ꡔ審陽日記ꡕ 譯註 작업 과정에 대한 검토
1)신

1. 머리말
2. 심양일기 원문 텍스트 교감 작업
3. 번역에 있어서 유의할 점

하 령*

4. 용어 해설에 있어서 유의할 점
5. 책 제목과 편차에 관한 제안
6. 맺음말

초록: 이 논문은 瀋陽日記 의 번역․용어해설․편집 등의 과정에서 마주
친 문제들을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 서술함으로써 역주 과정의 한 측면
을 보이고자 한 것이다.
첫째, 원문의 교감작업은 8책본을 저본으로 하고 10책본 등과 비교하였다.
둘째, 번역과정에서는 8책본을 저본으로 하였고, 용어 표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기본 표현과 다양한 형태로 표기되어
있는 인명․지명․관직명 등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용어 해설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引接’․‘宮官’ 등의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해설, 텍스트 안에서 문맥을 고려하는 해설,
새로운 용례를 보여주는 해설 등이 되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넷째, 출판할 때 책 제목은

昭顯瀋陽日記 로 해야 하고, 간지로 표기된

연도별 편집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보였다.
핵심어:

瀋陽日記 , 昭顯世子, 校勘, 용어해설, 引接, 宮官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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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이 글은 규장각 소장 왕세자관련 관청일기 역주팀의 역주작업 가운데 한 種인
瀋陽日記 의 역주작업 과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하고 반성하는 글이다.
심양일기 는 조선 제16대 임금 인조의 아들 昭顯世子가 병자호란으로 인해 청
에 패배한 조선국왕을 대신하여 당시 청나라의 수도인 심양에 인질로 잡혀 가 있
던 8년(1637∼1644) 동안의 심양에서의 세자의 동정과 주변 상황을 중심으로 기
록한 세자시강원의 일기이다.1)
이 심양일기 는 이미 1975년에 번역이 나왔는데2) 이것은 1921년에 일본인이
간행한 滿蒙叢書3)를 저본으로 하여 1637년부터 1642년까지 6년간의 기록을 번역
한 것이므로 완역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소현세자와 관련된 연구에 도움
을 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여러 보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조선왕조실록 은 완역되었고, 승정원일기 는 상당히 번역이 진전
된 상황이고, 소현세자가 심양에 있을 때 심양관에서 조선 조정에 보낸 狀啓를 모
아놓은 謄錄인 瀋陽狀啓

4)도

번역되어 나와 있어 이런 보조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한의학이나 천문학 등 전문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길도 있고, 청대
1) 심양일기 의 체제와 판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다음 논문의 해당부분을 참조할 것. 김남
윤, 2006 ｢심양일기와 소현세자의 볼모살이｣, 奎章閣 29, 45-50면.

2) 이석호 역, 1975 瀋陽日記 , 대양서적.
3) 內藤虎次郞 輯, 1921 滿蒙叢書, 滿蒙叢書刊行會, 東京. 일제는 만주지배의 일환으로 만주와 몽
고 지역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에서 나온 관련 문헌을 편집하고 이 심양일기 를
마지막 권인 제7 권으로 편집하였다. 여기에 실린 심양일기 는 규장각에 소장된 두 종의
심양일기 가 1644년까지 싣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축년(1637)~임오년(1642)까지 6년간의
기록만을 싣고 있다. 內藤虎次郞는 만몽총서 제7권 서문에서 이 일기가 청조실록 에 실려
있는 청초의 기록의 정확성을 방증하는 점, 청조실록 에 실려 있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밝
혀준다는 점에서 청초 연구에 큰 가치가 있다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기의 판본에 대해
서나 어떤 기준에 의해 6년 동안의 기록만 실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필자
가 대조해본 결과 만몽총서본 심양일기 는 이 논문에서 제2종이라고 칭한 8책본을 저본으
로 하되 1642년까지만 실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서도 가장 기초적인 오자는 최소한으로
바로 잡고 있는 정도였고, 어떤 경우에는 8책본을 잘못 읽어 오자를 만든 경우도 있었다. 그
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만몽총서본 심양일기 는 원본교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역, 1999 국역 심양장계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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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자료인 淸實錄 이나 淸史稿 도 쉽게 입수할 수 있다. 여건이 좋은 만큼
완성도 높은 역주본을 내어야 할 의무가 지워진 것이다.
지금 심양일기 는 역주작업이 거의 마무리되어 최종 교정 편집 단계에 있는
데, 전체 작업의 가장 큰 줄거리인 원문 교감, 번역, 용어 해설, 편집방향 등에 대
하여 구체적인 작업 과정을 일부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심양일기

원문 텍스트 교감 작업

원문 텍스트의 교감 작업은 역주작업과는 상관없이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되어
야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종류가 있는데도 텍스트 교감 없
이 어느 한 종을 선택하여 그것만 오역 없이 잘 번역하면 된다는 입장을 취할 수
도 있지만, 두 종류가 있다면 서로 교감하여 정본화 작업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
단된다. 판본 교감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과제라는 것이다.
심양일기 는 교감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교감과 역주작업을 동시에 진행
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다. 기본적으로 8책본을 저본으로 역주작업
을 하고, 다른 종과 비교하여 교감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였다.
교감을 하려면 우선 상호 교감의 대상을 결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규
장각에 소장된 심양일기 의 종류와 내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두 종류로 구분
해 보는 것이 작업에 편리할 것이라 판단되므로 편의상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누
어 서술하기로 한다.
제1종이란 심양일기 10책본5)과 그 밖의 봉황성일기 ,6) 1책본 소현동궁일
기

