진씨양고’(5), ‘반종구부’(20), ‘효숙도상’(26), ‘석진

단지’(34)이고, ｢충신도｣에서는 ‘주운절함’(7), ‘환이치사’(12), ‘수실탈홀’(16), ‘윤곡부지’(23)

이다. ｢열녀도｣에서는 ‘여종지례’(2), ‘위씨참지’(15), ‘이씨부해’(16), ‘조씨액여’(17), ‘서씨매

사’(18), ‘이씨액옥’(19), ‘의부와빙’(24), ‘왕씨경사’(26)이다. 후술할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

본(경화당 B12-A231A)에는 박헌양의 跋文이 있는데, 跋文을 보면 없어진 판목을 보판하여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추정해 보면 목록에 제목만 있고 본문이 없는 것은 

간행 당시에 저본으로 삼았던 책에서 이 부분들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빼고 간행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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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본 내사기 연세대본 ｢효자도｣ 목록

合格幼學 三綱行實 一件’ 이를 통해 이 책이 ‘光緖 八年(1882)’에 과거에 합격한 

유생에게 반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19> 연세대본의 내사기와 효자도 목록

②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문고 소장본(경화당 B12-A231A)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37.7㎝, 가로 21.5㎝이다. 광곽은 사주

단변이고 반곽의 크기는 세로 22.2㎝, 가로 16.5㎝이다. 판심은 백구 상하내향이엽

화문흑어미이다. 

  이 책의 권말에는 ‘壬午孟夏竹樹校刊’의 刊記가 있고 박헌양이 쓴 跋文이 있

다.19) 이를 통해 이 책이 壬午年(1882)에 竹樹 향교(전라도 화순군 능주면)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알려진 판본 중에서 가장 늦은 시기

19) 박헌양의 跋文에는 그가 능성현의 수령으로 왔다가 무너진 누각의 먼지 더미에서 결락된 

책을 발견하고 감화를 새로이 느껴 훼손되고 없어진 판목을 보판하여 간행하였다고 기록되

어 있다(백두현 2008: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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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간행된 책일 뿐만 아니라 향교에서 간행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옥영

정 2008: 53).

<그림20> 박헌양의 跋文과 간기(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경화당 B12-A231A])

  다음은 이 책(<B2b>)의 언해문을 살펴보겠다.

    (5) ㄱ. 세 고대 사니 가지로 셤기올디니 아비 나시고 스승 치시고 님

금이 머기시니 <연세대본, 충2a>

ㄴ.   죵이 도외려 니 엇디 구여 부인 겨집 사료 대 부인이 니오

 원건대 그 겨집 도야 가난코 쳔호믈 브그리디 아니호리라 야  <연세

대본, 효11a>

    (5′) ㄱ. 세 고대 사니 가지로 셤기올디니 아비 나시고 스승 치시고 님

금이 머기시니 <상백문고본, 충2a>

   ㄴ.   죵이 도외려 니 엇디 구여 부인 겨집 사료 대 부인이 닐오

 원컨대 그 겨집 도야 가난코 쳔호믈 붓그리디 아니호리라 야 <상백

문고본, 효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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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는 연세대본의 예이고 (5′)은 상백문고본(<B2a>)의 예이다. 이 책(<B2b>)의 

언해문은 일부 오류(오각 및 탈획 등)를 제외하고는 <B2a>와 동일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책(<B2b>)은 1882년에 <B2a>를 복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⑷ <B3>

  <B3>은 현재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본(B09C-0046, 이하 존경각본), 영남

대학교 도서관 소장본(192 삼강행) 외 6종이 전하고 있다.20)

  志部昭平(1992: 96)에 따르면 <B3> 계통의 판본 중에 田中梅吉씨 소장본에 ‘順

治十年(1653) 四月十六日 …’이라는 내사기가 있다고 한다(�書物同好會書影� 제1

집, 1942, 202.). 이를 바탕으로 <B3>은 1653년 또는 그 이전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존경각본(B09C-0046)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37.7㎝, 가로 21.5㎝이고 광곽은 사주쌍

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2.2㎝, 가로 16.5㎝이다. 판심은 백구, 상하내향화문어

미이다. 

  이 책의 언해문을 보면 ‘ㅿ’과 ‘ㆁ’은 보이지 않고, 종성의 ‘ㄷ>ㅅ’ 교체를 쉽게 

볼 수 있다. 

   (6) 내 그듸 놉 벼슬 여 진국 졍 알에 호리라 대 란 공 닐오 사

미 세 고대 사니 가지로 셤기올디니 아비 나시고 스승이 치시고 

님굼이 머기시니 아비옷 아니면 나디 몯리며 음식곳 아니면 라디 못리며

침고 업스면 아디 못리니 그릴 가지로 셤기와 주그로 은혜 갑

니라 <존경각본, 충2a>

20) 志部昭平(1992: 95-96)에서는 이들을 ‘第二種本’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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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각본 <효, 2a> 상백문고본 <효, 2a>

   (6′) 내 그 놉 벼슬 여 진국  알에 호리라 대 란  닐오 사

미 세 고대 사니 가지로 셤기올디니 아비 나시고 스승 치시고 

님금이 머기시니 아비옷 아니면 나디 몯리며 음식곳 아니면 라디 몯리며

춈곳 업스면 아디 몯리니 그릴 가지로 셤기와 주구로 은혜 갑

니라 <상백문고본, 충2a>

(6)은 존경각본(<B3>), (6′)은 상백문고본(<B2a>)의 예이다. 밑줄 친 부분을 보

면 존경각본은 상백문고본에 비해 후대의 언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근대어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이 책(<B3>)과 상백문고본(<B2a>)의 ｢효자도｣ 2a를 비교해 보겠다. 

<그림21> 존경각본과 상백문고본의 효자도 2a 비교

<그림21>은 존경각본과 상백문고본의 ｢효자도｣ 2a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언해문

의 서체가 다르고 행・자수가 다르다. 다음으로 판화를 보면 지붕 및 계단, 울타리 

등이 미세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B3>은 17세기 중엽에 <B2> 계통의 판본(<B2>, <B2a>)이 아닌 다른 판본

(<B1b>)을 복각한 것으로 보인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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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B3a>

  <B3a>는 현재 가장 많이 유포되어 있는 판본으로 12종이 전하고 있다. 부산대

학교 도서관 소장본(2-7 58),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본(고서史.傳記類-韓國人 

393),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가36), 일본 고마자와대 도서관(濯足 636-1) 등 

여러 곳에서 소장하고 있다.22)

  <B3a> 중에는 간기가 있거나 내사본의 존재를 확인할 수가 없어 이들이 언제 

처음 간행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면 구개음화 현상이 두드러

지는 등 18세기 이후의 언어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志部昭平 1992: 97). 그리고 

<B3a>는 ｢충신도｣-｢효자도｣-｢열녀도｣의 순서로 배열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 부산대학교 도서관 소장본(2-7 58)

  이 책(이하 부산대본)은 목판본 3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37.0㎝, 가로 21.9㎝이

고 광곽은 사주쌍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4.1㎝, 가로 16.5㎝이다. 판심은 백

구 상하내향이엽화문어미이다.  

  이 책(<B3a>)의 언해문을 앞에서 살펴본 상백문고본(<B2a>), 존경각본

(<B3>) 등과 비교해 보겠다.

   (7) ㄱ.   죵이 도오려 니 엇지 구여 부인 겨집 사료 대 부인이 닐오

 원컨대 그 겨집 도야 가난코 쳔을 붇그리디 아니호리라 야 … 그 

겨집이 일오 뵈기 잘 노라 아 <부산대본, 효11a>

ㄱ′.   죵이 도외려 니 엇디 구여 부인 겨집 사료 대 부인이 닐

오 원컨대 그 겨집 도야 가난코 쳔호믈 붓그리디 아니호리라 야 … 

21) 志部昭平(1992)에서는 이 책(<B3>)이 좋은 원본의 특징을 보존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그림과 본문인 한문은 성종판계의 異本을 이용하여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22) 필자는 현재까지 <B3a>를 총 12종 확인하였으나 더 많은 판본이 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志部昭平(1992: 96-97)에서는 이들을 ‘第三種本’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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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겨집이 닐오 뵈기 잘 노라 야 <상백문고본, 효11a>

ㄱ″.   죵이 도오려 니 엇디 구여 부인 겨집 사료 대 부인이 닐

오 원컨대 그 겨집 도야 가난코 쳔호 붇그리디 아니호리라 야 … 

그 겨집이 닐오 뵈기 잘 노라 야 <존경각본, 효11a>

(7ㄱ)은 부산대본, (7ㄱ′)은 상백문고본, (7ㄱ″)은 존경각본의 예이다. 밑줄 친 부

분을 보면, 부산대본에는 오각 및 오자(‘쳔을, 아’)뿐만 아니라 구개음화(‘엇

지’)와 종성의 ‘ㅅ>ㄷ’(‘붇그리’), 어두의 ‘ㄴ>∅’(‘일오’) 등을 볼 수 있다. 그리

고 상백문고본(<B2a>)보다는 존경각본(<B3>)에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이 책의 ｢효자도｣ 2a를 <그림21>과 비교해 보겠다. 

<그림22> 부산대본의 효자도 2a

<그림22>는 부산대본의 ｢효자도｣ 2a이다. 이를 <그림21>과 비교해 보면 언해문

의 행・자수와 서체가 다르고 전체적으로 획이 굵어졌으며 선과 그림의 모양 등이 

조잡해진 것을 볼 수 있다. 

  <B3a>은 18세기 이후에 <B3>을 복각한 것으로 추정된다.23)

23) 志部昭平(1992: 97)에서는 ‘第三種本’은 18세기에서 19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기본적으로 

그림과 언해 등이 ‘第二種本’을 따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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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선조대 판본의 계통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6> 선조대 �삼강행실도�의 계통도

<표6>은 선조대 판본의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선조대 판본은 초간본 계통의 

판본과 복각본 계통의 판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초간본 계통의 판본은 1579

년에 간행된 초간본인 <B1>과 1581년의 내사기 있는 <B1a>, 그리고 이를 복각

한 <B1b>로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임진란 이전에 간행된 것이다. 그리고 복각본 

계통의 판본은 크게 <B2> 계통(<B2>→<B2a>→<B2b>)과 <B3> 계통(<B3>

→<B3a>)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임진란 이후에 간행된 판본이다. 

3.3. 영조대 판본 

  영조대 판본은 영조 2년(1726)과 영조 6년(1730)에 간행된 판본과 그 板本의 

후쇄본 및 복각본 그리고 刊本을 저본으로 삼아 필사한 한글 필사본을 모두 포괄하

는 것이다. 영조대 판본은 현재 평안도를 비롯하여 강원도, 함경도, 황해도 등 네 

지역에서 간행한 감영판과 무간기본 2종 그리고 한글 필사본 1종을 확인하였다.

  먼저 영조판의 간행과 관련한 �영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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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 교서관에 명하여 �삼강행실�을 인출하여 제도(諸道)에 나누어 보내고, 감영에

서 각인하여 널리 배포하게 하였다. (命校書館 印出 �三綱行實� 分送諸道 使監

營 刻印廣布) <영조실록 23권, 영조 5년 8월 27일 기사 4번째 기사> 

ㄴ. �삼강행실�과 �이륜행실�을 승정원·옥당·한원에 내려 주라고 명하였다. (命賜 

�三綱行實� �二倫行實� 于政院 玉堂 翰苑) <영조실록 27권, 영조 6년 8월 6

일 임인 3번째 기사> 

(1)을 통해 영조대 감영판은 영조 5년(1729)에 교서관으로부터 반사된 판본을 저

본으로 판각 작업을 실시하여 영조 6년(1730)에 간행을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중앙에서 내려준 판본이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영조 2년(1726)

에 평안도 감영에서 간행된 판본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때 반사된 책은 평안도 감

영판으로 추정할 수 있다(송일기・이태호 2001: 93). 다른 지역에서 간행된 감영

판들은 대체로 언해문의 표기와 번역 양상이 평안도 감영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글에서는 영조대 판본을 1726년에 간행된 기록이 있는 초간본 계통의 판본과 

이를 복각한 복각본 계통의 판본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3.3.1. 초간본 계통의 판본

  영조대 판본 중에 초간본 계통의 판본은 1726년에 간행된 기록이 남아 있는 평

안도 감영판이다. 이 책의 卷末에는 ‘歲在丙午春箕營刊’이라는 刊記와 ‘歲丙午春 行

平安道觀察使兼都巡察使尹憲柱謹跋’이라는 跋文이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이 영조 

2(1726)년에 평안도 감영에서 간행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은 감영판으로는 가장 먼저 간행된 것인데 중앙에서 간행하여 頒賜된 板本

을 底本으로 해서 복각한 것인지, 평안도 감영에서 자체적으로 언해문을 직역에 가

깝게 개역하여 간행한 것인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책의 언해문에 구개

음화가 반영된 어형들이 확인되므로1) 평안도 감영에서 자체적으로 언해문을 개역

1) 구개음화의 예는 4.2.2.에서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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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2)

  평안도 감영판은 현재 4종이 전하고 있다. 이들은 ｢열녀도｣ 20b의 언해문 일부

가 누락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C1>과 <C2>로 나눌 수 있는데 <C1>과 달리 

<C2>에는 ｢열녀도｣ 20b의 언해문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3)

⑴ <C1>

  <C1>에는 현전하는 평안도 감영판 4종 가운데에 미국 버클리대 동아시아 도서

관 소장본(이하 버클리대본)과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170.951-Se63h)이 속

한다.

￭ 버클리대본 

  이 책은 목판본 3冊으로 표제는 ‘三綱行宲 上’, ‘三綱行宲 中’, ‘三綱行宲 下’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41.0cm, 가로 24.5cm이고, 광곽은 四周雙邊이며 반곽은 세로 

25.5cm, 가로 19.0cm이다. 판심은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⑵ <C2>

  <C2>에는 성균관대 존경각 소장본(B09C-0046a, 이하 존경각본)과 고려대 도

서관 소장본(만송 貴296A)이 속한다.

￭ 존경각본(B09C-0046a) 

2) 비슷한 시기에 같은 평안도 지역에서 간행된 �속삼강행실도�(1727)와 �이륜행실도�(1727)에

는 구개음화된 예가 한 예도 보이지 않는다. 이들 세 문헌의 개역 및 개간은 하나의 작업으

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이영경 1995: 86), 평안도 감영판 �삼강행실도

�에만 구개음화가 반영되어 있어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 

3) <C1>과 <C2>는 ｢열녀도｣ 20b의 언해문을 제외한 다른 부분은 모두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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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본 <열, 20b> 존경각본 <열, 20b>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표지는 개장되었다. 책의 크기는 세로 38.7cm, 가로 

23.3cm이고, 광곽은 四周雙邊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6.0cm, 가로 18.0cm이다. 

판심은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다. ｢열녀도｣ 12b면이 소실되었다. 

  다음은 <C1>과 <C2>를 비교해 보겠다. <C1>과 달리 <C2>에는 欄上에 공간

이 부족해서 언해문의 일부를 누락시킨 부분이 있다.

<그림23> 버클리대본과 존경각본의 열녀도 20b 비교

<그림23>을 보면 존경각본의 언해문의 마지막 부분이 ‘안이 셩의 들어와 듯고 

긔특이 녀겨’로 되어 있다. 이를 버클리대본과 비교해 보면 언해문의 일부가 누락

되었음을 알 수 있다.4)

   (2) ㄱ. 明日伯顔 領兵入城 深歎惜之 命具棺衾合葬 祭其墓而去 <열20b>

ㄴ. 안이 셩의 들어와 듯고 긔특이 녀겨 <존경각본>

ㄷ. 안이 셩의 들어와 듯고 긔특이 녀겨 관곽을 초아 합장고 졔고 가니라

4) 영조판에는 난상에 언해문을 적을 공간이 부족하여 <그림23>과 같이 언해문의 일부를 

누락시킨 경우 외에도 언해문의 일부를 본문에 들여 적거나 변란의 왼편에 적은 경우도 

있다. 자세한 예는 이상훈(2014)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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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대본>

(2ㄱ)의 한문 원문과 (2ㄴ)의 언해문을 비교해 보면, (2ㄴ)에는 한문 원문의 ‘命具

棺衾合葬 祭其墓而去’에 대응하는 언해문이 없다. ‘긔특이 녀겨’ 이후의 문장이 누

락된 것이다. 반면에 (2ㄷ)에서는 ‘긔특이 녀겨’ 이후에 ‘관곽을 초아 합장고 

졔고 가니라’라는 문장이 쓰였다. 이러한 사실은 그림과 한문 부분은 앞선 판본

을 토대로 하면서 난상의 언해문을 한 판에서 같이 새겨서 찍지 않고, 별도의 판에

서 새겨서 찍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5) 또한 버클리대본(<C1>)에서 보이는 ‘긔특

이 녀겨’ 이후의 문장이 존경각본(<C2>)에서 보이지 않는 것은 존경각본이 버클

리대본에 비해 후쇄본임을 뜻하는 것이다.

  버클리대본(<C1>) 외에도 ｢열녀도｣ 20b에서 ‘긔특이 너겨’ 이후의 언해문을 확

인할 수 있는 판본으로는 함경도 감영판(<C1a>), 무간기본①(<C1b>), 국립중앙

도서관 소장 한글 필사본(<C1c>) 등이 있다. 

   (3) ㄱ. 안이 셩의 들어와 듯고 긔특이 녀겨 관을 초아 합장고 그 무덤의 졔

고 가니라 <함경도 감영판>

  ㄴ. 안이 셩의 들어와 듯고 긔특이 녀겨 널고 니블을 초와 졔더라 <무간

기본(규장각 소장본[一簑 古 177-se63s])> 

ㄷ. 안이 셩의 들어와 듯고 긔특이 녀겨 깁히 탄복고 관곽의 금을 초와 합

장고 그 묘의 졔니라 <한글필사본>

(3ㄱ~ㄷ)의 함경도 감영판(<C1a>), 무간기본①(<C1b>), 한글 필사본(<C1c>)

에서는 ‘긔특이 너겨’ 이후의 문장을 볼 수가 있다. 이들은 (2ㄷ)의 버클리대본

(<C1>) 계통의 판본으로 분류할 수 있다.6)

5) 이러한 추정은 홍윤표(1998: 147), 송일기・이태호(2003: 432) 등에서도 이미 이루어진 

바 있다. 아울러 정연정(2014: 33)에서는 �이륜행실도�의 이본들 가운데 판화와 언해문

이 후대에 바뀐 경우가 있음을 볼 때 �이륜행실도� 또한 판화와 언해문이 별도로 판각되

었을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6) (3ㄱ)의 <C1a>는 (2ㄷ)의 <C1>과 동일하게 언해된 반면에 (3ㄴ, ㄷ)의 <C1b>와 <C1c>은 

<C1>과는 다르게 언해되었다. <C1a>와 달리 <C1b>과 <C1c>는 <C1>이 아닌 또 다른 판

본을 바탕으로 간행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C1b>와 <C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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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강원도 감영판(<C2a>), 황해도 감영판(<C2b>), 무간기본②(<C2c>)에

는 (2ㄴ)의 존경각본(<C2>)과 같이 ‘긔특이 녀겨’ 이후의 문장이 누락되어 있다. 

이들은 <C1>이 아닌 <C2> 계통의 판본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3.3.2. 복각본 계통의 판본

  복각본 계통의 판본은 앞서 살펴본 1726년에 간행된 기록이 있는 평안도 감영판

(<C1>, <C2>)을 후대에 복각한 판본을 뜻하는 것이다. 이들은 크게 <C1> 계통

의 판본과 <C2> 계통의 판본으로 나눌 수 있다. <C1> 계통의 판본으로는 함경

도 감영판(<C1a>), 무간기본①(<C1b>), 한글 필사본(<C1c>) 등이 있고, 

<C2> 계통의 판본으로는 강원도 감영판(<C2a>), 황해도 감영판(<C2b>), 무간

기본②(<C2c>) 등이 있다. 

⑴ <C1a>

  <C1a>는 함경도 감영판으로 현재 일본의 天理大 圖書館과 이화여대 도서관

(170설67ㅅ, 이하 이화여대본)에 소장되어 있다.7) 이들 중 천리대 도서관 소장본

의 卷末에는 ‘歲在庚戌夏咸鏡道監營開刊’이라는 刊記가 있다(심우준 1988: 

590-591). 이를 통해 이 책이 영조 6년(1730)에 함경도 감영에서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이화여대본

에서도 ‘긔특이 너겨’ 이후의 문장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여 <C1> 계통의 판본으로 

분류하였다. 

7) 함경도 감영판은 국내에서는 그 傳本이 확인되지 않고 있었는데 송일기・이태호(2001)

에 의해 동일본이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화여

대본에는 권말의 2장이 떨어져 있어 刊記를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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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본 <효, 10a> 버클리대본 <효, 10a>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37.0cm, 가로 21.0cm이고, 광곽은 사주

쌍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4.6㎝, 가로 17.5㎝이다. 판심은 백구 上下內向二葉

花紋魚尾이며, 언해문의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고 표지는 개장되었다. 

  다음은 이 책을 <C1>과 비교해 보겠다. 

<그림24> 이화여대본과 버클리대본의 효자도 10a 비교

<그림24>는 이화여대본(<C1a>)과 버클리대본(<C1>)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언

해문의 行數가 <C1a>는 20행이고, <C1>은 21행으로 다르다. 다음으로 그림을 

보면 구름의 모양과 지붕의 빗금 상태가 다르다. 버클리대본이 좀 더 정교한 모습

을 보이고 있다. 끝으로 <C1a>에는 <C1>과 달리 언해문에 구개음화가 반영된 

예가 보이지 않는다.8)

  <C1a>는 <C1>을 바탕으로 만들었으나, 언해문의 行數가 대부분의 장에서 다르

고 <C1>의 구개음화된 예들을 대부분 고친 것으로 볼 때 언해 부분은 새로 판을 짜

서 판각한 것으로 보인다.  

8) <C1a>에는 <그림24>의 ｢효자도｣ 10a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구개음화가 거의 보이

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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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C1b>

  <C1b>는 무간기본으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一簑 古 177-se63s, 古 

1149-3)과 숙명여대 도서관(CL-VA 170 설순 삼) 등에 소장되어 있다. 세 책 모

두 卷頭와 卷末에 여러 장이 落張되어 있어 序文 및 跋文 그리고 刊記를 확인할 수

가 없다. 그러나 이 책의 언해문을 봤을 때, 이들이 영조대 판본임은 확실하다.

   (4) ㄱ. 關龍逢諫曰 人君謙恭敬信 節用愛人 故天下安而社稷宗廟固 今君用財若無窮 殺

人若不勝 <충1a>

ㄴ. 뇽방이 간야 오 님금 되 쟤 공경고 조심며 믈을 존졀고 사

을 랑 고로 텬해 평고 샤직을 보젼니 이제 군은 그러치 아니야 

물 쓰기 이 업시 고 사 주기믈 무수히 니 <규장각본(一簑 古 

177-se63s)>

ㄷ. 뇽방이 간야 오 님금 되 쟤 공경고 조심며 믈을 존졀고 사

을 랑 고로 텬해 평고 샤직을 보젼니 이제 군은 그러치 아니야 

믈 기 이 업시 고 사 주기믈 무수히 니 <버클리대본>

   (4′) ㄱ. 關龍逄이 諫호 님금이 쳔 그지 업시 시며 사 몯내 주겨 실 

<성종판(대영도서관본)>

ㄴ. 관뇽이 간호 님금이 쳘 그지 업시 시며 사 몯내 주겨 실 

<선조판(동경대본)>

ㄷ. 뇽방이 간야 오 인군이 겸공고 경신며 믈을 졀용고 사을 

랑 고로 텬해 평안고 샤직 종묘 보젼니 이제 군은 믈 기 궁

진미 업 시 고 사 죽이믈 밋처 못 시 니 <오륜행실도>

(4ㄴ)의 <C1b>과 (4ㄷ)의 <C1>을 비교해 보면, 거의 동일하다.9) (4′)의 성종

판, 선조판, �오륜행실도� 등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9) <C1>의 ‘믈’이 <C1b>에서는 원순모음화가 반영되어 ‘물’로 표기된 예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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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장각본(一簑 古 177-se63s)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37㎝, 가로 23㎝이고, 광곽은 사주쌍변

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5.1㎝, 가로 18.4㎝이다. 판심은 백구 상하내향이엽화문

어미이며 언해문의 행・자수는 다른 판본들과 같이 일정하지 않다. <C1b> 계통의 

책들 중에 상태가 가장 온전하다.10)

  다음은 이 책의 ｢열녀도｣ 2a를 <C1>과 비교해 보겠다.  

규장각본(一簑 古 177-se63s) <열, 2a> 버클리대본 <열, 2a>

<그림25> 규장각본(一簑 古 177-se63s)과 버클리대본의 열녀도 2a 비교

<그림25>는 규장각본(<C1b>)과 버클리대본(<C1>)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C1>에는 지붕의 빗금이 비교적 고르게 그려진 반면에 <C1b>에는 빗금의 길이

가 제각각이고 <C1>에 있는 구름이 없다. 그리고 字體도 다르고 획이 끊어진 글

자가 <C1b>에서 많이 보인다. <C1b>은 후대에 복각한 판본이다. 

10) 규장각 소장본(古 1149-3)은 규장각 소장본(一簑 古 177-se63s)과 동일본이다. 규장각 소

장본(古 1149-3)은 훼손이 심해서 ｢효자도｣ 4번째 기사부터 ｢열녀도｣ 29번째 기사까지만 

볼 수 있으나 그 안에서도 많은 부분이 훼손되었다. 숙명여대 도서관 소장본은 ｢효자도｣ 9

번째 기사부터 ｢열녀도｣ 23번째 기사까지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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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C1c>

  <C1c>은 영조판의 언해문만을 필사한 것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한古朝57-

가490, 이하 필사본)에 소장되어 있다.11)

  이 책은 1책으로 표제는 ‘삼강실’이다. 책의 크기는 세로 27.0cm, 가로 16.1cm

이고 序文과 跋文, 책의 目錄도 없다. 주는 雙行으로 되어 있고 행・자수는 12행 

20~25자이다. 

  이 책에는 刊本에 있는 105인의 기사가 모두 필사되었으나 기사의 순서는 간본

과 다르다. 예를 들어 ｢효자도｣ 7번째 기사인 ‘설포쇄소’는 ‘셜푀쇄소’라는 제목으로 

‘민손이단의(‘민손단의)’ 다음에 필사되었다.

  이 책을 앞의 판본들과 비교해 보면, 이 책이 영조판을 底本으로 하여 필사한 것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5) ㄱ. 薛包 汝南人 父娶後妻 憎包分出之 包日夜號泣不去 <효7a>

ㄴ. 셜포 한 예 여남 고을 사이니 아비 후쳐 매 포 믜이 너겨 나가

라 거 푀 밤낫으로 울고 가지 아니더니 <필사본>

ㄷ. 셜포 한 예 여남 고을 사이니 아비 후쳐 매 포 믜이 녀겨 나가

라 거 푀 밤낫으로 울고 가지 아니더니 <버클리대본>

   (5′) ㄱ. 薛包 아비 後ㅅ 겨집 어라 包 믜여 나가라 야 밤낫 울오 아니 나가거

늘 <성종판(대영도서관본)> 

ㄴ. 셜포 아비 훗 계집야 셜포 믜여 나가라 야 밤낫 울오 아니 나가거

 <선조판(동경대본)> 

ㄷ. 셜포 한나라 여남 사이니 아비 후쳐 매 포 믜워 여 내티거 

푀 밤낫으로 브르지져 울며 가디 아니더니 <오륜행실도>

(5)와 (5′)은 ｢효자도｣ 제7화 ‘설포쇄소’의 예로 (5ㄴ)의 <C1c>은 (5ㄷ)의 

11) 필자는 한글 필사본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1종만 찾을 수 있었다. 반면에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本文인 한문 부분만을 필사한 책은 여러 곳에 소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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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과 동일하다.12) 이를 (5′)과 비교해 보면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끝으로 이 책의 卷末에는 ‘셰신튝시월염후일일직즁셔’라는 필사기가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의 필사시기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영조판이 간행(1726년, 1730년)된 

이후 신축년에 해당하는 시기는 1781년, 1841년, 1901년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세 

시기 중 어느 한 시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책에 쓰인 언어 사실

을 볼 때 1901년일 가능성이 높다.13)

‘삼강실’ <효, 1a> ‘삼강실’ 마지막 장

<그림26> ‘삼강 실’의 효1a와 마지막 장

⑷ <C2a>

  <C2a>는 강원도 감영판으로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 12148, 이하 규장각

본)과 계명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의 卷頭에는 당시 강원도 관찰사였던 

12) 이상훈(2014)에서는 필사본(<C1c>)의 저본을 함경도 감영판(<C1a>)으로 추정하였는데 당

시에는 버클리대본(<C1>)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 

13) 이 책의 필사 시기에 관한 추정은 이상훈(2014)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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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좌의 序文이 있고 卷末에는 刊記가 있어 이 책이 英祖 6년(1730)에 강원도에

서 간행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규장각본(奎 12148)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책의 크기는 세로 40.6cm, 가로 24.8cm이고, 광곽은 다

른 감영판들과 달리 四周單邊으로 되어 있다. 반곽은 세로 25.3cm, 가로 18.6cm이

고 판식은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이며, 언해문의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이 책의 언해문을 버클리대본(<C1>)과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14)

   (6) ㄱ. 孔曰成仁 孟曰取義 讀聖賢書 所學何事 <충24b>

ㄴ. 몸을 죽여 인을 일오다 믄 공의 말이오 몸을 이고 의 은 

의 말이라 사이 글을 닑으매 혼 배 무 일인고 <규장각본(奎 

12148)>

ㄷ. 몸을 죽여 인을 일으옴은 공의 말이오 살기 이고 의  의 

말이라 셩현의 글을 닑으매 혼 배 무 일인고 <버클리대본>

   (7) ㄱ. 禮天子十二 諸侯九 鄕大夫三  士二 吾夫士也  有二不亦宜乎 且婦人有七見去  

夫無一去義 七去之道 妬正爲首 淫僻 竊盜 長舌 驕侮 無子 惡病 皆在其後 吾姒 

不敎以居室之禮 而反欲使吾爲見棄之行 將安所用 事姑愈謹 宋公聞之 表其閭 號

曰女宗 <열2b>

ㄴ. 녜예 션 두 안해라 내 지아비 션라 두 안해 두미 올코 칠거의악의 새음

이 읏이라 내 어이 읏 죄을 범리오 고 싀부모을 더옥 디극히 셤기니

님금이 듯고 그 집을 졍표고 일홈을 녀종이라 다 <규장각본(奎 12148)>

ㄷ. 녜문의 션븨 두 안해를 두게 여시니 내 지아비 션븨라 둘흘 두미 가치 

아니냐 칠거지악의 새옴이 읏이라 날로 여곰 읏 죄 범라 다 

싀어미 셤기기 더옥 삼가니 송나라 님금이 듯고 그 집을 졍표고 일홈을 

14)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C1>과 <C2>는 ｢열녀도｣ 20b의 언해문 일부가 누락되었

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분된다. 하지만 ｢열녀도｣ 20b의 언해 부분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

에서는 모두 일치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열녀도｣ 20b를 제외하고 영조판의 다른 책

들과 비교할 때에는 주로 초간본인 <C1>을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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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본 <열, 2b> 버클리대본 <열, 2b>

녀종이라 니라 <버클리대본>

(6ㄴ), (7ㄴ)은 <C2a>, (6ㄷ), (7ㄷ)은 <C1>의 예이다. 두 책의 언해문을 비교

해 보면 <C1>에 비해 <C2a>에서는 대체로 간략하게 언해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일부는 빠져있고 일부는 표현을 바꾸었다.15) 전체 105人의 기사 중에서 위에서 예

를 든 2人의 기사에서만 언해문이 다른데, 특히 ｢열녀도｣ 2b에서 <C1>과 <C2a>

의 차이가 크다.

<그림27> 규장각본(奎 12148)과 버클리대본의 열녀도 2b 비교

<그림27>은 <C2a>와 <C1>의 ｢열녀도｣ 2b를 비교한 것이다. 먼저 <C2a>의 언

해문의 서체가 <C1>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리고 본문의 각 행의 첫 번째 한자가 

모두 계선에 닿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2a>의 ｢열녀도｣ 2b는 후대에 새로 보

판한 것으로 보인다. 

15) <C2a>는 홍문각(1990)에서 영인본으로 간행되었는데 이로 인해 다른 영조판에 비해 

접근이 쉬어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C2a>를 영조대 �삼강행실도�의 예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1726년에 간행된 기록이 남아있는 평안도 감영판(<C1>)이 전하고 있으므로 영

조대 �삼강행실도�의 예를 들 때 이 책이 아닌 먼저 간행된 <C1>을 예로 들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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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송문고본(貴296G) <효, 14a> 존경각본 <효, 14a>

⑸ <C2b>

  <C2b>는 황해도 감영판으로 현재 고려대 도서관(貴296G, 이하 만송문고본), 경

북대학교 도서관(취암문고 183-52)에 傳한다. 일반적으로 刊記가 卷末에 있는 다

른 판본들과 달리 만송문고본(貴296G)에는 ｢효자도｣의 目錄題 아래에 ‘庚戌八月海

營開刊’이라는 刊記가 있다.16) 그리고 표지 안쪽에 ‘… 庚戌三月二十六日’이라는 墨

書가 있다. 이를 통해 이 책이 영조 6(1730)년에 황해도에서 刊行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고려대학교 도서관 만송문고 소장본(貴296G)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38.6cm, 가로 23.6cm이고, 광곽은 사주

쌍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4.6㎝, 가로 18.5㎝이다. 판심은 백구 上下內向二葉

花紋魚尾이며, 언해문의 행・자수는 일정하지 않다. 표지는 개장하였고, ｢열녀도｣ 

34, 35번째 기사가 소실되었다.  

  이 책은 판화의 윤곽선이 약간 굵어진 것 외에는 평안도 감영판(<C2>)과 일치

한다(<그림28>). 언해문 또한 다른 부분 없이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책

은 평안도 감영판(<C2>)을 그대로 복각한 것으로 보인다.

16) 반면에 취암문고본(183-52)에는 ｢효자도｣ 目錄 끝에 ‘歲在庚戌夏海營刊’이라는 刊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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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만송문고본(貴296G)와 존경각본(<C2>)의 효자도 14a 비교

⑹ <C2c>

  <C2c>는 백두현(2003)에서 처음 소개한 것으로 현재 경북대학교 도서관(古準

貴 170.4 설57ㅅ(2), 이하 경북대본)과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에는 序文 및 跋文 그리고 刊記가 없어 정확한 간행 내역과 간행 시기를 알 수가 

없다. 다만 이 책에는 영영판 �二倫行實圖�의 발문에 들어 있는 영조의 교서 내용

이 붙여져 있다(<그림29>). 이를 백두현(2003: 115)에서는 이 책을 지녔던 후대

의 어떤 사람이 박문수가 쓴 �이륜행실도� 跋文을 보고 교지의 내용만 베껴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경상도 관찰사 박문수가 쓴 발문에는 ‘世祖朝 始作此書’라

는 잘못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까지 동일하게 베껴 놓아 이 책이 경상도 

감영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17)

17) 현재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도 경북대학교 소장본과 동일본을 소장하고 있으나 이 책

에는 �二倫行實圖�의 跋文이 없다. 디지털 한글박물관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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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본의 영조 교서 부분 경북대본 ｢열녀도｣ 35a

￭ 경북대본(古準貴 170.4 설57ㅅ(2))

  이 책은 목판본 1책으로 책 크기는 세로 37.4㎝, 가로 23.3㎝이고, 광곽은 사주

쌍변이며, 반곽의 크기는 세로 23.8㎝, 가로 17.9㎝이다. 판심은 백구 상하내향이엽

화문어미이다. 

<그림29> 경북대본의 영조 교서 부분과 열녀도 35a

  이 책(<C2c>)을 <C1>과 비교해 보면, 서체와 판화의 선이 조금 굵고 투박해

진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언해문에는 차이가 있는데, 한 부분만 

살펴보겠다.

   (8) ㄱ. 主將見婦晳美 欲內之 婦號慟欲自殺 爲奪挽不得死 夜令俘囚婦人雜守之 婦陽謂

主將曰 以吾爲妻妾者 欲令終身善事也 吾舅姑與夫死而不爲之衰 是不天也 <열 

21a>

ㄴ. 도적의 쟝 뎡부 겁박려 니 뎡뷔 통곡고 죽으려 니 도적이 가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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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희니 뎡뷔 속여 오 싀부모와 지아븨 거상을 닙지 못여시니 텬디 간 죄

인이라 <경북대본>

ㄷ. 도적의 쟝 뎡부의 고음을 보고 겁박고져 거 뎡뷔 통곡고 죽으려 

니 도적이 죽을 저허 잡아 가도고 직희지라 뎡뷔 죽을 틈을 엇지 못여 

속여 닐오 날을 쳐쳡을 삼고져 은 너 잘 셤기과져 미여니와 내 싀부모

와 지아뷔 거상을 닙디 못여시니 이 하 몰오 죄인이라 <버클리대본>

(8ㄴ)의 <C2c>와 (8ㄷ)의 <C1>을 비교해 보면 <C2c>는 한문 원문에 구애받지 

않고 <C1>을 요약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요 내용만 두고 다른 부분은 삭

제하거나 표현을 바꾸어 간략히 표현하였다. 이처럼 기사 내용을 대폭 수정한 예는 

전체 105인의 기사 중에서 위의 기사를 포함하여 총 3인의 기사에서만 보인다.18)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영조대 판본의 계통도를 그리면 다음과 같다.

<표7> 영조대 �삼강행실도�의 계통도

<표7>은 영조대 판본의 계통도를 나타낸 것이다. 영조대 판본은 초간본 계통의 

판본과 복각본 계통의 판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초간본 계통의 판본은 1726년

에 평안도 감영에서 간행된 초간본인 <C1>과, <C1>과 같은 간기를 가지고 있으

나 <C1>보다는 후대에 간행된 것으로 판단되는 <C2>로 분류된다. 그리고 복각

본 계통의 판본은 <C1> 계통의 판본(<C1>→<C1a>→<C1b>→<C1c>)과 

18) ｢열녀도｣ 21번째 기사인 ‘貞婦淸風’ 외에 ｢충신도｣ 8번째 기사인 ‘龔勝推印’과 ｢열녀도｣ 

22번째 기사인 ‘梁氏被殺’에서도 내용이 대폭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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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계통의 판본(<C2>→<C2a>, <C2b>→<C2c>)으로 분류하였다.19)

19) <C1b>와 <C2c> 모두 간행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정확한 간행 시기를 알 수가 

없으나 <C1b>와 <C2c>의 언해문 및 그림 등 볼 때 <C1b>가 <C2c>보다 좀 더 후대에 간

행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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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어학적 고찰

  이 장에서는 성종판부터 �오륜행실도�의 언해문을 대상으로 번역 양상, 표기 및 

음운, 형태 및 통사, 어휘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1) 언어의 통시적인 변화 및 특

징적인 언어 사실 등에 주목할 것이다. 

  이 장에서 각 이본들의 국어학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활용한 판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종판은 현전하는 판본 중에 초간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

는 대영도서관본(<A1>)을 이용하였고, 선조판은 초간본인 동경대본(<B1>)을 활

용하였다. 그리고 영조판은 초간본인 버클리대본(<C1>)을 이용하였고, �오륜행실

도�는 초간본 계통의 판본인 규장각본(가람 古170-Y51o)를 활용하였다.2)

4.1. 번역 양상

  �삼강행실도�의 번역 양상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는 성종판과 선조판을 비교하

거나 성종판과 �오륜행실도�의 차이를 단순히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를 

통해서는 문헌들 간의 개별적인 차이만 알 수 있을 뿐 �삼강행실도� 언해본 전체의 

번역 양상을 파악하가 어렵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성종판부터 �오륜행실도�를 대

1) 이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오륜행실도�에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105인의 기사 중에 

103인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영조판(1726)이 간행된 이후 대부분의 내용이 한 차례 

더 언해가 된 것으로 이 글에서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국어학적 특징(통시적인 변화)을 

파악하는 데 있어 �오륜행실도� 또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함께 

다루었다.

2) 이 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성종판>, <선조판>, <영조판>, <오륜> 등과 같은 약호를 사용하여 

예문을 제시할 것이다. <성종판>은 대영도서관본, <선조판>은 동경대본, <영조판>은 버클리

대본, <오륜>은 �오륜행실도�를 뜻하는 것으로 이들 이외의 다른 책을 이용할 경우에는 소

장처를 따로 밝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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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전체 번역의 흐름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한문 원문을 보면, 성종판부터 영조판은 모두 동일한 반면에 �오륜행실도�

에서는 일부 수정되었다. �오륜행실도�의 ‘證訂’은 크게는 수록 체재의 수정을 포함

하여3) 저본(한문 원문)의 내용을 가감하거나 대체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작게는 

저본에서 잘못 기술된 사항을 訂正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송철의 외 2006: 883

).4) 이영희(2011: 115-116)에서는 �삼강행실도�의 한문 원문과 �오륜행실도�의 

한문 원문을 비교하여 차이 나는 부분을 빈도수로 제시하였는데 ｢효자도｣에서는 총 

90개, ｢충신도｣에서는 218개, ｢열녀도｣에서는 92개가 다르다고 하였다.5)

  그러나 동일한 한문 원문에 대해서도 각 판본에 따라 언해문이 새로이 첨가되거

나 빠지기도 하였고, 다른 표현으로 바뀌기도 하였다. 이처럼 언해문이 달라진 데

에는 번역 태도의 차이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다. 

   (1) ㄱ. 孟熙 取果實養親 承顔順志 不憚苦辛 <효14a>

ㄴ. 孟熙 果實 라 어버 이바며 데 거슬 이리 업더니 <성종판>

ㄷ. 희 과실 라 어버이 이바며 데 거슬 이리 업더니 <선조판>

ㄹ. 희 쵹  사이니 과실을 라 그 어버이를 봉양되 을 바다 신고

기를 리지 아니니 <영조판>

ㅁ. 희 쵹 사이니 과실을 라 어버이 봉양호 빗 바드며 을 슌히 

여 신고믈 리디 아니니 <오륜>

   (2) ㄱ. 大明兵壓境 普顔不花 捍城力戰 城陷 平章保保出降 普顔不花 還告其母曰 兒不

能兩全忠孝 幸有二弟 當終養 <충29a>

ㄴ. 大明 兵이 와 城을 아 普顔 不花ㅣ 어밋긔  내 忠孝 다 몯노

니 두 이 잇니 다 乃終내 孝道리다 고 <성종판>

3) �삼강행실도�의 ‘枋得茹蔬’, ‘李氏感燕’, ‘彌妻啖草’ 등이 각각 ‘枋得不食’, ‘王氏感燕’, ‘彌妻

偕逃’로 제목이 바뀌었고, �삼강행실도� ｢효자도｣의 ‘郭巨埋子’, ‘元覺警父’ 등은 아예 수록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4) 대표적으로 �오륜행실도�에서 한문 원문이 전면적으로 바뀐 부분으로는 ｢충신도｣ 21번째, 

22번째 기사와 ｢열녀도｣ 12번째 기사 등을 들 수 있다. 

