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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鼎究(V -2)

‘---紅樓夢冊究의 世界的關心---

1. 序 言

李 相

(국어교육과)

翊

본 연구는 불폰 펄자가 지속하고 있는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짧究J(l)의 -環이나， 특히

「韓中小說의 比較文學的 陽究C V _l)J(2)C이 후 「陽究 C V -l)J로 略稱)의 내용과 긴벌한 관련을

갖는다. r빠究C V -l) J에 서 韓國小說에 미친 紅樓夢의 影響關係블 살피려는 작업의 첫단계로

紅樓夢의 形成， 作者， 文學的影響， ~자究擺況 등에 관해 잔략하나마 논의한 바는 있다.

그러 나 마침 中國에 파견 연구할 수 있는 기회 가 주어 져 現地의 陽究動向이나 學術資料에

접하게 되었고， 本昭究의 진행도 새로운 角度에서 추진시켜 봐야겠다는마음이 일게 되었다.

따라서 內容의 일부가 다소 중복되는 느낌이 을기도 하나 개의치 않고 정리해 보고자한다.

펼자는 지난번 「船究C V -l) J의 序頭에서 다음과 같이 言及한 바 있다.

「金臨梅가 나온지 대략 100年後에 紅樓夢이 모습을 드러냈다. 분위기로 보아 金뼈梅의 계열로 보

기도 하나， 性格抽寫나 構成 등에서 보다 더 近代的인 성격을 지닌 紅樓夢은 나오자마자 中國文瓚에

선풍적 A.氣를 모았다. 그 關心度는 날이 갈수록 더해져 。1 젠 中國文學의 境地를 벗어나 世界文學의

영역에서 빛을 딴하고 있다. 東西洋 各國에서 自國語로 觸譯해 읽음은 물론 이 作品에 대한 文學的

인 昭究熱은 이루 말찰 수 없다. 日本과 美國이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다 하겠다. j<31

中國內에서의 紅樓夢陽究 則 紅學의 熱度와 世界各國의 紅學에 대한 關心集中은 밖에서

듣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느낌이었다. 地理的으로 가장 인접한 韓國에서 그 陽究가 不

振하고 關心조차 희박했다는 점에 새삼 부끄러움을 느꼈으며， 또한 우리의 學界가 世界的t

(1) 細鎬， 洪吉童傳과 水i許傳의 比較ljJf究(국어교육 4호， 1962).
--’ 彩鳳感別曲과王橋驚百앓흉恨(異河潤先生華甲紀念論文集1966).
--, 春香傳의 比較짝究序說(국어교육연구회論文集1輯 1969).
---, 金驚新話와 행燈新話(서울大교육회 敎育論鍵 2輯 1972).
--, 軍談小說과 三國志演義(文敎部學術報告書1974).
--, 韓中小說의 比較f자究(其四)(서울師大， 師大짧驚 22輯 1981).
--, 紅樓夢의 影響關係(셔울師大， 師大論驚 26輯 1983).

(2)_ , 紅樓夢의 影響關係(서울師大， 師大論養 26輯 1983).
(3) _, 上揚論文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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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懶流에 呼吸을 함께 하지 않고 어떤 速宮에 빠져 있는 것이나 아닌가 싶어 다급함을 느

끼치도 하였다.

우선 東西洋 各國의 自國語 離譯問題를 말하고 싶었다. 各國의 번역열이 놀랍기도 했거

니와 한국의 번역상황이 국제학계에 전혀 周知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왔

다. 離譯은 比較文學의 轉信過程陽究로서 가장 중요한 증거대상이 되는 만큼 확실히 밝힐

것은 밝혀 두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리고 또한 東西洋 各國의 紅樓夢에 대한 文學的인 陽究熱을 말하고 싶었다. 各國의 고

조된 연구열을 살펴 보면서 연구의 자극도 받아야겠으나， 한펀 마숙한 우리의 연구상황이

지만 實相 그대로는 남에게서 인정을 받고， 적어도 국제학계의 迷兒는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n. 各國의 紅樓夢 觸譯狀況

1. 職譯本 -훌

논의의 떤의상 먼저 各國의 紅樓夢 번역본을 다음에 열거해 살펴 보고자 한다↓ 지난번

「陽究C V -l) J 논문에서는 「紅樓夢/왔錄J4)에 게재된 법위에서 번역본을 소개한 바 있오나， 여

기에서는 宋隆發編 「紅樓夢陽究文敵目錄J (5)에 의거 좀더 상세한 소개를 해 보겠다. 이 「紅

‘ 樓夢昭究文歡目錄은 -蘭編 紅樓夢書錄〔上海古典文學出版社， 1962. 增訂版)J을 비롯해서

中國， 香港， 日本， 美國 등 각지에서 발행한 27種의 目錄 (6)에 의거한 것으로 전세계의 연

구내용이 총망라된 충실한 자료라 여겨진다. 장황하게 열거하는 뜻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각국의 번역본을 통해 紅樓夢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파악하는 한펀 우리의 樂善蕭 完譯

本의 位相을 定立해 보려는 것이다.

〈維홈爾文〉

紅樓夢， 新題人民出版社 1978. 120回 全譯本.

〈豪古文〉

紅樓夢， 哈斯寶譯注， 캠、本 40回 . 120回本 改寫.

〈韓 文〉

紅樓夢， 金龍濟譯， 1962. 漢城正音社 120回 意譯本.

紅樓夢， 李周洪譯， 1969. 漢城ζ겉힐文化社 120回 全譯本.

紅樓夢選譯， 延邊大學中文系觸譯小組譯， 中共延邊大學學報 1974年 4期， 1975年 1·2期 . 4回 73回

74며 選譯本.

紅樓夢， 延邊大學紅樓夢觀譯小組譯， 1978. 中共延邊大學A民出版社 120回 全譯本.

(4) 田千編， n樓夢寂錄(훌北 漢짧出版社， 1976, pp. 103-7) .
(5) 宋隆짧編， n樓夢Jilt究文敵目錄(臺灣 學生書局， 1982).
(6) 上揚書 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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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南文〉

紅樓夢， 武培熺 • 玩允澤等~譯， 前 80回， 玩育文 • 院文t훌等譯， 後 40回， 1959. 河內文化出版社 120回

全譯本.

〈日 文〉

紅樓夢序詞， 森塊南譯， 1972. 城南評論 2月號 第 1回節譯

團月寶鍵序듬혀， 島U홉顧村譯， 1892. 女學雜誌 321. 第12回節譯.