7),

북행일기

8)를

가리킨다. 이것은 초고본이므로 그만큼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책으로 편집되지 않은 점, 초고본으로 초서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
하고 있어서 역주의 저본으로 삼으려면 탈초작업에 소요되는 경제적, 시간적 부
담이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있다.
제2 종이란

심양일기

8 책본9)인데 10 책본과

봉황성일기 ,

소현동궁일기 ,

5) 규장각 소장번호는 <奎 12825-2>이다.
6) 鳳凰城日記 (奎 12626), 1책 14장, 1642년 10월 6일~11월 22일.
7) 1책본 昭顯東宮日記 (奎 12823), 1책 24장, 1644년 1월 20일~2월 19일, 제2차 귀국일기이다.
8) 北行日記 (奎貴 12827), 11책 13장, 1644년 4월 9일~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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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행일기 를 다 포함하여 대체로 연대순으로 편집하고 정서한 것이다. 이것은
동시대에 해서로 정서되어서 알아보기가 쉽고 단일한 책으로 편집되어 있어서 저
본으로 삼기에 적당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제1종을 정서한 것이라서 그 과정에서
글자나 단어가 달라지거나 기사가 빠진 데가 일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제2종인 8책본이 편집 체제나 또 텍스트의 내용상 가장 포괄적이고 보
편적인 방식을 띠고 있으므로 일단 8책본을 텍스트로 하되, 제1종과 교감하여 교
정하는 방식으로 취하였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가장 먼저 쓰인 제1종을 저본으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적 경제적 이유 때문
에 불가피하게 제2종을 저본으로 한 것도 사실이지만, 교감을 통하여 제1종을 저
본으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볼 수 있었고, 동시에 제1종과 제2종의 상태를
모두 보여줄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다.10)
교감을 진행하기 위해 일차 대조작업을 한 결과 다음 몇 가지 교감 지침을 도출
할 수 있었다.
○ 제2종인 8책본에 대해서 제1종인 10책본 등으로 교감한다. 교감 결과는 원문에
각주로 처리하되, “8책본에는 ‘*’으로 되어 있으나 10책본(또는 북행일기, 봉황성일
기, 또는 1책본 소현동궁일기)에 따라 ‘*’으로 교정하였다”라는 표현을 준용한다.
○ 제1종이나 제2종 모두다 글자가 틀리거나 일관성이 없는 경우 최소한도 안에서
일괄적으로 바로 잡는다. 예를 들어, 인명이나 지명 가운데 두 판본에 차이가 있거나
두 판본 모두 잘못 표기되었다고 판단되는 ‘麒獜’이나 ‘獜坪大君’, ‘主夫’ 등의 경우
가 이에 해당한다.11) ‘質子’나 ‘質孫’의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바로잡는다.12)
9) 규장각 소장번호는 <奎 12825-1>이다.
10) 제1종에 대한 탈초작업은 따로 할 필요가 없었다. 그동안 우리 팀에서는 탈초된 다른 동궁일
기 역주작업도 함께 진행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초서를 어느 정도 해독할 수 있게 되어 제

1종의 초서로 쓰인 부분도 교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1) ‘麒麟’, ‘仁坪大君’, ‘主簿’로 바로 잡았다.
12) 예를 들어 申汝逈의 경우, 申景禛의 아들로 오인되었는지 ‘質子’로 적힌 데가 많다. 애초에
신경진을 대신하여 볼모로 간 것은 큰 아들 申垓였다. 신해는 1637년 소현세자가 심양으로
가던 길에 봉산의 초구에 머물고 있을 때 병조판서의 아들 자격으로 2월 26일 합류하였으나

3월 16일 평안도 덕연에서 전염병으로 죽었다. 아마도 병이 든 상태라서 뒤늦게 따라와 합류
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심양일기 정축년(1637년) 3월 16일(을묘) 참조. 사마방목 을 보
면 신여형은 신해의 아우 申埈의 서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質子’로 표기된 것은 ‘質
孫’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또 金國標의 경우, 金瑬의 ‘質子’로 표기되어 있으나 김류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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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인명이나 지명이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기된 경우는

심양일기 의 특성

가운데 하나이므로 그대로 둔다. 이 점은 번역상의 표기나 용어해설 원고 작성에서
도 문제가 된다.
○ 제2종에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글자로 적힌 경우, 예를 들어 제1종에는 ‘宜’로
되어 있는 것이 제2종에는 ‘當’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의미상의 차
이는 없기 때문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적었다고 하기는 무리일 수도 있지만 그
렇다고 하더라도 제1종에 의해 교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 날씨가 달리 기록된 경우가 상당히 자주 나온다. 베껴 쓰는 과정에서 기계적인
반복 작업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제1종에 따라 고
쳐야 한다. 또 10책본에는 날씨가 없는데 8책본에는 ‘晴’이라고 되어 있는 난감한 경
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일단 각주를 달고 ‘10책본에는 없는데 8책본에는 있다’는 식
으로 각주를 붙인다.
○ 제1종에 있는 기사가 제2종에는 없는 경우, 이런 경우의 전형은 단순히 날짜와
날씨, 세자의 소재만 기록한 내용으로만 이루어진 아주 짧은 기사의 경우 베껴 쓰는
과정에서 지나치거나 다음날의 기사와 연결시키면서도 의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런 기사는 내용상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어느 날의 기사 자체가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므로
반드시 제1종에 의거하여 보충해야 한다.
○ 제2종에 없는 글자가 제1종에는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제1종에 따라 보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제2종에 60일로 되어 있는 경우, 제1종에는 69일로 되어 있어서 9자
가 빠졌다.13) 이런 경우는 내용상으로도 9자가 빠지면 안 된다. 반대로 제1종에는 있
는 글자가 제2종에는 없는 경우도, 제1종이 먼저 쓰여진 텍스트이므로 제1종에 따라
보충한다.
○ 제1종이든 제2종이든 간지가 틀리게 기록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14) 제1종을
옮겨적는 과정에서 틀린 경우도 있고 제1종 자체에 이미 틀리게 표기된 경우도 있
은 金慶徽이고, 그 아들이 金國標이다. 그러므로 ‘質孫’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13) 예를 들어, 8책본 무인년(1638) 4월 12일(을사)의 기사는 “淸主乘夜而還, 往來凡六十日(淸主
가 밤을 타고 돌아왔다. 왕복 60여 일이 걸렸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일기의 2월 3일의
기사에 따르면 “淸主領兵向西北地, 出自東門, 拜禱城隍祠而去(淸主가 군사를 이끌고 서북쪽
으로 향하면서 東門을 나가 城隍祠에 가서 절하며 빌고 떠났다)”라고 하였다. 출발 날짜는

