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譯語類解≫ ‘買賣’門 商業語彙의 분류와 풀이*

姜勇仲**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범위와 방법

Ⅲ. ≪譯語類解≫ 상업어휘의 구성과 영향

Ⅳ. ≪譯語類解≫ ‘買賣’門의 상업어휘와 분류체계

Ⅴ. ≪譯語類解≫ ‘買賣’門의 상업어휘 풀이

Ⅵ. 결어

부록1:≪譯語類解≫상업어휘사전(試用本)

부록2:CCL(北京大學 漢語語言學研究中心) 고대중국어 데이터 베

이스 목록

────────────────────────────────────────────

Ⅰ. 서론

≪譯語類解≫는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에서 간행한 中韓 分類 對譯辭書

로 1690년에 간행되었다. 상권과 하권의 62개 類門1) 아래에 4,800여개의 

중국어 구어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譯語類解≫의 체재 상의 특징으로는 각 

類門 아래 중국어 어휘가 실려 있고 각 한자의 옆에는 좌음과 우음이 표기되

어 있다는 것이다. 이 음들은 당시 중국어의 현실음으로 ≪老乞大≫나 ≪朴通

事≫ 등의 회화류 역학서(譯學書)에 보이는 것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그 

아래에는 우리말 어휘로 대역되어 있다.

기존에 행해진 국내의 ≪譯語類解≫ 연구는 주로 국어사의 입장에서 전개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411-J05201).

** 성균관대학교 현대중국연구소 선임연구원
1) 일부 학자는 이를 ‘部類’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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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본고는 ≪譯語類解≫를 대상으로 중국어 특히 근대중

국어 어휘학의 입장에서 ‘買賣’門에 수록된 전체 어휘를 대상으로 분류와 풀이

를 진행할 것이다. 중국어사와 관련한 기존의 연구 중 심소희(1992)에서 좌음과 

우음의 성격 규정을 통한 ≪譯語類解≫의 언어학적 의미를 밝혔다면, 본고에

서는 수록 어휘를 대상으로 분류와 풀이를 통해 언어학적 성격을 조망하고자 

한다.

‘買賣’門에 수록된 어휘는 상거래에 관련된 것으로 ‘상업어휘(Business Ter

ms)’로 지칭할 수 있다. 중국 상업사에서 “명청 시대는 과거 어떤 시대에 비해

서도 상품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이고 이에 따라 상업이 공전의 번영을 

이루었고 상인집단이 놀랍도록 확대된 시기이다. 10대 商幇이니 會館이니 公

所라는 개념과 조직도 이 시기에 폭발적으로 출현하였다. ‘工商皆本論’ 같은 

경제사상이 출현하고 상인의 윤리의식도 형성되었다. 심지어 자본주의 맹아가 

출현하였다고 하지 않는가.”2) ≪譯語類解≫에 반영된 상업어휘는 바로 이 명

청 시기의 구어 어휘이므로 중국 상업사에서 황금기에 해당하는 언어 성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업은 사회 활동 중에서 매우 활발한 

영역이며, 이와 관련한 어휘 또한 생생한 구어로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고 생각한다.

한편 ≪譯語類解≫는 현존하는 조선시대 유해류(類解類) 역학서(譯學書)3)

의 비조(鼻祖)로 이후 19세기 말까지 간행된 8종 이상의 유해류 역학서에 체재

나 수록어휘의 방면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므로 ≪譯語類解≫에 반영된 상업어휘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어사나 중

국 상업사의 연구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즉 사회적 변화상을 가

장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업어휘를 대상으로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에 

반영된 제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2) 박기수, ≪중국전통상인과 근현대적 전개≫, 한국학술정보(주), 2010, 15쪽.

3) 유해류 역학서란 회화류 역학서와는 다른 분류(類)하여 풀이(解)한 유형의 사전, 즉 분
류사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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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譯語類解≫의 ‘買賣’門에 수록된 상업어휘에 국한한다.

우선 상업어휘는 사회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회의 변화와 밀접

한 어휘의 속성을 감안할 때 어휘 연구의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리고 ‘買賣’門의 총 어휘 수는 62개로 한 논문에서 풀이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

한다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나아가 본 연구가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 9종

의 모든 어휘 풀이의 첫 논문이라는 점에서 연구 범위를 적절히 설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본다.4)

연구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譯語類解≫의 ‘買賣’門에 수록된 전체 상업어휘를 소개한다. 아울러 

≪譯語類解≫의 전체 분류체계인 類門의 구성도 살펴볼 것이다. 이어서 ≪譯

語類解≫의 상업어휘가 이후 8종의 유해류 역학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수록어휘의 전승관계의 대비를 통해 살펴 볼 것이다. 이러한 대비는 분류사전

인 ≪譯語類解≫의 수록어휘가 어떤 시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와 어휘의 

시대적 변화를 우리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둘째, ≪譯語類解≫의 ‘買賣’門은 전체 62개 類門의 한 부분이다. 그렇다면 

‘買賣’門 내부의 어휘들도 각각의 의미에 따라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우선 同義 및 反義 관계를 드러내 줄 수 있다. 다음으로 그 시대 사람

들이 생각하는 상업의 범주와 영역을 언어적으로 재구성 해 줄 수 있다. 이러

한 방법은 분류어휘의 특성을 살린 것으로 ≪譯語類解≫의 대분류 아래의 소

분류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수록어휘를 대상으로 풀이를 진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풀이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언어학의 여러 방법을 동원한 다차원의 풀이이다. (1)우선 사전

학적 풀이를 진행할 것이다. 사전학적 풀이란 사전을 이용해 共時的 歷時的

관계를 파악하는 동시에, 수록 여부를 통해 특정 어료의 연구를 통한 사전의 

문제점을 밝히는 방법이다. 본고에서는 분류 결과에 따라 수록어휘를 순차적으

4) 필자는 향후 유해류 역학서의 상업어휘를 각 자료별로 정밀 연구할 구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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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열하고 현대 중국어 사전의 대표작인 ≪現代漢語規範詞典≫(2004)에 반

영된 결과를 보이며, 중국 최대의 사전인 ≪漢語大詞典≫에 수록된 것도 살펴

보고 해당 어휘가 어느 시대에 처음 출현했는지도 밝힐 것이다. 물론 ≪漢語大

詞典≫에서 인용한 용례가 다 최초의 것이 아니므로 보조적으로 ‘CCL(北京大

學 漢語語言學研究中心) 고대중국어 데이터 베이스’5)를 활용해 더 이른 용례

가 있으면 소개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언어자료의 성질을 구명하는데 상당

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다음으로 어휘학적 풀이를 진행할 것이다.

중국어 역사 어휘학의 주요한 영역 중의 하나인 어휘 풀이는 시간적 지역적 차

이를 언어학적 방법으로 극복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생생한 의미 변화 관계를 

史的으로 펼쳐 보여 줄 것이다. (3)마지막으로 상업 활동을 반영한 어휘가 비

록 언어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몇 가지 

어휘를 대상으로 사회언어학적 해석을 시도할 것이다.

본고에서 사용한 ≪譯語類解≫는 1974년 亞細亞文化社에서 영인한 1690년 

刊本임을 밝혀둔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CCL의 자료 목록을 부

록(‘부록2’)으로 실었다. 한편 ≪譯語類解≫의 상업어휘 모두를 풀이한다는 것

은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본 논문의 풀이와 별개로 사전의 형식으로 부록했다

(‘부록1’).

Ⅲ. ≪譯語類解≫ 상업어휘의 구성과 영향

조선시대 유해류 역학서의 비조인 ≪譯語類解≫는 회화류(會話類) 역학서

의 어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있었던 유용하고 중요한 분류어휘 대역사전이다.

≪譯語類解≫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는 분류체계인 類門을 통해 살펴 볼 수 있

는 바, 이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卷上]天文 時令 氣候 地理 宮闕 官府 公式 官職 祭祀 城郭 橋梁 學校 科

擧 屋宅 敎閱 軍器 田漁 館驛 倉庫 寺觀 尊卑 人品 敬重 罵辱 身體 孕産 氣

5)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guda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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息 動靜 禮度 婚娶 喪葬 服飾 梳洗 食餌 親屬 宴享 疾病 醫藥 卜筮 算數 爭

訟 刑獄 買賣

[卷下]珍寶 蠶桑 織造 裁縫 田農 禾穀 菜蔬 器具 鞍轡 舟船 車輛 技戱 飛

禽 走獸 昆蟲 水族 花草 樹木 瑣說

卷上의 天文에서부터 卷下의 瑣說에 이르기까지 고대 사회의 세계관과 사

회, 자연, 인간생활, 언어 등의 제 방면이 망라되어 있다. 본고에서 다루는 상업

어휘는 卷上의 마지막인 ‘買賣’에 수록된 어휘를 말한다.

그렇다면 ≪譯語類解≫의 ‘買賣’門에 수록된 표제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가? 아래는 ‘買賣’門에 들어있는 모든 상업관련 어휘들이다.6)

買主 賣主 夥計 牙子 大市 街上 角頭

東館裡 西館裡 集 赶集(或云‘看場’) 鋪子 雜貨鋪 店房

飯店 酒店 油房 糖房 開鋪 肉案 靑帘(一云‘酒望子’)

幌子 貨車 利家(一云‘鋪家’） 老杭家 老江湖 搖貨郎

倡價 講價 照市價 照行市 發賣 收買 成交

對換 將就 一倒兩斷 拖欠 轉錢 折本 虧了

不肯 打倒(一云‘悔交’) 退換(一云‘倒裝’) 不濟事 地頭的

真的 假的 絶高 常行的 稀罕 不稀罕 廣(或云‘廣多’)

稅契 稅錢 牙錢

우선 괄호 안의 것을 제외한 표제어가 56개이고, 각 단어의 풀이 부분에 ‘或

云’ 또는 ‘一云’이라 하여 동의어를 부기한 것이 6개이므로 총 어휘 수는 62개

가 된다.

한편 ≪譯語類解≫가 1690년에 간행된 이래로 조선시대 말기까지 총 8종의 

유해류 역학서가 출현하였다. 이 8종의 유해류 역학서를 시대별로 나열하면 아

래와 같다.7)

6) 이들 어휘 중 현대 우리말에 전승된 것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雜貨’, ‘店房’, ‘飯店’,
‘酒店’, ‘市價’, ‘發賣’, ‘收買’, ‘稀罕’ 등이 있다. 그리고 ‘장보러 가다’라는 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看場’도 성격은 다르지만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단어들이 18세기 이후에나 우리말에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 문제는 본고의 토론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더 상세히 다루지 않는다.

