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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女四書에 대한 搬觀

朝蘇時代 女性의 禮嚴凡節과 톰가짐을 記錄한 敎訓書로 女性의 敎育과 삶을 알 

수 있는 귀중한 護解資料이다. 

卷 1 : Ii女誠』 卷 2 : Ii女論語』 卷 3 : Ii內링II .ß 卷 4 : Ii女範握錄』의 네 部分으로 編

成되어 漢文 本文을 먼저 싣고 그 뒤에 譯解를 붙였는데， 本文과 諸解文에 나오는 

漢字에는 그 當時의 漢字音이 한글로 적혀 있다. 各卷의 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卷 1 : [內陽記J ， 凡例， 女四書目錄， 神宗皇帝佛製女識序， 佛製女四書序， 費大家女

誠， 女誠原序， 女誠[7 章] 순(順)으로 編成되어 있다. 費大家1)의 女誠를 女性들의 規

範으로 選擇한 緣由2)와 著者에 대한 說明이 있다. 班昭는 費民家에 출가한 지 40여 

년이 될 무렵 병이 危罵할 때， 그의 딸들을 위해서 이 책을 著述하여 訓폈書로 남겨 

1) “조태고”라 읽는다. “태고”는 “費民 집안의 큰 여성이라는 뜻이 있다"(이숙인 역주. “여사서” 서울 

: 여 이 연， 2003.) 
2) 適取費大家 女誠一書 傳f뽑닮註解 以弘內範 蓋以此書 簡要明關 足寫萬世女則之規 때經聖慧 服鷹調法
是以壘寫表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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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것이며， 여자가 出生하고 자라서 出據하여 總父母를 섭기고 男便을 섬기고 聽、

家와의 和睡을 위해 女子로서 해야 할 일체의 폼가짐 등을 서술한 것으로 뽑弱， 夫

歸， 敬順， 編行， 專心， 曲從 , 和꿨妹 等 7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卷 2: 宋若昭女論語， 庸書列傳， 女論語序傳， 女論語[12章] 順으로 編成되 어 있다. 

이 女論語는 庸代 宋若華가 著述하고 宋若昭가 다듬고 해석[申釋]하였다.3) 著者는 

序文에서， 團大家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뜻을 被醒하였으며 옛날 列女 貞女의 행실 

을 敎幕， 後代사람에게 이런 氣風이 없음을 애석히 여겨 女訓으로서 女論語를 擺한 

것이라 하였다. 

내용은 立身， 學作， 學禮， 早起， 事父母， 事형始， 事夫， 밍11 男女， 營家， 待客， 和柔， 守

節 等 12章으로 이루어 있으며， 특히 家事 대인관계， 윗사람 섬기는 일， 從順， 貞操

등을 女性의 敎訓으로 彈調하고 었다. 

卷 3: 內訓은 明나라 成祖文皇帝 仁孝文皇텀4)의 著述로 皇女 • 宮人들을 가르쳤 

다. 著者는 序文에서 “남자가 여넓 살이 되면 『小學』 공부를 始作하고， 여자는 열 

살이 되면 여자 스승의 가르침을 받았다. … 그러나 유독 여자를 위한 敎材는 없었 

고， 世間에는 편購이 『後漢書』에 編成해 넣은 조태고의 『女誠』를 敎本으로 삼고 있 

었으나 그것이 너무 簡略하고 또한 『女憲.!I Ii女則』 등 著書가 있기는 하나 모두 遺

俠되고 이름만 있으며 그 외의 『禮記』에 실린 『曲禮』와 『內則』의 내용과 『詩經』의 

『周南』과 『집南』篇을 解說한 것이고 『烈女傳』 등의 傳記類를 모아서 만든 것 等이 

있으나， 高皇팀의 敎訓은 古今을 통틀어 卓越하여 萬世의 指標로 삼기에 충분하다"5) 

하여 著述의 動機를 說明하고 있다. 上下 2卷 20章으로 된 本書는 상세히 記述되어 

女四書 中 가장 많은 部分을 차지 하고 있다. 

