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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嶺表 異》는 唐五代에 활동한 劉恂이 편찬한 책으로서 嶺南의 특이한 풍물, 

기후, 문화에 한 기록이다. 영남 지역에 한 기록으로서 비교적 이른 시기의 기

록일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자가 직접 듣고 본 바를 기록한 것이어서 신뢰성이 

높아 일찍부터 자료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다만 唐代의 문헌이 흔히 그렇듯 

일찍이 산실 되어, 여러 문헌에 散在 되어 있었으므로 이 책을 활용하기에 어려움

이 있었다. 현재 판본은 청  乾隆四十年(1775년) 五月의 武英殿 聚珍版1), 그리

고 乾隆四十一年 五月의 《四庫全書》본으로 집록된 것이 있을 뿐이다.

《嶺表 異》에 한 기존 연구로는 우선 교감작업을 꼽을 수 있다. 교감본은 2 

종이 있는데, 魯迅의 교감본과 商壁ㆍ潘博(1988)의 교감본이다. 魯迅의 교감본은 

정확히 언제 원고가 완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1911년에는 이미 저본에 한 필

 * 이 논문은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

아 연구되었음. [NRF-2009-362-B00002]

** 한국교통 학교 중국어과 교수
1) 武英殿에서 출판한 서적들을 가리킬 때는 “聚珍版”이라 한다. 한편 흔히 연구의 텍스트

를 가리킬 때는 ‘~판’이 아니라 ‘~본’이라 하므로, 저본을 가리킬 때는 ‘취진본’이라는 용

어를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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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완성 되었고, 아마 1912년에는 이미 원고가 완성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하

고 있다.2) 이 원고는 《魯迅全集》에 포함되지 않아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다가 

1980년에 와서야 魯迅博物館硏究室에서 《魯迅硏究資料》 제4집에 수록하여 유통

되게 되었다.3)

商壁ㆍ潘博(1988)과 노신 교감본을 비교해 보면, 商壁ㆍ潘博(1988)은 취진본

을 저본으로 존중하되 주석에 중점을 둔 작업인 반면 노신의 교감본은 교감 결과 

완전한 판본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노신 교감본을 보면 文意는 잘 통

하지만, 교감기를 참고한다 해도 원래 취진본과는 달라져 있어서 원문의 면모를 파

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현존 《嶺表 異》는 輯佚한 것이므로 脫漏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보충적인 집일 

성과도 있다. 첫째는 魯迅의 《嶺表 異》 校勘本 부록 <補遺>에 19條4)가 있으며, 

商壁ㆍ潘博(1988)의 부록 <輯佚>에도 15條가 있는데, 魯迅의 補遺와 商壁ㆍ潘博

(1988)의 輯佚은 모두 11조가 중복되고 있다. 그리고 李春桃(2004)에 6條 (이 

중 한 條는 표제어뿐임)가 있다.

다음 절에서 다룰 <提要>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嶺表 異》는 문장이 난

2) 呂福 ⋅王得后 (1980, 94쪽)

3) 李春桃(2011, 250쪽)은 1980년에 출간된 《魯迅硏究資料》 제4집을 못 본 듯하다. 그

는 교감된 定本이 1983년에 출판되었으며, 1999년에 출판된 《魯迅輯 古籍叢編》에 수

록되었다고 하고 있다.

4) 陳華新(1983, 134쪽)은 노신이 輯補한 것이 18條라 하고 있다. 아울러 노신의 교감형

식은 “교감 원문”을 앞에 모두 제시하고, 전편의 尾注로 교감기를 달아두고 있는데, 이 

교감기 말미에 다시 3條를 더 첨부해두고 있다. 그런데 陳華新(1983)은 “노신이 보충하

여 집일한 18조 중에 3 조목은 《校勘記》 뒤에 첨부해 두고 있다 (魯迅補輯的十八條中, 

有三條是放在《校勘記》之後。)”라 하고 있다. 이것은 교감기 뒤에 첨부된 3 조가 노신이 

보충 집일한 전체 18 조 중에 포함된다는 것인데, 사실과 다르다. 우선 노신이 보충한 

것은 19 조가 옳으며, 모두 교감기 앞쪽에 수록되어 있다. 다만 제 8 조 <象>과 제 9 

조 <象膽>이 줄바꾸기 되어 있지 않고 같은 문단에 들어 있어서 하나의 조목으로 오해

하면 18조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교감기 뒤에 추가로 첨부된 3 조목은 보충 집일된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노신이 교감기 뒤에 추가로 첨부한 3편은 현재 저본인 취진본에

도 수록 되어 있으나 내용이 많이 다른 것 2조 (취3-34/사하-27 [蚦蛇膽], 취2-33/사

하-08(3) [鴞]), 그리고 저본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馬平縣志》 권2에서 《嶺表 異》를 

인용하여 <卉服>을 수록하고 있으나, 《馬平縣志》의 해당 부분은 康熙6년(1667)에 편찬

된 것인데, 이 때는 《嶺表 異》가 이미 산실된 이후이기 때문) 1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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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하지 않고, 訓詁가 아주 정확하며, 풍물과 물산에 한 내용을 많이 채록하고 있

다. 관련하여 기존연구를 一瞥하면, 《嶺表 異》는 사료적 가치가 뛰어난 , 이에 

해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 李春桃(2011)이 있다. 한편, 《嶺表 異》의 기사들이 

체로 標題的 성격을 띠는 명사에 한 해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어원을 탐구한 劉玉紅ㆍ曾昭聰(2009)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 분야별로 고증한 것

이 있는데, 馬鎭平(1995)는 “魚類”에 해 고증한 것이며, 陳曉林 外(2012)는 중

의학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그 외에는 노신의 교감본에 한 고찰이 많은데, 呂福 ㆍ王得后(1980), 顧農

(1981, 1995), 陳華新(1983), 林昉(1994) 등이 있다. 사실 《嶺表 異》 자체에 

한 고찰로 내용이 가장 풍부한 것은 바로 商壁ㆍ潘博(1988)의 <序文>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기존 연구 중에서 비교적 문제제기의 성격을 띠는 것은 馬鎭平(1995)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제목이 “魚類”에 한 고증이지만 실제 다루고 있는 것은 

“烏賊魚”, “鹿子魚”, “珠池”의 세 가지뿐이며, 그 중에서도 “鹿子魚”는 고증이 불가

능한 사례이다. 그 나머지 “烏賊魚”와 “珠池” 기사에 해 여러 문헌 자료 뿐 아니

라 현 의 학술 및 실제 현지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원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

다. 따라서 馬鎭平(1995)의 논문 자체는 사례가 적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는 부족

한 면은 있으나 중요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嶺表 異》의 내용 중에 논리적

으로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면에 해 고증하지 않고 있는 태도에 해 

문제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일견 《嶺表 異》의 신뢰성을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嶺表 異》가 전반적으로는 과학적으로 검토가 가능함

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기존연구들은 체로 《영표록이》를 자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지 그 자체에 해 고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다소 약한 면이 

있다. 예컨 , 陳曉林 외(2012, 42쪽)에서 “(《嶺表 異》는) 이러한 여러 해독 기

능이 있는 약에 해 그 명칭, 별명, 산지, 기능 및 복용방법 등에 해 상세히 설

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해독의 상세한 과정에 해서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서 

[취진본 1-17/사고본 상-29] 【瑇瑁/玳瑁】5)를 사례로 들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 

5) [1-17/상-29] 瑇瑁。形狀似龜，惟腹背甲有紅點。《本草》云：瑇瑁解毒。其大 ，悉婆

娑石。兼云辟邪。廣南盧亭(原注：海島夷人也)，獲活瑇瑁龜一枚，以獻連帥嗣薛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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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玳瑁” 자체는 ‘解毒’이라기보다 ‘辟邪’의 기능을 하는 것이며 상식적으로 볼 때 미

신에 가까운 민간요법일 따름이다.

그런데 국내의 도서관 연합망(RISS)에서 검색한 바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아직 

《嶺表 異》에 해 연구된 논문이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국내에서는 아직 《嶺表

異》가 자료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한 연구도 거의 없으므로 이글에

서는 《嶺表 異》의 구성, 판본과 판본비교, (집일을 위한) 출처, 자료적 의의, 문

제어구검토 등에 해 다루고 향후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이글에서는 취진본과 사고본을 함께 사용할 것인데, 그 때마다 취진본, 사고본으

로 표시하는 것은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취진본은 “권상, 권중, 권하”를 아라

비아 숫자로 나타내고, 사고본은 한글로 상-중-하로 나타내기로 한다. 따라서 

[1-01]은 취진본ㆍ卷上의 제1번 기사를 말하며, [상-01]은 사고본ㆍ卷上의 제1번 

기사를 말한다. 그리고 이 둘을 함께 나타낼 때는 “취진본/사고본”의 순서이며, 다

만 좀 불편하다 싶은 부분에서만 취진본 [1-01], 사고본 [상=01]과 같이 표시하

기로 한다.

王令生取背甲 二片，帶于左臂上，以辟毒。龜被生揭其甲，甚極苦楚。後養于使宅

後北池，俟其揭處漸生，復遣盧亭 于海畔。或云:瑇瑁若生，帶之有驗。凡飮饡中有蠱

毒，瑇瑁甲卽自摇動。若死，無此驗。(독모[ 모]*. 모양은 거북이와 비슷하나 배와 등

껍질에 붉은 점이 있다. 《본초》에 “독모는 해독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큰 것은 파사석만

하다. 아울러 ‘벽사 기능이 있다’고 한다. 광남의 노정[바다 속 섬에 사는 이방인]이 살아 

있는 독모거북이 한 마리를 잡아서는 절도사(連帥)이자 설왕 왕위의 계승자에게 헌납하

였다. 설왕은 산 채로 등껍질 작은 것 두 개를 벗겨내게 하여 (자신의)왼팔에 착용하여 

독을 막고자 하였다. 거북이는 생으로 껍질이 벗겨지니 그 고통이 극심하였다. 뒤에 ‘설

왕부’ 뒤편 북지에서 기르다가 껍질 벗겨진 곳이 점차 아물자 노정을 시켜 다시 해안으

로 보냈다. 혹자가 말했다. “독모가 만약 살아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있으면 효험이 있

다. 국을 먹을 때 그 속에 고독이 있다면 독모껍질이 스스로 떨린다. 그러나 거북이가 

죽는다면, 이런 효험은 없다.” [참고 * “瑇瑁”는 취진본을 제외하면 사고본과 기타 인용

서에서 모두 “玳瑁”로 되어 있다.])



