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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김교제의 기존에 번역소설의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그동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던 당시의 작가 표기에 대해서 주목해보았으며 각

각 ‘저(著)’, ‘역술(譯述)’, ‘찬(纂)’으로 분류해서 보았다. 본고의 목적은 김

교제 소설에 나타난 제반 번역양상을 검토해봄으로써 그의 자의식적인

번역태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역술작’인 비행선과 지장보살은 외국지명과 인명을 그대로 사용하

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이 서양 작품의 번역임을 알게 하지만 내용과

주제가 신소설에 접근한다. 일만구천방과 삼촌설(상)도 역시 ‘역술

작’이다. 작품은 중국역본의 주제와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 따라서 역술

에는 두 가지 다른 양상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역술은 직

역과 의역이라는 두 가지 번역개념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현미경과
난봉기합은 원작을 은폐함으로써 지명과 인명은 모두 현지화 되어 있

고 대폭의 개작을 통해 원작 및 대본의 주제의식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러한 번역방식을 김교제는 ‘저’라고 쓰고 있음 알 수 있었다. ‘저’는 번

역자의 능동적인 창작이 많이 첨가되어 있으며, 현대적인 번안개념과 접

근하는 개념이다.

또한 ‘찬’이라고 표기된 쌍봉쟁화의 분석을 통해 ‘찬’도 ‘저’와 마찬가

지로 번안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저’와는 달리 서사의

변용정도에 있어서 원작의 줄거리에 비교적 충실 한다.

본고는 번역소설가로서의 자의식을 가진 김교제의 문학사적 위상을 재

고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의는 근대문학 형성기의 번역소설 및 신소설

의 발전과 관련하여 일본 혹은 서구로부터의 계보에서 나아가 중국으로

부터의 수용이라는 계보를 더함으로써 당대의 한국문학을 보다 풍성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아울러 김교제의 ‘역술’, ‘저’,

‘찬’의 개념에 대한 고찰이 당대 다른 작가의 번역태도와 근대적인 번역

및 번안, 저작권 개념의 탄생과 정착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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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아속(啞俗) 김교제는 창작활동이 적어도 1909년 10월경으로 소급된

다.1) 따라서 이인직, 이해조 등 주요 신소설 작가들과 동시대에 활동한

작가라고 볼 수 있다. 김교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의 하나로 거론되기는 하지만 정작 그의 생애에 관하여 밝혀진 바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 또한 그에 대한 연구도 자못 부진하다.

김교제의 생애에 관해서는 최원식의 언급이 거의 유일하다. 최원식은

대한제국 관원이력서와 한국계행보에 대한 조사를 통해, 김교제의

관향은 경주이고 1883년 11월 3일에 태어났으며 1901년에는 서양 근대

식 교육기관인 광성상업학교(光成商業學校)에 입학하였고 1905년에 11월

13일에는 헌릉(獻陵) 참봉에 임명 되었고 이후 인릉(仁陵)참봉으로 임명

되었으며 2년 뒤인 1907년에는 효릉령(孝陵令)에 임한 사실, 그리고 그

는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의 후손이며 그의 부친 김상오(金商五)도

‘회인군수(懷仁郡守)’를 지낸 반벌(班閥)이었다는 점을 밝혀냈다.2)

오종호는 김교제가 동양서원 전속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3)

즉 작가인 동시에 언론인이었던 이인직, 이해조, 최찬식 등과는 달리, 김

교제는 처음부터 직업적인 작품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4) 대한제국의 젊

은 관리로부터 동양서원의 전속작가로 되는 과정에서 양반가문의 자제로

1) 첫 신소설 목단화를 창작하기 이전 이미 타조가 , 권주가 등 창가형식의 작

품을 매일신보에 게재한바가 있다. - 양세라, 『근대계몽기 신문텍스트의 연행

성 연구』, 연세대 박사 논문, 2010. 참조.

2) 최원식, 「이해조의 계승자, 김교제」,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 2002,

111~113쪽 참조.

3) 오종호는 김교제의 대부분 작품이 모두 동양서원에서 발표되었고 아울러 동양서

원의 경영지침과 함께 살펴볼 경우 김교제가 동양서원의 전속작가로 있었을 가

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는데 그의 이러한 관점은 이후 그에 대한 대부분 연구들의

전제로 되고 있다.

4) 오종호, 「김교제의 신소설 연구」, 『영진전문대학 논문집』19, 1997, 158~1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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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구비하게 된 한학적 전통과 광성상업학교에서 서양의 지식을 수학한

경력은 중요한 작용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렇다면 한창 관리의

길을 걷고 있던 김교제가 관직을 그만두고 소설 창작에 전념한 원인은

무엇인가? 대한제국의 멸망에 입각하여 아마 유명한 개화집안이며 독립

운동을 하였던 친척을 둔 그의 아내의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

다.5)

관직에서 물러난 김교제는 이후 목단화를 시작으로 하여 꾸준히 소

설 창작을 한다. 최근에 강현조가 새로 발굴한 화중왕까지 합하면 도

합 13편의 작품을 써낸다.6) 작품들로는 목단화(1911), 치악산(하)
(1911), 비행선(1912), 현미경(1912), 마상루(19 12), 지장보살
(1912), 삼촌설(상)(1913), 일만구천방(1913), 난봉기합(1913), 쌍봉
쟁화(1919), 애지화(1920), 경중화(1923), 화중왕(1928) 등이 있다.
이해조에 버금가는 다산의 작가이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처음부터 높

지 않았다. 김교제를 최초로 거론하고 있는 김태준은 “이국초의 뒤를 이

어 소설계에서 가장 활약하던 이로는 우산거사 이해조를 비롯하여 해동

초인 최찬식과 아속 김교제를 우선 꼽지 않을 수 없다”7)면서 그가 그

시대의 대표적인 신소설 작가임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속 김교제씨의 
난봉기합과 경중화는 아직도 퍽 떨어진다. 고대 소설과 거리가 멀지

5) 신철우의 조사에 의하면, 김교제의 아내 이씨의 조부 이경하(1811~1891)는 1866

년(고종 3) 병인양요가 일어나자 기보연해순무사(畿輔沿海巡撫使)에 임명되어 나

폴레옹 3세 치하의 프랑스 함대를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며, 그의 아

들 범진(範晋, 1853∼1911)은 1905년(광무 9) 러 · 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여

친일파가 정권을 잡게 되자 러시아에 망명하여 국권회복에 힘쓴 인물이다. 헤이

그 특사로 잘 알려진 이위종(李瑋鍾, 1887~?)은 그의 아들이다. 이러한 점들을 미

루어 볼 때, 김교제의 처가는 상당한 문벌을 갖춘 집안이며, 이범진과 이위종의

이력에서 드러나듯 개화의식이 앞선 집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철우,  新小說
<雉嶽山> 下篇의 作家 問題, 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업 한국현대작가연구 발표문,
2015. 6.20.

6) 비록 그중 두 개의 작품은 김교제가 교열과 윤색을 맡은 작품이지만 여기서는 그

가 동양서원에서 전속 번역작가의 몫을 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응당 그의 작품

으로 치부해야 마땅하다는 박진영의 논의를 따른다. 박진영, 『번역과 번안의 시

대』, 소명출판, 2011, 213쪽.

7) 김태준,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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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8)고 그의 작품을 낮게 평가한다. 김태준이 왜 난봉기합과 경중
화를 예로 들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작품은 김교제의 대표작이

아닐뿐더러 현재에 와서도 언급이 비교적 적은 작품들이다. 따라서 김교

제의 다른 작품들도 함께 보지 못한 김태준의 지적은 극히 일면적인 것

이다.

한편 김교제에 대한 연구는 모두 치악산(하)의 작자 문제에 있어서

그와 이인직의 관계를 논하는 데 그친다. 임화9), 전광용10)의 언급과 연

구는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치악산(하)를 고증하려는

데만 그쳤지, 김교제의 작품을 문학사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유병석은 김교제의 작품 이라는 김교제에 대한 최초의 단위논문에서

각 작품을 분석한다.11) 그 당시 밝혀진 김교제의 소설을 전체적으로 살

펴보면서‘흥미본위의 오락성만이’뚜렷하다고 평가한다. 비록 작품 속에

개화와 계몽에 대한 의식이 들어났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결론 역시 “김

교제에게는 9편이라는 많은 작품에도 불구하고 한 편의 귀의 성도, 
금수회의록도, 자유종도 없다. 이것이 바로 작가 김교제의 한계인 것

이다”12)라고 마무리 지었다. 즉 전대의 고소설의 틀을 이어받았다고 평

가하는 점에서 김태준의 지적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최원식은 비록 김교제의 소설이 통속성이 짙은 작품임을 인

정하면서도 목단화와 현미경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소설은 드

물게 친일로 전락하지 않은 반중세성을 가진 작품이라고 긍정적으로 평

8) 위의 책, 232쪽.

9) “현재 영창서관 발행의 <치악산>을 보면 상하 합본인데 상편 서두에는 ‘고 이인

직 선생 작’이라 하였고, 하편 서두에는 ‘아속생’이라 하였다. 아속생이란 김교제

란 신소설 작자의 호다. 이것은 분명히 상편으로 중단되었던 것을 김교제 씨가

속필(續筆)한 것일 것이다. 서명뿐만 아니라 문장도 다른 것 같고 사건도 상편에

비하여 홀홀이 끝막은 점이 분명하다. 어찌해서 중단이 되었는지 그것은 현재 알

수 없다.” 임화, 임화문학예술전집 편찬위원회 편, 임화문학예술전집2-문학사,
소명출판, 2009, 195쪽 참조.

10) 전광용, 「신소설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73, 232~233 참조.

11) 유병석, 「김교제의 작품」, 김열규 외편,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12) 위의 책, 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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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다.13) 즉 목단화은 여성개명화 운동을 보여준 작품으로, 현미경
은 계급적 갈등을 드러낸 작품으로 비록 상투적인 결말이긴 하지만 모두

애국계몽적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계몽과 친일의 이분법적 구도

로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은 작품의 대중성이거나 흥미성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을 드러낸다.

이영서14)와 이은영15)의 논의도 최원식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판단될

수 있다. 이영서의 논의는 김교제의 목단화, 현미경, 경중화에서
나타나는 근대성의 문제에 천착하고 있다. 작중의 여성상이라는 키워드

를 통해 여성 주인공의 모습은 계몽의 의도에 의해 창출된 것이며 이는

당대의 근대 지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은영은 김교제

소설이 큰 호응을 얻지 못한 것은 당시 대중의 삶의 방식과 취향을 반영

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역시 작품의 계몽적 측면만을 언

급하는 아쉬운 점을 남긴다.

한편 김교제 소설의 대중성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경향이 존

재한다. 홍혜원16)은 김교제 소설의 여성인물은 수동적인 것과 능동적인

이중성을 지님으로써 이러한 이중성은 독자들의 기대지평을 충족시킴으

로써 대중 지향적 요소를 드러낸다고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대중 지향

적 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물론 대

중성과 흥미성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문제제기는 김교제 소설

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이기도 하다. 김종현은 김교제가 편집으로 있는

동양서원의 출판전략을 분석17)함으로써 김교제 소설의 대중화 전략에

대해서 분석한다. 한마디로 그들의 논의는 김교제소설을 계몽성이거나

13) 최원식, 「이해조의 계승자, 김교제」, 『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 소명, 2002, 참

조.

14) 이영서, 『김교제 소설의 시간 구조와 인물 형상화 분석 : 『목단화』,『현미

경』,『경중화』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 논문, 2003.

15) 이은영, 「1910년대 김교제 소설의 근대적 성격 : 「목단화」,「현미경」을 중심

으로 」, 『語文學』 85, 한국어문학회, 2004.

16) 홍혜원, 「김교제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 『비평문학』20, 한국비평문학회,

2005.

17) 김종현, 「1910년대 김교제 소설의 대중화 전략 연구 -『동양서원』과의 관련성

을 중심으로」, 『어문논총』53, 한국문학언어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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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성을 이분법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들은 대부분 김교제의 독자적인 텍스트를 위주로 하여 논

의를 진행했다면 최근에는 그의 작품의 대본과 원작에 대한 발굴이 진행

되어 비교문학 관점에서의 연구가 이루어져 김교제에 대한 일정한 재평

가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박진영은 일만구천방의 원작이 영국의 버포

드 들라누아(Burford Delannoy)의 19.000 파운드임을 밝혀냄으로써 김

교제의 번역·번안소설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했다.18) 이에 더

나아가 강현조는 비행선과 지장보살의 원작 및 그 번역의 직접대본

인 중국 번역본, 쌍봉쟁화의 중역본을 밝혀냈고19) 최태원은 현미경
의 원작 및 직접대본인 중국번역본을 밝혀냄으로써20) 지금까지 번역·번

안소설은 주로 서구로부터 일본을 경유하여 한국으로 유입된 것에 반해

김교제의 소설은 일본이 아닌 중국을 거쳐 유입된 예임을 확인하면서 이

시기 번역·번안 소설의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진행될 가능성과

그 단서를 제공해줬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 그의 소설이 당대 사회

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지만 서사 내적

인 측면에서 1910년대의 소설 혹은 조선과 가지는 관계를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사실의 발굴과 확인은 그의 작품이

문학사에서 가지는 위상에 대한 논의를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본격 논

의의 시발점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원작 및 대본과 번역, 번안의 양상을 밝히는 비교문학적 접근법

에 따라 김교제를 비롯한 여러 작가들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 면에서 번역소설의 통속성과 식민 지배

담론 등에 주목한 부정적인 견해는 물론 번역자의 능동적인 의도를 밝힘

18) 박진영, 『번역과 번안의 시대』, 소명출판, 2011, 219쪽.

19) 강현조, 「김교제 번역,번안소설의 원작 및 대본 연구 －비행선,지장보살,일
만구천방,쌍봉쟁화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4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20) 최태원, 「모방과 유용-김교제의 번안소설 현미경(1912)에 대해 -(模倣と流用

-金敎濟の翻案小說 顯微鏡(1912)について)-」, 일본 텐리대학교(天理大學校) 조

선학회 제 62차 학술대회 발표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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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번역소설을 단지 당대 신소설의 양식에 편입되지 못한 부

차적 산물로 바라보는 견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즉 번

역소설을 근대적인 형식의 수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으

나 서사 내적으로는 한국 소설사의 발전 선상에 나타난 퇴행적인 국면으

로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번역소설은 서사 내적인 측면에서 그를 수용하는 당대의 사회

와 당대의 소설과 부단히 상호작용함으로써만 독자들에게 수용될 수 있

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시의 번역소설은 자국의 서사

공간에 틈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와 이질적인 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번역문학사거나 일반문학사 상에 자신의 위치를 가지게 된다. 김교제의

제반 소설들은 번역의 과도기라는 1910년대의 특수한 시공간에서 위의

점들을 염두에 둘 때 당당한 문학사의 일부분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김교제의 번역소설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써 자국 서사와의 동

화와 이화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는 번

역이라는 행위의 본질을 염두에 두어 제반 소설에 접근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대상과 시각

19세기에 이르러 서양식의 모델에 따라 근대화를 이룩하고 부국강병을

도모하고자 했던 조선에 있어서 가장 편리하고도 유일하다시피 된 방법

은 서구문헌을 번역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상 서구문헌을 번역한다는 것

은 실천에 옮기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민중을 계몽하고 서구식 문명화

를 이룩하는 방법의 특수한 번역으로서 일본이거나 중국에서 번역한 서

구 문헌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이중 번역’ 즉 중역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소설번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소설

의 대부분은 일본 혹은 중국을 통한 ‘이중번역’ 혹은 ‘삼중번역’이었기 때

문에 일본 혹은 중국에서 수용된 근대를 이식했다는, 즉 ‘베꼈다는 논리’

하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연구자들은 대체로 첫째, 문학사에서 창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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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그 역사를 기술하는 일에 충실하기 위한 창작/모방이라는 이분

법적인 연구시각, 둘째, 번역문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서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중시한 나머지 번역텍스트의 수동적인 모습만 상기하면서 원작으로

부터 많이 탈피하면 그것이 가치 없는 텍스트라고 인식하는 시각 때문에

지금까지의 번역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는 내용 위주의 연구로만 진행되

고 있다. 하지만 상기해야 될 것은 대본으로 되고 있는 텍스트들은 중역

되기 전에 이미 한차례의 창작을 거쳐 원작으로부터 탈피를 한 상황이

다. 즉 중역의 시작부터 진정한 원작의 개념이란 전무한 것이었다. 따라

서 조선의 번역자들도 더 이상 수신자가 아닌 것이고 재탄생된 작품들도

원작의 훼손이 아니라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창작인 것이다. 때문에 원작

의 해체와 재구성이 일어나게 한 주체-번역자의 진정한 의도를 읽어내

는 것21)이야말로 이 시기의 번역소설과 번안소설을 바라보는 정확한 시

각인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창작과 모방이라는 이분법적인

구도 하에 유난히 중시를 받았던, 오랫동안 창작이라고 여겨진 소설들은

최근에 들어 하나둘씩 외국작품을 원작으로 한 번역소설임이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설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또한 필요한 것이다.

사실 김교제의 경우만 보더라도 순수 창작이라고 여겨졌던 현미경과
난봉기합의 원작이 밝혀짐으로써 그의 번역소설은 7편으로 확정된다.

이 7편의 소설만 보더라도 ‘역술’, ‘저’, ‘찬’이라는 용어를 혼용하고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경우 당대의 작가들은 번역 혹은 번안에 대

한 개념 인식이 박약한 상태였고, 그래서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일반

적인 저술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지금의 통념이다. 따라서 필자서명 뒤에

덧붙여진 ‘역술’, ‘저’, ‘찬’ 등의 지표들은 지금까지 적극적인 해석의 대상

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김교제가 썼던 ‘저’라는 용어는 분명 당시에 사용

되었던 특정된 의미가 있을 것이며 지금에 쓰이는 ‘저’의 개념과 다른 것

이다. 그리고 ‘역술’이라는 용어는 지금은 쓰이고 있지 않는 용어이지만

당시에는 어떻게 쓰였으며 지금의 번역 개념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저’라는 개념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찬’도 마찬가지인바, 지금에

21)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09, 1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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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단순한 자료의 수집을 통한 편집이라는 뜻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조선의 전통적인 ‘저’의 의미는 지금 쓰이고 있는 서양의 ‘저’ 혹

은 ‘저작’의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서양에서 쓰이는 ‘저작’은 원저자의

함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서구전통의 낭만주의적인 성격을 띤 원저자의

개념에 의하면 원저자는 작품을 통하여 그의 개인적 생각과 감정을 자유

롭게 표현하며, 따라서 작품이란 원저자적 정체성과 독창성에 문제를 야

기할 수도 있는 초개인적 결정 요소들에 의해 중개되지 않는 어떤 독창

적이고도 투명한 자아-재현체로 간주된다.22) 이러한 원저자의 개념에 입

각한 저작 혹은 창작은 ‘무중생유’의 개념이다. 이러한 ‘무중생유’는 오늘

날 흔히 ‘창조’라고도 일컫는다. 하지만 주지하듯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

아에서 무에서 유를 낳는 문화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 창조 또는 새

로움이란 논의는 한국의 전통에서는 전여 눈에 띄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양 문화에는 과거 문물을 숭상하여 그것을 표준을 삼고자 하는 상고주

의가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전통문학에도 동양적인 윤리

관이 지배하는 전통적인 사회 성향으로 인해 동적이고 전향적인 경향보

다는 회고주의나 과거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

할 수 없다. 한국의 전통에 있어서 이른바 창조란 새로운 변화나 발전보

다는 훌륭한 전형의 보존과 전승에 관심을 기울이며 탁월한 인격과의 만

남에 있는 것이다.23) 고대 중국에서도 ‘작’이라는 말 대신 ‘술’이라는 말

을 썼는데 그것은 창조보다 풀이하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에

서의 ‘저’는 ‘저작’이라고 한다면 동양에서의 ‘저’는 ‘저술’인 것이다.

‘역술’의 경우, ‘역술’이라는 용어는 일차적으로 말 그대로 ‘역’과 ‘술’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중국 고대에서 ‘역’은 보통 북방의 주체민족

과 이민족 간의 언어소통을 위한 전달방식으로서 언어 사이의 변환을 말

한다. 한 언어를 다른 한 언어로 변환하다는 의미는 오늘날 ‘역’의 주된

의미로 쓰이고 있다. 보통 언어의 변환으로서 쓰이는 ‘역’은 역자의 주관

22) Venuti, Lawrence, 임호경 역, 번역의 윤리, 열린책들, 2006, 92쪽.
23) 민주식, 한국 전통 미학을 통해 본 새로움의 문제 , 동서의 문화와 창조-새로

움이란 무엇인가?, 이학사, 2016, 6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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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내포되는 것을 금기시한다. 한편 ‘술’은 ‘기술하다’,

‘구술하다’, ‘진술하다’라는 뜻으로서 극히 주관적인 행위이다. 객관과 주

관 사이의 충돌이 있을만한 ‘역’과 ‘술’은 결합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보인

다. 하지만 ‘역’에는 ‘풀어쓰다’, ‘해석하다’라는 주관적 행위를 내포하는

뜻도 있음을 상기한다면 ‘역’과 ‘술’의 결합은 조화로운 것이다. 예컨대

『철세계』와 『화성돈전』의 중국 저본의 판권지에는 원작자를 모두

‘원역자’(原譯者)라고 표기하고, 중역자(重譯)는 ‘번역자’(飜譯者)로 표기하

는데 여기서의 ‘역’은 ‘바꿔쓰기’가 아니라 ‘풀어쓰기’ 혹은 ‘창작하기’라고

보아야 된다. 즉 그들한테는 원작자의 개념이란 매우 희박한 것이다. 김

교제의 작품은 중역이라는 특수한 경로를 통해 만들어진 한국의 ‘역술소

설’인 만큼 당시 중국에서 쓰인 ‘역술’이라는 제작방식도 다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역술’이라는 단어는 중국 근대에 나타난 신조어로서 일종 소

설의 제작 방식을 뜻한다.2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원작자 및 원작

자의 국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번역함에 있어서 원작의 기본 줄거리도 거

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번역자가 서문에 번역 과정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장절 단위의 축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지에는 ‘역’이라고

표기된다. 둘째, 원작자 및 원작자의 국적을 밝히지 않고 원작의 인명과

지명은 현지화 되었으며 작가의 창작이 장절 단위로서 첨가된다. 하지만

원작의 기본 줄거리는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작가가 다른 지면에서 외

국작품을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원작을 명시하고 있다. 표지에는

‘저’라고 표기한다. 셋째, 원작자 및 원작자의 국적을 밝히고 있으나 인

명, 지명은 현지화 되었고 줄거리도 대량의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지에는 ‘역술’이라고 표기한다. 넷째, 번역자가 모종 원작을 참고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나 원작과 원작자를 밝히고 있지 않다. ‘역술’이라고 표기하

고 있다. 반저반역(半著半譯)의 형태이다. 다섯째, 원작을 밝히고 있지 않

으며 단지 제작방식이 ‘역술’이라고 되어 있다. 이상의 구체적인 분류방

법으로 놓고 볼 때 역술에는 여러 가지 다른 양상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역술개념도 구체적인 분류를 해줄 필요가 있다

24) 劉德隆, 「晩晴“譯述小說”初探」, 『明清小說研究』, 1995,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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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각된다.

