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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漢語史에 있어 元代 한어는 몽골어 직역체, 혹은 漢兒 語라 하여 몽골어와 한

어의 혼합형 언어의 특징을 갖는다. 직역체 한어와 漢兒 語가 元代에 실제 백화

로서 얼마나 통용되었는지, 또는 이 양자를 완전히 같은 개념으로 다룰 수 있는지

에 대해서는 이글에서 직접 다루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폭 넓게 漢兒 語라 

해도 몽골어 직역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이며, 公文書나 《元朝秘史》와 같이 몽골어 

원문과 그에 대한 번역, 즉 실제 직역으로 작성된 문헌이 상당량 존재한다는 사실

이다. 아울러 직역문에 반 된 몽골어의 통사적 특징이 漢兒 語 전반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원대 한어의 연구에는 몽골어에 대한 지식이 필

요하며, 이글은 원대 한어 연구에 필요한 몽골어 지식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기초연구사업 연구임(No. KRF-2010-327-A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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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 한어에서 몽골어의 특징은 여러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 기존 연구들을 보

면 -啊, -行, -裏, -上頭, -麽道 등과 같이 특징적 어법 기능을 갖는 후치사들의 

용법을 소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蒙元 문헌에서 몽골어 

원문과 직역체 백화의 대응 관계라는 측면에 주로 주목하고 있다. 원문과 번역문의 

대응 관계에 대하여도 여러 가치 측면에서 다룰 수 있다. 예컨대, 앞서와 같이 한

어의 후치사들이 몽골어의 어떤 성분을 반 하는 것인지 定性的인 고찰을 할 수도 

있으며, 원문과 직역문의 일치율을 定量分析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연구자는 일련

의 선행 연구를 통해 몽골어 원문과 직역체 백화의 대응 관계에 대한 정성적 고찰

과 정량분석을 진행한 바 있다.1) 이글에서는 방향을 바꿔 형식적 측면에 대해 다

루고자 한다.

형식에 대한 고찰은 내용에 대한 연구에 비해 부차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문서의 존재 형식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컨대, 

일반 관원들의 행정공문을 석각한 백화비 중에는 공문의 서두가 “皇帝聖旨裏”로 시

작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종이 문서로 존재하는 동일 유형의 공문은 “皇帝聖旨裏”

로 시작되는 문건을 찾아보기 어렵다.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두 가

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종이 문서의 공문은 《通制條格》 등과 같이 

엮어서 편집할 때 서두를 생략했을 가능성. 둘째는 碑文으로 새길 때 원문에 없던 

것을 첨부했을 가능성. 이미 활자화 된 자료만 보아서는 이 둘 중 어느 쪽인지 해

결이 어려우나 그 한 사례인 <1283년 永壽吳山寺執照碑>의 실물 사진을 보면 이

것이 石刻 時 추가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한다. 아쉬운 점은 1차 자료(예컨대 

탁본 실물이나 인 사진)가 잘 보급되지 않아 외형적 양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글에서 말하는 형식적 특징은 외형적 특징과 語句의 

출현상황과 같은 언어 양식의 특징을 함께 다룰 것이다. 논문의 목적이 창의적 결

론의 도출이라 한다면, 이러한 고찰 자체는 창의적 결론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

나, 여기에서 정형화한 자료들은 蒙元의 포고류 문서에 대한 연구에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고찰은 한국사 연구에서도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예컨대, 蒙

元은 일백년 이상 고려에 중요한 향을 끼쳤고, 실제 《高麗史》에 직역체 공문이 

1) 본문 속에서 관련 논문을 언급할 것이며, 논문 목록은 참고문헌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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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글에서 수행한 몽원 旨書의 형식적 특징에 대한 

고찰은 특히 《高麗史》 1231년 몽골 첩문들을 이해하는 것에 일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파스파 문헌의 텍스트는 呼格吉勒圖ㆍ薩如拉 편저, 《八思巴字蒙古語文獻匯編》

(2004) (이하 《巴文匯編》이라 약칭함)를 이용하 다. 본론에서 인용하는 파스파 

문헌의 번호는 《巴文匯編》의 번호이며, 번호 앞에 §를 붙여 여타의 번호체계와 구

분하기로 한다.

백화비의 텍스트는 祖生利, 《元代白話碑文硏究》(2000)의 “下篇”에 수록된 백화

비 집록을 이용하 다. 따라서 인용된 백화비의 번호 역시 祖生利(2000)에 수록된 

번호를 따르며, 괄호 (  )를 사용하여 나타내기로 한다.

이글은 주로 파스파 문헌을 대상으로 하 으며, 그 외 위구르식 몽골자 문헌도 

참고하 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것이므로 본문의 각주에 표시해 놓았다.

Ⅱ. 오탈자의 문제

1. 연구서

우선 실제 본론의 고찰에 앞서 일차 자료에 대해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元朝

秘史》2)는 책자이므로 인본을 참고해도 별 문제가 없으나 현존하는 몽원 포고류 

공문은 거의가 碑石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어서 실물 확인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상

황이 좋으면 그나마 출판된 서적에 축소된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역

시도 비석의 상황이 좋지 않아 축소된 사진으로는 글자를 도저히 알아 볼 수 없는 

것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연구자들에 의해 가공된 자료를 활용할 수 밖에 

2) 《元朝秘史》의 현재 모습은 明初에 만들어졌으나, 본문은 원나라 성립 이전에 작성된 것

으로 추정되며, 본문의 첫줄에 나오는 제목은 “忙中豁侖몽골의 紐察비밀 脫察安역사,기록” 즉 원

제는 《몽골비사》이다. 그런데 “몽골”이 한자로 표기가 안 되므로 《蒙古秘史》라 할 수 있

는데, 몽골사람들이 “蒙古”라는 표기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元朝秘史》라 쓰

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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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데, 이 때 염려 되는 점은 오탈자이다. 이 연구에서 저본으로 삼은 《巴文匯編》

에서도 오탈자를 가끔 발견할 수 있다.

(1) 《巴文匯編》 428p 03-4  옴리옽나 / o-lo1-n / olon-ɑ (※순서: 원

문스캔 / 전산입력3) / 轉寫 / 標音) 

사진 원문을 보면 “옴바옽나 o-po1-n (※ 바와 리의 차이임)”으로 되어 있는데 필

자들은 “ o-lo1-n”으로 전사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도 근거는 있는데 “옴바옽나 

o-po1-n”라는 단어는 아직 보고된 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郝 民(1986, 243p)

은 “내몽고의 혹자는 문맥에 근거해서 olona ‘于众’이라 읽는다”고 첨언 하고 있다. 

즉 “옴리옽나 o-lo1-n”은 원문의 “옴바옽나 o-po1-n ”을 교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巴文匯編》의 다른 곳에서는 원문을 교정할 경우 註釋처리 하여 교정에 대

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석이 없으므로 본인의 몽골어 지식에 의해 잘 못 

된 글자를 그와 자형이 비슷한 올바른 글자로 오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엄격히 

말하면 원문의 자형과 다르다는 점에서 이 역시 오자에 포함된다. 

(2) 《巴文匯編》 430p 06-1  브그 싸이 / bq-ši / bɑqši

실제 비석 사진인 “ ”를 입력하자면 “브캬 싸이”인데, 《巴文匯編》에서는 “브

그 싸이”라고 입력하 다. 이것은 특이한 오자의 사례인데, 사진의 원문인 

를 전사하면 “bq-ši”가 옳으나, 필자들이 입력한 “브그 싸이”는 “bɡ-ši (※ /q/와 /ɡ/
의 차이)”로 전사해야 한다. 즉 원문에 대한 전사는 옳으나, 파스파자의 입력이 잘 

못 된 사례이다. 

그 외에도 《巴文匯編》(375p)에서 “점위이”를 “ㆍri1”로 轉寫했는데, “ㆍyi1”라 해

야 옳으며, 《巴文匯編》(455p)에서는 冒頭의 “mo3ƞ-k‘ ”에 대해 원문 스캔과 轉寫

는 옳으나 標音을 “moƞqɑ”로 잘 못 한 것과 같은 오자들이 보인다.

