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g; peeys Bkyukl · Vklkyukv y,
ykbsy vg;gy kjky Ⅰ^
중세 몽골과 한국은 서적(書籍) 사돈1국들이다 Ⅰ^
Sumiyabaatar(몽골)

Dede&

00^ Mgmgl
tatal
01^ :ey;g; peeys Bkyukl @ tj;bnay flunam kjky
• :ey;g; peeys Bkyukl elv Vklkyukvkkv dnxunay htjtuvtl ythtr dga.^
•
Vklkyukvkkv #Hflufy ve;gjsy wggv# ythtr dga.^
•
Vklkyukvxee;ggj #Hflufy ve;gj# dnxoolr* igy; y, bfyuf fu;fu dga.^
•
Glmgy ovunay Hflufy ve;gj dnxnh dnxttx ygjsu vklkyukvkkv g.xnjx dga.^
02^ :ey;g; peeys Vklkyukv @ tj;bnay dgbdgam kjky
• :ey;g; peeys Vklkyukv y, Bkyukl; dnxunay htjtuvtl fux dga.^
•
Vklkyukv y, glmgy ovunay Hflufy ve;gj dnxnh dnxttx ygjsu Bkyukl; nluttr dga.^
03^ :ey;g; peeys Bkyukl · Vklkyukv y, ykb ve;jgg vklnlw;ku kjky dgavgy^
• Bkyuklsy hggy Vklkyukvsy .gy; 17000 ;t.mtj (卷 권) dohoa 4371 dkm, (冊 책) ykb
dtltultr (賜 사) dga.^
• :ey;g; peeys bkyuklkkv Vklkyukvm Wgu mkkys dnxnu nluttr dga.^
• :ey;g; peeys Vklkyukv y, Hednlga hggys igvmnjsu pkhnky Bkyukl; nluttr dga.^
• :ey;g; peeys Vklkyukv y, .gyuee;syhgg Oyty mtb;tultl (Bgug; mtb;tultl 선대실록 先代實錄
xiān-dài-shí-lù) 185 dkmnau ?gy elvg; nluttr dga.^

00^ :ey;g; peeys Bkyukl

· Vklkyukvsy hgjnlwggu ;gy ugyw fjvfl;ffy

vfjufl;ffy* bgjuggy btmutlwtty* hgj;glm vtj;tlm* oabtty vgbeey*
;gay ;grys mgldgj dgavgy btmttj opth* mtj mglsu ;f.nalufh y, mealggv
fjffvufl^
:ey;g; peeys Bkyukl · Vklkyukvsy he.,; vkclsy hgjnlwgg kywuka
dgaj tptlyt^ K/emgy vejglweelgh* dgui btjutrnlmty nlutth* ykb ve;gj
vklnlwkh* dnxunay htjtuvtl fux g.gh* hgbmgjx ykb ve;gj dnxnh* kjxeelr
hfj.oolth* htlbtjx kjxeelgux;sy hf;flbfj pomutlnau nht; oytlr fy;fj
htjutb ptjut hojmtth* dgayug dnxnu pghn;lggj hgjnlwgh* ejlgu vkclsy
mkulklm hnah* ejxee; hgmugbglxny* tbx ;kbx* dff e;ugy vklnlwkr
dgavgy ptjtu htptt x oyt wtytt gl;ghuoa* tlr heexjghuoa* bfyh vgahgy
;eejvgu;gh moohty hee;gv ty; hgbggjyg^
Xehgbhoo ooynau mk.kalukr* ;ey;g; peeys Bkyukl dg Vklkyukv y,
tj;tb ykb mouttuxn;* rnyhtyt ykbsy vg;gyuee; dgavysu moohty
dgjnbmggj dgmlgh y, ve;gluggys bggy, ygvys pkjnlm2^ Ooy;
@@@@@
1 Vklkyukv htlytt #Vg;ky] 사돈# utvty ou dna^ Mooynau pgjnb mkl, dnxnum 査頓
utr hgyp ovuttj hg;gr fuvfy dga;gu^ Mtj y, vklkyukv ounay hgyp ovunay uglnu
dklkhkkv dev* ounay ugjglmga hkldku;kluoa *mehgaldgl* 査頓 nay ygyung; ;ee;lgug
y, chá,zhā-dùn,dú dfuff; hgyp ovtu mev dojnay emug y, x (査@사실하다, 조사하
다, 떼, 뗏목(楂),풀명자나무; 頓@조아리다, 넘어지다, 깨지다, 부서지다) mggjghuoa
dgaugg y, ygyung; ugjlsy ou dni dklkhsu fuoolyt^ Hgjny* vklkyukv htlyna #Vg;ky]
사돈# ut;tu ounau bkyukl htlyna 친척,친족 utvty emugmga* #Vg;gy Sedoa Sadun#
ut;tu oumta hkldkr ot.ttv ynawmta^ Wgginldgl* vgbugj;n htlytt #Sādhú / Sadhu
/Sadu# utvty htldtjmta dga;gu mel #Vg;gy Sedoa Sadun 사돈# ut;tu tyt ou
#Ykvmjgm htl# de/e #Dn;yna htl#yna ou dklr x bgug;uoa^

SedoekneeeO vg;gyygh* vg;guygh； Sedoekso( / Sedomso( vg;gyvgu
vg;gbvgu；SedoekseeeleeeO / SedomseeeleeeO vg;gyvgulgh* vg;gbvgulgh# utvty ooj ouv dea^

Bkyukl htlytt #

2 995 ky; Vklkyukvkkv (Ueelny elvggv) bkyuklsy f.fu ;tt;tv dklkh Hzmgy; 10

k/emgy nluttr dgavgy mehga; 1218 ky; Bkyukl wtjuoo; hfurnb oovutr Ueelny

@@@@@

elvsy mevlgbrnay wtjunau eumgr dgavgy mehga; 1219 ky; Vklkyukvm (Ueelny
elvg;) 40 ugjea bkyukl k/emysu vklkyukv htlytt vejglweelr dgavgy mehga;
ejxee; hgmugbglxny nlutt htbttvty 1232 kys dnxnu; 1283 ky; Bkyuklsy
rornuxn; kxnr mkulkr dgavgy mehga; 1280 ky; Bkyuklkkv Xnyunvnay Nh Pgvgu
heelnay htvunau Ueelny elvg; nluttr dgavgy mehga; 1295 ky; Bkyukl dnxunay
dgui Ueelny elvg; kxnr dgavgy ptjtu ;ey;g; peeys Bkyukl Vklkyukvsy vkclsy
hgjnlwggys ukl pgyunlgg moohty dgjnbmggv #Bkyukl vklkyukv meejugmys euvgg
ugjgl* htlyna hkldkkys gvee;gl;# (ED^1975 ky)^ #13@14@j peeys bkyukl vklkyukv
hgjnlwggys dnxuoo;#^ Mtjuooy ;t.mtj (ED^1978 ky)* #:ey;g; peeys Vklkyukv
Bkyuklsy hgjnlwggys mooh#(Vfol^1992 ky) ptjtu ykb domttl;tt dnxnr* gyhlgy
bkyukl ve;lglsy uoalutty; kjeelvysu klky tj;tbmty ;gb ti mgmvgy dea^

01^ :ey;g; peeys Bkyukl @

(

tj;bnay flunam kjky

Frde^ oa FoilokEiidO foroa

德搖籃國 dé@yáo-lán-guó 덕요람국
‗ 슬기요람 나라)́
● :ey;g; peeys Bkyuklsu tj;bnay flunam kjky htbttvty y,*
dnxnu ykbkkj ;tlhnau fluna;fh* dnxnu ykbkkj ;tlhnau ytuty
rklkky; kjeelgh hovtlmty dgavgy utvty ou^ :tlhnau ytumuthnay
mel* ffjnay dnxunau dev;g; melugguoa* ej,; y, hty x htjtultr dgaugguoa
inyt dnxnu pkhnkr dgavgy moohmta^ Tyt y, #:fj.flrny ovtu# dfuff;*
mooynautt ;gzy ;tlhnay ovtu dklukhsy mflff nht; xgjbgavgy dg
Vklkyukvm x tyt dnxutt #htjtult.ttv pkhnvmka# utvty vgyggugg Ree
dnxuttj dnmoohty bt;oolr dgavgy dgayg^ Tyt dkl ej,; hkrn; ;tlhnay
bkyukl ve;lgl* ;fj.flrny dnxunay moohty; ;eel;gg;oa bt;tt^ 1279 kys
hg.jsy mtjuooy vgjsy hfhfuxny meelga f;fj Vklkyukvsy .gyunay
holttr g.vgy Hednlga hggys Ree dnxnum tl moohty bt;tt ugjyg^ Pejgu
deeluglsu mklnleelgz ⇩

高麗史^ 1279년 1월 을묘일^ 1@29@446;

Kjxny wgunay vklkyukv hfj.ooltu

⇩

(을묘 5 년 춘정월 을묘일^ 1279 년)

^^^
당신은 여러 대를 계승하여 번방(藩方 fán-fāng) 제후의 나라를 지켜 왔고
해마다 공물을 바치는 직무에 충실하였으니 마땅히 새 력서를 반포하여 같

은 글을 사용하는 우호 관계를 보여 주는 바이며^^^
Bkyukl mk.x kjxeelug

⇩

(^^^Inyt Wgu mkkys dnxnu mgjhggr*
Nrnl dnxnu (同文 tóng,tòng-wén, 동문) htjtultr ygajvgu
hgjnlwggmgaugg hgjeelr dea dfuff;^^^)
Ueelny elvsy ve;gj 1279^ 1@29@446; 3@29@202
●

:ey;g; peeys Bkyukl elv Vklkyukvkkv dnxunay htjtuvtl ythtr
dga.^
Vklkyukvkkv dnxunay htjtuvtl* vkclsy dgjgg g.]z utvty vgygg
;ey;g; peeys bkyuklxee;g; tjm mfjvfy dga;gu dg ;ey;g; peeys
Bkyukl Vklkyukvsy hkkjky; ;fyufr hgjnlwgg mkumkr dgavgy
thyna mkjuky o-mta hkldkkmka^ Xnyunv* hggy injtty; pgljgg;
gjg. ugjeahgy rnl dklr dgah;gg mtj o-nay Ueelny elv* k;kkunay
vklkyukvm dth* dnaj* dnxunay wggv ptjtu dnxunay htjtuvtl nlutt
utvty Pgjlnu z.eelvysu Ueelny elvsy .gy ;fjf.;outtj rgjys
wgugguxny bkuka rnl (gjusy 1221 ky)nay 8 vgjsy hfh helugyg
f;fj holtty g.xtt^
Tythoo Pgjlnu dnxnu y,* Bkyuklsy Yeew Mk.xkky (1240 ky)kkv
20 ugjea rnlnay mtjmtt* bkyukl dnxunay gyhys ;ejvugl @
#Xnyunvnay xeleeys dnxnu# (1224 ky)ttv x fbyfh o-; hkldku;khsy
exnj* ;tlhnay bkyukl ve;lgl; glmgy ovuttj dnxnu;th poal^
Yfuff mglggj tyt y,* Uej.gy Uklsy bkyuklxee; dnxnu ovtuuoa*
hgjgyhea do;ooltu dgavgy btmttj dnxvty pgjnb tj;tbmyna
vgyglsu vfjvfy moohty dgjnbm bfy^
Tl moohty mtb;tultl wguggy wggvygg hgj dthttj vklkyukv
vej.glrn; (Ueelny elvsy ve;gj^ 22@j ;t.mtj^335@j mgl) hg;uglgu;gy
elgbrnlvysu pejuggj deelugy mklnleelg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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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7

6

5

4

Thnay vnajooltu* vklkyukv ygyung; ;ee;lgug ⇩
Tjmyna vklkyukv th% bfj 01^
〔辛
巳 八
Vklkyukv ;ee;lgug%
〔신
사 팔
Ygyung; ;ee;lgug%
〔xīn sì bā,bá
Tjmyna vklkyukv th% bfj 1^
Vklkyukv ;ee;lgug%
Ygyung; ;ee;lgug%

3

2

1

⇦

bfj

年〕
년〕
nián〕

八
月 己 未
蒙
팔 월 기 미
몽
bā,bá yuè jǐ wèi méng,mēng

Tjmyna vklkyukv th% bfj 2^ 古 使
著
古
與
等 十 三 人 東 眞
Vklkyukv ;ee;lgug%
고 사
착․저 고
여
등 십 삼 인 동 진
Ygyung; ;ee;lgug%
gǔ shǐ,shì zhù,zhuó gǔ yǔ,yú,yù děng shí sān rén dōng zhēn

八 人
幷
婦
女 一 人 來 甲 子
王
迎
팔 인
병
부
녀 일 인 래 갑 자
왕
영
bā,bá rén bìng,bīng fù nǔ,nǜ,rǔ yī rén lái,lȧi jiǎ zǐ,zi wáng,wàng yíng

Tjmyna vklkyukv th% bfj 3^ 詔 于
大
觀
殿
蒙
古 東 眞 二 十
Vklkyukv ;ee;lgug%
조 우 대
관
전
몽
고 동 진 이 십
Ygyung; ;ee;lgug%
zhào yú dà,dài guān,guàn diàn méng,mēng gǔ dōng zhēn èr shí

一 人 皆 欲
上
殿
傳
命 我 國 欲 只
일 인 개 욕
상
전
전
명 아 국 욕 지
yī rén jiē yù shàng,shǎng,shȧng diàn chuán,zhuàn mìng wǒ guó yù zhǐ,zhī

Tjmyna vklkyukv th% bfj 4^ 許
上
价 一 人
上
殿
Vklkyukv ;ee;lgug%
허
상
개 일 인
상
전
Ygyung; ;ee;lgug%
xǔ shàng,shǎng,shȧng jià,jiè,jiė yī rén shàng,shǎng,shȧng diàn

往 復 未 决 日
將
吳(昗)! 乃 許 八 人
왕 복 미 결 일
장
오(측)! 내 허 팔 인
wǎng fù wèi jué rì jiāng,jiàng ze ̀ nǎi xǔ bā,bá rén
升 殿
傳
蒙
古
승 전
전
몽
고
shēng diàn chuán,zhuàn méng,mēng gǔ

Tjmyna vklkyukv th% bfj 5^ 皇
太 弟 鈞 旨 索 獺 皮 一
萬 領 細
紬
Vklkyukv ;ee;lgug%
황 태 제 균 지 색․삭 달 피 일
만
령 세
주
Ygyung; ;ee;lgug%
huáng tài dì jūn zhǐ suò tǎ pí yī wàn,mò lǐng xì chōu,chóu

三 千 匹 細
苧
二 千 匹 綿 子
삼 천 필 세
저
이 천 필 면 자
sān qiān pǐ xì zhù,níng èr qiān pǐ mián zǐ,zi

Tjmyna vklkyukv th% bfj 6^
Vklkyukv ;ee;lgug%
Ygyung; ;ee;lgug%

一 萬
觔 龍
團
墨 一 千
丁
일 만
근 룡
단
묵 일 천
정
yī wàn,mò jīn lóng-tuán-mò yī qiān dīng,zhēng

筆 二 百
管 紙 十
萬
張
紫 草 五 觔 葒 花
필 이 백
관 지 십
만
장
자 초 오 근 홍 화
bǐ èr bǎi,bó guǎn zhǐ shí wàn,mò zhāng zǐ cǎo wǔ jīn hóng huā
Tjmyna vklkyukv th% bfj 7^ 藍
筍 朱 紅
各 五 十 觔 雌 黃
光
㯃
Vklkyukv ;ee;lgug%
람 순 주 홍
각 오 십 근 자 황
광
칠
Ygyung; ;ee;lgug%
lán sǔn zhū hóng,gōng gè,gě wǔ shí jīn cí huáng guāng [*]

桐 油 各 十 觔
著
古
與
等
傳
旨
동 유 각 십 근 착․저 고
여
등
전
지
tóng yóu gè,gě shí jīn zhù,zhuó gǔ yǔ,yú,yù děng chuán,zhuàn zhǐ

Tjmyna vklkyukv th% bfj 8^ 訖
將
下 殿 各 出 懷
中
物
Vklkyukv ;ee;lgug%
흘
장
하 전 각 출 회
중
물
Ygyung; ;ee;lgug%
qì jiāng,jiàng xià diàn gè,gě chū huái zhōng,zhòng wù

投
王
前 皆 年 前 所
與
麤
紬
布 也 遂 不
투
왕
전 개 년 전 소
여
추
주
포 야 수 부․불
tóu wáng,wàng qián jiē nián qián suǒ yǔ,yú,yù cū chōu,chóu bù yě suì,suí bù

Tjmyna vklkyukv th% bfj 9^ 赴 宴 又 出
元
帥 札 剌 及 蒲 黑 帶 書
Vklkyukv ;ee;lgug%
부 연 우 출 원
수 찰 랄 급 포 흑 대 서
Ygyung; ;ee;lgug%
fù yàn yòu chū yuán shuài zhá là,lá jí pú hēi dài shū

各一通皆徵求獺皮綿紬

각 일
통
개
징 구 달 피 면
주
gè,gě yī tōng,tǒng jiē zhēng,zhǐ qiú tǎ pí mián chōu,chóu
Tjmyna vklkyukv th% bfj 10^ 綿
子 等 物
Vklkyukv ;ee;lgug%
면 자 등 물
Ygyung; ;ee;lgug%
mián zǐ,zi děng wù
高麗史^ 卷二十二 1957^ 페이지 三百三十五

Kjxny wgunay vklkyukv hfj.ooltu ⇩
〔신사팔년^^^팔월〕
기미일에 몽고 사신 착 고여(著 古與) 등 13 명과 동진(東眞) 사람 8 명과 여자 1 명이 우리
나라에 왔다^
갑자일에 왕이 대관전(大觀殿)에서 몽고 조서를 접수하였다^ 이 때에 몽고와 동진 사람
21 명이 다 정전에 올라 와서 명령을 전달하겠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만
한 명만 정전에 올려 보내려고 하여 옥신각신 판결이 나지 않았다^ 해질 무렵에야
8 명을 정전에 올라 오게 하였다^ 그들이 몽고 황태제(皇太弟)의 편지를 전하고
수달피 1 만 장* 가는 명주 3 천 필* 가는 모시 2 천 필* 솜 1 만 근* 룡단묵(龍團
墨) 1 천 정* 붓 2 백 자루* 종이 10만 장* 자초(紫草) 5 근* 홍화(葒花)* 람순(藍筍)*
주홍(朱紅) 각 50 근* 자황(雌黃) 광칠(光漆)* 동유(桐油) 각 10 근을 요구하였다^
착 고여(著 古與) 등이 문건을 전달하고 정전에서 내려 가려 할 때에 제각기 품
속에 품었던 것을 꺼내여 왕의 앞에 던졌는데 그것은 다 년전에 주었던 거칠은
주포(紬布)였다^ 그들은 연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들이 또 자기 나라 원수들인
찰라(札剌)와 포흑(蒲黑) 의 편지 각 한 통을 내여 놓았는데 이 편지들에도 다
수달피* 면주(綿紬)* 솜 등속을 청구하였다^
고려사^ 권22^ 1963^ 페이지^515

Bkyukl kjxeelug

⇩

〔Wgugguxny bkuka rnl (1221 ky)^^^ Ygabgy vgj〕
Igjguxny hkyny f;fj Bkyuklsy tlxny Xhguukaf1 ygjsy 13 hoy*

