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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말여초羅末麗初에 나온 『최치원전』을 시작으로, 이후 이 땅에서는 수많은 소설이 창작

되었고 또 많은 사람에게 읽혔습니다. 소설은 놀거리와 볼거리가 변변치 않았던 시대, 

잠시나마 사람들에게 특별한 재미를 주기도 하고 현실에서는 있기 어려운 새로운 세상을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마당이나 대청은 물론 길거리나 담배 가게 등 어디에서고 

함께 모여 앉아 전기수가 읽어주는 소설을 들었고, 인쇄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그 시절에 남에게 빌려온 소설을 간직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필사筆寫하곤 했습니다.

이러던 조선의 상황이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농업기술의 발달로 

상품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한양을 비롯해 상업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이곳에서 

생겨나게 된 ‘도시문화’의 하나가 바로 소설 읽기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늘면서 원하는 소설을 사거나 빌려보고자 하는 수요층도 상당히 두터워졌습니다. 

전시를 열며

2016년 8월

국립중앙도서관장  임원선

이처럼 늘어난 사람들의 소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돈을 받고 

소설을 빌려주는 세책貰冊과 목판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찍어냈던 방각본坊刻本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많은 물량의 책이 인쇄되고 보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대부분 중앙과 지방의 관아에서 주도한 것이거나, 아는 사람끼리 돌려보기 위한 문집류에 

그치는 것이어서 상업적인 출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세책과 

방각본이야말로 우리나라에 있어 상업적 출판과 유통의 맹아였던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

니다.

이번 전시는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못했던 세책과 방각본의 존재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한편 당시의 독서열풍을 오늘에 되살리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이 전시가 출판과 문학 분야의 관련 연구자와 그 밖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일러두기

 

1     이 책은 2016년 8월 8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국립중앙도서관 고전운영실에서 개최하는 기획전 

“조선의 독서열풍과 만나다 : 세책과 방각본”의 전시 도록이다. 

2    도판과 관련해서는 자료명, 발행연도, 크기 순으로 표기하였으며, 그 외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표기

하였다. 자료의 크기는 세로×가로 cm 순이다. 

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유물은 소장처를 따로 명기하지 않았다.

4    표지는 세책본 『남정팔난기』(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자료)로, 권1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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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를 설치하면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선비들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팔고 다른 책을 사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사를 
설치해 놓기만 하면 마치 온갖 물건이 시장에 모여드는 것
처럼 많은 책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중종실록』 98권, 중종 37년 7월 27일-

상업출판이

움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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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서적 출판의 전개

우리나라 서적 출판의 기원은 대체적으로 고구려

高句麗, 백제百濟, 신라新羅가 서로 각축을 벌였던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로 보고 있다. 이후 고려

시대高麗時代를 거쳐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책들이 간행되었다. 하지만 여러 

차례 전란戰亂을 겪으면서 이 책들은 대부분 화재나 

약탈 등에 의하여 없어졌다. 그 결과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책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에 간행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서적의 출판은 주로 중앙 정부의 전문 

출판기관이었던 주자소鑄字所, 교서관校書館과 

같은 곳에서 도맡아 간행했다. 그리고 이를 지방 

관아에 보내어 필요한 수량만큼 책을 찍어내거나 

필요한 책을 독자적으로 출간하는 체제였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서원書院, 사찰寺刹, 

사가私家에서도 필요한 책들을 출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는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책들이 

간행되었다. 그러나 이 책들은 일반인들에게 배포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

하거나, 극소수 지배자 양반을 위해서 소량으로 

출판한 것이다.

주서백선朱書百選

1794년, 35.0×22.3cm 

정조가 1793년 6월에 이양수李陽水에게 『주서백선』을 내린다는 

내사기

1794년에 내각[규장각]에서 활자로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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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종대中宗代, 1506~1544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출판을 타파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보였다.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사림파는 『소학小學』처럼 사회 

교화敎化에 필요한 책의 보급을 위하여 서점[書肆]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

에 맞추어 당시 대사간大司諫이었던 어득강魚得江, 

1470~1550은 중종에게 ‘서적의 자유 거래와 매매’를 

전제로 한 서점 설치를 건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어득강의 서사 설립을 위한 시

도는 반대파들의 반대와 이런저런 사정에 

의하여 시행되지 않는다. 그러다가 선조대宣祖代, 

1567~1608에 이르러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를 

기반으로 한 사대부 이외 계층에서의 서적 수요의 

증가, 왕명에 의한 중국 서적의 적극적인 수입 

정책이 이루어지면서 서적의 간행이 이전시기보다 

월등이 높아졌고, 17세기에 와서야 과거 시험에 

필요한 『사서삼경四書三經』 등이 상업출판물인 

방각본으로 간행된다.

서사를 설치하면 팔고 싶은 사람은 팔 수 있고, 사고 싶은 사람은 살 수 있게 될 것이며 선비들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팔고 다른 책을 사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사를 설치해 놓기만 하면 

마치 온갖 물건이 시장에 모여드는 것처럼 많은 책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臣曰書肆當設, 答之者曰, 國家安能廣印諸書而出肆? 是欲今日設肆, 明日陳書也。 是不知一設其肆, 

書籍自至, 如百物之輻轃於市也

『중종실록』 98권, 중종 37년 7월 27일

〈성시전도〉에 표현된 서점의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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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명의록續明義錄

1778년, 35.0×22.6cm

1778년[무술] 3월에 운각[교서관]에서 활자로 간행

속명의록續明義錄

1778년, 35.0×22.6cm 

1778년[무술] 3월에 전주 감영에서 목판으로 간행

중용언해中庸諺解 

1870년, 32.2×21.7cm 

1870년[경오] 2월에 전주부 하경룡河慶龍이 

목판으로 간행한 방각본

어정규장전운御定奎章全韻 

1887년, 19.5×14.8cm

1887년[정해] 6월에 경판본 방각소[방각본 제작업체] 

야동冶洞에서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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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텐베르크의 인쇄술과 
출판의 대량 생산

서양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 책은 소수의 통치 

계급의 전유물이었고, 책을 읽고 소유한다는 것

만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음을 알려주

었다. 이러한 ‘책’에 대하여 새로운 인식이 생긴 

것은 15세기 중엽 구텐베르크Gutenberg에 의한 

활판인쇄술의 발명부터이다. 

구텐베르크는 산업과 교역이 번성했던 독일獨逸의 

자유도시 마인츠Mainz에서 태어났다. 원래 그는 

금은金銀 세공사였지만 활판 인쇄술에 주목하여 

직업을 바꾸고 출판 사업에만 몰두했다.

그가 활판인쇄술로 최초로 간행했던 것은 “구텐

베르크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42행 성서聖書』

이다. 그가 성경책을 첫 출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당시 기독교가 유럽 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성경은 늘 수요가 많았기 때문

이다. 이 점에 착안하여 그는 성경을 택한 것이다. 

그는 성경을 간행한 뒤로 단기간 내의 많은 수익을 

얻었다. 하지만 자국 내의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출판업을 그만두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은 활판 

인쇄술의 확산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인쇄

소의 폐업으로 인하여 이곳에서 일하던 많은 

인쇄기술자들이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독일은 

물론, 유럽의 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활판 인쇄기술이 다른 나라로 급속하게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기는 공교롭게도 유럽 전역에서 책의 

수요가 급증했던 시기였다. 자본주의의 본격화, 

시민 계급의 성장, 인본주의 학문의 강조, 대학의 

수적數的 증가로 인하여 책의 수요는 기하급

수적으로 늘었다. 이러한 시대 분위기와 맞물려 

활판 인쇄술을 활용한 상업출판업은 급격한 

발전을 이룬다. 이후, 르네상스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새로운 지적知的 요구에 갈망했던 시민

계급들은 더 많은 읽을거리를 원했다. 이는 상업

출판물이 더욱더 발전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상업출판물에 또 다시 획기적인 전환점이 생겼다. 

그것은 17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소설小說”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소설은 이전까지 사람들에게 

교훈이나 고상한 정서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열등한 

문학 장르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월터 스콧, 찰스 디킨스, 빅토르 위고와 

같은 소설가들이 소설은 읽을 만한 것, 즐길 만한 

고상한 교양 오락물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줌

으로써 소설은 상업출판물로 변모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최고의 인기 상품이 되었다.

발행 부수部數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활판 

인쇄 기술 덕분에 소설은 대량으로 생산되었다. 

이때부터 베스트셀러Best Seller의 개념이 생겼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경우 당시 판매 부수만 

대략 20만 권 이상이다. 이는 당시 인구 숫자를 고

려해 보았을 때, 상당히 많은 숫자에 해당된다. 

소설이 여러 문학 장르 가운데서, 상업 출판물의 

최적물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여러 출판사에서 

우후죽순으로 소설이 간행되었다. 그리고 그야 

말로 “상업소설”, “소설의 시대”가 열렸다.

구텐베르크 성경[BIBLIA SACRA]
46.5×33.0cm, 영인본

구텐베르크가 활판 인쇄 기술을 활용하여 간행한 첫 번째 상업 출판물. 대형 2절판의 

상하 두 권, 본문은 좌우 두 단, 각 단은 42행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외형적 특징으로 

“42행 성서”라 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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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중국과 일본)의 
출판 동향

중국은 서양보다 먼저 책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 책들은 모두 제왕帝王이나 귀족과 같은 소수 

계층만을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중국의 “책 문화”

에도 변화가 생겼다. 그 시기는 당唐나라 때부터

였다. 

