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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白話碑란 말 그대로 碑石의 문장이 白話體로 기록된 것을 말한다. 현존 白話碑

는 기본적으로 황실, 조정 등 官府에서 각 종교단체들에 수여한 혜택과 그에 따른

의무(황실의 안녕을 기도함)를 담고 있는 포고문이다. 포고의 주체에 따라 聖旨(황

제의 포고문), 懿旨(황후), 令旨(태자), 法旨(帝師), 鈞旨(고급관료) 등과 구체적

사안의 처리를 담은 공문인 給文 등이 있다. 이들을 통칭하여 旨書라 한다. 이러한

旨書의 원문은 몽골어이지만, 元代 중국어 번역문과 함께 하달되거나, 혹은 旨書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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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백화비 예시] <(§5) 完者篤皇帝 馬年(1294) 聖旨>

좌:앞면, 파스파문 몽어, 우: 뒷면, 白話 漢字

를 받은 단체에서 당시

백화로 번역하였다. 그리

고 이러한 특혜를 받게

된 사찰에서는 이 내용

을 長久히 게시하기 위

하여 碑石으로 제작한

것이다.

현존하는 비석이나 文

集에 기록된 상황으로

볼 때, 몽골어 원문의 기

록에는 주로 파스파문자

가 사용되었으나 위구르

식 몽골자(몽골 舊字)도

사용되었고, 티벳 문자로

기록된 것도 있다. 漢語 번역에도 元代 白話 외에 古文으로 번역된 것도 있다. 따

라서 ‘旨書’를 연구한다면 티벳문자, 위구르식 몽골자, 파스파문자의 몽골어 원문,

그리고 백화문과 고문 번역이 모두 연구대상이 될 수 있으나 ‘白話碑’를 연구한다고

할 때는 白話文으로 기록되었고 白話碑 실물이 현존하거나 적어도 拓本이 남아 있

는 것으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蔡美彪(1955)의 白話碑 集錄에서 10개의 旨書類

가 부록으로 실려 있는데 이들은 모두 원대 白話體로 기록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들이 碑刻 원문이 현존하지 않고 다른 문

집에서 발췌한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 부록 (3)의 <一二五八년 忽必烈令

旨>(蔡美彪, 1955, 103p)를 보면 “長生天底氣力裏, 蒙哥皇帝福廕裏薛禪皇帝潛

龍時令旨(항구한 하늘의 힘 아래, 몽커 황제의 복덕 아래, 세천황제 등극 전의

영지)”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태자시절에 포고한 원문일 수는 없는 것이다. 한

편 蔡美彪(1955)에는 또 다른 부록 7편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역시 元代의 旨書

이지만 백화문이 아니므로 연구의 직접적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白話碑’라는 말 자체에서 이미 ‘元代 몽골어에 대한 白話 直譯’이라고 하

는 기본적 언어 특징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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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가 바뀔 때마다, 종교 단체와 사찰에 변동이 생길 때마다, 종교 교단이나 사

찰들 간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旨書가 포고되었으므로, 원대에는 이러한 백화비

가 무수히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元 멸망 이후 이들은 상당수가 逸失되었는데, 이

에 대한 集錄으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있다.

(1) 陳垣의 집록

중국인 최초의 집록으로서, 1917년 陳垣이 그의 저서 《元也里可溫敎考》의 한

章으로 ‘也里可溫(원대에 景敎와 천주교를 포함하여 기독교에 대한 총칭)’과 관련

된 20여 종의 백화비를 수집한 것이다.

(2) 馮承鈞의 《元代白話碑》, 商務印書館, 1931년.

최초의 전문 집록서로서 40여 편이 수록되었다.

(3) 蔡美彪, 《元代白話碑集錄》, 科學出版社. 1955.

앞서의 두 집록을 포함하여 모두 94종을 수록하고, 부록 1⋅2에 각각 10종, 7

종을 수록하고 있다. 이 집록의 부록 1은 原碑나 拓本이 없어 원문과 비교할 수

없는 백화비, 부록 2는 그 문체가 여타 백화비와 확연히 달라 백화비라 하기는 어

려운 것들이다. 이 책은 拓本을 영인한 것이 아니라, 楷化 인쇄하여 標點을 찍고,

상당한 분량의 각주를 첨가하여 두고 있다. 이 책에서 原 拓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아쉽지만, 향후 연구를 위한 중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蔡美彪의 《元代白話碑集錄》은 臺灣 新文豐出版公司에서 《石刻史料新編》 제3

집 권4 (1982년)로 재간행 한 바 있는데, 蔡美彪가 대륙 학자인 관계로 이 《石刻

史料新編》에서는 이름을 蔡彪라고 적고 있다. 이글에서는 臺灣 新文豐出版公司本

을 참고하였다.

(4) 祖生利의 《元代白話碑集錄校注(草稿)》, 중국사회과학원, 2000년.

이 校注本은 祖生利(2000)의 중국사회과학원 박사학위 논문 《元代白話碑文硏

究》의 부록이다. 이론연구 부분을 ‘上篇’이라 하고, 校註 부분을 ‘下篇’이라 하고 있

다. 이 집록에는 蔡美彪의 《元代白話碑集錄》을 포함하며, 이후 발견된 백화비를

보충하여 모두 118종을 수록하고 있다. 이 집록에서 祖生利는 백화비문에 대해 상

당히 자세한 校注를 붙이고 있어, 이 방면의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문헌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문 자료(影印本을 포함하여)를 입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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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원대 백화비의 탁본 자료는 입수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글에서 연구 저본

으로 잡은 것은 위 祖生利(2000)의 《元代白話碑集錄校注(草稿)》이다. 碑文의 연

구에서는 字形과 행의 배치 같은 형식도 중요한 고찰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원문을 입수하기 어렵다는 점은 현대의 백화비 연구자들에게

있어 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元代白話碑集錄校注(草稿)》에는 모두 118편이

집록되어 있는데, 《八思巴字蒙古語文獻匯編》에 수록된 <(§5) 完者篤皇帝 馬年

(1294) 聖旨>가 빠져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면 현존본은 모두 119편이 된다.

한편, 일반적으로 ‘원대 백화비’라 통칭하지만 元(1271-1368)제국 이전인 몽골

제국의 칭기즈칸에서 4대 몽케칸이 하달한 聖旨도 포함된다.

원대 백화비는 대표적인 직역체 문장인데, 원대 직역체 문장의 일반 특징, 예컨

대 명사의 각종 접사나 동사의 변화형이 어떻게 반영되는가하는 것은 이미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어느 정도 연구가 되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定量분석의 수치

보다는 백화비 文句에 대한 엄밀한 검토 및 몽골어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들도 활

용할 수 있는 資料化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으로 각 세부

분야별로 나누어 발표하게 될 것이다. 다만 세부적 검토를 위하여 일반 특징에 대

하여도 다루어 두지 않을 수 없으므로, 백화비의 일반 특징, 몽골어 원문과 백화

번역의 관계 등에 대해 정리하고, 특이 사례에 대한 검토를 다룰 것이다.

▢ 범례
a. 祖生利의 《元代白話碑文硏究》는 이론연구편과 그 부록인 《元代白話碑集錄

校注(草稿)》의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페이지가 각각 달리 매겨져 있으므로

이론연구 부분을 ‘上’, 校註부분을 ‘下’로 표시한다.

b. 백화비 원문을 祖生利의 《元代白話碑文硏究》에서 인용할 경우 <(번호) 제

목> 형식으로 표시하고, 呼格吉勒圖, 薩如拉의 《八思巴字蒙古語文獻匯編》에서 인

용할 경우 <(§번호)제목> 형식으로 표시한다.

c. 전사표기는 인용 원문(주로 위 b에 제시된 두 문헌 및 포페 1954, 1957 등)

에 제시된 표기를 따르되 편의상 일부는 통일한다. ex) ĉ와 č는 č로 통일, ĵ와 ǰ는 ǰ

로 통일 등.

d. 파스파문자는 원래 세로쓰기가 원칙이지만 조판상의 문제 때문에 이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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碑額

左

㉠ 캬점나 쟈옽 롸이 롸 쟈이

碑額

右

 쉼어옽 그우 사나 쟈롸 리이캬

㉡q·n ǰo1-ri1-r-ǰi1 ’eo1-ɡu2-s<e>n ǰr-li1q
㉢qān

칸

ǰorirɑǰi의도하여

칸이 특별히 생각

하여
öɡüsɑ<e>n준

ǰɑrliq성지

내린 성지

㉣皇恩特賜 황은으로 특별히 하사

한
聖旨譯本 성지의 번역본

01

moƞk‘ɑ영원한

dėƞri
하늘

-yin
의

k‘üč‘ün
힘,위력

-dür
에

영원한 하늘의 힘 아래

長生天氣力裏 영원한 하늘의 힘 아래

02

yėke
큰

su ǰɑli복덕

-yin
의

ihēn
보호

-dür
에

큰 복덕의 보호 아래

大福蔭護助裏 큰 복덕의 보호 아래

글자를 90° 회전시켜 가로쓰기로 한다.

Ⅱ. 原文 釋例

白話碑의 언어표현과 형식의 일반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하나의 聖旨를 예시

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여기에서 예로 드는 것은 呼格吉勒圖ㆍ薩如拉(2004)의

집록 중 <(§5) 完者篤皇帝 馬年(1294) 聖旨>인데, 이것은 祖生利(2000)의 집록

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 <(§5) 完者篤皇帝 馬年(1294) 聖旨>는 旨書의

몽골어 원문에 대해 많이 다루고 있는 照那斯圖나 道布 등의 기존 논문에서 다루

지 않았던 것이기도 하다.