Pooy Rny2@na 8 hoy dg hgbm HG:GUMGA3 ytu hoy njt.^
Hfh helugyg
f;fj >gy* bkyuklsy mgjhggh PGJLNU4nau M_uegy]5
6
Hgji @;gg holtty g.g.^
Bkyukl* Pooy Rnyna ynam hkjny ytuty hoy dou; Hgjin; ugjyg
utwutt.^ Bgygahgy pf.hfy ugyw hoynau y, ugjugyg htbtty mkhnjx z;gy
htvtu dga.^ Gjug de/e ygjgy inyuth
o-v* ygabsu y, Hgjin; ugjgh
dkluk.^ Mt; Bkyuklsy Hegymgap7@sy hoy; PGJLNU8nau elgbrlg.^
10
Hglneys
gj,v9 ytuty mobty lny
* Ygjny mkjukbvku11 uej.gy14bzyugy
12
13
mkluka
*
Ygjny
dklukvky
klv
hkcj
bzyugy mkluka* Bzy;gv mobty
rny15* Loymogy D T H 16 bzyugy hg.muga17* DNAJ hkcj peey ueejv18*
21
WGGV22 gj.gy mobty
hee;gv19* Dtjnbou f.v20 mg.gy
rny*
Uojuob
*
23
24
25
26
De;eu * Ieyh mev doj mg.ny rny* Igjewg * Inj * Mkv mev doj
gj.gy rnynau ythrtt^
Xhguukaf ygjsy tlxnv* pgjlnu27nau elgbrlgg; Hgjiggv deehsy
28
mehga; hoy doj
f.jffvff ytu /b ugjugr >gyunay fbyf
kjhnvky y,*
29
30
rnlnay fbyf fux dgavgy bfyffh vnabhna mkjukbvku dgalgg^
Mt;* hejnb;3231 x kjklwvkyuoa^
33
34
Dgv* Rglg * Deh hkcj /gyiega mev doj ytrutt; dnxnu
nluttvynau dovyttvtt ugjugr fuvfy y, bfy l hglne* mkjukbvku* bzy;gv
ptjunau ythvty dgalgg
Ueelny elvsy ve;gj^ 1957^ 22@j ;t.mtj^ 335@j mgl^
1963^ 22@j ;t.mtj^ 515@j mgl

Pooltu ou (Poolm* mgaldgj)
1 著 @ tyt ovtu vklkyukvkkj 착 xhgu 저 xf utvty hkcj zyp ;ee;lgugmga dg hzmg;ggjgg x

2
3

4

5
6

bfy zhu, zhuo utvty hkcj ffj ;ee;lgugmga^ Ooyttv dklkk; 著 古與 ut;tu ytjnau kjxny
wgunay vklkyukvkkj 착고여 Xhgu@uk@af* 저고여 Xf@uk@af utr vtjutt;tu dg hzmg;ggj
Zhu Gu-yu, Zhuo Gu-yu utr vtjuttht; hojyt^ Dgv 著 y, 着 mta nrnl^ Pgjnb dnxnum vkl^
ygy^札 古與 Zhao Gu-yu vkl^ 찰 고여 Xhgl@uk@af utr ugjyg (札〓紮〓扎)^ 1231 ky;
Bkyuklkkv Ueelny elvg; nluttvty Fuff;ta hggys pgjlnum vkl^ 과고여 ({ eg@uk@af)
ygy^ 瓜古與 Gua-gu-yu utvty dga;gu^ Pgjnb hoy Xre Xe@/a utr vtjuttvty^ ＊Mguga
Vkl^ 동진 ygy (tjmyna vklkyukv)^ 東眞 @ Bkyuklsy hkldkkmky Pooy Rny htbtth elvsy ytj^
Pgjnb dnxnu pkhnkl; #:kjyk; Vng# utvty dga;gu^
#Vkl^ 병부녀일인래 ygy^ 幷婦女一人來 # @ nay 병 幷 y, #hgbm* weu# utvty ou^ 婦女 y,
#hg;gumga# utvty tbtumta hoyna hoy;tmutl ou^ 一人來 y, #ytu hoy njt.#^
Ou ovuna y, hkayk ej; y, kjeelr* rgghgy ygajeelbggj vgygu;g.x* mooh vej.glrnay bt;tt
vtlmnau gl, dklkh ugj hojtluoauttj eu thnay ;guee kjxeelr btjut;nay vkykjm hojuth y,
thdnxnu ve;lglsy oy;vty pgjxnb mel #hgbm hg;gumga ytu hoy njt.# utr kjxeelg.^
Ty; hgbunay ukl y,* htyna hty dklkhsu bt;thuoa dklk.x* /e x gmeuga 13@j peeys thty
o- de/e 1221 ky; bkyukl tbtumta tlx dklr ug;gg;g; kxnr dgaugg z.;gl /b^
Tyt y,* ;tlhnay gyhys tbtumta tlx Bkyukl tbtumta dgavgy dev ee* ;tlhnay ;n'lkbgmsy
moohty; glmgy hee;gv dklr kjkh poal dni oo utr dk;ykb^ Bkyukl tbtumta /o*
Bkyuklsy tbtumta /o ut;tu gveelm ugjx dklkh /b^ Tyt hkcj mev mev kaluklm l ;kk^
Uth;tt l bkyuklsy ;n'lkbgmsy moohytt hkldku;kh xehgl bt;tt^ Tl tbtumta tlx kjklwvky
Nh Bkyukl Elvsy tlxnv Dth* dnaj* dnxunay wggv ptjtu dnxunay htjtuvlnau njool utvty
emugmga pgjlnunau g.x kxvky y, bkyuklsy vkclsy moohty; /emga vgahgy bt;tt dnltt^
Mtuth bfjmff* Xnyunv hggys thyna ug;gg; hgjnlwggys dnxuoo;nay ytu y, mnab vkclsy
gueelugmga dgavgy* Yeew Mk.xkk pkhnku;khkkv ;gjea 20 rnlnay fbyf dklvky ut;tu
mglggvgg kywuka gyhggjgl mgmyg^ Bgug;uoa* Bkyuklsy Yeew Mk.xkku vklkyukv wggvygg
dnxvty dgahsu ouoavuthuoa^ Fuff;ta hggys o-; de/e 1231 ky; bfy ytu tbtumta tlx dklr
Ueelny elvg; kxvky dga;gu^
Vkl^ 조 ygy^ 詔 @ #Pgjlnu# utvty ou^ Bfy 조서 詔書 mta g;nl dfuff; #Ree* Ree dnxnu#
uth y, klkymgg mkhnkl;kyk^ Pgjlnu klky zyp dga.* ooy;% #Pgjlnu 지 旨# * #Vejugh pgjlnu
칙 勅# * #Mgjhggh pgjlnu 조 詔#* #Eheelgh pgjlnu 고 誥#* #Htlmjoolth pgjlnu 사 赦# uth
btm^ Ty; #Mgjhggh pgjlnu 조 詔# utvty emuggj kjrtt^ Ht;ty bfj fyufjff; #Pgjlnu 지 旨#
ut;tu -jfyhna ytjttj mtb;tultrtt^ Ytu vkynjheeimga poal dkl* Nh Bkyukl elvsy hggys
pgjlnu dg Ueelny elvsy .gyunay pgjlnunau nrnl hgypggj mtb;tultr dkl;kuuoa dgavgy
z.;gl^ Bkyuklkkv ;gjgyuea veer dgavgy ;gjugxn cv dev htbtty optr pgveelr* ffj hgypggj
mtb;tuloolr dgavgy moohty dgjnbm vklkyukv vej.glrn; dna^ 1276 kys 3 vgjsy hfh dtxny
f;jnay bt;ttu(1@28@432; 3@28@160) ythty opyt oo^
Vkl^ 대관전 ygy^大觀殿 @ Ueelny elvsy >gyunay pgljgh Hgjinay ytj^
Vkl^ 전 ygy^ 殿 @ #Nh Utj 큰 집#* #Kj; 궁궐#* #Mtyutjnay hf.ooyna pgljgh Hgji 천자의
거처#* pgjnb;gg #vob 절* 불사# utvty emugmga^ Ty; #Hgji# utr kjxeelg.^ Hgji ut;tu y,*
>gyunay zgblgy veeh fjuffu htlyt^ Hgjin; ugjyg ut;tu y, mtj zgbygg kjr dgjgglhghsu
htlr dgayg^

7 Bkyuklxee; 皇帝 huáng-dì nau #hegy;n#* 君 jūn nau #hgugy#* 皇子 huáng-zǐ,zi nau #gdguga#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uth ptjuttj hkkjky; y, hkl,r hemugluoa kjxeelr njvty^ Ty;* vkl^ 몽고황태제 ygy^ 蒙古皇太
弟 htbttrtt^ Ueelny elvsy ve;gjxnay ou dklklmka^
Vkl^균 ygy^ 鈞 nau bkyuklkkj #nh* hoy;# utr kjxeel;gu dg #hoy;tmutlmta utvty# ou^
#Pgjlnu# ut;tu ounay fbyf kjkhkkj #nh pgjlnu* tjhnb pgjlnu* hoy;tm pgjlnu# utvty vgygg^
지 旨 nau kjxny wgunay vklkyukv htlttj pouttj l #pghng* pghn;gl# utr hfj.oolrtt^
지 旨 y, #pgjlnu# utvty emugmga dklkhsu fbyf mgaldgjlgvgy^ _j hggy hoyna nluttr dea
dnxunau #pghng* pghn;gl# ut;tuuoa^ #Pgjlnu# dg mooyna mfjfl poalttj ytjlth de/e #Ree*
Ree dnxnu# htbtt;tu^ Wtjunay rgyrn;syhsu hgjny #pghn;gl* pghn;gl dnxnu* dnxnu# utvty
dga;gu^ Uth;tt rgyrn;sy pghn;gl* pghn;gl dnxnu* dnxnu x utvty ug;gg; hgjnlwggys xehgl
dgjnbm dnxnu bfy^ Hggyshgg pgjlnuggj z.gg mel bkyukl elvsy mfjnay dk;lkuk rgyrn;sy
pghn;gl dnxnum gueelgu;gr dga;gu dgayg^ Rnittldtl* 1215 ky; bkyukl rgyrny Hgdrny
Ueelny elvsy >gy; nluttvty dnxnumtt Xnyunv hggys pgjlnu dg Xnyunv hggys :ee dgjnelvgy
ounau mtb;tultvty dga;gu^
Vkl^ 달피 ygy^ 獺皮 nau kjxny wgunay vklkyukv htlytt 수달피 水獺皮de/e Lutra vulgaris
htbtth -jfyhna emuggj deelugrtt^ Dgv Enhydra Lutrisde/e #mtyunvnay hglne# utr dna^ Eu
th;tt gl, gl, y, x dgar dklkh dgayg^ Bkyukl htlytt hglne* delug* oytu ptjtu ou t;uttj
gb,mys ytj dklkhsy vgwee ov gj,vsu y, ;g.hgj ytjltr hglne pgh* delugy ;gh* oytuty
bgluga utr zj,r* dnx;tu mel #hglneys gj,v# utr kjxeelgluoa pouttj l #hglne# utt;
z.vgy x dklkh dklk.x* eel thnau dgjnbmlgy deelug.^
Vkl^ 령 ygy^ 領^ Bkyuklxee; bglsu mf;fy mkluka* f;fy mkluka utr zj,;gu inu vklkyukv
hoy /bsu mkklkh;kk mev doj ffj ffj ;gug.gj ytj(htbrooj ytj x ut;tu) htjtulthy, nh^
Mooynau nht.xlty bkyuklkkj deelugr dkl;unau rnittyoo;ttv ythty opyt oo^
Vkl^ 세주* 면주 ygy^細紬* 綿紬 btm ytu ytj dklky mkhnkl;kh y, hk.kj^ 細 y, #ygjny*ygjnay#
utvty ou^ 紬 nau nht.xlty #mkjukbvku torγamsuγ# utr kjxeel;gu^ Dgv #xovt čüse# ut;tu
utr mg.gy htlyna mklnay mkjuk dfvnay poal; mgaldgjlgvgy dga;gu^ #Mkjukbvku# ut.tl
k;kk mk;kmuklkkj kalukh dklr dgayg^ Ut.x ;ttj o-; tyt y, t;nay ytj dklr dga.* rnitt
y,* 선주 線紬 #;gglny mkjukbvku# uth btm^ Uexnypejuggm mgaldgj mklnay 23@j ;t.mtjm
#Injhtum hn.ttv* htt mkjukykkv domth poal dojnay gj dkluky yththnau wfb mkjukbvku
htbttboa# utr mgaldgjlgvgy dga;gu^
Vkl^ 필 ygy^ 匹^ Ohtj* g;ee dklky dfv dgjgg* klv ptjunau mkklkhk; htjtult;tu^ Bkyukl
htlytt #mkluka#* #htvtu# utr kjxeel;gu^
Vkl^ 세저* 솜 ygy^ 細苧 (vnxro* xizhu)^ 苧 @ ;gyuggjgg mkhnkl;kh y, hk.kj^ 저마 苧麻 utvty
hkjikkukkj mkl, dnxnum kjvky dga;gu^ Mooynau bkyuklkkj #dklvky klv boluγsan olusu# bfy
pgjnb;gg #robt klv ǰüme olusu# utr ytjlt;tu^ #Dklvky klv#* #Dklukvky klv# utr hkcj
ffj poal^ #Dklukvky klv#su 연마 練麻 utyt^ #Dklvky klv# utr* hfl;vfy hkayk y, hejggr
g.vgy klvsu htlyt^ Kjkvkkj #jgbn d-lk-# uth dg lgmny ytj y, Boehmeria nivea^
Vkl^ 면자 ygy^ 綿子 nau bkyuklkkj #bzy;gv# utr kjxeel;gu^
Vkl^ 근 ygy^觔 (jin)^ 觔 dg 斤 g;nlhgy^ Hoy;nay htbrooj ytj^ Bkyuklkkj #rny# ut;tu^
0*625 [u@mga mtywoo^
Vkl^ 룡단묵 ygy^ 龍團墨 (Loy,megy,bk* Longtuanmo)^ :ttjtt lee* ugj,;sy ;ojvmta ytuty
poal dth^ 단 團 y, #;outjtu# utvty emugmga mel ;oujtu htldtjmmta dth utr kalukar dklyk^
Xnyunv hggy injtty; pgljgg; gjg. ugjeahgy rnl dklr dgavgy o-;tt ug;gg;ggv dth*
dnaj* dnxunay wggv ythtr pgjlnu nluttr dgavgy y, bkyuklsy vkclsy moohty; glmgy
hee;gv dklky dnxnu;th cvmka^ Yty zlgyuezg tyt y,* Uej.gy Uklsy de/e Xnyunvnay
bkyuklxee;su dnxnu ovtuuuoa dgavgy* hzmg;mga hnl pglugg dgavgy fbyf; htvtu y, dnxnumta
dgavgy utr op;tu pgjnb hoboovnay vgyglsu vfjvfy dk;mka dfuff; ouoavutiuoa moohty
dgjnbm bfy dklyk^ Mtj bfjmff ug;gg;g; zbgj zbgj dth dga;gu* mooyna ;kmjkkv hgbunay
vgaysu y,* bgj[ dg htldtjnau y, hojmtl pggr pghnglr dgavgy y, ty;ttv hgjgu;gyg^
Tyt y,* 13@j peeys thty o-nay de/e Uej.gy Uklsy bkyuklxee;sy vkclsy mo.iny fy;fj*
bt;ttllnay wgj hojtt yty fjufy dgavysu nlmuty hgjeelvgy oytlr dgjiuoa xehgu moohty
dgjnbm dklyk^
Vkl^ 정 ygy^ 丁(ding)^ Bkyuklxee; mooynau bfy #ynalooj#* #pejeel# x ut;tu^
Dguwgy;gg 10 ynalooj dga;gu^
Vkl^ 관* 자루 ygy^ 管 (uegy,) @ #ueejv# utvty ou^ Dnajnay ueejv utr* dnajnay opoojnau
oyhoolvty ygjnay ninau htl;tu dfuff; ytuty ueejv dnaj ut.tl dnaj ytu injhtu utvty ou^
Uth;tt hkcj vglgg* uej.gy vglgg ueejv optu;;tu^ Glny dklkh y, mk;kjhkauoa dgayg^
Vkl^ 장 ygy^ 張(xrgy) @ wggv mkklkh ytur^ Hggi hggigg zbgj htbrttyna* zbgj wggv
Ueelny elvggv ythvty dklkh y, mk;kjhkauoa dgayg^ Bkyuklxee; ytu dgaj wggv* ytu gb wggv
utr zjnlw;gu^ #Gb# ut;tu y, mtu ;fj.flrny* #dgaj# ut;tu y, ukypuka ;fj.flrnyu htlyt
Gj.gy mob de/e 100 000 hee;gv wggv ut;tu dkl mtj o-;tt nh wggv^ Bgyga dnxnu pkhnkl;
vklkyukv wggvsu #Vklhk wggv* Ueelny wggv# utr ytjlt;tu dga.^ Bkyuklsy yemgum hkcj x
ugpgj wggvys oal;.tj dgavysu bkyukl․vklkyukvsy gjh-klkunxn; klr nljooltt; dgaugg
ptjunau ;g.hgj dk;klw.kl* 13@j peeys thty o-nay bkyuklsy dnxnu vkclsy mo.iny hnxytty
fy;fj dgavysu hgjeelyg^

20 Vkl^ 자초 ygy^ 紫草 (zicao) @ bkyuklkkj

burimo( FbEsO

bErimo( FbEsO

Berimuγ ebesü,

pgjnb poal;

Birimuγ ebesü utvty dga;gu^ Ffjff hojty fyufmta* elggyggj de;ghg;
htjtult;tu ytuty poal f.vyna ytj^

21 Vkl^ 홍화 ygy^ 葒花 @ bkyuklkkj

KirK^

Gürgüm* lgmny ytj y, Carthamus tinctorius.
Uojuob @ elggy fyufmta* /b de;ghg; htjtulthnay ug;yg tb; kj;ku^ Tbnay ve;gjm op.tl*
tltu dffjyna f.xny; vgay* tltuyna hgbgu f.xynau gjnlugy ve;lsy gbsu dkkyk utr mgalrtt^
Bfy #Hgxn uojuob Crocus Sativus# utr dna^

22 Vkl^ 람순 ygy^ 藍筍 (lgy,vey,) @ bkyuklkkj

KikEcO

Bdo(

Buduγ* lgmny ytj y, Polygonum

tinctorium. De;;gu hfhfx (
Kõkečü) hnah f.vnau #de;eu# ut;tu^ Hfhfx f.vnau
mglhlgy gueelgg;(hg;uglgg;)* fyuf hfhfjbfuw de;ghg; htjtultyt^ Kjkvkkj #ny;nuk# ut;tu
y, ejugbgl* mooyttv ugjugr g.vgy de;gu* fyunau ;g.hgj pggvgy ou dklyk^

23 Vkl^ 주홍 ygy^ 朱紅 (Zhuhong, Xrehey) @ bkyuklkkj

SiekeeO

Singqu. Ieyhsy fyuf elggy*
ovtu dnxnh dg pejgh mkvlkhk; htjtultyt^ Ieyhsu 은주 銀硃 yín zhū utr dnxnh y, dea^
Bfy wguggy ieyh* meyuglgu ieyh* xeleey ieyh utr dna^ Xeleey ieyhsy fyuf elggy* tb
ynalooltht;(ygajeelghg;) htjtultyt^ Hejw ieleey ieyh utr dga;gu dg ?y@gy bernay
eelgy; ejug;gu* tb ynaloolth* de;gh pejghg; htjtult;tu dgayg^