3) 파스파자는 원래 세로쓰기임. 두 글자 이상은 90° 회전하여 가로쓰기 하고, 낱글자는 그

대로 둠. ※轉寫표기의 숫자(ex:o1)는 동음자의 異形표기. 각주(3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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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1)-su2-·r

·(eu2)-ɡes
 ǰ(r)-qu2-l-

§14의 33, 34, 35행 아랫단 

한편, 《巴文匯編》에서 원문에 脫字가 없는데 脫字가 있다고 표시한 경우도 있

다. <(§14) 普顔篤皇帝虎年(1314) 聖旨

4> 33, 34, 35행의 말미 세 곳에 대해, 

33~34행, “y(o1)-su2-·r (법도로, 법에 따

라)”, 34~35행 “·(eu2)-ɡes (말들 words 

=소송)”, 35~36행 “ǰ(r)-qu2-l-(소송하

다)”에서 각각 괄호 속의 (o1) (eu2) (r)가 

누락되어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나 <§14>

에 대한 오른쪽 그림을 보면 34행의 (eu2)
에서 “어”는 보이고 “우”만 마모되어 있으며, 나머지 33행의 “옽”, 35행의 “롸”는 해

당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

<(§18) 普顔篤皇帝馬年(1318) 聖旨>에서도 원문에 있는 글자를 脫却되었다고 

표시한 것들이 보인다. §17의 1행에서 “mo3ƞ-(k‘) d 1ƞ-ri1-yi1n k‘u2- ‘u2n(-du2r)”
로 두 곳에서 “카”, “드우롸”가 결손되었다고 표시하 으나 원문을 자세히 보면 해당 

글자들이 보이고 있다.4) 

아울러 파스파 몽골어 비문에는 원대 직역체의 백화 번역이 함께 石刻 되는 경

우가 있는데5), 가령 몽골어 원문과 직역체 백화가 비석의 같은 면에 석각 된 것이 

아니면 《巴文匯編》에서는 사진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백화문은 원문을 확

인하기가 거의 어려워진다. 앞서 서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포고류의 공문을 문학

적으로 고찰한다면 이러한 오탈자나 배치의 형식은 큰 문제가 안될 수 있으나 내어

쓰기(擡頭)나 들여쓰기 같은 것은 중요한 언어적 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사실

은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제공된 사진 자료 중 식별이 가능한 것

은 가급적 활용할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巴文匯編》의 원문 자료 및 연구자들에 의

해 가공된 轉寫 자료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향후 이 분야의 연구 저변 확대를 위

하여 파스파 비문의 탁본 사진이 보다 선명한 상태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4) 스캔사진을 첨부하려 하 으나 워낙 탁본상태가 나빠 알아보기 어려울 듯하여 첨부 않

음.

5) 《巴文匯編》에는 모두 20편이 현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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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原文의 오탈자

이상과 같은 한계가 있지만 《巴文匯編》轉寫에서 지적한 사례에 근거해 현존 파

스파 문헌의 오탈자 상황을 대략 살펴 볼 수 있다.

원대 당시의 발음과 철자에 대해 正誤를 명확히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나 

파스파 문헌은 대개 유사한 구조를 보이므로 여타 자료에 보이는 것을 대략 기준으

로 할 수 있다. 

書寫 오류에는 글자를 잘 못 쓴 誤字, 필요 없는 음소를 첨가한 衍文, 필요한 

음소가 누락된 脫字 등이 있다. 파스파 문헌은 ‘聖旨’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聖旨’, 

특히 해당 황제 시기의 聖旨는 항상 행의 첫머리에 두는 등 파스파 석각문에서는 

권위를 존중하는 면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다음은 誤字의 출현 상

황이며, 번호 뒤의 괄호는 衍文, 즉 불필요한 글자가 들어간 횟수이다. 번호 뒤에 

윗첨자 [紙] 는 해당 문헌이 비석이 아니라 종이 문서로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0회 : §10, §11, §13, §14, §15, §16, §18, §19[紙], §20[紙], §24, §28[紙], §30[紙], 

§32, §33, §34, §38.

1회: §02[紙], §06, §25, §31, §36, §07, §12, §22, §26[紙], §35(1), §37 

2회: §21[紙], §01, §04, §08, §09, §17 / 4회 : §05, §29 / 6회 :  §27, 

7회 : §23(1) / 8회 : §39 /9회 : §03(1) / 13회 : §39 / 16회 §40, 

이들 중 §40과 §39는 居庸關 石刻의 서벽과 동벽에 있는 종교공덕문이다. 분량

도 많고 聖旨처럼 정형화 되지 않아 오자가 많은 듯하다. 聖旨들 중에서는 오자가 

가장 많은 <§03 薛禪皇帝 牛年 聖旨3>의 예를 보면, 7행 “ ‘e-ri1q<ɡ>”, 13행에 3

음소 “bi1-d-n hi1-ru2-·<e>r ’eo1-ɡu2n ’-t‘u2-qyi1 ɡ·ek‘-d·<e>ɡ-s<e>n”, 20행에 

“hi1-ru2-·<e>r”, 21행에 “ne-re-t‘<e>n”, 22행에 “t‘e-ri1-·u2-t‘<e>n”, 등이고, 誤字 

외에 25행에는 “b-ri1{·u2}-t‘u2-qyi1”의 衍文이 있다. 꺽쇠괄호 <> 앞의 글자를 괄

호 속의 글자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차례대로 誤字→正字로 표시하면, 

7행 캬→그, 13행 점→어, 점→어, ϕ →어, 20행 점→어, 21행과 22행은 ϕ →
어, 이다. 파스파자는 /ɑ/에 대한 전용 문자가 없으므로 /ɑ/의 존재는 음절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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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3

행
 § 0 4 , 

4~5행 

리로부터 유추해야 한다. 즉 위에서 3곳의 “ϕ”는 /ɑ/ 발음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ϕ →어”는 빈칸으로 둠으로 해서 /ɑ/를 나타내지 말고 /어

/를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7행 캬→그 는 元代 당시 필사자의 발음

습관이 반 된 예일 수 있으며, 나머지는 이 필사자가 “어”의 사용에 다소 문제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사례들에서는 “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리고 《巴文匯編》에서는 25행에도 “u-l<·>”라 하여 “리→점”으로 교정

해야 한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이 때 “점”은 대체할 것이 아니라 누락된 것이어서 

보충해 넣을 글자라고 해야 한다. 

誤字 외에 脫字의 문제가 있다. 앞서 石刻은 포고 원문의 양식을 참작하 을 것

이라 했는데, 종이 원문이 존재하는 <(§18) 格 皇帝 猪年

(1323) 聖旨>, <(§29) 妥歡帖睦 皇帝 猴年(1368) 聖旨>

에도 誤字가 보이고 있다. §18은 “ ’eu2 1-led-t‘u2-ɡe 1 
(ü ledt‘üɡe  :~~를 시행하라)”에서 “리어드”를 “리어”로 쓴 

것이다. 그런데 이와 <(§03)薛禪皇帝 牛年(1277-1289) 聖

旨3> 29행에도 동일한 脫字가 보인다. 이것은 혹시 “리어”로

서, “어”와 자형이 비슷한 “드”를 빼먹은 것 아닐까 한다.

비석이 대개 陰刻이므로 먹이 묻어 있으면 원래 실수인 

탈자라 볼 수 있겠지만, 탁본 원본이 아니라 사진으로 축소

된 자료인데다 탁본 상태가 선명하지 않으므로 마모된 것인

지 실수에 의한 誤字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03)薛禪皇帝 牛年(1277-1289) 聖旨3>의 3행, “q·n ǰr-li1(q) m-nu2”에서 

“캬”가 빠져있다. 원문 사진상으로는 마모 보다는 원래 脫字인 것 같다. <(§04)薛

禪皇帝龍年聖旨> 5행 “r-n b-(l)-q-du2n”의 탈자 “리”는 비석의 마모가 있었던 것

으로 보인다.

<(§10) 普顔篤皇帝牛年(1313)聖旨> 21행, “싸이(우)사우 ši1-(·u2)-su2”에서 괄

호 속의 “우”가 와탈되어 있다. 단어가 전체로 빠진 것은 와탈인지 원래 뺀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14) 普顔篤皇帝虎年(1314)聖旨(4)>의 19행, “프어나 마우나 

쟈엉 그어부 h1ven-mu2n-ǰƞ-ɡew1” 다음에 “쟈이나 쯔이나 (ǰi1n-ži1n)”가 누락된 것

으로 보이다. 이 성지에는 원대 백화번역이 부기 되어 있는데, 백화번역에는 “玄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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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몽골어 원문 원대 직역체 원문6)

a. moƞk‘ɑ원한

 d ƞri
하늘

-yin
의

 k‘ü ‘ün
힘

,
위력

-dür
에

長生天氣力裏 

b. y ke
큰

 su ǰɑli
복덕

-yin
의

 ih n
보호

-dür
에

大福蔭護助裏

c. q n
황제

 ǰɑrliq성지

 mɑnu 
우리의

(
후치

)

 皇帝聖旨

d. ‘eri·üd-ün noyɑd-dɑ … 
yor ‘iqun yɑbuqun l ‘in-e 

dūlqɑqu  / ǰɑrliq 

管軍官人每根底 … 過

往使臣每根底宣諭的 / 

聖旨

e. q n-u su-dur 皇帝福蔭裏

f. q n-u ǰɑrliq-iyɑr
의해(기구격)

皇帝聖旨裏

掌教眞人”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쟈이나 쯔이나”을 부가하기는 하지

만, 원문과 백화가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Ⅲ. 序頭의 형식과 常套語

포고문의 서두의 특징은 크게 내용과 형식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용상의 

특징은 포고문의 서두가 일정한 상투어를 지니며, 포고자의 신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상투어가 대별된다는 것이다. 형식적 특징은 기록했을 경우 시각적 효과를 고

려한다는 것인데, 흥미있는 것은 시각적 효과 보다 청각적 효과, 즉 발음상의 특징

이 우선 고려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몽원의 초기 포고문이 구두로 전달되었다는 특

징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들 각각을 소절로 다루기에는 다소 분량이 있으므로, 

각기 절을 독립시켜 논하기로 한다.