2월 3일이고 돌아온 날짜는 4월 12일로 69일이 걸린 것이다. 10책본에 ‘六十九日’로 되어 있
으므로 8책본의 ‘六十日’은 오기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8책본에는 ‘六十日’로 되어 있으
나 10책본에 따라 ‘六十九日’로 바로잡았다”라는 각주를 원문에 달아주면 된다.

14) 어느 날 하루의 간지가 틀린 경우도 있고, 일정 기간 틀린 경우도 있었다. 1640년 3월 6일-12
월 30일, 1642년 11월 8일~11월 22일의 간지 등은 일정 기간 틀린 경우에 해당하므로 일괄하
여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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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경우에는 앞뒤 맥락을 살펴보고 또 실록이나 다른 일별 기록물에 근거하여
일괄하여 간지를 교정해야 한다. 잘못된 건수가 상당히 많아서 일일이 다 주석을 다
는 것은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15) 그 결과는 출판본의 범례에서 간략하게 밝히는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 옛 문헌에서 기사 단위를 구분하는 동그라미 표시는 내용 단위별로 일관되게
다시 찍어야 한다. 제1종과 제2종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각 종마다 일
관성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체로 기사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배열된 것에 주목하여 시간과 기사 단위로 표시하였고, 특히 심양일기 에 많이 나
오는 심양으로 들어오는 사람들과 나가는 사람들에 관한 기사는 나가는 것과 들어가
는 것만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문안의 경우는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 문안하는
것에 주목하여 그 사항에 붙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기사 단위 구분 표시를 일관되게 적용하는 문제는 번역을 할 때에도 필요하고,
또 다른 동궁일기를 역주할 때에도 해당하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심양일기 이외의
다른 동궁일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사 단위 구분 표시가 일관되게 적용된 것 같지
않았다. 번역문과 원문의 기사단위 구분 표시를 일관되게 일치시켜 적용하면 찾아보
기도 쉽고 작업을 하는 데도 편리하다고 판단된다.
○ 옮겨 적는 과정에서 두 줄로 된 細註의 行이 바뀔 때 줄을 잘못 연결시켜 읽은
경우나 각종 명단16)을 연결하여 읽으면서 옮겨 적을 때 잘못 읽을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한다.

이와 같은 지침에 의거하여 교감된 원문을 가지고 역주를 하면, 앞으로 심양일
기 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1종이나 제2종을 굳이 열람하지 않아도 이 역주
본 뒤에 붙은 원문 텍스트를 이용하여 좀 더 편리하게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이라 생각된다. 또한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에 소장된 원본들도 그 만큼 열람회수
를 줄일 수 있어 좀더 오래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5) 인조실록 등의 일별 기록물이나 日交陰陽曆 (이은성, 198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을 참
조하였다.