24 Vkl^ 자황 ygy^ 雌黃 (cihuang, wshegy) @ bkyuklkkj

Zeroja

šaruǰa. Pejgh* de;gh* mkvlkh

ZirecO

poal^ Igjggj de;ghg; htjtult;tu^ Nht.xlty
širaču utr dnx;tu^ Nlrnjvty wgjv
bk;ys ;ejvys ;kmkk; igj dklvysu igjw ht;tu utr mgalvgy dgv dga;gu^ Bfy* igjw bk;su
#ehyg io.mtj

Foeee%t Sibdo*

Uqan-a sibtur# ut;tu^

25 Vkl^ 광칠 ygy^ 光㯃 (quanggi, uegywn) @ bkyuklkkj #inj

Si*

#* dgv #xna# utyt^ Rnittldtl*
#xnamta de;gu# uth btm^ ?bgy; uzlglpvgy hgj fyuf kjeelyg^ :ttj o-; nhtvnay mtjtu voah
de;;gu dgartt^ #Inj# ut;tu y, gln. /bsu inj;tht; htjtulth bk;ys ioovnau htl;tu dgayg^
#Inj# ugjugr g.;gu bk;su 칠수 漆樹 Rhus vernicifera ut;tu^ Mooynau kjkvkkj #lg[k.k-

NimbEt ModO Nimba modu# utyt^
Bkyukl htlytt# Sirda sirde, inj;* SirdemoI sirdemüi, inj;boa* SirdeKlemoI

;-j-.k#* bkyuklkkj #Yzbdg bk;

sirdegülemüi,

inj;oolboa# uth ptjunay ouv dna^ Yzbdg bk;ys zyp y, uflufy mkbkk bk;ky g;nl* fy;fj
y, hkcj uej.gy hkv gl; nloo* yg.x y, yowuty hk.kl bk;ys yg.xny; g;nlhgy* Hgy Roy
ugpjsy eel pg.; ejug;gu utyt^
K;kk bgyga; #lg[* lg[;gh# utr htltlwtr dgayg^ #Lg[# uthnay kjky; #inj#* #lg[;gh#
uthnay kjky; #inj;th# utr htjtultr dklkh /b^ Moouttj ol dgjgb #;g.hgj inj;th#
(;g.hgj lg[;gh) uthnau ugywhgy outtj #mkllkh# utr dgavysu dn; vtjutty htjtultr dklyk^

DosO

26 Vkl^

동유 ygy^ 桐油 (ton@you, mey,/) @ bkyuklkkj #
tosu, mkv# utyt^ Lgmny ytj y,
Aleurites cordata* kjkvkkj #meyuk.k- bgvlk#^ Bkyuklxee; #mey,/ mkv# utr ytjlthttv ug;yg
#xeleeys meelgay dffjnay mkv# utr kjxeelvgy x optu;tyt^ #Mkv#ut.tl utjnay ezyugm
bk;ys ojnau dewglugr ugjvgy mkvsu htl;tu dgartt^ Httjnay ezyugm bk;* fjufvm ezyugm
bk; utr dga;gu dg pgjnb;gg ezyugm bk;su #mkkj bk;# ut;tu^

27 Vkl^ 지 ygy^ 旨 @ bkyuklkkj #

Jerli(

pgjlnu# utvty ou^ Tjmyna vklkyukv th;tt 旨 지 utr
dgauggu kjxny wgunay vklkyukv htlttj # 문건 dnxnu dgjnbm# utr tyuooyxlty deelugvgy
dgayg^
28 Vkl^ 투 ygy^ 投 (tou) @ nay oy;vty emug y, #in;th* hgzh#^ Mnab x exjggv kjxny wgunay
vklkyukv htlttj #던졌다 in;t.* hgz.# utr deelugrtt^ #麤紬布 추주포 Vnabhna mkjukbvku#
utr ty; hg;unau htlrtt(hkayk fuoolth mgaldgjsu ythty opyt oo)^ Hg;unau Elvsy >gyunay
fbyf #in;th* hgzh# uth y, hg;unay he.,; x* elvsy .gyunay he.,; x mkhnjkbruoa mel gl,
glnysu y, hgjuglpgg;* rgghgy pffljoolr #kjhnh# utr kjxeelg.^ #Hg;unau fjufy dgjn.#
utr kjxeelr dklkhuoa dga.^ Thttvtt* dk;km dga;lggvgg hgpgaugg; z.xnh utt; dgayg^ Tyt
wggygg ygjnay exnjmga^ #Kjhnh# utvty y, #ol;tth# utvty emugmgauggv ug;yg* dgv #hgzh*
in;th# utvty emug x dna^ Ueelny elvsy >gyunay fbyf bkyuklsy tlxnv hg;unau kjhnvky
utvty y, kalukbrkkj dgghgy mggjee dgar bt;yt^ Bkyuklkkv kxvky tlxnv dou; Hgjin;
ugjyg utvty iggj;lgusu Ueelny elvsy mgl holttr g.gguoa* -j y, Bkyuklsy tlxnvm hgy;gh
hgy;lgug mgglgu;gguoa exnj mt; tlxnv hg;unau .gyunay fbyf kjhnr(in;tr)* ;ejgbr
vtmutltt nltjhnalvty dgayg^ Hg;unau elvsy .gyunay fbyf kjhnh(in;th) ut;tu dkl mflfflr
dea Nh Bkyukl elvsyhgg voj hox* ffjv;nay nhtbvunau hgjeelr dea z.;gl^ Mt; tlxnv
Hejnb; x (;gallgugy;) kjklwkkuoa uthnau dk;khk; nht; ;ejueawvgy dgayg^

29 Vkl^

년전 ygy^ 年前 @ #rnlnay fbyf# utvty htlltu y, #ooyna fbyf# utvty emug^ Tl oal z.;gl
1221 ky; dklr dgaugg utr dk;khk; #rnlnay fbyf# ut;unau iee; emuggj y, kaluk.kl 1220
ky dgabggj^ Utmtl 1220 kys oal z.;gl; bkyuklmka hkldku;klmka poal mtb;tultu;vtyuoa^
Hgjny 1219 ky; bkyuklmka hkldku;kl dohoa bt;tt ht; ht; dgayg^ Uth;tt hg;gu dgj,vgy
mehga mtb;tultl ouoa^
30 Vkl^ 추주포* 거칠은 주포 ygy^ 麤紬布 (wexkede)^ 麤 추 y, 粗조 mga g;nl #vnabhna# utvty ou^
紬 주 y, 綢 주 mta g;nl #ygjny* ygjnay# utvty ou^ 布 포 y, #dfv# utvty ou^ Ty; ugjx dea
#麤紬布추주포 Vnabhna mkjukbvku# y, hn.* vgbdga hg;unay gl, y, dklkh y, mk;kjhkauoa
dklk.x /e x gmeuga bgyga hg;unau htlr dgaugg y, ugjwgguoa dgayg^ Tyt y, 1221 kys o-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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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l bkyuklxee;sy hg;unay mehga yty vkyny* bgug;uoa hg;unay mehgam gyhys moohty
mtb;tultl x dgar dklpkiuoa^
Vkl^ 연* 연회 ygy^ 宴 (yan)^ K;kk #;gallgug* wgallgug* de;gglug# utr kjxeel;gu^ :ttjhty
o-; #;gallgug#* #wgallgug#* #de;gglug#* #hejnb#* #mka# utt; dou; ;kj ;kjkk zluggmga*
hkl,r hemug;guuoa dga.^ 宴 (yan)nau #hejnb# utr kjxeel;gu^ K;kk wgunayhggv emug
zluggmga^
Vkl^ 찰랄 ygy^ 札剌 Zhá-lá. Pgjnb;gg 箚剌 Zhā-là utr dnxvty dea^ Tl rgyrys ytjnau
tj;tbmt; Rglg(ǰala) utr vtjuttvty dga;gu^ :fjf.;outtj rgjys igj dgjv rnl de/e 1218
ky; Hgdrny /gyiegamga bkyukl wtjunau e;nj;gr z.gh;gg ;t; /gyiega dgavgy hoy^
Vkl^ 포흑 ygy^ 蒲黑 @ #Deh# /b ee* #Dfh# tv.tl #Dth# utvty ytjmta bkyukl rgyrys
ytjnay vklkyukv uglnu^
Vkl^ 서 ygy^ 書 @ kjxny wgunay vklkyukv htlttj #pghn;gl* 편지# utr deelugrtt^
書 nau bkyuklxee; #dnxnu# utr kjxeelr njvty elgbrlglmga^

Hgyp ovtu (한자 漢字)m meumgb (Doeede^) vejglwguxn;* hgyp ovunay ygyung; dg vklkyukv
;ee;lgusu ptjutwoolty ve;lgux;g; pkjnelgy* nr dojty dgah htbttvty thdnxnu ve;lglsy
oy;vty pgjxnb; ;el;ea;gy oal;vty* hgyp ovunay emug* molhooj* pejglusy mkk* vklkyukv dg
ygyung; ;ee;lgusy mklnau hg.vgjugr dgayg^ 1221 kys Xnyunv hggys pgjlnunay tjmyna
vklkyukv kjxeeelug ;gy mkkukkj 123 hgyp (한자 漢字)* ynam 197 hgyp ovtumta ⇩
01@j bfj 辛 매울 신; ⾟-총7획; [xīn] 맵다, 매운맛, 고생하다, 살상(殺傷)하다
巳 여섯째 지지 사; ⼰-총3획; [sì] 여섯째 지지, 삼짇날, 상사(上巳)의 약칭,자식, 태아
八 여덟 팔; ⼋-총2획; [bā,bá] 여덟, 여덟 번, 팔자형(八字形)
年 해 년; ⼲-총6획; [nián] 해, 365일, 나이, 연령, 새해, 신년〕
1@j b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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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팔; ⼋-총2획; [bā,bá] 여덟, 여덟 번, 팔자형(八字形)
달 월; ⽉-총4획; [yuè] 달, 달빛, 나달, 광음(光陰)
자기 기; ⼰-총3획; [jǐ] 자기, 여섯째 천간, 다스리다
아닐 미; ⽊-총5획; [wèi] 아니다, 아직 -하지 못하다, 아직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래, 장래, 여덟째 지지(地支), 오후 1-3시
입을 몽; ⾋-총14획; [méng,mēng] 입다, 입히다, 덮다, 덮어
씌우다, 싸다, 받다, 덮어쓰다, 입다, 숨기다, 덮어 가리다, 덮개
옛 고; ⼝-총5획; [gǔ] 옛, 예, 오래다, 예스럽다
하여금 사; ⼈-총8획; [shǐ,shì] 하여금, 시키다, 좇다
분명할 저; ⾋-총13획; [zhù,zhuó] 분명하다, 드러나다, 분명하
다, 나타내다, 분명하게 하다, 짓다, 저술하다, 기록하다, 그리다
옛 고; ⼝-총5획; [gǔ] 옛, 예, 오래다, 예스럽다
줄 여; ⾅-총14획; [yǔ,yú,yù] 주다, 베풀다, 동아리, 무리, 동
아리가 되다, 따르다, 돕다, 허락하다, 편을 들다, 좋아하다
가지런할 등; ⽵-총12획; [děng] 가지런하다, 가지런히 하다,
등급, 계단, 구분하다, 차별, 계급, 등급, 무리, 부류
열 십; ⼗-총2획; [shí] 열, 열 번, 열 배
석 삼; ⼀-총3획; [sān] 석, 셋, 세 번, 거듭, 자주
사람 인; ⼈-총2획; [rén]사람, 인간, 백성, 남, 타인, 인품, 인격
동녘 동; ⽊-총8획; [dōng] 동녘, 동쪽, 오행(五行)으로 목(木),
사시(四時)로 봄, 오색(五色)으론 청(靑), 동쪽으로 가다, 주인(主人)
참 진; ⽬-총10획; [zhēn] 참, 변하지 아니하다, 생긴 그대로
여덟 팔; ⼋-총2획; [bā,bá] 여덟, 여덟 번, 팔자형(八字形)
사람 인; ⼈-총2획; [rén]사람, 인간, 백성, 남, 타인, 인품, 인격
어우를 병; ⼲-총8획; [bìng,bīng] 어우르다, 어울리다, 함께, 함께하다
며느리 부; ⼥-총11획; [fù] 며느리, 아내, 여자
여자 여{녀}; ⼥-총3획; [nǔ,nǜ,rǔ] 여자, 딸, 처녀, 계집, 음양에서는 음(陰),
역(易)에서는 곤(坤), 태(兌), 손(巽), 리(離)등에 해당됨
한 일; ⼀-총1획; [yī] 하나, 한 번, 처음, 오로지, 모두, 동일하다
사람 인; ⼈-총2획; [rén]사람, 인간, 백성, 남, 타인, 인품, 인격
올 래{내}; ⼈-총8획; [lái,lȧi] 오다, 장래, 부르다
첫째 천간 갑; ⽥-총5획; [jiǎ] 첫째 천간, 십간(十干)의 첫째, 거북의
등딱지, 조가비, 껍질, 씨의 껍질
아들 자; ⼦-총3획; [zǐ,zi] 아들, 맏아들, 자식, 어조사
임금 왕; ⽟-총4획; [wáng,wàng] 임금, 제후, 제실(帝室)의 남자

3@j bfj

迎 맞이할 영; ⾡-총8획; [yíng] 맞이하다, 마음으로 따르다, 헤아리다, 추산하다
詔 고할 조; ⾔-총12획; [zhào] 고하다, 알리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알리다,
신에게 고하다, 가르치다, 돕다

于 어조사 우; ⼆-총3획; [yú] 어조사, 가다, 하다, 행하다
大 큰 대; ⼤-총3획; [dà,dài] 크다, 넓다, 두루
觀 볼 관; ⾒-총25획; [guān,guàn] 보다, 자세히 보다, 보이다, 나타내 보이다,
드러내다, 명시하다

殿 큰 집 전; ⽎-총13획; [diàn] 큰 집, 궁궐, 천자의 거처, 절, 불사(佛寺)
蒙 입을 몽; ⾋-총14획; [méng,mēng] 입다, 입히다, 덮다, 덮어
씌우다, 싸다, 받다, 덮어쓰다, 입다, 숨기다, 덮어 가리다, 덮개

