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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양문고 소장 국문시가 자료의 가치
權 純 會 (한국교원대)

1. 머리말
동양문고 소장 국문시가 자료는 대부분 마에마 교오사쿠[前間恭作 : 1868-1942]가 수집하
거나 전사하여 동양문고에 기증한 것들이다.1) 마에마 교오사쿠는 조선의 고서를 수집하는 과
정에서 국문시가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고 고시조 집성집 校主歌曲集을 간행한 바 있다.2)
동양문고에 소장된 한국 자료 가운데 국내에 가장 먼저 소재된 것은 국문시가 자료이다.
1920년대 후반 손진태(孫晉泰, 1900-?)와 이은상(李殷相, 1903-1982)이 일부 자료를 전사하
여 국내로 들여오면서부터이다. 손진태는 1925년부터 동양문고를 드나들면서 일본으로 유출된
고시조 문헌을 본격적으로 접할 기회를 얻었고 이은상과 함께 1927년 6월에서 1928년 5월
사이에 마에마 교오사쿠의 협조를 얻어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던 국문시가 자료를 집중적으
로 전사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남창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가곡원류와 남훈태
평가, 송강가사, 가사육종, 고금가곡, 여창가요록이 그것이다.3) 이 전사본들은 이병
기(李秉岐, 1891-1968) 조윤제(趙潤濟, 1904-1976)에 의해 재전사되면서 고전시가 연구의 기
초 자료로 널리 활용되었다. 이후 가요4), 만언사5), 고금가곡 전사본6) 등이 간헐적으로
소개되어 고전시가 연구에 활용되었으나 아직까지 동양문고 소장 국문시가의 전체 소장 규모
가 파악된 바는 없다.
이번에 필자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양문고에 소장된 국문시가 자료는

악장 5종, 시조집

8종, 가사집 5종 등 총 18종이다. 결코 양적으로 많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가곡원류와 
남훈태평가와 같이 시가사적으로 비중이 만만치 않은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국문시가 자료의 특성을 개관하고 학술적 가치를 살펴보고
자 한다.

2. 국문시가 자료의 소장 현황

「

-

·

·

·
41(
, 2009).
21(

1) 기증 과정에 대해서는 백진우, 일본 동양문고 소장 한국고서에 대해 자료 개관 연구 현황 연구 과제 특징
적 면모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열상고전연구회
참조
2) 서철원, 校註歌曲集을 통해 본 20세기의 고시조 향유와 전승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한국
문학 이론과 비평학회
3) 권순회,「南滄 孫晉泰의 歌集 轉寫와『朝鮮古歌謠集』편찬｣,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김지용
동앙문고본 
 해제 시조학논총
한국시조학회
윤성현
동양문고본 만언사 연구 세책 유통의 정황과 작품 내적 특징을 주로 하여 열상고전연구
열상
고전연구회
6) 윤덕진․성무경 주해, 古今歌曲(보고사, 2007).

,

「

4)
5)

,「
,「

, 2008).
歌謠

, 2005).

:

,

36(

, 2012)

20(

- 7 -

..

, 1986).

,

54(

,

일본 동양문고 소장 한국 고전적 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의미

동양문고 소장 국문시가 소장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참고한 문헌은 동양문고 조
선본 목록이다. 이 목록은 2010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동양문고에서 자체적으로 파악한 한
국 고서 목록 전체로 총 2,302종의 자료 목록이다. 연구팀이 동양문고와 연구 협력에 관한 양
해각서(MOU)를 체결할 때 제공 받은 것으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식 목록집이다.7) 이와
함께 동양문고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朝鮮本漢籍検索’을 통해 고전시가 소장 현황을 파악하
였다. 이 검색 목록은 増補東洋文庫朝鮮本分類目録(1979)에 이후 수집한 자료가 더해진 것
으로 총 3,892종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8) 이를 통해 확인한 동양문고에 소장된 국문시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악장】
VII-4-262 龍飛御天歌 十卷 補寫 5册
VII-4-262 本朝龍飛御天歌 一卷 1册
VII-4-308 龍飛御天歌 十卷 寫本 5册
VII-3-165 月印千江之曲 卷一 朝鮮宣祖元年(隆慶二) 據小伯山池叱方寺刻本重刊 1册
VII-3-165 月印千江之曲 卷二十一 朝鮮中宗三十七年(嘉靖二十一) 據安東廣興寺刻本重刊 2
册

【시조집】
VII-4-225 歌曲源流 寫本 1册
VII-4-218 南薰太平歌 寫本 1册
VII-4-225 歌謠 寫本 1册
VII-4-361 女唱歌要録(1870) 寫本 1册
VII-4-359 古今歌曲 2册 前間恭作 轉寫本
VII-4-801 海東歌謠(1930) 경성제국대학 활자본
VII-4-802 靑丘永言(1930) 경성제국대학 활자본
VII-4-358 精選朝鮮歌曲(1914) 朝鮮朴春載口述 활자본

【가사】
VII-4-346 松江歌辭 二卷 朝鮮英祖二十三(淸乾隆十二)刊 寫本 1册
VII-4-359 歌詞六種 前間恭作 轉寫本
VII-4-440 北闕重建歌 寫本 1册
VII-4-227 萬言詞 寫本 2册
VII-4-218 玉少華談零本 寫本 1册
이상과 같이 동양문고에 소장된 국문시가 자료는 악장 5종, 시조집 8종, 가사집 5종 등 총
7) 백진우, 앞의 논문, 41-43면.
8) http://61.197.194.11/open/KansekiChosenQueryInp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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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종이 파악되었다. 이 가운데 여창가요록, 海東歌謠, 靑丘永言, 精選朝鮮歌曲, 北
闕重建歌, 고금가곡과 가사육종 轉寫本은 최근 목록인 동양문고 조선본 목록(2010)에
서는 검출되지 않는다. 동양문고 Web 검색인 ‘朝鮮本漢籍検索’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소장 자료는 대부분 시조와 가사 자료이다. 특히 시조집이 8종이나 되고 그 종류도 다양하
다. 18, 19,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집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가곡창 가집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시조창 가집도 2종이나 된다. 마에마 쿄오사쿠가 특별히 시조집에 집중해서 자료를 수집했는
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교주가곡집을 편찬하고 손진태와 주고
받았던 엽서와 편지를 보면9) 국문시가의 대표 장르라 할 수 있는 시조에 각별한 관심이 있었
던 것만은 분명하다.
본 발표에서는 이 가운데 우선 시조집과 가사 자료에 그 가치를 살펴보고자 한다. 악장 자
료는 국어사 자료를 살피는 자리에서도 다루어질 것이므로 후고로 미루기로 한다.

3. 시조집의 특성과 가치
歌曲源流는 본디 2책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첫 1책만 남아 있다. 여기
에는 가곡 한바탕 중 남창 界面 三數大葉
까지만 수록되어 있다. 사설 454수가 살
려 있다. 1927년 6월 동양문고에서 이은
상이 전사한 판본이 서울대 남창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한편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가곡원류(서울대본)도 동앙문고본
을 1929년 1월에 전사한 것으로 파악되었

【가곡원류】

다.10)

가곡원류는 46장(표지 포함)인데, 내지 첫 면에는 원소장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장서인이
거듭 네 번 찍혀 있으나 해독이 쉽지 않다. 이 장서인은 셋째와 다섯째 면에서도 세 군데나
확인된다. 이와 함께 마에마 쿄오사쿠의 정서인인 “在山樓蒐書之一”이 찍혀 있고 본문의 맨
마지막 면에는 그의 영문 장서인인 “K.Mayema”가 보인다.
동양문고본은 가곡원류계열 18종 가운데, 육당본, 프랑스본과 함께 초기본 계열에 속하는
가집이다. 육당본은 원전이 소실되어 현재 1929년 謄印本이 남아 있다. 프랑스본은

단순 재

필사과정의 여러 오류 흔적들을 곳곳에 남기고 있어, 적어도 한 번 이상 재필사된 가집이다.
그에 비해 동양문고본은 단순 재필사가 아니라, 첫 편집과정에서의 수정 흔적을 곳곳에 남기

9) 손진태 저, 최광식 편, 남창 손진태 선생 유고집 2-우리의 민속과 역사(고려대학교 박물관, 2002),
102-157면 ; 최광식, ｢손진태 유고집의 내용과 성격｣, 한국사학보 제30호(고려사학회, 2008),
257-258면.
10) “昭和四年一月 所藏 本ヨリ謄寫ス”

- 9 -

일본 동양문고 소장 한국 고전적 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의미

고 있다. 이런 사실들로 보아, 동양문고본은 초기본 계열 3개 이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필사
본으로 추정된다.
또한 육당본과 프랑스본은 계면조 부분에서 새로운 파생곡 ‘중거’와 ‘평거’의 배분을 미처
완성하지 못해, 이를 “界 中擧 附平頭”라는 악곡명으로 묶어 편집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묶어
놓은 작품들 상단 여백 곳곳에 분류에 맞는 악곡명을 메모해 놓았다. 그에 비해 동양문고본은
이 두 악곡의 작품 분류를 제대로 완성해 놓았다. 이는 육당본·프랑스본의 최초 편집이 다시
동양문고본으로 정리되었음을 말해준다. 동양문고본은 초기본에서 악곡과 작품간 분류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어갔는지 그 중간 과정을 보여주는 가집이다.
한편 흥미로운 사실은 동양문고본의 필체가 박효관·안민영이 1872년 완성한 가곡원류(국
악원본)의 필체와 매우 흡사하여 동일한 인물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동

양문고본과 국악원본의 필체는 매우 단정하고 유려한 해서체로, 전문 필사자의 글씨로 보인
다. 이처럼 초기본과 완성본이 거의 동일한 필체라는 사실은 가곡원류가 편집되는 수 년 동
안 전문필사가가 계속 동원되었음을 시사한다.11)
南薰太平歌는 방각본 가집을 필사한 가집이다. “明治二十五年二月六日在韓京客舍畢功 玄
界庵主”라는 필사기로 미루어 1892년 서울에서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에마 쿄오사쿠
가 1891년 慶應義塾을 졸업하고 한국에 유
학생으로 온 직후에 필사한 것으로 짐작된
다. 방각본 南薰太平歌를 재필사한 가집
으로는 이외에도 南薰殿太平歌(여태명 소
장), 南薰太平歌(국립민속박물관 소장), 
남훈평가(권지하)(권순회 소장)이 있다.
방각본을 충실하게 필사하였는데 필사 후
앞에 작품 목록을 붙였고 “在山樓蒐書之一”
라는 장서인을 찍었다. 그리고 다른 가집에

【남훈태평가】

수록된 사설과 대교하여 붉은 글씨로 한자
와 사설이 다른 부분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필사 후 다른 가집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역시 1927년 6월 동양문고에서 이은상이 전사한 것이 서울대학교 남창문
고에 소장되어 있다.
가요는 총 29장(표지 포함) 필사본 1책의 소규모 시조창 가집이다. 시조 사설 99수와 함
께 십이가사 ｢상사별곡｣, ｢춘면곡｣, ｢구｣가 수록되어 있다. 원본의 마이크로필름 사본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시조는 국한문혼용으로 필사된 반면에, 가사는 순한글로 기록되어 있다. 서발문이나 여타
악곡 정보가 전혀 없다. 사설이 시작하는 부분의 상단에 마에마 교오사쿠의 장서인이 찍혀 있
다. 이 가집의 필사 연대는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원소장자였던 마에마 교오사쿠가
古鮮冊譜에서 ‘光緖 癸巳年(1893)’에 필사된 가집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지질의 상태 등으

11) 이상은 신경숙,「동양문고본 가곡원류 해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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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루어 1890년 무렵으로 추정된다.
첫 장을 보면 붉은 글씨로 작품 목록이 추록되어 있다. 또한 남훈태평가와 가곡원류와
대교한 후 공출하는 작품에 대해서는 사
설 위에 붉은 글씨로 “南”(37수), “源”(13
수)이라는 표시를 하였고, 두 가집 간에
사설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분
에 붉은 글씨로 그 내용을 첨록한 부분이
있다. 이들은 모두 마에마 교오사쿠가 작
성한 것이다. 그는 일차적으로 시조창 대
표 가집인『남훈태평가』와 대교한 후 다시
가곡창 대표 가집인 가곡원류와의 비교
【가요】

를 통해 가집의 특성을 파악하려한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가곡원류(동양문고본)의 경우 여창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공출 작품
수가 13수에 불과하였고, 이를 근거로 가요를 남훈태평가와 친연성이 높은 가집이라고 판
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요는 대표적 시조창 가집인 남훈태평가보다는 오히려 가곡원류 여창과의 작
품 공출이 두드러진다. 공출 작품 수가 남훈태평가와는 34수인데 반해 여창가요록(양승민
본)과는 61수, 여창가요록(동양문고본)과는 63수나 된다. 가곡원류(국악원본)과는 남창 28
수, 여창 63수, 총 91가 공출하는 데, 이 가운데 남창 21수는 여창과 중복되는 것이어서 실제
공출 작품은 70수이다. 공출 작품 대부분이 여창 사설인 셈이다. 사설의 내용 층위에서. 애정
과 관련된 작품이 99수 가운데 절반이 넘는 55수나 된다. 이 역시 여타 시조창 가집과 다른
양상이다. 이러한 사실은 가요가 여창 가곡의 영향권에서 산출된 가집일 가능성을 시사한
다. 이로 보아 가요는 남훈태평가와는 다른 계열 특성을 보여주는 가집으로 19세기말 20
세기 초 시조창의 연행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된다.12)
여창가요록은 1870년에 편집된 단독여창가집으로 박효관과 그 주변인물들이 최근에 발굴
된 양승민본 여창가요록을13) 저본으로 재편집한 가집이다. 양승민본이 발굴되기까지 여창
가요록의 先本으로 평가되던 가집이다.
표지를 제외한 총 면수는 33장(표지 포함)이다. 182수가 수록되었다. 사설 전문을 순국문으
로 표기했을 뿐만 아니라 악곡명도 순우리말식 명칭을 취하였다. 중대엽을 제외하고 모든 사
설에 連音標가 붙어 있다. 마지막에 ‘계락’에 빠진 사설 한 수를 卷末에 추록하였다. 한 사람
에 의해 저본을 대상으로 일관되게 필사된 가집임을 말해준다. 卷末의 “庚午仲春望間愚泉試”
라는 刊記를 보면 ‘雪峰’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愚泉’을 다시 쓴 흔적이 보인다. 이로 보아
1870년에 편집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악곡 목록을 보면 저본인 양승민본보다 세분되어 있다. 무엇보다 양승민본에서 명목을 얻지
12) 이상은 권순회,「동양문고본 가요 해제｣ 참조.
13) 양승민, ｢여창가요록 양승민본의 문헌적 특징과 자료적 가치｣, 한국시가연구 33(한국시가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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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사설만 수록되었던 ‘중거’, ‘평거’,
‘두거’가 이제 완전히 한바탕의 목록 안에
악곡명과 함께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양승민본에서는 보이지 않던 연음표를
추가하여 좀 더 연창의 실질에 다가갔다.
양승민본과 대교해보면 사설의 수록 순서
는 대부분 일치한다. 양승민본 157수 가운
데 2수를 배제하고 155수를 그대로 받아들
였다. 그리고 다시 27수를 추가하였다. 추가
【여창가요록】

된 사설은 안민영 등 박효관 주변 인물들의

작품이다. 이후 동양문고본은 가곡원류 여창의 편집 과정에서 저본으로 활용되었다.14) 여
창가요록은 1928년 5월 동경에서 손진태에 의해 전사된 바15) 있다. 현재 전사본이 서울대학
교 남창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주제별 분류 가집으로 유명한 고금가곡은 아사미 린타로[淺見倫太郞 : 1869-1943]가 소
장했던 가집으로 그 동안 원본의 행방이 묘연했었다. 최근에 日本 宮內廳 書陵部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16) 현재는 마이크로필름 사본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
동양문고본 고금가곡은 마에마 쿄오사쿠가 아사미 린타로에게 원본을 빌려 1928년에 전
사한 것이다. 현재 고금가곡 전사본은 동양문고본, 남창본, 남창본을 재전사한 가람본과 도
남본 4종이 전하는데 漢詩 辭賦나 科體詩를 생략하고 국문시가를 중심으로 전사한 남창본과
달리 동양문고본은 전사본 가운데 유일하게 完帙을 전사한 판본이다. 長歌를 수록한 부분을
상권으로 短歌를 수록한 부분을 하권으로 분리하여 2책으로 전사한 것도 다른 전사본과 다른
점이다. 뿐만 아니라 해제를 작성하여 전사본의 말미에 첨부하였다.17)
“古今歌曲”이라는 가집명도 전사 과정에서 손진태와 마에마 쿄오사쿠가 상의하여 붙인 것
이다. 원본에는 題名이 결락되어 있다. 동양문고본 표지에는 “一壑松桂一里烟月編抄 失題寫本
古今歌曲”, 손진태가 전사한 남창본에는 ‘古今歌曲集(失名擬題)’이라고 적혀 있는데 “古今歌
曲”이라는 假稱은 손진태와 마에마 쿄오사쿠가 編抄者의 자작 시조 “늘거지니 벗이 업고 눈
어두워 글 못 볼싀 / 古今歌曲을 모도와 쓰 은 / 여긔나 興을 브쳐 消日코져 노라”에
서 취하여 부여한 것이다.18)
해제에서 고금가곡을 “天下無二의 奇寳에 속한다”고 높게 평가했던 마에마 교오사쿠가
원본을 정밀하게 전사하였을 것은 자명하다. 원본과 대교해 보면 마에마 교오사쿠가 얼마나
충실하게 원본을 전사하려했던가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면당 행수와 위치, 각 항목간의
여백까지 그대로 맞추어 전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본에 있던 甁形印, 方印 ‘孝家’, ‘一壑松桂
14)
15)
16)
17)
18)

47(

, 2013).
, 2009).

권순회,「단독 여창 가집의 형성 과정｣,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一九二八年五月 於東京 得前間恭作氏所藏寫本而複寫之”
권순회 ｢
의 원본 발굴과
경로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昭和戊辰四月天長節前日初謄畢りて附書す”
손진태, 朝鮮古歌謠集(刀江書院, 1929), 22면.

, 古今歌曲

轉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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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里烟月’을 원본과 같은 위치에 그림으로
그려 넣었고, 사설에 藍墨과 朱墨으로 批
點한 것의 위치와 모양까지 같았다. 동양
문고본 古今歌曲은 2007년 윤덕진과 성
무경이 주해본을 내면서 그 존재가 국내
에 알려졌다. 이후 원본이 발굴되기까지 
古今歌曲 연구의 기본 텍스트로 활용된
바 있다.
海東歌謠는 김수장(金壽長)이 편찬한
【고금가곡 전사본】

가집으로 568수가 수록되어 있다. 원본은

주시경(周時經, 1876-1914)이 소장했던 필사본 가집으로 일명 주씨본이라고 한다. 최남선(崔
南善, 1890-1957)이 소장하다가 한국전쟁 당시 소실되었다. 원본을 저본으로 1930년 경성제
국대학에서 연활자본으로 인쇄하여 간행한 것이다.19)
靑丘永言은 육당본으로 1852년에 편집된 가집이다. 시조 999수가 수록되었다. 최남선이
소장하고 있다가 한국전쟁 당시에 소실되어 원본은 현전하지 않는다. 1930년 경성제국대학에
서 연활자본으로 인쇄하여 간행한 것이다.20) 손진태가 1929년에 고시조 선집인 朝鮮古歌謠
集을 편찬할 때 상당수의 작품을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던 靑丘永言에서 선별하고 여타
전사본에서 나머지 작품을 보충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교주가곡집에는 가집 간 작품
대교를 통해 이본과 출처를 밝히고 있는데 그 기준으로 활용된 가집이 바로 靑丘永言이다.
精選朝鮮歌曲은 1914년 신구서림에서 간행된 활자본 가집이다. 정선조선가곡은 1918년
경성서림에서 두 번째 판본이, 1924년 다시 신구서림에서 세 번째 판본이 간행된 바 있는
데21) 동양문고 소장본은 1914년에 간행된 초판본이다. 가곡창 사설 364수, 시조창 사설 16
수, 가사 21편이 수록되어 있다. 잡가명창 박춘재(朴春載)가 구술한 것으로 나와 있으나 실제
로는 수록 사설 대부분이 大東風雅(1908)와 歌曲選(1913)을 번갈아가며 그대로 옮겨온 곳
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박춘재 구술”이라고 가집 冒頭에 기록한 것은 박춘재의 명성을 빌
어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신뢰도를 높이려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22)
이상에서 살펴본 시조집들은 초장기 고시조 연구에서 매우 귀중하게 활용되었다. 이미 언급
한 바와 같이 1920년대 후반 동양문고와 그 주변 인물들이 소장했던 국문시가 자료에 대해
집중적인 전사가 이루어진다. 손진태는 1927년 6월 이은상과 함께 가곡원류와 남훈태평가
를 전사한 것을 시작으로 1928년 1월 25일에는 송강가사를 전사하였다. 1928년 2월에는
가사육종을 전사한 후 3월에는 이은상에게 고금가곡을 轉寫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해 5월
에 다시 여창가요록을 전사하였다.
이 가운데 송강가사, 가사육종이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전사의 초점은 시조집에 있었

19)
20)
21)
22)

김용찬,
김용찬,
윤설희,
신경숙,

,
,

(

, 2012), 22 .
, 2007), 14면.
, 2009), 23-24면.

｢해동가요 주씨본 해제 고시조문헌해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면
｢청구영언 육당본 해제 앞의 책
면
｢20세기초 가집 精選朝鮮歌曲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세기 서울 우대의 가곡집, 가곡원류 고전문학연구
한국고전문학회

, 2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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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으로 판단된다. 손진태는 시조 문학을 오직 한국 사람만이 가진 넓은 세계를 통하여 다
만 하나 밖에 없는 보물이라고 평가하고 이 보물은 오로지 한국 사람만의 보물이 아니요 전
인류의 역사적 보물이며 장래에는 반드시 전 인류의 보물이 되어야 한다고 하며 시조 외에 우
리가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무슨 문학을 가졌겠는가라고 반문한 바 있다.23) 이는 시조를 조
선의 국민문학으로 인식했던 최남선 등 초창기 국문학 연구자들의 견해24)와 크게 다르지 않
은 것이다. 반면에 손진태는 가사는 한문 취향이 농후하고 현학적이라고 하면서 그 가치를 높
게 평가하지 않았다.
1920년대 고시조가 과거의 문화유산으로 새롭게 재인식되면서 조선 후기 필사본 가운데 중
요한 가집들을 전사하거나 등사 혹은 활자본으로 간행하여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는 사례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1930년에 경성제국대학에서 청구영언(육당본), 해동가요(주씨본)을 간행한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25) 손진태 이은상이 동양문고 소장 가집들을 집중적으로 전사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관심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손진태는 자신이 전사한 자료와 동양문고에 소장된 청구영언, 해동
가요를 바탕으로 1929년 고시조 選集인 朝鮮古歌謠集을 편찬한다.26) 시조 558수를 선별
하여 장가(사설시조)와 단가(평시조)로 나누고 이를 다시 주제별, 작가별 체계에 맞추어 새롭
게 편집하였다. 그는 전사를 통해 대략 2천여 수의 시조 작품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가운데
4분의 1만 선별하여 조선고가요집 편찬에 활용했던 것이다.27)
무엇보다 우리의 고전시가를 일본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본어로 번역해서 실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일체의 전례를 깨고 사설시조와 무명씨 작품을 전면에 배치한 점이 이채롭다. 이는
시조가 가지고 있는 조선적인 정서와 가치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이다. 이
들은 대부분 俗謠에 가까운 내용을 가진 작품들로 이 가운데 중국적 사상과 감정에 물들지 않
은 조선 고유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손진태는 조선의 국민문학
으로서의 시조를 독서교양물 형태로 재구성하여 가곡의 선율에 익숙하지 않던 일본인 독자에
게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로 조선고가요집을 편찬했던 것이다.
한편 마에마 쿄오사쿠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고시조 집성집 校主歌曲集을 편찬하였
다. 교주가곡집은 전집 8권, 후집 9권 총 17권 17책으로 편집되었고 시조 1,745수, 가사
37편, 잡가 7편을 수록하였다. 전집과 후집을 망라하여 무명씨 작품인 流傳篇과 유유명씨 작
품인 작가편으로 나누고. 유전편은 곡조에 따라 분류, 배열하였으며, 작가편은 작가명과 간단
한 약전을 든 다음에 그 작품에 해당되는 곡조명을 표시하고 기록하였다.
마에마 쿄오사쿠가 교주가곡집 편찬에 활용한 가집은 가곡원류와 남훈태평가, 송강
가사, 가사육종, 고금가곡, 여창가요록, 가사육종, 가요, 정선조선가곡, 時調類

23) 손진태, ｢詩調와 詩調에 표현된 한국사람(1926.5)｣, 孫晉泰先生全集 6(태학사, 1981), 537-562면.
24) 최남선, ｢조선국민문학으로의 시조｣, 조선문단, 제16호, 1926.5.
25) 신경숙, 시조 문헌 편찬의 역사 청구영언에서 고시조대전까지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
화연구원
면
26) 朝鮮古歌謠集 편찬에 대해서는 권순회,「南滄 孫晉泰의 歌集 轉寫와『朝鮮古歌謠集』편찬｣, 한민족
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참조
27) 손진태, 앞의 책, 30면.

「
:
, 2012), 494-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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聚, 大東風雅 등이다. 김교헌(金喬軒)이
편찬한 대동풍아와 최남선이 편찬했던 
시조유취(1928)를 제외하면 모두 자신이
수집했던 자료를 활용하였다.
교주가곡집은 문헌간 수록 작품을 대교
하여 이본 관계를 밝히고 작품마다 출처를
밝힌 대교의 방식으로 편집된 최초의 고시
조 집성본이다. 물론 문헌수가 많지 않아
전면적인 대교본으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크
지 않지만 고시조 문헌 집성에서 처음으로

【가곡색인】

이본간 대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자못 크다.
이를 위해 마에마 쿄오사쿠는 작품을 일일이 대교하면서 색인카드를 작성했던 것 으로 파악
되었다. 최근에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에서 발견된 가곡색인이 그것이다.28) 색인카드를 보면
새로운 작품이 발견될 때마다 작품 색인을 만들어 추가해나갔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방
대한 색인 정보를 바탕으로 교주가곡집이 편찬되었던 것이다.

4. 가사 자료의 특성과 가치
동양문고 소장 송강가사는 성주본의 寫本이다.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성
산별곡｣, ｢장진주사｣와 시조 78수, 그리고 ｢玄孫鄭洊書｣와 ｢五代孫鄭觀河追記｣가 수록되어
있다. 손진태가 1928년 1월 동경에서 전사한 판본이 현재 남창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歌詞六種은 아사미 린타로가 소장했던 가사집이다. 마에마 쿄오사쿠가 1928년 2월에 소
장자에게 직접 빌려 전사한 것이다. 원본은 현재 고금가곡과 같이 일본 궁내청 서릉부에 소
장되어 있다. 마이크로필름 사본을 통해 국립중앙도서관에서도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전사본의 표제는 “坡平尹氏家手錄 無名寫本 歌詞六種”으로 적혀 있는 바 이는 고금가곡
과 같이 원본의 제목이 결락되어 있던 것을 마에마 쿄오사쿠와 손진태가 상의하여 붙인 것이
다.29) 손진태 전사본에는 “歌辭六種(失名擬題)”라고만 적혀 있다. 가사 6편이 수록되어 있어
이와 같이 편의적으로 붙인 것으로 짐작된다.
내지에는 목차와 마에마 교오사쿠의 장서인인 “在山樓蒐書之一”가 찍혀 있다. ｢玉樓宴歌｣,
｢農家月令歌｣, ｢春眠曲｣, ｢江村別曲｣, ｢漁父辭｣, ｢老人歌｣ 순으로 전사하였다. 전사는 고금
가곡과 같이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졌다. ｢春眠曲｣을 보면 원본에 있는 批點까지 그대로 표시
하였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 마에마 쿄오사쿠가 작성한 해제와 함께 日文으로 직역한 ｢老人歌
｣ 원고가 첨부되어 있다.
해제에 따르면 아사미 린타로는 이 가집을 대정 연간(1916-1926)에 漢城에서 얻었다고 한
28) 신경숙, 앞의 논문, 499-500면.
29) 손진태, 앞의 책,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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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래는 少論 坡平 尹氏 가문에서 필사되어 전해오
던 편자 미상의 가사집이다. 이 가사집은 한문 사본의
이면에 필사한 것인데 해제에 따르면 뒷장의 반고지
몇 장은 모두 弔問狀으로 파평 윤씨 가문에 보낸 것이
라 한다. 하지만 필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
적으로 밝힐 단서를 찾을 수 없다. 또 조문장 가운데
조운철(趙雲澈, 1792-?)이라는 사람이 을유년(1825) 3
월 8일에 섰다는 기록이 있어 이 가사집의 필사연대는
1830년 무렵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1928년 2월에 손진태도 마에마 쿄오사쿠와 함
께 이 책을 전사하였다. 이 전사본은 현재 서울대 남
창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도 마에마 쿄오사쿠가
작성한 해제가 卷頭에 수록되어 있다. 특히 손진태는
가사육종에 수록된 ｢農家月令歌｣를 ‘朝鮮 古歌중 최
【가사육종 전사본】
고 걸작’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30) 조선고가요집에 ｢還山別曲｣, ｢白鷗詞｣와 함께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최근에 이상원에 의해 원문 주석과 원본 영인을 함께 묶은 가사육종이 간행되
었다.31)
｢北闕重建歌｣는 경복궁의 역사와 중건을 송축하는 내용의 가사이다. 한글 필사본 1책이다.
작자는 알 수 없으며 창작 시기는 경복궁 중건이 완료되는 1870년 전후로 짐작된다.32) 내용
은 고종과 함께 대원군에 대한 송축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복궁 중건과 관련하여 창작된 가
사는 ｢북궐중건가｣이외에도 ｢景福宮營建歌｣, ｢奇玩別曲｣, ｢경복궁즁건승덕가｣ 등이 있다.33) ｢
북궐중건가｣는 동양문고 이외에도 일본 駒澤大學 濯足文庫에 이본이 소장되어 있다. 濯足文
庫本은 현재 마이크로필름 사본이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영인본으로도 간행된 바
있다.34) 고순희는 濯足文庫本이 ｢북궐중건가｣의 유일본이라고 파악하였으나 이번에 동양문고
에도 이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직 동양문고본을 보지 못한 관계로 두 이본간
의 관계는 파악하지 못했다.
萬言詞는 조선 정조 때 안조원(安肇源)이 추자도에 유배를 가서 지은 장편 국문가사이다.
안조원은 중인 신분으로 정조 때 大殿別監을 지낸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임금의 총애를 믿고
御印을 도용한 죄로 인해 추자도에 유배되었다. 유배지에서 겪은 고초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
해배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아낸 작품이 만언사이다. 만언사가 궁녀들 사이에서 널리
읽힘으로써 마침내 임금의 눈에 띄어 방면되었다고 한다.
동양문고본 만언사는 필사본으로서 조선후기에 세책으로 널리 유통되면서 마치 한 편의
30)
31)
32)
33)

손진태, 앞의 책, 24면.
이상원, 가사육종 보고사
고순희, 앞의 논문, 18면.
고순희,「｢경복궁즁건승덕가라｣와 ｢북궐중건가｣의 작품세계와 형식적 변모｣, 고시가연구 22( 한국고
시가문학회, 2008). 2-3면.
34) 이우성 편, 서벽외사해외수집일본
아세아문화사

(

, 2013).