1. 몽골어 원문

정형화 된 포고문의 서두는 일반적으로 문장이 완결되지 않는 두 개의 어구로 구

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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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예는 여타의 旨書에서도 미세한 표기 차이만 제외하면 일관되게 나타나

는 것으로서, 파스파 문헌 외에 위구르식 몽골문으로 남아 있는 5편의 지서7)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상의 상투어를 자세히 보면 유형에 따라 미묘하지만 중요

한 차이를 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황족과 비황족 지서의 차이에 대해 언급할 

것인데, 두괄식으로 말하자면 이 부분의 논의 역시 황족과 비황족 지서의 차이와 

관련 있다.

첫째. 직역체 백화에서 동일하게 “福德”, “福蔭”으로 번역되는 부분의 몽골어 원

문을 보면 황제의 성지에서는 “su ǰɑli”이며, 황제 아래인 令旨에서는 “su”라고만 하

고 있다. 《元朝秘史》에서는 “速(su)”만 나타나며8) “su ǰɑli”로 사용된 형태는 보이

지 않는다. 뽀뻬(1957, 130p, 72~76pp)는 “grandeur (위엄,권위)”의 해석을 제

안하고 있다. “ǰɑli”는 《元朝秘史》 등 원대 자료에서 찾아 보기 어려운 단어인데, 뽀

뻬(1957, 90~91pp)에 의하면 기본 의미는 “flame(화염)”이며 그 내재적 의미는 

“inner strength, power, slyness, cunning (내적인 역량, 권력, 교활, 재주)” 등

이다. 이를 종합하면, “복덕”, “권위” 등에 대한 당시 몽골어의 통용 표현은 “su”인데 

황제의 성지에서는 권위를 좀 더 강화하여 “su ǰɑli”로 표현하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e와 f를 보면, 직역체 백화에서 동일하게 “裏”를 써서 번역하지만, 몽골어 

원문은 -dür/dur와 -iyɑr의 차이가 있다. 전자는 여처격으로서 “-에”, 후자는 기구

격으로서 “-에 의해”의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일반 문장으로 보자면, 하나의 句

(phrase)가 뒤에 여타의 동사구 없이 여처격으로  종료되는 것은 자연스럽지는 않

으므로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예컨대, 비록 -dür/dur로 되어 있지만 실제 의미는 

-iyɑr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과 어떻든 -dür/dur 자체로 이해할 방법을 찾

자는 것으로 크게 나뉜다. 예컨대, 뽀뻬(1957)는 이 부분을 “By the strength of 

eternal Heaven, and by the grandeur of the Emperor”로 번역하고 있다. 뽀

뻬(1957, 68p)가 볼 때, 이 대목에서 곧이곧대로 여처격으로 해석하는 것은 안타

6) a~d는 <§4. 薛禪皇帝 龍年(1280) 聖旨>, e는 <§34. 阿難答秦王 馬年(1282) 令旨>, 

f는 <§37. 帝師 公哥羅古羅思監藏班藏卜 鷄年(1321) 法旨>이다. 이들은 모두 《巴文

匯編》의 집록에서 따온 것이며, 각 문서의 번호는 《巴文匯編》의 번호를 따른다.

7) 道 (1981)에 1편, 道 ㆍ照那斯圖(1993,1994)에 3편, 道 (1998)에 1편.

8) 실제 사용할 때는 語尾와 함께 나타나므로 표현형은 速壇(福每有的, 2장5엽), 速台(福

有的, 3장19엽), 速圖(洪福, 12장22엽), 速突舌児 (福蔭裏, 12장29엽) 등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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깝게도 번역이란 것의 목적을 거의 망각해버린 사례로서, 단어의 형식에 대한 최대

한의 정확성만 추구하 지 번역 자체의 정확성은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뽀뻬

(1957)의 지적은 참으로 의미심장하지만, -dür/dur와 -iyɑr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e와 f가 둘 다 맥락이 같으므로, 

-dür/dur와 -iyɑr가 표면적으로는 格이 다르지만 실제 용법은 같은 것이라 말할 

수도 있다. 예컨대, “덕분에 잘 지낸다”와 “덕분으로 잘 지낸다”에서 “-에”와 “-으로”

의 실제 의미는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같은 위치에 굳이 다른 표현

을 썼을 때는 그 자체에 의미가 부여될 수도 있다. e는 황족 旨書이며, f는 비황족 

旨書라는 점에서 이 둘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다. 몽골어 원문이 존재하는 비황족 

旨書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위의 <§37> 밖에 없어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지

만, 황족 공문에서는 일괄적으로 여처격 -dür/dur만 나타나는 반면 기구격 -iyɑr가 

비황족 공문에 나타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여처격, 즉 “~에 (있다)”는 것은 

주체가 그 장소에 함께 있는 것이어서 항구한 하늘 및 큰 복덕의 안에 (혹은 함께) 

황족이 존재하는 것인데 반해 기구격은 행위의 구체적 근거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도 서두 상투어에 대해 이어서 다루겠지만, 결론부터 말해두자면 황

족의 旨書와 비황족의 旨書는 서두 상투어가 구별 된다는 것이 이글이 요지이다. 

즉, 위 a와 b는 황족 旨書에만 나타나며, f는 비황족 지서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예문 a, b의 표현을 황족과 비황족이 무차별적으로 사용하

다는 것으로 이해(혹은 오해)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검토하고자 한다. 송기중

(2013, 43p)은 레쟈드(1963, 228p)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고 있다.9)

彭大雅의 《黑韃事略》에 의하면 “ 원한 하늘의 힘에”라는 어구는 [몽고 황제 조

칙의 서두에만 쓰 던 것이 아니라]⒤ 몽고인들은 황제로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

까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 원한 하늘의 힘과 황제의 위엄(grandeur)에 의지해

서”와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고, 몽고인들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하늘이 그렇

게 하도록 명했다”, 무엇을 이미 실행하 을 때는 “하늘이 그렇게 하도록 하

9) 《高麗史》 권23, 고종 18년(1231년)12월 조에는 해석에 있어 이론의 여지가 많은 몽골

군 첩문이 2편 실려있는데, 첫 번째 첩문의 서두 어구에 대한 해석부분이다. 이들 첩문

의 성격에 대해 송기중(2013), 레쟈드(1963), 클리브스(1979)는 성지를 일부 인용한 

살레타의 첩문, 박 록(2013)은 우구데이황제의 성지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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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와 같이 무엇이든 하늘과 관련하여 생각하지 않는 바가 없다는 설명을 붙

다.11)

이 인용문을 읽을 때, 《黑韃事略》의 원문은 따옴표 “  ” 속에 있는 부분이며, 나

머지는 레쟈드 자신의 언급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몽고 황제 조서의 

서두에만 쓰 던 것이 아니라”라는 말은 황제 이외 사람의 旨書에도 쓰 음을 의미

하지 않는다. 아울러, 레쟈드의 원문은 “state documents”인데, 이것을 ‘詔書’라고

는 하기 어렵다.

한편, 윗부분에 해당하는 《흑달사략》의 원문은 다음과 같은데, 번역은 위의 인용

문을 참고하면 되므로 생략한다.

其常談必曰：‘托著長生天底氣力、皇帝底福蔭’。彼所欲為之事，則曰：‘天教恁

地 ’12)；人已為之事，則曰：‘天識著 ’。無一事不歸之天，自韃主至其民無不

然。13)

10) 원문만 놓고 보면 이 부분은 오역이다. 《흑달사략》 원문을 보면 “天識著”에 해당하는

데, 몽골어 원문은 희망형 명령문이며, “識”은 우리말로 “알아서 하다”에 해당하여 흔히 

“처리하다”로 해석된다. 번역은 “하늘이 알아서 하소서!”가 된다. 이로 보건대, “彼所欲

為之事(그들이 뭔가 하려 할 때)”와 “人已為之事(그들이 이미 뭔가를 했을 때)”에 해

당하는 표현의 시제가 일반상식과는 거꾸로 되어 있는데, 레쟈드의 번역은 원문 자체 

보다는 상식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혹시 필자인 彭大雅가 거꾸로 기록한 것인

지는 좀 더 조사를 해 봐야할 문제이다.

