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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채근담�은 明 萬曆 연간인 1607년과 1613년 사이에 완성된 淸 集이다. 자

는 洪自誠 는 洪應明이다.1) 淸 은 함축 인 짧은 말로 고결한 취향이나 處世

의 교훈, 超俗的 인생 을 표 하는 문학의 독특한 형태이다. 국에서는 晩明 

시기에 크게 성행하 다가 淸代에 들어서는 쇠퇴하 다. �채근담�은 晩明 淸

의 표작으로, 특히 20세기 들어와 한국, 일본, 국에서 리 읽히고 있다. 淸

 양식을 표하는 상을 확보하여 어로도 번역되어 세계문학의 표  잠

*  성균 학교 한문학과 교수.

1) 체로 자를 간본 계통에서는 洪自誠으로 쓰고, 청간본 계통에서는 洪應明으로 쓴다. 

�四庫全書總目提要�에는 본명이 洪應明이고 自誠은 字라고 밝혔다. 洪自誠은 간본 계통

이 주로 읽힌 일본과 조선에서 리 통용되었고, 洪應明은 청간본 계통이 주로 읽힌 국

에서 리 통용되었다. 굳이 본명을 고집할 필요가 없이 리 통용된 명칭을 쓰는 것이 바

람직하다. 그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洪自誠으로 쓴다. 작자에 한 자세한 사실은 다음 논

문을 참조하라. 呂宗力(中村璋八 옮김), 1990 ｢菜根譚の作 の本籍と版本の源流について

の 察｣ �駒澤大學外國語論集�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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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문학서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에서 �채근담�은 처세훈과 인생론, 자기계발서, 경 서의 여러 역에서 

표  작으로 손꼽힌다. 번역서를 비롯하여 련한 작이 400종에 이를 만

큼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한국은 �채근담�이 리 읽히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만명 청언은 조선 기 이후 19세기까지 독서물로서 리 유통되었다. 반면에  

�채근담�은 일반 만명 청언과는 달리 18세기 이후부터 읽히다가 20세기 들어 청

언을 표하는 독서물로 부상하 다.

�채근담�이 한국에서 수용되어 읽히며, 번역되는 과정은 그 자체로서 흥미로

운 주제이다. 나아가 동아시아에서 �채근담�이 유통되는 과정의 일부로 서로 

하게 연결되어 흥미롭다. 국과 일본의 수용과 의 역사는 연구자의 심

을 끌어 술이나 논문으로 나온 반면2) 한국의 경우에는 필자가 몇 년 에 간

략하게 밝힌 논문 외에는 제 로 밝 진 이 없다.3) 이 논문은 본격 으로 �채

근담�이 한국에 수용되고 번역된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동아시아에서 �채근

담�이 수용된 반  양상을 이해하는 부수 인 성과도 기 할 만하다.

2. �菜根譚�의 본과 계통

�채근담�의 텍스트 양상은 단히 복잡하고 난해하다. 재 세계에 유통되

고 있는 단히 많은 양의 �채근담� 간행물과 인터넷 등에 리 유포되고 있는 

텍스트 가운데 어떤 것도 완 한 텍스트라 평가하기 힘들다. 매우 많은 �채근담�

간행물이 유통되는 일본과 국 역시 많은 문제 을 가지고 있는 텍스트가 여

히 리 유통되고 있다. 엄격한 텍스트 비평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 今井宇三郎 譯注, 1975 �菜根譚�, 岩波文庫; 中村璋八·石川力山 譯注, 1986 �菜根譚�, 講談

社 學術文庫; 中村璋八 譯注, 2006 �淸朝本全譯 菜根譚�, 東方書店; 湯浅邦弘, 2010 �菜根

譚―中国の處世訓�, 中央公論新社; 王同策 注釋, 1996 �菜根譚注釋�, 浙江古籍出版社; 林

東錫, 2010 �菜根譚�, 동서문화사. 이상의 주요한 주석본에는 체로 국과 일본의 수용

과  양상, 본의 문제를 서술하 다.

3) 안 회, 2017 ｢동아시아 淸 品의 와 향유｣ �민족문화연구�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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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간본을 비롯한 다양한 텍스트를 교감한 바탕 

에서 �채근담�의 새 번역서를 비하면서 국과 한국, 일본의 본 문제를 재

검토하 다.4) �채근담�의 텍스트를 올바르게 확정하기 해서는 본의 계통을 

정확하게 악하는 문제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한국에서 텍스트가 수용되고 

된 양상을 논할 때도 이 문제는 요하다. 본 문제는 부터 요시하여 

각주 2와 3에서 밝힌 작에는 체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그러나 해결되

지 않은 문제 이 여 히 남아 있다. 한국에서 수용된 본을 이해하기 해 �채

근담�의 본 문제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서술한다.5)

�채근담�은 두 가지 계통이 있다. 하나는 明 萬曆 연간에 간행된 初刊本 계통

이고, 다른 하나는 淸代에 통용된 淸刊本 계통이다. 먼  간본 계통부터 살펴

본다. 간본은 해지는 본이 극히 드물다. 최근에 존재가 알려진 간본은 

北京大學圖書館, 上海圖書館에 소장된 목 본이 거의 부이다. 그  후자가 �續

修四庫全書� 제1133책에 인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三峯主人 于孔兼이 쓴 題辭

가 앞에 실려있고, 上卷 內題 下段에 “還初道人 洪自誠 著, 覺迷居士 汪乾初 校”

라는 자와 교감자를 밝 놓았다. 본문에는 세부 제목없이 前集 222則, 後集 

141則 모두 363則을 수록하 다.6) 

간본과 거의 유사하게 간행된 본이 �雅賞齋遵生八牋�(이후 � 생팔 �으

로 표기함)에 부록으로 수록된 본이다. 高濂의 술로서 道家의 養生法을 다

룬 이 책 부록에는 �채근담�이 실려있다. 이 본은 일본 內閣文庫( 재 國立公

文書館), 經閣文庫와 미국 하버드  칭도서  등에 소장되어 있다. � 생팔

�은 1591년에 간본이 11책으로 출간되었고, 이후 晩明 시기에 重刊增補한 

18책본이 출간되었다. 이 重刊增補本의 卷19 塵外遐 牋 1권 다음에 �채근담� 2

4) �채근담�의 원문 교감본과 번역서를 2022년 에 민음사에서 출간할 정으로 비 이다.

5) 안 회, 의 논문에서 �채근담� 본 문제를 간략하게 다루었으나 새로운 내용과 논지를 

추가하고 보완하여 서술한다.

6) �채근담�에 수록된 則數는 간본 계통과 청간본이 상당히 다르고, 각 계통은  편집자

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간본 자체에서 인쇄의 오류로 2則을 1則으로 배열한 사례도 

보이는 등 텍스트 자체가 혼란을 래하 다. 필자는 다수 간본의 교감을 통해 363則으로 

확정하 다. 민음사에서 나올 책의 교감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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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부록으로 수록되었다. 이 증보본의 목록 하단에 “增附菜根淸譚牋”이라 하

여 새로 증보한 목록을 첨가하 다(그림 2). 이 증보본 역시 만명 시기에 출간

되었다. 

