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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언

‘類書’는 중국 고대 문헌 중 독특한 편찬방식을 지닌 서적으로 권수가 방대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실용적 가치가 높은 資料性 서적을 말한다. 유서는 특정 서적을 

輯 하거나 일부를 발췌하고 이를 일정한 항목이나 字韻에 따라 배열하여 검색에 

용이하도록 만든 참고용 도서이다.1)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魏나라에서 편찬한 《皇

覽》을 시초로 인식하며, 宋나라 仁宗 때 편찬된 《崇文總目》과 《新唐書》 <藝文志>

에서 도서분류법으로서 유서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었다. 유서는 魏의 《皇覽》으로

부터 唐의 《藝文類聚》, 宋의 《太平御覽》, 元의 《韻府群玉》, 明의 《永樂大典》, 淸

의 《古今圖書集成》까지 시대마다 대표적인 서적이 등장하면서 장기간의 계승과 발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교양교육원 강사
 1) 類書의 기원과 정의에 관해서는 이미 중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최환의 《한⋅중유서

문화개관》(영남대학교출판부, 2008.) 등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도입부

분에서 논의의 시작을 위한 언급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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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 있어 왔다. 《四庫全書總目提要》를 보면 子部에 <類書類> 一, 二와 <類書類

存目> 一, 二, 三을 두고 있는데 <類書類>에는 64部 6,973卷을, <類書類存目>에

는 217部 27,500卷을 수록하고 있으니 그 양의 방대함을 통해 중국에서 유서 간

행이 얼마나 활발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서는 편찬 주체에 따라 크게 ‘官修(또는 官撰)類書’와 ‘私修(또는 私

撰)類書’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목적과 용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당시 사회를 

주도하는 문인지식인의 손에 의해 제작된 것이다. 類書學에서 전통적으로 연구되어 

온 대상 역시 모두 이 두 가지에 해당한다. 하지만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대상은 

이들이 아닌 明代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새로운 내용의 유서인 ‘日用類書’이다. 

일용유서는 대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분야를 수집하여 한데 모아 놓은 것으

로 당연히 그 주체는 민간이다. 따라서 기존의 관수나 사수유서가 주류, 상위, 정

통, 중심의 지식인 문화를 다룬다면 일용유서는 비주류, 하위, 보통, 주변의 대중문

화를 다루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명대 이후 더욱 부각되는 민간문학 혹은 

통속문학을 연구하려면 일용유서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일용유서는 여태껏 그 史料的 가치만 중시되어 주로 문헌학적 연구나 명

대 사회연구에 국한되었다. 중국에서도 일용유서를 문학적 각도에서 연구한 것은 

劉天振의 <明刊日用類書所輯詩歌初探>(齊魯學刊, 2010. 3期.)와 汪超의 <論明

代日用類書 詞的傳播>(圖書 情報, 2010. 2期.) 정도이다. 국내에서도 유서에 

관한 연구는 이미 일정한 성과2)를 내었지만 이 일용유서에 관해 주목한 사례는 드

물다.3) 따라서 본고는 일용유서의 문학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 먼저 그 유래와 정

 2) 국내에서 ‘類書’에 관한 연구는 이미 일정한 성과를 내었다. 중문학계에서는 최환이 <한

국 유서의 종합적 연구(1) -중국 유서의 전입 및 유행->(《중국어문학》 41, 2003. 6.), 

<한국 유서의 종합적 연구(2) -한국 유서의 간행 및 특색>(《중어중문학》 32, 2003. 

6.) 등 다수 논문을 발표하고 이를 다시 《한⋅중유서문화개관》(영남대학교출판부, 

2008.)이란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한문학계에서는 강민구가 <조선후기 類書의 오류 

양상 -《松南雜識》의 경우>(《한문학보》 19권, 2008.), <조선 3대 類書의 形成 經路에 

대한 연구>(《동방한문학》 47권, 2011.) 등 주로 조선시대 유서에 관해 연구하였다.

 3) 국내에서 ‘日用類書’에 관한 연구로는 김수현이 <明淸 日用類書 揷圖 初探: 《萬寶全

書》를 중심으로>를 한국중문학회 2013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것과 최수경의 <明代 

後期 출판을 통한 지리학적 지식의 전파와 그 의미 ―福建版 日用類書의<地輿門>을 

중심으로>(《중국어문논총》 69집, 2015. 6.)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삽도 즉 회화 이미

지 분석에 연구 각도가 있고 후자는 일용유서 중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출판전파경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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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에 대해 알아보고, 초보적인 조사과정을 거쳐 그 안에 담긴 문학자료를 찾아보

며, 그 중 몇 가지 장르의 작품을 분석하여 일용유서를 통한 명대 민간문학연구 가

능성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Ⅱ. 日用類書의 유래와 가치

1. 日用類書의 특징과 유래

전통적으로 유서는 편찬자의 주체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곤 하였다. 즉 정치적 

목적으로 또는 御覽用으로 나라에서 주도적으로 제작한 것은 ‘官修類書’라 하고, 

과거응시의 학습용 자료 등 순전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작한 것은 ‘私修類書’라 한

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日用類書’는 위 두 가지와는 차이가 있다. 일단 

공적인가 사적인가 하는 차이는 있지만 앞의 두 가지는 결국 지식인층이 상류사회

생활의 영위에 목적을 둔 제작이다. 이에 반해 일용유서는 그 주체가 중하류층 민

간이고, 그 내용은 주로 일반대중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식으로 예를 들면 

農桑, 商業, 財産, 法律, 婚姻, 醫藥, 修養, 占卜, 藝術, 娛樂, 文學, 飮食, 居

室, 衣服, 交通, 曆法, 氣象, 賦稅, 算術, 勸善, 救濟에서 심지어는 靑樓의 風俗

까지 잡다한 지식을 망라하고 있다. 일용유서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민간의 일상생

활의 상식을 수록하고 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용유서의 성격은 

매우 통속적이고 일상적이며 실용적인 것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4)

파악한 것이다. 또 최수경은 <《國色天香》과 明末 상업 출판에서의 ‘책’의 변형>(《중국

어문논총》 59권 2013.), <지식의 재활용 明末 상업출판과 “燕居筆記”의 사회학>(《중국

어문논총》 66권, 2014.)과 같이 일부 고사전문 일용유서의 출판상업의 관점에서 적지 

않은 연구를 진행했는데 다만 모두 문학적 연구와는 다소간 거리가 있다. 

 4) 吳蕙芳은 <中國日用類書集成>(《近代中國史硏究通訊》, 2000年 第30期. 109쪽.)에서 

일용유서를 ｢일상생활에서 요구되는 상식을 부분(門)별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간행하여 

사람들이 수시로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서적으로, 그 성격은 오늘 날의 가정생활수첩이

나 혹은 속칭 가정생활소백과와 같다.( 日常生活所 常識以分門别類方式加以刊載, 

提供人們隨時利用的一種書籍, 性質如同今日之家庭生活手册, 或俗稱之家庭生活 百

科.)｣라고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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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유서가 관수 및 사수유서와 다른 점은 형식상으로도 확연히 드러난다. 우선 

민간이 주도한 만큼 구어체의 통속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대량의 

揷圖와 譜 을 구비하고 있는 점, 지식인이 아닌 일반 대중이 독자인 만큼 注音과 

뜻풀이(釋義)가 많이 보이고 歌謠와 歌訣의 형식을 써서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인쇄판의 설계 역시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특

히 상하 두 층의 판식구조가 많이 보이는데 이는 책값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다양한 수준의 독자들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5)

일용유서는 대략 남송 때 문인들이 생활상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6) 원대에도 간혹 간행되다가 명대 들어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했다. 

