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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박태원(1909.01.6∼1986.7.10)은 1926년 「누님」이라는 작품으로(「조선 문
단」을 통해) 등단한다. 그 이후로 1930년대 전반으로 한국문단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모더니스트 대표주자로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작가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말기에 일제의 파시즘과 이데올로기의 대립구도 하
의 정치적 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 모더니즘 소설 창작이 아닌 중국 역사소설 
번역가로 전향하며 작가 생애의 주력방향을 역사소설 번역 및 창작으로 돌리
게 된다. 이로 인해 박태원은 방대한 중국 고전역사 소설을 번역하며 적잖은 
중국 문학을 한국 문단에 소개하게 된다. 이것은 한국 문단에서 중국 고전 문
학 번역가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박태원이 그 당시 번역 연재 하였
던 작품으로는 『지나 소설집(支那小說集)』(1939년 4월), 『신역 삼국지』(1941년 
4월), 그리고 『수호지』(1942년 8월) 등 중국의 ‘4대기서’(四大奇書)라고 불리
는 역대(歷大) 장편 역사소설인 4대(四大) 고전 문학 작품들이었다. 또한 그가 
이러한 중국의 저명한 대작들을 번역하며 연재하였던 시기는 1937년 7월 중
일전쟁 도발 이후로서 중국과 일본은 한창 전쟁 중에 있었고 조선반도는 이
미 일제강점기 식민치하에 놓여버려 한글 사용이 제지 되었던 완전한 암흑기
였다. 아울러 박태원은 중국 고전 역사소설 번역과 「음우(陰雨)」(1939년 9월, 
『문장』), 「투도(偸盜)」(1941년 1월, 『조광』), 「채가(債家)」(1941년 4월) 등을 
『문장』지에 실으며 사소설 창작도 병행한다. 그 이후에는 월북과 함께 『홍길
동전』(1949년 2월), 『갑오농민전쟁』(1977-1988) 등 일련의 역사소설 창작으
로 작가적 생애의 막을 장식한다. 이러한 그의 문학사적 행보는 중국 고전 역
사소설 번역가뿐만이 아니라 역사창작 소설에까지 그 성과를 인정받으며 역
사소설가로서 거듭나기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박태원이 당대 최고의 모더니즘 소설가로부터 중국 고
전 역사소설 번역으로 전향하게 된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을 일환으로 그의 작
가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가 번역한 중국 고전 역사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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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주류의 맥을 잡고 있는 『지나소설집』, 『신역 삼국지』 그리고 『수호지』까지 
포함하여 중국 역사 번역 소설에서의 전반적인 면모를 살펴보고 번역소설의 
원문 텍스트와 역문 텍스트를 대조 비교함으로써 역자의 삭감과 추가된 부분
을 분석하여 번역소설에서 나타나는 작가의식과 번역태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박태원은 일제강점기 조선어의 사용이 탄압되고 한국 문인들의 문필활동이 
규제되는 가운데 중국 고전 역사소설 『지나소설집』(1939년 4월), 『신역 삼국
지』(1941년 4월), 그리고 『수호지』(1942년 8월)를 한글로 번역함으로써 『지나 
소설집(支那小說集)』(1939년 4월)을 통해 조선 독자들한테 전쟁과 위기 상황을 
인식시키고, 『신역 삼국지』(1941년 4월)의 번역을 통해 약소국으로서의 생존
과 지혜 및 작가의 세계관을 표출하였으며, 『수호지』(1942년 8월)의 번역을 
통해 민중의 기의와 통치 억압에 대한 반항 의식을 고취시켰다. 

학번: 2015-2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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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사 검토 및 문제제기

  본 논문은 박태원(1909.01.6∼1986.7.10)이 일제말기 1939년부터 시작하여 
번역하였던 중국 역사소설 『신역 삼국지』와 『수호지』 그리고 『지나소설집』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시기에 박태원이 중국 고전 역사소설을 번역하게 
된 원인을 구명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는다. 궁극적으로 근대 번역소설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일제 말기에 중국 고전 번역소설들을 통한 박태원의 조
선 작가적 사명과 번역 태도를 읽어내고자 한다. 박태원은 1926년 「누님」이
라는 작품으로(「조선 문단」을 통해) 등단한 이후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모
더니즘 작가에서부터 리얼리즘 또는 월북 작가로 수많은 논의와 논쟁 속에 
놓여 왔다. 그는 6.25전쟁 전후로 모더니즘 소설 창작에서 벗어나 중국 고전 
소설 번역과 아울러 월북 뒤 역사소설 창작에 전념하게 되는데 이러한 작품 
창작에 있어서 그의 태도 변화는 여러 의문점을 낳지 않을 수가 없다. 한국문
단에서도 그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업적을 남겨 독자들의 관심
을 독차지 했던 큰 작가였던 만큼 그의 작가적 행보 또한 흥미로울 뿐이다. 
그가 중국 고전 역사소설을 번역하기 시작한 전후로 그의 대표적 소설 창작 
작품들로는 「성탄제」(1937), 「명랑한 전망」(1938), 「우맹」(1938), 「연인의 행
복」(1938), 「만인의 행복」(1939), 「차중(車中)의 우울」(1939), 「여인성장」
(1941) 등의 단편과, 중편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1934), 장편 「천변풍경」
(1936)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외 1939년부터 1945년까지 한일합방 이래 조
선작가들의 조선어 사용이 일본 제국주의 탄압 하에 많은 규제를 받게 되자, 
그의 문필 활동은 중국 고전 역사소설 번역에 주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작품들로는 중국의 『금고기관(今古奇觀)』에서의 『지나소설집』, 중
국의 『수호전(水滸傳)』에서의 박태원 역 『수호지』, 중국 시내암(施耐庵)의 『삼
국연의(三國演義)』에서의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 등이 있다. 또한 한국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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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로 그는 월북하게 되면서 『임진왜란』(1949), 『계명산천은 밝아오느냐』
(1963), 『갑오농민전쟁』(1977-1986) 등의 대하역사소설 창작에 전력을 쏟았
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대체로 그의 문학은 모더니즘이라는 큰 사조를 둘러싸
고 중점적으로 전개되어 왔다고 한다면 간혹 당대 평론가들의 리얼리즘론1)과 
‘기교문학론’2) 그리고 세태소설론3)의 논의들이 거론되어 오기도 하였다. 하지
만 대부분의 논의는 서술기법, 고현학 등의 모더니즘 시각으로 분류하고 논의
의 주류를 이루어 왔다. 예컨대 권영민은 박태원의 문학적 활동은 그의 소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36)을 통해 도시적 시정(市井)의 삶에서 박태원이 
발견해 내고 있는 것은 세태와 풍물만이 아니라, 인간 존재에 대한 새로운 질
문법도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한다.4) 또한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1934년 8월 1일 - 9월 19일)은 이미 서울의 풍속 변화를 그린 고현학5)으로 
비평가로부터 평가받는다. 이와 같이 모더니즘 시각의 논의가 주류를 형성하
고 있는 가운데 소수의 논의가 박태원의 역사성에6)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1)최재서, 「리아리즘의 확대와 심화-"천변풍경"과 "날개"에 대하여」, 『조선일보』, 
1936.10.31.-11.7.; 

   백철, 「리구인회시대와 박태원의 <모더니티>」, 『동아춘추』, 1963.4.

2) 안회남, 「작가 박태원론」, 문장사, 1939; 
   장영미, 「세태소설과 세계 인식 모색」, 『구보학보』, 2013, pp.269-288.; 
   권철호, 「박태원 소설의 자연주의적 기원」, 『구보학보』, 2014, Vol.11, pp.29-73. 

3) 임화, 「世態小說論」, 『文學의 論理』, 서울:학예사, 1940.; 
   민경기,  「세태소설론」, 『마산대논문집』, 4호, 1982.; 
   김영진,  「1930년대 세태소설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1985.
  
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민음사, 2017, 459쪽.

5) 김윤식, 「고현학의 방법론」, 『한국문학의 리얼리즘과 모더니즘』, 민음사, 1989.; 
   류수연, 『뷰티인더 위의 경성:박태원과 고현학(考現學)』, 소명출판, 2013.; 
   권은, 「고현학과 산책자」, 『구보학보』, 2013.06, 9-36쪽.; 
   김상태, 『박태원론』, 『현대문학』, 1990.04.; 
   장성규, 「분열된 모더니티와 고현학의 전략들」, 『구보학보』, 2016.12, 69-93쪽.; 
   김흥식, 「박태원의 소설과 고현학」, 『한국현대문학연구』, 2005, Vol.18, pp.327-358.

6) 정호웅, 「박태원의 역사소설을 다시 읽는다」, 『구보학보』,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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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박태원의 역사소설 창작에서 비롯된 그의 역사의식은, 
일제 강점기 시기에 모든 조선 작가들을 억눌렀던 강압적 굴레가 박태원에게
도 불가피하였던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하였던 도피처이자 역사를 통한 현실 
속 민족의 질곡에 대한 반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김종욱은 박태원이 
1938년 중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갑자기 중국 고전 역사소설 번역으로 주
력하며 전락한 이유로 그의 작가적 의식이 곧 역사의식의 귀결로 이어지며 
그 역사성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표현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면에서 중국 고전 역사소설의 번역은 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7) 반면에 최유학은 최초로 기존의 논의와 상이한 비교분석을 
하였는데, 박태원이 전반적인 중국소설 번역에 있어서 원문 텍스트와 역문 텍
스트를 대조하여 번역 방법을 통한 작가의식과 창작소설의 영향관계를 논하
였다.8) 하지만 그의 논의는 번역 작품들의 한국어 번역과정과 역사소설 창작
에서의 과도기적 역할에만 비중을 두어 언급하였을 뿐, 이를 통한 박태원의 
문학관 변모과정과 그에 대한 함의는 내포되어 있지 않고 있다. 이런 부족 점
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박태원이 번역하였던 『지나소설집』, 『신역 삼국
지』, 『수호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며 중국 4대 명작이라고 불리는 『금고
기관(今古奇觀)』, 『삼국연의(三國演義)』, 『수호전(水滸傳)』에서 박태원은 어떻
게 한국어로 번역하여 조선독자들한테 민족적 기치를 호소하였는지를 알아보
려고 한다. 이를 통해 그의 번역태도를 규명하며 그 수용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제말기 일본이 한반도를 향한 탄압이 심화되자 조선 작가들의 문필활동

   김종회, 「해방 전후 박태원의 역사소설」, 『구보학보』, 2008. 
   박배식, 「박태원의 역사소설관」, 『구보학보』, 2008.
   김종욱 「[주제론: 기교, 문체, 그리고 역사 의식] 일상성과 역사성의 만남 – 박태원의 역사 

소설」, 상허학보, 1995, Vol.2. 

7) 김종욱 「[주제론: 기교, 문체, 그리고 역사 의식] 일상성과 역사성의 만남 – 박태원의 역사 
소설」, 상허학보, 1995, Vol.2, pp.227-246. 

8) 최유학, 「박태원 번역 소설 연구-중국소설의 한국어번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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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많은 규제를 받게 되었고 조선 문인 중의 한명으로서 박태원은 낙관적이
지 않은 상황 하에 지속적으로 우리글 글쓰기에 힘썼다. 이로써 그가 중국 고
전 역사 소설을 번역한 이유의 한 부분으로서 역시 한글의 보존과 지속을 염
두에 두었다는 것을 증빙한다. 한국어 사용이 금지되고 우리말이 서서히 잊혀
지고 사라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는 문학을 통해 일제의 식민지적 한민족
의 언어 몰살 정책에 대응하였던 것이다. 비록 「아시아의 여명(黎明)」(「조광」, 
1941.2)과 같은 몇 편의 논란이 되는 일본 친화적 글을 쓰긴 하였으나 이는 
결코 대일 협력적인 태도를 취하며 친일적인 글을 쓰려고 한 의도가 아니었
음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당대에서 작가의 생애를 위한 불가피한 사항이었
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일제말기 국민문학론을 선도했거나 이에 적극적으로 공명한 문학인들에 대한 적

극적 분석은 천황제 파시즘에 저항하면서 체제 옹호적인 문단활동 대신에 절필과 침
묵의 길을 선택했던 문학인들의 면모를 상대적으로 왜소화시킨다. 국민문학론과 그 
창작적 산물을 협력과 저항의 양가성이라는, 여기서 직접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관계 개념으로 분석, 평가하게 되면서 천황제 파시즘과 자신의 문학적 생명을 걷고 
대립해 나갔던 문학인들의 저항은 일제말기 문학사라는 문대의 전면에서 소실되어 버
린다. 일제말기 체제는 천황제 파시즘, 곧 일본적 형태의 전체주의 메커니즘이었다. 
전체주의는 사회문화적인 제반 영역을 국가주의적으로 재조직해 나가는 메커니즘이
다. 이 속에서 지식인들은 국가주의적 실천을 위한 담론 생산 주체로 호명된다.”9) 

  또한 박태원이 저항 문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 이유로 그의 지속적인 
친일 작품의 창작보다는 중국 고전 역사소설 번역에 전락하여 전적으로 힘을 
쏟았던 것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제말기 『야담』을 매개체로 
연재하였던 그의 중국 고전 소설의 번역 작품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단
지 조선 작가로서의 생계유지를 위한 원고료의 유혹으로서 만의 타당성을 찾

9) 방민호,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007, Vol.22, 
pp.23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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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 제국주의 체제하에서 당시 지배 “선진국”
이었던 일본에서 유학까지 하고 경성에 돌아온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 조
선에서는 엘리트 계층이었지만, 생계유지를 위한 변변한 일자리조차 찾을 수 
없었던 현실 상황이었다. 이에 박태원이 작가로서의 집필로 생계유지할 수 있
는 경로는 더더욱 암담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박태원은 모더니즘 소설 창작을 
접고 중국 역사소설 번역을 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모더니스트 작가로부터 
역사소설 번역가로 전향하게 된 계기가 된다. 이러한 역사소설에 대한 열의와 
역사의식을 갖게 된 연유로 그 당시 조선작가들의 행보가 친일 작품의 집필 
혹은 암묵적 저항이라는 두 가지 선택 귀로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식민지 시기 작가들의 역사에 대한 접근태도는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났

다. 첫째는 검열을 피하기 위해 역사 소재를 선택하여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발화한 방식이다. 이 경우 역사는 '현재의 전사'이자 현실의 알레고리 성격을 띤다. 
식민지시기의 많은 역사가 멸망사(滅亡史)를 다루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멸망을 사
유하고 국가의 부재를 민족의 복원으로 대체하고자 한 작가의식을 대변한다. 두 번째 
방식은 역사를 전유하여 담론적 구성물로 재현하는 경우이다. 역사의 전유 양상은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났다. 하나는 작가가 이데올로기적 판타지를 구현하기 위해 역사
를 전유하는 경우이며, 또 하나는 역사소환과 전유 과정에 당대 사회문화적 콘텍스트
와 담론을 개입시키는 경우이다. 예컨대 『야담』을 통해 발표한 유치진의 「개골산」은 
적국의 공주와 사랑에 빠지는 망국의 왕자를 등장시켜, 이를 제국과 민족의 갈등으로 
은유함으로써 식민지현실의 알레고리적 성격을 드러냈다.”10)

  “역사소설과 야담은 소재원천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역사가 소설, 연극, 야담 

등에 소환되고 재현되는 창작 과정과 대중적 인기를 누린 데에는 식민지 현실과 검열
이란 사회문화적 컨텍스트와 당대의 지배적인 제국과 민족 담론의 영향이 컸다. 당대 
작가 및 지식인들은 국가의 부재를 대체할 숭고대상으로 민족이란 상상공동체를 욕망
했고, 그 표상을 역사에서 발견했다. 역사는 피식민 주체에서 단절이 아닌 연속성과 

10) 방민호,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2007, 
Vol.22, pp.23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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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을 부여하는 대상이었으며, 제국담론을 내파할 수 있는 민족담론과 결부되어 

수용되었다.”11) 

  이와 같은 맥락에서 1939년에 『야담』을 통해 게재된 『지나소설집』의 각각
의 단편들은 모두 전쟁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들의 번역은 박태원
의 과감한 가미와 삭감으로 개역되어 전후 혼란 속에서 민중적 저항의지를 
번역 작품의 모티프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선상에서 그가 번역한 『수호
지』 또한 특정 108명의 영웅들과 그들을 둘러싼 사건을 중점적으로 편역하며 
부패한 지배층을 향한 저항의지를 모티프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또한 당시 
식민지 억압체제를 비판하는데 알레고리즘의 일환으로 일제의 '관핍민반(官逼
民反)'을 조명하고 있다. 특별히 『신역 삼국지』는 옛날 중국에서의 3국 사이
에서 벌어졌던 패권 전쟁을 다룬 소설로서, 중국 4대 명작 중의 하나인 역사
소설이다. 박태원은 이러한 패권과 전쟁의 역사기록을 소설화한 역사 저작을 
번역함으로써 한 나라와 민족(民族)의 흥망성쇠(興亡盛衰)와 멸망(滅亡)의 사
유를 환기시키고 있다. 박태원은 역사소설의 번역을 통해 평화와 통일천하를 
이상화하며 민족의 애환을 전쟁의 필연으로 귀결시켜 민심포획으로 나아갔다. 
예컨대 유비의 '仁政'이 바로 촉(蜀)나라를 확장시키는 요소들 중에 제일 관건
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처럼 기층민을 향한 애정과 인자함은 한 나라를 세우
는 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가치였다. 이처럼 박태원은 중국의 『삼국연의』를 
과감한 추가와 삭제를 통해 편역함으로써 한 나라의 멸망성쇠에 관건적인 핵
심 가치와 요소들을 보여주며 조선 민중을 향해 호소하였던 것이다. 
  

11) 김성희, 「한국 역사극의 기원과 정착-역사소설/야담과의 교섭과 담론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양여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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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박태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중국 역사서 번역에 임한다. 첫째, 
일제 식민지 권력에 맞선 저항과 새로운 출로를 모색하고자 중국 고전 역사 
소설 번역을 과감한 각색과 추가 선택을 통하여 편역하였다. 둘째, 일제말기
라는 한글 사용에 있어서의 암흑기 속에서 민중의 염원에 기인하여 영웅서사
를 중점적으로 조명하며 작품 속의 인물들을 부각시켜 선택적 번역을 하였다. 
셋째, 억압된 체제하에서 박태원의 중국 고전 역사소설의 번역은 향후의 역사
소설 창작에 있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박태원
이 향후 역사소설 창작에 있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하였다. 
  그의 번역작업의 함의를 최초로 논의하였던 김윤식은 “중국소설에의 편향
성이 일변도이자 전면적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12)고 언급하면서 박태원의 
문학을 저항 문학으로 구명하고 있다. 박태원은 친일문학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 과감히 중국 고전 역사소설이라는 작품들을 번역이라는 매개체를 통
해 우리말 글쓰기를 지속하였고, 이 번역은 곧 그의 우리말 창작 작품 탄생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자 글쓰기 방식이었다. 
  본고에서는 1939년부터 1944년까지 발표된 『지나소설집』, 『신역 삼국지』, 
『수호지』를 중심 텍스트로 삼아,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물들의 표상과 박태원
이 번역 당시 삭제 및 추가를 통해 번역 연재한 텍스트를 비교하여 일제 말
기 작가의 의식변화에 따른 한(韓), 중(中), 일(日) 3국에 대한 박태원의 대안
적 인식도 또한 살펴보려 한다. 

  “문학에서 비교에 있어서 비교문학이란 명칭이 발생한 것은 나라마다 그 시기가 

다르지만 프랑스에 있어서는 방 띠겜의 주장대로 1827년에 빌르맹이 소르본느 대학
에서 사용한 때를 기점으로 나라마다 또는 학자마다 자기 나라의 문학적 전통이나 특
징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 정의나 방법을 설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12) 김윤식, 「박태원론」. 『한국현대현실주의 소설연구』, 문학과지성사, 1990, 143-1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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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실정이기도 하다. 이 비교문학의 발생을 가능하게 한 것은 18세기 후반부터 유럽
을 휩쓴 민주주의(nationalism)의 탄생에서 시작되었다. 이 민족주의는 민족정신, 민
족문화의 자각을 촉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국 문학의 독립의식을 고취시켰다. 힘입
어서 각국 문학의 사적 연구를 촉진시켰다. 문학을 나라별로 구분하고 그 나라의 민
족성을 주축으로 하여 문학자, 문학작품, 문학사조 등을 시대별로 나누어 총적인 흐
름을 분명하게 하였다. 당시에는 이와 같은 일을 문학사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각하
였으며, 또한 훌륭한 실적도 올렸다. 그러나 이 연구 방법은 문학현상을 한 나라의 
범위 안에 한정시킬 가능성을 포함하게 되었다. 문학은 성격상 한 나라의 울타리를 
넘어서 외국에 전파된다든가, 또는 거꾸로 외국의 것을 흡수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
다. 다시 말하면 외국문학과 직접, 또는 간접적인 교류를 하면서 형성되는 경우가 허
다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19세기 중엽부터 종래의 총적인 연구도 보다 동적으로 

생기 있는 것으로 되었다.”13) 

  “1950년대 이전까지 프랑스학파들은 비교문학의 개념을 두 나라 이상의 문학적 영

향관계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작가가 외국으로부
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를 해명하는 일을 임무로 하는 학문이라고 하였다. 영향이란 
결국 전달이란 통로를 경과해야만 성립된다. 이에 대하여 미국학파의 소위 대비연구
는 구체적인 영향관계가 없는 두 사람 이상의 작가, 두 나라 이상의 문학을 대상으로 
그것을 비교 할 때 국제관계나 영향관계는 별로 문제로 삼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적 
재원과 영향을 해명하는 일은 프랑스학파들의 주장에 의거한 것이다. 이 영향의 문제
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인 프랑스학파의 연구영역에 있어서는 핵심적이며 최대의 과제
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학파는 두 나라 이상의 문학 사이에서 일어난 국제적 교류 및 교섭관계에서 
발생한 영향의 연구이기 때문에 그 고찰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문학양식의 차용, 제
재의 이동, 문예사조의 전파, 강력한 작가의 개성에서 발생하는 감화작용 등의 검증
에 충실해야 하며 이것이 또한 작품연구의 심화를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았다.”14) 

13) 龜井俊介, “比較文學의 展望,” 比較文學의 理論, 東京大學出版部, 1976, p.2.

14) 李昌龍, 比較文學의 理論, 서울 : 一志社, 1990,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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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문학의 연구 태도는 실증주의적 사적 연구가 중심이 되며, 실제로 이런 면에
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까레15)는 작품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본질적으로 
고찰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마다 작가마다 남의 것을 어떻게 변형하여 차용하였는가
에 관심을 가지는 일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비교문학은 실증적 연구임을 주장한다. 
그러나 실증연구에 있어서 연구자의 비평은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연구자는 많은 
자료에 접하였을 때 그것들을 정리하거나 배열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문학연구에 있어서 순수한 객관적인 실증은 있을 수 없다. 같은 자료를 
가지고 사람들은 서로 다른 판단을 하게 된다. 처음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그 연구자의 비평이 가미된다.”16)

  이런 비교연구에 있어서의 전달 양식에는 발동자 연구17), 수용자 연구18), 

15) 까레는 또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교문학은 일반문학이 아니다. 결국 
그것에 도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어떤 사람은 말한다. 그러나 
예를 들면 인도주의(humanism), 고전주의(classicism), 로만주의(romanticism), 사실주의
(realism), 상징주의(symbolism)와 같은 큰 대비연구(또는 동시적 연구이기도 하다)는 너무 
조직적이 되어 공간과 시간 속에 확대될 때는 이것을 추상화한다든가 임의의 형태로 생
각한다든가, 혹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할 위험을 범하게 된다. 비교문학은 이들을 크게 종
합하기 위한 준부는 될 수 있으나 그것을 달성할 수는 없다. 이 운동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 (M.F. Guyard, La litterature compare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78, p.7.)

16) 위의 책. 20쪽
17) “발동자의 연구는 어떤 작가가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얼마만큼 환영을 받았고, 받아

들여졌고, 이해 또는 오해가 되었으며 또한 해석되었는지, 그리고 그 외국의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작가, 또는 해석되었는지, 그리고 그 외국의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의 작가, 또는 
문학의 한 그룹이나 유파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밝히는 일이다. 발동자 연구가 외국
에서의 작가의 성공, 운명, 영향의 역사를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들 용어에 대한 명
확하고도 유효성 있는 개념부터 분명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운명은 한편으로는 성공으로부
터 다른 한편으로는 영향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작품을 읽었다고 간주되는 독자, 출판, 번역, 
번역, 거기에 그 작품으로부터 착상을 얻었다고 생각되는 대상작품 등의 숫자에 의하여 명
확해진다. 이러한 연구가 문학상의 여러 사실에 관한 사회학의 한 분야라고 말하는 까닭도 
이와 같은 특성 때문이다. “성공을 양(quantity)이라고 한다면 영향은 질(quality)이다. 성공
과 영향에 대하여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평이 있다. 그것은 능동적인 독자와 창작자
의 주의를 환기하고 유연한 정신을 자극함과 동시에 수용하는 독자를 모을 수가 있다.” (P. 
Brunel, C.I. Pichois, A.M. Rousseau, 위의 책, p.51.)

18) “수용자 연구는 한 작가가 외국문학에서 받은 영향, 요컨대 외국문학에서의 부채, 외국
문학에서의 표절, 다시 말하면 원천 또는 재료연구를 말한다. 원천연구는 곧 도착점인 수
용자로부터 출발점인 발동자를 발견하는 일이다. 방 띠겜은 이것을 원천학(crenologie)이라
고 불렀다. 문학작품은 단지 모방이나 영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독창성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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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자 연구19) 총 세 가지 연구 방식이 있다. 이 중 본고에서는 수용자 연구
방법과 매개자 연구 방법을 도입하여 본 연구의 연구시각으로 한다. 

  “영향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모방, 차용, 번역, 감화라는 용어는 명확한 구

분이 되지 않지만, 용어상 그 개념을 설정할 수는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통점은 남의 작품을 어떤 의미로든지 받아들였다는 데 있다. 비교
문학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경우를 총칭하여 수용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수용의 성

향의 종합적 산물이다. 원천을 추구하는 일에 너무 급한 나머지 하나의 작품 속에 있는 
복잡한 원천이 외국작가의 특정한 작품의 어느 곳에 있다고 단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원천 연구는 원전 속에 숨어 있는 모든 것, 곧 선인에 대한 모방, 차용, 표절의 흔
적을 밝혀서 작가의 제작 비밀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이 원천연구를 위해서는 작가의 흩
어진 원고와 일기, 편지와 호적, 공문서와 재산목록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준비해
야 한다. 비교문학 연구자가 참고자료로 중시할 것은 신문이나 잡자, 다시 말해서 정기간
행물이나, 외국문학의 소개나 전파는 단행본보다는 정기간행물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다. 원천 연구에는 독서적 영향과 실지적 영향이 있다. 독서적 영향 연구는 다시 개별적 
원천 연구와 종합적 원천연구로 나눌 수 있다. 개별적 원천 연구는 특정한 문학형식이나 
특정작가를 원천으로 하는 수용자의 연구를 말한다.” (大塚幸男, 위의 책, p.95, 比較文學
의 理論, p.46. 

19) “발동자와 수용자 연구의 종속적 연구로서도 중요하지만 매개자 그 자체의 연구로서도 
독립분야를 구성한다. 방 띠겜은 이거을 매계학(mesologie)이라고 불렀다. 이 매개자는 반
드시 유명 문학자가 아니며, 문학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인물들의 이러한 매개에의
한 외국문학의 영향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일본의 비교문학자 小林正은 매개자 연
구를 개인적 매개자, 매개적 환경, 번역자로 분류하였다. 번역자는 앞서 말한 개인적 매개
자에 해다되며, 이 번역 연구도 비교문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다. 번역이라면 상식적으로 원전을 다른 나라 국어로 가능한 한 전부를 옮기는 일
을 말한다. 그러나 문학 교환의 역할을 하고 있는 번역이 반드시 원전에 의한 것이 아니
고 다른 나라말로 번역된 것을 번역하는 이중 번역 경우도 많았따. 비교문학자는 원전과 
번역을 그 전체에 걸쳐 되도록 광범위한 많은 곳을 조사 비교함으로써 어떠한 점에서 번
역이 원문에 비해 삭제, 또는 첨가 되었으며, 상상과 문체에 충실한 이미지를 제공했는가
를 알게 될 것이다. 18세기에 한정하여 유럽의 번역 동향을 살펴보더라도 타의에 의하여 
삭제되는 경우 취미 종교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고, 완역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정확하지 
못하였으니 이것들은 모두 오늘날에는 묵인할 수 없을 것이다. 비교문학 자에게는 완역과 
정확에 대한 검증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번역서에 첨부된 번역자의 서문과 해설은 당
시 원작이나 원작자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여러 양상, 그리고 그 번역자가 
그 작품과 작가의 어떤 면에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당시 수용국 문학의 실상, 독자들의 
취미나 유행들을 아는 데 매우 중요한 글이다.  번역은 새로운 문제를 창조하고, 그것에 
의하여 새로운 관찰법과 감지법을 가르쳐 주며, 그 나라의 문학에 신선한 영향을 주고, 
그 나라 문학의 혁신에 이바지 한다. 따라서 비교문학자의 책무는 번역이 당시 표면적인 
독자의 수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창의와 발견의 계기를 마련하여 준다는 사실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龜井俊介, “比較文學의 展望,” 比較文學의 理論, 東京大學出版部, 
1976. p.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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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정도, 양태에 의하여 모방, 차용, 번역, 감화 등으로 구별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
의 목표가 아니라 다만 연구에 있어서 시대성과 작가의 개성을 해명하는 정도의 편의
로서 필요한 정도이다. 비교문학에 있어서는 외국문학과의 교섭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발견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다.”20) 

  이로써 본고는 이러한 비교 연구 시각을 도입하여 박태원의 중국 고전 역
사소설 번역을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일제 말기의 1939년부터 1944년에 이르기까지 『신역 삼국지』, 『수호지』, 
『지나소설집』의 중국 고전 역사소설 번역의 연재를 통해 박태원이 전쟁과 부
패 권력에 대응하는 영웅들을 조명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의 일제 권력의 황국신민화와 병참기지화 등의 정책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
다. 중일전쟁(1937년)이 발발하면서 다급해진 일본은 1938년 4월 1일 일본에 
'국가총동원령'을 공포하고 '국민징용령'을 제정하며 10월1일부터 조선 등 식
민지에서도 시행하게 된다. 
  또한 일제강점기의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인한 중국 역사소설로의 번역은 
작가의 의도에 의해 새롭게 창작된 것이 아니라 당시 중국의 역사적 소재를 
빌려 작가의 의도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창작과 역주에 관련 없이 일
제 말기 그가 선택한 번역물이 서민층에서 발현된 영웅이었다는 사실은, 해방
이후 그가 월북하여 창작한 역사소설 『갑오농민전쟁』을 비롯한 일련의 작품
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제치하의 이유로 박태원이 『신역 삼국지』(『신시대』, 1941.04-1943.01), 『수호

지』(『조광』, 1942.8-1944.12)를 번역하면서 중국의 영웅호걸을 통해 민중봉기의 정당
성을 암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 해방 이후에는 『약산과 의열단』(유문각,1946), 『조
선독립순국열사전』(백양당, 1947), 『홍길동전』(협동문고, 1947)과 『충무공이순신』(을
유문고, 1948. 역주)를 통해 조선을 대표하는 민족의 영웅을 조명하며 조선 민중을 

20) 中岛健藏, 比较文学, 东京:清水弘文堂, 1971,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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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끌어줄 탁월한 지도자와 이상적 이념을 지닌 공동체의 나라 건국을 선망하고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박태원의 작가적 활동을 통해 그의 의식흐름이 식민지로
부터의 구국(救國)으로 비롯해 민족적 영웅을 소환해 내고 싶은 의도를 파악해 낼 수 
있다.”21)

  

  “박태원 문학을 논하는 데 있어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요소는 일제강점기시기를 
전후로 이른바 카메라기법 등으로 일련의 모더니즘 작품 발표를 통한 모더니즘 작가
로의 등극과, 6.26 전쟁 때 월북한 뒤로의 역사소설 창작으로 전락한 작가라는 사실
이다.”22) 

  본 논문은 첫째, 모던보이로만 돋보이던 박태원이 1939년 이래로 번역소설 
창작에로 전향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고찰하는 것, 둘째, 무엇 때문에 중국 패
사소설 번역으로 전향했을까를 밝히는 작업, 셋째로 이를 통해 박태원의 중국
소설의 수용과정을 살펴보며 그의 문학 창작과 역사소설 번역으로 변화를 한 
경유를 밝히는 데 그 핵심을 두었다. 그러므로 연구의 범위는 중국 고전 역사
소설인 『支那 소설집』, 『신역 삼국지』, 『수호지』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연구 
고찰을 위하여 역사적으로 논의되었던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도 한 부분의 객
관적 증빙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에 유력한 논거자료를 마련하였는데 역시 연
구범위 내에서 고려되었다. 
  번역 소설집 『지나소설집』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박태원이 중국 소
설 『금고기관(今古奇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중국 역사 소설을 수용
하고 그것을 자신의 번역소설 창작에 활용하였는지 살펴보는 데 그 주안점을 
두었다. 더 구체적으로는 『금고기관(今古奇觀)』과 『지나소설집』에 대한 비교 
분석, 박태원 역의 『신역 삼국지』, 『수호지』와 중국 저본인 나관중(羅貫中)의 
『삼국지연의(三國志演義)』와 시내암(施耐庵)의 『수호전(水滸傳)』의 비교를 통

21) 안미영, 「해방이후 박태원 작품에 나타난 ‘영웅’의 의의- 1946~1947년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제25집, 2008, 8