‘찬’은 김교제가 썼던 경우 지금에 쓰이는 단순한 ‘흐트러져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놓는다, 혹은 모으다’는 뜻과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실제로

‘찬’이라고 표기된 소설의 제작방식에 있어서 그것은 번안과 비슷한 양상

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미 번안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

던 때이므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찬’과 번안의 다른 점 또한 규명해줄

필요가 있다. 보통 번안이라는 것은 대개 번역과는 구분되는 방법으로

원작의 줄거리를 따르되 지명, 인명 등을 자국의 실정에 맞게 고치는 것

을 가리킨다. 번안의 전통적인 의미를 본다면, 원래 ‘기존의 안이나 평가

를 뒤집다’라는 뜻으로 보통 고대에서 안건을 처리할 때 결정을 뒤엎는

다는 뜻으로서 많이 쓰인다.25) 물론 문학에서 쓰이는 용어는 이미 변용

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근대에 만들

어진 여느 번역어들처럼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며 대개

그 시기는 1895년 전후로 보인다.26) 당시 번안소설 작가들은 번안이라는

용어를 따로 표기하지는 않았다. 따로 표기를 한 것은 1920년대에 이르

러서였다. 그렇다면 과연 당시 작가들은 번안을 번역의 한 방법으로 인

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의문을 둘 수가 있다.

요컨대 이상의 용어들이 당시에 사용되었던 구체적인 의미는 잘 알려

진 바가 없고 동시에 현재의, 서양적인 개념과 충돌함으로써 우리는 현

재 김교제를 비롯한 당시의 번역소설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혼동하

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염두에 두면서 김교제의 작품을 분석함으로

써 이러한 용어들의 의미들을 확정지어보려고 한다. 한 작가가 여러 텍

스트를 남겼을 경우라면 각각의 특성을 고려하여 작품을 분류하고 본문

을 세심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대 작가들의 의식

을 대변하며 당대적 징표이기 때문이다. 분류에 있어서 물론 당시의 여

러 번역작가들도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작품은 대부

분 원작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를 펼치기에는 부족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 대부분 작품들이 원작이 있는 번역작품인 것이 밝혀진 김교

25) ‘飜案’, 漢語大詞典九卷, 上海辭書出版社, 1992.6
26) 최태원, 일재 조중환의 번안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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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작품을 분석함으로써 번역문학사에서 한 단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

이라고 기대된다. 이러한 의미를 밝히는 것은 그 당시 번역을 함에 있어

서의 번역태도와 나아가서 그 번역태도들이 현재의 번역개념과 어떤 관

계를 맺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번역문학사에서의 김교제의 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

된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본론에서는 김교제의 기존의 번역작으로

밝혀진 작품과 필자가 새롭게 원작과 대본을 밝힌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작품과 대본을 비교분석 하는 방법으로써 김교제의 문제의식을 고찰한

다. 작품을 분석하는 전제는 변형이다. 변형의 단위는 형식적인 것이 있

으며 의미적인 것이 있다. 형식적인 것에는 인명과 지명 그리고 문체의

변형이 있다. 의미적인 변형에는 서사와 주제의 변형이 있다. 이러한 형

식과 의미상의 변화를 염두에 두어 비교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내용이

형식을 규정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때 이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

고 기대된다. 따라서 2장 에서는 ‘역술’이라고 표기된 비행선, 지장보
살, 일만구천방, 그리고 새롭게 대본을 밝혀낸 삼촌설(상)과 그 대

본과의 비교를 통해 변화의 양상을 살펴 당시 ‘역술’에 대한 구체적인 의

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장 1절에서는 ‘저’라고 표기된 난봉기합의
원작에 대해 고찰해보고, 현미경과 함께 그 원작과 대본과의 비교를

통해 ‘저’의 의미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3장 2절에서는 쌍봉쟁화의
원작을 밝혀내고 ‘찬’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김교

제작품에서 나타나는 ‘저’가 무엇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찬’이라고

바뀌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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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술(譯述)’의 두 가지 양상

2.1. 주제의 현지화로서의 역‘술’-비행선과 지장보살
김교제는 그의 첫 작품인 목단화를 선보인 후 본격적인 외국소설의

번역작업에 착수하였는데 그 시작이 바로 과학소설 비행선의 번역이

다. 일본, 중국과는 달리 한국은 과학소설의 번역이 매우 부진하였다. 
비행선이 번역되기 전에 고작 박용희의 해저여행기담과 이해조의 
철세계 등 두 편이 번역되었을 뿐이다. 해저여행기담과 철세계는
각각 바다와 육지에 있어서의 과학의 상상력을 펼쳐보였다면 비행선
은 이어서 하늘에 대한 인류의 로망을 잘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

다.

비행선은 강현조에 의해 그 원작과 대본이 밝혀진 바가 있다.27) 비
행선의 진정한 원작이 밝혀지기 전에는 쥘 베른의 기구 타고 5주간
(1863)의 번역작이라고 알려져 있었다. 그리고 그동안 비행선의 판권

지에 분명히 ‘역술자 김교제’라고 표기되어 있건만 창작으로 추정되거

나28) 단지 번역일 가능성에 대한 언급만 존재하고 있었다.29) 그러다가

김종방은 비행선과 기구를 타고 5주간의 공간이나 배경이 상이함을

예로 들면서 기구를 타고 5주간을 원작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제

기되었다.30) 하지만 역시 문제제기에 그쳤을 뿐 원작을 규명하지는 못했

다. 그러다가 비행선은 강현조에 의해 그 원작과 대본이 밝혀졌다.31)
27) 강현조, 앞의 글.

28) 유병석은 당시 저술과 역술이 엄격히 구별되지 않았던 시대상황과 비행선의
내용으로 추측컨대 이를 김교제의 창작으로 단언하고 있다. 유병석, 앞의 글; 조

동일 또한 비행선을 작자가 번역임을 가장해 인기를 키우고자 한 창작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조동일, 한국문학통사4(제4판), 지식산업사, 2005, 379쪽.
29) 최원식, 앞의 책. 114쪽.

30) 김종방, 한국 과학소설의 성립과정 연구 , 세종대학교 석사논문, 2010, 참조.

31) 강현조, 「김교제 번역,번안소설의 원작 및 대본 연구 －비행선,지장보살,일
만구천방,쌍봉쟁화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4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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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선의 원작은 1907년 3월16일부터 4월 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New Nick Cater Weekly라는 미국의 다임 노블(dime novel) 주간 잡지

(533~536호)에 연재된 탐정 닉 카터 이야기이며, 저작자는 불린 프레

드릭 데이(Frederick Van Rensselaer Dey)이다.32) 강현조에 의하면 비
행선과 일치한 대목은 ‘탐정 닉 카터 연작물’중 보이지 않는 공포와의

대면 혹은 닉 카터의 실수 연발의 날(Facing an Unseen Terror, or nick

carter’s day of blunders, 1907.3.23.), 이다야, 미지의 여인 혹은 닉 카

터의 4 중고(Idayah, the Woman of nick cater’s fourfold problem,

1907.3.23.), 제왕 만들기 혹은 닉 카터 생애 최대 미스터리에 직면하다

(The Making of a King, or nick carter faces his greatest mystery,

1907.3.30.), 여신의 제국 혹은 닉 카터의 놀라운 모험(The Empire of

a Goddesss, or nick carter’s wonderful adventure, 1907.4.6.) 등이다.33)
강현조는 비행선의 원작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의 번역소

설의 수용경로를 생각했을 때 비행선은 닉 카터 시리즈를 직접 번역

한 것이 아니라 일본 혹은 중국어 역본을 중역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조

사를 진행하여 비행선의 직접대본은 新飛艇(신비정)임을 확인했

다.34) 新飛艇은 1907년 12월 초판을 간행하였고 이를 설부총서 제십집

일편(編)에 수록한다. 같은 해인 1907년에 또 한 번 출판을 한다. 그러다

가 1913년 12월 재판을 간행하면서 설부총서 1집 91편에 수록한다. 1914

년 4월에는 제3판을 거듭하면서 총 4번의 간행을 진행한다.35) 김교제는

아마 1907년에 출판된 두 판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번역했다고 볼 수 있

다. 판권지에 ‘미해특성기보사(尾楷特星期報社) 원저(原著), 상무인서관편

역소(商務印書館編譯所) 역(譯)’이라고 표기되었기에 구체적인 번역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원작과는 달리 중국어 저본 新飛艇에는 ‘과학소설(科學小說)’이라는

양식적 명칭을 붙이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원작의 양식적 명

32) 강현조, 위의 글,

33) 강현조, 위의 글.

34) 강현조. 위의 글.

35) 劉永文 編, 『晩晴小說目錄』, 上海古籍出版社, 2008, 35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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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탐정 닉 카터
이야기 新飛艇 비행선

인명

Nick Carter 尼楷忒 니특

Idayah 伊特那 이특나
Gerald Starbuck 泰培克 극

Baron Sternfeldt 史敦福 사돈복

Conner 科納 과납, 과랍

Chick 企克 기극

Ferguson 福其生 복기

Joseph 約瑟 약슬, 요셥
Rollins 咾林 로림

Rondoyah 朗那嫣 낭나언

Damon, Phthias 達敏/柏鐵史 달민/미등장

Tonoyah 敦拿唉 돈나애

Pasty 巴脫西 미등장

미등장 바사랍

지명

Madison Square

Garden
嗎逖笙公園

미국 누육

마젹공원

Nepal
那播爾國,

挪波爾, 那波里

비팔, 엘팔, 네팔,

니파이, 넬팔

Himalayas 希瑪拉山 히말나이산

Khatmandu

卡孟特,

卡孟忒/哥忒孟

度

잡특/가특로,

가특도

칭을 그대로 썼다는 것은 김교제가 서양원작을 열독여부를 떠나서 중국

어판에 상당히 의지를 하였고 심지어 新飛艇을 비행선의 원작이라

고 생각하였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비행선 및 원작과 대본의 인명, 지명, 사물명 대조36)

36) 텍스트의 인물 및 기타 명칭에 관한 대조는 강현조, 비행선(飛行船)의 중역

(重譯) 및 텍스트 변형 양상 연구 , 한국현대문학연구45, 한국현대문학회, 2015
에서 제시된 도표를 기초로 하여 약간의 첨가와 수정을 통하여 보완을 하였다.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추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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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cred

Valley
聖岙 셩감

Venice 威尼斯 위리사

Western Indians 印第安 인제안

Guadalajara, In

Mexico

墨西哥之戈

特喬拉山岙
멕스코

괘특교랍산곡

the Andes

Mountains

墨西哥

墍安第斯之崇

山

먹스코

긔리안졔사산

Calcutta 嘎耳革達 알이혁달

Gurkha 卡哈 잡합

Bombay 孟買 가파

미등장

西藏 지볫도, 서장

伊佛勒山徑 이불륵 산경
達及 달급

西姆咾 서모로

미등장 유바랍

사물

명

aeroplans 飛艇 비션

the Hotel

Mammoth
孟毛斯 逆旅 모려관

the Ampthion

apartments
阿姆霏街 아마비

the ferry-the

Pennsylvania or

the Erie

博河/伊利渡 박하/이리하

the Hudson 黑特生 흑특

pittsfield,

Massachusetts-for

the headquarters

there of the Aero

Club

瑪撒初色省

之畢咨霏飛艇

總會

마산쵸셩 필자비

비션 춍회

phonograph 傳聲器 류셩긔(留聲器)

a Japanese gong 日本鑼式 일본 졔금

the balm of 靑年之香油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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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ernal youth 향유(靑年香油)

the book of

Moses
摩西 律法 마셔의 률법

Scara 安神藥 안신약(安神藥)

輕氣蠅 경기승

輕氣衣 경기의

기타

Mudge 墨渠 미등장
Blessinton 㪍雷敦 미등장

Kolara 孤咾拉 미등장

Cranshaw 柯倫蕭 미등장

Doctor Thomas,

in New Jersey

裘西域

湯姆斯 醫師
미등장

the Wright

borthers, in Ohio

俄亥俄之

賴脫 總會
미등장

Santos-Dumont 미등장 미등장

비록 중국어판에서의 주인공 니해특(尼楷忒)을 니개특이라고 옮겨 적

고 있는 것과 같은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대체상 중국어판의 명칭을 충

실하게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편이다. 또한 ‘Nepal’이거나 ‘Khatmandu’와

같은 지명이 중국어판에서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번역되어있는

한편 한국어판에서는 일정하게 정리해주는 양상이 나타난다.

『비행선』은 『新飛艇』을 많이 축약한 것이다. 중국역본의 모험소설

과 추리소설적인 설정은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일부 내용은 삭제하

였고, 또 일부 내용은 변형 및 첨가를 진행하였다.37)

주지하듯 19세기에 들어서서 각종 과학발명이 나타나고 과학지식의 증

강에 따라 광학, 화학, 성학 등 원리로써 제작된 기계들은 실생활에 널리

응용되었다. 이러한 창작과 발명은 자연스럽게 문학의 소재나 제재로서

등장하게 되고 이것은 이른바 중국에서 ‘과환소설’(科幻小說)의 등장을

야기했다. ‘과환소설’은 ‘과학소설’과는 다른 개념이다. ‘과환’이라는 단어

는 ‘과학’과 응당 뜻이 구별되는 단어로서 일종 미래에 대한 환상을 뜻한

37) 중국역본은 35장으로 되어있지만 비행선은 13장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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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당시 중국에서 가장 유행했던 쥘 베른의

소설을 놓고 볼 때 작중의 대포 또는 비행선과 같은 사물은 모두 당시

실제 과학 발전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 가공을 진행하여 일종 예측이 가

능한 사물을 그리고 있다.38) 즉 당시 독자들은 현실과 비교적 부합되는

일종의 실제로 미래에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적 소재를 담은

‘과학소설’을 즐겨 읽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닉 카터 이야기중 유

성기, 비행선과 같은 사물은 모두 다 일종의 예측가능한 과학사물이기

때문에 ‘과학소설’이라는 명칭을 붙였으며 이는 독자들의 유보를 위한 것

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거의 원작의 내용을 충실하게 번역한 新飛艇과는 달리 비행선

은 대본에 비해 많은 축약이 이루어진다. 비행선과 마찬가지로 ‘과학소

설’라는 표제를 단 철세계의 대본인 중국어 번역본의 저자서문39)에서

말하다시피 당시 중국 및 조선에서 서양의 과학소설을 유입한 것은 일차

적으로 과학소설이 지니는 흥미의 요소를 통해서 서구의 문명사상을 받

아들이려는 의식의 표현인 것이다.40) 따라서 대본의 과학사물이거나 지

식에 관한 대목은 거의 삭제가 진행되지 않는다.

38) 실제로 당시 독일에서는 작중의 비행선과 흡사한 비행선을 제작했으며 당시의

잡지에서 기사로 언급되고 있다. 近來 獨逸國에서 新發明 空中 飛行船은 七時

間에 三百五十吉米突（기로미돌）距里를 運航니 其 速力이 現世界의 水陸間

通行 機械 中에 第一이라. 此가 充分히 發達되 日에 世界의 關係가 一層

密接히 되리라 其 最初에 發明 者 獨逸人 볘린 伯이니 西曆 一八七三年

에 同氏가 此 計劃다가 同一八九0年頃에 同氏가 陸軍 中將으로 休職고 退

居야 다시 前志를 續야 軍事上에 用 次로 製造얏시나 不完全이 多

더니 種種의 硏究를 加 結果로 同一九0七年에 至야 遂히 完成얏시니 十一

人이 共乘면 高一千八百五十米突을 騰行고 六人이 乘면 高二千米突에 騰

行다 며 現今 各國에서 同 飛行船을 有 數 左와 如. 獨逸 三個, 佛蘭西

五個, 英國 一個, 米國, 墺國, 及匃牙利 各一個 日本에서도 本年 春에 一個의 製造

이 有고 淸國은 方今 駐米公使에게 命야 一個를 購買기를 協約中 이라

더라. 空中飛行船 , 대한학회월보 제6호, 1908. 07. 25.
39)“科學小說者文明世界之先導也. 世有不喜科學書而未有不喜科學小說者則其輸入文明

思想最爲敏捷”, 包天笑, 譯餘贅言 , 鐵世界, 文明書局, 1903.
40) 김종욱, 이해조 소설과 쥘 베른 , 한국 현대문학과 경계의 상상력, 역락,
2012, 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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所乘飛艇皆出手製與此間之新發明者略異余在聖岙時屢見之且乘坐焉其式深
而稍修尤異者能使乘者軀幹之重量減輕即以余身言余本身重二百磅自減輕後但

五十餘磅而已大抵人之重量推其所至可減去四分之三故同一艇也歐美之僅能乘

二三人者彼則可倍行且加速焉(新飛艇,85~86쪽)41)

(태) “먼저 비행선의 원리를 설명하리다. 공중 비행선을 구미 각국에서는

이십 세기에 발명을 했으나 오히려 불완전함이 많거늘 잡맹특에서는 연구

한지가 벌써 수백 년이라 그 제도의 정밀함과 운해의 첩리함이 우리 비행

선에 비교한즉 기가 막히다 하겠소. 또한 사람의 중량(重量)을 감하는 법이

있어 가령 이백 근 되는 중량이면 사분의 삼분을 능히 감하여 오십 근을

만드는 고로 비행선은 일반이지마는 우리 비행선에는 사오 인이 겨우 탈

지경이면 저 비행선에는 십여 인 수십 인이 타고 올라가는 속력도 삼 갑절

사 갑절이나 되오.”(비행선, 104~105쪽)42)

위의 대목은 新飛艇과 비행선에서 새로운 비행선에 대한 태배극의
설명이다. 두 문장을 비교해보면 내용상 비록 대체로 비슷하지만 비행
선은 서술에 있어서 더욱 더 구체적인 것을 보아낼 수 있다. 이는 독자

들이 서구의 과학지식을 접수함에 있어서 이해가 부족할 것을 고려하여

더욱 더 친숙하게 다가가려 했던 김교제의 의도인 것이다. 즉 과학 지식

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비록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작은 범위 내의

의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아낼 수 있다.

따라서 번역자 역시 일차적으로 독자들에게 과학 지식의 설파를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김교제의 목적은 그가 작중의 과학에 대한 설명

을 일관적으로 유기적인 연결이 되게끔 정리해주는 양상에서도 보아낼

수가 있다. 작중의 서사에 대해서 일관적인 정리를 해주고 있는 양상은

41) 타고 있었던 비행선은 모두 수공제작 된 것이니, 최근에 새로 발명된 것과는 자

못 큰 차이가 나더라. 내가 성오에 있을 때 자주 발견했던 바인데 그 비행선은

탑승자의 체중을 감하게 하더라. 예컨대 내가 이백파운드이면 감량 후 50파운드

밖에 안되는데 대략 사분의 삼의 체중을 감하므로 구미의 동일한 비행선은 2명

내지 3명만 태울 수 있다면 이 비행선은 배로 태울 수 있고 속도 또한 배로 되더

라.

42) 이하 한국어판 텍스트의 인용문의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편의상 지금의 규정에

따라 고쳐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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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강현조에 의해서 지적된 바가 있다. 그는 작중의 “Kolara”, 즉 중역

판의 “孤咾拉”이라는 단어를 김교제는 일관적으로 삭제하고 있음에 주목

을 하고 있다.43)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단어단위상의 작은 수정에 속

한다. 김교제가 행한 일관적이고 의도적인 재배치와 수정은 과학 지식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가) (태)“이 나라의 정치·법률·풍속 세 가지는 우리나라와 판이한 것이

많으나 신봉(信奉)하는 종교는 우리나라와 대동소이하니, 일구를 하나님의

대표라고 해서 해가 떨어질 때면 남녀노소귀천을 무론하고 모다 해를 향하

고 서서 중절중절 기도를 하나니, 그 뜻은 ‘오늘 주신 밝은 빛은 감사 감사

하니 명일도 밝은 빛을 주십소서’라고 함이요, 밤중에도 또한 이 모양으로

기도를 하고 자는 법이오.”

(니)“여기는 난로가 없으니 웬 까닭이오?”

(태)“여기서 난로는 해서 무엇 하게? 일기만 좀 치우면 전기를 흡수하여

방 속을 덥게 하는 법이 있소.”

(니)“옳소, 거번에 구주 어떤 신문을 본즉 어떤 철학박사 하나가 그런 법

을 새로 발명했단 말을 들었소.”

(태) “여기서는 전기흡수하는 법이 있으니 수전기는 무선전신 기계와 흡

사하고 수전기를 공기중에 두었다가 쓰고 싶은 대로 내어 쓰나니, 잡맹특에

서는 그런 법을 발명한 지가 벌써 수백년이 되었소.”(비행선, 192~193쪽)
(나) 國於行政風俗諸大端。雖與世界異。而宗教則獨與我同。惟無禮堂之

制。敬拜真神。則隨在些是。而信日球爲上帝代表。故於日西落時必集國中男

女老幼向日而立喃喃作頌禱聲蓋其意感謝今日所賜光明而祈日複如是夜將半又

升屋而跽默自呼籟既畢歸寢而時已晏恐不能成寐。(新飛艇. 142쪽)44)

43) 원작에서는 닉 카터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스타벅의 편지에 “콜라라”라는 언급이

최초로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는 원작 및 중국어판에서 끝까지 해명이 되지 않으

며 작중 인물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제시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김교제는 간파를 한 후 일관성 있게 이 단어를 배제하고 있다. 강현조, 비
행선(飛行船)의 중역(重譯) 및 텍스트 변형 양상 연구 , 한국현대문학연구45,
한국현대문학회, 2015, 29~30쪽 참조.