아래 어휘설명에서 문법적 사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장의 내용을 먼저 보

아두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아래 예시에서 ㉠은 파스파 원문, ㉡은 轉寫(파스파

자를 그대로 일대일 로마자 표기 한 것), ㉢는 標音(파스파표기를 실제 어휘로 표

기한 것), ㉣은 백화비의 漢字표기이다. 아래에서는 ㉢㉣만 게재하기로 한다. 번역

은 몽골어 원문과 백화문을 각각 게시하였다. 그리고 예시문의 아래에 몇 가지 보

충사항을 부기하여 두었다. <>는 파스파 원문의 誤字에 대한 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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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qān
황제

ǰɑrliq성지

mɑnu우리의(후치)

č‘eri·
군대

üd
들

-ün
의

noyɑd관인들

-dɑ에게

č‘eriɡ hɑrɑn군인(군인+백성)

-ɑ에게

bɑlɑqɑd도시들

-un
의

dɑruqɑs다루가치들

-dɑ에게

noyɑd관리들

-dɑ에게

yorč‘iqun
오는

yɑbuqun
가는

ėlč‘in
사신(전령)

-e
에게

dūlqɑquė알리는

우리들 황제의 성지. 군대들의 관인들에게, 군인들에게, 도시들의 다루가치들에

게, 관리들에게, 오가는 전령들에게 알리는

皇帝聖旨 管軍的官人每根底 軍人每根底 管城子每的達魯花赤每根底 官

人每根底 經過的使臣每根底 宣諭通知

황제성지. 군을 관리하는 관인들에게, 군인들에게, 도시를 관리하는 다루가치들

에게, 관리들에게, 지나가는 사신들에게, 알려 통지하는

04

ǰɑrliq성지

성지

聖旨 성지

05

ǰiƞɡis징기스

qɑn칸

-u
의

bɑ도 ök‘ödeė오고타이

qān
칸

-u
의

bɑ도 징기스칸의 것에서도, 오고타이칸의 것

에서도

成吉思皇帝的 月闊台皇帝的 징기스황제의, 오고타이황제의,

06

seč‘en
세천

qān
칸

-u
의

bɑ도 ǰɑrliq성지

-dur
에서

doyid
(불교)승려들

ėrk‘e·üd
(경교)승려들

senšhiƞud
(도교)도사들 ɑlibɑ무엇이든 ɑlbɑ세금,과배

qubč‘iri
세금

ü lü
안(~하지말라)

üǰem<n>
보다(세금내다)

dėƞri
하늘

-yi
을

ǰɑlbɑri기도하

ǰu
며

hirü·er
축복

öɡ주 ün며 ɑ있t‘u-
~하라

세천칸의 것에서도, 성지에서, 화상들, 에르크운들, 도사들은 어떤 세금이든 내

지 말라, 하늘에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있어

薛禪皇帝的聖旨裏 和尙每 也裏可温每 先生每 不揀甚麼差發 休出者 告

天祝壽者 세천황제의 것인 성지에서, 화상들, 에르크운들, 도사들은 어떤 차발

이든 가리지 말고, 내지 말라, 하늘에 고하여 축수하라.

07

qɑi ɡē~라고 말

k‘de
되어 ɡse었

d
들 ɑ있ǰu·uė었다

ėdü·e
지금

ber
~라면

bö·esü uridɑ앞

n-u
의

-라 라고 말 되어있었다. 지금인즉 앞의

道有來 如今依在先的 말했었다. 이제 앞선~에 의해

8

ǰɑrliq성지

-un
의

yosu
도리

·ɑr의해 ɑlibɑ무엇이든 ɑlbɑ세금,과배

qubč‘iri
세금

ülü
안(~하지말라)

üǰem<n>
보다(세금내다)

dėƞri
하늘

-yi
을

ǰɑlbɑri기도하

ǰu
며

hirü·er
축복

öɡ주 ün며 ɑ있t‘u-qɑi~하라 ɡē~라고말

n
해

tɑydu-lu
대도로

-dɑ에 qɑriyɑt‘u속하는 ɡei-ǰiw계주

-

성지의 도리에 의해, 어떤 과배건 세금이건 내지 말라, 하늘에 기도하며, 축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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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있어라라고 말하며, 대도로에 속하는 계주

聖旨的体例裏 不揀甚麼差發､ 科税 休出者 天根底 禱告祝壽與者麼道

屬大都路的薊州 성지의 체례에 의해, 어떠한 차발이건 과세건 가리지 말고, 

내지 말라. 하늘에 기도하여 축수 해 주어라라고 말한다. 대도로에 속하는 계주

9

piƞ-yeu-hven
평욕현

šuė-piz<ƞ>-šɑn서병산

-dur
에

bük‘ün
있는

heiƞ-leuƞ-zhi
흥융사

-

tsiƞ-ƞėm-du-lɑw정엄도로

-fɑ-ƞėm-zhi
화엄사

süme
사찰

s
들

-dür
에 ɑ있qun는

t‘ɑy-ǰɑƞ-lɑw태장로

heiƞ-ɡjɑw흥각

qoyɑr둘

-ɑ에게

bɑri가지

ǰu
고

yɑbu·ɑi갈

평욕현 서병산에 있는 흥융사 정엄도로 화엄사 사찰들에 거주하는 태장로와 흥

각 두 사람에게 보존해야할

平谷縣 瑞屏山裏(有的 興隆寺 淨嚴都老 華嚴寺裏有的 太)長老､ 興覺
二個根底 將着行的 평욕현 서병산에 (있는 흥융사, 정엄도로, 화엄사에 있는 

태)장로와 흥각 두 사람에게 지니고 있을

10

ǰɑrliq성지

öɡ주 beė
었다

ėden
이들

-ü
의

sümes
사찰들

-dür
에 ɡeyid집,요사채

-dür
에 ɑnu그들의

ėlč‘in
사신,전령

bu
不

bɑ·u머물다

t‘uqɑi~하라

ulā
역마

ši·üsü
급량

bu
不

bɑri잡다

t‘uqɑi~하라

ts‘ɑƞ倉,地稅

t‘ɑmqɑ商稅

bu
不

öɡ주다

t‘üɡeė~하라

sümes
사찰들

-

de
에 ɑlɑ강조어기

성지를 주었다. 이들의 사찰들에 그들의 요사채에 전령들은 머물지 말라. 역마

와 양식을 취차지 말라, 지세와 상세를 내지 말라. 사찰들에

聖旨與了也 這的每的寺裏頭(?)的 他每的房舍裏 使臣(休安下者 鋪馬､ 
祗應 休要者 稅粮休與)者 但屬寺的

성지를 주었다. 이 사람들의 사찰에 속하는 것, 저들의 집에 사신은 (머물지 말

라, 역마, 양식은 갖지 말라, 세곡은 내지 말)아라. 사찰에 속하는 것이라면

11

qɑriyɑt‘ɑn속하는

qɑǰɑr땅

usun
물

bɑq園林 t‘eɡirmed
방아들

dėm
店

k‘ebid
가게들

qɑlɑ·un usun
뜨거운 물(욕탕)

yɑ·u무엇

d
들

k‘ed
것

-i
을 ɑnu

그들의

buli
가지다

ǰu
해서

t‘ɑt‘ɑ끌어가다

ǰu
해서

bu
不 ɑb갖다

t‘uqɑi~하라

ėne
이

bɑsɑ또

t‘ɑy-ǰɑƞ-lɑw태장로

-heiƞ-ɡjɑw흥각

qoyɑr둘

속하는 땅, 물, 과수원, 물방아, 가게들, 목욕탕, 그들의 것이라면 무엇이든 가져

다 끌어서 갖지 말라. 또한 이 태장로와 흥각 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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園地､ 土水､ 碾水磨鋪席店舍(浴堂 不揀甚麽 休奪要者 更這太)長老興

覺二個他每 원림, 땅과 물, 물방아, 포석과 가게 (목욕탕, 무엇이든 가리지 말

고 갖지 말라. 그렇다고 이 태)장로와 흥각 두 사람들은

12

ǰɑrliq성지

t‘ɑn있는사람 ɡē~라고

ǰü
해서

yosu
도리

üɡe·üė아니다

üėle
일,행위

s
들

bu
不

üėled
~하다

t‘üɡeė~하라

üėled
~하다

ü·esü
~면(조건)

ülü·ü
안~~인가?

ɑyu겁내다

qu
~하는

m un
이다→같은 것

성지 있는 사람들이라 하면서,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말아라. 한다면 겁 

없는 것 아닌가?

聖旨麽道 無体例的勾當 休行者 無体例的勾當行呵 (他每不怕那甚麽)

성지라고 하면서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지 말라.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다면 (그들은 겁 없는 것 아닌가?)

13

ǰɑrliq성지

mɑnu우리의

morin
말의

ǰil
해

ǰun
여름

-u
의

heč‘üs
끝,마지막

zɑrɑ달

-yin
의

hɑrbɑn10의

qoyɑr2

-ɑ에 šɑƞdu상도

-dɑ에 büɡüė있다

-dür
(때)에

bič‘i
쓰다

beė
었

liw-zhi-ǰiƞ
유 사정

bič‘i
쓰다

beė
었

우리의 성지는 말해 여름의 마지막달의 12일에 상도에 있을 때 썼다. 유사정이 

썼다.

聖旨俺的 馬兒年六月十二日上(都有時分寫來 劉嗣正寫來)

우리의 성지, 말해 6월12일 상(도에 있을 때 썼다. 유사정이 썼다.)

보충설명:

㉮ ǰorirɑǰi : 白話碑와 《元朝秘史》에서 이에 해당하는 여타 용례를 찾지 못하

였다. 아마 “ǰori-”와 관계 있는 듯하다. “ǰori-”는 <(§40) 居庸關石刻 (西壁)>의 5

문단, 6문단에 각각 “ǰoriq”, “ǰoriqsan”의 형식으로 사용된 용례가 있다. 포페(194

1;1957, 125p)는 각각 “striving”, “to strive”로 풀이하고, 번역에서는 “endeavo

r(포페,1941;1957, 65p)”라 하고 있다. 포페는 “ǰori-”를 “노력하다”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ǰori-”에는 “~에 뜻을 두다, 지향하다”의 의미가 있다. 《蒙古

語族語言詞典》(孫竹 1990, 453p)에서는 “зopиx”에 대해 “to strive for, intend

to, make one's way to, 意圖, 指向”이라 풀이하고 있다. 따라서 “황제가 특별히

뜻을 두어”라 번역할 수 있다.

㉯ öɡüsɑ<e>n : 이 표기 역시 파스파문헌에서 다른 용례가 보이지 않는다. 白

話碑의 對譯은 “öɡüsɑn ǰɑrliq”을 “聖旨譯本”이라 하고 있지만, 몽골어 원문에서

“譯本”이라 말했을 리는 없다. “öɡüsɑn”은 “öɡ- (주다)” 동사의 형동사 과거시의 한

형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öɡüsɑ<e>n”은 모음조화 원리로 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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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가 옳은데 /ɑ/를 쓰고 있어 오류가 있는 것이지만, 이 誤字 /ɑ/는 의도된 것일

수 있다. 몽골어는 모음조화를 엄격히 지키며, 심지어 특정 자음은 음성, 양성 중

특정 모음과만 결합한다 (다음 장 동사변화표를 보면, γ는 양성모음, ɡ는 음성모

음과 결합하는 것이 그 사례이다). 그런데 聖旨 서두의 “moƞk‘ɑ”에서 “k‘ ” 역시

음성모음과 결합해야 하는데, 거의 모든 旨書에서 양성모음 /ɑ/와 결합하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마도 장엄한 느낌을 위해) 旨書 첫머리에서는 양성모음을

선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보면, “öɡüsɑ<e>n”은 의도된 誤字일 수 있는 것이

다. 참고로, 파스파문자에서는 “ɑ”는 표기하지 않는다. 즉 [∅] = [ɑ].
㉰ bɑ : 포페(1941;1957, 119p)는 접속사로서 “and”라 하였는데, 亦隣眞은

포페의 설명이 오류이며, “~도 (也, 还, 有, 达)”의 의미를 가지는 小詞라고 하였

다.

