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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하소설의 독자층이 상층임은 주지의 사실이나, 근래에 들어서는 필사기 등

의 구체  근거를 토 로 그 향유의 편폭이 상층 아래로까지 확산되었던 정황이 

밝 지고 있다. 서울  규장각본 옥원재합기연의 온양정씨 필사 기록을1)
1)토

로 하소설의 독자층이 상층이며 그 에서도 사족 여성이 주독자층임이 규명

된 이래로,
2)

2)언서서주연의(諺書西周演義)를 여항의 아녀자가 읽었다는 기록,
3)

3) 

*  이 논문은 2016년 9월 23일에 한 박물  소장자료 강독회에서 발표한 을 수정․보완한 

것임.

** 경북 학교 국어교육과 부교수.

1) 심경호, 1990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한 일고찰: 온양 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
과 낙선재본 옥원 회연의 계를 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8. 

2) 김종철, 1994 ｢장편소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 고소설의 작과 , 아세아문화사.  

3) 조태억(趙泰 ), 겸재집(謙齋集) 권42, ｢언서서주연의발(諺書西周演義跋)｣. 언서서주

연의는 국의 연의소설(演義 說) 서주연의를 번역한 것이나 장편으로, 이런 작품

을 여항의 부녀자들이 읽었다는 것은 조선의 하소설 한 여항의 부녀자들이 읽었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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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란기연의 필사자 ‘청계천 수표교 신소 ’가 유녀(遊女)라는 기록
4)

4)등 하

소설의 독자층이 상층 이하로까지 내려갔음을 보여주는 단서들이 드러나고 있

다. 근래에는 이를 종합하여 하소설의 향유층이 상층의 경우 집권층(執權層)

과 실세층(失勢層)으로 분화되는 한편, 상층 이하로는 여항인층(閭巷人層)까지 

내려갔다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 다.5)5) 

본 논문에서는 한 박물 본 명주기 을 상으로 19세기 반~20세기 

반에 하소설의 독자층이 서민층으로까지 확산되었던 정황과 그  서민층 여

성의 비 이 지 않았던 양상을 집 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후 로 갈수록 

하소설 독자층의 편폭이 넓어지는 양상을 한 박물 에 소장된 명주기 의 

여러 이본을 통해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6)6)   

명주기 은 서울  규장각본 옥원재합기연에 실린 소설목록(1790년경 필

사 추정), 창덕궁 서고 축 (大畜觀)의 도서목록인 축 서목(大畜觀書目, 18

세기경), 세책집 소장목록으로 추정되는 ｢언문책목록｣(1872),
7)

7)세책본(貰冊本) 

목록으로 추정되는 언문후생록(20세기경)
8)

8)등에 그 제명이 보인다.
9)

9)  고

본 명주기 은 종로 수문동을 심으로 향유된 세책본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

다.
10)

10)이런 자료들은 명주기 이 18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궁 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리 유통되었음을 잘 보여 다. 더욱이 명주기 의 

 능성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 이상택, 1999 ｢창난호연 연작의 텍스트 교감학｣ 고 문학연구 15. 유녀(遊女)는 하층

이라고 할 수 있으나 유녀가 활동했던 곳은 바로 여항인들의 유흥공간이다. 따라서 유녀

는 여항인들과 그 문화공간이 같다는 에서 여항인층에 포함시킬 수 있다.

 5) 한길연, 2005  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 에 한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6) 이 자리를 빌려 한 박물  명주기 의 여러 이본의 필사기․소장기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한 박물 측에 감사의 말 을 드린다. 

 7) 정병설, 2003 ｢세책소설 연구의 쟁 과 방향｣ 국문학연구 10, 53면.

 8) 정명기, 2005 ｢세책소설에 한 새 자료의 성격 연구: 언문후생록 소재 목록을 심으로｣ 

고소설학회 19. 
 9) 이외에도 동양문고본 소장 세책본 소설의 이면지로 활용된 세책목록(1905년 이 에 작성

된 것으로 추정)에서도 명주기 이 발견되었다(정명기, 2003 ｢세책본 소설의 유통양

상: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소설에 나타난 세책목록 심으로｣ 고소설연구 16). 
10) 최수 , 2015 ｢명주기  이본 연구｣ 한국고 연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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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인  씨양웅 린기는 하소설  구활자본으로 통용되었던 몇 안 되는 

작품으로, 20세기에 들어서도 이들 연작의 인기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11)11) 

한편, 명주기 은 상층 여성들의 애정에 한 욕망을 담은 작품이라고 논의

될 만큼,
12)

12)여성 취향  성향을 보여 다. 명주기 에서 규방에 한 심이 

잘 드러나 있다거나 부부 계에서 정서  친 성을 시하는 은 이를 잘 보

여 다.
13)

13) 한, 명주기 에는 여주인공이 자신을 괴롭힌 남편을 시 식구들의 

도움 아래 골탕 먹임으로써, 여성들의 억 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소설  장

치들이 잘 마련되어 있다.
14)

14)이런 정황을 토 로, 그간 명주기 은 상층 여성

이 주된 향유층임이 논의되었다.
15)

15)그런데 한 박물 에 소장된 명주기 의 

이본들은 19세기 반~20세기 반에 명주기 의 독자층이 상층 아래로 내려

가는 가운데, 서민층 여성이 주요한 독자층으로 부상하는 양상을 보여주기에 주

목할 만하다.
16)16) 

그간 19~20세기에 유통된 세책목록 등에서 명주기 의 제명은 확인되었으

나, 그 구체 인 향유양상에 해서는 명확히 밝 지지 않았다. 더욱이 궁 이 

아닌 민간이라는 범박한 테두리가 아니라, 서민층에 을 맞춰 그 향유양상을 

집 으로 조명한 논의는 없었다. 물론 세책장부에 서민층 독자와 련한 기록

이 있기에 이들이 명주기 을 읽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명주기 
과 같은 하소설류를 서민층에서 읽었다는 명확한 검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11) 명주기 은  씨양웅 린기, 명주기 , 명주옥연기합록,  씨팔룡기 연작소설

의 두 번째 작품이다. 이들 작품들은 연작소설  4부작일 뿐만 아니라, 앞 작품의 인기

에 힘입어 다른 작가가 후편을 창작한 것이라 평가받고 있기에(이지하, 1992 ｢ 씨양웅

린기 연작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조선후기에 인기가 높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 고은임, 2010 ｢명주기 의 애정 형상 연구｣,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13) 송성욱, 1992 ｢명주기 에 나타난 규방에 한 심｣ 고 문학연구 7; 최수 , 2016 

｢명주기 에 나타난 부부 화합의 조건｣ 한국고 연구 34.
14) 한길연, 1997 ｢ 하소설의 능동  보조인물 연구: 임화정연․화정선행록․ 씨양

웅 린기 연작을 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한길연, 2006 ｢ 하소설의 ‘일상 

서사’의 미학: 일상과 탈일상의 타기｣ 국문학연구 14.
15) 고은임, 앞의 논문 참조.

