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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廳玉觀音〉의 寂述特色파 J헐味 

←←→5앞話人의 디演i띈動과 관련하여←→ 

1. 머릿 

金

디 L 
E르 

71그 東*

明代 郞햇(1487"'-' ? )은 “소설은 宋 • f二宗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태평성대기- 오래도록 지속되어， 나타가 한가할 때 인지 라 (仁宗은) 
- , 
날마 

다기괴한 이야기블 바치게하여 즐기고자 뤘다" 1)는 소설말전의 한측띤 

을 지걱하였다. 여기에서 말한 소설 이 란 ]콤 • 宋 맞 이전의 文言小說이 

아넌， 宋代 說뜸人들이 청 중들을 대상으록 ‘기괴한 이야기’플 口j한한 

。1듬굵2[ζ을 일 컨 는데 , 송대에 말닫한 다양한 민 간문예 불 중의 하나이다. 

구연예술은 송태의 상룹경제의 발달록， 특히 南宋代의 수도 {띔숲’ 등- 대 

도시를 중싣우르 말전하었다 2) 

화그뜨~ 처충을 
~ ~ ι 대상드로한 섣화인의 구띤붙이다. 문안소샅에사 전딛→ 

자와 

어서는 

수펀자의 만남은 단순히 

설화인을 매개로 한다. 

작품을 매개르 이루어졌지만} 

젤화인은 소섣을 보급하고， 

측떤에 λL 소섣발전의 한 몫을 차지한다. 

화관이1 。1
/λ 

전달한다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섣화인은 낡고 상투적인 이야기 수준레 머물랐지 

시민문화의 향상과 구연기예의 발전에 따략 구염의 내용도 다잉해 

이에 청중의 단계플 빗어나 차츰 독자층을 대상으로 읽는 작픔으 

만， 

갔다. 

” 사울대학교 인문대희 증이중운학과 박사과정 
1) r小說起宋仁宗. 蓋R풍:ζ2유파久， IT훤家閔E얹， 日欲進一f섬‘{조之事jj#S、之」? <sEF

類꺼힘》 卷 22, (이、說)(世界펌되， 1963년 臺北) . 
2) 꾀士찮， ((~펀太小5%뺨禮〉)， p 43(中華좀局， 1980'건 ~!t: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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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 과정에 ‘說話!표l家’는 닫헤치는 확매되 았다 3) 희→븐어]사 통상 그 

-그그 

말이 녁-Ð내는 구떤의 잔둔성과 직엽적 상직을 샅화얀플의 생겨난， 사 

있 그들이1 케 때문에 수단이었다. ~엽이자 샌치의 설화인은 구연이 다. 

없았다 4) 문학이 란 土大夫 文人들과 같은 유희 나 무락의 차원 일 수가 어 

군안활 이야기를 전달한 설화언의 

본고에서 연구매상으로 

구두로 맏하자면， 화본은 참 중듣에 케 

몽에서 전차 벨-닫되었다고 λ1- 0 
D L 할수 있겠마 

작풍이라고 싱각단다. 《딴유관음》 또한 이러한 배갱아래에서 산생된 

찬 겨지고 있고， 독특한 개성을 (1연옥관음》5}은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서술기뱀을 섣략인의 

충분한 대상이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산택요l 었다. 
편
 

크
 

기등성이 이
 근 

= 
τ口

꺼
 「末代의 작시기면에서도 

고참하기에 

《연옥관 

힌다. 특색 과 의 1:11 플 고찬하고자-

영:상과 그 띤'11 창 이-태 에 서 산생 된 

사숱적 

구띤할동의 

구떤의 음》。1 란 작품을 풍히 여 

판고는 섣확인의 

구면의 전문성과 폐술 η ... 

무언의 행해지던 구연펠r콩은 j띔代의 사찰이나 공정에서 송다l 의 2-1. 

다. 구연야 아비 단순히 

둔착이고 직엮적얀 

3) 퍼土찮， 위 의 책 , pp. 131 ~ 132. 
4) Jaroslllγ Prü,ek, <The Beginnings of Popu[ar Chinese Literature, Urban 

Centers ‘ The Cradle of Popular Fiction) p.403(((Chinei딩e History ancl 
Literat낀 :'e;) , Dor또'echt Re녔el ‘ 1970년). 