㉱ bɑriǰu yɑbu·ɑi 보존할. “yɑbu·ɑi”는 “가다(yɑbu-)”의 형동사 持續態 형식인

데, 여기에서는 실제 ‘가는 것’이 아니라 虛化되어 “어떤 상태를 지속시켜 나가다”

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지니고 있을, 소유해야 할”로 번역된다.

㉲ ǰɑrliqt‘ɑn 성지를 받은(가진) 사람들. 접사 -tai/-tei는 앞의 명사(어근)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t‘ɑn/-t‘en은 -tai/-tei의 복수형이다. (포페, 1954;1

992, 83pp)

給文을 제외하면 旨書의 구조는 대개 위의 사례와 같다. 다만 懿旨, 令旨, 鈞旨

등으로 직급이 내려 갈수록 서술 내용이 좀 더 구체화 되는 경향이 있다. “長生天

氣力裏, 大福蔭護助裏”는 皇帝와 聖旨가 權威를 가질 수 있는 權威의 出處를 나

타낸다. 황제의 권위는 하늘과 하늘의 큰 복덕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지만, 황제 아

래의 황후, 태자, 고급관료 등은 황제로부터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이어서, 懿旨 아

래로는 대개 “(長生天氣力裏,) 皇帝福廕裏”로 시작되며 “長生天氣力裏”는 쓰지 않

는 경우도 많다.

Ⅲ. 일반특징

원대 백화비의 원문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公文이며, 백화비 언어의 특징은 이러

한 公文의 몽골어를 축자적으로 직역하였다는 점이다. 축자적 직역의 특징은 주로

명사의 각종 접사와 동사의 각종 변화형에서 나타나고 있다. 《老乞大》, 《朴通事》에

도 元代 直譯體 문장의 특징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들 자료에 대한



326 《中國文學硏究》⋅제45집

연구는 韓中 양국 모두 많이 진행되어 있으므로 元代 直譯體 문장의 언어 특징,

특히 명사의 각종 접사에 관하여는 비교적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1. 어휘와 명사의 접사

앞서 말한 것처럼 어휘와 명사의 각종 접사에 관하여는 국내에서도 여러 편의 논

문에서 조금씩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 중복할 필요가 없으나, 한편으로 논문의

구성상 이를 완전히 생략하기는 어려우므로, 祖生利(2000, 上)를 간략히 요약하

는 제시하는 것으로 하고, 출처 “祖生利(2000, 上)” 역시 간략히 ‘祖’라 하기로 한

다.

(1) 어휘특징

① 원대 백화비에 사용된 기본 어휘는 원대 중국어의 실제 口語에 속한다. 이 점

은 원대 백화비에 俗語詞가 대량으로 존재한다는 점, 동시기의 순수 중국어 구어

문헌에서 용례가 증명된다는 점 등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祖, 30p)

② 그러나 백화비에는 몽골어 및 기타 민족 언어에서 차용해온 어휘들도 적지 않

다. 그 중 대다수는 몽골어의 명사에 대한 음역어이다. (祖, 31p)

(2) 명사의 접사

① 복수표시

몽골어 : -d/-ud, -s, -n, -nar/-ner (祖, 32-33pp)

백화 : 每(‘們’은 1例(95번), 단 신뢰하기 어려움, 祖, 33p)

참고 : 몽골어 복수접사는 명사 외에 대사, 형용사, 수사, 동사, 후치사 등과도

함께 나타남. ‘每’는 모두 605회, 이중 사람을 가리키지 않는 것은 10회 (사례는

祖.35p) 이러한 ‘每’의 용법은 송원대 백화의 ‘們’類와 용법이 기본적으로 일치함.

② 變格形式 (祖, 36-37pp)

主格 : 零形式, 곧 명사의 어간.

목적격 : -i, -yi, 혹은 零形式

소유격 : -u/-ü, -un/-ün, -yin. 소유 혹은 한정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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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처격 : -dur(-dür)/-tur(-tür), -da(de)/-ta(te), -a/-e. 동작, 행위가 미치는

대상, 처소, 시간 및 근거(依據) 등.

道具格(造格) : -ㆍar/-gar, -bar/ber, --iyar/-iyer. 동작, 행위의 실현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 수단, 방식 및 처소, 원인 등.

탈격(離格) : -aca/-ece, -ca/-ce, -daca/-dece. 동작, 행위의 기점, 분리, 원

인, 비교 등.

共同格 : -luɣa/-lüɣa. 동작, 행위에서 同伴하는 대상.

이들 격표지를 나타내기 위해 漢語에서는 주로 어휘적 방식, 즉 虛詞를 사용하

여 나타낸다. 주격이 零形式인 것은 몽골어와 한어가 일치하며, 소유격 부가성분은

한어의 구조조사 ‘的(底)’에 해당한다. 그 외 부가성분은 기능이나 의미가 한어의

개사와 대략 유사하다.

元代의 직역체 백화에서 몽골어의 다양한 격 부가성분들은 간략히 통합되어 몇

몇 한어 방위사로 직역된다. 백화비에서도 상황은 이러하지만, 방위사의 선택과 사

용에 있어 기타 직역체문헌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백화비에서 몽골어 격 부가성

분을 나타내는 방위사로 사용되는 것에는 ‘裏(內)’, ‘根底(的)’, ‘根前’, ‘行’이 있다.

이들의 출현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祖, 43p)

용법

빈도

방위사

목적격

-i, -yi

소유격

-u/-ü,

-un/-ün,

-yin

여처격

-dur(-dür)/-tur

(-tür),

-da(de)/-ta(te),

-a/-e

탈격

-aca/-ece,

-ca/-ce,

-daca/-dece

도구격

-ㆍar/-gar,

-bar/ber,

--iyar/-iyer

총계

裏 1 37 455 61 554

內 8 8

根底(的),

根前
18 4 436 7 465

行 2 2

上/ 上頭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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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예
백화비의 출현

형식

Ⓐ 祈 ① 1인칭 -suɣai/sügei uuɣuy-a 마시자 a. 者(着, 咱)

2. 동사의 변화형식

몽골어의 동사는 변화도 복잡하며 동사의 종류도 극히 다양하다. 이 상황에 대해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지만, 몽골어 동사 체계의 개념을 이해해 둘 필요는 있다.

우선 淸格尒泰(1992, 249~327p, 332~415pp)를 요약하면 몽골어 동사의 문

법적 분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동사

實義動詞

語尾변화류

式動詞 명령식, 진술식

副動詞

단순연접 병렬 분리 연합

제약연접

즉시 후행(跟随) 전제

가정 양보 영접 목적

기회

혼합연접 연속

形動詞

시간 과거시 현재장래시

동태(體) 일상태(經常體) 지속태

특징 주체 가능

語幹변화류

태표시
自動態 使動態 被動態 互動態

同動態 衆動態

동태(體)표시
보통태 잠시태(暫短體) 완성태

청구완성태 진행태

虛義動詞

代動詞

槪稱動詞

聯係動詞

助動詞

이들을 현대몽골어의 용례와 백화비 몽골어 원문에 나타난 변화형, 백화비의 漢

譯에 사용된 형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語尾변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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式

動

詞

使

式

-su/-sü,

-ya/-ye

b. 사역식 :

敎(交)…V+者

(소)敎(交)+주어

+V+者

cf. 부정 :

敎 (交 ) …休
V+者

② 2인칭
-dɣun2

零形式

yabu[∅] (너) 가

라

yabuɣači (너)

가라

③ 3인칭 -tugai2

yabumaici (그

사람) 가게 해버

려

boltuɣai ~되소

서

陳

述

式

④ 과 거

시

-ba2, -bai2, -bi,

-ju․u, -juqui2, -ji

γai2, -jiyi, -luγ
a2, -laγa2, -laγ
ai2, -ligi

yabuǰai 갔다 a. 來, 了, 了也,

了來, 了有

b. 동사일반형식,

助詞없음

⑤
현 재

장 래

시

yabul-a 갔다,

(곧) 갈거다

-mu2, -mui2,

-yu2

bolon-a (~로)

된다

meden-e 알고

있다, 안다

동사+有  
※旨書 특징상 원

문에 ⑤ 잘 사용

되지 않음

Ⓑ
副

動

詞

單

純

連

接

副

動

詞

⑥ 병렬 -cu2, -ju2 yabǰu bain-a 가

고 있다

a. 竝列, 連動,

부사어-술어, 動

補 등 구조

b. 동태조사 着

⑦ 분리
[先行式]

-γad2

ireged bain-a 

가고서 있다(=갔

다)

了 ※원문에 선행

식 많지 않음

⑧ 연합 -n
üǰen üǰen 보고

(또) 보고

制

約
⑨ 즉시

- m a γ č a 2 ,

-naran2,

iremegče 오자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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連

接

副

動

詞

-ngγta2

⑩
후행

( 跟

随)

[條件式]

-basu2, -γasu2,

-qula2

kelekül-e 말하

니까(말하고나서야

ex 말해주니 알겠네)

yabuqul-a-ban

갈 무렵(갈 때 ex 

갈 때 가져가)

❶ 가정(假設) :

呵, 若…呵, 如…
時分, 如, 若

❷ 해당 동작이

다른 동작을 이끌

어 냄 : 以後, 呵

⑪ 전제 -manǰin2 kelemenǰin 말

해야(만)

⑫ 가정 -bal2 (basu2)
(boroɣan) orobal

(비) 온다면

⑬ 양보 -baču2 (yaču2)

(ken) kelebečü (누

가) 말하더라도 (=누

가 뭐라하건)

⑭ 영접 -tal-a2 iretel-e küliyey-e

올 때까지 기다린다

⑮ 목적 qar (quy-a2)
abqar ireǰei 가지

러 왔다

⑯ 기회
-nγ-a-ban (ngγ
uta2 ngge-ben)

yabunɡɣ-a-ba

n 가는 김에

Ⓒ
形

動

詞

시

간

표

시

⑰ 과 거

시
-ɣsan

yabuɣsan 갔다

yabuɣsan baiǰai

갔+있었다

V了/來的(底)

⑱
현 재

장 래

시

-qu2, -qui2,

-qun2, -ɣayi2
irekü 온다, 올거

다
V(+O)的(底)

동

태

(

體)

표

시

⑲
일 상

태

(經常體)

-daγ2

erte bosdaɣ (늘) 

일찍 일어난다, 일

찍 일어나곤 한다

⑳ 지 속

태
-γ-a2

yabuɣ-a 가 있

는

bodoɣ-a üɡei (지

금껏 그렇게)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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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 않았다 (생각해 

본 적 없다)

특

징

표

시

ⓐ 주체 -ɣči2
ülü iteɡeɡči
kümün 믿을 수 없

는 자인 사람

ⓑ 가능 -mar(m-a)2

yabuɣulumar 가

게 할 만한(=보낼만

한)

Ⓓ
態

ⓒ 自動態 零形式
üǰen-e 보고 있다 (= ⑤ 
)

