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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경 (馬經抄) 이본에 한 고찰

1)

이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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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태  시기

  2) 본

  3) 체제  내용

3. 마경  이본의 국어학  비교

  1) 표기  음운

  2) 형태  어휘

4. 결론

1. 서론

마경 는 말의 상(相)을 보는 법, 말의 질병과 그 치료법 등을 소개하는 내

용을 담고 있는 말에 한 수의학서(獸醫學書)이다. 이 책은 일부 내용을 제외

하면 체로 17세기의 마경 집언해(馬經抄集諺解)의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유사하다. 마경 의 이본으로는 목 본

과 필사본이 있다. 목 본은 휴 가 편리한 수진본의 형태인데, 이것은 당시 말

에 한 수의학서에 한 수요가 상당한 것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더구나 마경 가 필사본으로까지 만들어졌다는 은 그만큼 마경 가 

당시 매우 시되면서 동시에 리 쓰 던 책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서강 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어국문학 공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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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본은 김문웅․남권희(2002)에서 구교  박물  소장본(이하 구교

본, < _목>)을 상으로 하여 이미 다루어진 바가 있다. 그러나 < _목>은 상당 

부분의 낙장이 있어서 체 내용을 악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1)

1)< _목>의 낙

장 부분은 국립한 박물  소장본(이하 한 박물 본, <한_목>)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한_목>은 이 에 소개되지 않았던 것인데, 내용  체제뿐만 아니

라 목 본인 수진본(袖珍本)이라는 에서 < _목>과 동일하다. 다만 찢어진 부

분을 붙이면서 後四①의 첫 행이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반 쪽인 前

四⑧과 前五①의 이음 부분에서 배면(背面)으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2)2) 

필사본은 국립 앙도서  소장본(이하 국립 앙도서 본, <국_필>)이다.
3)

3)필

사본은 체재와 내용 면에서는 목 본과 큰 차이가 없지만 목 본보다 후 의 언

어 양상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마경 의 이본, 즉 목 본인 <한_목>과 필사본인 <국_필>을 

상으로 이들의 형태․서지  특징과 언어 양상을 비교하고자 한다. 형태, 시기, 

언어 양상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마경 의 이본들이 지 까지 함께 검토된 

바 없으며, 이들에 한 비교․검토를 통해 19세기 언어 양상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다는 에서 이들 이본에 한 비교 검토는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 된다.

2. 마경  이본의 형태․서지  비교

1) 형태  시기

앞서 언 했듯이 마경  목 본은 구교 본이 알려져 있었다. (1)은 한

박물 본의 형태 사항이다.
4)4) 

1) 김문웅․남권희(2002:246)는 < _목>이 체 지면 2장 정도가 낙장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_목>과 비교해 보니, < _목>은 이보다 더 많은 분량이 낙장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에 해서는 2장 참조.

2) 일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뒤에 소개할 <국_필>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앞서 밝힌 바와 같이 < _목>은 상당 부분의 낙장이 있는 것이므로, 본고에서 마경  
목 본이라고 할 때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_목>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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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제: 馬醫方

    권수제: 馬經抄

    11.6㎝×5.5㎝, 半匡 9.4㎝×4.5㎝, 7행 16자

그러나 다음의 <표 1>에 보듯이 모든 내용을 다 갖추고 있는 <한_목>에 비해 

< _목>은 상당 부분이 낙장이다. 마경 는 前一부터 前六까지, 그리고 後一부

터 後六까지 있으며, 각각 8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前一부터 前六까지는 

순서 로 이어지고, 다시 後六부터 後一까지는 역순으로 이어진다. 이  < _목>

은 前四부터 前六, 그리고 後六부터 後四까지의 내용이 낙장이다.

(순서) 6    5 ▼   4 3 2 1 (순서)

내지

(B)

前六 前五 前四 前三 前二 前一 내지

(A)⑧ ← ① ⑧ ← ① ⑧ ← ① ⑧ ← ① ⑧ ← ① ⑧ ← ①

표지

馬醫方

(B)

後六 後五 後四 後三 後二 後一 표지

馬醫方

(A)
① → ⑧ ① → ⑧ ① → ⑧ ① → ⑧ ① → ⑧ ① → ⑧

(순서) 7    8 ▲   9 10 11 12 (순서)

< _목> 낙장

<표 1> 마경  목 본(<한_목>)의 체제

다만 <한_목>의 경우도 아래의 (2)에 제시한 後四①의 첫 행이 분명하게 확인

되지는 않는다. 이는 前四⑧와 前五①의 사이, 즉 뒷면으로 보면 後五⑧와 後四

① 사이의 종이를 다시 이어붙이는 과정에서(<표 1>의 ▼▲ 표시 참조) 後四①

의 첫 행을 덮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부분은 前四⑧과 前五①

의 사이에서 배면(背面)으로 그 내용을 부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2) 입의 춤 흘니며 귀( )고 ()디( 곳)고 <마  後四①>5)5)

4) 김문웅․남권희(2002:242-243)에서 소개된 구교 본의 형태 사항도 이와 거의 같다. 다

만 반 (半匡)을 “9.4㎝×4.7㎝”라고 하고 표제를 ‘馬醫[  ]方’이라고 한 에서만 차이가 

있다.

5) (2)에서 (  )로 표시한 부분은 추정한 부분이다. 이에 응되는 <국_필>의 ‘닙의 츔 흘이

며 귀 르고 지 곳고 <국_필 10b>’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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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마경  목 본인 < _목>과 <한_목>은 동일 본

이며, <한_목>이 체 내용을 다 갖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김문웅․남권

희(2002)에서 추정한 마경 의 연 는 <한_목>에도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에서는 마경 가 “인쇄 상태와 표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18세기 말에

서 19세기 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242면)된다고도 하 고, “조선 후기 19세

기에 간행”(256면)되었다고도 하 다. 이 논의에서 목 본 마경 의 시기를 

18세기 말 이후로 본 것은 수진본이라는 책의 특성과 더불어 언어 양상을 고려

한 것이었다. 다만 언어 양상으로 볼 때 그것이 19세기의 어느 시기까지인지를 

특정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에서 필사본 마경 는 상당한 참고가 된다. <국_필>의 형태 사항

은 다음과 같다.

(3) 표제: 馬經方

    권수제: 馬經抄

    32.1㎝×17.0㎝, 14장, 행수와 자수는 일정치 않음.