내용은 德、性， 修身， 慣言， 護行， 動顧， 節檢， 警械， 積善， 選善， 뿔聖뢰11 ， 景賢範， 事父

母， 事君， 事뿔貼， 奉蔡祝， 母嚴， 陸親， 孫웰， 違下， 待外鳳 等으로 編成되어 있으며， 

3) 宋若昭혔옮語 홈書列傳[條] “若華女論語을 지어놀 若昭 申釋흉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송 

약화가 저자이나 일반적으로 송약소가 著者로 알려져 있으며， 이숙인씨는 여사서(서울 : 여인연， 
2003)에서 解題를 하면서 舊홈書 ~ 183, 휠닮傳의 記錄에 의하면 위온의 딸은 g￥쫓에게 시집갔는 
데， 學問이 뛰어났으며 『續費大家女힘11.n을 지었다. 위씨의 著書는 士族들의 必讀書가 되어 널리 읽 

혀졌다고 한다. 그 외로 內容上으로 볼 때 등을 근거로 휠置의 딸을 著者로 指目하기도 한다. 한편 

그는 『약화 : 若華』를 『약신 : 若훈』으로 表記하기도 하였는데 向後 확인 檢討가 필요하다. 
4) 姓은 徐씨이고 中山 武寧王 達의 딸로 태어나 明나라 成祖 文皇帝의 元如가 된 분이다. 
5) 細製序 所뾰 

이숙인， 『여사서』 서울 : 여인연，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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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事를 들어 訓械하고 있다. 

卷 4: 女範據錄. 明나라 王節歸 劉民가 지음 rr여사서』의 다른 세 책이 敎訓的인 

말씀의 형태로 쓰여 졌다면 이 책은 歷史的인 人物들을 이야기하는 형식을 띠고 있 

어 古典知識이 풍부한 女性을 讀者層으로 삼고 著述한 것 같다. 특히 이 책은 다른 

3 書처럼 自序가 없고， 다른 女性 著述家나 行動家들이 人物傳이나 歷史書에 거의 

記錄되어 있는 반면에 偉人의 班列에 오를 수 있는 그녀의 傳記는 그 어디에도 보 

이지 않아서 著者 問題가 다소 論難을 일으키고 있다 6) 

全 11章으로 編成되 어 있으며 그 內容은 統論， 탐德、， 母嚴， 孝行， 貞烈， 忠義， 孫愛，

秉禮， 智慧， 動檢， 才德 等이다. 

引用한 책은 주로 前漢 劉向의 『列女傳』과 明나라 때 刊行된 呂坤의 『聞範』과 黃

希周의 『古今圍範.!I， 훗坤의 『古今列女傳』 等이다. 그 외에도 詩書， 書傳， 中庸， 大學，

論語， 굶子， 春秋左民傳， 等의 經書와 史記， 漢書， 白虎通， 戰國策， 通鍵 等 歷代史書

등 방대한 範圍의 書籍에서 그 實例를 들어 說明하고 있다. 

n. 體載와 內容上의 特徵

1. 發行年에 대한 考察

中國 淸나라 사람 王相(字 : 쯤昇 1662-1722)이 흩%存에 流行하던 네 가지 女訓書

를 한데 묶어 한 권의 책으로 編驚한 것인데 각각의 책이 著述된 時期는 漢 · 庸 · 

明 • 淸으로 最大 1600餘年의 時間的 거리가 었다. 後漢 때 班昭(團大家)가 지은 『女

誠.!I， 庸나라 때 宋若昭가 지은 『女論語.!I， 明나라 때 仁孝文皇팀가 지은 『內링1I.!1， 明

나라 때 王節歸가 지은『女範據錄』이 『女四書』에 들어 있는 네 책이다. 

王相이 註釋한 책은 『女四書集註』 本과 『밤元聞女四書』 本으로 여 러 차례 刊行되 

어 청나라 대중에게 普及되었다. 이 『女四書』가 朝蘇에 流入된 것은 정확한 時機는 

알 수 없으나 朝蘇王朝實錄 英祖 10年甲寅 12月 20 日辛西條7)에 記錄이 있는 것으 

6) 山n倚純-， 『敎育中國女性史資料鼎究.0， 明治書院， 1986 
이숙인，J:揚書. 

