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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

明代에는 白話文學이 발전하고, 문인들도 俗文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창작을 하였으며, 인쇄 및 출판의 발달로 인하여 독자 계층이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명대에는 속문학이 발전하게 되었고, 당시 사회
의 모습은 문학에 반영되었다. 그래서 명대 속문학에는 문인 및 일반 백
성들까지, 그들의 생활과 사상 경향이 드러나곤 한다. 동시에 당시 사람
들에게 공통적으로 형성된 인식이 나타나게 된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인식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대상으로 음식을 선정
하였다. 음식은 사람의 식(食)문화로서, 그 사람의 각종 배경을 알 수 있
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학문 분야에서는 음식과 관련한 연구가
많이 시도되었고, 중국 문학 방면에서도 그것에 나타난 음식에 관한 학술
논문과 저서가 비교적 많았다. 그러나 음식 연구의 대상이 일부 음식에
지나지 않아 연구 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었고, 그 시대의 보편적인 사
회적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구체적인 음식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상태
였다. 그래서 본고는 문학에서 소재로 쓰이는 음식 중 개고기를 선정하였
으니, 개고기가 등장하는 장면은 명대 속문학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기 때
문이다. 이는 개고기가 명대 속문학에서 특수한 상징성을 가진 음식임을
증명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개고기라는
특수한 예를 통해 음식이 어떤 문학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상징성이 작품 전체의 맥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주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그 방법으로서 기호학을 사용하였다. 기호학에
따르면, 문학에 등장한 음식은 사회 문화적인 의미와 결합하여 문학 텍스
트 속에서 특정 의미를 가진 기호가 된다. 즉, 기호학의 연구 방법을 이
용하면 음식의 현실적인 의미와 문학적인 의미를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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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는 명대 속문학 안에서 특수한 상징성을 가진 개고기를 통
하여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고는 이러한 연구방법을 바탕으로 개고기의 상징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먼저 개고기 및 속문학과 관련한 사회 문화 배경에 대해 다루었다. 이
를 통해 개고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지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선진시기에 귀족과 평민 모두가 개고기를 즐겨 먹었던 반면 수당
시기부터 점점 하층민과 가까워지게 되어 송대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비천한 음식으로 여겨진 것이다. 따라서 개고기의 사회 문화적인 함의가
문학에 반영되어, 그 결과로 특수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는 배경을
형성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고는 속문학 중에서도 개고기가 등장하는 명대 속문학 작품들을 크
게 白話小說과 戲曲으로 분류하여 다루었다. 또한 그 안에서 개고기와 관
련된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을 분석함과 더불어 각각의 작품에 대한 자세
한 설명을 부가하여 본고의 논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속
문학 작품에 나타난 개고기를 먹는 승려와 개고기를 먹는 도사, 개를 도
살하는 백정 등의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개고기와
관련된 묘사가 인물의 형상화에 작용하는 양상과 그것이 기호화됨으로써
갖게 된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되었다. 먼저, 개고기는
세속성을 상징한다. 개고기는 비천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해당 인물의 낮은 사회적 신분을 드러냈다. 또한 소
설과 희곡에 나타난 인물들은 이러한 상징성에 의해 입체화되었으니, 일
반적으로 고상하거나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이
세속성을 띠게 되면서 입체적이고 다면성이 있는 인물이 된 것이다. 둘째
로 개고기는 사회 규칙에 대한 파격을 상징한다. 개고기를 먹는 승려 또
는 도사는 이러한 반역을 통해서 계율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고 계율을
초월한 선행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를 훔쳐 잡아먹거나 파는 영웅호걸들
은 사회 규칙을 위반했지만, 개고기의 파격적인 상징성을 통해 세속에 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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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이지 않는 그들의 의협심을 드러냈다. 셋째로 개고기는 본성과 욕망을
상징한다. 개고기는 다른 육류와 비교할 때 그 뛰어난 맛으로 인하여 인
간들의 미식에 대한 본능적인 추구에 적합하였다. 승려와 도사들이 개고
기를 먹는 것을 통해 본성과 욕망이 계율을 이긴 것을 상징하고, 일반 인
물들이 개고기를 훔쳐 잡아먹거나 파는 것을 통해 그들이 사회 규범에
구애받지 않는 호방한 성격임을 드러낸 것이다.
개고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기호로서 텍스트 내에서 활발하게 문
학적인 의미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명대 속문학에서
보이는 개고기의 상징성을 분석함으로써 명대 속문학의 감상과 이해에
도움을 주는 데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주요어: 명대 속문학, 음식, 백화소설, 희곡, 개고기, 상징성, 기호학.
학 번: 2013-2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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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동기 및 목적
중국에는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여긴다(民以食為天)”는 말이 있다.
중국 사람들이 음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드러내는 말이다. 그
런데 음식은 사람에게 있어 배를 불리는 식량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바로 사회 문화적 역할이다. 그것은 일종의 사
회 문화 기호로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교육 수준, 특징적인 성격 등을
포함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전한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문학에서
도 발현되어 특정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로 쓰이게 되는데, 본고는 바로
그 상징성을 분석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명대(明代, 1368-1644)에 들어서 상업화와 세속화 및 개성을 지향하는
문학사조가 출현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명대 문학은 기타 시기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예전에는 소외당하던 속문학(俗文學)이 명대
에 들어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이다. 명대 출판업의 흥성에 따라 문인들도
점차 소설 및 희곡을 창작하기 시작하였고, 속문학은 문인과 서민 모두가
즐기는 문학 장르가 된 것이다.1) 즉, 독자계층이 문인뿐만 아니라 서민까
지 확대되었다. 그래서 속문학은 그 내용면에서도 문인과 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소재들을 다루어야 했으니, 이것이 바로 음식인 것이다.
따라서 속문학에서는 전통 사대부 문학과는 달리 일상생활과 가까운 음
식들이 소재로 등장하며, 속문학의 통속성 때문에 일반 서민들도 이해하
기 쉬운 상징성을 가진 음식 등 소재들이 사용되었다.
1) 오오키 야스시(Oki Yasushi, 大木康) 저, 노경희 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저
자 서문>, 서울: 소명출판, 2007, 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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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 속문학에 드러난 개고기의 상징성

그 중 본고가 주목한 것은 명대 속문학에 출현한 개고기이다. 개고기가
출현한 장면들은 어떤 공통성을 가지고 특정한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
는데, 이는 다른 식용 육류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는 개고기가 명
대 속문학 속에서 매우 특수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의
검토 결과, “개고기(狗肉)”가 쓰인 문학 예문은 주로 명대 속문학에 집중
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2) 또한 개고기가 나타난 장면, 개고기를
먹거나 파는 인물들에게는 비슷한 특징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아 개고기
그 자체에 특수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반면 닭고
기, 돼지고기, 쇠고기, 생선 등은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즐겨먹는 육류이
고, 식사 장면에서 흔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거위 구이, 당나귀 고기와 같은 특별한 고기
도 명대 속문학에서 나타난 예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결론을 내
리기는 쉽지 않다. 그 외에도 인육이라는 소재가 명대 속문학에서 출현하
는데 인육의 특수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3) 따
라서 다른 육류의 고기들과 비교해 볼 때 개고기는 바로 이러한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문학에서 소재로 쓰이는 음식 중 개고기는 특수한 상징성을 가진 음식
이다. 그래서 본고는 명대 속문학에 드러난 개고기의 상징성을 살펴봄으
로써 문학에서 이러한 상징적인 소재가 인물의 형성화에 어떻게 작용하
며, 이를 통해 작품 전체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개
고기라는 특수한 예를 통해 음식이 어떤 문학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상징성이 작품 전체의 맥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는 것
이 본고의 주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 명대 속문학에서

2) 필자의 검토에 따르면, 중국기본고적고(中國基本古籍庫)에서 “狗肉(개고기)”를 검색
한 결과 107건 중에서 명대 문학 작품이 67건을 차지했다.
3) Peggy Reeves Sanday, Divine Hunger: Cannibalism as a Cultural System,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Cǎtǎlin Avramescu, translated by Alistair Ian Blyth, An Intellectual History of
Cannibalis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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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개고기의 상징성을 분석함으로써 명대 속문학을 감상하고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선행 연구 검토
음식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여러 학문 분야
에서 이미 연구되었다. 이를 문학 외의 방면부터 문학의 범주까지 살펴본
다.
먼저 미식가들은 일찍이 음식이 가진 문화적인 함의에 주목해 왔다. 프
랑스의 법관이자 미식가인 브리야 사바랭(Brillat-Savarin, 1755-1826)은
≪미식예찬≫4)이라는 책에서 “무엇을 먹는지 알려주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한 바 있다.5) 이는 서로 다른 사회 계층인 사람
이 먹는 음식의 종류와 요리법이 다르고,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사람이
선호하는 음식 경향도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그에 의하면 식사하는
방식은 그 사람의 사회 지위, 교육 수준과 문화 교양을 반영한다고 한
다.6) 즉 먹는 음식을 통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다.
인류학 방면에서는 프랑스 구조주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 스트로스
(Claude Levi-Strauss, 1908-2009)가 음식에 있는 경험 범주를 추상적인 관

념으로 전환하여 관념적인 도구로 활용하였다. 스트로스는 신화를 연구할
때 날것과 익힌 것, 신선한 것과 부패한 것, 젖은 것과 마른 것 등 일련
의 대립 개념을 추상화 시키며, 엄밀한 논리적 체계를 구축하였다.7) 예를
4) 장 앙텔므 브리야 사바랭 (Jean Anthelme Brillat-Savarin) 지음, 홍서연 옮김, ≪(브
리야 사바랭의) 미식예찬≫, 서울: 르네상스, 2004. 참고로 원제는 ≪미각의 생리학
(Physiologie du goût)≫이다.
5) 布里亚⋅萨瓦兰 著, 敦一夫⋅付丽娜 译, ≪厨房里的哲学家≫, 译自英译本
Brillat-Savarin, The Physiology of Taste, 天津: 百花文艺出版社, 2005, 3쪽.
6) 위의 책, 105쪽.
7) 克洛德⋅列维-斯特劳斯, ≪生食與熟食(Le Cru et Le Cuit)≫ 序言, 译自英译本 Jo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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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그는 날것이 자연적인 범주에 속하고 익힌 것이 문화적인 범주에
속한다고 하는 식이다. 신화와 기존의 제사에 담긴 해당 음식의 특징을
이원적 대립 개념으로 대치하여 이러한 음식 뒤에 숨겨진 근원적인 의미
를 파악한 것이다.
사회학 방면에서는 음식의 표시 기능에 관심을 가진 연구가 있었다. 영
국 학자 잭 구디(Jack Goody, 1919-2015)는 그의 ≪요리, 음식 및 등급에
관한 비교 사회학 연구(Cooking, Cuisine and Class: A Study in Comparative
Sociology)≫라는 책에서 음식이 가진 비물질적인 측면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사회 신분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8) 즉 음식의 차이는 사회
상층과 하층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앞서 살펴본
각종 방면에서의 연구와 종합하여 보면 음식이 특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
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문학 방면의 연구이다. 여러 나라의 학자들은 문학 작품에 드러
난 음식의 상징성을 연구하였다. 그 중에서도 미국 민속학자 스티스 톰슨
(Stith Thompson, 1885-1970)은 여러 가지 모티프(motif)를 가지고 세계 민

간 문학을 정리, 분류하였는데 음식 모티프를 그 중에 포함시켜 음식에
관한 문학적 의미를 연구하였다.9) 그리고 그윈 히맨(Gwen Hyman)이라는
미국 학자는 19세기 영국 소설 속에 나타난 젠틀맨(gentleman, 신사)의 정
체성은 바로 음식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0) 다시 말하면
젠틀맨의 정체성은 어떤 음식을 먹는지에 달려 있으니, 음식에는 신분을
드러내는 은유적 역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논문으로

& Doreen Weightman translated, The Raw and the Cooked: Introduction to a Science
of Mythology: I, New York: Octagon Books, 1979. 中译本 葉舒宪 译, ≪结構主义神
话学⋅增订版≫, 西安: 陝西师範大学出版社, 2011, 44쪽.
8) Jack Goody, Cooking, Cuisine and Class: A Study in Comparative Soci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pp.vii, 191.
9) Stith Thompson, Motif-index of Folk Literatu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55, pp.11, 19.
10) Gwen Hyman, Making a Man: Gentlemanly Appetites in the Nineteenth-century British
Novel,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200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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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 구전설화에 나타난 음식의 상징성을 분석함으로써 음식에는 생
존, 병의 치료나 예방, 부와 권력, 봉양과 효도, 나눔의 미덕, 신과 인간의
매개체 등의 상징성이 있다는 결과가 있었다.11) 위와 같은 연구결과 역시
문학 방면에서도 음식을 통해 특정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기호학에 따라 문학에 등장한 음식은 사회 문화적인 의미와 결
합하여 문학 텍스트 속에서 특정 의미를 가진 기호가 된다. 롤랑 바르트
(Roland Barthes, 1915-1980)는 고급 승용차가 그 주인의 사회 경제적인 지

위를 반영하고 옷차림이 그 주인의 개인적인 기질을 나타내며 식사 전에
마시는 아페리티프(aperitif)가 그 주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처
럼, 현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
였다.12) 또한 이러한 현실 소재가 특정 의미를 가진 기호가 되어야만 글
쓰기와 연결되어 그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였다.13) 그러므로 텍스
트 속에서 의미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바로 음식이 기호화되는 과정이
며, 기호의 문화 함의를 해석하는 것은 읽는 행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 고전 백화소설에 나타난 음식에 관한 학술 논문과 저서도 많다.
예를

들어

≪금병매

음식보(金瓶梅飲食譜)≫14),

≪홍루

미식(紅樓美

食)≫15), ≪홍루몽의 음식 문화(紅樓夢的飲食文化)≫16)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가장 큰 특징은 주로 역사 문화를 핵심으로 하여 문학 텍스트
를 가지고 역사 문화를 고찰하는 것이다. 즉 이들 연구에서 문학은 중심

11) 배윤경⋅박보경⋅박아름⋅이순민⋅조미숙, <구전설화에 나타난 음식의 상징성>,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Korean J. Food Culture)≫ 24(6), 2009, 666-676쪽.
12) 陈刚, ≪语调哲学≫, 南京: 江苏人民出版社, 2013, 220쪽.
13) 위의 책, 220쪽.
謝龍新, <羅蘭⋅巴特的符號學體系與敘事轉向>, ≪江西社會科學≫, 2010 第3期,
44-46쪽.
14) 邵萬寬⋅章國超, ≪金瓶梅飲食譜≫, 濟南: 山東畫報出版社, 2007.
15) 蘇衍麗, ≪紅樓美食≫, 濟南: 山東畫報出版社, 2004.
16) 陳詔, ≪紅樓夢的飲食文化≫,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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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니었다. 그리고 거시적인 시각으로 음식 문화를 연구하여, 주로 술
이나 차와 같은 매우 보편적인 음식을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인 음식의
문학 상징성을 소홀히 한 경향이 있었다. ≪홍루몽(紅樓夢)≫이나 ≪금병
매(金瓶梅)≫와 같은 유명한 백화소설에 드러난 음식의 상징성을 연구한
학술 논문과 저서도 있다. 예를 들어 ≪홍루몽≫에 관한 논문에서는 음식
묘사를 통해 권력 및 계급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살펴보았고17),
≪금병매≫에 관한 저서에서는 반금련(潘金蓮)이 수박씨를 까먹는 모습이
그녀의 경박한 성격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해 주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18)
그러나 음식 연구에서 대상이 된 음식의 종류는 여전히 매우 제한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개고기가 문학에서 보여주는 상징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개고기가 보편적, 일상적인 식용 육류가 아니
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는 문화 자체도 많지 않으며 자연히 개고기가 등
장하는 문학 작품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인들은 개고기를 다른
고기에 비해 비천한 음식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민간에서는 “개고기
는 격식 있는 자리에 올릴 수 없다(狗肉上不了正席)”는 말이 있을 정도이
다. 이러한 영향으로 학술연구에서도 개고기는 자연스럽게 등한시되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역사 문화적 각도에서 개고기를 연구했으니, 리
우푸빙(劉樸兵)의 논문 <중국 고대의 개고기 식용 문화와 그에 대한 사람
들의 태도 연구(略論中國古代的食狗之風及人們對食用狗肉的態度)>19)가 그
것이다. 이 논문은 역사적인 시각에서 개고기 식용 문화의 시작, 전이, 쇠
락의 과정과 여러 사회 계층의 개고기에 대한 다양한 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통시적인 시각으로 개고기 식용 문화와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연구하고 개고기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 함의를
17) 陳芬, <≪紅樓夢≫中權力的飲食建構>, ≪語文學刊≫, 2005 第11期, 85-88쪽.
18) 邱勝威⋅王仁銘, ≪中國古典小說談叢⋅市井風月話金瓶≫, 武漢: 華中理工大學出版
社, 1994, 79-84쪽.
19) 劉樸兵, <略論中國古代的食狗之風及人們對食用狗肉的態度>, ≪殷都學刊≫, 2006 第
1期, 102-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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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렇지만
이 역시 명대 속문학과 같이 개고기의 특수한 상징성이 드러나는 측면을
간과하였다. 따라서 본고는 공시적인 시각으로 명대 속문학에서 개고기의
식용문화 양상을 연구하며 기호학의 연구 방법으로 문학 작품 속에서 개
고기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및 범위
본고는 기호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음식의 현실적인 의미와 문학
적인 의미를 연결시킬 것이다. 현실 생활에서 음식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문학 작품 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문학 맥락에서 상징적인 기호로써 반복적으로 출현하는지
를 고찰하고자 한다. 프랑스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는 스위스 언어학자 소
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가 창립한 언어학의 기호 체계를 사
회 문화 분야에서 활용하여 두 개의 기호학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두
번째 기호학 체계20)는 바르트가 신화(MYTHE)21)라고 부르는 것으로, 이
신화는 “하나의 의사소통 체계, 곧 하나의 메시지”이다.22)
이를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바르트에 의하면 두 개의 기호학 체계가
있으며 첫 번째 체계는 바로 소쉬르가 언어학에서 이미 언급한 기호, 즉
개념과 이미지의 결합체이다. 제1체계에서 기호는 제2체계에서는 단순한
기표가 되며 다시 사회적인 의미와 결합해서 새로운 기호가 된다. 그리고
제2체계는 이른바 “신화”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를 본고의 연구 대상
20) 첫 번째 기호학 체계는 언어(Langue)이다.
21) 바르트는 첫 번째 기호학 체계는 알파벳 소문자로, 두 번째 기호학 체계는 알파벳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22) 롤랑 바르트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현대의 신화≫, 서울: 동
문선, 1997(2002 2쇄), 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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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명대 속문학의 개고기에 적용해 보겠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의 개고기
가 언어 형식과 결합해서 언어 기호가 되고, 그 언어 기호가 텍스트에 들
어가게 됨으로써 제1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텍스트에 있는
개고기가 또 다시 개고기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판단과 결합하여 특정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호가 되어 제2체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바르트는
제1체계의 기의를 의연(dénotation)이라고 부르며 제2체계의 기의는 함의
(connotation)라고 했다.23) 그리고 제2체계의 함의는 본고의 요지와 연결된

다. 본고는 문학 작품 속에서 드러난 개고기의 함축된 의미가 어떻게 등
장하게 되었는지 고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글쓰
기는 실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상상 속에서 재구
성한 세계를 다루는 것이라고 한다.24) 이에 따르면 문학 속 개고기의 상
징성은 현실 세계와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과 상상
속 어떤 개념과 연결된 것이며, 이는 개고기에 대한 인간의 가치 판단이
문학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signifiant
Langue

언어
MYTHE

기표

signifié 기의

Signe 기호
SIGNIFIANT 기표

신화

SIGNIFIÉ 기의

SIGNE 기호

표 1: 롤랑 바르트 — 신화의 두 개 기호학 체계25)

그러므로 본고는 바르트의 기호학 이론을 바탕으로 제2체계에서 개고
기가 어떤 사회 문화적인 개념과 결합하여 어떤 상징성을 지니게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연구 대상 범위는 주로 명대 속문학에 속하는 백

23) 롤랑 바르트 지음, 김희영 옮김, ≪텍스트의 즐거움≫, 서울: 동문선, 1997, 194쪽.
24) 서정철 지음, ≪기호에서 텍스트로: 언어학과 문학 기호학의 만남≫, 서울: 민음사,
1998, 358쪽.
25) 롤랑 바르트 지음,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앞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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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소설과 희곡이다. 이에 관해서 중국의 문학사가인 정진탁(鄭振鐸,
1898-1958)은 일찍이 속문학을 “통속적, 민간적, 대중적이고, 고상한 자리

에서는 언급할 만하지 못하며, 사대부에게는 소외 받으나, 민간에 유행하
여 대중들이 즐겼던 문학”이라고 정의하는 것으로 보고 소설, 희곡, 변문
(變文), 탄사(彈詞) 등이 모두 속문학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 바가

있다.26) 그러나 변문은 주로 당대(唐代)에 유행했고, 탄사는 주로 청대(淸
代)에 유행했던 속문학 양식이기 때문에 이들 중 현존하는 명대 자료는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고의 연구 대상은 속문학 중에서도 백화소설과 희
곡에 한정하였다.
그리고 주로 명대 백화소설과 희곡 중 개고기를 먹거나 파는 장면과
인물을 골라내어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이런 장면들이
어떤 특수성을 가지는지 분석한다. 인물의 신분이나 지위, 성격 특징 등
이 개고기와 어떤 상관성을 가지는지, 만약 그렇다면 거기서 드러나는 개
고기의 상징성은 무엇인지에 대해 탐구한다.
본고의 제2장에서는 개고기 식용 문화 개황, 시대에 따른 개고기 지위
변화, 명대 사회와 속문학의 상황을 포함하여 개고기가 가지는 사회 문화
적 배경에 대해 소개한다. 제3장에서는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의 범위,
이러한 작품들을 선정한 기준, 작품의 작자, 창작 시기와 판본 등의 내용
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소설과 희곡 두 가지 장르에 등장하는 예문을
통해 명대 속문학 속에서 개고기와 관련된 인물을 분석하고 제5장에서는
명대 속문학에 개고기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도출해 낼 것이
다.

26) 郑振铎, ≪中国俗文学史⋅上≫, 北京: 北京联合出版公司, 2014,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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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개고기 식용의 문화적 배경
명대 속문학에 나타난 개고기의 상징성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개고기가
문화적으로 어떠한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본 절은
개고기 식용 문화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개의 문화적인 함의, 개
고기의 별칭, 유명한 개고기 요리, 근현대 시기 중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지역의 문화,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원인, 개고기에 관한 문화 금기 등
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개고기 식용 문화는 개가 가진 문화적인 함의와 연관되어 있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개는 인간에게 충성하고 인간을 수호한다는 의미를
가진다.27) 그리고 일본에서는 개의 예민한 감각 능력으로 인해 영적 세계
와 연관시켜 개가 귀신의 존재를 알아차린다고 믿기도 한다.28) 중국에서
는 개가 십이지(十二支) 중 양(陽)에 속하여 남성적인 특성과 용기를 상징
하고 나아가 남성의 성적 능력과도 연관된다.29) 또한, 중국 전통 의학에
의하면 개고기는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양기를 키울 수 있는 식품으
로 알려져 있다.30)
27) 데이비드 폰태너(David Fontana) 지음, 최승자 옮김, ≪상징의 비밀: 상징과 그 의
미를 푸는 시각적 열쇠(The Secret Language of Symbols: a Visual Key to Symbols
and Their Meanings)≫, 파주: 문학동네, 1998(1999 3쇄), 84쪽.
28) 데이비드 폰태너(David Fontana) 지음, 공민희 옮김, ≪상징의 모든 것 (The New
Secret Language of Symbols)≫,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1(2014 2쇄), 67쪽.
29) 이승훈, ≪문학으로 읽는 문화상징사전≫, 서울: 푸른사상사, 2009(2011 재판),
20-21쪽.
30) Miranda Bruce-Mitford etc. ed., Signs & Symbols: An Illustrated Guide to Their
Origins and Meanings, London: Dorling Kindersley Limited, 2008, p.53.

- 10 -

제2장 사회 문화 배경

중국에서 개고기는 구육(狗肉) 이외에도 향육(香肉), 지양육(地羊肉)이라
고 불렸다.31) 민간에서는 “구(狗)”자를 꺼려 개를 지양(地羊)이라 부르기
도 했기 때문이다. 또한 향육이 개고기의 별칭이 되는 이유는 바로 개고
기가 무척 맛있기 때문이다. 현대 중국에서 개고기는 보편적인 식용 육류
가 아니다. 그러나 몇몇 지방에서는 개고기 요리가 명성을 크게 떨쳤으
니, 귀주(貴州) 화강(花江) 개고기, 사천(四川) 개고기 샤브샤브, 광동(廣
東) 담강(湛江) 개고기조림[燜狗肉], 강소(江蘇) 패현(沛縣) 개고기, 조선족

개고기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개고기 전문 식당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식당에서도 개고기 요리는 메뉴에 들어갈 정도이다.
개고기 식용 문화는 근현대 시기 중국 전체에서 유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광동, 광서(廣西) 지
역에는 개고기를 식용하는 문화가 상당히 성행하였다. 청(淸)나라 말기
광서성 남녕(南寧)에는 “개 도살 거리(㓥狗巷)”라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는 개고기 전문 식당이 많았다. 한 식당의 홀에는 주련(柱聯) 한 쌍을 걸
어두었는데 그 중 한 짝에는 “의협심이 넘쳐나는 사람 중에는 개를 도살
하는 백정이 많았다(仗義每多屠狗輩)”라는 글이 있어 개고기를 먹는 사람
과 개를 도살하는 백정의 품격을 높여 주기도 하였다.32) 광동 지역도 마
찬가지였다. 중국 현대 산문가 양실추(梁實秋, 1903-1987)는 개고기에 관
한 한 수필에서 1940년대에 광주(廣州)의 전래 시장에서 식용 개를 파는
모습을 언급하였는데 “시장에는 한 무리 한 무리의 작은 누런 개가 도살
장 근처에 밧줄로 묶여 있었는데, 털은 보송보송했고, 살이 통통하게 쪄
있었다(在菜市中看到一群群的小黄狗用绳系在屠户摊位旁边, 毛茸茸的, 肥嘟
嘟的)”라고 하였다.33) 이를 통해 식용으로 사육된 개가 광동 전래 시장에

서 판매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명대 속문학에 등장하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주로 일반 서민이었다.
이를 현실 상황에 비추어볼 때 그 이유를 분석하면 일반 서민들이 개고
31) 高学敏 编, ≪图解本草纲目≫, 北京: 北京联合出版公司, 2012, 188쪽.
32) 廣西人民出版社 编, ≪廣西特产风味指南≫, 南寧: 廣西人民出版社, 1985, 196쪽.
33) 梁实秋, ≪馋非罪≫, 哈尔滨: 北方文艺出版社, 2014,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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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먹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개를
키우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중국 시골에서 키우는 개는
거의 스스로 먹이를 찾거나 집의 잔반을 먹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개 사
료를 사서 먹이는 경우가 드물었다. 따라서 전통 시골에서 개를 사육하는
비용은 상당히 저렴하였다. 또한, 시장에서 파는 개고기도 비싸지 않았다.
반면에 닭, 돼지, 양 등은 식용을 위해 전문적으로 사육되었기 때문에 생
산비를 보충하기 위해 시장 가격이 비싼 편이었다. 그래서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은 개고기를 선호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개고기가
맛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개고기는 다
른 고기에 비해 육질이 연하고, 맛이 좋으며 소화가 잘 된다고 알려져 있
었다. “개고기가 펄펄 끓으면 신선이라도 점잖게 서 있지 못한다(狗肉滚
三滚, 神仙站不稳)”34), “개고기의 향기를 맡으면 신선이라도 담을 넘는다
(闻到狗肉香, 神仙也跳墙)”35)라는 말이 관용적으로 사용될 정도였다. 그리

고 ≪본초강목(本草綱目)≫에는 “(개고기는) 오장을 편하게 하고, 상한 곳
을 보충하며, 몸을 가볍게 하고 기를 더하며, 양기를 성하게 하고,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하며, 기력을 더한다(安五脏, 补绝伤, 轻身益氣, 壮阳道,
暖腰膝, 益氣力)”는 기록이 있다.36) 이렇게 사람들은 개고기에 몸을 보신

하고 양기를 키우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믿었다. 또 “개고기 탕을 마시면
겨울에 솜이불을 저당 잡힐 수 있다(喝了狗肉汤, 冬天可把棉被当)”37)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이 개고기는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믿었
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개고기가 보신에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일반 서
민들은 개고기 먹기를 좋아했다.
일반 서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개고기를 먹었지만, 한편으로는 개고
기에 관한 문화적 금기도 적지 않은데, 대표적으로는 종교적인 금기가 있
다. 종교는 음식 풍습을 크게 영향을 주는데,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불교
34)
35)
36)
37)

范世忠, <狗肉药膳>, ≪食品與健康≫, 2002 第4期, 39쪽.
廣西人民出版社 编, 앞의 책, 195쪽.
李时珍, ≪本草纲目≫, 兽部 第五十卷, 太原: 山西科学技术出版社, 2014, 1196쪽.
廣西人民出版社 编, 앞의 책,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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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도교는 교리 상 육식을 금할 뿐만 아니라 개고기에 관한 특별한 금기
도 있다. 먼저 불교의 경우를 살펴보면, 승려들은 일반적으로 육식을 해
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불교가 육
식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와 현지화 되는 과정
에서 살계(殺戒)라는 규율이 생겨 살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육식을
금하게 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38)
불교에서는 특별한 금기를 개고기에 두었기 때문에, 불교 신도가 개고
기를 먹는 것을 다른 고기를 먹는 것에 비해 더 심하게 계율을 어겼다고
여긴다. 그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개고기는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며, 둘째, 개는 총기가 있는 동물이므로 개는 개고
기를 먹는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불경인
≪근본설일체유부목득가권(根本说一切有部目得迦卷)≫에는 “불제자가 개
고기를 먹는 것은 개에게 짖음을 당하는 것이라 부처는 개를 응당 먹어
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苾刍39)食狗肉, 为狗所嗥吠, 佛言不应食狗)”40)는 구
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불교 교리상 개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수당(隋唐) 시기부터 인과응보 관념과 더불
어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개고기를 먹지 말 것을 권고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명대 소설에서도 이미 죽었던 가족이 개
로 다시 태어나는 등 실생활에서 보는 개를 함부로 죽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교훈들을 담은 이야기들이 등장한 것이다.41)
도교의 도사들도 육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보편적이었다. 도교
는 중국의 토착 종교로 노자(老子)와 그의 ≪도덕경(道德經)≫을 종교화
시키고 “도(道)”를 만물의 근거로 보았다.42) 이에 따라 천지만물 모든 것
38) 孫鳳芝⋅李志剛, ≪黃河流域餐桌的記憶≫,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2013, 80쪽.
39) 苾刍(필추): 범어(梵语)에서 수계(受戒)하여 중이 되는 불제자를 일으킨다.
40) 俞正燮 撰, ≪癸巳存稿⋅卷十三⋅佛教断肉述义≫. 收入安徽古籍丛书编审委员会 编
纂, ≪俞正燮全集 2≫, 合肥: 黄山书社, 2005, 546-547쪽.
41) 馮夢龍, ≪警世通言≫, 第二十五卷 桂員外途窮懺悔,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5,
285-299쪽.
42) 刘明廣 主编, ≪中国旅游文化≫, 北京: 经济管理出版社, 2014, 56,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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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 “도”로부터 생겨났으며 그래서 모든 생물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동물을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도교를 믿는 일반 신자들
까지 도사처럼 반드시 채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도교는 내부적으로 분파가 많고, 각각의 분파는 채식이냐 육식이냐에
대해 각각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현존하는 분파로는 전진파(全
眞派)와 정일파(正一派)가 있는데, 전진파의 교리는 비교적 엄격해서 육식

을 금한다. 이는 도교에서 중시하는 양생법과 관련이 있으니, 이 양생법
에 따르면 채식은 일반적으로 수명을 길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보았다.43)
정일파는 육식을 허용하였지만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도교에서는 “세 가지 고기를 꺼린다[삼염(三厭)]”고 하여 세 가지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중 “지염(地厭)”이라는 것이 바로 개고기를 말
하는 것이다.44) ≪본초강목(本草綱目)≫ 에 “도가에서는 개를 지염이라고
하여 먹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다.45) 개는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수
호함으로써 유교에서 중시하는 덕목인 충성과 의리를 드러낸다고 보아
유교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것을 유교 윤리를 위배하는 것으로 여겼다. 정
일파는 이런 유교의 영향을 받아 육식을 금하지는 않았지만 개고기에는
특별한 금기를 둔 것으로 추측한다.
종교적인 금기 이외에도 각 민족의 고유문화는 개고기 식용에 대한 중
국인들의 태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개고기 식용을 금지
하는 민족이 많은데 만주족[滿族], 몽골족[蒙古族], 장족(藏族), 혁철족(赫
哲族), 회족(回族), 위구르족[维吾尔族], 카자흐족[哈萨克族] 등이 그들이다.