古 옛 고; ⼝-총5획; [gǔ] 옛, 예, 오래다, 예스럽다
東 동녘 동; ⽊-총8획; [dōng] 동녘, 동쪽, 오행(五行)으로 목(木),
사시(四時)로 봄, 오색(五色)으론 청(靑), 동쪽으로 가다, 주인(主人)
참 진; ⽬-총10획; [zhēn] 참, 변하지 아니하다, 생긴 그대로
두 이; ⼆-총2획; [èr] 둘, 두 번, 두 마음
열 십; ⼗-총2획; [shí] 열, 열 번, 열 배
한 일; ⼀-총1획; [yī] 하나, 한 번, 처음, 오로지, 모두, 동일하다
사람 인; ⼈-총2획; [rén]사람, 인간, 백성, 남, 타인, 인품, 인격
다 개; ⽩-총9획; [jiē] 다, 모두, 두루 미치다, 함께
하고자 할 욕; ⽋-총11획; [yù] 하고자 하다, 하려고 하다, -할 것 같다,
바라다, 기대하거나 원하다
上 위 상; ⼀-총3획; [shàng,shǎng,shȧng] 위, 하늘, 임금
殿 큰 집 전; ⽎-총13획; [diàn] 큰 집, 궁궐, 천자의 거처, 절, 불사(佛寺)
傳 전할 전; ⼈-총13획; [chuán,zhuàn] 전하다, 말하다, 보내다
命 목숨 명; ⼝-총8획; [mìng] 목숨, 운수, 운, 명하다, 명령을 내리다
我 나 아; ⼽-총7획; [wǒ] 나, 우리, 외고집
國 나라 국; ⼞-총11획; [guó] 나라, 서울, 나라를 세우다
欲 하고자 할 욕; ⽋-총11획; [yù] 하고자 하다, 하려고 하다, -할 것 같다,
바라다, 기대하거나 원하다
只 다만 지; ⼝-총5획; [zhǐ,zhī] 다만, 어조사, 뿐
4@j bfj 許 허락할 허; ⾔-총11획; [xǔ] 허락하다, 받아들이다, 승인하다, 가담하다, 약속
하다, 맡기다, 진실을 인정하다, 나아가다, 흥하다, 일으키다
上 위 상; ⼀-총3획; [shàng,shǎng,shȧng] 위, 하늘, 임금
价 착할 개; ⼈-총6획; [jià,jiè,jiė] 착하다, 크다, 갑옷을 입은 사람
一 한 일; ⼀-총1획; [yī] 하나, 한 번, 처음, 오로지, 모두, 동일하다
人 사람 인; ⼈-총2획; [rén]사람, 인간, 백성, 남, 타인, 인품, 인격
上 위 상; ⼀-총3획; [shàng,shǎng,shȧng] 위, 하늘, 임금
殿 큰 집 전; ⽎-총13획; [diàn] 큰 집, 궁궐, 천자의 거처, 절, 불사(佛寺)
往 갈 왕; ⼻-총8획; [wǎng] 가다, 옛, 예, 이따금
復 돌아올 복; ⼻-총12획; [fù] 돌아오다, 돌려보내다, 뒤집다
未 아닐 미; ⽊-총5획; [wèi] 아니다, 아직 -하지 못하다, 아직
그러하지 아니하다, 미래, 장래, 여덟째 지지(地支), 오후 1-3시
决 결단할 결; ⼎-총6획; [jué] 나누다, 구별하다, 결단하다, 결성하다
日 해 일; ⽇-총4획; [rì] 해, 태양, 햇볕, 햇살, 햇빛, 햇발, 해의 움직임
將 장차 장; ⼨-총11획; [jiāng,jiàng] 장차, 막-하려 한다, 마땅히-하여야 한다,
어찌(何), 오히려
昗 해 기울 측; ⽇-총8획; [zè] 해 기울다(tht; 吳 나라 이름 오 dnxrtt)
乃 이에 내; ⼃-총2획; [nǎi] 이에, 너, 접때
許 허락할 허; ⾔-총11획; [xǔ] 허락하다, 받아들이다, 승인하다, 가담하다, 약속
하다, 맡기다, 진실을 인정하다, 나아가다, 흥하다, 일으키다
八 여덟 팔; ⼋-총2획; [bā,bá] 여덟, 여덟 번, 팔자형(八字形)
人 사람 인; ⼈-총2획; [rén]사람, 인간, 백성, 남, 타인, 인품, 인격
升 되 승; ⼗-총4획; [shēng] 되, 새, 피륙의 날을 세는 단위, 승괘, 주역(周易)
의 64괘의 하나
殿 큰 집 전; ⽎-총13획; [diàn] 큰 집, 궁궐, 천자의 거처, 절, 불사(佛寺)
傳 전할 전; ⼈-총13획; [chuán,zhuàn] 전하다, 말하다, 보내다
蒙 입을 몽; ⾋-총14획; [méng,mēng] 입다, 입히다, 덮다, 덮어
씌우다, 싸다, 받다, 덮어쓰다, 입다, 숨기다, 덮어 가리다, 덮개
古 옛 고; ⼝-총5획; [gǔ] 옛, 예, 오래다, 예스럽다
5@j bfj 皇 임금 황; ⽩-총9획; [huáng] 임금, 천자, 또는 상제에 관한 사물 위에 붙이는
말, 천제(天帝), 만물의 주재자
太 클 태; ⼤-총4획; [tài] 크다, 심히, 매우, 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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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 제; ⼸-총7획; [dì] 아우, 나이 어린 사람, 자기의 겸칭
서른 근 균; ⾦-총12획; [jūn] 서른 근, 고르다, 고르게 하다, 가락, 음조
맛있을 지; ⽇-총6획; [zhǐ] 맛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답다, 선미(善美)하다
동아줄 삭; ⽷-총10획; [suò] 동아줄, 꼬다, 새끼 꼬다, 가리다, 선택하다
수달 달; ⽝-총19획; [tǎ] 수달
가죽 피; ⽪-총5획; [pí] 가죽, 껍질, 겉, 거죽
한 일; ⼀-총1획; [yī] 하나, 한 번, 처음, 오로지, 모두, 동일하다
일만 만; ⾋-총13획; [wàn,mò] 일만, 수의 많음을 나타내는 말, 다수, 크다
옷깃 령{영}; ⾴-총14획; [lǐng] 옷깃, 목, 가장 요긴한 곳
가늘 세; ⽷-총11획; [xì] 가늘다, 미미하다, 작다
명주 주; ⽷-총11획; [chōu,chóu] 명주, 굵은 명주, 잣다, 실을 뽑다, 철(綴)
하다, 모으다
석 삼; ⼀-총3획; [sān] 석, 셋, 세 번, 거듭, 자주
일천 천; ⼗-총3획; [qiān] 일천, 천 번, 많다
필 필; ⼖-총4획; [pǐ] 필(疋), 짝, 맞서다
가늘 세; ⽷-총11획; [xì] 가늘다, 미미하다, 작다
모시 저; ⾋-총9획; [zhù,níng] 모시
두 이; ⼆-총2획; [èr] 둘, 두 번, 두 마음
일천 천; ⼗-총3획; [qiān] 일천, 천 번, 많다
필 필; ⼖-총4획; [pǐ] 필(疋), 짝, 맞서다
햇솜 면{깃술 묘}; ⽷-총15획; [mián] 햇솜, 깃술, 솜옷, 연잇다, 뻗치다,
읽히다, 감기다, 멀다, 기(旗)를 꾸미는 술, 실반대, 꾀꼬리 소리
아들 자; ⼦-총3획; [zǐ,zi] 아들, 맏아들, 자식, 어조사
한 일; ⼀-총1획; [yī] 하나, 한 번, 처음, 오로지, 모두, 동일하다
일만 만; ⾋-총13획; [wàn,mò] 일만, 수의 많음을 나타내는 말, 다수, 크다
힘줄 근; ⾓-총9획; [jīn] 힘줄, 근(斤), 공중제비
용 룡{용}; ⿓-총16획; [lóng] 용, 임금, 제왕의 비유, 또 임금에 관한
사물에 관형사로 쓰인다, 뛰어난 인물
둥글 단; ⼞-총14획; [tuán] 둥글다, 모이다, 덩어리
먹 묵; ⼟-총15획; [mò] 먹, 형벌 이름, 오형(五刑)의 하나로 자자(刺字)
하는 형벌, 검다, 검어지다
한 일; ⼀-총1획; [yī] 하나, 한 번, 처음, 오로지, 모두, 동일하다
일천 천; ⼗-총3획; [qiān] 일천, 천 번, 많다
넷째 천간 정; ⼀-총2획; [dīng,zhēng] 넷째 천간(天干), 당하다, 성하다
붓 필; ⽵-총12획; [bǐ] 붓, 쓰다, 덧보태어 쓰다
두 이; ⼆-총2획; [èr] 둘, 두 번, 두 마음
일백 백; ⽩-총6획; [bǎi,bó] 일백, 모든, 백 번 하다
피리 관; ⽵-총14획; [guǎn] 피리, 대나무로 만든 악기의 총칭, 대롱
종이 지; ⽷-총10획; [zhǐ] 종이, 장, 종이를 세는 말
열 십; ⼗-총2획; [shí] 열, 열 번, 열 배
일만 만; ⾋-총13획; [wàn,mò] 일만, 수의 많음을 나타내는 말, 다수, 크다
베풀 장; ⼸-총11획; [zhāng] 베풀다, 매다, 넓히다, 크게 하다
자줏빛 자; ⽷-총11획; [zǐ] 자줏빛, 자줏빛의 의관(衣冠)과 인수(印授),
신선, 또는 제왕의 집의 빛깔
풀 초; ⾋-총10획; [cǎo] 풀, 초원(草原), 거친 풀, 잡초
다섯 오; ⼆-총4획; [wǔ] 다섯, 별 이름, 제위(帝位)
힘줄 근; ⾓-총9획; [jīn] 힘줄, 근(斤), 공중제비
개여뀌 홍; ⾋-총13획; [hóng] 개여뀌, 말여뀌
꽃 화; ⾋-총8획; [huā] 꽃, 초목의 꽃, 특히 ‘모란’·‘해당’을 이르는 말, 꽃
형상을 한 물건, 꽃이 피다, 꽃답다, 아름다운 것의 비유
쪽 람{남}; ⾋-총18획; [lán] 쪽, 마디풀과에 딸린 한해살이 풀,
남색, 누더기
죽순 순; ⽵-총12획; [sǔn] 죽순, 악기를 다는 틀, 종이나 경쇠를 다는
가름대, 장부, 한 쪽 끝을 다른 한 쪽 구멍에 꽂는 부분
붉을 주; ⽊-총6획; [zhū] 붉다, 붉은빛, 붉은 빛깔을 띤 물건, 적토(赤土)
붉을 홍; ⽷-총9획; [hóng,gōng] 붉다, 붉은빛, 붉은 모양, 연지
각각 각; ⼝-총6획; [gè,gě] 각각, 각기, 여러, 서로, 마찬가지로
다섯 오; ⼆-총4획; [wǔ] 다섯, 별 이름, 제위(帝位)
열 십; ⼗-총2획; [shí] 열, 열 번, 열 배
힘줄 근; ⾓-총9획; [jīn] 힘줄, 근(斤), 공중제비
암컷 자; ⾫-총13획; [cí] 암컷, 지다, 패배하다, 약하다, 쇠약해지다
누를 황; ⿈-총12획; [huáng] 누르다, 누른 빛, 누레지다, 어린아이
빛 광; ⼉-총6획; [guāng] 빛, 빛나다, 광택
옻나무 칠; ⽊-총15획; [*] 옻나무
오동나무 동; ⽊-총10획; [tóng] 오동나무, 거문고, 성(姓)

油 기름 유; ⽔-총8획; [yóu] 기름,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양,
나아가지 아니하는 모양
각각 각; ⼝-총6획; [gè,gě] 각각, 각기, 여러, 서로, 마찬가지로
열 십; ⼗-총2획; [shí] 열, 열 번, 열 배
힘줄 근; ⾓-총9획; [jīn] 힘줄, 근(斤), 공중제비
분명할 저; ⾋-총13획; [zhù,zhuó] 분명하다, 드러나다, 분명하
다, 나타내다, 분명하게 하다, 짓다, 저술하다, 기록하다, 그리다
古 옛 고; ⼝-총5획; [gǔ] 옛, 예, 오래다, 예스럽다
與 줄 여; ⾅-총14획; [yǔ,yú,yù] 주다, 베풀다, 동아리, 무리, 동
아리가 되다, 따르다, 돕다, 허락하다, 편을 들다, 좋아하다
等 가지런할 등; ⽵-총12획; [děng] 가지런하다, 가지런히 하다,
등급, 계단, 구분하다, 차별, 계급, 등급, 무리, 부류
傳 전할 전; ⼈-총13획; [chuán,zhuàn] 전하다, 말하다, 보내다
旨 맛있을 지; ⽇-총6획; [zhǐ] 맛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답다, 선미(善美)하다
訖 이를 흘; ⾔-총10획; [qì] 이르다, 이르기까지, 마치다, 끝나다, 그치다,
그만두다
將 장차 장; ⼨-총11획; [jiāng,jiàng] 장차, 막-하려 한다, 마땅히-하여야 한다,
어찌(何), 오히려
下 아래 하; ⼀-총3획; [xià] 아래, 아랫사람, 뒤
殿 큰 집 전; ⽎-총13획; [diàn] 큰 집, 궁궐, 천자의 거처, 절, 불사(佛寺)
各 각각 각; ⼝-총6획; [gè,gě] 각각, 각기, 여러, 서로, 마찬가지로
出 날 출; ⼐-총5획; [chū] 나다, 나타나다, 나가다, 내다, 내보내다, 간행하다
懷 품을 회; ⼼-총19획; [huái] 품다, 품, 품안, 가슴, 마음, 생각, 정(情)
中 가운데 중; ⼁-총4획; [zhōng,zhòng] 가운데, 마음, 치우치지 아니하다
物 만물 물; ⽜-총8획; [wù] 만물, 일, 무리, 종류
投 던질 투; ⼿-총7획; [tóu] 던지다,주다, 보내다, 증여하다, 들이다, 받아들이다
王 임금 왕; ⽟-총4획; [wáng,wàng] 임금, 제후, 제실(帝室)의 남자
前 앞 전; ⼑-총9획; [qián] 앞, 앞서다, 나아가다, 전진하다
皆 다 개; ⽩-총9획; [jiē] 다, 모두, 두루 미치다, 함께
年 해 년; ⼲-총6획; [nián] 해, 365일, 나이, 연령, 새해, 신년
前 앞 전; ⼑-총9획; [qián] 앞, 앞서다, 나아가다, 전진하다
所 바 소; ⼾-총8획; [suǒ] 바, 일정한 곳이나 지역, 지위, 자리, 위치, 경우
與 줄 여; ⾅-총14획; [yǔ,yú,yù] 주다, 베풀다, 동아리, 무리, 동
아리가 되다, 따르다, 돕다, 허락하다, 편을 들다, 좋아하다
麤 거칠 추; ⿅-총33획; [cū] 거칠다, 소략하다, 성질이 과격하다, 결이
매끄럽지 않다, 굵은 베, 대략, 대강
紬 명주 주; ⽷-총11획; [chōu,chóu] 명주, 굵은 명주, 잣다, 실을 뽑다, 철(綴)
하다, 모으다
布 베 포; ⼱-총5획; [bù] 베, 돈, 화폐, 펴다, 넓게 깔다
也 어조사 야; ⼄-총3획; [yě] 어조사, 또, 또한, 잇달다
遂 이를 수; ⾡-총13획; [suì,suí] 이르다, 성취하다, 마치다, 끝내다, 미치다,
통달하다, 자라다, 뻗다, 다하다, 따르다, 순응하다, 맞다, 적합하다
不 아닐 불; ⼀-총4획; [bù] 아니다, 말라(금지의 뜻), 새 이름
赴 나아갈 부; ⾛-총9획; [fù] 나아가다, 알리다, 가서 알리다, 부고(訃告)
宴 잔치 연; ⼧-총10획; [yàn] 잔치, 술자리, 잔치하다, 즐기다
又 또 우; ⼜-총2획; [yòu] 또, 다시, 용서하다, 오른손, 오른쪽(右)
出 날 출; ⼐-총5획; [chū] 나다, 나타나다, 나가다, 내다, 내보내다, 간행하다
元 으뜸 원; ⼉-총4획; [yuán] 으뜸, 근본, 연호(年號)
帥 장수 수; ⼱-총9획; [shuài] 장수, 통솔자, 인솔자, 거느리다
札 패 찰; ⽊-총5획; [zhá] 패, 나무, 종이, 쇠 등의 얇은 조각, 편지, 공문서
剌 어그러질 랄{날}; ⼑-총9획; [là,lá] 어그러지다, 사물(事物)의 소리,어지럽다
及 미칠 급; ⼜-총4획; [jí] 미치다, 이르다, 미치게 하다, 끼치다, 및, 와
蒲 부들 포; ⾋-총14획; [pú] 부들, 향포, 창포, 왕골, 소포(小蒲)
黑 검을 흑; ⿊-총12획; [hēi] 검은 색, 오색(五色)의 하나, 검다, 나쁜 마음,
어리석은 마음, 어둡다, 거메지다, 검은 빛으로 변하다, 날이 어두워지다,
눈이 어두워지다
帶 띠 대; ⼱-총11획; [dài] 띠, 띠다, 띠를 두르다, 차다, 허리에 차다
書 쓸 서; ⽈-총10획; [shū] 쓰다, 글씨를 쓰다,기록하다, 글자, 문자, 글씨, 서법
各 각각 각; ⼝-총6획; [gè,gě] 각각, 각기, 여러, 서로, 마찬가지로
一 한 일; ⼀-총1획; [yī] 하나, 한 번, 처음, 오로지, 모두, 동일하다
通 통할 통; ⾡-총11획; [tōng,tǒng] 통하다, 꿰뚫다, 두루 미치다, 걷다, 보급
되다, 탈 없이 통하다, 환히 비치다, 통하게 하다, 오가다, 왕래하다
皆 다 개; ⽩-총9획; [jiē] 다, 모두, 두루 미치다, 함께

各
十
觔
著

8@j bfj

9@j bfj

徵 부를 징; ⼻-총15획; [zhēng,zhǐ] 부르다, 사람을 불러들이다, 구하다,
요구하다, 거두다, 거두어들이다

求 구할 구; ⽔-총7획; [qiú] 구하다, 필요한 것을 찾다, 청하다, 묻다,
나무라다, 책망하다

獺 수달 달; ⽝-총19획; [tǎ] 수달
皮 가죽 피; ⽪-총5획; [pí] 가죽, 껍질, 겉, 거죽
緜 햇솜 면{깃술 묘}; ⽷-총15획; [mián] 햇솜, 깃술, 솜옷, 연잇다, 뻗치다,
읽히다, 감기다, 멀다, 기(旗)를 꾸미는 술, 실반대, 꾀꼬리 소리

紬 명주 주; ⽷-총11획; [chōu,chóu] 명주, 굵은 명주, 잣다, 실을 뽑다, 철(綴)
하다, 모으다
10@j bfj

緜 햇솜 면{깃술 묘}; ⽷-총15획; [mián] 햇솜, 깃술, 솜옷, 연잇다, 뻗치다,
읽히다, 감기다, 멀다, 기(旗)를 꾸미는 술, 실반대, 꾀꼬리 소리

子 아들 자; ⼦-총3획; [zǐ,zi] 아들, 맏아들, 자식, 어조사
等 가지런할 등; ⽵-총12획; [děng] 가지런하다, 가지런히 하다,
등급, 계단, 구분하다, 차별, 계급, 등급, 무리, 부류

物 만물 물; ⽜-총8획; [wù] 만물, 일, 무리, 종류

●

:ey;g; peeys Bkyukl elv Vklkyukvkkv #Hflufy ve;gjsy wggv#
ythtr dga.^
Vklkyukvkkv #Hflufy ve;gjsy wggv# ythtr dgavgy mehga bt;tt
1309 kys 4 vgjsy wgugguxny bkuka f;jnay mtb;tultl; ugj;gu dg
pejuggj deelugy mklnleelgz ⇩

1309 년^ 4월^ 신사일^ 1@33@521
Thnay vnajooltu* vklkyukv ygyung; ;ee;lgug ⇩

Tjmyna vklkyukv th% bfj 1
Vklkyukv ;ee;lgug%
Ygyung; ;ee;lgug%
Tjmyna vklkyukv th% bfj 2
Vklkyukv ;ee;lgug%
Ygyung; ;ee;lgug%

辛 巳 元 遣
신 사 원 견

xīn sì yuán qiǎn
使
來 求 佛
經
紙
사
래 구 불
경
지
shǐ,shì lái,lȧi qiú fó,fú jīng,jìng zhǐ

#Hflufy ve;gjsy wggv# ythvty tl bt;ttyna tjmyna vklkyukv th 10 hgyp (한자 漢字)
ovuttv doj;tyt ⇩
bfj 1 辛 매울 신; ⾟-총7획; [xīn] 맵다, 매운맛, 고생하다, 살상(殺傷)하다
巳 여섯째 지지 사; ⼰-총3획; [sì] 여섯째 지지, 삼짇날, 상사(上巳)의 약칭, 자식, 태아
元 으뜸 원; ⼉-총4획; [yuán] 으뜸, 근본, 연호(年號)
遣 보낼 견; ⾡-총14획; [qiǎn] 보내다, 파견하다, 놓아 주다, 이혼하여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다, 풀다, 달래다, 하게 하다, 사역 조동사
bfj 2 使 하여금 사; ⼈-총8획; [shǐ,shì] 하여금, 시키다, 좇다
來 올 래{내}; ⼈-총8획; [lái,lȧi] 오다, 장래, 부르다
求 구할 구; ⽔-총7획; [qiú] 구하다, 필요한 것을 찾다, 청하다, 묻다, 나무라다, 책망하다
佛 부처 불; ⼈-총7획; [fó,fú] 부처, 어렴풋하다, 어기다
經 날 경; ⽷-총13획; [jīng,jìng] 날, 날실, 세로, 길, 조리(條理), 도로(道路)
紙 종이 지; ⽷-총10획; [zhǐ] 종이, 장, 종이를 세는 말

Kjxny wgunay vklkyukv hfj.ooltu ⇩
(기유원년 여름4월)
신사일^ 원 나라에서 우리 나라에 사신을 보내여 불경 쓸 종이를 요구하였다^
고려사^ 1309 년^ 4월^ 신사일^ 1@33@521; 3@33@418

Bkyukl kjxeelug ⇩
(Igjguxny mghng rnl^ Gyh ky^ Peys 4 vgjsy)
Wgugguxny bkuka f;fj* ?gy elv tlx pgjr* Hflufy

ve;gjsy wggv

ytht.^

Ueelny elvsy ve;gj^ 1@33@521; 3@33@418

●

:ey;g; peeys Bkyukl elv Vklkyukvxee;ggj #Hflufy ve;gj#
dnxoolr* igy; y, bfyuf fu;fu dga.^
Rnittldtl* ?gy elvsy Hegymgaho (皇太后 Huáng-tài -hòu, 황태후)
Hflufy ve;gj heelr dnxvtyna igy dklukr bfyuf(y mtb;tum 鈔
chāo,chào 초) 5800 ;ny (錠 dìng, 정) nluttvynau 1311 kys 8 vgjsy
hgjguxny bkuka f;jnay bt;tty; ;ej;rtt^
Thnau pejuggj deelugy mklnleelgz ⇩

高麗史^ 1311년^8월^계사일 1@34@526; 3@34@432
Thnay vnajooltu

⇩

Tjmyna vklkyukv th% bfj 1
Vklkyukv ;ee;lgug%
Ygyung; ;ee;lgug%
Tjmyna vklkyukv th% bfj 2
Vklkyukv ;ee;lgug%
Ygyung; ;ee;lgug%
Tjmyna vklkyukv th% bfj 3
Vklkyukv ;ee;lgug%
Ygyung; ;ee;lgug%

八
팔

月
월

bā,bá yuè
癸 巳 元
계 사 원

皇
황

太 后
태 후

遣
견

鏁
쇄

guǐ sì yuán huáng tài hòu qiǎn qiāo
魯 花
로 화

來
래

賜
사

鈔
초

五 千
오 천

lǔ huā lái,lȧi cì chāo,chào wǔ qiān
八
팔

百
백

錠
정

賞
상

寫
사

經
경

bā,bá bǎi,bó dìng shǎng xiě jīng,jìng
Tl bt;ttyna tjmyna vklkyukv th 23 hgyp (한자 漢字) ovuttv doj;tyt ⇩
bfj 1 八 여덟 팔; ⼋-총2획; [bā,bá] 여덟, 여덟 번, 팔자형(八字形)
月 달 월; ⽉-총4획; [yuè] 달, 달빛, 나달, 광음(光陰)
bfj 2 癸 열째 천간 계; ⽨-총9획; [guǐ] 열째 천간, 십간(十干)의 열째, 헤아리다, 무기(武器)
巳 여섯째 지지 사; ⼰-총3획; [sì] 여섯째 지지, 삼짇날, 상사(上巳)의 약칭, 자식, 태아
元 으뜸 원; ⼉-총4획; [yuán] 으뜸, 근본, 연호(年號)
皇 임금 황; ⽩-총9획; [huáng] 임금, 천자, 또는 상제에 관한 사물 위에 붙이는 말,
천제(天帝), 만물의 주재자