명대가 되면 이전에 비해 도시경제가 발달하여 물질문화가 풍부해졌고, 陽明學 등

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사상과 관념이 달라졌으며, 문인계층의 지식활동이 민간으로 

확장되어 대중문화 특히 통속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

다. 이러한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바로 일용유서의 유행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명대는 상업의 발달로 두터운 상인층이 형

성되는데 이들이 더욱 세분화, 전문화된 사업의 지침용으로 만들어 낸 것이 《新鐫

士商要覽》, 《士商類要》, 《客商一覽醒迷》 등의 商業用 일용유서이다. 일부 富商들

과 그 후손들이 막대한 자산을 기반으로 出仕의 길로 들어서고 민간에서도 남녀노

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문자를 쉽게 접하게 됨으로써 일종의 초학자 교육 내지 하층

독서인의 敎化를 목적으로 한 《書 故事》, 《二十四孝故事》 등 童蒙用 일용유서가 

발행된다. 생활수준이 향상된 대중들은 의식주 해결에서 벗어나 娛樂에 관심을 두

었고 자연스럽게 통속문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이들을 주로 집록한 《群書

類編故事》, 《故事選要》, 《白眉故事》, 《黃眉故事》, 《事類捷 》 등의 故事 門 일

용유서가 대량으로 출판된다. 紳士계층은 물론 상인, 하층민까지 사회적 교류가 활

발해지는데 그 교제 중에 이용했던 각종 서신과 그 예시를 수록한 书翰 門 일용

유서인 《新編事文類聚翰墨全書》, 《新編事文類要启札靑錢》, 《鼎鍥燕台校正天下通

 5) 翟金明 <明代通俗日用類書的刊刻及價値>; 中國社 科學院歷史硏究所文化室編 《明

代通俗日用類書集刊》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1. 11. 3쪽.

 6) 대부분 학자들이 南宋 末年 陳元靚이 편찬한 《事林廣記》를 최초의 일용유서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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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書柬活套》 등도 간행된다. 여기서 ‘商業’, ‘敎化’, ‘娛樂’ 그리고 ‘交際’는 일용유서

의 주요 기능과 목적인 일상생활상식의 수록과 제공에 버금가는 중요한 요소들이

다. 

한편 유서라는 말은 송대에 생겨나 전통사회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용어라는 점은 

알고 있지만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일용유서는 그 명칭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의 근대 이전 학자들도 일용유서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유서라는 큰 틀에서 논의하거나 《萬用正宗》, 《不求人》, 《五

車拔錦》 등과 같은 개별 서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가장 많이 통용된 《萬寶

全書》로 총칭7)해 부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를 구분 짓고 별도의 명칭을 부여한 

것은 일본 학자들이다. 東京文理大學 동양사학과 교수인 仁井田陞은 중일전쟁 중 

상해 등을 방문해 대량의 문헌을 확보하였고 그 가운데 일용유서가 포함되어 일본

으로 유입되었다. 그리고 1956년에 발표한 <元明時代の村規約と 作證書など-日

用百科全書の類二十種の中から>에서 ‘日用百科全書’라는 말을 처음 사용하였다. 

그의 제자인 酒井忠夫는 상해조사단에도 참여하였고 스승이 소장한 일용유서를 연

구하면서 1958년 <明代の日用類書と庶民敎育>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는데 여기

서 ‘일용유서’란 말을 최초로 만들었다. 그는 이 통속적인 내용의 유서가 서민의 일

상생활에 통용되는 事 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점을 인식하고 일본식 표현으로 じ

んりんにちよう(人倫日用)에서 ‘일용’을 따고 중국인의 용어인 ‘유서’를 합쳐서 명

칭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8) 이후 일본의 학자들이 이를 따라 일용유서란 

용어를 계속 사용하였고, 중국학자 方師鐸이 1986년에 출간한 《傳統文學 類書之

關係》(天津古籍出版社)에서 일용유서를 처음 언급하면서 지금까지도 중국 학계와 

국내에서도 대부분 일용유서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일용이란 말은 “매일 사용한다”는 의미로 日用品 등의 표현에 어울리는 말

 7) 吳蕙芳 <明淸時期民間日用類書及其反映之生活內涵>(臺灣國立政治大學校 博士 民國

89. 20쪽.): ｢이런 종합성 민간 일용유서는 청대에 이르면 《만보전서》로 총칭해서 부

르게 된다. 그리고 민국이후 여전히 계속 발전하여 종류도 매우 많아지는데 일부 명칭

에서 그 흔적을 살필 수 있다.(這種綜合性民間日用類書至淸代總稱之爲《萬寶全書》; 

而民國以後仍繼續發展, 種類甚多, 有些在名稱上卽可見其遺跡.)｣
 8) 酒井忠夫 <序 -日用類書と仁井田陞博士>; 坂出祥伸, 川陽一 《中國日用類書集

成》 汲古書院, 2004.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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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日常生活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官修, 私修의 작명 원리

와 같은 원칙을 적용한다면 民修類書 또는 民撰類書라 해야 옳을 것 같다. 하지만 

일본에서 만든 후 이미 중국과 한국까지도 보편화된 용어를 새롭게 바꿀 방법은 없

어 보인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일본학자가 처음 사용했다는 일용이란 말이 

이미 일용유서 안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新鍥全補天下四民利用便觀五車拔

錦》의 서문에 “오늘 이후로 집 안의 군자들이 일상 간에 다섯 수레나 되는 문건을 

쌓아 둘 필요가 없게 되었다. 기록된 내용을 찾는데 책을 한 번 열면 되니 마치 비

단주머니를 들고 물건 찾기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오거발금이란 호칭에 부끄러움

이 없다.”9)라며 일용이란 말이 나온다. 사실 여기 나오는 일용은 현대어의 뜻과는 

달리 일상이라는 말로 해석 가능하다. 이로 보아 酒井忠夫가 자신이 만든 용어라고 

주장은 하지만 명대에 이미 ‘日用’을 ‘日常’이란 의미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2. 선행연구와 학술  가치

일용유서의 학술적 가치에 관해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언급하였다. 

鄭振鐸은 《西諦題跋》에서 “이 통속적 내용이 만연한 저작물은 민간에서 일용하는 

비속한 책으로 수시로 생겼다 수시로 없어지므로 가장 보존하기가 어렵다. 사회생

활사를 연구하는 자는 혹 여기서 취할 것이 있을 것이다.”10)라고 하였고, 王重民

은 《中國善本書提要》의 <訂補全書備 三十四卷>에 대한 提要에서 “대략 이 책에 

실린 것은 근 800년 이래 민생과 일용, 문학과 철학, 예속과 유희 및 의술⋅점성⋅
별자리 등의 일이다. 무릇 세상의 도의와 사람의 인심과 연계되지 않은 것이 없으

니 사회학사를 강학하고 하층 사회인생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이 책을 읽어야 한

다.”11)고 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 근대 중국학자들은 대부분 일용유서의 속

 9) 《新鍥全補天下四民利用便觀五車拔錦》 <序文>; 《明代通俗日用類書》 第5冊. 327쪽.: 

｢今而後, 寓中君子日用間, 則不必 案五車, 玄覽記載, 一展卷之下, 若揭錦囊而探物

已, 五車跋錦之號, 其無赧顔哉.｣
10) 鄭振鐸 《西諦題跋》; 翟金明 <明代通俗日用類書的刊刻及價値> 4쪽. 재인용: ｢斯類通

俗流行之作, 爲民間日用的兎園冊子, 隨生隨滅, 不易保存. 硏討社 生活史 , 

或有取於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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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해 보존성이 어렵다는 점과 사회생활사를 연구할 때 참고할 만 하다고 인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용유서의 다양한 학술적 가치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일본 학자들이다. 상술

한 바와 같이 1958년 酒井忠夫가 교육사적 각도에서 일용유서의 연원과 종류에 

대해 정리하면서 ‘일용유서’란 말을 최초로 사용하였다. 60년대 들어 일부 학자들이 

일용유서를 明淸商業史 연구에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대표적 인물들로는 寺

田隆信, 森田明, 斯波義信 등이 있다. 8,9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일용유서를 통한 

