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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운변화로 본 하생원 �주방문�(酒方文)의 

필사 연  *
1)

백 두 **

1. 들어가는 말

2. 본론

3. 결론

1. 들어가는 말

조선시 에 이루어진 한  필사본 자료는 그 범 가 넓고 다양하다. 한  필

사본 에서 사본(轉寫本)이 아닌 창작본이면서 술자와 술 시기 그리고 

필사 연 가 분명한 것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이다. 창작본에 속하면서 

자와 술 연 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그 필사본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

다. 언간, 일기, 가장 기(家狀傳記), 제문, 기행문, 음식조리서, 고문서 등에서 

이러한 자료를 찾을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 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09년 1월 30일에 이화여 에서 개최된 국어사학회 겨울연구회에서 발표한 논

문을 깁고 고친 것이다. 당시 토론을 맡아 주신 김유범 교수와 최근에 필자가 수정한 원고

를 읽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 주신 안  선생께 감사드린다. �주방문�의 지질 특성을 

근거로 이 문헌의 연 에 해 조언해 주신 남권희 교수께 특별한 감사의 뜻을 한다.

** 경북 학교 인문 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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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방문� 권두의 모습

한  필사본 자료 에는 국어사 연구는 물론, 인  학문과의 연계성을 갖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지 않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자료 가운데 

표 인 것이 한  음식조리서이다. 조선 후기의 필사본 한  음식조리서에는 

음식 련 어휘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을 반 하고 있는 어휘 자원이 풍부하다. 

음식조리서에는 음식 이름은 물론 각종 식재료 이름, 조리 기구 이름, 그릇 이름 

등의 명사가 실려 있고, 각종 조리법과 련된 동사가 풍부하다. 온도어, 미각어, 

정도부사, 상태부사, 의성어, 의태어에 해당하는 순우리말 어휘도 다수 등장한다. 

이런 어휘들 에는 오로지 음식조리서에만 나타나 고어사 의 표제어로 등재되

지 않은 것도 있다. 한  음식조리서의 언어 자원은 국어학자뿐 아니라 한국의 

음식문화와 통 음식 연구자들도 활용할 수 있다.

약 30여개에 달하는 한  음식조리서  국어학자들이 연구 상으로 선택한 

것은 몇몇 개에 국한되어 왔다. �음식디미방�(경북  소장)과 �주방문�(규장각 

소장)은 국어학자들이 이용해 온 몇 안 되는 자료에 속한다. �음식디미방�은 

자(안동장씨 부인)와 그의 생애가 밝 져 있어서, 이 책의 배경 방언(경북 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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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언)과 술 연 (1670년경)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주방문�은 필사자(혹은 

자)와 그 출처가 밝 지지 않아서 배경 방언은 물론 필사(혹은 술) 연 를 확

정하기 어렵다.
1)

1) 이성우(1981:304), 이선 (2004), 박은향(2005) 등은 �주방문�

의 필사 연 를 17세기 후기로 추정했으나, 좀더 심화된 고찰이 필요하다.
2)

2)�주

방문�의 연 를 밝히는 것은 국어사 연구는 물론 통 음식사 연구에도 의미 있

는 작업이다. 음식조리서의 계통을 세우는 데 개별 문헌의 연 는 매우 요한 

기 이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주방문�에 나타난 표기  음운변

화를 심으로 �주방문�의 필사 연 를 밝히는 데 을 둘 것이다. 이 과정에

서 이 문헌의 배경 방언도 고려할 것이다.

2. 본론

�주방문�의 필사 연 를 밝히기 해 필자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근할 것이

다. 첫째, 이 책의 외형  특징과 지질 등을 포함한 서지  측면을 다룬다. 둘째, 

음운변화를 심으로 한 국어사  측면을 논한다. 셋째, 이 문헌에 나타난 특이 

어휘와 특이한 교체형에 해 검토한다. 본고는 둘째 사항에 을 두고, 셋째 

사항은 이 문헌의 배경 방언과 련지어 다룰 것이다.

1) �주방문�의 서지  특징

규장각의 가람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주방문�(酒方文)(청구기호 가람古 663.1 

- J869)은 양조법 28개 항목과 음식조리법 50개, 도합 78개항의 조리법을 설명

한 1책 28장의 한  필사본이다.
3)

3)각 음식 이름에 한 을 먼  쓰고 이에 해당

1) 여기서 ‘필사’와 ‘ 술’을 통용한 것은 이 책이 하나의 유일본이어서 필사가 술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사자’와 ‘ 술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쓸 것이다.

2) 이성우(1981:304)는 �주방문�에서 고추가 활용되지 않은 을 들어 이 책을 �음식디미방�

과 비슷한 시기의 것으로 보았다. 이선 (2004:125-126)은 고추 사용 여부, ㄷ구개음화가 

미미하게 나타나는 , 원순모음화가 존재하는  등 세 가지를 근거로 �주방문�을 17세

기 후기로 간주하 다. 박은향(2005)은 음운변화 몇 가지를 분석하여 이 문헌을 17세기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3) 본문의 분량을 어  수로 보면 �주방문�은 3,108개이고, �음식디미방�은 7,851개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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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한자어 명칭을 한자로 병행 표기한 이 특징 이다.
4)

4)이 책은 앞뒤 표지

가 갖추어져 있으며, 오침안정의 선장본이다. 앞 표지에 ‘酒方文’이라는 책이름이 

묵서되어 있고 표지 안쪽 면에도 동일한 묵서가 있다. 책의 상태는 비교  양호

하나 책장을 넘길 때 손에 잡히는 부분인 책의 좌하단 서구(書口)에 마모가 있

다. 그리하여 이 부분에 쓰인 한 의 독이 어려운 곳이 더러 있다. 

책 크기는 23.3×13.3cm이고 계선, 곽선, 심이 없다. 서문이나 발문이 없으

며 책의 어느 곳에도 자나 필사한 곳, 필사자에 한 기록이 없다. 본문 종이

의 뒷면[紙背]에 낙서에 가까운 잡다한 한자가 어 있고, <相思別曲>, <春眠曲> 

등의 한  가사도 필서되어 있다. 학자가 한자 쓰기 연습을 한 배지 면도 여

럿 있다. 배지에 쓰인 씨들은 �주방문� 본문의 서체와 매우 다른 것인데, 이 

책이 소장되어 오는 과정에서 군가 써 넣은 것으로 단된다.

<그림 4> 제28장 모습. ‘正月二七日 錢一兩 河生員酒方文冊’이라 어 있다.

가 후자의 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4) �주방문�의 서지 사항은 이선 (2004, 124-126)에 기술되어 있고, 규장각 소장 국어사 자

료 해제집에도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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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권말 28장 뒷면에는 ‘正月二七日 錢一兩 河生員酒方文冊’
5)
이라는5)묵

서가 있다. 이 자가 있는 면에는 ‘河生員’이 두 번 더 어 있고 ‘史略’이라 쓴 

것도 있다. 한 ‘可憐江浦望 不見洛橋人’이라는 오언시 두 행이 어 있고, 수결

을 연습한 낙서도 있다. 28장 뒷면의 묵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正月二七

日 錢一兩 河生員酒方文冊’이란 기록이다. 이 기록은 매우 졸렬한 필치로 쓴 것

이어서 본문의 필체와  다르다. 본문의 한  문장은 강건한 남성  필체로

서 아주 잘 쓴 씨이지만, ‘正月二七日…’의 부분은 붓 씨에 미숙한 사람이 쓴 

것이다. 그 필치는 보잘 것 없지만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 이 책의 소장인이 ‘하

생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正月二七日 錢一兩 河生員酒方文冊’은 ‘정월 이칠일(14일)에 돈 한 냥을 주고 

만든 하생원의  주방문 책이다’라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하생원이 구체 으

로 어떤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이 에서 돈 한 냥을 들여 이 책을 만들

었거나 구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을 고려하여 이 책을 ‘하생원 주방문’이

라 부를 만하다.
6)6) 

이 책의 앞부분에는 약간의 마멸이 있다. 책의 상단부에는 물기가 침습(浸濕)

하여 게 얼룩진 부분이 많다. 이 책의 종이는 형 인 조선 닥종이다. 필자

가 이 논문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권희 교수께 �주방문�의 컬러 사진을 보여 드

리고 지질 감정을 부탁하여, 다음과 같은 조언을 얻었다. �주방문�의 닥종이는 

보푸라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이며, 발 폭이 2.0-2.5cm로 넓은 편이어서 17세기 

지질로 올라가기 어렵다. 17세기 닥종이의 발 폭은 이보다 좁은 편이다. 지질의 

특성과 책의 상태 등으로 보아 �주방문�은 17세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18세기 

기의 것으로 이 옳다는 것이 남권희 교수의 단이었다.