5) �오륜행실도�를 간행할 때 ｢효자도｣, ｢열녀도｣와 달리 ｢충신도｣는 한문 원문을 더 많이 수

정을 한 것인데, 성종판을 보면 ｢충신도｣의 언해문이 ｢효자도｣와 ｢열녀도｣에 비해 발췌역과 

의역이 더 많이 보인다. 이러한 사실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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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대 매 와 을 아 보안 블홰 어밋긔 오 내 효 다 몯노니 

두 아이 잇오니 이 내내 효도링이다 고 <선조판>

ㄹ. 대명 군 와 티니 블홰 셩을 웅거야 막아 호더니 힘이 진야 쟝 죽게 

되니 그 어미려 고여 오 내 튱효 냥젼치 못게 되엿디라 아 둘

히 이시니 맛당히 모친을 봉양리라 고 <영조판>

ㅁ. 대명 군 와 티니 블홰 셩을 웅거여 힘 호더니 셩이 함몰매 뎡승 보

보 나가 항복거 불홰 그 어미려 고여 오 내 튱효 냥젼티 못

게 되엿디라 아 둘이 이시니 맛당이 모친을 봉양리이다 고 <오륜>

   (3) ㄱ. 京師節女 長安人 其夫有仇人 欲報其夫而無道 聞其妻之仁孝有義 乃刦其妻之父 

使要其女爲中譎 <열5a>

ㄴ. 節女 남지 怨讐ㅣ 節女 아비 저혀 제  야 재아리 라 야 

<성종판>

ㄷ. 졀녀 남지 원 졀녀의 아비 저혀 제  야 재아리 라 야 

<선조판>

ㄹ. 졀녀 한나라 사이라 그 지아비 원슈읫 사이 이셔 지아비 죽기고져 

여 졀녀의 아비 헙박야 그 려 닐러 그 지아비 죽이게 라 대 

<영조판>

ㅁ. 졀녀 한나라 댱안 사이니 그 지아비 원슈읫 사이 이셔 지아비 죽이고

져  길히 업서 더니 졀녀의 효셩 이시믈 듯고 졀녀의 아비 협박야 

그 려 닐러 그 지아비 죽이게 라 대 <오륜>

(1)~(3)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알 수 있다. 첫째 후대본일수록 한문 원문에 

충실한 직역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다. 이는 한문 원문과 각각의 언해문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성종판과 선조판에서는 원문의 내용이 아예 번역되지 않았

거나 즉 일부만 발췌역하였거나 원문에서 다소 벗어난 언해를 한 반면에 영조판과 

�오륜행실도�에서는 원문의 내용을 비교적 충실히 번역하고자 하는 태도를 취한 것

이다. 둘째 선조판은 성종판의 國漢混用 표기를 순한글로 표기한 것 외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송일기・이태호(2001: 90)에서는 선조판(순

한글표기 계통 의역계 판본)을 改譯本이 아닌 단순히 改修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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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영조판과 �오륜행실도�는 거의 유사하다. 이를 바탕으로 �오륜행실도�의 간행 

시 참고한 판본은 성종판과 선조판이 아닌 영조판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은 다른 예들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사실들에 대해 좀 더 검토해 보

겠다.

    (4) ㄱ. 犒賜不豐 有司之過 天子安得知之 宜以此諭將士 迎乘輿 泚不悅 <충16a>

ㄴ. 서어히 이바도 有司 허므리디 天子ㅣ 어딋던 아시료 일로 將士 알

외야 乘輿 맏라 朱泚ㅣ 츠기 너기니라 <성종판>

ㄷ. 텬 맏와 오라 야 쥬 즐겨 듣디 아니커 <선조판>

ㄹ. 나라 귀슌라 되  듯지 아니거 <영조판>

ㅁ. 텬 마즈라 대 쥬 듯지 아니거 <오륜>

   (5) ㄱ. 吾亦惟之 許之是也 家以爲信 防之少懈 <열11a>

ㄴ. 나도 혜여 니 올시니다 야 고디 드러 막오미 져기 게으르거늘

<성종판>

ㄷ. 나도 혀여 니 올싱이다 야 고디 드럿니 <선조판>

ㄹ. 녕녜 거즛 허락고 <영조판>

ㅁ. 녕녜 거즛 허락고 <오륜>

(4), (5)의 밑줄 친 부분을 보면, (4ㄴ)과 (5ㄴ)의 성종판이 다른 판본들에 비해 

한문 원문에 가장 가깝게 언해된 것을 볼 수 있다. 심지어 후대본인 (4ㄷ~ㅁ)과 

(5ㄷ~ㅁ)에서는 한문 원문의 일부가 아예 언해되지 않았다.6)   

6) 반면에 성종판에서만 한문 원문과 무관하게 의역을 한 경우도 보인다.

ㄱ. 張叔醉罵木像 以杖敲其頭 <효10a>

ㄴ. 그 겨지비 가아 張叔이 더브러 닐어늘 怒야 매로 머리 텨늘 <성종판>

ㄷ. 슉이 술 코 노야 짓고 매로 머리 텨 <선조판>

ㄹ. 댱슉이 술을 여 목샹을 짓고 남그로 그 머리 쳣더니 <영조판>

ㅁ. 쟝슉이 대여 목샹을 짓고 막대로 그 마리 티거 <오륜>

   밑줄 친 부분을 보면 다른 판본들과 달리 (ㄴ)의 성종판에서만 한문 원문과 무관하게 의

역된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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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ㄱ. 且婦人有七見去 夫無一去義 七去之道 妬正爲首 淫僻 竊盜 長舌 驕侮 無子 惡

病 皆在其後 <열2b>

ㄴ.  겨지 닐굽 가짓 내티요미 잇고 남지 나토 내티요미 업스니 닐굽 가

짓 내티요매 새오미 爲頭고 淫亂며 도며 말 하며 버릇 업스며 子息 

업스며 모딘 病 호미 다 그 後에 잇니 <성종판>

ㄷ.  겨지 닐굽 가짓 내티미 잇고 남지 나토 내티미 업스니 닐굽 가짓 내

티매셔 새옴호미 위두고 음란며 도며 말 하며 버릇 업스며 식 업

스며 모딘  호미 다 그 후에 잇니 <선조판>

ㄹ. 칠거지악의 새옴이 읏이라 <영조판>

ㅁ. 칠거 [안 내칠 죄 닐곱이라] 지악에 새옴이 읏듬이라 <오륜> 

(6)은 ｢열녀도｣ 2번째 기사의 예로, (6ㄴ, ㄷ)의 성종판과 선조판이 후대본인 (6

ㄹ, ㅁ)의 영조판과 �오륜행실도�에 비해 한문 원문에 따라 충실하게 언해된 것을 

볼 수 있다. 

  (4)~(6)과 같은 예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105인의 기사 중에 일부 기사에서

만 보이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後代本일수록 한문 원문에 충실한 직역에 가까운 태

도를 보인다는 견해가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7)  

  다음은 성종판과 선조판을 비교해 보겠다. 

  

   (7) ㄱ. 於路忽逢一婦人求爲妻 永曰 今貧若是 身復爲奴 何敢屈夫人爲妻 婦人曰 願爲君

婦 不恥貧賤 永遂將婦人至 <효11a>

ㄴ. 가 길헤  겨지비 갓 외아지라 커늘 더브러 가니 <성종판>

ㄷ. 가 길헤  부인 만나 겨집 도의야지라 커 이 닐오 이제 가난

고 모미   죵이 도의려 니 엇디 구여 부인 겨집 사료 대 부인

이 닐오 원컨대 그 겨집 도야 가난코 쳔호믈 븟그리디 아니호리라 야 

이 더브러 가니 <선조판>

   (8) ㄱ. 六月諫官上言 原桂素有驍勇之才 聞賊圍宣 奮不顧身 卽提孤軍 倍道疾馳 以解重

圍 全城於幾陷 追亡遂北 突衝陷陳 矢盡力窮 竟以不振 以一身之死 易萬民之命 

7) (4ㅁ)~(6ㅁ)의 �오륜행실도� 부분은 한문 원문이 �삼강행실도�와 모두 동일한 부분이다.



- 81 -

<충35a>

ㄴ. 諫官이 上言 原桂 제 몸 혜디 아니고  모로 萬民의 命을 밧고

니 <성종판>

ㄷ. 간관이 언오 김원계 볼 란 조 잇더니 도이 션  인 

주 듣고 애라 제 몸 혜디 아니고 즉제 외로온 군 거려 리 려 두

로 여러 블  거 헤티고 거의 디게 얏 을 올게 야 제  몸 주구

므로 모 의 목수믈 밧고니 <선조판>

   (9) ㄱ. 烈婦 京山人 進士裵中善女也 旣笄 歸士族李東郊 善治內事 <열32a>

ㄴ. 烈婦ㅣ 집 이 이대 다리더니 <성종판>

ㄷ. 렬부 산 사 진 션의 리니 족 니교의 안해 도여셔 겨지븨 

이 잘 더니 <선조판>

(7ㄷ)~(9ㄷ)의 밑줄 친 부분은 한문 원문과 비교했을 때 성종판에서는 언해되지 

않았으나 선조판에서는 언해된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이러한 예들만 보아도 선조

판이 성종판의 國漢混用 표기를 순한글로 표기한 것 외에는 차이가 없다고 한 견해

가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7)~(9)와 같은 예를 제외하더라도 선조판이 성종판의 표기 방식만을 바꾼 판본

이 아님은 다음의 예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10) ㄱ. 慨然以雪國恥爲已任 <충22b>

ㄴ. 나랏 붓그러 시수믈 제 所任 사마  <성종판>

ㄷ. 나랏 붓그림 시수믈 제 소임 사마  <선조판>  

   (11) ㄱ. 兒不能兩全忠孝 幸有二弟 當終養 <충29a>

ㄴ. 내 忠孝 다 몯노니 두 이 잇니 다 乃終내 孝道리다 고 

<성종판>

ㄷ. 내 효 다 몯노니 두 아이 잇오니 이 내내 효도링이다 고 

<선조판>

   (12) ㄱ. 賊至矣 我別母 求一死也 <열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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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도기 오니 내 어마님 여희여 가아 주구려 노다 <성종판>

ㄷ. 도기 오니 내 어마님 여희여 가 주그려 이다 더니 <선조판>

(10)~(12)의 예들은 국어사적으로 큰 의의가 있는 것들이다. 이에 대한 해석은 

4.3.으로 미루고 이곳에서는 선조판이 단순히 성종판의 표기 방식을 바꾼 판본이 

아니라는 것만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다음은 영조판과 �오륜행실도�를 살펴보겠다. 

  

   (13) ㄱ. 旌爲貞婦 郡守 立石祠嶺上 易名曰淸風嶺 <열21b>

ㄴ. 後에 旌表야 貞婦ㅣ라 시고 員이 돌碑 셰오 그 嶺에 祭고 일후믈 고텨 

淸風嶺이라 니라 <성종판>

ㄷ. 후에 표야 뷔라 고 그 고올 원이 그 뫼해 비 셰고 졔고 일호믈 고

텨 이라 니라 <선조판>

ㄹ. 후의 졍표야 뎡뷔라 고 비 셰워 졔고 그 녕을 곳쳐 쳥풍녕이라 니라 

[젼의 녕 일홈은 프른 단풍 녕이러니 고치기 근 람 녕이라 니라] <영

조판>

ㅁ. 원나라 적의 졍표여 뎡뷔라 고 비 셰워 졔고 그 녕 일홈을 고쳐 쳥풍

녕이라 니라 [처음 쳥풍녕은 프른 단풍이란 말이오 고친 쳥풍녕은 은 람

이란 말이라]  <오륜>

   (14) ㄱ. 王祥 琅邪人 蚤喪母 繼母朱氏不慈 數譖之 由是失愛於父 每使掃除牛下 祥愈恭

謹 <효17a>

ㄴ. 王祥이 져머셔 어미 일코 다어미 朱氏 아그 하라 每常  츠이거늘 

王祥이 더욱 조심야 며 <성종판>

ㄷ. 이 져머셔 어미 일코 다어미 쥬시 아게 하라   츠이거늘 

이 더욱 조심야 며 <선조판>

ㄹ. 왕샹은 진나라 낭야 사이니 일즉 어미 여고 계모 쥬시 랑치 아니야

로 소니 일로 말믜암아 아븨게 랑을 일코 양 마구 츠라 되 샹이 

더옥 공슌더라 <영조판>

ㅁ. 왕샹은 딘나라 낭야 사이니 일즉 어미 여고 계모 쥬시 랑티 아니여

로 소니 일로 말암아 아븨게 랑을 일허 양 마구 츠라 되 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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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옥 공슌더라 <오륜>

   (15) ㄱ. 以事舅姑 以專一爲貞 以善從爲順 豈以專夫室之愛爲善哉 <열2a>

ㄴ. 舅姑 셤겨 專一호로 正을 삼고 이대 조초로 順을 삼니 엇뎨 젼혀 괴

이로 어딘 이 사리오 <성종판>

ㄷ. 싀부모 셤겨 젼일호로 을 삼고 어딜이 조초로 슌을 삼니 엇뎨 젼혀 

남진의 괴이로 어디로 사리오 <선조판>

ㄹ. 엇지 지아븨 랑이 젼일치 못므로 을 고치리오 <영조판>

ㅁ. 엇디 지아븨 랑이 젼일티 못므로 을 곳치리오 <오륜>

(13)은 성종판, 선조판과 달리 영조판, �오륜행실도�에 협주가 쓰인 예이고 (14)는 

한문 원문과 비교했을 때 성종판과 선조판에서는 언해되지 않았거나 의역된 부분이 

영조판과 �오륜행실도�에서는 모두 직역에 가깝게 언해된 예이다. 그리고 (15)는 

성종판과 선조판에서 언해된 부분이 영조판과 �오륜행실도�에서는 빠져 있는 예이

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오륜행실도�는 영조판을 底本으로 하여 간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영조판을 다른 판본들과 비교해 보면 독특한 번역 양상을 보이는 더러 부

분이 보인다.  

  (16) ㄱ. 盜曰 釋汝刀 從我可全 不從我則殺汝姑 妻仰天而歎 擧刀刎頸而死 盜亦不殺其姑 

<열8b>

ㄴ. 도기 닐오 갈 노코 나 從면 거니와 그리 아니면 네 어미8)

주규리라 야 그 각시 하 울워러 한숨 디코 머리 딜어 죽거 도기 

싀어미도 주기디 아니니라 <성종판>

ㄷ. 도기 닐오 갈 노코 나 조면 살오 나 좃 아니면 네 싀어미 주

규리라 야 그 각시 하 울워러 한숨 디코 갈로 머리 딜어 죽거 도

기 싀어미도 주기디 아니니라 <선조판>

ㄹ. 쳬 멱 딜너 죽으니 <영조판>

ㅁ. 도적이 오 네 날을 좃디 아니면 네 싀어미 죽이리라 쳬 하을 우러러 

8) 이곳의 ‘어미’는 ‘싀어미’의 오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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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 탄식고 칼을 드러 멱 딜러 죽으니 도적이  싀어미 노코 갓더니 

<오륜>

(16ㄹ)의 영조판을 (16ㄱ)의 한문 원문과 비교해 보면 다른 판본들과 달리 언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16)과 달리 영조판에는 한문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였거나 새로 협주를 단 

부분도 보인다.

  (17) ㄱ. 虜左右促使拜 白刃如林 公曰死則死耳 豈有俱人臣而輒拜者 <충20b>

ㄴ. 도기 두 녁 겨틔셔 어셔 절라 고 히 수플 거늘 傅察이 닐오 죽거

든 죽디 어듸 가짓 臣下ㅣ 절 주리 이시리오 <성종판>

ㄷ. 도기 두 녁 겨틔셔 어셔 절라 고 갈히 수플 거늘 부찰이 닐오 죽

거든 죽됴예 어듸 가짓 신해 절 주리 이시리오 야 <선조판>

ㄹ. 오랑캐 부찰려 절라 거 찰이 듯지 아니대 오랑캐 창검으으로9) 저

히며 자우로 여곰 목을 잡아 굽히려 되 찰이  박은 드시 셔셔 지저 

오 죽으믄 죽으려니와 엇지 오랑캐게 절리오 대 <영조판>

ㅁ. 좌우 오랑캐 찰려 절라 고 검극이 수풀 니 찰이 오 죽을디언졍 

엇디 네게 절리오 <오륜>

   (18) ㄱ. 門人受業者 並廢蓼莪篇 <효15b>

ㄴ. 弟子히 그 篇을 다 아니 닑더라 <성종판>

ㄷ. 뎨히 이 편을 다 아니 닑더라 <선조판>

ㄹ. 문하의 글 호 사이 다 뉵아편을 폐고 지 아니더라 [뉵아편은 모

시 편 명이니 뉵아편의 야시되  부모여 날 나키 슈고로이 샷다 얏

니라] <영조판>

ㅁ. 문하의 글 호 사이 뉵아편을 폐고 닑디 아니더라 <오륜>

(17ㄹ)의 밑줄 친 부분은 영조판에서 한문 원문에 없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예

이고, (18ㄹ)의 밑줄 친 부분은 영조판에만 협주가 있는 예이다. 본문의 내용을 좀 

9) 이곳의 ‘창검으으로’는 판각하면서 실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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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영조판

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번역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예들을 좀 더 살펴보겠다.

   (19) ㄱ. 朱泚入宮 以段秀實 久失兵柄 遣騎召之 秀實往見 泚曰 <충16a>

ㄴ. 朱泚ㅣ 宮의 드러 段秀實이 오래 兵馬ㅅ  일헷다 야 브른대 가아 보아 

닐오 <성종판>

ㄷ. 쥬 대궐의 드러 단슈실이 블러 슈실이 가 보고 닐오 <선조판>

ㄹ. 당 덕종 예 단슈실이 일홈난 쟝슈로 오래 병권을 잡앗다가 나라히 쓰지 아

니니 믈러가 집의 잇니 태위 쥬라  놈이 쟝 반역을  슈실을 

달내여 제 동뉴 삼고져 여 졀이 쳥니 슈실이 가 보고 의리의 말로써 

지저 <영조판>

ㅁ. 단슈실은 당나라 견양 사이니 쥬 반매 슈실이 본 인망이 잇고 이  

오래 병권을 일허 반시 됴뎡을 원망리라 여 군 보내여 브르니 슈실

이 집 사으로 더브러 영결고 가 쥬 보아 의리로 유여 (段秀實汧陽

人 朱泚反 以秀實 久失兵必恨憤 且素有人望 遣騎召之 秀實與子弟訣而往見 泚

曰) <오륜>

(19)는 ｢충신도｣ 16번째 기사의 예로 (19ㄹ)을 (19ㄱ)의 한문 원문과 (19ㅁ)의 �

오륜행실도�와 비교해 보면, (19ㄹ)은 (19ㄱ)보다는 (19ㅁ)의 밑줄 친 �오륜행실

도�의 한문 원문에 더 가깝게 언해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후대에 

�오륜행실도�의 원고를 작성할 때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한문 원문을 그대로 사

용하지 않고 영조판의 언해문에 맞게 �오륜행실도�의 한문 원문을 수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 ㄱ. 初樞密副使岳飛 言和議非計 秦檜惡之 虜入冠 上命飛援淮西 卽日就道 張俊貽書 

以乏糧爲言 飛不爲止 <충22a>

ㄴ. 樞密副使 岳飛 엳 和졋 議論이 외니다 야 秦檜 믜더니 도기 

드리텨 오거늘 岳飛 브리샤 淮西 救라 야시 즉자히 길녀 나거늘 張俊이 

글왈야 糧食이 업다 커늘 듣디 아니야 <성종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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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츄밀부 악비 엳오 화졋 의론이 외닝이다 야 진회 믜여더니 도

기 드리텨 오거늘 악비 브리샤 회셔  구라 야시 즉제 길녀 나거늘 

츈이 글월야 식 업다 커 듣디 아니야 <선조판>

ㄹ. 송 흠종 뎡강 이년의 오랑캐 크게 들어와 변경 [송나라 도읍이라]을 에워 

디 닐곱  만의 휘종과 흠종 두 황뎨와 황후와 태와 모든 비빈을 잡아 오랑

캐 나라흐로 들어가니 고종 황뎨 [휘종의 아홉재 아이라] 남경으로 라나 

즉위디라 <영조판>

ㅁ. 악비 송나라 샹쥬 사이니 텬셩이 튱효여 오랑캐 난에 고종 황뎨 뫼시

고 남경으로 피란 안 집에 두어 노모 봉양라 고 갓더니 하븍 

히 다 오랑캐게 함몰디라 (岳飛相州人 忠孝出於天性 初從駕渡河 留妻養母 河

北陷沒) <오륜>

(20)은 ｢충신도｣ 22번째 기사의 예로 (20ㄹ)은 (20ㄱ)의 한문 원문을 언해한 것

이라고 보기 어렵게 선대본인 (20ㄴ, ㄷ)과는 다르게 언해되었다.10) 또한 (19)와 

달리 �오륜행실도�의 한문 원문과에 가깝게 언해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영조판은 앞선 판본들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지만 독자적으로 언해된 부분이 상당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이 후대의 �오륜행실도�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

다.

4.2. 표기・음운 

4.2.1. 표기의 특징

  이 항에서는 이 책의 표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각자병서 ‘ㅆ, ㆀ, ㆅ’, 

연결어미 ‘-아’의 표기, 분철 표기와 중철 표기 등을 다룰 것이다. 

10) 영조판의 다른 판본인 강원도 감영판, 황해도 감영판, 함경도 감영판, 무간기본①, 무간기

본② 등에도 약간의 문자의 출입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20ㄹ)과 같이 언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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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ㅆ, ㆀ, ㆅ’

  성종판에는 ‘ㅆ, ㆀ, ㆅ’의 세 종류의 각자병서가 쓰이고 있다.1) 각자병서는 �원

각경언해�(1465) 이후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성종판에 각자병서가 쓰이

고 있는 것이다.2)

   (1) ㄱ. 거믄 곳갈 쓰고 <성종판, 효35a>

ㄴ. 거믄 곳갈 스고 <선조판>

   (2) ㄱ. 나모 지 셔어셔 닐오 <성종판, 열13a>

ㄴ. 나무 지혀 셔 닐오 <선조판>

   (3) ㄱ. 토로 아 주기니 <성종판, 충15b>

ㄴ. 토로 혀 주기니 <선조판>

(1ㄱ)~(3ㄱ)은 각자병서 ‘ㅆ, ㆀ, ㆅ3)’이 쓰인 예이다. 이들 중 ‘ㆀ’에 대해 이기문

(1972/1977: 27)에서는 ‘ㆀ’의 용례들을 모아 보면 대부분 ‘y’로 끝난 어간들이며 

파생접미사 ‘-i-’를 가지고 있는데, ‘ㆀ’은 파생접미사 ‘-i-’ 때문에 생긴 다소 길

고 심한 협착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4) 한편 ‘ㅆ’은 ‘ㅅ’과 함께 쓰이고 있다.5)

1) 성종판에는 표면상으로 ‘ㅉ’이 쓰인 예가 한 예 보인다. 

ㄱ. 닐웨 짜히 어믜 주거믈 어드니라 <성종판, 효24a>

ㄴ. 닐웻 재아 어믜 주거믈 어드니라 <선조판>

   (ㄱ)의 ‘짜히’에 대해 이현희(2010: 81)에서는 ‘짜히’는 속격조사가 ‘자히’ 쪽으로 넘어간 

표기로, 중세에는 ㅾ 합용병서 표기가 없었기 때문에 ‘히’가 아니라 ‘짜히’로 표기된 것

이라고 하였다.

2) 성종판에는 ‘ㆆ’이 동명사어미 ‘-ㅭ’에 사용되었다. ‘侍墓  저긔’ <성종판, 효28a> 등 많은 

예가 보인다.  

3) ‘ㆅ’은 이중모음 ‘ㅕ’ 앞에서만 보이며 나타나는 단어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ㆅ’은 후에 ‘ㅋ

(->켜-), ㅆ(*믈>썰물, ㅎ(도>도혀)’의 세 방면으로 변화를 거친다(구본관 외 

2016: 361).

4) <A2b>에는 (2ㄱ)의 ‘지’가 ‘지여’로 표기되었다. 

5) 선조판에서도 ‘ㅆ’과 ‘ㅅ’이 함께 쓰이고 있는데 이는 각자병서가 폐기된 이후 ‘ㅆ’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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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ㄱ. 西陵에 가 사호다가 大敗니라 <성종판, 충11a>

ㄴ. 셔릉 해 가 싸호다가 크게 패니라 <선조판>

   (5) ㄱ. 바회예 글 스고 南녁 向야 <성종판, 열21b>

ㄴ. 바회에 글 스고 남녁 야 <선조판>

(4ㄱ), (5ㄱ)은 성종판에서 ‘ㅆ’이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ㅅ’이 쓰인 예이다. 

위의 예 외에도 ‘ㅆ’과 ‘ㅅ’의 혼기는 몇 예가 더 보이는데 이러한 혼기는 ｢효자도｣

에는 보이지 않고 ｢충신도｣와 ｢열녀도｣의 4개 기사에서만 보인다. 이를 강신아

(2011: 42)에서는 원본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후대에 이 책(대영도서관본)을 복각

할 때 원본 그대로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복각 당시의 표기법을 따른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志部昭平(1990)에서 ‘사호-’ 형이 집중되는 ｢충신도｣ 11번째 기사의 

오류를 원본의 인쇄 상태가 좋지 않아 생긴 것으로 간주하는 논의와 동일한 관점이

라고 하였다.6)

  그러나 필자는 이러한 예들을 모두 잘못 복각했기 때문에 생긴 오류로 보기보다

는 ‘ㅆ’형을 구형, ‘ㅅ’형을 신형이라고 했을 때, ｢충신도｣ 11번째, 25번째 기사와 ｢

열녀도｣ 19번째, 21번째 기사에는 신형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후대에 

원고가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후술할 ‘ㅸ’의 변화가 ｢충신도｣와 ｢열녀도｣에만 

반영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⑵ 연결어미 ‘-아’의 표기

  성종판에는 ‘-아’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연결어미 ‘-아’가 통합될 때 연결어미 

‘-아’가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표기된 예들이 보인다.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성종판의 혼기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6) 이미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영도서관본은 현전하는 판본들 중에 초간본에 가장 근접한 

판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대영도서관본의 오류가 모두는 아니더라도 초간본에도 그

대로 있을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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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ㄱ. 아비 조차 가아 조 뷔다가 <성종판, 효3a>

ㄴ. 劉氏의 싀어미 길헤 나아 病야 <성종판, 효31a>

ㄷ. 집 사미 놀라아 救야 뒷더니 <성종판, 열26b>

   (6′) ㄱ. 孟宗이 대수페 가 운대 <성종판, 효16a>

ㄴ. 孔子ㅣ 나 니시다가 <성종판, 효4a>

ㄷ. 箏 놀라 야 <성종판, 열5a>

(6)은 말음이 ‘-아’로 된 어간에 연결어미 ‘-아’가 통합되었을 때 ‘-아’가 생략되

지 않고 표기된 예이다. 이와 같은 표기는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등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이후에 간행된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문법형태소에 대한 의식적인 표기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데(홍윤표 

1998: 160), 15세기 후반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종판에도 이러한 표기가 보

이는 것이다.7) 이러한 사실은 성종판의 원고 작성 시기를 15세기 후반이 아닌 15

세기 중엽 또는 그 이전으로 추정하는 또 다른 근거가 된다(志部昭平 1990, 고영

근 1991). 

  또한 이 책에는 ‘-어’로 끝난 어간에 연결어미 ‘-아’가 통합한 예도 보이고, 어미 

‘-아’ 또는 ‘-어’ 뒤에 ‘-아’가 다시 통합한 예들도 보인다.  

   (7) ㄱ. 使者ㅣ 門 밧긔 오래 셔아(HL) 이셔 <성종판, 충8a>

ㄴ. 프귓 불휘 파아(HH) 머기고 <성종판, 열30b>

ㄴ. 두 字 써아(HH) 뵈야 <성종판, 충21b>

(7ㄱ)은 ‘-어’로 끝난 어간에 연결어미 ‘-아’가 쓰인 예이고, (7ㄴ, ㄷ)은 어미 ‘-

아’, ‘-어’ 뒤에서 연결어미 ‘-아’를 더 쓴 예이다.8) 이러한 표기도 정음 초기 문헌

7) (6′ㄴ)에서 보는 것처럼 ‘-아’가 생략된 예들도 보인다.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

석보�에서도 동일한 환경에서 ‘-아’가 생략된 예들도 보인다. 다만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를 비교했을 때, �석보상절�이 �월인석보�보다 연결어미 ‘-아’가 생략되지 않고 표기된 예들

이 더 많이 보인다.

8) (7ㄴ)의 ‘파아’는 ‘[[-+-아]+-아]’로, (7ㄷ)의 ‘써아’는 ‘[[쓰-+-어]+-아]’로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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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훈민정음�, �석보상절�과 �월인석보� 등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후대에 간행된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⑶ 분철 표기와 중철 표기

  성종판에는 15세기의 일반적인 표기법인 연철 표기가 절대적이지만 분철 표기도 

일부 나타나고 중철 표기된 예도 보인다.9)

   (8) ㄱ. 뎍로 <성종판, 효28b>

ㄴ. 남진이 <성종판, 효31a>, 남진 <열14a>

ㄷ. 님금이 <성종판, 충1a>, 주검을 <충11b>, 몸로 <열25a>

ㄹ. 스이 <성종판, 효35a>, 이라 <효18a>, 쳔 <충1a>

   (9) 낛 <성종판, 효20b>, 남진니 <성종판, 열14a;34b>

(8)은 분철 표기의 예이고, (9)는 중철 표기의 예이다. 성종판의 분철 표기는 곡용

에서만 한정되어 나타나는데 체언의 종성이 ‘ㆁ’으로 끝나는 체언의 경우[(8ㄹ)]에 

분철된 예가 제일 많이 보인다.10) 그 다음은 ‘ㅁ, ㄴ, ㄱ’순서로 나타나는데 ‘ㄱ’으

로 끝나는 체언의 경우에는 (8ㄱ)의 한 예가 전부이다(강신아 2011: 67). (9)는 

성종판에서 중철 표기된 예로 위의 두 예만 보인다.11)

  선조판에서도 활용형의 분철 표기는 보이지 않는다.12) 활용형에서는 중철 표기

(7ㄷ)과 같은 예는 ‘翼을 텨아(HH)’ <성종판, 충2a>, ‘秦檜와  아(HH)’ <성종판, 충

22a> 등에서도 볼 수 있다.

9) 이익섭(1992: 205-210)에서는 �월인천강지곡�을 제외한 15세기 문헌에서의 분철 표기는 극

히 우발적으로만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화경언해�에 오면 분철 표기가 제법 보이기 

시작하고 �남명집언해�에는 비교적 활발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10) 연철 표기가 절대적인 �석보상절�에서도 체언의 종성이 ‘ㆁ’으로 끝나는 ‘’은 분철이 절

반 정도로 나타난다(안병희 1992: 261). 

11) ‘낛’은 ‘낙’이 중철 표기된 것이다. 그리고 성종판에서는 ‘남진’과 조사 ‘-이’의 결합을 

대부분 ‘남지니’(17회)로 표기하였다. 분철 표기인 ‘남진이’는 1회만 보인다. 

12) 이는 선조판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16세기 말의 �소학언해�, 四書諺解와 비교했을 때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익섭(1992: 226-237)에 따르면 이들 문헌에서는 활용

에서도 분철이 연철에 비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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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예만 보인다. 

   (10) 먹그며 <선조판, 충25a>, 닐샤 <열1a>, 죽그니 <열16a> 

(10)은 선조판에서 활용형이 중철 표기된 예이다. 이처럼 분철 표기는 보이지 않고 

중철 표기가 먼저 나타나는 것은 표기의 변천 과정이 ‘연철 표기>중철 표기>분철 

표기’의 순서대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홍윤표 1986: 127).

  다음의 예들도 활용 및 곡용에서 중철 표기된 예로 판단된다.

   (11) ㄱ. 도얏가 <선조판, 열1a>, 왓늘 <열8a>, 웃 <열20a>, 주것든 <열

21a>

ㄴ. 옷 <선조판 열23a>

(11ㄱ, ㄴ)은 활용 및 곡용에서 종성의 ‘ㅅ’이 중철 표기된 예이다. 곡용에서는 (11

ㄷ)의 한 예만 찾을 수 있었다.13)  

  반면에 영조판에서는 활용형에서도 분철 표기가 일반화되었는데 이러한 표기 경

향은 과잉 분철 표기로도 나타난다.  

   (12) ㄱ. 멀이의  관을 치고 <영조판, 충21b> (<머리의)

ㄴ. 글이 리이다 <영조판, 효5a> (<그리) 

ㄷ. 엄이 샹해 먹 밥을 더러 주니 <영조판, 효13a> (<어미)

ㄹ. 도적의게 덜어이고 <영조판, 효17b> (<더러이고)

ㅁ. 달은 집 사이 되리오 <영조판, 효29a> (<다른)

(12)는 과잉 분철된 예로 표기자의 분철 지향 의식이 지나치게 투철하여 나타난 

13) 선조판에서 종성의 ‘ㅅ’이 중철 표기된 예는 ｢열녀도｣에서만 확인된다. ｢효자도｣와 ｢충신도

｣에서는 그러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책에는 형태소 경계가 아닌 ‘어엿’ <선조판, 

열7a>, ‘븟려’ <열8a>, ‘맛고’ <열23a>, ‘엇 거오잇’ <열30b> 등과 같이 형태

소 내부에서 중철 표기된 예들도 보인다. 한편 (11)의 예들을 중철 표기된 것이 아니고 종

성의 ‘ㅅ’ 받침 뒤에서 경음화가 일어난 예로 보는 해석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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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근대어 시기 문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다.14)

⑷ 기타 

  성종판에는 사잇소리가 모두 ‘ㅅ’으로 표기되는데 아래와 같은 예외가 한 예 보인

다. 

   (13) ㄱ. 붇 자바 死ㄷ 字 쓴대 (取筆書字曰死) <성종판, 충21b>

ㄱ′. 붇 자바 주글  슨대 <선조판>

(13ㄱ)은 성종판에 사잇소리로 ‘ㄷ’이 쓰인 예이다. �훈민정음�(언해본)과 �용비어

천가�의 사잇소리 표기에 따르면 ‘ㆆ’이나 ‘ㅅ’이 쓰여야 하는데 이곳에는 ‘ㄷ’이 쓰

였다.15)

  끝으로 선조판에는 합용병서 ‘ㅲ’이 보인다. 

   (14) ㄱ. 내 브리   식거 (吾俟火滅灰寒) <선조판, 충27a> 

ㄱ′, 블 지기 기려 <영조판>

(14ㄱ)은 선조판에 합용병서 ‘ㅲ’이 쓰인 예이다.16) ‘ㅲ’은 15세기 문헌에서는 보이

지 않는 것으로 16세기 문헌인 이 책(선조판)에서 처음으로 쓰인 것이다.17)

14) 16세기 후반의 �소학언해�에서도 이러한 표기를 볼 수 있다. 한 형태소 안에서의 자음을 

받침으로 표기하여 ‘먹임이 아니면 아디 몯며 침이 아니면 아디 몯이니’ <小學

2:73b>와 같은 예가 보인다(안병희 1992: 263).

15) �훈민정음�(언해본)과 �용비어천가�에는 주로 한자어의 경우 선행어의 체언이 不淸不濁字

인 경우 그것과 같은 위치(牙, 舌, 脣, 喉)의 全淸字로써 표기하는 규칙이 있었다(이기문 

1972: 120).

16) 동일한 한문 원문을 언해한 부분이 성종판에서는 ‘내  식거’ <성종판, 충27a>으로 되

어 있어 선조판의 ‘’에 대응하는 어형을 볼 수가 없다.  

17) 이기문(1972/1977: 62)에서는 15세기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던 ‘ㅲ’의 등장은 ㅂ계 합용병

서가 된소리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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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음운의 특징

  이 항에서는 이 책에서 보이는 특징적인 음운 현상을 다룰 것이다. ‘ㅸ’의 변화, 

‘ㅿ’의 변화, ‘ㆍ’의 변화, 모음조화, 유음화, ㄷ구개음화, 원순모음화 등을 살펴보겠

다.  

⑴ ‘ㅸ’의 변화

  성종판에는 ‘ㅸ’이 쓰이고 있다. ‘ㅸ’은 1450년대까지 존속한 알려져 있는데,18)

1490년에 간행된 이 책에 ‘ㅸ’이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이다.19)

   (15) ㄱ. 閔損이 러  어미 이시면  아리 치려니와 <성종판, 효1a>

ㄴ. 민손이 러 오 어미 이시면  아리 치우려니와 <선조판>

   (16) ㄱ. 집 사미 다 놀라 너겨 더니 <성종판, 효21a>

ㄴ. 집 사미 다 놀라이 너겨 더니 <선조판>

   (17) ㄱ. 體覆使 趙浚이 엳  門 紅門 셰라 시니라 <성종판, 열32a>

ㄴ. 됴쥰이란 관원이 엳와 문 문 셰라 시니라 <선조판>

(15ㄱ)~(17ㄱ)은 성종판에 ‘ㅸ’이 쓰인 예이다. 성종판에는 위의 예 외에도 ‘ㅸ’이 

쓰인 예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한편 성종판에서도 ‘ㅸ’이 쓰일 환경에 쓰이지 않은 예들이 일부 보인다. 일반적

으로 ‘ㅸ’은 /w/로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0) 이러한 변화가 이 책에서도 반

18) 이기문(1972: 126)에서는 ‘ㅸ’은 �아미타경언해�(1464), �목우자수심결언해�(1467)에도 나

타나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세조대의 문헌에서는 극히 산발적이므로 1450년대까지 존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16세기 문헌인 �속삼강행실도�(1514)에도 ‘ㅸ’이 쓰이고 

있는데 이는 �삼강행실도�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19) 성종판에 ‘ㅸ’, ‘ㅭ’, ‘ㆅ’ 등의 문자가 쓰이고 있음은 이른 시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다. 이

를 바탕으로 이 책의 언해 시기를 세종대 또는 세조대 초로 추정하였다(志部昭平 1990, 고

영근 1991, 홍윤표 199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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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된 것이다. 

   (18) ㄱ. 天下ㅣ 셜워 더라 <성종판, 충22b>  

ㄴ. 吊問 몯 듣오리로소다 <성종판, 열3a> 

ㄷ. 蘇峻이 兵馬 니와다 姑孰을 티고 <성종판, 충11a>

   (18′) ㄱ.  고기 잇논 주 셜 노다 <성종판, 열8b> 

ㄴ. 엇뎨 아니 듣리고 <성종판, 열30a>

ㄷ. 恢復 키 도로 니씨라 <성종판, 충22b>

(18)은 성종판에서 ‘ㅸ’의 변화가 반영된 예이고 (18′)은 (18)에 대비되는 것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여전히 ‘ㅸ’이 쓰이고 있음을 보여준다.21)

  한편 성종판에서 ‘ㅸ’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된 예들은 ｢충신도｣와 ｢열녀도｣에서만 

보이고 ｢효자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후술할 몇 가지 예들과 함께 

생각해 봤을 때, ｢효자도｣의 언해가 ｢충신도｣와 ｢열녀도｣에 비해 이른 시기에 이루

어졌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⑵ ‘ㅿ’의 변화

  ‘ㅿ’은 성종판뿐만 아니라 선조판에서도 쓰이고 있다. 그러나 선조판에는 ‘ㅿ’의 

음가가 소실된 예들도 많이 보인다. 

   (19)  <선조판, 열14a>, 아다려 <열7a>, 머리 조아 <효22a>, 뫼와 <열

23a>, 처엄 <효11b;열14b>, 이윽고 <열22a;27a>

20) 한편 김경아(1991, 1997)에서는 ‘ㅸ’이 /ɦw/로 변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김주필(2001)에서

는 ‘ㅸ’의 변화 현상을 ‘ㅸ’이 가지고 있는 자질 가운데 [순음성]이 후행 모음에 [원순성] 관

련 현상으로 영향을 미쳐 ‘ㅸ’이 가지고 있던 [순음성]이 잉여자질이 됨으로써 ‘ㅸ’이 [유성

성]과 [지속성]을 가진 /ɦ/로 약화되는 현상으로 보았다. 

21) (18) 외에도 강신아(2011: 32)에서는 성종판에서 ‘ㅸ’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된 예로 ‘오

’ <성종판, 열1a>, ‘더레유미’ <성종판, 열16a>, ‘트와’ <성종판, 충22a; 충33a> 등을 

더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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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선조판, 효7a>, 아와 <충33a>, 머리 조 <효21a>, 뫼와 <충

31b>, 처 <효33a>, 이고 <효16a;18a> 

(19)는 ‘ㅿ’의 음가가 소실된 예이고, (19′)은 유지된 예이다.22) 일반적으로 ‘ㅿ’은 

‘i, y’ 앞에서 소실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이기문 1972/1977: 38), 이러

한 경향은 선조판에서도 확인된다.23)   

  ‘ㅿ’은 주로 중앙어에서는 ‘ㅿ>∅’의 변화를 겪었으나 드물게 ‘ㅿ>ㅈ’의 변화를 

겪은 경우도 보인다. 선조판에서도 그러한 예들을 볼 수 있다.

   (20) ㄱ. 손조 <선조판, 효18a; 열23a>,  호온자 <선조판, 효18a; 충27a>

ㄱ′. 손 <성종판, 효18a; 열23>, 오 <성종판, 효18a; 충27a>

(20ㄱ)은 (20ㄱ′)의 ‘ㅿ>ㅈ’의 변화의 예로 위의 두 단어에서만 확인된다.24)

  한편 이 책에는 ‘ㅿ’이 ‘ㅅ’으로 변화된 것으로 보이는 예들도 있다. 

22) 이 책(선조판)과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선조대 �이륜행실도�(1579)와 �속삼강행실도�(1581)

에는 ‘ㅿ’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 정연정(2014)에 따르면 �이륜행실도� 교서관판 중간본류

(1579)에는 ‘ㅿ’이 한 예도 보이지 않으나 교서관판 삼간본류(선조 39년 이후 간행)에는 3인

의 기사에서만 ‘ㅿ’이 쓰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속삼강행실도�(1581)에는 1인의 기사에서만 

보인다(안병희 1975: 113). 반면에 선조대 �삼강행실도�에는 (19′)을 포함하여 ‘ㅿ’이 쓰인 

예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간행된 비슷한 성격의 문헌이지만 서로 다른 언어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23) ‘’와 ‘(싀)어버’가 그러한 환경에 해당하는 예로 선조판에서 ‘’는 한 예도 보이지 

않은 반면에 ‘이’는 6회 쓰이고 있고 ‘(싀)어버’는 3회만 쓰인 반면에 ‘(싀)어버이’는 15

회 쓰이고 있다. 한편 ‘ㅿ’이 ‘i, y’ 앞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음가가 소실된 단어들도 보인

다. ‘’이 8회, ‘’이 9회, ‘겨’이 2회, ‘겨을’이 6회 쓰이고 있다.  