16) 한 박물 에 소장된 명주기 은 서민층과 련한 이본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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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한 박물 본 명주기 의 여러 이본을 상으로, 상층에서 주로 

향유한 명주기 이 19세기 반~20세기 반에 서민층으로까지 확산된 정황

과 그 가운데 서민층 여성이 주요한 독자층을 이루고 있음을 필사기(筆寫記)․

소장기(所藏記)
17)

17)  서술방식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19세기 

반~20세기 반 하소설의 향유양상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며, 후

로 갈수록 하소설의 향유층이 으로까지 확산되는 정황을 고찰할 수 있을 것

이다.  

2. 한 박물 본 명주기 의 필사기․소장기와 향유양상  

한 박물 에는 명주기 의 여러 이본이 하나 완질(完帙)로 하는 것은 

없고, 모두 낙질(落帙)로 남아 있다.
18)

18)여러 이본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있기

에, 그  책주(冊主)를 심으로 정리해 본다면 김생원(김심정) 책주본, 복녀  

책주본, 김애순  책주본, 김갑동 책주본, 김진사  책주본 등으로 분류할 수 있

다.
19)

19)이  김진사  책주본처럼 상층에서 향유한 이본도 있지만 이는 매우 드

물고, 서민층에서 향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본들이 주를 이룬다. 서민층의 향

유양상을 악하기에 합한 김생원 책주본, 복녀  책주본, 김애순  책주본을 

심으로 그 필사기  소장기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7) 소장기(所藏記)는 책의 소유주를 밝힌 기록을 말한다.  

18) 재 한 박물 본 이외의 명주기  이본으로는 장서각본, 고려 본, 서울 본, 연세

본, 단국 본, 김 순본, 충남 본, 최길용본, 정명기본 등이 있다. 이  장서각본(24권 

24책), 고려 본(22권 22책)만 완질이고 나머지는 다 낙질이다. 한 박물 본으로는 박

순호 구장본과 여타 이본들이 있다. 

19) 김생원 책주본은 원래 박순호 구장본으로, 이를 한 박물 에서 구입한 것이다. 한 박물

에 소장된 명주기 의 여러 이본들은 아직 제 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한 박물

 공식 사이트에도 아직 소개되지 않았다. 필자 한 몇 시간 정도 허락을 받아 이들 자

료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체의 자료를 소개하기보다는 당 의 향유양상과 련하여 

의미 있는 자료 주로 선별하여 소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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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생원 책주본
20)20) 

김생원 책주본은 2, 7, 21권이 하는데, 여러 권이 합본되어 있다. 명주기  
2권의 경우 앞표지가 ‘명주기 ’으로 되어 있으나 2권, 39권, 40권, 37권이 합

본되어 있고,
21)

21)7권의 경우 앞표지는 7권으로 되어 있으나 7권, 14권이 합본되어 

있으며, 21권은 21권, 22권과 옥환기  일부가 합본되어 있다.
22)

22)7권(7, 14권 

합본), 21권(21, 22권, 옥환기  권지  합본)의 경우에는 앞권의 권수로 표제

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김생원 책주본 표지 

2권(2, 39, 40, 37권 합본), 7권(7, 14권 합본), 21권(21, 22권, 옥환기  권지

 합본) 세 책의 필사기와 소장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김생원 책주본은 김생원 

자신과 그 모친에 의해 필사되었다. 둘 다 궁체(宮體)가 아닌 민체(民體)인 

20) 김생원 책주본에서 ‘생원’은 본래 소과에 합격한 사람을 부르는 말이었으나 조선후기로 

가면 나이 많은 선비를 부르게 되고, 개화기에 이르면 메 꽃 필 무렵에서 장돌뱅이인 

주인공을 김생원으로 부르는 데서 볼 수 있듯 나이 많은 사람을 부르는 말 정도로 일반

화된다. 한 박물 본 김생원 책주본의 경우 김생원 스스로 상스런 욕을 하기도 하고 다

른 사람이 김생원을 ‘김괴’이라고 부르는 데서 서민층에 속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 김생원 책주본은 그 모친도 책주로 나오기도 하지만 김생원이 책주로 명시된 목이 

많기에 ‘김생원 책주본’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21) 다른 책과 형식을 통일하기 해 ‘명주기  2권’이라 부르기로 한다. 

22) 권의 배열순서가 차례 로 되어 있지 않고 빠져 있는 권도 많고 선후가 뒤바  것도 있

으며 다른 작품과도 합본되어 있는 등 반 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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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동일하나 김생원 모친의 씨는 좀 더 단정한 데 반해, 김생원의 씨는 휘

갈기듯 쓰 다. 그리고 필사기에서도 김생원의 모친은 체 으로 부드러운 말

투인 데 반해, 김생원은 욕설이 섞이고 핀잔하는 듯한 거친 말투인 이 차이를 

보인다. 이들이 쓴 필사기․소장기를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2권(2, 39, 40, 37권 합본)

  ▶ 2권 

신유 이월 십뉵일 시작여 십구일의 쥬의 김시 뫼 각향언 심화 듕 필셔라 

총〃 필셔의 오자낙셔오나 보시난 부인 쇼제  구셜 말고  보쇼셔

<그림 2> 김생원 책주본 2권 필사기 

2권 뒤에 실린 이 필사기는 김씨 즉 김생원의23)
23)모친 각향이 심화 에 하

게 쓰느라 오자낙서(誤字落書)가 많으니 보시는 부인과 소 는 이를 헤아려 보

라는 내용이다.
24)

24)신유년은 서지사항을 고려하건 , 1861년이나 1921년으로 추정

23) 김생원은 필사기․소장기에서 김씨, 김심정 등으로도 나오는데, 북 진안군 성수면 증자

동에 사는 인물로 다 동일인물을 가리킨다.  