零形式

ⓓ 使動態
-ɣul-/-gül-,

-ɣa-/-ge-

üǰeɡülün-e 보게 한다

[⑤] ※ü는 첨가모음

a. “主動態”로 번역

b. 使役形, 交…動詞
(+者) 

ⓔ 被動態
-ɣda-/-gde-,

-da-/-de-

üǰeɡdeǰü 보여 지고

[⑥]

“主動態”로 번역

※  피동식 ‘被’

ⓕ 互動態
-ldu-/-ldü-

alalduqu 서로 싸우다

[⑧]

a. 副詞 相(厮), 同,

共, 一處(一起)

b. 다른 성분 없는 동

사

ⓖ 同動態 -lča2 tusalalčaqu 서로 돕다

[⑧]

ⓗ 衆動態
-ǰaγ-a2, čaγ
-a2

yabuǰɑɣay-a (다들) 가들

봅시다[①]

Ⓔ
동태

(體)

보통태 잠시태(暫短體) 완성태 청구완성태 지금(正在)진행태 중복진행태

선행(已經)진행태 연속진행태 지속태 연속태 누차(多次)진행태

반복점층(一再)진행태 * 백화비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생략

B. 語幹변화류

[설명]

a. 淸格尒泰(1992, 251p)를 기본으로 하여 일부를 보충하였다.

b. 淸格尒泰(1992)는 내몽골 시린꺼르 방언과 蒙古舊字의 표기에 기초 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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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음표기는 칼카 방언과 다를 수 있고 語尾의 의미도 다를 수 있다. 예컨대 ⓑ
의 “mar”는 칼카방언에서 “~하고 싶다”의 의미를 나타낸다.

c. 음영표시 : 용례는 淸格尒泰(1992)에서 한 두 개의 사례만 제시한 것이며,

실제 어미변화형은 이 보다 훨씬 복잡하다. “A. 어미변화”형에서 음영부분이 어미

이며, 아무 표시 없는 부분이 語幹이다.

d. 일부는 생략하였다. 예 “同動態”, “齊動態” 등

e. 윗첨자 : 몽골어는 음성모음(前舌, 中舌)과 양성모음(後舌모음)의 모음조화

가 뚜렷하다. 따라서 동일 어법표지의 어미가 2종류씩 존재하게 된다. ①, ⓓ, ⓔ,

ⓕ가 그 사례이다. 특정 자음은 음성, 양성 중 특정 모음과만 결합하기도 한다. 위

표에서 ɣ는 양성, g는 음성모음과 결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나타내지

않고 모음조화에 의한 대립쌍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 윗첨자이다. 현대몽골어

는 대개 원순과 비원순까지 따져서 4개의 대립쌍이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윗

첨자 4로 표시하게 된다.

f. ⑱의 -qui2, -qun2 : 현대 몽골어에서 “-qui2”는 명사로만 사용되며 술어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qun2”도 선고전 몽골어에서 사용되었으며, “-qui2”의 복수형이

다.(뽀뻬, 1954;1992, 169p)

위 표에서 ②, ③, ④, ⑥, ⑩, ⑯, ⑰, ⑳, ⓑ, ⓗ에는 모두 “yabu- (‘마시다’의

어간)”가 나타나고 있다. 즉, 몽골어 동사의 분류에 해당하는 ‘式動詞’, ‘副動詞’, ‘形

動詞’란 (한국어식으로 말하자면) 동일 語幹 하에서 語尾의 활용형에 따른 분류인

것이다. 위 표의 ‘어간변화’를 보면 어간 변화 동사 역시 式動詞, 副動詞, 形動詞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몽골어의 實義動詞는 위 세 가지 형식

중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다. 몽골어는 동사의 ‘원형’이나 ‘기본형’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며 다만 ‘어간(詞幹)’이라는 개념을 쓰며, 사전의 표제어로는 “⑱ 形動詞의 현

재장래시 형태”를 사용한다 (즉, 이것이 기본형인 셈이다). 우리말의 기본형과 ⑱의

차이는, 우리말에서 동사 기본형은 문장에 실제 사용될 수 없는 반면 ⑱은 실제 사

용되는 활용형 중 하나라는 점이다. 그런데 단지 동사의 어미 변화임에도 불구하

고, 활용형이라 하지 않고 式動詞, 副動詞, 形動詞의 세 가지 범주로 굳이 나누는

이유는 이들의 문법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副動詞는 절대 단독으로

술어에 사용될 수 없으며, 形動詞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동사처

럼 술어가 될 수 있으며, 명사처럼 주어나 목적어에 올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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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虛義動詞

代動詞는 어떤 동작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inggikü 이렇게 하다”, “činggikü 저

렇게 하다”, “yaɣakiqu 어떻게 하나?” 등이 있다. 槪稱動詞란 어떤 세부적 동작들

의 포괄적 개념을 말한다. 이들은 백화비에 나타나지 않는다. 백화비에서 중요한

것은 聯係動詞와 助動詞이다. 聯係動詞란 어떤 말이나 생각의 내용을 본 문장에

“聯係” 시키는 것으로서, “gekü (~라 하다)” 동사를 사용하며, 원대 몽골어에서는

“k'e․e-”로 표기된다. 중국어나 영어 등에는 이러한 표현이 없다. 祖生利(2000)는

聯係動詞를 “引語動詞”라 부르며, 助動詞에 포함시키고 있다.

助動詞란 원래 實義動詞가 허화 되어 여러 가지 어법의미를 나타내게 된 동사로

서, 實義動詞로 사용될 수도 있다. 단순연접부동사 뒤에 사용되는 것과 靜詞(명사,

형용사, 수사, 시간처소사, 대사) 및 形動詞 뒤에 사용되는 것의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허화의 정도에 대한 관점 차이에 따라 범위는 出入이 많으며, 종류도 다양하

지만 백화비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a-, bü-, bol-(~되다), ög-(주다), ab-(받다,

갖다), bayi-(있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허화된 a-, bü-가 특히 중요

하다. 이들은 모두 원대 당시 實義動詞로서 “있다, 존재하다, ~이다” 등의 의미로

도 사용되었으나, 助動詞로서는 형동사나 부동사 뒤에서 시제 및 동태를 나타내었

다. 이들이 나타내는 문법의미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❶ 지속체 : 副動詞 뒤에 올 때; 백화비 對譯語 “V有”

❷ 복합적 시간표현 : 形動詞 뒤에 올 때; 백화비 對譯語 “V了有”, “V了來”, “V

了有來”

이상의 동사형이 실제 문장에 사용되는 사례 중 “어간 + 부동사 + 조동사 +

식동사” 형식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2) 앞 3개는 현대어, 아래는 백화비 원문 몽

골어.

1) 따라서 “名動詞”라고도 하고, “兼役形(道布, 1983의 용어)”이라고도 한다.

2) 淸格爾泰(1992, 348p)의 예문이며, 박영록(2006, 349p)에서 제시하였던 것임. ※ “어
간 + 부동사”라고 표현했지만,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로는 ‘어간’까지 포함해서 ‘부

동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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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leǰü baiǰai 말 하고 있 었다

keleǰü bain-a 말 하고 있 다

keleged baiǰai 말 했고나서 있 었다 (이미 말을 다 했다)

[元代]k'e․e-gde-gsed a-ju․ue 說 了 有 來 (祖生利, 2000, 81p)

말 되 었 있 었다

祖生利(2000, 상74p)에서는 위 ⑩의 ❷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찰을 덧붙이고

있다. “당시 원대 한어에서 가정(假設)의 어기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呵’ 외에 ‘後’와

‘時’가 더 있었다. 그런데 왜 ‘呵’만 ❷ ‘후행’용법으로 사용되고 ‘後’와 ‘時’는 여기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呵’는 전용 어기사로서 실사의미가 없지만, ‘後’와 ‘時’는 상용 명사로서 몽골

어 원문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휘(qoyina: 後, c'ak: 時)를 나타내어야 한다. 둘째,

‘後’와 ‘時’는 실사 의미가 남아 있어 완전히 허화된 곳에는 쓸 수 없다 (ex. “他的

名子與了呵” -그의 이름을 주었으니-). 셋째, ‘呵’는 몽골어 원문 -ɣasu 등과 발음

도 가깝다. 祖生利(2000)는 ‘呵’와 ‘後’, ‘時’의 사례를 적시하여 말하였으나, 백화비

는 대체로 체제가 비슷한 만큼 원문의 용어 및 對譯語의 선택에서 일정한 경향성

이 있을 수 있다.

참고적으로 보충하면, 위 祖生利(2000)의 예문 “k'e․e-gde-gsed a-ju․ue”은

분석이 다소 잘 못 된 것이다. “gde”는 ‘과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위 ⓔ 被動
態 표지로서, “(칭기스칸 등 앞선 황제들에 의해)~~라고 말해졌다”의 의미이다.

“-gsed”에서 “d”가 복수를 나타내며, 과거를 나타내는 어미 “-gse”는 위 표의 사례

들에서 빠져있으므로 보충해 넣어야 한다.

3. 어법구조

1) 나열 되는 수식어

(1) a. 這平陽府有的ⓐ堯廟､ 後土廟､ 禹王廟ⓑ裏住的ⓒ姜真人ⓓ替頭裏ⓔ董真人

ⓕ, 先生每根底爲頭児祈福者那般｡ 평양부에 있는 요묘, 후토묘,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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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에 사는 강진인은 동진인을 대신하여 도사들의 우두머리 되어 기도하

라. <(35)一二七六年龍門禹王廟令旨碑>

b. piƞ-yɑƞ-fu-dɑ에

büɡün있는

yėw-mėw-ɤiw-t‘u-mėw-yeu-vɑƞ-mėw-dur
에 ɑqun

사는

ɡjɑƞ-ǰin-žin
강진인

-u
의

orɑn장소

-ɑ에 duƞ-ǰin-žin
동진인

-i
을

sėnšhiƞ
도사

ud
들

-i
을

öt‘öɡ우두머리

ül
시켜

eǰü
서

hirü·er
축복

öɡün주면서

a
있

t‘uqɑi~하라 ɡēn~라고

<(§32) 安西王忙歌剌 鼠年(1276) 令旨>

결론적으로 “平陽府有的 / 堯廟､ 後土廟､ 禹王廟裏住的 / 姜真人替頭裏”는 모

두 “董眞人”에 대한 수식어이다. 漢語라면 앞에서 순차적으로 뒤의 것을 수식하겠

지만, 몽골어는 하나의 중심어에 대해 여러 개의 수식어가 나열 될 수 있다.

