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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각본 한  가집 남훈태평가의 서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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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남훈태평가(南薰太平歌)는 시조,1)1)잡가, 가사 등을 수록한 방각본(坊刻本) 한글 가집(歌集)이

다. 1863년에 석동(石洞)에서 처음 1권1책본이 간행되었고, 1920년까지 몇 차례 재판본이 간행되
었다. 이본(異本)으로는 간행년 및 간행소 미상의 2권2책본이 있다.

이 책은 방각본으로 간행된 순한글 가집이라는 사실 때문에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
으며, 시조의 보급 또는 대중화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이십여 년 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
다. 그러나 이 책에 대한 여러 논의들에 앞서 이루어졌어야 했을 서지(書誌) 연구는 최근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남훈태평가의 서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남훈태평가의 간행에 
관한 사실들을 탐색하여 보고한 연구자는 성무경이다. 그는 2005년에 ｢普及用 歌集 남훈태평가
의 印刊과 시조 향유에의 影響(1)｣2)이라는2)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1권1책본
이 몇 차례 재판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1권1책본과 2권2책본의 수록 작품들이 
비교되었다. 

그 뒤를 이어 전재진이 2007년에 ｢남훈태평가의 印刊과 개화기 한남서림 서적발행의 의
의｣3)라는3)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에서는 성무경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문제들이 자세히 다루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1) 본 논문에서는 ‘시조’를 노래양식인 ‘시조창’과 구분하여 문학양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2) 성무경, 2005 ｢普及用 歌集 남훈태평가의 印刊과 시조 향유에의 影響(1)｣ 韓國詩歌硏究18, 347-386면.
3) 전재진, 2007 ｢남훈태평가의 印刊과 개화기 한남서림 서적발행의 의의｣ 인문과학39, 3-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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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먼저 현전 자료들의 소장상황이 일일이 보고되었고, 1권1책본 자료들 사이의 차이점이 
주목되었다. 그리고 이 차이점들에 근거하여 1권1책본의 판목이 몇 가지로 구분되었으며, 그 선
후관계가 추정되었다. 2권2책본의 서지는 따로 검토되지 않았고, 단지 시장에서의 실패 원인만이 
분석되었다.

이 두 연구는 대체로 상호보완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결론을 제시한다. 
성무경은 1권1책본 남훈태평가의 초판본과 재판본 인쇄에 같은 판목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초
판본과 재판본을 구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으나, 굳이 따지자면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
장되어 있는 조선광문회본이 초판본일 것이라고 했다.4)4)반면, 전재진은 초판본 이후에 새 판목
들이 두 가지 이상 제작되었으며, 현전 자료들은 이 새 판목들로 인쇄한 재판본들이라고5)했다.5) 
초판본의 현전 여부에 대해, 그리고 재판본에 사용된 판목이 초판본에 사용된 판목과 동일한 것
인지에 대해 두 연구자가 전혀 다른 답을 제시했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명되어야 한다. 현전 
자료들 중 초판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리고, 초판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전 자료들
이 초판본과 얼마나 유사한지 밝힌 후에야 남훈태평가에 대한 논의들을 더 진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2권2책본 남훈태평가의 간행에 관해서는, 1권1책본을 저본(底本)으로 한 이본이라는 
것 외에 밝혀진 사실이 거의 없다. 2권2책본은 아마도 1권1책본보다 뒤에 나왔다는 점 때문에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만일 현전 1권1책본 자료가 모두 재판본이
고, 그 인쇄에 초판본과 다른 판목이 사용되었다면, 2권2책본의 자료적 가치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된다. 1권1책본 재판본뿐만 아니라, 2권2책본에도 초판본의 모습이 반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권2책본의 간행에 관한 사실들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다. 현전 자료의 정밀한 조사를 
통해 1권1책본 남훈태평가 및 2권2책본 남훈태평가의 간행에 관한 사실들을 밝히는 데 주
력할 것이며, 남훈태평가의 간행 의의나 가집사 및 시조사에서의 위치 등, 서지의 범위를 벗
어나는 문제로 논의를 확장하지는 않을 것이다.

남훈태평가는 현재 국내의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실물을 열람하기가 쉽지 않다. 
각 도서관에서 책이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이크로필름이나 컴퓨터 파일 형태로 사본을 제
작하여 실물 대신 열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이크로필름이나 컴퓨터 파일 자료
들은 서지 연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물을 눈으로 보아야만 책의 모양새와 종이의 질, 
가필여부, 인쇄상태 등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특이점들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지 연구가 목적이라면, 마이크로필름이나 컴퓨터 파일 자료가 제공되더라도 반드시 
4) 성무경, 앞의 논문, 373면 참조.
5) 전재진, 앞의 논문, 14-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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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을 열람해야 한다. 
필자가 실물을 열람한 자료는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단국대학교 율

곡기념도서관,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이화여
자대학교 중앙도서관, 장서각,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책 총 25부이다. 이 
외에도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과 남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필
자가 열람한 자료들과 동종(同種)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조사를 생략했다.

2. 1권1책본 남훈태평가의 초판과 재판
1권1책본 남훈태평가의 본문은 총 28장이다. 본문 1장 앞면 1행에 “남훈평가 권지단”이라

는 책명이 있고, 이어서 2행부터 4행까지 다음과 같은 목차가 있다. 

낙시됴 롱 편 송 소용
우됴 후졍화 계면 만수엽
원사쳥 잡가 가사

목차에 뒤이어, 낙시조 항목에 시조 224편이, 잡가편 항목에 <소춘향가>, <매화가>, <백구사> 
등 3편이,6)6)가사편 항목에 <춘면곡>, <상사별곡>, <처사가>, <어부사> 등 4편이 수록되어 있다. 