7) ..... ( ..... 임금이 말하기를， “당판(홈板)인 《女四書X는 《內됨11)과 다름이 없다. 옛날 聖王의 정 

치는 반드시 家門을 바로잡는 일로써 근본으로 삼았으니， 閔門의 법은 곧 왕화(王化)의 근원이 된 

다. 이 서적을 만약 뀌lHï-하여 領布한다면 반드시 聞範에 도움이 있을 것이나， 다만 講文으로 해석 

한 후에야 쉽게 理解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고， 校書館으로 하여금 간행하여 올리게 하였으며， 提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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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 1734년 前後인 것으로 推測이 可能하다.(이숙인， 여사서. 서울 : 여이연， 

2003. 參照、)

우리나라에서는 1734年에 英祖가 大提學 李德壽8)에게 『女四書』를 護解하도록 命

한 記錄과， 1736(英祖 12)年에 “임금이 女四書의 序文을 친히 지어 내리고 나서 弘

文 提學 李德壽에 게 命하여 讀文으로 離譯하여 刊行하라고 命하였다 "9)는 記錄으로 

보아 이 책은 1734년 12월에 證解가 始作되어 1736년 8월에 完T되었음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실제로 刊行된 것운 “乾隆二여年三月十九日-----” 內陽記를 根據로 하면 

1737年 初에 여申字版으로 刊行하고 領布한 것으로 보인다. 

2. 成申字本(四驚甲寅字)에 대한 考察

金住明(1616-167이10)이 顯宗 9年(여申 : 1668)에 戶 · 兵 兩費의 物資와 A力을 

動員하여 守響廳에서 甲寅字體의 活字를 鋼鐵로 부어 만든 것이다11). 이 甲寅字는 

王辰慶亂으로 散失된 뒤 다시 覆造하지 못해 木活字12)로만 책을 印剛하여 使用하다 

調 李德壽로 하여금 언문으로 해석하도록 명하였다. (원전l 朝蘇王朝實錄 42집 462면 
8) 本貴 全義. 자 仁老. 호 西堂 · 벽계(廳漢). 讀號 文貞. 1673年(顯宗 14)에 정명의 아들로出生하여 

1713年(關宗 39) 增廣文科에 困科로 及第하고 修擺 • 持平 등을 거쳐 1724년(景宗 4) 杯城都守가 

되었다. 

景宗 死後 實錄廳堂上으로 《景宗實錄X 편찬에 참여하고， 1730년(영조 6) 大司課이 되었으며， 1732 

년 更費判書 겸 大提學 때 《景蘭行狀X을 擺進하고 1734년 〈女四書&를 讀文으로 解釋하여 1736 

년에 300部를 印때하여 領布하고 1735년 쫓至副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738년 右參贊暴

同知經鐘事가 되었다. 文章에 능하고 글씨가 뛰어났다. 著書에 《西堂鄭 《廳鋼X 編著로 《薦蘭

寶繼 작품으로는 《香山慧應大師信和繼 等이 있다. 1744年(英祖 20) 5月 28 日 후. 
9) 朝蘇王朝實錄 英祖12年內辰8月 27日벚子峰 所收

10) 金增(1650 -1658)의 아들. 戶費判書 兵費判書 守響使의 職을 途行함 

11) 顯宗改修實錄 19卷 9年해午 8月 5 日 辛未條 : 初校書館績字， 自王辰兵亂散失之後， 更不읍鍵， 只以

木字印冊， 故字樣甚不精。 至是， 前戶暫判書 金住明， 始以鋼鐵績字而陳節， 請工E等根料投價， 令

戶、 兵費， 限數湖支給。 엽是， 公私書籍， 始就於精

增補文敵備考， 242卷 藝文考 1 歷史書籍 顯宗 9年 朝蘇條 : 현종 9년(1668)에 戶費判書 金住明에 

게 명하여 구리쇠[鋼뚫해로 校書館의 활자를 주조하게 하였다. 이 먼저 임진왜란 후에 교서관의 활 

자를 거의 잃어버렸으므로 목활자로 책을 인쇄하니， 글자가 매우 정교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르러 

김좌명이 구리쇠로 활자를 주조하니， 공사간의 서적이 이로 말미암아 많이 간행되었다. 임금이 안 

질로 책보기가 어려워 玉堂으로 하여금 四書五經을 베껴서 올리게 하되， 그 글자 모양을 크게 써 

서 보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12) CD 金元龍， 韓國古活字漸要(서울 : ζ西文化史， 1954) pp.l6 3-4行

(2) 갯L龜金作 r朝蘇宣祖末年之 書籍寬集及印出」 積葉博士還歷記念朝蘇論集 所收 및 朱文公校昌楚

先生集(李桓福嚴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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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처음으로 있었던 大規模의 活字 驚造였고， 그 뒤 거의 1 世紀 동안 使用되었다. 