《嶺表 異》 文獻 硏究  269

卷上

四十一條

卷中

四十一條

卷下

四十二條

Ⅱ. 提要와 書誌

1. 提要고찰

《嶺表 異》에 한 가장 이른 시기의 연구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고전서총

목》의 <提要>이다. 우선 한 가지 말해 둘 것은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취진본에서는 

“目 ”이라고만 표시 해 두었고 “提要”라는 명칭을 달아두지 않고 있다. 그런데 商

壁ㆍ潘博(1988, 18-19쪽)에서는 취진본 “提要”를 저본으로 하면서도 제목을 “《四

庫全書》本提要”라 하고 있다.6) 그러나 실제 비교해 보면 취진본과 사고본의 “提要”

는 동일하지 않다.

《嶺表 異》에 한 기존 연구를 보면, 작자, 성서경위, 자료적 가치 등에 해 

다룰 때 흔히 “提要”를 인용하는 것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므로, 우선 이 提要를 살

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사고본의 <提要>라 해도, 사고본 《嶺表 異》 본문의 서

두에 있는 제요와 《四庫全書總目提要》에 수록된 <提要>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아래에서는 취진본의 “提要”로 본문을 구성하고, 사고본과 총목제요의 <提要>를 각

주에 표시할 것이다. 차이점이 한 두 글자일 경우에는 차이를 명시하기 위해 진하

게 표시를 하였다. 취진본의 진한 글씨는 응하는 사고본에 빠져 있는 글자를 나

타낸다.

《嶺表 異》 目

臣等謹案7): 《嶺表 異》三卷。 《唐書ㆍ藝文志》稱8)劉恂撰。宋僧贊寧《筍

6) 商壁ㆍ潘博(1988, 1쪽)에서는 “《四庫全書總目》 ”라 하여 취진본에는 없고 사고본에만 

있는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이로 보면 商壁ㆍ潘博(1988)이 사고본의 제요를 참고한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취진본 제요와 사고본 제요를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불

확실하다.

7) 案 : 按

8) 臣等謹案 : 《嶺表 異》三卷。 《唐書ㆍ藝文志》稱 : (사고본) 臣等謹案 : 《嶺表 異》

三卷。 本題 / ∅ 本題  ※ 《總目》본은 제목 《嶺表 異》 아래에 작은 글씨로 “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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譜》，稱恂於唐昭宗朝出爲廣州司馬。官滿，上京擾攘，遂居南海，作《嶺表 》。
馬端臨《文獻通 》亦云昭宗時人9)。溯粵東輿地之書10)，郭義恭《廣志》11)、沈懷

遠《南越志》，皆已不傳。諸家所援據 ，以恂是編爲 古。而《百川學海》及《說郛》

所載，寥寥數 ，首尾不完。蓋僅從類書抄撮12)，以備一種, 而恂之原本，則已

久佚矣13)。宋代《太平寰宇記》、《太平廣記》、《太平御覽》諸書，徵引頗夥，仍14)

多掛漏15)。惟散見《永 大典》 ，條理 詳，尚可逐卷裒輯16)。 雖所闕數函，
未經徧檢, 或不免有遺，而證以旁見諸書 ，似已十得其八九。17)[恂之體例不可

，今不敢強爲分門，謹排比其文, 使各以類聚，仍爲三卷, 以符《唐志》。]ⓘ18)

唐人著述，傳世 稀，斷簡殘編，已足珍惜。此更於放失之餘，復成完帙，使三

四百年博物君子所未睹 19)，一旦 還其 觀，彌足寶矣。[ⓘ]其中記載博贍，而

文章古雅，於蟲魚草木，所 尤繁; 訓詁名義，率多精核。 葉廷珪《海 碎事》釋

《爾雅》“魁陸”，引此書“瓦隴”以證之。張世南《游宦紀聞》引郭璞《爾雅注》“犀有三角”

之文， 據此書稱“犀二角20)”以辨之。 曆來 據之家21)，皆資引證。蓋不特圖經

樂大典本”이라 써 놓았음. 사고본과 사고총목본은 冒頭를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동일하

므로 차이가 있는 부분에만 《사고》, 《總目》으로 구분함.

9) 馬端臨《文獻通 》亦云昭宗時人 : 陳振孫《書 解題》亦云昭宗時人。 然 書中云唐乾

符四年，又云唐昭宗即位, 唐之臣子宜有内詞，不應直稱其國號。且昭宗時人，不應

稱諡號。殆書成於五代時歟？※ 主父志波, <《直齋書 解題》補正> (2009)에 의하면 현

존 《書 解題》에는 이 구절이 누락되어 있다. 《文獻通 》에서 이 책을 인용하면서 “陳

氏曰 : 唐廣州司馬劉恂撰, 昭宗時人。”이라 한 기록이 있다.

10) 溯粵東輿地之書 : 粵東輿地之書

11) 郭義恭 : 如郭義恭

12) 蓋僅從類書抄撮 : 蓋僅從類書抄撮數條

13) 則已久佚矣 : 則已久佚

14) 仍 : 然尙

15) 掛漏 : 挂漏

16) 尚可逐卷裒輯 : 尚可編次。謹逐卷裒輯, 而佐以旁見諸書 , 排比其文, 仍成三卷, 以

復《唐志》之 。
17) 雖所闕數函，未經徧檢, 或不免有遺，而證以旁見諸書 ，似已十得其八九 : 雖《永樂

大典》缺卷數函，無從 驗, 或不免一二之遺，而證以諸書 ，似已十得其八九(《總目》

焉)。
18) 恂之體例不可 ，今不敢強爲分門，謹排比其文, 使各以類聚，仍爲三卷, 以符《唐志》 

: 恂書體例不可 ，今不敢強爲分門，僅使各以類聚，庶便省覽。※ 사고본에서는 이 

문장이 다음 문장인 “…… 彌足寶矣。”의 뒤, “其中記載博贍……”의 앞에 와 있음. 본문

에 “[ⓘ]”로 표시해 두었음.

19) 睹 : 覩

20) 犀二角 : 有二角

21) 曆來 : 厯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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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圭臬，抑亦《蒼雅》之支流。有裨多識22)，非淺鮮也23)。諸書所引，或稱《嶺表

》，或稱《嶺表記》，或稱《嶺表異 》，或稱《嶺表 異記》，或稱《嶺南 異》。核

其文句，實皆此書。殆以 本不存，轉相稗販，故流傳訛異，致有數名。惟《永

大典》所題 《唐志》合，今特從之，以存其眞焉。乾隆四十年五月, 恭校上.24) 

總纂官庶子 臣 陸錫熊

侍讀 臣  紀 

纂修官主事 臣 任大椿25)

신 등은 삼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표록이》 3권은 《당서ㆍ예문지》에 유순의 찬이라 합니다. 송  승려인 찬녕이 

편찬한 《순보》의 기록을 보면, “유순은 당나라 소종 에 광주 사마로 출사하였다. 

임기가 다 찼을 무렵 수도 장안이 혼란에 빠져 남해에 거주하면서 《영표록》을 지

었다.”고 합니다. 마단림의 《문헌통고》에도 소종 때의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26) 

월동여지에 관한 서적들을 거슬러 올라가보면27), 곽의공의 《광지》나 심회원의 

《남월지》 등이 있으나 모두 이미 소실되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가져다 증거로 

삼는 것으로는 유순이 편찬한 것이 가장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천학해》나 

《설부》 등에는 그저 몇 페이지 남아 있는 것에 그치며, 앞, 뒷부분이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체로 유서(類書)류의 집록서에서 베껴 와서28) 한 종류의 책이라고 

갖추어 둔 것일 뿐이며, 유순의 원본은 이미 망실된 지가 오래입니다. 송  《태평

22) 有裨多識 : 有裨 學

23) 鮮 : 尠

24) 乾隆四十年五月, 恭校上 : (사고본) 乾隆四十一年五月, 恭校上. ※ 《總目》에는 이 

부분과 이하 작업자 서명이 없음.

25) 이상 3 줄의 작업자 서명 : (사고본) 總纂官 臣 紀  臣 陸錫熊 臣 孫士毅 / 總校官 

臣 陸費墀

26) 앞 각주 (9)의 내용, “마단림의 《문헌통고》 … 있습니다”에 한 《사고전서ㆍ제요》본의 

기록에 한 번역 : 진진손의 《서록해제》에도 소종 때의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

나 이 책 속에서 “당 건부 4년 (877년)”이라거나 “소종 즉위”와 같은 언급이 있는 것을 

따져볼 때, 당나라의 신하된 자라면 해당 왕조 내에서의 어휘를 사용해야 하지 그 국

호를 직접 지칭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더구나 소종 때의 사람이라면서 그 시호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습니다. 아마 이 책이 오대 시기에 지어진 것이 아
닐까 합니다.