5) p , Ha:wn에 의라딘， 이 직푼의 찬직-시기를 1450'간보다 펠싼 。1 천」즈흐 추 

천하고 았고(fI'he Ch;;lEse Short StOl")， ~Stuclies in Dating, Authorship, 
ancl Composlt;onJ) C낀 Lnbridge， 묘aIγarcl Univ. Press , 1973넌)， 폐土짚은 

평代직푼이라고 춘캉하고 있 :J(안의 객， p.200). 일반적우흐 01 직뜯윤렁 
{-\:小訊。1 라보 브는 찬허 기- 많다 , (;띤옥관음)}은 t;京本j힐1용小꿇?(第十씁)에 
수록되 너 있고， i(혈강판환틴》에는 《玉關音》으로， I(警t균通듬》 卷 8에는 《崔
待듭끔生q;행창))르 기목01 붙여져 았다. 본고는 李華柳 網 i(朱人小5%》 (5후束 
圖書公띄 l권行 197'1년 쫓北)을 턱 스트로 성 았다 

남송을 거치띤서 랴나의 만간은예로 정착하았 

섣화얀플의 전 아니략， 것이 오략물로 자1 공되는 

문화행위가 되었가 때둔이다 

서
 사

 
염
 

닝
 τ
 

뱃어나， 정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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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의 협소한 영역에서의 공연활동은 뷰송대에 들어서면서 보다 팡 

법위해져 공연장소나 기예물도 상당히 많아졌다. 사찰이나 긍정에서 다 

뱅， 슬집， 노천 등지에 이르기까지 그 공연잔소가 다양햇、치간， 처음부 

터 고장된 장소가 마련꾀어 있었다(東京;평펼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 

슬하고 있다. 

걷 남쪽에는 철家7ff..子가 9λ 고， 북즉 가까야에는 中7ff..가 있고? 그 디 음에는 

닫7ff..까 였다. 그 안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갱팩이 오십개가 있다 그 가운비 

펴Ji子 안의 설훨7E*펴고t tl: J규뼈의 二L모가 제 얻 커 수천 병 을 수응 할 수 았 았 다 C) 

투 기록은 북송의 수도 파京의 공떤장소에 대한 섣멍이다 J[子는 대 

중유파장이고， 쉰)쩨은 JL子안에 있는 공연장소이며， itg은 i~'fl폈인에 았 

는 공띤칭-소를 가리킨다. 모든 가예물은 이 파子와 句섬펌 01 라는 공간애 

자 공언되었고， 설화인으] 구연도 이곳에저 섣시펴였다‘ 71 

퓨송비의 ßL子는 념송다1 에 。}르려 그 규모가 훤깐 빙「대해쳤고， 섣회→ 

엔의 구띤도 보다 찬둔적인 상직을 떠케 되었다. 닫송의 수도 돼핫을 

위주로 키록한 《찾f치않》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Y， r딘이i 는 F파 .iL ， 牛1 파， 大7ff.. , ~! t 7ff.. , 演橋ß'u가 있 다 그 즘이 샤 -::~cßC의 규표가 

까장 커서， 알세 굿의 끽)網이 았었다， 두 곳의 구란얘서는 딪雪간을 깐감으료 

구떤하였고‘ . ~ .. ‘小說’ 섣화인으로는 ...... 小꿇페郞이 있는대，텅생등안 :!CIEC]J 

녁 한 곳의 구란을 검유하여 구띤했고， 다흔 JI.市로 가서 구띤한 적이 돼어 시→ 

한플은 그튼 小뭘四웬낌↑패 0] 터 품랐다 8) 

구란이 구연의 중심찌렸、응은 물돈이지만， 섣화인이 벚돋흡만을 전적으 

J:ì) í웹南윷家7ff..子， 近~ltHIJ 수 ßL ， ?\~별진:， ~리p=틴大小tC:J鋼五 j-餘座. 內다그K子， 꽉 

T~ jfl)j, 섬:;PHì~ ， 묘lÆ子 1X又柳， 象柳最大r:rj 容눴t千人」 卷 20RÎ력헬깜f감〉 
p.14(<<짧京평펠錄 꺼~ [11:1種)) , 大jz出}빠피t 1980딴、 힐준jt). 

