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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笑話는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로서, 魏 邯鄲淳(132-?)의 ≪笑林≫을 그 시원

으로 하는데, 明나라 중엽 이후 사회경제의 발전과 性靈說의 제창에 힘입어 소

화서의 출판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소화서는 대부분 이전 시기

에 출판된 소화서에 수록된 소화, 당대의 街談巷說에서 수집한 소화, 그리고 撰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기록한 일화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晩明 시기 公安派를 대표하는 문인 중의 하나인 江盈科(1553-1605)

의 ≪雪濤諧史≫를 해학성과 풍자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함으로써, ≪설도해

사≫가 지니는 예술성을 살피고 더 나아가 문헌소화가 성행하 던 시대적 흐름 

속에서의 위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설도해사≫ 속 소화는 크게 해학과 풍자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대상 그 자체 혹은 대상의 언행을 골계화하여 농담하는 데 만족감을 가지는 유

의 소화를 해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겉모습에 결함이 있는 대상, 정신

적 혹은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대상, 무능한 대상, 그리고 허풍 혹은 거짓말을 

하는 대상 및 그에게 속아 넘어가는 대상 등이 등장하고, 그 대상 자체 혹은 대

상의 언행을 골계화하여 농담을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한편 대상 그 자체 혹은 대상의 언행을 골계화하여 농담을 말하지만, 그 이면

에 대상에 대한 혐오 혹은 대상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유의 소화를 풍자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이기적이거나, 사치스럽거

나, 탐욕스럽거나, 부패를 저지르는 등의 지배계층의 부정적인 모습을 조롱한 

것, 생원이 시험장에서 속임수를 써서 시험을 통과하려 하거나, 승려가 남의 부

인과 사통을 하는 등의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폭로하고 비판한 것, 그리고 당대 

학자들이 옛글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풍조를 비판한 것 등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설도해사≫ 속 소화에서는 대화체 및 백화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을 바탕으로 다양한 수사기법을 활용하여 해학과 풍자를 구현하

다. 과장법, 析字, 典故, 他題詩, 評語 등이 주로 활용되었는데, 이는 당대 유행하

던 소화의 기본적인 수법이었다. 우선 대상의 언행을 보통 사람의 예상 행동 

범위를 벗어나도록 표현을 극대화하여 골계를 유발하는 데 과장법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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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으로 글자를 분해하거나 글자와 글자를 합쳐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

법인 化形 및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인 글자를 사용하는 諧音 기법이 대상을 골계

화하는 농담에 활용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전고를 원뜻 그대로 인용하거나 원문

에 변형을 주어 뜻을 변화시킨 형태로 활용하여 대상을 골계화하는 농담을 짓는 

데 사용하 다. 또한 그림이나 물품에 題詩를 지어 대상을 간접적으로 골계화하

는 데 활용하 다. 마지막으로 서술자가 평어에서 골계를 유발하는 수법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소화에서 골계가 구현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 다. 서술자가 

소화를 수록한 의도, 서술자의 소화에 대한 감상을 밝혀 소화가 해학성 혹은 풍

자성을 강하게 띠도록 만들었다.

강 과의 ≪설도해사≫는 소화서의 출판인쇄가 가장 성행했던 시기인 명말청

초에 편찬되었다. 당대의 사회경제의 발전, 출판업의 흥성, 독자층의 확대, 성령

설의 대두 등과 같은 요인이 대량의 소화서가 출판되는 데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함께 종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설도해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 과의 ≪설도해사≫는 만명 시기 소설⋅희곡 등 통속문학

이 대대적으로 창작되던 흐름 속에서 편찬되어 그 시대의 문학 작품 창작의 경

향성을 분명히 반 한 결과물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그의 소화서는 내

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전형적인 만명 시기의 소화 및 소화서의 특성을 종합

적으로 지니고 있다. 셋째, 성령설을 지지하 던 문인인 徐渭, 李贄, 江盈科, 鍾

惺, 馮夢龍 등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로 소화서를 편찬하 다는 것을 들 수 있는

데, 성령설을 지지했던 문인들의 소화서는 성령설 및 해당 문인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며, 강 과의 ≪설도해사≫
도 그러한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강 과의 ≪설도해사≫는 장

중한 말이 아닌 예법에 맞는 진솔한 감정이 담겨있는 소화를 모아놓은 소화서로

서 독자가 이를 읽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주요어 : 晩明 時期, 江盈科, 文獻笑話, ≪雪濤諧史≫, 諧謔, 諷刺

학  번 : 2013-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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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강 과(1553-1605)는 字가 進之, 號가 淥蘿이며, 常德府 桃原縣(지금의 湖

南省 辰沅道)사람이다. 萬曆 20년(1592) 나이 40세에 進士가 되었다. 進士가 

된 그 해에 長洲縣令이 되었고, 만력 27년(1599)에는 大理寺正에 임명되었으

며, 만력 31년(1603)에 戶部 河南司 員外郎으로 승진하 다. 이후 또다시 만

력 32년(1604) 7월에 四川提學副使로 승진되었다. 사천에 부임하던 도중인 

만력 33년(1605) 6월에 5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1) 그가 남긴 작품으로

는 만력 28년(1600) 大理寺正으로 京師에 있을 당시 간행한 ≪雪濤閣集≫, 만

력 29년(1601)에 출간한 ≪皇明十六種 傳≫, 그리고 만력 32년(1604)에 출판

한 ≪雪濤閣四 書≫2) 등이 있다.

강 과는 중국에서 1980년대 후반부터 公安派3)의 핵심인물로 거론되어, 

그의 생애, 詩文 및 문학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 袁宏道와 

강 과가 주고받은 書信과 序文, 袁中道의 ≪珂雪斋集≫에 실린 ＜江進之

傳＞ 등이 公安派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로부터 여러 연구자

들이 강 과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4)

 1) 강 과의 생애는 강 과의 ＜明故九十壽鄕賓江公昆岳 處士墓誌銘＞, 錢希 의 
＜明四川提學僉事進之江公墓誌銘＞, 袁中道의 ＜江進之傳＞, 朱彛 의 ＜江盈

科＞, 龍膺 ＜哭江進之督學＞ 등에서 그 대략을 살펴볼 수 있다. 앞의 문헌을 토
대로 강 과의 생애에 대해 가장 상세히 정리한 자료로는 黃仁生의 ＜江盈科生

平著述重 ＞(2008)가 있다. 강 과의 가계, 일생(유년 및 관직생활), 저술에 관련
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 다.

 2) 강 과가 쓴 ≪설도각사소서≫ 序文 말미에 ‘만력 32년(1604) 겨울 새벽(萬曆甲

辰冬月穀旦)’이라고 적은 것으로 보아 ≪설도각사소서≫는 만력 32년 겨울 이후
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明代에 활동한 문학유파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원종도(1560-1600), 원굉도
(1568-1610), 원중도(1570-1623) 삼형제가 있는데, 이들의 籍貫이 湖廣 公安(지금 
湖北省)이기 때문에 公安派라고 불린다. 그 밖의 중요 구성원으로는 江盈科와 陶
望齡 등이 있다.” 임종욱 엮음, ≪중국문학에서의 문장체제 인물 유파 풍격≫, 이
회, 2001, p.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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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파 내에서 강 과가 점하는 위치에 관한 연구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은 夏咸淳의 ＜論公安派重要成員江盈科＞(1988)이다. 또 黃仁生의 ＜論江

盈科參 創立公安派的過程及其地位＞(1998), 李兢兢, ＜論江盈科在公安派創

立時期的地位＞(2005)가 있는데, 이 세 편의 논문 모두 강 과가 평범한 공안

파 일원이 아닌 원굉도와 함께 공안파를 창립하고 이끈 인물로 평가하 다. 

뿐만 아니라, 黃仁生의 ≪江盈科集≫ 初版 序文(1997)에서 章培恒 및 陳蒲淸

은 강 과가 원굉도와 함께 공안파를 창립한 인물이라고 하 다.5) 陳蒲淸은 

더 나아가서 강 과에 대해서 공안파를 창립하는 데에 기여하 으며, 공안파 

문학이론과 작품 창작에도 공헌했다고 평하 다.6)

강 과 문학작품에 대한 연구는 공안파의 문학관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강 과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는 林美秀

의 ＜江進之詩學理論 實踐＞(1988)이다. 그는 강 과의 생애, 문학이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설도각집≫에 수록되어 있는 시의 체제와 풍격을 

분석하여 그의 문학이론이 문학작품에 관철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최초

로 살펴본 연구라는 데 의의가 있다. 夏咸淳의 ＜論公安派重要成員江盈科＞

 4) 林美秀, ＜江進之詩學理論 實踐＞, 高雄師範大學國文硏究所碩士論文, 1988, 夏

咸淳, ＜論公安派重要成員江盈科＞, ≪文學硏究叢刊≫ 第5輯, 上海社 科學院文

學硏究所編, 1988, 林美秀, ＜江盈科的文學新變觀＞, ≪中國國學≫ 第18期, 臺灣

省中國國學研究 , 1990, 黃仁生, ＜江盈科生平、著述 ＞, ≪中國文學硏究≫ 第
2期, 湖南：中國文學硏究所雜誌社, 1997, 黃仁生, ＜論公安派副 江盈科的文學思

想＞, ≪湖南師範大學社 科學學報≫ 第3期, 1997, 黃仁生, ＜江盈科論＞, ≪文學

評論≫ 第2期, 1998, 黃仁生, ＜論江盈科參 創立公安派的過程及其地位＞, ≪復

旦學報≫ 第5期, 1998, 連文萍, ＜詩史可有女性的位置？-以兩部明代詩話爲論述中

心＞, ≪漢學硏究≫ 第17卷：第1期, 1999, 龔鵬程, ＜江盈科詩論 箋＞, ≪古典文

學≫ 第15集, 2000, 諶貽春, ＜試論江盈科 公安派文學的貢獻＞, ≪江西社 科

學≫ 第10期, 2004, 李兢兢, ＜論江盈科在公安派創立時期的地位＞, ≪惠州學院學

報≫ 第25卷 第1期, 2005, 張瑞文, ＜江盈科敍事作品硏究＞, 中國文化大學 碩士學

位 論文, 2006, 周坤, ＜江盈科 品研究＞, 江西師範大學 碩士學位 論文, 2008, 黃

仁生, ＜江盈科生平著述重 ＞, ≪湖南文理學院學報≫ 第33卷 第5期, 2008, 容運

珊, ＜江盈科及其詩硏究＞, 香港中文大學 碩士學位 論文, 2011, 劉雅君, ＜江盈科

品文研究＞, 逢甲大學 碩士學位 論文, 2012, 陳新怡, ＜江盈科寓 品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碩士學位 論文, 2012, 王菀, ＜江盈科笑话集研究＞, 浙江師範

大學 碩士學位 論文, 2015.

 5) 黃仁生, ≪江盈科集≫ 2, 岳麓書肆, 2008, pp.925-926 및 p.929 참조.

 6) 위의 책, p.93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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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은 강 과가 공안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관점에서 강 과의 생애, 

(문학)사상 전반을 살피면서 강 과의 산문 및 우언 작품을 비중있게 다루었

다. 그는 강 과의 우언 작품의 특징을 현실성, 해학성, 통속성 세 가지를 꼽

으며 그의 우언 작품이 지닌 가치를 높게 평가하 으며, 아울러 시보다는 산

문에서의 문학적 성과가 높다고 하 다. 이외에도 林美秀의 ＜江盈科的文學

新變觀＞(1990), 龔鵬程의 ＜江盈科詩論 箋＞(2000), 周坤의 ＜江盈科 品研

究＞(2008), 劉雅君의 ＜江盈科 品文研究＞(2012), 陳新怡의 ＜江盈科寓

品研究＞(2012)등에서 성령의 발현을 토대로 글을 써야한다고 주장한 공안파

의 문학관과 궤를 같이 하는 강 과의 문학사상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강 과의 산문작품7)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張瑞文의 ＜江

盈科敍事作品硏究＞(2006), 周坤의 ＜江盈科 品研究＞(2008), 劉雅君의 ＜江

盈科 品文研究＞(2012), 陳新怡의 ＜江盈科寓 品研究＞(2012), 王菀의 

＜江盈科笑话集研究＞(2015)가 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강 과 본인의 문학

사상이 강 과의 소품문에 충실히 반 되어 있으며 그 풍격은 해학성과 풍

자성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하 다. 또 ≪설도해사≫를 비롯한 ≪설도소설≫, 

≪담총≫, ≪담언≫, ≪문기≫가 작자의 진솔한 감성과 사유를 보여주며, 동

시에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잘 드러낸 통속 문학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한편 

王菀의 ＜江盈科笑话集研究＞(2015)에서 ≪雪濤 說≫ 23편, ≪雪濤諧史≫ 
153則, ≪談 ≫ 11則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내용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

하고 형식상의 기법 및 언어 표현상의 기법을 분석하여 강 과 소품문의 예

술성을 살폈다. 

오롯이 강 과의 ≪설도해사≫만을 다룬 연구는 없으나, 앞서 언급한 王菀

의 ＜江盈科笑话集研究＞(2015)에서 ≪雪濤諧史≫ 153則을 연구 범위에 포

함시켰고, 陳新怡의 ＜江盈科寓 品研究＞(2012)에서 ≪雪濤諧史≫ 78則을 

연구 범주에 넣었다.

 7) “강 과의 산문작품은 크게 전통산문과 소품문으로 구분한다. ≪설도각집≫ 권6

부터 권13에는 古論, 記文, 序文, 志傳, 贈文, 祭文, 尺牘 등 420여 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전통산문으로 분류하고, ≪설도소설≫, ≪설도해사≫, ≪담총≫, 

≪담언≫ 등을 소품문으로 분류한다. 한편 記文, 序文, 尺牘을 소품문으로 분류하
는 경우도 있다.” 위의 책, p.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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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도해사≫는 당대 문학 창작의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 중 하나

이다. 그리고 徐渭(1521-1593), 李贄(1527-1602), 江盈科(1553-1605), 鍾惺

(1574-1624), 馮夢龍(1574-1646) 등 솔직한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해야 한다

는 성령설을 지지했던 문인들이 소화서를 편찬한 이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원굉도와 함께 공안파의 성령설을 확립한 인물로 꼽히는 강 과가 편

찬한 ≪설도해사≫는 성령설을 지지한 문인들의 소화서와 함께 공안파 및 

성령설을 지지한 문인들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문헌 자료가 될 수 있다. 또

한 강 과 및 ≪설도해사≫와 관련이 있는 인물인 원굉도(1568-1610), 원중도

(1570-1623), 潘之恒(1536-1621), 袁無涯, 沈德符, 그리고 풍몽룡까지의 관계도

를 그릴 수 있는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

다.

국내에서 ≪설도해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 진행된 바 없지만, 

국내에서 발표된 강 과 관련 연구로는 박준혜의 ＜≪설도소설≫ 교석＞
(2003)과 박정진의 ＜강 과의 ≪설도소설≫ 연구＞(2007)가 있다. 이 두 연

구는 강 과의 생애와 문학사상을 폭넓게 다루고, ≪설도소설≫의 내용 및 

형식상의 특징을 분석하 다. 이 두 연구는 국내에서 강 과를 전문적으로 

다룬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박준혜의 ＜≪설도소설≫ 교석＞
(2003)에서 ≪설도소설≫ 52편을 註解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현재까지 중국에서 ≪설도해사≫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면 히 살펴본 

연구는 없으며, 국내 연구 사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설도해사≫를 연구 범

위에 포함하여 다룬 일부 소수의 연구에서도 작가론 및 문학론적 관점에 국

한되어 논의되었다. 

다만 王菀의 ＜江盈科笑话集研究＞(2015)에서 ≪설도소설≫ 23편, ≪설도

해사≫ 153則, ≪담언≫ 11則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소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 및 상용되는 수사기법을 토대로 ≪설도해사≫에 대한 내용적 및 형식

적 측면에 대한 분석을 처음 시도하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당대 

출현한 소화서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향관계를 밝히고자 하 으나 ‘풍몽

룡의 ≪笑府≫, ≪廣笑府≫, ≪古今譚槪≫에 ≪설도해사≫ 혹은 ≪설도소

설≫에 실려 있는 소화가 많이 등장하니 풍몽룡은 강 과의 향을 많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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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8) ‘만명시기의 문학작품에는 문언문과 백화체가 혼용되는데 강 과의 

소화서는 시대의 추세에 발맞춘 작품이다’9)와 같은 피상적인 결과 도출에 

그쳐 ≪설도해사≫의 위상이 여전히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한 점이 한계라고 

하겠다.

제2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笑話는 웃음을 주는 단편적인 이야기로서,10) 魏晉南北朝 시기에 처음 창작

되어 唐宋 시기를 거쳐 明淸 시기에 성행한 산문 장르 중 하나이다. 소화는 

晩明 시기11)에 활발하게 창작되며 전성기를 맞이한다.

만명 시기에 소화를 엮어 서책을 출간한 대표적인 이로 徐渭(1521-1593), 

敢定向(1524-1596), 李贄(1527-1602), 江盈科(1553-1605), 鍾惺(1574-1624), 馮夢

龍(1574-1646) 등이 있다. 이들은 큰 틀에서 감정과 본인의 생각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점이 공통적이다. 이러한 문학적 태도를 

견지하는 자들을 위주로 만명 시기에 소화를 수집하고 창작한 작자층이 형

성되어 있다고 가정해 볼 수도 있다. 이들 중에서도 특히 풍몽룡에 대해서는 

만명 시기 소화를 집대성하 다는 문학적 성과와 의의가 인정되어 그의 소

화서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다. 반면에 강 과의 소화서에 대

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강 과는 만명 시기 대표적인 문학 유파인 공안파에 속하 던 사람이다. 

그가 長洲縣令으로 있던 만력 23년(1595) 당시 원굉도가 吳縣縣令으로 부임

해오면서 두 사람이 연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강 과와 원굉도는 

서로 시문을 써서 주고받으면서 교유하 고, 강 과는 점차적으로 원굉도의 

문학관에 동화되었다.12)

 8) 王菀, ＜江盈科笑话集研究＞, 浙江師範大學 碩士學位 論文, 2015, pp.53-54.

 9) 위의 책, p.55.

10) 이응백, 김원경, 김선풍, ≪국어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11) “만명 시대의 분기와 관련한 문제는 논자에 따라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나 대체
로 명대 중엽 이후 만력(1573-1620), 천계(1621-27), 숭정(1628-44) 연간으로 본다.” 

이제우, ≪만명소품론≫, 제이앤씨, 2014, 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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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굉도와 강 과는 心學의 향을 받아 개성적이면서 자유로운 문학을 주

장하 다. 이들은 당시 후칠자를 중심으로 성행하던 모방과 답습을 일삼는 

복고주의를 비판하며,13) 전통적인 글쓰기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14)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한 독창적인 문학 창작을 주장하 다.15)

원굉도는 만력 24년(1596)에 ＜序 修詩＞에서 후칠자의 복고주의를 비판

하고, 성령을 발현하여 문학 작품을 창작할 것을 힘껏 주장하 다. 강 과는 

이와 같은 원굉도의 주장에 호응하여 ＜白 齋冊子引＞에서 ‘원신활발설(元

神活潑說)’을 제기하 다. 그가 말한 ‘元神’은 왕양명이 말한 ‘心性本體’, 이

지가 말한 ‘童心’, 그리고 원굉도가 말한 ‘性靈’과 상통한다. 그는 ‘원신’ 즉 

‘성령’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자연스럽게 글로 표현되고 새로움을 부여하지 

12) “아아, 내가 오(吳)의 수령으로 있던 날이 기억난다. 형과 이 도(道)를 헤아리고 
입증하 을 때, 형은 처음에는 그리 믿지 않았다. 내가 형에게 이렇게 말하 다. 

‘과연 오늘날의 사람들이 지은 것이 입마다 모두 한 소리라면, 형은 그 고하를 어
떻게 구별하겠습니까? 더구나 고인의 시는 백년 천년을 거쳤어도 읽어보면 마치 
처음 입으로 낸 듯합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사람들의 시는 갓 이루어지자마자 이
미 붉게 썩은 곡식과 같으니 어째서입니까?’ 그러자 강진지는 펄쩍 뛰듯이 일어
나서는 ‘옳다’라고 하 다.(已矣. 猶記令吳之日, 兄商證此道, 初猶不甚信. 弟

兄曰, 果若今人所著, 萬口一聲, 兄何以區別其高下也. 且古人之詩, 歷千百年, 讀之

如初出口. 而今人一詩甫就, 已若紅朽之粟, 何也. 進之躍然起曰, 是已.)” ＜哭江進

之 有序＞ (원굉도 저, 심경호 외 공역, ≪역주 원중랑집≫ 7, 소명출판, 2004, 

p.243.)

13) “나는 진지(進之)와 함께 오(吳) 땅을 유람한 이후로 매번 만날 때마다 반드시 시
문(詩文)으로 서로를 독려하며 지금 시대의 도습(蹈襲)하는 풍토를 교정하려 애
썼다.(余 進之遊吳以來, 每 必以詩文相勵, 務矯今代蹈襲之風.)” ＜雪濤閣集序＞ 
(원굉도 저, 심경호 외 공역, ≪역주 원중랑집≫ 5, 소명출판, 2004, pp.163-164.)

14) “문학이 과거의 것에서 말미암아 현재의 것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은, 시대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바탕이 아름다우냐 추하냐 평가하는 것은 사람의 눈이 본
래 지닌 호오(好惡)를 좇는 것이 아니고 시대의 변화를 좇는다.…대개 과거에는 
과거의 시세가 있었고 현재에는 현재의 시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고인이 남긴 
언어의 외면적인 자취를 답습하여 외람되이 옛것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엄동설
한에 처하여 여름 갈옷을 그대로 입는 것과 같다.(文之不能不古而今也, 時使之也. 

姸媸之質, 不逐目而逐時.……夫古有古之時, 今有今之時, 襲古人語 之迹, 而冒以

爲古, 是處嚴冬而襲夏之葛 也.)” ＜雪濤閣集序＞ (원굉도 저, 심경호 외 공역, 위
의 책, p.160.)

15) “性靈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은 새로움을 기약하지 않아도 새로워지고 模擬로부터 
나온 것은 힘써 옛것을 벗어나려고 하여도 옛것으로 돌아간다.(流自性靈 , 不期

新而新. 出自模擬 , 力求脫 而轉得 .)” ＜敝篋集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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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려 해도 새로움이 깃든다고 주장하 다.16) 이는 현실에서 느낀 바를 자

연스럽게 써내려간 문장을 중시하는 태도로 나타났다.

강 과가 대상 혹은 대상의 언행을 바라보고 느끼는 감정 및 생각이 그대

로 표현된 소화를 읽고, 짓고, 수집하는 행위에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표출

하는 것을 중시하는 태도가 반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설도해사≫의 편

찬이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하겠다.

강 과는 ‘농담(謔)17)도 天性에서 자연히 우러나온 것’18)이라고 말하 다. 

또 ‘(성령에서 우러나와) 팔이 마음을 옮겨낼 수 있다면, 즉 諧詞와 謔語도 

감정을 보기에 충분하니, 예법에 맞으며 장중한 말이 필요치 않다’19)고 하여 

진솔한 감정이 깃들어있는 소화를 긍정하 다. 진솔한 감정이 담긴 소화에 

대한 강 과의 긍정적인 태도는 그의 벗인 원굉도도 인지하고 있었다.20) 또

16) “마음이 내보내고자 하는 바는 팔이 능히 그것을 옮길 수 있다…性靈으로부터 흘
러나온 것은 새로움을 기약하지 않아도 새로워진다(心所欲吐, 腕能運之……流自

性靈 , 不期新而新.)” ＜敝篋集序＞
17) ≪爾雅注疏≫ 經文에서 謔⋅浪⋅笑⋅敖는 ‘戲謔(희롱하다)’라고 풀었다. 疏에서 

≪詩⋅邶風⋅終風≫의 ‘謔浪笑敖(함부로 희롱하며 농담하고 장난치네)’라 한 것
은 불경스럽게 희롱하며 농지거리함이다. 人은 ‘謔은 희롱하며 농지거리하는 
것이고, 浪은 마음이 명랑한 것이다. 笑는 마음이 즐거운 것이다. 敖는 뜻이 펴지
는 것이다’고 하 다. 즉 謔浪笑敖는 희롱하며 비웃고, 사악하게 희롱하며, 농지
거리하며 비웃는 모양이다. (이충구 외 역, ≪이아주소≫ 1, 소명출판, 2004, 

pp.149-150.)

앞과 같은 ≪이아주소≫의 내용을 통해 戲謔 또는 謔이 ‘농담’이라는 뜻으로 사
용된 것과 戱를 ‘놀리다’는 뜻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예는 
다음과 같다.

≪詩⋅衛風⋅淇奧≫ 善戱謔兮, 不爲虐兮(농담도 잘하시지만 지나치지 않으시
네), ≪詩⋅鄭風⋅溱洧≫ 維士 女, 伊其相謔,……維士 女, 伊其 謔(남자와 여자
가 서로 장난을 치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장난을 치며), ≪論語⋅陽貨≫ ……子

曰, 二三子, 偃之 是也. 前 戱之耳(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偃의 말이 
옳다. 좀 전의 말은 그를 놀린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謔을 ‘농담’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18) “謔亦有一段自然出于天性 ” ≪雪濤 說⋅善謔≫ (강 과 저, 황인생 엮음, 박준
혜 역, ≪설도소설≫, 학고방, 2009, p.303.)

19) “腕能運心, 卽諧詞謔語皆足觀感, 不必法 莊什矣.” ＜敝篋集序＞
20) “월(越) 땅을 다닌 여행기록들은 묘사(描寫)가 아주 좋지만, 우스개가 열에 일곱

을 차지하고 진지한 말은 열에 셋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 글자라도 참되지 않
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거짓 일을 만들고 거짓 문장을 짓는 사람의 관점에서 본
다면 당연히 그 괴이함을 극도로 꾸짖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의 경우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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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의 농담이 沈德符의 ≪萬曆野獲編≫에 실리기도 하 음21)은 강 과의 

우스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강 과의 ≪설도해사≫의 153則 중 27則의 소화22)가 宋代 文人 軾의 

≪艾子雜說≫부터 淸代 문학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 16種23)의 소화서에서 반

복하여 나타난다. 강 과 사후(1605), 1620년대에 소화의 대표작이라고 평가

받는 ≪소부≫가 풍몽룡에 의해 간행되었다. 풍몽룡은 13가지 기준을 정하여 

599則의 소화를 수집하고 창작하여 분류하 다. 그는 ≪소부≫외에도 ≪광

소부≫, ≪고금담개≫, ≪雅謔≫, ≪笑林≫ 등의 소화집을 남겼다. 오오키 야

스시는 “≪고금담개≫, ≪智囊≫, ≪情史類略≫ 등 거질의 책을 위한 자료를 

혼자서 모은다는 것은 아무리 풍몽룡이라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秀水縣의 저명한 장서가 蔣之翹에게 두 달 가까이 신세를 지면서, 방에 틀

어박혀 그의 장서를 이용하여 ≪지낭≫을 편찬했다고 한다”라고 하 다.24) 

이를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풍몽룡이 ≪笑府≫외 다수의 소화서를 편찬하는 

데 있어서도 다른 소화서를 참고하 을 것이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25) 

단연코 절대로 좋게 평가하실 것입니다.(越行諸記, 描寫得甚好, 謔語居十之七, 莊

語十之三, 然無一字不眞. 把似如今作假事假文章人看, 當極其嗔怪, 若兄決定絶剛

也.)” ＜江進之＞ (원굉도 저, 심경호 외 공역, ≪역주 원중랑집≫ 4, 소명출판, 

2004, p.88.)

21) “……二十年來, 又工為四書集句, 作時文以譏官長. 如丁酉年, 長洲令江盈科以徵糧

誤拶一廩生馮姓 , 其文承題云, 夫士也, 君子人也, 左右手, 齊之以刑, 烏在其為民

父母也. 又辛丑年, 守周一梧別號懷白, 居官有議其守 , 又剛峻, 待青衿不加禮, 

其文承題云, 蓋白之於白也, 不為不多矣, 懷其寶而迷其邦, 先生之號則不可. 又今長

洲令關善政初至, 即有一破云, 善政得民財, 今之為關也. 俱奇巧令人絕倒. 大抵嘲守

令居多, 而間及卿士大夫云.” ≪萬曆野獲編≫ 권26 ＜諧謔⋅謔語⋅ 州謔語＞ (沈

德符 撰, ≪萬曆野獲編≫ 中, 中華書局, 1997, p.668.)

22) □9 , □11 , □12 , □13 , □20 , □22 , □32 , □42 , □53 , □64 , □80 , □81 , □83 , □86 , □92 , □94 , □95 , □96 , □97 , □104 , □118 , □120 , 

□132 , □134 , □141 , □143 , □146

23) 16種 소화서는 다음과 같다. 소식 ≪애자잡설≫(宋), 강 과 ≪설도소설≫(明), 徐

渭 ≪諧史≫(明), 謝肇淛 ≪五雜俎≫(明), 鐘惺 ≪諧叢≫(明), 馮夢龍 ≪古今譚

槪≫(明), 馮夢龍 ≪笑府≫(明), 馮夢龍 ≪廣笑府≫(明), 浮白齋主人(馮夢龍) ≪雅

謔≫(明), 浮白主人(馮夢龍) ≪笑林≫(明), 姚旅 ≪露書≫(明), 天笑笑生 ≪解慍

編≫(明), 沈周 ≪客座新聞≫(明), 遊戲主人 ≪笑林廣記≫(淸), ≪笑倒≫(淸), ≪明

淸笑話四種⋅笑得好≫(淸)

24) 오오키 야스시 저, 노경희 역, ≪명말 강남의 출판문화≫, 소명출판, 2007, p.207.

25) 王菀의 ＜江盈科笑話集研究＞(2015)에서는 馮夢龍의 ≪古今談慨≫ 중 12則은 강
과의 소화서에 수록된 작품과 몇 글자만 다를 뿐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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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강 과는 공안파의 중요한 인물이었기에 풍몽룡이 그의 소화서를 좋은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 을 것이다.

강 과의 대표적인 소화서로 ≪雪濤 說≫, ≪雪濤諧史≫, ≪談叢≫, ≪談

≫, ≪聞紀≫ 등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설도해사≫는 가장 전형적인 

소화서라고 할 수 있다. ≪설도해사≫는 강 과가 우스개, 즉 소화를 모아놓

은 서적이다. ≪설도해사≫는 본래 ＜諧史＞라는 이름으로 ≪雪濤閣四

書≫의 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강 과에 의해 만력 32년에 처음 간행되었

다.26) 강 과 사후인 만력 40년(1612)에 원굉도의 소개로 강 과와 인연을 맺

었던 潘之恒이 ≪雪濤閣四 書≫를 수정 보완하여 ≪雪濤 書≫라고 이름을 

바꿔 ≪亘史鈔≫에 실어서 간행하 다. ≪긍사초≫에 실린 ≪설도해사≫는 

笑話 153則(반지항이 추가한 소화 5則을 포함)과 謎語(수수께끼) 31則(반지항

이 추가한 9則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강 과가 간행한 ≪雪濤閣四 書≫는 일실되어 전하지 않기 때문에 

반지항이 ≪긍사초≫에 수록한 ≪雪濤 書≫를 통해 ≪설도해사≫를 살펴볼 

수밖에 없다. 반지항의 수정과 보충을 거쳐 재간행된 ≪설도해사≫는 글자 

혹은 문장 단위로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강 과가 수집하거나 창작한 소화 □1 번부터 □146번까지의 소화, 

총 146則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27) 그 나머지인 반지항이 덧붙인 것으

로 강 과의 소화서가 풍몽룡을 포함한 후대의 소화서를 편찬하는 작자에게 자
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 다고 주장하 다. (王菀, 앞의 책, p.54.)

26) “지난날에 譚說한 것, 들은 것 및 시를 논한 말, 우스운 말을 4가지로 하여 모으
고 談叢, 聞紀, 詩評, 諧史라고 이름 지어 한 곳에 모아 ≪雪濤閣四 書≫라고 총
괄하여 일컬었다.(乃裒集 日所譚說 其所聞知 及論詩之 , 戲謔之語爲四種, 

名曰談叢, 曰聞紀, 曰詩評, 曰諧史, 匯於一處, 括曰雪濤閣四 書.)” ＜雪濤閣四

書自序＞ (黃仁生, ≪江盈科集≫ 2, 岳麓書肆, 2008, pp.577.)

27) ≪설도해사≫ 속 笑話는 목차, 제목, 번호 등이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되어 
있는 형식이다. 이에 필자는 黃仁生이 대만중앙도서관과 절강성도서관에 소장되
어 있는 만력40년 각본 ≪긍사초≫를 저본으로 삼아 표점한 ≪雪濤 說 - 外四

種≫(2013)을 참고하여 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첫 번째 소화부터 □1 번으로 번
호를 붙 고, 그 결과 ≪설도해사≫ 속 笑話를 □1 번부터 □151번까지 번호를 붙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고의 연구범위는 반지항이 덧붙인 소화를 제외한 □1 번부터 
□146번 소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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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명확하게 판명된 것28)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고는 臺灣中央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만력 40년(1612) 간행본인 반지항

의 ≪긍사초≫ 影印本을 저본으로 삼고,29) ≪歷代笑話集≫,30) ≪雪濤 說 - 

外四種≫,31) ≪江盈科集≫32) 등의 표점본을 참고하 다.33) 그러나 校勘이 완

전한지 확신할 수 없다. 각 작품에 대한 주석 작업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각 작품의 주해와 번역 작업을 진

행하 고, 그것을 논의의 기초로 삼았다.