이 책의 내지에는 조선총독부도서 의 인이 있고 필사된 종이의 뒷면은 책

력이다. 이를 통해 이 책의 필사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 ㉯ ㉰

   <그림 1> 조선총독부도서 의 인(㉮)과 뒷면의 책력(㉯, ㉰)

㉮를 보면 조선총독부도서 의 인 날짜가 昭和 8년(1933) 2월 15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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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이 책은 1933년 이 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와 ㉰는 필사된 

종이 뒷면에 있는 책력(冊曆)이다. ㉯에는 ‘大淸咸豐五年’, ㉰에는 ‘太歲在乙卯’라 

되어 있으므로 이 책력이 1855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국_필>은 1856

년 이후 1933년 이 에 필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

6)마경  필사본의 필사 시

기가 와 같이 추정될 수 있다면, 마경  목 본은 1856년 이 , 즉 19세기 

반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본

마경 는 말에 한 일종의 수의학서이고, 이러한 내용은 이미 17세기에 간

행된 마경 집언해에 집약되어 있다. 마경 집언해는 잘 알려져 있듯이 17

세기에 이서(李曙, 1580~1637)가 신편집성마의방과 마경  등의 책에서 

말의 질병에 한 요한 것을 뽑아 편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7)마경 집언

해가 이미 알려져 있는 여러 마의서들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기에, 마경 의 

6) 필사본에는 표지의 뒷면에 ‘乾南坤北离西同 三尺金花石蹊中 十步庚申五子丑 幻形易體可來

通’이라 되어 있다. 첫 구인 ‘乾南坤北离西同’은 주역(周易)의 ‘선천팔괘(先天八卦)’와 련

되지만, 체의 뜻은 알기 어렵다. 한 가장 마지막 면에 있는 골명도(骨名圖)의 좌측 

에는 ‘馬伊白何 百來吾부인百伯何人’라고 써 있으나 이 한 뜻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7) 이에 해서는 홍윤표(1983:1-2)를 참조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장유(張維)의 계곡선생

집(谿谷先生集)에 실린 <마경언해서>의 기록과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을 들어 마경

집언해의 자가 이서(李曙)라고 하 고, 그의 생존 연 에 맞추어 편찬 시기를 추정하

다. 여기에 더하여 국조인물고의 기록도 참조된다. 장유(張維)의 <마경언해서>에 따

르면, 이서가 경시(冏寺), 즉 사복시(司僕寺)의 일을 주 하면서 말의 치료에 심을 두었

고 그에 따라 마경언해를 찬술하 다고 한다. 그런데 국조인물고에 따르면 이서가 사

복시의 제조(提調)가 된 것이 정묘호란(1627) 이후라고 하니, 마경언해의 찬술은 1627

년 이후 이서가 사망한 1637년 이 이 될 것이다. 

   가. 국가에서 말을 기르는 정사는 모두가 경시[冏寺, 사복시(司僕寺)]의 할이다. 그런데 

완풍부원군(完豐府院君) 이공 서(李公曙)가 제조(提調)가 되면서, 마병(馬病)의 치료

가 어려운 과 마의(馬醫)들이 치료 방법에 어두운 을 늘 염려해 오던 나머지 일단 

《마경(馬經)》을 4권으로 간행한 다음, 다시 요한 내용만을 간추려 언어(諺語)로 

번역하고는 이를 새겨 리 유포시켰다(계곡선생집 권7).

   나. 정묘년[1627(인조 5)]의 난리에 임 이 강도(江都)로 피난가면서 공에게 명하여 남한

을 지키게 하 다. 이 물러가니 형조 서 겸 오 도총  겸 훈련도감, 원유사, 사복

시, 군기시의 제조(提調)가 되었다(국조인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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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이 반드시 마경 집언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아래의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마경 의 내용 부분이 마경 집언해의 내용에 

응된다는 , 마경 의 언해가 마경 집언해의 언해를 바탕으로 발췌한 

것이라는 을 고려할 때 마경 집언해는 마경 의 본이라고 볼 가능성이 

있다. 

다만 마경 의 다음 내용은 마경 집언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은 

내용상 일종의 구 방이라 할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목 본과 필사본에서 

모두 나타난다는 이다. 따라서 아래의 (4)는 목 본과 필사본이 동일한 본

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그 본이 마경 집언해와는 좀 다른 

성격의 것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보여 다.
8)8)

(4) 가.  의 치 후쵸 어 구석의 코 후쵸 업거든 소 을 복가 

코 니마희 모리 침으로 가족을 됴곰 고 양 됵이 가 그 궁

긔 고 두 귀 희 됵 듸 침으로 주어 피을 내고 디 흘 

흐로 주어 피 내면 죠흐니라 <한_목 前六①>

(4) 가′.  의 치 후 를 어 구석의 코 후  업거든 소 을 복가 

코 니마희 모리 침으로 가족을 됴곰 둛고 양  족이 가 그 궁

긔 고 두 귀 희 족 듸 침으로 주어 피을 내고 지 흘 

흐로 주어 피 면 죠흐니라 <국_필 8a>

(4) 나. 강 셜샤 듸 솔닙흘 론이 어 만히 먹이면 죠흐니라 <한_목 後

六⑧-後五①>

(4) 나′. 강 셜 듸 솔닙흘 나른니 어 만히 먹이면 조흐니라 <국_필 

9b>

8) 국립한 박물  소장자료강독회(2015. 7. 24.)에서 안동 의 이지  선생님은 마경 의 

본이 마경 집언해와는 달랐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는 지 을 하셨다. 당시에는 

본문의 (4)를 제외하면, 마경 의 언해가 마경 집언해의 언해를 발췌한 수 이었고 

원문을 잘못 이해하여 언해된 부분도 마경 에 보 기에, 마경 의 자가 마경 집

언해를 고려하지 않고 어떤 한문 본을 바탕으로 새롭게 언해를 하 다고 보기가 어렵

다고 생각했다. 재의 논문은 이러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마경 집언해와 마경  
사이에  다른 본이 있었을 가능성까지도 추정하는 입장이다. 이와 련하여 본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심사 원  한 분은 원래의 입장, 즉 마경 의 본이 마경 집언해
라고 하여도 무방하다는 견해를 주셨다. 재로서는 이 문제에 해 양쪽의 가능성을 모

두 열어 둘 수밖에 없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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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 믈 든 듸 암의졍 희을 즛두드려 덥게 구어 쳐고  무우쟝의

 구어 쳐라 <한_목 後二⑦>9)9)

(4) 다′. 가물 든  암의졍 희를 즛두드려 덥게 구어 처고  무우장의

를 구어 쳐라 <국_필 13b>

마경 집언해와 다른, 마경 의 본이 존재할 가능성은 다음과 같은 

에서 더 높아진다. 필사본에는 단순히 어휘를 한자 표기로 바꾸어 놓은 수 이 

아니라 내용을 한문으로 쓴 부분이 일부(1a~2b, 13b) 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의 

내용이 마경 집언해의 것과 다르고 목 본과는 일치한다는 이 주목된다. 

그  일부를 아래의 (5)에 제시하 다. 이 들은 마경 집언해의 한문 원문

과 필사본의 한문 원문이 다름을 보여주는데, 특히 (5라)의 가 그러하다.

(5) 가. 리 보라오며 고(尾欲茸細고) <마경 상:4a>

(5) 가. 리 보압고 고 <한_목 前一③>

(5) 가. 尾柔而細 <국_필 1a>

    나. 등히 둣겁고(乘鐙肉厚고)

(5) 가. 등이 둣겁고 <한_목 前一③-④>

(5) 가. 鐙子肉厚 <국_필 1a>

    다. 이 둘히 나면 일홈을 닐오 뇽의 삿기라 고(骨角이 雙生면 號曰

龍駒오) <마경 상:6b>

(5) 가. 이 둘히 나면 뇽의 삿기요 <한_목 前一⑥>

(5) 가. 兩角이 出면 龍의 삭요 <국_필 2a>

    라. 도 날은  불 티기과 코 이기과 피 이기과 블로 지지기에 긔

니라 은 과 일이오 녀은 인과 묘일이오 은 과 오일이오 겨

올은 신과 유일이라( 砧日은 馬善馬劃鼻行針徹血火烙니라 春은 亥子

日이오 夏은 寅卯日이오 秋은 巳午日이라 冬은 申酉日이라) <마경 상4:8a>

(5) 가. 믄 亥子 녀름은 寅인卯묘 을은 巳 겨을은 申신酉유니 이 날은 

9) 서강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콜로퀴움(2016. 5. 24.)에서 성호경 선생님과 조범환 선생님께