� 생팔 �에 부록으로 수록된 본(이후 청담본으로 표기함)은 형식이나 편

차, 자체 등 부분이 간본과 거의 같다. 다만 간본의 자를 수정하거나 오

자를 내는 등 미세한 차이가 있으므로 교감이 필요하다. 컨 , 집 159칙에서 

간본에는 “도리란 하나의 공공성이 있는 물건이니 한 사람 한 사람 맞이하여 

이끌어 주어야 한다[道是一件公衆物事, 當隨人而接引.]”로 되어있는데 ‘件’자가 

청담본과 和刻本에는 ‘重’으로 되어있다. 청담본에서 오자를 낸 이후 화각본 계

열의 모든 본에는 ‘重’으로 되어있다. 문맥상 ‘重’은  맞지 않아서 부분 

번역본에서 어색하게 처리하거나 아  번역하지 않았다. 이런 오류가 종종 빚어

지고 있다.

이와 반 로 집 93칙의 첫 구  “모략꾼이 사람을 헐뜯는 짓[讒夫毀士]”에

서 ‘讒’이 간본에는 ‘纔’로 되어있다. 문맥상 오자가 분명한데 청담본에서는 ‘讒’

으로 수정하 고, 화각본 이후 ‘讒’으로 수정된 채로 유통되었다. 이처럼 원본의 

오류를 수정한 곳도 여러 군데이다.

간본과 청담본에서 보이는 가장 큰 차이와 문제 은 후집 136칙에서 141칙

이 청담본에 락된 사실이다. 간본의 이 6개 칙을 삭제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그림 1과 그림 2). 청담본에서 이 6개 칙이 락되어 이후 모든 본에 이 

내용이 락되었다.7) 재 유통되는 부분의 �채근담�에서 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지 않고 있다.

7) 락된 6칙에 해 소개한 이 田口一郎의 ｢�菜根譚�佚条五条: 明刊諸本について (附)

佚条五条訳注｣ �汲古� 61, 汲古書院(古典研究会 編, 2012, 39-45면)이다. 여기서 5칙으로 

본 것은 그  138칙이 청간본 201칙으로 채택된 을 고려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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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채근담� 후집 23장, 北京大學圖書館 소장 간본. 후집 136칙에서 141칙까지로 

이 내용이 청담본과 화각본에 락되어 이후 거의 모든 �채근담�에 락되었다.

일본에서 간행한 和刻本 �채근담�은 간본 계통의 간본이다. 화각본은 직

에 설명한 청담본을 본으로 한학자인 林瑜(1781~1835, 호 蓀坡)가 文政 5년

(1822)에 大阪에서 ｢重刻菜根談敍｣를 앞에 붙여 간행하 다. 林瑜는 內閣文庫와 

經閣文庫에 소장된 청담본을 본으로 하여 2책으로 출간하 는데 바로 3년 

뒤에 覆刊本이 나왔고 이후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그림 3).

�채근담�이 일본에서 본격 으로 리 읽히고 나 에 국과 한국에서 리 

읽히게 된 데에는 이 화각본의 향이 매우 크다. 간본과 청담본은 유통이 극

히 드물어서 일반 독자는 할 수가 없었다. 간본 계열의 �채근담�은 화각본

이 母本이 되어 범 하게 유통되었다. 재도 간본과 청담본은 일반인은 물

론 문가도 하기가 쉽지 않아서 출 계에서 유통되는 번역서는 부분 화각

본을 본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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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雅賞齋遵生八牋� 증보본의 표지와 목록(오른쪽 도 )  �채근담� 후집 

22장(왼쪽 도 ), 미국 하버드  칭도서 . 목록 하단에 “增附 菜根淸譚牋”이라 

하여 새로 증보한 �채근담� 목록을 추가하 다. 여기서 �채근담�을 

�菜根淸譚�이라 한 변화가 흥미롭다. 22장은 후집 135則에서 끝나고 끝  하단에 

“終”이라 썼다. 初刊本의 6칙을 삭제한 것이다. 삭제한 이유는 알 수 없다.

林瑜가 간행한 화각본은 청담본을 교감하고 일본식 口訣을 달아 간행하면서 

본의 오류를 수정하여 개선하기도 했으나 새로 오류를 지른 改惡도 많았다. 

이후에 나온 거의 모든 번역서는 화각본의 오류를 수정하지 않은 채 잘못을 답

습하 고 이 상은 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우선 청담본을 본으로 하

기에 후집 136칙에서 141칙이 빠져 있고, 이후 거의 모든 출 물에서 같이 

락되었다. 일부 간본의 자 오류를 수정한 것도 있으나 자를 잘못 읽거나 

1則을 2개 則으로 잘못 각한 경우도 여러 군데가 보인다. 집 155칙과 집 

157칙을 화각본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각각 두 개 칙으로 보아 모두 4개 칙으



한국의 �菜根譚� 수용 과정과 번역ㆍ235

로 독립하 다.8) 이는 명백한 오류인데, 화각본을 본으로 한 다수 출 물에

서 오류를 답습해왔다. 

화각본은 에서 지 한 것과 같은 오류가 있기는 하나 그 다고 하여 오류가 

심각한 수 은 아니다. 선본으로 평가할 수 의 책이다. 화각본은 근  이후 

국과 한국에 해져 청간본이 통용되던 두 나라 독서계에 간본 텍스트를 해

주며 �채근담�에 한 심을 불러일으켰다.9) 근  이후 동아시아에서 �채근담�

이 재발견된 데에는 화각본에 크게 빚지고 있다.

<그림 3> �菜根譚�, 2권 2책, 明 汪乾初 初校, 日本 林瑜 重校, 文政 8年(1825) 

日本 大阪 層山 , 覆刊本, 필자 소장.

8) 155칙 “謝事當謝於正盛之時, 居身宜居於獨後之地. 謹德 謹於至微之事, 施恩務施於不報之

人.”과 157칙 “德 事業之基, 未有基不固而棟宇 久 . 心 後裔之根, 未有根不植而枝葉榮

茂 .”는 2개 칙인데 이를 모두 4개 칙으로 분리하 다. 의미와 문장구조상 연결해야 마땅

하고, 간본과 청담본에서도 하나의 로 되어 있으므로 명백한 오류이다. 필자가 소장하

고 있는 1825년 복각본에서는 원소장자가 朱墨으로 오류를 수정해 놓았다.

9) 국 근 에 일본에서 �菜根譚�을 받아들여 재간행한 과정은 각주 2)에 나온 술의 해제

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236ㆍ한국문화 95

이 게 간본 계통은 크게 간본과 청담본, 화각본의 3종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淸刊本 계통을 살펴본다. 청간본은 앞서 살펴본 간본 계통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 그 종류가 많고도 복잡하다. 간본과 비교하여 다른  

주로 그 특징을 간명하게 살펴본다. 

1) 간본이 집과 후집 2권으로 나뉘어 363칙을 수록한 데 반하여 청간본은 

체로 單卷에 修省, 應酬, 評議, 閑寂, 槪論의 5개 항목으로 분류하 고, 修省 

38칙, 應酬 51칙, 評議 48칙, 閑寂 48칙, 槪論 201칙 체 386則이다.10) 

2) 修省, 應酬, 評議, 閑寂 항목에 수록한 185칙은 간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槪論 항목에 수록한 201칙은 간본의 집과 후집에서 록하

다. 수록 순서는 간본과 체로 유사하나 순서가 어 난 몇 개 則이 있다. 