5(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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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처럼 읽혔을 것으로 짐작된다. 1899년 1월(셰긔
졍월일)에 향수동 세책점에서 2책으로 필사되었다. 권1
은 29장, 권2는 25장으로 총 54장 108쪽이다. 순국문이
며 서체는 궁체이다. 표제는 “萬言詞”이고 ｢만언사｣, ｢
부모｣, ｢부｣, ｢쳐｣, ｢자｣, 그리고 ｢만언답셔｣
의 순으로 짜여 있다. 이들 각 편은 한편의 이야기처럼
긴밀하게 연결되면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어올리는
한편 장편화에 기여한다. 동양문고본은 4음보 1행의 기
준으로 따졌을 때 전체 993행의 분량이 된다. ｢만언사｣
724행, ｢부모｣ 52행, ｢부｣ 13행, ｢쳐｣ 38행, ｢
자｣ 18행, ｢만언답셔｣ 148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만언사의 이본은 동양문고본을 포
함하여 모두 10종이다. 국립도서관본 만언와 샤고
향, 가람본(서울대 규장각) 만언, 연세대본 謾言辭

【만언사】

, 閨壺消寂본(연세대) 만언, 남가본(한중연) 젹
거긔, 雪苔본(박요순) 만언, 覓南본(김일근) 안도은가, 京都大本 萬言辭, 동양문고본
萬言詞가 그것이다. 가람본과 국립도서관본 두 종이 한 계열이고, 동양문고본과 멱남본이
같은 계열을 이룬다. 동양문고본은 국립도서관본, 가람본, 연세대본 등에 비해 비교적 후기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35)
玉少華談은 玉屑華談으로 추정되나 아직 원본을 확인하지 못했다. ‘옥설가’, ‘옥설화답’
등의 명칭으로 전하는 가사로 현재 이본이 30종 넘게 확인되는 작품이다. 18세기 말에서 20
세기 초까지 규방가사문화권뿐만 아니라 시정문화권에서 매우 폭넓게 유통되었다. 가장 이상
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대부의 일생이 핵심 내용으로 당대인이 희구하던 가장 복된 인생 경로
를 통속적으로 노래한 작품이다.36)

5. 맺음말
이상에서 동양문고 소장 국문시가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자료의 특성과 가치를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 우리는 동양문고 국문시가 자료가 국내에 소개되고 연구와 교육에 활용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별 자료의 특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
이다.
동양문고 소장 국문시가 자료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논의는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

루어졌다. 고금가곡의 경우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던 마에마 쿄오사쿠의 전사본이 소개되
35) 이상은 윤성현,「동양문고본 가요 해제｣ 참조.
36) 권순회,「玉屑華談의 疏通 樣相과 通俗性｣, 어문연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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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연구가 촉발되었고 이후 원본이 발굴되면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37) 단독 여창 가
집으로서의 동양문고본 여창가요록의 위상이 온전하게 파악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38) 가곡
원류에 대해서는 최근에 주목할 만한 성과들이 제출되고 있지만39) 초기본으로서의 동양문고
본의 특성과 위상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실정이다. 가요에 대한 논의도
한 편에 불과하다.40) 가사육종에 대한 논의는 이제야 시작되었다.41)
동양문고 소장 자료는 우리에게 알려진 자료도 많지만 몇몇을 제외하면 자료 접근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전사본 혹은 2차 복사본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민족문화연
구원 해외한국학센터의 이번 기획은 원전 자료를 온라인을 통해 제공하면서 개별 자료에 대한
보다 정밀한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동양문
고 소장 자료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를 기대한다.

37) 성무경, ｢주제별 분류 가곡 가집, 고금가곡의 문화도상 탐색-마에마 교오사쿠[前間恭作] 轉寫 東
洋文庫本을 대상으로-｣, 한국시가연구 제19집(한국시가학회, 2005) ; 윤덕진, 古今歌曲의 장가
체계｣, 고전문학연구 28(한국고전문학회, 2005) ; 권순회, ｢古今歌曲의 원본 발굴과 轉寫 경로｣,
우리어문연구 36(우리어문학회, 2009) ; 남정희, ｢고금가곡내 ｢단가이십목｣에 대한 고찰｣, 한국
고전연구 23(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 이상원, ｢古今歌曲의 체제와 성격｣, 한민족어문학 59(한
민족어문학회, 2011)
38) 권순회,「단독 여창 가집의 형성 과정｣,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39) 황인완, ｢가곡원류의 이본 계열 연구｣(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 강경호, ｢가곡원류
계 가집의 편찬 특성과 전개양상 연구｣(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0) ; 신경숙, ｢가곡
원류 초기본 형성과정과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36(한민족문화학회, 2011)
40) 이은성,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시조창 향유의 변화양상-가요(동양문고본)를 중심으로｣, 한민
족어문학 45(한민족어문학회, 2004).
41) 이상원, ｢조선후기 가사의 유통과 가사집의 생성 : 가사육종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7(한민
족어문학회, 2010).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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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영웅군담소설 연구
- 서사적 특질을 중심으로 -

엄태웅 (강원대)

1. 서론
본고는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서사적 지향을 밝
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향유층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영웅군담소설을 포함한 많은 수의 세책본 고전소설은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이윤
석․정명기가 조사한 세책본 고전소설 실물 목록의 소장처만 보더라도,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고전소설은 현전하는 세책본 고전소설의 50%가 넘는다.1) 따라서 18세기에서 20세기 초 서울
의 고전소설 향유 문화를 파악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세책본을 연구하기 위해
서는 동양문고 소장 고전소설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간 세책본 고전소설, 특히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고전소설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
되어 상당한 성과가 축적되었다.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세책본 고전소
설 연구는 세책본 고전소설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물론이거니와, 세책본 고전소설 개별 작
품 연구, 세책본 고전소설 유통에 대한 연구 등으로 그 외연과 깊이를 확장해나가고 있다. 따
라서 본고에서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고전소설 자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재론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대신 본고는 그간 축적된 세책본 고전소설에 대한 정밀한 연구들을 토대로 세책
본 고전소설의 서사에 나타난 공통된 특질을 도출해보도록 하겠다.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고전소설의 장르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수를 차지하는 장르
는 영웅군담소설이다.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고전소설은 총 31편2)인데 그 중 17편3)이 넓은
의미의 영웅군담소설에 해당한다. 영웅군담소설 장르의 작품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영웅군담
소설이 세책본 고전소설 향유층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한다.4) 따라서 영웅군담소설의

1) 이윤석․정명기, ｢세책 고소설 연구의 현황과 과제｣, 貰冊 古小說 硏究, 혜안, 2003, 66-69면 참조.
실물 목록에 수록되어 있는 총 59작품 중 31편이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2) 고려보감, 곽해룡전, 구운몽, 금령전, 금향정기, 김진옥전, 남정팔난기, 당진연의, 만언사, 북송연의,
삼국지, 소대성전, 수저옥란빙, 숙녀지기, 열국지, 옥루몽, 월왕전, 유충열전, 유화기연, 이대봉전, 임
장군전, 장경전, 장자방전, 적성의전, 정비전, 정을선전, 창선감의록, 춘향전, 하진양문록, 현수문전,
홍길동전. 이상 31편.
3) 곽해룡전, 구운몽, 금령전, 김진옥전, 남정팔난기, 소대성전, 옥루몽, 월왕전, 유충열전, 유화기연, 이
대봉전, 임장군전, 장경전, 적성의전, 정비전, 현수문전, 홍길동전. 이상 17편.
4) 물론 이는 전체 세책본 목록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므로 동양문고본에 한정하여
그 특징을 재단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까지 소개된 세책본 고전소설 목록을 정리하
여 보다 정확한 양상을 도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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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적 특질에 대해 살피다 보면 세책본 향유층이 선호했던 서사가 무엇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먼저 영웅군담소설의 중심 서사에 대한 문제
이다. 대개 영웅군담소설은 영웅적 면모를 갖춘 주인공이 문무를 겸비하고 전쟁에서 이겨 국
난을 해결하는 과정으로 중심 서사가 전개된다고 인식된다. 그런데 영웅군담소설이라고 해서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만이 중심 서사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주인공의 영웅적 면모만큼은
아니지만 주인공의 결연과 가문의 번영 등도 영웅군담소설 서사의 또 다른 한 축으로 중요하
게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영웅군담소설의 서사에 접근할 때에는 주인공의 영웅 서사를 중심
에 두되 결연이나 가문과 관련한 서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전제되어야 할 사실은 영웅군담소설의 영웅 서사와 결연․가문
서사는 - 동일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 이본에 따라 그 비중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방
각본 영웅소설을 보면 완판본과 경판본에서 영웅 서사와 결연․가문 서사의 비중이 다르게 나
타난다. 가령 <장풍운전>의 완판본과 경판본을 비교해보면, 완판본은 주변 남성인물의 충절을
강조하고 남성영웅의 면모를 보다 강화하는 대신 결연․가문 서사에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데 반해, 경판본은 결연․가문 서사에 대해서는 길게 서술하고 유기적인 맥락도 구성하려 하지
만 주변 남성인물의 충절이나 남성영웅의 면모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5)
이렇듯 동일한 작품이라 하더라도 판본의 지역적 차이에 따라 서사적 지향이 다를 수 있다.
이는 해당 판본을 향유하는 향유층의 관심사와 연관이 있다. 방각본의 경우 전주 지역 향유층
은 결연․가문 서사보다는 영웅 서사에 관심이 많아서 이러한 관심을 모든 작품에 일관되게 투
영한 것이다. 따라서 세책본 또한 향유층의 어떠한 공통적 관심사가 있다면 그것이 개별 작품
을 넘어 모든 작품에 일관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은
영웅 서사를 중심에 놓고 있으면서도, 동일 작품의 타 이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연․가문 서
사의 비중이 일관되게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영웅군담소설 각 작품이 이본으로서 지니고 있는 서
사적 특질을 밝히고, 이를 통해 세책본에 일관되게 드러나는 공통의 서사적 특질을 도출해보
고자 한다.

2. 본론 :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결연․가문 서사 지향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서사 지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동일 작품 이본과의 비교가 필수적이
다. 그런데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영웅군담소설 중에는 1918년에 활자본으로 간행된 이본을
제외하면 세책본이 유일본인 작품이 있다.6) <유화기연>이 바로 그 작품이다. 주지하다시피 많
5) 엄태웅, ｢방각본 영웅소설의 지역적 특성과 이념적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3면 참
조.
6) 현재까지 알려진 <유화기연>의 이본은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세책 필사본 1종과 대창서원․보급서관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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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의 영웅군담소설은 활자본을 제외하고도 필사본이나 방각본이 존재한다. 그런데 세책본
이 유일본이라는 것은 이 작품의 서사가 세책본 향유의 자장 안에서 유독 많은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유화기연>의 서사 지향이 세책본 향유의 양상과 일정한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유화기연>은 천상계의 존재인 ‘태을선’이 속세에 ‘유춘’으로 태어나 여성 인물들과 결연을
맺는 한편 영웅군담소설의 주인공으로서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작품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남성주인공인 유춘이 남자 아이이면서도 성기를 지니지 않은 채 태어난다는 점이다.7) 유
춘의 천상계 존재인 태을선은 천상계에서 술에 취해 선녀를 희롱하고 또 소변을 봐 요지연 연
회를 더럽히는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천상계의 인물이 적강의 계기로 지은 죄 치
고는 상당히 세속적이고 민망하기까지 하다. 여하간 이로 인해 유춘은 성적 결함을 갖고 태어
나는데, 이렇듯 영웅군담소설의 주인공이 신체적으로 결함을 갖고 있는 것은 영웅군담소설의
서사 구조를 감안할 때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다.
흥미로운 면모는 또 있다. ‘유화기연’이라는 제목이 그것이다. 통상적인 영웅군담소설의 작
품 제목을 연상해본다면, 이 작품의 제목은 ‘유춘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유씨와
화씨의 기이한 인연’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은 그만큼 이 작품에서 남녀의 결연이 중요하게 다
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8) 더욱이 실제 작품을 보면 유춘과 결연을 맺는 인물은 화씨
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유춘과 결연을 맺는 또 다른 인물은 바로 기녀 ‘옥낭’인데, 옥낭은 이
작품에서 단순히 유춘과 결연을 맺는 두 번째 여자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유춘의 성적 결
함을 의심하고 확인하며 궁극에는 유춘의 복부를 갈라 성기를 드러내어 유춘의 성적 결함 문
제를 해결하는 상당히 비중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9)
요컨대 <유화기연>은 영웅군담소설의 범주 안에 존재하는 작품이지만, 전형적인 영웅군담소
설과는 다르게 결연 서사가 큰 비중으로 다뤄지고 있다. 전술했듯 <유화기연>은 활자본을 제
외하면 세책본이 유일본으로, 세책본의 서사 지향을 짐작해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볼
때 여타 세책본 영웅군담소설들도 결연 서사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을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이 옳다면, 남성성이 강한 영웅군담소설에서 여성성이 강한 결연 서사가

행 활자본 1종 등 총 2종으로 결말 부분을 제외한 내용상의 큰 차이는 없다. 정도현, ｢<유화기연> 연
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6-14면 참조.
7) 문득 공즁으로셔 일위 션 나려와 숀의 호로 들고 부인 침실노 드러와 겻 안지며 부인의 복부를
만지더니 부인니 혼미여 불셩인러니 일 옥인을 지라 그 호로의 향슈로 아회 씩겨 누이고
부인긔 고왈, “이 아희 비록 남녀 아즉 분변치 못나 실은 남라 일후 장셩여 길시 만나면
귀불가언이오 문호 창셩고 명만리니 너무 셔운니 아지 마르시고 필은 연 텬졍년분니
인 곳이 잇셔 구혼기 각곡히 리니 양치 마르쇼셔.” …(중략)… 옥으로 삭인 듯 슈졍으로 
근 듯 골격이 비상고 우름 쇼 웅댱여 신아 갓지 아니 며 봉안니 효성 갓고 졍신니 츄슈갓
흐나 다마 남녀의 표가 업고 뒤에 분문이 잇고 앏 죠고만 굼기 잇 이어 <유화기연> 1권,
일본 동양문고, 8-9면.
8) <신유복전>도 이본의 제목은 <천정연분>으로 바뀐다. 이러한 제목의 변화는 분명 서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엄태웅, ｢<신유복전> 異本 <천정연분>의 변이 양상과 의미(1)｣, Journal of
Korean Culture24,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3 ; 엄태웅, ｢<신유복전> 異本 <천정연분>의 변이
양상과 의미(2)｣, 우리문학연구42, 우리문학회, 2014.
9) 일반적인 논의이기는 하나 다음의 논의를 참조하였다. 정도현, ｢<유화기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0, 65-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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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강하게 부각되는 현상은 - 얼핏 아이러니하게 인식될 수 있지만 - 기실 세책본 향유
문화를 가늠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과연 그러한지 남은 16편의 작품 중 주요 작품들
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1) <남정팔난기>와 여성영웅소설
먼저 여성영웅의 능동적 활약이 돋보이는 <남정팔난기>와 여성영웅소설 <금령전>, <이대봉
전>, <정비전> 중 <이대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들 작품은 여성 인물의 능동적 면모가
돋보인다. 과연 이들 작품이 동일 작품 이본들과 서사적으로 다른 면모를 어떻게 보이는지 살
펴보자.

(1) <남정팔난기>
<남정팔난기>는 현재 필사본 15종, 판각본 5종, 활자본 2종 등 22종의 이본이 전해진다. 동
양문고 소장 <남정팔난기>는 14권 14책으로, 매면 11행, 매행 13-15자로 되어 있다.10) <남정
팔난기>의 이본은 ‘경판 계열’, ‘3권3책 계열’, ‘10권10책 계열’, ‘5권5책 계열 등 4계열로 나
눌 수 있는데,11) 동양문고본은 이 중 3권3책 계열에 속하는 나손본과 내용적으로 유사하다.12)
그렇다면 동양문고본과 나손본은 여타 이본들과 내용적으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13) 작품의
서사 전개를 따라가며 주요한 차이를 논해보자.
먼저 주인공 ‘황극’과 ‘이소저’가 혼약을 맺는 부분을 보자. 동양문고본과 나손본은 이소저
의 패향과 황극의 면경을 교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반면, 나머지 세 계열을 대표하는 박순
호본과 규장각본, 방각본은 이소저의 앵혈로 팔에 ‘승주 황극의 처’라고 새기는 것으로 되어
있다.14) 짧은 내용이지만 동양문고본과 나손본에서는 황극과 이소저의 상호 애틋한 마음이 담
겨 있는 반면, 나머지 이본에서는 황극의 일방적인 의사 표현만이 드러나 결연의 애틋함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황극이 八難을 겪는 부분이나 작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군담 부분을 보면 동양문
고본은 타 이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약이 많이 되어 있다.15) 여성이 주체적 면모를 보이기에
결연 서사와 함께 중시될 것처럼 예상되는 작품 후반부의 여성영웅 서사는 생각 외로 그리 강
조되지 않으며 타 이본에 비해 약간 축약되어 있다.16)
10) 김경숙, ｢동양문고본 <남정팔난기> 연구｣, 열상고전연구20, 열상고전연구회, 2004, 34면.
11) 조희경, ｢<남정팔난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2면. 경판 계열에는 방각본30장본,
방각본17장본, 이상택 소장본, 3권3책 계열에는 나손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10권10책 계열에
는 박순호 소장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조동필본), 연세대 소장본, 5권5책 계열에는 성균관대 소
장본, 규장각 소장본이 해당된다.
12) 김경숙, ｢동양문고본 <남정팔난기> 연구｣, 열상고전연구20, 열상고전연구회, 2004 참조.
13) 이하 동양문고본의 이본으로서의 특징적 면모는 김경숙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김경숙, ｢동양문고본
<남정팔난기> 연구｣, 열상고전연구20, 열상고전연구회, 2004.
14) 김경숙, ｢동양문고본 <남정팔난기> 연구｣, 열상고전연구20, 열상고전연구회, 2004, 45면.
15) 조희경, ｢<남정팔난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18면 ; 김경숙, ｢동양문고본 <남정팔
난기> 연구｣, 열상고전연구20, 열상고전연구회, 2004, 45-51면.
16) 김경숙, ｢동양문고본 <남정팔난기> 연구｣, 열상고전연구20, 열상고전연구회, 2004, 5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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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남정팔난기>에는 삽입 한시가 자주 등장한다. 삽입 한시의 양상을 보면 동양문고본은
타 이본과 달리 축약되는 경우가 확인된다. 주로 비슷한 의미가 반복될 때 對가 되는 뒷부분
이나 장황한 서술을 없애는 방식으로 축약을 했다.17)
요컨대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남정팔난기>는 다른 이본과 비교할 때, 남녀 결연 서사를 보
다 부각시키는 반면, 군담을 비롯한 영웅 서사, 시문을 통한 대화 등에는 특별한 관심이 없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웅의 주체가 여성이라 하더라도 서사가 영웅성을 부각시키는 데 있다
면 부각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 <이대봉전>
이어서 여성영웅소설 <이대봉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동양문고본 <이대봉전>은 4권4책으
로, 매면 11행, 매행 13-15자이다.18) <이대봉전>의 이본은 50여 종에 달할 정도로 많다. 이
작품은 여성영웅소설의 한 작품으로 소개되지만, 방각본 <이대봉전>은 여성영웅소설의 성향이
상당히 미약하다.19) 완판본 <이대봉전>의 여성영웅은 경판본 여성영웅소설의 주인공들과 다르
게 국난을 주체적으로 극복하지도 않고, 남성주인공을 질책하거나 계도하지도 않으며, 결연의
성사를 위해 노력하지도 않는다.20)
그러나 <이대봉전>의 이본이 많은 만큼 서사적 편폭도 크다. 나손본과 동양문고본은 친연성
을 보이며 방각본과 명확한 차이를 보여준다. 가령 방각본은 작품의 마지막에 행복한 결말로
끝날 듯 하다가 남선우와 북흉노가 재침하여 ‘이대봉’과 ‘장애황’이 정벌을 하러 가는 군담이
등장하는 반면, 동양문고본은 이러한 군담이 전혀 등장하지 않은 채 이대봉과 장애황의 부귀
영화로 끝난다. 또한 방각본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동양문고본에는 적지 않은 분량으로 전개되
는 내용이 있으니, 그것은 즉 이대봉과 장애황이 만나는 장면과 이대봉 가족이 만나는 장면
등이다.21) 장애황의 여성영웅적 면모 또한 동양문고본에 와서 상대적으로 강화된다.22)
요컨대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이대봉전>을 방각본 <이대봉전>과 비교해보면, 동양문고본은
장황한 군담을 생략하고 남녀 결연이나 가족의 상봉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여성영웅
인 장애황의 능동적 면모를 보다 강조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남정팔난기>와 <이대봉전>을 통해 볼 때,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은 군담을 생략하는
데 인색하지 않고, 남녀 결연이나 가족 상봉의 서사에 집중하는 것에 관대했다. 이를 통해 앞
서 <유화기연>에서 도출한 세책본의 서사 지향이 다른 작품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다.

17) 조희경, ｢<남정팔난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0-21면
18) 김경숙, ｢<이대봉전> 이본고｣, 열상고전연구25, 열상고전연구회, 2007, 91면.
19) <이대봉전>의 판각본 이본은 여러 종이 있기는 하나 모두 완판본이며 동일한 판본이다. 그리고 방각
본으로 간행된 여성영웅소설 중에서 유일한 완판본이기도 하다.
20) 엄태웅, ｢방각본 영웅소설의 지역적 특성과 이념적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49-150
면.
21) 김경숙, ｢<이대봉전> 이본고｣, 열상고전연구25, 열상고전연구회, 2007, 104-107면.
22) 김경숙, ｢<이대봉전> 이본고｣, 열상고전연구25, 열상고전연구회, 2007,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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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운몽>, <옥루몽>, <김진옥전>
세 작품은 천상계의 仙官仙女가 인간 세상으로 적강하여 속세의 삶을 살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23) 특히 그 과정에서 남녀의 결연 서사가 비교적 길게 서술된다는 점이 특징적이
다. 이러한 특질을 지니고 있는 작품들은 세책본 이본에서 어떠한 면모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1) <구운몽>
주지하다시피 <구운몽>은 한문본과 한글본, 필사본, 세책필사본, 방각본, 활자본 등 표기 체
계나 판본이 무척 다양하다. 동양문고 소장 <구운몽>은 7권7책으로, 매면 11행, 매행 13-15
자이다. 동양문고본은 작품의 마지막 대각 장면이 상당히 간략하게 제시된다. 그런데 흥미로
운 것은 대각 이후 작품이 끝나지 않고 맨 마지막에 다시 후일담 형식으로 양승상의 자녀들을
언급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는 동양문고본이 양소유의 삶을 禪夢이 아니라 실재했던 삶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24)
그리고 장회 제목이나 삽입 한시를 살펴보면 동양문고본은 많은 오류를 드러낸다. 장회 제
목이 불규칙적으로 제시되었으며, 한시의 경우 어구를 바꾸거나 내용에 상관없이 한문 토를
마음대로 붙여 놓았다. 이를 통해 필사자가 한문에 식견이 없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25)
더불어 생각해볼 것은 필사자는 기본적인 식견이 있다 하더라도, 필사자가 생각한 예상 독자
들이 장회 제목이나 한시를 중시하지 않는 경우이다. 다시 말해 동양문고본의 향유층은 장회
제목이나 한시의 오류가 작품 향유에 방해가 되는 이른바 한문에 식견이 있는 부류가 아니었
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듯 동양문고본은 <구운몽>이 전하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나 작품 곳곳에 배치되어 서사
전개를 보완하는 장회 및 한시 등에 특별한 고려를 하지 않았다. 반면 여타 이본에 비해 군담
은 축소되고 ‘양소유’와 여덟 낭자의 만남과 사랑, 헤어짐과 갈등 등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
양소유가 난을 평정하는 부분이 간략하게 다루어진 데 비해 양소유가 ‘팔선녀’의 환생인 여덟
여인을 만나는 대목이나 장난삼아 서로를 속이는 장면 등이 상세하게 부연되어 작품의 흥미를
배가시키고 있는 것이다.26)

(2) <옥루몽>
동양문고 소장 <옥루몽>은 30권30책으로, 매면 11행, 매행 13-16자 정도로 되어 있다. 동
양문고본 <옥루몽>은 善本을 기준으로 볼 때 작품 후반부의 상당한 내용이 생략된 이른바 ‘축
약본 계열’이다.27) ‘양창곡’과 그의 처첩들이 중심이 되는 전반부의 이야기만 남겨두고, 후손
들이 전면에 나서는 후반부의 이야기는 과감하게 생략을 한 것이다. 그 외에도 동양문고본의
23)
24)
25)
26)
27)

물론 본고에서 거론하는 작품 중에는 이 세 작품 외에도 적강 모티프가 있는 작품이 많이 있다.
김영희, ｢세책 필사본 <구운몽> 연구｣, 원우론집34,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2001, 25면.
김영희, ｢세책 필사본 <구운몽> 연구｣, 원우론집34,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2001, 34면.
김영희, ｢세책 필사본 <구운몽> 연구｣, 원우론집34,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2001, 49면.
장효현, ｢옥루몽의 문헌학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102-103면 ; 유광수, ｢세책
<옥루몽> 동양문고본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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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작 흔적은 곳곳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는 대체로 중세 이데올로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졌다.28) 가령 주인공들의 예의에 어긋난 행위나 性的 면모, 적장이나 처첩에 대한 처벌
등이 순화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그 예이다. 양창곡의 첩인 강남홍의 존재가 황제보다 더
부각되는 후반부가 완전히 사라진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중세 이데올로기에 영합하는 방향 중에서도 흥미로운 지점은 처첩의 위계가 보다 명
확해지는 방향으로 개작이 이루어진 부분이다. 주지하다시피 <옥루몽>은 처첩의 위상이 뒤바
뀌는 작품이다. 후반부로 가면 기첩인 강남홍과 벽성선이 윤부인과 황부인을 제치고 전면에
나서 집안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양문고본은 후반부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처첩
의 위계 또한 뒤바뀌지 않게 되었다.29)
이러한 양상은 작품에서 여러 차례 확인된다. 황부인이 투기갈등을 일으켰다는 것이 만천하
에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황부인이 당당하게 벽성선을 맞이하고 벽성선 역시 첩답게 행동하
는 장면이라든가, 선본에서 미미한 존재로 등장하는 윤부인이 동양문고본에 와서 전면에 부각
되며 강조되어 나타나는 장면 등이 이에 해당한다.30)
동양문고본의 이러한 특징은 세책본 향유 문화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만약 세책
본의 주된 향유층이 처첩의 역전된 관계를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부류였다면, <옥루몽>의 본래
면모는 삭제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그대로 남겨져 세책본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세책
본 <옥루몽>은 처첩의 위계적 질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변개가 되었다. 결국 세책본의 향유
층은 처첩 관계에서 처의 위치에 있는 존재 혹은 처의 위상을 중시하는 이념적 지향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 할 수 있다.

