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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본고의 목 은 �삼역총해� 제2 ｢ 운장천리독행｣편에 보이는 문맥상 모순 어구에 해 

본학 으로 규명해보는 것이다. 국내 서울  규장각에 소장되어 해오는 �삼역총해�는 조선시

 만주어 역 을 양성하기 한 청학서로 �삼국지연의�의 만문 번역본인 청  �만문삼국지�에

서 총10회를 선별하여 한 로 사하고 번역한 것이다. �만문삼국지�는 �삼국지연의� 명  가정

임오본 계통의 한문본을 만문으로 번역한 것인데 �삼역총해�의 만문은 �만문삼국지�를 토 로 

이탁오본 같은 한문본을 참고하여 수정 편찬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삼역총해� 제2 ｢ 운장천리

독행｣편에 보이는 문맥상 모순 어구인 “사을 인졍미 되냐?”를 �만문삼국지�의 해당 부분

과 비교한 결과 만문본과 만한합벽본 모두에 동일한 모순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 다. 아울러 

이 같은 모순의 발생 원인으로 �만문삼국지�의 본인 한문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검토하고, 

모순 목을 조조의 발언이 아닌 정욱의 발언으로 볼 경우 보다 합리 이라는 결론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핵심어: 삼역총해, 만문삼국지, 삼국지연의, 본학, 번역

* 滿文史料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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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삼역총해�는 조선시  청학서의 일종으로 청어 역 , 즉 만주어를 담당하는 역

을 양성하려는 목 에서 간행된 문헌이다. 이 책은 �삼국지연의�의 만문 역본인 

�만문삼국지(ilan gurun i bithe)�에서 10회분을 선별하여 만문을 한 로 사하고 

번역한 것이다. 재 해오는 것은 김진하 등이 수정 작업에 참여한 간본(英祖 

50年, 1774)으로, 재 서울  규장각을 비롯해서 일본 고마자와(駒澤) 학 아라아

시문고(濯足文庫), 국 도서 (卷4는 筆寫), 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 학 등

에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

1)이 가운데 규장각본이 민 규의 해제와 함

께 연희 학교 동방학연구소(1956)에서, 홍윤표의 해제로 홍문각(1995)에서 인 

간행되었고,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이는 자료가 박상규(2007)에서도 소개된 바 

있다.  이를 로마자로 사하고 만주어와 한  색인을 수록한 것으로는 �만문삼

국지(三譯總解)�가 있다.
2)

2)이 방면의 연구로는 성백인의 존 사역원 청학서 연

구, 키시다(岸田文隆)의 �삼역총해� 본 고찰을 비롯해서 사역원 책  연구, 만주

어 문어 어법  어휘 분야의 연구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규장각본 �삼역총해�의 

한  번역 가운데 문맥상 모순이 되는 어구를 본학  측면에서 규명해보고자 하

다.  

2. �삼역총해�의 한  번역과 만문 분석

1) 제2 ｢ 운장천리독행｣의 한  번역 

1) 고동호, 2011 �韓國의 滿洲語 硏究 現況과 課題�, �만주학 연구의 과제와 황�, 고 민족

문화연구원, 19면. 

2) 최동권 외, 2008 �만문삼국지(三譯總解)�, 한국학술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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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역총해� 제2 ｢ 운장천리독행｣의 내용은 우가 조조 진 에 있다가 유비의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가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다. 그런데 제2의 앞부분에 나오

는 한  번역 조조와 정욱의 화 부분을 살펴보면 문맥상 자연스럽지 못한 상

이 발견된다. 본고의 논의 상이 되는 목을 [1], [2], [3]으로 하고, 조조의 발

언을 A, 정욱의 발언을 B로 각각 시하 다.    

[1]

A) ts'oo ts'oo hundume tuttu waka. bi neneme angga aljaha dahame tuttu 

waliyame gamambi amcafi waha sehe de abkai fejergi niyalma gemu mimbe 

akdun akū sembi tere ini ejen i jalin de kai . ume amcara .  