소화는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로서, 여타 장르보다 골계(혹은 희극)를 

느끼게 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

골계는 작고 무가치한 대상을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하고 대

조시킴으로써 발생한다. 이때 바라보는 자가 진지한 자세를 취하여 대상에 

대해 도덕적으로 판단한다면, 바라보는 자는 대상에 대한 골계를 느끼지 못

하고 연민 또는 혐오(증오)를 느끼게 된다.34)

골계는 보통 객관적 골계와 주관적 골계로 나뉜다. 객관적 골계는 대상이 

가진 형상⋅특질 등과 같은 요소가 자체적으로 희극적이기에 골계를 느끼는 

것이다. 주관적 골계는 대상이 희극적일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자가 의도적

으로 대상을 희극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골계를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주관

적 골계는 대상이 희극적이게 만들어지는 데 바라보는 자의 주관적인 생각 

28) 반지항은 ≪설도해사≫를 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 다. 1)강 과가 수
록한 소화 몇몇 뒤편에 그와 관련 있는 소화를 덧붙 다(□29 , □44 , □58 , □71 , □83 , □92 , 

□113 ). 2)강 과가 수록한 소화에 평어를 달았다(□21 , □58 , □62 ). 3)≪설도해사≫ 맨 뒤 
5則은 반지항이 추가하 다(□147 , □148 , □149 , □150 , □151 ).

29) 본고에서 저본으로 삼은 반지항의 ≪긍사초≫ 影印本은 출판되어 있지 않고 臺
灣中央圖書館 관내에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다. 서울대
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과정 왕관기(王冠祺) 동학의 도움으로 필자는 2016년 8월
경에 ≪긍사초≫ 影印本의 자료를 구할 수 있었다.

30) 王利器, 上海古籍出版社, 1956.

31) 黃仁生, 上海古籍出版社, 2013.

32) 黃仁生, 岳麓書肆, 2008.

33) 본고의 원문의 출처 페이지 표기는 편의상 가장 최근에 上海古籍出版社에서 출
판된 黃仁生의 ≪雪濤 說 - 外四種≫(2013)을 따른다.

34) 우에노 나오테루 지음, 김문환 편역, ≪미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pp.234-2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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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감정이 크게 개입한다. 이로 인해 주관적 골계의 양태는 또다시 기지

(Witz), 풍자(Satire), 아이러니(Ironie), 해학(Humor) 등으로 분류된다.35)

주관적 골계의 양태 중의 하나인 해학은 바라보는 자가 대상의 무가치한 

면을 보고 웃지만, 한편으로 동시에 다른 감정을 느끼는 모순된 태도가 나타

나는 경우에 해학이 성립한다. 예컨대 우스운 가운데 노여움을 느끼고, 우스

운 가운데 연민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해학에도 각가지 

양태가 생겨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36) 우선 가장 희극에 가까운 것

으로서, 희극적으로 여김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낙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있다. 그리고 낙천적으로 골계화해서 바라보는 이면에 따뜻한 동정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마지막으로 대상을 골계화해서 바라보는 이면에 애잔함을 느끼

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대상에 대해 골계를 느끼는 한편 다른 감정도 동시에 가질 때 

해학이라 한다. 다만, 대상에 대해 골계 외에 즐거움, 연민, 슬픔 등 또 다른 

감정을 느끼면서도 대상을 골계화하여 농담을 하는 데 그치는 것이 해학이

다.

한편 해학과 함께 주관적 골계에 속하는 풍자는 대상을 골계화하여 농담

을 말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농담의 이면에 대상이 문제점을 개선

하기를 바라는 마음, 대상에 대한 혐오, 대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여지가 없음

에 대한 씁쓸함이 담겨있는 것을 가리킨다.37)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종합해보면, 해학과 풍자는 주관적 골계의 한 양태

로서 희극적인 대상을 보거나 대상을 희극적으로 만듦으로써 골계와 더불어 

또 다른 감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양상을 보인다. 결국 해학과 풍자를 막론하

고 대상에 대하여 골계를 느낀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따라서 희극적인 혹

은 희극적이게 만든 대상으로 인해 골계를 느끼고, 내면적으로 느낀 골계가 

웃음으로써 겉으로 표출되기도 하는 것이다.38) 이로써 “喜劇 및 滑稽는 타인

35) 편집부 엮음, ≪미학사전≫, 논장, 1988, p.401 참조.

36) 우에노 나오테루 지음, 김문환 편역, 앞의 책, pp.236-241 참조.

37) 위의 책, pp.242-243 참조.

38) “모든 희극적인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하나의 감정을 유발하고, 이 감정은 적어
도 웃게 하려는 경향을 그 자체 내에 갖고 있다’라고 하 다.” 류종 , ≪웃음의 
미학≫, 유로, 2005, pp.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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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웃음을 자아내는 말이나 행위를 지칭한다”39)와 같이 희극, 골계를 ‘웃음

을 유발하는 말 혹은 행위’와 동일시하는 정의도 가능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토대로 골계, 해학, 풍자 그리고 웃음에 대한 관계를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라고 정의되는 소화에 적용해보자. 그 소화 안의 대

상에 대해 골계를 느끼고 그 결과로 웃음이 유발된다. 웃음 짓지만 한편으로 

또 다른 감정이 수반된다. 그 감정의 종류에 따라 해학과 풍자로 분류된다. 

이에 ‘해학은 포용, 연민, 친근함 등이 담겨있는 스스로 웃고자 하는 공격성

이 거의 없는 부드러운 웃음이고, 풍자는 상대방을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는 사나운 웃음이다’40)라는 정의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개념들을 바탕으로 소화를 크게 해학과 풍자로 분류하여 분석

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다.41)

이에 따라 본고는 ≪설도해사≫의 내용을 해학과 풍자로 분류하는 동시에 

해학과 풍자가 구현되는 수법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내

용과 형식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당대 문학적 흐름 안에서 ≪설도해사≫가 

갖는 사적 의의도 구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2장에서는 ≪설도해사≫의 내용을 살펴본다. ≪설도해사≫의 내용을 분석

하여 그 속에 나타난 해학성과 풍자성을 규명하여 분류할 것이다.

3장에서는 ≪설도해사≫ 속 소화가 공통적으로 유발하는 골계가 어떠한 

수사기법을 통하여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설도해사≫의 사적 의의와 가치를 살펴봄으로써 ≪설도해

사≫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다.

39) 신희천⋅조성준 저, ≪문학용어사전≫, 청어, 2001, p.52.

40) 조동일, ＜한국인의 웃음, 그 모습과 의미＞, ≪한국문학 이해의 길잡이≫, 집문
당, 1996, p.147.

41) “笑話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주인공이 특이하여 바보짓을 하고, 건망증
이 심하고, 구두쇠 노릇을 하는 것들이 첫 번째로 들어야 할 웃음의 의미가 단순
한 부류로, 이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는 해학이 된다. 그런데 앞과 같은 행동을 하
는 사람의 지체가 높고, 평소에 위엄을 뽐냈다는 내용이 추가되면 웃음의 의미가 
단순하지 않아 풍자가 성립된다. 이것이 두 번째 부류이다.” 위의 책,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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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설도해사≫ 故事의 성격

제1절 諧謔性

바라보는 자가 대상의 무가치한 면을 보고 웃지만, 한편으로 동시에 다른 

감정을 느끼는 모순된 태도가 나타나는 경우에 해학이 성립한다. 웃으면서 

함께 가지는 감정에 따라 해학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골계를 느낌

과 동시에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있다. 둘째, 골계를 느낌과 동시에 연민을 

느끼는 것이 있다. 셋째, 골계를 느낌과 동시에 애잔함을 느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대상에 대해 웃음과 동시에 즐거움, 연민, 애잔함과 같은 감정을 가지

며, 대상을 골계화하여 농담을 하는 데 만족감을 느끼고 그치는 것이 해학이

다.

≪설도해사≫에는 대상을 골계화하여 농담을 하여 골계를 유발하는 데 그

치고 있는 유(類)의 소화가 상당수이다. 본 절에서는 그러한 유의 소화를 해

학성이 짙은 유로 분류하고, 그 주된 내용을 살펴본다.

1. 외면  흠결

키가 작거나, 수염이 없거나, 귀가 없거나, 치아가 고르지 않거나, 입이 비

뚤어졌거나, 얼굴에 천연두 자국이 있는 대상은 외모가 ‘보통’과는 다르고 흠

이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희극적이다. 이

러한 대상의 언행 혹은 다른 누군가가 대상을 골계화한 농담에 대해서 골계

를 느끼면서 또 다른 감정을 가질 때 해학이 성립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

적인 소화로는 □69 , □79 , □141번 등이 있다.

□69번 소화에는 치아가 빠지고 귀가 없으며 수염이 나지 않은 廣文에 대해

서 生員이 ≪맹자≫의 典故를 변형하여 그 광문의 생김새를 골계화하는 詩

를 지었다.42) 이 詩를 들은 縣官이 후일에 광문의 외모를 직접 보고서 웃음

42) □69번 소화에 활용된 수사기법에 관한 분석은 뒤의 제3장 3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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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터뜨린 것이 묘사되어 있다.

□69 어떤 廣文(儒學教官)은 성(姓)이 吳인데, 이가 빠지고 귀가 어그러졌고 

또 수염이 나지 않았다. 한 생원이 詩를 지어 그를 조롱하기를 “선생의 존

귀하신 성(姓)은 吳(無)이다. 吳의 치아가 없음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나 

귀가 없으며, 또한 수염도 없다”라고 말하 다. 그 시가 縣官의 귀에 흘러 

들어갔다. 현관이 하루는 광문과 함께 상관(府主)의 연극공연을 보았다. 광

문을 멀리서 바라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트렸다.…43)

생원은 광문의 생김새를 골계화하는 시를 지어 만족감을 얻고 있으며, 그 

생원의 시를 들은 縣官은 광문의 생김새를 직접 목도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현관이 시에서 묘사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인 광문의 생김새를 직접 확인하

여 골계를 느껴 웃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현관이 그 광문을 바라보고 연민이나 비애를 느낀 것이 아니라 본인도 모

르게 웃음을 터뜨리면서 동시에 유쾌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태도가 엿보인

다. 

□79번 소화에서는 키가 작은 進士를 대상으로 하여, 그의 외관을 골계화시

키는 농담을 하여 즐거움을 얻고 있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다.

□79 한 進士의 키가 작았다. 처음 급제하 던 때에 同年이 웃으며 “형님 門

下의 하인은 매월 품삯 닷 푼을 줄여도 됩니다”라고 말하 다. 진사가 “모

두와 똑같은데 어떻게 홀로 줄일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자, “문과 골목을 

지나갈 때, 위를 비추라고 외치는 것을 면할 수 있으니 또한 많은 기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 다.44)

43) “有廣文 , 姓吳, 齒落耳缺, 又不生 . 一靑衿作詩嘲之曰, 先生貴姓吳, 無恥之恥

無, 然而無有爾, 則亦無有乎. 其詩流入縣官之耳. 縣官一日同廣文進見府主班行, 望

見廣文, 不覺失笑,……” (黃仁生, ≪雪濤 說 - 外四種≫, 上海古籍出版社, 2013, 

p.239.)

44) “有進士形甚短, 初登第時, 同年笑曰, 年兄門下長班, 每月可減工食五分. 進士曰, 

眾同例, 何得獨減. 答曰, 過門巷時, 免呼照上, 亦損許多氣力.” (위의 책, p.242.)



제2장 ≪설도해사≫ 故事의 성격

- 15 -

進士가 키가 작다고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정면으로 놀리는 것이 아니라, 

進士가 키가 작으니 문이나 골목을 지날 때 위를 비출 필요가 없어 따라다니

는 하인이 위를 비추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하인에게 다른 

하인보다 품삯을 닷 푼 적게 주어도 된다고 농담을 하여 진사가 키가 작음을 

골계화한 것이다.

□141번 소화에는 두 사람이 서로 마주하여 상대방의 외모를 사물에 비유하

여 골계화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141 나의 邑의 方伯 李源埜는 얼굴에 천연두 자국이 있으며 수염이 나있다. 

僉憲 曹前陽은 입이 비뚤어져 있으며 치아가 (표범무늬처럼) 얼룩덜룩 하

다. 曹가 나와 李와 더불어 마주하여 “천연두 자국이 있는 얼굴과 수염이 

마치 羊肚石이 부들에 처박힌 것 같구나”라고 말하 다. 李가 “얼룩덜룩한 

치아와 비뚤어진 입이 마치 螺殼杯에 蚌珠를 비스듬히 끼운 것 같다”라고 

대답하 다.45)

李源埜은 얼굴에 천연두 자국이 있는데, 그 천연두 자국에 털이 나있었다. 

曹前陽은 이를 울퉁불퉁한 형태인 羊肚石이 수풀 속에 박혀있는 것 같다고 

먼저 농담을 하 다. 또 조전양은 치아가 얼룩져있고 입이 비뚤어져 있는데, 

이원야가 이를 고둥껍데기에 조개 구슬을 끼운 것 같다고 말하며 맞받아쳤

다. 두 사람은 각기 상대방의 희극적인 생김새를 골계화시켜 농담을 하 다. 

이때 서로의 생김새를 바라보고 우습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유쾌한 것으로 

바라보았을 수도 있고, 혹은 서로의 생김새를 바라보고 웃을 만하다고 생각

함과 동시에 이면에는 동정을 가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상으로 외모가 ‘보통’과는 달리 있어야 할 것이 없거나 없어야 할 것이 

있는 대상을 골계화하는 소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작은 키, 삐뚤빼뚤한 치

아, 비뚤어진 입, 홍역 자국, 자라지 않은 수염, 이른 나이에 하얗게 변한 수

염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주로 골계화하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와 같이 외면상의 흠을 골계화한 내용의 소화가 있는 한편, 정신적 혹은 

45) “余邑李源埜方伯, 面麻而 . 曹前陽僉憲, 口歪而牙豹. 曹出 李曰, 麻面胡 , 如

羊肚石倒栽蒲草. 李 曰, 豹牙歪嘴, 如螺殼杯斜嵌蚌珠.” (위의 책,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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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 흠을 골계화한 소화도 있다.

2. 내면  결함

대상의 성격 자체에 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희극적이게 되거나 대

상의 성격과 그 행동을 함께 견주어보았을 때, 성격 자체가 웃음을 불러일으

키기도 한다.46) 사람의 무지(無知), 건망증, 인색함, 위선, 마음의 편향, 집착 

등은 성격 면 혹은 도덕적인 면에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같은 결함을 가진 대상의 언행 및 대상을 골계화한 농담에 대해 골계를 느끼

면서도 한편으로는 연민과 같은 또 다른 감정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소화로는 □97 , □118 , □82 , □95 , □104 , □23 , □58 , □80번 등이 있다.

□97번 소화는 한 남자의 지적 수준이 낮은 정신적 특성에 그의 행동이 더해

져서 골계를 불러일으킨다.47)

□97 한 어리석은 남편이 있었다. 그의 부인이 다른 사람과 私通하 다. 하

루는 간통한 남자와 방에서 맞닥뜨렸는데 (간통한 남자가) 창문을 뛰어넘

어 달아나니 그 신발 한 짝만 빼앗았다. 그것을 베개로 쓰며 “날이 밝으면 

官에 가서 물어야겠다”라고 말하 다. 부인이 그가 잠이 깊은 틈을 타서 남

편이 신는 신발과 바꾸었다. 다음날 남편이 일어나 그 신발을 세세히 보았

더니 바로 자신의 신발이었다. 따라서 부인에게 사과하며 “내가 당신을 오

해했구려. 어제 창문을 뛰어넘어 나간 자가 바로 나 소”라고 말하 다.48)

‘바보남편’의 부인이 다른 사람과 私通하 다. 하루는 바보남편이 부인과 

사통한 남자와 집안에서 맞닥뜨렸다. 부인과 사통한 남자가 창문으로 달아나

버렸고, 바보남편은 간신히 그 남자의 신발 한 짝을 빼앗았을 뿐이었다. 바보

남편은 날이 밝는 대로 그 신발을 관아에 가져가 물어서 그 남자를 찾아낼 

46) 우에노 나오테루 지음, 김문환 편역, 앞의 책, p.236 참조.

47) □97번 소화에 활용된 수사기법에 관한 분석은 뒤의 제3장 1번 참조.

48) “有癡夫 , 其妻 人私. 一日, 撞遇奸夫於室, 跳窗逸去, 止奪其鞋一隻, 用以枕頭, 

曰, 平明往質於官. 妻乘其睡熟, 卽以夫所著鞋易之. 明日夫起, 細視其鞋, 乃己鞋也, 

因謝妻曰, 我錯怪了你, 昨日跳出窗的, 原來就是我.” (黃仁生, 앞의 책, 2013,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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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 그 신발을 베개로 삼고 잠들었다. 바보남편이 깊이 잠이 들자 부인

이 그 신발을 바보남편의 신발과 바꿨다. 이튿날 바보남편이 일어나 자신의 

신발을 보더니 자신이 어제 베고 잔 신발과 똑같다는 생각하고서는 이내 어

제 창문을 뛰어넘은 사내가 자신이었다는 착각을 하고 아내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 다.

보통 사람들은 전날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신발이 이튿날 자신의 신발로 

바꾸어진 상황이라면, 먼저 자신이 베개로 삼았던 신발과 다름을 인지할 것

이다. 더군다나 그 전날 창문을 뛰어넘었던 사람이 본인이었다고 착각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보통 사람들의 예상에서 벗어난 이 바보남편의 일련의 

행동은 그의 낮은 지적 수준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골계를 들게 함과 동시에 

그의 낮은 지적 수준과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 동정심을 갖게 하기도 한다.

□118번 소화에는 한 남자의 건망증이 심한 특성에 그의 행동이 더해져서 골

계를 느끼게 한다.49)

□118 어떤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나무에 부채를 놓고 바지를 풀고서 바로 

이에 똥을 누었다. 고개를 들어 나무 위의 부채를 보고서는 갑자기 기뻐하

며 (부채를) 손에 쥐고는 “어떤 사람이 부채를 여기에 두었지?”라고 말하

다. 이로 인해 발을 헛디뎌 똥을 밟고서는 갑자기 벌컥 성을 내며 “어느 사

람이 이질에 걸려 여기에 똥을 누어 나의 신발을 더럽힌 것인가?”라고 말

하 다.50)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손에 들고 있던 부채를 잠시 나무 위에 올려두고 똥

을 누었다. 용변을 보고 나서 고개를 들었는데 나무 위에 부채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 다. 볼일을 보기 전에 분명 자신이 올려두었던 부채라는 것을 

그새 잊어버리고 그저 자신이 부채를 주었음에 기뻐하 다. 나무 위의 부채

를 손에 들었는데 순간 발을 헛디뎌 자신이 눈 대변을 밟게 되었다. 자신이 

용변을 보았던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서는 다른 누군가가 이곳에 볼일을 

49) □118번 소화에 활용된 수사기법에 관한 분석은 뒤의 제3장 1번 참조.

50) “有健忘 , 置扇於樹解褲, 就此出糞. 仰見樹上扇, 輒欣然取之, 曰, 是何人遺扇於

此. 因而失脚踐糞, 輒忿然怒曰, 是誰家病痢的在此拉糞汚我鞋.” (위의 책,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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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다고 여기고서는 성을 내었다.

자신이 부채를 나무 위에 두었던 일과 자신이 용변을 보았던 일을 아주 잠

깐 사이에 잊어버리는 행동이 그의 심한 건망증을 부각시켜 골계를 일으킴

과 동시에 그의 건망증과 언행에 대해 안타까움을 들게 하기도 한다.

□82 , □95 , □104번 소화는 대상의 인색한 성격과 그의 행동이 골계를 생기게 한

다. 이 세 가지 소화는 그 인물의 인색한 성격과 언행에 대해서 유쾌하게 생

각할 수도 있고 연민을 가질 수도 있다.

□82번 소화는 鄕紳의 인색한 성격에 그의 언행이 더해져서 골계를 초래한

다.

□82 한 鄕紳은 천성이 인색하 다. 마침 官長이 吏를 파견하여 선물을 보내

자, 하인에게 “작년 달력 한 책을 그에게 주시오”라고 말하 다. 하인이 “작

년 曆日은 쓸모가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향신이 “나도 안다. 우리 집에 두

어도 쓸모가 없다”라고 말하 다.51)

한 官長이 吏를 통해 향신에게 선물을 전달하 다. 그러자 이 향신이 선물

에 대한 답례로 삼을 생각으로 하인에게 작년 달력을 꺼내오게 하 다. 하인

이 작년 달력을 선물로 주어도 상대방에게 아무 쓸모없는 물건이라고 말하

다. 이 인색한 성격의 소유자인 향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어도 쓸모없는 물

건이기에 선물로 주는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그의 인색함과 뻔뻔스러움

을 느낄 수 있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답례로 삼는 행동이 그의 인색한 성격을 더욱 

돋보이게 하여 골계를 들게 한다. 

□95번 소화는 원숭이의 인색한 성격에 그의 행동이 더해져서 골계를 불러

일으킨다. 동시에 원숭이의 성격과 행동을 골계화한 염라대왕의 농담도 골계

를 발생시킨다.

51) “有鄕紳 , 性慳吝. 適遇官長遣吏致饋, 家人曰, 取去年曆日一冊賞他. 家人曰, 去

年曆日沒用的. 鄕紳曰, 我知道, 便留在家也沒用.” (위의 책,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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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천성이 인색한 것을 놀리는 자가 이르기를, “원숭이가 염라대왕에게 

가서 ‘나는 얼굴, 눈, 행동이 사람과 닮았는데, 어찌 사람에 비길 수 없습니

까?’라고 호소하 다. 염라대왕이 ‘너의 털을 뽑아 없애라. 괜찮은가?’라고 

하자 원숭이가 고개를 끄덕 다. 한 가닥을 뽑음에 이르러 갑자기 소리 지

르기를 멈추지 못하 다. 염라대왕이 웃으며 ‘너처럼 이렇게 털 한 가닥도 

뽑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되는 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 다”

라고 하 다.52)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원숭이는 염라대왕을 찾아가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염라대왕은 원숭이 몸에 나있는 털을 전부 뽑으라고 하

다. 원숭이가 털 한 가닥을 뽑으려고 시도하다가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를 지켜본 염라대왕이 웃으면서 털 하나도 제대로 뽑지 못

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고 말하 다.

털 한 가닥도 제대로 뽑지 못하는 행동이 원숭이의 인색한 성격을 더욱 극

대화시켜 골계를 더해주는 데다가 털 한 가닥을 뽑지 못하는 원숭이의 행동

을 콕 집어내어 농담을 던지는 염라대왕의 말도 골계를 느끼게 한다.

□104번 소화는 인색한 인물과 그 언행에 관한 네 가지 소화를 한 데 모아 기

록한 것이다.

□104 천성이 인색한 자를 조소하고 희롱하는 글을 짓는 자가 있었다. 그 말

이 다르지만 인색한 것에 충족되니 그 개략을 열거한다.

한 사람은 천성이 인색하여 평생 한 명의 손님도 청하지 않았다. 마침 하

인에게 청하여 이웃의 탁자를 빌려오도록 하 다. 이웃사람이 그 하인을 놀

리며 “너희 집에서 탁자를 빌려 손님을 청하려고 하는가?”라고 말하 다. 

그 하인이 “우리 집이 손님을 청하려면 다음 생애(明世)를 기다려야 합니

다”라고 대답하 다. 주인이 그것을 듣고, 하인을 욕하며 “네가 그에게 다

음 생애를 허용하 으니 네가 손님을 청해야 한다.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 다. 明世는 두 번째 世이다.

52) “有譏性吝 , 獼猴往訴閻君, 曰, 予面目機發猶人也, 奈何不比於人. 閻君曰, 拔去

爾毛, 可乎. 獼猴首肯. 及拔一莖, 輒呼號不自禁. 閻君笑曰, 似爾這等一毛不拔, 如

何做得人成.” (위의 책, p.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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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사람이 하인을 기르지 않고, 다만 한 걸인을 집의 우물과 아궁이에 

머물게 하 다. 크고 파초잎 두 개를 따서 줄로 엮어 걸인의 하체를 가렸

다. 어떤 이가 “너희 집도 하인을 기르는가”라고 묻자, 그 사람이 “이 노복

은 스스로 밥을 찾아 먹습니다. 나는 다만 그의 옷만 관여합니다”라고 대답

하 다. 파초잎을 옷으로 삼은 것이다.

또 한 사람은 강을 건너다 배가 전복되자 돛대를 끌어안고 표류하 다. 

어떤 이가 작은 배를 타고 있었는데, 가서 그를 구하려고 하 다. 그 사람

이 손을 보이며(손을 흔들며) 작은 배를 타고 있는 자에게 “당신은 서 푼으

로(서 푼만 받고) 와서 나를 구해주시오. 만일 (이보다) 많이 요구한다면 내

가 흘러가도록 놔두시오”라고 말하 다. 그 재물이 중하고 목숨이 가벼운 

것이 이와 같다.

한 사람은 이미 아끼는 방법에 숙달하나 오히려 부족하다 말하고서는 이

에 慳師를 따라 그 방법을 배웠다. 가서 그를 뵐 때 단지 종이를 사용하여 

물고기를 오리고, 물이 가득한 병이기에 술이라 부르고는 아끼는 방법을 배

우기 위한 贄禮로 삼았다. 마침 견사가 외출하여 그의 부인만이 집에 있었

다. 그가 배우고자 찾아온 뜻과 가져온 贄 를 알고는 이에 한 노비를 시켜 

빈 잔을 전해주도록 하며 “차 드십시오”라고 말하도록 하 다. 실제로는 차

가 없었다. 또 두 손으로 원을 만들면서 “餠 드시십시오”라고 말하 다. 이

와 같을 따름이었다. 學慳 가 나간 뒤 견사가 돌아왔고, 그의 처는 그 일

을 모두 설명하여 알려주었다. 견사가 얼굴색을 바꾸고는 “어째서 그것을 

써서 후하게 대접해주었는가?”라고 말하고는 이어서 손으로 반원 모양을 

만들고는 “이 餠 절반만으로 그를 쫓아내기에 충분하다”라고 말하 다.53)

첫 번째는 단 한 번도 손님을 대접해 본 적이 없는 인색한 사람이 하인을 

53) “有作謔譏性慳 , 其語不一而足鄰姑擧其槪. 一人性慳, 生平不請一客. 偶請家奴借

鄰家卓子, 鄰人譏其奴曰, 你家借桌當爲請客用耶. 其奴答曰, 我家請客 待明世. 主

聞之, 罵奴曰, 你許他明世, 還要你作東道, 我都不管. 明世, 第二世也. 又一人不畜

僮僕, 止留一丐在家井爨. 摘取蕉葉二片, 綴以草繩, 蔽乞 下體. 或問之曰, 爾家亦

畜僕乎. 其人答曰, 此奴自覓飯吃, 我只管他穿著｡ 蓋卽以蕉葉爲穿著也. 又一人江

行覆舟, 抱桅飄蕩. 或操 舟, 往拯之. 其人以手示操舟 曰, 你是三分來拯我, 若

要多, 任我流. 其重財輕命如此. 又一人已習慳術, 猶 未足, 乃從慳師學其術. 往見

之, 但用紙剪魚, 盛水一 , 故名曰酒, 爲學慳贄禮. 偶値慳師外出, 惟妻在家. 知其

來學之意, 並所執贄 , 乃使一婢用空盞傳出曰, 請茶. 實無茶也. 又以兩手作一圈

曰, 請餠. 如是而已. 學慳 旣出, 慳師乃歸, 其妻悉述其事以告. 慳師作色曰, 何乃

費此厚款. 隨用手作半圈樣曰, 只這半邊餠, 彀打發他.” (위의 책, pp.2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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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이웃집에서 탁자를 빌려오게 하 다. 이웃사람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탁자를 빌리는 것이냐고 하인을 놀렸다. 그러자 하인은 자신의 주인이 손님

을 대접하는 일은 다음 세상을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대답하 다. 이웃사람

과 하인의 대화를 들은 주인이 그 하인에게 다음 생애에 자신이 손님을 대접

할 것이라고 하인이 멋대로 말했으니 하인이 책임지고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하며 하인을 욕하 다.

자신의 주인이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다음 생애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여 주인의 인색함을 골계화한 하인의 언사와 그 하인의 말을 듣고서 자

신이 다음 생애에서도 손님을 대접하고 싶지 않아 그마저도 하인에게 책임

지라고 역정을 내는 주인의 행동이 골계를 들게 한다.

두 번째는 걸인을 아궁이와 우물 옆에 머물게 해주고 노복으로 부리는 사

람이 있었다. 어떤 이가 그 사람에게 당신도 하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지 

묻자, 그 사람이 자신의 하인은 음식은 알아서 구해 먹고 자신은 입을 옷을 

제공한다고 대답하 다. 정작 그 하인은 나뭇잎 두 장을 줄로 엮어 하체에 

두르고 있을 뿐이었다.

하인을 집에 고용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것을 아까워 할 뿐만 아니라, 걸인

을 아궁이와 우물 옆에 머물게 해주고 하인으로 부리는 것도 모자라 먹을 것

도 주지 않았으며, 그 주인이 하인에게 제공한 것이라고는 나뭇잎을 엮어 만

든 ‘하체가리개’ 다. 그러면서도 걸인에게 옷을 제공해주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주인의 언행이 골계를 유발한다.

세 번째는 강을 건너다 배가 뒤집혀 표류하게 된 사람이 있었다. 마침 작

은 배를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표류하는 그를 구하려 하자, 물에 빠진 사람

이 손에 서 푼을 쥐고 보여주며 이 서 푼보다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라면 자

신을 구하지 말고 표류하게 놔두라고 말하 다.

물에 빠져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목숨을 구해주는 대가를 적게 치

르는 것을 더 중시하는 인물의 언행이 골계를 불러일으킨다.

네 번째는 이미 아끼는 방법을 숙달한 사람이 스스로 아직 부족하다고 생

각하여 스승을 모시고 좀 더 배우고자 하 다. 스승에게 드릴 폐백으로 종이

를 오려 만든 물고기와 병에 맹물을 담아 만든 술을 준비하 다. 준비한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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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을 가지고 스승의 집을 방문하 더니 스승은 외출 중이었고 스승의 부인

만이 집에 있었다. 스승의 부인에게 폐백을 전달하며 스승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뜻을 전하 다. 스승의 부인은 하인에게 차와 전병을 내오게 하여 그 

사람을 대접하 다. 그런데 찻잔은 빈 잔이었고, 전병은 스승의 부인이 허공

에 두 손으로 그린 동그라미일 따름이었다. 그 사람이 돌아간 뒤, 스승이 집

에 돌아왔다. 스승의 부인이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다녀간 일을 말

해주었다. 그러자 그 스승은 두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려 전병을 만든 것은 

그에게 너무 후한 처사 다고 나무라며 반원 모양으로 충분하 을 것이라고 

말하 다.

제자가 되기 위해 종이로 만든 물고기와 병에 물을 담아 만든 술을 폐백으

로 준비한 사람의 인색한 행동, 제자가 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의 폐백을 보

고 빈 찻잔과 허공에 두 손으로 동그란 모양을 그려 만든 전병을 대접한 부

인의 인색한 행동, 그리고 귀가하여 부인이 두 손으로 동그란 모양을 그려 

만든 전병을 두고 너무 후하게 대접하 다고 나무라며 두 손이 아니라 한 손

으로 반원 모양만 그렸어야 한다고 말한 스승의 인색한 언사, 또 인색한 성

품을 소유한 세 사람의 언행이 점층적으로 벌어져 골계를 낳는다.

□23번 소화는 위선적인 인물과 그 언행에 관한 두 가지 소화를 연이어 기록

해놓은 것이다.

□23 黃郡의 한 가난한 생원이 배움을 스스로 내세워 뽐내었다. 그 鄕紳이 

“이 자는 심지가 있다”라고 말하며 소 한 마리를 그에게 주었다. 가난한 생

원이 (소를) 끌고 돌아왔다. 그의 형이 소를 받아 밭을 갈자 가난한 생원이 

화를 내었다. 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여 돕는 것이지 어찌 

노기(怒氣)를 드러낼 수 있는가?”라고 말하 다. 가난한 생원이 “누가 너더

러 강학하러 가지 않으면서 이 소를 가지라고 하 는가?”라고 대답하 다. 

또 한 廩生도 강학함을 스스로 내세워 뽐내었는데 膳銀을 나누려고 할 때 

그 첫 번째 사람이 조금 많이 가져갔다. 늠생이 동료에게 “그가 많이 가져

갔으니 자네가 그에게 잘 말해보시오”라고 말하 다. 동료가 “公께서는 어

찌 스스로 말하지 않으시오?”라고 말하자 “나는 강학하는 사람이라 말을 

잘 못하오”라고 대답하 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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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비록 가난하지만 배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 생원이 

있었다. 이 생원을 기특하게 여긴 향신이 그에게 소 한 마리를 주었다. 그 생

원의 형이 소를 데려다 밭을 갈았는데, 이를 알게 된 생원이 형에게 노발대

발하면서, 강학을 하지도 않는 형이 이 소를 왜 가져다 사용하는지를 따졌다.

자신이 강학하여 받게 된 소를 강학도 하지 않는 형이 밭을 가는 데 사용

한 것에 대해 노발대발하 다. 이를 통해 평소 청빈한 생원인 체를 하 던 

생원의 물욕이 가득한 본심이 드러난 모습이 골계를 들게 한다.

두 번째는 강학하는 것을 뽐내는 廩生이 있었다. 膳銀을 나누어 주는데, 첫 

번째 사람이 조금 많이 가져갔다. 그러자 그 늠생이 다른 동료를 통해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 다. 그러자 그 동료가 어째서 본인 스

스로 말하지 않느냐고 질문하 고, 그 늠생은 자신은 강학을 하는 사람이기

에 그런 말을 잘 못한다고 대답하 다.