24) 한편 소신애(2012: 80)에서는 ‘ㅿ>ㅈ’의 변화는 발화 해석 과정에서 촉발된 변화로 유성음 

환경의 ‘ㅿ’과 ‘ㅈ’의 음성적 유사성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함북 방언의 음성 전사 자료에 

근거할 때 당시 ‘ㅈ’은 유성음 사이에서 수의적으로 [z]로 실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ㅿ’의 비음운화 시기에 ‘ㅿ’의 불명료한 음성형에 노출된 청자가 이를 ‘ㅈ’으로 오지각하거

나 과도 분석함으로써 ‘ㅿ>ㅈ’ 방향의 재구조화가 초래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ㅿ>ㅅ’의 

변화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는데 ‘ㅿ’의 비음운화 무렵 ‘ㅿ>ㅈ’과 더불어 ‘ㅿ>ㅅ’ 또한 경쟁적 

변화로 존재하였다고 하였다. 이 또한 청자의 음운론적 재해석에 의한 변화로 유성음 간 

‘ㅿ’과 ‘ㅅ’의 음성적 유사성은 함북 방언의 음성 전사 자료를 통해 추정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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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ㄱ. 갈 아사 <선조판, 열13a, 21a>, 어미 울에를 므싀여 더니 <효15b>

ㄱ′. 갈 아 <성종판, 열13a, 21a>, 어미 울에를 므더니 <효15b>

(21ㄱ)을 (21ㄱ′)과 비교해 보면, ‘ㅿ’이 ‘ㅅ’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25) 그러나 위

의 예들은 이기문(1972)의 견해를 따라 ‘ㅿ>ㅅ’의 변화의 예가 아닌 방언형이 유

입된 것으로 판단한다.26)

⑶ ‘ㆍ’의 변화  

  ‘ㆍ’의 변화와 관련하여 성종판의 아래의 예는 주목된다. 

   (22) ㄱ. 逮繫飛及子雲大理獄 檜手書小紙付獄 <충22a>

ㄴ. 거즛 罪 그라 岳飛의 어비아 獄애 가도고 秦檜 片紙예 손 글왈 

그라 獄애 보내니 <성종판>

ㄷ. 거즛 죄 그라 악비의 어비아 옥애 가도고 진회 편지예 손조 글월 그

라 옥애 보내니 <선조판>

(22ㄴ)의 ‘글-’는 성종판에서 비어두 음절의 ‘ㆍ>ㅡ’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된 예

로 15세기 문헌에서 ‘-’가 아닌 ‘글-’가 쓰인 유일한 예이다.27) 성종판은 정

음 초기 문헌에서만 보이는 특징들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위와 같이 15세기 말의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28)

25) 선조판의 다른 부분에서는 ‘-’의 ‘ㅿ’이 탈락한 예도 보인다. ‘이 한나라 아아 열

네 에야 이 주그니’ <선조판, 충25b>

26) 이기문(1972: 127)에 따르면 ‘ㅿ’은 크게 고대 이전 시기부터 내려오던 것과 13세기 이후

에 ‘s>z’의 변화로 나타난 것이 있다고 하였다. 후자의 변화를 입어서 나타난 ‘두, 한, 

한, 프리’와 기존의 ‘두서, 한삼, 한숨, 프서리’는 15·16세기에 공존하였는데 이들은 고

형과 신형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언형이라고 하였다. 즉 ‘두’는 ‘ㄹ’과 모음 사이

의 ‘s>z’, ‘ㄹ’의 탈락을 가진 방언(중앙어)에 속한 것이고 ‘두서’는 ‘ㄹ’의 탈락밖에 가지지 

않은 방언에 속한 것으로 후에 ‘두서’ 형의 침투로 중앙어에서 ‘두’와 ‘두서’가 공존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27) 비어두 음절의 ‘ㆍ>ㅡ’의 변화는 15세기부터 시작되어 16세기에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

다(이기문 1972: 118). �두시언해�의 ‘나그내’(<‘나내’), ‘기르마’(<‘기마’), �구급간이방언

해�의 ‘가그기’(<‘가기’) 등이 15세기 문헌의 주목할 만한 예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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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선조판에도 비어두 음절의 ‘ㆍ>ㅡ’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된 예는 거의 보이

지 않는다. ‘믈며’ <선조판, 열8a> 정도만 찾을 수 있었는데 ‘믈며’도 한 예만 

보이고 다른 곳에서는 ‘며’ <선조판, 충19a;열11b;열30b>가 쓰이고 있다.29)

⑷ 모음조화

  성종판에는 활용형에서 모음조화에 어긋난 예들이 보인다.

   (23) ㄱ. 薛包 아비 後ㅅ 겨집 어라 包 믜여 나가라 야 <성종판, 효7a>

ㄴ. 엇뎨 王子 일버 보낸다 <성종판, 충30b>

ㄷ. 딕 사미 누읅  어다 가락 너흐러 <성종판, 열21b>

(23ㄱ-ㄷ)은 활용형에서 모음조화에 어긋난 예이다. 이들의 기본형은 ‘얼-’, ‘일

-’, ‘얻-’로 연결어미 ‘-어’가 통합되어야 하는데 모음조화를 어기고 연결어미 ‘-

아’가 통합되었다. 

  이와 같은 표기는 15세기의 다른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고 �월인천강지곡�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성종판의 원고 작성 시기를 15세기 중엽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

가 된다(志部昭平 1990, 고영근 1991). 

28) ‘글-’는 ｢충신도｣ 22번째 기사에서만 보인다. �삼강행실도�의 105人의 기사는 동일한 시

기에 한꺼번에 언해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글-’만을 보면 ｢충신도｣ 22번째 기사는 

후대(15세기 말)에 언해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충신도｣ 22번째 기사에

는 다른 곳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ㅸ’이 쓰이고 있지만 ‘ㅸ’의 변화가 표기에 반영된 예도 

보인다. ‘諫議大夫 万侯卨로 岳飛 트와 兵馬ㅅ  아시긔 고’ <성종판, 충22b> 

이 문헌의 표기 방식이라면 ‘트와’가 아닌 ‘트’가 예상되는 곳이다.    

29) 성종판과 비교했을 때 표면적으로는 비어두의 ‘ㅡ’를 ‘ㆍ’로 표기한 예들이 보인다.

      ㄱ. 블러 <선조판, 충9a> 죽거 <충11a>, 읻거 <열2a> 

ㄱ′. 블러늘 <성종판, 충9a> 죽거늘 <충11a>, 잇거든 <열2a>

   (ㄱ)과 (ㄱ′)을 비교해 보면 (ㄱ)은 비어두음절의 ‘ㅡ’가 ‘ㆍ’로 역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결어미 ‘-거늘’, ‘-거든’은 이미 15세기 중엽의 문헌에서부터 ‘-거’, ‘-거’

으로 쓰인 것들로 위의 예를 비어두에서 ‘ㅡ’를 ‘ㆍ’로 역표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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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유음화

  유음화는 선조판에서 보인다. 선조판에는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가 모두 

보인다.

   (24) 란 조 잇더니 <선조판, 충35a>

   (25) ㄱ. 할림 <선조판, 효32a>, 볼 <충8a;충35a>

ㄴ. 쳘 <선조판, 충1a> 

ㄴ′. 쳘 <선조판, 열10a> 

(24)는 순행적 유음화, (25)는 역행적 유음화의 예이다. (24)의 ‘란’은 ‘난’에

서 순행적 유음화가 반영된 것이고, (25ㄱ)는 ‘한림사, 본’에서, (3ㄴ)은 ‘쳔’

에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것이다. (25ㄴ′)의 ‘쳘’(쳘)은 ‘쳔’에서 역행적 

유음화가 적용된 ‘쳘’의 ‘ㄹㄹ’을 ‘ㄹㄴ’으로 표기한 것이다. ‘쳘’을 통해 선조판

에서도 어중의 ‘ㄹㄹ’을 ‘ㄹㄴ’으로 표기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어중의 ‘ㄹㄹ’을 

‘ㄹㄴ’으로 적는 표기는 이진호(1997)에 따르면 유음화에 대한 과도교정이 최초의 

동기였다고 한다.30) 16세기 말의 문헌인 선조판에서는 비록 적은 예이지만 유음화

된 예들과 유음화에 대한 과도교정된 예를 모두 볼 수가 있었다. 

⑹ ㄷ구개음화

  ㄷ구개음화는 영조판에서 관찰되는데, 평안도 감영판도 볼 수가 있다. 서북방언

은 현재에도 구개음화를 경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8세기에 평안도에

서 간행한 이 책에 구개음화된 예들이 보이는 것이다(이상훈 2014: 90).31)   

30) 이진호(1997: 457)에서는 ‘ㄹㄹ’을 ‘ㄹㄴ’으로 표기하는 경향이 나타난 시기는 ‘ㄹㄴ’을 ‘ㄹ

ㄹ’로 변화시키는 유음화의 발생 시기와 거의 일치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순행적 유음화와 

역행적 유음화 모두 15세기에는 보이지 않고 16세기 초기 문헌에서부터 확인되는데(이진호 

1998), ‘ᄙ’을 ‘ᄘ’으로 적는 표기도 16세기 초기 문헌에서부터 보인다.  

31) �삼강행실도�와 달리 평안도 감영에서 간행된 �속삼강행실도�와 �이륜행실도�에는 구개음

화가 보이지 않는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간행된 비슷한 성격의 세 文獻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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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ㄱ. 표 치니 <평안도 감영판, 효20b>, 엇지 <효2a; 효23b>, 지나며 <효

25b>, 어질믈 듯고 <충4a>

ㄴ. 상인치 <평안도 감영판, 효24b>, 밋지 마쇼셔 <충7a>, 고치지 아니고 

<열2a>

(26)은 형태소 내부와 형태소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반영된 예이다. 이 책에서 구개

음화가 반영된 예들은 (26ㄱ, ㄴ) 외에도 많이 보인다. 18세기에 평안도 감영에서 

간행한 이 책에 구개음화된 예들이 보이는 것은 이 책이 평안도 감영에서 자체적으

로 언해문을 개역하여 간행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32)

  평안도 감영판 외에도 강원도 감영판, 황해도 감영판, 무간기본 등 다른 영조판

에서도 구개음화된 예들을 볼 수가 있다.33) 이들은 평안도 감영판을 저본으로 하

여 판각한 것으로 이들 판본에 구개음화된 예들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

만 다른 판본들과 달리 함경도 감영판에는 구개음화가 반영된 예가 거의 보이지 않

는다.  

   (27) ㄱ. 표 티니 <함경도 감영판, 효20b>, 디나며 <효25b>, 밋디 마쇼셔 <충

7a>, 고치디 아니고 <열2a>

ㄴ. 됴셔샤 <함경도 감영판, 효10b>, 디아비 <효20a>, 뎨와 <충31a>

(27ㄱ)은 (26)과 동일한 환경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예이고, (27ㄴ)은 과

도교정의 예이다. 앞 장에서 함경도 감영판은 평안도 감영판을 그대로 복각한 것이 

아니고 새로 판을 짜서 판각한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새로 판하를 작업하면서 평안

도 감영판의 구개음화된 예들을 모두 고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책에도 극히 

일부지만 구개음화된 예들이 보이는데, 이는 새로 판하를 작업하면서 미처 수정하

언어 사실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32) 이 책을 평안도 감영에서 자체적으로 개역하여 간행했더라도 그 주체는 중앙에서 부임한 

관원들이었을 것이므로 구개음화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지방 

관아에서 간행된 많은 한글 문헌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보이기보다는 중앙어나 문어의 특징

을 더 많이 보이기 때문이다. 

33) 임진란 직전에 간행된 성종판(<A1b>), 임진란 이후에 간행된 성종판(<A2b>) 그리고 임진

란 이후에 간행된 선조판 등에서도 ㄷ구개음화가 반영된 예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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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⑺ 원순모음화

  원순모음화를 후행하는 원순모음 ‘ㅗ’에 의해 ‘ㆍ’가 ‘ㅗ’로 바뀌는 현상과 양순음 

뒤에서 ‘ㅡ’가 ‘ㅜ’로 바뀌는 현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34)   

  먼저 성종판에는 후행하는 원순모음 ‘ㅗ’에 의한 ‘ㆍ>ㅗ’의 예가 한 예 보인다. 

   (28) ㄱ. 밧고로 브터 <성종판, 열3b>

ㄱ′. 밧고로 의지하여 <선조판, 열3b>

(28)은 후행하는 원순모음 ‘ㅗ’에 의해 ‘ㆍ’가 ‘ㅗ’로 바뀐 예이다. 이러한 예는 정

음 초기 문헌에서도 볼 수가 있다.

  선조판에는 후행하는 원순모음 ‘ㅗ’에 의한 ‘ㆍ>ㅗ’의 예들이 좀 더 많이 보인

다.35)

   (29) ㄱ. 고올셔 <선조판, 충28a>, 고올 <열21b> 

ㄴ. 호온자 <선조판, 효18a; 충27a; 충28a> 

(29ㄱ)의 ‘고올ㅎ’은 ‘올ㅎ’에서,36) (29ㄴ)의 ‘호온자’는 ‘오’(<‘’)에서 

후행하는 원순모음 ‘ㅗ’에 의해 ‘ㆍ’가 ‘ㅗ’로 변한 것이다.37)

  양순음 뒤의 ‘ㅡ’가 ‘ㅜ’로 바뀌는 현상은 영조판에서 보인다.38) 이 책에는 원순

34) 모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를 원순성 동화라고 하여 자음(양순자음)에 의한 모음의 동화와 

따로 구별하기도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들을 모두 포괄하여 원순모음화 현상으로 파악하였

다.

35) 원순모음 ‘ㅗ’에 의한 ‘ㅡ>ㅗ’의 예도 보인다. ‘졍셩오로’ <선조판, 효21a>, ‘ 긔오로’ 

<충26a>.

36) 선조판에는 ‘고올ㅎ’ 뿐만 아니라 후행 모음 ‘ㅗ’의 [원순성]이 탈락한 ‘고을ㅎ’도 보인다. 

‘고을’ <선조판, 효6a>, ‘고을’ <충4a>.

37) 16세기의 다른 문헌에는 15세기의 ‘오’에서 제1음절의 ‘ㆍ’가 탈락한 ‘호’ <續三효

34a>도 보인다.

38) 선조판에는 순자음에 의한 역행 원순모음화의 예가 한 예 보인다. ‘님굼이’ <선조판 효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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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화가 형태소 내부 및 형태소 경계에서 적용된 예들과 역표기된 예들도 보인다. 

형태소 경계에서 진행된 예들과 역표기된 예들을 살펴보겠다.

  

   (30) ㄱ. 거문 구이 <영조판, 효9a>, 죽으무로써 <충35b>

ㄴ. 븐묘의 <영조판, 효15b>, 겻히 믓고 <열12b>

(30ㄱ)은 형태소 경계에서 원순모음화가 일어난 예이고, (30ㄴ)은 역표기된 예이

다. 오종갑(1987: 69)에 따르면 원순모음화는 선행 순자음과 후행 모음 사이에 밀

착의 정도가 강한 형태소 내부의 ‘므’, ‘브’, ‘프’ 등에서 먼저 발달하였고 다음으로 

용언의 활용형, 체언의 곡용형에서는 가장 늦게 발달하였다고 한다. 영조판에서는 

비록 적은 예들이긴 하지만 (30ㄱ)에서와 같이 활용형과 곡용형에서도 원순모음화

의 예를 확인할 수가 있다.39)

4.3. 형태・통사

4.3.1. 형태적 특징

  이 항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대상으로 이본들 간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님굼’은 ‘님금’에서 후행하는 양순음 ‘ㅁ’에 의해 ‘ㅡ’가 ‘ㅜ’로 변한 것이다.

39) 한편 원순모음화는 문헌에 따라 적용된 비율의 차이가 크다. 김주필(2005: 49)에 따르면 

18세기의 譯書類 문헌인 �박통사신석언해�(1764)에서는 원순모음화의 확산 비율이 23.74%, 

�중간노걸대언해�(1795)에서는 5.73%라고 하였다. 반면에 왕실 문헌인 �어제경세문답�에서

는 1.19%, �윤음�에서는 15.07%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주필(2008: 107)에서는 �

오륜행실도�에서는 8.89% 확산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확산 비율은 이 문헌이 18세기 

중반기의 언어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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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조사

⑴ 격조사

① 주격조사

  주격조사 ‘-가’는 다른 판본에서는 보이지 않고, 경북대본(영조판 <C2c>)과 �

오륜행실도�에서만 보인다. 

   (1) ㄱ. 有軍千戶 强使從己 <열22a>

ㄴ. 도적 쳔호가 겁박려 니 <영조판, 경북대 소장본(경상도 감영판)>

ㄴ′. 도적 쳔회라  놈이 냥 핍박고져 거 <영조판, 평안도 감영판>

ㄴ″. 도적 쳔회라  놈이 냥 핍박고져 거 <영조판, 강원도 감영판>

ㄴ‴. 도적 쳔회라  놈이 냥시 핍박고져 거 <영조판, 함경도 감영판>

ㄷ. 적댱이 냥시 겁박려 니 <오륜>

   (2) ㄱ. 이윽고 검은 구룸이 니러나며 가 나즌 여셔 (俄黑雲起日中) <오륜, 효

29>

ㄴ. 매가 새 듯 니 (若鷹鸇之逐鳥雀) <오륜, 충12>

ㄷ. 그 아  뉘가 제 어민 줄 모로더라 (兒亦不知孰爲己母也) <오륜, 형

31>

(1ㄴ)은 경북대본에 주격조사 ‘-가’가 쓰인 예이고, (2)는 �오륜행실도�에 주격조

사 ‘-가’가 쓰인 예이다.1) 영조대에 간행한 다른 판본들에서는 주격조사 ‘-가’가 

쓰인 예를 볼 수가 없는데 경북대본에서만 위의 한 예가 확인된다. 

  주격조사 ‘-가’는 17세기 중기부터 i계 모음을 가진 체언 뒤에서 출현하고 18세

기 중기부터는 非i계 모음 아래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홍윤표 

1994: 413), 경북대본에는 비록 한 예밖에 보이지 않지만 주격조사 ‘-가’가 i계 모

1) �오륜행실도�에는 주격조사 ‘가’가 총 3회 쓰였다(최세화 196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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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뒤가 아닌 非i계 모음 뒤에서 쓰이고 있는 것이다. �오륜행실도�에 쓰인 주격조

사 ‘-가’가 모두 i계 모음 뒤에 쓰인 것과 대비된다.2) 18세기 이후로 주격조사 ‘-

가’의 쓰임이 확대되는 것을 고려하면 영조판과 �오륜행실도�에는 주격조사 ‘-가’

가 많이 쓰일 법한데 저본의 영향으로 인한 보수적인 표기 습관이 남아 있는 것이

다. 

  다음은 주어 자리에 ‘-이라셔’가 쓰인 예들을 살펴보겠다. 주어 자리에 ‘-이라셔’

가 쓰인 예는 성종판에서는 보이지 않고 선조판과 영조판에서만 찾을 수 있었다.3)

   (3) ㄱ. 이제 두어 앳 사미로니  말 니고 죽거지라 대 이라셔 니르라 

야 (今數刻之人耳 願一言而死 思明曰 試言之) <선조판, 충15a>

ㄱ′. 내 명이 시에 이시니 원컨대  말만 고 죽으리라 명이 오 무 

말고 <오륜>   

ㄴ. 위참 텬위라셔 븍녁로 긋 더브러 가려 켜 (戊子魏參政天祐 朝京 逼以北

行 謝不肯) <선조판, 충25a>

ㄴ′. 魏參政 天祐ㅣ 北녀로 긋 더브러 가려 커늘 <성종판>

ㄷ. 뉘라셔 너 쳐 샹소라 더뇨 (命李春富李穡鞫誘者) <영조판, 충32a>

ㄷ′. 뉘라셔 너 쳐 샹소라 더뇨 <오륜>

(3ㄱ~ㄷ)은 ‘-이라셔’가 주어 자리에 쓰인 예이다. (3ㄱ, ㄴ)과 (3ㄱ′, ㄴ′)을 비교

해 보면, 선조판에서는 ‘-이라셔’가 통합된 ‘이라셔, 텬위라셔’로 언해되었는

데, 다른 판본에서는 주격조사 ‘-이’가 통합한 ‘명이, 天祐ㅣ’ 등으로 언해되었다. 

2) 주격조사 ‘-가’의 쓰임만을 보면 경북대본(<C2c>)이 �오륜행실도�(1797)보다 후대에 간행되

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경북대본(<C2c>)을 초간본인 버클리대본(<C1>)과 

비교해 보면 전체 105인의 기사 중에서 3인의 기사에서만 내용이 전면적으로 바뀌었다. 그 

중에서도 ｢열녀도｣ 22번째 기사인 (1)에서만 문법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후대

에 보판한 것으로 저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당시의 언어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3) 성종판에도 ‘-이라셔’가 쓰인 예가 있지만 주어 표지로 기능하지 않는다. 

李氏 하 울워러  우러 닐오 내 겨지비라셔 節介ㅣ 受티 몯고 이 소니 

게 쥐유니 <성종판, 열16a> 

   위 문장은 “이씨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몹시 울며 말하기를 내가 여자가 되어서 절개를 지

키지 못하고 이 손이 남에게 잡혔는데” 정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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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셔’와 주격조사 ‘-이’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4)

② 대격조사

  대격조사는 선조판과 영조판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관찰된다. 먼저 선조판에는 대

격조사 ‘-’이 쓰일 환경에 ‘-’이 쓰인 예들이 보인다.

   (4) ㄱ. 내 이 쥬 자바 주규니라 <선조판, 충16a>

ㄴ. 녜 조이 의지야 사더니 <선조판, 열11a>

   (4′) ㄱ. 텬 맏와 오라 야 <선조판, 충16a>

ㄴ. 네 아리 목이 믜여거 <선조판, 열7a>

(4)는 선조판에서 대격조사 ‘-’이 쓰일 곳에 ‘-’이 쓰인 예이다. 그러나 (4′)에

서 보는 것처럼 모든 ‘-’을 ‘-’로 적은 것은 아니다. 또한 ‘-를’이 쓰일 환경에

서 ‘-늘’로 표기한 예도 보이지 않고,5) 대격조사가 아닌 다른 곳에 쓰인 ‘ㄹ’을 

‘ㄴ’으로 표기한 예도 보이지 않는다.6)

4) 중세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는 ‘-이라셔’ 뿐만 아니라 ‘-이셔’도 주어 표지로 쓰인 예가 보

인다. 이는 허웅(1989), 이현희(2005, 2006) 등에서 이미 지적한 것으로 다른 문헌에서 ‘-이

라셔’와 ‘-이셔’가 주격조사의 기능을 하는 예를 하나씩만 보이면 다음과 같다.

   

   ㄱ. 跋提라셔 阿那律이려 닐오 <月釋7:1b>

   ㄴ. 殘廢 올핸 여기셔 말고 뷘  버미셔 토놋다 <杜詩初23:4b>  

   이현희(2006: 66-68)에서는 통시적으로 ‘-이’가 ‘-이라’로, ‘-*이도’가 ‘-이라도’로 

변화해 갔듯이 ‘-이셔’도 ‘-이라셔’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하면서 ‘-이셔’의 성조가 ‘H’라

는 사실을 통해 이 문법형태가 ‘이시-’의 부동사형이 문법화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한 주격조사 ‘-이’ 뒤에는 다른 문법 형태가 통합할 수 없는 것을 근거로 ‘-이셔’의 ‘이’

는 주격조사가 아니고 계사라고 하였다. 

5) 비슷한 시기에 언해된 선조대 �이륜행실도�(1579)에도 이러한 표기가 보인다(정연정 2014: 

136). 반면에 선조대 �속삼강행실도�에는 보이지 않는다. 

6) 이미 4.2.1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조판에는 ‘ㄴ’을 ‘ㄹ’로 표기한 예들도 많이 보인다. 

ㄱ. 늘거 病야 <성종판, 충8b>, 글왈 닐거 <충24b>

ㄴ. 를거 병 드러 <선조판, 충8b>, 글월 릴거 <충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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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영조판에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대격조사 ‘-을’이 쓰인 경우

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대격조사 ‘-’이 쓰인 경우가 보인다.7)

   (5) ㄱ. 삼을 복호다 <영조판, 효20b>

ㄴ. 지아비을 와 <영조판, 열15b>

ㄷ. 장을 매 <영조판, 효11a>

   (6) ㄱ. 명이 대로야 흥 톱으로 혀 죽이니 <영조판, 충15b>

ㄱ′. 명이 대노여 흥을 톱으로 혀 죽이니 <오륜, 충15>

(5)는 대격조사 ‘-’이 쓰일 곳에 ‘-을’이 쓰인 예이고 (6)은 ‘-을’이 쓰일 자리

에 ‘-’이 쓰인 예이다.8) 이러한 표기는 선행하는 체언의 음운론적 환경을 고려하

지 않고 대격조사를 ‘-을’과 ‘-’로 정하여 쓰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

다.

③ 속격조사

  속격조사는 성종판에서 특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속격조사 ‘-

/의’는 유정물 지칭의 평칭, ‘-ㅅ’은 무정물 지칭이거나 유정물 지칭의 존칭 체언

에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예외가 되는 예들도 일부 

보이는데 성종판에서도 몇 예를 볼 수가 있다.9)

   (ㄱ)은 성종판, (ㄴ)은 선조판의 예이다. 성종판의 ‘늘거, 닐거’가 선조판에서는 ‘를거, 릴

거’로 표기되었다. (4)의 ‘>’의 표기는 ‘ㄴ>ㄹ’에 대한 역표기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7) 영조판과 �오륜행실도�에는 대체로 체언의 말음이 자음일 경우에는 ‘-을’로 말음이 모음일 

경우에는 ‘-’로 통일되어 간다. 대격조사 ‘-’과 ‘-를’은 거의 쓰이지 않는데 영조판에서

는 각각 13회, 29회만 쓰이고 있고, �오륜행실도�에서는 각각 33회, 7회만 쓰이고 있다. 

8) (5)와 같이 ‘-’이 쓰일 곳에 ‘-을’이 쓰인 예는 근대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도 어렵지 않

게 그 예를 볼 수가 있다. 반면에 (6)과 같이 ‘-을’ 쓰일 곳에 ‘-’이 쓰인 예는 많이 보이

지 않는다. 영조대 �이륜행실도�(1727)에도 (5)와 같은 예들을 볼 수 있다(정연정 2014: 

137).

9) 박용찬(2010), 하귀녀(2016) 등에 속격조사의 예외적인 쓰임이 잘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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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ㄱ. 及姑病篤 齧劉指與之訣 <효31a>

ㄴ. 싀어미 病이 되야 劉氏ㅅ 가락 너흐러 乃終 말거늘 <성종판>

ㄷ. 싀어미 병이 되야셔 류시의 가락 니흐러 내 말거늘 <선조판>

ㄹ. 싀어미 병이 듕야 뉴시의 손가락을 무러 영결니 <오륜>

   (8) ㄱ. 明年復來 孤飛如故 食李之飯 <열12a>

ㄴ. 이듬예  오 와 李氏ㅅ 밥 먹더니 <성종판>

ㄷ. 이듬예  혼자 라와 니시의 밥 먹고 <선조판>

   (9) ㄱ. 坐事徙嶺南 時嫁方踰歲 矩表離婚 <열14a>

ㄴ. 남진니 머리 귀가거늘 裴氏ㅅ 아비 엳 婚姻 으리왇더니 <성종판>

ㄷ. 남지니 머리 귀가거늘 시의 아비 나라 엳와 말리려 더니 <선조판> 

(7ㄴ)~(9ㄴ)의 속격조사 ‘-ㅅ’이 존칭의 체언 뒤에 결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7ㄴ)은 “시어미의 병이 심해져서 유씨의 손가락을 깨물어 마지막 말 하거늘” 정도

로 해석된다. 전체 텍스트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劉氏’를 존칭의 대상으로 볼 수

는 없다.10) (8ㄴ), (9ㄷ)의 ‘李氏’와 ‘裴氏’도 마찬가지이다.11) 후대본인 (7ㄷ)~(9

ㄷ)에는 모두 속격조사 ‘-의’가 통합되었다.12)     

  한편 속격조사 ‘-ㅅ’이 문장 뒤에 쓰인 예들도 보인다. 중세어의 속격조사 ‘-ㅅ’

은 문장 뒤에 통합하여 후행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10) ‘劉氏’는 기사의 주인공 즉 ‘孝’의 모범이 되는 인물이므로 존칭 체언으로 판단하여 속격조

사 ‘-ㅅ’이 통합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첫 부분에 쓰인 ‘劉

氏의 싀어미 길헤 나아 病야’ <성종판, 효31a>의 예를 볼 때 그러한 추정은 성립하기 

어렵다.  

11) (7ㄴ), (8ㄴ)의 예는 김유범(2015: 337)에서도 지적한 것이다.

12) 존칭의 여격조사인 ‘-ㅅ게’가 비존칭 체언에 결합한 예도 보인다.

ㄱ. 約行十餘里 千戶卽之 婦拒且罵曰 <열22b>

ㄴ. 十里 남 갈 만 야 千戶ㅣ 梁氏ㅅ게 나간대 거슬며 구지조 <성종판>

ㄷ. 심리 남 갈 만 야 쳔회 싯 나아간대 거슬며 구지조 <선조판>

   (ㄴ)에서 ‘梁氏’를 전체 문맥에서 봤을 때 존칭의 인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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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ㄱ. 蘇武ㅣ 닐오 本來  업스며  아 아니어니 엇뎨 서르 니브리랏 말오 

야 (武曰 本無謀又非親 何謂相坐) <성종판, 충6a>

ㄱ′. 소뮈 닐오 본  업스며  아 아니어니 엇뎨 서르 죄 니브리란 말오 

야 <선조판>

ㄴ. 樞密副使 岳飛 엳 和졋 議論이 외니다 야 (初樞密副使岳飛 言

和議非計) <성종판, 충22a>

ㄴ′. 츄밀부 악비 엳오 화졋 의론이 외닝이다 야 <선조판>

(10)은 속격조사 ‘-ㅅ’이 문장과 결합한 예이다. (10ㄱ)은 “어찌 서로 (죄를) 입을 

것이라는 말인가?”, (10ㄴ)은 “화해하자는 의논은 잘못된 것입니다.” 정도로 해석된

다. 속격조사 ‘-ㅅ’이 문장 뒤에 쓰여 후행 명사를 수식하고 있다.13)

  (10)의 예들은 안병희(1968)에서 언급한 것처럼 속격조사 ‘-ㅅ’이 무정체언에 

통합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14)

  근대어 시기 들어 속격조사 ‘-ㅅ’은 무정체언이나 존칭체언의 속격조사 표시 기

능이 거의 소멸하고 합성명사 표시의 사이시옷으로 굳어진다. 또한 선행 체언의 환

경과 무관하게 ‘-의’로 통일되어 가는데(이광호 2004: 250), 이러한 속격조사의 

변화 양상은 다음의 예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 ㄱ. 信乃乘王車 <충5a>

ㄴ. 紀信이 王ㅅ 술위 타아 <성종판>

ㄷ. 긔신이 의 술위 타 <선조판>

ㄹ. 신이 이에 왕의 수 고 <영조판>

ㅁ. 신이 이에 왕의 술위 고 <오륜>

   (12) ㄱ. 國相知君 <충19a>

ㄴ. 國相이 그듸를 알 [國相 나랏 宰相이니 粘沒喝 니니라] <성종판>

ㄷ. 나라 이 그 알 <선조판>

13) (10ㄱ)의 ‘-랏’은 ‘-라 {논/홀}’과 같은 관형 구성과 의미상 대등한 가치를 지닌 것이다.

14) 문장에 통합하는 ‘-ㅅ’에 대해 임홍빈(1981)에서는 통사적 파격을 해소하는 요소로 이광호

(1993)에서는 속격조사 ‘-ㅅ’과 다른 후치사로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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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은 성종판에 쓰인 속격조사 ‘-ㅅ’이 후대본에서 ‘-의’로 바뀐 예이고 (12)는 

생략된 예이다. (11ㄷ)과 (12ㄷ)을 보면 16세기 말의 선조판에서도 ‘-ㅅ’의 속격 

기능이 약화된 것을 볼 수 있다.15)  

  끝으로 속격조사 ‘-ㅣ’가 쓰인 예를 살펴보겠다. 

   (13) ㄱ. 每使掃除牛下  <효17a>

ㄴ. 每常   츠이거늘 <성종판>

ㄷ.    츠이거늘 <선조판>

ㄹ. 양 마구 츠라 되 <영조판>

ㅁ. 양 마구 츠라 되 <오륜>

(13ㄴ, ㄷ)의 ‘’는 명사 ‘쇼’에 속격조사 ‘-ㅣ’가 통합한 것으로, 속격조사 ‘-ㅣ’

는 모음으로 끝나는 특정한 체언 뒤에서만 실현된다.16)

④ 처격조사

15) 영조판과 �오륜행실도�에는 속격조사 ‘-ㅅ’이 거의 쓰이지 않는다. 여격형에도 ‘-ㅅ’의 존

재가 반영되지 않았다. 

ㄱ. 薦夜禱於天 願減已年益父壽 <효30a>

ㄴ. 王薦이 바 하긔 비 <성종판>

ㄴ. 쳔이 바 하 비오 <선조판>

ㄷ. 쳔이 밤마다 하게 빌으되 <영조판>

ㄹ. 쳔이 밤에 하긔 비되 원컨대 <오륜>

   (ㄷ), (ㄹ)의 여격조사 ‘-게’와 ‘-긔’는 모두 중세어의 ‘-’에 소급할 형식이다. 이들은 

평칭의 ‘-의게’와 대립되어 존칭의 여격형으로 쓰이는 것으로 속격조사 ‘-ㅅ’의 존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오륜행실도�에는 종래의 평칭 ‘-의게’는 ‘-의게’ 내지 ‘-게’로 

나타나고 존칭의 여격은 ‘-긔’로만 나타나 표기상 엄연히 구분되어 쓰였다(송철의 외 

2006: 200).

16) 속격조사 ‘-ㅣ’를 ‘-/의’가 모음 뒤에서 ‘/으’의 탈락을 겪어 실현된 것으로 기술할 수

도 있으나 ‘-ㅣ’가 모음으로 끝나는 모든 체언 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특정 체언 

뒤에서만 실현된다는 점에서 ‘-/의’와는 다른 별개의 이형태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황선

엽 2016: 78). 그리고 안병희・이광호(1990: 173)에서도 형태론적으로 조건된 이형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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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평칭의 여격조사 ‘-그’와 ‘-게’를 살펴보겠다. ‘-그’와 ‘-게’는 

수의적으로 선택되는 것으로 ‘-그’는 고형, ‘-게’는 신형이라고 할 수 있다.

   (14) ㄱ. 石碏子厚 問定君於石碏 <충3a>

ㄴ. 石碏 아 石厚ㅣ 아그 님금 一定호 무른대 <성종판>

ㄷ. 셕쟉 아 셕휘 아게 님금 일 줄 무른대 <선조판>

ㄹ. 셕쟉의 아 셕휘 쟉려 무러 오되 엇지면 님금을 뎡리잇가 <영조

판>

ㅁ. 셕쟉의 아 휘 쟉려 무러 오 엇디면 님군을 뎡리잇가 <오륜>

   (14′) ㄱ. 死等爾 汚賊以生 無寧死義 <열31a>

ㄴ. 주구미 가지어니 도게 더러 사로미 히 義예 주거 아니리여 

고 <성종판>

ㄷ. 주구미 가지어니 도게 더러이고 사로미 히 의예 주거야 아니랴 

고 <선조판>

ㄹ. 내 엇지 도적의게 몸을 더러이리오 고 <영조판>

ㅁ. 도적의게 더러이고 사니 하리 죽으리라 고 <오륜>

(14ㄴ)은 ‘-그’가 쓰인 예이다. 여격조사 ‘-그’는 정음 초기 문헌에서만 

확인되는 것인데 성종판에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책에는 (14′ㄴ)에서 보

는 것처럼 ‘-게’도 함께 쓰이고 있다.17)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고영근(1995: 367)에 따르면 정음 초기 문헌인 

�석보상절�에서는 ‘-그’와 ‘-게’ 중에서 ‘-/의그’만 나타나고 �월인석보�

에는 ‘-그’와 ‘-게’ 두 어형 모두 쓰이지만 후자인 ‘-게’의 비율이 더 높

다고 한다. 반면에 15세기 중엽 이후에 간행된 �법화경언해�와 �내훈� 등에는 ‘-

그’는 보이지 않고, ‘-게’만 쓰이고 있다. 그런데 성종판에는 ‘-그’가 23

회, ‘-게’는 12회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고영근(1991/1995)에서

17) 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결합하는 조사가 다르다. 예를 들어 (14′ㄴ)에는 ‘도게’가 쓰이

고 있지만,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는 ‘도그’ <성종판, 효20a>가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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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간본 �삼강행실도�의 번역 연대를 �석보상절�보다는 늦고, �월인석보�보다는 

이른 시기로 추정하였다. 

<표8> 여격조사 ‘- 그 ’와 ‘- 게’ 빈도수

｢효자도｣ ｢충신도｣ ｢열녀도｣ 계

‘-그’ 12 8 3 23

‘-게’ 0 5 7 12

<표8>은 성종판에 각 권별로 여격조사 ‘-그’와 ‘-게’가 빈도수를 나타낸 것

이다. <표8>에서 보는 것처럼 ｢효자도｣에는 ‘-그’만 쓰이고 있고, ｢충신도｣에

는 ‘-그’와 ‘-게’ 둘 다 쓰이고 있지만 ‘-그’의 빈도가 더 높고, ｢열녀도

｣에는 ‘-게’의 빈도가 더 높다. �삼강행실도� 안에서도 원고 작성 시기가 ｢효자

도｣, ｢충신도｣, ｢열녀도｣의 순서로 달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18)

  다음은 ‘-에셔’를 살펴보겠다. ‘-에셔’는 일반적인 처소의 의미뿐 아니라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쓰여 주격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15) ㄱ. 官義之 上府 旌門復家 <열24b>

ㄴ. 그위예셔 義 너겨 府에 닐어 門 紅門 셰오 집 完護니라 <성종판>

ㄷ. 구위예셔 어디리 너겨 문 셰오 집 구시 더니라 <선조판>

ㄹ. 나라히 그 집을 졍문니라 <영조판>

ㅁ. 나라히 그 집을 졍문고 복호니라 <오륜>

(15ㄴ, ㄷ)의 ‘그위’, ‘구위’는 “관청”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체 명사로 ‘-에

셔’와 통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15ㄴ)은 “관청에서 (장씨의 행동을) 의롭게 여겨 

부에 말하여 문에 홍문을 세우고 그 집의 세금을 덜어주었다.” 정도로 해석된다. 동

일한 한문 원문을 언해한 후대본인 (15ㄹ, ㅁ)에서는 주격조사 ‘-이’가 통합한 ‘나

18) 이미 앞에서 살펴본 �단종실록�의 기록과 ‘ㅆ’과 ‘ㅅ’의 혼기, ‘ㅸ’의 변화 등을 볼 때 ｢효

자도｣는 ｢충신도｣, ｢열녀도｣에 비해 이른 시기에 언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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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히’가 쓰였다. 

  ‘-에셔’는 비교의 기준을 표시하는 용법으로도 사용되었다.

   (16) ㄱ. 操訓養三弟 恩愛過於平日 <효27b>

ㄴ. 세  쳐 어엿비 너교 녜예셔 더 며 <성종판>

ㄷ. 세 아 쳐 어엿비 너교 녜예셔 더 며 <선조판>

ㄹ. 죄 세 아 치고 길러 랑미 샹시의 지난지라 <영조판>

ㅁ. 죄 세 아 치고 길러 랑미 샹시에 디난디라 <오륜>

(16ㄴ, ㄷ)의 ‘-에셔’는 비교의 기준을 표시하는 용법으로 쓰였다. 비교의 대상이 

‘세  쳐 어엿비 너교’로, 비교의 기준이 ‘녜예셔’로 나타났다. (16ㄴ)은 

“(형인 노조가) 세 아우를 가르쳐 인자하게 대하기를 보통 때보다 더 하며” 정도로 

해석된다. 

  이 책에는 ‘-에셔’ 외에도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는 조사로 ‘-두고’와 ‘-두곤’이 

쓰였다.19)

   (17) ㄱ. 而穆姜撫字益隆 衣食資供 皆兼倍所生 <열7a>

ㄴ. 穆姜이 더욱 委曲히 야 옷 바 제 아두고 倍히 더니 <성종판>

ㄷ. 목이 더옥 위곡히 야 옷 바 제 아두곤 히 더니 <선조판>

ㄹ. 목강이 랑기 더옥 극진히 야 나흔 식의셔 지나더라 <영조판>

ㅁ. 목강이 랑기 더옥 극진히 여 나흔 식에셔 더 더라 <오륜>

(17ㄴ, ㄷ)은 ‘-두고’, ‘-두곤’이 쓰인 예이다. 조사 ‘-두고’와 ‘-두곤’은 동사 ‘두

19) 다른 문헌에서는 비교의 기준을 나타내는 조사로 ‘-이라와’도 쓰였다. 조사 ‘-이라와’는 선

행체언의 말음이 모음이거나 ‘ㄹ’이면 ‘-라와’, 그 밖의 경우에는 ‘-이라와’로 교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안병희 1967: 189). 하지만 ‘ㄹ’ 뒤에서 ‘-이라와’가 쓰인 예도 보이고, 자음 뒤

에서 ‘-라와’ 형태도 발견되는데 이를 김정아(1998: 247)에서는 이 조사의 기본형이 변화되

고 있는 과도기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즉 ‘-이라와’는 기원적으로 계사와 관련된 

것인데 그러한 관련성이 잊혀지면서 조사 ‘-로’의 교체 등에 유추되어 ‘이-’가 탈락하고 모

음 및 ‘ㄹ’ 뒤에서는 ‘-라와’, 자음 뒤에서는 ‘라와’로 교체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조사 ‘-이라와’는 15세기에는 비교적 활발하게 쓰였으나 16세기 들어서는 일

부 문헌에서만 드물게 쓰이다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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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置]로부터 문법화된 것이고(안병희 1967), (17ㄷ)의 ‘-두곤’은 ‘-두고’ 뒤에 

보조사 ‘-은’이 통합한 것이다(홍윤표 1976: 221).20) (17ㄴ)은 “옷과 밥을 자기 

아들보다 배가 되게 하더라” 정도로 해석된다. 

⑵ 보조사 

① ‘-으란’

   (18) ㄱ. 母嫉損 所生子衣綿絮 衣損以蘆花絮 <효1a>

ㄴ. 閔損 다어미 損이 믜여 제 아란 소옴 두어 주고 閔損이란 품 두어 

주어늘 <성종판>

ㄷ. 민손 다어미 민손이를 믜여 제 아란 소옴 두어 주고 민손이란 품 두

어 주어늘 <선조판>

ㄹ. 민손의 계뫼 민손을 믜이 녀겨 제 아으란 옷 소옴 두어 주고 민손으란 

품을 두어 주엇니 <영조판>

ㅁ. 손의 계뫼 민손을 믜워 여 나흔 아으란 오 소음 두어 닙히고 손으란 

품을 두어 닙히더니 <오륜>

(18)은 조사 ‘-으란’이 쓰인 예로 [대조]의 용법으로 사용되었다.21) ‘-으란’은 

(18ㄴ, ㄷ)과 같이 선행 체언이 모음이나 ‘ㄹ’로 끝날 경우 ‘-란’으로 교체되었다. 