(3) <김진옥전>
이 절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작품은 <김진옥전>이다. 동양문고 소장 <김진옥전>은 4권4책
으로, 매면 11행, 매행 14-16자 정도로 되어 있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김진옥전>은 필사본
이 8종이고, 덕흥서림을 비롯하여 여러 서적상에서 간행된 활자본 동일 판본이 1종이다. 동양
문고본은 이 중 필사본인 박순호 소장본 <김진옥젼이라>와 친연성을 보인다.31)
동양문고본은 여타 이본에 비해 김진옥과 옥낭자의 결연 서사가 상대적으로 흥미롭다. 김진
옥과 옥낭자가 연분을 맺는 장면이 자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상봉 장면에서는 이미 죽고 만
옥낭자를 김진옥이 살려내는 극적인 상황도 연출된다. 한편 동양문고본에는 김진옥을 난처하
게 하는 존재인 위양공주의 간계가 보다 자세히 드러난다. 위양공주는 나중에 죄를 용서받은
뒤에도 다시 부마와 도모하여 김진옥과 태자를 해치고 천자의 자리를 노리다가 결국 황제에게
죽임을 당한다. 위양공주가 죽음에 이르는 것은 여타 이본이 모두 동일하지만, 그 과정에서

28) 이하 동양문고본 <옥루몽>의 개작 양상은 이미 다음의 논문에서 제시된 것이다. 유광수, ｢세책 <옥
루몽> 동양문고본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개작의 이유에 대해서는 다
소 의견이 다르지만, 개작 양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이 연구를 참조하였다.
29) 유광수, ｢세책 <옥루몽> 동양문고본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223면.
30) 유광수, ｢세책 <옥루몽> 동양문고본에 대하여｣, 열상고전연구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223-224
면.
31) 국응상, ｢<김진옥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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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양공주가 보다 많은 갈등의 요소들을 제공하는 경우는 동양문고본과 박순호 소장본 <김진옥
젼이라>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동양문고본 <김진옥전>은 남녀주인공의 결연 서사가 강조되고 있음은 물론, 공주의
간악한 면모가 서사를 보다 재미있게 하고 있다. 동양문고본의 이러한 특징은 세책본 향유 문
화와 관련하여 생각해볼 문제를 제기한다. 앞서 <옥루몽>에서 동양문고본이 처첩 간의 위계질
서를 공고히 하며 중세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논리와 다르게
동양문고본 <김진옥전>에서는 공주가 악인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동양문고본 <옥루몽>과 <김
진옥전>의 서사에 나타나는 단서를 통해 세책본의 향유 범위를 보다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구운몽>․<옥루몽>․<김진옥전>을 통해 세책본은 군담을 축소
시키는 반면 남녀주인공의 결연 서사와 애정 갈등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다. 아울러 처첩 간의 갈등 양상이나 황제와 공주의 인물 형상이 변주되는 모습을 통해 세
책본의 향유 범위를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세 작품의 동양문고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이 세 작품은 모두
천상계의 인물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는 적강 화소를 갖고 있는데, 흥미롭게도 동양문고본에는
인간 세상에 내려온 천상계의 인물들이 세속적 부귀공명을 누리며 작품이 결말을 맺는다. 주
지하다시피 <구운몽>의 양소유, <옥루몽>의 양창곡, <김진옥전>의 김진옥은 대개의 이본에서
세속적 삶을 누린 뒤 천상계로 복귀한다. 그러나 동양문고본에서는 공통적으로 천상계로의 복
귀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이 또한 세책본 향유층의 세속적 의식지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리라 생각한다.

3) <소대성전>․<유충렬전>․<장경전>․<현수문전>․<적성의전>․<곽해룡전>
이들 작품은 대개 전형적인 영웅군담소설로 불린다. 전형적인 영웅군담소설에서는 동양문고
본은 어떠한 특질을 보이는지 살펴보자.

(1) <소대성전>
동양문고본 <소대성전>은 경판23장본과 내용이 일치한다. 그리고 경판23장본은 경판16장본
과 선본-축약본의 관계이다. 따라서 동양문고본 <소대성전>의 이본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동양문고본이나 경판23장본을 대본으로 삼아야 한다. 본고에서는 일단 내용이 대동소이한 경
판16장본을 대상으로 이본 특성을 고찰해보도록 하겠다.32)
<소대성전> 경판16장본은 그 성격이 대별되는 완판본과 비교해보면 차이를 명확히 알 수
있다. 완판본은 명나라 군대의 위기를 축소하되 군담을 늘이는 반면, 경판본은 명나라 군대의
위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군담도 매우 소략하다. 또한 완판본에서는 오랑캐에 대한 윤

32) 이하 <소대성전>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참조하였다. 엄태웅, ｢방각본 영웅소설의 지역적 특성과
이념적 지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4-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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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질책이 길게 서술되지만, 경판본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남녀주인공 묘사
의 차이도 흥미롭다. 완판본에서 남성주인공인 ‘소대성’의 행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그의 영
웅적 활약에 주목하는 반면, 경판본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신 가문 서사로 가면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완판본보다는 경판본에서 여성주인공인
‘채봉’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리고 경판본에서는 작품의 가문 서사를 이끌어
나가는 ‘왕씨 부인’과 ‘이생’을 비롯한 일종의 가문 세력들이 작품 초반부부터 후반부까지 소
대성을 적대시하는 악한 존재로 그려진다. 요컨대 경판16장본의 이러한 서사 지향을 통해 동
양문고본의 면모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2) <장경전>
<장경전> 이본은 방각본 7종, 활자본2종, 필사본 12종으로 모두 21종이다. 세책본으로는 동
양문고본과 함께 일본 천리대 소장본이 있다.33)
동양문고본은 경판25장본과 친연성을 보인다. 동양문고본은 경판25장본은 저본으로 하여 필
사했다고 가정할 수 있는데, 이 가정이 맞는다면 동양문고본은 경판25장본의 모든 서사 단락
을 수명하면서 단락 별 내용을 늘린 형태로 변화를 시도했다. 한편 활자본인 박문서관본은 동
양문고와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천리대본은 낙질본이다. 경판본이나 동양문고본과 비교해보면 군담 부분이 줄어들었고 애정
담이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장경’과 ‘초운’이 상봉하는 장면은 동양문고본, 경판25장
본에서는 대략 300자 정도인데, 천리대본에서는 700자 가까이 된다. 결국 천리대본은 <장경
전>을 군담소설이 아닌 애정소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장경전>은 동양문고본은 아니지만 또 다른 세책본인 천리대본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세책본의 서사 변화가 감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현수문전>
<현수문전>의 이본은 방각본 2종, 활자본 5종, 필사본 8종이 전해진다. 동양문고본 <현수문
전>을 경판본과 비교해보면 뚜렷한 몇 가지 특징이 확인된다.34)
먼저 동양문고본은 ‘현수문’이 ‘석소저’와 만나는 장면에서 경판본보다 독자의 감정을 풍부
하게 자극하는 부연된 서사가 나온다. 석소저뿐만 아니라 ‘춘섬’과 ‘승려’까지 우는 장면은 독
자들에게 등장 인물의 감정을 공감하도록 유도한다. 서사 전개만을 중시하는 텍스트라면 충분
히 생략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양상은 석소저의 재능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장면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양문고본은 한자 사용의 흔적은 남아 있으나 의미를 모른 채 장식으로 놓아두고 있
을 뿐이다. 다시 말해 필사자와 독자 모두에게 한시란 의미 없는 장식적 효과에 불과했던 것

33)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모두 참조한 것이다. 이경희, ｢<장경전> 이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2.
34)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논문을 모두 참조한 것이다. 주형예, ｢향목동본 <현수문전>의 서사적 특징과
의미｣, 貰冊 古小說 硏究, 혜안, 2003, 207-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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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마지막으로 확인되는 동양문고본의 특징은 장모 - 석소저에게는 계모 - 의 악행이 강화된
다는 점이다. 현수문은 ‘석공’이 세상을 떠난 후 장모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여기에는 - 완벽한
형태는 아니지만 - 가정소설의 화소들이 등장한다.

이렇듯 세 작품의 이본 현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동양문고본은 공히 남녀 결연의 서사나 가
문의 서사, 혹은 처가에 의한 핍박 서사 등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앞선
논의들과 연장선상에서 동양문고본의 서사 지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3. 결론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현황과 서사 지향
세책본 영웅군담소설의 서사 지향과 향유층
세책본 영웅군담소설과 경판본/활자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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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춘동 (연세대)
차례

1. 머리말
2.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면모
3.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위상
4. 마무리와 과제

1. 머리말
일본 동경(東京)에 있는 동양문고(東洋文庫)는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유출된 우리나라의 고서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이다.1) 이곳에 소장되어 있는 많은 전적(典籍) 중에서 고소
설 연구자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1924년 한남서림(翰南書林)을 통해서 구입했던2) 31종 334책의 ‘세책
(貰冊) 고소설(古小說)’이다.
이 책들은 김삼불3)과 스킬랜드4)에 의하여 비교적 이른 시기에 목록으로 소개되었으나 그 중에서 일부
작품만이 연구되어 왔다.5) 이후에 오타니 모리시게6)와 정양완7)에 의하여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
책 고소설의 전반적인 성격이 소개되고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격적인 연구는 2003년에 와서야
이윤석․오타니 모리시게․정명기 등에 의하여 이곳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에 대한 연구와 연구자들
을 위한 주석(註釋) 및 현대역 작업이 이루어졌다.8)
이전까지 세책에 대한 논의는 장편 가문소설, 대장편 소설의 유통(流通) 문제를 논하면서 중요하게 다
1) 백진우, ｢일본 동양문고 소장 한국 고서에 대해: 자료 개관, 연구 현황, 연구 과제, 특징적 면모를 중
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6, 2012.
2) 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조선 후기의 세책 재론｣, 한국 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166쪽.
3) 김삼불은 고소설을 소개하면서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을 목록으로 소개하였다. 김삼
불 편, 국문학 참고 도감, 신학사, 1949.
4) W. E. Skillend, Kodae sosol: A survey of Korean traditional style popular novels,
London :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1968.
5) 대표적인 작품이 세책 고소설 춘향전이다. 김동욱, 증보 춘향전 연구, 연대 출판부, 1976. ; 김동
욱 김태준 설성경, 춘향전 비교 연구, 삼영사, 1979. ; 박갑수는 ｢일본 소장 춘향전의 문체고｣(
사대논총 24, 1982)를 시작으로 동양문고 춘향전과 관련된 여러 편의 논문을 썼다. 그리고 이를
묶어서 단행본으로 간행하였다. 박갑수, 고전문학의 문체와 표현, 집문당, 2005. 이외 다른 작품은
연구자가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한두 편을 다룬 수준이었다. 이외에도 류재일, 설성경,
임성래, 이윤석의 논의가 있다.
6) 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 조선후기 소설 독자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88. ; 오타니 모리
시게(大谷森繁), ｢조선 후기의 세책 재론｣, 한국 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7) 정양완, 일본 동양문고본 고전소설 해제, 국학자료원, 1994.
8) 이윤석 大谷森繁 정명기, 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그리고 세책 고소설의 주석 및 현대역
은 하진양문록(이회, 2004)을 시작으로, 최근에 옥루몽(경인문화사, 2008)까지 간행되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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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져 왔지만,9) 실본(實本)에 근거하여 세책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것은 최근에서의 일이다. 따라서 고
소설 연구에서 세책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신생(新生)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뒤늦게나마 이 분야의 연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계기는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 덕분이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일반 한글필사본과 구분되는 세책의 외형적인 특징이 파악되었고
이를 토대로 국내외 주요 대학과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이 발굴될 수 있었다.10) 특히 동양
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은 향목동(香木洞) 세책점 한 곳에서 보유하고 있던 세책이어서, 세책
점의 운영 실태, 세책이 지닌 특성, 세책의 독자, 다른 세책점의 텍스트 간의 관계 등을 규명하는데 있
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이 글은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이 자료들의 전반적
인 면모, 세책 고소설이 지닌 성격과 위상, 앞으로의 과제 등을 차례대로 살펴보려 한다. 이 글을 통해
서 차후 이 분야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면모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이 책들을 ‘세책’으로 인식하기 전과 후로 나뉜
다. 세책으로 인식하기 전에는 이 책들을 일반 필사본으로 연구하여 세책으로서의 성격이나 가치가 규명
되지 못했다.11) 그러나 ‘세책’으로 확인되면서부터는 세책 고소설의 실상 규명, 조선후기 상업출판물인
방각본, 활판본 소설과의 관계에 주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는 이윤석․오타니 모리시게․정명기로부터 비롯되었다.12) 특히 이윤석․정명기가 몇 개의 활
판본 고소설을 대상으로 이들 작품의 대본이 세책이었다는 사실을 밝힌 뒤로,13)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
는 총 31종의 세책 고소설 중에서 고려보감, 곽해룡전, 구운몽, 금령전, 금향정기, 남정팔난
기, 만언사, 삼국지, 숙녀지기, 옥루몽, 유화기연, 이대봉전, 임장군전, 장경전, 적성의
전, 정을선전, 창선감의록, 춘향전, 하진양문록, 현수문전, 홍길동전 등이 이러한 시각에서
연구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다.14)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기존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을
통해서 새롭게 확인된 여러 면모와 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9) 김동욱, ｢이조소설의 작가와 독자에 대하여｣, 장암 지헌영 선생 회갑기념논총, 호서문화사, 1971. ;
장효현, ｢장편 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정신문화연구 44, 1981.
10) 세책 고소설이 소장되어 있는 대학과 기관은 일본 경도대학(京都大學),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동
방학연구소, 프랑스 동양어문화대학과 기메 박물관, 북경대, 고려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영남
대, 이화여대, 한국학중앙연구원, 순천 뿌리깊은 나무박물관 등이다. 이곳에 있는 세책 고소설의 발굴
은 이윤석, 정명기, 허경진, 정병설, 양승민, 소인호, 전상욱, 유춘동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11) 고소설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동양문고본이라는 소장처만 밝히거나 이에 대한 검토를 차
후로 미룬 연구가 많다. 이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자료 접근의 어려움이 가장 큰 이유였다고 여겨진
다.
12) 이윤석 大谷森繁 정명기, 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13) 이윤석 정명기, 구활자본 야담의 변이 양상 연구, 보고사, 2001.
14) 현재까지 연구 결과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연세대학교 세책 고소설 연구 모임’에서 김진옥전, 당
진연의, 북송연의, 소대성전, 수저옥란빙, 열국지, 월왕전, 유충열전, 장자방전, 정비
전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연구 결과는 단행본으로 간행할 예정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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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책 고소설의 실상: 외형적인 특징, 세책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
고소설 연구자들은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존
재가 알려지기 전까지 세책의 형태나 체제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일
반 필사본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세책 고소설의 외형
적인 특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세책 고소설의 표지는 잦은 대여에도 파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두껍게 장정해 놓았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두 권으로 이루어진 작품은 세책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한 작품 당 최대한 권수가 늘
어났다.
각 권은 <사진1>처럼 상단에는 장수(張數) 표시가 있
고, 한 면 당 11~12행, 한 행 당 15~20자 내외로 필사
되었으며, 마지막 행의 경우에는 책장을 넘길 때 글자
가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2자 정도 비워놓
사진1. 세책 고소설 금향정기의 첫 장

았다.
그리고 매권 마지막 부분에는 향수동(香水洞), 향목동
(香木洞), 사직동(社稷洞)처럼 세책점이 위치했던 동명
(洞名)을 표기해 놓았다.15)
이러한 세책 고소설이 지닌 외형적인 특징은 바로 동
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을 통해서 알려지
게 되었다.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은 자료로서도
중요하지만 이 자료를 통해서 세책과 세책점에 대한 중
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중요하다. 대표적인 예
가 세책에 남아있는 낙서이다.
낙서는 단순히 글자 몇 자를 적어놓은 것에서부터,
세책점 주인에 대한 욕설, 음담(淫談), 세책 내용에 대
한 비난, 당시의 유행가, 시대 상황에 대한 자신의 소
회, 세책점에 대한 정보 등이다. 이 중에서 대다수를

사진2. 세책 고소설 삼국지의 낙서

차지하는 것은 세책점 주인에 대한 욕설과 음담에 대한
것들이다.

15)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은 대부분 향목동 세책점의 세책이다. 그러나 홍길동전, 북송연의는
사직동 세책점의 세책이다. 그리고 삼국지, 당진연의, 소대성전, 창선감의록, 장경전, 하진
양문록은 향수동과 향목동 세책이 합쳐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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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로 제시한 것은 세책 고소설 삼국지에 남아있는 낙서이다. 이는 소설 내용에 대한 평가로
여몽이 계교를 써서 관우를 죽이는 대목에서, 세책의 독자가 본문 옆에다가 “녀몽이 쳔하에 려 주길
놈니라”라고 자신의 소회를 적어놓았다.
이러한 세책의 낙서를 통해서 세책점을 이용했던 당대 독자들의 성향과 면모 등이 파악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을 통해서 세책점의 운영 실태가 밝혀지게 되었다. 이는 개별 세책 고
소설 이면(裏面)의 배접지를 통해서 확인된 세책 장부(貰冊帳簿)를 통해서이다.
세책 장부는 크게 작품별 대출장부
와 날짜별 대출장부로 구분된다. 전자
는 각 장부책마다 다른 작품의 대출기
록을

순차적으로

정리했고,

후자는

<사진3>처럼 날짜별로 작품의 제목과
관련 없이 날짜와 시간 순서에 따라
대출기록을 정리한 것이다.16)
이 세책장부를 통해서 그동안 막연
히 추정되어 왔던 세책 독자의 신분,
직업, 성별 등이 파악됨은 물론, 세책
점에서 빌려주었던 다양한 세책 고소
사진3. 세책 고소설 당진연의의 세책장부

설의 규모와 존재가 확인되었다.17)
마지막으로 일본 동양문고 소장 세

책 고소설을 통해서 얻게 된 수확은 세책점 운영에 대한 여러 정보들이다. 세책 만언사를 통해서 노래
책도 세책으로 만들어져 대여되었다는 사실, 세책이 파손되었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보수(補修)가 이루
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책점의 통폐합 문제나 각 세책점 간의 긴밀한 영업 관계 등이다. 세책 고소설 삼
국지는 외형은 한 질(帙)이지만 향목동과 향수동 세책점의 세책이 합쳐져 있고,18) 세책 고소설 북송연
의는 다른 동양문고 소장본과는 달리 사직동 세책점의 세책이다. 전자를 통해서 비슷한 지역에서 상호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던 향수동, 향목동 두 세책점이 향목동 세책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향수동에서
대여하던 책을 인수하고 유통시킨 상황을 엿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향목동, 사직동 세책점의 관계
를 규명해 볼 수 있는데 즉 세책점 간 텍스트를 공유하는 등 일종의 거래나 협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19)
16) 전상욱, ｢세책 대출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 고소설 연구 26, 2008, 242쪽.
17) 세책장부에 대한 실증적인 논의는 이다원, 정명기, 전상욱이 다루었다. 이다원, 현씨양웅쌍린기 연
구: 연대본 현씨양웅쌍린기를 중심으로, 연세대 국문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정명기, ｢세
책본 소설의 유통 양상｣, 고소설 연구 16, 2003. ; 전상욱, 앞의 논문.
18) 정명기, ｢세책본 소설의 간소에 대하여: 동양문고본 <삼국지>를 통해 본｣, 세책 고소설 연구, 혜
안, 2003.
19) 북송연의는 현재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세책과는 달리 사직동 세책이다. 북송연의
를 향목동 세책과 대조해보면 필체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두 세책점이 긴밀한 관계였음을
시사한다. 세책점 간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세책 김원전(고려대 소장), 금향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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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세책의 외형적인 특성, 세책의 낙서
와 세책장부, 개별 세책을 통해서 세책점의 운영과 세책점 간의 관계 등을 짚어보았다.

2.2. 세책과 상업 출판물과의 관계: 경판본․활판본과의 관계
일본 동양문고에 세책 고소설이 연구되면서부터 확인된 것은 기존에 방각본이나 활판본의 특성으로만
알려졌던 것들이 사실은 세책 고소설이 원래부터 지녔던 특성이거나 이들과 상업적인 목적으로 경쟁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이다.
먼저 세책과 경판본의 관계는 두 본이 간행될 때 긴밀한 관계에 놓여있다는 견해로, 세책 춘향전, 
금령전, 적성의전, 현수문전의 연구를 통해서 주장이 제기되었다. 세책 춘향전은 경판 춘향전
계열에서 독자적인 계열로 분류되는 경판 35장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이에 기반을 두어 경판이 만
들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다.20) 그리고 세책 금령전21)과 적성의전22), 현수
문전23)의 경우, 세책이 경판본이 간행되는 과정에서 저본으로 사용되었다는 견해, 세책을 만드는 과정
에서 경판본과 완판본, 두 방각본 소설을 기초 대본과 참고 대본으로 활용하여 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
세책과 경판본이 화소(話素)를 취사선택하면서 생성되었다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세책과 활판본의 관계는 활판본이 간행할 때 저본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확인
되고 있다. 이는 세책 고려보감, 곽해룡전, 구운몽, 금령전, 남정팔난기, 유화기연, 정을선
전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 작품들을 활판본과 대조해보면 자구(字句)가 정확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대
부분의 활판본은 세책을 가져다가 원고(原稿)로 활용하여 간행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세책 중에는 토정 세책점의 김홍전과 아현 세책점의 금향정기처럼 경판본을 그대로 가져
다가 적절히 필사하면서 분권(分卷)해서 만든 경우도 있고, 활판본 홍길동전이나 조웅전은 경판본이
나 완판본을 저본으로 만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 연구를 통해서, 방각본이나 활판본처럼 상업출판물
로 간행된 작품이나 필사본을 연구할 경우에는 작품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책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2.3. 세책과 장편 가문소설․대장편소설의 관계
모리스쿠랑과 최남선이 남긴 세책 관련 기록, 앞서 언급했던 세책장부를 통해서 보면 세책 고소설의
상당수는 장편가문소설, 대장편소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일본 동양문고에는 이 계열에

(동양문고, 서울대, 영남대 소장)등이 있다. 세책 김원전의 경우, 권1은 향목동, 권2는 사직동이며,
세책 금향정기의 경우 권1-4는 남소동, 권5-7은 향목동으로 되어 있다.
20) 이윤석, ｢세책 춘향전에 들어있는 바리가에 대하여｣, 세책 고소설 연구, 혜안, 2003. ; 이창헌, 경
판 방각소설 춘향전과 필사본 남원고사의 독자층에 대한 연구, 보고사, 2004.
21) 유춘동, ｢세책본 금령전의 텍스트 위상 연구｣, 열상고전연구 20, 2004.
22) 유광수, ｢세책본 고소설의 성립 연원과 제작 방식에 대하여｣, 고소설 연구 29, 2010.
23) 주형예, ｢동양문고본 현수문전의 서사적 특징과 의미｣, 열상고전연구 1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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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자료가 하진양문록 한 종뿐이어서, 이 가설을 뒷받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세책 하진양문록은 일본 동양문고 이외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고려대 중앙도서관, 연세대 중
앙도서관에도 소장되어 있다.24) 이 분야의 연구를 보면 장편가문소설, 대장편소설의 독자는 여성이고 이
들의 성향을 반영하여 창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통설이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하진양문록을 통해서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그것은 세책으로 유통되었던 장편가문소설, 대장편소설의 경우, 여성독자가 아닌 남
성독자를 위하여 내용이나 서술이 크게 변화했다는 것이다.25) 장편가문소설, 대장편소설이 세책으로 유
통되었을 때, 과연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 하진양문록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지는 앞으로 이와
는 다른 작품인 러시아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묘동(廟洞) 세책점의 보은기우록, 쌍천기봉
과26) 순천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당상교(堂上橋) 세책점의 임화정연27) 등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볼 필요가 있다.

2.4. 세책과 한글 번역고소설의 관계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중국소설의 한글 번역고소설은 대략 100여 종이다.28) 이 책들이 누구에 의하여
번역되었는지, 어떻게 읽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현재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창덕궁 낙선
재(樂善齋)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번역고소설의 경우에는 이종태(李鐘泰)라는 문인(文人)에 의해서 대다
수 번역되었다는 설과 세책점을 통해서 번역되고 유입되었다는 설이 전해진다.29)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 중에는 금향정기, 당진연의, 북송연의, 삼국지, 열국
지처럼 원전(原典)이 중국소설인 한글 번역고소설이 5종이나 존재한다. 이 책들이 세책으로 만들어져
대여되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세책점에서 중국소설이 전문적으로 번역되었고, 중국소설을 원문 그대
로 읽을 수 없었던 사람들은 세책점을 통해서 읽었을 것으로 보인다.30)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한글 번역고소설은 그 어떤 자료보다도 연구 가치가 높다.
이들 세책 한글 번역고소설 중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금향정기, 북송연의, 열국지
등이다. 원전이 중국소설인 금향정기는 크게 ‘경판본 계열’, ‘세책본 계열’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계
열이 나뉘어지게 되는 근거는 원전을 얼마나 충실하게 번역했는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어 종경기와 괵
국부인이 서로 밀회(密會)를 즐기는 것이 각각 원전과는 차이가 있거나 동일하다. 주목할 점은 상업출판
물인 두 계열이 중국본이나 완역본을 저본으로 하면서 각기 필요한 부분을 취사하여 만들었다는 점인데,
상업적으로 이윤을 꾀하면서 각각 내용이 겹치는 것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하여 경판본 계열

24) 김민조, 하진양문록의 창작 방식과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 국문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25) 이대형 교주, 하진양문록, 이회, 2004.
26) 허경진 유춘동,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과 동방학연구소에 소장된 조선전적에 대한 연
구｣, 열상고전연구 36, 2012.
27) 순천 뿌리깊은나무박물관편, 한글 고소설 우리말 이야기, 디자인 길, 2013.
28) 이는 선문대 중한번역문헌연구소 자료실에 제공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 http://www.itccl.or.kr 참
조.
29) 이병기 백철, 국문학전사, 신구문화사, 1957. ; 심경호, ｢조선후기 소설 고증｣, 한국학보 56,
1989. ; 최용철, 홍루몽의 번역과 전파, 신서원, 2007.
30) 이윤석 유춘동, 금향정기, 경인문화사, 20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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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원전과 대조해 볼 때 변개된 부분도 있고 반대로 세책본 계열에서는 원전의 모습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북송연의 또한 원전이 중국소설인 작품이다. 현재 장서각본과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 두 종이
확인된다. 두 종을 대조해보면 장서각본에 있는 내용이 세책에는 없거나 이와 반대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마찬(호연찬)이 아내를 얻으면서, 아내가 마찬(호연찬)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결투를 신청하고
서로 접전(接戰)하는 장면이나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는 요나라의 도술(道術)이나 도교(道敎)와 관련된 내
용이 세책에는 빠져 있다. 장서각본과 세책은 동일한 완역본을 저본으로 하면서 시기의 차이를 두면서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장서각본은 원전을 충실하게 필사한 반면, 세책은 이를 축약하면서 번역하였다.
이 부분은 여성의 능력이 남성보다 두드러진 경우에 해당된다. 세책에서 이 내용이 빠진 이유는 세책 고
소설 하진양문록의 예처럼 남성독자를 겨냥해서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열국지이다. 이 책은 다른 세책 고소설과는 달리 정갈한 궁체로 필사되어 있어
서 상층 사대부가(士大夫家)나 궁중(宮中)에서 필사되어 유통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배(書背)를 보면
21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한 책 당 두 권으로 나누어 모두 전체 42책으로 만들었다. 열국지는
세책점에서 세책을 만들면서 기존에 존재했던 본을 가져다가 어떻게 분권(分卷)하여 세책으로 만들었는
가를 보여주는 사례이면서, 상층 사대부가나 궁중에서 필사되어 읽혔던 번역 고소설과 세책 고소설과의
관계를 규명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번역 고소설은 번역 고소설이 어떻게 번역되고 유통되었는지에 대한
단서, 번역 고소설의 유통에 있어서 상업적인 배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
는 측면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는 자료들이다.