이때 부어 만든 活字의 數는 큰 字 6만6천1백 字와 작은 字 4만6천6백 字에 이르렀 

다.13) 이 活字는 네 번째로 甲寅字를 改醫한 것이 되므로 四驚甲寅字로 別稱되기도 

하고 한글活字가 아울러 醫造되어 파用되었다. 특히 작은 字는 1434年 甲寅字나 

1618年 甲寅字와 比較하여 字#의 모양이 더 筆書體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이러 

한 差異는 그 以前의 작은 字가 印剛體인 것과는 특히 다른 점이다.14) 

金住明이 鐘造한 이 活字는 初讓 以後 隨時로 補醫되었기 때문에 (別表 1)의 集

子 對照表에서 보이는 경우와 같이 字體에 조금씩 變化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新活字는 아년 것으로 判斷된다. 

않申字(四驚甲寅字) 集字 對照表(別表)

3. 形態事項에 대 한 考察

책의 크기는 세로 34cm, 가로 22cm이다. 四周單遭， 半郭은 세로 24.8cm , 가로 16.6 

cm 이고， 有界이다. 原文(漢文)은 每面 10 行， 註釋은 雙行인데 모두 每行 17자로 된 

다. 版心은 上下內向四葉花敬魚尾인데， 版心書名 • 卷次는 魚尾사이 上段에연이어 

排置되고， 張次는 魚尾 사이 下段에 位置하고 있다. 紙質은 精紙인데， 이는 王辰亂

前後의 책에 보이는 것이다. 表紙 훌面에 임금이 百下에게 物件을 내리어 준다는 

<內陽記>15)가 記錄되어 있으며 임금이 各種 下陽品에 찍는 <宣陽之記> 靈寶가 卷

首 凡例 上段 右測에 錄印되어 있다. 그 외에 待講院 이희승장서 16) 서울大學校圖 

13) 顯宗改修實錄 26卷 13年 10月 4 日 ζE條 : 守細廳以鋼續大字六萬六千-百餘字、 小字四萬六千六

百餘字入량， 移送校局， 前守響使 金住明 時所鐘字也
14) 손보기， 한국의 고활자(서울， 보진재， 1982) p.103 所收
15) 內擺è: 乾隆二年[1737] 三月十九日 內眼待講院 女四書 -件 4챔I뺑답þ!李[手빼 
16) 자 聖世. 호 -石. 京鍵 開豊 出生. 1930년 京城帝國大學 朝蘇語觀파 후業 1932년 찢花女子專門學 

校 敎授가 되고， 같은 해 朝蘇語學會 간사 및 한글학회 이사에 취임. 1940년 일본 東京大學 大學

院에서 言語學을 鼎究하였으며， 1942년 朝購홈學會事件에 關聯， 檢驚되어 日本이 망할 때까지 服

投하고 8.15광복 후 서울대학교 文理科大學 敎授에 취임. 1952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부원장에 

취임하고 1954년 大韓民國學術院 종신회원에 선임되었다. 

1957년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장이 되고， 1963년 東亞日報社 社長에 취임. 1968년 學術院 副

會長에 선임되고 1962년 建國勳章國民章을 받았고 學術院 功勞賞을 수상하였다. 

著書로 《국어대사전) (역대 국문학정화) (국문학 연구초X 등이 있고， 시집으로 《박꽃) (심장 

의 파편)， 수필집에 《벙어리 냉가슴) (소경의 잠꼬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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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 等의 印이 錄印되어 있어서 이 資料의 所藏處 흐름을 推定할 수 있다. 

특히 面紙을 칼로 오려내고[刀빼] 글자를 訂正해 붙힌 浪述이 아래와 같이 여기 

저기 보이고 있다. 