그러나 후대본인 (18ㄹ, ㅁ)에서는 ‘ㄹ’ 말음 체언임에도 불구하고 ‘-으란’이 통합

되어 차이를 보인다.22) 후대에 교체 환경이 단순화된 것이다. 

20) 이는 비교의 의미로 사용되는 ‘-으론’이 조사 ‘-으로’ 뒤에 보조사 ‘-은’이 결합된 형태인 

것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고은숙 2012: 13).

21) 하귀녀 외(2009)에서는 ‘-으란’은 대격조사 ‘-을’과 미지의 요소 ‘아’, 보조사 ‘-ㄴ’의 결합

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차자표기 자료에서 대격조사 ‘-을’과 ‘아’, 보조사 ‘-도’의 결합이 나

타난다고 하였다. 이때의 ‘아’를 대격조사와 보조사 ‘-은’, ‘-도’가 결합될 때 그 사이에 개

재되는 즉 문법적 파격을 해소하는 요소로 추정하였다.

22) 중세어의 ‘-으란’은 16세기부터 ‘ㄹ’이 덧생긴 ‘-(으)ㄹ란’으로 등장하다가 16세기 이후 

‘란>랑’의 변화에 따라 현대어에는 ‘-(으)ㄹ랑’으로 이어졌는데 현대어에서도 ‘ㄹ’ 말음 체언 

뒤에는 매개모음이 포함된 ‘-을랑’이 쓰인다(송철의 외 200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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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가’

   (19) ㄱ. 乃命覺輿簀而棄於山中 <효13a>

ㄴ. 元覺 아비 元覺일 야 담사 지여 뫼헤다가 더디라 야 <성종판>

ㄷ. 원각 아비 원각이 야 담사 다마 뫼해다가 더디라 야 <선조판>

ㄹ. 각을 명야 삿 담아 어다가 깁픈 산듕의 리고 오라 대 <영조판>

   (20) ㄱ. 羊子大慙 乃捐金於 <열8a>

ㄴ. 樂羊子ㅣ  붓그려 金을 뫼해다가 더디고 <성종판>

ㄷ. 악  븟려 금을 드르헤다가 더디고 <선조판>

(19ㄴ, ㄷ), (20ㄴ, ㄷ)은 조사 ‘-다가’가 쓰인 예이다. 이곳의 ‘-다가’는 모두 처

격조사 뒤에 쓰이고 있다. 중세어의 ‘다가’는 출현 위치에 따라 문법적 성질이 다르

다. 대격조사나 부사 뒤에 쓰인 ‘다가’는 동사 ‘다-’의 활용형이고 처격조사 뒤에 

쓰인 ‘-다가’는 보조사이다(박용찬 2014: 241).23)

③ ‘-곳’

   (21) ㄱ. 非父不生 非食不長 非敎不知 生之族也 <충2a>

ㄴ. 아비옷 아니면 나디 몯리며 음담곳 아니면 라디 몯리며 춈곳 업스

면 아디 몯리니 <성종판> 

ㄷ. 아비옷 아니면 나디 몯리며 음식곳 아니면 라디 몯리며 춈곳 업스

면 아디 몯리니 <선조판>

ㄹ. 아비 아니면 나지 못고 밥이 아니면 댱셩치 못고 치지 아니면 알옴이 

23) 박용찬(2014: 241)에서는 이들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대격조사나 부사 뒤에 

쓰인 ‘다가’와 달리 처격조사 뒤에 쓰인 ‘-다가’는 원문의 ‘將’, ‘把’, ‘取’ 등에 대응하지 않

는다고 하였다. 오히려 ‘다가’ 앞의 처격 조사가 대부분 원문의 ‘於’에 대응하여 쓰이거나 

처격의 부사어가 ‘傍’, ‘上’, ‘內’ 등의 공간 개념어에 대응하여 쓰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처

격조사가 결합된 체언은 ‘다-’의 목적어로 볼 수 없고 처격 조사가 결합된 위의 ‘뫼ㅎ’은 

모두 장소의 의미가 두드러진 무정물 체언으로, 대격조사가 결합된 체언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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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고로 <영조판>

ㅁ. 아비 아니면 나디 못고 밥이 아니면 라디 못고 르치디 아니면 아롬이 

업 고로 <오륜>

(21ㄴ, ㄷ)은 조사 ‘-곳’이 쓰인 예이다. 선행 체언의 말음이 모음이나 ‘ㄹ’ 뒤에서

는 ‘-옷’이 쓰였다. 이곳의 ‘-곳’은 모두 조건절에서 쓰이고 있는데 모두 [강조]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 책(성종판)에는 위의 예를 포함하여 총 8회 보이는데 모두 

조건절에서만 사용되었다. 하귀녀(2004ㄱ: 192)에 따르면 중세어의 보조사 ‘-곳’

은 주어 자리에 많이 쓰이면서 특히 조건절에 많이 분포하는데 조건절이 아닌 경우

에는 부사 ‘오직’, ‘다’ 등을 수반하고 나오는 것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곳’은 

[지적], [강조], [단독], [한정] 등의 의미를 가지는데,24) [단독], [한정]의 의미는 

대립되는 요소를 포함하는 경우나 부사 ‘오직’, ‘다’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 나타나

는 파생 의미라고 하였다.  

④ ‘-마다’

   (22) ㄱ. 每夕有狐狸羅列左右 將旦乃去 <효27b>

ㄴ. 나죄마다 여 기 겨틔 느러니 버렛다가 아미어든 가더라 <성종판>

ㄷ. 나죄마다 여 기 겨틔 느러니 버럿다가 아미어든 가더라 <선조판>

ㄹ. 여으와 의 무리 져녁마다 좌우의 잇다가 아젹이면 흣터지더라 <영조판>

ㅁ. 져녁마다 여호와 이 좌우의 라렬엿다가 샐 만 면 가더라 <오륜>

   (23) ㄱ. 每一悲號 鳥獸翔集 <효18a>

ㄴ. 슬피 운 다마다 鳥獸ㅣ 모다 오더라 <성종판>

ㄷ. 슬피 운 다마다 새 즘승이 모다 오더라 <선조판>

ㄷ′. 슬피 운 적마다 새 즘승이 모다 오더라 <선조판, 상백문고본(<B2a>)> 

ㄷ″. 슬피 운 제마다 새 즘승이 모다 오더라 <선조판, 연세대본(1882, <B2b>)> 

24) 한편 문병열(2009: 146)에서는 ‘-곳’이 사건을 한정하는 기능을 보인다고 하였다. 기존의 

논의에서 ‘-곳’을 강조 또는 지적이라고 한 것은 사건 한정사 ‘-곳’이 한정하는 사건의 초점

이 되는 요소에 형태적으로 첨가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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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삼 년을 치 셜워 블으지지니 새 즘이 라와 못고 <영조판>

ㅁ. 양 슬피 브르지디면 새 즘이 라와 못고 <오륜>

(22), (23)은 조사 ‘-마다’가 쓰인 예이다. 모두 [반복]의 의미를 나타낸다.25) 한

편 (23ㄴ, ㄷ)의 ‘-다마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먼저 안병희(1967), 

고영근(1997) 등에서는 ‘-자마자’의 소급형으로 선행절의 동작이 완료될 때 쓰이

는 어미로 파악하였다. 반면에 허웅(1975)에서는 ‘-마다’에 선행하는 ‘다’를 “바, 

데”의 의미를 가지는 의존명사로 파악하였고 김유범(2003)에서는 ‘다’를 시간성 형

식명사로 파악하면서 ‘-ㄴ다마다’를 ‘-ㄴ(관형사형어미)#다(시간성 형식명사)+-

마다(보조사)’로 분석하였다. 김유범(2003)은 동일한 한문 원문을 언해한 후대본인 

(23ㄷ′), (23ㄷ″)에서 (23ㄷ)의 ‘다’가 형식명사 ‘제’와 ‘적’으로 교체된 것을 참고

한 것으로 좀 더 설득력 있는 견해로 생각된다. 

4.3.1.2. 어미

⑴ 선어말어미 

① ‘--’    

  선어말어미 ‘--’의 의미 기능과 관련하여 선조판에는 중요한 예가 등장한다. 

   (24) ㄱ. 巡西向再拜曰 臣力竭矣 生旣無以報 <충14a>

ㄴ. 張巡이 西向야 저고 닐오 내 히미 다오니 사라셔 恩德 몯 갑고 <성

종판>

25) 중세어의 ‘-마다’는 명사구에 통합하는 예들만 보이고 속격조사와 계사가 후행하는 등 보

조사가 아닐 가능성이 지적되어 왔다. 또한 성조의 측면에서도 기원적으로 조사가 아닐 가

능성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하귀녀(2004ㄴ)의 논의에 따라 ‘-마다’를 보조사로 

판단한다. 하귀녀(2004ㄴ: 31)에서는 향가와 구결 자료에서 처격조사 즉 격조사에 통합하는 

‘-마다’가 있는 것을 근거로 보조사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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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슌이 셔야 절고 닐오 내 히미 다오니 사라셔 은덕 몯 갑고 

<선조판>

   (25) ㄱ. 普顔不花 還告其母曰 兒不能兩全忠孝 幸有二弟 當終養 <충29a>

ㄴ. 普顔不花ㅣ 어밋긔  내 忠孝 다 몯노니 두 이 잇니 다 

乃終내 孝道리다 고 <성종판>

ㄷ. 보안블홰 어밋긔 오 내 효 다 몯노니 두 아이 잇오니 이 

내내 효도링이다 고 <선조판>

(24ㄷ), (25ㄷ)의 선조판에 쓰인 선어말어미 ‘--’의 의미 기능은 기존의 ‘주체 

겸양’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26) (24ㄷ)은 “장순이 서향하여 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힘이 다했으니 살아서 은혜를 못 갚고”, (25ㄷ)은 “보안불화가 어머니께 사뢰

되 제가 충효를 다 못하지만 두 아우가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효도할 것입니다.” 

정도로 해석된다. 두 문장 모두 화자나 주체보다 존귀한 인물 또는 그와 관련된 대

상이 목적어나 처격어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존귀한 인물과 관련된 상황에 쓰인 

것도 아니다.27) 이는 (24ㄴ), (25ㄴ)의 성종판과 비교해 보아도 이러한 차이를 분

명히 알 수 있다. (24ㄷ)과 (25ㄷ)에 쓰인 ‘--’은 15세기 문헌에서는 볼 수 없

는 대화의 상대자인 청자를 대우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예는 16

세기 문헌에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으로서의 ‘--’이 쓰인 중요한 예이다.28)  

26) (24ㄷ)과 (25ㄷ)의 예는 이승희(2005: 567)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의 예로 다룬 바 있

다. 

27) (24ㄷ)에서 후행하는 ‘갚-’에 ‘--’이 목적어인 ‘은덕’으로 인해 쓰인 것과 대비된다. 김태

우(2018: 91)에서는 (24ㄷ)의 ‘다오니’에 대해 ‘다-’는 자·타 양용동사이기 때문에 원칙

적으로는 ‘내 힘’이 피행위주 혹은 대상의 해석을 받아 상위자와 관련된 경우 ‘-으시-’ 대신 

‘--’으로 존대가 표현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 힘’은 존귀한 존재가 아

니기 때문에 ‘--’이 지향하는 높임의 대상은 청자인 황제로 보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28) 17세기 이후로는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의 ‘--’이 쓰인 예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영조판에서 청자에 대한 화자 겸양의 ‘--’이 쓰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ㄱ. 간이 샹소여 니되 원계 본 효용 죄 잇더니 (諫官上言 原桂素有

驍勇之才) <영조판, 충35a>

ㄱ′. 간관이 언오 김원계 볼 란 조 잇더니 <선조판>

   (ㄱ)은 신하가 대화의 상대자인 청자(임금)를 대우하기 위해 ‘--’을 쓴 것이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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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26) ㄱ. 廉者不受嗟來之食 <열8a>

ㄴ. 淸白 사미 어엿블셔 야 주 바 받디 아니다 니 <성종판>

ㄷ. 쳥 사 디머리고 주 바 받디 아니다 니 <선조판>

   (27) ㄱ. 古云烈女不更二夫 <열29a>

ㄴ. 烈女는 두 남진 아니다 니 <성종판>

ㄷ. 렬녀 두 남진 아니다 니 <선조판>

ㄹ. 녈녀 두 지아비를 셤기지 아니다 니 <영조판>

ㅁ. 녈녀 두 지아비 셤기디 아닛다 니 <오륜>

(26ㄷ)의 ‘아니다 니’는 개음절 어간 뒤 ‘-다 > -ㄴ다’의 변화와 연결형에

서 ‘--’의 탈락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27ㅁ)의 ‘아닛다’는 17

세기 이후의 문헌에서 보이는 폐음절 어간 뒤 ‘-다 > -다’의 변화를 보여주

는 것이다. ‘아니-’는 ‘ㄴ’을 두음으로 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의 ‘ㆍ’가 수의

적으로 탈락하여 ‘아닣-’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이 ‘아닣-’(표기상으로는 ‘아닛

-’)가 폐음절 어간이므로 ‘-ㄴ다’가 아닌 ‘-다’와 결합하였다고 할 수 있다(송철

의 외 2006: 584).  

③ ‘-옷-’

   (28) ㄱ. 矯首問天兮天卒不言 <충18b>

ㄴ. 嬌首問天兮天卒不言이샷다 [머리 드러 하긔 묻니 하히 乃終내 말 

아니시놋다] <성종판>

ㄷ. 교슈문텬혜텬졸블언이샷다 [머리를 드러 하 묻오니 하히 내내 말 

아니시다] <선조판>

ㄹ. 머리 들어 하게 믈미여 하이 내 말을 아니다 <영조판>

은 선조판의 예인데 ‘--’이 쓰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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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마리 드러 하긔 무미여 하이 내 말을 아니시다 <오륜>

(28ㄴ)은 선어말어미 ‘-옷-’이 쓰인 예로 “하늘이 끝끝내 말하지 않으시는구나.” 

정도로 해석된다. 이곳의 ‘아니시놋다’는 ‘아니-+-시-+--+-옷-+-다’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28ㄹ)의 ‘아니다’는 ‘아니놋도다’(‘아니-+-

-+-옷-+-도-+-다’)의 ‘놋도다’가 16세기 이후 선어말어미 ‘-옷-’이 쇠퇴함에 

따라 ‘-도다’( 또는 ‘-다’)로 나타나다가 17세기부터 ㄴ이 첨가되는 현상에 

따라 ‘-다’가 된 것이다.29) ‘-다’를 생성시킨 ㄴ첨가 현상은 ‘-고나 > 

-고나’, ‘-고야 > -고야’의 변화에서도 관찰되는 것으로 16세기 이후 점진

적으로 진행된 자음 어간 아래 ‘-- > --’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송철의 외 

2006: 499).30)

  

⑵ 어말어미 

① ‘-긔’, ‘-게’

  중세어에서 어미 ‘-긔’와 ‘-게’는 의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수의적으로 선택되는 

것으로 ‘-긔’는 고형, ‘-게’는 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성종판에는 ‘-긔’와 ‘-게’가 

모두 보인다. 

   (29) ㄱ. 泣血三年 幾至滅性 <효19a>

29) 이승희(1996: 79)에서는 ‘-놋도-’의 등장과 ‘-놋도->-도->-->--’라는 일련의 과

정은 ‘-옷-’이 감동법 선어말어미라는 인식이 약화되면서 그 자리가 다른 감동법 선어말어

미 ‘-돗-’으로 교체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문제는 통시적인 교

체의 과정에서 과도기적인 공존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샷-(시+옷)’과 ‘-시도-

(시+돗)’의 경우와 동일한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30) 가와사키 케이고(2016: 277-278)에서는 중세어의 ‘-놋다’를 대신하여 근대어 시기에는 ‘-

놋도다’, ‘-다’, ‘-다’, ‘-도다’ 등이 어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①~⑤의 단

계별로 설명하였다. ① ‘-놋다’[--옷1-다] ② ‘-놋도다’[--옷1-도다] (‘-도다’의 어말어

미화, 잉여적 적용) ③ ‘-다’[--다] (‘--’의 투명화, 이분석으로 이형태 ‘-다’ 형

성) ④ ‘-다’[--다] (‘--’>‘--’의 일반적 변화) ⑤ ‘-도다’[--도다] (‘-

다’~‘도다’ 이형태 관계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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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도｣ ｢충신도｣ ｢열녀도｣ 계

‘-긔’ 2 9 2 13

‘-게’ 3 8 4 15

ㄴ. 三年을 피 나긔 우러 거 죽게 외얫더니 <성종판>

ㄷ. 삼년을 피 나게 우러 거 죽게 도외엿더니 <선조판>

   (30) ㄱ. 爲奪挽不得死 <열21a>

ㄴ. 갈 아 몯 죽긔 고 <성종판>

ㄷ. 갈 아사 몯 죽게 고 <선조판>

(29), (30)을 통해 성종판에서는 부사형어미 ‘-긔’와 ‘-게’가 함께 쓰이고 있고 동

일한 어간인 ‘죽-’에 어미 ‘-긔’와 ‘-게’가 통합된 예들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또한 성종판의 ‘-긔’가 후대본인 선조판에서는 모두 ‘-게’로 교체된 것도 볼 수 

있다.31) 성종판에 쓰인 ‘-긔’와 ‘-게’의 사용 빈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9> 부사형어미 ‘-긔(킈)’와 ‘-게(케)’의 빈도

<표9>는 ‘-긔’와 ‘-게’의 사용 빈도를 나타낸 것으로 ‘-긔’와 ‘-게’가 ｢효자도｣, ｢

충신도｣, ｢열녀도｣에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32) 이는 

정음 초기 문헌인 �석보상절�과 빈도가 비슷한 것이다. 

  고영근(1995)와 이호권(2001) 등에 따르면 �석보상절�에서 ‘-긔’는 88회, ‘-게’

는 136회 쓰였다고 하였다. 반면에 �월인석보�는 �석보상절�의 영향으로 ‘-긔’와 

‘-게’가 다 나타나지만 새로 첨가된 부분, 특히 서문에서는 9회 모두 ‘-게’만 나타

난다고 하였다. 반면에 15세기 중엽의 문헌인 �능엄경언해�에는 ‘-긔’가 3회만 쓰

였고, �법화경언해�에서는 ‘-긔’가 한 예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영근(1995)에서는 �삼강행실도�의 번역 연대를 �석보상절�의 

31) 선조판에는 부사형어미 ‘-긔(킈)’가 한 예도 보이지 않는다.

32) 평칭의 여격조사 ‘-그’와 ‘-게’가 ｢효자도｣, ｢충신도｣, ｢열녀도｣에서 다른 비율로 나

타났던 것과는 다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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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찬 시기와 비슷한 시기로 추정하기도 하였으나 이호권(2001: 120)에서는 시간적 

차이에 따른 언어변화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편찬자의 문제 즉 문체와 관련시켜 이

해해야 한다고 하였다. 

② ‘-디’

   (31) ㄱ. 不得默默 豈待人誘 <충32b>

ㄴ. 티 몯야 엳디  달애요 드르리가 <성종판>

ㄷ. 티 몯야 엳됴예  달애요 드르잇가 <선조판(동경대본)>

ㄷ′. 티 몯야 엳됴에  달내요 드르리잇가 <선조판, 상백문고본

(<B2a>)>

ㄷ″. 티 몯야 엿오니  달애요 드르리잇가 <선조판, 존경각본(<B3>)>

(31ㄴ)은 ‘-디’가 쓰인 예이다. ‘-디’는 선행절이 긍정의 대상임을 강조하고 

그 반대의 사태를 부정하는 어미로 현대어의 ‘-지’가 이 어미에서 기원한 것이다

(안병희・이광호 1990: 257). (31ㄴ)의 ‘엳디’는 후대본인 (31ㄷ, ㄷ′, ㄷ″)에

서는 ‘엳됴예’, ‘엳됴에’, ‘엿오니’로 대체되었다. 이 중 ‘-됴예’ 및 ‘-됴에’는 

다른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고 선조판 �삼강행실도�에만 보이는 것이다. 이기문

(1972/1977: 45-46)에서는 ‘-디’의 [βi]에서 변화한 [wi]를 당시 정음으로 표

기할 적절한 방법이 없어 이 문법형태소를 ‘-디위, -디외, -디웨’ 등으로 다양하

게 표기한 것으로 설명하였는데 이곳의 ‘-됴예, -됴에’는 [wi]를 표기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33)

③ ‘-오’

  중세어의 ‘-오’는 16세기 들어 ‘-오-’가 쇠퇴하면서 ‘-으’, ‘-으되’로 나타

나고 후기 근대어 시기에는 ‘-되’로도 나타나는데 이 책에서 이러한 변화 양상을 

33) ‘-됴예, -됴에’는 ‘-디웨’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디웨’는 음성기호로 [tiwəy]로 

표기할 수 있는데, 이때의 [tiw]를 정음의 ‘됴’로 다시 표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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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가 있다. 

   (32) ㄱ. 薦夜禱於天 願減已年益父壽 <효30a>

ㄴ. 王薦이 바 하긔 비 내 나 더러 아비 주어지다 더니 <성종

판> 

ㄷ. 쳔이 바 하 비오 내 나 더러 아비 주어지다 더니 <선조

판> 

ㄹ. 쳔이 밤마다 하게 빌으되 원컨대 내 나흘 감여 아븨 나흘 더야지이다 

더니 <영조판>

ㅁ. 쳔이 밤에 하긔 비되 원컨대 내 나흘 감여 아븨 슈 더여디이다 더

니 <오륜>

(32ㄴ, ㄷ)은 ‘-오’, (32ㄹ)은 ‘-으되’, (32ㅁ)은 ‘-되’가 쓰였다. 특히 (32ㅁ)의 

‘비되’는 현대어에서 매개모음을 취하지 않는 ‘-되’의 단초를 보여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먼저 (32ㄹ)의 ‘빌으되’는 ‘-오>-오되>-되/으되’

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오’에서 ‘오’의 순음성이 후행 음절로 전이되는 변

화(‘-오>-오되’)가 일어나고 이후 ‘오’에 대한 인식의 변화 즉 ‘오’를 매개모음

처럼 인식하게 되면서 ‘-오되>-되/으되’의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송철의 외 

2006: 201). 그리고 (32ㅁ)의 ‘비되’는 매개모음이 개재하지 않은 ‘-되’가 결합된 

것이다. ‘빌-’의 어간 말음 ‘ㄹ’이 탈락하는 것은 자음 어미 앞에서나 가능한 현상

으로 현대어에서 ‘-되’는 용언 어간에 직접 결합할 때 매개모음이 개재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이곳의 ‘비되’는 이현희(1993: 60)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어말어미 

‘-오-’가 소멸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잔재를 ‘으’에 남기기도 하지만[(32ㄹ)],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잔재를 남기지 않고 완전히 빠져 버린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대

어에서 ‘있으되’와 ‘있되’는 공존하지만 ‘갔으되’와 ‘가겠으되’는 그러한 쌍형을 보이

지 않는 것도 같은 현상이라고 하였다.

④ ‘-’,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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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ㄱ. 弟求分財異居 包不能止 奴婢引老者 <효7a>

ㄴ. 이 生計 호아 닫 사로려 커늘 말이 몯야 奴婢란 늘그니 가지며 

<성종판>

ㄷ. 아이 셰간 호아 닫 사로려 커늘 말이 몯야 노비란 늘그니 가지며 

<선조판>

ㄹ. 아이 믈을 화 각각 살기 구거 푀 말니디 아니고 노비 늘근 거

슬 잡으며 <영조판>

ㅁ. 아이 믈을 화 각각 살기 구거 말니디 못여 노비 늙은 거 잡

아 <오륜>

   (34) ㄱ. 今敵犯行在 旣不能赴難 又乘時爲盜 <열18a>

ㄴ. 이제 도기 行在所 犯屬거늘 救란 몯고  어더 도니 

<성종판>

ㄷ. 이제 도기 님금 겨신  범졉거 구디란 아니고 이 어더 도질

니 <선조판>

ㄹ. 이제 도적이 나라흘 범호 능히 구티 못고 도로혀 어즈러오믈 인여 도적

이 되니 <오륜>

(33ㄴ)은 ‘- 몯-’가 쓰인 예로 (33ㄹ)과 (33ㅁ)에서는 ‘-디 아니-’와 ‘-디 

못-’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34ㄴ)은 ‘-란 몯-’가 쓰인 예로 (34ㄷ)에서는 

‘-디란 아니-’로34) (34ㄹ)에서는 ‘-디 못-’로 대체되었다.

  (33ㄴ)과 (34ㄴ)‘의 -’과 ‘-란’은 현대어의 ‘-지를’, ‘-지는’과 비슷한 의미

로 쓰이고 있다.35) (33ㄴ)은 “아우가 살림살이를 나누어 따로 살려고 하므로 말리

지(를) 못해”, (34ㄴ)은 “이제 도적이 임금 계신 곳을 침범하는데도 구하지(는) 못

하고 틈을 타서 도적질을 하는구나.” 정도로 해석된다.36)

34) (34ㄷ)의 ‘구디란’은 ‘구티란’의 ‘티’가 탈획된 것으로 보인다. 선조판의 다른 판본들에는 

모두 ‘구티란’으로 되어 있다. ‘구티란’은 ‘구-+-디+-란(보조사)’로 분석할 수 있다. 

35) 어미 ‘-’과 ‘-란’은 기원적으로 의존명사 ‘’에 조사 ‘- 또는 -으란’의 결합형으로 

볼 수 있다(허웅 1975, 이지영 2008). 하귀녀 외(2009: 38)에서는 ‘-란’을 철저하게 분석

한다면 기원적으로‘-+-ㄹ+아+-ㄴ’로 볼 수 있고, 이때의 ‘아’는 ‘으란’ 등에서도 분석될 

수 있는 대격조사와 보조사 사이에 개재된 미지의 요소라고 하였다.   

36) 이지영(2008: 152-153)에 따르면 ‘몯-’ 구문에서는 보문소로 위에서 살펴본 ‘-’과 ‘-

란’ 외에도 ‘-’이 쓰이지만 ‘아니-’ 구문에서는 ‘-란’은 쓰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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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ㄽ’

   (35) ㄱ. 情多感淚無窮 <효32b>

ㄴ. 情多感야 淚無窮이로다 [데 感動호미 만야 므리 다 업도다] <성종

판>

ㄷ. 다감야 루무궁이로다 [데 감동호미 만야 믈 다미 업도다] <선조

판>

ㄹ. 졍이 만흐매 늣기 눈믈이 무궁도다 <영조판>

ㅁ. 졍이 늣기미 만흐매 눈믈이 무궁도다 <오륜>

(35ㄴ)은 동명사어미 ‘-ㄽ’이 쓰인 예로 ‘-ㄽ’ 동명사가 ‘없-’의 주어로 쓰였다. 

이곳의 ‘-ㄽ’이 후대본인 (35ㄷ)에서는 명사형어미 ‘-’으로 대체되었다.37)

  안병희・이광호(1990: 259)에서는 중세에는 용언의 관형사형이 그대로 명사와 

같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용법을 가지는 ‘-ㄹ’은 보통 ‘-ㄽ’으로 표기된다고 

하면서 ‘-ㅭ’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이지영(2008: 109)에서도 중세의 동명사어

미 ‘-ㄽ’의 예들은 모두 이전 시기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석독구결

의 동명사어미 ‘-’과 ‘-’은 관형사절을 형성하기도 하고 그 자체로서 명사절을 

형성하며 부정문의 보문소 위치에 쓰이기도 하는데 이는 ‘-ㄽ’과 연결되는 것이라

고 하였다.  

⑥ ‘-울쎼라’

   (36) ㄱ. 俱去 則恐謀不成 <충30b>

ㄴ.  가면 다가 몯 일울쎼라 <성종판>

ㄷ.  가면 다가 이 몯 일울셰라 더니 <선조판>

고 문헌에서는 ‘-’과 ‘-란’이 주로 타동사와 결합한 예들이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편향

성을 결합 제약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자료상의 한계라고 추정하였다. 

37) ‘없-’의 주어 위치에 쓰인 ‘-ㄽ’ 동명사가 후대에 ‘-옴/움’과 같은 동명사로 변화하는 것과 

달리 부정문에 쓰인 ‘-ㄽ’ 동명사는 일반적인 동명사로 대체되지 않고 표기만 달라지거나 

쇠퇴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지영 2008: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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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내 함 가면  일우디 못리라 고 <오륜> 

(36ㄴ)의 ‘일울쎼라’는 ‘일우-+-울쎼라’로 분석된다. ‘-울쎼라’는 후대본인 (36

ㄹ)에서는 ‘-리라’로 교체되었다.38) 이현희(1994ㄷ: 74)에서는 중세어의 ‘-울쎼

라’가 근대어 단계에 소멸하면서 그 자리에 ‘-리라’ 및 그에서 형태변화한 ‘-ㄹ나’

가 그 자리를 대신 메우게 되었고 현대어의 ‘-ㄹ라’로 이어져 오게 되었다고 하였

다. (36ㄴ)의 ‘-울쎼라’는 어떠한 행위에 대한 화자의 염려를 표시하는 경계법 어

미로 “~할까 두렵다”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염려의 서술 결과 그 행위에 

대한 경계 나아가서는 금지의 명령적인 발화 수반 효과를 가지게 된다(장윤희 

2002: 194). (36ㄴ)은 박제상이 사흔에게 말하는 것으로 “함께 가면 만약에 (일

을) 못 이룰까 두렵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⑦ ‘-에라’

  (37) ㄱ. 輒涕泣求哀 言有老母 <효6a>

ㄴ. 곧 슬피 우러 닐오 늘근 어미 이셰라 야 <성종판>

ㄷ. 곧 슬피 우러 닐오 늘근 어미 이셰라 야 <선조판>

ㄹ. 혁이 울며 비되 늘근 어미 이셔라 고 <영조판>

ㅁ. 믄득 울며 비되 노뫼 이셔라 고 <오륜>

(37ㄴ, ㄷ)의 ‘이셰라’는 ‘이시-+-에라’로 분석된다. 그리고 (37ㄹ, ㅁ)의 ‘이셔라’

를 통해 ‘-에라>-어라’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중세어의 ‘-에라’는 장윤희(2002: 

259)에서 지적한 것처럼 특이하게도 자신보다 존귀한 상대에 대해서는 상대 높임

의 선어말어미 ‘--’를 중간에 통합시킨 어미구조체 ‘-이다’가 사용되었다. 이

는 이 어미가 다른 감탄법 종결어미에 비해 화자의 심리 상태나 인식 상태를 청자

에게 표시하는 의미를 더 많이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에라’로 종결된 문장은 감탄문과 평서문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 

38) ‘-울쎼라’는 중세어 문헌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다. 고려가요와 근대어 문헌과 고시조 등에

서 쓰인 예를 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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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ㄴ)을 해석해 보면 (강혁이) 곧 슬피 울며 (도적에게) 말하기를 “늙은 어머니가 

있다.” 정도로 해석된다. 강혁이 청자인 도적에게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때 쓰인 ‘-에라’는 감탄형 어미보다는 평서형 어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다른 부분에 쓰인 ‘-에라’도 모두 마찬가지이다.39)

   (38) ㄱ. 器具란 야디니 가지며 닐오 아래브터 던 거시라 내게 便安얘라 

고 가지더라 (器物取朽敗者 曰素所服食 身口所安也) <성종판, 효7b>

ㄱ′. 긔믈은 석고 파 거 잡으며 오 내 본 던 거시라 몸과 입의 편안

 배라 고 가졋니 <영조판>

ㄴ. 許遠이 張巡의그 時急얘라 니니 張巡이 兵馬 가져오나 (許遠告急于張

巡 巡自寧陵 引兵入 巡有兵三千人) <성종판, 충14a>

ㄴ′. 허원이 슌의게 시급야라 니니 슌이 병마 가져오나 <선조판>

ㄷ. 내 님금 묻 後에 寸寸이 사라도 측디 아니얘라 (吾果瘞吾君 後雖寸

斬不恨矣) <성종판, 충27b>

ㄷ′. 내 님금 묻온 후에야 촌촌이 사라도 측디 아니얘라 <선조판>

(38ㄱ~ㄷ)은 성종판에 ‘-에라’가 쓰인 예이다. (38ㄱ~ㄷ) 모두 화자가 청자를 직

접 대면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으로 (38ㄱ)은 “(설포가 아우에게) 젊었을 때부터 하

던 것이라 내게 편안하다.”, (38ㄴ)은 “허원이 장순에게 시급하다 말하니”, (38ㄷ)

은  “(강산이 도적에게) 내 임금을 매장한 후에는 마디마디 썰어도 한스럽지 않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곳의 ‘-에라’도 (37ㄴ)과 같이 감탄형 어미보다는 평서형 어미

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후대본인 (38ㄱ′)에서 평서형인 ‘편안 배라’로 교체

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39) ‘-에라’는 선행어의 조건에 따라 ‘-에라~애라~얘라~게라’ 등 다양한 교체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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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통사적 특징

  이 항에서는 이 책에 쓰인 특징적인 형용사와 동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특징과 그

들이 이루는 특징적인 구문을 살펴볼 것이다. 

4.3.2.1. 형용사문

  형용사문에서는 ‘-’, ‘날호-’, ‘올-’를 중심으로 이들이 이루는 특징적인 

구문에 주목할 것이다.

⑴ ‘-’

  형용사 ‘-’가 ‘NP이’를 보어로 취한 구문은 중세어 ‘-’ 구문의 특징적인 

형식으로 이른 시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 책에서도 ‘-’가 ‘NP이’를 

보어로 취한 구문을 볼 수가 있다. 

   (39) ㄱ. 吾之不可負桓侯 猶桓侯之不負國也 <충12b>

ㄴ. 내 桓侯 아니 背叛호미 桓侯의 나라 背叛 아니호미 니라 <성종판>

ㄷ. 내 환후 아니 반호미 환후의 나라 반 아니호미 니라 <선조판>

ㄹ. 나의 환공을 져 리지 아니은 곳 환공의 나라흘 져리지 아님 니라 

<영조판>

ㅁ. 내 환공을 져리디 아니믄 곳 환공의 나라흘 져리디 아님 니라 <오

륜>

(39ㄴ)은 ‘-’가 ‘NP이’를 보어로 취한 문장이다. 비교의 대상이 ‘내 桓侯 아

니 背叛홈’으로, 비교의 기준이 ‘桓侯의 나라 背叛 아니홈’과 같은 동명사로 나타났

다. 동명사의 주어는 모두 속격형으로 쓰였다. (39ㄴ)은 “내가 환후를 배반하지 않

음이 환후가 나라를 배반하지 않음과 같다.” 정도로 해석된다. 현대어에서는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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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P이’를 보어로 취하는 예가 보이지 않지만 중세어에는 (39ㄴ)과 같은 구문을 

많이 볼 수 있다.40)

  보어 ‘NP이’에 통합된 조사 ‘-이’의 성격에 대해서는 김정아(1998)의 설명이 참

고된다. 김정아(1998: 121)에서는 ‘A이 B이 이다’의 ‘이다’ 구문과 ‘A이 B이 

-’의 ‘-’ 구문은 모두 ‘A=B’와 유사한 논리적 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며 이러한 동등한 관계가 서술어에 대해서 동등한 격을 가지는 통사적 특

징으로 실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 책에는 ‘-’가 목적어를 취한 예도 보인다.

   (40) ㄱ. 李感之謂曰 能如我乎 <열12a>

ㄴ. 李氏 感動야 닐오 날 다 고 <성종판> 

ㄷ. 니시 감야 닐오 날 다 고 <선조판>

ㄹ. 니 감창이 녀겨 닐러 오되 네 능히 날과 히 죵시히 외로이 디낼다 고 

<영조판>

(40ㄴ, ㄷ)은 ‘-’가 목적어를 취한 예로 위의 예를 포함하여 중세어 문헌에서 

‘-’가 타동사적 용법으로 쓰인 예는 몇 예 보이지 않는다.41) 이는 한문구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같은 구조에서도 대격조사를 취하는 않는 다른 언해문

들을 볼 때 그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김정아 1998: 94).

  한편 ‘-’는 자동사의 용법으로도 쓰인다. 

40) 이 책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세에는 ‘-’가 보어로 ‘NP에’, ‘NP으로’, ‘NP와로’ 등을 취

한 예들도 보인다. ‘NP에’ 보어는 평가의 기준을 표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이때의 기준 

표시는 조사 ‘-에’가 가진 처소의 의미에 기댄 것이다(이영경 2007: 200).

41) 이 책에 쓰인 ‘날 -’ 외에 중세어 문헌에서 ‘-’가 목적어를 취한 예를 보이면 아래

와 같다.

ㄱ. 져믄 젯 나해 미 서늘커든 舞雩애셔 나 엇뎨 려뇨 (何似兒童歲 風涼

出舞雩) <杜詩初10:22b>

ㄴ. 相如ㅣ 大夫 외닐 토 붓그리노라 (媿似相如爲大夫) <杜詩初14:12a>

  (ㄱ), (ㄴ)은 김정아(1998: 94)에서 언급한 것으로 ‘-’가 목적어를 취한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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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ㄱ. 비록 머러도 도로 녜 니라 (雖眇還如舊) <구급방下42a>

ㄴ. 위안햇 柑子ㅣ 랄  기릐 셰 寸만 야 비치 黃金 니라 (園甘長成時 

三寸如黃金) <杜詩初15:3a>

(41)은 ‘-’가 자동사로 쓰인 예이다. (41ㄱ)은 “비록 멀게 보이더라도 다시 전

과 같아진다.”, (41ㄴ)은 “과수원의 귤이 자랄 때 길이가 세 치쯤 되고 빛이 황금과 

같아진다.” 정도로 해석된다.  

  ‘-’는 기본적으로 비교의 결과로서 상태적 성격(형용사적 용법)을 나타내지

만 경우에 따라 비교 주체와 비교 기준의 관계를 일종의 작용(자동사적 용법)으로

서 인식할 수도 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는 비교대상에 대한 행위(타동사적 용법)으

로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김정아 1998: 95).

⑵ ‘날호-’

  다음은 ‘날호-’를 살펴보겠다.

   (42) ㄱ. 長史裨惠 … 宜且案甲以待 <충12a>

ㄴ. 長史ㅣ 져기 날호져 커늘 <성종판>

ㄷ.  져기 날회져 커늘 <선조판>

ㄹ. 모 사이 … 만이 안자셔 변라 대 <영조판>

ㅁ. 휘하 사이 … 아직 군 머므러 기리라 대 <오륜>

(42ㄴ)은 ‘날호-’가 쓰인 예로 이곳의 ‘날호져는 ‘날호-’에 청유형어미 ‘-져’가 결

합한 것이다. (42ㄴ)은 “장사가 (병력이 조정으로 가는 것을) 조금 늦추자 하거늘” 

정도로 해석된다. 이곳의 ‘날호-’는 타동사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후대본인 (42

ㄷ)에는 ‘날회져’가 쓰였는데 ‘날호-’와 ‘날회-’는 이미 15세기부터 의미 차이 없이 

공존하였다.42)

42) ‘날회-’가 ‘날호-’에 비해 의고적인 것이다. 한편 고어사전에서는 ‘날호-’를 형용사로 ‘날회

-’는 사동사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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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성종판)에는 ‘날호-’가 (42ㄴ)과 같이 타동사의 용법으로 쓰인 예만 확인

되지만, 중세어 문헌에서 ‘날호-’는 “느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로 쓰인 

예들이 더 많이 보이고 (42ㄴ)과 같이 타동사로 쓰인 예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43)

   (43) ㄱ. 흐르 믈로 조차 가매 며 날호 스치노라 (沿流想疾徐) <杜詩初 

20:45a>

ㄴ. 氣象이란 거슨 말과 거이 가야오며 므거우며 며 날호여 홈애 足히 

 볼이니 (氣象者 辭令容止輕重疾徐에 足以見之矣니) <小學5:94a>

(43)은 ‘날호-’가 형용사의 용법으로 쓰인 예이다. (43ㄱ)은 “흐르는 물로 좇아 가

면서 빠르며 느림을 생각한다.”, (43ㄴ)은 “빠르고 느림에 충분히 볼 수 있으니” 정

도로 해석된다. (43ㄴ)에는 ‘날호-’에 어미 ‘-여’가 통합되었는데 이는 어간이 ‘날

회-’라야 이해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중세어 단계에서 ‘날회-’는 ‘날호-’로도 어

간이 재조정되어 나타났다(이현희 1997ㄱ: 371).

  중세어 문헌에서 ‘날호-’와 ‘날회-’는 주로 ‘날호야’, ‘날회야’로 많이 쓰이는데 

이들은 대부분 파생부사이다.

   (44) ㄱ. 안 이 아 王 셰옛다가 우리 後에 날호야 修師摩 셰요리다 <月釋

25:72b>

ㄴ. 내 날호야 기드리디 아니와 오직 처 四諦 듣고 (而我不款待와 

但初聞四諦고) <法華2:7a> 

ㄷ. 키 날회야 호미 외니 날회야 면 話頭 니저 昏沈과 雜念괘 들리라 (不可大

緩 緩則忘却話頭 入昏沈掉舉去也) <蒙山23a>

ㄹ. 히 가오니 거츤 드르히 크고 하히 머니 나죗 미 날회야 흐르놋다 

43) 이러한 이유로 ‘날호-’ 구문을 동사문이 아닌 형용사문에서 다루었다. 중세어 문헌에서 ‘날

호-’가 타동사의 용법으로 쓰인 예는 (42ㄴ) 외에 �석보상절�에서 한 예 더 찾을 수 있었다. 

阿那律이 닐오 날호라 그듸내 히로 몯 리니 <釋詳23:39a> 

   위 문장은 “아나율이 이르되 (불 붙이는 것을) 늦추어라. 그대들의 힘으로 불사르지 못할 

것이니” 정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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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卑荒野大 天遠暮江遲) <杜詩初8:28b>

(44ㄱ, ㄴ)은 ‘날호야’, (44ㄷ, ㄹ)은 ‘날회야’가 쓰인 예이다. 이들은 모두 후행하

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고 “천천히” 정도의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중세에는 ‘날호-’와 어휘적으로 관련이 있는 ‘날혹-’와 파생부사인 

‘날혹기’도 보인다. 

   (45) ㄱ. 날혹  鳳 오 (威遲白鳳態) <杜詩初16:34b>

ㄴ. 모로매  편안히 야 아나 니와다 날혹기 글어 리와 (須安定心

神 抱起緩緩解下) <救簡1:59b>

(45ㄱ)은 ‘날혹-’, (45ㄴ)은 ‘날혹기’가 쓰인 예이다. ‘날혹-’는 

‘날호-’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가 통합한 합성어로 

보인다. 이들이 한문 원문의 ‘威遲’, ‘緩緩’ 등에 대응하고 있어 그러한 가능성은 높

다고 할 수 있다.44)

⑶ ‘올-’

  다음은 ‘올-’를 살펴보겠다. 이 책에는 ‘올-’의 주어인 평가 대상이 동명사 

구성으로 나타난 예가 보인다.  