3) 청간본에는 어떤 본에도 간본과 청담본, 화각본 권두에 모두 실려있는 

三峯主人 于孔兼이 쓴 題辭가 실리지 않았다.  上卷 內題 下段에 “還初道人 

洪自誠 著, 覺迷居士 汪乾初 校”라는 자와 교감자를 밝 놓은 기록도 싣지 않

았다. 신에 체로 자를 “洪應明 著”로 밝혔다. 본마다 편자의 서문이 실

려있어서 가장 이른 시기의 간본인 건륭 33년(1768)에 간행된 岫雲寺 刊本에는 

三山病夫 通理의 ｢重刊菜根談序｣가 실려있고, 건륭 59년(1794)에 간행된 본에

는 遂初 主人의 識文이 앞에 실려있다. 이후 부분 본에는 의 두 서문이

나 지문이 실려있고, 그밖에 覆刊한 편자의 서문이 실려있다. 

이 게 청간본은 간본과 비교하여 편차와 항목, 수록 순서가 완 히 다르고, 

실제 내용의 반 정도가  달라서 동일한 자의 동일한 책으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간본과 격하게 다른 청간본을 가 언제 편집했는지 의문이다. 

먼  청간본의 주요한 본을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다.

1) 건륭 33년(1768)에 북경 교외의 潭柘山 岫雲寺 監院의 來琳이 重刊한 본

으로 三山病夫 通理의 서문이 실려있다. 이 본은 같은 해 常州 天寧寺에서 

간되었다. 여기에도 三山病夫 通理의 서문이 실려있다. 이후 이 본이 여러 곳

에서 간행되어 읽혔다. 

10) 각주 6에서 언 한 것처럼 청간본의 則數 역시 학자에 따라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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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륭 59년(1794)에 遂初 主人의 간략한 識文을 앞에 수록한 본이 간행

되었다. 지문에 따르면 古刹에서 간본을 얻어보았다고 했는데 1)에서 밝힌 來琳

의 본으로 추정한다. 1)과 2)는 修省, 應酬, 評議, 閑寂, 槪論의 5개 항목의 則

數,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다. 

이후 국 역에서 이와 유사한 본이 리 간행되었다.11) 그 가운데 1931

년에 陶湘이 편찬하여 간행한 “喜詠軒叢書” 戊編에는 홍자성의 술 �仙佛奇蹤�

과 함께 �채근담� 1권이 “還初道人著書二種”이란 이름으로 수록되었다. 이 본

은 1794년 간본을 간한 것으로 청간본 체에서 선본이라 평가한다. 

한편, 청간본에는 자가 洪應明으로 나온다. 洪應明을 이 책의 자로 인정한

다면 왜 이미 출간한 간본과 격한 차이가 나는 책을 다시 썼는지를 설명하

기가 어렵다. 洪應明이 간본을 출간하고 난 뒤 다시 편집했다고 주장하는 학

자가 있으나 일반 으로 드문 사례라 설득력이 없다. 의 청간본에는 편자를 

밝힐 단서는 나오지 않고, 편자를 추정한 연구자도 거의 없다. 어떤 경우이든 홍

자성이 아닌 제3의 편자가 �채근담�을 槪論 항목으로 록하고 이를 근간으로 

다른 청언집에서 청언을 뽑아 편집하고 �채근담�이란 제목을 붙 다고 보아야 

한다.

필자는 청간본 �채근담�의 편자와 편찬시기를 밝힐 단서는 康熙 47년(1708) 

武英殿에서 간행한 滿漢合璧本에 있다고 본다. 이 책은 康熙帝 勅命으로 辛太가 

滿洲語로 번역하고 和素가 校訂하 다. 재 독일 베를린 학과 만 고궁박물

원도서 , 북경 도서  등에 소장된 이 책은 上卷 修省, 應酬, 評議, 閑寂의 篇

名으로 100則, 下卷 槪論의 篇名으로 174則, 모두 합해 274則으로 구성되었다.12) 

일반 청간본에 비해 112칙 정도가 으나 구성 자체가 청간본과 완 히 동일하

다. 필자가 일일이 교감해본 결과 청간본과 수록 순서가 거의 동일하고, 자의 

同異가 거의 같다. 편차가 체로 유사하다. 다만 ‘評議’ 항목을 후한 곳에는 

변동이 조  보인다.13) 

11) 中村璋八 譯注, 2006 �淸朝本全譯 菜根譚�(東方書店)의 ｢解說｣에서는 청간본의 서지를 

매우 상세하게 조사하고 설명하여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12) 張兆平, 2014 ｢�滿漢合璧菜根譚� 辨｣ �滿語研究�(2014年 第2期), 64-66면.

13) 이 책은 후에 道光帝 시기에 내용을 보충한 번역본이 다시 나왔다. 趙志忠, 1996 ｢滿文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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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벽본과 청간본의 유사성을 입증할 증거를 다음에 제시한다. 집 60칙의 내

용은 다음과 같다.

도덕에서 나온 부귀와 명 는 산속에 핀 꽃과 같아서 로 천천히 자라나 크

게 번성한다.

공 으로 얻은 부귀와 명 는 화분의 꽃과 같아서 곧잘 이리 리 옮기고 흥망이 

잦다. 

권력으로 얻은 부귀와 명 는 꽃병의 꽃과 같아서 뿌리를 내리지 않고 세 시

들어 버릴 것이다. 

富貴名譽, 自道德來 , 如山林中花, 自是舒徐繁衍; 

自功業來 , 如盆檻中花, 便有遷徙廢 ; 

若以權力得 , 如瓶鉢中花, 其根不植, 其萎可立而待矣.

의 번역문과 원문은 간본, 청담본, 화각본 모두 같다. 특이하게도 3구의 

‘여병발 화(如瓶鉢中花)’ 다섯 자가 합벽본과 청간본 부분에는 탈락되어 있

다. 60칙의 세 문장은 정제된 騈文句로 고딕체로 표시한 내용은 어느 하나가 빠

져서는 문맥과 표 이 어색하다. 그런데도 합벽본과 청간본에서 동일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니 이 상은 그들 상호간의 긴 한 련성을 말해 다. 다른 내

용에서도 교감한 결과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만큼 합벽본과 청간본 사이에 유사

성을 보인다. 그밖에도 유사성을 입증할 주요한 증거를 다음에 간략하게 정리해 

제시한다.

1) 간본 집 제1칙 “도덕을 지켜 사는 사람은 한때에 막하고[棲守道德

, 寂寞一時.]”의 차례가 엉뚱하게도 합벽본 ‘槪論’ 48칙에 수록되었는데 

청간본에도 같이 ‘槪論’ 48칙에 수록되었다. 

2) 간본 집 제81칙의 “이미 지나간 잘못을 후회하기보다는 앞으로 행할지

도 모를 잘못을 막는 것이 낫다[悔既往之失, 不如防 來之非.]”에서 ‘不如’

가 합벽본과 청간본에는 같이 ‘亦要’로 되어있다. 

3) 간본 집 제87칙의 “ 로 가볍게 여겨 허투루 넘기지 말라[切莫輕易

放過]”에서 ‘輕易放過’가 합벽본과 청간본에 같이 ‘當面錯過’로 되어있다.

根譚 議｣ �滿族研究�(1996年 第3期), 64-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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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본 집 제171칙의 “쥐를 하여 항상 밥을 남겨 놓고, 불나방이 가여

워서 등불을 켜지 않는다[爲鼠常留飯, 憐蛾不點燈.]”가 합벽본과 청간본에 

순서에 어 나게 맨 뒤에 편차되어 있다. 

이상에서 제시한 몇 가지 증거는 합벽본과 청간본이 같은 계통임을 분명하

게 입증한다. 이를 근거로 시기상 가장 앞서는 합벽본이 후 에 간행된 많은 청

간본의 선행본으로서 청간본의 母本이라고 추정한다. 