서는 (4다, 다′)의 ‘믈 든/가물 든’과 련하여 두 분 선생님의 지역 방언인 ‘가물치다’

(청송), ‘가무치다’(창녕)의 를 각각 말 해 주셨다. 두 분 선생님에 따르면 ‘가물치다’ 

혹은 ‘가무치다’는 “(다리가) 삐끗한 것” 혹은 “(다리가) 삔 것”을 뜻한다고 한다. <우리말

샘>에는 ‘삐다’의 지역 방언으로 ‘가무타다(경남), 가무치다(경북), 가무지다( 라), 가모끄

다/가무끄다(제주)’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들의 ‘가무, 가모’는 ‘閃腰 허리 믓다 <역어

유해_보 34>’와 련되는데, (4다, 다′)의 ‘믈/가물’도 이와 련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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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침을 갓가이 못고 <한_목 後二⑧>

(5) 가. 針日은 春亥子 夏寅卯 秋巳 冬申酉日 是日不可近針於馬身矣 <국_필 13b>

그런데 아래의 들에서 볼 수 있듯이 필사본의 필사 수  혹은 필사자의 언

어 의식은 그리 수  높은 것은 아니다.10)10)이러한 은 아래의 (6)처럼 목 본

의 오각(誤刻)까지 반 하여 필사한 라든가, (7)처럼 문맥을 잘못 이해하여 

필사한 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  다음의 (6)은 마경 집언해의 해당 부분을 보면 목 본의 오각(誤刻)

이 분명한데도 필사본에 그 로 반 된 이다. (6가)의 ‘’은 ‘’의 오각이고, 

(6나)의 ‘무’는 ‘두’의 오각이다. 

(6) 가. 〃 망올이 목궁긔 막히고 <국_필 12a>

(6) 가. 〃 망올이 목궁긔 막히고 <한_목 後三⑦> 

    가′.  올리 목굼긔 막히며(硬核塡喉며) <마경 하:63a>

    나. 말 무 코의 를 만니 쏘이라 <국_필 13a>

(6) 가.  무 코희 을 만히 쏘이라 <한_목 後二⑥> 

    나′. 와  두 코애 여(燒熏馬兩鼻야) <마경 하:117b>

<한_목 後三⑦> <국_필 12a> <한_목 後二⑥> <국_필 13a>

<그림 2> 목 본과 필사본의 비교

10) 다음에 살펴볼 (6)과 (7)의  외에도 아래와 같이 단순한 필사 오류도 종종 에 띈다.

가. 우히 길고 아가 져르면 못 쓰고 <국_필 3a>

나. 우히 뎌고 아 길면 세 뇌매오 <마경 상:10a>

    우히 져고 아래 길면 못 쓰고 <한_목 前二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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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7)은 문맥을 잘못 이해하여 필사된 이다. 

(7) 가.  그 우흘 진득이   르라 <국_필 10a>

(7) 가′. 그 우흘 딘득이 다  우르라 <한_목 後五③>

        열  울라(熱熨之라) <마경 하:10b>

(7) 나.  의 나 쥬라 <국_필 10a>

(7) 나′. 의 블나 <한_목 後五⑦>

(7)      우희 블라(吹入 上라) <마경 하:20a>

(7가)의 ‘ 르라’는 마경 집언해의 에서 보듯이 “찜질하다”의 의미를 가

진 어휘, 즉 ‘울-, 熨-, 질-’ 정도가 쓰여야 할 맥락이다.
11)

11)목 본에서와 

같은 ‘우르-’는 이 의미로 쓰인 가 확인되지 않지만, ‘울-’로부터 일련의 과

정을 거쳐 ‘우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다. 그런데 필사본에서는 

목 본의 ‘우르라’를 이해하지 못한 탓인지, 이를  다른 뜻인 ‘ 르-[壓]’로 

옮겨 놓았다. (7나)의 ‘나’는 마경 집언해의 에서 보듯이 “불다”의 의미

를 가진 어휘가 쓰여야 할 맥락이다. 목 본의 ‘블나’는 ‘블-[吹]’이 원순모음화

를 겪기 이 의 형태인 셈인데, 필사본에서는 ‘블-’의 ‘ㅡ’를 ‘ㆍ’의 잘못으로 

악한 탓인지 이를  다른 뜻인 ‘르-[塗]’로 옮겨 놓았다. 이러한 들은 필

사자가 목 본을 본으로 필사하는 과정에서 19세기의 표기 혼란상을 고려하여 

나름의 수정을 가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다음의 (8)은 앞의 (6)과 (7)의 상황이 복합 으로 작용한 이다. 

(8) 가. 後脚如瑟而美 <국_필 1a>

    나. 블리 젹고 뒷다리 비  고 곡디란  깁고 뒷다리 굽고(外腎 고 

腿如琵琶오 曲池深고 後脚欲曲이오) <마경 상:4b>

        뒷다리 비  여 곱고 <한_목 前一③>

마경 집언해는 ‘굽고’[曲]에 해당하는 부분이 목 본에서는 ‘곱고’로 되어 

11) 자료에서는 ‘다리우릴 데여 두 녀블 울라 <구방 상:25a>’, ‘두 녀블 熨고 <구방 

상:40b>’, ‘질다 熨 <한불>’ 등에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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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세국어 이래로 ‘曲’은 ‘곱다~굽다’로 해석되어 왔으므로
12)

12)목 본의 

는 문맥에 맞다. 그러나 (8가)의 필사본에서는 목 본의 ‘곱다’를 ‘曲’이 아니라 

‘美’로 필사하 다. 즉 (8가)는 마경  필사본이 마경 집언해와는 다른 한

문 원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면서 문맥에 한 정확한 이해가 반 되지 않았음을 

보여 다. 

이상의 들을 고려할 때, 마경 의 본과 련해서는 두 가지 가설을 세

워 볼 수 있다. 첫째는 마경 집언해의 한문 원문과 언해 부분을 요약하고 거

기에 두세 가지 구 방을 덧붙인 마경 의 본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게 보면 목 본은 이 본의 언해만을 반 한 것이고 필사본은 이 본의 언

해를 주로 반 하 으나 부분 으로 한문 원문도 참조하 다고 할 수 있다. 둘

째는 마경  본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경 집언해의 언해 부분

을 요약한데다가 두세 가지 구 방을 덧붙인 목 본이 있고, 필사본은 이 목

본을 필사한 것이되 마경 집언해의 한문 원문을 부분 으로 참조해 가며 혹

은 필사자가 목 본의 언해에 맞게 한문을 넣었다고 보는 것이다. 