   (46) ㄱ. 今子負父命 棄母慈 可乎 <충31b>

ㄴ. 아리 아 命 거슬오 어마님 료미 올니가 고 <성종판>

ㄷ. 아님이 아바님  거슬오 어머님 료미 올니잇 고 <선조판>

ㄹ. 엇디 아븨 명을 져리고 어믜 랑을 긋려 뇨 고 <영조판>

ㅁ. 엇디 아븨 명을 져리고 어믜  츠려 뇨 고 <오륜>

44) 다만 두 어형이 결합하면서 ‘-ㄱ’이 통합되었는데, 어떠한 이유로 통합되었는지 알 수는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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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은 평가자가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아닌 어떤 행위나 사

태에 대해 옳다고 평가하는 표현이다. (46ㄴ)에서 ‘올-’의 평가 대상은 (아리) 

‘어마님 룜’이라는 행위이다. (46ㄴ)은 종인 합절이 주인의 아들인 거진에게 말하

는 것으로 “아들이 아비의 명을 거스르고 어머님을 버림이 옳습니까?” 즉 ‘(어머님

을)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는 수사의문문이다. 후대본인 (46ㄹ, ㅁ)

에서는 ‘-호미 올-’ 형식이 아닌 동사 ‘긏/-’[斷]와 의도의 연결어미 ‘-(/

으)려’를 사용하여 의역하였다.   

  다음은 ‘-호미 올-’ 구문의 부정 표현을 살펴보겠다. 

   (47) ㄱ. 吾夫士也 有二不亦宜乎 <열2b>

ㄴ. 내 남지니 士ㅣ어니 두 겨집 두미 아니 올니여 <성종판>

ㄷ. 내 남지니  어니 두 겨집 두미 아니 올랴 <선조판>

ㄹ. 내 지아비 션븨라 둘흘 두미 가치 아니냐 <영조판>

(47)은 ‘-호미 올-’ 형식의 부정 표현이다. (47ㄴ)에서는 ‘남지니 두 겨집 둠’이

라는 행위가 평가대상이다. (47ㄴ)은 “내 남편이 선비이니 두 아내를 두는 것이 옳

지 않으냐?”로 해석된다. ‘두 아내를 두는 것이 옳다(둘 수 있다)’는 의미의 수사의

문문이다. 후대본인 (47ㄹ)에서는 ‘올-’ 대신에 형용사 ‘가-’[可]로 언해되었

다. 한편 어떤 행위나 사태의 정당성에 대한 부정 표현은 (47ㄴ)과 같이 ‘올-’의 

부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반의어인 “非”의 의미를 가지는 ‘외-’의 

사용은 극히 제약되어 있었다(이영경 2007: 193). 

  (46), (47)을 보면 ‘올-’의 주어인 동명사 구성에 내포되어 있는 서술어는 동

사만 쓰이고 있다.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옳다는 표현만 가능하지 어떤 상태

임이 옳다든가 어떤 존재임이 옳다든가 하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현희 1994: 185), 내포문의 서술어로는 동사만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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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동사문

  동사문에서는 ‘거슬-’, ‘너기-’, ‘두리-’, ‘뵈-’, ‘빌-’ 등을 중심으로 이들 동사가 

이루는 특징적인 구문을 살펴볼 것이다.

⑴ ‘거슬-’ 

   (48) ㄱ. 今子負父命 棄母慈 可乎 <충31b>

ㄴ. 아리 아 命 거슬오 어마님 료미 올니가 <성종판>

ㄷ. 아님이 아바님  거슬오 어머님 료미 올니잇 <선조판>

ㄹ. 엇디 아븨 명을 져리고 어믜 랑을 긋려 뇨 <영조판>

ㅁ. 엇디 아븨 명을 져리고 어믜  츠려 뇨 <오륜>

(48ㄴ, ㄷ)은 ‘거슬-’가 쓰인 예로 한문 원문의 ‘負’에 대응하고 있다. 후대본인 

(48ㄹ, ㅁ)에서는 ‘져리-’로 언해되었다. (48ㄴ)은 “아들이 아비의 명을 거스르

고” 정도로 해석된다. 이곳의 ‘거슬-’는 타동사의 용법으로 쓰였다.45)

  중세어의 ‘거슬-’는 자동사의 용법으로도 사용되었다.46)

   (49) ㄱ. 왼 녀근 거슬오 올 녀근 順니 <月釋13:23a>

45) 한편 성종판의 ‘거슬-’가 선조판에서 ‘막-’로 교체된 예도 보인다.

   ㄱ. 主遣金庾信率兵拒之 <충31a>

   ㄴ. 善德王이 金庾信이 브려 거슬라 야시 <성종판> 

   ㄷ. 션덕이 김유신이 브려 막라 야시 <선조판>

   (ㄱ)의 한문 원문의 ‘拒’가 성종판에서는 ‘거슬-’로, 선조판에서는 ‘막-’로 언해되었

다. 이곳의 ‘거슬-’는 (48ㄴ)의 ‘거슬-’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ㄴ)은 “선덕왕이 김유

신을 부려 ‘대항하라(막아라)’ 하셨다.” 정도로 해석된다. (ㄷ)의 ‘막-’는 15세기 문

헌에서도 문증된다.

46) ‘거슬-’뿐만 아니라 거슬-’에 의미와 품사 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 ‘-이-’가 결합한 ‘거

스리-’도 자동사의 용법과 타동사의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김태우 2013). 한편 ‘거슬-’

와 ‘거스리-’가 재구조화되어 현대어와 같이 ‘거스르-’로 등장하는 것은 18세기 후반의 �경

신록언석�부터이다. ‘웃사의 명을 어긔여 거슬으며 무익 일을 드러 며’ <경신록,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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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性이 거스디 아니논디라 비록 無ㅣ나 有코 物이 거스디 아니논디라 (性이 

莫之逆이라 雖無ㅣ나 而有코 物이 莫之逆이라) <永嘉下101b> 

(49)는 ‘거슬-’가 자동사의 용법으로 쓰인 예이다. (49ㄱ)은 “왼쪽은 거슬리고 오

른쪽은 순하니”, (49ㄴ)은 “본성이 거슬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비록 무이나 유하고 

사물이 거슬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정도로 해석된다. 

  한편 이 책에는 ‘거슬-’에 강세접미사 ‘--’가 결합한 ‘거슬-’도 보인다.47)

   (50) ㄱ. 奉母承順無闕 <효33a> 

ㄴ. 어미 孝道호 데 거슬 일 업더니 <성종판>

ㄷ. 어미 효도호 데 거슬 일 업더니 <선조판>

ㄹ. 어미 셤기되 을 승슌여 그 미 업더니 <영조판>

ㅁ. 어미 셤기되 을 승슌여 그 미 업더니 <오륜>

(50ㄴ, ㄷ)의 ‘거슬-’는 ‘거슬-’에 강세접미사 ‘--’가 통합한 것이다. (50ㄴ)

은 “어머니에게 효도하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더니” 정도로 해석된다. 이곳의 ‘거

슬-’가 자동사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중세어 문헌에서 ‘거슬-’는 위의 예를 

포함하여 총 43회 보이는데, ‘거슬-’와 달리 ‘거슬-’가 타동사의 용법으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는다. ‘거슬-’는 자동사 ‘거슬-’에 강세접미사 ‘--’가 통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후대본인 ‘거슬-’가 (50ㄹ, ㅁ)에는 ‘그 ’으로 대체되었

다. 부사 ‘그’은 현대어의 부사 ‘그릇’의 소급형으로 중세에는 ‘그르/그’가 쓰였

다. 이현희(1997: 710)에서는 부사 ‘그르/그’는 “非, 錯”을 뜻하는 형용사 ‘그르/

그-’에서 영파생되어 형성된 것이고 동사 ‘그르/그-’에 강세접미사 ‘-ㅊ-’이 

통합하여 형성된 ‘그릋/그-’에서 영파생에 의해 형성된 부사가 ‘그릇’과 ‘그’이

라고 하였다.  

47) 중세어 문헌에서 ‘거슬-’는 ‘거슯-’, ‘거슯즈-’, ‘거-’ 등으로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거슬-’ 외에 강세접미사 ‘--’와 모음교체형인 ‘--’가 통합한 단어로는 ‘견주-, 견조

-, 그르-, -, 너기-, 마초-, 마초-, 버리-, 자히-’ 등이 있다(이현희 

1997: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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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너기-’

  

  이 책에서 ‘너기-’의 부정은 다음과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51) ㄱ. 盧操 야 밥 지라 야 슬히 아니 너기며 (命操常執勤主炊 操服勤不

倦) <성종판, 효27a>

ㄱ′. 조로 여곰 밥을 지이니 죄 죠곰도 게얼리 아니고 <오륜, 효27a>

ㄴ. 손 목 야 주고 어려 아니 너겨더라 (遂自縊而死 欣然若不以死爲難

者) <성종판, 열23b>

ㄴ′. 손조 목 야 주고 어려이 아니 너겨더니 <선조판, 열23b>

   (52) ㄱ. 憂悴數年 見者無不悲悼 <효26a>

ㄴ. 두  시름야 니거든 아니 슬피 너기리 업더니 <성종판>

ㄷ. 두세  시름야 니거든 아니 슬피 너기리 업더니 <선조판>

ㄹ. 근심야 여외기 심니 보 사이 다 슬허고 <영조판>

ㅁ. 수 년을 근심여 여외기 심니 보 사이 다 슬허고 <오륜>

(51), (52)는 ‘너기-’ 구문의 부정의 예로 (51ㄱ, ㄴ)에서는 부정부사 ‘아니’가 서

술어 ‘너기-’를 수식하고 있다. 반면에 (52ㄴ)은 표면 구조상 (51ㄱ, ㄴ)과는 다르

게 보인다. 부정부사 ‘아니’가 서술어에 직접 선행하지 않으면서 서술어구나 문장 

전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52ㄴ)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52ㄴ)의 ‘슬피 너기-’는 한문 원문의 ‘悲悼’에 대응하는 것으로 하나의 의미 단위

로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아니 슬피 너기리’는 “슬프게 여기지 않을 사

람이” 정도로 해석되어 ‘슬피 아니 너기리’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48) 즉 이곳의 부정부사 ‘아니’는 ‘슬피 너기-’ 전체에 대한 부정의 의미를 가

지는 것으로 서술어(구)에 선행하는 (51)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49)    

48) 후대본인 (52ㄹ, ㅁ)에서는 ‘보 사이 다 슬허고’ 언해되었는데, “모두”의 의미를 가

지는 부사 ‘다’가 쓰여 (52ㄴ)과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즉 ‘슬프게 여기지 않을 사

람이 없다’는 ‘모두가 슬퍼한다.’로 달리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다.  

49) 이지영(2008: 56)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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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기-’는 직접 사유함을 뜻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른바 완형보문인 S와의 사이

에 ‘야’, ‘호’ 등의 요소를 개재시키지 않는다. 즉 ‘너기-’의 의미와 S의 명제 

내용이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 둘은 직접 통합할 수 있다(이현희 1994: 314).

   (53) ㄱ. 吳恐驚其母 凌晨具饌以進 <효29a>

ㄴ. 吳二 어미 놀가 너겨 아 밥야 이받고 <성종판>

ㄷ. 오이 어미 놀랄가 너겨 아 밥야 이받고 <선조판>

ㄹ. 오이 그 어미 놀랄 두려 새볘 반찬 초아 들이고 <영조판>

ㅁ. 오이 그 어미 놀날가 두려워 여 새볘 음식을 초아 드리고 <오륜>

(53)은 ‘S 너기-’ 형식의 구문이 쓰인 예이다. 이때 S는 내적 사유를 언어 형식으

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화법적인 문장만 쓰일 수 있다. (53ㄴ)은 “오이가 어

미 놀랄까 여겨 아침에 밥하여 봉양하고” 정도로 해석되는데, 이곳의 ‘너기-’가 후

대본인 (53ㄹ)에서는 ‘두리-’로 (53ㅁ)에서는 ‘두려워 -’로 언해되었다. 이는 한

문 원문의 ‘恐’을 직역한 것으로 아들인 오이가 내포문의 주어인 어미가 (내일 낮에 

벼락 맞아 죽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 놀랄 것을 생각하니 걱정이 되어 이를 “두

려워하다”의 의미를 가진 ‘두리-’와 ‘두려워-’로 표현한 것이다.   

⑶ ‘두리-’

  ‘두리-’의 대상은 목적어로 실현된다. 명사구와 동명사 구성 모두 가능하나 성종

판에서는 목적어가 생략되어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예들만 확인된다.

   (54) ㄱ. 欲自殺 父母懼而不敢嫁 <효5b>

ㄴ. 주구려 커늘 두리여 몯 얼이니 <성종판>

ㄷ. 주구려 커늘 두려 몯 얼이니 <선조판>

ㄹ. 스로 죽으려 니 부뫼 두려 감히 그 을 앗지 못니 <영조판>

ㅁ. 스로 죽고져 니 부뫼 두려워 감히 가디 못니 <오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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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ㄴ)은 ‘두리-’의 대상인 목적어가 문면에 드러나지 않은 예이다. (54ㄴ)은 “(진

씨가) 죽으려 하므로 (부모가) (딸이 죽을 것을) 두려워하여 시집을 못 보내니” 정

도로 해석된다. 한문 원문의 ‘懼’가 후대본인 (54ㄷ, ㄹ)에서는 ‘두려’로 (54ㅁ)에서

는 형용사 ‘두렵-’로 언해되었다.50) 이미 15세기부터 ‘두리여’와 ‘두려’는 표기상 

공존하였는데 근대어 시기 들어 ‘두려’만 보이고 ‘두리여’는 보이지 않는다. 

  두려워하는 정서나 심리 상태는 내적 사유문(간접의문문)으로 표현되어 나올 수 

있다.

   (55) ㄱ. 主將 恐其誠死許之 <열21a>

ㄴ. 主將이 眞實로 주글가 두리여 그리라 고 <성종판>

ㄷ.  진실로 주글가 두려 그리라 고 <선조판>

ㄹ. 도적이 허락되 직희기 더옥 굿게 더니 <영조판>

ㅁ. 도적이 죽을가 저허 아딕 허락 <오륜>

   (56) ㄱ. 朱聞之 懼受辱 遂與女俱縊死 <열27a>

ㄴ. 朱氏 듣고 受辱가 두리여 와 다 목 야 죽거늘 <성종판>

ㄷ. 쥬시 듣고 슈욕가 두려 와 다 목 야 죽거늘 <선조판>

ㄹ. 쥬 욕을 볼가 둘려 로 더브러  목을 여 죽으니 <영조판>

ㅁ. 쥬시 욕 볼가 두려 로 더브러  목 여 죽으니 <오륜>

(55), (56)은 ‘두리-’의 대상이 내적 사유문으로 표현된 ‘S 두리-’ 형식의 예이다. 

S가 ‘두리-’의 직접 사유를 표현한 것으로 ‘두리-’와 S 사이에 ‘야’, ‘호’ 등의 

요소가 개재하지 않았다. 15세기의 다른 문헌에서는 ‘S 야 두리-’와 ‘두리여 S 

-’ 형식의 구문도 쓰이고 있으나 이 책에서는 위의 ‘S 두리-’ 형식의 예만 보인

50) (54ㅁ)은 “(진씨가) 스스로 죽고자 하니 부모가 두려워 감히 개가시키지 못하였다” 정도로 

해석된다. 이 문장은 사동사 ‘가이-’ 또는 ‘가게 -’가 예상되는 곳에 능동사 ‘

가-’가 쓰인 점이 특이하다. �오륜행실도』에는 (54ㅁ) 외에도 이러한 예가 한 예 더 보인

다. ‘그 부뫼 쟝 려가 가려 대’ <오륜, 효5>, 그러나 위의 두 예를 제외한 다른 

부분에서는 ‘가-’가 여격어를 지배하는 능동사로 쓰이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송철의 

외(2006: 31)에서는 �오륜행실도�의 ‘가-’는 동일한 형태가 주동사와 사동사의 양쪽 용

법을 다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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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51)

  한편 이현희(1994: 190-191)에 따르면 중세어에서 ‘두리-’를 비롯한 ‘-, 믜

-, 므-, 즐기-’ 등의 심리 동사는  ‘-어 -’ 구성과 통합하여 ‘두려 -’의 꼴

로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심리 동사에서 파생된 심리 형용사 ‘두립-, 

깃브-, 믭-, 므엽-, 즐겁-’ 등은 ‘-어 -’ 구성과 통합하는 일이 없었다. 따라

서 중세어에서는 ‘*두리워 -, *깃버 -, *믜워 - *므여워 -, *즐거워 

-’와 같은 구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였다.52)

   (57) ㄱ. 母性畏雷 母歿 <효15b>

ㄴ. 어미 울에를 므더니 어미 업거늘 <성종판>

ㄷ. 어미 울에를 므싀여 더니 어미 업거늘 <선조판>

ㄹ. 어미 샹해 울레 소 무셔워 더니 어미 죽은 후의 <영조판>

ㅁ. 어미 셩품이 우레 무셔워 더니 어미 죽으매 <오륜>

(57)의 성종판에서 �오륜행실도�에 이르기까지의 변화는 심리 구문의 통시적인 변

화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6세기 자료인 (57ㄷ)에서는 동사 ‘므

싀-’와 통합하였던 ‘-어 -’가 18세기 자료인 (57ㄹ, ㅁ)에서는 ‘-어 -’가 동

사 ‘므-’가 아닌 형용사와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15세기에 일부 보이는 ‘바 -’나 ‘이워 -’ 등이 근대어 시기에 심리형용사

와 ‘-어 -’ 구성이 통합한 예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시초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

다(이현희 1994: 191). 이들의 예외적 용법이 점차 다른 심리 형용사에도 파급되

51) 다른 문헌에 쓰인 ‘S 야 두리-’와 ‘두리여 S -’ 구문의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ㄱ. 리 겨틔 잇다가 어미 닛고 거우룻 지븨 녀흔가 야 두리여 닐오 (初在左

右顧, 心恐母去置鏡奩中, 乃曰) <內訓3:34a>

ㄴ. 難陁ㅣ 두리여 자바 녀흘까 야 닐오 <月釋 7:13b>

   (ㄱ)의 ‘S 야 두리-’ 형식의 ‘야’는 S가 ‘두리-’의 이차적인 내적 사유의 표현일 가

능성을 보이는 것이다(이현희 1994: 246).    

52) 이현희(1994: 191)에서는 15세기에 일부 보이는 ‘바 -’나 ‘이워 -’ 등이 근대어 시기

에 심리형용사와 ‘-어 -’ 구성이 통합한 예들이 만들어져 나오는 시초적인 모습으로 보았

다.



- 138 -

면서 종래의 심리 형용사는 [NP1(경험주)-이 NP2(대상)-이 V]의 심리 구문을 이

루는가 하면 ‘-어 -’ 구성에도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변화는 

16세기 후반부터 관찰되기 시작하다가 근대어 시기 들어서 점차 보편화되고 이로

부터 현대어의 ‘두려워하-, 기뻐하-, 미워하-, 무서워하-, 즐거워하-’ 등이 형성

되었다. 현대어에서는 어간 ‘두리-’마저 사어화한 까닭에 종래의 ‘두리-’는 ‘두려워 

하-’로 완전히 대체되었다(송철의 외 2006: 89-90, 573-574).

⑷ ‘뵈-’

  

  먼저 사동사 ‘뵈-’를 살펴보겠다.53)

   (58) ㄱ. 武曰 自分已死人矣 必欲降 請効死於前 <충6b>

ㄴ. 蘇武ㅣ 닐오 내 分이 죽건 디 오란 사미로 모로매 降요려 커든 내 알

셔 주거 뵈다 야 <성종판>

ㄷ. 소뮈 닐오 내 분이 죽건 디 오란 사미로 모로매 항복과댜 거든 내 알

셔 주거 뵈리라 야 <선조판>

ㄹ. 뮈 오 내 임의 죽기 뎡여시니 브 항복 밧고져 거든 날을 죽이라 

대 <영조판>

ㅁ. 뮈 오 이믜 죽기 결단여시니 반시 항복 밧고져 거든 쳥컨대 알

셔 죽으리라  <오륜>

(58ㄴ)의 ‘뵈-’는 “보이겠다” 정도의 의미를 가진다.54) (58ㄴ)은 한나라의 중랑

장인 소무가 흉노에 사자로 갔을 때 흉노의 이릉이 소무를 회유하는데 이를 소무가 

강하게 거절하는 상황이다. “소무가 말하기를, 내 분수가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이지

만 모름지기 (나를) 항복시키려 한다면 내가 앞에서 죽어 보이겠다. 하거늘” 정도

53) 중세어에도 현대어와 같이 ‘뵈-’가 피동사로 쓰인 예도 있으나 이곳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54) 한문 원문의 ‘必欲 …… 効’가 (58ㄴ)에서 ‘모로매 …… 뵈다’로 언해되었는데, ‘必欲’이 

“반드시 ~을 하고자 하다” 정도의 의미이고 ‘効’가 “나타내다, 보이다”의 의미이므로 이곳

의 ‘뵈-’는 “보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명남 2010: 68). 아

울러 후대본인 (58ㄷ)에서 ‘뵈리라’로 언해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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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된다.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58ㄴ)의 ‘뵈-’는 ‘보-+-이-(사동접미

사)+-오-+--+-다’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형

태소 ‘--’이다. ‘--’은 다른 한글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으로 향가와 구결

자료에 나타나는 ‘-音叱-(-)’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55) 박진호(1998: 172)에

서는 선어말어미 ‘--’이 대부분 평서형 종결어미 ‘-다’와 함께 쓰이며, 선어말어

미 ‘-오-’가 통합한 ‘-다’는 화자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거나 당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58ㄴ)의 ‘뵈-’는 사동사 ‘뵈-’에 화자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 통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謁見”의 의미를 가지는 ‘뵈-’를 살펴보겠다.

   (59) ㄱ. 事母朝夕冠帶定省 <효28a>

ㄴ. 아나죄 冠帶야 어믜그 뵈더라 <성종판>

ㄷ. 라 아나죄 관야 어믜게 뵈더라 <선조판>

ㄹ. 어미 셤길 갓과  졍히 고 됴셕 문안며 <영조판>

ㅁ. 어미 지효로 셤겨 관과  초아 됴셕으로 문안며 <오륜>

   (60) ㄱ. 碏曰 王覲爲可 <충3a>

ㄴ. 石碏이 닐오 王 뵈미 리라 야 <성종판>

ㄷ. 셕쟉이 닐오 왕 뵈와야 리라 야 <선조판>

ㄹ. 쟉이 오 가히 텬 쳥니 <영조판>

ㅁ. 쟉이 오 텬긔 뵈오미 가니라 <오륜>

(59ㄴ), (60ㄴ)의 ‘뵈-’는 한문 원문의 ‘定省’(昏定晨省)과 ‘覲’에 대응하는 것으로 

“謁見”의 의미로 쓰였다. (59ㄴ)은 “(서적이) 아침저녁으로 관을 쓰고 띠를 매고 

어미를 뵙더라.”로, (60ㄴ)은 “석작이 말하기를 왕을 뵈어야 할 것이다.” 정도로 해

석된다. 특징적인 것은 (59ㄴ, ㄷ)과 (60ㄷ, ㅁ)에서 현대어와 달리 ‘여격어 # 뵈

-’의 구조의 문장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56) ‘뵈-’가 여격 표지를 취한 예는 중세어

55) 이처럼 중세어 자료에서는 한두 예밖에 보이지 않는 어형이 그 이전 시기의 자료에서는 많

이 나타나는 것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성종판의 ‘뵈-’가 향가와 구결자료의 ‘-音叱-’와 관

련이 있음은 1994년 구결연구회에서 이현희 선생님께서 처음으로 언급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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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20세기 초 자료에서도 볼 수 있다. 

  ‘뵈-’가 존대 즉 “謁見”의 뜻으로 쓰이게 된 것을 이선영(2013: 297)에서는 다음

과 같이 설명하였다. ‘내가 선생님을 보다.’라는 구문이 주체 중심의 표현이라면 ‘나

를 선생님께 보이다.’라는 사동문은 주체 중심이 아닌 객체 중심의 표현이 된다. 즉 

주동문이 사동문이 되면서 초점이 주체에서 객체로 이동하고 이것이 대우의 의미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57) 중세어 문헌에서 ‘뵈-’가 여격 표지를 취한 예를 보

면 15세기 문헌에서는 (59ㄴ)의 한 예에 불과하지만 16세기 문헌에서는 19건으로 

크게 증가하는데(김미경 2013: 53), 이는 16세기 이후로 ‘뵈-’가 “謁見”의 뜻을 가

진 어형으로 완전히 어휘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⑸ ‘빌-’

  먼저 ‘S 빌-’의 유형의 구문을 살펴보겠다. 피인용문 S는 화자가 여격어로 표현

되는 대상에게 비는 내용으로 쇼셔체의 명령문 또는 화자의 욕망, 의지 등을 담

고 있는 평서문만 보인다. 

   (61) ㄱ. 至夕 每稽顙北辰 求以身代 <효21a>

ㄴ. 나죄마다 北辰 머리 조 갑새 죽가지다 비더니 <성종판>

ㄷ. 나죄마다 븍력칠 머리 조 아 갑새 죽거지다 비더니 <선조판>

ㄹ. 져녁마다 븍신을 향야 머리를 두려 몸으로 믈 비니 <영조판>

ㅁ. 밤이면 양 븍신 [븍두셩이라]에 마리 조아 몸으로 신호믈 원니 <오륜>

(61ㄴ, ㄷ)은 ‘S 빌-’ 형식의 예이다. 일반적으로 비는 행위는 주체보다 상위자에

게 행해지므로 (61ㄴ, ㄷ)에서는 비는 행위를 받는 존재인 ‘北辰’에 존칭의 여격조

56) (60ㄷ)은 ‘-어 리-’ 구성이 쓰인 문장이다. 이현희(1995: 562)에서는 ‘-어 리-’의 

‘-’에는 늘 ‘리’ 또는 ‘ㄹ’이 통합되어 있고, 화자 주어가 사용된 문장이라 하더라도 ‘-어

 리-’의 ‘-’에 선어말어미 ‘-오-’가 통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 

리-’ 구성의 ‘리’는 선어말어미가 아니고 ‘-ㄹ(관형사형어미)+이(형식명사)+이-(계사)’의 구

조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57) 이유기(2005: 219)에서는 ‘뵈-’의 객체가 부사어로 나타나는 문장들을 통해 ‘뵈-’는 “보여 

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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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 통합되었다. 그러나 후대본인 (61ㅁ)에서는 ‘븍신’에 여격조사가 아닌 

처격조사 ‘-에’가 통합하였는데58) 이는 (61ㄴ, ㄷ)과 달리 ‘븍신’을 신과 같은 유

정물이 아닌 무정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59) (61ㄹ, ㅁ)은 피인용문을 동명사 구

성 바꾸어 ‘빌-’의 목적어로 표현하였다. 

  ‘S 빌-’ 구문에서 ‘빌-’는 S 앞으로 전치되어 나올 수 있다. ‘빌-’는 [전제]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 ‘-오’와 통합하였다. 

   (62) ㄱ. 吳以老母在堂乞救護 <효29a>

ㄴ. 비로 늘근 어미 잇니 救쇼셔 <성종판>

ㄷ. 비로 늘근 어미 잇니 구쇼셔 대 <선조판>

ㄹ. 오이 늘근 어미 이시니 살거지라 빈대 <영조판>

ㅁ. 오이 늙은 어미 이시니 구호쇼셔 고 빈대 <오륜>

(62ㄴ, ㄷ, ㅁ)은 S가 요청을 하는 명령문이고 (62ㄹ)은 S가 주체의 소망을 표현

하는 평서문이다. 동일한 한문 원문을 언해한 것인데 (62ㄹ)만 S가 평서문으로 언

해되었다. 이는 S의 언표내적 효력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62ㄴ)은 “늙은 어

미가 있으니 (저를) 구해주십시오.”로, (62ㄹ)은 “늙은 어미가 있으니 살고 싶습니

다. (그러니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결과적으로 같은 내

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62ㄹ)은 언표내적 효력에 의해 주체의 소망의 의미에

서 요청의 의미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다. 

4.4. 어휘

  이 절에서는 이 책에만 등장하거나 다른 문헌에 있더라도 용례가 드문 어휘를 대

상으로 주로 의미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58) �오륜행실도�의 표기 경향에 따르면 ‘븍신긔’가 쓰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59) 15세기에도 드물지만 ‘빌-’의 대상이 처격어로 나타난 예가 보인다. ‘虛空애 비로 부톄 

靈거시든 애 情誠을 피쇼셔 니’ <釋詳 24: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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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체언류

▪ ‘그위실’

   (1) ㄱ. 王莽居攝 以病去官隱藏山谷 <충9a>

ㄴ. 王莽이 攝政야 李業이 病호라 고 그위실 리고 묏고래 수머 잇더니 

<성종판>

ㄷ. 이  자밧거 니업이 병호라 고 구실 리고 묏고래 수머 잇더니 

<선조판>

ㄹ. 왕망이 찬역매 병들놔 일고 산듕의 숨엇니 <영조판>

ㅁ. 왕망이 찬역매 업이 벼을 리고 산듕에 숨엇더니 <오륜>

   (2) ㄱ. 後十年己巳 都觀察使張夏以聞 乃命旌門 蠲習吏役 <열31b>

ㄴ. 後에 都 觀察使ㅣ 엳 紅門 셰오 鄭習의 그위실 덜라 시니라 <성종판>

ㄷ. 후에 도 관찰 엳와 문 셰오 식의 아젼 구실 덜라 시니라 <선조판>

ㄹ. 그 후 십 년 만의 감 댱하라  사이 나라 장계야 졍문고 습의 

구실을 혀 주니라 <영조판>

ㅁ. 그 후 십 년 만에 감 댱해 나라 장계여 졍문고 습의 구실을 더러 주

니라 <오륜>

(1ㄴ), (2ㄴ)의 ‘그위실’은 “官”을 뜻하는 ‘그위’와 ‘실’이 통합한 것이다.1) ‘실’은 

“職, 務” 등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어형 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송

철의 외 2006: 597). ‘그위실’은 (1ㄴ)과 같이 “벼슬, 벼슬살이”의 의미와 (2ㄴ)과 

같이 “세금, 부역”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후자의 의미는 전자의 의미에

서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그위실’은 ‘그위’의 변화형에 따라 이미 15세기부터 ‘구

위실, 구우실’ 등 다양한 표기로 등장한다. 16세기부터는 (1ㄷ, 2ㄷ)과 같이 음절이 

축약된 ‘구실’이 쓰이기 시작한다. 

1) ‘그위실’ 외에도 ‘그위’와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룬 단어로는 ‘그윗것’, ‘그윗집’, ‘그윗글왈’, 

‘그윗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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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는 (2ㄴ)의 ‘그위실 덜-’ 즉 “세금(부역 따위)을 덜

어주다”의 의미로 ‘完護-’가 쓰였다.

   (3) ㄱ. 官義之 上府 旌門復家 <열24b>

ㄴ. 그위예셔 義 너겨 府에 닐어 門 紅門 셰오 집 完護니라 <성종판>

ㄷ. 구위예셔 어디리 너겨 문 셰오 집 구시 더니라 <선조판>

ㄹ. 나라히 그 집을 졍문고 복호니라 <오륜>

(3ㄴ)은 ‘完護-’가 쓰인 예이다. 후대본인 (3ㄷ)과 (3ㄹ)에서는 ‘구시 덜-’, 

‘복호(復戶)-’로 대체되었다. ‘完護-’는 이 책(성종판)에서만 보이는 어형으로 

한자어 ‘完護’는 한국에서만 쓰이는 한자어이다.2)

  

▪ ‘품’

   (4) ㄱ. 所生子衣綿絮 衣損以蘆花絮 <효1a>

ㄴ. 제 아란 소옴 두어 주고 閔損이란 품 두어 주어늘 <성종판>

ㄷ. 제 아란 소옴 두어 주고 민손이란 품 두어 주어늘 <선조판, 동경대본>

ㄷ′. 제 아란 소옴 두어 주고 민손이란 곳 두어 주어늘 <선조판, 존경각본>

ㄹ. 제 아으란 옷 소옴 두어 주고 민손으란 품을 두어 주엇니 <영조판>

ㅁ. 나흔 아으란 오 소음 두어 닙히고 손으란 품을 두어 닙히더니 <오륜>

(4)의 ‘품’은 한문 원문의 ‘蘆花絮’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 책에서만 보이는 어휘

이다. 앞의 ‘소옴’(‘솜’의 소급형)에 대비되는 것으로 “갈대옷” 정도로 해석된다.3)

한문 원문의 ‘絮’는 따로 언해되지 않았는데 앞의 ‘綿絮’가 ‘소옴’으로 언해되면서 

‘綿’이 따로 언해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한편 (4ㄷ′)의 존경각본

(<B3>)에서는 ‘품’이 아닌 ‘곳’으로 언해되었는데 ‘곳’은 ‘蘆花’을 직역한 것

으로 ‘’[蘆]과 ‘곶’[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송철의 외(2006: 34)에서는 ‘곳’을 

‘품’과 비교하면 “花”를 뜻하는 어형 ‘품’을 얻을 수 있는데 ‘품’은 ‘부들품’ (蒲穰) 

2) 한자어 ‘完護’가 한국 한자어임은 이현희 선생님의 교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 

3) �표준국어대사전�에는 ‘갈품’을 “꽃이 채 피지 아니한 갈대의 이삭”으로 풀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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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륜, 효29a> 및 ‘새품’ (鬼虱子) <同文下46a> 등에서 발견되는 ‘품’과 같은 존

재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품’이 단독으로 사용된 예는 문증되지 않아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4)

▪ ‘담산’

   (5) ㄱ. 乃命覺輿簀而棄於山中 <효13a>

ㄴ. 元覺 아비 元覺일 야 담사 지여 뫼헤다가 더디라 야 <성종판>

ㄷ. 원각 아비 원각이 야 담사 다마 뫼해다가 더디라 야 <선조판>

ㄹ. 각을 명야 삿 담아 어다가 깁픈 산듕의 리고 오라 대 <영조판>

(5ㄴ, ㄷ)의 ‘담산’은 한문 원문의 ‘簀’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 책에서만 보이는 어휘

이다. 이곳의 ‘담산’을 고어사전에서는 ‘들것’ 또는 ‘갈대로 결어 만든 그릇’로 풀이

하였고 �중조대사전�에서는 ‘簀’을 ‘삿, 삿자리, 갈ㅅ대발, 발’ 등으로 풀이하였다. 

‘담산’은 후대본인 (5ㄹ)에서는 ‘삿’으로 교체되었는데 ‘담산’과 ‘삿’(<‘샅’)이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5)  

▪ ‘독자’

   (6) ㄱ. 婦人 一醮不改 夫死不嫁 <열2a>

ㄴ. 겨지비  독자 바면 가디 아니 남지니 죽거든 다니 아니 얻니 

<성종판>

ㄷ. 겨지비  독자 바면 가디 아니 남지니 죽거든 다니 아니 얻니 

4) 한편 김명남(2010: 109)에서는 합성어에서 ‘달뿌리 풀의 꽃’을 ‘달품’, ‘억새의 꽃’을 ‘새품’, 

‘갈대의 꽃이나 이삭’을 ‘갈품’이라고 한 것을 통해 ‘프다[發]’에 명사형 어미 ‘움/옴’이 결합

하여 ‘품’이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5) ‘삿’(<‘샅’)은 중세어 문헌에서도 그 예를 볼 수가 있다. 

ㄱ. 수리 어 사 눕고져 고 (酒醒思臥簟) <杜詩初15:9a>

ㄴ. 簟 삳 뎜 <訓蒙中6b>

(ㄱ, ㄴ)은 ‘샅’이 쓰인 예로 모두 한문 원문의 ‘簟’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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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판>

ㄹ. 계집이  번 셔방 마매 지아비 죽어도 졀을 고치지 아니고 <영조판>

ㅁ. 겨집이  번 혼인매 지아비 죽어도 졀을 곳치디 아니고 <오륜>

(6ㄴ, ㄷ)의 ‘독자’는 한문 원문의 ‘醮’에 대응하는 것으로 “독좌상”을 뜻하는 명사

이다.6) 성종판에는 ‘독자’가 총 3회 보이는데 모두 ‘받-’와 함께 쓰여 “혼인하다” 

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독자 받-’는 이 책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후대본인 (6ㄹ, 

ㅁ)에서는 ‘셔방 맞-’, ‘혼인-’로 대체되었다.7)

▪ ‘마노라’

   (7) ㄱ. 其僕亦慰解曰 公父母春秋高 若小屈 冀得一歸覲 <충18a>

ㄴ. 제 이  닐오 마노랏 父母ㅣ 늘그시니 져기 屈服시면  번 가아 보 

버비 이시리다 <성종판>

ㄷ. 제 이  닐오 마로랏 부뫼 늘그시니 져기 굴복시면  번 가보실 버비 

이시이다 <선조판>

ㄹ. 약슈의 죵이  권여 오 공의 어버이 나히 늘거시니 져기 굴여 살

아 돌아가미 엇더뇨 <영조판>

ㅁ. 약슈의 죵이  프러 닐오 공의 부뫼 나히 늙어시니 져기 굴여 사라 도

라가미 엇더뇨 <오륜>

(7ㄴ)의 ‘마노라’는 한문 원문의 ‘公’을 언해한 것이다.8) (7ㄴ)은 종이 상전인 주인

에게 말하는 것으로 “주인님의 부모님이 늙으셨으니 조금 굴복하시면” 정도로 해석

된다. 중세어의 ‘마누라’는 현대어의 ‘마누라’와 달리 남녀를 불문하고 존귀한 인물

6) 한자어 ‘醮’가 혼인과 관련된 어휘라는 점을 확인시켜주는 어휘로는 ‘재초부(再醮婦)’: 재가

한 여자, ‘초례청(醮禮廳)’: 초례를 치르는 곳, ‘재초(再醮)’: 재가, ‘초행(醮行): 신랑이 초례

를 지내려고 처가로 가는 일 등이 있다(김명남 2010: 94).

7) ‘독자’는 근대어 문헌에서 ‘독좌’로 나타난다. 17세기 �역어유해�에서 한 예가 보인다. ‘독좌 

餪飯 女嫁 三日에 夫家의 보내 차반’ <譯語上41b>.

8) 성종판의 다른 부분에서는 한문 원문의 ‘公’이 ‘그듸’로 언해되었다. ‘天子ㅣ 그듸 股肱 사

시고 (天子以公爲股肱)’ <성종판, 충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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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전)에게 사용되었다.9) 중세어 문헌에서 ‘마노라’는 위의 예를 제외하면 16세기 

‘순천김씨묘출토간찰’에서만 한 예가 보인다.10)

  한편 조남호(2001: 203)에 따르면 근대어 문헌인 �계축일기�와 �한중록� 등의 

문헌에서는 ‘마노라’가 ‘왕, 왕대비, 세자, 세자빈’ 등 궁중의 높은 인물을 지시하는 

데 쓰이고 �계축일기�와 �한중록�을 제외한 다른 문헌에서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고 

하였다. 

   (8) 太太 마노라 <譯語補18b>, <申部方言35b>, <廣才物譜(人道)1a>

(8)은 ‘마노라’가 ‘太太’의 대역어로 쓰인 예이다. ‘太太’에 대한 �중한사전�의 풀이

를 보면 “관리의 처에 대한 통칭, 하인이 여주인을 부르는 호칭” 정도로 풀이하고 

있다. 적어도 �역어유해보�가 간행된 18세기에는 ‘마노라’가 남의 부인을 높여 말할 

때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마노라’는 상전을 가리키는 말로 먼저 사용되고 나중에는 지체 높은 부인

을 가리키는 말과 궁궐에서 존귀한 지위에 있는 인물에게 쓸 수 있는 말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남호(2001: 210)에서는 ‘마노라’가 궁궐에서의 쓰

임과는 관계없이 상전을 가리키는 말에서 지체 높은 부인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 범

위가 바뀐 것으로 보았다. 이는 궁중어가 일반 사회로 쓰임이 확대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고 궁중에서 쓰인 예와 일반 사회에서 쓰인 예가 비슷한 시기에 

확인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19세기 들어 ‘마누라’가 처음 등장하고 나이든 

여자, 자신의 아내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의미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이후 비속한 표현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9)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마누라’를 “중년이 넘은 아내를 허물없이 이르는 말”, “중년이 넘

은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풀이하고 있다.

10) ‘순천김씨묘출토간찰’에 ‘마노라’가 쓰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발긔 쳐블 말와댜  

주 믜〃 노여셔 마노라 고 응젼 녀 려다 주고’ <순천41:10>. 그러나 조항범

(1998: 231)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곳의 ‘마노라’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분명히 드러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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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겨집’, ‘곳겨집’

   (9) ㄱ. 女宗養姑愈敬因往來者 請問其夫 賂遺外妻甚厚 <열2a>

ㄴ. 믿겨집 女宗이 싀어미 더욱 恭敬야 孝道며  사 잇거든 남지늬그 

安否며 곳겨지븨그 자 것 만히 보내더니 <성종판>

ㄷ. 믿겨집 녀이 싀어마님을 더옥 야 효도며 갈 사 잇거 남지늬게 

안부며 곳겨지븨게 자 것 만히 보내더니 <선조판>

ㄹ. 녀종이 싀어미 봉양을 더옥 공경고 그 자아븨게 문안 제 버금안해의게

두터이 션믈니 <영조판>

ㅁ. 녀종이 싀어미 봉양믈 더옥 공경고 그 지아비게 문안 제 다른 안의게

믈을 후히 보내니 <오륜>

(9ㄴ, ㄷ)의 ‘믿겨집’은 후행하는 ‘곳겨집’에 상대되는 것으로 “본처”를 뜻한다. “妻”

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겨집’에 ‘밑’[本]이 결합하여 “본처, 조강지처”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리고 ‘곳겨집’은 한문 원문의 ‘外妻’를 언해한 것으로 ‘곶’과 ‘겨집’이 결합

하여 “妾”의 의미로 쓰였다.11) 후대본인 (9ㄹ)에서는 ‘버금안해’12)로 언해되었다. 

‘믿겨집’과 ‘곳겨집’은 중세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고 근대어 시기에

는 �어록해�(1669)에 ‘下妻’에 대응하는 ‘곳겨집’이 한 예 보인다. 

  한편 이 책에는 “妾”을 뜻하는 단어로 ‘곳겨집’ 외에 ‘고마’가 보인다.13)

11) 이 책에는 (9ㄴ)의 ‘곶겨집’ 외에도 ‘곶’이 “花”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쓰인 예를 볼 

수 있다. 

ㄱ. 家人未見其有忿恚之色 <효26a>

ㄴ. 怒 고 집사미 몯 보더니 

ㄷ. 노 고 집사미 몯 보더니

ㄹ. 집사이 그 셩 내 빗 보지 못더니 <영조판>

ㅁ. 집사이 그 셩 내 빗 보디 못더니 <오륜>

   (ㄴ)의 ‘곶’은 “顔”의 의미인 ‘’과 ‘곶’이 결합한 합성명사로 “顔色”의 의미로 쓰였다. 