24) “쥬의 김시 뫼 각향언 심화 듕 필셔라”라는 목은 필사기․소장기에서 흔치 않은 표

이다. 김씨의 모친이 자신의 이름을 ‘각향’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을 소개

하기보다는 자신을 김씨의 모친 각향이라고 언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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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책의 상태가 오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책표지 안쪽에 편지지 흡사하

게 인쇄된 종이가 있기 때문이다.
25)

25)물론 이 쳐져 있는 계선(繼線)은 부

터 있었지만, 2권의 표지 안쪽에 쳐진 은 근 의 편지지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그 시기를 앞서와 같이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필사기에서는 독자를 부인과 소 로 한정하여 언 하고 있다. 이는 이후의 

필사기에서도 종종 나오는 구 인데, 이러한 구 은 당시 명주기 의 향유층

으로서 여성이 주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다. 한 책주이자 필사자

인 김씨의 모친이 자신의 이름을 ‘각향’이라고 직  명시한 , ‘각향’이라는 이

름이 품격이 느껴지지 않는  등에서 그녀는 신분이 그리 높지 않은 계층에 속

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 37권

신유 이월 이십오일 야의 시작여 이십팔일의 필셔 

쥬 긤시 뫼 각햑은 심화 즁 총〃 필셔 오낙셔오이 부인 쇼져 보시고 

직 옵쇼셔 뉘시던지 물노(→물론) 이 셔즁 화쇼제의 본을 바더 효졀 두 가지 

완젼키 바오 

(뒷장)

冊主 鎭安郡 夏壽面 元曾子洞 金石史 수결 

반~20세기 반에는 여자라도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그리 낯설지 않은 것이다. 서

민층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한 이후의 필사기․소장기에서 그 아들인 김씨가 주

소까지 낱낱이 명시하면서 자신이 책주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목이 여럿 보이는데, 

이는 김씨가 자신이 사는 증자동이라는 마을에서 잘 알려진 사람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한다. 이때 김씨의 모친 각향은 자신보다는 

자신의 아들이 잘 알려져 있기에 여러 사람에게 책을 돌려받기 쉽도록 자신을 김씨의 모

친인 각향이라고 명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5) 물론 이 편지지는 뒤에 표지를 개수하면서 덧붙인 것일 수도 있으나, 반 인 책의 서지

사항을 고려하건  필사시기가 개화기 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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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김생원 책주본 37권 필사기․소장기 

37권은 2권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모친 각향이 쓴 것으로 명주기 의 화옥수

를 본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이 책을 보는 부인과 소 는 책을 보고 난 뒤 

‘직 (卽 )’할 것을 부탁한다. 씨체가 민체로 필사자의 수 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보여 다.   

37권에서는 뒷장에 ‘冊主 鎭安郡 聖壽面 元曾子洞 金石史’라는 한자로 앞의 

씨와는 다르게 책주를 밝힌 소장기가 있다. 이를 통해 책주를 보다 확실히 알 

수 있다. 김씨의 모친도 책주라고 할 수 있지만, 보다 실질 인 책주는 김씨임을 

보여 다. 여기에서 진안군 성수면 원증자동은 라북도에 치한 마을로, 이 기

록을 통해 명주기 이 19세기 반~20세기 반에 북 진안군 성수면 증자

동이라는 마을에서 읽혔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 39권

신유 이월 십구일의 시작여 이십이닐의 필셔라 쥬 긤시 뫼 각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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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김생원 책주본 39권 필사기․소장기

39권의 필사기도 2권, 37권과 마찬가지로 책주인 김씨의 모친 각향이 썼다는 

내용을 밝 놓고 있다. 그런데, 39권과 40권을 보면, 39권 말미의 “각〃 쎠 타문

의 장여시나”, 40권 두의 “차셜 션시의 사인이 각〃 타문의 장여스

나”에서 같은 구 이 반복되고 있어 주목된다. 세책본에 한 기존 연구를 참조

할 때,
26)

26)39권과 40권은 책장을 넘기는 자리(침자리)가 있고, 간기와 간소가 명

확히 표시되어 있으며, ‘차쳥회를 분셕할지여다’라는 구 이 나오고, 권말의 서

술이 다음 권의 권두에 다시 나오는 으로 추정컨 , 세책본을 베 을 가능성

이 높다. 세책가는 서울에만 존재하고 지방에는 없었으며
27)

27)면수를 표시하지 않

은 , 그리고 권수가 제 로 배열되지 않은  등으로 보아 세책본이라고 할 

수는 없고 세책본을 본으로 베낀 것으로 보인다.  

요한 은 이 책이 반 으로 독자가 읽기 편하도록 필사되었다는 이다. 

세책본의 경우 이러한 필사방식이 흔한 것일 수 있지만, 궁 에서 향유한 낙선

재본(  장서각본)이나 상층에서 필사한 이본에서는 흔치 않은 서술방식이다. 

26) 김동욱, 1971 ｢이조소설의 작가와 독자에 하여｣ 장암지헌 선생화갑기념논총, 호서

문화사; 정명기, 2001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한 서설  이해｣ 고소설연구 12, 449면.

