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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韓國의 史書 《高麗史》와 《朝鮮王朝實 》에는 상당한 분량의 蒙文直譯體漢語

(이하 직역체한어라 함) 문서가 수록되어 있다. 한국 사서에 수록된 최초의 직역체

한어 문서는 《高麗史》의 高麗 第23代王 高宗十八年 12月 2日(양력 1231년 12

월 27일)과 12월 23일(양력 1232년 1월 16일) 기사에 수록된 두 편의 몽골 공문

이다. 그러나 최종 기록은 언제라고 명확히 특지하기가 어렵다. 원 멸망 이후 직역

체한어의 문장도 차츰 줄어들었고, 특히 직역체한어의 언어적 특징들이 감소되어왔

기 때문이다. 세종조에도 직역체한어의 특징을 가진 기록들이 있기는 하나, 주로 

前代의 문서를 인용하는 것이고 언어적 특징도 明澄하지 않아 대략 태종대 정도까

  * 이 논문은 2014년도 한국교통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 한국교통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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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명나라로부터 직역체한어 문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직역체한어 문서들

은 중국 문헌에 기록이 없거나, 중국 문헌의 기록과 세부적으로 출입이 있어 中國

語史(漢語史) 연구나 韓國史는 물론 中國史 연구에서도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

다. 언어를 전공하는 국내 연구자에게 있어 이 분야의 연구는 원자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 즉 교감이나 기존 번역 교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목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한국 사서에 수록된 몽골직역체한어 공문들 및 몽원시기의 

공문체계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글은 그 중의 한편이다. 그 중 

이글의 당초 목표는 한국 사서에 수록된 직역체한어 중 明初의 白話聖旨에 대해 

그 수록 상황, 언어적 성격 등을 검토하고 언어적 특징 및 기존 國文번역의 오류 

등을 다루고자 하 던 것이다. 언어적 성격이란 이들이 실제 구어에서 통용되는 언

어체계인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하며, 언어적 특성이란 어휘 및 통사구조 등에 대한 

고찰을 말한다. 그런데 한국 사서에 수록된 이들 직역체한어 성지 자체가 분량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언어적 특성에 대한 논의를 다루기 위해서는 언어적 성격의 

문제를 서론격으로 다루어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자체가 상당한 편폭에 달하므로 

두세 편에 걸쳐 나누어 다루고자 한다.

Ⅱ. 수록 상황

明初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元朝秘史》，明刊本 《 乞大》 등도 모두 直譯

體漢語 文獻에 속하므로 명대의 직역체한어 문헌도 분량이 적은 편은 아니다. 그

러나 《元朝秘史》, 《 乞大》 등은 前代에 존재하는 문헌 자료를 활용한 것이어서 

성격이 다소 다르므로 제외하면 실제 명대에 창작한 직역체한어는 명대 초기 황제

들의 백화 성지라 할 수 있다. 洪武帝, 建文帝, 永 帝 등이 모두 이러한 백화 성

지를 남기고 있다. 史書에서 말하는 ‘聖旨’란 반드시 문서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口頭로 말한 것도 聖旨라 한다. 실제로 한국 사서의 백화 성지에는 口頭 宣諭, 혹

은 사신들이 구두로 전달한 것이나 황제와 고려ㆍ조선 사신의 대화 기록 등이 포함

된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대략 모든 기록을 文 化 한 경향이 있어서 백화 성지가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현재 파악되는 중국 자료를 원자료가 아니라 이들을 2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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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수록 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논저를 기준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皇明詔令》에 5편, 《高皇帝御制文集》에 1편의 洪武帝 백화성지. 이들은 劉 ㆍ
蔣紹愚 主編, 《近代漢語語法資料彙編-元代明代卷》에 수록됨.

劉基의《誠意伯文集》에 수록된 《劉仲璟遇恩 》(朱元璋의 白話)，王世貞의 《弇

山 別集》卷八十六 (朱元璋이 徐達에게 보낸 서신과 傅友德 등에 대한 임명의 勅

諭)，哈銘, 《正統臨戎 》(英宗의 北狩始末事跡).1)

中國人民大學 歷史檔案系에 소장 중인 明代 戶帖 중에 洪武 3年 11月 26日 

포고한 白話聖旨.2)

顧起元의 《客座贅語》卷十 (明初 榜文).3)

永  10年，武當山의 도교 宮觀 改修에 대한 황제 榜文.4)

永  元年 5월 5일과 永  2年 및 永  4年 등 3편의 백화 조서.5)

明代 백화 성지의 수량으로 말하자면 한국의 사서에 기록된 것이 이상 중국의 

기록 보다 더 많다. 《高麗史》와 《朝鮮王朝實 》에 기록 된 명초 백화 성지의 기본

적인 정보는 표로 만들었는데, 분량이 다소 많아져서 부록에 첨부하 다. 한편 문

미진(2010a, 267쪽)은 문언성지와 백화성지의 구별 기준으로 어조사와 대명사 ‘你’ 

등을 제시하 으나, 실제로는 이들 기준에 해당하는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경

우도 많아서 엄격히 이들 특징으로만 말하자면 백화라 하기 어려운 것도 많다. 30

글자 이하가 24편일만큼 글자 수가 적은 것도 많으며, 이런 경우 예문 속에서 어조

사나 대명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전체적으로도 시간이 흐를수록 직역체

의 특징이 점차 감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록 표에서 (18) “着他

 1) 劉基《誠意伯文集》에서 《正統臨戎 》까지는 徐時 ，《漢語白話發展史》，北京大學出

版社，2007. 185~189쪽. 참고.

 2)  文美振, <洪武年間 白話聖旨의 語氣助詞 察－《高麗史》와《朝鮮王朝實 》의 자료를 

중심으로>, 《中國語文學誌》第33集，2010，269-270쪽 參 .

 3) 徐金娟，<朱元璋 明代的漢語規範>，《山東理工大學學報(社 科學版)》第21卷第一

期，2005年1月. 76쪽. 참고.

 4) 沈偉，<明代武當山道教藝術研究(上篇)-以兩組真武鑄像和青龍、白虎塑像為例>，《道

教美術新論》2008. 참고.

 5) 互動百科 “永 皇帝”條 참고. (http://www.baike.com/wiki/%E6%98%8E%E6%8

8%90%E7%A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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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 (17) “朝貢道路, 三年一聘, 從海道來” 등은 3글자, 12글자인데 문미진

(2010a)이 기준으로 하고자 하는 특징적인 어조사나 대명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일부 어휘적 특징이나 전체적인 어투를 고려할 때 문언 보다는 백화에 가깝다

고 할 수 있는 정도이다.

부록에 제시된 표에는 일련번호가 붙어 있으나, 실제 聖旨의 篇數 자체는 큰 의

미가 없을 수 있다. 하나의 대화 문맥에서 짧은 어구가 계속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공문이 오가는 상황에서 동일 성지가 반복적으로 인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61)

이나 (73) 같은 것은 실제 여러 문단으로 이루어져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맥락

이면 한 편으로 간주하기로 할 때, 2, 334자 및 1, 112자에 달하는 장편 성지 2 

편을 포함하여, 300자 이상의 장편 성지가 9편에 달한다. 그리고 300~100자인 

중편 성지가 17편, 100~ 50자 사이의 단편 성지가 20여 편에 이른다. 100~300

자 분량은 물론이고, 50여자 이상 되면 문단으로서 서술의 체계를 갖출 수 있으므

로 이 자체로 史料나 語料가 될 수 있다. 이들의 언어적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한다.

Ⅲ. 白話聖旨와 直譯體漢語

1. 直譯體漢語의 判別

“直譯體漢語”란 주지하다시피 몽골어 원문을 ‘漢語’로 축자 번역한 것에서 나온 

말이다. 리드야드(Ledyard, 1963)는 《高麗史》에 수록된 1231년의 몽골 첩문 두 

편을 다루면서, 이러한 직역체 문장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 몽골군과 함께 이동하

던 여진인 여행자들 때문인 것으로 다루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서 그저 문맹을 좀 

벗어난 정도인 자들로서 이들의 번역은 문법적 악몽 수준이라는 것이다.6) 이것은 

 6) Ledyard, 1963; 226~227pp : that most of the interpreters and translaters 

who travelled with the Mongol armies in eastern Asia were Jür en defetors. 