7) 졸고 <朝鮮時代 類解類 譯學書 商業語彙 收錄樣相과 對比>(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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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同文類解≫(1748년 간행, ‘同文’이라 줄여 부름)

2. ≪蒙語類解≫(1768년 간행, ‘蒙語’라 줄여 부름)

3. ≪譯語類解ㆍ補≫(1775년 간행, ‘譯補’이라 줄여 부름)

4. ≪方言類釋≫(1778년 간행, ‘方言’이라 줄여 부름)

5. ≪漢淸文鑒≫(1779년 간행, ‘漢淸’이라 줄여 부름)

6. ≪倭語類解≫(1783년 이후 간행, ‘倭語’이라 줄여 부름)

7. ≪蒙語類解ㆍ補編≫(1790년 간행, ‘蒙補’이라 줄여 부름)

8. ≪華語類抄≫(1883년 간행, ‘華語’이라 줄여 부름)

유형적으로 보면 ≪譯語類解≫는 3. ≪譯語類解ㆍ補≫, 4.≪方言類釋≫과 

8. ≪華語類抄≫와 한 부류에 속한다. 이 네 책은 중국어의 구어를 학습을 위

해 만들어진 것들이다. 나머지 1, 2, 5, 6, 7 등은 만주어나 몽골어 또는 일본어

를 풀이한 유해류 역학서이다. 다만 이들의 표제어가 중국어로 되어 있다는 측

면에서 전자의 그것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다고 하겠다. 아래에서는 ≪譯語類

解≫에 수록된 상업어휘가 이들 8종의 분류사전의 수록어휘와 중복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자.8)

(1). 譯語[1690]와 方言[1778]에만 같이 출현하는 어휘들(13개)

假的:（譯語139）;（方言-買賣20-2）

開鋪:（譯語138）;（方言-買賣20-2）

對換:（譯語138）;（方言-買賣21-1）

發賣:（譯語138）;（方言-買賣20-2）

稅錢:（譯語139）;（方言-買賣21-2）

照市價:（譯語138）;（方言-買賣20-2）

地頭的:（譯語139）;（方言-買賣20-2）

集:（譯語137）;（方言-買賣20-1）9)

靑帘:（譯語138）;（方言-買賣20-1）

退換:（譯語139）;（方言-買賣21-1）

稀罕:（譯語139）; (方言-買賣20-2）10)

8) 각 항의 첫 줄은 동일한 어휘가 출현하는 책들의 이름이다. 그리고 각 단어 뒤의 숫자는 
해당 자료의 페이지 수이다.

9) (華語39-1)에는 ‘集上’으로 되어 있다.

10) (華語40-2)에는 ‘稀罕的’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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真的:（譯語139）;（方言-買賣20-2）

絶高:（譯語139）;（方言-買賣20-2）

(2). 譯語[1690]와 華語[1883]에만 같이 출현하는 어휘들(11개)

街上:（譯語137）;街上[1883]（華語39-1）

糖房:（譯語137）;糖房[1883]（華語39-1）

大市:（譯語137）;（華語39-1）

老杭家:（譯語138）;（華語40-1）

一倒兩斷:（譯語138）;（華語40-1）

將就:（譯語138）;（華語40-2）

轉錢:（譯語139）;（華語40-2）

照行市:（譯語138）;（華語40-1）

倡價:（譯語138）;（華語40-1）

打倒:（譯語139）;（華語40-2）

拖欠:（譯語138）;（華語40-2）

(3). 譯語[1690], 方言[1778], 華語[1883]에 같이 출현하는 어휘들(9개)

赶集:（譯語137）;（方言-買賣20-1）;（華語39-1）

買主:（譯語137）;（方言-買賣20-1）;（華語39-1）

賣主:（譯語137）;（方言-買賣20-1）;（華語39-1）

飯店:（譯語137）;（方言-買賣20-1）;（華語39-1）

牙子:（譯語137）;（方言-買賣20-1）;（華語39-1）

牙錢:（譯語139）;（方言-買賣21-2）;（華語40-2）

搖貨郎:（譯語138）;（方言-買賣20-2）;（華語40-1）

油房:（譯語137）;（方言-買賣20-1）;（華語39-1）

雜貨鋪:（譯語137）;（方言-買賣20-1）;（華語39-1）

앞의 대비에서 볼 수 있듯 중국어를 학습 대상으로 했던  ≪譯語類解≫,

≪方言類釋≫ 및  ≪華語類抄≫ 이 세 책11)의 어휘 수록의 전승관계는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즉 앞에서 든 세 유형의 중복어휘 33개는 전체 ≪譯語類解≫

상업어휘의 6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어휘는 전승되어 지속적

으로 쓰였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계속해서 다른 중복유형을 살펴보자.

11) 여기서 ≪譯語類解ㆍ補≫가 배제된 이유는 이 책이 ≪譯語類解≫의 補編이므로 ≪譯
語類解≫와 중복이 되는 단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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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譯語[1690],方言[1778],倭語[1783],華語[1883]에 같이 출현하는 것(1개)

講價:（譯語138）;（方言-買賣20-2）;（倭語55-2）;（華語40-1）

(5). 譯語[1690],蒙語[1768],方言[1778],華語[1883]에 같이 출현하는 것(1개)

夥計:（譯語137）;（蒙語151）;（方言-買賣20-1）;（華語39-1）

(6). 譯語[1690],方言[1778], 漢清[1779],華語[1883]에 같이 출현하는 것(1개)

幌子:（譯語138）;（方言-買賣20-1）;（漢清-貿易-則二18A）;（華語40-1）

(7). 譯語[1690], 同文[1748],蒙語[1768], 漢清[1779],華語[1883]에 같이 출현하

는 것(1개)

店房:（譯語137）;（同文184）;（蒙語151）;（漢清-貿易-則二17B）;（華語3

9-1）

(8). 譯語[1690], 同文[1748],蒙語[1768],方言[1778],華語[1883]에 같이 출현하

는 것(1개)

鋪子:（譯語137）;（同文184）;（蒙語151）;（方言-買賣20-1）;（華語39-

1）

앞의 (4)부터 (8)까지는 중국어 이외의 語種을 학습하기 위한 분류사전이 하

나 이상씩 들어 간 것으로, 그 특징은 예외 없이 하나의 예밖에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후대의 8종에 보이지 않는 즉, ≪譯語類解≫에만 보이는 어휘들

을 살펴보기로 하자.

(9). 譯語[1690]에만 보이는 어휘(18개)

角頭（譯語137） 廣（譯語139） 東館裡（譯語137）

西館裡（譯語137） 老江湖（譯語138） 利家（譯語138）

不肯（譯語139） 不濟事（譯語139） 不稀罕（譯語139）

常行的（譯語139） 稅契（譯語139） 成交（譯語138）

收買（譯語138） 肉案（譯語138） 酒店（譯語137）

折本（譯語139） 貨車（譯語138） 虧了（譯語139）

앞의 어휘 중 死語가 된 것도 있고(東館裡, 西館裡), 보편적으로 사용되지 

못한 것들도 있으며(角頭, 利家, 廣), 일반 어휘와 큰 구별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不肯, 常行的, 不濟事). 그리고 ‘成交’나 ‘酒店’과 같이 후대에 어휘의 

형식이 바뀐 것도 있을 수 있다12).

12) ‘成交’를 (華語40-1)에서는 ‘交成’이라 하고, ‘酒店’을 (方言-買賣20-1)에서는 ‘酒鋪’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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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買主 賣主 夥計 牙子

A2 利家(一云‘鋪家’） 老杭家 老江湖 搖貨郎

B1 大市 街上 角頭 集

B2 赶集(或云‘看場’)

C1 鋪子 雜貨鋪 店房 飯店 酒店 油房 糖房 肉案

C2 東館裡 西館裡

이상의 유해류 역학서 내부의 어휘비교를 통해 상업어휘의 전승관계 및 유

해류 역학서 내부의 서로 다른 유형과 수록어휘의 중복 상의 특징을 알 수 있

었다.

Ⅳ. ≪譯語類解≫ ‘買賣’門의 상업어휘와 분류체계

≪譯語類解≫에 수록한 62개의 상업어휘를 의미관계와 상업행위 자체의 구

성으로 더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수록 어휘를 순서대로 의미적 연관에 따라 분

류하기로 하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類義語를 활용할 것이다.

A는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어휘들이다. 그중 A1은 ‘사는 사

람, 파는 사람, 동업자, 중개인’등을 나타내므로 일반적인 상업 거래의 주체로 

볼 수 있다. A2는 각각 ‘흥정바치(노련하지 못한 장사치), 노련한 상인(老江湖),

행상’등을 의미한다.

B는 시장과 관계된 어휘들이다. 그중 B1은 공간과 관련이 있다. B2의 ‘赶集’

와 ‘看場’은 동의어로 시장에 간다라는 의미이다.

C에서 C1어휘들은 점포의 유형들을 나타내며, C2는 客商이 묵는 숙소를 가

리킨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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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靑帘(一云‘酒望子’) 幌子

E 貨車

F 倡價 講價 照市價 照行市

G 開鋪 發賣 收買 對換

H 轉錢 折本 虧了 拖欠

I 成交 一倒兩斷 將就 打倒(一云‘悔交’) 退換(一云‘倒裝’)

不肯 不濟事

‘靑帘’과 ‘酒望子’는 술집을 표시하는 깃발로 만든 표지이며, ‘望子’와 ‘幌子’

는 동의어로 상업 장소를 알리거나 선전을 하는 표식이다. 현대어로 ‘간판’에 

해당한다.

‘貨車’는 상업용 운반 수레를 가리킨다.

F에 나타난 어휘들은 가격과 관련이 있다. ‘倡價’는 가격을 부르는 것이고,

‘講價’는 흥정한다는 뜻이다. ‘市價’와 ‘行市’는 시세를 말하며, ‘照市價’란 시세

에 따르거나 근거한다는 의미가 된다.