27) 岡倉由三郎, 1984 ｢朝鮮の文學｣ 철학잡지 74, 844-845면; 모리스 꾸랑(이희재 옮김), 

1994 한국서지, 일조각, 3-4면; 최남선, ｢조선의 가정문학｣ 매일신보(每日申報)
(1974 육당최남선 집 9, 암사 재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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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8세기경 상층에서 읽혔던 하소설류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 다. 이는 

필사자를 비롯한 상층 이하의 수  낮은 독자들의 가독성을 높이기 한 방편이

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40권   

신유 이월 염이일의 시여 염오닐의 필셔 

셜명이라 이 은 일홈은 명쥬기 이라 여어 람들은 이 을 보와라 구던지 

이 탕가년 갓치 실을 엿다가은 탕가년과 갓치 될리라  화옥슈 쇼졔 갓치 

고져 젹은 무〃 복을 바들 거시오 그러나 이  즁의 거진말리 잇스니 무슨 

말인고 면 명을 거다 니 이연(→이런) 시어부식(‘욕’으로 보임)의 말리 

잇야 이 은 어든 람이 보던 거 죰 폄론을 여라 헐 쇼가 이 밧기다 나

 무식여셔 말리 뭇 니 보고 욕은 말어라 욕을 하엿다가는 

필셔기난 지안(鎭安) 진동(曾子洞) 짐심졍(金心定)이가 엿다     

<그림 5> 김생원 책주본 40권 필사기

40권의 필사기 한 39권과 마찬가지로 신유년에 필사된 것이다.
28)

28)필사자인 

김씨는 한자까지 병기하여 라도 ‘지안(鎭安) 진동(曾子洞) 짐심졍(金心定)’

28) 40권의 앞부분은 김심정의 모친인 각향이 쓴 것이라면, 뒷부분은 김심정이 필사하고 김

심정 자신이 필사기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각향이 쓴 씨는 비교  단정하게 쓰인 데 

반해, 김씨가 쓴 씨는 흘려서 쓴 씨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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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김심정은 명주기 의 악인형 인물인 탕씨와 선인

형 인물인 화옥수의 를 들어 ‘탕가년’ 같이 해서는 안 되고 ‘화옥슈 쇼졔’ 같이 

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면서도 책의 내용에 “ 명을 거다”라는 부분은 거

짓말이라면서 분개하면서 “이연(→이런) 시어부식”과 같은 욕설도 서슴지 않

는다. 한, 자신이 무식하다고 밝히면서 책의 말이 잘못되어도 욕하지 말라 당

부하며 만약 자신에게 욕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이러한 필사기를 

통해 그 필사자인 김심정은 수 이 그리 높지 않은, 서민층에 속했을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7권(7, 14권 합본) 

  ▶ 7권

 

경신 남월(납월) 십구일 시작야 이십일 필셔로라 

<그림 6> 김생원 책주본 7권 필사기 

7권은 경신년인 1860년 혹은 1920년에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경신년은 

신유년보다 한 해 먼 이기에 이 권은 다른 권보다 한 해 먼  필사된 것임을 

알 수 있다. 



60·한국문화 77

  ▶ 14권

 신유 원월 쵸오일 필셔 

이 의 말을 근본 잘못야 슬 분 안이라 벳긔든 의 말리 잘못 되야써 이 늘

근 의 이 어두어셔 잘 쎠든 못야슨나 그리 알쇼 시작과 필셔긔 진안 

징동의셔 으시 경 짐원 장이 엿셔 그 닌(지운 듯한 표시 있음) 인

가 물론 남녀졔씨든지 보시고 잘 쎤 니 못 쎤 니 마으시고 잘 보시되 단문

(‘ 문’으로 보는 것이 옳을 듯)시 졔씨 보지 말으쇼셔 마(‘만’의 오기)일 

보실 겻 같트면 말리 못 되얏네 잘 되얏네 할 거시니 그려면 못씰 분 안이나 만

일 그려면은 말을 못것슴이다   

<그림 7> 김생원 책주본 14권 필사기 

14권은 앞의 2권(2, 39, 40, 37 합본)과 마찬가지로 신유년에 필사한 것이다. 

필사자는 진안 증자동에 사는 김생원으로, 앞서 살펴본 진안 증자동의 김심정과 

동일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김생원은 책의 말이 근본 으로 잘못되었는데, 자

신이 베낀 책은 더욱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이 어둡기에 잘 쓰지 못하 다고 

변명하면서 이 에 해 왈가왈부할 사람은 아  읽지 말라고 말하고 있다. 여

기에서 “단문시 졔씨”는 보지 말하고 하 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쓴 책에 

해 잘잘못을 논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 다. 그런데 앞뒤 내용상 식견이 

다는 단문(短文)이 아니라, 많이 안다는 문(慣聞)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좀 

안다고 해서 자신이 쓴 에 시비를 한다면 그것은 못쓸 행동일 뿐만 아니라 자

신으로 하여  말을 못하게 막는 즉 책을 베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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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내용은 필사자의 수 이 그리 높지 않기에 자신이 베낀 에 해 왈

가왈부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는 양상을 보여 다. 좀 안다고 하여 자신이 베

낀 의 잘 되고 못 됨을 포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내용에서 필사자의 수 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21권(21, 22권, 옥환기  권지  합본) 

  ▶ 옥환기  권지
29)29) 

음비의 션안골격으로 을 알 슈 업닌지라 아모라도 이 을 보실진 리 

권을 구야 두고 보소셔 

갑자 십이월 십오일 필셔다 단쥬의 긤(‘’의 오기인 듯)원이라

이 을 보시고  젼야 쥬시셔

징동 거할 에 등셔 긤원 장이 필셔엿다

쥬의 김괴씨라 

<그림 8> 옥환기  권치  필사기․소장기 

 

명주기  21권, 22권과 함께 합본되어 있는 옥환기  권지 에서는 음비

29) 옥환기  권지 의 경우, 명주기  21, 22권과 합본되어 있고 그 씨체도 흡사하며 

특히 그 소유주가 명주기 의 소유주인 김생원과 동일인물이기에 함께 다루기로 한다. 



62·한국문화 77

의 사생을 알 수 없을 것이니, 미리 하권을 구해 두고 보라고 독자들에게 권고

하고 있다. “징동 거할 때에 김원 장이가 필셔엿다”는 내용은 “필셔긔 

진안 징동의셔 으시 경 짐장이 엿셔”라는 14권의 필사기와 같

으며, ‘징동’은 ‘징동(曾子洞)’을 잘못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옥환

기 의 필사자는 명주기 의 필사자와 동일한 김생원임을 알 수 있다. 

한 “쥬의 김괴씨라”라는 구 은 앞의 것과 씨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다른 사람이 이 책을 보고 뒤에 덧붙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때 책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 었다기보다는 김생원을 ‘김괴씨’라고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괴씨”라는 비하 섞인 표 에서 책주가 다른 사람으로 바  뒤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책주임을 밝힌 목이라기보다는, 제 삼자가 책주인 김생원을 낮

추어 부른 목이라고 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김생원을 다른 사람

이 ‘김괴’이라고 호칭한 것은 김생원의 신분이 낮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며, 

‘김괴’이라고 말한 당사자도 수 이 낮음을 보여 다. 이러한 기록은 반 으

로 이 책을 본 독자층의 수 이 높지 않음을 잘 보여 다.  