2.5. 세책 간의 관계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 중에서 곽해룡전, 구운몽, 금향정기, 김씨효행록, 남정팔난기, 
삼국지, 수호지, 장경전, 정을선전, 춘향전, 하진양문록, 현수문전은 두 군데 이상의 세책점
에서 유통되던 것들이다. 이 자료를 통해서 세책점 간의 텍스트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곽해룡전, 구운몽, 금향정기, 남정팔난기, 삼국지, 춘향전을 통해서 확인되는
점은 두 세책점의 세책이 필사의 시간적 차이와 분권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내용상에는 큰 차이나 변화
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상당한 기간 동안 세책의 텍스트가 고정된 채로 세책이 만들어져 유통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경판본이나 완판본만이 고정적인 텍스트를 보유한다고 보았지만, 이것은
세책에서도 확인되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의거하여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면모를 세책 고소설의 실상:
외형적인 특징, 세책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 세책과 상업 출판물과의 관계: 경판본, 활판본과의 관계, 세
책과 장편 가문소설과의 관계, 세책과 한글 번역고소설의 관계, 세책과 세책 간의 관계로 나누어 살펴보
았다. 세책 고소설에 대한 연구가 고소설 전 영역에 걸쳐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이렇게 얻어진 결과가 특수한 사례인지, 아니면 세책 고소설에서 확인되는 보편적인 현상인지에 대
한 구체적이고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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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양문고 소장 세책 고소설의 성격과 위상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은 여러 측면에서 그 성격과 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글에
서는 필자가 검토할 수 있었던 세책 고소설 금향정기, 정을선전, 북송연의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보려 한다.31)

3.1. 향목동 세책 고소설 금향정기
금향정기는 중국소설 금향정(錦香亭)의 한글 번역본으로, 당(唐)나라 현종(玄宗) 때를 배경으로 남
녀 주인공 종경기와 갈명화의 결연을 다룬 소설이다. 현재 일반 필사본, 경판본, 세책본, 활판본의 형태
로 30종의 이본이 확인되며, 이때 ‘금향정록’, ‘종생전’, ‘종경기전’ 등의 또 다른 제명을 쓰기도 하였
다.32)
이 소설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원전(原典)과의 관계 및 번역 양상, 이본의 계열, 세책 간의 관계, 활판
본의 저본 등이 밝혀졌다.33) 동양문고 소장 향목동 세책 금향정기를 토대로 좀 더 살펴야 할 부분은
또 다른 세책인 약현 세책(1891), 아현동 세책(1898), 남소동 세책(1904)과의 관계이다. 현재 확인된 세
책 중에서 이처럼 동일 제명의 소설이 여러 세책점에서 만들어지고 유통된 상황은 이 소설뿐이기에, 세
책 고소설의 통시적인 변화에 대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예1>
○ 홍위 미쇼 왈 “탐화는 봉졉이 향 라 도원의 드러가기 사양치 아니나니 이
졔 죵상공이 션향을 맛고 긔화 여어보고져 여 금향뎡의 님시미니 엇지 고이타 
시리잇고? 〃인이 운되 현는 쥬나니 신 님군을 갈히여 셤기나니  번 그릇
만나오면 굴원의 일을 고급금의 텬하 이 다 탄는 오니 녀 쇼쳔을 오미
 신 님군을 갈힘갓튼지라. 쇼〃 녜졀을 구여 낭군을 그릇 만나면 년 신셰
맛나니 슬푸다, 인 년이 슌식간이라 언마여 늘그리요? 바라건 우리 쇼져는 일작
이 가긔 졍 년 신셰 도라보쇼셔.” (약현 세책)
○ 홍위 미소 왈 “탐화 봉졉이 향을 라 도원의 드러가기을 사양치 아니니 이
졔 종상공이 션향을 밧고 게화을 녀워보자고 금향졍의 일우워 계시니 엇지 고이타 할이
잇고? 고인이 운되 현 주는이 이러믈오 신 님군을 그릇 만나면 가 망신
오믈 면치 못믈오 셕일에 굴원이 명나에 익사지라. 이러무로 여자의 소텬 미 심
 임군 셤김과 갓사온지라. 쇼졔 예절을 구여 종상군의 간구시믈 니져다가 후일의
뉘웃지미 잇시면 엇지코자 시잇가? 바라건 쇼져는 일즉이 조은 가우를 졍사 
년 신셰를 도라보옵소셔.” (남소동 세책)

․

31) 이 내용은 필자가 최근 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 내용은 이를 수정 증보한 것이다. 유춘동, ｢서
울대 규장각 소장, 토정-약현 세책 고소설 연구｣, 2013년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진학자 연구발표
회 2차 발표집(미간행), 2014년 1월 14일 발표문.
32) 이윤석 유춘동, 앞의 책, 3쪽.
33) 유춘동, 금향정기의 연원과 이본 연구, 연세대 국문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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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위 미소 왈 “탐화 봉졉이 향을 라 도원의 드러가기을 사양치 아니니 이
졔 종상공이 션향을 밧고 게화을 녀워보자고 금향졍의 일우워 계시니 엇지 고이타 할이
잇고? 고인이 운되 현 주는이 이러믈오 신 님군을 그릇 만나면 가 망신
오믈 면치 못믈오 셕일에 굴원이 명나에 익사지라. 이러무로 여자의 소텬 미 심
 임군 셤김과 갓사온지라. 쇼졔 예절을 구여 종상군의 간구시믈 니져다가 후일의
뉘웃지미 잇시면 엇지코자 시잇가? 바라건 쇼져는 일즉이 조은 가우를 졍사 
년 신셰를 도라보옵소셔.” (향목동 세책)

제시한 <예1>은 갈명화의 시비인 홍우가 갈명화에게 종경기와 금향정에서 만날 것을 권유하는 대목이
다. 예문을 보면 세 본은 표현이나 자구가 거의 일치한다. 약현 세책, 남소동 세책, 향목동 세책은 각각
1892, 1904, 1912에 필사되어 만들어졌고 독자들에게 대여되었던 것인데, 20여년이라는 시간차에도 불
구하고 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세책의 텍스트가 고정된 채 유통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리고 예문에서 주목해서 살펴 볼 부분은 남소동 세책과 향목동 세책 간의 친연성이다. 두 종의 세책
이 이처럼 친연성을 보이는 이유는 남소동과 향목동 세책점의 위치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두 세
책점은 현재 서울의 중구 을지로 부근에 있어서, 가까이 위치했던 세책점이다. 두 세책점은 같은 영업
구역을 놓고 책 내용에 차별성을 둔 것이 아니라 아마도 협력을 통한 상생의 영업 전략을 펼쳤던 것으
로 보인다.
동양문고 소장 향목동 세책 금향정기의 존재를 통해서 동명의 소설이 세책점에서 만들어진 상황과
세책본 텍스트의 고정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목동 세책 금향정기는 이러한 세책 고소설 텍스
트의 특성과 조선후기 상업출판 서적의 실상을 규명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3.2 향목동 세책 고소설 정을선전
고소설 정을선전은 남주인공 정을선과 여주인공 유추년의 결연과 결연 뒤,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다룬 대표적인 가정소설이다. 현재 필사본과 활판본의 형태로 50종의 이본이 확인되며, 유치현
전과 동궤(同軌)의 작품이라는 견해도 있다.34)
이 소설은 조동일 교수가 “소설을 여러 편 볼 형편이 아닌 사람이라면 정을선전으로 만족했을
것”35)이라는 명쾌한 지적처럼 대단히 재미있고 인기 있었던 소설로 여겨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36)
이로 인하여 소설 내용 분석에 연구가 집중되었으나 연구의 기본인 텍스트 자체에 주목한 연구는 미진
하였다.
현재 많은 연구자들은 활판본 정을선전을 연구의 주 텍스트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필사본의
대부분은 활판본을 저본으로 필사된 것이기 때문에, 활판본을 선본(先本)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데 활판본 정을선전을 보면 원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예2>
34) 김경숙, ｢정을선전 연구｣, 열상고전연구 12, 열상고전연구회, 1999.
3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제3판), 지식산업사, 1994, 491쪽.
36) 김경숙, 앞의 논문, 173~1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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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로 마을사람이 졈〃 패하야 흣터지니 일촌이 븨엿시되 오즉 유모 부쳐는
나가려하면 소져에 혼이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밤마다 울며 유모에 집에 와 잇다
가 달이 기울면 침소로 도라가더라. 차하를 급히 보시고, 차시 초왕이 을션을 다
리고 여러 날만에 황셩에 득달하야 룡전에 조회한대 (활판본)
○ 부인이 침음하다가 왈, “네 비록 텬비나 나의 무죄하물 불상이 녀겨 이러틋
위로하니 금셰시드믄 즁비로다. 연이나 날을 위하야 양책을 생각하야 나에 무죄
함을 변백하물 바라노라. 금셤이 하직고 졔 집으로 도라가니라. 차하를 보시오.
차셜. 금셤이 졔집에 도라와 졔 부모다려 부인의 하던 슈말을 낫〃치 젼하니
(활판본)

제시한 <예2>는 활판본 본문 중간에 있는 “차하를 급히 보시고”, “차하를 보시오”라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활판본이 간행될 때 저본(底本)으로 삼았던 선본(先本)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향목동
세책 정을선전과의 대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예3>
○ 이후로 마을 이 졈〃 여 흣터지니 일쵼이 븨여시 오즉 유모 부쳐
 가려 면 소져의 혼이 나가지 못게 고 밤마다 울며 유모의 집의 와
잇다가 달긔 울면 침쇼로 도라가더라. 하 분라. (향목동 세책)
○ 부인이 침음다가 왈 “네 비록 쳔비나 나의 무물 블상이 너겨 이러
위로니 금셰의 드믄 츙비로다. 연이나 날을 위여 양을 각여 나의 무
믈 변믈 바라노라.” 금션이 하직고 졔 집으로 도라가니라. 하 분
라. (향목동 세책)

제시한 <예3>은 향목동 세책에서 권1과 권2가 분권되는 부분이다. <예3>와 이 부분을 대조
해보면 활판본과 동일하다. 따라서 활판본 본문에 이 구절이 있는 것은 세책을 가져다가 원고
(原稿)로 사용하면서 이 부분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활판본 정을선전은 세
책을 저본으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향목동 세책과 활판본을 대조해보면 두 본의 전반부가 전혀 다른 내용이면서 자구
(字句)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예4>
○ 화셜. 숑 시졀의 뎡시랑이라  이 〃시 문장 필법이 거록여 일작
벼살이 좌승상의 쳐여 그 부인 셩로 더부러 동셩문 밧긔 쳐여 평으로
지 늣게야  아들을 나흐 얼골이 비범고 긔상이 쥰슈 승상이 날노
사랑더라. 셰월이 여류여 십 셰 되 일홈을 〃션이라 고  민강이라
다. (…중략…) 이의 유모 블너 연유 말니 유뫼  놀나며 그 쥭을 다
른  쥬니 그   먹고 쥭지라. 유모와 쇼졔 경여 그 후로 쥬
음식을 먹지 아니고 유모의 집의셔 밥을 지어 슈건의 다가 먹고 겨유 연명
만 고 지더라. 노 마음의 혜오 ‘약을 먹어도 쥭지 아니니 이상도다.’
며. (향목동 세책)
○ 대명 가뎡 년간에 해동 죠션국 경상좌도 계림부 자산촌에 일위 재상이 엇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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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셩은 졍이요 일홈은 진희라. 잠령거죡으로 소년등과하야 벼살이 상국에 이르
러 명망이 죠야에 진동하더니 시셰 변천함을 인하야 법강이 해이하고 졍령이 물
란하야 군자의 당은 자년 물너가고 쇼인의 당이 뎜뎜 나아옴으로 풍진 환로에
시 업는지라. (…중략…) 이의 유모를 불러 년유를 말하니 유모 대경하야 이의
개를 불너 죽을 먹이니 그 개 즉시 쥭거날 소졔와 유뫼 더욱 놀나 차후는 쥬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유모의 집에셔 밥을 지어 슈건의 싸다가 겨우 연명만 하
더라. 노씨 마음의 혜오되, ‘약을 먹여도 죽지 아니하니 가장 이상하도다.’ 하고.
(활판본)

<예4>은 향목동 세책과 활판본의 시작 부분으로, 작품의 시대 배경, 주인공 부모의 이름, 가계(家系)에
대한 설명이 다르다. 그런데 이처럼 다른 두 본이 예문에 밑줄 친 부분인 ‘계모가 유추년을 죽이려 밥에
독을 넣는 대목’에서부터는 서로 자구와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것은 활판본의 모습과 거의 동일한 어떤 다른 지역의 세책을 가져다가 활판본을 만든 데서 생긴 이
유일 수도 있고, 활판본 업자가 특정 부분을 고의로 변개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것처럼
특정 대목부터는 자구(字句)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세책을 가져다가 간행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그 이유로는 세책을 활용하여 활판본을 만들면서 표절 문제를 의식했거나 세책으로 
정을선전을 접했던 사람들에게 ‘낯설게 하기’의 전략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더 확인해 보아야겠지만 활판본 업자가 세책을 저본으로 활판본을 만들면서 세책의
일부분을 고치고 다시 세책을 그대로 저본으로 사용한 예는 향목동 세책 정을선전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무엇보다 활판본 제작 및 간행 과정에서 새로운 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한편, 향목동 세책 이외에 약현 세책(1891)이 존재하여 두 본의 대조가 가능한데, 두 본을 대
조해보면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텍스트 간에 큰 차이가 없다.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향목동 세책 정을선전은 활판본의 원천으로서의 세책 고소설의 역할, 활
판본의 제작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이다.

3.3. 사직동 세책 번역고소설 북송연의
바북송연의데는 중국소설 바북송지전(北宋志傳)데의 한글 번역본이다. 바북송지전데의 원 제목은 바남북양송
지전(南北兩宋志傳)데으로 전체 24권 100회이다. 이 소설은 남송(南宋) 시대의 이야기 50회, 북송(北宋)
시대의 이야기 50회로 짜여있다. 이로 인하여 후대에는 남송(南宋)과 북송(北宋) 시대로 이야기를 나누
고, 바남송지전데과 바북송지전데으로 새로 제목을 붙였으며, 내용에 맞게 각각 50회씩 분리하였다. 이처럼
바북송지전데은 북송시대의 실제 사실과 허구적인 이야기가 절묘히 교직(交織)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연의
소설(歷史演義小說)로 분류된다.37)
현재 국내에서 확인된 한글 번역본 바북송연의데는 두 종이다. 하나는 장서각에, 다른 하나는 동양문고
소장되어 있다. 동양문고 소장 바북송연의데는 세책으로, 사직동(社稷洞) 세책점에서 필사하여 대여해주던
것이다. 이 책이 세책본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중국소설을 전문적으로 번역했던 세책업자의 손에서 만
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37) 江蘇省社科院文學研究所編, 바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데, 中國文聯出版公司,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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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동 세책의 특성은 장서각 소장본과의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38) 먼저 어휘의 측면에서 볼 때,
장서각본은 고어(古語)가 많이 보인다. 예를 들어 “링잇가” 식의 표기가 많다. 반면에 사직동 세책에서는
이러한 표기가 보이지 않는다. 두 책에 필사된 표기법만 놓고도 세책본의 필사 시기, 국어학적인 특징
등이 파악된다.
사직동 세책본을 보면 권3 23장, 권3 30장에서 동일한 글자가 반복된다. 이것은 저본을 가져다가 필
사하는 과정에서 흔히 생기는 현상이다. 따라서 사직동 세책본 이전에 선행하던 저본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때의 모본(母本)은 장서각본 계열의 한 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것이었을 수도 있다.
사직동 세책본의 내용적 가치 또한 장서각 소장본과의 대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두 본은 전체 내용
을 볼 때 큰 차이가 없다. 아울러 곳곳에 기재되어 있는 장회명(章回名)이나 자구(字句)에서도 유사함을
보인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장서각본에 비하여 사직동 세책본에서 축약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
<예5>
[1] 호연찬이 대로 왈, “이 무리 다 자바 죽여 심복(心腹)의 화 덜리라.” 
고 게 올라 뫼 려 려가 소 딜러 닐오, “왓 도적은 엇던 쟨다?”
<장서각본. 권3>
[2] 호연찬이 로 왈, “무리 다 업시리라.” 고 말게 올 산의 나려 호
왈,
“장은 슈야오!” <사직동 세책본. 권3>
<예5>는 마충(호연찬)과 장길이 대결하는 대목이다. 두 본의 내용은 비슷하지만 사직동 세책본이 축약
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를 검토해 보아도 장서각본이 사직동 세책본에 비하여 자세한 편이다.
또한 사직동 세책본에서는 장서각본에는 있는 내용이 삭제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것
이다.
일의 마곤의 부 한연슈로 더브러 태산을 나 유로 갈  마튱 등 모
든 사이 오리예 나가 마곤을 니별고 산채예 도라가 호연찬이 을 사며 군
 모화 됴뎡의 셔 툐안믈 기리더라. <사직동 세책본 권1>
원전인 바북송지전데과 장서각본에는 이 장면에서 마찬(호연찬)은 아내를 얻으면서, 아내가 마찬(호연찬)
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하여 결투를 신청하고 서로 접전(接戰)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그러나 사직동 세책
본에서는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 이외에도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는 요나라의 도술(道術)이나 도교(道敎)
와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의 경우 장서각본에서는 간략한 것이 사직동 세책본에서
자세히 기술된 것도 있다.
세책본에서 이처럼 생략한 부분은 아내를 취하는 과정에서의 남편과의 대결, 단신술, 도가와 관련된
내용이다. 종합해보자면 장서각본과 세책본은 동일한 완역본을 저본으로 하면서 시기의 차이를 두면서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서각본은 원전을 충실하게 필사한 반면, 세책본은 이를 축약하면서 번
역하였다. 두 본이 지닌 차이점을 통하여 세책 번역 고소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
38) 박재연, 바북송연의데, 학고방,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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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이 자료의 가치는 크다.
또한 주목할 점은 동양문고 소장 바북송연의데가 사직동 세책본이라는 점이다. 현재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세책본은 향목동 세책본이다. 사직동 세책본인 바북송연의데를 향목동 세책본과 대조해보면
필체 등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두 세책점이 긴밀한 관계였음을 시사한다. 세책점 간의 관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세
책본『김원전』(고려대 소장),『금향정기』(동양문고, 서울대, 영남대 소장)등이 있다. 세책본『김원전』의 경우,
권1은 향목동, 권2는 사직동이며, 세책본 『금향정기』의 경우 권1~4는 남소동, 권5~7은 향목동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세책점 간 텍스트를 공유하는 등 일종의 거래나 협력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이
다.
3종의 세책 고소설은 세책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들이다. 이 세책 고소설의 특성을 파
악하고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과 다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을 모두 검토한 뒤에, 그 의미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를 통
하여 다루기로 한다.

4. 마무리와 과제
그동안 세책 고소설을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겪었던 큰 어려움은 세책 고소설의 대부분이 외국의 기관
이나 대학에 소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조선을 방문했던 외국인들
이 모리스 쿠랑이나 플랑시처럼 세책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구매하여 자국으로 보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 한국학센터에서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한
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을 언제든 웹(Web) 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토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 덕분으로 고소설 연구자라면 누구나 손쉽게 세책 고소
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세책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활발하게 진행되리라 여겨진
다.
이 글은 그동안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에 대한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자료가 지
닌 가치와 가능성에 대하여 시론적(試論的)으로 살펴보았다. 일본 동양문고에 세책 고소설이 확인되면서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은 방각본이나 활판본의 특성으로 알려졌던 것들이 사실은 세책 고소설이 원래부
터 지녔던 특성이거나 이들과 상업적으로 경쟁하면서 생겨난 것이라는 점이다. 아울러 번역 고소설 또한
세책 고소설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재 상업출판물로 간행된 작품,
필사본으로 존재하는 고소설이나 한글 번역고소설의 경우에는 작품의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 세책
고소설의 존재를 염두에 두고 작품을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확은 세책점의 운영 실태와 세책 독자들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
다는 것이다. 동양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 고소설은 각 작품마다 이면(裏面)의 배접지에 세책점에서
사용하던 세책 장부, 세책을 빌려보았던 독자들의 다양한 낙서가 남아있다. 이 자료들을 통해서 그동안
막연히 추정되어 왔던 세책 독자의 신분, 직업, 성별 등이 파악되었고,39) 세책 낙서를 통해서 독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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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 의식은 물론, 세책점의 실상, 당대의 독서 문화, 세책 독자들의 내면 풍경 등이 분석되고 있다.40)
앞서 고소설 연구에서 세책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신생(新生) 분야라고 하였지만 이처럼 단기간에 주
목할 만한 성과들이 있었다. 그러나 한정된 자료를 통해서만 세책 고소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다보니
몇몇 쟁점들이 부각되었다. 정병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자료들은 모두 19세기에서 20세기 초까지 세
책점에서 대여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전과 이후에 존재했던 세책 고소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현재 남아있는 세책 고소설은 대부분 단편이기 때문에 세책점에서 대여했던 주요 품목이었던 장
편소설의 유통 문제를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는 앞으로 세책 고소설 연구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다.41)
또한 세책 고소설에서의 개작 문제, 임사본(賃寫本)의 문제, 전문 필사자의 문제, 기존의 목록을 정밀
하게 정리하는 문제, 국어사 자료로서의 활용 가능성42)도 있다. 현재 세책 고소설에 대한 연구는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차후 여러 연구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39) 정명기, ｢세책본 소설의 유통 양상｣, 바고소설 연구데16, 2003. ; 전상욱, ｢세책 대출자의 특성에 대
한 연구｣, 바고소설 연구데26, 2008.
40) 정병설, ｢빌린 소설에 그린 낙서｣, 바문헌과 해석데 29, 2004. ; 정병설, 바조선의 음담패설데, 예옥,
2010.
41) 정병설, ｢세책 소설 연구의 쟁점과 방향｣, 바국문학 연구데10, 2003.
42) 양승민, ｢필사본 고전소설의 국어사 자료적 활용 방향 탐색｣, 바국어사연구데1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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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양문고 소장 한국본 지리학 자료의 가치와 의의
- 고지도를 중심으로 양보경 (성신여자대학교)

1. 머리말
필자가 일본 동양문고 소장 조선시대 지리학 관련 자료들을 직접 열람하고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이었다. 일본 소재 한국본 고지도 특히 대동여지도를 중심으로 한 연구과정에서였
다. 일본 쥬부[中部]대학의 시부야[渋谷鎮明] 교수와의 공동 연구를 하며 자료조사를 하는 과
정에서 이루어졌다. 일본 소재 조선시대의 지리 관련 문헌, 지도에 관한 연구가 전무했기 때
문에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다. 당시 일본 도쿄대학 아가와문고[阿川文庫], 동양
문고, 국립국회도서관, 내각문고, 오사카부립도서관, 텐리대학부속도서관 등을 방문, 조사했는
데, 소장된 지리학 관련 자료의 양의 풍부함과 자료의 높은 수준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한
국 지리학사 특히 지도학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후 10여 회 이상 이들 기
관 및 코베시립박물관 등 다른 기관들의 자료를 조사하였다. 이 때 파악된 일부 중요한 자료
에 관해서는 논문으로 발표했는데1), 특히 2007년 일본 교토대학에 1년간 체류하면서 자료의
풍부함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동양문고는 중요하면서도 풍부한 자료를 소
장한 기관 중의 하나이며, 소장 자료들의 자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이토 히로부미의 통
영관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 1868~1942),
1904년 제1차 한일협약에 의해 고문정치를 실시함에 따라 학정참여관(學政參與官)으로 부임
했던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1870∼1953) 소장본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 동양문고 소장 한국본 지리학 관련 자료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지리학 관련 자료는 크게 가.지도, 나.지리지, 다.도로 관련 자료,
라.역사지리 및 기타 자료로 나눌 수 있다. 현재까지 정리, 촬영된 목록에 따라 지리 관련 자
1) 楊普景, 1999, "일본 大阪府立圖書館 소장 『朝鮮圖』의 고찰,“ 書誌學硏究 제17집, 書

誌學會, pp.421～436.
楊普景・渋谷鎮明, 2003, “日本に所蔵される19世紀朝鮮全図に関する書誌学的研究－大東
輿地図および関連地図を中心に-”, 歴史地理学 第215(45-4)号, 歴史地理学会(일
본), pp.15～25.
양보경, 2003, “古山子 金正浩 관련 海外 資料 硏究,” 김의원 외, 고산자 김정호 관련
측량 및 지도 사료 연구, 대한측량협회, pp.11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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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도
疆域全圖

VII-2-224

槿邱八幅

VII-2-145

箕城圖‘

VII-2-157

東輿圖

VII-2-192

山圖

VII-3-981

左海地圖 ×

VII-2-235

黃道總圖 ×

VII-3-117

나. 지리지
嶠省勝覽 ×

VII-2-241

杞人間商量

VII-2-230

高靈郡邑誌

VII-2-267

慶州府邑誌 × VII-2-289
吉州牧邑誌

VII-2-95

樂安邑誌

VII-2-269

保寧縣邑誌

VII-2-262

四郡攷

VII-2-242

山陽雜錄

VII-2-95

沁都志

VII-2-271

寧城郡誌

VII-2-263

利川府邑誌

VII-2-95

增修陟州誌

VII-2-92

平康邑誌

VII-2-95

豊沛誌

VII-2-268

咸陽郡邑誌

VII-2-957

그 밖의 자료들
■ 天嶺誌

VII-2-261

■ 新增昇平志 VII-2-262
■ 北關誌

VII-2-288

■ 蔚山邑誌

VII-2-192

■ 龍灣誌

VII-2-192

■ 擇里志

VII-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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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擇里志

VII-2-240

■ 輿載撮要

VII-2-229

■ 輿載撮要

VII-2-242

■ 大韓疆域考 VII-2-230
■ 忠烈祠誌

Ⅶ-2-228

■ 睿陵誌狀

Ⅶ-2-228

다. 도로
海東道里表

VII-2-261

그 밖의 자료들
■ 程里表

VII-2-191

■ 大韓十三道程里表

VII-2-234

라. 역사지리
陰陽科榜目

VII-2-266

關東錄

×

VII-2-171

金東溟海槎錄聞見雜記VII-2-284
海行記

VII-2-217

勘界謄錄

VII-2-240

開城府戶籍表

VII-2-243

全羅北道全州郡戸籍表VII-2-228
주 : 밑줄 자료들은 마에마 소장본, 가운데줄 표시 자료들은 시데하라 소장본.

지리 관련 자료들 중 자료 가치가 큰 자료들은 지리지와 지도이다. 한국에 소장되지 않은
유일본 자료, 또는 지리학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는 그 중에서도 지도2)들 중에 특별한 의의를 지니는 자료를 중심으로 동양문고 소장 고지도
자료가 지니는 의의와 가치를 검토하기로 한다.

3. 동양문고 소장 『북관지도(北關地圖)』
현재까지 정리, 촬영된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이하 한국학자료센
터로 약칭) 목록에 의하면 동양문고가 소장하고 있는 조선시대 제작 지도는 6종이다(표 1).
그러나 이 밖에도 동양문고에 소장된 귀중한 지도 자료들도 다수 있다. 이는 동양문고 소장
2) 일반적으로 1910년 이전에 제작된 지도를 고지도로 부른다(이찬, 1991). 본고에서도 1910년 이전의
지도를 고지도로 표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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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정리, 보관상의 특별함 때문에 목록상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
인다. 예를 들면 도서번호 VII-2-157은 제목이 “기성도(箕城圖)”로 되어 있으나, 이 도서기호
의 보관함에는 총 5종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즉 “수선전도(首善全圖)” “해좌전도(海左全
圖)” “동국역대도(東國歷代圖)” “북관지도(北關地圖)” 등의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표 2). 이 중
『북관지도』는 동양문고 소장본 지도 가운데 가장 사료적, 지도학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의 하
나로 추정되는 지도이다. 이삼(李森, 1677∼1735)이 함경남도병마절도사 재직3) 중 편찬한 지

지도명

도서번호

箕城圖
疆域全圖
東輿圖
槿邱八幅
左海地圖
山圖
黃道總圖

VII-2-157
VII-2-224
VII-2-192
VII-2-145
VII-2-235
VII-3-98
VII-3-117

제작자

제작시기
18세기
18세기
19세기
19세기
18세기

碧城病客

중엽
말
중엽
초
말

1841

책, 첩수
1
1
2
1
8
1
1

헝태
채색필사본
채색필사본
채색필사본
채색필사본
채색필사본
채색필사본

일본 소장자
(기증자)

비고

前間恭作
幣原坦
幣原坦
전라도 결

표 1. 동양문고 소장 한국본 고지도_한국학자료센터 정리본
표 2. 동양문고 소장 한국본 고지도 추가 조사 필요
지도명

제작자

首善全圖
海左全圖
東國歷代圖
北關地圖
大東輿地圖
大東輿地圖
大東輿地圖
八道地圖
關北地圖
東國歷代總目
附地誌

VII-2-157
VII-2-157
VII-2-157
VII-2-157
Ⅶ-2-151
Ⅶ-2-245
Ⅶ-2-159
Ⅶ-2-159
Ⅶ-2-228

김정호

Ⅶ-2-215

洪萬宗

擇里志
平壤志選
北輿要選
莊陵誌
蔚山邑誌
龍灣誌

Ⅶ-2-215
Ⅶ-2-215
Ⅶ-2-215
Ⅶ-2-215
VII-2-192
VII-2-192
VII-2-234
VII-2-234
Ⅶ-2-38

金海郡全圖
大韓輿地圖
地圖

김정호
김정호
김정호

제작시기
1840년대
1850년대
19세기 말
18세기
1864
19세기말
1861
18세기중엽

李森

책,
첩수
1
1
2
1
20
18
22
8
1

형태
목판본?
목판본
목판본
채색필사본
목판본
필사본
목판본에 가채
채색필사본
채색필사본

1705

(기증자)
前間恭作
前間恭作
前間恭作
前間恭作

비고

동일본 2본

前間恭作
표제:大東全圖
이삼의 題文
幣原坦

필사본

학부편집국

소장자

1
1
1

1900년경

幣原坦
幣原坦
幣原坦
幣原坦

채색필사본
목판본

도인데, 이삼의 발문이 수록된 점에서 원본으로 추정되는 매우 중요한 지도이다. 동일한 제
3) 이삼이 함경남도병마절도사로 부임한 것은 숙종 43년(1717) 12월 2일이며, 경종 즉위년(1720) 9월
26일에 수원부사를 제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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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의 지도들이 서울대학교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는데, 원본으로 추정되는 이
지도의 모사본들로 생각된다.