22)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2017, 459-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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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저자 박태원의 번역소설에서의 선별과정 및 원인규명 그리고 선별기준
과 목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 우리는 소설 창작 작가로부터 
번역가로서의 박태원의 문학관의 변화과정도 가늠해볼 수 있다. 이는 또한 박
태원의 문학사적 위상을 새롭게 조망할 수 있어 더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의 연구는 번역소설문학과 관련된 연구이므로 한문으로 된 중국고
대소설에 대한 총체적인 열독과 비교 분석을 통하여 원문과 역문 사이의 일
치성과 그와는 다른 불일치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적으로 조명하였다. 물론 소
설의 주제내용과 관련된 인물, 소재, 스토리, 주제와 예술형식과 관련된 언어, 
플롯구성 등 다방면의 대조를 통한 전반적인 비교도 포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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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지나소설집』의 번역 비교
  
  2.1 『금고기관(今古奇觀)』 근원과 『지나소설집』  

  『금고기관(今古奇觀)』는 "삼언(三言), 이박(二拍)"에서의 선집으로서 수록되
어 있는 40편의 단편소설집이다. 실재된 작품들은 모두 "삼언(三言), 이박(二
拍)"으로부터 왔으며 그중 『유세명언』(《喻世明言》)에서 8편，『성세항언』(《醒世
恒言》)에서 11편, 『경세통언』(《警世通言》)에서 10편, 『초각박안경기』(《初刻拍
案惊奇》)에서 8편, 『이각박안경기』(《二刻拍案惊奇》)에서 3편을 포옹노인(抱翁
老人)에 의하여 『금고기관(今古奇觀)』이라는 소설집으로 묶여진 것이다. 『금
고기관(今古奇觀)』은 명나라 말기에 출간되었고 대개 있는 40편의 작품들이 
한 저자로 쓰인 것이 아니다.23) 하지만 작자가 선집 할 때에 무작위로 위 저
서들 중의 일부만 골라서 원초의 하나하나를 전부다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
다. 
  『금고기관(今古奇觀)』의 선집경과는 "첫째로 인과보응(因果報應), 둘째로 권
선징악(勸善懲惡), 셋째로 참신한 플롯, 넷째로 민간고전(民間古典)"이라는 기
준에 의거하여 선택되었다. 작자는 이러한 선택기준을 세움으로써 중국 명대 
중엽에 시민정신과 해방의식을 각성 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된 것이었
다.24) 다시 말해, 포옹노인(抱翁老人)는 "삼언(三言), 이박(二拍)"에서 내용이 
풍부하고, 플롯 곡절이 선명하며, 구사가 참신한 것만 특출하여 "기(奇)이함"
에 전체 소설집의 강조점을 두었다. 예컨대 「第五卷　杜十娘怒沉百宝箱」에서 
주인공 두십낭(杜十娘)은 이야기의 막판에 보물 상자와 자신의 몸을 바다에 
던지면서 애정물의 극치를 보여준다. 기생으로서 한 여인의 감정에 대한 이상
향과 자중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코 평범하지 않은 비극을 빚
어낸 주범에는 그 때 당시 당대의 명나라 즉, 중국의 사회적 환경과 사람들의 

23) 连俊彬. 『国内今古奇觀研究综述「J」』. 零陵学院学报,2005,(3)
24) 武 莉, 《今古奇观》体现出的人性观, 西北师范大学文学院,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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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매한 인식체계가 바탕이 되어 관계 작용을 하고 있었다. 
  때는 바로 오랑캐를 쓸어내고 명나라 연경정도의 국도를 세우며 번화한 형
세를 전락하는 방면에 주력하였는데 그것은 이 시대적 특징으로 규명된다. 명
(明)나라의 14대 황제 신종(新宗)이 등극하여 재위 48년 사이에 세 번씩이나 
일본의 關白平秀吉 등의 외구내란을 토평하는 전공을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전쟁 중의 혼란과 백성들의 삶의 터전의 상실과 핍박 속에서 빚어낸 가족이
산, 그리고 지배 계층으로부터 받는 고통과 전쟁으로 인한 어중이떠중이들이 
기생으로 팔려가서 비통한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이 와중에 다시 가
족을 세우고자 하는 바램에서 생기는 일련의 문제를 소설작품에서 모두 그리
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박태원이 『금고기관(今古奇觀)』부터 번역 창작
한 『지나소설집』의 출간은 1939년 봄으로서, 당시는 바로 1938년 5월, 일제 
국가총동원법령의 공포된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국가총동원법령에 의한 
물자절약 및 조선어 말살 차원에 인한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잇따른 폐간
과 1938년 가을부터 인구 10명 도시에 하나의 신문만 남긴다는 목표에 응하
여 '1현 1지'의 원칙 아래 통폐합을 추진하고, 그 결과 1940년 1월부터 전국 
각지의 일어 신문의 통폐합과 조선어 신문 『매일신보』 하나만을 남기는 지경
에까지 이르게 된다.25) 박태원이 번역한 『금고기관(今古奇觀)』의 『지나소설
집』은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전제하고 있다.
  앞서 제시한 이 두 가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대조해보면 박태원이 『지
나소설집』을 선택하여 번역하게 된 계기의 일말로 그 때 당시에 일제의 규제
로, 명나라는 왜란의 침범으로 모두 전쟁 중의 혼란스러운 상태 속에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박태원이 『지나소설집』의 번역으로 전락한 이
유 중의 하나로 언문일치라는 정치적, 시대적 고양에 맞물려 박태원의 직접적
인 창작보다 중국 역사서의 번역물이라는 '겉옷'을 입음으로써 일제의 국가총
동원법령의 통제에서 조금은 더욱 자유로운 위치에 놓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

25) 강준만, 『한국근대사산책10』, 인물과 사상사, 2008, 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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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리하여 박태원의 번역 소설의 의도에는 일제 강점기 하에 일본의 감
시를 피해서 그때 당시의 '조선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중국 고
전 역사소설에 녹아내어 『지나소설집』을 편역 창작 하였다고 필자는 보는 바
이다.  
  박태원의 『지나소설집』은 그의 <後記>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패사소설(稗
史小說)류 소설로서 유난히 자미 (滋味)를 느꼈던 열두篇의 이야기를 골라 한
卷으로 엮은 번역창작집 이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나소설집』
을 내면서 "원문 (原文)에 충실 (忠實)한 번역은 아니다. 章回小說 속의 한 토
막 이야기가 그대로 短篇의 體裁를 가출 수 없기도 하였거니와, 「매유랑」외 
일곱篇의 작품과 같이 『금고기관(今古奇觀)』 中에 收錄되여 있는 것까지도 우
리말로 옮기는 데 있어 나는 比較的 自由로운 態度를 가지려 하였다. 이는 
대개 내가 支那文學의 硏究 또는 소개 (紹介)를 爲하여 붓을 든 것이 아닌 까
닭이다."26)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그는 『지나소설집』을 『금고기관(今古奇觀)』과 『동주열국지(東周列國志)』에
서 모두 12편을 선각 및 편집하여 번역창작을 하였는데 여기서 40여 편의 원
문 중에 왜 굳이 지정 수록된 그 10편의 소설을 『지나소설집』으로 출간했는
지에 대해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으로부터 시작
하여 박태원의 첫 번역 작품인 『지나소설집』을 우선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1939년 4월, 박태원이 최초로 번역 및 개역 창작 하였던 『지나소설집』은 중
국의 『금고기관(今古奇觀)』과 『동주열국지(東周列國志)』로부터 재료를 취하여 
선집된 것이다. 저자 박태원이 권말에 부기(附記)한 대로 "支那의 『금고기관
(今古奇觀)』, 『동주열국지(東周列國志)』” 등의 고담(古譚)에서 스토리를 얻어 
그를 현대문학의 형식으로 소설화한 번역소설 선집27)인 것이다. 이 단편소설
집에는 「매유랑(賣油郞)」, 「오양피(五羊皮)」, 「두십랑(杜十娘)」, 「망국조(亡國
調)」, 「양각애(羊角哀)」, 「귀곡자(鬼谷子)」, 「상하사(床下士)」, 「황감자(黃柑

26) 박태원, 『지나소설집』후기, 인문사, 338쪽, 1939. 4
27) 박태원,  『지나소설집』 "후기", 인문사, 338쪽, 193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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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 「부용병(芙蓉屛)」, 「동정홍(洞庭紅)」 등 열편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나소설집』(1939. 04)이 편성되기 전까지 이들의 각각의 번역 단편으로 발
표된 바로는 아래 <표1>에서 표기 된 바와 같다. 

박태원 역 
『지나 소설집』

中·번역 
저본

번역 저본 
원 제목

발표지
발표 
연월일

발표지 
호수

1. 「매유랑(賣
油郞)」

『 금 고 기 관
(今古奇觀)』

「第七卷　 賣油
郎獨佔花魁」

『 朝 光 ( 조
광)』

1938.02 4권 2호

2. 「오양피(五
羊皮)」

『동주열국지
( 東 周 列 國
志)』

「第二十五回 智
荀息假途滅虢」
「第二十六回 歌
扊 扅 百 里 認 妻 
獲 陳 寶 穆 公 證
夢」

『 野 談 ( 야
담)』

1938.01 4권 1호

3. 「두십낭(杜
十娘)」

『 금 고 기 관
(今古奇觀)』

「第五卷　 杜十
娘怒沉百宝箱」

『 野 談 ( 야
담)』

1938.02.2
2

4권 3호

4. 「망국조(亡
國調)」

『동주열국지
( 東 周 列 國
志)』

「第六十八回 贺
虒祁师旷辨新声 
散家财陈氏买齐
国」
 

『四海公論
( 사 해 공
론)』

1938.08.1
4

4권 9호

5. 「양각애(羊
角哀)」

『 금 고 기 관
(今古奇觀)』

「第十二卷　 羊
角哀舍命全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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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6. 「귀곡자(鬼
谷子)」

『동주열국지
( 東 周 列 國
志)』

「第八十七回 說
秦 君 衛 鞅 變 法 
辭 鬼 谷 孫 臏 下
山」
「第八十八回 孫
臏佯狂脫禍 龐
涓兵敗桂陵」
「第八十九回 馬
陵道萬弩射龐涓 
咸陽市五牛分商
鞅」

7. 「상하사(床
下士)」

『 금 고 기 관
(今古奇觀)』

「第十六卷　 李
汧 公 穷 邸 遇 侠
客」

8. 「황감자(黃
柑子)」

『 금 고 기 관
(今古奇觀)』

「 第 三 十 八 卷　
赵县君乔进黄柑
子」

『 野 談 ( 야
담)』

1938.06 4권 7호

9. 「부용병(芙
蓉屛)」

『 금 고 기 관
(今古奇觀)』

「 第 三 十 七 卷　
崔俊臣巧会芙蓉
屏」

『 野 談 ( 야
담)』

1938.07 4권 8호

10. 「동정홍
(洞庭紅)」

『 금 고 기 관
(今古奇觀)』

「第九卷　 转运
汉遇巧洞庭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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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태원은 중국고전소설 『금고기관(今古奇觀)』의 모든 내용을 하나씩 일대일
의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지나소설집』이라고 명명하면서 『금고기관(今古奇
觀)』 중의 7편, 『동주열국지(東周列國志)』의 3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야기 
중 특정한 단락과 부분의 일부만을 취하여 번역하였다. 이병기의 『지나소설
집』에 대한 서평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충실한 번역은 아니라 하나 또한 번역
이 아닌 것도 아니다. 이 단편들을 쓸 때 흥에만 맡긴 것이 아니라 유심히 그 
자자구구를 마탁(磨琢)할 대로 마탁하여 놓은 가장 간결한 글이다.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과는 아주 딴사람의 글과 같기도 하다."28)라는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박태원의 첫 개역 선집인 『지나소설집』은 단순한 역사소설 소개에
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이점 또한 본 연구의 일환으로 박태원이 선별 뒤 
선각 과정에서의 전후 맥락관계를 비교대조 하면서 그의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당대 경성 제일의 모더니스트 이었던 박태원이 중국 역사 고전서 번역
에 관심을 돌리게 된 이유를 마련하는 것이다. 
  『지나소설집』이 출간된 바로 한 달 뒤인 그 해 5월에 채만식은 "우선 제호
부터가 支那적인 냄새가 나지 않는게 아니고, 겸하여 支那의 고담에서 스토리
를 구했대서 저자는 짐짓 그를 『지나소설집』이라고 명명(命名)한 듯싶다"라는 
글을 그의 서평에 담는다.29) 채만식은 이 서평에서 박태원이 번역한 『지나소
설집』은 단순히 그 내용상의 관심과 궁금증 해소가 아니라 외연의 다른 기인
이 결부되었음을 명시해주고 있다.  
  가람 이병기 또한 그의 『지나소설집』에 대한 서평에서 이와 같이 언급 하
였다." 번역은 창작만은 못하다 할지라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시
가나 소설 같은 것은 다만 그 말만 알아 가지고는 될 수 없다. 말도 알려니와 
문필의 재간과 교양이 많은 작가를 겸한 이라야 하겠다. 내 일찍이 신문관 발
행 《수호지》를 보다가 왕교두사주연안부(王敎頭私走延安府)의 “사진(史進)이
가— 나오며 왈 왕진(王進)은 빨리 나오라.” 하는 마디에 이르러 “왕진은” 하

28) 위의 글, 인문사, 338쪽. 1939. 4
29) 채만식, 서평 박태원 『지나소설집』, 『조선일보』, 1939.5.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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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이 암만해도 부당하기에 그 원문을 찾아본즉 “향왕진도(向王進道) 이래
이래(你來你來)”라 하였다. 그때 왕진이가 팔십만 금군교두(禁軍敎頭)로 있다
가 복수하려는 고전수(高殿帥)를 피하여 노모를 모시고 성명을 변하고 도주하
여 사가장(史家莊)에 이르러 아직도 장가(張哥)로 행세하고 장주(莊主) 태공
(太公)의 아들 사진과 조봉(條棒)을 들고 재주를 겨루는바 그가 어찌 왕진인 
줄 알고 “왕진은”이라 하였으리요. 이즈음 인문사 발행인 《支那 소설집》은 그 
후기와 같이 支那 소설인 《금고기관》과 《동주 열국지》에서 몇몇 명편을 뽑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충실한 번역은 아니라 하나 또한 번역이 아닌 것도 아
니다. 그 내용에 있어 원작에 충실하다는 점으로도 그렇다. 그중 「매유랑」의 
진중(秦重)과 미랑(美娘)의 재회로써 끝맺음과 같은 건 적이 독단을 하였으되 
창작을 한 건 아니다. 그리고 기생방에 놀러 간 손님이 기생과 말할 때 공손
히 경어를 쓰는 것은 좀 어떨까 하되 매유랑으로서 미랑과 같은 이를 대할 
때에는 그러할 듯도 하다. 이 단편들을 쓸 때 흥에만 맡긴 것이 아니라 유심
히 그 자자구구를 마탁(磨琢)할 대로 마탁하여 놓은 가장 간결한 글이다. 「소
설가 구보 씨의 일일」과는 아주 딴사람의 글과 같기도 하다. 과연 구보 씨의 
변화 많은 필치를 이 글에서도 보겠다. 이것이 비록 그의 창작은 아니더라도 
창작만 못하지도 않다. 아니, 어설픈 창작보다도 나으면 나을 것이다. 한때 
「야담」에 실렸다고 「야담」과 같은 것으로 돌릴 것도 아니고 보다 더 의미 있
는 우리 인생 독본으로서 누구나 한번 읽어 볼만한 글이다."30) 
  이병기의 서평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지나소설집』은 단순한 번역물이 아
니라 하나의 창작집보다도 더 나은 창작집으로 한 구절 한 구절의 고심과 함
께 쓰인 글귀로서 이 당시의 박태원이 굳이 중국 고전소설의 번역에 착안하
고 역사소설 창작에 심혈을 기울인 사실에는 더 주목해야 할 만한 요소들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호적(胡适)은 『论短篇小说』에서 "백화문의(중국 표준어) '단편소설'의 대표
소설로 『금고기관(今古奇觀)』를 꼽을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 이유는 이 작품

30) 가람 이병기, 박태원 기(記) 『지나소설집』, 「동아일보」 1939.5.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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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지배층의 권력 쟁탈로 얼룩진 현실사회에 대해 환멸을 느껴 꿈속에서나
마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해 보려는 작자의 저항의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
다31) 고 얘기한다. 따라서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금고기관(今古奇觀)』에 대한 
관심은 오래전부터 주지되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박태원의 아들 박재영이 작성한 연보에 따르면 그는 한약방 집에서 태어난 
일종의 중인 계급의 전통적인 지식인 태내에서 자란 이로서 일찍이 『소대성
전』이나 『춘향전』 같은 고전 소설을 탐독하며 한문을 공부한 바가 있다고 언
급된 바가 있다.32) 이러한 교육과정과 한문학습을 통해 중국고전 역사소설의 
영향은 그가 향후에 중국고전 역사소설을 번역하고 또 더 나아가 창작까지의 
밑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이에 박태원은 『금고기관(今古奇觀)』의 앞서 제시한 
유래된 근본적 가치관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지나소설집』의 선별을 병행하였
음을 엿볼 수 있다. 
  번역자의 시점에서 관찰할 때 『지나소설집』은 독자중심의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첫째, 이 소설집과 중국소설 원문을 대조해보면 확연히 그 플
롯 구성에서 새로운 형식을 첨가한 사실을 밝힐 수 있다. 『지나소설집』의 10
편의 소설은 모두 제목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간단하게 처리하였다.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따온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인물 중심의 이야
기를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볼 수 있겠다. 「양각애」나 「상하사(마루장 아래의 
선비)」, 「귀곡자」, 「두십낭」 등이 그러하다. 그리고 둘째, 이 10편의 소설은 
모두 절(折)을 나누어 이야기를 전개하며 플롯을 엮는다. 이것은 확연히 번역
자의 주관적 발명인 것으로 뚜렷한 플롯구성을 중시했다는 증거이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의 플롯처럼 이 『지나소설집』의 플롯구성도 매우 뚜렷이 분절
하여 엮고 있다. 한 편의 소설을 많게는 38절로 나누어 재편하고 적어도 12
절로 나누어 엮고 있다. 「매유랑」 총 33절, 『오양피(양가죽 다섯 장)』 총 35
절, 「두십낭」 총 25편, 「망국조」 총 12절, 「양각애」 총 25절, 「귀곡자」 총 

31) 김광순, 「고소설의 사적 전개」, 『한국고소설사』, 국학자료원, 2013.
32) 방민호, 『서울문학기행』, arte, 2017, P.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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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절, 「상하사(마룻장 아래 선비)」 총 30절,  「황감자(黃柑子)」 총 25절, 「부
용병(芙蓉屛)」 총 38절, 「동정홍(洞庭紅)」 총20절로 구성되었다. 이런 분절 구
성은 원문에서는 완전히 없었던 것을 새로이 짜임새를 맞춰 구성한 것으로서 
번역자의 새로운 창작물이다. 셋째, 인물과 사건을 원문에 충실했지만 부분적 
인물과 사건은 번역자가 각색하여 꾸민 흔적이 역력하다. 예를 들면 『지나소
설집』의 제일 처음 소설 「매유랑」은 진중과 왕미의 재회라는 스토리를 꾸미
고 있는데 이는 두 소설의 인물 스토리를 결합하여 짜임새를 새로 구성한 전
형적인 증거로 된다. 박태원은 그 번역 원칙에서 “原文에 充实한 翻译은 아
니었다.”고 하면서도 “일자일구(一字一句)를 疏忽히 않는 译者역자의 态度 아
니었다." 라고 밝히고 있다. 그 스토리의 결말의 설정에서 “『진중(秦重)』과 
『미랑(美娘)』의 再会로서 이야기를 마무리”33)를 짖게 하는 등 일부 스토리는 
번역자의 창작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탈바꿈하기도 하였다. 
  넷째, 원문 『금고기관(今古奇觀)』이나 『동주열국지(東周列國志)』에서 박태원
은 왜 하필 10편을 선택한 이유로 번역 원칙에서 박태원은 『지나소설집』의 
후기에서34) 밝힌 바와 같이 중국소설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어려서
부터 소일거리로 재미있는 “중국패사소설”을 잠자리에서 많이 읽고 그 중 재
미있는 소설을 서너 번 읽은 후 우리말로 번역하여 엮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런 발언에서 우리는 박태원의 번역소설의 선별 원칙이나 기준 및 그 진정한 
목적을 찾아내기 매우 힘들다. 아마 당시 일제 치하의 검열과 출판사정 등 여
러 가지 요인이 모호한 표현을 하게 했을 것으로 추측할 따름이다. 오늘의 연
구시점에서 고찰하면 그 와중에서 반드시 선각 기준이나 원칙 및 그 목적이 

33) 박태원,  『지나소설집』후기, 인문사, 338-339쪽, 1939. 4
34) 패사소설(稗史小說)류 로서 유난히 자미 (滋味)를 느꼈던 열두篇의 이야기를 골라 

한卷으로 엮은 번역창작집 이였다."고 자명한다. 그는 『지나소설집』을 "원문 (原文)
에 충실 (忠實)한 번역은 아니다. 章回小說 속의 한토막 이야기가 그대로 短篇의 
體裁를 가출수 없기도 하였거니와, 「매유랑」외 일곱篇의 작품과 같이 『금고기관
(今古奇觀)』中에 收錄되여 있는 것까지도 우리말로 옮기는데 있어 나는 比較的 自
由로운 態度를 가지려 하였다. 이는 대개 내가 支那文學의 硏究 또는 소개 (紹介)
를 爲하여 붓을 든 것이 아닌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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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한 것이라고 믿는다. 
  우선 이런 선별 자체가 문제의식을 던져 줄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문학사
에서 새로운 번역소설의 단초를 연 것으로 확인 된다. 이런 점은 확연히 작가 
박태원이 원문에 충실하면서도 당시 한국의 독자들의 열독과 감상습관이나 
취미를 매우 중시했다는 증거로 제시된다. 그리고 서민계층의 언어에 착안하
여 구어체를 구사했다던가 라는 등등의 문학적 표현은 이 번역소설이 개역 
과정에서 독자를 지극히 의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이 『지나소설집』
은 독자 중심의 번역소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또한 박태원의 새로운 
번역문체로서 의미를 갖는다. 

  2.2 中· 저본 『금고기관(今古奇觀)』과 『지나소설집』의 비교
 
  주지하는바 박태원이 최초로 번역하였던 『지나소설집』(1939년 4월)은 중국
의 명나라 고전 역사소설 『금고기관(今古奇觀)』과 『동주열국지(東周列國志)』
로부터 재료를 취하여 선집 되었다. 박태원이 『지나소설집』의 「後記」에서도 
기록하였던 바와 같이 『지나소설집』은 "패사소설(稗史小說)류로서 유난히 자
미(滋味)를 느꼈던 열두 篇의 이야기를 골라 한卷으로 엮은 번역창작집 이였
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지나소설집』을 내면서 "원문(原文)에 충실(忠實)한 
번역은 아니다. 章回小說 속의 한 토막 이야기가 그대로 短篇의 體裁를 가출 
수 없기도 하였거니와, 「매유랑」 외 일곱篇의 작품과 같이 『금고기관(今古奇
觀)』中에 收錄되여 있는 것까지도 우리말로 옮기는 데 있어 나는 比較的 自
由로운 態度를 가지려 하였다. 이는 대개 내가 支那文學의 硏究 또는 소개(紹
介)를 爲하여 붓을 든 것이 아닌 까닭이다."35)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금고기관(今古奇觀)』은 "삼언(三言)", "이박(二拍)" 중에서 정선되어 만들어
진 하나의 소설선집으로 그것의 선별 과정에는 작가가 "삼언(三言)", "이박(二

35) 박태원, 『지나소설집』후기, 인문사, 338쪽, 1939. 4



- 24 -

拍)"의 소설들에 대한 인식과 문학관점이 동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선
본비평』(中国选本批评) 일서에서는 "『금고기관(今古奇觀)』은 冯梦龙(봉몽용)의 
소설의 권계작용과 공리주의적 강조의 주장과 凌濛初(링몽초)가 주장한 소설
의 미적추구에서의 '일용기거(日用起居)' 및 '기(奇)' 사이에서 모순이 생성된
다."고 주장한다.36) 하지만 필자는 『금고기관(今古奇觀)』의 번역 된 부분에서
의 차이점과 문헌 선각과 편성의 분석을 통해서 박태원이 편집한 『지나소설
집』의 소설 관념이 이하 몇 가지로 구현되었다고 생각한다. 우선 먼저 내용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내용 비교
  첫째, 『지나 소설집』의 제목은 『금고기관(今古奇觀)』 원래의 제목과 다르게 
지어져 있다. 대부분의 제목은 원래의 『금고기관(今古奇觀)』에 수록된 제목에
서 부분적으로 따오거나 축약된 형태로 재작명 되었는데 보편적으로 주인공
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지어졌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제일 첫 편에 실린 「매유랑」은 『금고기관(今古奇觀)』의 第七卷　「卖
油郎独占花魁」에서 첫 단락부터 상이하게 시작된다. 박태원이 번역한 「매유
랑」 第一折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된다. 

번역문:

  "젊어서 사랑을 나누고, 많은 낭만을 일으킨다. 돈이 있어도 미모가 없으면 뜻
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미모가 있고 돈이 없어도 안 된다. 즉, 돈과 미모가 모
두 갖추어져야 하고 또한 그 속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분위기를 잘 읽는 
꽃미남으로 그 누가 나를 또한 이길 수 있으랴. 이 시는 《西江月(서강월)》이라는 
시로서 풍월 기관에서 발췌한 것이다. 자주 말하기를:"기녀는 미모를 좋아하고, 
엄마는 돈을 좋아한다. 그래서 자제 중에 큰 미모와 그에 따른 돈이 생기면 자연

36) 邹云湖, 『中国选本批评』［M］,上海: 上海三联书店， 2002: 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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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위아래 모두가 잘 지내게 된다. 불꽃 안의 왕처럼 또 원앙 회에서의 주인공으
로 모심을 받는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또 두 인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도
우미이다. 꼭 마치 신발은 신발끈이 필요하고 촌락은 농민이 있어야 하듯 말이
다. 하지만 모든 아가씨를 하는 사람은 한 가지 특기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
람들로부터 돈을 받아내면 되는 것이다. 만약 단점이 있다면, 도우미들은 그들을 
대신해서 해를 막아주고 그들을 보호하며 더욱이 겸허한 태도로 추위를 막아주
고 따뜻함을 가져다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돌보아야 한다. 사랑놀이 중에서는 오
로지 도우미만 제일 이득을 보게 된다. 미모가 없어도 돈을 갖게 되고, 만약 정
원이 비전원이 거지를 한다면 작은 주머니는 곧 텅텅 비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용
모는 변하지 않고, 이아선은 눈 오는 날 만났는데 측은지심이 생겨서 주머니에 
있는 식량을 조금 나누어 주므로 그와 부부인연을 맺게 되었다. 이것은 그의 돈
을 좋아한 것도 아니요, 그를 사모한 것도 아니라 오로지 정원 그에 대한 고마움
과 잘 도와주는 성품 때문에 아선은 이별이 아쉬웠던 것뿐이었다. 어느 날 아선
이 병들어 누워있게 되어 말 곱창 탕이 먹고 싶어졌다. 그리하여 정원은 오화말
을 죽여서 곱창탕을 아선한테 끓여 주었다. 단지 이런 점에서 아선이 어찌 그 정
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뒤에 정원이 벼슬이 되어 이아선은 그 
나라 변국의 국모가 되었다. 연꽃이 만약 만년책을 낼 수 있다면 비전원은 단지 
백옥탕을 했을 뿐이고 이불 한 채에 가려지면 남녀 간의 사랑은 오히려 미담으
로 남는다. 이것이 바로: '운명은 황금도 색을 바래게 하고, 시간은 철도 빛을 발
하게 한다.'는 것이다."37)

37) 원문:  
  "年少爭誇風月，場中波浪偏多。有錢無貌意難和，有貌無錢不可。就是有錢有貌，還須着

意揣摩。知情識趣俏哥哥，此道誰人賽我。
　　這首詞名爲《西江月》，是風月機關中撮要之論。常言道：“妓愛俏，媽愛鈔。”所以子弟

行中有了潘安般貌，鄧通般錢，自然上和下睦，做得煙花寨內的大王、鴛鴦會上的主盟。
然雖如此，還有個兩字經兒，叫做幫襯。幫者，如鞋之有幫；襯者，如衣之有襯。但凡做
小孃的，有一分所長，得人補貼，就當十分。若有短處，曲意替他遮護，更兼低聲下氣，
送暖偷寒，逢其所喜，避其所諱，以情度情，豈有不愛之理。這叫做幫襯。風月場中，只
有會幫襯的最討便宜，無貌而有貌，無錢而有錢。假如鄭元和在卑田院做了乞兒，此時囊
篋俱空，容顏非舊。李亞仙於雪天遇之，便動了一個側隱之心，將繡襦包裹，美食供養，
與他做了夫妻。這豈是愛他之錢，戀他之貌？只爲鄭元和識趣知情，善於幫襯，所以亞仙
心中舍他不得。你只看亞仙病中想馬板腸湯吃，鄭元和就把個五花馬殺了，取腸煮湯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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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와 같이 『지나 소설집』에서는 『금고기관(今古奇觀)』의 「매유랑」을 비
롯한 총 10편의 단편에서 모두 원저의 앞부분의 내용은 모두 생략하여 번역
하였다.      
  첫 번째 소설 「매유랑」 제1절에서 14절까지는 여주인공 미량(원명은 요금)
이가 금나라가 변량성을 침범하여 부모를 잃고 헤매다가 고향사람 복교에게 
속아서 기생집 주인 왕구마에게 팔려간 후 갖은 곡절 끝에 손님을 받아들여 
돈을 번다. 재주가 뛰어난 그의 문전에는 귀공자, 부자들이 밀물처럼 예약이 
닥쳐온다. 제15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즉 임안성에서 기름 가게를 
차린 주십로의 집안에는 역시 금의 난리를 피하여 온 진중이라는 남성이 있
었는데 그 집 종년인 난화의 거짓 고발로 주인에게서 모해를 입고 일으켜  
쫓겨난다. 그 뒤로 진중은 다른 집 기름 방에서 기름을 얻어 기름장사로 생계
를 유지하는데, 어느 날 큰 집안으로부터 사내들을 바래는 아름다운 여인을 
첫 눈에 반한다. 이때로부터 그는 이 여인을 보기 위해 열심이 기름을 팔아 
일 년 좀 넘게 모은 돈을 갖고 하루 밤이라고 그 여인과의 상봉을 꿈꾸며 왕
구마의 집을 찾는다. 그러나 그 여는 손님이 많아 전혀 만날 수 가 없었다. 
달포가 되어 기회를 잡았으나 역시 만나지 못하고 저녁 늦게 술에 취해 돌아
온 그녀를 돌보다가 술에 취하여 그의 도포에 토한 뒤, 마실 차를 따르는 등 
보살핌을 더한다. 이튿날 아침에 진중은 그대로 집으로 돌아온다. 이에 미량
은 크게 감동한다. 이렇게 시간이 일 년 더 흘렀다. 그 사이 미량이는 외롭고 
괴로울 때 그 남자(진중)를 머릿속에 항상 떠올리게 된다. 
  제 28절에 와서 이야기는 또 주로십의 집으로 돌아온다. 주로십이 진중이
를 내쫓은 뒤 종년인 난화와 형권이 결탁하여(이 두 남여는 진중을 모해) 주
인집 돈을 훔쳐가지고 종적을 감춘다. 그제야 주로십은 진중이를 잘 못 좇아

之。只這一節上，亞仙如何不念其情！後來鄭元和中了狀元，李亞仙封做汴國夫人。蓮花
落打出萬年策，卑田院變做了白玉堂。一牀錦被遮蓋，風月場中反爲美談。這是：運退黃
金失色，時來鐵也生光。"， (抱翁老人, 『今古奇觀』, 中华民国世界书局印刷, 1965.12. 
62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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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사실을 후회한다. 그리하여 다시 진중이를 찾아 집안으로 돌아오게 하며 
서로 힘과 재산을 모아 다시 기름가게를 일떠세운다. 가게가 번창하게 되자 
일손이 더 수요 되었는데 마침 50세 넘은 중년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중의 고향사람이었는데 난리에 딸을 잃어버리고 찾던 중, 
생계 때문에 이 기름가게에 일꾼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제 29절부터 재33
절까지는 진중이와 미량이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진중이 미량과 처음 만난 뒤
로 시간은 일 년 더 흘러갔다. 어느 하루 미량은 오팔공자의 청을 거절한 이
유로 강제로 끌려가서 배를 타고 호심까지 갔다가 술시중을 들고 나중에 땅
밖에 버려진다. 마침 양아버지의 성묘를 나왔던 진중이가 버려진 미량이를 발
견하여 왕구마의 집으로 호송하여 그를 구원한다. 그날 밤 미량이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진중을 극력 만류하여 집에 묵게 하여 이 두 젊은 남녀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 
  
  셋째, 『금고기관(今古奇觀)』의 도입부의 스토리들이 『지나 소설집』에 와서
는 전부 삭감됨으로써 박태원은 한 단편 당 주된 메인 스토리에만 집중 번역
을 하였다. 두 번째 소설 「오양피」에서는 원문의 『동주 열국지』, 「第二十五回 
智荀息假途滅虢 窮百里飼牛拜相」과 비교 분석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38) 우선 
먼저 「오양피」에서 박태원이 삭감한 도입부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역문:
  각설하고 진헌공은 안에 여희에게 혹되고 외부로 두 오(양오, 동관오)에게 의
혹되며 태자와 더욱 소원하여 해제를 친애하였다. 단지 신생이 소심하고 순수하
여 또한 병사에도 공로가 있어서 틈을 탈 기회가 없었다. 여희가 배우인 시를 불

38) 번역요약: 
     진나라 왕인 현공(献公)은 그의 첩 려희(骊姬)한테 빠져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소홀히 

하고 변방을 지키러 싸우러 나간 황태자와 점점 멀어져 갔다. 려희(骊姬)한테는 아들 해제
(奚齐)가 있었는데 아들을 사랑하는 나머지 그의 왕위 직계를 탐닉하고 있었다. 그러려면 눈
에 가시인 황태자를 제거하여 자신의 아들인 해제(奚齐)를 왕좌에 앉혀야 한다. 그리하여 어
느 하루 려희(骊姬)는 유시(优施)를 불러 음모를 꾸미기 시작한다. (박태원, 『지나소설집』, 
인문사, 19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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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서 심복(속내)의 일로 고하였다. 
“지금 태자를 폐우하고 해제를 세우는데 어떤 계책이 가능한가?” 
배우인 시가 말하기를 “3명의 공자가 모두 먼 곳에 있으니 누가 감히 부인을 어
렵게 만들겠습니까?” 
여희가 말하기를 “3공자가 나이가 모두 강장하며 일을 두루 함이 이미 깊어서 
조정 중에 좌우로 할 사람이 많으니 내가 감히 움직이지 못하겠습니다.” 
시가 말하기를 “그러시다면 응당 차례대로 제거하십시오.” 
여희가 말하였다. “누구를 먼저 제거해야 하오?” 
배우인 시가 말하기를 “반드시 신생을 먼저 제거 하십시오. 사람됨이 인자하고 
정결합니다. 정결하면 스스로 오염됨을 부끄러워하며, 인자하면 다른 사람을 해
치길 꺼립니다. 스스로 오염됨을 부끄러워하면 분노를 참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해침을 꺼리면 스스로 해치기 쉽습니다. 세자는 자취가 비록 소원하나 군주가 평
소 그의 사람됨을 알아서 비방으로 다른 꾀를 한다고 하여도 반드시 믿지 않습
니다. 부인이 반드시 야반에 울면서 군주에게 하소연하며 만약 세자를 명예롭게 
여기면 속임수를 더하면 거의 말이 행해지게 됩니다.” 
여희가 과연 야반에 우니 진헌공이 놀라 그 이유를 묻지 두세 번 말하길 긍정치 
않았다. 
진헌공이 핍박하니 여희가 대답하였다. “첩이 비록 말하여도 군주께서는 믿지 않
으실 것입니다. 첩이 우는 이유는 첩이 오랫동안 군주를 모시고 즐거움을 하지 
못하까 두렵습니다.” 
진헌공이 말하길 “어찌 이렇게 상서롭지 않는 말을 하는가?” 
여희가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제가 선생의 사람됨을 들으니 외부로 인자하
나 안으로 잔인합니다. 곡옥에 있을 때 매우 백성에게 은혜를 더하여 백성이 즐
겁게 그를 위해 죽을 것이며 뜻이 사용함이 있는 듯합니다. 선생이 매번 다른 사
람에게 말하길 군주께서 첩에 의혹되니 반드시 나라를 혼란케 할 것이라고 합니
다. 온 조정에서 모두 들어서 홀로 군주께서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라를 바로 
잡는 이유로 군주께 화가 이르게 하지 마십시오. 군주께서 어찌 저를 죽여서 신
생에게 사죄하고 도모를 막지 않으십니까?” (중략)39)40)

39) 박태원 역, 「오양피(五羊皮)」, 『지나 소설집』, 인문사, 1939.04
40)원문:話說晉獻公內蠱於驪姬，外惑於“二五”，益疏太子而親愛奚齊。只因申生小心承順，又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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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박태원이 선택하여 번역 한 부분의 변형된 『지나소설집』 부분
은 아래와 같다. 