A) 曹操ㅣ 니로되 그러치 아니타. 내 젼에 허여심으로 그러모로 려 려가게 

니 아 죽이라 면 텬하 사이 다 나 신 업다 리니 졔 제 님 을 이

라. 오지 말라. 

B) ceng ioi hendume yūn cang ni acanjihakū genehengge eitereci doro akū kai 

B) 程昱이 니로되 雲長이 뵈지 아니코 가거슨 온가지로 여도 녜 업스니라.

[2]

A) ts'oo ts'oo hundume tere juwe jergi jihe bihe bi bederebuhe . mini buhe aisin 

menggun suje ulin be gemu minde werihengge yūn cang yala mingga yan 

aisin sehe seme gūnin be halarakū. jurgan be dele ulin be aldangga 

obuhengge unenggi haha kai. tenteke niyalma be bi ambula saišambi

    曹操ㅣ 니로되 졔 두 번 왓거 내 믈리쳣다. 내  은 비단 쳘량을 다 내게 

둔 거슨 雲長이 과연 쳔냥 으로도 각을 밧고지 못거시오. 의 읏듬으로 

여 쳘량을 멀리 거슨 진실로 나희라. 져런 사을 내 크게 착히 기노

라. 

B) ceng ioi hendume amala jobolon ohode cenghiyang ume jabcara

B) 程昱이 니로되 후에 근심되거든 승샹은 원치 말라.

[3]

A) ts'oo ts'oo hundume yūn cang jurgan be jurcere gūwaliyandara niyalma waka. 

tere meni meni ejen i jalin niyalma be dere banici ombio. yūn cang goro 

genehekū bi. bi umesi amba dere gaime fudeki. jangliyoo si neneme genefi 

ilibu. bi amala jugūn de baitalara aisin menggun emu fan bolori eture fulgi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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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e noho gecuheri etuku emge gamafi fudembi tere mimbe erindari gūnikini. 

    曹操ㅣ 니로되 雲長이 의 어긔쳐 변 사이 아니라. 졔 각각 님 의 이

니 사을 인졍미 되냐? 雲長이 멀리 가지 아녀시니 내 아조 큰 졍으로 젼

송쟈. 張遼ㅣ 네 몬져 가셔 머무로라. 내 후에 길 ㅣ 쓸 은  반과 을

에 닙 븕은  망뇽 옷 나 가져가 젼송여 졔 나  각게 쟈.  

B) ceng ioi hendume yūn cang ainahai seme ilirakū 

   程昱이 니로되 雲長이 아므리 여도 머무지 아니리라.

  

            <그림 1> “사을 인졍미 되냐” (출 : 서울  奎章閣本 �三譯總解�)

이상의 화를 살펴보면 1-A)에서 “졔 님 을 이라 오지 말라.”라고 하

고, 2-A)에서 “져런 사람을 내 크게 착히 기노라.”  3-A에서 “내 아조 큰 

졍으로 젼송하쟈.”고 하는 등 조조가 인정을 베푸는 표 이 등장하는데, 3-A)의 

“사을 인졍미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만 인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 

제2 ｢ 운장천리독행｣(2-6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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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e meni meni  ejen i   jalin  niyalma be dere banici ombio?

 졔    각각    님 의 이니  사  을  인졍미  되냐?

이 같은 발언은 인정을 베풀고자 하는 조조의 후 발언들과 서로 모순되는 것

이다.3)3)문제의 원인이 한  번역에 있는 것인지를 우선 살펴보기 해서 �삼역총

해� 제9에 나오는 동일한 만문 “niyalma be dere banici ombio?”의 한  번역과 

비교해보자.   

제9 ｢ 운장의석조조｣(9-22a)

gurun i akdahangge fafun kai . niyalma be dere banici ombio?

나라ㅣ  분 거슨  법이라.     사  을   인졍면  되냐? 

이를 보면 여기에 나오는 만문 “niyalma be dere banici ombio?” 역시 “사을 

인졍면 되냐?”라고 하여 인정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2 ｢ 운장천리독행｣ “niyalma be dere banici ombio?”의 한  번

역이 문맥상 모순의 직 인 원인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1>

 �삼역총해�제2 운장천리독행(2-6a/b)   �삼역총해�제9 운장의석조조(9-22a)

niyalma be dere banici ombio?