만주족이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는 개가 청태조(淸太祖) 누르하치[努尔
哈赤, 1559-1626]를 살려준 적이 있기 때문이다.46) 혁철족은 일상생활에서
43) 劉燁 主編, ≪論道⋅道教入門600講≫, 北京: 中國婦女出版社, 2012, 5쪽.
44) “道家以狗为地厌, 雁为天厌, 鱼鸟为水厌, 皆不宜食.”
“도가에서 개는 지염(地厌), 기러기는 천염(天厌), 어조(鱼鸟)는 수염(水厌)이라 하
여 모두 먹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姚澜, ≪本草分经≫, 太原: 山西科学技术出版社, 2013, 216쪽.
45) 李时珍, ≪本草纲目≫, 1196쪽.
46) 雪犁 主编, ≪中华民俗源流集成(禁忌⋅生产⋅商贸卷)≫, 兰州: 甘肃人民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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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가지는 중요한 역할 때문에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개는 사냥하거나
물고기를 잡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겨울에는 개가 끄는
눈썰매가 혁철족의 주요한 교통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혁철족은 개를 “금
불환(金不换)”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는데 이는 개를 황금과도 교환하지 않
는다는 뜻이다. 혁철족의 재산 목록에서 개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심지어 개는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보내는 약혼 예물로 쓰일 정도이다.
이를 통해 혁철족이 개를 특별히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47) 또한
회족, 위구르족, 카자흐족 등 이슬람교를 믿는 민족들은 종교 교리 때문
에 개고기 식용을 금한다.48)
세계적으로 보면, 개고기 식용에 대한 태도는 주로 부정적이다. ≪성경
(聖經)≫의 영향을 받은 서양 문화권에서는 개를 인간의 친구로 여기며

가족 구성원의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개는 잡아먹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
라고 생각하는 편이다.49) 또한 일반적인 서양문화권의 사람들은 개고기를
먹는 행위를 미개인들이나 하는 짓으로 여긴다.50) 개고기 식용에 관한 태
도 차이로 인해 문화 충격을 받은 흥미로운 예가 있다. 이홍장(李鸿章,
1823-1901)이 영국으로 갔을 때 영국 군관 찰스 조지 고든(Charles George
Gordon, 1833-1885)의 부인이 이흥장에게 명견 한 마리를 선물로 주었는

데 이흥장은 귀국 후 그 개를 잡아먹고 고든의 부인에게 “주신 선물은
진미였습니다……먹게 되어 영광스러웠습니다.(所赐珍味……朵颐有幸.)”라
고 회신하여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곧 영국 여론
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51) 이홍장은 선물로 받은 개를 자연스레 식용이
라고 여겼을 뿐, 이 개가 고든 부인이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는 애완동물로
1994, 157-158쪽.
47) 孙运来 主编, 张克⋅崔博华 副主编, 杨晶⋅彭程 编著, ≪中国民族(十一)≫, 长春: 吉
林文史出版社, 2014, 20-22쪽.
48) 从恩霖, <伊斯兰教饮食文化與禁忌>, ≪中国宗教≫, 2005, 第11期, 34-35쪽.
49) 王露露, <≪聖经≫與吃狗肉>, ≪世界博览≫, 2014 第4期, 88쪽.
50) Shilpa Dave, LeiLani Nishime, Tasha Oren ed., East Main Street: Asian American
Popular Culture, New York: NYU Press, 2005, p.125.
51) 朱德裳, ≪三十年闻见錄⋅李鸿章聘英德逸闻≫, 长沙: 岳麓书社, 1985, 114-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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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방의 경기에서 일등상을 받았던 명견이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개가 생물학적으로 동물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
화적인 관념과 섞여 각 문화마다 상이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거시적인 문화적 배경의 영향 이외 개인적인 감정과 경험은 개고기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로 개를 좋아해서 개고기를 차마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개를 애완동물로 키우면서 정이 들어
자연스레 개고기를 먹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다. 이런 감정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둘째는 첫 번째와는 반대로 개를 더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거나 개를 싫어하기 때문에 개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다. 개가 인간의 배설물을 먹는 것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개를 불결
하다고 생각한다.52) 또한 개는 “꼬리를 흔들며 먹을 것을 구걸하고 그 생
김새가 추하다(摇尾乞食, 其貌不扬)”고 하여 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 사람도 있다.53) 따라서 개고기 식용에 관대한 문화권에 속한 사
람이라도 개인적인 이유로 개고기를 먹지 않는 경우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개고기 식용에 대한 태도는 지역적, 민족적으로 상이
하고 개고기 식용에 관한 금기가 있는 곳도 있었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
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개고기를 먹고, 개고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개인적
인 감정과 경험 등 다양한 이유로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이 속한 문화나 경험에 따라 개고기에 대해 다양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명대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개고
기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의 이런 태도가 어떤 식으
로 속문학에 반영되었으며, 문학 속에서 반복되는 등장을 통해 개고기가
어떤 식으로 기호화 되었는지 고찰할 것이다.

52) 梁实秋, ≪馋非罪≫, 95쪽.
53) 张世镕, <狗肉上大席的缘由>, ≪烹调知识≫, 2006 第1期, 10-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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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중국 역사상 개고기의 지위 변화
개고기가 소설과 희곡에서 보여주는 의미와 개고기의 역사 문화적 함
의는 연결된다. 역사적으로 보면 개고기의 지위는 흥미로운 변화를 거쳤
다. 선진(先秦) 양한(兩漢) 시기에는 귀족이나 평민 할 것 없이 개고기를
즐겼지만 수당(隋唐)시기에 이르면 개고기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현저하
게 떨어져 궁중이나 귀족들의 고급 연회에 개고기가 등장하지 않게 되었
다. 그러나 하층민들은 여전히 개고기를 즐겨 먹었다. 즉, 그 지위에 변화
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절은 역사상 개고기의 지위 변화와 그 원인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선진 시기 귀족들이 개를 식용으로 이용한 기록이 있다. ≪예기(禮記)≫
에서는 개를 그 용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집을 지키는 개
(守犬), 사냥에 이용된 개(田犬), 식용으로 사용된 개(食犬) 이렇게 세 가

지 개가 있다고 한다.54) 또한 ≪예기⋅왕제(王制)≫ 편에는 “제후는 이유
없이 소를 잡아서는 안 되고, 대부는 이유 없이 양을 잡아서는 안 되며,
사(士)는 이유 없이 개와 돼지를 잡아서는 안 되며, 서인은 이유 없이 진
미를 먹어서는 안 된다(诸侯無故不杀牛, 大夫無故不杀羊, 士無故不杀犬豕,
庶人無故不食珍)”고 말한 바 있다.55) 이는 당시 예법이 사(士) 이상의 귀

족이어야만 비로소 개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개고기의 지
위는 돼지고기와 비슷했기 때문이다. 또한 ≪예기≫에는 주나라 천자가
즐긴 특별한 음식 여덟 가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중에는 개 곱창
54) ≪禮记⋅少仪≫ 孔颖达疏: “犬有三种: 一曰守犬, 守御宅舍者也; 二曰田犬, 田猎所用
也; 三曰食犬, 充君子庖厨庶羞用也.”
≪예기⋅소의≫ 공영달 소에 따르면 “개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한 종류는 지키
는 개로 집을 지키고, 또 한 종류는 사냥개로 사냥할 때 사용하며, 마지막 종류는
식용 개로 군자의 부엌을 채워 여러 음식을 올리는 데 사용한다.”고 한다.
郑玄, <禮记正义(中册)>, 卷第四十五, 少仪第十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8,
1402쪽.
55) 戴聖, <禮记⋅王制第五>, ≪四书五经≫, 北京: 中华书局, 2009, 3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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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으로 개의 간을 구운 것이 있다.56) 이를 통해 당시 상층에서도 특식
으로 개고기를 즐겨 먹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있었으니 자연스럽게 개를 도살하는 직업도 있
었다. 당시 개를 도살하는 백정을 구도(狗屠)라고 불렀는데 전국시기 유
명한 자객 섭정(聶政, 생졸년 미상)은 “집안이 가난하여 이곳저곳을 돌아
다니며 개를 도살하는 백정 일을 했다(家贫, 客游以为狗屠)”고 한다.57) 이
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개를 잡는 데 대한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북방지역에서만 유행한 것이 아니라 남방지역에서
도 그런 문화가 있었다. ≪국어(國語)⋅월어(越語)≫에는 “아들을 낳으면
술 두 병과 개 한 마리를 상으로 주고, 딸을 낳으면 술 두 병과 돼지 한
마리를 상으로 주었다.(生丈夫, 二壺酒, 一犬; 生女子, 二壺酒, 一豚.)”라는
기록이 있다.58) 이는 월(越)나라에서 시행된 출산 장려책에 대한 기록이
다. 당시 월나라에서 남녀의 지위가 어떠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출산이라는 공을 세운 백성에게 상으로 개나 돼지를 준 것으
로 보아 개의 지위는 돼지와 비슷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선진시기처럼 한대(漢代)에도 귀족과 평민의 구분 없이 개고기를 즐겨
56) ≪禮记⋅内则第十二≫中记载有“肝菺: 取狗肝一, 幪之以其菺, 濡炙之, 举焦其菺, 不
蓼.” 这道菜的具体做法是在一块狗肝的外面包上这条狗肠子外面粘连的那层网油, 再用
面糊或者米糊上浆, 在火上烤熟.
≪禮记(예기)⋅内则第十二(내칙제십이)≫ 중 기록에 따르면 “간견: 개의 간을 하나
취해 그 식물로 덮어서 촉촉하게 굽는다. 탄 그 식물을 걷어내면 쓰지 않다.” 이
요리의 구체적인 조리법은 개의 간 한 덩어리 바깥을 개의 장에 붙어있는 기름층
으로 싸는데, 밀가루 풀이나 혹은 쌀 풀을 사용해 풀을 먹인 후 불 위에서 완전히
굽는다.
戴聖, ≪禮记⋅内则第十二≫, ≪四书五经≫, 北京: 中华书局, 2009, 361쪽.
解说参考李开周, <从“肝膋”到“肝签”>, ≪宋朝饭局≫, 北京: 东方出版社, 2014, 101102쪽.
57) 刘向 编, 吕壮 译注, ≪战国策译注≫, 卷二十七 韩傀相韩, 北京: 生活⋅读书⋅新知
三联书店, 2014, 299쪽.
58) 郭锡良⋅唐作藩⋅何九盈 等, ≪古代汉语 (上册) 修订本≫, <<勾践灭吴>與≪国
语≫>, 北京: 商务印书馆, 1999,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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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었다. 한나라 귀족의 묘가 발굴되었는데, 부장품으로 개가 발견되었
다.59) 또한 서한(西漢) 초기에 매장된 것으로 추측되는 마왕퇴(馬王堆) 한
묘에서 나온 죽간의 기록에는 개고기가 재료인 것으로 보이는 요리명이
보이기도 한다.60) 마왕퇴(馬王堆) 한묘의 주인은 남방 귀족으로 추정되는
데, 이 발굴을 통해 남방 귀족들에게도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이 고고학의 발견으로 증명되었다. 그리고 서한시기 민간에서 제사를
지낼 때 개고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부유한 집안은 쇠고기를,
보통 집안은 양고기나 개고기를, 가난한 집안에서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를
사용했다고 한다.61) 이를 통해 당시의 개고기는 양고기와 지위가 대등했
고, 쇠고기보다는 못했으나 닭고기나 돼지고기 보다는 높았다는 것을 알
59) 黄展岳, <汉代人的饮食生活>, ≪农业考古≫, 1982 第1期, 71-73쪽.
60) 장사(长沙) 마왕퇴(马王堆) 일호(壹號)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죽간 중에 음식에 관
한 내용이 있다.
简一九 “ 狗巾羹一鼎”, 巾, 一说为堇, 一说为芹, 可能是楚国的一种芹菜. 19번째 간
“개고기 미나리 국 한 솥” 건(巾)은 일설에는 제비꽃, 일설에는 미나리라는데 아마
도 초나라의 미나리의 일종인 것 같다.
简二八 “狗苦羹一鼎”. 28번째 간 “쓴 개 국 한 솥”.
简四一 “犬其胁炙一器”, “其”的意思可能为“之”. 41번째 간 “개의 겨드랑이 구이 한
그릇”, “그”의 뜻은 아마 “〜의”일 것이다.
简四二 “犬肝炙一器”. 42번째 간 “개 간 구이 한 그릇”.
湖南省博物馆⋅中国科学院考古研究所 编, ≪长沙马王堆一号汉墓(上集)≫, 北京: 文
物出版社, 1973, 132-134쪽.
陈建明, ≪马王堆汉墓研究≫, 长沙: 岳麓书社, 2013, 461-479쪽. 470, 474쪽에는 동
물 고기 요리 방법에 관한 내용이 있다.
范川凤, ≪中国饮食习俗≫, 石家庄: 河北人民出版社, 2013, 7쪽.
61) “今富者祈名岳, 望山川, 椎牛击鼓, 戏倡舞像. 中者南居当路, 水上雲臺, 屠羊杀狗, 鼓
瑟吹笙. 贫者鸡豕五芳, 卫保散腊, 倾盖社场.”
“오늘날 부자는 이름난 산에 제사하고 산천을 돌아보며 소를 잡고 북을 치고 연
극과 노래 춤과 인형극을 한다. 중자는 남쪽에 거하며 길을 막고 물 위에 높은 대
를 세우고 양을 잡고 개를 죽이고 금을 타고 생황을 연주한다. 빈자는 닭과 돼지
와 다섯 가지 향으로 보호를 빌며 고기를 나누어 수레 덮개를 기울이고 마당에서
제사 지낸다.”
桓寬 著, 白兆麟 註譯, ≪鹽鐵論註譯≫, 卷六 散不足 第二十九, 合肥: 安徽大學出版
社, 2012, 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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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위진남북조(魏晉南北朝) 시기에 이르면 북방 지역의 상류층에서 개고기
를 먹는 풍조가 점차 쇠퇴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여
전히 개고기를 먹고 있었다. 북위(北魏)에서 만들어진 농사와 관련된 책
≪제민요술(齐民要术)≫62)에는 당시의 요리들을 많이 수록했는데, 그 중
에 개고기를 재료로 한 것은 한 가지만 보인다.63) ≪제민요술≫의 저자는
북위의 고양태수(高陽太守)였던 가사협(贾思勰)이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기록된 개고기 요리는 선진시기와 한나라 때에 비해 그 수가 줄어들었는
데, 이는 당시 상층 사회에서는 이전에 비해 개고기를 덜 소비했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서민 중에는 여전히 개를 도살하는 백정
이 남아 있었다. 예를 들어 ≪남사(南史)⋅왕경칙전(王敬则传)≫에는 왕경
칙(435-498)이 “개를 도살하고 장사를 하며 삼오 지역을 돌아다녔다(屠狗
商贩, 遍于三吴)”64)라는 기술이 있다. 이를 통해 그가 오(吳)지역에서 개

를 도살하며 장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위진남북조 시기에 남
방 지역에서 이러한 백정에 대한 수요가 존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수당 시기에 이르러 인과응보 관념과 살생(殺生)을 금하는 불교의 영향
을 받아 개고기 식용 문화가 변화하였다. 개는 함부로 잡아먹는 동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개를 소재로 하는 괴이한
이야기가 생겨났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개를 죽이지 말 것을 권
고했다. 당대(唐代)의 전기(傳奇) 소설집인 ≪집이기(集異记)≫ 중에도 개
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으니, 예를 들면 노강(盧江)65)에서 양포(楊褒)라
는 사람이 친척집에 갔는데, 친척은 가난해서 양포를 대접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개를 잡아 대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개가 무릎을
꿇고 애원의 눈빛으로 양포를 쳐다보았고, 양포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기
62) ≪제민요술(齐民要术)≫: 가사협(贾思勰, 생졸년 미상)이 533-544년에 지은 것으로
여겨진다.
63) 贾思勰, ≪齐民要术≫, 北京: 团结出版社, 1996, 363쪽.
64) 李延寿 撰, 中国文史出版社 编, ≪二十五史⋅卷五 南史 北史 隋书≫, 南史 卷四十
五 列传第三十五 王敬则传, 北京: 中国文史出版社, 2003, 226쪽.
65) 노강(盧江): 현재의 안휘성(安徽省) 합비시(合肥市)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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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양포는 이 개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이후에 이 개는 양포의 목숨
을 살려 주었다.66) ≪집이기(集異记)≫ 중에는 이러한 종류의 비슷한 이
야기가 많다. 즉, 당시 사람들에게 개를 잡아먹는 것이 다른 동물을 잡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 아니라 다소 꺼리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어서 송대에 이르면 불교의 영향이 점차 강해지면서 사람들에게 개
를 죽이지 말 것을 권고하는 강렬한 인과응보 관념을 담은 이야기들이
등장했다. ≪태평광기(太平廣记)≫에 의하면 촉(蜀)나라 지역(현재의 사천
지역)에 이소(李紹)라는 사람이 개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모두 합쳐 수
천 마리에 달하는 개를 잡아먹었다.67) 그의 집에서는 한 검둥개를 키웠는
데 어느 날 이소가 술에 만취해서 집에 들어갔을 때 검둥개는 그를 향해
큰 소리로 짖었다. 이소는 화가 나서 도끼를 들고 이 개를 찍으려고 했는
데 그 때 돌연 뛰어나온 아들을 대신 찍어 죽이게 되었다. 이는 ≪태평광
기(太平廣记)≫의 “응보[报应]”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로, 살생을
금하는 불교의 영향이 심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차 개고기를 먹는 행위가
업보(業報)를 쌓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송대의 한 황제는 개고기를 금지하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 개고기의 지
위가 많이 떨어졌다. ≪곡유구문(曲洧舊闻)≫에 의하면 송휘종(宋徽宗,
1082-1135)은 자신이 “개띠”라고 하여 개를 죽이는 것과 개고기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고, 시장에서는 공개적으로 개고기를 팔 수 없
게 되었다.68) 그래서 개고기는 몰래 먹을 수밖에 없었고, “개고기는 격식
있는 자리에 올릴 수 없다(狗肉上不了正席)”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이러
한 결과로 송대부터는 상류층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개고기를 먹는 풍속

66) 李昉, ≪太平廣记: 足本3≫, 卷四百三十七 畜兽四 杨褒 引≪集異记≫, 北京: 团结出
版社, 1994, 2093쪽.
67) 李昉, ≪太平廣记: 足本1≫, 卷一百三十三报应⋅三十二杀生 李绍, 引≪儆戒錄≫,
590쪽.
68) 李廌⋅朱弁⋅陈鹄 撰, 孔凡禮 点校, ≪唐宋史料笔记丛刊——师友谈记 曲洧舊闻 西
塘集耆舊续闻≫, 北京: 中华书局, 2002, 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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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해졌다.
송대에는 개고기 식용이 금지되었고 이로 인해 개고기를 먹기 위해서
는 다른 집의 개를 훔쳐 잡아먹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개고기는 비천한 것,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것, 심지어는 개를 죽이거
나 개고기를 먹는 것은 부도덕적인 행위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었다.
≪이견지지(夷坚支誌)≫에는 한 무리의 깡패들이 한 악한 행위에 대한 기
록이 있으니, 그 중에는 “소를 도축하고 개를 잡아먹는다(屠牛殺狗)”라는
구절이 있다.69) 이를 통해 개를 잡아먹는 것과 소를 도살하는 것은 깡패
들이나 하는 악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소는 밭을 가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사에 필요하고, 개는 정부의 명령에
따라 잡아먹으면 안 되는 동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록을 통해
당시부터 개를 먹는 행위는 깡패들이나 하는 부정적인 일로 보기 시작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송대 이후 청대까지 개고기를 먹는 것은 하층 민중의 특수한 풍속으로
여겨졌고, 개고기는 비천한 음식이라는 생각이 보편화되었다. 오늘날에도
개고기는 중국인이 보편적으로 먹는 식용 고기로써 환영 받지 못하고 있
다. 개고기가 귀족이나 평민 할 것 없이 즐겨 먹던 음식에서 깡패들이나
먹는 비천하고 부정한 음식으로 지위가 급격히 떨어진 데에는 다음과 같
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
먼저 북쪽과 서쪽의 유목민들이 중원으로 내려오면서 유목 문명이 개
고기 식용 문화에 변화를 일으켰다. 이는 중원지역의 농경 문명과 달리
유목민들에게 개는 사냥, 방목 등 일상생활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함
께 생활하는 가족의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개고기 식
용을 허용하느냐 아니냐는 바로 중원의 문화와 주변 지역 문화의 차이점
이다.70) 실제로도 이런 문화 차이는 계속 존재했지만 선진시기부터 양한
69) 洪迈 著, 李宏 主编, ≪夷坚誌(文本对照全译本) 第四册≫, ≪夷坚支誌≫ 戊集卷四
黄池牛, 北京: 北京燕山出版社, 1997, 2071쪽.
70) Sanping Chen, Multicultural China in the Early Middle Age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12, pp.6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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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까지 중원 지역의 문화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지역 문화를
동화시켰다.71) 그러나 위진남북조 시기부터 당대에 이르는 기간에는 중원
지역과 주변 지역 사이에 정치, 문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류가 빈번
해지면서 한쪽 방향으로 동화시키거나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서로 소통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당대 황실은 선비족(鮮卑族)의
혈통을 이어받았는데 선비족은 한족과 달리 원래 개고기를 먹지 않는 유
목 민족이었다.72) 이렇게 유목 민족의 영향이 커지면서 개고기 식용 문화
는 더 이상 모든 계층에서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점차 쇠퇴하
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중국의 인구 이동 역사 때문이다. 유목 민족들이 중원
으로 들어오면서 원래 중원 지역에 머물렀던 사람들은 점차 남쪽으로 내
려가는 추세를 보였다. 북방 지역에서는 인구 이동이 훨씬 활발했기에 사
회 풍조도 더 많은 변화를 거쳤다. 반면에 남방 지역에서는 인구 이동이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73) 따라서 원래 중원 지역에서 살았던 개고기를 먹
는 한족이 남방으로 옮겨 가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였고, 오늘날에 이르러
는 개고기를 먹는 풍습이 남방 지역, 특히 광동, 광서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74)
세 번째 원인은 다른 육류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개고기의 소비가 줄어
들었기 때문이다. 미국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Marvin Harris, 1927-2001)는
인류의 일상적 음식 소비 구조 변화를 분석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인류의
생산력이 증가하면서 육류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졌다고 한다. 농
가에서 일상적으로 기른 돼지나 닭의 수량이 많아지면서 개고기는 일상
적인 식용 육류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다.75) 그러나 사회 하층민에게
위의 책, pp.76-82.
杨军⋅吕净植, ≪鲜卑帝国≫, 北京: 中国国际廣播出版社, 2013, 198-199쪽.
范勇, ≪中国人的文化性格≫, 北京: 中央编译出版社, 2010, 86쪽.
朱荫龙, <廣西吃狗肉风习考原>, 收入艺文誌编委会, ≪艺文誌 (第二辑) ≫, 太原: 山
西人民出版社, 1983, 270-271쪽.
75) 马文⋅哈里斯(Marvin Harris) 著, 葉舒宪⋅户晓辉 译, ≪好吃: 食物與文化之谜 (Good
to Eat: Riddles of Food and Culture)≫, 济南: 山东画报出版社, 2001, 221쪽.

71)
72)
73)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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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는 구하기 힘든 식재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그쳤으며, 그것이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식재료나 아니냐는 따질 형편이 아니었다. 닭, 돼지, 양 등은 식용을 위해
전문적으로 사육되었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비싼 편이었다. 그래서 가난
한 서민들의 경우에는 명절에나 겨우 이런 고기를 먹었다. 상황이 이러했
기 때문에 고기를 정말 먹고 싶다면 보통 남의 가축을 훔치거나, 야생 동
물을 사냥하거나, 비교적 싸게 파는 개고기를 사서 먹거나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라도 고기를 먹을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만족스
러운 식사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고기는 점점 가난한 하층민의 음
식이 되었다.
네 번째 원인은 종교가 개고기의 지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개고기 식용에 대한 태도는 불교의 유행과 관련이 있
다. 위진남북조 시기부터 이미 중국 민간에 크게 영향력을 떨치던 불교는
개고기 식용을 금하는 데 일조하였다. 일반적으로 보면 중국 불교의 채식
전통은 위진남북조 시기에 대승불교가 유행하고 양무제(梁武帝) 소연(蕭
衍, 464-549)이 채식을 제창했을 때부터 생기게 되었다.76) 그리고 불교에

서는 개를 총기가 있는 동물로 보아 개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을 미워할
것이라고 하여 개고기에 대한 특별한 금기를 두었다.77)
마지막으로 사회의 분위기가 개고기 식용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송휘
종이 개고기 먹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자 개고기는 공개적으로 판
매할 수 없는 품목이 되었고, 먹으려면 몰래 먹을 수밖에 없었다. 몰래,
음지에서, 숨어서 먹는 음식이 되다 보니 개고기는 심지어 나쁜 짓이나
하는 깡패들의 음식으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역사적, 지역적으로 개고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화하
면서 사회의 주류 문화는 개고기 식용을 배척하였다. 반면 비주류 문화는
76) 郭亚东⋅王美萍主编, ≪烹饪学≫, 北京: 北京师範大学出版社, 2010, 8쪽.
77) 俞正燮 撰, ≪癸巳存稿⋅卷十三⋅佛教断肉述义≫, 546-5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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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을 합리화 시켰고, 개고기는 하층민들과 연관된 음식이 되었
다. 따라서 개고기는 특정 사회 집단의 문화적인 기호가 되었다. 상징성
을 가지게 되는 배경이 형성된 것이다. 그리고 비주류 문화에 긍정적이었
던 속문학은 개고기 먹는 장면을 작품에 삽입했으니, 이는 다음 절에서
볼 수 있다.

제3절 명대 사회 및 속문학
명대 속문학을 본고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한 이유는 바로 하층민들이
개고기를 먹는 장면이 명대 속문학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명대에 개고기 식용이 성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명대
사회 그 자체를 반영한 것이기 보다는, 명대의 문화와 속문학이 가지는
그 자체의 특성인 것이다.
명대에 속문학이 발전함에 따라 하층 민중이 개고기를 먹는 장면을 삽
입한 작품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명대에 유행하던 사상과 연관
이 있다.78) 왕양명(王陽明, 1472-1529)의 “심학(心學)”에 영향으로 명대
중⋅후기에는 인간의 자연 본성과 감정을 긍정하는 기풍이 일었던 것이
다.79) 이러한 문화적 배경 아래에서 문학과 예술은 점점 더 일상생활에서
소재를 취하게 되고, 농후한 세속적 분위기를 풍기며, 미학적으로도 대중
의 취향에 더 다가가 감각적인 쾌락과 세속의 즐거움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소설과 희곡 작품 속에서 승려들이 개고기를 먹으며 공개적으로
살계(殺戒)를 범하는 것도 심각하게 논란이 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개고
기를 먹는 승려들은 이전부터 있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개성의 해방을 지
향한 명대 속문학에서는 승려가 개고기를 먹는 장면이 작품 속에서 당당
78) Hua-yuan Li Mowry, Chinese Love Stories from Ch’ing-shih, Hamden, Connecticut:
Archon Books, 1983, Introduction, pp.1-5.
79) 羅宗強, ≪明代文學思想史≫, 北京: 中華書局, 2013, 引言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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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묘사되기 시작했다. 이는 전 시대 문학에서는 소재로서 여겨지지 않았
던 것이다.
음식은 일상생활의 여러 부분 중에서도 중요한 주제로서 명대 문학 속
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상업과 시민 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있는 배경 아
래에서 음식의 문화적인 의미는 더욱 부각되고 있었다. 명대 후기의 사대
부 문화는 날이 갈수록 더 섬세하고 정교하게 음식 문화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신경을 더 많이 썼다.80) 많은 문인들은 음식에 관한 논술을 남겼
으니, 고렴(高濂, 가정(嘉靖, 1521-1566) 초-만력(萬曆, 1573-1620))의 ≪준
생팔전(遵生八箋)≫, 원굉도(袁宏道, 1568-1610)의 <상정(觞政)>, 장대(張岱,
1597-1679)의 ≪도암몽억(陶庵夢憶)≫, 이어(李渔, 1611-1680)의 ≪한정우기
(闲情偶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81) 당시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사

상의 영향을 받아 음식에서도 자연스러움을 강조한 음식이 인기를 많이
얻었다. 이어는 ≪한정우기≫에서 “내가 말하는 음식의 도는 회는 고기보
다 못하며 고기는 채소보다 못하니 또한 그것이 자연스러움에 점점 가까
워지기 때문이다(吾谓饮食之道, 脍不如肉, 肉不如蔬, 亦以其渐近自然也)”
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회가 고기보다 더 고상한 음식이며, 고기가 채소보
다 더 고상한 음식이라는 생각과 달리 사회 지위와 관계없이 자연스러운
음식을 더 좋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82) 이렇게 사대부들의 음
식에 대한 관심은 아문학(雅文學)에서는 물론이고 속문학에도 많은 영향
을 준 것이었다.
음식은 양생과 보건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명대
소비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원굉도의 <여공유장선생서(與龚惟长先生书)>
에서 “눈으로는 세간의 색을 다 보고, 귀로는 세간의 소리를 다 듣고, 몸
으로는 세간의 새로움을 다 즐기고, 입으로는 세간의 이야기를 다 말하는
것이 즐겁게 사는 것이다(目极世间之色, 耳极世间之声, 身极世间之鲜, 口
极世间之谭, 一快活也)”라고 하였듯이 세속의 즐거움을 숭상하는 사상은
80) 赵园, ≪明清之际士大夫研究≫,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14, 92쪽.
81) 赵荣光, ≪中国饮食文化概论(第2版)≫,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8, 245쪽.
82) 李渔, ≪闲情偶寄(第2版)≫, 卷四 饮馔部⋅蔬食第一, 西安: 三秦出版社, 2005, 1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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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 중⋅후기 사회에 보편화되었다.83) 또한 명대 사회생활을 묘사한
≪금병매(金瓶梅)≫84)에서는 끊임없는 다양한 연회에 맛있는 요리 수백
종이 출현하는데, 이처럼 음식의 향락을 추구하는 기풍은 명대 후기 사회
에 나타난 소비문화를 극명히 보여준다.85)
명대 사회의 소비문화에 영향을 받아 음식은 점점 더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다. 상업화와 세속화되는 추세에 따라 신분과 지위
에 대한 판단은 음식을 통해서 외적인 형식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나타나
게 되고, 음식의 소비는 더 많은 사회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
다. 명대 중⋅후기부터는 백은이 사실상의 유통화폐가 되어 일련의 사회
변화를 초래하였다.86) 사회 분업이 날로 세분화되고, 빈부격차가 심해지
며, 사회 분위기도 점점 달라진 것이다. 상업에 종사하여 부유해진 졸부
들은 자신을 일반 서민과 구별하기 위해 부자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외적인 표시를 추구하였다.87)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학자 티모시 브룩
(Timothy Brook, 1951- )은 여지(荔枝)에 대한 예를 들어 설명한 바 있다.