44) 나라의 행정과 풍속 등 제단을 살펴보니 일반세계와 많이 다르지만 종교에 있어

서는 비슷함이니라. 예배당제도는 없고 진신을 숭배하더라. 해를 상제의 대표로

보는데 고로 해가 질 때 국 중의 남녀로소는 해를 향하여 중얼거리면서 오늘 일

과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더라. 기도를 마친 후에야 비로소 편안히 잠 들 수가

있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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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가)와 (나)에서는 모두 잡맹특의 종교와 풍속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다만 다른 점으로는 비행선에서는 이어서 난로에 대한 설

명을 하면서 전기와 무선전 등에 관한 과학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

다. 비록 이 대목은 중국판에도 존재하는 대목이긴 하지만 서술하는 장

면에 있어서 다르다. 중국판에서는 89면에서 서술하고 있으며 잡맹특에

서의 잠행장면이 아닌 뉴욕에서 태배극과 니해특의 대화에서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비행선에서는 이러한 흩어져 있는 과학지식에 대한 언급

을 한 개의 서사장면에서 모아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 있는 장

면과 서사의 치환은 김교제가 독자들로 하여금 잡맹특의 신기한 과학기

술에 대해 더 깊게 빠져들게끔 함으로써 과학의 신비성을 더한층 깊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비행선에서 비행선을 비롯한 과학사물에 대한 설명이 新飛艇
의 것보다 간략하게 설명된 예외적인 예도 있다.

(가) (기) 하 경기구는 발명한지가 오래니 공중에 떠다니는 것을 많이 보

았지마는 비행선은 이때까지 보도 듣도 못했을 뿐더러 비행선의 공용이 그

리 신묘함은 믿기지가 않소이다.(비행선, 81~82쪽)
(나) 企克曰乘氣球而升事或有之至謂飛艇吾未之敢信尼楷忒曰君但知氣球之

功用未明飛艇之神妙(……) 今日飛艇之利用較諸創始時大有進步一小時間始能

行二十里者今可行五十里(『新飛艇, 68~70쪽) 45)

인용문 (가)는 『비행선』의 일부로, 니개특이 하인 기극에게 비생선이

라는 새롭고도 신비로운 사물에 대해서 단지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에 그

친다. 하지만 인용문 (나)는 이에 해당하는 『新飛艇』의 구절로, 비행선

의 구체적 성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비행선에서 중국어

판에 나타나는 과학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있는 다른 사례에서 발견된

45) 기극은 “기구를 하늘로 올려 보냄은 들은 적이 있지만, 비행선에 관해서는 감히

그 진실을 믿지 못하겠나이다. 이에 니해특은 ”군은 단지 경기구의 성능에 대해

알 뿐이지 비행선의 신묘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 (……) 오늘날 비행선의 사용

은 갓 발명되었을 때보다 그 진보가 확연하니, 원래 한 시간에 이십 리 밖에 갈

수 없던 것이, 이제는 가히 오십 리도 갈 수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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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自入聖岙乃見彼亦有吸取電氣之法。收電氣之器與無線電之機器略同。但置
此器於空氣中。可任意收取。蓋聞彼此法用已百餘年矣。人必謂發明既若是之

久。則電氣根原當已了舞疑義。豈知彼雖能吸取而於所以然之理尚茫然不知。

然此亦不足怪。即近世所稱電學大家如愛狄笙者。人苟舉電氣根原詢之彼且曰

人但發明電學功用世界已進文明至其根原雖畢生研究迄不能徹彼精奧顧舉要而

言亦曰透光之原質名來提歐姆者即根原也必欲深求之恐轉涉渺茫夫以大家如愛

狄笙言猶如是則根原之不易發明概可見矣聖岙之格致家則謂電與人生本原大有
關緊斯言信否余亦不得而知然以近世心理推之則所言未爲無本大抵說理未徵實

用。即聞者多疑。即論汽車一端。在未觀其用者往往羣以其說爲誕(新飛艇,
89~90쪽)46)

위의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중국어판 번역자는 토머스 애디슨(Tomas

Addison)과 옴(Georg Simon Ohm)을 예로 들면서 전기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비록 잡맹특에서는 전기를 통하여 무선전과 흡사

한 기계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격치학자”들은 전기는 인류와 본연의 관

계가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전기의 자연적인 원리에 대해서는 모른다

고 언급한다. 따라서 실제 생활에 광범위하게 전기를 응용하려면 서양에

서 발견한 전기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설파하고 있다. 즉

비록 잡맹특의 과학기술은 일종 뛰어나거나 심지어 경이로운 현상이지만

그것은 일종의 요술에 가까운 것이며, 그들은 본질적으로 야만에 속해

46) 성오로 입성한 후 거기에도 전기를 흡수하는 법이 있더라. 전기를 흡수하는 기

계는 무선전기계랑 흡사하다. 하지만 이 기계는 공기 중에 놓아도 임의로 전기를

흡수할 수 있더라. 이러한 기계의 용법을 사용한지가 백 여 년이 지났다. 사람들

은 반드시 이러한 발명이 오래되었기에 전기의 기본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 것이

라고 여겨진다. 하지만 그들은 전기의 기본원리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근세에 전기학의 대가인 에디슨과 같은 사람이 있으니 필생을 다하여 연구를 하

여도 전기의 근원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 전기의 사용은 이미 문명세계

의 징표로 되고 있으나 근원에 대하여 말하자면 다만 대개 옴이라는 자가 제기한

투광지원이라는 분명하지 않는 이치에 그 근거를 둘 수가 있다. 에디슨도 전기의

근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성오의 격치학자들이 전기가 인생

의 본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설은 실로 근세의 추론에 의하면 믿기가 어렵다. 예

컨대 자동차에 관련해서도 그 실체를 보지 못한 자들은 여러 가지 이상한 추측을

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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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문명 세계의 진정한 과학에 의해 포섭되어야 할 상대임을 암시한

다. 이러한 新飛艇에서의 서구 과학의 기본 원리에 대한 설명은 김교

제가 삭제하고 있는데, 그것은 김교제가 비행선을 번역하면서 독자들

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과학의 기본 원리보다는 과학의 신기함과 미지

의 세계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과학 사물

과 현상에 대해서는 남김없이 번역하고 있으며 일부는 삭제하고 있는 것

이다. 그것은 흥미 본위의 번역 목적 때문이었던 것이다. 또한 비행선
에서 김교제가 선택하여 언급하려고 했던 과학적 소재는 ‘비행선’ 그 자

체이며 그것은 “날 수 있다는 것은 기계적 기능과 결합된 기초적인 과학

적 원리의 이해를 의미하는”47) 동시에 당시의 과학 지식을 앞선 일종의

신기한 사물을 대변하기 때문이다.

비록 원작에서는 새롭고도 신기한 과학 문물에 대한 언급을 하지만 전

체적으로 양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원작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新飛艇
은 대체로 추리소설적 요소와 연애 서사적 요소가 두 개의 중심축을 형
성하면서 결합되어 있는 작품이다.48) 원작 및 대본에서 주요한 갈등은

이다야와 니개특의 갈등이다. 상투적인 과학소설의 이분법적인 구도에

의해 이다야가 속해 있는 네팔은 ‘야만’, 니개특이 속해 있는 미국은 ‘문

명’으로 지칭된다. 하지만 비행선에서는 이다야를 문명 세계로 지칭된

동서양 전체를 장악하려는 악인으로 변형하면서49) 서사의 갈등은 선과

악의 갈등으로 되고 만다. 주지하듯 야만/문명의 구도는 제국주의 이데

올로기의 구체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가). 至所乘之飛艇於抵紐約後即貢美政府中伊特那複詳述造用之法以告諸研

究家故讀是書者欲觀飛艇之運行試拭目俟美之有事於疆場吾知其必精益求精 出

其新發明之奇製期操勝算焉(新飛艇, 156쪽)50)

47) 기욤 드 시옹, 박정현 옮김, 비행선, 매혹과 공포의 역사, 마티, 2005, 32~33쪽
참조.

48) 강현조, 비행선(飛行船)의 중역(重譯) 및 텍스트 변형 양상 연구 , 한국현대
문학연구45, 한국현대문학회, 2015. 14쪽.

49) 위의 글, 43쪽.

50) 타고 있던 비행선은 뉴욕에 도달한 후 즉시로 미국정부에 압수되었고 이특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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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얼마를 갔던지 사면을 굽어 살피니 잡맹특 일경의 숭산 준령은 운

무 중에 흔적을 감추고 두두룩두두룩 조그마 조그마 흙덩이 몇 개 벌여놓

은 듯 까마득하여 눈에 보일락 말락하고 전성기 소리도 귀에 뚝 끊기는데,

이때 니개특 등 다섯 사람은 만 리 장공에 높이 앉아 천하강산을 좌우로

돌아보며 인도양 너른 바다와 태평양 오만 리를 삽시간에 지나 뉴욕 산천

을 다시 구경하니라.(비행선, 216쪽)

(가)의 대목은 결미부분으로서 비행선에는 없는 대목이다. 이다야와

니개특이 도망을 할 때 썼던 비행선을 미국정부에 바치면서 미국의 패권

쟁탈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 야만은 문명에 의해 흡수되

어야 한다는 논리 하에 이다야 역시 흡수의 대상이다. 하지만 비행선
에서는 단지 단순한 악인으로서의 제거의 대상인 것이다. 이러한 제국주

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보여주는 대목이 원작에서 대본으로 가감 없이 수

용된 것은 소설의 번역 요지가 일단은 과학 지식과 흥미 위주의 수용 때

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만약 비행선에도 그대로 옮겨진다면 그것은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적 속성에 대한 비판 의식으로 대변될 가능성이 높

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당시 비행선이 이미 세계 열강들의 전쟁에

서 이용될 것이라는 실제 기사에서도 보인다.51) 이러한 점은 이다야의

인물 형상을 개변한 데에서도 보아낼 수 있다.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하고 연구가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만들게

하였는데 나중에 미국이 전장에서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반드시 이득이 될 것이

니라.

51) 距今二百三十六年前에 라나氏가 空中 飛行船을 製出以來로 空中을 人類交通

公道를 作랴 考慮가 幾多發明家 頭腦에 支配 宿題인 最初帆船에 大輕氣

球 二個를 付 幼稚者로 自야 最近輕氣球가 無 者에 至기 지 重 者만

擧여도 其 種類가 十餘로 可數지라. (중략) 空中의 飛行이 一般人類의 神經

組織에 合適지 此 墜落에 對 危險이 可히 全爲除却 程度지 進步

지  各種 問題 後의 事라. 스지운손氏의 蒸氣機關車가 一時間六哩의 速力

으로 陸上에 駛走야 天下耳目을 聳動 것이 自今으로 僅히 九十三年前 事인

 其後 리우아부루 及만지에스다鐵道會社가 最優等機關車에 對야 五千圓懸

賞을 受 것도 同스지운손 氏의 機關車라  事實을 考合건 今猶赤坊程

度에 在 飛空器가 不遠將來에 實用에 適며 完全에 近 者에 可히 進化 것

은 無疑니라. 朴聖欽, 空中飛行器의 大競爭 , 서우 제4호,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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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그뿐이 아니오. 이특나가 뉴욕 온 목적은 정치와 법률을 모범하여

제나라 정치며 법률을 개량코자 함은 아니나 그 목적인즉 흉참하오. 이특나

는 세계의 특출한 인물이라. 제가 여왕 위에 오른 뒤로 세계 형편을 살펴보

니 외로이 부패한 정책을 지키다가 인종경하는 이 시대를 당하여 제 나라

인종은 멸절이 되고 말 줄을 미리 짐작하고 미혼대를 조직하여 한 패는 구

주로 건너가고 한 패는 미주로 건너와서 제 나라 고유한 환술로 세계 일판

을 미혼술에 넣어 문명한 이십 세기로 미혼 세계를 만들고 동서양패권을

제가 쥐자는 목적이오.”(비행선, 102~103쪽)

만약 중역본을 거의 직역하다시피 그대로 옮긴 철세계가 정론적이고
도 비판적인 색채 때문에 출판금지를 당하게 되었다면 비행선은 이념

의 삭제를 통한 대폭의 개작을 진행함으로써 1910년대의 출판시장에서

존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행선과 비슷한 번역태도로써 번역된 작품으로 또 지방보살을 예

로 들 수 있다. 지장보살은 중국의 ‘애정소설’인 空谷佳人(공곡가인)
을 대본으로 하여 번역된 것이고 그 원작은 1890년에 영국 작가 프랭크

배럿(Frank Barrett, 1848~1926)의 밀수업자의 비밀(A smuggler’s

secret)인 것은 이미 밝혀진 상태이다.52) 프랭크 배럿은 영국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다. 중국에서 유명한 작가가 아닌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했다는 것은 그 번역이 정전화된 서양 작품의 소개보다는 그 흥미

위주인 공리성에 주목했음을 알 수 있다. 지장보살과 비행선의 다른

점을 말하자면 전자는 겉표지에 “신소설”이라는 양식적 명칭이 붙어있으

며 첫 페이지에 ‘역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으며 단지 “아속 김교

제”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리고 판권지에는 비행선과 마찬가지로 “저

작자 김교제”라고 표기하고 있다. 비록 역술이라는 표식은 보이지 않지

만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서 번역소설이었을 가능성이 언급53)되면

서 당시의 독자들 또한 그것을 번역소설이라고 받아들였으리라고 추측된

52) 강현조, 김교제 번역·번안소설의 원작 및 대본 연구-<비행선>·<지장보살>·

<일만구천방>·<쌍봉쟁화>를 중심으로 , 현대소설연구4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53) 유병석,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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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왜냐하면 당시에 사용된 ‘신소설’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오늘날의 그

것과는 많이 달랐고 당시에 사용된 ‘신소설’이라는 용어는 대개의 경우

문학 양식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수사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

다.54)

원작은 총 24개의 장으로 이루어졌고 각각의 에피소드의 개별 장에는

제목이 표기되어 있고 이는 서사전개에 대한 상황의 제시 정보 제공 등

역할을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Bernard와 Henry의 약속→의문의 동굴 속으로 빠진다.55)

② Bernard는 PSYCHE와의 만나고 Old Peter과의 대결한다. 둘만의 생존기

에 이어 탈출에 성공함.56)

③ 탈출에 성공한 후 PSYCHE의 비밀이 파헤쳐진다. PSYCHE는 죽고,

Bernard와 Duncan의 결혼한다.57)

작품에서 내용은 각 장별 당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장은 약 5쪽으로서 장절 구분이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제1장부터 제4장은 발단 부분으로서 주인공이 의문이 동굴로 들어가기

전 증조부와 조부의 해적 신분을 밝혀주면서 소설의 신비함을 더해준다.

54) 김영민, 신소설 개념의 변화와 문학사적 의미 ,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 근대문학(1890~1945)-제도, 언어, 양식의 지형도 연구, 소명출판, 2012, 259
쪽.

55) 제1장부터 제4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각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A

FORLORN HOPE, 2. A MYSTERIOUS CHARM, 3. A MATTER OF LIFE

OR DEATH, 4. DOWN THE SHAFT.

56) 제5장부터 제17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각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5.

PSYCHE, 6. CAUGHT!, 7. FELLOW PRISONERS, 8. COMPANIONS IN

MISFORTUNE, 9. THINGS COME TO THE WORS, 10. OLD PETER’S

PATERNAL SOLICITUDE, 11. HUMAN MOLES, 12. AT LAST, 13.

ESCAPE, 14. MY GRANDFATHER SEES A GHOST, 15. A STRANGE

CONFESSION, 16.A WORD OF WARNING, 17. A TRAP.

57) 제18장부터 24장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그중 제19장과 20장은 제목이 따로 표기

되지 않는다. 각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8. BEATEN!, 21. A STRANGE

INTERVIEW, 22. LOVED AND LOST, 23. THE MERCY OF HEAVEN, 24.

THE EXP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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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부터 제17장은 주인공이 동굴에서 원시인과도 같은 Psyche와 상봉

을 하면서 밀수업자인 증조부와 조부의 비밀을 더 한층 이끌어내며 또한

모험소설적 서사 문법을 따르고 있다. 제18장부터 제24장은 지금까지 독

자들에게 의문으로 남겼던 Psyche의 비밀이 서서히 풀리면서 반동인물

Henry와 Psyche의 자살이라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된다.

한편 양식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이 소설은 대체로 추리소설적, 모

험소설적, 연애서사적인 요소가 중심축을 형성하면서 결합되어 있는 작

품이라고 할 수 있다. 도입부 혹은 전반 부분에 제시된 Psyche가 동굴에

갇히게 된 원인과 남자주인공이 탈출하기 위한 과정이 전반부 서사의 중

심 내용을 형성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Psyche와 남자주인공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확인한 후 결국 Psyche는 자살하고

남자주인공은 여자주인공과 결혼을 한다는 것으로 결말지어지고 있는 점

이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서양인에게도 다소 낯선 Psyche의 모습,

해적과 Henry의 비밀스런 음모와 거래 등 추리와 모험의 요소가 연속

제세된다는 전제와 기법은 이 작품이 일차적으로 흥미와 오락을 위주로

한 통속적인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다.

원작의 Bernard는 험난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이성적이면서도 신

체적 민첩성을 겸비한 인물로서 자신과 Psyche가 직면한 상황을 거침없

이 해결해나간다. 또한 Duncan을 향한 사랑과 Psyche에 대한 연민의 감

정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은 근대적 사회의 윤리와 사랑을 이성적이고도

성숙적인 사고로 대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양

의 사고에 따르면 재자가인의 속성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에 비해 Psyche는 ‘갖 태여난 인간’으로서 기존의 사회의 윤리감각

에 도전하는 이념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물의 속성은 중

국어 번역본인 空谷佳人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空谷佳人은 상무인서관의 번역소설 선집 설부총서(說部叢書) 초집
제36편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애정소설’이라는 양식적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 당시 중국의 대부분 서양 연애소설의 번역이 보통 ‘언정소설’이라

는 명칭으로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정소설’이라는 명칭을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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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번역자가 空谷佳人의 사랑 구현 방식이 기존의 것과는 다르

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물론 작중 두 갈래의 연애서사 중

의 한 갈래로서 복내덕과 경랑의 연애서사도 문제적이지만 그것은 어디

까지나 서로의 신분과 사회적 존재가 평등한, 근대의 사회규범 안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연애서사에 불과한 것이다. 예컨대 중국의 전통적인

재자가인소설의 연애 형상화 방식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또한 작

중 독자들의 의문과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는 모험적인 것과 추리적인 요

소는 空谷佳人이 모험소설, 사회소설, 추리소설 등 표제로 표기될 만한
속성 및 개연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空谷佳人에 붙여진 ‘애정소설’이라는 양식

적 명칭은 번역자가 원작의 문제적이고도 신기한 요소를 포착해냈으며

이는 원작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空谷佳人의
번역자는 중국의 유명한 번역자 임서(林紓)이다. 임서는 알렉상드르 뒤

마 (Alexandre Dumas)의 춘희를 巴黎茶花女遺事(파리다화녀유사)라
는 제목으로 번역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180여종의 서양 작품을 번역한

다산의 번역작가이다. 그 중 공식적으로 통계된 연애소설의 번역은 15종

으로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58) 이미 많은 종류의 서양 연애소설

의 번역을 하면서 서양소설의 서사기법과 서양의 사회풍속에 충분한 이

해를 하고 있는 임서는 서양원작에서 자국의 윤리와 충돌하는 지점을 무

안하게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비록 세부적인

서사에 있어서 변동이 있지만 대체로 원작의 줄거리와 내용을 비교적 충

실하게 번역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밀수업자의 비밀(A smuggler’s secret)로
부터 空谷佳人으로의 번역 과정에서는 별다른 삭제나 축약 혹은 변동

의 양상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복내덕(Bernard), 고명녀

(Psyche), 경랑(Duncan) 등의 인물 형상과 각 인물의 작품 내적 역할 및

비중 또한 원작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이게 되었고, 추리소설, 모

험소설적 구도에서 형성된 인물 간 갈등과 ‘근대 문명사회’라는 작중 세

58) 郭延禮, 中國近代飜譯文學槪論, 湖北敎育出版社, 1998, 26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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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谷佳人 지장보살

인물명

卜乃德 복내덕

庚孃 경랑

亨利 형리
老彼得 노피득

白海姆 백해무

지명

中途屋 중도옥

脫白立 탈백립

斐州 비주

山海門 산해문

계의 대조 속에서 전근대, 혹은 원시시대와 같은 이질적인 세계에 속한

인물들이 ‘사랑’이라는 매개 속에서 서로 충돌하게 된다는 연애 서사적

설정 등은 비교적 원작과 같게 보존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청나라 말에 번역자가 이미 서양소설들을 많이 번역하였고 그러한

서사들은 중국 전래의 재자가인류의 소설이거나 염정소설과의 서사 문법

과 일정한 유사성이 있어 독자들은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접수능력이 생

겼다는 사실 즉, 이질적인 서양 연애서사가 점차적으로 독자들에게 익숙

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비록 중국에서의 서양 연애소설의 번역은 많이 이루어졌지만 조선에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중국을 통한 중역인 만큼 지장보살에는 번역

의 속성상 원작 및 대본에 등장하는 인명이라든가 문맥 등이 불명료하게

설명되거나 제대로 재현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본과는 많은 다른 양

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는 당시 조선의 번역자들이 서구의 사회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았던 것과 일정

한 연관이 있지만 이 또한 작자의 자의식적인 번역의도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고유명사 대조표

지장보살에서는 空谷佳人이 인명 및 지명 등의 고유명사들이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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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국식 한자음에 의거하여 한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표기한다. 지
장보살에서는 空谷佳人의 명사에 대한 한자의 병기가 진행되지 않은

채 거의 한글로만 표기되어 있는 관계로 독자들은 거의 그대로 한글로

변환된 어휘들의 지시하는 바와 그 변천의 과정을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

렵게 된다. 예컨대 空谷佳人에서 복내덕의 증조부인 노피득(老彼得)은

원작 밀수업자의 비밀에서 ‘Old Peter’을 그 뜻에 따라 번역한 것인데

지장보살에서는 한자음을 병기하지 않은 경우로 노피득의 ‘노’자가 영

어의 ‘old’를 뜻함을 알 수가 없으며 따라서 다른 단어들의 변천과정 또

한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

비록 지장보살의 어떤 부분들은 空谷佳人의 어휘적 의미가 ‘정확

하게’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교제는 空谷佳人의 내

용을 전번에 검토를 하고 한국의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처리한 사례를 또한 찾을 수 있다. 예컨대 중국식으로 표현한 성구를 한

국식으로 옮겨 적은 것이다.