  第一折 
  우나라 사람 백리해(百里奚)는 뜻 있는 선비였으나 아무도 그의 능한 것을 알
아주는 이가 없었다. 천하를 능히 바루 잡을 경륜을 그 가슴에 품었으면서도, 그
래, 그는 그대로 오랫동안을 저자 티끌 속에 파묻혀 있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뜻을 버린 것은 무론 아니다. 좀 더 넓은 세상에 그는 나가보고도 싶었
다. 어느 곳에든 참말 자기를 알아주는 인군은 있을 것이다. 그는 그 이를 위하
여서 자기의 평생 배운 것과 또 타고나온바 재주를 그대로 바치고 싶었다. 

將兵有功，無間可乘。驪姬乃召優施，告以心腹之事：“今欲廢太子而立奚齊，何策而可？”施
曰：“三公子皆在遠鄙，誰敢爲夫人難者？”驪姬曰：“三公子年皆強壯，歷事已深，朝中多爲之
左右，吾未敢動也。”施曰：“然則當以次去之。”驪姬曰：“去之孰先？”施曰：“必先申生。其
爲人也，慈仁而精潔。精潔，則恥於自污；慈仁，則憚於賊人。恥於自污，則憤不能忍；憚於
賊人，其自賊易也。然世子跡雖見疏，君素知其爲人，謗以異謀必不信。夫人必以夜半泣而訴
君，若爲譽世子者，而因加誣焉，庶幾說可售矣。”

　　驪姬果夜半而泣，獻公驚問其故，再三不肯言。獻公迫之，驪姬對曰：“妾雖言之，君必不信
也。妾所以泣者，恐妾不能久侍君爲歡耳！”獻公曰：“何出此不祥之言！”驪姬收淚而對曰：
“妾聞申生爲人，外仁而內忍。其在曲沃，甚加惠於民，民樂爲之死，其意欲有所用之也。申生
每爲人言：君惑於妾，必亂國。舉朝皆聞之，獨君不聞耳。毋乃以靖國之故，而禍及於君。君
何不殺妾，以謝申生，可塞其謀。勿以一妾亂百姓。”獻公曰：“申生仁於民，豈反不仁父乎？”
驪姬對曰：“妾亦疑之。然妾聞外人之言曰：匹夫爲仁，與在上不同。匹夫以愛親爲仁，在上者
以利國爲仁。苟利於國，何親之有？”獻公曰：“彼好潔，不懼惡名乎？”驪姬對曰：“昔幽王不
殺宜臼，放之於申，申侯召犬戎，殺幽王於驪山之下，立宜臼爲君，是爲平王，爲東周始祖。
至於今，幽王之惡益彰，誰復以不潔之名，加之平王者哉？”

　　獻公意悚然，遂披衣起坐，曰：“夫人言是也！若何而可？”驪姬曰：“君不若稱耄而以國授
之。彼得國而厭其欲，其或可以釋君。且昔者，曲沃之兼翼，非骨肉乎？武公惟不顧其親，故
能有晉。申生之志，亦猶是也。君其讓之！”獻公曰：“不可。我有武與威以臨諸侯。今當吾身
而失國，不可謂武；有子而不勝，不可謂威。失武與威，人能制我，雖生不如死。爾勿憂，吾
將圖之。”驪姬曰：“今赤狄皋落氏屢侵吾國，君何不使之將兵伐狄，以觀其能用衆與否也？若
其不勝，罪之有名。若勝，則信得衆矣。彼恃其功，必有異謀。因而圖之，國人必服。夫勝敵
以靖邊鄙，又以識世子之能否，君何爲不使？”獻公曰：“善。”乃傳令使申生率曲沃之衆，以伐
皋落氏。(第二十五回 智荀息假途滅虢　 窮百里飼 飼, 『東周列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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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에서 박태원이 추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그의 집은 더할 나위 없이 가난하여, 오직 자기 하나만을 믿고 있는 아
내와 또 아직 나이 어린 자식을 생각할 때, 백리해는 참아 그들을 버려두고 집을 
나서는 수가 없었다. (이제 나이 머지않아서 마흔...)
  한해, 또 한해, 덧없이 늙어가려는 제 자신을 애타하면서도, 또한 아무런 도리

도 없는 백리해(百里奚)였다. 

  원문 『금고기관(今古奇觀)』에서는 『지나소설집』에서와 달리 시작하는 이야
기의 주인공 (인물)이 다르게 등장한다. 진나라 현공(献公)이 려희(骊姬) 첩한
테 미혹되어 황태자와 멀어지고 려희(骊姬)의 아들 해제(奚齐)만 친애하였다. 
려희(骊姬)는 눈에 가시인 황태자를 제거하여 자신의 아들인 해제(奚齐)의 왕
자를 계승하기를 원하여 유시(优施)를 불러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다. 하지
만 황태자는 워낙에 인자하고 자비하기로 명성이 높아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으니 려희(骊姬)는 어떠한 수도 쓸 수가 없었다. 원문 『금고기관(今古奇觀)』
에서는 이렇게 황태자를 둘러싼 권력다툼으로부터 시작되어 해제(奚齐)의 이
야기로 첫 단락을 마무리한다. 
  하지만 『지나소설집』에서 위에서 언급된 황태자의 제위 이야기는 전부 삭
제된 채 두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한다. 주인공인 백리해(百里奚)는 뜻 있는 
선비였으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일상 속에 파묻혀 사는 일반인이다. 
그리하여 더 넓은 세상으로 처자식을 버려두고 집을 나서야하는 비운의 중년 
남성으로 그리며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러한 플롯 재구성은 박태원의 심경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황족의 권력다툼에 관심가지기 보다는 서민층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진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세태소설에 심혈을 많이 기울여 왔던 박
태원은 주인공인 백리해(百里奚)의 이야기부터 시작한 것이 예외적인 맥락은 
아니다. 그는 당시 제국주의의 제도에 따라 교육을 받고 식자에 해박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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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계층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 속에서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 
허락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뜻을 세우고자 하는 바램을 고민한 흔적들이 
연역하다. 

변형된 『지나소설집』 부분은 아래와 같다. 

  第二折

  그러나 그가 설흔이 넘어서야 맞아들인 아낙 두씨(杜氏)는 현철한 부인이었다. 
자아비의 뜻을 안 그는 어느 날 마침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들으니 장부는 마땅히 세상에 나아가 공명을 구하여야 한다 하거늘, 낭군
은 어찌 집안에 구구히 들어 있어, 처자를 먹이기에 이처럼 곤하여 쓰겠소. 우리
는 스스로 또 먹을 도리 있으니 낭군은 괘염 말고 부디 큰 뜻을 이루시오.」
  집에 한 마리 암탉이 있었다. 떠나는 지아비를 위하여 두씨는 손수 그것을 잡
았다. 그러나 가난한집 부엌에는 때일 나무도 넉넉하지 못하다. 두씨는 대문 빗
장을 빼어다 불을 짚이었다. 
  배불리 밥 먹고, 나그네 길에 오르는 자아비를 배옹하여, 아낙은 철모르는 자
식을 품에 안고, 동구 밖까지 따라 나갔다. (이제 서로 떠난 뒤에 언제 다시 만
날꼬...) 생각하니 눈물은 자꾸 흘러내렸다. 두씨는 지아비의 소매를 잡고, 마지막
으로 한마디 당부다. 「귀히 되신 뒤에로 부디 나를 잊지 마오.」41)

41) 변형된 원문 부분: 卻說百里奚是虞國人，字井伯，年三十餘，娶妻杜氏，生一子。奚家貧不
遇，欲出遊，念其妻子無依，戀戀不捨。杜氏曰：“妾聞‘男子志在四方’。君壯年不出圖仕，乃
區區守妻子坐困乎？妾能自給，毋相念也！”家只有一伏雌，杜氏宰之以餞行。廚下乏薪，乃取
扊扅炊之。舂黃齏，煮脫粟飯。奚飽餐一頓。臨別，妻抱其子，牽袂而泣曰：“富貴勿相忘！”
奚遂去。遊於齊，求事襄公，無人薦引。久之，窮困乞食於，時奚年四十矣。人有蹇叔者，奇
其貌，曰：“子非乞人也。”叩其姓名，因留飯，與談時事，奚應對如流，指畫井井有敘。蹇叔
嘆曰：“以子之才，而窮困乃爾，豈非命乎？”遂留奚於家，結爲兄弟。蹇叔長奚一歲，奚呼叔
爲兄。蹇叔家亦貧，奚乃爲村中養牛，以佐饔飱之費。值公子無知弒襄公，新立爲君，懸榜招
賢。奚欲往應招。蹇叔曰：“先君有子在外，無知非分竊立，終必無成。”奚乃止。後聞周王子
頹好牛，其飼牛者皆獲厚糈，乃辭蹇叔如周。蹇叔戒之曰：“丈夫不可輕失身於人。仕而棄之，
則不忠；與同患難，則不智。此行，弟其慎之！吾料理家事，當至周相看也。”奚至周，謁見王
子頹，以飼牛之術進。頹大喜，欲用爲家臣。蹇叔自而至，奚與之同見子頹。退謂奚曰：“頹志
大而才疏，其所與皆讒諂之人，必有覬覦非望之事，吾立見其敗也。不如去之。”(『동주 열국
지』, 「第二十五回 智荀息假途滅虢 窮百里飼牛拜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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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원문과의 비교를 통해 밝혀진 박태원이 추가한 내용으로서 박태
원의 소설번역의 번역 성격을 강하게 드러내는 증거이기도 하다. 
인물 비교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 첫째, 『지나소설집』의 번역된 부분을 
취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 박태원은 소설 속의 주인공들이 겪는 갖가지 고난
을 부분 선별해서 번역하고 있다. 둘째, 한편으로 『금고기관(今古奇觀)』의 주
인공과 『지나 소설집』에서 창작된 인물들은 서로 다른 차이점도 보여주었다. 
셋째, 『금고기관(今古奇觀)』과 『지나 소설집』의 작품을 보면 같은 주인공을 
다룬 소재이지만 두 작품에서 다르게 기능을 한다. 
  또한 박태원이 선각하여 삭제한 부분은 각 단편마다 다음과 같다. 

  세 번째 단편 소설 「두십낭(杜十娘)」에서 삭제 된 도입부 부분은 아래와 같
다. 

번역문42): 
  남은 호족들을 소탕하고, 연경에 황제의 도읍을 세우니, 용이 날고 봉황이 춤
추는 듯 한 형세가 높고 크구나. 

좌로는 넓은 받아와 하늘을 둘러싸고, 우로는 태행산을 끼고 굽이굽이 둘러있네. 

북방으로 뻗어나가 변경에 요새를 쌓으니 온 나라가 천자를 우러러보네.

태평한 백성들은 시절을 즐기고, 완정한 국토 해처럼 영원히 빛나리. 

　　이 시는 명조가 연경을 도읍으로 하여 성함을 찬양했다. 연도(연경)의 형세
를 말하자면 북으로는 험준한 관문(만리장성)에 기대고, 남으로는 중원을 누르니 
그야말로 오래토록 흔들림 없이 튼튼하고 풍요로운 곳이다. 당초에 주원장이 원 

42)박태원 역, 「두십낭(杜十娘)」, 『지나 소설집』, 인문사, 1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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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족들을 소통하고 금릉에 도읍을 정하니 이곳이 남경이다. 영락제는 북평에서 
군사를 일으켜 난을 평정하고 연도로 천도하니 이곳이 바로 북경이다. 이 천도로 
인해 혹독했던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뀌었다. 만력제(신종)는 영락제(성조)
부터 9대를 거친 후 이어 명 제 11대 천자가 되었다. 이 천자는 총명하고 위풍
당당하며 덕과 복을 겸비하고 있어서 열 살 때 제위에 올라 48년 동안 재위하면
서 세 번의 난을 평정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범했고, 발승은과 토
관 양응룡은 모반을 꾀했지만 잇따라 평정되었다. 먼 곳의 오랑캐들도 복종하지 
않는 자가 없었고 다투어 조공을 바치러 왔다. “위대한 군주가 있어 백성들이 모
두 안락함을 기뻐하고, 천하에 근심이 없어 나라가 태평하다.” 라는 말과 딱 맞
다.43) 

  네 번째 단편 소설 「망국조(亡國調)」에서 박태원이 삭제한 도입부 부분은 
다음과 같다. 

  초나라 영왕은 한 버릇성미가 있으니 유독 가는 허리를 좋아하여 남녀를 불문
하고, 허리둘레가 거칠고 크면 곧 눈 속의 압정으로 여겨 미워했다. 이미 장화궁
이 완성되어 미인으로 허리가 가는 사람을 선발하여 살게 하니 또한 세요궁이라

43)원문: 
    掃蕩殘胡立帝畿，龍翔鳳舞勢崔嵬。

　　左環滄海天一帶，右擁太行山萬圍。

　　戈戟九邊雄絕塞，衣冠萬國仰垂衣。

　　太平人樂華胥世，永永金甌共日輝。

　　這首詩單誇我朝燕京建都之盛。說起燕都的形勢，北倚雄關，南壓區夏，真乃金城天府、萬年
不拔之基。當先洪武爺掃蕩胡塵，定鼎金陵，是爲南京。到永樂爺從北平起兵靖難，遷於燕
都，是爲北京。只因這一遷，把個苦寒地面變作花錦世界。自永樂爺九傳至於萬曆爺，此乃我
朝第十一代的天子。這位天子，聰明神武，德福兼全，十歲登基，在位四十八年，削平了三處
寇亂。那三處？日本關白平秀吉，西夏口孛承恩，播州楊應龍。平秀吉侵犯朝鮮，口孛承恩、
楊應龍是土官謀叛，先後削平。遠夷莫不畏服，爭來朝貢。真個是：一人有慶民安樂，四海無
虞國太平。(「第五卷　杜十娘怒沉百宝箱」, 『금고기관(今古奇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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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름 하였다. 궁인이 왕에게 총애를 구하여 밥을 덜어서 굶주림을 참아서 허
리가 가늘음을 구하니 매우 굶어 죽어도 후회가 없었다. 나라 사람이 변화하여 
모두 허리가 굶음을 추하게 여기며 감히 배불리 먹지 않았다. 
  비록 모든 관리가 조정에 들어가도 모두 연한 대로 허리를 묶어서 왕이 미워
함을 면하려고 했다. 왕은 세요궁을 그리워하여 하루 저녁에 그 속에서 음주를 
달게 하며 관현악 음악은 주야로 끊이지 않았다. 
  초영왕은 비밀리 명령을 전하여 정선하여 나라 안에 장신과 수염이 긴 사람을 
뽑게 하여 대단히 뛰어난 큰 사람 10명을 뽑으니 의관이 크며 예의를 3일 동안 
익히게 하여 명령하여 빈상으로 삼으니 그런 연후에 노나라 제후를 접견하였다. 
노나라 제후가 잠깐 보고 당황하고 놀람을 그치지 않았다. 함께 장화궁을 유람하
며 노나라 제후는 토목공사가 장려하며 자랑하며 칭찬하는 말을 끊이지 않았다. 
  초영왕이 말하길 “상국에도 또한 이런 아름다운 궁실이 있습니까? 노나라 제
후가 몸을 굽혀 대답하였다. 우리나라는 협소하여 어찌 감히 상국의 만분의 일이
라도 바라겠습니까?” 
  초영왕은 얼굴에 교만한 기색이 있었다. 장화대로 옮겨 갔다. “어찌 대가 높음
을 보겠는가? 시로써 증명한다.”      
  높은 대가 반절은 구름이 나오니 멀리 높음이 지극함이 없었다. 풀과 나무도 
길고 짧음이 가지런하여 산하가 같은 색으로 동일했다. 대의 기세가 높고 준열하
며 구불구불하여 여러 층을 서리고 올라가니 매 층에 모두 밝은 회랑과 굽은 난
간이 있었다. 
  미리 뽑은 초나라의 아름다운 동남들은 나이가 20세 이내로 깨끗하고 화려한 
띠를 장식하며 대략 부인과 같고, 손으로 조각쟁반과 옥술잔을 받들어서 노래하
며 술을 권하니 이미 꼭대기에 올라서 음악 소리가 명랑하니 모두 하늘 끝에 있
으니 술잔이 교착하는 큰 잔치가 벌어지며 분과 향을 바른 사람이 서로 따르니 
신선동부에 들어가는듯이 가볍게 나부끼며 혼을 미혹하며 넋을 빼앗으니 스스로 
인간세상에 있는지 알지 못했다. 
  크게 취하여 이별하다가 초영왕은 노나라 제후에게 대굴이란 활을 주었다. 대
굴이란 활의 이름으로 초나라 창고에 저장된 보물 활이다. 다음날에 초영왕은 마
음속에 이 대굴활을 버리지 못하며 추억하는 뜻이 있어서 원계강을 보내서 말하
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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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계강이 말하길 신은 노나라 제후가 활을 초나라에 돌려주게 할 수 있습니
다.“ 위계강이 공관에 이르러서 노나라 제후를 보고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척 물
어보았다. 
  “저희 군주께서 어제 잔치로 즐거울 때 어떤 물건을 군주께 주셨습니까?” 
  노나라 제후는 활을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위계강이 활을 보고 두 번 절하면
서 경하하였다. 
  노나라 제후가 말하길 “한 활을 어찌 족히 축하까지 하십니까?” 
  위계강이 대답하길 “이 활은 이름이 천하에 유명하며 제나라와 진나라 월나라 
3나라가 모두 사신을 보내 서로 구하였으니 저희 군주가 누구에게 두텁고 박하
게 함을 싫어하여 가벼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지금 특별히 군주께 전해주었습니
다. 이 3나라는 노나라를 바라보고 구할 것이니 노나라는 세나라의 이웃으로 방
비를 하여서 삼가 이 보물을 지켜야 하는데 감히 축하하지 않습니까?” 
  노나라 제후가 삼가며 말하길 “과인은 활이 보물인지 알지 못하였으니 만약 
이렇다면 어찌 감히 받겠습니까?” 사신을 보내 초나라에 활을 돌려주며 돌아간
다고 말했다. 
  오거가 듣고 한탄하길 우리 왕은 종내 좋지 못하구나! 낙성식에 제후를 불러서 
제후가 이르지 않고 겨우 한 노나라 제후가 욕에 이르러서 한 활을 차마 주지 
못하며 실언을 달게 하였다. 
  자기를 버리지 못하니 반드시 다른 사람을 취할 것이니 사람을 취함에는 원망
이 많으니 죽어서 바랄 날이 없다. 

  이때가 주나라 경왕 10년의 일이다.44)

  
  다섯 번째 단편 소설 「양각애(羊角哀)」의 삭제된 도입부 부분은 다음과 같
다. 

      역문:
      손바닥 뒤집어 비와 구름 바꾸듯이, 가벼운 세상 인정 말해 무엇 하리?

가난 할 적 관포지교 모두 알건만, 요즘 사람들은 의리를 흙같이 버리

44) 박태원 역, 「망국조(亡國調)」, 『지나 소설집』, 인문사, 1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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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45)  

　　옛날 제나라에 관중(管仲)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는 이오(夷吾)이고, 또 
포숙(鮑叔)이라는 사람의 자는 선자(宣子)이었다. 이 두 사람은 어려서 빈천할 때
부터 사귄 사이었다. 그 후 포숙은 먼저 제환공의 산하에서 신임을 얻으며 관직
에 오르게 되자 관중(管仲)을 수상의 지위에 추천하였다. 두 사람은 한마음으로 
국정을 보좌하며 한결같았다. 관중은 일찍이 포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내가 이전에 세 번 전투에 나가 세 번 모두 패배하여 도망쳤으나 포숙은 
나를 겁쟁이라 여기지 않고 내겐 늙으신 어머니 계시기 때문이라고 알아주었다. 
공자 규가 패배하여 대신 소홀은 죽고 나는 옥에 갇혀 치욕을 당했으나 포숙은 
나를 염치도 없는 놈이라 여기지 않고, 나를 조그마한 절조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름이 천하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것을 치욕으로 여기는 자라고 알아주었다. 나
를 낳아 주신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 주는 사람은 포숙뿐이다.”  그러니 예로부

터 진심으로 사귄 친구는 기필코 포숙(鮑叔) 뿐이라 하겠다.46) 

  

나. 주제비교

  『지나소설집』은 원문 소설집 『금고기관(今古奇觀)』(『동주 열국지』를 포함)
과 비교해 보면 그 주제나 내용 측면에서 40편이나 수록된 『금고기관(今古奇
觀)』의 다양한 주제적 내용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은 불 보듯 한 것이다. 다
만 의미 있는 일은 박태원이 그 많은 지나 소설을 열독하면서 선별적으로 그 

45) 두보 시, ([出自] 杜甫  《贫交行》)
46) 삭감된 원문: 
    翻手爲雲覆手雨，紛紛輕薄何須數？君看管鮑貧時交，此道今人棄如土。
　　昔時，齊國有管仲，字夷吾；鮑叔，字宣子，再個自幼時以貧賤結交。後來鮑叔先在齊桓公門

下信用顯達，舉薦管仲爲首相，位在已上。兩人同心輔政，始終如一。管仲曾有幾句言語道：
“吾嘗三戰三北，鮑叔不以我爲怯，知我有老母也；吾嘗三仕三見逐，鮑叔不以我爲不肖，知我
不遇時也；吾嘗與鮑叔談論，鮑叔不以我爲愚，知時有利不利也；吾嘗與鮑叔爲賈，分利多，
鮑叔不以我爲貪，知我貧也。生我者父母，知我者鮑叔！”所以古今說知心結交，必曰“管鮑”。
(馮夢龍, 「第十二卷 羊角哀舍命全交」, 『금고기관(今古奇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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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나 내용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더욱 무게를 두고 살펴야 할 것이다. 『지
나 소설집』의 10편 소설을 그 주제적 내용 면에서 분류해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중국 봉건사회에서 가난한 선비들이 출세하여 성공을 거두는 이야기
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번역소설 「오양피」, 「양각애」, 
「귀곡자」, 「상하사(마룻장 아래의 선비)」 등이 그 부류에 속한다. 「오양피」 중
국 楚나라 때 이야기를 엮었다. 주인공 백리해（百里奚）는 원래 가난한 선비
였는데 아내의 충고에 집을 떠나 출세의 길을 개척한다. 그는 초나라에서 인
군을 위해 남해에서 말을 치고 있었는데 진(晋)나라의 인군이 다섯 조각의 양
가죽으로 그를 진(晉)나라로부터 바꾸어 데려온다. 나중에 백리해는 재산으로 
되어 30년 동안이나 이별했던 아내와 극적으로 상봉하여 행복하게 노년을 보
낸다. 소설 「양각애（羊角哀）」는 중국의 춘추전국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어느 날 좌백도(左伯桃)는 초나라의 인군이 영명하여 인재를 아낀다는 
말을 듣고 행상을 치르고 길을 떠난다. 초나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자기와 같
은 재주가 뛰어난 선비 양각애를 만나 두터운 우정을 쌓고 함께 초나라로 향
하는 길에 오른다. 그런데 노비가 떨어지고 또 좌백도는 기진맥진하여 양각애 
더러 자기를 버리고 길을 떠나게 한다. 양각애가 간난신고 초나라로 가서 벼
슬길에 오르는데 못내 좌백도의 의리를 잊지 못해 그 가죽은 자리에 찾아가 
제를 지내고 귀신을 쫓아 좌백도의 혼을 안정시킨다. 양각애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초나라 인군은 좌백도에게 묘비를 세우고 가봉하여 상대부라는 벼슬을 
하사한다.
  소설 『귀곡자（鬼谷子）』 는 중국의 주(周)나라의 이야기를 엮고 있다. 무
엇이든지 다 잘 아는 한 유능한 은자 귀곡선생의 슬하에 두 제자 방위(庞渭)
와 손빈（孙膑）이 있었는데 방위가 먼저 위(魏)나라로 가서 벼슬을 하고 후
에 위나라로 온 손빈을 모해한다. 이로써 방위는 옛 우정을 잃어버리고 나중
에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소설은 무엇이나 다 아는 귀곡자의 선생
의 선견지명대로 두 제자의 운명이 달라지는 이야기를 엮고 있는데 의리와 
우애를 저버리면 좋은 결과가 없다는 주제를 강조한 것 같다. 



- 38 -

  「상하사(床下士)」(마룻장 아래의 선비)도 역시 당나라 천보연간의 이야기인
데 가난한 선비 방덕(房德)이 옷 한 벌 얻기 위해 구걸하지만 아내의 거절을 
당하고 강도의 무리에 가담하여 도둑질 하는 행각을 벌리다가 관청에 붙들리
는데 이면(李免)이라는 감옥장이 몰래 탈옥시켜 살아난다. 그 후 그는 벼슬자
리를 얻게 되는 되는데 우연히 길에서 이면을 만나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온 
후 후한 대접한다. 그런데 그의 악독한 아내 두 씨의 사촉에 의해 원래 은인
인 이면을 죽이려 한다. 이 소식을 안 이면 일행은 밤을 도와 도망하여 목숨
을 겨우 건진다. 이에 이면의 내외는 또 의협자(상하사-마룻장 아래 선비)를 
이용하여 이면을 암해하려 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목숨을 잃게 된다. 이 소설
은 은혜를 저버리는 자를 돕지 않고 나중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도리를 
설교한 것이다. 
  둘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주제 내용으로 갖은 고생과 노력 끝에 사
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애정의 행복을 추구하다가 비극적 운명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엮어진다. 소설 『두십낭』이나 『매유랑(기름 장수 총각)』 등이 그러
한 주제를 이야기로 엮은 번역소설이다. 남녀의 사랑과 진지한 애정은 고금중
외로 소설문학의 주제로 등장한다. 그런데 이 두 소설에서 보이는 뚜렷한 경
향은 사랑에 대한 진지한 추구와 끈질긴 노력으로 사랑을 쟁취하는 주인공의 
성공담이나 실패담이 노출된다. 소설 『기름장수 총각』에서는 한 평범한 서민 
계층의 남자가 우연히 한 눈으로 본 기생을 천신만고의 고생과 노력 끝에 아
내로 맞아들이는 이야기를 엮고 있다. 그리고 소설 『두십낭』은 사랑의 믿음을 
잃어버린 귀공자의 배신에 맞서 강에 뛰어들어 자결로서 대항하는 기생 두십
낭의 진정한 사랑의 추구에 대한 이야기를 엮고 있다. 이 두 소설은 주인공들
의 사랑의 성공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남녀주인공의) 진지한 애정과 혼인의 
순수함을 추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한국의 『춘향전』에서의 신분적 차이를 
넘어 사랑을 추구한 성춘향이나 두십낭의 경우는 거의 비슷하다. 두십낭은 기
생의 몸으로 과감히 부잣집 귀공자와의 사랑을 추구한다. 그런데 귀공자의 나
약함과 부모의 압력에 못 이겨 다른 부자에게 돈을 받고 두십낭을 팔아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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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격분한 두십낭은 물에 뛰어들어 자살로 항거한다. 비록 적극적인 저
항 행위는 아닐지라도 그에게는 진진한 사랑에 대한 추구와 철저한 저항의식
이 뚜렷한 데 이런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셋째, 나라의 임금이 음악(유흥)을 못내 즐겨 나라의 정사를 그르쳐 나중에
는 목숨까지 잃는 이야기를 엮고 있는데 이 방면의 소설로는 「망국조(나라를 
망친 음악)」 한 편이 있다. 이 소설은 음악의 소리에 그 누구보다 애착을 느
끼는 진(晉)나라의 임금 평공(平公)이 위(魏)나라 영공과 자기 나라의 악사 팡
과 서로 슬픈 곡을 연주하게 하다가 나중에 가슴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를 엮고 있다. 이 소설의 주제는 아무래도 나라를 
잃은 조선의 역대 왕들이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않아 나라가 일제에 의해 강
점당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형식비교

  첫째, 『지나 소설집』 에서는 절별로 나누어서 한 단락의 이야기를 한 개의 
절에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금고기관(今古奇觀)』이나 『동주 열국지』에서
는 그러한 편장 나누기가 없으며 대개 여러 이야기와 인물들이 한 편장에서 
동시에 등장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박태원이 다수 개의 절로 나뉘어서 개역
한 것은 박태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더욱 직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 
  둘째, 『금고기관(今古奇觀)』 원저의 한 단편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이나 주변국이나 지역 이름들이 생략되어 있거나 다른 이름으로 교체되어 
『지나 소설집』에 씌어졌다. 다만  인물과 주인공의 이름 및 그것을 둘러싼 이
야기 전개와 플롯은 그대로 수정되어 있지 않고 개역 수정되었다.
  셋째, 『지나 소설집』의 편집 집행 된 형식으로 글이 세로로 씌어져 있고 오
른쪽으로부터 시작한다. 이것은 일본 서적의 고유한 출간 형식으로 당시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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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치하의 규제를 의식하고 있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다.  

  아래<표2>는 박태원이 『금고기관(今古奇觀)』에서 선택 취집하여 
『지나소설집』으로 편성한 목차이다. 『지나소설집』 에 수록된 10편의 
작품들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나열 편집 되었다. 