과거 제도가 도입되면서, 과거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한미한 집안 출신들이나 평민들에게까지 

책이 개방되었다. 그러자 책을 보기 위해, 책을 얻어

다가 필사하는 일이 성행하였고, 필사가 많아지면서 

돈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책을 필사시키는 

일도 생겨났다. 이러한 책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송宋나라 때, 목판木板 인쇄 기술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책을 출간하는 방각본坊刻本이 

생겼다.

방각본은 과거 시험을 위한 수험용 서적들로, 

『옥편玉篇』, 『절운切韻』과 같은 운서韻書, 모범답

안지와 같은 과문科文 모음집이 주를 이루었다. 

방각본의 생산지로는 중국의 복건福建과 절강浙江 

지역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은 종이의 공급이 

쉬었고 물류는 물론 노동력이 풍부한 지역이

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 돈

을 주고 마음껏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막대한 

경제력을 지닌 상인, 중인, 서리 등의 소비 계층이 

생겼다는 점이다. 이들을 겨냥하여 방각본은 

유서류類書類, 의학서醫學書, 경서經書, 유가서儒家書, 

문집류文集類 등으로 다양해졌으며, 책의 판매를 

위해 책에다가 출판사의 이름을 적거나 책의 

광고廣告, 삽화揷畵 제작 등을 고안해냈다. 

중국에서도 방각본의 주를 이루는 것은 “소설小說”

이었다. 중국은 이야기를 오락娛樂의 하나로, 오래 

전부터 듣는 전통이 있었다. 이미 송나라 때부터 

도시의 민간 계층에서부터 전문이야기꾼인 설화

인說話人들이 들려주는 화본이 인기를 끌었다. 

이러한 인기에 착안하여 상업 출판업자들은 설화

인들의 각종 대본을 방각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책들로 상업 출판업자들은 막대한 

이윤을 얻었고, 그 덕분에 중국에서는 ‘이야기문학’, 

‘소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소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관중, 시내암과 같은 인물이 

이 때 등장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수호지』, 『서유기』, 『금병매』 등이다.

사대기서제일종四大奇書第一種 

연대미상, 27.3×18.4cm

나관중羅貫中이 지었다고 전하는 「삼국지통속연의三國志通俗演義」이다. 

모종강 계열본으로, 김성탄金聖嘆의 비평본인 것처럼 「聖嘆外書」, ‘順治 

歲次甲申嘉平朔日 金人端聖嘆氏題’로 되어 있다. 서문序文과 독삼국

지법讀三國志法, 범례凡例, 총목總目, 도상圖像의 순으로 적은 1권과 삼국

지연의 내용을 담은 1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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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상업 출판물이 출현한 시기는 도쿠카와 

이에야쓰德川家康가 일본 전역을 통일했던 일명 

에도시대江戶時代라고 부르는 17세기이다. 이 

시기에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상업이 발달했고 

더불어 새로운 도시 문화가 출현했다. 그 주역은 

도시에 거주했던 상공업자 조닌[町人] 계층이다.

이들은 귀족 계급의 문화를 동경했고 신분 상승을 

위하여 교육과 교양을 높이는 문화에 몰두했다. 

그 결과 이들을 겨냥한 상업출판물의 간행이 

급격하게 늘었다. 유교 경전을 비롯하여 다양한 

서적들이 간행되었는데 주목할 점은 우키요조시

浮世草子와 요미혼讀本과 같은 통속소설들이 많이 

출간되었다. 

이 시기에 나온 일본의 대표적인 소설이 『고쇼쿠

이치다이오토코好色一代男』이다. 이 소설은 요노

스케世之介라는 남자 주인공이 죽을 때까지, 여성

들과의 벌인 호색 편력을 다룬 작품으로, 초판

初版만 1000권 이상이 팔려나갔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통속소설이 인기를 끌자 일본 곳곳에 

서점이 생겨났고, 책을 등에 짊어지고 돌아다니며 

서적을 대여해주는 행상行商, 현재의 도서대여점과 

비슷한 카시혼야貸本屋가 만들어졌다.

일본에서는 중국소설을 가져다가 자국의 실정에 

맞게 변용시킨 소설들을 많이 간행했다. 그 대표

적인 예가 『수호전水滸傳』이다. 처음에는 중국본을 

수입해서 읽었지만 이후에는 원전原典을 기반으로 

일본에서 새로 만든 바킨馬琴의 『수호전水滸傳』이 

만들어졌다.

강호생부기포소江戶生浮氣蒲燒

1785년, 17.9×12.3cm

일본 에도시대[江戶時代]를 대표하는 소설가 산토교덴이 글을 

써서 1785년에 출판한 소설이다. 카사노바처럼 되고 싶어하는 

엔지로[艶二郞]의 실패담을 담고 있다.  우측 장면은 엔지로가 

천하의 바람둥이로 이름 날릴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모습이며, 

좌측 장면은 엔지로가 호외꾼[讀賣]을 매수하여 자기 연애담을 

퍼뜨리는 모습이다.

남총이견팔견전南總異見八犬傳

1842년, 22.3×15.8cm 

교쿠테이바킨曲亭馬琴이 1814년부터 1842년까지 28년간 연재한, 

근대 이전 일본 최대의 장편 역사소설이다. 영주의 따로가 

영주가 기르던 개 사이에서 태어난 여덟 개의 구슬이 여덟 명의 

무사로 바뀌어 영주에게 복수를 한다는 내용이다. 펼쳐놓은 

면은 진한 색 먹과 옅은 색 먹을 잘 이용해 연출한 삽화이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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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종이 생산지

상업출판에 따른
직업의 탄생

소설이 상품화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모든 상품이 그렇듯이 제품 생산에 따른 분업화가 

필요하다. 상품에 생산자, 생산에 따른 유통 및 

분배 업자, 소비자가 있듯이, 소설에는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 책을 생산하는 출판사, 책을 구매하는 

독자,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대여업자, 판매인과 

같은 유통업자가 탄생했다.

이야기의 생산자인 작가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고 작품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저작권]도 주장

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능한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텍스트의 언어도 서로 다른 지역,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화시켰다.

책을 생산하는 출판사는 재력財力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하게 되었다. 많은 자본을 소유하고 

직접 인쇄소와 유통 판매망을 지닌 대형 출판사, 

이보다 작은 규모의 중소형 출판사, 인쇄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인쇄 출판사, 그리고 책의 

생산에는 관여하지 않고 판매에만 주력했던 

서점, 서적 도매상, 행상들, 도서대여점 등이 생겼다.  

또한 출판사 내에서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용을 

독자들에게 읽히기 쉽도록 만드는 편집자, 내용 

전달에 적절한 그림을 그리는 삽화가, 내용이나 

잘못된 글자를 수정하는 교정자도 생겼다. 

책을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소비자인 독자층이 생겨

나면서 이들의 기호나 취향은 작가나 출판사에게 

자신들의 눈높이와 요구에 맞는 책을 출간하게끔 

만들었다. 이처럼 책이 상업 출판물이라는 새로운 

인식이 생기면서 작자-유통업자-제작자-독자라는 

구분이 확고해졌다. 

소설을 팔러 다니던 유럽의 서적행상

마틴 라이언스 지음 ; 서지원 옮김, 『책, 그 살아 있는 역사』, 21세기북스, 2011, “한 연감 서적상이 

얀 반 빌레의 『알마냑 오브 즈리다Almanac of Breda』(1664)를 광고하며 마을 광장에서 연감을 팔고 

있는 모습이다.”, 123면

쿠텐베르크 인쇄소의 모습

왼쪽 (뤼시앵 페브르·앙리 장 마르탱 지음 ; 강주헌·배영란 옮김, 『책의 탄생』, 돌베

개, 2014, 118면 “아트만 쇼퍼에 따른 작업 중인 인쇄소” 사진 모습)

오른쪽 (데틀레프 블룸 지음; 정일주 옮김, 『책의 문화사』, 생각비행, 2015, “종이를 만

드는 다섯 가지 주요 공정을 설명한 명나라 시대의 목판화” 중 한 장면)



소설의 

열풍 속으로

18세기의 조선은 농업기술의 발달과 상품 경제의 발달로 

도시의 규모는 커지고 한양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새로운 

‘도시 문화’와 ‘유흥 문화’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창작된 고소설은 물론, 중국에서 들여온 소설로 인하여 ‘소설 

읽기’의 붐이 일어났다.

유만주兪晩柱, 생몰년 미상, 조선후기 문신는 이 시기 “우리나라의 

문자로 소설을 지은 것이 나라 안에 산재해 있으며, 합쳐서 

세어보면 수만 권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상층 사대

부에서부터 하층민들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소설 읽기에 

몰두했다. 양반 사대부를 비롯한 관원들은 숙직 대신에 

소설을 읽다가 적발되어 물의를 빚기도 했고, 과거시험에 

응시했던 사대부들은 시험지에 소설 내용을 인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일이 벌여졌으며, 아녀자들은 집안일을 내팽겨 

치면서까지 소설 읽기에 몰두했고, 시정市井에서는 소설을 

이야기해주던 사람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의 칼에 찔려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 이른다. 이러한 온 나라의 소설의 열기

熱氣를 잠재우기 위해서 정조는 급기야 국내는 물론 국외에

서 소설 일체를 들여오지 못하게 “소설 금지령”을 내린다.