례 (神宗皇帝淑製女誠序 1a 3行 上2， 女四書 卷 1 1b 6行 上4， 3a 4行 下9) ，

릭 (神宗皇帝細製女誠序 1b 3行 上8) ， 롤 (神宗皇帝淑製女誠序 2a 6行 下3) ，

려Il(神宗皇帝細製女誠序 2b 7行 上3， 女誠原序 2a 1行 上8) ，

도(神宗皇帝細製女誠序 2b 7行 下1) ，

뻐 (神宗皇帝倒製女誠序 2b 8行 上6， 2b 9行 下2， 3a 4行 下 5, 3a 9行 下3， 3b 1行

上3， 3b 5行 上4， 3b 8行 下2， 3b 9行 下5， 4a 3行 下3， 4a 7行 下5， 4a 8行 上6，

4b 2行 下3， 費大家女誠 1a 9行 上9， 女誠原序 2b 6行 下5， 7行 下6， 8行 下4， 3b 

7行 上5， 3b 9行 下5) ，

뼈 (神宗皇帝微製女誠序 3a 9行 下3) ，

序(神宗皇帝淑製女誠序 3~4ab 版心書名)，

쩨 (神宗皇帝細製女誠序 4a 1行 下1) ，

命명 (淑製女四書序 3a 7行 上11-12) ，

의 (佛製女四書序 3b 10fT 上7) ，

의道도(細製女四書序 3b 101T 下15-17) ，

쩍(費大家女誠 la 2行 下4) ，

풋(團大家女誠 la 4行 上10) ，

二(女誠原序 2ab 版心爛 下)，

는 (女四書卷1 lb 10fT 上1) ，

뻗펠(女四書卷1 3a 3行 下1 上2) ，

부夫부編第E 킥1 二이 (女四書 卷 1 3b 5行)，

를(神宗皇帝細製女誠序 4b 3行 上4) ，

운(佛製女四書序 3a 9行 上2) ，

신연(微製女四書序 4a 9行 下3-2) ，

혜(女誠原序 la 5行 下3， 2b 4行 上3) ，

四(女識原序 4ab 版心爛 下)，

말라(女四書卷1 2b 4行 上3) ，

음(女四書卷1 3b 101T 上4) ，

단말이오…단말이라(女四書 卷 1 5b 1行 全部 訂定)，

敬경順숨第c ~l 三삼(女四書 卷 1 6b 8行 全部 訂定) ... 以外의 實例는 줄이기로 하 

겠다. 서울대중앙도서관 所藏資料는 官擺本임에도 不抱하고 刀創 校訂部分이 많다 

는 것은 아주 特異하고 發行年度가 확실한 資料로써 國語學的으로 18世紀 우리나 

라의 言語變遭을 冊究하는데 중요한 史料的 價f直가 있다고 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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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體載와 語寶的인 考察

原典인 中國의 《女四書〉의 卷差(女誠 · 內訓 • 女論語 • 女範據錄)와 달리 卷1 : 

『女識』 卷2 : rr女論語』 卷3 : rr 內訓』 卷4 : rr女範據錄』의 네 部分으로 編成되어 漢文

本文을 먼저 싣고 그 뒤에 讀解를 붙였는데， 本文과 護解文에 나오는 漢字에는 그 

當時의 漢字音이 한글로 적혀 있는 漢韓對譯된 4卷 3冊(天=1-2卷 · 地=3卷 . Á=4 

卷)17)의 內陽本이다. 이러한 差異는 著作의 年代順에 따른 것임을 이 책의 ‘凡例’에 

서 밝혀 놓았다.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所藏本은 그 중 上卷(天) 1 책만 남아 있는 落I姓本이다. 表

題는 “女四書 天”이다. 表紙 안쪽에는 “乾隆二年[1737] 三月十九日 內陽待講院 女四

書 一件 行都承冒닮李[手決]"라는 內陽記가 있는 校正本으로 궤行된 이듬해에 倚講

院에 下陽되 었던 資料로 推定된다. 

本文의 體載는 한글 口缺이 달린 漢文 原文을 먼저 싣고， 그 뒤에 證解文을 한 칸 

낮추어 싣는 方式이다. 原文의 分段 單位는 卷別로 달리 되어 있고， 같은 卷差에서 

도 一定하지 않다. 특히 卷 4의 경우는 原文이 모두 끝난 뒤 講解文이 실려 었다. 

漢文 原文과 諸解文의 모든 漢字에는 한글 讀音이 달려 있다. 

이 책은 18世紀 全般에 刊行되어 全般的으로는 當時의 國語 現實을 反影하지만， 

保守的인 모습도 많이 보인다. 

國語學的으로 이 책 의 特徵을 分析 整理18)하여 紹介한다. 