商業史와 交通史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水野正明, 山根幸夫, 谷井俊

仁 등이 그 주축이 된다. 또 坂出祥伸은 <明代《日用類書》醫學門について>을 통해 

일용유서 중의 의학부분 내용을 다루기도 하였다. 이후 川陽一은 1993년 <日用

類書による明清 説の研究>라는 논문으로 東北大學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日

用類書明清 說硏究》(東京硏文出版社, 1995. 10.)를 출간하면서 일용유서를 이

용한 문학적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그는 일용유서의 내용과 명청소설 

내용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두었는데, 명말부터 유행한 人情 說은 世態人情을 묘

사하고 있어 명청시기의 도시 거주자의 다양한 일상생활이 구체적으로 묘사된 것이 

그 특색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특색은 일용유서의 특색과 서로 바꾸어 읽을 수 있다

고 했다. 즉 그는 이 두 가지가 배경으로 하는 제반적인 기반은 공통되는 요소가 

많다고 주장한 동시에, 그 때문에 일용유서를 명청소설 연구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12) 또 그는 汲古書院에서 출판한 《中國日用類書集

成》(2004)의 편집과 해제에 참여하였고, <日用類書と明淸文學-《風月機關》をめ

ぐって>(汲古書院, 2005. 6), 《明代の遊郭事情風月機關》(汲古書院, 2006. 03.), 

《風月機關と明清文學》(汲古書院, 2010. 07.) 등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여 일용

유서를 이용한 문학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였다.

중국의 경우 80년대 들어서야 일용유서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謝國損이 《明代

社 經濟史料選編》에서 2종의 일용유서 중의 계약서 문건을 인용하였고, 黄時鑒

11) 王重民 《中國善本書提要》 <訂補全書備 三十四卷> <提要>; 翟金明 <明代通俗日用

類書的刊刻及價値> 4쪽. 재인용: ｢蓋是書所載, 於近八百年來, 民生日用, 文學哲學, 

禮俗遊藝, 以及醫卜星象等事, 凡所以維系世道人心 , 莫不有之, 講社 學史 , 欲

眞知下級社 人生, 不可不讀是書也.｣
12) 최환 《한⋅중유서문화개관》 영남대학교출판부, 2008.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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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宋元 일용유서인 《事林廣記》 중 詞狀 法律지식을 《元代法律史料》에 수록하였

다. 또 韓大成, 楊正泰는 교통사와 상업사 연구 중에 일용유서를 각기 활용하였다. 

90년대 이후로는 陳學文, 王振忠, 劉天振, 張海英, 尤陳俊, 汪超, 方波 등이 다

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중 劉天振이 일용유서 중의 民間詩歌와 

歌訣에 관해서, 汪超가 일용유서 중의 民間詞를 다루어 일용유서를 통한 문학연구

에 약간의 성과를 내었다. 

그렇다면 일용유서 안에는 어떠한 문학자료들이 존재하고, 이것이 어떠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明代通俗日用類書集刊》 서문에서 翟金明은 “명대 중엽이후 상품

경제의 발전에 따라 사회생활이 풍부해지고 사상관념이 전변하게 되자 전적으로 사

람들의 문화오락에 영합하는 일용유서가 우후죽순으로 등장하게 된다. 예를 들어 

《國色天香》, 《繡谷春容》, 《燕居筆記》 등 여러 통속유서에 당시 사회에 출현한 각

종 오락문체, 즉 여러 체재의 說, 詩話, 滑稽詩文, 笑話, 寓  등이 수록되어 

독자들의 수요에 부합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전문적인 소설집도 아니고 

규범있는 문학총집도 아니어서 ‘類書體文選’이라는 말로 호칭하는 것이 합당하겠

다.”13)라고 설명했다. 일단 여기서 일용유서 안에 다양한 장르의 문학작품이 존재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민간통속문학의 보고라 말할 수 있겠

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유서체문선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문인들이 창작한 작품을 

수록한 詩文總集, 史料筆記集, 說集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명대 일용유

서는 민간이 주도하여 민간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와 지식을 수록한 

것이므로 그 안에 실린 작품 역시 정통 문인의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작품들

은 비록 기왕의 학계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였지만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문학사를 바

라보고 특히 명대 민간대중문학의 특징을 조명하고자 한다면 이를 고찰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유서체문선의 형식, 選 방식, 주요내용 등을 정통 시문총집이나 

필기⋅소설집 등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한 연구가치가 있다고 간주된다. 

<明刊日用類書所輯詩歌初探>에서 일용유서 속 시가를 고찰한 劉天振 역시 일용

유서 안에는 풍부하고 다양한 민중정신과 생활수요를 반영한 문예자료가 모여 있는

데 <詩 門>과 <笑談門>이 그 대표적 예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러한 시가들이 

13) 翟金明 <明代通俗日用類書的刊刻及價値>; 中國社 科學院歷史硏究所文化室編 《明

代通俗日用類書集刊》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1. 11. 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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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존재하였고 유서는 주로 물질생활자료 또는 사회생

활자료로만 인식이 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2종의 일용유서에 수록된 151수

의 시가를 고찰하였는데, 문체상 분류되는 것만으로 打油詩, 文字遊戱詩, 黃段子

式 情歌, 笑談詩 등 그야말로 민간에서 유행한 통속적 정서와 흥취를 반영한 작품

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이 기존의 시문집과는 다른 일용유서 만의 문학

적 가치라고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일용유서는 고대 중국의 독특한 편찬방식을 지닌 자료성 서적인 유서의 

한 형태로 類書學 또는 文獻學的 가치를 지니고, 명대만의 독특한 배경 하에 만들

어져 당시의 여러 가지 사회생활문화를 반영하는 社 史的 가치를 지니며, 민간에

서 유행한 道家, 佛家, 養生, 占卜 등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보여주는 思想史的 

哲學史的 가치를 지니고, 대중의 감성과 흥취가 구현된 통속문학을 수록한 文學的 

가치를 지니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각도의 연구가 가능한 학술적 가치가 풍

부한 문헌이다.

Ⅲ. 日用類書 속 문학자료

1. 범 와 선정

본 장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용유서 안에 들어있는 문학자료를 본격적

으로 찾아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일용유서라는 문헌의 범위를 정해야 

하고 또 그 안의 문학자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習金明에 따르면 현존하는 명대 통속일용유서는 백 여 종에 이르는데14) 이전에는 

연구자들이 직접 산재되어 있는 개별 서적을 수집하고 이에 대해 고찰을 진행하였

다. 하지만 그동안 일용유서만 별도로 모은 총집이 발행되어 일용유서 연구가 한 

14) 翟金明 <明代通俗日用類書的刊刻及價値>; 中國社 科學院歷史硏究所文化室編 《明

代通俗日用類書集刊》 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1. 11. 6쪽.: ｢現存明代通俗

日用類書有百餘種, 絶大多數爲明晩刊本, 尤其以建陽書坊 多, 多藏於日本, 國內多

不見全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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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書名 卷數 著

第1冊
明本大字應用碎金 2卷 (明)不明

新編事文類聚翰墨全書 134卷 (元)劉應李輯

층 수월해졌다.