紅樓夢， 長井金風譯， 1903; 文章훌훌義 18號. 第45回節譯.

支那戰曲小說文웰釋， 宮n짧來城譯， 1904. 早짧田文學敢育科講義 第 6 回節譯.

新譯紅樓夢， 뿔春風樓譯， 1916. 東京文敎社 1""'39回譯.

國譯紅樓쫓， 幸田露伴 • 平間龍城合譯， 1920""'22. 東京 國民文庫刊行會 1""'80回譯本.

薰玉賽花， 大高嚴譯， 1933. 同仁昭和 8年 10月號.

新譯u樓夢， 太宰衛門譯， 1924. 東京 三星社 1""'80回節譯本.

紅樓夢， 松技皮夫譯， 1940""'1950. 東京岩波書局 120回譯本.

偏奇館P合草， 永井倚風譯， 1946, 1948. 東京짧摩書房 第45回節譯.

紅樓夢， 飯顯郞譯， 1948. 大吸 「國際新聞」 連載. 120回觀譯改編.

新譯紅樓夢， 陳得觸譯， 1953. 神戶中華文化없究所 油印本 1""'60回節譯本.

新編紅樓夢， 石原嚴微譯， 1957. 東京 春陽堂 觸흉흉節譯本.

u樓夢， 大高嚴譯， 1957'"'-'58. 新聲 1""'4. 4며， 23回， 27回， 34回， 45回 譯.

紅樓夢， 伊麗懶平譯， 1960. 東京平凡社 120回全譯本.

尤三姐， 野뼈驗平 • 志村良治合譯， 1962. 文科紀훨 10. 65，66回譯.

紅樓夢， 富士正購 • 武部利男合譯， 1968. 東京 河出書新社 節譯本.

, 紅樓夢， 松技f졌夫譯， 1961. 東京 平凡社 節譯本.

紅樓夢， 伊顧懶平譯， 1969. 東京 平凡社 120回全譯本.

紅樓夢， 立間神介譯， 1971. 東京 集英社 節譯本.

紅樓夢， 松技夜夫譯， 1977. 東京 岩않書店 120回全譯本.

〈英 文〉

Davis, John Francis, “T he Poetry of Chinese" Traηslatioηs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II , 1830. (第 3 回 譯)

Thom, R., “T he Dreams of the Red Chamber" The Chiηese Speaker. Ningpo , 1842. (言語敎育

用 妙譯)

Bowra , Edward Chales, “ T he Dream of the Red Chamber" The China Magazine. Shanghai

Christmas Number , 1868. Shanghai: Vol. for 1869. (第1""'8回 譯)

Joly , H. Bencraft, Hung Loa Meηg or The Drea1.η of the Red Chaηtber: A Chiηese Noνel Vol.

1 Hong Kong, 1892, Vol. II , Macao, 1893. (第1""'56回 譯).

Hudson, Elfrida, “A n old, old, Story" Chiηa Joαrχal， VIII, 1928. (第 4 回 譯)

Wang, ChiGhen, Dream of the Red Chaηtber. Preface by Arthur Waley, London , 1929.

Wang, Chi Chen, Dream of the Red Chamber.

Preface/by Mark Van Doren , New York, 1958. (妙譯本).

Yuan , Chia-hua and Shih Ming,
Hμηg-loμ Meng and Tuan-hung Liη:g-yen Chi: English ,Traηslation of Selections from

Chiηese Literatαreo Shanghai, Pei-hsin Shu-chu , 1933.

Yang , Hsien-Yi and Gladys Y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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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Literature VI , 1964. (第18， 19, 20[며 譯)

Chinese Literature VII , 1964. (第32， 33, 34回 譯)

Chinese Literature VIII , 1964. (第74， 75, 77回 譯)

McHugh, Florence and Isabel, The Dream of the Red Chamber, New York 1958.

(Franz Kuhn독일어 번역본의 재 역).

Birch , Cyril, “Hoπ to be Rid of a Riγal" In Cyril Birch, ed. Anthology of Chinese Literature,

New York: Grove Press, 1972 Vo!. n. (第63"-'69回 譯).

Chang, B. C. “ A Burial Mound for Flowers." In B. C. Chang, tr‘ , Chiηese Literαture: Popular

Fictioπ and Drama , Chicago: Aldine Publishing Co., 1973; Edinburgh Univ. Press. (第

23回 譯)

,Hawkes, David, The Story of the Stone. Baltimore: Penguin Books, 1973, 1977, 1980. (Vo l.

1. 第1"-'26回 譯， Vol. JI. 第27"-'53回 譯， Vo l. m. 第54，，-， 80 [피 譯， Vo l. VI. 據定).

Yang, Hsien·Yi and Gladys Yang, A Dream of Red Chamber 1978. 北京外文出版社. 120回 全

譯本.

〈佛 文〉

HsU, Sung'Pien , Le Reνe daηs le Paνilloη Roμge， Anthologie de la Literature Chinoise it des

Origrins nos lours, Collection Pallas, Paris, 1933. (第17， 27,28, 32回 譯)

Pao , Wen-Wei, Le Reνe dans le pavilιπ Roα'ge， Etudes Francaises IV. Paris 1943. (第 4回 譯)

Guerne, Armel , Le reν'e dans Ie paνillon rouge , Paris: Guy Ie Part 1964. (Franz Kuhn 독일어

번역본의 재역).

D’hormon, Andre and Tche-Houa Li, Le reνe diα paνillon rouge‘ Paris: UNESCO , forthcoming.

(A forthcoming full French translation)

〈獨 文〉

Ting, W.Y. Aus dem Roman Hung Lou Moηg. Sincia , 4, 1928., (第21 ， 22回 譯)

Kuhn, Franz, Ein Kapitel aαs dem Roman Hung Loμ Moη'g. Sinica , 7, 1932. (第18回 譯)

Kuhn, Franz, Der Traum der roten Kammer. Leipzig: Insel·Verlag, 1932. (妙譯本 )

〈伊 文〉

Benedikter, iMartin, II Sogηo della Camera Rossa. Cina , 5, 1959. (第 1 回 譯)

Riccio, Carla, Sonqno della cameraRossa. Turin, 1958. Vols. 2 (Franz Kuhn 독일어 번 역 본의 t

재역)

〈露 文〉

Ranasyuk, V.A. Ts’ao Hsueh·chin: Son V Krasnon tere~ηe. Perface by N.T. Federenko, 2

Vol!;. Moscow: State Publishing House, 1958. (全譯本)

Roodman , V.G. The Dream iη the Red Chamber, Chapter 1,2. in Kitayskaya Literatura:

Khrestomatiya, Moscow: Educational' Press, 1959.