요컨 , 김생원 책주본의 필사기․소장기를 통해 볼 때, 필사자이자 책주인 김

생원과 그 모친은 서민층에 속한 인물이며, 그밖에 이 책을 빌려보았던 인물도 

서민층임을 짐작할 수 있다.  

 

2) 복녀  책주본    

복녀  책주본의 경우에는 10, 16, 37, 39, 40, 43권 등이 낙질로 하는데, 이 

 40, 43, 12, 10권의 필사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30)30) 

  ▶ 40권 

(앞표지 안쪽) 海東 朝鮮 全羅右道 

甲辰 五月 端午日 登書(본래는 謄書) 

明朱奇奉(본래는 ‘明珠奇逢’) 卷之四十 

30) 책의 권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필사기․소장기의 내용을 효과 으로 살펴볼 수 있는 순서

로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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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뒤쪽) 갑진 이월 이십팔일 필셔 

쥬으 젼쥬 셔문 밧긔 복여이라 

<그림 9> 복녀  책주본 40권 표지  필사기․소장기

복녀 이 책주인 40권의 앞표지 안쪽에 “海東 朝鮮 全羅右道 甲辰 五月 端午

日 登書”라고 하여 필사 지역과 시기를 명확히 밝  놓고 있다. 책의 서지 상태 

 편지지 모양의 이 쳐진 뒷표지 안쪽 등을 고려할 때, 갑진년은 1844년이나 

1904년으로 추정된다.31)31) 

필사자는 한자를 알기는 하나, ‘明朱奇逢’을 ‘明珠奇峰’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

아 그리 수 이 높은 계층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책주는 주 서문 밖의 복

녀 으로 되어 있는데, 복녀 이라 쓴 소장기의 필체와 필사기의 필체가 다르기

31) 이 표지는 개수한 것일 수도 있으나 본래의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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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복녀 은 책주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10권의 경우에도 복녀 이 아닌 별

도의 필사자가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복녀 은 필사자가 아닌 단순한 책

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복녀 은 이 책의 주인이기에 이 책을 읽었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복녀 이라는 이름으로 추정해 보건 , 그녀

는 서민층에 속했던 인물로 추정된다.

 

  ▶ 43권

쥬인은 셔문 밧 장터 김 방의 네이라 

임인 사월 쵸사일 

<그림 10> 복녀  책주본 43권 표지  소장기  

43권의 소장시기는 임인년으로 1842년 혹은 1902년으로 추정된다. “쥬인은 

셔문 밧 장터 김 방의 네”이라고 하여 복녀 이 주 서문 밖 장터에 살고 

있음을 좀 더 명확히 시한다. 장터에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녀 은 서민층

임을 거의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김 방’에서 ‘송방’은 ‘가게’의 방언이기에, 

복녀 이 다른 물건을 팔면서 이 책을 여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를 확인할 수는 없기에 복녀 을 순 한 독자라 상정하더라도, 장터라는 곳이 

서민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그녀를 심으로 서민층의 사람들이 자에서 

이 책을 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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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권

젼나도 젼쥬 방천거리 유하 박 슌 암은 등셔

全羅道 全州 仿川巨里  留朴松菴 謄書 

壬辰 三月 十六日 畢書  

이 이 오서가 만할  안니라 먼여씬(‘멋없은’) 필법니 고로지 못고 더군

다 여필이라 말이 통 안니 되기로 강 곳쳐셔 등서오니 그로  보옵시

오 세상 이 무 을 어더 면 곳 안이 젼니 얼 슈 잇쇼 참다 벽게스

니  말이요 씨 참 왁고 

( 씨 연습 낙서가 있음) 

쥬으 셔문 밧그 여 

이 을 곳 보옵고 직젼옵쇼셔

                   

<그림 11> 복녀  책주본 12권 표지  필사기․소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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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권은 본래 라도 주 방천거리에 사는 박송암이 임진년인 1832년 혹은 

1892년에 필사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책을 빌려가서 다시 돌려주지 않기에 

참다못해 베껴 쓰게 되었다고 토로하면서, 자신이 참고한 본이 여필(女筆)로 

말이 잘 통하지 않기에 충 고쳐서 등서하 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책주는 필사자와 달리, 주 서문 밖에 사는 복녀 으로 되어 있다. 필

사자와 책주가 다른 것으로 보아 복녀 이 박송암이 필사한 것을 구입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2권은 여성이 쓴 을 본으로 하여 남성이 베낀 필사본을 다시 

여성인 복녀 이 구입한 경로를 보여 다. 앞의 두 사람은 그 신분을 잘 알 수 

없으나, 최종소유주는 시장에서 장사하는 서민층 여성인 복녀 임을 알 수 있다.  

  ▶ 10권  

앞표지 안쪽 : 임인 이월 쵸닷삳달(‘날’의 오기인 듯)니라

              듀는 장업이니라 

              명쥬긔  권지졔십니라 

맨 뒤쪽 : 임인 이월 십육일이라 듀 장업(빨간색으로 지운 표시 있음)이니라 

쥬인은 셔문밧 장터 긤 방 녜이라 

임인 사월 쵸사일  

<그림 12> 복녀  책주본 10권 표지  소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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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의 경우 앞표지 안쪽에는 임인 이월 닷새라 하면서 책주가 ‘장업이’로 

되어 있는데 반해, 맨 뒷장에서는 책주를 ‘장업’이라고 한 부분을 붉은 물감으로 

지우고 서문 밖 장터에 사는 김송방의 ‘ 녜’이라고 하면서, 복녀 이 책주가 

된 시기를 임인 사월 사일로 밝 놓고 있다. 임인년은 43권과 마찬가지로 

1842년 혹은 1902년에 해당한다.  