가. 亨利曰爾言信吾乎. 試思爾爲何如人. 吾女爲何人癩蟇妄覬啖天鵝肉.59)

(空谷佳人,3쪽)

나. (형) “복내덕아, 네 말이 정말이냐, 거짓말이냐? 너도 지각이 있겠지.

너를 경랑과 비교해 보아라. 땅두더지가 옥황상제의 딸과 혼인을 하려면

되겠느냐?” (차선일 편 지장보살, 7쪽)

위의 인용문에 해당하는 작중 상황은 복내덕이 자신이 사랑하는 경랑

과 혼인을 할 것을 형리에게 청하자 형리는 복내덕이 가난하고 가산이

없음을 이유로 반대한다. 이때 형리가 복내덕의 가난함을 비웃는 말로

사용한 ‘癩蟇妄覬啖天鵝肉’이라는 말은 ‘두꺼비 주제에 백조를 감히 넘보

냐’라는 뜻으로서 중국의 일상에서 자신의 주제를 모르고 함부로 덤비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런 중국의 속담에서의 두꺼비를 땅두더지

로, 백조를 옥황상제로 바꾸면서 조선인들에게 더욱 친숙한 말로서 작중

59) 형리가 말하되, “너의 말을 믿을 수 있겠느냐? 니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봐! 내 딸이 어떤 딸인데! 감히 두꺼비가 백조의 고기를 탐하려 드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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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다. 원문에 주석을 다는 대신 새로운 말로써 치

환한 상황은 번역자의 의도가 개입한 예이다.

번역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와 같은 번역자가 자국의 독자들을 위한 배

려로서 ‘정리’를 한 양상은 화폐 단위의 현지화 고소설과 신소설에서의

인물의 소개 방식의 사용, 등 세세한 부분의 변화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것에서 나타난바 모두 현지서사의 문법을 따르는 번역자의 의도이다.

가. 曰所需凡幾許對曰良鉅必三百镑而后可否则亦無取乎鬻屋矣曰汝誤矣老屋

數椽奚從得重直三百鎊覬覦特幻想爾計不如半其數而以屋售於余(空谷佳人, 4
쪽)

나. (조) “돈을 얼마나 가졌으면 네 욕심이 차겠느냐?”

(복) “일천오백 원이나 가져야 힘이 좀 펴이겠습니다.”

그 조부가 혀를 홰홰 내두르며 말이,

“네가 꿈을 꾸지, 설사 집을 판대도 이렇게 허술한 집을 누가 일천오백

원이나 주고 사겠느냐? 자, 두말 마라. 내가 그 반절 칠백오십 원만 줄 터

이니 다시는 그런 망상을 먹지 말아라.”(차선일 편 지장보살,17쪽)

인용문에서 보듯이 空谷佳人에서는 원작의 화폐단위 즉 영국의 파운
드를 가감 없이 쓰고 있지만 지장보살에 와서는 현지화된 ‘원’으로 표

기되어 있다. 비록 정확한 단위계산을 통한 변환인지는 불명확하지만 적

어도 자국의 독자가 익숙한 단위로 바꾼 것은 영국의 화폐에 대한 개념

과 이해가 부족한 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아리따운 태도에 부끄리는 빛을 잠간 띄어 홍도화 한 가지가 아침 이슬

을 머금은 듯, 백련화 한 송이가 분홍물을 취색(取色)한 듯, 옥 같은 얼굴에

붉은 안개가 삥 둘리고 별 같은 양안(兩眼) 춘정이 가득하니(차선일 편 지
장보살, 5쪽)

경랑은 형리의 무남독녀로 난자혜질과 화용월태는 세상에 그런 일색이

또 있으랴 싶을지라. 빈부는 비록 현수할망정 재자가인 한집에 모여 화조월

석에 음악창가도 서로 화답하며(차선일 편 지장보살,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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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경랑의 외모와 자태를 묘사한 대목인데, 구절들은 모두

동양의 미인을 평할 때의 기준들이다. 즉 고대 동양의 재자가인들의 전

형적인 인물묘사로써 서양의 여인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묘사

법은 철저히 당대의 관습과 독자들의 심미적 수준을 겨낭한 것이며 또한

그들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고명녀와 복내덕의 동굴에서의 생존기는 모험소설적인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고 서양적인 특이한 풍속들을 담고 있는데 김교제는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옮겨 쓰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위한 주석을 달아주기도 한

다.

(조) “그것은 알면 무엇하게. 그렇지만 너더러 바로 말하면 어떠할 것 있

나. 우물 밑에 있는 동물은 검은 곰이니, 우리 영국 풍속에는 집안에다 곰

을 기르지 못하는 고로 그리 비밀히 기른다.”(차선일 편, 지장보살, 21쪽)
“나는 벌써 경랑과 굳은 언약이 있고 서양법률에 두 계집 두는 것은 제

일 금법인데 어찌하면 좋을꼬?”(차선일 편, 지장보살, 58쪽)

낯선 서양의 풍속을 독자들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번역자는 원천 언어

(source language)와 목적 언어(target laguage) 사이의 전환 외에 고려

해야 될 것은 독자들의 수용 능력이다. 번역자는 자국의 문화적 배경을

상기하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서 원작을 이해하고 독자들에게 소

개한다. 번역자는 독자의 문화적 습관에 근거하여 작품을 번역하여 독자

들의 인기를 얻어내어 그들이 소설을 구입하게끔 자극한다. 독자의 수용

능력과 지식 능력을 고려했다는 차원에서 이 작품은 번역자가 설정한 내

포독자와 함께 만든 텍스트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독자들의 수용 능력

은 어느 정도 텍스트의 미적 자질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세세

한 부분마다 ‘서양풍속’임을 해석하는 것은 번역자가 상기한 내포독자는

서양에 대한 지식과 풍속에 대한 이해가 낮고 자국의 서사에 익숙한 독

자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번역자의 의도는 그들로 하여금 서양의 사

물과 풍속에 익숙해지게끔 함으로써 서양소설이라는 낯선 서사 양식을

보급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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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중에서는 서양지명에 대한 오역현상이 종종 나타나고 있다.

가. 非但即英人即德法意比諸國人(空谷佳人, 3쪽)60)

나. 중도옥은 영국·법국(法國)·덕국(德國)·백이의·비리시·이태리 그 여러

나라 해적당의 굴혈(掘穴)이요, 노피득은 그 괴수라.(차선일 편 지장보살,
13쪽)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백이의’와 ‘비리시’는 모두 벨기에를 가리키는 부

동한 지칭이지만 번역자는 그것을 중복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 번역자가 서방의 문화와 지리에 대한 이해가 천박하다는 점

에서 비판을 받을 만도 하지만, 만약 작품을 문학의 각도가 아닌 번역이

라는 자체에 그 입각점을 둘 때 이러한 오류는 사실 부동한 번역현상의

구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번역 작품에는 단순한 단어의 오

역이 존재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번역이라는 현상을 사

회·풍속 및 문화 측면에서 고찰해볼 때 그다지 비판받을 만한 일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김교제는 단어 대 단어의 번역보다는 서양사회의 풍속을

소개하기 위하여 작품 전체의 의미에 대한 해석에 치중하면서 당대에 지

배적이었던 서사에 대한 의식이 앞섰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컨대 空谷佳人은 별다른 축약과 삭제 등의 양상이 나타나지 않은

대체로 충실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데 비해, 지장보살은 주로 단어

의 변개 등의 방식을 통해 대본인 지장보살과 차이를 노정하게 되었

다. 이는 김교제가 비록 원작을 보지는 못했지만 번역자로서 대본의 전

체를 파악하고 작품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이 자국의 독자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러운 맥락

을 확보하기 위한 번역 주체의 노력은 상당히 큰 것이다.

물론 작중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인물 형상화 방식이다. 우선 두

작품의 경개를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0) 영국인 뿐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제국의 인이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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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谷佳人
① 런던 재자 복내덕은 권세가 있는 형리의 딸 경랑을 사랑한다. 그러나 형리

는 그들의 사랑을 반대하면서 복내덕에게 딸과의 결혼을 승낙하는 조건으

로 막대한 재부를 원한다.

② 재부를 얻기 위하여 복내덕은 해적이었던 증조부와 조부를 찾아 도움을

청한다.

③ 도움을 받지 못하고 대신 이상한 부탁을 받으며 중도옥에 있는 동굴로 들

어가게 된다.

④ 그 동굴은 엣 해적의 소굴이었는데 거기서 원시인과 별 다름없이 지내고

있는 고명녀를 만난다.

⑤ 동굴에서 고명녀와 정이 들고 탈출할 궁리를 한다.

⑥ 동굴에서 황금을 발견한다.

⑦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다.

⑧ 고명녀의 신분에 의심을 한 복내덕은 비밀을 캐려한다.

⑨ 형리를 통해 고명녀의 신분과 증조부와 형리의 비밀을 알게 된다.

⑩ 복내덕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 고명녀는 거절을 당 한후 죽는다.

⑪ 형리는 악렬한 증조부를 사살하고 역시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자살한다.

⑫ 복내덕과 경랑은 혼인을 한다.

지장보살
① 런던 재자 복내덕은 권세가 있는 형리의 딸 경랑을 사랑한다. 그러나 형리

는 그들의 사랑을 반대하면서 복내덕에게 딸과의 결혼을 승낙하는 조건으

로 막대한 재부를 원한다.

② 재부를 얻기 위하여 복내덕은 해적이었던 증조부와 조부를 찾아 도움을

청한다.

③ 도움을 받지 못하고 대신 이상한 부탁을 받으며 중도옥에 있는 동굴로 들

어가게 된다.

④ 그 동굴은 엣 해적의 소굴이었는데 거기서 원시인과 별 다름없이 지내고

있는 고명녀를 만난다.

⑤ 동굴에서 고명녀와 정이 들고 탈출할 궁리를 한다.

⑥ 동굴에서 황금을 발견한다.

⑦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한다.

⑧ 고명녀의 신분에 의심을 한 복내덕은 비밀을 캐려한다.

⑨ 형리를 통해 고명녀의 신분과 증조부와 형리의 비밀을 알게 된다.

⑩ 복내덕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낀 고명녀는 거절을 당한후 자살을 시도하지

만 구원된다.

⑪ 형리 역시 죄를 뉘우치고 자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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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경랑은 고명녀에게 윤리학을 가르쳐 개화시킨다. 복내덕과 경랑은 혼인을

하고 고명녀는 어엿한 사회인이 된다.

위의 정리를 통해 두 작품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에 해당하는 ①~⑦은 복내덕과 고명녀의 동굴에서의 수난기이다.

여기까지의 줄거리는 비슷하다. 하지만 두 작품이 근본적으로 갈라서는

것은 후반부에서다. ⑧~⑫에 해당하는 후반부의 내용은 복내덕과 고명녀

가 동굴을 탈출한 후 작품에 남아있던 의혹을 풀어가는 내용이다. 중국

역본의 결말에서는 결국 죽어버린 고명녀를 지장보살에서는 약물을

통해 다시 살려냄으로써 결말은 완전히 변하고 만다.

(가) 女自前吐片語後即回面內絕口不復聲了不顧卜卜猶意適逢其盛怒尋當浸

釋久之女漸睡去鼻息咻咻然吹氣若蘭麝卜心復爲之動力自禁抑久乃成寐比覺試

目視女寢狀似有異急探之口鼻間已無呼吸61)

(나) “허, 고명녀는 심사가 틀려 토굴 속으로 들어갔도다.”하고 다시 형리

의 집으로 와 이런 수유를 말하고 같이 토굴 속에를 들어가 그 전에 거처

하던 거적자리를 살펴보니, 과연 고명녀가 석벽을 안고 돌아누워 아무리 천

호 만호를 해도 끽 소리가 없고, 아무리 흔들고 당기어도 일호 끄떽이 없는

지라, 가까이 다가앉아 전신을 어루만져 보니 수족이 얼음장 같고 호흡이

벌써 끊어졌는지라, 복내덕은 그 모양을 보고 별안간에 통곡이 나온다. 형

리는 복내덕보다 몇 갑절을 더 설워하다가 조끼 속으로서 무슨 환약 한 개

를 내어 들고 하는 말이, (중략) 그 약은 과연 신통한 약이라. 두어 시간이

지난 뒤에 고명녀가 기지개를 한 번 부드득 쓰고 기침 한 번을 컥 하더니

점점 피어나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며 두 눈에 눈물이 비 오듯 하더니.

인용문 (가)에서와 같이 중국역본에서는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되찾은

후 원초적이고도 본능적인 사랑을 과감히 추구하는, 개성 해방의 선구자

로서의 고명녀를 그리면서 비극을 선택했다면, 지장보살에서는 고명녀

61) 그녀가 앞에서 심성을 토로하더니 바로 안으로 들어가더라. 다시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복내덕은 그녀가 화김에 그러나 보다 하였다. 그녀가 점점 잠에 들더니

코로 숨쉬는 소리가 마치 난초와도 같더라. 복내덕은 마음이 동하여 그녀의 앞에

가서 보니 홀연 그의 거동이 이상한 것을 발견하니 급히 손을 그녀의 코에 가져

다 대더라. 하지만 그녀는 이미 호흡이 멈추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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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을 사회에 용납되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욕망으로 그리면서

마땅히 개화되어야 할 존재로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번역자는

저본에는 없는 ‘일부일처제’라는 당대 조선의 논리로써 고명녀가 개화되

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 합리화시킨다. 요컨대 원작에 존재하던 ‘여성의

수난 이야기’를 첨가된 개화의 논리와 결합시켜, 예컨대 혈의 누와 같

은 ‘한 수난여성의 개화되기’라는 상투적인 신소설적 결말과 유형으로 변

형시킨다.

空谷佳人의 광고문62)에서 볼 수 있다시피 소설을 번역하는 목적은

고명녀라는 신비롭고도 기이한 인물로써 서양의 흥미로운 사실과 제재에

대한 탐닉에 있다. ‘언정소설’이라는 표제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소설은

고명녀가 미개의 원시인으로부터 점차 사랑을 알아가는 과정에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면서 나중에는 자살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주

제로 하고 있다.

작품의 주제와 의미의 전달에 치중하면서 독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

려 했던 가장 선명한 시도는 물론 작중 결말의 변개를 통해 원작의 서사

를 재편한 데에서 드러난다. 조선에도 염정소설이라는 장르가 있듯이 연

애서사는 세계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애의 감정을 주

제로 하고 있는 서양의 소설을 그대로 번역 소개한다면 반드시 유교적

윤리관에 심취되어 있는 자국 독자들과의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이에

번역자는 고명녀가 구원받는다는 의미를 ‘윤리학이며 가정학이며 각항

예의’63)의 가르침을 통한 사회적인 구원으로 환원시킨다.

이처럼 원작의 줄거리에 근거하여, 자국의 언어문화의 수용능력을 고

려함과 동시에 소부분의 창작을 통한 텍스트의 조절은 어디까지나 원작

의 기본 주제와 창작 의도를 상하게 하지 않는 전제하에 번역자의 모종

62) 書敘一好女子，幼時即被錮深穴中，有卜乃德者而視之，既入，亦不複能出，後旁

穿穴道，始得攜之出懼。此女錮閉十餘年，出穴後懵然不知人間事，惟與卜愛情甚

摯，天真燦爛，而卜先與他婦有約，故雖同處多時，始終不及於亂。女知其愛情不屬

於己，一憤而絕。情節變幻，小說中奇而趣者也。每冊洋一角半。付建舟 編, 淸末
民初小說版本經眼彔三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3, 122쪽에서 재인용.

63) 김교제, 차선일 엮음, 지장보살,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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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을 전달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원작이 자국 문화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차적으로 원작의 신선함과 흥미로써 그 이질

성을 소개하려고 했던 번역자의 의도에 따라 그 제작 방법은 일차적으로

원작의 지명과 기본 줄거리를 그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두 작품은 모두 대본의 서양 지명들을 그대로

쓰고 있지만 대량의 개작 예컨대 내용의 축약과 삭제 그리고 첨가를 통

하여 원작과 상당히 다른 모습을 지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제작방식을 김교제는 ‘역술’이라고 표기한다. ‘역술’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근대적인 번역개념이 생겨나기 전 과도기적인 번역방법이라고 지적

된다. 일차적으로 ‘역’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은 이 작품이 원작 혹은

대본이 있는 번역작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에 저작권

개념과 원저자에 대한 개념이 희박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역술’이라고 밝

힌 것은 저작권 개념에 해당하는 원저자를 의식해서가 아님을 추측해볼

수 있다. 즉 그것은 단지 원작 혹은 대본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제작방

식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다. ‘저’와 ‘역술’이라는 용어는 단지 원작 혹은

대분으로부터 얼마정도 손질을 보았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표기될

뿐이다. 서문에서도 말하다시피 ‘역술’은 ‘역’과 ‘술’의 결합체이다. 만약

‘역’이 원작을 나타내는 용어로서 사용된다면 ‘술’은 번역자의 존재를 보

여주는 용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술’의 의미를 강조한다는 것은 풀

어쓰다, 즉 자국의 사정에 맞게 얼마정도 변형되었냐와 연관되는 것이다.

비행선과 지장보살은 바로 이러한 ‘술’의 의미를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제작 방식과 번역 태도상 비록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술’은 현

대번역개념에서의 의역과 맞물리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2. 주제의 이국화로서의 ‘역’술-일만구천방과 삼촌설
(상)

일만구천방(1913)의 원작이 버포드 들라누아(Burford Delanno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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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만 구천

파운드(£19,000) 一萬九千磅 일만구천
방

인명

Gerald Danvers 唐極樂 당극락

Tessie Depew 屠泰西 도셔

Richard Loide 羅立嬌 라립교

Arthur Lennox 李亞勝 리아승
Charles Lennox 李介爾 리이

George Depew 屠佐治 도좌치

Mrs. Depew 屠夫人 도부인

Aunt Depew 屠姑
고모/도부

인

Sawyer 束葉 쇽엽

Susan Todd 杜素人 두쇼인

추리소설 만 구천 파운드(£19,000)(1900)인 것은 이미 박진영에 의해

밝혀진 바가 있다.64) 또한 강현조는 김교제의 작품 대부분이 중국을 통

해 번역된 중역본임을 상기하면서 김교제가 쓴 일만구천방을 직접 확

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병석의 언급65)을 단서로 그 직접 대본은 중국

상무인서관에서 출간된 一萬九千磅(일만구천방)일 것이라는 추측만 내

세운다.66) 이에 김교제가 쓴 일만구천방과 중국역본을 대조해본 결과

인명과 지명은 모두 음차표기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의 작품 중 원작과

중역본(中譯本)의 내용을 가장 충실하게 담고 있는 작품으로서 직역에

가장 접근하는 작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양식 지명과 인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번역자가

원작이 ‘서양 소설’임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다. 실제로 일만구천방의
인명과 지명 그리고 사물명은 모두 중국어판의 명칭을 한글식 표기로 그

대로 옮겨 적는다.

64) 박진영, 번역과 번안의 시대, 소명출판, 2011, 219쪽.
65) 유병석, 김교제의 작품 , 김열규·신동욱 편집, 신문학과 시대의식, 새문사,
1981.

66) 강현조, 김교제 번역·번안소설의 원작 및 대본 연구-<비행선>·<지장보살>·

<일만구천방>·<쌍봉쟁화>를 중심으로 , 『현대소설연구』48, 한국현대소설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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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 Todd 杜若裕 두약유

지 명

및 사

물명

Finsbury 芬勃 분발

London 倫敦

Eldon Street 安頓街 안돈가

Liverpool 利物浦 리물포

Queenstown 后鎭 후진
Broad Street 博老街 미등장

Euston 歐史敦 미등장

Armfield's Hotel,

Finsbury
芬勃之雅納旅舍

분발

아랍려관

Boys of the World 世界靑年傳 세계쳥년젼

M.R.C.S. 王立醫學校

외과젼문(

外科專門)

의
gas 氣 몽혼

the Great Eastern

Hotel
大東旅舍 동려관

the Bank of

England
英倫銀行 영륜은행

번역자도 원작의 독자인 만큼 원작 및 원작에 해당하는 국가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이국적인 것을 그대로 이국적인 것으로 받아들

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번역 작품을 읽는 자국 독자들로 하

여금 원작의 독자들이 느꼈던 그 감동을 똑같게 느끼게 한다는 것도 불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번역자는 독자들을 위해 자기 나름의 친숙한 방

법으로써 텍스트를 접근시킨다.

(가) "I must send for a medical man to administer the gas.“

(나) 曰君謂用氣(此氣想指淡飬氣淡養氣一名喜氣吸之則醉知覺盡失痛癢不知
但不久即醒)67)

67) 군은 기를 쓰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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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프지 않게 하자면 불가불 몽혼을 시켜야 하겠소.

위의 인용문들은 이를 뺄 때 사용하는 마취제에 대한 부동한 표현들이

다. 원작은 ‘gas’, 대본은 ‘氣’, 번역작은 ‘몽혼’을 시킨다고 한다. 원작의

‘gas’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대본에서는 작은

글씨로써 주석을 달아 마취제의 일종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대본이 원작

의 단어를 나름대로 번역한 것에 반해 번역작에서는 단어 대 단어의 치

환보다는 마취를 시킨다는 원작의 의도를 중시함으로써 ‘몽혼을 시킨다’

는 말로 대체를 하고 있다. 서양 문물이나 풍속을 자국의 것과 비교하며

설명하는 대본에서의 주석은 대응하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배려

로 볼 수 있다면, 번역작에서 대본의 주석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한다는 것 역시 작은 범위 내에서의 해석을 통한 독자들

에 대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다. 예컨대 대본에서의 ‘의탐’(義探)을 ‘평복

경찰’로, 공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단위인 ‘12시간’을 ‘24시간’으로 바꾼

것은 원작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에서 번역자의 이해를 통해 독자

들의 이해를 돕는 치환이라고 볼 수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양계초와 같은 지식인들은 소설을 국민을 계몽시

키고 나라를 구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면서 주로 일본을 통하여 서양

의 소설을 대량으로 번역하고 소개함으로써 소설의 지위는 일거에 향상

되었다. 하지만 소설의 문학적 규범을 새로이 제정한 것은 그 교육·계몽

적 가치를 드러내려는 것에 한정되었으며 소설의 내적인 문학적 가치는

도리어 부차적인 위치에 머물게 된다. 이러한 범주 안에서 그 누구도 비

교적 완정한 번역소설의 체계의 구성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 번역한 서양소설은 대부분 당대의 작품으로서 당시 서양

으로부터 수입하려는 지식이 무엇인지를 엿보게 해준다. 서양소설의 번

역은 단지 서양의 역사서나 자연과학 서적의 번역과 다른 점이 없었다.