명대의 ≪혜안현지(惠安88)縣誌)≫(1530년에 발행)에서 현지 특산물 여지를
기술했을 때 여섯 가지 여지를 열거하였는데, 이러한 서술 중에 여지는
일반 서민들이 먹는 것이 아니라 사회 지위와 문화 교양이 있는 사람들
만이 먹는 음식이라고 한 것이다.89) 여지의 희귀함과 비싼 가격은 사회의
83) 袁宏道, <與龚惟长先生书>. 收入席嘉 主编, ≪大学语文≫, 武汉: 武汉大学出版,
2006, 84쪽.
84) ≪금병매(金瓶梅)≫는 북송 말년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았으나, 작품 속에서 묘사
된 세계는 사실상 명대이다.
85) 巫仁恕, ≪品味奢华——晚明的消费社会與士大夫≫, 第六章 文人品味的演化與延续—
—以饮食文化为例, 北京: 中华书局, 2008, 247-249쪽.
86) 萬明, <明代白银货币化與社会变迁>. 收入张国刚 主编,≪中国社会历史评论 (第五
卷)≫, 北京: 商务印书馆, 2007, 315-317, 320쪽.
87) Craig Clunas, Superfluous Things: Material Culture and Social Status in Early Modern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pp.156-157. 이 책에는 서문경(西
门庆)의 예가 있다.
88) 惠安(혜안): 현재의 복건성(福建省)에 속한다.
89) 卜正民(Timothy Brook) 著, 方骏 等 译, ≪纵乐的困惑: 明代的商业與文化(The
Confusions of Pleasure: Commerce and Culture in Ming China)≫, 北京: 生活⋅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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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층이라는 지위를 부각시켰으며, 특별한 여지를 먹는 것으로부터 특별
한 문화 취향을 가졌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여지는 간단한 과일일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화적인 함의를 가진, 사회 상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
를 과시하는 수단이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문학에도 반영되었고, 음식은 인물의 사회 지위를 표시
하는 기호가 되었다. 개고기도 이런 과정을 거치며 명대 사회에서 점점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하나의 기호가 된 것이다. 문인들은 편견
을 가지고 개고기를 보면서,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먹는 비천한 것으
로 여기거나 개고기를 먹는 것을 특히 세속적인 행위라고 여겼다. 반면
일반 민중이 개고기에 대해 내린 사회적 판단은 이와 달랐다. 그들의 개
고기에 대한 생각은 개성을 드러내거나 인간의 진실하고 자연스런 감정
을 강조하는 명대 후기 문학과 결부되었다. 그래서 개고기는 마치 각 인
물의 개성과 인간의 진실한 욕구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기호라도 된 것처
럼 개고기의 등장이 이전에 비해 두드러졌다. 즉, 특정 음식의 사회 문화
적 함의는 문학 텍스트에 반영되며 문학 속에서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기호가 된 것이다. 그래서 본고의 이후부터는 개고기가 겪은 이런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书⋅新知三联书店, 2004, 2, 148-150, 245, 258-2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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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연구 대상 개황
앞에서 언급했듯이 본고의 중점은 명대 속문학 중 개고기의 상징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고의 주요 연구 대상은 다음과 같다. 속문학 중에서
도 백화소설과 희곡(戲曲), 장편소설, 단편소설 모음집, 잡극(雜劇), 남희
(南戱), 전기(傳奇)를 포함한다. 아래 작품들은 개고기를 먹거나 개고기를

파는 등 개고기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 분석 대상이 되었다.

장르

제목

수량

≪수호전(水滸傳)≫, ≪금병매(金瓶梅)≫,
장편소설

≪삼보태감서양기(三寶太監西洋記)≫,

5

≪제전선사어록(济颠禅师語錄)≫, ≪취보리전전(醉菩提全传)≫
≪유세명언(喩世明言)≫, ≪경세통언(警世通言)≫, ≪성세항언
단편소설

(醒世恒言)≫, ≪초각박안경기(初刻拍案驚奇)≫,

모음집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

7

≪삼각박안경기(三刻拍案驚奇)≫, ≪서호이집(西湖二集)≫
<장신령응(蔣神靈應)>, <죽엽주(竹葉舟)>, <기영포(氣英布)>,

잡극

<쟁보은(爭報恩)>, <호천탑(昊天塔)>, <파풍시(破風詩)>,

(雜劇)

<발택비승(拔宅飛升)>, <쇄백원(鎖白猿)>, <취향몽(翠鄉夢)>,

10

<홍련채(紅蓮債)>

남희
(南戲)

전기
(傳奇)

<형채기(荆釵記)>

1

<금전기(錦箋記)>, <서루기(西樓記)>, <취보리(醉菩提)>

3

표 2: 본고의 연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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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주로 명대 백화소설과 희곡 중 개고기를 먹거나 파는 장면과
인물을 골라내어 분석하였는데,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기초로 하여 이
런 장면들이 어떤 특수성을 가지는지 고찰하였다. 인물의 신분이나 지위,
성격 특징 등이 개고기와 모종의 상관성을 가지는지, 만약 그렇다면 개고
기의 상징성은 무엇인지, 개고기의 함축된 의미가 어떻게 문학 텍스트 속
에서 기호가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명대 초기, 중기, 말기의 작품들과 원대와 청대의 작품들이 분석 대상
으로 선정되었다. 상술한 14종의 희곡에는 원대 잡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원잡극(元雜劇)의 현존판본은 대체로 명대 각본으로 명대 독자들과 청
중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과 수정을 거친 것이다. 그렇기에 원잡극이지만
명대 독자와 청중의 기호를 반영한다고 여겨 본고의 분석 대상으로 삼았
다. 제공(濟公) 소설 중 일부 판본은 청대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제공 이
야기는 명대에 광범위하게 유행하였고, 이야기의 전형이 이미 명대에 거
의 완성되었기 때문에 판본은 청대에 만들어졌더라도 제공 이야기 자체
는 변형이 적다고 보아 분석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단편백화소설집의 원작자와 일부 희곡 작품이 작자 미상인 것을 제외
하고, 작가와 편집자의 출신 지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작가와 편집자가
강소(江蘇)와 절강(浙江)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비록 소설
이나 희곡의 배경은 강소나 절강 지역이 아니지만 작가의 출신 지역적
색채가 어느 정도 작품에 반영되어 강소와 절강 지역의 사회 문화적 영
향이 작품에 드러난다. 이것은 강소와 절강의 출판문화가 다른 지역에 비
해 흥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고의 분석 대상인 개고기의 상징
성 역시 중국 전역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주로 강소와 절강 지역
의 상황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밖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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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백화소설
명대 백화소설에는 승려, 도사, 민간의 유협, 영웅 등과 같은 인물이 개
고기를 먹는 장면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위해
본고가 다룰 백화소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장편소설로는 ≪수호전
(水滸傳)≫, ≪금병매(金瓶梅)≫, ≪제전선사어록(济颠禅师語錄)≫, ≪취보

리전전(醉菩提全传)≫, ≪삼보태감서양기(三寶太監西洋記)≫가 있고, 단편
소설 모음집으로는 ≪유세명언(喩世明言)≫, ≪경세통언(警世通言)≫, ≪성
세항언(醒世恒言)≫, ≪초각박안경기(初刻拍案驚奇)≫, ≪이각박안경기(二
刻拍案驚奇)≫, ≪삼각박안경기(三刻拍案驚奇)≫, ≪서호이집(西湖二集)≫

이 있다.

1. ≪수호전(水滸傳)≫
≪수호전(水滸傳)≫은 유명한 백화 장회 소설이다. 소설 내용은 북송말
기 양산박(梁山泊)에 머물렀던 108명 영웅호걸의 이야기이다. ≪수호전≫
이야기가 만들어진 과정에 관해서는 이견이 많은데90), 남송 때부터 이미
민간에 널리 퍼져 있었던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설화예인(說話藝人)이 소
재로 차용하면서 점차적으로 ≪수호전≫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만들어져
서 이야기 형성 과정을 정확하게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91) ≪수호
전≫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미 남송말기 원대초기의 화본(話本)92)인
≪대송선화유사(大宋宣和遺事)≫에서 보인다. 원대에 이르러서는 양산박
의 영웅들을 소재로 하는 잡극이 많이 출현했는데 이러한 잡극을 ‘수호희
(水滸戱)’라고 부른다.93) 백화장회소설 ≪수호전≫이 완성된 정확한 시기
90) 袁行霈 主编, ≪中国文学史(第二版) 第四卷≫, 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5, 38-39
쪽.
91) 萧相恺 编著, ≪水浒传鉴赏辞典≫, 上海: 上海辞书出版社, 2013, 637쪽.
92) 화본(話本): 고대의 설화 예인들이 공연을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대본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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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 수 없지만, ≪수호전≫의 초보적인 모습은 원말명초에 출현한 것으
로 추측된다.94) 따라서 ≪수호전≫은 남송부터 명대까지 오랜 세월을 거
치며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수호전≫의 판본 양상은 복잡한데, 크
게 번본(繁本)과 간본(簡本) 두 가지 계열로 나뉜다.95) 본고가 선정한 판
본은 번본 중에 100회로 되어 있는 ≪충의수호전(忠義水滸傳)≫96)이며,
그 중에서도 주로 노지심(魯智深)이 개고기를 먹는 장면을 대상으로 한다.

2. ≪금병매(金瓶梅)≫
≪금병매(金瓶梅)≫는 ≪수호전≫, ≪삼국연의(三國演義)≫, ≪서유기(西
遊記)≫처럼 민간에서 전해온 이야기가 오랜 시간 누적되어 만들어진 장

편소설과는 달리 어느 한 문인이 독립적으로 창작한 중국소설사상 최초
의 장편소설이다. ≪금병매≫는 ≪수호전≫에서는 주변적 인물이었던 서
문경(西門慶)과 반금련(潘金蓮)을 주인공으로 하여 다른 인물과 사건을 보
태어 만들어진 총 100회의 소설이다. ≪금병매≫는 ≪수호전≫에서 비롯
되었지만 ≪수호전≫과는 사뭇 다른 작품이다. ≪수호전≫에서는 서문경
과 반금련이 밀통하자마자 무송(武松)의 손에 죽었다. 이와 달리 ≪금병
매≫에서는 서문경과 반금련이 밀통하고 몇 년 후에 서문경은 병사하며,
반금련은 서문경이 병사한 후 무송의 손에 죽는다. 책명은 중요 인물인
서문경의 다섯째 첩 반금련, 여섯째 첩 이병아(李甁兒), 그리고 반금련의
시녀 춘매(春梅)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땄으며, 금(金), 병(甁), 매(梅) 세
글자가 각각 금전, 술, 여색을 상징한다고 보는 의견도 있다.97)
≪금병매≫는 ≪수호전≫과 함께 북송 말년을 이야기의 배경으로 삼았
지만, 작품 속에서 묘사된 세계는 사실상 명대에 가깝다. 그래서 서문경
93)
94)
95)
96)
97)

萧相恺 编著, 앞의 책, 같은 쪽.
刘世德, ≪水浒论集≫,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4, 27쪽.
施耐庵, ≪水浒传≫, 南京: 南京大学出版社, 2014, 前言.
위의 책, 같은 쪽.
杨子坚 编注, ≪古代文学史简编≫, 第七章 明代文学, 第四节 ≪金瓶梅≫和明代的世
情小说, 南京: 南京大学出版社, 2012, 3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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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인물을 통해 명대 사회에서 상인과 관료들이 어떻게 생활하였는
지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작자는 난릉(蘭陵) 소소생(笑笑生)이라고
하는데 이는 필명으로 그의 본명과 내력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이 소
설의 창작 시기도 분명하지 않아 만력(萬曆, 1573-1620) 중기로 추정만 할
뿐이다.98) 지금까지 전해온 판본은 주로 두 가지로 만력45년(1617)에 간
행된 ≪신각금병매사화(新刻金瓶梅詞話) ≫와 숭정년간(崇禎年間, 16281644)에 간행된 ≪신각수상비평금병매(新刻繡像批評金瓶梅)≫이 있다. 전

자는 만력본(萬曆本)이나 사화본(詞話本)이라고 부르고, 후자는 숭정본(崇
禎本)이나 수상본(繡像本)이라고 부른다.99) 본고는 비교적 일찍 나온 사화

본을 참고하였다. 다른 연구 대상과는 달리, ≪금병매≫에는 개고기를 먹
거나 파는 장면이 없으나 “개고기”는 다른 사람을 부르는 데 쓰여 특수
한 함의를 드러내었다.

3. ≪제전선사어록(济颠禅师語錄)≫ 및 ≪취보리전전(醉菩提全传)≫
제공(濟公)의 이야기는 민간에서 널리 유행했는데, 그의 큰 특징 중 하
나는 개고기 먹기를 좋아한다는 것이다. 제공의 본명은 이수원(李修緣,
1148-1209), 법명은 도제(道濟), 남송의 고승으로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는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미친 것 같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정신나간
제공(제전, 濟顛)”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렸다. 그러나 그는 그의 우스꽝스
러운 행위로 세상을 조롱하면서도, 불교의 진정한 도리가 숨겨져 있는 말
을 하며, 예언을 하면 실제로 이루어지며, 또한 동냥해서 얻은 재물로 가
난한 사람들을 도와 이름을 떨쳤다.100)
송원시기부터 명청시기까지 제공의 이야기는 희곡, 소설, 강창문학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끊임없이 전해졌다. 명대 전여성(田汝成, 1502-1557)
98) 孙康宜⋅宇文所安 主编, 刘倩 等 译, ≪剑桥中国文学史 下卷 1375-1949≫, 第二章
晚明文学文化(1573-1644), 北京: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2013, 126-127쪽.
99) 方铭 主编, 吴兆路⋅罗书华 本卷主编, ≪中国文学史 (明清卷) ≫, 第六编 明代编,
第九章 ≪金瓶梅词话≫, 长春: 长春出版社, 2013, 103-105쪽.
100) 胡勝, <济公小说的版本流变>, ≪明清小说研究≫, 1999 第3期, 156-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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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호유람지여(西湖遊覽誌餘)≫에서 제공의 사적에 대하여 불과 200
여 자로 된 짧은 기록을 남겼다. 그 중에 “(제공은) 미친 듯 행동하며 작
은 부분에서 행동을 삼가지 않으며, 술 마시고 고기 먹으며 시정의 잡배
들과 어울렸다(风狂不饬细行, 饮酒食肉, 與市井浮沉)”101)라는 기록이 있다.
지금까지 전해온 제공 소설 중 최초의 판본은 1569년에 간행된 ≪제전선
사어록(济颠禅师語錄)≫이다.102) 이 책은 민간에 분산되어 있는 이야기를
모아 연결하여 장편 소설로 만든 것이다. ≪제전선사어록≫을 바탕으로
제공를 소재로 하는 일련의 문학 작품들이 발전되었으며, 20회 소설 ≪취
보리전전(醉菩提全傳)≫, 전기 <취보리(醉菩提)>, 12권 소설 ≪제공전(濟公
傳)≫, 36칙(則) 소설 ≪제공전전(濟公全傳)≫ 등이 그 예이다.103)

본고는 제공 계열 소설과 희곡의 판본을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지
않고,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전해 내려 온 제공의 이야기 중 개고기를 먹는
부분을 통해 제공의 이미지와 개고기의 상징성을 분석할 것이다. ≪제전
선사어록≫ 이외에도 소설 ≪취보리전전≫과 전기 <취보리>를 본고에서
주로 언급할 것이며, <취보리>는 전기에 속하여 다음 절에서 소개할 것
이다. 소설 ≪취보리전전≫의 완전한 명칭이 ≪신전제전대사취보리전전
(新镌濟顚大師醉菩提全傳)≫이며 총 20희로 되어 있다. 작가가 “천화장주

인(天花藏主人)”이라고 적혀 있는데 천화장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 다만 만력년간(萬曆年間, 1573-1620)부터 강
희년간(康熙年間, 1662-1722)을 살았으며, 삼언(三言)의 편집자 풍몽룡(馮
夢龍, 1574—1645)과 교유가 있었던 인물로 추측되고 있다.104)
101) 田汝成, ≪西湖遊覽誌餘≫, 卷十四 <方外玄踪>, 杭州: 浙江人民出版社, 1980, 244
쪽.
102) 路工⋅谭天 编, ≪古本平话小说集 上≫,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06, 1쪽.
103) 石昌渝 主编, ≪中国古代小说总目 白话卷≫, 太原: 山西教育出版社, 2004, 154-156
쪽.
谭正壁⋅谭寻 著, ≪古本稀见小说汇考≫, 四八⋅济颠禅师语錄, 四九⋅醉菩提全传,
五十⋅济公传,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297-302쪽.
104) 刘雪莲, <明末清初小说家天花藏主人及其作品研究述评>, ≪黑龙江社会科学≫, 2010
第5期, 88-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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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보태감서양기(三寶太監西洋記)≫
≪삼보태감서양기≫의 완전한 명칭은 ≪삼보태감서양기 통속연의(三寶
太監西洋記 通俗演義)≫이고, 약칭은 ≪서양기(西洋記)≫이다. 저자는 명

대 만력년간(萬曆年間, 1573-1620)의 라무등(羅懋登, 생졸년 미상)이다. 이
장편소설은 총 100회로 이루어져 있는데, 명대 만력26년(1598)에 간행하
였다. 이 소설은 정화(鄭和, 1371-1433)가 일곱 번이나 바다로 항해를 나
갔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삼아 줄거리가 전개되는 장편 신괴 소설이
다.105) 저자가 서문에서 당시 왜구가 창궐했으나 당국이 연약하고 무능했
기 때문에 정화가 항해를 떠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통해 문약한 조정을
풍자하기 위해 이 소설을 창작했다고 창작 동기를 설명하였다.106) 그러나
이 소설은 중국은 신처럼 묘사하고 다른 나라는 오랑캐, 혹은 심지어 요
괴나 마귀로 묘사하였다는 점에서 신괴 소설에 속한다.107) 루쉰(鲁迅,
1881-1936)은 이 소설이 대체로 ≪서유기(西游記)≫와 ≪봉신전(封神傳)≫

를 참고했으나 문사의 측면에서 보면 두 소설보다 덜 정련되고 유창했다
고 평가하였다.108) 이 소설에는 개고기를 먹는 승려들이 등장하기에 본고
의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105) 谭正壁⋅谭寻 著, 앞의 책, 303쪽.
106) “今日东事倥偬, 何如西戎即序, 不得比西戎即序, 何可令王郑二公见当事者, 尚兴抚髀
之思乎!”(<三寶太监西洋记通俗演义序>)
“현재 동쪽에서의 전쟁이 긴박한데, 어찌 서양의 오랑캐가 귀순하는 것과 같겠는
가, 서양의 오랑캐가 귀순하는 것만 못하니 어찌 왕씨(王景弘, 생졸년 미상)와 정
씨(鄭和, 1371-1433) 두 사람으로 하여금 당사자와 만날 수 있게 하리오, 여전히
허벅다리를 문지르며 아쉬워하겠는가!”
朱一玄 编, 朱天吉 校, <三寶太监西洋记通俗演义序>, ≪明清小说资料选编 上册≫,
天津: 南开大学出版社, 2012, 180-181쪽.
107) 赵景深, ≪中国小说丛考≫, 济南: 齐鲁书社, 1980, 266쪽.
108) 鲁迅, ≪鲁迅中国小说史略 鲁迅汉文学史纲要≫, 长春: 吉林人民出版社, 2013, 124,
2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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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삼언이박 (三言二拍)’ 및≪삼각박안경기(三刻拍案驚奇)≫
장편소설 이외에도 단편소설은 본고의 중요 연구 대상이다. 명대 단편
소설 중 ‘삼언이박 (三言二拍)’은 가장 유명하다. 삼언(三言)은 글자 그대
로 세 마디 말이라는 뜻으로, ≪유세명언(喻世明言)≫109), ≪경세통언(警
世通言)≫, ≪성세항언(醒世恆言)≫의 세 권으로 이루어진 단편 백화소설

집의 약칭이다. 이들은 각각 1620년, 1624년, 1627년에 출판되었으며, 한
소설집에 각각 40편씩 모두 120편을 수록하고 있다.110) 삼언은 한 명의
작가에 의해 쓰인 것이 아니라 여러 명에 의해 쓰였고, 풍몽룡(馮夢龍,
1574—1645)이 삼언의 가장 주된 편집자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가 삼언의

어떤 부분을 직접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111) 120편의
작품 중에서 창작 시기가 가장 이른 것은 송대에 창작된 것이고, 가장 늦
은 작품은 작자 미상으로 출판 직전에 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언이 출판된 직후에 또 다른 훌륭한 단편 소설집이 나왔는데, 바로
능몽초(凌濛初 1580—1644)가 쓴 ‘이박(二拍)’, 즉 ≪초각박안경기(初刻拍
案驚奇)≫와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이다. 각각 1628년, 1632년에

출판되었으며, 한 소설집에 40편씩, 모두 80편을 수록하고 있다. 삼언과
달리, 이박은 단일 저자인 능몽초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래서인지 삼언보다 더 통일적, 일관적, 집중적으로 명대 사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112)
‘삼언이박’ 이후에 ≪삼각박안경기(三刻拍案驚奇)≫라는 단편소설 모음

집도 나왔다. ≪삼각박안경기≫의 원래 이름은 ≪형세언(型世言)≫인데

109) ≪유세면언(喻世明言)≫은 ≪고금소설(古今小說)≫이라고도 한다.
110) Patrick Dewes Hanan. The Chinese Short Story: Studies in Dating, Authorship, and
Compositi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pp.228-229.
111) 중국 학자 루쉰(鲁迅, 1881-1936), 담정벽(谭正璧, 1901-1991), 조경심(赵景深,
1902-1985), 호사영(胡士莹, 1901-1979), 육수륜(陆树仑, 1932-1984)이 이 문제에 대
하여 논술하였다. 서양 학자 Andrew H. Plaks(浦安迪, 1945- ), Patrick Dewes
Hanan(韩南, 1927-2014)이 삼언을 연구하였다.
112) 姜书阁, ≪中国文学史四十讲≫, 长沙: 湖南人民出版社, 1982, 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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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대 사람 육인룡(陸人龍, 생졸년 미상)이 편집하고, 육운룡(陸雲龍, 생졸
년 미상)이 품평하였다. 총 40편으로 이루어졌는데 1632년에 쟁소관(崢霄
館)이라는 서방(書坊)에서 간행하였다.113) 이 소설집이 수록한 이야기들은

주로 명대 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충효절의(忠孝節義)에 관해 이야기한 내
용이다. 1643년쯤에 어느 책 판매 상인[書商]이 능몽초의 이박의 명성을
빌려서 이 소설집의 이름을 ≪삼각박안경기≫로 바꾸었다.114)

6. ≪서호이집(西湖二集)≫
≪서호이집(西湖二集)≫은 명대에 또 다른 백화소설집이다. 저자는 주즙
(周楫, 생졸년 미상, 항주(杭州) 사람)이며, 숭정년간(崇禎年間, 1628-1644)

에 간행되었으며, 총 34권 3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115) 수록된 이야기들
은 거의 다 항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이야기의 줄거리가
서호를 배경으로 전개된다. ≪서호일집 (西湖一集)≫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116) ≪서호이집≫의 서문을 통해 저자는 가난한 집
안 출신으로 재능과 학문이 있으면서도 일생을 불우하게 살았으며, 이 때
문에 풍유법으로 명대 사회의 병폐를 비판하기 위해 소설집을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7) ≪서호이집≫의 특징 중 하나는 항주와 관련된 역사
인물의 일화를 수집하여 백화 단편 소설의 형식으로 쓰인 소설집이 되었
다는 것이다.118) 이 소설집도 많은 공안(公案) 일화를 수록하였는데 예를
들어 제33권 중에 항주 서낭신 주신(周新)이 안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
113) 陈崇仁⋅韩絮⋅邵晉声⋅蒋治平⋅李敬亭⋅李秀英 选注, ≪三刻拍案驚奇≫, ≪中国
话本小说精典≫, 济南: 山东大学出版社, 1998, 747쪽.
114) 钱仲联⋅傅璇琮⋅王运熙⋅章培恒⋅鲍克怡 主编, ≪中国文学大辞典≫, “型世言”词
条, 上海: 上海辞书出版社, 1997, 1004쪽.
115) 知识出版社 编, ≪文学百科辞典≫, 北京: 知识出版社, 1991, 856쪽. 周楫, 字清原,
号济川子, 杭州人.
116) 郑振铎, ≪西谛书话≫, 北京: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2005, 143쪽.
117) 朱一玄 编, ≪明清小说资料选编 下册≫, 天津: 南开大学出版社, 2006, 920쪽.
118) 韩南 著, 王秋桂 等 译, ≪韩南中国小说论集≫,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8,
298-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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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화가 실려 있으며, 이 일화 중에 개고기를 먹는 승려들이 등장한
다.119)

제3절 희곡
희곡은 속문학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의 희곡 예술은 원대에 크게 발
전하였고, 명대에 이르면 남과 북이라는 지역에 얽매이지 않고 더 활발하
게 발전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다룰 희곡은 총 14가지로, 종류별로 나누
면 잡곡 <장신령응(蔣神靈應)>, <죽엽주(竹葉舟)>, <기영포(氣英布)>, <쟁
보은(爭報恩)>,

<호천탑(昊天塔)>,

<파풍시(破風詩)>,

<발택비승(拔宅飛

升)>, <쇄백원(鎖白猿)>, <취향몽(翠鄉夢)>, <홍련채(紅蓮債)> 10가지, 남희
<형채기(荆釵記)> 1가지, 전기 <금전기(錦箋記)>, <서루기(西樓記)>, <취보

리(醉菩提)> 3가지가 있다. 창작시기로 나누면 다음 표와 같다.

창작시기

작품명

송원교체기

<형채기(荆釵記)>

원대

<장신령응(蔣神靈應)>, <죽엽주(竹葉舟)>, <기영포(氣英布)>

원명교체기

<쟁보은(爭報恩)>, <호천탑(昊天塔)>, <파풍시(破風詩)>

명대
명청교체기

<발택비승(拔宅飛升)>, <쇄백원(鎖白猿)>, <취향몽(翠鄉夢)>,
<홍련채(紅蓮債)> , <금전기(錦箋記)>, <서루기(西樓記)>
<취보리(醉菩提)>

표 3: 본고 연구 대상 중의 희곡

119) 周清原, ≪中国古典文学名著丛书⋅西湖二集≫, 卷三十三 周城隍辨冤断案, 北京: 华
夏出版社, 2013, 380-3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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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연구 대상은 주로 명대 속문학이지만, 원대의 잡극들도 일부 포
함되어 있다. 이렇게 설정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원잡극들이 원대에 지어
지긴 했지만 원대 희곡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명대 독
자들과 청중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과 수정을 거친 명대 각본이 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원잡극이지만 순수한 원대 작품이라기보다는 명대 독
자와 청중의 기호를 보여주는 작품들이기에 본고의 연구 범위에 포함시
켰다. 두 번째 이유는 적지 않은 저자 미상인 작품들의 경우 한 사람에
의하여 지어지기 보다는 집단 창작에 의해 만들어지며 극본이 끊임없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120) 이렇게 극본은 역동적인 변화 과정을 거치기 때
문에 원대의 맛을 그대로 보존하기 보다는 명대의 배우와 관중에 의하여
당시에 사회 문화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그 모습이 크게 변했다고 판단
되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원잡극 중에 원대 판본이 현존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 예를 들
어, 본고가 언급할 원잡극 <죽엽주>와 <기영포>는 원대 판본과 명대 판
본이 다 후세에 전해졌다. 여러 가지 판본을 비교해 보면 시대의 차이가
보인다. 원대 판본에는 개고기에 대한 기술이 없거나 간단하게 넘어간 반
면에 명대 판본에는 개고기에 관한 내용이 생기거나 훨씬 많아졌다. 이를
통해 개고기에 관련된 서술은 명대 사람들이 집어넣은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명대에는 개고기에 대해 원대와는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
을 알 수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희곡은 주로 다음과 같은 5가지 희곡 선집에 수록
되어 있다. 어떤 희곡 작품은 동시에 여러 선집 몇 개에 들어갔기에 여러
판본을 비교할 것이다.
≪원간잡극삼십종(元刊杂剧三十种)≫은 현존하는 유일한 원대 사람들에
의해 편집된 원잡극 작품 선집이며, 원잡극 총 30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원잡극의 원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다. 편집자의 이름은 알 수 없고 원
120) 徐雪辉, <元杂剧的非典型文学特徵及意义>, ≪戏曲研究 第八十六辑≫, 北京: 文化
艺术出版社, 2012, 209-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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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말기에 어느 도서 출판업자가 각 지방에서 간행한 극본을 수집한 것
으로 추정된다.121) 이 선집에 수록된 <죽엽주>와 <기영포>가 본고의 연
구 대상이다.
≪원곡선(元曲選)≫은 명대 희곡가 장무선(臧懋循, 1550-1620)에 의해 편
집되었으며, 원잡극 총 100종을 수록하였다. 초집(初集)과 이집(二集)으로
나누었는데 각각 만력43년(1615), 만력44년(1616)에 간행되었다. ≪원곡
선≫으로 이름을 날린 장무선은 절강 장흥(長興) 사람이며, 왕세정(王世
貞, 1526-1590), 탕현조(湯顯祖, 1550-1616)와 사이가 좋았다고 한다.122) 장

무선이 ≪원곡선≫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원작을 크게 개작하였으며, 특히
각색항당(脚色行當)을 세분화함으로써 전기를 참고하여 원잡극에 없었던
축(丑)을 삽입하였다.123) 개고기를 먹는 승려와 도사들이 축(丑)으로 등장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개고기 내용은 명대 편집자가 삽입한 내용으로 여
겨진다. ≪원곡선≫에 수록된 <죽엽주>, <기영포>, <쟁보은>, <호천탑>이
본고의 연구 대상이다.
≪육십종곡(六十種曲)≫은 명대 장서가 모진(毛晉, 1599-1659)이 편집하
였으며, 중국 최초의 전기 선집으로 알려져 민간에 널리 유전되었다. 최
초의 판본은 명대 숭정년간(崇禎年間, 1628-1644)의 급고각(汲古閣) 각본
이다. 원대와 명대의 전기 작품 총 60종이 수록되어 있으며, 풍몽룡과 능
몽초 등 유명한 문학가들이 편집 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전해진다.124) ≪육
십종곡≫에 수록한 <형채기>, <금전기>, <서루기>가 본고의 연구 대상이
다.
121) 麽书仪⋅王永宽⋅高明鸾 主编, ≪中国文学通典: 戏剧通典≫, “元刊杂剧三十种”词
条, 北京: 解放军文艺出版社, 1999, 88쪽.
徐沁君 校点, ≪新校元刊杂剧三十种(全二册)≫, 北京: 中华书局, 1980, 목차 1-2쪽.
122) 解玉峰, <论臧懋循≪元曲选≫于元剧脚色之编改>, ≪文学遗产≫, 2007 第3期,
97-106쪽.
臧晉叔 编, ≪元曲选≫, 北京: 中华书局, 1958, 목록 1-3쪽.
123) 元鹏飞, ≪戏曲文物與戏剧形态≫, 北京: 光明日报出版社, 2013, 186, 189쪽.
124) 谢谦 编, ≪国学词典≫, “六十种曲”词条,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11, 366-36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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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잡극(盛明雜劇)≫은 명대 말기 심태(沈泰, 생졸년 미상, 항주 사
람)에 의해 편집되었으며, 명대 사람들이 창작한 잡극 총 60종을 수록하
였다. 일집(一集)과 이집(二集)으로 나누어지는데 각각 숭정2년(1629), 승
정14년(1641)에 간행되었다.125) ≪성명잡극≫에 수록된 <취향몽>과 <홍련
채>가 본고의 연구 대상이다.
≪고본원명잡극(孤本元明雜劇)≫은 원대와 명대 잡극 선집이며, 근대 사
람 왕계열(王季烈, 1873-1952)에 의해 편집되었다.126) 총 144종의 잡극이
수록되어 있으며, 그 중에 <장신령응>, <파풍시>, <발택비승>, <쇄백원>
이 본고의 연구 대상이다.
아래에는 본고의 연구 대상인 14종 희곡을 각각 소개할 것이며 대체로
시간 순서로 배열하였다.

