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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料紹介】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번역소설 필사본

김영(선문대), Barbara Wall(University of Copenhagen)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는 기업가이자 출판언론인으로 잡지 뿌리깊은나무와 샘

이깊은물을 창간하였던 故한창기(1936~1997) 선생이 생전에 수집하였던 유물 6,500여 점이 

소장되어 있다. 토기, 불교용구, 옹기, 민속공예품, 한글고문헌 등 규모가 방대하고 다양하며 

그중 典籍은 891종 1,691책이며 번역소설 필사본도 포함되어 있다.1) 

故한창기 선생의 유물 수집 과정에 대해서 도자기나 회화 등은 일부 간단하게나마 언급된 

바가 있지만 고서적의 수집 과정은 알 수가 없다. 다만 잡지 뿌리깊은나무와 샘이깊은

물에서 한자어와 영어를 배제하고 되도록 순한글을 사용하였던 만큼 남다른 한글 사랑과 관

심이 반영되어 수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번역소설은 ｢한창기 선생이 수집했던 한글 필사본 번역

고소설에 대한 연구｣(유춘동, 우리문학연구 제43집, 2014.07)에서 처음으로 간략히 소개된 

바 있다. 고문헌 가운데 고소설은 107종 520여 책을 차지하며 번역고소설은 개벽연역, 분

장루기, 삼국지2), 서유기이다. 소수가 소장되어 있지만 책 장정의 모습과 필체로 보아 

궁중이나 사대부 집안에서 소장했던 자료로 추정되는 것도 있고, 일부가 누락되어 어디에서도 

全卷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던 것을 본 박물관 소장본을 통해 보완할 수도 있어 자료적 가

치와 의미가 상당하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그간의 선행 연구와 자료 조사를 종합하여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번역소설 필사본 3종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열상고전연구회 편,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고문헌 자료의 가치와 

인식, 보고사, 2014 참조.

 2) 삼국지는 3종이 소장되어 있다. 각각 39책, 20책, 8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9책과 8책은 嘉靖

本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되었고 20책은 모종강본을 저본으로 하여 번역된 것이다. 39책본은 특히 

판형이 매우 크고 정갈한 글씨로 쓰여 있는데 궁중이나 상류계층에서 구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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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벽연역
開闢衍繹通俗志傳은 명나라 周遊의 중국 역사의 시원인 盤古의 천기개벽부터 商나라 

紂王의 멸망까지를 다룬 내용으로 6권 80회로 이루어져 있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개벽연역 1책은 바로 규장각 소장 왕실 번역본 개벽연역 6권 5책에서 누락된 권지

오이다. 

이 두 자료를 구체적으로 살피면 다음과 같다. 

서명 권차

규장각 소장 

개벽연역(5책)

권지일: 序, 附錄天地判說, 제1회~제14회

권지이: 제15회~제28회

권지삼: 제29회~제39회 

권지: 제40회~제51회 

권지오: 제66회~제80회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 

개벽연역(1책)
권지오: 제52회~제65회

규장각 소장본에 빠져 있는 제52회부터 제65회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에서 

확인된다. 서체 역시 모두 정자의 궁체로 정성들여 썼으며3) 매 면 10행, 매 행 22자 내외로 

글자 수도 같다. 같은 번역본임에도 불구하여 두 소장본의 서지 형태를 상세히 검토하면 일련

의 차이점들도 발견된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규장각 소장>

 3) 정자로 쓰여 있는 필체는 낙선재본 평산냉연과 동일하다. 낙선재본 평산냉연 10책은 18세기

에 번역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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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표지의 제목 표기 방법이 각기 다르다. 규장각 소장본은 한글로 

‘벽연역 권지일’로 제목과 권차를 적고 있는 반면에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은 

한문으로 ‘開闢演譯, 卷之五’라 적혀 있다. 겉표지의 문양도 다르다. 규장각 소장본은 격자문

양이지만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은 매화와 나비 문양이 들어간 표지이다. 이러

한 차이점들은 두 소장본 중 하나는 변화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왕실번역본의 표지들을 살

펴보면 대다수가 한문으로 제목과 권차를 표기하고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규장각 소장본의 