康熙帝 勅撰의 합벽본은 간본의 편차와 내용을 큰 폭으로 변경하여 새로운 

�채근담�을 편찬하 다. 기왕의 �채근담�에서 록한 내용을 ‘槪論’에 편입하고, 

당시에 해지던 많은 淸 集에서 뽑고 수정한 淸 을 修省, 應酬, 評議, 閑寂으

로 편입하여 새책을 만들었다. 이 책을 만주어로 번역하여 만주어 한문 譯本

으로 출간하 다. 이 책은 강희제 때 나온 滿漢合璧本 번역서의 표작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 합벽본을 편찬한 학자가 구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강희제가 신하

에게 편찬을 맡겼거나 이 에 어떤 학자가 이미 편집해놓은 책일 수도 있다. 후

자라면 그 책이 청간본의 원본일 가능성이 높고, 그 원본에서 일부 내용을 추려

내어 만한합벽본으로 편집,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으리라. 강희제가 편찬을 명한 

배경에는 백성에게 윤리  선행을 권장하여 통치를 수월하게 하려는 정권 차원

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국에서 청간본이 간본을 압도하여 간본

이 종 을 완 히 감춘 배경에는 勅撰의 권 가 있었다. 

3. 조선 후기 �菜根譚�의 수용과 필사

�채근담�은 재 국 청언집의 표작으로 동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으로 유

명한 箴 의 명 로 읽힌다. 일본에서는 19세기부터 리 읽혔고, 국에서는 

간본이 사라지고 신 청간본으로 읽혔으나 조선에서는 그다지 읽히지 않은 책

으로 알려졌다. 심하게는 아  �채근담�이 20세기 이 에는 조선 독자들이 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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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다고 단정하기까지 하 다. 그러나 이는 실상과는  다른 단이므로 수

정하여야 한다. 

1607년과 1613년 사이에 완성된 �채근담�이 조선에 언제 수용 는지 살펴볼 

자료는 그다지 많지 않다. 17세기에 조선에 수용된 흔 을 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다른 晩明 淸 이 상당수 수용된 정황을 고려하면14) 수용 을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 근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간본과 청담본

이 조선에 수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간본과 청담본이 국을 

비롯하여 세계 으로도 극히 희귀하다는 실정을 볼 때 유포가 폭넓지 않아서 17

세기에는 조선에 당도하지 않았다. 다른 하나는 이 책이 강남 지역에서 明淸 교

체기에 출간되어 혼란한 사회환경으로 조선 사행단의 손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

았다. 그런 이유로 17세기 조선에서는 수용되지 않았고, 18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조선에 수입되었다. 

앞에서 언 한 필자의 논문에서 밝힌 것처럼, 18세기 반기에 와서 이 책이 

燕行使를 통해 조선에 들어와 읽혔고, 그 사본이 지 않게 유통되었다. 필자는 

18세기 이후에 필사된 �채근담� 사본 4종을 소장하고 있는데 그  3종에는 모두 

醫師인 李在祐15)가 1790년(崇禎紀元後三庚戌)에 필사하고 쓴 서문이 붙어 있다. 

그 서문에서 부친이 여러 차례 북경을 오갈 때 滿漢合璧本 �채근담�을 가져왔고 

자신이 소장한 책을 친구 李奎憲에게 빌려주어 한문만을 필사하도록 하 음을 

밝혔다.16) 그의 부친은 醫員이나 譯官임이 분명하나 이들 부자의 자세한 행 은 

밝 지지 않는다. 서문의 기록을 볼 때 그의 부친이 본 책은 앞서 살펴본 1708

년에 강희제가 간행한 滿漢合璧本이었음이 분명하다. 아래에 이 서문 문을 번

역하여 소개한다.

나는 어릴 때 낡은 책상자 속에서 淸나라 사람이 상말로 번역한 �채근담� 상하 

권을 얻었다. 이것은 내 선친께서 여러 차례 국에 갔을 때 국에서 얻어와서 비

리에 보 해두고서 미처 세상에 드러내지 않은 책이었다. 나는 무지하여 처음에는 

14) 안 회, 2015 ｢朝鮮 中後期 淸 品의 享有와 創作｣ �韓國漢文學硏究� 59.

15) 李在祐의 이름이 사본 하나에는 李在祜로 되어있다. 그의 字도 한 곳에는 命汝로, 두 곳

에는 命余로 표기가 달리 되어있다.

16) 洪應命 원 , �菜根譚�, 李在祐 序(筆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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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랑캐 상말은 모른다고 하여 범상하게 보고 방치해두고 있었다. 방치해둔 채 보지 

않은 이유 에는 左書(왼쪽 에서부터 오른쪽 로 써가는 방식. 그 반 는 右書)

라는 도 있었다. 

그로부터 몇 해 뒤 한가한 틈에 세 히 탐구해보니 비록 책명을 지은 의미는 자

세하지 않으나 도 모르게 사람의 성정을 교화하는 이 있었다. 이야말로 세상에 

서서 수행하는 지름길이자 미망에서 길을 안내하고 몽매함을 깨우치는 데 실히 필

요한 내용이었다. 

개 경 의 가르침은 자상하기는 하지만 성질이 들뜬 학자들은 고원하다고 여겨 

선을 기도 하고, 경 의 가르침은 엄정하고 명확하기는 하지만 뜻이 높은 선비들

은 재주를 믿고 편 하게 여기기도 한다. 그런 태도로 처신하고 도를 행하다가는 거

꾸러지는 화를 모면할 자가 거의 없다.

게다가 문헌에 실린 말과 은 어느 것이나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지만 학식이 많

은 선비는 그  입을 빛낼 자료로만 가져다 써서 끝내 다스리고 교화하는 정사에는 

아무 보탬을 주지 못한다. 모두 믿음이 돈독하지 못하고 속된 일만을 억지로 하는데 

말미암는다. 

이 책은 자신을 미루어 남에게까지 미치고, 감정을 바탕으로 본성을 밝히며, 작은 

일을 들어 큰 일을 천명하고, 낮은 데서 시작하여 높은 데로 올라간다. 매번 피부에 

와닿고 알기 쉬운 말로 올바르고 미묘한 이치를 해석해냈다. 한 화복과 길흉의 경

험으로 動靜과 언행에서 감응을 이끌어냈다. 따라서 지혜로운 이가 보면 즐거워하며 

얻어가는 것이 있고, 어리석은 자가 보면 기뻐하며 흥미를 일으키는 것이 있다. 이것

이 내가 수행하는 지름길이자 몽매함을 깨우치는 데 실히 필요한 내용으로 마땅히 

스승처럼 인도하는 지남철 같은 책으로 보는 까닭이다.

안타깝게도 이 책은 가 지은 것인지 알 수 없다. 도를 아는 분이 아니라면 어떻

게 이 게 자세하고 실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나는  이 책은 경 을 읽

기에 앞서서는 몽매함을 깨우치고, 경 을 읽은 뒤에는 마음을 안정되게 하는 책이

라고 말한다. 그 다면 학자들이 어  강론하고 익히는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으랴?