G의 어휘들은 상거래와 관련이 있다. 우선 ‘開鋪’는 영업을 시작한다는 의미

이며, ‘發賣’와   ‘收買’는 사고파는 방식을 지칭한다. ‘對換’은 맞바꾸다는 의미

이다.

H는 금전 또는 이윤과 관련이 있다. ‘轉錢’은 ‘돈을 벌다’라는 의미이고, ‘折

本’은 ‘손해를 보다’는 말이다. ‘虧了’는 ‘밑지다’, ‘拖欠’은 ‘지불 기일을 끌다’라

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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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地頭的

K 真的 假的 絶高 常行的 稀罕 不稀罕 廣(或云‘廣多’)

L 稅契 稅錢 牙錢

I의 어휘들은 거래와 관련이 있다. ‘成交’는 거래가 성사된 것이고, ‘一倒兩

斷’은 상호간의 이해를 맞추어 거래를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將就’는 만족하지

는 않지만 그런대로 거래를 한다는 의미이다. ‘打倒’, ‘悔交’, ‘退換’, ‘倒裝’은 동

의어로 거래를 취소하다는 뜻이다. ‘不肯’은 거래의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不

濟事’는 거래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J는 상품의 산지와 관련이 있다. ‘地頭’는 현지(現地)라는 의미이므로 ‘地頭

的’는 ‘現地産’이라는 말이다.

K는 주로 상품에 대한 평가를 나타내는 어휘들이다. 그중 ‘絶高’는 최상등품

이라는 의미이고, ‘常行的’란 일반적인 보통의 상품을 가리킨다. ‘廣’, ‘廣多’는 

흔하다는 말이다.

L은 세금이나 중계료에 관련된 어휘들이다.

위에서는 ≪譯語類解≫ ‘買賣’門의 어휘를 상업 활동과 관련된 하위 범주를 

유의어에 따라 간단하게 분류했다. 그 분류체계는 아래와 같았다.

A: 상업행위에 종사하는 사람

B: 시장

C: 점포의 유형과 客商이 묵는 숙소

D: 상업 장소를 알리거나 선전을 하는 표식

E: 상업용 운반 수레

F: 가격

G: 상거래

H: 금전 이윤

I: 거래

J: 상품의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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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상품에 대한 평가

L: 세금이나 중계료

상업과 관련된 어휘를 이상의 62개에 국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당시 ≪譯語類解≫의 편찬자들의 언어적 배경에서 선정하고 

수록한 한에 있어서 그 자체로 자료적 의미나 언어학적 의미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기타 유해류 역학서의 상업어휘 연구에서 이 점은 충

분히 보충될 것이다.13)

Ⅴ. ≪譯語類解≫ ‘買賣’門의 상업어휘 풀이

앞에서 본대로 ≪譯語類解≫의 ‘買賣’門에 수록된 표제어는 56개이고 함께 

수록한 동의어 6개를 더하면 62개가 된다. 그러나 ≪譯語類解≫의 결정적인 

단점은 해당 표제어에 예문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譯語類解≫

가 세상에 나오기 이전의 문헌에서 이들 예문을 찾아 보충해 넣는다면 사전으

로 발전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에 학계에서 피상적으로 명청 시대의 구어를 반영했다는 선험적인 

규정만 있었지, 이를 증명하지는 못했다. 그러므로 이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헌자료를 검색하고 각종 사전과 대비해야하며, 아울러 언제 

생겨난 어휘인지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해한 어휘에 대해서는 적절

13) 다음은 현대 중국어의 分類辭典인  ≪同義詞詞林≫（1983）에 나타난 상업 경제 관련 
어휘체계이다. 부분적으로 이것과 비교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 H와 He 및 He1~16은
각각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이다.
H 活動
He 活動
He1.貿易 輸出 輸入 投資 He2.招攬 標價 講價 成交

He3.買 賣 He4.出租 租用
He5.營利 分紅 翻本 He6.兌換 兌現
He7.放債 借債 He8.欠債 討債 還債

He9.典當 抵押 賠償 贖回 He10.征收 交納 支付
He11.撥款 劃撥 He12.記帳 盤點
He13.積累 花費 浪費 節省 He14.足夠 相抵 剩餘 結存 虧欠

He15.缺少 遺漏 He16.合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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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단어 분류 規範詞典 漢語大詞典 가장 이른 용례의 출전

1 買主 A1 874B 10-162B [CCL]元 老乞大新釋

2 賣主 A1 877B 10-224B [CCL]北宋 太平廣記

3 夥計 A1 596B 11-279A 元≪硃砂擔≫

4 牙子 A1 1493B 5-275A [CCL]元 老乞大新釋

5 利家 A2 * * #元刊本≪老乞大≫

5-1 ‘鋪家’ A2 * * [CCL]元 老乞大新釋

6 老杭家 A2 * * (行家 3-906A)

7 老江湖 A2 788B 8-610A ≪二十年目睹之怪現狀≫

8 搖貨郎 A2 * * (貨郞 10-97B)

9 大市 B1 * 2-1333A ≪周禮·地官·司市≫

10 街上 B1 * * [CCL]北宋 話本選集 碾玉觀音

11 角頭 B1 * * 10-1353B(角落，偏僻的地方)

12 集 B1 612A 11-798 唐 杜甫 ≪述古≫

13 赶集 B2 424B 9-1140A 明 謝肇淛 ≪五雜俎·地部一≫

13-1 ‘看場’ B2 * 7-1185A 唐 常非月 ≪咏谈容娘≫

14 鋪子 C1 1014A 11-1287B 宋 張齊賢 ≪洛陽搢紳舊聞記≫

15 雜貨鋪 C1 1625B 11-875A 雜貨:≪南史·梁臨川靖惠王宏傳≫

16 店房 C1 * 3-1213A [CCL]元 老乞大新釋

17 飯店 C1 368A 12-500B [CCL]北宋 太平廣記

18 酒店 C1 704A * [CCL]世說新語

19 油房 C1 1583B 5-1074B [CCL]全元曲 雜劇

20 糖房 C1 * * [CCL]糖坊 明 小說 英烈傳

21 肉案 C1 1108B 8-1063A 宋 孟元老 ≪東京夢華錄·肉行≫

22 東館裡 C2 * * *

23 西館裡 C2 * * *

24 靑帘 D * 11-528A 唐 鄭穀 ≪旅寓洛陽村舍≫

한 풀이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譯語類解≫의 ‘買賣’門에 실린 단어를 사전학적 풀이,

어휘학적 풀이 및 사회언어학적 풀이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필자는 62개의 어휘를 현대중국어사전과 ≪漢語大詞典≫ 및 고대

중국어 말뭉치를 이용하여 아래의 표를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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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酒望子’ D 704B 9-1382A 宋 朱翌 ≪猗覺寮雜記≫

25 幌子 D 557B 3-* [CCL]明 小說 金瓶梅崇禎本

26 貨車 E 587A 10-97A [CCL]明 小說 金瓶梅崇禎本

27 倡價 F * * *

28 講價 F 647B 11-368A [CCL]明 小說 東漢秘史

29 照市價 F 1190A(市價) 3-691A(市價) [CCL]東漢 史論 論衡(市價)

30 照行市 F 515B(行市) 3-891B(行市) 宋 孟元老 ≪東京夢華錄≫

31 開鋪 G * * [CCL]明 小說 醒世姻緣傳

32 發賣 G * 8-571A 元 馬致遠 ≪青衫淚≫

33 收買 G 1199A 5-387B [CCL]北宋 史書 舊五代史

34 對換 G * 2-1299B ≪宋史·孝宗紀≫

35 轉錢 H * 9-1326B ≪金瓶梅詞話≫

36 折本 H 6-376B 1151A ≪朱子語類≫

37 虧了 H 767B 8-851 [CCL]元 老乞大新釋

38 拖欠 H 1329B 6-463B 宋 張綱≪乞放婺州見欠內庫綾羅狀≫

39 成交 I 164B 5-196A 宋 周密 ≪癸辛雜識續集·海井≫

40
一 倒 兩

斷
I 1531A 1-5A ≪朱子語類≫

41 將就 I 646B 7-811A [CCL]元 老乞大新釋

42 打倒 I * 6-321A ≪醒世姻緣傳≫

42-1 ‘悔交’ I * * [CCL]清 小說 東度記

43 退換 I 1326A 10-841A [CCL]北宋 小說 靖康紀聞

43-1 ‘倒裝’ I * * *

44 不肯 I * 1-420A ≪穀梁傳·宣公四年≫

45 不濟事 I 104B 1-476A ≪北齊書·高昂傳≫

46 地頭的 J * 2-1035B [CCL]元 老乞大諺解

47 真的 K * 2-143B ≪三國志·魏志·崔林傳≫

48 假的 K * * [CCL]元 老乞大新釋

49 絶高 K * * [CCL]元 老乞大諺解

50 常行的 K * * [CCL]清 小說俠女奇緣

51 稀罕 K 1391A 8-90B [CCL]全元曲 散曲

52 不稀罕 K * * *

53 廣 K * * *

53-1 ‘廣多’ 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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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稅契 L * * [CCL]元 老乞大諺解

55 稅錢 L * 8-95A 宋 趙彥衛 ≪雲麓漫鈔≫

56 牙錢 L * 5-280A 宋 蘇轍 ≪論蜀茶五害狀≫

[번호]는 출현 어휘의 일련번호이며, 이는 앞 절의 분류체계 순서에 따랐다.

5-1, 13-1, 24-1, 42-1, 43-1, 53-1 등은 비록 표제어는 아니지만 해당 표

제어 아래에 수록된 同義語들이다. [단어]는 수록 어휘이며, 작은 따옴표를 쓴 

것은 앞서 말한 표제의 아래에 실린 어휘들이다. [분류]는 앞 절에서 다룬 분

류체계이다. [규범사전]은 현대중국어의 대표적인 사전인 ≪現代漢語規範詞典

≫(2004)이다. [漢語大詞典]은 ≪漢語大詞典≫을 가리킨다. [가장 이른 용

례의 출전]은 ≪漢語大詞典≫과 ‘CCL(北京大學 漢語語言學研究中心) 고대

중국어 데이터 베이스’14)의 검색결과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른 작품을 적

시한 것이다. 그리고 각 항의 ‘*’는 ‘해당 사항 없음’을 가리킨다.