5) 이 부분은 맨 끝에 다른 낙서와 함께 한문으로 어 있다. ‘正月二七日 錢一兩’ 부분은 특

히 매우 졸렬한 필체로 어 있다. 이 부분은 본문 문장을 쓴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것이 확실하다.

6) 본고의 제목에 ‘하생원 주방문’이라 한 것은 이 기록을 시한 것이며, ‘주방’, ‘주방문’ 등 

비슷한 명칭의 다른 음식 책들이 있음을 고려해서 이 게 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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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자모 사용 빈도수 유율 

성

ㄱ 830 5.28292%

ㄴ 460 2.92788%

ㄷ 796 5.06651%

ㄹ 595 3.78716%

ㅁ 565 3.59621%

ㅂ 321 2.04315%

ㅃ 5 0.03182%

ㅅ 453 2.88333%

ㅆ 70 0.44555%

ㅇ 839 5.34021%

ㅈ 457 2.90879%

ㅊ 179 1.13933%

ㅋ 40 0.25460%

ㅌ 86 0.54739%

ㅍ 44 0.28006%

ㅎ 674 4.28999%

ㅲ 1 0.00636%

ㅳ　 36 0.22914%

ㅄ　 54 0.34371%

ㅶ　 1 0.00636%

ᄨ 1 0.00636%

ㅺ　 59 0.37553%

ㅼ　 48 0.30552%

ㅽ　 6 0.03819%

ㅾ　 3 0.01909%

성

ㅏ 1082 6.88689%

ㅐ 47 0.29915%

ㅑ 65 0.41372%

ㅒ 1 0.00636%

2) �주방문�의 국어사  특징과 그 연

(1) 문자별 사용 빈도와 그 특징

입력한 �주방문�의 본문 체를 한 단락으로 만든 후, 검색 로그램 ‘깜짝새’

로 ‘음소빈도’ 조사를 해 보니, 성, 성, 종성에 해당하는 각 문자의 사용 빈

도수와 유율은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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ㅓ 565 3.59621%

ㅔ 102 0.64923%

ㅕ 546 3.47527%

ㅖ 70 0.44555%

ㅗ 643 4.09267%

ㅘ 52 0.33098%

ㅙ 4 0.02546%

ㆉ 1 0.00636%

ㅚ 118 0.75107%

ㅛ 83 0.52829%

ㅜ 357 2.27229%

ㅝ 18 0.11457%

ㅞ 15 0.09547%

ㅟ 14 0.08911%

ㅎ 3 0.01909%

ㅠ 86 0.54739%

ㅡ 587 3.73624%

ㅢ 192 1.22207%

ㅣ 740 4.71008%

ㆍ 1008 6.41589%

ㆎ 224 1.42575%

종성

ㄱ 318 2.02406%

ㄴ 630 4.00993%

ㄹ 722 4.59551%

ㄺ 9 0.05728%

ㄻ 8 0.05092%

ㄼ 9 0.05728%

ㅁ 157 0.99930%

ㅂ 152 0.96748%

ㅅ 219 1.39393%

ㅇ 241 1.53396%

성 합용병서에서 ㅲ, ᄨ이 각각 1회씩 나타나지만, ㅃ은 5회나 쓰 다. ㅳ 

36회, ㅄ 54회, ㅶ 1회가 보인다. ㅺ은 59회, ㅼ 48회, ㅽ 6회, ㅾ 3회가 쓰 다. 

ㅽ과 ㅾ의 빈도수가 상 으로 히 낮음이 주목된다. 합용병서에 해당하는 

일부 용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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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계합용병서 : 엷(24a) (5b) 구무(5b) 라(2a)  둣다가(5b)  리고

(25a) (11b)

ㅂ각자병서 : (20b) 쁘려(5b) 빼면(14a) 빠지고(14b)  죄 뽑고(20b)

ㅅ계합용병서 : (蜜 12b) 구무(3a) 리(25b)  (裂 20b) 

ㅅ각자병서 : 만두쏘(23b) 싸(包 5b) 쓰라(用 14b) 쏘다(21b)

ㅂ계 합용병서로 주목되는 것은 ㅲ과 ᄨ이다. �주방문�에서 ㅲ이 쓰인 는 

‘엷’(24a)뿐이다. ‘엷’에서 제2음 의 ㅲ은 어간말자음군 ㄼ뒤에 온 어미 ‘-게’

의 ㄱ이 경음화되었음을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ㅲ은 ㅺ과 동일한 음가를 표기

한 것이 된다. 그런데 ㅲ의 용례는 �주방문�의 연  정에 별 도움이 되지 못

한다. 왜냐하면 ㅲ의 가장 이른 는 16세기 의 �이륜행실도�와 �정속언해� 

간본에 나타나고,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년)와 간 �두시언해�(1632년) 

등에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록 그 가 지만 18세기 문헌인 �여사서언

해�(1736년)와 �역어유해�(1775년)에 이르기까지 ㅲ은 지속 으로 나타난다.7)7) 

ᄨ의 는 ‘’ 하나뿐이다. 이 는 타 문헌에서 찾기 어렵다. 필자(1992:288)

가 다른 문헌에서  과 ᄪ과 함께 ᄨ의 용례를 확인한 이 있다.8)8)�주방문�에 

극히 희귀한 합용병서 ᄨ이 나타남이 주목된다. ᄨ은 18세기 문헌 이후에 보일 

뿐 17세기 문헌까지는  쓰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문헌의 연 와 련하여 

유의할 만하다.

한편 �주방문�에는 병서 ㅷ이  쓰이지 않았다. 세국어 문헌에 ㅷ을 가

졌던 어형은 �주방문�에서 ㅌ으로 표기되었다. ‘오미국의 쳥  거나’(14a), 

‘국을 면’(24b) 등이 그 이다. ㅷ은 17세기 말기까지 사용되었으며 그 이

후에는 부분이 ㅌ으로 변했다(홍윤표 1994:171, 173). �주방문�은 병서 ㅷ의 

표기에서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여 다.9)9) 

ㅆ을 제외하면 각자병서로서는 ㅃ만 �주방문�에 쓰 다. ㅃ은 15세기 이래 

 7) 남 문헌의 는 백두 (1992:289-290) 참고. 18세기 타지역 문헌의 로 ‘不動 어 움

즉 못다’<1775역어해,057a>, 을 지즈며<1736여사서,2,033b> 등이 있다.

 8) 년홰 미 수 박   디라(염불보권문 해인사  라 49b).   엄슬 孑(閑溪本 訓

蒙字  56a).  (總管)(동화사  염불보권문 23a). 백두 (1992:286-290)에서 인용함.

 9) �음식디미방�에 쓰인 합용병서로 ᄺ, ᄷ, ᄸ이 있는데 이들이 �주방문�에는 쓰이지 않았다.

ㅚ

ㅂ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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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형어미 ‘-ㄹ’ 뒤에 오는 형식명사 ‘바’의 ㅂ이 경음화될 때( :  빼 업니) 

주로 쓰 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ㅃ의 용례는 극히 드물었다. 17세기의 간 

�두시언해�와 �음식디미방�에 ㅃ의 가 소수 나타나고, 18세기 문헌인 동화사

 �염불보권문�과 우병  �병학지남�에도 ㅃ의 가 보인다.
10)

10)ㅃ이 17세기

와 18세기 문헌에 두루 나타나므로 의 ㅃ 용례를 근거로 �주방문�의 필사 시

기를 17세기와 18세기  어느 하나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 문헌이 17세

기 혹은 18세기에 속할 것이라는 짐작은 가능하다.
11)11) 

�주방문�의 병서 표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ᄨ의 존재와 ㅷ이 ㅌ으로 변화

한 사실이다. 이것은 �주방문�이 17세기가 아니라 18세기에 속할 가능성을 보여 

다.

성자가 쓰인 빈도를 보면 ㅏ와ㆍ가 1,000회를 넘어 상 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 그밖에 단모음 ㅓ,ㅡ,ㅗ,ㅜ,ㅣ가 빈도가 높고, 이 모음으로서는 

ㅕ,ㅚ,ㅢ,ㆎ가 비교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종성에서는 ㄹ,ㄴ으로 끝난 낱말이 상  빈도가 아주 높고, 나머지 ㄱ,ㅂ 등 

단자음 종성 빈도는 비슷하다.