“平陽府有的”은 “堯廟､ 後土廟､ 禹王廟”와 “董真人” 중 어느 쪽의 수식어도 될

수 있을 듯 하다. 다만 “büɡün”이 몽골어 원문에서 주로 사람이 ~~에 있다의 경

우에 사용된 용례를 보면, 여기에서도 “董眞人”을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의 “堯廟､ 後土廟､ 禹王廟裏住的”은 한어의 어순으로 보면 “姜眞人”을 수식하

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위 몽어 원문의 의미는 “강진인의 자리에 동진인을, 도사

들의 우두머리 되게 시켜 (우리 황실을 위해) 축원해 주어라-라고 (영지 내리다)”라

는 것이다.

2) 후치 인칭대명사

몽골어는 인칭대명사 체계가 극히 복잡하다. 주격, 목적격 뿐 아니라 방향, 처소,

도구 등 거의 모든 명사격이 각기 달리 표현되며, 대우법에 따라 존대와 비존대의

표현이 있고, 복수형도 굴절형식과 접사부가형식의 두 가지 있다. 여기에 더해 몽

골어에는 소유격의 인칭대명사는 명사 前置形과 명사 後置形의 두 가지 형식이 존

재한다. 백화비에서 이러한 후치 소유격을 직역하여 후치시키거나, 번역하지 않거

나, 전치시켜 중국어의 일반 어순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 앞 2장의 백화비 예시에

서 음영으로 표시한 “manu”, “anu”가 후치 소유격이다. 旨書의 구성상 후치 소유

격이 나타나는 곳은 크게 3곳이 있는데, 서두(성지의 경우 주로 제3행, 기타는 주

로 제2행), 본문 (사찰 소유의 재산들을 가리킬 때), 末句 (旨書의 내용을 끝맺고

작성 날자를 쓰기 전에) 나타난다. 따라서 旨書의 종류(聖旨, 懿旨, 令旨, 法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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鈞旨) 뒤, 재물 목록 뒤를 후치 소유격이 나타날 수 있는 위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旨書가 처음부터 정형화 된 것은 아니므로, 몽골어 원문 자체에서 후치

소유격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예컨대, 가장 이른 시기인

<(1)一二二三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의 서두는 “皇帝聖旨, 道與諸處官貟每：
(황제성지, 도처의 관원들에게 말하노라)”인데, 이 때 원문에 반드시 “manu”가 있

었는지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旨書 末句의 몽골어 원문에서 후치

소유격이 매번 나타나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다.

末句에서 旨書의 종류를 명시하는 것은 <(18)一二五O年濟源靈都宮懿旨碑>에

처음 나타났고, 실제 후치 소유격을 번역한 것은 <(27)一二六O年彰德上清正一宮

聖旨碑> 末句의 “聖旨俺每的”가 처음이다. 그리고 序頭에 후치 소유격을 번역한

것은 <(28)一二六一年鹿邑太清宮聖旨碑>가 처음이다. 몽골어 원문에서도 항상 후

치 소유격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백화비에 후치 소유격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직역하지 않은 것인지, 원래 없는 것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현존 119

편의 백화비에서 序頭의 경우는 모두 4회가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반면, 末句의

경우는 번역된 것이 37회, 번역 되지 않은 것이 33회로 거의 반반의 상황을 보이

고 있으며, 시대에 따른 일정한 추세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일반 중국어의 어순

에 따라 “俺每底文字 (<25. 一二五七年鹿邑太清宮令旨碑>)”로 前置 번역한 사례

가 하나 보인다. 원래 몽골어에서는 “聖旨”만 ǰɑrliq이라 하였고, 懿旨 이하는 모두

“bič‘iɡ (문서)” 혹은 “üɡe (말)”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文字”란 곧 “令

旨”와 같은 말이다.

3) 유사이중주어문

여기에서 말하는 “유사이중주어문”이란 실제로 이중주어문과 유사하다는 것이 아

니라 문두에 명사구 둘이 나열 되어 형식상 이중주어문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중주

어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몽골어는 우리말이나 중국어와 달리 이중주어문이 없다.

그러나 어순이 SOV이며, 목적어가 때로 격조사를 이끌지 않기도 하므로 (흔히 非

特旨일 경우) 이를 직역하면 문두에 명사구가 나란히 둘 나타날 수 있다.

(2) 如你每我底令旨不肯厅従時分, 將來說底､ 理落底, 天識者｡ 가령 그대들이



元代 白話碑 一般特徵과 特異事例 考察 337

나의 영지를 잘 따르지 않는다면, (그 이름이) 가져와 말해진 자(=고발된

자), 도리에 어긋난 자는 하늘이 알아서 하시라. <(8)一二四三年鄠縣草堂寺

令旨碑>

(3) “這李道謙､ 高真人替頭裏做提點, 陜西五路西蜀四川有的先生每根底爲頭兒

行者”麼道, 這李提點把着行的聖旨與來｡ 이 이도겸은 고진인을 대체하여 제

점이 되어, 섬서 오로와 서촉 사천에 있는 도사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라“라고

말하여, 이 이제점이 보존할 성지를 주었다. <(42)一二八O年盩厔重陽萬壽

宮聖旨碑>

Ⅳ. 사례 분석

여기에서는 일반적 표현법과 다르거나 문구가 난해한 몇 가지 사례를 살펴 볼 것

이다. 여기에서는 원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이 다소 특이한 것, 원문 자체에 오류가

있으나 그대로 통용되는 것을 다루었는데, 그 외에 祖生利(2000)의 주석을 중심으

로 하여 기존 연구에서 註釋이 되어 있으나 그 주석만으로는 한국어의 개념으로 해

석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기존 주석에서 적절히 다루지 않고 있는 문구를 포함한

다.

1. 특이 사례

1) 出捐요청 사례

(4) 我於合剌和林蓋觀院來｡ 你每揀選德行清高道人, 教就來告天住持｡ 仰所在
去處賫發逓送來者｡ <§4 一二三五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 나는 카라크롬

에 도관을 세웠다. 그대들은 덕행이 청정한 도인을 선발하여, 와서 하늘에 기

도하고 주지하게 하라. (선발된 도인이 카라크롬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이) 도

착하게 되는 곳에서는 (지방관이) 여비를 내어 護送하라.

개인의 이동 중에 편의를 보장하는 내용의 문서도 원대에는 자주 포고된 듯하다.

그 사례가 우리나라에도 남아 있는데, 松廣寺에 수장된 티베트 문자 法旨(보물 제

1376호)이다. 이것은 원에서 활동하던 원감국사가 고려로 귀국할 때 그 신분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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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는 한편 지방관과 군관, 부락민 등에게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다.3)

그러나 이러한 포고문의 사례가 많았을 것으로 예측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

있는 백화비는 고정된 사찰 등에 포고된 것으로서, 해당 사찰들에 각종 준조세를

면제하는 것이 주종이며 지방관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出捐을 요청하는 사례는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위의 것은 특이한 사례가 되고 있다.

2) 이름 뒤의 底

(5) a. 前者金長老奏告：草堂禪寺已將令旨文字修整去來｡ 今教宣差馬珪不妨本
職, 提領修蓋｡ 於姚小底處見管不蘭奚內, 選揀年壯可以出氣力男子壹伯

人, 不蘭奚牛貳拾頭｡ <(15) 一二四五年鄠縣草堂寺令旨碑> 예전에 김장

로가 상신한 바에 의하면 “초당선사는 (본 사찰을) 보수하여 온전하게 하

라는 영지를 받았습니다”라 하였다. 지금 선차인 마규에게 명하노니, 본직

의 수행에 방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리를 인솔하여 초당선사를 수축

하라. 「요소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글치드(※정부에서 관리하는 주

인 없는 노비나 가축, 물건) 중에서 건강해서 힘 쓸 만한 남자 일 백 명

과 보글치드 소 이 십 두를 선별하라.

b. 谷與皇帝福廕裏､ 帖哥火魯赤都元帥鈞旨, 道与朱哥那衍并京兆府達魯花

赤､ 管民官､ 課稅所官么小的：於今年四月初十日, 有截哥對帖哥火魯赤､ 
朱哥那衍､ 緫管万户､ 爪難千戶等傳奉皇太子令旨：<(17) 一二四七年鄠

縣草堂寺鈞旨> 구육황제의 복덕에 의해, 테꺼 코로치(숙위) 도원수 균지.

주꺼 노얀과 경조부 다루가치, 관민관, 과세소관 요소적에게 말하노라. 금

년 사월 초 십일, 테꺼(※‘截’을 ‘鐵’의 마모라 본 것)가 테꺼 코로치(※이
균지의 포고자), 주꺼 노얀, 총관만호, 조난천호 등에게 황태자의 영지를

전달하였다.

여기에서 “姚小底”에 대해 祖生利(2000, 下27p, 31p)는 ‘姚小’가 이름이고, ‘底’

는 명사후철인데 이름 뒤에 붙은 것으로 보고 있고, 蔡美彪(1955, 13p, 15p)는

“姚小底”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고 있으며, 뒤로 이어서 “課稅所官: 么小的於今年四

月初十日,”로 구두를 끊고 있다. 그러나 황태자의 영지를 전달한 사람은 그 뒤에서

3) 송광사 편, 《國師》, 송광사 성보박물관, 2010. 5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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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截哥’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蔡美彪(1955)의 句讀는 옳지 않은 듯하다. 이처럼 聖

旨나 令旨에 포고문의 내용을 시행할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도 하지

만, 그것은 “朱哥那衍” 등과 같이 중앙정부의 고위관료들인 경우이다. 특히 앞에서

“京兆府達魯花赤､ 管民官”과 같이 관직만 열거 되다가 뒤에서 “課稅所官么小的”와

같이 구체적으로 한 부서의 인물을 적시하는 것은 달리 사례가 없다. 따라서 “姚小

(底)” 혹은 “么小(的)”가 이름이 아니라 부서, 직위를 가리킬 가능성에 대해 고려

해 보았으나, “小底”라는 관직이 宋史에는 나오지만 元史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구조로 보아서는 “課稅所官”이라 하였으므로 ‘官 (官員)’의 이름이 오는 것이 타당

할 듯하나, 특이한 사례이며 좀 더 고찰이 필요하다.

2. 誤用 사례

1) 복수형의 誤用

(6) 長生天的氣力裏皇帝聖旨, 宣撫司每根底, 城子裏､ 村子裏達魯花赤每根底､ 
官人每根底, 經過的使臣每根底, 軍官每根底, 軍人每根底, 和尚每根底, 民

戶每根底宣諭的聖旨：<(29) 一二六一年登封少林寺聖旨碑> 영원한 하늘의

힘 아래, 황제의 성지. 宣撫司들에게, 도시의 촌락의 다루가치들에게, 관리들

에게, 지나다니는 사령들에게, 군관들에게, 군인들에게, 승려들에게, 백성들에

게 알리는 성지.