“이미 여러 번 경계했었는데, 이번 사행 때에는 더욱 엄
히 경계하라. 패관소기稗官小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서나 
역사서라도 중국 책은 절대 가지고 오지 말라.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을 건널 때, 일일이 조사해서 군관이나 역관 
등이 가지고 온 것이라도, 바로 교서관에 귀속시켜 널리 
유포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

前此使行, 固已屢飭, 而今行則益加嚴飭, 稗官小記姑無
論, 雖經書、史記, 凡係唐板者, 切勿持來。 還渡江時, 
一一搜驗, 雖軍官譯員輩, 如有帶來者, 使卽屬公于校館, 
俾無廣布之弊

-『정조실록』 36권 , 정조 16년 10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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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도시문화'와
'유흥문화'의 형성

18~19세기에 조선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

한다. 이는 신분층의 변화, 농업기술의 발달, 상품 

경제의 발달로 요약된다. 상품 경제의 발달로 

도시의 규모는 커지고 한양과 같은 대도시에는 

각종 문화 상품의 출현, 유흥 문화 및 여가 문화가 

발달하였다. 문화 상품을 판매하던 곳은 한양의 

종루에서 남대문에 이르는 광통교와 그 일대였다. 

이곳은 조선 초기부터 상업의 중심지였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는 이곳에 그림을 파는 서화사

書畵肆와 책을 파는 책사冊肆가 동시에 공존했다. 

상품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부유한 계층이 생기고 

여가를 가진 계층이 등장했다. 이들로 인해 양반 

중심의 문학이 서민 계층으로까지 확대되었고, 

문학의 상품화를 가능하게 했다. 이때 이들이 

즐겼던 것 중의 하나가 소설이었다. 생활의 여유와 

유흥적 분위기 속에서 살았던 이들은 소설에 

경도되었다. 이들은 소설을 재미있고 실감나게 

읽어주는 이들을 따로 고용하여 평생 동안 입고 

쓸 만큼의 돈을 주기도 했다.

한양도漢陽圖

조선후기, 36.0×47.6cm

도성으로 둘러싸인 한양의 궁궐과 종묘사직, 한강, 개천의 자연지세 등 주요 요소가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한양의 중심가에 광통교가 표기되어 있다.

한양가漢陽歌

1844년, 32.6×21.0cm 

한산거사漢山居士라는 사람이 1844년에 

조선의 도읍 한양의 연혁, 풍속, 문물, 

제도 등을 노래한 가사이다. 시전의 

번화한 모습과 함께 광통교의 문화상품을 

취급하던 가게들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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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문화 트랜드,
‘소설 읽기’

소설의 인기가 모든 계층으로 확산되었던 시기는 

18세기부터였다. 이전까지 소설의 독자는 주로 

사대부 계층을 중심으로 한 상층 계층의 남성이나 

여성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와서는 상층의 남녀는 물론, 중인층에서부터 

하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소설을 읽었다. 

이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설을 읽거나 

필사했다. 심지어는 화원畵員을 시켜 소설 삽화를 

그리게까지 하였다.

지나역사회모본支那歷史繪模本

연대미상, 24.3×16.0cm

완산 이시가 화원畵員이었던 김덕성金德成을 시켜 중국 

소설의 삽화만을 따로 그린 회화집이다. 서문에서는 

책의 그림 소재가 된 소설의 서명을 일일이 밝히고 

있다. 한 장에 두 편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판심에 

각 그림의 제목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지』 중 적벽대전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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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전』에서 무승이 호랑이를 
때려잡는 장면

『삼국지』 중 호뢰관(虎牢關)에서 
세 영웅이 여포와 싸우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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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건대, 근래에 부녀자들이 다투어 능사로 삼는 일은 오직 소설을 숭상하는 것뿐인데, 날이 

갈수록 더 많아져서 천여 종에 이르렀다. 쾌가는 이것을 정사淨寫하여 사람들에게 빌려주고는 

그 삯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고, 부녀자들은 생각없이 비녀나 팔찌를 팔거나 혹은 빚을 내서라도 

다투어 빌려가서 그것으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낸다. 음식 만들고 바느질해야 하는 책임도 잊어버린 

채 이렇게 하기 일쑤다.

채제공, 「여사서」. 『번암집』 권33

(나는) 어렸을 때 외가에서 자라면서 매번 외할머니가 읽는 것을 들으며 놀았다. 『수호전』을 

읽을 적에는 밥맛을 모를 정도였고 (…중략…) 만일 패사소설稗史小說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빌려서 본 뒤에야 그만두었다. 

이규상, 『일몽선생문집』 2

몇 년 전 어떤 상놈이 10여 세부터 눈썹을 그리고 분을 바르며, 여인들의 언서체諺書體를 

익혀서 패설稗說을 잘 읽었는데, 목소리가 마치 여자 같았다. (중략) 여장을 하고 사대부의 

집에 드나들며, 진맥할 줄 안다고 하거나 방물 장사를 한다고 하면서 패설을 읽어주기도 

하고 (중략) 양반집 부녀들이 그를 한 번 보면 좋아하지 않을 수 없어서 간혹 같이 자면서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구수훈, 「이순록」, 『패림』

어떤 사람이 나에게 긴 밤의 소일거리로 삼으라고 언패諺稗를 가져왔는데, 인간印刊된 

책으로 『소대성전』이라고 씌어 있었다. 이것이 서울의 담배가게에서 부채를 두드리면서 

낭독하던 것이 아닌가? 

이옥, 『담정총서』

지금 여항의 서리들이 오로지 익히는 것은 『전등신화』 한 책인데, 이를 읽으면 이문吏文이 

능숙해지기 때문이다.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패관 소품류의 책들은 사람의 마음에 가장 해가 되니, 문장과 경학에 뜻을 둔 유학자들은 

비록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 해도 보지 말하야 하는데 (…중략…) 그것이 세도世道와 

시운時運에 관계됨을 크게 깨달아, 한 번 성기聲氣를 허비하여 바로잡지 않을 수 없다. 

정조, 『홍재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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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한 남자가 종로거리의 담배가게에서 어떤 사람이 패사稗史 읽는 것을 듣다가, 영웅이 가장 

실의하는 대목에 이르러서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물고는 담뱃잎 써는 칼로 소설 읽던 

사람을 찌르니, 바로 죽었다. 

이덕무, 『아정유고』 중 「은애전」

위 기록들을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사랑방, 규방, 

담배가게, 저자거리 같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설을 읽었고, 부녀자들이나 중인 할 것 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소설의 독자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조차 할머니들이 읽어주는 

옛소설을 쉽게 접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화제의 중심은 소설이었다.

아울러 소설의 인기는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켰다. 대표적인 예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설을 

재미있게 읽어주던 이야기꾼이 갑자기 이야기를 

듣던 이의 칼에 찔려 죽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정조正祖 연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 어떤 

사람이 담배 가게에서 듣던 소설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그만큼 당대 독자들이 소설에 대하여 열광했고, 

이야기의 세계와 소설의 세계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당대 소설의 열기는 조정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관원들은 숙직을 하다가 몰래 소설을 

읽는 일이 많아졌고, 과거시험 답안지인 과문科文

에도 소설을 인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한 일들이 

많아졌다. 이로 인해 국정을 책임졌던 정조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그 주요 원인을 

소설 때문이라 판단하여 소설 금지령과 함께 

문체반정文體反正을 실시한다. 이처럼 조선 후기 

소설의 독자층은 모든 사회 계층에 퍼져 있었다. 

그리고 소설은 사회의 기강을 흔들 만큼 많은 

인기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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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을 통독하는 윤백영 할머니 모습 중앙일보 1966년 8월 25일 제287호 5면 기사

소설로 먹고 사는 
사람들

조선후기 소설의 열기는 소설로 먹고사는 사람들을 

탄생시켰다. 소설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냈던 

얼치기 작가, 소설을 사람들에게 필사해주는 전문 

필사자,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소설을 읽어

주었던 전기수傳奇叟, 책을 유통시키는 책 거간꾼, 

그리고 중국소설을 우리말로 옮겼던 번역가들이 

등장했다.

고소설의 작가는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

이다. 가장 큰 이유는 소설을 쓴다는 것을 당시에는 

부끄러운 일로 여겼기 때문이다. 소설을 쓴다는 

것은 결국 글을 아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당대로 

보아서 이러한 유력한 작가 후보가 시골의 가난한 

선비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난한 선비가 소설책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또 

그것을 세놓는 한편, 타인의 저작물까지도 또한 필사

하여서 같이 세를 놓아서 그것으로 호구책을 삼았다.”

 윤백영 인터뷰 기사(중앙일보 196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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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전체를 필사해주는 사람들도 생겼다. 소설 

한 편을 필사하는 일은 대단히 힘들고 고단한 

일이다. 『제일기언』의 필사기를 보면 이 소설을 

필사하는데 대략 3년의 시간이 걸렸다. 다른 일 

없이 소설만 필사하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노동력을 

지닌 젊은 사람들이나 가사 노동에 힘써야 하는 

부녀자 계층에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소설을 필사해 주는 이들이 생겨났다. 현재 남아

있는 『유씨삼대록』과 같은 장편가문소설을 보면 

특정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실명이 아닌 호號를 적어놓았는데, 

이들은 모두 소설을 전문적으로 필사해주었던 

이들이다.

유효공선행록 劉孝公善行錄

연대미상, 33.3×20.5cm 

유씨劉氏 가문의 부자간의 갈등과 형제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그린 장편 가문소설이다. 조선후기에는 

소설을 전문적으로 필사해 주는 사람들도 생겨났는데, 이 책의 경우도 특정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한 한 경우이다. 책의 표지와 표제를 정성스럽게 수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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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글을 모르거나 소설책을 빌려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직업도 생겨났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야기를 전문적으로 낭독해주는 이들과, 좀 더 

전문적인 이야기꾼인 전기수傳奇叟이다. 전기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서민들을 상대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대가를 여러 사람에게 

받았다.