In most cases these underlings wore probably no more than semi-literate in 

Chinese. Their translations … were syntactic nightma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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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히 보편적인 관점을 대변하지만, 직역체한어의 형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될 

수 없다. 만약 여진인의 중국어 실력 때문에 이런 직역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한

다면 중국의 전문 문인들이 참여한 이후로는 직역체의 특성이 약화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원대 후기로 갈수록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면 관계상 여

기에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으나, 직역은 언어에 대한 몽골인의 인식이 반 된 결

과로 보는 것이 옳다.7)

직역체한어는 단지 표현 기교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몽골어의 통사구조까지 반

하는 것이어서 특징이 비교적 명시적이다. 흔히 몽골어의 차용어휘가 많은 것도 

직역체한어의 특징으로 제시하지만 이것은 어휘선택의 차원이므로 제외할 때 다음

과 같은 몇 가지 조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형식적 특징이 가시적인 사례들

① 行ㆍ裏ㆍ上 혹은 根底 等 일련의 後置詞를 포함한다.

② 說~~麼道”, “是~~有”와 같이 漢語의 통사를 반 하면서 몽골어 통사도 반

한다.

③ 呵,  等과 같이 몽골어에 특징적인 語氣詞가 나타난다.

둘째. 표지가 형식이어서 문맥을 보아야 판별할 수 있는 사례들

④ 명사의 관형어가 길게 나열 되는 것

⑤ 주어와 목적어의 병렬 등8)

셋째. 선행시기에 출현하 거나, 뒷 시기에도 흔히 사용되어 직역체로 한정되지 않아 

보이는 사례들

⑥ 2인칭 대명사 ‘恁’

⑦ “동사+ +동사” 구조에서 ‘ ’의 출현

 7) 이에 관한 논의는 舩田善之(2003)의 논문 <蒙元時代公文制度初探-以蒙文直譯體的形

成 石刻上的公文爲中心>(특히 127~129쪽)을 참고할 수 있다. 논의의 요점은 다음

과 같다. 플랑 칼핑(Plan Carpin)의 <몽고여행기(柏朗嘉賓蒙古行紀)>에는 몽골제국 

3대 황제인 정종 구육칸이 바티칸의 교황에게 보내는 서신을 몽고어에서 라틴어로 축

자 번역하는 과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있는데, 이로 볼 때 逐字 번역은 번역자들의 

언어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원문의 본래면모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으며 오

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8) 관형어 나열, 주어 목적의 병렬은 박 록(2013, 241~242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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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의문어기조사 ‘那’, 복수접미사 ‘每’, 

⑨ 금지사 ‘休’ 등. 

그런데 이상의 특징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으면 직역체한어 문장(작품)으로 분

류할 수 있을까? 이 논의는 의외로 복잡한데, ‘선입견’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입견’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문헌의 산생 시기가 

원대냐 원대 이후이냐 하는 것, 둘째는 직역체한어의 특징 중 명대 이후 사라진 특

징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것은 아래의 3절 1소절에서 ‘錯視’라는 주제로 

다루어두었다), 셋째는 “직역체한어”라는 용어의 지칭 대상이 문장이나 작품 전체이

냐 아니면 문장의 구성 부분인 낱낱의 언어 특징이냐 하는 점. 이상 세 가지를 요

약하면 용어의 지칭대상과 정도성의 문제(전체에서 직역체의 특징적 요소가 차지하

는 비율의 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예컨대, 祖生利(2000, 하, 19p)에 수록된 <(11)一二四五年萊州神山洞公據碑>

의 경우, 날짜 등을 제외하고 본문이 136자에 달하는데, 서두의 “皇帝聖旨裏(황제

성지에 의해)9)”와 “應據無主  ([인근 산림 중] 주인이 없는 모든 곳)”에서 “裏”와 

“應據”, 그리고 좀 더 포함시켜도 “其山前側佐一帶 (그 산기슭 부근 일대의)”에서 

“側佐”, “盡行給付本觀…披雲真人爲主 (모두 본 도관에 주어 피운진인이 주인 되도

록 시행하다)”에서 “盡行” 등이 직역체 혹은 백화적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정

도이다. 그 외는 “屢經兵革，未曾整葺 (여러 차례 병난을 겪었으나 아직 수리를 

못하여)”와 같이 고문의 표현이 오히려 우세한 편이다. 만약 이 작품이 명대에 산생

된 것이라면 직역체한어 작품이라고는 분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원대에 산

생된 것이므로 같은 유형의 공문들과 같이 분류하여 원대 백화, 나아가 직역체한어 

문장으로 분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직역체한어의 특징을 일부 포함하는 문헌들의 언어성격을 어떻게 분류할지

는 좀 더 전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글에서는 우선 임시적 조치로, (정

도성의 문제는 일단 논외로 하고) 위의 세 가지 특징 중 “첫째, 가시적 특징”은 내

 9) 이러한 행정공문의 문두에 나오는 “皇帝聖旨裏”는 애당초 지방관이 발급한 공문의 원문

에는 없었는데, 뒤에 석각하면서 추가한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논의

는 박 록(2014)를 참고할 수 있는데, 본 연구자는 이 부분의 논의에 대해 계속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4년 12월 26~27일 대만 中正大學에서 개최된 “｢碑誌、文獻

古｣學術研討 ”의 발표문에도 현재까지의 수정 사항이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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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분석하지 않아도 형식 자체가 눈에 띄는 것이므로 이들이 나타나는 문장은 일

단 직역체한어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한편 明初의 백화 성지들에는 위의 언어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은 직역체한어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2. 純粹漢語에 한 提

“直譯體漢語”에서 ‘直譯體’라는 관형어는 해당 언어형식에 대한 서술인 동시에 

‘漢語’에 대한 일정한 제한적 용법을 갖는다. 즉 ‘漢語’에는 직역체인 것과 직역체 

아닌 것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중국어사에서 통사구조는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 발

전 해 왔지만, 그런 사정을 감안해도 직역체한어는 흔히 기대되는 한어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문제를 다룰 수 있다.

첫째는 직역체에 상대되는 “기대되는 수준의 한어”는 무엇인가.

둘째는 직역체한어는 구어의 기반을 가지는가.

셋째는 위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일정한 錯視현상이 있다는 것.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둘째와 셋째는 다음 절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첫

째 문제를 다룰 것이다.

“직역체한어”라는 용어에는 비정상적인 한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므로, 정상

적인 한어를 가리키고자 하는 말이 일찍부터 있어왔다. 적어도 1982년 亦隣眞의 

논문에서부터 “純粹的元代漢語口語(164쪽)”라는 표현이 나타났으며, 祖生利

(2000, 상-29쪽)도 이 표현을 사용하 고, 李崇 (2001, 66쪽)은 특히 꼭 집어서 

祖生利(2000)가 이처럼 순수한 한어 구어와 몽골어 성분이 뒤 섞인 특수한 한어 

구어를 구분하는 것은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평가하기도 하 다. 이글의 語料와 관

련하여 말하자면, 王維輝(2010, 231쪽)는 “주원장과 그 당시 사람들(朱元璋他們)

은 두 종류의 말을 다 할 줄 알았는데, ‘漢兒語 ’를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漢兒

語 ’를 말하고，一般的인 상황에서는 단지 그들(他們)의 ‘純漢語’를 말하 던 것”

이라 하고 있다. 이처럼 ‘직역체한어’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純粹漢語’ 혹은 ‘純漢語’

라는 용어가 상당히 유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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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직역체한어에 대응하여 純粹漢語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상당히 直觀

的이며,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확실히 하나의 문제가 존재하는

데, 이것의 실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학술용어란 지칭하는 범위가 

확정되어야 하며,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예컨대, ‘漢兒 語’라 하

면 지역적으로는 포괄적 개념에서 중국의 북방, 그리고 한족을 중심으로 여러 북방

민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며, 북방민족과의 언어접촉을 통해 형성된 한어라고 범위

를 정할 수 있다. 아울러 원대의 여러 문헌을 통해 그 어휘적, 통사적 특징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런데 순수한 원대 구어란 이러한 현실적인 정의내림이 극히 어렵다. 

원대에 구어성이 강한 자료는 대개 직역체의 특징이 강하며, 반대로 직역체의 특징

이 상대적으로 약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문언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대 雜劇은 純粹漢語를 반 한다고 말하지만, 文白이 뒤섞인 이들 자료를 

통해 이른바 원대의 순수한 漢語口語 체계를 도출해 낼 수 있다고는 기대하기 어

렵다.