서양의 지식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번역의 제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

하게 여겨지는 사항은 텍스트의 ‘새로움’이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새로운 지식과 관념을 전파한다는 것은 단순한 서양지식서를 번역하여

보급하는 목적과도 일치한 것이다. 신지식이 전파되는 대상이 소수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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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인 계층만이 아닌 여러 계층의 광범위한 독자층인 만큼 서양소설의 양

식을 일반화시키고 널리 선전한다는 것은 출판사의 이윤 창조를 기초한

출판 전략과도 맞물리는 것이다. 비록 당시 번역소설의 장르에 대한 구

체적인 통계는 어려우나 당시 출판된 소설 중 범죄(추리)소설, 모험소설,

연애소설이 가장 많이 출판된 것은 어렴풋이 알 수 있다. 이러한 장르의

번역소설들은 정론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에서 훗날 연구자들에 의해 혹평

을 받아왔지만 당시 서양소설 양식의 확립에 있어서는 큰 공헌을 했음을

명기해야 될 것이다.

서양 번역소설이라는 양식의 확립과 선전에 있어서 비교적 많이 선택

되었던 장르는 추리소설이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 서양에서 나타난

특유한 장르인 추리소설은 그 자체가 본래 오락성과 흥미성을 위한 산물

이었다. 오락성에 의해 엄숙한 독자들에게는 비판의 산물이었지만 많은

독자들의 유보에 성공함으로써 대중성의 확보에는 성공을 한다. 조선이

나 중국이 당시 추리소설을 선택하여 번역한 것도 바로 추리소설이 서양

에서 성공한 사례를 본받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추리소설 번

역 내지 기타 장르소설의 번역은 완전히 문학성을 떠나서 오락성과 흥미

를 전제로 한, 서양의 지식과 문화의 수입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원작의 줄거리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전제하에 독자들의 독서습

관이나 이해력을 고려하여 번역자가 개입을 한 예로는 서사전개에 있어

서의 장면을 치환이거나 사건 제시를 앞서하는 데에서 종종 보아낼 수

있다. 일만구천방은 한 과부의 거액유산을 두고 여러 인물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쟁탈한다는 이야기인데 시작 부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

고 그 사건의 범인과 범죄 행위를 이른바 추리에 의해 밝혀내는, 도서형

(倒敍型) 추리소설68)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도서형 추리소설에서는 희

생자 즉 시신의 신분을 비밀로 한다는 것은 서사 전개상의 긴장감을 유

지하면서 소설 전반의 흥미 요소를 더해주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중

68) 송덕호, 추리소설의 유형 , 대중문화연구회 편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
자료원, 1997,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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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본 一萬九千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萬九千磅
① 치과의사 리개이는 어느날 미국환자 한분을 받는데 실수로 환자는 죽고

만다.

② 당황하던 차에 리개이와 형 리아승은 환자의 호주머니에서 변호사로부터

도좌치라는 명함과 일만구천방을 찾을 수 있다는 편지를 발견한다.

③ 리개이는 형과 밀모를 하고 환자대신 변호사를 찾아 돈을 찾으려 한다.

④ 미국으로 향하던 차에 배에서는 시신한구가 발견된다.

⑤ 배에서 당극락이 등장한다.

⑥ 당극락은 도태서와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부친인 도좌치의 반대를 당한다.

⑦ 도태서와 혼인하기 위하여 도좌치의 일만구천방을 찾아 나선다.

⑧ 본래 미국환자는 도좌치가 아닌 도좌치의 하인 두약유이다.

⑨ 배의 시신은 리개이였고 역시 돈을 탐하였던 변호사 라립교에 의해 살해

된 것이었다.

⑩ 오랜 추적과 싸움 끝에 당극락은 끝내 일만구천방을 얻고 도태서와 결혼

한다.

한국판 일만구천방에서는 ③에 해당하는 내용에서 미리 희생자인 리
개이의 신분을 밝혀주고 있는데, 즉 중국역본 제25장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원작자 및 대본의 집필 의도

대로라면 일단은 독자들에게 미지의 상태로 남아야만 했던 정보가 미리

알려지면서 서사 전개상의 긴장감의 유지는 약화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번역자가 원작의 장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에만 그 원인을 둘 수만

은 없다. 왜냐하면 번역자가 중역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내적 통일성을

확보하고 나름의 형태로 정리하고 있는 노력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즉 독자가 은폐된 메시지를 해독하면서 책을 읽어나가는 재미를 잃

게 하기 보다는 독서의 중심을 서사 진행의 과정에 둠으로써 이미 전통

적인 서사 진행에 습관 된, 새로운 서양소설의 독자이자 동시에 기존의

고전소설의 독자들에 대한 배려가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장절의 재배치는 만약 현대 번역 이론의 틀에 입각하여 서양의 탐정소설

의 구조에 익숙한 연구자나 독자들이 보았을 때에는 원작에 대한 엄청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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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에 해당한다. 따라서 번역작은 흥미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는 혹평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명기해두어야 할 것은 당시 독자들은 서양의 추

리소설을 처음 접했기 때문에 당연히 추리소설에 대한 일반 지식 또한

전무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들이 추리소설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단지

자신들의 경험 밖에 존재하는 요소일 뿐이기 때문에 번역자가 원작으로

부터 진행한 첨삭과 편집 그리고 자국 서사와의 관계는 모두 그들이 생

각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이다. 추리소설을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은 소설의 내용과 줄거리이다. 번역자는 ‘누가 범인인가?’라는 의혹으로

써 독자들의 흥미를 자아내기 보다는 탐정이 범인을 추적하는 과정자체

에 착안한다. 독자들은 탐정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탐정의 비

범한 지혜와 용기 그리고 서구의 신기한 문물에 보다 더 집중하게 됨으

로써 번역자는 추리소설이라는 양식 자체의 보급을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추리소설이란 양식을 소개하고 급히 보급하려는 의도와 전략은 또한

번역자의 취재 선택과도 직결된다. 누구의 죄의 저본인 奪嫡奇寃(탈
적기원)과 같이 일본을 경유한 중역과는 달리 일만구천방의 중국 대

본은 서양소설을 직접 번역한 것이다. 번역은 구어체가 아닌 비교적 엄

숙한 한문어투로써 첨가와 삭제를 크게 진행하지 않으며 추리소설의 내

용과 서사진행과정을 최대한 살리고 있다. 따라서 김교제는 비록 중역을

했을지라도 최대한 원작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의도는 소설의 흥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요컨대 작품에서는 대본에서 1개 장절을 할애하여 서술한 서구적인 연

애서사에 대한 탈각도 전체적인 서사에 대한 파괴를 하지 않는 전제하에

서 독자들에게 비교적 익숙한 방식으로 원작의 의도를 수용 가능한 형태

로 제시하기 위한 번역 주체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이국

화를 진행하고 작은 틀에서 자국화를 진행했던 일만구천방은 결국 번

역자가 양자 사이의 조절에 실패를 하게 되면서 판매는 초판에 그쳤으며

독자의 유보에 실패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일만구천방과 비슷한 직역의 번역태도로서 제작되었다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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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天方夜譚 삼촌설상

인명

史希罕拉才得 랍자득

史加利安 사기리안

定那才得 뎡자득

維齊 대신

蘇培特 쇼특

愛米 미
舍非 사비

蓋發 발

斯畿西亭穆罕默德 묵덕

煣雷亭阿黎 아려

勃特勒亭 발륵졍

大馬色太守 마슈
莫斯頓撒伯拉 막사돈산랍

培鮑克 포극

巴克巴雷 파극파뢰

愛爾柯時 이가시

斯加開培克 극

巴米息特 파미식
古基海森 고긔삼

주목해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작품으로는 삼촌설(상)이 있다. 삼촌설
(상)은 천일야화의 번역본이다. 비록 삼촌설(상)이 출판되기 전 유옥
역전이라는 이름으로 된 필사본 형태의 천일야화의 번안작이 나타났

지만69)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사본이었기에 출판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

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따라서 삼촌설(상)은 근대 조선에서 최

초로 천일야화를 번역한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타 작품의 수용

경로를 고려해보았을 때 삼촌설(상) 역시 중역본을 통해 재번역 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무인서관에서 발행된 天方夜譚
(천방야담)70)이 그 직접대본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天方夜譚과 삼촌설(상)의 인명 지명 및 사물명을 자세히 대

조해보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69)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152쪽.
70) 단행본으로 발행되기 전, 繡像小說과 東方雜誌에 먼저 연재된다. 번역자는

중국 근대 유명한 번역가 奚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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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達 산달

賽第 졔

客馬力兒瑟孟 마력

지명

報達 보달

開斯格城 격셩

斯客瑟孟 사슬국
韃靼 흉노

墨城

미등장

山美達

達有拔拉

伯沙拉

路利多加
塞瓦

波斯 파사

費羅斯加 미등장

따라서 삼촌설(상)의 원작은 기존 연구나 조사71)에서 제시된 리처드

프랜시스 버턴(Richard F.Burton, 1821~1890)의 영역본이 아닌 윌리엄 레

인(E.W. Lane, 1801~1871)의 영역본이다.72)

이동은의 연구에 의하면 월리엄 레인의 번역본은 원래의 이야기 중 흥

미롭지 못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이야기들을 변형시키거나 축약 또는 삭

제시킴으로써 원전의 5분의 2 가량에도 못미치는 분량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그의 번역본은 축역본인 것이다. 비록 내용을 대량 삭제한

축역본이긴 하지만 그가 발췌 과정에서 학문적인 기준에 근거하였다는

점과 전문적인 주석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천일야화의 학문적 가치

를 향상시켰다고 한다.73) 월리엄의 번역작 즉 삼촌설(상)의 원작이 텍

스트의 학문적 가치를 중시하는 의도는 직접대본인 중국의 天方夜譚
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71) 박진영 앞의 책, 212쪽.

72) 중국판의 서문에서는 원작자를 ‘冷氏’라고 언급하는데, 이는 바로 윌리엄 레인이

다. 리처드 버턴의 영역본은 완역에 가깝고 레인의 영역본은 축약이 진행된다.

73) 이동은, <천일야화>의 번역본에 관한 小考 , 통번역학연구3, 199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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冷氏之言如是。要之此書爲回教國中最古之說部，而回部之法制教俗多足以

資考證，所列故事雖多涉俶詭奇幻， 近於《搜神》， 《述異》之流， 而或窮

狀世態， 或微文刺譏讀者當於言外得其用意。至星柏逹之七次航海探險， 舍

利之日夜求報，卒能恢復故國， 縫人謂噶棱逹專談虛理，不求實學， 易一餅

且不可得，皆足針砭膚學， 安得以說部小之。嗟呼！今日者，阿剌伯陵夷衰微

矣，而當年軼事僅僅見此說部中，則德國批評家謂爲阿剌伯信史者，由今爾

觀，不猶足喡然感嘆，瀏覽不置者乎？若夫繙譯各本，自法人葛蘭德譯爲法

文，實是編輸入歐洲之始。後英人史各脫，魏愛德取而重譯，踵之者爲富斯德

氏。至一千八百三十九年，冷氏則復取阿剌伯原文譯之，並加詮釋爲諸譯本

冠。外尚有湯森氏，鮑爾頓氏，麥克拿登氏，巴士魯氏，巴拉克氏諸本，然視

冷氏本皆遜之。今所據者爲羅利治刊行本，原於冷氏，故較他本爲獨優。譯

竟，復討論潤色，必期無漏無溢，不敢稍參以鹵莽俚雜之詞，謹以質諸當世知

言君子。既述此書之原起，遂摒諸簡端。校者識。74)

위의 인용문은 天方夜譚의 서문이다. 서문에서는 ‘냉씨’의 번역본이

가장 우수한 번역본이라고 하는데 ‘냉씨’가 바로 월리엄 레인이다. 중국

본 번역자는 서양의 여러 작가들이 번역한 번역본 중 월리엄 레인의 번

역본을 선택한 원인은 그의 번역본이 가장 간결하게 학문적인 것을 나타

낼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설은 비록 ‘술이’적인 기이한 면이 있

긴 하지만 이것은 당시의 세태를 반영하기엔 무방한 것이며 이를 단지

한 부의 소설로 볼 것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즉 소설의 횡탄하고 흥미로

운 부분은 단지 독자들의 재미를 위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작중의

74) 냉씨의 말은 여하하더라. 이 책으로 말하자면 회교에서 가장 오래된 설부인데

회부의 법제와 교속에 관하여 많은 참고가 되겠더라. 때문에 나열한 이야기가 비

록 기환적이고 수신, 술이와 같으며 세태의 궁상을 나타내겠지만 성백달이

일곱 번 항해를 하여 사리를 얻어 나라를 회복하였더라. 봉인 갈릉달은 허리만

말하고 실학은 추구하지 않으면서 교훈을 얻는데 이는 단지 소설로서 볼 것이 아

니니라. 금일, 아랍백릉이 쇄퇴하고 당년의 자질구레한 일이 모두 이 설부에 있으

니 독일비평가가 말하건대 아랍백신사자 유금이관 불유족 감탄하지 않을가? 이

이야기가 유럽에 처음으로 전해진 것은 프랑스인 갈란덕이 번역을 한 후인데 나

중에 영인 사각탈 위애득이 중역을 하니 부사덕씨까지 1839년이 걸렸더라. 냉씨

가 다시 아라비아문을 가지고 번역하니 여러 번역본 중에서 제일이더라. 이외에

탕손, 버튼, 맥극나등, 파사로 , 바랍극씨의 역본이 있는데 모두 냉씨의 것보다 뒤

지더라. 금일 라열치 간본이 있어 이는 가장 훌륭한 것이더라. 번역을 하면서 윤

색을 하였는데 결함은 반드시 없느니라. 조금이라도 노망하고 쓸데없는 말을 쓰

지 않았으니 제 군자들이 살펴보시길 바란다. 교자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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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의 풍속과 그에 해당하는 교훈을 주는 부분을 마땅히 중시해야 된다

는 것이다. 이는 번역자의 번역의도이다. 따라서 작중의 학문적이고도 교

훈적인 것을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최대한 그대

로, 삭제가 없이 번역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비록 天方夜譚의 표지에

는 ‘술이소설(述異小說)’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지만 이는 단지 독자들의

구매욕을 자극시키는 의도였고 번역자의 진정한 의도는 작품으로써 독자

들에게 심층적인 계몽과 교훈적인 것을 전달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중

국본의 의도를 김교제는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여기에 관해서 주목해

볼 것은 작품의 서언부분이다.

그때 세기에는 문명하고 번화하고 부강함이 가히 극도에 달하였다 할만

도하나 오호라 한번 성하면 한번 쇠함은 천고의 정한 리치라. 이십세기에

이르러는 야매하고 쇠태하고 미약함이 역시 극도에 달하였다 할지나 그 나

라의 예전역사와 그 민족의 조상 사적으로 말할진대 미풍락속이며 가언선

행이 족히 세계에 자랑하고 족히 후세에 모범될 것도 많았으련마는 그런

사적도 또한 그 나라의 명운을 따라 민멸하고 그 인종의 정도를 따라 민멸

하고 백에 하나도 전함이 없어 천추만년에 유감이 적지 않더니 다행토다

파사왕 사기리안때에 이르러 유약한 한 여자의 썩지 않은 삼촌설로 그 님

군을 품간함으로 조차 아랍비의 예전 풍속과 합룡아이랍서특왕의 당시 사

실이 대강 드러났으니 그말이 비록 간단하나 족히 그때 인심의 선악을 판

단할지요 그 사실이 비록 횡탄하나 족히 그때 풍기의 경량을 참고할지니

일로 볼진대 삼촌설 전편을 다만 소설적으로 볼바가 아니라 하노라.(삼촌
설, 4쪽)

서언에서는 이 작품의 사실은 비록 ‘횡탄하나 족히 그때의 풍기의 경

향을 참고할 수 있으니’, 단지 작품을 ‘소설적’으로 보기에는 만무하다고

역설한다. ‘소설적’이란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은 ‘취미’와 ‘재미’

로 표방되는, 실제 기사와는 반대되는 흥미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다.75)

주지하다시피 당시 조선에 있어서 아랍이라는 지역은 아직 미지의 지역

이었고 문명과 과학의 상징인, 따라 배워야 할 서구와는 다른 것이다. 생

경한 지역으로서 마음껏 모험의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형상화될

75) 함태영, 1910년대 소설의 역사적 의미, 소명출판, 2015, 68~7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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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있고 야만과 공포의 대상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런

상상력을 직접적으로 형상화시키는 천일야화의 이야기가 조선의 독자들

에게 있어서는 마땅히 일차적으로 흥미의 독물(讀物)일 것이다. 하지만

번역자는 그것을 경험적이고 교훈적인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렇듯 중

국본의 서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중국본의 취지를 그대로 답습

하고 있는 김교제는 ‘삼촌설’이라는 제목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한층 더

강화시킨다. 또한 위의 대목은 당대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투영하고 있

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아랍의 휘황찬란한 역사가 보존되고 환기되

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여

기에 대한 의식을 당시 역사와 배경 그 자체로서 구현하여야 한다는 것

이다.

번역 방법의 측면에서 볼 때 약간의 생략이 있지만 중역본의 묘사를

비교적 충실하게 옮기고 있다. 역시 일차적으로 이국서사의 이질성을 나

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 記漁夫

有老父業漁. 家貧. 藉以贍妻子. 每漁必先黎旦至海濱. 自立約. 網不逾四下.

爲常例. 一日甫起網. 甚沈. 疑得巨鱗. 力出諸水. 乃赫然一死驢.(天方夜譚
一冊, 20쪽)

(나) 어부의 리약이

옛젹에 로인 하나이잇셔 고기잡기로 를일 어망을 셰번식 치

기로 작뎡하야 차에 잡히당일계가 간신이되더라 하로는 변에가셔

어망을 쳣다건지니 심히 묵어워들기가 어려온지라 큰고기나 걸닌줄알고 힘

을 다야 잡아당긔니 죽은 라귀한마리가 걸녀 나오(삼촌설(상),
28~29쪽)

작중에서 바그다드를 ‘보달’(報達)로, 술탄을 ‘소단’(蘇丹)과 같이 표기

하는 등 한자 음독표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줄거리도 대체로 충실하

게 옮기고 있다.

흥미보다는 교훈을 전달하려는 기능적인 의도는 삼촌설(상)에서의
장절의 선택에서도 보아 낼 수 있다. 본문 결미(結尾)에서도 밝히듯이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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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天方夜譚 삼촌설(상)
1 緣起

나귀의 이야기, 닭의 이야기
2 鷄談

3 棗核彈
조핵탄4 鹿妻

5 犬兄

6 記漁夫

어부의 이야기

7 記竇本

8 頭顱語

9 四色魚
10 淚宮記

11 二黑犬

두 검은 개의 이야기

12 生壙記

13 樵遇

14 說妒

15 金門馬

16 麥及敎人化石
17 蛇神杯水記

18 談瀛記 누락 됨.

19 苹果釀命記
빈과 까닭에 아내 죽인 이

야기

20 櫜駝

곱추의 이야기

21 斷臂記
22 截指記

23 訟環記

24 折足記

25 剃匠言

26 剃匠述弟事一

27 剃匠述弟事二
28 剃匠述弟事三

29 剃匠述弟事四

30 剃匠述弟事五

품은 일단 미완성작이다. 작품의 분량은 총 네 권 50개의 장절로 구성된

대본의 절반 가량인데 장절의 배치는 대본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각 권

에서 저마다 발췌를 하고 있다. 또한 한 개 장절에는 중국본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장절을 구분 없이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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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剃匠述弟事六

32 龍穴合窆記

해당 내용이 없음

33 荒塔仙術記

34 墨繼城大會記

35 波斯女

36 海陸締婚記
37 報德記

38 魔媒記

39 殺妖記

40 非夢記

41 神燈記

42 加利弗挨力斯怯得軼事
43 盲者記

44 記虐馬事

45 致富術 치부하던 이야기

46 記瑪奇亞那殺盜事

해당 내용이 없음

47 橄欖案

48 異馬記

49 求珍記
50 能言鳥

대부분 경험적인 에피소드이며 ‘알리바바’나 ‘신드바드’의 이야기와 같

은 모험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은 수록되어 있지 않았다. 물론 제목에 상

권이라는 표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후속적인 번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실제로 나중에 한권으로 그치고 만 삼
촌설(상)을 단일한 텍스트로 치부할 때 일차적으로 외래적이고 신선한

흥미요소가 농후하지 않았던 고로 역시 초판에 그치고 만다.