太 클 태; ⼤-총4획; [tài] 크다, 심히, 매우, 통하다
后 임금 후; ⼝-총6획; [hòu] 임금, 후(后), 왕비, 후비, 토지의 신(神)
遣 보낼 견; ⾡-총14획; [qiǎn] 보내다, 파견하다, 놓아 주다, 이혼하여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다, 풀다, 달래다, 하게 하다, 사역 조동사

鏁 쇠사슬 쇄; ⾦-총19획; [qiāo] 쇠사슬, 자물쇠, 잠그다, 닫아걸다.鎖와 同字
bfj 3 魯 노둔할 로{노}; ⿂-총15획; [lǔ] 노둔하다, 미련하다, 나라 이름
花 꽃 화; ⾋-총8획; [huā] 꽃, 초목의 꽃, 특히 ‘모란’·‘해당’을 이르는 말, 꽃 형상을 한
물건, 꽃이 피다, 꽃답다, 아름다운 것의 비유
來 올 래{내}; ⼈-총8획; [lái,lȧi] 오다, 장래, 부르다
賜 줄 사; ⾙-총15획; [cì] 주다, 하사하다, 은덕, 다하다
鈔 노략질할 초; ⾦-총12획; [chāo,chào] 노략질하다, 약탈하다, 집어내다, 손으로
움켜잡다, 베끼다
五 다섯 오; ⼆-총4획; [wǔ] 다섯, 별 이름, 제위(帝位)
千 일천 천; ⼗-총3획; [qiān] 일천, 천 번, 많다
八 여덟 팔; ⼋-총2획; [bā,bá] 여덟, 여덟 번, 팔자형(八字形)
百 일백 백; ⽩-총6획; [bǎi,bó] 일백, 모든, 백 번 하다
錠 제기 이름 정; ⾦-총16획; [dìng] 제기 이름, 신선로, 은화(銀貨)
賞 상줄 상; ⾙-총15획; [shǎng] 상을 주다, 기리다, 찬양하다, 상(賞)
寫 베낄 사; ⼧-총15획; [xiě] 베끼다, 옮겨 놓다, 없애다
經 날 경; ⽷-총13획; [jīng,jìng] 날, 날실, 세로, 길, 조리(條理), 도로(道路)

Kjxny wgunay vklkyukv hfj.ooltu
(신해 3 년)

⇩

8월 계사일^ 원 나라 황태후가 쇄로화 (鏁魯花 Qiāo-lǔ-huā)를 보내여
초 (鈔 chāo,chào @ 화폐) 5800 정(錠 dìng)을 불경 필사의 상금으로 보냈다
고려사^ 1311 년 8 월 계사일^ 1@34@526; 3@34@432
Bkyukl kjxeelug ⇩
(Wgugguxny ughga rnl^ Uejg.;euggj ky @ 1311 ky)

Ygabgy vgjsy hgjguxny bkuka f;fj^ ?gys Hegymgaho (皇太后
Huáng-tài -hòu, 황태후) Vktjeheg (鏁魯花 Qiāo-lǔ-huā, 쇄로화)u pgjr(nluttr)*
Hflufy ve;gj dnxoolvynahtt igy;(賞寫經 상사경 @ 불경 필사의 상금) bfyuf
(bfyufy mtb;tum 鈔 chāo,chào 초) 5800 ;ny (錠 dìng, 정)nau fuxnlufrtt
(fux nluttrtt)^
Ueelny elvsy ve;gj^ 1311 ky^ 1@34@526; 3@34@432
●

:ey;g; peeys Bkyukl elv Glmgy ovunay Hflufy ve;gj dnxnh
dnxttx ygjsu vklkyukvkkv g.xnjx dga.* ooy;%
Hednlga hggy tlx pgjr* glmgy ovunay Hflufy ve;gj dnxnh
dnxunay xg;.gj vgamga lgb ygj nlutt utvty pgjlnu deelugr
dgartt^ Ueelny elvsy ve;gj^ 1@30@473; 3@30@281
Bfy* 1297 kys 8 vgjsy hgjguxny bkuka f;fj ?gy elv tlx pgjr*
Hflufy ve;gj dnxnh hkkiggy (僧 sēng, 승 nau HooZeeit heeiggy* Howere(
he.jgu* Lema bXemalgb utr gl, glnyggj y, kjxeelvgy dga;gu)su iglugjeelr
dga. (癸巳元遣使徵寫經僧^ 8 월 게사일^ 원 나라애서 사신을 보내여 불경을 필사할 승려들
을 징발하였다) Ueelny elvsy ve;gj^ 1@31@488; 3@31@323^

1302 kys 4 vgjsy wgugguxny hkyny f;fj* ?gy elv tlx pgjr*
Hflufy ve;gj dnxnh hkkiggy nlutthnau iggj;vgy dgayg (壬寅 28년^

1302년^ 夏四月辛未元遣別帖木兒等來徵寫經僧^ 임인 28년^ 1302년^여름 4 월 신미일^ 원 나라
에서 별첩목아(別帖木兒) 등을 보내여 불경을 필사할 승려를 요구하였다)
Ueelny elvsy ve;gj^ 1@32@499; 3@32@356^

1305 kys 12 vgjsy wguggy dgjv f;fj* ?gy elv tlx pgjr* Hflufy
ve;gj dnxnh hkkiggy nlutthnau iggj;vgy dgah dg Ueelny elv
100 hkkiggy(lgb) iglugjeelr nluttvty bt;tt dna^
Ueelny elvsy ve;gj^ 1@32@506; 3@32@375^ (Hkayk fuoolvynau pglugy op)

Vklkyukvxee;ggj Hflufy ve;gj dnxoolth grnl Hednlga hggys o-;
thltvty dg mooynau ygv dgjvyggv hkai x tyt btm ojutlrnlvty^
1310 kys 6 vgjsy hgj helugyg f;fj ?gy elv tlx pgjr* Glmgy
ovunay Nh Hflufy Ve;gjsu htjhty heelgy dnxnr dgauggu
iglueelr* Hegymgaho glmgy zlmgv (金薄 jīn@báo,bó,bò]) 60 ugjea ;ny
(錠 dìng)nau fux nluttr dgavgy dgayg (壬子元遣宦者方臣祐來監書金字藏經皇太后
送金薄六十餘錠 임자일^ 원 나라에서 환자 방 신우를 우리 나라에 보내여 금자로 대장경을
필사하는 것을 감독하게 하고 황태후가 금박 60여 정을 보내였다 )
Ueelny elvsy ve;gj^ 1@33@; 3@33@420 (Hkayk fuoolvynau pglugy opyt oo)

02^ :ey;g; peeys Vklkyukv @

tj;bnay dgbdgam kjky

(Frde^ oa bEmbEiidO foroa 德防牌國 dé@fáng@pái@guó 덕방패국 ‗ 슬기방패 나라)
● :ey;g;
peeys Vklkyukvsu k/eys de/e tj;bnay dgbdgam kjky
htbttvty y, wggygg ygjnay exnjmga^ Mehgaldgl* k/ey ehggyggjgg* ykb
ve;jggjgg* ykbmka btjut;ttjtt hgjnay hoxmtyttv
ffjnauff hgbugglr
dgavgy kjky utvty ou /b^ Vklkyukvkkv Bkyukl; nluttr dgavgy klky
peey pghn;gl hgjnlwggys
dnxuoo; mooynau mk; utjxnlyt^ Bfy hkcj
kjys gldgy cvys pghn;gl hgjnlwggys dnxuoo;nau yggi wggi y, pffr
hojutr dgavgy tlxnv* hkcj htl joo kjxeelr hfj.oolr dgavgy kjxeelgux*
hfj.ooltuxn; kywuka xehgl oojtu uoawtmutr dgalgg^ Moohty mtb;tultlttj
ykmklukk dklukr ytuty poalnau fuoolt-^
Ytu htlyttv yfuff htlty; gbggj dg dnxuttj ;eey hfj.ool;tu btjutrlnay hoynau
bkyukl htlytt #htlbtjx#* #mklbggx#* #kjxeelgux#* #hfj.ooltux# uth ptjuttj
ytjlt;tu dkl* ;ey;g; peeys dg kjxny wgunay vklkyukv htlytt
#역자 譯者#* #역어 譯語#;
#번역가 翻譯家#* #번역관 翻譯官#* #번역자 飜譯者#;
#통사 通事#* #통역 通譯#* #통역관 通譯官#* #통역사 通譯事#* #통역원 通譯員#
utvty ytjmkb,ckmka^
:ey;g; peeys vklkyukvm bkyukl htlyna ytjm htlbtjx* kjxeelgux ygj wffyuoa
dgalgg* ooy;%
Xk Royvgy (조 중상 趙 仲祥 @ 통사 通事^ 1218 kys bt;tty; ugj;gu hoy^
Bkyukl vklkyukvsy hgjnlwggys moohty; mtb;tultu;vty gyhys bkyukl
htlyna htlbtjx (통사 通事)^ 동국병감 東國兵鑑 :kk; ;t.mtj^ 1955 ky^ 308@j mgl)
N Dny] (이빈 李빈@ 2005*2007 kyshk; dgahuoa ovtu^ 1260 kys bt;tty; ugj;gu
hoy^ 역어 譯語^
Ueelny elvsy ve;gj 1@25@386； 3@25@26 mgl; op)
{ gy ?y]vk (강 윤소 康 允紹 @ 역어 譯語^ 1264 kys bt;tty; ugj;gu hoy^
Ueelny elvsy ve;gj 1@26@392； 3@26@41 mgl; op)
{ gy Hsa (강 희 康 禧 @ 역어 譯語^ 1268 kys bt;tty; ugj;gu hoy^
Ueelny elvsy ve;gj 1@26@398； 3@26@61 mgl; op)
Xfy Dn (정비 鄭庇 @ 역어 譯語^ 1269 kys bt;tty; ugj;gu hoy^
Ueelny elvsy ve;gj 1@26@400； 3@26@66 mgl; op)
"_u Uf (백 거 白 琚 @ 역어 譯語^ 1272 kys bt;tty; ugj;gu hoy^
Ueelny elvsy ve;gj 1@27@417； 3@27@115 mgl; op)
Xka Un (최 기 崔 奇 @ 역자 譯者^ 1278 kys bt;tty; ugj;gu hoy^
Ueelny elvsy ve;gj 1@28@443； 3@28@196 mgl; op)
Xk Ny]u/ (조 인규 趙 仁規 @ 통효몽한어 通曉蒙漢語^ 1280 kys bt;tty; ugj;gu
hoy^
Ueelny elvsy ve;gj 1@29@457； 3@29@233 mgl; op)
Xfy Rn@afy] (정 지연 鄭 之衍 @ 역어 譯者^ 1282 kys bt;tty; ugj;gu hoy^
Ueelny elvsy ve;gj 1@29@462； 3@29@247 mgl; op) ptjtu klky btjut; dga.^
Bkyuklsy hgg;* htlbtjx* kjxeelguxnay tj;tb xg;gl* g.,zgv dnlnu* hf;flbfj
pomutlnau bgi nh oytl;tu dga.^ Ffjnayhffj pkuvkhuoa* fjfflnayhnau hojmtl yty
hoy;tmut;tu dgavgy dgayg^ Ytuty rnittu ;ej;.gl%
Hednlga hggy 1272 ky; Ueelny elvsy .gy; nluttvty Pgjlnu (제명 帝命)mgg
#Htlbtjxn; (별장 別將) Vf Xhny* (校尉 교위 rguvgglx) { nb Xf ygj Z'ky;
tlxttj kxkk; ug.,zg dgaueelvys exnj fy;fj htjutb ptjut hojmtt.ttv pkhnvmka#
utvty dgah dg Hednlga hggys pgjlnunau ;gugy* Ueelny elvsy .gy Vf Xhny
(徐偁)nau rgyrny (장군 將軍 )* { nb Xf(金貯)nau jgyrgy (랑장 郞將) dklukvky
dga;gu^ Ueelny elvsy ve;gj^ 27@j ;t.mtj^ 1957^ 1@418@j mgl* 1963^ 3@118@j mglggv
Hednlga hggys pgjlnunau vnajool,-%
Tjmyna vklkyukv th% 譯語別將徐偁校尉金貯使日本有功宣加大職於是 偁爲將軍貯爲郞將
Vklkyukv ;ee;lgug% 역어별장서칭교위김저사일본유공선가대직어시 칭위장군저위랑장
Vklkyukv hfj.ooltu% #통역원들인 별장 서 칭(別將徐偁)* 교위 김 저(校尉金貯)는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공을 세웠으니 마땅히 큰 관직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에 (서)칭을 장군으로* (김) 저를 랑장으로 임명하였다#

:ey;g; peeys Vklkyukv y, Bkyukl; dnxunay htjtuvtl fux dga.^
:ttj fuoolvtyxlty* dth* dnaj* dnxunay wggv ptjtu dnxunay htjtuvtl
ythvty Pgjlnunau Bkyuklkkv Ueelny elvg; nluttvty (1221 kys 8 vgjsy hfh
helugyg f;fj .gy holtty g.vgy)* Hflufy ve;gj dnxnh wggv ythtr dgavgy y,
ouoavutiuoa oyty dgayg^ Hgjny* Ueelny elvggv hgjne dnxunay htjtuvtl
nluttvty mehgam mtb;tultl vklkyukv vej.glrn; ytu htvtu ugjvgyuoa^
●

Hggys pgjlnunau hfvfj;oolbttjuoa^ Dgv* nluttvytt mooh ve;gjmgg ;fx
ugjea rnl mtb;tultluoa kjhnbkkjuoa vgygu;gyg^ Htjhvty y, mk;kjhka
dev dgayg^ 1226 ky; bkyuklsy tlx dewgh pgb;gg glgu;gr* mooyttv dklr
Bkyukl dg Ueelny elvsy hgjnlwgg mgvgjvgy* Xnyunv hggy mtyutjm
hgl,vgy* Fuff;ta hggy injtty; veer* Ueelny elvggv zl gveer* twtvm
;gay vgbeey ;tu;vtyttv tl vgahgy vkclsy hgjnlwgg mgvgjvgy dgar dklkh
mglmga^
Uth;tt* Hednlgau hggy veevys ;gjgg* 1262 kykkv hkai Ueelny elvggv
Bkyukl; wggv ynaloolr dgavgy moohty mtb;tultl dgayg^
Bkyukl dg Vklkyukv y, tjmyttv gldgy dnxunay mkumvky ytjmkb,ckmka*
mooynautt xgyg; dgjnbmgl;gu* ytu htlyttv yfuff; zuimgl vghnr
kjxeel;gu* deelug;gu* hfj.ool;tu elgbrlglmga mobty^ Rnittldtl%
#galmugh dnxnu# ( FeiileoeeeeeeO buciit ygy^本 běn, vkl^본)* #-jnay galmugh dnxnu#
( YerO iia FeiileoeeeeeeO buciit ygy^奏本 zòu-běn, vkl^주본 )* #mgbugmga galmugh dnxnu#
#fuooltl# ( FoiKle& ygy^語
#kallkuk# ( Foiilel) t ygy^誌 zhì, vkl^지)* # dk;jkl* nlmutl*
yǔ,yù, vkl^어)*
nltjhnalty galmugh dnxnu# ( Bdoro& ygy^表 biǎo, vkl^표)* #deelugl# ( bugolge& ygy^
錄 lù, vkl^록*녹)* #hzygl# ( kune& ygy^考 kǎo, vkl^고)* #fjufl# ( FrK& ygy^呈 chéng, vkl^
정)* # bt;ooltl# ( MedeKle& ygy^啓 qǐ, vkl^계) #mgallgug# ( Deiilel) t ygy^注 zhù,
vkl^주)* #zlugl# ( Filge& ygy^判 pàn,vkl^판) #zluglug# ( Filgel) t ygy^辦 bàn, vkl^판)*
#ezlug ou# (Foyel) t foikEt ygy^ 注語 zhù-yǔ,yù, vkl^주어) uth btm^
Dnxunayhtt mfjfl poalnau ;gugg;* wggv y, hojmtl zlug.gjmga dga.^
Vklkyukvkkv Bkyukl; htptt* hnxytty htbrttyna* zbgj pkjnelglmmga wggv
nluttr dgavysu th bt;ttyna hgbm mklnleelgz %
(

Deme) t DeI feiileoeeeeeeO buciit

ky

wggvys mfjfl

ygy^題本 tí-běn vkl^제본)*

ygyung; ytj

vklkyukv ytj

htbrtt

(rnjnay) wggv
紙 zhǐ
종이, 지
540 hee;gv장 張
Dk;jklsy wggv
表紙 biǎo-zhǐ
표지
500 hee;gv장 張
Galmuglsy wggv 奏紙 zòu-zhǐ
주지
1000 hee;gv장 張
wggv
紙 zhǐ
종이, 지
mkk mk;kjhkauoa
Vklkyukvkkv Bkyukl; wggv nluttr dgavgy mehgam 1262 kys 12 vgjsy
elguxny meelga f;jnay bt;tt* 1263 kys 4 vgjsy hfh dgjv f;jnay bt;tt*
1328 kys 7 vgjsy hgj bkjny f;jnay bt;ttyoo; Ueelny elvsy ve;gj^ 1957^ 25@j
1262
1262
1263
1328

ky^
ky^
ky
ky

;t.mtj^ 389@j mgl^ 35@j ;t.mtj^ 547@j mgl^ 1963^ 25@j ;t.mtj^ 33*34@j mgl* 35@j ;t.mtj^ 492@j
mgl; mev mev dga;unau pejаu mgmgr mklnleeldgl ⇩

고려사^ 1262* 1263년^ 1@25@389^

Thnay vnajooltu

⇩

Tjmyna vklkyukv th% bfj 1
Vklkyukv ;ee;lgug%
Ygyung; ;ee;lgug%
Tjmyna vklkyukv th% bfj 2
Vklkyukv ;ee;lgug%
Ygyung; ;ee;lgug%

紙 五
지 오

百
백

張
장

zhǐ wǔ bǎi,bó sì shí zhāng
癸 亥 四 年
계 해 사 년

guǐ hài sì nián

Tjmyna vklkyukv th% bfj 3
Vklkyukv ;ee;lgug%
Ygyung; ;ee;lgug%

夏四月甲
하사월갑

Tjmyna vklkyukv th% bfj 4
Vklkyukv ;ee;lgug%
Ygyung; ;ee;lgug%

寅
인

鄭
정

四 十
사 십

xià sì yuè
遣 禮 賓
견 예 빈

卿
경

朱
주

英
영

亮
량

郞
랑

將
장

yín qiǎn lǐ bīn qīng zhū yīng liàng,liáng láng,làng jiāng,jiàng
卿 甫 如
경 보 여

蒙
몽

古
고

獻 獺 皮 五
헌 달 피 오

百
백

領
령

紬
주

zhèng qīng fǔ rú méng,mēng gǔ xiàn tǎ pí wǔ bǎi,bó lǐng chōu,chóu
Tjmyna vklkyukv th% bfj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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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 bt;ttyna tjmyna vklkyukv th 56 hgyp (한자 漢字) ovuttv doj;tyt
bfj 1 紙 종이 지; ⽷-총10획; [zhǐ] 종이, 장, 종이를 세는 말
五 다섯 오; ⼆-총4획; [wǔ] 다섯, 별 이름, 제위(帝位)
百 일백 백; ⽩-총6획; [bǎi,bó] 일백, 모든, 백 번 하다
四 넉 사; ⼞-총5획; [sì] 넉, 넷, 네, 네 번, 사방(四方)
十 열 십; ⼗-총2획; [shí] 열, 열 번, 열 배