(1) 語頭 된소리 各字파書에 t:C • l:ll:1 • 샤， 合用뾰書에 지 • λ.C • 새 • J..A이 表記되고 

있다. 

〈계 合用뾰書 : ‘쭈지저 (4卷 21b) , 떨떨흔 (2卷 22b) , 쟁이매 (3卷 5a) , 쫓고(4卷 

43b) ’ 봐장는 (2卷 4a 2行 下段7-9字)， 찍며 (2卷 4b 1行 下段5-6字)

H 계 合用뾰書 : ‘뼈나오니라(4卷 17a), 뽀다디기 (3卷 18a)’ 

各字拉書 : 따흔(3卷 57b 3行 上段5-6字)， 빠힘 을(3卷 59a) , 썩 어 (4卷 15b)’ 굶 

빠여 (3卷 78b 7行 下段4-6字)， 빠디 니 (4卷 17a 7行 下段3-5字)， 찜 단말(2卷 

10b 3行 下段7-9字)， 쓰미 (1卷 6a 4行 下段2-3字) 빼 히 고(3卷 57a 8行 下段

10-12字)， 썩 어 (4卷 15b 4行 上段6-7字)，

17) 여기서 解題하려는 서울大學校中央圖書館 所藏 資料는 天(卷 1-2)冊만 있는 零本이다. 
18) 洪允杓， 細製女四書聽解 解題 : 女四書(서울 : 弘文開 影印， 1990). 

이선영， 女四書(가람 古 396-Y43c)의 解題 等을 參照 整理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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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口蓋音化와 關聯된 表記法上의 特異한 모습을 보인다. 

이 時期는 이미 口蓋音化가 일어난 때이지만， 口蓋音化가 反影된 表記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漢字에 달려 있는 한글 讀音은 대체로 口蓋音化가 되지 않 

은 音으로 나타나고， 護解文에서도 ‘직희엿더니 (4卷 26a)’와 같은 用例가 오히 

려 例外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大部分은 ‘덕희엿더니 (4卷 34a) , 표회예 (3卷 

5a) , 빗디 (4卷 43b)’와 같이 口蓋音化되지 않은 表記로 나타난다. 다만， 細製序

文의 讀解文만은 口蓋音化 環境에서는 桓常 口蓋音化된 語形으로 表記되어 

있어 特異한 모습을 보인다. 

뜨지리오(淑製女四書序 6b 6-7行 下段1-3， 上段1字)， 엇지(佛製女四書序 6a 5 

行 下7-8字， 6b 5行 下段2-3字)， 잇지 아니 한리오(衛製女四書序 6a 5-6行 下

段1 ， 上段2-7字)， 重륭치 아니 항 냐(倒製女四書序 4b 9行 下段5-11字)， 下하치 

못향거든(佛製女四書序 5a 5行 下段6-12字)

(3) 語末의 [E) 이 [ 1 ) 이외의 모음 앞에서도 [*】으로 변한 예가 보인다. 

받출갈고(2卷 29a 10行 上段2-5字)

(4) 語中의 된소리화가 다음과 같이 表記되고 있다. 

붙진러오블(女誠原序 2b 7行 上段4-8字)， 업뿔디니라(3卷 72a 1011 下段6-9

字)

(5) 語末子音群 중 etJ의 [ l::l 1 이 脫落해 버린 表記가 보인다. 

軟궤는 뎌 자최룰 블와 헝향단 말이라(3卷 48a 7行)

(6) 제이 I끼】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시울I 과 I움l 이 混用되고 있다. 

束속備슈는 흔 묵금 포육이니 (2卷 24b 1011) 석거 (4卷 19a 3行上段7-8字)， 입 

시 울을(2卷 2a 3行 下段3-6字)， 입 시 움의 (2卷 8a 7행 下段4-7字)

(7) 層子音19) 아래에서 圓層母音化20)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19) 순자음에는 上톱(윗입술)과 下륨(아랫입술)에 의하여 調륨되는 것과， 입술과 다른 調音器官(윗니) 

과의 接觸이나 接近에 의하여 調音되는 것야 있다. 前者에 의한 륨을 양순음(兩톱좁)， 後者에 의한 

音을 순치음(톱敏音)이라 한다 .. (네이버 백과사전 所收)
20) 賣音 밑의 ‘-’가 굵륨이나 屬륨 위에서 ‘T’로 변하는 現象. 兩層륨 ‘님 . \:ll:l • 교 • 口’ 다음에서 