11) 여기에 해당하는 레쟈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By the Strength of Eternal Heaven” was not exclusively a formal phrase 

used on state documents, but had currency in popular speech. The Chinese 

traveller P'eng Ta-ya said of the Mongols, “In their everyday speech they 

have to say ‘Relying on the Strength of Eternal Heaven and the Grandeur of 

the Qa'an.’ When they want to do something, they say ‘Heaven ordains it 

thus.’ For something they have already done, they say ‘Heaven has made it 

manifest.’ There is nothing that they do not assign to Heaven. From the 

Tatar ruler on down to his people, there are none who do not act thus”. 

(Hei-ta shih-lüeh, 11a).

12) “教”는 사역동사이며 “交”로도 표기된다. “恁地”는 代詞 恁에 부사형 어미 地가 결합한 

것으로서, “이러하게”, “그러하게”의 의미이다.

13) 祖生利(2000, 하, 2p)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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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글의 의도는 몽골 사람들이 모든 일을 “하늘”과 연관시킨다는 것이며, 아울러 

하늘만큼 자주 찾는 것이 “황제의 福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으로 “하늘”에 

가탁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문서의 양식에 반 하는 것은 별개의 사실이

다. 이제 다음 절에서 살펴볼 상투어 사용 상황을 보면, 황족과 비황족 성지에서 

이 둘은 엄격히 구분하여 나타나고 있다. 

2. 白話碑에 반 된 서두 상투어

1) 상투어의 종류와 출 양상

앞 절 예문 (3)에서 a와 b 위치를 서두 상투어라 하며, 여기에 나타나는 표현은 

크게 3~4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적어도 직역체 백화로 존재하고 있는 백화비에서

는 이들 몇 종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아래 백화비는 祖生利(2000, 하)의 집록을 

텍스트로 하 다. 서두의 상투어는 아래 표의 A~E로 크게 유형화 할 수 있는데, 

이들 중 A는 사실 상투어가 없는 유형이며, B, C, D, E가 서두 상투어의 유형이

다. 상투어가 없는 유형과 상투어가 있는 유형을 비교해 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

로 각 旨書는 서두나 말미, 때로는 중단에 해당 지서의 성격을 천명하는 어구가 나

타난다.

(4) 皇帝聖旨，道 諸處官貟每： ((1)一二二三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14)) 

황제성지. 각처의 관원들에게 말하노라.

(5) 長生天底氣力裏, 皇帝聖旨。 道 隨州城縣鎮村寨達魯花赤每、大 官員

每、去的來的使臣每：((27)一二六O年彰德上清正一宮聖旨碑) 원한 하늘의 

힘에, 황제성지. 각 주 성 현 진 촌락 마을의 다루가치들, 대소 관료들, 오고 가는 

전령들에게 말하노라.

(6) 皇帝聖旨裏扎魯火赤也可那演胡都虎、斡魯不衆扎魯火赤那演 語 : ((5)

一二三七年曲阜文廟鈞旨碑) 황제성지에 의해, 주르구치(扎魯火赤; 斷事官)의 

大官人인 쿠두쿠와 아루뿌가 여러 주르구치 관인들에게 (언명하는) 포고문.

14) 백화 공문의 텍스트는 본문에서 말한 바와 같이 祖生利(2000, 하)의 집록이며, 괄호 

속 숫자는 上記 祖生利 집록서의 일련 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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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⑱皇帝聖旨 

B. ①長生天(底)(的)氣力裏 ②天地底氣力裏 ③天地底氣力裏 

   ④天的氣力裹 ⑤天地氣力 ⑥長生氣力裏 ⑦上天眷命

C. ⑧大福廕護助裏 ⑨大福蔭護助 ⑩大福廕裏 

D. ⑪皇帝聖旨裏 ⑫皇帝福蔭裏 ⑬皇帝洪福裏 

E. ⑭某某懿旨裏 ⑮某某令旨裏 ⑯某某法旨裏 ⑰기타근거(F)

종류 번호 공문번호와 포고 연도 서두
A B C D E

성지
 1 (2)1223/(24)1254

 2 (1)122315)/(3)1235/(4) 1235 ●

위 예문 (4)는 서두 상투어 없이 “皇帝聖旨”라고만 밝히고 있다. 이것은 성지의 

형식이 갖추어지지 않은 초기에는 상투어를 사용하지 않은 것들이 있음을 보여준

다. 따라서 서두 상투어가 없는 예는 많지 않다. 예문 (5)는 서두 상투어인 “長生

天底氣力裏”가 “皇帝聖旨”에 앞서 나오고 있다. 이 경우 旨書가 정형화 되어 가는 

것으로서, 그 뒤의 “皇帝聖旨”는 본문 내용 속에 나타나는 旨書표시이다. 아래 표

의 C 항목에서는 흰색동그라미 ○로 표시한 것은 모두 예문 (5)의 유형에 속하는 

것이다. 실은 懿旨, 令旨 등에도 모두 ○○懿旨/令旨/法旨/鈞旨 등 지서표시가 대

체로 출현하기 때문에 예문 (4)와 동일한 “皇帝聖旨”는 C항목에서 검은 동그라미 

●로 표시한 것만이 해당된다. 다만 본문 속에도 “皇帝聖旨”라는 표시가 없는 사례

도 있으므로 겸하여 표시해 둔 것이다. 예문 (6)의 사례는 기구격을 나타내는 “裏”

가 부가되어 있어 지서표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아래 표는 서두의 상투어를 모두 예시한 것이다. 다만 유형화를 고려하여 일부는 

대표형을 제시하 다. 예컨대 ①은 “長生天氣力裏”로 구조조사가 없는 것과, 그 사

이에 구조조사 “底”나 “的”가 오는 것의 세 종류를 통합하 는데, 해당 원문자 ① 
옆의 괄호 속에 구조조사의 유무와 종류를 표시하 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발생하

는 글자의 문제는 주석에서 처리하 다. 또, ⑦ “上天眷命”은 백화공문이 아니라 文

이므로 나머지와는 종류가 다르나 위 祖生利(2000,하)의 텍스트에 부록으로 수

록되어 있고, 백화와의 비교를 위하여 함께 다루어 두었다.

“⑰기타근거(F)”는 다음 표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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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42-2)1280 ○ ①
 4 아래에 별도 표시 ○ ① ⑧
 5 (51)129316) ① ⑧ ⑪×
 6 (52)1295/(54)1296 ○ ①  ⑨
 7 (27)1260/(28)1261 ○ ①底

 8 (31)1268/(32)1272/(49)1288 ○ ①底 ⑧
 9 (29)1261 ○ ①的

10 (116-1)1363문언/(81-1)1313문언 ○     ⑦
制詔 11 (66-1)1307문언17) ○     ⑦

懿旨

12 (99)1334기록문 형식18)

13 (7)1240 ⑪
14 (12)1245  ⑫
15 (18)1250    ⑤ ⑧
16 (56)1298/(69)1309/(94)1321 ①  ⑫
17 (59)1301 ①的  ⑫

令旨

18 (16)1247없음

19 (114)135619) ① ⑧
20 (98)1332 ① ⑪
21 (10)1244    ④  ⑨
22 (15)1245    ③
23 (14)1245    ⑤
24 (8)1248  ②
25 (19)1250  ②   ⑩
26 (25)1257인명  ②  ⑫
27

(35)1276/(42-1)1277/(45)1282/(64)1306/(

67)1309/(70)1309/(84)1314/(89)131820)
①  ⑫

28 (38)1277     ⑥  ⑫
29 (40)1279  ⑫
30 (43)1280 ⑪
31 (108)133921)    ④   ⑬  ⑮×

法旨
32 (60)1301/(61)1301/(93)1321 ⑪
33 (109)134122) ⑪  ⑯×

鈞旨
34 (5)1237 ⑪
35 (9)1244/(17)1247인명23)  ⑫

榜示 36 (65)1306 ⑪
劄付

37 (21)1252인용ㆍ인명24)   ⑰
38 (66-2)1310   ⑰
39 (117)1363/(118)1366 ⑪

給文

40 (13)1245欽奉25) ⑪ ⑭
41 (48)1284 ⑪   ⑯ 
42 (22)1252인용ㆍ인명/(23)1253인용ㆍ인명   ⑰
43 (20)1250인용    ⑤   ⑩ ⑭
44 (47)1284참고 ⑪

公據 45 (6)1238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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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1)1245/(39)1278/(50)1289 ⑪
關文 47 (83)1314 ⑪
文狀 48 (44)1281?