이러한 기록들은 책주가 장업이네에서 복녀 으로 바 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복녀 과 마찬가지로 본래 책주인 장업이네도 그 명칭에서 서민층임을 

짐작하게 한다. 원 책주인 장업이네가 스스로 책주라고 밝힌 부분이 명주기 
의 필사 부분과 필체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장업이네가 필사자이자 책주 는데, 

이후 복녀 이 이 책을 사서 책주가 바  것임을 알 수 있다. 

 반 으로 복녀  책주본은 서민층 여성인 복녀 이 장터에 살면서 책을 사

서 책주가 된 정황을 보여주며, 원 필사자도 그리 수 이 높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었음을 짐작  한다. 복녀  책주본은 19세기 반~20세기 반 명주기

의 향유층이 서민층으로 내려왔으며, 그  여성도 주요 독자층을 이루고 있

음을 보여주고 있다.     

3) 김애순  책주본  

김애순  책주본의 경우에는 필사기나 소장기와 련된 내용이 많이 남아 있

지는 않기에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4권  

겉표지 : 壬寅 元月 十七日 畢書 明珠機(이하 씨 잘 안 보임)  

맨 뒷장 : 명주기  권지십사 쥬의 김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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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김애순  책주본 14권 소장기 

김애순  책주본은 책 겉표지에 임인년으로 되어 있는데, 반 인 서지사항

을 고려할 때 1854년 혹은 1914년으로 추정된다. 겉표지의 제명을 보면 ‘明珠機

-’로 되어 있다. 본래 ‘明珠奇-’로 ‘奇’자가 ‘機’로 잘못 쓰 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책주가 한문에 한 식견이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 다. 한편 맨 뒷장에 “

쥬의 김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김슌’이라는 이름을 통해 볼 때 명
주기 의 책주는 서민층에 속하는 인물로 추정된다. 김애순  책주본은 앞서의 

복녀  책주본과 마찬가지로 19세기 반~20세기 반에 명주기 의 향유층이 

서민층으로 내려갔으며, 그 에서도 여성층에서 많이 향유했었던 정황을 살펴

볼 수 있게 한다.
32)32)       

요컨 , 한 박물 에 소장된 명주기 의 이본인 김생원 책주본, 복녀  책

32) 이밖에 한 박물 본  김갑동 필사본은 신축년(1841년 혹은 1901년 추정)에 필사된 것

으로, 4권의 제목이 ‘明珠機逢’으로 제목이 표기되고 2권에서는 녹음방  좋은 시 에 향

락하는 은이들은 늙어서 허송세월하는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여 오자낙서가 많더라도 

별말 말아달라고 말하고 있다. 반 인 내용을 고려할 때 필사자가 인층 혹은 서민층

의 인물로 보인다. 김진사  책주본은 경신년(1860년 추정)에 필사된 것으로, 책주인 김

진사가 “기미 시월 이십 일의  이 을 편남이 문단이 보암직 여도 등셔자 무식

와 오자 낙셔 만싸오이 ( 략)  보시고셔 이 볏긴 쥴 아오시기 바나이다”라는 

소장기를 통해 볼 때, 책을 산 김진사는 본래의 필사자가 무식하여 오자낙서가 많다고 평

가한다. 이 부분은 필사자 자신에 한 겸사가 아니라 책을 소장한 사람이 필사자에 해 

냉정하게 평가하는 목으로, 이를 통해 볼 때 원래의 필사자가 수 이 높지 않은 계층임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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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본, 김애순  책주본의 필사기와 소장기를 살펴보았을 때, 19세기 반~20세

기 반에 명주기 의 독자층은 서민층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

도 서민층 여성이 주요한 독자층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한 박물 본 명주기 의 서술방식과 향유양상  

앞장에서 필사기를 통해 한 박물 에 소장된 명주기 의 여러 이본이 19세

기 반~20세기 반에 서민층에서 향유되었던 정황을 살펴보았다. 그 다면 

이들 이본은 그 서술방식에서도 궁 에서 향유한 낙선재본(  장서각본)과는 차

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한 박물 본 명주기 의 여러 이본의 경우, 서체가 궁체와는 거리가 먼 민

체로 한 에도 장서각본과 차이를 보이는데, 그 서술방식에서도 독특한 면모를 

보인다. 장서각본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사건이라도 축약이 심하며, 한자어를 

쓰기보다는 고유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상층인물에 한 묘사가 간략히 

처리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이러한 경향이 특히 잘 드러나는 김생원 책주본

을 상으로 이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김생원 책주본을 보면 본래 명주기 은 상층에서 주로 향유한 ‘녹책류(錄冊

類)’에 속하는 작품인데 표제에서 ‘명주기 뎐’이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 하

층에서 향유한 책류(傳冊類)처럼 씨  표 에서 그다지 품격이 높지 않다. 

그리고 명주기 의 본래 한자가 ‘明珠奇逢’인데 ‘明珠奇鳳傳’으로 되어 있는  

한 이 작품의 필사자 혹은 소유주가 본 작품에 해 잘 알고 있지 못함을 보

여 다.
33)

33)  ‘효(孝行)’을 ‘호행’, ‘각로(閣 )’를 ‘강로’, ‘셰작(細作)’을 ‘셰각’으

로 는 등 한자음 그 로가 아니라 발음 나는 로 혹은 방언으로 쓴 경우가 

있고, ‘거의 라실(→아라실)’, ‘ 부의 이(→이이)’처럼 자가 빠진 경우도 

33) 이 표지는 원래의 표지일 수도 있고 뒤에 개수했을 가능성도 있다. 표지의 자는 제법 

미려하지만, 그 한자가 원제목과는 틀리고 ‘-傳’이라고 표기한 목 등에서 이 표지의 

자를 쓴 사람이 한자에 익숙한 상층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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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 보인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도 필사자가 그리 학식 있는 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장서각본과의 비교 하에 그 서술양상을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  

에 띄는 것은 작품의 내용이 매우 축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어시의 마․셜 냥인니 찬젹이 풀일  업살 쥬야 슬허더이 명을 맛나 

각〃 본의셔 호여 상경 (21권, 6-7면)

이 부분은 사마 주와 설씨가 요행히 유배에서 풀려나 본가로 돌아오는 목

이다. 장서각본에서 이 부분은 사면이 내렸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마 주와 설씨

가 그간의 심정을 토로하는 목과 지방수령들의 (榮 ) 속에 본가 오라비 

혹은 부친의 호 를 받으며 돌아오는 목이 10여 면에 걸쳐 길게 서술되어 있

다. 그런데 김생원 책주본에서는 이 부분을 짧게 요약하여 단 몇  정도로 처

리하고 있다. 