1. <형채기(荊釵記)>
남희 <형채기>는 총 48척(齣)으로 되어 있으며, 작자 미상인데 송원교
체기의 가단구(柯丹丘, 생졸년 미상)에 의해 쓰인 것을 추측된다. 후세 사
람들이 계속 개작하였기에 현존하는 판본은 명대 사람들에 의해 크게 개
작된 것으로 보인다.127) <형채기>는 ≪육십종곡≫에 수록되어 있으며 <백
토기(白兔記)>, <배월정(拜月亭)>, <살구기(殺狗記)>와 병칭되는 송원 사대
남희(四大南戱)이다. <형채기>는 왕십붕(王十朋)과 아내 전옥련(錢玉蓮)이
여러 어려움을 겪다가 결혼 선물인 형채(荊釵, 가시나무 비녀)를 증거물
로 다시 결합한다는 이야기이다.128) 이 희곡 중에 개고기를 좋아하는 도

125) 聂付生, ≪浙江戏剧史≫, 成都: 电子科技大学出版社, 2014, 219쪽.
126) 钱仲联 외 主编, ≪中国文学大辞典≫, “脉望馆钞校本古今杂剧”, “孤本元明杂剧”词
条, 1908쪽.
中国戏剧出版社 编, ≪孤本元明杂剧≫, 1939년의 상무인서관(商務印书馆) 판본을
그대로 출판하였다. 北京: 中国戏剧出版社, 1958, 출판 설명 및 목록 1a-2b쪽.
127) 聂付生, 앞의 책, 90쪽.
128) 朱自强⋅高占祥 等 主编, ≪中国文化大百科全书 文学卷≫, 古代文学篇, “荆钗记”
词条, 长春: 长春出版社, 1994, 3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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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등장하였는데 제4장에서 분석할 것이다.

2. <장신령응(蔣神靈應)>
잡극 <장신령응>은 4절(折) 1설자(楔子)로 이루어진 말본(末本)129)이며,
383년의 비수지전(淝水之战)에서 북방의 전진(前秦)이 남방의 동진(东晉)

에 대패한 이야기이다. 작자 이문위(李文蔚)는 생졸년 미상이며, 진정(眞
定)130) 사람이고 원대 잡극 작가로 알려져 있다.131) 이 희곡은 장신(蔣
神)132)이 동진을 도와 동진이 이겼다는 내용이다.133) 이 잡극은≪고본원

명잡극≫에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 개고기를 좋아하는 도사가 등장하여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었다.

3. <죽엽주(竹葉舟)>
잡극 <죽엽주>는 4절 1설자로 이루어진 말본(末本)이며, 도교의 신선
소재를 사용하였다. 작자 범강(范康)은 생졸년 미상이고 원대 항주 사람
이다.134) 이 잡극은 진계경(陳季卿)이 여동빈(呂洞賓)의 지도를 받아 득도
하여 신선이 된 이야기이다. <죽엽주>의 현존하는 판본은 두 가지가 있
는데 ≪원간잡극삼십종≫에 수록된 원대 판본과 ≪원곡선≫에 수록된 명
대 판본이 그것이다. 명대 판본에서는 나오는 익살스러우며 개고기를 먹
는 어린 승려가 원대 판본에는 없으며, 또한 이 승려는 축(丑)인데 축이
라는 역할은 원잡극에서는 없던 것이다. 이를 통해 이 개고기를 먹는 승

129) 말본(末本): 원잡극의 체제에 따라 남성 연기자인 말(末)만 노래할 수 있는 극본.
130) 진정(眞定): 현재의 하북성(河北省) 정정현(正定縣)이다.
131) 赵传仁⋅鲍延毅⋅葛增福 主编, ≪中国书名释义大辞典≫, “蒋神灵应”词条, 济南: 山
东友谊出版社, 2007, 1054쪽.
132) 장신(蔣神): 원래 이름은 장흠(蔣歆)이고, 자(字)는 자문(子文)이다. 동한(東漢) 말
년의 장군인데 민간 전설에 따라 죽은 후에 신이 되어 그를 추모하기 위해 남경
(南京) 종산(鐘山)에 장신묘(蔣神廟)를 짓게 되었다.
133) 中国戏剧出版社 编, ≪孤本元明杂剧≫, 提要 十三 蒋神灵应, 7a쪽.
134) 赵传仁⋅鲍延毅⋅葛增福 主编, 앞에 책, “竹葉舟①”词条, 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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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명대 편집자에 의해 삽입된 것으로 추정된다.135)

4. <기영포(氣英布)>
잡극 <기영포>는 총 4절로 이루어진 말본(末本)이다. 작자가 원대 희곡
가 상중현(尙仲賢, 생졸년 미상)인데 진정(眞定)사람이다.136) 이 잡극은 원
래 항우(項羽, 기원전 232-기원전 202)의 부하였던 영포(英布, ？-기원전
195)가 유방(劉邦, 기원전 256-기원전 195)에게로 귀순했다는 이야기이다.
<기영포>는 <죽엽주>처럼 현존하는 판본이 두 가지인데 ≪원간잡극삼십

종≫에 수록된 원대 판본과 ≪원곡선≫에 수록된 명대 판본이 그것이다.
명대 편집자가 삽입한 내용이 많아 명대 판본의 내용이 원대 판본보다
더 풍부한 것으로 확인된다.137)

5. <쟁보은(爭報恩)>
잡극 <쟁보은>은 원명교체기 무명작가의 작품이다. 4절 1설자로 이루어
진 단본(旦本)138)이며, ≪원곡선≫에 수록되어 있다. <쟁보은>은 양산박의
영웅들을 소재로 하는 잡극이므로 ‘수호희(水滸戱)’에 속한다.139) 이 잡극
에는 양산의 대장부 관승(關勝)이 개고기를 파는 이야기가 나온다.

135) 范康, ≪竹葉舟≫, 第一折. 臧晉叔 编, ≪元曲选≫, 1044쪽.
范康, ≪陈季卿悟道竹葉舟≫, 第一折. 徐沁君 校点, ≪新校元刊杂剧三十种(全二
册)≫, 707-708쪽.
136) 钱仲联 외 主編, ≪中国文学大辞典≫, “汉高皇濯足氣英布”词条, 767-768쪽.
137) 尚仲贤, ≪争报恩≫, 第三折. 臧晉叔 编, ≪元曲选≫, 1284-1298쪽.
尚仲贤, ≪争报恩≫, 第三折. 徐沁君 校点, ≪新校元刊杂剧三十种(全二册)≫,
288-307쪽.
138) 단본(旦本): 원잡극의 체제에 따라 여성 연기자인 단(旦)만 노래할 수 있는 극본.
139) 程千帆 著, 吴志达 修订, ≪元代文学史≫, 第六章 水浒戏 ⋅包公戏及神话剧, 武汉:
武汉大学出版社, 2013,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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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호천탑(昊天塔)>
잡극 <호천탑>은 총 4절로 이루어진 말본(末本)이며, ≪원곡선≫에 수
록 되어 있다. 작가는 원명교체기의 주개(朱凱, 생졸년 미상)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잡극은 양가장(楊家將)에 대한 이야기이다. 북송의 양씨
가문이 대를 이어 송나라를 위해 요(遼)나라와 싸우는 이야기로 송대부터
청대까지 화본, 잡극, 소설, 전기 등 다양한 형식으로 민간에서 널리 유포
되며 큰 영향을 미쳤다.140) 잡극 <호천탑>은 바로 양가장을 소재로 한다.
이 잡극에는 축(丑) 역할을 맡은 개고기를 먹는 승려가 등장하는데, 원래
원잡극에서는 축이 없었기에 명대 편집자가 이 승려의 역할을 삽입한 것
으로 추정된다.141)

7. <파풍시(破風詩)>
잡극 <파풍시>는 총 4절로 이루어진 말본(末本)이며, ≪고본원명잡극≫
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는 미상이고, 원명교체기에 창작한 작품으로 추정
된다.142) 이 잡극은 당대 시인 가도(賈島, 779-843)가 벼슬하기 전의 이야
기이다. 그 중에 절에서 승려들이 개고기를 먹는 장면이 나온다.

8. <발택비승(拔宅飛升)>
잡극 <발택비승>은 4절 2설자로 이루어진 말본(末本)이며, ≪고본원명
잡극≫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는 미상이고, 명대 작품으로 추정된다.143)
이 잡극은 진(晉)나라의 유명한 도사 허손(許遜, 239-374)에 대한 이야기
이다. 허손은 어린 시절부터 여러 분야의 책을 읽었는데 특히 도교에 관
심이 많았다.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정양령(旌陽144)令) 이 되었고, 가난
140) 王学奇 主编, <昊天塔孟良盗骨>, ≪元曲选校注(第二册) (下卷)≫, 石家庄: 河北教育
出版社, 1994, 2125쪽.
141) 唐昱, ≪元杂剧宗教人物形象研究≫, 武汉: 武汉出版社, 2011, 152-153쪽.
142) 李修生 主编, ≪元曲大辞典≫, “破风诗”词条, 南京: 江苏古籍出版社, 1995, 173쪽.
143) 谭正壁⋅谭寻 著, ≪古本稀见小说汇考≫, 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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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좋은 명성을 얻었으며, 그 뒤에 벼슬을 포기하고
도교의 수행에 전념하여 마지막에는 온 가족이 함께 승천하여 신선이 되
었다.145) 이 잡극에서는 도교 의식에서 개고기를 언급하였다.

9. <쇄백원(鎖白猿)>
잡극 <쇄백원(鎖白猿)>은 4절 1설자로 이루어진 말본(末本)이며, ≪고본
원명잡극≫에 수록되어 있다. 작자는 미상이고, 명대 작품으로 알려져 있
다. 이 잡극은 항주 상인 심벽(沈壁)이 장사하러 집을 떠난 틈에 흰 원숭
이 요괴[백원정(白猿精)]가 가짜 심벽으로 변하여 심벽의 재산과 부인을
차지하지만 마지막에 신선 시진인(時眞人)이 원숭이 요괴를 이긴다는 이
야기이다.146) 이 잡극에서는 심벽이 처음에 요괴를 쫓아버리기 위해 불렀
던 도사가 개고기를 먹는다.

10. <취향몽(翠鄉夢)>
명대 잡극 <취향몽>은 <옥선사(玉禪師)>로도 부르며, ≪성명잡극≫에
수록되었다. 작자는 명대 문인 서위(徐渭, 1521-1593)이며 서위는 절강 산
음(山陰) 사람이다. <취향몽>은 서위의 대표 잡극인 ≪사성원(四聲猿)≫중
한 작품다. ≪사성원≫은 잡극 <광고사(狂鼓史)>, <취향몽>, <자목란(雌木
兰)>, <여상원(女状元)>의 병칭이다.147) 서위는 전통적인 잡극의 4절 1설

자인 체계를 깨뜨리고 전기의 체제에 따라 절을 척(齣)으로 바꾸었다. 따
라서 <취향몽>은 2척으로 이루어지고, 남방 곡조와 북방 곡조가 함께 이
용되었다.148) 이 잡극에 등장한 월명(月明) 승려는 스스로 자신이 개고기
144) 정양(旌陽): 현재의 사천성(四川省)에 속한다.
145) 齐森华⋅陈多⋅葉长海 主编, ≪中国曲学大辞典≫, “拔宅飞升”词条, 杭州: 浙江教育
出版社, 1997, 283쪽.
146) 谭正璧 著, 谭壎⋅谭箎 编, ≪谭正璧学术著作集 6⋅三言两拍源流考⋅上≫,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473쪽.
胡士莹, ≪话本小说概论 上册≫, 北京: 商务印书馆, 2011, 296쪽.
147) 聂付生, ≪浙江戏剧史≫,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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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먹는다고 하였다.

11. <홍련채(紅蓮債)>
명대 잡극 <홍련채>는 4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원잡극의 형식과 달리
각 절에서 서로 다른 인물이 노래한다. 작자 진여원(陳汝元)은 명대 희곡
가이며 절강 회계(會稽)149) 사람이고, 서위의 문하 제자였다. <홍련채>는
≪성명잡극≫에 수록되어 있으며, 소식(蘇軾, 1037-1101)의 전생이 승려라
는 민간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150) 이 잡극에는 개고기를 먹는 승
려와 도사들이 등장한다.

12. <금전기(錦箋記)>
명대 전기 <금전기>는 명대 문인 주리정(周履靖, 1549-1640?)의 작품이
며 총 40척(齣)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리정은 절강 수수(秀水)151) 사람으
로 명대 융경(隆慶, 1567-1572), 만력(萬曆, 1573-1620)시기에 활동했다고
하는데, 시문서화 모두에 능통하고 음률에 통달하였다고 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주리정 창작 잡극은 <금전기> 한 가지뿐이나 이 전기는 큰 영향
력을 끼쳐 ≪육십종곡≫에 수록되었다. 이 전기는 서생 매옥(梅玉)과 류
숙냥(柳淑娘)이 많은 어려움 끝에 드디어 맺어진다는 이야기이다.152) 이
전기에는 과도한 자위로 인해 몸이 약해져 개고기를 보양 음식으로 먹는
승려가 등장한다.

148) 钱仲联 외 主編, ≪中国文学大辞典≫, “翠乡梦”词条, 1997, 1037쪽.
陈思思⋅于湘婉 编著, ≪元曲鉴赏大全集 上≫, 北京: 中国华侨出版社, 2012, 237쪽.
149) 회계(會稽): 현재의 절강성(浙江省) 소흥시(紹興市)이다.
150) 钱仲联 외 主編, ≪中国文学大辞典≫, “陈汝元”，“红莲债”词条, 1997, 887，1043쪽.
151) 수수(秀水): 현재의 절강 가흥(嘉興)에 속한다.
152) 赵传仁⋅鲍延毅⋅葛增福 主编, ≪中国书名释义大辞典≫, “锦笺记”词条, 1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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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서루기(西樓記)>
명대 전기 <서루기>의 작자는 명말의 원여령(袁於令, 1592-1674？)인데,
강소 오현(吳縣)153) 사람이다. <서루기>는 총 40척(齣)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서생 어견(於鵑)과 기녀 목려화(穆麗華)의 사랑을 다루었다.154) 작자
원여령은 명말의 희곡가이며, <서루기>는 그의 대표작으로 ≪육십종곡≫
에 수록되어 있다.155) <서루기>에는 개고기를 먹는 승려들이 등장하였다.

14. <취보리(醉菩提)>
위에서 개고기를 좋아했다는 제공을 이미 언급했는데, <취보리>는 주로
제공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다. <취보리>의 작자 장대복(張大復, 생졸년
미상)은 명말청초의 희곡가이며, 강소 오현(吳縣) 사람으로 풍몽룡과 사이
가 좋았다고 한다.156) <취보리>의 제21척 <난선(亂禪)157)>에서 제공이 개
고기를 먹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153) 오현(吳縣): 현재의 강소성(江蘇省) 소주시(蘇州市)에 속한다.
154) 赵传仁⋅鲍延毅⋅葛增福 主编, ≪中国书名释义大辞典≫, “西楼记”词条, 济南: 山东
友谊出版社, 2007, 383쪽.
155) 麽书仪⋅王永宽⋅高明鸾 主编, ≪中国文学通典: 戏剧通典≫, “西楼记”词条, 北京:
解放军文艺出版社, 1999, 224쪽.
156) 齐森华⋅陈多⋅葉长海 主编, ≪中国曲学大辞典≫, “张大復”词条, 杭州: 浙江教育出
版社, 1997, 144쪽.
157) 난선(亂禪): 규율이 어지러워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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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백화소설 속 개고기와 인물
위에서 이미 언급했다시피 종교와 사회의 주류 문화가 개고기에 대해
가진 금기와 개고기가 가진 세속성 때문에 문학 작품 중 출현한 개고기
는 특수한 함의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의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간
기호는 문학 작품 중에서 인물의 성격을 강화하고 작품의 분위기를 선명
하게 한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소설 중 어떤 인물의 성격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섬세한 묘사가 켜켜이 쌓여야 하며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 하나의 독립된 사실로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와 관련 있는
묘사가 인물 형상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 인물 형상은 또 어
떻게 문학 속에서 기호화된 개고기의 상징적인 의미와 결합되는지 분석
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대략적으로 개고기와 상관있는 내용을 세 종류로
나누어 그것들이 어떻게 인물 형상이 형성에 작용하는지 볼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인물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개고기를 먹거나 개고기를 파는
묘사와 함께 나오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해당 인물은 개고기의 특수한 함
의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그의 개성이 드러나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이미 다른 측면 묘사로 인물의 개성이 어느 정도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
서 개고기가 등장함으로써 인물의 개성이 한층 강조되는 것이다. 세 번째
는 앞의 두 가지가 혼합된 것으로 개고기가 직접적으로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고 또 강조하는 것인데, 즉 인물 등장 초기 단계에서만 개성을 부
각시키기 위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과 함께 개고기가 빈번히
출현하는 것이다.
본고가 백화소설 속 개고기와 상관있는 인물을 분석할 때는 주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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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에 따라 나누어 분석했는데, 그 유형에는 개고기를 먹는 승려, 개고
기를 먹는 도사, 개를 도살하는 백정, 개고기를 먹는 몰락한 공자, 그리고
개고기가 타인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된 경우의 몇 가지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눠진 유형들을 분석함으로 개고기 묘사와 인물 형상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고, 개고기가 명대 백화소설 속에서 어떻게 사
회의 가치 판단을 대표하는 기호가 되었으며, 문학 작품 속에서 개고기가
어떤 상징 의의를 가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1. 개고기를 먹는 승려
중국인의 관념 속에서 승려는 육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개고기는
더욱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실 전세계 모든 불교에서 육식을 금지
하는 것은 아니고 대승불교가 중국에서 본토화를 거치면서 육식을 금지
하게 되었다. 제2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중국 불교도들이 채식을 하게
된 것은 위진남북조 시기 대승불교의 성행과 양무제(梁武帝, 蕭衍,
464-549)가 채식을 제창한 것과 관계가 깊으며, 이 이후로 중국의 불교에

서는 육식을 금지하는 관례가 생겨나 점점 굳어졌다.158) 그러나 명대 백
화소설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승려가 종종 출현하는데, 이들은 개고기가
가지는 특수한 함의를 통해 선명한 개성을 드러내게 된다. 그 중에 노지
심은 유명한 개고기 승려이며, 소설 속에는 다른 개고기 승려도 출현하는
데 아래에서 한 명씩 소개할 것이다.
≪수호전≫에는 선명한 개성을 가진 한 무리의 영웅들이 나오는데, 노
지심(魯智深)은 그 중 하나이다. 노지심의 본명은 노달(魯達), 본래 위주
(渭州) 경략부(經略府) 제할(提轄)이었는데, 오대산(五臺山) 문수원(文殊院)

으로 피난을 갔다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지심(智深)이라는 법명을
받았고, 후에는 또 파계승 노지심이라고 불렸다. 그는 호탕한 성격에 악
을 원수처럼 미워하였고, 애증이 분명하여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피

158) 黄金贵, ≪古代文化词语考论≫, “素食”条目, 杭州: 浙江大学出版社, 2001, 1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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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고, 사람을 구할 때는 제대로 구한다(杀人须见血, 救人须救彻)”159)는
의협심이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경망스럽기도 했다. 그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진관서(鎭關西)라는 별호를 가진 백정 정씨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금씨 부녀를 만났고 그들을 구하고 싶었다. 결과적으로 다음날 그는 진관
서에게 세 번 주먹질을 했는데 진관서는 죽었고, 이 때문에 노지심은 관
부가 쫓는 죄인이 되었다. 관부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망가려는데 조원
외(趙員外)의 소개로 오대산 문수원으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소설의 제4회 “조원외는 문수원을 다시 수리하고,
노지심은 오대산을 뒤집어놓다(赵员外重修文殊院 鲁智深大闹五臺山)”에는
노지심이 오대산에서 출가한 후 파계하고 개고기를 먹는 장면이 상세하
게 묘사되어 있다.160) 그러나 노지심의 개성을 부각시키는데 개고기만이
장치로 쓰인 것은 아닌데, 그는 문수원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말이나
행동 등으로 자신이 그곳의 사람들과 다름을 분명히 드러냈다.
우선 노지심은 그곳의 규율을 몰랐기 때문에, 문수원의 장로를 만나서
는 마주보고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 몸[쇄가(灑家)]”라고 불
렀는데, 그는 출가한 사람이 스스로를 “이 몸”이라고 부르는 것이 큰 불
경이라는 것을 몰랐다. “쇄가”는 송원시대 북방 사투리로 하층 출신의 경
박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칭하는 단어였다. 그래서 이 단어는 거칠고 세속
적인 뉘앙스로 세상을 우습게 여기고 거들먹거리는 느낌이 있어 출가한
사람은 절대 스스로를 “이 몸[쇄가]”라고 칭하지 않았다.161) 노지심이 모
르는 출가인의 규칙은 이것뿐만이 아니어서, 참선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
해 참선하는 침상에서는 머리를 대고 누워 잠을 자고 밤에는 우레 같은
소리를 내며 코를 골았다. 그는 심지어 다른 승려들이 말하는 “아미타불
[善哉]”을 장어[鱔魚]라고 생각했다. 이를 통해 노지심의 이런 저런 말과

행동들이 문수원에 얼마나 걸맞지 않았는지 알 수 있다.
노지심이 승려가 되고 얼마 되지 않아 술 마시고 고기 먹는 욕망을 억
159) 施耐庵, ≪水浒传≫, 第九回 林教头风雪山神庙 陆虞候火烧草料场, 58쪽.
160) 위의 책, 第四回 赵员外重修文殊院 鲁智深大闹五臺山, 26-34쪽.
161) 陈翠珠, ≪汉语人称代词考论≫, 北京: 光明日报出版社, 2013, 72-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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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지 못하고 결국 개고기를 먹게 되는데, 그가 개고기를 먹는 장면은
제4회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만 하다. 어느 날 그는 오대산 문수원 근처에
장터가 있는 마을을 발견했는데 오랫동안 술과 고기를 못 먹었기 때문에
술집을 찾아 실컷 마실 생각을 하며 그는 무척 기뻐했다. 그는 자신이 문
수원의 승려가 아니라 유랑하는 승려인데 이곳에 온 것이라고 술집 주인
을 속였기 때문에 술집 주인도 그에게 술을 팔았다. 노지심은 술집 주인
에게 푹 삶은 개고기 반 마리를 시켜 손으로 개고기를 찢어 마늘 소스에
찍어서 먹으며 술도 한 통 또 한 통씩 마시며 “오직 먹는데 집중하여 게
걸스럽게 음식을 끌어넣으며 멈출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吃得口滑, 只
顾要吃, 那里肯住.)”162) 마지막에는 먹다 남은 개다리를 품에 넣고 오대산

으로 돌아갔는데, 술집 주인은 노지심이 술과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다. 노지심의 이런 행동은 그의 호탕한 성격을 보여주는 데 손색
이 없는데, 그는 불교의 규율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았고 자기 멋대로 행
동하며 고기가 있으면 먹었다. 그러나 노지심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술과 고기를 먹은 후 술주정을 부리는 것이다. 그는 산허리에 있
는 정자를 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절 입구의 금강상(金剛像)을 망가뜨렸
고, 다른 승려들을 협박하여 개고기를 먹였다. 이 장면은 아래와 같다.
노지심은 한 번 토하고, 침상에 기어 올라가서 짐을 풀고, 승려복을 북북
찢어발기고, 품 속의 개다리를 꺼냈다. 노지심이 말했다. “좋아, 좋아, 마침
배가 고팠어!” 그리고 개고기를 찢어 먹었다. 다른 승려들이 보고, 소매로 얼
굴을 가리고, 옆의 승려들은 멀리 떨어져 숨었다. 노지심은 그들이 숨는 것
을 보고, 개고기 한 덩어리를 찢어 옆의 승려에게 말했다. “너도 먹어봐.” 옆
의 승려는 양 소매로 단단히 얼굴을 가렸다. 노지심이 말했다. “안 먹어?” 그
리고 다른 쪽 승려의 입 속에 개고기를 억지로 밀어 넣었다. 그 승려는 피할
수가 없었다. 노지심은 그 승려의 귀를 잡아 당겨 고기를 억지로 먹였다. 건
너편 침상에 있던 네댓명의 승려들이 달려와 말렸으나 노지심은 개고기를
내려놓고 주먹을 들어올려 승려들의 반질반질한 머리를 퍽퍽 소리 나게 때
렸다.
162) 施耐庵, ≪水浒传≫, 第四回 赵员外重修文殊院 鲁智深大闹五臺山, 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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智深吐了一回, 扒上禅床, 解下绦, 把直裰带子都必必剥剥扯断了, 脱下那脚
狗腿来. 智深道: “好, 好, 正肚饥哩！”扯来便吃. 众僧看见, 便把袖子遮了脸, 上
下肩两个禅和子远远地躲开. 智深见他躲开, 便扯一块狗肉, 看着上首的道: “你
也到口. ”上首的那和尚, 把两隻袖子死掩了脸. 智深道: “你不吃?”把肉望下首的
禅和子嘴边塞将去. 那和尚躲不迭, 却待下禅床, 智深把他劈耳朵揪住, 将肉便塞.
对床四五个禅和子跳过来劝时, 智深撇了狗肉, 提起拳头, 去那光脑袋上必必剥剥
隻顾凿.

—— ≪水浒传≫第四回 赵员外重修文殊院 鲁智深大闹五臺山163)

노지심은 자신이 개고기를 먹었을 뿐 아니라 가져온 개다리를 다른 승
려의 입 속에 쑤셔 넣었다. 개고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줌으로써 그의
호탕한 성격을 잘 보여주었다. 원중도(袁中道, 1570-1630)도 ≪유거시록(遊
居柿錄)≫에서 노지심이 개고기를 먹는 장면을 언급하며 이지(李贄,
1527-1602)의 관점을 기록하였다. “이지는 ≪수호전≫의 여러 인물들을 호

걸이라 불렀고, 노지심의 행동을 진정한 수행이라 보고 개고기를 먹지 않
는 여러 장로의 진부한 행동을 비웃었다.(龙湖164)稱说《水浒》诸人为豪
杰．且以鲁智深为真修行, 而笑不吃狗肉诸长老为迂腐.)”165) 이 기록을 통해

이지는 진정한 수행과 가짜 수행의 차이는 술이나 고기를 끊는 것에 있
지 않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눈에는 개고기를 먹지 않는 장로들
은 케케묵은 진부한 사람들이고, 개고기를 먹은 노지심이야 말로 진정한
수행을 하는 호걸이었다.
소설에서는 승려가 개고기를 먹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세
인과 마찬가지로 칠정육욕(七情六欲)을 가진 승려의 진정한 본성을 폭로
하였다. 여기서 개고기는 본성과 욕망의 상징이다. 또 한편으로 개고기
묘사는 해당 인물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노지심은 문수원의 다른 승려들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데, 개고기를 먹
163) 위의 책, 33-34쪽.
164) 용호(龙湖): 이지(李贽)의 호이다.
165) 朱一玄 编, 朱天吉 校, ≪明清小说资料选编⋅上册≫, 天津: 南开大学出版社, 2012,
291-2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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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그곳에서는 이질적인 행동이라, 승려들은 장로에게 노지심은 “불
가의 규율을 어긴 야생 고양이(乱了清规的野猫)”라며 고발했다.166) 그러나
개고기를 먹는 장면은 ≪수호전≫에서 노지심의 개성을 부각시키는 장치
의 일부일 뿐이다. 노지심은 문수원에 들어간 후에도 불교의 규율이 있음
에도 거칠게 제멋대로 행동하였는데, 자리에 앉는 규칙도 모르고, 참선할
줄도 모르며, 출가인은 스스로를 “이 몸[쇄가]”라고 칭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모르며, 술 마시고 고기 먹고 싶은 욕망도 참을 줄 모른다. 이렇게
호탕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에게 문수원처럼 조용하고 엄격한 환경은 자연
히 맞지 않았고, 결국 문수원의 장로는 노지심에게 문수원을 떠나 동경
(東京)167)으로 가라고 지시하게 되는데, 이는 이야기 전개상 자연스러운

결과였다. 비록 개고기를 먹는 장면이 제4회의 클라이맥스이지만, 이 이
전에 다른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 노지심의 호탕한 성격은 이미 드러나
있었고, 개고기는 노지심의 개성을 강조했을 뿐으로 이 부분은 두 번째
종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출가한 사람은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는 가치 판단 때문에 개고기를 먹는 승려는 자연히 이질적인 존재가 되
었는데, 개고기는 욕망이 규율을 이긴 상징이자, 권위를 멸시하는 기호로
써 사용되었다.
명대 백화소설 속에서 개고기를 먹는 승려는 노지심만 있는 것이 아니
다. 다른 소설 속에서도 개고기를 먹는 승려가 출현하는데 몰래 먹다가
들키는 승려도 있고 대놓고 당당히 먹는 승려도 있는데 모두 ‘개고기 승
려’라는 이런 인물 형상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제공도 유명한 개고기
승려인데, 제공이 개고기를 먹는 장면은 주로 <취보리(醉菩提)>라는 전기
작품에서 나온다. 그래서 희곡을 다루는 제4장 제2절에서 이 부분을 소개
하도록 하겠다.
명대의 백화소설집 ≪서호이집(西湖二集)≫에는 대놓고 당당하게 개고
기를 먹는 승려가 나온다. ≪서호이집≫ 권33 “주성황이 억울함을 듣고
166) 施耐庵, ≪水浒传≫, 第四回 赵员外重修文殊院 鲁智深大闹五臺山, 31쪽.
167) 동경(東京): 오늘날의 하남성(河南省) 개봉시(開封市)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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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을 내리다(周城隍辨冤断案)”는 절강의 성황야(城隍爺) 주신(周新)이
억울함을 듣고 판결을 내리는 이야기들을 많이 수집하여 기록한 것으로,
그 중에는 승려가 부녀를 강간하려다 실패하자 그 부녀를 죽인 사건이
나오는데, 아래에는 그 이야기의 시작 부분이다.
당시 간산문 밖에 취봉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오대시기에 지은 것으로 성
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곳의 승려들은 대부분 본분을 지키지 않았
는데, 비록 머리를 깎았으나 그러나 실제로는 밭도 있고 뽕나무 숲도 있고,
돼지, 양, 닭, 오리를 길렀으며 누에를 치고, 물고기를 기르고 술을 빚어 마
치 속세와 다를 바 없었는데, 다만 저녁에 같이 자 주는 부인이 없을 뿐이었
다. 옛말에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음욕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 승려들은 매
일 여유작작하게 차를 마시고 밥을 먹고 또 기름진 고기와 술로 아주 통통
하게 살이 쪘다. 밭에는 연한 죽순이 천지라 그것을 캐 와서 개고기와 삶아
먹었다. 노지심이 한 말이 딱 맞다. “자라는 배가 크고 또 기름져 먹기 좋지.
개고기는 나도 먹을 거야. ‘장어’는 무슨 장어?”168)비록 그렇지만 이 승려들
에게는 노지심과 같은 솔직함은 없었다. 이 승려들은 조상을 따라할 뿐으로
인과응보를 믿지 않아 육식과 술에 길들어져 있었으며, 불문에서는 원래 자
기들처럼 술과 고기를 먹는다고 여겼다. 자신들이 잘못 배웠다는 생각은 않
고 도리어 자신들을 아내를 둘 수 없는 절에 보내 밤에 외롭게 된 것이 부
모의 탓이라며 원망했다고 한다.
话说当年艮山门外, 有座翠峰寺, 是五代时建造, 去城甚远. 其中和尚多是不
守本分之僧, 虽然削去头髮, 其实廣有田园桑地, 养猪养羊, 养鸡养鸭, 看蚕杀茧,
畜鱼做酒, 竟是一个俗家便是, 隻是夜间少一个标致妇人伴宿. 从来道: “饱暖思
淫欲. ”这些和尚日日吃了安闲茶饭, 又将肥肉大酒将养得肥肥胖胖, 园里有的是
嫩笋, 将来煮狗肉吃. 像鲁智深说得好: “团鱼腹又大, 肥了好吃. 狗肉俺也吃. 说
甚么‘善哉’？”虽然如此, 却没有鲁智深这种心直口快之性. 这些和尚隻因祖代传
流, 并不信因果报应之事, 吃荤酒惯了, 隻道是佛门中的本等. 不说自己不学好,
倒怨怅父母将来把在寺中, 清清冷冷, 夜间没有妻子受用.