현재 일용유서만 전문적으로 집록한 총집은 2종이 있다. 한 가지는 일본에서 출

간된 것으로 坂出祥伸과 川陽一이 편집한 《中國日用類書集成》(汲古書院, 

2004.)이고 다른 한 가지는 中國社 科學院歷史硏究所文化室에서 編한 《明代通

俗日用類書集刊》(重慶: 西南師範大學出版社, 2011. 11.)이다. 전자는 일본 내에 

소장된 일용유서 가운데 판본이 비교적 완정하고 사료적 가치가 높은 6종의 일용유

서를 싣고 있다. 후자는 일본에 소장된 판본을 기초로 중국내에서 발견된 것을 추

가하여 모두 42종의 일용유서를 망라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많은 종류의 일

용유서를 확보하고 있는 《明代通俗日用類書集刊》을 주된 연구 대상으로 삼도록 하

겠다. 아래는 두 일용유서 총집의 목록과 서지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中國日用類書集成》목록  서지】
구분 書名 卷數 書誌 出處

第1卷 五車拔錦(一)
33卷

萬曆25年 建陽

鄭世魁 寶善 刊

東大東洋文化硏究所

仁井田文庫第2卷 五車拔錦(二)

第3卷 三台萬用正宗(一)

43卷
萬曆27年 

余象斗 雙峯 刊

東大 仁井田文庫

名古屋蓬左文庫
第4卷 三台萬用正宗(二)

第5卷 三台萬用正宗(三)

第6卷 萬書淵海(一)
37卷

萬曆38年

楊湧泉 淸白 刊
前田 經閣文庫

第7卷 萬書淵海(二)

第8卷 五車萬寶全書(一)
34卷

萬曆42年 建陽

樹德 刊
宮內廳書陵部

第9卷 五車萬寶全書(二)

第10卷 萬用正宗不求人(一)
35卷 建陽 書林余文台刊 京都陽明文庫

第11卷 萬用正宗不求人(二)

第12卷 妙錦萬寶全書(一)

38卷
萬曆40年 建陽

劉雙松 安正 刊

建仁寺兩足院

東大圖書館 南葵文庫
第13卷 妙錦萬寶全書(二)

第14卷 妙錦萬寶全書(三)

【《明代通俗日用類書集刊》목록  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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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冊 新編事文類聚翰墨全書

第3冊
類 20卷 目1卷 (明)不明

多能鄙事 12卷 (明)劉基輯

第4冊

居家必用事類全集 10卷 (元)不明

新鐫赤心子彙編四民利觀翰府錦囊 8卷 (明)赤心子撰

便民圖纂 15卷 (明)不明

第5冊

新鍥天下備覽文林類記萬書萃寶 存9卷 (明)不明

新鐫歷世諸大名家往來翰墨分類纂注品粹 10卷 (明)黃志淸輯

新鍥全補天下四民利用便觀五車拔錦 33卷
(明)不明

徐三友校

第6冊
新刻京臺公餘勝覽國色天香 10卷 (明)吳敬所輯

新刻天下四民便覽三台萬用正宗 43卷 (明)余象斗編

第7冊
新鍥燕臺校正天下通行文林聚寶萬卷星羅 39卷 (明)徐 瀛編

鍥旁注事類捷 15卷 (明)鄧志謨撰

第8冊

新鋟增補萬錦書 故事大全 8卷 (明)徐心魯編

新刻聯 便蒙圖像七寶故事大全 20卷

(明)吳道州編

周子材校正

周載道補遺

新刊翰苑廣記補訂四民捷用學海群玉 存17卷
(明)武緯子補

訂

新刻群書摘要士民便用一事不求人 22卷 (明)陳允中編

第9冊
新刻類輯故事通 旁訓 10卷 (明)屠隆輯

鼎鋟崇文閣彙纂士民萬用正宗不求人全編 35卷 (明)陽龍子編

第10冊
新刻全補士民備覽便用文林彙錦萬書淵海 37卷 (明)徐 龍編

新板全補天下便用文林妙錦萬寶全書 38卷 (明)劉子明輯

第11冊

新刻鄴架新裁萬寶全書 存24卷 (明)朱鼎臣編

重刻增補故事白眉 10卷 (明)鄧志謨輯

精選故事黃眉 10卷 (明)鄧志謨輯

第12冊

新刻增補全相燕居筆記 10卷 (明)林近陽編

新刻搜羅五車合倂萬寶全書 34卷 (明)徐啓龍編

新刻芸窗彙爽萬錦情林 6卷 (明)徐象斗撰

第13冊

新刊天下民家便用萬錦全書 10卷 (明)不明

選鍥騷壇摭粹嚼麝譚苑 12卷 (明)赤心子輯

新鍥重訂補遺音釋大字日記故事大成 存4卷 (明)不明

新鐫注釋里居通用合璧文翰 2卷
(明)屠隆編

兪啓相校正

第14冊

新刻含輝山房輯注古今啓札雲章 7卷 首1卷
(明)陳繼儒鑒

鄭夢虹選編

鼎鍥龍頭一覽學海不求人 存17卷 (明)不明

新刻太倉藏板全補合像注釋大字日記故事 4卷 首1卷 (明)楊喬編

重刻增補燕居筆記 10卷 (明)何大掄編

新刻全補評注文豹金璧故事 4卷 (明)鄭以偉編

第15冊 新刻人瑞 訂補全書備 34卷 (明)鄭尙玄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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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刻增校切用正音鄕談雜字大全 2卷 (明)不明

增補批點圖像燕居筆記
22卷 (明)馮夢龍

第16冊

增補批點圖像燕居筆記

增補易知雜字全書

附新鐫幼學易知書劄便覽

2卷

1卷
(明)不明

新鐫增補 正寅幾熊先生尺牘雙魚 9卷 (明)熊寅幾輯

그렇다면 위 《明代通俗日用類書集刊》 42종의 일용유서에서 문학자료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일단 일용유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상식을 수록하고 이를 분

류한 것인데 해당 門類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과정 중 많은 시문작품이 실렸다. 

가령 第1冊 《新編事文類聚翰墨全書》甲集 卷之一에는 <諸式門>이 나오는데 이는 

각종 응용문의 본보기가 되는 문장을 나열한 것으로 일종의 작문연습용 참고서이

다. 여기서 ‘書奏式’에는 上書⋅ 事⋅奏 ⋅奏議⋅奏疏⋅奏劄⋅奏狀이, ‘表牋式’

에는 表⋅牋이, ‘書記式’에는 手書⋅長書⋅家書⋅ 簡이, ‘啓箚式’에는 啓⋅箚가, 

‘雜文諸式’에는 冠에 祝辭⋅字說, 婚에 禮書⋅禮狀, 喪祭에 慰疏⋅奠狀⋅哀辭⋅
祭文⋅哀誄⋅行狀⋅諡議⋅碑銘이, 交際에 序說⋅題跋⋅辯論⋅致語⋅上梁文이 그

리고 ‘詩賦諸式’에는 騷⋅詩⋅行⋅歌⋅吟⋅辭⋅引⋅曲⋅琴操⋅詞令이, ‘詞科諸式’

에는 詔令⋅制誥⋅檄書⋅露 ⋅碑碣⋅記⋅序⋅傳⋅ ⋅贊⋅箴⋅銘이, ‘公牘諸式’

에는 關諜⋅申狀⋅文榜 등의 글이 게재되어 있는데 소위 散文이라는 장르에 해당

하는 문체는 대부분 망라되어 있다. 또 《新編事文類聚翰墨全書》後甲集 卷之六에 

<地理門>이 나오는데 앞부분에는 地, 山, 石, 水, 江, 道路, 井 등에 관한 정보

를 기술하고 있고 뒷부분에 地理書簡, 請召活套, 橋道疏語, 地理雜著, 地理詩章, 

地理詞曲로 나누어 문학작품을 나열하고 있다. 예를 들어 地理書簡에는 歐陽脩가 

지은 < 梅聖兪>를, 橋道疏語에는 夙野舟가 지은 <建寧路通仙橋>를, 地理雜著에

는 宋文公 즉 朱熹가 지은 <雲谷記>를, 地理詩章에는 馬古洲의 <題仙霞嶺>을, 地

理詞曲에는 元遺山 즉 元好問이 지은 <游龍門>[水調歌頭]를 수록했다. 이처럼 일

용유서 안에는 각 門類에 대한 지식정보 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대량의 문학작품을 

구비하고 있는데, 문학작품 자체가 지식정보의 전달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정보 습득과 더불어 작품 감상을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학작품이 

곳곳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일용유서 42종을 통독하면서 일일이 문학



明代 日用類書의 문학 가치 初探  67

작품만을 선정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으로 일용유서는 그 기능적 특성상 현대 도서의 색인(index)처럼 

門類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목록에서 그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떠한 문학자

료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바로 <先儒文翰>, <四六體>, <詩 門>, <笑談門>, 

< 聯門>, <唐詩> 등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한편 《新刻京臺公餘勝覽國色天香》, 《新鋟增補萬錦書 故事大全》, 《新刻聯

便蒙圖像七寶故事大全》, 《新刻類輯故事通 旁訓》, 《重刻增補故事白眉》, 《精選故

事黃眉》, 《新鍥重訂補遺音釋大字日記故事大成》, 《新刻太倉藏板全補合像注釋大

字日記故事》, 《重刻增補燕居筆記》, 《新刻全補評注文豹金璧故事》, 《增補批點圖像

燕居筆記》와 같은 서적은 모두 고사전문 일용유서로 문언소설과 그 원형이 되는 

장단편의 고사가 수록되어 있어 별도의 선정작업 없이 통속소설에 관한 연구가 가

능하다. 