4. 동양문고 소장 김정호 관련 자료들
김정호는 1861년(철종 12년)에 신유본(辛酉本)을 처음 간행하고, 3년 뒤인 1864년(고종 원
년)에 갑자본(甲子本)을 간행하였다. 조선 지도학의 대미를 장식한 고산자(古山子) 김정호(金正
浩, )는 3종의 지리지와 3종의 전국지도를 남겼으니, 그는 단순한 지도제작자를 뛰어넘는 탁
월한 지리학자이자 실학자였다. 김정호는 1830년～1840년대에 우리나라 전도인 ≪청구도 靑
邱圖≫ 와 서울지도인 ≪수선전도 首善全圖≫를 제작하고, 전국지리지인 &#56194;&#56404;
동여도지 東輿圖志)&#56194;&#56405;(20책)를 편찬했다. 또 세계지도인 ≪지구전후도 地球
前後圖≫를 혜강 최한기(崔漢綺, 1803-1877)와 함께 판각했다. 1850년대인 철종대에 전국지
도인

≪동여도

東輿圖≫를,

전국지리지인

&#56194;&#56404;여도비지

輿圖備志

&#56194;&#56405;(20책)를 최성환(1813-1891)과 함께 편집하고, 1850년대 말부터 1860년대
초에

전도인

≪대동여지도≫와

전국지리지인

&#56194;&#56404;대동지지

大東地志

&#56194;&#56405;(15책)를 편찬했다.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동양문고에는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3종,
『수선전도』가 소장되어 있다. 『대동여지도』3종은 판본과 제작시기가 모두 다른 점에서 의미가
있다(표 2). 특히 마에마가 소장해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18첩 구성의『대동여지도』(Ⅶ
2-245)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1) 大東輿地圖(Ⅶ 2-151)
목판본에 채색. 20첩. 1864년 재간본. ｢지도유설｣ 없음.
표제 : “대동전도(大東全圖)”. ‘當宁元年甲子’ 기록
제20층 우측에 제22층 제주도를 이어 붙임. 제21층에 해당하는 추자도는 20층 완도, 해남
하단에 이어 붙여 20첩으로 만듬.

2) 大東輿地圖(Ⅶ-2-245)
세로 22.2×가로 15.4cm. 18첩. 절첩식. 18개의 정방형에 가까운 grid로 나누어 필사한 채
색본 대동여지도. 각 grid에 명칭 붙여 구분함: 세로로 9칸에 天, 地(乾,坤), 玄(元,亨,利,貞),
黃(上,中,下), 宇(上,中,下), 宙(乾,坤), 洪(乾,坤), 荒(上,中,下), 日. 가로에는 圖葉數에 따라 乾
坤/ 上中下/ 元亨利貞/ 붙임. grid의 크기는 각기 상이함. ‘소화 17년 6월 25일’ 동양문고로
입수. 이해 마에마 사망.

3-4. 大東輿地圖(Ⅶ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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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판본에 채색. 22첩. 1861년 초간본. ｢지도유설｣ 있음.
제목을 ‘大東輿地圖 第一幅’ 등의 양식으로 목판 인쇄해서 붙임. 우측 상단에 군현명 기입
함.
강원도 울진의 ‘월송(越松)’진을 필사로 써 넣은 초기 수정본

6. 동양문고 소장 『동여도(東輿圖)』와 『강역전도(疆域全圖)』
고산자 김정호의 지도 제작에 바탕이 되었던 지도로 주목되는 지도가 『동여도(東輿圖)』와
『강역전도(疆域全圖)』이다. 이 두 지도는 방안을 지도 바탕으로 삼은 방안지도이다.
김정호의 지도 편찬과 관련하여 군현지도 중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것은 방안지도(方眼地圖)
의 발달이다. 김정호가 만든 전국지도들도 방안지도이다. 방안지도는 일정한 거리의 방안좌표
를 만들고 지도의 모든 부분이 같은 비율로 그려지도록 한 지도이다. 방안지도는 천문학상의
경위도선과는 달리 지구를 평면으로 보고 동서와 남북을 일정한 간격으로 구획하여 만든 경위
선 조직이다(이찬, 1991, 355).
방안지도는 일정한 간격으로 방안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축척의 역할을 할 수 있
다. 지구를 구체로 보지 않고 평면으로 보았다 할지라도 소규모의 지역 지도의 작성에서 방안
지도는 정확한 지도의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방안지도는 지도의 모
사나 전사에 편리하고 정확한 방법이므로 전사과정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방안지도는 조선전도, 도별지도, 군현지도 등 모든 유형의 지도에 다 활용되었다. 전도로는
이본 오사카부립도서관에 소장된 ≪조선도≫가 대표적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에 소장된 ≪영남지도≫ 6책(21매), ≪호남지도≫ 7책(56매), ≪함경도전도≫ 5책(21매), ≪호
서지도≫ 6책(70매), ≪해서지도≫ 3책(21매), ≪충청좌도각읍지도≫ 1책(12매) 등은 군현지도
의 대표적인 지도들이다. 이들 지도집에는 각 책에 ‘비변사인’이 있어 비변사에서 제작, 사용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지도들은 1747년(영조 23)~1750년(영조 26) 경에 작성된 것으
로 추정된다. 이들 지도집에 수록된 군현지도는 모두 1리 방안 위에 그려져 있으며, 방안의
크기는

대부분

7.0~8.5mm

내외이다.

따라서

방안의

크기로

축척을

나타냈으니

약

1:53,000~1:64,000의 대축척지도이다. 또 ≪호남지도≫에 포함된 <호남전도> <전라좌도지도>
<전라우도지도>와 ≪호서지도≫에 포함된 <충청도도지도>, ≪함경도전도≫ 중의 <북관지도>
는 10리 방안 위에 그려져 있어 18세기 중엽에 방안지도의 제작이 전국적인 범위의 지도 작
성에 사용되었음을 살필 수 있다. 18세기 중엽에 1리 방안의 축척 1:50,000～1:60,000 내외
의 대축척지도를 전국적인 범위에 걸쳐 제작하였던 것은 조선의 지도 발달사에서 매우 획기적
이었던 일이라 할 수 있다.
방안지도에서 또 주목해야 할 지도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조선지도
≫와 ≪팔도군현지도≫이다. 또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해동여지도≫(3책)과 ≪팔도지도≫(8
책)도 규장각 소장본과 내용이 유사하지만 규장각 소장본보다 뒤의 시기에 모사한 지도로 보
인다. 김정호는 영조대와 정조대의 방안지도를 검토하고 그것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더욱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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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행정구역 단위별로 지도를 구획하지 않고, 일정한 면적을 방안으로 나누고 방안 1면을
한 면의 지도가 되도록 고안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여도』는 고산자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도와 유사해 청구도의 유형으로 분류되어 왔다(표
3). 그러나 19세기 중엽에 환재 박규수, 여대 오창선이 만든 2책의 전국지도책이다. 經緯線表
目錄, 八道分俵, 州縣總圖目錄, 諸標總目, .八道分俵(每方經七十里緯百里, 지도)와 도별 經緯
度全圖 등이 책 앞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도 ≪대동여지도≫에 앞서 김정호가 제작한 ≪청구도≫의 여러 이본들의 존재와
이들의 선후관계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 공백시기였던 19세기 전기․중기의 조선 지도학사
가 충전되고 있다(양보경, 1999; 김기혁, 2007; 이기봉, 2007, 2008, 2009; 장상훈, 2008,
2009). 연구자들은 현재 소재가 밝혀진 총 17점의 ≪청구도≫를 4가지의 유형과 이본으로 구
분하고 수정 과정을 통해 보다 이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제작해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표
3). ≪청구도≫ ≪동여도≫ ≪여지도≫ ≪해동여지도≫ ≪동여선표≫ 등 다양한 제목을 지닌
청구도의 4개 유형이 모두 김정호가 제작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그런데 19세기 중엽의 경세가들은 지도, 지리학, 천문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지도와 천문의기, 지리지, 백과사전 등을 직접 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인물이 환재
(瓛齋) 박규수(朴珪壽, 1807~1877)이다. 연암 박지원의 손자로서 18세기 영·정조 시대의 북학
을 계승하여 19세기 외세의 점입 속에서 개화와 부국강병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박
규수는 일찍부터 지리와 천문의 중요성을 인식했음은 물론 실제로 지도, 평혼의,. 지세의 등을
제작했다.
한장석(韓章錫, 1832~1894)의 문집인 바미산집(眉山集)데에는 ｢동여도서(東輿圖序)｣가 실려
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오창선(吳昌善, 1829~1860)과 깊이 사귀며 뜻이 잘 맞았다 여대(汝大)4)는
총명하고 경륜이 있었으며, 여러 서적에 박학했다. 일찍이 환재 박공과 동국지도(東國地圖)를
편찬했는데, 나는 그것을 보며 그 생략과 조밀함을 즐겨했으니, 이전의 방여가(方輿家)에게는
없던 것이었다. 여대는 진사에 천거되었으나 이름을 이루지 못하고 서거했다. 그 후 십여년이
지나 내가 용강현령이 되었을 때, 환재공 문하인인 용강현 사람 안진사 기수(基洙)도 여대와
노닐었던 사람이었는데, 내게 지도를 편찬하던 때의 일을 전해 주고, 지금 그 지도의 부본이
김선근(金善根)에게 있다고 알려 주었다. 김공은 당시 황강(黃岡: 황주)의 수령이었으므로, 용
강과 인접한 곳이라 이를 빌려다 모사해 두었는데, 안군의 그림 솜씨는 기이하였다. 지도의
법은 선으로 경도와 위도의 획을 표시하고 사방 10리로 눈금을 만들어 산천․관방․읍진(邑鎭)․
방리를 크든 작든 모두 열거하고, 채색으로 그 강역의 경계와 넓이를 구별했다. 상하 두편[二
編]인데 서로 연결할 수 있으며, 각각 표목(標木)이 있어 혼란스럽지 않다. 총 2권(卷)으로 펼
치면 팔역(八域: 전국)이 되지만, 말면 작은 상자 속에 담기는 물건이 된다.”5)

4) 오창선의 자는 여대(汝大)이고, 1852년 진사에 급제했으나, 1860년대에 요절했다.
5) 韓章錫, 眉山集, 권7, 東輿圖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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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재 박규수는 1849년 5월에 용강현령으로 부임해, 이듬해인 1850년 6월에 부안현감으로
부임해 갔다. 박규수는 용강현령 재임시절 용강현의 위도와 경도를 측정하는 등 천문관측과
지도제작에 열정을 쏟았으며, 조선 최초의 지구의라 할 수 있는 지세의(地勢儀)를 손수 제작하
기도 했다.6) 이 시절에 박규수는 용강읍지를 제작했으며, 오창선, 안기수와 함께 2권으로 구
상된 ≪동여도≫도 편찬했음을 이 서문이 보여 준다. 이 지도는 십리 방안을 기본으로 하는
경위선표식지도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서문이 일본 천리대학교(天理大學校) 도서관에 소장된 ≪동여도(東輿圖)
≫(2책, 292.1-タ23)에도 실려 있다.
찍혀 있어

더욱이 이 책은 서문과 책의 권말에 한장석의 도장이

한장석의 소장본이었음을 알려 준다. 필사본이지만 지도 전체의 판심 부분의 상단

에 "선표(線表)", 중단에 해당 도면의 층과 판, 하단에 "경향관(經香館)"이라 쓰여 있다. 서문은
한장석이 타계하기 1년 전인 1893년에 쓴 것이지만, 서가를 정리하다가 ≪동여도≫를 발견하
고 수십년 전의 일을 회고하며 쓴 것이라 하였다.
박규수․오창선․안기수가 편찬한 ≪동여도≫는 ≪청구도≫의 4개의 이본으로 분류된 유형 중
의 하나로서 <표 1>에서 1유형으로 분류된 7번째 지도이다. 박규수의 지도 제작 사례를 통해
이 유형의 지도들이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재제작되고, 수정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도의 원작이 김정호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김정호가 1834
년에 ≪청구도≫를 완성한 후 바봉상잡록데에 기록된대로 1835년에 황해도를 거쳐 평안도로 여
행을 했다면 도중에 ≪청구도≫가 여러 사람들에게 접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박규수가 용강현령으로 부임한 것이 인연이 되어 그의 문하가 된 평안도 용강현 출신 안기
수(安基洙)는 지도 제작에 탁월한 능력을 지녔던 인물로 보인다. 그는 윤 종의(尹宗儀,
1805~1886)가 소장한 중국 15성의 지도를 모사하고, 성경(盛京)의 지도 1폭을 추가로 모사하

출처 : 이기봉, 2009, "《청구도》이본 4개 유형의 지도적 특징과 변화에 대한 연구," 고지도연구학회지
1(2), 6.

6) 김명호, 2008,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562~602.에 박규수의 천문관측과 평혼의․지세의 등 천문의기
의 제작, 지도 제작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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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첨부한 ≪신주전도(神州全圖)≫를 만들기도 했는데, 1853년 박규수는 이 지도에 발문을 써
주었다. 그 글에서 박규수는 중국의 지도 보다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서울에 유학하여 실사

그림 4. 일본 천리대 소장 바
동여도데의

한장석(韓章錫)

소장인
그림 3. 일본 천리대 소장 ｢동여도서｣

(實事)에 몰두했으며, 그림을 모사하는 그 정교한 솜씨는 이에 푹 빠져 즐거운 나머지 지칠 줄
모르는 자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칭찬했다.7)
≪조선지도≫ ≪해동여지도≫ ≪청구도≫ ≪동여도≫ ≪동여≫ ≪조선도≫ 등 ≪대동여지도
≫에 선행했던 지도들에 관한 연구들이 진전되면서, 그리고 18세기 이후의 조선 지도의 발달
과 그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대동여지도≫는 그 뿌리를 찾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지도들의 소장 경위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대동여지도≫의 제작과 유

통, 보급 등의 내용도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역전도(疆域全圖)』도 18세기 후반에 방안을 사용하여 그린 필사본 방안식 군현지도책이
다. 한반도를 가로 세로 20리 방안으로 구획하여 군현별로 지도를 그려 책으로 묶은 것이다.
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지도는 1776년 이후 1800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7. 맺음말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지리학 관련 자료는 크게 지도, 지리지, 도로 관련 자료, 역사지리
관련 자료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지도 중에는 고산자 김정호의

바대동여지도데3종을 비

7) 瓛齋先生集, 卷之四, 雜著, 安魯源手摹神州全圖跋.
安魯源得尹淵齋所藏十五省地圖。摹寫一本。又增寫盛京一幅以附之。是圖之精密纖備。較諸一統志會
典諸本。更有勝焉。不知原本之爲誰人所作。而據何書而爲之也。江南省在明代爲南直隷。康煕時分爲
江蘇安徽。湖廣之分湖北湖南。陜右之分爲甘肅省。皆康煕二十年以後事也。是圖在分省之前。故皆合
而不分。其不稱南直隷而曰江南者。又非明代人所作可知矣。然則是圖之作。當在淸初康煕以前耳。魯
源游學京都。潛心實事。其摹繪之精且工。非癖於此而樂不知疲者。不能也。今將携之以歸。以詑其親。
昔徐霞客周覽萬里。窺崑崙涉河源。遂及西域。以追杜環之舊跡。未知亦能有圖繪之流傳者否。魯源之
居。葢在龍岡西海之濱。足跡不得及方域之外。况可與語霞客之游乎。於是乎出是圖而展之。以自喜而
自大云。癸丑冬月。瓛卿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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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해 매우 중요한 지도들이 소장되어 있다.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의 소장인이 찍힌 고산자
김정호의 바대동여지도데와 바수선전도데,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

소장본이었던 20리 방안지

도인 바강역전도데와 바동여도데, 정상기 유형의 매우 훌륭한 팔도의 도별 지도인 바근구팔역 槿邱
八幅데바좌해지도 左海地圖데, 이삼(李森)의 발문이 기록된 북방 국경지역 지도인 바관북지도 關
北地圖데 등은 조선의 지도 중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를 선별하는 안목을 지닌 수집가에
의해 소장된 자료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들이다. 지리지(地理志)의 편찬과 개선방안을 기
록한 바기인한상량 杞人間商量데을 비롯해 강화의 읍지인 바심도지데 바이천부읍지데바보령현읍지
데등 각종 군현읍지들, 그리고 조선 후기 도로와 유통의 발달을 반영한 도로망을 기록한 바해
동도리표데등 다양한 지리 자료들은 조선의 지역 사정과 국토 정보를 파악하는데 활용하기 위
한 자료로 중요했을 것이다. 특히 지리지와 지도 중에는 한국에 소장본이 확인되지 않은 유일
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중요한 지리학적 가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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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동여도 중 경상전도

그림 5. 강역전도 중 경상도경위선표

그림 6. 동여도 중 경위선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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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동여도 중 제표총목, 팔도분표

그림 8. 강역전도 중 이천음죽죽산 지도 및 충청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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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관북지도 중 제문1

그림 10. 관북지도 중 제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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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관북지도 중 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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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승범 (서강대학교)

1. 머리말
2. 소장 자료 개관 (2차)
3. 바癸亥事實데소개
4. 바海東彙言데소개
5. 바蘇營經歷데소개
6. 맺음말

1. 머리말
본 발표자는 일본 동양문고 소장 한국 관련 자료 해제를 위한 사업단에 속하지도 주체적으로 참여하
지도 않았고, 단지 의뢰를 받아 2012년도에 3종, 2013년도에 3종, 모두 6종의 자료를 검토하고 해제를
작성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번에 한국역사 관련 22종을 한데 묶어 소개하는 발표
를 맡게 되었다. 발품을 팔아 새로운 자료를 발굴한다거나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자료를 검토하고 해제
를 작성해 학계에 소개하는 작업보다는, 이미 널리 알려진 자료와 연구 성과를 토대로 비교적 거시적인
해석(담론)을 생산하는 데 주력해 온 본인이 이번 해제 발표를 맡은 데 대해 발표자 본인조차도 다소 의
아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다. 아마도 자료 해제에 탁월한 전문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다
보니 본인에게까지 의뢰가 떠밀려 들어온 것 같다.
그래도 이왕에 약속을 했으므로, 오늘은 발표자 본인이 직접 해제한 6종과 다른 학자들이 해제한 16
종 등 도합 22종의 자료에 대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발표를 하려 한다. 2장에서는 22종의 자료들 개
별적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함으로써, 이번 해제 사업 2차 단계 때 확보한 22종의 자료에 대해 전체적인
그림을 전달할 것이다. 다음에는 이들 가운데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료 3
종을 임의로 뽑되, 다른 학자들의 해제를 본인이 발표하는 것은 여러 모로 썩 바람직하지 않기에, 본인
이 직접 해제한 자료들 가운데 3종을 뽑아 보다 상세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해제를 한 학자가 누군지에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자료 순으로 선별하는 것이 최상이겠으나, 연구윤리 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어쩔 수 없다. 이점이 아마 오늘 발표에서 아쉬운 점이겠는데, 이를 고려해 22종 전체를 간략
하게 소개하는 개관 章을 넣었다. 따라서 특정 자료에 관심이 있다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학센터에서 곧 제공할 개별 해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장 자료 개관 (2차)
편의상, 각 자료에서 다룬 내용의 시대 순으로 19종의 자료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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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皇命詔令데 : 元(1271∼1402) 至正 26년(1366)부터 明(1368∼1644) 嘉靖 25년(1547)까지
명나라 황제가 반포한 조령을 모아놓은 詔令集이다. 국내에 있는 바황명조령데은 비교적 많다.
규장각의 ‘奎中1658-v. 1-10’은 1796년(정조 20)에 구리 활자인 整理字로 간행한 본으로, 哲
宗(r. 1849∼1863) 연간에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소장본보다 50
년 정도 앞선다. 국립중앙도서관에는 마이크로필름 형태를 포함해 모두 9종의 판본이 있는데,
간행 시기는 정조 연간에서 고종 연간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동양문고 소장 바황명조령데의 서
지적 가치는 그다지 크지 않다. 그렇지만 바황명조령데자체가 바明實錄데이나 바조선왕조실록데에
수록된 조령보다 더 상세할 뿐 아니라, 두 실록에 없는 조령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내용면에서
는 가치가 큰 편이다.1)
바癸亥事實데 : 인조반정(1623)의 공신 관련 자료인 會盟錄과 功臣子孫修禊錄 및 반정 1, 2
주갑을 기념해 내린 숙종과 영조의 어제를 수록한 책이다. 인조(r. 1623~1649) 연간에 간행된
바二十功臣會盟錄데과 대조해 보면 인조 대의 정치사 연구에 유용하다. 특히 본서는 관찬 사서
에 수록되지 않은 일부 내용을 일부 담고 있어,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2)
바海東彙言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의 전말을 20여 종의 서책에서 뽑아 모은 기사와 편저자
스스로 수집･작성한 기사를 날짜순으로 배열해 편집한 책으로, 국내 학계에 별로 알려지지 않
은 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동일한 제목과 내용의 책이 소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관련 분
야 연구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지 참고자료로는 지금까지 별로 인용된 바 없다.3)
바己巳撰草데(계승범 해제) : 陽坡 鄭太和(1602~1673)가 예문관의 전임사관으로 있을 때 작성
한 家藏史草로, 필사본 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인조실록데을 간행하는 데 핵심자료로 쓰인
사초이므로, 실록과 그 저본인 사초를 직접 대조해 볼 수 있다는 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하겠다.4)
바懷尼往復데: 宋時烈(1607~1689)과 尹拯(1629~1714) 사이에 벌어진 이른바 懷尼是非 관련
편지와 상소문을 모은 책으로, 여기에 실린 편지가 모두 윤증의 문집인 바明齋遺稿데에 실린 점
으로 보아, 윤증을 저자로 볼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자료는 몇몇 대학 도서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영인본도 존재한다. 바懷尼往復書데라는 자료가 경희대(811.98-회28),

성균관대 존경

각(D04B-0022), 고려대(대학원 D6-A64)에 소장되어 있고, 여강출판사에서 펴낸 바鵝洲雜錄데
영인본(바朝鮮黨爭關係資料集데 39)에도 보인다. 그렇지만 본 자료는 이들 자료와 별로 중복되
는 내용이 없으므로, 희소한 자료라 할 수 있다.5)
바常訓輯編데 : 1757년(영조 33)에 鄭恒寧(1700~?)이 세자의 輔導를 목적으로 조선조 역대
선왕의 교훈적 일화와 각종 제도의 변천 등을 기술해 편찬한 책이다. 동명의 책이 규장각에도
소장되어 있는데,(奎2964) 동양문고 소장본이 완본인데 비해 규장각 소장본은 零本으로 현재
1책 2권이 소장되어 있다.6)
1)
2)
3)
4)
5)
6)

계승범의 해제. 이하 해제자의 이름만 제시함.
계승범.
계승범.
계승범.
김용흠.
이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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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紀提合錄데: 표제어로 제시된 서명은 『기제합록(紀提合錄)』으로, 현재까지 동명으로 확인되
는 책은 본서가 유일본이다. 다만, 서명은 다르지만 具駿遠(1746~?)이 편집한 『辛壬紀年提要』
의 내용과 유사한 면이 있다. 그래도 본서를 통해 조선 후기 노론과 소론의 정쟁, 특히 신임
옥사와 관련된 사건의 전개 과정이나 이후 정치의리가 정리되는 과정 등을 살필 수 있다.7)
바爛報疏草抄데: 정조~순조 연간에 朝報에 실린 기사 가운데 주로 상소문을 발췌 정리해 엮
은 책으로, 상소의 시간상 순서가 뒤바뀐 것을 지적한 글귀가 있는 것을 볼 때, 이미 정리되
어 있는 어떤 책자를 보고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양문고 소장본은 국내외를 통틀어 정
조대의 기사를 유일하게 실은 점에서 서지적 가치가 있다. 그러나 그 양이 많지 않으며,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주요 내용이 대개 바조선왕조실록데,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의 연대기 자
료에 온전히 남아있으므로 내용적 가치는 두드러지지 않는다.8)
바平允錄抄데: 정조 연간에 발생한 살인이나 자살 등 人命 사건에 대한 수령과 관찰사의 보
고 및 이에 대한 정조의 判付 등을 기록한 책자이다. 편저자는 알 수 없으며, 19세기에 누군
가가 刑政에 참고하기 위해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서는 유일본이긴 하지만, 이와 유사한
조선후기 대표적인 살인사건 판례집인 바審理錄데과 바欽欽新書데의 내용과 상당 부분 중복되지
만, 군현 수령 차원의 사건 보고서와 관찰사의 수사 지휘서 등의 새로운 자료들이 일부 실려
있어 바심리록데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9)
바杞人閒商量데: 地理志에 대한 고찰과 개선방안을 논의한 책으로 1800년대 초에 제작된 것
으로 추정되는데, 현재 거의 전하지 않는 조선시대 지리지에 대한 독자적인 저술이라는 점에
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 자료는 기존에 유일본으로 알려진 장서각 소장 『杞人閒商
量』의 異本으로, 장서각본에 없는 내용도 일부 담고 있으며, 내용면에서도 보다 善本에 가깝
다.10)
바壬申定亂錄데: ‘洪景來의 난’(1812)에 대해 조선 정부에서 작성한 여러 기록을 날짜순으로
모은 책으로, 홍경래난의 성공적인 진압을 강조하기 위해 많은 기록을 망라했으나, 대개 다른
기록들과 중복된다.11)
바忠獻戡西錄데: 홍경래난(1812) 당시 의주부윤을 지낸 趙興鎭의 사적과 공로에 대한 기록들
을 그 손자인 趙耆永이 1872년에 모아 편찬한 책으로,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한
가문에서 3대에 걸쳐 한 인물의 사적에 관련된 문서와 내용을 집대성한 책이라는 점에서 가치
를 찾을 수 있다. 이뿐 아니라, 한 개인의 사적 외에도 정부측 동향에 대한 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12)
바東銓考데: 19세기 중반 吏曹에서 경외 관청 소속 관직 현황 및 인사 관련 규정 등을 필사
한 만든 편저자 미상의 책으로, 유일본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薦拜錄』(奎7677)의 편목으로
동명의 이름이 확인되지만, 본서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본서가 간행될 무렵 이조의 인사
7) 이근호.
8) 김경래.
9) 심재우.
10) 정대영.
11) 오수창.
12) 오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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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별도로 정리해 간행한 것은 본서가 유일해 보이며, 유사한 책이 이후에 간행된 점을
감안할 때 본서는 시기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13)
바度支準折데: 19세기에 戶曹가 재정 운용에 참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조달 물자의 가
격 등의 정보를 수록한 책이다. 準折이란 가격의 결정 기준 또는 단위 등의 환산 기준을 의미
하는데, 이 책의 표제인 ‘物料價値’에 통하는 용어이다. 기존의 바탁지준절데은 모두 5종, 9책이
알려졌는데, 이 동양문고본은 작성 시점이 유일하게 기재된 판본이다.14)
바秋曹龍圖錄데 : 1854년(철종 5) 2월에 형조가 심리한 지방의 殺獄 죄인 가운데 국왕의 판
결을 거쳐야 하는 사형수의 錄案을 월별로 기록한 책으로, 형조에서 출간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살인사건의 정황이나 죄수의 실태 뿐 아니라 당시 사형죄수를 기록해 왕에
게 보고하는 修啓 방식을 알아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15)
바三政攷데: 조선후기 삼정문제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정리한 필기류 저술로, 金熙運이 기사
년(1869년 추정) 이후 6년간 이어진 가뭄을 계기로 삼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1874년 5월경
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은 삼정만 다루면서도 국가 정책과 관계없는 개인저술이며
내용도 상당히 풍부하고 체계적이다. 비슷한 형태의 자료는 아직 소개된바 없어, 이 자료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16)
바蘇營經歷데: 公忠道 水軍虞候 張度相이 1868년(고종 5)부터 이듬해인 1869년 5월 29일까
지 수군절도사 張厚植과 공충감사 閔致庠이 승정원에 올린 장계를 비롯해 당시 공충수영의
운영 및 屬鎭의 실태 등 충청수영 관련 문서를 모아놓은 책으로, 이제까지 연구자들이 취급하
지 않은 자료이다. 戊辰洋擾와 南延君묘 도굴사건, 충청수영의 실태, 願納錢 등의 연구에 유
용한 자료이다. 또한 간간이 등장하는 吏讀 표기는 19세기 중후반의 이두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17)
바統營啓錄데 : 조선후기 경상도 固城縣에 있던 三道水軍統制營에서 국왕에 보고한 문서 및
京外 관청들이 주고받은 문서들을 모아 기록한 책이다. 역대 三道水軍統制使의 명단이 철종
대까지 기재된 점으로 보아 고종이나 순종 연간에 누군가가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후
기 통제영에서 주고받은 공문을 기록한 책자는 본서 이외에도 규장각 소장 바統制營啓錄데(奎
15101, 8책)과 일본 天理大學校 소장 今西龍文庫 가운데 제목이 동일한 바統營啓錄데(316-19,
2책) 등 2종이 있는데, 모두 본서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따라서 본서는 통제
영이 설립된 직후인 17세기 초부터 18세기 전반까지 통제영이 주고받은 공문을 모아놓음으로
써 이 시기 통제영의 기능과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본으로서의 가치가 있다.18)
바甲申郵征局作變罪人鞠案데: 갑신정변(1884)에 참여한 金奉均·李喜貞·申重模 등 12인에 대
한 의금부의 심문 기록으로, 규장각에 소장된 『推案及鞫案』 제324책 「甲申 大逆不道罪人喜貞
等鞫案」을 축약 재편한 자료이다. 정변을 주도한 김옥균과 박영효 등의 정치적 행적에 초점을
13)
14)
15)
16)
17)
18)

이근호.
이헌창.
유승희.
송찬섭.
계승범.
심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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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춘 바甲申事略데이나 바變亂事實데 등의 모사본과는 달리, 본 자료는 행동대원 등 참여자들에
대한 심문 기록이라는 점에서, 이두를 모두 제거하고 심문절차를 생략한 축약본이라는 점에
서, 외국인의 이해에 쉽게 재편한 자료라는 점에서 주목된다.19)
바甲申日使往復抄데: 조선 정부와 일본 공사 다케조에 사이에 오간 공문의 내용은 대부분 기
존에 알려진 것들이다. 그러나 갑신정변에 관련된 양국 간

입장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보완적 가치를 갖고 있다. 한성조약(1885) 체결 시 전권대신의 외교
적 협상 내용을 담은 「여일사문답초」는 갑신정변을 둘러싼 양국 간 외교 문제와 현안을 이해
하는데 매우 유용하다.20)
바節錄變法通議데 : 1898년에 梁啓超(1873∼1929)가 바時務報데에 발표한 바戊戌政變記데를 중
심으로 바變法通議데의 내용 일부를 발췌하고 그 밖의 글을 덧붙여 편집하되, 淸國의 변법 실패
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경계의 목적으로 필사한 책이다. 동일한
판본의 책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21)
바勘界謄錄데 : 1906년 통감부임시간도파출소가 淸國을 상대로 간도 영유권 문제를 논의할
때, 1885년(고종 22)과 1887년에 조선과 청이 백두산 및 두만강 인근 양국 국경선을 논의한
감계회담의 조선 측 대표인 李重夏(1846-1917)가 작성한 『勘界使謄錄』을 등사한 책이다. 국
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이중하의 『감계사등록』의 이본으로는 이 책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책
에 실린 여러 문서와 일기, 편지, 보고서 등의 원본 및 이본 등은 국내외 사료관 등에 남아
있어서 자료의 희귀성면에서는 다소 떨어진다. 그럼에도 이 책은 여러 곳에 산재한 감계회담
의 자료를 회담의 일자별로 연대기 형태로 정리했으므로, 감계의 전체 구도를 살피는 데에는
유용하다.22)

3. 癸亥事實 소개
(1) 기본정보
바癸亥事實데은 癸亥反正[인조반정, 1623]과 관련한 會盟錄과 功臣子孫修禊錄 등의 事蹟들 및 인조반정
의 1, 2주갑을 기념하여 숙종과 영조의 어제를 함께 수록한 책이다. 인조~영조 연간에 인조반정과 관련
된 모든 사적을 한데 묶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인조조의 ｢회맹록｣과 ｢공신자손록｣은 녹훈도감에서 작
성했을 것으로 보이나, 이후 자료들은 작성 시기를 달리 하고 있어 그 편저자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
다.