(2) ㄷ구개음화의 실  양상으로 본 연  추정

ㄷ구개음화는 국어음운사에서 일어난 주요 변화로 문헌의 시 를 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ㄷ구개음화는 16세기 후기에 남부방언에서 발생하여 17세기 

기에 구 인근에서 간행된 � 간두시언해�에 나타나고, 17세기 후기의 경상도 

북부방언을 반 한 �음식디미방� 등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실 되었다. 그러나 

서울 간행 문헌에서 ㄷ구개음화는 17세기 후기 문헌에 이르기까지도 확실한 

는 극히 드물다. 앙어를 반 한 17세기 후기 문헌에 나타난 ㄷ구개음화의 

로 다음과 같은 것이 거론된 바 있다.
12)12)

10) 백두 (1992:283) 참고.

11) �주방문�의 분량이 비교  은데 비해 ㅃ이 여섯 개나 나타나는 이 특징 이다. 

12) �동의보감�의 ‘거품진 믈’(탕액편 1:19a)도 있으나 이에 한 비  고찰은 안

(2008:92)을 참고 바람. 이 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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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션졍(경민편 개간본 13a) (이명규 2000:108)13)13)

곡뒤 치다(역어유해 하 49b) (이명규 2000:109)

골진 칼(凹面 , 역어유해 17a) (김주필 1994:52)

이명규(2000), 홍윤표(1985), 김주필(1994)에서 다룬 앙 간행 문헌의 ㄷ구개

음화 들은 안 (2008)에서 비 으로 재검토되었다. 재검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민편� 개간본(이후원 본)은 1658년 간행이지만
14)

14) 간본의 

향 혹은 방언의 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앙어 자료로 간주하는 데 신

할 필요가 있다(안  2008:93).
15)

15)�역어유해�의 간본은 1690년에 나왔지만, 

 본은 모두 �역어유해보�(1775년)가 간행된 이후의 것이므로 이 문헌에 

등장한 ‘곡뒤 치다’와 ‘골진 칼’을 17세기 후기 자료로 보는 것도 재고되어야 한

다.
16)

16)�역어유해�에 ㄷ구개음화의 과도교정형 ‘디달다’(<지달다)(역어유해 하 

34a)와 ‘뉘 디뇨’(<지다)가 보이지만, 이들은 ㄷ구개음화 실 형이 아니라 과도

교정형이다.  이 문헌은 18세기 간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들을 17세기 

앙어에서 ㄷ구개음화가 발생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안 의 이런 논의

로 보면, 17세기 후기 앙어에서 ㄷ구개음화가 존재했다고 볼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못한 셈이다.
17)17)

13) 앞서서 이명규의 박사 논문(1992)에 이런 가 앞서서 제시되어 있으나 2000년도에 간행

된 그의 단행본을 인용한다.

14) 규장각 소장본. 안병희의 해제(1978:401)의 논증에 따라 이후원 개간본의 연 를 1658년

을 본다. 학자의 논 에 따라 이 연도가 1657년, 1656년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경민편 원

간본은 김정국이 황해도 찰사로 재임할 때인 1519년에 간행하 으나 해지지 않는다. 

간본으로는 1579년 진주에서 간행된 것으로 보이는 책이 동경교육 학 도서  소장으

로 해진다.

15) 안병희(1978:402)에서는 이후원이 번역을 스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간본은 간본 내지 

원간본과 아무런 련이 없다고 하 다. 그러나 안 (2008:93)은 경민편 개간본에 나

타난 ‘’와 ‘바라나기’가 지방 본인 �연병지남�1612년),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년) 

등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문헌의 를 앙방언의 ㄷ구개음화로 확정짓는 것은 주

되는 바가 있다고 하 다.

16) 김주원(2000)의 각주 13번과 26번  안 (2008:94)을 참고하 다.

17) 따라서 앙어에서 ㄷ구개음화가 완성된 시기를 17세기와 18세기의 교체기로 보는 견해

(이기문, 1972a:197, 1972b:64)는 재검토될 여지가 있다. 한편 김주원(2000)은 경기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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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서울 간행 문헌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김주필(1994:52-53)에서는   

�오륜 비언해�(1721년)에 ㄷ구개음화가 일어난 몇몇 를 확인했고, �동문유해� 

상권(1748년)에서 다수 를 찾아 놓았다. 김주원(2000)에서는 부방언의 ㄷ구

개음화가 폭 나타나는 문헌은 �오륜 비언해�(1721년), �여사서언해�(1736년), 

�동문유해�(1748년) 등임을 지 하며, 부방언에서 18세기 기에는 ㄷ구개음

화가 확실히 일어났다고 하 다.

이런 연구를 통해 우리는 어도 앙어 즉 서울말에서 ㄷ구개음화는 17세기 

후기 경에는 거의 없었다고 단할 수 있다.
18)

18)1721년 이후의 앙 간행 문헌에 

가서야 ㄷ구개음화가 확실히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앙어의 이런 상태는 

경상방언과 라방언 등 남부방언의 ㄷ구개음화의 발달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다. 선행 연구에서 이미 밝 졌듯이 남부방언의 ㄷ구개음화는 16세기 후기에 발

생하여 17세기 기에 이미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런 을 고려하면서 �주방

문�의 ㄷ구개음화 실  양상을 분석하여 이 문헌의 필사 연  규명에 근해 보

기로 한다.

(1) 용언과 체언의 어간

a. 어두: 이 쳐(2a) 장 오 쳐(7b) 락 업시 오 쳐(8b)19) 죠 술(주방

문 22b) cf. 오 동당이 텨(15a)19)

b. 비어두 : 고쳐(8a) 고치 법(27a)(27b) 곳처(11b) 건져(10a) 데쳐(23a) 

(23b) (25a)20)20)믈 빠지고(14b) 만도쏘치 여(23b) 만두쏘치 라(24a) 

약과치 싸라(24a) 우와 치 호(14a) 죠치(14b) 치(10a) 치

(24a) 강반 무치라(13a)21)21)약지히(23a)22)22)단지(23b)23)23) 

부에 치한 안성의 칠장사  유합(1661년)과 천자문(1664년), 필사본인 ‘애도문’ 등에 

ㄷ구개음화가 존재함을 지 하 다. 

18) 한 세기를 다시 ‘ 기: 기:말기’로 삼분할 때, 각 시기는 체로 30년(정확히는 33년) 

기간으로 본다. 한 세기를 ‘ 기:후기’로 이분할 때, 한 시기는 50년 기간으로 본다.

19) ‘믈 쳐/기 쳐’ 등에 쓰인 ‘쳐’는 제외하 다. 이 때이 ‘쳐’는 ‘打’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20) cf. 가마애 오로 녀허 데티니<1459월인석,23,075a>. 굴근 낙지 데텨 거피고(20b).

21) cf. 지져 무티라(13a). 무텨(11a).

22) cf. 즙디히(17b). 디히 가지 외 무우 듕의 죄 시어(24b). 

23) cf. 알마 단디  녀허(20a). 罐 단디 (훈몽자회  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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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법형태 : 어미와 조사

a. 괴지(4b) 뭇지(14a) 그되지(15b) 븟지(19b) 어지(21a) 닉지(21b) 드리지

(25a) 지지지 말고(12a) 됴치 아니니(13a)

b. 두부느름쳬로 라 (21a) 두부느름 즙쳬로 여 쓰라(24a)24)24)

(3) 구개음화 실 형의 유추  확

술 미 모시 뵈  바타(11a) cf.  석거(10b) 고오리 미(4b) 

(1)은 용언  체언어간에서, (2)는 문법형태에서 실 된 ㄷ구개음화의 이

다. (2a)의 ‘괴지’, ‘뭇지’ 등은 부사형어미 ‘-디’가 ‘-지’로 구개음화된 것으로 모

두 8개가 나온다. 구개음화되지 않은 ‘-디’는 6개 나온다. (3)의 ‘미’은 특히 주

목되는 이다. ‘미’은 ‘ -’의 발음형을 은 것이다. ‘ ’나 ‘미’와 같은 

에서 보듯이 ‘미’의 원형은 ‘ ’이 분명하다. ‘미’에서 우리는 어간 ‘ ’을 분

석해 낼 수 있으며, 이 ‘ ’은 ‘ -이’에서 발생한 구개음화형 어간이 격조사 

앞에서 실 된 것이다. 주격 ‘-이’ 앞에서 실 된 구개음화형 ‘ ’이 격조사와 

결합하는 환경으로 확 된 것이다. 이는 어형변화틀의 통일성(paradigmatic 

uniformity)을 기하려는 유추  평 화(analogical leveling) 작용이 일어난 것이

라 해석된다. 그러나 �주방문�에는 ‘ -이’에서 구개음화 ㅌ>ㅊ이 실 된 변이형

태 ‘ ’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에서 ‘ ’이 실 된 가 

나타난 것이다. 이 환경에 나타난 ‘ ’의 존재로 보아 당시에 ‘ -이’에서 구개음

화가 실 된 ‘ ’이 존재했다고 단할 수 있다.
25)25) 

구개음화에 향을 받은 유추  확  상은 ‘벋>벚’, ‘붇>붖’, ‘>()’에서 

확인된다. 다른 문헌에서 이런 변화를 보인 는 다음과 같다.