전기수는 일정한 장소를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그곳을 순회하면서 소설을 낭독해주었다. 조수삼이 

소개한 전기수를 보면 동대문 밖에 살면서, 지금의 

종로鐘路를 6일 간격으로, 제1교第一橋, 제2교第二

橋, 배우개梨峴, 교동 입구校洞 入口, 대사동 입구大

寺洞 入口, 종로鐘樓를 오르내리면서, 청중들에게 

매일 소설을 낭독해주었다. 

이들이 돈을 받는 방법은 이야기를 낭독해주다가 

사건이 긴박한 대목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읽기를 

멈추는 것이다. 그러면 이야기를 듣던 청중들은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야기꾼에게 

돈을 던져주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전기수가 

직업 이야기꾼으로서, 다중을 상대로 낭독의 

대가를 받는 독특한 방법이었다.

책이 만들어지면 이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도 필요했다. 이러한 사회적 

수요에서 생긴 직업이 책 거간꾼이다. 이들은 

흔히 서쾌書儈라고도 부른다. 유만주의 『흠영欽英』

에서 이들 책 거간꾼들을 소개하고 있다.

추재기이 秋齋紀異

등사본, 26.7×16.0cm

여항시인 조수삼趙秀三, 1762~1849이 『추재시고秋齋詩稿』에서 서민들의 

기이한 행적을 기록한 부분만 등사한 책이다. 조선후기 글을 모르거나 

소설책을 빌려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한 직업도 생겼는데, 대표적인 

예가 전기수이다. 이 책에 ‘전기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흠영 欽英

영인본,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傳奇叟 叟居東門外
。
口誦諺課稗說

。
如淑香，蘇大

成，沈淸，薛仁貴等傳奇也
。
月初一日坐第一橋下

。
二

日坐第二橋下
。
三日坐梨峴

。
四日坐校洞口

。
五日坐大寺

洞口
。
六日坐鍾樓前

。
溯上旣

。
自七日沿而下

。
下而上

。
上

而又下
。
終其月也

。
改月亦如之

。
而以善讀

。
故傍觀匝圍

。
夫至最喫緊甚可聽之句節

。
忽默而無聲

。
人欲聽其下回

。
爭以錢投之曰

。
此乃邀錢法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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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소설을 번역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삼국지』와 

같은 소설은 한문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쉽게 읽을 수 있었지만 『수호전』과 같이 백화체

白話體로 된 중국소설들은 상황이 다르다. 이들을 

위해서 어록해語錄解도 만드는 사람들도 생겼다.

평론출상수호전 評論出像水滸傳 

연대미상, 25.7×14.0cm

조선에서 중국본을 복각하여 만든 『수호전』의 어려운 대목을 알기 쉽게 

‘어록해[단어 풀이 모음]’을 붙였다. 『수호전』은 송강을 비롯한 108명의 

영웅들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열망, 좌절을 다룬 중국소설이다.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폭발적인 관심은 전문 상업 출판업자들의 

등장으로 이어졌다. 그 가운데 하나가 세책점貰冊店이다. 세책점은 

현재의 도서대여점이나 만화대여점, DVD 대여점처럼 다양한 

종류의 책을 구비하여 이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곳이다.

조선후기 세책점의 구체적인 모습은 모리스쿠랑의 『한국서지』에서 

볼 수 있다.

책방들은 도심에 모두 모여 종각鐘閣에서 남대문까지 곡선
으로 이어지는 큰 거리에 위치해 있다. (중략) 책방들은 돌
다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으며 (중략) 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떼밀고 다투고 욕하는 중앙 광장이 자리잡고 있다. (중
략) 책방 주인은 그의 가게에 깊숙이 웅크리고 자리잡고 있
었다. (중략)

책은 이 같은 책방에서 뿐만이 아니라 많은 세책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특히 소설이나 노래 같은 일반책들을 보다 잘 간수

되었고 책방에서 파는 것들보다 양질의 종이에 인쇄되었다.  

-모리스쿠랑, 이희재 역, 『한국서지』(수정번역판) 「서론」 중에서-

세책거리를

거닐다



047046

세책본과 세책점[책대여점]의 
출현

우리나라에 세책점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18세기의 인물인 

채제공蔡濟恭, 1720~1799과 이덕무李德懋, 1741~1793가 

세책본의 폐해를 거론한 것을 본다면 적어도 

이 무렵을 전후로 세책점과 세책본이 생겨나 

성업했던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당대의 사대부 집안에서 유행되고 

있던 일들을 지적하며, 이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기 위해 언급하던 도중, 본의 아니게 세책점, 

세책본을 소개하여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세책점은 서울 이외의 송도松都, 대구, 평양 같은 

주요 도시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모리스쿠랑은 

전한다. 이는 세책점이 일정한 경제적 요건이 뒷

받침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당시 서울의 일부 독자층 사이에서만 유행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내가 보건대, 근래에 부녀자들이 다투어 능사로 삼는 일은 오직 패설稗說을 숭상하는 것뿐인데, 

날이 갈수록 더 많아져서 천여 종에 이르렀다. 쾌가는 이것을 정사淨寫하여 사람들에게 빌려주고는 

그 삯을 받아서 이익을 취하고, 부녀자들은 생각없이 비녀나 팔찌를 팔거나 혹은 빚을 내서라도 

다투어 빌려가서 그것으로 하루종일 시간을 보낸다. 음식 만들고 바느질해야 하는 책임도 잊어버린 

채 이렇게 하기 일쑤다.

채제공, 여사서. 『번암집』 권33

우리말로 번역한 전기는 눈뜨고 볼 수 없는데, 집안일을 팽개쳐두고, 여인의 일을 게을리 하여 

버려두고, 그걸 돈을 주고 빌려보기에 이르렀으며, 깊이 빠져서 집안 재산이 기운 자도 있다.

이덕무, 『사소절』

모리스 쿠랑MAURICE COURANT의 

『한국 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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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책점으로 추정되는 사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외국인은 잡화점이라고 했지만 옆에 책이 있는 점을 보아 세책점의 사진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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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책본의 
이모저모

현재 국내외 기관이나 대학에 남아있는 세책본은 

대략 90종으로,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일본 경도

대京都大, 일본 천리대天理大,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프랑스 기메박물관, 프랑스 동양어문화대학, 

영국박물관, 이화여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한국학중앙연구원,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화봉문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각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세책본은 일정한 특성이 

있다. 먼저, 세책본의 표지에서부터 특징이 있다. 

세책본은 돈을 받고 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게 된다. 세책본의 

표지는 이러한 잦은 대여에서 오는 파손을 막기 

위하여 책의 표지부터 두껍게 장정해 놓았다.

세책본은 대부분 상단에 장수張數를 표시해 놓았다. 

이는 책이 훼손되었을 때 해당 부분만을 다시 

보수補修하기 위해서이다.

세책본은 한 면 당 11~12행, 한 행 당 15~20자 

내외로 필사되었다. 가능한 글자 수를 많게 함으

로써 책의 권수를 늘리기 위함이다. 특히 이윤의 

극대화를 위하여 원래 한두 권으로 된 작품을 

최대한 권수를 늘려 놓았다. 예를 들어 『춘향전』이 

한 권이라면 세책본 『춘향전』은 10권으로 되어 있다.

세책본의 마지막 행은 글자가 2-3자씩 비워져 

있는데 이것은 대여자들이 책장을 넘길 때마다 

침으로 글자가 지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세책본의 권 마지막에는 향수동香水洞, 

향목동香木洞, 사직동社稷洞 식으로 세책점이 있었던 

동명洞名을 적어놓았다. 세책점이 있었던 지역은 

모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나 인구 밀집 

지역, 상업 지구인 시장 주변으로 확인되고 있다.

남졍팔난긔 南征八難記 

연대미상, 23.0×16.7cm

남정팔난기는 작자 미상의 고소설로, 내용은 주인공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영웅소설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국립중앙도서관 남정팔

난기는 아현동 세책점의 세책이다. 원 소장처는 하버드대학이었으나 

1998년에 이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기증했다.



053052

명행정의록 明行正義錄

연대미상, 21.7×23.0cm

진국공 위연청의 장남 위현보, 차남 위현질, 막내 딸 위혜주 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장편가문소설이다. 대여자의 낙서, 욕설 등이 남아있어 세책본임을 알 수 

있으나 세책점의 상호는 남아있지 않다. 

현씨양웅쌍린기
연대미상, 24.0×18.5cm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현택지의 두 아들 현수문, 현경문의 가정사를 다룬 대장편가문소설이다. 위 자료는 동호

東湖 세책점의 세책본으로, 세책점에서 대여했던 책들의 출입을 기록한 장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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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책의 실상[낙서, 장부] 
엿보기

책주인은 보소. 이놈아 네 놈이 책을 세貰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책세冊貰를 너무 과하게 받는구나!

책주인 보소. 이 책이 재미는 있으나 잘못된 글자, 낙서가 많아 보

기가 어려우니 담에는 보수하여 주소.

“책주인의 부모”

*고어로 된 원문을 읽기 쉽게 현대어로 바꿔놓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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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주인 보소. 이 개아들 놈아. 이 책의 잘못된 글자와 낙서가 많으니 다시 보수해라.”

“책주인 부부.”