재로서는 이 두 가설 모두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아래의 

<표 2>에 보이듯이 목 본에 보이는 목록과 본문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을 고려하면 마경 의 본이 존재했었다는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도 있

다. 만일 마경 의 본이 있었다면 그것은 마경 집언해가 간행된 17세기 

이후와 목 본이 간행된 19세기 반 이  시기 사이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체제  내용

목 본에는 본문
13)

13)외에 <馬醫方抄 目 >(後⑦~後⑧)
14)
이14)있지만, 필사본에

12) 세국어의 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妄 터 굽니(因妄而曲니) <능엄 1:44b>’, 

‘곱디 아니며(不曲며) <법화 6:13b>’

13) 마경 의 본문 항목은 별행(別行)인 경우가 일반 이다. 그러나 앞의 내용과 다른 내

용을 서술할 때에 행을 구분하지 않고 이어서 서술되어 있거나 ‘○’ 표시만을 한 경우도 

에 띈다. <표 2>에서는 마경 집언해를 참조하여 마경 의 본문 항목을 내용에 따

라 구분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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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마경 
마경 집언해 목 본

15)
15)

필사본 
본문 항목 목록

1  샹 보 법 (前一①) × [제목 없음] (1a) <相良馬歌>

2 죠흔  샹 (前一①~前一⑦)
묘흔  

샹
善馬相 (1a~2a) <相良馬法>

3 됴치 아니  샹 (前一⑦~前一⑧) 귀다리 

샹

不好馬相 (2a) <辨駑馬形狀法>

4 흉  샹 (前一⑧~前二②) 凶馬相 (2b) <相凶馬法>

5
세 가지 여 고 다 가지 못 샹 

(前二②~前二③)
삼니노

셰 가지 여 고 다셧 가지 

못 샹 (2b~3a)
<辨三羸五駑法>

6 쟝슈과 단명 샹 (前二④~前二⑤) 슈뇨샹 쟝슈단명샹이라 (3a) <相馬壽夭法>

7 니 보 법 (前二⑤~前二⑦)
니 보 

법
齒 보 法 (3a~3b) <相馬齒法>

8 모리털 길흉 (前二⑦~前二⑧) 모리 모리털 길흉 (3b~4a) <相旋毛吉凶歌>

9 오장병증 (前二⑧~前三⑤) 오장[병] 五腸病 (4a~5a) <定五臟形證歌>

10 세 가디  증 (前三⑥) × 三危病 (5a) <馬有不治三危>

11 여 가디 샹 증 (前三⑦~前三⑧) 팔샹 八条傷寒病 (5a) <辨馬八傷>

12
셜흔여 가지 닐고 눕고  병 

(前三⑧~前四⑦)

닐고 

눕 병
三十七条臥起病 (5b~6b) <馬有三十六般起臥病>

13 머리 좃 병 (前四⑦~前五②)
머리 

좁 병

머리 좃 병이라

(6b~7a)
<點痛論>

14 황증
“음신황은” (前五②~前五④)

황병 황증

“음신황은”

(7a~7b)
<馬患陰腎黄>

“심황은” (前五④~前五⑤) “심황은” (7b) <馬患心黄>

15 편신황 (前五⑤~前五⑦) × 편신황 (7b) <馬患遍身黄>

16 의치

“간경풍열이어나” 

(前五⑦~前六①)
의치 의치

“간경풍열이어나” 

(7b~8a)
<馬患骨眼>

“  의치” 

(前六①~前六②)

“  의치” 

(8a)
×

17 댱안 (前六②~前六④) 댱 쟝안병 (8a) <馬患內障眼>

<표 2> 마경  목 본, 마경  필사본, 마경 집언해의 내용 비교

는 <馬醫方抄 目 >에 해당되는 부분은 없다. 아래의 <표 2>는 이를 정리한 것

인데, 마경 집언해에서 해당되는 부분을 참고로 제시하 다. 

14) 이 목록은 목 본에만 있고 필사본인 <국_필>에는 없다. ‘馬醫方抄 目 ’ 아래에 한 로 

‘마의방료 목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료’는 ‘ ’여야 한다. 재로서는 이 부분이 

오각(誤刻)인지 탈획(脫劃)인지 알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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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마경 
마경 집언해 목 본

15)
15)

필사본 
본문 항목 목록

18 간경풍 (前六④~前六⑥) 간경풍열 간경풍 (8a~8b) <馬患肝經風熱>

19 간열젼풍 (前六⑥~前六⑧) 간열젼풍 간열젼풍 (8b) <馬患肝熱傳眼>

20 통 (前六⑧~後六③) × 冷風 (8b~9a) <馬患冷痛>

21 비긔통 (後六③~後六④) 계긔통 비긔통 (9a) <馬患脾氣痛>

22 춤 토 증 (後六⑤~後六⑥)
춤 토 

병
춤 토 증 (9a~9b) <馬患胃冷吐涎>

23
즈츼 

증

“황문으로” 

(後六⑥~後六⑧)
즈츼 

병

즈츼 

증

“황문이로”(9b) <馬患冷膓瀄瀉>

“비시에” (後六⑧) “비시에” (9b) <馬患新駒妳瀉>

“ 강 셜샤 듸”

(後六⑧~後五①)

“강 셜 

” (9b)
×

24 탈항증 (後五①~後五③) × 탈황증 (9b~10a) <馬患脫肛>

25 열통이라 (後五③~後五⑤) × 더 의 샹 증 (10a) <馬患熱痛>

26 셜창 (後五⑤~後五⑥) × 셜창 (10a) <馬患 瘡>

27 심경열 (後五⑥~後五⑧) 심경열 심경열 (10a) <馬患心經熱>

28 게안풍 (後五⑧~後四①) 고살풍 게안풍[고샤풍] (10b) <馬患揭鞍風>

29 모조증 (後四②~後四③) 모조병 모조증 (10b) <馬患肺風毛燥>

30
등과 목 앗기 병 

(後四③~後四④)

목 곳든 

병

등과 목 앗기 병

(10b~11a)
<馬患 脊恡>

31 샹풍 (後四⑤~後四⑦) 샹풍 샹풍 (11a) <馬患破傷風>

32 심열풍샤 (後四⑦~後三①) 심열풍샤 心熱風邪 (11a~11b) <馬患心熱風邪>

33 공소[깃] (後三①~後三⑤) 깃츰 공소기츰 (11b~12a) <啌嗽論>

34 폐옹 (後三⑤~後三⑥) 폐경병 폐옹 (12a) <馬患肺壅>

35 ×
비 샹 

병
× (<馬患脾虛濕邪>?)

36 × 신샹요통 × (<馬患腎冷腰拖>?)

37 후골창 (後三⑥~後三⑦) 후골 후골챵 (12a~12b) <馬患喉骨脹>

38 × 검은  × (<馬患黑汗>?)

39 패 웅졔 (後三⑦~後二①) 구의 피 패 옹졔 (12b) <馬患敗血凝蹄>

40 뇨  (後二①~後二②) 피오좀 뇨  (12b) <馬患溺血>

41 에 (後二②~後二③)
어물의 목 

막힌 병
에 (12b) <馬患草噎>

42

찰

개

방

“비 오 듸” 

(後二③~後二④)

비 

올닌 병

찰비

방

“말 비로 올른 ”

(13a)
<搽疥方>

“등 다하 헌 듸” 

(後二④~後二⑤)

등 다흔 

병

“등로 다하 헌 ”  

(13a)
<治馬打破脊梁方>

“굽이 샹 듸” (後二⑤)
굽 샹 

병

“굽이 샹 듸”

(13a)
<治馬傷蹄方>

43
 시긔로 

알 증

“白朮 ” 

(後二⑤~後二⑦)
시긔병

말 시긔로 알 

증 

“白朮” 

(13a)
<瘟疫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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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마경 
마경 집언해 목 본

15)
15)

필사본 
본문 항목 목록

44 “믈 든 듸” (後二⑦) 물 “가물 든 ” (13b) ×

45 도針 日일 (後二⑦~後二⑧)

악 못 

 날

針日 (13b) < 砧日>

46
血 忌

긔日일

血 忌긔日일 

(後二⑧~後一②)
血忌日 (13b) <血忌日>

血 支디日일 (後一①) 血支日 (13b) <血支日>

 本본命명日일 (後一① 

~後一②)
馬本命日 (13b) <馬本命日>

“마다” (後一②) “마다” (13b) <放血法>

47 穴 (後一③~後一④) × 穴 (14a) <穴名之圖>

48 骨 (後一⑤~後一⑥) × 骨 (14b) <骨名之圖>

<표 2>에서 우선 살펴야 하는 것은 오각(誤刻) 혹은 탈획(脫劃)이거나 잘못 

필사된 부분으로 추정되는 들이다. (9가)는 목 본의 본문 항목, (9나)는 목

본의 목록, (9다)는 필사본에서 보이는 들이다.