사을 인졍미 되냐? 사을 인졍면 되냐?

3) 원순옥은 ｢�삼역총해�의 어휘 연구｣(2011)에서 “한문을 본으로 한 만주어 문장이 한문

의 섬세한 내용을 반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만주어에도 그러한 뜻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주어를 그 로 번역한 �삼역총해� 2권 6장의 우리말은 문맥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여 문맥상의 모순을 히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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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 ｢ 운장천리독행｣의 만문 분석

�삼역총해� 제2 ｢ 운장천리독행｣의 만문 “niyalma be dere banici ombio?”의 

한  번역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문맥상 그 같은 모순이 발생한다면 여기

에 나오는 “niyalma be dere banici ombio?”라는 만문 자체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가? 

�한청문감�은 dere banjimbi에 해 “看情面; 안졍보다; dere banjimbi ; 

derencume tuwambi”로 풀이하고, 이와 유사한 어휘에 “一云 derencumbi”라고 수

록하 다.4)4)여기서 말하는 “안졍”은 “顔情”을 말하며 “낯빛보다”는 의미이다.5)5)  

�한청문감�에서는 derencurakū도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不狥情; 졍 아니타; 

yaya baita be kafur seme gamame cisu akūngge”로 풀이하 다.6)6)따라서 dere 

banjimbi는 인정을 두다는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신만한 사 �에서도 dere banjimbi는 “徇情, 徇私”라고 풀이하고 있다.7)7)이 역

시 사사로운 정을 따른다는 의미이다. 제리 노먼도 dere banimbi(=banjimbi)에 

해 “to take ‘face’ into account; to have a regard for personal relationship, to 

act from personal motives” 등으로 풀이하 다.8)8) 

이를 보면 dere banimbi(=banjimbi)는 얼굴(체면)을 주다, 사 인 친분으로 

처리하다, 인정을 용납하다 등의 의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만문 “niyalma 

be dere banici ombio?”의 한  번역 “사을 인졍미 되냐?”에는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漢淸文鑑� 卷三(3-7b) 詞訟類 참고. 

5) 劉昌惇, 1985 �李朝語辭典�, 연세 학교출 부. 

6) �漢淸文鑑� 卷六(6-22a) 忠淸類 참고.

7) 胡增益 主編, 1994 �新滿漢大詞典�, 新疆人民出版社.

8) Jerry Norman, 1978 �A Concise Manchu-English Lexicon�, university of wasington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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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삼역총해�와 �만문삼국지� 비교

1) 만문본과의 비교

�삼역총해� 제2의 만문 “niyalma be dere banici ombio?”와 한  번역 “사을 

인졍미 되냐?” 모두 그 자체로 문제가 없다면 이들이 사용된 목에 보이는 

문맥상의 모순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이를 해 �삼역총해�의 본이었을 것

으로 단되는 �만문삼국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만문삼국지�는 한문본 �삼국지연의�의 만역본으로 크게 순치 7년(1650) 만문

본과 옹정 연간의 만한합벽본 두 계통이 있으며,
9)

9)이외에도 숭덕 연간본 등이 있

다는 언 이 보인다.10)10)�삼역총해�의 만문 본에 해서 키시다(岸田文隆)는 순

치 7년 만문본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그 로 옮긴 것은 아니고 다른 

한문 본인 이탁오본을 참조하면서 부분 수정한 것으로 보았다. 이들 본에 

한 문헌 계통도는 키시다의 논고를 참고할 수 있다.11)11)  

청 에 간행되었던 이들 �만문삼국지�를 보면 �삼역총해�와 마찬가지로 “niyalma 

be dere banici ombio?”라는 문장이 나오며,  발언의 주체도 조조이고 후 문맥

상 모순이 나타난다는 에서도 같다.  

 9) 宋康鎬 譯註, 2010 �만한합벽삼국지�, 박문사, 15-19면. 

10) 岸田文隆, 1997 �｢三譯總解｣の滿文にあらわれた特殊語形の來源(《삼역총해》만문에 나타

난 특수 어형의 내원)�(國立亞非語 文化硏究所,東京外國語大學), 67면. 