책주인은 개자식, 말자식, 도야지 자식, 소자식, 까마귀 자식, 솔개 자식이라. 누구든지 (그를) 

보고 인사하시면 그 사람도 또한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오리다. 책주인이 이와 같을 것이 분

명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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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녀는 책주인의 고조할아범 도야지 아범, 도야지 어멈. 이 놈은 책주인 아범이요, 이 년은 책주인 누

나라. 또 이 남녀는 책주인의 증조 할아범이요, 오대조 할아·할멈이라”

“사내놈은 조갑용(세책주인), 계집년은 구복례(세책주인의 부인)”

“외자 낙서가 많으니, (이렇게) 쓴 놈은 제 어미와 붙을 놈이라”

“此女, 冊主人子女라”

이 여자는 책 주인의 딸이라

이 아래는 이번에 낳은 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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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책점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는 세책본의 

배접지에 남아있는 세책장부貰冊帳簿를 통해 확인

된다. 세책장부는 작품별 대출장부와 날짜별 

대출장부로 구분된다. 작품별 대출장부를 통해서 

세책점에서 보유했던 작품의 규모를 알 수 있고, 

날짜별 대출장부를 통하여 날짜와 시간 순서에 

따라서 누가 책을 빌려갔는지를 소상히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세책장부를 통해서 그동안 추정

만 해왔던 세책 독자의 신분, 직업, 성별, 세책점

에서 빌려주었던 다양한 세책 고소설의 규모와 

존재가 확인된다.

현재까지 세책점의 구체적인 모습은 모리스쿠랑의 

기록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세책본에 남아있는 낙서를 보면 세책점의 

대략적인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낙서에는 

항상 세책점 주인, 전문 필사자, 책거冊去 세 사람이 

욕설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세책점은 적어도 

이들 세 명이 함께 운영했던 것으로 보인다.

배접지로 남아있는 
세책 장부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현씨양웅쌍린기』)

세책점에서 분실했을 경우 내야하는 금액(벌금)을 찍어 놓은 것
(동경대 소장, 『수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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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동  묘동  토졍  약현  행동  갑동  운곡  아현  향슈동  파곡  청파  향목동  사직동(社稷洞)  동문외 廣信號紙廛宅  청풍백운동  송교(松橋)  

남쇼동(南小洞)  옥동(玉洞)  간동(簡洞)  용서  유호  금호(金湖)  동호(東湖: 東湖堂峴)  한림동(翰林洞)  안현(鞍峴)  미동(美洞) 

세책본 위치도 : 세책고소설연구(혜안, 2005)에서 제시한 바 있음.

지도로 본 
서울 세책점

세책본의 각 책의 맨 뒷면에는 동리洞里 이름이 

쓰여져 있다. 이것은 세책집의 상호와 위치를 말

해준다. 현재까지 확인된 세책본을 바탕으로 

세책점의 위치를 지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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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세책본 목록

연번 서명 저자 책수 판본 청구기호 소장처

1 명행정의록 미상 94 필사본 古朝48-153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 쌍성봉효록 미상 10 필사본 고3636-1

3 육선기 미상 1 복제본 고3636-129

4 남정팔난기 미상 7 필사본 고3636-167

5 유화기연 미상 7 복제본 고3636-133

동양문고(일본)6 고려보감 미상 10 복제본 고3636-134

7 열국지 미상 42 복제본 고3636-136-42

8 임화정연 미상 7 필사본 협력기관
순천시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임화정연 林花鄭延 

연대미상, 23.5×19.0cm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장교 세책점의 세책 

임화정연, 쌍성봉효록
연대미상, 34.1×22.3cm

두 책을 함께 필사해 놓은 책

녈국지 烈國之 

연대미상, 24.3×16.3cm, 복제본

향수동 세책점의 세책, 일본 동양문고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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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세책본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일본

미국

외국인에게 
사랑받은 세책본

현재 남아있는 세책본의 대부분은 국내가 아닌 

국외에 있다. 세책본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일본 동양문고東洋文庫, 일본 경도대京都大, 일본 

천리대天理大,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프랑스 기메

박물관, 프랑스 동양어문화대학, 영국박물관 등이다.

이처럼 세책본이 국외에 존재하는 이유는 19세기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이 자료들이 중요한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대표적인 예가 모리

스쿠랑, 플랑시, 오카쿠라요사시부로, 애스턴과 

같은 이들이다. 이들은 조선에 있었던 세책점과 

세책본의 존재를 세상에 알렸고, 이 자료들을 

통해서 조선의 “대중문학”을 외국에 소개하기도 

하였다.

모리스쿠랑의 경우, 『한국서지』를 집필하는 과정

에서 세책점의 위치, 세책점의 운영자, 세책점에서 

구비한 소설 등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다. 아울러 

비슷한 시기 조선을 방문했던 오카쿠라요사시부

로岡倉由三郞, 애스턴 또한 모리스쿠랑과 유사한 

기록을 남겼다.

이들의 세책본에 대한 관심은 수집으로 이어

졌고, 이후 귀국하는 과정에서 이 자료들을 가지고 

가 현재 많은 세책본이 외국에 있는 것이다.



1576년 (서울의) 수표교 아래 북변 이제리의 수문 입구에 
있는 하한수河漢水 집에서 목판을 새겼으니 살 사람은 
찾아오라

萬曆四年七月日, 水標橋下, 北邊二第里門入, 河漢水家刻
板, 買者尋來

-『고사촬요』(송석하 소장본)-

소설 대중화의 주역,

방각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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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각본은 임진왜란 이후부터 본격화 되었다. 

한문 『천자문』, 『유합』, 『동몽선습』과 같은 서당

에서의 학습교재류, 『논어』와 『맹자』와 같은 

경서류, 『통감』, 『사략』과 같은 역사서류, 시헌력

時憲曆과 같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실용서가 

전주, 나주, 태인, 서울 등지에서 간행되었다. 

특히 전라도의 태인에서는 아전衙前이었던 전이채와 

박치유, 두 사람이 다수의 방각본을 출간했다. 

이후 여러 상인들이 출판시장에 뛰어들어 다양한 

방각본이 간행되었다. 

한편, 소설이 발달하고 소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

지자 이들을 위한 한글 방각본 소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이 쓴 소설 작품 가운데 

최초로 방각본 소설로 간행된 것은 전라도 나주

에서 1725년에 나온 한문본 『구운몽』이다. 한글 

방각본 소설의 정확한 출현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현재 확인된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은 1780년 서울의 

방각업체 “경기京畿”라는 곳에서 간행된 『임경업전』

이다. 

한글 방각본 『임경업전』 이외에 이 무렵에 판각

된 작품은 1785년에 간행된 『숙향전』44장본과 

1749년에 간행되었던 『십구사략언해』 표지에 

낱장으로 존재하는 『구운몽』과 『장풍운전』 등이 

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작품의 서체나 판의 형식 

등이 대부분 일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한글 방각본 소설은 1780년 전후로 간행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볼 수 있는 대다수의 방각본 소설은 한글본

이다. 반면에 한문으로 간행된 방각본 소설은 

거의 없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방각본 소설의 

주류는 한글 방각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글을 주된 언어로 사용했던 서민들이 한글 

방각본 소설의 독자였음을 보여준다.

방각본 소설은 경제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서울, 

전주, 안성이었다. 그래서 현재의 방각본 소설은 

판각된 지역의 이름을 고려하여 경판, 완판, 안성판

으로 부르고 있다.

구운몽
연대미상, 25.7×18.8cm

방각본 소설을 찍어냈던 출판사들의 간기刊記

방각본의 
출현과 유통

방각본이란 말은 중국의 남송南宋과 북송北宋 

때에 “서방書坊・서사書肆・서림書林” 등으로 불리던 

현재의 상업출판사와 같은 곳에서, 이윤 추구를 

위하여 대량 공급의 목적으로 만든 책을 말한다.

방각본은 목판에다가 내용을 새겨서 책을 제작했기 

때문에 비용이 필사본에 비하여 많이 들었다. 

방각본 업자들은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원 책의 내용을 생략하거나 축약시켜서 

간행했다. 이러한 방각본을 본 당대의 많은 지식인

들은 방각본을 조악粗惡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방각본으로 많은 책들이 간행되었고 일반 서민들

까지 이를 읽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한

다면 “지식의 대중적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방각

본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국에서 기원한 방각본은 조선시대에 등장했다. 

조선시대 초기의 출판은 중앙 관청이나 지방 

관아에서 담당했고 필요한 수량만을 제작하여 유포

시켰다. 하지만 조선시대 중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변화가 생겼다. 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더 이상 관官의 주도만으로는 출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조선에서도 

사설 출판사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민간업자에 

의해 간행된 방각본이다.

조선시대 방각본의 출현 시기를 놓고 그동안 15

세기, 16세기, 17세기 설 등의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16세기 설이 

지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16세기에 간행된 

『고사촬요』[송석하 소장본]에, 

라는 간기刊記 때문이다. 학자들은 이 기록을 조선

시대 방각본의 기원으로 보고 있다.

만력 4년1576 (서울의) 수표교 아래 북변 이제리의 수문 입구에 있는 하한수
河漢水 집에서 목판을 새겼으니 살 사람은 찾아오라

萬曆四年七月日, 水標橋下, 北邊二第里門入, 河漢水家刻板, 買者尋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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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업전 林慶業傳 

1780년, 23.0×16.7cm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 소장

서울의 방각본

경판본은 현재까지 대략 50여 종이 확인되었다. 

확인된 작품을 보면 『강태공전』, 『곽분양전』, 『구운몽』, 

『금방울전』, 『금향정기』, 『도원결의록』, 『남정팔

난기』, 『백학선전』, 『사씨남정기』, 『삼국지』, 『삼설기』, 

『서유기』, 『수호지』, 『숙영낭자전』, 『숙향전』, 『신미록』, 

『심청전』, 『쌍주기연』, 『옥주호연』, 『용문전』, 

『울지경덕전』, 『월봉기』, 『월왕전』, 『임경업전』, 

『임장군전』, 『임진록』, 『장경전』, 『장풍운전』, 

『장한절효기』, 『장화홍련전』, 『제마무전』, 

『조웅전』, 『진대방전』, 『토생전』, 『한양가』, 『현수

문전』, 『홍길동전』, 『흥부전』, 『황운전』 등이다. 

