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辟瘟新方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어휘, 구문,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정 혜 린*

I. 서론

辟瘟方은 瘟疫1)을 막는 방법이 기록된 의서이다. 1653년 효종이 어의 安

景昌에게 명하여 이전의 벽온방을 상고하여 새로운 벽온방을 편찬하고 언해

하여 교서관에서 간행하도록 하 는데 그것이 辟瘟新方이다. 벽온신방
은 17세기 중 ․ 후반의 한국어를 반 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근대어 연

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벽온신방의 간행배경과 서지에 대하여는 三木榮(1955, 1956, 1985)와 

이성우(1981), 이현숙(200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2008)(이하 

이화여대 편(2008))에서 다룬 바 있다. 홍윤표(1982)는 서지, 표기와 음운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 다.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2009)는 벽온신방에 

대한 최초의 역주서로서 서지 및 간단한 어학적 검토내용을 함께 싣고 있

다. 이철용(1991)은 같은 벽온방류 의서에 속하는 간이벽온방, 분문온역

이해방을 벽온신방과 함께 묶어 음운, 표기, 어휘의 면에서 비교하 다. 

본고에서는 아직 지적되지 않은 서지 상의 특이 사항과 표기, 어휘, 구문, 

번역 양상 전반에 관한 특징을 더 다루고자 한다.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1) 온역은 고열, 두통, 발진, 복통을 수반하는 티프스성 질병이나 유행성감기류로 추

정된다(三木榮 1955/1991: 疾病史 28; 三木榮 1956/1973: 114; 이성우 1981: 549; 

이현숙 2008: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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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지

벽온신방은 벽온방류 의서에 속한다. 鄕藥集成方과 같이 조선 전기

에 간행된 의서에 벽온방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으나 온역이 유행하면서 벽

온방만 따로 간행할 필요가 생겼다(이현숙 2008: 238). 조선왕조실록에는 다

음과 같이 중종실록에 처음 ‘벽온방’이라는 말이 등장한다. 

(1) 如辟瘟方, 則瘟疫之疾, 易於傳染, 人多死傷, 故在世宗朝, 重惜人命, 飜以俚語, 

印頒中外, 今則稀罕, 故臣亦加諺解以刊｡-中宗 32卷, 13年(1518 戊寅) 4月1日(己

巳)

이는 同知中樞府事 金安國이 왕에게 청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

아 세종대에도 지금은 전하지 않는 벽온방이 간행된 일이 있었고 간행사업

에 김안국이 관여하 을 것으로 보인다.      

三木榮(1955/1991: 疾病史 28)은 辟瘟方書 간행 계통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개된 벽온방서는 다음과 같다. 중종대 1525년에 간행된 簡易辟瘟

方, 續辟瘟方,2) 1542년에 간행된 分門瘟疫易解方, 명종대 1550년에 간

행된 黃疸虐叱治療方, 명종대의 어느 시기에 간행된 疸虐易解方, 광해

군대 1614년에 허준에 의하여 간행된 新纂辟溫方, 1614년 허준에 의하여 

간행된 辟疫神方 등이다.

벽온신방은 이러한 이전의 벽온방들을 바탕으로 쉽게 다시 쓰여진 벽

온방이다. 1653년 봄 海西(황해도) 지방에 큰 瘟疫이 발생하자 효종이 벽온

방을 다시 간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 전말이 효종실록과 蔡裕後가 쓴 벽온

신방 서문에 기록되어 있다.

2) 三木榮(1955/1991)과 이를 따른 이현숙(2008)은 속벽온방을 간이벽온방과 같

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화여대 편(2008: 304)은 조선 후기 벽온방들이 모두 동

의보감을 저본으로 하여 축약 정리한 것이며 마찬가지로 벽온신방의 내용도 대부

분의 내용이 동의보감에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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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復陽曰: “村民不解用藥之方, 宜令諸醫, 抄出辟瘟俗方, 鄕人之所易知、所易得者

翻譯, 刊出數百本, 分送諸道宜矣｡” 上從之｡ 因命復陽進前, 問判中樞之病, 復陽

具陳實狀｡ - 孝宗 10卷, 4年(1653 癸巳) 2月25日(壬戌)

(3) 禮曹抄刊辟瘟諸方, 頒送諸道｡ - 孝宗 10卷, 4年(1653 癸巳) 2月27日(甲子)

(4) 臣趙復陽 以爲藥物不可以普濟 莫如備示其治法藥名｡ 禮曹判書臣李厚源 請令醫官 

就考辟瘟舊方 以增減之 印布中外｡ 上從之｡ 遂命御醫臣安景昌等 重加究閱慘以經

驗 量減其材料之難辨者 務增其俗方之易試者 仍諺譯其說 名之曰辟瘟新方｡ 令校

書館刊出 班于八路諸邑 使遐裔僻村 虽氓婦子 咸淂通解… - 辟瘟新方序

조복양과 이후원의 건의를 받아들인 효종은 어의 安景昌에게 명하여 이전의 

벽온방들[辟瘟舊方]3)을 상고하여 새로운 벽온방을 편찬하고 언해하여 교서

관에서 간행하도록 하 는데 실록의 기록으로 보아 간행은 이틀 만에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내용은 궁벽한 지역의 서민, 부녀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구하기 쉬운 

약재를 바탕으로 하여 알기 쉽고 실제로 쓰기 쉬운 치료법[俗方]을 뽑아 구

성하도록 하 다. 한문에 구결은 달려 있지 않은 것은 이와 같은 문헌의 성

격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구결은 한문의 의미파악에도 도움을 주지만 더 

근본적인 구결의 기능은 한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도

록 보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암송하는 텍스트 던 불교, 유교 경전에는 구결

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으나 의서와 같은 실용서에는 현결의 필요성이 그다

지 높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언해를 붙여 놓았고, 궁벽한 지방의 부녀자들

까지도 다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편찬되었기 때문에 이 책이 이용될 때 한

문 독해력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듯 기존의 여러 

벽온방류를 종합하여 실용적이고 쉬운 내용만을 추려내어 전달하는 것이 목

적이었기 때문에 의역 경향이 강한 편이며 때문에 한문 부분이 완전히 번역

되지 않거나 한문에 없는 부분이 언해 부분에 포함되기도 한 부분이 꽤 많

3) 三木榮(1955/1991: 疾病史 28)에서는 벽온신방의 서문에서 ‘辟瘟舊方’이라고 가

리킨 벽온신방의 근간이 된 문헌으로 간이벽온방과 신찬벽온방을 들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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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견된다. 또 직역에 얽매이지 않았으므로 유사한 한문 구문이 다양한 

구조로 번역되는 편이다.4) 

벽온신방은 크게 목판본과 활자본으로 나뉜다.5) 목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과 이화여자대학교 소장의 판본, 1654년에 경상도 천에서 간행된 

판본, ‘京城大學圖書館本’, 일본 ‘前間氏所藏本’6)이 있다. 규장각과 이화여대 

판본은 행격이 10행 20자이며, 천본은 9행 20자, ‘京城大學圖書館本’ 10행 

19자, ‘前間氏本’은 10행 17자이다. 활자본은 戊申字로 인쇄된 것으로 서울

대학교 가람문고, 고려대학교 화산문고, 만송문고에서 소장하고 있으며 행격

은 10행 17자이다. 