『지나소설집』 
제목

원문 卷回 원문 제목 저본 출처

1. 「매유랑」
   (賣油郞) 

第七卷
제7권

「卖油郎独占花魁」
「매유랑이 화괴낭자의 

마음을 독차지한 
이야기」

『금고기관(今古奇
觀)』

2. 「오양피」
   (五羊皮)

第二十五回 
제25회

「智荀息假途灭虢 
穷百里饲牛拜相」

「지순 나라가 길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괵나라를 멸한 이야기」

『동주열국지(東周列
國志)』

3. 「두십랑」
   (杜十娘)

第五卷
제5권

「杜十娘怒沉百宝箱」
「두십낭이 노하여 보물함을 

빠뜨린 이야기」

『금고기관(今古奇
觀)』

4. 「망국조」
   (亡國調) 

第六十八回 
제68회

「贺虒祁师旷辨新声 
散家财陈氏买齐国」

『동주열국지(東周列
國志)』

5. 「양각애」
   (羊角哀)

第十二卷
제20권

「羊角哀舍命全交」
「양각애가 목숨으로 의리를 

지킨 이야기」

『금고기관(今古奇
觀)』

6. 「귀곡자」
   (鬼谷子)

第八十七回 
제87회

第八十八回 
제88회

第八十九回 
제89회

「说秦君卫鞅变法 
辞鬼谷孙膑下山」 

「孙膑佯狂脱祸 
庞涓兵败桂陵」

「马陵道万弩射庞涓 
咸阳市五牛分商鞅」

『동주열국지(東周列
國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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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첫 번째 작품 「매유랑(賣油郞)」은 태학생 중에 이갑(李甲)이라는 사람이 있
었는데 자(字)는 우선(手先)으로 절강성 소흥부(折江省 紹興府)가 고향이었다. 
그의 부친 이포정(李布政)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거니와 그 중 이갑은 맏
아들로서 어릴 적부터 고을의 학교에 다니며 공부하였으나 과거에 급제치 못
하던 중 이제 관례에 따라 서울에 이르러 태학감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글 읽는 데는 힘쓰지 않고, 교제를 넓히는 일에만 신경을 써서 널리 교우(交
友)터니 그 중 동향인인 유우춘 (柳遇春)과 사귀어 노니다가 어느 기방(技房)
에서 우연히 한 명기(名技)를 만나 절묘한 연애담을 연출하게 되었다. 
  제1절에서 14절까지는 여주인공 미량(원명은 요금)이가 금나라가 변량성을 
침범하여 부모를 잃고 헤매다가 고향사람 복교에게 속아서 기생집 주인 왕구
마에게 팔려간 후 갖은 곡절 끝에 손님을 받아들여 돈을 번다. 재주가 뛰어난 
그의 문전에는 귀공자, 부자들이 밀물처럼 예약이 닥쳐온다. 제 15절부터 다
른 이야기가 시작된다. 즉 임안성에서 기름 가게를 차린 주십로의 집안에는 

7. 「상하사」
   (床下士)

第十六卷
제16권

「李汧公穷邸遇侠客」
「이연공의 빈궁한 저택에서 

협객과의 만남」

『금고기관(今古奇
觀)』

8. 「황감자」
   (黃柑子)

第三十八卷
제38권

「赵县君乔进黄柑子」
「조현군이 황감자에 진군한 

이야기」

『금고기관(今古奇
觀)』

9. 「부용병」
   (芙蓉屛)

第三十七卷
제39권

「崔俊臣巧会芙蓉屏」
「최군신이 공교롭게 

부용병을 만난이야기」

『금고기관(今古奇
觀)』

10.「동정홍」
   (洞庭紅)

第九卷
제9권

「转运汉遇巧洞庭红」
「운명이 바뀐 사나이가 

우연히 동정홍을 만난 
이야기 」

『금고기관(今古奇
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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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금의 난리를 피하여 온 진중이라는 남성이 있었는데 그 집 종년인 난화
의 거짓 고발로 주인에게서 모해를 입고 일으켜 쫓겨난다. 그 뒤로 진중은 다
른 집 기름 방에서 기름을 얻어 기름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느 날 큰 
집안으로부터 사내들을 바래는 아름다운 여인을 첫 눈에 반한다. 이때로부터 
그는 이 여인을 보기 위해 열심이 기름을 팔아 일년 좀 넘게 모은 돈을 가지
고 하루 밤이라고 그 여인과의 상봉을 꿈꾸며 왕구마의 집을 찾는다. 그러나 
그 여는 손님이 많아 전혀 만날 수 가 없었다. 달포가 되어 기회를 잡았으나 
역시 만나지 못하고 저녁 늦게 술 취해 돌아온 그 여를 돌보다가(술에 취하여 
그의 도포에 토한 뒤차를 따르고 등등) 이튿날 아침에 집으로 돌아옴. 이에 
미량이는 몹시 감동한다. 이렇게 시간이 일련 더 흘렀다. 그 사이 미량이는 
외로울 때, 괴로울 때 이 남자(진중)를 머릿속에 떠올린다. 제 28절에 와서 이
야기는 또 주로십의 집으로 돌아온다. 주로십이 진중이를 내쫓은 뒤 종년인 
난화와 형권이 결탁하여(이 두 남여는 진중을 모해) 주인집 돈을 훔쳐가지고 
종적을 감춘다. 그제야 주로십은 진중이를 잘 못 쫓아낸 사실을 후회한다. 그
리하여 다시 진중이를 찾아 집안으로 돌아오게 하며 서로 힘과 재산을 모아 
다시 기름가게를 일떠세운다. 가게가 번창하게 되자 일손이 더 수요 되었는데 
마침 50세 넘은 중년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사람이 바로 진중의 고
향사람이었는데 난리에 딸을 잃어버리고 찾던 중생계 때문에 이 기름가게에 
일꾼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제29절부터 제33절까지는 진중이와 미량이의 
이야기로 돌아온다. 진중이 미량과 처음 만난 뒤로 시간은 일 년 더 흘러갔
다. 어느 하루 미량은 오팔공자의 청을 거절한 이유로 강제로 끌려가서 배를 
타고 호심까지 갔다가 술시중을 들고 나중에 땅밖에 버려진다. 마침 양아버지
의 성묘를 나왔던 진중이가 버려진 미량이를 발견하여 왕구마의 집으로 호송
하여 그를 구원한다. 그날 밤 미량이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진중을 극력 남류
하여 집에 묵게 하여 이 두 젊은 남녀는 서로 사랑하게 된다. 
  주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때나 꼭 사랑을 이룬다. (有志
者終成眷屬）것이고, 플롯은 고진감래 (苦盡甘來)의 동양적 의식을 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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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고생 끝에 결국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오양피(五羊皮)」는 재간이 뛰어난 주인공이 벼슬하여 성공한 후 
아내와 극적으로 상봉하는 이야기로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중국 초(楚)나라 때 이야기를 엮었다. 주인공 백리해는 원래 가난한 선비였
는데 아내의 충고에 집을 떠나 출세의 길을 개척한다. 그는 초나라에서 인군
을 위해 남해에서 말을 치고 있었는데 진(晉)나라의 인군이 다섯 조각의 양가
죽으로 그를 진(晉)나라로부터 바꾸어 데려온다. 나중에 백리해는 재상으로 
되어 30년 동안이나 이별했던 아내와 극적으로 상봉하여 행복하게 노년을 보
낸다. 
  세 번째, 「두십낭(杜十娘)」은 명대 봉몽용의 저작으로 『警世通言·杜十娘怒
沉百宝箱』 중의 여주인공의 이름이다. 두십낭은 기루의 한 기녀로 억압을 크
게 받으면서도 지조를 굳세게 지키고, 역경을 벗어나기 위해서 완강히 투쟁을 
벌였던 인물이다. 작중에서 그녀는 모든 희망을 소흥부의 부잣집 도련님 이갑
한테 기탁했지만 어떻게 노력을 하든 비참한 운명의 속박을 벗어버릴 수 없
었다. 이갑은 신의를 저어버리고, 그를 손부(孙富)한테 팔아넘기었다. 모든 계
획이 상실된 이후에, 두십냥은 화난김에 손부를 욕하고 이갑을 호되게 비난하
며 오랜 세월 동안 간직한 보물 상자 안의 보물들을 하나하나씩 강에 다 버
리고 마지막에 결국 거 파도 속에 자신도 뛰어들었다. 
  네 번째, 소설 「망국조(亡國調)」(나라를 망친 음악)는 음악의 소리에 그 누
구보다 애착을 느끼는 진(晉)나라의 임금 평공(平公)이 위(魏)나라 영공과 자
기 나라 음악인 팡과 서로 슬픈 곡을 연주하게 하다가 나중에 가슴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러워 목숨을 잃게 된다는 이야기를 엮고 있다. 이 소설의 주제는 
아무래도 나라를 잃은 조선의 역대 왕들이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않아 나라
가 일제에 의해 강점당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망국조(亡國調)」는 초나라 임금(楚灵) 영왕(灵王)은 한 가지 애호가 있었는
데 그것은 남녀불문하고 허리가 가는 사람을 좋아하였다. 허리가 굵은 사람을 
보기만 하면 꼭 마치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장화궁(章华宫)의 건설함은 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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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허리미인을 거주시키기 위해서 이었다. 사람들은 장화궁에 들어가기 위해
서 굶주리고 배고픔을 참으며 심지어 굶어 죽어도 후회안할 정도로 가는 허
리를 추구하였다. 모든 국민이 굵은 허리를 수치로 느끼며 음식을 배불리 먹
으려 하지 않았다. 비록 백관이 조정에 들어가지만 모두 임금한테 아첨하기 
위하여 허리에 띠를 꼭꼭 차고 들어가 괜한 혐오를 피하려 하였다. 영왕은 가
는 허리를 사모하여 궁중에서 그것을 위해 주야로 음주하며 노래를 불렀다. 

  하루는 무대 위에 오르며 연회할 때, 갑자기 무대 아래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

려왔다. 한참 뒤 潘子臣(번자신)은 한 관원과 함께 영왕 앞에 나와서 아뢰었다. "
申无宇(신우위)이 군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왕궁에 난입한 것에 저의 책임도 
있사오니 오늘 그를 잡아와서 임금님께 심의를 맡겨드리나이다."  
영왕은 신우위에게 물었다: "네가 잡아온 사람은 누구더냐? “
신우위는 대답하였다. "저의 가족입니다. 얼마 전에 문지기를 부탁한적 있는데 
그 기회를 틈타서 궁의 담을 넘나들어 술잔들을 훔쳤나이다. 일이 드러나고 도망
가서 1년 동안 못 찾았는데 오늘 또 수비병으로 충당되어 왕궁에 잠입하여 제가 
잡았나이다." 
영왕은 말하였다."나를 위해 수비를 하고 있으니 그를 사면해 주겠노라" 
이에 신우위는 대답하였다. "하늘과 땅에 모든 것에 질서와 위계가 있어야 나라
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만약 수비가 도벽을 정당하게 행한다면 누가 또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죽어도 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나이다." 
영왕은 말하였다. :"너의 말이 맞다.“ 
그리하여 그 수비를 신우위한테 맡기도록 명령하였다. 
  며칠 뒤, 영왕은 로(鲁)제후를 불러들였다. 원기강(薳启疆) 대부47) 는 영왕한테 
이렇게 아뢰었다. "최초에 로제후는 오지 아니하기를 하였으나 제가 로나라가 先
代国君成公것과 저의 나라 영기(婴齐)대부가 속(蜀)나라에서 결맹한 사실을 세 
번씩 얘기를 하며 겨우 불러들이게 되었나이다. 또 로나라를 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하니  로제후가 그제야 무서워서 오기로 했나이다. 그러하니 절대로 로나라에
게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나이다." 영왕은 물었다. "그 로제후가 용모는 어떻더

47) 고대의 관직 또는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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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원기강은 대답하였다. "그는 안색이 환했고 키가 크며 수염이 일척(一尺)남
짓 하여 아주 늠름하였나이다." 그리하여 영왕은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서 의장들
을 3일 동안 접견연습을 시켰다. 로제후가 와서 함께 장화궁을 돌아보면서 영왕
은 물었다. "귀 나라에도 이러하게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지요?" 로제후는 다망 
허리를 굽히며 대답하였다. "저의 나라는 협소하여 어찌 초나라의 만분의 일을 
따라갈 수가 있겠나이까." 영왕은 어깨를 으쓱하며 장화대에 올라가 시를 지어 
읊었다.   
    
    高台半出云，望望高不极。
　　  草木无参差，山河同一色。

 그러고는 술상을 차려서 로제후와 날이 밝을 때까지 술을 마셨다. 영왕이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닐 때 얼떨결에 영왕은 로제후한테 초나라가 다년간 진귀하게 
간직해온 보검을 선사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정신이 들고 보니 영왕은 그 보검이 로제후한테 준 것이 아깝
게 느껴졌다. 그리하여 후회되는 마음을 원기강(薳启疆)한테 말하였다. 원기강은 
"그 보검을 다시 되돌려 받을 방법이 있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다음날 
원기강은 로제후한테 가서 보검을 사려 받은 사실을 모르는 척 하며 말한다. "폐
하께서는 어제 임금님한테 무엇을 사례 받았나이까?" 로제후는 보검을 꺼내어 보
여드렸다. 원기강은 말을 이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 보검은 정말 진귀한 것
으로 널리 알려져 기(齐), 진(晋), 월(越)나라들이 모두 사람을 보내어 얻으려 했
던 보검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계속 주지를 않았는데 오늘날 로제후한테 사하
였군요. 이제 그 나라들이 로제후한테 와서 이 보검을 구하겠군요. 그 때에 그 
세 강대국으로부터 이 보검을 잘 지키시길 바라나이다." 로제후가 이 말을 듣자 
급히 "이 보검이 그렇게 보물인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어찌 받겠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다망히 보검을 원기강한테 돌려주고 자리를 비웠다. 오거(伍举)가 
이 사실을 듣고 아쉬워하며 말하였다. "우리 임금님께서 보검하나를 아까워하여 
신의를 잃어버렸네, 자신의 물건을 아까워하면 기필코 다른 이한테서 빼앗을 것
이요, 빼앗게 되면 적을 많이 만들 것이니 이는 죽음과 멀지 않겠나이다." 이것
은 주경왕(周景王) 10년에 있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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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晋）나라 진평공(晋平公)이 초영왕이 장화궁(章华宫)으로 로제후를 불러
들인 사실을 듣고 대부한테 말하였다. "초나라는 오랑캐 나라로 화려한 궁전
으로 뽐낼 수 있지만, 우리 진나라가 설마 그보다 못할까?" 대부는 알랑거리
며 응답하였다. "맹주가 제후들을 길들이려면 인덕으로 사로잡아야지 궁전으
로 길들이는 법은 없나이다." 
  다섯 번째, 「양각애(羊角哀)」, 중국의 춘추전국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
다. 어느 날 좌백도는 초나라의 인군이 영명하여 인재를 아낀다는 말을 듣고 
행상을 치르고 길을 떠난다. 초나라로 가는 길에서 그는 자기와 같은 재주가 
뛰어난 선비 양각애를 만나 두터운 우정을 쌓고 함께 초나라로 향하는 길에 
오른다. 그런데 노비가 떨어지고 또 좌백도는 기진맥진하여 양각애더러 자기
를 버리고 길을 떠나게 한다. 양각애가 간난신고 초나라로 가서 벼슬길에 오
르는데 못내 좌백도의 의리를 잊지 못해 그가 죽은 자리에 찾아가 제를 지내
고 귀신을 쫓아 좌백도의 혼을 안정시킨다. 양각애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초
나라 인군은 좌백도에게 묘비를 세우고 가봉하여 상대부 라는 벼슬을 하사 
한다
  여섯 번째, 「귀곡자(鬼谷子)」, 소설 「귀곡자(鬼谷子)」 는 중국의 주(周)나라
의 이야기를 엮고 있다. 무엇이든지 다 잘 아는 한 유능한 은자 귀곡선생의 
슬하에 두 제자 방위(庞渭)와 손빈（孫臏）이 있었는데 방위가 먼저 위(魏)나
라로 가서 벼슬을 하고 후에 위나라로 온 손빈을 모해한다. 이로써 방위는 옛 
우정을 잃어버리고 나중에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 소설은 무엇이나 
다 아는 귀곡자의 선생의 선견지명대로 두 제자의 운명이 달라지는 이야기를 
엮고 있는데 의리와 우애를 저버리면 좋은 결과가 없다는 주제를 강조한다. 
  일곱 번째 편 「상하사(床下士)」, 소설「상하사(床下士)」(마룻장 아래의 선비)
는 당나라 천보연간의 이야기인데 가난한 선비 방덕(房德)이 옷 한 벌 얻기 
위해 구걸하지만 아내의 거절을 당하고 강도의 무리에 가담하여 도덕질 하는 
행각을 벌리다가 관청에 붙들리는데 이면(李免)이라는 감옥장이 몰래 탈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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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살아난다. 그 후 그는 벼슬자리를 얻게 되는데 우연히 길에서 이면을 만나 
자기 집으로 모시고 온 후 후한 대접을 한다. 그런데 그의 악독한 아내 두 씨
의 사촉에 의해 원래 은인인 이면을 죽이려 한다. 이 소식을 안 이면 일행은 
밤을 도와 도망하여 목숨을 겨우 건진다. 이에 이면의 내외는 또 의협자(상하
사-마룻장 아래 선비)를 이용하여 이면을 암해하려 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목
숨을 잃게 된다. 이 소설은 세상은 은혜를 저버리는 자를 돕지 않고 나중에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도리를 설교한 것이다. 
 여덟 번째 「황감자(黃柑子)」는 여색에 빠진 선비가 망하는 교훈적인 이야기 
로 볼 수 있다. 소설 「황감자(黃柑子)」는 선교랑이라는 한 선비(벼슬은 조주녹
주)가 여색에 반해 재물을 탕진하고 나중에 병으로 죽고 마는 이야기를 엮고 
있다. 조현군이라는 자색의 여인과 그의 집주인이 짜고 들어 선교랑을 사랑에 
빠지게 한 다음 간통하려는 자리에서 붙잡아 은자 2천 냥를 뜯어내고 살려주
나 그로 인해서 선교랑은 돈에 쪼들려 나중에 병들어 주게 된다.

 아홉 번째, 「부용병(芙蓉屛)」: 애정이 두터운 부부의 사랑이 골절을 겪고 재
회하는 해피엔딩 이야기 - 소설 「부용병(芙蓉屛)」은 원나라 때 절강 온주 영
가 현위로 부임 받아 배를 타고 떠나다가 도중에 뱃사공에게 도적을 맞고 목
숨을 겨우 살려 간난신고 끝에 극적으로 재회하는 금슬 좋은 부부(최영과 왕
씨)이야기인데, 「부용병(芙蓉屛)」에 쓰인 남편의 그림과 글에 부인이 제사를 
씀으로써 두 부부의 인연은 다시 상봉하게 된다. 그들이 살아남는 데 있어서 
이 부용병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들의 재회의 요인은 사랑에 대
한 충성과 확신이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작품 「동정홍(洞庭紅)」: 점을 본 그대로 하루아침에 거
부로 거듭난 상인의 이야기 - 주인공 문실(성은 文 이고 이름은 实이다.)이 
일찍 점을 쳐 장차 거액의 재물을 얻게 된다는 예언을 받는다. 그래서 놀고만 
있던 그가 어느 날 무역상들의 배에 올라 장사 행각을 벌려 운이 좋게 일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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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금으로 대부자로 변신하는 이야기를 엮고 있다. 『금고기관(今古奇觀)』에서
는 명나라 무역상들이 이미 깊숙이 자본주의적 근대적 상품화된 경제의식을 
갖추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미신적인 운명관 사상도 표현하고 있
다. 
  위에서처럼 박태원의 번역소설 『지나소설집』의 10편 소설집에서는 그 대부
분(4편)이 선비들의 출세의 성공담을 취급하고 있다. 그들은 일개 선비로서 
가난하거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나온다. 소설은 이런 선비들이 
출세의 길에서 고난을 극복하여 성공하거나 혹은 의리를 중히 여겨 임금을 
감동시켜 결국 성공한 이야기 혹은 의리를 져 버림으로써 목숨까지 잃게 되
는 비극적 운명을 당하는 이야기를 엮고 있다. 이런 선비들의 성공담이나 실
패담을 많이 엮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선 작가 박태원이 중국문학 작품에서 선비라는 인텔리 계층에 작
가적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불우한 시대를 만나 출
세의 길이 확실하지 않아 고민하는 소설가 혹은 작가 자신의 자화상이 아닐
까? 
  다음으로, 인간의 의리란 봉건사회의 하나의 중요한 덕목으로서 이 덕목은 
유교권의 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역시 귀중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덕적 표준
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유교적 가치관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당시 
한국인들이 익히 알고 있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제이다. 즉 당시 한국 
독자들의 접수시야에 부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유교
적 문화권의 독자들의 도덕적 경향성과 미학적 취향에 의식적으로 영합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선비의 성공담을 자국에서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의 인군(왕)의 호의와 신임을 얻은 덕분에 벼슬자리에 올라 인생의 염원을 완
성하는 것으로 엮고 있다. 이는 암시적으로 식민지 인텔리의 불우한 처지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작가의 미래 이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 더
욱 중요한 대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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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박태원이 왜 『금고기관(今古奇觀)』에서 7편을 선
별하여 『지나소설집』으로 번역했을까 이다.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상황에 대한 고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금고기관(今古奇觀)』이 중국
명나라 때 포옹노인에 의해 『3언』, 『2박』을 개작한 것으로 이 시기는 자본주
의 맹아의 출현과 더불어 새로 등장한 시민계층이 독자층을 이루었다. 즉 시
민계층이 즐기는 소설의 출현(패사소설)이라는 점이 바로 의미를 가지는 부분
이다. 이 소설집은 모두 40편의 단편소설을 수록하고 있는데 다양한 소재를 
취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보면 대체로 다방면에서 당시 시민계층의 생활면
모와 사상 감정을 반영하였다. 그것은 자본주의 맹아시기의 새로운 사상을 표
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부 소극적이고 용속한 낡은 의식도 표현하였는데 이
를테면 신선도화(神仙道化)사상과 봉건윤리사상 및 색정적인 요소가 바로 그
러한 것이다. 이런 진보적인 것과 낙후한 것이 서로 교착하여 하나로 얽혀진 
현상이야말로 당시 새로 나타난 시민문학의 기본특징의 하나인 것이다. 그러
므로 『금고기관(今古奇觀)』은 그 이전 봉건소설과는 다른 시민적 의식과 가치
관이 반영된 최초의 소설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박태원이 바로 이런 
점에 흥미를 가지고 『지나 소설집』을 펴낸 것이다. 당시 서울은 비록 식민지
였지만 이미 자본주의가 이미 깊숙이 자리를 잡았고 시민계층이 문학의 한 
독자로 성장되었다. 특히 식민지라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역사소설이 우
회적 혹은 은폐적이라는 기능을 지니고 있어 작가들이 늘 상용하는 장르로 
이용되었다. 이런 시민성과 은폐성 및 교훈성이 『지나 소설집』의 한 특징으로 
되는 동시에 작가의 선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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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신역 삼국지』 번역 비교

3.1 전쟁 중 약소국의 지혜와 작가 의식의 표상

  박태원은 1941.04월부터 1943.01에 이르기까지 『신시대』에 
『신역삼국지』를 번역하여 연재하기 시작한다. 박태원이 번역한 『신역 
삼국지』는 신시대사에서 발행한 월간 『신시대』로서 박태원은 여기에 『신역 
삼국지』라는 이름으로 1941년 4월부터 1943년 1월까지 1년 10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총 22회분의 『신역삼국지』를 번역 연재하게 된다. 그는 『신시대』 
게재 당시 첫머리 글에 자신이 중국 고전 역사소설을 번역하게 된 계기를 
간략히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박태원 『신시대』 게재 <첫머리에>48)

  『三國演義』는 진수(陈寿)의 찬(攒)한 『신역 삼국지』(三國志)에 의하여, 원말명초(元
末明初)의 나관중(罗贯中)이 소설체로 연술(演述)한 것이다. 사전(史传)을 기초로 한 
것이라, 『수호전』(水浒传)이나 『서유기』(西游记)같이 구상이나 필치가 분방자유 할 수
는 없으나, 그 웅대한 점은, 역시 연의소설(演義小说) 중의 백머(白眉)로 가히 사대기
서(四大奇书)로서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하겠다. 

  나의 『신역삼국지』는, 현대어 역(现代语译)으로 원작의 면모를 충분히 전하도록 노
력할 생각이다. 다만 한 가지 유감 되는 바는, 이것을 본지에 전부 연재할 수 없는 
점이다. 양(量)에 있어 이를 전부 게재하기 위하여서는 대략 오십회 - 사년 이상의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 나는 편의상 삼국지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첫째 권을 『조조편』(曹操篇), 둘

48) 박태원, 『신시대』, 1941.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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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권을 『제갈량편』(诸葛亮篇), 셋째 권, 넷째 권을 각각 『관운장편』(关云长篇), 『사
마씨편』(司马氏篇)이라 하고, 본지에는 그중에 가장 흥미가 깊은 『제갈량편』을 연재
하기로 하였다. 

  본래 『三國演義』는 『도원결의』(桃园结義)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한영제(汉灵
帝)가 어진 신하를 멀리하고, 환관(宦官)의 무리를 숭신하여,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지
고, 마침내는 황건적(黄巾贼)의 큰 난리를 겪게 될 때, 세 명의 호걸이 나타난다.

  유비(劉備)의 자는 현덕(玄德)이니, 귀가 크고 팔이 길고 얼굴이 관옥 같으며, 관우
(关羽)의 자는 운장(雲長)이니 구척 큰 키에 수염에 수염길이가 두자요, 봉의 눈, 누
에 눈썹에, 얼굴이 무르녹은 대추 빛이며, 셋째, 장비(张飞)의 자는 익덕(翼德)이니 표
범머리 고리눈에 얼굴이 유달리 검다. 성격도 물론, 서로 달라, 장비는 그 성미가 지
극히 급하고, 관운장은 의기가 심히 중하며, 유비는 관후장자(宽厚长者)이다. 

  이 유관장(刘关张) 세 사람이 복숭아나무동산에서 마소를 잡아 천지에 제지내고, 
결의형제한 뒤, 의병을 일으키어 황건적을 치는데 큰 공이 있었다. 

  당시 천하의 형세는 한(汉)나라의 기수(气数)가 거의 다하려 하여 영웅들이 벌떼처
럼 일어나니, 하복(河北)의 원소(袁绍)와, 회남(淮南)의 원술과 형주(㓝州)의 유표(刘
表)와 강동(江东)의 손첵(孙策)과 익주(益州)의 유장(刘璋)이, 모두 이름 있는 이들이
다. 

  그러나 패국초군(沛国谯郡)사람 조조(曹操)가 일어나 천자헌제를 끼고 제후(诸侯)들
을 호령함에 미쳐, 원술이 제호(帝號)를 잠중(潜称)하고, 원소가 망령되어 군사를 일
으키었다가, 모두, 조조의 손에 몸이 망하는바 되었다. 

  조조의 자는 맹덕(孟德)이오, 소자(小字)는 아만(阿瞒)이니, 어린때부터 유엽을 좋아
하고 가무(歌舞)를 질기며, 권모(权谋)가 있고 기변(机变)이 많은 사람이다. 당시에 지
인지명(知人之明)이 있다는 여남(汝南)의 허교(许劭)가 그를 보고, 치세지능신(治世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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能臣)이오 난세지간웅(乱世之枭雄)이라 한 것은 조조를 한마디로 옳게 맞춘 말이라 
안할수 없다. 

  원소와 원술이 함께 망하고, 유표와 유장이, 이름은 비록 한실종친(汉室宗亲)이나 
암약하여, 조조와 그 힘을 겨눌 바이 못되는 때, 형 손책이 죽자, 뒤를 이어 일어서 
강동에 은연히 한 세력을 이룬 손권(孙权)은, 만만히 볼 인물이 결코 아니다. 

  손권은 턱이 못지고 입이 크며, 눈이 푸르고 수염이 붉으니, 일찌기 유완(刘琬)이란
이가 보고, 형용(形容)이 기위(奇伟)하고 골격(骨格)이 비상(非常)하여, 대귀지표(大贵
之表)며 우향고수(又享高寿)라 하였다 한다. 

  조조, 손권이 모두 이처럼 터를 닦고 힘을 길려, 장차 천하에 크게 이루는바 있으
려 할 때, 오직 기본(基本)이 없는 유비는, 처음에 여포(吕布)를 따르다가 다음에는 
조조에게 몸을 위탁하고, 다시 원소에게로 갔다가 이번에는 유표에게로 돌아가, 그 
명도(命途)의 기구함이 가히 심하다 하겠다. 

  이제 이곳에 연재하려는 『신역삼국지(제갈량편)』은 유비가 형주 유표에게 외로운 
몸을 구구스리히 의탁한 뒤, 유표의 명을 받아 강하(江夏)의 반장(叛将) 장무(张武) 진
손(陈孙)을 베어 장하의 모든 고을을 평복(平復)하고 돌아오는 대문부터 시작된다. 

  

  위의 서술 내용처럼 박태원은 “현대어 역(现代语译)으로 원작의 면모를 충
분히 전하도록 노력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가 있지만 실제로 中·日 본49)과 
『신역삼국지』를 함께 비교해 보았을 때, 그의 『신역삼국지』는 그 어느 원본의 
형태와도 다소 다른 독자적인 면모를 갖춘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예컨대 일
본의 요시카와 에이치(吉川英治)의 『삼국지』는 「황건적의 난」부터 『경성일보』
에 게재된 데 반해, 중국 나관중의 『삼국지』는 「도원결의」부터 소설의 이야기

49) 中國의 나관중(나관중(羅貫中))의 『三國演義』와 日本의 吉川英治의 『신역 삼국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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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작한다. 이에 앞서 박태원의 『신역삼국지』는 「황건적의 난」도 「도원결
의」도 아닌 『제갈량 편』의 「삼고초려」 부터 번역 연재하게 되는데 그는 이야
기의 첫 회를 「적로(敵盧」50)라는 제목으로 연재의 막을 올린다. 이처럼 그가 
첫머리 글에서도 썼던 것과 같이 원문의 내용에 충실하면서 저자 박태원이 
독자들한테 전달하고자 하였던 메시지에는 당시의 시대수요에 부응하여 부분 
취재 및 첨가 삭제를 하였음을 볼 수 있다.   

  박태원의 『신역 삼국지』의 연구 방법으로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의 번역 
과정에서 개작된 부분을 본다면, 우선먼저 박태원이 선택하여 번역한 삼국지 
판본을 확인해본 결과 근대에 와서 한국에 수용 번역된 
『삼국연의』(三国演義)의 판본은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하는 가운데 이중에 
박태원 역 『삼국연의』(三国演義)와 그가 번역 저본으로 삼았던 중국의 모종강 
본(毛宗岗) 『삼국연의』(三国演義)를 본고에서는 비교하여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박태원의 장남 박일영의 회고록에 따르면 박태원은 일본의 요시카와 
에이치의 번역을 보고 본인도 자신만의 『신역 삼국지』를 번역하여 연재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의 
연구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하 몇 가지로 접근하였다. 
  첫째,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가 번역 되었던 저본을 일본의 요시가와 
에이치의 『신역 삼국지』와 중국의 모종강본 『삼국연의』(三国演義)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규명한다. 
  둘째,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중국 모종강본 
『삼국연의』(三国演義)를 중심으로 비교분석 함으로써 차이점과 공통점을 
검토한다. 
  셋째,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에 관한 개작의 동기 및 각각의 특색을 
규명한다. 그리고 작품 속 작가가 인물상을 만들 때 쓰던 서술 방식을 
검토하여 작품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과 작가의 번역 태도에 대해서 

50) 하위 목록 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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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밀히 살펴본다. 
  넷째,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중국 모종강본 
『삼국연의』를 정독하여 각각의 『삼국연의』의 논점, 연구 방법, 특수 관점 
등을 충실히 찾아내면서 중국의 모종강본 『삼국연의』의  인물상과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의 인물상의 차이점에서 연구 방식의 실상을 밝히도록 한다. 
그리고 그 결과와 중국 인물평가의 연구와 비교하면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인물상에 대한 이해의 차이점과 그 뒤의 배경에 숨겨진 작가의 의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삼국지』 의 다양한 판본 속의 이야기의 성립과 변천가운데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를 정점으로 한국에서의 수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본론의 목적이다. 수용 과정에서 서술과 번역을 통한 이야기의 변천 과정과 
개작이 어떻게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알아볼 
것이다. 중국문학을 통해 중국에 관한 한국 작가의 번역 저작을 통해 한국 
문학사를 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특히 『신역 삼국지』에 고나한 
개작 분석을 중심으로 하여 인물상을 명료하게 밝히고, 거기에 비춰지는 
한국적 발상 및 독특한 문학 형태 그리고 작가의식을 규명해 간다. 

  아래는 각 번역본의 목록을 비교하여 정리한 표이다. <표3> 목록에서 볼 수 
있듯이 한(韓), 중(中), 일(日) 모두 현저히 다른 장회 제목과 순서로 각자의 
『신역 삼국지』를 편성해 나갔다.  

박태원 『신역 삼국지』
요시카와 에이치 
『삼국지(三國志)』

나관중 『三國演義』

제갈량편(诸葛亮篇): 

제1장 「삼고초려(三顾草绿)」
(1941. 04)  제1회  

제1장: 도원의권( 桃园の卷)　
제 1회 : 황건적(1~6)

제 2회 : 流行的童歌
제 3회 : 白芙蓉(1~3)

第一回　宴桃园豪杰三结義　
              斩黄巾英雄
首立功

第二回　张翼德怒鞭督邮　
              何国舅谋诛
宦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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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3>

  일본의 요시카와 에이치(吉川英治)는 또한 『삼국지』를 번역할 때에 그의 
의도와 고려됨이 함께 엮이어 번역되었음을 서론에서 언급하고 있다. 
요시카와 에이치(吉川英治)는 그의 『신역 삼국지』를 번역하기에 앞서 
서론에서 자신의 번역 경과를 간략히 밝히고 있다.51)

51) 吉川英治,  「序」, 『三国志』,  講談社,  p.1

          1. 적로(敌盧)

  2. 실언(失言)

  3. 단제(檀溪)

  4. 수정(水镜)

  5. 단복(单福)

(1941. 05)  제2회  

          6. 명령(螟蛉)

  7. 서모(徐母) 

  8. 와룡강(卧龙岗)
   

(1941. 06)  제3회  

          9. 초당(草堂)

제 4회 : 小卒张飞
제 5회 : 桑下人家
제 6회 : 桥畔风谈
제 7회 : 童学草舍
제 8회 : 三花一瓶
제 9회 : 桃园结義
제10회 : 南征北讨

第三回　议温明董卓叱丁原　
              馈金珠李肃
说吕布

第四回　废汉帝陈留践位　
              谋董贼孟德
献刀

第五回　发矫诏诸镇应曹公　
              破关兵三英
战吕布

第六回　焚金阙董卓行凶　
              匿玉玺孙坚
背约

第七回　袁绍磐河战公孙　
              孙坚跨江击
刘表

第八回　王司徒巧使连环计　
              董太师大闹
凤仪亭

第九回　除暴徒吕布助司徒　
              犯长安李倔
听贾诩

第十回　勤王室马腾举義　
              报父仇曹操
兴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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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문:

  “원본에는 통속삼국지, 三國演義, 그 외 여러 종류가 있지만 나는 그 어느 직
역에도 의지 하지 않고 수시로 장점을 택해 우리 식으로 썼다. - 저자”52)

  이로써 일본의 요시카와 에이치(吉川英治) 또한 『三国志』를 번역할 때 중국
의 『三國演義』에서 부분 삭감 및 첨가를 더 해 새롭게 일본식 『三国志』를 일
본의 인지상정에 맞춰 새롭게 편찬해낸 것임을 보게 된다. 이에 아울러 박태
원 또한 본인의 『신역 삼국지』 번역은 이러한 일본의 요시카와 에이치의 『三
国志』를 보고 한국어로 된 『신역삼국지』를 번역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언급하
고 있다. 