요컨대, 이론상으로 볼 때 순수한어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그것

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직역체와 

순수한어를 두 개의 다른 언어체계로 구분해서 말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찰

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3. 직역체한어의 구어성

1) 직역체한어의 특징에 한 錯視

직역체한어가 구어의 기반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이론이 많다. 예컨대 通

拉嘎(2007)는 직역체한어가 몽골어에 대한 기계적 번역일 뿐이며 구어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고 있다. 따라서 “直譯體漢語”라거나 “直譯體白話”라 해서는 안되며 

단지 “억지번역체(硬譯體)”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通拉嘎(2007)의 논증 

방식은 몽골어 원문과 직역체 백화가 倂記된 문헌을 사례로 하여 몽골어와 직역체

가 일대일 대응되고 있으므로 인공 체계일 따름이지 실제 언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로는 직역체의 특징은 제시할 수 있지만 구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는 증명은 되지 않는다. 한편 李崇 (2001，65쪽)은 “一般的으로 元代 直譯體 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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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몽골어 문헌을 딱딱하게(生硬) 번역하여 생성한 것으로서, 단지 紙面에서만 

사용된 것이라고들 하고 있다”고 하며, 직역체한어가 구어성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폭넓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원대에 구어성이 강한 자료들 

및 이른바 ‘純漢語’ 작품군, 예를 들면 원 雜劇이나 散曲에서도 직역체의 특징이 

보인다는 것으로부터 직역체한어가 구어성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직역체한어가 구어에서 통용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앞서 1절에서 말한 직역체

의 명시적인 특징이 원대 이후 빠르게 소실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할 것이다. 그

런데 앞 1절에서 정리한 것은 표현 그대로 “명시적인 특징”으로서 직역체한어인지를 

신속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직역체 자체는 보다 다양한 특징

을 가진다. 실제 직역체한어의 언어 형식 중에는 원대 이후로도 살아남아 현대 표

준어로 정착된 다양한 통사형식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李崇 (2005)의 논문에서 

네 가지 통사현상을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명사 수식(定中)구조의 복잡화

예컨대 원대 이전의 문헌에서 ‘的’자 구조는 ‘的’ 앞에 낱단어(單個的詞) 혹은 간

단한 구구조가 올 수 있을 따름이었다. ‘的’자 구조의 규모(容量)가 크게 증가하여 

한어에 새로운 강력한 수단을 부여하게 된 것은 원대 몽고어의 향이다.

(2) “동+了+目” 구조가 완전히 “동+目+了” 구조를 대체하게 됨

당오대까지만 해도 “동+목+了”가 우세하 으며 “동+了+목”은 어쩌다 간헐적으

로 보이는 정도 다. 몽골어에서 동사의 時態(時體) 성분은 동사 뒤에 긴 히 부착

되는데, ‘了’가 동사에 긴 히 결합되는 것은 바로 몽골어 직역체의 향이라 할 수 

있다. 즉, 즉, ‘了’ 위치의 변화는 한어의 내적발전 경향 자체도 관련은 있으나 강력

한 추동력은 직역체 언어표현이다.

(3) ‘着’의 ‘方式化’ 용법이 생겨남

두 동사 사이에서 ‘着’가 동작의 방식을 나타내는 용법은 원대에 산생되었다. 원

대에 지속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상황에서 ‘着’가 사용된 것은 역시 몽골어 副動詞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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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형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

(4) 개사가 ‘着’를 이끄는 것

원대 직역체에서 ‘因’, ‘依’ 두 개사가 ‘着’를 이끌고 나타나기 시작하 으며, 원대 

이전에는 개사가 ‘着’를 이끄는 예는 아직 보지 못하 다. 특히 원대 문헌에서도 이 

두 개사는 직역체 문장에서만 ‘着’와 함께 쓰이고 있어 이것이 몽골어의 향일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사례만 보아도 직역체한어가 충분히 입말의 기초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직역체한어의 특징 중 소멸된 특징에 관심을 보이지 이것

이 중국어사의 발전 과정에서 이른바 ‘純粹漢語’ 속에 뿌리 내린 것은 고려하지 않

는 경우가 많다. 직역체한어에 대한 이러한 錯視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Ⅳ. 明初 白話 聖旨의 口語性

1. 한국 史書의 백화성지에 한 懷疑的 태도

여기에서 “白話聖旨”란 文 (古文)이 아니면서 직역체한어의 특징을 반 하고 

있는 일련의 성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논리적으로 볼 때 “白話聖旨”라 지칭하고 

“口語性”을 논한다는 것은 다소 어색해 보일 수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백화성지”

가 실제 明初의 백화는 아니라는 주장들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

다. 한편으로, 明初의 백화성지들은 비록 원대의 직역체와 비교하면 특징적 면모가 

다소 감소되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직역체의 특성들을 반 하고 있으므로, 가령 

이들 聖旨가 황제의 구어를 반 한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볼 때 “직역체한어는 구

어의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의의도 가질 수 있다.

명초의 백화성지가 황제의 구어를 반 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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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全眞(2005)은 “明初의 白話聖旨는 반드시 당시 皇帝 혹은 明初 統治 의 口

語를 반 하는 것이 아니다”，왜냐하면 “그 실질은 (高麗 使臣들이) 옮겨 쓴 백화

성지”10)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張全眞(2005)은 명 황제의 문언 혹은 명대 

백화를 고려측에서 직역체 문장으로 고쳐썼다는 것이다. 張全眞(2005)이 말하는 

주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하나는 《高麗史》의 백화성지가 朱元

璋의 其他 白話聖旨，예컨대 《皇明詔令》 등에 기록된 것들과 언어표현이 다소 다

르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고려 사신 李穡과 주원장의 대화에 기록을 볼 때 당

시 고려에서 사용되던 直譯體漢語와 明初의 언어는 크게 다름을 알 수 있다는 것

이다. 이 중에서 李穡 관련 記事에 대한 역사적 해석ㆍ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분량이 길기 때문에 절을 바꾸어서 별도로 다룰 것이다.

우선 고려나 조선의 使臣ㆍ史官이 성지를 고쳐썼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王維輝(2010)도 이 주장에 대해 반대 논리를 펼친 바 있다. 요약하면, 

첫째. 聖旨는 神聖한 것이어서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실록 속의 묘사가 핍진하고 세 한 곳까지 묘사하고 있는데(逼真妙肖)，
가령 실제의 기록이 아니라면(不是“實 ”)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셋째. 이들 문헌 속에 포함된 漢兒語  成分이 결코 많은 것이 아니어서, 전체

적으로 볼 때 언어풍격(整體風格)이 明初의 기타 구어문헌과 기본적으로 일치한

다.

이들 세 가지 이유 외에 《高麗史》와 《朝鮮王朝實 》의 기록에서 문언과 백화가 

출현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은 훨씬 강력한 증거를 제공할 수 있다. 다음절에서 이

들 사서에 문언과 백화가 사용된 상황을 분석해 볼 것이다.

10) 張全眞，<朝鮮文獻中的明初白話聖旨語 研究>，《 語文化研究》，26/2, 日本松山大

學, 2005. 王維輝，<《高麗史》和《李朝實 》中的漢語研究資料>，《中國語史學報》第九

集，2010. 228~229쪽에서 참고하 음. 王維輝(2010)는 張全眞(2005)의 앞 논문을 

관련 내용을 전문 인용하 으므로 張全眞(2005)의 주장을 이해하는 자료로 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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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두 史書에서 文白의 출  상황

元代는 적어도 官方 문서에서는 전체적으로 直譯體漢語를 사용하 으므로 高麗

에 이첩된 일반 官署의 문서에도 직역체한어가 사용되었으나, 명대 이후로 일반 官

署의 공문은 모두 고문으로 작성되고, 직역체는 단지 聖旨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앞 절에서 말한 것처럼, 문미진(2010a)은 문언과 백화를 나누는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 으나, 사실 이것이 명확할 수는 없다. 문언과 백화가 각기 다른 언어 시스

템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단어나 어휘는 혼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서의 

편폭이 큰 경우에는 어차피 문백의 구분이 대체로 명확하지만, 50글자나 30글자 

이하의 짧은 문장은 기준으로 삼은 어휘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

면, 부록의 표에서 (31), (50)의 문맥은 다음과 같다.