⇩

張 베풀 장; ⼸-총11획; [zhāng] 베풀다, 매다, 넓히다, 크게 하다
bfj 2 癸 열째 천간 계; ⽨-총9획; [guǐ] 열째 천간, 십간(十干)의 열째, 헤아리다,
무기(武器)
亥 돼지 해; ⼇-총6획; [hài] 돼지, 지지(地支)의 열두 번째, 간직하다
四 넉 사; ⼞-총5획; [sì] 넉, 넷, 네, 네 번, 사방(四方)
年 해 년; ⼲-총6획; [nián] 해, 365일, 나이, 연령, 새해, 신년
bfj 3 夏 여름 하; ⼢-총10획; [xià] 여름, 약초 이름, 안거(安居), 승려가 90일간을
좌선 수행하는 일
四 넉 사; ⼞-총5획; [sì] 넉, 넷, 네, 네 번, 사방(四方)
月 달 월; ⽉-총4획; [yuè] 달, 달빛, 나달, 광음(光陰)
甲 첫째 천간 갑; ⽥-총5획; [jiǎ] 첫째 천간, 십간(十干)의 첫째, 거북의 등딱지,
조가비, 껍질, 씨의 껍질
bfj 4 寅 셋째 지지 인; ⼧-총11획; [yín] 셋째 지지, 삼가다, 크다, 동료, 동관(同官)
遣 보낼 견; ⾡-총14획; [qiǎn] 보내다, 파견하다, 놓아 주다, 이혼하여 아내를 친정
으로 보내다, 풀다, 달래다, 하게 하다, 사역 조동사
禮 예도 예{례}; ⽰-총18획; [lǐ] 예도, 예절, 경의를 표하다, 폐백
賓 손 빈; ⾙-총14획; [bīn] 손, 손님, 손으로서 묵다, 손으로 대우하다
卿 벼슬 경; ⼙-총12획; [qīng] 벼슬, 경(卿)
朱 붉을 주; ⽊-총6획; [zhū] 붉다, 붉은빛, 붉은 빛깔을 띤 물건, 적토(赤土)
英 꽃부리 영; ⾋-총9획; [yīng] 꽃부리, 꽃잎 전체를 이르는 말, 열매가
열지 아니하는 꽃, 꽃 장식
亮 밝을 량{양}; ⼇-총9획; [liàng,liáng] 밝다, 명석하다, 진실, 돕다
郞 사나이 랑{낭}; ⾢-총10획; [láng,làng] 사나이, 젊은이, 남의 아들을 부르는 말
將 장차 장; ⼨-총11획; [jiāng,jiàng] 장차, 막-하려 한다, 마땅히-하여야 한다,
어찌(何), 오히려
鄭 나라 이름 정; ⾢-총15획; [zhèng] 나라 이름, 겹치다
卿 벼슬 경; ⼙-총12획; [qīng] 벼슬, 경(卿)
甫 클 보; ⽤-총7획; [fǔ] 크다, 아무개, 남자의 미칭, 사나이
如 같을 여; ⼥-총6획; [rú] 같다, 같게 하다, 따르다
蒙 입을 몽; ⾋-총14획; [méng,mēng] 입다, 입히다, 덮다, 덮어씌우다, 싸다, 받다,
덮어쓰다, 입다, 숨기다, 덮어 가리다, 덮개
古 옛 고; ⼝-총5획; [gǔ] 옛, 예, 오래다, 예스럽다
獻 바칠 헌; ⽝-총20획; [xiàn] 바치다, 어진 이, 나아가다
獺 수달 달; ⽝-총19획; [tǎ] 수달
皮 가죽 피; ⽪-총5획; [pí] 가죽, 껍질, 겉, 거죽
五 다섯 오; ⼆-총4획; [wǔ] 다섯, 별 이름, 제위(帝位)
百 일백 백; ⽩-총6획; [bǎi,bó] 일백, 모든, 백 번 하다
領 옷깃 령{영}; ⾴-총14획; [lǐng] 옷깃, 목, 가장 요긴한 곳
紬 명주 주; ⽷-총11획; [chōu,chóu] 명주, 굵은 명주, 잣다, 실을 뽑다,
철(綴)하다, 모으다
bfj 5 一 한 일; ⼀-총1획; [yī] 하나, 한 번, 처음, 오로지, 모두, 동일하다
百 일백 백; ⽩-총6획; [bǎi,bó] 일백, 모든, 백 번 하다
匹 필 필; ⼖-총4획; [pǐ] 필(疋), 짝, 맞서다
白 흰 백; ⽩-총5획; [bái] 흰 빛, 희다, 날이 새다
苧 모시 저; ⾋-총9획; [zhù,níng] 모시
布 베 포; ⼱-총5획; [bù] 베, 돈, 화폐, 펴다, 넓게 깔다
三 석 삼; ⼀-총3획; [sān] 석, 셋, 세 번, 거듭, 자주
百 일백 백; ⽩-총6획; [bǎi,bó] 일백, 모든, 백 번 하다
匹 필 필; ⼖-총4획; [pǐ] 필(疋), 짝, 맞서다
表 겉 표; ⾐-총8획; [biǎo] 겉, 거죽, 겉면, 나타내다, 밝히다, 드러내다, 나타나다
紙 종이 지; ⽷-총10획; [zhǐ] 종이, 장, 종이를 세는 말
五 다섯 오; ⼆-총4획; [wǔ] 다섯, 별 이름, 제위(帝位)
百 일백 백; ⽩-총6획; [bǎi,bó] 일백, 모든, 백 번 하다
張 베풀 장; ⼸-총11획; [zhāng] 베풀다, 매다, 넓히다, 크게 하다
奏 아뢸 주; ⼤-총9획; [zòu] 아뢰다, 상소, 모이다
紙 종이 지; ⽷-총10획; [zhǐ] 종이, 장, 종이를 세는 말
一 한 일; ⼀-총1획; [yī] 하나, 한 번, 처음, 오로지, 모두, 동일하다
千 일천 천; ⼗-총3획; [qiān] 일천, 천 번, 많다
張 베풀 장; ⼸-총11획; [zhāng] 베풀다, 매다, 넓히다, 크게 하다

Kjxny wgunay vklkyukv hfj.ooltu ⇩
(임술 3 년^ 12월 정묘일)
#그리고 ^^^종이 540 장^^을 보낸다#
(계해 4년)
여름 4 월 감인일^ 례빈경(禮賓卿) 주 영량(朱英亮)* 랑장 정 경보(鄭卿甫)를 몽고에

파견하여 수달피 500 장* 명주 100필* 흰 모시 300 필* 표지(表紙) 500 장*

주지(奏紙) 1000장을 보내였다# 고려사^권

제 25^ 페이지 33*34

Bkyukl kjxeelug ⇩
(Hgj ykhka rnl^ Uejg.;euggj ky @ 1263 ky^ 12 vgjsy elguxny meelga f;fj)#
Bfy ^^^ WGGV 540 hee;vsu nlutt.#
(Hgjguxny ughga rnl^ :fjf.;outtj ky @ 1263 ky)
Peys 4 vgjsy hfh dgjv f;fj a-dny]uafy Xo Afyjzy (朱英亮 주 영량)* ygyrgy
Xfy Uafydk(鄭卿甫 정 경보 ) ygjsu Bkyukl; pgjr (nluttr)* ^^^ DK:JKLSY
WGGV (表紙 표지@Nltjhnalty galmugh dnxunay wggv) 500 hee;gv* GALMUGLSY
WGGV (奏紙 주지@Nlmutlnay wggv) 1000 hee;vsu fuxnluf. (fux nlutt.)^
Ueelny elvsy ve;gj^ 1957^ 25@j ;t.mtj^ 389@j mgl^ 1963^ 25@j ;t.mtj^ 33*34@j mgl

●

:ey;g; peeys Vklkyukv y, glmgy ovunay Hflufy ve;gj dnxnh
dnxttx ygjsu Bkyukl; nluttr dga.* ooy;%
Hednlga hggy tlx pgjr* glmgy ovunay Hflufy ve;gj dnxnh
dnxunay xg;.gj vgamga lgb ygj nlutt utvty pgjlnu deelugvgy mel*
Vklkyukvsy .gy 1290 kys 3 vgjsy wguggy dtxny f;fj 35 hkkiggy
(僧 sēng, 승 nau HooZeeit heeiggy* Howere( he.jgu*
Lema bXemalgb utr gl,
glnyggj y, kjxeelvgy dga;gu)su* 4 vgjsy elguxny mghng f;fj

65 hkkiggysu mev mev nluttvty dgayg^
Thnau pejаu mgmgr mklnleeldgl ⇩

고려사^ 1290 년 3 월 경신일^ 1@30@473
Thnay vnajooltu ⇩

Tjmyna vklkyukv th% bfj1 庚
Ygyung; ;ee;lgug%
gēng
Vklkyukv ;ee;lgug%
경

申 帝 以 寫 金 字 經
徵
善 書 僧 乃
shēn dì yǐ xiě jīn zì jīng,jìng zhēng,zhǐ shàn shū sēng nǎi
신 제 이 사 금 자 경
징
선 서 승 내

Tjmyna vklkyukv th% bfj2
Ygyung; ;ee;lgug%
Vklkyukv ;ee;lgug%

遣
僧 三 十 五 人 如 元
qiǎn sēng sān shí wǔ rén rú yuán
견
승 삼 십 오 인 여 원
夏
xià
하

Tjmyna vklkyukv th% bfj3
Ygyung; ;ee;lgug%
Vklkyukv ;ee;lgug%

四 月
丁
酉 遣 寫
經
僧 六 十
sì yuè dīng,zhēng yǒu qiǎn xiě jīng,jìng sēng liù,lù shí
사 월
정
유 견 사
경
승 육 십

五 人 如 元
wǔ rén rú yuán
오 인 여 원

고려사^ 1290 년 3 월 경신일^ 1@30@473; 3@30@281

Eel bt;tty; ynam 36 hgyp (한자 漢字) kjvky dgayg ⇩
庚 일곱째 천간 경; ⼴-총8획; [gēng] 일곱째 천간, 도(道), 나이
申 아홉째 지지 신; ⽥-총5획; [shēn] 아홉째 지지, 방향으로는 서남서, 시각으로는 오후
帝
以
寫
金
字
經
徵
善
書
僧
乃
遣
僧
三
十
五
人
如
元
夏
四
月
丁
酉
遣

4시,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말하다, 경계하다
임금 제; ⼱-총9획; [dì] 임금, 하느님, 오제(五帝)의 약칭
써 이; ⼈-총5획; [yǐ] 써, -로써, 부터, -에서, 까닭
베낄 사; ⼧-총15획; [xiě] 베끼다, 옮겨 놓다, 없애다
쇠 금; ⾦-총8획; [jīn] 쇠, 금속 광물의 총칭, 돈, 황금, ‘五行’의 하나, 방위는
서·계절은 가을·성음은 상(商)·간지는 경신(庚辛), 황금색
글자 자; ⼦-총6획; [zì] 글자, 아이를 배다, 기르다
날 경; ⽷-총13획; [jīng,jìng] 날, 날실, 세로, 길, 조리(條理), 도로(道路)
부를 징; ⼻-총15획; [zhēng,zhǐ] 부르다, 사람을 불러들이다, 구하다, 요구하다,
거두다, 거두어들이다
착할 선; ⼝-총12획; [shàn] 착하다, 착하고 정당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는 것,
높다, 많다
쓸 서; ⽈-총10획; [shū] 쓰다, 글씨를 쓰다, 기록하다, 글자, 문자, 글씨, 서법
중 승; ⼈-총14획; [sēng] 중, 마음이 편안한 모양
이에 내; ⼃-총2획; [nǎi] 이에, 너, 접때
보낼 견; ⾡-총14획; [qiǎn] 보내다, 파견하다, 놓아 주다, 이혼하여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다, 풀다, 달래다, 하게 하다, 사역 조동사
중 승; ⼈-총14획; [sēng] 중, 마음이 편안한 모양
석 삼; ⼀-총3획; [sān] 석, 셋, 세 번, 거듭, 자주
열 십; ⼗-총2획; [shí] 열, 열 번, 열 배
다섯 오; ⼆-총4획; [wǔ] 다섯, 별 이름, 제위(帝位)
사람 인; ⼈-총2획; [rén] 사람, 인간, 백성, 남, 타인, 인품, 인격
같을 여; ⼥-총6획; [rú] 같다, 같게 하다, 따르다
으뜸 원; ⼉-총4획; [yuán] 으뜸, 근본, 연호(年號)
여름 하; ⼢-총10획; [xià] 여름, 약초 이름, 안거(安居), 승려가 90일간을 좌선
수행하는 일
넉 사; ⼞-총5획; [sì] 넉, 넷, 네, 네 번, 사방(四方)
달 월; ⽉-총4획; [yuè] 달, 달빛, 나달, 광음(光陰)
넷째 천간 정; ⼀-총2획; [dīng,zhēng] 넷째 천간(天干), 당하다, 성하다
닭 유; ⾣-총7획; [yǒu] 닭, 십이지(支)의 열째, 술, 술을 담는 그릇, 물을 대다
보낼 견; ⾡-총14획; [qiǎn] 보내다, 파견하다, 놓아 주다, 이혼하여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다, 풀다, 달래다, 하게 하다, 사역 조동사
베낄 사; ⼧-총15획; [xiě] 베끼다, 옮겨 놓다, 없애다
날 경; ⽷-총13획; [jīng,jìng] 날, 날실, 세로, 길, 조리(條理), 도로(道路)
중 승; ⼈-총14획; [sēng] 중, 마음이 편안한 모양
여섯 육{륙}; ⼋-총4획; [liù,lù] 여섯, 여섯 번, 죽이다
열 십; ⼗-총2획; [shí] 열, 열 번, 열 배
다섯 오; ⼆-총4획; [wǔ] 다섯, 별 이름, 제위(帝位)
사람 인; ⼈-총2획; [rén] 사람, 인간, 백성, 남, 타인, 인품, 인격
같을 여; ⼥-총6획; [rú] 같다, 같게 하다, 따르다
으뜸 원; ⼉-총4획; [yuán] 으뜸, 근본, 연호(年號)

寫
經
僧
六
十
五
人
如
元
Kjxny wgunay vklkyukv hfj.ooltu

⇩

(경인 16년 1290 년^ 3월)
경신일^ 원 나라 황제가 금자경(金字經)을 필사시키기 위하여
글씨 잘 쓰는 중을 요구하여 왔으므로 중 35 명을 원 나라에 보냈다^
여름 4 월 정유일^ 불경을 필사할 중 65 명을 원 나라에 보냈다^

Bkyukl kjxeelug

고려사^ 1290 년 3 월 경신일 1@30@473; 3@30@281
고려사^ 1290 년 4 월 정유일 1@30@473; 3@30@281

⇩

(Wguggy dgjv rnl^ 16@j ky^ 3 vgj^ 1290 ky)
Wguggy dtxny f;fj^ Hggy* glmgy ovunay Hflufy ve;gj heelgy
dnxnh* dnxunay xg;.gj vgamga lgb ygjsu nlutt htbttvty dgah
mel 35 lgbsu ?gy elvg; nlutt.^

Peys 4 vgjsy elguxny mghng f;fj* Hflufy ve;gj heelgy dnxnh
65 lgbsu ?gy elvg; nlutt.^
Ueelny elvsy ve;gj^ 1290 ky 3 vgjsy wguggy dtxny f;fj^ 1@30@473; 3@30@281
1290 ky 4 vgjsy elguxny mghng f;fj^ 1@30@473; 3@30@281

1305 kys 12 vgjsy wguggy dgjv f;fj* ?gy elv tlx pgjr*
Hflufy ve;gj dnxnh hkkiggy nlutthnau iggj;vgy dg Ueelny elv
100 heeiggy(lgb)su iglugjeelgy nluttvty mehgam bt;ttyna
thnau pejuggj deelugr mklnleeldgl ⇩

고려사^ 1305 년 12 월 경인일^ 1@32@506
Thnay vnajooltu ⇩
Tjmyna vklkyukv th% bfj1
Ygyung; ;ee;lgug%
Vklkyukv ;ee;lgug%
Tjmyna vklkyukv th% bfj2
Ygyung; ;ee;lgug%
Vklkyukv ;ee;lgug%
Tjmyna vklkyukv th% bfj3
Ygyung; ;ee;lgug%
Vklkyukv ;ee;lgug%

十 二

月

shí èr yuè
십
庚

이

월
寅

元

遣

忽

都

不

花

來

gēng yín yuán qiǎn hū dū,dōu bù huā lái,lȧi
경
求

인
寫

원
經

견

홀
僧

도
選

불
僧

화
一

래
百

以

遣

之

qiú xiě jīng,jìng sēng xuǎn sēng yī bǎi,bó yǐ qiǎn zhī
구

사

경

승

선

승

일

백

이

견

지

Ueelny elvsy ve;gj^ 1@32@506; 3@32@375^

Eel bt;tty; ynam 23 hgyp (한자 漢字) kjvky dgayg ⇩
十 열 십; ⼗-총2획; [shí] 열, 열 번, 열 배
二 두 이; ⼆-총2획; [èr] 둘, 두 번, 두 마음
月 달 월; ⽉-총4획; [yuè] 달, 달빛, 나달, 광음(光陰)
庚 일곱째 천간 경; ⼴-총8획; [gēng] 일곱째 천간, 도(道), 나이
寅 셋째 지지 인; ⼧-총11획; [yín] 셋째 지지, 삼가다, 크다, 동료, 동관(同官)
元 으뜸 원; ⼉-총4획; [yuán] 으뜸, 근본, 연호(年號)
遣 보낼 견; ⾡-총14획; [qiǎn] 보내다, 파견하다, 놓아 주다, 이혼하여 아내를 친정으로
忽
都
不
花
來
求
寫
經

보내다, 풀다, 달래다, 하게 하다, 사역 조동사
소홀히 할 홀; ⼼-총8획; [hū] 소홀히 하다, 갑자기, 돌연, 다하다, 멸(滅)하다, 말하다
도읍 도; ⾢-총12획; [dū,dōu] 도읍, 서울, 채지(采地), 제후(諸侯)의 하읍(下邑)
아닐 불; ⼀-총4획; [bù] 아니다, 말라(금지의 뜻), 새 이름
꽃 화; ⾋-총8획; [huā] 꽃, 초목의 꽃, 특히 ‘모란’·‘해당’을 이르는 말, 꽃 형상을 한
물건, 꽃이 피다, 꽃답다, 아름다운 것의 비유
올 래{내}; ⼈-총8획; [lái,lȧi] 오다, 장래, 부르다
구할 구; ⽔-총7획; [qiú] 구하다, 필요한 것을 찾다, 청하다, 묻다, 나무라다, 책망하다
베낄 사; ⼧-총15획; [xiě] 베끼다, 옮겨 놓다, 없애다
날 경; ⽷-총13획; [jīng,jìng] 날, 날실, 세로, 길, 조리(條理), 도로(道路)