27) 앞 각주 (10)의 내용, “월동여지에 관한 서적들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 월동여지에 관

한 서적들로는
28) 앞 각주 (12)의 내용, “유서류의 집록서에서 베껴 와서” : 유서류의 집록서에서 몇 조

목을 베껴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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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우기》, 《태평광기》, 《태평어람》 등의 여러 서적에도 (유순의 책을) 인용한 것이 

꽤나 많지만, 이들 역시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영락 전》의 여러 곳에 흩

어져 있는 문장들은 조리(條理)가 비교적 상세하니 (《영락 전》을) 한 권 씩 뒤져

가며 집록할 만합니다.29) (《영락 전》은) 몇 함(函)이 소실되어 전체를 점검해 

볼 수 없으니 혹 누락이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마 열이면 여덟이

나 아홉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30) (지금 와서) 유순 원본의 체례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굳이 하위 분류를 나누기 보다는 유사한 소재별로 엮어 그들 자

체로 종류별 모음이 되게 하였더니 세 권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지》의 기록에 부

합되는 것입니다. 당  사람들의 저술들은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 드무니, 여

기 저기 낙장이 생긴 불완전한 책자라도 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책은 

이미 망실된 차에 다시 완질을 이루게 되어, 지난 삼사백년간 박물군자들도 보지 

못했던 것을 하루아침에 옛 모습을 되찾게 하였으니 참으로 보배라 할 만합니다. 

속에 담긴 내용은 풍부하면서도 문장은 고전의 우아한 맛이 있는데, 벌레나 물고

기, 풀과 나무 등에 있어 특히 기록한 바가 많고 이름의 의미에 한 훈고에 있어

서도 정밀한 고찰이 많습니다. 엽정규의 《해록쇄사》에서 《이아》의 “魁陸”을 풀이하

면서 이 책에 있는 “瓦隴(와롱)”편을 인용하여 예증한 바가 있고, 장세남의 《유환

기문》에서는 곽박의 《이아 주》 내용 중 “犀有三角 (무소는 뿔이 세 개다)”라는 

목을 인용할 때 이 책에 있는 “犀二角 (무소는 뿔이 두 개)”라는 문구를 들어 교

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증거를 고찰하는 역  학자들이 모두 이 책을 자료 

삼아 예증을 이끌어 왔습니다. 체로 보아 도경(圖經)의 기준일 뿐 아니라, 《창

아》의 지류가 아닐까 합니다. 지식의 증가에 보탬이31) 참으로 많다고 할 수 있습

니다. 여러 문헌에서 이 책을 인용할 때, 혹자는 《영표록》이라 하기도 하고, 《영표

기》라 하기도 하는가 하면, 《영표이록》, 《영표록이기》, 《영남록이》 등 여러 명칭이 

있습니다. 그 문구를 살펴보면 실은 모두 이 책입니다. 아마 옛 판본이 전해지지 

않는 상태에서 소소한 장사치들의 손에서 손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잘못 전해지게 

되어 결국 여러 가지 이름을 갖게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로지 《영락 전》의 

제목만이 《당지》와 합치 되니, 이제 그것을 따라 그 실제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건륭 40년 (1775년) 五月, 교감하여 공손히 바칩니다.

29) 앞 각주 (16)의 내용, “(《영락 전》을) 한 권 한 권 뒤져가며 집록할 만합니다” : 책을 

엮어봄직 합니다. 이에 조심스레 (《영락 전》을) 한 권 씩 뒤져가며 집록하였습니다.

30) 앞 각주 (17)의 내용, “(《영락 전》은) 몇 함(函)이 소실되어 … 있을 것입니다.” : 《영
락대전》은 몇 함(函)에 빠진 책이 있어, 점검해 볼 수 없으니 혹 한 둘 누락 되는 것

을 피할 수 없겠습니다만, 아마 열이면 여덟이나 아홉은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1) 앞 각주 (22)의 내용, “지식의 증가에 보탬이” : 소학자에게 보탬 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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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書誌

이상의 제요에는 이 책의 撰 와 성서 경위 등 서지사항과 문헌의 략적 내용 

및 가치 등이 나타나있다.

撰 는 唐代에 嶺南에서 사마 벼슬을 역임한 劉恂이며, 《廣東通志ㆍ職官表》에

도 “劉恂, 鄱陽人, 進士。二十九年任。”32)의 기록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嶺表

異》 본문에는 “唐”이라는 국호 및 “昭宗卽位”와 같은 시호가 사용되고 있는데, 劉恂

이 唐代人이라면 그 국호를 직접 쓸 수 없으며, 특히 “昭宗”代 사람이라면서 그 시

호를 미리 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치 않다. 그래서 이 《嶺表 異》가 뒤에 여

러 책에서 採 될 때 좀 수정된 것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점에 

해서 사고본의 <提要>에서는 “殆書成於五代時歟？(이 책이 오 시기에 완성된 것 

아니겠는가)”라 하고 있다.33) 사실 劉恂은 昭宗代에 出仕한 사람이며, 실제 책을 

편찬한 것은 임기 만료 후 경사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해에 머물게 된 이후이다. 昭

宗의 재위기간은 889~904년으로 16년간이며, 당나라가 망한 것은 907년인데, 유

순이 임기 만료 후 남해에 머물게 된 것이 바로 이 무렵이므로 실제 책이 완성된 

것은 이미 五代 梁나라가 시작된 이후라고 보아야 하며, 유순이 머물러 있던 곳은 

南漢 경내이다. 따라서 이 책 속에 “唐”이라는 국호, “昭宗”의 시호가 등장하는 것

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34) 

서명으로는 《嶺表 異》 외에 《嶺表 》，《嶺表記》，《嶺表異 》，《嶺表 異

記》，《嶺南 異》 등의 여러 명칭이 있었으나, 취진본과 사고본에서는 《唐書ㆍ藝文

志》의 기록에 따라 《嶺表 異》라 하였다. 노신의 교감에 의하면 《嶺南異物志》35)

라는 서명도 보인다고 하고 있으나, 《嶺南異物志》는 唐代 孟琯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는 별개의 저서이므로, 《嶺表 異》와 다른 책이며, 《嶺表 異》와 《嶺南異物志》

에 유사한 기록이 존재했던 듯하다. 孟琯은 新 의 두 《唐書》에 개인 傳이 없고 

32) 商壁ㆍ潘博(1988, 1쪽) 재인용.

33) 앞 주석 (8), (25) 참조.

34) 이러한 주장은 商壁ㆍ潘博(1988, 1~2쪽)에도 보이며, 여기에서는 아예 “唐 僖宗에서 

梁 末帝 年間의 사람”이라 하고 있다.

35) [1-13/하-13]<金池>(《태평어람》권919), [1-28/상-31]<鵝毛被> (《태평어람》권919), 

노신 추가 집일 06 <筆>(《태평광기》권209, 《태평어람》권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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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 여러 문헌에 산견될 따름이라 생몰년이 명확하지는 않다. 805년에 韓愈가 

맹관에게 보낸 詩가 있으며, 元和5년(810년)에 진사에 급제하였고, 그 뒤 長安縣

令이 되었다가 文宗 大和9년(835년)에 梧州 司戶參軍으로 좌천된 기사가 보인다

고 한다. 따라서 8세기 말에 태어나 9세기 중엽까지 활동한 사람으로 보인다. 맹관

이 오주로 좌천된 이후의 사적은 기록에 보이지 않는데, 《新唐書ㆍ藝文志》에 “孟

琯, 《嶺南異物志》一卷”의 기록이 있으며, 그 외에 《崇文總目》, 《通志ㆍ藝文略》, 

《玉海》 등에 이에 한 기록이 있어 송 에까지 《嶺南異物志》가 존재하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고 한다.36) 《嶺南異物志》는 陳尙君(2006)의 부록 “孟琯《嶺南異物

志》輯存”에 모두 31편이 집록되어 있다. 좀 더 고찰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상과 같

이 《嶺表 異》와 《영남이물지》는 일단은 다른 책으로 봐야 하는데 노신이 《영표록

이》와 《영남이물지》를 같은 책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에 해 노신의 교감기에 해 

고찰한 여러 편의 논문 중 어디에서도 지적하지 않고 있다.

《嶺表 異》가 수록된 문헌으로는 《太平廣記》, 《太平御覽》, 《太平寰宇記》, 그리

고 《百川學海》, 《說郛》, 《海 碎事》 등을 꼽을 수 있으나 편수가 많지 않은데 《永

樂大典》에 수록된 것이 가장 많으므로 《영락 전》을 저본으로 집일하였다고 하고 

있다. 이들 외에도 여러 문헌에서 《嶺表 異》을 찾아 볼 수 있는데, 노신이 교감에 

사용한 문헌에는 이들 외에도 《輿地紀勝》, 《政和本草(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

草)》, 《政觀本草》, 《大觀本草》37), 《事類賦注》, 《賓 》, 《爾雅翼》, 《(李衎)竹譜

詳 》, 《文房四譜》, 《紺珠集》, 《埤雅》, 《六帖》, 《(宋ㆍ方信孺)南海百咏》38) 등이 

36) 이상의 孟琯 및 《嶺南異物志》 관련 내용은 陳尙君(2006) 참고.  ※인터넷 PDF본 참

고 http://www.docin.com/p-310343573.html

37) 宋 唐愼微가 1098년 전후하여 撰한 것이 《經史證類備急本草》, 大觀2년(1108) 艾晟 

등이 정리하여 간행한 것이 《經史證類大觀本草》, 政和6년(1116) 曹孝忠이 다시 교감

하여 간행한 것이 《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이며, 張存惠가 기존 曹孝忠 본에 《本草衍

義》를 추가하여 만든 것이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이다. (周益新ㆍ賀千里, 

2009, 49쪽; 尙志鈞ㆍ劉大培, 1994, 179쪽) ※ 張存惠의 책은 몽고 定宗4년(1249)

에 완성되었다. 《重修政和經史證類備用本草》를 흔히 《政和本草》라 한다. 本草類는 

문헌이 아주 많은데, 이들 외에 《政觀本草》, 《天觀本草》 등은 어떤 책인지 (본 연구자

는) 아직 찾아내지 못하였다.