이화여대본은 臘藥症治方과 합철되어 있는데 규장각본과 비교했을 때 

크기 행격 등 책의 형태가 같고 오탈자 등도 같아 동일한 판본으로 보인다. 

三木榮(1956/1973: 113~114)은 ‘前間氏本’에 대하여 현종 5년경 간행된 
救荒撮要와의 합본으로서 海州版으로 추정된다고 하 다. ‘경성대학도서관

본’이라고 한 것은 10행 19자, 1책 18장으로서, 활자본인 서울대 가람문고본

(10행 17자, 1책 22장)과는 물론 다르며 목판본인 서울대 규장각본(10행 20

자, 1책 20장)과도 달라 현재 국내의 어떤 판본인지 알기 어렵다. 

활자본은 戊申字로 간행되었으므로 무신자가 제작된 후로부터 壬辰字가 

제작되기 전까지, 즉 1663년부터 1772년 사이의 어느 시기에 간행되었을 것

이다. 이화여대 편(2008: 307)은 조 즉위년에 ‘벽온신방’이 간행되었다는 

조실록의 기록으로 볼 때 조 즉위년에 간행되었을 것이라고 하 다. 이 

서술이 근거로 삼고 있는 실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泰億又言 “…今冬日暖如此, 明春有癘疫之慮｡ 曾聞宣廟朝, 有辟瘟神方, 孝廟

朝, 亦嘗印布其書｡ 蓋以諺文翻譯, 使之易知, 以大黃、松葉, 易得之藥, 爲之捄
濟, 民多蒙惠｡ 玉堂有此冊云, 謄送於八道, 布示民間何如?” 上從之｡) - 英祖 2卷, 

4) 이에 대하여는 6장에서 다시 다루도록 한다.

5) 목판본과 활자본은 차이가 거의 없고 표기상 몇 군데 다른 곳이 있다(김문웅 

2009: 44).

6) 三木榮(1956/1973: 113-114)에서 목판본(整版)인 ‘京城大學圖書館本’과 ‘前間氏本’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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卽位年(1724 甲辰) 11月 17日(丁巳)

선조대의 책이라고 한 辟瘟神方을 효종대에도 인쇄 반포하 고 그 책이 

아직 있으니 다시 베껴 보내자는 것이다. 辟瘟神方은 광해군대(1612년)에 

간행한 책인데 효종조에 인쇄한 책과 조조 당시에 인쇄한 책이 실록의 기

록대로 모두 辟瘟神方이라면 활자본 辟瘟新方의 간행기록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책을 베껴써[謄] 보내도록 하 으므로 활자본 간행기록으

로 보기 어렵다.7) 

그런데 조실록에 벽온방과 관련된 기록이 하나 더 나온다.

(6) 特下辟瘟新方一冊, 令五部謄書, 遍給都民, 仍命印送于八道、兩都｡ - 英祖 11

卷, 3年(1727 丁未) 閏3月12日(己巳)

즉위년의 기록과 달리 서명도 정확히 ‘辟瘟新方’으로 나온다. 특별히 왕이 

직접 결재를 하 다는[啓下] 기록과 즉위년의 경우와는 달리 베낀 것이 아니

라 판으로 찍어내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원래 있던 책을 새로이 활자

본으로 만들어 찍어내었다면 조 즉위년의 기록보다는 조 3년의 기록이 

그에 가까울 듯하다. 즉 벽온신방 활자본의 간행시기는 1727년으로 잡는 

것이 좋을 듯하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판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의 목판본이다. 1

책 20장이며 책 크기는 30.6cm×20.6cm이다. 사주쌍변이며 반곽이 21.6cm 

×16cm이다. 유계, 판심은 내향이엽화문어미, 판심제는 ‘辟瘟新方’이다. 규

장각본은 사용한 흔적이 별로 없고 보존 상태가 양호하며 장정도 꽃무늬로 

장식되어 있다(홍윤표 1982: 12~13; 이화여대 편 2008: 306~307).

내용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8)

7) 물론 조태억의 진상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효종대에 辟瘟神方을 

이용하 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를 따로 인출하 다는 기록은 없기 때문이다. 효종

실록의 기록이 辟瘟新方에 관한 것이므로 효종대에 辟瘟新方을 이용하 던 

것을 착각하 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여전히 조대에 남아 있었던 책

이 辟瘟新方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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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목명 언해 내용 하위항목

1 瘟疫病源 시병 되 근원이라 온역의 원인 1개

2 瘟疫表證宜汗
시병 긔운이 밧 인 증의 맛

이  내라

발병 후 3일 이내의 

환자에 대한 처방
9개

3 瘟疫半表半裏宜

和解

시병 긔운이 반은 밧긔 잇고 반

은 안 인 증 맛당이 긔운

이 됴화여 병이 플리게  
니라

발병 후 4~5일째의 

환자에 대한 처방
2개

4 瘟疫裡症宜下

시병 긔운이 소게 드런 증의 

맛당이 대변을 통여 긔운을 

리오라

발병 후 6~7일째의 

환자에 대한 처방
16개

5

瘟疫發黃面目身

體 皆 黃 小 便 亦

黃…

시병으로 치며 눈이며 온몸이 

다 누로며 오좀이  누로
니…

발황 증상과 처방 1개

6

大頭瘟其證頭痛

腫大如斗或潰裂

膿出…

대두온이란 증은 머리 알프며 크

게 붓기 말 니 혹 헤여 뎌 

고롬이 나고…

대두온의 증상과 처

방
4개

7 瘟疫禳法 시병의 양 법이라 부적 등  3개

8 瘟疫辟法 (없음) 민간 벽온법 12개

9 不傳染法
시병이 의게 뎐티 아니
법이라

병자를 대하면서도 

전염되지 않는 방법
5개

10 禁忌 병 사의 금긔 법이라
온역병자의 食餌 금

기 사항
4개

<표 1> 벽온신방의 내용  구성

8) 三木榮(1956/1973: 114)와 이성우(1981: 550)은 본고와 같이 <瘟疫發黃…>, <大頭

瘟…> 항목을 독립된 항목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들 항목명이 비교적 길고 자세해

서 이현숙(2008: 252)와 같이 독립된 항목으로 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瘟疫發黃…>은 하위항목으로 볼 것도 하나밖에 되지 않고 내용상 자세한 처방까

지 붙어 있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들을 <瘟疫裡症宜下>의 하위항목으로 볼 경우 형식상 첫 줄이 한 자 

내려적혀야 하는데 두 항목 모두 첫 줄을 한 자 내려적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大頭瘟…>이 항목명이 길기는 하지만 내용상으로도 이것이 하위항목

들을 포괄하고 있으며 분량도 꽤 된다는 점에서 이전 항목의 하위항목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이 두 항목을 독립된 항목으로 

보았다.