(4) a. 서울 경기 지역 문헌

      셰야<1737여사서,4,019a>. 이 즐 톄렴야<1746어자해,024a>. 이 

즐 반드시 이 티 아라<1760보 행_ ,010a>. 네 이 즐 반시 이

티 알니라<1760보 행_ ,011a>. 셩의 즐 크게 가히 볼지라<1792양

24) cf. 웃법텨로 호(19b).

25) ‘미’은 이런 에서 매우 특이한 것이다. ‘미’은 구개음화 환경에서 발생한 교체형이 

비구개음화 환경에 확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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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02a>. 월왕형의 편지   아시니잇가 승샹 왈 므 깁흔 지 이

시리<18xa구운몽筆, 사-25a>. 결 즈로 탁셰의 쳐야 <18xa옥 몽

1,072a>.

(4) b. 남 문헌

     을 녹여 그 라(음식디미방 14a) 이   아라(음식디미방 21a) 깁

 겅에 즐(念桐 30a)(念海 가 20a) 샤리블아 네  엇요(念海 

나 50b) 부 졔 원슈 가 려 야(十九  1,72a) 부즐 잡고(執

筆)(念桐 26a)

�음식디미방�의 ‘그’은 어간 ‘ -’(端)에 격조사 ‘-’이 결합한 것인데, �주

방문�의 ‘미’과 그 성격이 같다.
26)

26)�음식디미방�의 ‘그’과 ‘ ’을 제외하면 

남 문헌의 들은 모두 18세기 후기의 들이다. 서울 간행 문헌에서는 1737

년의 ‘ ’(여사서언해)이 가장 이르고, 나머지는 모두 18세기 엽 이후에 속

한다. �주방문�의 ‘미’과 같은 유추  확 는 구개음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기

에 일어날 수 있다. �음식디미방�의 ‘그’이 그 증거가 된다. 그리고 ‘미’은 유

기음 ㅌ>ㅊ 변화라는 에서 ‘ ’ 등과 같은 ㄷ>ㅈ보다 늦게 일어난 것으로 

이 옳을 것이다.

한편 �주방문�에는 ㄷ구개음화에 한 과도교정형도 발견된다. ‘반듁’(2b), ‘겁

딜’(23b)이 그 이다.
27)

27)이 문헌에 ‘반듁’은 단 1회가 나타날 뿐이고, ‘반쥭’은 

11회나 쓰 다. 세국어 문헌에는 ‘반쥭’이 확인되지 않고, 18세기 후기 문헌인 

�한청문감� 등에 가서야 나타난다. 과도교정형 ‘반됵’은 18세기 말의 �신 자

방언해�(1796)에 1개 나타나고,
28)

28)‘반듁’은 19세기의 한  필사본(고 소설 등)

에 소수례가 발견된다. 따라서 ‘반듁’(‘반됵’ 포함)을 과도교정형으로 이 옳다. 

한편 이 자료에 ‘겁질’은 5회 쓰 고, ‘겁딜’은 3회 쓰 다.
29)

29)15세기 어형이 ‘겁

질’이므로 ‘겁딜’은 과도교정형이 된다.
30)

30)이런 과도교정형의 출 은 �주방문�의 

26) �주방문�에는 ‘ -이’에서 구개음화 ‘미치’가 나타나지 않듯이, �음식디미방�에도 ‘ -이’

에서 구개음화된 ‘그치’는 쓰이지 않았다. 이런 것은 우연한 공백일 것이다.

27) cf. 반쥭(12a). 겁질(24a).

28) )  시슨 은 믈로 반됴  심이 고로게 야<1698신 자 방언해,18b>.

29) cf. 믈 나모겁질(거 ) (秦皮 水靑木皮)<1417향약구,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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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가 ㄷ구개음화를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는 의식이 작용했음을 의미한

다. 이런 으로 볼 때 �주방문�은 ㄷ구개음화가 진행 이었던 시기에 술되

었다고 말할 수 있다.   

(1), (2)에 나오는 구개음화형과 구개음화되지 않은 어형의 출  빈도를 도표

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31) 

            변화와 빈도

  어형과 환경

비구개음화형

출 빈도

구개음화형

출 빈도

구개음화 

실 율(%)

둏-

語

頭

45 1 2.2

딯()-(搗) 9 1 10

()-(蒸) 32 0 0

티-(打) 2 3 60

 디나-(過) 5 0 0

딤(菹) 1 0 0

디히 2 1 33.3

듕탕 2 0 0

뎌미- 1 0 0

계 99 6 5.7%

건디-

非語頭

0 2 100

디- 0 1 100

고티- 2 6 75

-텨로(톄로) 1 2 66.7

티(티) 4 7 63.6

무티- 2 1 33.3

티(生雉) 0 2 100

단디 1 1 50

-디 6 8 57.1

계 16 30 65.2%

총합계 115 36 23.8%

30) 과도교정형 ‘겁딜’은 17세기 후기 문헌부터 나타난다. ) 겁딜 벗기고<1660구황촬_윤,

보유,008b>.

31) 표의 백분율은 소숫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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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에서 우리는 이 문헌의 필사 연  단에 요 근거가 되는 ㄷ구개음화 

실 율을 얻을 수 있다. �주방문�의 ㄷ구개음화 실 율은 비어두에서 65.2%이

고, 어두에서는 5.7%이다. 어두와 비어두를 합산하면 ㄷ구개음화 실 율은 

23.8%가 된다. 어두에서 사용 빈도수가 가장 많은 ‘둏-’(46회)은 구개음화형이 1

개만 나타나고, ‘()-’(32회)의 경우는 0으로 나타난다. 어두의 ㄷ구개음화 실

율은 매우 낮고, 비어두의 ㄷ구개음화는 상 으로 훨씬  높은 실 율을 보

인다. 비어두에서 출  빈도가 상 으로 높은 ‘고티-’는 8개  6개, ‘티’는 

11개  7개가 ㄷ구개음화를 실 하 다. 부사형어미 ‘-디’는 14개  8개가 ㄷ

구개음화를 실 하여 높은 실 율을 보 다. 

�주방문�에 나타난 ㄷ구개음화 실 율은 17세기 후기 서울 간행 문헌의 경우

와 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앞에서 언 했듯이 17세기 후기의 서울 간행 문

헌에서 ㄷ구개음화의 확실한 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 간행 문헌의 ㄷ

구개음화는 18세기 기에 몇몇 나타나다가 기 이후에 가서야 비교  활발하

게 나타난다. 18세기 문헌을 상으로 구개음화 실 율을 계량화한 김주필

(2005)의 연구 결과를  표의 수치와 비교해 으로써 �주방문�의 국어사  

치를 단할 수 있다. 김주필(2005)은 18세기 후기의 역서류(�박통사언해� 등) 

문헌과 왕실의 한  문헌에 나타난 구개음화 상을 계량화하여 서로 비교하

다. 이에 따르면 역서류 문헌의 경우 구개음화의 확산 비율이 18세기 기 직후

의 �박통사신석언해�(1765년)에서 51.65%, 18세기 말기의 � 간노걸 언해�

(1795년)에서 96.92%로 나타났다. 왕실 문헌의 경우 18세기 기 문헌인 �어졔�

와 �경셰문답�에서 8.66%, 18세기 말기의 정조(正祖) �윤음�에서 88.90%로 나

타나 18세기 기 문헌보다 18세기 말기 문헌에서 월등히 높은 실 율을 보

다. 그리고 ㄷ구개음화는 18세기 기 문헌 �어졔�와 �경셰문답�보다 18세기 말

기의 �윤음�에서 리 확산되었다고 하 다. 그러므로 역서류나 왕실 문헌 모두 

18세기 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시 에서 ㄷ구개음화의 들이 격하게 확산

되는 경향을 보여 다(김주필 2005:50- 51).
32)32)

어두와 비어두를 합산한 �주방문�의 ㄷ구개음화 실 율 23.8%는 이 문헌의 

32) 백두 (2006:3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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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를 17세기로 볼 수 없게 한다. 18세기 문헌의 수치와 비교해 보면 �주방문�

의 연 는 18세기 기의 상황에 가깝다. 