본문 끝 즉 28장 앞면 마지막 줄에는 “癸亥石洞新刊”이라는 간기(刊記)가 있다. 계해년(癸亥
年)에 석동(石洞)이라는 방각소에서 이 책을 처음 간행했다는 것이다. 이 계해년은 1863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한 이견이 없는 듯하다.7)7)그러나 석동의 위치는 서울 또는 서울 
근교 어디쯤이라고 추정되고 있을 뿐,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石洞”이라는 동명(洞名)은 서울이나 서울 근교 지도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윤제 선
6) 고미숙은 “여기서 잡가로 분류된 <매화가>, <백구사>는 12가사에 포함되는 레퍼토리인데 잘못 배치된 

것”(고미숙, 1998 19세기 시조의 예술사적 의미, 태학사, 195면)이라고 했다. 그러나 19세기의 관점에
서 보면 <매화가>와 <백구사>를 잡가편에 수록한 것이 그리 잘못된 일이 아니다. 20세기에 들어와 12가
사의 레퍼토리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창가사와 잡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매화가>, <백구사>, 
<황계사>, <죽지사>, <길군악>, <수양산가> 등은 잡가의 속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어 잡가로 분류되기 
쉬웠다. 김은희, 2005 조선후기 가창문학의 존재양상, 보고사, 240면 참조.

7) 최규수는 남훈태평가에 수록된 작품 중 신위(申緯, 1769-1847)의 한시를 시조로 개작한 것이 있다는 점
을 근거로 이 책이 1863년에 간행되었다고 추정했다. 그리고 성무경은 석동에서 간행한 방각본 가사집 
한양가(漢陽歌)의 간행년이 1880년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남훈태평가가 1863년에 간행되었다고 추정
했다. 최규수, 2005 19세기 시조 대중화론, 보고사, 19면; 성무경, 앞의 논문, 351-35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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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비고 약칭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앞표지 제목 밑에 “朝鮮光文會藏本”이라고 

적혀 있음.
조선광문회본(c.1)
463005899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앞표지 제목 밑에 “朝鮮光文會藏本”이라고 
적혀 있음.

조선광문회본(c.2)
463005900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1장 뒷면, 27장, 28장 떨어져 나갔음. 단국대 낙장본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본문을 한 면씩 떼어 새 책 위에 붙 음. 서강대 제책본

생은 “石井洞”을 “石洞”이라고 칭하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를 제시했고,8)8)이능우 선생은 “石橋” 또
는 “石橋洞”을 “石洞”이라고 칭하지 않았을까 하는 견해를 제시했다.9)9)그런데 “石井洞”, “石橋”, 
“石橋洞” 외에도 “石”자가 들어간 동명이 여럿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기록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石洞”이 무엇의 약칭 또는 속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조윤제 선생이나 이능우 선생도 확신을 
가지고 이런 견해를 내놓은 것은 아니었다. 최근에 전재진이 다시 “石井洞”이 “石洞”의 원명칭일 
것이라고 추정했는데, 역시 특별한 근거는 없다.10)10)어쨌든, 석동이 정확히 어디인지 밝히는 것은 
그리 시급한 일이 아닌 듯하다.

1권1책본 남훈태평가는 현재 여러 부 남아 있는데, 1909년 출판법 시행 이전 재판본과 
1920년 한남서림(翰南書林) 재판본으로 나뉜다. 그리고 한남서림 재판본은 다시 한지에 인쇄된 
책, 양지에 인쇄된 책, 양지에 한지 방식으로 인쇄된 책 등으로 나뉜다.11)11)1909년 출판법 시행 
이전 재판본은 모두 한지에 인쇄된 책이다. 

필자가 열람한 책이 모두 19부인데, 이들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A. 1909년 출판법 시행 이전 재판본12)12)

 8) 조윤제, 1933 ｢古圖書 解題(6)-南薰太平歌｣ 朝鮮語文7, 49면 참조.
 9) 이능우, 1983 ｢普及用 歌集들에 대하여｣ 韓國詩歌文學硏究(백  정병욱 선생 환갑기념논총간행위원

회 편), 신구문화사, 174면 참조.
10) 전재진은 다른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학들이 제안한 “席洞”, “石橋洞”, “石井洞” 중에서 “石洞”의 원

명칭을 찾고자 했다. “席洞”은 의미상 “돌”과 무관하므로 가장 먼저 배제하고, “石橋洞”, “石井洞” 중에서 
다시 “石橋洞”을 배제하여 “石井洞”이 “石洞”의 원명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전재진은 “石橋洞”이 “石洞”
의 원명칭일 가능성을 배제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坊刻所 표기에서는 이미 ‘石橋’라는 地
名이 존재하는 만큼 굳이 ‘石洞’으로 약칭할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방각소를 기록할 
때 조선시대 洞名 중 ‘橋’字가 들어가는 경우 그것을 생략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石橋
洞’을 ‘石洞’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전재진, 앞의 논문, 12면.) 그러나 “石橋”라는 명칭을 쓴 방각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橋”자를 누락시키고 “石洞”이라는 약칭을 사용했다고 
본다면, 오히려 “石橋”나 “石橋洞”이 “石洞”의 원명칭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1)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 재판본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학계에 공개된 자료들은 모두 이 
분류에 포함되는 듯하다. 

12) 성무경은 조선광문회본이 초판본이며 단국대 낙장본이 1920년 한남서림 재판본이라고 보고했으나, 두 
자료 모두 1909년 출판법 시행 이전에 간행된 재판본이다. 성무경, 앞의 논문, 3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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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곳 많으며, 특히 간기 부분이 찢어져 
나갔음.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탁사문고. 탁사본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Carl Miller 기증. Carl Miller본

B. 1920년 한남서림 재판본
  B-1. 한지에 인쇄된 책 

소장기관 비고 약칭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본
규장각 규장각본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서강대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가람문고. 가람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사문고. 일사본a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본(c.1)

40044371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본(c.2)

40044372
장서각 판권지 소실. 1장, 27장, 28장 훼손되었음. 장서각본a
중앙대학교 중앙도서관 중앙대본

  B-2. 양지에 인쇄된 책 
소장기관 비고 약칭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서울대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사문고. 일사본b
장서각 장서각본b

  B-3. 양지에 한지 방식으로 인쇄된 책 
소장기관 비고 약칭

국립중앙도서관
앞표지 안쪽에 “朝鮮總督府圖書館 昭和4. 5. 
20” 날인 있음.
1장 앞면에 “朝鮮總督府 警務局 保轉本” 날인 
있음.