2. 略譯本數 및 觀譯年度 對比

위에 열거한 번역본을 일람해 보면 우선 많은 나라에서 紅樓夢에 관심을 갖고 번역까지

했구나 하는 )느낌이 든다. 다소 누략본이 있겠지만 여기에 보이는 것은 10개 국의 言語로

번역되어 있오며 번역본은 총 52種에 달하고 있다. 각국의 번역본수블 간략히 대비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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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各國의 觀譯本數 짧比

69

(國 名) (觀譯本數) (國 名) (觸譯本數)

日 本 20 伊 太 利 2
英 國 14 ξI용* 西 亞 2
韓 國 4 維 3ζ￡l 爾 1
佛 蘭 西 4 윷융 古 1
獨 速 3 越 南 1

외 국의 경우도 다소 착오가 있겠지만 한국의 경우는 누락본이 많다. 대 략 누락된 한국어

번역븐은 다음과 같다.

〈國 內〉

金相一本(72章 全 1冊 1974 徵文出版社)↑

吳榮錫本 (120章 全 5卷 1980 知星出版社)

禹玄民本(1 20回 全 6卷 1982 瑞文堂)

〈國外(北京»

安義運 • 金光烈本(l20r미 全 5卷 1978"-'82 北京外文出版社〉

그려고 최근 국내에서는 헤上古典昭究會가 全 8卷 예정￡로 번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미 1988년에 1'"'-'15며의 번역 제 1卷을 平民社에서 간행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의 樂善爾完譯本 紅樓夢이 言及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국

내에서도 낙선재본이 얼찍이 알려지지 않아 그렇게 되었겠지만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다행히 李明九 교수에 의해 낙선재본이 解題되었고， 이어서 崔溶澈， 金泰範 兩民에 의해

속속 낙선채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한국어 역본에 대한 국제적인 인식이 달라지리라고

믿는다.

다음으로 各國에서 紅樓夢을 번역한 年度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妙譯과 完譯別로 각

국 최초의 번역년도를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最初의 外國語 觀譯年度 對比

轉 文 英 文 佛 文 獨 文|伊 文 露 文

원; 譯 1960 1892 *1830 1933 1928 1959 1959

完 譯 *1884 1958

이제까지 중국학계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紅樓夢 최초의 번역본은 英文

으로 번역되어 나온 Davis John Francis의 “The Poetry of Chinese" 글이었다. 中國의

康來新은 그의 著書 「紅樓夢陽究」 ‘第四章 英語世界的紅樓夢’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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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載維斯民畢竟是第一位將紅樓夢帶入歐西文훨的便者， 這段譯文發表的年代距初版刊行程用本紅樓夢的

-九七二年僅僅相距四十年， 而彼暗作者暫雪륨方才離世不過三十五六年罷 TJ(筆者加點)

그러나 우리나라의 樂善蘭完譯本을 여기에 대비시켜 보면 학계의 판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3. 樂善爾完譯本 紅樓夢의 {立相

Davis의 번역본이 비록 세계 최초의 번역본이라는 영광을 안고 있으나 실은 제 3 회 인 단

한 回의 妙譯에 불과한 것이 다. 그 뒤로 Thorn , R. 이 나 Bowra,E. Charles의 번 역 본이 비교

적 빠른 시기 인 1800년대 에 나왔다고는 하나 역시 ¥}譯本인 것 이 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樂善짧完譯本紅樓夢은 比較文學的 見地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를 지난다. 낙선재본은 完譯오로서 세계 최초의 번역본인 것이다.

다음에 낙선재 완역본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 둔다. 韓國精神文化맑究院에서 간행한 「韓

國古小說目錄」에 의하면 舊藏書聞所藏의 古小說은 98種에 달하며 , 이 가운데 中國小說을

번역한 작품은 완역본 紅樓夢을 비훗해서 30종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紅樓夢은 寫本 120冊(卷 24，54，57.缺)으로서 다른 번역본등과 함께 대 략 1884

년 전후해서 번역된 것￡로 보고 있다. 번역자도 불흔 확설치는 않으나 대략 高宗때의 李

鍾泰가 細命을 받아 數十名의 文士들과 함께 多年間의 刻苦 끝에 번역을 완료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譯者와 번역년도에 대한1정확한 考證過程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선재 완역

본 흥루몽이 세계 최초의 완역본이라는 영광을 누럼에는 하질이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이와같은 노력은 머지 않아 樂善짧完譯本의 位相도 달라지겠지만 그에 따라 韓國

學界의 認識이 국제적 S로 크게 달라지리라 본다. 우선 다음과 같은 中國A들의 學術論文

內容도 점차 고쳐지리라 본다.

「韓國由於傳維學風 小說方面 顯得較冷落 不過 헨還是有節譯本 J (播重規 ; 紅學六十年， 1962)

]]I. 紅樓夢冊究의 世界的 動向

1. 各國의 맑究論著 對比

앞에서 번역본 일람의 자료를 제공한 宋隆發編 「紅樓夢昭究文歡目錄」에 의 거 中國， 日 本，

西歐 各國의 陽究論著를 먼저 살펴 보고 이어서 韓國에서의 紅樓夢 陽究狀況을 소개해 보

겠다. 각국에서의 빠究著書와 陽究論文을 집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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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누락되었을 것을 감안해 보면 紅樓夢에 관한 專門的인 맑究著書가 近 3001隻에 달하

고 %究論文이 2000篇에 웃돌리 라는 것은 쉽게 짐 작이 간다.

紅樓夢을 낳은 中國 本國에서 昭究熱이 높다는 것은 물론 당연한 것이라 하더라도 한 작

품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단행본이 239종이 며 ， 연구논문이 17903션의 기록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를 크게 놀라케 한다. 과연 紅學의 發展이 니 , 紅學의 華命이 니 하는 말들을 常用할 수

있는 저들의 자랑스런 입장을 이해케 한다.