(2) 구성 및 내용
본서는 표지에 ‘癸亥事蹟’이라는 표제가 있으나, 卷首題는 ‘癸亥事實’로 되어 있다. 古書에서는 권수제

19)
20)
21)
22)

박은숙.
박은숙(?)
계승범.
이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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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완전한 서명이므로, 이 책의 정식 서명은 ‘계해사실’이다. 이 책에는 序文과 跋文이 없다. 내용
은 ｢會盟錄｣, ｢訓練都監啓文｣, ｢靖社功臣名單｣, ｢肅廟朝廷說｣, 숙종의 御製인 ｢仁祖大王別墅遺基記｣, ｢
仁祖大王別墅遺址｣, ｢過延曙有感｣, ｢靖社功臣子孫修禊錄｣, ｢追次勳府癸亥周甲宴韻｣, 영조 연간의 기록
인 ｢致祭｣, ｢彰義門揭板顚末｣, ｢彰義門揭板｣, ｢癸亥擧義功臣座目｣, ｢彰義門揭板時靖社功臣子孫進參錄｣,
｢忠勳府設宴時靖社功臣子孫進參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맹록｣에는 金瑬(1571~1648), 李貴(1557~1633), 李曙(1580~1637), 申景禛(1575~1643), 元裕男
(1561~1631), 金自點(1588~1651), 具宏(1577~1642), 崔鳴吉(1586~1647), 具仁垕(1578~1658), 申景裕
(1581~1633), 洪瑞鳳(1572~1645), 沈明世(1587~1632), 金慶徵(589~1637), 柳舜翼(1559~1632), 李沆, 申
景禋(1590~1643),

元斗杓(1593~1664),

李澥(?~1670),

張紳(?~1637),

李時白(1581~1660),

崔來吉

(1583~1649), 張維(1587~1638), 洪振道(1584~1649), 柳䪷, 韓汝復(1584~1648), 李時昉(1594~1660), 申
埈, 韓嶠(1556~1627), 盧守元, 李元榮, 李起築, 姜得, 兪伯曾(1587~1646), 朴炡(1596~1632), 洪振文
(1599~1653), 朴惟明(1582~1640), 具仁墍(1597~1676), 金鍊, 洪孝孫, 李厚源(1598~1660), 李時聃
(1584~1665), 申垓 등 공신 42인의 공신칭호와 관직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 밖에 공신의 아들 15인의
명단도 수록되어 있다.
｢훈련도감계문｣은 녹훈도감에서 회맹에 참여하지 못한 공신과 그 아들들에 대해서도 ｢회맹록｣에 실어
줄 것을 건의한 내용이다. 또한 반정의 당위성을 밝히고 반정 1등 공신들의 포상 내역과 하사된 물품이
나열되어 있다. 1등 공신으로는 김류, 이귀, 김자점, 심기원, 신경진, 이서, 최명길, 구굉, 심명세 등 9인
이 수록되었다. 2등 공신으로는 김경징, 신경인, 이중로, 이시백, 이시방, 장유, 원두표, 이해, 신경유, 박
효립, 장돈, 구인후, 장신, 沈器成 등 14인이 보인다. 3등 공신으로는 27명이 올라 있는데, 박유명, 한
교, 송영망, 이항, 최래길, 신경식, 구인기, 조흡, 이후원, 홍진도, 원우남, 신준, 노수원, 유백증, 박정,
홍서봉, 이의배, 이기축, 이원영, 송시범, 강득, 홍효손, 김련, 유순익, 한여복, 홍진문, 유구 등이다. 이
밖에도 인조반정 공신의 적장자, 衆子, 손자들의 이름도 일부 수록되어 있다.
｢정사공신자손수계록｣에는 1등 공신 가운데 김류, 이귀, 신경진, 이서, 최명길, 구굉, 심명세 등의 자
손들 성명과 관직이 기록되어 있다. 2등 공신인 김경징, 신경인, 이중노, 이시백, 원두표, 이해, 신경유,
박효립, 구인후, 장신 등 10인의 이름과 그 자손들의 성명과 관직이 수록되어 있다. 3등 공신으로는 박
유명, 한교, 송영망, 이항, 최래길, 신경식, 구인기, 조흡, 이후원, 홍진도, 원우남, 신준, 노수원, 유백증,
박정, 홍서봉, 이기축, 이원영, 한시범, 강득, 홍효손, 유순익, 한여복, 홍진문, 유구 등과 그 자손들의 관
직과 성명이 기록되어 있다. 단, 박유명의 자손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修禊는 음력 3월 上巳日에 妖邪
를 떨쳐버리기 위해 행하는 불교식 제사의식인데, 본 수계록은 수계의식에 참여한 정사공신 자손들의 명
단이라 할 수 있다.
｢추차훈부계해주갑연운｣에는 계해반정 1주갑인 1683년(숙종 9)을 기념해 연회를 베풀어 上府功臣으로
부터 그 자손까지 참여케 하고, 참석자 전원에게서 시를 받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영조 때의 致祭文도
수록되어 있다.
｢계해거의공신좌목｣에는 반정에 참여한 45인의 공신들 성명이 封君名과 함께 기록되어 있다. 昇平府
院君 김류를 시작으로 靑雲君 심명세까지 1등 공신 7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2등 공신에는 김경징,
신경인, 이중로, 이시백, 이시방, 장유, 원두표, 이해, 신경유, 박효립, 장돈, 구인후, 장신 등 모두 13인

- 68 -

일본 동양문고 소장 한국역사 관련 일부 자료 소개
이 기재되어 있다. 심기성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1644년(인조 22) 심기원의 옥사에 연루되어 삭훈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등 공신에는 봉군명과 함께 박유명 등 26인의 공신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단, 김련
은 1651년(효종 2)에 그의 아들 金世昌이 옥사에 연루되면서 공신훈에서 削籍되었다. 따라서 이 ｢계해거
의공신좌목｣은 1651년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이어 彰義門揭板 당시 ｢靖社功臣子孫進參錄｣의 기사와 忠勳府에서 연회를 베풀었을 때의 ｢정사공신
자손진참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인조반정의 2주갑인 1743년(영조 19)에 작성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점을 감안할 때, 본 자료인 바계해사실데은 영조 연간인 1743년 또는 그 이후에 편찬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가치
본서는 필사본 1책으로, 10行20字의 형태로 기술되었다. 발문과 서문이 없어서 편저자와 간행연대를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표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계해반정 즉 인조반정에 대한 事蹟들을 모
두 모아 엮은 것으로, 인조반정 및 관련 인물 연구에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인조 연간에 간행된 바二十
功臣會盟錄데(장서각본 K2-631)과 비교해 본다면, 인조 대의 정치사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
다. 실제로, 본서는 관찬 사서들에 수록되지 않은 내용들을 일부 담고 있으므로,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바계해사실데의 「회맹록」에는 1, 2, 3등을 망라한 공신 42인의 공신훈호와 관직과 성명이 기재되어 있
다. 바인조실록데에 따르면 1등 공신에는 이흥립(李興立, ?~1624)을 포함해 10인이 녹훈되었으나, 이 바계
해사실데에는 이흥립의 이름이 누락되어 있다. 주지하듯이, 훈련대장 이흥립은 인조반정을 모의하던 김
류･이귀 등에게 협력해 광해군을 축출하는 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정사공신 1등에 책봉되었으나, 李适의
난(1624) 때 수원부사 겸 경기방어사로 적에게 투항했다가 난이 평정되자 의금부 옥에서 자결했다. 따라
서 바계해사실데에 수록된 이 기록은 이괄의 난 이후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정사공신 2등에는 이괄(李适, 1587~1624)을 포함한 15인이 녹훈되었으나, 이괄의 난으로 인해 녹훈에
서 삭제되어 14인만 기록되었다. 이밖에 3등 공신에는 金元亮(1589~1624)을 포함해 28인이 녹훈되었다.
그러나 김원량도 이괄의 난에 연루되어 사간원의 건의에 따라 훈적에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회맹록｣에
수록된 정사공신의 명단은 이괄의 난과 관련된 인물인 이흥립･이괄･김원량을 제외한 50인의 명단이 수
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회맹록｣에23) 기술된 공신 명단과 함께 바인조실록데및 인조 연간에 간행된 바이십공신회맹록데과 대
조해 검토한다면, 인조반정 관련 공신책봉과 정쟁의 양상 및 공신들의 추후 행보 등을 파악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또한 조선 초기에 작성된 다른 ｢회맹록｣들과 비교해 본다면, 공신 책봉에 대한 추이를 통
시적(通時的)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유익할 것이다.
한편, ｢정사공신자손진참록｣에는 정사공신 자손들의 관직명과 성명이 나열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공
신 자손 문중이 소장하고 있는 공신녹권이나 고문서 등의 자료들과 대조하고 검토한다면, 공신훈의 世傳
양상을 살피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또한 바계해사실데에 기재되어 있는 공신 명단의 변화만 꼼꼼히 살
펴도, 일부 공신의 역모 및 공신 자손의 옥사 연루 등으로 인한 공신훈의 삭적 과정을 쉽게 추적할 수

23) 장서각 소장본 바會盟錄데(K2-639)과 대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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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요컨대, 바계해사실데은 단지 인조반정 관련 정치사뿐 아니라, 조선의 공신에 대한 연구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4. 海東彙言 소개
(1) 기본정보
인조(r. 1623~1649) 연간에 발생한 정묘호란(1627)과 병자호란(1636~1637)의 전말을 20여 종의 서책
에서 뽑아 모은 기사에 편저자가 작성한 내용을 더해 날짜순으로 서술한 책이다. 편저자는 미상이나, 이
책의 표지에 찍혀 있는 ‘石室山房’이라는 인장은 편저자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지도 모르겠다.

(2) 구성
바해동휘언데은 상·하 두 책이며, ‘仁祖朝故事本末’이라는 題가 달려있다. 바해동휘언데의 내용이 바로 인
조 조의 고사 본말인 셈이다. 바해동휘언데은 ① 丁卯虜亂, ② 毛文龍誅事, ③ 劉興祚兄弟事, ④ 丙子虜亂
丁丑南漢出城 등 모두 4편으로 구성되었는데, 두 호란 외에도 漢人 毛文龍과 劉興祚 에 대해 각각 하나
의 독립된 편을 설정한 것이 눈길을 끈다. 그래도 역시 정묘호란과 남한출성을 다룬 ①과 ② 두 편의 비
중이 압도적이다. 전체 182쪽 중에서 ①이 모두 49쪽(27%)이고 ④가 모두 117쪽(64%)으로, 이 두 편이
전체의 90%를 넘는다. ②와 ③의 분량은 각각 7쪽과 9쪽으로,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
다. 이뿐 아니라, ①과 ④에는 20여 쪽에 걸쳐 본문 위의 여백에 본문 내용을 보충하는 작은 글씨가 기
록되어 있으며, 본문 아래의 곳곳에도 작은 글씨로 내용을 보충해 놓았다. 이 작은 글씨들은 20여 종의
참고한 서책 이름, 해당 내용의 보충, 본문과 다른 내용의 附記가 대부분이다. 일종의 註釋이라고 할 수
있다.
바해동휘언데의 큰 특징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여러 책에서 해당 기사를 뽑아 모아 편집하고 서술한 점
이다. 말 그대로 彙言이다. 이 책에서 참고로 한 문헌자료는 모두 23종에 달하는데, 이를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바日月錄데, 바朝野記聞데, 바丙子錄데, 바荷潭錄데, 바讀雜錄데, 바遲川集데, 바攷事撮要데, 바象村行狀데, 바於
于野談데, 바凝川日記데, 바菊堂非語데, 바亂離雜記데, 바恬軒集데, 바東淮集데, 바淸陰集데, 바翠軒疏略데, 바東軒尉因
徭錄데, 바谿谷漫筆데, 바公私見聞데, 바白軒集데, 바國朝典謨데, 바靑野謾輯데, 바亂中雜錄데등이다. 이 중에서 바일
월록데, 바조야기문데, 바병자록데, 바하담록데, 바난리잡기데의 인용 빈도가 높은 편이다.
바해동휘언데의 본문은 셋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는 앞에서 열거한 책들의 기록을 날짜순으
로 배열해 서술하고, 그 아래에 細筆로 출전에 해당하는 책명을 덧붙여놓은 부분이다. 바병자록데처럼 잘
알려진 책의 내용을 인용한 부분이 그것이다. 다음은 참고 서책의 이름이 없는 기사이다. 이는 편저자의
주관과 의도가 드러난 부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이 부분의 분석 작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름만 전해지는 참고 서책을 인용한 부분도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壽峴 石之珩(1610~?)의 바南漢日記데를 인용하지 않은 점이 눈길을 끈다. 바남한일기데는 1636년
(인조 14) 석지형이 병자호란 때 겪은 사실을 일기체로 쓴 책이다. 석지형은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
입해 남한산성에 위협을 가하던 시기로부터 시작해 45일 동안의 방어사실과 피침상황 등을 서술했다.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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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호란 때 자신이 직접 남한산성에 들어가 전란 방어책과 용전, 격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기록이라
고 할 수 있다. 또한 청나라가 조선에 침입했을 때의 청군의 군비상황과 부대 배치, 적장의 인적사항 등
을 담고 있어 병자호란의 전모를 이해하는 귀한 자료이다. 바남한일기데는 1753년(영조 29)에 廣州留守
李箕鎭(1687~1755)이 발견하고 사료적 가치를 알아본 후에 등사·배포해 세상에 알려졌다. 따라서 이런
시간대는 바해동휘언데의 서술 연대를 추정하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다.

(3) 내용
① 丁卯虜亂[정묘호란] : 1624년(인조 2) 도원수 張晩을 李弘冑로 교체한 일에서 시작해, 1630년(인조
8) 館餉使 成俊耈가 뒷수습하는 이야기에서 끝을 맺는다. 그 사이에 정묘호란의 당사자인 조선과 청을
중심으로 호란의 배경, 발단, 전개 과정, 강화 체결 등을 정치·외교·전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전
투 장면 묘사는 생생한 편이다. 적병이 郭山 凌漢山城에 이르러 소리치자, 성중의 장수와 사병들이 별다
른 저항도 하지 않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다는 대목 등이 그러하다. 정묘호란이 조선과 청의 전쟁이었지
만, 이들 전쟁에 대한 일본의 동향도 관심을 끈다. 호란 소식을 듣고 對馬島에서 鳥銃 3백 정과 장검 3
백 자루, 말린 화약 3백 근을 보내왔다는 기사는 이 전쟁에 대한 일본의 관심을 잘 보여준다.
② 毛文龍誅事 : 毛文龍(1576~1629)은 명나라 장수로, 1621년에 後金이 요동을 점령하자 후금의 배
후를 공격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명의 잔병과 한인을 이끌고 조선에 들어와 평안도의 義州~龍川 일대와
椵島에 군진을 설치하고 점차 半독자 노선을 걸은 인물이다. 모문룡은 정변을 통해 즉위한 인조가 명 황
제의 책봉을 받는 과정에 일부 도움을 주었고, 이를 구실로 조선 조정에 무리한 요구를 일삼았다. 또한
조선･명･후금 사이에서 이익을 챙기며 큰 세력을 형성해 명나라에서는 海外天子로 불리기도 했다. 후금
의 입장에서도 모문룡은 골칫거리였다. 모문룡과 조선이 후금을 협공한다고 본 후금의 인식은 정묘호란
의 원인 중 하나였다. 후금이 정묘호란을 일으킨 가장 큰 목적이 모문룡 제거에 있었다고도 한다. 모문
룡은 정묘호란을 피해갔지만, 결국에는 1629년(인조 7)에 명나라 장수 袁崇煥에게 참살되었다. ｢毛文龍
誅事｣는 모문룡이 조선 영내로 들어온 1621년(광해군 13)부터 원숭환에게 피살된 1629년(인조 7)까지의
일들을 담고 있다.
③ 劉興祚兄弟事 : 劉興祚 형제는 모두 7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유흥조와 劉興治가 문제가 된다. 이
들 형제 역시 모문룡과 마찬가지로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에 큰 영향을 끼친 존재들이었다. 유흥조는 처
음 이름이 劉海라고도 하는데, 명나라 장수로서 후금에 투항한 인물이다. 정묘호란(1627) 때는 후금의
선봉장으로 조선에 들어왔다. 유흥조는 강화도로 피난한 인조의 행재소에서 청나라 조정을 대리해 조선
과 화의를 체결한 당사자였다. 유흥치도 본디 명나라 장수로, 모문룡이 피살된 후에 椵島의 군진을 장악
한 인물이다. 그러나 명에 반기를 들고 후금으로 투항하려다가 그 계획이 누설되면서 부하 沈世魁에게
살해되었다. 바해동휘언데은 유흥조 형제의 행적을 상세히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바於于野談데을 인용해 유
흥조가 본래는 조선의 晋州 사람이었는데 요동으로 건너가 立身했다면서 그 경위를 전한다.

④ 丙子虜亂丁丑南漢出城 : 바해동휘언데에서도 가장 비중이 큰 부분으로, 편저자는 이 부분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참고한 듯하다. 1631년(인조 9) 6월에 胡騎 만여 기가 압록강을 건너와 龍川에
서 약탈을 저지르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淸軍의 일방적인 승리와 항전다운 항전 한 번 못하고 남
한산성으로 피난하는 조선 조정의 이야기가 뒤를 잇는다. 남한산성 甕城 중 가장 큰 논란이었던 主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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斥和의 공방 주장들을 모으되, 崔鳴吉(1586~1647)의 주화론에 보다 비중을 두어 강조한다. 특히 최명길
의 문집인 바遲川集데과 ｢遲川行狀｣을 인용해 최명길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부각한 점에서 그렇다. 그런가
하면, 남한산성 내의 어렵고 긴박한 상황에 몰려 끝내 성문을 열고 내려가 항복에 이르는 대목도 상세한
편이다. 치열한 주화·척화 논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반 將士들이 “오늘의 일은 모두 名士들의 고담준론
에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했다는 구절은 武備의 의미를 되새기는 한편, 주화파의 입장에 동조하는 인
물이 이 책을 집필했음을 시사해준다.

(4) 가치
바해동휘언데은 아직까지 국내학계에 제대로 소개된 적이 없는 희귀한 자료이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동일
한 내용의 책이 소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문 듯하다. 고전운영실 보존 도서
‘古 2154-23’의 제목이 바海東彙言錄데인데, 그 상세 정보를 살펴보면 본 바해동휘언데과 동일한 내용의 책
임을 알 수 있다. 대강의 편찬 연대는 본문의 곳곳에서 참고한 20여 종의 書目 검토를 통해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용한 내용의 輯佚 작업을 통해 이름만 전하고 있는 서책의 일정 부분을
되살리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모문룡과 유흥조 등의 사적은 바조선왕조실록데, 바비변사등록데,
바승정원일기데와 같은 1차 사료를 통해 대강을 알 수 있으며, 바南漢日記데나 바丙子錄데과 같은 여러 문집
에도 자세히 실려 있다. 바해동휘언데은 이들 책에 나온 모문룡과 유흥조 형제 관련 기사를 따로 모아놓은
것이다. 날짜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어 연구자들이 이용하기에게 편리하다.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많은 연구 성과를 쌓아가고 있지만, 바해동휘언데을 참고자
료로 인용한 논저는 아직 없는 것 같다. 바해동휘언데의 첫째가는 가치는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
안 알려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바해동휘언데은 그것들을 선별해 집대성한 점
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소규모 바練藜室記述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사본말체 자료이므로, 호란 연
구자라면 반드시 참고할 필요가 있다.

5. 蘇營經歷 소개
(1) 기본정보
公忠道 水軍虞候 張度相이 1868년(고종 5)~1869년 연간에 수군절도사 張厚植과 공충감사 閔致庠이
승정원에 올린 장계를 비롯해 당시 公忠水營의 운영 및 屬鎭의 실태 등의 충청수영 관련 문서를 모아놓
은 책이다. 장도상의 출신지와 생몰연도, 무과 급제 여부 등은 알기 어려우나, 그의 관원 이력은 바승정
원일기데에서 살필 수 있다. 장도상은 1843년(헌종 9)에 守門將, 1846년(헌종 12)에 副司果, 1847년(헌종
13)에 武兼, 1849년(철종 원) 3월에 繕工主簿, 그해 12월에 司宰主簿, 1851년(철종 3)에 訓練判官과 慶
尙左水虞候에 제수되었다.
경상좌수우후를 역임하던 중인 1852년(철종 4) 12월 東萊府 龍塘浦에 미국 포경선 사우스 아메리카
(South America)호가 표류·정박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때 장도상이 수하를 시켜 미국 배에 올라 조사
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바로 미국과 우리의 최초 접촉이었다. 이후 1853년(철종 5)에 부사과와 무겸,
1865년(고종 2)에 무신 겸 선전관, 1867년(고종 4) 7월에 공충도수영, 즉 蘇營의 公忠水虞候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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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고종 6) 장도상은 알 수 없는 죄목으로 의금부에 하옥되었다. 장도상이 진술서의 내용대로 遲晩
을 다짐하자 의금부에서는 刑推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왕은 형추를 금하되 의금부에서 의논해서 처리
하라는 명했다. 이로 보아 꽤 중대한 죄목이었던 같지는 않다. 결국 장도상은 법률 검토를 거쳐 笞刑 50
대와 贖錢을 내고 풀려났다. 장도상에 관한 기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의 최종 관직은
공충수우후에서 그친 듯하다.

(2) 구성
서명이 ‘蘇營經歷’인 이유는 당시 충청수영이 충청도 保寧郡 鰲川面 蘇城里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
이다. 바소영경력데은 대체로 날짜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으나 실려 있는 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아래와 같
이 몇 개의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다.
① 남연군묘 도굴사건 : 이양선이 출몰해 南延君의 묘를 도굴한 사건, 일명 戊辰洋擾가 발생한 1868
년 4월 무렵의 관련 자료인데, 대개 조정에 올린 장계이다. 수군절도사와 감사의 장계에 이어 조정의 下
敎도 나온다. 바소영경력데의 1~14쪽에 있는 ｢同月二十五日午時又啓｣, 날짜로 보면 4월 19일에서 25일의
사이의 기사가 이에 해당한다. 22~26쪽의 ｢戊辰四月十九日傳令中營｣과 ｢戊辰閏四月初一日甘下舟師各邑
鎭｣ 등의 기사(4월 19일에서 윤4월 1일까지)는 장계는 아니지만, 남연군묘 도굴사건 관련 내용이다.
② 조선후기의 충청수영 관련
㉮ 기타 장계 : 4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9차례의 장계가 등장한다. 14~18쪽의 ｢同月二十九日午時
又啓｣와 ｢秋冬等｣ 기사는 남연군묘 도굴사건이 아닌 일반 장계이다.
㉯ 보고서 : 18쪽의 ｢戊辰十二月初十日報鎭撫營｣는 江華에 위치한 鎭撫營에 올리는 보고서이고, ｢戊辰
閏四月初二日報巡營｣은 巡營(공충감영)에 올리는 보고서이다. 모두 공충수영의 상급기관이다.
㉰ 현판, 중수기, 축문 : ｢永㑱亭懸板｣과 ｢黃鶴樓重修記｣, ｢本營路神祭城隍祭祝｣, ｢中堂祝｣, ｢厲祭祝｣
등이 있다.
㉱ 인사 : 소영 내부의 인사고과라고 할 수 있는 褒貶 등급이 나오며, 수군절도사가 상관에게 올리는 사
직서도 들어있다. 충청우도 암행어사가 절도사를 평가한 장계도 이 범주에 속한다.
㉲ 節目 : ｢浦稅錢三百兩술獘節目｣은 포구에 들어오는 물품세에 대한 내역이다. ｢鎭撫廳畓還退㭪獘節目
｣는 진무청으로부터 사들인 논을 도로 물린 대금의 일부를 사용한 내역이다.
㉳ 關文, 기타 : 바소영경력데말미에는 삼도수군통제사의 관문이 나오고, 전라감사의 두 차례 장계가 이
어진다. 마지막으로 영의정 金炳學(1821~1879)의 글이 보인다.

(3) 내용
① 남연군묘 도굴사건 : 남연군묘 도굴사건 관련 장계는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모두 10차례 나온다.
이 중에서 앞의 9차례는 이양선의 출몰, 덕산 관아 습격 및 조선군의 일방적 패퇴, 그리고 남연군묘 도
굴에 관한 내용이다. 마지막의 25일자 장계는 연해 방비를 엄히 단속하라는 議政府의 하교에 대해 이양
선이 보일 때마다 격멸하고 즉시 보고하겠다는 사후약방문격 장계이다. 바소영경력데에서 덕산군수가 올린
장계를 보면 러시아[我羅沙] 병사라고 일컬으며 침입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淸國人이 위장한 것이다. 남
연군묘 도굴사건과 관련해 장계가 아니라 傳令에 해당하는 글도 보인다. 편자 장도상이 남연군묘 도굴사
건과 관련해 中軍營에 내린 전령, 공충도수영에서 예하 17개 邑鎭에 내려보낸 秘傳令, 鴻山의 旗牌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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禦邊軍官 및 靑陽의 어변군관에게 내린 甘下 등이다.
② 조선후기의 충청수영 관련
㉮ 기타 장계 : 여기에는 이양선의 출현, 죄수의 공개 처형, 소영에서 실시한 都試의 결과, 城堞과 軍器
수리 이야기가 나온다. 예하 屬鎭의 하나인 平薪鎭의 첨사가 박봉을 털어 군기와 전각 등의 수리비용에
충당했음을 알리는 善啓도 보인다.
㉯ 보고서 : 진무영에 올린 보고서는 1차례인데 정기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공충감영에는 3차례 보고를
올린 것으로 나온다. 두 번째는 군선 제조와 수리에 필요한 斫島의 松田 관리 및 육성, 이를 위반하고
偸松한 자를 처벌한 기사도 눈길을 끈다. 세 번째 보고서에는 경비 운용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다. 軍布
대신에 거두어들인 番錢의 지출명세서라 할 수 있는데, 지출 항목은 다양하다. 또한 戶曹에 올린 21쪽의
｢戊辰十二月初四日報戶曹｣는 景福宮 중건에 충당했던 願納錢 상납 관련 흥미로운 이야기다. 충청수영의
원납전은 戶와 人口를 따져 786냥을 먼저 상납하고, 다음으로 영내의 부호들에게서 1천 냥을 거두어 상
납했다고 나와 있다. 의정부에 올린 보고서에는 충청수영 관할지역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虎豹皮와 鹿皮
를 사들여 상납했다는 기사가 나온다.
㉰ 현판, 중수기, 축문 : ｢永㑱亭懸板｣은 編者 장도상의 傍祖와 5대조, 祖考의 사연이 깃든 정자를 생각
하며 지은 7언 율시다. ｢黃鶴樓重修記｣는 퇴락해 가는 평안도 江東郡의 정자 황학루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겨 중수에 크게 도움을 준 경위를 적은 글이다. ｢本營路神祭城隍祭祝｣은 역병이 돌지 않도록 공충수
영에서 地神과 성황신에게 기원하는 글이다. ｢中堂祝｣은 전몰 장수와 병사를 애도하는 글이다. ｢厲祭祝｣
은 그해 역병이 돌아 억울하게 죽은 원혼을 위로하는 글이다.
㉱ 인사 : 사직서가 2차례가 나온다. 1차에서 허락을 얻지 못하자 다시 사직을 요청했는데, 사직의 이유
가 부임한 이래 얻은 바닷가의 풍토병 때문이라는 사실이 흥미롭다. 절도사 장후식은 임기를 마치고 右
副承旨로 전근한다. 29쪽의 기사년 정월 22일의 기록이 관련 내용으로, 바승정원일기데(고종 6년 1월 22
일)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들어있다. 시기로 보아 이에 앞서는, 32쪽의 무진년 12월 26일에 충청우도
암행어사가 올린 절도사 평가 장계가 장후식의 京職 전근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 절목 : 충청수영은 조선의 방비에 중요한 곳이므로 포구에서 거두어들인 세금 중에서 해마다 3백 냥
씩 방위세 명목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3백 냥 중에서 2백 냥은 무기고에 옮겨 군수품을 조달했다. 1백
냥은 활쏘기와 총 쏘기 실력을 겨루어 상위 3인에게 상금으로 지급했는데, 상금 액수도 기록해 놓았다.
이전에 충청수영에서 진무청의 논 1石 4斗落을 사들인 적이 있었다. 이후에 수영도 진무청도 사정이 생
겨 대금 1천 5백 냥을 돌려받은 다음, 그 일부를 충청수영의 군용으로 사용했다는 기사이다.
㉳ 關文, 기타 : 統營에서 공충수영에 보낸 삼도수군통제사의 관문은 민란이 발생한 전라도 光陽縣監
의 죄상을 담고 있다. 조정에 올린 장계와 같은 내용이다. 바로 다음에 민란에 대한 전라감사의 장계가
나오는데, 앞의 글을 보충한 것이다. 충청수영과는 직접 관계가 없는 글이다. 金炳學의 글은 次對에서
고종에게 올린 것이다. 보령 앞바다 元山島의 鎭將을 없애고 우후를 다시 주둔시켜 바다를 살피고 漕運
船 감시를 철저히 하자는 내용이다.