　 辟瘟新方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237

二字 一字 二字 一字 항목명-

한문□□□□□□□□□□□

▽▽▽▽▽▽▽▽▽▽▽▽▽▽▽

하위항목-
한문▽▽▽▽▽▽▽▽▽

□□□□□□□□□□□□□□□

▭▭▭▭▭▭▭▭▭▭▭▭▭

(

하위항목 상술 부분-

언해)▭

▷▷▷▷▷▷▷▷▷▷▷▷▷

하위항목-

언해▷▷▷▷▷▷▷

▯▯▯▯▯▯▯▯▯▯▯▯▯▯
(

하위항목 상술 부분-
한문)▯

◇◇◇◇◇◇◇◇◇◇◇◇◇

항목명-

언해◇◇◇◇◇◇◇◇

<표 2> 벽온신방의 형식  구성

위와 같이 총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병의 원인을 기술한 

부분(1번), 병의 진행단계에 따라 처방법을 기술 부분(2~4), 특정 증상에 대

한 처방법을 기술한 부분(5~6), 기타 부분(7~10)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한문으로 된 항목명과 그에 대한 언해, 하위항목(한문)과 

하위항목 언해로 구성되며, 2a면, 6b면과 같이 하위항목을 더 자세히 설명

하는 경우도 있다. 형식적 구성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주로 각 항목명은 태두하여 적혀 있으며, 5, 6번 항목과 같이 항목명이 

한 줄이 넘어갈 경우에는 둘째 줄부터는 한 자 내려적었다. 항목명에 대한 

언해는 개행하여 두 자 내려적었다. 하위항목의 한문 부분은 한 자 내려적

었고 2줄 이상이 될 경우에는 계속 한 자 내린 상태에서 평행하게 이어 썼

다. 하위항목에 대한 언해는 항목명 언해와 마찬가지로 두 자 내려썼다. 하

위항목 상술 부분은 하위항목의 한문 옆에 개행하여 두 줄 내려적었으며 하

위항목과 상술부분의 언해는 그 옆에 차례로 두 줄 내려적었다. 즉 이 문헌

의 언해 부분은 모두 두 줄 내려적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에서 벗어나 불규칙한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좀 발견

된다. 특히 첫 번째 항목인 <瘟疫病源>이 다른 항목과 매우 다르다. 항목명

도 다른 항목명과 달리 한 자 내려적고 있고 항목명 언해도 註처럼 小字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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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여져 있는 것이다. 또한 그것을 풀이하는 하위항목은 태두되어 있다.9) 

이외에 항목명이 불규칙한 경우는 17a면의 <禁忌>로, 내려적지 않아야 

할 곳인데 내려적혀 있다. <禁忌>는 아홉 번째 항목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

니라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독립된 항목명으로 보아야 하므로 태두되어야 

한다. 항목명 언해가 불규칙한 경우는 <瘟疫辟法>의 경우로, 언해 부분이 

아예 생략되어 있다. 하위항목이 불규칙한 경우는 <瘟疫半表半裏宜和解>의 

첫 번째 하위항목인 5a면의 ‘得病四五日…’로, 5a면의 마지막 줄 ‘宜…’는 

다른 곳들과 달리 두 줄 내려적혀 있다. 

오탈자에 대한 언급은 홍윤표(1982: 13)에서 대부분 지적되었으므로 생략

한다. 김문웅(2009: 44~45)에서 지적하 듯이 목판본과 활자본은 오자까지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만히 어터[더]’(목판본 3a, 활자본 3a), ‘덥게 여 

며[머]그라’(목판본 4a, 활자본 4b), ‘우믈믈 반 잔을 [] 머그라’(목판본 

8b, 활자본 9b) 등이다.

이 문헌은 오탈자도 꽤 발견되고 태두법 등 체재 상 불규칙한 부분도 보

이므로 홍윤표(1982)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초간본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3. 표기 및 음운

 

이 문헌은 분철표기기 많이 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체언과 조사 사이에

서는 많은 경우 분철되고 있다. 간혹 ‘고티니’(3a), ‘닙플’(8a), ‘그

로’(13a) 등과 같은 중철표기도 종종 보인다.

모음과 관련된 표기와 관련하여 모음조화를 어기는 표기가 꽤 나타난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9) 이러한 특징은 첫 번째 항목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첫 번째 항

목명은 卷首題 바로 다음 줄에 쓰여져 있는데 태두된 권수제 옆에 첫 번째 항목

명도 태두하여 쓰면 시각적으로 어색하게 보일 수 있어 항목명을 일자공격 하 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편자는 이 항목을 치료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 병의 원인을 

설명하는 ‘머리말’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특수한 형식으로 썼을 가능성

도 있다.



　 辟瘟新方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239

(7) ‘더러온’(1b), 므(15b)

자음과 관련된 표기에서 특기할 것은 ‘ㄱ’ 약화 관련된 사항과 자음동화와 

관련된 것이다. 현대어에도 있는 ‘걸-’(濃)에 어미 ‘-게’가 붙은 ‘걸게’가 나

타났다. 

(8) ㄱ. 만히 어터 걸게 달혀 (3a)

   ㄱ’. 콧 굼게 걸게 면 (16b)

   ㄴ.  젼국을 걸에 달혀 더우닐 머그면 (구급방언해 하 50a) - 1466년

   ㄴ’. …밀 두 과 섯거 달혀 걸에 야 (구급간이방 6:63b) - 1489년

(8ㄱ)은 더 이상 유음 뒤에서 ㄱ 약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중세어 

시기에 간행된 의서들에서는 동일한 어형에 대하여 (8ㄴ)과 같이 ‘걸에’로 

나타났다. 

또한 ‘됸니라’(3a), ‘인니라’(3b), ‘복가’(4b)와 같이 자음동화가 반

된 표기가 나타난다. 

활음과 관련된 표기에서도 주목할 어형들이 몇 있다. 이 문헌의 독특한 

표기 중 하나로 ‘쳔’을 들 수 있다. 한자어 “개천(開川)”을 뜻하는 것으로 

이 문헌에서는 ‘溝渠(도랑)’의 번역이다. 18세기 한 두 예를 제외한 다른 문

헌에서는 대부분 ‘쳔’으로 나타나는데 이 문헌에서는 ‘j’가 빠진 형태가 

나타났다. 

‘재채기’를 뜻하는 어휘는 여러 문헌에서 ‘욤, 옴, 츼옴, 
, 임’ 등의 다양한 표기로 나타나는데 벽온신방에는 ‘최옴’이 두 

번(1b, 11b) 나타난다. 세 번째 음절의 원순성에 이끌려 두 번째 음절에 

‘w’가 첨가된 듯 보인다. 

4. 어휘

독특한 어휘로 “다섯 홉(五合, 半升)”을 뜻하는 ‘다’, ‘다솝’이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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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ㄱ. 믈  되 다 브어 칠 홉 되게 달혀 즈의란 리고 (2b)

   ㄴ. 파  밋 스므 낫과 니 다솝과 달혀 쥭을 쑤고 (3b)

   ㄴ’. 믈  되 다솝 브어 강 세 편과 대쵸 둘 녀허 (6a)

   ㄴ”. 믈  되 다솝과 강 세 편 대쵸 둘 녀허 (7a)

(10) ㄱ. 사 젓과 三年 무근  各 닷홉과 섯거 라 (구급방언해 상 3a) - 

1466년

    ㄱ’. 미  되예  두 되 닷홉이 나고 (신간구황촬요 10a) -1686년

    ㄴ. 흰   되 닥곱을  번 씨서 (신간구황촬요 보 12b) -1686년

(11) ㄱ. 왼 편 다리예 印 친 보람잇 다에 졀다 블친   필을 (청어노걸대 

6:1b)

    ㄴ. 다습 五歲生 (한불자전 463)

이들 어형은 ‘닷#홉’의 융합형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급방언해와 신

간구황촬요에는 (10)와 같이 ‘닷홉, 닥곱’으로만 나타나고 ‘다, 다솝’과 

같은 어형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비슷한 어형이나 “다섯 살”이라는 뜻으

로 쓰인 ‘다’과 ‘다습’은 (11)와 같다.