본국은 물폰 外國 郞 日本이나 美·英·佛·獨 기타 여러 나라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

는 현상은 紅樓夢 作品에 대한 文學的 價f直의 認識을 새롭게 해 준다 하겠다. 이제 紅學은

中國 本國內의 學問이 아니 라 東西洋에 據大 傳播된 전세계 共有의 學問이 되 어 가는 趣勢

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宋隆發編 文歡目錄에 韓國에서의 웹究論著는 言及되어 있지 않아 여기 對比에서는 생략

하고， 진술체계상 각국의 연구개황을 먼저 살핀 후에 뒤이어 韓國에서의 연구개황도 살펴

정리하고자 한다.

2. 中國에서의 맑究戰況

(1) 中國大陸에서의 近年 昭究狀況

앞에서 논의한 各國의 昭究論著狀況은 1982년 이전의 연구를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으로

자연 中國의 最近 昭究狀況에 더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오랫동안 中國大陸과는交涉

이 不便하여 특히 한국의 경우는 정보에 어두울 수밖에 없었다.

우선 中國大陸의 各大學에서 발행하고 있는 學報를 中心￡로 紅樓夢 관계 논문을 수접

해 보았다. 귀중한 비공개자료를 특별히 열람케 도와 준 臺灣의 中央圖書館에 깊이 감사

드리고， 學術資料의 交換이란 次元에서 目錄을 공개하며 紅樓夢船究를 위한 湖流에‘ 一助하

고자한다.

學報 및 學術誌의 배열은 가냐다順이며 論文筆者 앞의 숫자는 發行年度와 期의 표시이다.

求是學刊(黑龍江大)

83年 2期 胡文楊 ; 論目前紅學흉다究中的若千問題

II 王一細 ; 紅樓夢第三며的藝術技巧特點

/! 楊若휩 ; 一片那心 悲金掉玉



72 師大論靈 (39)

" 王 說 ; 追많、觸述寫靈塊

" 隔 誠 ; 一談紅樓夢的心理搖寫

貴州大學學報

85年 1期 胡文格 ; 淸代的養如風與紅樓夢中的fJJl.轉

85年 4期 ? ;紅樓夢對封建官際的揚露和批判
86年 2期 융e~1s榮 ; 試論紅樓夢園形結構體系

87年 1期 吳國柱 ; 從整體上對紅樓夢進行系統考察

吉林大學學報

84年 4期 王萬I±; 暫雪휴情품說管鎭

蘭’‘1'1大學學報

82年 4期 草 夫 ; 紅樓夢밸造A物形象的新頁敵

南京師大學報

87年 4期 沈新林 ; 一形二體 相互補充

--紅樓夢A物設置藝術뽑探--

南京師院學報

80年 1期 黃進德 ; 費寅與兩}佳藍政

--讀「紅樓夢新證」 有關章節書}즙--

文史哲(山東大)

82年 1期 훌世碩 ; 論紅樓夢的現實主義

" 白 j휠 ; 紅樓夢的悲劇美與藝術風格美

" 柱景華 ; 王熙鳳與紅樓夢的藝術結構

" 鍵同賢 , 簡論紅樓夢人類形象的豊富性
82年 4期 李希凡 ; 神話和現實

--紅樓夢藝境探美--

文學遺옳

80年 1期 {황繼題 ; “聞情”題材 • 社會主題 • 特珠筆詩

--紅樓夢散論--

" 徐湖方 ; 紅樓夢愛情題材的評價

" 思 彦 ; 紅樓夢짧究近況

80年 2期 陳騎黑 • 劉世德 ; 談新發現的“暫雪씁小像”題詞

81年 1期 宋課環 ; “團雪휴小像”像主非命懶辦

81年 4期 합 購 ; 紅樓夢훌的穿揮

84年 4期 傳↑曾享 ; 被技高的與被많低的紅樓夢 論團雪휴的借醫與創총F

86年 1期 白 堅 ; 對被投高的與被꿇低的紅樓夢的導議

" 鍵同賢 ; 命zp:伯〈紅樓夢〉댐주究的再評價

86年 5期 子 行 ; 哈爾覆國際紅樓夢맑討會屬行

文學評論(1)

81年 3期 傳繼題 ; 紅樓夢~究與馬克思主義

" 劉쫓漢 ; 讀<t섣談“文획을”中的評紅熱〉書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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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王志良 ; 評〈紅學三十年〉

文學評짧아)

85年 5期 陳美林 ; 從續寫〈紅樓夢〉 改寫〈水홉〉說到〉金植梅〉的出版， 胡明<I즙西遊記〉的思想， 藝術及其

他

87年 3期 ---' 紅學與團學

福建師大學報

80年 2期 張文樓 • 頻純錫 ; 試論紅樓夢的愛情主義

83年 4期 ν !! ; 紅樓夢藝術:fL記

85年 3期 /! /!; 紅樓夢藝術:fL記(之三)

復묘大學學報

79年 2期 麗~t演 ; 論紅樓夢與佛學思、想

北京大學學報

57年 2期 劉世德 • 郵紹基 ; 評“紅樓夢是市民文學”說

63年 4期 趙齊平 ; 關予紅樓夢的없書過程

北京師大學報

81年 3期 張 俊 ; 試論紅樓夢與金植梅

/! 社景華 ; 紅樓夢第五며與全書主題

80年 5期 尙立岩 ; 高顆續紅樓夢팀四十回說質疑

74年 4期 〈特輯> ; 紅樓夢論

北京師院學報

87年 3期 王향忠 ; 紅樓夢的A物語言{E形聚題造上的頁歡

思、想戰線(뿔南大)

87年 1期 陽光漢 ; 兩엿“紅學”훨命的思考

山西師院學報

82年 3期 胡文楊 ; 漫評新版紅樓夢

" 朱 據 ; 紅樓夢與金빼梅

83年 3期 何林天 ; 費家播案的新發現與뽕雪휴家世生zp:

/! 馬欣來 ; 試論暫雪휴與偏家思想

" 黃竹三 ; 論紅樓夢的愛情觸寫

上海師範學報

82年 2期 徐켰§時 ; 紅樓夢究竟寫了多少A物

82年 3期 聞敎千 ; 林四娘的形웠演變和〈娘姬詞〉的思想意義

" 魔 英 ; 關予蘇聯列寧格動藏휩;本〈石頭記〉的兩‘封來信

/I /I; 잦')寧格勳藏1'.9本〈石頭記〉第六十四回考析

/! 陳 認 ; ‘調包計’-紅樓夢悲劇的有力-筆

83年 1期 吳曉없 ; 試據홈雪휴保詩〈自題훌훌石〉之짧井以“回向”故吳恩、格先生.