(1) 一, 洪武二十二年正月初十日, 遼東鎭撫趙景, 於武英殿內, 錦衣衛、 禮

司等官, 奏準聖旨: “高麗做買賣去。ⓐ” 欽此, 爲因本國缺的, ⓑ “[客商不問成千

成萬, 水路旱路, 有明白文印, 都家放他通來, 由他往江西、湖廣、浙江、西番做

買賣去。]ⓒ” 欽此, 爲因本國缺的 供, 應王府服用藥味等物, 於洪武二十五年五

月日, 差金原雨一起三十三名, 乘坐宣之哲海船一隻, 又一起金允源等十六名, 乘

坐於朴連海船一隻, 前往山南地面靑州府等處, 買賣去後, 至今未知存沒。(홍무 

22년 정월 초10일에 요동 진무 趙景이 武英殿 안에 있는 錦衣衛ㆍ 禮司 등 관

사에서 성지를 奏准하 는데, ‘고려는 매매하여 가라. 본국에 없는 물건을 사기 위

한 상인은 천 명ㆍ만 명을 불문하고, 수로ㆍ육로로 명백한 문인이 있으면 모두 통

과시켜, 마음대로 강서ㆍ호광ㆍ절강ㆍ서번에 가서 매매하여 가라.’ 하 습니다. 그

리하여 본국에 없어서 공응치 못하는 왕부에서 복용할 藥味 등의 물건을 구하기 

위하여, 홍무 25년 5월 일에 김원우의 한 패 33명을 보내어 宣之哲의 배 한 척

에 타고, 또 한 패 김윤원 등 16명은 박연해의 배 한 척에 타고 山南 地面의 청

주부 등처에 가서 매매하러 갔는데, 지금까지 살고 죽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국

사편번역문]

예문 (1)은 조선에서 고려시대 던 홍무22년 당시의 성지를 인용하며 명나라 예

부에 보낸 공문이다. 고려나 조선에서 원ㆍ명으로 보내는 공문은 대체로 문언의 성

격이 명확한데 위 공문은 원대 백화 어휘라 할 수 있는 ‘前往’, ‘地面’, ‘乘坐’, 그리

고 ‘一起’ 같은 수량사의 사용 및 허례적인 수식을 사용하지 않고 용건을 直敍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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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측면에서 볼 때 백화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여, 고려나 조선 공문에서 예외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어휘들은 그 이후로도 《朝鮮王朝實 》에서 상용

되고 있는 어휘들이다. 예컨대 오늘날 한국 한자어에서 ‘仔細히’, ‘忍耐’, ‘的當’ 등

을 중국어라거나 나아가 중국의 백화어휘로 간주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들이 어느 

정도 조선의 문언에 정착하 는지, 조선 기록자들의 심리 속에서 백화어휘로 간주

되었을 지는 명확하지 않다. ⓐ를 백화로 처리한 것은 평이한 어휘의 선택, 수식 

없는 표현, 방향보어의 사용 등 전반적인 語勢를 고려한 것이며, 명백한 기준이 있

는 것은 아니다.

사실 문언과 백화는 서로 다른 언어체계라 할 수 있지만 이 구분은 특정 문서나 

작품의 전반적 경향을 말하는 것이지 개개의 어휘나 표현 별로 100% 구별되는 것

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다. 명나라 관원의 공문은 대략 문언

으로 분류 되므로 명초 황제들이 고려와 조선에 대해 상당히 많은 분량의 백화를 

사용한 것은 확실히 하나의 특징적인 언어사용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고려나 조선의 기록 태도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高麗史》의 기록에서는 황

제의 성지나 中書省 등 관서에서 생산한 일반 공문이나 직역체한어가 모두 나타나

고 있는 반면 《朝鮮王朝實 》에서는 거의 황제의 성지에서만 백화가 나타나고 있

으며, 일반 공문에서는 백화가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高麗史》나 《朝鮮王

朝實 》에서 고려, 조선측 인사의 백화 기록을 굳이 찾자면 황제와 대화할 때 어쩌

다 사용되는 예를 겨우 한 둘과 위 예문 (1)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아래 세 

예문은 모두 동일 날짜의 기록으로서, 문단이 이어지는 것이다.

(2) 又宣諭聖旨曰, “我前日, 和你說的話, 你記得麽?” 長壽奏, “大剛的聖意, 

臣不敢忘了. 只怕仔細的話, 記不全. 這箇都是敎道 去的聖旨, 臣一發領一道

旨去.”[권136/열전49/우왕4/우왕 13년(1387)정묘년 / 五月] (황제가 다시 한 

번 “내가 전날 한 이야기를 기억하는가?”라고 묻자 설장수는, “황제폐하 말씀의 큰 

줄거리를 제가 어찌 감히 잊겠습니까? 다만 자세한 부분까지 다 기억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따라서 성지의 내용을 1통의 조서로 작성하여 가지고 귀국하도록 하

겠습니다.”)

(3) 長壽奏, “臣別無甚奏的勾當, 但本國爲衣冠事兩次上表, 未蒙允許, 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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陪臣好生兢惶. 想著臣事上位二十年了, 國王朝服祭服ㆍ陪臣祭服, 都分著等第賜

去了, 只有便服不曾改 樣子, 有官的雖戴笠兒, 百姓都戴著了原朝時一般有纓

兒的帽子. 這些个心下不安穩.”(“저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본국에서

는 의관(衣冠) 문제로 두 번이나 표문을 올렸으나 아직 허락을 받지 못하고 있어 

왕과 신하들이 몹시 황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하로서 황제폐하를 섬긴 지 2

0년이 되어 국왕의 조복(朝服)과 제복(祭服), 신하들의 제복(祭服)은 모두 황제

께서 모두 등급에 따라 하사하셨으나, 편복(便服) 만은 아직도 옛 모양 그대로 고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관료들은 갓을 쓰고 있지만 백성들은 모두 원나라 때처

럼 끈 달린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는 실정이라 이것이 마음이 쓰입니다.”)

(4) 長壽奏, “臣來時, 王使一个姓柳的陪臣, 直趕到鴨綠江 臣說, ‘如今請衣

冠的陪臣回來了, 又未明 , 好生兢惶. 你到朝廷苦苦的奏. 若聖旨裏可憐見呵, 

你從京城便戴著紗帽穿著團領回來, 俺也一時都戴.’ 臣合無從京城戴去?”11) 聖

旨, “你到遼陽, 從那里便戴 去!”(설장수가 아뢰었다.“제가 사신으로 올 때 고려

국왕이 유씨 성을 가진 신하를 압록강까지 보내 저에게, ‘방금 의관을 청하러 갔던 

사신이 돌아왔는데 아직 허락을 받지 못하여 참으로 황망하다. 그대가 명나라 조

정에 가거든 간곡히 아뢰도록 하라. 만약 황제께서 허락하시면 그대는 경성에서부

터 바로 사모를 쓰고 단령을 입고서 귀국하도록 하라. 그러면 우리도 동시에 모두 

착용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경성에서부터 입고 가는 것이 마땅할런지

요? ”이에 황제가 “요양에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입고 가라.”고 지시했다.)

이 세 예문 중에서 특히 (4)에서 고려왕의 말을 전달하는 문장은 짧지만 漢兒

語의 특징적 요소, 예컨대 ‘呵’, ‘苦苦的’, ‘如今, ’好生‘ 등이 잘 보이고 있다. 사실 

원래 중국인인 설장수가 漢兒 語를 잘 구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高麗史》의 

여타 부분에서는 고문으로 기록하고 대화 장면에서만 실제 상황을 반 하여 백화로 

기록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11) 《高麗史》 洪武 이후의 기록에서 ‘合無’는 부록에 달아 둔 각주 (17)의 예문을 포함하

여 모두 3번 나타난다. 동아대 국역본의 경우 각주 (17)의 예문에 대해 각각 “~할 필

요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 본문은 “감히 ~~하지 못하다”로 번역하고 있

으나 상주문의 일반 형식에 부합되지 않아 번역이 타당하지 않다. 元代 백화에서 ‘合無’

가 ‘何不 (왜 ~하지 않는가)’의 용법이 있었으나 역시 이 예문에는 부합되지 않아 보인

다. 본 연구자가 원대 법전을 고찰한 바에 의하면 (諫官이 아니라면) 황제에게 올리는 

상주문은 황제의 의견을 묻는 의문문으로 끝맺게 마련이다. 여기에서 ‘合無’는 “마땅히 

~해야할지 말지”를 묻는 의문형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韓國 史書에 收 된 明初 白話聖旨의 語性格  195

그 외에 부록 표 (60)번 太宗5(1405) 9月 18日 庚戌 <尹穆 報告文>의 예가 

있다. 이것은 황제와 조선 사신이 대화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특이한 것은 문

서로 하달된 백화성지 보다 백화의 성격이 명확하고 직역체의 특징 또한 상대적으

로 많이 보일 뿐 아니라 조선의 사신들도 동일하게 백화로 대답하고 있다는 점이

다. 지면관계상 짧게 예를 들면, 조선 사신이 명황제를 ‘上位’라 칭하는 것, “臣等來

的日頭近的上頭 (저희들이 떠나 온 날이 요 근래이기 때문에)”, “來的句當, 不知

道。([우리 조선 조정의 재상이 명나라에] 온 일[이 무엇 때문인지]을 모릅니다”, 

“有聖旨的上頭(성지가 있었기 때문에)”, “若要聖旨着落要呵12), 一箇猛哥帖木兒, 

怎麿不 來? (가령 성지로 [조선 조정에] 책임을 맡겨 데려오라 하신다면, 멍케

티무르 한 명을 왜 안 보내 오겠습니까)” 등등은 다른 곳에서 보이지 않는 사례이

다. 원 멸망 이후 명대 官署의 문서는 일관되게 고문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대화체

에서도 그러하다 (아래 예문 6). 그런데 아주 드물게 명 관원의 백화가 있는데, 이 

역시 대화체에서만 나타난다(아래 예문 5).