38) 노신은 “方信儒:南海百咏注”라 하고 있는데, 인명은 “方信孺”, 서명은 《南海百咏》이 

옳으며, 노신의 말은 詩 본문이 아니라 註釋 부분에서 《嶺表 異》를 인용하였다는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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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있다. 

노신의 교감기를 참고할 때 각 문헌들이 수록하고 있는 조목수는 다음과 같다. 

괄호 속의 숫자는 노신의 補遺와 商壁ㆍ潘博(1998)의 輯佚에 나타나는 횟수이다. 

슬래쉬 뒤의 숫자는 사고본 《영표록이》이 본문에서 밝힌 출현 횟수이다.

太平御覽 100(8)/54 太平廣記 47(7)/1339) 說郛 17(1)/5

太平寰宇記 8(1)/2 政和本草 7/3 輿地紀勝 6(2)

紺珠集 5(1) 事類賦注 4(1) 竹譜詳 2(1)/2

海 碎事 3/3 大觀本草 2 埤雅 2/1

爾雅翼 1 賓 1 六帖 1

政觀本草 1 文房四譜 1 南海百咏 ×(4)

(曾慥)類說 ×/1

노신이 실제 교감에 사용한 문헌은 위에 열거한 것 보다 더 많으나, 출처 표시에 

사용된 문헌은 위에 나열한 것들이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장에 첨부하였다.

Ⅲ. 板本과 수록 記事數

1. 취진본과 사고본

1) 輯佚

앞서 “提要”에서 살펴 본 것처럼 《嶺表 異》는 원본이 오래 전에 일실되었고 현

존하는 것은 乾隆40년의 聚珍版과 乾隆41年의 사고본이 있을 따름이다. 李春桃

(2004, 158쪽)는 《四庫全書》本 《嶺表 異》를 《永樂大典》에서 집일한 것이라 하

여 “大典本”이라 부르고, 이글에서 취진본이라 하는 것을 역시 “취진본”이라 부르고 

있어 독자들의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가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四庫全

書總目提要》에서 제목 《嶺表 異》 아래에 작은 글씨로 “永樂大典本”이라 써 놓았

39) 註釋에 나타난 수치이며, 실제로는 “13번째 조”에는 《政和本草》라고 출처가 표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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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李春桃(2004) 자신도 말하고 있듯이, 그가 말하는 “大

典本” 권중, 권하에는 각 조목마다 출처가 표시되어 있는 반면 취진본에는 별도의 

출처 표시가 없으므로 四庫本을 大典本이라 부르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많은 지칭

이며, 四庫本ㆍ聚珍本(혹은 聚珍版)이라 하는 것이 옳다.

취진판은 《四庫全書》의 편찬작업 중에 중요 문헌을 武英殿에서 목활자로 인쇄한 

것을 말한다.40) 취진판의 인쇄 취지 자체가 《永樂大典》의 주요 문헌을 인쇄하여 

유통시려는 것이므로41) 별달리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한 취진판은 곧 《永樂大典》 

집일본인 것이 일반적이다.42) 문제는 《嶺表 異》와 같이 “提要”가 각기 달리 첨부

되어 있는 경우에 양자의 原稿가 어떤 관계이냐 하는 점이다. 劉玉紅ㆍ曾昭聰

(2009, 62쪽)는 “聚珍本이 비록 《四庫全書》의 기초 위에서 간행된 것이지만 문자

의 오류(錯訛)는 《四庫全書》 보다 훨씬 좋다. 물론 좀 심하게 누락(刪略)된 곳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四庫全書ㆍ提要》의 ‘……[앞 각주(9)부분 참조]’ 부분이 취진본 

제요에는 보이지 않는다.”라 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실제 취진본의 제요에서 乾

隆四十年, 사고본의 제요에서 乾隆四十一年이라 하고 있는 것과 순서가 맞지 않는

데, 이 점에 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것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劉玉

紅ㆍ曾昭聰(2009)이 말하는 바, 문자의 오류면에서는 취진본이 더 좋다는 것은 목

활자본(취진본)이냐 筆寫(사고본)이냐 하는 차이도 중요한 원인이 될 듯하다.

2) 수록 기사의 개요

다음 3) 소절의 논의를 위해서는 두 판본에 수록된 記事의 응관계 및 주요 소

재를 파악해둘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嶺表 異》의 두 판본을 비교해서 읽을 때 

도움이 되므로 여기에 비교표를 첨부한다. 출처는 사고본에서 주석으로 표시하고 

있는 출처와 노신 교감기의 출처를 각기 제시하였다. 《說郛》는 100권본, 120권본

과 《續說郛》 등 모두 3종이 있는데, 120권본은 권67에 수록되어 있으나 100권본

40) 郝生財, 周文華(2013. 11쪽)

41)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특히 劉玉紅ㆍ曾昭聰(2009, 62쪽), 郝生財ㆍ周文

華(2013, 11쪽) 등.

42) 曹紅軍(1997, 50쪽)에 의하면 무영전 취진판 134종 중 《永樂大典》본이 83종, 기타 

외지에서 수집한 것이 40종, 內府 소장본이 10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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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진 사고 표제 소재
출처

사고본 노신

1-01 상-01 颶母 재해/바람 廣394

1-02 중-01 颶 재해/바람 御覽 御22

1-03 하-17 瘴母 재해/질병 海 海 碎事 9上

1-04 하-25 瘴 재해/질병 說郛 郛67

1-05 하-24 沓潮 재해/해일 說郛 郛67

1-06 중-02 火山 기후/식생 御覽 御49/寰164/輿108

1-07 중-09 石鱗次43) 지리/계곡/돌다리 御覽 御900

1-08 중-11 潘州 지리/지명유래 御覽 御172

1-09 중-12 綠珠井 지리/문화/전설/우물 御覽
廣399/御189, 御172

寰167/郛67/輿121

1-10 상-03 珠池 진주/해상호수
廣402/御941/郛67

政和本草 20

1-11 중-03 産金 금/사금 御覽 御81144)

1-12 상-02 澄州金 금/야광금 ×

1-13 하-13 金池 금/오리똥 政和本草 御91945)/政觀本草 446)

1-14 중-04 紫石英 광물/석영 御覽 御987/大觀本草 3

1-15 중-06 樵石穴 광물/초석도기 御覽 御849

1-16 중-57 白土坑 광물/백토 #寰 寰162/輿107

1-17 상-29 瑇瑁 거북/ 모 廣465/御943

1-18 없음 新瀧山田* 개간/물고기이용 御936/事類賦注 29

1-19 중-56 銅柱 문화/구리기둥 #寰 寰171

1-20 상-07 銅鼓 문화/구리북 廣205/御813

1-21 하-16 節日* 문화/명절 海 海 碎事 2

1-22 하-18 獠 문화/통상,유래 海 海 碎事 15

1-23 상-05 문화/용당(방아) 御829/郛67

1-24 상-04 賈人船 문화/선박제조
1-25 하-28 筆 문화/붓 說郛 御605/郛67

1-26 중-05 土鍋鑊 문화/생활도기 御覽 御833

1-27 중-08 葫 笙 문화/악기/호리병박 御覽 御979

1-28 상-31 鵝毛被* 문화/거위털이불 廣483/御91947)/郛67

1-29 중-10 盧亭 문화/거주민역사 御覽 御942

■ 《嶺表 異》 기사 개요표

은 권34에 수록되어 있다. 아래 표에는 권34는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 소재의 분

류는 취진본 편수관의 관점을 추정한 것이며, 과학적 분류는 아니다. 조의 편의

를 위하여 상중하 권의 셀에 각기 다른 배경색을 넣었으며, 추가 집록에서 “집”은 

商壁ㆍ潘博(1998)의 집일이며, “이”는 李春桃(2004)의 집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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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상-35 聖齏 문화/특이 음식 御855/郛67

1-31 상-36 不乃羹 문화/특이 음식 御861

1-32 중-07 南中醖酒 문화/음식/술빚기 御覽 御845/賓  3

1-33 상-32전 象肉48) 문화/음식/코끼리고기
廣440/御890/郛67

事類賦注 20

1-34 상-32후 野象 문화/음식/코끼리고기
廣440/御890/郛67

事類賦注 20

1-35 상-33 舞象 문화/코끼리춤 廣441

1-36 하-19
明皇所教之

象
문화/코끼리 忠義 類說

1-37 상-34 馴象 문화/코끼리춤 廣441

1-38 하-12 養象49) 문화/코끼리이용 廣記 廣441/御890

1-39 하-02 無緇流 문화/종교 廣記 廣783

1-40 상-30 温媪 문화/전설 廣424

1-41 하-01 周遇 문화/6개 특이 나라 廣記 廣483/御902, 905

1-41 중-55 御902

2-01 중-15 草菜 식물/가지 御覽 廣411/御977

2-02 상-08 廣州地熱 기후/식물/생장특징 御980/爾雅翼 7

2-03 상-09 山橘子 식물/산귤 御966

2-04 중-13 山薑花 식물/산강화 御覽 御977

2-05 하-04 鶴子草 식물/학자초ㆍ미초 廣記 廣408/御945

2-06 중-16 野葛 식물/독초 야갈 御覽 御990/大觀本草 10

2-07(1) 중-14 思勞竹 식물/ 나무 御覽 廣412/御963

2-07(2) 중-14
石 林 之

竹50)
식물/대나무

2-08 하-03 羅浮之竹 식물/ 나무 廣記 廣412

2-09 하-22 挲摩筍 식물/ 나무 筍譜 御963/竹譜詳  4

2-10 하-23 箣竹筍 식물/ 나무 筍譜 御963/竹譜詳  4

2-11 중-21 倒捻子 식물/軟柹모양 열매 御覽 御961

2-12 중-17 榕樹 식물/용수 御覽 御960

2-13 중-18 楓人 식물/지역미신 御覽 廣407/御957

2-14 중-19 桄榔樹 식물/빈랑일종 御覽 御960/政和本草 14

2-15 중-20 枹木 식물/호박신발 御覽 御961/御22

2-16 중-22 石栗 식물/돌밤 御覽 御964

2-17 중-23 波斯棗 식물/페르샤 추 御覽 御965

2-18 중-24 偏核桃 식물/견과류 御覽 御967

2-19 중-25 荔枝 식물/여지 御覽 御971

2-20 중-29 荔枝奴 식물/용안 御覽 御973

2-21 중-26 橄欖 식물/감람 御覽 御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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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중-27 枸櫞子 식물/방향식물 御覽 御972