? 周'Ifr.昌 ; 精華欲擾料應離

“費雪1f小照”公案初휩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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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宋i其짧 ; <雪휴小照〉調흉:rL記

!/ 胡文格 ; 列藏本〈石頭記〉的正文及其校廳

" 孫 遭 ; 閒評所涉及的時間擺念及價f直

!/ 徐짧熙 ; 繼往開來的偉大里程陣

--從我國小說藝術的歷史演變看紅樓夢--

西北大學學報

80年 2期 端木蘇良 ; 紅樓夢與〈女仙外史〉

82年 1期 廳 瑞 生 ; 紅樓夢政治願向與뽑雪ff的世界顆

83年 1期 劉 建 軍 ; 紅樓夢的現實主義 • 悲劇結構

徐州師院學報

84年 4期 鐘必琴 ; 談紅樓夢的倚語運用

86年 3期 鴻子禮 ; 喜劇A物， 悲劇高度， 표的形樂， 美的藝術

--紅樓夢人物論之--

播陽師範學院學후g

83年 2期 柱景華 ; 論紅樓夢藝術R究

83年 3期 張雷洋 ; 談紅樓夢中的敵與優冷

86年 4期 賣恩洪 ; 響雪류父祖考 *
" 張雷洋; 說賣政

87年 4期 趙成文 ; 紅樓夢元春封~c歸省端寫中的冷筆

安徵師大學報

81年 3期 李恩明 ; 從〈水탑全傳><紅樓夢><家〉看“與”字的發展

84年 1期 빼昌文 ; 紅樓夢훌“得”與“不得”짧究

揚州師院學報

83年 3期 將星뱉 ; 寶雪휴用小說形式寫的〈西뼈記〉批評史

84年 2期 陸樹옮 ; 從紅樓夢歡曲談n樓夢的改編問題

86年 3期 謝錫敵 ; 紅樓夢心理抽寫漢論

3월寧師大學報

84年 6期 tE道倫 ; 紅樓夢平中出奇的藝術

86年 5期 王 뾰 ; 一畵紙觸一짧新，:::t才補天웹l退質

--試論紅樓夢탐四十回中的寶玉形象--

雲南民族學院

85年 2期 周tk昌 ; 紅學的高境界何處可尋

” 、 胡世慶 ; 從〈風月寶鍵〉到〈紅樓夢〉

85年 3期 周밟昌 ; ‘tE蘇本’ 舊錫‘善本〈石頭記〉論略

雲南師大(昆明師院)

84年 1期 尹相如 ; 紅樓夢陳字之妙

鄭州大學學報

80年 2期 達 翊 ; 關予高顆補訂紅樓夢前後的三首詩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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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語文

87年 1期 鐘~"華 ; 紅樓夢 ‘白’ 字來源探疑

中南民族學院

85年 2期 何士龍 ; 讀紅樓夢說“紅”

中山大學學짧

78年 4期 曾揚華 ; 輔淸紅樓夢陽究中的 “짧”毒

굿澤師範學院

82年 2期 降 코 ;紅樓夢藝術技巧廳談(=題)

河南師大學報

84年 2期 康保成 ; <石頭記〉成書過程質疑

河北大學學報

80年 4期 塞振武 ; 紅樓夢的英文譯本

河北師大學賴

78年 1期 韓進薦 ; 紅學史話(一)

78年 2期 !J 1/ (二)

78年 3期 !J 1/ (三)

79年 3期 !J ，，(六)

!J 邱陽짧 ; 租議增訂本紅樓夢 --暴與張良果同志商權-→

87年 4期 굶志、행 ; 紅樓夢中〈狂癡眉)-曲究P昌誰 ?

河北師院學報

84年 3期 ff道倫 ; 紅樓夢的人物相生與心理抽寫

85年 3期 李希凡 ; 藝術境界中的生活擾界

--論紅樓夢中楊面觸寫的特色--

If 陳 嗚 ; 紅樓夢史筆散論

陳西師大學報

82年 4期 廳瑞生 ; 紅樓夢藝術擺論

84年 2期 廳瑞生 ; 論紅樓夢的景物抽寫

抗!、f'!大學報

79年 3期 李 複 ; 評紅樓夢탐四十回

湖南師大學報

81年 2期 吳容南 ; 劉鏡錫進大觀園

--紅樓夢漫筆之---

If 李陽春 ; 紅樓夢前八十與탐四十回 語言差導十例

華東師大學報

80年 5期 葉玉華 ; 紅樓夢擺寫， 編錄和增題的過程(上)

--暴費雪휴文藝創作的道路--

81年 1期 郭鍵造 ; 談紅樓夢맑究史上的A物論

--略評四十年代張天醫〈賣寶玉的出家〉太愚〈紅樓夢A物論〉及其他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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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年 4期 郭鍵造 ; 評n樓夢的幾種續書

師大論驚 (39)

(2) 中國에서의 紅學略史

지난변 「맑究( V -l)J에서 댐￥究擺況 소위 紅學六十年을 言及한 바 있으나， 各國의 陽究擺

況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에 宗主國의 狀況을 빼놓을 수 없어 간략하게 나마 다루고자 한다.

비교적 體系있게 잘 짜여진 高映喜의 所論 「紅樓夢陽究의 {煩向을 論함J (7)을 中心으로 紅學

의 흐름을 다옴에 몇約해 보고자 한다.

흔히 紅學의 흐름을 索隱派， 考證派， 評論派의 맥락에서 논의하고 있다. 우선 索隱派의

鐘頭는 淸末民初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紅樓夢에 대하여 淸末， 陳康禮， 張維屬， 兪擬

등은 納蘭成德이 란 A物의 이 야기로 본 데서 시 작되 어 孫뚫南는 「石頭記微言J (8) 에서 淸初

의 政治小說로 보았다. 그리고 民國初의 王夢院， 沈組魔의 「紅樓夢索隱J(1916)에서는 淸世

祖와 薰뿜~紀의 이야기로 보았으며， 索隱派의 代表格인 蔡元培는 「石頭記索隱j<9) (1 91 7)에서

排滿을 의식한 康熙朝의 政治小說로 보았다.

