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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先後關係

1)

　李 仙 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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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卷8 第28張의 분석

9.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인쇄  교정  

    작업의 개요

10. 맺음말　

록: 이 은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先後關係를 밝히는 데 그 목 이 있다. 세 하게 서

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서지조사에서 얻은 방 한 양의 데이터를 알기 쉽게 달하기 하여 全

體 異同表를 고안하여 일목요연하게 악할 수 있게 하 다. 본고에서는 단순한 異同의 照만이 

아니라, ‘細分’하고 각 세분항목에 번호를 달아 실제 연구에서 활용하기 쉽게 하 다. 이러한 방

법은 다른 고문헌의 異本 照 연구에서도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10권 10책의 �捷解新語�　原刊本은 활자본 4종(1676년)과 그 복각목 본이 1종(1699년) 해

지고 있다. 서지사항으로 보아 활자본 4種  3種은 司譯院에서 사용하던 왕실문고(本印刷)이고 

일본 宗家文庫에 있는 1種은 본인쇄를 한 校正刷 으리라 단된다. 복각목 본의 등재본은 宗

家文庫本과 같이 校正刷를 成冊한 것이 제주도로 달되어 후에 목 본의 등재본으로 사용된 것

으로 보이는데 이것들은 모두 같은 印刷工程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역학서의 간행과 련해서는 몽고어와 만주어 학습서에는 활자본은 없고 목 본만 간행되었다

는 으로 보아 활자본과 목 본을 선택하는 기 에는 해당 언어의 문자 형태도 련되어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捷解新語�의 간행 부수에 해서는 특정 부류만 사용하는 倭學書이고 제1

차 改修本(1748년)을 20부 간행하도록 하 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간본도 비슷하 을 

것이라 여겨진다. 실제로 司譯院本의 書腦 부분의 墨書에서도 간행 부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는 

* 東京大學 大學院 博士課程 人文社 系研究科 韓國朝鮮文化研究 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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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같은 역학서라고 하더라도 국어와 같이 수요가 많았던 언어와 그 지 않

았던 언어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첩해신어, 원간본, 先後 계, 同版, 異版, 訂正, 改版, 改字, 본인쇄, 교정쇄, 활자본, 등

재본, 복각목 본, 역학서, 사역원, 異本 照

1.　머리말

�捷解新語�의 諸本 에서 原刊本은 活字本과 그 覆刻木板本이 모두 해지고 

있다. 그리고 활자본에는 王室文庫인 司譯院本 3種(東京大學의 倉文庫本도 포

함됨)과 그것과는 성질이 다른 1種(宗家文庫本)이 있는데 4種 모두에서 手作業으

로 訂正된 곳이 확인된다.

�捷解新語� 原刊 活字本 4種의 訂正部分과 木板本을 포함한 5種의 異同部分에 

해서는 安田章(1985, 1988)에서 상세히 소개된 바 있으나 異版인 張의 先後關係

에 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安田章(1985, 1988)에서는 �捷解新語� 原刊本 

체 282장 에서 280장은 모두 同版인데 두 장, 卷7 第2張과 卷8 第28張은 宗家

本과 목 본이 奎章閣本과 異版이라는 것을 지 하고, 卷7 第2張은 규장각본보다 

前段階의 것이고, 卷8 第28張은 규장각본보다 後段階의 것이라고 추정하 다. 그리

고 목 본에 해서는 科試書로 실제로 유포되어 改修의 상이 되었으며 丙辰本

은 오로지 宮廷의 藏書로서 특별한 限定版에 지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1)

1) 

그 후 지 까지 安田章(1985, 1988)의 說이 그 로 定說로 인정되어 譯學書 반

의 인쇄와 유포에 이르기까지 확  해석되기에 이른다. 鄭丞惠(2003: 123-124, 

2007: 6)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 간본은 교정되어 재 되었는데, 일본의 동경 학과 마도 宗家文庫에 소장된 

첩해신어가 바로 그것이다. 이 활자본은 실제 역생들의 이용을 해 목 본으로 간행

1) 安田章(1985: 38) ｢捷解新語の木板本｣ 참조.



․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先後關係  45

하게 되는데, 만송문고와 산기문고에 소장된 첩해신어가 이들  하나이다. ( 간생략) 

즉, 규장각본 이외에 동경 본이나 종가문고본과 같은 정 본을 목 본으로 다량 인쇄

‧보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說 로라면 後世에 남기기 한 왕실 보 용의 奎章閣本이 다른 책

들보다 오류가 많은 책이 되고 만다. 간본을 교정하여 재 하 다면 그 재 한 

것을 왕실에 보 하지 않았을까하는 작은 의문에서 이 논문은 시작되었다.

본고에서는 필자의 서지조사를 심으로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異同部分을 

상세히 제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先後關係에 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捷解新語� 原刊本 5種과 그 특징2)
2)

1. 原刊活字本 : 1676년, 康遇聖撰, 現存 4種. 

1) 奎章閣 所藏(底本) <奎貴1638>

1934년 古典刊行 에서 실물크기로 인된 이 있고, 1957년 京都大學國文學

에서 고 간행회의 인본을 다시 축소 인하여 연구자들에게 리 이용되었다. 

<奎貴1638>이 다른 두 司譯院本과 다른 은 正祖의 印章인 ‘弘齋’와 ‘承華章’이 

 있다는 것인데 이 王의 인장을 높이 평가하여 <奎貴1638>이 최 의 인본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교토 학 인본에는 底本과 다른 곳이 13곳3)

이3)확인 되는 바 참고하는 데 주의를 요한다.

2) �捷解新語� 原刊本 5種과 그 특징에 해서는 安田章(1985, 1988)에서도 상세히 언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필자의 서지조사를 심으로 체 내용을 이해하기 하여 필요한 부분

만을 언 해 두기로 한다.

3) 本稿 ｢7. 1) (2) 全體 異同表｣의 체번호 15, 44, 45, 61, 62, 67, 78, 99, 127, 140, 141, 

146, 160. (以下, 同表의 번호를 인용할 때는 ‘ 체번호’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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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奎章閣 所藏(別本) <奎貴1639>

手作業으로 訂正된 부분 4)6곳
4)
은 <奎貴1638>과 다르지만 全張 <奎貴1638>과 

同版이다. <奎貴1638>과 같이 규장각 소장본인데 安田章(1985: 38-39)에서는 이 

둘을 구별하기 하여 1934년 고 간행회의 인본의 본으로 사용된 <奎貴1638>

을 ‘底本’이라 칭하고 <奎貴1639>를 ‘別本’이라 칭하 고 그 후 선행연구에서도 이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이 別本이 처음으로 인된 것은 2007년(서울大學校 奎

章閣韓國學研究院)이다.
5)

5)別本에는 후 에 연필로 메모를 한 흔 이 있는데 인

4) 체번호 4, 29, 31, 41, 45, 66.

5) 鄭丞惠(2007: 14-15)의 ｢捷解新語解題｣(�奎章閣資料叢書　語學篇(九)捷解新語�, 서울大學

校 奎章閣韓國學研究院)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동안 <奎貴　1639>를 1934년 고 간행회에서 원척으로 인한 이후, 이를 본으로 

한 인본이 1957년에 일본 경도 학에서, <奎貴 1638>을 본으로 한 인본이 1989년

에 서울의 홍문각에서 각각 간행되었다고 알려져 왔다. 그런데 安田章(1990)에서는 <奎

貴 1639>를 인하 다고 알려진 경도 학 인본과 고 간행회의 인본에 차이가 있

음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이 둘  어느 하나가 <奎貴 1638>과 <奎貴 1639>를 섞어서 간

행하 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 <奎貴 1639>를 인한 경도  인본은 일본어 주음을 가획하거나 오려 낸 흔

이 나타나지 않아, 자칫 잘못하면 <奎貴 1638>과 다른 책으로 오인하기 쉽다. 를 

들어 <奎貴 1638>의 4.14b의 ‘そうふん’에 한 일본어 주음 ‘우분’이 <奎貴 1639>에는 

‘소우분’으로 고쳐져 있다. 필자가 직  확인한 결과, 이 부분은 ‘’를 오려내고 종이를 

덧 어 붙인 것이었다. 따라서 인본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후 에 오려 내거나 가

필하여 고친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직  확인한 결과, 같은 책을 후 에 오려 내거나 

고친 것으로 보인다. [ : 인용자]