1. 사전학적 풀이

≪譯語類解≫는 17세기 말 중국어 구어에 근거한 분류사전이다. 이 말은 다

른 한편으로 여기에 수록된 어휘들이 17세기 말 이전의 공시적인 언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300년이 지난 현대 중국어와 대

비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만약 相似性을 보인다면 또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답할 수 있다면 ≪譯語類解≫의 언어적 또

는 자료적 성질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석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래는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현대 중국어 어휘와 비교한 결과로 ≪譯語

類解≫의 62개 어휘 중 아직도 쓰이고 있는 것들이다.15)

買主 賣主 夥計 牙子 老江湖

集 赶集 鋪子 雜貨鋪 飯店

14) 이하에서는 [CCL]로 표기함.

15) 이는 ≪現代漢語規範詞典≫과 직접 비교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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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店 油房 肉案 酒望子 幌子

貨車 講價 照市價 照行市 收買

折本 虧了 拖欠 成交 一倒兩斷

將就 退換 不濟事 稀罕

앞의 29개의 어휘 중 일부는 현대중국어의 고어로 문학 언어 등의 서면어에 

쓰이는 것들이다. 예들 들면 ‘牙子’, ‘酒望子’, ‘幌子’ 등이 있다. 그리고 일부 어

휘는 현대 중국어의 의미와 다르거나 방언에서나 쓰이는 것들이다. 예를 들면 

현대 중국어의 ‘鋪家’는 ‘상점, 점포’를 뜻하지만 ≪譯語類解≫에서는 ‘장사치’

를 뜻하고, ‘地頭’의 ‘현지’라는 의미는 武漢이나 丹陽방언에 남아있다.16) 그 밖

의 대부분의 어휘들은 현대 중국어에 그대로 쓰이고 있다. 그러므로 ≪譯語類

解≫의 상당수의 어휘가 매우 구어적임을 알 수 있다.

주의할 것은 ‘街上’과 ‘角頭’ 등은 비록 현대중국어에 사용되고 있으나 전자

는 단어가 아닌 구이며 전자와 후자 둘 다 상업어휘와 관련이 없다. 즉 현대 

중국어에서의 계승 여부는 의미항(중국어로는 ‘義位’ 또는 ‘義項’라 함)의 일치 

여부로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發賣’의 경우는 ≪現代漢語規範詞典≫에서 잘

못 누락된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살펴 볼 것은 ≪譯語類解≫가 명말 청조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지

만 중국 최대의 종합사전 ≪漢語大詞典≫에 누락된 어휘를 살펴보기로 하자.

利家 鋪家 老杭家 搖貨郎 街上

角頭 酒店 糖房 東館裡 西館裡

倡價 開鋪 悔交 倒裝 假的

絶高 常行的 不稀罕 廣 廣多

稅契

이 예들 중에서 ‘街上’, ‘常行的’, ‘不稀罕’ ‘假的’ ‘絶高’등은 엄밀히 말해 단

어가 아니므로 수록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利家’, ‘鋪家’, ‘搖

貨郎’, ‘酒店’, ‘糖房’, ‘倡價’ 등 확실한 상업관련 어휘를 수록하지 않은 것은 명

16) ≪현대한어방언대사전≫, 강소교육출판사(1245쪽). 이 두 어휘(鋪家, 地頭)는 ≪現代
漢語規範詞典≫에 보이지 않지만 현대 중국어 방언에 보이므로 함께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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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한 누락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17) 한편 ‘開鋪’, ‘倒裝’, ‘廣’, ‘廣多’ 등의 경우

는 좀 특수하다. 우선 이 단어들은 ≪漢語大詞典≫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전에 수록한 의미들은 상업어휘화 관련이 없는 다른 뜻만 수록하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이 경우도 누락으로 간주한다.18) ‘東館裡’나 ‘西館裡’는 특수한 

경우로 필자 또한 아직까지 해당 예문을 찾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상인이 묵는 

숙박시설로 ‘東舍’, ‘西舍’라고도 한다.

한편 ≪漢語大詞典≫에서 인용한 용례의 시기가 실제 사용되기 시작한 것

보다 늦은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어를 찾아내는 방법은 ≪漢語大詞典≫의 용

례와 [CCL]에서 검색한 용례 중 가장 이른 것을 비교하는 것이다. 위의 표 중 

[가장 이른 용례의 출전]은 ≪漢語大詞典≫의 용례를 든 것이나 [CCL]이라고 

한 항목은 [CCL]의 그것이 ≪漢語大詞典≫의 그것보다 이른 시기의 것임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買主’, ‘賣主’, ‘牙子’, ‘大市’, ‘店房’,

‘飯店’, ‘油房’, ‘貨車’, ‘講價’, ‘市價’, ‘收買’, ‘虧’, ‘將就’, ‘退換’, ‘地頭’, ‘稀罕’ 등

의 16개 어휘의 ≪漢語大詞典≫ 용례는 시간적으로 부합하지 않다. 즉 ≪漢語

大詞典≫에서 인용한 예보다 더 이른 시기에 사용된 예가 있다는 것이다.19)

앞에서 살펴 본 ≪漢語大詞典≫과의 비교는 ≪漢語大詞典≫의 부분적인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겠다.

≪漢語大詞典≫과 [CCL]을 종합해 볼 때 ≪譯語類解≫의 ‘買賣’門의 어휘

들은 시대적으로 ‘大市’, ‘不肯’(이상 先秦), ‘(照)市價’(東漢), ‘真的’, ‘酒店’(이

상 위진남북조)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당송 이래에 생겨난 구어 어휘들이다.

이로써 기존에 막연하게 ≪譯語類解≫ 등의 유해류 역학서가 반영한 언어성분

이 구어라고만 언급한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2. 어휘학적 풀이(考釋)

17) 중국 사전학 용어로는 ‘詞目失收’라고 한다. 표제어를 누락했다는 말로 풀이할 수 있다.

18) 중국 사전학 용어로는 ‘義位失收’라고 한다. 의미항을 누락했다는 뜻이다.

19) 중국 사전학 용어로는 ‘書證過晩’이라고 한다. 즉 예로든 문장의 출현시기가 실제 발견
된 예보다 늦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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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언어 중 어휘는 고립적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반드시 상관 예문이 있

어야 하고 생생한 문맥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어휘의미의 속성과 의

미들 간의 연관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 단어의 의미 변화도 주의해야 

하고 단어들 간의 의미관계도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고대 문헌은 ‘浩

如煙海’라는 말이 있듯 너무나도 방대하고 서로 다른, 게다가 소리 정보의 표

시능력이 현저히 결핍된 한자를 대상으로 역사시기의 어휘를 풀이하는 것은 쉬

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작업에는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수행하려는 ≪譯語類解≫의 상업어휘 풀이에도 상응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우선 고대 중국어 어휘의 풀이에 사용되는 전통적인 훈고방법을 들 

수 있다. 글자를 구분하고 음을 분별하는 과정을 위주로 하는 훈고적인 방법은 

이러저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문헌 고증법을 들 수 있다. ≪譯語類解≫가 17세기 말 이전의 언

어를 수록하고 있으므로 상응하는 중국 문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분류사전

이 사역원에서 편찬되었으므로 응당 동시기 역학서를 參證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말뭉치를 이용한 방법을 쓴다면 더 효

율적이고도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그리고 ≪譯語類解≫가 근대 중국어시기의 문헌이므로 근대시기의 字書나 

현대에 간행된 ≪漢語大詞典≫과 같은 대형 辭書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한 단어의 풀이에 이상에서 열거한 방법 중 한 가지만 사용할 수는 없

다. 즉 이상의 방법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譯語類解≫의 상업어휘를 위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몇몇 어휘

를 풀이할 것이다. 여기에서 풀이 방법의 제시와 그 결과 자체가 동시에 목적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방법과 관련된 전형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풀

이를 진행할 것이다.

(1)≪譯語類解≫의 ‘利家’條의 주석에는 ‘흥졍바치〇一云鋪家’로 되어있다.

그러나 ≪漢語大詞典≫에는 수록되지 않았고 ‘鋪家’는 “店家，商店。李劼人

≪天魔舞≫第十章：“兩面應該拆卸退讓人行道的鋪家，大概爲了很多原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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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的照規定尺寸退進去了。” ”로 되어 있어 ≪譯語類解≫의 한글 풀이 ‘흥졍바

치’(‘장사치’라는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다. 역대문헌을 검색해도 ‘利家’의 ‘장사

치’라는 의미는 ≪老乞大≫에만 보인다.

你休這般胡索, 倒隔了你買賣。我不是利家, 這段子價錢我都知道。(원간본

≪老乞大≫)

你休這般胡討, 倒悞了你買賣。我不是利家, 這段子價錢我都知道。(≪老乞大

諺解≫)

離胡啊! 你不要這般胡討價錢。我不是外行, 這段子價錢我都知道。(≪老乞大

新釋≫)

離胡啊! 這樣的價錢倒悞了你的買賣。我不是外行, 這段子價錢我都知道。

(≪重刊老乞大諺解≫)

우선 상관 문헌(≪老乞大≫)의 대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利家’가 ‘外行’

과 대응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우리말 풀이 ‘흥졍바치’와의 관련성을 찾기 힘들

다. 그렇다면 다른 자료는 없는가? ≪老朴集覽≫의 ‘利家’條에는 “≪音義≫云:

不會買賣的，會買賣的便叫‘杭家’。今按: ‘利家’亦是‘市行之人’。‘杭’作‘行’, 是。

漢俗呼‘市廛’曰:‘鋪’, ‘行’曰:‘行市’, ‘行’音‘杭’.”(≪音義≫에 따르면 [利家는] 장

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을 가리킨다. 장사를 잘하는 사람을 ‘杭家’라고 부른다

고 했다. 지금 보건데 ‘利家’ 역시 ‘장사에 능통한 사람’이다. ‘杭’이 ‘行’으로 되

어있는 것은 옳다. 중국어의 입말에서는 ‘市廛’을 ‘鋪’라하고, ‘行’을 ‘行市’라하

는데 ‘行’은 ‘杭’과 음이 같다. )이라고 하였다. 이 기록에 근거하면 ‘利家’가 ‘市

行之人’(‘흥졍바치’ 즉 장사치)의 의미도 있지만 ‘不會買賣的’의 의미도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老乞大≫에 보이는 ‘外行’의 의미와 유사하게 되며 당시 