7) 《횟京꽂펠없》 卷五 〈제、 J도f支뭘) pp.29M 30: 파京의 li탤에 사 의 기 예 로‘ 小
n딛. 講]t， 小說- 뛰E별U ， 히4펴~， 튼일ζ첼펴죄 등 다양한 거예풀융 기순하고 았다 

8) í 7ff..市， 南펴， 얀l파， 大互. ~lt 7ff..， 淸橋J[. ↑옮~Itf[*， 有句꽤-十三젠 띔 JJ~ 
I팎J칭즈句1템， 專-Iî상벚됨픔 小댐.， .... 小판l2I郞， ←→世只、右北Æ， 띄-座?딘“5균 

5겹， 끼τ曾보5、꾀互f띤4켈‘ λU! 「찌小張퍼~~句팩 I <互r1J)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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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1 :E판적이고 

남송디}에는 실흐-인의 :전 

쿠안만 o 료 씬 댐 을 하는 평생등안 ‘小討플 쿠언하는， 

그려샤 중요하다. 업;악인 여l 인플이았다는 점이 

구연하는 

‘소설’ 설희인은 雄햄ifE라는 단체도 조 

칠화인을 ‘講æ’ t간을 구연하거나， ‘소/닐’ 단을 운성아1 따라， 

략
 

소
 
7 각유파에 

‘소설’을 구띤하는 섣화인의 

꽉송대에 비해 

유피-플 장하였、고， 

직하였다 S) 

설꽉인의 평도 난승디} 아1 는 급증하삭 , 

는 섣화인이 상당히 츰가f、~였다. 특 히 

각각의 나눠， 

./
T 

이 는 '~i꺼파 펀F즉 등」을- 소 

당삭에 지l 잎 안기였다는 만증이기도 하다‘ 섣제로 

각유파들 사이에는 이 ‘소살’을 구안하는 살회언이 가창 경쟁적인 상대 

였다. (\夢梁錄》어} 는 디 음과 같이 기 술하고 있다. 

‘갱 사’ 가 그 마음이 었다 :0' 

재 로한 ‘소설 ’ 화븐。1 

p]→。}-"，
τ5" /:κ~→， 가체일 

‘소쉴’을 구연하는 설화인을 가장 두꽉우1 ;,-} 

01 야?’|를 순식간에 엮어낼 수 았었기 매둔이 

그려나 (각 유파의 섣화인듬은) 

였는미L ‘소/칭’은 어깐 한 사대의 

다 11) 

;μ 

d 

유파에 

。) E 
B 
T 
]선

 

6] 

;강사’는 역사적인 

우}주었다. ‘강사’ 설화인들은 

등의 인물에 관한 이야기로 

구연내용에 l마라 나눠진 

胡土꽃은 섣화인의 

내용드로， 헨싣적인 

것야 청중들의 얀기블 으을 수 있는 요인이 되었다. 

사건 01 

사，;:1 적이고 

소재가 되지만， 당시의 역시풀이 

주로 낚송다l 의 名將들인 韓世忠、과 돕飛 

중들의 인기를 묘았다 12) 이려한 각 

소속딘 칠회-인의 신분도 다르게 나타낸다. 

형식괴 ‘소설’은 단편에 가까운 

9) r ... …뼈 辯社〔小說) ...... J i~武林舊事》 卷三 〈社會〉 p 377. 
10) I(東京몇1 華댔)) <京Jf. j支藝> pp. 29~30 ， 講史 (5명)， 小說(6맹)→핍末 臨安을 

중 선 으로 기 록한 《緊勝錄;) pp.123~124， ((몇C梁짧‘}，) <小說講經史> pp. 312~ 
313, 0:武林舊事》 〈諸色~製> pp. 454~455에는 각각 小說(5명)， 팎빚〔3면)/ 
小행(7명)， 講빚 (7명)/小짧 (52명) , 講및(23영)의 이픔이 수폭되어 었다. 
시] 자료에 중꽉흰 이름을 제외하면， 소섣 (52멍)， 강사(26명)이다. 

U) r但最뿔小設人， 蓋小說者， 能講一행q一fi': i이t事E'힐刻뮤딘연콕合J <이、듭강겹융짤똥〉 

p.313. 
12) r했演復華篇及中與l名將傳， 聽者ilPHhJ. 1;꽃梁錄:l <小說講繹史> p.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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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이릎을 동해 파악하고 있다. ‘소섣’의 경우， 띔료를→三， 팩李一郞} 

따衣毛三， 폈兒徐榮， 備땀朱 등의 후갱무로 보아， 그듣의 산분이 하층 

채층 위주엘 것이고， ‘강사’의 경우， 頁土， 품生， 解元， 進士 등의 효 

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거에는 급제하지 뭇했으나 화관을 상→직할 

수 있을 정도의 팍식을 갖춘 讀휩ÁÚ] 었으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UI 그 