이러한 방식으로 문학작품을 추출하면 일용유서만의 문학자료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소위 ‘類書體文選’의 특징을 고찰할 수 있다. 특히 필

자가 주목하고자 하는 대상은 위 <地理門>에 나온 夙野舟의 <建寧路通仙橋>15)나 

馬古洲의 <題仙霞嶺>와 같이 알려지지 않은 무명 작자의 다른 문헌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들과 <詩 門>에 나오는 민간의 萬家詩集, 百家詩選, 萬選奇聯 등이야 

말로 일용유서에만 수록된 민간문학자료로 학술적 가치가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아래에서는 우선 일용유서의 통속, 일상, 실용적인 특성

과 가장 잘 부합하는 민간시가와 통속소설 두 가지 장르의 몇몇 작품을 통해 일용

15) 仝建平 <淺析《翰墨全書》 硏究福建历史文化的功用>(《黑龍江史志》, 2012.): ｢명초본 

《翰墨全書》後甲集 卷七의 “橋道疏語”에는 십 여 편의 문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

데 작자미상의 <建寧路平政橋>, 夙野舟의 <建寧路通仙橋> 그리고 覆大德本 後乙集 

卷八에 여전히 작자미상인 <建寧路水西橋> 등은 다른 문헌에는 보이지 않는 작품들이

다. 平政橋는 옛터에 중건을 한 것이고, 通仙橋는 규모가 매우 장관이다. 작자 夙野舟

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별명인 것 같다. …… 복건에 지어진 고대 교각 도로 

등의 교통과 기층사회를 연구하는 데 일정한 가치가 있다.(明初本《翰墨全書》後甲集卷

七“橋道疏語”收有文章十餘篇, 其中未署作 <建寧路平政橋>、夙野舟<建寧路通仙橋>, 

覆大德本後乙集卷八尙有未署作 <建寧路水西橋>等, 不見於其它文獻. 平政橋系在

址上重建; 通仙橋規模甚爲壯觀, 作 夙野舟不知爲誰, 可能爲别名. …… 於硏究福

建古代橋道交通、基層社 具有一定的價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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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에 문학작품이 어떻게 수록되고 있는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를 고찰해 보기

로 하겠다.

2. 民間詩歌

민간시가는 민간에서 구두와 운문으로 창작된 것 가운데 속담과 수수께끼를 제외

한 작품들로 단편서정성의 민간가요와 민간장편시가를 포함한다.16) 민간이 직접 

창작하고 민간에서 유행하였으므로 일용유서에 민간시가 자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민간시가를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門類는 바로 <詩 門> 또는 <詩聯文>

이다. 지금까지의 조사로 《新鍥全補天下四民利用便觀五車拔錦》 卷23에 <詩

門>, 《新刻群書摘要士民便用一事不求人》 卷34에 <詩聯門>, 《新刻全補士民備覽

便用文林彙錦萬書淵海》 卷30에 < 聯門>, 《新板全補天下便用文林妙錦萬寶全書》 

卷18에 <詩 門>, 《新刊天下民家便用萬錦全書》 卷5에 <詩 門>, 《新刻含輝山房

輯注古今啓札雲章》 卷6에 < 聯類>이 있어 많은 일용유서에서 민간시가를 수록하

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新板全補天下便用文林妙錦萬寶全書》 卷十八<詩 門> <萬家詩集>에 나

오는 <正德皇帝游宣府詩>를 살펴보도록 하자. 

離了龍宮竝象床, 황궁을 떠났지만 상아침대는 함께 하고,

三鞭千里馬飛霜. 잦은 채찍질 천리 다니며 말은 이슬 위를 내닫는구나.

綱常高上天應大, 인간 도리 높은 것이라 하늘은 큰 것으로 감응하건만, 

酒色中間路更女. 주색잡기 다니는 중 길 위에서도 여인을 갈아치우네. 

快樂歡中圖快樂, 쾌락으로 즐거운 중에도 쾌락을 도모하고,

風光好處要風光. 풍광이 좋은 장소에서도 풍광을 요구하네.

朕思浮世死爲客, 짐은 세상을 떠돌다 객으로 죽고 싶구나,

何必拘拘只帝王. 그저 제왕노릇 따위에 하필 얽매이겠는가.

正德皇帝는 바로 明의 10대 황제인 武宗 朱厚照를 말한다. 어려서는 선친인 孝

16) 陳子艾 <民間詩歌槪論> 《新疆石油教育學院學報》, 1997. 第2期. 90쪽: ｢民間詩歌, 

指民間口頭韻文創作中, 除諺語、謎語以外的作品, 包括短篇抒情性的民間歌謠和民間

長篇詩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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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新板全補天下便用文林妙錦萬寶全書》 卷十八<詩 門>

宗 朱祐樘처럼 총명하였

지만 놀기에만 집중하였

고, 보위에 올랐을 때 한

동안은 정무에 충실했지만 

결국 방탕한 길로 들어선

다. 八虎라 불리는 환관들

에 둘러싸여 오로지 주색

잡기에만 골몰하게 되는데 

西華門밖에 豹房이라고 

이름붙인 사원을 짓고 라

마교의 방중술을 탐구하거

나 색목인 미녀를 탐닉하였다. 심지어 지방으로 순행을 하면서 닥치는 대로 부녀자

를 유린하였다. 詩題에 나오는 宣府는 바로 지금의 山西省 大同으로 명나라 때 이

곳은 서북을 방어하는 군사요충지였다. 정덕12년 황제는 심복 江彬 등을 데리고 

선부에 가서 반년 간 머물었는데 고정된 행선지도 없이 매일 말을 타고 행궁을 다

니다 큰 집이 나오면 들어가서 술과 음식을 요구하고 여자를 찾았다고 한다. 이 시

는 아마도 민간에서 이러한 풍류황제의 음탕한 처사를 풍자하기 위해 지은 작품인 

것 같다. 劉天振은 “이 시는 실제로 상대적으로 균형이 잡힌 시구와 대체로 조화로

운 음조를 가지고 용속한 심지어 저속하기까지 한 시민의 욕망을 포장한 것에 불과

하다. 이러한 시가는 설사 황제의 어필을 표명했지만 만약 정통시가예술의 각도에

서 논한다면 대아지당에는 오르기 어렵다. 이러한 타유시는 사실 일종의 문자유희

로 참여자에게 창조적인 즐거움과 지혜를 얻는 만족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17)고 

설명하고 있다. 劉天振는 이 시를 打油詩라 언급했는데 타유시는 오락성이 강한 

민간풍속의 詩體로 唐代 張打油란 사람이 처음 지어 그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전

한다.18) 사실 이러한 시는 劉天振이 지적한 대로 전통적인 문인시처럼 고아한 정

17) 劉天振 <明刊日用類書所輯詩歌初探>(《齊魯學刊》, 2010. 3期. 122쪽.): ｢此詩實際

上不過用相 均稱的詩句和大致和諧的音調妝裹起庸俗甚至低俗的 民欲望. 這些詩

歌即使聲稱出於皇帝御筆, 若從正統詩歌藝術角度而論, 也難登大雅之 . 這些打油

詩, 其實也是一種文字游戱, 能够給參 帶來創造的快樂和益智的滿足.｣
18) 清 翟灝在의 《通俗編⋅文學⋅打油詩》에 張打油가 지었다는 <雪詩>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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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도 없고 깊이 있는 詩意도 안보이며, 상징수법, 대구 등 화려한 수사기교도 찾아

보기 어렵다. 하지만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최고 권력자인 황제를 풍자한다는 점, 

황제 스스로 자신의 지위를 비하하고 쾌락만을 도모하는 하찮은 인간임을 고백한다

는 독특하고 유머러스한 설정 등은 민간시가에서만 볼 수 있는 장점이다. 타유시는 

중국의 근대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저명한 문인인 노신이나 호적 등도 창작한 

바 있으니 명대 일용유서 속 타유시와의 관계 여부를 따져볼 필요도 있을 것 같

다.19)

이번에는 <詩 門>이 아닌 《新刻全補士民備覽便用文林彙錦萬書淵海》 37卷 

<雜覽門>에 나오는 민간시가를 보도록 하자. 