경판본은 매 권 마지막에 방각소(방각업체)의 

이름과 위치, 간행연도 등을 새겨 넣었다. 예를 

들어 “己未孟夏紅樹洞新刊”식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경판본 방각소(방각본 제작업체)는 경기, 

광통방, 남곡, 동현, 미동, 무교, 송동, 석교, 석동, 

어청교, 유동, 야동, 유천, 자암, 합동, 홍수동, 

화산, 화천, 효교 등으로 다양하다. 이 지역은 

조선시대 상업의 핵심적 역할을 했던 중인中人이 

살았던 곳으로 확인된다.

경판본의 특징은 완판본에 비하여 글씨를 작게 

하여 한 장의 많은 내용을 담아 한 권의 분량을 

30~40장 정도로 적게 만든 점이다. 이로 인해 

소설의 내용이 짧고 서술이 간략하다. 그리고 먼저 

한 권으로 간행한 뒤에 두 권이나 세 권으로 

나누어 판매했던 것도 특징이다. 그리고 여러 

업체에서 동일한 제목의 작품이 간행되자 먼저 

책을 간행한 업체에서는 장수張數를 적게 만들어 

유통시켰던 특징도 있다.
1780년 ‘경기’에서 찍어낸 방각본 소설. 현재까지 

확인된 방각본 소설 중에서 시기가 가장 앞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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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전 洪吉童傳 

연대미상, 23.5×19.2cm

조웅전 趙雄傳 

연대미상, 23.5×19.0cm

삼국지 三國志

연대미상, 25.8×20.2cm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경판본

연번 서명 저자 책수 발행연대 판본 청구기호

1 구운몽 김만중 1 미상 목판본 古朝 48-56

2 삼국지 미상 3 미상 목판본 古朝 48-33

3 심청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 48-253

4 심청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 48-46-2

5 조웅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 48-75

6 춘향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48-252-c3

7 홍길동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 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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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三國誌

연대미상, 27.2×19.1cm

유충열젼 劉忠烈傳

연대미상, 27.1×19.1cm

심청젼 沈淸傳

연대미상, 26.1×18.8cm

전주의 방각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완판본

연번 서명 저자 책수 발행연대 판본 청구기호

1 삼국지 미상 2 미상 목판본 古朝 48-33-5 완판본

2 심청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 48-46-3 완판본

3 조웅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 48-83 완판본

4 춘향전 미상 3 미상 목판본 古朝 48-61-2 완판본

5 홍길동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 48-64-2 완판본

6 화용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 48-30 완판본

7 초한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 48-47 완판본

8 유충열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 48-45-6 완판본

완판본은 현재까지 20여 종이 확인되었다. 확인

된 작품을 보자면 『구운몽』, 『삼국지』, 『세민황제

전』, 『소대성전』, 『심청전』, 『월봉기』, 『용문전』, 

『이대봉전』, 『장경전』, 『장풍운전』, 『적성의전』, 

『정수경전』, 『조웅전』, 『초한전』, 『춘향전』, 『토별

가』, 『홍길동전』, 『화용도』 등이다.

완판본 또한 경판본과 마찬가지로 매 권 마지막

에 방각소(방각본 제작업체)의 이름과 위치, 간

행연도를 새겨 넣었다. 재미난 점은 완판본 『조

웅전』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방각본 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녁남 각슈의 박이력, 셔봉운”처럼 판

을 새긴 각수刻手의 이름이 보이기도 한다. 

현재 확인된 완판본 방각소(방각업체)는 전주의 

완남, 완서, 완북, 서계서포, 다가서포, 칠서방, 양

책방, 완흥사서포 등이다. 이곳은 모두 전주의 남

부시장 인근지역으로 상품 교역이 활발했던 곳이

다. 완판본의 특징은 경판본과는 정반대이다. 글

씨를 큼직큼직하게 써서 한 장의 적은 분량을 담

아 읽기가 쉽게 만들었다. 그리고 내용이나 묘사 

또한 자세하다. 특히 문체에서는 판소리 사설을 

거의 그대로 판각한 것이 많아서, 판소리 율문체

의 성격을 고스란히 느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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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젼 洪吉童傳 

연대미상, 24.3×19.3cm 삼국지 三國志

연대미상, 24.2×17.4cm

심청젼 沈淸傳

연대미상, 24.2×18.8cm

안성의 방각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안성판본 

연번 서명 저자 책수 발행연대 판본 청구기호

1 삼국지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 48-33-4 안성판본

2 심청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 48-46-5 안성판본

3 조웅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고조 48-31-4 안성판본

4 춘향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48-252-2 안성판본

5 홍길동전 미상 1 미상 목판본 古朝 48-44-2 안성판본안성판본은 현재까지 15여 종이 확인되었다. 확

인된 작품을 보자면 『삼국지』, 『소대성전』, 『심

청전』, 『양풍전』, 『임장군전』, 『장경전』, 『장풍운

전』, 『적성의전』, 『제마무전』, 『조웅전』, 『진대방

전』, 『춘향전』, 『홍길동전』 등이다. 

안성판본 또한 경판본, 완판본과 마찬가지로 매 

권 마지막에 간행소[방각본 제작업체]를 새겨 넣었

는데, 확인된 것은 동문이방각소, 박성칠서점 등

이다.

안성판본은 연구자에 따라서 경판본과 같은 계열

로 보거나 독자적인 것으로 보기도 한다. 안성판

본을 독자적인 계열로 보는 근거는 경판본에는 

없는 『수호지』와 『춘향전』 20장본, 『흥부전』과 

같은 판소리계 소설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안성판본으로 알려진 『수호

지』가 경판본이었다는 점, 안성판본 『춘향전』 20

장본은 경판본 『춘향전』 20장본의 복각본이었다

는 점, 안성판본 『흥부전』 등이 발굴되었다. 이것

들을 모두 기존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들이어

서, 차후 안성판본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경판본과 같은 계열의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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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주·안성에서 각각 찍어낸 춘향전

세 지역의 
방각본

서울, 전주, 안성 세 지역의 방각본 업소에서 공

통적으로 간행된 작품은 『구운몽』, 『소대성전』, 

『심청전』, 『월봉기』, 『조웅전』, 『장경전』, 『춘향

전』, 『홍길동전』 등이 있다. 이 작품들을 보면 줄

거리와 내용이 유사하지만 세부 묘사나 표현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춘향전』이다.

경판본 완판본 안성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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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로 본 
옛소설 목판

심청전 판목(복제품)

20.0×50.0cm, 개인소장

춘향전 판목(복제품)

20.0×50.0cm, 개인소장

실물로 본 
옛소설 목판

현존하는 방각본 소설은 경판, 완판, 안성판을 합

쳐 대략 60여 종이 있지만 이 소설을 찍어냈던 

책판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최근에 와서 확인된 

것은 완판본 『삼국지』, 『유충렬전』의 책판, 경판

본 『월왕전』의 책판이 있다. 그리고 이태영 교수에 

의하여 복원된 『심청전』, 『춘향전』 판목도 있다.

경판본 『월왕전』의 책판은 한창기 선생이 수집한 

것이다. 총 여섯 판이 남아있는데, 현재까지 알려

진 경판 방각소설의 책판으로는 유일하게 전해

지는 것이다. 책판의 크기는 가로 48.5cm, 세로 

26cm, 두께는 3cm이다. 외형을 살펴보면 앞뒤 

소설 내용이 새겨진 판목板木 본문과 손잡이[마

구리]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본문에는 판심제, 

상화문어미, 장수張數 표시가 새겨져 있다.

남아있는 여섯 판의 책판 중에서, 19장 책판 마

지막 행에는 “由洞新刊”이라는 간기刊記가 새겨

져 있다. 경판 방각소설은 마지막 장에 간행되었

던 시기나 방각소를 알려주는 간기가 존재한다. 

간기를 통해서 현재 을지로 부근에 있었던 경판 

방각소설 전문 방각소 유동由洞에서 책판이 제작

되고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책판을 통해서 형태적인 면에서는 일반 책판과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된다. 이것은 책판을 만드는 

과정, 간행 방식에서 일정한 룰Rule이 존재했고 

공유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책판의 기획 제

작자나 각수刻手 등은 일반 서적을 제작하면서 고

소설도 함께 만들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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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왕전 목판
28.0×59.0cm, 

순천시립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 원 연을 셜여 졔장 군죨을 상고 텬긔 복지 
쥬왈, “이졔 도젹을 □엿오니 쇼신은 물너가와 아비 젹
쇼로 가고져 나이다.” 상이 갈오, 짐이 환궁 후 명관
을 보여 다려올 거시니 염녀 말고 황셩으로 가믈 니르신 
원 쥬 왈, “엇지 명관 보기 기다리〃잇가? 신이 단녀
오리이다.” (중략) 셜산도로 향니라. (약현 세책)

○ 원쉬 연을 셜여 졔장 군졸을 상고 텬게 복디 
주왈, “이졔 도젹을 파엿오니 소인은 물너가 아비 젹소
로 가고져 나이다.” 상이 갈, 짐이 환궁 후 명관을 
보여 다려올 거시니 념녀 말고 황셩으로 가물 이르신 원
쉬 쥬왈, “엇지 관 보시기를 기다리〃잇고? 신이 단여 오
리이다.” (중략) 셜산으로 향여 가니라. (딱지본)

  - 『곽해룡전』의 세책본과 딱지본 비교- 

딱지본의 등장,

세책점을 기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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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본으로 변한 
세책본과 방각본

새로운 인쇄기술인 활판인쇄가 도입되면서 

‘상업출판물에서의 소설 시장’을 처음 장악했던 

것은 신소설新小說이었다. 그러나 1912년 

이해조의 옥중화가 간행되고 대중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부터 상황은 변하게 된다. 