사람들의 의식에는 흔한 장사치는 ‘外行’과도 같으며 그것보다 더 높은 경지는 

‘老江湖’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漢語大詞典≫이나 대형 말뭉치에 보이

지 않는 ‘利家’의 정보가 동시대 상관 문헌에 적실히 보이고 있어 이들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店房’條에는 ‘外方흥정하러오는데’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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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점방’은 ‘가게, 점포’의 의미이다. 중국어의 역사에서 ‘店房’의 의미는 어떻게 

변화 되었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비

교적 쉽게 접근해서 이러한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은 CCL(北京大學漢語語言

學研究中心) 고대중국어 데이터 베이스이다. 이 말뭉치는 방대한 양의 언어자

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唐代 이래의 구어 작품이 집중적으로 수록되어 고

대 중국어 뿐 만 아니라 근대중국어의 검색에도 매우 유효하다.20) 비록 간화자

로 되어 있기는 하나 상당한 유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 말뭉치를 이용해 

‘店房’을 검색해 166개의 결과를 얻었고 그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원곡

과 ≪老乞大≫ 이래로 민국 시대의 소설에 이르기까지 ‘店房’은 ‘여관’의 의미

로 쓰이고 있다. 그중 일부 용례를 검색한 상태 그대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21)

1: 寻个好乾净[店房]住下。【\12元\口语\老乞大新释老乞大新释】

2: 却说闻氏在[店房]里面听得差人声音，慌忙移步出来，问道∶【\12元\小说

\话本选集2沈小霞相会出师表】

3: 行了一日，天色已晚，沈洪寻了一座[店房]，排合★美酒，指望洞房欢乐。

【\12元\小说\话本选集2玉堂春落难逢夫】

4: 官人要下呵，俺这里有干净[店房]。【\12元\戏剧\西厢记杂剧西厢记杂

剧】

5:【清江引】呆答孩[店房]儿里没话说，闷对如年夜。【\12元\戏剧\西厢记杂

剧】

고대의 ‘店房’은 숙박이 주된 기능이고 그곳에서 상업적 거래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漢語大詞典≫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ⅰ.旅店。≪古今小說·裴晉公義還原配≫：“雇人挑了行李，就裴相國府中左近

處，下箇店房。”≪紅樓夢≫第四八回：“店房有個主人，廟裏有個住持。”

ⅱ.指一般店鋪。蕭紅≪手≫：“他說連小店房進去喝一碗水也多少得賞點錢，

何況學堂呢！”

점포 가게의 의미인 ‘店房’은 ≪漢語大詞典≫에서도 현대의 예를 들었다. 이

20) 본고의 말미에 부록으로 총 서목을 부기함.

21) [CCL]의 검색결과는 간화자이므로 그대로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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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통해 알 수 있듯 근대 중국어의 어휘연구에서 대형 말뭉치의 효용은 과거

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로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간주 될 수 있다.

(3)‘廣’과 ‘廣多’는 ≪譯語類解≫에 ‘흔타’라고 풀이 되어있어 ‘상품이 귀하지 

않고 많아서 흔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각종 

사전에는 ‘多(많다)’라는 의미는 수록하고 있으나 ‘흔하다’라는 의미의 용례를 

찾을 수 없었다. 다행히도 현대중국어의 방언에 동일한 용법을 발견하였다. 西

安 방언에서는 ‘廣’의 뜻 중에 ‘(상품의)분포 범위가 넓다; 보편적이다’라는 용

법이 있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22) ‘廣多’ 는 同義聯合式 複音節語

이다. 상업어휘로서의 ‘廣’ 또는 ‘廣多’는 단순한 ‘많다’의 의미가 아니라 ‘상품

이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의 의미를 가진다.

(4)音義과계를 이용한 어휘 풀이는 淸代 고증학의 혁신적 방법이다. ≪譯語

類解≫의 상업어휘의 풀이에 적용될 수 있는 사례는 아래의 세 가지이다.

(a)‘轉錢’:≪漢語大詞典≫에서는 “賺錢。≪金瓶梅詞話≫第八六回：‘十個九

個媒人，都是如此轉錢養家。’”(열에 아홉의 중매인은 다 이와 같이 돈을 벌어 

가족을 부양한다.) 라고 했다. ‘轉’과 ‘賺’은 독음이 매우 유사한 疊韻관계이다.

그러므로 ‘賺錢’이라고 통일해서 쓰기 이전에 ‘轉錢’이라고도 했으며, 이는 方

音의 영향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b) ‘老杭家’: 앞에서도 소개한대로 ≪老朴集覽≫의 ‘利家’條에서는 “≪音

義≫云:不會買賣的。會買賣的便叫‘杭家’。今按: ‘利家’亦是‘市行之人’。‘杭’作

‘行’, 是。漢俗呼‘市廛’曰:‘鋪’, ‘行’曰:‘行市’, ‘行’音‘杭’。”이라는 기록이 보인

다. ‘杭’과 ‘行’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당시에 지적되었다. 그러므로 ‘杭家’는 

바로 ‘行家’이다.

22) ≪現代漢語方言大詞典≫5-5220A: 西安:(貨物)分布範圍大; 普遍: “ 東西廣的很,

阿搭都能買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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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酒望子’의 ‘望子’와  ‘幌子’에서 ‘望’과 ‘幌’에도 疊韻 관계가 있다. 이 두 

어휘가 同義語가 된 것 또한 方音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3. 사회언어학적 해석

언어의 사회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사회언어학은 응용언어학의 

한 갈래로 채 5~60년도 안 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자체의 사회적 변이와 그것의 탐구라는 주제는 일찍부터 언어학 연구자의 주의

를 끌고 있다.23) ≪譯語類解≫ ‘買賣’門의 상업어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적극

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譯語

類解≫의 상업어휘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이론적 견지에서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譯語類解≫의 상업어휘

가 공시 평면의 살아있는 언어가 아니라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맥락

에 천착하여 구명(究明)하기에는 객관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死言語라

는 점이다. 게다가 수록한 내용이 겨우 62개에 지나지 않는 어휘밖에 없다. 이

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고대 중국어를 대상으로 사회언어학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지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하겠다. 다만 중국에서는 焦冬梅(2005)와 武小軍

23) 국내의 경우에도 최근 사회언어학 연구 성과가 양산되고 있으며 중국어 연구자들도 이
미 상당한 정도의 연구 성과를 확보하고 있다. 다음은 국내 중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사
회언어학 연구 저작들이다. 홍민표, <한국, 일본, 중국, 미국인의 신체언어에 관한 대조
사회언어학적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Vol.61, 2007. 김우진, <중국 카작족 존댓
말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 ≪비교문화연구≫, Vol.12, 2006. 남궁양석, <중국어 
채팅언어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중국어문논총≫, Vol.22, 2002. 이아명 류경남, <2
0세기 중국 문화언어학 저작 일람>, ≪중국어문학≫, Vol.26 1995. 정진강, <중국문
화언어학의 동향과 전망 중국문학연구>, ≪중국문학연구≫, Vol.17, 1998. 정진강,
<중국사회언어학의 내용과 특질 ( 1 )>, ≪중국문학연구≫, Vol.21, 2000. 정진강,
<중국사회언어학의 내용과 특질(2)-과경언어>, ≪중국어문논역총간≫, Vol.12, 2004.
1. 鄭鎭椌, <中國社會語言學的根基>, ≪중국어문논역총간≫, Vol.16(특집호), 200
5.8. 박흥수,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중국 호칭어의 변화>, ≪중국학연구≫, Vol.3
4 2005. 박흥수, <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본 중국의 지명>, ≪中國學硏究≫ Vol.26,
2003.12. 강윤옥, <韓ㆍ中ㆍ日 IT 관련 외래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징 비교 연구 - 일
간신문 용어를 중심으로>, ≪중어중문학≫, Vol.38, 2006.6. 그밖에도 중국의 광고 브
랜드네이밍 등을 주제로 연작 연구를 수행한 박종한, ≪광고속의 중국어 연구≫, 학고
방, 2009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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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등에서 부분적으로 시도한 적이 있으므로24) 제한된 범위에서 시도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譯語類解≫ 상업어휘의 언어적 형식과 각 단어

의 출현 시기 나아가 출현하는 문헌 자료의 특성이다.

먼저 언어적 형식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地頭的’, ‘真的’, ‘假的’, ‘常行的’

등은 형용사 뒤에 지칭화 접미어 ‘的’이 부가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만약 정보

나 정론(政論) 전달이 위주인 서면어에서는 아무리 구어로 전달하려하더라도 

이러한 어법형식을 전면적으로 취하기 힘들 것이다. 게다가 앞의 네 단어는 거

래 물건의 상태나 특성을 한마디로 평가하고 규정짓는 표현이므로 사회언어학

적으로 계층언어의 변이 형식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그리고 ‘街上’, ‘角頭’와 

같은 추상적인 공간의 의미를 ‘시장’이라는 전문용어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근거

는 이러한 단어를 특정한 집단이나 배경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해 지는 것

이다.