(5) 進二使及從官等曰: “爾早間說的話, 我每上位根前都奏過了。(태종 5년, 

9월 18일 [부록표 60번 관련기사] 두 사신과 종관 등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말하

기를, ‘그대가 아침에 말한 이야기를 우리들이 황제께 모두 아뢰었소이다.)

(6) 禮部官又 玄曰: “汝國在前自云: ‘不 日本交通。’ 今朝廷使臣回自日本, 

告曰: ‘朝鮮使臣, 先已在彼矣。’(태종6년 1월 6일 [부록표 6번 관련기사] 예부관

이 또 이현에게 일렀다.“당신 나라에서 전에 스스로 말하기를, ‘일본과 교통하지 

않는다’고 하 는데, 지금 조정 사신이 일본에서 돌아와 告하기를, ‘조선 사신이 

먼저 거기 와 있더라’고 하 소.)

예문 (6)은 대화 문맥이지만 전반적으로 문어체인데, 예문 (5)는 ‘爾’이 文白에 

두루 쓰이는 2인칭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상당히 전형적인 직역체 문장이다. 특히 

“爾早間說的話”, “我每”, “上位根前”까지 “직접목적어+주어+간접목적어”가 세 번째 

명사의 ‘根前’을 제외하면 명사들이 나열되고 있다.

12) 句讀는 붙여 두었으나 구조상으로는 ‘着落+要呵’인 것으로 보았는데, 사실 ‘着落’의 의

미가 명확하지는 않다. 근대한어세 ‘着落’에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어떤 일을 처리하도

록 책임지우다”의 의미가 있는데, 대개 뒤에 처리자가 나와야 하지만 여기에서는 처리

자가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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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조선측의 기록, 명 관원의 기록은 대체로 문언이 적용되지만 대화문맥에서

는 직역체한어의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은 이들이 확실이 구어에 사용되었음을 나

타내는 것이다.

백화의 출현과 관련하여 또 하나의 주목되는 현상은 황제의 감정 상태이다. 예컨

대,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太宗14 9월 19일 (부록표 76), 元閔生의 口頭 宣諭 

성지이다. 明初라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서 직역체의 특징은 점차 약화되는데, 이 

날짜의 구두 성지는 여타의 성지 보다 백화 사용이 선명할 뿐 아니라 직역체 요소

도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다. 지면관계상 표현 사례 별로 예를 들면, “權妃奴

婢和呂家奴婢根底說道 (권비의 비복들이 여씨의 비복들에게 이렇게 말하 다)”, 

“問出來呵果然 (캐물어 보자니, 과연 그러했다)”, “和權永均根底, 也說呂家親的, 

再後休著他來 (권 균에게, 또 여씨의 친지들에게 말하고, 이후로는 그가 다시 오

지 못하게 하여라)13)” 등이 명시적인 사례이다. 이 중 “和權永均根底”는 한어적 요

소인 개사 ‘和’와 몽골어 요소인 ‘根底’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오히

려 직역체의 한 특징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 당시 락제는 총애하는 권비를 같은 

고려 출신인 여씨가 살해했다고 보고 분노가 폭발하고 있을 때 는데, 이 때의 성

지는 어떤 文飾 등의 慮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작성된 내용이 곧 황제의 發

話 그대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백화 성지는 구어를 직접적으로 반 하는 것

이다.

3. 李穡의 한어 실력에 한 記事 검토

《朝鮮王朝實 》에는 李穡이 주원장과 대화를 나눌 때 한어가 서툴러 황제에게서 

핀찬 받는 기사가 있다. 《朝鮮王朝實 》의 두 곳에 동일한 기록이 있는데, 太祖 5

年(1396) 5月7日(卷九)과《太祖》卷一的《總序》의 기록이며, 이 사건은 《東閣雜

記》, 《知 集》, 《月汀集》 등에도 기록이 있는데, 문구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13) 국사편 번역에서는 “권 균(權永均)에게 근저(根底)를 알리고 여가(呂家)의 어버이에

게 말하고서, 다시 뒷날 쉬었다가 오도록 하라.”라고 번역하 는데, ‘根底’가 여처격 접

미사, ‘休’가 금지사, ‘著(=着)’이 사역동사임을 반 하지 않은 오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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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至京師, 天子素聞穡名, 從容語曰: “汝仕元爲翰林, 應解漢語｡” 穡遽以漢

語 曰: “請親朝｡” 天子未曉曰: “說甚麿?” 禮部官傳奏之。 穡久不入朝, 語頗艱

澁。 天子笑曰: “汝之漢語, 正似納哈出｡” (경사에 이르니 천자가 평소부터 이색

의 명망을 듣고 있었으므로 조용히 말하기를, “그대가 원나라에 벼슬하여 한림이 

되었었으니 응당 중국말을 알 것이다.”하니, 이색이 갑자기 중국말로써 대답하기

를, “왕이 친히 조회하기를 청합니다.” 하매, 천자가 이해하지 못하여 말하기를, 

“무슨 말을 하 느냐?”하므로, 예부의 관원이 전하여 이 말을 아뢰었다. 이색이 오

랫동안 중국에 들어와 조회하지 않았으므로 말이 자못 어려워 통하지 아니하니, 

천자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의 중국말 하는 것은 꼭 나하추와 같다.”[국사편

번역이용]

張全眞(2005)은 위의 기록에 의해 “이로 보건대 明初에 高麗와 朝鮮의 朝廷에

서 사용하던 것은 元代에 通行하던 漢語이며, 이러한 漢語는 明初의 語 와 큰 

차이가 있다”고 하 다.

陳學霖(2010, 60쪽)도 이 문단에 근거해서 이색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바 

있다. “(주원장은) 文學이 深湛한 使 , 예컨대 鄭夢周나 偰長壽 같은 경우는 아

주 예우하 지만, 반대로 漢語가 艱澀한 사람, 이를테면 李穡 같은 이는 조롱(揶

揄)하는 말을 하 다.” 陳學霖(2010)은 이색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 뒤, 이에 의해 

“명 태조가 백화 성지를 자주 사용한(喜用) 원인이, 어쩌면 고려 朝野의 한어 수준

이 높지 않다는 점을 마뜩치 않게 여겨(嫌) 평이한 구어(淺白的口語)가 난해(艱

深)한 문언 보다 의사소통(溝通)에 容易하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라 주장한다.14) 

張全眞(2005)과 陳學霖(2010)의 이러한 논술은 上記의 李穡 관련 기사가 순

수하게 언어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을 전제하는 것인데, 역사의 기록이란 字句에 

따른 해석 외에 역사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張全眞(2005)과 陳學

霖(2010)는 기본적인 年代조차 혼동하고 있어 역사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

고 있으며, 王維輝(2010)도 이 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있다. 예컨대, 張全眞

14) 陳學霖(2010)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람이 과연 《朝鮮王朝實 》의 백화 성지를 제대

로 읽었는지 조차 의심스럽게 하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조선 사서에 수록된 백화성지의 

來原은 크게 두 가지인데, 조선측에 직접 하달한 것도 있지만, 중서성 등 명나라 관서

에 하달한 것을 명의 관원이 공문으로 작성하여 조선으로 이첩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부록표에서 “2인칭”을 표시한 것은 황제가 누구에게 말한 것인지를 나타낸 것이다. 조

선측을 고려하여 본국 관원에게 미리부터 백화로 명령했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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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은 본인의 논술 중 위 인용문 바로 앞에 다음처럼 언급하고 있다.

即使是以前高麗的 臣，曾經是前元翰林的使臣 語也不能 大明皇帝直接溝

通：朝鮮太祖五年，發生“ 語不敬”的官司後，前元及高麗 臣李穡主動請求出

使，“太祖遂以穡爲賀正使”“以殿下爲書狀官”隨行。(설사 옛 고려의 신하이자 일찍

이 원나라에서 한림을 지냈던 사신도 언어가 대명 황제와 직접 소통할 수 없는 정

도 다. (예컨대) 조선 태조 5년에, “언어가 불손함” 때문에 사신들의 옥사가 발생

한 이후 옛 원나라와 고려의 신하 던 이색이 자원하여 사신 가겠다고 하자 “태조

는 곧 이색을 하정사로 삼았고”, “전하(=이방원)로 서장관을 삼아” 보냈다.)