執照

49 (26)1260근거공문

50 (46)1283  ⑫  ⑮
51 (86)1315/(90) 1318 ⑪

致祭 52 (66)1308사유

※
(30)1261/(33)1273/(34)1275/(36)1277(1289)/(37)1277/(41)1280/(42)1280/(55)129

8/(57)1298/(58)1300/(62)1302/(63)1304/(68)1309/(71)1309/(72)1311/(73)1311/(7

4)1312/(75)1312/(76)1312/(77)1312/(78)1313/(79)1314/(80)1314/(81)1314/(82)13

1 4 / ( 8 5 ) 1 3 1 5 / ( 8 7 ) 1 3 1 5 / ( 8 8 ) 1 3 1 6 글 자 26)

/(91)1318/(92)1318/(95)1324/(96)1326/(97)1330/(53)1296/(100)1334/(101)1335/(

102)1335/(103)1335/(104)1335/(105)1336/(106)1337/(107)1337/(110)1341/(111)1

343/(112)1351/(113)1354/(115)1357/(116)1363

■ 서두 상투어 출현상황표

이상의 공문은 크게 포고자의 신분에 따라 황족포고와 비황족포고로 나눌 수 있

다. 聖旨, 懿旨, 令旨 등은 황족의 포고문, 法旨 및 鈞旨 이하 각급 공문은 비황

15) “節文”으로 보임. <(1)一二二三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 본문에는 “節文”이라는 말은 

없으나 부록으로 수록된 동일 내용의 <山東濰坊玉清宮聖旨碑>에 “皇帝聖旨：成吉思

皇帝聖旨節文，道 諸處官貟每”로 되어 있음. 본문과 부록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부록

은 서두어구 표시 대상에서 제외함.

16) 皇帝聖旨裏 : 이 자체로 성지이므로 “裏”는 誤用이라 할 수 있음. ⑪ 뒤의 “×”은 원문

의 오류를 지적하는 표시. 그 아래 ⑮×, ⑯× 동일.

17) 加 孔子制詔

18) 元統二年正月二十六日，篤怜帖木兒怯薛第二日，延春閣後咸寧殿裏有時分…….

19) 祖生利(2000, 하, 156p)는 성지라 하 으나 令旨임.

20) 祖生利(2000, 하, 128p)는 “성지”라 하 으나 令旨임.

21) 脫帖木兒荊王令旨裏. 그러나 이 자체가 令旨이므로 여기의 “裏”는 잘 못 들어간 것임. 

22) 管着兒咸藏大元國師法旨裏. 그러나 실제로는 “裏”가 잘 못 들어간 것이며, “法旨”라고 

해야 되므로 ⑯의 사례는 아니다.

23) “谷 皇帝福廕裏…”, 구체적인 황제의 인명을 제시함. 

24) “蒙哥皇帝聖旨裏宣諭…”, 구체적인 황제의 인명을 제시하고, 해당 성지를 인용함. 아래 

(22), (23) 급문도 동일함.

25) 欽奉皇帝聖旨裏、皇后懿旨裏提點陜西教門重陽宮事。 ※ “欽奉”과 두 곳의 “裏 (~에 

의해, 기구격)”는 중복되는 자질임. 

26) “長壽天氣力裏”에서 “長生”을 “長壽”로, “大福慶護助裏”에서 “福廕”을 “福慶”으로 썼는데 

썼는데 예외적 표기이므로 여기에 통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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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의 공문이다. 위의 표를 보면 황족과 비황족은 공문의 서두에 사용하는 상투어가 

확연히 다름을 볼 수 있다. 비황족은 B류와 C류를 언급하지 못한다. 비황족이 

원한 하늘이나 추상적 기운인 큰 복덕의 위력을 직접 수혜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

이다. 비황족의 권한은 모두 황제로부터 부여 받는 것이므로 이들의 공문은 모두 D

류인 황제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으로 시작된다.

나아가 황족 내에서도 황제와 비황제의 차이가 보인다. 황족이 모두 B류를 사용

할 수는 있으나 B류와 C류를 모두 사용하는 것은 예외적 경우이며, C 대신 황제의 

권위인 D를 천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B류를 보면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B류는 문언을 제외하면 6개 유형이 “長生”이라는 수식어를 갖는 것과 

갖지 않는 것의 두 종류로 나뉘는데, 황제 성지는 일괄적으로 “長生”의 수식어를 갖

고 있으며, 懿旨와 令旨에서는 대체로 이런 수식어를 갖지 않는다. 令旨에 한 번 

나타난 “長生氣力裏”는 사실 잘 갖춰진 표현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이런 경향은 

몽골어 원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글자가 마손되지 않은 지서를 기준으로 할 때는 성지는 25편 중 25편 모두 長生

(moƞk‘ɑ)이 나타나고 있으나, 지는 현존 하는 4편중 3편에 출현하고 (§35. 薛

大王兎年(1303)令旨: d ƞri-yin k‘ü ‘ün-dür), 위구르식 몽골자 지의 경우는 현

존하는 2편의 지 중 2편(道 , 1981, 72p; 1998, 286p)이 모두 이 형식을 취

하고 있다. 즉 황제와 한 세대 아래의 태자는 상투어의 길이나 수식어를 활용한 장

중함의 강조에서 차이를 두려 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초기에 旨書가 정형화되기 이전의 상황일 수도 있지만, 서두의 상투어를 

쓰지 않을 수 있는 것도 황제일 뿐이지 여타의 지서는 무엇인가 상투어를 써야 한

다는 것도 알 수 있다.

2) “皇帝聖旨裏”의 성격에 한 검토

이것은 위에서 보류해둔 “F. ⑰기타근거”에 관련된 문제이다. 우선 공문의 성격을 

보면 위 표에서 1~35는 포고문으로 작성된 旨書이며, 36~52는 세부적으로 차이

는 있으나 기본 형식상 일반 행정공문이다. 그런데 이들 행정공문의 서두에 “皇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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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旨裏”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몽원 공문의 일반 형식에 어긋난다

는 것이 문제이다.

우선 비록 序頭에 “皇帝聖旨裏”류의 표현이 나타났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 보이

는 예들이 있다. 아래 예들에서 “~~裏”는 기구격으로서 그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부사어이다.27)

(7) 欽奉皇帝聖旨裏、皇后懿旨裏提點陜西教門重陽宮事。((13)一二四五年濟

源靈都觀給文碑) 황제성지에 의해, 황후의지에 의해, 섬서 교문 중양궁 제점직을 

맡고 있는데,…
(8) 天底氣力、大福廕裏唆魯古唐妃懿旨裏，懸帶御前金牌、宣授教門提點勾當 

((20) 一二五O年涇陽重陽延壽宮給文碑) 하늘의 기운과 큰 복덕에서, 소르칵타

니 비의 의지에 의해, 어전금패를 차고, 교문 제점의 일을 부여 받고서 …
(9) 皇帝聖旨裏、帝師法旨裏宣授大都路都僧 司，承奉緫統所劄付該： ((4

8)一二八四年大都崇國寺給文碑) 황제성지에 의해, 제사법지에 의해 (그 직무를) 

부여 받은 대도로의 도승록사에서는 (승록사로서) 다음과 같이 요약되는 총통소 

공문을 받자왔는데, … 

예문 (9)에 대해 祖生利(2000,하, 80p)는 “皇帝聖旨裏、帝師法旨裏宣授”가 “大

都路都僧 司”의 관형어(定語)라 하고 있다. 예문 (7), (9)은 “직무 (事, 勾當)”가 

언급되고 있으나, “~~裏”와 동사는 역시 수식관계이다. 예문 (7), (9)에서 상위 

근거인 황제성지 다음에 다시 황후의지나 제사법지가 나오는 것은 흔히 황제성지는 

일반규정을 담고, 그 하위에서 구체적 규정, 지시를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예

문 (8)에서 “皇帝聖旨裏” 대신에 “天底氣力、大福廕裏”가 쓰인 것은 이것이 “唆魯

古唐妃懿旨” 원문의 서두를 그대로 인용하 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몽골제국 3

대 황제 정종이 1248년에 전사하고, 1251년에 4대 황제 헌종이 즉위할 때까지 헌

종 몽케의 모친인 唆魯古唐妃가 국사를 처리하 으므로 聖旨의 서두어인 “天底氣

力、大福廕裏”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추정한다.

몽원대의 공문은 작성주체가 접수한 공문을 인용하는 것으로부터 공문서가 시작

된다. 따라서 “皇帝聖旨裏”로부터 공문이 시작될 수 없으며, 가령 “皇帝聖旨裏”로 

27) 박 록(2011)에서는 이것이 몽골어 기구격 “-iyɑr”의 번역임에 대해 회의적으로 기술

하 으나, 본 연구자의 혼동이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앞절에서 논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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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이 시작된다면 그 뒤에는 해당 성지의 내용이 인용되어야 한다. 예컨대 위 표

에서 번호 뒤에 “인용”이라고 표시 해 둔 (21), (22), (23), (20)이 여기에 해당한

다. 예컨대 (21)의 경우, “(蒙哥皇帝聖旨裏宣諭 (멍케 황제의 성지에서 다음과 같

이 말씀 하셨다 …)”로 시작하며, 이 때 “皇帝聖旨裏”는 인용표시이므로 이들 역시 

서두에 “皇帝聖旨裏”가 직접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상의 예들과 달리 인용문도 아니고 수식어도 아닌데 “皇帝聖旨裏”가 서두에 나

타난다면 이것은 몽원시기의 일반 공문 형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아래 두 예문에서 

예문 (10)은 일반적 구조이지만, 예문 (11)은 일반 형식에 부합되지 않는 구조이

다.