나누어 준 膳銀을 첫 번째 사람이 조금 더 가져간 것을 확인하자 잇속을 

차리고 싶으나, 자신의 사욕은 들키고 싶지 않고 강학하는 사람으로서 체면

은 지키고 싶었던 늠생이 자신의 동료를 시켜 그 실속을 차리려 하 다. 겉

으로는 돈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싶으나, 정작 속마음은 그렇지 않

은 이중적인 모습이 골계를 불러일으킨다.

지나치게 모자람이 없고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곧고 올바름을 뜻하는 ‘中

正’은 儒家의 덕목으로 줄곧 중요시되었다. □58 , □80번 소화는 인물에 대한 애

정 혹은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하여 그것에만 마음이 쏠려 중심을 잡지 못하

는 인물과 그 언행이 골계를 유발한다.

□58번 소화는 특정 사람에 대한 지나친 애정에 그 인물의 취향이 돋보여져 

골계를 낳는다.

□58 閩人인 男色에 독실한 자가 한 美姬의 자태가 두드러지게 뛰어난 것을 

보고는 이에 탄식하며 “婦人인 것이 애석할 따름이다”라고 말하 다. 또 어

54) “黃郡一貧生, 自標講學. 其鄕紳曰, 此子有志. 以一牛贈之. 貧生牽回, 其兄卽收牛耕

地, 生怒, 兄曰, 有無相通, 何得見怒. 生應曰, 誰叫你不去講學, 也討個牛. 又一廩生

亦自標講學, 遇分膳銀, 其爲首 稍多取. 生 同儕曰, 彼多取, 爾好說他. 同儕曰, 

公何不自說. 答曰, 我是講學人, 不好說.” (위의 책, p.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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떤 眇姬와 함께 생활하는 자는 (眇姬를) 매우 아끼고 사랑하 다. 어떤 이

가 그를 힐책하기를 “이는 한 쪽 눈이 적은데 어찌 사랑하기 족하리오?”라

고 하 다. 그 사람이 탄식하며 “公은 情趣를 알지 못하는군요. 내가 이 姬

를 보았을 때 세상의 婦人들이 모두 한 쪽 눈이 많은 듯하 습니다”라고 말

하 다.55)

첫 번째는 男色이 취향인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 남자가 아닌 것

을 아쉬워하며 탄식하 다.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서도 그 사람의 성별이 남자가 아님을 안타까워하는 

언행을 통해 그 대상이 남색에 대한 확고한 취향을 가지고 있음을 부각시켜 

골계를 느끼게 한다.

두 번째는 한쪽 눈이 먼 여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어떤 이가 그에

게 한쪽 눈을 잃은 여자를 사랑할 수 있는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여인에 대

한 애정이 깊은 그 남자는 자신이 이 여자를 보았을 때 오히려 세상의 다른 

여자들이 한쪽 눈이 더 많다고 생각하 다고 대답하 다.

자신의 곁에 있는 여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여인의 부족한 점을 부족

하다고 여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넘치는 것이라 생각하는 인물의 

언행이 골계를 초래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사람에 대한 지고지순한 

애정이 감동적이기도 하다.

□80번 소화는 골동품에 대한 강한 애착에 인물의 언행이 더해져 골계를 느

끼게 한다.

□80 골동품을 좋아하는 자가 있었다. 물건을 사들이는 데 재산을 다 써버렸

고, 이로 인하여 가난에 굶주렸다. 이에 지팡이를 짚고 바가지를 가지고 저

자에서 구걸하 다. 어떤 이가 “짚고 있는 것은 어떤 지팡이입니까?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바가지입니까? 어떤 물건을 구걸하려 하십니까?”라고 묻자, 

“내가 짚고 있는 것은 阮宣의 지팡이이고, 가지고 있는 것은 許由의 바가지

55) “閩人篤於男色 , 見一美姬姿態絶倫, 乃嘆曰, 可惜是婦人耳. 又有 眇姬相處 , 

寵 異常. 或詰之曰, 此 一目, 何足 . 其人低回, 嘆曰, 公不知趣, 我看了此姬, 天

下婦人都似多了一隻眼.” (위의 책,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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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몇 文의 九府錢을 구걸하려고 합니다”라고 대답하 다.56)

골동품을 수집하는 데에 재산을 탕진한 인물이 지팡이를 짚고 바가지를 

들고서 구걸에 나선 사람이 있었다. 구걸하는 그를 본 어떤 이가 그가 짚고 

있는 지팡이와 바가지가 어떤 것인지 또 무엇을 구걸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자신이 짚고 있는 지팡이와 바가지가 얼마나 대단한 골동

품인지 자랑하며, 자신이 구걸하고자 하는 물건은 주나라 때 강태공이 고안

한 동전인 九府錢이라고 대답하 다.

골동품을 수집하는 데 재산을 탕진하고 가난해져 굶주리는 상황이 되었지

만, 구걸을 나서서도 여전히 골동품을 구하고자 하는 대상의 행동이 그의 골

동품에 대한 강한 애착을 돋보이게 하여 골계를 느끼게 한다.57)

이상으로 대상의 언행으로 인해 대상의 성격이 더욱 희극적이고 골계를 

유발시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적 수준이 낮거나, 잘 잊어버리

거나, 인색하거나, 위선적이거나, 中道를 지키지 못하거나, 무언가에 대해 강

한 집착을 나타내는 등의 인물이 주로 골계화되고 있었다.

한편 대상의 성격과 그 언행이 골계를 들게 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상

의 무능력함과 그의 언행이 골계를 불러일으키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3. 능력의 결여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모자란 무능한 사람과 그의 언행이 

골계를 느끼게 한다. 대표적으로 관리, 선생, 훈장, 의사, 화가 등이 있다. 이

와 같은 대상에 대해 웃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는 태도로서 동시에 다른 감정

도 갖고 있기에 해학이 발생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소화로 □9 , □86 , □102 , 

56) “有嗜古董 , 傾家收買, 因而食貧, 乃拄杖操瓢, 行乞於 . 或問, 所拄何杖. 操何瓢. 

欲乞何物. 答曰, 我拄的阮宣杖, 操的許由瓢, 要乞幾文九府錢耳.” (위의 책, p.243.)

57) 王菀의 ＜江盈科笑话集研究＞(2015)에서 ‘貫一’이란 사람의 언행과 태도가 어떠
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일컫고 ‘貫一法’은 인물의 한결같은 
태도로 묘사함으로써 골계를 유발하는 방법이라고 하 다. □80번 소화에서 골동
품에 대한 애착이 강한 인물이 가난해져서 굶주리는 지경이 되어서도 여전히 골
동품을 수집하고 애착하는 인물로 묘사하여 골계를 유발하는 데 이 ‘貫一法’을 
활용하 다고 분석한 바 있다. 王菀, 앞의 책, p.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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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111번 등이 있다.

□9 번 소화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화가의 그림 실력이 형편

없음을 골계화하여 농담을 말하는 이야기이다.58)

□9 한 화가는 초상화를 본업으로 삼았으나 그 솜씨가 정교하지 않았다. 하

루는 그 친형을 위해 초상을 하나 그리고 스스로 핍진하다고 말하고는 거

리에 걸어놓아 그것으로써 (손님을) 모여들게 하고자 하 다. 이웃사람이 

그것을 보고 서로 다투어 “이것은 누구의 초상입니까?”라고 물었다. 그의 

형으로 보는 자는 없었다. 어떤 한 사람이 위에 題하여 “초상을 그리지 못

하면 초상화를 그리지 말라. 형을 그렸으나 정말 형의 모습 같지 않다. 자

기 집안의 골육도 이와 같을 진대 하물며 제각기 다른 낯선 사람은 어떻겠

는가!”라고 그를 놀렸다. (이 題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지 않는 자는 없었

다.59)

인물의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가 친형의 초상화를 그렸다. 형의 초상화를 

잘 그렸다고 생각한 화가가 손님을 끌기 위해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자신

이 그린 형의 초상화를 걸어두었다. 거리를 지나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그 초상화가 화가의 친형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가 없었다. 이

에 어떤 한 사람이 화가는 그 초상화에 대해 자신의 친형조차도 비슷하게 그

리지 못하는데,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잘 그릴 수 있겠냐는 내용의 題

를 지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솜씨가 형편없음을 골계화하 다.

그림을 그려 돈을 버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솜씨가 엉망인 것이 웃기기

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림 실력이 엉망인 화가에 대해 안쓰러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다.

□86번 소화에서는 의술이 형편없는 의사를 ‘돌팔이(庸醫)’라 하여 돌팔이의 

언행이 골계를 불러일으킨다.60)

58) □9 번 소화에 활용된 수사기법에 관한 분석은 뒤의 제3장 4번 참조.

59) “一丹靑家, 以寫眞爲業, 然其術不工. 一日, 爲其親兄寫一像, 自 逼眞, 懸之通衢, 

欲以爲招. 鄰人見之, 爭相問曰, 此伊誰像｡ 未有目爲伊兄 . 或一人題於上, 嘲之

曰, 不 傳眞莫作眞, 寫兄端不似兄形. 自家骨肉尙如此, 何況區區陌路人. 見 無不

發笑.” (黃仁生, 앞의 책, 2013,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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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승려, 도사와 의사가 함께 강을 건너는데, 도중에 바람을 만나 배가 위

태로움이 심하 다. 뱃사공이 승려와 도사에게 “두 분 선생님께서 각자 신

령님께 축원하여 바람이 멈추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승려가 “念彼觀音力, 풍랑을 모두 잠재워주세요”라고 빌었다. 도사

가 “바람을 다스리는 신(風伯)과 비를 다스리는 신(雨師)이시여, 각자 사방

을 안정시켜주소서! 急急如律令.”라고 빌었다. 의사도 다시 “荊芥, 薄荷, 金

銀花, 苦楝子”라고 빌었다. 뱃사공이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라고 

말하자 (의사가) 대답하기를 “나의 이 몇 가지는 모두 중풍(風)을 막는 약재

이다”라고 하 다.61)

승려, 도사, 돌팔이가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도중에 바람이 거세져서 

배가 심하게 흔들렸다. 그러자 뱃사공이 승려와 도사에게 바람을 멈추는 주

문을 외워달라고 요청하 다. 승려와 도사가 각기 풍랑을 잠재우는 주문 외

우기를 마치자, 돌팔이가 갑자기 알 수 없는 말을 외쳐서 뱃사공이 무슨 말

인지 물었다. 이에 돌팔이가 중풍을 막는 약재라고 설명하 다.

거센 바람과 물결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위기를 맞았다. 그러자 절실하

게 승려와 도사가 풍랑을 잠재워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돌팔이가 갑자기 중

풍을 막는 약재를 외쳤다. 이 돌팔이가 바람(風)과 중풍(風)의 글자가 같은 

것만 생각하여 상황에 적합하지 않게 중풍을 막는 약재들을 나열하여 외치

는 행동이 골계를 초래한다.

□102번 소화에는 돌팔이 혹은 그의 언행을 골계화한 세 편의 이야기가 연이

어 나열되어 있다.

□102 세상 사람들이 농담을 지어 돌팔이를 놀리는 자가 매우 많기에 한두 

가지를 적는다. 한 형제의 우애가 매우 돈독하 다. 그 형이 병을 앓아 돌

팔이의 약을 마시고는 사망하 다. 돌팔이가 그를 조문 왔고, 동생이 통곡

60) □86번 소화에 활용된 수사기법에 관한 분석은 뒤의 제3장 2번 참조.

61) “有僧道醫人同涉, 中流遇風, 舟楫危甚. 舟人叩僧道曰, 兩位 師, 各祝神祈止風何

如. 僧咒曰, 念彼觀音力, 風浪盡消息. 道士咒曰, 風伯雨師, 各安方位, 急急如律令. 

醫亦復咒曰, 荊芥, 薄荷, 金銀花, 苦楝子. 舟人曰, 此何爲 . 答曰, 我這幾般, 都是

止風藥.” (위의 책, p.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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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언제쯤 우리 형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말하 다. 돌팔이

가 “그것은 어렵지 않다. 어제의 약이 어디 있는지 찾아라. 달여 먹기만 하

면 다시 만날 것이다”라고 말하 다. 또 한 돌팔이는 마침 염라대왕이 使

를 보내 그를 불러와 (염라대왕의) 병을 치료하게 되었다. 돌팔이가 使 에

게 “병원이 많은데 어째서 유독 나에게 오셨는가?”라고 묻자, 사자가 “염라

대왕께서 臺에 나와 앉아서 (저를) 보내실 적에 병원의 문 앞에 원혼이 적

으면 좋은 의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당신의 문 앞이 조용한 것을 보

았기에 모시러왔다”라고 말하 다. 돌팔이가 “그러한 것이 아니다. 나는 어

제 막 가게를 열었을 뿐이다”라고 말하 다. 또 한 돌팔이가 한 뚱뚱한 남

자를 치료하다가 (그가) 사망하 다. 그 집이 그를 힐난하며 “우리가 당신

을 용서하고 고소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 집을 위해 매장해주세요”라고 말

하 다. 의사의 빈곤함이 심하여 그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함께 들었다. 

도중에 힘이 (빠져) 들어 올릴 수 없게 되자 이에 詩를 읊기를 “할아버지부

터 대대로 醫가 대물림되었네”라고 하 다. 부인이 이어서 “남편이 일을 하

여 부인까지 연루되었네”라고 말하 다. 큰 아들이 이어서 “어째서 뚱뚱한 

시체는 꿈쩍도 하지 않는가”라고 말하 다. 둘째 아들이 이어서 “다음부터

는 마른 사람만 치료하세요”라고 말하 다.62)

첫 번째는 우애가 돈독한 한 형제가 있었다. 그 중 병을 앓던 형이 돌팔이

의 약을 마시고는 죽어버렸다. 조문 온 돌팔이가 형이 죽어서 이제 다시 형

을 만날 길이 없음을 애통해하는 동생을 보게 되었다. 이에 돌팔이가 동생에

게 형이 마시고 죽은 약을 동생도 마신다면 바로 형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하 다.

일반적으로 의사라면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을 처방해야 한다. 자신이 

처방한 약을 마시고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또 다시 그의 가족에게 자신의 약

62) “世人作謔譏庸醫 甚多, 姑記其一二云. 有弟兄友愛甚篤, 其兄患病, 飮庸醫藥, 得

死. 醫弔之, 弟號哭曰, 何時再得見我家兄. 醫曰, 這個不難, 昨日藥査安在. 但煎吃

便相見. 又一庸醫, 偶遇閻君遣使召之治病. 醫問使 曰, 醫家多矣, 何獨及我. 使曰, 

閻君臨遣時分付, 看醫家門首冤魂 , 卽良醫也. 今見君門寂然, 故相迎. 醫 曰, 

不然, 我昨日才開店耳. 又一庸醫, 治一肥漢而死, 其家難之, 曰, 我饒爾, 不告狀, 但

爲我我(家)葬埋. 醫人貧甚, 率其妻 二子共擡, 至中途, 力不能擧. 乃吟詩曰, 自祖

相傳歷世醫, 妻續云, 丈夫爲事連累妻. 長子續云, 可奈尸肥擡不動, 次子續云, 這遭

只選瘦人醫.” (위의 책, p.248.)



제2장 ≪설도해사≫ 故事의 성격

- 29 -

을 마시면 죽을 수 있을 것이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돌팔이의 모습이 골계를 

들게 한다.

두 번째는 염라대왕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使 를 이승으로 보

내어 의사를 데려오도록 하 다. 저승에 와서 염라대왕을 치료하게 된 돌팔

이가 사자에게 자신을 선택한 까닭을 물었다. 사자는 염라대왕이 자신을 보

내기 전에 ‘병원의 문 앞에 원혼이 적을수록 훌륭한 의사이다’라고 자신에게 

당부한 말씀을 따라 문 앞에 원혼이 적은 집의 의사를 데려온 것이라고 하

다. 그러자 그 돌팔이는 자신의 집 앞에 원혼이 적은 이유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 다.

문 앞에 원혼이 적어서 당연히 의술이 뛰어난 줄 알고 데려온 의사가 실상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돌팔이라는 예상 밖의 상황이 골계를 유발한다.

세 번째는 한 돌팔이가 치료하던 뚱뚱한 남자가 죽어버렸다. 그 뚱뚱한 남

자의 집안에서 돌팔이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葬地에 묻어달라고 요청

하 다. 사람을 부릴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던 돌팔이는 가족들과 함

께 뚱뚱한 남자의 시체를 들고 장지로 향하 다. 가던 도중에 시체가 무거워 

힘이 부치기 시작하 는데, 돌팔이부터 차례대로 돌아가며 시구를 지어 읊었

다. 돌팔이는 자신의 집안은 대대로 의술을 행하던 집안이라고 말하 는데, 

대대로 의술을 행하던 집안의 의사임에도 현재 환자를 죽게 만들어 환자의 

장사를 지내주고 있는 신세를 한탄하 다. 부인은 남편이 바깥일을 하다가 

잘못하여 자신까지 끌어들인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었다. 첫째 아들은 시

체가 무거워서 들어도 꼼짝도 하지 않음을 투덜거렸다. 둘째 아들은 다음부

터는 마른 사람만 치료하라고 돌팔이에게 말함으로써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돌팔이의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읊은 시구가 돌팔이를 골계화하여 웃음을 

유발함과 동시에 돌팔이에 대한 애잔함이 들게 하기도 한다.

□105번 소화는 부인이 관인으로서 우유부단한 남편을 골계화시켜 농담을 말

한 이야기이다.

□105 어떤 官人이 있었는데 허약하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체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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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관인을 체포하는 이유를 물으니 “吏部가 나를 우유부단하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 다”라고 대답하 다. 부인이 “다행히 기쁘게도 

당신의 우유부단하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함을 알 뿐이다. 만일 不謹한 것도 

알았다면 나마저도 체포되어 갈 뻔하 다”라고 하 다.63)

한 관인이 우유부단하여 업무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이

에 그의 부인이 이부가 남편이 우유부단한 것만을 알 뿐이고, 관리 고과 조

항 중 품위 유지 조항을 어긴 것은 몰라서 자신은 체포되지 않음에 안도하

다. 이와 같은 부인의 언사가 골계를 불러일으킨다.

□111번 소화는 문장력이 약한 塾師 및 그의 언행이 골계를 주는 이야기이다.

□111 한 塾師가 본디 문장에 뛰어나지 않았다. 그 주인의 집이 글을 바쳐 바

깥사돈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숙사를 찾았다. 숙사는 응대할 도리가 없었

다. 本을 찾아보니 안사돈께 제사 드렸던 글이 한 수 있었기 때문에 그에

게 적어 주었다. 일시에 조문객이 모두 “숙사가 文字를 잘못 지었다”라고 

말하 다. 숙사가 그것을 듣고 “나의 글은 아주 훌륭하다. 그 집 죽은 사람

이 잘못되었다”라고 꾸짖었다. 얼마 후에 주인집이 또 다시 글을 구하 다. 

숙사는 대답이 없었다. 이에 나귀를 타고 묶었던 집에서 도망쳐 돌아갔다. 

주인이 그를 쫓아왔고 숙사는 계책이 궁하자 나귀를 몰아 길가의 가마 구

멍으로 들어가려 하 다. 나귀가 구멍이 깊은 것을 보고 들어가려 하지 않

자 숙사가 연이어 그를 때리면서 또 욕하기를, “네가 文字를 지을 수 있다

면 가마구멍 밖에서 기다려도 좋다”라고 하 다.64)

문장을 잘 짓지 못하는 숙사가 있었다. 하루는 주인이 바깥사돈에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에게 글을 지어줄 것을 부탁하 다. 숙사가 옛 책에서 안사

63) “有官人 , 以罷軟見勾. 妻問勾官之故, 答曰, 吏部道我罷軟. 妻曰, 喜得只知你罷

軟, 若知道不謹, 連我這嬭嬭也勾去.” (위의 책, p.250.)

64) “有塾師 , 素不工文. 其東道家索師爲文致奠親家公, 師無以應, 檢 本有祭親家母

文一首, 因 之. 一時弔客皆曰, 塾師錯做文字. 塾師聞之, 罵曰, 我文殊不錯, 他

家錯死了人. 久之, 東道家又復索文, 師無以應, 乃騎驢自塾 歸. 東家追之, 師計窮, 

驅驢入道旁窯孔. 驢見孔深, 不肯入, 師連撻之, 且罵曰, 爾能作文字, 聽在窯外.” (위
의 책, p.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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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게 제사 드릴 때 지었던 글을 발견하 고, 이를 그대로 베껴 주인에게 

주었다. 모든 조문객들이 숙사가 ‘바깥사돈’을 ‘안사돈’이라고 글자를 잘못 

쓴 것으로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하 다. 그러자 숙사가 자신의 글은 틀리지 

않았고 오히려 안사돈이 죽었어야 하는데 바깥사돈이 죽었다며 죽은 사람 

잘못이라고 주장하 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에 주인이 또 다시 제사

를 드리기 위한 글을 지어줄 것을 요청하 다. 이에 숙사가 도망가기 위해 

나귀를 타고 몰래 주인집을 빠져나왔다. 숙사가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주인

이 곧바로 그를 쫓아왔다. 도망갈 길이 없자 숙사는 나귀를 타고 길가의 가

마 구멍에 들어가 숨으려 하 으나, 나귀가 겁을 먹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에 네가 글을 써줄 것이라면 밖에서 기다리라고 나귀에게 호통을 치며 나

귀를 때렸다.

자신이 글을 잘못 쓴 것이 아니라 장모가 아닌 장인이 죽은 것이 잘못되었

다고 말한 숙사의 궤변과 가마 구멍으로 숨어야 하는데 나귀가 마음대로 되

지 않자 되려 나귀에게 화를 내며 나귀에게 글을 지을 것이라면 밖에서 기다

려도 좋다고 말한 숙사의 언사가 숙사의 무능력함을 더욱 부각시켜 골계를 

느끼게 한다.

이상으로 대상의 무능력함과 그의 언행이 골계를 유발하거나 대상의 무능

함을 골계화시켜 농담을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그

림실력이 형편없는 화가, 돌팔이 의사, 업무 능력이 부족한 관인, 문장력이 

없는 글방 선생이 주로 골계화 대상이 되고 있다.

4. 거짓 꾸미기

허풍을 치는 자의 허풍을 상대방이 알아채고 역으로 허풍쟁이를 공격하는 

이야기,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야기, 거짓말쟁이의 허술한 

거짓말을 오히려 상대방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골계

를 느끼게 한다. 대표적으로 □63 , □67 , □68 , □85 , □101번 소화가 있다.

□63번 소화는 술을 파는 상인의 손님에게 돈만 받고 물건을 주지 않으려는 

속셈을 간파당한 모습이 골계를 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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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술을 파는 자가 있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돈을 가지고 술을 사러 

와 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고 “문틈으로 돈을 던져 넣으시오”라고 말

하 다. (술을) 사려는 자가 “술은 어디로 나오는 것이오?”라고 말하 다. 

술을 파는 사람이 “술도 문틈으로 건네줄 것이오”라고 말하자 (술을) 사려

는 자가 웃었다. 술을 파는 사람이 “웃지 마시오. 우리 집 술은 얇단 말이

오”라고 말하 다.65)

한밤중에 술을 사려는 사람이 술을 파는 상인을 찾아왔다. 상인은 오히려 

손님에게 문은 열어주지 않고 돈만 문틈으로 집어넣으라고 하 다. 손님이 

술은 어디로 줄 것인지 묻자 상인은 문틈으로 건네줄 것이라고 말하 다. 상

인이 문틈으로 술을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손님은 상인이 술은 건네지 않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속셈을 알아차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상인은 웃지 말라

며 자신이 파는 술은 얇다고 말하면서 끝까지 손님을 속이려고 하 다.

상인의 어설픈 술수를 파악하고 웃음을 터뜨린 손님, 속셈이 들켰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손님을 끝까지 속여 보려고 시도하는 상인의 언행이 골계를 

준다.

□67 , □68번 소화는 거짓말에 능숙한 사람이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능청스러

운 거짓말로 상대를 속아 넘어가게 만들어 골계를 초래한다.

□67번 소화는 한 노인이 거짓말을 잘하는 젊은이에게 자신을 속여보라고 

말하 다가 노인 스스로도 모르는 새에 속아 넘어간 모습이 골계를 느끼게 

한다.

□67 武陵의 한 저자의 젊은이는 거짓말을 잘하 다. 마침 저자에서 한 노인

을 만났다. 노인이 그에게 “사람들이 네가 거짓말을 잘한다고 말하 는데, 

나에게 하나 말해보거라”라고 말하 다. 젊은이가 “아까 사람들이 東湖의 

물을 빼버려 모두 가서 자라를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소인도 가서 하나 가

져오려고 하니 한가롭게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노인이 그를 

믿고 곧바로 동호에 갔으나 동호의 물이 넓고 아득하여 이에 그 말이 거짓

65) “有賣酒 , 夜半或持錢來沽酒, 叩門不開, 曰, 但從門縫投進錢來. 沽 曰, 酒從何

出. 酒保曰, 也從門縫遞出. 沽 笑, 酒保曰, 不取笑, 我這酒兒薄薄的.” (위의 책,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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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알았다.66)

한 노인이 거짓말을 잘하는 젊은이에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나 해볼 것

을 요청하 다. 그러자 젊은이는 동호의 물이 모두 빠져서 바닥이 드러나 사

람들이 자라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자라를 얻으러 가봐야 하기 때

문에 거짓말을 할 틈이 없다고 노인에게 말하 다. 이에 노인이 그 젊은이의 

말을 믿고 바로 동호로 가보았으나, 동호의 상태는 물이 빠져서 바닥이 드러

나기는커녕 물이 가득 차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득한 모습이었다.

거짓말을 잘한다는 젊은이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노인은 그 젊은이를 만

나자 자신을 속여보라고 주문하 다. 그 젊은이가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있던 노인은 속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예상을 깨고 노

인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젊은이에게 속아버려 골계를 준다.

□68번 소화는 환관이 거짓말을 잘하는 젊은이에게 자신을 속여보라고 요청

하 다가 젊은이의 거짓말에 당하는 환관의 모습에 골계를 느낄 수 있다.

□68 젊은이가 누각 아래에 있었다. 마침 누각 위의 한 환관이 “사람들이 네

가 잘 속인다고 하는데 나를 한번 속여보아라”라고 외쳤다. 젊은이는 “相公

께서 누각 위에 계시니 결단코 감히 속일 수 없습니다. 만일 누각 아래에 

계시다면 소인이 바로 속여서 올려 보내드릴 수 있는 계책이 있습니다”라

고 말하 다. 환관이 과연 내려와서 “어떻게 속여서 올려 보낼 것인가?”라

고 묻자 젊은이가 “본래 속여서 내려오게 만들고자 하 으니 번거롭게 다

시 계책을 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 다.67)

환관은 누각 아래에 서있는 거짓말을 잘하는 젊은이에게 자신을 속여 볼 

것을 요청하 다. 그러자 그 젊은이가 환관이 누각 위에 있기 때문에 속일 

66) “武陵一 井 年, 善說謊. 偶於 中遇一 , 說之曰, 人道你善謊, 可向我說

一個. 年曰, 才聞眾人放乾了東湖, 都去拿團魚, 人也要去拿個, 不得閑說. 

信之, 徑往東湖, 湖水渺然, 乃知此 卽謊.” (위의 책, p.239.)

67) “ 年在樓下, 樓上一貴人, 呼曰, 人道爾善騙, 騙我下來. 年曰, 相公在樓上, 斷

不敢騙. 若在樓下, 人便有計騙 上去. 貴人果下, 曰, 何得騙上. 年曰, 本爲騙

下來, 不煩再計.”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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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며 만일 누각 아래로 내려오신다면 곧바로 속여서 누각 위로 올려 보

내드릴 수 있는 계책이 있다고 말하 다. 이에 환관이 누각 아래로 내려와 

자신을 올려 보낼 거짓말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러자 젊은이는 속여서 내려

오게 만드는 것이 본래 속셈이었으므로 또 다시 번거롭게 환관을 속일 거짓

말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 다.

앞서 다루었던 □67번 소화 속의 노인처럼 환관도 눈 깜짝할 사이에 젊은이

에게 속아 넘어가는 모습이 골계를 불러일으킨다.

□85번 소화는 허풍떠는 사람에게 똑같이 허풍을 쳐서 대응하여 먼저 과장

하여 말한 사람이 자신의 허풍을 부정하게 만든 모습에 골계가 생길 수 있

다.68)

□85 어떤 큰 말을 하는 사람(과장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집 욕조는 

동쪽 끝에서 목욕하면 서쪽은 물결이 일지 않는다”라고 말하 다. 들은 자

가 “어제 아침 일찍 대나무를 진 자가 문 앞을 따라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

데, 해가 저물 때에 이르러서도 대나무 끝이 아직도 문 밖에 있었다”라고 

대답하 다. 큰 말을 하는 자가 “대나무가 어떻게 이와 같이 길 수 있습니

까?”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이와 같이 긴 대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테를 

메워 이 큰 욕조를 만들 수 있습니까?”라고 대답하 다.69)

한쪽 끝에서 씻어도 다른 한쪽 끝의 물이 요동치지 않을 만큼 큰 욕조가 

자신의 집에 있다고 욕조의 크기를 부풀려 말한 사람이 있었다. 그에게 다른 

한 사람이 대나무를 등에 짊어진 사람이 아침에 문을 들어왔는데 해질녘이 

되어서도 대나무의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대나무가 길었다고 말하 다. 이

에 먼저 욕조를 과장하여 말한 사람이 세상에 그렇게 긴 대나무가 존재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 다. 이에 대해 이렇게 긴 대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한쪽 끝

에서 씻어도 다른 한쪽의 물이 요동치지 않을 만큼 큰 욕조의 테두리를 두를 

수 있겠냐고 말하 다.

68) □85번 소화에 활용된 수사기법에 관한 분석은 뒤의 제3장 1번 참조.

69) “有爲大 曰, 我家洗盆, 東邊洗浴, 西邊不波. 聞 答曰, 昨日早見肩竹 從門首

過, 至日晡時, 竹梢尙在門外. 大 曰, 竹安得爾許長耶. 其人答曰, 無許長竹, 何

由箍得這大洗盆.” (위의 책, pp.24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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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문을 통과하여 해질녘에 되어도 대나무 끝이 보일 기미가 없는 대

나무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 질문하게 만들어, 오히려 역으로 한쪽 끝에서 

씻어도 다른 한쪽 끝의 물이 요동치지 않을 만큼 큰 욕조가 존재하지 않는다

는 것을 증명하 다. 이와 같이 허풍의 오류를 짚어낸 언사, 그리고 이로써 

허풍을 친 사람을 골계화하여 웃게 만든다.

□101번 소화는 거짓말 하는 사람의 허술한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의 언행이 골계를 준다.70)

□101 어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날마다 그 말을 바꾸었다. 집에 암

탉 한 마리가 있는데 1년에 1000알을 낳는다고 스스로 말하 다.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는가?”라고 묻자 그 사람은 1000에서 800으로 또 800에서 

600으로 점차 줄 으나 물어본 자는 여전히 믿지 않았다. 이에 “그 알의 수

를 또 줄이지 않으면 안 되니, 차라리 암탉 한 마리를 추가하시오”라고 말

하 다.71)

자신 집의 암탉이 1년에 알을 천 개를 낳는다고 거짓말 한 사람이 있었다. 

이를 들은 사람이 닭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알을 낳을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에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은 알의 개수를 점점 줄여서 거짓말을 만들었다. 알

의 개수를 줄여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다 못한 그 질문했던 사람이 차라리 

암탉을 한 마리 추가하라고 말하 다. 

거짓말을 들은 사람이 거짓말의 오류를 짚어주고 거짓말을 더 그럴듯하게 

만들어 주는 언행이 골계를 들게 한다.

이상으로 허풍쟁이 혹은 거짓말쟁이라고 칭할 수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 

소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손님을 속여서 물건은 건네지 않고 돈을 받으려

하 으나 그 속셈을 손님에게 간파당한 상인, 거짓말쟁이에게 속아 넘어간 

거짓말쟁이에게 속지 않을 자신이 있던 사람, 다른 사람에게 허풍의 오류를 

70) □101번 소화에 활용된 수사기법에 관한 분석은 뒤의 제3장 1번 참조.

71) “有說謊 , 每遷就其詞. 自 家有一雌鷄, 歲生卵千枚. 問云, 那得許多. 其人遞減至

八百六百, 問 猶不信. 乃曰, 這個數, 再減不得, 寧可加一只雌鷄.” (위의 책,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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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받은 허풍쟁이가 주로 골계화된 대상이었다.

본 절에서는 해학성이 짙은 소화를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우선 작은 키, 고르지 못한 치아, 한쪽으로 치우친 입, 천연두 자국 등의 

겉모습을 가진 인물을 골계화한 유형의 소화가 있었다. 다음으로 무식한 인

물, 잘 잊어버리는 인물, 인색한 인물, 위선적인 인물, 집착에 빠진 인물, 부

도덕한 인물 등을 골계화한 유형의 소화가 있었다. 또한 무능력한 관리, 선

생, 의사, 화가 등을 골계화한 유형의 소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인물, 허풍 혹은 거짓말이 들통 난 인물 등을 골계화한 소화가 

있었다.

제2절 諷刺性

풍자는 대상을 골계화하여 농담을 말한다는 점에서 해학과 동일하지만, 그 

농담의 이면에 대상이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마음, 대상에 대한 혐오, 

대상의 문제점이 개선될 여지가 없음에 대한 씁쓸함이 담겨있다.