身寸謝口天吳. 身寸은 謝, 口天은 吳.

禾火心 竹付符. 禾火心은 , 竹付는 符.

立木見親門口問. 立木見은 親, 門口는 問.

西示風飄古月胡. 西示風은 飄, 古月은 胡.

<雜覽門> 안에 이 시는 ‘拆字詩’란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이는 析字詩의 한 종류

이다. 析字詩란 문자를 拆合 즉 구조적으로 떼었다 합쳤다 하는 식으로 만든 시로 

拆白诗라고도 한다. 析字詩 안에 拆字詩와 合字詩 그리고 拆合綜合詩가 있는데 

拆字詩는 한자가 대부분 合體字 즉 여러 글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특성을 이용하

여 합체자를 獨體字로 나누는 것이다. 반대로 合字詩는 여러 독체자나 偏旁 그리

고 筆劃 등을 합쳐서 글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위에서 謝吳, 符, 親問, 飄胡 

8글자는 합체자인데 이것을 3자 혹은 2자로 쪼개어 시를 지은 것이다. 사실 이러

한 시는 특별한 시의가 내포되어 있기 보다는 오로지 漢字의 구조를 이용한 형식미

를 추구한 전형적인 문자유희이다. 실제로 민간에서 ‘ 身寸’이라고 표현하면 ‘謝’의 

은어로 통용되고 있으며 《儒林外史》 第32回에 “수염난 관리여, 이 일은 당신의 방

19) 호적 타유시 연구로는 陳華明, 盧志杰의 <文人風範 反正統心態——淺談胡適的打油

詩創作>(《西南民族大學學報》, 2004(02).), 韓長代의 <胡適趣作打油詩>(《思維 智

慧》, 2014. 11. 20.)이 있고, 노신 타유시 연구로는 田恬의 <魯迅的“打油詩”>(《語文

知識》, 2000. 07. 15.), 王登越의 <魯迅先生的一首打油詩>(《語文月刊》, 2001. 05. 

01.)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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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新刻全補士民備覽便用文林彙錦萬書淵海》 37卷 <雜覽門>

법이 적절합니다. 이루어졌으니, ‘감사하다( 身寸)’’란 말이 빠져선 안 됩니다.”20)

라는 구절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모두 민간에서 이러한 문자유희가 얼마나 성행했

는지를 알려주며 그러한 내용들은 일용유서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어서 

또 다른 형태의 민간시를 보자. 

長夜枕橫意心歪. 긴 밤 베개 가로 놓으니 마음이 삐뚤어지고, 

斜月三更門半開. 비스듬한 달빛 깊은 밤 문은 반쯤 열려있네.

短命到今無口信. 명을 재촉하듯 지금껏 소식도 없고,

肝長望斷没人來. 간장 녹이듯 바라보나 오는 이 없네.

白日長空到火燒. 대낮 먼 하늘 불덩어리 떨어지는 듯 더워,

橫塘斷水到河橋. 횡당에 물이 말라 하교까지 이어지는구나.

偏舟到入長江裡. 한 척의 배 장강 안으로 들어오니, 

破扇橫風反手搖. 파선에 횡풍 불어 손을 뒤집어 흔들어보네.

위의 시는 <雜覽門>에

서 ‘ 意詩’라는 표제어가 

붙었는데 이는 글자를 단

순하게 쪼개거나 합치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모양

을 길게, 넓게, 짧게, 좁게 

혹은 일부를 생략하거나 

변형해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해 시를 지어내는 방

법이다. 예를 들자면 그림

2에 볼 수 있듯이 ‘枕’자를 

옆으로 눕혀 놓고 이를 ‘枕橫’이라 하고, ‘月’자를 비스듬히 세워 ‘斜月’이라 표현하

는 방법이다. 이러한 시들은 다소 저속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문자의 

원리를 알지 못하면 지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대중들이 많이 즐기긴 했지

만 문인들도 신분을 감추고 동참한 경우가 적지 않다. <雜覽門>에는 이외에도 藏頭

20) 《儒林外史》 第32回: ｢胡子 官, 這事在你作法便了. 做成了, 不得‘ 身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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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式, 雙合文, 酒 詩, 酒鍾詩, 回文詩 등등 여러 가지 文字遊戱詩21)들이 수록

되어 있으니 일용유서는 그야말로 민간시가의 寶庫라고 말할 수 있다. 

3. 通俗 說

명대 들어 대중들의 오락 수요 증가, 출판인쇄술과 상업유통의 발달 등과 맞물려 

소설이란 장르가 폭발적으로 유행한다는 사실은 일용유서의 유행 원인과도 접한 

관련성이 있다. 최환은 <명대 유서와 소설>에서 “한편으로는 書坊에서의 유서 간행

이 매우 활발하였으니, 유서가 시중에서 크게 유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아마

도 그 속에 풍부한 소설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사실과 관계가 없지 않았을 것이

다. 이로부터 우리는 명대의 유서 간행 상황을 소설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면, 당시 

유서에 대한 수요→명대 출판계의 고사전문유서 간행→유서의 독자 수 증가→유서 

간행 더욱 활성화라는 관계 라인을 설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22)라고 설명하고 있

다.

여러 가지 일용유서 안에 소설의 원형과 소재가 되는 고사들이 담겨 있지만 위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는 고사전문 일용유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다. 孫一珍

는 《明代 說的藝術流變》에서 명대 중후기 가장 유행했던 고사전문 일용유서를 다

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명초 ‘전등’류의 소설로부터 시작하여 단편소설은 주로 애정을 그렸는데 가정⋅
만력 연간을 거치면서 단행본에서 휘편의 총집형식으로 대량의 애정소설이 쏟아져 

나온다. 당시 가장 유행했던 것으로 《國色天香》⋅《綉谷春容》⋅《燕居筆記》⋅《萬

錦情林》⋅《花陣綺 》⋅《風流十傳》 등이 있다.(從明初‘剪燈’類 說開始, 短篇

說就以書寫愛情爲主, 道嘉靖萬曆時期, 從單行本到匯編成集, 涌現出大量的愛情

說. 當時 流行的有《國色天香》《綉谷春容》《燕居筆記》《萬錦情林》《花陣綺 》

《風流十傳》等.)23)

21) 이와 같이 한자의 특징을 이용해 유희를 즐기는 오락성이 짙은 시를 趣味詩라고도 칭

한다. 

22) 최환 《한⋅중유서문화개관》 영남대학교출판부, 2008. 183쪽.

23) 孫一珍 《明代 說的藝術流變》 四川文藝出版社, 1996. 2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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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一珍이 말한 ‘휘편의 총집형식(匯編成集)’은 바로 고사전문 일용유서를 말하는

데 애정소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바로 민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통속적인 주

제이기 때문이다. 위에서 열거했던 것 중 《國色天香》, 《燕居筆記》, 《萬錦情林》의 

3가지가 《明代通俗日用類書集刊》 42종의 일용유서 중에 포함된다. 