僧
選
僧
一
百
以
遣

중 승; ⼈-총14획; [sēng] 중, 마음이 편안한 모양
가릴 선; ⾡-총16획; [xuǎn] 가리다, 가려 뽑다, 열거하다, 좋다(善)
중 승; ⼈-총14획; [sēng] 중, 마음이 편안한 모양
한 일; ⼀-총1획; [yī] 하나, 한 번, 처음, 오로지, 모두, 동일하다
일백 백; ⽩-총6획; [bǎi,bó] 일백, 모든, 백 번 하다
써 이; ⼈-총5획; [yǐ] 써, -로써, 부터, -에서, 까닭
보낼 견; ⾡-총14획; [qiǎn] 보내다, 파견하다, 놓아 주다, 이혼하여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다, 풀다, 달래다, 하게 하다, 사역 조동사
之 갈 지; ⼃-총4획; [zhī] 가다, 이(指示代名詞), -의(冠形格助詞)

Kjxny wgunay vklkyukv hfj.ooltu

⇩

(을사 31년 1305 년)
12월^ 경인일^ 원 나라에서 홀도 불화(忽都不花)를 보내여 불경을 필사할
중들을 요구하였으므로 승려 1백 명을 선발하여 보냈다

Bkyukl kjxeelug

고려사^ 1305 년 12 월 경인일 1@32@506; 3@32@375
⇩

(Hfhfuxny bkuka rnl^ 31@j ky)
12 vgjsy wguggy dgjv f;fj^ ?gyggv Hkmedehg (忽都不花
hū-dū,dōu-bù-huā, 홀도 불화)u pgjr* Hflufy ve;gj dnxnh hkkiggy
nlutthnau iggj;vgy mel 100 hkkiggysu inuinr (iglugjeelr)
nlutt.
Ueelny elvsy ve;gj^ 1305 ky 12 vgjsy wguggy dgjv f;fj^ 1@32@506; 3@32@375

03^ :ey;g; peeys
●

Bkyukl · Vklkyukv y, ykb ve;jgg vklnlw;ku
kjky dgavgy^

Bkyuklsy hggy Vklkyukvsy .gy; 17000 ;t.mtj (卷 권) dohoa
4371 dkm, (冊 책) ykb dtltultr (賜 사) dga.^
Mt;uttj ykbsu Mg.;euggj rgjys Hfh dgjv rnlnay 7 vgjsy Hfh
dgjv f;fj Vklkyukvsy .gy holttr g.x dgartt^ Tl bt;ttu Ueelny
elvsy ve;gjggv (34@j ;t.mtj^ 1957^ 1@34@533) ti mgmgy mklnleeldgl ⇩

高麗史 卷 34^ 1957^ 1@34@533
Thnay vnajooltu

⇩

Tjmyna vklkyukv th% bfj 1
Vklkyukv ;ee;lgug%
Ygyung; ;ee;lgug%

秋 七 月 甲
추 칠 월 갑
qīu qī yuè jiǎ

Tjmyna vklkyukv th% bfj 2
Vklkyukv ;ee;lgug%

皇 帝 賜
황 제 사

王
왕

寅 元
인 원
yín yuán
書 籍
서 적

Ygyung; ;ee;lgug%

huáng dì cì wáng,wàng shū jí
四 千 三 百 七 十 一 冊
사 천 삼 백 칠 십 일 책
sì qiān sān bǎi,bó qī shí yī cè

Tjmyna vklkyukv th% bfj 3
Vklkyukv ;ee;lgug%
Ygyung; ;ee;lgug%

共
計 一 萬
七
공 계 일 만
칠
gòng jì yī wàn,mò qī
Eel bt;tty; ynam 27 hgyp (한자 漢字) kjvky dgayg^

千
卷
천
권
qiān juǎn,juàn

Hgyp ovtum meumgb (Doeede^) vejglwguxn;* hgyp ovunay ygyung; dg vklkyukv ;ee;lgusu
ptjutwoolty ve;lgux;g; pkjnelgy* nr dojty dgah htbttvty thdnxnu ve;lglsy oy;vty
pgjxbsy iggj;lgug; ;el;ea;gy oal;vty* hgyp ovunay emug* molhooj* pejglusy mkk*
vklkyukv dg ygyung; ;ee;lgusy mkl, ⇩

秋
七
月
甲
寅
元
皇
帝
賜
王
書
籍
四
千
三
百
七
十
一
冊
共
計
一
萬
七
千
卷

가을 추; ⽲-총9획; [qīu] 가을, 결실, 성숙한 때, 결실한 때
일곱 칠; ⼀-총2획; [qī] 일곱, 일곱 번, 문체 이름
달 월; ⽉-총4획; [yuè] 달, 달빛, 나달, 광음(光陰)
첫째 천간 갑; ⽥-총5획; [jiǎ] 첫째 천간, 십간(十干)의 첫째, 거북의등딱지, 조가비,
껍질, 씨의 껍질
셋째 지지 인; ⼧-총11획; [yín] 셋째 지지, 삼가다, 크다, 동료, 동관(同官)
으뜸 원; ⼉-총4획; [yuán] 으뜸, 근본, 연호(年號)
임금 황; ⽩-총9획; [huáng] 임금, 천자, 또는 상제에 관한 사물 위에 붙이는 말, 천제(天帝),
만물의 주재자
임금 제; ⼱-총9획; [dì] 임금, 하느님, 오제(五帝)의 약칭
줄 사; ⾙-총15획; [cì] 주다, 하사하다, 은덕, 다하다
임금 왕; ⽟-총4획; [wáng,wàng] 임금, 제후, 제실(帝室)의 남자
쓸 서; ⽈-총10획; [shū] 쓰다, 글씨를 쓰다, 기록하다, 글자, 문자, 글씨, 서법
서적 적; ⽵-총20획; [jí] 서적, 책, 문서, 장부
넉 사; ⼞-총5획; [sì] 넉, 넷, 네, 네 번, 사방(四方)
일천 천; ⼗-총3획; [qiān] 일천, 천 번, 많다
석 삼; ⼀-총3획; [sān] 석, 셋, 세 번, 거듭, 자주
일백 백; ⽩-총6획; [bǎi,bó] 일백, 모든, 백 번 하다
일곱 칠; ⼀-총2획; [qī] 일곱, 일곱 번, 문체 이름
열 십; ⼗-총2획; [shí] 열, 열 번, 열 배
한 일; ⼀-총1획; [yī] 하나, 한 번, 처음, 오로지, 모두, 동일하다
책 책; ⼌-총5획; [cè] 책, 칙서, 꾀, 권
함께 공; ⼋-총6획; [gòng] 함께, 함께하다, 같게 하다
꾀 계; ⾔-총9획; [jì] 꾀, 계략, 계획, 경영, 꾀하다, 계획하다, 의논하다, 세다, 헤아리다
한 일; ⼀-총1획; [yī] 하나, 한 번, 처음, 오로지, 모두, 동일하다
일만 만; ⾋-총13획; [wàn,mò] 일만, 수의 많음을 나타내는 말, 다수, 크다
일곱 칠; ⼀-총2획; [qī] 일곱, 일곱 번, 문체 이름
일천 천; ⼗-총3획; [qiān] 일천, 천 번, 많다
쇠뇌 권; ⼙-총8획; [juǎn,juàn] 쇠뇌, 돌을 쏘는 힘이 센 활

Kjxny wgunay vklkyukv hfj.ooltu

⇩

(갑인 원년 1314 년)
가을 7 월
갑인일^ 원 나라^^^황제는 서적 4371 챽에
도합 17000 권을 왕에게 선사하였는바^^^

Bkyukl kjxeelug

⇩

Hfh dgjv rnl^
Gyh ky
Ygbgj 7 vgj^
#Hfh dgjv f;fj^ ?gy elvsy^^^Hggy* ynam 17000 :T>MTJ
(卷 juǎn,juàn 권) dohoa 4371 dkm, (冊 cè 책) YKB (書籍 shū jí 서적)
su >gy; dtltult.^^^#
Ty; ugjx dea Hfh dgjv rnl ut;tu y, mg.;euggj rgjys hfh dgjv rnl

dfuff; gjusy 1314 ky^ #Gyh ky# ut;tu y, Ueelny elvsy 충숙왕 忠肅王
Xhoyvou .gyunay injtty; veevgy 1314 kysu htlr dgayg^
Mtj o-nay ?gy elvsy hggy* mehgaldgl* ykb dtltultvty bkyukl hggy y,
1312@1320 ky hojmtl injttytt pglgjvgy G/ejdgjdg;g (FeyorbErbeda*FeyorbElbeoa
愛育鯬拔力八達 * 愛育拔力八達 fjufbrnlvfy ytj y, Dezym ByeedO 普顔篤 *
Rty,@wpey 仁宗 hegy;n^ 1285@1320 ky) dklyk^ T;uttj ykbee; y, Voy
elvsy Yeeh vgy (gjhn.sy)unay Hflufy ve;jee; dgavgy dg Hky Zu ut;tu
hoyna uealmggj nluttvty gr (이 서적들은 모두 송 나라 비각(秘閣
ygy^mì,bì-gé,gǎo)의 장서(藏書 ygy^ zàng-shū)로서
홍 약의 요청에 의하여 보낸
것이였다)^ Bkyuklxee; hgj, kjysu tpltt;* oyvty mk.jku dklukxnh;ku dev*
tj;tb xg;glmga hoboovttj pkuvkhuoa* ykbsy vgyu y, hojmtl yemgu jeeugg
pffr hg;ugl;gu dgavysu tyt moohty dgjnbm dn;ty; fuoolyt^
Bfy* Bkyuklkkv Vklkyukvm Wgu mkkys dnxnu de/e hegyln nluttr
dgavgy dgjnbm wffyuoa^ Bkyukl elv Wgu mkkys dnxnu (曆 lì, 역서, 曆日
lì-rì, 역일)nau yty xehgl; op;tu dgavgy^ :ey;g; peeys bkyukl uojty* Wgu
mkkys dnxuttj ;gbreelgy ;tlhna ;thnynau ytuty rklkky; kjeelgh*
k;kkunay htl;uttj vmgy;gjmxnlgh dk;lkuk z.eelr dgavgy^ Wgu mkkys
dnxunau hgj,zgm elv kjyee;;gg moutth y, ej,; o-tv
elgbrlglmga* hggy
hoy wgu elnjlsy he.,vgl ffjxlflmnau njut;;tt pggy vejugr dea poal
uth btmttj gx mev* mehgay kjky; htjhty bfj;fr grnllgh mehga
ygjna.xnlvgy pgg.jsu gueelvgy #Wgu mkkys dnxnu meyhgulgh Ree dnxnu#
(頒曆詔 bān-lì-zhào, 역서를 반포하는 조서) utvty mkumvky ytjmkb,ckmka Hggys
Ree dnxnu pgg.gl ;gugl;;gu dga.^ Tyt mehga moohty mtb;tultl
vklkyukvsy vej.glr dnxnum klkymgg ugjyg (Ueelny elvsy ve;gj 1@25@388;
3@25@31* 1@26@391; 3@26@40* 1@26@406; 3@26@84* 1@28@431; 3@28@158* 1@29@457; 3@29@235^^^)

Bkyuklkkv Vklkyukvm nluttr dgavgy Wgu mkkys dnxuoo;%

1262 kys 12 vgjsy hfhfuxny meelga f;fj

tlx { k A- (高汭 Gāo-ruì, 고예)
g.x hgj,vgy^ 1@25@388; 3@25@31
1264 kys 2 vgjsy elggy dgjv f;fj* Wgu mkkys dnxnu (曆日 lì-rì, 역일) ytuty ;t.mtj
(本 běn 본)nau tlx Hgy] Xhoa (韓 就hán-jiù, 한취 ) g.x hgj,vgy^
1@26@391; 3@26@40
1270 kys 12 vgjsy hfhfuxny meelga f;fj* Wgu mkkys dnxnu (曆日 lì-rì, 역일)nau
Inpe Inb (諶 chén, 심) ygj g.x kxvky^ 1@26@406; 3@26@84
1276 kys 1 vgjsy elguxny ohtj f;fj* Wgu mkkys dnxnu (曆 lì, 역)nau "aflukjn
(別古里 bié-gǔ-lǐ, 별고리) hojutr kxvky^ Tyt y, Rn@/gy (至元 zhì-yuán,
지원)s 13@j kys Wgu mkkys dnxnu^ Wgu mkkys dnxnu zbgj htjtumta* yemgu kjys
dga;gl; mkhnjeelgy ginulgh mgalgl fuooltl* vejugbr ou ty; dea^
1@28@431; 3@28@158
1278 kys 1 vgjsy hgj helugyg f;fj* Wgu mkkys dnxnu (曆 lì, 역)nau N Ny](李 仁
lǐ-rén 이 인) g.x hgj,vgy^ >gy dn-tj eumgr g.vgy^ 1@28@438; 3@28@179
1279 kys 1 vgjsy hfhfuxny meelga f;fj* Wgu mkkys dnxnu (曆 lì, 역)nau N Syro
(李 應柱 lǐ-yīng-zhù 이 응주) ygj g.x hgj,vgy^ Tyt Ree dnxnum* Ueelny elv
hgj,zgm dgar (藩方 fán-fāng, 번방)* rnl doj oytyxttj gldg dgj,r dgavgy
(歲修貢職 suì-xiū-gòng-zhí, 세수공직) dg #Nrnl ovtu# (同文 tóng,tòng-wén, 동문)
htjtultvyttj ygajvgu hgj,wggmgaugg hgjeelgh cvmka mehga dnxvty dgayg^ #Nrnl
ovtu# (同文 tóng,tòng-wén, 동문) htbttvty y, Bkyukl ;fj.flrny ovunau htlr
dgaugg dg nayhoo :fj.flrny ovunau Vklkyukvm htjtulthnau Hednlga hggy Ree
dnxuttjtt bt;tu;tr dgavgy dgayg^ Tyt dkl Bkyukl ve;lgl* mooyna ;kmkj
:fj.flrny ovunay moohty; inyt bt;tt^ 1@29@446; 3@29@202
1281 kys hg.jsy mtjuooy vgjsy ytuyna igj ykhka f;fj* Wgu mkkys dnxnu (授時曆
shòu-shí-lì, 수시력)nau >gymhky (王通 wáng,wàng-tōng,tǒng 왙통) ygj hojutr
kxvky^ Ooynau Hf Hafy (許衡 Xǔ-héng, 허형)* { egu Vouafy (郭 守敬
guō-shǒu-jìng, 곽 수경) ygj pkhnkvky utr mevugalgy mtb;tultrtt^ Ooyna fbyfh
Wgu mkkys dnxuoo;nau hty pkhnkvysu ;ej;vgy poal ouoa^ Ytjnau dnxvty dga;lggv
optht;* vklkyukv hoy dgavgy dklk. ee ;gg^ 1@29@457; 3@29@235
1284 kys 11 vgjsy wgugguxny bkuka f;fj* Wgu mkkys dnxnu (曆 lì, 역)nau { gbho
(監候 jiān,jiàn-hòu,hóu,감후 ) ygj hojutr kxvky^ 1@29@464; 3@29@256
●

:ey;g; peeys Vklkyukv y, Hednlga hggys igvmnjsu pkhnky Bkyukl;

nluttr dga.* ooy;% 1295 kys 3 vgjsy elguxny bkuka f;fj Ueelny
elvsy .gy Hednlga hggys igvmnjsu moohx dnxunay moibtl ygjmgg
;gglugr dnxoolvty dg bfy kys 10 vgjsy hgj ykhka f;fj ?gy elvg;
nluttvty dgayg^ Bt;ttyna thnau pejuggj deelugr mklnleeldgl ⇩

高麗史^ 1295년 3월 정사일^ 1@31@484;

高麗史^ 1295년 10월 임술일^ 1@31@485;

Thnay vnajooltu ⇩

Tjmyna vklkyukv th%
Ygyung; ;ee;lgug%
Vklkyukv ;ee;lgug%
Tjmyna vklkyukv th%
Ygyung; ;ee;lgug%
Vklkyukv ;ee;lgug%
Tjmyna vklkyukv th%
Ygyung; ;ee;lgug%
Vklkyukv ;ee;lgug%

三 月
sān yuè
삼 월

丁
巳 命
同
修 國 史 致 仕
任 翊
dīng,zhēng sì mìng tóng,tòng xiū guó shǐ zhì shì rèn,rén yì
정
사 명
동
수 국 사 치 사
임 익
史 館 脩 撰
官
金
賆
撰
先 帝 事 跡
shǐ guǎn xiū zhuàn guān,guǎn jīn bìng,pián zhuàn xiān dì shì jī
사 관 수 찬
관
김
변
찬 선 제 사 적
고려사^ 1295년 3월 정사일^ 1@31@484; 3@31@311

Tjmyna vklkyukv th%
Ygyung; ;ee;lgug%
Vklkyukv ;ee;lgug%
Tjmyna vklkyukv th%
Ygyung; ;ee;lgug%
Vklkyukv ;ee;lgug%

冬 十 月 壬 戌 遣
將
軍 柳
溫
如 元
dōng shí yuè rén xū,qu̇ qiǎn jiāng,jiàng jūn liǔ wēn,yūn rú yuán
동 십 월 임 술 견
장
군 류
온 여 원
進 先 帝 事 跡
jìn xiān dì shì jī
진 선 제 사 적
고려사^ 1295년 10월 임술일^ 1@31@485; 3@31@314

Eel bt;tty; ynam 42 hgyp (한자 漢字) kjvky dgayg
三
月
丁
巳
命
同
修
國
史
致

⇩

석 삼; ⼀-총3획; [sān] 석, 셋, 세 번, 거듭, 자주
달 월; ⽉-총4획; [yuè] 달, 달빛, 나달, 광음(光陰)
넷째 천간 정; ⼀-총2획; [dīng,zhēng] 넷째 천간(天干), 당하다, 성하다
여섯째 지지 사; ⼰-총3획; [sì] 여섯째 지지, 삼짇날, 상사(上巳)의 약칭, 자식, 태아
목숨 명; ⼝-총8획; [mìng] 목숨, 운수, 운, 명하다, 명령을 내리다
한가지 동; ⼝-총6획; [tóng,tòng] 한가지, 서로 같게 하다, 같게, 함께, 다같이
닦을 수; ⼈-총10획; [xiū] 닦다, 다스리다, 고치다
나라 국; ⼞-총11획; [guó] 나라, 서울, 나라를 세우다
역사 사; ⼝-총5획; [shǐ] 역사, 기록된 문서, 사관(史官),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
보낼 치; ⾄-총10획; [zhì] 보내다, 전송해 보내다, 돌려 바치다, 바치다, 내던지다, 맡기