한편 �음식디미방�에서 ㄷ구개음화의 실 율 수치는, 어두에서 58.9%, 비어두

에서 78.9%로 나타났다(백두  2005:47-52). �음식디미방�의 ㄷ구개음화 실 율

과  표에 나타난 �주방문�의 실 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다. �주방문�은 어

두에서 5.7%, 비어두에서 65.2%이다. 비어두 실 율은 두 문헌이 비교  가깝지

만, 어두 실 율은 큰 차이를 보인다. �주방문�의 배경 방언이 �음식디미방�과 

같은 경상방언이거나 라방언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두의 ㄷ구개음화 실 율로 

보아 �주방문�이 더 빠른 시기의 문헌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병서 표

기에서 본 ᄨ의 존재, ㅷ이 ㅌ으로 변화한 사실 그리고 후술할 ‘아이-’(<아니-)

의 존재는 이런 추정을 어렵게 한다.

그런데 �주방문�에는 남부방언의 특징인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 련 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음식디미방�에는 ㄱ구개음화와 간 으로 련

되는 ‘기야쟝’(3b), ‘암기와’(4a)가 존재하고, ㅎ구개음화를 겪은 ‘두의시러’(6b, 

15a), ‘뒤시로다가’(11b)가 존재한다.
33)

33)�주방문�과 �음식디미방� 간에 이런 차이

가 존재하는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두 문헌의 배

경 방언이 서로 달랐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두 문헌의 시  거리가 있었

을 가능성이다. 배경 방언의 차이와 시  거리가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필자는 ㄷ구개음화 실 율의 차이  후술할 음운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음식디미방�과 �주방문�은 시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단한다.

(3) 원순모음화 ㅡ>ㅜ로 본 연  추정

순자음 뒤의 원순모음화 ㅡ>ㅜ는 지방 본에서는 17세기 문헌부터 보인다.
34)

34)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슬품’(孝子 7,4b), ‘머무러’(忠臣 1,88b)가 있으나 여러 

지방에서 분각(分刻)된 것이어서 서울말을 반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역어유

33) 백두 (2004:112-113) 참고.

34) 백두 (1992:234-237)에 간 �두시언해�를 비롯하여 17세기 지방 본에 나타난 순자

음 뒤 ㅡ>ㅜ의 를 제시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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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나타난 원순모음화의 가 (1967:86)  송민(1986:130)에 제시되

어 있으나 이엽화문어미 본을 상으로 한 것이어서 17세기의 변화례로 받아

들이기 어렵다.
35)

35)서울말에서 17세기 말에 원순모음화가 완성되었다는 기존 학

설도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6)36) 

�주방문�에서 원순모음화 ㅡ>ㅜ를 실 한 는 극히 드물다. 일반 으로 심한 

흘림체로 쓴 한  필사본의 경우는 ㅡ와 ㅜ 간의 식별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

나 �주방문�은 비교  덜 흘려 쓴 것이어서 ㅡ와 ㅜ의 식별은 체로 잘 되는 

편이지만 그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필자의 독으로 원순모음화 ㅡ>ㅜ가 

용되었음이 확실한 는 다음 한 개에 불과하다. 

(5) 새 진 졉 내여 느즈기 풀 쑤어 두고 녹말을 믈 려 셜기 반쥭듯 잇 

부븬 후에 그 로 반쥭 알마  여(13b-14a)

(5)는 한 문장에서 원순모음화 ㅡ>ㅜ가 용된 어형 ‘풀’(糊)과 ‘ ’이 공존하

는 이다. 자의 ‘풀’은 ㅜ의 세로획이 매우 길고 명료하게 그어져 있어서 ㅡ>

ㅜ가 용된 가 확실하다. 그러나 빈도수가 매우 높은 ‘믈’(水)이나 동사 ‘ -’

에 ㅡ>ㅜ가 용된 는 찾을 수 없다. 제27장 앞면에 ‘물 서말의’처럼 보이는 

것이 있으나 귀진 부분의 마모된 자리에 놓여서 자형 단이 분명치 않다. 1670

년경에 술된 �음식디미방�에는 ‘믈’이 106회, ‘물’이 91회 나타나 46%의 실

율을 보인다. 이밖에도 �음식디미방�에는 ‘믈>물’, ‘븕->붉-’, ‘시므->시무-’ 

35) �역어유해� 간본은 1690년(숙종 16)에 사역원에서 간행되었고, �역어유해보�는 1775년

( 조 51)에 간행되었다. 하는 이엽화문어미 �역어유해�는 후자가 간행될 때 함께 

간행된 것으로 단된다. 이에 비해 삼엽본 화문어미를 가진 �역어유해�가 있는 바 이것

이 간본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있다. �역어유해�의 이 본과 언어  특징에 한 상세

한 연구는 연규동의 박사논문 “近代國語 語彙集 硏究 : 類解類 譯學書를 심으

로”(1996)과 연규동(1995)의 “譯語類解 現存本에 한 일고찰”(국어학 26집)을 참고하

다.  

36) 서울말을 반 한 문헌의 원순모음화 ㅡ>ㅜ에 한 보다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역어

류해�의 를 시해 왔으나 이 문헌의 연 가 수정된 만큼 원순모음화의 발생은 다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 논의는 남 우(1974), (1967:85), 송민(1986:130), 백

두 (1988), 최 승(1999)(2005)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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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같이 원순모음화 ㅡ>ㅜ 실  가 매우 많다.

�주방문�에 원순모음화 ㅡ>ㅜ가 이와 같이 드물게 나타난 음운사  원인을 어

떻게 해석해야 할까. 세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주방문�이 

간 �두시언해�나 �음식디미방� 등과 달리 17세기 경상방언을 배경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주방문�이 경상방언을 배경으로 한 것이라

면, 원순모음화 실 율이 상 으로 낮은 상은 이 문헌의 연 가 �음식디미

방�보다 빠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셋째, �주방문�의 원순모음화 실 율이 

낮은 은 필사자의 차이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음식디미방�의 자

는 여성이다. 그런데 �주방문�의 씨는 남성이 쓴 필체로 단된다. 남성과 여

성의 차이가 음운변화에서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라고 선뜻 단하기 어렵다.

(4)ㆍ의 변화로 본 연  추정

�주방문�에서ㆍ의 변화례는 그리 많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몇 가 주목된다. 

(6) a. 흙(25b) 사흘(9b)  cf. 사(11a)

    b. 며 (18a) 쳥  되 다 쳥쥬 다  믈 다 교합여(12a) 고

묵만 게(17a)

       (주방문 4a) cf. 粳 뫼 <1527훈몽자,상,007a> 뫼<16xx, 풍곽, 

083>

(6a)는ㆍ>ㅡ를 겪은 이다. 이 변화의 향으로 원래의 ㅡ를ㆍ로 표기한 

도 나타난다.
37)

37)(6b)의 ‘며’는 ‘며조’에서 ㅗ를ㆍ로 표기한 것이고, ‘다’은 ‘다

솝’에서, ‘고’는 ‘고조’에서, ‘’은 ‘뫼’에서 각각 ㅗ가 ㆍ로 변화한 것이다. ‘며

조’를 제외하면 ㅗ>ㆍ표기의 두 는 원순모음  양순자음과 인 한 환경에서 

일어났다. 이런 에서 ‘며’는 매우 특이한 존재이다. 이러한 ㅗ>ㆍ 상은 원순

모음 ㅗ를 비원순모음으로 변화시킨 것이어서 비원순모음화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다.
38)

38) 그런데 �주방문�에는 원순모음화 ㅡ>ㅜ는 몇몇 개 보이지만, 원순모음화 

37) 그(器)(5a), 므 (6a), 버나모(26a), 열여(27b) 등이 그러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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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ㅗ는 찾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원순모음화 ㅗ>ㆍ가 나타남은 매우 

특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주방문�을 술한 당시 사람이 원순모음화 ㆍ>

ㅗ를 인지하고 이를 교정하려 했거나 이에 한 거부 의식이 작용하여 원래의 

ㅗ를 ㆍ로 역표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백두 (1992:232-233)에서 밝혔듯이 원

순모음화 ㆍ>ㅗ는 �음식디미방�, �정속언해� 등 지방 본 한  문헌에 나타난 

변화 다.

(6)b와 같은 ㅗ>ㆍ 표기는 음소 /ㆍ/의 뚜렷한 존재를 함축 으로 암시한다. 