      1939년 대동아 전쟁이 한창이던 때 일본의 인기 대중 작가이며 종군 

기자였던 요시카와 에이치(吉川英治)가 일본을 비롯하여 경성에서 일본어로 
발행되던 『경성일보』에 동시 연재를 시작한 『三国志』가 인기를 끌자, 이에 
조선일보 방사장이 만해 한용운 선생에게 신판 『三国志』를 한글로 번역 
연재하게 했으나, 이듬해 조선일보의 폐간과 함께 더는 한글 『三国志』를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 구보의 『三国志』 번역은 1941년 월간지 『신시대』에 연재함으로써 
막을 올렸다고 보겠습니다. 아마 ‘조선에도 삼국지 번역을 이어갈 인재가 
있다.’ 내지는 백화 선생의 삼국지를 읽으면서, 자신의 스타일로 역사 소설 
번역을 해보겠다는 의욕에, 요시카와의 번역이 번역에 가까운 데 착안하여, 
『신역 삼국지』로 삼고초려와 적벽대전을 1943년까지 연재한 바 있습니다. 

52) 원문: “原本には「通俗三国志」「三国志演義」その他数種あるが、私はそのいずれの直訳に も
よらないで、随時、長所を択って、わたくし流に書いた。- 著者”吉川英治,  (「序」, 『三国
志』,  講談社,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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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들은 1943년과 해방되던 해 박문서관에서 단행본으로 발간되었습니다. 53)

   

  여기서 각국의 저자들은 번역에 가까운 변역을 하면서 각자의 시대적 요구
에 따라 숨은 의도를 포함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각 
나라에서의 번역 과정에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 분석하여 이를 최종 연구 
결과에 있어서의 일환으로 이들 작가들의 번역에서 내포하고 있는 함의를 밝
히는 것을 연구 목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박태원의 『신역삼국지』 번
역 태도를 총체적으로 귀납해 보자면 아래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래 비교 차트에서 볼 수 있듯이, 『신시대』에 연재된 박태원의 『신
역삼국지』는 처음부터 번역하지 않고, 중간 부분인 『제갈량편』부터 번역을 시
작하였다. 이는  박태원이 “촉한정통론”의 옹호자로서 유비의 仁政과 촉나라
의 지혜를 강조하고자 한 작가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둘째, 요시카와 에이치(吉川英治) 『삼국지(三國志)』와 나관중(罗贯中) 의 
『三國演義』는 모두 “도원결의”로 부터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태원의 
『신역삼국지』는 「삼고초려(三顾草绿)」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박태원이 일본
어에 능숙했음에도 불구하고 번역에 필요한 부분인 「삼고초려(三顾草绿)」를 
원작인 나관중(罗贯中) 의 『三國演義』에서 취하여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더욱이 요시카와 에이치 『三國志』에서는 「삼고초려(三顾草绿)」 부분
을 따로 번역한 것을 찾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박태원은 중국의 
나관중(罗贯中)의 『三國演義』를 저본으로 삼아 번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각 국의 『신역 삼국지』 목차 배열의 순서로 보았을 때, 각자 강조하
고자 한 부분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태원의 첫 장회(章回)에서는 
「적로(敌盧)」, 「실언(失言)」, 「단제(檀溪)」, 「수정(水镜)」, 「단복(单福)」 등 다
소 무겁고 어두운 소재로 연재 이야기를 전개 하였는가 하는 반면, 요시카와 

53) 박일영(박태원의 장남),「나의 아버지 박태원과 삼국지」,『박태원의 신역삼국지』, 깊은 샘,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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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의 『삼국지』와 나관중(罗贯中)의 『三國演義』는 모두 같은 장회(章回)인 
『도원결의』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지만 요시카와 에이치 의 『신역 삼국
지』에서는 「황건적(黄巾贼)」, 「유행의 동가(流行的童歌)」, 「백부용(白芙蓉)」, 
「소졸장비(小卒张飞)」, 「상하인가(桑下人家)」의 순으로 번역 연재 되었고, 나
관중(罗贯中)의 『三國演義』에서는 총 두 장회(章回)의 내용을 총 5회에 걸쳐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번역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로
써 불필요한 부분의 삭감 그리고 강조하고자 한 부분의 추가와 우선적인 순
서 배치를 통해 작가들이 당대의 고뇌를 드러내고자 하였던 시도들이 읽히고 
있다. 
  위에서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 같은 『삼국지』를 소재로 삼아 번역 
저본으로 취하고 있지만 박태원의 『신역삼국지』와 요시카와 에이치의 『삼국
지』 그리고 나관중(罗贯中)의 『三國演義』는 모두 각자 다른 의도와 메시지를 
해당되는 독자들한테 전달하고자 하였음을 볼 수 있다. 

3.2 韓·박태원의 『신역 삼국지』와 中·日·『삼국지』의 비교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와 중국 나관중(羅貫中)의 모종강본 『三國演義』의 
번역 그리고 일본의 요시카와 에이치의 『신역 삼국지』를 비교하면 장회 
순서의 차이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갈래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차례대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귀납할 수 있다.  

가. 번역 장회 순서의 차이점 

  박태원의 『신역 삼국지』는 『신시대』에 『제갈량편』, 「삼고초려」 제1회의 
적로(的盧)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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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량편
제1장 삼고초려
一, 的盧
유비(劉備 - 字는 玄德)가 반장(叛將) 장무(張武)와 진손(陣孫)을 베어, 
강하(江夏)의 모든 고을을 평복하고 돌아온 날, 유표(劉表 - 字는 景升)는 멀리 
성밖까지 나가 그를 맞았다. 크게 잔치를 베풀어 그 공을 하례하는 자리에서 
유표는 말하였다. 
「아우님이 이렇듯 영웅이니, 내, 마음이 든든하오. 그러나 남월(南越)이 때때로 
지경을 범하니 근심이오, 장노(張魯)손권(孫權)의 무리들도 모두 적지아니 
걱정꺼리오그려.」
그러나 현덕은 말하였다. 
「제게 새장수가 있으니, 장비(張飛 - 字는 翼德)로 남월지경을 순찰케 하고, 
관우(關羽 - 字는 雲長)로 고자성(固子城)을 막아 장노를 진압케 하고, 또 
조운(趙雲 - 字는 子龍)으로 삼강(三江)을 막아 손권을 당하게 하면, 다시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유표는 마음에 기꺼워, 곧, 그 말을 쫓으려 하였으나, 그의 처남되는 
채모(蔡瑁)는, 저의 주인이 그렇듯 유비들 신임하는 것이 마음에 좋지 않었다. 
그는, 곧, 누이 채부인(蔡夫人)을 보고 가만히 고하였다.54) 

  중국 모종강본 삼국지는 “第一回 宴桃园豪杰三结義　斩黄巾英雄首立功” 
(도화 만발한 동산에서 의형제를 모으고 세 영웅은 나가서 황건적을 쳤다.) 
으로 시작한다. 

번역문:
  무릇 천하대세란 나뉜 지 오래면 반드시 합하고 합한 지 오래면 나뉘는 

54) 박태원 역, 「삼고초려」, 『제갈량편』, 『신역 삼국지』, 『신시대』 1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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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주(周)나라 말년에 칠국이 서로 싸우다가 진나라로 통합되고 진나라가 
멸망한 뒤에는 초한이 서로 싸우다가 다시 한나라로 통일되었다. 한나라는 
고조가 참사기의(斩蛇起義) 하여 천하를 통일하고 세운 나라로서 뒤에 광무 
중흥을 보았는데 헌제의 대에 이르러 드디어 대에 이르러 삼국으로 분열되고 
말았으니 이제 이처럼 나라가 어지럽게 된 근원을 캐어 본다면 대개 환제와 
영제 두 임금의 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 하겠다. 환제는 어진 신하들을 눌러 
버리고 오직 환관들만 몹시 섬겼다. 환제가 돌아가고 영제가 즉위하자 대장군 
두무와 태부 진번이 서로 보좌하여 오는 중에 환관 조절의 무리가 함부로 나라 
권세를 희롱하므로 두부와 진번은 무리들을 없애 버리려 하였던 것이나 일 
꾸미기를 은밀하게 하지 못해 마침내는 그들의 손에 도리어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내시들은 더욱 방자해졌던 것이다.55) 

  일본의 요시가와 에이치의 『신역 삼국지』는 「黄巾賊의 난」에서 유비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데 황하가의 낮은 언덕에 앉아 있는 그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부터 시작된다. 

번역문:
후한 건녕 원년 무렵 지금부터 약 1780년 전의 일이다. 홀로 떠돌이 하던 한 
나그네가 있었다.
허리에 한 검을 차고 있는 것 외에 옷차림은 지극히 초라하지만 눈썹은 
빼어나고 입술은 빨갛고, 특히 총명해 보이는 눈동자와 유족한 얼굴상이어서, 
항상 어딘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어, 대체로 천한 기색이 없었다.
도시에서 살던 무렵에는 스물넷, 다섯 살이었다. 풀숲 속에 오도카니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다. 세월이 흘렀고 미풍은 시원하게 귀밑머리 결을 

55) 원문: 滾滾長江東逝水，浪花淘盡英雄。是非成敗轉頭空。青山依舊在，幾度夕陽紅。
　　白髮漁樵江渚上，慣看秋月春風。一壺濁酒喜相逢。古今多少事，都付笑談中。
　　——調寄《臨江仙》
　　話說天下大勢，分久必合，合久必分。週末七國分爭，併入於秦。及秦滅之後，楚、漢分爭，

又併入於漢。漢朝自高祖斬白蛇而起義，一統天下。後來光武中興，傳至獻帝，遂分爲三國。
推其致亂之由，殆始於桓、靈二帝。桓帝禁錮善類，崇信宦官。及桓帝崩，靈帝即位，大將軍
竇武、太傅陳蕃，共相輔佐。時有宦官曹節等弄權，竇武、陳蕃謀誅之，作事不密，反爲所
害。中涓自此愈橫。(나관중, 모종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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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루만지었다. 
싸늘한 8월이다. 그리고 그곳은 황하가의-황토층의 낮은 물가 언덕이었다.56) 

  위의 예문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신시대」에 실린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는 『도원결의』도 『황건적의 난』도 아닌 『제갈량 편』부터 번역 연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첫째, 박태원이 『신역 삼국지』 번역에 있어서 
‘촉한정통론(蜀漢正統論)’에 입각해 유비가 한나라의 제위에 올라 정사함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번역의 첫 문장은 유비의 소개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유비가 주인공으로 우선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적으로 접근했을 때, 유비가 고을을 평복하고 큰 공을 세워 성을 지킨 
하례 석에서 유표와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외세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대화로부터 막을 열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연재 
시 각각의 장회 마다 “一, 的盧” 와 같이 소제를 추가하여 번역을 한다. 
이러한 소제는 일본의 요시카와 에이치의 『삼국지』와 중국의 모종강본 
『삼국연의(三国演義)』에서 모두 없는 부분으로서 박태원의 번역에서만 추가된 
부분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박태원은 『제갈량 편』만 단독 선택하여 특별히 
번역을 하였다. 이는 신시대에 게재하면서 첫 머리글에 자신의 『신역 삼국지』 
는 현대어 역으로 원작의 면모를 충분히 전하도록 노력하지만 본지에 전부 

56) 원문: 
  黄巾贼(一)

後漢建寧元年のころ。 
今から約千七百八十年ほと前゙のことである。 一人の旅人があった。 
腰 に 、 一 剣 を 佩 い て い る ほ か 、 身 な り は い た っ て 見 す ほ ゙ら し い か ゙、 眉 は 秀 て 、゙ 
唇 は 紅 く、 とり わけ 聡明 そ うな ヒト ミや 、豊 か な 頬 をし てい て 、 つね にと ゙こか に 
微笑をふくみ、総じて賤しげな容子がなかった。 
都市の頃は二十四、五。 草むらの中に、ぽつねんと坐って、膝をかかえこんでいた。 
悠久と水は行く―
微風は爽やかに鬢をなでる。
涼秋の八月た。゙ そしてそこは、黄河の畔の―黄土層の低い断り岸であった。
(吉川英治、『三国志』一 桃園の巻 黄巾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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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할 수 없어 그 중에 가장 흥미 깊은 『제갈량 편』만 선택하여 
연재하기로 하였다고 밝힌 바도 있다.

박태원 『신역삼국지』 요시카와 에이치 
(吉川英治)『신역 삼국지』(三國志) 

나관중(罗贯中) 『三國演義』

제갈량편(諸葛亮篇): 

제1장 「삼고초려(三顧草綠)」

(1941. 04)  제1회  
          1. 적로(敵盧)

  2. 실언(失言)

  3. 단제(檀溪)

  4. 수정(水鏡)

  5. 단복(單福)

     제1장: 

        도원의권( 
桃園の卷)　

제 1회 : 황건적(1~6)

제 2회 : 
流行的童歌

제 3회 : 
白芙蓉(1~3)

제 4회 : 
小卒張飛

제 5회 : 
桑下人家

第一回　宴桃園豪傑三結義　
              
斬黃巾英雄首立功

第二回　張翼德怒鞭督郵　
              
何國舅謀誅宦豎

第三回　議溫明董卓叱丁原　
              
饋金珠李肅說呂布

第四回　廢漢帝陳留踐位　
       謀董賊孟德獻刀

第五回　發矯詔諸鎮應曹公　 
       破關兵三英戰呂布

(1941. 05)  제2회  

         6. 명령(螟蛉)

 7. 서모(徐母) 

 8. 와룡강(臥龍崗)

제 6회 : 
橋畔風談

제 7회 : 
童學草舍

제 8회 : 
三花一瓶

第六回　焚金阙董卓行凶　
       匿玉玺孙坚背约

第七回　袁绍磐河战公孙　
       孙坚跨江击刘表

第八回　王司徒巧使连环计  
  　      董太师大闹凤仪亭

(1941. 06)  제3회  
              9. 초당(草堂)

제 9회 : 
桃園結義

제10회 : 
南征北討

第九回　除暴徒呂布助司徒　
              
犯長安李倔聽賈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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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十回　勤王室馬騰舉義　
              
報父仇曹操興師

제2장
   「당양장판파(當楊長阪坡)」  

         1. 초현(招賢)

 2. 오태부인(吳太夫人)

         3. 감령(甘寧)

제11회 : 
盧植遭囚

제12회 : 秋風陣

제13회 : 十常侍

第十一回　
劉皇叔北海救孔融　
                  
呂溫侯濮陽破曹操

第十二回　陶恭祖三讓徐州　
                  
曹孟德大戰呂布

第十三回　李倔郭汜大交兵　
                  
楊奉董承雙救駕

(1941. 07)  제4회 

         4. 유기(劉琦)

         5. 박망파(博望坡)

 6. 공융부자(孔融父子)

         7. 유종(劉琮)

제14회 : 
鞭笞督郵 

제15회 : 
嶽南佳人

제16회 : 
故園探母

제17회 : 
大亂之兆

第十四回　
曹孟德移駕幸許都　
                  
呂奉先乘夜襲徐郡

第十五回　
太史慈酣鬥小霸王　
                  
孫伯符大戰嚴白虎

第十六回　呂奉先射戟轅門　
                  
曹孟德敗師育水

第十七回　袁公路大起七軍　
                  
曹孟德會合三將

(1941. 08) 제5회  
     8. 신야성(新野城)

     9. 애민(愛民)

    10. 유종모자(劉琮母子)

    11. 상산조자룡(常山趙子龍)

        제18회 : 
舞刀飛首

제19회 : 
流螢彷徨

제20회 : 呂布

        제21회 : 赤兔馬

第十八回　賈文和料敵決勝　
                  
夏侯惇拔矢啖睛

第十九回　下邳城曹操鏖兵　
                  
白門樓呂布殞命

第二十回　曹阿瞞許田打圍　
                  
董國舅內閣受詔

第二十一回  
曹操煮酒論英雄　
                 
關公賺城斬車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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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09) 제6회  

    12. 연인장익덕(燕人張翼德)  

    13. 한진구(漢津口)

        제22회 : 
春園走獸

제23회 : 
“白麪郎”曹操

第二十二回  
袁曹各起馬步三軍　       
            
                 
關張共擒王劉二將

第二十三回  
禰正平裸衣罵賊　
                 
吉太醫下毒遭刑

(1941. 10)  제7회 

제3장「적벽대전(赤壁大戰)」 
          1. 허실(虛實)

          2. 군신(君臣)

제24회 : 
僞忠狼心

제25회 : 
南風竟吹

第二十四回  
國賊行兇殺貴妃　         
   皇叔敗走投袁紹

第二十五回  
屯土山關公約三事　       
   救白馬曹操解重圍

(1941. 11)  제8회  
         3. 설전(舌戰)

제26회 : 
江東之虎

第二十六回  
袁本初敗兵折將　         
             
關雲長掛印封金

(1941. 12)  제9회  
          4. 손권(孫權)

          5-1. 주랑(周郎)

        제27회 : 
關羽一杯酒

제28회 : 
大戰虎牢關

第二十七回  
美髯公千里走單騎　       
   漢壽侯五關斬六將

第二十八回  
斬蔡陽兄弟釋疑　         
   會古城主臣聚義

(1942. 01)   제10회 
    5-2. 주랑(승전) 
(周郎,承前)

        제29회 : 
洛陽落日賦

第二十九回  
小霸王怒斬于吉　
                 
碧眼兒坐領江東

    

(1942. 02)   제11회 
          5-3. 주랑(승전)

          6. 호구(虎口)

          7. 군영회(羣英会)

        제30회 : 
生死一河

        제31회 : 
傳國玉璽

        제32회 : 
白馬將軍

第三十回　  
戰官渡本初敗績　 
                 
劫烏巢孟德燒糧

第三十一回　
曹操倉亭破本初　
                  
玄德荊州依劉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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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十二回　
奪冀州袁尚爭鋒　
                  
決漳河許攸獻計

(1942. 03)  제12회 
          8. 차전(借箭)

          9. 간세(奸细)

             

제33회 : 溯江

제34회 : 岩石

第三十三回　
曹丕乘亂納甄氏　         
   郭嘉遺計定遼東

第三十四回  
蔡夫人隔屏聽密語　       
   劉皇叔躍馬過檀溪

(1942. 04)  제13회 
         10. 고육계(苦肉計)

         11. 사항서(詐降書)

         12. 연환계(連環計)

제35회 : 牡丹亭

제36회 : 傾國

        제37회 : 癡蝶鏡

第三十五回　
玄德南漳逢隱淪　         
           
單福新野遇英主

第三十六回　
玄德用計襲樊城　
                  
元直走馬薦諸葛

第三十七回　
司馬徽再薦名士　
                  
劉玄德三顧草廬

(1942. 05)  제14회 
         13. 야연(夜宴)

         14. 풍력(風力)

        제38회 : 絕纓會

제39회 : 天飆

第三十八回　
定三分隆中決策　         
   戰長江孫氏報仇

第三十九回  
荊州城公子三求計　       
   博望坡軍師初用兵

(1942. 06)  제15회 
         15. 동남풍(東南風)

         16. 용병(用兵)

        제40회 : 人燈

제41회 : 
大權輪轉

第四十回　  
蔡夫人議獻荊州　 
                   
諸葛亮火燒新野

第四十一回   
劉玄德攜民渡江
                　  
趙子龍單騎救主

제42회 : 第四十二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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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07)  제16회 
           
17.적벽대전(赤壁大战)

18. 화용도(华容道) 

秋雨時節

제43회 : 
死裏逃生

張翼德大鬧長阪坡　
劉豫州敗走漢津口

第四十三回 
諸葛亮舌戰羣儒　
魯子敬力排衆議

(1942. 08)  

   제4장
「공명과주랑(孔明和周郎)」

  01. 형주(㓝州)

       제44회 : 
牛與“蝗蟲”

第四十四回 
孔明用智激周瑜　
孫權決計破曹操

(1942. 09)
     

          02. 롱영(零陵)

          03. 계양(貴陽)

          04. 무릉(武陵)

제45회 : 
愚兄與賢弟

제46회 : 以毒攻

第四十五回　
三江口曹操折兵　 羣英會蔣幹中計

第四十六回　
用奇計孔明借箭　獻密計黃蓋受刑

(1942. 10)  
    
        05. 노장황충(老將黃忠)

        06. 합비일전(合淝一戰)

第四十七回　
闞澤密獻詐降書　龐統巧授連環計

第四十八回　
宴長江曹操賦詩　
鎖戰船北軍用武

(1942. 11)
    
 
   07-1. 미인국(美人局)

第四十九回　
七星壇諸葛祭風　
三江口周瑜縱火

(1942. 12) 제17회  

          07-2. 미인국(美人局)

第五十回　諸葛亮智算華容　
關雲長義釋曹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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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표4>에서 이상 박태원 역 『신역삼국지』에서 취하여 번역한 부분과 목차 
및 배치 순서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으로 중국 고전 역사소설의 번역을 통한 시대적, 현실적 투영에서의 
가치를 살펴보기 위해 『신역 삼국지』의 인물묘사 분석 비교 및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나.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에서의 특별한 인물 선각과 순서 배치

  일제 식민치하의 『삼국지』 번역에 있어서 가장 크게 호소력 지녔던 것은 
박태원 『신역 삼국지』에서 보이는 인군(仁君)의 현덕 유비(劉備), 
상지(上智)의 공명 제갈량(諸葛亮), 그리고 맹용(猛勇)한 장비(張飛)의  
각색이다. 이것은 간웅(奸雄) 조조(曹操), 효웅(枭雄) 유비(劉備), 그리고 
영웅(英雄)의 손권(孫權)을 세 중심인물로 하는 중국의 모종강본 『신역 
삼국지』와 대비 했을 때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장비(張飛)
  장익덕(張翼德), 장비(張飛)는 자는 익덕(益德)으로 촉나라의 세 번째 
오호대장이다. 유비, 관우의 의형제 중 막내로서 수많은 전투를 이끈다. 

(1943. 01) 제18회  

        08. 동작대(铜雀薹)

        09. 공근요절(公瑾夭折) 

 
第五十一回　
曹仁大戰東吳兵　 孔明一氣周公瑾

第五十二回　
諸葛亮智辭魯肅　
趙子龍計取桂陽
               
                 (续 
*부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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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원의 『신역 삼국지』 중에서 유비 다음으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로서 
전체 플롯 구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 제2장에서 첫 
소제에서 등장하는 「장판파(長板坡)」라는 공간은 장비(張飛)가 소수의 기병을 
거느리고 다수의 적군과 싸운 전투 공간 이다. 몇 배나 달하는 5000여명의 
조조군을 겹겹이 포위해 진격하여 승리한 전쟁 유적지인 것이다. 특히 형주에 
있던 유비가 조조의 대군을 쫓겨 형세가 아주 급박하게 되었을 때 장판교 
위에서 일갈하여 위나라 군대를 물리침으로 해서 그 이름을 날렸다. 장판파 
전투 당시 장비(張飛)의 용맹(勇猛)함은 쫓아오는 조조군의 천군만마를 앞에 
두고 추호의 동요도 없이 “누구든지 목숨이 아깝거든 물러나라”하고 고함치며 
그들을 향해 눈을 부라리는 장면으로 기록된다. 장비는 관우가 죽은 후 
관우의 복수를 위하여 오를 치려는 와중에 부하에게 암살된다.   

     第二章 당양 장판파(當陽長板坡) 

    十二 연인 장익덕 (燕人張翼德) 
   장비는 조조 후군에, 은은히 청라산개가 보이고, 모월정기가 바람에 
나붓기는 깃을 보자, 필시, 조조가 친히 동정을 살피러 온 것이라 짐작하고, 곧, 
소리를 가다듬어 외쳤다.  

「나는 연인 장익덕이다. 감히 나와 한번 싸와 볼 자는 없느냐?」
외치는 소리가 마치 우뢰와 같아여, 조조 군사들은 한번 듣고, 저모르게 

몸서리 쳤다. 
조조도, 역시, 속으로 은근히 겁을 집어 먹었다. 그는, 곧, 청라산개를 

치워 버리라 명한 다음에, 좌우를 돌아 보고 말하였다. 
「내, 일즉이, 관운장한테 들으니, 익덕은, 백만군중에서 상장의 

머리버이기를, 주머니 속에서 물건 찾아내듯 한다고 - 이제 보니, 과연 범 같은 
장수로구먼」

말을 미쳐 마치기 전에, 장비는 다시 고리눈 부릅뜨고, 버럭 같은 소리로 
외쳤다. 

「연인 장익덕이 예 있으니, 누구든 한번 싸울 자는 바삐 나오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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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가, 장비의, 이렇듯한 기개에 눌리어, 적지아니 물러갈 마음을 먹었을 
때, 장비는 멀리, 조조 후군의 진각(陣脚)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다시 
장팔사모를 고쳐 잡으며, 소리쳤다. 

「네, 싸우려면 싸우고, 물러가면 물러 갈것이지, 물러가려고도 않고 
싸우려고도 안하니, 대체 어찌할 작정이냐?」

꼬짖는 소리 끊이지 않으며, 조조 곁에 있던 하후결은, 너무나 놀란 
남어지에, 그대로 말 아래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이를 보자, 조조는 더 머물러 
있지 못하고, 그대로 말머리를 돌리어 달아났다.57)58)

  위의 원문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을 때 박태원의 번역태도를 아래와 
같이 귀납할 수 있다. 첫째, 박태원은 ‘연인 장익덕’이라는 소제를 
추가시켜 번역하였다. 이것은 중국의 모종강본 ‘삼국지’나 일본의 
요시가와 에이치의 ‘삼국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다.
  둘째, 박태원은 연인 장익덕이 조조와의 대결 장면을 통해 장비의 
불굴의 기개와 용맹을 특별히 부각시켰다. 이것은 중국의 모종강본에서 
제 42회의 한 대목으로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삭감된 채 장비의 묘사만 

57) 원문: 却说文聘引军追赵云至长坂桥，只见张飞倒竖虎须，圆睁环眼，手绰蛇矛，立马桥上；
又见桥东树林之后，尘头大起，疑有伏兵，便勒住马，不敢近前。俄而曹仁、李典、夏侯惇、
夏侯渊、乐进、张辽、张郃、许褚等都至。见飞怒目横矛，立马于桥上，又恐是诸葛孔明之
计，都不敢近前，扎住阵脚，一字儿摆在桥西，使人飞报曹操。操闻知，急上马，从阵后来。　
张飞圆睁环眼，隐隐见后军青罗伞盖、旄钺旌旗来到，料得是曹操心疑，亲自来看。飞乃厉声
大喝曰：“我乃燕人张益德也！谁敢与我决一死战？”声如巨雷。　 　 曹军闻之，尽皆股栗。曹
操急令去其伞盖，回顾左右曰：“我向曾闻云长言：益德于百万军中，取上将之首，如探囊取
物。今日相逢，不可轻敌。”

　　言未已，张飞睁目又喝曰：“燕人张益德在此！谁敢来决死战？”
曹操见张飞如此气概，颇有退心。飞望见曹操后军阵脚移动，乃挺矛又喝曰：“战又不战，退
又不退，却是何故！”
　　
喊声未绝，曹操身边夏侯杰惊得肝胆碎裂，倒撞于马下。操便回马而走。于是诸军众将一齐
望西逃奔。正是：黄口孺子，怎闻霹雳之声？病体樵夫，难听虎豹之吼。一时弃枪落盔者，
不计其数。人如潮涌，马似山崩，自相践踏。(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 「신시대」, 
198-199쪽)

58) 나관중, 三國演義, 모종강본 42회, 张益德大闹长坂桥　刘豫州败走汉津口 장비는 장판교에
서 크게 호통치고 현덕은 강을 건너고 필마단기로 조자룡은 주인을 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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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번역하였다.  
  셋째, 박태원은 중국의 모종강본을 저본으로 번역하였다. 요시가와 
에이치가 연재한 『삼국지』에서는 장판파에서 장익덕과 조조의 대결 
장면을 통한 장비의 ‘용맹’ 묘사도 특별히 부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에서는 장비의 용맹에 강조점을 
두어 인물묘사를 가미하였는가 하는 반면에, 요시카와 에이치 역 
『삼국지』에서는 ‘황건적의 난’으로써 연재의 서막을 열었으나, 진정한 
흥미를 조조상에 두고 31회 传国玉玺, 36회 倾国에 이르기까지 공명 
제갈량으로 마무리 지으며 두 영웅의 성패 쟁탈전을 부각 시키고 있다. 

  둘째, 조조(曹操):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가 형상화하고 있는 인물 형상들 중에 
조조(曺操)의 형상은 제일 복잡하게 묘사되고 있다. 조조는 유독 정치, 군사, 
문학 등 전반적인 성취를 한 몸으로 아우르는 인물로서 『삼국지』 중 
성공적인 인물 형상 중의 한 명으로 성격적 특성으로 단일성과 복잡성이 
함께 구비되어 있다. 그는 당대 불세출의 영웅으로서 정치가와 군사가, 
문학가의 재능을 겸비하고 있다. 반면에 난세의 간웅이기도 한 그는 
권모술수, 거만, 적을 경시하는 등의 단점들이 있다. 『신역 삼국지』에서 
묘사하고 있는 조조의 형상 묘사에는 예술적 사실성과 생활의 진실성에 
부합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역사적 실제성에까지 포함시킨다. 즉, 간웅과 
영웅의 통일체인 것이다. 조조는 작품에서 천성적으로 의심이 많고 
무차별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난다. 

 
  역문:
  다시 여기저기 살펴보며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돼지 한 마리를 방금 잡으려고 
묶어 놓은 것이 있다. 진궁이 이것을 보고 
   "맹덕이 의심이 많아 애매한 사람을 죽였구려.“
하고 조조와 함께 급히 그 집에서 나와 말을 타고 떠났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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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백사를 향하여  "저기 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외치니, 그 말에 여백사
가 고개를 돌려 그 편을 바라볼 때 와락 그에게도 달려들어서 칼을 번개같이 휘
둘러 여백사를 베어 나귀 아래 거꾸러뜨렸다.  
  이를 보고 진궁이 깜짝 놀라 "아까는 모르고나 그랬지만 이제 이게 무슨 짓이
오." 하고 물으니, 조조의 말이 "백사가 집에 돌아가서 식구들이 몰살당한 것을 
눈으로 보면 어찌 가만있겠소. 만약 동네 군들을 풀어 가지고 뒤를 쫓아오면 우
리는 속절없이 화를 당했지 별수 있소." 하였다. 
  "그래도 알고 죽이는 건 아주 옳지 않은 일이오." 그러나 조조는 "말씀은 그러
하나, 나는 그리 생각지 않소. 내가 차라리 천하 사람들을 저버리면 저버렸지 천
하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게 두지 않겠소." 하고 말한다. 진궁은 그만 입을 다물
고 더 말하지 않았다.59)60) 

  조조는 누군가가 정권을 정복시키려는 기미가 보이거나 그러한 행위로 추
측이 되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죄다 죽여 버렸다. “罚不逾时(법불유시)”

의 호령에 따르며 제일시간에 먼저 선수를 쳐서 상대방을 제압한다. 이 외
에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서 그는 종종 권력을 남용하거나 교묘히 속임수
들을 쓰며 암암리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 이처럼 그는 포악하고 
의심이 많은 폭군으로 묘사되고 있다.  

  조조가 자만하고 상대의 적을 경시하는 성격적 특징은 적벽지전(赤壁之戰)
에서 제일 잘 드러나고 있다.61)

59) 曹操暗杀董卓没有成功，遭董卓通缉，投奔吕伯奢庄上，吕盛情接待，欲杀猪相款。曹操忽闻
庄后有磨刀之声，操曰：“吕伯奢非吾至亲，此去可疑，当窃听之。”但闻人语曰：“傅而杀之，
何如[2]？”曹操顿时杀了八口人。后来发现杀错了，索性昧着良心将吕伯奢也杀了，曰：“宁叫
我负天下，休教天下人负我。(나관중(羅貫中) 著, 『三國演義』, 「第四回 废汉帝陈留践位　谋
董贼孟德献刀」, 人民出版社, 2018).