2-23 중-28 椰子 식물/야자 御覽 御972

2-24 중-30 棧香樹 식물/잔향수 御覽
御982/文房四譜 4

政和本草 12

2-25 하-05 朱槿花 식물/주근화 廣記 廣409

2-26 하-14 胡桐淚 식물/호동나무액
政 和

本草
政和本草 1251)

2-27 하-26 沙箸 식물/동물같은 바다풀 說郛 郛67

2-28 중-49 秦吉了 조류/말하는 새 御覽 廣463/御964

2-29 중-51 越王鳥 조류/특이 벼슬 御覽 御928

2-30 중-52 帶箭鳥 조류/화살모양 御覽 廣463/御948

2-31 중-53 蚊母鳥52) 조류/입에서 모기 御覽 廣468/御945

2-32 중-50 梟 조류/올빼미류 御覽 御927

2-33 하-08(3) 鴞 조류/올빼미류 廣記 廣462

2-34 하-08(2) 鬼車 조류/올빼미류 廣記 廣462/御927/紺珠集4

2-35 하-08(1) 鵂鶹53) 조류/올빼미류 廣記 廣462/紺珠集4

2-36 하-09 韓朋鳥 조류/원앙전설 廣記 廣463

2-37 하-07 鷓鴣 조류/자고새 廣記
御924

紺珠集4/埤雅7

2-38 하-11 孔雀54) 조류/공작 廣記 六帖94

2-39 하-20 孔雀翠尾 조류/공작꼬리 埤雅 埤雅7

2-40 하-10 犀牛 짐승/무소 廣記 廣402/郛67

2-41 상-37 紅飛鼠 짐승/홍비서 廣440

2-42 중-54 騎黄牛 문화/짐승/소타기 御覽 御900

3-01 상-06 跳䱓 어류/바다 御937

3-02 상-14 嘉魚 어류/강 御937

3-03 상-15 鱟魚 어류 御943

3-04 상-17 黄臘魚 어류/강ㆍ호수,야광 廣464/御940

3-05 상-21 竹魚 어류/강ㆍ계곡 御940

3-06 상-16 烏賊魚 어류/오징어,4足 御938

3-07 상-19 石頭魚 어류/머리속에 돌 廣464/御938

3-08 상-18 比目魚 어류/광어류 廣464/御938

3-09 상-20 雞子魚 어류/바다 御940

3-10 상-23 鰐魚 어류(?)/악어
廣464/御938/寰158

輿地紀勝 100

3-11 상-24 䱤魚 어류/산파역할 御939

3-12 상-25 魿魚 어류/강, 회 御940

3-13 중-33 鹿子魚 어류/사슴으로 변신 御覽 廣464/御939

3-14(1) 중-34 䱽魚 어류/버릴 것 없음 御覽 御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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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 상-26
魶魚 /乳 穴

魚
어류/동굴속

廣464/御940/寰162

輿地紀勝 103

3-15 상-22 海鰌
어류/가장 큰 바다 생

물
廣464/御938/寰169

3-16 중-41 蝦生 어류/새우 御覽 御943

3-17 중-42 海蝦 어류/새우 御覽 廣465/御942

3-18 중-43 石矩 어류/문어류 御覽 御943

3-19 중-35 紫貝 패류/바닷가 御覽 廣403/御941

3-20 중-36 鸚鵡螺 패류/고둥류 御覽 廣465/御941

3-21 중-37 瓦屋子 패류/큰조개류 御覽 廣465/御942

3-22 중-38 水蟹 갑각류/각종 게 御覽 廣465/御942

3-23 중-44 蝤蛑 갑각류/각종 게 御覽 御943

3-24 상-10 蛤蚧 파충류/도마뱀류 御951/政和本草 22

3-25 상-27 海鏡 패류/게와 공생
廣465/御943/郛67

紺珠集 4

3-26 중-39 蠔 패류/굴류 御覽 廣465/御942

3-27 중-40 彭螖 갑각류/게 御覽 御943

3-28 중-45 竭朴 갑각류/게 御覽 御943

3-29 중-46 招潮子 갑각류/게 御覽 御943

3-30 상-28 水母 (바다)해파리류 廣465/郛67/紺珠集 4

3-31 중-31 十二時蟲 파충류/도마뱀류 御覽 御950

3-32 중-47 金蛇 파충류/뱀 御覽 御934

3-33 중-48 蚦蛇 파충류/뱀 御覽 廣456/御934

3-34 하-27 蚦蛇膽 파충류/뱀 쓸개 說郛 郛67

3-35 하-21 兩頭蛇 파충류/뱀/양두사
爾 雅

翼
御934/郛67

3-36 하-06 蟕蠵 파충류/산거북 廣記
廣464/御943/政和本草 

20

3-37 상-13 蜈蚣 곤충/지네 廣467/御946

3-38 중-32 龐蜂 곤충/벌 御覽 御951

3-39 하-15 脱蜂子法 곤충/벌집 채취
政 和

本草

御950/政和本草 20

事類賦注 30

3-40 상-12 蟻卵醬* 곤충/개미 알 御946/郛67

3-41 상-11 蟻類 곤충/개미 御946

노-01 換骨函 지명/신선 寰165/輿地紀勝 105

노-02 집-12
越 井 岡 /越

王岡
문화/사적지 方信儒:南海百咏注55)

노-03 집-13 越台井 문화/사적지 方信儒:南海百咏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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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04 집-14
朝 漢 台 /胡

漢台
문화/사적지 方信儒:南海百咏注

노-05 집-03 雷公廟 문화/사적지/미신 廣394/輿180/紺珠集4

노-06 筆 문화/붓 廣209/御60556)

노-07 집-11 野煎鹽 바다/경제/소금 御865

노-08 象 동물/코끼리 廣441/御890

노-09 象膽 동물/코끼리 간 事類賦注 20

노-10 집-02 麥鐵杖 인물 廣191

노-11 집-09
陳 家 白 藥 /

治蠱藥
약/지역문화 관련 御984

노-12 집-10 野鹿藤 식물/상품가치 御995

노-13 越王竹 식물/용도ㆍ전설 李衎:竹譜詳  5

노-14 집-06 檳榔 식물 御971

노-15 집-05 山胡桃 식물 御971

노-16 孔雀 동물 廣461

노-17 鵞毛䱓 어류/명칭유래 寰158/輿98

노-18 章擧 어류/문어 郛67

노-19 집-04 金龜子 곤충/딱정벌레 廣479

집-01 洗氏 인물 廣270

집-07 淸酒 문화/제조와 음주 御845

집-15 石門 문화/사적지 宋ㆍ方信孺:南海百咏

집-16 甘溪 지명※내용없음 宋ㆍ方信孺:南海百咏

이-01 火珠 보물 廣東通志52

이-02 穀紙
문화/制服 가능한 종

이
廣東通志52

이-03 蛺蝶 동물/거  나비 異魚圖贊1

이-04 南土芥 식물/특이 겨자 欽定續通志175

이-05 茄樹 식물/거  가지 欽定續通志175

이-06 番棗 식물/ 추 本草綱目31

43) 商壁ㆍ潘博(1998)은 <跳石牛骨碌>을 제목으로 정함.

44) 노신은 [11] <産金>과 [12] <澄州金>을 한 편으로 통합함.

45) 《太平御覽》의 인용서명은 《嶺南異物志》.
46) 《政觀本草》의 인용서명은 《嶺表異 》.
47) 《太平御覽》의 인용서명은 《嶺南異物志》.
48) 노신은 [1-33], [1-34]를 합치되 [1-34]를 앞에 둠.

49) 노신은 <養象>을 <雲南養象>이라 하고, [1-34],[1-33]의 바로 아래에 붙여 둠. 코끼

리가 소재인 이 부분에서 노신은 “野象→養象→舞象→馴象→明皇所教之象” 순서로 나

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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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板本 비교 : 내용과 원고의 작업 순서

취진본과 사고본의 《嶺表 異》는 물론 완전히 동일할 수 없다. 두 판본을 비교

해보면 사고본이 1차 원고이며, 취진본이 사고본을 교정하여 만든 원고라고 결론내

릴 수 있다. 이것은 취진본과 사고본이 본문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한데, 편집

과 案語를 포함하여 본문의 주석에서만 차이가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문의 편

집 상황을 보면 취진본이 사고본보다 좀 더 매끄러운 경향을 볼 수 있다.

우선 본문을 비교해 보면, 취진본과 사고본은 활자인쇄본과 필사본인 만큼 미세

하게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판본의 “차이”가 같은 위치에 있는 글자 단

위의 차이는 아니므로 個數를 엄밀한 수치로 나타낼 수는 없으나, 략적으로 보면 

취진본과 사고본은 모두 335곳 정도에서 차이가 보인다. 그러나 그 다수는 于와 

於, 采와 採, 般과 搬 등과 같은 각종 이체자 관계(종류는 아주 다양함), 그리고 

단순 오자(ex. “화난 눈”인 “怒目”을 “努目”이라 하는 것) 및 동류(ex. “尺”과 “丈”)

관계라 할 수 있다. 물론 실제 의미차이를 가져 오는 경우도 있으나 (지면 관계상 

예를 다루지 못함), 이 두 판본에 수록된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이 중

요하다. 지명 등에서 유사한 자형으로 체된 경우가 있으나 이처럼 교감에 의해 

정오를 가릴 수 있는 것을 제외하면, 양자간에 실제 해석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차이는 아마 [1-41/중-55] <六國> 중 “ 人國”의 사례가 있는 정도 아닐까 한다. 