이에 胡適이 그의 「紅樓夢考證 ( 10 ) (1921) J에 서 紅樓夢은 團雪휴의 自傳的 作品이라는 主張

을 펴면서부터 考證派의 時代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어서 兪zp:伯의 「紅樓夢辦J (11) (1923)

「紅樓夢%究J(1952) 그리고 周펴昌의 「紅樓夢新證J (12) (1953)에 이르치까지 考證派의 時代

는 30년간 持續되며 , 특히 周#昌은 作者 團雪휴昭究에 지 나치케 열중하여 「紅學」을 「團

學」ξ로 바꿔 놓을 만한 지경이었다.

그러 나 兪平伯의 費雪휴 自傳說이 批判을 받게 되 고， 播重規는 「紅樓夢新解J (13) (1959)에

서 紅樓夢은 反淸復明 主題의 作品이라 하여 索隨派를 부활시켰으며， 王國維 外 여러 사람

은 西歐의 文藝理論을 도입하여 純文藝的 觀點에서 n樓夢의 珍重한 悲劇性을 부여하는 데

서 소위 評論派가 擾頭되고 考證派의 연구 열기는 서서허 물러서게 되었던 것이다.

評論派의 王國維는 索隱、派의 擾頭와 함께 “紅樓夢評論" ( 14) (1 903)을 발표한 바 있으나， 索

隱派， 考證派의 時代가 다 지나셔야 비로소 뼈光을 받게 되었음은 特記할 만한 사실이략

하겠다.

王國維의 解脫說， 兪zp:伯의 色 • 호說， 朱英時의 理想世界說로 紅樓夢이 해 석되고 있는 현

상은 그만큼 作品에 대한 짧究가 多樣하고 深化되어 있다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

다. 索隱派가 作品形成의 背景昭究에， 그리고 考證派가 作品의 作者와 版本陽究에 力點을

(7) 高政喜， 紅樓夢짧究의 碩向을 論함( 高大 大學院 碩士論文，‘ 1979).
(8) 孫뚫南， 石頭記微言， 鄭振釋藏鎬本. 四冊， 共一二十回.

(9) 蔡元培， 石頭記索隱 上海 商務印書館 1917).
(10) 胡適， n樓夢考證， 胡適文存 卷三(亞東圖書館， 1921).
(1l) 命平伯， 紅樓夢辦(亞東圖書館1923).
(12) 周#昌，1iE樓夢新證(業樓出版社， 1953)
(13) 播重規， 紅樓夢新解(新加城 춤年書局 1973).
(14) 王國維， n樓夢評論， 靜魔文集(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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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었고 評論派가 作品의 主題나 結構 또는 A勳言語橫寫에 昭究의 魚點을 맞추어 왔다면，

索隱派 考證派가 文學의 非本質的인 昭究를 한데 比해 評論派는 文學의 本質的인 맑究를

하였다 할 것이다. 紅學의 과거를 돌아볼 째 너무 非本質的인 陽究에 많은 時間을 빼앗겼

던 아쉬움이 있A며 늦게나마 맑究의 本軟를 찾은 中國의 紅學界는 앞 o 로 더욱 눈부시게

발전하리라 기대된다.

특히 播重規의 「紅學五十年J (15) (1 966)을 비롯해서 1970 年代에 活氣를 딱었던 紅學의 通

時的 댐주究는 近年에 그만큼 活性化된 紅學에 대한 自省안 동시에 歷史的 照明언 것이다.

紅學略史의 理解를 위해 관련 논문을 다음에 몇펀 소개해 둔다.

陳鳳錫 ; 紅學wf究與紅樓夢wf究展寶(1971)

宋 }其 ; 新紅學的發展方向(1972)

林以亮 ; 新紅學的發展方向(1973 )

陳炳良 ; 近年的紅學述評(1974)

播重規 ; 紅學六十年(1974)

奈英時;近代紅學的發展與紅學훨命

---個學術史的分析- (1975)

張欣伯 ; 紅學十八年(1978)

끌￡로 덧붙여 두고 싶은 것은 여러 大學에는 紅樓夢짧究陣容이 구성되어 있어 共同%究

의 힘을 크게 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個人의 연구열이나 共同陽究의 협동체제 또는 昭究의

분위기나 여건이 서로 잘 조화되어 紅學의 來日을 더욱 밝게 한다.

3. 日本에서의 冊究懶況

日本의 森塊南(16)은 1892년에 이마 紅樓夢에 대한 論評을 발표하여 日本에서의 紅樓夢陽

究史가 거의 100年에 가까운 記錄을 납기게 하였다.

이 어 서 1930年代에 大高嚴(17)은 “小說紅樓夢과 淸朝文化” “紅樓夢의 新陽究” “紅樓夢에 나

타난 近代女性” “賣寶玉昭究” “紅樓夢속의 金像十二鼓에 관하여 ” 등 수많은 昭究論文을 집

중 발표하여 學界의 선풍을 일으켜 그 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幾百篇의 짧究論文이

쏟아져 나요게 하였다.

이 러 한 船究物은 1960年代에 와서 單行本으로 묶여 져 大高嚴의 「紅樓夢昭究J (18) 伊顧微

2f編 「紅樓夢짧究日本語文敵資料 B錄J (19) 둥으로 나타났으며 , 특히 「中國의 八大小說J (20) 속

(15) 播重規， 紅學五十年.

(16) 森塊南， n樓夢論評(早휩田文學 27 1892).
(17) 大高嚴의 論文은 滿慶昭和， 上海周報， 同仁昭和 等誌에 據載.

(18) *高嚴， n樓夢%다究(油印本 1962).
(19) 伊麗激zp:編， 紅樓夢맑究日本語文敵資料目錄(大吸明淸文學語言짧究會 1964).
(20) 大吸市立大學中國文學昭究室， 中國의 八大小說(東京 zp:凡社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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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紅樓夢’은 여러 專門家의 손에 의해 쓰여진 體系있는 內容a로 紅樓夢昭究를 위한 귀

중한 文敵이 되고 있다. 여기에 그 內容體系를 잠깐 소개해 둔다.

dHI樓夢擺述 ; 飯據郞

@ 紅樓夢의 作者와 時代 ; 松村購

@ 紅樓夢의 文學 ; 松技皮夫

®tt樓夢의 言語 ; 太田辰夫

@ 紅樓夢陽究와 資料 ; 伊顧激2f'

그 뒤블 이어서 「紅樓夢의 語棄索ijlJ (21) r紅樓夢語棄詞典J (22) 등의 刊行까지 이루어놓았

으니， 이는 日本 紅學의 學問的 境地가 어느 水準인가를 잘 말해 주고 있다 하겠다.