이처럼 내용 개상 생략해도 될 목에서 분량을 과감히 이는 서술경향이 

한 박물 본에서는 종종 나타난다. 후 로 갈수록 고 소설이 축약화되는 양상

을 보여주기에 이는 한 박물 본이 19세기 반~20세기 반에 필사된 책임을 

확인  하는 동시에 서민층에서 읽기 편하게 그 내용을 압축하고 있음을 추론  

한다. 후 로 갈수록 부분의 소설에서 분량이 짧아지는 것은 서민층을 비롯한 

다수의 독자층을 끌어들이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민층의 경우, 19세기 반~20세기 반이라 하더라도 상층에 비해 시간  

제약이 있을 것이기에, 책류처럼 빠른 서사 개를 해 번다하게 생각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생략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축약은 김생원 책주본

의 필사자가 행한 것일 수도 있고, 이미 축약된 본을 필사자가 베낀 결과일 

수도 있다. 확실한 은 김생원 책주본이 장서각본과 비교했을 때, 서술방식에서 

요약  진술이나 생략된 부분이 여러 목에서 하게 나타난다는 이다. 

다음으로 한 박물 본에서는 한자어를 쓰기보다는 고유어를 더 선호하는 경

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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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본> 아쟈 부모요 지아쟈 공쥬시니 (16권, 52면) 

<한 박물 본(김생원본)> 아은 부모요 쳡을 아  공쥬시이 (21권, 7면)

<장서각본> 탁병고 (16권, 66면)

<한 박물 본(김생원본)> 병을 탁고 (21권, 16면)                    

장서각본에서는 “아쟈(生我 ) 부모요”라는 앞의 구 과 를 맞추어 “지

아쟈(知我 ) 공쥬시니”라고 서술하고 있다. (管仲)과 포숙(鮑叔)의 고사

와 련한 이 구 은 본래 구비공식구처럼 리 활용되는 한문어구이다. 그런데 

한 박물 본에서는 장서각본의 “지아쟈”에 해당하는 부분을 굳이 “쳡을 아 

자”으로 풀어 서술하고 있다. 한 장서각본에서 “탁병(託病)하고”와 같이 별

로 어렵지 않은 한자도 “병을 탁고”로 풀어서 서술하고 있다. 용어구로 쉽

게 쓰이는 한문어구나 한자단어를 풀어쓴 것에는, 한문에 익숙하지 않은 서민층

을 배려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인물에 한 묘사에서도 장서각본과 한 박물 본인 김생원 책주본은 

차이를 보인다. 한두 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장서각본> 공 녜복을  와 구옥난 를 구  빈샹의 곳고 칠보면류의 

아홉  구이 옥면의 어여시니 그 이 옥 방용이 슈려여 됴일이 옥난의 

다하며 향년이 우 쳣   염이 심골이 샹쾌지라 (16권, 50면)   

<한 박물 본(김생원본)> 공쥬 일습 복을 갓 아스이 슈려 솨락고 (21권, 7면)

<장서각본> 공 옥치단슌이 롱이 비최여 오 (16권, 54-55면) 

<한 박물 본(김생원본)> 공쥬 갈오 (21권, 8면) 

장서각본에서는 공주 등의 상층인물에 한 묘사가 상세한 데 반해, 한 박물

본에서는 이를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한 박물 본은 체로 장서각본에 비

해 묘사가 축약되어 있으며, 특히 상층인물에 한 묘사에서 축약이 많이 나타난

다. 이는 서민층에서는 상층의 화려한 문화에 심이 을 뿐만 아니라, 번다한 

묘사보다는 사건이 빨리 진행되는 것을 선호했기 때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
34)34)

34) 세책본으로 추정되는 고려 본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한 박물 본인 김생원 책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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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차이들은 요하다. 상층에서 주로 향유했던 하소설에서 ‘장면 개’

가 주요한 서술방식의 하나인 것처럼,
35)

35)상층은 경제 ․시간  여유를 지니기

에 박한 사건 개보다는 장면 하나하나를 상세히 들여다보는 데 심을 많이 

가지게 된다. 특히 상층의 고 문화가 사실 으로 반 된 작품은 상층의 사람들

에게 많은 공감을 자아내기에 낙선재본을 비롯한 다수의 하소설에서는 상층의 

문화를 심도 깊게 재 하고 있다.
36)

36)한자어구가 작품에 많이 들어간 도 상층

의 문화와 깊은 련이 있다. 

그러나, 서민층의 경우 경제 ․시간  여유가 많지 않을 뿐더러 긴 소설책을 

향유한 이 많지 않기에 한 박물 본 명주기 에서는 사건을 간략히 요약하

는 방식을 취하게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이는 긴박감 넘치는 빠른 개를 원하

는 그들의 취향에도 합했을 수 있다. 한 상층문화와 련한 번다한 묘사와 

어려운 한자어구는 그들의 독서를 방해할 수 있기에 이를 간략히 처리하거나 쉽

게 풀어쓴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한 박물 본 명주기 에는 상층의 미감

과는 다른 서민층의 취향이 잘 반 되어 있다.
37)37)  

요컨 , 한 박물 본은 장서각본에 비해 그 서술방식에서 긴 사건을 요약하

여 짧게 처리하고, 한자어구를 쉽게 풀이하며, 묘사 부분을 간략히 처리하는 등

의 특징을 보여 다. 이는 서민층의 취향을 고려한 것으로, 책류처럼 빠른 사

그 축약 정도가 매우 심하 다. 이를 통해서도 김생원 책주본은 서민층의 취향을 고려한 

이본임을 짐작할 수 있다.

35) 정병설, 1997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 57-87면 참조.