/ㆍ/가 음소로서 뚜렷한 지 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러한 비원순모음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ㅗ를 ㆍ로 표기한 당시 화자의 언어지식에는, 이 두 

모음이 원순성 유무에 의한 립짝임을 인식하는 음운론  기제가 존재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주방문�에는 한자어에서 ㆍ>ㅡ를 겪은 가 발견된다.

(7) 시  시 내여 믈 무흔 려 식거 □□ 열흘 후에 쓰라(8a) 

‘무흔’은 ‘무’(無限)에 ㆍ>ㅡ가 용된 것이며, 문맥상 쓰임으로 보아 ‘아주’, 

‘매우’의 뜻을 표 하는 정도부사이다. 이와 동일한 뜻의 ‘무흔’이 �음식디미방�, 

�계축일기�, 낙선재본 �빙빙 �에서 확인된다.
39)

39)뒤의 두 자료는 모두 조선시  

궁 인이 필사한 것이다. �주방문�을 포함한 이 네 가지 자료는 모두 한  필사

본이라는 이 주목된다. 이는 개인  차원에서 쓰고 읽기 해 지은 필사본이 

실 언어의 실상을 잘 반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간주된다.

�주방문�에서 ㆍ>ㅡ는 확인되지만 ㆍ>ㅏ를 반 한 는 찾을 수 없다. 서울 

38) 순자음 뒤의 ㅗ와 ㆍ간의 교체에 한 심층  논의는 최 승(1999)을 참고할 수 있다. 특

히 최 승 선생은 제주방언 자료 등을 고려하여 ‘몬져-져’와 같은 교체에서ㆍ형이 더 

고형이고 ‘몬져’는 ‘져’에서 원순모음화 ㆍ>ㅗ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이 변화는 재구

형 ‘나’에서 ‘나모’를 도출하는 것과 비슷한 이다. 필자는 문헌에 나타난 변화형을 

기 으로 설명하고 재구형을 고려하지 않았다.

39) 참고) 그 친 거 훌쳐 다마 무흔 노피 드러(음식디미방 11a). 평일의 병드러 나갓니

라 여도 무흔 와셔 어셔 내라 아니 내거든<16xx계축일_형,상,021a>. 궁녜 왈, 궁듕의 

부인 므시 거시 무흔 만커 엇디 이 도록 시니잇가<17xx낙선사,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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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 문헌에서 ㆍ>ㅏ변화는 18세기 후기 문헌에 많이 나타난다. 18세기 기로 

추정되는 �주방문�에 ㆍ>ㅏ가 나타나지 않음은 당연하다. 이런 논의를 토 로 

(6)b의 ㅗ>ㆍ 상은 음소 /ㆍ/의 음운론  인식에 바탕을 둔 것임을 확신  한

다. 음소 /ㆍ/가 확실히 존재함을 보여 주는 이 들은 �주방문�이 어도 18세

기 후기로 내려가는 자료가 아님을 증거한다.

(5) 어간말 자음군 ㅺ>ㄲ의 변화

용언 어간말의 ㅺ>ㄲ 변화는 (1967:68-69)에서 언 되었듯이 17세기 후

기의 �신간구황촬요�에 합본된 �구황보유방� 등에 나타났던 것이다. 곽충구

(1980:53)는 18세기 문헌에 나타난 용언어간말 ㅺ>ㄲ 변화례를 몇 개 제시한 바 

있다.
40)

40)�주방문�에도 이 변화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8)  닷 되 복가(18b) 석거 두고(16b) 기쟝에 닷복가41)
41)(주방문 23ㄱ-23b) 

복가(27b) cf. 섯거(5b) 칼로 엷게 갓가(14b)

�주방문�에서 어간말 ㅺ>ㄲ 변화의 실 율을 어휘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어형 변화형(ㅺ>ㄲ) 유지형(ㅺ) 실 율 비고

서ᇧ- 4(석거) 25(섯거) 13.8%

- 3(복가) 2( 가) 60%

- 0(각가) 3(갓가) 0%

- 0(닥가) 0(닷가) 0% 사용 안됨

- 0(걱거) 0(것거) 0% 사용 안됨

- 0(묵거) 0(뭇거) 0% 사용 안됨

계 7 30 18.9%

40) ) 콩 복가  것(漢 208a) 끌 졀 折(倭上 38a) 역 편 編(왜상 43a) 등.

41) ‘닷 가’는 ‘다’의 어근과 ‘다’의 어근이 합쳐진 합성동사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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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빈도 높게 사용된 단어는 29회의 ‘-’(混)이다. ‘-’이 5회, ‘-’이 3회 

사용되었으나, ‘-’ 이하의 세 개는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 변화 유무를 확인할 

수 없다. �주방문� 체에서 ㅺ>ㄲ 변화의 실 율은 18.9%이다. ‘깜짝새’를 통한 

국어사자료 말뭉치를 검색해 보면 ‘석거’는 17세기 후기 문헌에서부터 출 한

다.
42)

42)�주방문�에서 ㅺ>ㄲ 변화가 18.9%로 나타난 것은 이 자료가 17세기 후기 

이후의 것임을 말해 다. 그러나 이 수치로 이 문헌의 연 가 17세기 후기인지 

18세기 기인지를 정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졸고(2005:53-54)에서 �음식디미방�에서 ‘-’, ‘-’, ‘-’, ‘-’, ‘-’

의 어간말자음군 ㅺ>ㄲ 변화를 계량 분석해 보았다.
43)

43)그 결과 ‘->섞-’의 변화

를 실 한 어형은 체 85개 용례  12개이며, 그 실 율은 14.1%에 달한다. 

이 수치는 �주방문�의 ‘-’이 보인 변화율 13.8%를 약간 상회하지만 그 실 율

이 서로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볶-’의 실 율은 �음식디미방�에서 31.67%이

지만, �주방문�에서는 60%로 나타났다. 이 어휘에서는 �주방문�의 실 율이 훨

씬 높다. 어간말 ㅺ을 가진 어휘 체의 ㅺ>ㄲ 변화율은 �주방문�이 18.9%이고, 

�음식디미방�이 17.8%이다. ㅺ>ㄲ 변화의 체 실 율에 있어서 �주방문�이 �음

식디미방�보다 약간 더 진행된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크게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다. 그러나 ‘->볶-’의 실 율에서 �주방문�의 60%는 �음식디미방�

의 31.67%보다 두 배에 달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을 고려하여 필자는 �주방문�

이 �음식디미방�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한다.
44)

44)

42) 1660년의 �구활촬_윤,보유�  1686년의 �구황촬_가,보유�에서 ‘-’은 10회(석거, 석그

-)가 나타나고, ‘섞-’(석거)은 13회 출 한다. 그러나 �신간구황촬요�의 본인 한국학

앙연구원 소장본(윤석창교수 구장본)과 가람본은 모두 간기가 없어서 정확한 연 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책에 합철된 ‘구황보유방’의 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를 

17세기의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헌의 문제 은 안

(2008:92)을 참고하 다. 한편 ‘것거’의 변화형 ‘걱거’는 1632년의 �가례언해�  1658년

의 �경민편언해�에 나타난다. ) 齊 걱거 홈이니 론이 平야<1632가례해,1,044a> 

우흘 걱거나  식을 디오거나<1658경민해,010a>. 체언의 이 변화는 ‘>밖’의 가 �두

창집요�에 나타나는 것으로 검색되지만 더 엄 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 ) 박그로 두루 

흘러”<1608두창집,上,031b>.

43) 백두 (2005), 진행 인 음운변화의 출  빈도와 음운사  의미 -17세기 후기 자료 �음

식디미방�을 심으로-, 어문학 제90집, 한국어문학회, 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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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ㅣ앞의 ㄴ탈락

�주방문�에는 비어두에서 ㅣ앞의 ㄴ이 탈락한 매우 특이한 가 발견된다.