두 번째로 주의할 것은 ≪譯語類解≫ 각 상업어휘의 가장 이른 출현시기이

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 90%정도가 당송 이래에 출현했다. 즉 17세기(≪譯語

類解≫의 간행시기) 후반 조선에서 편집한 구어 위주의 중국어 상업어휘는 근

대 중국어시기의 어휘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통속적이고 

구체적인 상거래에서 소용되었던 상업어휘는 결국 사회적으로 볼 때 상인집단 

내부 혹은 상인과 소비자 간의 소통을 위한 언어 재료이다. 이러한 언어재료는 

사회적 효용성이나 계층적 기반을 떠나 생각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2/3 이상의 어휘가 통속적인 문학작품에서 출현하고 있다. 물론 

≪老乞大≫의 용례가 가장 먼저인 경우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사회언

어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러한 특징들은 통속적이고 극도로 구어화된 상황 속

에서 사용된 언어 성분으로 개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사실은 ≪譯語類解≫의 다수의 상업어휘들은 통속적인 

24) 아래 武小軍, <古語詞分析研究的當代社會語言學意義—以古語詞“粑”、“瞄”爲例>, ≪求
索≫, 2006年 02期; 焦冬梅, <從社會語言學的角度看元曲語言的變化>, ≪廣西社會

科學≫, 2005年 12期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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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작품이나 회화교재 등에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바, 사회언어학적 견지

에서 볼 때 통속적이고 극도로 구어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25)

Ⅵ. 결어

≪譯語類解≫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현전하는 最古의 근대 중국어 구어 대

역사서이다. ≪譯語類解≫ 출간 이후 조선시대 후기에는 8종 이상의 대역사서

가 출간 되었다. 그러므로 ≪譯語類解≫를 적절히 분석하고 제대로 평가하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譯語類解≫의 상업어휘를 

대상으로 그 구성과 영향관계를 소개하고, 분류어휘의 방법으로 초보적인 분석

을 시도했다. 그 결과 ≪譯語類解≫의 어휘가 상당부분 현대 중국어에 계승되

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는 ≪譯語類解≫의 언어학적 속성의 규명에 

일조할 것이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譯語類解≫의 어휘의 진면목을 살펴보기 위해 몇몇 어휘들에 

대한 풀이를 방법과 아울러 소개했다. 우선 사전학적 풀이에서는 현대중국어와 

고대중국어의 용례를 사전을 통해 비교하고 대형 말뭉치도 활용하여 보충하였

다. 이어서 어휘학적 풀이를 몇몇 단어에 한정하여 진행했다. 끝으로 사회언어

학적 관점에서 통속적이고 구어적인 속성에 근거해 특징적 언어현상을 해석했

다.

아울러 본 논문의 이해를 위하여 ≪譯語類解≫의 시용본 사전과 [CCL]서목

을 부록으로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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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譯語類解≫是朝鲜时期问世的现存最早的近代汉语口语分类词典。

之後类似的所谓“类解类译学书”将近有八種陆续付梓。所以拿≪譯語類

解≫进行分类和考释有一定的学术意义。就此以其中的商业词汇为分析对

象，與後来的八種“类解类译学书”词目做了比较，并指出不同版本之间的

影响关系。在第四章，按照概念要素进行的分类。如:

A: 从事商业的人

B: 市场

C: 商店的类型和客商的住所

D: 看板

E: 运输工具

F: 价格

G: 买卖

H: 金钱、利润

I: 交易

J: 产地

K: 对商品的评估

L: 上税和回扣

第五章进行了≪譯語類解≫商业词汇的考释。考释的途径用有三：

一、利用辞书；二、词汇考释；三、社会语言学的解释。最後为了覆盖整

個商业词汇，附錄了试用本≪譯語類解≫商业词汇词典。≪譯語類解≫本

身是不带例句的，所以这项工作既是是首创又是具备参考價值。另外还附

錄了CCL(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的古代汉语数據的书目。

【主題語】

≪譯語類解≫, 商業語彙, 分類, 考釋, 類解類譯學書, 社會語言學

투고일: 2010. 11. 15 / 심사일: 2010. 11. 20～12. 9 / 게재확정일: 201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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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譯語類解≫상업어휘사전(試用本)

범례

(1)원문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2)매 단어에 한어병음을 부기한다.

(3)원문의 풀이와 용례에 근거해 풀이한다.

(4)예문은 ≪大詞典≫과 [CCL] 중 시기적으로 이른 것을 제시한다. 이 두 

자료에 실린 내용은 원문을 철저히 대조한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CCL]의 각종 부호들은 편의상 검색 상태 그대로 둔다.

(5)한자는 일률적으로 번체로 전환한다.

(6)해설이 필요한 경우 각주로 처리한다.

(7)≪大詞典≫이나 [CCL]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미발견’으로 처리한다.

‘미수록’이라고 한 것은 쉽게 알 수 있지만 하나의 단어가 아닌 경우이다.

1.【買主】mǎizhǔ사는 사람[CCL]:也不肯單向著買主。文件名:\12元\口語

\老乞大新釋/水滸全傳, 醒世姻緣傳 등

2.【賣主】màizhǔ파는 사람 [CCL]:遂訪其賣主而還之。 文件名:\10北宋\小

說\太平廣記//老乞大新釋, 醒世恒言 등.

3.【夥計】huǒjì 동업자;동업≪大詞典≫11-279A:1.謂合夥謀生。元·無名氏

≪硃砂擔≫第一折：“你是個貨郎兒，我也是個撚靶兒的。我和你合個夥計，

一搭裏做買賣去。”

4.【牙子】yázǐ중개인;거간꾼[CCL]:教牙子先看了。文件名:\12元\口語\老

乞大新釋//水滸全傳, 醒世姻緣傳 등.

5.【大市】dàshì 큰 시장[CCL]:大市日昃而市，百族力主；朝市朝時而市，

商賈力主。  文件名:\03戰國\周禮//話本選集, 今古奇觀, 喻世明言 등.

6.【街上】jiēshàng시장이 있는 거리모퉁이;번화가[CCL]:回來，人得錢塘

門，在一個酒肆與三四個相知方才吃得數杯，則聽得街上鬧吵吵，連忙推開樓

窗看時，見亂烘烘道∶文件名:\10北宋\小說\話本選集 碾玉觀音//東漢秘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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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刻拍案驚奇 등.

7.【角頭】26) jiǎotóu시장이 있는 거리모퉁이;번화가[CCL]:往羊市角頭去

了。文件名:\12元\口語\老乞大新釋//水滸全傳, 金瓶梅崇禎本 등.

8.【東館裡】미발견.

9.【西館裡】미발견.

10.【集】jí 정기적으로 열리는 시장≪大詞典≫11-798:7.定期聚會交易。唐·

杜甫≪述古≫詩之一：“市人日中集，於利競錐刀。”

11.【赶集】27) gǎnjí (5일장 따위의)장보러 가다[CCL]:凡是小鴉兒趕集不回

來，唐氏就在家裏邊同晁住娘子三個廝混。文件名:\13明\小說\醒世姻緣傳//七

俠五義, 三俠劍

11-1【看場】미발견.

12.【鋪子】pùzi점포≪大詞典≫11-1287B:店鋪。宋·張齊賢≪洛陽搢紳舊聞

記·水中照見王者服冕≫：“試往水北小清化內路某人鋪子內問之，合有此

藥。”

13.【雜貨鋪】záhuòpù잡화점 [CCL]:石頭是真金鋪, 江西是雜貨鋪。文件

名:\09五代\祖堂集//老乞大新釋, 喻世明言 등.

14.【店房】28)diànfáng여관;숙박과 식사를 제공하는 곳[CCL]:尋個好乾淨

店房住下。文件名:\12元\口語\老乞大新釋//西廂記雜劇, 三寶太監西洋記, 今

古奇觀 등.

15.【飯店】fàndiàn식당;밥집 [CCL]:至山下，州縣陳設一店，具飯店中，

所有行客，悉令移之。文件名:\10北宋\小說\太平廣記//老乞大新釋,二刻拍案

26) ≪大詞典≫10-1353B에서는 元·無名氏≪謝金吾≫第三折：“我就自做監斬官，來到這
角頭上鬧市中，左右那裏，喚劊子手，將那兩箇賊犯綁將過來。”의 ‘角頭’를 ‘角落(구
석)，偏僻的地方(외진 곳)’으로 잘못 풀이했으나 예문에서는 오히려 번화한 골목이라
는 의미로 쓰였다.

27) 다음의 ≪大詞典≫9-1140A에 보이는 예문은 ‘赶集’의 유래나 어원을 알려주고 있다.
明·謝肇淛≪五雜俎·地部一≫：“嶺南之市謂之虛……山東人謂之集。每集則百貨俱陳，
四遠競湊，大至騾、馬、牛、羊、奴婢、妻子，小至鬥粟、尺布，必於其日聚焉，謂之
‘赶集’。”

28) 우리말의 ‘점방(가게)’를 나타내는 용례는 현대에 보인다. 蕭紅≪手≫：“他說連小店房
進去喝一碗水也多少得賞點錢，何況學堂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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驚奇 등.

16.【酒店】jiǔdiàn술집[CCL]:阮宣子常步行，以百錢掛杖頭，至酒店，便

獨酣暢。 文件名:\06六朝\小說\世說新//話本選集, 老乞大新釋 등.

17.【油房】yóufáng 기름가게[CCL]:我有那稻地池塘，魚泊蘆場，旅店油

房，酒肆茶坊，錦片也似方廊畫堂，我富絕那一地方。文件名:\全元曲\全元曲

――雜劇//今古奇觀, 初刻拍案驚奇 등.

18.【糖房】29) tángfáng설탕가게[CCL]:糖之利甚溥，粵人開糖房者多以致

富。蓋番禺東莞增城糖居十之四，陽春糖居十之六，而蔗田 文件名:\筆記\南

越筆記·清·李調元//廣東新語.

19.【開鋪】kāipù영업을 개시하다[CCL]:薛教授道：“或是賣不行，怎麼沒個

開鋪的？ 文件名:\13明\小說\醒世姻緣傳//醒世恒言, 金瓶梅崇禎本 등.

20.【肉案】30) ròuàn푸줏간;정육점≪大詞典≫8-1063A:宋·孟元老≪東京夢

華錄·肉行≫：“坊巷橋市，皆有肉案，列三五人操刀，生熟肉從便索喚。”

21.【青帘】qīnglián술집에 내거는 걸개 간판 ≪大詞典≫11-528A:(1).舊時

酒店門口掛的幌子。多用青布制成。唐·鄭穀≪旅寓洛陽村舍≫詩：“白鳥窺魚

網，青帘認酒家。”(2).借指酒家。宋·辛棄疾≪鷓鴣天·春日即事題毛村酒爐≫

詞：“多情白髮春無奈，晚日青帘酒易賒。”

21-1.【酒望子】31) jiǔwàngzi술집을 표시하는 걸개;간판≪大詞典≫9-1382

A:≪新編五代史平話·梁史上≫：“見那酒店前掛著一個酒望兒。” 宋·朱翌≪猗

覺寮雜記≫卷下：“酒家揭簾，俗謂之酒望子。”

22.【幌子】huǎngzi 가게를 표시하는 걸개;간판[CCL]:朱紅小櫃，油漆牌

匾，吊著幌子，甚是熱鬧。文件名:\13明\小說\金瓶梅崇禎本//三俠劍 등.