—— ≪西湖二集≫ 卷三十三 周城隍辨冤断案169)
168) ≪수호전≫에 따르면 노지심은 다른 승려들이 말하는 “아미타불[善哉]”을 장어[鱔
魚]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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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시작하자마자 이 승려들은 “본분을 지키지 않는 승려”이며 술
마시고 고기를 먹는데, 특히 개고기를 먹는다고 강조한다. 이로써 개고기
는 다른 고기와 달리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개고기
는 이 승려들이 불경과 불도를 경시하는 무리라는 것을 표현했다. 이 이
야기에서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묘사 위에서 이 승려들이 본분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므로,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 이야
기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불도를 지키지 않고 인과응보를 믿지 않으며
자주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승려들은 부녀를 강간하려다 죽인다. 그들
의 식성을 통해 그들이 불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폭로하며 이후에
벌어질 사건을 암시했다. 이야기 마지막에 가면 “절을 자세히 조사했더니
돼지, 양, 닭, 오리가 무리를 지어 있었고, 방마다 주지육림이 있었다.(细
搜寺中, 猪羊鸡鸭成群, 房房都是酒池肉林.)”고 하여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호응시켰다.170) 이 승려들의 식성을 묘사하면서 특히 개고기를 언급했는
데, 이는 승려가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특히나 불도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훨씬 선명하게 부각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개고기는 이야기
가 전개되는 데 개연성을 부여하며 인물과 줄거리를 연관시켰는데, 이를
통해 승려가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불경과 불도를 경시하고 악행을 일
삼는다는 상징으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명대 백화소설 ≪삼각박안경기(三刻拍案驚奇)≫의 제18회 <기전청속루
선술동조정(奇颠清俗累 仙术动朝廷)>에는 몰래 개고기를 먹다가 들킨 승
려의 이야기가 나온다.171) 제18회에서는 주전선(周顚仙)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데, 주전선은 원말명초의 기인으로 행동거지가 보통 사람과 달랐다.
이 이야기에서는 명태조(明太祖) 주원장(朱元璋, 1328-1398)이 주전선을
장산사(蔣山寺)에 보내는데, 주전선은 주원장의 분부로 특별히 제공되는
절밥은 먹지 않고 온 산을 휘젓고 돌아다닌다. 그러다 주전선은 어느 은
169) 周清原, ≪中国古典文学名著丛书⋅西湖二集≫, 卷三十三 周城隍辨冤断案, 380쪽.
170) 위의 책, 381쪽.
171) 梦觉道人⋅西湖浪子 辑, 卫绍生⋅张建航 校, ≪三刻拍案驚奇≫, 第十八回 奇颠清
俗累 仙术动朝廷, 郑州: 中州古籍出版社, 1989, 158-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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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된 숲 속에서 개고기 한 솥을 발견하게 되는데, 마침 그 개고기는 약한
불에 은근히 끓고 있었다.
알고 보니 한 솥의 개고기와 사방에는 뗄감과 짚신바닥이 불타고 있었다.
그래서 말했다. “내가 지난번에는 푹 삶지를 못했는데, 오늘 보니 도리어 너
희 승려들이 제대로 푹 삶았네.” 두 손으로 솥을 들고 강당으로 재빨리 가
“쾅”하고 내려놓았다. 승려들은 얼굴을 가렸다. 주전이 말했다. “뒤에서는 먹

고, 앞에서는 무서워하네.” 하하 웃으며 떠났다.
却是一坛狗肉, 四围芦柴, 草鞋片煨着, 道: “我前煨不熟, 你今日却被这秃煨
熟了. ”双手拿了, 竟赶到讲堂, “扑”地一甩. 众僧见了掩口. 周颠道: “背後吃他,
当面怕他. ”几个哈哈走了.

—— ≪三刻拍案驚奇≫ 第十八回 奇颠清俗累 仙术动朝廷172)

승려들은 몰래 숲 속에서 개고기를 삶아서 숨어서 먹어 놓고도 공개적
인 자리에서는 개고기를 먹은 사실을 부인했다.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 자
체가 본래 정정당당한 일은 아닐 뿐더러 승려에게는 더더욱 숨겨야 하는
일이었기에 그들은 숨어서 몰래 먹었다. 그런데 주전선은 한 마디로 이것
을 폭로하였는데, 이를 통해 주전선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과, 승려
들의 세속적 기질과 허위, 그리고 고기를 먹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욕
망이라는 본능을 드러냈다. ≪삼각박안경기≫의 제18회 전체 이야기 구조
를 보면 시작부터 작은 사건들 하나 하나를 통해 주전선의 행동이 보통
사람과 다름을 소개하고, 또 그의 기질을 과장하여 보여주고, 승려들이
개고기 먹은 것을 폭로하는 장면을 통해 주전선이 거침없이 직언하는 것
을 보여 주었다. 이를 통해 주전선의 세속을 초월한 기질은 강조되었는
데 반해, 승려들에 대해서는 다른 측면에 대한 묘사 없이 바로 개고기를
먹고 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이를 통
해 개고기가 그 자체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특수한 함의를 가지고
172) 위의 책,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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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개고기를 먹는 승려도 또한 비교적 고정적인 인물 형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유형 중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개고기를 먹
는다는 것을 통해 이 승려들은 제대로 된 승려가 아니며 표리가 다르다
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소설 중에는 첫 번째 유형의 개고기를 먹는 장면을 통해 직접적으로
승려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예가 또 있다. 이 예를 통해서도 개고기의 의
미가 고정화되고 있는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삼보태감서양기(三寶太监
西洋记)≫ 제90회에는 전생에서 개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금생에서 벌을

받는 승려에 대한 묘사를 볼 수 있다. 제88-90회 중에는 음조지부(陰曺地
府)의 염라왕(閻羅王)이 최판관(崔判官)173)에게 32종 사건을 맡기는데, 그

중 32번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개고기를 먹은 승려였다.
32번째 안건은 오륙백명의 머리 없는 귀신. 시끄럽고, 소리 지르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백장군과 백부인을 따랐던 두 부대의 군인인데 모두 칠 백
여 명으로 남인의 손에 참혹하게 죽었다. 억울함을 풀 길이 없어 남인의 장
관을 찾아 죽여 복수하려고 한다.”
第三十二宗是五六百个没头没脑的鬼. 嘈嘈杂杂, 吆吆喝喝, 都说道: “我们
是跟随百将军, 百夫人的两枝军马, 共有七百多名, 活活的死在南人之手. 有屈难
伸, 要寻他总兵官填命. ”

—— ≪三寶太监西洋记≫ 第八十九回 一班鬼诉冤取命 崔判官秉笔無私174)
173) 최판관(崔判官): 본명은 최각(崔珏)으로 역사상으로는 일찍이 당(唐) 정관연간(贞
观年间, 627-649)에 노주(潞州) 장자현(长子县) 현령을 역임했고, 일설에 근거하면
“낮에는 인간 세상의 일을 다스리고, 밤에는 지하 세계의 억울함을 판단하고, 인
간을 드러내고 귀신을 가려내는데 신명을 넘어섰다.(昼理阳间事, 夜断阴府冤, 发
摘人鬼, 勝似神明.)”고 한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최각이 판결한 사건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졌고, 특히 명대에 이르자 당왕(唐王)이 지부(地府)를 노
닌 이야기가 완성되어 ≪서유기(西游记)≫ 속으로 들어갔다. 여기 ≪삼보태감서상
기≫에 서술된 풍도(酆都) 귀국(鬼国)의 최판관도 민간의 이야기에서 온 것이다.
张晶 编写, ≪神怪传说≫, 黄山: 黄山书社, 2012, 174쪽.
174) 罗懋登 著, ≪三寶太监西洋记⋅下卷≫, 第八十九回 一班鬼诉冤取命 崔判官秉笔無

- 57 -

명대 속문학에 드러난 개고기의 상징성

판관은 32번째 안건을 불러 응답했다. “있다!” 판관은 말했다. “너희 칠 백
명은 모두 지난 생에 함께 개고기를 먹던 승려라 이번 생에 함께 모여 전란
의 고통을 겪은 것이다. 지난 생의 죄과가 깊어 이번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
나지 못한 것이다. 생녹사에 보낼 테니 다시 태어나도록 해라.” 아래에서 대
답했다. “알겠습니다!”
判官叫声第三十二宗, 下面应声道: “有！”判官道: “你这七百个, 都是前生
一班吃狗肉的和尚, 故此聚在一坨儿受此刀兵之苦. 魇污的罪重, 今番不得人身.
许赴牲錄司去托生. ”下面应声: “是！”

—— ≪三寶太监西洋记≫ 第九十回 灵曜府五鬼闹判 灵曜府五官闹判175)

제32번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귀신들은 자신들이 전쟁 중에 남인
들의 손에 죽었다고 한다. 최판관(崔判官)은 이들의 죄악 장부를 조사한
후 그들이 전생에서 모두 개고기를 먹은 승려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생의 죄과가 깊어 이번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
(魇污的罪重, 今番不得人身)”이라고 하며 그들을 짐승으로 환생시켰는데,

그 이유가 바로 승려임에도 개고기를 먹었다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이
소설이 전달하고자 하는 사상은 승려가 개고기를 먹으면 반드시 벌을 받
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승려가 개고기를 먹는 것은 가벼운
죄가 아니라 큰 죄로 여겨진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이 승려들에 대해 소
설은 다른 묘사가 없는데, 오로지 개고기를 먹었다는 것만으로 이 승려들
은 죄과가 깊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서도 승려가 개고기를 먹는다
는 것이 일종의 기호, 죄업의 기호로 고정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백화소설 외에 문언소설 속에서도 ‘개고기 승려’의 부정적 형상이
출현한다. 예를 들어 오대(五代, 907-960) 두광정(杜光庭, 850-933)이 선집
한 지괴 소설집인 ≪녹이기(錄異記)≫에는 아주 많은 신이한 이야기가 실
려 있다.176) 권4에는 합주(合州) 파천현(巴川縣) 최현령(崔縣令)이 맞닥뜨
私, 北京: 昆仑出版社, 2001, 933쪽.
175) 위의 책, 940쪽.
176) 钱仲联 외 主编, ≪中国文学大辞典≫, “錄異记”词条, 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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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신이한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선인과 악인을 구분할 수 있는 신학에
관한 이야기로, 이 신학은 선인이나 군자를 만나면 말을 하고 악인을 만
나면 말을 하지 않았다. 술 취한 승려와 건장한 군졸이 신학을 방문했을
때 신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후에 그 승려가 떠나자 신학은 다른
사람에게 그 승려는 술 마시고 개고기 먹으며 성격이 흉폭하기 때문에
그와 말하기 싫었다고 말했다. 사람들도 점점 신학이 인간의 선악과 길흉
화복을 모두 손바닥 들여다보듯 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취한 승려와 건장한 병사 세 명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말에 예의
가 없고, 속물적이라 (신비로운 학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간 후 (신비
로운 학이) 사람들에게 천천히 말했다. “저 승려들은 개고기를 먹고 술을 마
시며 흉폭하고 양심이 없어 같이 말하고 싶지 않았다.” (신비로운 학은) 사
람의 선하고 악한 행위, 재앙과 복, 길함과 흉함을 모두 알고 있어 말하면
맞추지 못하는 바가 없어, 그 사람의 가족들만 아는 호칭과 항렬 등 모든 것
을 일일이 알고 있었다.
忽有醉僧健卒三人来谒之, 言词無度, 有所陵毁, 固即不语. 僧去之後, 徐谓
人曰: “此僧餐狗肉饮酒, 凶暴無良, 不欲共语. ”然人之所行善恶灾福吉凶, 了了
知之, 言無不中, 至于小名第行, 一一皆知.

—— ≪錄異记≫ 卷四177)

이 지괴소설의 이야기 속에서 술 마시는 것과 함께 개고기를 먹는 것
은 그 승려의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표시가 되었다. 비록 승려를 부정
적인 인물로 만드는 데는 오로지 개고기를 먹는다는 묘사만으로는 부족
하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승려가 개고기를 먹는다
는 것은 악인의 상징 기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술 마시고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개고기”를 먹었다고 강조하는 것은 개고기가
다른 고기와는 달리 더 선명하게 승려의 “흉폭하고 불량함”을 부각시키
177) 杜光庭 撰, ≪錄異记≫ 卷四. 收入 李德裕 等 撰, 丁如明 等 校点, ≪次柳氏舊闻
(外七种)≫,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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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교의 계율을 지키지 않으며 심지어 개처럼 영성이 있는 동물조차
먹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대시기의 지괴소설은 이미 개고기를
먹는 것으로 해당 승려의 품행이 단정치 못하다는 것을 암시했는데, 이는
당시 사회에서 이미 개고기를 먹는 승려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이 이
루어졌으며 후대의 백화소설과 문언소설 속에 드러난 개고기의 의의와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개고기를 먹는 도사
소설과 희극에는 승려만 개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도사도 자주 개고
기를 먹는다. 제2장에서 도교 교의에 따라 도사도 개고기를 먹을 수 없다
는 것을 이미 소개했다. 전진파(全眞派)는 일체의 육식을 금지했고, 육식
을 허용했던 정일파(正一派)도 개고기는 특히 금기시했다.178) 그렇기 때문
에 소설 속에서 도사가 개고기를 먹는 것은 모두 일종의 규율을 어기는
행동인 것이다.
그러나 명대 백화소설 중에는 도사가 개고기를 당당하게 먹는 장면이
나온다. 예를 들어 ≪경세통언(警世通言)≫ 권15 <금령사미비수수동(金令
史美婢酬秀童)> 시작 부분에는 개고기 먹기를 좋아하는 도사 이야기가

나온다.179) 소주부(蘇州府) 현도관(玄都觀)에는 장피작(張皮雀)이라는 별칭
을 가진 도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 고기 먹고 술
마시는 것은 물론이고 더구나 이 것 먹기를 좋아했다.(其人有些古怪, 荤酒
自不必说, 偏好吃一件东西.)”180) 여기에서 이것은 개고기이다. 소설 속에

서 묘사하기로는 정육점에서는 장도사(張道士)를 이미 최고의 단골로 여
기고 있어 크고 살찐 개를 도축할 때면 사람을 보내 장도사를 불러 와
먹도록 했다. 만약 장도사가 아주 만족스럽게 개고기를 먹었으면 그는 정
178) 廖宇, <道教饮食禁忌成因分析>, ≪河北科技師範学院学报(社会科学版)≫, 2012 第4
期, 6-9쪽.
179) 冯梦龙, ≪警世通言≫, 第十五卷 金令史美婢酬秀童,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1995,
155-157쪽.
180) 위의 책, 1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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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점 주인에게 아주 많은 돈을 상으로 주었다. 만약 그가 개고기를 먹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부적을 써 달라고 하면 젓가락에 개 육즙을 찍어
부적을 써 주었는데 이 부적은 종종 아주 영험했다. 어느 날은 전당포를
하는 부유한 사람이 그에게 법회를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장피작은 그
사람에게 크고 살찐 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개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개 주인이 와서 법회를 부탁한 것을 빌미
로 그에게 깜짝 놀랄만한 조건을 제시한다.
네가 만약 나더러 오라고 할꺼면 반드시 그 개를 잡아서 아주 푹 삶고 술
도 데워놔야지, 그래야 내가 너희 집에 가지.
你若要我来时, 须打这隻狗请我, 待狗肉煮得稀烂, 酒也烫热了, 我才到你家里.

—— ≪警世通言≫ 第十五卷 金令史美婢酬秀童181)

후에 장피작은 그의 집에 가는데 법회는 해 주지 않고 술 마시고 개고
기 먹는 데만 열중하여 사람들을 당황시킨다. 배불리 먹고 취하도록 마신
후에는 머리를 대고 누워 자기 시작하여 오경(五更)까지 잠을 자다가 다
른 도사들이 물러나려 할 때 일어나서는 방금 법회를 할 때 썼던 축문(祝
文)에 오탈자가 몇 개 있어 상제를 화나게 했을 뿐 아니라 이 전당포 부

잣집의 재산이 불의한 것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으니 재앙이 있을 것이라
말했다. 결과적으로 5일째 되던 날 장도사의 말대로 이루어졌고, 사람들
은 장도사를 더 존중하게 되었다.
사실 장피작은 완전히 허구적인 인물은 아니고 역사적으로도 장피작의
사적에 대한 논의가 있다. 장피작의 본명은 장경충(張景忠, ?-1440)이며
명초의 장주(長洲)182) 사람으로 16세에 소주 원묘관(元妙觀)에서 출가하여
도사가 되었으며 사부인 호도안(胡道安, 생졸년 미상)의 진수를 전수받아
법술이 고강하였으며 사람들을 위해 기우제를 지내고, 병을 고쳐 병 없이
181) 위의 책, 같은 쪽.
182) 장주(長洲): 현재의 소주(蘇州)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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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을 맞도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183) 민간에는 그와 관련된 수많은
신이한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 중에는 그가 술 마시고 개고기 먹는 것
을 좋아하며, 개고기 육즙으로 부적을 썼다는 내용이 있어 ≪경세통언≫
의 서술과 일치하며, 또한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것을 빌려 탐관오리(貪官
汚吏)와 재물을 위해 불인(不仁)을 행하는 사람들을 풍자했다.184) ≪元妙
观誌⋅卷三≫, ≪姑苏誌⋅人物二十三⋅释誌≫, ≪古今图书集成⋅神異典⋅
卷257≫ 등에도 모두 이런 기록이 있다.185)

≪경세통언≫의 이런 이야기 중에는 장피작이 등장하면서부터 그가 개
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가지고 그의 특징을 설명하며 후에도 장피작이
개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그가 개고기를 좋아한다
는 것과 그의 법술이 고강하다는 것을 결합시키기도 하다.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유형 중 세 번째에 속하는 유형으로, 장피작의 개성은 개고기를
통해 직접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또 개고기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장피
작의 개성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이야기는 시작부터 장피작은 “괴
상”하며 이런 그의 괴상함은 개고기를 먹는 데서 드러난다고 한다. 한편
으로 개고기는 사회의 상층부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기에 상층의 사람들
이 보기에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더욱 괴상하게 보였다. 또 한편으로는
개고기를 특히 좋아하거나 심지어 개고기만 먹는 사람은 종종 사람에게
세속에 휩쓸리지 않고 독자적인 길을 가며 예절이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
는다는 인상을 준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 장피작이 예법에 구애받지
않았으며 결국 득도하여 승천했다는 언급이 나온다. 반면 같은 도관의 다
른 도사들은 바쁘기만 하고 이룬 것이 없었다며 개고기를 먹지 않았던
이들과 장피작을 대비시켰다. 장피작이 개고기 먹기를 좋아했다는 것은
세속의 유속(流俗)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특성을 드러내며, 범속(凡俗)을
초월한 그의 법술도 당연한 것으로 만들어 마지막에 그가 득도하여 승천
183) 谭正璧 著, 谭壎⋅谭箎 编, ≪谭正璧学术著作集 6⋅三言两拍源流考⋅上≫, 374
-378쪽.
184) 胡孚琛 主编, ≪中华道教大辞典≫,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5, 191쪽.
185) 李剑平 主编, ≪中国神话人物辞典≫,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98, 3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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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까지 개연성을 만든다. 이 이야기의 작가는 개고기를 먹는다는 특
수한 문화 기호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다른 장피작의 특성을 부각시켰다.
비록 사회 상층부에서는 개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작가는 시정(市井)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개고기를 법술이 고강함을 나타
나는 기호로 사용했다.

3. 개를 도살하는 백정
승려와 도사 이외에 소설이나 희곡에서는 개 도축업자라는 형상이 많
이 출현한다. 개 도축업자는 “개백정”이라고 불렸다고 제2장에서 이미 언
급했는데 역사적으로 유명한 영웅 중에서는 예전에 개 도살을 직업으로
삼았던 사람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전국시기 자객이었던 섭정(聶政, 생
졸년 미상), 형가(荊軻, ?-기원전 227)와 사이가 좋았던 연(燕)나라 개백정,
유방(劉邦, 기원전 256-기원전 195) 수하의 장군 번쾌(樊噲, 기원전 242-기
원전 189)가 그들이다. 비록 사회 상층부의 시각으로 보면 개백정은 비천
한 직업이었으나 개백정과 의협심 사이에는 도리어 일종의 암묵적인 관
계가 있었다.
속문학에서 등장하는 개백정은 잠시 시정잡배로 묘사되기도 하나 후에
는 영웅이 된다. 예를 들어 ≪유세명언(喻世明言)≫ 제15권 <사홍조 용호
군신 회(史弘肇龍虎君臣會)>에는 오대 후주의 명장인 사홍조(史弘肇,
?-950)와 주태조(周太祖) 곽위(郭威, 904-954) 두 사람이 출세하기 전에 강

호에서 방랑하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는 사홍조와 곽위 두 사
람이 개를 훔쳐서 개고기를 파는 장면이 실려 있다. 사홍조와 곽위 두 사
람은 이름을 날리기 전에 의형제를 맺었는데, 그 지역에서 닭이나 개를
훔치는 짓만 하며 한 마을의 사람들 전체를 못살게 굴어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욕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没一个人不嫌, 没
一个人不骂)”는 지경에 이르렀다.186) 두 사람은 시부인(柴夫人, ?-949)이
186) 冯梦龙, ≪喻世明言≫, 第十五卷 史弘肇龙虎君臣会,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1995,
169-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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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을 연다[放買市]”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임시로 시장을 하나

만들어 소상인들을 불러 모아 매매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홍조와 곽
위 두 사람은 개를 훔쳐 개고기를 팔 것을 계획한다.
곽씨랑 사씨 두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이야기했다. “우리는 왜 이 기회
를 잡아 돈을 벌어 술 마시려고 하지 않아? 내일 아침에 무얼 팔면 좋을까?”
사홍조가 말했다. “개고기를 팔자. 다른 사람한테 쟁반이랑 선반, 도마랑 칼
을 빌리고 저기 가서 개를 훔쳐 떼려 죽여 푹 삶아 팔자. 따로 팔 물건을 구
할 필요는 없어.” 곽씨가 말했다. “이 동네에는 개가 없어. 우리가 평소에 훔
쳐서 다 삶아 먹었잖아. 그래서 요즘엔 개를 안 기르더라고.” 사홍조가 말했
다. “마을 동쪽에 왕보정네 집에 마침 큰 개가 있어. 우리 그 개를 훔치자.”
郭大郎兄弟两人听得说, 商量道: “我们何自撰几钱买酒吃 ？ 明朝卖甚的
好？”史弘肇道: “隻是卖狗肉. 问人借个盘子和架子, 砧刀, 那里去偷隻狗子, 把
来打杀了, 煮熟去卖, 却不须去上行187). ”郭大郎道: “隻是坊佐人家, 没这狗子;
寻常被我们偷去煮吃尽了, 近来都不养狗了. ”史弘肇道: “村东王保正家有隻好大
狗子, 我们便去对付休. ”

—— ≪喻世明言≫ 第十五卷 史弘肇龙虎君臣会188)

둘째 날 시장에서 시부인이 그들의 개고기를 사려고 할 때 옆의 하인
이 “부인, 이것은 개고기입니다. 귀인이 어떻게 먹겠습니까?(覆夫人, 这个
是狗肉, 贵人如何吃得?)”라고 하며 시부인은 이에 “시장을 열었으니”사는

것일 뿐 먹을 것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189) 이렇게 사홍조와 곽위는 “시
장이 열린[放買市]” 이 기회를 빌려 시부인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다.
시부인 옆의 하인은 시부인처럼 높은 신분과 지위에 있는 사람은 개고기
를 먹을 수 없다고 강조하는데, 이로써 다시 한 번 일반적인 사회 상층부
의 눈에 개고기는 비천하여 먹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187) 上行(상행): 판매를 위해 물건을 들여오다.
188) 冯梦龙, 앞의 책, 같은 쪽.
189) 冯梦龙, 앞의 책, 1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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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또 이를 통해 시부인과 사홍조, 곽위의 신분과 지위상의 차이가 크
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사홍조와 곽위가 시정의 잡배라는 것을 더욱 선
명히 부각시키고 있다.
후에 황제가 되는 주태조 곽위와 명장 사홍조는 소설 속에서는 등장하
자마자 닭과 개를 훔치는 시정의 잡배로 묘사되며, 개를 훔치고 죽이고
그 고기를 파는 일련의 장면들을 통해 그들의 세속적 기질을 더 선명하
게 드러낸다. 개고기를 파는 장면은 그들이 제멋대로이며 사회 규범을 무
시하는 성격적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 유형으로
개고기와 상관있는 묘사들은 인물 형상의 특징을 강조한다. 개백정은 한
편으로는 사회 저층민 신분의 기호로 이야기를 세속화된 배경 속으로 넣
으며, 또 한편으로는 시정잡배였던 사홍조와 곽위의 신분에 이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란 것을 부각시킨다. 개백정이라는 직업이 영웅 호걸(英
雄豪傑)의 의협심과 결합되게 된 까닭은 개를 훔쳐 그 고기를 파는 행동

에 사회 규범을 멸시하는 것이라는 함의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의협심이
란 일반사람은 하고 싶어도 감히 못 하는 행동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
이다. 따라서 사회 규칙을 초월하여 거기에 구속되지 않아야 의협심을 발
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와 이런 사회적 가치 판단이
결합되어 개고기는 의협심의 상징 기호가 될 수 있었다.
사홍조, 곽위와 비슷하게 소설 속에는 민간의 유협이 종종 개고기와 일
종의 관련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며, 개고기도 소설 속 인물에게 의협심이
라는 특성을 더해준다. ≪청쇄고의(青锁高议)⋅왕실전(王实传)≫에는 “(왕
실은) 시장 서쪽의 개 백정 손입(孫立)과 자주 술을 마시며 친구로 지내
마을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샀다.(多與市西狗屠孙立为酒友, 乡人阴笑.)”는
내용이 있다.190) 손입의 직업은 개백정으로 이는 사회 상층부로부터 멸시
받는 직업이었으나 왕실은 개백정인 손입과 왕래하며 친구로 지냈기 때
문에 자연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 것이다. 개백정은 일종의
190) 刘斧 撰辑, ≪青琐高议≫, 前集卷之四 王实传,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42-44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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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등급 표지이다. 왕실은 세상 사람들의 눈은 살피지 않고 손입과 사
귐을 가지는데 이 역시 왕실이 유속에 구애받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야기의 후반에 가면 손입은 왕실을 위해 복수를 해 주는데 이로써 손
입은 대담하게 행동하고 책임지며 호탕하고 정의로운, 선진시기 영웅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191) 여기에서 개백정 손입은 절
대 용렬(庸劣)한 시정잡배가 아니라 전형적인 의협이다. 비록 ≪청쇄고
의≫는 명대 백화소설은 아니지만, 손입이라는 인물은 개백정이 의협심의
상징 기호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작품이 다른 문학 작품과 일맥상통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개고기를 먹는 몰락한 공자
본래는 개고기는 먹을 가치가 없다고 여기던 사회 상층의 사람이 몰락
하여 개고기를 먹는 빈민이 되는 묘사를 통해 해당 인물의 신분 변화가
극심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 권22
<치공자한사조비전 현장인교잠회두서(痴公子狠使噪脾钱 贤丈人巧赚回头
婿)> 중의 요공자(姚公子)는 본래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의식이

풍족했으나 돈을 함부로 물처럼 쓰는 바람에 마지막에는 빈곤한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192) 요공자가 한창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을 때 마침 예
전에 자기에게 빌붙던 사람을 만났다.
공자가 그 집에 따라 들어갔다. 조능무가 말했다. “어제 밤에 개 한 마리
를 잡아 푹 삶아 여기 두었습니다. 함께 드시죠.” 과연 뜨끈뜨끈한 개고기를
가지고 와 공자와 후루룩 후루룩 실컷 먹었다. 공자가 돌아갔는데 하루 종일
배가 불러 속으로 생각했다. “그는 역시 좋은 사람이었어.” 먹을 게 없으면
또 그 사람을 찾아가야지. (조능무는) 후에 늘 (공자를) 피해 다녀 (공자는)
191) 张志和⋅郑春元, ≪中国文史中的侠客≫,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4, 160-162
쪽.
192) 凌蒙初, ≪二刻拍案驚奇≫, 卷二十二 痴公子狠使噪脾钱 贤丈人巧赚回头婿, 北京:
中华书局, 2009, 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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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접을 받지 못했다… 공자는 너무 배가 고파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찾아갔으나, (조능무) 외에 공자에게 음식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公子随了他到家里. 赵能武道: “昨夜打得一隻狗, 煨得糜烂在这里, 與公子
同享. ”果然拿出热腾腾的狗肉来, 與公子一同狼飨虎咽, 吃得尽兴. 公子回来, 饱
了一日, 心里道: “他还是个好人. ”没些生意, 便去寻他. 後来也常时躲过, 不十
分招揽了……公子忍饿不过, 隻得别去, 此外再無人理他了.