36) 그간 하소설과 련하여 놀이, 법, 혼상제 등의 상층의 다양한 문화가 사실 으로 

반 되어 있는 에 해서는 상당한 논의가 축척되었다(이지 , 2005 ｢조선후기 하소

설에 나타난 일상: 완월회맹연을 심으로｣ 국문학연구 13; 이민희, 2009 ｢고소설에 

나타난 놀이의 서사  성격과 놀이문화｣ 열상고 연구 30; 서정민, 2010 ｢조선후기 한

하소설 속 여성의 시작(詩作) 양상과 그 소통｣ 여성문학연구 24; 정선희, 2010 ｢고

소설 속 여성 생활 문화의 교육  활용 방안 연구: 국문장편소설을 심으로｣ 한국고

연구 22; 한길연, 2010 ｢유씨삼 록의 법(禮法)에 한 연구｣ 한국학연구 34; 
차충환․김진 , 2012 ｢고소설에 나타난 놀이문화 연구: 옥루몽과 옥선몽을 심으

로｣ 공연문화연구 24).
37) 한 박물 본 명주기 의 서술방식과 서사구조에 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한 박물 에서 자료를 보는 것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질로

만 되어 있어 이를 검토하기가 쉽지 않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기로 한다.  



한글박물관본 명주기봉의 서민층 향유양상 연구·73

건 개로 변개시키고, 어구를 쉽게 풀이하여 해독에 어려움이 없게 하며, 서민층

의 심이 은 상층문화에 한 묘사 목은 과감히 생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결론: 한 박물 본 명주기 의 의의     

한 박물 에 소장된 김생원 책주본, 복녀  책주본, 김애순  책주본 등의 필

사기(筆寫記)  소장기(所藏記)를 검토한 결과, 19세기 반~20세기 반에  

명주기 이 서민층에서 향유된 정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향유

층의 확 는 서술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와 궁 에서 향유한 낙선재본과 달리 한

박물 본 명주기 은 축약된 부분이 많고 한자어구를 풀어 기술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명주기  자체의 연구사에서뿐만 아니라, 하소설 체의 

연구사에서도 요하다. 먼  명주기 의 향유사를 살펴보면, 그간 명주기 
이 19세기 반~20세기 반에 민간에서 읽혔던 사실은 알 수 있었지만, 서민

층에서 향유되었던 에 해서는 명확하게 고증할 수는 없었다. 명주기 이 

세책목록 속에 있거나 고 본 명주기 이 세책본인 은
38)

38)이 작품이 민간에

서 리 읽혔던 사실을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작품이 

서민층에서 향유되었던 을 입증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 한 박물 본 명주기

의 여러 이본들은 19세기 반~20세기 반에 명주기 이 서민층에서 읽

혔던 사실을 구체 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그 지역도 

서울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라도 등에서 모자간에 필사하거나 다른 사람이 필

사한 것을 서민층 여성이 사서 소유한 정황 등이 드러남으로써, 지방의 서민층

에게까지 명주기 이 되었던 양상과 그 가운데 서민층 여성이 부각되고 

있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한 박물 본 명주기 의 향유양상은 하소설 체의 향유사를 

조망하는 데도 긴요하다. 하소설의 향유층이 후 로 갈수록 으로까지 확산

38) 정병설, 2003 앞의 논문; 정명기, 2005 앞의 논문; 최수 , 2015 앞의 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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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그간 확실한 근거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1872년 즉 19세기 후반기의 세책본으로 추정되는 ｢언문책목록｣에서 하소설이 

큰 비 을 차지하고 있었던 은
39)

39)이 당시 하소설이 민간에 리 유포되었던 

정황을 보여 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하소설이 서민층에서 향유되

었던 을 확정할 수는 없었다. 한 박물 에 소장된 명주기 의 여러 이본들

은 19세기 반에서 20세기 반에 하소설이 서민층에서 향유된 정황을 보여

으로써, 후 로 갈수록 하소설의 향유층이 으로까지 확산되었던 사실을 

여실히 보여 다. 그리고 상층에서 사족 여성이 주요한 향유층을 이루었던 것처

럼,
40)

40)서민층에서도 여성이 주요한 향유층으로 자리했음을 보여 으로써 여성 

향유층의 입지를 확인  하고 있다는 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간 하소설의 향유층에 해서는 상층의 경우 집권층과 실세층, 그리고 그 

이하로는 인층에 해당하는 여항인 정도로 그 편폭이 제한되어 있었다.
41)

41)비록 

후 이기는 하지만 한 박물 에 소장된 명주기 의 여러 이본들은 19세기 

반~20세기 반에 서민층에서 하소설이 향유된 실상을 보여 으로써, 후 로 

갈수록 하소설이 궁 의 최상층에서부터 시장의 서민층에 이르기까지 각계각

층에서 향유되었던 실상을 입증하고 있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명주기 을 비롯한 하소설의 향유양상을 구체 으로 입증할 만한 

련 자료를 더 많이 발굴하여, 하소설의 향유문화를 더욱 면 히 고증할 수 

있기를 기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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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the Aspect of Enjoyment by the Common People on 

Myeongjukibong, the Hangeul Museum Version

Han Gil Yeon*
42)

After reviewing manuscripts and collections of the Hangeul Museum, we were able to 

observe the situation that Myeongjukibong had been read by the common people, chiefly 

by women, from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And this 

expansion of the reading public had set off differences on the method of description of 

novels. The Hangeul Museum version Myeongjukibong has many condensed parts and 

easily described Sino-Korean words differently with the Nakseonjae version.

This aspect is important not only for the study on Myeongjukibong itself, but also for 

the entire study of river novels. Although the fact that Myeongjukibong had been read 

from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was known but we could 

not clearly identify the specific aspects, and moreover to ascertain that it was read by 

the common people was impossible. Of course we were able to see Myeongjukibong in 

the list of rental books and know it had been read widely by public, nevertheless, these 

facts could not prove that this piece of work had been enjoyed by the common people. 

The different editions of Hangeul Museum version Myeongjukibong have important 

meaning in allowing to confirm that the novel had been widely read by the common 

people from the middle of th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On the other hand, the aspect of enjoyment on the Hangeul Museum version 

Myeongjukibong are crucial for viewing the history of enjoyment on th entire river 

novels. And the Hangeul Museum versions show clearly that the class of readers of 

river novels spread down as the future generations go. Especially they are meaningful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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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gard they ascertain that women were the main readers in lower class as it went in 

upper class.

Key Words : Myeongjukibong, manuscripts, collection records, method of description, 
river novels, the common people, aspect of enjoy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