국립중앙도서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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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책이 2부 이상 있는 경우, c.1, c.2 등으로 표시하고 소장기관의 등록
번호를 제시했다. 청구기호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2부 이상의 책에 동일한 청구기호가 부여되었
거나, 중간에 청구기호가 변경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 책들을 모두 재판본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발
견되기 때문이다. 이 책들의 판심에는 기본적으로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二葉花紋魚尾)가 인
쇄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 이와 다른 판심어미가 끼어 있다. 즉 11장 판심에는 상하향백어미(上
下向白魚尾)가, 12, 23, 24, 25, 26장 판심에는 상하향흑어미(上下向黑魚尾)가 인쇄되어 있다. 이
것은 기존 판목의 일부가 훼손되거나 소실되어서 새로 판목을 만들어 보충해 넣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13)13)유심히 살펴보면, 11·12장의 각자체, 23-26장의 각자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의 각자
체가 서로 다르다. 

이 재판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들은 다음과 같다. 

① 판권지의 유무
A그룹과 B그룹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A그룹 책 즉 1909년 출판법 시행 이전 재판

본에는 판권지가 부착되어 있지 않고, B그룹 책 즉 1920년 한남서림 재판본에는 한남서림의 판
권지가 부착되어 있다.

② 판권지의 부착 위치
B그룹 중 B-1그룹, B-2그룹, B-3그룹14)14)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B-1그룹 책은 앞표지

의 안쪽에, B-2그룹 책은 28장 뒷면에, B-3그룹 책은 뒤표지의 안쪽에 판권지가 부착되어 있다. 

③ 판권지의 종류
B그룹 중 B-1그룹과 나머지 두 그룹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B-1그룹 책의 판권지에

는 인쇄자의 성명이 “金鉉秀”(김현수), 발행자의 주소가 “京城府 寬勳洞 十八番地”(경성부 관훈동 
18번지)로 인쇄되어 있고, 한남서림 발행 도서목록이 포함되어 있다. B-2그룹 책의 판권지에는 
인쇄자의 성명이 “曺命天”(조명천), 발행자의 주소가 “京城府 仁寺洞 百七十番地”(경성부 인사동 
170번지)로 인쇄되어 있고, 한남서림 발행 도서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B-3그룹 책의 판권지
는 B-2그룹 책의 판권지와 동종인데, 발행자의 주소 “仁寺洞 百七十番地” 위에 종이를 덧붙이고 

13) 이 점은 전재진의 논문에서 이미 지적되었다. 전재진은 조선광문회본과 Carl Miller본이 초판본이 아님
을 입증하기 위해 이와 동일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재진의 논문에서는 24장 판심에 상하향흑어
미(上下向黑魚尾)가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지 않았다. 전재진, 앞의 논문, 10면 참조.

14) 필자가 조사한 자료 중 양지에 한지 방식으로 인쇄된 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본 1부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형태의 자료가 더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그룹’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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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寬勳洞 十八番地”라고 고쳐 썼다.

④ 발행 날짜
B그룹 중 B-1그룹, B-2그룹, B-3그룹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판권지를 보면, 인쇄 날

짜는 세 그룹 모두 “大正九年 八月 二十五日”(1920년 8월 25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발행 날짜에 
차이가 있다. B-1그룹의 발행 날짜는 “大正九年 八月 三十日”(1920년 8월 30일), B-2그룹의 발행 
날짜는 “大正九年 九月 三十日”(1920년 9월 30일), B-3그룹의 발행 날짜는 “大正九年 九月 九
日”(1920년 9월 9일)로 기재되어 있다.15)15)인쇄 및 발행 날짜는 손으로 써 넣은 것이다. B-1그룹 
판권지의 경우, 연월일 중 인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를 다 손으로 써 넣었다. B-2그룹 판
권지의 경우, “年”과 “月” 앞에 빈 칸이 있고 나머지는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年”과 “月” 앞의 
숫자만 손으로 써 넣었다. B-3그룹 판권지는 B-2그룹 판권지와 같기 때문에 “年”과 “月” 앞의 숫
자를 손으로 써 넣었으며, 발행 날짜 중 인쇄된 부분 “三十” 위에 종이를 덧붙이고 “九”로 고쳐 
썼다. 

⑤ 종이의 종류
A·B-1그룹과 B-2·B-3그룹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A그룹과 B-1그룹 책에 사용된 종

이는 한지이고, B-2그룹과 B-3그룹 책에 사용된 종이는 양지이다.16)16)

⑥ 인쇄방식
B-2그룹과 나머지 세 그룹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A그룹, B-1그룹, B-3그룹 책은 전

통적인 목판본 인쇄방식에 따라, 가로로 긴 2면 크기의 종이 위에 본문 앞·뒷면을 동시에 찍고 
나서 반으로 접었다. 그러나 B-2그룹 책은 이와 다른 방식으로 인쇄되었다. 1면 크기의 종이 위
에 본문 앞면을 찍고, 그것을 뒤집어서 본문 뒷면을 찍었다.

⑦ 간기 “癸亥石洞新刊” 중 “石”자의 유무
B-1그룹과 나머지 세 그룹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A그룹, B-2그룹, B-3그룹 책들의 

간기에는 “石”자가 찍혀 있으나, B-1그룹 책들의 간기에는 “石”자가 찍혀 있지 않다. 판목에서 
“石”자를 깎아 버렸거나, 또는 판목을 그대로 둔 채 인쇄할 때 “石”자를 누락시킨 것이다.17)17)

15) 성무경은 일사본b와 국립중앙도서관본이 1932년에 간행되었다고 보고했는데, 판권지에 적힌 간행년은 
두 자료 모두 “大正九年” 즉 1920년이다. 더욱이 국립중앙도서관본에는 “昭和4. 5. 20” 즉 1929년 날인
이 있으니 1932년에 간행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성무경, 앞의 논문, 350면 참조.