그 중 《新刻京臺公餘勝覽國色天香》을 보도록 하자. 이 책은 만력5년 10월에 출

간된 것으로 江西 撫州 사람 吳敬所가 편집 것이다. “명대 중후기는 염정소설이 최

고봉에 달했던 때로 《국색천향》에 선록된 22편의 문언소설은 당시 상당히 환영받던 

가작으로 대표성을 가진다. 이전의 영웅전기, 이후의 세정소설 및 재자가인소설과 

일맥상통한다.”24) 《국색천향》은 상하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25) 상층은 단편전

기소설과 시ㆍ사ㆍ곡ㆍ부ㆍ章ㆍ奏ㆍ表ㆍ疏ㆍ軼事趣聞 등이, 하층은 일부 揷圖가 

있는 중편문언소설이 수록되어 있다.26) 

<龍 蘭池 >은 하층에 바로 가장 첫 번째에 나오는 문언소설이다. 그 대략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남송 시기 沛郡 사람 蔣世隆은 약관의 나이에도 학문으로 

유명해 한유와 소식을 자칭할 정도였다. 당시 원나라가 흥하여 금이 개봉으로 쫓기

느라 혼란스런 때였는데 세륭은 여동생 瑞莲과 피난을 가다 서로 헤어지게 되었다. 

한편 黄尚书도 도망 중에 여식 瑞兰을 잃어버린다. 우연히도 서련은 황상서 부인

의 도움을 받게 되고 서란은 세륭을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다. 하지만 황상서의 방

해로 둘은 헤어지고 서란은 临安에서 拜月亭을 짓고 서련과 함께 살며 세륭을 기

24) 章友彩 <國色天香硏究>(曁南大學 碩士, 2011. 06. 19. 1쪽.): ｢明代中晩期是艶情

說高峰期《國色天香》所選 的二十二篇文 說都是當時頗受歡迎的佳作, 具有代表

性, 此前的英雄傳奇, 此後的世情 說、才子佳人 說一脈相承.｣
25) 秦川은 <叢書、類書 中國古代 說的流傳>(《中華文化論壇》, 2007(03). 113쪽.)에

서 일용유서 복층의 편집구조에 대해 ｢이러한 방식으로 편집한 소설문헌은 그 장점이, 

학자들이 대조하며 읽고 연구하기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독자들에게 맞추어 

소설을 널리 보급 및 전파하는 작용을 하였고, 동시에 출판상인들에게는 더욱 큰 영업

이익을 가져다주었으니 그야말로 일거삼득이라 말할 수 있다.(這種方式編排的 說文

獻, 它的好處是, 不僅方便學 的 比閱讀硏究, 而且還適應不同的讀 , 達到廣泛推

銷、傳播 說的作用, 同時也爲出版商帶來更大的銷售利潤, 可 一擧三得.)｣라고 설

명하였다.

26) 이처럼 고사전문 일용유서라 해서 고사나 소설, 우언 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ㆍ사ㆍ곡 

등 운문까지 각종 문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시 민간에서 유행한 다양한 문학작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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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린다. 황상서의 방해가 있었지만 세륭은 ‘龍 蘭池圖’를 그려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고 둘은 재회하게 된다. 마침내 과거에 합격한 세륭은 부인 서란도 만나고 여

동생 서련도 만난다는 행복한 결말이다. 아래는 세륭과 서란이 만나는 마지막 장면

이다.

등불 밝힌 밤에 서란은 말했다. “군께서 오늘 첩을 만났는데 기쁘시오?” 세륭이 

말했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소!” 서란이 말했다. “첩을 만난 일보다 더 한 일이 있

으십니까?” 세륭이 말했다. “당신을 만난 일이 가장 기쁜 일이니, 다른 것은 없소.” 

서란이 말했다. “서련이 첩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사정을 상세히 

고했다. 세륭은 뛸 듯이 기뻐하며 여동생을 불러 만나자고 하였다. 그러자 서란이 

막으며 말했다. “거미도 집을 지을 때는 바람을 피하는 법이지요. 군께서는 호랑이

에게 다친 일을 잊으셨나요?” 다음날 새벽에 서란이 서련을 불렀다. 오누이가 상

봉하게 되니 마치 꿈만 같았다. 믿음은 하늘이 그 충심에 계시한 것이니, 세상에 

보기 드문 기이한 만남이었다.(燈夜, 瑞蘭曰: “兄今見妾, 樂乎?” 世隆曰: “何待

!” 瑞蘭曰: “尤有甚于見妾 .” 世隆曰: “樂盡于此矣, 無他也.” 瑞蘭曰: “瑞蓮

在妾家.” 且告以其詳. 隆喜躍不勝, 欲召見, 瑞蘭沮之曰: “蜘蛛作道, 不可以風. 

兄忘其傷于虎乎?”次曉, 瑞蘭邀瑞蓮入見, 兄妹相逢, 宛若夢中, 信是天啓其衷, 

而爲不世之奇逢也.)

위 내용은 우여곡절 끝에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며 해피앤딩으로 이야기를 정리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세륭과 서란 두 남녀 주인공간의 대화방식으로 서술을 전개

하였는데, 현대적인 감성으로 바라보면 다소 유치하고 노골적이지만 아마도 이러한 

점이 통속적인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즐기는 당시 민간의 취향에는 부합하였을 것이

다. 關漢卿의 雜劇 《閨怨佳人拜月亭》, 元代의 南戱 《王瑞蘭閨怨拜月亭》, 明代 

간행된 南戱 《拜月亭記》(일명 《幽閨記》) 등이 모두 이 이야기를 다룬 것27)으로 

‘龍 蘭池 故事’가 원대부터 명대까지 얼마나 민간에서 유행했는지 가늠할 수 있

다. 戴不凡은 이런 종류의 소설에 대해 “명초이래로 소설 간행이 크게 유행하였는

데 도자기상이나 뱃상인들이 여정 중 무료한 시간이면 손에 한 권 들고 즐기거나 

혹은 친구 간에 이야깃거리로 삼았다. 《국색천향》의 내용과 같은 책들이 어지러이 

27) 李劍國、何長江 <《龍 蘭池 》産生時代 >(《南開學報》, 1995年 05期. 63쪽.): ｢關
漢卿有雜劇《閨怨佳人拜月亭》, 元有南戱《王瑞蘭閨怨拜月亭》, 明代刊有南戱《拜月亭

記》(一題《幽閨記》), 所演均爲此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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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 저술되었으니 강호의 여가를 즐기고자하는 수요에 맞추기 적당했다. 그 안에 

수록된 소설은 말이 대부분 천박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문장인데다 또한 용속한 사

람들의 풍류를 드러내는 시와 사를 싣고 있다. 줄거리는 완만한데다 이야기 역시 

맺고 끊는 맛이 없이 간결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 역시 그런 사람들이 여정 중 기

나긴 여가시간을 때우는 데는 아주 제격이다.”28)라고 기술하였다. 그는 비록 《국색

천향》과 같은 소설의 저급한 내용과 수준 낮은 문체를 지적하였지만 당시 상업이 

발달하여 먼 여정을 다니는 여러 상인들 사이에서 이러한 통속애정류 소설이 얼마

나 유용하게 사용되었는지, 민간에서 여가선용을 위해 이러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출간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특한 형식을 구비하고 있는 《日記故事》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일기고사》는 본래 元代 虞韶이 편찬한 것으로 명청시대 민간에서 상당히 유행했

던 일종의 도덕교육서이다. 嘉靖二十一年 熊大木版 《日記故事》의 序 에 “《日記

故事》라는 책은 아동학습서로 진실로 그 본질은 행실을 지향한다. 옛말에 孝⋅第⋅
忠⋅信⋅禮⋅義⋅廉⋅恥의 일을 모두 구비하고 있어서 어린이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강습에 있어 본보기가 된다고 했다.”29)고 서술하고 있다. 《일기고사》 중에

서도 특히 핵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二十四孝故事’라 말할 수 있다. 이는 원대 郭

居敬이 편찬한 《全相二十四孝詩選》가 출처로 유가의 사상과 효도를 선양하는 계몽

서인데 그 소재는 西漢 經學家 劉向의 《孝子傳》에서 가져왔으며 일부 《藝文類聚》

와 《太平御覽》에서도 취했다고 한다.30) 현재 《明代通俗日用類書集刊》 중에는 作

28) 戴不凡 《 說見聞 》 浙江人民出版社, 1980. 242쪽; 陳曉嬌 <燕居筆記硏究> 華東

師範大學 碩士, 2012. 04. 01. 1쪽. 재인용: ｢明初以來, 說刊本大行, 瓷商舶主于

旅途無聊之際, 正可手把一編爲樂, 或資友朋談助. 若《國色天香》内容之紛然雜陳, 適

可供此等江湖散逸之 . 以其中所收 說 之, 語多淺近欠通之文 , 又夾以俚夫風流

之詩詞, 情節磨磨蹭蹭, 故事拖泥帶水, 亦堪此輩于旅途中消磨公餘長日.｣
29) 嘉靖二十一年熊大木版《日記故事》序 ; 張建利 <古代蒙書日記故事作 > 《鷄西大

學學報》, 2015. 06. 20. 117쪽. 재인용: ｢《日記故事》一書, 乃童稚之學, 誠質往行

實, 前 , 以孝、第、忠、信、禮、義、廉、耻之事, 悉擧而備, 使資幼學 , 講習有所

楷梯也.｣
30) 張炫은 <論元代《日記故事》中“二十四孝”的流傳及影響>(《綿陽師範學院學報》, 2015. 