이하  부분에 해서 차례 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1934년의 고 간행회 인본과 교토 학 인본의 본이<奎貴1639>라고 언 하고 있으나 

<奎貴1638>이 본으로 사용되었다. 인본의 인장은 물론 각 장의 곽이나 계선, 심 

등을 확인해 보면 <奎貴163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인본에 차이가 난다면 그것은 인쇄방법(옵셋 인쇄)과 련이 있는 것이다. (옵셋 인

쇄에 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보통 귀 본을 인할 때 특별한 목  없이 2種을 섞어서 인하는 는 흔치 않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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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다.
6)6) 

3) 日本 東京大學 文學部 語學研究室 所藏 倉文庫本(東大本) <L175026-35>

수작업으로 정정된 부분  6곳
7)
은7)底本과 다르지만 全張 底本과 同版이다. 別

本과는 2곳이 다르다.
8)

8)卷7에 重複해서 철해진 張(七8, 10, 11, 14, 15)이 있는데, 

第15張 이외에는 同版이 아니라 한쪽(A)은 모두 규장각본과 同版이고, 다른 한쪽

히 10책이나 되는 �捷解新語� 원간본을 섞어서 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각주 13에서 오

사카 학의 岸田文隆 교수의 조언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교토 학 인본에서는 고

간행회 인본을 縮寫本으로 간행하 다고 밝히고 있고(森田武(1973: 211) 참조) 윗 에

서도 첫 에서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증거는 인본 자체에서 찾아야 하는데 곽이나 

계선, 심 등을 확인해 보면 모두 <奎貴1638>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으로 의심되는 

책이 복수일 때는 본문의 자보다는 곽이나 계선 등을 비교해 보면 선의 끊김 등에서 

인본의 어느 쪽과 일치하는지 구별해 낼 수 있다. 이 부분은 다른 원간본은 모두 ‘소우

분’인데 <奎貴1638>에서만 붓으로 ‘소’에 1획을 가해서 ‘’로 되어 있는 곳이다( 체번호 

45 참조). 구체 인 정정방법에 한 설명이 실제와  다르게 기술되어 있다. 정정부분

이 워낙 많아서 실수를 한 것인지 모르겠다. 수작업에 의한 정정부분에 해서는 지 은 

규장각의 <奎貴1639>가 웹상에서 사진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본고 7장의 체 이동표를 참

고로 하면 쉽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인본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후 에 오려 내거나 가획을 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

다. 司譯院本 3種을 조해 보면 정정부분의 부분이 일치하고 정정방법에 한  활자

가 사용된 부분도 많아서 인쇄 당시의 공정에서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된다(본고 7장

의 체 이동표 참조). 그러나 ‘四14b1’의 ‘’와 같이 단독으로 한  활자가 아닌 붓으로 

정정되어 있는 곳은 시기를 단정하기가 어려우나 어도 1934년의 인본 간행 이후는 아

니라고 단된다. 특별한 목  없이 귀 본에 손을 어 칼로 오려 내거나 붓으로 가획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1934년의 인본 간행 이후의 작업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것은 <奎貴1639>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필에 의한 과 메모 정도이다. 지 은 지우개

로 부분 지워져 있으나 실제로 보면 연필로 패인 자국을 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왕

실문고가 식민지 시 에 연구 자료로 쓰이면서 어떻게 취  되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부

분이지만 정정을 해서 칼을 거나 먹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6) 八27b2: ‘は혼’의 에 ‘ほ’로 오류를 訂正해 놓았다. 

7) 체번호 29, 31, 41, 45, 66, 116.

8) 체번호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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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은 異版이다. 卷七은 다음과 같은 순으로 철해져 있다. 1～7․8A․8B・10A․

11A․9․10B․14A․15A․11B․12․13․14B․15A․16～22.

4) 日本 長崎県立 馬歴史民俗資料館 所藏 宗家文庫本(宗家本)

<漢籍/朝鮮刊本/A-8/5-1～3>

선행연구에서는 卷7의 第2張은 규장각본보다 단계의 장이고, 卷8의 第28張은 

규장각본보다 후단계의 장이라고 보고 있다.
9)9) 

2. 原刊活字本의 覆刻木板本 : 1699년 朴世英이 濟州에서 刊板. 

(1) 晩松文庫本: 韓國 高麗大學校　所藏. 零本 一冊: 卷一～卷三. <晩松C11- 

A5A-1>

(2) 山氣文庫本: 通文館主 故李謙魯氏　所藏. 零本　二冊: 卷四～卷十. 

    <山氣文庫目 . 子部3-584>10)10)

卷十 末尾의 刊記(康煕三十八年己卯孟春濟州譯學朴世英監董開刊)로 康煕38 己

卯년(1699) 1월에 開刊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安田章(1988: 46)에서는 晩松文庫本과 山氣文庫本은 체의 紙質, 表紙 書名의 

筆跡과 筆勢 등이 같은 것으로 보아 원래 僚卷이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韓國

의 弘文閣에서 출 된 �覆刻木板本 捷解新語�(1990)는 만송문고본과 산기문고본을 

合本한 것이다. 本稿에서의 목 본은 (1)과 (2)를 합친 것을 말한다. 

 9) 安田章(1988: 52)는 卷8 第28張에 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かの張(八28)に關す

る限り, 宗家文庫本が, 奎章閣本の次の段階を示していることは動かし難い事實であった’[그 

장(八28)에 한해서는 宗家文庫本이 규장각본의 다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은 움직

일 수 없는 사실이다.: 필자 역] 

10) 國學資料保存 刊 ｢韓國典籍綜合目 ｣ 第1輯(1974). 原刊本 5種 에서 이 山氣文庫本만

은 확인할 수가 없었다. 本稿의 목 본의 서지에 한 기술은 山氣文庫目録의 서지사항

과 弘文閣의 인본(1990), 安田章(1988)의 기술을 참고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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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본 4種과 비교해 보면 이 목 본이 가장 완성도가 높다. 4種의 활자본에서

도 오류를 정정한 부분을 다수 확인할 수 있는데 목 본에서는 활자본에서 손 지 

않았던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정정하여 간행되었다.

3. �捷解新語� 原刊本 5種에 한 呼稱問題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선행연구와 본고에서 사용되고 있는 �捷解新語� 原刊

本 5種에 한 호칭에 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특히 原刊本의 경우는 하나

의 단어가 연구자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서, 선행연구를 인용할 경우 

연구자들이 사용한 단어를 그 로 사용하면 혼란을 래하기 때문이다. 

① 原刊本: 활자본 4種과 목 본을 부 포함한다. 

② 底本: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문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

∙安田章(1985: 38-39)에서 사용된 규장각 소장의 <奎貴1638>

∙寫本이나 複製本의 原本. 는 翻譯․校正․註釋 등에서 의거하는 책.

③ 奎章閣本: 底本 <奎貴1638>과 別本 <奎貴1639>.

④ 司譯院本11): 底本, 別本, 東大本. 11)

⑤ (原刊)活字本: 底本, 別本, 東大本, 宗家本. 

⑥ 丙辰本: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며 문맥에 따라 해석을 달리한다.

 ∙安田章(1985: 38-39): 底本과 同版, 즉 수작업으로 정정하기 의 형태.

 ∙鄭光(1998: 89-90): 간활자본. 

鄭丞惠(2003: 124, 2007: 6)에서는 安田章(1985)의 ‘丙辰本’을 鄭光(1998)에서의 

‘ 간활자본’으로 인식하여 “安田章(1985)에서 언 한 규장각본을 하본으로 삼았

다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 하고 있다. 그러나 安田章(1985)에서는 수작업으로 

정정하기 에는 규장각본과 목 본의 등재본이 유사했을 것으로 보고, 수작업으

로 정정하지 않은 ‘丙辰本’을 독자 으로 완성도 높게 정정해서 복각한 것이 목

11) 内題에 있는 印章 ‘書庫’가 공통이다. 설명의 편의를 하여 본고에서 필자가 명명한 것이다.



50 奎 章 閣 42  ․

본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다.

⑦ 流 本: 선행연구에서는 宗家本과 木板本의 登梓本을 유포본으로 보고 있다. 

이 둘은 流 하기 해 만든 책이 아니라, 司譯院本과 같은 工程에서 만들어

진 책이 필요에 의해 流 된 것이다.