≪설도해사≫에는 대상을 골계화하여 농담을 말하면서 그 이면에 대상에 

대상에 대한 혐오, 대상의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대상의 문제점

이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음에 대한 씁쓸함 등이 담겨 있는 유의 소화도 

많다. 본 절에서는 그러한 유의 소화를 풍자성이 짙은 유로 분류하고, 그 주

된 내용을 살펴본다.

1. 不正腐敗의 고발

작중인물이 부도덕하거나, 지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지위에 걸

맞은 자질이 부족하거나, 지위에 적합하지 않는 품성을 가진 것은 모두 그 

인물의 약점이 된다. 이와 같은 약점이 들추어지고 공격받는 모습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는 경우, 官人 및 文人이 그 주된 대상이다. 그 내용으로는 피

지배계층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관인 및 문인의 

이기적인 모습을 조롱한 것, 돈을 받고 죄를 눈감아주는 관인의 부패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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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풍자한 것, 관인의 강한 물욕을 조롱한 것, 그리고 사치스러운 관인을 풍

자한 것, 환관의 무식함을 조소한 것이 있다.

□30 , □65 , □140번 소화에는 본인의 입장만을 고려한 언행을 일삼는 지배계급의 

이기적인 모습을 골계화하 다.

□30번 소화에서 지위가 낮은 백성을 핍박하여 자신의 잇속을 챙기려는 擧

人72)이 향신의 언사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73)

□30 黃郡의 한 擧人이 백성의 밭을 샀는데, 그 옆의 비옥하지 않은 토지를 

받고 그 안의 비옥한 토지는 남겨둔 것은 다음에 그에게 싼 값에 팔게 하기 

위함일 뿐이었다. 이에 그 백성이 비옥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

자 거인이 그를 官에 알려 심문을 받게 하려고 하 다. 그 백성이 이기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는 더러운 것(오물)을 머금고 거인의 얼굴에 토하 다. 

다른 거인이 무리지어 일어나 함께 그를 공격하고자 하 다. 이때 鄕紳 汪

氏가 그들을 헤치며 “너희들은 다만 거인의 얼굴만 얼굴인 것을 알고 백성

의 입도 입인 것을 모르는구나”라고 말하 다. 여러 거인은 모두 의기소침

해져 해산하여 돌아갔다.74)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미래에 

관직에 나아갈 자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렸다. 거인의 계략에 빠진 백성은 

거인보다 권력도 돈도 없어 꼼짝없이 헐값에 밭을 팔아야 할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백성은 자신의 울분을 그 거인을 향해 오물을 내뿜는 것으로 표출하

다. 일개 백성이 거인의 얼굴을 오물로 더럽힌 사실에 발끈한 거인의 동료

들이 그 백성을 혼쭐내고자 하 다. 이때 거인의 무리를 헤치며 등장한 향신

은 자신들의 체면이 깎인 것을 생각하기만 하고, 백성의 생계에 타격을 입힌 

것은 생각지도 않는 거인들을 꾸짖었다. 그러자 백성 앞에서는 기세등등했던 

72) “명⋅청 시대의 ‘거인’은 향시에 합격한 사람에게 원히 주어지는 학위 다.” 

장중례 저, 김한식 외 공역, ≪중국의 신사≫, 신서원, 2006, p.17.

73) □30번 소화에 활용된 수사기법에 관한 분석은 뒤의 제3장 5번 참조.

74) “黃郡一孝廉, 買民田, 收其旁瘠 , 遺其中腴 , 欲令他日賤售耳. 乃其民 腴田他

售, 孝廉鳴之官, 簿. 其民度不能勝, 以口銜穢, 唾孝廉面. 他孝廉群起, 欲共攻

之. 時鄕紳汪某解之曰, 若等但知孝廉面是面, 不知百姓口也是口. 諸孝廉皆灰心散

去. 鄕紳此語, 足令强 反己, 殊爲可傳.” (黃仁生, 앞의 책, 2013, p.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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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들이 기가 꺾인 채 뿔뿔이 흩어졌다.

백성의 앞에서는 기세등등하게 행동한 거인들이 향신의 말 한 마디에 풀

이 죽는 모습이 골계를 불러일으킨다. 향신의 말에는 거인들의 행동에 대한 

씁쓸함, 그들의 언행에 대한 혐오와 더불어 그들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140번 소화에서도 거인이 풍자의 대상이 되었는데, 파렴치한 거인의 행동에 

대한 현관의 언행이 골계를 느끼게 한다.75)

□140 한 擧人인 자의 성(姓)은 張으로 백정 李氏의 부인과 私通하 다. (孝廉

이 부인의) 손을 잡고 시시덕거리려 할 때, 백정이 때마침 이르러 그 문을 

잠가 걸고 대나무 막대로 문의 납도리 아래에서 거인의 정강이를 때렸다. 

거인이 애걸하여 벗어나서 백정을 관아에 알리며 그의 집에 가서 소금을 

사는데 두드려 맞았다고 말하 다. 縣官이 이미 前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

에 소송장의 말미에 “張孝廉이 소금 사러 와서 창문으로 그 손을 잡았네. 

李屠兒가 시샘하여 막대기로 그 정강이를 때렸네”라고 한 쌍의 句를 적었

다.76)

백정의 아내와 사통한 거인이 있었는데, 거인이 백정의 부인과 문을 사이

에 두고 손을 잡으려던 찰나 백정이 등장하 다. 백정은 문을 잠그고 문 밑 

틈새로 막대기를 집어넣어 백정의 정강이를 가격하 다. 백정에게 정강이를 

맞은 거인은 곧장 관아로 가서 백정을 고발하 다. 그 거인이 백정의 부인과 

사통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縣官은 소송을 거부함과 더불어 소송장의 말

미에 한 구절을 적어 백정의 부인과 사통한 거인을 골계화하 다.

자신이 백정의 아내와 사통한 것은 생각지 않고 본인이 한낱 백정에게 맞

은 것만을 억울하게 생각하여 뻔뻔하게 관아에 백정을 소송한 거인을 현관

이 소송을 거부한 것은 물론이고 소송장 말미에 백정에게 혼쭐나는 장면을 

묘사한 말을 적어 거인을 골계화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75) □140번 소화에 활용된 수사기법에 관한 분석은 뒤의 제3장 3번 참조.

76) “有孝廉 姓張, 奸李屠兒之妻, 方執手調笑, 屠兒適至, 鎖閉其門, 用竹杖從門枋下

擊孝廉脛. 孝廉哀求得脫, 告屠兒於官, 稱往渠家買鹽被毆. 縣官已悉前情, 乃署一聯

狀尾曰, 張孝廉買鹽, 自牖執其手, 李屠兒吃醋, 以杖叩其脛.” (위의 책,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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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앞서 □30번 소화에서 자신의 잇속을 차리고자 먼저 백성을 곤경에 처

하게 만들고서는, 백성이 다른 수를 쓰려하자 곧장 관아에 소송한 거인의 약

삭빠른 모습, 거인이 관아에 소송하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직감한 백성이 더

러운 오물을 거인의 얼굴에 뿜음으로써 울분을 표출하자 자신의 얼굴이 더

럽혀진 것에 분노하여 백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거인과 그의 동료들의 이기

적인 모습이 □140번 소화의 거인의 모습과 흡사하다.

□65번 소화에는 본인이 불 옆에 있어 따뜻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겨울이 

춥지 않다고 말한 장수가 골계화되었다.

□65 한 장수가 어느 겨울의 밤에 연회를 베풀었다. 숯을 태우고 촛불을 켜

고 술을 잔 한가득 따라 벌컥벌컥 들이켰다. 술을 마신 후 귀가 빨개지고 

“올해는 날씨가 정상적이지 않아 추워야 하는데 따뜻하다”라고 탄식하

다. 병졸이 옆에서 무릎 꿇고 “소인들이 서있는 곳과 같은 경우에 견주어 

보면 날씨가 정상적으로 느껴집니다”라고 아뢰었다.77)

겨울에 연회를 열어 불을 지펴놓고는 그 곁에서 술을 마시던 장수가 겨울

인데도 불구하고 춥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다고 말하 다. 그러자 한 병사가 

장수에게 본인이 서있는 곳에서는 겨울에 걸맞게 날씨가 춥다는 것을 실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 다.

현재 본인이 불 곁에 있어 춥지 않고 따뜻함을 느낀다하여 이번 겨울은 춥

지 않다고 말한 장수를 통해 본인이 처한 환경만을 고려한 채 그것이 전부라

고 여기며, 또 모두들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그 장수에게 병사가 불을 지펴놓은 곳에서 떨어진 위치에서는 매서운 

겨울의 추위가 잘 느껴진다고 한 말에서 본인 위주로 사고하는 장수의 모습

을 우회적으로 꼬집음과 동시에 그에 대한 씁쓸함이 느껴진다.

□28번 소화에서는 잔인하게 고문을 일삼고, 돈을 받고 죄지은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主簿를 張宗聖이 수수께끼를 지어 골계화하 다.78)

77) “一閫帥寒天夜宴, 熾炭燒燭, 引滿浮白, 酒後耳熱, 嘆曰, 今年天氣不正, 當寒而暖. 

兵卒在旁跪稟曰, 似 人們立處, 天氣覺正.” (위의 책, p.238.)

78) □28번 소화에 활용된 수사기법에 관한 분석은 뒤의 제3장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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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리 읍의 博士 張宗聖은 우스개를 이야기 하는 것에 뛰어났다. 때마침 

姓이 游인 主簿가 狀詞(訴狀)를 넘치게 받았고 멋대로 고문하여 안 좋은 소

문(黑聲)이 있자 장종성이 이에 수수께끼를 하나 지어 “작은 衙門 크게 열

리고, 철로 된 심장과 창자(속내)가 當 에 놓여있다. 전적으로 한번 부딪히

고 한번 부딪히는 고문에 의지하여 겨우 얻는 바가 있다. 그는 날이 어두워

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너와 더불어 밝히고 하얗

게 만들어주네”라며 그를 놀렸다.79)

많은 소송을 접수받고 사람에게 지나친 고문을 가하는 주부가 있었다. 농

담에 뛰어난 장종성이 기름가게를 뜻하는 ‘油鋪’가 ‘游(主)簿’와 해음관계인 

것에 착안하여 수수께끼를 지었다. 그뿐 아니라 주부가 고문을 통하여 죄인

에게서 진술을 겨우겨우 얻어내는 것을 기름틀로 기름을 눌러 짜내는 것에 

비유하 다. 이와 더불어 돈을 받고 죄지은 자의 죄를 눈감아주는 모습도 표

현하 다.

소송을 과다하게 받아 사람을 과도하게 고문한다는 소문이 자자한 주부에 

대해 장종성은 지나친 고문을 일삼으며, 돈을 받고 과실을 눈감아주는 부패

한 그의 행실을 골계화하는 수수께끼를 지어 그를 풍자한 것이다.

□93 , □94번 소화는 재물을 탐내는 관인의 모습을 골계화하 다.

□93번 소화에서는 관인의 탐욕스러운 특성에 그의 언행이 더해져서 그의 

재물에 대한 강한 욕심을 부각시켜 골계를 불러일으킨다.

□93 한 관인은 천성이 탐욕스러웠다. 처음 관직에 임명되어 城隍神을 뵈었

다. 神座 양 쪽에 銀錠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측근에게 “나와 함께 회수합

시다”라고 말하 다. 측근이 “이것은 가짜 은입니다”라고 말하자, 관인이 

“가짜인 것을 압니다만 오늘 새로이 관직에 임명되었으니 재물이 들어오는 

길조로 삼고자 합니다”라고 말하 다.80)

79) “余邑一博士張宗聖, 工談謔. 主簿游姓 , 濫受狀詞, 擅拷打, 有黑聲, 張乃著一啞

謎嘲曰, 衙門, 大展開, 鐵心腸, 當 擺, 全憑一撞一撞拷打, 才有些取采. 不怕他

黑了天, 有錢的進來, 你做個明白.” (위의 책, p.226.)

80) “有官人 , 性貪. 初上任. 城隍, 見神座兩旁懸有銀錠, 左右曰, 我收回. 左右

曰, 此假銀耳. 官人曰, 我知是假的, 但今日新任, 要取個進財吉兆.” (위의 책,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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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이 탐욕스러운 관인이 처음 관직을 맡아 성황묘에 갔다. 성황신 양옆

에 걸려있는 銀錠을 보고서는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떼자고 말하 다. 측근

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정이 가짜임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관인은 새로이 관

직을 맡게 되었으니 향후 재물이 들어오는 길조로 삼고자 한다고 말하 다.

성황묘에 장식되어 있는 은정을 탐내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짜 은정인 것

을 알고서도 향후 수중에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가짜 은정을 ‘ 물(靈物)’로서 가지고자 하는 

관인의 모습이 그의 재물에 대한 노골적인 집착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그의 

언행은 그가 재물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것을 보여주며 그의 탐욕적인 모

습을 부각시켜 그가 관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풍자

한 것이다.

□94번 소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관인의 탐욕스러운 특성에 그의 언행이 더해

져 그의 재물에 대한 노골적인 욕심을 두드러지게 하여 골계를 느끼게 한다.

□94 한 관인은 천성이 탐욕스러우나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청렴함으로써 

하 다. 처음 관직에 나갔을 때, 신에게 맹세하기를, “왼손이 돈을 요구한다

면 왼손을 불로 지지고, 오른손이 돈을 요구한다면 오른손을 불로 지질 것

입니다”라고 하 다. 오랜 뒤에 많은 돈을 공공연히 뇌물을 준 자가 있었는

데, 받고 싶었으나 이전의 맹세가 두려웠다. 측근이 해답을 내리기를, “청컨

대 이 돈을 관인의 소매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하면 소매만 불에 익히면 될 

것입니다”라고 하 다. 관인이 그 말을 옳게 여기고 바로 그것을 받았다.81)

청렴을 가장한 태도를 지닌 탐욕스러운 관인이 처음 관직을 얻을 때, 절대 

타인에게서 ‘손으로’ 뇌물을 받지 않을 것이며 뇌물을 ‘손으로’ 받으면 불에 

지질 것이라고 신 앞에서 맹세하 다. 어느 날 그 관인에게 상당한 돈을 주

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났지만, 그 관인은 예전에 자신이 신 앞에서 한 맹세

가 마음에 걸려서 그 돈을 흔쾌히 받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러자 

그의 측근이 손으로 돈을 받지 않으면 손을 불로 지지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81) “有官人性貪, 而示人以廉. 初仕, 向神發誓曰, 左手要錢, 爛了左手. 右手要錢, 爛了

右手. 久之, 有以百金行賄 , 欲受之, 而疑前誓. 左右爲解曰, 請以此金納官人袖中, 

便爛也只爛了袖子. 官人然其 , 輒納之.” (위의 책, p.247.)



江盈科의 ≪雪濤諧史≫ 硏究

- 42 -

서 소매로 돈을 받으라는 묘수를 내놓았다. 이에 재물을 밝히는 관인은 옳다

구나 하고 뇌물을 받았다.

많은 돈을 소매로 받음으로써, 겉으로는 청렴한 체하며 그 안에 탐욕스러

운 본성을 숨겼던 그의 가식적인 모습이 일순에 무너지고 그의 재물에 대한 

강한 갈망이 드러난 모습에 골계와 더불어 씁쓸함을 느낄 수 있다.

□38번 소화에서는 관인의 언행이 그의 사치스러운 특성을 도드라지게 하여 

골계를 들게 한다.82)

□38 宋 왕조시기 大宋과 宋이 연달아 과거에 합격하여 함께 수도에서 관

직을 하 다. 정월보름(上元) 절기를 당하여 소송이 등불 연회를 성대하게 

준비하여 사치와 낭비가 극에 달하 다. 대송이 보고서는 그를 “동생은 지

난해 산사에서 독서하던 고요한 생활을 잊은 것인가?”라고 꾸짖었다. 소송

이 웃으며 “오직 지금과 같은 나날을 생각했기에 지난해의 고요함을 달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 다.83)

산속 암자에서 생활하며 공부하여 과거에 합격한 大宋과 宋 두 사람은 

모두 수도에서 관직생활을 하 다. 정월보름을 맞이하여 소송은 등불 연회를 

준비하 는데,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 대송이 소송에게 과거에 자

신들이 산속 암자에서 검소하게 생활하며 공부하던 시절을 잊었냐고 물으며 

그가 사치스럽게 연회 준비하는 것을 질책하 다. 그러자 소송은 지금처럼 

화려한 생활을 보내기 위해 지난날 산속에서 힘들게 공부하는 생활을 감내

한 것이라고 대답하 다.

관직에 오른 후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산속에서 절제

하며 검소하게 지내며 공부하는 생활을 인내한 것이라는 소송의 말에서 그

가 실제 마음속으로 늘 화려하고 사치를 부리는 생활을 동경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언행으로 이상적인 관인의 모습이 깨어지면서 골계와 더불

어 씁쓸함을 느낄 수 있다.

82) □38번 소화에 활용된 수사기법에 관한 분석은 뒤의 제3장 5번 참조.

83) “宋朝大宋 宋聯登制科, 同仕京都. 遇上元令節, 宋盛備燈火筵席, 極其侈靡. 大

宋見而斥之曰, 弟忘記前年讀書山寺寂寞光景乎. 宋笑曰, 只爲想著今日, 故昔年

甘就寂寞.” (위의 책,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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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 소화에서는 환관의 언행이 자신 스스로 본인의 무식함을 탄로 나게 

하여 골계를 불러일으킨다.84)

□19 어떤 환관이 差出의 명령을 받들어 주둔 지역에 이르러 사당을 배알하

고, 분향하고, 書를 강학하 다. 강학할 때, 생원은 마음속으로 그를 싫어하

고 경시하 다. 이에 ‘牽牛而過 下’의 1節을 강학하 다. 환관이 “소를 끌

고 가는 사람의 성씨는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생원이 

“바로 그 아래의 ‘王見之’입니다”라고 대답하자, 환관이 감탄하며 “좋은 생

원이구나! 학식이 넓고 품행이 단정하기가 이와 같도다!”라고 하 다.85)

≪孟子⋅梁惠王 上≫ 제7장에서 齊宣王이 孟子에게 자신도 王 가 될 수 

있는지 묻자 맹자가 될 수 있다고 하 다. 제선왕이 다시 자신이 왕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되묻자 맹자가 胡齕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제선

왕에게 말해주었다. 바로 그 이야기의 첫머리가 “王이 대청 위에 앉아 있었

다. 소를 끌고 대청 밑을 지나가는 자가 있었는데 왕이 그를 보고서(王見之)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라고 물었다”86)이다. 따라서 ‘王見之’는 소를 끌

고 대청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의 성명이 아니라 ‘왕이 그를 보았다’는 뜻이 

된다.

□19번 소화에서 환관과 생원들은 ≪맹자⋅양혜왕 上≫ 제7장의 ‘牽牛而過

下’ 節을 함께 강학하 다. 환관이 소를 끌고 대청 아래를 지나가는 자의 

성명이 무엇인지 생원들에게 물었다. 환관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생원이 그를 

골려주기 위해 ‘王見之’라고 대답하 고 환관은 그 생원의 대답이 옳은 줄 

알고 그를 칭찬하 다.

84) □19번 소화에 활용된 수사 기법에 관한 분석은 제3장 3번 참조.

85) “有中貴 , 奉命差出, 至駐扎地方, 亦 廟、行香、講書. 當講時, 靑衿心厭薄之, 乃

講牽牛而過 下一節. 中貴問曰, 牽牛人姓甚名誰. 靑衿答曰, 就是那下面的王見之. 

中貴嘆曰, 好生員, 博雅乃爾.” (위의 책, p.223.)

86) “齊宣王問曰, 齊桓晉文之事可得聞乎. 子 曰, 仲尼之徒無道桓文之事 , 是以後世

無傳焉, 臣未之聞也. 無以, 則王乎. 曰, 德何如則可以王矣. 曰, 保民而王, 莫之能禦

也. 曰, 若寡人 , 可以保民乎哉. 曰, 可. 曰, 何由知吾可也. 曰, 臣聞之胡齕, 曰, 王

坐於 上, 有牽牛而過 下 , 王見之, 曰, 牛何之. 曰, 以釁鐘.……” (≪맹자⋅
양혜왕 上≫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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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見之’가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의 이름이라고 말한 생원의 대답에 환관이 

긍정함으로써 환관의 무지함이 탄로 났다. 생원으로 인해 골계화 된 환관의 

모습을 골계를 들게 함과 동시에 그의 무지함에 대해서 씁쓸함을 느끼게 한

다.

이상으로 관인 또는 문인의 이기적인 모습, 부패한 모습, 타락한 모습, 탐

욕스러운 모습, 사치스러운 모습, 무지한 모습을 핍진하게 묘사하여 골계를 

불러일으키는 소화를 살펴보았다.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 혹은 약점이 들추어

지면서 무력해지게 되어 그에 대해 골계가 듦과 동시에 실망감, 씁쓸함 등이 

감정이 동반되어진다.

2. 不良한 世態 폭로

소화처럼 민간에서 오랜 세월 전승되어온 작품들은 그 집단의 사회적 관

습이나 관념과 무관할 수 없다. 소화와 같은 통속 문학에서는 사회적 관습과 

관련된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일상적인 것들을 웃음의 대상으로 삼기 마련이

다. 따라서 소화를 향유한 당대인들의 세계 인식을 살피는 아주 유용한 수단

이 될 수 있다.87)

□3 번 소화는 두 편의 이야기가 연이어 나열된 작품이다. 두 편의 이야기는 

모두 시험에 통과하고자 꾀를 부리다가 學政에게 들통 난 선비(士)를 골계화

하 다.

□3 嘉靖연간 閩中 출신 吳 江이 楚中에서 督學하 다. 학교에 선발된 자

에는 머리를 늘어뜨린(垂髫) 선비가 많았다. 이미 관을 쓴 선비가 계책이 

궁색하여 이에 몰래 머리의 건(巾)을 없애고 또한 머리를 늘어뜨리고 응시

하 다. 吳公이 그 이마의 망건자국을 보고 마침내 시 한 수를 읊조려 그를 

비웃기를 “어제 높게 쓴 관 이미 偉然한데 오늘 아침 丱角 또한 그때 상황

에 따라 변통(從權)된다. 지금 사람들은 내 마음이 아픈 것을 알지 못하고 

틈을 타서 아이를 배운다고 말하려 하네”라고 하 다. 그 자리에서 퍼지면

서 읊어지자 포복절도하지 않음이 없었다. 그 후에 錢塘 출신 金省吾 선생

87) 김복순, ≪바보이야기와 웃음≫, 한국학술정보(주), 2009, p.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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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서 오셔서 楚中에서 督學하 다. 뽑혀 응시한 여러 학생에는 弱冠인 자가 

많았다. 무릇 어린 사람이 스스로 재능이 뛰어난 것이지 그 나이 때문이 아

니다. 우리 邑의 한 생원이 그 소문을 듣고 마침내 수염을 없애고 시험장에 

들어갔다. (시험 결과에 따른 생원의 등급을) 결정함에 이르러 4등급 생원

은 모두 몽둥이질을 받아야 했고 (그중에) 수염을 자른 자도 함께 다. 선

생께서는 4등급인 사람이 많은 것을 보시고 모두 몽둥이질을 하고 싶지 않

아하셨다. 이에 “4등급 생원 가운데 연장자는 일단 용서해주고, 그 어린 사

람은 노력하고자 하지 않았으므로 각 몽둥이질하기를 敎規와 같이 한다”라

고 말씀하셨다. 수염을 자른 생원은 결국 몽둥이질을 받았고, 그의 벗이 

“네가 수염이 있었으면 몽둥이질을 면했을 것이다. 어째서 (수염을) 잘랐는

가? 원망스럽다 수염이여!”라며 그를 놀렸다. 수염을 자른 생원 또한 스스

로 웃었다.88)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시 학교시89)에 합격한 사람 중에 대부분은 관례를 치

르지 않은 선비 다.90) 이를 알게 된 이미 관례를 올린 선비는 망건을 풀고 

88) “嘉靖間, 閩中吳 江督學楚中, 所拔入膠庠 , 多垂髫士. 士之已冠 計窘, 乃竊去

頭上巾, 亦爲垂髫應試. 吳公見其額上網痕, 遂口占一詩嘲之, 曰, 昔日峨冠已偉然, 

今朝丱角且從權. 時人不識予心苦, 偸閑學 年. 一時傳誦, 無不絶倒. 其後, 錢

塘金省吾先生來督楚學, 所拔應試諸生, 多弱冠 . 蓋 年人自才妙, 非以其年也. 余

邑一生聞其風, 遂割去 髥入試. 及至發落, 凡四等生員, 皆應加樸, 割 焉. 先

生見四等人多, 不欲盡樸, 乃曰, 四等中生員, 齒長 姑恕之, 其 年不肯努力, 各撲

如敎規. 割 生竟得樸｡ 其儕嘲之曰, 爾 存, 當得免撲, 奈何割爲. 冤哉, 也. 割

生亦復自笑.” (黃仁生, 앞의 책, 2013, pp.217-218.)

89) “명대부터 새로이 과거를 보기 앞서 치르는 예비 시험과 같은 의미로 덧붙여진 
것이었다. 명대부터 과거를 볼 수 있는 자격자는 반드시 국립 학교의 학생 즉 生
員이어야만 한다고 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를 보려는 사람은 우선 국
립 학교의 입학시험부터 치러야 했다. 이 입학시험이 바로 학교시이다.” 미야자
키 이치사다 저, 중국사연구회 역, ≪중국의 시험지옥-과거≫, 청년사, 1993, p.37.

90) “입시 원서에는 연령과 신체와 용모의 특징을 기록하는 난이 있었다. 키가 큰지 
작은지, 얼굴색이 검은지 하얀지, 수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적는다. 수염의 유무는 
연령과 관계가 있으므로 나이 어린 수험자가 수염이 있다고 적을 경우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원서 접수가 거절되는 수도 있었다. …수험 자격에 연령 제한
은 없어도 열다섯 살을 기준으로 하여 열네 살 이하는 未冠 즉 관례 이전, 열다
섯 살 이상은 已冠 즉 관례 이후라 하여 취급에 차별을 두었기 때문이다. …학교
시는 童試라고 부르듯이 원래는 소년 즉 열네 살 이전을 대상으로 행하는 시험
이므로 이들에 대해서는 쉬운 문제를 출제하고 또 채점에도 배려를 해준다.” 위
의 책,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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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를 늘어뜨려 아직 관례를 올리지 않은 것처럼 꾸며서 학교시에 합격할 

확률을 높이고자 하 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시험 감독을 하던 吳 江에게 

발각되어 비웃음을 사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세시91)를 치르는 생원들 중에는 弱冠인 자가 다수 다. 

이에 한 생원이 수염을 깎아 나이가 어린 것처럼 꾸며 세시에 응시하 다. 

시험 성적이 4등급에 해당하는 생원들은 매질을 받게 되었고, 수염을 깎고 

시험을 치른 생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4등급을 받은 생원들의 수가 

많자 시험 감독자는 그들 중에서 연장자는 용서해주고 나이가 어린 사람만

을 매질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결국 수염을 깎아 나이를 어리게 보이려 

했던 생원도 매질을 당하게 되어 벗의 비웃음을 사고 말았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나이를 어리게 보이려 관을 벗는 꼼수를 쓴 생원이 

시험관에게 들킨 모습이 골계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그에 대한 실망감을 

안겨준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생원이 수염을 깎아 나이를 어리게 보이려 

한 꼼수가 오히려 화근이 되어 매질을 당해 골계를 들게함과 동시에 역시 그

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한다.

시험을 통과하고자 꼼수를 쓰는 생원의 비윤리적인 모습, 시험을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는 생원의 무력한 모습을 골계화하고 풍자한 소화92)가 ≪설도

해사≫에 등장한다. 이와 같은 소화에는 당대 생원들이 빈번하게 저지르는 

91) “생원은 학교의 생도라는 신분으로서 부과되는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그것이 학
교 본래의 시험인 세시이다. 각 省의 學政은 3년에 2회, 관할하는 府를 순회한다. 

이때에 세시를 거행하므로 각 부의 생원들은 늠생⋅증생⋅부생을 불문하고 모두
가 이 시험을 꼭 쳐야만 한다. 그리고 그 성적에 따라 부생에서 증생으로, 증생에
서 늠생으로, 나아가 늠생에서 중앙 태학의 국자감생으로 한 단계씩 올라간다. 

국자감생은 약칭하여 감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세시 때에도 시험관은 학정이
고 학교의 교관은 간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시험 성적이 나쁘
면 교관은 학정으로부터 교육에 열의가 없었다고 질책을 받는다. …그 성적은 6

등급으로 나누어 1⋅2등급을 우등이라 하고, 3⋅４등급을 중등, 5⋅6등급을 열등
이라고 한다.” 위의 책, p.70.

92) □64  “어떤 靑衿은 그 자신은 시험에 임박하 고, 그 妻는 출산에 임박하여 서로 
걱정을 감당하지 못하 다. 이에 妻를 위로하기를 ‘네가 걱정하는 것이 무슨 소
용인가? 나야 말로 걱정해야 한다’라고 말하 다. 妻가 그 까닭을 묻자 ‘네 배에
는 있고, 내 배에는 없다’라고 대답하 다.(有靑衿 , 其身臨 , 其妻臨乳, 不勝交

, 乃慰妻曰, 爾安用 . 我乃應 耳. 妻問故, 答曰, 爾腹裏有, 我腹裏無.)” (黃仁

生, 앞의 책, 2013, p.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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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행동 혹은 지식인으로서 걸맞지 않은 무력한 모습을 반 하여 풍

자하 다고 할 수 있다.

□91번 소화는 選93)하러 가는 비용을 빚을 내어 충당하며 한탄하는 관인

의 모습을 핍진하게 묘사하여 당시 관인도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현실을 

풍자하 다.

□91 三崖가 選하려고 할 때, 노잣돈을 빌리고 웃으며 “온갖 사람에게 빌

린 것이 마치 가난한 사람이 경작하는데 초기 비용이 모두 富翁에게서 나

와 추수하는 데 이르러서도 초기 비용을 갚아 단지 쓰레받기와 빗자루만 

남은 것과 같이, 우리가 빚을 빌려 관리가 되어 다른 날 빚을 갚으니 단지 

하나의 관모와 허리띠만 남았다”라고 말하 다. 들은 자들이 모두 그렇게 

믿었다.94)

三崖라는 자가 알선하러 수도에 가려하는데 노잣돈이 없어 빚을 냈다. 그

는 노잣돈마저도 없어 빚을 내어 수도에 가야하는 처지를 한탄하 다. 관리

가 되어도 빚을 갚으면 수중에 한 푼도 남지 않는 것이 빚을 내어 농사를 지

어 본전도 찾지 못하는 농민의 처지와 다를 바 없다고 표현하 다.

이 같은 소화에는 농민이 빚을 져서 경작을 하고 빚을 갚으면 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관인도 빚을 내 관직을 얻어 받게 된 봉록으로 빚을 갚

고 나면 역시 수중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당대 생활이 궁핍하여 어려움

을 겪는 농민과 관인의 모습을 담아 당대 팍팍한 현실을 풍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37번 소화는 호랑이조차 시주승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묘사하여 시주승을 

골계화하 다.

□137 한 강도와 시주승이 호랑이를 길에서 맞닥뜨렸다. 강도가 활과 화살로 

호랑이를 제압하려 했으나 호랑이가 오히려 앞으로 다가오고 물러나려 하

93) 選：官吏로서 그 部에 銓選을 받으러 가는 것.

94) “三崖方 選時, 稱貸路費, 笑曰, 樣樣借人的, 如貧漢種田, 工本都出富翁, 比及秋

成, 還却工本, 只落得掀盤帚. 我們借債做官, 他日還了債, 只落得一幅紗帽角帶. 聞

皆信其然.” (위의 책, p.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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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 승려가 어쩔 수 없이 시주장부를 호랑이 앞에 던지자 호랑이가 

놀라 물러났다. 호랑이의 자식이 호랑이에게 “강도는 두렵지 않고 승려는 

두렵습니까?”라고 묻자, 호랑이는 “강도가 오면 내가 그와 싸울 것이나, 승

려가 나에게 시주를 묻는다면 나는 무엇으로써 (그를) 돌려보내야 하는가?”

라고 말하 다.95)

강도와 시주승이 함께 길을 가다 호랑이를 마주쳤다. 강도가 호랑이에게 

활을 겨누었으나 호랑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이에 시주승이 어쩔 수 없다

는 듯이 나서서 시주책을 호랑이 앞으로 던졌다. 그러자 호랑이가 놀라며 뒷

걸음질 쳤다. 새끼호랑이가 호랑이에게 강도는 두렵지 않고 시주승은 두렵냐

고 묻자, 호랑이가 강도와는 싸우면 그만이지만 시주승이 자신에게 시주해달

라고 할 경우에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돌려보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 다.

강도가 자신에게 활을 겨누어 생명을 위협받는 것보다 시주승이 자신에게 

시주를 요구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골계를 느끼게 한다.

시주승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 외에도 남의 부인과 사통한 승려의 모습,96) 

비구니와 사통한 승려의 모습97)을 골계화하고 풍자한 소화가 등장한다. 이러

한 소화에는 당대 승려들이 자주 저지르는 부적절한 행동 및 승려에 대한 부

95) “一强盜 化緣僧遇虎於途. 盜持弓矢御虎, 虎猶近前不肯 . 僧不得已, 持緣簿擲虎

前, 虎駭而 . 虎之子問虎曰, 不畏盜, 乃畏僧乎. 虎曰, 盜來, 我 格鬪. 僧問我化

緣, 我 甚麽打發他.” (위의 책, p.257.)