日本의 紅學은 中國에서와 같이 版本， 作者， 人物， 言語， 結構 등광법위에 걸쳐 昭究되고

있￡나 특히 版本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한편， 中國에서의 R좌究動向을 예의 주시하면

서 紅樓夢짧究에 대한 批判이 자옷 무성하다. 그리고 紅樓夢짧究에 대한 日本語資料g錄이

나 紅樓夢의 語覆에 대한 索引이나 詞典을 펀찬하는 등 연구성과는 紅樓흉昭究의 宗主國인

中國 못지 않게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歐美에서의 맑究廠況

번역본 일람에서 본 바와 같이 紅樓夢에 대한 西歐의 관심은 비교적 일찍부터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大學에서의 紅樓夢 昭究가 學位論文으로 쏟아져 나와 中國을 비롯한 온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初期엔 西歐에서도 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연구열이 높았다고 보

겠다. 1930年代 발표된 초기의 학위 논문 몇펀을 다음에 소개해 둔다. (23)

。Li， Chen-tung; Hong-Leou-Mong Yen-Kieou (Etudes sur Ie Sonque du Pav i110n Rouge) (1934)

。 Kuo， Lin-Ko; Essai sur Le Hong-Leou-Mong (1935)

。 Lu， Yueh-Hua; La Jeune F i11e Chinoise deapres Hong-Leou-Mong (1936)

。 Eggert ， Heinich; Die Entstehungsgeschichte des Hong-Leou-Mong (1939)

60年代 70年代에 와서 紅樓夢에 대한 짧究는 구라파보다 미국에서 더 욱 활발하였다. 紅

樓夢을 西方의 文學作品과 比較하는 比較文學的 方法을 비롯해서 서、說의 構造分析이나 神話

的 分析 方法에서 作品을 評價하는 文學의 本質的 짧究의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陽究方法은 宗主國인 中國에 큰 영향을 주어 소위 評論派 없究에 拍事를 가하게

하였 o며， 이리하여 紅學은 이제 東西洋이 하나가 펴어 그야말로 紅學의 華命을 가져 오게

한 것이다. 관련 論文을 다음에 몇 펀 소개해 둔다 (24 )

(21) 宮田-郞編， tt樓夢語훌索引(名古屋 갖華書林， 1973)
(22) 太田辰夫編， tt樓夢語暴詞典.

(23) 宋隆發， tt樓夢핍究文歡目錄 p;369.
(24) 上獨書 p.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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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ang, Hsin-Cheng, “T hemes of Dream of the Red Chamber: A Comparative Interpretation"

(Indiana Univ. 1966.)

Kunst, Richard Ibn; “ T he Beginning and Ending of the Dream of the Red Chamber"(Uniγ. of

California, Berkeley. 1969)

Wong, Kam-Ming; “ The Narrative Art of Red Chamber Dream" (Hong-Lou-Meng) (Cornell

Uniγ. 1974.)

Miller, Lucian; Masks of Fiction in Dream of the Red Chamber: Myth, Mimesis, and Persona.

(Univ. of Arizona 1975)

Andrew, H. Plaks; Archetype and Allegory in Dream of the Red Chamber. (Princeton Univ. 1976)

Andrew, H. Plaks; “Point of View, Norms and Structure: Hong-Iou-Meng and Lyrical Fiction"

In Andrew, H. Plaks ed. , Chinese Narratiτe (Princeton Uniγ. Press, 1977)

5. 韓國에서의 맑究搬況

펀의상 먼저 韓國人이 國內外에서 紅樓夢에 관한 船究를 主題로 學位取得한 상황을 일람

해 본다.

高~喜 ; 紅樓夢隔究의 碩向을 論함(高麗大， 1979)

崔溶澈 ; 紅樓夢的文學背景없究(台灣大， 1983)

李光步 ; 紅樓夢所反映的柱會與家處(政治大， 1983)

奉英燮 ; 紅樓夢的主線結構돼究(台灣大， 1987)

洪淳社 ; 紅樓夢後四十回考 --續書와 文學的 價f直 中心으로-. (慶北大 1987)

金泰範 ; 韓文藏書閒本紅樓夢없究(東海大， 1988)

高故喜 ; 紅樓夢批判意識짧究(據定)(高麗大 博士 1989)

1979年 高뼈喜의 碩土學位論文을 起點S로 하여 國內外에서 學位論文。1 쏟아져 나와s 드

디어 韓國紅學의 모숨이 드러난 것이다. 學界의 큰기쁨이 아닐 수 없다. 1980年代에 접어

들어 마캠내 韓國의 紅學은 國際湖流에 당당히 을어서게 된 것이다.

陽究內容은 作品의 背景， 結構， 版本， 등에 결쳐 다양하며 , 특히 比較文學的見地에서 맑

究된 論文이 있어 韓國內만이 아니 라 中國의 學界에서도 注視하지 않을 수 없는 比重의 內

容언 것 이 다 직 정 臺灣大， 政治大， 東海大에서 中國의 紅樓夢陽究의 碩學들과 협의하면서

나온 學位論文이기 때문에 1980年代 韓國紅學은 출현하자마자 國際的 湖流에 進入할 수 있

는 水準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어서 國內에 발표된 紅樓夢 관련 논문을 일람하면서 國內맑究動向을살펴보고자한다.

다음에 소개하는 論文-覺은 崔溶澈교수 (25)가 東方文學比較陽究會 第32次 發表會(題 13 ; 樂

善爾本完譯紅樓夢陽究)에서 提示한 目錄에 의 거한 것이 다.