“조금”의 뜻으로 ‘간(잠간, 잠)’이 쓰일 수 있음이 알려져 있는데 이 

문헌에도 ‘稍’의 번역으로 ‘잠간’이 쓰 다.

(12) 아므 나 잠간 덥게 여 머그되 - 不拘時稍熱服 (2b)

‘소솜’은 ‘沸’의 번역으로 “약을 달일 때마다 약이 끓어 솟는 일”을 뜻하는

데 한 예가 보인다.

(13) ㄱ. 다시  소솜 달혀 히 여 먹고 - 再煮一沸溫服 (3b)

    ㄴ. 다시 서너 소솜 글혀  혜디 말오 (구급방언해 하 96b) - 1466년

10) 잠정적으로 형태음소론적 형식이 삭감되어 한 단위처럼 긴밀해진 형태를 융합형

으로 부른다. 이 경우 삭감된 것은 단어 경계이다. 경계도 형태음소론적 단위, 

형식이라고 본다면 이를 융합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어 경계가 유지되었다

면 ‘다톱’으로 발음되어야 했을 것인데 이 경우는 단어경계가 삭감되면서 ‘다쏩

(솝)’으로 발음될 수 있게 된 듯하다. 원형식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지양(1998)의 단순융합형과 유사할 수 있으나 ‘다솝’의 경우는 음절의 삭감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므로 완전히 같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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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됴 술  과  열 스믈 소솜 글혀 (구급간이방 1:4a) - 1489년

    ㄷ. 수우레 녀허 두세 소솜 글혀 東녁 문 向야 머고 (간이벽온방 9b) 

- 1525년

    ㄷ’. 수우레 녀허 두세 소솜 글혀 녁문 야 머고 (분문온역이해방 

10b) - 1542년

    ㄷ”. 다시  소솜 두 소솜만 글혀 시겨 거든 (구황촬요 8a) - 1554년

    ㄹ. 파 세 줄기과  술  사발로  세 소솜을 달히 (마경초집언해 81b) 

- 17세기

    ㄹ’. 양의 앏다리 골슈  냥을 두 소솜 달히고 (두창집요 하 39b) - 1608

년 2예

(14) 강  조각과 됴 술  되예  세 소을 달혀 게 흘리라 

(마경초집언해 상 111b) - 17세기

‘솟-+-옴’으로 분석되는 파생명사인 이 단어는 앞에는 수관형사를 동반하고 

뒤에는 ‘달히-’, ‘글히-’와 같은 동사를 동반한다. 벽온신방에만 나오는 것

은 아니지만 비슷한 의서11)들에만 등장한다. 15, 16세기에는 (13ㄴ)~(13ㄷ)

과 같이 몇 예만 나타나다가 17세기에는 (13ㄹ)과 같이 마경초집언해의 

10예를 비롯하여 두창집요, 태산집요, 신전자취염소방, 구황촬요, 

신전자초방, 중수무원록 등에서 좀 더 많은 예를 보여준다. (14)과 같

이 마경초집언해에는 같은 뜻을 가진 ‘소’도 27예 등장하는데 이 문헌

에만 나타나고 다른 문헌에서는 같은 뜻의 ‘소’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 

어형은 현대어에서 “육수를 한 소끔 더 끓이세요”라고 할 때의 ‘소끔’과 용

법과 의미가 유사하다.

그 외에 현대어의 ‘군것질, 군말’ 등에도 보이는 ‘군’이 보인다.

(15) 군옷  을 펴고 더온 거스로 울면 - 以熱物隔衣一層熨之 (3b)

(15)는 “입지 않는 옷을 한 벌을 펴고 뜨거운 것으로 찜질하면”이라는 의미

인데 ‘군’에 해당하는 한자는 한문에 없고 언해자가 의역한 것으로 보인

다.12) 현대어에서는 잘 붙지 않는 ‘옷’에 ‘군’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아 현

11) 증수무원록의 경우도 검시지침서로서 법의학서로 분류될 수 있다.

12) 17세기 국어 사전(홍윤표 외 편, 1995)에도 ‘군’과 관련된 어휘는 ‘군말’과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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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어보다는 ‘군’의 분포가 넓은 듯도 하지만 이 문헌에 한 번 나오고 다른 

문헌에서도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에13) 현대어와 어떻게 같고 다른지 기술하

기 힘들다. 

(15)의 “찜질하다”라는 뜻의 ‘울-’ 역시 두창경험방, 구급간이방과 

벽온신방에만 나타나는 어휘인데 “다리다, 뜨거운 것으로 누르다”라는 뜻

을 가지는 한문의 ‘熨’을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최옴’(1b, 11b)을 비롯한 ‘욤’류들은 이들 어형 외

에 다른 예로 문증되지는 않지만 ‘-~츼-’를 어간으로 갖는 동사로부

터 온 파생명사들로 추정할 수 있다. 18세기까지는 ‘-옴, -’류의 어형들만 

나타나다가 19세기에 비로소 ‘-기’가 붙은 ‘기, 기’ 등으로 대체된 

후 어간이 소멸함으로써 현대어의 ‘재채기’는 더 이상 분석할 수 없게 되었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유사해 보이는 어형인 ‘즈츼기’(5a)는 “설사”를 의미하며 동사 ‘즈
츼-’로부터 왔다. ‘-옴, ’형의 명사는 없고 명사형은 ‘-기’가 붙은 ‘즈츼기’
뿐이다. 

‘보오’(9b)는 ‘盞’을 뜻하는 어형으로 이전 단계에 ‘보’ 다. 현대어의 

‘보시기’와 관련되는 어형인데 중간 단계를 상정하기 어렵다.

‘머리 쉿’은 ‘天門, 頂門, 囟門’ 등으로 번역되는 “정수리의 숨구멍”을 

뜻하는데 ‘’와 마찬가지로 모음 앞에서 ‘쉿’, 자음과 휴지 앞에서는 ‘쉿
구무’로 나타난다.