16) 명단은 총 7건이다. 8책본의 제1책 말미에 ‘南漢出城陪從秩’과 ‘瀋陽入來陪從’이 있고, 제5책
｢西行日記｣ 앞에 ‘西行時一行員役’, ｢獵行日記｣ 앞에 ‘獵行陪從員役’, 제6책 두 번의 ｢獵行日
記｣ 앞에 ‘獵行時陪從員役’, 제7책 ｢獵行日記｣(이 경우, 원문에 ｢엽행일기｣라 제목이 명기되
어 있지는 않지만 편의상 이름을 붙인 것이다) 앞에 ‘獵行時陪從員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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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번역에 있어서 유의할 점
교감의 문제가 일단 해결되면 본격적인 역주작업을 하면서 반드시 일관되게 통
일시켜야 하는 여러 사항들에 대해 검토하고 처리방안을 제시해 두어야 한다. 여
기에는 용어사용문제, 관청명․관직명․인명의 처리 방식, 문장의 시제와 문체,
기사의 구분, 인용부호, 띄어쓰기, 세주처리, 명단 처리 방식, 한자 병기, 인명이나
관청명의 한글음표기, 전형적 문장표현 등이 포함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세부
지침은 이미 정리되어 있다.
위의 여러 사항 가운데서 전형적인 문장 표현방법에 대한 것은 날씨․입번․문
안 등처럼 나오는 빈도가 높고 상투적인 것인데, 일정한 틀이 있으므로 기본표현
을 정해둘 필요가 있다.17) 심양일기 전체에서 다양한 케이스를 추출하여 토론
을 거쳐 원칙을 세웠는데, 이런 문제는 팀원 간의 의사소통만 원활하면 해결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번역과정에서 어떤 사항이든 우리말로 어느 정도 풀어쓸 것인지 확
정하는 문제가 있다. 용어나 물명 같은 경우, 잘 알려진 표현은 굳이 그대로 둘
이유가 없지만, 어떤 것은 상당히 애매하다.
예를 들어 당시 조선이 처해 있던 상황과 관련하여 나오는 용어들로 走回人․
逃還人․皮擄人․刷還人․向化人․採參人 같은 것은 ‘달아나 돌아간 사람’, ‘도
망쳐 돌아온 사람’,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 ‘찾아서 돌려보낸 사람’, ‘조선에 귀화
한 사람’, ‘인삼을 캔 사람’ 등으로 굳이 풀어쓸 수도 있지만, 이런 용어가 쓰인
맥락과 상황, 그리고 글자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고려하면 일률적으로 풀어써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또한 특수한 상황에서 임시로 설치된 조선의 관직명으로
䝴咨宣傳官․夫馬差使員․貿牛郞廳․問安內官․朔膳軍官․朔膳領將․刷馬差使
員․水剌放糧差使員․領兵大將․領兵將․運糧領將․運糧差使員․運餉領將․走
回領將․向化領將․護喪差使員 등도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인명․지명․관직명 등을 표기할 때에는 어떤 통일적인 원칙이 있어
야 한다. 그런데 같은 인명․지명․관직명 등이 조금씩 달리 표기되어 있을 때 어
17) 전형적인 기본 표현이란 연․월․일․간지를 적는 법, 세자의 所在, 날씨․問安․入番․望
闕禮․天文․書筵 등에 관한 것을 말한다. 여기 대해서는 기본 표현 예시문안을 따로 작성
해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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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이 심양일
기 가 내포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청초의 인물은 조선의 시강원 관원,
특히 일기를 기록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司書나 說書의 입장에서는 낯선 이름
이었을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여진족이나 몽고족의 이름을 소리나는 대로 한자
음을 빌어 표기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기록자가 자신에게 들리는 대로 적을 수밖
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초의 인물 가운데 같은 사람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달리 적혔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잉석(李芿石): 李 石, 李旕石
두두(頭頭): 豆豆, 刀都, 九王子 刀都, 胡王 豆豆, 斗道, 頭頭王
노시(盧施): 盧時, 老施, 駑時, 盧氏
정명수(鄭命壽): 鄭命水, 鄭命守
소파이두다해(所把伊豆多海): 所把豆多海
귀영개(貴英介): 俱榮介, 貴永介
보대평고(保大平古): 甫大平古, 甫太平古, 普大平古
아리암배(阿裏巖排): 阿里嚴排
필패(畢稗): 皮波, 皮罷, 皮牌, 皮巴, 皮破, 琵琶, 把罷, 把巴
가린(哥藺): 佳藺, 加獜, 加吝, 可里, 加鱗, 噶隣, 綱林, 加隣, 噶林
어사거(於思巨): 於士巨, 於士介
천타마(淺他馬): 淺它馬, 賤他馬, 賤佗馬

위의 명단에서 가린이라는 사람은 열 가지나 되는 다른 이름으로 쓰여 있다. 이
럴 경우 어느 것이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인지 확정하는 기준이 필요하다. 예를 들
어 청실록 을 보면 가린의 이름은 綱林으로 나온다. 이 강림처럼 ｢청실록｣을 기
준으로 삼아 그것을 적용하여 열 가지로 달리 쓰인 이름을 다 강림으로 통일해야
할 것인가? 이 가운데서 여러 전거를 통해 인물의 행적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
는 사람은 인명해설을 할 수 있으므로 이름이 이렇게 달리 표기된 데도 있다는
것을 언급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 인물도 거의 마찬가지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 조선 조정의 고위
관리에 대해서 일기의 기록자가 이름을 잘못 기재하거나 뜻이 다른 글자로 쓴 경
우는 전혀 없었다. 있다면 분명한 오기일 것이므로 바로 잡으면 된다. 예를 들어,

審陽日記 譯註 작업 과정에 대한 검토

161

앞서 원문 교감 부분에서 언급한 바 있는 麟坪大君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밖에도
이 일기에는 다른 동궁일기의 경우라면 이름이 적힐 리가 만무한 수많은 張三李
四가 적혀 있다. 소현세자가 머물던 심양의 관소에는 심양에 드나든 수많은 조선
사람들에 대한 보고가 끊임없이 들어왔으므로 각계각층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
어 있다. 몇 명을 예로 들어보겠다.
김경신(金景信): 金敬信, 金京信, 金慶信
이집(李緝): 李楫, 李揖, 李諿
이형장(李亨長): 李馨長
박형(朴泂): 朴浻
이명전(李明傳): 李明傅
이휘양(李揮陽): 李輝陽

이렇게 청초의 인물이든 조선의 인물이든 다른 표기가 많은 인물은 참고자료가
있든 없든 간에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차라리 원문대로 표기하
고 위와 같은 명단을 작성하여 출판본의 범례에서 일괄하여 보여주는 방식을 택
하거나, 아니면 해당 인명이 처음 나올 때 각주의 형식을 취하여 이 일기에는 다
른 이름으로도 표기되어 있음을 언급해줄 수도 있고, 또는 두 가지 방식을 다 적
용할 수도 있다.
이 번역에 관한 부분은 원칙을 세워 일관되게 표현하거나 표기하는 문제이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범례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정리하는 일이 상당히 중요한 비
중을 차지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다음의 주석
과 해설원고 작성으로 넘길 수밖에 없다.