다음 예문과 번역에서 꺽쇠괄호 [   ]가 사고본이다.

(1) 船人食盡，遂相率 其巢穴。 俄 見果[果見]，採得[捕得]三四十枚以

歸，分[烹]而充食。

50) 현재 취진본에는 <石林之竹>을 별개의 이야기로 독립시켜 놓았음. 商壁ㆍ潘博(1988)

은 붙여 놓았고, 노신은 “《廣州記》云”을 추가하고, 본문주석으로 처리하였음.

51) 《정화본초》의 인용서명은 《嶺表記》.
52) 노신은 “蟁”

53) 이상 올빼미류에서 노신은 “梟→鬼車→鵂鶹→鴞” 순서로 배열하였음.

54) 노신은 拾遺에 보충자료를 달아 둠.

55) 商壁ㆍ潘博(1988) 집록에는 “宋ㆍ方信孺《南海百咏》”으로 되어 있음. 인명은 “方信

孺”, 서명은 《南海百咏》이 옳으며, 노신의 말은 詩 본문이 아니라 註釋 부분에서 《嶺

表 異》를 인용하였다는 것임. 이하 同.

56) 《太平廣記》와 《太平御覽》의 인용서명은 《嶺南異物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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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식량이 다 떨어져, 마침내 서로 이끌며 그 (소인들이 거주하는) 토굴을 찾

아보았다. 이윽고 과일이 보이길래 [과연 (소인이) 보이길래], 삼사십 매를 모아서

[잡아서] 돌아와, 나누어서 식사로 떼웠다 (삶아서 식사로 먹었다).

양사인 “枚”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취진본은 이들이 먹은 것이 

“과일(果)”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고본은 “소인국의 사람”을 먹었다는 것을 암시하

고 있다. 물론 “소인”이 실제로는 원숭이 같은 기타 영장류일 수도 있으나 원문에서 

“사람(人)”이라 말하고 있는 이상 이 부분의 기록과 해석은 중요한 역사적 논쟁을 

가져올 수도 있다.57) 저본인 《太平廣記》[3979쪽]는 당연히 사고본과 동일하며, 취진

본이 무엇을 저본으로 하여 사고본과 달라졌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사람을 잡

아 먹었다”는 것과 “과일을 먹었다 (훔쳐 먹었거나, 혹은 소인의 토굴을 찾는 과정

에서 야생 과일을 찾았거나)”는 두 기사가 서로 출처관계가 있는 것이라 본다면, 

“식인”을 수정하여 “채식”으로 고쳤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위와 같은 일부 사례를 제외할 때, 이 두 판본이 얼마나 유사한지는 (현행 유통

본을 참고한다는 한계는 있으나) 본문에서 출처라고 밝히고 있는 것과 출입되는 양

상이 동일하다는 것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1-07/중-09] <石鱗次>를 보면 

사고본과 노신 모두 《太平御覽》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첫부분이 취진본

과 사고본은 “自瓊至報溪澗，澗中有石鱗次”로 되어 있는데, 저본이라 하고 있는 

《太平御覽》(권900, 3995쪽)은 “自瓊至振多溪澗，澗中有石鱗次”으로 되어 있다. 그리

고 아래는 [1-09/중-12] <綠珠井>의 사례이다.

(2) 白州有一派水58)，出自雙水山，合容州江，呼爲綠珠井，在雙角山下。 
昔梁氏之女，有容貌，石季倫爲交趾採訪使，以真珠三斛買之。 梁氏之居， 井

存焉[案：《太平寰宇記》載此作“ 井今已塞焉”] (백주에 내가 하나 있는데 쌍수산

에서 나와 용주강에 합쳐지는데, ‘녹주정’이라 불리는 것이 쌍각산 기슭에 있다. 예

전에 양씨집의 딸이 용모가 빼어났는데, 석계륜이 교지채방사가 되었을 때, 진주 

57) 노신은 “見果”를 오류라 하며 “果見”으로 고쳤으나, 그 뒤의 두 개는 취진본을 그 로 

두고 있다. 이 경우 노신 교감은 어법적으로도 다소 문제가 발생하는데, 顧農(1981, 

32쪽)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

58) 노신은 교감기(77쪽)에서 “白州”가 원문에 탈락(原奪)되어 추가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

나, 원문에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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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곡으로 그녀를 사들였다. 양씨 집안에 옛 우물이 아직 있다.(안어: 《태평환우

기》에는 이 부분을 “지금은 그 옛 우물을 이미 막아버렸다”고 하고 있다.])

(3) 23　綠珠井 : 【綠珠井在白州雙角[山下。昔梁氏之女有容貌, 石季倫為交

趾採訪使, 以圓珠三斛買之。梁氏之居, 井存焉。]②】 傳云 : 汲飲此水 , 

誕女必多美麗。里閭有識 , 以美色無益於時, 遂以巨石填之。邇後雖時有產女端

嚴, 則七竅四肢多不完全, 異哉! [州界有一流水, 出自雙角山, 合容州畔為綠珠
江。]①亦猶歸州有昭君村。村蓋取美人生當名矣。/ 出嶺表 異 (《太平廣記》 卷第

399, 3205쪽)(녹주정. 녹주정은 백주 쌍각산 아래에 있다. 예전에 양씨집의 딸이 

용모가 배어났는데, 석계륜이 교지채방사가 되었을 때 둥근 구슬 삼 곡으로 그녀

를 사들였다. 양씨 집안에 옛 우물이 아직 있다. 《기로전》에 말하기를 “이 물을 길

어다 마신 집에서 여아를 낳으면 반드시 개 미모가 있다. 마을에 식견 있는 자

들이 미색이란 시절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큰 돌로 그것을 막

아버렸다. 이후로도 가끔 단아한 여아를 낳기는 하였지만, 이목구비나 사지가 온

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니, 기이한 일이다!”라 하였다. 주 경계에 한 줄기 내가 

흐르는데, 쌍각산에서 나와 용주 경계에서 합쳐져 녹주강이 된다. 마치 귀주에 소

군촌(이라는 지명)이 있는 것고 마찬가지이니, 흔히 촌락이란 미녀가 나면 그것으

로 이름을 짓는 것이다.)

예문 (2)가 취진본, 사고본의 <녹주정>인데, 지면관계상 이체자를 무시할 경우 

취진본과 사고본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취진본과 사고본의 첫머리는 “강물

→우물이름”이어서 기본적으로 문장에 오류가 있다. 사고본 [중-12]에서 《太平御

覽》을 “출처”로 밝히고 있는데, 《太平御覽》 현존본을 보면 이 기사는 “州郡部 18”

[권172, 841쪽]과 “居處部 17”[권189, 918쪽]의 두 곳에 게재되어 있다. 지면관계상 낱글

자 한 둘의 차이를 무시할 경우 【  】속의 내용이 “居處部 17”의 기록이며, 두 곳

의 [  ]에서 ① → ②로 이어지는 것이 “州郡部 18”의 내용이다. 《太平御覽》(841쪽)

의 ① 내용의 끝부분은 작은 글씨로 “合容州江, 呼為綠珠江, 又綠珠井, 在雙角”으

로 되어 있어 ②의 “山下”와 연결된다. 즉, 사고본은 현존 《太平御覽》을 기준으로 

할 때 스스로 출처라고 밝힌 저본과 일치하지 않는데, 특이하게도 취진본과 사고본

은 오류까지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내용상의 이러한 유사성과 달리 다음의 세 경우에서 두 판본은 차이를 보인다. 

첫째는 동일한 기사를 달리 편집하는 경우이다.

[3-14] <䱽魚>는 “䱽魚”와 “乳穴魚59)”의 두 가지 소재로 구성되어 있다. 사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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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이 둘을 각각 나눠, “䱽魚”는 [중-34], “乳穴魚”는 [상-26]에 수록하고 있

다. 노신은 각기 조목을 분리하고 있으나, 商壁ㆍ潘博[1998]은 《太平御覽》에 이 

두 기사가 각기 독립된 조목임을 알지만, 취진본 원문을 존중하여 하나의 조목으로 

다루고 있다.

앞 예문(1)에서도 다루었던 [1-41] <六國>은 陵州刺史를 지낸 바 있는 周遇가 

자신이 풍랑을 겪고 狗國ㆍ毛人國ㆍ野叉國ㆍ大人國ㆍ流虬國ㆍ 人國 등 여섯 종

류의 나라를 표류한 경험담을 들여 준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고본에서는 [중

-55]와 [하-01]의 두 조목에 해당하는데, 이 두 편을 비교해보면 [중-55](64글자)

가 [하-01](422글자)의 일부(시작과 끝부분)에 해당하며, [1-41]은 [하-01]과 동

일하다. 즉, 사고본의 [중-55]가 사실 잘 못 편집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60)

(4) 陵州刺史周遇，不茹葷血。 嘗語恂云： 年自青社之海歸閩，遭惡風，飄

五日夜，不知行幾千里也。 凡歷六國，… 後行兩日，遇一島而取水。忽有群山

羊，見人但聳視, 都不驚避。 旣肥且偉，初疑島上有人牧養，而絶無人蹤，捕

之，僅獲百口食之。[1-41/하-01] (육주자사 주우는 육식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 

한번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근년에 청사의 바다에서 민땅으로 돌아

오다가 악풍을 만나 닷새를 밤낮으로 표류하여, 몇 천 리나 떠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여섯 나라를 지나쳐 왔는데, … 그 뒤 이틀을 더 가서 섬이 하나 있어서 

물을 길었답니다. 그러다 산양이 한 무리 보이는데, 사람을 보고도 경계하듯 쳐다

만 볼 뿐 어느 한 놈 놀라 달아나질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섬에서 누군가가 

방목하는 것이려니 했는데, 사람의 종적이 전혀 없길래 그 놈들을 잡았는데, 거의 

백 마리를 잡아서 먹었답니다.)