⑧ 整版本
12)12) 　

∙鄭光(2002: 454-455), 鄭丞惠(2003: 123): 初刊本을 교정하여 再版한 책.
13)13) 

그러나 紙質과 異同部分을 확인해 보면 宗家本과 목 본의 登梓本이 오히려 本

印刷를 한 校正刷 으리라 단되므로 정 본이라고 하는 의견에는 찬성할 수 

없다. 

3.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서지사항14)
14)

이하는 司譯院本을 심으로 정리한 것이며 宗家本, 목 본에 차이가 있을 경

우에는 설명을 덧붙이기로 한다.

12) 일본에서의 ‘整版本’은 一般的으로 ‘木板本’을 의미한다. 한국에서의 ‘整版’은 국립국어원 

표 국어 사 에 의하면 ‘오자나 조 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의 지시 로 고쳐서 활자를 

바꿔 끼우거나 을 다시 짜는 일’을 말한다. 선행연구에서처럼 정 본을 ‘初刊本을 교정

하여 再版한 책’이라고 하면 같은 공정에서 만들어진 책이라기보다는 후에 다시 공정을 

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첩해신어� 원간본과는 맞지 않는다. 혼동이 우려되기 때문

에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의 인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13) 鄭丞惠(2003: 124, 2007: 6)에서는 “규장각본 이외에 동경 본이나 종가문고본과 같은 정

본”이라고 언 하고 있어 동경 본을 규장각본이 아니라 종가문고본과 같은 부류로 보

고 있다. 동경 본의 서지사항을 보면 왕실문고 던 것이 식민지 시 에 연구 목 으로 

반출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4)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서지에 해서는 선행연구  자료의 해제에 정리되어 있지만 

추가해야 할 부분도 있고 무엇보다 5種을 조하여 같이 다룬 것은 없었다. 선후 계를 

이해하기 해서는 5種을 같이 조할 수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간단히 

언 해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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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外題: ‘捷解新語一’(直書, 原, 左上)

         (宗家本은 3冊 모두 卷次가 없고, 목 본은 卷次 앞에 모두 ‘第’를 붙

다.)　　

内題: ‘捷解新語第一’

尾題: ‘捷解新語第二終’

      (활자본은 卷一만 ‘捷解新語終’이고 목 본은 全卷 같은 체재로 통일되어 

있다.)

2) 卷数․冊数: 10卷 10冊. 

         (宗家本 10卷 3冊: 1-4, 5-8, 9-10. 목 본 10卷 3冊: 1-3, 4-7, 8-10.)

表紙에 ‘共十’ (第4針과 第5針 사이), 宗家本과 木板本은 ‘共三’이라 묵서되어 있다.

3) 表紙: 두꺼운 黃色紙가 사용되었으나 濃度는 일정하지 않다. 연꽃무늬 紋樣

板으로 어 랍을 칠했다.

         (宗家本: 馬島에서 改裝한 것. 원래 종이는 문양 없는 일반 종이인

데 감물(柿渋)을 칠해 진한 갈색을 띠고 빳빳해 졌다. 골고루 칠해지

지 않아 칠이 안 된 곳에서 원래 종이를 알 수 있다.)
15)15)

         (木板本: 여러장의 종이(다른 漢文書籍의 再活用)를 포개서 사용. 紋

樣없는 黃褐色.)
16)16)

4) 綴法: 全 五針眼訂法.

5) 실: 실은 各 本이 다르다. (굵은 실은 약 1㎜ 정도이고, 가는 실은 약 0.5㎜ 

정도)

15) 藤本幸夫(2006)에서는 日本 現存 朝鮮刊本의 래시기를 4時期(室町末 以前, 豊臣秀吉 

朝鮮侵略時, 江戸時代, 明治期)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에서 에도시 (江戸時代)에 래

된 책은 모두 마도의 宗家를 거쳐서 들어왔다고 한다. 宗家本에는 藏書印도 없고 

재는 散在해 있지만 모두 감물을 들인 褐色表紙로 改裝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알 수 있다

고 한다.

16) 校書館에서 간행된 책의 表紙에는 紋樣板으로 은 종이가 사용되나 목 본의 표지에는 

문양이 없다. 후 에 改裝된 가능성도 있지만 목 이 왕실로 운반되기 에, 제주에서 인

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러장을 포개서 표지를 만든 에서 宗家本과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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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底本: 後代에 다시 철한 것이다. 卷2에서 卷9는 흰색에 가까운 상아색으로 

한 이며, 卷1과 卷10은 다른 권보다 두꺼운 흰 색이다.

② 別本: 後代에 다시 철한 것이다. 卷2에서 卷9는 진한 갈색으로 한 이며, 

卷1과 卷10은 다른 권보다 두꺼운 팥죽색이다. 

③ 東大本: 원래 실로 추정되며 바래서 은 黃土色으로 보인다. 체 으로 끊

기고 풀려 있는데 그런 곳에서 원래는 선홍색이었다는 것과 3 을 꼬아서 1

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宗家本: 흰색 한 이다.
17)17)　　　

⑤ 木板本: 後代에 다시 철한 것이다. 흰색 한 이다. 

6) 크기: 縱33.3 × 横22.1cm. 

   (宗家本: 32.3 × 20.8, 31.8 × 20.8, 32.4 × 20.8cm.)

7) 用紙: 두꺼운 楮紙. 司譯院本은 부분 두 장을 포개서 만든 종이라 빳빳

하고 두껍다.

   (宗家本은 반 편 자가 보일 정도로 매우 얇으며 빳빳하지 않고 흐느 거

린다.)

   (木板本은 宗家本보다는 약간 두꺼운 편이나 司譯院本에 비하면 매우 얇

다.)

8) 裝幀: 線裝. 

9) 空紙(遊紙): 底本의 卷一만 제외하고 앞뒤로 삽입되어 있다. (宗家本과 목

본은 없다.)

10) 藏書印: 廂庫( 司譯院本　3種　공통). (宗家本과 목 본에는 印章이 없다.)　　

∙底本: 弘齋, 承華章, 朝鮮総督府圖書之印, 京城帝國大學圖書章×3, 서울大學校

圖書×2. 

∙別本: 朝鮮総督府圖書之印, 京城帝國大學圖書章, 서울大學校圖書. 

∙東大本: 學部圖書, 編輯局保管, 東京大學圖書, 東京文學部 語學研究室. 

17) 長澤規矩也(1976)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白糸나 色糸가 사용되지만 赤色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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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匡郭: 四周雙辺, 半葉匡郭: 23.2 × 17.3cm. 

    (木板本: 雙辺과 單辺이 섞여 있다. 半葉匡郭: 23 × 17.2cm)

12) 行数․字数․活字: 有界, 6行(本文).

∙히라가나(平假名) 本文: 丙辰倭 大字, 11～12字. 

∙譯註(割註): 雙行, 字数1～2字. 譯註는 17～18字이고, 倭 大字 2字당 3字의 

비율이다.

∙譯註와 音註의 한 : 金属活字가 主이고 부분 으로 木活字가 사용되었다.
18)

18)

∙譯註와 單語說明 部分에 사용된 漢字: 戊申字 中字와 字. 

13) 版心: 上下白口, 上下内向花紋黒魚尾. 活字本의 花紋은 2葉과 3葉이 섞여 

있다. 

14) 張次: 총 282張(33＋19＋29＋30＋30＋24＋22＋32＋28＋35).

15) 刊記: 康熙十五丙辰孟冬開刊(1676년)

    (木板本: 康煕三十八己卯孟春 濟州譯學朴世英監董開刊)(1699년)

16) 附箋: 宗家本에는 書眉에 附箋(부 )이 全卷에 걸쳐서 붙어 있는데 떨어진 

것들은 본문에 무작 로 삽입되어 있다. 이외에도 宗家本에서는 메모해서 

끼워놓은 종이를 16장 확인할 수 있었다.
19)19)

17) 書腦 上部의 墨書: 司譯院本에는 서뇌의 第1針 에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壬과 癸는 없다)이 墨書되어 있는데 다음은 그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表 1> 司譯院本의 書脳 上部의 墨書　

1 2 3 4 5 6 7 8 9 10

底本 없음 甲 辛 甲 甲 辛 丙 戊 戊 乙

別本 庚 戊 戊 戊 戊 丁 辛 辛 乙 丁

東大本 己 己 甲 乙 己 己 己 丁 辛 己

18) 千惠鳳(2007: 371)과 鄭丞惠(2007: 17)에서는 한 을 목활자로 보고 있다.