16) 전재진은 장서각본b와 국립중앙도서관본이 한지에 인쇄된 책이라고 보고했는데, 이들은 모두 양지에 인
쇄된 책이다. 전재진, 앞의 논문, 8면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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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17장 뒷면 상단의 인쇄 상태
A그룹과 B그룹 사이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이다. A그룹 책들의 17장 뒷면 상단의 인쇄상태는 

양호한데, B그룹 책들의 17장 뒷면 상단의 인쇄상태는 불량해서 알아볼 수 없는 글자들이 있다. 
이것은 판목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차이점이다. A그룹 책들을 인쇄할 때 정상이었던 17장 판
목이 나중에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차이점들은 자료 분류의 준거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⑦과 ⑧은, 앞표지가 소실, 훼
손 또는 교체되어 원래 판권지가 부착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한지본이 A그룹 책인지, 
아니면 B-1그룹 책인지 구분할 때 유용하다. 단국대 낙장본, 서강대 제책본, 장서각본a 등이 바
로 원래 판권지가 부착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인데, ⑦ 또는 ⑧을 준거로 분류했
다. 단국대 낙장본은 28장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간기에 “石”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17장 뒷면 상단의 인쇄 상태가 좋으므로 A그룹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강대 제책
본 역시 간기 부분이 찢어져 나갔기 때문에 간기에 “石”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17장 뒷면 상단의 인쇄 상태가 좋으므로 A그룹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장서각본a는 간기에 
“石”자가 없고, 17장 뒷면 상단의 인쇄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B-1그룹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A그룹, B-1그룹, B-2그룹, B-3그룹 책들의 인쇄에 동일한 판목이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려 보자. 앞에서 말한 대로, 이 책들의 판심에 기본적으로 상하향이엽화문어미(上下向
二葉花紋魚尾)가 인쇄되어 있는데, 11장 판심에는 상하향백어미(上下向白魚尾)가, 12, 23, 24, 25, 
26장 판심에는 상하향흑어미(上下向黑魚尾)가 인쇄되어 있다. 동일한 판목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판심 모양이 달라지는 곳까지 정확히 일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다. 이 책들의 10장 상단에 앞면부터 뒷면까지 가로로 
길게 글자가 찍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판목 위에 생긴 균열로 인해 나타난 자국이다. 
동일한 판목이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렇게 판목의 균열 자국이 똑같이 나타날 수가 없다. 그러므
로 A그룹, B-1그룹, B-2그룹, B-3그룹 책들의 인쇄에 동일한 판목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전재진이 제시한 견해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原本 남태 이후 남태에는 두 개 이상의 판목이 생겨났으며, 출판법 시행 이전까지는 다
른 곳에서 고려대소장본·이대소장본·단국대 소장 단권본 등의 형태로 각각 印刊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출판법 시행 이후 한남서림으로 인수되면서 단국대 단권본이나 상·하권본 계열은 폐기되
고 이대·고대 소장본 계통은 국립중앙도서관본과 일사본b, 규장각본·일사본a 등의 형태로 바뀌어 

17) 전재진은 연세대본(c.1)과 장서각본a의 간기에 “石”자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인쇄된 것이 아니라 
손으로 써 넣은 것이다. 위의 논문, 8면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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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刊·유통된 것으로 보인다.18)18)

전재진은 초판 이후에 두 개 이상의 판목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 하나가 조선광문회
본·Carl Miller본 판목이고, 다른 하나가 단국대 낙장본 판목이라고 했다. 그리고 조선광문회
본·Carl Miller본 판목이 한남서림에 인수되어 1920년 재판본 인쇄에 사용되었고, 단국대 낙장
본 판목은 폐기되었다고 추정했다.

전재진이 이런 추정을 하게 된 것은, 1장 앞면에서 그가 발견한 한 글자의 차이 때문이었다. 
전재진은 다른 책들에 “고지”라고 표기된 것이 단국대 낙장본에는 “치”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단국대 낙장본의 인쇄에 사용된 판목이 초판 이후에 국어 표기법의 변화를 반 하여 
새로 만든 판목이라고 했다.19)19)

낙화들 고지 아니랴 (단국대 낙장본을 제외한 1권1책본)
낙화들 지20)20)아니랴 (단국대 낙장본)

그런데 필자가 단국대 낙장본을 열람하고, “”이 판목에 판각된 글자가 아니라, 붓으로 가필
(加筆)한 글자임을 알게 되었다. 단국대 낙장본은 1장이 심하게 훼손되어 뒷면이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앞면도 온전치 않다. 종이가 찢어지고 닳아 버려 글자가 희미하게 지워진 부분이 여러 
군데 있다. “고”자도 거의 다 지워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는데, 소장자에게 가필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21)21)그 자리에 “”을 써 넣은 것이다. 만일 단국대 낙장본이 국어 표기법의 변화를 
반 한 새로운 판본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표기의 변화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곳
에서 표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니, 이것이 가필의 결과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외에 전재진은 책에 따라 간기 “癸亥石洞新刊” 중 “石”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石”자
가 누락되지 않더라도 서체의 이형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두 개 이상의 판목이 
존재했음을 상정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명되지 않는다고 했다.22)22)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A그룹, B-2그룹, B-3그룹 책들에는 “石”자가 똑같이 찍혀 있다. 
다만, B-1그룹 책들에 “石”자가 찍히지 않았는데, 이것은 다른 그룹 책들의 인쇄에 사용된 것과 
18) 위의 논문, 16면.
19) 위의 논문, 14-15면 참조.
20) 전재진은 이것을 “치”로 읽었는데, 원문은 “지”이다. “지” 윗부분 지면에 티가 들어 있어서 “치”처럼 

보인다. 
21) 1장 앞면은 물론이고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도 소장자의 가필이 자주 발견된다. 예를 들어 18장 앞면 