(5) 嘗有人自青社泛海歸閩, 為惡風所飄五日夜, 不知行幾千里也。 至一島, 

忽見羣羊, 人向之亦不驚避。 初疑人所牧放, 而絶無人迹, 乃知野生 。 船人方

餒食, 因取食之。 [중-55] (일찍이 어떤 사람이 청사에서 바닷길로 민땅에 돌아

59) 취진본, 사고본, 노신교감본 모두 원문 자체에는 “乳穴魚”라는 명칭이 등장하지 않으

며, 다만 이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太平御覽》에 “乳穴魚”라는 표제가 있으며, 이에 따

라 노신은 교감기에 “乳穴魚”을 표제로 제시하고 있다.

60) 한편 이렇게 편집된 것에는 출처, 즉 저본의 문제가 있는 듯하다. [중-55]는 《太平御

覽》 권902(4004쪽)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한편 《太平御覽》 권905(4015쪽)는 [하- 

01]의 여섯 나라 중 “狗國”에 해당하며, 전체 내용은 《太平廣記》 권483(3978~3979

쪽)에 수록되어 있다. 다음 절에 설명할 것인데, 사고본의 출처 표시법을 단순 수치화 

할 때 [중-55]는 출처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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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다가 악풍에 닷새 밤낮을 표류 하여 몇 천 리인지 모르게 떠내려갔다. 한 섬에 

이르렀는데, 홀연히 한 무리의 양떼가 나타났는데, 사람을 보고도 놀라 달아나지 

않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누군가 방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였으나, 사람의 종적

이 전혀 없길래 야생 양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뱃사람들이 마침 굶주렸던 터라, 

그것을 잡아서 먹었다.)

[1-41/하-01]에서는 이야기의 화자가 명확하지만 [중-55]에서는 화자 및 이야

기를 들려준 시기가 모호하게 되어 있다. 노신 교감기(80쪽)에서는 “忽有群山羊” 

아래에 주석을 달아 《太平御覽》에는 “忽見羣羊, … 因取食之”61)로 되어 있다고 참

고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달리, 사고본의 한 기사가 취진본에서 여러 기사로 나뉜 경우가 있다. 

[하-08]은 <鵂鶹>가 표제에 해당하지만, 본문에서는 “鬼車”, “鴞”, “梟” 등의 네 

가지 올빼미류가 등장하는데, “鵂鶹 → 鬼車之屬 → 鬼車 ; 鴞 → 梟 → 鴞炙及梟

羹”로 연관시켜 가며 이야기가 전개 되고 있어 이들을 독립시키기가 다소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다. 다만, “鵂鶹 → 鬼車之屬 → 鬼車”와 “鴞 → 梟 → 鴞炙及梟羹”

의 두 단락은 올빼미ㆍ부엉이류라는 공통점을 제외하면 직접 연관시키는 표현은 없

으므로 이 둘은 따로 독립시킬 수 있다. 사고본에서는 이들 후행하는 소재들을 <鵂

鶹> 속에 끌어 들일 때 “又名鬼車”, “又曰鴞”라 하여 “又曰ㆍ又名…”의 표현을 사용

하고 있다. 그런데 여타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단지 “又”라고만 하면 새로운 편목을 

구성할 수 있으나 “又名”, “又曰”, “又云” 등은 원칙적으로 표제 명사와 관련된 異稱

이거나 관련 속담 등을 나타내므로 독립된 편목을 가리키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고

본만 고려한다면 이들은 독립된 이야기로 간주할 수 없다. 그런데 취진본에서 이들

은 [2-33] <鴞>, [2-34] <鬼車>, [2-35] <鵂鶹>로 각기 독립되어 있고 출현 순서

도 거꾸로 되어 있다. 아울러 취진본에서는 “又名”, “又曰”이 없이 표제 명사로 시

작하고 있다. 

둘째는 한 편이기는 하지만 취진본 [1-18]이 사고본에는 빠져 있다.62)

61) 노신의 교감기에는 “船人方餒食”이 “船人方餒”으로 되어 있다.

62) [중-55]의 경우는 그 내용이 취진본 [1-41]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누락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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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新瀧等州山田, 揀荒平處鋤爲町畦。 伺春雨丘中聚水，卽先買鯇魚子，散

于田内。 一二年後，魚兒長大，食草根竝盡。 旣爲熟田，又收魚利；及種稻，
且無稗草。 乃齊民之上术。 (신주 용주 등의 산간 전답은, 황무지이지만 평평한 

곳을 개간하여 쟁기로 밭두둑을 세운 것이다. 봄 비가 내려 산구릉에서 [평평한 

산간 전답으로] 물이 모여들면, 우선 “환어” 새끼를 구입하여 논에 풀어 놓는다. 

한 두 해 지난 뒤 물고기들이 자라나면 잡초들을 뿌리까지 다 먹어 치운다. 경작 

가능한 논이 생겼을 뿐 아니라 물고기에 의한 이익까지 거두게 된다. 벼를 파종할 

때 피도 없다. 그러니 백성을 편안케 하는 뛰어난 기술이다.63))

셋째로 가장 명확한 차이는 본문에 추가된 註釋이다. 취진본과 사고본에 모두 나

타나는 본문 주석은 14개이며, 그 외에 취진본에는 본문, 사고본에는 주석처럼 처

리된 것이 4개로서 이들은 양쪽에 모두 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사고본에만 

있고 취진본에는 없는 案語(註釋)는 모두 23개인데, 21개는 모두 출처 관련이며 2

개는 발음표시이다. 반 로 사고본에는 없고 취진본에만 있는 案語는 모두 23개인

데 모두 교감 혹은 釋義 주석이다. 주석에 있어 취진본과 사고본은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문은 거의 비슷한데, 편집과 본문주석에서 차이가 나는 상황이므

할 수 없다.

63) 乃齊民之上术 : 商壁ㆍ潘博(1988, 40쪽)은 이 부분의 “齊民”을 北魏 賈思勰의 농업

서 《齊民要術》이라 하고 있다. 표현면에서 “齊民之上术”과 《齊民要術》의 유사성 등을 

고려할 때 유순이 가사협의 《제민요술》을 염두에 두었다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서명으로 번역하면 ‘환어’를 이용한 개간방식이 《제민요술》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위 내용은 《영표록이》에 처음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유순은 가사협이 書名에 

사용한 “齊民”이라는 용어의 어휘적 의미를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민요술ㆍ序》 

(《史記》에 보이는 “齊民”에 한) 如淳의 注를 보면 “齊，無貴賤，故 之齊民 ，若

今 平民也 。(제란 ‘귀천이 없다’는 것이다. 옛사람이 말하던 ‘제민’이란 오늘날로 말

하자면 ‘평민’이다.)”이라 하고, “今採捃經傳，爰及歌謠，詢之 成，驗之行事，起自耕

農，終於醯、醢，資生之業，靡不畢書，號曰《齊民要術》。(이제 경전과 저술, 그리고 

가요에 이르기까지 채집하고, 노련한 농꾼에게 묻고 실제 시행해보아 점검하여, 경농에

서부터 식초와 젓갈 만들기까지, 생업을 도울 수 있는 기술들 중 갖추어 수록하지 않

은 것이 없으니, 이름하여 《제민요술》이라 한다.)”라 하고 있다. 즉, 핵심은 “無貴賤”과 

“資生 (생업에 보탬을 주다)”이라 할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겠다”는 의지

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로부터 “백성을 안정시키다, 편안케 하다”라고 번역하였다.



288  《中國文學硏究》⋅제56집

로 한 쪽이 다른 쪽의 원고를 활용하여 2차 작업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두 

판본의 서두에 있는 刊記上으로는 취진본이 1775년, 사고본이 1776년이지만 실제 

작업 순서는 사고본이 1차 원고, 취진본이 2차 원고로 보인다. 크게 두 가지 이유

가 있는데, 첫째는 개의 경우 취진본이 좀 더 오류가 적다는 점, 둘째는 출처주

는 버리기가 쉬우나 교감주를 삭제하였을 리는 없다는 점이다.

우선 앞 1소절에서 인용했던 劉玉紅ㆍ曾昭聰(2009, 62쪽)의 평가와 같이 전반

적으로는 취진본이 사고본 보다 좀 더 나은 편이다. 취진본의 기록이 좀 더 나쁜 

사례로는 [1-02/중-01] <颶>를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이다. 이 기사에서 취진본은 

첫머리가 “惡風 之颶。壞屋折樹，不足喻也。”여서 소재인 “颶”의 등장이 돌연스

럽지만 사고본은 “南中夏秋多惡風, 彼人 之颶。…”로 되어 있는데, 공간ㆍ시간 배

경과 현상이 제시되고 있어 문장이 좀 더 완전하다.

좀 더 결정적인 것은 실제 교감된 차이를 반영한 사례이다.

(7) [3-33/중-49] 蚦蛇，大 五六丈，圍四五尺，… 俚人云: 春夏多于山林

中, 等鹿過則銜之，自尾而吞，惟頭角礙于口中（案，原本脱此十四字。今據
《太平廣記》補入）, 則于樹間閣其首，俟鹿壞頭, 角隊地64)，鹿身方嚥入腹。(염

사, 큰 것은 여섯 길에 몸통이 너댓 자가 된다. … “봄여름, 산의 숲속에 이 뱀

이 많은데, 사슴이 지나갈 때 그 놈을 꽉 물고는 꼬리부터 삼킨다. 다만 머리의 

뿔은 입에 걸리기 때문에 나무 사이에 그 머리를 걸어 놓고 사슴 머리가 부패할 

때까지 기다린다. 뿔이 땅에 떨어지면, 비로소 사슴의 몸을 뱃속으로 삼킨다.)