19) 宗家本의 附箋과 메모에 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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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 2> 30卷에 쓰인 墨書의 種類와 総数　

墨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없음 合計

総数 4 3 1 3 6 6 1 5 1 30

의 표에서 우선 에 띄는 것은 권별로 보았을 때 같은 字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部数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十干 에서 ‘壬’과 ‘癸’는 없지만 그

것을 제외한다고 해도 어도 9部 이상은 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捷解新語�의 第1次 改修本은 �承政院日記� 英祖24년(1748) 10月 19日의 기록에서 

20部가 간행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20)20)

底本은 ‘弘齋’, ‘承華章’의 印章이 있어서 正祖의 手澤本으로 알려져 있는데
21)

21)다

른 2種과 마찬가지로 書腦 上部의 墨書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廂庫’의 印章이 

司譯院本 3種에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아 1748년에 第1次改修本이 간행됨으로

써 필요가 없어진 原刊活字本  3部를 뽑아서 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3部 

에 1部가 나 에 正祖의 手澤本이 되었을 것이다.

　

4.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異同에 한 선행연구

1. ｢捷解新語の木板本｣(安田章, 1985)

｢捷解新語の木板本｣은 高麗大學校 中央圖書館 晩松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零本

의 목 본을 조사하여 규장각본 2種(東大本은 1988년에 추가됨)과 宗家本과 각각 

조하여 그 異同部分에 해 상세히 언 하고 있다. 晩松文庫本은 卷1부터 卷3이 

1冊으로 철해진 零本이기 때문에  卷4부터 卷10까지는 조에서 제외되었다. 安田

章(1985)에 의해 �晩松文庫目録�의 解說에 오류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編  

20) 鄭丞惠(2007: 8) 

21) 千惠鳳(2007: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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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康遇聖’이 ‘姜遇聖’으로 되어 있는 과 ‘崔鶴齢(朝鮮)訂 木版 景宗1년(1721)’이라

고 쓰여있는 부분이다. 1721년은 崔鶴齢이 12세인 해이기 때문에 그가 校正했다는 

것은 잘못이다. 改修本이나 重刊本이 아니라 原刊本의 覆刻木板本이라는 것도 밝

졌다. 

安田章(1985)의 訂正部分에 한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底本과 別本이 相異한 곳: 4곳

② 底本과 別本間에 一致하는 곳

∙柱記: 2곳

∙首․尾題: 5곳

∙割註(Ａ): 4곳

∙本文의 히라가나(平假名)만 訂正된 例(Ｂ): 5곳

∙音註의 한 만 訂正된 例(Ｃ): 22곳

∙本文의 히라가나와 音註의 한 이 같이 訂正된 例(Ｄ): 15곳

상기와 같이 분류하여 규장각본의 정정부분에는 아라비아숫자(1～57)를 붙이고, 

宗家本의 정정부분에는 이로하(イ～ケ, 총31곳)를 붙여 설명하고 있다. 목 본과 

東大本에는 따로 번호를 매기지 않고 규장각본과 宗家本의 해당부분과 비교하 다. 

1985년의 논문에서는 총57곳이었는데 1988년 논문에서는 4곳(①에 1, (Ａ)에 1, 

(Ｃ)에 2)이 추가되어 合計 61곳이 되었다. 宗家本에도 (Ｃ)에 1곳이 추가되어 合

計 32곳이 되었다. 

2. ｢捷解新語の木板本(續)｣(安田章, 1988)

1985년의 논문을 발표한 후 山氣文庫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조사, 발표한 논문

이 ｢捷解新語の木板本(續)｣이다. 이 논문에서는 1985년에 조사할 수 없었던 卷4부

터 卷10을 같은 방법으로 활자본 3種(규장각본 2種과 宗家本)과 조하여 그 異同

部分에 해 상세히 언 하고 있다. 1985년의 논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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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다. 森田武(1957, 1973)의 ｢捷解新語解題｣에서 언 되었던 原刊本의 오류부

분을 諸本과 조함으로써 오류의 訂正過程도 엿볼 수 있었다.

東京大學의 原刊活字本이 추가된 것도 큰 성과이다. 卷7에는 8, 10, 11, 14, 15張

이 重複되어 철해져 있었다. 규장각본과 異版인 張(B)은 규장각본의 단계를 보

여 다.

宗家本에는 訂正된 흔 은 없는데 奎章閣本과 다른 卷7 第2張과 卷8 第28張이 

있다는 것을 사진과 함께 제시하고 있다. 특히 卷8 第28張에 한해서는 東大本과는 

반 로 규장각본의 誤植을 訂正한 형태가 보인다고 지 하고 있다. 

그리고 1988년의 논문에서는 森田武(1973)의 ‘인쇄상의 오류’를 인용하여 山氣

文庫에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해서도 언 하고 있다.

※　森田武(1973)에 의한 ‘인쇄상의 오류’의 분류방법은 다음과 같다. 

　　(ａ) 本文의 誤植: 8곳.

　　(ｂ) 音註의 誤植: 14곳.

　　(ｃ) 音註의 缺字: 2곳.

　　(ｄ) 割註 의 誤字․誤植: 12곳.

　　(ｅ) 割註 의 脱字․缺字: 8곳.

　　(ｆ) 割註 의 衍字: 5곳.

　　(附) 諺文音註에서 인쇄가 선명하지 않은 곳: 39곳.

3. 安田章(1985, 1988)의 요약22)22)

安田章(1985, 1988)은 �捷解新語�　원간본 5種의 조연구에 있어서 선구 이며 

독보 인 논문이다. 異同部分과 印刷工程에 한 분석도 가장 신뢰할 수 있으며 

선후 계에 한 분석 등에서 약간의 오류는 확인되지만 그 업 에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부분이라 생각된다. 필자의 견해와도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安田章

22) 安田章(1985, 1988)에서의 성과는 논문 체를 한국어로 번역해 두어야 할 만큼 큰 가치

가 있다고 생각되나 본고에서는 우선 필요한 부분만을 정리해 둔다. 본고에서 다루는 원

간본 5종의 선후 계는 安田章(1985, 1988)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극히 일부분에 지

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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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1988)에서 먼  언 된 내용이라는 을 확실히 하기 하여 요 을 정리

해 두기로 한다. 그리고 이 요  에서 선후 계와 련하여 느낀 의문 은 다음 

장 이하에서 상세히 고찰해 갈 것이다. 

① 朝鮮通信使의 日本訪問時의 내용에는 古雅한 표 이 보인다. 

② 訂正部分 에는 정정해야 할 극 인 근거가 없는 것도 있다. 정정부분  

D그룹은 규장각본에서만 행해졌고 賜用 간본에서는 정정되지 않았다. 용

도에 따른 監校官의 意識의 差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③ 覆刻할 당시 安愼徽에 의한 訂正의 實際는 불분명하나 목 본은 宗家本 이

상으로 손이 가해진 책이다. 安愼徽가 의거한 底本은 그 정정의 경향으로 보

아 규장각본과는 교섭이 없는 유포된 宗家本과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것이다.

④ 宗家本과 목 본은 규장각본 이후(卷8 第28張)의, 宗家本과 東大本은 규장각

본 이 (卷7 第2張과 東大本에 重複되어 철해진 張)의 과정을 각각 엿볼 수 

있다.

⑤ 校書館에서의 인쇄방법에 해서는 �大典後續録�에 기록되어 있는 정도밖에 

모르지만 東大本에 복된 張을 보면 著 의 의도 로 인출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⑥ 自筆本에도 문제가 있지만 複数의 인원이 여하는 印刷工程에 있어서는 아

무리 엄한 罰則規定이 있다 하더라도 文献의 量과 質은 반비례하는 것이다. 

⑦ 語學書는 本文의 表記法에서 規範性이 요구되지만 규장각본에서는 결과 으

로 訂正作業에 의하여 더욱 왜곡되고 말았다.