(7) a. 長生天氣力裏､ 大福蔭護助裏皇帝聖旨, 中書省､ 樞宻院､ 御史臺官人每
根底, 行中書省､ 行御史臺､ 宣慰司､ 廉訪司官人每根底 … <(81) 一三
一四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 영원한 하늘의 힘아래, 큰 복덕의 보호 아

래, 황제의 성지. 중서성, 추밀원, 어사대 관인들에게, 행중서성, 행어사

대, 선위사, 염방사 관인들에게 (알리는 성지)

b. 하어이엉 쟈우엉 싸어우 엉우나 하어이엉 쉼어우 싸하이 다 위이나 사봐어나 점우에 

사하이 위이나, 리에마 하봐엉 사하이 위이나 나옽 위드 드 (heiƞ - ǰuƞ - šeu

- šhiƞ - un - heiƞ - eu - šhi - tay - in - sven - ·uė - shi 

- yin lėm - hvaƞ - shi - yin noyad - da) (《匯編》 §14, 普顔篤皇帝

虎年(1314) 聖旨4, 147~148pp) 행중서성의, 행어사대의, 선위사의, 염

방사의 관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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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 백화비에서 “宣撫司”는 두 번, 宣慰司는 8번 나타나고 있다. 이들 중 복수

형 접사 ‘每’가 붙은 것은 위 (29)번 聖旨와 (41)번 聖旨 “一二八O年靈仙玉泉寺

聖旨碑”에서 “宣慰司每根底”의 두 번뿐이다. 문제는 ‘宣撫司’, ‘宣慰司’는 기관을 가

리키는 것이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宣撫司

들’을 말하자면 복수형을 쓸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백화비의 문구를 볼 때 기관

을 상대로 칙령을 포고하지 않으며, 포고의 대상은 모두 구체적인 사람들이다. 즉

“宣撫司每”와 “宣慰司每”는 사실 백화 번역자의 실수인 것이다.

백화비에서 宣撫司와 宣慰司는 합쳐서 10개의 문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

몽골어 원문이 남아 있는 것은 위 (29)번 성지와 (81)번 성지의 두 개뿐이다.

(29)번 성지의 원문은 위구르식 몽골문자로 기록 되어 있는데, 이 “宣撫司每”에 대

해 祖生利(2000, 上33p)는 그 원문이 “sünfus”라 하고, 이 때 ‘-s’가 복수형 접사

라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祖生利(2000)가 원문을 잘 못 이해한 것이다. (29)

번 성지의 원문은 道布､ 照那斯圖(1993)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道布､ 照
那斯圖(1993, 몽골어원문 216p, 백화원문 218p, 주석 221p)의 註釋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宣撫司’라는 직관명칭은 중국어의 차용어이다. 楊耐思의 中原音韻 동음자표

(출처 생략-인용자)에 의하면, ‘宣撫司’의 音價는 “siuɛn fu sï”이다. 碑文上으로는

‘ü’가 “iuɛ”에 대응하고 있으며, ‘ï’는 표시하지 않고 있다. 위구르식문자에서 w, f는

같은 자모를 쓴다. 그래서 이 직관 명칭을 라틴자모로 전사할 때 “sünfus”라 하였

다.

즉 “sünfus”의 ‘s’는 복수형 접사가 아니라 ‘司’의 발음표기인 것이다. 백화번역은

없지만 파스파 원문에 “宣慰司” 즉 “사봐어나 점우에 사하이(sven - ·uė - shi)”는 모두

9회 (위의 §14 포함) 나타나는데, 원문에서 복수형이 사용된 바는 없다. 복수형은

위 (§14)번 성지의 예처럼 “noyad - da (관인들에게)”라 할 때처럼 그 기관에 소

속된 사람들이 복수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29)번 성지의 “sünfus”는 다른 사례들과 달리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것

은 “sünfus” 뒤에 여처격 접사 “-de”가 붙어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례에서는 “sven 

- ·uė - shi - yin  … noyad - da(선위사의 관리들에게)”과 같이 소유격 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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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어있다. 가령 “~에게(da, de)” 앞에 복수형이 오는 것이 기본형식이라 생각한다

면 “sünfus”는 ‘s’가 복수형이고, “sünfu”는 “宣撫”를 음역한 것이며, “宣撫”는 “宣撫

使”로서 사람을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현재의 표기형인 “宣撫司每”는

잘 못 된 번역이지만 “sünfus”가 복수형일 가능성은 남아 있는 셈이 된다.

참고로, 祖生利(2000, 上33p)의 앞 설명 부분에서 “達魯花赤每”의 원문을

“balaGad”라 표기하고 있는데, “balaGad”는 “도시들”의 의미이고 “達魯花赤每”는

“daruɣas”로 표기해야 한다. “daruɣas”에서는 ‘-s’가 복수형 접사로 사용된 것이 옳

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듯이 “balaGad”는 복수형이지만 백화 번역에서 “城子每”라

하여 복수형으로 번역된 사례는 없다.

2) 명령어기사의 誤用

(8) 皇帝福廕裏､ 公主皇后懿旨, 道與衛州達魯花赤､ 管民官､ 管匠人官員每者ⓐ: 

據ⓑ汲縣城隍廟北極觀､ 劉村岱嶽觀､ 山彪村長春觀, 俱係燕京大長春宮掌教

真常李真人的宮觀｡ ⓒ那底俺每不是功德主那是麼｡  <§12 一二四五年汲縣

北極觀懿旨碑> 황제의 성지 아래, 공주황후의 의지. 위주의 다루가치, 관민

관, 관장인관리들에게 말하노라. 흡현 성황묘 북극관, 유촌 대악관, 산표촌

장춘관은 모두 연경 대장춘궁 장교 진상 이진인의 궁관이다. 그들에게 있어

우리가 공덕주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

첫째줄 문미의 ⓐ ‘者’에 대해 祖生利(2000, 下21p)는 “명령을 나타내는 문말어

기조사”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황제의 복덕에 의해, 공주황후 의지. 위주의 다

루가치, 관민관, 관장인관원들에게 말하라”로 번역되는데, 이것은 비정상적이며 백

화비에 이런 사례도 없다. 이때 ‘者’는 원문의 오류로서, 여러 곳에서 ‘者’가 사용된

결과 과대사용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번역은 “…에게 말하노라”가 되어야 한다.

ⓒ의 “那底俺每不是功德主那是麼”는 祖生利(2000, 下21p)을 참고하면 “그들

(=앞서 언급한 여러 도관들)은 우리가 공덕주가 아니라면 무엇이겠는가?”로 번역

된다. 즉 이중주어문의 형식을 갖는데, 이것은 백화비에서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문형이다. 몽골어는 이중주어문을 쓰지 않으므로, 그 백화 번역에서도 이중주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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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현존 백화비에서 “功德主”라는 어휘가 사용된

것도 이곳뿐이다. 위 번역과 달리 분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원문은 이중주어문의 구

조가 아닌데 번역자가 중국어의 습관에 따라 이처럼 번역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참고적으로, 백화비에서 ‘據’는 두 가지 용법이 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예측되

는 ‘據’의 용법으로서 말하는 근거를 이끈다. 예를 들면

(9) 據平陽府浮山縣清都觀孫志玄､ 孟州王屋縣靈都觀郝志恭､ 趙志深等狀申,

稟復魚張先生出家源流､ 宗派等事｡ 평양부 부산현 청도관의 손지현, 맹주

왕옥현 영도관의 학지공, 조지심 등이 장복어 선생의 출가인연, 종파 등에 관

해 아뢴 글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다. <§13 一二四五年濟源靈都觀給文

碑>”

古代에는 문서를 이첩할 때 원본을 첨부하였으며, 소송의 진행과 上訴審에서도

원심의 문서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백화비에서도 다른 포고문이나 판결문, 서

신을 인용할 때는 관련 원문을 첨부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 ‘據’의 용법인데, 이에 대해서는 祖生利(2000,

下2p)에 이미 설명이 되어 있다. 요약하면, 여기에서 ‘據’는 ‘所據’의 줄임말이라 할

수 있으며, ‘所據’는 ‘所論’의 의미로서, ‘논하는 바, 논하는 대상’을 말한다. 즉, ‘據’

는 해당 문건에서 다루는 대상을 언급할 때 그 앞에 붙이는 말이다. 따라서 이 부

분의 번역은 “흡현 성황묘 북극관, 유촌 대악관, 산표촌 장춘관에 대해 말하자면,

이들은 모두 연경 대장춘궁 장교인 진상 이진인의 궁관이다.”로 된다.

3. 검토할 사례

1) 給文 序頭의 “裏”

여기에서 논할 사례는 全篇의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아래 立石記를

제외한 전문을 게시하고, 다음 절에서도 이 인용문으로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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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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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馳驛前來, 隨路於五嶽四瀆, 但有

聖像房子裏, 代禮行降御香; 賫奉皇帝

聖旨節該：“蠲免差發､ 稅石､ 鋪頭

口”事｡ 又欽奉唆魯古唐妃懿旨､ 旭烈

大王令旨：有楊大師奏告“封贈真人大

師名號､ 金冠法服､ 金襴紫衣道服, 

及與宮觀名額”等事｡ 准奏｡ 大王令
旨道：“與楊大師這名字ⓑ, 合披金襴

紫衣道服底､ 合與金冠法服底､ 合改

‘大師’名號底､ 合與宮觀名額底, 你與

師父商議了呵, 你都識者, 你都與者｡ 
不揀那個田地裏､ 州城裏, 合與底, 你
都與者｡ 我每扎撒體例裏, 休別了者, 

依這言語行踏者｡ ”
奉到如此｡ 當職除已依應准上降香勾當, 

省諭道眾依時精專念經､ 告天祝壽外, 所

據合封贈師真名號, 據此須議出給者｡ 
據京兆府涇陽縣重陽延壽宮已升煉師廣

陽子許君先生, 諱抱元, 出家高邁, 達道幽

深, 體合□無, 心凝妙有, 功滿德就, 去而

上仙｡ 如此朝徹, 宜爲謚法｡ 照依奏准, 合

行給賜｡ 
右依奉令旨, 可特賜廣陽崇德輔教真人｡ 

准此｡ 
庚戌年五月日給｡  

하늘의 힘과 큰 복덕 아래, 소르카그타니 베키

태후의 의지에 (혹은, 의지를 받들어) 어전금패를

패용케하고, 교문의 제점직을 수여한다. (노상의)

역을 거쳐 달려 오되, 거쳐 오는 길에서 오악사독

의 산과 물 어디든 성상이 있는 집이라면 (우리

를) 대신하여 사찰에서 향을 사르라. 황제의 성지

를 받자왔는데, 그 요지는 “요역과 세금으로 내는

곡식(地稅)과 (이들 사찰에서) 驛馬의 징발을 모

두 면제하노라”는 것이다. 또 소르카그타니 베키

태후의 의지와 훌라구대왕의 영지에 “양대사가 있

어 아뢰기를 ‘진인대사의 명호를 봉증하고 금관법

복, 금란자의도복, 그리고 궁관의 판액을 하사하

는 일’ 등을 상주하였다. 상주 내용을 허여하노

라.” 대왕의 영지에 말하기를 “양대사의 이 명호

로, 마땅히 금란자의도복을 걸칠 자, 마땅히 금관

법복을 수여할 자, 명호를 ‘대사’라 고쳐 불러야

할 자, 궁관의 판액을 내려야 할 곳에 있어, 그대

는 사부(이지상)와 상의하였다면 그대가 모두 알

아서 하라, 모두 주어라. 어떤 지역이나 고을을

가리지 말고, 주어야 할 자는 그대가 모두 주어

라. 우리 법규의 도리에 어긋나지 말라, 쭉 (내가

한) 이 말대로 하라.”