(16) ㄱ. 즉제 머리 쉿굼그로 드러 혈의 흐터뎌 - 卽上泥九散入百脉轉 (16b) 

온신방의 이 예뿐이었다. 다만 풀이에 ‘군옷[物隔衣]’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잘못

인 듯하다. ‘以熱物 隔衣一層 熨之’는 ‘뜨거운 것으로 군 옷 한 벌을 중간에 깔

고 찜질하다’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13)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편, 1991)에는 ‘군음’(청구 언 원본 19), ‘군’(송강

가사 이선본 11.속미인곡), 교학 고어사전(남광우 편, 1997)에는 ‘군마음, 군
음, 군말, 군’의 네 예만이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고어사전: 낙선재 필사본 

번역고소설을 중심으로(박재연 편, 2001)에도 ‘군’과 관련한 새로운 어휘는 보이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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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 즌려로 라 쉿구무 우 붓텨 세 번식 고 (두창경험방 60b) - 17

세기

    ㄴ’. 天門 쉿구무 (역어유해 상 32a) - 1690년

    ㄷ. 囟門 쉿구무 (역어유해-보 21a) - 1775년

    ㄷ’. 顖門 쉿구무 (방언유석 15b) - 1778

    ㄷ”. ?門 쉿구무 (몽어유해 상 11b)

(17) ㄱ. 즉재 숫굼그로 올아 百脈애 헤여디여 올마 (간이벽온방 5a) - 1525년

    ㄱ’. 즉재 숫굼그로 올아 애 혜여 디여 올마 (분문온역이해방 18a) - 

1542년

    ㄴ. 믈에 라 숫구무 우희 브티면 눈에 드디 아닌니라 (두창집요 하 35b) 

- 1608년

    ㄴ’. 아긔 머리 숫구무 우희 브티라 (태산집요 75b) - 1608년

(18) ㄱ. 顖門百會 앏 쇽칭 숫구멍 (증수무원록 1:62a) - 1792년

    ㄴ. 신? 숫구멍 (광재물보 형기1b) 19세기

(16)과 같이 ‘숫구무~숫’도 나타나는데 ‘쉿구무’보다 대체로 이른 시기에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17)와 같이 18세기말부터는 위의 어형이 나타나지 

않고 오늘날의 ‘숫구멍’이 나타난다. 조선어사전에서는 같은 의미로 ‘숫구

녕, 쑥구넝, 숙궁기, 숙가대, 쑥구넝’과 같은 어형들을 들고 있다. 위 예들을 

보면 이들 어형이 字解류를 제외하면 대체로 의서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특히 (17ㄱ, ㄱ’)은 벽온신방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부분이다.

‘댱락’은 현대어의 “중지, 長指”를 가리키며 이보다 앞서 17세기 전반

기의 가례언해에 같은 어형이 나타났다. 15세기 말의 구급간이방에 ‘
가락’, 18세기의 몽어유해, 중수무원록, 을병연행록에 ‘댱가락’이 나

타났다. 같은 의미의 어형으로 15세기의 구급방언해 16세기의 간이벽온

방에 나타나는 ‘가온 가락’, 16세기 전반기의 태산집요, 가례언해의 

‘가온대 가락’ 등이 있다.

16세기 후반 이후로 ‘되-’(爲, 成)의 어간형태가 통일됨을 보이는데 여기

서도 자동사적으로 쓰인 ‘成’이 ‘되-’(되니 1b; 되게 2b)로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현대어와 마찬가지로 다른 문헌에서도 ‘곧-’은 ‘直’의 뜻으로, ‘굳-’은 ‘固’
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보통인 듯한데 이 문헌에서는 “뒷목이 뻣뻣하게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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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오는 것”을 ‘목이 고며’로 표현한 것이 독특하다. 

‘아츤설날밤’은 ‘除夜’의 뜻으로, ‘아츤(아)설날’은 ‘까치설날, 작은설날’
의 뜻이다. ‘앛-’에는 실제로 ‘적다’라는 뜻이 있다.

현대어로 “매우”라는 뜻으로 ‘이, 이’가 나타난다.

(19) ㄱ.  복셩화 가지 싸흐라 이 달혀 - 又取桃枝剉煮湯 (3a)

    ㄴ.  번의 다 돈식 이 달혀 - 每取五錢濃煎 (4a)

(20) ㄱ.  팟밋만 이 달혀 머그면 又濃煎蔥白 (3b)

    ㄴ. 이 달혀 덥게 여 먹으라 - 濃煎熱服 (4b)

홍윤표(1982)는 (19)과 (20)의 어형들 간의 관계를 Umlaut로 설명하 다. 

‘이>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Umlaut는 대체로 개재자음이 있어야 일어

나므로 이 설명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 어형과 ‘-’ 간의 유연성을 생

각할 때 ‘*>이’와 같은 변화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하향

이중모음이 존재했다면 ‘mʌji’(이)와 ‘mʌi’(이)는 발음상 차이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상도 방언에 이 ‘이’의 후속형으로 보이는 부사가 남아 

있는데 바로 ‘매애’이다. “방 쫌 매애 따까라(방 좀 제대로 닦아라)”와 같은 

문장처럼 “(대체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하여) 제대로, 확실하게”의 의미로 많

이 쓰이는 듯하다. 

‘젹젹’은 ‘稍稍’의 번역으로 “조금씩, 점점”이라는 뜻이다. 

(21) ㄱ. 닷 되 되게 달혀 젹젹 머그라 (9b)

    ㄴ. 글흔 믈을 쟉쟉 머기면 가니라 (두창집요 하5a) - 1608년

(21ㄴ)과 같이 17세기에 간행된 다른 문헌에서 비슷한 뜻으로 ‘쟉쟉’이 쓰

음을 알 수 있다. ‘젹젹’은 ‘젹-’의 어간이 중첩되어 부사가 된 듯하다. 오

늘날의 ‘작작’은 부정적인 맥락에서 쓰이게 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그러한 

예는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의 ‘작작’도 기원적으로는 ‘젹젹’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문헌에는 “처음에, 처음으로”라는 뜻으로 현대어와 유사한 아래와 같



　 辟瘟新方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245

은 어형을 사용하 다.

(22) ㄱ. 병긔운이 처음으로 머리 알커든 - 疫氣初覺頭痛 (3b)

    ㄴ. 시병 처음의 머리 알코 - 疫病新感頭痛 (4b)

  

중세어에서는 ‘初’라는 뜻으로 ‘처믜’를 널리 썼으나 17세기에는 ‘ㅿ’가 

소실된 후대형 ‘처어믜’를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쓰게 되었다. 한편 이

전에 쓰지 않던 ‘처음으로’라는 부사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5. 구문

인용의 기능을 하는 속격조사 ‘ㅅ’이 ‘ㄴ’으로 표기되는 인용표현이 나타

난다.