4. 용어 해설에 있어서 유의할 점
역주, 곧 번역과 주석 작업 가운데서 주석 작업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로 하겠
다. 여기에는 내용 보충설명 주석, 용어해설 주석, 그림 자료 등이 포함된다. 내용
보충설명 주석은 번역문 밑에 각주의 형태로 제시되며, 원문에 나오는 말의 출전
이나 전거 표시, 書筵이나 晝講의 범위, 다른 문헌자료를 통한 내용의 보충설명
등이 해당한다. 용어해설 주석은 인명(조선인명․중국인명), 書名, 지명(조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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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중국지명), 한의학용어18), 기타용어(관직명․물명 등)로 분류하여 용어의 뜻
을 해설한 것이다. 그리고 부록으로 붙일 그림 자료는 인조의 가계도, 청 태종의
가계도, 서울-북경간 지도 등이 포함된 보충자료이다.19)
이 세 부분 가운데서 용어해설과 관련된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한다. 용어해설
을 따로 작성하여 번역문 뒤에 일괄하여 싣기로 한 것은 심양일기 의 분량이 상
당히 많아서 인명, 지명, 관직명, 한의학용어, 기타 제도명 등의 용어가 나올 때마
다 각주를 달아준다면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친절한 방식일 수도 있지만,
어떤 용어가 나올 때마다 각주를 단다면 중복과 군더더기는 물론 작업의 효율성
도 떨어지고 지면도 많이 차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괄하여 용어해설을 만들어
부록으로 붙이기로 한 것이다.
여기서는 인명해설, 지명해설, 기타 용어해설 가운데 작업 과정에서 문제가 되
었던 사항 몇 가지를 예로 들어 해설 원고 작성 방식과 난점의 해결과정을 보이고
자 한다.
첫째 인명해설에 관해 설명하면, 일단 조선인명과 중국인명을 구분하여 일괄하
였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뒤섞는다면 각 인물마다 조선시대, 중국 명대, 중국
청대 등의 언급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 인명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을 이용하여 해설
원고를 적성하였다. 그러나 이 사전은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지명도가 떨어지는 인물의 경우에는 다른 자료를 참고해야 한다. 심
18) 한의학 용어가 나오는 모든 날의 기사를 추출하고 전문가에게 부탁하여 원고의 일부 작성과
교열 감수를 받아 정리한 것이다.

19) 보충해야 할 그림 자료로 준비해둔 것은 仁祖의 가계도, 淸 太宗의 가계도, 심양성과 심양궁
궐도, 서울에서 심양을 거쳐 북경까지 소현세자가 간 길과 심양일기 에 나오는 주요 지명
을 함께 표시한 지도, 한의학의 經穴圖 등이다. 이 가운데서 청 태종의 가계도는 달리 이미
그림으로 그려진 것을 입수하지 못한 관계로

심양일기 ․ 청실록 ․ 청사고 와 그 밖의

청대에 관한 연구서 등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그림을 그렸다. 심양일기 를 읽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심양성과 심양궁궐도는 盛京通志 에 나오는 것을 참고로 할 수 있는데,
성경통지 는 강희제 때인 1736년에 나온 것이므로 심양일기 당시보다 100년 정도 후대의
것이라서 그 동안 장소가 바뀐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참고할 만하다. 특히 성경통지
의 그림과 심양일기 에 나오는 공간들을 비교 분석해보면 아마도 심양일기 당시의 심양
공간을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도와 경혈도가 필요한 이유는 용어 해설 상의 어려움
과 무의미함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시각자료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경혈에 관한
한의학적 해설은 그 자체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익히 아는 지명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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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일기 에는 생몰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물보다는 없는
인물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20) 그러므로 조선문과방목 이나 사마방목 , 실
록 , 문집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 원고를 작성하되 가능한 한 당
시의 심양일기 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간략하게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어떤 인물은 심양일기 자체가 유일하게 그 인물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해설 원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를 들어 최명길의 質弟로 나오는 崔誼吉의 경우, 최명길의 아우라면 상
당한 비중 있는 인물이라고 추측되어 여러 자료를 찾아보았으나 아무 정보도 찾
을 수 없었다. 어쨌거나 심양일기 에 최명길의 아우라고 나오므로 “최의길: 생몰
년 미상. 최명길의 아우로 1639년 형을 대신하여 심양에 볼모로 갔다”고 해설해야
할 것인가? 당시 심양에 볼모로 간 사람 가운데 가짜가 있어 문제가 되었다는 점
을 상기해보면 이런 해설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오도할 수도 있
다.21) 그러므로 현 상태에서 심양일기 만이 그 인물의 전거가 되는 경우에는 따
로 해설을 붙이지 않기로 하였다.
청초의 인명 가운데 참고 자료가 상당히 있고, 당시 청나라 조정에서 상당한 비
중을 차지한 인물로 앞서 이 글의 번역에 관한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이름이 여러
가지로 표기된 사람들의 경우, 해설 원고를 작성하려면 기본적으로 한 이름을 정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기준에 따라 정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서는 심양일기 에 나오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입장에
서면 작업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번역문에서는 취할 수 있지
만 용어해설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나온 관련 분야의 객관적인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표기해야 한다.22)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 몇 안 된다고
하더라도.23)
20) 이것이 심양일기 의 또 하나의 특성이기도 하다.
21) 심양일기 는 질자에 관한 심화연구를 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2) 청초의 인물에 대해서는 任繼順, 2000 淸史 , 신서원 참조.
23) 예를 들어, 九王 → 도르곤(多爾袞, Dorgon), 大王 → 다이산(代善, Daisan), 十王 → 도도
(Dodo, 多鐸), 押大 → 아바타이(Abatai, 阿巴泰), 八王 → 아지거(Ajige, 阿濟格), 質可 → 지
르갈랑(Jirgalang, 濟爾哈郞) 등으로 참조 표시를 하고 해설을 붙이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구왕의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설해야 할 것이다.
九王 → 도르곤(Dorgon, 多爾袞)
도르곤(Dorgon, 多爾袞): 1612~1650. 청 태조의 제14자. 1636년의 조선 정벌과 1638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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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해설도 조선지명과 중국지명으로 분류하여 일괄하여 묶었다. 그렇게 한 이
유는 인명해설의 경우와 같다.
소현세자의 지리적 활동배경은 서울에서 심양까지, 다시 심양에서 심양 이북의
사냥터로, 그리고 심양에서 북경까지로 걸쳐 있다. 심양일기 에 나오는 지명 가
운데서 해설을 길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명이나 지리적 사항도 물론 있다. 假
島나 瀋陽 같은 지명에 대해서는 연혁이나 당시의 형편 등을 해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세자의 여정 안에 들어있는 지명들, 그것도 잘 알려진 지
방행정단위를 나열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일었다. 예를 들어 다음처럼
해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江東: 평안도에 속한 현. 서울에서 668리 떨어져 있다.
江西: 평안도에 속한 현. 서울에서 651리 떨어져 있다.
江陰: 황해도에 속한 현. 서울에서 197리 떨어져 있다.
价川: 평안도에 속한 郡.