2행 “황 다라를”에서 “다라”는 “다리”의 오기(誤記)인데, 소장자가 가필하여 “ㅏ”를 “ㅣ”로 바꾸었다. 
그리고 같은 면 5행 “이” 위에는 “이”를 써 넣어 이태백을 가리키는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22) 전재진, 앞의 논문, 1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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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판목을 사용하면서 “石”자만 누락시킨 것이다.23)23)이렇게 “石”자가 찍히지 않은 채 빈 칸
으로 남겨져 있는 곳에 누군가 가필하여 “石”자를 써 넣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전재진이 서체의 
이형이 나타나는 예로 제시한 연세대본(c.1)도 그런 경우이다. 필자가 연세대본(c.1)을 열람하고, 
간기의 “石”자가 검은색 볼펜으로 써 넣은 글자임을 확인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얻게 된 결론은, 1909년 출판법 시행 이전 재판본(A)과 1920년 한남서림 
재판본 3종(B-1, B-2, B-3)의 인쇄에 사용된 판목이 동일 판목이라는 것, 그리고 이 판목은 기존 
판목 중 소실되었거나 훼손된 부분(11, 12, 23, 24, 25, 26장)을 다시 새겨 보충해 넣은 보각본 
판목이라는 것이다. 이 보각본 판목의 제작에 사용된 기존 판목이 초판본 판목인지 여부는 초판
본이 발견된 후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것이 초판본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판
목이었다고 해도, “癸亥石洞新刊”이라는 간기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니, 초판본 판목과 거의 같은 
판목 즉 초판본을 번각(飜刻)한 판목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1권1책본 재판본에는 사실 번각의 흔적으로 의심되는 표시가 있다. 1장부터 4장까지 시조의 
삼장을 구분하는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점은 마침표처럼 생긴 작은 온점을 글자 사이에 살짝 찍
어 놓은 것으로서 크기가 너무 작고 위치도 불안하여 초판본을 만들 때 새겨 넣었다고 보기 어
렵다.24)24)그러므로 아마도 번각본을 새길 때 이 점이 들어갔으리라 짐작된다. 초판본을 소장하고 
있던 사람이 시조를 읽으면서 붓끝으로 점을 찍어 삼장 구분 표시를 해 두었는데 이 책이 나중에 
번각에 사용되었고, 각수(刻手)가 무심코 그 점을 그대로 판각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2권2책본에 이 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조의 삼장을 구분하는 다른 어떤 표시도 없다는 사
실은 1권1책본 초판본에 이 점이 없었음을 말해 주는 듯하다. 참고로, 가사편의 <춘면곡>, <상
사별곡>, <처사가>의 경우 약 4음보마다 한 칸 정도 띄어 공백을 두었는데, 이 표시는 2권2책본
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3. 2권2책본 남훈태평가와 그 저본
2권2책본 남훈태평가 중 상권의 본문은 총 17장, 하권의 본문은 총 16장이다. 상권의 본문 

1장 앞면 첫 줄에 “남훈평가 권지상”이라는 책명이 있고, 하권의 본문 1장 앞면 첫 줄에 “남훈

23) 석동 방각소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인쇄소 및 발행소가 한남서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石”자를 누락시켰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24) 필자의 최근 논문에서 이 문제가 이미 지적되었다. 이유진, 2007 ｢19세기 시조창 대중화에 대한 재론｣ 
국문학연구16, 20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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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권지하”라는 책명이 있다. 그리고 상권 1장 앞면 2행부터 4행까지 다음과 같은 목차가 
있다. 

낙시됴 롱 편 숑 쇼용 우됴
후졍화 계면 만슈엽 원사쳥

잡가 가사

각 항목의 명칭과 배열 순서는 1권1책본 남훈태평가와 동일하다. 
목차에 뒤이어 낙시조 항목에 시조 225편이, 잡가편 항목에 <소춘향가>, <매화가>, <백구사> 

등 3편이, 가사편 항목에 <춘면곡>, <상사별곡>, <처사가>, <어부사>, <황계사> 등 5편이 수록
되어 있다. 상권에 1번 시조부터 146번 시조까지 실려 있고, 하권에 147번 시조부터 <황계사>까
지 실려 있다. 

2권2책본 남훈태평가는, 서론에서 이미 밝혔듯이, 1권1책본 남훈태평가보다 뒤에 나온 이
본이다. 상권과 하권 모두 간기가 없어서 간행년을 정확히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경판 방각소설
이 초기에 매권 30여 장 분량으로 간행되다가 점차 장수를 줄여 마지막에는 매권 15-16장 분량
으로 간행되었다는 점을 참고하여,25)25)2권2책본 남훈태평가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간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26)26)

2권2책본 남훈태평가는 1909년 출판법 시행 이후 재판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책
이 많지 않다. 필자가 열람한 책은 다음과 같다.

가. 상권
소장기관 비고 약칭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연세대 상권(c.1)
40072286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표지 안쪽에 “병오 윤사월 십오일”이라는 
장서기 있음.

연세대 상권(c.2)
40146561

나. 하권
소장기관 비고 약칭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 단국대 하권
서강대학교 로욜라도서관 11장 일부 찢어져 나갔음. 서강대 하권

25) 이창헌, 2005 이야기문학 연구, 보고사, 177면 참조.  
26) 이유진, 앞의 논문, 1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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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하권 합본
소장기관 비고 약칭

장서각 상·하권 2책을 합본했음. 장서각 상·하권

※ 약칭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책이 2부 이상 있는 경우, c.1, c.2 등으로 표시하고 소장기관의 등록
번호를 제시했다. 청구기호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2부 이상의 책에 동일한 청구기호가 부여되었
거나, 중간에 청구기호가 변경되어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상권 3부와 하권 3부는 각각 동일 판본으로 보인다. 장서각 상·하권은 현재 1책으로 
묶여 있으나, 상권이 끝나고 하권이 시작되는 부분을 보면, 책장 사이에 약간 층이 나 있고, 때
가 묻어 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래 1책이 아니라 2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장서각 상·하
권도 다른 책들처럼 상권과 하권이 각각 따로 묶여 나온 2책본이었는데 나중에 합본한 것이다.

필자가 최근에 다른 논문에서 보고했듯이, 연세대 상권(c.2)에는 “병오 윤사월 십오일”이라는 
장서기(藏書記)가 있다.27)27)그런데 고려해 볼 만한 시기의 병오년(丙午年) 중 윤4월이 든 해는 
1906년뿐이며, 이 해의 윤4월 15일은 양력 6월 6일이다. 따라서 1906년 6월 이전에 상권이 간행
되었음이 확실하다. 