이상 두 작품의 분석을 통해 비록 출판 의도는 다르지만 모두 서양 및

외래의 사적 혹은 사실의 수입과 선전을 그 목표로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모두 원작의 지명 인명을 그대로 따른다. 또한 별다른 첨

가와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교적 충실한 번역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명과 인명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것은 앞서 분석한 비행선
과 지장보살과 공통점으로 되면서 김교제가 원작 혹은 대본의 모습을

드러내는 제작방식으로서 역시 ‘역술’을 썼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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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지화 되어 있는 비행선과 지장보살과는 달리 일만구천방과
삼촌설(상)은 원작 및 대본의 주제 의식 또한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데서 다른 점을 보이고 있다. 즉 앞의 두 작품에서 쓰이는 ‘역술’과는 또

다른 ‘역술’임을 알 수 있다. 만약 비행선과 지장보살은 ‘역술’에서

‘술’의 의미를 강조했다면 일만구천방과 삼촌설(상) 은 ‘역’의 의미를

중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번역태도는 나중에 현대 저작권 개념이

생긴 직후 비록 차이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직역의 개념과 맞물리는 점

이 있음을 보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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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著)’의 개념의 재정립과 ‘찬’(纂)의 등장

3.1.번안 이전의 ‘번안’으로서의 ‘저’-현미경과 난봉기합
『현미경』은 김교제의 네 번째 작품으로서 그의 대부분 작품이 초판

혹은 재판에 그친 것과 달리 총 여섯 번의 출판을 거듭하면서 『치악

산』하편과 함께 가장 많이 팔린 작품 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76) 비록

매일신보가 광고할 때에는 “日牧丹花稚岳山下를著야江湖의大喝采를博

하던金敎濟君의託意新著”77)라는 『비행선』과 『현미경』을 동등한 지

위의 야심작으로 치부하면서 독자들에게 소개되었으나 초판에 그친 전자

와는 달리 후자가 판매에 성공하였음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현미경』이 일차적으로 순 조선적인 외피를 취함으로써 독자들

에게 익숙하게 다가갔기 때문일 것이다.78)

충북 보은을 배경으로 하여 한 소녀의 복수담과 수난사, 그리고 가정

의 이합을 그린 『현미경』이 최태원에 의해 개작소설로 밝혀진 것은 비

교적 최근의 일이다.79) 이 작품의 원작은 일본의 무라이 겐사이(村井弦

齎)가 1892년 9월 7일부터 11월 15일까지 『郵政報告新聞』에 연재한

『兩美人』이다.80) 1906년에 이 작품은 중국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

서 『血蓑衣』라는 제목으로 번역출판 되는데, 김교제의 『현미경』은

바로 『血蓑衣』를 대본으로 하여 집필되었던 것이다.81)

오랫동안 김교제의 순 창작소설이라고 여겨졌으며 여러 연구자들이 김

교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가장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현미경』이 번안작

76) 박진영, 『책의 탄생과 이야기의 운명』, 소명출판, 2013, 320~321쪽 참조.

77) 『매일신보』, 1912.9.25.

78) 외국적인 서사와 인명, 지명을 그대로 가져온 『지장보살』(1912), 『일만구천

방』(1913), 『삼촌설(상)』(1913)등 작품 역시 초판에 그쳤지만 『마상루』(1912)

와 『쌍봉쟁화』(1919)등 모든 것이 현지화 된 번안작은 여러판을 거듭했다는 사

실에서도 알 수 있다.

79) 최태원, 앞의 글.

80) 이듬해 6월 춘양당(春陽堂)에서 단행본으로 출간 된다.

81) 최태원,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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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밝혀진 것은 이 텍스트를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써 접근하게끔 한

다. 즉 원작과 대본을 상세히 비교, 대조하여 김교제의 개작을 거치며 나

타난 변화의 구체적 양상과 그 의미를 해석해야만 할 것이다.

『현미경』의 원작 『兩美人』의 에피소드는 20세기에 중국에서 여러

차례 문명극의 형식으로 재창작되어 공연됨으로써 폭 넓은 인기를 누렸

다. 『兩美人』의 표지에는 칼을 물고 있는 주인공 즉, 복수 장면을 모티

프로 한 그림이 삽입되었다. 그리고 각각의 에피소드에 따라 비록 장절

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지만 51개의 소제목으로 표기 되어 있다. 『兩美

人』의 각 에피소드 간 내용은 비교적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15절까지는 주인공 鳴野蓮이 원수를 갚고 도망

하는 과정의 모험담을 그리고 있는데, 이는 의협소설 혹은 모험소설의

양상을 띠고 있다. 16절부터 51절까지는 民野蓮이 星月남작의 집으로 들

어간 후 星月蓮과의 갈등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 내

부에서의 갈등으로서 가정소설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때문에 양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兩美人』은 정치소설적 요소와 가정소설적인 요소가

두 개의 중심축을 이루면서 의협적인 것과 연애 적인 것이 결합되어 있

는 작품이다. 民野蓮의 다소 잔인하지만 의협적인 복수는 오빠인 民野魁

가 말려든 정치사건을 발단으로 하고 있으며 후반부에서는 民野蓮과 武

田勇의 연애감정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해나가는 것이다.

원작에서는 혈연에 의한 충동으로써 원시적인 살인을 저지르지만 근대

적법체계를 인식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전통적이지만 근대적 개인으로

서의 주인공의 면모를 담지 할 수 있다. 또한 부귀를 위하여 무정하게

자신의 생명은인인 半井과의 혼인을 포기하는 星月蓮의 모습도 마찬가지

이다. 이러한 인물 형상들은 『血蓑衣』에서도 그대로 수용되고 있다. 
兩美人의 제목은 생략되고 대신 장절로 표기된다. 원작의 배경으로 되

고 있는 東京, 佐賀 과 같은 지명 그리고 인물명은 거의 변화가 없다.

『血蓑衣』는 ‘의협소설’이라는 명칭이 표기되어 있다. 번역하는 과정

에서 비록 제목과 표제가 변했으나 원작을 매우 충실하게 옮겨 적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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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兩美人』 血蓑衣 현미경

인명

民野蓮 鳴野蓮 김빙주

星月蓮 星月蓮 이옥희

武田勇 武田永 박참위

星月晉 星月晉

미등장
星月潔 星月潔
髭野郡長 髭野郡長

半井 半井

지명
東京 東京 서울

佐賀 佐賀 보은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용협(勇俠)을 선양하면서 때로는 거친 서사도 용납

하는, 또한 충의(忠義)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의협소설의 정의

에 입각해 보면 소설의 전반부는 분명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가정내에

서 서로 혈연의 순수성을 다투거나 근대적인 자유연애 등 요소들이 많은

편폭을 차지하고 있는 후반부를 상기할 때 『血蓑衣』는 순수한 의협소

설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오히려 가정소설이라고 한다면 더 합당할지도

모른다. 또한 풍선(風船), 전화 등 근대의 과학문물의 등장도 고려해볼

때 작품은 실로 다양한 장르를 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소설’

이라는 명칭으로서 작품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은 번역자의 일종 시각을

알게 해준다. 『兩美人』이라는 제목을 취한 원작자는 분명 두 여인의

관계에 치중하면서 가정소설적인 일면을 중시하였지만 번역자는 주인공

의 복수 행위에 대한 찬미에 치중하고 싶었던 것이다.

비록 제목을 바꿔가면서 원작 중의 복수모티프에 대한 강한 의식을 나

타냈지만 『血蓑衣』는 원작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충실하게 번역함으로

써 작품에 내포된 다양한 장르적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

실이다. 원작을 거의 그대로 답습한 『血蓑衣』와는 달리, 『현미경』은

대본과 많이 다른 면모를 지닌다. 대본의 여러 양식적 속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인물과 지명은 모두 현지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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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이름과 지명을 각각 조선식으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대본 血
蓑衣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도 현미경에서는 등장하고 있다. 인명

과 지명의 현지화를 통해 독자들은 엽기적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나

마 친숙하게 택스트에 다가갔을 것이다. 인명과 지명이 현지화되는 양상

을 보이면서 작품의 구성 또한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두 작품의 경개를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血蓑衣
① 명치10년 전후 선거의 난때 정적에 의해 죽음을 당한 오빠를 위해 명야련

은 군장의 수급을 베어 복수를 한다.

② 오빠의 신원을 위해 동경으로 올라가던참 星月蓮을 만남.

③ 총에 맞아 죽은 성월련을 가장해 그의 숙부의 집으로 들어감.

④ 명야련은 그의 능력과 재주로써 성월남작의 사랑을 받는다

⑤ 죽지 않고 돌아온 성월련은 명야련을 내쫓을 계획을 한다.

⑥ 죄책감을 느낀 명야련은 경찰서에 자수하기로 하고 무전영과 십오년의 기

약을 맺는다.

현미경
① 동학농민운동 직후 김빙주는 탐관오리 정승지에 의해 죽음을 당한 아버지

의 복수를 하고 그의 수급을 벤다.

② 아버지의 시신을 찾기 위해 빙주는 서울로 올라가는 도중 이협판의 조카

옥희와 만남.

③ 옥희는 죽고 빙주는 그를 가장해 이협판의 집으로 감.

④ 친조카가 아님에도 이협판은 빙주를 흠모해 그를 아낌.

⑤ 죽지 않고 돌아온 옥희는 빙주를 시기해 정대신에게 밀고를 함.

⑥ 밀고를 당한 빙주는 삼살방마마와 그의 딸 빙심에 의해 극적으로 살아나

고 죽은 줄로 알았던 아버지와도 상봉을 함.

현미경의 전반부에서는 血蓑衣에는 존재하지 않는 박참위 등이 있

어 빙주가 도망과정에 그의 구원을 받아 탈출하고 상경에 성공을 하였다

든가 하는 세부적인 면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수급을 베는 엽기적인

장면,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큰 줄거리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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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⑤에 해당하는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시공간을 개화기 당대의 시공

간으로 바꾸면서 세부적인 서사 전개를 변형하면서 소설은 일단 ‘찰질적

기사’를 확보하게 된다. 최원식은 『현미경』의 시대적 배경이나 인물형

상들은 모두 갑오농민전쟁 후의 실제 사회적 상황을 토대로 하여 설정되

었다고 한다.82) 실제 사적과 원작에 존재하고 있던 다소 엽기적이고도

신선한 여주인공의 복수과정을 결합시킨 것은 소설의 흥미와 신선함을

기대했던 독자들의 기대지평을 어느 정도 만족시켰다고 할 수 있다. 하

지만 난봉기합의 서문에서 쓰다시피 김교제가 소설을 쓰는 목적은 ‘기

이교묘한 사실을 차제편술하여 기시풍속과 인물의 여하’83)를 소개하는

것이다. 즉 소설의 흥미성 뿐만 아니라 그 기능성도 중시를 하였던 것이

다. 만약 여주인공이 자신의 복수가 잘못 된 것이라고 인정함으로써 사

회법체계로의 편입됨을 현미경에서도 그대로 옮겨왔다면 이는 당시

근대적법체계가 미비한 당시 조선의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따라

서 ‘찰질적 기사’의 완벽한 확보에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찰질적 기사’는 인명과 지명의 현지화보다는 내면에 드러나는 사회풍속

과 사적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계적인 변환으로서의 현지

화는 그가 생각한 ‘개두환면하여 모형효빈’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때문

에 그가 생각한 가치 있는 소설의 탄생조건 즉 풍부한 실지사적과 그것

을 재미있게 편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허구와의 결합 위하여 그는 후

반부의 첨가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현미경의 전반부는 대체로 같은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대본과 다

른 점 또한 존재한다.

가. 김빙주 그 년이 어린 계집애로 제 아비 원수를 갚았으니 죄도 묻지

않고 도리어 표창을 하는 게 옳다고 하니 영감 같은 개화군의 소견은 무슨

법률을 빙거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만 문명국에 혹간 그런 법률이

있습디까? (…) 죄지죄 법지법 대로 해야 옳거늘 무지간에 목을 썩썩 베어　

가 응 지금도 참형이 있습디까? 응 그래 그 년이 죄가 없어? 어허 저런 개

화군이 법부 협판으로 있다가는 우리네는 씨도 아니 남고 무죄한 사람이

82) 최원식, 앞의 책, 125쪽 참조.

83) 김교제, 난봉기합, 동양서원, 1913,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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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머리를 보전하지 못하겠군 (현미경,76쪽)
나. 동학괴수로 죽었다니 확적한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동학괴수는 말고

그보다 더한 역적 죄수라도 그전말로 하면 친국을 하든가 나문을 하든가

제 입에서 자복하는 초사를 받아야 결처를 하는 것이오 지금으로 말을 하

면 초심지심을 하고 공개재판까지 하더라도 확실한 죄목이 있어야 교를 하

든가 중역을 시키든가 형법대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 법률에 밝으신 법

부장관이 그리하시는 법이 혹간 어디　있습니까?(현미경, 77쪽)

위의 대목은 血蓑衣에는 존재하지 않는 대목인데, 김빙주가 아버지

를 위한 복수는 반동인물 정대신은 마땅히 ‘죄지죄, 법지법’이란 도리에

의해 김빙주는 형벌을 받아야 되고 그의 삼촌 정승지의 죽음 또한 법적

근거가 박약하다고 주장한다. 인용문 (나)에서는 김감역이 죄를 선고받

더라도 마땅히 공개재판에 의해야지 사법에 의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한

다. 즉 (가)와 (나)에서 보여주는 것은 사법의 폐지와 공법의 수립을 해

야 한다는 김교제의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다.84) 요컨대 현미
경의 전반부는 차이점보다는 대본과의 공통점이 더 많다.
한편 현미경의 후반부는 원작과 대본에는 없는 내용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서사를 이룰 수도 있다. 즉 소설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구성상의 단절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미경』이 중국소설의

서사를 차용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해명될 근거가 생기게 된다. 김교

제의 순수창작부분으로서의 후반부는 전반부와 시공간적인 배경이 다르

다. 전반부는 보은이라는 배경 속에서 빙주의 복수를 중심으로 구성된

원작의 의협소설적 면모를 유지한다면 후반부에서는 서울에서 빙주와 새

로 등장한 빙심의 여성수난사, 악인의 권선징악이 그 주서사로 되고 있

다. 후반부가 상투적인 신소설과 가정소설의 모습을 갖춘 것은 원작에

없는 김감역을 등장시킴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후반부의 복선으로 되고

있는 전반부에서의 아버지(김감역)의 부재는 자녀들의 수난사를 그리고

있는 필수적 장치로서 작동한다. 나중에 김감역이 재등장을 하면서 빙주

와 빙심은 친부(親父)찾기에 성공을 한다.

84) 최태원,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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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결말에서 이협판도 양녀(養女)대신 친자(親子)를 얻게 되면서 혈

연적순수성으로 기반 된 가정구성원들의 복귀가 실현된다. 만약 주인공

이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아 끝까지 양녀로 남게 되는 『血蓑衣』에서

는 가정의 사회적 의미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미경에서는 후반부의 ‘친

부 찾기’의 서사를 통해 철저한 혈연적순수성에 기초한 가정의 의미를

중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미경과 『血蓑衣』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선행연구가 지적

한 소설에 나타나는 근대법체계의 양상85)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혈연적

순수성을 기반으로 한 가정이라는 의미의 분별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교제는 조선 당대의 가정윤리에 입각하여 원작에 나타나는 가정소설적

인 요소를 충분히 인식하고 공유하는 한편 후반부의 창작을 통하여 원작

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면서 자신만의 글쓰기양식을 구축해나갔던 것이

다.

현미경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소설로서 또 난봉기합을 예로 들

수 있다. 생산에 개입한 자본과 권력이 더 한층 강화된 1910년대에 출판

사들은 상업적 이윤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소설의 출판을 시도한다. 이

러한 배경 하에 동양서원은 ‘소설총서’시리즈의 출판을 기획한다. ‘소설총

서’에는 다른 출판사로부터 판권을 넘겨받은 기존의 신소설, 서양소설의

번역작품, 고소설 등 다양한 유형의 소설을 포함하고 있는데 김교제의 
난봉기합은 ‘소설총서’ 제삼집에 수록된다. 양식상 고소설의 틀을 취하

고 있는 난봉기합은 ‘아직도 퍽 떨어진, 고대소설과의 거리가 멀지 않

은 소설’이라는 김태준의 평가86)로부터 비롯되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신작구소설’이라는 타이틀이 주어진다.87) 그동안 단순한 신소설의 퇴행

으로만 여겨졌던 난봉기합은 명대백화문장편소설의 개작이었을 가능

성이 여겨지면서 새로운 해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러 명대 소설과 대조한 결과 난봉기합(1913)은 최초의 재자가인

85) 최태원, 앞의 글.

86) 김태준, 앞의 책, 250쪽.

87) 새로운 시기에 창작된 고소설양식의 작품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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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류의 대표적인 작품 玉嬌梨(옥교리)88)의 영향을 받은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난봉기합에 있어서 명대백화문장편인 玉嬌梨의 영향은

줄거리의 차용은 물론 세세한 모티프의 차용에까지 이르러 있다는 사실

을 알 수 있다.89) 두 작품의 경개를 내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玉嬌梨
① 명나라 영종년간에 태상외경 백현에게는 외동딸 백홍옥이 있었다. 딸의 혼

처를 구하려 했지만 마땅한 배필이 없음. 어느날 소우백을 만나니 그의 재

주를 흠모하여 배필을 맺고자 한다.

② 우여곡절과 오해 끝에 소우백과 홍옥은 끝내 결합하지 못한다. 그 과정에

어사 양정소가 홍옥을 며느리를 삼고자 하지만 백현은 거절한다.

③ 우백은 우연히 홍옥과 만나서 정이 깊어진다.

④ 길가는 도중 여비가 떨어진 우백은 노몽리의 도움을 받는다.

⑤ 홍옥과 몽리는 이종자매이고 둘은 서로 우백의 처가 되기를 약속한다.

⑥ 우여곡절 끝에 우백은 홍옥과 몽리와 결혼함.

난봉기합
① 조선 세종연간 경상도에 이진사는 자신의 딸 이채봉과 재주가 뛰어난 권

질과 혼인을 맺어주려 한다.

② 황창운의 농간으로 안동부사의 아들 하천년이 채봉과 혼인하고자 한다.

③ 하천년이 권질과 채봉을 해하려함으로 둘은 피신한다.

④ 권질은 조씨가문으로 가서 종으로 되고 조채란의 도움을 받게 된다.

⑤ 채봉은 채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됨.

⑥ 우여곡절 끝에 권질은 채봉과 채란과 결혼함.

위의 정리를 통해 난봉기합이 玉嬌梨를 개작한 작품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玉嬌梨는 전통적인 재자가인형 고전소설로 조선에서도 이

런 구조는 매우 흔하다. 우선 두 작품은 모두 재자의 수난에 의한 가인

과의 기우(奇遇)가 그 중심 서사를 이루고 있다. 비록 玉嬌梨는 우백

이 지방관리가 되고 난봉기합은 권질이 한림으로 된다는 차이가 있지

88) 작자와 구체적 창작시간은 미상. 대개 명말에 창작되었고 총 20회로 구성됨.

89) 예컨대 노몽리와 조채란이 남장모티프, 일부이처의 결미, 반동인물의 설정 등은

매우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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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들은 모두 미천한 출신으로부터 성공한 재자들이다. 또한 여주인공

이 남장을 하고 고난에 빠진 남주인공을 구원해주는 것, 지방토호의 자

제가 강제로 여주인공과 혼인을 맺으려 하는 것, 재자와 가인의 결합에

서 소인의 농간, 재자가 동시에 두 가인을 얻게 된다는 것은 두 작품에

공통된다. 이와 같이 두 작품은 중심 서사와 그 서사를 이끄는 사건들의

계기가 서로 일치하다.

하지만 玉嬌梨는 명대소설이고 난봉기합은 조선을 배경으로 한

1910년대에 창작된 신작 구소설인 만큼 두 작품의 구체적 사건들과 모티

프는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두 작품은 모두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모두 ①~③이 하나의 내용이며, ④~⑥이 또 다른 내용이

다. 앞부분은 남자주인공이 나중에 아내로 될 두 여인 중 첫 여인을 만

나고 고난에 빠진다는 내용이며, 뒷부분은 두 번째 여인을 만나서 고난

과 승리하고 대단원을 이룬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비록 겉보기에는 남

자주인공의 수난을 위주로 하는 서사인 것 같지만 두 부분에서 일관되게

강조되는 것은 두 여주인공의 슬기로움과 능동적인 모습이다. 물론 난
봉기합에서의 여주인공의 능동성은 玉嬌梨의 노몽리 만큼은 뚜렷하

지 못하다. 남자 주인공 권질 그리고 반동인물로 되고 있는 하천년, 황창

운, 이석룡이 각각 비중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난봉기합
의 후반부에는 조채란의 비범함과 능동성보다는 권질의 성공담이 강조

되어있다. 이는 두 작품의 후반부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남자주인공의 부모 혹은 보

호자가 살아 있느냐 하는 점에 있다. 난봉기합이 玉嬌梨의 기본 서

사를 따르면서도 남녀주인공의 보호자가 살아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결정적으로 갈라선다.

이정원은 권질의 성공담에서 비롯하여 난봉기합은 영웅소설의 성격

을 띠고 있으면서도 이채봉의 ‘향학열’을 예로 들면서 영웅소설과의 그것

과 또 다르다고 지적했다.90) 이러한 현상을 고전영웅소설과 당대의 신소

90) 이정원, 신작 구소설 <난봉기합>연구-귀족적 영웅소설 양식의 계승과 변용의

관점에서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62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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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적 영향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난봉기합의 이러한 전근대와 근대적인 것이 분열을 일으킨 것은 그

내용이 외래적 영향이 놓여있는 중국 명대백화문소설을 번안, 개작했기

때문에 가능 한 것이다. 김교제는 외래의 서사에서 자신이 취하려했던

것을 염두에 두면서 첨가와 삭제를 진행했던 것이다.

총체적으로 가인에 대한 일편단심으로 들어나는 소유백(蘇有白)의 의

리적인 모습, 미모와 지성의 겸비한 백홍옥(白紅玉) 그리고 과감하게 자

신의 사랑을 추구하는 노몽리(盧夢梨)의 면모는 난봉기합에서 권질,

이채봉, 조채란의 모습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두 작품 제목의

명명방식이 동일한 것에서 작품의 초점은 남녀의 결연보다는 여주인공들

의 기이함을 서술하려는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91) 즉 전통적인 재자

가인소설의 서사 구성 원리를 김교제는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있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듯 전대의 소설의 화소나 서사를 자신의 창작에서 가장 활발하

게 차용하였던 작가로서 이해조를 예로 들 수 있다. 주로 금고기관의 이

야기를 그 창작원천으로 간주했던 이해조는 전대의 서사를 당대의 서사

로 변용하면서 자신의 창작의도를 드러내곤 한다. 송민호는 고목화, 
모란병, 화의 혈 등 작품을 예로 들면서 이해조는 전대소설의 이야기

적인 전형을 차용하면서 서사를 구축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새롭게 현실

적인 의미를 얻으려는 의도 하에 계몽적인 주제의식을 소설의 서사에 결

합시키거나 근대적인 현실에 대한 묘사를 진행한 결과, 서사 자체는 커

다란 단절 혹은 부조리를 나타낸다고 한다.92) 간단히 말하면 이해조는

전대서사를 당대적인 시공간에 억지로 배치를 하려고 했던 결과 소설 자

체는 커다란 서사적 결함이 생긴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김교제는 명확

하게 포착을 하고 있다. 우선 난봉기합의 서문을 보도록 하자.