4. 先後關係와 련하여 安田章(1985, 1988)에 한 疑問点

일본은 筆寫本과 木板本이 주를 이루었던 출 문화이고, 한국은 수많은 속활

자를 만들어 사용한  다른 출 문화를 갖고 있다. 安田章(1985, 1988)에서는 

세 한 서지조사를 통하여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異同部分을 거의 완벽하게 제

시하고 訂正動向에 해서도 정확하게 핵심을 짚고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한국의 

活字本에 한 인식이 부족하여 印刷工程에 해서는 誤判도 있었다. 한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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活字本을 그 로 登梓本으로 쓰는 것이 일반 이었지만 일본의 출 문화에서는 귀

한 책을, 그것도 活字本을 登梓本으로 써서 없애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

는 일인 것이다. 한국 서지학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독자 인 活字文化가 木板

本과 더불어 한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의 선행연구를 그 로 

응시킬 수 없다는 에 유의해야 한다. 

목 본의 등재본을 安愼徽가 썼다는 제하에 모든 고찰이 시작되고 있는데 �捷

解新語�　원간본의 복각목 본은 既刊의 활자본을 그 로 등재본으로 사용한 것이

다. 刻手에게 넘겨질 때까지는 오류가 있는 부분이나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정정

이 끝난 상태 다. 訂正時期는 학습하면서 긴 시간동안 행해진 부분도 있을 것이

고, 등재본으로 사용하기 해 특별히 손을 가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 게 손을 

가해 정정한 부분은 그 筆跡이 활자본의 字形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목 본의 印面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譯學書는 기본 으로 譯生들을 하여 司譯院에 비치해 두는 책인데 賜用이라

고 표 하고 있다. 활자본의 인쇄공정을 염두에 두고 異同부분과 서지사항을 살펴

보면 後段階로 언 된 宗家本의 卷8 第28張도 사실은 前段階라는 것을 알 수 있다. 

監校官의 意識의 差에 따라 왕실 보 용과 賜用을 구별한 것이 아니라 宗家本과 

목 본의 등재본은 본인쇄를 한 교정쇄 으리라 단된다. 일반 으로 교정쇄라

도 본문에 크게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버리지 않고 정정할 곳은 정정하여 사

용하 는데 宗家本과 목 본의 등재본은 우연히도 이러한 교정쇄 던 것이다.
23)

23) 

5.　譯學書의 刊行과 流 에 한 선행연구

1) 原刊本에 한 說: 간활자본은 재의 규장각본이고 그 간본은 다시 校

正하여 再版되었는데 그  하나가 馬島의 宗家本이다. 규장각본은 보존용이고 

실제로 譯生들이 사용한 교재는 그 整版本을 복각한 목 본이다. 

23) 본고 7, 8, 9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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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譯學書에 한 說: 譯學書의 간행에 있어서 鑄字本은 보존용이고 실제로 譯

生들이 사용한 교재는 鑄字本을 校正한 整版本이거나 그 整版本을 복각한 목 본

이다.
24)

24)譯生들은 高価의 鑄字本보다는 목 본을 교재로 사용하 을 것이다.
25)25) 

3) 선행연구의 譯學書의 保存과 流 에 한 疑問点

왕실에서 문헌을 보 하는 목 은 후 에 남기기 해서이다. 세월이 흘러 책이 

없어졌을 때는 복각을 하기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보 용의 책은 가장 완

성도가 높은 책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는 간활자본은 오직 보

용이고 실제로는 그것을 校正하여 再版한 책이 유포되어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다. 

이 설 로라면 왕실 보 용의 책보다 유포본이 완성도가 더 높은 책이 되고 만다. 

만일 初刊本에 오류가 있어 다시 교정하여 再版하게 되었다면 그 再版本의 일부를 

왕실에 보 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된다.

활자본에서 同版이라고 하면 자(活字) 하나 다르지 않고 모두 같은 것을 말

한다. 同版인지 아닌지를 단하는 기 은 본문의 내용이 아니라 한 자 한 자

에 사용된 바로 그 활자에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편의상 解版하지 않은 상태

에서 일부 활자만 改字한 경우나 치를 바꾼 경우 등도 同版으로 취 하고 있

다.)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경우는 총 282張  7張 이외에는 부분 으로 활자

를 바꾸거나 치를 訂正한 부분은 있지만 모두 同版이다. 한번 解版한 후 다시 

版을 짠 경우 본문의 내용은 일치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자에 사용된 활자까지 

모두 일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解版한 시 에서 그 후 인쇄된 것에서는 同版

은 存在하지 않는다. 千惠鳳(2007: 271)에 의하면 金属活字本의 인쇄 작업에서 사

용되는 植字版(인 틀)은 2, 3版이고 人力에 여유가 있을 때는 4, 5版정도라고 한

다. 총282張에 달하는 原刊活字本은 解版作業을 반복하면서 간행된 것으로, 후에 

24) 鄭丞惠(2007: 8)

25) 梁伍鎭(2008: 59) 참조. (鄭光, 1989 ｢譯學書의 刊板에 하여｣, �周時經學報� 4, 106면에

서 인용하 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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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版하 다면 初刊本과 그 再版本 사이에는 同版은 존재할 수 없다. 같은 印刷工

程에서 先後關係가 발생한 경우 그것을 구분해서 初刊本과 再版本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책을 간행하는 데 있어서 활자본으로 할지 목 본으로 할지를 결정하는 일반  

기 은 필요 부수와 간본 자체의 양이다. 다량으로 는 수시로 인출할 필요가 있

는 경우에는 목 본이 편리하다. 그러나 �捷解新語�가 활자본에 집착한 이유는 무

엇보다 한국인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본 문자, 히라가나 본문이었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그런데 같은 역학서라도 몽고어와 만주어는 목 본으로만 간행된 것을 보

면 해당 언어의 문자와도 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몽고 문자와 만주 문자는 

이어 써야 하기 때문에 활자로 주조하기가 곤란하지만 五十音圖에서 볼 수 있듯이 

히라가나는 기본 으로 한 자 단 로 끊어 쓰기가 가능하여 활자로 주조하기가 

편리하다. 그러므로 역학서의 간행에 있어서 鑄字本은 보 용이고 실제로 譯生들

이 사용한 교재는 정 본이나 그 목 본이라고 일률 으로 정의하기보다는, 해당 

언어의 문자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역학서는 譯生들을 한 책이다. 역생들이 학습했던 장소는 漢陽의 司譯院이며 

司譯院에서 사용하기 한 책이 역학서이다. 譯官의 각 가정에서 자손을 해 개

인 으로 소장하 을 가능성도 있지만 기본 으로는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사역원에서 역생들을 해 비치하는 공 인 교재 다. 선행연구에서처럼 역생들이 

高価의 주자본이 아니라 목 본을 사용하 다고 표 하면 역학서를 역생들이 돈을 

주고 사야 했다는 뉘앙스가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리고 �捷解新語� 原刊本에 

있어서 활자본의 간년은 1676년이고 목 본의 간년은 1699년이다. 그 사이의 약 

23년 동안 역생들은 학습을 못 한 것이 된다. 만일 1676년에 활자본과 함께 다른 

목 본이 있었다고 한다면 23년 후에  다시 복각을 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

다. 재 남아 있는 司譯院本 3種의 書腦 上部의 墨書를 보면 이 3種이 처음부

터 보 용으로 정해졌던 것이 아니라, 사역원에서 사용하던 책의 일부를 改修本이 

완성된 시 에서 보 용으로 선별하 을 가능성이 있다. 같은 역학서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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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어와 같이 수요가 많았던 언어와 그 지 않았던 언어를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捷解新語� 原刊本의 覆刻木板本은 本土가 아닌 멀리 濟州島에서 간행되었다. 

목 본의 印面에서 확인되는 그 彫刻 상태를 보면 나라의 공 인 사업으로서가 아

니라 辺境에서 필요에 의해 간행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된다. �通文館志�의 記

録(1700년)과 목 의 刊記(1699년)에 1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이 거리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同版과 異版의 분류방법 (木板本의 登梓本도 포함)

활자본의 인쇄에 있어서 일반 인 흐름은 우선 組版한 후, 校正刷를 어서 底

本과 조하여 誤植이 있는지 확인한다. 誤植이 발견되면 활자를 교체하여 다시 

인쇄한다. 이 교정 작업에서는 자만이 아니라 印面 체의 균형에도 신경을 써

서 자 수나 기울기 등도 校正하여 本印刷에 들어간다. 본인쇄에 들어가기 의 

교정쇄의 횟수는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 한 번의 교정쇄로 완

벽했다면 그 로 본인쇄에 들어가고, 교정을 했다면 다시 교정쇄를 어서 확인하

고 본인쇄에 들어가게 된다. 교정하고 나서 교정쇄를 생략하고 바로 본인쇄에 들

어가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교정쇄와 본인쇄는 내용의 완성도에서만이 아니라 

紙質에서도 큰 차이가 나는데 宗家本과 司譯院本을 조해 보면 알 수 있다.