60) 박태원, 「4. 동탁이 임금을 폐하고 진류왕을 세우니 조조가 역적을 죽이려다 보도를 바쳤
다.」, 『삼국지1』, 깊은샘, 2008, P.117-118

61) 曹操の容姿：白面郎 为首闪出一将，身长七尺，细眼长髯…（罗贯中 著 毛宗岗 评订、『三
国演義』第一回 宴桃园豪杰三结義 斩黄巾英雄首立功） 

近々と、その人物をみれば。 年はまだ若い。肉薄く色白く、細眼長髯、胆
量人にこえ、その眸には、智謀は かり知れないものが見えた。(吉川英治、『三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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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중국 나관중의 모종강본 『삼국지』에서는 조조에 대한 외모 묘사로 단 
한 문장인 ‘신장 칠척에 길고 가는 눈과 사지’ 라고만 간략히 묘사되어 있지
만, 요시카와 에이치의 ‘삼국지’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조조에 대한 외모를 
상당히 많이 추가하여 묘사를 하고 있다.62) 이 또한 일본에서의 『삼국지』의 
주안점은 조조에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것은 박태원 역 ‘신
역 삼국지’에서 장비와 유비에 주안점을 두고 번역한 것과 현저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에서는 장비의 
기개가 조조를 겁먹게 하여 물러나게끔 한 대목이 제2장의 첫 서막을 장식했
다는 점이다. 즉,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에서는 장비의 용맹을 묘사함과 동
시에 조조와의 대결부분을 특별히 추출하여 번역하였다. 일본의 요시가와 에
이치가 외모 묘사를 추가해가며 그린 위엄 넘치는 조조를 박태원은 장비의 
용맹스러운 묘사를 부각시킴으로서 그 용맹이 조조와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조조를 퇴치 시켰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이다.  
  여기서 박태원은 신시대의 서면에서 자신의 ‘신역 삼국지’ 연의는 현대어 
역으로 원작의 면모를 충분히 전하도록 노력하지만 본지에 전부 연재 할 수 
없어 그 중에 가장 흥미 깊은 『제갈량 편』만 선택하여 연재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하였던 점에 다시 주목하게 된다. 이는 일본의 요시카와 에이치의 『삼국

志』一 桃園の巻 転戦) …白皙秀眉、丹唇をむすんで、…もっと底の深い、もっと
肚も黒い、そしてもっ と器も大きな曲者ではなかろうかと見られた。 (吉川英
治、『三国志』一 桃園の巻 舞刀飛首)

「この子は鳳眼だ」 といって、幼少の時から、大勢の子のうちでも、特に曹
操を可愛がっていた。 鳳眼というのは鳳凰の眼のように細くてしかも光があると
いう意味であった。 少年の頃になると、色は白く、髪は漆黒で、丹唇明眸、中肉
の美少年ではあり…  (吉川英治、『三国志』一 桃園の巻 白面郎「曹操」) 白面細
眼、自若としてそういう容子…
(吉川英治、『三国志』一、講談社、1989 年 4 月 11 日、p.180-327)

62) 陳, 卓然, 「日本近代における『三国志演義』の改作と研究について」, 2018年 3月20日 
Nagasaki University (長崎大学), 博士(学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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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조조와 제갈량의 두 영웅의 힘겨루기 성패에 입각하여 번역했다는 점
에서 본다면 일본이 그린 동양적 영웅상인 조조와 박태원이 특별히 『제갈량
편』 만 선택하여 번역 연재했다는 지점은 박태원의 번역 의도와 태도가 일제 
식민지에 대한 저항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유비(刘備):
  촉한의 초대 황제로서 자는 현덕(玄德)이다. 의형제를 맺은 관우와 장비와 
평생 국태민안(國泰民安)의 뜻을 품고 전투에서 절세의 용맹을 펼친다.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는 제갈량 편만 선택하여 그 중에서 유비에 대한 
소개가 시작되며 등장한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며 돌아오는 유비를 반기며 
마중 나온 유표와의 대화에서 유비의 어진 성품을 묘사하며 전반 작품의 
서막을 연다.   
  
  주준이 말했다. "그도 한때고 이도 한때요, 옛날 진나라가 망하고 항우가 한창 드
날릴 때는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 백성에게 정한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항복을 권유하
기도 하고 또 와서 붙는 자를 상도 주어서 내 편으로 오기를 권했던 것이오. 그러나 
지금은 천하가 통일되어 있는데 오직 황건적이 난을 일으켰을 뿐이라, 만약에 항복을 
받아들인다면 권선할 길이 없을 것이오. 도적들이 형세가 이로우면 제 마음대로 노략
질을 하다가 형세가 불리하면 곧 항복하러 들 것이니 이것은 도적놈의 마음을 길러 
주는 것이라 결코 좋은 계책이 아니오." 
  현덕이 말하였다.
  "도적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사면을 
철통같이 에워쌌으니, 도적이 항복을 빌다가 안 되면 반드시 죽기로 싸우러 들 것입
니다. 만 사람이 한 마음이 된대도 당해 낼 도리가 없는데 하물며 성중에는 수만이 
있잖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동남쪽은 틔워 주고 서북쪽만 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그러면 도적들이 반드시 성을 버리고 달아날 것이요, 그들에게 싸울 마음이 없고 
보면 쉽사리 사로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63)  

63) 박태원 역, 『삼국지1』, 깊은샘, 2008,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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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이를 보고 나자 서서는 눈물이 샘솟듯 하였다. 그는 곧 편지를 가지고 현덕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저는 본래 서서로 자는 원직입니다. 난을 피하느라고 단복이라 성명을 고쳤던 것
인데 전자에 유경승이 어진 이를 부르며 선비들을 용납한다는 말을 듣고 일부러 찾아 
갔습니다마는 급기야 서로 만나 이야기를 해 보니 한갓 무용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써 놓고 하직한 다음 심야에 사마 수경의 장상으로 가서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였더니 수경이 저더러 주인을 못 알아본다고 깊이 책망하며, 유 예주께서 여기 계
신데 어찌하여 섬기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래 제가 짐짓 미친 체하고 길에서 노
래를 불러 사군께서 들으시게 하였던 것인데 사군께서는 다행히 버리지 않으시고 저
를 중히 써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조가 연로하신 어머님을 간계로 속하여 허창
으로 데려다 가두어 놓고 장차는 해치려고까지 하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어
머님이 친히 글월을 보내 부르시니 제가 아니 갈 수 없습니다. 견마의 수고를 다해서 
사군께 보답하려 아니 하는 바가 아니나 어머님이 잡혀 계시니 힘을 다할 수가 없습
니다그려. 그래 이제 하직을 여쭙고 후일 다시 뵙기를 도모하려 합니다." 64)65)

  현덕이 신야로 돌아온 뒤 세월이 여류해서 어느덧 새 봄을 맞이하였다. 현덕은 복
자(卜者)에게 명하여 시초(蓍草)를 갈라 길일을 택하게 해서 삼일을 재계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다시 와룡강으로 공명을 찾아가려 하였다. 관우와 장비가 이 
말을 듣자 마음에 미타히 생각하고 드디어 함께 들어가서 현덕을 간한다. 
   높은 선비가 미처 영웅을 심복 못 시키매 
   지나친 겸사가 도리어 호걸의 의심을 자아낸다.66)

64) 隽曰：“彼一时，此一时也。昔秦、项之际，天下大乱，民无定主，故招降赏附，以劝来耳。
今海内一统，惟黄巾造反；若容其降，无以劝善。使贼得利恣意劫掠，失利便投降：此长寇之
志，非良策也。”

　　玄德曰：“不容寇降是矣。今四面围如铁桶，贼乞降不得，必然死战。万人一心，尚
不可当，况城中有数万死命之人乎？不若撤去东南，独攻西北。贼必弃城而走，无心恋
战，可即擒也。”(나관중(羅貫中) 著, 『三國演義』, 「第二回 张翼德怒鞭督邮　何国舅谋
诛宦竖」, 人民出版社, 2018).
65)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 깊은샘, 2008, 4권, 45쪽
66)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 깊은샘, 2008, 4권, 76쪽-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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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박태원은 유비의 인품은 그의 대화와 행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자와 인내로 구비 된 성품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그의 인물 특징은 작품 속에서 모두가 선망하는 군주의 모습으로 
보이도록 독자들의 경향성을 유도시키며 묘사하고 있다. 

네 번째, 제갈량
  자는 공명(孔明)으로 삼고의 예로서 유비가 그를 찾았을 때 천하삼분지계를 
설파하면서 유비의 군사가 되었다. 유비는 제갈량의 지혜를 보고 서서를 통해 
공명을 천거하고 후세에 그 세력을 확장해 나간다.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에서는 제갈량이 지혜(智惠)와 충의(忠義)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 근원을 추구하면 역시 중국의 모종강본의 영향이 매우 크다. 중국 
모종강본에서의 제갈량상은 전쟁 중에서 계교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유비의 
곁에서 마지막까지 촉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요시카와 
에이치가 만든 제갈량의 인물상은 지(智)의 아이콘으로 존재한다. 중국의 
모종강본은 “도원결의”의 유비, 관우, 장비의 3인 의결로 시작하여 
주인공으로 삼았다면, 요시카와 에이치는 조조로 시작하여 제갈량으로 마무리 
짓는다.67) 반면에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는 제갈량 편만 선택하여 그 
중에서 유비가 소개되며 등장한다.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며 돌아오는 유비를 
반기며 마중 나온 유표와의 대화에서 유비의 어진 성품을 묘사하며 전반 
작품의 서막을 연다. 제갈량은 「적벽대전」에서 손권과 유비의 동맹을 
성사시키고 조조의 대군을 물리쳐 크게 승리를 거두는 지혜로운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그 후에 유비가 병으로 죽자 후주 유선을 받들어 
촉나라를 다스리는데 전념한다. 전쟁에서 계략을 짜서 약소자로 조조의 
대군과 싸워 승리하고 유비와의 혈맹에서 끝까지 조신을 지키며 마지막까지 
촉나라를 지키는데 전념하는 제갈량의 이러한 지(智)와 충(忠)의 조화는 그를 

67) 陳, 卓然, 「日本近代における『三国志演義』の改作と研究について」, 2018年 3月20日 
Nagasaki University (長崎大学), 博士(学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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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세우고 지키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감초 같은 조력자인 동시에 
진정한 배후에 숨겨진 ‘영웅‘의 역할을 돈독히 함으로써 박태원이 가장 
주목하여 번역한 인물이다. 박태원은 이러한 제갈량을 그의 작품에서 
지(智)와 충(忠) 그리고 의(義)의 상징으로 작품 속에 부분 선택적 번역 
방식을 취하여 작가의 번역 태도를 표현하였다.
 

  한편 공명은 등지가 떠난 뒤 후주에게 아뢰었다. 

  "등지가 이번에 갔으니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오며 동오에 어진 사람들
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누가 답례차로 올 것이라 폐하께서는 부디 예모(禮貌)로
써 그를 대하시어 저로 하여금 동오로 돌아가서 두 나라 사이에 좋은 정의를 맺
고 지내게 하소서. 오가 만약 화친하고 보면 위가 제 감히 촉에 군사를 가하지는 
못할 것이라 오. 위 두 나라의 사이가 평온해지면 그때를 타서 신이 남정(南征)
하와 먼저 남만 지방을 평정하고 다음에 위를 도모할 생각이오니 위가 망하고 
보면 동오 역시 오래지는 못할 것이라 가히 일통천하(一統天下)의 기업을 성취할 
수 있사오리다."68)

  한편 위나라의 세작이 이 소식을 탐지하다가 나는 듯이 주원에 보하니 
조비는 듣고 크게 노하여 "오, 촉이 동맹을 맺었다 하니 반드시 중원을 
도모할 뜻이 있는 것이라, 짐이 먼저 치느니만 같지 못하리라." 하고 이에 
문무백관을 크게 모아 놓고 군사를 일으켜 동오를 칠일을 상의하였다. 

  역사상의 제갈량은 확실히 걸출한 정치가임에 틀림없다. 그의 
『隆中對』에서는 "未出茅庐，已知三分天下“("모루에서 벗어나기 전에 이미 
천하의 삼분은 알고 있었다.")라는 기술은 제갈량의 영명한 전략을 예견할 
만한 것이었다. 

 

68) 박태원, 「86. 진복은 천변(天辯)을 늘어놓아 장온을 힐난하고 서성은 화공을 써서 조비를 
깨뜨리다」, 『삼국지8』, 깊은샘, 2008,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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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에서의 내용 구성 번역(적벽대전_공명 제갈
량편) 다음으로는 『신역 삼국지』의 내용에 있어서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정
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신역 삼국지』의 줄거리는 스펙트럼이 넓고 다양
하지만 이 장편 속의 매개 章回의 내용을 보면 모두 당시 한국의 사회 상
황에서 가장 필요했을 만한 경험과 교훈을 반영하고자 했다. 

<표5>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 , 

『제갈량편』 
吉川英治 『三国志』

 毛宗岗본, 나관중, 
   『三国演義』 

제1장 
「삼고초려(三顾草绿)」

一 序 桃園巻

第三十四回  
蔡夫人隔屏聽密語      

  
劉皇叔躍馬過檀溪

제2장 
「당양장판파(當杨长坂坡)」

二 群星巻 
第四十二回 

張益德大鬧長阪橋　
劉豫州敗走漢津口

제3장 
「적벽대전(赤壁大战)」

三 草莽巻 
第四十九回 

七星壇諸葛祭風　
三江口周瑜縱火

제4장 
「공명과주랑(孔明和周郎)」

四 臣道巻
第五十一回 

曹仁大戰東吳兵　
孔明一氣周公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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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박태원은 『제갈량편』에서 총 4장회의 「삼고초
려(三顾草绿)」, 「당양장판파(當杨长坂坡)」, 「적벽대전(赤壁大战)」, 「공명과주랑
(孔明和周郎)」만 선택하여 번역하였고 이것은 현저히 일본의 吉川英治 『三国
志』이나 중국 毛宗岗의 나관중 『三国演義』과 장회 순목 상의 차이를 보여주
고 있다. 이러한 과감한 삭제와 선택성 있는 번역 및 연재함은 박태원 작가의 
번역 태도가 ‘촉한 정통론’의 지지 입장과 조조와의 대결 의지를 잘 드러내주
고 있다. 그러므로 박태원은 일본의 吉川英治 『三国志』를 읽었음과 동시에 
실제 번역에 있어서는 중국 毛宗岗본의 나관중 『三国演義』를 저본으로 삼았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시대」에 연재 된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에서 삭제된 부분과 번
역 된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아래와 같다.

역문:
  이때 공명은 운장을 참하려 하였으나, 현덕이 있다가 “예전에 우리 세 사람이 
도원에서 결의할 때 생사를 같이하기로 맹세하였소이다. 이제 운장이 비록 죄를 
범하기는 하였으나 전에 한 맹세를 차마 어길 수가 없소. 바라건대 아직 기과해 
두셨다가 장공속죄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오.” 하고 청해서 공명은 비로소 그를 
용서해 주었다.69)

  박태원은 부분 첨가 및 문장의 부분 전환을 통해 번역된 한국어 표현에 
있어서 더욱 매끄럽게 끌어내었고 간결한 원문의 표현보다 수식어를 부분 
첨가하는 등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조선글로 독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하였다.

  "유비는 족히 근심할 것이 못 되고 조조야말로 강적이니 불가불 없애야 

하겠는데, 유표가 비록 형주를 웅거하고 있다 하나 형세가 강하진 못하고, 
강동의 손백부는 그 위엄이 삼강(三江)을 누르고 땅이 육군(六郡)에 연했으며 

69) 삭제 된 원문: 却说孔明欲斩云长，玄德曰：“昔吾三人结義时，誓同生死。今云长虽犯法，
不忍违却前盟。望权记过，容将功赎罪。” 孔明方才饶了。(나관중(羅貫中) 著, 『三國演義』, 
「第五十一回 曹仁大战东吴兵  孔明一气周公瑾」, 人民出版社, 2018, p.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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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사와 장수들이 극히 많으니 사람을 보내셔서 그와 언약을 맺고 함께 조조를 
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까 보이다." 하고 권하니 원소는 그 말을 좇아서 즉시 
글을 닦아 진진으로 사자를 삼아서 손책에게로 보냈다.70)71)

  (중략)
  조조는 손책의 강성함을 알자 "사자 같은 아이와는 더불어 싸우기가 어렵거든," 하
고 탄식하며, 드디어 조인(曹仁)의 딸을 손책의 막내동생 손광(孙匡)에게 시집보내 두 
집이 사돈을 맺게 하고 장굉을 허창에 머물러 있게 하였다.72) 

  『삼국연의』가 한국문학에 가져온 영향으로 하게 첫째, 주제 사상 방면에 
있다. 요컨대, '충'과 '의'와 같은 정통 가치관의 주제이다. 둘째, 문체형식, 매 
장회의 서두부분과 막장부분에 종결서사가 있다. 이것은 『삼국연의』의 형식을 
모방한 것이다. 셋째, 소설 중 이야기의 공간적 배경은 『신역 삼국지』에서 
자주 출현하는 지명으로 소설이야기의 무대이다. 넷째, 인물묘사, 소설인물의 
처음 등장하는 시기와 인물의 특징은 『삼국연의』 속 묘사한 영웅묘사와 
유사하다. 전쟁 중의 장군들의 풍모는 『삼국연의』의 관우, 장비, 조운, 여포, 
공명과 비슷한 특징을 드러낸다. 다섯 번째, 전쟁묘사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전쟁'의 진정한 의미는 작가 박태원한테 어떤 의미였을까.  

박태원이 선각하여 번역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역문:
제4장 공명과 주랑, 「형주」
  이때, 주유는 적벽 싸움에 크게 이기고, 장졸들을 점고하여 그 공을 
오후(吳侯)에게 보한 뒤, 삼군을 크게 호상(犒賞)하고, 바야로히 군사를 내어 

70)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 깊은샘, 2008, 3권28장 162쪽
71) 원문: 且说袁绍见玄德不回，大怒，欲起兵伐之。郭图曰：“刘备不足虑，曹操乃劲敌也，不

可不除。刘表虽据荆州，不足为强。江东孙伯符威镇三江，地连六郡，谋臣武士极多，可使人
结之，共攻曹操。”绍从其言，即修书遣陈震为使，来会孙策。위의 책, 242쪽

72)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 깊은샘, 2008, 3권 194-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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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군을 치려하여, 강가에 전후로 영채 다섯을 세우고, 자기는 스스로 한가운데 
들어 있었다. 
  주유가 무리들을 모아놓고 바루 정진(征進)할 계책을 의논하고 있을 때, 홀연 
보하되 유현덕이 손건을 보내어 공을 하례한다고 한다. 주유가 청하여 드리게 
하자, 손건은 곧 들어와서 말하였다. 
「저의 주공께서 특히 건에게 명하시어, 도독의 크신 덕을 사례하고 박한 
예물이나마 드리라 하와 온 걸 이옵니다.」 주유는 물었다. 
「현덕께서 지금 어데 계시오?」
 손건은 대답하였다. 
「지금 군사를 옴기시어 유강(油江)에 둔치시고 계십니다.」
주유는 놀라 다시 물었다.
「그럼 공명도 유강에 계시오?」
「공명과 저의 주공께서 다 함께 유강에 계십니다.」
「족하는 먼저 돌아가시오. 내 몸소 가서 사례하리다.」
주유가 예물을 받고 손건을 보내자, 노숙이 물었다. 
「아까 도독께서 무슨 일로 그처럼 놀라셨오?」
주유는 대답하였다. 
「유비가 유강에다 군사를 둔치고 있다하니, 제가 남군을 취할 뜻이 있는게 
분명하오그려. 우리가 허다한 군마를 없애고, 허다한 전량을 써서, 이제 바루 
남군을 수중에 넣으려 하는 때에, 저이들이 옳지 않은 생각을 품고 있으니, 어찌 
내가 놀라지 않겠소?」73)

73) 원문: 
   且說周瑜收軍點將，各各敘功，申報吳侯。所得降卒，盡皆發付渡江。大犒三軍，遂進兵攻取

南郡。前隊臨江下寨，前後分五營。周瑜居中。瑜正與衆商議徵進之策，忽報：“劉玄德使孫乾
來與都督作賀。”

瑜命請入。乾施禮畢，言：“主公特命乾拜謝都督大德，有薄禮上獻。”
　　瑜問曰：“玄德在何處？”
　　乾答曰：“見移兵屯油江口。”
　　瑜驚曰：“孔明亦在油江否？”
　　乾曰：“孔明與主公同在油江。”
　　瑜曰：“足下先回，某自來相謝也。”
　　瑜收了禮物，發付孫乾先回。肅曰：“卻纔都督爲何失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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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가 받아서 펴 보니, 글 뜻은 대략, 아래와 같았다. 
「한군사중랑장제갈량(漢軍師中郞將諸葛亮)은, 삼가 글을 동오대도 공근선생 
(東吳大都督公瑾先生) 휘하여 드립니다. 양이 시상(柴桑)에 서 한번 선생과 
작별한 뒤로, 이제 도록 연연한 마음, 한시를 잊을 길이 없던 차에, 이제, 선생이 
서천(西川)을 취하려 하신다 듣고, 양은, 열 번 생각하여, 옳지 않다고 말삼 
드리고싶으니, 무릇, 익주(益州)는 백성이 강하고 땅이 험하여, 유근(劉瑾)이 비록 
암약(暗弱)하다 하나, 또한, 족히, 스스로 지킬만 한터에, 이제 군사를 수고로히 
하여, 멀리, 만리 길을 가시려 하니, 비록, 오기(吳起)가 죽지 않고, 손무(孫武)가 
다시 난다 하더라도, 두려웁건댄, 온전한 공(功)을 걷우시기 어려울까 합니다. 
더욱이 조조는 적벽(赤壁)에 한번 패한 뒤로, 수유(須臾)도 원수 갚기를 잊지 
않고 있으니, 이제 선생이 군사를 일으키어 멀리 나가신 틈을 타서, 만약 조조가 
이른다면, 강남은 깨어져 가루가 될 것이다, 양이 참하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 
특히 일깨어 드리는 터이니, 선생은 부디 세번 생각하소서」 
  읽고 나자, 주유의 입으로서 긴 한숨이 새여 나왔다. 
  좌우를 불러 지필을 가져 오라 하여, 오후에게 올릴 글을 초한 다음에 주유는, 
곧, 모든 장수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내, 충성을 다하여 나라에 보답하려 않는배 아니로되, 이미 천명()이 
다하였으니, 어찌 할 길이 없구료. 공들은 부디 오후를 지성으로 섬기어, 함께 
대업()을 이루시도록 하오.」
  말을 마치고 혼절하였다가, 서서히 다시 깨어나며, 하늘을 우러러, 길게 한숨 
짓고, 
  「기생유(旣生瑜)하고, 하생량(何生亮)!」
  (이미 주유를 내셨으며, 웨 또 제갈량은 내셨습니까…?)
  연하여 두어마디 애닯게 외치고 죽으니, 때에, 주유의 나이 설흔여섯이다. 
  손권은 주유가 죽었다고 듣자, 그대로 목을 놓아 울었다.74) 

　
瑜曰：“劉備屯兵油江，必有取南郡之意。我等費了許多軍馬，用了許多錢糧，目下南郡唾手
可得；彼等心懷不仁，要就見成，須放着周瑜不死！” 

  (박태원 역, 「제4장 공명과 주랑, 1.형주」, 『신역 삼국지』, 『신시대』, p.157)
74) 박태원 역, 「제4장 공명과 주랑, 9.公瑾夭折」, 『신역 삼국지』, 『신시대』,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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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갈량의 지략(智略)적인 지(智)의 모습과 충의(忠義)의 모습을 주랑과의 
담판(談判)에서 드러내고 있다. 제갈량은 오(吳)나라와 협력하여 
조조(曹操)군을 물리치고 형주를 점령한 다음 그 어떠한 불의와 신용을 
저버리는 언행을 하지 않고 오(吳)나라와의 형주의 쟁탈전에서 승리를 
거둔다. 이 또한 제갈량의 지혜를 더 한층 강조하는 대목이자 박태원이 
특별히 선별하여 번역하였을 작가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상술한 바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의 박태원이 선택하여 번역한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은 유비의 대화와 행각 그리고 유비의 묘사로 
줄거리의 전반 맥을 잡고 있다. 이것은 중국 모종강본 나관중의 
『三國演義』에서 수많은 인물들의 대화와 묘사와 달리 박태원은 유독 유비의 
대화에만 주안점을 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박태원이 유독 유비의 묘사에만 집중적으로 번역한 또 다른 이유로 
중국 모종강본 나관중의 『三國演義』에서는 「적벽대전」의 장회에서 제갈량의 
대화와 묘사가 많이 들어 있지만,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에서는 제갈량의 
직접적인 대화나 묘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적벽대전」 편에서 
전쟁이 승리로 끝나고 손권과 주유와의 형주 쟁탈 사건에서 주유와 
주고받았던 쪽지 내용만이 직접적으로 제갈량의 지혜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전체 묘사 비중으로 보았을 때 박태원은 번역을 할 때 제갈량보다 
유비에 대한 묘사에 비중을 더 많이 두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박태원은 유비에 대해 인(仁)과 현(賢)의 인품 묘사를 번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적벽대전」편에서 군사 전략가로서의 지략과 주변 
인물들과의 인자한 처세를 동반하며 전쟁에서 승리하는 묘사 부분도 유비의 
대화 대목을 선택하여 번역함으로써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넷째, 박태원은 번역 저본 원문에 없는 소제들을 직접 추가하여 
번역함으로써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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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박태원 역 『신역 삼국지』는 제1장에서부터 제4장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제4장 「공명과주랑(孔明和周郎)」에 이르기까지 모두 
조조군과의 대적 부분만 부분 선택 하여 번역 하였다. 
  반면에, 중국 모종강본 나관중의 『三國演義』는 첫째, 중국의 위, 촉, 오 세 
나라의 분쟁과 전쟁을 통한 패권 다툼을 각각 유비, 조조, 손권을 중심인물로 
세워 3국 대립 구도로 플롯이 짜여 있다. 
  둘째, 나관중(羅貫中)의 『삼국연의』(三国演義)는 시대적으로 중국의 3권 대
립 패권 쟁탈 전쟁 역사 기록을 소설화 시켜 후세들한테 교훈적 영향을 준 
작품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요시카와 에이치의 『삼국지』는 조조(曹操)의 묘사에 강조
점을 두고 신격화 시키며 공명의 묘사로 마무리 짓는다. 일본의 경우 요시카
와 에이지가 1939년부터 1943년에 이르러 토요회관보계(土曜會館報系)의 연
재소설 일간지에 『삼국지』의 번역을 통해 중국문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해서 
중국 역사소설에 번역의 시작은 아무래도 박태원이 처음으로 이룩한 한국적
인 '삼국지‘라는 성취에서 문학사적으로 결코 가볍지 않은 행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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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수호지』 번역 비교

  4.1 무질서의 극복과 피지배층의 ‘희망’ 및 민중 인식

  『수호지』는 역사를 기반으로 한 장편 영웅전기 소설이다. 북송(北宋)말년의 
사회를 소설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묘사 대상은 중국 로서남(魯西南) 지역의 
"시정세민(市井細民)"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수호지』의 사상인식의 관
점으로 농민봉기, 시정생활(市井生活), 지주계급 내부와 민중들의 투쟁, 忠奸
(충간)투쟁, 즉 지배층과 부역자들의 투쟁을 그려왔다. 『수호지』가 대표하는 
신사상에는 고대의 봉건 전제왕조 시기에 창작된 문학작품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것에서 반영되는 사상은 전무후무한 중국 고전의 사상
적 공헌으로 되기 때문이다. 
  『수호지』는 중국4대 명작 중의 하나로서 북송말년의 송강기의(宋江起義)를 
도발선으로 양산박의 108명의 호걸들의 정의를 위해 사회를 향한 반항을 배
경으로 서사를 엮고 있다. 『수호전』은 중국역사상의 최초로 된 백화문(白话
文)의 장회소설(章回小说) 중의 하나로서 고금동서 많이 회자되어진 작품인 
동시에 사시(史詩)의 특징을 구비한 작품 중의 하나로서 중국 내지 동아 서사
문학에 매우 원대한 영향을 끼쳤다. 중국 『수호전』 창작 환경을 살펴보면 중
국 역사상 수백 번의 많은 농민봉기가 일어났지만 크게는 전국적인 규모였고 
작게는 한 작은 마을의 규모였는데 이 중 송대(宋代) 양산 봉기는 농민들 사
이에서 영향력이 비교적 큰 편이다. 
  우선, 번역 작품에서 박태원이 번역한 중국 고전 역사소설의 의도와 계기에 
대해 살펴보면 박태원 아들인 박일영의 회고록부터 살펴보게 된다. 그에 따르
면 박태원은 그의 스승 양건식의 영향을 받아 『수호전』의 번역을 첫 발을 내
딛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태원이 『신역 삼국지』 번역에 뜻을 둔 것은 1929년 양백화(건식) 어른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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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까지 항간에 나돌던 '구체화 삼국지'의 틀을 버리고, 근대적인 대화체의 문
장으로 『매일신보』에 연재를 시작하신 시기로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근거는, 구보가 어려서부터 집안에 고매한 한학자이며 이전의 전신인 
한성의학교 출신 양의(洋醫)였던 숙부 박용남으로부터 한학을 사사했으며, 박옹 
왈"네 나의 학문을 받아들임이 일취월장하여 내 이제 너 점성(박태원의 아명)에
게 더는 가르칠 게 없어 새로운 스승을 소개하리라" 하시며 당대 중국 문학에 대
가셨던 양백화 문하로 보내셨던 사실이 있고, 그 후 부친께서는 1930년대 후반
에 많은 중국 문학 작품 번역을 하고 계셨던 점에 연유합니다.75) 

  양건식76)은 일제 치하 한국에서 가장 성취를 많이 이룬 중국문학 번역 대
가였다. 그는 한문과 중국어에 대한 소양을 미리 갖추고 있어 한‧중 두 문단
의 상황에 해박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중국 고전 문학서를 한글로 번역하였
다. 그가 중국문학서 번역에 그토록 매진하였던 이유로 중국문학서의 번역을 
통해 한국 문단에 한국문학 발달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양건식의 대표
적인 번역에서 희곡과 중국 현대 단편소설을 제외한 중국 고전소설은 『홍루
몽』과 『신역 수호전』(『신민 제9-18호, 1926년 1-10월), 그리고 『삼국연의
(「매일신보」1929년5월 5일-1931년 9월21일)』이다. 양건식은 당시 한국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던 모종강 편 계열의 『삼국연의』를 번역한 것으로 그의 번
역에서 원작의 평점과 일부 도입詩가 제외되었고 목차가 원본과는 다르게 재
설정 되었다. 쉽고 현대체 번역 방식으로 한글 구사한 양건식의 『삼국연의』 
번역은 훗날 그의 제자 박태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후속타로 『신역 삼
국지』 번역으로 이어졌다. 박태원은 이러한 선배들이 다져놓은 기반을 영민하
게 활용하여 『신역 삼국지』 번역에 임하였다고 볼 수 있다.77)       

75) 박일영, 「나의 아버지 박태원과 삼국지」, 『신역 삼국지』, 깊은샘 2008, P.1 
76) 양건식(梁建植: 1889-1944)은 본명은 양백화(梁白華), 호는 菊如로 불교 운동가이자 소설

가, 평론가, 중국문학자로 활동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는 1915(26세) 3월에 「불교진흥
회월보」 창간호에 단편소설 「석사자상」을 발표하면서 등단했고, 본격적인 중국문학에 관련
된 글을 발표한 것은 1917년 5월 「조선불교총보」에 실린 「소설 서유기에 就하여」이다. 
1991년에 趙容萬이 쓴 『백화의 기억』에도 나타나듯이, 한국에서는 1920년대부터 해방직전
까지 대표적인 중국문학 번역가이자 연구의 1인자로 알려져 있다. 

77) 홍상훈, 『梁建植의 「삼국연의」 번역에 대하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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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역한 『삼국연의』와 1926년 1월 2-3일에 『동아일보』에 발표한 『수호전 
이야기』에서 양건식은 직접적인 평론을 발표하지 않는다. 다만 『支那의 소설
及희곡에 取하여』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가 있다.

  ...『신역 삼국지』는 역사적 흥미와 그 결구에 있어 볼만 하지마는 『수호전』 중
에 『신역 삼국지』가 있느냐 『신역 삼국지』에 『수호전』이 있느냐? 하면 『수호전 
중의 어느 한 부분은 『신역 삼국지』의 흥미가 있지마는 『신역 삼국지』 중에는 
『수호전』만한 것이 포유치 아니하였다.78)

  하지만 『삼국연의』 번역이 발표된 후인 1933년 10월 『신동아』 제24호에 
발표한 『장판교상의 장비』79) 에서 양백화는 먼저 삼국시대가 기절(氣節)을 숭
상하고 기개를 중히 여기며 충군의 이상이 많았던 때여서 도원결의(桃圓結義)
와 같은 전선 설들이 생겨나고, 趙子龍이 單驥로 阿斗를 품에 품고 曺操의 
백만 대군을 짓치며 위난을 벗어난 것과 같은 무용담들이 많았다고 덧붙인다. 

  ...통틀어 말하면 이 『삼국연의』에 나오는 그 시대의 인물은 『수호전』의 假作
人物과 달라  실재인물인 만큼 우리에게 흥미를 더 많이 준다.

  『삼국연의』에 대한 이와 같은 생각의 변화가 있어 양건식은 1935년 8월 
14일 『매일신보』에 발표한 『수호재독』에서 『수호전』을 "만고불멸의 명저"로 
극찬하고 있다. 이에 『삼국연의』와 『수호전』의 평가는 문학서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실제의 역사적 영웅 자체의 가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80) 
  『수호전』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농민봉기의 발생과 과정을 주간으로 각각의 
영웅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북송말년의 부패한 정치적 상황과 어두운 사

51-73
78) 남윤수, 박재연, 김영복 편, 『양백화 문집 3』, 강원대학교출판부, 1995, 193-5면에 전재됨. 
79) 위의글, 214면
80) 홍상훈, 『梁建植의 「삼국연의」 번역에 대하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14, 

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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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모순을 반영하고 있다. 『수호지』의 번역은 작품에서의 108명의 각각의 '영
웅'들의 서사를 통해 그 당시의 가장 시급했던 조선민중의 저항의식을 소환해 
내고자 한 박태원의 의도가 작품 속의 각 영웅들의 성격 묘사에서 더욱 명확
해진다. 더욱이 그가 선별하여 번역 연재한 여섯 명의 호걸, 「노지심(魯智深
)」, 「임충(林冲)」, 「양지(楊志)」, 「조개(晁蓋), 「송강(宋江)」, 「무송(武松)」은 더
더욱 그의 번역 의도를 제시해 준다. 예컨대, 무송의 영웅적 성격은 그가 죽
음을 맞이한 시점에서 선택한 태도와 사유에서 나타난다. 억압적인 권력의 치
하에서 소문 없는 죽음을 원통하게 느끼고 역적이 되더라도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떳떳하게 남기는 것을 소원하는 그의 투철한 의지를 보여줌으
로써 많은 기층민의 약소함에 영웅적 비범함과 용기를 격려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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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박태원 역 『수호지』와 中· 『수호전』의 차이점 비교

가. 박태원역 『수호지』 선각 장회와 인물 순서의 배치

  박태원역 『수호지』 목차를 비교해 보면 박태원은 중국 시내암의 『수호전』
에서 인물과 사건만 선각 취사하여 번역하였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박태원만
의 각색한 부분으로 매 연재된 회수에 소제가 추가되어 번역되었는데 이는 
작가가 번역할 당시의 의식태도를 반영하고 있다.  