11) 岸田文隆, 1990 ｢�三譯總解� 底本 ｣, �알타이학보� 제2호, 한국알타이학회,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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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niyalma be dere banici ombio”(左 8行 부분)  

       출 : 랑스 리국립도서  Mandchou No.119 

 

“ceng ioi hendume .. amala jobolon ohode cenghiyang ume jabcara .. ts’oo ts’oo 

hendume yūn cang jurgan be jurcere gūwaliyandara niyama waka .. tere meni 

meni ejen i jalin .. niyalma be dere banici ombio .. yūn cang goro genehekūbi .. 

bi umesi amba dere gaime fudeki .. jangliyoo si neneme genefi ilibu .. bi amala jugū

n de baitalara aisin menggun emu fan .. bolori eture fulgiyan sese noho gecuheri 

etuku emke gamafi fudembi .. tere mimbe erin dari gūnikini .. ceng ioi hendume .. 

yūn cang ainaha seme ilirakū ..”
12)12)  

12) 滿文本의 표기와 �三譯總解�의 滿文 표기는 일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에 해서는 岸

田文隆, 1997, 앞의 논문 참고. 문에서는 genehekūbi, erin dari 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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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삼역총해� 제2의 “niyalma be dere banici ombio?” 목이 �만문삼국지�

와 마찬가지로 문맥상의 모순을 공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모순은 �삼역총해�의 만

문이나 한  번역에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원래 본으로 추정되는 만문본에 이미 

그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만한합벽본과의 비교  

�삼역총해� 제2에 나오는 문맥상의 모순은 청학서를 편찬할 때 본으로 삼았

던 �만문삼국지�의 원문 모순을 그 로 답습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다른 �만문삼국지�인 옹정 연간의 만한합벽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상이 보인

다. 만한합벽본은 만문 단어의 철자가 규범 인 것으로 수정되어 있고,  더러 

락된 어구들도 있지만 만한합벽본의 만문 역시 기본 으로는 만문본의 재이므로 

동일한 모순이 나타나는 것이다.13)13)

    

            <그림 3>  “niyalma be dere banici ombio; 豈容人情耶” 

            출 : 랑스 리국립도서  Mandchou No.123 

13) 岸田文隆, 1990 앞의 논문,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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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 운장천리독행｣(2-6a/b) 

�만한합벽본� 

만문 : tere meni meni ejen i jalin . niyalma be dere banici ombio?

한문 : 彼各爲主, 豈容人情耶?

제9 ｢ 운장의석조조｣(9-22a) 

�만한합벽본� 

만문 : gurun i akdahangge fafun kai . niyalma be dere banici ombio?

한문 : 王法乃國家之典刑, 豈容人情哉?14)14)

이들 만문 “niyalma be dere banici ombio?”에 해당하는 병행 한문을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삼역총해� 제2 

｢ 운장천리독행｣(2-6a/b)

 �삼역총해� 제9

 ｢ 운장의석조조｣(9-22a)

niyalma be dere banici ombio?

豈容人情耶? 豈容人情哉?

이들 병행 한문의 의미는 각각 “豈容人情耶?(어  인정을 용납하는가?)” “豈容

人情哉?(어  인정을 용납하리오?)”로 인정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처럼 병행 한문 “豈容人情耶?”라는 표 을 보더라도 �삼역총해� 제2의 만문 

“niyalma be dere banici ombio?”와 한  번역 “사을 인졍미 되냐?”에는 문

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14) 서울  奎章閣本 삼국지 27책본에서는 이 부분을 “왕법은 국가의 뎐형(典刑)이니 엇지 

인졍을 용납리오?”라고 한 로 번역한 것이 보인다. 