위와 같은 해설은 의미가 없으므로 좀 더 상세하게 그 지명의 연혁까지 적어야
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심양일기 를 읽는 데 무슨 도움이 될까? 차라리

1 장의 지도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지리적이지 않
을까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지명에 관한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해설하지 않
고 지도에 표시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소현세자의 길 뿐만 아니라 그 주
변의 황해도, 평안도, 그리고 청나라의 지명도 한꺼번에 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익숙치 않은 지명이나 설명이 필요한 지리적 사항은 간단하게 해설을 실었다.24)
그밖의 성․유적지․건축물․다리 등은 기타 용어에 집어넣어 처리하였다.
다음으로 기타 용어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어 해설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동궁일기 역

명 정벌에 앞장섰고, 睿親王에 봉해졌다. 세조 順治帝가 6세로 즉위하자 섭정이 되어 정치
를 주도하였다. 심양일기 에서는 신분을 구왕九王 또는 구왕자九王子라고 하였고, 이름
은 ‘突胡’․‘突虎’라고도 표기하였다.

24)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해설을 붙여야 한다.
遼左: 遼東. 몽고족이나 여진족 같은 북방 유목민족은 전후좌우의 방위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개념을 동서남북에 적용하면 각각 남북동서가 되므로 심양일기 에서 요좌라고 한 것은 요동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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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작업을 하면서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용어 가운데 어떤 것은 좀 더 포괄적인 시각으로 서술해야 할 것들이 눈에 띄었
다. 여기서는 ‘引接’과 ‘宮官’이라는 두 용어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다.

‘인접’은 기존 사전에는 대체로 이렇게 되어 있다.
引接: 임금이 議政을 인견할 때 侍臣을 시켜 맞게 하는 일.

그런데 심양일기 에서는 거의 대부분 세자가 신하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되
어 있었다. 이런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擧動․復膳․召對․請對․入侍․內賜․
祗迎․祗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곧 기존의 사전에는 주로 왕에게만 쓰이는 용어
로 기록된 것이 심양일기 를 보면 세자에게 적용된 것이 확인된다. 이런 현상은
지금까지 사전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용례로 뽑은 자료들이 주로 왕 중심의 자료
였고, 왕세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았던 탓에 빚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런 경우 용어를 해설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임
금이나 세자’라는 말을 넣어 해설한 것인가? 아니면 기존 사전에 나오는 의미를
그대로 둔 채 말미에다 ‘ 심양일기 에서는 왕세자에게도 적용되었다’라는 코멘트
를 덧붙이는 것으로 마무리할 것인가? 곧 용례 하나의 출처를 덧붙여주는 정도로
마무리할 것인가? 일단 최소한도 일반적인 용례를 밝히고 ‘ 심양일기 에서는 이
런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언급해두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판단
된다. 이렇게 해두면 이후 사전을 수정보충하거나 편찬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궁관’이라는 용어에 대해 해설할 때 생기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
韓國漢子語辭典 에는 “① 東宮에 딸린 벼슬아치. ② 宮人의 벼슬. 곧 女官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古法典用語集 에는 “동궁에 딸려 있는 벼슬아치. 동궁
은 王世子의 궁으로 春宮이라고도 한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동궁에 딸려 있는
벼슬아치”라는 말은 그 의미가 상당히 넓어서 지칭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다음 인용한 것은 우리가 애초에 달았던 해설이다.
궁관: 세자궁에 딸린 관직. 司饌(종6품) 아래에는 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掌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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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9품), 음식ㆍ등불ㆍ땔나무ㆍ숯ㆍ그릇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掌食(종9품), 음
식에 관한 제반 일을 담당하는 掌饌(종7품)이 있었다. 또 司則(종6품) 아래에는 재물
과 비단옷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掌藏(종9품), 바느질과 길쌈을 담당하는 掌縫
(종8품)이 있었으며, 司閨(종6품) 아래에는 서적 관리 및 敎學, 세자의 명령을 전달하
는 일을 담당하는 掌書(종8품), 문서 출입과 자물쇠 관리 및 기강을 담당하는 掌正
(종7품)이 있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해본 결과 심양일기 에서 궁관은 위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
이 아니었다. 예를 들어 보겠다.
재신 남이웅․박로․朴䌙, 宮官 李時楷․閔應協․鄭雷卿, 익위사 許檍․成遠, 내
관 趙邦璧․金弘俊․金希顔․朴之榮을 書啓하였다.25)
겸보덕 홍명일이 하령을 받들어 대조에게 문안한 후 돌아왔다. 좌․우의정과 빈
객․宮官들을 모두 인접하였다.26)