깐다 중요한 것은 ‘소겔’ 젤화인 중에는 황저1 에꺼1 구띤하는 섣화언이 

다섯멍이 있고， 궁정에서 구띤하는 섣화인도 우명이 있다는 섣이다 l.~) 

닫S자면， 화관은 구란 등-지의 대도시 市井A을 뿐만 아니라， 고급까삭 

인 갖 판료블， 나사가 황제어l 케까지 촉넓케 수용되었다. 다음과 같은 자 

프에사 논의플 좀 더 전기1 시켜 보자t 

섣흡F믿、 C%> 孝宗) 8年 正며}퍼에‘ .. 주상은 太上윤 묘지고 1짧까"쉰Z 그솥뒤안어 

서 구연음 하게 했다 ]51 

/간각컨테칩거:의 찌、끽듣局에는 지금의 說書流과 걷은 섣한믿。1 인멍는데， 그 

문장은 만드시 퉁속적이고? 그 작차는 알 수가 없다‘ ...... 덕망이 늪은 이진 황 

제 (宋 • 高宗)끼1 싸 한객 함에 話本플 즐거 보았는페 f효官틀에게 덩 다익 날바다 

한 린씩 마치 게 하고， 자신의 뜻에 맛으띤， 금전을 후하게 주었다. 이 어1 판판 

을 사이 에 서 는 先代의 카 이 한 잎 이 나 민 간에 역 도는 새 로운 이 야기 흔 넣 <'1 찾 

아， 사람을 구하아 황재에케 구연하게 하여 天쩍음 즐걷게 하었다 16) 

이 두 자료는 모두 향제가 화본휘 천차이고 애흐가였다는 컴을 기술 

하고 있다. 향제는 섣화언에게 금잔적연 보수도 지불했고， 득히 환자]의 

카호에 맞는 화본을 진장할 경우에는 더 많은 보수의 혜택이 똘아갔다. 

13) 폐土瑩， 앞으 객 , pp. S7~58. 
14) 1\武林舊事)) <諸色 f支藝人> p.455 다섯 명 의 야 릉 아래 에 〈倒前〉이 라 부기 

하고， 두 사람 이릅 아리1 에는 〈德펀宮〉이라 부기하고 있다. 

15) I淳熙八年正月元 S ， … .. 上셈太上於構木堂훗l펌여짧話J ((武林舊掌》 卷 7, 
pp.473N 474. 

16) I按南宋供奉I굉， 有說話人， ÝI~今說書之流， 其文必通낌， 其作者꽃可考‘ 
仁壽淸웹， 喜l賴話本， 命I쳐環日進一快， 當意， 則以金錢淳剛， 크二풋內f없쉰lifl~~ 

求先代奇題"&間里新閒‘ f춤人펑h寅進偶J ， 以{엄天頻J '\古今小說))T'f (ifr영딴l되 
1958년， 臺::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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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정도 도
 

。T 겨O
 

느
 
」

어
 

E 구연겨여‘로써 관직을 중에는 이 더우기 젤화인 

였다 171 

황저}에게 한
 

L 

허
 

구임기예를 갖춘 여]능인이어야 힘은 물론이다. 

둡과 일반쉴화언듬과의 경갱적인 관계。l 다. 어전철화얀이 

많은 보수혜택과 신분상승의 커최기- 주어질 수 았기 때둔이다. 01 려한 

경제적， 사회적 펄요성에 의해 회-본은 그 내용이나 헝식에 있어 

향상될 수 았었다고 생각뭔다. 그것을 가등하게 해 

서희는 섣화언이나 연극인을 다1 산하여 화본과 

둡인단체로18;' 섣화인은 이 단치l 로부터 새로운 

「-
란다는것은 

크게 

흘픔會였 

잔문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준 단체가 

二L도르_0 
E 거二-구연하는 설화인을 偏l前說話人이 라 하는데， 

二L e ò 
ï ""í::::"~ 다. 

회-판을 

근인듬 

L디용의 

뿐이디. 될 。J-'7l .:z자마 
l효.J.!... T/o '"i!.. 

창작한 

제공받았다. 

화븐의 작자는 런재로서는 확인되지 

의 떤구생과에 준하여 그 공통적인 견해만을 직-자는 

학식이 있는 文士듭이 위준이며， 

었으리 라는 치 적을 하고 있다 19) 

설화안들은 전둔화펀 구언애숲윤 위해 폭넓은 지식을 슬득하고j 

《핀 6줬談錄》에는 이 점에 대해 상저1 히 기 

文人들이 

제시하면， 화븐의 

그 중에서도 서회와 관련되관 

2 2. 