2권2책본은 1909년 출판법 시행 이후 재판되지 않았으니, 시장에서 유통된 기간이 별로 길지 
않았던 셈이다. 그러므로 1권1책본처럼 수리를 거친 재판본이 나왔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판
단된다. 필자는 이번 조사에서 수리의 증거라고 할 만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본문의 내용을 1권1책본과 비교해 보면, 체제상의 변화가 거의 없다. ‘시조편 - 잡가편 - 가사
편’의 배열 순서도 같고, 작품의 수록 순서도 같다. 단지 시조 1편이 누락되고 시조 2편과 가사 
1편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누락된 작품은 1권1책본의 212번 시조이다. 

병풍에 압니 작동 부러진 괴 그리고 그 괴 앍픠 죠고만 사향쥐를 그러 두니 고 죠 괴 삿부
로냥여 그림에 쥐를 잡으려 존니고야 우리도 남의 임 거려 두고 존니려 볼 (1권1책본 #212)

성무경은 이 작품의 누락을 단순한 실수로 간주했는데,28)28)필자가 보기에도 이 작품이 누락된 
데 별다른 이유가 없는 듯하다. 

추가된 작품은 224번, 225번 시조와 가사 <황계사>이며, 모두 하권에 수록되어 있다. 분량이 
많지 않으므로 여기에 모두 소개한다. 

27) 위의 논문, 199면 참조.
28) 성무경, 앞의 논문, 361-3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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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상의 달 빗쳣다 단장두의 화 이라 엇그졔 가시든 임이 월상시로 오마 시드니 금노향진고 
오경죵이 거위로되 삼오야 지도록 독의난간야 님 보랴 엿 안자드라고 그린 낭군게 젼 쥬렴 
아마도 유신기는 명월인가 (2권2책본 #224) 

쵸당에 오신 손임 무어스로 졉리 오렵노 졈심 짓고 산에 올나 도라지 며 덜에 나려 미
나리  봉상시 편포 맛물 낙 고 낙근 고기로 어을 셰 동자야 잔로 슐 부어라 손 졉
게 (2권2책본 #225) 

못 오드냐 엇지 구러셔 안이 오드냐 지여자 조흘시고 조흘시고 조흔 경의 어듸를 가구셔 날 아
니 와 찻노 지여자 말 듯쇼 달은 발고 바람 찬데 밤은 길고 잠 업셔라 지여자 말 듯쇼 져 달아 보
느냐 임 계신 데 명긔을 빌니여라 나도 보자 지여자 조흘시고 츈슈가 만사니 물이 깁허셔 못 
오드냐 엇지 그리 아니 오나 지어자 조흘시고 하운이 다긔봉니 산이 놉하셔 못 옷드냐 지어자 조
흘시고 병풍에 그린 황계 두 나을 둥덩 치며 사오경 일졈에 날 오라고 요 울거든 오랴시나 
지어자 조흘시고 황혼에 긔약을 두고 어듸을 가구셔 네 그리 아니 오느냐 지어자 졸흘시고 산이여
든 말을 타고 물이여든 참를 타소 지어자 졸흘시고 강촌어부갓치 여 쥭관사립 졉어 쓰고 십니사
장 려간다 지어자 졸을시고 너는 쥭어 황슈 되고 나는 쥭어 돗션 되여 광풍이 건듯 불 졔마
다 어화 둥덩실 나 놀셰 어야자 조흘시고 한 곳즐 바라보니 뉵관 셩진이는 팔션녀을 다리고 
희롱헌다 어야자 조흘시고 (2권2책본 <황계사>) 

성무경이 이미 밝혔듯이 224번 시조는 그 동안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악부(樂府)
에만 수록되었다고 알려져 있었던 다음 작품과 거의 같다.

셔셩에 달 빗치엿다 단장두에 화용이라 엇그졔 가는 님이 오날밤 오마기는 월상시로 오마드니 
금노에 향진허고 오경종이 거위로되 삼오야 지도록 독의난간허여 임 보랴 엿 안져라구 젼허
여 쥬렴 아마도 유신허기는 명월인가 (악부 #21)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본 악부는 2권2책본 남훈태평가보다 약간 후대의 가집으로 
간주된다. 그 편자가 1860년대에 출생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29)29)그러므로 이 작품이 악부에 
앞서 2권2책본 남훈태평가에 먼저 수록되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한편, 225번 시조는 아직 
다른 가집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작품이다. 그리고 <황계사>는 육당본(六堂本) 청구 언
(靑丘永言)에 이미 수록되었기 때문에 2권2책본 남훈태평가에 처음 수록된 작품은 아니지만, 
<황계사>의 변천 과정 중 한 지점을 보여 주는 새로운 변이형으로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30)30)

29) 심재완, 1972 時調의 文獻的硏究, 세종문화사, 68면 참조.
30) 성무경은 육당본 청구 언, 2권2책본 남훈태평가, 대동풍아(大東빌雅, 1908) 등 세 문헌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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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1책본 2권2책본 작품번호
바람 발암 #1
니러 일워 #12
밋헤 밋테 #40
날를 나를 #40
아레 아 #54

기신 삼기신 #54
곳  #56

굴움 구름 #57

이 세 작품들이 추가된 이유에 대해 성무경은 “2수의 시조와 ｢가사편｣의 <황계사>를 추가하
지 않았다면, 하권은 14장 내지 15장밖에 안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상권과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것이니,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방각자(坊刻者)가 최소한의 수고를 들인 것으로밖에는 작품 세 
편이 추가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31)다고31)했다. 그러면 2권2책본의 편자가 1권1책본에 실
려 있지 않은 새로운 작품들을 더 수록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자 의도했다고 볼 여지는 없는
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상권의 분량은 17장이고 하권의 분량은 16장이다. 만일 1권1책본에 
실려 있지 않은 새로운 작품들을 추가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가 있었다
면, 하권의 분량을 17장 또는 18장으로 늘여 시조를 10여 편 더 수록하거나 잡가 또는 가사를 
한두 편 더 수록했을 것이다. 그러나 2권2책본의 편자는 단 두 편의 시조와 한 편의 가사를 추
가하여 겨우 16장을 채우고는 작업을 마쳤다. 그러므로 상권과 하권의 분량을 적당히 맞추기 위
해 몇 작품을 더 추가한 것이었을 뿐, 새로운 작품들을 추가하여 독자의 관심을 끌고자 한 것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목적은 1권1책본보다 더 나은 책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1권1책
본과 최대한 유사한 책을 만드는 데 있었던 것 같다.