—— ≪二刻拍案驚奇≫ 卷二十二 痴公子狠使噪脾钱 贤丈人巧赚回头婿193)

이 푹 삶긴 개고기는 요공자에게 있어 한 겨울에 숯처럼 요긴한 것이
었으나 만약 배불리 먹지 못하는 지경으로 몰락하지 않았더라면 이전에
부유했던 요공자에게 있어 개고기 같은 하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
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소설에서는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런 장면을
통해 요공자의 상황이 좋은 옷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데서 개고기를 먹
는 지경으로 몰락했음을 반영했다. 여기서 개고기 묘사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데, 각각의 다른 부분 묘사들도 요공자가 빈곤해졌다는 것을 드러
내며, 개고기를 먹는 장면은 요공자의 빈궁한 처지를 한층 더 강조한다.
사홍조, 곽위의 예에서 개고기는 두 사람이 출세하기 전의 사회적 지위
가 비천했다는 상징이었고, 이를 통해 이후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상
승할 것이라는 것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요공자의 예에서는 이와는 반대
로 개고기를 먹는 장면을 통해 요공자가 빈민으로 몰락했음을 보여주었
다. 그래서 만약 소설 속 인물의 신분이 변하는 상황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개고기는 사실상 인물의 사회적 신분이 상승하게 되는 출발점이며, 혹
은 사회적 신분이 몰락한 종결점이다. 사회가 개고기에 대해 가지는 가치
판단은 개고기를 사회 지위 상징 기호가 되게 하였고, 인물 형상을 만드
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193)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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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고기”를 타인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함
소설과 희곡에서 출현한 “개고기”는 개고기를 먹는 장면과 인물에만 국
한되지 않는다. “개고기”는 다른 사람을 부르는 데도 출현하여 특수한 함
의를 보여준다. 이런 용법은 주로 ≪금병매≫에서 보이는데 ≪금병매≫에
서 “개고기”라는 단어는 모두 10번 출현하는데 전부 사람을 부르는데 쓰
였고 개고기를 먹거나 파는 데는 쓰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제4회에서는
찻집을 하는 왕씨 아주머니와 배를 파는 운가(鄆哥)가 말다툼을 하는 장
면이 나온다.
왕씨 아주머니는 운가의 정곡을 찌르는 말을 듣고, 마음 속으로 화가 나
크게 욕을 했다. “이 좆같은 놈아! 여기 와서 함부러 주둥이를 놀려!” 운가가
말했다. “내가 좆같은 놈이면, 너는 씹년이야, 불륜이나 저지르는 늙은 개고
기!” 왕씨 아주머니는 운가를 잡아 몇 대 쥐어 박았다.
那婆子吃他这两句道着他真病, 心中大怒, 喝道: “含鸟小猢狲, 也来老娘屋
里放屁!”鄆哥道: “我是小猢狲, 你是马伯六, 做牵头的老狗肉!”那婆子揪住鄆哥,
凿上两个栗暴.

—— ≪金瓶梅词话≫ 第四回 淫妇背武大偷奸 鄆哥不愤闹茶肆194)

왕씨 아주머니는 서문경과 반금련이 이어지도록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
주었기 때문에 운가는 왕씨 아주머니를 모욕의 뜻을 담아 “개고기”가 욕
한 것이다. 비록 ≪금병매≫의 이 부분은 ≪수호전≫에서 온 것이지만,
≪수호전≫의 표현은 다른데 ≪수호전≫에는 “불륜이나 저지르는 늙은
개고기(做牵头的老狗肉)”라는 구절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가지고 사람을 욕한 것은 ≪금병매≫가 ≪수호전≫의 바탕 위에서 추가
한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병매≫에는 “개고기”를 가지고 사람

194) 兰陵笑笑生, ≪金瓶梅词话(上册)≫, 第四回 淫妇背武大偷奸 郓哥不愤闹茶肆,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00, 49쪽.

- 68 -

제4장 명대 속문학 속 개고기와 인물

을 욕하는 장면이 여러 번 출현하는데 일부는 주인이 하녀를 부르는 호
칭으로 쓰여, 멸시, 모욕, 비난이라는 뉘앙스가 “개고기”라는 호칭에 있음
을 알 수 있다. “개고기”를 다른 사람을 욕하는 데 사용한 것은 작가가
고향의 사투리로부터 영향을 받아서일 수도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사람
들이 개고기에 대해 멸시하는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개고기”로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다른 백화소설에서도 출현한다.

≪三寶太监西洋记≫ 제48회 속에는 왕연영(王蓮英)과 황봉선(黄凤仙) 두
사람이 한창 큰 싸움을 위해 준비하면서 “개고기”를 이용하여 욕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두 사람은 막 갑옷을 입고 말을 탔다. 왕연영은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다.
“물러터진 개고기야, 너 나의 대단함을 아냐?” 황봉선이 말했다. “너 대단한

거 아는데, 나는 너 생포하러 왔어.”
两个人即时披挂上马. 王莲英迎着就叫道: “烂狗肉, 你可晓得我的利害么？”
黄凤仙道: “晓你利害, 我要活捉你来. ”

—— ≪三寶太监西洋记≫ 第四十八回 天师擒住王莲英 女王差下长公主195)

여기서의 “물러터진 개고기는 왕연영이 황봉선을 욕하는 말로 “개고기”
앞에 “물러터진”이라는 표현을 더함으로써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을 더 선명하게 만들었다. 아무튼 “개고기”가 호칭로 쓰이는 것인 지방
사투리와 관련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고증이 더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적어도 사람들이 개고기를 멸시하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개고기”를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주 특수한 용법의 일
종으로 인물 형상을 만드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으나 이것 역
시도 개고기가 소설 속에서 이미 기호화되었음을 알려준다. 문학 속에서
출현한 개고기는 사회가 개고기를 비천한 것이라 여겼던 가치 판단을 문
195) 罗懋登 著, ≪三寶太监西洋记⋅上卷≫, 第四十八回 天师擒住王莲英 女王差下长公
主, 4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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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속으로 가져와 일종의 상징 기호로 삼았다. 이 기호는 불만족, 모욕,
멸시의 뜻을 가졌고 또한 사람을 욕하는 방식으로 출현할 수 있었다.

제2절 희곡 속 개고기와 인물
위에서 백화소설에 나타난 개고기와 관련된 인물을 분석할 때 개고기
와 관련 있는 묘사가 해당 인물 형상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작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대략적으로 개고기와 상관있는 내용을 세 유형으로 나누
었다. 희곡에 나타난 묘사도 그와 같이 분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유형은
인물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개고기를 먹거나 개고기를 파는 묘사와 함께
나오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이미 다른 측면 묘사로 인물의 개성이 어
느 정도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고기가 등장함으로써 인물의 개성이
한층 강조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가 혼합된 것으로 개고기
가 직접적으로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고 또 강조하는 것이다.
종교와 사회 주류 문화에 개고기에 대한 금기가 있기 때문에 문학 속
에 드러난 개고기도 특수한 함의를 가지게 되었다. 특히 원래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승려와 도사들이 희곡에서 개고기를 먹는다면 바로 개
고기라는 기호가, 그것이 가진 사회적 가치 판단과 더불어, 승려와 도사
들의 개성을 부각시킨다. 백화소설을 분석했던 것처럼 희곡 속 개고기와
상관있는 인물을 분석할 때도 주로 인물 유형에 따라 나누어 분석했는데,
그 유형에는 개고기를 먹는 승려, 개고기를 먹는 도사, 개를 도살하는 백
정,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희곡에 드러난 개고기와 인물을 분석함
으로 개고기가 어떤 상징 의의를 가지는지 살펴볼 것이다.

1. 개고기를 먹는 승려
제3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제공의 이야기는 송원시기부터 명청시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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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끊임없이 희곡, 소설, 강창문학 등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전해진다. ≪제
전선사어록(济颠禅师語錄)≫을 바탕으로 제공을 소재로 하는 일련의 문학
작품들이 발전되었으며, 20회 소설 ≪취보리전전(醉菩提全传)≫, 전기 <취
보리(醉菩提)>, 12권 소설 ≪제공전(济颠传)≫, 36칙 소설 ≪제공전전(济颠
全传)≫ 등이 있다. 그 중에 전기 <취보리>에는 제공이 직접적으로 개고

기를 먹는 장면이 나온다. <취보리> 제21척 <난선(亂禪)196)>에는 여러 승
려들이 장로에게 제공이 규율을 지키지 않았다며 고자질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정) (그 중이) 청규를 안 지키는 걸 봤냐?
(净) 怎见得不守清规？
(중) 그는 개고기를 찢어 보살에게 공양하고, 늙은 도사를 찾아 누룽지를

뺏었습니다. 침상에서 오줌싸고 똥 싸고 경전을 훔쳐다 전당포에 맡긴 돈으
로 술 마시고 고기 먹었습니다. 심심하면 밥통을 깨부수고, 밤에는 술을 토
해 향로를 더럽혔습니다. 만약 그 미친 중을 내쫓지 않는다면 우리가 짐을
싸서 떠나겠습니다.
(众) 他撕狗肉供菩萨, 寻老道抢锅巴. 禅床上撒尿撒屎, 偷经典当酒当肉. 闷
来劈碎斋饭桶, 夜来吐酒污香炉. 若不驱逐狂僧, 情愿卷堂散伙.

—— <醉菩提> 第二十一齣 乱禅197)

제공의 이러한 행위는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승려들이
보기에 불경과 불도를 경시하는 악행으로 보였다. 그래서 장로는 제공에
게 최근의 행적을 물었다.
(생) 어제 향수갑 난영 아가씨 댁에서 기녀와 놀았어. 오늘 아침에 막 돌

아오려는데 진씨 개백정이 집에서 개고기를 아주 푹 삶았더라고, 그래서 실
컷 먹었어.
196) 난선(亂禪): 규율이 어지러워졌다는 뜻이다.
197) 葉宪祖 撰, 魏奕祉 校点; 张大復 撰, 周巩平 校点, ≪鸾篦记 醉菩提≫, 北京: 中华
书局, 1996, 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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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 昨日在响水闸兰英姐家宿娼. 今朝正欲早回, 见陈屠家煮得好烂狗肉,
尽量吃一饱.
(중) 개고기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기녀와 놀았다고.
(众) 不但吃狗肉, 还要宿娼.
(생) 내 생각에 장로와 여러분이 모두 여기서 심심할 거 같아서 특별히 고

기 맛 좀 보라고 개 다리 하나를 가져왔어. 모두 와서 먹어, 모두 와서 먹어.
(生) 我思量长老與大家在此寂寞, 带得一隻狗腿, 特特與你们开荤. 都来吃,
都来吃.
(승려들이 혀를 낼름거리며) 죄악이네, 죄악이야.
(众吐介) 罪过, 罪过.

—— <醉菩提> 第二十一齣 乱禅198)

제공은 개고기를 먹는 등 규범을 어기고 규범을 멸시하는 일련의 행동
을 했다. 이렇기 때문에 그의 또 다른 별칭은 “미친 승려”였다. 여기서는
개고기는 먹는다는 서술이 반복되어 개고기가 직접적으로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고 또 강조하는 역할을 하므로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제공 이야기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제공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야
기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세의 사람들이 소설과 희곡으로 텍
스트를 확장하면서 제공이 개고기를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더해진 것으로
보인다. 제공이 개고기를 먹는 장면도 이리저리 전해지며 누적되거나 변
행되는 등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파악된다. 초기에 전해지고 있었던 ≪제
전선사어록≫과 소설 ≪취보리전전≫에는 제공이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
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그가 먹은 고기가 개고기였다는 이야기는 없었
다.199) 그러나 뒤에 이어 나온 전기 <취보리>에는 제공이 개고기를 먹었
다는 내용이 나온다. 청대에 이르러 제공에 관한 소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영향력이 있는 작품은 바로 청대 곽소정(郭小亭, 생애
198) 위의 책, 73-74쪽.
199) 沈孟柈 敍述, ≪大唐三藏取经诗话 钱塘湖隐济颠禅师语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0.
天花藏主人 著, ≪醉菩提全传≫, 天津: 百花文艺出版社,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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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사적 미상)이 쓴 240회 소설 ≪제공전전≫이다.200) 거기에는 제공이
개고기를 먹었다는 내용이 몇 번이나 나오는데 제공은 개백정에게 개고
기를 동냥 받았고, 심지어 묘에서 개고기를 팔며 아래와 같이 말했다.
매 달 첫 날에 향을 태우지 않았고, 보름에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앞의 불전에서는 청소하지 않고 뒤의 불전에서는 흙을 쌓아놨습니다. 하루
종일 맛난 술을 마시고, 개고기는 늘 가지고 다닙니다.
初一不烧香, 十五不禮拜. 前殿不打扫, 後殿堆土块. 终朝饮美酒, 狗肉随身带.

—— ≪济公全传≫ 第一百五十二回 修缘公子朝寶悦 知觉罗汉会昆仑201)

속문학에는 민간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 많은데, 적지 않은 속문학 작품
들이 민간에 이미 전해지고 있던 이야기를 원형으로 문인들이 창작한 것
이다. 따라서 속문학 텍스트는 한 번에 창작되었다기보다는 이야기를 유
포하는 수많은 사람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과 편집을 거친 것이다.202) 마
찬가지로 속문학 속 개고기를 먹는 내용은 한 사람의 손에 의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쳤기에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집단의식
이 반영되어 있다. 개고기가 속문학에서 보이는 상징성은 당시 사회의 세
속적인 문화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개고기를 먹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괜찮은 것이 아니었다. 사회 주류 문화에서는 허용되지 않았고 불교의
교리에도 개고기에 관한 특별한 금기가 있었다. 그러므로 다른 고기보다
도 개고기를 먹는 것은 특히나 불교 계율을 무시하는 승려들의 태도를
더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다른 행동보다 더 쉽게 독자와 관중의 관
심을 끌 수 있었다. 이렇게 개고기는 점차 사회 규칙을 어긴다는 상징적
기호가 되었고, 아무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던 장면 묘사들이 점차 ‘개’
200) 胡勝, <济公小说的版本流变>, ≪明清小说研究≫, 1999 第3期, 164쪽.
201) 郭小亭, ≪济公全传≫, 长沙: 岳麓书社, 2002, 목록 및 449-450쪽.
202) 楼含松, ≪从“讲史”到“演义”: 中国古代通俗小说的历史敍事≫, 北京: 商务印书馆,
2008, 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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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먹는 장면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바로 개고기가 문학에서
보여주는 상징성이 점차 고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공처럼 이름이 널리 알려진 승려 이외에도 희곡에서는 전형화된 개
고기 승려가 많이 등장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조연의 역할을 하는데
“정(凈)” 혹은 “축(丑)”의 역할이 그것이다. 희곡 체재의 특성상 배우는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노골적인 대사로 대중에게 자신의 캐릭터가 어떤지
에 대한 명확한 인상을 줄 필요가 있다.203)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례
에서 벗어난, 규율을 어기는 행위라는 함의가 있기 때문에 무대에 등장한
승려나 도사가 스스로를 개고기를 먹는다고 소개하면 독자 혹은 청중은
즉시 그 인물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다. 즉 이런 장면은 인물 형상을 더
욱 선명하게 하고, 개성을 더 부각시키며, 해당 인물이 점잖치 않은 승려
혹은 도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다.
≪원곡선(元曲選)≫에 수록된 원대 잡극 <죽엽주(竹葉舟)>에는 축의 역
할을 맡은 한 익살스러운 어린 승려가 등장하는데, 그는 개고기를 먹을
거라는 대사를 한다. <죽엽주> 제1절에는 여동빈(呂洞賓)이 진계경(陳季
卿)을 찾으러 종남산(終南山) 청룡사(靑龍寺)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서 이 어린 승려는 여동빈을 만났다.
설령 네가 태상노군, 한중리, 여동빈이라 다른 사람의 기운을 볼 수 있다
고 하더라도 나는 너를 대신해 말을 전하지 않을 거야. 나는 내 처소에 들어
가 소주를 마시고 개고기를 먹을 거야.
你是太上老君, 汉钟离, 吕洞宾, 便会望氣, 我也不替你报. 我自去方丈里吃
烧酒, 狗肉去也.

—— <竹葉舟> 第一折 终南山 青龙寺 小和尚(丑)

204)

203) 徐雪辉, <元杂剧的非典型文学特徵及意义>, ≪戏曲研究 第八十六辑≫, 北京: 文化
艺术出版社, 2012, 216쪽.
204) 范康, <竹葉舟>, 第一折. 臧晉叔 编, ≪元曲选≫, 1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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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익살스러운 어린 승려는 자기 입으로 직접 소주를 마시고 개고기를
먹을 거라고 말했다. 이 잡극의 설자에는 이 어린 승려가 혜안(惠安)장로
를 “늙은 대머리 놈[老秃厮]”이라고 부르고, 장로가 “경전을 읽을 때 몰래
몰래 다른 사람의 아내를 쳐다보고 있어.(在看经处偷眼儿瞧人家老婆.)”라
고 장로를 흉보고, 심지어 혜안 장로에게는 아내가 있다는 말을 몇 번이
나 하였다.205) 이 어린 승려가 개고기를 먹는다는 묘사는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데, 앞서 그가 장로를 존중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언행과 더해져
그가 규칙을 경시한다는 것을 부각시켜 준다. 그는 스스로를 과장하고 풍
자하는 연기를 통해 관중에게 웃음거리를 선사하여 관중의 오락성에 대
한 갈증을 해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런 종류의 익살은 무대 연기에
있어 아주 중요한데, 이어(李漁, 1611-1680)에 따르면 이런 익살은 “극을
보는 중의 인삼탕(看戏之人参汤)”으로 작용하여 관중의 졸음을 몰아내고
관중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역할을 한다.206)
<죽엽주>는 ≪원간잡극삼십종(元刊杂剧三十种)≫과 ≪원곡선≫에 동시

에 수록되어 있는데 전자는 원대 판본이고 후자는 명대 판본이다. 이 두
가지 판본을 비교해 보면 ≪원간잡극삼십종≫에서 수록된 <죽엽주>에는
이 익살스러운 어린 승려가 없다.207) 그러므로 ≪원곡선≫ 판본에 등장한
축의 역할을 하는 이 어린 승려는 명대 편집자가 추가로 삽입한 인물인
것을 알 수 있다. 승려들은 특히나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관
중들은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희곡에서 이렇게 장로를 존중하지도 않
고 개고기를 먹기도 하는 어린 승려가 등장하여 자신의 행위를 과장되게
보여주면 관중들은 이 의외의 상황과 인물에 신선함과 재미를 느낀다. 이
어린 승려가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종교 계율을 대놓고 무시하는
장면을 통해 개고기에는 기존의 규칙을 위반이라는 상징성이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희곡에서는 해학의 기호가 된다는 것을
205) 위의 책, 楔子. 1041-1042쪽.
206) 李渔 著, 江巨荣⋅卢寿荣 校注, ≪闲情偶寄≫,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0, 74쪽.
207) 范康, <陈季卿悟道竹葉舟>, 第一折. 徐沁君 校点, ≪新校元刊杂剧三十种(全二册)≫,
707-708쪽.

- 75 -

명대 속문학에 드러난 개고기의 상징성

알 수 있다.
원명교체기의 잡극 <호천탑(昊天塔)>에는 개고기를 먹는 승려가 등장한
다. 제3절에 축의 역할을 하는 유주(幽州) 호천사(昊天寺) 승려는 등장하
자마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승려가 되어 세속과 인연을 끊었지만 평생 경문을 외우지는 못하겠
어. 경문 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서 자주 산 아래에서 개고기를 먹
었어.
我做和尚無尘垢, 一生不会念经咒. 听的看经便头疼, 常在山下吃狗肉.

—— <昊天塔> 第三折 幽州 昊天寺 和尚(丑)208)

이 장면에서 승려는 등장하자마자 개고기를 먹는다며 자신을 소개해
인물의 개성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경문을 외우지도 못하며 개고기를 자주 먹는다고 하여 관중
들이 이 승려가 어떤 사람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잡극 <호
천탑>에서 이 승려는 요(遼)나라에 의지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개고기를
먹는 장면을 통해 이 승려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고, 또 해학적
인 효과를 주었다.
원명교체기의 잡극 <파풍시(破风诗)>에도 승려들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해학적인 장면이 나온다. 가도(賈島, 779-843)는 평복 차림으로 민간에 나
가 민심을 살피던 이부(吏部) 상서(尙書) 한유(韓愈, 768-824)를 알아보지
못하고, 말로 한유의 기분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향로산(香爐山) 운개사
(雲蓋寺)로 도망가 경운장로(慶雲長老)에게 몸을 의탁하였다. 후에 가도는

출가해서 본명을 숨기고 오계(五戒)라는 법명을 얻게 되었다. 황제의 명
령을 받아 민간으로 가도를 찾으러 온 시랑(侍郞) 백민중(白敏中)은 운개
사로 왔고, 경운장로는 행자(行者)를 불러 재식(齋食)을 가지고 백시랑을

208) 朱凯, <昊天塔>, 第三折. 臧晉叔 编, ≪元曲选≫, 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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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하라고 하였다.
(장로가 말했다) 오계야 절 밥 가지고 와라.
(长老云) 五戒将斋食来.
(행자가 말했다) (장로가 나에게) 마늘 찧고 차 끓이고 개고기를 (다진 마

늘에) 찍어서 대인께 배불리 대접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行者云) 教捣蒜煎茶蘸狗肉, 着大人饱餐一顿去.
(정말과 행자가 함께 탁자를 들었다)
(正末同行者擡桌科)
(장로가 말했다) 대인은 양해해 주십시오. 절 밥은 먹을 게 못 됩니다.
(长老云) 大人少罪, 素斋不堪食用.
(백시랑이 말했다) 제가 마침 배고프던 차였습니다.
(白侍郎云) 小人正饥渴之际也.

—— <破风诗> 第三折209)

위에 정말(正末)이 바로 가도인데 출가한 후에는 오계라고 불렸다. 경운
장로가 행자를 보고 재식을 가지고 백시랑을 초대하라고 했지만 행자는
오계에게 개고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경운장로는 이 말을 듣
고도 가만히 있었다. 이를 보면 경운장로가 말하는 재식은 개고기 이며
승려들이 자연스레 개고기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당하게 개고기
를 먹는 승려와 대중들이 승려에 대해 가진 이미지가 강렬한 대비를 이
루며 관중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그러므로 개고기는 여기서 종교 계율에
대한 파격적 위반의 상징이 되었다.
운개사(雲蓋寺)의 행자는 정(淨) 역할로 소지(小志) 승려라고 불리며 머
리를 깎지 않는 승려로서 운개사의 주방에서 요리를 하였다. 그에게는 다
음과 같은 상장시(上場詩)가 있다.
나는 석가모니의 문하의 진정한 승려로 자식이 많아 온돌 침상 두 개를
209) 作者不详, <破风诗>, 第三折. 中国戏剧出版社 编, ≪孤本元明杂剧(三)≫, <破风诗>
8a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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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울 수 있다. 한 밤중에 떨어지는 녀석들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세어 봤다.
我做释门真和尚, 女儿小厮摆两炕. 半夜三更吊下来, 着我一五一十都数上.

—— <破风诗> 第三折 香炉山 雲蓋寺 小志和尚(净)210)

소지 승려는 익살스러운 인물이며 불교 계율에 대한 철저한 파격을 통
해서 오락성을 증가시켜 분위기를 활기차게 만든다. 소지 승려는 이미 자
식이 많다고 하였는데 거기에 더하여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였다. 이미 자
신이 계율을 무시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린 후 또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여 자신의 개성을 한층 강조하였으므로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잡극 <파풍시>는 개고기를 먹는 승려들의 몹시 세속화된 특징
을 강조하여 희극적인 효과를 얻는데, 이를 통해 개고기가 불교 계율에
대한 파격을 상징함을 알 수 있다.
명대 잡극 <취향몽(翠乡梦)>에서도 월명(月明) 승려는 스스로 자신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하였다. 제2척에 나오는 월명 승려의 대사는 뚜렷하게
해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개고기와 자라가 토해놓은 더러운 물방울은 모두 풍마동인데, 불상에 표면
에 붙이기 좋다.
狗肉团鱼呕出来鏖糟糟211)的涓滴, 便都是风磨铜, 好妆成紫金佛面.

—— <翠乡梦> 第二齣 月明和尚(外)

212)

이 장면을 통해 월명 승려가 당당하게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개고기와 자라를 술과 함께 안주로 먹고 토해
210) 위의 책, 6a쪽.
211) 오조(鏖糟): 더럽다는 뜻이다.
崔山佳, ≪寧波方言词语考释≫, “鏖糟(一)”, 成都: 巴蜀书社, 2007, 14-15쪽.
212) 徐渭, <翠乡梦>, 第二齣. 沈泰 编, ≪盛明杂剧(一)≫, 初集 卷六, 北京: 中国戏剧出
版社, 1958, <翠乡梦> 11b-12a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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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더러운 것을 보물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개고기를 먹는다는 월명 승
려의 대사는 다른 해학적인 내용과 함께 불교 계율을 무시하는 그의 태
도를 강화하여 보여주었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도 개고기는 불교 계율을 부정하는 상징으로 쓰였다. 월명 승려의
황당한 언행은 이 작품에 전체적으로 드러난 불교 금욕주의에 대한 회의
적인 태도와 일치한다.213)
승려의 구토물이 불상 표명을 꾸미는 동이나 금이 된다는 줄거리는 다
른 이야기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 예를 들어 제공이 출현하는 소설 중에
는 제공이 취한 후 불상 위에 토를 하자 불상이 도금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214) 이렇게 황당한 내용은 초자연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후세의
신괴 소설에 영향을 미쳤다.
≪유세명언≫ 제29권 <월명화상도류취(月明和尙度柳翠)>와 <취향몽>은
같은 원형에 근거해 만들어졌지만 <월명화상도류취>에는 월명 승려가 개
고기를 먹었다는 내용이 없다.215) 이러한 차이는 텍스트가 형성되는 과정
에서 작자가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개고기와 같은 상징적인 기호를 이
용하는지에 따라 생긴 것이다. <취향몽>의 작가는 원형이 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불교를 부정하는 태도를 표명하였기에 월명 승려가 개고기를

213) 陈远洋, ≪徐渭戏剧研究≫,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4, 221쪽.
214) ≪전당호은제전선사어록(钱塘湖隐济颠禅师语錄)≫ 중에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다.
“제공이 정자사에서 수행하며 불상을 돌보는데 종일 술을 마시니 여러 승려들이
불평하였다. 제공이 크게 취해 불상으로 올라가 토를 하였는데 다음 날 삼존대불
이 진짜 금으로 꾸며졌으니 진실로 살아있는 부처라 할 만하다.(济公在净慈寺, 募
缘妆佛, 终日吃酒, 众僧埋怨. 大醉, 扒上佛头一吐, 次日三尊大佛, 真金妆就, 实是活
佛.)” ≪취보리전전(醉菩提全传)≫에서 이 이야기는 천 자 이상의 편폭으로 발전
되어 있어 줄거리가 완정하고 생동감이 있다.
沈孟柈, ≪钱塘湖隐济颠禅师语錄≫. 王国平 主编, ≪西湖文献集成 第28册 西湖小
说专辑≫, 杭州: 杭州出版社, 2004, 701쪽.
天花藏主人, ≪醉菩提全传≫, 第十五回 显神通醉後装金 解冤结死人走路. 王國平
主編, ≪西湖文獻集成 第28冊 西湖小說專輯≫, 807-809쪽.
215) 冯梦龙, ≪喻世明言≫, 第二十九卷 月明和尚度柳翠,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1995,
325-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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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그의 구토물이 불상을 꾸밀 수 있다는 황당한 내용을 작품 속에 넣
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이야기 원형 위에서 문학 작품을
창작하더라도 개고기가 가진 상징성을 활용할지 말지는 작가의 선택이라
는 것이다.
명대 잡극 <홍련채>의 제3절에서 한 무리의 승려와 도사들이 당당하게
개고기를 먹는다.
(중) 자라와 장어 모두 먹는데, 개고기만큼은 금기가 아니지.
(众) 团鱼黄鳝俱吃, 隻有狗肉不忌.

—— <红莲债> 第三折 僧道216)

이들은 등장하자마자 자신은 개고기를 먹는다며 스스로가 자신이 제멋
대로 행동하고 종교 계율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을 부각시켰기에 첫 번
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승려와 도사들이 종교 계율을 위반하여
그 중에서도 개고기를 먹는 것은 불교의 교리를 어기는 상징이다.
명대 전기 <금전기(錦箋記)> 제15척에는 두 승려의 방탕한 생활이 매우
충격적으로 그려져 있다. 제15척 <진향(進香)>은 시작하자마자 음욕을 과
도하게 탐하는 승려 두 명이 등장한다. 사형(師兄) 오계(五戒)는 정(淨) 역
할이고 사제(師弟)는 축(丑) 역할이다.
(정이 등장하다) 승려도 태어날 때는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욕망을 몸에서

떨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 색은 공이고 공은 색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으
면 곧 영산의 산 부처가 된다.
(净上) 和尚生来也是个人, 怎教欲火便离身？色空空色能参透, 便是灵山活
世尊.

……
(축) 사형, 왜 며칠간 안 보이셨습니까?
(丑) 师兄, 如何几日不见？
216) 陈汝元, <红莲债>, 第三折. 沈泰编, ≪盛明杂剧(二)≫, 二集 卷二十四, 北京: 中国
戏剧出版社, 1958, <红莲债> 17b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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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아팠어.
(净) 有病.
(축) 왜 아프셨어요?
(丑) 怎么样起？
(정) 향을 태우러 오는 여자 신도들이 너무 예뻐서 매일 나를 유혹하여 눈

으로 죄 짓게 했어. 그 날 밤에 욕망이 너무 솟아올라서 자위를 일곱 번이나
했어.
(净) 隻为烧香这些妖娆, 日日诱我眼嫖, 那宵不觉火动, 手铳放了七遭.
(축) 욕망이 과하셨군요?
(丑) 色欲过度了？
(정) 그렇지! 몽정하고 거기서 염증이 나오는 증상이 같이 생겨서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힘들었어.
(净) 便是！梦遗白浊俱发, 腰疼脚软难熬.
(축) 이제 나아지셨어요?
(丑) 如今好了么？
(정) 조리를 잘못한 것 같아.
(净) 当我调理不过.
(축) 무슨 말씀이세요?
(丑) 却怎么？
(정) 푹 삶은 개고기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
(净) 稀酥的狗肉乱超！
(축) 저도 개고기 먹으며 몸조리 하고 싶어요.
(丑) 苟得其养.