(10) 至大三年正月，平江路達魯花赤總管府承奉江浙等處行尚書省劄付：准尚

書省咨御史臺呈：准江南諸道行御史臺咨： …… ((66-2)1310 江浙等處行尚書

省劄付) (지대 3년 정월에, 평강로 다루가치 총관부에서는 강절 등 처의 행상서성

에 이첩한 차부를 접수하 습니다. (그 내용은) 상서성이 어사대에서 올린 공문을 

비준한 것이며, (어사대에서 올린 공문은) 강남 여러 도의 행어사대에서 올린 공

문을 비준한 것이며 (그 공문의 내용은 ……) 

(11) 皇帝聖旨裏，宣政院至正二十三年十月十六日，哈剌章怯薛第二日，明仁

殿裏有時分，…… 皇太子根底啟呵：“上位根底奏，聖旨識也 。”麼道。奏呵，奉

聖旨：“那般 。” 欽此。…… 右劄付大崇國寺28)。准此。((117)1363 大都崇國

寺劄付碑)(황제성지에 의해. 선정원에서는 지정 23년 10월 16일, (이 날은) 카

라장이 케식(겁설) 담당한 이틀째인데, 명인전에 계실 때, …… 이런 내용을 황태

자께 아뢰었더니, “주상께 아뢰어라, 성지가 알아서 하시게(=처리하게) 하라.”고 

하셔서 (황제께) 아뢰었더니, “그리하라”라고 하는 성지를 받들었다. 삼가 받들라. 

…… 이상의 공문을 대상국사에 수여하노라. 이를 따르라. 

두 예문을 비교해 보면, <(117)1363 大都崇國寺劄付碑>에서 “皇帝聖旨裏”만 

삭제하면 일반 형식에 부합됨을 볼 수 있다. “(117) 1363년” 箚付처럼 “皇帝聖旨

裏”가 별 근거 없이 서두에 나타난 것은 (11)1254, (39)1278, (39)1278, 

(47)1284, (50)1289, (65)1306, (83)1314, (86)1315, (90)1318, (117)1363, 

28) “劄付는 하행공문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付“가 동사로 쓰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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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366, (46)1283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서두의 “皇帝聖旨裏”류를 삭제하면 

(사실 본 연구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삭제해야”) 일반 공문형식에 부합되게 된

다.29)

그런데 이들 공문에는 왜 서두에 “皇帝聖旨裏”가 나타나는 것일까? 이 이유는 분

명하지 않으나 어쨌든 이들이 백화비의 형식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과는 관계있을 듯

하다. 가령, 이 어구가 원문에 있었던 것이라면 수여 받는 측에서 게시할 것을 염

두에 두고 (ex. 위 36번 “(65)1306”) 일반 형식에 없는 말을 첨부해주었을 수도 

있을 듯하다. 하지만 수여 받은 사람이 원문에 없는 것을 삽입해 넣었을 수도 있

다. 어차피 황제의 裁可를 받은 사실이 본문에 드러나 있으므로 성지를 받든 것처

럼 쓴다 해서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30) 이 문제는 활자화된 자료만으로는 해결

하기 어려운데, 마침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찾을 수 있었다. <(46)1283 永壽

吳山寺執照碑>의 경우,

(12) 皇帝福廕裏、皇太子安西王令旨裏，蒙古奥魯千戶所, 據僧人永輝狀告： 
(황제의 복덕에, 황태자 안서왕 지에, 몽고 아우룩 천호소에서는 승려 휘가 

솟장에서 다음과 같이 …… 라고 아뢴 바로부터, 

“皇帝聖旨裏”와 같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황태자 안서왕”이라고 인명을 명시

하고 있다. 구체적 인명을 명시해가면서 원문에 없는 말을 첨가했다고 보기는 어려

울 수 있으므로, 이 사례는 원문자체에 “皇帝福廕裏、皇太子安西王令旨裏”이 있었

던 예일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마침 (46)번 문건은 末尾에 파스파 몽골문이 3줄 

첨부 되어 있는데, 《파문회편》 (이 책에 사진 부분은 페이지가 없음)에 원본의 사

진이 수록되어 있다. (46)번 공문의 주요 내용은 永輝라는 승려가 答烈赤, 迭卜歹 

29) 원대 공문의 형식적 특징에 관하여는 박 록, <元代 直譯體公文의 構造 및 常套語>, 

(《大東文化硏究》 제86집. 2014년 6월 (게재예정)) 참조.

30) 백화비는 石刻 들이 몽골어 원문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살짝살짝 고쳐 넣는 사

례가 있다. ex. <#32. 安西王忙歌剌 鼠年(1276) 令旨> (《巴文匯編》 375p) 몽골어 

원문 :  ts‘ɑƞ t‘ɑmqɑd-ɑ ‘ɑ buši ɑli(bɑ) ɑlbɑ qub ‘iri ülü üǰen (地稅, 商稅 말고, 어

떠한 차발이든 부담하지 말라 (=지세와 상세는 납부하라), 원대 직역문 : 地税商税不

揀甚麽休着  (지세건 상세건 무엇이건 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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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83 執照碑>

등에게서 땅을 희사 받았는데, 그 땅의 범위를 명시하여 

훗날 혹시 있을지 모를 분란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문서

의 끝에 “執照”라고 문서 성격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실

제 사진을 보면 碑額에 큼지막하게 “聖旨”라고 표시하고 

있다. 또, 해당 執照의 말미에 있는 파스파 몽골어 세 줄

의 기본 내용은 일반 旨書에 있는 것처럼 사찰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충 흉내만 낸 

수준이지 제대로 문장이 되질 않고 있다.31) 이로부터 石

刻 가 이 執照를 최대한 권위 있게 꾸미고자 하고 있음

을 엿볼 수 있다. 사실 원래 聖旨나 懿旨, 令旨는 여러 

사찰에 공통될 수 있는 포괄적 권익을 언급하는 반면 給

文이니 箚付, 執照 등과 같은 행정 명령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해당 사찰의 권익과 관계 되는 것이므로 여타

의 지서보다 이것이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 따라서 석각자들로서는 이것을 최대한 

권위있게 포장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照那斯圖(1991)나 《巴文匯編》과 같은 전

문 서적에서도 위 執照를 <안서왕 지비>로 제목을 달고 있는데, 연구자들이 이러

한 혼동을 느낄 정도라면 石刻 의 의도는 상당히 성공을 거둔 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례로부터 볼 때, 비황족 포고에서 “皇帝福廕裏”를 쓴 것은 성지의 형

식을 모방한 것이지 원문에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31) 照那斯圖(1991. 128p) (중국어 원문은 생략) “여기 세 줄의 몽고어에 들어 있는 말은 

여타의 사찰 보호류 문건에서 흔히 보이는 것들이다. 그러나 全文을 보면 머리도 꼬리

도 없으며, 나타내는 의미(表意)도 온전하지 않는데, 심지어 일부 파스파글자(음절, 곧 

형태소)는 위 아래 글자와 서로 이어지지도 않아 단어(字)가 이루어지지 않고, 字母의 

자형(字體)도 정상(正規)적이지 않다. 이것이 정식 문건을 석각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

다. 단지 이 것 (세 줄의 몽골어)이 황태자 안서왕 지비에 나타나있기 때문에 사람들

은 이것이 해당 (안서왕의) 지와 관련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서 안서왕 지로 간주

하고, 중국어 令旨가 발표된 시간(인 1283년)을 그 것의 반포 시기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중국어 지와 이 세 줄의 몽골어는 서로 내재적 관련이 없다. 이 부분

의 파스파 몽골어는 단지 어문학 방면의 연구자료일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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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口頭 포고의 특징

구두 포고란 원대의 漢兒 語 혹은 직역체 문장이 가지는 口語的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口頭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테무친이 몽골을 통일하기 이

전 몽골 서부 초원에는 비교적 나라의 체계를 갖춘 나이만이 있었고, 나이만에서는 

위구르 문자에서 변형된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테무친은 1204년 나이만을 정벌

한 뒤 나이만에서 귀화한 타타퉁아를 시켜 위구르 차자를 변형한 몽골 문자를 만들

도록 하여, 몽골어도 문자기록이 시작된다. 이렇게 위구르식 몽골문자로 기록된 몽

골어를 학계에서는 “몽골 文語”라 부른다.