“則銜之，自尾而吞，惟頭角礙于口中”가 사고본에는 빠져있는데, 취진본에서는 

《太平廣記》에 근거하여 보충해 넣었고, 이 14글자가 추가되어야 문맥이 완전해진

다. 사고본은 《太平御覽》을 출처로 밝히고 있는데, 중화서국 영인본 《太平御覽》[권

934, 4152쪽]에 근거할 때, 이 14글자는 작은 글자이긴 하지만 본문에 존재하고 있다. 

《嶺表 異》 원문에서 누락된 것이라기보다는 《四庫全書》 원고 작성시에 잘 못 쓴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취진본이 이것을 교감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취진본에도 일부 글자의 오탈이 보이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사고본 보다 편

집상태가 낫다고 할 수 있으므로 취진본이 사고본을 교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64) 隊 : 사고본은 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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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보면 취진본과 사고본에서 보이는 수록 기사들의 編次 차이는 편집기준의 차

이 때문이다. 위 3장 1절 2소절 “《嶺表 異》 기사 개요표”의 자료를 보면 취진본은 

소재의 연관성 위주로 편집한 반면 사고본은 출처위주로 편집하였음을 알 수 있

다.65) 사고본의 상중하 세 권 중 어차피 권상은 출처 표시가 없으므로 취진본의 

편집자들은 소재위주로 편집하면서 출처를 매번 제시하는 것보다 아예 삭제하고 

신 본문 주석을 추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두 판본을 비교할 때 합리적인 결론은 이상과 같은 것이지만 한두 가지 의문점은 

남는다. 취진본이 사고본을 교감한 것이라 할 때, 왜 두 판본의 서두에 있는 刊記

는 취진본이 1775년, 사고본이 1776년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提要”는 

사고본이 취진본 보다 더 온전한지 하는 점이다.

4) 記事의 수

《嶺表 異》의 기사들이 어느 정도 “標題”에 한 개념이 있기는 하나 하위 제재

로 나뉘거나 이야기가 관련 사물로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소재별로 기

사 한 편(篇, 條)의 범위를 나눌 수는 없으며 결국 편집자들이 나눈 문단을 기준으

로 할 수밖에 없다. 

취진본은 권1의 서두에 “卷上 四十一條 / 卷中 四十一條 / 卷下 四十二條”라 

하여 수록 편수를 표시하고 있다. 顧農(1981, 31쪽)은 취진본(《大典》本)의 경우 

위에서 “卷中이 사실은 四十二條”여서 전체는 “125條”라고 수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세어본 바로는 상권 41조, 중권 42조, 하권 41조, 전체 124조이다. 

41-41-42와 41-42-41은 표기상의 착오로 볼 수도 있으나, 사고본과 동시에 고려

하면 상황은 간단하지 않다.

사고본의 상권에는 각 조목에 출처를 따로 표시하지 않고 있으나, 중권과 하권은 

출처를 밝히고는 있으나 동일 출처를 가지는 기사의 숫자로 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65) 3장 1절 2소절 “《嶺表 異》 기사 개요표” 자체는 취진본을 기준으로 편집하였으므로 

사고본의 편차는 한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으나, 사고본 자체가 동일 출처의 기사들

을 모아 놓았다고 말하고 있다. 아래 3)소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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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권 : [중-01] 出《太平御覽》 , 以下五十三條同。/ [중-56] 出《太平寰宇記》, 

下一條同。
하권 : [하-01] 出《太平廣記》, 下十二條同 / [하-11] 出《六帖》, 下一同。/ 

[하-13] 出《政和本草》, 下二條同。 / [하-16] 出《海 碎事》, 下二條同。 / [하
-19] 出《曾慥類說》。 / [하-20] 出《埤說》。/ [하-21] 出《爾雅翼》。/ [하-24] 出

《說郛》, 下四條同。/ ※ [하-05] 첫구절 出《酉陽雜俎》

따라서 출처 표시를 기준으로 조목의 수를 계산하면, 중권은 54+2=56조목, 하

권은 13+2+3+3+1+1+1+5=29조목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문단의 수는 

중권이 57개, 하권이 28개여서 출처의 개수와 문단의 수가 일치하지 않는다. 

세부적으로 보면, 사고본 [중-01] <颶> “出《太平御覽》, 以下五十三條同。”라 했

으므로 모두 54편이 《태평어람》을 출처로 갖는다. 그런데 [중-56] <銅柱>에 가서 

“出《太平寰宇記》, 下一條同”으로 주석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1 편의 차이가 발생하

며, [중-55]는 출처 표시가 없어진 셈이 된다.

下卷은 좀 더 복잡하다. [하-01] <六國>에서 “出《太平廣記》, 下十二條同”이라 

하였으므로 [하-13]까지 《太平廣記》가 출전이어야 하지만, [하-11] <孔雀>에 “出

《六帖》, 下一同”이라 하고 있어, 2편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고본은 권상 37조, 권중 57, 권하 28, 모두 122條이다. 사고본과 취진본은 

각기 하나씩 상호 없는 기사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수록된 기사수가 동일해야 

하지만, 기사에 한 細分 방법이 달라서 사고본의 [하-08]을 취진본에서는 

[2-35],[2-34],[2-33]의 순서로 세분 한 것이 있고, 반 로 취진본의 [3-14]를 

[중-34], [상-26] 순서로 세분한 것이 있다. 특히 노신의 교감본에서는 이들을 재

편집한 것도 있으므로, 수록 편수에 해서는 학자들마다 수치가 다르게 제시될 수

도 있다.

Ⅳ. 맺음말

《嶺表 異》는 주로 唐代 嶺南의 인문지리, 특산물, 기후와 풍토, 나아가 역사, 

訓詁 등 여러 방면에서 가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 1000년전의 광동을 연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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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있어 중요한 자료이다. 《嶺表 異》의 자료적 가치에 해서는 <提要>에서도 이

미 언급하고 있는데, 馬泰來(2006, 917쪽; 918쪽)는 《南方草木狀》이 후 의 僞

書임을 밝히는데 《嶺表 異》를 인용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

러한 자료적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嶺表 異》에 한 연구 및 이

를 활용한 2차적 연구 성과를 찾아보기가 어려우므로, 이에 한 기초적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嶺表 異》는 원본이 이미 散失되었으므로, 이 책이 연구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이 자체도 연구 상이 된다. 馬鎭平(1995)이 지적하고 있듯이 이 책의 내

용에 한 학제적 고증도 필요할 수 있으며, 여러 책에 散在된 기사들이 서로 간에 

어떤 관계인지를 파악하는 고찰도 필요하다. 예컨 , 앞 Ⅲ장 1절 2)소절의 표에서 

“[이-05]<茄樹>”는 [2-01/중-15]<草菜>와 내용이 유사하며, 특히 “經冬不衰(이- 

05: 經冬不凋)”, “乃爲大樹(이-05: 有成大樹 )”는 표현도 거의 중복되고, [2-01/

중-15]<草菜>에서도 “茄子”가 소재로 등장하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이 원문에

서 서로 다른 기사일지는 의문스럽다. 만약 원문 자체가 그렇다면 필자가 여러 책

에서 기사를 모아 별 注意없이 편집한 것 밖에 안 된다.

이러한 고증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타당성에 한 재검토도 포함될 수 있다. 

예컨 , 商壁ㆍ潘博(1998, 39쪽)은 [1-17/상-29] <瑇瑁/玳瑁> 본문 중의 “《本

草》云”에서 “《本草》”를 “《政和本草》”라고 주석을 달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석이다. “《本草》”라는 명칭을 갖는 책은 거의 ‘무수’하다고 할만큼 많

아서 “《政和本草》”라고 특지하려면 적어도 해당 인용문구가 출현하고 있는지는 확

인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 제시가 없으며, 책의 출현 시  순서상 《嶺表

異》에 《政和本草》가 인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政和本草》가 《嶺表 異》에 

등장하려면 이것은 본문주석으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정에 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 연구는 실제 《嶺表 異》의 기사를 인용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지면이 늘

어나는 것이 집필에 있어 논문 외적인 부담이었다. 특히 취진본, 사고본 및 노신교

감과 商壁ㆍ潘博(1998) 교감의 미세한 차이점을 일일이 명시하고 번역까지 하자

면 지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嶺表 異》는 특별히 괴팍한 표현이나 전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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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문장이 상당히 매끄럽지만 내용 자체가 특이 사례를 다루고 있는 것이므로 해

석에 논란이 있는 기사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고증’이 필요하기도 

한 것이다. 구체적인 기사의 고증 및 문구 검토는 향후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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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嶺表 異》系唐末五代初時人劉恂所撰之所 “粵東輿地之書”，裏面記

嶺南的文化特產、人文地理、風土氣候、歷史訓詁等等；而且粵東輿地類的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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獻當中，時代 早，同時其記 基本上是筆 自己直接體驗、親自所見所聞

的，資料的可靠性很高，研究一千年之前廣東的重要資料。但原書早已被遺

失，現存本事從《永 大典》等類書裡輯佚而成的。目前的主要版本爲乾隆四十

年的聚珍本和乾隆四十一年的四庫本兩種。 輯佚，當然 有不完整之處，所以

《嶺表 異》一邊是研究的資料，同時自己本身是研究的 象。 目前有魯迅和商

壁、潘博的兩種校勘本，但還 要 其文獻的研究。國內尚未有有關現成研

究，這文章進行基本上的文獻研究，主要討論介紹成書緣起和筆 、版本比

、整理出典、記事和編輯狀況內容，希望此文能給後面的研究提供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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