(9) 가. 패 웅졔 → 패 응졔

    나. 묘흔  샹 → 됴흔  샹, 삼니노 → 삼니오노, 계긔통 → 비긔통, 구

의 피 → 굽의 피, 어물의 목 막힌 병 → 여물의 목 막힌 병, 악 못 

 날 → 약 못  날

    다. 패 옹졔 → 패 응졔, 찰비방 → 찰개방

(9가)의 ‘패 웅졔’와 (9다)의 ‘패 옹졔’는 마경 집언해의 <馬患敗血凝蹄>

에 응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두  모두 ‘패 응졔’로 되어야 한다. (9나)는 목

본의 목록에 보이는 들이다. 다른 들은 응되는 목 본의 본문 항목이나 

필사본을 참조하여 쉽게 수정이 가능하다. 다만 ‘구의 피’, ‘어물의 목 막힌 병’, 

‘악 못  날’에 해서는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 목 본 목록의 ‘구의 

피’는 마경 집언해의 <馬患敗血凝蹄>에 응된다. 여기서 ‘패 응제(敗血凝

15) <표 2>의 목 본 본문 항목과 목록은 <한_목>의 것이다. <한_목>에서 명확히 보이지 않

는 부분에 해서는 < _목>을 확인하여 보충하 다. <표 2>의 ‘오장[병]’은 <한_목>은 

‘병’ 부분이 지워져 ‘오장’만 보인다. [병]이라고 한 것은 < _목>을 참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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蹄)’는 ‘패 이 굽에 엉긘 니(敗血凝蹄 ) <마경 하:67a>’라 하 으므로, 이

를 참조할 때 ‘구의 피’는 ‘굽의 피’의 잘못으로 볼 수 있다. 즉 ‘굽의 피’는 ‘敗血

凝蹄’의 풀이  핵심 부분만 제시한 것이다. ‘어물의 목 막힌 병’은 마경 집언

해의 <馬患草噎>, 목 본의 ‘ 에’에 해당된다. 목 본에서 ‘ 에(草噎)’의 발병 

원인을 ‘이 멀니 녀 이고 숨   여물을 히 먹다가 목의 쳐 키

디 못면 <한_목 後二②>’이라고 하 으므로, 목록의 ‘어물의’는 ‘여물의’로 볼 

수 있다. 즉 ‘여물의 목 막힌 병’은 ‘ 에(草噎)’의 뜻을 풀어 쓴 것이다. ‘악 

못 날’은 마경 집언해의 < 砧日>, <血忌日>, <血支日>, <馬本命日>, <放

血法>에 응되는데, 이 부분은 모두 말을 치료하기에 한 날과 그 지 못한 

날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16)

16)따라서 ‘악’은 ‘ 약[鍼藥]’의 오각으로 추정

된다.
17)

17)필사본의 인 (9다)의 ‘찰비방’은 마경 집언해의 <搽疥方>에 응되

므로, ‘찰개방’으로 필사되었어야 한다.18)18)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목 본의 본문 항목과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16) 이에 해서는 마경 집언해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참조할 수 있다. ‘도 날은  불 

티기과 코 이기과 피 이기과 블로 지지기에 긔니라( 砧日은 忌𩦐馬劃鼻行針

徹血火烙니라) <상:48a>’, ‘의 본명날은 병울 고티며 침 주며  기  맏티 아

니다(馬本命日은 不宜治病鍼灸니라) <상:49b>’, ‘피 히 법이라(放血法) ( 략) 

첫 의 큰 피 이면 계애 열이 막히 병이 업닝이다(春首에 放大血則四季애 無

熱壅之疾이닝이다) <상:49b-50a>’

17) 김문웅․남권희(2002:246)에서도 ‘ 약 못  날’로 독한 바 있다.

18) 해당되는 부분은 다음의 사진과 같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필사본은 목 본의 오각이나 

탈획된 부분을 교정하지 못하고 그 로 필사된 들이 종종 보이는데, 이 도 같은 유형

으로 보인다.

   
<국_필 13a> <한_목 後二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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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가.  샹 보 법, 세 가디  증, 편신황, 통, 탈항증, 열통이라, 셜창, 

穴, 骨

     나. 비 샹 병, 신샹요통, 검은 

(10가)는 본문 항목에는 설명되어 있으나 목록에는 없는 부분이다. 반 로 

(10나)는 본문 항목에는 없으나 목록에는 있는 부분이다. 자료에서 목록과 본문

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이 일반 이라는 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이가 왜 나타

나는지에 해서는 알기 어렵다. 다만 (10나)에 해당되는 내용은 마경 집언해
의 순서와 내용을 고려하여 추정될 수도 있다는 만 언 하고자 한다. 즉 ‘비 

샹 병’은 <馬患脾虛濕邪>에, ‘신샹요통’은 <馬患腎冷腰拖>에, ‘검은 ’은 <馬患

黑汗>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목 본의 본문 항목과 목록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에서 앞의 (10)과 유사하

지만, 이러한 불일치가 설명되는 경우도 있다. 

(11) 가. 깃/깃츰, 후골창/후골

     나. 오장병증/오장[병], 황증/황병, 즈츼 증/즈츼 병, 모조증/모조병

     나′. 폐옹/폐경병, 간경풍/간경풍열

     다. 쟝슈과 단명 샹/슈뇨샹, 뇨 /피오좀, 여 가디 샹 증/팔샹, 댱안

/댱 ,  시긔로 알 증/시긔병

     다′. “비 오 듸”/비 올닌 병, “등 다하”/등 다흔 병, “굽이 샹 

듸”/굽 샹 병, “믈 든 듸”/물

     라. 셜흔여 가지 닐고 눕고  병/닐고 눕 병, 모리털 길흉/모리

(11가)의 ‘깃츰’은 ‘ㆍ>ㅡ’의 음운 변화가 반 된 이고, ‘후골창(喉骨脹)’은 

구개음화가 반 된 이다. (11나)는 ‘병(病)’과 ‘증(症)’을 바꿔 쓴 경우이다. 

(11나′)의 ‘폐경병(肺經病)’은 ‘폐옹(肺壅)’을 달리 쓴 것이고, ‘간경풍(肝經風)’은 

‘간경풍열(肝經風熱)’을 인 것이다. (11다)는 한자어를 해석하여 제시한 들

이며, (11다′)는 본문에서 제목 없이 내용만 서술되어 있는 부분을 명사구 형식

의 병명(病名)으로 제시한 들이다. (11라)의 ‘닐고 눕 병’과 ‘모리’는 응 

부분의 핵심어들만으로 인 것이다. 