이때부터 각 출판사는 고소설에 대한 대중의 

인기에 주목하여 경쟁적으로 고소설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1913-1916년 시기에만 

61곳의 출판사에서 고소설을 간행했고, 그 

종류만 해도 100여 종이 넘었다.

이처럼 많은 곳에서 간행되었던 딱지본에 

대해서 연구자들은 주로 초판의 간행일, 간행을 

담당했던 출판사, 편집[저술] 겸 발행자와 같은 

서지적인 측면에만 주목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각 출판사에서 단기간 내에 

어떻게 이처럼 많은 출판물을 간행할 수 있었고, 

간행에 필요한 원고/저본을 어떻게 확보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가 규명되어야만 딱지본의 

출판 문제, 유통과 소비 등의 문제가 분명해 질 

것이다. 

현재 확인된 딱지본은 이전 시기부터 읽혀왔고 

인기를 끌었던 것을 간행한 것, 새롭게 창작한 

것, 중국이나 일본의 소설을 가져다가 번역한 

것으로 크게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구활자본 

고소설이 간행된 초기에는 기존에 인기리에 

읽혀왔던 것이나 중국소설을 번역한 것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이후에는 거의 모든 유형의 고소설이 

간행되었다. 

대다수의 연구자는 그 원인을 기존에 있던 방각본

이나 일반필사본을 가져다가 옮겨 놓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홍길동전[덕흥서림]이나 

『조웅전[박문서관]처럼 경판본이나 완판본을 

가져다가 그대로 출판의 원고/저본으로 쓴 것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딱지본은 방각본이나 

일반필사본과 대조하면 그 원고/저본나 저본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원천 확인이 필요하다.

현재 남아있는 세책본 고소설을 검토하면서 

확인했던 중요한 점은 딱지본과 자구字句와 

내용 등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실물로 

남아있는 세책본은 대략 60여 종인데, 이 중에서 

세책본을 원고/저본으로 사용하여 간행한 

딱지본은 30종에 이른다. 이는 딱지본을 출판할 

때 각 출판사에서 세책본을 가져다가 원고/

저본으로 사용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번호 세책본(제명) 원고/저본으로 삼은 출판사(초판기준)

1 춘향전/고본춘향전 신문관

2 고려보감 보급/신구서림

3 곽해룡전 신구서림

4 구운몽 유일서관

5 금방울전(금령전) 조선서관

6 금향정기 동미서시

7 김진옥전 신구서림

8 남정팔난기 조선서관

9 백학선전 신구서림

10 삼옥삼주 회동서관

11 설인귀전 조선서관/동미서시

12 수매청심록 신구서림

13 수호지/일백단팔귀화기 조선서관

14 숙녀지기 회동서관

15 옥란빙 회동서관

16 옥루몽 신문관/광학서포

17 유화기연 대창/보급서관

18 이대봉전 덕흥서림

19 장경전 박문서관

20 장국진전/모란정기 동아서관

21 장백전 덕흥서림

22 장자방전 조선서관

23 장한절효기 신명서림

24 전운치전/전우치전 영창서관

25 적성의전 세창서관

26 정을선전 동미서시

27 징세비태록 덕흥서림

28 창선감의록 조선서관

29 하진양문록 동미서시

30 현수문전 조선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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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은 

곽해룡전의 세책본과 딱지본을 비교한 것이다.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본은 조사와 표기에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자구가 대부분 일치한다. 상당수의 딱지본은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데, 딱지본을 간행할 때에 세책본을 원고/저본으로 

사용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2]는  

금방울전[금령전]의 세책본과 딱지본을 비교한 것이다.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두 본의 자구는 거의 일치한다. 다만 

딱지본에서는 세책본에서 볼 수 없었던 장회와 장회명을 

삽입했다. 주목할 점은 이처럼 장회와 장회명을 삽입한 

본의 경우 미리 편집編輯이란 사실을 밝히고 있다. 세책본을 

가져다가 원고/저본으로 사용했지만 [예1]처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요한 

점은 [예2]도 딱지본 간행에서 세책본이 원고/저본으로 

사용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예1]

○  원 연을 셜여 졔장 군죨을 상고 텬긔 복지 쥬왈, 

“이졔 도젹을 □엿오니 쇼신은 물너가와 아비 젹쇼로 가고져 

나이다.”상이 갈오, 짐이 환궁 후 명관을 보여 다려올 

거시니 염녀 말고 황셩으로 가믈 니르신 원 쥬 왈, “엇지 

명관 보기 기다리〃잇가? 신이 단녀오리이다.”(중략) 셜산도로 

향니라. (약현 세책)

○  원쉬 연을 셜여 졔장 군졸을 상고 텬게 복디 주왈, 

“이졔 도젹을 파엿오니 소인은 물너가 아비 젹소로 가고져 

나이다.”상이 갈, 짐이 환궁 후 명관을 보여 다려올 

거시니 념녀 말고 황셩으로 가물 이르신 원쉬 쥬왈, “엇지 관 

보시기를 기다리〃잇고? 신이 단여 오리이다.”(중략) 셜산으로 

향여 가니라. (딱지본)

[예2]

○  화셜. 원 지졍말에 장원이라   잇스되 벼살이 한원에 잇더니 

원나라 망고 명이 즁흥 시졀을 념야 안쥬 이릉산에 

숨엇더니 일〃은 쟝공이 일몽을 어드니 남젼산 신령이 가로, 시운이 

불리야 죠만간에 화 잇실거시니 밧비 나라 고(…후략…) 

(향목동 세책)

○  졔일회. 동룡종을 장부인이 급 것을 구고 조촌 막씨를 옥졔게셔 

그 효절을 감동시다. 화셜. 원 지졍말에 장원이라   잇스되 

벼살이 한원에 잇더니 원나라 망고 명이 즁흥 시졀을 념야 

안쥬 이풍산에 숨엇더니 일일은 쟝공이 일몽을 어드니 남젼산 

신령이 갈오, 시운이 불리야 죠만간에 화 잇실거시니 밧비 

나라 고 (…후략…) (딱지본)

이상과 같이 딱지본이 간행[출판]되는 과정에서 

세책본이 출판의 원고/저본이었음을 밝혔다. 

이처럼 확인된 사례는 30종이지만 더 많은 

딱지본이 세책본을 가져다가 원고/저본으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때 각 출판사는 출판사별로 조금씩 차이를 

두며 세책 필사본을 간행 원고로 사용했다. 

세책본을 원본 그대로 원고/저본으로 사용했던 

곳도 있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거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장회章回와 장회명章回名을 삽입한 곳도 

있고, 작품 전반부는 다른 작품인 듯 변용시킨 뒤 

뒷부분에는 세책본을 그대로 사용한 곳도 있다. 

이에 대한 예를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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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운몽」의 표지 「조웅전」의 표지「구운몽」의 판권지 「조웅전」의 판권지

사진 1 :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딱지본 전시 목록

번호 서명 저자 책수 발행연대 판본 청구기호

1 구운몽 미상 1 1916 활판본 3634-2-74(1)

2 구운몽 미상 1 1925 활판본 3634-2-74(2)

3 구운몽 미상 1 1917 활판본 3634-2-74(3)

4 조웅전 미상 1 1922 활판본 3634-2-75(1)

5 조웅전 미상 1 1920 활판본 3634-2-75(3)

6 조웅전 미상 1 1935 활판본 3634-2-76(2)

7 금향정기 미상 1 1916 활판본 3634-2-76(3)

8 금향정기 미상 1 1924 활판본 3634-2-76(5)

9 설인귀전 미상 1 1915 활판본 3634-2-83(1)

10 설인귀전 미상 1 1915 활판본 3634-2-83(6)

11 홍문연 미상 1 1916 활판본 3634-2-99(6)

12 정을선전 미상 1 1917 활판본 3634-3-41(9)



097096

『설인귀전』의 

표지

『금향정기』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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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연(초한연의)』의 

표지
『정을선전』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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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종

이해조(1869~1972)의 자유종自由鍾에 언급된 

세책 관련기록이다. 이를 통해서 당시 세책점의 

인기, 세책의 형태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조선후기에 생겼던 세책본은 딱지본으로 

만들어지면서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했다. 

그리고 이 책들은 문인들이 독서물로 이용했고 

이후 창작의 중요한 원천源泉이 되었다. 

그나 그이오 혹 긔도면 아를 낫다 혹 산신이 강림야 복을 쥰다 혹 

면례를 잘여 부귀를 엇다 혹 불공야 을 막낫다 혹 돌구멍에셔 룡

마가 낫다 혹 신션이 학을 타고 논다 혹 최판관이 붓을 들고 안졋다  졔

반 악징의 괴괴 망칙 말을 다 국문으로 긔록야 츌판 판도 만코 등츌
 셰도 만아 경향 각 쳐에 불 여 이듯 업 집이 업스니 그것도 오거

셔라 평을 보아도 못 다보오.

그 을 나도 여간 보앗거니와 됴흔 죠희에 쥬옥갓 글시로 셰셰셩문야 

혹 이 권 혹슈십여 권 되 것이 만코 권 외 되 것도 잇스니 그 본은 

젹으며 그 셰월은 얼마나 허비 얏겟소.  무리 그 을 갑을 쥬고 사며 

셰를 쥬고 엇더보니 그  은 헛돈이안이요.                                  

                                                       이해조 자유종

문인들의 기억에 남은 책대여점, 
세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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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원(1909~1986)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 나타난 세책점 관련 기록이다. 구보의 

기록을 통해서 그가 겪었던 당시 세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밖의 소설가 한기영 또한 

세책점을 애용하던 문인이었다.