․ �삼역총해�의 한 번역과 본학 고찰  93

4. �삼국지연의� 한문본 분석 

�삼역총해� 제2에 나타나는 문맥상의 모순이 �만문삼국지�에 나타난다면 이들

의 본이라고 할 수 있는 한문본에 원인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한문본을 살펴본 결과 �삼역총해�의 만문 “niyalma be dere banici 

ombio?”에 해당하는 목에서 독특한 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만문 “niyalma 

be dere banici ombio?”에 해당하는 한문 “彼各爲主, 豈容人情耶?”가 한문본에 등

장하기는 하지만 이 같은 발언을 한 화자가 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이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  수 있는데, 하나는 “彼各爲主, 豈容人情耶?”를 조조의 

발언으로 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욱의 발언으로 개한 것이다.    

1) 조조의 발언으로 개된 본

�삼역총해� 제2의 만문 “niyalma be dere banici ombio?”에 해당하는 “彼各爲

主, 豈容人情耶?”를 조조의 발언으로 개한 본을 살펴보면 가정임오본을 비롯

한 일부 본들이 그 같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15)15) 

(1) 嘉靖壬午本 53회

程昱曰 久後爲禍, 丞相休悔.

操曰 雲長非負義之人也. 彼各爲主, 豈容人情耶? 想雲長此去不遠, 吾一發結識他, 

做箇大人情.(이하 생략)

15) 萬卷樓本은 “操曰 : 雲長非負義之人也. 彼各爲主, 豈容人情哉? 想雲長此去不遠, 吾一發結

識他, 做箇大人情”이라고 하여 耶 신 哉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부분만 놓고 본

다면 �三譯總解� 제9의 병행 한문에 해당하는 “豈容人情哉?”와 동일한 표 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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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周曰校本 53회 

程昱曰 久後爲禍, 丞相休怨.

操曰 雲長非負義之人也. 彼各爲主, 豈容人情耶? 想雲長此去不遠, 吾一發結識他, 

做箇大人情.16)(이하 생략) 16)

(3) 李笠翁本 27회  

程昱曰 久後爲禍, 丞相休怨.

操曰 雲長非負義人也. 彼各爲主, 豈容人情耶? 想雲長此去不遠, 吾一發結識他, 做

箇大人情.(이하 생략)

이처럼 이들 역시 모두 “彼各爲主, 豈容人情耶?”를 조조의 발언으로 개하여 

후 맥락상 모순이 있는 본들이다. 특히 만한합벽본의 병행 한문에도 사용되었

던 이탁오본도 문맥상 모순이 있다.  

李卓吾本 27회 ｢關雲長千里獨行｣

程昱曰 久後爲禍, 丞相休怨.

操曰 雲長非負義之人也. 彼各爲主, 豈容人情耶? 想雲長此去不遠, 吾一發結識他, 

做箇大人情.(이하 생략)

16) 周曰校本에 해서 박재연외, 2009�新刻校正古本大字音釋三國志傳通俗演義�, 학고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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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操曰 雲長非負義之人也. 彼各爲主, 豈容人情耶”

     출 : 李卓吾原評三國志 

2) 정욱의 발언으로 개된 본 

다음은 만문 “niyalma be dere banici ombio?”에 해당하는 한문 “彼各爲主, 豈

容人情耶?”를 정욱의 발언으로 개한 본이다. 본고에서 참고한 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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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喬山 本 �三國志傳�(좌) 余象斗本 �三國志傳評林�(우)

      출  : �古本 說叢刊�

(1) 喬山 本�三國志傳�(明萬曆年間) 英國 옥스퍼드大學藏本   

操曰 雲長非負義之人也.

程昱曰 彼各爲主, 豈容人情耶?

操曰 想雲長此去不遠, 吾一發結實他, 做个大人情耶( 략)

(2) 余象斗本�三國志傳評林�(明萬曆年間) 日本 早稻田大學藏本

操曰 雲長非負義之人也.

程昱曰 彼各爲主, 豈容人情耶?

操曰 想雲長此去不遠, 吾一發結識他, 做個大人情耶(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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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聯輝 本�三國志傳�(明萬曆 33년, 1605) 日本 內閣文庫藏本  

操曰 雲長非負義之人也.

程昱曰 彼各爲主, 豈容人情耶?

操曰 想雲長此去不遠, 吾一發結實他, 做個大人情耶( 략)

(4) 湯賓尹本�三國志傳�(明萬曆 33년, 1605) 中國 北京圖書館藏本 

操曰 雲長非負義人也.