비원순모음 ‘-( 、 )’가 圓庸母音 ‘T(...L)’로 바뀌는 륨體現象을 뜻한다. 中世國語 ‘블[水] . 블[火] . 
플[草]’이 近代國語 특히 17世紀 末葉 以後 ‘물 · 불 • 풀’로 圓賣母音化되었다. 用言의 活用에서도 
‘남+은 > 나문’， ‘입 + 은 > 이분’， ‘깊 + 은 > 기픈 > 기푼’ 등과 같이 수의적으로 圓톱母륨化가 
이루어졌다. 中世國語의 母흡 ‘ 、 ’가 ‘...L’로 바뀐 것도 圓톱母音化의 하나이다. 例를 들어 ‘ 몰[馬] • 

굶다[路]’ 등이 남부 방언에서는 ‘몰 · 옳다’ 동으로 바뀌었다(네이버 上觸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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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水， 2卷 18a 9行 下段6字)→cf. 블(2卷 18b 1行 上段6字)， 王公으로부터 (淑

製女四書序 5a 1行 下段1-8字) 더부러(細製女四書序 6a 3行 下段3-5字)， 부 

즈런이(神宗皇帝細製女誠序， 3a 8行 下段6-9字)

(8) 語棄面에서 다음과 같은 表記의 形態、들이 混用되어 보인다. 

얼골(1卷 12a 6行 下段6-7字)→ 얼굴(1卷 12a 10行 下段2-3字)， 중여곰(女誠 

原序 3b 10fT 上段9-11字)→ 한 야곰(2卷 18a 8行 下段5-8字)→한 여 금(2卷 

22b 9行 下段9-11字)， 버 레 (2卷 17b 4行 下段7-8字)→버 러 지 (3卷 41b 2行 下

段8-10字)， 임 의 (2卷 17b 9行 上段4-5字)→ 이 뷔 (2卷 11b 5行 上段5-6字)，

머리털 (4卷 22a 9行 下段1 ， 上段1 ，2字)→ 터럭 (4卷 22b 1行 上段2，3字)， 긋치 

디 아니 흥 고(4卷 21a 9行 上段5-11字)→ 긋디 아니 중 고(4卷 28b 6行 下段

2-7字)， 구멍 (4卷 52a 9行 上段5， 6字)→ 금그로(4卷 60a 5行 下段4-6字)

(9) 主格助詞 [-가】 가 唯一한 例로 나타난다. ‘니 가 성 피 고 버 레 먹 단 말이 라(2 

卷 17b 4行)’

(10) 使動形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더러이리라(3卷 23a 9行)， 어즈러이며 (3卷 

30a 4行)， 닙 히 이 고(3卷 39b 8行 上4)’

(11) 규장각 소장자료(奎 3285-3-1)와 서울대중앙도서관 소장자료(등록번호 

871601)를 對照하여 다음과 같은 變化를 發見하였다. 

奎章聞 資料 本館資料
所在位置

活字體 備 考 活字體 備 考

禮데 려l 女誠序 1a 3行 上2

來녀 릭 女誠序 1b 3行 上8

書셔롤 “롤”을 가운데 위치 를 “롤”을 우측 선에 붙힘 女誠序 2b 6行 下3

禮녀l 례 女誠序 2b 7行 上3

道도 “도”를 우측선 부착 도 “도”를 가운데 위치 女誠序 2b 7行 下1

써 뼈 女識序 2b 9行 下2

릎공 ; 。r 微製序 3a 9行 上2

의道도 校訂글자 의道도 校訂글자 細製序 3b 10行 下1-3

뽑大家女誠 1帳 缺 費大家女識 1帳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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奎章關 所藏資料(奎 3285-3-1)와 서울대중앙도서관 所藏資料(등록번호 871601)는 

여申字 同一板本 資料이나 奎章聞 資料는 책의 四方 餘白이 本館資料에 비하여 俠

小하여 작은 책자로 보이며 圖表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奎章聞 資料는 校訂 보기 

以前資料이며， 本館資料는 校訂한 資料로 확연히 區分이 된다. 