23.【貨車】huòchē 짐수레[CCL]:貨車到了不曾？文件名:\13明\小說\金瓶梅

29) ‘糖坊’이라고도 한다. 裝著糙犧、大麥，把五人扮做鄉間大戶人家，糴來粞麥，挑進城
內糖坊裏用。後面即著兩個挑了糖擔，一頭辦有搖鼓兒、引線兒、紙糊小匣【文件名:
\13明\小說\英烈傳

30) ‘案兒’, ‘案頭’, ‘案子’라고도 한다.

31) ‘酒帘’이라고도 한다.≪大詞典≫9-1378B:南唐·李中≪江邊吟≫：“閃閃酒帘招醉客，深
深緑樹隱啼鶯。” 宋·陸遊≪雨中出門閑望有作≫詩：“説梅古謂能蠲渴，戲出街頭望酒
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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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禎本//留東外史(民國)

24-1【鋪家】pùjiā상인[CCL]:你可引幾個鋪家來。文件名:\12元\口語\老乞

大新釋//二十年目睹之怪現狀 등.

25.【老杭家】32)미발견.

26.【老江湖】lǎojiānghú노련한 사람(상인)[CCL]:鳴皋等雖則英雄，究竟不

是老江湖，若遇了一枝梅、徐慶等輩，便無此事。文件名:\14清\小說\七劍十

三俠//二十年目睹之怪現狀 등.

27.【搖貨郞】yáohuòláng돌아다니며 잡화를 파는 상인;행상≪大詞典≫10-

97B: 宋 周密 ≪武林舊事·舞隊≫：“大小全棚傀儡：……散錢行、貨郎。”

28.【倡價】33) 미발견.

29.【講價】jiǎngjià 가격을 부르다[CCL]:其人挑柴直至胡陽城內叫賣，

買者正與講價，言不賤賣。文件名:\13明\小說\東漢秘史//今古奇觀, 初刻拍

案驚奇 등.

30.【照市價】zhàoshìjià 시가에 따르다[CCL]:言男女不相幹、市價不相

欺，可也；言其異路、無二價，褒之也。文件名:\05東漢\史論\論衡//靖康紀

聞(북송), 醒世姻緣傳 등.

31.【照行市】zhàohángshì 시세에 따르다[CCL]:有利無利，莫離行市。

文件名:\11南宋\佛語錄\五燈會元//紅樓夢 등.

32.【發賣】fāmài 내다 팔다[CCL]:要拿去發賣的。文件名:\12元\口語

\老乞大新釋//話本選集(元), 喻世明言 등.

33.【收買】shōumǎi 수매하다[CCL]:先許百姓造麴，不來官場收買。文

件名:\10北宋\史書\舊五代史//全元曲, 水滸全傳 등.

32) ‘老行家’의 용례는 [CCL]에 보인다. (1)文琴想了一想，大笑道：“好，好！好個肥合！
原來閣下是個老行家。”文件名:\14清\小說\二十年目睹之怪現狀 (2)他道：“老爺子，
你老也得看破著些兒。方才聽你老那套交代，是位老行家。你老瞧，作賊的落到這個場
中，算撒臉窩心到那頭兒了！ 文件名:\14清\小說\兒女英雄傳

33) ‘倡價’는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필자가 발견한 것은 현대 중국어의 예이다. “今年5月2
8日卡羅拉和花冠GLX正式上市,我們會在7月15號,舉辦一期卡羅拉全色系的新車發表
會,在29號會有卡羅拉的新車倡價會,如果網友有時間可以去看一下,熱線是:6786286

6。” http://autos.cn.yahoo.com/07-07-/321/27qwo.ht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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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成交】chéngjiāo거래가 성사되다[CCL]:價高的俺便成交。文件名:\全元

曲\全元曲――散曲//老乞大新釋, 二刻拍案驚奇 등.

35.【對換】duìhuàn맞바꾸다[CCL]:待等明日午刻，見了銀兩，再將衣服對

換，豈不是好。文件名:\14清\小說\七俠五義

36.【將就】jiāngjiù그럭저럭[CCL]:將就吃些罷。文件名:\12元\口語\老乞大

新釋//三寶太監西洋記(明代) 등.

37.【一刀兩斷】34) yīdāoliǎngduàn한 번에 들어맞다[CCL]:可見『克己』者

是從根源上一刀兩斷，便斬絕了，更不複萌 文件名:\10北宋\語錄\朱子語類//

喻世明言, 今古奇觀 등.

38.【拖欠】tuōqiàn지불기일을 미루다≪大詞典≫6-463B:宋 張綱 ≪乞放婺

州見欠內庫綾羅狀≫：“前官失於催理，遂至積漸拖欠，經涉歲久，實難追

催。”

39.【轉錢】zhuǎnqián돈 벌다;이문을 남기다[CCL]:別人折本，我兄弟二人

轉錢。文件名:\13明\小說\三寶太監西洋記(3회)但憑著意思買些甚麼，就是轉

錢的。不瞞佛爺爺說，每番是這等做買賣，每番是這等轉錢，每番是這等笑。

≪大詞典≫9-1326B:≪金瓶梅詞話≫第八六回：“十個九個媒人，都是如此轉錢

養家。”

40.【摺本】shéběn밑지다 ≪大詞典≫6-376B:≪朱子語類≫卷二六：“雲我

不當得貧賤，有汲汲求去之心，譬如人作折本經紀相似。”

41.【虧了】kuīle손해보다[CCL]:卻教我吃虧了。文件名:\12元\口語\老乞大

新釋//二刻拍案驚奇 등.

42.【不肯】bù kěn 하려하지 않다≪大詞典≫1-420A:≪穀梁傳·宣公四年

≫：“公及齊侯平莒及郯，莒人不肯。”

43.【打倒】dǎdǎo물건을 물르다;돈을 돌려주다≪大詞典≫6-321A:方言。

退貨還錢。≪醒世姻緣傳≫第七十回：“一般也還是先年的銅貨，偏偏的嫌生

道冷起來，生意比往日十分少了九分。這一分之中換了去的，十個有九個來打

倒。”亦指討還已付的錢。≪醒世姻緣傳≫第七六回：“那瞎子最是伶俐，料得

34) ≪譯語類解≫에서는 ‘刀’가 ‘倒’로 되어 있으나 ‘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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是 素姐 與他打倒，站住了不肯進去。 素姐 説他魘鎮不效，瞎長瞎短的駡
他，又要剝他的衣裳，準那一兩銀子。”

43-1【悔交】35) huǐjiāo흥정을 물르다[CCL]:此，悔交遲矣。文件名:\14清

\小說\東度記

44.【退換】tuìhuàn흥정을 물르다[CCL]:是日，納馬，金使督責甚峻，又退

換羸瘦者。文件名:\10北宋\小說\靖康紀聞//出門卻不管退換的。文件名:\12元

\口語\老乞大新釋, 二十年目睹之怪現狀 등.

44-1【倒裝】미발견.

45.【不濟事】bùjìshì 도움이 안되다; 유익하지 못하다≪大詞典≫1-476

A:≪北齊書·高昂傳≫：“高祖曰：‘高都督純將漢兒，恐不濟事，今當割鮮卑兵

千餘人共相參雜，於意如何？’”

46.【地頭的】dìtóude현지산;원산지[CCL]:(1)這段子地頭是那裏的。文件

名:\12元\口語\老乞大諺解//(2)這布都是地頭織來的。文件名:\12元\口語\老乞

大諺解//二刻拍案驚奇 등.

47.【真的】zhēnde진짜≪大詞典≫2-143B:≪三國志·魏志·崔林傳≫：“餘國

各遣子來朝，閒使連屬，林恐所遣或非真的，權取疏屬賈胡，因通使命，利得

印綬。”

48.【假的】jiǎde가짜 [CCL]:真的假的。文件名:\12元\口語\老乞大新釋//話

本選集, 三寶太監西洋記(명) 등.

49.【絕高】juégāo최상등품[CCL]:這參絕高。文件名:\12元\口語\老乞大諺

50.【常行的】36) chángxíngde예사로운 물건[CCL]:真要去，那常行牲口倒

不必愁。文件名:\14清\小說\俠女奇緣

51.【稀罕】xīhǎn상품이 귀함[CCL]:那的是從來最稀罕，單出落著廢寢忘

35) ‘悔’에 대해서는 ≪漢語大詞典≫참조. ‘悔’의 셋째 의미항에서 ‘翻悔’(번복하다)，‘悔賴’
(물르다)로 풀고 예문으로 元·關漢卿≪四春園≫第一折：“我心中欲要悔了這門親事，
姆姆，你意下如何？”와 ≪紅樓夢≫第九二回：“如今讓他兩個子兒，他又輸了，時常還
要悔幾著，不叫他悔，他就急了。”를 제시하고 있다.

36) 다음(www.daum.net) 중국어사전의 다음 용례 참조.
常行兒人。보통 사람.
常行兒是怎麼個利息。일반적으로 얼마의 이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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餐。文件名:\全元曲\全元曲――散曲//西遊記 등.

52.【不稀罕】미수록.

53.【廣】guǎng 흔하다≪現代漢語方言大詞典≫5-5220A:西安:(貨物)分

布範圍大; 普遍:“ 東西廣的很, 阿搭都能買下。”

53-1【廣多】미수록.