소양융 갖추고자 뒀다. 

술하-고 있다. 

픽:.....C-.: 최 
"--

(설희-인의) 이얘기는 지댐석인 학직이지만， 다양한 건문에 정떨을 쏟 o 려 한 

다. 평범하고 얄은 지식의 나띨이 아니고， 두루 살피아 해박한 이치가 담겨 있 

다 에 리 서 부다 《;kZFI딸듬감》를 익 히 고， 자라서 는 역 대 의 史뿔흘 공우했 다‘ 시→ 

깐 01 야거나 기이한 이야기륜 평소 카슴속에 폼야두고， 세상사의 닫아야 할 것 

은 임숱에 다 았다. ((찾짧忘》플 브지 않음이 없고~~댐瑩集》에 짚런 갓은 표두 

통달했다‘ .... ~‘구잉「스‘ 소식， 황갱견， 진사도의 뛰어난詞와 이넨， , 두보， 한윤， 

17) r又람玉f:;夫굿‘ 元/f;퓨t1핏듬￡， j담합士읍뚫拉J. {(夢梁鉉)) <小많팎침5쉰> p.313 
18) 히]二.1::싫， 암의 ;팩 ‘ p.65. 
19) 孫個弟(<中f뭘j)럴/상小說뿔 ~i Ffì) , lWt파衝<<說뿔史話)) p. 51 (1'P家出版社，

1958년， ~It京)， J. Frfl5elι I~The origins and Authors of Hua-pen)) pp. 
106~107(Academia， Prague, 1967년)‘ 돼士瑩， 암의 책 , p.57 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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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원의 古詩플 말하였 다 20) 

성활체험뿐 

있다. 

잎년을 보여준다. 글은 설화인들의 해박한 꺼식승득의 

지 • 사， 역사 등의 ’아니라， 도콸하고 

특히 뽑 • 傳奇集인 《太平廣記》나 宋 • 傳奇集인 《뚫堅志》와 같은 소절류 

는설화언에개 귀중한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E T 두
 

1 사
 

과
 

런
 

E 

τ
 

소설， 

문언잔적 중에셔도 화본이 

백락 이러한 소재의 원천을 삼고 있는 것도21) 당·전기에서 가장 많이 

야해펠 수 있겠다. 어서 

섣화얀의 구연방식은 야 야기의 내용과 함께 매우 중요하다* 청중의 

흥미는 바로 설화인의 서술방식에 좌4된 수가 있다. 위와 동일한 자료 

에는 실화안의 서술방직에 대해 다운고L 같이 기술하고 있다. 

강흔해야 할 곳에서는 조금도 걷채하지 않 o 딴서도 벤깎하지 않게 J듀연려1cE 

한 곳에서는 짜임새가 았고， 각 부분이 조화블 이루어야 한다. 흥낀1 없는 곳에 

써는 규모밍、거l 조절하고. 판미있는 곳에서는 더욱 부연하여 블린다. 詞를 노례 

하고， 詩플 윷고， 이 야기 틀 하고， 골계 블 구사한다 22) 

관한 중요한 자혹이다. 이야기블 서술 

조리정연하게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일 

부연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기본구 

글은 설화인의 서숱7 볍에 

정체갚이 없오면서도 

옥적이다. 이야기를 

뷔 

할 때에는 

차적인 

흥마없는 유기적이어야 한다. 전체와 간부분이 。J- τ7 
1.-c ...J-•, 

jr 

다
。
 

치
 
적
 

꿰
 는
 

바
〈
 μ 

이
끼
 
B
ι
 

조
 9T 

흥마았는 부분에서는 서술을 늘 
h • 

둔
 

우
 ι
 

또한 후기심을 더유 짚게하는 것이 중요하다 

곧계플 삼입하여 흥미를 더하기도 한다. 

서술을 제한하지만， 

시간을 끌1:'= 

을 혼합하고， 

리고， 

20) í夫小說者， 雖f횡末學， 尤務多聞‘ 非庸常灌홉없之流， 有博覺를용通之理. );1]習太

平廣記， 長攻歷代펀書필댐奇{專， 素錯g샘캉:之間， 風 JJ 須솟P， 只1'E)홉끽之上. 
훨뚫志無有不훨， ￡펑설찮集所짧k皆通論才詞有歐， 蘇， 黃， 陳佳句， 說古詩
是李， 柱， 韓， 聊篇할J <小說開關> p.3(世界書局， 1975년， 臺北).