나는 공부가 거칠고 서툰 처지인데 요행히 이 책을 얻었다. 이 부터 마음먹은 것

이 있기는 하나 의술에 마음을 깃들이고서 환자를 응 하는 길에서 분주하게 지낸 

지가 이제 수십 년이 되었다. 내용을 바로잡을 겨를이 없던 차에 뜻을 함께하는 李

奎憲이 성의를 갖고 삼가 베껴서 左書를 右書로 변환하여 一家의 서 으로 만들었

다. 내게 서문을 청하는지라 나는 분수에 넘치는 짓인데도 피하지 않고서 삼가 몇 

마디를 에서처럼 지어 훗날의 군자를 기다린다. 崇禎紀元後 三庚戌 戊午日에 安山

後人 李在祐 命汝는 삼가 쓴다.17)

17) 洪自誠 원 , �菜根譚�, 李在祐, ｢菜根談序｣(사본, 필자 소장). “余於幼時於古篋中得淸人

諺解�菜根談�上下卷, 此盖吾先君累次朝天之時, 得之自天朝, 秘藏而未及發明 也. 不肖無

識, 初則以胡諺不曉 , 泛而置之, 其置而不講 , 亦以其左書故也. 其後數年, 因閒細究, 則

雖未詳其命名之義, 而自不覺使人陶化情性, 此乃吾人立世進修之捷徑, 指迷解蒙之切要也. 

夫經傳之敎, 非不諄諄, 而膚學之士, 或疑其高而畫之; 經傳之訓, 非不嚴明, 而狂狷之士, 或

恃其才而偏之. 以之立身行道, 則免於顚覆 , 幾希矣. 且夫載籍之 , 莫非爲人規模, 宿儒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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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문을 통해서 어도 수십 년 인 1750년 이  시기에 만한합벽본 �채근

담�이 조선에 수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몽매한 사람을 깨우치고 처신에 도움이 

되며, 수양서로서 가치가 있음을 밝히는 등 이 책이 지닌 가치를 명확하게 설명

하 다. 친구 이규헌이 합벽본에서 만주어를 제외하고 한문만을 써서 온 한 책

으로 필사하도록 빌려주고 자신이 서문을 썼다. 

<그림 4> �채근담�, 李在祐, ｢菜根談序｣와 [修省] 앞부분, 崇禎紀元後三庚戌(1790), 

사본, 필자 소장.

取以爲光口之資, 而終無補於治化之政 , 皆由於信之不篤而强爲俗務故也. 此書 , 推己及

物, 因情明性, 擧 闡大, 從卑致高, 每以切膚易曉之辭, 解釋中正微妙之理. 且以禍福吉凶之

驗, 達動靜云爲之應, 是以智 見之, 而有所得焉, 愚 見之, 悅而有所 焉. 此余之所以

爲進修之捷徑解蒙之切要, 而當爲師 之指南也. 惜乎! 此書不知其何人之所著, 而非知道 , 

豈能 之詳切, 有如此 乎! 余故又曰, 此書 , 先經傳而解蒙, 後經傳而有定 也. 然則, 學

豈可緩其講習之功耶! 余以鹵莽之學, 幸得此書, 有所得於心 , 而棲心於黃農之業, 奔

走於應酬之路 , 以來數十年于玆矣. 未暇修正, 同志人李奎憲, 秉誠謹謄, 變左爲右, 以爲一

家之書, 請余敍 . 余故不避僭踰, 謹綴數語如右, 以俟後之君子. 歲崇禎紀元後三庚戌戊午

日, 安山後人李在祐命汝謹序.” 본문은 필자가 소장한 3종의 사본을 바탕으로 문맥을 고

려하고 교감하여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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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을 통해 조선에 들어온 �채근담�이 명말에 출간된 간본이나 청담본이 

아니고,  청간본 일반 서 도 아니라 만한합벽본이었다는 사실이 밝 졌다. 이 

책을 구매했을 18세기 반 이 은 합벽본이 출간된 1708년과 가장 이른 시기에 

나온 청간본으로 추정되는 潭柘山 岫雲寺 監院의 來琳이 重刊한 1768년 이 이

었다. 조선 사람이 북경에서 구한 �채근담�이 합벽본이라는 사실은 합벽본의 유

포가 지 않게 이루어졌고, 청간본에서 합벽본이 주도  상을 차지했음을 입

증한다. 조선에서 합벽본 �채근담�을 “左書를 右書로 변환하여 一家의 서 으로 

만들었”듯이 청나라에서도 만주어를 빼고 한문만으로 간본을 만들었을 가능성을 

제시해 다. 

재 앞의 서문이 실린 사본은 어도 10종 이상이 존하고 있다. 당시에 제

법 필사되어 읽혔다는 이야기이다. 정조 시 에 읽힌 晩明 淸  가운데 이 정도

의 사본을 남기고 있는 책은 몇 종이 안 된다. �채근담�이 인기를 렸다고 

도 좋을 정도의 수량이다. 

그 증거는 다른 데서도 찾을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 閭巷人 劉在健이 국과 

조선의 淸 을 선집한 �古今法語�를 편찬하 다.18) 그 책에서 �菜根譚�을 17則

이나 채택하 다. �古今法語�에 수록된 17칙을 교감해본 결과 간본과 합벽본 

모두와 겹치는 은 9칙이고, 합벽본과만 겹치는 은 8칙이다. 그  권2에 수록

된 집 77칙은 합벽본 자체가 아닌 이재호가 서문을 쓴 사본과 같이 되어있

다.19) �古今法語�는 이재호 사본에서 �채근담�을 채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정리해 말하면, 조선에서는 어도 18세기 반 이 에 북경을 오간 사행단이 

만한합벽본 �채근담�을 사서 국내로 들여왔고, 18세기 말엽에 합벽본에서 한문 

부분만을 필사한 �채근담�을 필사하여 이것이 제법 식자들 사이에 읽혔다. 이 

사본이 19세기 후반에 청언선집인 �고 법어�에 수록되었다. 20세기 이  조선

에서는 �채근담�이 여타 청언보다 많이 읽혔고, 당시에 읽힌 본은 합벽본 계

통이었으며, 간본이나 청간본 계열은 유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 한 규, 2013 ｢19세기 여항문인 劉在建의 �古今法語� 편찬의식｣ �진단학보� 119.

19) “故君子當存含垢納汚之量, 不可持好潔獨行之操.”에서 當이 常으로, 不可持가 不持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재호 필사본에만 그 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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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세기 한국의 �菜根譚� 수용과 번역

20세기 들어 한제국기와 일제강 기를 거치면서 �채근담�의 수용은 새로운 

단계로 어들었다. 일본에서는 간본 계통의 화각본 �채근담�이 매우 리 읽

혔는데 특히 明治 시기 일본에서는 단한 인기를 렸다.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번각본과 번역본 해설본 등 다양한 간행물이 출간되었는데 그 열기는 고

스란히 국과 한국에 향을 미쳤다. 

일제강 기에 �채근담�이 수용된 흔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의 흔 은 �每日

申報�에서 확인된다. 이 신문은 조선총독부 기 지로서 일제강 기 기간 동안 

폐간 없이 발간되었다. 이 신문 1면에는 �채근담�이 1915년 6월 25일부터 8월 

17일까지 모두 24차례에 걸쳐 연재되었다. 간본 계통의 화각본을 본으로 한

번에 1칙씩 게재하 다. 제1칙부터 순서 로 연재하 으나 간혹 순서가 바 기

도 하면서 략 집 30여칙까지 연재하 다. �매일신보�에는 신문 1면에 한국

의 詩話인 �東詩叢話�를 1915년 3월부터 1918년 8월까지 연재하 는데20) 그 

후한 지면에 �채근담�을 함께 연재하 다. 