표지가 개장되었을 확률이 높다. 표지가 한글로 쓰여 있는 모습은 비단 권지일뿐만 아니라 다

른 권차도 동일하다. 또한, 규장각본 권지일을 살펴보면 실로 묶여 있는 부분이 풀려 표지와 

본문 첫 면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 나아가 규장각 소장본은 본래 권5 한 책이 빠져 있는 缺本이었음에 불구하고 완질인 것

처럼 수정한 흔적도 발견된다. 때문에 자료를 접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

는 한 이 책을 완질로 판단하는 오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순천시립뿌리깊은박물관 소장> <규장각 소장>

먼저 책을 실로 묶는 자리인 書腦 하단에는 전체 책수가 적혀 있는데 규장각 소장본은 ‘공

오’라 한글로 쓰여 있는 반면에 순천시립뿌리나무깊은박물관 소장본은 ‘共六’이라 한문으로 적

혀 있다. ‘공오’라는 표기는 규장각 소장본 5책 모두 동일하다. 또한 권6 즉 ‘권지뉵’으로 표기

되어 있어야 할 본문의 첫 면의 제목이 ‘권지오’로 수정되어 있다. 본래 6책이었던 것을 표지 

書腦 부분의 책수를 수정하고 권수제의 권차도 ‘권지오’로 수정하면서 규장각 소장본 5책이 

완질인 것처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은 공격지를 활용하여 본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별도로 책에 실린 회목 전체를 제시한 데 반해 규장각 소장본은 그런 부분이 없다. 장정

한 실이 풀어져 있는 등 線裝 형태가 튼튼하지 못한 점으로 미루어 회목을 적어 놓은 부분이 

누락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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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여러 측면에서 서지 형태를 검토한 결과 순천시립뿌리나무깊은박물관 소장본은 

규장각 소장본에서 빠져 있는 ‘권지오’이며, 규장각본의 ‘권지오’는 ‘권지뉵’임을 알 수 있으며 

표지의 모습은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본 소장본이 규장각 소장본보다 더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왕실 번역필사본 개벽연역은 6권 6책이며 중국 목판본도 6권 6책으로 책수는 동일하다. 

그러나 번역본 6책은 원전의 기준과 상관없이 40장~56장 분량에 맞추어 임의적으로 나눈 것

으로 판단되며 매우 정성들여 하나하나 번역되었다.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崇禎 8년(1635)

에 쓴 ‘開闢衍繹敍’와 부록 ‘乩仙天地判說’이 수록되어 있다. 서명 명명의 이유와 천지가 개

벽하는 이치를 풀어 놓은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읽기에 앞서 설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번역필사본은 인명, 지명, 어려운 한자어에 대해서는 쌍행으로 협주를 달아 부가적으로 설

명하고 있다.4) 번역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임의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 기존의 중국 

판본에서 기록되어 있는 협주 설명을 가져다가 번역해 놓은 것이다. 모든 협주를 다 번역하지

는 않았지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휘들을 선별하여 번역한 듯하다.

번역은 일부 생략하거나 축약한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개장시나 삽입시 등을 생략하였을 

뿐 본문 내용은 거의 다 충실히 번역되었다. 번역하지 않는 부분들은 일괄적인 특징을 보이는

데 매 회가 시작될 때나 이야기 전환시 사용하는 ‘却說’, ‘且說’ 등의 용어, 마지막에 사용하는 

‘且聽下回分解’, ‘且看下回分解’ 등과 같은 어구 역시 모두 전혀 번역하지 않았다.

장회체 소설에서 사용하는 기술적인 용어들의 사용을 극도로 자제하는 예는 주로 19세기 

초반 이전의 번역본들에서 나타나는 번역 형태이다. 역사소설이나 17~19세기 초반에 번역된 

필사본 작품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으로 생경한 명청소설 형식이 언문으로 노출될 경우 흐트러

질 감상 효과와 문장 연결의 어색함을 고려한 번역자의 적극적 번역 태도라 할 것이다. 