보통이라면 본인쇄가 모두 끝나면 裝幀을 하게 되지만 �捷解新語� 原刊本의 경

우는 그 게 간단하지 않다. 본인쇄 후에도 全卷에 걸쳐 수작업으로 본문을 정정

하고 다시 組版한 張도 있는 것이다. 그 訂正内容을 보면 安田章(1985, 1988)의 지

처럼 정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도 있고, 오히려 古形으로 바  곳도 많다.
26)

26)

26) 이러한 訂正方向에 해서는 다른 기회에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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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版과 異版의 分別方法에 해서는 우선 匡郭과 版心 등을 확인하고 張　 체

의 자 치를 조해 본다. 각각의 자가 基準点이 되므로 크기가 다른 인본

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별이 가능하다. 다음은 한  활자의 字形을 확인한다. 

히라가나 본문이나 역주 등에 사용된 漢字의 경우는 字形에 별로 차이가 없기 때

문에 異同을 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  활자의 경우는 字形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 자 한 자가 마치 印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의 활자를 교체한 

것이 아니라  체를 다시 짠 경우에는 장 체의 자(活字)가 모두 동일한 字

形, 동일한 치에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字形과 치를 

각각 조해 보면 異版인 張은 총282張  7張(七2, 七8, 七10, 七11, 七14, 八28, 

十28)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解版하기 에 몇 자(活字)만 바꾼 張은 11張
27)

27)

이 확인되었다.

東大本 卷7의 복되어 철해진 5張(七8, 10, 11, 14, 15) 에서 第15張은 두 장 

모두 다른 原刊本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다른 4張(七8, 10, 11, 14)에서는 

改版하기 의 모습을 알 수 있다. 특히 東大本의 4張은 字形만이 아니라 印面의 

인쇄상태 등에도 주의하여 다른 장과 조해 볼 필요가 있다. 본인쇄 단계에서 인

쇄한 장은 인면이 깨끗한 데 반해 후에 다시 組版하여 인쇄한 장은 인쇄상태의 질

이 떨어진다. 인쇄상태의 質의 차이는 底本과 別本의 인본에서도 어느 정도 확

인이 가능하다. 종이의 質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목 본에서는 활자본을 그 로 등재본으로 사용한 경우는 字形이나 자의 기

울기, 인쇄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 일치한다. 그러나 자가 잘 

보이지 않는 곳은 등재본으로 건내기 에 붓으로 修正하여 보내기 때문에 그러한 

곳은 자가 두껍게 보이거나 활자본과는 다른 字形이 된다. �捷解新語� 原刊本의 

覆刻木板本의 경우도 독자 인 정정이 많고 세심하게 신경 쓴 흔 이 권에 걸쳐

서 나타난다.

27) 체번호 17, 18, 21, 42, 58, 69, 82, 84, 102, 149,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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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全體 異同表

1)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全體 異同表

(1) 表에서 사용되는 用語

(2) 全體 異同表 (총 177)

(3) 東京大學 倉文庫本에 重複되어 철해진 4張28) (七8, 10, 11, 14)28)

2) 全體 異同表의 細分29)29)

(1) 手作業에 의한 訂正

① 訂正하기 의 형태를 알 수 없는 곳 (총 4곳
30)
)30)

② 司譯院本 3種間에 다른 곳 (총 7곳
31)
. 訂正한 곳: 底本5, 別本5, 東大本5)31)

③ 司譯院本 3種間에 訂正方法이 다른 곳 (총 9곳
32)
: 底本8, 別本8, 東大本9)32)

④ 司譯院本 3種間에 공통으로 행해진 곳 (총 50곳
33)
)33)

⑤ 宗家本에서 訂正된 곳 (총 37곳
34)
)34)

(2)　位置, 改字, 改版

① 位置 (총 8곳
35)
: 原刊本 5種間)35)

② 改字 (총 11곳
36)
: 原刊本 5種間)36)

28) 七15張도 복되어 있지만 2장 모두 다른 刊本과 일치하기 때문에 생략한다.

29) 양이 많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생략하지만 全體 異同表의 ‘分類’나 ‘備 ’란 등에 부 포

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해당 부분에 각주를 달아 체번호만을 제시하기로 한다.  

30) 체번호 3, 6, 63, 71. 

31) 체번호 4, 29, 31, 41, 45, 66, 116. 

32) 체번호 8, 19, 36, 40, 71, 84, 96, 100, 115. 

33) 全體 異同表 에서 ‘東大本’란의 숫자 참조. ‘同1’, ‘同2’, … ‘同50’

34) 全體 異同表 에서 ‘宗家本’란의 숫자 참조. ‘1*’, ‘2*’, … ‘37*’

35) 체번호 39, 69, 82, 143, 147, 149, 164, 165. 



64 奎 章 閣 42  ․

③ 改版 (총 7張: 七2, 八28, 十28과 東大本에 重複된 4張: 七8, 10, 11, 14)

④ 東京大學 倉文庫本에 重複되어 철해진 4張 (七8, 10, 11, 14)

⑤ 宗家本과 木板本　間에 다른 곳

   (총 21곳
37)
: 全張37)同版. 手作業에 의한 訂正部分과 改版에 의한 것은 제외)

3) 分類別 異同表

① 首題와 尾題 (총 6곳
38)
)38)

② 版心 (柱 : 총 6곳
39)
)39)

③ 平假名 (총 38
40)
＋東640)=44곳)41)

④ 音註 (총 73＋東9＝82곳)

⑤ 譯註 (총 41＋東9＝50곳)

⑥ 京都大學 影印本과 底本 間의 異同部分 (총 13곳
42)
)42)

36) 체번호 17, 18, 21, 42, 58, 69, 82, 84, 102, 149, 174. 

37) 全體 異同表 에서 ‘木板本’란의 숫자 참조. ‘①*’, ‘②*’,… ‘㉑*’

38) 체번호 16, 73, 74, 87, 88, 119. 

39) 체번호 26, 30, 55, 90, 97, 100. 

40) 東大本 重複 4張 에서 ‘分類’란 참조. ‘平-1’, ‘平-2’, … ‘平-6’ (音註와 譯註도 같다) 

41) 全體 異同表 에서 ‘分類’란 참조. ‘平-1’, ‘平-2’, … ‘平-38’ (音註와 譯註도 같다) 

42) 체번호 15, 44, 45, 61, 62, 67, 78, 99, 127, 140, 141, 146,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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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捷解新語� 原刊本 ５種의 全體 異同表

(1) 表에서 사용되는 用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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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卷8 第28張의 분석

安田章(1988:50-52)에서는 卷8 第28張43)에43) 해서 극 인 근거를 찾기 어렵

다고 지 하면서도 ‘’과 ‘얏’(下記 <表　3>에서 3번과 7번에 해당함)을 증거로 宗

家本을 규장각본의 다음 단계로 보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확 해석하여 규

장각본은 오로지 보 을 해 간행된 것이고 이것을 訂正하여 再版한 活字本이 宗

家本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 張도 다른 張과 마찬가지로 같은 印刷

工程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장은 본인쇄 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체를 다시 짤 필요는 없었던 

장이다. 그런데 宗家本과 司譯院本을 조해 보면 장에 걸쳐서 아무 계가 

없는 다른 자까지 다른 字形으로 바 어 있다. 이것으로 을 다시 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3> 卷8 第28張에서 차이가 나는 곳 (原刊本 5種間)　

出處 分類 本文 底本 別本 東大本 宗家本 木板本

1 八28a/2 譯 ○ˇ慇懃 (無) 〃 〃 御 御

2 八28b/1 音
노미나란/수ˇ

のみなら/す
수 〃 〃  

3 八28b/1 譯 구경분ˇ아니라 분 〃 〃  

4 八28b/2 譯 이련ˇ接待 련 〃 〃 런 런

5 八28b/2 音 가ˇ이/쇼우(海上) 가 〃 〃 ㅏ 가

6 八28b/4 音
　몯　뎨ˇ

もつて
뎨 〃 〃 뗴 뗴

7 八28b/6 譯 야ˇ#오니 야 〃 〃 얏 얏

이하에서는 <表 3>을 개별 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43) 宗家本이 규장각본보다 後段階라고 언 되었던 張. (木板本은 宗家本과 同版)