이외에 南廣祐 선생이 女四書짧究 - 近世語짧究의 一環作業의 하나로-에 “ I女

四書I 에서는 _-定한 規準下에 쓰인 表記는 아니나 [c] 받침 表記가 나타나고 戀

만文에서 단로 I호뎌 호미 홈을 호니 l 와 같이 쓰인 경우와 請解文에서 名詞形

I홈l 이 보임은 縣단의 保守的 性格과 I홈l 이 名詞形에 限한 擬古的 表記의 例를 

보인다는 점이 特異하다”고 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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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本校所藏 板本對照

版本別 刊行年 形態事項 一般事項 所藏處 登錄審號 備考

卷首 : 神宗皇帝細製女誠序 ... 萬暫八
일석貴 

年(1당~)歲在康辰春=月 ... 
170.20244 

4卷3冊(零本) : 四周 卷首 : 細製女四書序 ... 歲內辰(1736)
Y43m 10100871601 

英祖 13 單邊， 半郭 24.8 x {매秋 ... 
v.l 

중앙도서관 

(17 16.6 cm, 界線， 10行 卷首 : 女識原序 ... 소장 

37)內陽 17字， 上下內向花缺懶 內陽記 : 乾隆二年(1737)三月十九 日 內

尾;34x22cm 陽待講院女四書一件行都承冒ê李[手

決].

印 : 宣陽之記， 待講院

2卷1冊(零本) : 四周
텀錄 張1-2 훌面동방삭의비피記載. 
卷首 : 神宗皇帝細製女識序 ... 萬鷹八年

英祖
單邊， 半葉품郭: 

(1많~) 歲在康辰 ... 가람古 

12年
24.6x16.6 αn， 1O{f17 

細製…序…內辰件秋(1736)'" 않16 第1-2 卷(1冊)外

(1겸6)序 
字注雙行，版心: 上下

女識原序 ... Y43c 
101때1잃39 

缺本
rX; 花救魚尾 ; 33.6x21.4 

內陽記: 內陽知敎寧府事李箕翊... 命除 1/2 
申 cm 

謝 ... 
'f: 印:宣陽之記
本

릎聞 3卷3冊 : 四周單邊， 半
神宗細製序 : 萬歷八年康辰(1앉~)春一 

古
奎章聞

月 韓國學資料室
, 葉품郭: 19.7x16.8 cm, 

細製序 : 歲內辰(1736)
1160 

所藏資料로 本
10行17字注雙行， 版

內陽記 : 乾隆二年(1견7)三月十九 日 內
2 

1아%잃ffi7-9 館資料와 體制，
英祖 心:_l下內向花救魚尾 1-3 
13年 ; 34x22 cm 陽行弘文館 副提學閔應洙女四書一件 內容， 크기 등 

(1737) 命除謝恩行都承冒ê李[手決] 모든 면이 一致

印 : 宣眼之記， 廳興A閔應洙聲南章. 함) 

4卷3冊 : 四周單邊， 半
卷首: 神宗皇帝細製女誠序…萬歷八年 奎章關 所藏 資

英祖 棄륨郭: 24.8x16.6 cm, 
(1500)歲在 康辰春三月…, 

奎
料로 內容과 版

12年 101117字注雙行， 版
細製女四書序…歲內辰(1736)빼秋 ... 

3285 201α%뼈70-8 
本은 一致하나 

(1낌6) 心: 上下花敬魚尾
女誠原序 ... 

3 餘白이 적어 本

32.8x21.7 cm 館資料에 비하 

印 : 待講院， 春防藏. 여 相對的으로 

小冊子

漢韓對譯. 일석 
衛‘!‘|精

4卷2冊 : 四周雙邊， 半
序 : 렇順後二百A十年T未(1007) . 170.82 

舍 宋秉뼈. Wl843nK 10100870021-
木

郭 20.9 x 16.2 αn， 有
序 : 萬歷八年(1500)歲在東辰春三月 v.l-4 2 , 

界， 半葉 10行22字 註 王相(淸) 塞註 ; 
板 細製序. (일석) 
本 隆熙 1 

雙行， 上下內向2葉花
歐 :T未(1007)季夏上漸 價陽田愚敬 一養古

鄭漢(淸) 校桂.

年
放魚尾 ; 30.8 x 20.3 

를f륭크. 않36 101002얹뼈8-9 

(1007) cm 
刊記 : 遍洲精舍T未(007)刊板 Y43sc (一養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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