李明九 ; 對譯本紅樓夢 國學資料(藏書聞) 6號 (1972)

成元慶 ; 中國文學上에 나타난’ A間像 --특히 紅樓夢을 中心으로-- 建大學報 27號 (1974)

(25) 漢陽大， 中國文學科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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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利夫 ; 狂樓夢의 評價 敎養學部論文集(濟m大) 4輯 (1975)
權友쯤 ; 玉樓夢과 n樓夢小考 國語國文學論文集(東亞大) 1輯 (1976)
權友쯤 • 宋明子 ; 紅樓夢과 玉樓夢외 比較liff究 國文學흉다究(曉星女大) 5輯 (1976)

許世旭 ; 紅樓夢(中國의 古典 100選) 新東亞 別冊附鍵 (1980)
金盧洙 ; 紅樓夢版本E자究 公州師大論文集 21輯 (1983)
崔溶澈 ; 醫雪휴家世考， 中國論業(高大) 創刊號(1984)

李光步 ; 紅樓夢외 主題思想맑究 中國論靈(흡大) 創刊號 (1984)
高뼈喜 ; 紅樓夢第-며小考， 中國論驚(高大)創刊號 (1984)
崔溶澈 ; 寶雪휴生平考， 漢陽大A文論覆 10輯 (1985)
李桂柱 ; 紅樓夢과 白話散文 --그 近代性과 文藝的 成熟에 대하여-- 東洋學(樓國大) 15輯 (1985)
李桂柱 ; 程甲本 紅樓夢政， 中國liff究(韓國外國語大) 9輯 (1985)
崔溶澈 ; 紅樓夢初期版本의 k다究， 漢陽大A文論覆 11輯 (1986)
李光步 ; 紅樓夢의 .:t題思想과 寶玉， 黨玉， 寶왔間의 三角關係， 中國A文科學 5輯 (1986)
崔溶澈 ; 紅樓夢後期版本의 5다究， 漢陽大A文論靈 13輯 (1987)
高H文喜 ; 1954年의 紅樓夢論爭에 관한 考察， 現代中國文學 創刊號 (1987)
李光步 ; 紅樓夢과 舊約聖書중 傳道書와의 主題思想比較liff究， 言語와 文化

崔溶澈 ; 紅樓夢 現代版本의 g자究， 漢陽大A文論業 15輯 (1988)

崔溶澈 ; 樂善爾本完譯紅樓夢初探， 中國語文論講(高大) 1輯 (1988)
崔溶澈 ; 紅樓夢閒碩顆評語의 liff究， 漢陽大A文論講 17輯 (1989)

우선 紅樓夢에 관한 昭究熱이 일기 시착했쁨을 재확인할 수 있다. 또한 國內外에서 紅樓

夢%究로 學位를 받은 분들이 主輔이 되어 댐究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韓國 紅學의 來

日 。1 더 욱 밝다. 昭究內容도 역 시 版本， 作者， 主題， 言語 등 다양하나 樂善짧完譯本에 대

한 연구나 玉樓夢과의 比較昭究 등 比較文學的 方法에 의한 연구가 學界의 耳目을 끌고 있

다. 비 교적 일찌 꺼 李明九의 “對譯本紅樓夢" (26) 解題가 學界에 새로운 課題를 提示한 셈 이

며 , 그 뒤를 이 어 崔溶澈의 “樂善爾完譯本 紅樓夢 빠究" (27)와 같은 본격적 인 論文이 발표되

었다. 때마침 金泰範의 “韓文藏書聞本紅樓夢昭究" (28) 學位論文이 中國의 東海大에서 출현

되면서 樂善續完譯本의 정체가 국제적으로 인식되었￡며， 韓國의 紅學은 출발부터 활기를

따게 된 것이다.

앞으로 國內外에서 紅樓夢陽究로 學位를 받은 분둘이 主輔이 되어 韓國의 紅學派가 形成

이 되면 陽究가 더욱 활발해지리라 믿는다. 中國 이외 다른 나라의 경우도 그렇겠지만， 우

리 나라에서의 紅樓夢맑究는 源폈昭究보다는 韓國文學과의 比較陽究 즉 轉移와 受容船究의

測面에서 活性化되 었으면 한다

(26) 李明九， “對譯本紅樓夢”， 國學資料 6號(藏書關， 1972).
(27) 崔溶澈， 樂喜蘭本完譯紅樓夢初探(中國語文論嚴 1輯， 高*， 1988)
(28) 金泰範; 韓文藏書聞本紅樓夢맑究(臺灣， 東海大學中文맑究所，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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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結 語

中國 現地의 學界動向이 나 學術資料에 첩하면서 韓國學界가 자극을 받아야겠다는 면과 韓

國에서의 船究가 國際的으로 認定되어야겠다는 면에서 본고를 집필하게 되었다.

우선 世界的으로 紅樓夢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번역본이 쏟아져 나오고 있으연서 韓國

에서의 번역상황이 국제적으로 周知되어 있치 않아 왔다. 특히 樂善薦 完譯本 紅樓夢은 세

계 최초의 完譯本임에도 전혀 숨걱져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1980년대 에 정어을면서 이

방면의 연구가 활발해져 이제는 世界的인 認識이 달라졌￡리라 본다.

최근 紅樓夢에 대한 文學 本質的船究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美國에서부터 일고 있는

比較文學的， 神話的， 構造的 짧究는 中國에도 영향을 주어 사실상 世界를 휩쓸고 있다. 오

랫동안 斷細되었던 中國大陸의 學界動向도 內幕을 살펴보면 紅樓夢에 대한 연구는 量으로

나 質로나 놀라운 境地에 가 있는 것이다.

우리 韓國에 도 紅樓夢 짧究블 主題로 國內外에 서 學位를 받은 碩學들이 하나의 學派를

形成할만한 時期에 와 있 6며， 1980年代흘 계기로 韓國의 紅學도 世界懶流에 싸이게 된 것

은 우리 모두가 慶賢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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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Novels and Chinese Novels (V -2)

-Worldwide Intereston the Studies of Hongleoumong-

LEE, SANG·IK

Abstract

Having come in contact with materials for researches and seem how the academic world

is moving, in china, the present paper is written with intent 1) to stimulate Korean

academic society and 2) to make the results of researches in Korea be internationally

recognized.

Since Hoη:gleoμmoηg (紅樓夢， The Dream of the Red Chamber) is becoming a matter

of worldwide interest, various translations are issued all over the world , though the state

of affairs in Korea is not well informed to the world. To our great regret in particular,

the complete translation in Naksonjae (樂善續) Collection, considered the very first

translated version in the world, is left completely unknown. However, one may expect

that vigorous activities in 1980’s would change the situation.

Recently, literary approach to the Studies of Hongleoumong is prosecuted actively.

Comparative studies, mythological studies and structural studies that launch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an effect not only on China but on the whole wprld. If

wehave a closer look at the situation in mainland China , researches on Hoηgleoumong

has attained the remarkable stage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in spite of long

interruptIOn.

In Korea , scholars awarded a degree within or £rom outside the country are now

forming a school for the sake of researches of Hongleoumong. As for the Honghak (紅

學， Studies of Hongleoumong) in Korea , we take great pleasure in its joining the current

of the worl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