(23) ㄱ. 대두온이란 증은 머리 알프며… (11b)

    ㄱ’. 氣象이란 거슨 말과 거동이 가야오며 (소학언해 5:94a) - 1588년

    ㄱ”. 역이란 거슨 독이라 (두창집요 상 38a) - 1608년

    ㄱ‴. 제 아란 소옴 두어 주고 閔損이란 품 두어 주어늘 (삼강행실도-런

던 孝 1) - 1481년

    ㄴ. 이런로 大覺仙이랏 일후미 나시니라 (금강경삼가해 2:15b) - 1482년

    ㄴ’. 正憲公이 穎州ㅣㅅ 고 通判이랏 벼슬 엿거늘 (번역소학 9:4a) - 

1518년

    ㄴ”. 덕샹이 뎐하의 집 일이랏 말노 나 향야 니니 (유중외대소신서

윤음 03b) - 1782년

    ㄷ. 末伽黎의 네 가짓 죽디 아닌니라 논 거즛 어즈러운 論議 아니니 (능

엄경 2:54a) - 1461년

    ㄷ. 하나한 외다 논 病을 다 거더 려니 (몽산법어-송광사 47a) - 1577년

    ㄹ. 양통유(楊通幽)라는 도사가 찾아와(명황계감 서 1b_6) - 18세기

    ㅁ. 외국 말이나 고 외국에 유람이나 만이 엿다는 사만 화당으로 아

시지 말기를 바라오 (매일신문 4) - 1898년

(23ㄱ)은 인용표현의 한 가지로 (23ㄴ)과 같이 인용문 뒤에 쓰이는 속격조사 

‘ㅅ’이 ‘ㄴ’으로 표기된 경우이다. (23ㄱ‴)은 인용표현이 아니라 객어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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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는 주제의 조사 ‘(이)란’으로 보아야 한다. 즉 15세기에는 ‘ㄴ’ 표기가 

없고 ‘ㅅ’ 표기만 나타나나 16세기 이후부터는 점점 ‘ㄴ’으로 표기된 예가 

많아진다. 15세기에는 (23ㄷ)처럼 인용표현으로 ‘X’류로서는 ‘S 논’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S {혼, , }’ 등이 더 나타난다. 현대국어와 같이 

‘-다는’이 활발히 사용되는 것은 (23ㅁ)과 같이 19세기 말 이후이다.

다음과 같은 문장은 언해문만 보았을 때 다른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 중

의적인 문장이다.

(24) 만히 사디 못니 조심 거시니라 - 多致不救不可不愼 (17b)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살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제되지 못하는 데 이

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많은 경우 살지 못할 것이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야 한다. 

6. 번역 양상

6.1. 한문과 대응되지 않는 부분

앞에서 지적하 듯이 이 문헌에는 한문에는 있는 부분이 언해에서 빠져 

있거나 한문에 없는 부분이 언해 부분에 포함되기도 한 부분이 꽤 발견된

다. 

먼저 한문의 내용을 언해에서 빠뜨린 부분은 아래 밑줄 친 부분과 같다. 

(25) 如有鬼癘之氣 故云疫癘 或溝渠不泄 

    귀신의 긔운이 인 니 혹 쳔을 츠디 아녀 (1a)

(26) ㄱ. 人糞汁主天行瘟疫大熱狂走

사의 믈은 시병의 극히 열여 미쳐 헤디 증을 고티니 (7a)14)

    ㄴ. 竹瀝治時氣瘟疫熱盛煩燥 

        대기은 시병 열이 만여 답답 증을 고티니 (8b)15)

14) 7b. 8a, 8b, 9b, 12b면에도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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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6)의 경우는 한문 속에서 해당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도 파악하기 어

렵다. 주로 앞부분에는 동사 ‘治, 主’가 오고 뒷 부분에는 병의 증상이 온

다. 

한문에 없는 내용을 언해에서 포함시킨 경우로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다.

(27) ㄱ. 右作一貼 

       이 약을 싸흐라  복을 그라 (2b, 등)

    ㄴ. 右作一貼 入薑三片棗二枚 水煎服

       이를 싸흐라  복을 그라 믈  되 다솝 브어 강 세 편과 대쵸 둘 

녀허 칠홉되게 달혀 즈의란 리고 머그라 -  (6a)

위의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한문에 없는 부분을 언해에서 더 집어넣은 경우

가 꽤 많이 발견된다.16)

한문 구문을 그대로 반 하지 않고 의역한 부분은 더 많은데 다음과 같

은 경우이다. 

(28) 或溝渠不泄穢惡不修薰蒸而成者 혹 ㉠쳔을 츠디 아녀 더러온 긔운이 사의 

이거나  

    或地多死氣欎而成者 ㉡그  사 주근 긔운이 만커나    

    或官吏枉仰怨讟而成者 ㉢관원이 사오나와 원망이 만하도 되니

    其證使人痰盛煩熱頭痛 그 증은 ㉣담이 셩며 답답며 머리 알며 

    身疼增寒壯熱項强睛疼 몸이 알며 치우락더우락며 목이 고며 

눈망올이 알며 

    甚之聲啞或赤眼口瘡腮腫 목이 쉬며 눈이 블그며 입이 헐며 볼이 브으며

    喉痺咳嗽噴嚏 목 안히 범븨며 기과 최옴을 니라 

(1a)

(28)의 한문을 직역한다면 앞부분은 “혹 ㉠개천을 치우지 않아 더러운 기운

이 사람에게 쏘여 생긴 경우, 혹 ㉡그 땅에 사람 죽은 기운이 많아서 생긴 

경우, 혹 ㉢관원이 바르지 않아 원망이 많아서 생긴 경우는 그 증세가 사람

15) 보통은 ‘瘟疫’의 번역인 ‘시병’이 여기서는 ‘時氣瘟疫’의 번역이었을 가능성도 완

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16) 여러 책을 참고하여 편찬한 책이기 때문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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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 하여금 ㉣가래가 꽉끼고 답답하며…기침과 재채기를 하게 한다”로 번

역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언해에는 ‘혹 ㉠   거나 ㉡   거나 ㉢   아도 

되니 그 증은 ㉣   니라…’로 번역하고 있다.17) “혹~ 생긴 경우”라는 

반복되는 구성을 한 번만 번역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게 한다”와 같이 의

미상 꼭 필요하지 않은 사역구문을 과감하게 삭제함으로써 한문의 복잡한 

구조를 간단하게 간추렸음을 알 수 있다. 또 ㉣의 한문 부분에서 여러 증상

들을 나열하면서 ‘甚至’와 ‘或’이 섞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 문장은 직

역할 경우에 “사람들로 하여금~하며 ~하며 심하게는 ~하며 혹은 ~하는 데

까지 이르게 한다”로 번역될 수 있다. 한문 문장으로서는 긴 목적어들의 나

열이 한 번 끊어지고 운율도 생겨 읽기에 좋은 문장이 되지만 우리말로 바

꿀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구조가 되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오히려 장애물

이 될 수 있다. 편찬자는 이러한 장치들을 모두 제거하고 필요한 내용만을 

남겨 두었다. 

6.2. 체언류의 번역 양상

편찬자는 ‘瘟疫’을 ‘시병’으로 번역하고 있다. 본래 ‘온역’은 서두에서 살

펴본 것처럼 의학적으로 열성전염병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계절에 따라 유행

하는 돌림병을 의미하는 ‘時病’으로 번역한 것이다. 분문온역이해방에서는 

‘瘟疫. 瘟病’을 ‘덥단 병’으로 언해하고 있는데 ‘덥달-’은 ‘덥-’과 ‘달-’의 비

통사적 합성어이다. 

(29) 治傷寒疫頭痛增寒壯熱 샹한과 시긧 병여 머리 알며 치운 긔운이 

더으며 장 덥다는 증을 고티니라 -  (2b)

(29)는 벽온신방에 나타나는 ‘덥달-’의 예이다.

다음은 이 문헌에서 ‘병’으로 번역된 것들이다.

17) ‘되니’는 의미상 ‘시병이 되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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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疫癘         역녀의 병 (1a)    邪氣              병 (2a)

    時疫         시긧 병 (2b)    溫熱病, 瘟疫    시병긔운 (5b, 6a)

    鬼疫之氣     시긔 (13b)

한문의 일음절 한자를 언해에 한글로 음만 옮겨 쓴 경우가 있었다. 의학적

인 용어인 경우가 많았다. 