邇來 五六年間으로 各種說部의 刊行이 可以 百計로대 其 組織의 內容을

91) ‘玉嬌梨’는 백홍옥과 노몽리, ‘난봉’은 이채봉과 조채란.

92) 송민호,동농 이해조 문학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12, 제3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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見할진대 傑構과 大作이 雖多하나 察質的記事가 不足하야 惑은 憑空架虛하

야 寓意諷刺에 不過하고 或은改頭換面하야 摹型效顰에 不外고 陳陳街

談里諺이 其體裁를成며 呶呶重言疊說이 其全部를占야 비록 村嫗野翁

의 歡迎을得지라도 紳士淑女의 厭情을起니 의라 近日小說의價値를 失

이 此에由도다 著者가是를慨며 是를歎야 쟝찻朝鮮由來의 奇異巧妙

事實을次第編述야 其時風俗의 如何와 人物의如何와 道德의如何와 信

義의如何와 學文의如何로써 小說界에 紹介야 其時事績의 如何를 暸然可

曉케 目的일먼져 此書一部를 大方家에供야 讀者諸君의 高評심을

請노라. (란봉긔합, 1쪽.)

김교제의 소설관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그는 근 오륙년간에 ‘빙공가

허하여 우의풍자에 불과’한 모방작들이 빈번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한

다.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에 유입 된 금고기관과 같은 유명한 중국한

문단편의 줄거리나 서사에 익숙한 김교제는 당대 일부 전대서사를 차용

하는 신소설의 제작방식에 대해서도 물론 익숙하다. 따라서 김교제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방작들은 바로 신소설과 역사·전기물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듯 이 시기 간행된 역사·전기소설에는 국외의 전기나 소

설을 조선의 실정과 시대적 요청에 맞추어 번안 된 것이 다수이다. 번역

자의 의도에 의해 많은 굴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예컨대 잔 다르크의 전

기를 기술한 애국부인전과 같은 작품은 조선의 인물을 첨가하는 등

작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이미 단순한 외국인물사적의 기술이 아닌

당시 조선의 처지를 상기하도록 한 작품으로 재탄생된다. 이러한 작품들

은 필연 김교제가 언급한, 상당한 텍스트 이해능력을 갖춘 고전소설독자

들 혹은 한문 식자층인 ‘紳士淑女’의 ‘厭情을 起’하기 마련이다. 난봉기
합의 번역은 김교제가 독자 확보를 위해 시도한 다양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창작에 활용한 다양한 전대문학의 요소는 모두 독자확보를

위한 전략의 하나였다. 서양이나 일본의 작품을 대부분 번역했던 김교제

가 이러한 소설을 선택한 것은 김교제가 당시 광범위하게 성행했던 고전

소설과 그 독자를 충분히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김교제는 상투적

이고도 전통적인 내용의 고전소설을 번역하여 독자의 흥미를 극대화하고

자 한 것이다.

또한 과거의 사실은 과거 그대로 보면서 소설의 미적형식을 보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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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김교제가 생각한 ‘近日小說의 價値’인 것이다. 결미에서도 ‘독자

제군이 그때 풍속을 개탄할지라도 과거의 사실은 감히 고치지 못하기에

독자들은 부디 그때 시절의 일로 보아 저자를 용서해라’93)고 언급하면서

다시 한 번 자신의 의도를 알리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전대서사의 차용

에 있어서의 그의 창작태도라고 할 수 있는 바, 이러한 태도는 그의 서

양 작품의 번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이상 현미경과 난봉기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작을 은폐함으로

써 지명과 인명은 모두 현지화 되어 있고 대폭의 개작을 통해 원작 및

대본의 주제의식을 변화시키는 제작방식을 김교제는 ‘저’라고 쓰고 있음

알 수 있다. ‘저’라고 표기된 번역소설은 이미 원작 혹은 대본의 모습을

크게 이탈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두 작품의 원작 혹은 대본은 조선에

서도 익숙한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번역자는 자신의 능동적인 창작

을 통해 이미 원작의 주제의식을 자국의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독자들

은 ‘저’라고 인정해주었다. 비록 당시에도 저작권법 혹은 출판법이 존재

하긴 했지만 유명무실했으며 독자들이 ‘저’라고 인정했다는 것은 어디까

지나 근대적인 저작권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서사의 변형정도에 따른 것

이라는 것은 명기해둘 필요가 있다. 나중에 근대적인 저작권법이 확립되

면서 이러한 특수한 제작방식인 ‘저’도 따라서 사라지게 된다. 즉 ‘저’대

신에 ‘찬’이라는 개념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적인 번역개념

이 들어오면서 ‘저작’, ‘번역’, ‘번안’ 등 명확한 개념의 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명확한 개념과 용어로서 사용되기 전에는 ‘저’와 ‘번안’은 혼동

된 것이었다.

3.2. 번안 이후의 ‘번안’으로서의 ‘찬’-쌍봉쟁화
『쌍봉쟁화』는 1919년 1월 보문관(寶文館)에서 출간된 작품으로서

1913년 『난봉기합』을 마감으로 6년 동안 창작의 공백기를 가졌던 김교

제가 활동을 재개했던 첫 작품이다. 신소설의 잔재로서 그 시대적 의의

93) 김교제, 란봉긔합, 동양서원, 1913.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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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잃었다는 혹평94)아래 줄곧 외면되어 왔던 작품이 강현조에 의해 실

은 중국의 작품을 대본으로 하여 번안된 것95)임이 밝혀지면서 그 문학

사적 의의가 새롭게 조명 받을 여지가 나타나게 되었다. 『쌍봉쟁화』

의 직접대본으로 되고 있는 소설은 1907년 6월 중국 상무인서관에서 출

간된 『眞偶然』(진우연)이다.96) 비록 眞偶然의 판권지에 ‘원작자 영국

伯爾’라고 밝히고 있지만 ‘백이’가 누구인지는 중국에서도 지금까지 밝혀

지지 않았다. 이에 음차 표기에 근거하여 원작자를 추적한 결과 백이는

영국 작가 에드워드 불워 리턴(Edward Bulwer-Lytton, 1803~1873)이고

『진우연』과 쌍봉쟁화의 원작은 『밤과 낮(Night and Morning)』이

다.

애드워드 불워 리턴은 19세기 영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가중의

한명으로서 모두 30여부의 작품을 창작한 다산의 작가이다. 그의 소설은

범죄소설, 사회소설, 탐정소설, 역사소설, 가정소설, 과학소설 등 여러 가

지 소설장르를 포함하고 있다. 밤과 낮은 1841년에 창작된 그의 세 번

째 범죄소설로서 모두 세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Saunders and Otley라

는 출판사에서 출판된다.97) 우선 원작의 줄거리를 간단히 살펴보자.

귀족출신인 Philip Beaufort는 숙부의 거대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하여 비

밀리에 장사꾼의 딸 Catherine Morton과 비밀리에 결혼을 한다. 그리고 두

아들 Philip Morton과 Sidney Morton이 출생한다. 두 아들이 열 살이 넘었

을 때 Philip Beaufort는 숙부의 재산을 상속받고 아내와의 명분을 공개하

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한차례의 기마(騎馬)도중 말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죽고 만다. 아무런 유언도 남기지 않았기에 명분이 없었던 아내는 창녀로,

두 아들은 사생자라는 오해와 모욕을 당한다. 동시에 재산은 모두 Philip

Morton의 숙부인 Robert Beaufort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숙부에 의해 쫓겨

난후 오라지 않아 Catherine Morton는 죽고 만다. 고아가 된 Philip Morton

94) 최원식, 『한국계몽주의 문학사론』, 소명출판, 2002, 115쪽.

95) 강현조, 「김교제 번역·번안소설의 원작 및 대본 연구-<비행선>·<지장보살>·

<일만구천방>·<쌍봉쟁화>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48, 한국현대소설학

회, 2011.

96) 위의 글, 215쪽.

97) 張衛晴, 飜譯小說與近代譯論-《昕夕閑談》硏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28
쪽.



- 64 -

과 Sidney Morton는 떠돌이를 하는 중 동생 Sidney Morton는 실종된다.

이제는 형제까지 잃은 Philip Morton는 사주당 William Gawtrey를 만나게

되었고 같이 범죄행위를 하기 싫었던 Philip Morton는 떠나려 한다. 나중에

Philip Morton는 프랑스의 한 귀부인 Madame Eugenie Merville의 도움을

받고 성공을 하여 사회에서 일정한 지위를 얻게 된다. 한편 그는 또 비밀리

에 자신의 부모의 비밀을 캐려고 사처로 수소문하는데 끝내 그의 부모의

결혼은 합법적인 결혼임을 밝혔고 자신의 재산도 되찾았다. 마지막에 그는

자신의 숙부를 용서하고 Fanny Gawtrey와 결혼을 한다.

전체적으로 원작은 ①사생자로 오해받는 주인공의 비밀 파헤치기, ②

사주당의 묘사를 통한 사회의 범죄상이라는 것 등이 전체서사의 주된 틀

을 형성하고 있다. 비록 원작에서의 주인공이 성공을 하는 과정과 많은

인물들이 삭제되고 변형되었지만 이러한 서사의 주된 틀은 眞偶然에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옮겨진다.

眞偶然은 1907년 6월 초판을 간행하였고 1908년 1월에 재판된다.

그러다가 1913년 7월 제3판을 간행하면서 설부총서 1집 67편에 수록한

다. 1914년에는 제4판으로 거듭난다.98) 판권지에 ‘백이 원저(原著), 상무

인서관편역소(商務印書館編譯所) 역(譯)’이라고 표기되었기에 구체적인

번역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다. 작품에는 한편의 광고가 따른다.

是書敘一貧士與貴女相慕悅，爲戀敵所陷，遂致負冤莫白，而戀敵猶多方謀

害之。後忽發見種種祕密事，欲以證貧士之罪者，反以自證其罪，於是貧士冤

得雪，卒與貴女成婚。其情纏綿悱惻，其事曲之又曲，誠言情偵探小說中獨一

無二之作。每冊洋三角。99)

眞偶然의 표지에는 비록 ‘언정소설’이라는 명칭이 표시되었지만 광고

문에서 보듯이 작품은 ‘언정정탐소설’이라고 재차 설명하면서 작중의 추

리소설적인 요소를 강조한다. 실제로 작품의 추리소설적인 요소는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는 眞偶然의 번역자는 범죄소설인 원작의 줄거리와

주제를 선택하면서 새로운 양식의 소설을 만들었다. 만약 원작은 사회의

98) 劉永文 編, 『晩晴小說目錄』, 上海古籍出版社, 2008, 385쪽 참조.

99) 付建舟 編, 淸末民初小說版本經眼彔三集,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3, 130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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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흑한 면을 묘사하는데 치중하면서 독자들에게 풍속개량의 의미를 전달

하려 했다면 眞偶然은 원작으로부터의 선택적인 취재를 통해 작중의

서사에서의 갈등을 개인 간의 갈등으로 변화시켜 작품의 주제를 변형시

킨다. 즉 원작의 추리소설과 연애소설적인 요소를 가려내어 소설의 흥미

를 증가하여 독자유보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작중의 Philip Morton,

Philip Beaufort, William Gawtrey, Robert Beaufort는 각각 白(文)亞我,

文合德, 葛惠廉, 文斐立 등 중국식인명의 배치에 따라 개변되지만 지명은

원작 그대로 쓰고 있다.

한편, 眞偶然은 원작으로부터 대량의 축약과 삭제가 진행되면서 탈

바꿈을 진행했다면 『쌍봉쟁화』는 “악당을 전승함으로써 자신의 지위와

신분을 회복하는, 부와 사랑을 얻는, 자기구원식의 한 남성의 인생역전”

이라는 저본 『眞偶然』의 중심서사와 플롯을 거의 그대로 옮겨오고 있

다. 우선 쌍봉쟁화의 시공간과 인명은 모두 현지화 되어있다.

(가). 是日爲星期三。亞我略治行裝擬去孟吉斯多。而至伯利斯得一探。然念

瑪曲在是。又不忍即去。終夕躑躅於派福場(瑪曲家近處) 冀或遇瑪曲。雖一見

亦幸也。既而於郊外停車場之側一小巷中遙見一人姍姍至。視之果瑪曲也。斯

時亞我胸中積三年之幽思愁想如風發如潮涌一一兜上心來幾不能自主。念瑪曲

今日見我不知作何情狀憶三年前我二人並肩攜手形影相隨其親愛之情匪可方

喻。迄今日已消滅殆盡矣。相斯時瑪曲一縷柔情不在我白亞我已移而之彼文斐

立矣。前夕禮拜堂之邂逅我面叱其新郎爲私鑄者之黨。而阻其婚禮彼之恨我.(
眞偶然24~25쪽)100)

(나). 이날은 마침 공일날이라 종순이가 상사골등지에서 오르락 내리락

100) 시일은 수요일이다. 아아는 행장을 간단히 마련하고 맹길사다로 향하더라. 백리

사득으로 도착하여 소식을 탐해보려니 마곡이 있을 것을 생각하니 또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종일 패복장근처를 배회하면서 혹 마곡을 만날가 하

고 생각한다. 한번이라도 볼 수 있다면 다행한 일이니라. 교외에 정거장측 골목에

한사람이 유유히 걸어오는데 보니 과연 마곡이니라. 이때 아아의 가슴속에는 삼

년동안 쌓였던 향수의 감정이 한시에 밀려오더라. 마곡이 오늘날 나를 보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삼년 전에 우리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손을 맞잡고 걸을

때 과연 그 친애의 감정이 다하더라. 하지만 금일 그런 감정들은 없어졌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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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眞偶然 쌍봉쟁화

인명

白亞我 김종순

雷瑪曲 이정옥

文斐立 박치화

葛惠廉 남정운

文世德 박제형
雷華伍 이진사

葛慕蘭 남과부

史碩孟 홍참서

白柏師 최만손

지명

派福場 상사골등지

倫敦 인천
伯利斯多 수원

哀登港 수원 북문안

格洛登 북송여관

一星期旅館 개풍여관

하며 혹시 리정옥을 만날가 하더니, 멀리 보니 어떤 여학고 하나이 한 손에

우산을 들고 한 손에 성경을 들고 총총이 내려온다. 종순이가 자세 살펴보

니 이는 곧 리정옥이라. 이때에 종순은 삼년 동안 가슴에 쌓였던 회포가 함

께 이러나 요요한 마음을 무엇이라고 형용할 수 없다. 정옥은 삼년전 정옥

대로 그저 있지만 종순은 삼년전 종순이가 아니라. 정옥이가 오늘날 종순을

볼진대 삼년전과 같지 못할 것은 정한 일이라. 삼년전 일을 돌아 생각건대

자기와 정옥이 두 사람이 서로 부부의 관계만 이루지 아니하였을 뿐이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못잊어 하던 정은 혼인한 내외보다 정이 더 중하더니

내게 향한 그런 정은 오늘 와서 다 없어지고 한줄기 깊은 정은 벌써 박치

화에게로 옮겨 갔을지라. 저거번 예배당에서 내가 박치화더러 사주전하는

놈이라고 꾸짖어 그 혼인을 희방하였은 즉 정옥의 나를 미워하는 마음이

도한 없을는지 모르리로다.(쌍봉쟁화, 37쪽)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眞偶然에서의 인물명중 백아아는 김종순으

로, 뇌마곡은 이정옥으로, 문비립은 박치화로 변개되고 있다. 지명으로서

의 ‘派福場’은 ‘상사골등지’로 변개되고 있다. 이처럼 현지화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은 번역자가 일차적으로 독자들이 친숙하게 텍스트를 다가가게

끔 하려고 했던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변화양상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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孟吉斯多 경성

范美公司 만선은행

위에서 보듯이 대본의 지명은 일대일로 대칭되는 양상을 보이는 듯 하

지만 두 작품을 자세히 분석하면 대본의 지명은 쌍봉쟁화에서 두 개

혹은 그이상의 다른 지명으로 다르게 변화되는 양상도 보아 낼 수 있다.

(가) 於是即將旅僕交來一信啓視之信. 自朋半倫訴訟代理會社所寄者. 讀

曰。(眞偶然,16쪽)
급기 유숙하는 여관에를 돌아오니 여관주인이 우체로 온 편지 한 장을

주는지라. 받아보니 대구 변호사사무소에서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에 하였

으되.(쌍봉쟁화,29쪽)
(나) 朋半倫爲亞我幼居之地。其母亦曾居此。(眞偶然, 66쪽)
공주는 종순의 모친이 살던 곳이라.(쌍봉쟁화, 86쪽)

위에서와 같이 『眞偶然』에서의 동일한 지명 붕반륜(朋半倫)은 『쌍

봉쟁화』에서 각각 대구와 공주로 바뀌는 불규칙적인 변화를 보여준

다.101) 비록 이러한 불규칙적인 변화는 작가가 원작의 외국적인 심상지

리에 대한 이해부족에 의해서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서사의 전개

에 있어서는 전혀 그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복잡한 공간의

변화는 저본에서도 나타난 추리소설적 요소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

고 있다. 왜냐하면 추리소설은 부동한 공간의 변화를 그 서사의 바탕으

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간의 처리에 있어서의 작가의 ‘무

심한’태도는 오히려 작품의 흥미요소를 더해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김교제가 자국적인 서사가 진행되게 하기 위하여

자국화 된 지명을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준 예라고 볼 수 있다. 자국화

를 위하여 대본의 것을 일관성 있게 정리한 예로는 화폐단위를 ‘파운드’

에서 ‘원’으로 바꾼 데서도 보아낼 수 있다.

101) 이밖에 런던, 맨체스터 등 지명도 마찬가지이다.



- 68 -

(가)今收到孟吉斯多城鼓鑄園幣者。梅惠廉部長所發鑄造僞幣。並銷用僞幣

者之薪水記英幣

鎊 先令 辨士正.

一千八百九十年 月 日 立收據者.(眞偶然,5쪽)
“영수증, 일금 이십원이라. 우 금액은 경성 사주당 부장 림락호씨에게 한

달 동안 지화, 은전, 위조 한 수수료와 위조한 화폐 쓰는 수당금으로 우를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인 마모 (도장)

경성 사주당 부장 좌화

(나)“정거장으로 빨리 나가자. 의주로 가는 막차가 얼마 아니하여 닥칠터

이다.”하고 인력거를 몰아 정거장으로 나간다.(쌍봉쟁화, 101쪽)

(가)에서 볼수 있듯이 대본 眞偶然에서는 영국의 화폐단위 파운드

를 그대로 옮겨 쓴다. 하지만 쌍봉쟁화에서는 비록 정확한 단위환산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당시 조선에서 쓰고 있던 화폐단위인 원으로 쓰

고 있다. 또한 (가)에서 사주당들이 사용하고 있는 영수증에 명확하게 날

짜를 밝히고 있고 주인공 백아아(白亞我)가 감옥살이를 3년 동안 한 것

을 미루어 볼 때 『眞偶然』이 배경으로 하는 시기는 1890년에서 1893년

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쌍봉쟁화』에의 시대배경은

비록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나)에서 보듯이 경성으로부터 의

주로 갈 때 탑승할 경의선이 등장한다는 것에서 미루어 볼 때 1906년 이

후가 그 배경으로 추측된다. 두 작품의 시공간은 물론 시대배경 또한 다

르다. 『쌍봉쟁화』는 당대 신소설들과 비슷한 시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김교제의 다른 소설 『난봉기합』이 명대장편소설을 번

안하면서 시대배경은 조선초기로 삼거나 『지장보살』과 『일만구천방』

과 같은 작품들은 외국의 시공간을 그대로 옮겨오는 것과는 달리 『쌍봉

쟁화』는 그나마 당대성을 획득하려는 작가의 노력을 보여주는 작품이라

고 할 수 있다. 만약 시대배경과 인명, 지명사용에 있어서 현지화의 노력

을 했다면 줄거리와 내용은 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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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역본 眞偶然과 쌍봉쟁화의 주요인물에 관한 변화양상을 다음과

같다.

① 白亞我(김종순): 眞偶然에서는 사주당에 빠져들었다가 자신의 비밀을 캐

고 사랑하는 이와 결혼하는데 쌍봉쟁화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② 雷瑪曲(이정옥): 眞偶然에서는 남자주인공의 비밀을 캐는 과정에 적극

지지를 하고 나중에 결혼을 한다. 쌍봉쟁화에서는 처음에 김종순과의 결

합을 주저했다. 작품의 큰 줄거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③ 文斐立(박치화): 두 작품에서 모두 그의 범죄행위가 탄로 나고 응징을 받

는다. 결말부분에서 징역기간이 다르다.

④ 文世德(박제형): 거대한 유산을 남기고 갑자기 떠난다. 文斐立과는 숙질사

이이다. 쌍봉쟁화에서는 박치화와 형제사이이다

⑤ 葛惠廉(남정운): 법에 의해 응징을 받는다. 두 작품 모두 동일하다.

두 작품의 주요인물의 형상과 결말은 크게 변화가 없다. 따라서 두 작

품의 주제도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번역자가 대본을

충실하게 번역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통점 외에

다른 점은 없는 것일까. 김교제가 신소설이 당대적인 서사에 착안한다는

특점에 의거하여 나름의 시공간적느낌으로써 지명을 재배치한 것은 어디

까지나 저본의 서사에 충실하여 그 의도를 비교적 쉽게 독자들에게 전달

하려는 것이지, 주제를 변형시키려는 아니었다. 물론 그의 주관적인 개입

이 작품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번역자가 원작에 대해서 손질

을 가장 적게 했다는 표식이기도 하다. 저본과의 대조를 진행해본 결과

구절 혹은 단락 단위의 첨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가) “응, 그놈, 전후 못된놈 김종순이고구려. 응. 사주전하다가 증역하고

또 수원서 잡혔다 놓진 증역군 말이로구려. 대관절 오늘 신문을 보아 계시

오? 그 놈은 아비도 변변이 모르는 드러운 종자요. 그 놈의 어미가 서방질

하며 내지른 자식이야요”

(나) 오늘부터는 자기가 증역도 아니한 사생자도 아니오, 서울 박판서의

손자며 박진사의 아들로 양반 사회서도 괄시하지 못하고 교육사회, 실업사

회에서도 우러러볼 자격이 되었다.