그런데 역으로 보면 몽골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문자 없이 생활하 으므로, 口頭

로 전달하는 말에 대해 문서와 비슷한 신뢰를 갖는 것으로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던 

듯하다. 예컨대 《元朝秘史》에는 테무친이 칸의 자리에 오른 뒤로는 칭기스칸의 發

話는 혼자 다짐하는 말까지도 모두 “ǰarliɤ 札舌児里黑 (聖旨)”으로 나타낸다. 

현존 旨書들 중에는 이들이 원래는 口頭로 전달된 것을 뒤에 문자로 기록하 음

을 추정케 하는 자료들이 있으며, 그 외에 구두로 전달하 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어쨌든 그러한 관습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표현들을 발견할 수 있다.

(13) a. turuγtai buk-a qoyaγula mongge qan aman ǰrlγ-iyar šaulim ǰa

nglau-da ügülǰü ögtügei (※원래 원문은 위구르식 몽골문자 기록임) 투룩타이와 

부카 두 사람은 우리의 몽케 칸의 성지에 의해, 소림 장로에게 말해 주어라.

       b. 禿魯黑台、不花兩個傳奉蒙哥皇帝聖旨，道 林長  : <蒙哥汗, 12

54년 성지> (道 , 照那斯圖, 1993;2005, 몽골어 원문은 204p, 직역체 번역은 

205p ※祖生利(2000,하)에는 <(24)一二五四年登 林寺聖旨碑>) 투룩타이와 

부카 두 사람은 몽케 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소림장로에게 말하노라. (※ “道 ”에

서 “ ”를 “~~에게”로 보아 “소림장로에게 말하노라”라고 번역하 으나, 몽골어 원

문이 “말해 주어라 (ügülǰü ögtügei)”임을 보면, “ ”는 “주다(ög-)”의 직역일 수 있

을 듯하다. 만약 그렇다면, 백화비에 보이는 수 많은 “道 ”는 지서를 구두로 전달

하던 상황의 흔적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위의 몽케칸 1254년 성지는 聖旨가 처음에는 구두로 전달되었음을 추정케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도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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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을 추정케 한다.

(14) 宣差阿里鮮面奉成吉思皇帝聖旨：((2)一二二三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

碑) 선차 아리선이 면대하여 칭기스 황제의 분부(성지)를 받들었다.

또 하나 흥미 있는 것은 몽골어 旨書 서두의 음성형식이다. 앞 2절의 1소절 예

문 (3)을 보면, 서두에 “mo3ƞ-k‘ (항구한)”32)가 나타나는데, 이 표기는 다소 논란

이 있다. 파스파 문헌에서 漢語 地名이나 불교 용어 등을 제외하고 몽골어 부분에

서 /k‘/는 음성모음33)과만 결합하며, 몽골문어에서도 음성모음과 결합하여 

“möƞke”에 해당하는 음으로 표기 되고, 현대 몽골어에서도 칼카 방언에서 möƞxö, 

칼묵 방언에서 möƞkö, 코리 부리야트어에서 müƞxe 등으로 음성모음으로 표기되고 

있다.34) 즉 예측되는 표기는 마어오엉 카어 meoƞk‘e 인 것이다. 이에 대해 포페

는 “mo3ƞ-k‘ ”가 잘못된 표기인데, 시간이 오래 되면서 이 오류 표기가 굳어진 것

이고, 居庸關 石壁에 나타난 “monk‘e”가 비교적 제대로 된 표기라고 하 다. 반면

에 照那斯圖(1982; 1990, 75p)는 moƞk‘a, moƞGa, moƞk‘e, moƞga 등 여러 가

지 표기를 보이는 것은 각기 다른 방언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 있으며, 혹은 이것이 

원래 돌궐어의 借字로서 당시 독음이 안정적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는

데, 후자에 더 큰 가능성을 두었다. 그런데 만약 독음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실제 

상당히 혼란된 표기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해당 부분이 마손 되어 

32) 《巴文匯編》에서 呼格吉勒圖와 薩如拉는 두 가지 표기 체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轉寫

(transliteration; 파스파자모와 로마자를 일대일 대응시키는 것)”와 “標音

(transcription, 통용 철자화 하는 것, 흔히 말하는 ‘轉寫’)”이다. 파스파자는 음절 내 

위치에 따라 음절의 첫머리(字頭), 음절 중간에서 자형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

서 “transliteration”할 경우 중복되는 異形철자를 표현할 필요가 있는데, mo3ƞ-k‘의 

“o3”과 같은 숫자는 동일 철자의 분류숫자를 나타낸다. 

33) 혀뿌리( 根)가 뒤로 수축하여 후두가 緊張되는 모음을 陽性모음, 후두가 긴장하지 않

고 혀뿌리가 뒤로 수축하지 않는 것(不緊張=鬆)을 陰性모음이라 한다.(淸格爾泰, 

1992, 10p) 그런데 후두의 긴장ㆍ수축 여부는 혀의 위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적(ex.몽골어 교재 등)으로는 후설모음을 양성모음, 중설-전설모음을 음성모음으로 

이해해도 무난하다. 몽골어는 양성모음-음성모음의 相補性이 뚜렷하므로 위구르식 몽

골자에서는 하나의 글자가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두 가지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 

34) NICHOLAS POPPE(1941; 1957, 7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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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볼 수 없는 것 (§17, 20, 21, 26, 32, 33)을 제외하면, 현존 파스파문헌에서 

“moƞɡɑ”는 1회, “moƞk‘e ”가 1회 (§39, 이것은 旨書가 아니라 거용관 석벽에 있는 

종교 공덕문의 일부)이고, 나머지는 “moƞk‘ɑ”가 31회이다. 그리고 황제가 수여하는 

금은의 長牌 (현존하는 것은 4개, §42에 1개, §43에 3개) 네 곳에 모두 “moƞk‘ɑ”
이다. 반면 《元朝秘史》에는 “長生”이 14번 나오는데 모두 “蒙客”로 音譯하 고, 이

것을 유원수(2006)는 “müngke”로 전사하 다. 道 의 上揭書들에 의하면, 위구르

식 몽골문에서는 “음성모음+양성모음”형식인 “mongke”로 전사된다. 즉, 실제로 다

양한 표기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元朝秘史》의 원문에 대해 照那斯

圖(1988)는 위구르식 몽골자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다면 대체로 위구르식 몽골

자는 “mongke”나 “müngke”의 두 가지이며, 파스파 문헌은 “moƞk‘ɑ”가 다수를 점한

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元朝秘史》는 특정 필사자가 단시간에 작성한 것인 반면 

旨書는 백년의 시간에 걸쳐 다양한 사람에 의해 작성된 것이다. 그럼에도 문서체계 

내에서는 상당히 일관된 표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旨書의 경우 습관적이

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일관된 발음 체계를 선택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

다면 그것은 문서를 작성했을 때 시각적 요소 혹은 구두로 발화할 때 청각적 요소, 

둘 중 하나를 염두에 둔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먼저 시각적 요소와 관련하여 “mo3ƞ-k‘ ”를 포함한 상투어의 書寫 양식을 살펴보

자. 

우선 다음 페이지 圖1의 <薛禪皇帝 牛年(1277-1289) 聖旨>가 일반적인 성지

의 구성이다. 백화비로 말하면, “長生天氣力裏 / 大福蔭護助裏 / 皇帝聖旨”의 세 

줄이 상단에 위치하고, 포고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에 대한 열거가 하단에 세 줄 놓

인 뒤, “聖旨 (혹은 懿旨, 令旨 등)”가 줄바꿈 해서 첫머리(擡頭)에 나타난다. 이

것은 石刻 당시의 모양이 아니라 문서 旨書 자체도 이런 형식이었던 듯하다. 앞서 

1절에서 번호 뒤에 윗첨자 별표 표시한 문서 상태의 지서도 양식이 동일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구성은 “聖旨”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기 위해 형식요건을 상당히 고려

하 음을 알 수 있다.