仕
任
翊
史
館
脩
撰
官
金
賆
撰
先
帝
事
跡
冬
十
月
壬
戌
遣
將
軍
柳
溫
如
元
進

다, 전하다, 끌어들이다, 부르다, 끝까지 다하다, 궁구하다, 힘쓰다, 정성스레 하다,
이르다, 도달하다
벼슬할 사; ⼈-총5획; [shì] 벼슬하다, 일로 삼다, 섬기다
맡길 임; ⼈-총6획; [rèn,rén] 맡기다, 맡은 일, 마음대로
도울 익; ⽻-총11획; [yì] 돕다, 나는 모양, 다음 날
역사 사; ⼝-총5획; [shǐ] 역사, 기록된 문서, 사관(史官),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
객사 관; ⾷-총17획; [guǎn] 객사(客舍), 관청·학교 등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건물,
묵다, 투숙하다
포 수; ⾁-총11획; [xiū] 포, 고기를 저미어 만든 반찬, 마르다, 닦다(修)
지을 찬; ⼿-총15획; [zhuàn] 짓다, 시문(詩文)을 짓다, 가지다, 품다, 갖추어진
내용이나 방법
벼슬 관; ⼧-총8획; [guān,guǎn] 벼슬, 벼슬자리, 벼슬아치, 관청, 공무를 집행하는 곳
성 김{쇠 금}; ⾦-총8획; [jīn] 성, 쇠, 금속 광물의 총칭, 돈, 황금, ‘五行’의 하나, 방위
는 서·계절은 가을·성음은 상(商)·간지는 경신(庚辛), 황금색
더할 변; ⾙-총13획; [bìng,pián] 더하다
지을 찬; ⼿-총15획; [zhuàn] 짓다, 시문(詩文)을 짓다, 가지다, 품다, 갖추어진
내용이나 방법
먼저 선; ⼉-총6획; [xiān] 먼저, 나아가다, 옛날
임금 제; ⼱-총9획; [dì] 임금, 하느님, 오제(五帝)의 약칭
일 사; ⼅-총8획; [shì] 일, 일삼다, 전념하다, 정치
자취 적; ⾜-총13획; [jī] 자취, 흔적, 뒤를 캐다, 밟다, 뛰다
겨울 동; ⼎-총5획; [dōng] 겨울, 동면하다
열 십; ⼗-총2획; [shí] 열, 열 번, 열 배
달 월; ⽉-총4획; [yuè] 달, 달빛, 나달, 광음(光陰)
아홉째 천간 임; ⼠-총4획; [rén] 아홉째 천간, 짊어지다, 아첨하다
개 술; ⼽-총6획; [xū,qu̇] 개, 열한째 지지, 마름질하다, 정연하여 아름답다
보낼 견; ⾡-총14획; [qiǎn] 보내다, 파견하다, 놓아 주다, 이혼하여 아내를 친정으로 보내다,
풀다, 달래다, 하게 하다, 사역 조동사
장차 장; ⼨-총11획; [jiāng,jiàng] 장차, 막-하려 한다, 마땅히-하여야 한다, 어찌(何), 오히려
군사 군; ⾞-총9획; [jūn] 군사(軍士), 군사(軍事), 진을 치다, 송대(宋代)의 행정 구획의 이름
버들 류{유}; ⽊-총9획; [liǔ] 버들, 버드나무의 총칭, 별자리 이름, 모이다
따뜻할 온; ⽔-총13획; [wēn,yūn] 따뜻하다, 온화하다, 순수하다, 원만하다
같을 여; ⼥-총6획; [rú] 같다, 같게 하다, 따르다
으뜸 원; ⼉-총4획; [yuán] 으뜸, 근본, 연호(年號)
나아갈 진; ⾡-총12획; [jìn] 나아가다, 벼슬하다, 전진하다, 힘쓰다, 움직이다, 이기다, 선(善)으로
나아가다, 추천하다, 다하다, 진력하다
먼저 선; ⼉-총6획; [xiān] 먼저, 나아가다, 옛날
임금 제; ⼱-총9획; [dì] 임금, 하느님, 오제(五帝)의 약칭
일 사; ⼅-총8획; [shì] 일, 일삼다, 전념하다, 정치
자취 적; ⾜-총13획; [jī] 자취, 흔적, 뒤를 캐다, 밟다, 뛰다

先
帝
事
跡
Kjxny wgunay vklkyukv hfj.ooltu

⇩

(을미 21년 1295 년^ 3 월 정사일)
동수국사(同修國史)로서 치사(致仕) 하였던 임 익(任 翊)* 사관 수찬관
(史館 脩撰官) 김 병(金 賆변)에게 명령하여 (원 나라) 세조 황제
(tjmyna vklkyukv tht; 先帝 선제utr dna)의 사적을 편찬하게 하였다^
고려사^ 1295년 3월 정사일^ 3@31@311

겨울 10월 임술일^ 장군 류 온(柳 溫)을 원 나라에 보내여 원 나라
세조 황제(tjmyna vklkyukv tht; 先帝 선제utr dna)의 사적을 편찬한
것을 보냈다^
고려사^ 1295년 10월 임술일^ 3@31@314
Bkyukl kjxeelug

⇩

(Hfhfuxny hkyny rnl^ 1295 ky^ 3 vgjsy elguxny bkuka f;fj)
Elvsy moohnau ynalty pgvgux (同修國史 동수국사 Mkyvououvg) meigglggv ygvgy
fy;fj dklvky exnj ffvff mgmuglpvgy (致仕 치사) Nb Nu (任 翊 임 익) dg
dnxnu ykb ygajeelgy tbhmutux moohx moibtl (史館 脩撰官 사관 수찬관) { nb
Dafy](金 賆 변 kjxny wgunay vklkyukv hfj.ooltum 賆 nau 병 utrtt^ 賆 y,병 dni* 변
dgah) ygjm meiggr* ej,;gh Hggy (kjxny wgunay vklkyukv hfj.ooltum ?gys elvsy Inpo

Hegy;n utr mk;jeelgy deelugvgy dgayg^ Hednlgau htlr dgayg^ Tjmyna vklkyukv th;tt pouttj l
#ej,;gh Hggy# #fbyfh Hggy 先帝 선제# utvty dgaugg mel tjmyna vklkyukv thnau dgjnbmlgy #ej,;gh
Hggy# (fbyfh Hggy)utr kjxeelg.)s

igvmnjsu dnxoolr tbhmuoolt.^

Ueelny elvsy ve;gj^ 1295 kys 3 vgjsy elguxny bkuka f;fj^ 1@31@484; 3@31@311

(Hfhfuxny hkyny rnl^ 1295 ky)^
F.lnay 12 vgjsy hgj ykhka f;fj^ ? Ky](柳 溫 류 온) rgyrnysu ?gy
elvg; pgjr* ej,;gh (fbyfh) Hggys (Hednlga Hggys) igvmnjsu fjufy dgjn.
(進 jìn 진)^
Ueelny elvsy ve;gj^ 1295 kys 10 vgjsy hgj ykhka f;fj^ 1@31@485; 3@31@314
●

:ey;g; peeys Vklkyukv y, .gyuee;syhgg Oyty mtb;tultl (Bgug;
mtb;tultl 선대실록 先代實錄 xiān-dài-shí-lù) 185 dkmnau Bkyukl;
nluttr dga.^
Ueelny elv 1307 kys 11 vgjsy elggy ykhka f;fj ?y] Un (尹 頎 윤기)
nau pgjr* fbyfh .gyuee;syhgg Oyty mtb;tultl (Bgug; mtb;tultl 선대실록
先代實錄 xiān-dài-shí-lù) 185 dkmnau ?gy elvg; nluttvty dgayg^ Ej,;
.gyunay pgjlnuggj nluttvty uth dg mtj o-nay hoboov F.fu ;tt;vnayhtt
Bgug; mtb;tultl (Oyty mtb;tultl 祖宗實錄 조종실록 zǔ-zōng-shí-lù)nau hgj,
kjky; z.eelgh y, dejee* pkhnvuoa htjtu utr optr dgavgy dgayg (Ueelny
elvsy ve;gj^ 1@32@508; 3@32@381)^ Hgjny* ?gy elv 1312 kys 5 vgjsy hgj dgjv
f;fj mtjhoo Oyty mtb;tultl (역대실록 歷代實錄 lì-dài-shí-lù )nau dewggr
fuvfy dga;gu^ (Ueelny elvsy ve;gj^ 1@34@526; 3@34@434)
Bt;ttyna thnau pejuggj deelugr mklnleeldgl ⇩

Kjxny wgunay vklkyukv hfj.ooltu ⇩
(정미 33년^ 1307년^ 11월^ 병술일)
전왕의 명령으로 직사관(直史館) 윤 기(尹 頎)로 하여금 선대(先代)의 실록 185 책을 원
나라로 보내였다^ 당시 사람들이 모두 그것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인정하면서 ⪁조종의
실록을 다른 나라에 반출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라고 공론하였다 (고려사 3@32@381)

(임자 4년^ 1312년)^
5월^ 임인일^ 왕이 대호군으로 치사한 정 성(鄭 晟)을 시켜 고려의 력대 실록을
본국으로 도로 보내였다 (고려사 3@32@434)
Ojutlrltl dea

?gy (?gy, 元 yuán) ut;tu ytjnay exnj
Zghggjgg*

D^Veb,zgdggmgj (Bkyukl)
Xnyunv hggys gx hoo Hednlga ffjnay elvsy

ytjnau ?gy utr ytjlth dklk.& Bkyukl ytj dgaugguoa /b ee*
kl;kkuoa /b ee* hggy veeugg; wffhfy rnl fyufjfhf;* elv;gg bkyukl
ytj fux xg;ghggjuoa dklmlkk bkyuklkk ebgjmvgy* hzmg;rnvgy hoy
dgavgy /b ee (Hednlga hzmg; htlmta dgavgy x /b ee* ouoa x /b ee* elv;gg 大元
Dà-Yuán, :g@?gy utvty ytj fufh wgum lg. l hzmg; htl vejx gbrgguoa
dgavgy)* ;tjut; y, klky gj.gy bkyukl tj;tbmty btjut; dgavgy* mt;

ygj /o dk;kr vtmutr dgavgy /b dkl& Dou; bkyuklkk bgjmvgy* evgy
mklukamyee; dgalgg utr oo& uth ptjtu klky gveelm inl inltt ;gjgy
ugjx njyt^ Tutt x ouoa dgaluoa* ty; ytu l exnj dna^ Gvee;lsy tt;jttu
mgalgh ytu ukuwkk y, 元 (ygy^ yuán) ut;tu ugyw hgyp (漢字) ovunay emug;
dgaugg /b dni dnp utvty dk;lsy oo;yttv ;tlutjtyuoa pg;lgy op,-%
元 (ygy^ yuán)
Hzmg; bkyukl mkl,; 1. mtjuooy* mkluka* ytu;outtj 2. thn* eu* oy;tv* zpueej* thyna*

gyhys 3. mfujfu 4. ?gy elv (tjmyna) utvty dgah dg
Vklkyukv hgv mkl,(玉篇); 1. mtjuooy* gyh* thyna

(始也) 2. nh* guee (大也)

3. mkluka (首也) 4. mkb (長也) 5. elvsy ytj (國名) 6. oy;tv
(原也) 7. k.ku (姓也) utvty dgah dg
Vklkyukv hzmg; mkl,; 1. mtjuooy (原也) 2. tytjtyuoa* ynuoolvtyuoa (善良)

3. ynuoolvtyuoa hoy (善人) 4.kys thyna f;fj (元旦 inynay

ytuty) 5. kys wkl (年號) 6. mkluka (頭首) 7. hggy* tpty (君也)
8. njuty (民也) 9. nh (大也) 10. hna* hox (氣也) 11. mtyutj (天也)
12. ejm (長也) uth btm dfuff;*
Z'ky hgv mkl,;

1. 本也 2. 始也 3. 一也 4. 首也 5. 長也 6. 君也 7. 大也 8. 善也
9. 天子之元子 士也 10. 元吉 11. 上也 12. 天也 13. 氣也 14. 民也
15. 時間一單位 16. 寶 17. 諡 18. 年號 19. 朝代名 20. 原也 21. 玄
(通玄) 聖祖仁皇帝(康嚥帝)廟諱曰玄燁一玄用 ^元代^ 之 22. 百六韻 一
23. 姓 24. 貨幣 單位 utvty 24 emug rguvggvgy dgah dfuff;
(973@974@j mgl)*

Hzmg; htlyna nh mkl,; 1. 始也 端也 2. 首也 頭也 3. 本也 原也 4. 一也 5. 長也 首長也
6. 君也 7. 正嫡也 8. 大也 9. 善也 10. 美也 11. 上也 12. 天也
13. 寶也 14. 天地之大德 氣也 15. 百姓 16. 時間單位 17. 諡也
18. 年號 19. 朝代名 20. 原也 21. 玄 (通玄) 淸聖祖諱玄燁玄用
元代之 22. 百六韻之一 23. 姓 24. 貨幣名 btm 25 emug
rguvggvgy dgah dfuff; (318@319@j mgl)*
Ounay ;glga (辭海 @unay helugyg ;t.mtj 子集 nay 284@j mgl;) 1. 始也 2. 長也 首也
3. 大也 4. 善也 5. 朝代名 6. 通原 通原
7. 通玄 淸時^^^ 改玄爲元 ^^^ uth btm
emug ugjugrtt^

元 (ygy^ yuán) su elvsy ytj dklukck ut.tl* #Mtjuooy* Thyna* Gyhys*
Guee* Nh* Mtyutj* Mtyutj Ugpjsy nh tj;tb* hox# uth btm Hggy hoy; tv
mggiggu;gh emug 元 (ygy^ yuán); ouoa dgayg^ Uth;tt l mooyna wggyg
hzmg; vgygg gueelgu;gy* kjxeelr dk;yk ee uthttv dev* bkyukl
vtmuthoa dni y, mk;kjhka^
Gln. elvg;* ffjv;nayh y, ytjlt;tu ytj* fjffl devg; mooynau
ytjlt;tu ytj utr deau ouoavuth exnjuoa x* 元 (ygy^ yuán) y, yty
zlgyuezg bkyukl hoyna dgaueelvgy* Bkyukl elvsy ytjytt kum
pkhnbruoa vgygu;gyg^
Mtu.tl* bkyukl hoy; mgglgu;gh* ;kmjkk ;g.hgj vgygg; dgah ffj emug
元 (ygy^ yuán); dgayg ee utr ehgr op.tl* dgayg gg! Mtuth bfjmff mtj y,*

bkyuklxee;sy nht; tjhtblt;tu* #Hfh Mtyutj#* #Hfh
Bkyukl# ut;tum kj;ku #Hfh# utvty emug 元 (ygy^ yuán); dgayg^
Tyt y, kaj peejsy* dgug* ;ey; ugjsy mkl,; ouoa^ Hzmg; htlyna
#Ounay ;glga 辭海# htbtth Nh mkl,(7-p emusu op)* #Hzmg; htlyna Nh
mkl,# (Mga.gy; ht.ltvty^ 21-p emusu op)* #Z'ky Hgv mkl,#( 21-p emusu
op)yee;g; dgayg^
元 (yuán) y, 玄 (hfh* mtyutj fyuf)mta nrnl emugmga (元通玄) utt;* ?gys
o-; mnay htjtultr dgavgy utvty mgaldgjmgaugg dgayg* ooy;%

21. 玄 (通玄) 淸聖祖諱玄燁玄用元代之
21. 玄 (通玄) 聖祖仁皇帝(康嚥帝)廟諱曰玄燁一玄用^元代^ 之
7. 通玄 淸時^^^ 改玄爲元

utr dnxrtt^

Tyt emug dn;ty; mey xehgl^ 元通玄 utvty y, 元 (yuán) y, 玄 (xuán)mta
nrnl emugmga utvty ou^ 玄 (xuán) y, mtyutj* mtyutjnay fyunau pgg;gu^
:ttjhnay yemglugg dklukr ffj ytu rnitt mgmgz%
Bkyukl Elvsy Mf. ykbsy vgy; ugyw he., dga;gu #Inyttj
kjxeelvgy Bzyugy ovunay vkcy # (Miekgea foisoitoa Soyoa) de/e 千字文@;
天地元黃 utr mtyutjnay fyunau 元 (yuán)ggj dnxtt;* mooynautt
#Mtyutj HFH* Ugpgj igj DekrI

KikEt Geje* Si* t utr kjxeelvgy dga;gu^

Vklkyukv #Bzyugy ovunay vkcy#; nrnl emugmga 玄 (xuán) nau y,
htjtultr 天地玄黃 천지현황 utvty dga;gu y, dn;yna fuooltt; dgaugg
poalnay ;g.hgj dgmglugg dklr dgayg^
Nayhoo
optht;*
hzmg;
dg
bkyukl

?gy elvsy
ytjnau ;kj ;kjkk ffj ffjnayhffjff kalukk; dgavgy dgar
mggjlgg^
Hzmg;ee; y, dklkhkkj 元 (ygy^ yuán)shgg ygyung; emusu vgygg;*
hoy

bkyuklxee; y, dklkhkkj 元 (yuán)s #Hfh# (Hfh Bkyukl) utvty
bkyukl emusu dk;kk; elvsy ytjnau fuxtt^
Mtj wgunay hoboov 元 (yuán) ut;tu ovtum #Hfh# utvty emug dga;gu
ut;unau vgamgj bt;;tu dgavgy^ Hgjny vool o-nayhty l 元 (yuán) ut;tu
ovunay #Hfh# (Hfh Bkyukl) utvty emusu uoojx kalukhuoa* mnab emugmga
dgavgy ut;unau bt;thuoay elbggv ffjnay elvsy ytjnau hzmg;
bgzuggj y, heelgy #?gy,# (?gy)* #?gy, elv#* #Nh ?gy, elv# uth
btmttj htlr zj,r* dnxnr pejivgy dgayg^ Tyt btm 元 (ygy^ yuán)s gj;
#Hfh# (Hfh Bkyukl) utvty vgygg ;g.hgj gueelgu;gr dgavyggv
eldgglgy zjueelgy dk;.kl*
#?gy, elv# ut;unay bkyukl ytj y, #Hfh Bkyukl#；
#?gys Yeew Mooh# (元秘史 yuán-mì-sh @ Yeew Mk.xkkys gyh ytj)
bggy, #Hfh (Hfh Bkyuklsy) Yeew Mooh# utvty emugmga dgavgy
dklr mggjyg^
Bkyuklsy Yeew Mk.xkkys 203@j poalnay 382@j bfjyff ugj;gu
#Hfh ;t.mtj# (闊闊迭卜帖兒 ygyung;ggj 靑冊 utr kjxeelvgy dea)；
Nyrgyygimgys Nh ?gy elvsy bgy;vgy mfjnay #Hfh ve;gj# x wggygg
bgi ygjnay emug exnjmga dklkh y, mk;kjhka dgayg^

Twtu hf.oo; @ Nh dnxunay btjut; 元 (ygy^ yuán) ut;tu ouytt #Hfh#
utvty emug deau /o tv gy;gh dnltt! Mnab x exjggv* o- pglugbrlgy
meej.nvgy gl;gjm domttltt #Hfh Ve;gj# utr ytjltvty dgaygb^
Kjxny wgum Nyrgyyginay #Hfh Ve;gj#su ygyung;ggj 蒙古靑史 utr
kjxeel;gu y, #Bkyuklsy Hfh mooh# utvty ou^ Uth;tt hgyp y, 靑 dg 元
utvty zluggmga^ 元史 utr kjxeeldgl* ?gy elvsy ytjmta hemugl;gg;
dgar bgug;uoa exnj pgavgr* bfy ynamt; kalukbrmkau dk;kr 靑史 utr
kjxeelgh dklvky dklklmka
Bfy* ?gy,in (元史) nau hzmg; hoyna pkhnkl uth dklk.x* bt;ttr
bkyukl btjut; tjhdni kjklwvky dgar mggjgg^ Mooynau #?gy, elvsy
ve;gj# utr kjxeel;gu dklk.x* bfy l #?gys mooh#* #Hfh mooh# utvty
vgygg ;g.hgj dgahsu ouoavutiuo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