—— <锦笺记> 第十五齣 进香217)

오계는 낮에 향을 태우러 오는 여자 신도를 쳐다보고는 밤에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 자위를 일곱 번이나 했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힘들었(腰疼脚软难熬)”다며 푹 삶은 개고기를 보양 음식으로
먹었다. 이 오계 승려는 “승려도 태어날 때는 인간이었는데, 어떻게 욕망
을 몸에서 떨어지도록 할 수 있을까(和尚生来也是个人, 怎教欲火便离身)”
217) 周履靖, <锦笺记>, 第十五齣 进香. 毛晉 编, ≪六十种曲≫(第九册) , 北京: 中华书
局, 1982, <锦笺记> 45-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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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색은 공이고 공은 색(色空空色)”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승려
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이 두 승려가 절제 없이 성욕에 탐닉한
다는 것을 알려준 후, 이들이 또한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을 언급했으므
로, 개고기가 인물의 개성을 강조한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여기서 개고
기는 탐욕의 상징이 되었다.
명대 전기 <서루기(西楼记)> 제31척에는 한 무리의 승려가 개고기를 먹
는 장면이 나온다. 다른 희곡과 달리 여기서 승려는 제자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서루기> 제31척의 시작은 바로 잡
(雜) 역할인 승려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등장한 것이다.
승려는 돈을 구걸할 때도 염불을 하며 밀고기와 두부를 입으로 삼킨다. 그
러나 뒤에서 고기와 비린내 나는 것을 먹고 후원에서 장작을 쌓아놓고 개고
기를 굽는지 누가 알까. 맛이 없다고 파맛 술을 뿌리고, 마구잡이로 고기를
입에 끌어넣는다.
和尚要钱都念佛, 面筋豆腐口中啜. 谁知背地啖荤腥, 後园煨狗松柴罯. 味淡
又将葱酒泼, 张口横吞风卷雪.

—— <西楼记> 第三十一齣 捐姬 和尚(杂)218)

겉으로는 매우 단정하게 독경하고 염불하며 채식하는 승려들이 뒤에서
는 몰래 개고기를 게걸스럽게 입 속으로 끌어넣었다. 승려가 등장하자마
자 다른 묘사 없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대사를 통해 인물의 특징을 부각
시켰으므로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이어진 대사에서 제자들은 승려에게
개고기를 먹으러 후원에 간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한 승려의 대답은 무척
예상 밖이다.
(중) 사부, 후원 항아리 속에 개고기가 있는데 푹 삶아져 있어요, 거기다

218) 袁於令, <西楼记>, 第三十一齣 捐姬. 毛晉 编, ≪六十种曲≫(第八册), <西楼记>
106-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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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가 (후원 가는 길) 뒷 건물에 있으니 우리는 시간을 아껴서 (개고기를)
먹고 와요.
(众) 师父, 後园瓮内的狗肉, 烧得稀烂在那里, 拈香的又在後堂, 我们偷工夫
去吃了就来.
(사부)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요. 바로 “차라리 고기 먹고 염불하지,

채소 먹고 욕하는 건 안 되지요.”
(师) 有理有理, 正是“寧可荤口念佛, 不可素口骂人”.

—— <西楼记> 第三十一齣 捐姬219)

“차라리 고기 먹고 염불하지, 채소 먹고 욕하는 건 안 되지요(寧可荤口
念佛, 不可素口骂人)”라는 속담을 통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보다 불교

교리를 어기더라도 고기를 먹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표현하였다. 승려들
이 염불하다가 쉬는 시간에 틈을 내서 개고기를 먹으러 가는데도 사부는
허락해 줄 뿐만 아니라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는데, 이를 통해
사부도 평소 개고기를 즐겨 먹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다. 승려와 같
이 법사를 하던 도사들은 승려들이 개고기를 먹으러 간 것을 보고 늙은
도사도 자신의 제사에게 같이 고기를 먹자고 제안한다.
(늙은 도사) 이 승려들은 모두 개고기를 먹으러 갔다. 우리도 가서 고기

좀 먹고 다시 오자.
(老道士) 这些和尚都去吃狗肉了, 我们也去吃些荤菜再来.

……
(중) 이 도장은 굉장히 큰데, 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众) 这个道场大得紧, 可吃得荤么？
(늙은 도사) 먹어도 됩니다. 자비는 부처를 천 번 부르는 것보다 낫고, 나

쁜 짓을 하면 만 개의 향을 태워도 소용이 없다.
(老道士) 不妨. 慈悲勝过千声佛, 造恶徒烧萬炷香.

—— <西楼记> 第三十一齣 捐姬220)

219) 위의 책, 107쪽.
220) 위의 책, 107-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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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도사들은 이렇게 큰 도장에서 몰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게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지만 늙은 도사는 자신감 있게 먹어도 된다고 하였
다. <서루기>에서 승려들이 파계하고 개고기를 먹자 이 행위는 직접적으
로 도사에게 영향을 미쳤고 도사들도 계율을 위반하고 고기를 먹었다. 여
기서 개고기를 먹은 것은 계율을 깨뜨린 것을 상징하며, 승려들은 이러한
개고기의 상징성에 의해 더 선명한 개성을 드러낼 수 있었다. 희곡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인 기호와 전형화된 인물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희극적인
풍자와 조롱을 보여주었다.

2. 개고기를 먹는 도사
백화소설처럼 희곡에도 개고기 승려뿐 아니라 개고기 도사도 등장한다.
예를 들어 송원 남희 <형채기(荊釵記)>에는 개고기 도사가 나온다. 제45
척은 왕십붕(王十朋)과 아내 전옥련(錢玉蓮)이 우연히 도관에서 만났다는
내용인데, 이 척이 시작하자마자 한 정(凈)의 역할인 개고기 도사가 등장
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개고기는 두 덩어리 먹었고, 좋은 술은 세 병 마셨지.
狗肉吃两块, 好酒饮三瓶.

—— <荆钗记> 第四十五齣 薦亡 玄元观 道士(净)

221)

이 도사는 제멋대로 개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고 남을 속여 먹고 사는
인물이었다.222) <형채기>는 익살로 분위기를 띄우는 이러한 개고기 도사
를 통해 관중에게 웃음거리를 선사하여 관중의 오락성에 대한 갈증을 해
소시키려고 하였다. 이 도사는 등장하자마자 자신이 개고기를 먹는다고
표명함으로써 자신의 개성을 밝혔으므로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 여기서
221) 柯丹丘, <荆钗记>, 第四十五齣 进香. 毛晉 编, ≪六十种曲≫(第一册), 130쪽.
222)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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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고기 대신 개고기가 나온 것은 개고기가 가진 특수한 함의가 도사
의 허위적인 본질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제2장에서 이미 언
급했듯이 도교 중에 전진파(全眞派)의 교리는 비교적 엄격하여 육식은 금
지된다. 정일파(正一派)는 육식은 허용하지만 개고기는 먹어선 안 된다.
그러나 <형채기>의 이 도사는 공개적으로 개고기를 먹는다고 했기 때문
에 진정한 도사는 아님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개고기는 도사의 허위적인
본질을 상징하였다.
원대 잡극 <장신령응(蒋神灵应)>에도 개고기 도사가 등장한다. <장신령
응> 제3절 앞의 설자에는 사현(謝玄, 343-388)이 종산(鐘山)에 있는 장신
묘(蔣神廟)에 가서 장신(蔣神)에게 그를 도와 부견(苻堅,338-385)을 격파해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온다. 장신묘에 정(淨) 역할을 하는 한 묘관(廟
官)223)이 등장하는데 그의 상장시(上場詩)와 하장시(下場詩)는 각각 다음

과 같다.
상장시 (등장할 때 읊는 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깨끗하면, 아랫사람
이 마르고, 신이 영험하면 묘관은 살찐다. 신도들이 와서 지전을 태우면, (승
려들이) 제사로 바친 닭을 빼앗아간다.
上场诗: 官清司吏瘦, 神灵庙主肥. 有人来烧纸, 则抢大公鸡.

224)

하장시 (퇴장할 때 읊는 시): 내가 도사가 되어 그윽함을 즐기며 한 평생
간소하게 세월을 지내며 마늘을 찧고 술을 거르고 버들가지 받쳐 개고기를
찌고 양머리를 푹 삶았지.
下场诗: 我做道官爱清幽, 一生哈答225)度春秋, 捣下青蒜釃下酒, 柳蒸狗肉
烂羊头.226)

—— <蒋神灵应> 第二折後 楔子 钟山 蒋神庙 庙官(净)
223) 묘관(庙官): 종묘를 관리하는 벼슬아치.
224) 李文蔚, <蒋神灵应>, 第二⋅三折之间的楔子. 中国戏剧出版社 编, ≪孤本元明杂剧
(一)≫, <蒋神灵应> 8a쪽.
225) 합답(哈答): 몽고어(蒙古语)에서 왔는데 비속하고 인색하며 소심하다는 의미이다.
言龄贵 著, ≪古典戏曲外来语考释词典≫, 上海: 汉语大词典出版社, 2001, 416쪽.
226) 李文蔚, <蒋神灵应> 9b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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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묘관은 등장하자마자 신이 영험하면 묘관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다고 하였다. 이 묘관이 바로 제사하러 묘로 찾아온 사람으로부터 제사로
바친 닭을 빼앗아 가는 도사이다. 그는 퇴장하면서는 마늘을 찧고 개고기
와 양머리를 먹을 거라고 말하였다. 희곡은 이 상장시와 하장시를 통해
묘관의 세속적인 생활을 재미있게 보여주었는데, 이것은 원잡극의 해학
예술을 보여준다. 개고기를 먹는다는 내용은 다른 묘사와 함께 묘관이 탐
욕스러우며 세속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므로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여기
서 이 묘관은 버들가지 받쳐 개고기를 찐 요리를 먹어왔다며 자신이 맛
있는 음식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개고기는 묘
관의 세속적인 생활을 상징하는 기호로 쓰였다.
명대 잡극 <쇄백원(锁白猿)>에 등장하는 건도원(蹇道元) 역시 개고기를
먹는 도사이다. <쇄백원> 제2절에는 흰 원숭이 요괴[백원정(白猿精)]로 인
해 피해를 당한 심벽(沈壁)이 요괴를 쫓아버리기 위해 건도원이라는 도사
를 부른 장면이 나온다. 건도원은 정(淨) 역할로 별칭이 농허선생(弄虛先
生, 거짓으로 꾸미는 선생)인데 사실 그는 진짜 법술은 잘 모르는 가짜

도사이다. 심지어 그는 직접적으로 자신은 법술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야생 여우 요괴가 내 법검을 빼았고, 원숭이 요괴는 내 향전을 빼았고, 벌
레 요괴는 내 영패를 가져갔고, 야생 늑대 요괴는 비녀와 모자를 가져갔고,
쥐 요괴는 내 허벅지를 물었고, 해골 요괴는 내 옆에서 소란을 피워 나는 정
신이 없었다.
野狐精夺了我法剑, 猿猴精抢了我香钱, 大虫精挝了我令牌, 野狼精采了我
簪冠, 老鼠精咬了我大腿, 骷髅精混的我头眩.

—— <锁白猿> 第二折 雲清庵 道士 蹇道元(净)

227)

여기서 건도원의 법술을 모르는 도사로, 법술이 있다며 사람들을 속일
227) 作者不详, <锁白猿>, 第二折. 中国戏剧出版社 编, ≪孤本元明杂剧(四)≫, <锁白猿>
4b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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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따라서 원숭이 요괴가 건도원을 격파하자 건도원이 도리어 자신
의 검을 요괴에게 바치며 용서를 구하였다. 그리고 건도원은 자신이 법술
을 하러 다른 사람의 집으로 갈 일이 있으면 들어가자마자 채식을 쳐다
보지도 않고 개고기, 피, 내장만 찾아 먹었다고 하였다.
만약 밀고기랑 두부를 대접할 거면 나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나는 개고기
랑 피랑 내장이 좋아.
若是面筋豆腐正眼也不瞧, 我则好吃狗肉血脏.

—— <锁白猿> 第二折 雲清庵 道士 蹇道元(净)

228)

원숭이 요괴 앞에서 그는 완전히 자신의 본색을 드러낸다. 채식은 쳐다
보지도 않고 개고기를 일부러 찾아 먹었다는 대사를 통해 그는 자신의
허위를 강조하여 보여준다. 이 이야기의 개고기 장면은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여기서 개고기는 도사라는 신분이 겉만 그럴듯한 허위라는 것을
드러낸다.
명대 잡극 <발택비승(拔宅飞升)>에는 도사가 개고기를 먹는 직접적인
장면은 없다. 그러나 한 익살스러운 도사와 개고기를 먹으려는 외랑(外
郞)229)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제3절과 제4절 사이에 있는 설자에 나오는

데 이 설자의 내용은 자소관(紫霄觀)에서 열린 기도 의식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자소관의 관주는 법사를 할 때 제사로 바친 고기에만 전념하
는 인물이다. 그의 상장시에는 그의 이러한 개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나는 도관의 주인으로서 풍류를 실천하고, 경문과 도법은 내 마음대로 하
고, 만약 누가 와서 제사를 드리면, 최선을 다해 큰 양 머리를 뺏으려고 했다.

228) 위의 책, 5a쪽.
229) 외랑(外郎): 원대 지방 정부에서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를 보좌하는 관리를 말한
다.(元代称地方官府的佐贰吏员为外郎.)
王学奇 主编, ≪元曲选校注(第二册) (下卷)≫, 17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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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做观主实风流, 经文道法则胡诌, 若是有人来祭祀, 一心则抢大羊头.

—— <拔宅飞升> 第三⋅四折之间的楔子 紫霄观 观主(净)

230)

이 관주는 희극적인 색채가 뚜렷한 인물로 법사가 끝난 후에는 정말로
제사로 바친 고기를 빼앗아 가버렸다. 이 기도 의식에 함께 참여한 관리
중 한 외랑은 관주가 모든 제물을 다 빼앗아 갔다며 자신이 운이 나빴다
고 불평한다.
다들 가니 나도 가야지. 내 오늘 운이 별로니 진인을 따라가서 제사를 지
내려고 했다. 나는 마음으로는 푹 삶긴 양다리를 생각하고, 두 눈으로는 닭
을 쳐다보았다. 도관의 주인은 도리가 없는 인간이라 제사에 바친 세 가지
고기를 빼앗아 나는 듯이 도망갔다. 지금 나는 문빗장을 훔쳐 화풀이를 하려
고 한다. 뒷골목에 가서 개고기나 바꿔 먹어야지.
众人都去了, 我也去了罢. 外郎今日造化低, 跟着真人祭神祇. 我一心看着烂
羊腿, 两眼睃着大公鸡. 颇奈观主無道理, 他抢了三牲走似飞. 我如今偷了门闩杀
水氣. 背巷里换些狗肉吃.

—— <拔宅飞升> 第三⋅四折之间的楔子 外郎(净)

231)

외랑은 관주처럼 제사에 바친 세 가지 고기를 빼앗지는 못했지만 그에
게는 아주 좋은 생각이 있었다. 이 외랑은 문빗장을 훔쳐 뒷골목에 가서
개고기를 바꿔 먹는 것으로 화풀이를 하려 하였다. 이 익살스러운 장면은
관주에 대한 풍자로, 제사에서 제물을 빼앗거나 물건을 훔쳐 개고기를 바
꿔 먹는다는 내용을 들으며 관중들이 웃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도사와
지방 관리들의 탐욕스럽고 허위적인 모습에 공감하며 그들을 비판하는데
동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개고기와 관련된 묘사는 다른 측면 묘사와
함께 인물의 개성을 부각시켰으므로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여기서 외랑
230) 作者不详, <拔宅飞升>, 第三⋅四折之间的楔子. 中国戏剧出版社 编, ≪孤本元明杂
剧(四)≫, <拔宅飞升> 13a쪽.
231) 위의 책, 14b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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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사는 아니었지만 이 장면을 통해서 개고기가 가진 특수한 함의를
엿볼 수 있다. 이 외랑이 문빗장을 훔쳐 뒷골목에 가서 바꿔 먹으려는 고
기는 다른 고기가 아니라 바로 개고기이다. 개고기는 공개적으로 먹기에
는 부적절한 음식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훔친 물건으로 바꿔먹기에는 손
쉬운 음식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개고기가 비정상적인 거래를 포함한
사희 규칙 위반을 상징하였다.

3. 개를 도살하는 백정
희곡에도 개백정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원명교체기의 잡극
<쟁보은(争报恩)>에는 양산의 사내대장부가 개고기를 파는 이야기가 나온

다. 송강(宋江)이 관승(关勝)에게 산을 내려가 소식을 들어오라고 보냈는
데, 결과적으로 관승은 산을 내려갔다가 병에 걸려 겨우 회복하는 바람에
노잣돈이 한 푼도 없어 양산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어 버렸다. 그래서 개
고기를 팔아 노잣돈을 벌려고 하였다.
개고기 팔아요! 개고기 팔아! 여기 사람이 없네. 내가 큰 칼 관승인데… 양
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노잣돈이 없어. 어젯밤에 다른 사람 집
에 가서 개 한 마리를 훔쳐서 푹 삶아서 네 덩어리로 나눴고, 그 중 세 덩어
리는 팔고, 한 덩어리 남았어. 이 한 덩어리만 팔면 양산으로 갈 거야.
卖狗肉, 卖狗肉！这里也無人. 某乃大刀关勝的便是……要回那梁山去, 争奈
手中無盘缠. 昨日晚间偷了人家一隻狗, 煮得熟熟的, 卖了三脚儿, 则剩下一脚儿.
我卖过这脚儿, 便回我那梁山去了.

—— <争报恩> 楔子 关勝232)

잡극에서 양산의 영웅호걸은 궁지에 몰리자 개를 훔쳐 삶아 개고기를
파는 것을 통해 돈을 번다. 개고기의 세속적 기질은 영웅호걸의 형상을
더욱 진실하게 느껴지도록 만든다. 여기서는 관승이 등장하자마자 개고기
232) 作者不详, <争报恩>, 开头楔子. 臧晉叔 编, ≪元曲选≫,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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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는 내용이 나와 그의 개성을 개고기의 특수한 함의를 통해서 직접
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첫 번째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관승이 파
는 개고기는 훔친 것으로, 사회 규칙 위반을 상징한다. 이는 양산의 영웅
호걸들이 법을 어기고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자재로 행동
하는 특징과 일치한다.
그러나 동시에 문학 작품 속 어떤 영웅호걸들은 개를 죽이거나 개고기
를 먹는 짓은 무가치하다고 여기기도 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서한의 개국
장군 번쾌(樊噲, 기원전 242-기원전 189)는 개백정이었다. ≪원곡선≫에
수록된 원대 잡극 <기영포> 에는 영포가 번쾌가 이전에 개백정이었다고
무시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번쾌는 이렇게 답한다.
나도 군마를 정돈하고 같이 항왕을 공격하러 갈꺼야. 설마 군영에서 개나
잡아먹을까봐?
俺家也整搠军马, 同攻项王去, 难道隻在营里杀狗肉吃?

—— <氣英布> 第三折 樊噲233)

여기서 번쾌는 자신이 용감하게 싸울 것이며 그저 “개백정”으로 살기
싫다는 결심과 용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원간잡극삼십종≫에 수록된
판본은 이와 차이를 보인다. 번쾌의 대사는 없고, 대신에 영포의 다음과
같은 가사만 있다.
일개 번쾌도 만호후가 되었는데, 번쾌는 나보다도 개를 더 많이 죽였어.
제왕의 인척이자 친구라는 이유로 백만의 군대를 통솔했지.
一个樊噲封做萬户侯, 他比我会杀狗, 托赖着帝王亲舊, 统领着百萬貔貅.

—— <氣英布> 第三折 英布(正末)234)
233) 尚仲贤, <氣英布>, 第三折. 臧晉叔 编, ≪元曲选≫, 1294쪽.
234) 尚仲贤, <氣英布>, 第三折. 徐沁君 校点, ≪新校元刊杂剧三十种(全二册)≫, 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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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영포는 예전에 개백정이었던 번쾌를 업신여겼다. 번쾌가 이전에
개백정이었던 것은 후에 만호후가 된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신분 상 강
렬한 대비를 이룬다. 여기서 개백정이라는 직업은 번쾌의 영웅적인 기질
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두 번째 유형에 속한다. 게다가 번쾌라는 영웅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웅이었던 것이 아니라 비천했던 개백정에서 영웅이 되
었으므로 좀 더 입체적 영웅이 되었다.

제3절 소결
본고는 백화소설과 희곡에 나타난 개고기와 관련된 인물을 분석하였다.
이 때 개고기와 관련 있는 묘사가 해당 인물 형상을 만드는 데 어느 정
도 작용하는지에 따라 개고기와 상관있는 내용을 대략 세 유형으로 나누
었다. 첫 번째 유형은 인물이 처음 등장하자마자 개고기를 먹거나 개고기
를 파는 묘사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이미 다른 측면
묘사로 인물의 개성이 어느 정도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고기가 등장
함으로써 인물의 개성이 한층 강조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가 혼합된 것으로 개고기가 직접적으로 인물의 개성을 드러내고 또 강조
하는 것이다.
제3장에서 본고의 연구 대상을 이미 언급했는데, 본고가 검토한 소설은
총 12종이고 희곡은 총 14종이다. 아래 표는 세 가지 유형이 소설과 희곡
에서 어떻게 분포되는지 정리한 것이다. 다만 다른 사람을 개고기로 부르
는 경우는 매우 특수한 용법이라서 아래 표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제전선사어록≫, ≪취보리전전≫, <취보리>는 다 제공에 대한 작품이지
만 그 중에 개고기를 먹는 이야기가 나온 작품은 <취보리>에만 있기 때
문에 아래 표에 <취보리>는 나오지만 ≪제전선사어록≫, ≪취보리전전≫
은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아래 표에 들어간 소설은 ≪수호전≫, ≪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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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감서양기≫, ≪유세명언≫, ≪경세통언≫, ≪이각박안경기≫, ≪삼각박
안경기≫, ≪서호이집≫의 7가지이다.

장르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세 번째 유형

합산

소설

2

4

1

7

희곡

5

8

1

14

표 4: 개고기와 관련 있는 묘사의 분포 상황

위의 표를 통해 개고기와 관련된 묘사는 소설과 희곡 둘 다에서 주로
두 번째 유형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미 다른 측면 묘사로 인
물의 개성이 어느 정도 부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고기가 등장함으로써
인물의 개성이 한층 강조되는 유형이 많이 쓰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고기를 먹는 장면은 ≪수호전≫에서 노지심의 개성을 부각시키는 장치
의 일부일 뿐이다. 노지심은 문수원에 들어간 후에도 불교의 규율을 무시
하고 거칠고 제멋대로 행동하였다. 자리에 앉는 규칙도 모르고, 참선할
줄도 모르며, 술 마시고 고기 먹고픈 욕망도 참을 줄 모른다. 이런 여러
측면 묘사들이 모여 노지심이라는 입체적인 인물을 만들었다. 따라서 전
체적으로 보면 개고기를 먹거나 개고기를 파는 장면이 독립적으로 인물
의 개성을 부각시킨다기보다는 다른 세부 내용과 함께 인물의 개성을 부
각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유형도 속문학에서 종종 출현하는데, 희곡이 소설보다
더 자주 이 유형을 사용한다. 인물은 처음 등장하자마자 개고기를 먹거나
개고기를 파는 묘사와 함께 하는데 이로써 해당 인물의 개성은 개고기의
특수한 함의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개고기 승려나 개고기 도사처
럼 개고기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전형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승려와 도
사는 본래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
이 몸담은 종교에 개고기에 대한 특별한 금기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고기를 즐겨 먹은 그들의 모습은 풍자적인 효과를
내며 사회 규칙과 인간 욕망 사이의 강렬한 대비를 보여준다. 계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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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면서도 파계하여 개고기를 먹는 승려와 도사라는 인물의 모순은
일반 인물보다 강렬하게 독자와 관중의 눈길을 끈다.
첫 번째 유형이 소설보다 희곡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희곡이라
는 장르의 특성 때문이다. 배우는 무대에 등장하자마자 대사와 행동으로
대중에게 자신의 캐릭터가 무엇인지를 관중에게 명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235) 본고의 연구 대상인 잡극과 전기 중에 개고기를 먹는 승려와 도
사들은 일반적으로 희곡 중 조연으로 “정(凈)” 혹은 “축(丑)”의 역할이다.
그들은 장로 옆에서 말썽을 부리는 어린 승려, 도관의 문지기, 남을 속여
먹고 사는 도사 등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므로 여러 가지 측면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그들의 개성을 부각시킬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조연들은
관중에게 뚜렷한 인상을 주기 위해 강렬한 한 가지 상징적 기호에 의지
하는 수밖에 없다. 개고기에는 비천하다거나 숨어서 몰래 먹어야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며, 승려나 도사처럼 종교에 귀의한 인물은 일반인
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둘의 선명한 대비는 효과적으로
인물의 개성을 보여주는 수단이 되었다. 이렇게 전형화 된 인물들은 관중
들로 하여금 더 쉽게 인물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희곡에서 개고기와 관련된 내용에는 풍자와 해학을 통해 희극적인 색
채를 강화시키는 역할도 있다. 승려와 도사는 신분이 특수하기 때문에 본
래는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개고기를 먹는
행위는 반어적인 풍자 효과를 내며 사회 규칙과 인간 욕망 사이의 강렬
한 대비를 보여준다. 계율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도리어 파계하고 개고기
를 먹는 승려와 도사의 모순이 텍스트와 무대 위에서 과장되어 일반인의
그런 행동보다 더 쉽게 독자와 관중의 관심을 끈다. 특히 희곡에서 파계
한 승려와 도사는 과장된 연기를 통해 해학적인 무대 효과를 극대화시킨
다. 예를 들어 자위를 과하게 해 축난 정력을 개고기를 먹어 보충하려는
승려236), 연한 죽순과 개고기를 삶아 먹으며 아내가 없어 개고기를 먹어
235) 徐雪辉, <元杂剧的非典型文学特徵及意义>, ≪戏曲研究 第八十六辑≫, 北京: 文化
艺术出版社, 2012, 216쪽.
236) 周履靖, <锦笺记>, 第十五齣 进香. 毛晉 编, ≪六十种曲≫(第九册), <锦笺记>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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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해진 정력을 쓸 데가 없다며 불평하는 승려237), 채식은 쳐다보지도 않
고 “개고기, 피, 내장이 맛있다”며 법회를 하던 도중 도리어 자신의 검을
요괴에게 바치며 용서를 구하는 도사238) 등이 그렇다. 승려나 도사가 계
율을 무시하며 개고기를 먹는 장면을 과장하는 것은 곧 익살로 분위기를
띄우는 것이다. 개고기가 상징하는 사회 규범 위반이라는 상징성은 소설
과 희곡 중에서 이렇게 희극화의 색채를 띠기도 한다.