96) □114  “한 부인이 스님과 姦淫하 고, 남편이 매우 그것을 알아차렸다. 하루는 남편
이 다른 이유로 그 부인을 몽둥이질하 다. 스님이 마침 그 문 앞을 지나가다가 
들어와 노여움을 풀도록 권하 으나 그 남편은 함께 몽둥이질하 다. 스님이 官
에게 알렸으나 官이 수리하지 않고, 다만 그 訴狀에 ‘竝州의 가위, 楊州의 끈, 

州의 신발, 云南의 칼’이라고 기록하 다. 스님이 이해하지 못하고 한 생원에게 
물었다. 생원이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잘 때렸네. 잘 때렸어)’라고 말하 다
(有婦人 , 淫於和尙, 夫頗覺之. 一日, 夫以他故撻其妻, 和尙適過其門, 進爲勸解, 

其夫竝撻. 和尙訴於官, 官不受理, 但署其狀曰, 竝州剪子楊州絛, 州鞋子云南 . 

和尙不解, 問一秀才. 秀才曰, 打得好, 打得好.)” (위의 책, p.252.)

97) □139  “어떤 간사한 승려가 비구니와 사통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다.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 항아리(罐) 안에 던졌다. 승려가 이에 그 아들을 가리키며 ‘네 아비는 절 
안에 있고 어미는 암자 안에 있어, 네가 지금 비로소 항아리(罐) 안에 있는 것이
다’라고 말하 다. 무릇 道士를 비웃는 것이다.(有姦僧 , 通於尼, 生一子, 畏人知, 

投諸罐中. 僧乃指其子 曰, 你爹在寺裏, 娘在庵裏, 爾今乃在罐裏. 蓋嘲道士也.)” 

(위의 책, p.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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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인식을 반 하여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사회문제화할 수 있는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한 생원, 궁핍한 

관인, 호랑이도 꺼리는 시주승 등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여 골계를 불러일으

키는 소화를 살펴보았다. 그들의 부도덕적인 행동, 곤란스러운 상황 등을 드

러내어 골계를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혐오, 실망감, 씁쓸함 등의 감정이 들게 

한다.

3. 固陋한 學風 비

明代 초엽부터 중엽에 이르는 시기까지 문단은 ‘문은 반드시 진⋅한을 따

르고, 시는 반드시 성당을 좇는다(文必秦漢, 詩必盛唐)’라는 구호를 제창한 

前後七子에 의해 주도되어 모방하고 표절을 일삼는 풍조가 만연하 다. 그러

나 일각에서 기존의 글을 베끼고 따라 쓰는 행위로부터 탈피하려는 움직임

이 발생하 다. 옛 글을 모방하고 표절하는 풍조를 비판하고 이로부터 벗어

나고자 하 던 인식이 소화에도 담겨있다.

□41 , □50번 소화에서는 옛 글을 베끼고 모방하는 사람을 깨우쳐주거나 풍자

하고 있다.

□41번 소화에서는 文蓮山선생이 한 농담을 통해 옛 글을 시어 버려 마시지 

못하는 술에 비유하여 張斗橋에게 옛 글을 답습하는 것에서 벗어날 것을 깨

우치고 있다.

□41 우리 邑의 張斗橋가 생원이었을 때, 유명한 문장가의 옛글 한 편을 기

록하 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관에게 지움을 당하 다. 이에 學博 文蓮

山 선생에게 하소연하 다. 선생은 농담을 인용하여 그를 위로하 다. “옛

날 秦父의 어머니 생신날에 맏아들이 술잔을 들고 축수하 다. 감탄하며 

‘좋은 술이다’라고 말하 다. 막내아들도 술잔을 들고 축수하 다. ‘신 술이

다’라고 욕하 다. 막내아들의 부인과 大 兄의 부인이 한 잔의 술을 빌렸

는데 다시 ‘신 술이다’라고 욕하 다. 막내아들의 부인이 ‘이것은 伯姆의 집

에서 빌려온 것이다’라고 말하 다. 翁( 秦父)이 ‘때를 맞추지 못하는 사람

아! 손을 거치면 바로 시어진다’라고 꾸짖었다”라고 말하자, 두교가 크게 

웃었다.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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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교가 생원이었던 시절에 시험에 응시하여 유명한 문인의 글을 그대로 

옮겨 적었으나 시험관이 지워버렸다. 원통함을 느낀 장두교는 문연산 선생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하소연하 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문연산 선생

은 그에게 농담 하나를 들려주었다. 농담을 통하여 장두교에게 주고자했던 

교훈은 아무리 훌륭한 글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퇴색되

어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다.

□50번 소화에서는 옛 글을 모방하고 답습하여 지은 글을 붉게 썩어 먹지 못

하는 쌀에 비유하여 옛 글을 베껴 적고 표절하는 행위를 일삼는 무리를 풍자

하 다.

□50 理學家의 글은 종종 ‘語 ’을 베끼고 차례대로 늘어놓아 글을 이루어 

이에 타인에게 “나의 글은 양식과 직물 같다”라고 말하 다. 楊升庵이 웃으

며 “곡식은 진실로 곡식이다(진실로 곡식이긴 곡식이다). 그러나 아마도 오

래 묵어 쌓인 것이니, 썩어 붉게 변한 쌀은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하 다. 이

는 결점을 숨기는 사람이 입을 다물게 하기에 충분하다.99)

理學家들이 ‘語 ’100)을 베껴 완성한 자신의 글을 곡식과 직물에 견주어 

높은 가치를 매기는 것을 풍자하는 楊愼의 말을 인용하 다. 양신은 理學家

들이 ‘語 ’을 모방하여 완성한 글은 곡식은 곡식인데 썩어 붉게 변해 먹을 

수 없는 곡식과 같다고 비판하 다.

□41과 □50번 소화에는 옛 글을 모방하고 표절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

식이 반 되어 이 같은 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일삼는 무리를 포괄적으로 풍

자하고 있다.

□130번 소화에서는 학문의 본질은 등한시하고 지엽적인 것만을 좇아 배움이 

 98) “余邑張斗橋爲諸生時, 記名家 文一篇, 入試, 遭文宗塗抹, 乃訴於學博文蓮山先

生. 先生引戲詞慰之, 曰, 昔 秦父母誕辰, 伯子捧觴稱壽, 嘆曰, 好佳釀. 及季子亦

捧觴稱壽, 罵曰, 酸酒. 季子妻乃從伯姆借酒一觴, 復罵曰, 酸酒. 季子妻曰, 這是伯

姆家借來的. 翁叱之曰, 你這不行時的人, 過手便酸. 斗橋大笑.” (위의 책, p.231.)

 99) “理學家文字往往勦襲語 , 鋪敍成文, 乃語人曰, 吾文如菽粟 帛. 楊升庵笑曰, 菽

粟則誠菽粟, 但恐陳陳相因, 紅腐不可食. 此足令藏拙 箝口.” (위의 책, p.234.)

100) 宋代의 저명한 유학가 程頤, 劉安世, 謝良佐, 張九成, 尹惇, 朱熹 등의 말을 제자
들이 기록해 놓은 자료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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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한 학자를 골계화하 다.

□130 한 사람이 술을 만드는 법을 장인에 물었다. 장인은 “쌀 한 말, 누룩 一

兩에 물 두 말을 더하여 세 가지를 서로 섞어 7일 동안 발효시키면 술이 됩

니다”라고 말하 다. 그 사람은 잘 잊곤 했는데, 돌아와서 물 두 말과 누룩 

一兩을 사용하여 세 가지를 섞었다. 7일 후에 맛을 보았더니 물과 같았다

(여전히 물이었다). 이에 장인을 책망하러 가서 진짜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

다고 말하 다. 장인이 “당신이 단지 저의 방법을 따르지 않았을 따름입니

다”라고 말하 다. 그 사람이 “저는 당신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물 두 말과 

누룩 一兩을 사용하 어요”고 말하 다. 장인이 “대체 쌀은 있었습니까?”라

고 하자,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며 “내가 쌀을 적는 것을 잊었네

요”라고 말하 다. 아아, 술의 기본마저도 잊고서 술을 구하고자 하 다. 술

을 얻지 못함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그것을 가르쳐준 자의 그름을 원망한다. 

세상의 學 가 근본을 잊고 末을 따르면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어찌 

이것과 다르겠는가!101)

술을 만드는 장인에게 술을 빚는 법을 물어 직접 술을 빚고자 한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 있었다. 장인에게 술을 빚는 방법을 배워 집으로 돌아와 직접 

술을 빚었으나 실패하 다. 장인이 술을 만드는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지 않

고 자신을 속 다고 생각한 그는 다시 장인을 찾아가 따졌다. 그러나 장인은 

그에게 자신이 알려준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 다. 이에 그는 강하게 부정하며 장인의 말을 따라 ‘물 두 말

과 누룩 一兩’을 사용하여 술을 빚었다고 말하 다. 그의 말에서 ‘쌀’이 빠진 

것을 알아챈 장인이 쌀을 넣었냐고 되묻자, 그제야 그는 자신이 쌀을 넣지 

않아 술이 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본질을 잊고 지엽적인 것만을 좇아 학업을 이루지 못하는 학자를 술의 주

101) “一人問造酒之法於酒家. 酒家曰, 一斗米, 一兩麴, 加二斗水, 相參和, 釀七日, 便

成酒. 其人善忘, 歸而用水二斗, 麴一兩, 相參和, 七日而嘗之, 猶水也, 乃往誚酒家, 

不傳 眞法. 酒家曰, 爾第不循我法耳. 其人曰, 我循爾法, 用二斗水, 一兩麴. 酒

家曰, 可有米麽. 其人俯首思曰, 是我忘記下米. 噫, 並酒之本而忘之, 欲求酒, 及於

不得酒, 而反怨敎之 之非也. 世之學 , 忘本逐末, 而學不成, 何以異於是.” (위의 
책, p.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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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인 쌀을 넣는 것을 잊은 인물에 비유하여 풍자한 것이다.

이상으로 옛 글을 모방하고 답습하거나 본질을 등한시하고 지엽적인 것만

을 좇는 학자들의 모습을 그려 조소하는 소화를 살펴보았다. 학자로서 부적

합한 태도, 자질 등이 폭로되어 골계를 들게 함과 동시에 그들에 대한 씁쓸

함, 혐오 등의 감정을 느끼게 한다.

본 절에서는 풍자성이 짙은 소화를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

다. 우선 이상적인 지배계층의 모습에서 벗어나 이기적이거나 탐욕적이거나 

사치스러운 인물을 풍자한 소화가 있었다. 다음으로 사회적으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시험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생원, 간악한 승려 등을 풍자

한 소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옛 글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올바르지 못한 태

도를 지닌 학자를 비판한 소화가 있었다.

본 장에서는 ≪설도해사≫ 속 소화를 크게 해학과 풍자로 분류하여 각각

의 주된 내용을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소화 속에서 골계를 불러일으키

는 데 활용된 수사기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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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골계의 구현 수법

소화는 이야기 속에서 대화체와 백화를 중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술자의 개입 없이 등장인물들의 대화를 그대로 노출시켜 생동

감이 넘친다.

고문에서는 쓰이지 않는 ‘잠시(一 (兒))’, ‘권문세가의 문하를 출입하며 금

품을 구걸하는 일(打抽豐)’, ‘성기를 떼다(割腎)’, ‘거세한 닭(割雞)’, ‘똥을 지

다(擔糞)’, ‘방귀(屁)’, ‘똥을 싸다(出糞)’, ‘똥을 싸다(拉糞)’ 등과 같은 통속적

인 표현을 그대로 노출시켜 활용하 다.102)

이외에도 ‘趷蹬’과 같은 의성어, ‘天話’와 같이 ‘과장된 말’이라는 뜻으로 

吳 지역에서 쓰이는 단어, ‘酸子’와 같은 생원을 비하하는 단어, ‘禿驢’와 같

은 승려를 비하하는 단어 등을 전혀 거리낌 없이 사용하고 있었다.103)

소화에서는 대화체와 백화 사용을 바탕으로 골계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사기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사건을 서술하는 방식에 따라 골계를 유발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서술하는 방

식이 골계를 유발하는 데 큰 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설도해사≫에서 골계를 구현하는 데 동원된 주요 수법들을 

살펴본다.

1. 誇張의 활용

과장은 소화에서 흔히 보이는 수법 중의 하나로서, 어떠한 사물이나 사실

을 실제보다 크거나 작게 표현하는 것이다. 과장해서 말하는 내용은 실제 현

실에서는 좀처럼 이룰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다.104)

주로 대상의 특성 및 인품을 극대화시키거나, 대상의 언행을 일반 사람들

의 기대치를 벗어나게 과장하여 골계를 유발하는 데 과장법이 활용되었다. 

102) 해당 표현은 각각 □44 , □61 , □128 , □128 , □99 , □34 , □118 , □118번 소화에 나온다.

103) 해당 표현은 각각 □46 , □32 , □73 , □132번 소화에 나온다.

104)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상, 새미, 2006, pp.223-224.



江盈科의 ≪雪濤諧史≫ 硏究

- 54 -

□85 , □97 , □101 , □118번 소화에서 과장법이 활용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85번 소화는 앞장에서 해학성이 강한 소화로 분류하여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105) 이 소화에서는 인물의 언행에 과장법이 사용되어 골계를 느끼게 하

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85 어떤 큰 말을 하는 사람(과장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우리 집 욕조는 

동쪽 끝에서 목욕하면 서쪽은 물결이 일지 않는다”라고 말하 다. 들은 자

가 “어제 아침 일찍 대나무를 진 자가 문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해가 

저물 때에 이르러서도 대나무 끝이 아직도 문 밖에 있었다”라고 대답하

다. 큰 말을 하는 자가 “대나무가 어떻게 이와 같이 길 수 있습니까?”라고 

말하자, 그 사람이 “이와 같이 긴 대나무가 없다면 어떻게 테를 메워 이렇

게 큰 욕조를 만들 수 있습니까?”라고 대답하 다.106)

한쪽 끝에서 씻어도 다른 한쪽 끝의 물이 요동치지 않을 만큼 큰 욕조가 

자신의 집에 있다고 욕조의 크기를 부풀려서 표현한 말과 대나무를 등에 짊

어진 사람이 아침에 문을 지나 들어왔는데 대나무가 너무 길어 해질녘이 되

어서도 대나무의 끝이 보이지 않았다고 대나무의 길이를 부풀려서 표현한 

말에 과장법이 활용되었다.

□97번 소화도 앞장에서 해학성이 강한 소화로 분류되어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있다.107) 이 소화에서는 ‘바보남편’의 언행이 과장되게 표현되어 골계를 

초래하고 있다.

□97 한 어리석은 남편이 있었다. 그의 부인이 다른 사람과 私通하 다. 하

루는 간통한 남자와 방에서 맞닥뜨렸는데 (간통한 남자가) 창문을 뛰어넘

어 달아나니 그 신발 한 짝만 빼앗았다. 그것을 베개로 쓰며 “날이 밝으면 

官에 가서 물어야겠다”라고 말하 다. 부인이 그가 잠이 깊은 틈을 타서 남

편이 신는 신발과 바꾸었다. 다음날 남편이 일어나 그 신발을 세세히 보았

105) □85번 소화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앞의 제2장 제1절 4번 참조.

106) “有爲大 曰, 我家洗盆, 東邊洗浴, 西邊不波. 聞 答曰, 昨日早見肩竹 從門首

過, 至日晡時, 竹梢尙在門外. 大 曰, 竹安得爾許長耶. 其人答曰, 無許長竹, 何

由箍得這大洗盆.” (黃仁生, 앞의 책, 2013, pp.244-245.)

107) □97번 소화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앞의 제2장 제1절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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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바로 자신의 신발이었다. 따라서 부인에게 사과하며 “내가 당신을 오

해했구려. 어제 창문을 뛰어넘어 나간 자가 바로 나 소”라고 말하 다.108)

바보남편은 부인과 사통한 남자에게서 빼앗은 신발 한 짝을 베개 삼고 잠

들었다. 이튿날 바보남편이 잠에서 깨어서 자신이 신고 있는 신발을 보게 되

었다. 그 신발을 유심히 보던 바보남편은 자신이 어제 베개로 삼고 잤던 신

발과 같은 신발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 자신이 이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은 바로 어제 창문을 뛰어넘은 사내가 본인이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게 

된 그는 아내에게 오해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 다.

자신이 창문을 뛰어 넘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문을 뛰어넘

은 자의 신발을 신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창문을 뛰어넘은 사람이 본인이라

고 생각해버리는 그의 행동에 과장법이 사용되었다. 이는 바보남편의 낮은 

지적 수준이 한층 더 부각되어 골계를 들게 한다.

□101번 소화 역시 앞장에서 해학성이 강한 소화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살폈

다.109) 이 소화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언행에 과장법이 활용되었다.

□101 어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날마다 그 말을 바꾸었다. 집에 암

탉 한 마리가 있는데 1년에 1000알을 낳는다고 스스로 말하 다. “어떻게 

(그렇게) 많을 수 있는가?”라고 묻자 그 사람은 1000에서 800으로 또 800에

서 600으로 점차 줄이자 물어본 자가 오히려 믿지 않고는 이에 “그 알의 수

를 또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차라리 암탉 한 마리를 추가하시오”라고 말

하 다.110)

암탉 한 마리가 일 년에 알을 천 개를 낳는다고 알의 개수를 부풀린 말, 사

람들이 믿지 않자 천 개에서 팔백 개로 줄이고 팔백 개에서 육백 개로 또 다

108) “有癡夫 , 其妻 人私. 一日, 撞遇奸夫於室, 跳窗逸去, 止奪其鞋一隻, 用以枕頭, 

曰, 平明往質於官. 妻乘其睡熟, 卽以夫所著鞋易之. 明日夫起, 細視其鞋, 乃己鞋

也, 因謝妻曰, 我錯怪了你, 昨日跳出窗的, 原來就是我.” (위의 책, p.247.)

109) □101번 소화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앞의 제2장 제1절 4번 참조.

110) “有說謊 , 每遷就其詞. 自 家有一雌鷄, 歲生卵千枚. 問云, 那得許多. 其人遞減

至八百六百, 問 猶不信. 乃曰, 這個數, 再減不得, 寧可加一只雌鷄.” (위의 책, 

p.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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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줄여 말하 으나, 이 역시도 암탉 한 마리가 일 년에 낳을 수 있는 알의 

개수를 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식에서 벗어난 거짓말을 꾸미는 언사에 

과장법이 사용되었다.

□118번 소화 또한 앞장에서 해학성이 강한 소화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분석

하 다.111) 이 소화에서는 건망증이 심한 사람의 언행에 과장법이 쓰 다.

□118 어떤 잘 잊어버리는 사람이 나무에 부채를 놓고 바지를 풀고서 바로 

이에 똥을 누었다. 고개를 들어 나무 위의 부채를 보고서는 갑자기 기뻐하

며 (부채를) 손에 쥐고는 “어떤 사람이 부채를 여기에 두었지?”라고 말하

다. 이로 인해 발을 헛디뎌 똥을 밟고서는 갑자기 벌컥 성을 내며 “어느 사

람이 이질에 걸려 여기에 똥을 누어 나의 신발을 더럽힌 것인가?”라고 말

하 다.112)

용변을 보기 전에 부채를 나무 위에 올려두었는데, 용변을 보고 나서 나무 

위의 부채가 자신의 것임을 잊어버린 것, 발을 헛디뎌 똥을 밟았는데 자신이 

용변을 본 것임을 잊어버린 것에 과장법이 활용되었다. 이는 건망증이 보통 

사람들의 예상 범주를 넘어서는 심한 것으로 묘사되어 골계를 느끼게 한다.

이상으로 골계를 형성하는 데 과장법이 주로 사용된 소화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로 과장법이 허풍이 세거나, 건망증이 심하거나, 멍청한 인물의 언행

을 보통 사람의 예상 행동 범위를 벗어나도록 극대화하여 표현하는 데 활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析字의 상용

析字는 한자의 形, 音, 意를 분석하여 그것과 합치하는 다른 글자를 빌려와 

대치하거나 부연하는 방법이다. 같은 형을 이용하는 化形, 합치하는 音을 이

용하는 諧音, 뜻이 같은 글자를 사용하는 衍義의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것

을 종합하여 운용하는 방식도 있다.113) 석자는 소화에서 대상을 골계화하는 

111) □118번 소화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앞의 제2장 제1절 2번 참조.

112) “有健忘 , 置扇於樹解褲, 就此出糞. 仰見樹上扇, 輒欣然取之, 曰, 是何人遺扇於

此. 因而失脚踐糞, 輒忿然怒曰, 是誰家病痢的在此拉糞汚我鞋.” (위의 책, p.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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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형식상의 기법 중 하나로서, ≪설도해사≫에서

도 석자의 기법이 사용된 것이 상당히 많으며, 석자 중에서도 특히 화형과 

해음의 기법이 사용된 소화가 다수를 차지한다.

1) 化形

化形은 한자의 자획을 더하고 빼서 字形에 변화를 주는 것을 일컫는다. 골

계를 불러일으키는 데 이 기법이 활용된 소화에는 □5 , □36 , □132번 등이 있다.

□5 번 소화는 豐南禺가 쓴 약방문에는 얼핏 보면 써야하는 약재의 양과 손

질법에 관한 내용인 듯하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펴보면 字形을 변형시켜 새

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법인 것이다. 이 방법대로 글자를 만들어보면 吏를 놀

리는 문장이 만들어져 골계를 들게 한다.

□5 …또 寧波縣令이 南禺에게 吏를 보내어 약방문을 찾았다. 豐南禺가 이

에 처방전을 쓰며 ‘大楓子의 씨를 없앤다. 無花果는 반쪽을 더한다. 地骨皮

는 세 알을 사용한다. 史君子는 한 알을 넣는다’라고 하 다. (吏가) 돌아와 

(처방전을) 縣令에게 보 다. 현령이 보고는 웃으며 “豐公이 자네를 비웃었

다”라고 말하 다. 吏가 그 까닭을 여쭤보니 현령이 그에게 (처방전을) 보

여주며 “위의 네 마디는 ‘한 간사하고 교활한 吏(一夥滑吏)’라고 말한 것이

다”라고 말하 다.…114)

풍남우의 처방전에 따라 글자를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大楓子의 

仁을 없앤다(大楓子去了仁)’는 말은 ‘仁’과 ‘人’의 諧音 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大에서 人을 빼라’라는 뜻이 되어 ‘一’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진다. 다음으로 

‘無花果는 절반보다 많다(無花果多半邊)’는 ‘多’가 ‘果’의 邊이 되어 ‘夥’이라

는 글자가 된다. 또 ‘地骨皮는 3알을 사용한다(地骨皮用三粒)’에서는 ‘氵’을 

‘세 알(三粒)’이라 표현한 것으로 ‘滑’이라는 글자가 된다. 마지막으로 ‘史君

子는 한 알을 넣는다(史君子加一顆)’는 ‘史’에 ‘一’을 더하여 ‘吏’라는 글자가 

113) 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p.116.

114) “……又寧波縣令, 遣吏向南禺索藥方. 豐乃注方云, 大楓子去了仁, 無花果多半邊, 

地骨皮用三粒, 史君子加一顆. 歸以觀縣令, 令覽之, 笑曰, 豐公嘲爾. 吏請其故, 令

示之曰, 以上四語, 一夥滑吏耳.……” (黃仁生, 앞의 책, 2013, p.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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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네 글자를 한 데 모아보면 ‘一夥滑吏’, 즉 ‘간사하고 

교활한 吏’라는 뜻이 되어 吏를 골계화하여 농담하는 말이 되는 것이다.

□36번 소화는 成祖가 눈이 잘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두 글자를 한 글자로 

본 상황을 설정하는 데 화형 기법이 사용되었다.

□36 本朝의 邢公은 휘(諱)가 寬인데, 합격방이 붙기 하루 전날, 어전에 이르

러 황제께서 力士에게 爪를 가지고 그를 몽둥이질 하도록 명하 고, (맞아

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흘러 곧장 발꿈치에 이르는 꿈을 꾸었다. 다음날 

담당 관리가 ‘孫曰恭이 첫 번째(1등)이고, 寬이 두 번째(2등)로 擬定한다’는 

문서를 올렸다. 成祖가 눈이 흐릿하여 ‘曰恭’ 두 글자를 한 글자(暴)로 읽고

는 이에 “本朝는 오직 邢寬만 윤허한다. 孫暴가 어찌 온당한가?”라고 判定

하 다. 마침내 붉은 먹을 묻힌 붓으로 寬의 이름에 점을 찍었는데(欽點), 

붉은 물감이 진하여 위에서 아래로 흘렀다. 마치 꿈에서 피가 흐른 것과 같

은 형상이 되었다.…115)

과거 시험의 1등과 2등을 정하여 황제의 재가를 받기 위해 상소하 다. 시

력이 낮은 황제는 1등인 孫曰恭의 이름을 孫暴라 잘못 보고, ‘暴’는 ‘포악하

다’는 뜻으로 1등에 걸맞지 않으니 떨어뜨리고, ‘刑罰이 너그럽다’라는 뜻으

로도 풀이할 수 있는 본래 2등이었던 邢寬을 1등으로 하여 과거에 합격시켰

다.

황제가 시력이 좋지 않아 글자를 잘못 읽은 행동이 골계를 불러일으키면

서도, 황제의 탓으로 시험을 잘 봤음에도 떨어진 손왈공에게 연민이 들기도 

한다.

□132번 소화에는 한 글자를 변형하여 다른 글자를 묘사하는 데 화형 기법이 

활용되었다. 

승려를 고의적으로 놀리려는 생원이 있었다. 승려가 역으로 이 생원을 놀

리면서 한 농담에 화형 기법이 사용되었다.

115) “本朝邢公諱寬, 當放榜前一日, 夢至御前, 上命力士持爪撲之, 頭破血流, 直至於

踵. 明日所司呈卷, 擬孫曰恭第一, 寬第二. 成祖眼眊, 曰恭二字, 讀爲一字, 乃判

曰, 本朝只許邢寬, 豈宜孫暴. 遂以硃筆點寬姓名. 硃濃, 自上透下, 遂如夢中流血

之象.……” (위의 책, p.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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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姑 의 洞庭山의 한 승려는 아주 말재간이 있었다. 한 생원이 그 산중

에 이르러 “스님, 스님. 禿驢(대머리 나귀-승려를 비하하는 말-)의 ‘禿’字는 

어떻게 씁니까?”라고 물었다. 승려가 “禿驢의 ‘禿’字는 바로 秀才(생원을 달

리 지칭하는 말)의 ‘秀’字가 꼬리를 거꾸로 돌린 것이다”라고 대답하자 들

은 자들이 그 절묘하면서도 정확함에 탄복하 다.116)

한 생원이 승려를 놀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禿驢’의 ‘禿’을 쓰는 법을 물었

다. 이에 승려가 秀才의 ‘秀’의 아랫부분인 ‘乃’의 오른쪽 획을 반대로 뒤집

은 형상이 바로 ‘禿’과 비슷하다고 표현하여 역으로 생원을 놀렸다.117)

이상으로 골계를 유발하는 데 화형 기법이 활용된 소화를 살펴보았다. 다

음으로는 해음 기법이 활용된 소화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諧音

諧音은 聲韻이 서로 같거나 서로 비슷한 글자를 가리킨다. 이 해음 기법은 

또 다시 발음이 같고 모양이 다른 글자(同音異形)를 활용한 것과 발음이 같

고 모양도 같으나 뜻이 다른 글자(同音同形異義)를 활용한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은 해음 기법이 활용된 소화로는 □10 , □11 , □21 , □22 , □28 , □29 , □32 , □36 , 

□42 , □43 , □57 , □59 , □69 , □71 , □74 , □81 , □86 , □114 , □124 , □139번 등이 있다.

먼저 동음이의어를 활용하여 골계를 느끼게 하는 소화를 □28 , □71 , □74 , □139번

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8번 소화는 앞장에서 풍자성이 강한 소화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118) ‘游(主)簿’의 발음이 ‘油鋪’와 유사한 것을 이용하여 유주부의 아

문(衙門)을 기름가게(油鋪)에 빗댄 수수께끼(謎語)가 골계를 들게 한다.

116) “姑 洞庭山一僧甚有口才, 一庠生至其山中, 問曰, 和尙和尙, 禿驢禿字是如何寫. 

僧答曰, 禿驢禿字, 卽是秀才秀字掉轉尾兒. 聞 服其巧, 而且確.” (위의 책, 

p.256.)

117) 王菀의 ＜江盈科笑话集研究＞(2015)에서도 □132번 소화에서 ‘秀’와 ‘禿’의 윗부분
이 ‘禾’로 동일하고, ‘秀’의 아랫부분인 ‘乃’의 오른쪽 획을 돌리면 ‘几’가 되어 
‘秀’가 ‘禿’이 된다고 한 승려의 말에 析字法이 활용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王菀, 앞의 책, p.42 참조.

118) □28번 소화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앞의 제2장 제2절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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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우리 읍의 博士 張宗聖은 우스개를 이야기 하는 것에 뛰어났다. 때마침 

姓이 游인 主簿가 狀詞(訴狀)를 넘치게 받았고 멋대로 고문하여 안 좋은 소

문(黑聲)이 있자 장종성이 이에 수수께끼를 하나 지어 “작은 아문 크게 열

리고, 철로 된 심장과 창자(속내)가 當 에 놓여있다. 전적으로 한번 부딪히

고 한번 부딪히는 고문에 의지하여 겨우 얻는 바가 있다. 그는 날이 어두워

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너와 더불어 밝히고 하얗

게 만들어주네”라며 그를 놀렸다.119)

張宗聖은 어떠한 장소를 나타내는 것과 같은 수수께끼를 만들었다. 그 수

수께끼는 游(主)簿가 잔인하게 사람을 고문하여 진술을 얻는 행위, 돈을 받고 

죄를 저지른 자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행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游(主)簿’가 

‘油鋪’와 해음관계라는 것을 이용하여, 유주부의 행위를 기름가게에서 기름

을 짜내는 행위에 빗대어 표현하 다. 이처럼 유주부와 유주부의 행위를 골

계화한 농담은 ‘游(主)簿’와 ‘油鋪’의 해음 관계를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71번 소화는 손님인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 주인에게 마당의 닭을 자신에

게 대접한다면 기꺼이 먹겠다는 의사를 넌지시 표현하는데, 이 말이 ‘德’과 

‘得’의 해음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골계를 불러일으킨다. 

□71 손님이 주인을 만났다. 그 가축에 닭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달리 손님

을 대접하려는 뜻이 없었다. 이에 그 닭을 가리키며 “이 동물은 여섯 가지

의 德이 있습니다. 君께서는 들어보셨는지요?”라고 말하 다. 주인이 “닭이 

4가지의 덕이 있음을 들었을 뿐, 6가지의 덕은 들어보지 못하 습니다”라

고 말하 다. 손님이 “君께서 만일 주신다면 제가 또한 먹겠습니다. 이것이 

2德(得)이니, 어찌 6가지의 덕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하 다.120)

마당에 닭이 있는데도 손님인 자신에게 대접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가 

119) “余邑一博士張宗聖, 工談謔. 主簿游姓 , 濫受狀詞, 擅拷打, 有黑聲, 張乃著一

啞謎嘲曰, 衙門, 大展開, 鐵心腸, 當 擺, 全憑一撞一撞拷打, 才有些取采. 不怕

他黑了天, 有錢的進來, 你做個明白.” (黃仁生, 앞의 책, 2013, p.226.)

120) “客造主人, 見其畜有鷄, 殊無饗客意. 乃指鷄曰, 此禽有六德, 君聞之否. 主人曰, 

只聞鷄具四德, 不聞六德. 客曰, 君若捨得, 我亦吃得. 這是二德, 豈非六德.” (위의 
책,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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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에게 닭의 여섯 가지 德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닭의 네 가지 덕을 

들어보았지만, 여섯 가지 덕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하 다고 대답하 다. 

그러자 손님이 ‘君께서 만일 주신다면(君若捨得(德))’이 한 가지 德이고 ‘제가 

또한 먹겠습니다(我亦吃得(德))’가 또 한 가지 德이라고 대답하 다.

이 소화에서 관건은 德과 得의 해음 관계를 이용하여 得을 동사 뒤에 조사

로써 사용하여 ‘어떠한 德’을 이야기 하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들리도록 하여 

골계를 유발한다.

□74번 소화는 기울(麩)과 夫(남편)의 해음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從事

의 언행이 골계를 느끼게 한다.

□74 어느 郡의 從事는 條理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律을 인용하여 심리하고 

판결하 다. 한 승려가 그 제자에게 제분하도록 하 는데, 제자가 이에 

가루(麺)와 기울(麩)을 가지고 달아나 다른 곳에 숨었다. 승려가 잡아서 

그를 訴訟하 다. 종사가 심리하고 판결하기를 “이 승려는 徒罪로 죄를 물

어야 한다”라고 하 다. 승려가 “죄가 이에 이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자, 

종사가 “너는 夫( 기울)를 업고-夫(남편)를 배신하고- 도망가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말하 다. 들은 자들이 모두 웃었다.121)

한 승려의 제자가 가루와 기울을 훔쳐 달아났다. 승려가 그 제자를 잡

아서 소송하 다. 함부로 律을 인용하여 판결을 내리는 從事는 ≪대명률≫의 

出妻律 첫머리에 나오는 ‘妻가 夫를 배반하고 도망 중인 경우(若妻背夫在

)’라는 문장에서 ‘背夫’와 ‘背(持)麩’의 발음이 비슷한 것에 비추어, 出妻律

에 나오는 문장에 근거한 ‘너는 夫를 배신하고 도망가지 말았어야 했다(你不

應背夫 走)’와 ‘너는 麩를 가지고 도망가지 말았어야 했다(你不應背夫 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이 소화에서는 ‘背夫’와 ‘背(持)麩’의 해음 관계를 토대로 만들어진 종사의 

언행이 골계를 제공한다. 