(30) 證, 症              증 (1b, 등)   痰(가래)    담 (1b) 

    服(한 번에 먹을 양)  복18) (2b)   熨    울면 (3b) 

구급방언해, 구급간이방 등과 같은 다른 의서도 이러한 특징을 보여준

다.

(31) ㄱ. 오직 입 안해 소 업스니 이 증이 곧 기중이니(구급방언해 상 12) 

    ㄴ. 그 이 마니와 다디 아니호 (구급간이방 1:38)

    ㄷ.  복애 서 돈식 야 (온역방 22)

    ㄹ.  신당을 구어 열케 울라 (마경초집언해 하 10b)

6.2. 용언류의 번역 양상

“병이 낫다”는 뜻의 한문 표현과 대응 번역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32) ㄱ. 病去 병이 리고 (2b)

    ㄴ. 差, 可, 愈, 易自止, 妙 됸니라 (3a, 3b, 11b, 12a)

    ㄷ. 良, 佳 (상황이) 됴니라 (4a, 4b, 8b)

    ㄹ. 效 효험 인니 (3b)

‘良, 佳’와 그 번역인 ‘됴-’는 분명 동사는 아니지만 “병이 좋아지다”로 

해석되는 (32ㄴ)과 달리 “(상황이) 좋다”로 해석될 수 있어 문맥상 “병이 낫

다”와 문맥적으로 같은 표현효과를 가질 수 있다.

다음은 ‘아니-’와 관련되는 예이다.

18) ‘貼’도 ‘복’으로 언해하 다.



250 冠嶽語文硏究 第34輯 　

(33) ㄱ. 모 사 아니 얼굴 잇니와 (능엄경 6:23a)

    ㄴ. 열이 그치디 아니 이 고티니 (10b)

(33ㄱ)의 중세어의 ‘아니’은 경우 ‘명사+조사’로 해석되지만 근대이후에 

꽤 많이 나타나는 ‘아니’은 ‘아니+’의 ‘어간+어미’로 해석될 듯하다. 

(33ㄴ)의 경우는 ‘’가 ‘ㅎ’로 교체된 경우이다.  교체된 종성의 ‘ㅎ’이 

‘ㄴ’이나 ‘ㅅ’으로 표기되면 ‘아닛(아닌)’이 되는데 여기서는 ‘ㅅ’이 표

기상 빠진 것이다. 

6.4. 부사류의 번역 양상 

 

‘須臾’도 두 가지로 번역되고 있다. 

(34) ㄱ. 져근덧 여 (2b)

    ㄴ. 이윽고 (9a)

‘이윽고’는 ‘이고’의 후대형으로 ‘이-’의 활용형이 어휘화한 부사이다. 

‘이야, 이슥야, 이고, 이슥고’는 어휘화한 부사이다. 

‘不拘多少’에 대한 번역을 그대로 직역하지 않고 ‘만히’로 번역하 다. 

(35) 炒黃不拘多少濃煎熱服   누로게 복가 만히 이 달혀 덥게 여 먹으라(4b)

“양에 구애 받지 않고 마음껏”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번역한 듯하다. 

‘許’는 ‘쯤,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자로 이 문헌에서는 ‘만치’로 

번역되었다.

(36) 取小豆許    만치, 小許    죠곰안치

‘죠곰안치’는 ‘죠고만치’가 과도한 분철표기로 인하여 나타난 어형이다. 

(36)에서 ‘取’는 마치 ‘以’처럼 언해가 되지 않았다. ‘將19), 持’와 같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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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도 어휘형태소로 해석되지 않거나 언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마치 현

대국어의 ‘갖고’가 문법화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6.5. 구문의 번역 양상

이 문헌에서 당위 구문이 다양하게 번역됨을 볼 수 있다. ‘(X)宜V’는 현

대어로는 일반적으로 “(x 경우에) v해야 한다”로 번역될 대표적인 당위구문

인데 이 문헌에서는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37) ㄱ. x의[처격] 맛이 v-라

       瘟疫表證宜汗 시병 긔운이 밧 인 증의 맛이  내라 

(2a)

    ㄴ. x에[처격] 맛당이 v-ㄹ 니라

       瘟疫半表半裏宜和解 시병 긔운이 반은 밧긔 잇고 반은 안 인 
증 맛당이 긔운이 됴화여 병이 플리게  
니라 (5a)

     ㄷ. x이니 맛이 v-ㄹ 거시니라

        此邪氣在表宜汗之 병이 밧 이시미니 맛이  낼 거시니라 

(2a)

(37ㄴ)은 중세어 시기에도 널리 쓰 던 당위 표현인 ‘ 디니라’ 내지 ‘홀 

띠니라’와 같은 것이다.

주제와 관련된 여러 표현을 보자. ‘X亦Y’은 간단히 현대역한다면 “x는 

역시 y”, 혹은 “x면 역시 y”가 된다. ‘역시’는 잘 생략되며 그 앞 요소는  

‘-은/는’이나 ‘-으면’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38) 取桃枝剉煮湯洗浴亦可    복셩화 가지 싸흐라 이 달혀 모욕면 됸니

라 (3a)

한문에서 계사로 처리되기도 하는 ‘是’의 경우도 주제 표현과 관련을 맺는

19) ‘將’의 경우 근대어에서 ‘다만’ 등의 허사로 언해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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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X是Y’의 경우 현대역 하면 “x는, 이는 y” 혹은 “x면 이는 y”이 되는

데 ‘이는’은 자주 생략된다. 이러한 전형적인 예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39) 大渴是熱毒入裡極盛 장 목 면 이는 열이 속에 드러 극히 셩이니 

(6b)

‘장 목 -’가 곧 ‘이’이다. ‘이는’이 ‘장 목 면’를 대체할 수 있

으며 ‘장 목 면’을 남겨 두고 ‘이는’이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은 ‘주제’
와 ‘조건’이 상호관련성을 보여준다. (38)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주제’의 

경우 구정보이고 ‘초점’은 신정보인데, ‘조건’의 경우 구정보에 가깝고 조건

의 대응되는 ‘결과’는 신정보에 가깝다는 공통성이 있다. 남풍현(2000)은 보

조사 ‘(으)ㄴ’에 대하여 ‘주제’와 ‘조건’을 함께 나타내던 형태 으나 ‘-면’이 

발달하게 되면서 서로 분리되었다고 한 바 있다. 

‘V+以X爲度’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다양한 문형으로 번역된다. 이 문헌

의 독특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다.