이것은 張全眞(2005)이 위 사건을 太祖 5年 (1396)에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 문헌에서 기록 시기와 사건의 발생 시기는 

일치 하지 않으며, 특히 後起 호칭은 더욱 유의해야 한다. 위 李穡의 기사가 수록

된 태조 5년은 李穡의 卒年으로서, 이 기사는 李穡의 卒記이다. 이 사건 자체는 

昌王 即位年(1389) 十月에서 다음 해 四月 사이에 발생한 것이다. 위 기사에서 

‘太祖’니 ‘殿下’니 하는 호칭은 모두 조선 사관의 관점을 반 한 後起 호칭이다. 위 

《朝鮮王朝實 》의 두 기사 모두 위 인용문의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自恭愍之薨, 天子每徵執政大臣入朝, 皆畏懼不敢行, 及穡爲相, 欲廢王昌親

朝, 又欲王官監國, 自請入朝, 遂以穡爲賀正使。(공민왕이 돌아간 뒤로부터 <원

나라> 천자가 번번이 집정 대신(執政大臣)을 들어오라고 해서, 모두 겁을 내고 감

히 가지 못했는데, 색이 시중이 되어 폐왕(廢王) 창(昌)을 친히 조회하도록 하고, 

또 창왕으로 감국(監國)을 시키도록 하려고 원나라에 들어가기를 자청하여, 드디

어 색으로 하여금 하정사(賀正使)를 삼았다. [국사편번역이용])15) ”

공민왕 사후에 李穡이 하정사로 간 史實을 《高麗史》에서 찾아보면, 창왕 즉위년 

10월자에 기록이 있으며(《高麗史》 권137/열전50), 해당 기사에는 위 《朝鮮王朝實

15) 이 국사편의 한국사DB 번역은 시기를 착오한 중대한 오역을 보이고 있다. 이 번역에서 

괄호 속에 설명으로 부기한 ‘원나라’는 이미 망한 뒤이므로 ‘명나라’가 옳다. 또 당시 창

왕 즉위 직후이므로 “廢王昌”은 이색이 하정사를 갈 당시의 폐왕이라면 ‘禑王’의 오자일 

수도 있으나, 그 보다는 이 역시 조선조의 관점에서 작성한 것으로 봐야 한다. “창왕으

로 감국(監國)”도 역시 착오이다. 아마 우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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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말하는 ‘監國要請’의 표문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색 등이 귀국한 

것은 다음해인 창왕 원년(1389) 4월(권137/열전50)에 기록되어 있다.

1388년과 1396년은 시간상으로 8년 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이 점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다. 1388년은 고려의 운명이 결정되는 긴박한 시점이

었기 때문이다. 1388년 5월에 李成桂가 化島에서 회군 하 고, 6월에 崔瑩이 

유배를 당했다가 12월에 처형당하 다. 李穡은 高麗 멸망 이후에도 이성계의 회유

를 거절한 충신으로서16), 최 이 없는 상황에서 고려를 유지할 방법은 창왕이 명

나라의 지지를 얻는 것이라 생각하여 하정사에 자원한 것이었다. 정상적이라면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시점에서 “말투가 나하추같다(汝之漢語, 正似納哈

出)”는 것은 극히 사소한 것일 따름이다. 명나라의 입장에서는 그간 껄끄러운 관계

를 유지한 기존 고려 세력 보다는 그나마 위화도 철군을 택한 이성계가 더 편할 것

이므로, 주원장의 이 대답은 사실 논점을 회피한 것이다. 이색도 이점을 안타깝게 

여겼다는 것이 위 기사의 바로 아래에 이어지고 있다.

穡還語人曰: “今皇帝, 心無所主也。 我意帝必問此事, 帝不之問, 而所問皆非

我意也｡” 時論譏之曰: “大聖人度量, 俗儒可得而議乎?” (색이 돌아와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지금의 황제는 마음에 주장하는 바가 없는 사람이다. 내 마음으로 이것

을 물으려니 하면 황제는 묻지 않고, 묻는 바는 모두 내 뜻과는 같지 않더라.” 하

니, 당시의 논의로 기롱(譏 )하기를, “큰 성인의 도량을 속유(俗儒)가 어떻게 요

량할 수 있었겠는가?” 하 다. [국사편번역이용])

李穡의 졸기는 위와 같이 이색을 비꼬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은 조선 

사관의 태도를 반 하는 것이다. 즉 주원장이 이색에 대해 “汝之漢語, 正似納哈出”

라 한 것은 정치적으로 해석할 문제이지 이것이 실제 언어의 차이에 대한 평가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사실 설장수는 원래가 위구르족 출신인 중국 사람으로서 나이 

18세 무렵이 되어서야 고려에 귀순하 으며, 그의 부친 역시 元 조정의 관원이었

16) 위 《朝鮮王朝實 》의 이색 졸기에는 이색이 이성계를 칭찬하는 내용도 있고, 남은의 

입을 통해 이색을 조롱하는 문구도 있으나 이색은 이성계의 출사 권유를 뿌리치고 절의

를 지킨 사람으로 보는 것이 옳다.(최 진, <목은 절의정신의 철학적 기반>, 《민족문화

논총》 제50집, 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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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경력으로 볼 때 설장수와 이색이 완전히 다른 시스템의 중국어를 구사

하 고, 그래서 홍무제가 설장수는 칭찬하고 이색의 중국어는 알아듣지 못했다고 

가정하기란 어렵다. 

Ⅴ. 結論

《高麗史》와 《朝鮮王朝實 》 실록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중국 백화 자료가 실

려 있다. 그 중에서도 명초 皇帝의 백화 성지는 분량이 상당할 뿐 아니라, 중국 사

서에 없는 내용을 다수 기록하고 있어 사료적으로나 語料面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

닌다. 이글은 백화 성지에 대한 언어 및 번역 오류 교정 등의 작업과 관련하여 이

들 언어자료에 대한 현황 및 성격 등의 문제를 정리하고 검토한 것이다.

문헌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글에서 여러 측면을 검토하 는데, 이들의 공통된 주

제는 명대 백화성지가 직역체한어의 특징을 반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들이 명

초 황제 자신의 구어를 반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백화기록들의 문맥에 의해 살펴

볼 수 있다. 백화와 문어는 相補的이라 할 만큼 전적으로 구별되는 체계는 아니며 

상호 혼용될 수 있다. 따라서 백화가 반 되는 정도가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데, 

口頭 宣諭 및 대화 상황에서 백화의 특징이 더 분명한데, 이것은 고려와 조선의 사

서에 기록된 백화성지가 실제 입말을 그대로 기록하 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특히 

부록의 표 (76) “太宗14년 (1414)” 永樂 12年의 성지와 같이 황제가 분노한 상황

에서 하달한 성지는 락제가 표현한 그대로라고 봐야지 명나라 측이나 조선측을 

막론하고 加筆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명대 황제의 백화성지에 직역체한

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직역체한어는 원대 뿐 아니라 

명초까지도 구어에서 통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글에서 가급적 논리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직역체한어”라 썼으나, 기

실 “직역체 백화”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직역체 백화는 ‘직역체’라는 인

공언어적 특징 때문에 실제 구어에서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으

며, 그 연장선에서 고려와 조선 사서의 명초 백화성지에 대해서도 실제 입말의 기

록이 아니라는 주장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사실 성공하기 어렵다.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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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체 백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漢兒 語의 입말 자료들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흔히 직역체 백화 중 원말 명초 이후로 사라진 언어

특징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은 직역체 백화가 인공체계

로서 실제 구어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데 일정한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

러나 직역체 백화의 언어특징 중에는 현대 표준어에까지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것

들이 많다. 이런 사실에 유의하면 직역체의 구어적 특징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런

데 위에서 본 것처럼 고려, 조선 史書의 明初 백화 기록들은 직역체의 성격을 규명

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 학계에서는 주로 古文 

실력에 의해 이들 사료를 번역하고 있는데 번역문구에서 아주 많은 오역들이 보이

고 있어 한국사서의 백화에 대한 체계적 정리가 필요하다. 문구에 대한 분석은 앞

으로 다른 논문을 통해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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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 《高麗史》, 《朝鮮王朝實 》의 明初 백화성지 일람표

이 표는 문미진(2010a, b)의 두 논문에 제시된 표 형식을 바탕으로 수정, 보완

한 것이다. 이의 원문 및 수정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아래 표에서 음

을 넣어 둔 것이 이글에서 수정한 부분이다.