 

(9) 사나흘 디나거 고쳐 시으되 헤여디디 아이 45) 여(8a)45)

 는 ‘아니-’가 ‘아이-’로 표기된 것인데 매우 특이한 이다. ‘아이  여’ 

부분은 ‘  여’자가 약간 불분명한 이 있으나 확  이미지로 자세히 보면 자

획이 보인다. ‘아이 ’는 단 하나의 이지만 이 문헌의 연  추정에 매우 의미 

있는 라 생각된다.

i(j) 앞의 n탈락은 16세기 에 나타나지만46)
46)‘아니’의 ㄴ탈락은 남 간행 문

헌을 기 으로 보면 18세기 기 이후에 나타나고, 서울 간행 문헌에서는 18세

기 기에 하나의 가 확인된다. 그 는 다음과 같다.47)47)

(10) 다른 문헌에 나타난 ‘아니->아이-’의 

     아일 블不(남해 장사  類合 24a) 붓톄의 뎨 아일고(미타참략  13a) 

례를 좃디 아이고(병학지남 우병 본 2,15b) 효순  아이니(임종졍

념결 7b) 아이여(동화사  염불보권문 25a) 아이야(동화사  염불보권

문 25a) 아이며(해인사  염불보권문 다 50b) 을 지 아이고(해인사

 염불보권문 다 49a) 

     나타나지 아일 양으로 미덛(개수첩해 1,7b) 힘 아이여(경신석 65b)

 출  문헌의 연 는 남해 장사  �유합�이 1700년, 천 용문사  �미타

참략 �는 1704년, 우병  �병학지남�은 1737년, 팔공산 수도사  �임종정념

결�은 1741년, 동화사  �염불보권문�은 1764년, 해인사  �염불보권문�은 1776

44) ㅺ>ㄲ변화가 방언에 따라 어떻게 달리 개된 것인지는 지 까지의 연구에서 잘 밝 져 

있지 않다. �주방문�의 배경 방언이 �음식디미방�과 같은 것이라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

에 ㅺ>ㄲ 변화를 포함하여 두 문헌을 1:1로 비교하는 것은 신 해야 한다.

45) 아이  : ‘ ’는 자가 분명치 않지만 확 해 보니 자 윤곽은 알 수 있었다. ‘여’도 

그러하다.  ‘아이 ’는 ‘아니’의 ㄴ이 탈락한 것이다. �염불보권문� 등에서 이러한 상이 

더러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은 18세기 후기에 많이 보이고 빨라도 18세기 기이다. 

46) 이 상의 발생과 련된 학설  구체  는 백두 (1992:347-353) 참고. 

47) 백두 (1992:349)에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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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이다. 서울 간행의 �개수첩해신어�는 1748년,
48)

48)�경신록언석�은 1796년이다. 

18세기 기부터 ‘아이-’가 여러 문헌에서 확인되므로 �주방문�의 ‘아이-’도 18세

기 이후의 음운변화를 반 한 것으로 이 온당하다. �주방문�에 나타난 ‘아이-’

의 존재는 이 문헌의 배경이 경상방언일 가능성을 보여 다. 서울 간행의 �개

수첩해신어�(1748년)에도 이런 변화형이 나타나지만 경남방언의 간섭일 가능성

도 있다. 

�주방문�의 ‘아이-’가 18세기 기의 것인지 아니면 기의 것인지 단하기 

어려우나, 시 를 당기는 것보다 늦잡아 두는 것이 안 한 조치라고 생각하여,  

�주방문�의 시기를 18세기 기에서 기 사이로 비정(批正)해 둔다.

(7) 기타 특이한 어간 말음 교체형

�음식디미방�에는 일반 언해문 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이한 어휘들이 다

수 실려 있다. �음식디미방�과 마찬가지로 생활 착형 자료라 할 수 있는 �주

방문�에도 특이한 어휘들이 발견된다. 이 의 일부는 이선 (2005)에서 언 되

었다. 본고의 논의는 국어음운사와 련하여 특이한 교체형을 보이는 다음 두 

에 국한시켰다.

(11) 어간재구조화형 ‘헟-’과 ‘시-’

   a. ‘헟-’ : 호쵸 허츠라(22a).  호쵸 허처 쓰라(23a).

   b ‘시어’ : 그 시어(5a). 미 두 말 닷 되 장 시어(7a). 보리을 시어 

닉게 고(8b). 참고) 여러  싯고 니 싯지 말고(5a). 챵을 뒤  

죄 싯고(21a).

(11a)의 ‘허츠라’에서 동사 어간 ‘헟-’을 분석해 낼 수 있다. 15세기 등의 문헌

에 이 낱말은 ‘헡-’으로 쓰 던 것이다.
49)

49)�주방문�의 ‘헟-’은 ‘헡-’의 어간 말음 

ㅌ이 ㅊ으로 바  것이다(치경음>구개음). 이와 같은 치경음과 구개음 간의 교

체는 당시에 존재했던 구개음화에 향을 받은 이형태 교체로 단된다. 아마도 

48) �개수첩해신어�의 를 알려주신 정승혜 교수께 감사드린다.

49) 머리터리 허터 어즈러우며<1463법화경,2,122a>. 허튼 머리터리<1489구 간,1,081a>. 허튼 

딥흔다가<1677박통해, ,020a>.



204·한국문화 60

‘헡이다’와 같은 생형이 구개음화되어 [허치다]로 발음된 어형이 당시에 존재

하 고, 여기에 향을 받은 어간 재구조형 ‘헟-’이 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리하여 구개음화 환경이 아닌 데까지 재구조화된 어간이 확 되어 (11a)와 같은 

‘허츠라’, ‘허처’와 같은 교체형을 산출했을 것이다. ‘헟-’의 확  사용은 앞의 (3)

에서 본 ‘미’과 유사한 이 있다. ‘ 이> 이’를 겪은 구개음화형 ‘ ’이 격

에까지 확  용된 것이 ‘미’이기 때문이다. ‘ ’이나 ‘헟’과 같은 구개음화 어

형의 유추  확 는 ㄷ구개음화가 상당히 진 된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라 생각

된다. 이런 에서 �주방문�의 필사 시기는 ㄷ구개음화가 상당히 진 된 때라고 

단된다.

�주방문�의 ‘헟-’은 문헌 자료로서는 처음 확인된 것이다. 이선 (2004:123)에

서는 (11a)의 ‘헟-’과 련된 어형 ‘허치다’가 국어의 경남, 남, 충남방언에 

쓰이는 을 지 하며
50)

50)�주방문�의 배경 방언이 남부방언일 가능성을 언 했

다. ‘헟-’은 앞서 논의에서 언 한 �주방문�의 ‘미’( )과 같이 어간말의 ㅌ이 

ㅊ으로 변화한 이 공통 이다.
51)51)

(11b)의 ‘시어’는 [洗]의 뜻이며, �주방문�에 모두 13회 나온다. 그러나 ‘시서’

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자음어미 앞에서는 ‘싯-’의 표기가 나타나지만 모

음어미 앞에서 종성 ㅅ은 탈락되어 불규칙동사와 같은 모습을 보여 다. �음식

디미방�에는 이와 달리 ‘시서’가 10회, ‘시어’가 12회 나타나 두 교체형이 공존하

는 모습을 보여 다. 두 문헌 간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필자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주방문�의 배경 방언이 �음식디미방�과 다른 것이어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 

한편  경상방언에 ‘더버’와 ‘더워’가 공존하는데 비해 서울방언에서는 ‘더

50) 필자가 <한민족언어정보화> 검색기로 확인해 보니 ‘흧어 놓다’가 경기방언에도 나왔다. 

참고로 검색 결과를 옮겨 둔다.

    흧어놓다 <경남><경기>. 

    허치다 < 남>[장흥, 신안, 해남, 담양, 곡성, 나주, , 구례, 함평, 화순, 순천, 보성, 여

수, 강진, 고흥, 진도, 완도].  

    허친다 <충북>< 남><충남>[아산, 산, 청양, 보령, 부여, 서천, , 산] 

51) ‘허치다’와 ‘미’에서 나타난 어형은 재구조화된 변화형으로 간주된다. 물론 이 재구조화 

어형은 지역 방언 혹은 사용 환경에 국한된 것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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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만 쓰인다. �음식디미방�에서 ‘시서’와 ‘시어’가 공존하는데 비해 �주방문�에서 

‘시어’만 쓰이는 것이 서울방언에서 ‘더워’만 쓰이는 사실과 평행 이다. 그런데 

�음식디미방�에 ‘덥-’의 ㅂ이 모음어미 앞에서 ㅂ으로 실 된 가 하나도 없고, 

모두 ‘더운’ 혹은 ‘더워도’로 쓰인다. 17세기 후기의 경상방언에도 ‘더버서’, ‘더분’

과 같은 활용형이 있을 법한데도 �음식디미방�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52)52) 

이런 을 고려할 때, ‘시서’와 ‘시어’가 공존하는 �음식디미방�와 ‘시어’만 나

타나는 �주방문� 간의 차이가 배경 방언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3. 결론

2장에서 논의된 음운변화 에서 필사 연 와 련된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방문�에는 ‘’과 같이 ᄨ이 쓰 다. 국어사 문헌에서 ᄨ은 18세기 문

헌 이후에 보일 뿐 17세기 문헌까지는  쓰이지 않았다. 이 은 �주방문�의 

필사 연 가 18세기에 속함을 의미한다.