중세에는 ‘빛’도 “顔色”의 의미로 쓰였는데 ‘곶’과 ‘빛’의 ‘곶’과 ‘빛’은 일반적인 의

미와는 차이가 있다(이기문 1991: 104). 

12) ‘버금’의 중세어 어형은 ‘버곰’으로 16세기 문헌에서 한 예가 보인다. ‘그 버곰은 曲으로 

致니 曲면 能히 誠홈이 인니’ <중용35b> 

13) 16세기 광주판 �천자문�(1575)에는 ‘妾’에 대응하는 ‘곳갓’이 보인다. ‘妾 곳갓 쳡’ <光千, 

35>. 한편 비슷한 시기의 한자 학습서인 �신증유합�과 �석봉천자문�에는 한자어 ‘妾’에는 



- 148 -

   (10) ㄱ. 妾馮氏 見母子已死 嘆曰 <열27a>

ㄴ. 고마 馮氏 보고 닐오 <성종판> 

ㄷ. 쳡 시도 보고 닐오 <선조판> 

ㄹ. 쳡 풍 쥬 모녀 즉으믈 보고 탄여 오 <영조판>

ㅁ. 쳡 풍시 쥬시 모녜 다 죽으믈 보고 탄식여 오 <오륜>

(10ㄴ)은 “妾”의 의미로 ‘고마’가 쓰인 예이다.14) 이기문(1991: 246)에서는 ‘고마’

가 중세몽골어의 ‘quma’와 음상과 의미가 일치하는 사실과 이 단어가 완전히 고립

되어 있는 사실 등을 근거로 몽골어의 차용어로 추정하였다.15)   

▪ ‘리’

   (11) ㄱ. 妻乃輕服詣卓門 跪自陳請 <열9a>

ㄴ. 그 각시 뎌른 리 고 董卓 집 門의 가아 러 마 니 <성종판>

ㄷ. 그 각시 뎌른 리 고 탁 집 문의 가 러 마 니 <선조판>

(11ㄴ)의 ‘리’는 한문 원문의 ‘服’에 대응하는 것으로 현대어의 ‘맨드리’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16) (11ㄴ)은 “그 각시 간단한 복장(맨드리) 하고” 정도로 해석된다. 

이곳의 ‘리’는 동사 ‘-’에 명사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는 16세기 문헌인 �번역소학�에서 처음으로 문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 이곳의 ‘리’를 통해 15세기에도 ‘-’가 쓰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쳡’이 대응된 예만 보인다.

14) 중세어의 ‘고마’는 “妾”의 의미 외에 “侍婢”의 의미로도 쓰였다. ‘고마’가 “侍婢”의 의미로 

쓰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ㄱ. 됴 나라콰 宮殿과 臣下와 고마 리고 <釋詳13:20a>

ㄴ.  겨집 외노니 히 뎌 고마 외아지라 <法華2:28b>

(ㄱ, ㄴ)의 ‘고마’는 “妾”의 의미가 아닌 “侍婢”의 의미로 해석된다.

15) 또한 ‘妾’은 내놓고 말하기가 꺼려지는 존재로서 ‘곳갓’, ‘곳겨집’, ‘작은집’ 등의 완곡한 표

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외국어 단어가 차용되기에 좋은 조건이라고도 하였다. 

16)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맨드리’를 “옷을 입고 매만진 맵시”로 풀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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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대본인 (11ㄷ)에는 15세기부터 널리 쓰이던 ‘-’에서 파생된 ‘리’가 쓰이

고 있다. 

▪ ‘樣子’

   (12) ㄱ. 問父形貌於其母 因求畫工圖之 <효26a>

ㄴ. 아 樣子 어미려 무러 그려 <성종판>

ㄷ. 아  어미려 무러 그려 <선조판>

ㄹ. 그 어미려 아븨 얼굴을 무러 화원의게 그려 <영조판> 

ㅁ. 그 어미려 아븨 얼골을 무러 화원의게 그려 내여 <오륜>

(12ㄴ)의 한자어 ‘樣子’는 한문 원문의 ‘形貌’에 대응하는 것으로 “얼굴의 생긴 모

양” 정도를 뜻한다. 후대본인 (12ㄹ, ㅁ)에서 ‘얼굴’, ‘얼골’로 언해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이곳의 ‘樣子’는 �월인천강지곡�과 이 책에서만 보이는 것으로 중세어 시

기의 다른 문헌에서는 (12ㄷ)과 같이 ‘’가 쓰였다.

  한편 성종판의 다른 부분에서는 한문 원문의 ‘禮’, ‘色’ 등이 ‘樣子’로 언해된 예들

도 보인다. 

   (13) ㄱ. 中夜號泣 居處飮食常爲居喪之禮 <효24b>

ㄴ. 바 블러 울며 녜 居喪 樣子로 더니 <성종판>

ㄷ. 바 블러 울며 녜 거 녜로 더니 <선조판>

   (14) ㄱ. 賊愛其色不殺 <열17a>

ㄴ. 도기 樣子 야 주기디 아니고 <성종판>

ㄷ. 도기  야 주기디 아니고 <선조판>

(13ㄴ)~(14ㄴ)의 ‘樣子’는 한문 원문의 ‘禮’, ‘色’에 대응하고 있다. (13ㄴ)은 “밤에 

호곡하며 늘 거상 치르는 예(모습)로 지내더라.”, (14ㄴ)은 “도적이 자태(모습)를 

사랑하여 죽이지 않고” 정도로 해석된다. 현대어의 ‘양자’가 “얼굴의 생긴 모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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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로만 쓰이는 것과 달리 중세어의 ‘樣子’는 ‘얼굴’에만 쓰인 것이 아닌 ‘사물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와 같이 좀 더 큰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17)

▪ ‘어비’

   (15) ㄱ. 號泣衢路 祈請公卿 見者隕涕 <효23a>

ㄴ. 긼 울며 어비 발괄거든 본 사미 다 믈 디더니 <성종판>

ㄷ. 긼애 울며  발괄거든 본 사미 다 눈믈 디더니 <선조판>

ㄹ. 길거리로 우지지며 녀 모든 샹의게 아비 살오믈 비니 보 사이 다 눈

믈을 흘니더라 <영조판>

ㅁ. 길거리에 우지디며 공경의게 빌고 쳥니 보 사이 다 눈믈을 흘리더라 

<오륜>

   (16) ㄱ. 梁貴人爭欲娶之不能得 <열6a>

ㄴ. 어비내 토아 어로려 호 몯야 잇더니 <성종판>

ㄷ. 어비문네 토와 어로려 호 몯야 잇더니 <선조판>

ㄹ. 모든 귀쳑이 다 코져 호 엇지 못더니 <영조판>

ㅁ. 냥나라 귀인들이 토와 코져  엇디 못더니 <오륜>

(15ㄴ)과 (16ㄴ)의 ‘어비’은 한문 원문의 ‘公卿’과 ‘貴人’에 대응하는 것으로 “고

관, 귀족” 정도의 의미를 가진 명사이다. “父”의 의미를 가진 ‘어비’18)와 “長”의 의

미를 가진 명사 ‘’19)이 결합한 융합합성어이다. 후대본에서는 ‘’, ‘공경’(公

卿), ‘귀쳑’, ‘귀인’ 등으로 언해되었다. ‘어비’은 15세기 문헌에서 총 네 예밖에 

17) 한자어 ‘樣子’를 적은 ‘’도 ‘樣子’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

18) 조항범(1996: 110)에서는 “母”의 ‘*아미’에 대해 모음교체형인 ‘어미’가 존재하는 것처럼 

“父”의 경우에도 ‘아비’에 대한 모음교체형인 ‘어비’가 존재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비’

의 ‘어비’는 “父”의 의미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는 ‘어비’가 “男子”라는 구체적 의미

로 확대 파생된 것이라고 하였다.

19) 중세어 문헌에서 ‘’이 명사로 쓰인 예이다. ‘ 伯邑考ㅣ오 (長伯邑考)’ <內訓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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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 어휘인데, 성종판에서만 두 예가 쓰였다.20)

  ‘어비’는 중세어에서 일부 복합어 속에서만 확인이 된다. ‘어비’ 외에 ‘어비아

’[父子], ‘어버’[父母] 등이 있다.21)  

   (17) ㄱ. 逮繫飛及子雲大理獄 <충22a>

ㄴ. 岳飛의 어비아 獄애 가도고 <성종판>

ㄷ. 악비의 어비아 옥애 가도고 <선조판>

   (18) ㄱ. 爲親負米 不可得也者也 <효2a>

ㄴ. 어버 爲야  쥬려 야도 몯리로다 <성종판>

ㄷ. 어버이 위야  지려 야도 몯리로다 <선조판>

(17)은 ‘어비아’, (18)은 ‘어버’가 쓰인 예이다. (17ㄴ)의 ‘어비아’은 “父子”를 

뜻하는 것으로 “母子”를 뜻하는 ‘어아’과 대응하는 것이다.22) “父子”의 표현에 

‘아비’가 아닌 ‘어비’가 선택되고 “母子”의 표현에 ‘어미’가 아닌 ‘어’가 선택된 것

은 이들 두 단어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두 단어의 연원이 상

당히 소급될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이다(조항범 1996: 111). (18ㄴ)의 ‘어버’는 

‘어비’와 ‘어’가 결합한 합성어이다. “母”의 의미를 가진 ‘어’23)와의 결합 구성 

요소로 ‘아비’가 아닌 ‘어비’가 통합되었다.

▪ ‘입모’

20) 성종판의 다른 부분에서는 ‘公卿ㅅ 벼슬 오’ <성종판, 충9a>처럼 한자어 ‘公卿’을 그대로 

쓴 예도 보인다.

21) 광주판 �천자문�에는 ‘寡 홀어비’ <光千, 42a>가 보인다. 조항범(1996: 111)에서는 이곳의 

‘홀어비’를 ‘어비’가 쓰인 또 다른 예로 보았으나 이곳의 ‘홀어비’는 ‘어비’가 쓰인 예가 아

니고 ‘홀어미’의 오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광주판 �천자문�의 예는 황선엽 선생님의 교시

를 통해 알게 되었다.  

22) ‘어아’은 정음 초기 문헌인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월인석보� 등에서만 보인다.

23) ‘어’는 “母”의 의미 외에도 “兩親”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눈먼 어 淨飯王과 摩耶

夫人이시니라’ <月釋2:13a> 이곳의 ‘어’는 아버지인 정반왕과 어머니인 마야부인을 가리

키는 것으로 “兩親”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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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ㄱ. 劃口吻至耳 <충26b>

ㄴ. 입모 귀예 다게 티니 <성종판>

ㄷ. 입블 귀예 다게 티니 <선조판>

ㄹ. 입을 여 귀지 니되 <영조판>

ㅁ. 입을 여 귀디 니르니 <오륜>

(19ㄴ)의 ‘입모’은 한문 원문의 ‘口吻’을 언해한 것으로 “입의 양쪽 끝”의 의미이

다. (19ㄴ)은 적군이 진화상을 항복시키려고 “입의 끝을 귀에 다다르게 째니” 정도

로 해석된다. ‘입모’은 ‘입’과 ‘모’이 결합한 것인데, ‘모’은 이 문헌에서만 보

인다. 한문 원문의 ‘口吻’이 후대본인 (19ㄷ~ㄹ)에서는 모두 ‘입’으로 언해되었다. 

  한자어 ‘口吻’과 ‘吻’은 중세와 근대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 ‘입 아괴’, ‘입 아귀’, 

‘입 어귀’ 등에 대응되어 쓰이고 있다. 

   (20) ㄱ. 吻 입 아괴 <訓蒙上13b>

ㄴ. 口吻 입 아귀 <譯語補21b>

ㄷ. 吻은 입 어귀 <無寃錄1:62b>

(20)은 한자어 ‘口吻’과 ‘吻’이 ‘입 아괴’, ‘입 아귀’, ‘입 어귀’ 등에 대응되어 쓰인 

예이다. (20ㄴ)의 ‘입 아귀’가 현대어로 그대로 이어졌다.24)

▪ ‘자내’

   (21) ㄱ. 設有不諱 妾義當死 尙復有他說乎 君有兄嫂此兒必不失所 <열26a>

ㄴ. 다가 업스시면 내 다 주구리니 다 마리 이시리가 兄 겨지비 이실

24) 한편 중세에는 ‘어귀’가 “입속 구석의 윗잇몸과 아랫잇몸이 맞닿은 부분”을 뜻하는 “牙關”

의 의미로 쓰였다.

  ㄱ. 어귀 굳고 누 티고 (閉牙關緊急眼目上視) <救簡1:7b>

ㄴ. 어귀와 입괘 며 (牙關口緊) <救簡6:81a>

(ㄱ,ㄴ)은 ‘어귀’가 쓰인 예로 모두 한문 원문의 ‘牙關’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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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기 다 이대 길리다 더니 <성종판>

ㄷ. 다가 업스시면 내 일 주그리니 다 마리 이시리잇 자내 님 겨지비 

이실 이 아기 일 이대 기이다 더니 <선조판>

ㄹ. 그 죽으면 내 가지로 죽을니 비록 내 죽어도 그 아미 이시니 죡히 

이 아 기리라 더니 <영조판>

ㅁ. 그 죽으면 내 가지로 죽으리니 내 비록 죽어도 그 형쉬 이시니 죡히 아

 기리라 더니 <오륜>

(21ㄷ)의 밑줄 친 ‘자내’는 한문 원문의 ‘君’에 대응하는 것으로 청자인 남편을 지

칭하는 대명사이다. (21ㄷ)은 아내 왕씨가 남편에게 말하는 것으로 “만약 돌아가시

면 내 반드시 죽을 것이니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형수가 있으니 이 아기는 

반드시 잘 자랄 것입니다.” 정도로 해석된다. 후대본인 (21ㄹ, ㅁ)에서 2인칭 대명

사 ‘그’로 언해된 것을 참고할 수 있다.  

  중세어 문헌에서 ‘자내’가 2인칭 대명사로 쓰인 예는 16세기 후반의 언간 자료인 

‘순천김씨묘출토간찰’과 ‘이응태묘 출토 편지’(1586)만이 알려져 있었다(황문환 

2001, 양영희 2005).25) 모두 언간에서만 용례가 확인되었는데, (21ㄷ)의 ‘자내’는 

언간이 아닌 16세기 간본에서도 ‘자내’가 2인칭 대명사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 ‘재아리’

   (22) ㄱ. 其夫有仇人 欲報其夫而無道 聞其妻之仁孝有義 乃刦其妻之父 使要其女爲中譎 

<열5a> 

ㄴ. 節女 남지 怨讐ㅣ 節女 아비 저혀 제  야 재아리 라 야 

<성종판>

ㄷ. 졀녀 남지 원 졀녀의 아비 저혀 제  야 재아리 라 야 

25) ‘순천김씨묘출토간찰’에서는 장모가 사위를 ‘자내’로 지칭하였고 ‘이응태묘 출토 편지’에서

는 아내가 남편을 ‘자내’로 지칭하였다. ‘순천김씨묘출토간찰’에서는 장모가 사위를 ‘자내’ 

대신 ‘그’를 사용하여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를 황문환(2001: 210)에서는 ‘자내’와 ‘그’를 

대우차 없이 혼용하고 있는 것으로 ‘자내’가 존비상 중간적 대우 성격을 지닌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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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판>

ㄹ. 그 지아비 원슈읫 사이 이셔 지아비 죽기고져 여 졀녀의 아비 헙박

야 그 려 닐러 그 지아비 죽이게 라 대 <영조판>

ㅁ. 그 지아비 원슈읫 사이 이셔 지아비 죽이고져  길히 업서 더니 졀

녀의 효셩 이시믈 듯고 졀녀의 아비 협박야 그 려 닐러 그 지아비 

죽이게 라 대  <오륜>

(22ㄴ, ㄷ)의 ‘재아리’는 이 책에서만 보이는 어형이다. 이곳의 ‘재아리’를 고어사전 

및 선행 연구에서는 모두 “중매”(媒)의 의미로 파악하였다. 유사한 형태인 아래의 

‘재여리’에 이끌려 그 의미를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23) 그럴 六根을 닐오 賊媒라 니 제 제 집 보 도니라 [媒 재여리

라] <月釋 2:21d> 

(23)은 ‘재여리’가 쓰인 예이다. ‘재여리’가 ‘媒’에 대응하고 있어 그 의미를 “중매, 

중매하다” 정도로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2ㄴ)의 ‘재아리’는 한문 원문의 ‘中譎’에 대응하고 있고, 동일한 한문 원

문을 언해한 (22ㄹ, ㅁ)에서 ‘그 지아비 죽이게 라’로 언해된 것과 기사의 전체 

내용을 참고할 때,26) 그 의미를 “중매, 중매하다”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어대사전�에서는 ‘中譎’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中譎.中谲) 從中偵察. 

漢劉向 �列女傳‧京師節女�：“其夫有讎人，欲報其夫而無道徑，聞其妻之仁孝有義，乃

劫其妻之父，使要其女為中譎.” 梁端校注：“‘譎’乃‘詗’之誤”. 즉 ‘譎’은 ‘詗’을 잘못 적

은 것이라고 하였다.27) 이를 받아들여 (22ㄴ, ㄷ)의 ‘재아리’를 한자어 ‘詗’의 의미

인 “염탐하다” 정도로 번역하고자 한다. (22ㄴ)은 “절녀 남편의 원수가 절녀의 아

버지를 위협하여 자기 딸로 하여금 (절녀의 아비가 절녀에게) ‘중간에서 염탐하여

26) 기사의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절녀 남편의 원수는 절녀의 남편을 죽이는 것

이 목적이고 절녀가 효성이 지극한 것을 알고 절녀의 아버지를 협박하였다. 원수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화를 당할 것이고, 그렇다고 원수의 말을 따르면 남편이 해를 입을 

것이므로 차라리 자신이 대신 죽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오륜행실도�를 보면 해당 기사의 

전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27) ‘中譎’에 대한 �한어대사전�의 풀이는 박진호 선생님의 교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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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거늘” 정도로 해석한다.28)

▪ ‘좀놈’

   (24) ㄱ. 上大怒曰 小臣廷辱師傅 <충7a>

ㄴ. 成帝 大怒샤 니샤 좀노미 師傅 辱다 <성종판>

ㄷ. 뎨 크게 노샤 니샤 효 신해 스을 욕니 <선조판>

ㄹ. 샹이 대로여 오 죠고만 신해 내 스승을 욕니 <영조판>

ㅁ. 샹이 대노여 샤 져근 신해 내 스승을 욕니 <오륜>

(24ㄴ)의 ‘좀놈’은 한문 원문의 ‘小臣’에 대응하는 것으로 “좀놈, 잡놈” 정도의 의미

이다.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고 이 책(성종판)에서만 보이는 어휘이다.29) 후대본

인 (24ㄷ~ㅁ)에서는 한문 원문의 ‘小臣’이 ‘효 신하’, ‘죠고만 신하’, ‘져근 신하’ 

등으로 언해되었다.30) (24ㄹ)의 ‘죠고만’은 명사 ‘죠고마’에 ‘-’가 통합하여 형성

된 형용사 ‘죠고마-’의 활용형인 ‘죠고마’이 수의적인 교체를 겪어 형성된 것이

다. 그리고 ‘죠고마’는 “小”를 의미하는 ‘*죡-’에 파생 접미사 ‘-옴’이 통합하고 다

시 명사 ‘마’가 통합한 것이다.31)

  한편 중세에는 ‘죠고마’, ‘죠고만’, ‘죠고맛’ 외에도 ‘죠고매’, ‘죠고맷’, ‘죠고마-’, 

‘죠고마치’ 등도 쓰였고 ‘젹-’를 어기로 하여 파생된 ‘져고마’, ‘져고맛’, ‘져구맛’, 

‘져고매’, ‘져고마-’ 등도 쓰였다. 

28) 한문 원문의 ‘譎’를 ‘詗’의 오자로 보지 않고 ‘譎’의 의미인 “속이다”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다. 이 경우 (22ㄴ)은 “절녀 남편의 원수가 절녀의 아버지를 위협하여 자기 딸로 하여금 

(남편을) ‘중간에서 속여라’ 하거늘” 정도로 해석된다. 

29) ‘좀놈’의 ‘좀’은 “좀벌레”를 뜻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蠱 좀 고’ <訓蒙中16a> ‘蚛 좀 머글 ’ <訓蒙下5a>. 

30) 한문 원문의 ‘小’가 같은 기사 안에서도 다르게 언해되었다. 다른 부분에서는 ‘혁-’로 언해

되었다. ‘ 글 혼 혀근 사’ (新學小生) <성종판, 충7a>  

31) “小”의 의미를 가지는 ‘*죡-’가 비록 문증되지는 않지만 ‘혁-’와 ‘횩-’가 있음을 볼 때 존

재했을 가능성이 높다(허웅 1975: 253). 그리고 명사 ‘마’는 ‘몃마’(‘몇’+‘마’), ‘언마’(‘어느’+

‘마’), ‘현마’(‘현’+‘마’) 등에서도 보이는 ‘마’와 동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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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용언류

▪ ‘너므-’

   (25) ㄱ. 越義而生 不如守義而死 <열1a>

ㄴ. 法 넘거 사로미 義 守야 주그니만 몯니라 <성종판>

ㄷ. 올 이 리고 사로미 올 이 디킈여 주굼만 디 몯니라 <선조판>

ㄹ. 의 어글옷고 사 거슨 죽니만 못다 고 <영조판>

ㅁ. 의 어그릇고 사 거 의 딕희여 죽니만 못다 <오륜>

(25ㄴ)의 ‘넘거’는 한문 원문의 ‘越’에 대응하는 것으로 의미상 “넘겨”로 해석된다. 

(25ㄴ)은 “법도를 넘겨 사는 것이 의리를 지켜 죽는 것만 못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32) 중세어에서 ‘넘-’의 사동사는 ‘너므-’인데 平平의 성조형을 가지는 사

동사 ‘너므-’는 특수어간교체를 경험하여 ‘너므디, 넘거’와 같은 활용형을 보인다

(이현희 1996: 650).33) (25ㄴ)의 ‘넘거’는 사동사 ‘너므-’의 활용형인 것이다. 

32) 사동사 ‘너므-’의 활용형 ‘넘거’는 (25ㄴ) 외에도 �두시언해�에 한 예가 더 보인다. 

 아 겨집을 보내야 말 브텨 노 뫼 넘거 보내노라 (淸明遣婢僕 寄

語踰崇岡) <杜詩初7:35b> 

   이곳의 ‘넘거’도 “넘겨”로 해석된다. “맑은 아침에 계집종을 보내어, 말씀을 부쳐 높은 산

을 넘겨 보낸다.”로 해석할 수 있다(이현희 외 1997ㄴ: 298).

33) ‘넘-’의 모음교체형인 ‘남-’의 사동사는 ‘나-’인데, 이 ‘나-’도 ‘너므-’와 같이 특수어간

교체를 보여 ‘나며, 남가’ 등과 같은 활용형을 보인다. 

ㄱ. 여듧 道士ㅣ 막다히 딥고 뫼토 나며(LHH) 내토 걷나 葉波國에 가 <月釋

20:64a> 

ㄴ. 婆羅門이 그 가 그믈 몯 남가(LH) 져재 려다가 더니 <月釋20:86a>

   한편 ‘너므-’에서 제2음절 모음이 변화한 ‘너모-’는 16세기 문헌에서는 과잉분철되어 ‘넘

우-’나 ‘넘오-’로 표기되기도 한다. 이현희(1996: 650)에서는 이러한 과잉분철된 동사어

간을 16세기 사람들은 동사 ‘넘-’에 사동접미사 ‘-우-/-오-’가 통합된 것으로 오분석하

였고 그 결과 어간 말음 ‘ㅁ’ 뒤에서는 사동접미사 가운데 ‘ㄱ’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통

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넘구-/넘고-’를 새로이 형성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현대어에

서 넘구-/넘고-’가 방언형으로 남고 ‘넘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현상은 ‘담기-’, ‘옮

기-’, ‘곪기-’ 등에서 유추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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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한문 원문의 ‘越’이 후대본인 (25ㄷ)에서는 ‘리-’, (25ㄹ, ㅁ)에서는 ‘어

글옷-, 어그릋-’ 등으로 언해되었다. 이 중 (25ㅁ)의 ‘어그릋-’는 중세어의 ‘어긔

으릋-’에 소급하는 것으로 ‘어긔으릋-’는 ‘어긔-’(違)와 ‘그릋-’(誤)가 비통사적으

로 결합한 ‘*어긔그릋-’에서 ‘y’ 뒤의 ‘ㄱ’이 약화됨으로써 만들어진 것이다.34)

▪ ‘닓드-’

   (26) ㄱ. 或抑捽使伏地 公植立 衣冠顚頓 終不屈 <충20b>

ㄴ. 자바 업더리텨든 닓더 셔아 乃終내 屈티 아니대 <성종판>

ㄷ. 자바 업더리텨든 닓더 셔 내내 굴티 아니대 <선조판>

ㄹ. 오랑캐 찰을 잡아 누고  업게 거 찰이 박은 시 셔셔 죵시 굴티 

아닌대 <오륜>

(26ㄴ, ㄷ)의 ‘닓더’는 한문 원문의 ‘植’에 대응하는 것으로 ‘닓드-+-어’로 분석할 

수 있다. ‘닓드-’는 ‘닐-’[起]와 ‘-’[浮]가 결합한 ‘닐-’에서 어두자음군 ‘ㅳ’의 

‘ㅂ’이 종성화한 표기로 보인다.35)

  위의 ‘닐-’ 외에 ‘-’가 복합동사의 어기로 참여한 어형으로는 ‘내-’,36) ‘데

-’, ‘드리-’,37) ‘듧-’, ‘브르-’ 등이 있다. 이들 중 ‘브르-’는 이 책에서

34) 중세어 문헌(특히 �두시언해�)에서부터 ‘어긔릋-, 어긔롳-, 어긔맃-’ 등과 함께 이들에서 

‘y’가 탈락한 ‘어그릋-, 어그롳-, 어그룿 어그맃-’ 등과 같은 어형이 공존하며 나타난다(송

철의 외 2006: 440).

35) 김동소(2001: 28)에서도 �무예제보�(1598)에 쓰인 ‘닓더’를 ‘닐[起]-+-[浮]+-어’로 분석하

였다. ‘칼로 牌 스서  번 둘러 低平勢 고 닓더 셔 金鷄畔頭勢 고 인야’ 

(以劍循牌一揮低平勢 起立作金鷄畔頭勢) <武藝諸譜 19a> 중세어 문헌에서 ‘닓드-’는 (26

ㄴ, ㄷ)과 �무예제보�에서만 보인다

36) �오륜행실도�에는 ‘내-’의 활용형인 ‘냅더’가 보인다. 

ㄱ. 인여 냅더 티다가 내 도적의게 죽으니라 (因奮搏之 乃被殺) <열22a>

ㄱ′. 김시 모믈 내  디려 거 <東新烈4:10>

   (ㄱ)의 ‘냅더’는 ‘내-’의 어두자음군 ‘ㅳ’에서 ‘ㅂ’이 종성화한 것으로 ‘내-’는 ‘나-’의 

사동사 ‘내-’와 ‘-’가 어간끼리 직접 결합한 비통사적 복합동사이다. 현대어에는 ‘내

-’의 어간 자체는 사어화하고 그것의 활용형 ‘내’, ‘냅더’ 등을 계승한 ‘냅다’만이 부사

로 쓰이고 있다(송철의 외 2006: 547).

37) 현대어의 부사 ‘들입다’는 ‘드리-’의 활용형 ‘드리’에서 기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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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인다.

   (27) ㄱ. 徐瞋目大罵曰 <열18a>

ㄴ. 徐氏 눈 브르  구지조 <성종판>

ㄷ. 셔 눈을 블읍고 지저 오 <영조판>

ㄹ. 셔시 눈을 부고 지저 오 <오륜>

(27ㄴ)의 ‘브르’는 ‘*브르-’와 ‘-’가 비통사적으로 결합된 복합동사로 중세어 

문헌에서 ‘*브르-’는 문증되지 않고, 모음교체형인 ‘-’만이 문증된다. 송철의 

외(2006: 527)에 따르면 ‘브르-’는 근대어 시기에 자음군 ‘ㅳ’의 ‘ㅂ’이 종성화되

면서 ‘브릅드-’나 ‘브드-’로 나타나다가 18세기 들어 (27ㄹ)의 ‘부-’와 같이 

어중 경음화 및 ‘ㅂ’ 아래 어두 원순모음화를 겪은 어형이 등장한다고 하였다.

▪ ‘리-’

   (28) ㄱ. 存吾目旽叱之 旽不覺下床 <충32a>

ㄴ. 李存吾ㅣ 辛旽이 구지즌대 辛旽이 交床애 리거늘 <성종판>

ㄷ. 리존외 신둔이 구지즌대 신둔이 교상애 리거늘 <선조판>

ㄹ. 존외 눈을 블읍 둔을 지니 둔이 상의 인지라 <영조판>

ㅁ. 존외 눈을 브고 둔을 지니 둔이 황망히 상에 린 <오륜>

(28ㄴ, ㄷ)에는 ‘리-’가 쓰였다. ‘리-’는 ‘리-’[下]와 ‘-’[走]가 비통

사적으로 결합한 합성동사로 이 책에서만 보이는 단어이다. “급하게(서둘러) 내려

가다”의 의미로 쓰였다. 후대본인 (28ㅁ)에서 ‘황망(慌忙)히 리-’로 언해된 것이 

참고된다. 밑줄 친 (28ㄴ~ㅁ)을 보면 현대어로는 ‘-에서’가 쓰일 자리에 ‘-에’가 

쓰이고 있다. 이는 중세어 이래 ‘리-’, ‘나-’ 등과 같이 출발점만을 요구하는

(도착점 표시가 필요 없는) 동사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홍윤표 1994: 

487, 송철의 외 2006: 20).

  위의 ‘리-’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어형으로 ‘리오-’와 ‘브리-’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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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ㄱ. 御史將雲下 <충7b>

ㄴ. 御史ㅣ 어 리오라 <성종판>

ㄷ. 어 자바 리오라 신대 <선조판>

ㄹ. 어 운을 잡아 리오거 <영조판>

ㅁ. 어 운을 잡아 리거 <오륜>

   (30) ㄱ. 孔子下車而問其故 <효4a>

ㄴ. 술위 브리샤 무르신대 <성종판> 

ㄷ. 술위 브리샤 무르신대 <선조판>

ㄹ. 공 술위에 리샤 그 연고 므신대 <오륜>

(29ㄴ~ㄹ)은 ‘리오-’38), (30ㄴ~ㄷ)은 ‘브리-’가 쓰인 예이다.39) 이들은 한문 

원문의 ‘下’에 대응하는 것으로 후대본인 (29ㅁ), (30ㅁ)에서는 ’리-’로 언해되었

다. 중세어 문헌에서는 비교적 활발하게 쓰이던 (30)의 ‘브리-’는 17세기 이후로는 

쓰인 예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 ‘리오-’ 등

과의 유의 경쟁 끝에 근대어 시기에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 ‘으리왇-’

   (31) ㄱ. 德武在隋 坐事徙嶺南 時嫁方踰歲 矩表離婚 <열14a>

ㄴ. 남진 어러   남야 남진니 머리 귀가거늘 裴氏ㅅ 아비 엳 婚姻

 으리왇더니 <성종판>

ㄷ. 남진 어러   남야 남지니 머리 귀가거늘 시의 아비 나라 엳

와 말리려 더니 <선조판> 

ㄹ. 덕믜 일에 좌죄여 녕남의 귀향가니 예 셔방 마잔 지  라 아비 샹소

여 니이니 <영조판>

38) ‘리오-’의 ‘리-’의 사동사로 다른 문헌에서는 ‘리우-’도 보인다. ‘能히 大雨를 리워 

너비 充足게 야’ <月釋10:103a>.

39) 중세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 ‘브리-’가 쓰인 예이다. ‘王이 술위 브리여 蓋 앗고’ <釋詳 

24:21b>, ‘제 탯  브려 (自下所騎馬)’ <杜詩初8:5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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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덕뮈 죄에 걸려 녕남의 귀향갈 이 에 슉영의 셔방 마 디 계요  라 

아비 샹소여 니이니 <오륜>

(31ㄴ)의 ‘으리왇-’는 한문 원문의 ‘離婚’에 대응하는 것으로 동사 ‘을-’에 사

동접미사 ‘-이-’와 강세접미사 ‘-왇-(<)’이 통합한 것이다. (31ㄴ)은 “결혼하

여 한 해 남짓하여 남편이 멀리 귀향가게 되었는데 배씨의 아버지가 (나라에) 여쭈

어 혼인을 그만두게 하더라.” 정도로 해석된다. 후대본인 (31ㄹ, ㅁ)에서는 ‘니이

-’로 언해되었는데, ‘니이’는 한자어 ‘離異’를 적은 것으로 ‘離婚’과 같은 의미이

다.40) 강세접미사 ‘-왇-(<)’은 어기로 타동사가 쓰여야 한다는 범주 제약과 어

기의 말음이 모음이거나 ‘ㅣ’ 모음 뒤라는 음운론적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이현희 

외 1997ㄴ: 307). 이러한 제약에 따라 자동사 ‘을-/버-’가 존재하지만 사동사 

‘으리-’와 통합한 것이다.

▪ ‘뷔-’

   (32) ㄱ. 隨父田間穫粟 豐爲虎所噬 <효3a>

ㄴ. 아비 조차 가아 조 뷔다가 버미 아비 므러늘 <성종판> 

ㄷ. 아비 조차 가 조 뷔다가 버미 아비 므러늘 <선조판>

ㄹ. 그 아비 좃차 밧 가 곡식 븨다가 아비 범의게 믈리이니 <영조판>

ㅁ. 아비 와 밧셔 곡식을 뷔다가 아비 범의게 물니이니 <오륜>

(32ㄴ)의 ‘뷔-’는 한문 원문의 ‘穫’에 대응하는 것으로 “(곡식 등을) 베다”의 의미

로 쓰였다. 중세어의 ‘뷔-’는 곡식 따위와 같이 길이가 긴 물체를 낫으로 베는 동

작을 표현하는 데 쓰이는 동사이다(이현희 외 1997ㄱ: 306).  

  중세에는 일반적으로 베거나 자르는 동작을 표현할 때에는 ‘벟-’, ‘버히-’, ‘베히

-’가 쓰였다. 이들 중 이 책에는 ‘벟-’를 제외한 ‘버히-’, ‘베히-’가 보인다.

40) �고법전용어집�에 따르면 ‘離異’는 조선시대에 불법 부당한 부부 관계를 관의 명령으로 파

기 별리시키는 경우에 많이 썼다고 하였다. ‘離異’는 �대명률직해�에서 용례를 확인할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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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ㄱ. 乃援鏡持刀以割其鼻曰 <열6a>

ㄴ. 거우루 보며 고 버히며 닐오 <성종판>

ㄷ. 거우루 보며 고 버히며 닐오 <선조판>

ㄹ. 칼로 그 코 버혀 오 <영조판>

ㅁ. 칼로 그 코 버혀 오 <오륜>

   (34) ㄱ. 欲割耳誓 保姆持不許 <열14a>

ㄴ. 귀 베혀 盟誓호려 커늘 保姆ㅣ 말이니라 <성종판>

ㄷ. 귀 베혀 셰호려 커 졋어미 말이니라 <선조판>

ㄹ. 귀를 버혀 셰고져 거 좌위 븟드러 말니다 <영조판>

ㅁ. 귀를 버혀 셰고져 거 좌위 븟드러 말리다 <오륜>

(33), (34)은 ‘버히-’와 ‘베히-’가 쓰인 예이다. (34)를 보면 한문 원문의 ‘割’이 

(34ㄴ, ㄷ)에서는 ‘베히-’로 (34ㄹ, ㅁ)에서는 ‘버히-’로 언해되었다. ‘버히-’와 

‘베히-’가 의미 차이 없이 쓰이고 있다. 

  ‘버히-’는 타동사 용법 외에 자동사의 용법도 가지고 있었는데,41) ‘벟-’도 자동

사의 용법과 타동사의 용법을 모두 가지고 있었다. 

   (35) ㄱ. 발 버 소 사 비디 아니야 (折脚鐺兒 不借人야) <南明上64b>

ㄴ. 왇 버후메 이 나 虛費리로소니 (斫畬應費日) <杜詩初7:17a>

(35ㄱ)은 ‘벟-’가 자동사로, (35ㄴ)은 타동사로 쓰인 예이다. (35ㄱ)은 “발이 베어

진 솥을 사람 빌리지 아니하여”로, (35ㄴ)은 “화전(의 잡목과 잡초)을 자르기에 마

땅히 날을(하루 해를) 허비하겠으니” 정도로 해석된다.42)

  ‘버히-’는 ‘벟-’에 의미와 통사 범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접미사 ‘-이-’가 결

41) ‘刀劒이 모매 觸야 과 肝괘 버혀 갈아날 씨라’ <楞嚴8:105b>와 같이 자동사로 사용

된 경우도 문증된다(송철의 외 2004: 365). ‘베히-’와 ‘리-’가 자동사로 쓰인 경우는 찾을 

수 없었다.

42) (35ㄱ)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2002: 111), (35ㄴ)은 이현희 외(1997ㄴ: 154)의 번역을 인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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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것으로 보인다(이현희 외 1997ㄱ: 341).43)

  또한 이 책에는 “(머리카락을) 자르다”의 의미를 가진 ‘무지-’와 현대어의 ‘바르

-’의 소급형인 ‘리-’도 보인다. 

   (36) ㄱ. 父母欲嫁 强之不從 遂剪髮跣足 誓不改適 <열12a>

ㄴ. 父母ㅣ 긋 얼유려 커늘 머리 무지고 발 바사 盟誓코 다 남진 아니호리라 

더니 <성종판>

ㄷ. 부뫼 다 남진 얼유려 커 머리 버히고 발 바사 셰고 다 남진 아니 

호리라 더니 <선조판>

ㄹ. 부뫼 강박야 가려 대 니 멀이터럭을 버히고 셰야 가디 아

니엿니 <영조판>

ㅁ. 부모와 싀부뫼 가이려 대 왕시 스로 귀 버히고 셰여 가디 

아니고 <오륜>

   (37) ㄱ. 懷光使士臠食之 <충17a>

ㄴ. 懷光이 軍士로 려 머그라 야 <성종판>

ㄷ. 회이 군로 베혀 머그라 야 <선조판>

ㄹ. 회광이 군로 여곰 분을 죽여 저 먹으라 니 <영조판> 

ㅁ. 회광이 군로 여곰 분을 저 먹으라 니 <오륜>

(36ㄴ)은 ‘무지-’, (37ㄴ)은 ‘리-’가 쓰인 예이다. ‘무지-’는 중세어 문헌에서 

(36ㄴ)의 예를 포함하여 총 6회 보이는데 모두 머리카락을 자르는 동작을 표현하

는 동사로 쓰였다.44) (37ㄴ)의 ‘리-’는 현대어의 ‘바르-’와 같은 의미로 쓰였

43) 중세어에서 ‘벟-’와 의미상 관련이 있는 파생어로 ‘베왇-’, ‘베티-’ 등이 존재하므로 비록 

문증되지는 않지만 어근 ‘*베-’가 중세어에서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송철의 외: 2004: 365) 

그렇다면 ‘베히-’는 ‘*베-’와 ‘버히-’가 혼효되어 생긴 어형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4) 다른 문헌에서 ‘무지-’가 쓰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ㄱ. 이제 마리 무져 衆生콰로 煩惱 러 료리라 시고 손 무져 虛空애 

더뎌시 <釋詳3:31a>

ㄴ. 雪山 苦行林애 마리 무지시며 煩惱 러 료려 시니 <月千20b>

   ‘무지-’는 성종판과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등에서만 보이는 어형으로 모두 목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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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5)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중세에는 “斷, 切”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로 ‘뷔-’, ‘벟-’, 

‘버히-’, ‘베히-’, ‘무지-’, ‘리-’ 등이 있었는데 ‘뷔-’, ‘무지-’, ‘리-’는 특수

한 상황에만 쓰였고 일반적으로 베는 동작을 표현할 때에는 ‘벟-’, ‘버히-’, ‘베히

-’가 쓰였다.46)

▪ ‘-’

   (38) ㄱ. 旦夕常至 墓所拜跽 攀栢悲號 <효15b>

ㄴ. 아 나조 墓애 가아 잣남 야셔 우니 <성종판>

ㄷ. 아 나조 분묘애 가 잣남 븓야셔 우니 <선조판>

ㄹ. 됴셕을 분묘의 가 례고 양 분묘 겻 잣 남글 븟고 슬피 울며 <영조판>

ㅁ. 됴셕으로 무덤의 니러 례며 잣남글 밧들고 슬피 브르지져 <오륜>

   (39) ㄱ. 雲攀殿檻折 <충7b>

ㄴ. 朱雲이 欄干 니 것거디거늘 <성종판>

ㄷ. 쥬운이 란간을 븓드니 것거디거늘 <선조판>

ㄹ. 운이 난간을 잡으니 난간이 블어진지라 <영조판>

ㅁ. 운이 대궐 난간을 잡으니 난간이 부러디디라 <오륜>

(38ㄴ), (39ㄴ)의 ‘-’는 한문 원문의 “攀”을 언해한 것으로 “붙당기다, 붙잡

아서 당기다”의 의미이다. 후대본인 (38ㄷ)에는 ‘븓-’가 쓰이고 있는데 ‘븓

-’와 ‘-’는 모음 교체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이미 15세기부터 함께 쓰이고 있

‘머리/마리’를 취한다. 

45) ‘리-’가 다른 문헌에서 쓰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ㄱ. 치위  리  北녁 미 캅도다 (寒刮肌膚北風利) <杜詩初10:40b>

ㄴ. 膾 릴 씨라 <楞嚴1:33b>

    (ㄱ, ㄴ)의 ‘리-’도 (37ㄴ)과 같이 “바르다”로 해석된다. 

46) 이들 외에도 중세에는 현대어의 ‘썰-’의 소급형인 ‘사-’, ‘깎-’의 소급형인 ‘-’도 쓰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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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47) 그리고 (38ㄹ), (39ㄷ)에는 현대어 ‘붙들-’의 소급형인 ‘븓들-’가 쓰이고 

있다. ‘븓들-’는 ‘-’의 모음 교체형인 ‘븥-’와 ‘들-’가 비통사적으로 결합한 것이

다.48) 끝으로 (38ㅁ)의 ‘밧들-’는 송철의 외(2006: 88)에서 언급한 것처럼 ‘븓들

-’와 관련하여 비록 문증되지는 않지만 모음 교체형인 ‘*들-’를 상정하면 ‘*들

-’에서 제1음절의 ‘ㆍ>ㅏ’의 변화를 통해 형성된 어형으로 볼 수 있다.49)

  중세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는 ‘-/븓-’가 자동사로 쓰인 예도 보인다

(백채원 2017: 53).

   (40) 能히 조차 應면  자최예 븓디 아니리니 (能隨應則不局心迹) <月釋

18:63a>

(40)은 ‘븓-’가 자동사로 쓰인 예이다. “능히 따라 응하면 마음의 자취에 붙들

리지 않으리니” 정도로 해석된다. 