문미진논문 범위 원문에 제시됨
원문에 있으

나 삭제함

이글에서 

보충
2010a, 

271-272pp

洪武年間

(1~43)

高麗王ㆍ朝鮮王/西曆/

月日/중국연호/첫구절
 高麗史, 實

의 출처 책수

와 페이지

전달형식

글자수

2010b, 

76-77pp

홍무이후

(44~78)

朝鮮王/西曆/月日/중

국연호/전달형식

첫구절

글자수

아래 표에는 문미진(2010a)에는 수록되지 않은 자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이

것은 “첫머리 구절” 뒤에 별표 * 로 표시하 다. 한편 문미진(2010a)은 《北譯 高麗

史》를 참고한 것이다. 본 연구자는 이것을 책자로 상태로 확인하지 못하 으므로 

(20) “高麗有多 地方 (제10책 295쪽)”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아마 本文의 자료

가 아닌 듯하다.

그리고 아래의 ‘글자 수’ 계산에 있어 聖旨에 흔히 부기되는 ‘欽此’의 문제가 있

다. ‘欽此’는 이론상 성지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흔히 聖旨를 문서로 포고할 때 

해당 문건 안에 포함되므로 성지의 일부로 간주되기도 한다. 《朝鮮王朝實 》에는 

聖旨를 인용할 때 대개 ‘欽此’를 부기해 두는 반면, 《高麗史》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일단 아래 글자 수에서 “欽此” 두 글자는 제외하며, 《高麗史》의 글

자 수 뒤에 § 표시 있는 것이 원문에 “欽此”가 있는 것이다.

高麗王 西曆 月日 중국 전달형식

첫구절 글자수

1.
恭愍王21 1372 5月 癸亥 洪武5 中書省移咨 [2人稱=中書省]

那海東高麗王那裏 214

2.
恭愍王21 1372 9月 壬戌 洪武5 親諭 (口頭訓示)

前年恁國家為耽羅牧子的事進將表文來呵 396

3.
恭愍王22 1373 2月 庚寅 洪武6 高麗移咨定遼衛 引用
山東新附百姓生受 17

4.
恭愍王22 1373 7月 壬子 洪武6 傳奉聖旨(구두전달)

教恁眾官人并親隨伴當 18

5. 恭愍王22 1373 7月 壬子 洪武6 面聽宣諭(口頭訓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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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前者恁眾官人每去太倉時 2, 334

6.
恭愍王22 1373 7月 壬子 洪武6 中書省移咨[2人稱=中書省]

高麗國王那里 356

7.
恭愍王22 1373 7月 壬子 洪武6 中書省咨文
如今天下各衙門 90

8.
恭愍王22 1373 7月 壬子 洪武6 中書省 咨文
高麗國王欲令子弟來國學讀書 192

9.
恭愍王23 1374 2月 甲子 洪武7 高麗請路表文
從今連三年依舊累來 39§

10.
恭愍王23 1374 2月 甲子 洪武7 上同(高麗表文裏面中書省咨文)

今後我生日 20§

11.
恭愍王23 1374 2月 甲子 洪武7 高麗表文內中書省咨文
恁中書省將我的言語 49§

12.
恭愍王23 1374 4月 戊申 洪武7 中書省咨文
已前征進沙漠 80

13.
恭愍王23 1374 6月 壬子 洪武7 中書省咨文(節該) 

古來中國諸侯於天子 91

14.
恭愍王23 1374 6月 壬子 洪武7 中書省咨文
高麗來關軍器 135§

15.
恭愍王23 1374 6月 壬子 洪武7 中書省咨文
皆是同天共日* 40

16.
恭愍王23 1374 6月 壬子 洪武7 中書省咨文
表文內說道無秀才 29

17.
恭愍王23 1374 6月 壬子 洪武7 中書省咨文
朝貢道路, 三年一聘, 從海道來* 12(8)

18.
辛禑10 1384 7月 乙丑 洪武17 不明
着他來17) 3

19.
辛禑10 1384 7月 乙丑 洪武17 聖旨
准他每銀三百兩准馬一匹 19

20.
辛禑10 1384 ? 洪武17

高麗有多少地方   * 찾지못함

21.
辛禑11 1385 12月 洪武18 宣諭ㆍ手詔(직접 씀)

天下到處亂的時節 338

22.
辛禑11 1385 12月 洪武18 宣諭
恁那里倭賊定害那不定害 69

23.
辛禑12 1386 7月 洪武19 宣諭
恁那裏人 157

24.
辛禑12 1386 11月 洪武19 宣諭
我要和買馬五千匹 97

25.
辛禑13 1387 5月 洪武20 宣諭(口頭)

你那高麗的事 1, 112

26.
辛禑13 1387 5月 洪武20 宣諭(對話)

我前日, 和你說的話, 你記得麽?* 12

27.
辛禑13 1387 5月 洪武20 宣諭(對話)

我的言語, 這里冊兒上都寫着有.* 733

28. 辛禑13 1387 5月 洪武20 宣諭(對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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這个却也無傷* 149

29.
辛禑13 1387 5月 洪武20 宣諭(對話)

你到遼陽, 從那里便戴將去!* 11

30.
辛禑14 1388 12月 洪武21

宦官(喜山) 傳達(2人稱=明 宦
官)

征北歸順來的達達親王等八十餘戶 48

31.
辛昌元年 1389 1月10日 洪武22 朝鮮에서 禮部 行移公文

高麗做買賣去。 客商不問成千成萬, …做買賣去。18)=(50) 6/38

32.
辛昌元年 1389 4月 22 宣諭
我這裏有幾箇孩兒 26

33.
太祖3年 1394 4月 4日 洪武27 左軍都督府咨文
近日澉浦等處守禦軍 69

34.
太祖4年 1395 10月 25日 洪武28 朝鮮公文
火者崔加勿 11

35.
太祖5年 1396 4月 8日 洪武29 禮部咨文
朝鮮國王好生疑心 103

36.
太祖5年 1396 6月 11日 洪武29 宣諭(明 使臣)

恁那裏來的火者 45

37.
太祖5年 1396 6月 11日 洪武29 禮部咨文
前者朝鮮國進正朝表箋文內 113

38.
太祖5年 1396 6月 14日 洪武29 朝鮮公文(收信:明 禮部)

你那裏進來的表內下的字樣 25

39.
太祖5年 1396 11月 23日 洪武29 朝鮮公文(節該)

我實要做親 57

40.
太祖5年 1396 11月 23日 洪武29 朝鮮公文(收信:明 左軍都督府)

去年五月 55

41.
太祖6年 1397 3月 8日 洪武30 宣諭聖旨
朝鮮國王 226

42.
太祖6年 1397 3月 8日 洪武30 禮部咨文
今後差使臣來時 25

43.
太祖6年 1397 4月 17日 洪武30 宣諭(偰長壽記錄)

做親事 (對話, 朱元璋 5차례 發話, 이중 4 차례가 백화) 459

44.
太宗1 1401 閏3月15日甲辰 建文 3年 禮部 咨文
朝鮮本禮文之國* 58

45.
太宗1 1401 9月 1日丁亥 建文 3年 兵部 咨文
朝鮮國多産馬匹 113

46.
太宗2 1402 8月 8日己未 建文 4年 左軍都督府 咨文
見擒獲的人*(백화적 어투) 38

47.
太宗3 1403 1月 13日辛卯 永樂 1年 左軍都督府 咨文
恁都府便將文書 56

48.
太宗3 1403 4月 8日甲寅 永樂 1年 勅書
建文手裏, 多有逃散的人 304

49.
太宗3 1403 6月 18日甲子 永樂 1年 禮部 咨文
朝鮮來的使臣, 說他國王缺小藥材 55

50.
太宗3 1403 9月 9日甲申 永樂 1年 禮部 咨文
昔我父皇太祖高皇帝統御之初 (백화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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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31)번이 이 날짜의 백화성지임 朝鮮 行移
51.

太宗3 1403 10月 20日甲子 永樂 1年 兵部 咨文
這小的馬免了 6

52.
太宗4 1404 3月 27日戊辰 永樂 2年 禮部 咨文
朝鮮國王奏: 25

53.

太宗4 1404 4月 18日戊子 永樂 2年 禮部 咨文 *문미진은 한편으로 봄

近因建文不遵祖訓 130

內中有不乾淨的 23

54.
太宗4 1404 11月 1日己亥 永樂 2年 禮部 咨文
朝鮮國王缺少藥材 55

55.
太宗5 1405 3月 11日丙午 永樂 3年 勅諭(1)

皇帝勑諭朝鮮國王: 62

56.
太宗5 1405 3月 11日丙午 永樂 3年 勅諭(2)

勑諭萬戶猛哥帖木兒等:前者, 阿哈出來朝言 139

57.