  <『조광』 박태원 역, 수호지 목차>

연재 년도 회수 제목 소제 水浒传目录

1942. 08 제1회 제1장 구문룡사진
(九纹龙史進)

1. 고태위(高太尉) 
第一回 王教头私走延安府 
九纹龙大闹史家村

1942. 09 제2회 제2장 화화상 노지심
(花和尚鲁智深)

1. 최련
     (翠莲)

第二回 史大郎夜走华阴县 
鲁提辖拳打镇关西

1942. 10 제3회 제2장 화화상 노지심
(花和尚鲁智深)

5. 도화촌
   (桃花村)

第三回 赵员外重修文殊院 
鲁智深大闹五台山
第四回 小霸王醉入销金帐 
花和尚大闹桃花村

1942. 11 제4회 제3장 표자두 임충
(豹子头林冲)

1. 화화태세
   (花花太岁)

第五回 九纹龙翦径赤松林 
鲁智深火烧瓦罐寺

1942. 12 제5회 제3장 표자두 임충
(豹子头林冲)

4. 소현풍재진
(小旋风柴進)

第六回 花和尚倒拔垂杨柳 
豹子头误入白虎堂

1943. 01 제6회 제3장 표자두 임충
(豹子头林冲)

7. 창주도구
  (沧州道口)

第七回 林教头刺配沧州道 
鲁智深大闹野猪林

1943. 02 제7회 제4장 청면수양지
(青面兽楊志)

1. 화석강
    (花石綱)

第八回 柴进门招天下客 
林冲棒打洪教头

1943. 04 제8회 제5장 탁탑천왕 조개
(托塔天王晁蓋)

1. 적발귀유당
  (赤发鬼刘唐)

第九回 林教头风雪山神庙 
陆虞候火烧草料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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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년도 회수 제목 소제 水浒传目录

1943. 05 제9회 제5장 탁탑천왕 조개
(托塔天王晁蓋)

3. 완형제
  (阮兄弟)

第十回 朱贵水亭施号箭 
林冲雪夜上梁山

1943. 06 제10회 제5장 탁탑천왕 조개
(托塔天王晁蓋)

6. 이용산
  (二龙山)

第十一回 梁山泊林冲落草 
汴京城楊志卖刀

1943. 07 제11회 제5장 탁탑천왕 조개
(托塔天王晁蓋)

9. 관병오백
  (官兵五百)

第十二回 青面獸北京鬥武 
急先鋒東郭爭功

1943. 08 제12회 제6장 급시우 송강
(及时雨宋江)

1. 연파석
    (阎婆惜)

第十三回 
赤發鬼醉臥靈官殿 
晁天王認義東溪村

1943. 09 제13회 제6장 급시우 송강
(及时雨宋江)

3. 자진장상
  (柴進壮士)

第十四回 
吳學究說三阮撞籌 
公孫勝應七星聚義

1943. 10 제14회 제7장 행자무송
(行者武松)

1. 경양강(景陽岡)
   (景陽岡)

第十五回 楊志押送金銀擔 
吳用智取生辰綱

1943. 11 제15회 제7장 행자무송
(行者武松)

3. 서 (西) 第十六回 
花和尚單打二龍山 
青面獸雙奪寶珠寺

1943. 12 제16회 제7장 행자무송
(行者武松)

7. 보상설한
 (報讐雪恨)

第十七回 
美髯公智穩插翅虎 
宋公明私放晁天王

1944. 01 제17회 제7장 행자무송
(行者武松)

8. 십자파
  (十字坡)

第十八回 林沖水寨大併火 
晁蓋梁山小奪泊

1944. 02 제18회 제7장 행자무송
(行者武松)

10. 강문신
    (蒋门神)

第十九回 
梁山泊義士尊晁蓋 
鄆城縣月夜走劉唐

1944. 03 제19회 제7장 행자무송
(行者武松)

12. 비운포
    (飞云浦)

第二十回 虔婆醉打唐牛兒 
宋江怒殺閻婆惜

1944. 04 제20회 제7장 행자무송
(行者武松)

15. 오공령
   (蜈蚣岭)

第二十一回 
閻婆大鬧鄆城縣 
朱仝義釋宋公明

1944. 05 제21회 제8장 청풍산
(清风山)

1. 청풍산제 
(清风山寨)

第二十二回 
橫海郡柴進留賓 
景陽岡武松打虎

1944. 06 제22회 제8장 청풍산
(清风山)

3. 진삼산황신
(镇三山黄信)

第二十三回 
王婆貪賄說風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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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나. 선택적 인물 묘사 번역

  박태원은 중국의 『수호전』에 나오는 108명의 양산박 영웅호걸들 중에서 6
명만 특별 선각학여 그의 『수호지』에 개역을 하는데 그들은 모두 아래와 같
다. 첫째, 노지심, 둘째, 임충, 셋째, 양지, 넷째, 조개, 다섯 번째, 송강, 마지
막으로 무송이다. 아래에 각 인물들을 요약하여 박태원이 소개하고자 했던 인
물들의 특징들을 통하여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였는지 파헤쳐 보았다.   

연재 년도 회수 제목 소제 水浒传目录

鄆哥不忿鬧茶肆
1944. 07 제23회 제8장 청풍산

(清风山)
4. 피력화진명
(霹雳火秦明)

第二十四回 
王婆計啜西門慶 
淫婦藥鴆武大郎

1944. 08 제24회 제8장 청풍산
(清风山)

6. 석장군 석용
(石将军 石勇)

第二十五回 
偷骨殖何九送喪 
供人頭武二設祭

1944. 09 제25회 제9장 송강유배
(宋江流配)

1. 송가장
  (宋家莊)

第二十六回 
母夜叉孟州道賣人肉 
武都頭十字坡遇張青

1944. 10 제26회 제9장 송강유배
(宋江流配)

第二十七回 
武松威震平安寨 
施恩義奪快活林

1944. 11 제27회 제9장 송강유배
(宋江流配)

6. 신행태보대종
(神行太保戴宗)

第二十八回 
施恩重霸孟州道 
武松醉打蔣門神

1944. 12 제28회 제9장 송강유배
(宋江流配)

8. 랑이백도장순
(浪里白跳张顺)

第二十九回　小霸王怒斬于吉　
碧眼兒坐領江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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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노지심(鲁智深) 
  노지심의 본명은 노달(鲁达), 관서사람이다. 그는 『수호전』에 나오는 인물로 
“꽃의 중” 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그는 일찍이 연안부 노종경략상공 휘하
에 종군하여, 공을 쌓아 관서로 염방사까지 갔다. 그 후에 노달은 소종의 경
략부 제관관으로 재임하면서 취련(翠莲)의 불행을 우연히 듣게 되어 불의의 
세 주먹을 품고 악한 무리를 때려잡으러 진의 관서에 쳐들어간다. 그렇게 진
관서는 노지심(鲁智深)한테 목숨을 잃게 되고 노달은 사람을 죽인 대가로 체
포를 피하여 출가하며 중으로 변신한다. 법명은 지심(智深)으로 이때에 받은 
것이다. 그 뒤로 세간에서 사방 각지로 떠돌아다니다가 양지, 무송과 함께 이
룡산(二龙山)에 머무르게 되면서 삼삼오오 모여 상의 후 양산박(梁山泊)에 오
르게 되니 백팔명 장수중의 한명으로 열세 번째 순위에 오른다. 그는 하늘과 
별을 받들고 보군 두목 역을 담당하게 된다. 그는 4구(四寇)의 전역에서 공을 
세우고, 방랍(方腊)을 생포한 후 항저우에서 입적하여 의열소와 선사를 추증
한다. 
  노지심은 중국 전통문학의 고전적인 인물 이미지 중의 하나로, “진관서를 
주먹으로 때림”, “오대산 대란”, “도하촌 대란”, “수양버들 도발(倒拔)”, “야주
림 대란” 등의 일련의 평서를 통해 민간에 잘 전해지고 있다. 그의 인(仁), 성
(圣), 지(智) 그리고 용맹(勇)은 『수호지』 중의 가장 돋보이는 성인군자 형으로 
그려지고 있다. 지심(智深)이라는 법명에 해당될만한 지혜로 사리를 헤아리고 
불의를 위해 용감하게 악의 주축과 맞서 싸울 수 있었으며 또한 정의를 위한 
일이라면 후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의 인품은 수많은 후세에 전해지며 교
훈을 주고 있다. 

  노달이 묻자, 계집은 저의 설운 사정을 이야기 한다. 

「저흰 본래 동경 사람으로, 이곳에 일가가 있어 부모 모시고 찾아 왔더니, 공교
롭게도 얼마 전에 남경으로 떠나 버리고 없군요. 그래,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중
에 어머닌 병으로 돌아가시고, 할 수 없어 진관서 정관대인(镇关西 郑大官人)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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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첩으로 들어갔더니만, 본마누라가 어찌나 몹시 구는지, 석 달이 못돼 그만 
쫓겨나왔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삼천 관문서만 들여놓았지, 돈은 구경도 못했던
걸, 이제 와서 같이 안 살려 건 돈을 해 놓으라고 억지를 쓰는군요. 보시다시피, 
저희 부녀가 아무 힘은 없고, 또 천리 타향에 누구 아는 이도 없으니 무슨 수로 
돈 있고 권세 있는 정대관인을 당해 낸단 말씀 입니까? 분하고 억울은 하죠만, 
어쩌는 수가 없어, 매일 이 집에 와서 소리를 팔아 몇 푼씩 생기는 것으로 단 얼
마씩이나마 꺼 왔는데, 요새 며칠 동안은,  손님도 별로 안 오시고 하여 벌이가 
도무지 없기로 그만 제 설움에 못 이겨 아버지와 마주 붙들고 운 것이에요.」
듣고 나자, 노달은 노인에게 물었다. 
「그래 영감은 성씨가 누구시오? 그리고 정대관인이란 대체 어디서 뭘 하는 사람
이오?」
「저는 김로(金老)요, 이 애는 취련(翠莲)입니다. 정대관인으로 말씀하오면, 바로 
저 장원교(状元桥) 다리에서 고깃간을 하시는 정도(郑屠)라는 분입지요.」
노달은 주먹으로 탁자를 탁 치고, 
「뭐라고?... 정대관인, 정대관인 하기에 난 누군가 했더니, 그래 고깃간 하는 정
도 말이야? 내 이 길로 가서 그눔을 때려죽이고 올테니 두 분은 이대로 잠깐만 
앉아 계시우!」81)

  
  박태원은 이러한 노지심(鲁智深)을 제2장에서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하며 등
장시킨다. 인(仁)과 성(圣), 지(智) 그리고 용맹(勇)의 대표상이 이었던 노지심
(鲁智深)을 취련(翠莲)을 통해 당대의 불공과 불의를 보고 마음에 불평을 품으
며 그의 지(智)를 강조하고 있다. 결국 그는 피해자를 도우러 나서는데 그 와
중에 자신의 안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부당하게 취급받는 약자의 편을 
들어 자신보다 더 권위적이었던 관료들과 용감하게 대응하여 싸움으로써 그
의 성인군자적 면모를 그려내고 있다. 또한 스님으로 거듭나면서 살생을 하면 
안 되는 불교적 철칙과 아이러니컬하게 천생의 카리스마를 지닌 악인을 향한 
분노로 살인마로 그려내고 있으며 권위적 부패관료를 향한 당대 사회의 불의

81) 박태원 역, 「1.취련」, 「화화상 노지심」, 『수호지』, 『조광』, 63쪽, 1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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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깊은 분노를 더 한층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임충(林冲)
  임충은 『수호지』에 나오는 양산박 백공팔 장수 중의 한 명으로서 포자두(豹
子头) ‘표범머리’로 불린다. 그는 동경(하남개봉) 사람으로서 팔십만 금군총봉
(禁军枪棒)의 교두(敎頭)에 임하며 만 명의 용사도 저지 못할 용맹을 지녔고 
‘표범의 눈매와 제비턱 그리고 호랑이 수염’을 하고 있어 포자두(豹子头) ‘표
범머리’로 불러졌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양처 장씨(張氏) 임낭자(林娘子)가 있
었는데 고관인 고태위(高太尉)가 그의 부인에게 눈독을 들이면서 임충을 범죄
자로 모해한다. 고태위(高太尉)에게 내몰리고 아내를 빼앗긴 그는 억울하게 
핍박을 못 이겨 양산박에 등반하게 된다. 그는 양산의 일련의 전투에 참여하
여 양산 산채(山寨)의 성장에 큰 공을 세우게 된다. 양산의 총결집할 때 6위
로 천웅성(天雄星)을 상응하고 마군(马军)오호대장군(五虎将)에 재위하며 정서
한채(正西旱寨)를 지켰다. 양산군은 토벌하러 온 관군, 북송을 침략한 요국과 
국내에서 반란을 일으킨 전호, 왕경 방랍 세력을 토벌할 때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다. 임충의 “백호당 오입”, “홍교두 난타”, “풍설산신묘” 등의 일화는 지
금까지 잘 전해져오고 있다. 

노지심이 선장 든 손을 멈추고 그편을 바라다보니, 담이 허물어진 곳에 관인(官
人)이 서 있는데, 머리에는 청사고각아두건(青纱孤角儿头巾)을 썻고, 뒤통수에는 
백옥권련주빈환(白玉圈连珠鬓环)을 붙였고, 몸에는 단록나단화전포(单绿罗团花战
袍)를 입었고, 허리는 쌍탑미귀배은대(双搭尾龟背银带)를 띠었고, 발에는 개과두
조양조화(磕瓜头朝样皂靴)를 신었으며, 손에는 선첩지사천선자(折叠纸西川扇子)를 
들었는데, 표범 머리, 고리 눈이요, 제비 턱, 범의 수염으로, 신장은 팔 척 가량
에 연기는 삼십사오쯤 되어 보인다.82) 

82) 박태원 역, 「포자두 임충」, 「화화 태세」, 『수호지』, 『조광』 101쪽, 19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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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智深听得，收住了手看时，只见墙缺边立着一个官人。怎生打扮？但见：头戴一顶
青纱抓角儿头巾，脑后两个白玉圈连珠鬓环。身穿一领单绿罗团花战袍，腰系一条
双搭尾龟背银带。穿一对磕瓜头朝样皂靴，手中执一把折叠纸西川扇子。那官人生
的豹头环眼，燕颔虎须，八尺长短身材，三十四五年纪。(施耐庵, 『水滸傳』)

  임충의 정의롭고 의기를 중히 여기며 의리 있는 그의 특성은 그의 명망을 
들은 영웅들이 사방각지에서 모여들어 그와 함께 동행하려고 양산박으로 찾
아온다. 또한 임충의 인내는 치욕을 참아가며 큰일을 성사시키는 특징을 지니
고 있다. 그가 최하층 빈민들을 향한 측은지심과 정의감은 그로 하여금 불의
에 대한 복수심과 가난을 구제하고 싶은 의협심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인내를 
하는 성격으로 묘사되고 있다. 결국에 그는 양산박으로 등산하여 관핍만반의 
길로 향하게 된다. 임충이 백호당에 오입된 이야기는 그의 단도직입적인 성격 
특성을 직결시켰고, 그가 야주림(野猪林) 산돼지 우림에 놓였을 때 절망 속에
서 회생하는 강인한 특성이 그려졌으며, 그가 사료장(草料场)을 지켜낸 모습
에서 그의 영웅적인 재능이 발휘할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이 드러났으며, 그가 
등산하게 된 이유는 관핍민반 속수무책의 상황이 계속되어 결국 그는 쫓기어 
부득이 양산박으로 도망치게 된 것이다.

  세 번째. 양지(楊志)
  양지는 『수호지』의 양산박 108명의 영웅에서 제17위를 차지하는 장수이다. 
그는 3대 장군의 뒤를 이어 오후(五侯) 양링공(杨令公)의 손자로 얼굴에 일대
기가 나면서 청면수(青面兽)라는 별명을 갖게 된다. 양가장(杨家将) 후인(后
人)으로서 무거(武举) 출신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관서에 유랑하며 일찍이 무
거에 능하여 전수부제사(殿帅府制使)에 임하였으나 화석강(花石綱)의 함락으
로 관직으로 잃어버리게 된다. 그 뒤로 동경에서 복직을 도모 하였으나 뼈저
린 가난으로 칼을 팔고 소가죽을 팔아 겨우 생계를 유지 한다. 그러한 와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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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혀을 받아 대명부(大名府)에 유배되는데 양중서(梁中书)의 흔상을 받아 관군
제할사(管军提辖使)로 발탁되어 생진강(生辰纲)까지 호송을 받는다.  

  임충이 다시 한 번 그 사나이의 행색을 살펴보니, 머리에는 범양전립(范陽戰
笠)을 썻고, 몸에는 백담자정삼(白檀子正仨)을 입었고, 다리에는 청백간도행전(淸
白奸盜行殿)을 쳤고, 발에는 장피말에 대모우방화를 신었으며, 신장은 칠 척 오
륙 촌에 뺨에 큼직한 점이 있고, 귀밑에 붉은 수염이 나서 상모가 괴위한 사람이 
박도를 꼬나잡고 섰는 모양은, 무예에도 그 수단이 결코 범상치는 않은 성싶다. 
  그러나 그를 털끝만치도 겁낼 임충이 아니다. 지난날의 동경 팔십만 금군교두
로 표자두 임충이라면 천하에 모를 이가 없는 몸이다. 두 호걸의 두 자루 칼은 
마침내 서로 마주쳤다. 
  그러나 어우러져 싸우기 삼십 합이 넘어도 좀처럼 승패가 나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서 다시 십여 합을 싸웠을 때, 문득 멀리서 외치는 
소리가 들린다. 
「두 분 호걸은 잠시 손들을 멈추시오!」
  임충이 권자 밖으로 몸을 뛰쳐 나서며 그편을 바라보니, 나루 건너 산언덕 위
로 백의 수사 왕륜이 두천, 송만과 함께 수많은 졸개를 거느리고 내려온다. 
  임충과 함께 푸른 점 박힌 사나이도 칼 잡은 손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으려니
까, 그들 일행은 배를 타고 나루를 건너오자 왕륜이 다시 입을 연다. 
「두 분의 검술이 과연 신출귀몰하시오. 헌데, 이 분은 표자두 임충이시거니와 얼
굴 푸른 친구는 뉘라 하시오? 원컨대 성명을 통합시다.」
  그 사나이는 대답한다.
「나는 오후 양령공의 후손 양지(楊志)라는 사람이오. 일찍이 무거()에 뽑히어 전
사제사관이 되었다가, 도군황제의 칙명을 받잡고 아홉 명 동관과 함께 태호(太
湖)가에서 화석강을 날라오는 중에, 뜻밖에 풍랑을 만나 그만 황하에서 배가 전
복되었구려. 화석강을 잃고 그대로 경사로 돌아갈 도리가 없어, 다른 곳으로 몸
을 빼쳐 화를 피하고 지내 왔는데. 풍문에 들으니까 조정에서 우리들의 죄를 사
하신다 하기로, 지금 동경으로 가서 다시 전의 벼슬자리를 구하려 하는 터요. 사
정이 이러하니 내게서 뺏은 행리는 순순히 돌려주는 것이 어떻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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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는 동경에 도착한 뒤 문로를 통해 고구 고태위(高太尉)를 만났으나 쫓
겨난다. 그는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지자 천한교 거리에서 부득이 조상으로부
터 물려받은 보도(宝刀)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무뢰한 
우이(牛二)를 만나 트집을 잡으며 행패를 부리자 화가나 우이를 죽이고 만다. 
그 뒤로 양지는 개봉부아(开封府衙)에 자수하여 사형수감에 처하지만 천한교 
백성들은 양지가 백성을 위해서 화근을 없애준 영웅으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를 위해 여기저기 개봉부아(开封府衙) 전체 부서를 위에서 아래까
지 전부 돈을 써서 매수해 놓는다. 결국 양지는 사형을 면죄하고 싸움으로 살
상을 하여 인명을 오상한 죄로 북경의 대명부 잔류사충군에 남아 종사케 된
다. 양지는 임충과 싸워서 불분상하(不分上下) 승부를 가르지 못할 만큼 싸움
에 능했고 용맹했다. 그의 용맹함과 정의감은 그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해서 
화근을 없애어 공을 세울 수 있었고 수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었다. 

  네 번째. 조개(晁盖)
  조개(晁盖)는 『수호지』 중 제2대 양산박 산채의 두목이다. 산동성 운성현
(郓城县) 동계촌(东溪村) 사람이다. 그는 의리가 있고 재물을 내어 의로운 일
에 사용하고 천하의 호걸들과 친구 사귀기를 좋아하여 세간에 알려졌다. 장의
수재(仗義疏财)는 그를 대표하는 성격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사내대장
부로서 항상 정의를 우선순위에 두었으며 재물만을 쫒는 속물적 삶을 싫어했
다. 

  원래, 이 동계촌의 보정은 조개(晁盖)라고 하는 이니, 대대로 이곳에 살아오는 

갑부로, 평생에 의리를 중히 여기고 재물을 가벼이 알아, 전혀 천하 호걸들과 사
귀기를 좋아하며, 창술, 봉술에 능하고, 힘이 또한 장사다.84)

83) 박태원 역, 「포자두 임충」, 「화화 태세」, 『수호지』, 『조광』 176쪽, 1943.02
84) 박태원 역, 「탁탑천왕조개」, 『수호지』, 『조광』 103쪽, 19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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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개(晁盖)는 혼신의 힘을 다해 양산박 호걸들과 마음을 합쳐 대의를 지키
기 위해 대송(大宋)의 황제와 적수하여 싸웠다. 생전에 그는 송강의 권력 찬
탈과 무사모집에 눈치를 채고 원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
지 않는다. 그가 생진강이 거느린 사람들을 지략(智)으로 이끌어 곧 산으로 
올라가 왕륜을 대신하여 양산박의 주인이 되면서 양산 조직의 가치관을 ‘때려 
부수는 집’으로부터 ‘부잣집 털기’로 중대한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사실상 이 
중대한 변화는 양산에 오른 후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생진강(生辰綱)을 겁
탈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완성된 변화이다.

  다섯 번째, 송강85)

  송강(宋江, 1073年—1124年），자(字)는 공명(公明)，별칭으로 호보의
(呼保義)、급시우(及时雨)、효의흑삼랑(孝義黑三郎)이다. 시내암(施耐庵)의
『水浒传』중의 주인공이다. 원래는 산둥성 이청현(郓城县)의 자그마한 관
직으로 몸담고 있었다. 몸집이 왜소하고, 얼굴이 거무스름하여 흑삼랑(黑三
郎)이라고도 불렸다. 나중에는 양산의 봉기에서 령수로서도 활동한다. 백팔
명의 호걸 중에서는 36일 만에 처음으로 양산박에 오른다. 어릴 적부터 조
개(晁蓋)와 같은 운성현(郓城县) 동계촌(东溪村)에서 자란 송강은 조개(晁
蓋)와의 의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저버리지 않으려고 애쓴다. “생진

85) 역사상 송휘종(宋徽宗) 선화(宣和) 원년(1119년 12월) , 송강은 경동(京东) 동로(东路) 관할 
하의 황하(黄河) 이북(以北) 지역에서 송강기의의 명의로  36명이 모여 봉기하여, 대중을 거
느리고 허수(河朔), 경동을 공격하였다. 동로(东路)는 지금 산동성(山东) 청주(青州)로서 복주
(濮州)(지금의 산동鄄城北)에 이르기까지까지 십여주현(州县)의 성지를 함락시켰다. 그해 12
월, 휘종(徽宗) 나호주(纳亳州)의 지주(知州) 후몽(侯蒙)의 건의로 송강을 귀순시키려고 하였
으나 실패하였다. 재명 사주(歙州)의 증효운(曾孝蕴)이 군사를 거느리고 정토하러 오자 군송
강은 청주에서 남하(南下)하여 이주(沂州), 지금의 산동 린이(临沂)에 이른다. 선화(宣和) 3
년(1121년, 2월) 회양군(지금의 강소회령江苏睢宁)을 함락시키고, 술양(沭阳)에서 배를 타고 
해주(海州)(지금의 강소연운항 江苏连云港)에 도착한다. 그해 5월 송강이 무리를 이끌고 안
가로 상륙한 뒤 해주의 지주인 장씨(张叔)의 야간 습격을 못이겨 배가 불타며 포로가 되여 
송강은 패망을 고한다.  그로하여 송강의 봉기는 실패로 막을 내리며 그는 행방불명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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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生辰綱) 사건 이후 하도(何涛)를 지켜보다가 소식을 접하고 급망히 운성
현(郓城县)에 찾아와서 송강과 손잡고 조개를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알게 된 송강은 하도(何涛)를 속이고 몰래 조개(晁蓋)한테 소식을 전하여 
그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준다. 조개(晁蓋)가 양산에 오른 뒤 송
강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류당(刘唐)을 보내어 답례를 보냈는데 송강은 기어
이 사양을 하다못해 친서 편지와 금가락 한 줄만 남겨두고 다시 돌려보낸
다. 사후에 조개(晁蓋) 등 인물들이 소첩(小妾)인 염파석한테 사사로운 꼬
투리를 잡히면서 졸지에 놓인 송강은 염파석을 실수로 죽이기에까지 이른
다. 본의 아닌 살인으로 도주하던 도중에 그는 수많은 양산 호걸들을 만나
며 그들과 친교를 맺어 간다. 결국 그는 우여곡절 끝에 양산박에 등반하게 
되고 조개(晁蓋)가 죽은 뒤로 양산박 산채의 세 번째 채주(寨主)로 임명되
어 조정의 모안을 주장한다. 이렇듯 송강은 의리를 제일 중요시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호걸 중의 한명이다. 
  역사상 송강에 대한 평가로는 크게 대략 4가지로 나누는데 그것은 각각 
첫 번째, ’흑송강(黑宋江)’, 송강의 외모가 흑미잡잡한 피부에 키가 작은 왜
소한 체격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흑송강이라는 호칭은 그의 외모로부터 유래
된 것이다. 두 번째는 ’효의흑삼랑(孝義黑三郎)인데, 이는 그가 부모한테 효
도하고, 전반을 아우르는 그의 사상에서 ‘효도’라는 가치관이 하나의 지평 
점으로서 그를 관통하였기 때문에, 그 정도로 효심이 커서 일커진 호칭이
다. 그리고 세 번째, ‘급시우(及时雨) 송강’은 그가 정의를 좋아하고 이를 
위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곤궁에 빠진 사람들을 구제해 주며 의
리를 힘써 지켜내고 재물을 가볍게 여기는 도덕적 성격 특성 때문에 붙여진 
호칭이다. 마지막 네 번째로 ‘호보의(呼保義) 송강’ 이다. “보의(保義)” 송대
의 관직 중에 제일 낮은 벼슬로, 점차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을 일컫는 대명
사로 사용되어 왔다. 송강은 “보의(保義)” 를 자칭하며 겸손한 태도를 취하
였는데, 그 의미인 즉 자신을 제일 하등한 사람으로 위치시키며 겸손을 취
하곤 했다는 뜻이다. 또한 “보의(保義)”의 “보(保)”는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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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시키는 의미이고, “의(義)”는 충의(忠義)를 가리켜 일컫는 것 이었다. 
즉, ‘호보의(呼保義) 송강’이란 대체적으로 송강이 국가를 대하는 태도, 조
정을 대하는 태도, 황제를 대하는 태도를 가리켜 부르는 총칭이었다. 이 중
에서 박태원은 ‘급시우(及时雨) 송강’ 부분만 선각하여 번역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박태원이 송강의 장의(仗義) 정신, 즉 정의를 쫓아 행동하
고, 의리를 중하게 여기며, 재물을 가볍게 보아 심지어 때론 자신의 재물을 
내어 의로운 일에 사용하는 등의 송강의 인물적 특성을 부각시키려고 번역
을 선별적으로 한 의도를 읽어 낼 수 있다.  

  송강은 전부터 관재(棺材)와 약이(药饵)를 널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왔으며, 

항상 남의 가난한 것을 구하고 어려운 것을 덜어 주기로, 그 이름이 산동 하북

에 들린 터이다. 

  그렇길래 모두 그를 급시우(及时雨) 송강(宋江) 이라고 일컫거니와, 이날도 

왕파의 입에서 모녀의 딱한 사정을 듣자, 마음이 측은히 생각하여 그 자리에서 

열 냥 은자를 내어 주었다.86)   

  이러한 보기 드문 장의(仗義) 적인 호걸 송강은 불안한 사회 분위기 속에
서 삽시간에 살인범이라는 궁지에 몰리게 되어 양산박으로 도주하게 되는
데, 박태원은 ‘급시우(及时雨) 송강(宋江) ‘편 중 에서도 염파석(閻婆惜), 
초대문, 시진 장상, 이 세편 부분만 소제를 달아서 선별적인 번역을 하여 
연재한다. 이 세 장편은 송강이 염파석한테 꼬투리 잡혀 실수로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과정과 전후 관계로부터 시작하여 송강이 궁지에 몰려 양산박
에까지 피난길에 오르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이다. 이처럼 당대의 불의한 사
회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한 의인이 범죄자로 몰락하며 부패한 관료들의 핍박
에 못 이겨 세상과 등질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마지못함을 박태원은 선별적
인 번역을 통해 조선인 독자들한테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86) 박태원 역, 「閻婆惜」, 「급시우 송강(及时雨宋江)」, 『수호지』, 『조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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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번째, 무송  
  무송(武松)은 시내암의 施耐庵 『水浒传』에서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청하현
(清河县) 사람으로 ‘금병매(金瓶梅)’에서도 등장을 하는데 서열이 2위라서 ‘무
이랑(武二郎)’으로도 불린다. 그에게는 친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오대랑
(武大郎)로, 키가 크고 체격이 웅장한 무송에 비해 “三寸丁谷树皮(삼촌정 밖
에 안되는 곡식의 나무껍질)” 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외모가 우스꽝스럽고 
키가 작으며 몸체가 왜소한 난장이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양부모를 여의고 
이 형이 무송을 손수 정성들여 부양한 탓인지도 몰라도 무송은 형에 대한 마
음이 그 누구보다도 더 애뜻하다. 이러한 친형이 맞아들인 부인 반금련(潘金
莲)과 서문경(西门庆)의 외도로 인해 최후의 억울한 죽음을 당하자, 양곡현(阳
谷县)에서 그는 형의 죽음에 애탄하며 보복을 위해 반금련(潘金莲)과 서문경
(西门庆)을 때려 죽인다. 그 뒤로 그는 관부(官府)의 포획(抓捕)을 피해 두타
(头陀)로 분장을 하고 도망을 다녔는데, 그로부터 사람들은 그를 ‘행자무송(行
者武松)’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무송의 제일 유명한 일화로 경양강(景陽
岡) 상공에서 조안 백호(白虎) 한 마리를 때려죽인 적이 있어 ‘무송타호(武松
打虎)’의 행적이 후대에 그의 용맹함을 널리 알렸다. 또한 그는 노지심(鲁智
深) 양지(楊志) 등과 함께 청주(青州) 이룡산(二龙山)에 거의(聚義)하여 의를 
위해 뜻을 모으고자 모임을 행하다가 결국엔 양산에 귀순하여 108명 양산박 
장수 가운데 열네 번째 교좌에 앉아 십대 보군 두령의 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서문경은 그가 무송임을 알자 소스라치게 놀라 그대로 도망갈 길을 찾았다. 그

러나 난간을 뛰어넘는대도, 아래 길거리까지는 두 길이 넘는다. 서문경은 감히 
뛰어내리지 못하고, 궁하고 급한 형세가, 도리어 몸을 홱 돌리며 오른발을 번쩍 
들어서 무송의 복장을 바라고 힘껏 찼다. 그러나 무송이 간일발에 홱 몸을 피하
니, 서문경의 발길은 그의 칼 든 손을 맞히어, 저 아래 한길 한복판에다가 칼을 
떨군다. 
  한지라에서 술을 먹던 사나이와, 두 명 기녀는 도망도 못하고 그냥 마룻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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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털버덕 주저앉아, 오직, 수각이 황란할 따름이다. 무송이 제 아무리 천하장사
라 하나, 그의 수중에 이미 무기가 없는 것을 보자, 권봉깨나 쓸 줄 안다는 서문
경은 그다지 마음에 겁내지 않았다. 그는 오른손을 번쩍 들어 무송의 머리를 내
릴 칠 듯, 도리어 왼손 주먹을 부르쥐어 무송의 명치를 힘껏 쥐어지르려 들었다. 
그러나 무송은 또 한 번 간일발에 그 주먹을 피하여, 번개같이 달려들어 왼손으
로 서문경의 어깻죽지를 움켜잡고, 오른손으로 그의 왼편 다리를 쥐어 번쩍 머리 
위로 치켜들었다. 
  서문경이가 제 비록 기운깨나 쓴다고는 하나, 첫째는 무대의 원혼이 붙어 돌
고, 둘째는 천리(天理)가 용서 않고, 셋째는 제 어찌 무송의 용력을 당할 것이냐? 
무송이 번쩍 들어서 그대로 거리 위를 바라고 메다꽂으니, 서문경은 변변히 외마
디 소리도 못 질러보고 거꾸로 떨어져, 땅바닥에다 머리를 되게 부딪고 그만 혼
절하여 버린다. 무송은 마룻바닥에 떨어진 반금련의 머리를 집어 들고 홱 난간을 
넘어 길로 사뿐 뛰어내리자, 아까 길바닥에 떨어뜨린 첨도를 찾아 들고, 단 한칼
에 서문경의 머리를 베어 계집의 머리와 한 번에 싸서 들고, 한달음에 다시 자석
가로 돌아갔다. 
  곧 머리 둘을 영전에 바치고 무송은 형님의 혼령에 고한다. 
「형님! 제가 이제 이렇듯 간부(奸夫)와 음부(淫妇)를 죽여서 형님 원수를 갚았으
니, 형님은 부디 원한을 푸시고, 천계(天界)에 올라가시어 편안히 지내십시오.」 
고하기를 마치자, 다음에 그는 다락 위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내려오라 하여 다시 
말하였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사람이 오늘 돌아가신 형님의 원수를 갚았습
니다. 이 사람은 이제 비록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다시 아무 한이 없습니다. 여
러분을 너무 노라시게 하여 참으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이 길로 이 
사람은 현리로 가서 자현할 생각이니, 네 분은 어려우시지만, 저와 함께 가셔서 
부디 이번 일의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왕파를 결박 지어 앞세우고, 머리 둘을 
손에다 든 다음에, 무송은 이웃 사람들과 함께 바로 현아로 들어갔다.87) 

  무송은 ‘의리’와 ‘용맹’의 아이콘으로 작품 속에서 반복하여 그의 의리를 지

87) 박태원 역, 『수호지』, 깊은 샘, 319-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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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며 고마운 귀인들한테 은혜를 갚는 장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친형 오대랑
(武大郎)을 위한 보복을 포함해서 원앙루(鸳鸯楼) 사건까지 모두 다 무송이 
친인을 위해 자신의 안부는 뒤로 한 채 불의와 맞서 싸워서 보복을 하여 보
답하는 일화가 전개된다. 이러한 정의를 위한 격투 끝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
고 막무가내의 관핍을 피해 도망 다니던 과정 중 송강을 포함한 수많은 호걸
들과 의결을 맺게 되며, 결국에는 나중에 대명부(大名府) 공격의 명의로 의결
군(義军)을 조성하여 우두머리로 나서며 정의를 위한 영웅들의 대모임을 도모
한다. 
  박태원은 이러한 ‘의’와 ‘용’을 갖춘 의사(義士)가 당대 사회에 처절히 필요
했음을 작품을 통해 민중에게 호소하고 있었다. 체제의 각종 조목들과 제약과 
규제의 속박 속에서 무송처럼 용감하게 들고 일어나 인간 사회에서 가장 기
본적인 오가는 인지상정을 은인의 고마움에 혼신을 다해 그 은혜를 갚고 원
수가 빚은 피는 죽음과 피로 갚는 확실하고 담대한 특징의 인물과 사건 묘사
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 내용 부분 번역 비교

  가. 박태원이 번역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장회
(章回)

施耐庵 『水浒传』 박태원   역   
『수호지』

번역 된 내용

제1장 第二回 
史大郎夜走华阴县 
鲁提辖拳打镇关西

구문룡사진 
(九纹龙史進)

고태위(高太尉) 인물  묘사

제2장 第三回 
赵员外重修文殊院 
鲁智深大闹五台山

화화상 노지심 
(花和尚鲁智深)

화화상 노지심 인물 사건 중심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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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나. 박태원이 번역 과정 중에 삭제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제목 
  박태원은 제목을 인물 사건 중심으로 축약 삭감하여 번역을 하였다. 이것은 
<표7>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박태원은 모든 施耐庵『水浒传』의 제목을 주인공 
이름과 그들의 인물 특징만 남기고 모두 삭감 축소하여 번역 하였다. 여기에
서 박태원의 번역태도가 각 주인공들의 이름과 성격적 특성을 중요시하고 있
음을 보아낼 수 있다.  