▪ ‘니-’

   (41) ㄱ. 眕母撫二子尸哭曰 <충11a>

ㄴ. 眕의 어미 두 아 주검을 니며 울오 닐오 <성종판>

ㄷ. 딘의 어미 두 아 주거믈 지며 울오 닐오 <선조판>

ㄹ. 진의 어미 두 아의 죽엄을 얼져 오되 <영조판>

ㅁ. 진의 어미 두 아의 죽엄을 어지며 우러 오 <오륜>

(41ㄴ)의 ‘니-’는 한문 원문의 ‘撫’에 대응하는 것으로 “만지다”의 의미이다. 후

47) ‘븓-’와 ‘-’를 모음 교체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현희(1991)에서 언급

한 이완합성어와 긴밀합성어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븥-’와 ‘-’ 사이에 단

어 경계가 있는 이완합성어일 때에는 모음조화의 압력이 약화되어 ‘븓-’가 되고 ‘븥-’와 

‘-’ 사이에 형태소 경계가 있는 긴밀합성어일 때에는 모음조화의 압력이 강해져서 ‘

-’가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48) 중세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는 ‘브티-’도 쓰인다. ‘着 브티 씨라’ <釋詳 

13:23b> ‘브티-’는 �석보상절�에서만 확인된다.

49) �오륜행실도�에는 ‘븓들-’로부터 원순모음화를 겪은 ‘붓들-’가 “持”의 의미로 쓰이고 ‘밧들

-’는 (38ㅁ)을 제외하면 모두 “奉”의 의미로 쓰인다(송철의 외 2006: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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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본인 (41ㄷ~ㅁ)에서는 ‘지-’와 ‘어지-’로 대체되었다.50) ‘니-’는 이미 

15세기부터 동일한 의미를 가진 ‘지-’가 공존하였다.51) 성종판에도 ‘지-’가 보

인다.

   (42) ㄱ. 李聞之 撫二子凄然而泣 <열19b>

ㄴ. 李氏 듣고 두 아 지며 우더니 <성종판>

ㄷ. 니시 듣고 두 아 지며 우더니 <선조판> 

ㄹ. 사이 니의 두 아을 어지며 우 양을 보고 위로야 <영조판>

ㅁ. 니시 이 말을 듯고 두 아을 어지며 울거 <오륜>

(42ㄴ)의 ‘지-’는 (41ㄴ)의 ‘니-’와 같이 한문 원문의 ‘撫’에 대응하고 있고 

후대본인 (42ㄹ, ㅁ)도 (41ㄹ, ㅁ)과 같이 ‘어지-’로 언해되었다.

  ‘니-’와 ‘지-’는 유의 경쟁 끝에 16세기 들어 ‘니-’가 소멸하면서 ‘지

-’(>‘만지-’)만 쓰이게 되었다. 

▪ ‘암-’

   (43) ㄱ. 壼背癰新愈瘡猶未合 <충11a>

ㄴ. 壼이 의 癰氣 내야  됴요 헌  암디 몯야셔 <성종판>

ㄷ. 곤이 등의 브으름이  됴호 헌  암그디 몯얏더니 <선조판>

ㄹ. 곤이 등의 부으름이 나셔  려 아디 못엿디라 <영조판>

ㅁ. 이 에 곤이 등창이 새로 나아 오히려 낫디 못엿더니 <오륜>

(43ㄴ)의 ‘암-’는 한문 원문의 ‘合’을 언해한 것으로 “아물다”는 의미이다. (43

ㄴ)은 “곤이 등에 옹기가 났다가 막 나았으나 헌 곳에는 아물지 못하여서” 정도로 

해석된다. 한문 원문의 ‘合’이 후대본인 (43ㄷ~ㅁ)에서는 ‘암글-’, ‘아-’, ‘낫-’로 

언해되었다.52)

50) ‘어지-’(<‘어르지-’)는 16세기 문헌에서부터 볼 수가 있다. ‘撫 어르질 무’ <新類下 

13b> 

51) ‘지-’와 달리 ‘니-’는 15세기 문헌에서만 보이는데 �석보상절�, �월인석보�, 성종판 �

삼강행실도�, �육조법보단경언해� 등에서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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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는 기본적으로 “온전하다, 온전해지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형인

데 문맥에 따라 “(부스럼이나 상처 따위가)아물다”는 의미로 쓰이게 된 것으로 보

인다.

   (44) ㄱ. 往生偈ㄹ 외오시면 헌 오시 암며 골 도 브르리다 <月釋8:83a> 

ㄴ. 道器 암디 아니면 道果ㅣ 내 리라 (道器ㅣ 不完면 道果ㅣ 終漏

리라) <楞嚴 6:106b>

(44)는 ‘암-’가 “온전하다”, “온전해지다”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44ㄱ)은 “왕생

게를 외우시면 헌 옷이 온전해지며 고픈 배도 부를 것입니다.”로 (44ㄴ)은 “도기가 

온전하지 않으면 도과가 마침내 샐 것이다.”로 해석된다. (44ㄴ)의 ‘암-’는 (43)

과 달리 한문 원문의 ‘完’에 대응하고 있다. 

  16세기부터 문증되는 ‘아-’도 ‘암-’와 같이 “아물다”, “온전하다, 온전해지다”

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암-’와 ‘아-’에 대해 이현희(1987: 244)에서는 이

들은 유성자음과 모음 사이의 ㄱ 유무에 따라 교체양상이 정해진 것으로 去聲을 가

지는 접미사 ‘-/을-’에 의한 파생어라고 하였다.53)  

   (45) ㄱ. 장 치운 겨에 제 몸맨 아 오시 업수 어버 음식은 장 맛나게 더

라 (隆冬盛寒 體常無全衣而親極滋味) <飜小9:28b>

ㄱ′. 한겨을 盛 치위예 몸애 샹녜 암 옷시 업소 어버이 맏난 마슬 極히 

더라 <小學6:25b>

   ㄴ. 입예 혹 몸이 허러 습난야 아므디 아니니 이시니 <두경64b>

(45)는 ‘아-’가 16세기와 17세기 문헌에 쓰인 예로 (45ㄱ)은 “온전하다”로 (45

52) (43ㄷ)의 ‘암글-’는 ‘암-’에서 비어두의 ‘ㆍ>ㅡ’의 변화에 형성된 어형으로 15세기 말엽

의 문헌에서도 그 예를 볼 수 있다. ‘누른 므리 다 나면 브  고 가치 암글리라 (黃水

盡腫消皮合)’ <救簡 6:52a>    

53) 이현희(1987: 243-244)에서는 ‘암- ~ 아-’ 외에도 어중에서 ‘ㄱ~∅’의 교체를 보이며 

성조도 모두 平去형으로 같은 용언으로 ‘범글- ~ 버믈-’, ‘졈글- ~ 져믈-’, ‘염글- ~ 여믈

-’, ‘벙글- ~ 벙을-’, ‘-~ *- ~ - ~- ~-’, ‘글- ~ *을-’ 등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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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은 “아물다”의 의미로 쓰였다. (45ㄱ)은 “가장 추운 겨울에 제 몸엔 온전한 옷

이 없지만 어버이 음식은 가장 맛나게 하였다.” 정도로 해석된다. 

  근대어 시기 들어 ‘암-’는 소멸하고 ‘아-’는 의미가 축소되어 즉 “아물다”의 

의미만 남아 현대어로 이어졌다.

▪ ‘업데-’ 

   (46) ㄱ. 賊因斫驃 綜抱父於腹下 <효20a>

ㄴ. 도기 그 아비 버히거늘 潘綜이 아비 안고 업데어늘 <성종판>

ㄷ. 도기 그 아비 버히거늘 반이 아비 안고 업데어늘 <선조판>

ㄹ. 도적이 칼로 표 치니 종이 아비 안고 업듼대 <영조판>

ㅁ. 도적이 인여 표 으니 종이 아비 안고 업듼대 <오륜>

(46ㄴ, ㄷ)은 ‘업데-’, (46ㄹ, ㅁ)은 ‘업듸-’가 쓰인 예이다. ‘업데->업듸-’의 변

화를 보여 준다. ‘업듸-’는 현대어의 ‘엎디-’로 이어졌다. 중세에는 ‘업데-’와 유사

한 의미를 가진 어형으로 ‘업덜-, 업더리-, 업듣-, 업더디-’ 등이 있었다.54) 이 

책(성종판)에는 ‘업데-’외에 ‘업덜-’가 보인다. 

   (47) ㄱ. 金人曳若水出 擊之敗面 氣結仆地 <충18a>

ㄴ. 金ㅅ 사미 어내야 치 헐에 티니 셜워 업더러디니라 <성종판>

ㄷ. 금 사미 어내야 치 야디게 티니 셜워 업더러디니라 <선조판>

ㄹ. 금인이 약슈 어내여 어즈러이 텨 치 여디고 긔졀여  업더디니

<오륜>

   (48) ㄱ. 或抑捽使伏地 公植立 衣冠顚頓 終不屈 <충20b>

ㄴ. 자바 업더리텨든 닓더 셔아 乃終내 屈티 아니대 <성종판>

ㄷ. 자바 업더리텨든 닓더 셔 내내 굴티 아니대 <선조판>

54) 이들은 모두 ‘엎-’와 어휘적으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어간 ‘엎-’을 제외하고 난 

‘데, 덜, 더리, 듣, 더디’ 등이 무엇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양정호(1991)에서는 ‘데, 덜, 더

리, 듣, 더디’ 등을 모두 동사를 어기로 하여 동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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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오랑캐 찰을 잡아 누고  업게 거 찰이 박은 시 셔셔 죵시 굴티 

아닌대 <오륜>

(47ㄴ), (48ㄴ)은 ‘업덜-’가 쓰인 예이다.55) (47ㄴ)은 “금나라 사람이 (약수를) 

끌어내어 헐게 때리니 괴로워하며 엎어졌다.” 정도로 해석된다. (47ㄴ)의 ‘업더러디

-’는 ‘업덜-’에 통사적 피동 형식인 ‘-어 디-’가 통합한 것이다. 그리고 (48ㄴ)의 

‘업더리티-’는 ‘업덜-’에 통사범주를 변화시키지 않는 접미사 ‘-이-’와56) 강세접

미사 ‘-티-’가 통합한 것이다.57)

  중세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는 ‘업듣-’와 ‘업더디-’도 보인다.

   (49) ㄱ. 어러운 미 키 업듣게 부놋다 (狂風大放顚) <杜詩初25:21b>

ㄱ′. 그 히 업드러 니거늘 <月釋4:8a>

ㄴ. 버미 갓고로딘 며 龍이 업더딘 야 가 나모 서리예 롓니 (虎倒

龍顚委榛棘) <杜詩初6:41b>

(49ㄱ)은 ‘업듣-’, (49ㄴ)은 ‘업더디-’가 쓰인 예이다. (49ㄱ)의 ‘업듣-’의 말음 

‘ㄷ’은 모음어미 앞에서 변칙으로 쓰여 (49ㄱ′)과 같이 쓰인다(구본관 1998: 231). 

(49ㄴ)의 ‘업더디-’를 통사적 피동 형식인 ‘-어 디-’가 통합된 것으로 보면 그 앞

에 통합된 동사는 ‘업더-’와 ‘업덜-’가 모두 가능하다(이현희 외 1997ㄱ: 310).58)

55) 중세어 문헌에서 ‘업덜-’가 단독으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는다. ‘업더러디-’, ‘업더리-’ 등

을 통해 ‘업덜-’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업더리디-’는 (47ㄴ, ㄷ) 외에 �월인석보�에서

도 한 예가 보인다. 

    그  如來慈悲力으로 올 소 드르시니 다 가락 머리예 다 師子ㅣ 나 입 

버려 소리 니 五百 취상이 두려 해 업더러디거 <月釋 22:72a>

   위의 예는 “~ 다섯 손가락 머리에 다섯 사자가 나와 입 벌려 소리 내니 오백 취한 코끼

리가 두려워 땅에 엎어지거늘” 정도로 해석된다. 이곳의 ‘업더러디-’ 또한 ‘업덜-’에 통

사적 피동 형식 ‘-어 디-’가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6) 이현희 외(1997ㄱ: 310)에서 인용하였다. 

57) 중세어 시기의 다른 문헌에서는 ‘업더리왇-’ <內訓1:22b>, ‘업더리혀-’ <杜詩初25:55b> 등

도 보인다. 

58) 이현희 외(1997ㄱ: 311)에서는 전자는 사동사 ‘업데-’와 ‘업데우-’의 존재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고, 후자는 ‘업더리-’에 의해 지지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업더눕-’라는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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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이현희 외(1997ㄱ: 310)에서는 중세어에서 ‘업더-’와 ‘업덜-’는 일

종의 쌍형어간이라고 추정하였다.59)    

  한편 중세에는 ‘엎-’류 동사 외에도 “伏”의 의미를 가진 어형으로 ‘굽슬-’와 ‘굿

블-’도 쓰이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굽슬-’만 보인다.60)

   (50) ㄱ. 劉遽往救之 涕泣伏地告於兵曰 <열28a>

ㄴ. 劉氏 믄득 가아 울며 굽스러 닐오  <성종판>

ㄷ. 뉴시 믄득 가 울며 해 업더여셔 닐오 <선조판>

ㄹ. 뉴  업여 울며 빌어 오 <영조판>

ㅁ. 뉴시  업여 울며 비러 오 <오륜>

한문 원문의 ‘伏’이 (50ㄴ)에서는 ‘굽슬-’로, 후대본인 (50ㄷ~ㄹ)에서는 앞에서 살

펴본 ‘엎-’류 동사로 언해되었다. ‘굽슬-’는 이 책과 �두시언해�에서만 보이는 어형

으로61) 동사 ‘굽-’(曲)와 어휘적으로 관련이 있다. 그러나 ‘굽-’ 뒤에 통합되어 있

는 ‘슬’의 성격을 판단하기 어렵다.62)

▪ ‘偶然-’

   (51) ㄱ. 知我死國 少解其無窮之悲也 <충20b>

ㄴ. 내 나라 爲야 주근  아시면 져그나 偶然히 너기시리라 <성종판>

ㄷ. 내 나랏 위와 주근 줄 아시면 져그나 우연히 너기시리라 <선조판>

ㄹ. 나라 일의 죽으니 셜워디 마쇼셔 더라 고 와 져기 그 을 플으

어의 존재도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하였다.  

59) 구본관(1998: 231)에서는 ‘업덛-’와 ‘업듣-’이 쌍형어로 존재하고 말음 ‘ㄷ’이 변칙으로도 

쓰여 ‘*업덜-’와 ‘업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업덜-’에 의미와 통사범주를 바꾸지 

않는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업더리-’가 되고 ‘업덛-’에 ‘-이-’가 결합하면 ‘업더디-’가 

된다고 하였다. ‘업데-’는 ‘업더리-’에서 ‘ㄹ’이 약화되어 나온 것으로 추정하였다.

60) ‘굿블-’는 ‘굽슬-’에서 음운도치 현상이 어형이다(이현희 외 1997ㄴ: 104).

61) 중세어 문헌에서 ‘굽슬-’는 총 14예가 보이는데, 성종판에서 한 예가 보이고 나머지는 모

두 �두시언해�에 집중된다. 

62) 이현희 외(1997ㄴ: 104)에서는 ‘슬’의 성조가 거성으로 동사 ‘슬-’(消)가 존재하지만 ‘굽슬

-’에서 “消, 銷”의 의미를 간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접미사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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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게 라 니 <오륜>

(51ㄴ)의 ‘偶然히’는 ‘偶然-’에서 파생된 것으로 “우연만하게, 괜찮게”의 의미로 

쓰였다. (51ㄴ)은 “내가 나라를 위하여 죽은 줄 아시면 (부모님께서) 조금이나마 

괜찮게 여기실 것이다.” 정도로 해석된다. 

  중세어의 ‘偶然-’는 “우연만하다, 괜찮다”의 의미 외에도 “우연하다”의 의미로

도 쓰였다. 

   (52) ㄱ. 오날 黃后 외요미 偶然티 아니니라 (今日爲后 非偶然也) <內訓

2:106a>

ㄴ. 연히 리예 슌요 오라면 스싀로 득 거시라 우연 이리 아니라 (怡

然理順은 久自得之라 非偶然也ᅵ니라) <飜小8:37a>

ㄴ′. 怡然히 理ㅣ 順욤 오라야 스스로 어들 거시라 偶然히 홈이 아니니라 

<小學5:115a>

(52)는 ‘偶然-’와 ‘우연-’가 “우연하다”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63)

  한편 중세에는 ‘우-’도 보인다. ‘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에

서 기원한 “미소짓다”는 의미를 가진 ‘우-’와 한자어 ‘偶然’에서 차용된 ‘우

-’이다. 

   (53) ㄱ. 世尊이 그 말 드르시고 우야시 阿難이 合掌야  世尊하 엇던 因

緣으로 우시니고 (爾時世尊發容微笑 阿難合掌白言世尊 何緣微笑) <釋

詳24:8b>

ㄴ. 百千 梵王이  소리로 請더니 부톄 우시고 이베셔 그지업슨 百千 光

明을 내시니 (百千梵王異口同音皆作是請 爾時如來卽便微笑 口出無量百千光明) 

<月釋7:50a>

   (54) ㄱ. 衰老 病은 보야로 져기 우리로다 (衰疾方少寬) <杜詩初6:46a>

63) “우연하다”의 의미로 쓰인 ‘偶然-’와 ‘우연-’는 성조가 ‘RH’이고, (51)의 “우연만하다, 

괜찮다”의 의미로 쓰인 ‘偶然-’는 성조는 ‘LL’로 서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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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 독이 해 드러 이야 알프미 우커든 내라 (其上毒即入土中須臾痛緩

乃出) <救簡6:52a>

ㄷ. 아 因을 마초건댄  우 사 아니로다 (故驗宿因건댄 亦非聊爾人耳로

다) <원각하3-2:86a>

(53)의 ‘우-’는 ‘-’에서 기원한 것으로 “미소짓다”의 의미로 쓰인 예이고,64)

(54)는 한자어 ‘偶然’에서 차용된 것으로 (54ㄱ, ㄴ)은 “우연만하다, 괜찮다”의 의

미로 (54ㄷ)은 “우연하다”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미소짓다”의 의미를 가지는 ‘우-’와 “우연만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偶然

-’, ‘우-’는 현대어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우연하다” 의미를 가지는 ‘우연

-’(<‘우-’)만이 현대어로 이어졌다.65)

▪ ‘일-’

   (55) ㄱ. 何竊遣王子 <충30b>

ㄴ. 엇뎨 王子 일버 보낸다 <성종판>

ㄷ. 엇데  마니 보낸다 <선조판>

ㄹ. 네 엇디 왕뎨를 도적야 보내엿다 <영조판>

ㅁ. 네 엇디 왕뎨 만이 보내엿다 <오륜>

(55ㄴ)의 ‘일-’66)는 한문 원문의 ‘竊’을 언해한 것으로 “빼앗다, 훔치다”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이다. 한문의 ‘竊’이 후대본인 (55ㄷ, ㅁ)에서는 부사 ‘마니, 

만이’로, (55ㄹ)에서는 ‘도적-’로 언해되었다. ‘니’와 ‘마니’는 ‘’과 

‘만’에 각각 접미사 ‘-이’가 통합한 것으로 이미 15세기부터 공존하였는데,67) 부

64) “미소짓다”의 의미로 쓰인 ‘우-’의 성조는 ‘LL’이다.

65) ‘우-’가 자동사로 쓰인 예는 15세기의 �석보상절�, �월인석보�, �남명집언해� 세 문헌

에서만 보인다. 반면에 “우연만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偶然-/우-’는 18세기 말까지

도 확인된다. ‘오 몸이 비로소 젹이 우연다’ <捷蒙2:6a>  

66) 다른 문헌에서는 유성음 사이에서 ‘ㅂ>ㅸ’의 변화를 거친 후 ‘ㅸ’의 소실에 따라 ‘일웟-’로

도 나타난다(이현희 외 1997ㄱ: 318).   

67) 15세기에는 ‘니’와 ‘마니’ 중 ‘니’의 출현 비율이 더 높았으나 16세기 이후 ‘

니’는 겨우 흔적만 남기는 것으로 축소되고 ‘마니’가 확대되었다. 17세기에 들어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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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니’와 ‘마니’는 “가만히, 조용히”의 의미와 “알아채지 못하게, 몰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55ㄷ, ㅁ)의 ‘마니/만이’는 후자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 책에는 ‘일-’ 외에 ‘티-’, ‘虜掠-’, ‘후리-’, ‘-’ 등도 “빼앗다, 훔치

다”의 의미로 쓰였다.68)

   (56) ㄱ. 秀實勃然起 奪休象笏 <충16b>

ㄴ. 믄득 니러  象牙笏 텨 가지고 드러 <성종판>

ㄷ. 슈실이 믄득 니러  아홀 텨 가지고 드러 <선조판>

ㄹ. 슈실이 연히 닓더나 쥬의 막하 원휴의 잡앗 홀을 아사 <영조판>

ㅁ. 슈실이 연이 니러나 원휴의 가진 홀을 아사 <오륜>

   (57) ㄱ. 已乃縱兵剽掠 至士淵家 <열25a>

ㄴ. 兵馬ㅣ 虜掠야 지븨 다거늘 <성종판>

ㄷ. 도기 후려 지븨 다거늘 <선조판>

ㄹ. 노략여 연의 집의 니니 <영조판>

ㅁ. 인야 노략여 연의 집에 니니 <오륜>

   (58) ㄱ. 莽旣篡位 <충8a>

ㄴ. 王莽이 나라 아 가져 <성종판>

ㄷ. 이 나라 아사 가져셔 <선조판>

ㄹ. 왕망이 한 나라흘 찬역고 <영조판>

ㅁ. 망이 찬역매 <오륜>

히’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가만히’는 ‘가만-’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19세기

까지 ‘만’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마니’형과 ‘가만-’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가만

히’, ‘만히’가 공존하다가 20세기 이후 ‘가만히’로 정착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68) 현대어 ‘빼앗-’의 직접적 소급형인 ‘앗-/앗-’는 19세기 문헌에서부터 나타나고 ‘훔치-’

도 19세기 문헌에서부터 보인다. 유창돈(1975: 48)에서는 ‘훔치-’는 ‘후리티-’에서 변한 말

로 추정하였다. ‘후리티->후리치->휘치->후치->훔치-’의 변화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았다. 

‘ㅜ’와 구개자음 사이에 ‘ㅁ’이 첨가된 다른 예로 ‘머추->멈추-’, ‘호자>홈자’ 등이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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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ㄴ, ㄷ)은 ‘티-’, (57ㄴ, ㄷ)은 ‘虜掠-’, ‘후리-’, (58ㄴ, ㄷ)은 ‘-’가 쓰

인 예이다. (56)을 보면 한문 원문의 ‘奪’이 ‘티-’69), ‘앗-’로 언해되었고 (57)에

서는 한문 원문의 ‘掠’이 ‘虜掠-’, ‘후리-’로 언해되었다.70) (58)에서는 한문 원

문의 ‘篡’이 (58ㄴ, ㄷ)에서는 ‘-, 앗-’로, (58ㄹ, ㅁ)에서는 “임금의 자리를 빼

앗으려고 반역하다.”는 의미의 ‘찬역-’로 언해되었다. 

  한편 중세어 문헌에서 ‘-, 앗-’는 “빼앗다, 훔치다”의 의미 외에 “가지다, 취하

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59) 그 篚 업거든 다 안자셔 노 후에 아슬디니라 (其無篚則皆坐奠之 而後取之) <小

學2:52a> 

(59)는 “그 비가 없거든 다 앉아서 놓은 후에 가질 것이다” 정도로 해석된다. ‘앗

-’가 한문 원문의 ‘取’에 대응하면서 “가지다”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다. 

  이 책에도 한문 원문의 ‘取’에 대응하는 ‘-’가 쓰인 예가 보인다. 

   (60) ㄱ. 妻因取賊刀 倚樹而立曰 <열13a>

ㄴ. 崔氏 도 갈 아 나모 지 셔어셔 닐오 <성종판> 

ㄷ. 최시 도 갈 아사 나무 지혀 셔 닐오 <선조판>

ㄹ. 도적의 칼을 아사 쥐고 남글 의지여 셔셔 오 <영조판>

ㅁ. 최시 도적의 칼을 아사 쥐고 남글 의지여 셔셔 오 <오륜>

   

69) ‘티-’는 ‘-’[選, 拔]와 강세접미사 ‘-티-’가 통합한 것으로 중세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를 지닌 ‘-’와 ‘-’ 등도 보인다(이현희 1997). 

70) 중세어 문헌에서 ‘후리-’는 기본적으로 “빼앗다, 훔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형인데, 

문맥에 따라 “때리거나 치다”, “패하거나 멸망하다” 등의 의미로도 해석된다. 

  ㄱ. 須彌山ㅅ 기슬글 후려 龍王 자바 야 오려 더니 <釋詳24:30b>

   ㄴ. 鄧攸ㅣ 永嘉 시졀 내애 石勒의게 후리여 (鄧攸ㅣ 永嘉末애 沒于石勒야) 

<飜小9:71a>

   ㄴ′. 鄧攸ㅣ 永嘉 [懷帝의 년회라] 내죵애 石勒의게 디여 <小學6:65b> 

   (ㄱ)은 “때리거나 치다”로, (ㄴ)은 “패하거나 멸망하다” 정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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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문 원문의 ‘取’가 (60ㄴ~ㅁ)에서 ‘-, 앗-’로 언해되었다. 그러나 이곳의 ‘-’

는 “가지다”보다는 “빼앗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60ㄴ)은 도적이 최씨의 

말을 믿고 칼을 끌러 놓으니 “최씨가 도적의 칼을 빼앗아 나무를 등에 지고 서서 

말하기를” 정도로 해석된다.   

  추정컨대 ‘-’가 가지게 된 “奪”의 의미는 “取”의 의미가 특정한 문맥 속에서 분

화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 ‘즈르들-’

   (61) ㄱ. 乃搤虎頸 豊因獲免 <효3a>

ㄴ. 라드러 버믜 모 즈르든대 아비 사라 나니라 <성종판>

ㄷ. 라드러 버믜 모 즈르든대 아비 사라 나니라 <선조판>

ㄹ. 라드러 범의 목을 즈르쥔대 범이 노하 리니 아비 살아 난디라 <영조판>

ㅁ. 바로 범의게 라드러 목을 즈르쥔대 범이 노하 리니 아비 사라 난디라 

<오륜> 

(61ㄴ, ㄷ)의 ‘즈르들-’는 한문 원문의 ‘搤’에 대응하는 것으로 “조르다, 졸라서 들

다” 정도의 의미이다. ‘즈르들-’는 ‘즈르’-[絞]와 ‘들’-[擧]가 비통사적으로 통합한 

합성동사로 이 문헌에서만 보인다. 후대본인 (61ㄹ, ㅁ)에서는 ‘즈르-’[絞]와 ‘쥐

-’[操]가 통합한 ‘즈르쥐-’가 쓰였다.71)

  중세어에서 동사 ‘즈르-’는 ‘-’72)와 모음 교체 관계에 있었는데,73) 19세기 

71) 다른 문헌에서는 ‘즈르-’와 ‘잡-’가 통합한 ‘즈르잡-’도 보인다. ‘윤시 왼 손으로 범의 목을 

즈르잡고 올흔 손으로 범의 니마 텨’ <東新烈3:95b>.

72) ‘-’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ㅇ-’으로 교체되었다. 

    

ㄱ.    알  (絞膓沙) <救簡目錄 2a>

ㄴ. 오 因얀 水 이니라 <楞嚴4:18b> 

   반면에 ‘즈르-’는 합성어의 어기로만 쓰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의 형태를 볼 수가 

없다. 

73) 모음 교체형 없이 “徑”의 의미로 쓰인 ‘즈르-’와는 구별된다. ‘즈르-’[徑]는 치음 아래 전설

모음화를 겪으면서 (‘지름길’, ‘질러 가-’ 등에 보이는) ‘지르-’로 남게 되었다(송철의 외 



이후로 모음 교체가 사라지고 형태 변화를 겪어 ‘조르-’로 단일화되었다.  

▪ ‘측-’

   (62) ㄱ. 子爲父死 無所恨 <충6b>

ㄴ. 子息이 아비 爲야 주거도 측  업스니 <성종판>

ㄷ. 식이 아비 위야 주거도 측은  업스니 <선조판> 

ㄹ. 식이 아비 위여 죽어도  배 업니 <오륜>

   (63) ㄱ. 吾果瘞吾君 後雖寸斬不恨矣 <충27b>

ㄴ. 내 님금 묻 後에 寸寸이 사라도 측디 아니얘라 <성종판>

ㄷ. 내 님금 묻온 후에야 촌촌이 사라도 측디 아니얘라 <선조판>

ㄹ. 만일 님금의 골을 무든 후면 내 비록 촌촌이 베혀 죽어도 이 업슬노다 

<영조판>

(62ㄴ), (63ㄴ)의 ‘측-’는 한문 원문의 ‘恨’에 대응하는 것으로 “한스럽다, 안타

깝다” 정도의 의미로 쓰였다. (62ㄴ)은 “자식이 아비를 위하여 죽어도 한스러운 뜻

이 없으니”, (63ㄴ)은 “내가 임금을 묻은 후에는 마디마디 썰어도 한스럽지 않겠도

다!” 정도로 해석된다.

  한편 ‘측-’는 “한스럽다, 슬프다”의 의미 외에 “섭섭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

었다. “섭섭하다”의 의미는 “한스럽다, 안타깝다”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74) ‘측

-’에서 기원한 파생부사 ‘츠기’에도 이러한 의미가 모두 확인된다.75)

2006: 126).

74) ‘측-’가 “섭섭하다”의 의미로 쓰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네 하 필 채와 몯 보내

니 측고 야셩건마 … 본만 보내니 측여 노라’ <순천165:2> “네 것은 필을 채워 

보내지 못하니 섭섭하고 야속하건마는 … 본색만 보내니 섭섭해(서운해) 하노라” 정도로 해

석된다(조항범 1998: 720). 

75) ‘츠기’는 ‘측-’의 어근인 ‘측’에 부사파생접미사 ‘-이’가 통합되어 형성된 것이다(이현희 

외 1997ㄴ: 111). ‘측히’는 중세어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고, 근대어 시기 문헌에서도 매우 

드물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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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ㄱ. 蘭妻跪授木像 木像不悅 <효10a>

ㄴ. 러 木像 심기거늘 츠기 너겨  <성종판>

ㄷ. 목 내야 준대 목이 츠기 너겨  <선조판>

ㄹ. 난의 쳬 러 안자 목샹을 빌녀 주니 목샹이 됴치 아니여  긔이 이시

니 <영조판>

ㅁ. 난의 쳬 러 목샹긔 절여 고대 목샹이 깃거 아니거 <오륜> 

   (65) ㄱ. 何負於汝而反 <충13a>

ㄴ. 네게 므슷 이 츠기 관 反다 <성종판>

ㄷ. 네게 므슷 이 츠기 관 반다 <선조판>

ㄹ. 엇지 날을 져리다 <영조판>

ㅁ. 엇디 날을 반다 <오륜>

(64ㄴ, ㄷ)의 ‘츠기’는 “한스럽게, 안타깝게”로 (65ㄴ, ㄷ)의 ‘츠기’는 “섭섭하게”의 

의미로 쓰였다. (64ㄴ)은 부모의 형상인 목상을 이웃 사람이 보고 싶다고 해서 정

란의 처가 넘겨주는 상황으로 “목상을 넘겨 주니 (목상이) 한스럽게 여기므로” 정

도로 해석할 수 있다.76) 후대본인 (64ㄹ, ㅁ)에서 ‘됴치 아니-, 깃거 아니-’로 

언해된 것이 참고된다. 그리고 (65ㄴ)은 안록산이 고경에게 말하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섭섭하게 하였기에 (나를) 배반하느냐?” 정도로 해석된다.    

4.4.3. 수식언류

▪ ‘두립사리’

   (66) ㄱ. 黃仲起妻朱氏 杭州人 至正十六年 張士誠寇杭州 其女臨安奴 倉皇言曰 <열27a>

ㄴ. 黃仲起의 리 두립사리 어미 朱氏려 닐오 <성종판>

ㄴ′. 黃仲起의 리 두렵사리 어미 朱氏려 닐오 <성종판, 만송(貴296F, 

76) (64ㄴ)의 ‘심기-’는 한문의 ‘授’에 대응하는 것으로 “주다, 전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이

다. ‘敎授는 쳐 심길 씨라’ <釋詳6:46b>가 참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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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a>)>

ㄷ. 긔 겨집 쥬시  사이라 이  해 도거 긔 

리 두려 닐오 <선조판>

(66ㄴ)의 ‘두립사리’는 한문 원문의 ‘倉皇’에 대응하는 것으로 “두렵게” 정도의 의미

를 가지는 부사이다.77) 한자어 ‘倉皇’은 “어찌할 겨를이 없이 매우 급하다”는 의미

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맥락을 보면 도적이 (딸과 어미가 있는) 이곳으로 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딸이 어미에게 말을 하는 것이므로 ‘倉皇’을 의역하여 “두렵게”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립사리’로 언해한 것으로 보인다. 한문의 ‘倉皇’이 후

대본인 (66ㄴ′)에서는 ‘두렵사리’로 (66ㄷ)에서는 ‘두려’로 언해되었다. 

  (66ㄴ, ㄴ′)의 ‘두립사리’와 ‘두렵사리’와 형태상 관련이 있는 어형으로 중세어 문

헌에서는 ‘쉽사리’가 있고 근대어 문헌까지 범위를 넓히면 ‘어렵사리’가 있다.78)

   (67) ㄱ. 쉽사리 病 허튀 가도혀노라 (容易收病脚) <杜詩初14:2a>

ㄴ. 쉽사리 잠 야 어즈러오믈 아쳐러 니 결연히 일우리 업스니라 (鹵莽

厭煩者 決無有成之理니라) <飜小8:38a>

ㄴ′. 쉽사리 잠 야 번거홈을 아쳐니 결연히 일움이 이시리 업니라 

<小學5:116a>

   (68) 므스 일이관 이대도록 어렵사리 니시고 <捷解初 5:21b>

(67), (68)은 다른 책에 ‘쉽사리’와 ‘어렵사리’가 쓰인 예이다. ‘쉽사리’는 (67ㄱ)에

서 보는 바와 같이 15세기에도 쓰이고 있는 반면에 ‘어렵사리’는 중세어 문헌에서

는 보이지 않고 17세기 문헌인 �첩해신어�에서 처음 보인다. 

  한편 16세기 문헌에는 ‘쉽살-’ 및 ‘쉽살-’ 그리고 ‘어렵살-’가 보인다. 

77) ‘두립사리’는 이 책과 �석보상절�에서만 보인다. ‘阿私陁ㅣ 두립사리 말이고 ’ <釋

詳3:1b>

78) 허웅(1975:253)에서는 ‘-사리’를 풀이씨를 어기로 어찌씨를 파생하는 접미사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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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ㄱ. 이 어두은 나드리 쉽사디 아니며 (這早晚黑地裏出入不便當) <飜老上

55a>

ㄱ′. 이 져므러 어두온 出入이 편당티 아니고 <老乞上49b>

ㄴ. 怡怡히 어버이와 얼운을 봉양야 敢히 교만고 쉽살홈을 내디 말라 (怡怡奉

親長야 不敢生驕易라) <小學5:20a>

   (70) ㄱ. 일로 좌죄야 드리티여 어렵살야 몸 니 (坐是沈滯坎坷終身) <小學

5:53b>

ㄴ. 革이 어미를 업고 환난을 도야 어렵살  초 디내여 (革負母逃難 

備經險阻) <小學6:18a>

(69ㄱ)은 ‘쉽살-’, (69ㄴ)은 ‘쉽살-’, (70)은 ‘어렵살-’가 쓰인 예이다. (69ㄱ, 

ㄴ)의 ‘쉽살-’와 ‘쉽살-’는 앞서 살펴본 ‘쉽사리’와 형태상 관련이 있고 (70)의 

‘어렵살-’는 ‘어렵사리’와 형태상 관련이 있다. ‘쉽사리’는 ‘쉽살-’ 및 ‘쉽살-’에

서 ‘어렵사리’는 ‘어렵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66)의 ‘두립사리’도 비록 문증되지는 않지만 ‘*두립살

-’ 또는 ‘*두렵살-’가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모’

   (71) ㄱ. 見上委政非人 將危社稷 <충32a> 

ㄴ. 上位 왼 사 샤 社稷그을 마 모 시릴 <성종판>

ㄷ. 님금이 왼 사 샤 샤직을 마 몹시 실 <선조판>

ㄹ. 왕이 못슬 놈의게 졍 맛뎌 나라히 망게 되어시매 <영조판>

ㅁ. 왕이 못 놈의게 졍 맛져 나라히 망게 되어시매 <오륜>

(71ㄴ)의 부사 ‘모’는 ‘몯 # -+-긔(부사파생접미사)’의 구성에서 기원한 것

으로 제1음절의 종성 ‘ㄷ’이 탈락한 것이다(김영배 1972: 274, 志部昭平 1990: 

235).79) (71ㄴ)은 “임금께서 그릇된 사람을 쓰시어 사직을 이미 못쓰게 만드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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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정도로 해석된다.80) (71ㄷ)의 ‘몹시’는 15세기의 ‘모’에서 직접 변화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고 ‘몯 # -’에 부사파생접미사 ‘-긔’ 대신에 부사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한 ‘*모(<*모)’에서 기원한 것으로 추정된다(송철의 외 2006: 

418). 

  ‘몹시’는 18세기까지도 “못쓰게” 혹은 “나쁘게”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19세기 

들어 “매우 심하게”의 의미로 쓰인 예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

다.81)

▪ ‘배’

   (72) ㄱ. 雲呼曰 臣得從龍逢比干游足矣 <충7b>

ㄴ. 朱雲이 배 울오 내 龍逄과 比干과  가아 노뇨미 足다 고 <성종

판>

ㄷ. 쥬운이 배 울오 내 룡과 비간과  가 노로미 죡이다 고 <선조

판>

ㄹ. 크게 소여 오되 신이 디하의 가 룡방과 비간을 조차 놀미 죡도소이다 

대 <영조판>

ㅁ. 운이 크게 소여 오 신이 뇽방 비간을 조차 놀미 죡도소이다 <오

륜>

79) 송철의 외(2006: 418)에서는 중세어에서 ‘몯라-’와 ‘모라-’가 공존한 점도 ‘몯’의 ‘ㄷ’ 

탈락을 방증해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도 만히 달라 니 내 지블 라도 몯라로다’ (賣

吾廬而不可售) <二倫初43b>, ‘잠도 모라며 나모미 업스리라’ (初無欠剩) <金三2:34b>.

80) ‘모’는 �석보상절�에서도 한 예가 보인다. ‘아례나 뎌 太子 모 로리라 야’ 

<釋詳24:49b>. “아무렇든 저 태자를 못쓰게 만들겠다 하여” 정도로 해석된다. 

81) 19세기 문헌에서 ‘몹시’가 “매우 심하게” 정도의 의미로 쓰인 예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한편 19세기에도 ‘몹시’는 여전히 “못쓰게”, “나쁘게”의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ㄱ. 망초의 남에 돈을 몹시 요구 거시 나죵에 이로다 <明聖32b>

ㄴ. 텰편으로 셩인을 몹시 쳐 가죡을 벗기고 <주년102a>

ㄷ. 몹쓸 惡, 몹쓸 놈 惡人, 몹시 惡 <한불246>

ㄹ. 아 사을 몹시 구러 공을 도모며 <感應大文解04a>

   (ㄱ, ㄴ)은 ‘몹시’가 “매우 심하게”의 의미로 쓰인 예이고, (ㄷ, ㄹ)은 “못쓰게”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ㄷ)을 보면 ‘몹쓸’과 ‘몹시’가 모두 한자어 ‘惡’에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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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ㄴ, ㄷ)의 ‘배’는 “크게, 심히”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이다. 후대본인 (72ㄹ, 

ㅁ)에서는 ‘크게’로 언해되었다. 위의 예가 중세어 시기 문헌에 쓰인 유일한 예이

다. 그런데 고어사전에서는 �석보상절�에 쓰인 아래의 ‘내’를 부사 ‘배’가 쓰인 다른 

예로 언급하였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73) ㄱ. 波羅羅 내 됴 고지라 논 마리라 <釋詳19:17a>

ㄱ′. 波羅羅 薰花ㅣ라 혼 마리오 <月釋17:63b>

(73ㄱ)의 ‘내’를 ‘배’로 판독하여 (73ㄱ)을 “바라밀은 매우 좋은 꽃이라 하는 말이

다.” 정도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이는 잘못 판독한 것으로 동일한 한문 원문을 언해

한 (73ㄱ′)에서 이 부분이 ‘薰花’으로 언해된 것을 참고할 수 있다.82)

  한편 이 책에서는 부사 ‘배’ 외에 “크게, 심히” 정도의 의미를 부사 ‘’, ‘甚히’, 

‘’83) 등을 사용하여 표현하였다. 

▪ ‘’

  다음은 부사 ‘’를 살펴보겠다.84)

   (74) ㄱ. 崇雖除服 仍居墓側 <효25a>

ㄴ. 居喪 밧고 墓ㅅ 겨틔  사더니 <성종판>

ㄷ. 거상 밧고 분묫 겨틔  사더니 <선조판>

82) 이는 백채원(2010: 25)에서도 지적한 것으로 성조와 앞뒤 맥락 그리고 원문의 훼손 상태 

등을 근거로 ‘배’가 아닌 ‘내’라고 하였다. 성조를 살펴보면 중세어에서 ‘臭’를 의미하는 ‘내’

는 평성이고 주격조사는 거성인데 (73ㄱ)의 ‘내’는 상성이다. 따라서 (73ㄱ)의 ‘내’는 명사 

‘내’에 주격조사가 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72ㄴ)의 부사 ‘배’는 평성으로 서로 

다르다.  

83) 이 책에는 ‘’ <성종판, 열9b> 외에도 ‘’ <성종판, 충19a>, ‘이’ <선조판, 열9b>, 

‘이’ <선조판, 충19a> 등이 쓰였다. 

84) ‘’는 15세기의 여러 문헌에서 쓰인 예를 확인할 수 있는데 16세기 이후로는 거의 보이

지 않는다. 16세기 문헌에는 선조판 �삼강행실도�와 �몽산화상육도보설�(1567)에서만 보이

고 근대어 문헌에서는 중간본 �두시언해�와 �지장경언해� 두 문헌에서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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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아븨 삼 년을 고 인여 묘측의셔 사니 <영조판>

ㅁ. 슝이 거상을 고 인여 묘측에셔 사니 <오륜>

   

   (75) ㄱ. 至朔望猶奠張墳 徐終三年 <효35b>

ㄴ. 殷保ㅣ 朔望이어든  스의 무더메도 祭더라 <성종판>

ㄷ. 은뵈 삭망이어든  스의 무더도 졔더라 <선조판>

ㄹ. 삭망이면 스의 무덤의 졔고 셔즐은 스의 묘하의셔 삼 년을 치니라 

<영조판>

ㅁ. 삭망이면 오히려 스승의 무덤의 졔고 셔즐도  게셔 삼 년을 니 

<오륜>

   (76) ㄱ. 旽尙熾乎 旽亡吾乃亡 <충32b>

ㄴ. 辛旽이  盛얫니여 辛旽이 주거 내 주구리라 고 <성종판>

ㄷ. 신둔이 야 얏냐 신둔이 주게야 내 주구리라 고 <선조판, 동경대

본>

ㄷ′. 신둔이 야 셩얏냐 신둔이 주게야 내 주구리라 고 <선조판, 존경각

본>

ㄹ. 신둔이 그저 살앗냐 이 놈이 죽어야 내 죽을이라 고 <영조판>

ㅁ. 신둔이 그저 사랏냐 이 놈이 죽어야 내 죽으리라 고 <오륜>

(74ㄴ)~(76ㄴ)의 부사 ‘’는 각각 한문 원문의 ‘仍’, ‘猶’, ‘尙’에 대응하고 있다. 