위의 두 경우를 통해 심양일기 에 쓰인 궁관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앞서 든 사
전적인 의미와는 달리 세자시강원의 관원을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심양일
기 에는 전체를 통틀어 ‘궁관’이라는 용어가 7번 밖에 나오지 않아 눈에 띄지 않
을 정도이다. 그래서 역주자가 글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해설을 붙
이다보면 약간 빗나간 해설을 달아놓을 소지가 있다. 심양일기 보다 훨씬 더 많
이 궁관이라는 용어가 쓰인 왕세자 관련 관청일기로 심양일기 로부터 약 80년
후에 쓰인 진종동궁일기 를 보면 궁관의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진종동궁일
기 에는 궁관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오는데27) 예는 다음과 같다.
입번이 아뢰었다.
“병풍에 글씨 쓰는 일을 겸문학이 하도록 하령하셨습니다. 겸문학 李箕鎭이 어제
牌를 받을 때 낙상하여 심하게 다쳐 팔에 통증이 매우 심하여 글씨를 쓸 수 없다고
25) 심양일기 경진년(1640) 3월 18일(기유) 참조. 당시 이시해는 보덕이고, 민응협은 필선이고,
정뇌경은 문학이었다.

26) 심양일기 갑신년(1644) 1월 19일(무신) 참조.
27) 眞宗東宮日記 총 4책 가운데서 제1책만 검색해보아도, ‘宮官’이라는 용어가 30번 이상 쓰
였다.

審陽日記 譯註 작업 과정에 대한 검토

167

합니다. 어찌할지 감히 여쭙니다.”
“겸문학 외에는 글씨를 쓸 사람이 없는가?”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아뢰었다.
“宮官 중에는 글씨를 잘 쓰는 자가 없고, 전부터 翊衛司에서 써서 바친 전례가 있
으므로 감히 아룁니다.”28)
임금에게 아뢰었다.
“이달 9일 왕세자가 빈객과 상견례 때 궁관의 인원을 갖추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런데 보덕․겸보덕․겸필선․겸사서․설서․겸설서가 모두 차출되지 않았고, 필선
임주국은 지방에 있어서 인원을 갖출 길이 없습니다. 차출하지 않은 인원을 오늘 政
事에서 서울에 있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사람으로 모두 차출하고 곧바로 패초하여
임무를 보게 하십시오.”29)
본원의 궁관 3員과 찬선․자의에게 日課를 1건씩 하사하였다.30)

위의 몇가지 예문을 보면, 궁관이란 익위사의 관원도 아니고 세자시강원의 관원
가운데서도 찬선이나 자의 등도 아니다. 궁관은 세사시강원에서 상번과 하번으로
나뉘어 입직을 담당하는 관원으로, 상번인 보덕․겸보덕․필선․겸필선․문학․겸
문학, 하번인 사서․겸사서․설서․겸설서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
양일기 에서는 이 용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정도는 반드시 언급해야 한다.

5. 책 제목과 편차에 관한 제안
번역과 용어해설 작업을 마무리하고 나면 출판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검토해
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책의 제목과 편차이다.
이 일기의 제목을 우리는 보통 심양일기 라고 하지만,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 출판을 앞에 둔 상황에서 곰곰 따져보면 소현심양일기 라는 제목을 달아
야 옳을 듯하다. 이 일기는 하나의 고립된 단독 문헌이라기보다는 왕세자 관련 관

28) 眞宗東宮日記 을사년(1725) 3월 12일(경술) 참조.
29) 眞宗東宮日記 을사년(1726) 6월 6일(정묘) 참조.
30) 眞宗東宮日記 을사년(1725) 11월 18일(임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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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일기, 곧 세자시강원에서 작성한 일기이고, 그것도 소현세자의 세자시강원 일
기 가운데 일부라고 볼 수 있다. 후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연속되는 시리즈물
가운데 하나이므로 제목에 ‘소현’이라는 말을 붙이기를 제안한다.