- 70 -

(다) 이튿날 경성서 발행하는 각 신문지에 어제 재판하든 시말을 기재하

고 김종순이가 박종순이 된 사연과 여러해 지목 받던 죄를 일조에 벗어 청

정결백한 사람이 다시 되었음을 누누 수천언으로 기재 하였는데 온 세상이

떠들며 사주범 김종순 사생자 김중순이라고 천히 여기고 드럽게 여기던 종

순이가 오늘 와서는 온 세상이 다시 떠들며 무죄한 김종순 훌륭한 양반 박

종순이라고 부러워하고

위의 인용문들은 번안의 과정에서 첨가된 문장들이다. (가)에서는 박치

화는 김종순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그가 사주범으로 지

목받는 것보다는 신분이 불명확한 ‘아비도 모르는’ 사생자이기 때문이라

고 지적한다. 여성의 서사가 두드러지는 당대의 신소설과는 달리 『쌍봉

쟁화』는 철저한 남성의 서사로써 구성되는데, 만약 신소설의 여성수난

서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여성의 정조라면 남성의 서사에

서는 남성의 혈통 혹은 사회적 신분이 의심받거나 파괴당함으로써 그 수

난의 서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쌍봉쟁화』에서 주된 갈등

의 원인은 바로 ‘아비를 모르는’ 불명확한 신분 때문인 것이다. 이것은

소설의 후반부에서 김종순이 자신의 사주범으로서의 누명보다는 부모님

의 누명을 씻겨드려 자신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첫째가는 급한 일임을

확인하는 데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나중에 자신의 신분 찾기에 성공을

한 김종순은 인용문 (나)와 (다)에서 보다시피 ‘교육사회, 실업사회에서도

우러러볼 자격이 있는 훌륭한 양반’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따라서 김종순

에게 양반이 되는 것은 문벌가문의 딸인 이정옥과의 혼인에 있어서의 필

수적 조건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김종순과 백아아에게 있어

서 ‘성씨를 개변’하는 의미는 상이한 것이다.

(가) 일로부터 종순의 박씨의 집 주인이 되었다. 박판서의 끼친 재산도

누거 만원이오, 종순이가 은행에 맡긴 돈도 이십 만원 가령이라. 천인갱참

에 깊이 떨어져 청천세계를 다시 볼가 싶지 않던 종순이가 하루 동안에 귀

히 되고 부자 되고 정답고 따뜻한 정옥이까지 자기가 속으로 확정하였으니

그리 괴롭던 세상이 지금 와서 한없이 즐거운 세상이 되어 큼직한 집에 엄

연히 앉았으니 그전의 얼굴을 변하고 성명을 바꾸며 마음을 졸이고 쥐 숨

듯 돌아다니던 김종순은 결코 아니라. 이는 김종순이 자기만 좋아할 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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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저작자 이 사람과 독자 여러분도 위하여 기꺼운 술잔을 높이 들고 김

종순의 만세를 한번 부를 만 하도다.(쌍봉쟁화,135쪽)
(나) 亚我仍襲其姓曰白。自以文姓與之爲仇。若思之不免失其愉快者。且

曰我父與我以是姓。則是姓固善於我耳瑪曲亦曰然我之選擇於白氏文氏之間歷

如許之艱難而始得屬身於白氏我亦不願再轉而至文氏矣我不願君之再去我並不

願君之再去其姓矣。言畢又一接吻.(133쪽)102)

위의 문장들은 모두 서로 없는 대목들인데 김종순과 백아아가 아버지

의 본성을 이을 것인가에 대해서 상이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종순이거나 백아아가 본래의 성씨를 버리고 아버지의 성을 되찾

는다는 것은 다른 일면으로 과거와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으로서 이해할

수도 있다. 『쌍봉쟁화』에서 김종순이 박종순으로 된다는 것은 양반가

문 자식이라는 신분을 획득함으로써 새로운 지배층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본유학경험이 있는 신지식층으로 설정된 김종

순이 나중에는 박치화 대신 구지배층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역시 결국에

는 번안자가 신세대의 개인적인 승리보다는 구세대의 집단적인 승리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아 낼 수 있다. 이에 반해 『眞偶然』에서의 백아아

는 끝까지 성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과거에 행했

던 개인적인 노력을 잊지 않음으로써 뇌마곡(雷瑪曲)을 향한 사랑이 순

수한 것임을 고취하는 것이다. 즉 자신은 기존의 지위를 물려받은 것이

아닌, 철저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나)에서 뇌마곡은 백아아와 문비립(文斐立) 사이에서 방황을 하였

다고 고백을 하면서 저본의 문제의식 역시 『쌍봉쟁화』에서 번안자가

지적했던 것이 내포되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다만 저본의 문제의식을

전유하고 강조하는 것에 그쳤을 따름이지 저본에 있는 문제의식을 첨가

하여 형상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102) 아아는 여전히 백씨성을 쓰려고 했다. 왜냐하면 문씨성은 자신과 원수사이기

때문이다. 허나 생각을 하니 별로 유쾌하지는 않았다. 백씨성은 나한테 유리한 것

은 확실했고 마곡 또한 자신이 문씨와 백씨사이에서 방황을 하다가 지금 어렵게

백씨성에 몸을 허하니 다시는 문씨성에게 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말을 마치자

둘은 키스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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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본의 기존에 존재하던 문제의식을 강조하면서 두 작품에서의

약간의 차이점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에서와 같이 번역자가 직접 작

품 속으로 개입하여 발화하면서 독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독자들에게 저

본의 서사를 설명해주는 대목은 자주 나오고 있다.

‘나는 종순을 사랑합니다. 나는 종순을 사랑합니다. 사주전하다 잡혀 증

역하고 나온 죄인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

랍니다.’

김종순은 정옥을 작별한 후 곧 남대문으로 나와서 오후 다섯시 차를 타

고 수원으로 내려왔다. 차타고 수원까지 오는 동안에 그날 정옥 만나 수작

하던 광경을 생각한즉 정옥이가 자기에게 정이 없는 것도 아니오. 자기에게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언마는 첫째는 증역하고 나온 죄인 김종순에게 평생

을 의탁고저 할 리가 없고 둘째는 박치화와 혼인을 정하여 불구에 성례하

리니 자기가 아무쪼록 자기의 무죄함을 즐어내고 박치화의 간상을 탄로케

해야 정옥의 마음을 쾌히 돌리라 하고 수원 내려가 림락호와 박치화의 동

정을 보아 곧 경찰서에 고발할 경륜이 급하다.(43쪽)

위의 대목은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김종순의 구애에 거절을 했던 리정

옥이 집에 돌아와서 고통스러운 나머지 집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다.

작품에서는 리정옥이 김종순을 거절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상

황에서 갑자기 태도를 변하여 집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은 다소 독자들의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이에 번안자는 저본에는 없는 대목을 첨가하여

김종순의 입을 빌어 이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을 독자들에게 설명해준다.

만약 저본에서는 뇌마곡의 기도에서 일단락을 마치고 다른 화제를 도입

함으로써 신비성을 더해줬다면 『쌍봉쟁화』의 번안자는 전지전능한 서

술자로서 독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설명해줄 의무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할 수 있다.

번역자는 서술자로서 독자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리정옥이 김종순에 대

한 감정의 복잡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시의 남녀의 결합은 단지 순수한

사랑이 아닌 사회적 요인이 작동한다는 저본의 문제의식중의 하나를 독

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번안자를 통하여 원작의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알리려는 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른바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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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번안사이에서 절충적인 모습을 선택 한 것은 원작의 의도를 잘 알리

는 동시에 친숙하게 당지의 독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저본의 시대배경과 공간을 현지화 시키고 있는,

비슷한 방법으로서 번역된 전형적인 작품으로서 조중환의 『장한몽』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장한몽』이 직접저본인 『금색야차』의 서사

의 주무대로 되고 있는 동경을 조선의 경성과 평양으로 치환하면서 서사

의 새로운 내적의미를 획득103)하고 작중의 주요인물의 형상화는 크게 변

한데 반해 『쌍봉쟁화』에서의 지명의 현지화는 단지 저본으로부터의 기

계적 변환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또한 단락단위거나 문장단위의 첨가

와 삭제는 장한몽을 비롯한 번안소설처럼 대본의 주제의식을 변환시

키지는 못하고 있다.

여기에 관하여 우선 주목해 볼 것은 『쌍봉쟁화』의 제작방식이다. 본

문의 첫 페이지에는 ‘찬(纂)’이라는 표식이 붙어있다. 다른 작품들 중의

‘역술’, ‘저’라는 표식과는 달리 편집자, 평론자 혹은 윤색자로서의 김교제

의 역할을 강조하는 ‘찬’이라는 표식은 번역 작품이 대본으로부터 지명과

인명이 현지화 되었지만 주제는 변형되지 않은 제작방식을 뜻함을 알 수

가 있다.

(가). 하몽 번안 장편소설 해왕성 음력 정월 초하루 날부터 계재 될 해

왕성

해왕성 의 원본은 세계 각국에 이름이 높이 전한 유명한 법국 소설로

기이한 재미가 천하에 짝이 없는 신통한 소설이 옳시다. 그것을 동양사정에

맞도록 돌라꾸며 영롱한 필법으로 기록된 것인즉 아무가 보던지 재미가 무

궁합니다.104)

(나). 현상소설모집

응모규정

일. 소설의 종류는 신문연재에 적당한 가정소설, 일회 일행 이십자식 일

백이십행내외, 총회수 일백회로 완결할 것임을 요함.

일. 제일는 총히 현대에 치하되 창작을 위귀요 단 번안이라도 조선의 현

대에 모순되지 아니하면 무방함, 번역은 차를 취치 아니함, 용어는 가성 구

103) 이경림, 『장한몽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0, 19쪽.

104) ‘연재 광고’, 매일신보, 191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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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체를 사용하며 한문을 미수한 인이라도 충분히 요해하도록 가성 한문의

난해한 숙어를 피하고 가장 통속적의 순조선어로 작고함을 요함, 일회식 적

당히 차를 분배하여 매회 반드시 기 순호를 기함을 요함.105)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쌍봉쟁화 번역되던 시기에는 이미 창
작, 번역, 번안의 개념이 명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이 현지화

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김교제가 시도했던 다른 한 제작방식으로서의 ‘저’

가 표기될 법도 하지만 ‘찬’이라고 표기한 것은 아마 당시 저작권법의 도

입 때문이라고 본다. 또한 ‘번안’이라고도 표기 할 수 있었지만 쌍봉쟁
화는 대본의 기계적인 답습으로 인해 ‘조선의 현대에 모순되지 아니하

면 무방’하다는 당시의 번안의 개념과도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현지화가 진행되었지만 주제는 대본의 것을 그대로 따랐던 쌍봉쟁
화는 ‘찬’이라는 특수한 표기법으로서 명명되었던 것이다. ‘찬’은 당시

새로 등장한 특수한 제작방식이었다. ‘찬’은 이전까지 번안과 구별없이

사용되었던 ‘저’가 번안이라는 개념과 저작권개념의 도입에 의해서 사라

진후 새로 탈바꿈 된 것이다.

이광수와 김동인과 같은 작가들에 의해 ‘소설’이라는 근대적 양식과 그

개념이 성립되기 전의 1910년대의 소설개념은 모호한 것이었으며 따라서

소설을 번역함에 있어서의 번역 및 그에 상반되는 창작 그리고 번안에

대한 개념도 제각각이었을 것이다. 또한 당시 가장 많은 작품을 펴낸 이

해조의 경우 스스로를 ‘기자’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근대적인 소설

창작을 하는 작가와는 다른 정체성을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이해조를 비롯한 당시 작가들은 자신의 행위를 뚜렷이 구분

하여 의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당대의 작가들이 번역, 창작, 번안 등에 대한 개념 인식이 박약한 상태

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자신들의 문학행위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

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통념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앞의 장에서도 서

술했듯이 김교제는 이해조 및 대부분 문인들과 달리 기자활동을 하지 않

은 순 소설의 창작에 염두를 둔 작가이다. 물론 그는 자신의 작품에 본

105) 매일신보, 191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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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대신 필명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그의 작품에 부기되는 ‘저’, ‘역술’,

‘찬’의 표지의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

각된다. 그의 거의 모든 작품이 원작이 존재하는, 원작을 참고하여 다시

탄생된 작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앞의 장에서 진행된 구체적인 텍스

트의 대조를 통하여 그는 ‘저’, ‘역술’, ‘찬’등 용어에 대하여 일관적인 기

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김교제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은 ‘역술’

의 개념이었다. ‘역술’을 표기한 작품은 모두 원작의 인명과 지명을 그대

로 쓰면서 큰 틀에서의 이국화를 진행하였다. 반면 ‘저’와 ‘찬’이라는 용

어를 표기한 작품은 인명과 지명이 모두 현지화 되었으며 비록 서사에

있어서는 그 변용정도가 다르지만 모두 현재의 번안개념과 연관되는 지

점이 존재한다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술’이

라는 표식을 단 작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작품들, 예컨대 현미경, 난봉
기합과 같은 작품들을 자신의 저술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

들은 차례대로 다른 작품을 참조하여 재탄생된 번안작과 유사한 것임이

밝혀짐에도 불구하고 이는 김교제가 가능하게 현재의미상의 직역(축자

역)을 하지 않은 이상 자신이 첨가를 한 부분이 많은 작품이라면 응당

자신의 저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

다.

앞에서 살펴보다 시피 김교제는 1914년 까지 번역창작활동을 하다가 6

년 동안의 공백기를 거쳐 1919년에야 비로소 다시 작품 활동을 재개한

다. 그 후 그의 작품은 모두 보문관에서 출판된다. 그전에 이미 출판되었

던 치악산하와 현미경을 빼고는 새롭게 출판된 첫 작품은 쌍봉쟁
화이다. 기타 작품으로는 애지화와 화중왕 그리고 경중화가 있

다. 그중 쌍봉쟁화와 마찬가지로 ‘찬’이라는 표식이 붙어있는 것은 애
지화와 화중왕이다. 쌍봉쟁화는 이미 眞偶然의 번안작임이 밝혀

졌으며 화중왕은 강현조에 의해 목단화를 개작한 작품임이 밝혀졌

다.106) 애지화는 비록 그 원작이나 대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대독

106) 강현조, <목단화(牧丹花)>의 개작 양상 연구 -새 자료 개작 텍스트 화즁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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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에게 익숙한 최찬식의 추월색의 줄거리를 비슷하게 모방한 것임

을 알 수 있다. 아래는 애지화의 간단한 줄거리이다.

박재완과 김나란은 어릴 적부터 정략결혼을 한 사이이다. 하지만 어느 날

박재완의 부친인 박한림은 적의 모함에 빠져 귀양살이를 가게 된다. 김나란

의 가세 또한 몰락하면서 이들 둘은 갈라지게 된다. 김나란은 청나라에 가

게 되어 배에서 겁간의 위기에 처하지만 천주교 자선부인 홀부인의 도움을

받아 구원받는다. 후에 청나라에서 수학을 하면서 사회 유명한 여류로 성장

한다. 박재완은 일본으로 가는 배에 타게 되었는데 그도 위기에 몰리게 되

던 중 일본인 의학사 무등에 의해 구원받으며 역시 김나란처럼 일본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다. 한편 박재완의 아버지 또한 귀양도중 일본인 어

부 국분수태랑에 의해 구원된다. 나중에 남주인공과 여주인공 그리고 그들

의 부모들은 극적인 조우를 하게 되면서 남녀는 끝내 오랜 시간의 헤어짐

끝에 결혼을 하게 된다.107)

남녀주인공의 사이, 가정의 몰락, 부모와의 극적인 조우, 타국의 구원

자들 등 여러 모티프들은 모두 추월색과 흡사한 점이 있다. 주지하듯

추월색은 적어도 17판이상을 거듭하여 출판된 당시 최고의 베스트셀

러였다. 따라서 독자들은 추월색의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했을 것이며

만약 추월색을 읽었던 독자가 만약 애지화를 읽어보았다면 전자와

의 비슷한 점도 당연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심지어 후자를 전자

의 표절이라고 보았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이다.

1920년대에 들어서서 신문 지상에 처음 ‘번안’이라는 표지가 1922년 
매일신보의 유정 에서 쓰이면서 이후 다수의 번역 및 번안 작품에서

연재물의 필자가 필명 뒤에 ‘역’ 혹은 ‘번안’의 표지를 부기하고 있었

다.108) 즉 그 당시 서양원작이거나 중역된 대본을 인명이나 지명을 바꾸

어 개작한 작품으로 놓고 볼 때 그 작가는 더 이상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보아 낼 수 있다.

(花中王) 의 소개와 내용 비교를 중심으로- , 현대소설연구45, 한국현대소설학
회, 2010.

107) 김교제, 애지화, 보문관, 1925.(영남대학교 도남문고 소장본.)

108) 최성윤, 근대 초기 서사 텍스트의 저작, 번역, 번안 개념에 관한 고찰 ,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5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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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안은 이미 표절과 동등한 지위에 처해있었고 적어도 창작과는 명확

하게 구분되어야 할 개념임이 명시되어있다. 원작을 번역했거나 번안했

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비슷한 텍스트를 모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지

거나 다른 지면에 ‘저’라고 표기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게 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물론 단행본출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

다. 따라서 ‘찬’이라는 표식은 김교제가 그의 창작임을 나타내기 위한 의

미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애지화와 화중왕의 사례를 놓고 볼

때 ‘찬’은 서양 작품의 중역을 번안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대 널리 알려져

있던 텍스트거나 자신의 텍스트를 모방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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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근대 초기의 작가들에 있어 저작과 번역 그리고 번안의 개념 그 자체

는 애매모호한 것이고 그 시기와 그 이후의 양상이 차이를 드러낸다.

본고는 김교제의 제반 번역소설을 중심으로 당시의 작가 표기에 대해

서 주목해보았다. 각각 ‘저’, ‘역술’, ‘찬’으로 분류해서 보았다. 텍스트들의

대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저’와 ‘찬’은 번안에 가까운 개념이었고 ‘역술’

은 번역에 가까운 개념이었다. 일차적으로 ‘역’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것

은 이 작품이 원작 혹은 대본이 있는 번역작이라는 것을 밝혀주는 것이

다. 따라서 인명과 지명은 모두 원작그대로 쓴다. ‘역술’에서도 두 가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비행선과 지장보살은 서사와 문체에

있어서 크게 변형시키었기에 의역의 개념에 접근한다. 일만구천방과 
삼촌설은 서사와 문체상 원작을 비교적 충실하게 옮겼기에 직역의 개념
에 접근한다.

현미경과 난봉기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원작을 은폐함으로써 지

명과 인명은 모두 현지화 되어 있고 대폭의 개작을 통해 원작 및 대본의

주제의식을 변화시키는 제작방식을 김교제는 ‘저’라고 쓰고 있음 알 수

있었다. ‘저’라고 표기된 번역소설은 이미 원작 혹은 대본의 모습을 크게

이탈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두 작품의 원작 혹은 대본은 조선에서도

익숙한 작품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번역자는 자신의 능동적인 창작을 통

해 이미 원작의 주제의식을 자국의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독자들은

‘저’라고 인정해주었다. 현대적인 번안개념과 접근하는 개념이다.

‘찬’은 ‘저’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쌍봉쟁화의 분석을 통해 ‘저’

라고 표기된 작품과 마찬가지로 인명과 지명이 현지화 되었기에 역시 번

안에 속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서사의 변용정도에 있어서 원

작의 줄거리에 비교적 충실 한다. 이는 ‘저’라고 표기된 작품과의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찬’과 ‘저’는 비록 형식과 내용상 비슷하지만 시간

이 흐름에 따라 ‘저’가 ‘찬’으로 바뀐 것은 저작권 때문이었다. 즉 김교제

의 저작권소유여부 및 당대 문인 및 독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에 기

반 한 것이다.



- 79 -

본고는 번역소설가로서의 자의식을 가진 김교제의 문학사적 위상을 재

고할 수 있었다. 또한 본 논의는 근대문학 형성기의 번역소설 및 신소설

의 발전과 관련하여 일본 혹은 서구로부터의 계보에서 나아가 중국으로

부터의 수용이라는 계보를 더함으로써 당대의 한국문학을 보다 풍성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아울러 김교제의 역술, 저,

찬의 개념에 대한 고찰이 당대 다른 작가의 번역태도와 근대적인 번역

및 번안, 저작권 개념의 탄생과 정착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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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金教濟翻譯小說研究

-以‘譯述’, ‘著’, ‘纂’的概念爲中心-

首爾大學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現代文學專業

車 勇

本論文以分析金教濟翻譯小說的內容爲中心去探討迄今爲止被忽略的關於

作品創作(翻譯)方式的標記問題。金教濟的標記方式可以分成 ‘譯述’, ‘著’,

‘纂’等等。本論文以追蹤金教濟翻譯小說多變的翻譯模式从而表明他自主的翻

译态度为研究目的。

飛行船與地藏菩薩均以‘譯述’爲標記，基本沿用原作的地名及人名。從
而使讀者們理所當然的認爲此作品是來自國外的翻譯作品。但其主題與內容

却相當接近新小說。一萬九千鎊和三寸舌(上)亦是‘譯述’小說。但兩個作
品均忠實於原作。可以說‘譯述’包含着兩個不同的翻譯模式與態度。即‘譯述’

包含着直譯與意譯這兩個翻譯概念。顯微鏡與鸞鳳奇合中的地名及人名
均使用韓國式標記從而抹去了原作的痕迹。金教濟把這種翻譯方式稱作‘著’。

‘著’這種翻譯方式更能體現出翻譯者的創作力，因此‘著’接近於翻案的概念。

本論文還通過對雙峯爭花的分析得出‘纂’與‘著’一樣屬於翻案的範疇。不過
不同於‘著’, 以纂爲標記的小說比較忠實於原作的內容。

本論文考證了金教濟作爲一個優秀的小說翻譯家在韓國文學史上的地位。

以往人們大多討論日本和西方對於韓國的影響，而與中國的關係卻很少被提

及。通過對金教濟的研究可以對韓國近代文學的研究提供一個新的視覺。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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且通過對金教濟的諸般小說標記法的研究，可以期待考證出其他韓國近代作

家翻譯態度，從而對近代翻譯和翻案以及著作權概念的誕生與發展過程有個

全新的認識。

關鍵詞 : 金教濟，譯述，著，纂，同化，異化，翻譯，翻案

學號 : 2013-2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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