이와 같이 받들었다. 본관(=양대사, 양제점)

은 이미 지시에 의해 향을 사르고 교도들에게 잘

일러 때 맞춰 오롯한 마음으로 경을 읽고, 하늘에

축원하게 한 것 외에, 지금 논하는 마땅히 대사,

진인의 명호를 봉증하는 일은 이에 의해 마땅히

의결하여 (결과를) 내려보내야 한다.

지금 논하는 경조부 경양현 중양연수궁의 이미

승천하신 도사 광양자 허군선생은 휘가 포원이다.

출가 인연이 고매하며, 도가 오묘한 곳에 이르렀

고, 몸은 진공에 합치하고 마음은 오묘한 존재에

어울렸다. 공덕을 가득히 이루고 신선이 되어 등

천하였다. 아침햇살처럼 환한 경지이니, 시호의

조례대로 하는 것이 옳다. 이미 상주하여 허락받

은 바에 따라, 마땅히 하사해야 한다.

이상, 영지를 받들어, 광양숭덕보교진인을 특

별히 수여한다. 이를 따르라.

경술년 오월 모일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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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一二五O年涇陽重陽延壽宮給文

碑> 

‘給文’이란 “官府나 敎務機構에서 어떤 구체적인 사무에 관해 하위 기관이나 칙

령의 실제 처리자에게 하달하는 書面指示(祖生利, 2000, 上10p)”를 말한다. 현존

백화비에는 모두 6편이 남아 있다. 古代에는 문서를 이첩할 때 원문을 첨부하였으

므로, 이러한 給文에는 원문 인용이 많아 구성이 복잡하다. 또 鈞旨와 달리 구체적

으로 특정 高官이 포고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 내용 혹은 이미 처리된 내용을 통보

하는 것이어서 序頭도 일반 旨書類와 다르다. 위의 (20)번 방문에 관하여도 祖生

利(2000, 35~36pp)는 상세한 주석을 달아 두고 있으나 주석 자체에 몇 가지 의

문점이 있으며, 본문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다.

우선 ⓐ ‘裏’의 용법을 살펴 보자. 앞 장의 표1에서 나타낸 것처럼 ‘裏’는 몽골어

의 여처격과 도구격에 대한 對譯語로 사용된다. ‘여처격’은 몽골어에서 與格과 處所

格이 동일 접사를 취한다는 것인데, 旨書 序頭 부분에서는 ‘-dur’가 사용된다. 그

런데 여처격은 표현 범위가 넓어서 도구, 방법 등을 나타낼 수 있으므로 큰 범주에

서 보면 ‘裏’가 여처격의 對譯이든 도구격의 對譯이든 모두 ‘도구’를 나타내는 점은

동일하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 볼 것처럼, 실제 용례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 ‘裏’가 여처격의 대역인지, 도구격의 대역인지, 혹은 일반적 의미이거

나 잉여성분인지 검토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序頭의 ‘裏’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백화비에서는 잉여적 ‘裏’가 있어 보인다. 이것은 ‘裏’가 워낙 광범위하

게 사용된 결과의 과대사용이다.

(11) 天的氣力裏､ 皇帝洪福裏脫帖木兒荊王令旨裏, 管民官人每根底､ 管城子達
魯花赤､ 官人每根底､ 來往的使臣每根底､ 軍官每根底､ 軍人每根底： (흔
한 사례, 번역 생략) <(108)一三三九年永樂大純陽萬壽宮令旨碑

한편 ⓐ ‘裏’에 대해 祖生利(2000)4)는 “動作行爲의 근거를 나타내는 名詞 도구

4) 祖生利(2000, 35p, 11p, 13p, 23p, 36p) ※35p는 ⓐ ‘裏’, 나머지는 기타 給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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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工具格) 附加成分”이며, 몽골어 원문은 “-iyar, -ɑr”라고 하였다. ‘裏’의 성격에

대해 논하기 위해 여타 給文들의 서두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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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의 성지와 황후의 의지에 의해 섬서 교문의 중양궁

의 종무를 관할하게 되었다.

(13) 蒙哥皇帝聖旨裏宣諭：“倚付漢兒田地裏應有底先生每底官人李真人… ”<(2

2)一二五二年平遙太平崇聖宮給文碑> 몽케 황제의 성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혹은, 성지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선포되었다). “한아 땅의 모든

도인들을 위탁한 관인 이진인에게 …”※ <(23)一二五三年平遙太平崇聖宮給
文碑>도 동일함

(14) 皇帝聖旨裏､ 緫制院照得： “大都路薊州遵化縣般若院壹所…”<(47)一二八

四年大都崇國寺給文碑> 황제의 성지에 따라, 총제원에서 (다음과 같은 내

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도로 계주 존화현 반야원 사찰은 …”

(15) 皇帝聖旨裏､ 帝師法旨裏宣授大都路都僧錄司, 承奉緫統所劄付該：“二月

十五日大殿內, …”<(48)一二八四年大都崇國寺給文碑> 황제성지와 제사의

법지에 의해 (기관 자격을) 수여 받은 대도로 도승록사에서는 총통소에서

하달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문서를 받들었습니다.

이상의 예들을 보면 給文 서두의 ‘裏’는 도구격 부가성분으로 볼 수 있을 듯 하

다. 특히 예문 (9)의 “欽奉”은 몽골어 도구격 “-iyar, -ɑr”에 대한 의역5)이다. 즉,

이 경우는 몽골어 도구격이 “欽奉”과 “裏”로 의역, 직역해서 두 번 번역 된 것이다.

몽골문어를 기준으로 할 때 몽골어의 도구격은 도구, 행위자, 재료, 형태, 이유, 경

로, 빈부 등의 하위개념을 포함하며, 접사는 -bar/-ber, -iyar/-iyer 등이다6). 이

들 중 본문의 논의와 관련하여 비교적 주의할 용법은 “규정의 도구격”이라 하는 것

이다. 규정의 도구격이란 “양태의 도구격”의 특수한 경우로서 행위가 무엇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표시한다. 영어로는 “according to ……”, “in accordance with

……”, “after the patten of ……”에 해당한다7). 즉, 때로 인구어의 부사에 해당한

다는 것이다8). 그렇다면 위의 예문들에서 “-iyar”가 부사적으로 해석되는 것도 이

5) 祖生利 (2000, 23p)

6) 포페(1954; 1992, 270~273pp)

7) 포페(1954; 1992, 27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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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될 수 있다.

(16) bi činu ǰarliγ-iyar yabumui <나는 너의 명령대로 행한다> ※몽골 문어

다음으로 몽골어 원문에서 “-iyar, -ɑr”의 용례를 살펴 보자. 현존하는 파스파 몽

골어 원문을 기준으로 하면, ‘-ar’는 36회 나타나는데 모두 “yosu (법도)”와만 결합

하고 있다. 즉, ‘-ar’는 거의 모든 旨書에 출현하지만 서두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는 것이다.

(17) ǰɑrliq-un yosu·ɑr ɑlibɑ ɑlbɑ qubč‘iri ülü üǰen <(§1) 薛禪皇帝 牛年(12

77 또는 1289) 聖旨1> 성지의 도리에 의해 어떠한 세금도 보지 말라 (=

내지 말라)

반면 “-iyar”는 “yosu”와 결합되지 않으며, 서두에 나타낸 예가 하나 있다.

(18) a. qān-u ǰɑrliq-iyɑr dišhi ɡuƞ-ɡe-lo-ɡos-ɡjɑl-dzɑƞ-bɑn-dzɑƞ-bu fɑǰi
mɑnu <(§37) 帝師 公哥羅古羅思監藏班藏卜 鷄年(1321) 法旨> 황제

의 성지에 의해 …
b. 皇帝聖旨裏, 帝師公哥羅古羅思監藏班藏卜法旨 <(93)一三二一年濬縣

天寧寺法旨碑>

그 외는 旨書가 아닌 일반 문서의 본문에 사용된 것으로 “supurɤɑd-iyɑr(수트라

에 의해, 2회)”, “č‘ɑk‘-iyɑr (시간으로)”, “ǰɑrlik‘-iyɑr(聖旨에 의해), yɑmbɑr
yɑmbɑr-iyɑr (어떠 어떠함으로 =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urɑn-iyɑr (기능으로,

기능에 의해)9)와 같은 사례가 있다.

그리고 위구르식 몽골자로 기록된 旨書 원문은 모두 5편이 현존하는데, 이 중

하나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다.

8) 포페(1954; 1992, 272p)

9) 앞의 세 가지는 <(§40) 居庸關石刻 (西壁)>, 뒤의 두 가지는 <(§48-3) 薩迦格言第
二章 52-58 節>



元代 白話碑 一般特徵과 特異事例 考察 347

(19) a. turuγtai buk-a qoyaγula mongge qan aman ǰrlγ-iyar šaulim ǰan

glau-da ügülǰü ögtügei <蒙哥汗, 1254년 성지> (道布, 照那斯圖, 199

3;2005, 20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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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道與少林長老 : <(§24)一二五

四年登封少林寺聖旨碑>, (道布, 照那斯圖, 1993;2005, 205p) 투룩타

이와 부카 두 사람은 몽케 황제의 성지를 받들어, 소림장로에게 말하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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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이 성지는 현존하는 여타 旨書와 달리, 성지의 수여 대상

인 소림장로들에게 전달하는 말의 내용이 ‘성지에 의한 것’임이 비교적 명확히 나타

나고 있으며, 아마도 투룩타이와 부카는 “말을 전달하라”는 말까지 전달한 것 같다.

즉, 이것은 여타 旨書의 서두 부분과는 도구적 성격의 정도성이 달라 보인다. 이에

반해 1321년 법지 “ǰɑrliq-iyɑr”의 -iyɑr는 앞선 聖旨가 해당 法旨의 포고를 직접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도구적 성격의 정도성이 낮아 보인다. 1321년 法旨의

존재로부터 세 가지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 화자는 ‘-iyɑr’를 씀으로 해서 聖旨와 法旨의 직접적 관계를 강조하고자 하였

다.

② 여처격 ‘-dur’와 도구격 ‘-iyɑr’는 동일하다.