먼저 한문 원문의 ‘仍’이 (74ㄴ, ㄷ)에서는 ‘’로 후대본인 (74ㄹ, ㅁ)에서는 “이

어, 여전히”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인(仍)여’로 언해되었다.85) ‘’가 이전의 

행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그리고 (75ㄴ)과 (76ㄴ)의 ‘

’도 (74ㄴ)과 같이 어떠한 행동 또는 상태가 전과 같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는 의미로 쓰였다. 해석을 해 보면 (75ㄴ)은 “은보가 초하루와 보름날이 되면 여전

히 (아비의 무덤뿐만 아니라) 스승의 무덤에도 제사를 지냈다.”로 (76ㄴ)은 이존오

85) 송철의 외(2006: 164)에서는 �오륜행실도�의 ‘인여’는 한문 원문의 ‘因’에 대응하여 쓰이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곳과 같이 원문의 ‘仍’에 대응되어 “이어, 곧이어”의 뜻으로 쓰인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현대어의 ‘인(因)하-’에는 후자와 같은 용법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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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병을 얻어 죽을 적에 “신돈이 여전히(아직도) (권력, 기세가) 성한 상태이냐 신

돈이 죽어야 내가 죽겠다.” 정도로 해석된다.86) 한편 (76ㄷ, ㄷ′)의 ‘야’와 ‘

야’는 이 책(선조판)에서만 보이는 어형이다.87)

  다른 예들을 좀 더 살펴보겠다.

   (77) ㄱ. 君羌胡之種 毒害天下猶未足邪 <열9a>

ㄴ. 그듸 되니 天下 毒 내요  낟니여 <성종판>

ㄷ. 그 오캐 식이니 텬하 모딘 독 내요 낟브디 아니냐 <선조판>

ㄹ. 너 오랑캐 씨라 텬하를 독해고 오히려 죡디 못여 나를 핍박고져 

냐 <영조판>

ㅁ. 너 오랑캐 라 텬하 독해고 오히려 죡디 못여 날을 핍박고져 

냐 <오륜>

  (78) ㄱ. 賊斷一臂 又斷一足 猶不屈 被害 <열33b>

ㄴ.   버히고   발 버휴  듣디 아니커늘 주기니라 <성종판>

ㄷ.   버히고   발 버효 듣디 아니커늘 주기니라 <선조판>

ㄹ. 도적이  과  달이를 버히되 오히려 짓기 마지 아니고 죽으니라 

<영조판>

ㅁ. 도적이  과  다리를 버히되 오히려 굴티 아니고 죽으니라 <오륜>

86) (76ㄴ)은 박진호(2006: 231)의 해석을 인용하였다. 

87) 선조대 �삼강행실도� 중에서 임진란 이전 판본에는 ‘야’가 쓰였고, 임진란 이후 판본에

는 ‘야’가 쓰였다. 이들의 내적 구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

사�에서 “다만, 그저”의 의미로 쓰인 ‘의여’, ‘여’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1) ㄱ. 마 이러면 여 힐후디 말라 (旣這般的時 休只管的纏張) <飜上52a>

ㄴ. 이믜 이러면 여 힐후디 말라 <老乞上47a>

ㄷ. 이믜 이러면 그져 여 힐우지 말라 (旣是這般 只管纏張) <老乞重上47b>

     (2) ㄱ. 네 갓고믈 조히 라 의여 긁빗기기 말라 (伱剃的乾淨着 不要只管的刮) <飜朴

上44a>

ㄴ. 네 갓기 乾淨히 고 그저 여 긁빗기디 말라 <朴通上39b>

  ㄷ. 네 기 乾淨히 홈이 곳 올흐니라 그저 여 긁빗기지 말라 (你剃的乾浄便是

了 不要只管的刮) <朴新1:43a>

   

   이곳의 ‘의여’, ‘여’는 백화문의 ‘只管’에 대응하는 것으로 “다만, 그저” 정도의 의미

를 가지는 부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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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ㄴ), (78ㄴ)의 ‘’는 앞에서 살펴본 (74ㄴ)~(76ㄴ)의 ‘’와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77ㄴ)은 “그대는 오랑캐의 씨로 천하에 독을 내었지만 오

히려[그래도] 부족한가?”로 해석할 수도 있다. (78ㄴ)은 “(왜군이 임씨의) 한 팔을 

베고 또 한 발을 베었지만 오히려[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므로 (임씨를) 죽였

다.”로 해석할 수도 있다. (78ㄴ)은 왜군이 임씨의 팔과 발을 베었으므로 자신의 

말을 들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자신의 예상과 달리 말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죽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후대본인 (78ㄹ)에서는 왜군이 자신의 팔과 다리를 

베었는데 오히려 왜군을 꾸짖고 있다. (77ㄴ)과 (78ㄴ)의 ‘’는 “오히려” 또는 

“그래도”의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오히려”와 “그래도”의 의미는 “여전히”의 

의미로부터 문맥상 파생된 것이다. 

  ‘’는 기본적으로 행동이나 상태가 전과 다름없다는 의미인 “여전히, 아직

(도)”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인데 특정한 환경 즉 선행절에 [역접] 또는 [양

보]의 용법을 가지는 연결어미가 쓰이고 후행절에 부사 ‘’가 있을 때 “오히려” 

또는 “그래도”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88)      

  다음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표10>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 ’의 의미89)

이조어

사전

고어사전

(남광우)

우리말

큰사전

김태곤

(2002)

고어대사전

(2016)90)

아직(도) ○ ○ ○ ○

오히려 ○ ○ ○ ○ ○

이내 ○ ○ ○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 연구에서는 ‘’의 의미를 “아직(도)”, “오히

려”, “이내” 등으로 처리하였다.91) �이조어사전�을 제외하면 ‘’가 “이내”의 의미

88) 연결어미 ‘-오’는 [전제], [발견], [역접] 외에 의미단락을 완결 짓는 용법을 가지고 있었

다(이현희 1994: 69). (77ㄴ)과 (78ㄴ)에 쓰인 ‘-오’는 [역접]의 용법으로 쓰인 것이다.

89) <표10>은 이성우(2015)에서 제시한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90) �고어대사전�에서는 ‘’의 의미를 ‘① 아직, 오히려, ② 아직도, ③ 이내’로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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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와 “이내”는 이전의 

행동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하나로 묶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의 의미는 “아직(도)”와 “오히려”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74)~(78)을 통

해 살펴본 ‘’의 의미와 같은 것이다.   

  중세어 문헌에서 ‘’가 가지고 있는 “여전히, 아직(도)”의 의미와 “오히려, 그

래도”의 의미는 ‘오히려’에서도 확인이 된다.  

   (79) ㄱ. 眞實로 너려 니거늘 네 오히려 아디 몯야 迷惑야 自然을 삼다 (眞

實告汝ㅣ어 汝ㅣ 猶未悟야 惑爲自然다) <楞嚴2:66a> 

ㄴ.  我와 法과 이슈믈 因야 二無我 니니 我 오히려 得디 몯거니 無

我ㅣ 어듸 이시리오(又因有我法說二無我 我尙不可得無我寧ㅣ存) <원각상

1-1:73a>

ㄷ. 天子ㅣ 오히려 蒙塵야 겨시니 東녁 해 긴 戈戟이 어드웻더라 (天子猶蒙塵 

東郊暗長戟) <杜詩初7:26b>

   (80) ㄱ. 王이 너교 뎨 長者ㅣ로 오히려 億千金을 리니 <月釋25:136b>

ㄴ. 비록 부톄 發明야도 오히려 能히 도라오디 몯니라 (雖佛이 發明야도 

猶不能返니라) <楞嚴4:58b>

ㄷ. 노 두듥도 오히려 고리 외 거시어니 엇뎨  기 기우로 슬흐리오

(高岸尙爲谷 何傷浮柱欹) <杜詩初6:43b>

(79)는 ‘오히려’가 “여전히, 아직(도)”로92), (80)은 “오히려”로 해석되는 예이다.93)

(79ㄱ)은 “진실로 너에게 말하였거늘 네가 여전히 알지 못하고”, (80ㄱ)은 “왕이 

91) 이승명(2002: 145)에서는 ‘’를 “오히려”, “더욱이”의 뜻으로 쓰인 부사라고 기술하였는

데 예를 보이거나 다른 설명은 없어 “더욱이”는 제외하였다.

92) ‘오힐 유 猶’(광주천자문 15b, 백련초해 16a)와 ‘오힌 동 同’(광주천자문 16a)이 참조된다. 

‘猶’의 옛 새김과 ‘同’의 옛 새김이 같은 어간 ‘*오히-’ 내지 ‘*오힐-’을 보여주고 있다(이현

희 외 1997ㄴ: 239).

93) 한자어 ‘猶’의 번역에 대한 고민은 이른 시기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암집� 제18권

(1574년 12월 6일)을 보면 ‘猶求友生’을 풀이하다가 유희춘이 “‘猶’자를 우리말로 풀이할 

때 흔히들 ‘오히려’라고 하는데 ‘그래도’라고 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말하고 선조도 이에 

동의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미암집�의 기록은 박진호 선생님의 교시(한국고전번역원

의 고전칼럼)를 통해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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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기를, 그가 장자인데도 오히려 억천금을 버리니”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94)

  이처럼 ‘’와 ‘오히려’는 비슷한 의미 영역을 가지고 있었는데, 16세기 이후로 

‘’는 ‘오히려’와의 유의 경쟁 끝에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오히려’는 단

어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의미 영역이 축소되어 현대어로 이어졌다. 근대어 

시기까지 보이던 “아직(도), 여전히”의 의미는 소멸하고, 현대어에는 “일반적인 기

준이나 예상, 짐작, 기대와는 전혀 반대가 되거나 다르게” 즉 “오히려”의 의미만 살

아남았다.  

▪ ‘새’

   (81) ㄱ. 婦養姑不衰 終無嫁意 <효5a> 

ㄴ. 싀어미 나날 새 孝道야 乃終내 다 남진  디 업더니 <성종판>

ㄷ. 싀어미 나날 새도이 효도야 내죵내 다 남진  디 업더니 <선조판>

ㄹ. 딘시 싀어미 효양기 게얼니 아니고 내 가 이 업더니 <영조판>

ㅁ. 효뷔 싀어미 봉양기 게얼니 아니여 내 가 이 업니 <오륜>

(81ㄴ)의 ‘새’는 한문 원문의 ‘不衰’에 대응하는 것으로 “꾸준하게” 또는 한결

같이” 정도로 해석되는 부사어이다. 후대본인 (81ㄹ, ㅁ)에서 ‘게얼니 아니-’로 

교체된 것이 참고된다.95) ‘새’는 다른 문헌에서는 보이지 않고 유일하게 이 

책에서만 보이는 단어이다.96)

94) 성종판에는 ‘오히려’가 한 예 보이는데 “오히려”의 의미로 해석된다. ‘曺氏 盛 저긔도 오

히려 乃終내 호려 다니 (曹氏盛時 尙欲保終)’ <성종판, 열11a> “조씨가 번성한 적에도 오

히려 끝까지 하려고 하였는데” 정도로 해석된다.

95) (81ㄹ, ㅁ)의 ‘게얼니’는 ‘게어르-’(<‘-게으르-’)에 부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중세어에서 어간 말에 ‘-/르’를 가진 형식은 접미사 ‘-이’와 결합할 때 ‘달이’(←다-) 식

으로 나타나는 유형과 ‘리’(←-) 식으로 나타나는 유형이 구분되었다. 이곳의 ‘게얼니’

는 ‘게으르-’와 관련된 파생부사가 전자의 유형(‘게을이’)에서 후자의 유형(‘게을리’)으로 바

뀐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송철의 외 2006: 30). 

96) 김명남(2010: 101)에서는 ‘새’의 어기인 ‘새’을 �훈몽자회�의 ‘菟 새 토, 蕬 새 

’ <訓蒙上4b>을 바탕으로 뿌리 없이 자라는 한해살이 기생식물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생

명력이 끈질긴 특성을 바탕으로 ‘새’이 “끈질기고 한결같고 꾸준하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새’으로 비유되어 ‘새’가 쓰이게 된 것

이라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새’의 ‘새’(HH)과 �훈몽자회�의 ‘새’(RH)은 성조가 다

르므로 이러한 추정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의 ‘새’과 �훈몽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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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보상

절�

�월인석

보�

�능엄경

언해�

�법화경

언해�

�구급방

언해�

�두시언

해�

�삼강행

실도�

‘즉자히’ 109 120 0 0 25 0 10

‘즉재’ 0 207 7 157 165 1 0

▪ ‘즉자히’

   (82) ㄱ. 卽日棄官歸家 <효21a>

ㄴ. 즉자히 그위 더디고 도라온대 <성종판>

ㄷ. 즉재 구시 더디고 도라온대 <선조판>

ㄹ. 즉시 벼을 리고 집의 도라오니 <영조판>

ㅁ. 즉일에 벼을 리고 집의 도라오니 <오륜>

(82ㄴ)의 ‘즉자히’는 한문 원문의 ‘卽’에 대응하는 것으로 “즉시, 곧”의 의미이다. 

중세어에서 ‘즉자히’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 어형으로 ‘즉재’가 있는데 ‘즉자히’와 ‘즉

재’는 신형과 구형으로 공존하던 어휘이다. 그런데 성종판에는 ‘즉자히’만 총 10회 

보이고 ‘즉재’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선조판에는 ‘즉재’와 ‘즉제’만 보인다. 

  다음은 15세기 문헌에서 ‘즉자히’와 ‘즉재’가 쓰인 빈도를 살펴보겠다.

<표11> ‘즉자히’와 ‘즉재’ 빈도97)

<표11>은 15세기 문헌에서 ‘즉자히’와 ‘즉재’가 쓰인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삼

강행실도�는 �석보상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

로 고영근(1995: 368)에서는 이 책의 원고 작성 시기를 �석보상절�과 비슷한 시기

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즉자히’, ‘즉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 ‘막다히’와 ‘막대’는 15세기 문헌에

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새’이 성조가 다르다는 것은 이현희 선생님의 교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 

97) <표11>은 이호권(2001)과 김명남(2010)에서 언급한 것을 일부 수정하여 작성한 것이다.



- 187 -

�석보상

절�

�월인석

보�

�능엄경

언해�

�법화경

언해�

�구급방

언해�

�두시언

해�

�삼강행

실도�

‘막다히’ 5 4 1 0 1 0 0

‘막대’ 0 0 0 0 0 38 4

<표12> ‘막다히’와 ‘막대’ 빈도

<표12>는 15세기 문헌에서 ‘막다히’와 ‘막대’가 쓰인 빈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삼

강행실도�는 �석보상절�과는 다르고 15세기 후반의 �두시언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살펴본 ‘즉자히’와 ‘즉재’의 사용은 문

체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포’

   (83) ㄱ. 積粟萬鍾 累裀而坐 <효2a>

ㄴ. 穀食을 萬鍾 싸며  포 오 안며 <성종판>   

ㄷ. 곡식을 만죵 사며 요 포 오 안며 <선조판>

ㄹ. 만죵 곡식을 흐며 자리 열이겹을 아 안며 <영조판>

ㅁ. 만죵 곡식을 흐며 자리 겹으로 안즈며 <오륜>

(83ㄴ, ㄷ)의 ‘포’는 한문 원문의 ‘累’에 대응하는 것으로 “거듭, 겹쳐” 정도의 의미

를 가지는 부사이다. (83ㄴ)은 “곡식을 많이 쌓아두며, 요를 겹쳐 깔고 앉으며” 정

도로 해석된다. 부사 ‘포’는 “거듭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에 부사파생접미사 

‘-오’가 통합한 것이다. 위의 예가 중세어 문헌에서 부사 ‘포’가 쓰인 유일한 예이

다. 

  다음은 “거듭되다”의 의미를 가진 동사 ‘-’가 쓰인 예를 살펴보겠다.

   (84) ㄱ. 모매 重 病을 맛나  디나며  파 床枕에 이셔 (或身遭重病 經年累月 在

於床枕) <觀音經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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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그리 나간 디 날이 니 그덧 이도 섭섭고 <인선왕후언간>

(84ㄱ)은 15세기 문헌인 �관음경언해�(불정심경언해)의 예로 “몸에 중한 병을 만

나 해 지나며 달이 거듭하지만 침상에 있어”로 해석된다. 중세어 문헌에서 ‘-’가 

쓰인 유일한 예이다. (84ㄴ)은 17세기 ｢인선왕후언간｣의 예로 “그렇게 나간 지 날

이 거듭되니” 정도로 해석된다. 

  근대어 문헌에서도 부사 ‘포’가 쓰인 예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포’는 ‘개-’, ‘긔

-’와 결합하여 ‘포개-’, ‘포긔-’를 형성하고(유창돈 1975: 320), 시간 명사 ‘날’

(日), ‘달’(月), ‘’(年) 등과 결합하여 ‘날포’, ‘포’, ‘포’ 등으로 쓰였다. 중세어 

문헌에서는 ‘날포’만 확인된다.

   (85) ㄱ. 쥬도  술와 차반 초와 서르 머거 며 블오 날포 야 (主人이 

亦自備酒饌야 相與飮啜야 醉飽連日야) <飜小7:17a>

ㄱ′. 主人도  스스로 술 차반 초와 서르 더블어 머거 醉며 블옴을 날포

고 <小學5:50a>

(85)은 16세기 문헌인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에 ‘날포’가 쓰인 예이다. 한문 원

문의 ‘連日’이 ‘날포’로 언해되었다. “여러 날을 계속하여” 즉 “날마다”의 의미로 쓰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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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에 대한 서지학적 분석을 통해 여러 

이본들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언해문의 차이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주요 국어학적 

특징을 검토함으로써 국어사적 의의를 논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필자가 직접 확인하고 수집한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총 60종이

다. 이 글에서는 60종의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각 판본의 초간

본 또는 초간본에 가장 근접한 판본을 대표로 삼아 언해문을 비교하였다. 본론에서 

밝힌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3장에서는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이본들을 서지학적 특성에 따라 계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계통도를 그렸다. 

  먼저 성종대 판본은 초간본 계통의 판본과 복각본 계통의 판본으로 분류된다. 초

간본 계통의 판본은 초간본을 직접 복각한 것으로 보이는 <A1>과, <A1>보다는 

후대에 간행되었지만 역시 초간본을 복각한 것으로 판단되는 <A2>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복각본 계통의 판본은 크게 네 종류로 분류하였다. 먼저 <A1>

을 복각한 것으로 경상도 지역의 관용 고문서를 재사용하여 간행한 흔적이 남아 있

는 <A1a>와, <A1a>를 복각한 것으로 임진란 직전인 1580년 무렵에 간행된 

<A1b>가 있다. 그리고 <A2>를 복각한 <A2a>와, 현재 가장 많은 이본이 전하

고 있는 만력 36년(1608년)의 내사기가 있는 <A2b>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선조대 판본도 초간본 계통의 판본과 복각본 계통의 판본으로 분류된

다. 초간본 계통의 판본은 크게 세 종류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모두 임진란 이전에 

간행된 것이다. 선조 12년(1579)에 간행된 초간본(<B1>)과, 1581년의 내사기가 

있는 판본(<B1a>), 그리고 <B1>과 <B1a>보다는 조금 더 후대에 간행된 것으

로 보이는 <B1b>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 복각본 계통의 판본은 다섯 종류로 

분류된다. 이들은 모두 임진란 이후에 간행된 것이다. 먼저 언해문에 ‘ㅿ’과 ‘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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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 쓰이고 있는 <B2>와, 이를 복각한 <B2a>가 있고 <B2a>를 복각한 

것으로 고종 19년(1882)에 반사된 기록이 있는 <B2b>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順治 十年(1653)’의 내사기가 있는 <B3>과, <B3>을 복각한 것으로 현재 가장 

많은 판본이 전하고 있는 18세기~19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B3a>로 분

류할 수 있다.     

  끝으로 영조대 판본도 초간본 계통의 판본과 복각본 계통의 판본으로 분류된다. 

먼저 초간본 계통의 판본인 평안도 감영판은 ｢열녀도｣ 20b의 언해문의 일부가 누

락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C1>과 <C2>의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초간본인 

<C1>과 달리 <C2>에는 ｢열녀도｣ 20b의 언해문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 다음으

로 복각본 계통의 판본은 <C1> 계통의 판본과 <C2> 계통의 판본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C1> 계통의 판본으로는 함경도 감영판(<C1a>), 무간기본①

(<C1b>), 한글 필사본(<C1c>) 등이 있다. 그리고 <C2> 계통의 판본으로는 강

원도 감영판(<C2a>), 황해도 감영판(<C2b>), 무간기본②(<C2c>) 등이 있다. 

  제4장에서는 언해문을 대상으로 번역 양상, 표기 및 음운, 형태 및 통사, 어휘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성종판부터 �오륜행실도�를 대상으로 언어의 통시적인 변화 및 

특징적인 언어 사실 등에 주목하였다. 성종판은 대영도서관본(<A1>)을 이용하였

고 선조판은 초간본인 동경대본(<B1>)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영조대 판본은 초간

본인 버클리대본(<C1>)을 이용하였고 �오륜행실도�는 규장각본(가람 古

170-Y51o)를 활용하였다. 

  4.1.의 번역 양상에서는 성종판부터 �오륜행실도�를 대상으로 전체 번역의 경향

을 살펴본 뒤 각 판본별로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4.2.는 표기와 음운

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먼저 표기에서는 각자병서 ‘ㅆ, ㆀ, ㆅ’, ‘연결어미 ‘-아’

의 표기, 분철 표기와 중철 표기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음운에서는 ‘ㅸ’의 변화, 

‘ㅿ’의 변화, ‘ㆍ’의 변화, 모음조화, 유음화, ㄷ구개음화, 원순모음화 등을 살펴보았

다. 성종판의 ｢효자도｣에는 ｢충신도｣, ｢열녀도｣와 달리 ‘ㅆ’이 ‘ㅅ’과 혼기된 예가 

보이지 않았고 ‘ㅸ’의 변화의 예가 보이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효자도｣의 원고 

작성시기가 ｢충신도｣, ｢열녀도｣에 비해 좀 더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

하였다. 4.3.은 형태와 통사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먼저 형태는 조사와 어미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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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 이본들 간에 나타나는 변화 양상을 기술하였다. 조사는 격조사와 보조사로 나

누어 논의하였고, 어미는 특징적인 일부 어미를 대상으로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통

사는 이 책에 쓰인 특징적인 형용사와 동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특징과 그들이 이루

는 특징적인 구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끝으로 4.4.에서는 어휘를 체언류, 용

언류, 수식언류로 나누어 의미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삼강행실도� 언해본

만 등장하거나 다른 문헌 자료에 있더라도 그 용례가 드문 어휘를 대상으로 살펴보

았다.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15세기 중세어에서 19세기 후기 근대어 시기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이본이 있는 국어사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문헌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문헌으로 국어사 전체의 흐름을 서술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효과적으

로 그 흐름을 보여 주는 문헌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 문헌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

다. 같은 원문을 대상으로 언해가 여러 번 이루어지고 그것이 수정되었다면 같은 

내용을 시대에 따라 어떤 어휘적・문법적 수단으로 다르게 표현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종류의 문헌들 중에서도 �삼강행실도� 언해본은 매우 긴 시간에 

걸쳐서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강행실도� 언해

본의 다양한 이본들을 아우르는 종합적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글

에서는 서지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삼강행실도� 언해본을 계통별로 분류하고 언해

문을 대상으로 번역 양상, 표기 및 음운, 형태 및 통사, 어휘의 변화를 살펴보았는

데 이러한 작업은 문헌 자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할 뿐 아니라, 15세기에서 19세기

까지의 국어의 변화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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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번

호
소장처 청구기호 판식 주요 특징

초

간

본

계

통

의

판

본

A1

1
김영중씨 

소장본

1冊, 四周雙邊,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효자도｣ 1冊.

2

영국 

대영도서

관

15113e.2  

1冊,  책 크기 

38.1×20.8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7.3×17.5cm,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표지 개장됨. 

｢충신도｣-｢효자도｣

-｢열녀도｣의 순서로 

되어 있음.

A2 3
성암고서

박물관
2-302

1冊, 四周雙邊,  

半葉匡郭: 

27.0×17.5cm,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표지 개장됨.

卷頭에 ‘宣賜之記’의 

內賜印이 있음.

A1

a

4
김걸씨

소장본

1冊,  책 크기 

38.5×21.5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5.5×16.4cm,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충신도｣ 1冊.

5
고려대학

교 도서관

만송 

貴296j

1冊,  책 크기 

37.7×21.7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5.0×16.5cm,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경상도 지역 관용고

문서를 재사용하여 

간행함.

6
고려대학

교 도서관

만송 

貴296

1冊,  책 크기 

38.0×21.6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6.1×16.0cm,  

표지와 서문이 모두 

떨어졌음. 

부분적으로 훼손이 

심함.

<부록> �삼강행실도� 언해본의 소장처 및 서지 정보

⑴ 성종대 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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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각

본

계

통

의

판

본

A2

a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7
고려대학

교 도서관

대학원 

貴296F

1冊,  책 크기 

40.3×22.0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5.6×16.3cm,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영인본으로 간행되었

음

8
고려대학

교 도서관

만송 

貴296C

1冊,  책 크기 

38.0×21.0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6.0×16.0cm,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A1

b
9

일본 

고마자와

대학 

濯足632

-2

1冊,  책 크기 

37.1×20.9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5.3×17.0cm,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서문은 없고 �속삼강

행실도� 신용개의 箋

이 붙어 있음.

A2

b

10
고려대학

교 도서관
貴296H

3冊,  책 크기 

38.0×21.6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6.1×16.0cm,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충신도｣ 1a(언해문)

가 없음.

여러 장에서 방점이 

탈락되었음. 

11
서울대학

교 도서관

심악古 

170.951 

Se63s

1冊,  책 크기 

37.3×21.5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4.1×16.2cm,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이인영 구장본.

표지 개장됨. 

여러 장에서 방점이 

탈락되었음. 

12

규장각한

국학연구

원

一簑 

古貴 

170.951

Se63s

1冊,  책 크기 

35.4×20.2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5.2×16.5cm,  

｢열녀도｣-｢효자도｣

-｢충신도｣의 순서로 

褙接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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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13
국립한글

박물관
한구928

1冊,  책 크기 

34.3×21.0cm, 

四周雙邊, 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충신도｣ 1冊.

｢충신도｣ 1a의 언해

문이 없음.

14

경남 

양산시

(경남유형

문화재)

1冊,  책 크기 

38.5×21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4.5×17.5cm,  

上下內向黑魚尾

｢열녀도｣-｢충신도｣

-｢효자도｣의 순서로 

묶여 있음. 

｢열녀도｣ 21장, ｢효

자도｣ 13장, ｢충신도

｣ 8장 총 42장만 있

음.  

15

경남 

양산시

(경남유형

문화재)

1冊,  책 크기 

37.7×22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5.2×16.7cm,  

上下內向黑魚尾

｢효자도｣ 1冊.

序文이 없음.

목록, 1장, 34장, 35

장의 일부가 補瀉되

었음.

분류
번

호
소장처 청구기호 판식 주요 특징

1

일본 

와세다대

학 도서관 

特別 

口-9 

1076

3冊,  책 크기 

30.4×20.8cm 

四周雙邊,  大黑口, 

上下內向花紋魚尾

책의 상단이 절단되

어 欄上에 있는 언해

문이 일부만 보임. 

서문 옆에 ‘己卯七月

日鄕校上’라는 墨書

가 있음. 

2

일본 

동경대학 

종합도서

관

A00-59

94  

3冊,  책 크기 

38.1×20.8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6.7×17.5cm,  

표지 개장됨.

⑵ 선조대 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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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간

본

계

통

의

판

본

B1

大黑口, 

上下內向花紋魚尾

3

중국 

북경대학

교 도서관

1冊,  책 크기 

38.2×22.2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4.5×16.7cm,  

大黑口, 

上下內向花紋魚尾

4
고려대학

교 도서관
貴296D

1冊,  책 크기 

38.3×21.7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5.7×16.4cm,  

大黑口, 

上下內向花紋魚尾

｢충신도｣ 15a, 16a 

낙장

5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법제사 

자료실 

乙7-764  1冊

6
러시아국

립도서관

1冊,  책 크기 

36.8×22.0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6.2×16.6cm,  

大黑口, 

上下內向花紋魚尾

｢충신도｣ 1冊.

｢충신도｣ 35장 중에 

27장만 있음.

B1

a
7

서울대학

교 

중앙도서

관

일석 귀 

170.951S

a44g

1冊,  책 크기 

38.2×22.2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4.8×16.6cm,  

大黑口, 

上下內向花紋魚尾

표지 안쪽에 내사기

가 있음.

‘萬曆九年八月日內賜

司瞻寺奉事林禮傑舊

續三綱行實一件 左副

承旨臣李’

8
일본 국립 

공문서관

子２４８

－０００

５

1冊,  책 크기 

28.1×20.3cm 

四周雙邊,  大黑口, 

上下內向花紋魚尾

四針眼釘法으로 개장

됨.

책의 상단이 절단되

어서 欄上의 언해문

이 거의 보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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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b

음.

9

규장각한

국학연구

원

古 

1149-12 

1冊,  책 크기 

39.3×22.3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6.1×16.7cm,  

大黑口, 

上下內向花紋魚尾

‘宣賜之記’의 印을 가

지고 있음. 

10

미국 

의회도서

관

1517 

S28 V1

1冊,  책 크기 

35.8×20.5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5.0×16.5cm,  

大黑口, 

上下內向花紋魚尾

선조대 �續三綱行實

圖�와 합본되어 있

음.

B2

11
고려대학

교 도서관

만송 B12 

A231H

3冊,  책 크기 

37.3×20.8cm, 

四周單邊,  半葉匡郭: 

白口, 24.8×16.9cm,  

上下內向花紋魚尾

변란이 四周雙邊으로 

되어 있는 곳과 판구

가 대흑구인 곳이 일

부 있음. 

12

계명대학

교 

동산도서

관

(귀)178.

1권채ㅅ

1冊,  책 크기 

36.8×22.6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6.2×17.3cm,  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侍講院’의 印記가 있

음. 

13
연세대학

교 도서관

고서(I) 

923.651

삼강행-

나

3冊,  책 크기 

32.5×22.2cm, 

四周單邊,  半葉匡郭: 

白口, 24.9×18.1cm,  

上下內向花紋魚尾

B2

a

14

규장각 

한국학연

구원

想白古貴 

173-Se6

3s

1冊,  책 크기 

37.4×22.0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4.6×16.9cm,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표지 개장됨.

영인본으로 간행되었

음.

15
규장각 

한국학연
奎138

1冊,  책 크기 

37.6×22.9cm 

‘侍講院’의 印記가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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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각

본

계

통

의

판

본

구원

四周單邊,  半葉匡郭: 

23.7×16.5cm,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16

계명대학

교 동산 

도서관

(이) 

178.1 

설순사

1冊,  책 크기 

37.0×24.3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4.3×16.8cm,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B2

b

17
고려대학

교 도서관

경화당 

B12 

A231A

1冊,  책 크기 

37.7×21.5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2.2×16.5cm,  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권말에 ‘壬午孟夏竹

樹校判’이라는 간기

가 있음.   

18
연세대학

교 도서관

923.651

삼강행

1冊,  책 크기 

37.7×21.5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2.2×16.5cm,  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표지 안쪽에 ‘光緖八

年五月 日 面講面試

入格 …’ 墨書가 있

음. 

19

계명대학

교 

동산도서

관

(고) 

178.1 

설순ㅅ 

1冊,  책 크기 

35.2×22.0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3.0×18cm,  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20

계명대학

교 

동산도서

관

(이) 

178.1 

설순ㅅ  

1冊,  책 크기 

36.2×22.5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3.1×16.8cm,  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21
국립한글

박물관
한구 285

1冊,  책 크기 

35.3×22cm 四周單邊,  

  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표지 안쪽에 ‘光緖八

年壬午五月 日 面講

面試入格 幼學 深鍾

海’ 墨書가 있음. 

22 일본 濯足 3冊,  책 크기 표지 개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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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고마자와

대 
636A

35.3×20.5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1.7×16.5cm, 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四針眼釘法으로 개장

됨.

23

성균관대

학교 

존경각

B09C-0

046

1冊,  책 크기 

37.7×21.5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2.2×16.5cm,  白口, 

上下內向花紋魚尾

영인본으로 간행되었

음. 

24
영남대학

교 도서관

192 

삼강행

1冊,  책 크기 

36.0×21.2cm, 

四周單邊,  半葉匡郭: 

白口, 24.5×16.6cm,  

上下內向黑魚尾

25
고려대학

교 도서관

만송 B12 

A231E

1冊,  책 크기 

35.0×21.0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3.5×17.0cm,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충신도｣-｢효자도｣-

｢열녀도｣의 순으로 

되어 있음.

26
고려대학

교 도서관

석주 B12 

A231

1冊,  책 크기 

36.8×21.1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3.6×16.9cm,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27

일본 

고마자와

대 

濯足 

636-1 

3冊,  책 크기 

36.0×23.2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3.5×16.3cm,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표지 개장됨.

28
충남대학

교 도서관

고서 

史.傳記類

-韓國人 

393

3冊,  책 크기 

37.0×22.3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3.7×16.7cm,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29 단국대학 연민,고 1冊,  책 크기 ｢충신도｣와 ｢효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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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a

교 

퇴계기념

도서관

172.1 

권279ㅅ 

上 

35.9×21.3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3.6×16.4cm,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16b까지만 있음. 

30
국립중앙

도서관

한古朝57

-가36

1冊,  책 크기 

36.4×21.1cm 

四周雙邊,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31
부산대학

교 도서관
2-7 58

3冊,  책 크기 

37.0×21.9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4.1×16.5cm,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32
전남대학

교 도서관

재전OC 

2H1 

삼11ㅈ 

1冊,  책 크기 

37.0×21.5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4.1×16.7cm,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33

건국대학

교 상허 

기념 

도서관

고173 소 

91

(고159삼

11)

1冊,  책 크기 

39.5×22.5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4.1×16.7cm,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34
연세대학

교 도서관

고서(I)9

23.651삼

강행판-

가

1冊,  책 크기 

36.2×21.6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3.8×16.4cm,  白口,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효자도｣ 첫 장에 

언해문이 없음.

계선이 떨어진 곳이 

많음.

35

일본 

가나자와 

시립도서

관98)

091.9.40

4(B30)

1冊,  책 크기 

37.3×23.8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4.2×17.2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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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번

호
소장처 청구기호 판식 주요 특징

초

간

본

계

통

의

판

본

평

안

도

감

영

판

C1

1

미국 

버클리대

학교 

동아시아

도서관

22.10

3冊,  책 크기 

41×24.5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5.5×19.0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刊記와 跋文 모두 

있음.

2

규장각한

국학연구

원

一簑 古 

170.951

-Se63s

1冊,  책 크기 

35.4×20.2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5.2×16.5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서문과 ｢효자도｣ 

목록, ｢효자도｣ 일

부가 결락됨.

刊記 있음. 

C2 3

성균관대

학교 

존경각

B09C-0

046a 

1冊,  책 크기 

38.7×23.3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6.0×18.0cm,  

卷末에 ‘歲在丙午

春箕營刊’이라는 

刊記가 있음. 

‘歲丙午春 行平安

36
국립중앙

박물관

구(購)-0

02437-0

0000

1冊,  책 크기 

37.5×23.5cm, 

四周單邊,  

上下內向黑魚尾

⑶ 영조대 판본

98) 이 책의 서지 사항은 김영호(2010: 48)에서 인용하였다. 이 책 외에도 김영호(2010: 48)에

서는 일본 시즈오카시 세리자와 게스케 미슬관에 [1書籍-89 (6089) M]과 [1書籍-92 (6092) 

M]의 2책을 더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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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道觀察使兼都巡察

使尹憲柱謹跋’ 跋

文이 있음.

4 고려대학

교 도서관

만송 

貴296A

1冊,  책 크기 

38.5×24.8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4.9×18.5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刊記는 없고, 跋文

은 있음.

복

각

본

계

통

의

판

본

함

경

도

감

영

판

C1

a

5

이화여자

대학교 

도서관

170설67

ㅅ

1冊,  책 크기 

37×21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4.6×17.5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권말의 2장이 탈

락되어 있어 刊記

를 볼 수 없음.

6

일본 

천리대 

도서관

282.1-

イ13

1冊, 책 크기:  

36.3×22.8cm. 

四周雙邊 半廓: 

25.0×18.0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北黃紙 表紙로 개

장됨.

� 二 倫 行 實 圖 � 와 

합본되어 있음. 

卷末에 ‘歲在庚戌

夏咸鏡道監營開刊’

이란 刊記가 있음

무

간

기

본

①

C1

b

7

규장각한

국학연구

원

一簑 古 

177-se6

3s

1冊,  책 크기 

37×23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5.1 

×18.4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부분적으로 훼손

됨.

序文, 跋文 없음.

8

규장각한

국학연구

원

古 

1149-3

1冊,  四周雙邊,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효자도｣ 4장부터 

｢열녀도｣ 29장까

지만 볼 수 있음.

9
숙명여대 

소장본

CL-VA 

170 설순 

삼 

1冊, 책 크기:  

37×24cm. 四周雙邊 

半廓: 24.5×19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효자도｣ 9장부터 

｢열녀도｣ 23장까

지만 볼 수 있음.

한 C1 10 국립중앙 한古朝57 1冊, 책 크기:  영조판의 언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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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필

사

본

c 도서관 -가490
27×16.1cm. 無魚尾, 

半葉 12행 20~25자

분만을 필사함.

1901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

강

원

도

감

영

판

C2

a

11

규장각한

국학연구

원

奎 12148

1冊,  책 크기 

40.6×24.8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5.3×18.6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卷頭에 이형좌의 

序文이 있음.

卷末에 刊記가 있

음.

12

계명대학

교 

동산도서

관

(고) 

178.1 

설순삼 

1冊,  책 크기 

40.0×23.8cm 

四周單邊,  半葉匡郭: 

25.2×18.4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卷頭에 이형좌의 

序文이 있음.

卷末에 刊記가 있

음.

황

해

도 

감

영

판

C2

b

13
고려대학

교 도서관

만송 

貴296G

1冊,  책 크기 

38.6×23.6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4.6×18.5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개장한 표지 뒤에 

‘庚戌三月二十六

日’ 라는 묵서가 

있음.

｢효자도｣의 目錄

題 아래에 ‘庚戌八

月海營開刊’이라는 

刊記가 있음. 

14

경북대학

교 

취암문고 

183-05
1冊,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효자도｣ 目錄 아

래에 ‘庚戌八月海

營開刊’이라는 刊

記가 있음. 

15
경북대학

교 도서관 

170.4 

설57ㅅ

(2)

1冊, 책 크기:  

37.4×23.3cm. 

四周雙邊 半廓 

23.8×17.9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간기 없음.

무

C2

c
16

경북대학

교 도서관 

古準貴 

170.4 

설57ㅅ(2

1冊, 책 크기:  

37.4×23.3cm. 

四周雙邊 半廓: 

序文 및 跋文 그

리고 刊記가 없음.

경상도 감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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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

본

②

)
23.8×17.9cm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간행된 것으로 추

정.

17

세종대왕 

기념사업

회

MA-01

-000006

42

1冊, 四周雙邊  

上下內向二葉花紋魚尾

跋文, 刊記 없음.

｢충신도｣-｢효자도

｣-｢열녀도｣의 순

으로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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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要旨＞

�三綱行実図�諺解本の書誌学的・韓国語学的研究

李相勳

  本稿は、現存する�三綱行実図�諺解本の様々な異本を調査・収集し、それらを系統

別に分類してその諺解文を韓国語史的に考察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三綱行実図�諺解本は、成宗代に初刊本が刊行されてから19世紀末まで、朝鮮王朝

のほぼ全期にわたって持続的に刊行・頒布された。儒教を国家の統治理念とする朝鮮

において社会秩序の維持を目的として刊行し続けたわけだが、何度も刊行される過程

で結果的に様々な異本が生じることとなった。このように時代を跨いで刊行され続け

たこの文献は、韓国語の通時的変化のありかたを見せてくれるという点で韓国語史研

究上の大きな価値を認めることができる。

  本研究のために筆者が直接確認し収集した�三綱行実図�諺解本は計60種である。本

稿ではこれらを系統別に分類し、各版本の初刊本またはそれに最も近いと考えられる

版本を代表として、諺解文の特徴を論じた。

  まず�三綱行実図�諺解本の様々な異本を、初刊本が刊行された時点を基準として成

宗代のもの、宣祖代のもの、英祖代のものに分類した後、書誌学的特徴によって更に

細分化し、相互の影響関係等を検討してそれぞれ系統図を作成した。

  次に諺解文を対象に、翻訳様相、表記と音韻、形態と統語、語彙変化について論じ

た。翻訳様相については、全体的な翻訳の傾向性を論じた後、各版本別にその他の特

徴を論じた。表記については各自並書、連結語尾「-아」の表記、文綴・重綴表記等

について論じ、また音韻については「ㅸ」「ㅿ」「ㆍ」の変化、母音調和、流音化、

ㄷ口蓋音化、円唇母音化等について論じた。さらに形態については助詞と語尾に分

け、異本間に現れる変化の様相を記述し、統語についてはこの文献で使用される特徴

的な形容詞と動詞を対象に、それらの特徴及びそれらが形成する特徴的な構文につ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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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重点的に論じた。最後に語彙については、この文献にしか見られない、あるいは他

の文献資料にあったとしても用例が乏しい語彙を対象として、体言類、用言類、修飾

言類に分けて、主にその意味変化について議論した。

  �三綱行実図�諺解本は15世紀の中世語から19世紀の後期近代語の時期にかけての多

くの異本を伝える、韓国語史上比類無い、特別な位置を占める文献であると言える。

同一の漢文原文を対象として何度も翻訳が繰り返されたため、その改訳様相から同一

内容を時代ごとに如何に表現したのかを、非常に長い期間にわたって確認することが

できる。書誌的特徴を中心に�三綱行実図�諺解本を系統別に分類し、諺解文の違いを

類型別に整理して主な韓国語学的特徴を検討した本研究は、この文献自体に対する

我々の理解を深めるにとどまらず、15世紀から19世紀にかけての韓国語の通時的研究

に寄与することが期待される。

キーワード: 三綱行実図、三綱行実図諺解本、三綱行実、諺解本、五倫行実図、成宗

版、宣祖版、英祖版、初刊本、覆刻本

学籍番号: 2011-30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