(40) ㄱ. 日二三服以病去身凉爲度  두세 복을 20) 병이 리고 몸이 식기로 

을 삼으라 (2b)

    ㄴ. 蜜水調服以差爲度 믈에  머그되21) 됴토록 을 삼으라 (10a)

    ㄷ. 不拘時日腹以差爲度 아므 예나 머그되 됴토록 머그라 (10b)

이 문형은 직역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되 X를 한계로 삼으라(한계로 삼아 

하라)”로 해석할 수 있고 결국 “어떤 행동을 하되 X할 때까지 하다”라는 의

미를 가진다. 어떤 행동을 어떤 시점까지 하라는 의미로 시점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래 선행에서 빼내어 뒤로 보내면서 주제화하 다. 즉 (40)의 한문

은 각각 “하루 두세 복을 먹되 병이 낫고 몸이 식을 때까지 하라”, “꿀물에 

타 먹되 좋아질 때까지 하라”, “아무 때나 먹되 좋아질 때까지 하라”로 해

20) ‘服’은 이 문헌에서 대부분 ‘먹-’으로 번역되었지만 여기서는 ‘-’로 번역되었다.

21) 이 문헌에는 여러 번 ‘머그되’가 등장한다. 최소 (2008: 72)는 ‘-으되’는 16세기

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근대국어 시기에 그 쓰임이 확대되었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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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될 수 있다. (40ㄱ)은 “~를 ~로 ~을 삼다”에 맞추어 이 문형을 가장 직역

적으로 번역한 경우이고 (40ㄷ)은 현대국어에도 이어지는 ‘~할 때까지’의 의

미를 가지는 ‘-도록’을 사용하여 “먹되 좋아질 때까지 먹으라” 정도로 번역

한 것이다. (40ㄴ)은 ‘-로’에 해당하는 ‘삼-’의 논항이 하나 비어 있어 문법

적으로 자연스럽지 못한 문장이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장이 사용된 것은 “~

하되 ~할 때까지 하다”의 의미를 갖는 ‘V되 -도록 V{-}’와 ‘V되 ~로 을 

삼으라’를 겹쳐서 사용한 데에서 기인한 듯하다. 

7. 결론

지금까지 벽온신방의 어휘, 구문, 번역 양상을 중심으로 어학적 검토를 

시도하 다.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1) 이 문헌은 서민들에게 반포하여 널리 쓰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

므로 의역 경향이 강한 편이며 한문 부분이 완전히 번역되지 않거나 

한문에 없는 부분이 언해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형식적 

구성상 규칙적이지 못한 부분이 나타난다. 

(2) 분철표기기 많이 되어 있는 편이며 종종 중철표기도 나타난다. 모음

조화를 일부러 어기는 듯한 표기가 꽤 나타나며, ‘ㄹ’ 뒤의 ‘ㄱ’ 약화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표기에 자음동화가 반 되기도 하

다. 활음과 관련하여는 ‘쳔’에서 ‘j’가 빠진 어형인 듯한 ‘쳔’이 

나타나고, ‘옴’에서 ‘w’가 역행동화된 듯한 어형인 ‘최옴’이 나

타났다.

(3) 독특한 어휘들이 꽤 나타났다. “다섯 홉(五合, 半升)”을 뜻하는 ‘다
’, ‘다솝’, 현대국어의 ‘소끔’과 유사한 ‘소솜’이 나타났다. 그밖에 

‘군옷’, ‘욤’, ‘즈츼기’, ‘보오’, ‘(머리) 쉿’, ‘락’, ‘곧-(固)’, 
‘울-’, ‘이, 이’, ‘젹젹’ 등의 어휘가 나타났다. 또 이 문헌에는 

“처음에, 처음으로”라는 뜻으로 현대국어와 유사한 어형이 나타나기도 

하 다. 



254 冠嶽語文硏究 第34輯 　

(4) 한문에는 있는 부분이 언해에서 빠져 있거나 한문에 없는 부분이 언

해 부분에는 포함된 부분이 꽤 발견된다. 한문 구문을 그대로 반 하

지 않고 의역한 부분은 더 많다. 매우 복잡한 한문 구조는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쉽게 이해되도록 하 다.

      ‘瘟疫’을 계절에 따라 유행하는 돌림병을 의미하는 ‘시병’(時病)으로 

번역해 놓았다. 한문 일음절 한자를 언해에 한글로 음만 옮겨 쓴 경

우가 있었는데 의학적인 용어인 경우가 많았다. “병이 낫다”는 뜻의 

한문 표현과 대응 번역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편이다. 근대국어의 ‘아
니’은 ‘아닛’에서 ‘ㅅ’이 탈락된 표기로 해석될 듯하다.

      ‘須臾’는 ‘져근덧 여’, ‘이윽고’, ‘不拘多少’는 ‘만히’로, ‘許’는 ‘만
치’로 번역되었다.

      ‘取, 將, 持’는 마치 ‘以’처럼 언해가 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이 문헌에서 당위 구문이 다양하게 번역되었고 주제 표현과 조건 

표현이 종종 서로 통용되었다. ‘以X爲度’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다양

한 문형으로 번역되었다.

  

벽온신방은 오탈자도 꽤 발견되고 공격 등 체재상 불규칙한 부분도 보

이므로 이것이 효종 4년 가을에 간행되어 나온 초간본인지는 확신할 수 없

다. 그러나 근대국어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본고에 있

는 많은 미진한 점들에 대하여는 후고를 기대한다.



　 辟瘟新方에 대한 국어학적 고찰 255

참고문헌

논저류

김문웅(2009), ｢《벽온신방》의 고찰｣, (역주) 신선태을자금단, 간이벽온방, 벽온

신방,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남풍현(2000), ｢조건법 연결어미 ‘-면’의 발달｣, 구결연구 6, 구결학회.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편(2008), (역주) 신선태을자금단, 간이벽온방, 벽온신방,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이성우(1981), 한국식경대전, 향문사.

이지양(1998), 국어의 융합형, 태학사.

이철용(1991), ｢瘟疫에 관한 醫書의 국어학적 연구｣, 한양 어문 6, 한양어문

학회.

이현숙(2008), ｢《언해벽온신방》과《언해납약증치방》의 역사적 의의｣, 한국문화

연구 14,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이현희(1994), 중세국어 구문연구, 신구문화사.

　　　(2009), ｢‘채’와 ‘째’의 통시적 문법｣, 국어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발표문, 국어학회.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2008), 고서해제 1, 평민사.

정혜린(2009),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구문 번역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천혜봉(1997/2005), 한국 서지학, 민음사.

최소 (2008), ｢연결어미 ‘-오’의 역사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윤표(1982), ｢《벽온신방》해제｣, 분문온역이해방 ․ 간이벽온방 ․ 우마양저염역

병치료방 ․ 벽온신방, 홍문각.

三木榮(1955), 朝鮮醫學史及疾病史, 발행지불명: 자가출판. [補訂版 - 三木榮

(1991), 朝鮮醫學史及疾病史, 京都: 思文閣.]

　　　(1956), 朝鮮醫書誌, 大阪: 三木榮版. [增修版 - 三木榮(1973), 朝鮮醫

書誌,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85), 朝鮮醫史年表, 京都: 思文閣.



256 冠嶽語文硏究 第34輯 　

사전류

남광우 편(1997), 교학 고어사전, 교학사.

민중서림편집국 편(1997), 한한대자전, 민중서림.

박재연 편(2001), 고어사전: 낙선재 필사본 번역고소설을 중심으로, 이회문화

사.

유창돈(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한글학회 편(1991), 우리말큰사전, 어문각.

홍윤표 외 편(1995), 17세기 국어 사전, 태학사.

참조 사이트 

디지털 한글박물관 http://www.hangeulmuseum.org/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