신문에서 �채근담�을 연재한 것은 극히 일부에게 알려진 술을 국의 식자

에게 알리는 데 큰 향을 끼쳤다. 하지만 �채근담�이 조선에서  술로 

읽힌 데는 승려이자 시인인 萬海 韓龍雲이 新文館에서 1917년에 �精選講義菜根

譚�을 출간한 향이 이다. 이 책은 1921년 3월에 東洋書院에서 간하

다.  한국 독서계에 �채근담�을 확산시킨 작이 바로 이 책이다. 

한용운은 어떤 동기로 �채근담�을 번역하고 해설하여 간행하 을까? 1936년 

12월 1일에 발간한 월간지 �三千里� 제8권 제12호에는 ｢講義를 證正하면서｣란 

이 실려있는데 �채근담� 번역 간행의 동기를 다음과 같이 증언하 다.

내가 처음으로 �菜根譚�을 강의하야 발간하기는 지 으로부터 22년 의 일인 , 

일즉이 東京에 滯在할 때에 비로서 �菜根譚�을 보았다. 그 때에 日本 내지서는 �菜

根譚�이 여간한 유행이 아니었다. �菜根譚�에 한 강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을 

20) 김보성, 2017 ｢�東詩叢話�(규장각본)의 자  본 고찰｣ �한국한문학연구�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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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 아니라 家家案頭에 �菜根譚�이 노여 있지 안한 곳이 별로 없고 청년과 학생의 포

트에는 거진 �菜根譚�으로 채워젔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  그 때의 朝鮮人은 �菜

根譚�을 존재부터도 아는 사람이, 었든 것이다. 나는 �菜根譚�을 본 뒤에 하로 바

삐 朝鮮사람에게 읽키고 싶은 생각이 낫섰다. 그러다가 朝鮮에 돌아온 뒤에 此를 강

의하야 발간하게 된 것이었다.21)

도쿄에 체류할 당시 일본 독서계에 불어닥친 �채근담� 독서열기를 직  하

고 서둘러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한용운이 보기에 당시 조선 독

자는 �菜根譚�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해설을 달아 번역하여 출간했

는데 “此를 발간하든 22년 만 하야도 朝鮮의 독서계는 실로 委靡不振하 는  

�菜根譚�이 간행을 거듭하야 상당한 성 을 내인 것은 나로서는 단히 기뻐하

는 바이었다.”22)라고 할 만큼 인기가 있었다고 하 다. 

한용운이 이 책의 어떤 에 주목했는지는 책 앞에 실린 自序에 나타나 있다. 

책 앞에는 벗이자 당 의 고승인 石顚 朴漢永(1870~1948)의 서문과 역자 自序

가 붙어 있다. 자서에서는 조선 정신계의 수양을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책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아무 지 않게 물욕에 얽매여 살고, 부끄러움을 느

끼지 못한 채 세와 권력에 굴복하며, 희희낙락 의롭지 않은 福利를 추구하는 

삶을 맹목 으로 살고 있는 실에서 그들의 정신을 깨우치기 해 이 책이 필

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런 런 욕망에 빠져 사는 처신이나 그 반 로 세상

을 버리고 방랑하거나 정신을 잃고 방종하는 삶을 사는 처신을 부정하면서 어떤 

처지에서든 자유롭게 사는 삶의 가치를 책에서 배우기를 희망하 다. 그러자면 

정신의 수양이 필요한데 이 책을 그런 자유의 삶을 안내하는 수양서라고 보았

다. 한용운은 범례에서도 이 책을 淸 의 하나로 규정하 고, 정신수양을 다룬 

성격의 책임을 분명히 밝혔다.23) 

그러나 한용운이 채택한 번역의 본은 뜻밖에 화각본이 아니라 청간본이었

21) 한용운, 1936 ｢菜根譚講義｣ �三千里� 8(12), 67-73면.

22) 한용운, 의 .

23) 범례 첫 번째 항목에서 “此原書 明의 萬曆中人 洪應明의 著作이라 卽<淸 >의 一이니 

精神修養을 中心으로 고 儒佛道의 精英을 採取야 合成 라.”라 하여 淸 이고 정

신수양의 내용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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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凡例에서 “此原書 後人의 隨意刊行을 因야 廣略의 異本이 有 今此

原書 淸乾隆間의 僧來琳의 重刊 支那廣本을 主고 日本現行의 略本을 綜合

精選야 編輯되 各本에 互出不同 字句 一一히 註示함.”24)이라 하여 번역

의 본이 청간본임을 분명히 하 다. 1768년에 來琳이 重刊한 본은 청말에 

곳곳에서 각되었고 한국에도 그 본이 유입되어 읽혔다. 한용운도 이 본을 

입수하여 본으로 삼고 화각본으로 校하 다. 실제로 본문에서 차이가 있는 

자에는 주석으로 同異를 밝 놓았으니 어느 정도 교감을 한 셈이다. 한용운이 

화각본을 본으로 삼지 않고 청간본을 본으로 삼은 사실은 뜻밖이지만 그 동

기가 분명하지 않다. 한편, 제목에 精選이라 밝힌 것처럼 이 번역서는 완역본이 

아니라 277칙을 수록한 선집이다. 

승려이자 독립운동가 던 만해 한용운은 이 술에 큰 의의를 부여하 다. 그

의 사상을 이해하는데도 �精選講義菜根譚�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한 가지 

사례로 1918년 10월에 불교잡지 �惟心� 제2호에 수록한 ｢마(魔)는 자조물(自造

物)이다｣라는 수필을 들 수 있다. 이 수필의 주제는 마귀는 실재하지 않고 마음

이 스스로 만든 물건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 은 �채근담� 집 66칙 “마음이 

올바르고 밝으면 어두운 방에서도 란 하늘을 보게 되고, 생각이 어리석고 어

두우면 환한 낮에도 도깨비를 보게 된다[心體光明, 暗室中有靑天; 念頭暗昧, 

白日下生25)厲鬼.]”의 내용을 인용하여 논지를 개하 다. �채근담�의 내용은 

이 수필의 핵심  사유로 작용하고 있다.

한용운이 스스로 밝힌 것처럼 �精選講義菜根譚�은 20세기 한국 독자에게 본격

으로 �채근담�을 소개한 첫 번째 책이다. 1917년에 이 나온 뒤 4년 뒤인 

1921년에 출 사를 바꿔 재 이 출간되었다. 일제강 기에 유일하게 나온 번역

서이자 선집이었고, 해설서 다. 독자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던 책으로 1936년에

는 월간지 �三千里�에서 내용 일부를 재수록하기도 하 다. 

그러나 한용운의 번역은 원문에 懸吐하는 수 이고, 강의 역시 토체의 난삽

한 문체이다.  독자에게는 번역하지 않으면 읽을 수 없는 수 이다. 그런 사

24) 한용운, 1917 ｢凡例｣ �精選講義菜根譚�, 新文館, 1-2면. 

25) ‘生’은 청간본에 ‘有’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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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라 최근까지 이 책의 해설서가 40여종 출간되었다. 한용운의 술 가운데 

지 도 인기있는 것의 하나로서 여 히 책으로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한용운의 �精選講義菜根譚�을 제외하고 일제강 기에 나온 번역서는 없다. 해

방 이후에는 성균 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지낸 시인 金丘庸(1922~2001) 

선생의 번역으로 1955년에 정음사에서 �菜根譚�이 간행되었고, 그로부터 4년 뒤

인 1959년에 靑鹿派 시인이자 고려 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로 명한 趙芝薰

(1920~1968) 선생의 번역으로 암사에서 �新菜根譚�이 출간되었다. 