121) “一郡從事不諳文理, 妄引律斷獄. 有僧令其徒磨麵, 徒乃持麵 麩走匿他所, 僧執

而訟之. 從事斷曰, 這僧該問徒罪. 僧曰, 罪不至此. 從事曰, 你不應背夫 走. 聞

皆笑.” (위의 책,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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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번 소화는 ‘항아리(罐)’와 道士의 거처인 ‘觀’의 해음 관계를 토대로 이

루어진 승려의 언사가 골계를 유발한다. 

□139 어떤 간사한 승려가 비구니와 사통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다.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 항아리(罐) 안에 던졌다. 승려가 이에 그 아들을 가리키며 “네 

아비는 절 안에 있고 어미는 암자 안에 있어, 네가 지금 비로소 항아리(罐)-

觀(道士의 거처)- 안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 다. 무릇 道士를 비웃는 것

이다.122)

승려와 비구니가 사통하여 아들을 낳았다. 승려는 이를 들킬까 두려워 그 

아들을 ‘항아리(罐)’속에 넣었다. 그리고는 승려는 절에 기거하고 비구니는 

암자에 있으니, 이 두 사람이 살지 않는 ‘항아리(罐)’에 넣은 것이라고 말하

다.

‘도사를 비웃은 것이다(蓋嘲道士也)’라는 마지막 문장이 실마리를 주고 있

듯이, 승려가 말하는 ‘항아리(罐)’은 도사의 거처인 ‘觀’을 가리키는 것이다. 

승려와 비구니의 거처가 아닌 도사의 거처에 아들을 보내야 자신들이 간통

한 것을 철저히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 을 것이다. 또 승려와 비구니의 간

통으로 낳은 아들을 도사의 거처에 보내어 장차 도사가 된다는 가정하여 승

려가 도사의 아버지가 되는 셈이다. 따라서 소화의 마지막 문장처럼 도사를 

비하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승려의 언사는 ‘항

아리(罐)’와 도사의 거처인 ‘觀’의 해음 관계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한 글자의 다의적인 성질을 활용한 소화를 살펴볼 텐데, 다의적

인 단어는 그 이야기의 맥락을 통해 어떠한 의미로 활용되었는지 추론을 시

도해야만 골계를 느낄 수 있다. 이를 □22 , □32 , □86 , □114번을 분석하는 것으로써 

살펴보겠다.

□22번 소화는 湯을 ‘湯王123)’과 ‘국’의 두 가지 뜻으로 사용한 李文正의 농

122) “有姦僧 , 通於尼, 生一子, 畏人知, 投諸罐中. 僧乃指其子 曰, 你爹在寺裏, 娘

在庵裏, 爾今乃在罐裏. 蓋嘲道士也.” (위의 책, p.258.)

123) “은(殷)나라를 창건한 왕. 이름은 이(履) 또는 천을(天乙), 태을(太乙)이고, 탕은 
자인데, 성탕(成湯)이라고도 한다.” 임종욱, ≪중국역대인명사전≫, 2010, 이회문
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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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이 골계를 초래한다.

□22 李文正이 同鄕의 여러 貢士에게 마실 것을 청하 다. 한 공사가 다른 

곳에 술 약속이 있음을 말하고 먼저 작별인사를 하 다. 문정이 “≪맹자≫

의 두 구절에 ‘(湯王이 첫 번째 정벌을 葛 땅으로부터 시작하니 천하가 그

를 믿었으며) 동쪽을 향하여 정벌하니 西彞가 원망하고 남쪽을 향하여 정

벌하니 北狄이 원망한다’하 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라고 농담

을 던졌다. 손님이 모름을 사죄하 다. 잠시 후에 ‘湯(국)’이 이르렀다. 문정

은 “湯(湯王)을 기다릴 뿐이다”라고 말하 다. 이에 크게 웃으며 헤어졌

다.124)

이문정은 여러 손님을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손님 중 한명이 다른 

酒宴에 가봐야 한다며 자리를 뜨려고 하 다. 이에 이문정은 그에게 ≪맹

자⋅양혜왕 下≫ 第11章의 湯王이 亳 땅에서부터 정벌을 시작하 는데, 동쪽

을 향하여 정벌하니 西彞가 원망하고 남쪽을 향하여 정벌하니 北狄이 원망

하며 서로 다투어 자신들에게 탕왕이 먼저 와주기를 바라는 상황125)을 어떻

게 해결해야 하는지 물었다. 그러자 다른 술자리로 가려던 그 손님은 모른다

고 대답하 다. 잠시 후에 이문정은 국(湯)이 나오자, ‘湯을 기다릴 뿐이다’라

고 말하 다.

이문정의 농담은 ≪맹자≫ 속의 湯王이 자신들을 먼저 구하러 오기를 바

라는 사람들에 대한 해결책이 되기도 하고, 국(湯)이 나온 상황에도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며, 이문정의 술자리와 다른 술자리가 자연스레 ≪맹자≫ 속의 

湯王을 기다리는 西彞와 北狄에 비유되고, 다른 술자리로 가려던 손님이 湯

王에 비유되어 골계를 형성한다.

□32번 소화는 楊愼의 ≪升菴集≫ 권71에 기재되어 있는 이야기를 강 과가 

옮겨 적은 것이다. ‘天話’를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여 督學을 골계화한 생원

124) “李文正西涯, 請同鄕諸貢士飮. 一貢士 他處有酒約, 先辭. 文正戲曰, 孟子兩句, 

東面而征西彞怨, 南面而征北狄怨. 此作何解. 客謝不知. 臾, 湯至. 文正曰, 待湯

耳. 乃大笑而別.” (黃仁生, 앞의 책, 2013, p.224.)

125) “湯一征, 自葛始. 天下信之, 東面而征, 西夷怨, 南面而征, 北狄怨, 曰, 奚爲後我.” 

(≪맹자⋅양혜왕 下≫ 第11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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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농담이 골계를 불러일으킨다.

□32 楊用修의 集에 “滇南(雲南)의 한 督學이 여러 생원에게 性과 藝를 이야

기하는 것을 좋아하여 계속 (이야기를) 늘어놓고 멈추지 않자 士人이 그것

을 듣는 것을 싫어하 다. 이야기가 끝남에 이르러 이에 ‘여러 생원들은 내

가(本) 한 말이 어떠했습니까?’라고 묻자, 안의 한 생원이 ‘大宗師께서는 天

人이십니다. 오늘 이야기 하신 바는 모두 실속 없는 말(天話)입니다’라고 대

답하 다. 들은 이들이 크게 웃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126)

한 독학은 性과 藝에 대해서 생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 다. 생

원들은 독학이 그치지 않고 장황하게 말을 늘어놓아 듣기 싫어하 다. 한창 

이야기를 하다가 겨우 말을 멈춘 독학이 자신의 이야기에 대한 감상을 생원

에게 물었다. 그러자 한 생원이 독학을 ‘天人’이라고 추켜세우며, 독학은 ‘천

인’이므로 방금까지 독학이 한 말은 ‘天話’라고 대답하 다.

생원이 독학을 ‘천인’이라고 표현한 속내는 독학의 이야기를 ‘천화’에 빗대

기 위해서이다. ‘천화’는 ‘천인의 말(天人之話)’의 줄임말로 여길 수도 있지

만, 생원이 사용하고 싶었던 뜻은 ‘허황된 말’ 혹은 ‘과장된 말’이라는 뜻일 

것이다. ‘천화’의 다의적인 성질을 활용하여 독학을 골계화한 생원의 농담이 

골계를 들게 한다.

□86번 소화는 앞장에서 해학성이 강한 소화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127) 이 소화에서는 대상을 골계화하는 데 ‘風’의 두 가지 의미가 활

용되었다.

□86 승려, 도사와 의사가 함께 강을 건너는데, 도중에 바람을 만나 배가 위

태로움이 심하 다. 뱃사공이 승려와 도사에게 “두 분 선생님께서 각자 신

령님께 축원하여 바람이 멈추도록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승려가 “念彼觀音力, 풍랑을 모두 잠재워주세요”라고 빌었다. 도사

126) “楊用修集中載, 滇南一督學, 好向諸靑衿譚性譚藝, 縷縷不休, 士人厭聽之. 及譚

畢, 乃問曰, 諸生以本道所 如何. 內一衿 曰, 大宗師是天人, 今日所談, 都是天

話. 聞 大笑.” (黃仁生, 앞의 책, 2013, p.228.)

127) □86번 소화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앞의 제2장 제1절 3번 참조.



제3장 골계의 구현 수법

- 65 -

가 “바람을 다스리는 신(風伯)과 비를 다스리는 신(雨師)이시여, 각자 사방

을 안정시켜주소서! 急急如律令.”라고 빌었다. 의사도 다시 “荊芥, 薄荷, 金

銀花, 苦楝子”라고 빌었다. 뱃사공이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라고 

말하자 (의사가) 대답하기를 “나의 이 몇 가지는 모두 중풍(風)을 막는 약재

이다”라고 하 다.128)

승려, 도사, 의사가 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도중에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거칠어져 배가 뒤집힐 위기에 처하 다. 이에 승려와 도사는 거센 풍

랑이 멎기를 기원하는 주문을 외웠다. 이에 질세라 의사도 중풍을 막는 네 

가지 약재 이름을 외쳤다. 

‘風’ 글자에는 ‘바람’이라는 뜻 외에 ‘중풍’이라는 뜻도 있다. 뱃사공이 승

려와 도사에게 ‘바람을 멈추는(止風)’ 주문을 부탁하자, 의사도 ‘중풍을 멈추

는(止風)’ 약재를 외친 것이다. 글자에 함의된 또 다른 뜻을 생각하여 현재 

처한 상황과 무관한 말을 한 의사가 골계를 유발한다.

□114번 소화에서는 ‘打’가 지닌 여러 뜻 중에서 두 가지를 활용하여 스님을 

골계화하여 농담을 하 다.

□114 한 부인이 스님과 姦淫하 고, 남편이 매우 그것을 알아차렸다. 하루는 

남편이 다른 이유로 그 부인을 몽둥이질하 다. 스님이 마침 그 문 앞을 지

나가다가 들어와 노여움을 풀도록 권하 으나 그 남편은 함께 몽둥이질하

다. 스님이 官에게 알렸으나 官이 수리하지 않고, 다만 그 訴狀에 “竝州

의 가위, 楊州의 끈, 州의 신발, 云南의 칼”이라고 기록하 다. 스님이 이

해하지 못하고 한 생원에게 물었다. 생원이 “잘 만들었네. 잘 만들었어(잘 

때렸네. 잘 때렸어)”라고 말하 다.129)

부인이 스님과 사통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남편이, 하루는 별개의 이유

128) “有僧道醫人同涉, 中流遇風, 舟楫危甚. 舟人叩僧道曰, 兩位 師, 各祝神祈止風何

如. 僧咒曰, 念彼觀音力, 風浪盡消息. 道士咒曰, 風伯雨師, 各安方位, 急急如律令. 

醫亦復咒曰, 荊芥, 薄荷, 金銀花, 苦楝子. 舟人曰, 此何爲 . 答曰, 我這幾般, 都

是止風藥.” (위의 책, p.245.)

129) “有婦人 , 淫於和尙, 夫頗覺之. 一日, 夫以他故撻其妻, 和尙適過其門, 進爲勸解, 

其夫竝撻. 和尙訴於官, 官不受理, 但署其狀曰, 竝州剪子楊州絛, 州鞋子云南 . 

和尙不解, 問一秀才. 秀才曰, 打得好, 打得好.” (위의 책, p.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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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그 부인을 때리고 있었다.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스님이 부인이 남편에

게 맞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집으로 들어가 남편에게 부인을 때리지 말 

것을 권고하 다. 그러자 남편은 그 스님과 부인을 함께 때리기 시작하 다. 

남편에게 맞은 스님은 관아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그 남편에 대해 소송

을 제기하 다. 그 스님과 부인이 사통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 관인은 

그의 소송을 거부하고서 그 소송장 말미에 몇몇 지역의 유명한 특산품을 첨

언한 것이 전부 다. 관인이 몇몇 지역의 유명한 특산품을 적은 까닭을 이해

하지 못한 스님은 한 생원에게 무슨 뜻인지 물었다. 생원이 그것을 보고서 

“打得好, 打得好”라고 말하 다.

‘打’는 상당히 뜻이 많지만, 이 소화에서 활용된 뜻은 ‘만들다’와 ‘때리다’

이다. ‘打’를 관원이 적은 몇몇 지방의 특산품에 적용할 경우에는 ‘만들다’라

는 뜻이 되고, 남편에게 맞은 스님에게는 ‘때리다’라는 뜻이 적용되는 것이

다. 남편이 스님을 매질한 행동을 관인이 오히려 칭찬하는 말을 하여 스님이 

골계화되었다.

이상으로 대상을 골계화하거나 골계를 유발하는 데 해음 기법이 활용된 

소화를 살펴보았다. 소화에서 활용된 해음 기법은 크게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것과 한 글자의 다의적인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골계를 느끼게 하는 데 석자 기법이 주로 사용된 소화들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로 석자 기법 중에서도 글자를 분해하거나 글자와 글자를 합

쳐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법인 화형,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인 글자를 활용

하는 해음이 소화에서 자주 골계를 불러일으키는 농담을 만드는 데 사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典故의 변형

대상을 골계화하는 농담에 典故를 변형하여 활용하는 수법도 자주 쓰인다. 

이와 같은 경우에 대상을 골계화하는 것도 골계를 유발시키지만, 전거를 알

고 있는 인물은 전고를 변형하여 활용하여 만든 표현과 전거를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되어 골계를 느끼기도 한다. 전고가 쓰인 소화로는 □5 , □10 , □11 , □19 , 

□20 , □21 , □22 , □29 , □42 , □55 , □57 , □69 , □81 , □88 , □115 , □140 , □145번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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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와 구양수의 ≪귀전록≫의 故事를 취한 2則을 제외한 다른 笑話는 모

두 四書를 활용하 다.

詩歌에서는 전고나 사실을 인용하는 작법을 ‘用事’라 부른다.130) 詩歌에서

는 전고를 인용하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131) 소화에서도 

개중에는 전고를 활용하되 전고인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 위화감 없이 

자연스럽게 인용된 전고는 이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어도 소화를 읽고 골계

를 느끼는 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소화에

는 □55 , □115 , □140번이 있다.

□55번 소화에서는 ≪맹자⋅만장 하≫ 제1장의 구절을 인용하여 농담을 만

들어 대상을 골계화하 다.

□55 한 士는 子孫이 많았으나, 그의 동료는 자식이 없는 고통이 있었다. 이

에 교만하게 그 사람에게 “네가 역량이 없어 자식 한 명도 길러내지 못하

다. 내가 子孫이 많은 것을 보시게”라고 말하 다. 그 사람이 “자식은 너의 

힘이지만, 그 손자는 너의 힘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자 들은 자가 모두 웃었

다.132)

아들과 손자가 많은 士가 그의 동료에게 역량이 부족한 탓에 자손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 다. 그러자 그 동료가 ‘아들은 너의 힘이지만, 그 손자는 너

의 힘이 아니다(其子, 爾力也. 其孫, 非爾力也)’라고 말하 다. 이 말에는 아

들이 많은 것은 士의 힘이었지만 손자가 많은 것은 士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士도 손자에 한해서는 자신의 힘에 대한 자랑거리가 못 되고, 또 그 

동료도 손자가 없는 것에서 만큼은 자신의 힘이 부족한 탓이 아닌 것이 된

13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com/enc/ency_016550.html) 2016. 

12. 26.

131) “정약용(丁若鏞)은 용사에 대한 옹호가 적극적이었다. ‘두보의 시가 전고(전례
(典例)와 고사(故事))를 쓰되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자작인 듯하지만 자세히 보
면 모두 출처가 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시성(詩聖)이라는 칭호를 얻게 한 까
닭’이라고 하 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www.encykorea.com/enc/ency_ 

016550.html) 2016.12.26.

132) “一士夫子孫繁衍, 而其儕有苦無子 , 乃驕語其人曰, 爾沒力量, 一個兒子養不出, 

看我多子孫. 其人答曰, 其子, 爾力也. 其孫, 非爾力也. 聞 皆笑.” (黃仁生, 앞의 
책, 2013, p.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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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맹자⋅만장 하≫ 제1장에서 ‘그 (과녁에) 이름은 너의 힘이나 그 (과녁

에) 적중함은 너의 힘이 아니다(其至, 爾力也, 其中, 非爾力也.)’라는 구절이 

인용되었다. 앞 구의 ‘至’와 뒤 구의 ‘中’에 각기 ‘子’와 ‘孫’ 글자를 넣은 것

이다.

자손이 없는 것이 자신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자신을 질책하는 士의 말에 

전고를 활용하여 재치 있게 넘기는 동료의 말이 골계를 느끼게 한다.

□115번 소화에서는 구양수의 ≪귀전록≫의 故事가 대상에게 농담을 말하는 

데 활용되었다.

□115 한 儒生은 매일 졸렬한 文字를 지어 선배를 찾아뵈었다. 한 선배가 그 

글을 “옛 歐陽公이 글을 지어 三上(세 군데 위)에서 얻어 왔다고 스스로 말

하 는데, 자네의 글은 절대적으로 구양수의 세 번째의 위에서 얻은 것 같

다”고 평하 고 유생은 매우 기뻐하 다. 벗이 보더니 “某公이 자네를 비웃

은 것이다”라고 말하 다. 유생이 “구양수과 나를 견주었는데 어찌 비웃었

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말하자, “구양수의 三上은 베개 위, 말 위, 변기 

위를 일컫는데, 세 번째의 위라는 것은 화장실을 가리킨다”고 대답하 다. 

유생이 비로소 깨달았다.133)

졸렬한 문장을 지어 온 유생에게 그의 선배는 구양수의 ‘三上’ 중에서 세 

번째 장소에서 쓴 글 같다고 하 다. 그 儒生은 자신을 구양수와 비견되었다

는 것에 기뻐하 다. 그러나 그의 벗이 보더니 구양수의 세 번째 장소는 화

장실이라 설명해주었다. 즉, 선배가 유생의 글을 화장실에서 쓴 것과 같다고 

하 으니, 비웃은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따라서 선배는 유생의 글이 화장실

에서 용변을 보는 사이에 완성한 것과 다를 바 없는 형편없는 글이라고 폄하

하여 비웃은 것이다.

133) “一儒生, 每作惡文字 先輩. 一先輩評其文曰, 昔歐陽公作文, 自 多從三上得來, 

子文絶似歐陽第三上得 . 儒生極喜. 友人見曰, 某公嘲爾. 儒生曰, 比我歐陽, 何

得云嘲. 答曰, 歐陽公三上, 枕上, 馬上, 廁上. 第三上, 指廁也. 儒生方悟. 宋時, 

韓學士熙載每見門生贄卷惡 , 令侍姬以艾炙之. 近日馮具區亦云, 余平日 苦持

惡文相 求佳評 , 每見之, 輒攢眉若有所憂.” (위의 책, pp.25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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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구양수의 ‘三上(베개 위, 말 위, 변기 위)’은 구양수가 꼽은 생각하기 

좋은 장소를 일컫는 것이다. 그러나 이 소화에서 사용된 ‘변기 위’는 원뜻과

는 다르게 활용되었다. 여기에서는 ‘변기 위에서 얻은 글’이란 ‘졸렬한 글’이

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따라서 원뜻이 변형되어 인용되었기 때문에 구

양수의 ‘三上’에 대한 고사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다.

졸렬한 글을 매번 써오는 유생을 골계화하기 위해 전고를 인용하여 말을 

만든 선배, 그리고 선배가 인용한 전고의 속뜻을 따져보지 않고 구양수의 말

을 인용하 다는 자체만으로 자신의 글을 칭찬한 것이라 생각한 유생에게서 

골계를 느낄 수 있다.

□140번 소화는 앞장에서 풍자성이 강한 소화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134) 여기에서는 ≪논어≫의 구절을 활용하여 농담을 지어 대상을 골

계화하 다.

□140 한 거인(擧人)인 자의 성(姓)은 張으로 백정 李氏의 부인과 私通하 다. 

(거인이 부인의) 손을 잡고 시시덕거리려 할 때, 백정이 때마침 이르러 그 

문을 잠가 걸고 대나무 막대로 문의 납도리 아래에서 거인의 정강이를 때

렸다. 거인이 애걸하여 벗어나서 백정을 관아에 알리며 그의 집에 가서 소

금을 사는데 두드려 맞았다고 말하 다. 縣官이 이미 前 사정을 알고 있었

고 이에 訴狀의 말미에 “張孝廉이 소금 사러 와서 창문으로 그 손을 잡았

네. 李屠兒가 질투하여 막대기로 그 정강이를 때렸네”라고 한 쌍의 句를 적

었다.135)

한 擧人이 백정의 아내와 사통하 다. 거인과 부인이 막 손을 잡으려는 찰

나 백정이 와서 그 문을 닫아걸었다. 그리고서는 문지방 아래로 막대기를 집

어넣어 거인의 정강이를 때렸다. 백정에게서 겨우 벗어난 거인이 관아에 가

서 백정을 소송하 다. 그 거인과 백정의 아내가 사통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

던 관인은 소송장 말미에 그를 골계화하는 한 쌍의 句를 적었다. 바로 “張孝

134) □140번 소화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앞의 제2장 제2절 1번 참조.

135) “有孝廉 姓張, 奸李屠兒之妻, 方執手調笑, 屠兒適至, 鎖閉其門, 用竹杖從門枋下

擊孝廉脛. 孝廉哀求得脫, 告屠兒於官, 稱往渠家買鹽被毆. 縣官已悉前情, 乃署一

聯狀尾曰, 張孝廉買鹽, 自牖執其手, 李屠兒吃醋, 以杖叩其脛.” (위의 책, p.258.)



江盈科의 ≪雪濤諧史≫ 硏究

- 70 -

廉이 소금 사러 와서 창문으로 그 손을 잡았네. 李屠兒가 질투하여 지팡이로 

그 정강이를 때렸네(張孝廉買鹽, 自牖執其手, 李屠兒吃醋, 以杖叩其脛.)”라는 

이 한 쌍의 구에 ≪논어≫의 구절이 인용되었다.

‘自牖執其手’와 ‘以杖叩其脛’은 ≪논어≫가 出典으로, 自牖執其手’는 ≪논

어⋅옹야≫에 보면 伯牛가 병이 나자 孔子가 그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통해 

그의 손을 잡았다’는 의미이다. ‘以杖叩其脛’은 ≪논어⋅헌문≫에 보면 原壤

이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자 공자가 ‘지팡이(杖)로 그의 정강이를 때

렸다’는 뜻이다. ≪논어≫의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 소화에 인용한 것이지만, 

출전을 모르더라도 소화를 읽는 데 전혀 문제없다.

거인이 백정의 부인과 손을 잡으려했던 모습, 거인이 백정에게 지팡이로 

정강이를 맞은 모습을 관인이 ≪논어≫에서 적절한 표현을 찾아 인용하여 

말을 지어 거인을 골계화하 다.

이상으로 살펴본 소화는 인용된 전고의 출전을 알지 못하더라도, 그 글자

만 해석하는 것으로 소화를 이해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다. 그러나 전고에 

익숙하여 소화에 인용된 전고가 원뜻과 달리 쓰 다거나 원뜻을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다거나 하는 점이 식별이 가능하다면 골계를 유

발하는 데 효과가 더욱 크다.

한편 아래의 소화는 전고에 대한 사전지식을 요한다.

□19번 소화는 앞장에서 풍자성이 강한 소화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있다.136) 여기에서는 ≪맹자⋅양혜왕 上≫ 제7장의 구절을 활용하여 농담

을 말하여 환관을 골계화하는 데 활용하 다.

□19 어떤 환관이 差出의 명령을 받들어 주둔 지역에 이르러 사당을 배알하

고, 분향하고, 書를 강학하 다. 講할 때, 생원은 마음속으로 그를 싫어하고 

경시하 다. 이에 ‘牽牛而過 下’의 1節을 講하 다. 환관이 “소를 끌고 가

는 사람의 성씨는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생원이 “바로 

그 아래의 ‘王見之’입니다”라고 대답하자, 환관이 감탄하며 “좋은 생원이구

나! 학식이 넓고 품행이 단정하기가 이와 같도다!”라고 하 다.137)

136) □19번 소화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앞의 제2장 제2절 1번 참조.

137) “有中貴 , 奉命差出, 至駐扎地方, 亦 廟、行香、講書. 當講時, 靑衿心厭薄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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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牽牛而過 下’ 節을 환관과 생원들이 함께 講하 다. 환관이 소를 끌고  

아래를 지나간 사람의 성명이 무엇인지 생원들에게 물었다. 한 생원이 ‘王見

之’라고 대답하자, 환관이 그 생원을 칭찬하 다.

≪맹자⋅양혜왕 上≫ 제7장은 齊宣王이 孟子에게 자신도 王 가 될 수 있

는지 묻자, 맹자가 될 수 있다고 대답하 다. 제선왕이 맹자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맹자가 胡齕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제선왕에게 들려주었다. 그 이야

기의 첫머리가 ‘王이 上에 앉아 있었다. 소를 끌고 下를 지나가는 자가 

있었는데 왕이 그를 보고서(王見之)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라고 물었다’

이다.138) 이에 따르면 ‘王見之’는 소를 끌고  아래를 지나가는 자의 성명이 

아니라, ‘제선왕이 그를 보았다’는 뜻이다.

환관은 ‘牽牛而過 下’ 節을 생원들과 함께 講하 으나, 생원이 소를 끌고 

가는 자의 성함이 ‘王見之’라고 한 말에 대해 긍정하며 생원을 칭찬함으로써 

그가 이 구절에 대해 잘 알지 못함이 드러난 것이다. 생원의 말 한 마디로 인

해 무식이 탄로 난 환관의 권위를 잃은 모습이 골계를 느끼게 한다.

단, 이 소화에서는 생원이 소를 끌고 지나간 자의 이름을 ‘王見之’라고 한 

근거, 소를 끌고 지나간 자의 이름이 ‘王見之’가 아닌 이유, 환관이 무식한 

이유 등에 대해서 추론하기 위해서는 ≪맹자⋅양혜왕 上≫ 제7장에 대한 사

전지식이 필수불가결하다.

한편 전고를 변형하는 데 해음 기법이 활용된 소화가 상당히 많다. 이에 

해당하는 소화로 □20 , □29 , □42 , □57 , □69 , □81번 등이 있다. 그중에서 □20 , □57 , □69 , □81  

번 소화를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20번 소화에서는 ≪논어≫의 구절을 활용하여 농담을 한 인물의 재치 넘

치는 모습이 골계를 불러일으킨다.

乃講牽牛而過 下一節. 中貴問曰, 牽牛人姓甚名誰. 靑衿答曰, 就是那下面的王見

之. 中貴嘆曰, 好生員, 博雅乃爾.” (위의 책, p.223.)

138) “齊宣王問曰, 齊桓晉文之事可得聞乎. 子 曰, 仲尼之徒無道桓文之事 , 是以後

世無傳焉, 臣未之聞也. 無以, 則王乎. 曰, 德何如則可以王矣. 曰, 保民而王, 莫之

能禦也. 曰, 若寡人 , 可以保民乎哉. 曰, 可. 曰, 何由知吾可也. 曰, 臣聞之胡齕, 

曰, 王坐於 上, 有牽牛而過 下 , 王見之, 曰, 牛何之. 曰, 以釁鐘.……” 

(≪맹자⋅양혜왕 上≫ 제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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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한 監生는 천성이 천진난만하고 농담에 매우 뛰어났는데 府經歷에 뽑

혔다. 하루는 한 손님이 그 官太守를 배알하 다. (만남을 요청하기 위하

여) 拜帖에 쓰기를 ‘眷生 李가 뜰을 지나며(過庭)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

립니다’라고 하 다. 태수가 부경력에게 “이 손님이 기억나지 않는구나”라

고 말하 다. 부경력이 “이 손님은 아마도 ‘그 李趨兒(鯉趨而)’일 것입니다”

라고 건성으로 대답하 다. 태수가 크게 웃었다.139)

한 손님이 太守에게 만남을 요청하면서 拜帖에 ‘李가 뜰을 지나가다 인사

를 올립니다’라고 적어서 올렸다. 배첩에 적힌 이름을 보고 자신을 찾아온 

손님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태수가 부경력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

겠다고 말하 다. 그러자 농담을 잘하는 부경력이 배첩에 ‘李가 뜰을 지나며

(李過庭)’라고 적힌 것을 보고서는 그의 이름은 ‘李趨兒’일 것이라고 대답하

다.

부경력이 ‘李가 뜰을 지나며(李過庭)’를 보고 떠올린 이름인 ‘李趨兒’는 

≪논어⋅계씨≫의 한 구절을 활용한 것인데, ‘(공자가) 이전에 혼자 서있는

데, 鯉가 뛰어서 뜰을 지나갔다(嘗獨立, 鯉趨而過庭.)’가 바로 그것이다. ‘李-

鯉’는 동음이의어로 배첩에 ‘李가 뜰을 지나며(李過庭)’라고 적혀있는 것을 

본 부경력은 ‘鯉가 뛰어서 뜰을 지나갔다(鯉趨而過庭)’를 연상한 것이다. 이

에 그 사람의 성(姓)은 ‘李(鯉)’이니, 이름은 ‘趨而’일 것이라고 태수에게 말한 

것이다. 태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부경력의 대답으로 골계를 느끼고 웃음

을 터뜨린 것이다.

이 소화에서는 부경력이 태수를 만나러 온 사람의 이름이 ‘李趨兒’일 것이

라고 말한 이유, 그리고 태수가 부경력의 추측을 듣고 웃음을 터뜨린 이유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논어⋅계씨≫의 해당 구절에 대한 사전지식이 필수적

이다.

□57번 소화에서는 환관이 侍講學士가 講을 한 ≪논어≫의 구절을 듣고 동

음이의어를 활용하여 농담을 만들었다.

139) “一上 性癡, 頗工諧語, 選爲府經歷. 一日, 有客拜其 官太守, 帖寫眷生李過庭

首拜. 太守 經歷曰, 這位客我記不得他了. 經歷謾應云, 這客怕就是那李趨兒. 太

守大笑.” (黃仁生, 앞의 책, 2013,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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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한 환관이 侍講學士가 강학을 끝내고 좌액문(左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오늘 무슨 書를 강학하 습니까?”라고 물었다. 학사가 “오늘 강학한 

것은 ‘공자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닭을 잡는 데(거세하는 데) 어째서 소 

잡는 칼을 쓰느냐?’라고 말하셨다’입니다”라고 대답하 다. 환관이 “이것은 

공자님의 짓궂은 농이다”라고 말하 다.140)

한 시강학사가 강학을 끝내고 곁문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한 환관이 강학

한 내용을 물었다. 시강학사는 ≪논어⋅양화≫의 한 구절인 ‘공자께서 빙그

레 웃으시며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데 쓰는 칼을 쓰는가’라고 말씀하셨

다(夫子莞爾而笑曰, 割雞焉用牛 .)’라는 부분을 강학하 다고 대답하 다. 

이에 환관은 그 구절은 공자가 짓궂은 농담을 한 것이라고 말하 다.

이 소화에서 환관의 말을 이해하는 데 핵심은 ‘割雞’가 다의어임을 인지하

는 것이다. □128번 소화를 통해 ‘割雞’가 ‘닭을 잡다’라는 뜻 외에 또 어떤 뜻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28번 소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생원을 ‘고환을 제거한 닭(割雞)’의 살이 찌

고 닭벼슬이 없는 모습에 빗대어 그의 나태하면서 낮은 관직을 얻을까 두려

워하는 생원의 태도를 비판하 다.

□128 무릇 민간에서 수탉을 키우는 경우, 반드시 그 고환을 떼어내야 닭이 

살찌고 벼슬이 점점 떨어진다. 어떤 이가 廩生을 “너는 정말로 고환을 떼어

낸 닭과 같구나. 쌀을 먹음이 있는데 몸이 살찌지 않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

고, 오로지 다음날 冠이 작아질까 두려워한다”라고 비웃었다.141)

민간에서 수탉을 키울 때, 고환을 떼어야만(必割其腎) 수탉이 살이 오르고 

벼슬이 점점 작아져 없어진다는 사실이 첫 문장에 설명되었다. 어떤 사람이 

나태하면서도 낮은 관직을 얻을까 염려하는 생원을 ‘고환을 제거한 닭과도 

같다(爾好似割雞)’라고 표현하 다. 쌀을 먹으면서도 아무 것도 하지 않아 살

140) “一中貴見侍講學士講畢出左掖, 問曰, 今日講何書. 學士答曰, 今日講的夫子莞爾

而笑曰, 割雞焉用牛 . 中貴曰, 這是孔聖人惡取笑.” (위의 책, p.236.)

141) “凡民間畜雄雞 , 必割其腎, 則雞肥而冠漸落. 或嘲廩膳生員曰, 爾好似割雞, 有米

吃, 身子不怕不肥, 只怕明日冠 .” (위의 책,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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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찌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낮은 관직을 얻기 싫어하는(冠이 작아

지길 원치 않는) 생원의 모습을 폄하한 것이다.

□128번 소화를 살펴봄으로써 ‘割雞’가 ‘고환을 없앤 닭’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음을 알았다. 이를 □57번 소화에 적용해보면, ≪논어⋅양화≫의 한 구절은 

‘공자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고환을 떼는데 어찌 소 잡는 데 쓰는 칼을 쓰는

가’라고 말씀하셨다(夫子莞爾而笑曰, 割雞焉用牛 .)’라는 의미가 된다.