程昱曰 彼各爲主, 豈容人情?

操曰 想雲長去不遠, 吾一發結識他, 做箇大人情( 략)

(5) 鄭世容本�三國志傳�(明萬曆 39년, 1611) 日本 京都大學藏本

操曰 雲長非負義之人也.

程昱曰 彼各爲主, 豈容人情耶?

操曰 想雲長此去不遠, 吾一發結實他, 做個大人情耶( 략)

이들 본에서는 조조의 발언으로 나왔던 �삼역총해� 제2의 “niyalma be dere 

banici ombio?(사을 인졍미 되냐?)”에 해당하는 한문이 모두 정욱의 발언으

로 개되고 있다. 실제로 “彼各爲主, 豈容人情耶?”를 정욱의 발언으로 이해하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17)17) 

17) �三譯總解� 제2의 문맥상 모순이 보이는 曹操의 발언이 이들 漢文本에서는 程昱의 발언

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이 속한 본들에 해서는 �三國志演義� 문헌 계통 연구에

서 차후 보다 검토될 필요가 있다.  



98 奎 章 閣 40  ․

5. 본문의 재구성 

 청 에 리 유행하 던 본으로는 앞에서 소개된 본들 이외에도 모종강본

이 있으나 모종강본은 가정임오본 계통의 �삼국지연의�들과 달리 상당 부분 개정

된 본이라 �삼역총해� 제2의 해당 목에 직  응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문헌 계통상으로도 이 본은 �삼역총해� 제2의 모순 어구와도 직 인 련이 

없다.  본문 문맥상으로도 모순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다. 참고로 모종강본의 해당 본문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毛本 �三國志演義�  

程昱曰 ( 략) 不若追去而殺之, 以絶後患 

操曰 吾昔已許之, 豈可失信, 彼各爲其主, 勿追也. 

因 張遼曰 此等人吾深敬之, 想他去此不遠, 我一發結識他, 做個人情.

 국내에 한  번역 필사본으로 하는 장서각 낙선재본과 서울  규장각본은 

가정임오본 계통의 한  번역으로 알려져 있으므로,18)18)이들 원문을 그 로 번역했

다면 문맥상 모순이 발생하게 되어 있지만 한  번역은 번역 과정에서 수정한 것

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본에 근거하여 수정한 것인지 �삼역총해� 제2의 해당 

목과 일치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19)19)

18) 박재연 校註, 2001 �삼국지통쇽연의�, 이회문화사, 8면. 

19) 이 같은 원인에 해서는 보다 엄 한 논의가 필요하지만, 본고의 범 를 넘어서므로 별

도의 논의를 기 한다. �三國志演義�의 한국 래와 한  번역 필사본의 본  이들 

문헌의 계통을 확인하는 작업은 근래 朝鮮 活字本(丙子字)의 발굴 소개로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박재연, 2010 ｢새로 발굴된 조선(朝鮮) 활자본(活字本) �삼국지통속연의(三國

志通俗演義)�에 하여｣, � 국어문논총�44, 국어문연구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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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규장각본(27책본)  

뎡욱 왈 오랜 후의 홰 되어도 승샹이 뉘웃디 못리라

죄 왈 운댱은 의 져릴 사이 아니라. 내 각니 운댱이 멀리 아니 가실 거시

니 내가 친히 니별야 큰 인졍을 기티리라.”20)20)

이것은 당시 역자가 “彼各爲主, 豈容人情耶?” 부분을 조조의 발언으로 볼 경우 

후 문맥이 통하지 않는다고 보아서 번역할 때 생략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

나 이들에 해서는 보다 엄 한 확인과 문헌 계통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상의 논

의를 토 로 �삼역총해� 제2의 장면에서 조조와 정욱의 화를 문맥상 모순이 없

도록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1]

A) ts'oo ts'oo hundume ( 략) tere ini ejen i jalin de kai . ume amcara 

A) 曹操ㅣ 니로되 졔 제 님 을 이라. 오지 말라. 