파스파문자는 /ɑ/를 형식으로 표기한다. 즉 /ɑ/에 대한 전용 문자가 없고, 음

절 구성 원칙에 의해 뭔가 하나가 빠졌다면 /ɑ/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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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1]薛禪皇帝 牛年(1277 또는 

1289) 聖旨

[圖2]薛禪

皇帝 牛年

(1277-12

89) 聖旨3 

[圖3]薛禪

皇帝 龍年

( 1 2 8 0 ) 

聖旨

 [圖4]完

篤皇帝 馬年

(1294) 聖

旨

[圖5]完

篤皇帝 狗

年(1298) 

聖旨 

[圖6]完
篤皇帝 

牛年(13

01) 聖

旨(紙)

[圖8 ]普

顔篤皇帝

虎年(131

4)聖旨1

[圖10]
妥歡帖睦

皇 帝 

兎年(135

1) 聖旨

[圖7]普

顔篤皇帝 

牛年(131

3) 聖旨

[圖9 ] 普

顔篤皇帝 

虎年(131

4) 聖旨2 

“moƞk‘ɑ d ƞri-yin k‘ü ‘ün-dür”는 낱문자 20개, 빈칸 7칸 해서 모두 27칸으로 표

현되고, “y ke su ǰɑli-yin ih n-dür”는 낱문자 21개, 빈칸 8개, 모두 29칸으로 표

현된다. 이것을 균등하게 표기할 경우 전자가 후자 보다 짧게 되며, 圖1, 圖2는 이

러한 상황을 반 하고 있으며, 圖5도 다소나마 왼쪽이 짧다. 그러나 “moƞk‘ɑ 

d ƞri-yin k‘ü ‘ün-dür”가 후자의 “y ke su ǰɑli-yin ih n-dür” 보다 짧게 표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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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시각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게 느껴졌던 듯한데, 위에 있는 여러 성지들은 

여백을 조정하여 좌우 문장의 길이를 같게 하 으며, 심지어 圖10과 같이 왼쪽이 

더 긴 경우도 있다. 가령 시각적 효과만 고려한다면, “d ƞri(하늘)”까지 제 발음대

로 표기하여 “meoƞk‘e t ƞgri-yin k‘ü ‘ün-dür”로 두 문자(어, 그)를 더 넣어 주는 

것이 좌우 대칭에는 유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moƞk‘ɑ”가 시각적으로 “moƞk‘e” 보다 유리하지 않다. 따라서 

“moƞk‘ɑ”는 청각적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위구르식 몽골어나 《元

朝秘史》, 초기의 파스파 문서인 <§1>의 薛禪황제 성지 등을 볼 때, 발음 원리로는 

“moƞk‘e”가 보다 일반적이라 보면, 성지에서는 의도적으로 개구도가 좀 더 큰 발음

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다. 결국 이 역시 口頭 포고의 흔적이 아닌가 한다.

Ⅳ. 결론

이상에서 蒙元 포고류 공문의 형식적 특징,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구에 대한 해

석과 정리의 문제를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정량적 분석도 진행하 다.

우선 오탈자의 문제부터 검토하 다. 기존 연구서, 주로 이 연구에서 저본으로 

삼은 텍스트부터 검토한 것은 1차 자료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데, 보다 선명한 인자료가 출간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소 한계는 있으나 현재 

1차 자료의 오탈자 상황을 살펴보면 성지에서 오탈자를 흔히 볼 수 있다. 이것은 1

차 작성자의 실수일 수도 있고, 2차 石刻 의 오류일 수도 있다. 문서 상태의 성지

에서도 誤字가 있는 것으로 보아 파스파자가 쓰기 쉽지 않아 작성자들이 더러 실수 

하는 듯하다. 어쨌든 성지라고 해서 글자 한자 한자까지 심혈을 기울이지는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旨書의 서두에 사용되는 상투어는 지서의 등급별로 출현 상황이 다르다. 

이글에서는 서두 상투어를 기타 포함 6종류로 나누었으나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은 크게 보면 세 종류로서 “長生天氣力裏”(B류), “大福廕護助裏”(C류), “皇帝聖

旨裏”(D류)이다. 이들은 우선 황족과 비황족으로 크게 구별된다. 황족은 B, C를 

모두 사용하지만 비황족은 C만을 사용한다. 황족 내에서도 미세한 차이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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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는 일반적으로 B, C를 모두 사용하지만, 왕후나 태자는 (특히 태자는 더욱 더) 

B와 D를 묶어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동일한 B류라 해도, 성지는 수식어를 포

함하며 비교적 글자수가 많은 표현을 사용하고, 懿旨나 令旨는 글자수가 적은 쪽을 

사용한다. 예컨대, 백화로는 공히 “福蔭”으로 번역되지만 몽골어 원문에서 성지는 

“su ǰɑli”이지만, 懿旨나 令旨는 짧게 “su”만 쓴다. 성지의 서두에서 여처격 

-dür/dur를 쓰는 것은 “권위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으로, 황제 혹은 황족은 항구한 

하늘이나 큰 복덕과 함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동일하게 “裏”로 

번역되지만 비황족은 기구격인 “-iyɑr”를 쓴다는 점과 비교된다.

셋째. 아마 몽원 초기에 나타난 현상일 것으로 보이나, 당초에는 성지를 구두로 

전달했던 듯하다. 구두전달문은 화자(황제)가 가서 이러저러하게 전달하라고 하는 

말까지 전달하 으므로, 이론상으로 따지자면 실제 성지의 범위에 대해 혼돈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넷째. 몽골어는 모음조화를 상당히 엄격하게 지키는 언어이며, 심지어는 양성모

음은 후설자음과만 결합하는 등 특정 모음은 특정 자음과만 결합하기도 한다. 그런

데 예외적인 단어가 서두 상투어에 나타나는 “moƞk‘ɑ”이다. 당시 여러 가지 異音이 

있었을 것 같은데 파스파 문헌, 특히 旨書에는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면 “moƞk‘ɑ”이 

나타나고 있다.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것 같지는 않으므로, 일반 대화에서와 달리 

성지를 포고할 때는 발음을 달리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이상의 고찰은 몽원 시기 旨書를 이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을 듯하다. 

예컨대, 《高麗史》에 수록된 1231년의 몽골 첩문 2편은 실제로 문장이 완전하지 않

은 듯하며 따라서 해석이 난해하고 이론도 많다.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전문적인 

두 편의 논문이 발표된 바 있다.

朴英綠, <《高麗史》蒙古 直譯體白話 牒文 二篇의 解釋的 硏究>, 《中國 語硏

究》 제44집, 韓國中國 語學 , 2013년.

宋基中, <《高麗史》에 수록된 두 편의 蒙古軍 牒文>, 《震檀學報》 제118호, 震檀

學 , 2013년.

박 록(2013)은 1231년 몽골 공문에 대한 선행 연구에 대한 파악 없이, 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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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어 문헌 및 원대 백화비를 검토하여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며, 

宋基中(2013)은 Cleaves(1979), Ledyard(1963), 村上正二(1960) 등 이 공문

에 대한 해외의 선행연구를 풍부하게 활용하여 어구와 단어 하나 하나에 대해 세밀

하게 검토하고 있다. 아쉬운 것은 이 두 편의 연구가 상호 존재를 모른 상태에서 

진행되어 상호 보완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소간에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

을 안고 있어 보인다는 점이다. 당초에는 Ⅲ장 (특히 3장의 2절)논의와 관련하여 

兼論으로 함께 다루려 하 으나 분량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는 다음 논문에

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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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研究元代漢語， 要先了解蒙文的句法，因爲元代漢語持有蒙文直譯體的

語 特徵。有些學 這個直譯體漢語在當時真實口語中的常用度抱有懷疑，
把元代白話另叫爲“純粹白話”，但在這兒先不討論其口語性和常用度的問題。
因爲目前還保留著眾多元代直譯體文獻，同時元代白話文獻裏或多或 出現反

映直譯體的表現，所以這個直譯體漢語不能否認是元代漢語的主要組成部分。
看以往研究，主要注重于-啊, -行, -裏, -上頭, -麽道- 等後置詞的用法，比

如其來源、意味格、用例等。但既然說“直譯”， 要蒙文原文和漢語的 應關

係， 這方面的研究，本人已有幾篇文章，這次主要討論形式上的問題。說形

式，一般認為次要東西，但是如已把握基本內容的前提下，文獻的形式可以提

供爲理解文章內容的寶貴質料。比如說“長生天氣力裏”裏面“裏”的用法，其實相

當簡單，是 處格，但如提到其真正含義是甚麼、用現代漢語或 用韓文怎麼

翻譯，反而很難說。我們重新整理“長生天氣力裏”類套話的出現情況，同時進行

蒙文原文的比 ，可以發現直譯體裏面用同一個“裏”，而蒙文有 處格和工

具格的區別，所以 處格用的“裏”和“-dür/dur”不能用工具格來理解，同時皇族

的佈告文和非皇族的佈告文不能融通地放在同一個公文的款式裏。此文先討論

以往研究文章和原文獻裏的錯別字情況，然後 佈告文冒頭的套話進行分類、
出現情況，又討論冒頭套話當中“moƞk‘ɑ”的問題。這樣的研究 韓國歷史研究

也 帶來一定的幫助，因爲高麗長達 近一百五十年的時間收到蒙元的影響，
而《高麗史》等韓國史書裏記有許多蒙文直譯體牒文。

【主題語】

直譯體漢語, 漢兒 語, 八思巴文獻, 中世蒙古語, 公文序頭套語, 襲用語, 蒙古語 

處格, 蒙古語 工具格, 蒙古語 漢語 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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