2권2책본의 수록 작품들을 1권1책본의 수록 작품들과 일일이 대조해 보면, 역시 큰 변개가 
없었음이 드러난다. 대조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같은 말을 다르게 표기한 경우가 많고, 조사가 생략되거나 첨가된 경우, 문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이 바뀐 경우가 종종 있다. 몇 가지 예를 보자.

a. 같은 말을 다르게 표기한 경우

된 <황계사> 텍스트들을 서로 비교해 보고, “남태(하권)에 수록된 <황계사>는 대략 19세기 중·후반 
당대 시정에 유행했던 텍스트를 강하게 반 하면서도 20세기 초의 텍스트에 접근하는 移行期的 모습을 
읽을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는데, 더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 본다. 성무경, 앞의 논문, 364-366면 참조.

31) 위의 논문, 3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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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러 셜러 #66
우름 울름 #76

b. 조사가 생략되거나 첨가된 경우
1권1책본 2권2책본 작품번호

고지 아니랴  아니랴 #1
초강 어부드라 쵸강에 어부드라 #11
열 놈  말를 열 놈이  말을 #15
왕손은 귀불귀 왕숀 귀불귀 #91

니이 긔경비상쳔 니 긔경비상쳔 #105

c. 문맥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이 바뀐 경우
1권1책본 2권2책본 작품번호
밧 갈지 밧츨 갈지 #6

일 평 #7
우분분헐 졔 우분분니 #13
달 밝은 밤에 달 밝은데 #14

셜이 치는 밤에 셜이 찬 밤의 #18

당시에는 통일된 표기법이라는 것이 없었고 사람마다 표기 습관이 달랐다. 그러므로 a의 경우
처럼 같은 말을 다르게 표기한 것이 전혀 특이한 일이 아니다.32)32)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책을 
베낄 때는 한 글자 또는 한 단어씩 읽으면서 똑같이 따라 쓰지 않고, 몇 구절씩 묶어 읽으면서 
옮겨 쓰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사의 생략이나 첨가가 흔히 일어나며, 문맥
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므로 b나 c와 같은 경우에도 특
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32) 표기의 차이가 가집의 편찬시기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리라 기대하기 쉽지만, 실제로 표
기의 차이를 근거로 가집의 편찬시기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개인에 따라 표기 습관이 달
라 시기에 따른 표기의 변화가 모든 문헌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꽃’이라
는 단어를 1권1책본 남훈태평가에서는 주로 “곳”(#56, #108, #114, #218)으로 표기했고, 나중에 보각
된 부분에서 “”(<백구사>, <상사별곡>)으로 표기했다. 그리고 2권2책본 남훈태평가에서는 “”(#56, 
#108, #114, #217, <백구사>, <상사별곡>)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19세기 전반 가집으로 알려진 규장각 
소장본 흥비부(興比賦)에서도 “”(#48, #76, #201, #321, #342, #379, #385, #436)으로 표기했다. “곳”
에서 “”으로의 변화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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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자(誤字) 또는 결자(缺字)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33)33)이것 역시 책을 베껴 쓰는 과정
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그리 대수로운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

1권1책본 2권2책본 작품번호 비고
셩양 셕양 #9
자라 라 #112

엇쑘 엿는 #121 1권1책본 11장
견 션 #121 1권1책본 11장
가사 가시 #136 1권1책본 12장
순셥 눈셥 #185
다라 다리 #192

이 이 #193
옥수 옥누 #199
쉬 뉘 #199

1권1책본에 잘못 표기되어 있는 글자가 2권2책본에는 바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
우는 그 반대의 경우 즉 1권1책본에 바로 표기되어 있는 글자가 2권2책본에 잘못 표기되어 있
는 경우에 비해 상당히 많다. 성무경은 이들을 모두 1권1책본의 오자가 2권2책본에서 교정된 경
우로 간주했는데,34)34)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물론 1권1책본의 오자가 2권2책본에서 교정된 
경우가 없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일 수 있다. 

표에 제시된 121번 시조와 136번 시조의 예를 먼저 보자. 이 작품들은 1권1책본에서 11장과 
12장에 판각되었는데,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1장과 12장 판목은 기존 판목이 훼손 또는 소실
되어 나중에 다시 만들어 넣은 것이다. 그러므로 11장, 12장 판목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오자
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즉 초판본에는 “엿”, “션”, “가시”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보
각 과정에서 “엇쑘”, “견”, “가사”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23, 24, 25, 26장도 11장, 12장
과 마찬가지로 기존 판목이 훼손 또는 소실되어 나중에 판목을 다시 만들어 넣었기 때문에 초판
본과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의 오자들도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앞에서 검토
했듯이, 11, 12, 23, 24, 25, 26장 판목을 제외한 나머지 판목들은 번각본 판목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번각 과정에서 많은 오자들이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상과 같은 문제들을 고려하여, 현전 1권1책본의 오자들 중 상당수가 번각 및 보각 과정에

33) 노→쇼(#4), 분류도불부회→불뉴도회불부회(#34), 동강칠리탄→동칠리탄(#193).
34) 성무경, 앞의 논문, 3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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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했으며, 2권2책본은 번각 및 보각 이전의 판본 즉 초판본을 저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 
향을 받지 않았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밖에 한 구(句) 이상이 다르게 기록된 경우가 드물게 발견된다. 

(…) 강구에 문동요니 졀 가는 쥴 (1권1책본 #14)
(…) 우리도 셩쥬을 뫼시고 동낙평 (2권2책본 #14) 

(…) 지금에 피게 울어셔 잠든 나를 (1권1책본 #74)
(…) 지금에 피나게 우러셔 남의 을 (2권2책본 #74)  

(…) 우는 눈믈 바다면 참도 타고 가련마는 지쳑동방 쳔리완 어히 그리 못 오던가 (1권1책
본 <소춘향가>)

(…) 우는 눈물 바다면 참도 타고 가련마는 지쳑동방 쳔리로다 바라보니 눈의 암암 (2권2책본 
<소춘향가>)

14번 시조는 종장 전체가 다르고, 74번 시조는 종장의 마지막 한 구, <소춘향가>는 마지막 
두 구가 다르다.