B) ceng ioi hendume yūn cang ni acanjihakū genehengge eitereci doro akū kai 

B) 程昱이 니로되 雲長이 뵈지 아니코 가거슨 온가지로 여도 녜 업스니라.

[2]

A) ts'oo ts'oo hundume ( 략) tenteke niyalma be bi ambula saišambi

A) 曹操ㅣ 니로되 져런 사을 내 크게 착히 기노라. 

B) ceng ioi hendume amala jobolon ohode cenghiyang ume jabcara

B) 程昱이 니로되 후에 근심되거든 승샹은 원치 말라.

[3]

A) ts'oo ts'oo hundume yūn cang jurgan be jurcere gūwaliyandara niyalma waka 

A) 曹操ㅣ 니로되 雲長이 의 어긔쳐 변 사이 아니라.

B) [ceng ioi hendume] tere meni meni ejen i jalin niyalma be dere banici ombio

   [程昱曰] 졔 각각 님 의 이니 사을 인졍미 되냐? 

20) 박재연 校註, 2001 앞의 책, 2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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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ts'oo ts'oo hundume] yūn cang goro genehekū bi . bi umesi amba dere 

gaime fudeki .( 략) 

    [曹操曰] 雲長이 멀리 가지 아녀시니 내 아조 큰 졍으로 젼송쟈.( 략)

B) ceng ioi hendume yūn cang ainahai seme ilirakū

B) 程昱이 니로되 雲長이 아므리 여도 머무지 아니리라.

6. 결론

�삼역총해� 제2 ｢ 운장천리독행｣의 화 내용 가운데 “사을 인졍미 되

냐?” 부분은 후 문맥상 모순이 보이는 부분이다. 본고에서는 그 원인을 추 하

여 �만문삼국지�의 본문과 비교한 결과 만문본과 만한합벽본 모두에 이미 그와 동

일한 모순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만문삼국지�의 본인 한문본들을 살

펴본 결과, 본에 따라 다르게 개되었으며 문제의 목을 조조의 발언으로 볼 

경우 후 문맥상 모순이 발생하므로 정욱의 발언으로 개한 본이 합리 이라

는 단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결론 으로 �삼역총해� 제2 ｢ 운장천리독행｣에 

보이는 문맥상의 모순은 만문과 한  번역의 문제라기보다는 �만문삼국지�의 본

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한문본에 이미 그 같은 문맥상의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발

생한 것으로 단된다. 

논문투고일(2012. 4. 27),   심사일(2012. 5. 20),   게재확정일(2012.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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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譯總解� 的滿文底本與其漢文底本比較硏究

� 以 ｢關雲長千里獨行｣ 篇中所見矛盾語句爲中心 �

宋 康 鎬

本篇論文的撰寫目的在于  �三譯總解� 第二 ｢關雲長千里獨行｣ 篇中所見矛盾語句進

行文本硏究. 現由韓國首爾大學奎章閣所藏 �三譯總解� 一書, 可 是 爲培養淸語(卽滿

語)譯官而刊行的 ‘淸學書’. 該書由擔任主編的監察官金振夏等人先從淸刊 �滿文三國志� 

摘選十回內容, 再 其修改轉譯爲韓文. �三國演義� 家一般認爲, �滿文三國志� 的底本

爲明嘉靖壬午本 �三國志通俗演義�. 若如此, 金振夏等人在修改轉譯時參 的 �三國演義� 

文本可能是李卓吾本. 筆 在  �三譯總解� 所見矛盾語句 兩種 �滿文三國志�(卽滿文本

滿漢合璧本)進行比 分析時纔發現同樣的矛盾存在. 其矛盾主要來自漢文 �三國演義�. 

漢文 �三國演義� 的部分版本 矛盾語句的發話人定爲曹操, 而其它版本 其定爲程昱. 可

見, 該書中發話主體, 應 曹操改換爲程昱纔合理妥當. 總而 之, �三譯總解� 第二 ｢關雲

長千里獨行｣ 篇中所見矛盾語句, 近因在于其底本 �滿文三國志�, 遠因卻或許可推爲滿譯

本的漢文底本. 

關鍵詞: 三譯總解, 三國志演義, 滿文三國志, 版本學, 飜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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