다음에 제시된 들의 유형도 앞의 (11)과 비슷하지만,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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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 머리 좃 병/머리 좁 병

     나. 등과 목 앗기 병/목 곳든 병

     다. 게안풍/고살풍

     라. 됴치 아니 샹, 흉  샹/귀다리 샹

(12가)는 마경 집언해의 <點痛論>에 응되는데, 그 내용은 말이 보이는 

특정 행동으로 알 수 있는 병증 부 에 한 설명이다. 여기서 ‘좃’과 ‘좁’은 

모두 한문 원문의 ‘點’에 응되며 여기서는 “머리를 숙인다” 정도의 뜻이다.
19)

19) 

마경 의 는 다음의 (13)과 같은데( 호 안의 한문은 마경 집언해의 것

임), 모음 앞에서는 ‘조으-’, 자음 앞에서는 ‘좃-, 좁-’의 이형태를 보인다.
20)20)

(13) ‘조으-’: 머리 울러 조으면(仰頭點은) <前四⑦>, 기우려 조으면(偏頭點은) 

<前四⑦>,   조으면(低頭點은) <前四⑦>, 굽을 드리우고 조으면(垂蹄點

은) <前四⑧>

     ‘좃-’: 머리 좃 병(點頭論이라) <前四⑦>

     ‘좁-’: 평히 좁니(平頭點은) <前四⑦>, 머리 좁 병(點頭論) <後一⑧>, 

머리을 좁고 면(點頭行) <前四⑧>

이 들은 세국어에서 “조아리다, 쪼다”의 뜻으로 쓰인 ‘-’의 후 형이

다.
21)

21)일반 으로 세국어에서 어간 말음이 ‘ㅿ’[z]인 용언은 말음 ‘ㅿ’이 소실

되거나 ‘[z]>[s]’의 변화를 겪었음을 생각해 보면, (12)의 ‘좁-’은 매우 특이한 것

이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조아리다”의 뜻으로 쓰인 ‘머리를 좁고 머리를 두다

렷노라(稽首 首호라) <명성경 25a>’의 가 드물게 확인되므로 이 시기에 ‘좁-’

의 형태도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22)22) 

19) 신동원(2004:192)에서는 ‘點痛論’을 번역하면서 (13)에 제시한 들에 보이는 ‘點’을 “부

”로 해석한 바 있으나 잘못인 것으로 보인다.

20) 이 형태들은 <국_필>에 ‘조흐면, 좃니난, 좃, 좁고’로 나타난다.

21) “조아리다”의 뜻으로는 ‘源이 곧 고개 조 (源이 遂點頭 ) < 삼 1:8a>’ 의 를, 

“쪼다”의 뜻으로는 ‘어르믈 좃고(鑿氷) <속삼 효:5a>’를 참조할 수 있다.

22) “쪼다”의 의미를 가진 ‘좁-’의 는 이외에도 ‘죱다 [啄, becqueter, piquer, tailler une 

pierre] <한불>’, ‘좁다 [啄, to peck, to pick] <한 >’에도 보인다. 문세  편,  조선어사

에는 ‘좁다’를 “｢쪼다｣의 사투리”로 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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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나)는 마경 집언해의 <馬患 脊恡>에 응된다. 여기에는 목과 등마루

가 뻣뻣해지는 증상과 치료법이 설명되어 있는데, ‘목 곳든 병’과 ‘등과 목 앗기

 병’은 모두 이 증상을 달리 표 한 것이다. 다만 “아끼다, 아까워하다”의 뜻

인 ‘앗기다’가 이 구 에서 명확하게 이해되려면, ‘즘으로 여곰 머리 펴 목이 

고며 등리 이며 남모 야 도로 디 못며 머리 앗  기 어려워 

니(令獸로 伸頭直 며 脊板如椽야 顧回不得며 首恡難低니) <마경 

하:29a>’가 참조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머리를 아끼는” 것은 통증으로 인해 머

리를 움직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으로 이해된다.

(12다)는 ‘게안풍(揭鞍風)’은 길마[鞍]를 벗겨서 밖으로 풍(風)이 드는 증상을 

말한다.
23)

23)문제는 목록의 ‘고살풍’와 련된 를 문헌에서 찾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그런데 <국_필>의 응 부분을 보면, 제목을 ‘게안풍’이라 하고 그 에 

‘고샤풍’으로 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샤풍’의 후 형으로 볼 수 있는 ‘고사

풍’은 표 국어 사 에 “말이나 돼지가 갑자기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제 로 

움직이지 못하다가 죽는 병”으로 풀이되어 있다. 마경 에서 게안풍의 증상을 

“온몸을 부뷔며 디가 굿세며 입의 춤 흘니며 귀 고 디 곳고 아괴을 

버리디 못고 물과 을 먹디 못니 <後五⑧~後四①>”로 설명한 것을 보면, 

‘게안풍’, ‘고살풍’, ‘고샤풍’, 그리고 국어의 ‘고사풍’은 모두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12라)에서는 ‘귀다리 샹’이 문제가 된다. 이 부분은 마경 집언해의 <辨駑

馬形狀法>과 <相凶馬法>에 응되는데, 모두 좋지 않은 말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귀다리 샹’도 문헌에서 찾기가 어렵다.
24)

24)‘샹’은 ‘相’의 한자음이겠지만, ‘귀다리’

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다만 표 국어 사 에 “귀가 작은 소”로 풀이된 

‘귀다래기, 귀다라기소’의 와 ‘犤’가 “귀다래기 소(귀가 작은 소), 난쟁이 소, 

작고 다리가 짧은 소(矮 短足的牛
25)
)”로25)풀이된 을 참조할 때, ‘귀다리’는 

23) ‘게안풍은 기마 벗셔 밧로 을 감홈이니(揭鞍風은 揭鞍外感風也니) <마경 

하:23a>’ 참조.

24) <국_필>에는 이 부분이 각각 ‘不好馬相’, ‘凶馬相’으로 되어 있다.

25) 漢典(www.zdic.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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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집이 작아서 쓸모없는 짐승” 정도의 뜻으로 추정된다. 이런 맥락에서 ‘귀다

리’는 ‘됴치 아니 [駑馬]’과 ‘흉 [凶馬]’을 포 하는 뜻으로 이해될 가능

성이 있다.