이것은 2권2책본을 만들 때 발생한 변이로 보이는데, 아마도 낯선 표현을 익숙한 표현으로 
고친 것인 듯하다. 1권1책본의 표현보다 2권2책본의 표현이 당시에 훨씬 더 널리 쓰이는 표현이
었으리라 짐작되기 때문이다. 교본 역대시조전서(校本 歷代時調全書)에 의하면, 14번 시조의 
종장을 2권2책본과 유사하게 기록한 가집의 수가 23인 데 비해, 1권1책본과 유사하게 기록한 가
집의 수는 겨우 4이다.35)35)그리고 74번 시조의 종장을 2권2책본과 유사하게 기록한 가집의 수가 
42인 데 비해, 1권1책본과 유사하게 기록한 가집의 수는 0이다.36)36)한편, <소춘향가>는 19세기 
가집에서 자주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표현이 더 널리 쓰 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1권1책본의 것과 같은 표현은 문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잘 쓰이지 않았을 듯하다. 현재 전승되
고 있는 구절도 2권2책본의 것과 같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체제나 내용에 있어 2권2책본은 1권1책본과 큰 차이가 없다. 그
러므로 2권2책본은 1권1책본으로부터 분화되어 뚜렷한 독자성을 지니게 된 이본이 아니라, 1권1
책본과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진 사본(寫本) 성격의 이본이라고 볼 수 있다. 
35) 이들은 규장각 소장본 악부(樂府), 규장각 소장본  언류초(永言類抄), 지헌  소장본 시조(時

調), 계명대 동산도서관 소장본 시여(詩餘) 등이다. 그런데 성무경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시조와 
시여가 남훈태평가의 전사본(轉寫本)이라고 하니, 여기에서 시조와 시여를 제외할 수 있겠다. 
위의 논문, 377-380면 참조.

36) 심재완, 1972 校本 歷代時調全書, 세종문화사, 91-93면, 192-19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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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현전하는 1권1책본 남훈태평가 자료는 모두 재판본이다. 이들은 1909년 출판법 시행 이전 

재판본과 1920년 한남서림 재판본으로 나뉜다. 그리고 한남서림 재판본은 다시 한지에 인쇄된 
책, 양지에 인쇄된 책, 양지에 한지 방식으로 인쇄된 책 등으로 나뉜다. 이 책들의 인쇄에 모두 
동일한 판목이 사용되었는데, 이 판목은 기존 판목 중 소실되었거나 훼손된 부분(11, 12, 23, 24, 
25, 26장)을 다시 새겨 보충해 넣은 보각본 판목이다. 이 보각본 판목의 제작에 사용된 기존 판
목이 초판본 판목인지 여부는 초판본이 발견된 후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이것
이 초판본 이후에 새로 만들어진 판목이었다고 해도, “癸亥石洞新刊”이라는 간기가 그대로 유지
되었으니, 초판본 판목과 거의 같은 판목 즉 초판본을 번각한 판목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현전하는 2권2책본 남훈태평가 자료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간행되었다고 추정
된다. 시장에서 유통된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1권1책본 남훈태평가처럼 판목의 수리를 
거친 재판본이 나왔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리의 증거라고 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체제나 내용에 있어 2권2책본 남훈태평가는 1권1책본 남훈태평가와 거의 
같다. 상권과 하권의 분량을 맞추기 위해 하권에 1권1책본 남훈태평가에 실려 있지 않은 작품 
3편을 더 수록했을 뿐, 그 외에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2권2책본 남훈태평가는 1권1책본 
남훈태평가로부터 분화되어 뚜렷한 독자성을 지니게 된 이본이 아니라, 1권1책본 남훈태평가
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진 사본 성격의 이본이라고 볼 수 있다.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권2책본 남훈태평가의 저본이 초판본이었으며, 이 초
판본의 모습이 현재 남아 있는 1권1책본 남훈태평가 재판본의 모습과 약간 달랐음을 가정해 
볼 수 있다. 현전 1권1책본 남훈태평가 재판본에는 1장부터 4장까지 시조의 삼장을 구분하는 
작은 점이 찍혀 있는데, 이 점이 번각 과정 중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전 1권1책
본 남훈태평가 재판본에는 오자가 매우 많은데, 그 중 상당수가 번각 및 보각 과정에서 발생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현전 1권1책본 남훈태평가 재판본에서 1장부터 4장까지 찍혀 
있는 시조 삼장 구분 점들을 지우고, 2권2책본 남훈태평가와 대조하여 상당수의 오자들을 바
로잡으면 아마도 초판본에 가까운 모습이 되리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려 본다.

주제어 : 한국문학, 한국고전시가, 가집, 남훈태평가, 방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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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Bibliographical Study of Namhuntaepyeongga(南薰太平歌), the 
Commercially Woodblock-Printed Korean Anthology of the 19th 

Century 
Yi, Yu-jin *

37)
Namhuntaepyeongga(南薰太平歌) is a commercially woodblock-printed Korean anthology 

of the 19th century, which contains sijo, japga and gasa. Its first edition was published 
in Seoul in 1863, and it was later reprinted several times. A different version of 
Namhuntaepyeongga was published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Because Namhuntaepyeongga is the only commercially woodblock-printed Korean 
anthology, it has occupied the attention of scholars and has, for more than twenty 
years, been treated as very important material in many studies referring to the 
spread of sijo or the popularization of sijo.

By comparison, bibliographical studies on Namhuntaepyeongga have only been 
undertaken quite recently, and there are still several questions to answer. The two 
most important questions, which we must answer without delay, are these: do we 
have the first edition of Namhuntaepyeongga? If not, can we infer what it looked 
like from the reprints or the different version of Namhuntaepyeongga?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study examines the books we have today as closely as possible.

Key Words : Korean literature, Korean classical poetry, anthology, Namhuntaepyeongga 
(南薰太平歌), commercially woodblock-printed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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