경전을 인용하고 여기에 동음다의어를 적용하여 원뜻과는 다른 뜻으로 변

형하여 활용되었다. 이 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전에 대한 지식도 있어

야 하지만 ‘割雞’의 다의적인 성질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한다.

경전의 원뜻과는 달리 쓰인 ‘割雞’의 의미가 경전의 원뜻과 대조되어 골계

를 느끼게 하지만, 고환을 떼는 일을 겪었을 환관 본인이 ‘割雞’를 ‘고환을 

뗀 닭’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여 골계가 배가된다.

□69번 소화는 앞장에서 해학성이 강한 소화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있다.142) 여기에서는 생원이 그 광문의 생김새를 골계화하는 시를 짓는 

데 ≪맹자≫의 전고가 변형되어 활용되었다.

□69 어떤 廣文(儒學教官)은 성(姓)이 吳인데, 이가 빠지고 귀가 어그러졌고 

또 수염이 나지 않았다. 한 생원이 詩를 지어 그를 조롱하기를 “선생의 존

귀하신 성(姓)은 吳(無)이다. 치아가 없음을 부끄러워함이 없는데도 귀가 없

으며, 또한 수염도 없다”라고 말하 다. 그 시가 縣官의 귀에 흘러 들어갔

다. 현관이 하루는 광문과 함께 상관(府主)의 연극공연을 보았다. 광문을 멀

리서 바라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트렸다. 府主는 이상하게 여겼다. 

이에 後 에서 웃음을 터트린 까닭을 아뢰었다. 이로 말미암아 앞의 시를 

읊게 되었고, 부주도 다시 크게 웃었다.143)

치아가 빠지고 귀가 없으며 수염이 나지 않은 광문에 대해서 생원이 ≪맹

142) □69번 소화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앞의 제2장 제1절 1번 참조.

143) “有廣文 , 姓吳, 齒落耳缺, 又不生 . 一靑衿作詩嘲之曰, 先生貴姓吳, 無恥之恥

無, 然而無有爾, 則亦無有乎. 其詩流入縣官之耳. 縣官一日同廣文進見府主班行, 

望見廣文, 不覺失笑, 府主意不然, 乃於後 白所以失笑之故, 因誦前詩, 府主亦復

大笑.” (위의 책, p.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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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전고를 변형하여 그 광문의 생김새를 골계화하는 시를 지었다. 이 시

를 들은 현관이 후일에 광문의 외모를 직접 보고서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을 

터뜨린 현관을 발견한 府主는 현관에게 웃은 이유를 물었다. 현관은 이에 시

에 묘사되어 있는 모습 그대로의 광문을 직접 보게 되어 웃음을 터뜨렸다고 

부주에게 설명하 다. 그런 후에 부주의 앞에서 그 시를 읊었다. 부주도 그 

시를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부주가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그 

시가 광문의 생김새를 골계화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또 그 시에 사용된 

전고가 광문의 생김새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생원이 지은 시에는 ≪맹자⋅진심 上≫ 제6장의 구절과 ≪맹자⋅진심 

下≫ 제38장의 구절이 변형되어 활용되어 있다. 생원이 지은 시의 핵심어는 

‘無’이다. ‘吳-無’는 동음이의어이며, 생원이 인용한 경전의 구절에도 ‘無’가 

빠짐없이 들어있다. 광문의 성이 ‘無’와 동음이의어인 것은 광문의 치아, 귀, 

수염이 모자란 것을 더욱 강조하여 골계를 유발시킨다. 이와 더불어 생원이 

지은 시는 외모의 없는(無) 부분을 부각하여 골계를 배가한다.

시의 제2구는 ≪맹자⋅진심 上≫ 제6장을 인용한 것이다. ‘맹자가 말했다. 

사람은 부끄러움이 없으면 안 된다.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치욕

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孟子曰, 人不可以無恥, 無恥之恥, 無恥矣.)’라는 구

절이 바로 그것이다. 이 구절 중에서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워한다(無恥

之恥)’라는 문구의 ‘之’字뒤에 ‘無’字를 추가하여 ‘부끄러움이 없음을 부끄러

워함이 없다(無恥之無恥)’라는 의미의 구절로 만들어 시구를 지었다. 앞부분

의 ‘無恥’에서 ‘恥-齒’가 동음이의어인 것을 활용하면, ‘치아가 없음을 부끄러

워함이 없다(無齒之無恥)’라고 풀이할 수 있어 빠진 치아가 있는 광문의 모

습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시의 제3, 4구는 ≪맹자⋅진심 下≫ 
제38장을 인용한 것이다. ‘(孔子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백여 년인데) 그러

나 (공자를 직접 보고서 아는 이가) 없으니, 그렇다면 들어서 아는 자도 없겠

구나(然而無有乎爾, 則亦無有乎爾.)’라는 구절이 바로 그것이다. 앞 구절의 

‘乎’字를 빼서 ‘그런데도 없다(然而無有爾)’라는 의미의 구절로 만들어 제3구

를 지었다. 마지막 글자인 ‘爾’가 귀를 뜻하는 ‘耳’와 동음이의어인 것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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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면, ‘그런데도 귀가 없다(然而無有耳)’라고 해석할 수 있어 귀가 제 모양

을 갖추지 못한 광문의 모습을 가리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뒤 구절의 

‘爾’字를 빼서 ‘또 없구나(則亦無有乎)’라는 의미의 구절로 만들어 제4구를 

지었다. 앞구절과 마찬가지로 맨 뒤 글자인 ‘乎’가 수염을 뜻하는 ‘鬍’와 동

음이의어인 것을 활용하면, ‘수염도 없구나(則亦無有鬍)’라는 의미의 구절로 

만들어 시구를 지었다.

이 소화에서는 생원이 지은 시와 부주가 웃음을 터뜨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전 구절에 대한 사전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81번 소화에서는 ≪맹자≫의 구절을 활용하여 농담을 한 인물의 재치 넘

치는 모습이 골계를 느끼게 한다.

□81 사납고 억센 부인이 있었다. 매우 書를 알았다. 그 남편이 첩을 들일 

계획을 하여 이에 “傳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제나라 사람에 부인과 첩

이 한 명씩 있는 자가 있었다’ ”라고 말하 다. 부인이 “만일 그렇다면 나도 

남편을 한 명 들이겠습니다”라고 말하 다. 그 남편이 “傳에 그러한 것이 

있습니까?”라고 말하자 부인이 “河南 程氏 두 남편”라고 대답하 다. 남편

은 크게 웃고 힐난하지 못하 다.…144)

경서에 대해 박식한 부인이 있었다. 첩을 들이고 싶은 남편이 부인에게 

≪맹자⋅이루 下≫ 제33장의 구절을 인용하 다. 제나라 사람 중에 부인과 

첩을 둔 사람이 있었다고 경전에도 나온다고 제시하여 자신이 첩을 들일 구

실로 삼고자 하 다. 부인이 남편의 말을 듣고서 본인도 또 다른 남편을 얻

겠다고 말하 다. 그러자 남편이 경전에 그러한 말이 있는지 물었다. 부인은 

‘河南의 程氏 두 남편(河南程氏兩夫)’이라고 대답하 다.

부인이 인용한 말은 ≪대학장구≫의 서문에서 취한 것이다. 이 말은 본래 

‘하남 정씨 두 남자(河南程氏兩夫)’라는 의미로 ‘두 남자(兩夫)’란 정호와 정

이를 가리킨다. 부인은 ‘夫’의 다의적인 성질을 활용하여 문구의 원뜻에 변형

144) “有悍妻 , 頗知書. 其夫 納妾, 乃曰, 於傳有之, 齊人有一妻一妾. 妻曰, 若爾, 則

我更納一夫. 其夫曰, 傳有之乎. 妻答曰, 河南程氏兩夫. 夫大笑, 無以難.……” (위
의 책, p.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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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하여 인용함으로써, 남편이 첩을 들이고자 제시한 경전 문구에 대항한 

것이다.

이 소화는 남편과 아내가 인용한 경전 문구를 알지 못해도 문면상의 뜻을 

해석하기에는 언뜻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면에 나타나 있는 

것만을 해석하는 것으로 골계를 느끼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소화에서는 남편

이 첩을 들이기 위한 의도로서 경전의 문구를 인용한 것과 아내가 남편이 첩

을 들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도 남편을 한 명 더 만들어야겠다고 말하는 

데 경전의 문구의 원뜻을 변형하여 활용한 것에 경전의 원뜻을 비추어 볼 때 

골계를 느낄 수 있다.

이상으로 전고가 활용되어 골계를 느끼게 하는 소화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고가 원뜻이 변형이 되지 않고 활용된 것과 전고의 원뜻이 변형되어 

활용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또 다시 출전을 알지 못해도 소화

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과 전고에 대한 사전지식이 동반되어야 골계

를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나뉜다. 마지막으로 전고가 변형되는 데 해음 기법

이 활용된 예가 있었다.

4. 他題詩의 활용

題詩는 그림, 사물 그리고 서예 작품에 대해서 시를 짓는 것으로, 自題詩와 

他題詩로 나뉜다. ‘자제시’는 작품을 만든 작자 스스로 붙은 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작자가 감상자에게 주는 메시지이다. 他題詩는 감상자가 작자의 

경지를 시로 재현하거나 해석한 것으로, 이를 통해 작자의 창작배경, 창작의 

마음 자세, 창작과정을 알 수 있다.145)

소화에서 그림 혹은 물건에 대하여 題詩를 읊음으로써 대상 그 자체 혹은 

그의 언행, 성격을 골계화하여 농담을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소화에는 □2 , 

□5 , □9 , □13 , □17 , □18 , □116번 등이 있다. 대표적으로 □2 , □9 번 소화를 통해 살펴보

도록 하겠다.

□2 번 소화는 비둘기와 까치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품평하는 시를 통하여 

145) 공상철 등저, ≪중국 중국인 그리고 중국문화≫, 다락원, 200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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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때도 없이 다투는 부인과 첩을 말리지 못하고 난처해하는 顯 의 모습

을 묘사하 다.

□2 楚中에 顯 가 있었다. 그의 집은 부인(嫡)과 첩(庶)이 사이가 좋지 않

아 항상 힘들었다. 손님이 마루( )에 있을 때에도 종종 떠들썩한 소리가 

안에서 밖으로 새어나왔다. 마침 한 文詞에 뛰어난 손님이 顯 를 뵈었는데 

안에서 큰 소리가 나자 顯 는 구실을 찾아 그 들음을 어지럽히고자 하

다. 마침 대청에 비둘기와 까치 그림 한 폭이 걸려있었는데 그것을 가리키

며 文詞에 뛰어난 손님에게 “당신이 품평하는 데 능력이 뛰어나니 늙은 남

자(저)를 위하여 한번 이 그림으로 시를 지어주시오. 괜찮겠소?”라고 말하

다. 文詞에 뛰어난 손님이 (顯 의 부탁으로) 인하여 題하기를 “비둘기 

소리 한 번, 까치 소리 한 번, 비둘기는 비바람을 부르고 까치는 맑음을 부

르네. 늙은 남편은 도리어 중재하기 어려우니 비도 오지 않고 개이지도 않

네”라고 하 다.146)

楚中 지역의 한 현자는 부인과 첩 한 명을 두고 있었다. 부인과 첩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자주 다툼을 하 다. 글을 짓는 데 뛰어난 사람이 현자를 

찾아왔다. 마루에서 현자와 손님이 함께 있는데, 방안에서 부인과 첩이 또 다

투기 시작하여 그 소리가 마루에까지 들렸다. 그 싸우는 소리를 손님이 듣게 

하지 않으려고 현자는 손님의 주위를 돌리고자 하 다. 이에 마침 대청마루

에 걸려있는 한 폭의 비둘기와 까치가 그려져 있는 그림을 가리키며 題詩를 

지어줄 것을 부탁하 다. 그러자 문장을 잘 짓는 손님이 현자의 부인과 첩을 

그림 속 비둘기와 까치에 빗대어 그들의 싸움을 중재하지 못하는 현자의 모

습을 묘사하 다.

‘까치가 웃음 짓고, 비둘기가 춤을 추네(鵲笑鳩舞)’라는 말은 祝辭로 쓰이

는데, 현자의 마루에 걸려있는 까치와 비둘기의 그림은 분명 두 새가 아름답

게 묘사되어 있는 그림일 것이다. 

146) “楚中有顯 , 其居室也, 常苦嫡庶不睦, 卽賓客在 , 往往哄聲自內徹外. 偶一詞客

顯 , 値其內哄, 顯 欲借端亂其聽, 廳上懸鳩鵲一幅, 指 詞客曰, 君善品題, 

試爲 夫詠此圖, 可乎. 客因題曰, 鳩一聲兮鵲一聲, 鳩呼風雨鵲呼晴. 夫却也難

主張, 落雨不成晴不成.” (黃仁生, 앞의 책, 2013, p.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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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詩⋅召南⋅鵲巢≫의 ‘비둘기는 까치둥지에 머무네(鳩居鵲巢)’라는 

구절이 있는데, 비둘기가 스스로 둥지를 짓지 않고 까치집에서 사는 데서 나

온 말이다. 이를 바탕으로 손님이 지은 題詩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연에서는 현자의 부인을 까치에 첩을 비둘기에 빗대어 두 사람이 다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묘사하 다. 2연에서는 늙은 남편이 두 사람의 다툼을 중

재하지 못하니 부인과 첩의 싸움이 멈추지 않는다고 말하 다.

손님은 대상이 처해있는 상황과 무관해 보이는 그림에 대해서 題詩를 읊

었으나, 그림 속의 비둘기와 까치에 현자의 부인과 첩을 빗대어 두 사람의 

다툼을 시적으로 표현하 다. 또 그들을 중재하지 못하는 무능한 현자에 대

해서도 묘사하여 세 사람을 동시에 골계화하 다. 이에 더하여 비둘기가 까

치집에 함께 사는 모습과 첩이 부인의 집에 들어와 사는 모습이 부합하여 골

계가 배가 된다.

□9 번 소화는 앞장에서 해학성이 강한 소화로 분류하여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147) 어떤 사람이 화공의 그림에 대한 제시를 지어 그의 형편없는 그림 

실력을 골계화하 다.

□9 한 화공은 있는 그대로를 그려내는 것을 본업으로 삼았으나 그 솜씨가 

정교하지 않았다. 하루는 그 친형을 위해 초상을 하나 그리고 스스로 핍진

하다고 말하고는 거리에 걸어놓아 그것으로써 (손님을) 모여들게 하고자 

하 다. 이웃사람이 그것을 보고 서로 다투어 “이것은 누구의 초상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의 형으로 보는 자는 없었다. 어떤 한 사람이 위에 題하여 

“초상을 그리지 못하면 초상화를 그리지 말라. 형을 그렸으나 정말 형의 모

습 같지 않다. 자기 집안의 골육도 이와 같을 진대 하물며 제각기 다른 낯

선 사람은 어떻겠는가!”라고 그를 놀렸다. (이 題를) 보고 웃음을 터뜨리지 

않는 자는 없었다.148)

147) □9 번 소화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앞의 제2장 제1절 3번 참조.

148) “一丹靑家, 以寫眞爲業, 然其術不工. 一日, 爲其親兄寫一像, 自 逼眞, 懸之通衢, 

欲以爲招. 鄰人見之, 爭相問曰, 此伊誰像｡ 未有目爲伊兄 . 或一人題於上, 嘲之

曰, 不 傳眞莫作眞, 寫兄端不似兄形. 自家骨肉尙如此, 何況區區陌路人. 見 無

不發笑.” (위의 책,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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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공이 친형의 초상화를 그려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잘 보이게 걸어두

어 손님을 끌고자 하 다. 그러나 단 한 사람도 그 초상화 속 인물이 화공의 

친형이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 다. 이에 한 사람이 그 초상화에 대한 題詩

를 지어 그 안에 자신의 가족도 제대로 그리지 못하니 가족이 아닌 사람을 

그리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말을 담았다. 

1연에서는 초상화를 그릴 실력이 되지 않으면 그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화

공이 그린 친형의 초상화가 전혀 닮지 않았음을 꼬집어 가리켰다. 2연에서는 

가족의 초상화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는데, 가족이 아닌 초상화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말하 다. 이는 화공의 그림 실력이 형편없음을 골계화하여 

제시의 형식으로 농담을 한 것이다.

이상으로 대상이나 대상의 특성을 골계화하여 만든 농담이 제시 형식인 

것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제시가 칠언 절구의 형식으로 제1구, 제2구, 제4구

의 맨 끝 글자에 압운을 둔 것이 공통적이다. 상대방을 골계화하여 제시 형

식으로 만든 농담은 대상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음악적 리듬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5. 評語의 부가

≪설도해사≫는 강 과 자신이 들은 이야기 혹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

을 기록하여 엮은 소화서이다. 개중에는 소화의 서두나 말미에 강 과가 직

접 쓴 評語가 붙은 것이 있는데, 그 수가 32則149)에 달한다. 

평어는 대개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대

한 평가, 이야기를 수록한 의도, 이야기에 대한 감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평어는 통상적으로 소화 말미에 위치하며, ‘噫’, ‘嗚呼’와 같은 

감탄사, ‘蓋’와 같은 어사, ‘此(語)’와 같은 지시사로 문장이 시작된다.

평어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부수적인 요소로서 평

어와 이야기를 분리시켜도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데 전혀 문제없다. 또한 작

149) □2 , □4 , □5 , □6 , □10 , □13 , □17 , □28 , □29 , □30 , □31 , □34 , □38 , □50 , □52 , □56 , □58 , □59 , □62 , □65 , □66 , 

□84 , □86 , □87 , □102 , □103 , □104 , □116 , □117 , □119 , □120 , □125 , □130 , □139 , □142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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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어 있는 요소이다.

다만 소화 속에서 구현된 골계를 느낄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구현된 골계와 동시에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감정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는 측면에서는 평어의 기능이 소화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하기

에 중요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평어는 통상 소화 말미에 위치하여 그 소화에서 대

상을 골계화한 수법, 골계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을 짚어주어 독자가 ‘올바른 

지점’에서 독자가 골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독자 입장에서는 서술자의 

평어를 통해 웃음 포인트를 다시 확인할 수 있어 독자 자신이 이해하고 웃은 

바에 대해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술자의 감상 및 서술자가 소화를 수록한 의도에 대한 평어에서는 

동정, 혐오와 같은 서술자의 감정이나 좋은 쪽으로 나아지기를 원하는 바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태도에 대한 씁쓸함과 같은 것이 드러나 있어 소

화에 해학성 혹은 풍자성의 색채를 더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28 , □30 , □38번 소화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8번 소화는 앞장에서 풍자성이 강한 소화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있으며, 또한 본장에서 해음 기법을 활용한 소화로 분류하여 그 기법을 

분석하기도 하 다.150) 이 소화의 평어에서는 장종성이 낸 수수께끼의 정답

과 그 이유를 서술자가 평어에서 설명하 다.

□28 우리 읍의 博士 張宗聖은 우스개를 이야기 하는 것에 뛰어났다. 때마침 

姓이 游인 主簿가 狀詞(訴狀)를 넘치게 받았고 멋대로 고문하여 黑聲(안 좋

은 소문)이 있자 장종성이 이에 수수께끼를 하나 지어 “작은 衙門 크게 열

리고, 철로 된 심장과 창자(속내)가 當 에 놓여있다. 전적으로 한번 부딪히

고 한번 부딪히는 고문에 의지하여 겨우 얻는 바가 있다. 그는 날이 어두워

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이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너와 더불어 밝히고 하얗

게 만들어주네”라며 그를 놀렸다. 기름가게(油鋪)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邑의 기름가게는 나무를 사용하여 기름틀(榨)를 만든다. 쇠로 심을 만들어 

150) □28번 소화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앞의 제2장 제2절 1번 참조. 소화에 활용된 해
음기법에 관한 분석은 본장의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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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당겨 기름틀을 두드리면 기름이 이에 흘러나오나 그 문에 누름나무

(枋)과 빗장(闥)을 만들지 않았다. 따라서 이로써 游簿라고 비유한 것이라고 

한다.151)

張宗聖이 游(主)簿가 잔인하게 사람을 고문하여 진술을 얻는 행위, 돈을 받

고 죄를 저지른 자의 범죄를 눈감아주는 행위를 바탕으로 수수께끼를 만들

었다.

‘무릇 기름가게를 가리킨다(蓋指油鋪也.)’라고 장종성의 수수께끼의 정답

을 밝히는 것으로 평어가 시작된다. 이어서 유주부가 사람을 고문하여 진술

을 겨우 얻어내는 모습을 기름틀을 두드려 기름을 짜내는 모습에 빗댄 것임

을 말하고, 그렇기에 기름가게를 뜻하는 ‘油鋪’가 游(主)簿’와 해음 관계이기

에 유주부를 기름가게에 빗댄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 다.

서술자는 평어에서 골계를 느끼게 하는 장종성의 수수께끼에서 어떤 수법

이 활용된 것인지, 그리고 유주부를 기름가게에 빗대어 묘사한 이유에 대해

서 상세하게 설명하 다. 이와 같은 평어는 독자에게 소화를 이해하는 데 필

요한 실마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서술자가 소화를 어떻게 이해하

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한다.

□30번 소화는 앞장에서 풍자성이 강한 소화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있다.152) 이 소화의 평어에서는 서술자가 이 소화를 ≪설도해사≫에 수록

한 의도를 드러내어 현실에 살고 있는 독자들을 대상으로 이 소화에 깃들어

있는 교훈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거나 문제점을 개선하기를 바라는 도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평어는 소화의 풍자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볼 수도 있다.

□30 黃郡의 한 擧人이 백성의 밭을 샀는데, 그 옆의 비옥하지 않은 토지를 

받고 그 안의 비옥한 토지는 남겨둔 것은 다음에 그에게 싼 값에 팔게 하기 

151) “余邑一博士張宗聖, 工談謔. 主簿游姓 , 濫受狀詞, 擅拷打, 有黑聲, 張乃著一

啞謎嘲曰, 衙門, 大展開, 鐵心腸, 當 擺, 全憑一撞一撞拷打, 才有些取采. 不怕

他黑了天, 有錢的進來, 你做個明白. 蓋指油鋪也. 余邑油鋪用木爲榨, 鐵爲心, 

引木撞榨, 油乃流出, 而其門不設枋闥, 故以喩游簿云.” (위의 책, p.226.)

152) □30번 소화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앞의 제2장 제2절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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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함일 뿐이었다. 이에 그 백성이 비옥한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려고 하

자 거인이 그를 官에 알려 심문을 받게 하려고 하 다. 그 백성이 이기지 

못할 것을 생각하고는 더러운 것(오물)을 머금고 거인의 얼굴에 토하 다. 

다른 거인이 무리지어 일어나 함께 그를 공격하고자 하 다. 이때 鄕紳 汪

氏가 그들을 헤치며 “너희들은 다만 거인의 얼굴만 얼굴인 것을 알고 백성

의 입도 입인 것을 모르는구나”라고 말하 다. 여러 거인은 모두 의기소침

해져 해산하여 돌아갔다. 鄕紳의 이 말은 强 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에 

충분하니 특별히 전할 만한 것으로 삼는다.153)

헐값에 비옥한 토지를 사려는 속셈인 거인은 백성의 밭 안쪽에 위치한 비

옥한 토지를 제외하고, 바깥쪽의 비옥하지 않은 토지만을 구매하 다. 백성

이 이를 알아채고 다른 사람에게 비옥한 토지를 팔고자 하 다. 이에 거인이 

민을 소송하여 심문을 받게 하려고 하 다. 힘없이 거인에게 당하여 밭을 빼

앗기게 될 것을 감지한 백성은 오물을 거인의 얼굴에 뱉어 분노를 표출하

다. 그 거인의 동료들은 신분이 자신들보다 낮은 백성이 거인의 얼굴을 더럽

힌 것에 분노하 다. 이에 거인의 동료들은 백성을 때리고자 하 다. 이때 향

신이 등장하여 거인으로서 교묘하게 백성의 땅을 빼앗아 잇속을 챙기려 하

여 백성의 생계를 위협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거인의 얼굴을 감히 백성이 

더럽힌 것만을 생각하는 거인들을 꾸짖었다.

서술자는 평어에서 강자가 향신의 말을 곱씹어 생각하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하여 이 소화를 수록하

음을 설명하 다. 현실 사회의 ‘강자’들이 반성하게 하고 그들을 교정할 수도 

있을 것이란 바람이 깃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평어는 소화의 풍

자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38번 소화는 앞장에서 풍자성이 강한 소화로 분류하여 그 내용을 분석한 

바 있다.154) 이 소화의 평어에는 서술자의 감상이 드러나 있다. 이는 현실에 

153) “黃郡一孝廉, 買民田, 收其旁瘠 , 遺其中腴 , 欲令他日賤售耳. 乃其民 腴田他

售, 孝廉鳴之官, 簿. 其民度不能勝, 以口銜穢, 唾孝廉面. 他孝廉群起, 欲共攻

之. 時鄕紳汪某解之曰, 若等但知孝廉面是面, 不知百姓口也是口. 諸孝廉皆灰心散

去. 鄕紳此語, 足令强 反己, 殊爲可傳.” (위의 책, p.227.)

154) □38번 소화의 내용에 관한 분석은 앞의 제2장 제2절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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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 있는 독자에게 이 소화의 절개가 변해버린 대상이 교정될 여지가 희박

함에 대한 씁쓸함이 담겨 있다.

□38 宋 왕조시기 大宋과 宋이 연달아 과거에 합격하여 함께 수도에서 관

직을 하 다. 上元(정월보름) 절기를 당하여 宋이 등불 연회를 성대하게 

준비하여 사치와 낭비가 극에 달하 다. 大宋이 보고서는 그를 “동생은 지

난해 산사에서 독서하던 고요한 생활을 잊은 것인가?”라고 꾸짖었다. 宋

이 웃으며 “오직 지금과 같은 나날을 생각했기에 지난해의 고요함을 달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 다. 아아, 宋 또한 걸출한 인재인데 그 

말이 오히려 이와 같다. 그러한 즉 사람이 출세에서 절개가 변할 수 없는 

것은 정말 어렵구나!155)

宋이 정월 보름을 쇠기 위한 화려하고 성대한 등불 연회를 준비함에 사

치와 낭비가 심하 다. 大宋이 지난날 함께 과거시험을 준비하던 검소한 나

날들을 상기시켜 소송에게 연회 준비가 과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자 

소송이 과거에 합격하여 사치하고 낭비하며 살기 위해 지난날의 절약하고 

검소했던 생활을 버틸 수 있었다고 말하 다.

서술자는 평어에서 관직을 얻기 전과 관직을 얻은 후에도 변함없는 절개

를 지니는 것은 뛰어난 인재에게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한탄조로 표현하

다. 절개가 변해버린 것과 변한 절개를 돌이키기 힘듦에 대한 씁쓸함이 담

겨져 있다. 따라서 이 평어가 소화의 풍자성을 두드러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으로 소화에 구현된 골계 수법에 대한 설명, 소화를 수록한 의도, 서술

자의 감상이 담겨있는 평어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서술자가 소화에 

구현된 수법을 부연 설명함으로써 독자가 소화 속 농담과 대상이 골계화되

는 데 사용된 수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골계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주

는 역할을 하 다. 또 서술자의 주관적인 감상, 소화를 수록한 의도를 밝힘으

155) “宋朝大宋 宋聯登制科, 同仕京都. 遇上元令節, 宋盛備燈火筵席, 極其侈靡. 大

宋見而斥之曰, 弟忘記前年讀書山寺寂寞光景乎. 宋笑曰, 只爲想著今日, 故昔年

甘就寂寞. 噫, 宋亦人傑也, 其 尙如此, 然則人不能移於遇, 眞難哉.” (위의 책,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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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소화에서 골계를 유발하는 농담을 언급함과 동시에 그 농담에 담겨 있

는 메시지를 부각하여 해학성 혹은 풍자성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 다.

지금까지 ≪설도해사≫ 속 소화에 활용되어 골계를 구현한 다섯 가지 수

법을 살펴보았다. 첫째, 언행을 보통 사람의 예상 행동 범위를 벗어나도록 극

대화하여 표현하는 데 과장법을 활용하여 골계를 느끼게 하 다. 둘째, 석자 

기법 중에서도 글자를 분해하거나 글자와 글자를 합쳐 새로운 글자를 만드

는 방법인 화형, 동음이의어나 다의어인 글자를 사용하는 해음 기법이 농담

을 만드는 데 활용하여 골계를 유발하 다. 셋째, 전고를 원뜻 그대로 인용하

거나 원문에 변형을 주어 뜻을 변화시킨 형태로 활용하여 농담을 짓는 데 사

용하여 골계를 구현하 다. 넷째, 그림이나 물품에 제시를 짓는 수법으로 그 

제시 안에 대상을 골계화하는 내용을 담아 골계를 유발하 다. 다섯째, 서술

자가 평어에서 골계를 유발하는 수법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독자에게 제대

로 소화를 이해하여 골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소화에서 골계가 구현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또 서술자가 소화를 수록한 의도, 서술자의 소화에 

대한 감상을 드러내는 것은 그 소화에서 골계를 유발하는 농담을 언급함과 

동시에 그 농담에 대한 작가가 느낀 연민 혹은 씁쓸함과 같은 주관적 감정을 

밝힘으로써 독자가 골계를 느낌과 동시에 그 이면의 감정도 느낄 수 있게 하

는 역할을 하 다.



- 86 -

제4장 ≪설도해사≫의 문학사적 의의

루쉰(魯迅)은 ≪중국소설사략≫에서 魏代 邯鄲淳(132-?)의 ≪笑林≫을 俳

諧文學의 효시라고 일컬은 바 있다. 이를 토대로 한단순의 ≪笑林≫이 중국 

최초의 전문 소화서로서 정립되었다. 이 ≪소림≫은 망실되었지만, 그 佚文 

30여 편이 ≪藝文類聚≫, ≪太平廣記≫, ≪太平御覽≫ 등에 산재되어 있다.

≪소림≫의 뒤를 잇는 작품으로 隋代 侯伯의 ≪啓顔 ≫이 있으나, ≪소

림≫과 마찬가지로 그 원서가 소실되어 ≪太平廣記≫와 ≪類說≫ 등에서 몇 

편이 보일 뿐이다.

宋代에는 前시대에 비해 소화서의 수량이 현저히 증가하 다.156) 이 시기

를 대표하는 소화서로 軾(1037-1101)의 ≪艾子雜說≫을 꼽는다.

중국 역대 소화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양의 소화서가 출판된 시기는 

明⋅淸代이다.157) ≪中國歷代笑話集成≫(1996)158)에는 97種의 소화서가 수록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62種이 明⋅淸代에 출간된 소화서이다. 明⋅淸代에

서도 특히 명말청초 무렵을 소화의 전성기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59)

이 시기에는 소식의 ≪애자잡설≫을 모방하여 陸灼이 ≪艾子後語≫를 지

156) 송대의 대표적인 소화서에는 여거인 ≪현거록≫, 심징 ≪해사≫, 주문기 ≪개안
집≫, 천화자 ≪선학집≫, 고역 ≪군거해이≫, 소식 ≪애자잡설≫, 주휘 ≪절도
록≫, 형거실 ≪부장록≫, 무명씨 ≪적천소림≫ 등이 있다.

157) 명⋅청대의 대표적인 소화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명대의 소화서로는 왕세정 
≪조학편≫, 풍몽룡 ≪소부≫⋅≪광소부≫⋅≪아학≫, 이탁오 ≪소도≫, 육작 
≪애자후어≫, 유원경 ≪응해록≫, 서위 ≪해사≫, 곽자장 ≪해어≫, 강 과 
≪설도해사≫, 욱이행 ≪학랑≫, 종성 ≪해총≫, 조남성 ≪소찬≫, 진우모 ≪광
골계≫, 반유룡 ≪소선록≫, 무명씨 ≪소림≫⋅≪속소림≫⋅≪분반록≫⋅≪소
해천금≫ 등이 있다. 다음으로 청대의 소화서로는 유희주인 ≪소림광기≫, 정세
작 ≪소림광기≫, 진고모 ≪소도≫, 석성금 ≪소득호≫, 방비홍 ≪광담조≫, 독
일와퇴사 ≪소소록≫, 소석도인 ≪희담록≫ 등이 있다.

158) 陳維禮⋅郭俊峰 編, 時代文藝出版社.

159) “중국에서 소화집의 전성기는 명말청초 무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는 전대의 소화들을 집대성한 소화집들이 널리 유행하는 한편, 소화집 하나에 
실린 소화의 則數가 400에서 700에 이르는 방대한 소화집들을 포함, 여러 종류
의 소화집들이 만들어졌다.” 김 준, ＜한⋅중소화 비교연구＞, ≪기전여자전문
대학 논문집≫ 제16집, 1996,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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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것과 같은 前代의 소화서를 모작한 소화서 및 풍몽룡의 ≪소부≫와 같이 

여러 소화서에 수록된 소화들을 수집하고 정리한 것에 자신이 직접 지은 소

화를 추가한 소화서가 존재하 다. 그리고 이 시기에 소화서를 펴낸 작자가 

스스로의 본명을 밝혀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본명이 아닌 필명을 사용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 다.