3. 마경  이본의 국어학  비교

목 본의 경우 구교 본을 상으로 하여 김문웅․남권희(2002)에서 국어학

 고찰을 한 바 있다. 이것과 복되는 내용은 여기에서 재론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앞서 지 한 바와 같이 구교 본은 상당 부분 낙장이 있는 까닭에 한

박물 본을 상으로 다시 살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3장에서는 김

문웅․남권희(2002)의 내용이 일부 수정될 필요가 있거나 김문웅․남권희(2002)

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내용, 그리고 필사본인 국립 앙박물 본과의 비교가 필

요한 경우만을 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표기  음운

김문웅․남권희(2002:246-247)에서는 < _목>의 병서 표기가 ㅅ계열이 주로 

쓰 는데, ㅂ계열은 ‘ㅶ’과 ‘ㅄ’의 경우가 발견된다고 하 다. < _목>과 달리 낙

장이 없는 <한_목>의 경우도 큰 흐름은 이와 다르지 않다. 다만 김문웅․남권희

(2002:247)에서는 < _목>에서 발견된 ‘ㅶ’가 ‘公공  치 <前二④>’가 유일하

다고 하 으나, <한_목>을 보면 이외에도 ‘石셕灰회을 듸 허 환 드라 <後

二④>’가 더 발견된다. ‘ㅄ’은 확고하게 쓰이며 ‘ㅆ’과 혼용된다는 만 보고되었

으나 <한_목>을 살펴보면 ‘ㅄ’이 36 , ‘ㅆ’이 6 로 ‘ㅄ’이 매우 우세하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_필>의 병서 표기도 ㅅ계열이 주로 쓰인지만, ㅂ계도 여 히 남아 있다. 다

만 <한_목>과 비교해 보면 그 수는 많이 었다. 구체 인 응 양상을 보면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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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 ㅄ의 경우26)26)

     ㉠ ㅄ = ㅄ: 11   ‘니, 못, 어, 기고, 이면’ 등

     ㉡ ㅄ → ㅆ: 20   ‘니 → 니, 디 → 쓰지, 기고 → 씻기고, 인 

→ 쏘인’ 등

      나. ㅶ의 경우27): ㅶ = ㅶ: 2   ‘ 허’27)

‘ㅄ’은 (14가)에서 보듯이 여 히 유지되지만, 동일한 단어를 ‘ㅆ’으로 표기한 

와 공존하며, 그 수도 많이 었다. ‘ㅶ’은 <한_목>이나 <국_필>에서 모두 드물

다. ‘ᄧᅵᇂ다’의 경우만 ‘ㅶ’이 유지된 가 보인다. 

<국_필>의 병서 표기와 련하여 특이한 은 ‘코’의 표기이다.28)28)명사 ‘코’는 

부분 ‘코’로 나타나지만, ‘ㅅㅋ’의 가 드물게 보인다.29)29) 

(15) 코 → : 4   ‘코의 → 의, 코 → 의, 코소 → 소’

  

김문웅․남권희(2002:251-252)는 < _목>에서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가 반

된 형태와 반 되지 않은 형태가 공존하고 있음을 지 하면서, 17세기에 발생

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 음운 변화가 이 자료에서 반 으로 반 되지는 않았음

26) <한_목>의 ‘ㅄ’ 표기는 <국_필>에서 ‘ㅅ’으로 표기되거나 선행음 의 종성 ‘ㅂ’과 어두음

의 경음 ‘ㅆ’으로 분리되어 표기된 경우도 있다.   → 식, 니 → 닙

27) <한_목>의 ‘ㅶ’ 표기는 <국_필>에서 한자로 표기되어 병서 표기의 응 양상을 알 수 없

는 경우도 있다.   → 字

28) 용언과 어미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유기음화된 의 경우는 ‘ㅋ’으로 나타나지만( 달코, 

코, 노코) 드물게 ‘됴코’(<한_목>)가 ‘조’(<국_필>)로 바 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9) 아래에서 보듯이 ㉮와 같이 ‘’로 쓰고 수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와 ㉰에서 보듯이 

원래 ‘’로 썼다가 에 ‘코’로 수정한 경우도 있다.

   

㉮ ㉯ ㉰

<국_필 4b> <국_필 4b> <국_필 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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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 하 다. 이 논의에서는 ㄷ구개음화의 경우 역표기 된 가 있음도 밝혔

는데( 둉아리 <前一③>, 세 가디 <前三⑥>, 둉긔 <前三②>), <한_목>에서는 이

외에도 ‘언티 <後六⑤>’도 확인된다.

필사본인 <국_필>에서도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가 반 되지 않은 형태가 나

타난다. 다만 <한_목>과 비교했을 때, 이들 음운 변화가 반 된 형태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난다는 에서 차이가 있다. <한_목>은 구개음화가 반 된 형태와 그

지 않은 형태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국_필>에서는 거의 구개음화가 

반 된 형태로 나타난다. 원순모음화의 경우도 <한_목>보다 <국_필>에서 원순모

음화가 반 된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난다.
30)30)

드물긴 하지만 <국_필>에서는 움라우트와 설모음화가 반 된 도 보인다.
31)

31) 

(16) 가. 다히면 <한_목 前四④> → 히면 <국_필 6a>

     나. 즛므르고 <한_목 前三①> → 진무르고 <국_필 4a>

        즈츼 <한_목 前三⑧> → 지치 <국_필 5b>

근 국어 시기의 음운 상  하나로 알려진 ‘ㅅ’계열과 ‘ㅈ’ 계열 뒤에서 /j/

가 탈락하는 상도 <한_목>이나 <국_필>에서 많이 보이지 않는다. 두 문헌 모

두 ‘ㅅ’계열과 ‘ㅈ’ 계열 뒤에서 여 히 /j/계 이 모음이 나타나는 경향이 강한

데, 특히 <한_목>에서 이러한 경향이 좀 더 강하다. 다만 이 상에 한 역표기

는 <국_필>에서만 보인다는 은 흥미롭다.

계사의 연결형 ‘-이오’가 ‘-이요’로 나타나거나 명사에 직  결합한 ‘-요’의 

도 <한_목>과 <국_필>에서 보인다. 체로 <한_목>의 ‘-이오’가 <국_필>에서 ‘-

이요’로 바 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17나)의 ‘머리요’와 (17다)의 들은 /i/

30) 구개음화의 경우, <한_목>에서 구개음화가 반 된 형태가 <국_필>에서 구개음화가 반

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 그러나 원순모음화의 경우는 <한_목>에서 원순

모음화가 반 된 형태가 <국_필>에서 원순모음화가 반 되지 않은 형태로 나타나는 경

우가 있다. 그 다 하여도 <한_목>에 비해 <국_필>에서 원순모음화가 반 된 형태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1) 이외에도 <국_필>에서는 ‘놀나고 → 놀고, 온 → 왼, 막이 → 이’와 같이 설모

음으로 바  도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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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끝나는 명사에 결합한 ‘-요’이므로 확언하기 어렵지만, ‘쳔니마요’와 ‘千里馬요’

에서는 계사가 생략된 ‘-요’를 확인할 수 있다.

(17) 가. -이오 = -이오: 8   ‘거시오, 읏듬이오, 미오’ 등

     나. -이오 → -이요: 46   ‘거시오 → 거시요, 알흐미오 → 알흐미요, 머

리오 → 머리요’ 등

     다. -요 = -요: 3   ‘쳔니마요 → 千里馬요, 요 → 씨요, 삿기요 → 삭

요’ 

2) 형태  어휘

김문웅․남권희(2002:253)은 < _목>에서 /i, j/ 외의 모음으로 끝난 명사 뒤

에 주격조사 ‘-가’가 결합한 로 ‘ 가 <前三①, 前三②＞’를 제시하 다. <국_
필>에서는 이외에도 다음의 가 더 보인다. 