(4) 가치
바소영경력데은 이제까지 연구자들이 취급하지 않은 자료이다. 기존 연구를 간략히 검색해 본 결과, 관
련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본 자료를 참고한 적이 없는 것 같다.24) 따라서 앞으로 연구가 기대될 만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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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는 크다. 또한 간간이 등장하는 吏讀 표기는 19세기 말의 이두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내용적
가치도 대단히 크다. 무진양요(남연군묘 도굴사건), 조선후기 충청수영의 실태 관련 연구 분야에서 활용
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본다. 21쪽의 願納錢 이야기를 비롯해 귀중한 내용이 적지 않다. 특히 1년 남짓
짧은 기간 동안 이처럼 상세하게 충청수영의 실상을 기록해 놓은 자료는 드물지 않나 싶다. 국립중앙도
서관 고전운영실 보존 도서 ‘古2159-29’로 찾을 수 있는 바소영경력데은 본 동양문고 소장본을 복사한 동
일한 내용의 책이므로, 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서도 이 자료를 참고할 수 있다.

6. 맺음말
이번 일본 동양문고 소장 한국역사 관련 해제작업(2차)에서는 국내에는 없으나 학계에서 크게 주목해
야 할 결정적인 새로운 자료는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지만 국내 기관에 소장되어 있거나 관련 학
계에 알려진 자료들을 보다 정치하게 비교･대조할 가치가 있는 보완적 자료들이 적지 않게 소장되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4) 한 예로, 조선후기 충청수영 관련 연구로는 신재덕 1992, ｢충청수영에 관한 연구｣, 바大保文化데 2,
대보문화연구회; 황의천, 2007, ｢조선시대 충청수영과 屬鎭의 위치에 대한 고찰｣, 바保寧文化데16, 보
령문화연구회; 민병선, 2012, ｢19세기 충청수영의 운영과 기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이 있는
데, 모두 바소영경력데을 참고하지 않았다. 오페르트 도굴사건 관련 기존 연구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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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吏文襍例, 音韻編彙, 吏讀便覽을 중심으로-

장경준 (고려대)

1. 머리말
이 글은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한국어사 관련 자료 중에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을 선별하여 소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주로 다룰 자료는 바이문잡례(吏文襍例)데, 바음운편휘(音韻編彙)데, 바이두
편람(吏讀便覽)데의 3종이다.
바이문잡례데는 조선 후기 문서서식집 겸 이두학습서로서 현재 알려져 있는 유일한 판본이며 당시 유행
하던 바유서필지(儒胥必知)데의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선본(善本)이다. 바음운편휘데는 한자음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고 한글로 석(釋)을 달아놓은 한자자전으로서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진 적이 없는
새로운 자료이다. 바이두편람데은 널리 쓰이는 이두와 이문의 독법과 용법을 정리한 자료로서 국내에 있는
이본들과는 계통을 달리 하며 책이 만들어지는 초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동양문고에는 이 밖에도 바대명률홍무직해(大明律洪武直解)데, 바이문(吏文)데, 바이문집람(吏文輯覽)데등의
한국어사 관련 자료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도 간략한 소개를 덧붙이기로 한다.

2. 吏文襍例
바이문잡례데는 이두(吏讀)가 섞여 있는 각종 문서의 서식을
모으고 이두에다 한글로 독법을 달아놓은 조선 후기 문서서
식집 겸 이두학습서이다. 편저자는 미상이다.

• 구성 및 내용
모두 14장으로 이루어진 목판본이다. 권두에는 ‘이문잡례
(吏文襍例)’라는 제목 다음에 목차나 저자에 관한 사항 없이
바로 본문이 시작되고 권말에도 본문이 끝난 뒤 제목이나
간행과 관련된 정보가 없다. 서문이나 발문도 없으며 판심
또한 ‘一’부터 ‘十四’까지의 장차만 새겨져 있는 매우 소박
한 형식이다.

1) 이 글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의뢰로 필자가 작성한 해제를 바탕으로 준
비한 것이다. 단, 바이문데과 바이문집람데을 소개한 부분은 해당 문헌에 대한 정승혜 선생님의 해제를
참고하여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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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부터 제9장까지는 보장식(報狀式), 서목식(書目式), 소지식(所志式), 상언식(上言式), 중수동추식
(重囚同推式), 결송입안식(決訟立案式), 매득사출식(買淂斜出式), 이관하첩식(移關下帖式)의 8가지 문서
양식이 차례로 소개되어 있다. 각각의 문서는 시작할 때 행을 바꾸어 문서 제목 및 부제를 한 행에 표기
하고 다시 행을 바꾸어 문서의 본문을 시작함으로써 다른 문서와 분명히 구분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
목식은 그렇지 않고 보장식의 뒷 부분에 바로 붙어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7개의 문서처럼 보인다. 이는
편집상의 잘못으로서 『이문잡례』의 문서들을 옮겨 실은 필사본 『경리잡설(經俚襍說)』이나 목판본 『유서
필지(儒胥必知)』에는 모두 서목식이 보장식과는 별도의 문서로 편집되어 있다.
그리고 8개의 문서 가운데 상언식과 중수동추식의 사이에는 ‘지금 쓰고 있는 이두는 거의 다 앞의 세
가지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 나머지 긴요하지 않아 드물게 쓰이는 것들은 아래에 싣는다(行用吏吐幾
盡入於上項三件文字其餘不緊罕用者列錄於左)’라고 하는 이른바 ‘한용자(罕用者)’의 설명 문구가 등장하
고, 이어서 ‘貌如使內良如敎즛다부리다이’ 등의 드물게 쓰이는 이두 11항목의 표기와 한글 독법이 실
려 있다. 이 설명 문구에서 말하는 ‘세 가지 문서(三件文字)’는 앞의 보장식, 소지식, 상언식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여기서도 서목식은 보장식의 한 부분인 것처럼 다루어져 있으나 이 또한 편집자의 부주의로
보인다. 한용자 조항을 경계로 하여 그 이전의 네 문서에는 이두에 한글 독음이 비교적 빠짐 없이 달려
있고 그 이후의 네 문서에는 새로 출현하는 이두 위주로 한글 독음이 드문드문 제시되어 있다.
한편 제10장부터 끝까지는 ‘이상국거관훈범(李相國居官訓範)’이 실려 있는데 이두가 섞이지 않은 순수
한 한문으로 되어 있어서 ‘이두로 작성된 문서의 여러 가지 사례’라는 의미의 ‘이문잡례(吏文襍例)’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글이다. 따라서 형식상 앞의 8가지 이두 문서와 나란히 배치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본문이 아닌 부록의 성격을 띠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서지적 가치
바이문잡례데는 일본 동양문고 소장본이 현재 학계에 알려져 있는 유일본이다. 국내에 홍순혁 교수 가장
본(家藏本)이 있다는 본인의 기록이 있으나 실물이 공개된 바 없다. 또한 동양문고본은 인쇄와 보관 상
태가 좋은 선본(善本)이어서 책의 내용을 확인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 자료를 연구하는 데
에 동양문고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 내용적 가치
바이문잡례데는 널리 유포되지는 않은 듯 현재 남아 있는 책이 거의 없다. 그러나 비슷한 성격의 문헌으
로 당시 폭넓게 읽혔던 바유서필지(儒胥必知)데에 바이문잡례데에 실린 문서 8종 가운데 소지식과 상언식을
제외한 6종이 다시 실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 점을 중시하여 바이문잡례데를 바유서필지데
의 ‘남본(濫本)’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나 바유서필지(儒胥必知)데의 체제상 바이문잡례데에서 옮겨 실은 내
용은 본문이 아니고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이므로 지나친 표현이라 하겠다. 더욱이 일부 선행 연구나 해
제에서는바유서필지데의 부록으로 유명한 ‘이두휘편(吏讀彙編)’까지도 바이문잡례데에서 옮겨 실은 것으로 기
술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최근 학계에 보고된 필사본 바경리잡설(經理襍說)데을 참고하면, 바유서필지데의
편찬자는 별도의 이두 어휘집인 바동국이두휘편(東國吏讀彙編)데과 바이문잡례데를 재편집하여 바유서필지데의
부록으로 함께 실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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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유서필지데와 관련하여 바이문잡례데의 가치는 오히려 텍스트의 정확성에서 찾을 수 있다. 두 책에 공통
적으로 실린 보장식, 서목식, 중수동추식, 결송입안식, 매득사출식, 이관하첩식의 텍스트를 대교(對校)해
보면 바이문잡례데의 것이 훨씬 정확하고 오류가 적다. 특히 한글로 표시한 이두 독음 부분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예컨대 ‘爲行如可, 爲白在果’의 경우 바이문잡례데에는 ‘여가, 견과’라고 표기되어 있
으나바유서필지데에서는 판본에 따라 ‘여나가/여나기, 겹과/건과’ 등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다. 따라서바이문잡례데에 실려 있는 188항목에 이르는 이두의 한글 독음 표기는 바유서필지데의 잘못을 바
로잡고 올바른 이두 독음을 추정하는 데에 꼭 필요한 소중한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바이문잡례데에는 조선 후기에 사용되던 한자의 다양한 이체자(異體字)와 약자(略字)가 등장한다.
예를 들면 间(問),
(條),

(關), 㝳(等) 또는 朩(等), 阝(隱),

(京), 与(與),

(齊),

(發),

(實),

(號), 囙(因),

(須) 등이 보이는데 이들은 조선 후기에 민간에서 널리 사용하던 자체

였으므로 한국 한자의 이해와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들 이체자나 약자들은 특히 이두에 사
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阝(隱)’자의 경우 ‘은’이라는 음절을 적을 때는 정자인 ‘隱’을 쓰고 ‘ㄴ’이라는 음
소를 적을 때에는 약자인 ‘阝’를 쓰는 식으로 구분하여 사용한 경향이 있어 흥미로운 모습을 보인다.
한편 제1장의 앞면에는 구두점(句讀點)과 사성점(四聲點)으로 생각되는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다. 그
러나 이것은 어떤 독자가 자의적으로 기입한 것으로서 일관된 사용 원칙을 발견하기도 어려우므로 가치
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3. 音韻編彙
바음운편휘데은 19세기에 같은 음을 가진 한자들을 모아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고 각각의 한자에 한글로
풀이를 달아놓은 한자자전이다.

(동양문고본)

(서울대 중앙도서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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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및 내용
모두 64장으로 이루어진 불분권 1책의 필사본이다. 표지와 권두에 ‘음운편휘(音韻彙編)’라는 제목만 있
고 바로 본문이 시작된다. 본문은 변란이나 판심, 계선이 없는 백지에 10행으로 작성되었다. 각 행의 맨
위 가로줄은 한자음의 한글 표기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하여 이 책이 기본적으로 한자음을 기준으로 한
자들을 모아놓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올림말에 해당하는 한자들은 한글로 표기된 한자음
아래 기본적으로 1행 10개씩 배열하고, 각 한자의 훈(訓)을 비롯한 그 밖의 정보는 한자 밑에 쌍행의 작
은 글씨로 적었다.
한글로 표기된 한자음은 모두 540개이고, 각 한자음 아래 제시된 한자는 모두 10,403개이다. 각 한자
음 별로 제시된 한자의 개수를 괄호안에 표시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가(49), 각(25), 간(44), 갈(19),
감(43), 갑(6), 강(49), (28), 가(1), 갹(5), 거(49), 건(26), 걸(8), 검(7), 겁(5), 게(10), 격(22), 견(40), 결
(19), 겸(16), 경(81), 겹(3), 계(44), 고(98), 곡(20), 곤(32), 골(5), 공(46), 괴(17), 괵(5), 굉(23), 과(36),
곽(7), 관(35), 괄(12), 광(24), 괘(6), 교(69), 구(107), 국(21), 군(12), 굴(12), 궁(13), 귀(4), 권(20), 궐
(10), 궤(18), 규(42), 균(15), 귤(2), 극(16), 근(25), 금(19), 긔(88), 급(13), 긍(10), 기(23), 긱(2), 긴(3),
길(9), 간(4), (7), (4), (9), 각(1), 나(14), 난(10), 날(8), 남(7), 납(6), 낭(7), (10), 냥(1), 녀(3),
년(4), 녁(2), 념(4), 녑(2), 녕(10), 녜(2), 노(21), 녹(5), 논(2), 농(10), 뇌(6), 뇨(13), 뇽(3), 누(6), 눈(3),
뉼(3), 뉴(10), 육(5), 윤(3), 뉼(1), 융(1), 늑(1), 음(2), 능(2), 니(6), 닉(3), 닌(8), 닐(4), 님(2), 닙(2), 
(4), (1), 다(6), 단(43), 달(12), 담(58), 답(17), 당(36), (4), 덕(2), 뎌/져(65), 뎍/젹(52), 뎐/젼(99),
뎜(23), 뎝(17), 뎡/졍(83), 뎨/졔(64), 도(74), 독(19), 돈(20), 돌(6), 동(45), 됴(66), 두(29), 둔(9), 득(1),
등(26), 디/지(60), (28), 라(28), 락(14), 란(25), 랄(4), 람(25), 랍(9), 랑(20), 략(6), 량(20), 려(47), 력
(17), 련(20), 렴(19), 렬(15), 렵(4), 령(38), 려(7), 로(51), 록(24), 론(1), 롱(24), 뢰(24), 료(39), 룡(2), 루
(35), 류(35), 육(7), 륜(8), 률(15), 륭(8), 륵(8), 름(3), 릉(13), 리(58), 린(25), 림(6), 립(7), (7), (1),
마(16), 막(10), 만(30), 말(16), 망(28), (3), 멱(8), 면(19), 멸(8), 명(17), 몌(2), 모(53), 목(12), 몰(3),
모(20), 묘(25), 무(36), 묵(0), 문(25), 물(6), 묵(45), 민(24), 밀(6), (27), (12), (13), 박(39), 반(50),
발(23), 방(56), 번(26), 벌(8), 범(17), 법(6), 벽(19), 변(17), 별(10), 병(27), 보(27), 복(42), 본(1), 봉(34),
부(85), 북(1), 분(49), 불(29), 붕(6), 비(101), 빈(20), 빙(10), (12), (28), (8), 사(34), 삭(6), 산(24),
살(8), 삼(15), 삽(24), 상(21), 쌍(4), 샤(20), 샥(3), 샹(28), 서(4), 셔(40), 셕(30), 션(55), 셜(27), 셤(20),
셥(13), 셩(27), 셰(10), 소(34), 속(12), 손(10), 솔(6), 송(2), 쇠(3), 쇄(9), 쇼(30), 쇽(7), 숑(13), 수(27),
슈(79), 슉(24), 슌(42), 슐(4), 슝(10), 슬(7), 습(11), 승(15), 싀(69), 식(17), 신(45), 실(6), 심(22), 십(2),
(59), (9), (3), (8), (4), (9), 아(39), 악(27), 안(15), 알(19), 암(23), 압(8), 앙(20), 애(27), 야
(17), 약(17), 양(36), 어(19), 억(9), 언(20), 얼(10), 엄(23), 업(5), 에(5), 여(27), 역(28), 연(51), 열(33),
엽(3), 영(37), 예(70), 오(70), 옥(8), 온(19), 올(7), 옹(23), 외(14), 와(22), 완(39), 왈(4), 왕(8), 요(62),
욕(10), 용(37), 우(63), 욱(13), 운(27), 울(8), 웅(2), 위(51), 원(41), 월(11), 유(116), 육(5), 윤(8), 융(10),
은(25), 을(2), 음(16), 읍(8), 응(6), 의(39), 이(76), 익(14), 인(42), 일(12), 임(13), 입(3), 잉(7), (2), 
(15), (8), (15), 자(10), 작(8), 잔(14), 잠(6), 잡(10), 장(19), 자(17), 쟉(23), 쟝(38), 적(4), 져(48), 졀
(25), 조(60), 족(5), 존(2), 졸(5), 죄(2), 좌(9), 종(29), 죡(1), 죵(13), 주(24), 줄(1), 쥬(50), 쥭(2), 죵(8),
쥰(29), 즉(6), 즐(9), 즙(13), 증(19), 직(7), 진(50), 질(36), 짐(4), 집(6), 징(6), (57),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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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30), 착(11), 찬(30), 찰(15), 참(31), 창(22), (7), 챠(11), 챡(4), 챵(25), 쳐(12), 쳑(37), 쳔(43),
쳘(24), 쳠(26), 쳡(28), 쳥(15), 쳬(38), 초(7), 촉(3), 촌(5), 총(22), 최(13), 촤(5), 촬(4), 쵸(55), 쵹(15),
춍(5), 추(18), 츄(48), 츅(17), 츈(2), 츌(6), 츙(21), (25), 췌(12), 측(11), 츤(5), 층(3), 츼(8), 치(47), 칙
(4), 친(2), 칠(5), 침(25), 칩(4), 칭(3), (5), (7), (9), (18), 쾌(8), 타(52), 탁(35), 탄(16), 탈(8),
탐(11), 탑(17), 탕(11), 태(8), 터(1), 토(8), 톤(3), 통(12), 퇴(14), 투(16), 특(8), 틈(2), (1), (5), 
(16), (1), 파(39), 판(15), 팔(5), 패(31), 퍅(3), 편(24), 폄(4), 평(8), 폐(17), 포(58), 폭(4), 표(43), 풍
(12), 품(2), 퓨(2), 피(19), 필(30), 핍(5), (6), 하(22), 학(16), 한(38), 할(7), 함(33), 합(22), 항(29), 
(2), 햐(5), 향(12), 허(6), 헌(7), 헐(4), 험(10), 협(7), 혀(3), 혁(20), 현(42), 혈(10), 혐(1), 협(26), 형(30),
혜(21), 호(76), 혹(4), 혼(18), 홀(7), 홍(18), 회(44), 획(10), 횡(6), 화(24), 확(18), 환(46), 활(5), 황(40),
홰(3), 효(29), 후(23), 훈(18), 훌(4), 흥(2), 휘(12), 훠(2), 훤(11), 훼(10), 휴(21), 휵(4), 휼(13), 흉(10),
흑(1), 흔(15), 흘(13), 흠(7), 흡(8), 흥(1), 희(36), 히(2), 힐(10), (5), (4), (2), (59), (4), (9)
위의 한자음 표기 중에서 밑줄 그은 ‘, 가, 간, 각, , , , ’는 각각 ‘개, , , , 매, 해’의
잘못이다(‘’은 배열 순서도 ‘’의 앞으로 배치되어야 옳음). 배열 순서 상으로는 모음 ‘ㅏ’와 ‘ㆍ’가 정
확히 구분되었으나 표기에서 혼란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묵’으로 표시된 한자 45개 중 뒤의 40개는 한
자음 ‘미’의 표기가 누락되었다. 한자음 표기의 이러한 혼란과 누락은 대체로 필사자의 부주의 때문으로
판단된다.

• 서지적 가치
바음운편휘데는 서문이나 발문, 범례 등이 없어 저자와 제작 경위는 알 수 없다. 다만 본문의 뒤에 “무
술계동신안번등(戊戌季冬新安飜謄)”이라는 필사기와 이석호(李晳鎬)의 인장 및 마에마 쿄사쿠(前間恭作)
의 장서인이 찍혀 있다. 이석호는 1858년생으로 1880년에 선전관(宣傳官)에 임용된 뒤 삼척영장(三陟營
將), 영산(靈山)군수, 정주(定州)군수 등을 지낸 인물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이석호가 1898년 겨울 신안에
서 베껴 간직하던 것을 마에마 쿄사쿠(前間恭作)가 입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책의 이본(異本)으로는
유일하게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같은 이름의 필사본이 있다. 동양문고 소장본보다 반엽에 1행이 적게 적
혔으나 동양문고 소장본과 구성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여기에도 편저자를 알 수 있는 기록은 발견되
지 않는다.
바음운편휘데와 비슷한 성격의 책으로는 필사본 바음운첩고(音韻捷考)데와 바음운반절휘편(音韻反切彙編)데
이 있다. 이들은 바음운편휘데와 마찬가지로 한자음을 기준으로 한자를 배열하고 한자마다 의미풀이 등을
달아놓은 자전이고, 19세기에 만들어진 필사본으로서 편저자는 알 수 없다. 바음운편휘데, 바음운첩고데, 바음
운반절휘편데의 이본들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바음운편휘데의 이본
소장처

표제

내제

책수

일본 동양문고

音韻編彙

音韻編彙

1책

VII-1-39

서울대 중앙도서관

音韻編彙

音韻編彙

1책

심악 411.5 Eu59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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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음운첩고데의 이본
소장처

표제

내제

책수

분류번호

서울대 중앙도서관

音韻捷考

音韻捷考

1책

일사 413.1 Eu59

서울대 중앙도서관

音韻捷考

音韻捷考

1책

일석 413.1 Eu59cp

서울대 규장각

音韻

音韻捷考

1책

一簑古 413.1-Eu59a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音韻捷考

音韻捷考

1책

K1-195

(3) 바음운반절휘편데의 이본
소장처

표제

내제

책수

분류번호

서울대 규장각

音韻反切彙編

音韻反切彙編

1책

상백古 411.5-Eu59

서울대 규장각

音韻

音韻反切彙編

1책

古 3840-1

字會音韻反切彙編

字會音韻反切彙編鐧

1책

고서 總.字彙類 34

音韻反切彙編

音韻反切彙編·同音玉篇

1책

古3014-15

충남대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위의 세 문헌 가운데 바음운첩고데와 바음운반절휘편데은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계통의 저본을
필사한 것이다. 한편 바음운편휘데에서는 한자를 운서(韻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운목(韻
目)과 성조가 표시되어 있고, 올림말에 ‘ㄹ’로 시작하는 한자음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등
바음운첩고데나 바음운반절휘편데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 나타난다. 이는 바음운편휘데의 저본이
바음운첩고데, 바음운반절휘편데의 저본과는 계통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동안 한국한자음을 기준으로 한자를 배열한 초창기 자전으로 19세기에 만들어진 바음운첩고데와 바음
운반절휘편데만이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동양문고에 소장된 바음운편휘데는 이들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초
기 한국형 자전의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서울대 중앙도서관본과 함께 서지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지닌
다.

• 내용적 가치
바음운편휘데에서는 19세기 당시의 한자음과 관련한 음운현상을 살펴볼 수 있다. 한자음 표기에서 모음
‘ㅏ’와 ‘ㆍ’의 표기가 혼란을 보이는 것은 ‘ㆍ’가 더 이상 ‘ㅏ’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다. 또한 ‘ㄷ’계열 한자음에서 구개음화가 가능한 부분이 ‘뎌/져, 뎍/젹, 뎐/젼, 뎡/졍, 뎨/졔, 디/지’로
병기가 되어 있는 것은 구개음화가 아직 진행중임을 보이는 반면 ‘ㅌ’계열 한자음의 경우 ‘ㅣ’모음과 공
기한 표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이미 구개음화가 끝났음을 암시한다.
또한 바음운편휘데는 한자의 음과 훈을 풀이한 자전의 일종이므로 19세기 당시의 어휘를 살펴볼 수 있
는 좋은 자료가 된다. 특히 두 종류의 이본을 비교해 보면 같은 한자에 대한 풀이말이 서로 다른 어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주목된다. 예컨대 ‘柯’자의 풀이가 서울대 중앙도서관본에서는 ‘나모가지’로 되어
있는 반면 동양문고본에서는 도끼자루를 뜻하는 ‘도치자로’로 되어 있다. ‘柯’자에는 ‘나뭇가지’와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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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루’의 의미가 모두 있으므로 어느 한 쪽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고, 필사자가 필사하는 과정에서 저본
에 있는 풀이말을 자신에게 더 익숙한 다른 단어로 대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동양문고본의 필사자인
이석호는 ‘柯’자의 1차적인 의미를 ‘나뭇가지’가 아닌 ‘도끼자루’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
는 19세기 당시의 한자 교육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4. 吏讀便覽
바이두편람데은 19세기에 이두(吏讀) 및 이문(吏文)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를 모아 그 독법과 의미를 주
석해 놓은 책이다.

• 구성 및 내용
모두 17장으로 이루어진 불분권 1책의 필사본이다.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편람범례(吏讀便覽凡例: 제1장)’, ‘이두편람(吏讀便覽: 제2~7장)’, ‘집람이문(輯覽吏文: 제8~11장)’, ‘행
용이문(行用吏文: 제12~17장)’. 따라서 ‘이두편람’은 이 책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이 책을 구성하는 첫째
편의 이름이기도 하다.
‘이두편람범례’에서는 먼저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설총이 이두를 지은 이래 변화가 있으나 문서
에서는 아직도 사용되어 특히 시체의 검안서나 옥사의 조서 등에는 이두를 쓰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사
건의 처리를 신중히 하고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차원에서 이두를 널리 펴 통일하고자 하시는 임금의
뜻”을 받든다는 책의 편찬 취지를 밝혔다. 그리고 세 항목에 걸쳐 (1) 설총이 만든 100여 항목의 이두를
1자부터 10자까지 수록한다는 점, (2) 최세진이 편찬한 바이문집람(吏文輯覽)데에서 사용할 만한 100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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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려 주석과 함께 뒤에 붙인다는 점, (3) 당시의 방언으로 관부(官府)나 주현(州縣)에서 사용되는 ‘尺
文, 還上, 薛里, 召史’ 등은 한문에 쓰이는 것과는 음과 훈이 다르므로 이런 것들을 모아 바이문집람데의
예를 따라 제시한다는 점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이두편람’ 편에는 ‘節 디위’ 등 1자류 9개, ‘爲遣 고’ 등 2자류 105개, , ‘爲在果 견과’
등 3자류 62개, ‘爲有如乎 잇다온’ 등 4자류 70개, ‘爲白乎等以 온들로’ 등 5자류 28개, ‘爲乎乙
喩在果 올디견과’ 등 6자류 12개, ‘爲白乎等以用良 온들로쓰아’ 등 7자류 8개, ‘便亦不納爲乎樣以
여블납온양으로’ 등 8자류 5개, ‘使內有亦爲白臥乎事 라온이여누온일’ 등 9자류 3개, ‘某戈
只進叱使內良如爲 이모과그리나잇라아허트러’ 등 10자류 3개 등 총 305개 항목의 이두와 독법을 제
시하였다.
이어서 ‘집람이문’ 편에는 바이문집람데(명나라와 주고받은 외교문서 등을 모은 바이문데에서 어려운 어구
를 뽑아서 풀이한 책으로 최세진이 편찬하여 1539년 간행)에 수록된 어구 중에서 당시 필요한 것을 선
별하여 모두 124개 항목을 옮겨 실었다. 옮겨 싣는 과정에서 약간의 첨삭이 있었다. 그런데 이 편은 편
집상 완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 편이 시작하는 제8장에는 아무런 이름 없이 ‘端布’ 등의 40개 항목
만 실려 있고, 그 다음 장에 가서야 첫 줄에 ‘집람이문’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다음 줄부터 ‘奏’ 등의 84
개 항목이 1자류부터 4자류까지 나열되어 있는 것이다(자류의 명칭은 없음). 책의 체제상 ‘端布’ 등의 40
개 항목은 뒤의 2자류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마도 1차 편집이 이루어진 후 40개 항목이 추가되었는
데 그것이 미처 편집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행용이문’ 편에는 당시 관청의 공문서에서 사용하던 이문 가운데 한문의 지식만으로는 이
해하기 어려운 어구들을 모아 1자류부터 4자류까지 모두 172개의 항목을 나열하고 주석을 달아 놓았다
(‘집람이문’ 편과 마찬가지로 자류의 명칭은 없음). 주석에는 먼저 한글로 독법을 보이고 한문으로 용법
이나

어원을

풀이하였는데

이제현(李齊賢,

1287-1367)의

바역옹패설(櫟翁稗說)데, 이수광(李睟光,

1563-1628)의 바지봉유설(芝峯類說)데, 남학명(南鶴鳴, 1654-1722)의 바회은집(晦隱集)데, 남극관(南克寬,
1689-1714)의 바夢囈集데등과 바東國輿地勝覽데에서 인용하였다.