쪽.
237) 周清原, ≪中国古典文学名著丛书⋅西湖二集≫, 卷三十三 周城隍辨冤断案, 380쪽.
238) 作者不详, <锁白猿>, 第二折. 中国戏剧出版社 编, ≪孤本元明杂剧(四)≫, <锁白猿>
4b-5a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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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문학 배경의 세속화
세속성은 개고기의 문학적 상징 중 하나이다. 즉, 문학에 나타난 개고
기는 세속 문화의 기호로 쓰인 것이다. 백화소설과 희곡 외의 작품에서도
개고기는 나타나지만 문언으로 쓰인 문학보다 속문학에 더 많이 나타난
다. 문언을 주로 사용하는 사회 주류 문화 속에서 개고기는 언급할 만한
음식이 아니었지만 속문학에서는 달랐다. 이렇게 주로 속문학에서 언급되
던 개고기는 엘리트 문화에서 멀리 떨어져 나와 비천하고 세속적인 뉘앙
스를 가진 기호가 되었다. 이런 개고기는 문학의 뉘앙스를 세속화하는 과
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이다.
롤랑 바르트의 이중 기호학 체계에 의하면 텍스트에 있는 언어학적인
개고기는 다시 개고기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판단과 결합하여 특정한 상
징성을 가진 기호가 된다고 한다. 문학에서 개고기가 세속성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은 개고기가 가진 세속적인 가치 판단 때문인 것이다.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개고기는 수당(隋唐)시기부터 유목 민족의 음식 문화의 영향
을 받아 점차 사회의 주류 문화로부터 소외 당하게 되었다. 특히 송휘종
(宋徽宗)이 개고기 금지령을 내리자 개고기의 지위는 더 쇠퇴하였다. 이

에 따라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등 보편적인 식용 육류와 달리 개고기는
일상적인 식용 육류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소로 인해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특별한 색채를 가지게 되었다. 다른
고기와는 달리 개고기는 공개적으로 먹기에 부적합한 것이었다. 그래서
몰래 숨어서, 사적인 자리에서만 먹었기 때문에 개고기는 문학에서 독특
한 뉘앙스를 가지게 되었다. 그런 개고기의 뉘앙스는 세속적인 문화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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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하며 세속 문화의 기호가 되었다.
명대 정통 문학은 개고기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지만 속문학은 일반 서
민들이 개고기를 먹거나 파는 장면을 많이 다루었다. 명대 속문학에 드러
난 개고기를 먹거나 파는 인물들의 세속적인 이미지는 특정한 상징성을
지닌 개고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파계(破戒)하여
개고기를 먹는 장면에서 노지심의 거칠고 저속한 성격은 그가 풍기는 서
민적이고 세속적인 분위기와 함께 효과적으로 드러났다. 또한 희곡 안의
개고기를 먹는 도사들은 도관의 문지기거나 혹은 남을 속여 먹고 사는
등 도사 중에서도 지위가 낮은 도사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물들은 민
간에서 흔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세속적인 이미지는 개고기를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들의 세속성은 개고
기라는 비천한 음식을 통해서 형상화되었다.
문학 중 개고기는 세속성의 상징 기호로써 개고기를 먹는 인물의 사회
지위도 나타낼 수 있었다. ≪유세명언(喩世明言)≫ 제15권에는 이후에 황
제가 될 주태조(周太祖) 곽위(郭威)와 명장 사홍조(史弘肇)가 개를 훔쳐서
개고기를 파는 장면이 실려 있다. 출세하기 전 그들은 이리저리 떠도는
시정잡배로 별 특출함이나 황제나 장군이 될 사람으로서의 신성함이 없
었다. 반대로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 제22권 중의 요공자(姚公
子)는 원래 호화로운 생활을 하던 부자였는데 집안이 기울자 심하게 배가

고파서 비천한 개고기도 없어서 못 먹는 처지가 되었다. 여기서 개고기를
먹는 행위는 바로 신분과 지위가 크게 변했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즉
소설과 희곡 중에 나타난 인물들의 신분과 지위 변화를 보면 개고기가
신분 상승의 기점이나 신분 하락의 종점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
탕으로 작용한 개고기에 대한 사회적 가치 판단이 주인공의 사회적 지위
가 변했다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개고기가 상징하는 세속성에 의해 소설과 희곡에 나타난 인물들은 입
체화되었다. 명대에는 시민 계층이 점차 성장하면서 소설과 희곡 같은 속
문학은 더욱 시민의 일상생활과 가까워지고 시민들의 입맛에 맞게 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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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239) “격식 있는 자리에 올릴 수 없는(上不了正席)” 개고기는 문언
으로 쓰인 문학에서 숭고하고 위엄이 있다고 여겨지는 인물들의 위엄을
제거하고, 세속 생활로 끌어내려 입체적이고 다면성이 있는 인물로 만들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잡극 <쟁보은(爭報恩)>에서 양산의 사내대장부 관
승(關勝)은 양산으로 돌아갈 노잣돈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고기
를 팔게 되었다. 개고기를 판다는 세속적인 행위는 영웅호걸이라는 위엄
을 입고 있는 관승의 형상을 일상으로 끌어와 더 진실하게 느껴지도록
만들었다.
속문학에서 개고기를 먹지 않는 인물과 비교하면 개고기를 먹는 인물
에게는 세속성이 더욱 뚜렷하게 느껴진다. 예를 들어서 잡극 <발택비승
(拔宅飞升)>의 진(晉)나라의 유명한 도사 허손(許遜, 239-374)은 개고기를

먹지 않았다. 이 잡극은 주로 허진인(許眞人)의 뛰어난 법술을 보여주는
데 이렇게 득도하여 신선이 된 도사와 개고기를 먹는 속된 도사는 전혀
다른 유형의 인물이다. 만약에 허진인도 개고기를 먹었다면 개고기가 가
진 세속적인 상징성이 허진인도 완전한 속인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허
진인의 뛰어난 법술이 보여주는 그의 위대함을 부각시키려는 희곡의 시
도는 성공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중국학자 전목(錢穆, 1895-1990)은 중국의 문학과 예술이 당나라 이후
주로 두 가지 추세로 발전했다고 하였는데, “귀족적인 것에서 서민적인
것으로 전이하는 추세와 종교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전이하는 추
세”가 바로 그것이다.240) 사대부 문학인 문언 작품은 이전처럼 명대에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었으나, 예전에는 소외당하던 속문학은 명대에 들어와
서야 빛을 보게 되었다. 이런 속문학은 서민과 그들의 일상생활에 집중하
였는데, 이런 속문학의 급격한 발전은 귀족적인 것에서 서민적인 것으로
의 전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비천한 음식으로서의 개고기는 바로 이러한
239) 朱忠元⋅米文佐, <明代审美风尚與小说价值取向的世俗化>. 宋子俊 编, ≪中国古代
小说戏剧研究丛刊 第一辑≫, 兰州: 甘肃教育出版社, 2003, 92-95쪽.
240) 钱穆, ≪中国文化史导论≫. 刘梦溪 主编, ≪中国现代学术经典 钱宾四卷(下卷)≫,
石家庄: 河北教育出版社, 1999, 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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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하에서 속문학 중에 대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속문학에 드러
난 개고기의 세속적 상징성은 사회적인 세속 문화에 근원을 두었다. 속문
학은 개고기가 가진 세속성을 문학 속 기호로 사용하여 대중의 취향에
맞추려고 노력하였다.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모두 서민인 것도 아니고, 서민이라면 모두 개고
기를 먹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기호학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현실의 음
식은 특정 의미를 지닌 기호가 되어야만 텍스트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
고 개고기는 개고기가 가진 강렬한 세속적인 특성 때문에 기호화되었으
므로, 개고기는 비로소 사회 세속화의 상징이 되어 명대 속문학 속에 들
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제2절 사회 규칙에 대한 파격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개고기 식용은 보편적인 문화가 아니었고 종교
와 지역에 따라 개고기 식용에 관한 금기도 달랐다. 예를 들어 불교에는
다른 고기와 달리 개고기에 특별한 금기를 두어 불교 신도가 개고기를
먹는 것은 다른 고기를 먹는 것보다 더 심한 파계 행위라고 보았다.241)
또한 도교는 “세 가지 고기를 꺼린다[三厭]”고 하여 세 가지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하는데 그 중에 “지염(地厭)”은 바로 개고기를 가리키는 것이었
다.242) 속문학에 등장하는 개고기를 먹는 승려와 도사들은 종교 계율이라
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승려와 도사 이외에도 시정잡배들이 다
른 집의 개를 훔쳐 잡아먹는 경우도 역시 사회 규칙을 어긴 것이다. 그러
241) 朱荫龙, <廣西吃狗肉风习考原>, ≪艺文誌 (第二辑) ≫, 1983, 270-271쪽.
242) “道家以狗为地厌, 雁为天厌, 鱼鸟为水厌, 皆不宜食.”
“도가에서 개는 지염(地厌), 기러기는 천염(天厌), 어조(鱼鸟)는 수염(水厌)이라 하
여 모두 먹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였다.”
姚澜, ≪本草分经≫,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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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속문학에 나타난 개고기는 사회 규칙을 위반함을 상징한다.
먼저 속문학 중 개고기가 보여주는 종교 계율 위반이라는 상징성을 살
펴보겠다. 종교는 사회 문화에 포함되며 종교 계율도 사회 규칙에 속한
다. 명대 속문학에서 등장하는 개고기 승려나 도사의 경우 그들이 몰래
숨어서 개고기를 먹든 당당하게 공개적으로 개고기를 먹든 사실상 계율
을 어긴 것이며, 여기서 개고기는 계율을 멸시하는 상징으로 쓰였다. 그
런데 명대 속문학 속 개고기를 먹는 인물 중에는 남을 속여 먹고 사는
도사가 있는가 하면 또 동냥해서 얻은 재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제
공(濟公)이나 장피작(張皮雀)처럼 법술이 뛰어난 도사도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 규칙 위반이라는 상징성은 인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
개고기를 먹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인물을 간단하게 부정적인 인물
로 분류하기가 어렵고, 개고기 그 자체도 사회 규칙 위반을 상징하지만
이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단정하기는 어렵다. 속문학 속 개고기를
먹거나 파는 장면과 인물들은 명대 사회에서는 흔했던 상황들을 보여주
는데, 명대에는 기존의 사회적 가치 판단과 실제 생활이 충돌하는 모순적
인 경우들이 많았다. 명대 속문학에 등장한 개고기를 먹는 승려나 도사의
예를 보면 개고기가 사회 규칙 위반을 상징함과 동시에 종교의 신성성에
대한 의문, 그리고 더 나아가 합리적으로 종교를 재구성 할 것을 요구하
는 상징으로 쓰였다.
송원시기부터 불교나 도교에 상관없이 종교의 신성성이 점차 약화되는
추세가 생겼는데, 명청시기에 이르러서는 종교의 세속적인 목적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났다.243) 명대에는 재주가 있는 승려나 도사를 사칭하여
공공연히 사기를 치는 사람이 많아졌고, 이를 반영하듯 ≪유세명언≫의
화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승려와 도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접근해서
는 안 되는 네 가지 부류 중 하나로 꼽았다.244) 또한, ≪증광현문(增廣賢
243) 萬晴川, ≪宗教信仰與中国古代小说敍事≫, 第一章 总论, 杭州: 浙江大学出版社,
2013, 42-43쪽.
244) “世间有四种人惹他不得, 引起了头, 再不好绝他. 是哪四种？游方僧道, 乞丐, 闲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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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에는 “승려와 도사를 사귀지 않아야 좋은 사람이다(不交僧道, 便是
好人)”245)라는 구절이 있다. 명대에는 승려와 도사에 대한 불신과 비난이

보편화되어 이전시기 종교에 종사하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성함을
거의 상실하였다. 이런 배경 하에서 개고기를 먹는 승려와 도사들은 명대
속문학에도 흔히 등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다른 고기를 먹는 것에 비해
개고기를 먹는 장면은 이들의 타락을 더 과장하여 보여주어 종교의 신성
성이 몰락했음을 부각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속문학 속 개고기는 종교 계율 위반을 상징하면서도 종교를 완
전히 부정하지는 않았다. 명대 속문학에서는 종교적 계율을 멸시하여 개
고기를 먹는 인물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노
지심, 제공, 장피작 등과 같은 인물들이 있다. ≪수호전≫에서 노지심은
나쁜 일이나 나쁜 사람을 원수처럼 증오하고 애증이 분명하며 “사람을
죽이면 꼭 피가 보여야 되며 남을 구제하면 꼭 끝까지 구제해야 된다(杀
人须见血, 救人须救彻)”라는 의협심을 가지고 있었다.246) 제공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는 속문학 작품에서 제공은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행위로 세상
을 조롱하면서도, 진정한 불교의 도리가 담긴 말을 하였으며, 예언마다
실제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아낌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 속문
학에 나타난 도사 장피작도 법술이 뛰어나고, 사람들을 위해 기우제를 지
내고,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을 구제했다. 이렇게 긍정적인 특성을 가진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개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종교 계율은 위반
했지만 계율 위에 있는 종교의 참된 정신은 잃어버리지 않은 그들을 통
해 타락한 종교를 비난했지만 동시에 참된 종교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었
牙婆.”
“세상에는 건드릴 수 없는 네 종류의 인간이 있는데 건드리기 시작하면 다시는
끝낼 수 없다. 이는 무슨 네 종류인가? 떠돌아다니는 승려와 도사, 거지, 한량, 중
매쟁이.”
冯梦龙, ≪喻世明言≫, 第一卷 蒋兴哥重会珍珠衫, 12쪽.
245) ≪증광현문(增廣贤文)≫은 명대에 나온 아동 계몽 서적이다.
杨根乔⋅沈跃春 评注, ≪增廣贤文≫, 合肥: 安徽文艺出版社, 2010, 138쪽.
246) 施耐庵, ≪水浒传≫, 第九回 林教头风雪山神庙 陆虞候火烧草料场,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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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개고기는 종교 계율에 대한 파격적 위반을 상징함과 동시에 종
교에 대한 더 자유로운 해석을 제공하였다. 이지(李贄, 1527-1602)에 의하
면 진짜인 수행과 가짜인 수행의 차이점은 술과 고기를 끊는 것이 아니
라 개고기를 먹지 않는 장로라도 평범하여 불교의 도리를 깊이 깨달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247) 마찬가지로 제공은 “부처는 마음과
머리에 앉아있지만, 술과 고기는 내장을 통과해 지나간다(佛在心头坐, 酒
肉穿肠过)”248)라고 하였다. ≪성세항언(醒世恒言)≫은 이 말을 인용하여

재계(齋戒)하는 사람을 권고하였는데,249) 진정한 수행은 선량한 마음을 가
지고 마음속에 부처님을 모시는 것이지 재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크
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명대의 소설과 희곡은
개고기를 먹는 승려와 도사 같은 반역자를 이용하여 계율에 대한 무조건
적인 집착을 버리고, 선행을 강조함으로써 종교의 합리성을 재구성하려
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속문학 속 개고기를 먹거나 파는 인물들은 종교 계율 말고도 다른 도
덕규범도 위반하였다. 예를 들어 ≪유세명언(喩世明言)≫ 제15권에는 후
에 황제가 될 주태조(周太祖) 곽위(郭威)와 명장 사홍조(史弘肇)가 개를
훔쳐서 개고기를 파는 시정잡배로 등장하는데, 그들은 사회 규범을 무시
하고 방탕하고 제멋대로 행동한다. 양산의 사내대장부 관승(關勝)도 개를
훔쳐서 개고기를 팔며 역시 같은 방법으로 사회 규범을 위반하였다. 이렇
게 개고기를 파는 행위는 사회 규칙의 일탈인데, 결국 이런 개고기 장면
을 통해 해당 인물이 사회 규칙을 위반하는 사회의 이류(異類)적 인물이
라는 것을 표시하는 기호로 쓰였다. 그러나 명대 속문학은 이러한 도둑질
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개고기를 먹거나 파는 인물
들은 사회 규칙을 위반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개고기의 파격 상
247) 朱一玄 编, 朱天吉 校, ≪明清小说资料选编⋅上册≫, 291-292쪽.
248) 刘益国, ≪元曲熟语辞典≫, 成都: 四川大学出版社, 1998, 102쪽.
249) 冯梦龙, ≪醒世恒言≫, 第二十六卷 薛錄事鱼服证仙, 长春: 吉林文史出版社, 1995,
4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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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은 그들이 규칙에 얽매이지 않는 의협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
호가 되었다. 이런 장면을 통해 영웅호걸이란 사회 규칙에 구애받지 않으
며, 일반인은 하고 싶지만 감히 하지 못한 일을 하며 사는 호방한 사람들
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종교이든 도덕규범이든, 속문학에서 개고기는 사회 규칙에 대한 파격의
상징적 기호로 자리 잡았다. 롤랑 바르트에 따르면 글쓰기는 실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상상 속에서 재구성한 세계를 다루는
것이라고 하였다.250) 속문학은 개고기를 일탈의 기호로 이용하여 현실 세
계의 충돌을 합리적으로 초월할 것을 추구하였다. 즉 속문학은 개고기가
가진 파격 상징을 통해 현실 세계를 정신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제3절 본성과 욕망의 지향
명대 속문학에 나타난 개고기는 본성과 욕망을 상징한다. 승려와 도사
들이 개고기의 유혹을 이겨 내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혹은 당당하게 공
개적으로 먹은 것은 모두 본성과 욕망이 계율을 이긴 것을 보여준다. 개
고기가 명대 속문학에 자주 나타난 것은 개성을 중시하는 명대 문학사조
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251) 소설과 희곡은 개고기를 먹는 종교 인
물을 통해 인간 본성의 강한 힘을 보여줌으로써 본성의 해방을 지향하였
다. 종교 인물 이외의 개고기와 관련된 일반 인물들도 자신의 욕망대로
개고기를 훔쳐서라도 잡아먹는 등의 줄거리를 통해 사회 규범에 구애받
지 않고 본성에 따르는 호방한 성격을 드러냈다.
개고기가 맛있다는 것은 널리 인정된 사실로,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250) 서정철 지음, ≪기호에서 텍스트로: 언어학과 문학 기호학의 만남≫, 서울: 민음
사, 1998, 358쪽.
251) 李正民⋅曹凌燕 评注, ≪锦笺记评注≫, ≪六十种曲评注(第17册)≫, 长春: 吉林人民
出版社, 2001, 294-2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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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종교 계율도 승려와 도사들이 가진 개고기를 먹고자 하는 욕망을 막
지는 못했다. 제2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개고기는 맛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고기에 비해 육질이 연하고 소화가 잘 된다고 하였다. 속담에 “개고
기가 펄펄 끓으면 신선이라도 점잖게 서 있지 못한다(狗肉滚三滚, 神仙站
不稳)”252), “개고기의 향기를 맡으면 신선이라도 담을 넘는다(闻到狗肉香,
神仙也跳墙)”253)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 앞에서는

규율은 힘이 없었다. 속문학에 속 개고기는 다른 육류에 비해 인간의 음
식에 대한 본능적 추구를 더 여실히 보여주었다.
≪삼각박안경기(三刻拍案驚奇)≫에는 승려들이 몰래 숨어서 개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주전선(周顚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다. 주전선은 절
근처 은밀한 숲에서 작은 불 위의 한 솥에서 개고기가 푹 익는 것을 보
고, 이 솥을 승려 앞에 가져다 두었는데 승려들은 모두 다 입을 가리고는
감히 그 솥을 쳐다보지도 못한다. 주전선은 그런 승려들를 보고 “몰래 숨
어서는 먹으면서 이 자리에서는 개고기를 두려워하구나(背後吃他, 当面怕
他)”라고 하며 웃으면서 떠났다.254) 이 이야기는 주전선이 가진 거리낌

없고 세속을 초탈한 성격과 함께 승려들이 가진 본능적 욕망을 드러냈다.
개고기는 본성과 욕망의 기호로서 승려들이 욕망을 이겨내지 못했음을
상징하였다.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驚奇)≫에 등장한 요공자(姚公子)는 원래 집안
에 돈이 많아 의식이 풍족했는데 거리낌 없이 돈을 물 쓰듯 하다가 몰락
하여 빈털터리가 되었다. 심하게 배가 고픈 상황에 몰린 요공자에게 개고
기는 무척 긴요한 음식이었다. 부귀했던 요공자였지만, 생존의 기로에 서
자 개고기가 비천한 음식이라며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결국 요공자는 개
고기를 맛있게 먹으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개고기를 좋아했다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속문학 속 개고기 인물의 원
252) 范世忠, <狗肉药膳>, ≪食品與健康≫, 2002 第4期, 39쪽.
253) 廣西人民出版社 编, ≪廣西特产风味指南≫, 195쪽.
254) 梦觉道人⋅西湖浪子 辑, 卫绍生⋅张建航 校, ≪三刻拍案驚奇≫, 第十八回 奇颠清
俗累 仙术动朝廷, 1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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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엿볼 수 있다. 청대 정판교(鄭板橋, 1693-1733)는 개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며 평범한 장사꾼이 선물로 개고기를 주면 그는 서예나 그림으로
답례를 했다. 하지만 정판교의 서예와 그림을 갖고 싶어 하는 부유한 상
인이 많은 돈을 들고 왔을 때 정판교는 그 부자 상인을 외면하였다.255)
이를 통해 정판교가 중시하는 것은 금전이 아니라 개고기를 좋아하는 자
신의 본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문학 속 개고기 인물들 중에는 탐욕스럽지만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행세하는 승려와 도사도 있고, 전혀 거리낌 없이 다른 집의 개를 훔치는
시정의 잡배들도 있다. 이들은 제멋대로 사회 규칙을 깨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는데, 여기서 개고기는 해당 인물의 부정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키
는 것일까? 속문학은 딱히 이 인물들을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데,
그보다는 개고기를 먹는 인물이나 장면을 통해 인간 욕망과 사회 현실의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욕망과 사회 규범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사고
를 하게 만든다.
기호학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사회 문화적인 가치 판단에서 유래된
것이다. 명대 중⋅후기는 안정된 농업 세계가 소란스러운 상업 세계에 밀
려나는 추세를 보였다. 인간의 욕망이 표면화되었기 때문에 사회의 도덕
규범은 인간의 본성과 욕망에게 밀려났다.256) 이런 사회 배경 하에서 명
대 속문학 속 개고기를 먹는 인물들은 본성과 욕망이 종교 계율을 포함
한 사회 규칙을 밀어내고 있는 사회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속문학
작자들은 명실이 부합되지 않는 명대 사회의 흔한 상황을 어쩔 수 없다
는 듯이 보여주었다. 어쩌면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개고기
를 먹는 인물을 과장된 방식으로 보여줌으로써 욕망과 질서의 모순을 부
각시켜 독자와 청중으로 하여금 인간과 사회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것뿐이었을지도 모른다.
255) 于雲瀚⋅宋晓芹 编, ≪郑板桥研究文集≫, 北京: 文化艺术出版社, 2014, 28쪽.
256) 卜正民 (Timothy Brook) 著, 方骏 等 译, ≪纵乐的困惑: 明代的商业與文化(The
Confusions of Pleasure: Commerce and Culture in Ming China)≫, 北京: 生活⋅读
书⋅新知三联书店, 2004, 引言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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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문학 속 개고기는 인간의 욕망과 기존의 사회 규칙의 충돌을 보여준
다. 개고기의 상징성은 단순히 사회 규칙에 대한 위반이라기 보다는 진정
한 선에 대한 긍정이다. 규율을 깨고 개고기를 먹는 노지심은 나쁜 일이
나 나쁜 사람을 원수처럼 증오하는 의협심이 있는 호걸이다. 당당하고 공
개적으로 개고기를 먹으며 온갖 파계를 일삼는 제공은 도리어 진정으로
불법을 깊이 깨달은 “산부처[活佛]”라고 불렸다.257) 장피작(張皮雀)은 비
록 개고기 먹기를 좋아하고 예법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분주하게 수행을
한 도관의 다른 도사들을 제치고 홀로 득도하여 신선이 되었다. 개고기는
본성과 욕망 앞에서 계율과 예법은 공허하고 무력한 것이며, 규칙에 구애
받지 않고 본성에 따라 선행을 하는 것만이 올바른 수행 방법이라는 것
을 보여준다. 이렇게 속문학에 나타난 개고기는 규칙을 타파하고 계율과
예법에 구애되지 않는 본성과 욕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257) 沈孟柈, ≪钱塘湖隐济颠禅师语錄≫. 王国平 主编, ≪西湖文献集成 第28册 西湖小
说专辑≫, 杭州: 杭州出版社, 2004, 7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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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음식의 사회 문화적인 의미에서 출발하여 문학 작품에 드러난
개고기의 상징성을 살펴보았다. 롤랑 바르트의 이중 기호학 체계를 이용
하여 음식의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문학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어떠한
상징적인 기호로 쓰이는지를 고찰하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수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개고기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명대 속문학에서 개고기가 나오는 장면들은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맥락에 따라 특정한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외의 식용 육류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텍스트에 있는 언어학적인
개고기가 또 다시 개고기와 관련된 사회적 가치 판단과 결합하여 특정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기호가 되었고, 대중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었
기 때문이다. 속문학에 드러난 개고기의 상징성은 사회 문화적인 가치 판
단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알기 위해 명대 속문학인 백화소설
및 희곡을 중심으로 장편소설, 단편소설 모음집, 잡극(雜劇), 남희(남戱),
전기(傳奇)를 대상으로 삼았고, 명대 초기, 중기, 말기의 작품 및 원대와
청대의 판본을 일부 포함하였다.
제2장에서는 개고기 및 속문학과 관련한 사회 문화 배경에 대해 다루
었다. 사람들은 종교와 지역에 따라 개고기를 먹거나 금기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개고기는 역사적으로 그 지위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였는데, 선진시기에 귀족과 평민 모두가 개고기를 즐겨 먹었던 반면 수당
시기부터 점점 하층민과 가까워지게 되어 송대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비천한 음식으로 여겨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명대사회의 소비문화
의 영향을 받은 속문학 안에서 음식은 신분과 지위를 나타내는 표시작용
을 하였다. 따라서 개고기의 사회 문화적인 함의가 문학에 반영되어 그에
대한 표시로 특정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 106 -

제6장 결론

제3장에서는 연구 대상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속문학 중에서도 백화소
설과 희곡 안에서 개고기와 관련된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을 분석함과 더
불어 각각의 작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가하여 본고의 논의를 이해하
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4장에서는 개고기가 등장하는 명대 속문학 작품들을 크게 백화소설
과 희곡으로 분류하여 다루었다. 작품 속에서 개고기와 관련된 묘사가 인
물의 형상화에 어떻게 작용하고, 그것이 기호화되어 상징성을 띠게 되는
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백화소설에서는 개고기를 먹는 승려와 개고기를
먹는 도사, 개를 도살하는 백정, 개고기를 먹는 몰락한 공자, 개고기를 타
인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나누었다. 또한 희곡에서도 백화
소설의 경우처럼 개고기를 먹는 승려와 도사, 개를 도살하는 백정으로 나
누었다. 그래서 이를 분석한 결과, 인물과 함께 개고기가 직접적으로 등
장한 유형과, 인물의 개성이 나타난 상태에서 개고기가 등장하여 인물의
개성이 부각된 유형, 앞의 두 가지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는 유형으로 예
시들을 정리하였다.
제5장에서는 개고기의 상징성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결론지었다. 먼
저, 개고기는 세속성을 상징한다. 개고기는 비천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개
고기를 먹는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해당 인물의 사회 신분을 드러냈다. 또
한 소설과 희곡에 나타난 인물들은 이러한 상징성에 의해 입체화되었으
니, 일반적으로 고상하거나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인물
들이 세속성을 띠게 되면서 입체적이고 다면성이 있는 인물이 된 것이다.
둘째로 개고기는 사회 규칙에 대한 파격을 상징한다. 개고기를 먹는 승려
또는 도사는 이러한 반역을 통해서 계율에 대한 집착을 타파하고 계율을
초월한 선행을 강조하였다. 또한 개를 훔쳐 잡아먹거나 파는 영웅호걸들
은 사회 규칙을 위반했지만, 개고기의 파격적인 상징성을 통해 세속에 얽
매이지 않는 그들의 의협심을 드러냈다. 셋째로 개고기는 본성과 욕망을
상징한다. 개고기는 다른 육류와 비교할 때 그 뛰어난 맛으로 인하여 인
간들의 미식에 대한 본능적인 추구에 적합하였다. 승려와 도사들이 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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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먹는 것을 통해 본성과 욕망이 계율을 이긴 것을 상징하고, 일반 인
물들이 개고기를 훔쳐 잡아먹거나 파는 것을 통해 그들이 사회 규범에
구애받지 않는 호방한 성격임을 드러냈다.
상징은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화 시키는 과정이다. 이와 비슷하게 문학
그 자체는 사회 현상 속의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인 텍스트 양식으로
보여주는 과정이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있는 음식은 상징성을 가진 기
호가 되어 텍스트에 들어가 문학 작품에 남겨졌고, 후세의 독자들은 이러
한 문학 작품을 읽는 과정을 통해 기호 뒤에 숨어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래서 본고는 명대 속문학에 드러난 개고기의 상징
성을 살펴봄으로써 문학에서 각 음식이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인물의 이
미지 형성화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이 어떻게 텍스트 의미
를 구축하게 되는지 탐구할 수 있었다. 또한 결론적으로 이를 통해 속문
학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었다.
개고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기호로서 텍스트 내에서 활발하게 문
학적인 의미를 구축하였다. 음식은 문학에서 자주 쓰이는 기호로서, 이러
한 역할을 하는 음식으로는 개고기 외에도 술, 차, 대추, 수박씨 등이 있
다. 이 음식들의 문학적 상징성을 고찰하는 것도 흥미롭고 의미 있는 과
제가 될 것으로 보이나, 본고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었기에 이후의 과
제로 남겨두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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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代俗文學中狗肉的象徵意義

黄萬竹
首尔大学校 大学院
中语中文科 文学专攻

本文从饮食的社会文化意义出发，探讨文学中饮食的象徵意义。主要采用
符號学的研究方法，关注饮食在现实生活中的社会文化意义如何體现在文学
當中，成为文学语境中带有一定象徵意义的符號。本文主要研究明代俗文学
中狗肉的象徵意义。这一问题的提出主要来源于发现在明代俗文学中與狗肉
相关的人物和场景具有一定的共性，在文学语境中表现出某種特定的象徵意
义，对于人物形象的塑造起着一定的作用，具有不同于其他饮食、特别是其
他肉类的特徵。本文的研究目的正在于分析和把握狗肉在明代俗文学中所具
有的象徵意义，了解俗文学在刻畫人物上的技巧，从而更好地理解和欣赏俗
文学。
本文的第一章为绪论，主要介绍了本文的研究动机、目的、方法、範围，
也包括这一领域的研究综述。第二章考察了與狗肉相关的社会文化背景，包
括狗肉食用文化的基本情況、中国历史上狗肉地位的变化、明代社会背景與
明代俗文学中的狗肉。第三章对本文涉及的主要俗文学研究对象进行了详细
介绍，研究对象包括哪些俗文学作品，选择这些作品的标准是什麽，并介绍
这些作品的作者、创作时间、版本等内容。第四章分析了明代俗文学當中出
现的與狗肉相关的人物和场景，分为白话小说和戏曲两大类分别举例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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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章归纳了狗肉在明代俗文学中的象徵意义。第六章为本文的结论。
本文参考符號学理论 ， 从罗兰 ⋅ 巴特所说的含蓄意指 （ 也称为内涵 ，
connotation）出发，分析文学中的狗肉與什麽样的社会观念相结合，體现出什
麽样的象徵意义。关注狗肉的这種含蓄意义如何在明代俗文学當中得以实现正
是本文的重点。本文选取了明代白话小说和戏曲當中出现的與狗肉相关的人物
形象和场景描写，以當时的社会文化背景为基礎，分析人物的身份地位、性格
特徵、心理活动、文学背景環境等内容是否與吃狗肉具有某種相关性，探讨狗
肉这個符號所象徵的观念，并考察这種象徵意义在文学當中的作用｡
本文的研究对象是明代俗文学，主要分析俗文学中的小说和戏曲，不过本
文所涉及的戏曲也包含一些元代雜劇。虽然说在现实生活中，吃狗肉的并不
一定都是平民，也不是所有的平民都吃狗肉，但是在文学當中，特别是在张
扬個性、强调真实自然的明代後期文学當中，基于狗肉與世俗文化的独特联
系，以及與狗肉相关的文化禁忌，从吃狗肉的人物身上可以看到社会上对于
吃狗肉的价值判断。本文运用符號学的研究方法，把狗肉作为一種符號，通
过分析明代俗文学中與狗肉相关的人物，发现狗肉在明代俗文学中有以下三
大象徵意义。
首先，明代俗文学中的狗肉是象徵世俗性的符號。因为狗肉是一種非常平
民化，甚至很低贱的食物，所以俗文学中的狗肉显现出世俗色彩，能够标记相
关人物的社会身份地位。和不吃狗肉的人物相比较，狗肉的特殊文化内涵能够
凸显出文学作品的市井视角，把那些在传统士大夫文学中高大伟岸的人物形象
瞬间拉回世俗生活，使人物形象更加立體化，象徵着文学语境的世俗化｡
其次，明代俗文学中的狗肉象徵着对社会规则的颠覆，包括宗教戒律，也
包括社会道德准则。俗文学通过吃狗肉的宗教人物身上特立独行、不拘于流
俗的氣质，给宗教提供了更加自由的解读方式，强调超越戒律的善行。对于
偷狗、卖狗肉的人物来说，虽然他们颠覆了社会道德准则，但是建立起了超
脱于世俗之上的豪侠氣质。狗肉在象徵颠覆社会规则的基礎之上，又为明代
社会中普遍存在的與既有的社會規則相衝突的情況提供一個合理的解释，表
达对超越性精神的追求。

- 118 -

【中文摘要】

最後，狗肉在明代俗文学中也象徵着对本性和欲望的肯定。由于狗肉美味
是公认的事实，所以和别的肉相比，俗文学中出现吃狗肉的描述就更能象徵人
对美味的本能追求。俗文学中的和尚道士忍受不了狗肉的诱惑，象徵着本性與
欲望最终战勝了所谓的清规戒律。偷狗、卖狗肉的情节體现出来的豪放灑脱、
不受拘束的氣质，也是对人的本性和欲望的肯定。所以在本性與欲望面前戒律
與禮法其实都是空洞無力的，狗肉表现出肯定本性和欲望的象徵意义｡
饮食是文学當中经常出现的内容，文学中具有象徵性意义的饮食也绝非隻
有狗肉这一種。饮食作为一種文学意义符號活跃于文本之中，是建構文本意义
的重要媒介。除了狗肉以外，其他很多饮食在明代俗文学中也有着特定的象徵
意义。例如酒、茶、红枣、瓜子等饮食在文学语境中都具有特定的象徵意义，
饮食场景也对文学语境的营造起着重要作用，这将是下一步研究的内容｡
本文通过分析明代俗文学當中的狗肉，以小见大，来考察特定饮食是如何
通过象徵意义作用于人物形象的塑造、文本意义的生成。本文的重点并不是
从社会学、人类学的角度去挖掘狗肉具有什麽样的象徵意义，而是以狗肉作
为一個例子 ， 从文学创作和文学欣赏的角度来看特定饮食有何文学象徵意
义，其象徵意义在文学语境中又有何作用。围绕明代俗文学中出现的饮食，
从创作的角度来说，研究俗文学在烘托人物性格、渲染故事環境上的技巧；
从阅读的角度来说，分析读者如何接受文学中饮食的意义與内涵，窥见社会
文化與文学欣赏之间的关系。从狗肉的文学象徵意义出发，扩展到其他的饮
食，分析其象徵意义如何作用于文学创作和文学欣赏，又如何與现实社会的
文化价值观相联系，可以从一個新的角度去解读俗文学。所以本文研究的意
义在于通过分析明代俗文学中符號化的饮食具有什麽样的象徵意义，在文学
欣赏與社会文化之间搭建桥梁，实现文本世界與文本之外的世界之间的沟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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