(18) 가. 부화가 열면 <국_필 4b> cf. 부화 열면 <한_목 前三③>

     나. 부화가 미오 <국_필 5a> cf. 부화 미오 <한_목 前三⑥>

김문웅․남권희(2002:255-256)에서는 < _목>의 처격조사가 “극심한 편  

상”, 즉 “거의가 ‘-의’ 일변도로 나타나”고 ‘-에’는 한 곳에서만 나타나며 ‘-’는 

ㅎ말음체언 뒤에서 나타나고 ‘- ’는 /i, j/ 다음에서 나타난다고 하 다. <한_목>

은 낙장이 없으므로 처격조사의 를 좀 더 볼 수 있는데, 물론 ‘-의’가 가장 많

이 나타나지만 ‘- ’나 ‘-에’도 < _목>보다는 더 확인된다.32)32)처격조사가 ‘-의’에 

편 되는 경향은 오히려 필사본이 더 강하다.33)33)<한_목>과 <국_필>에 나타나는 

처격조사 ‘- ’는 /i, j/ 아래에서 쓰이지만, 아래의 (19)과 같이 같은 음운 환경

이라도 ‘-에’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34)34) 

32) <한_목>에서 처격조사 ‘-’는 2 , ‘-에’는 9 , ‘- ’는 11회, ‘-의’는 28 , ‘-의셔’는 2

가 보인다.

33) <국_필>에서 처격조사 ‘-에’는 3 , ‘- ’는 4 , ‘-의’는 44 , ‘-의셔’는 2 가 보인다.

34) <한_목>의 처격조사 ‘- ’는 <국_필>에서 ‘-의’로 교체된 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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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 에=에:  비시에

     나. 에 → :  더 에 → 더

     다.  → 에:  되  → 되에

(19)에서는 ‘ㅟ’와 ‘ㅚ’ 다음에서 ‘-에’가 사용되는 들이 주목된다. 이들은 19

세기에서 20세기 에 일어났다고 알려져 있는 ‘ㅟ, ㅚ’의 단모음화와 련이 있

을 가능성이 있다.

‘있다’의 형태 변화도 <한_목>과 <국_필>의 비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두 문헌 

모두 자음 어미 앞에서는 ‘잇-’으로 나타나지만, 모음 어미 앞에서의 양상은 다르

다. (20나)에서 보듯이 <한_목>의 ‘이시-’가 <국_필>에서는 ‘있-’으로 바 어 있다.

(20) 가. 잇- = 잇-: 6   ‘잇니라, 잇고’ 등

     나. 이시- → 있-: 6   이시면 → 잇시면, 잇스면, 잇쓰면

<한_목>이나 <국_필>에 보이는 몇몇 어휘에 해서는 2장에서 일부 언 된 

바 있다. 여기서는 언 되지 않은 두 만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 

(21) 가. 믈 든 듸 암의졍 희을 즛두드려 덥게 구어 쳐고  무우쟝의

 구어 쳐 라 <한_목 後二⑦>

     가′. 가물 든  암의졍 희를 즛두드려 덥게 구어 처고  무우장의

를 구어 쳐라 <국_필 13b>

     나. 네 풀이면 우 아래 가온  니 각 둘식 고긔양이 삼기고　<한_목 前二

⑤~⑥>

     나′. 네 풀 먹으면 上下中齒各二介식 고긔양이 삼기고 <필 3b>

(21가)에서 ‘암의졍’는 ‘苦蔘’을 가리킨다. 문헌에서 찾을 수 있는 는 아

직까지는 ‘苦蔘 얌의졍 < 재물보 草山:3a>’가 유일한데, 여기에서 한 를 

더 확보한 셈이다. 문제는 ‘무우의’이다. 맥락상 약  혹은 약으로 쓰인 재료

로 보이지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21나)는 마경

집언해에서 ‘네 의 인 니 둘히오(四歲애 成齒二오) <상:12b>’에 응된다. 

이를 보면 이 에서 ‘풀’은 ‘[歲]’에 응된다. 그런데 ‘풀’이 “살, 나이”의 의

미로 쓰이는 경우는 다른 문헌에서는 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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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고는 수진본으로 제작된 목 본 마경 와 이를 토 로 필사된 필사본을 

비교․검토하 다. 목 본 마경 는 구교  박물  소장본이 소개된 바 있

으나, 반 정도가 낙장이어서 이 문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악하기 어려웠다. 그

러나 본고에서 소개하고 검토한 한 박물  소장본은 내용이 온 하게 남아 있

는 것이어서 목 본 마경 의 실체를 악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한 박물

본 마경 와 비교하여 검토한 국립 앙도서  소장본은 목 본 마경 를 

본으로 하여 필사된 것인데, 지 까지 검토된 바가 없는 자료이다.

본고의 논의를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신하기로 한다.

첫째, 목 본과 필사본은 동일한 한문 본으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 

한문 본은 17세기의 마경 집언해와 상당 부분 유사했을 것으로 짐작되나 

완 히 같은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필사본에 나타난 일부 한문이 마경

집언해의 것과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언해에 있어서는 목 본과 필사본은 

일치한다.

둘째, 목 본은 19세기 반의 문헌으로, 필사본은 19세기 후반 이후의 자료로 

볼 수 있다. 필사본은 1855년(咸豐 5)의 책력에 필사되었으며, 1933년(昭和 8)의 

조선총독부 도서 의 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1856년~1933년 사이에 필

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목 본이 필사본에 비해 먼  간행되었고 필사본은 19

세기 후반의 문헌으로 추정되므로, 목 본은 19세기 반으로 추정된다. 

셋째, 목 본과 필사본은 19세기의 언어 양상을 반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시기의 다른 문헌에 비해 좀 더 보수 인 경향을 보인다. 

주제어 : 마경 (馬經抄), 마경 집언해(馬經抄集諺解), 목 본, 필사본, 

수진본, 19세기 한국어의 특징

투고일(2016. 10. 19),  심사시작일(2016. 10. 26),  심사완료일(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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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different versions of “Makyungcho”(馬經抄)

Lee Jiyoung *
35)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versions of “Makyungcho”(馬經抄), an equine 

veterinary book. There are two types of the book: block book and manuscript. The 

block books, which are small size suitable to be carried around, are conserved at the 

Museum of the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nd National Hangeul Museum. 

The manuscript version of the book is conserve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lthough the version stored at the 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as been 

introduced earlier, it has been difficult to accurately identify the actual literature as half 

of the book was missing. However, we were able to fully review the block book 

conserved at the National Hangeul Museum, which was kept in good conditions. While 

the manuscript version stored at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was transcribed based on 

the block book version, this has never been reviewed. 

The results of the studies are as follows:

First, it is highly likely that both block book and manuscript versions were made 

based on the original version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While this version written in 

Chinese characters is estimated to be similar to the “Makyungchojibunhae”(馬經抄集諺

解) written in the 17th century to a large extent, yet there is also a high possibility that 

they are not entirely the same. This is because some Chinese characters written in the 

transcribed version is different from those written in “Makyungchojibunhae”. However, 

the Korean annotation of the Chinese classic is similar for both block book and 

manuscript versions.  

Secondly, the block book can be seen to have been written in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while the manuscript versionis from the latter half of the 19th  

century. Seeing from the fact that the manuscript version was transcribed in the book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Sogang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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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endar of year 1855 (Hampung 5 year) and had a seal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s Library dated 1933 (Sohwa 8 year),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as 

transcribed between the year 1856 and 1933. As the block book was published before 

the manuscript version, which is estimated to be from the late 19th century, the former 

is estimated to have been made in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Thirdly, the block book and manuscript both reflects Korean characteristics of the 

19th century. When compared to other literatures of the same period, however, they tend 

to be more conservative.

Key Words : Makyungcho(馬經抄), Makyungchojibunhae(馬經抄集諺解), block book, 

manuscript, pocket book, Korean characteristics of the 19th centu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