54.【稅契】shìqì계약서를 작성하다37)[CCL]:我稅契去。文件名:\12元\口語

\老乞大諺解//

55.【稅錢】shuìqián 상업거래에서 관청에 내는 돈≪大詞典≫8-95A: 宋·

趙彥衛≪雲麓漫鈔≫卷二：“俟三兩日再煎成碎銀，每五十三兩爲一包，與坑

戶三七分之，官收三分，坑戶得七分，鉛從官賣，又納稅錢，不啻半取矣。”

≪宋史·食貨志上二≫：“先是，諸州人戶典賣田宅契稅錢所收窠名，七分隸

經、總制，三分屬係省。”

56.【牙錢】yáqián 중개료≪大詞典≫5-280A:宋·蘇轍≪論蜀茶五害狀≫：

“賣茶本法止許收息二分，今多作名目，如牙錢、打角錢之類，已收五分以

上。”

37) ≪譯語類解≫에서는 ‘글월벗기다’라 했고 [CCL]의 예문에서도 동사로 쓰여 주의할 필요
가 있다. 한편 명사로 쓰인 용례는 아래의 것을 들 수 있다. ≪大詞典≫8-93B:清·趙翼≪
陔餘叢考·稅契≫：“市易田宅既立文券，必投驗官府，輸納稅錢，給以印憑謂之稅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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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CCL(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

고대중국어 데이터베이스 목록
(http://ccl.pku.edu.cn:8080/ccl_corpus/index.jsp?dir=gudai)

•01周

春秋/今文尚书/诗经/周易/

•02春秋

国语/老子/论语/墨子/孙子/左传/

•03战国

楚辞/楚辭補注/大学/公羊传/谷梁传/管子/鬼谷子/韩非子/禮记/吕氏春秋/

孟子/商君书/孝经/荀子/晏子春秋/仪禮/逸周书/中庸/周禮/庄子/纵横家书/

•04西汉

¶[史书]史记/战国策/ ¶[诸子]法言/淮南子/贾谊新书/

•05东汉

¶[佛经]佛经选/佛说般舟三昧经/佛说四十二章经/ ¶ [古诗]古诗十九首/

孔雀东南/ ¶ [史论]风俗通义/论衡/太平经/新论/ ¶ [小说]献帝春秋/赵飞

燕外传/

•06六朝

¶[道论]抱朴子/ ¶ [佛经]北凉译经/北魏译经/东晋译经/鸠摩译经/刘宋译

经/西晋译经/西秦译经/支谦译经/ ¶ [佛语錄]宝藏论/ ¶ [诗文]曹操诗/陶渊

明集/ ¶ [史书]三国志/三国志裴注/ ¶ [小说]百喻经/九州春秋/穆天子传/山

海经/世说新语/搜神后记/魏晋世语/西京杂记/ ¶ [议论]文列子/文心雕龙/

•07隋

信心铭/

•08唐

¶ [佛经]禅源诠序/地藏本愿/佛说譬喻/华严经唐/楞伽师资/疗痔病经/入唐

求法/首楞严经/心经法成/心经法月/心经共利/心经玄奘/心经智慧/原人论/

¶ [佛语錄]黄檗山断际禅师传心法要/筠州洞山悟本禅师语錄/六祖坛经/马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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语錄/神会语錄/小止观/镇州临济慧照禅师语錄/ ¶ [史书]北齐书/ ¶ [唐诗]

白居易诗/陈子昂诗/崔颢诗/杜甫诗/杜审言诗/寒山诗/李白诗/李贺诗/李商隐

诗/拾得诗/唐诗三百首/王梵志诗/王维诗/薛涛诗/ ¶ [小说]大唐创业起居注

/大唐新语/霍小玉传/明皇杂錄/南岳小錄/隋唐嘉话/唐国史补/五代新说/野朝

佥载/游仙窟/

•09五代

敦煌变文集新书/ 十六国春秋别本/ 祖堂集/

•10北宋

¶ [佛语錄]禅林僧宝传/ ¶ [史书]旧五代史/新五代史/資治通鑒/ ¶ [宋

词]李煜词/柳永词/欧阳修词/秦观词/苏轼词/晏几道词/晏殊词/ ¶ [宋诗]宋

诗一百首/ ¶ [小说]大金吊伐錄/大宋宣和遗事/话本选集1/江南野史/靖康传

信錄/靖康纪闻/辽志/梦溪笔谈/南北朝杂记/南迁錄/南征錄汇/三国杂事/宋朝

事实/太平广记/五代春秋/五代史阙文/五国故事/西夏事略/湘山野錄/ ¶ [语

錄]朱子语类/

•11南宋

¶ [佛语錄]古尊宿语錄/无门关/五灯会元/ ¶ [诗词]李清照词/辛弃疾词/元

好问词/朱敦儒词/朱淑真词/

•12元

¶[口语]老乞大新释/老乞大谚解/ ¶ [戏剧]倩女离魂/西厢记杂剧/ ¶[小令

散曲]元人小令/元散曲/ ¶ [小说]话本选集2/

•13明

[小说]包公案/初刻拍案惊奇（上）/初刻拍案惊奇（下）/大同纪事/东汉秘

史/二刻拍案惊奇（上）/二刻拍案惊奇（下）/封神演义（上）/封神演义（下）/

封神演义（中）/皇明本纪/皇明纪略/皇明奇事述/皇明盛事述/皇明异典述/姜氏

秘史/今古奇观（上）/今古奇观（下）/金瓶梅崇祯本/警世通言（上）/警世通言

（下）/两晋秘史/清暑笔谈/三宝太监西洋记（二）/三宝太监西洋记（三）/三宝

太监西洋记（四）/三宝太监西洋记（一）/三国演义（上）/三国演义（下）/三

国演义（中）/蜀王本纪/水浒全传（上）/水浒全传（下）/水浒全传（中）/隋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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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史/万历野获编/五代秘史/西游记（上）/西游记（下）/西游记（中）/夏商野

史/醒世恒言（上）/醒世恒言（下）/醒世姻缘传（上）/醒世姻缘传（下）/醒世

姻缘传（中）/续英烈传/野记/英烈传/喻世明言（上）/喻世明言（下）/云中纪

变/云中事记/周朝秘史/

•14清

¶ [诗词]纳兰词/ ¶ [小说]八仙得道（上）/八仙得道（下）/狄公案/狄青演义

/东度记（上）/东度记（下）/东南纪事/东周列国志（上）/东周列国志（下）/东

周列国志（中）/儿女英雄传（上）/儿女英雄传（下）/二十年目睹之怪现状

（上）/二十年目睹之怪现状（下）/二十年目睹之怪现状（中）/官场现形记

（上）/官场现形记（下）/海公大红袍传/海公小红袍传/海国春秋（上）/海国春

秋（下）/红楼梦（上）/红楼梦（下）/红楼梦（中）/呼家将/济公全传（二）/济

公全传（三）/济公全传（四）/济公全传（一）/镜花缘（上）/镜花缘（下）/九

尾龟（二）/九尾龟（三）/九尾龟（四）/九尾龟（一）/康熙侠义传（上）/康熙

侠义传（下）/康雍乾间文字之狱/老残游记/老残游记续/聊斋志异（上）/聊斋志

异（下）/绿野仙踪（上）/绿野仙踪（下）/绿野仙踪（中）/满清外史/木兰奇女

传/南朝秘史/孽海花（上）/孽海花（下）/彭公案（二）/彭公案（三）/彭公案

（四）/彭公案（一）/七剑十三侠（上）/七剑十三侠（下）/七侠五义（上）/七

侠五义（下）/乾隆南巡记（上）/乾隆南巡记（下）/清代野记/清宫禁二年记/儒

林外史（上）/儒林外史（下）/三侠剑（上）/三侠剑（下）/三侠剑（中）/施公

案（二）/施公案（三）/施公案（四）/施公案（一）/说唐全传（上）/说唐全传

（下）/说唐全传（中）/说岳全传（上）/说岳全传（下）/隋唐演义（上）/隋唐

演义（下）/太平天国战记/外交小史/文明小史/西夏书事/西巡回銮始末/熙朝新

语/侠女奇缘（上）/侠女奇缘（下）/湘军志/小八义（上）/小八义（下）/小五义

（上）/小五义（下）/小五义（中）/绣云阁（上）/绣云阁（下）/续济公传

（上）/续济公传（下）/续济公传（中）/薛刚反唐/鸦片事略/杨家将/阅微草堂

笔记（上）/阅微草堂笔记（下）/张文襄公事略/赵太祖三下南唐/

•15民国

¶ [小说]大清三杰（上）/大清三杰（下）/大清三杰（中）/貂蝉艳史演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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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今情海/贵妃艳史演义/汉代宫廷艳史/洪宪宫闱艳史演义/后汉演义/两晋演

义/留东外史/留东外史续集/满清兴亡史/民国演义/民国野史/明代宫闱史/明

史演义/南北史演义/奴才小史/乾隆休妻/秦朝野史/秦汉演义/清朝秘史/清朝

前纪/清朝三百年艳史演义/清代宫廷艳史/清史演义/上古秘史/十叶野闻/顺治

出家/宋代宫闱史/宋代十八朝宫廷艳史/宋史演义/隋代宫闱史/唐史演义/同治

嫖院/五代史演义/武宗逸史/西汉野史/西施艳史演义/西太后艳史演义/雍正剑

侠图（上）/雍正剑侠图（下）/雍正剑侠图（中）/元代宫廷艳史/元代野史/

元史演义/昭君艳史演义/

------------------------------------------------

•[大藏經]第01~12卷/

•[全宋词]全宋词（第一册）~（第七册）/

•[全宋词]全宋词/

•[全唐诗]全唐诗1~5/

•[全元曲]散曲, 戏文, 杂剧/

•[诸子百家-兵家]——八阵总述/百战奇略/翠微先生北征錄/何博士备论/

虎钤经/纪效新书/将苑/历代兵制/六韬/三略/三十六计/神机制敌太白阴经/守

城錄/司马法/素书/唐太宗李卫公问对/卫公兵法辑本/尉缭子/握奇经/吴子兵

法/曾胡治兵语錄/

•[诸子百家-道家]——测字秘牒/纯阳演正孚佑帝君既济真经/洞天福地记/

关尹子/海内十洲三岛记/鶡冠子/黄帝阴符经/黄庭经/六十甲子本命元辰历/人

伦大统赋/悟真篇/阴骘文/玉皇经/月波洞中记/云笈七签（第二部）/云笈七签

（第三部）/云笈七签（第四部）/云笈七签（第一部）/

•[诸子百家-法家]邓析子/慎子/

•[诸子百家-蒙学]百家姓/鉴略妥注/了凡四训/列女传/千字文/三字经/声

律启蒙/围炉夜话/小学诗/训蒙骈句/颜氏家训/幼学琼林/增广贤文/朱子家训/

•[诸子百家-儒家]传习錄/春秋繁露/大学章句/大学章句集注/贾谊新书/孔

子家语/刘向说苑/论语集注/孟子集注/盐铁论/中鉴/中庸集注/

•[诸子百家-十三经]尔雅/仪禮/周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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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诸子百家-史类]大唐传载/归田錄/国语/金楼子/陆贾新语/史通通释/一

贯问答/

•[诸子百家-医家]百家针灸歌赋/黄帝八十一难经/黄帝内经灵枢/黄帝内经

素问/神农本草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