• 서지적 가치
바이두편람데은 범례를 통해 편찬의 동기가 분명한 관찬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이 실제 출간되
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크다. 현재 전해지는 4종의 이본이 모두 필사본이며 간본은 발견되지
않은 점, (전주본을 제외하면) ‘집람이문’ 편의 편집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 (동양문고본
을 제외하면) 책 내용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문장이 본문 사이에 협주로 기록된 경우가 많으며 이는
출간된 책에서는 보기 어려운 현상이라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현전하는 바이두편람데의 저본은 출간
이전의 원고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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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편람데의 이본 4종
소장처
일본 동양문고
일본 고마자와대학

표제

내제

책수

吏讀便覽

吏讀便覽

1책

VII-2-279

吏讀便覽

1책

濯足359

吏讀便覽(吏
讀攷)

분류번호

서울대 중앙도서관

震覽

吏讀便覽

1책

가람古 903 J563

전주고등학교

吏讀便覽

吏讀便覽

1책

(분실되었음)

바이두편람데의 네 이본 가운데 동양문고 소장본은 전 소장자인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가 직접 펜으로
옮겨적은 것으로서, 여기에는 다른 세 이본과는 달리 잘못된 내용을 지적하는 문장이 전혀 나오지 않는
다. 그리고 이두 및 이문 항목의 배열이나 독음표기 등 세부적인 면에서도 다른 이본들과 부분적으로 차
이를 보인다.
따라서 바이두편람데은 위의 특징을 기준으로 크게 두 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는 초고에 가
까운 원고를 필사한 계통(동양문고본)이고, 둘째는 초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을
협주로 기록해 놓은 원고를 필사한 계통(고마자와대학본, 전주본, 가람본)이다. 동양문고본은 그 중 첫번
째 계통의 모습을 보여주는 유일본으로서 서지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다.

• 내용적 가치
이 책은 왕명에 의한 편찬 동기가 확실하므로, 비록 현전하는 이본들이 최종 편집을 마친 온전한 모습
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편찬 과정에서 책임있는 사람이 신중하게 작업했을 것임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19세기 당시에 실제 널리 쓰여서 그 독법과 의미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던 이두와
이문을 수집하여 정리한 믿을 만한 자료집이라는 데에 커다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이두 항목들은 ‘이두휘편(吏讀彙編)’ 등 비슷한 시기에 민간에서 편찬하여 널리 유행한
다른 이두학습서류에 수록된 자료와의 비교 고찰을 통해 이두의 당시 독법을 추정하는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집람이문’ 편과 ‘행용이문’ 편에 수록된 이문 항목들은 바이문집람데이 편찬된 16세기 이후 조선의
공문서에서 실제 사용된 관용적인 표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게 해주는 19세
기 당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5. 大明律洪武直解, 吏文, 吏文輯覽
일본 동양문고에는 위에 소개한 책들 이외에 바大明律洪武直解데, 바吏文데, 바吏文輯覽데등의 한국어사
관련 자료가 있다. 이들에 대해서도 아래에 간략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 바大明律洪武直解데
바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데는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大明律)을 조선의 관리가 알기 쉽도록 이두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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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간행한 책이다. 방대한 분량의 이두 문장이 실려 있어 이두 연구의 보고(寶庫)로 불린다. 1395년의
원간본은 전하지 않고 16세기 이후의 중간본만 전한다. 현재 전하는 이본은 크게 원간본에 가까운 호사
문고(蓬左文庫)본 계통과 그 이후의 수정 및 개정을 반영한 만송문고본 계통, 홍문관본 계통, 대가대A본
계통, 고려대본 계통, 평양간본 계통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동양문고에 소장된 바대명률홍무직해(大明律
洪武直解)데는 가장 후대에 간행된 평양간본 계통의 목판본을 필사한 책이다. 표제의 ‘홍무(洪武)’는 이
책의 원간이 홍무 연간에 이루어졌음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

• 바吏文데
바이문(吏文)데은 조선시대에 이문의 학습을 위하여 승문원(承文院)에서 만든 교재로서 고려말, 조선초에
명과의 외교에서 주고받은 문서와 명에 다녀온 사신를 통해 입수한 공문서를 자료로 하여 편찬한 책이
다. ‘이문(吏文)’은 중국과 주고받는 외교문서 및 관청의 공문서 등에 사용되던 독특한 한문의 문체로‚
한문의 골격에 중국의 속어(俗語) 또는 특수한 용어 등을 섞어 쓴 공문서식을 말한다. 조선 후기에 들어
서는 ‘이문’이 그러한 문체에 사용되는 어휘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한편 고려와 조선에서는 관청에서 사용하는 문서에 차자표기의 일종인 ‘이두(吏讀)’를 일상적으로 사용
하였고, 이두를 사용한 이두문서를 ‘이문(吏文)’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두문서에 쓰인 한자어와 이두를
모아 한글로 독법을 보인 학습서에 바이문(吏文)데, 바이문대사(吏文大師)데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따라서 이두 학습서로 이용된 바이문데과 이문의 학습을 위하여 편찬된 이 책은 구별되어야 한
다.
바이문데은 성종 9년(1478)의 문서까지 수록됨으로써 성종 연간에 편찬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원
간본 계통의 을해자본이 규장각 상백문고 등에 전한다. 동양문고 소장 바이문데은 을해자로 인쇄한 것을
목판으로 다시 새긴 복각본으로서 만력(萬曆) 연간(1573-1620)의 장서기가 있으며 인쇄와 보존 상태가
좋은 선본(善本)이다.

• 바吏文輯覽데
바이문집람(吏文輯覽)데은 최세진(崔世珍, 1465(?)-1542)이 왕명을 받아, 명나라와 주고받은 외교문서 등
을 모은 책인 바이문(吏文)데에서 어려운 어구를 뽑아서 풀이한 책이다. 원간본은 1539년에 간행되었을 것
이나 전하지 않고 현재는 중간본만 전한다. 현전하는 이본 중에는 16세기 중엽에 간행된 바(增定)吏文輯
覽데이 가장 빠르다. 동양문고 소장 바이문집람데은 중간본을 베껴적은 필사본이지만 16세기 중엽의 한국어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2) 필자는 작년 가을에 이 책에 대한 해제도 의뢰를 받았으나 상대적으로 자료적 가치가 떨어지는 사본
으로 판단하여 해제 도서 명단에서 제외하였음을 부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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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성균관대학교)

별첨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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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 東洋文庫 소장 朝鮮本 古書의 藏書印

박철상 (고문헌연구가)

1. 시작하는 말
조선시대 선비들이 인장을 직접 새겨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대략 임란 이후의 일이다. 이와 함께 장서
인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장서인은 책의 소장자가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은 인장을 가리킨
다. 그런데 문인들이 직접 인장을 새기기 시작하면서 단순히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한 인장을 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구를 새긴 閑章의 사용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인장의 용도도 다양해졌다. 그중에
서도 장서인은 문인들에겐 가장 중요한 용도였고, 자신만의 멋을 부린 인장들을 사용했다. 또한 당파에
따라 그 각법도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장서인은 한 개인의 장서문화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
만이 아니라, 한 시대 전각예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특히 장서인을 통해 한 시대 인장
문화의 인단을 살필 수도 있지만, 서적의 유통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더구나 일본 동양문고 소장 조선본의 경우처럼 국내가 아닌 해외에 소장된 서적에 남아 있는 장서인은
어두운 시대의 우리 전적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은 것이다. 본 논고에서는
동양문고 소장 조선본에 남아 있는 주요 장서인을 일별하고, 이의 활용방안을 검토해본다.

2. 주요 장서인 현황
동양문고 소장 조선본 고서에 찍혀있는 장서인은 크게 조선 장서가의 장서인, 일본의 장서인, 동양문
고의 장서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동양문고의 장서인을 제외하고 일본의 장서인 및 조선 장서가의 장
서인 현황을 살펴본다.

(1) 일본의 장서인
일본의 장서인은 동양문고에 유입되기 이전에 소장하고 있던 개인이나 기관의 장서인을 가리킨다. 여
기에는 壬亂 당시에 약탈한 조선본 고서에 찍혀 있는 <養安院藏書>가 여럿 보이고, 일제강점기 日人들
이 수집한 서적에 찍힌 마에마 쿄사쿠(前間恭作,1868~1941)의 <在山樓蒐書之一>, 요시다 도고(吉田東
伍,1864~1918)의 <樂浪書齋>,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1870~1953)의 <幣原圖書> 등이 상당수를 차지하
고 있다. 이밖에도 <岡本藏書記>, <中山氏藏書之記>, <雲邨文庫>, <水山文庫>, <深川文庫>, <山澤氏
藏>, <今井文庫>, <對馬文庫>, <白雲書庫>, <鹿苑寺>, <淸音寺>, <和學講談所>, <帋魚庵藏書>, <淺野
源氏五萬卷樓圖書之記>, <宮地>, <宮崎藏書>, <冷泉府書>, <新宮城書藏>, <戶川氏藏書記> 등의 장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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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확인된다. 주요 장서인의 印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在山樓蒐書之一>
『芥子園圖章會纂』

<樂浪書齋>
『稼亭雜錄』

<幣原圖書>
『見睫錄抄』

<養安院藏書>
『要集』

<中山氏藏書之記>
『高麗史別錄』

이들 장서인을 통해 동양문고 소장 조선본은 마에마 쿄사쿠(前間恭作), 요시다 도고(吉田東
伍), 시데하라 다이라(幣原坦)의 舊藏本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
에도 일부 서적은 壬亂 당시에 약탈되어 일본으로 유입된 후 여러 개인장서가를 거쳐 동양문
고에 유입되었고, 기타 여러 개인 장서가들의 장서가 동양문고로 유입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조선의 장서인
동양문고 소장 조선본 고서에는 조선 장서가의 장서인이 많이 남아 있다. 그리고 이중 28명의 장서인
이 지면을 통해 소개된 적도 있다.(【표】참조)1) 그러나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판독의 오류도 발견된
다.2) 여기서는 필자가 사진을 통해 확인한 자료를 중심으로 官印과 私印으로 나누어 소개한다.
1) 官印
□ 內賜印
內賜印은 임금이 책을 頒賜할 때 찍는 인장이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장서인은 아니지만, 內賜記
가 함께 있는 경우 장서인과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한다. 특히 임란 이후 내사본과 달리 임란 이전의 내사
본은 그 전본이 드물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소개한다. 동양문고에는 내사본 『異端辨正』(乙亥字)과 『藝文
類聚』(甲辰字)가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는 모두 <宣賜之記>라는 내사인과 內賜記가 남아 있다. 『異端辨
正』은 1551년 6월에 安瑋(1491-1563)에게 내사한 것이고, 『藝文類聚』는 1552년에 朴忠元(1507-1581)

1) 中善寺 愼,「東洋文庫所藏本に押捺された藏書印について(一)-朝鮮本に押捺された朝鮮の藏書家の藏書
印-」,『東洋文庫書報』第35号, 東京, 東洋文庫, 2004.3.26.
2) 별표 참조. 장서인 판독의 오류도 있고, 장서인이 누락된 경우도 있다. 게다가 조선본이 아닌 중국본
에 찍힌 장서인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조선본과 조선 장서인에 익숙치않아 생긴 오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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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내사한 것이다. 『朝鮮王朝實錄』(明宗 6년 3월 27일)에는 『異端辨正』을 中外에 印布하라는 전교가
있는데, 안위에게 내사한 책은 석 달 뒤 인쇄하여 頒賜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또 『藝文類聚』에는
<養安院藏書> 인장이 찍혀 있어 임란 때 약탈된 책임을 방증하고 있다.
□ 承文院의 印章
承文院은 조선시대에 외교문서와 吏文의 교육을 담당했던 官署를 가리킨다. 『吏文』은
임란이전에 간행된 을해자 복각본인데, 여기에 찍혀있는 <承文院>은 그런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장서인이다. 더욱이 임란 이전 관청의 장서인이 남아있는 책은 그 전본이 아주
드물다. <承文院>의 장서인이 확인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2) 私人
□ 朗善君 李俁의 장서인
李俁(1637-1693)는 자가 碩卿, 호는 觀瀾亭이며, 宣祖의 12번째 아들 仁興君 李瑛( 1604-1651)의 큰
아들로 朗善君에 봉해졌다. 글씨에 뛰어나 왕희지의 필법을 깊이 체득하였고, 또 수많은 서화를 수장하
기도 하였다. 세 차례에 걸친 燕京 使行을 통해서도 각종 금석문 자료 및 서적을 구입해왔다. 또 어릴
때부터 인장을 좋아하여 『群玉淸玩』이란 印譜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가 수장했던 서적에는 이들 인장이
앞뒤로 찍혀있다. 그의 장서인이 찍힌 수택본은 국내외 公私 서가에 흩어져 있는데, 동양문고에서도 12
종이나 확인되었다. 그 서명을 들면 『國朝儒先錄』,『陽村先生文集』,『慕齋先生集』,『潛谷先生遺稿』,『麟齋遺
稿』,『補閑集』,『南窓雜稿』,『冲庵集』,『徐花潭先生集』,『益齋亂藁』,『桐溪先生文集』,『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이
다. 이중에서 『新增東國輿地勝覽』을 제외한 서적에는 <碩卿>, <朗善君章>, <穆陵王孫壺山宅相>, <仁興
胤嗣文端外派> 등 4과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穆陵王孫壺山宅相>은 ‘穆陵(宣祖)의 왕손이며 壺山의 宅
相(外孫)’이란 의미이다. 壺山은 礪山의 옛 지명인데 외가가 여산 송씨이므로 ‘호산의 외손’이라 한 것이
다. 또한 <仁興胤嗣文端外派>는 낭선군이 ‘仁興君의 맏아들이고 文端公의 外孫’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낭선군이 인흥군의 장자이고 頤菴 宋寅(1516-1584)의 외손이기 때문에 이런 인장을 사용하였다. 문단은
송인의 諡號이다. 낭선군의 인장 중에는 자신이 왕손임을 나타내는 인장이 많은데, 이것도 그 중 하나
다. 그는 서적의 마지막 부분 여백에 종종 이 인장을 찍어두었다.3) 이와 달리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朗善君章>, <碩卿父>, <滌硯亭藏> 등이 찍혀 있다. ‘滌硯亭’ ‘벼루를 씻는 정자’란 뜻인데, 글씨를 좋아
했던 낭선군과 잘 어울리는 정자 이름이다. 이 인장이 장서인으로 사용된 예는 잘 보이지 않는다.

印影

3) 이에 대해서는 졸고 「미수전과 낭선군의 장서인」 참고.(『문헌과해석』19호, 2002년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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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文
書名

<穆陵王孫壺山宅相>

<朗善君章>

<碩卿>

<仁興胤嗣文端外派>

『潛谷先生遺稿』

印影

印文
書名

<朗善君章>

<碩卿父>

<滌硯亭藏>

『新增東國輿地勝覽』

□ 沈宜平의 장서인
沈宜平(1836〜1919)의 본관은 靑松이며, 자는 昇如, 호는 石蘭, 昇齋, 淵古堂 등이다. 초명은 魯日인
데 宜平으로 개명하였다. 심의평은 일찍이 鳳棲 兪莘煥(1801〜1859)의 문하에 출입했지만 크게 학문적
성취를 이루지는 못했다. 벼슬은 蔭職으로 군수를 지냈다. 黃玹(1855〜1910)이 『梅泉野錄』에서 ‘전군수
심의평은 평생 모은 책이 1만 4천권이나 되었지만 늙어서도 그만두지 않았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장서가
로서 이름을 얻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필사본의 수집과 제작에 힘을 기울였는데, 그가 수장했던 상당
수의 필사본은 판심 하단에 ‘玉露山房’이란 글자를 새긴 烏絲欄의 전용 원고지에 직접 필사한 것이다.
또한 추사 김정희를 흠모했던 심의평은 추사가 사용했던 인장을 模刻하여 자신의 장서인으로 사용하는
일이 많았다. 저서로는 1906년경에 간행된 『全韻散廬集』과 필사본으로 전하는 『石蘭室新訂藝苑三昧』,
『夏小正傳彙注』 등이 있다. 특히 심의평은 북학파 문사들의 저술을 직접 필사하여 소장한 경우가 많았
다. 동양문고에는 『芥子園圖章會纂』과 『精華選存』 등 2종이 소장되어 있다. 그는 자신의 장서마다 많은
인장을 찍었는데, 『芥子園圖章會纂』에는 9과, 『精華選存』에는 4과가 확인된다. 사용된 인장도 姓名印,
字號印, 齋館印, 收藏印, 閑章 등 다양하다. <古香書屋>이란 인장은 심의평 이전에도 金逌根, 金命喜 등
이 상용한 적이 있지만, 심의평도 인장에 새겨 자신이 소장한 여러 책에 두루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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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影

印文
書名

<宜平>

<古香書屋>

<懸臂>

<宜子孫>

<淵古堂珍藏>

<沈宜平印><石蘭>

『芥子園圖章會纂』

印影

印文
書名

<益復无聊>

<七十二蘭室吟本>

『芥子園圖章會纂』

□ 金世均의 장서인
金世均(1812-1879)의 본관은 安東, 자는 公翼, 호는 晩齋, 시호는 文貞이다. 1834년 진사시에 합격,
1841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대사성, 대사헌, 이조판서 등 주요 관직을 거쳤으며 1873년 왕
명으로 『紀年兒覽』의 속편을 편집하였고, 저서로는 『琬琰通考』가 있다. 김세균의 장서도 일찍이 흩어져
국내외 공사의 서가에 소장되어 있다. 동양문고에서도 『東銓攷』,『文獻指掌』,『東京雜記』,『二十一都懷古

印影

印文
書名

<靑松沈氏淵古堂圖籍>

<古香書屋>

<宜平私印>
『精華選存』

印影

<金世均印>
印文
『東銓攷』
書名
詩』,『松溪集』 등이 확인된다.

<安東人金世均公印翼>

『文獻指掌』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장서인들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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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時粲(1700∼1767)

印影

印文
書名

<花山>

<金時粲印>

<穉明>

『牧隱先生文集』

□ 姜栢秊(1603∼1681)

印影

印文
書名

<晉山世家>

<姜栢秊>

<叔久>
『保閑齋集』

□ 黃仁點(1732-1802)

印影

印文
書名

<黃氏仁點>

<六勿居士之章>

<穉明>

『梅澗集』

印影

印文
書名

<昌原後人>

<黃仁點景樂>

<六勿居士之章>
『耐集齋』

□ 沈師聖(숙종대)

印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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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文
書名

<沈師聖印>

<日省?>
『東人詩話』

□ 安瑞雨 : 安鼎福의 祖父

印影

印文
書名

<鳳擧>

<安瑞雨>
『東坡先生詩』

□ 兪永煥(1798-?)

印影

印文
書名

<兪永煥印>

<月波>
『月塘先生詩集』

□ 金尙魯(1792-?)

印影

印文
書名

<臣金尙魯>
『御製孝弟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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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趙恒鎭(1738-?)

印影

印文
書名

<趙恒鎭印>

<三聲軒藏書>
『東詩叢話』

□ 申大羽(1735-1809)

印影

印文
書名

<逸翁田叟>

<申大羽印>
『西溪先生集』

□ 南公轍(1760-1840)

印影

印文
書名

<落筆起煙霞>

<公轍藏書>
『五山集』

□ 金敬烈(1746-1819)

印影

印文
書名

<??>

<景祖>

<金敬烈印>

『東醫寶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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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永翼(1782-?)

印影

印文
書名

<光山>

<金永翼成汝氏>
『巍塘往復書』

□ 李公翼(1808-?)

印影

印文
書名

<所安堂>

<李公翼印>
『投壺雅歌譜』

印影

印文
書名

<讀書室主人>

<所安堂>

『投壺雅歌譜』

□ 白斗鏞(1782-?)

印影

印文
書名

<白斗鏞印>

<嘉林白氏之章>

『折花奇談』

『四溟集』

□ 기타

印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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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文
書名

<金濟謙印>

<完山李氏遵道擇中章>

<宋在淵藏書>

<兪拓基印>

『痘瘡經驗方』

『東垣十書』

『古今韻會擧要』

『沁都志』

<鄭健朝致中章>

<白和鏞印>

『斗室存藁』

『斗室尺牘』

<菊潭>

<壁藏奇寶>

<錦城後人>

<朴琮彦器>

印影

印文
書名

□ 朴琮(?-?)

印影

印文
書名

『龍龕手鑒』

印影

印文
書名

<雲岩>

<龍楚>
『龍龕手鑒』

3. 장서인의 활용
(1) 장서의 재구
이러한 장서인의 확인을 통해 우리는 먼저 서적의 소장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한 개인의
장서를 재구할 수 있게 된다. 목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서인을 통해 한 개인의 장서목록을 만
들 수 있고, 장서목록이 남아 있는 경우라도 장서목록에 실린 서적의 실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살펴본 낭선군 이우나 심의평의 경우 손꼽을만한 조선의 장서가였지만 그들의 장서목록은 남아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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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부이지만 이러한 장서인의 확인을 통해 이들의 장서목록을 만들 수 있다면 개인의 독서편력은 물
론, 한 시대의 장서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동양문고에 소장된 조선본
구장자의 여러 장서들이 국내외에서 자주 확인된다는 점에서 그 활용 가치는 더욱 크다 할 것이다.

(2) 고증적 활용
장서인의 확인은 장서인이 찍힌 책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특히 필사본의 경
우 장서인의 유무는 그 책의 가치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1) 稿本과 轉寫本의 구분
『三山家塾事物筮蒙』은 南衡秀(1727-?)의 저작이다. 烏絲欄紙에 해정하게 필사되었으며 본문에는 靑紅
의 批點이 가득하고 書眉에도 주석이 가득하여 저자의 稿本을 의심케 한다. 하지만 저자 표시 위쪽과
書眉부분에 洪履燮(1778-?)의 인장 4과가 찍혀 있다. 이는 저자의 수고본이 아닌 홍이섭의 수택본임을
알려준다.

印影

印文
書名

<山澤之臞>

<唐城>

<洪履燮印>

<綏卿>

『三山家塾事物筮蒙』

『知命堂詩稿』는 저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고, 국내외에 이본이 없는 유일본이다. 끝에는 金昌翕
(1653-1722)이 1716년에 쓴 墓表가 부록으로 실려 있다. 묘표에 따르면 金盛大(1651-1710)는 본관이
安東, 자는 浩然이다. 생부는 金壽一인데, 金壽翼에게 入系되었으며, 蔭職으로 麟蹄縣監을 지냈다. 한편
이 책의 표제는 ‘漫錄’인데, 작은 글씨로 ‘知命堂詩稿’라 하였다. 또한 표지 우측 상단에는 麟蹄公文抄라
써놓았다. 이 책이 김성대의 시집인 『知命堂詩稿』의 手稿本임을 짐작케 한다. 그런데 첫 장 <浩然>이란
장서인이 남아 있다. 바로 김성대의 자를 새긴 인장이다. 이 책이 김성대가의 시집 『知命堂詩稿』의 수고
본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저자의 수고본일 가능성이 있었지만, 그것을
확정시켜준 것은 바로 그의 장서인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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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影

印文
書名

<玉壺氷心>

<浩然>
『知命堂詩稿』

2) 전용 원고지의 확인
朴興壽(1806-?)와 朴齊弘(1827-?)은 부자지간이다. 두 사람 모두 필사본을 남겼는데 ‘十樹梅花書屋’이
라 새겨진 전용원고지를 사용했다. 19세기 필사본의 큰 특징의 하나는 자신의 서재이름을 새겨넣은 자신
만의 전용원고지를 사용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원고지의 주인을 확인하기 어렵
다는 것이다. ‘十樹梅花書屋’도 그 중의 하나인데, 朴興壽 父子의 장서인을 통해 그 주인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印影

印文
書名

<朴興壽印>
『警修堂詩選』

<朴齊弘章>
『巖叟詩話』

3) 장서인의 模刻 사례 확인
秋史 金正喜(1786-1856)의 인장은 일찍부터 많은 문사들이 모각하여 사용했다.『修山集抄』
에 보이는 <鹿甲天下>, <天竺古先生>, <沈思翰藻>는 모두 김정희가 사용한 인장이지만, 김정
희의 인장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模刻임을 알 수 있다. 게다가 <平山世家>란 인장
이 함께 있어 다른 사람의 인장임을 알 수 있다.

印影

印文
書名

<閉門卽是深山>

<鹿甲天下>

<不遠復>

<天竺古先生>

『修山集抄』

이러한 점은 다음 장서인에서도 마찬가지다. 許穆의 장서인을 모각한 것인데, 허목의 것과는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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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影

<沈思翰藻>
<平山世家>
印文
『修山集抄』
書名
있어 모각임을 알 수 있다. 장서인의 판독과 이용에 있어서 유의해야 하는 사례 중의 하나다.

印影

印文
書名

<無言>

<龍門老父>
『月塘先生詩集』

4. 향후과제
(1) 藏書印과 藏書의 DB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藏書家의 장서목록을 만들기 위한 기초작업이다.
(2) 장서인이 있는 경우 선명한 사진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동양문고본의 경우에도 사진이 흐려서 판독
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다.
(3) 조선에서 유출된 중국본 고서에 찍힌 장서인을 확보해야 한다. 중국본에 남은 장서인이 훨씬 다양하
고 그 수량도 많기 때문에 장서인 DB 구축시 반드시 필요하다.
【표】동양문고 소장 조선본에 찍힌 장서인 및 장서 현황
藏書家
安瑞雨
安鼎福
尹鳳九
咸鎭嵩
姜栢年
金 憙
金箕書
金元行
金濟謙
金時粲
金尙魯
金世均

印文
<安瑞雨><鳳擧>
<安鼎福印><橡庵藏書>
<尹鳳九印><坡平>
<咸鎭嵩印>
<姜栢年><叔久><晉山世家>
<金憙>
<金箕書印><金箕書章>
<金元行印><伯春>
<安東人><金濟謙印><必亨以>
<金時粲印><穉明>
<金尙魯>, <臣金尙魯>
<安東人金世均公翼印>,<金世均

藏書
『增刊校正王狀元分類東坡先生詩』
『諸家曆象集』
『秋浦先生集』
『元豊類稿』
『保閑齋集』
『沙溪先生遺稿』
『陶谷集』
『家禮』
『文谷集』,『痘瘡經驗方』
『牧隱集』
『禮記大文諺讀』,『御製孝弟篇』
『東京雜記』,『二十一都懷古詩』,『文獻指掌』,『松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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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橡軒’의 오류
중국본

‘必亨父’의 오류
‘花山’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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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奭準
金佑明
洪受瀗
黃仁紀
徐邁修
申大羽
鄭基安
鄭健朝
閔泳煥
睦林一
李夏坤
李圭徹

印>
<奭準私印>
<金佑明印><淸風世家>
<洪受瀗君澤印>
<黃氏世藏>
<徐邁修印><德而>
<申大羽印>
<溫城><鄭基安><溫泉><鄭基安
印><晩慕子>
<鄭健朝致中章>
<閔泳煥印>
<睦林一士伯章>
<夏坤><載大><載大氏><澹軒>
<李夏坤印>
<士一><李圭徹印>

集』,『東銓攷』
『古佛應驗明聖經解』
『龍飛御天歌』
『東國史略』
『安齋先生文集』
『伊川擊壤集』
『西溪先生集』
『御製政訓』,『奉敎嚴弁錄』, 『弊帚』
『覃揅齋詩藁』,『斗室存稿』
『唐類函』
『漫浪集』

『隨聞錄』

<碩卿><碩卿父><朗善君章><朗

谷先生遺稿』,『麟齋遺稿』,『補閑集』,『南窓雜稿』,

善君重器章>

『冲庵集』,『徐花潭先生集』,『益齋亂藁』,『桐溪先生
文集』

李遵道
李聖運
李性源

<完山李氏遵道擇中章>
<士休><井觀翁><陽城><李聖運
印>
<延安><善之><李性源>

중국본

『續東文選』,『四書正文』

『國朝儒先錄』,『陽村先生文集』,『慕齋先生集』,『潛
李 俁

‘逸翁田叟’누락

『脾胃論』
『近思錄釋疑』
『文山先生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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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朗善公子之章’
의 오류 및 <仁
興胤嗣文端外
派><穆陵王孫壺
山宅相> 누락
『東垣十書』의 편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