제3장 第六回 
花和尚倒拔垂杨柳 
豹子头误入白虎堂

표자두 임충 
(豹子头林冲)

표자두 임충 인물 사건 
중심 묘사

제4장   第十二回 
青面兽北京斗武 
急先锋东郭争功

청면수양지 
(青面兽楊志)

청면수 양지 인물 사건 
중심 묘사

제5장   第十三回 
赤发鬼醉卧灵官殿 
晁天王认義东溪村

탁탑천왕 조개 
(托塔天王晁蓋)

탁탑천왕 조개 인물 사
건 중심 묘사

제6장 第三十七回 
及时雨会神行太保 
黑旋风战浪里白条

급시우 
송강(及时雨宋江)

급시우 송강 인물 사건 
중심 묘사

제7장 第二十二回 
横海郡柴进留宾 
景陽岡武松打虎

행자무송 (行者武松) 행자 무송 인물 사건 중
심 묘사

제8장 第三十三回 鎮三山
大鬧青州道 霹靂火
夜走瓦礫場

청풍산 (清風山) 송강 중심 사건 묘사 

제9장 第三十六回 梁山泊
吳用舉戴宗 揭陽嶺
宋江逢李俊

송강유배 (宋江流配) 송강 중심 사건 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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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물 묘사
박태원   역   『수호지』 施耐庵 『水浒传』
제2회
 
고태위(高太尉) 인물   묘사: 
“這人吹彈歌舞,刺鎗使棒”로만 줄여서 
번역 됨. 

역문: 이자가 취탄가무(吹彈歌舞)와   
창법봉술(刺鎗使棒)에 익고 능한 중, 
특히 공을 잘 차니, 사람들이 그를 
고이라 안하고 고구(高球)라고   
불렀다.

且說東京開封府汴梁宣武軍，一個浮浪
破落戶子弟，姓高，排行第二，自小不
成家業，只好刺鎗使棒，最是踢得好腳
氣毯。京師人口順，不叫高二，卻都叫
他做高球。後來發跡，便將氣球那字去
了毛傍，添作立人，便改作姓高，名俅
。這人吹彈歌舞，刺鎗使棒，相撲頑耍
，亦胡亂學詩、書、詞、賦。若論仁、
義、禮、智、信、行、忠、良，卻是不
會。

제2회

동장사(董将士)의 고태위(高太尉)에 대한 심리 묘사 전부 삭제 됨
역문:     다시 동경으로 돌아온 고구는 아는 이를 찾아서 이집 저집으로 돌아다니며 몸을 의탁하려 하였으나, 모두들 이 무뢰배를 꺼리어 좀처럼 용납하여 주지 않는다. 고구는 마침내연줄을 찾아서 부마 왕진경의 부중으로 들어갔다. 

當時高俅辭了柳大郎，背上包裹，離了
臨淮州，迤邐回到東京，徑來金樑橋下
董生藥家，下了這封信。董將士一見高
俅，看了柳世權來書，自肚裏尋思道：“
這高俅我家如何安着得他！若是個志誠
老實的人，可以容他在家出入，也教孩
兒們學些好。他卻是個幫閒的破落戶，
沒信行的人；亦且當初有過犯來，被斷
配的人，舊性必不肯改。若留住在家中
，倒惹得孩兒們不學好了，待不收留他
，又撇不過柳大郎麪皮。”當時只得權且
歡天喜地，相留在家宿歇，每日酒食管
待。住了十數日，董將士思量出一個路
數，將出一套衣服，寫了一封書簡，對
高俅說道：“小人家下螢火之光，照人不
亮，恐後誤了足下。我轉薦足下與小蘇
學士處，久後也得個出身。足下意內如
何？”高俅大喜，謝了董將士。董將士使
個人將著書簡，引領高俅，徑到學士府
內。門吏轉報小蘇學士，出來見了高俅
，看了来书，知道高俅原是帮闲浮浪的
人，心下想道：“我这里如何安着得他！
不如做个人情，荐他去驸马王晋卿府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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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표8>의 인물 묘사에서 박태원이 취한 과감한 삭제 뒤의 번역문을 보았을 
때 이하 3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박태원은 인물만 번역하고 나머지 
조연 인물들은 모두 삭제하였다. 둘째, 박태원은 인물들의 벌이진 사건들 중

，做个亲随。人都唤他做‘小王都太尉’，
他便喜欢这样的人。”当时回了董将士书
札，留高俅在府里住了一夜。次日，写
了一封书呈，使个干人，送高俅去那小
王都太尉处

왕진경이   왕도위   댁에   와서   부연한   장면을   모두   삭제하고, 직접   대화   인용을   전부   삭제하고,전체   왕진경에   대한   묘사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번역하였다. 

역문:이   왕진경이라는   이는   바로   철종황제의   매부가   되는   이로, 풍류를   좋아하는   무리라면   도무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수하에   거두는   터이다. 마침내   있을   곳을   얻은   고구는   그   능한   수단과   구변으로   갖은   아첨을   다하며, 오직   주인   대감   왕도위(王都尉)의   비위를   맞추기에   애썻다. 

且说这端王来王都尉府中赴宴，都尉设
席，请端王居中坐定，都尉对席相陪。
酒进数杯，食供两套，那端王起身净手
，偶来书院里少歇，猛见书案上一对儿
羊脂玉碾成的镇纸狮子，极是做得好，
细巧玲珑。端王拿起狮子，不落手看了
一回道：“好！”王都尉见端王心爱，便
说道：“再有一个玉龙笔架，也是这个匠
人一手做的，却不在手头。明日取来，
一并相送。”端王大喜道：“深谢厚意，
想那笔架，必是更妙。”王都尉道：“明
日取出来，送至宫中便见。”端王又谢了
。两个依旧入席，饮宴至暮，尽醉方散
。端王相别回宫去了。

왕진경의   가족   사항에   대한   묘사와   패두(牌头)와의   대화는   삭제   되었다. 

역문:왕진이   태위에게   참견하고   네   번   절을   드린   뒤에   한편으로   물러서자, 고구는   물었다. 
<너의 아비가 바로 도군교두 왕승이 아니냐?> 

且说这王进却无妻子，只有一个老母，
年已六旬之上。牌头与教头王进说道：“
如今高殿帅新来上任，点你不着，军正
司禀说染患在家，见有病患状在官。高
殿帅焦躁，那里肯信，定要拿你，只道
是教头诈病在家，教头只得去走一遭。
若还不去，定连累众小人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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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인물의 일관된 성격적 특징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건들만 선별하여 번
역 하였다. 셋째, 박태원이 선별하여 번역한 모든 인물들을 관통하는 공통된 
특징으로 정의(正義)를 위함과 관핍(官逼)을 못 이겨 양산박에 모여든 호걸들
의 민반(民反)을 둘러싸고 과감한 가미(加味)와 삭감(削減) 하에 번역 되었다. 

 다. 추가 된 부분
박태원 역 『수호지』 예시) 施耐庵 『水浒传』
1. 제목 구문룡사진(九纹龙史進) 第二回 史大郎夜走华阴

县 鲁提辖拳打镇关西
2. 소제 고태위(高太尉) /
3. 소재 양지옥(羊脂玉)

“양지옥(羊脂玉)으로 만든 사자진지(狮子镇纸)”이 추가 됨. 원문에는 양지옥(羊脂玉)이 없고   사자진지(狮子镇纸)가   镇纸玉狮子(진지옥사자)로 되어 있음. 

역문: 고구는 왕도위의 분부를 받아 양지옥(羊脂玉)으로 만든 사자진지(狮子镇纸)와 옥룡필가(玉龙笔架)를 가지고 단왕의 궁중으로 들어갔다. 

次日，小王都太尉取出玉龙笔架，和两个镇纸玉狮子，着一个小金盒子盛了，用黄罗包袱包了，写了一封书呈，却使高俅送去。

4. 인물 소개 단왕(端王) 철종황제의 아우:

“단왕(端王)”

역문: 이 단왕이라는 이는 신종황제의 열한번째 아들로 바로 철종 황제의 아우니, 금기서화 (琴棋书画)에 틍하지 않은 것이 없고, 또한 심히 풍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高俅领了王都尉钧旨，将
着两般玉玩器，怀中揣著
书呈，径投端王宫中来。

5. 행위 고구는 동산문 밖에서 공손히 두 손을 마주 잡고 서서 끝나기를 기다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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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표9>볼 수 있듯이, 첫째, 박태원은 모든 장회(章回) 제목을 만들어 큰 장
절을 나누었다. 또한 큰 장절(章節)의 하부에 소제를 만들어 추가함으로써 장
편(章篇)을 나누었다. 둘째, 그는 원문에는 없는 ‘양지옥(羊脂玉)’과 같은 소재
를 가미 추가 묘사하면서 작품 번역에 필요한 설명에서 더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셋째, 주인공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한 ‘단왕(端王) 철종황제의 아우’ 
등과 같은 조연 인물들도 필요에 따라 추가하여 번역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9>, 6번에서와 같이 원문에서는 간단한 서술형으로 묘사한 부분에서 과감히 
주인공과의 직접적인 대화체로 변형 및 추가시켜 번역하였다. 이로써 주인공
의 성격 특성을 더욱 생동하게 표현되어 강조점을 두고자 하였다.     

역문: 고구가 궁중으로 들어갔을 때, 단왕은 마침 사오 명 호종하는 무리들과 더불어 뒤뜰 에서 공을 차고 있었다. 고구는 동산문 밖에서 공손히 두 손을 마주 잡고 서서히 끝나기를 기다리었다. 

   把 门 官 吏 转 报 与 院
公。

6. 대화 고태위(高太尉)가 일일이 점
고하며 보니, 오직 한 사람 
팔십만 금군교두 왕진(禁军教
头 王进)이 빠졌다. 태위는 
크게 노하였다. 
「수본은 여기 있으며 사람은 
보이지 않으니, 이 어인 연고
냐?」 
군정사가 아뢰었다.
「보름 전에 병장을 내어 놓
은 채로 아직도 쾌차하지 못
하여 집에서 그저 조리하고 
있다 합니다.」 

高殿帅一一点过，于内只

欠一名八十万禁军教头王

进。半月之前，已有病状
在官，患病未痊，不曾入

衙门管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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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제 

<표10>

장회목 대제 소제
제1장 구문룡사진

(九纹龙史進)
1.고태위(高太尉), 2.왕교두(王敎頭), 3.사가촌(史家
村), 4.소화산(少華山), 5.전변(轉變)

제2장 화화상 노지심 
(花和尚鲁智深)

1.취련(翠蓮), 2.정도(鄭屠), 3.조원외(趙員外), 4,오
대산(五臺山), 5.도화촌(桃花村), 6.와관사(瓦官寺), 
7.채원(蔡園) 

제3장 표자두 임충
(豹子头林冲)

1.화화태세(花和太歲), 2.백호 절당(白虎節堂), 3.야
저림(野猪林),  4.소선풍 시진(小旋風柴進), 5.이소
이(李小二), 6.묘전 선혈(廟前鮮血), 7.창주 도구(滄
州道口), 8.소인 왕륜(小人王倫) 

제4장 청면수양지 
(青面兽楊志)

1.화석강(花石綱), 2.몰모대충 우이(沒毛大蟲牛二), 
3.동곽연무(東郭演武)

제5장 탁탑천왕 조개 
(託塔天王晁蓋)

1.적발귀 유당(赤髮鬼劉唐), 2.지다서 오용(智多星吳
用), 3.삼원 형제(三阮兄弟), 4.일청도인 공손승(一
淸道人公孫勝)

제6장 급시우 송강 
(及时雨宋江)

1.염파석(閻婆惜), 2.초문대(招文袋), 3.시진 장상(柴
進莊上)

제7장 행자무송 
(行者武松)

1.경양강(景陽岡), 2.반금련(潘金蓮), 3.서문경(西門
慶), 4.왕파(王婆), 5.운가(鄆哥), 6.하구숙(何九叔), 
7.보수 설한(報讐雪恨) 8.십자파(十字坡), 9.안채평
(安平寨), 10.장문신(蔣門神), 11.장도감(張都監), 
12.비운포(飛雲浦), 13.원앙루(怨鴦樓), 14.행자 무
송(行者武松),  15.오공령(蜈蚣嶺), 16.공태공 장상
(孔太公莊上)

제8장 청풍산 
(清风山)

1.연순,왕영,정천수(燕順. 王英, 鄭天壽), 2.소이광 
화영(小李廣花榮), 3.진삼산 황신(鎭三山黃信), 4.벽
력화 진명(霹靂火秦明)

제9장 송강유배 
(宋江流配)

1.송가장(宋家莊), 2.양산박(梁山泊), 3.게양령(揭陽
嶺), 4.목가장(穆家莊), 5.선화아 장횡(船火兒張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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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0>에서 볼 수 있듯이, 박태원은 각 장회(章回)마다 여러 개의 소제를 
만들어서 추가하였다. 이것은 施耐庵 『水浒传』에서는 볼 수 없는 박태원만의 
창작으로서 그의 번역 의식을 드러내주고 있다.   

2. 형식 비교
박태원 역 『수호지』 施耐庵 『水浒传』
장회목 대제 소제 장회 제목
제1장 구문룡사진

(九纹龙史進)
1. 고태위(高太尉) 第二回 

史大郎夜走华阴县 
鲁提辖拳打镇关西

제2장 화화상 노지심 
(花和尚鲁智深)

4. 오대산 第三回 
赵员外重修文殊院 
鲁智深大闹五台山

제3장 표자두 임충
(豹子头林冲)

2. 백호 절당
3. 야저림

第六回 
花和尚倒拔垂杨柳 
豹子头误入白虎堂
第七回 
林教头刺配沧州道 
鲁智深大闹野猪林

제4장 청면수양지 
(青面兽楊志)

3. 동곽 연무 第十二回 
青面兽北京斗武 
急先锋东郭争功

제5장 탁탑천왕 조개 
(托塔天王晁蓋)

1. 적발귀 유당 第十三回 
赤发鬼醉卧灵官殿 
晁天王认義东溪村

제6장 급시우 송강 
(及时雨宋江)

1. 염파석 第二十二回 
阎婆大闹郓城县 
朱仝義释宋公明

제7장 행자무송 
(行者武松)

1. 경양강 第二十二回 
横海郡柴进留宾 
景陽岡武松打虎

제8장 청풍산 
(清风山)

1. 연순. 왕영. 정천수 第三十三回 
镇三山大闹青州道 
霹雳火夜走瓦砾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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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표11>로 보았을 때, 박태원은 첫째, 모든 장회 제목 아래 소제를 추가하였
다. 둘째, 박태원은 모든 그의 번역 소설 앞에 주인공의 이름만 취하고 제목
의 나머지 부분은 전부 삭제하여 줄여서 장회 제목으로 만들었다. 셋째, 박태
원은 소제를 주인공들의 특징을 사용하여 장회를 만들어서 추가하여 장회를 
나눴다.   

제9장 송강유배 
(宋江流配)

2. 양산박 第三十六回 
梁山泊吴用举戴宗　
揭阳岭宋江逢李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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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통상적으로 연구자들은 '박태원'하면 전통과 단절된 오로지 현대문학의 선
두주자 모더니스트라고만 여겨져 왔었지만 1939년부터 1945년에 걸쳐 발표
한 번역창작물 『지나소설집』, 『신역 삼국지』, 『수호지』는 그를 모더니스트에
서 중국 고전 역사소설의 번역 작가로 전향시킨 계기로 거듭나게 된다. 본고
에서는 주로 박태원의 1930년대 후반에 주력하였던 중국 고전 역사소설과 번
역소설의 영향관계를 그 원문과 역문을 비교대조 함으로써 그 전후 맥락관계
를 살펴보았다. 
  또한 박태원이 중국 소설 『금고기관(今古奇觀)』, 『삼국연의(三國演義)』, 『수
호전(水滸傳)』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중국 역사소설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번역소설의 창작에 활용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는 과감한 각색과 가
미를 통하여 조선독자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다. 이 
중에서 중국 고전 역사소설의 특정한 인물과 사건을 선택 번역함으로써 이를 
소재로 활용하여 박태원만의 새로운 번역 창작물을 만들어낸 것이다. 중국 나
관중(羅貫中)의 『삼국연의』(三国演义)』에서 “존유반조비오(尊刘反曹鄙吴)”의 
사상을 취재해서 유비와 제갈량의 ‘인정’(仁政)과 ‘지혜’(智慧)에 초점을 맞춰 
당시의 민간적  경향을 은연중에 내포하였다. 또한 “무릇 천하대세란 나뉜 지 
오래면 반드시 합하고 합한 지 오래면 나뉘는 법이다.”(“话说天下大势，分久
必合，合久必分”)의 관념은 당시 작가인 나관중(羅貫中)이 놓였던 원말(元末) 
명초(明初)의 불안정한 역사배경과 통일화평을 갈망하고 바라는 사상과 박태
원이 선택하여 번역한 의도와 연관 짓지 않을 수가 없다. 박태원의 중국문학
에 대한 소양과 능력은 이미 『지나 소설집』(인문사 1939)의 간행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역삼국지』를 본격적으로 연재하게 된 배경으
로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대륙병참기지론 등이 횡행했던 시절에 언론 통제와 
정치적 탄압을 피하여 중국고전서 번역으로 나아간 측면을 부각시킬 수 있다. 
훌륭한 고전작품의 번역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여 새롭게 번역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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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판단한 박태원이라면 1941년부터 1950년에 걸쳐 적잖은 번역을 하게 된 
셈이다. 당대의 모더니스트이던 박태원이 중국 역사소설의 번역이라는 전향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그의 번역 태도와 역사의식에 주목하게 된다. 본고에서 
상술했던 바와 같이 박태원의 번역에는 중국 원본과 비교했을 때 박태원 번
역만의 특징을 여러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으로 귀납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하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지나소설집』, 『신역 삼국지』, 『수호지』와 중국 역사소설의 원저에서
는 공통적으로 그 플롯 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형식을 추가한 부분들이 상당
히 많다. 이를테면 『지나소설집』의 10편의 소설은 모두 제목을 원문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간단한 인물 이름이나  사건으로 개역 하였다. 또한 주인공들
의 이름을 대부분의 제목에서 취하였다. 이는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부각시키
려는 의도로 해석이 가능하다. 예컨대, 「양각애」나 「상하사(마룻장 아래의 선
비)」, 「귀곡자」, 「두십낭」 등이 그러하다. 
  둘째, 박태원의 『지나소설집』, 『신역 삼국지』, 『수호지』 이 세편의 모든 작
품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으로 모두 절(折)을 나누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플롯
을 엮었다. 이것은 확연히 번역자의 주관적 발명인 것으로 뚜렷한 플롯구성을 
중시했다는 증거이다. 한 편의 소설을 많게는 38절로 나누어 재편하고 적어도 
12절로 나누어 엮고 있어 박태원만의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확연히 
번역자의 새로운 창작물로서 역자의 번역태도를 읽을 수 있다.  
  셋째, 박태원이 선택하여 번역한 주제나 소재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전쟁이
나 혼란스러운 사회배경 하에 각 인물들을 통한 ‘의(義)’와 ‘용맹(勇猛)’의 기
치를 부각시키며 민중의 염원을 환기시키고 있다. 또한 시민계층이 즐기는 주
제나 장르 및 구어체의 구사 등의 문학적 현상은 역자의 번역태도가 독자 중
심으로 되어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박태원의 번역 작품과 중국 원문 저본을 비교한 결과 차이점도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예컨대, 『지나소설집』, 『신역 삼국지』, 『수호지』의 제목이 
모두 원래의 중국 원저의 제목과 다르게 지어져 있다든가, 대부분의 소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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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원저 나관중의 『삼국연의(三國演義)』에 수록된 제목에서 부분적으로 따
오거나 축약된 형태로 재작명 되었는데 보편적으로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제
목을 지어졌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태원의 번역물에서는 각 인물의 등장하는 순서와 인물 배치
가 중국 원저와 공통적으로 상이하게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제
일 첫 편에 실린 「매유랑」은 『금고기관』의 第七卷　「卖油郎独占花魁」에서 첫 
단락부터 상이하게 시작된다. 셋째, 『금고기관』의 도입부의 스토리들이 『지나 
소설집』에 와서는 전부 삭감되고 하나의 단편 마다 주된 메인 스토리에만 밀
착하면서 플롯을 엮어갔다. 
  이로써 한중 두 소설 사이에 표현된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주제와 형식면에
서 차이를 보여줬다면, 한발 더 나아가 이와 같이 개역 된 작가의 번역태도의 
함의와 특징들을 이하 몇 가지로 도출할 수 있다. 
  첫째, 『支那소설집』에는 시민문학의 기본특징이 잘 반영되었다. 원문 『금고
기관』에는 중국의 명나라 중후반의 자본주의 맹아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새로
운 사상 및 일부 소극적이고 용속한 낡은 의식도 서로 혼합되어 표현되었는
데 신선도화(神仙道化)사상과 봉건윤리사상 및 색정적인 요소가 바로 그러하
다. 이런 진보적인 것과 낙후한 것이 서로 교착하여 하나로 얽혀진 현상이야
말로 당시 새로 나타난 시민문학의 기본특징의 하나인 것이다. 
  둘째, 『금고기관』과 『수호전(水滸傳)』 은 봉건사회를 배경으로 했지만 자본
주의적인 시민적 의식과 ‘관핍민반’의 퇴폐적인 가치관이 다분히 반영되었다. 
바로 이런 특징이 박태원의 흥미를 끌었던 것이다. 당시 서울은 비록 식민지
였지만 이미 자본주의가 이미 깊숙이 자리를 잡은 상태였고 시민계층이 문학
의 한 독자로 성장되었다. 
  셋째, 『지나소설집』, 『신역 삼국지』, 『수호지』의 역사소설이라는 이 장르적 
우세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즉 우회성 (혹은 은폐성)이라는 기능을 활용하여 
저항적 의지를 표출하였다. 위의 몇 가지 특징들이 중국 고전 역사소설의 번
역에 있어서 한 함의로 부각되었는데 이런 점들은 동시에 각 소재들의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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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말기 박태원은 중국 고전 역사소설 『지나소설집』의 번역을 통하여 전
쟁의 위기의식을 고취시켰고, 『신역 삼국지』를 통하여 약소국으로서 전쟁 중
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도모하였으며, 『수호지』의 번역을 통해 중국의 
영웅호걸을 조명하며 반봉건 반외세의 구호를 내세웠다. 일제말기 박태원이 
번역을 통해 중국의 영웅호걸을 조명하는 일련의 동기는 각 작품들 간 주제
와 형식의 공통점으로 귀납될 수 있다. 1939년에서 1942년에 이르러 발간된 
『지나소설집』, 『신역 삼국지』, 『수호지』는 역사를 초월하여 시사하는 바가 동
일하다. 만주사변(1931년)과 세계대공황(1929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일제는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황국신민화 등의 정책을 펼치며 창씨개명 등의 
이른바 민족말살정책(1938년)을 펼친다. 이는 모든 민족적인 문화 활동을 금
지시킴으로써 민족성 말살을 궁극적 목표로 하던 억압이 지속되자, 이러한 상
황에서 박태원이 중국 역사소설 『수호지』의 번역으로 조명해낸 중국 영웅호
걸들은 일제치하 탄압하의 민족적 영웅을 소환시키려고 했던 작가의 번역 의
도와 상통하고 있다. 궁핍하고 자유를 잃은 기층민들의 수탈과 피폐해진 삶을 
주목하고 이를 타파할 수 있는 적극적인 출로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두 작품 모두 공통의 '저항'적 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박태원의 이러
한 저항적 의식변화는 무엇보다도 식민지 치하에서 소외된 지식인의 모습에
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나타난 주인공
의 모습 구보는 정상적이 아닌 파행적인 근대로 '경성'이란 근대화된 거리를 
배회하던 당대 인텔리의 모습이 식민치하의 소외된 조선 지식인의 모습과 의
식에 연결고리로 상징화된다.
  박태원을 가장 잘 대표하는 그의 대표작 『천변풍경』과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그리고 번역 소설 이후의 사소설 「음우(陰雨)｣, ｢투도(偸盜)｣, ｢채가(債
家)｣의 창작은 기필코 단순한 무작위적인 창작이 아니었다.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의 주인공이 산책자의 무기력을 상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우
(陰雨)｣에서도 박태원의 독백 또한 더 이상 산책자로 표상되는 글쓰기에 그치
지 않는다. 작품 속 ｢음우(陰雨)｣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비’는 작가의 비통
한 무의식을 암시할 따름이다. ｢음우(陰雨)｣에 이어 발표된 두 번째 연작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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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인 ｢투도(偸盜)｣ 또한 제목 그대로 도둑의 이야기이다.88) 작품 속 도둑은 
근대화의 상징인 ‘양복’을 훔쳐가며 글쓴이의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마지막 
｢채가(債家)｣에서는 주인공은 일본인 ‘와타나베’한테 빚을 지는 이야기 이다. 
하필이면 일본인한테 빚을 져야만 하는 현실에서 조선인으로서 무엇을 하든 
착취를 당하는 입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글쓴이의 울분이 우회으로 표현되지
만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 일제 말기 문학사에서 가장 현저히 드러나는 소설
적 양식인 '사소설'은 박태원을 비롯한 채만식, 이태준, 이효석 등의 구인회 
멤버들한테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하나의 양상이다. 이는 '사소설'에의 작가
들이 모두 일제 강점기에 한국문학을 대표할 만한 작가들이였다는 점에서 주
목을 끌게 된다. 그들의 '사소설'이 천황제 파시즘의 일망감시적 시선이 완전
히 미치지 못하는, 마치 독방의 그늘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으로 해석한다. 
일제 말기에 대일 협력적인 문학경향이 주류로 자리 잡아가던 분위기 속에서 
제국주의 권력의 억압과 폭력 하의 문학 통제는 그 시대의 작가들이 언제나 
제국의 '변방'에서 가혹하고 삼엄한 통제 아래에서 그들의 문학적 전개가 이
루어졌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제 말기의 천황제 파시즘은 서구와 중국이
라는 '퍼스트'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구축해 나간 권력 메커니즘 이었다. 1938
년 5월에 발효된 국가총동원법 이후 조선 사회는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사회
로 새롭게 재편되어야 했고 1937년 7월의 중일전쟁에 의해 촉발된 위기의식 
속에서 미나미 지로의 총독부 권력은 개전 1주년을 맞아 국민운동에 대한 통
제의 강화를 위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결성하도록 촉구하며 전쟁 동
원을 위한 일원적 체제를 구축하고자 하였다.89) 식민지치하의 작가 문인들의 
선택입지가 좁아지고 자칫하면 위기 상황과 부딪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작
가 박태원도 많은 사려를 거듭했을 것이다. 그런 국면을 타개할 방도의 일환
으로 그는 역사소설 번역으로 전향했다고 할 수 있다. 『지나소설집』, 『신역 
삼국지』, 『수호지』가 바로 그러한 취지하에 이루어진 산물의 하나라고 할 때 

88) 박태원, ｢투도(偸盜)｣, 『조광』 , 1940.10. 
89) 방민호, 『일제 말기 한국문학의 담론과 텍스트』, 예옥,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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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원의 '사소설'의 연작 창작은 『支那소설집』의 번역 연재와 동시에 이에서 
알레고리즘 소재를 축출하여 완성 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세 편의 사소설 
연작 작품은 같은 주제로 서로 다른 인물과 다른 지역에서 표현된다. 이것은 
서로 독립성을 보이고 있지만 또한 연속성(variation)을 함의하고 있다. 
  1939년에 접어들면서 모더니즘 작가로부터 역사소설 번역에로 전향한 박태
원의 문학적 행보는 그의 문학관 변화를 뜻한다. 이로써 그의 중국 고전 역사
소설 번역은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진정한 역사소설의 근간을 이루어 '역사
의식'이 작용한 것이 박태원의 번역태도이다. 이런 점들은 그 후 ‘사소설‘이나 
역사소설의 창작에서도 연관성을 유지하면서 계속 연장되었다.  

   『신역 삼국지』, 『수호지』, 『지나소설집』의 번역 의의는 한국현대문학에서 
중국고전소설의 번역소설집으로서 새로운 번역문체의 시원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자못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음으로, 『지나소설집』 『신역 삼국지』, 
『수호지』는 역사소설의 번역 창작에서 시민 문학의 기본 특징을 잘 살려 
암묵적으로 저항의지를 표현한 본보기를 최초로 수립하였다는 점에서도 또 
다른 중요한 이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중국고전 소설의 문체와 
언어를 한글의 구어체로 잘 구사한 점에서, 즉 시민계층의 열독습관에 부응한 
새로운 문체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중국 고전 역사소설 번역을 밑거름으로 그 향후의 사소설 
창작과 역사소설 창작에 적극 활용되었다는 점 또한 경이로운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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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Park Tae-won (1909.01.6-1986.7.10) began his career in 1926 as a 
work called "Nuna" (through the 「Journal of Joseon」). Since then, he 
has been the most prominent modernist in Korean literature in the 
early 1930s. Nevertheless, the confrontation between Japanese 
fascism and ideology in the late 1930s was no longer allow him to 
be a modernism novelist, but a Chinese historical novel translator, 
turning the main direction of the writer's life into a historical novel 
translation and creation. This led Park to introduce a number of 
Chinese literature to Korean literature, translating a vast collection 
of classical Chinese historical novels. Since then Park Tae-won  
become a translator of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in Korean literary 
circles. Among his works translated at the time were "Jina's 
Collection of Fiction" (April 1939), "The Three Kingdoms (April 1941), 
and "Suhoji" (August 1942). In addition, the period when he 
translated and published these famous masterpieces of China was 
after the Sino-Japanese War provocation in July 1937, during which 
China and Japan were in the midst of a war, and the Joseon 
Peninsula was already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use of 
Hangeul was restricted. In addition, Park Tae-won is also involved 
in the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al historical novels, "Eumu" 
(September 1939, "Script"), "Tudo" (January 1941, "Jokwang"), and 
"Chaega" (April 1941) in the "Moonjang" magazine, along with the 
creation of historical novels. After that, he wrote a series of 
historical novels such as "Honggil-dongjeon" (February 1949) and 
"Gapo Peasant War" (1977-1988), along with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His literary and historical activities were not only 



- 122 -

recognized as translators of classical Chinese historical novels, but 
also as historical novelists. 
  In this paper, among the clasical Chinese historical novels he 
translated, the researcher examined the overall aspects of Chinese 
historical translation novels, including "Jina Novels," "The Three 
Kingdoms," and "Suhoji," and compare the text of the original and 
the text of the translated novel to analyze and identify the author's 
consciousness and attitude.
  Park Tae-won translated classical Chinese historical novels "Jina 
Novels Book" (April 1939), "The Three Kingdoms (April 1941), and 
"Suhoji" (August 1942) into Korean, while the use of the Korean 
language was suppressed and the literary activities of Korean writers 
were regulated, making Joseon readers aware of war and crisis 
situations through "Jina Novels Book" (April 1939).

■ Key words: Park Tae-won, Translation, History, Resistance to 
Japanese imperialism

■ Student Number: 2015-2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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