개벽연역은 조선시대의 왕의 이름을 避諱하여 번역된 부분도 발견되는 점도 특기할 만하

다. 조선 건국 태조 李成桂는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이름을 ‘旦’으로 개명하는데 이 ‘旦’자를 

일괄 ‘朝’로 피휘하여 번역한 것이다.5) 즉, 매월 음력 초하루를 가리키는 ‘朔旦’을 ‘삭됴’, 순임

금이 우임금에게 선양할 때 불렀던 <卿雲歌>의 구절 ‘旦復旦兮’를 ‘됴부됴혜’, 인명 ‘周公旦’

 4) 일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황하슈 셩숙라 / 黃河 卽今黃河源星宿海是也 <1:101, 제13회> 강슈 셤셔 봉

삭[샹]부 보계현 / 姜水 地名, 在陝西鳳翔府寶鷄縣 <2:1, 제15회> 딘 하남 봉부 딘 / 陳 地名, 今河南開封府

陳州 <2:1, 제15회> 곡부 산동 연부 / 曲阜 邑名, 今山東袞州府 <2:2, 제15회> 태샹 인명 / 太常 人名 

창뇽 인명 / 蒼龍 人名 <2:56, 제22회>

 5) 이 이 댱블하 약이라 고 양  의  환을 흐니  예 열두 환을 허 

삭됴의 먹어  음양비긔 고로게 니 (此長生不死藥也. 每一月搗一丸, 一年搗十二九, 朔

旦則服之, 以調陰陽之畸毗. <4:2, 제40회> 경운난혜여 녜만만혜로다 일월광화니 됴부됴혜로다 

(卿雲爛兮, 禮縵縵兮. 日月光華, 旦復旦兮.) <4:48, 제47회> 경의 병이 엇디 일됴의 이에 니럿

뇨? (卿之症, 何一旦至此?) <6:27, 제70회> 십 나흐니 댱은 읍괴오 …… 삼 쥬공됴

요  관슉션이오 (生十子; 長伯邑考; …… 三周公旦; 四管叔鮮) <6:79, 제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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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쥬공됴’로 피휘하였다. 

조선시대 왕실에서는 ‘개벽연역’, ‘서주연의’, ‘열국지’, ‘손방연의’, ‘동한연의’, ‘서한연의’, ‘삼

국지연의’, ‘수당연의’, ‘잔당오대연의’, ‘남송연의’, ‘북송연의’ 등 중국 왕조대별 흥망성쇠와 전

쟁사를 서술한 많은 역사소설들을 번역하였다. 조선시대에 역사소설이 특히나 많이 번역되었

던 것은 소설이 가지는 오락성과 역사적 지식을 전달하는 교과서적 효용성과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분장루기
분장루기는 說唐全傳을 이

어받아 초당 공신의 후예들과 간신

들의 투쟁을 그린 청대소설 粉粧

樓(80회)를 번역한 것이다. 전체 5

채 가운데 권3~권5 3책만 남아 있

다. 

그간 문헌 기록에는 분장루 서
명이 다소 확인되었지만 실물로 확

인된 바는 박재연 소장본(5권 5책)

이 유일하였다.6) 비록 완질은 아니

지만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분장루의 번역 및 유통 

양상을 재조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분장루기 3책>

 6) 박재연, 개벽연역·분장루, 이회, 2002, 9~31쪽.

<분장루기 권3> <분장루기 권4 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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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은 ‘분장루기’이며 매 면 7~8행, 매 행 26~30자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민간에

서 유통되었던 서적으로 판단되는데 모서리 부분이 말려 있거나 찢어져 있는 등 책의 전반적

인 보관 상태가 좋지 못하다. 회차와 회목 없이 바로 본문 내용을 적고 있다. 

흐름을 달리할 정도로 큰 내용의 차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번역 형태가 서로 달라서 이

본간의 차이 및 유통 문제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책의 권4의 말미에는 ‘필젹이란 거 쎠둘긔 여러  되엿스나 엇그졔 쓴듯다 불상

고 앗갑도다 식된 마의야 오랴’라고 쓰여 있다. 권5의 말미에는 ‘갑 납월 념
일 악필듕셔노라’고 쓰여 있다. 갑자년은 1864년과 1924년 가운데 하나로 추정된다. 

 서유기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소장된 서유기 2종은 하나는 권지일 1책만 남아있는 낙질

본이고7) 다른 하나는 20책 완질본이다.