․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先後關係  87

(1) ‘御慇懃’과 ‘慇懃’

原刊本에서 譯註에 ‘慇懃’이 있는 例는 <表　4>의 8곳인데 7번째의 卷8 第28張　

이외에는 부 同版이다. 본문의 히라가나에는 모두 ‘御’가 있으나 그 譯註는 일정

하지 않다. 譯註의 ‘慇懃’을 보면 ‘御’가 없는 쪽이 5곳으로 더 많지만 내용을 고려

하면서 그 사용법에 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表 4> ‘御慇懃’ 과 ‘慇懃’

出處 司譯院本 改修本 重刊本

*

1
六5a/4

今日은御慇懃신振舞

こんにちわ御いんきんの御ふるまい
御慇懃 극진신

馬島　도착 후 初의 宴席(通信使　→　 馬島主)
44)44)

2 六7a/4

色色의慇/懃을 미시니

いろいろに御いんきんおかまゑさしらるほに

慇懃을

니시니

극진히

니시니

馬島　도착 후 初의 宴席(通信使　→　 馬島主)

3 六10b/5

御慇懃신말겻티

御いんきんの御ことはさき
御慇懃 御慇懃

馬島　도착 후 初의 宴席( 馬島主　→　通信使)

4 七3b/2

이걷뎌걷慇懃히신양이

かれこれ御いんきんななされやう
御慇懃 御慇懃

筑前殿이 通信使에게 ｢雜餉｣을 보냄(通信使　→　筑前使 )

5 七16b/4

어와어와즉시慇懃히무로시/니

さてさてさうさう御いんきんなる御たつね
御慇懃 (삭제)

江戸에 무사도착 후 關白이 奉行을 보내 인사(通信使　→　江戸使 )

6 八20a/6

色色御慇懃히니/신양

いろいろ御いんきんなおしらりやう
극진히 극진히

江戸奉行한테 받은 金子를 돌려주려는 通信使에 한 답

( 馬島主　→　通信使)

＊7 八28a/2

어와어와慇懃宴席이도/쇠

さてさて御いんきんなゑんせきてこそ御され
극진 극진

작별 인사(いとまごい)(通信使　→　 馬島主)

＊8 九7b/6

친히와겨셔 모/慇懃신御禮

またしきに御さてあまり御いんきんの御れい
慇懃 御慇懃

날 잔치에 한 인사에 답하는 代官

(倭館의 代官　→　朝鮮의 譯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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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漢字 文化圏이지만 일본과 한국은 그 사용법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경우

가 있는데 ‘御’도 그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王과 련된 단어에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捷解新語�에서 話 가 한국인인 경우에는 극존칭을 써야하는 경우가 

아니면 체 으로 ‘御’를 생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改修本과 

重刊本에서는 ‘御慇懃’이 아니라 ‘극진하다’로 바 어 있다. 

(2) ‘노미나란’ 와 ‘노미나란수’

<表 5> ‘노미나란’ 와 ‘노미나란수’

出處 司譯院本 改修本 重刊本

1 三12a/2 노미나란 노미나란(三16a1) 노미나라(三15b2)

2 三27a/6 노미나란수 즈녜나라(三36b3) 즈녜나라(三32b1)

3 四2a/1 사이수연노미나란
오시샤바까리뎨모

(四2a4)

오시샤바까리뎨모

(四3b1)

4 四2a/6 노미나란 노미나라(四3a2) 노미나라(四4a2)

5 七21b/4 노미나란수 노미나라(七32a4) 노미나라(七19a4)

6 八28a/6 노미나란수
이다시마씨(八41b4)

けんふついたしまし

이다시마씨(八24b3)

けんふついたしまし

卷8 第28張을 제외하면 5곳인데 ‘’가 3곳이고 ‘수’가 2곳으로 같은 권, 같은 장

에서도 섞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비슷한 ‘なのめならす’를 보면 다음과 같이 역

시 ‘’와 ‘수’가 섞여 있어 통일되어 있지 않다.

(六 9a2) 나노몌나란수 (なのめならす)

(七21b6) 나노몌나란 (なのめならす)

(九 7a2) 나노몌나란수 (なのめならす)

44) 鄭丞惠(2007: 26-35) ｢5.1. �첩해신어�의 장면 분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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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니라’ 와 ‘분아니라’ : (2) ‘のみならす’의 譯註

<表 6> ‘아니라’ 와 ‘분아니라’

全 出處 司譯院本 改修本 重刊本

1 三12a/2 술도잘아니라  

2 三27a/6 심샹티아냐 심샹치아녀 심샹치아녀

3 四2a/1 差使員아니라  

4 四2a/6 아실아니라  

5 七21b/4 일이아니라 (기리실) (기리실)

6 八28b/1 구경분아니라 구경고 구경고

6번을 제외하면 모두 ‘’이며 일반 으로 ‘’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을 생각하

면 단순한 誤植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捷解新語� 原刊本의 다수의 訂正部分

에서 엿볼 수 있듯이 底本에 쓰여 있는 로 ‘충실하게’ 따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 ‘이런’ 과 ‘이련’

　　이것도 (3)의 ‘분’과 같이 단순 誤植일 가능성이 있다.45) 

(5) ‘ㅏ’ 와 ‘가’

　　宗家本의 ‘ㅏ’는 植字할 때 活字가 기울어져서 먹이 잘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組版할 때는 바르게 植字되었다. 

(6) ‘몯뗴’ 와 ‘몯뎨’ (もつて)

　　原刊本에서 ‘もつて’는 24곳
46)
이46)나오는데 모두 ‘몯뎨’이다. 全10卷 에서 

45) 村田寛(2008,　2009)의 索引에는 모두 ‘이런’으로 되어 있다. 

46) 一9b3, 一11a1, 二1b3, 二8b3, 三20a6, 七15a6, 七17a1, 七22a6, 八27b3, 八28b4, 八32a4, 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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卷4, 5, 6, 9에는 가 없지만 다른 音註 表記가 통일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

면 의외이다. 많은 사람들이 ‘もつて’에 한해서는 ‘몯뎨’라고 인식하고 있었

던 듯하다. 

참고로 原刊本과 마찬가지로 한  표기에 일 성이 없는 改修本에서는 총24곳 

에 2곳이 ‘몯뗴’이다. (三26b4, 十上12a4 : 原刊本에서는 둘 다 ‘몯뎨’)

(7) ‘얏＃오니’ 와 ‘야＃오니’

(3), (4)와 같이 단순 誤植일 가능성이 있다. 

총 7곳 에 手作業에 의한 정정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版을 다시 짜야 했던 

이유는 정정 후에 자 수가 달라지는 ‘御’ 때문이다. 다른 곳은 자 수가 같기 

때문에 手作業으로도 정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오류를 정정하기 하여 版을 다시 짜는 것이지만, 組版하는 과정에

서 다른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3번의 ‘구경분ˇ아니라’와 4번의 ‘이련ˇ ’, 7번의 

‘야ˇ#오니’가 그러한 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捷解新語� 原刊本의 訂正部分은 安田章(1985, 1988)의 지 로 底本 

시의 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捷解新語� 原刊本은 1676년에 간행이 되었지

만, 著  康遇聖이 譯官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1618년부터 고를 쓰기 시작하여 

조선통신사로 에도에 간 1636년경에는 완성되었을 것이라 보고 있다.
47)

47)그 후 譯

生들이 筆寫本으로 베껴서 학습하던 것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活字本으로 

간행하게 되었으니 寫本에 따라 표기에 차이가 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을 것이

다. 安田章(1985, 1988)에서 訂正作業으로 인해 오히려 古形으로 바 고 표기법에 

있어서도 일 성이 없어졌다고 지 한 것에는 이러한 간행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捷解新語� 原刊本은 본인쇄가 끝난 상태인데도 手作業으로 본문을 정정하고 字数

에 변화가 있을 때는 改版까지 하는 번거로운 작업을 하게 되었다. 변경된 항목을 

1a6, 十1b5, 十4a6, 十6b4, 十8a5, 十10a1, 十10a5, 十16a2, 十16b2, 十17b5, 十21a1, 十

33b2, 十33b5.