김구용 선생은 한학과 불교에 조 가 있어 �채근담�을 비롯하여 �옥루몽�, �삼

국지�, �수호 �, �열국지� 등을 번역하여 출간하 다. 김구용은 화각본을 본

으로 번역하여 집과 후집의 체제로 순차 으로 번역하 고, 간략한 해설을 덧

붙 다. 청간본을 본으로 한 한용운과 달리 화각본을 본으로 삼아 번역한 

은 올바른 선택이다. 이후 한국의 �채근담� 번역은 부분 화각본을 본으로 

삼았다. 한편, 김구용의 번역은 한용운의 토체보다는 이지만 고투의 번

역이라서 독자로부터 반응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1959년에 나온 조지훈 선생의 �新菜根譚�은 김구용의 �채근담�과 같이 화각본

을 본으로 삼았다. ‘신(新)’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이 에 리 읽힌 한용운의 

번역본과 비교하여 새롭게 번역했다는 의미와 한용운이 청간본을 본으로 삼은 

반면 화각본을 본으로 했다는 의의, 그리고 새로운 편제를 갖춰서 편집을 새

롭게 했다는 의의를 겸하고 있다. 이후 ‘신(新)’을 빼고 �채근담�으로 책명을 바

꾸어 재에 이른다.

이 번역서에서는 화각본을 본으로 하되 청간본의 5편 구성 체제를 수용하여 

4개의 주제로 체 내용을 재분류하여 새롭게 편집하 다. 명칭은 제1편 ｢自然

篇｣, 제2편 ｢道心篇｣, 제3편 ｢修省篇｣, 그리고 제4편 ｢涉世篇｣이다. 화각본의 

집과 후집을 자의 으로 재편집하여 주제에 따라 읽도록 하 다. 국이나 일본

에서 주제별 선집이 다양하게 출간되는 상과도 일면 통한다. 그러나 조지훈의 

주제별 분류는 작품수에서 균형도 맞지 않고, 각 주제별 분류가 한지도 의

문이다. 원본의 면모를 훼손하면서까지 굳이 주제별 편집을 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원문에는 토를 달고 원문 뒤에는 원본의 번호를 제시하여 보완하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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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 히 불편함이 있다. 

조지훈 번역의 �채근담�은 일러두기에서 그 장 이 잘 나타난다. 일러두기 4

에서는 “번역은 본디의 뜻에 충실할 것을 으뜸으로 삼았으나 난해한 것은 본디

의 뜻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의역하기도 하 다.”라 하 고, 일

러두기 5에서는 “역문은 평이한 어로 풀기에 힘쓰되 원문의 맛을 내기 하

여 의고체를 쓰기도 하 으며, 운문의 격을 빌림으로써 소리내어 읽기도 쉽게 

마음을 썼다.”라 밝혔다. 그처럼 번역이 쉽고도 유려하고 시 인 멋이 있는 번역

이다. 풀이도 간명하여 내용을 감성 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 다. 60년이 지

난 뒤인 지  읽어도 고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문체가 평이하다. 그 이 �채

근담�을 맛깔스럽고 담박한 맛을 지닌 독서물로 만들었다. 

조지훈의 번역서는 출간 이후 큰 호응을 받아 스테디셀러로서 1996년에 개정

을 발간하 고, 재까지 30쇄 이상을 발간하 다. 이 번역서를 가장 표 인 

�채근담� 번역서로 인정할 만하다.

조지훈이 �채근담� 번역과 해설에 큰 공력을 들인 만큼 그의 창작과 사상에서

도 이 책의 향이 짙게 나타나 있다.26) 조지훈은 머리말에서 자신이 일 부터 

�채근담�을 읽고서 동양의 생리를 알았고 동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

하 다.  이 책을 통하여 遁世의 맛과 自適의 멋은 슬  마음을 로하는 정

다운 벗이라고 하 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 으로 處世를 다룬 책으로 

보고 있으나 읽고 음미하는 맛을 깊이 고려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

채근담�에서 동양 인 것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면서 은둔과 자연친화, 자기만

족의 소극 이고 퇴 인 처세를 지나치게 강조한 면이 있다. �채근담�에 그런 

요소가 짙은 은 부정할 수 없으나 그게 다는 아니다. 오히려 실 속에서 부

끼며 살아가는 생활철학의 요소가 강하고, 소극 이기보다는 극 으로 사회

생활을 강조하는 이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조지훈의 동양 인 것에 한 취

향과 인식이 �채근담�의 해설에 깊이 투 된 결과이다.

26) 이재복, 2020 ｢ 통의 발견과 국학의 탄생: 조지훈 학문 세계의 해석 원리와 지  형상을 

심으로｣ �비교한국학� 28(3); 오주리, 2020 ｢조지훈 시의 동아시아  미학과 존재론: 

홍자성의 �채근담�의 향을 심으로｣ �동서비교문학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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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의 �채근담� 출간 이후 재까지 충 가늠해도 300종 이상 되는 �채근

담� 련서가 출간되었다. 종수가 많고 매량도 지 않다. 지 도 여 히 구해

볼 수 있는 번역서 가운데 번역과 해설 등에서 우수하고 번역의 측면에서 의미

가 있는 책을 꼽으면 다음 4종을 꼽을 수 있다.

朴一峰 역해, 1974 �채근담�, 육문사.

성원경 역주, 1975 �채근담�, 三中 .

김성  역주, 1999 �채근담�, 홍익출 사.

林東錫 역주, 2010 �菜根譚� 2책, 동서문화사.

제각기 장단 이 있는 번역서이다.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으나 번역과 주석의 

우수성은 김성 의 번역본이, 교감의 우수성은 임동석의 번역본이 강 이 있다. 

�채근담�은 동양의 인생론이나 수양서를 표하는 술로 확고한 치를 차지

하고 있다. 통  개념으로는 淸 에 속하지만 처세의 지혜를 가르치는 탁월한 

아포리즘 성격의 술로서 단순한 청언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조지훈의 번역서 

이후 재까지 한국에서 나온 번역서를 바탕으로 비  에서 몇 가지 황

과 특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부분 번역서가 원문교감을 하지 않았다. �채근담�은 번역도 요하지만 

한문 원문의 활용도가 높다. 재 한국에서 출간된 거의 모든 책은 일본 번역서

에 수록된 원문을 번역의 본으로 삼고 있고, 번역과 주석, 해설 한 마찬가지

이다.  일본에서 나온 책의 거의 부는 앞에서 살펴본 화각본을 본으로 삼

고 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간본 계통의 원 을 직  보고 정확한 원

 텍스트의 교감을 거쳐 번역과 주석, 해설을 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분 화

각본 원본을 보지도 않았고 일본 번역본의 원문에서 번역한 실정이다. 사실 이 

부분은 일본과 국의 번역서도 체로 동일하다. 

앞서 호평한 조지훈의 번역서 역시 마찬가지라서 원문과 편차, 행갈이 등 원

문의 제시 측면에서 여러 문제 이 있다. 최근에 나온 번역서 부분도 같은 

문제 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들어 국과 만의 번역서를 참고하기도 하는데 

국 번역서는 체로 청간본 주인데다 교감과 주석 역시 부실한 경우가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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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여야 한다. 2010년에 출간된 임동석의 �채근담�은 다양한 본을 검토한 

바탕 에 간본을 본으로 하여 국내에 처음으로 본격 인 교감작업을 통해 

원문을 제시하 다. 텍스트의 다양성을 제시했다는 에서 공로가 지 않다. 그

러나 이 책 역시 청담본은 교감하지 않아 불완 하다. 게다가 번역에서는 오류

가 지 않다. 