③ ‘-dur’라 쓸 것을 실수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능성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므로 이들이 복합적으로 작

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을 듯 하다. 파스파 문자로 기록된 것과 위구르식 몽골자로

기록된 것을 합쳐서 몽골어 원문이 있는 旨書는 모두 42편이 현존하는데, 이 중

서두에서 “-iyar”를 쓴 것은 위의 1321년 法旨와 1254년 聖旨 뿐이다. 그리고 給

文은 몽골어 원문이 전해지는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사실 給文도 여타

旨書처럼 몽골어 원문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그렇다면 祖生利(2000)

가 말한 바, ⓐ ‘裏’가 “도구격(工具格) 附加成分 -iyar, -ɑr”에 대한 번역이라는

것은 사례적 증거는 없는 것이다.

한편 예문 (10)을 보면, “宣諭” 뒤의 내용은 급문을 작성한 관리가 하는 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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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황제 성지의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이다. 즉, 예문 (8)에서 ‘裏’는 도구격이라

기 보다 일반적인 중국어의 방위사 용법으로 볼 수 있다. ⓐ의 ‘裏’ 역시 이러한 방

위사 용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2) “道：與”의 句讀 검토

위에서 祖生利(2000, 하30p)는 ⓑ 부분을 “大王令旨道：與楊大師這名字”으로

句讀를 나누었다. 이 경우 해석은 “대왕의 영지에서 말하기를, 양대사라는 이 이름

을 수여하노라”가 된다. 그러나 “道與”로 이을 것인지 “道 : 與”로 끊을 것인지는 검

토가 필요하다.

우선 “道與”로 읽는 경우이다. 현존 백화비에서 위 용례를 제외하고 “道與”가 모

두 14회(부록 1회 포함) 출현하며, 대부분의 용례에서 “~~에게 말하다”로 번역된

다.

(20) a. 皇帝聖旨, 道與諸處官貟每： <(1)一二二三年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

b. 皇帝聖旨, 道與清和真人尹志平､ 仙孔八合識李志常：<(4)一二三五年

盩厔重陽萬壽宮聖旨碑>

c. 皇帝聖旨裏依舊行東宮事, 也可合敦大皇后懿旨并妃子懿旨, 道與平陽

府路達魯花赤､ 管民官：<(7)一二四O年濟源天壇十方大紫微宮懿旨碑>

d. 有易州興國禪寺朗公長老, …… 勸請開堂文疏與也｡ 道與□□州城, 不

揀那箇達魯火赤､ 管民匠大小官人每, □□□名字不得壞了｡ <(10)一二
四四年易州興國寺令旨碑> 역주 흥국사에 낭공장로가 있는데, …… (등
과) 권청개당문소를 주노라. □□의 고을들에 말하노니, 어떤 다루가치

든 백성, 장인을 관리하는 대소 관리든, □□□의 이름을 손상케 하지

말라.

e. 依孔子､ 孟子父母的例, 顏子的父母根底, 封謚‘的【？】麼道/與文書的

上頭, 俺教禮部并太常禮儀院一同定擬得：<(99)一三三四年加封顏子父

母妻懿旨碑> 공자와 맹자의 부모에게 했던 사례에 준해 안자의 부모에

게 시호를 추봉하라는 문서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부와 태상예의

원에서 함께 논하여 안을 만들도록 시켰다.

(e)의 용례는 ‘道’와 ‘與’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麼道(~라 말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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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표현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 2회는 (d)처럼 旨書의 본문에 나타나고, 나머지는

(a, b, c)처럼 모두 序頭에 나타나는데, 이들은 모두 “~~에게 말하다”의 의미이

다. 즉 (e)를 제외하면 모두 “道與”로 붙여 읽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예문에서도 “道與”로 붙여 읽으면, “大王令旨: 道與楊大師這名字”

가 되며 “대왕의 영지에 이르기를, 양대사란 이름에게 ~~라 말하였다”가 되는데,

이러한 표현이 적절하지 않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道 : 與”로 끊어 읽는 경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하여 “名字”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21) 我每名字裏交祝壽念經者｡ 우리의 이름에 의해 (그들에게) 경을 읽고 축수

하게 하라. <(6)一二三八年鳳翔長春觀公據碑>

(22) 俺與你“都僧省”名字去也, 則不是管漢兒和尚｡ …… 和林裏有底和尚每, 俺

每根底提名字喚着呵, 教來者; 不喚呵, 休教來者｡  우리는 그대에게 “도승

성”이란 이름을 주노라. 이는 단지 한아 승려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 
카라코롬에 있는 승려들은, 우리에게 이름이 불리면 오게 하라, 불리지 않으

면 오지 말게 하라. <(24)一二五四年登封少林寺聖旨碑>

(23) a. 這安西府有的□□□【修真觀】､ 華陽谷東嶽廟名字, 廟裏住的(闕)爲

頭先生每根底, 賫擎的令旨與了也｡ <(45)一二八二年戶縣華陽谷東嶽

廟令旨碑>

b. duƞ yɑw mėw neret‘en süme-dür ɑqun 둥야우메우 이름의 사찰에

있는 <(§34) 阿難答秦王 馬年(1282) 令旨>

(24) 依着聖旨體例裏, 屬咱每所管的河中府裏有的永樂大純陽萬壽宮裏住持､ 三
宮提點保和沖妙崇教真人丁道融, 他的名字與了呵, 每月與上位､ 咱每根底
祝壽者麼道｡ <(108)一三三九年永樂大純陽萬壽宮令旨碑>

원문이 있는 것은 (18)의 용례 하나뿐이다. 이들을 보면 “名字”는 말 그대로 “이

름”, 그 이름이 나타내는 직위와 권위를 말할 뿐이지 자연인을 나타내지는 않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大王令旨道: 與楊大師這名字”로 읽을 경우, “楊大師”라는

사람은 대왕의 영지에 의해 이 이름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된다는 문제가 발생한

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有楊大師奏告‘封贈真人大師名號､ 金冠法服､ 金襴紫衣
道服, 及與宮觀名額’等事｡ 准奏｡ (양대사가 있어 ‘진인대사의 명호를 봉증하는 일,

금관법복과 금란자의도복[을 하사하는 일] 및 궁관의 판액을 주는 일’ 등에 대해 상

주하였다. 상주한 바를 허락하노라.)”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楊大師는 사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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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명호봉증, 법복과 판액 하사 등의 일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데, 다만 裁可를

요청했을 따름이다. 따라서 이 令旨를 통해 “楊大師”라는 명호를 주는 것이 아니므

로, “與楊大師這名字”라는 끊기는 객관적 상황에 부합되지 않는다.

한편 “道與”의 원문을 보면, “말하다” 의미에는 “k'e․e-”가 사용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의 원문은 “dūlqɑque (語幹은 ‘dūlqɑ’)”로 볼 수 있다. 그런데 “dūlqɑ-” 자체는

“말하다” 동사는 아니며 “알게하다(to let know, explain, to give to

understand, to enlighten)10)”의 의미이며, 백화비에서는 흔히 “宣諭”로 번역된

다. 백화비에서 “dūlqɑ-”는 흔히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포고하는 행위에 사용되지

만, 위 ⓑ 부분은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당초에 “楊大師這名字” 앞

에 다른 말이 있었을 수 있고, 여기에서 “道與”는 “宣諭”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으

므로 “大王令旨道與: 楊大師這名字(대왕 영지에 말씀하셨다. ‘양대사는 자기 명호

에 의해…)”로 볼 수 있을 듯하다.

Ⅴ. 맺음말

이글은 크게 白話碑의 일반적 특징과 백화 문구에 나타난 특수한 사례들을 검토

한 것이다. 일반특징은 흔히 ‘根底’, ‘行’, ‘裏’, ‘上頭’ 등과 같은 명사의 접사, ‘-者’,

‘-呵’, ‘-麽道’와 같은 동사의 변화형 등의 대응 관계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

찰은 국내에서도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

았고, 기존 연구를 이용하여 간략히 요약하는 것으로 하였다.

백화비는 기본적으로 종교단체에 대한 특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

이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루고 있어 원대에는 얼마나

많은 백화비가 있었을지 짐작케 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애초에 구체적 사안, 개별

적 語句들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분량 관계상 이러한 다

양한 사례를 한번에 다룰 수는 없었다. 이글에서는 향후의 서술을 위해 일반특징을

전반적으로 언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분야별로 특화 시켜 좀 더 심도있게 서술할 것

이다.

10) 포페(1941; 1957, 122p)



元代 白話碑 一般特徵과 特異事例 考察 351

현재 백화비(비석의 수가 아니라 작품의 수)는 119편이 발견되어 있는데, 이들

중 원문이 남아 있는 것은 파스파문이 19편, 위구르식 몽골문이 5편으로 24편이

다.11) 특히 給文은 몽골어 원문이 한편도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실제 몽골

어 원문을 백화로 번역한 것인지, 원래 백화로 작성된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적어도 도사 張復魚와 儒者 范正文公의 생애에 대한 장문의 서술을 담고 있는

<(13)一二四五年濟源靈都觀給文碑>와 <(50)一二八九年吳縣范氏義莊義學公據

碑>의 경우는 몽골어가 원문이라 하기 어렵다. 따라서 현존 백화비문의 몽골어 원

문을 추정은 가능하지만 모든 백화의 몽골어 원문을 대응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

다. 이런 점에서 보면 祖生利(2000)는 몽골어 원문이 현존하지 않는 백화 어구들

에 대해 몽골어의 원문을 摘示하는 것은 다소 위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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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元代皇室为得到众多宗教团体的支持, 给他们提供许多优惠, 比如不付除

了地税､ 上税以外的所有科配(后来地税和上税也免除了), 地方官和使臣不能

侵占他们的财产等, 而朝廷向他们要求为皇室祈祷､ 祝福｡ 元朝皇室和朝廷把
这样的内容以公牍的形式下达, 所以元代白话碑的底本都是官方布告的公牍;

这样的公牍按布告者的身份可以分为圣旨､ 懿旨､ 令旨､ 法旨､  鈞旨和给文;

我们把这些暂时通称为“旨书”｡ 元代旨书的内容当然不只是这么些, 但元朝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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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后许多资料都被亡失了, 而当时收到旨书的寺庙为长久纪念这个事实, 把他

们收到的旨书刻在石碑上, 然后众多石碑的一部分能到现在流传下来, 所以目

前的白话碑都同宗教有关的公牍｡ 白话碑的语言基本上可以说元代白话, 但它

的底本是用硬译的方式从蒙文翻译过来的, 它的词汇和语法特征同一般的汉语

有点不一样; 为研究白话碑的语言该先了解中古蒙文｡ 这里简单地整理白话碑
的一般语言情况, 还有提示一篇旨书的蒙文､ 白话原文和其解释与对照, 然后

选择一些特殊或者费解的语句深入探讨, 比如, ‘里’､ ‘者’､ ‘每’的误用例子, 给

文同一般旨书之形式上区别点等等｡ 

【主題語】

元代白話碑, 漢兒語言, 硬譯文, 中世蒙古語, 特異語句

Yuan Dynasty's Monuments; Han er language; word-for-word

translaiton; Mddle Age Mongolian language; unusal verb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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