47) 鄭光(1998: 88-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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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단순한 오식의 정정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 많아서 정정하기 의 

본과 정정할 때의 본이 바 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책임자가 최종 으로 

선택한 본은 표기법에 있어서 일 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 康遇聖과 더욱 

한 계가 있는 오래된 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인쇄가 끝나고 책임자가 바

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해서는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하다.

9. 原刊本 5種의 인쇄  교정 작업의 개요

아래의 <表 7>은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異同部分을 참고로 하여 만든 �捷解

新語� 原刊本 5種의 인쇄  교정 작업에 한 개요이다. 

‘同版’과 ‘異版’은 原刊本 5種의 각각의 印面과 자를 조하여 얻은 결과이다. 

東大本에 복되어 철해져 있는 東大本B를 ‘본인쇄’에 포함시키고, 다른 간본과 일

치하는 東大本A를 본인쇄 후 改版한 것으로 단한 근거는 인쇄상태의 質과 訂正

部分의 字数이다. 본인쇄를 하고 모든 작업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다른 底

本을 근거로 복잡한 訂正作業을 해야 했으니 그런 불만이 자연스럽게 印面에 나타

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인쇄 후의 訂正方法에 있어서 手作業으로 할지 改版할지를 정하는 기 은 訂

正前後의 字数의 변동이다. 본인쇄에는 고 종이가 사용되기 때문에 10冊에 달하

는 책을 필요한 部数만큼 모두 다시 어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字数에 변동

이 없는 경우는 해당부분만 잘라 내거나 어내고 덧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

로 정정할 수가 있지만 字数에 변동이 있을 때는 그 지 못하다. 특히 �捷解新語�

의 히라가나는 大字이기 때문에 한 자라도 増減이 있을 때에는 張 체의 체재

에 미치는 향이 크다. 改版할지를 정하는 기 에 字数가 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東大本에 복되어 철해진 張이 있기 때문이다. 張 체에서 다

른 곳은 모두 일치하는데 한 자만이 증가한 七10a/2( 체번호 : 東8)가 좋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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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作業으로 정정한 경우는 公的作業과 私的作業을 엄 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司譯院本 3種이 같이 정정된 곳은 공 작업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 그리고 정

정된 자가 활자로 인쇄되어 있다면 다른 간본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공 작업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개인 으로 활자를 가져다 정정한다는 것은 우선 일

반 이지 않고, 정정내용은 같은데 訂正方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곳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것으로 訂正作業에는 복수의 인원이 참가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7>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인쇄  교정 작업의 개요48)　

公的作業 私的作業

第1期 第2期

 校正 本印刷 校正 부분 인쇄 

同

版

・

改

字

본인쇄를 한 校

正刷: 宗家本과 木

板本의 登梓本에 

포함되어 있다.

엄 히 말하면 同

版이 아니지만 解

版하지 않고 일부

분만 수정한 경우

도 이곳에 포함시

켰다. (位置:8곳, 

改字:11곳)

第1期 교정 작업 

後, 良質의 종이로 

인쇄. (第2期 교정 

작업 前)

거의 부분의 장

과 現在 東大本에

만 重複되어 철해

져 있는 張. 東大

本B (七8, 10, 11, 

14)

본인쇄 後에 訂正

해야할 곳이 생겼

는데, 訂正　 前後

의 字数에 변동이 

없을 때는 手作業

으로 訂正한다. 

公的 作業 後, 個

人的으로 행해진 

手作業에 의한 訂

正. 活字는 사용될 

수 없다. 

宗家本: 히라가나 

부분이 거의 완벽

하게 訂正되었다. 

木板本: 5種 에

서 모든 부분에 있

어서 가장 완벽하

게 訂正되었다.

異

版

어떤 사고로 다시 

組版한 張. 

十28

(七2, 八28: 宗家

本と木板本の版下)

字数에 변동이 있

을 때는 印面　

체의 균형을 생각

하여 改版한다. 

본인쇄보다 인쇄상

태의 質이 떨어진

다. (影印本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七2, 八28, 東大本

A(七8, 10, 11, 14, 

15 : 原刊本 5種 

모두 同版이다)

(私的으로 組版하

여 인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8) 각각의 해당부분은 사진을 첨부하고 卷8 第28張과 같이 개별 인 분석내용을 제시해야 

하지만 본고에서는 생략되었다. 사진 첨부와 상세한 분석은 다음을 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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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맺음말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異同部分을 조사해 본 결과, 다른 刊本들과는 다른 복

잡한 인쇄  교정 작업이 행하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司譯院本 3種의 手作業에 의한 訂正部分에 해서 선행연구에서는 막연하게 

후 에 행해진 것으로만 언 했을 뿐 구체 인 시기에 해서는 언 되지 않았었

다. 그러나 부분의 정정이 司譯院本 3種에서 공통으로 행해졌다는 과, 정정

된 다수의 자가 활자로 인쇄되었다는 으로 미루어 보아 부분은 한 번의 印

刷工程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단된다. 

東大本의 卷7에 복되어 철해져 있는 4장은 당시의 본인쇄와 본인쇄 후의 訂

正方法에 해 귀 한 단서를 제공해 다. 본인쇄 후의 訂正方法에는 手作業에 

의한 방법과 改版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기 은 訂正前後의 字数의 

변동이었다. 이 게 본인쇄 후에 다시 組版한 경우는 �捷解新語� 原刊本에서는 본

인쇄보다 인쇄상태의 質이 떨어진다. 

�捷解新語� 原刊本 5種의 先後關係에 해서는 宗家本과 목 본의 등재본에, 

司譯院本보다 前段階의 張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한 번의 印刷工程

에서 발생한 先後關係라고 단된다. 宗家本과 목 본의 등재본은 奎章閣本을 정

정해서 再版한 것이 아니라 奎章閣本을 만들기 하여 은 校正刷로 보아야 할 

것이다. 校正刷라도 책이 귀한 시 으므로 成冊하 는데 후에 일본인들과 직  

교류가 있었던 마도와 제주도에 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유포과정에 해서는 

앞으로 더 상고해 보아야 하지만 몇 장밖에 인쇄되지 않는 校正刷가 1부는 宗家本

으로 그 로 래되고,  다른 1부는 목 본의 등재본으로 사용되어 존하는 목

본에서 그 흔 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기 과도 같은 일이다. �捷解新語�　原

刊本은 본문의 내용만이 아니라 한국서지학의 측면에서도 귀 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논문투고일(2013. 4. 30),   심사일(2013. 5. 18),   게재확정일(201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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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抄録

�捷解新語� 原刊本５種の先後関係

李 仙 喜

抄録: 本稿は �捷解新語� 原刊本5種の先後関係を明らかにすることにその目的があ

る。綿密な書誌調査を行い、その書誌調査で得られた膨大な量のデータをわかりやすく

伝えるために全体異同表を 案して一目瞭然に把握できるようにした。ここでは単純な

異同の対照だけではなく、‘細分’し、各細分 目に番号を付けて実際の研究で活用しやす

いよう工夫した。このような方法は他の古文献の異本対照研究においても応用できるで

あろう。

10卷10冊の �捷解新語� 原刊本は活字本4種(1676年)とその覆刻木板本1種(1699年)が

伝えられている。書誌事 から活字本4種のうち3種は司訳院で使われた王室文庫(本刷)

であり、日本の宗家文庫にある1種は本刷のための校正刷であると えられる。木板本の

版下は宗家文庫本のように校正刷を装幀したものが済州島に伝わり、その後、木板本の

版下として使われたものと えられるが、これらは全て同じ印刷工程で作られたもので

ある。

訳学書の刊行については、モンゴル語と満洲語の学習書には活字本はなく木板本のみ刊

行されているが、活字本と木板本を決める基準には該当 語の文字形態も関わっているこ

とが分かる。�捷解新語�の刊行部数については、特定の人だけが使う倭学書であり、第1次

改修本(1748年)を20部刊行するように命じたという記録があることから原刊本も同様で

あったと思われる。実際に旧司訳院本の書脳部分の墨書からも刊行部数が 量だったと

推測できる。同じ訳学書であっても中国語のように 要が多かった 語と、そうでな

かった 語を区分して える必要がある。

キーワード: 捷解新語, 原刊本, 先後関係, 同版, 異版, 訂正, 改版, 改字, 本刷, 校正

刷, 活字本, 版下, 覆刻木板本, 訳学書, 司訳院, 異本対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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