10책본과 8책본의 표지제목은 모두 ‘昭顯瀋陽日記’로 되어 있다. 게다가 8책본
의 제8책 앞부분의 일제시대에 보사된 부분에 해당하는 1책본의 이름은 소현동
궁일기 이다.31) 마찬가지로 논리로, 앞으로 역주팀에서 3년 안에 해야 할 소현동
궁일기 ․ 소현분조일기 ․ 심양일기 ․ 을유동궁일기 ․ 효종동궁일기 ․ 현
종강서원일기 ․ 현종동궁일기 ․ 숙방춘방일기 ․ 보양청일기 (경종)․ 경종
춘궁일기 ․ 영종동궁일기 ․ 진종동궁일기 등등 심양일기 와 을유동궁일기
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떤 세자나 왕의 왕자시절 세자시강원일기인지 제목에서
분명히 밝힌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양일기 는 관행적으로 ‘심양일기’로 지칭된
것 같고, 을유동궁일기 는 1책으로 분량이 적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둘
다 ‘소현심양일기’, ‘소현을유동궁일기’ 식으로 소속관계를 분명하게 명기하는 것
이 타당할 듯하다.
다음으로 번역문과 원문의 편차에 관한 것인데, 원문의 제1종의 편집형식과 제

2종의 편집형식을 보면, 의식적으로 연도별로 편집한 것은 제2종인 8책본이다. 8
책본은 8년간의 일기를 연도별로 편집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연도가 겹
치는 데가 두 군데 있다.
제3책
기묘년(1639) 1월 1일∼12월 30일
경진년(1640) 1월 1일∼3월 7일
2월 14일∼5월 3일(館中日記)
제4책
1640년 윤1월 11일∼3월 7일 세자가 서울에 들어오기 전 예조와 강원에서 올린 啓
辭謄錄
3월 6일∼4월 2일 세자가 서울에 있을 때의 서울의 시강원 일기
4월 2일∼12월 30일 서울을 출발한 이후의 일기

31) 김남기, 2006 ｢소현동궁일기｣ ― 교육의 실제와 도서 정비 과정, 규장각｣ 29, 42면; 김남윤,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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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책
계미년(1643) 1월 1일∼12월 30일
갑신년(1644) 1월 1일∼1월 19일
계미년(1643) 11월 1일∼11월 25일(獵行日記에 해당함)
제8책
1644년 1월 20일∼8월 18일
4월 9일∼6월 18일(北行日記)

이처럼 제3책의 후반부에 있는 경진년의 일기를 제4책의 전반부로 붙여서 경진
년으로 편집하고, 제7책의 갑신년 1월 1일∼1월 19일의 일기를 제8책의 전반부로
옮겨 갑신년으로 편집하면 정확하게 연도별 편집이 될 것이다. 그런데 원래 8책본
의 제3책과 제7책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편집된 데는 이유가 있다. 두 차례 모두
세자가 서울에 다녀가는 과정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세자의 행차가 다음 해로 이
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서 편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번역문을 찾아보기 쉽고 알아보기 쉽게 재배치하는 차원에서 약간 조정
하고, 원문도 이에 따라 편집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어떤 식의 편집이든
각각의 기사는 연월일 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내용상 혼란이 일어날 소지가 없고,
연구자들도 심양일기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의 기사를 참조하는 것이므로 어
느 책인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날짜가 겹
치는 일기, 예를 들어 세자가 사냥을 나간 동안에 세자를 따라간 관원이 쓴 일기
와, 관소에 남아있는 관원이 쓴 일기와 같은 것은 출판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줄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지금까지 심양일기 의 원문 텍스트 교감과 번역, 용어해설, 편집 방향 등에 관
하여 편집자로서 가장 고심했던 부분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를 들어 심양일기
역주 작업의 일면을 보여주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첫째, 원문 텍스트의 교감은 8책본에 대해서 10책 본 등을 저본으로 하였음을
보이고, 교감의 지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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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번역은 8책본을 저본으로 하여 일관된 번역을 추구하기 위하여 기본 표
현, 원문대로 두면서 해설해야 할 용어들, 인명이나 지명, 관직명 등이 다양하게
표기된 경우에 취해야 할 태도 등 번역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들이 관하여 언급
하였다.
셋째, 용어 해설 원고를 작성할 때 객관적인 연구 성과를 반영하는 해설, 텍스
트의 전체 맥락을 고려하는 해설, 새로운 용례를 덧붙이는 해설이 되도록 유의해
야 함을 강조하였다.
넷째, 출판되는 책은 소현심양일기 라는 제목을 붙이고, 간지로 표기한 연도별
로 편집하는 것이 타당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심양일기 역주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세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교감․
번역․해설은 교감이 끝나고 번역이 끝나고 해설원고가 작성되는 식으로 순차적
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표리를 이루어 동시에 진행되면서 끊임없
이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그러므로 정해진 작업 기간이 얼마나 남
았는가에 상관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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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port on Translation & Commentary
Works of Shimyang Diary

Shin Ha-ryeong

This dissertation takes a few representative examples of editorial difficulties faced
in translating, interpreting terminologies and editing the original text of Shimyang
Diary, to reveal an aspect of its translation and commentary.
First, comparison of the original text revealed that volume 10 was the original for
volume 8 and presented instructions of the comparison.
Second, in terms of translation, the 8 volumes were translated with emphasis on
maintaining consistency. Basic expressions and texts were left intact and only the
terms, names of people, names of regions, and official titles that needed to be
described and that were expressed in various forms were mentioned as matters to be
attended to during the translation process.
Third, taking the example of injeop (the king’s greeting of the prime minister via
a vassal), gunggwan and other terms from the process of completing the terminology
commentary manuscript, emphasis was made on the need to heed to commentary that
reflects objective study findings, commentary that factors in the overall context of the
text, and commentary that adds new illustrations.
Fourth, the published book was given the title Diary on Crown Prince Sohyeon in
Shimyang and it was presented that editing by the year inscribed on the stationary was
appropriate.
Keywords: Shimyang Diary, Crown Prince Sohyeon, comparison, terminology
commentary, injeop, gunggw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