2) �채근담�은 명  淸 集의 하나이다. 사유구조나 문체  수사법이 淸 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어 淸 의 수사법과 발상을 고려한 번역과 해설이 이

져야 한다. 다수의 번역서가 텍스트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인 한문고

처럼 번역하 다. 淸 은 語 體의 문체와 유사하여 文語와 白話를 함께 쓰고 

있다. 게다가 용어조차도 일반 한문고 과는 다르다. 복합 인 성격과 특징을 이

해하지 않을 때는 부정확한 번역이 나오기가 쉽다. 

하나의 사례로 후집 89칙의 “얽매이느냐 벗어나느냐는 오로지 자기 마음에 달

려있다. 마음속에서 일을 끝냈으면 푸 간도 술집도 어엿한 정토가 된다[纏脫只

在自心, 心了則屠肆糟廛, 居然淨土.]”에서 ‘마음속에서 일을 끝내다’의 원문은 ‘心

了’이다. 여기서 了는 끝낸다는 뜻으로 了解가 아니라 完了로 읽어야 한다. 마음

이 더는 지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27) 조지훈의 번역에서는 이 목

을 “얽매임과 벗어남은 다만 제 마음 속에 있으니 깨달음을 얻으면 푸 간과 술

집도 극락 정토가 되리라.”28)로 번역하 다. 조지훈의 번역은 독창 인 것이 아

니다. 한국, 일본, 국의 모든 번역서에서 心了를 마음에서 깨닫는다는 뜻으로 

해석하 다. 후집 15칙을 비롯해 �채근담�에는 了자를 여러 차례 쓰고 있는데 

모두 白話에서 흔히 쓰이는 완료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필자는 본다. 

3) �채근담�은 유가의 사유를 심으로 불교와 도교의 사유를 복합 으로 활

용하여 술되었다. 그 에서 불교  사유가 깊이 스며있는 은 리 인정받고 

있다. 한국의 �채근담� 번역서도 불교 측면에서 해설한 것이 다수이다. 그러나 

27) 89칙에는 소강 의 ｢13일 上寺와 黃澗에서 놀다[十三日游上寺及黄澗]｣(�伊川擊壤集� 권

5) 제1수의 제1·2구인 “쉴 수 있으면 속된 세상도 참된 선경이 되고, 일을 끝내지 못하면 

간도 속세의 집일 뿐이다[能休塵境爲眞境, 未了僧家是俗家.]”를 인용하여 논지를 방증

하고 있다. 마지막 시구의 ‘了’ 한 일을 끝낸다는 뜻이다. 

28) 조지훈, 2014 �채근담�(개정  28쇄), 암사,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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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자성은 승려가 아니고, �채근담�은 불교의 교리를 설명한 책이 아니다. 내용에 

깊이 스민 불교  사유가 문  수 은 아니다. 처신과 처세에 용할 정도의 

불교  사유이므로 지나치게 견강부회하는 것은 부 하다. 

4) �채근담�은 수십 년 사이에 경 서, 자기계발서로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일

본에서 불어온 이 상은 한국과 국에 크게 향을 미쳐 �채근담� 독서열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 다. 그 자체로서 크게 문제삼을 것은 없다 하더라도 

여기에도 견강부회가 상당히 심하다. 晩明 淸 으로서 당시 사회를 향한 의도를 

무시한 채 21세기의 경 환경에 맹목 으로 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 이 

있다. 홍자성이 �채근담�에서 유교와 불교, 도교의 맹목  수행을 비 한 것처럼 

교조 , 맹목  해석은  다른 폐단을 낳기 쉽다.

5. 맺음말

에서 晩明의 淸 集 �채근담�이 18세기 이후 한국에 수용되고 번역된 양상

을 살펴보았다. 동양의 인생론을 표하는 箴 集으로서 �채근담�이 한국에 수

용되고 번역된 양상은 한국만의 고립된 상이 아니라 국, 일본의 양상과 긴

한 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한국의 수용사와 번역양상은 동아시아 

체의 양상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지 않다.

�채근담�은 한국만 해도 수백 종의 련한 작이 있고, 독서 에 향력

이 매우 큰 잠언집이다. 무나 이고 무나 흔하게 보이는 책이므로 �채

근담�에서는 어떠한 논란도 없으리라는 착시 상을 일으킨다. 그러나 �채근담�

에 한 학술  연구는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남아 있다. �채근담�이 17세기 조선에 수용된 흔 이 없는 은 여 히 의문이

다. 수용의 사  양상을 바꿀 새로운 문헌자료의 출 도 배제하지 못한다. 이는 

앞으로 더 조사해볼 문제이다.

본론에서 살펴본 것처럼 �채근담� 본의 조사, 수용과 번역의 역사를 이해하

는 것은 �채근담�을 더 깊고 정확하게 읽는 데 큰 도움을 다. 본의 검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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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역사를 검토하면 재 독서시장에서 리 유통되고 있는 다수 책의 텍

스트가 온 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부각한다. �채근담� 텍스트는 간본 

이래 400백년 동안 끊임없이 변화와 왜곡을 거쳐 재에 이르고 있다. 동아시아 

서  교류의 에서 �채근담�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흥미롭고, 

나아가 자의 원뜻을 가장 잘 반 한 텍스트를 확보하여 감상하도록 유도하기

도 한다.

주제어 : 菜根譚, 洪自誠, 遵生八牋, 滿漢合璧本, 아포리즘, 淸 , 韓龍雲, 趙

芝薰

투고일(2021. 7. 29),  심사시작일(2021. 8. 5),  심사완료일(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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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cess of Acceptance of Caigentan and its Translations in Korea 

29)

Ahn, Daehoe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rocess behind the acceptance of Caigentan, the 

compilation of aphorisms by Hong Zi-cheng, and its translations in Korea. Caigentan has 

long been a steady seller, with hundreds of related books published in Korea since the 

20th century. The historical process was traced in detail to examine which editions were 

selected for translation, who they were translated by, and how they came to be accepted.

First, the book was divided into the first edition series and Qing edition series. The 

entire text was compar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series, and to 

identify errors. The Qing edition highlighte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eries by taking 

the form of a Manchu-Chinese parallel text.

The introduction of the Manchu-Chinese parallel text in the early 18th century, and its 

widespread circulation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was examined. An analysis of the 

preface written by the physician Lee Jae-woo revealed his role in the circulation of the 

book by the upper middle class, dispatched as a delegation to Qing China. In the 20th 

century, Manhae Han Yong-un realized the popularity of Caigentan during his trip to 

Japan, and published a translation in 1917. The significance and features of his 

translation were reviewed. The features exhibited in Cho Chi-hun’s translation in the late 

20th were also discussed. Lastly, constructive criticism was given based on the features 

and problems found in Korean translations. 

The findings are expected to shed light on not only the history of acceptance and 

Korean translators of Caigentan—a representative work of aphoristic literature in Asia—

but also enhance understanding of how it was disseminated throughout East Asia. 

Key Words : Caigentan, Hong Zi-cheng, Zunsheng Bajian, Manchu-Chinese parallel 

text, aphorism, the proverbial-style essay, Han Yong-un, Cho Chi-hun

* Professor, Dept.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Sungkyunkwan Univer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