03. 15. 145쪽.)에서 ｢이 고사는 원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元代 虞韶이 편찬한 《일기

고사》, 원대 郭居敬이 편찬한 《二十四孝詩選》 그리고 원말 고려사람 權溥, 權準 부자

가 편찬한 《孝行 》에 수록되어 있는데 원간본은 모두 일실되었고 현재는 명간본만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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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新刻太倉藏板全補合像注釋大字日記故事》 4卷 首1卷

不明의 《新鍥重訂補遺

音釋大字日記故事大成》 

存4卷과 楊喬가 편찬한 

《新刻太倉藏板全補合像注

釋大字日記故事》 4卷 首

1卷 2종의 문헌이 있다. 

여기서는 후자 卷之首에 

나오는 ‘二十四孝故事’를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편

집 형식을 보면 1장(2 ) 

마다 4인의 효자를 수록하

였는데 상단에 그림을 넣어 각 효자의 효행을 생동감 있게 형상하였고, 하단에 제

목, 고사, 시의 순서로 배치하였다. 아래 첫 번째 이야기 <孝感動天>을 보자.

순임금은 어리석은 고수의 아들로 효의 성품이 지극하였다. 아버지는 완고하고 

어머니는 모질며 동생 象은 오만하였다. 순은 역산에서 밭을 갈았는데, 코끼리로 

하여금 밭을 갈게 하였고, 새로 하여금 김을 매게 하였다. 그 효의 감동이 이와 

같았다. 요임금은 이를 듣고 두 딸을 보내 아내로 맞이하게 하였다. 그리고 마침

내는 천하를 선양하였다.(虞舜瞽瞍之子, 性至孝. 父 , 母嚚, 弟象傲. 舜耕于歷

山, 有象為之耕, 有鳥為之耘, 其孝感如此. 由是帝堯聞之, 妻以二女. 遂以天下

讓焉.)

詩曰 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隊隊耕春象, 열을 맞춰 봄밭 가는 코끼리야,

紛紛耘草禽. 이리 저리 잡초 매는 새떼들아.

嗣堯登寶位, 요임금 이어서 보위에 오르신 것은,

孝感動天心. 효성이 천심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네.

비록 그 내용은 천편일률적으로 봉건시대의 孝  만을 강조하는 경직된 윤리도

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계몽서로서 畵⋅書⋅詩의 3가지 요소가 절묘하게 배

아 있다.｣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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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되어 인간된 도리로서 느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감성을 일깨우고 있다는 점에서

는 충분히 문학적 가치가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이 ‘二十四孝故事’는 청대 유행했던 

白話宣講 說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張炫은 “《孝 報》 두 권에 모두 24개 고

사가 수록되어 각각 6개의 孝行故事(두 권 12개)가 있는데, 《일기고사》 중 ‘二十

四孝’에서 직접 소재를 취한 것이다. 기타 12개 고사는 불효의 고사로 당시 사회현

실에서 가져왔다. 《효역보》 가운데 ‘孝’에 관련된 고사의 제목을 관찰하면 《일기고

사》중 ‘二十四孝’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31)고 하였다. 

이상 고사전문 일용유서인 《新刻京臺公餘勝覽國色天香》과 《新刻太倉藏板全補

合像注釋大字日記故事》를 통해 일용유서가 당시 민간의 관심과 수요를 얼마나 훌

륭하게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고아한 문인문학에서 소외된 일반대

중들의 현실성있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대변하는 통속소설이 일용유서에 충분히 담

겨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Ⅳ. 결어

본고는 필자가 참여한 일반공동연구사업의 ‘靑樓詩歌 연구’ 진행 중에 민간에서 

유행하는 일종의 청루출입지침서인 《嫖經》의 주된 출처가 《新板全補天下便用文林

妙錦萬寶全書》 등의 일용유서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학술적 중요성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일용유서는 명대 중후기 이후 소설과 함께 폭발적인 

수요가 생겨 대량으로 출판된 문헌인데도 불구하고 여태껏 주로 사회학적 각도에서 

연구되거나 그 쓰임은 史料로서의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 때문에 일용유서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확장을 위해서 문학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 것이다.

본문 2장에서는 아직 국내에서 일용유서 자체만을 다룬 논문이 없기 때문에 일

31) 張炫 <論元代《日記故事》中“二十四孝”的流傳及影響> 《綿陽師範學院學報》, 2015. 03. 

15. 119쪽: ｢《孝 報》兩卷共收故事二十四個, 各有六个孝行故事(兩卷十二個), 直接

取材於《日記故事》中‘二十四孝’, 其它十二个故事則爲不孝的故事, 取材於當時社 現

實. 觀察《孝 報》中關於‘孝’的故事標題, 發現其受《日記故事》中‘二十四孝’影響頗

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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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서의 특징과 유래 그리고 그 선행연구와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 정리하였다. 특

히 일본학자가 처음 만들었다는 ‘일용유서’라는 명칭 문제에 대해 실제로 《新鍥全補

天下四民利用便觀五車拔錦》이란 일용유서 서문 안에 이미 ‘日用’을 ‘日常’이란 의

미로 사용하고 있었음을 제기하였다. 

본문 3장에서는 우선 《明代通俗日用類書集刊》 42종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일용유서 전체를 通讀하고, 특정 門類를 살피고, 특정 주제의 일용유서를 

통해 문학자료를 추출한다는 방법론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시가장르에서는 <詩

門>, <雜覽門> 등 여러 門類 안에 포진된 打油詩, 拆字詩, 意詩를 통해, 소설장

르에서는 고사전문 일용유서인 《國色天香》과 《日記故事》를 통해 일용유서 속 민간

시가와 통속소설이 어떻게 수록되어있고 어떠한 문학가치를 지니는지를 고찰하였

다. 

본고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일부 일용유서의 일부 작품만을 다루었기 때문에 

일용유서 전체의 문학적 가치를 충분히 조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는 가

능하다면 향후 공동과제 신청을 통해 여러 전공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연구로 진행

해보고자 하며 본고는 그 계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를 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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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惟被一些學 稱爲‘日用類書’的通俗文獻尙未受到應有的關注, 日用類書中

輯 了不 文學資料, 如詩、詞、曲、歌訣、歌謠、 說、寓 等, 它們在傳統

社 民間文學硏究上具有相當的資料價値. 本文以日用類書爲主要資料, 結合

其他相關文獻, 明代的民間文學問題行初步探討. 

特別在韓國內日用類書的硏究成果相 不足, 因此, 感到介紹日用類書基

本知識的 要. 該文第2章主要整理有關日用類書的特徵及由來, 還有梳理已

往硏究及學術價値. 在第3章, 首先以《明代通俗日用類書集刊》 42種劃定爲硏

究範圍, 接着 察<詩 門>和<雜覽門>中打油詩、拆字詩、 意詩的文學特徵, 

以及從故事 門日用類書《國色天香》和《日記故事》辨明其故事文學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