문학작품은 그것이 만들어지게 된 환경, 문화, 문명들과 분리할 수 없고, 

모든 문학작품은 사회적, 문화적 요소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 할 수 

있다.160) 당대의 사회경제의 발전, 출판업의 흥성, 독자층의 확대, 성령설의 

대두 등과 같은 요인이 대량의 소화서가 출판되는 데 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당대 강남 지역에서 소설이 성행하는 데 지대한 향을 주었던 요인들

과 소화의 성행에 향을 준 요인이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

대 소설과 소화가 성행함에 있어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소설과 소화 모두 강남 지역에서 출판되고, 주로 강남 지역에서 소비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강남 지역 도시의 경제적 발전, 출판인쇄업의 

부흥으로 인한 안정적인 책의 공급과 수요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만명 시기는 이미 교통망의 확충으로 전국적으로 물품이 유통되어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몇몇 도시들이 경제적으로 급성장

을 하 다. 특히 강소와 절강 두 성에 전국의 3분의 1에 달하는 도시들이 몰

려있었다. 소주, 송강, 상주, 항주, 가흥, 호주부와 주위의 많은 시진들은 전국

적으로 상업이 발전한 지역이었다.161) 특히 항주는 16세기 초에 인구가 희박

했지만 16세기 중반에 이르러 인구가 집되었다고 한다. 또한 소주는 16세

기 말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 다.162) 이 소주와 항주는 “하늘에

는 천당이 있고 땅에는 소주와 항주가 있다”고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부유하

다.163)

160) 朴喆熙, 金時泰 엮음, ≪문예비평론≫, 문학과비평사, 1988, p.269.

161) 오금성 외 저,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p.558.

162) 로이드 E. 이스트만 저, 이승휘 역, ≪1550-1949 중국 사회의 지속과 변화≫, 돌
베개, 2006, p.194.

163) 오금성 외 저, 앞의 책,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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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의 활성화는 출판인쇄가 성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었다. 교통망

의 확충과 교역의 활성화로 출판인쇄에 필요한 원재료(목재, 먹, 종이)를 남

경, 소주 등지로 공급하기가 수월해졌다. 이와 함께 명조체의 개발로 판목을 

새기는 일이 분업화가 가능해지게 되면서 책을 만드는 속도도 빨라지게 되

었다. 즉, 원재료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책을 제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

되면서 책의 원가를 상당히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책을 만들어 안정적인 물품유통망을 통하여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

경이 마련되면서 책은 상품으로써의 가치를 획득하게 되었고, 상업이 활성화

된 도시이면서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를 원활하게 공급받아 책을 만

들 수 있는 남경, 소주, 복건 등지를 중심으로 출판시장이 형성되어 책이 판

매되었다.

특히 가정⋅만력 이후로 강남 지방에서 출판업이 성행하 다는 것은 책의 

출판 수량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송대부터 명말까지의 출판 수량 3,094점 

중에서 65%를 차지하는 2,019점이 가정⋅만력에서 숭정에 이르는 약 100여 

년 사이에 출판되었다.164)

한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출판시장이 형성될 수 있던 요인은 책을 원활

하게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도 있지만, 책의 수요층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 때문이기도 하다. 명대에는 강소, 절강, 복건 지역에서 進士가 압

도적으로 배출되었는데, 이 지역에는 학자와 문인이 많이 거주하 고 책의 

수요가 많았다. 문인과 함께 문자 해독 능력을 가진 도시의 상인, 수공업자, 

기생, 예인 등의 사람들이 독자층을 형성하고 있었다.165) 따라서 공급도 안정

적이면서 수요가 왕성한 강남지역의 출판시장 규모가 클 수밖에 없었다.166)

이렇듯 공급과 수요가 원활한 출판시장 속에서 소설과 소화는 서점에서 

높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서적들이었다.

만력 시기에는 개인의 문집, 총서, 희곡, 소설 등의 출판이 눈에 띄게 증가

하는데,167) 희곡과 소설은 출판시장에서 중요한 상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

164) 오오키 야스시 저, 노경희 역, 앞의 책, p.30.

165) 서경호, ≪중국 문학의 발생과 그 변화의 궤적≫, 문학과지성사, 2003, p.603.

166) 오오키 야스시 저, 노경희 역, 앞의 책, pp.105-106.

167) 위의 책, p.31.



제4장 ≪설도해사≫의 문학사적 의의

- 89 -

고 있었다. 16세기 말 17세기 초에 성행하 다고 일컬어지는 소화도 희곡 및 

소설과 같은 출판물이 급증하는 추세 속에서 출판 시장에 유입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 시기를 대표하는 소화서로 徐渭의 ≪諧史≫, 敢定向의 ≪權子≫, 李贄

의 ≪山中一夕話≫, 謝肇淛의 ≪五雜俎≫, 江盈科의 ≪雪濤諧史≫, 鍾惺의 

≪諧叢≫ 등이 있다.

소설이 성행하여 당시에 인기 있던 제재 유형의 이야기들이 연달아 창작 

출판되고 유명한 작품을 모방한 속작들이 줄지어 출현하는 현상이 생겨났듯

이, 소화도 대량 출판되면서 작자에 의해 소화가 개작되거나 한 소화가 다양

한 소화서에 중복되어 등장하는 현상이 발생하 다.

周作人의 ≪明淸笑話四種≫에 수록된 ≪笑贊≫(明), ≪笑府≫(明), ≪笑

倒≫(淸), ≪笑得好≫(淸)를 살펴보면 ≪笑贊≫과 ≪笑府≫ 속 소화가 겹치거

나, ≪笑倒≫와 ≪笑得好≫ 속 소화가 중복되거나 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

는데, 그 수가 17則에 달한다.168)

강 과의 ≪설도해사≫에서도 그가 ≪설도해사≫에 직접 수록한 146則 중 

27則의 소화169)가 宋代 文人 軾의 ≪艾子雜說≫부터 淸代 문학 작품에 이

르는 총 16種170)의 소화서에 중복하여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화서 

외에 ≪만력야획편≫, 楊士聰의 ≪玉 薈記≫, 楊愼의 ≪天畫≫, ≪ 瓠首

集≫, ≪古妄 ≫ 등에서도 ≪설도해사≫에 실린 소화와 중복되는 소화 6則

을 찾을 수 있다.171)

한 소화가 다양한 소화서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당대에 인기 있던 혹은 유

168) 윤현아, ＜明淸文獻 笑話 硏究-周作人 編 ≪明淸笑話四種≫을 중심으로-＞, 숭
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26.

169) 해당 소화는 □9 , □11 , □12 , □13 , □20 , □22 , □32 , □42 , □53 , □64 , □80 , □81 , □83 , □86 , □92 , □94 , □95 , □96 , 

□97 , □104 , □118 , □120 , □132 , □134 , □141 , □143 , □146번이다.

170) 16種 소화서는 다음과 같다. 소식 ≪애자잡설≫(宋), 강 과 ≪설도소설≫(明), 

徐渭 ≪諧史≫(明), 謝肇淛 ≪五雜俎≫(明), 鐘惺 ≪諧叢≫(明), 馮夢龍 ≪古今譚

槪≫(明), 馮夢龍 ≪笑府≫(明), 馮夢龍 ≪廣笑府≫(明), 浮白齋主人(馮夢龍) 

≪雅謔≫(明), 浮白主人(馮夢龍) ≪笑林≫(明), 姚旅 ≪露書≫(明), 天笑笑生 

≪解慍編≫(明), 沈周 ≪客座新聞≫(明), 遊戲主人 ≪笑林廣記≫(淸), ≪笑倒≫
(淸), ≪明淸笑話四種, 笑得好≫(淸)

171) 해당 소화는 □14 , □32 , □53 , □64 , □69 , □140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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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했던 이야기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이처럼 소화를 수집하고 창작하여 

출판한 대량의 서적들이 축적되어 후일 馮夢龍(1574-1646)이 700여 則에 달

하는 많은 양의 소화를 수록한 ≪소부≫를 출판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이밖에도 ≪설도해사≫에 실린 □78 , □143번 소화가 각각 고려 문인 李仁

(1152-1220)의 ≪破閑集≫과 조선 문인 洪萬宗(1643-1725)의 ≪旬五志≫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소화를 더 찾을 수 있다면 중⋅한 소화의 유

사성 혹은 차이점을 대조⋅비교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동아시아의 소화

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화의 제재 혹은 소재가 다르나 그 골자가 대동소이한 소화도 존재

한다. 예컨대, ≪설도해사≫ 속에 등장한 □101번 소화와 청대 소화서 ≪소득

호≫에 등장하는 ＜方蛇＞의 골자가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해당 원문도 함께 병기하 다.

□101 有說謊 , 每遷就其詞. 自 家有一雌鷄, 歲生卵千枚. 問云, 那得許多. 

其人遞減至八百六百, 問 猶不信. 乃曰, 這個數, 再減不得, 寧可加一只雌

鷄.172)

어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날마다 그 말을 바꾸었다. 집에 암탉 

한 마리가 있는데 1년에 1000알을 낳는다고 스스로 말하 다. “어떻게 그렇

게 많을 수 있는가?”라고 묻자 그 사람은 1000에서 800으로 또 800에서 600

으로 점차 줄 으나 물어본 자는 여전히 믿지 않았다. 이에 “그 알의 수를 

또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차라리 암탉 한 마리를 추가하시오”라고 말하

다.

有曾遇大蛇的, 侈 闊十丈, 長百丈, 聞 不信. 其人遽減二十丈, 人猶不信. 

遞減至三十丈二十丈, 遂至十丈, 忽自悟其謬曰, 阿呀, 蛇竟長方了.173)

일찍이 큰 뱀을 만난 자가 (그 뱀이) 너비가 10丈, 길이가 100丈이라고 과장

172) 黃仁生, 앞의 책, 2013, p.248.

173) 王利器, ≪歷代笑話集≫, 上海古典文學出版社, 1956, p.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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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말하자 들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그 사람이 (길이를) 20丈을 줄

으나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다. 길이를 30丈, (또) 20丈까지 줄이는 데 

이르렀고, 결국 10丈을 (또) 줄이는 데 이르렀다. 문득 스스로 그 오류를 깨

닫고 ‘뱀이 끝내 직사각형이 되었구나’라고 말하 다.

□101번 소화와 ＜方蛇＞는 각각 그 소재가 닭 알과 뱀이라는 것만 다를 뿐, 

허풍쟁이가 자가당착에 빠지고 마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1번 소화에서는 닭 

알의 개수를 과장하여 말하 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자 점점 닭 알의 개수를 

줄이다가 끝내 그 허풍의 오류가 드러나고 말았으며, ＜方蛇＞에서는 뱀의 

크기를 과장하여 말하 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자 점점 크기를 줄이다가 허

풍에 오류가 생겨 말이 성립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 다.

한편 한 소화가 다양한 소화서에 중복하여 등장하거나, 제재 혹은 소재는 

다르나 골자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외에도 수많은 소화에서 자주 활

용되어지는 수사기법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과장, 반전, 대

비, 의인법, 雙關, 化形, 引用 등이 있다.174) ＜풍몽룡의 ≪소부≫연구＞(2000)

에서는 과장법, 쌍관, 인용, 의인법 등을 ≪소부≫의 대표적 수사기법으로 제

시하 다. ＜明淸 文獻笑話 硏究＞(2001)에서는 周作人의 ≪明淸笑話四種≫
에 수록된 ≪笑贊≫(明), ≪笑府≫(明), ≪笑倒≫(淸), ≪笑得好≫(淸), 4種의 

소화서 분석을 토대로 명, 청 소화에서 상용되는 수사기법으로 과장법, 대비, 

아이러니, 쌍관, 화형을 꼽은 바 있다. 또한 ＜강 과소화집연구＞(2015)에서 

또한 과장, 쌍관, 시구, 왜곡 등을 강 과 소화서의 대표적인 수사기법으로 

언급하 으며, 본고에서는 ≪설도해사≫에는 주로 과장법이 활용되었고, 석

자(화형 및 해음)가 상용되었으며, 전고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변형하는 식으

로 사용되었고, 詩體가 적용되었으며, 평어가 활용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문 소화서인 강 과의 ≪설도해사≫는 당대 

소화 창작 흐름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소화서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여타 편찬자들과 다를 바 없이 당대의 소화 혹은 그 이전 시기의 소화를 

선별하여 수록한 것에 더하여 본인이 지은 소화를 더하는 방식으로 소화서

를 구성하고, 그 소화들에 주로 활용된 수사기법 또한 당대 소화에서 흔히 

174) 陳淸俊, ≪中國古代笑話硏究≫, 花木蘭文化出版社, 2010, pp.41-5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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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과장, 쌍관, 화형, 인용 등이 쓰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소화서가 소설과 더불어 대량으로 출간되고 소비될 수 있었던 

데에는 당대 수요층의 변화한 인식도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 다.

인쇄술이 발명된 이후에도 경서 등은 매우 공을 들여 간행되었는데 반해, 

희곡이나 소설은 오랜 기간 동안 제대로 간행되지 못하 다. 그런데 가정⋅
만력 연간 이후에 희곡⋅소설 작품이 폭발적으로 간행된 것은 통속문학에 

대한 편견이 이전에 비해 줄었다는 사회 분위기 같은 정신적인 요소도 바탕

에 깔려있다.175)

만명 시기에 ‘성령설’이라는 사람의 감정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등장하 다. 서위, 이지, 탕현조에 기반이 닦여졌고 원종도, 

원굉도, 원중도 삼형제에 의해 집대성되었다. 이들은 삶의 진솔한 모습을 보

여주고 진솔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면, 희곡⋅소설과 같은 속문학이나 민

간의 속어, 백화체도 수용하여 문인의 글쓰기의 역에 포함시켰다.176)

공교롭게도 만명 시기 소화서를 출판한 주요 문인들인 徐渭, 李贄, 江盈科, 

鍾惺, 馮夢龍 등은 공통적으로 ‘성령설’이라는 사람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하는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하 다. 이들은 삶의 진솔한 모습, 마음에

서 우러나온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雅俗 문학을 가리지 않았고 민간의 속어, 

백화체도 개의치 않고 사용한 것이다.

‘성령설’의 등장은 당시 문인들이 전통적인 글만 쓰는 것에서 벗어나 희곡, 

소설, 소화 등의 통속 문학을 읽거나 쓰는 행위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보조

적인 역할을 하여, 통속 문학을 읽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게 문인의 생활 

역에 스며들도록 할 수 있었을 것이다.177)

따라서 성령설을 지지하는 문인들이 차츰 생겨나고 문인들이 선입견을 깨

고 통속 문학을 접함으로써 한층 수월하게 소설, 소화를 포함한 통속 문학이 

성행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굉도가 성령설에 대한 담론을 한창 형성하고 있을 당시 그와 함께 어울

175) 오오키 야스시 저, 노경희 역, 앞의 책, pp.44-45 참조.

176) 서경호, 앞의 책, p.593.

177) 위의 책, p.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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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던 강 과가 편찬한 ≪설도해사≫이기에 지니는 의의가 더 크다. 그가 그 

누구보다 원굉도와 친 한 교우 관계를 유지하면서, 원굉도가 제창한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한 감정을 발현한 글쓰기를 실천해야 한다는 ‘성령설’에 

찬동하고 실천에 힘썼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가 ≪설도해사≫를 

편찬한 것이 ‘성령설’에 부합하는 글쓰기를 실천하는 데 노력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소화에는 주로 기쁨(喜), 성냄(怒), 슬픔(哀), 미움(惡), 욕구(欲) 등과 같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七情이 발현되어 있다. ≪예기, 예운≫에서는 기

쁨(喜), 성냄(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움(惡), 욕구(欲)와 같은 일

곱 가지 정감에 대해서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 다.178) ‘사

람’이라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일곱 가지 정감이 어떤 상황을 마주하

을 때 ‘절도’, 즉 도덕적 규범에 적합하게 발현되는 것을 ‘和’라고 한다.179) 

예컨대, □30번 소화에서 백성이 거인에게 논밭을 헐값에 빼앗기게 될 처지에 

놓 을 뿐만 아니라, 거인의 얼굴에 오물을 뱉어 자신의 원통함과 분노를 표

출하여 거인 무리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처하 다. 때마침 이러한 상황을 목

격한 향신이 직접 나서서 거인들의 행동을 꾸짖고 공격당할 뻔한 백성을 구

제해주었다. 이는 곤란한 상황에 처한 백성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 및 거인들

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분노가 절도에 맞게 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덕적인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정감이 있는 반면에 절

도에 위배되는 정감도 있다. 예컨대, □30번 소화에서 거인은 백성의 입장을 고

려하지 않고 자신이 취할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하 다.180) 또 □102번 소화에

서 잘못된 처치로 환자를 죽게 만든 책임으로 돌팔이와 그 가솔이 함께 죽은 

환자의 장례를 지내게 되었다. 매장지로 운구하던 중 몸집이 컸던 환자의 무

게가 버거웠던 가솔들이 저마다 차례대로 시구를 지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 다. 거기에는 돌팔이의 실수로 죽어버린 환자에 

178) “무엇을 人情이라 하는가? 기쁨(喜), 성냄(怒), 슬픔(哀), 두려움(懼), 사랑(愛), 미
움(惡), 욕구(欲), 일곱 가지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다(何 人情. 喜怒

哀懼愛惡欲七 , 弗學而能.).” (≪예기, 예운≫)

179) “희노애락이 아직 발하지 않은 것을 中이라고 하고, 발하여 모두 절도에 맞으면 
和라고 한다(喜怒哀樂之未發, 之中. 發而皆中節, 之和.).” (≪중용≫ 제1장)

180) □30번 소화의 내용은 제2장 제2절 1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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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측은지심은 결여되어 있고, 오로지 시신을 매장지로 옮기고 있는 자신

의 처지만을 한탄한 私慾만이 가득하 다.181) 이것이 바로 전적으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직접적인 정감 즉 사욕만을 좇아 부도덕한 행동을 한 것

으로, 위의 향신의 정감이 도덕적으로 발현된 것과 상반된다.

≪설도해사≫에는 자신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감정인 사욕 및 타인의 상

황을 보고 자신에게 전치시켜 느끼는 도덕적 규범에 부합하는 감정들이 소

화 속에 발현된 것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

을 안타깝게 여기는 정감인 측은지심 및 타인의 시선 속에서 나의 잘못된 행

동을 부끄러워하는 정감인 수오지심이 발현되어 있는 소화가 상당히 많다. 

앞서 예시로 제시한 □30번 소화에서 거인에게 일방적으로 당할 위기에 처한 

백성에 대해 안타까워한 향신, 또 □27번 소화에서 자신이 총애하던 선비가 요

절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한 서술자182) 등의 언행에서 측은지심이 발현된 모

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30번 소화에서 백성을 공격하려던 거인들이 향신의 

질책을 듣고 의기소침해져 해산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한 

수오지심이 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측은지심 및 수오지심을 비롯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의 호

의에 대해 부끄럽게 여기면서 사양하는 정감인 사양지심,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남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스스로 알고 있는 정감인 시비지심이 

결여된 대상을 골계화한 소화 역시 다수를 차지한다. 예컨대, □82번 소화에서 

선물을 받고도 자신에게 쓸모없는 작년 달력을 답례로 주려는 향신, □60번 소

화에서 초대받은 손님임에도 주인처럼 행세하며 밤이 늦었음에도 집에 돌아

181) □102번 소화의 내용은 제2장 제1절 3번 참조.

182) □27 “姑 에 馮生인 諱가 時範인 자가 있었는데 일찍이 下士라 불렸다. 나이는 
60세에 가깝고 아직 俊秀를 얻지 못하 다. 그의 아들은 이름이 嘉謨인데 젊고 
훌륭한 재주가 있어 내가 심히 그를 아꼈다. 甲午年(1594-만력22년)에 嘉謨가 
요절하자 時範은 처음 北畿鄕薦을 받았다. 姑 의 士人이 ‘馮時範은 죽을 자리
를 얻자 도리어 합격하 고, 馮嘉謨은 합격할 만하나 도리어 죽어버렸네’라고 
말을 만들었다. 어떤 이가 이를 나에게 알려주었는데, 나도 모르게 슬프기도 하
고 웃기기도 하 다.(姑 有馮生諱時範 , 夙號名下士, 年近耳 , 尙未得俊. 其

子名嘉謨, 年 有美才, 余甚愛之. 至甲午歲, 嘉謨夭死, 時範始領北畿鄕薦. 姑

士人作語曰, 馮時範死得, 却中了. 馮嘉謨中得, 却死了. 或以告余, 余不覺且悲且

笑.)” (黃仁生, 앞의 책, 2013,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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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생각을 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주인의 집에서 잠을 청하려는 고집스러운 

손님183) 등의 언행에서 사양지심이 결여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3 번 

소화에서 오로지 자신이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을 생각한 나머지 옳고 그름

을 따지지 않고 과감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생원184), □30번 소화에서 옳고 그

름을 따지지 않고 자신이 취할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한 거인 등의 언행에

서 시비지심이 결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도해사≫ 속 소화에는 七情이 절도에 맞게 발현되어 있고, 또 ‘四端’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기뻐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四

端’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분노하며 비판하 다. 따라서 

≪설도해사≫ 속 소화가 유발하는 웃음의 방향은 진실하면서도 도덕적인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자연스레 ≪詩⋅衛風⋅淇奧≫의 “농담도 잘하시지만 지나치지 않으

시네(善戱謔兮, 不爲虐兮)”라는 한 구절을 연상하게 된다. 강 과가 ＜敝篋集

序＞에서 ‘(성령에서 우러나와) 팔이 마음을 옮겨낼 수 있다면, 즉 諧詞와 謔

語도 감정을 보기에 충분하니, 예법에 맞으며 장중한 말이 필요치 않다(腕能

運心, 卽諧詞謔語皆足觀感, 不必法 莊什矣.)’라고 언급하 듯이, 그는 ‘진심

에서 우러나온 예법에 맞는 감정’이 담겨있는 소화를 수집하고 창작하여 

≪설도해사≫를 완성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장중한 

말이 아닌 예법에 맞는 진솔한 감정이 담겨있는 소화서로서 독자가 읽고 자

신의 마음을 수양하도록 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설도해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 과의 ≪설도해사≫는 만명 시기 소설⋅희곡 등 통속문학이 대대적

183) □60 “한 고집스러운 손님이 술에 빠져 멈춤이 없었다. 여러 손님과 함께 자리하
여 술에 취하자 이에 여러 손님을 보고는 ‘길이 먼 사람은 먼저 돌아가도 된다’

라고 말하 다. 여러 손님들이 모두 가버리고 오직 주인이 함께 마시고 있었다. 

그 사람이 또 ‘길이 먼 이는 먼저 돌아가시오’라고 말하자, 주인이 ‘나만 여기 
있을 뿐이오’라고 말하 다. 그 사람이 ‘자네도 방 안으로 돌아가시게. 나는 자
리 위에서 잠을 자야겠소’라고 말하 다.(有 客 酒無休, 眾客同席, 飮酣, 

乃目眾客曰, 凡路遠 , 只管先回. 眾客去盡, 只有主人陪飮. 其人又云, 凡路遠

先回. 主人曰, 只我在此耳. 其人曰, 公還要回房裏去, 我則就席上假臥耳.)” (위의 
책, p.237.)

184) □3 번 소화의 내용은 제2장 제2절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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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창작되던 흐름 속에서 편찬되어 그 시대의 문학 작품 창작의 경향성을 

분명히 반 한 결과물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그의 소화서는 내용적

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전형적인 만명 시기의 소화 및 소화서의 특성을 종합

적으로 지니고 있다. 셋째, 성령설을 지지하 던 문인인 徐渭, 李贄, 江盈科, 

鍾惺, 馮夢龍 등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로 소화서를 편찬하 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성령설을 지지했던 문인들의 소화서는 성령설 및 해당 문인들을 연

구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며, 강 과의 

≪설도해사≫도 그러한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강 과의 

≪설도해사≫는 장중한 말이 아닌 예법에 맞는 진솔한 감정이 담겨있는 소

화를 모아놓은 소화서로서 독자가 이를 읽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도

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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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본고에서는 晩明 文人 江盈科(1553-1605)의 대표 소화서인 ≪雪濤諧史≫를 

전면적으로 분석, 검토하 다. 골계가 구현되는 양상에 따라 ‘해학성’이 강한 

소화와 ‘풍자성’이 강한 소화로 성격을 분류하여 그 주된 내용을 분석하 고, 

또 골계를 불러일으키는 데 활용된 수법을 살펴보았다.

≪설도해사≫에 실린 총 153則 중 강 과가 몸소 수집하거나 창작한 소화

는 146則인데, 실로 골계를 유발하는 다양한 내용의 소화들로 구성되어 있

다. 

2장에서는 ≪설도해사≫ 속 내용을 크게 해학과 풍자 두 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해학성이 짙은 소화는 크게 네 가지로 내용을 나눌 수 있었다. 우선 외모

가 ‘보통’과는 다른 작은 키, 삐뚤빼뚤한 치아, 비뚤어진 입, 천연두 자국, 자

라지 않은 수염, 이른 나이에 하얗게 변한 수염을 가지고 있는 인물을 주로 

골계화한 소화를 첫 번째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람의 무지(無知), 건망

증, 인색함, 위선, 마음의 편향, 집착 등은 성격적인 면 혹은 도덕적인 면에서 

결함이 있는 인물을 골계화한 소화가 있었다. 또한 자신의 직무를 제대로 수

행할 능력이 모자란 무능한 관리, 선생, 훈장, 의사, 화가 등을 골계화한 것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을 속이지 못하는 허풍쟁이, 자신도 모르게 거짓

말쟁이에게 속아 넘어가 버린 인물의 모습을 골계화한 소화가 있었다.

네 부류 소화에서 대상 그 자체 혹은 대상의 언행, 성격 등을 골계화하여 

농담을 하여 웃음을 지으면서도 동시에 대상에 대한 연민, 애잔함 등과 같은 

감정이 함께 소화에 실려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풍자성이 짙은 소화는 대부분 현실을 반 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내

용을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로 피지배계층에 대해서는 고려치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관리 혹은 문인, 돈을 받고 죄를 눈감아주

는 부패한 관리, 탐욕스러운 관리, 사치스러운 관리를 조롱하고 비판한 것이 

있었다. 두 번째로 속임수를 써서 시험에 통과하고자 하는 생원, 다른 남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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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나 비구니와 사통하는 간악한 승려를 조소한 것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옛글을 모방하고 답습하는 학자를 비판한 소화가 있었다. 

세 부류 모두 대상 그 자체 혹은 대상의 언행, 성격 등을 골계화해 농담을 

말하여 웃음을 지으면서 동시에 대상에 대한 혐오, 씁쓸함 등과 같은 감정이 

소화에 녹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3장에서는 ≪설도해사≫ 속 소화에서 골계(해학 및 풍자)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된 수법을 살펴보았다. 기본적으로 민간의 속어도 활용하고 대화체 및 

백화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생동감 있게 서술하는 것을 바탕으로 과장법, 析

字, 典故, 他題詩, 評語 등이 골계를 유발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었다.

과장법은 대상의 언행을 보통 사람의 예상 행동 범위를 벗어나도록 극대

화시켜 표현하여 골계를 유발하는 데 활용되었다. 석자 기법 중에서도 글자

를 분해하거나 글자와 글자를 합쳐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방법인 화형, 동음

이의어나 다의어인 글자를 사용하는 해음 기법이 대상을 골계화하는 농담에 

사용되었다. 전고를 원뜻 그대로 인용하거나 원문에 변형을 주어 뜻을 변화

시킨 형태로 활용하여 농담을 짓는 데 사용하여 골계를 구현하 다. 그림이

나 물품에 제시를 짓는 수법으로, 그 제시의 내용 안에 대상을 골계화하는 

내용을 담아 골계를 유발하 다. 서술자가 평어에서 골계를 유발하는 수법에 

대해 설명하여 독자에게 골계를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소화에서 골계가 구현

되는 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 다. 서술자가 소화를 수록한 의도, 서술자의 소

화에 대한 감상을 밝혀 소화의 해학성 혹은 풍자성을 짙게 하는 역할을 하

다.

4장에서는 명나라 중엽 이후 상업화의 발전, 도시의 성장, 인쇄출판의 성

행, 성령설의 대두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당대 문학 창작의 흐름 속에서 소화 

및 강 과의 ≪설도해사≫가 갖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만명 시기 소화서의 성행에 향을 준 요인은 당대 소설이 성행할 수 있었

던 요인과 궤를 같이 한다. 즉 만명 시기 소화서의 대량 출판 및 수요 증가는 

당대 사회경제의 발전, 출판업의 흥성, 독자층의 확대, 성령설의 대두 등의 

향을 받아 이루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소화서가 성행했던 시대의 흐름 속에서 편찬된 강 과의 ≪설도해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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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강 과의 ≪설도해사≫는 만명 시기 소설⋅희곡 등 통속문학이 대대

적으로 창작되던 흐름 속에서 편찬되어 그 시대의 문학 작품 창작의 경향성

을 분명히 반 한 결과물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그의 소화서는 내용

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전형적인 만명 시기의 소화 및 소화서의 특성을 종

합적으로 지니고 있다. 셋째, 성령설을 지지하 던 문인인 徐渭, 李贄, 江盈

科, 鍾惺, 馮夢龍 등의 공통점 가운데 하나로 소화서를 편찬하 다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성령설을 지지했던 문인들의 소화서는 성령설 및 해당 문인들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며, 강 과의 

≪설도해사≫도 그러한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강 과의 

≪설도해사≫는 장중한 말이 아닌 예법에 맞는 진솔한 감정이 담겨있는 소

화를 모아놓은 소화서로서 독자가 이를 읽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수양하도

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강 과의 여러 소화서 중에서 ≪설도해사≫만을 대상으로 하

다. 따라서 강 과의 소화서의 전체적인 특징을 정의내리기에는 역부족이

고, 더 나아가 만명 시기의 전반적인 소화서의 특성으로 확대하여 분석하기

에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에 만명 시기 성령설을 주창하 던 문인들의 소화

서를 분석한다면, 만명 시기의 소화, 성령설, 사회 문화상을 살펴보는 데 있

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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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江盈科的≪雪濤諧史≫硏究

笑話是“能引人發笑的故事”｡ 中國 早的笑話集是由三國時期魏國的邯鄲

淳(132-?)所著的≪笑林≫｡ 隨著明代中期以後社 經濟的發展及性靈說的提倡

笑話書的出版急劇增加｡ 此時期的笑話書的內容大多由之前笑話書中收 過的

笑話和從當代街談巷說搜集的笑話及撰 親身經歷之趣聞軼事構成｡ 
江盈科(1553-1605)是明朝晚期文壇“公安派”的重要成員之一｡ 本論文

江盈科(1553-1605)的≪雪濤諧史≫中所包含的戲謔性及諷刺性進行分析, 并以

此來 察≪雪濤諧史≫的藝術性及其在文人笑話盛行時期所佔據的地位｡ 
≪雪濤諧史≫中的笑話可分為戲謔和諷刺兩大類｡ 第一類“諧謔”是 被笑

話的 象及其 行的滑稽搞笑拿來當笑料, 從而得到滿足的笑話｡ 這裡出現外

形有缺陷的, 精神上或道德上有瑕疵的, 無能的, 愛吹噓或愛說謊的及被其所騙

的人｡ 而內容上 他們的 行拿過來當笑料的情況居多｡ 
另一種是“諷刺”｡ 此種笑話雖然表面上 其要取笑的 象及 象的 行進

行戲謔化, 但笑話的裡面蘊含 於笑話 象的厭惡或希望笑話 象的問題有所

改善的願望｡ 這裡有譏諷統治階層自私, 奢侈, 貪婪, 腐敗的, 有在 場試圖作弊

的, 和有夫之婦偷情的僧侶等｡ 書中內容主要包括暴露并批評這些當時社 的

弊端和問題的內容及批評模仿沿襲古文的風氣的內容｡ 
≪雪濤諧史≫中的笑話不僅使用了 話體及白話文使故事的情節得以生動

展開, 也用了各種修辭手法來實現了諧謔和諷刺｡ 使用的手法主要有：誇張, 析

字, 典故, 他題詩, 評語等｡ 這些也是當時流行的笑話的基本手法｡ 首先, 笑話

象的 行表現為遠遠超出一般人的行動範圍的誇張法來引發戲謔｡ 其次, 利

用分解字或合成字來形成新字的化形及利用同音詞多義詞的諧音｡ 再次, 引用

諸多典故, 時而用原意, 時而變換原文來諧謔 象｡ 也通過 物品及繪畫題詩來

間接地實現諧謔｡ 後, 敘述 通過在評語中說明諧謔手法, 做到了在笑話中實

現戲謔的輔助作用｡ 通過說明敘述 收 笑話的意圖, 於笑話的感想等使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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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的諧謔或諷刺的層面得以加強｡ 
江盈科的≪雪濤諧史≫編撰於笑話書的出版 盛行的明末清初｡ 此時出現

了作 改編笑話或同一個笑話重複出現於多個笑話書的現象｡ ≪雪濤諧史≫中

的27則笑話也重複出現在從宋代文人 軾≪艾子雜說≫的作品到清代作品等共

16種笑話書中｡ 當時的笑話書主要使用了誇張, 比, 擬人, 雙關, 化形, 引用

等｡ 經 察可確認江盈科的≪雪濤諧史≫同樣也使用了這些手法｡ 由此可知：
江盈科的≪雪濤諧史≫其內容和形式上都具備了符合當時笑話創作的趨勢的面

貌｡ 
不僅如此, 江盈科收集并創作了在當時俗文學中位於 低位置的笑話, 從

而編撰出這本名為≪雪濤諧史≫的笑話書｡ 這說明江盈科實踐了其 袁宏道共

同提倡的“獨抒性靈, 不拘格套”的性靈說｡ 而≪雪濤諧史≫是江盈科實現“獨抒

性靈, 不拘格套”的一個成果, 也是其意義所在｡ 

關鍵詞 : 晩明時期, 江盈科, 文獻笑話, ≪雪濤諧史≫, 諧謔, 諷刺

學  號 : 2013-2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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