이러한 세책점의 중요성을 무엇보다 제일 먼저 

인식했던 이는 최남선이었다. 세책점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책들의 목록을 정리해 두었다.

이 자료들을 보면 세책점은 단순히 책을 

빌려주었던 것만이 아니라 후대 한국 문단계의 

주역이 될 이들의 자양분 역할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박종화(1901~1981)가 언급한 세책 관련 

기록이다. 이를 통해 당시 세책점의 경영 모습과 

세책의 형태, 세책점의 인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다음은 박태보가 경험한 세책점이다. 

대저 諺文小說이란 것도 그 골시 여럿이 잇서서 그 가장 高級의 것은 宮中

에서 긔구 잇게 번역하야 보던 것으로 紅樓夢과 가튼 大部性의 것과 禪眞逸史와 

가튼 男女情愛 關係의 것지 內外古今에 걸처 심히 多數의 種類를 包括하

야 잇스며 그 가장 低級의 것은 一般民衆을 對手로 하야 손쉽게 팔기를 目的으로 

하야 아무조록 簡單短少한 것, 설사 원문이 긴 것이라도 긔어이 簡單短少

하게 만드러서 열 장 수므 장의 한 권으로 판각해 낸 것이니 이런 것은 아마 

京鄕을 합하여 不過 四五十種쯤 될 것이며 이 두 가지의 중간을 타고 나간 

것에 아마 京城에만 잇슨 듯한 貰冊이란 것이 있으니 곧 大小長短을 勿論하

고 무릇 大衆의 興味를 만한 小說 種類를 謄寫하야 三四十張씩 한 卷

을 만드러 만흔 것은 數百卷 한 帙, 적은 것은 二三卷 한 帙로 하야 한두 푼의 貰

錢을 밧고 빌려주어서 보고는 돌려보내고 도라온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빌

려주는 組織으로 한참 盛時에는 그 種類가 數百種 累千卷을 超過하얏섯습니다. 

數十年 前지도 서울 香木洞이란 데 -- 시방 黃金町 一丁目 사이ㅅ골 --

에 貰冊집 하나가 남아잇섯는데 우리가 早晩間 업서질 것을 생각하고 그 目

錄만이라도 적어두려 하야 貰冊 目錄을 벗겨 둔 일이 잇는데 이에도 

實際로 貰주든 것이 總一百二十種, 三千二百二十一冊(內에 同種이 十三種 

四九一冊)을 算하얏습니다. 이 中에는 尹河鄭三門聚錄은 一百八十六卷, 林河

鄭延은 一百三十九卷, 明珠寶月聘은 一百十七卷, 明門貞義義은 一百十六卷인 것

처럼  長編의 것의 것도 적지 아니합니다.  宮中 諺文冊 目錄에는 紅樓

夢 一百二十, 後紅樓夢 二百二十, 續紅樓夢 二十四, 紅樓夢補 二十, 紅樓夢

만이 合計 三八四卷에 오름니다. 이것들 小說의 大部가 대개 家庭을 中心으로 

人生 門路의 波瀾을 그리고  거긔 臨하는 態度를 가르처 준다 할 만한 

것으로 沙漠 가튼 家庭에 이것이 샘ㅅ자리가 되고 골房 속에 가진[친] 婦人

네에게 달 밝고 별 박어리는 시원한 하늘을 보여주는 것이 실로 小說의 

世界이얏습니다.

                                                       최남선, <朝鮮의 家庭文學>

시집 간 왕고모나 고모들이 친정집에 오면 그들은 며칠 씩 묵으면서 세책집에서 이야기책을 빌려 

읽고 <콩쥐팥쥐전>이나 <별주부전>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세책집은 가난한 선비들이 생계가 막

연해서 궁리 끝에 호구지책으로 청빈한 생활의 방편이었는데 지전 한 축을 사서 언문 궁체로 <삼

설기>, <사씨남정기> 등을 베낀 후의 책을 매고 책장마다 들기름을 칠해 여러 사람이 읽는데 파

손되는 것을 예방했다. 

세책집이 한 군데 생겼다는 소문이 동네 안에 퍼지면 언문을 깨친 처녀 색시와 아낙네들은 다투어

가며 돈을 주고 책을 빌려다 보았다. 책을 빌려오는데 선금을 내지 아니하고 통주발이나 놋대접 

한 개를 먼저 할멈이나 계집종을 시켜 보내고 읽고 싶은 책을 빌려오는데 대접과 사발은 전당품이 

된다. 

때마침 옆을 지나는 장년의 그 정력가형 육체와 탄력 있는 걸음걸이에 구보는 일종 위압조차 

느끼며, 문득, 아홉 살 때와 집안 어른의 눈을 기어서 <춘향전>을 읽었던 것을 뉘우친다. 

어머니를 따라 일갓집에 갔다 와서, 구보는 저도 얘기책이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그것을 금했다. 구보는 남몰래 안잠자기에게 문의하였다. 안잠자기는 

세책집에서는 어떤 책이든 있다는 것과 일 전에 능히 한 권을 세내 올 수 있음을 말하고, 

그러나 꾸중 들우-- 그리고 다음에, 재밌긴 <춘향전>이 제일이지. 그렇게 가는 혼자말을 

하였다. 한 푼의 동전과 한 개의 주발 뚜껑, 그것들이, 17년 전의 그것들이, 뒤에 온, 그리고 

또 올, 온갖 것의 근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자기 전에 읽던 얘기책들, 밤을 세워 읽던 소설책들, 

구보의 건강은 그의 소년 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던 것에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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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대여점의 
현재

현재의 도서대여점이 누구나 쉽게 개업할 수 있는 

자영업의 하나로 급부상한 시기는 1980년대 

후반부터였다. 이를 계기로 1990년대 중반에는 

출판업계를 위협할 정도로 도서대여점이 성행

하였다. 1998년도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11,223곳의 도서대여점이 있었다고 한다. 이는 

그때까지 전국에 있던 서점의 수를 모두 합한 것

보다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성행했던 도서대여점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그 수가 급감했다. 2002년에는 9,513개, 

2005년에는 3,591개, 2010년에는 1,667개로 

줄어들었고, 이제는 전국에 1,000여 곳만 남았

다고 한다. 도서대여점이 급감한 가장 큰 이유는 

도서, 만화, 잡지, 비디오 등을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도서대

여점 대부분은 폐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 남아

있는 것들도 조만간 없어질 상황에 처했다. 도서

대여점이 인기를 끌다가 급감한 현재의 상황은 

조선 후기의 세책점貰冊店을 연상케 한다. 

현재 서울 25개구의 도서대여점은 모두 261곳이다. 

각 구별로 도서대여점의 숫자를 제시하면 강남구 

12곳, 강동구 17곳, 강북구 9곳, 강서구 17곳, 

관악구 19곳, 광진구 9곳, 구로구 7곳, 금천구 

8곳, 노원구 8곳, 도봉구 5곳, 동작구 20곳, 마포구 

16곳, 서대문구 16곳, 서초구 5곳, 성동구 13곳, 

성북구 10곳, 송파구 17곳, 양천구 14곳, 영등포구 

10곳, 용산구 3곳, 은평구 12곳, 종로구 3곳, 

중구 5곳, 중랑구 6곳이다.

서울 25개구의 도서대여점에서 대여해 주는 것은 

주로 소설과 만화이다. 업체에 따라 DVD, 비디오, 

잡지, 아동도서 등을 대여해주는 곳도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제 인터넷

이나 케이블방송을 통해서 쉽게 볼 수 있기 때문

이다. 한편, 도서대여점 운영만으로는 소득이 

없어서 카페, 편의점, 부동산을 병행해서 운영하

기도 한다. 

도서대여점의 도서대여일은 대부분 일정하다. 

그러나 대여료는 업체마다 차이가 있다. 만화책은 

1박 2일이 기준이지만 대여료는 최저 300원에서 

최고 800원까지 차이가 있고, 소설책은 3박 4일이 

기준이지만 최저 5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 

차이가 있다. 그러나 1만원에서 3만원을 선금으로 

입금한 뒤에, 대여기간이나 권수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책을 빌려주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도서대여점의 업주에 의하면 현재 도서대여점 

이용자는 10대에서 20대는 거의 없고 대부분 

30-50대의 사람들이라고 한다. 이 계층이 도서

대여업의 주 고객인 이유는 어렸을 적부터 이용

한 경험 때문이다. 그리고 대여자를 남녀로 구분

해본다면 남자 고객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한다. 

과거에는 주로 여성독자가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가 

되었다. 서울 25개구에 남아있는 도서대여점은 대부분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에 위치함으로 인하여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곳에 있다. 

이렇게나마 운영되고 있는 도서대여점은 공교롭게도 모두 재개발 시행지에 있다. 도서대여점 업주들은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모두 

폐업할 것이라고 했다. 재개발이 시행되고 나면 임대료가 높아질 것이고, 무엇보다도 신규 대여자가 거의 없어서 폐업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도서대여점은 조만간 모두 없어질 듯 하다.

도서대여점은 인쇄/출판매체가 변화할 때마다 함께 변화하며 존재해 왔다. 만화책이 인기를 얻었을 때는 만화전문도서대여점으로, 

비디오와 DVD가 출시되었을 때에는 이를 대여해주는 식으로 변화했다. 없어질 것 같으면서도 없어지지 않고 끈질기게 생명을 유지해 온 

것이 도서대여점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도서대여점 이외에 다른 형태의 도서대여점이 생겨날 가능성은 많다.

용산구 소재, 
한마을 책대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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