<서유기 20책>

20책 완질본은 본래 40책이었던 것을 2권씩 묶어 새로 20책으로 장정된 것이다. 우리나라

 7) 청색 비단으로 장정되어 있으며 제1회~제3회까지 필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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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서적들은 일반적으로 5개의 구멍을 뚫어 실로 꿰매 철을 하는 전통 제책 방식인 五針眼

訂法인데 반해 이 책은 四針眼訂法으로 제책되었다. 四針眼訂法은 주로 일본이나 중국의 고

서적에서 많이 보이는 제책 방식이지만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때의 서적들은 四針眼訂法을 취

한 경우도 많았다. 

책은 ‘京城府 西大門 一丁目 十番地 元昌紙物鋪 印行’이라 발행된 종이에 시종일관 달필

의 반흘림체로 쓰여 있다.8) 필체의 성격으로 보아 남필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필사본은 기존에 유통되었던 필사본을 토대로 재필사한 것이 아니라 1929년 2월 15일부

터 1930년 10월까지 中外日報9)에 연재되었던 신역서유기를 옮겨 적었다. 

중외일보는 2월 15일 제1회를 연재하기에 앞서 1929년 2월 10일에 서유기 광고를 지면

에 실어 홍루몽, 수호지에 버금갈 만큼 중국문학사상 위대한 소설 작품임을 내세우며 간

략한 줄거리 내용과 함께 연재 개시 날짜를 홍보하기도 하였다. 

<중외일보 1929.2.10>

中外日報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번역자는 東遊生, 삽화가는 盧心仙으로 되어 있다. 盧心

仙은 초기 만화의 토대를 일군 화가 노수현(1899~1978)의 필명이다.

번역자 東遊生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1934년 박문서관에서 발행한 新譯西遊

記에 번역자를 牛步 閔泰瑗(1894~1935)로 적고 있는데 민태원은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하

고 귀국하여 동아일보 사회부장, 조선일보 편집국장, 中外日報 편집국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

기도 하다. 서유기는 민태원이 중외일보 편집국장으로 있던 시절에 연재되었던 것이므로 

東遊生이 그의 필명일 가능성도 있다. 

 8) 선행연구에서는 원창지물포에서 필사했다는 의견도 있으나 확실치 않다. 

 9) 1926년에 11월 15일 이상협이 창간하였다가 1931년 9월 2일 폐간한 일간신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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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일보 1929.02.15>

한 회당 4~5일에 걸쳐 연재되었고 맞춤법에서부터 표현 문장 등 현대어 번역의 모습에 가

깝게 변형된 형태를 띠고 있다. 현재 디지털 이미지로 1930년 10월 4일 제96회, 422화까지만 

제공될 뿐 그 이후 회목은 볼 수가 없다. 그러나 폐간일이 1931년이므로 100회 모두가 연재되

었을 것이다.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20책 완질본은 본래 40책이었던 것을 2권씩 묶어 새로 

20책으로 장정한 것이다. 달필의 반흘림체로 ‘京城府 西大門 一丁目 十番地 元昌紙物鋪 印

行’이라 발행된 종이에 쓰여 있다. 

중외일보의 원제목은 ‘新譯西遊記’인데 반해 필사본은 ‘신역’이라는 표기는 쓰지 않고 있다. 

또한, 중외일보는 모든 문장이 ‘·(아래아)’ 표기가 사라진 데 반해 필사본에는 ‘·(아래아)’ 표

기가 나타나고 있다. 

<권지일> <마지막 면 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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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20책에는 다음과 같은 필사 기록이 남아 있다. 

檀君紀元四千二百六十三年庚午(1930)秋菊月(9월)朏日(初三日) 記
謄中外日報後篇, 凡二十二朔六百十二日功迄, 此諸三藏法師五千四十八日經怪治妖之功也

단기 4263년 즉, 경오년(1930) 9월 초삼일에 기록하였으며 중외일보를 22개월, 612일에 걸

쳐 옮겨 적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어떤 연유로 신문에 연재된 번역소설을 옛 필사본의 

형태로 적었는지는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추정할 만한 부분은 신문에 장장 1년 8개월에 걸

쳐 연재되었기 때문에 장편번역소설 서유기를 신문의 형태로 보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필

사자의 서유기에 대한 애착까지 반영되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필사하고 책의 형태로 남긴 

것으로 짐작된다. 

20세기 초 신문 및 인쇄물의 유통과 구독, 그리고 옛 필사본 모습의 존재 등 당시의 소설 

번역본의 다양한 모습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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