太宗5 1405 3月 17日壬子 永樂 3年 禮部 咨文
[欽依]如今朝鮮國使臣 29

淛江 寧波拿來的賊人 116

58.
太宗5 1405 3月 17日壬子 永樂 3年 遼東 都指揮使司 文件
淛江 寧波拿來的賊人 (위와 동일 내용) 94

59.
太宗5 1405 4月 6日辛未 永樂 3年 禮部 咨文
如今內史鄭昇、金角、金甫, 回朝鮮國去, 77

60.

太宗5 1405 9月 18日庚戌 永樂 3年 尹穆 報告文
대화형식의 보고문, 8문단 (2문단은 병부상서의 직접화법) ※본문, 조선사신 

말투에 백화포함
269

61.

太宗5 1405 9月 18日庚戌 永樂 3年 李行 報告文
대화형식의 보고문, 13문단 (성지 아닌 예부관원의 언설 포함, 예부관원 언

설 속에 성지 포함 2회, 조선 사신 언설 속에 성지(1405년 3月 11日(丙午)

와 중복) 포함 1회)

478

62.
太宗5 1405 9月 20日壬子 永樂 3年 李玄 報告文
猛哥帖木兒怎麽不送將來, 却來計稟? (9월18일 성지 재인용) 56

63.

太宗6 1406 1月 6日丁酉 永樂 4年 禮部 咨文
(조선 자문에 인용된 성지를 재인용)該猛哥帖木, 怎麿不送將來? 22

(예전 성지 재인용) 着使臣每回去, 無文書與他。 36

64.
太宗6 1406 4月 19日己卯 永樂 4年 禮部 咨文
恁禮部行文書與國王知道, 給與他完聚。 16

65.

太宗7 1407 8月 6日丁亥 永樂 5年 禮部 咨文
恁禮部便行文書 22

朕取安南火者三千, 皆昏愚無用 (구두전달) 60

66.
太宗7 1407 9月 10日庚申 永樂 5年 禮部 咨文
恁國裏是出馬的去處 51

67.
太宗7 9月 11日辛酉 永樂 5年 禮部 咨文
各處來的使臣, 帶家信來。 10

68.
太宗8 1408 2月 7日丙戌 永樂 6年 禮部 咨文
朝鮮國王將流移人口成萬家 116

69.
太宗8 1408 4月 16日甲午 永樂 6年 勅書 (구두宣諭일 가능성)

恁去朝鮮國和國王說, 22

70. 太宗8 1408 9月 29日甲戌 永樂 6年 禮部 咨文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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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본문은 단 3 글자이고 원칙적으로 크게 어려울 것은 없으나 문맥이 간단치는 않다. 원

문은 다음과 같다. 【崔涓至遼東, 都司ㆍ延安侯ㆍ靜寧侯, 遣使馳奏曰, “[一, 高麗進馬

五千匹, 數足. 來使合無朝見. 奉聖旨, 着他來. 一, 高麗進貢金銀不敷. 願 馬匹准

數, 合無准他.”]① [奉聖旨 “准他, 每銀三百兩, 准馬一匹, 金五十兩, 准馬一匹.” 涓乃

還]②.】 “着他來”는 ‘着’을 사역동사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번역은 “그를 오게 하

라”가 되지만 문단 끝에 “涓乃還”과 어긋난다. 그래서 동아대 국역에서는 ① 전체를 요

동 도사의 상주문으로 보아 “황제께서 지시하시면 다음에 오라고 하겠습니다”로 번역하

고, ②의 성지만 황제 지시인 것으로 해석하 다. 이 번역은 “오라고 하는 것(着他來)”

과 “그냥 돌아 간 것”의 모순을 해결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상주문에 황제의 결정을 예

측하여 말한다는 것은 常例에 어긋나며, “다음에”라고 하는 어휘도 없으므로 이 번역은 

따를 수 없다. 본문의 각주 (12)와 연결 되는 논의임.

18) 이 날짜에 기록된 성지는 두 편이며, 두 번째 성지 자체는 《朝鮮王朝實 》에 기록된 

것으로서, 고려가 망하기 전인 洪武 22년에 생성된 것인데, 태종 3년에 조선에서 명나

라 예부에 공문을 보낼 때 예전 공문을 인용한 것이다. (31) = (50)의 두 번째.

19) 조선에서 명나라 예부에 咨文을 보내면서, 직전에 보내 온 명나라의 咨文을 인용한 것

으로서, 해당 성지를 인용한 문서의 생산자는 문맥상 명나라 禮部로 볼 수 있으나, 聖

旨를 직접 받든 기관, 즉 성지를 1차 기록자는 병부인지 예부인지 명확하지 않음.

20) 같은 날에 수록된 勅書는 古文이며, 본 칙서에 관련하여 발송된 예부 자문에 인용된 

성지가 백화 어투임.

21) 이 두 문장도 백화의 성격이 강하지 않으며, 동일 기사에 다시 한 단락이 있으나 백화

로 보기가 어려움.

朝鮮國王將流移人口成萬家, 114

71.
太宗9 1409 2月 19日壬辰 永樂 7年 禮部 咨文
倭賊在朝鮮打刦, … 就着朝鮮使臣帶將回去。 65

72.
太宗9 1409 5月 3日甲戌 永樂 7年 口頭 聖旨
去年爾這裏進將去的女子每, …多便兩箇, 小只一箇, 更將來。 79

73.

太宗10 1410 9月 3日丁卯 永樂 8年 韓尙敬 報告文
高麗北門上, 不知甚麿人來搶人口? 這已後還, …再後不來打攪兩箇和親。

191這野人受朝廷重賞大職, …要殺乾淨。 這野人, 貌雖似人, …又來告難
決斷。(5회 발화)朕不曾見爾國文書。 …把這廝殺得乾淨了。

74.
太宗10 1410 10月 9日壬寅 永樂 7年 勅書, 禮部 咨文20)

朝鮮國王進過馬一萬匹, 38

75.
太宗11 1411 4月 2日壬辰 永樂 9年 禮部 咨文
光祿寺卿權永均…着王就本國關與他。 49

76.
太宗14 1414 9月 19日己丑 永樂 12年 元閔生 報告文
皇后沒了之後, 敎權妃管六宮。… 再後休著他來。 226

77.
太宗15 1415 10月 23日丁亥 永樂 13年 禮部 咨文
着太醫院畫兩箇與他去 10

78.

太宗17 1417 7月 26日己卯 永樂 年 崔雲 報告文
王好在?

國王差爾, 厚意進獻, 向國王喜甚喜甚。 定例賞賜外, 賜汝分外
賞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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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韓國史書《高麗史》和《朝鮮王朝實 》裏保留著相當多的蒙元和明初的白話

文書。其第一道白話文書的接受日期很清楚，是（農曆）1231年 高麗高宗十

八年12月2日的蒙古牒文，但 後是哪年的哪一道是不好確認。因為明朝成立

後按著時間的過去，白話特點也慢慢淡薄了，有些是文白不清，大體來說，到

朝鮮太宗時代接續收到中國的白話文書。
韓國史書裏的中國白話文獻幾乎都是政府機構的公牘，但蒙元和明初白話

公牘稍有區別：第一，蒙文直譯體特征的強弱；第二，寫作 的不同。元朝北

遷後，一般人很快就不用直譯體，所以明初白話裏直譯體成分弱化現象是比

明顯。同時，蒙元公牘除了皇帝的聖旨以外，中書省等行政機構的公牘也常用

直譯體，但到明朝只是皇帝的聖旨裏保留著白話，一般官員一律都用古文

文。為什麼皇帝 持用白話？有些人主張：直譯體不是中國的實際語 ，同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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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帝用白話傳達聖旨的目的擔心高麗和朝鮮文化水平低，不好理解深奧的文

文。但按本文的研究，這不符合實際語境的證據。
我們 兩部史書裏的明初白話記 進行具體分析，我們可以看到兩點：
大體上來說，明初白話全部都是皇帝聖旨，意思是高麗、朝鮮的所有上奏

文和除了皇帝以外的明朝行政機構的文件一律都用古文，但偶爾一兩句有高麗

和明朝官員的白話記 ，可是這些白話都在 話的語境裏出現。同時皇帝的白

話聖旨也有白話特點之多寡的區別，而口頭宣諭、口頭談話的語境上白話成分

更明顯。特別是皇帝憤怒的時候，直譯體的特點用得比一般的更多。這些都證

明明初皇帝聖旨裡的白話能代表明代的口語。有些人說蒙元的直譯體只是文件

上存在，口語上沒用過；這樣的觀點和元朝滅亡後直譯體的語 特征很快淘汰

的現狀有關係，但直譯體不是完全被取消的，現代的普通話裏還保存著直譯體

的語法特點。

【主題語】

蒙文直譯體漢語, 明初白話聖旨, 《高麗史》, 《朝鮮王朝實 》, 元代漢語, 純粹漢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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