② �주방문�에는 ‘미’( -)과 같이 ㅌ>ㅊ구개음화를 겪은 어형이 격조사 

앞에서 실 된 가 있다. �음식디미방�의 ‘그’도 이와 같은 성격의 것이다.   

�음식디미방�을 제외하면 이런 변화는 18세기 엽경에 나타난다. �주방문�에 

‘헟-’(헡-)이 출 하는 것도 ‘ ’과 같은 성격의 음운변화이다. 

③ �주방문�의 ㄷ구개음화 실 율은 어두에서 5.7%, 비어두에서 65.2%이다. 

어두와 비어두를 합산한 �주방문�의 ㄷ구개음화 실 율은 23.8%이다. 김주필 교

수가 연구한 18세기 앙 간행 문헌에 나타난 ㄷ구개음화 실 율과 비교할 때  

�주방문�의 상태는 18세기 기의 상태에 가깝다. 

④ �주방문�의 원순모음화 ㅡ>ㅜ는 극소수의 만 나타난다. 이 변화는 �음식

디미방�보다 더 보수 인 상태를 보여 다.

52) 이 차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필자는 단하기 어렵다. ‘더버서’와 같은 어형을 당시

의 양반층 부녀자들이 시골말의 특징으로 인식하고 문어에서 사용하지 아니했던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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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용언 어간말자음군 ㅺ>ㄲ 변화를 계량 분석해 본 결과, 어간말 ㅺ을 가진 

어휘 체의 ㅺ>ㄲ 변화율은 �주방문�이 �음식디미방�보다 약간 더 진행된 양상

을 보인다. 특히 ‘->볶-’의 실 율에서 �주방문�은 �음식디미방�의 두 배에 달

한다. 이 은 �주방문�이 �음식디미방�보다 시기 으로 늦은 것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⑥ �주방문�에서 ㆍ>ㅡ는 확인되지만 ㆍ>ㅏ를 반 한 는 찾을 수 없다. 서

울 간행 문헌에서 ㆍ>ㅏ변화는 18세기 후기 문헌에 많이 나타난다. �주방문�에

서 음소 /ㆍ/가 확실히 존재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주방문�은 18세기 후기

로 넘어가는 자료는 아니다.

⑦ �주방문�에는 비어두에서 ㅣ앞의 ㄴ이 탈락한 ‘아이-’(<아니-)가 나타난다. 

이러한 ㄴ탈락은 남 문헌에서 18세기 부터 나타나고 서울 간행 문헌에서는 

�개수첩해신어�(1748년)에 처음 보인다.

한 문헌에 다양한 음운 상이 반 된 요인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문헌의 술 시기, 둘째는 문헌의 배경 방언, 셋째는 술자

의 성차(性差). �주방문�은 이 세 가지 요인  어느 하나도 확실한 기록이 없

다. 다만 이 자료의 필체로 보아 술자는 남성으로 추정된다. 이는 �음식디미

방�의 술자가 여성인 것과 조된다. 

 일곱 가지  ③,④ 두 개만 �주방문�이 �음식디미방�보다 시기 으로 더 

앞선 상태를 보여 다. 그러나 �주방문�이 ㄷ구개음화와 원순모음화 ㅡ>ㅜ에서 

�음식디미방�보다 약간 보수  경향을 보인다. 이 차이는 두 문헌의 분량이 

히 다른 에 기인된 것일 수도 있고, 술자의 성차(性差)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나머지 ①,⑤,⑦은 �주방문�이 18세기 기에 속한 것임을 암시한다. ②는 

배경 방언이 같다는 제 하에서 두 문헌이 시기 으로 가까운 것임을 의미한

다. 시기 으로 보수 인 음운변화와 개신 인 변화가 한 문헌에 공존하고 있어

서 언어 상만으로 �주방문�의 연 를 확정짓기란 쉽지 않다. 

이 자료의 배경 방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논의에서 �주방문�

의 배경 방언과 련된 을 출하면 다음과 같다. ‘ ’의 구개음화 확산형 ‘미

’( -)은 �음식디미방�의 ‘그’( -)과 평행 이어서 상호간 련성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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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 이와 같은 성격의 변화는 동사 어간 ‘헟-’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 낱말

은 다른 문헌에서 ‘헡-’으로 쓰인 것이다. ‘미’과 ‘허치-’는 경상방언 혹은 남부

방언의 반 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주방문�에는 비어두에서 ㅣ앞의 ㄴ이 탈

락한 ‘아이-’(<아니-)가 나타난다. 이 어형은 18세기 기의 경상도 문헌에 나타

나 상호 련성을 암시한다. 비원순모음화 ㅗ>ㆍ가 존재하는 사실도 �주방문�이 

지방 방언을 배경으로 했을 가능성을 높여 다. 그러나 �주방문�에는 ‘  -’의 

변화형이 ‘시어’로만 나타나 ‘시서’와 ‘시어’가 공존하는 �음식디미방�과 차이를 

보인다.
53)53) 심

앞서 논의한 여러 가지 음운변화의 시  특성을 고려하여, 필자는 �주방문�

의 필사 연 를 18세기 기(1700-1735년경)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 이고, 18

세기 말기로 넘어가는 자료는 아니라는 단을 내렸다. 이 단은 �주방문�의 

배경 방언을 경상방언, 라방언, 서울방언 등 어느 방언으로 보더라도 용될 

수 있다.
54)

54) 음운변화를 근거로 내린 필자의 단은 지질을 기 으로 한 남권희 

교수의 연  감정과 일치한다. 

주제어 : 주방문, 필사본, 한 음식서, 한국 통음식, 음운변화, 원순모음화,  

ㄴ 탈락, 구개음화.

투고일(2012. 10. 25), 심사시작일(2012. 11. 1), 심사완료일(2012. 12. 4)

53) 연  정의 직  증거로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이 책의 한  서체가 매우 세련되어 있

고, 필사본으로서 규장각(가람문고)에 소장된 으로 보아, �주방문�의 배경이 서울 혹은 

인근 지역일 가능성도 있다.

54) 필자는 2009년 1월에 이 논문을 구두 발표한 이후 연  단의 어려움 때문에 인쇄에 부

치지 못하 다. 필사본에 필사기가 아무 것도 없거나 그 출처(집안 혹은 지역)를 모를 

때 겪는 어려움을 이 을 쓰면서 실감하게 되었다.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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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cord period of the culinary book 

JUBANGMUN(酒方文); From the viewpoint of phonological 

changes

Paek, Doo-hyeon *

55)

[The main poi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Jubangmun(酒方文)�, the letter ᄨ was used as shown in the word like ‘’. An 

examination of the historical Korean literature shows that this letter only began to appear 

in the mid of the 18th century, and this gives us an initial hint as to the writing period 

of Jubangmun. 

In Jubangmun, the palatalization process of t>ʧ(ㄷ>ㅈ) amounts to 23.8%, totalling its 

presence in the word-initial and non-initial positions. Comparing this ratio to that of 

Seoul’s literature published in the 18th century, we confirm that the record era of 

Jubangmun was around the mid of the eighteenth century. 

The change of sk>kk(ㅺ>ㄲ) at the final consonant clusters in a declinable word also 

confirms this, since such a changing process has occurred more widely in Jubangmun 

than in Eumsikdimibang, [which was written in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The vowel change ʌ>ɨ(ㆍ>ㅡ) has been detected to occur in Jubangmun. However, 

the vowel change ʌ>a(ㆍ>k) has not. This indicates that the vowel ʌ(ㆍ) was still a 

distinctive sound in the vowel system in the period when Jubangmun was written. This 

again shows its record status not being in the very last period of the 18th century. 

In Jubangmun a change like ‘ani>ai’(아니-<아이-), in which the nasal n was deleted 

in front of the vowel i in the non-initial word, is detected. n-deletion of this sort began 

to appear in the early 18th century Yeongnam literature and Gaesucheophaesineo(改修捷

解新語)�, a Seoul literature published  in 1748. 

Based on the above observations, I conclude that the record period of Jubangmun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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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s as back as to early eighteenth century(about 1700-1735). This conclusion should be 

invariable irrespective of the dialectal backgrounds of Jugangmun whether it is 

Gyeongang- or other dialects in southern area of Korea. The crucial piece of evidence 

for this conclusion comes from the presence of ‘아이-’[ai](presumably with a slightly 

nasalized vowel i) in Jubangmun, the original form of which had been ‘아니-’[ani].

Key Words : JUBANGMUN(酒方文), Korean Culinary Manuscript, Korean Traditional 

foods, Phonological changes, Palatalization, vowel rounding, n-dele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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