21) J. Prusek, 앞의 책 , p.91. 
22) I講論處不{帶搭， 거〈緊煩， 敏演處有規模， 有收給. 冷談處提觀得합家數‘ 熱問

處폈k演得越久長. I크得詞운;得詩， 說得話， 使得!îlIJ 이、說開關> p.5. 



C 222 그 東亞文化 29輯

설화인의 서술기볍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안을형상이다. 위악 

동일한 자료애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나라의 적이 간교함과 아첨으로 가득차 있음을 말하연， 어리석은 사땅도 분 

노플 일으키모， 충신이 억울함을 당한 것을 말하면， 강심장도 눈물을 반도시 

흘리고， 귀신을 말하여 道士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규망의 원망을 말하여 

佳A. o] 울분과 우수로 물툴게 한다 23) 

안물을 생동적이고 핍진하게 묘사 전달하여 청중플의 감동을 자아내 

는 것이 설화언이 추구하는 연물형상방볍이다. 인물의 세분적 묘사는 

물폰이고， 각 인물의 언어를 통하여 그들의 개정을 나타내게 하는 것이 

화본의 특정 이 다 24) 

3. ((연옥관음》의 서술특색과 의미 

3-1. 단펀화본은 대체로 入話(詩詞포함)→正話(중성내용)→結뭘(評뭔 

포함)의 형식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순차적인 구조블 가지고 있다. 소 

설의 일반적 얀 구성 안 시 작--중간-끌의 세 단계 블 밟고 있마. 이 서] 단 

계는 화본에셔 正話와 浩尾에서 이루어지고， 入話는 lE話에 들어가기 

전에 청중듣을 묘흐고:x.lE話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주실을 

한다. <<연옥관음》은 入話부분이 모두 詩詞로 연결된 독득한 서술방식을 

취하고 있다. 

화본에서 시 ·사 등의 운문형식은 이야기의 내적기능드로서 역찰을 

많이 한다. 내용의 요약， 암시， 장면이나 인물요샤， 평결료서 대의축약 

등-의 다양한 기능을 담당한다. 이 운둔형식은 특히 초기화본에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고， 창작화본에서는 단지 초겨화본의 외적모방을 하고 

23) I說國械懷好從흙， 遺愚솟측뿜輩生隨， 說忠g負屆뼈짧， 鐵心陽世須下淚. 講鬼
E폰令쩌士心寒體戰， 論곁힘쩔遺佳人綠慘[[愁J <小說開顧> p.5. 

24) j韓南， 앞의 을， p.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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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운운형식이 구연방식상의 한 득섹이 되기 때둔이다 25) 

《연옥관음》의 중심 내 용은 上 • 下篇우로 나누어 져 있는 단편화본 중에 

서 유일한 화본이다. 이 이 야기의 내원에 대하여， 孫↑핍第는 감f~ ((異文

總錄》과 관련짓고， 胡士쫓은 민간고사와 관련짓지만26) ， 두 가지 모두 확 

실하지는 않다. 

3 • 2. 중성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았다. 

φ ←없王(韓i!t忠 장군)이 봄나들이플 하다， 부하에게 자수에 끼이만 증秀라는 

아리 짜운 아가씨 블 -옴값을 주고， 女댐로 산아 띄 府로 들이 거1 한다. 

@ 합~::E， 황제에게 올릴 담례품으로， 玉을 다듣는 기뜯자 崔평(; j 개 안하여 

만든 玉觀音을 진상하고， 최영은 군왕잉 간영윤 받는다. 

@ 관부근처에 화재가 엘어나， 판란스러울 매， 초]영은 수수푼 만나고， 펙영 

의 집 Jaii 피신한다. 수수는 군땅이 자기들을 결판지켜 주겠다는 약속을 펴영 

에케 상기시키고， 또한 그에게 협박(자신을 최영의 집에 데다고 온 이유로) 하 

자， 최영은 도망갇 것윤 결정한다. 

@ 두 사람은 灌州에 도착하여， 새 생할을 시작한다. 

@ 담주에 섣 부름 온 군왕의 부하 郭立이 두 사람올 발견하고， 군펀-에 게 보 

고하자， 체포명령이 내려진다. 

@ 최영은 자백(자신이 수수의 옴에 손을 댔다는 협박유로 도1앙갔다는 거잣 

딸을 함)을 하여 추방되 고， 수수는 후원우로 끝려 간다(수수는 죽임 을 단한다). 

@ 수수， 최 명 을 도중에 만나고， 수수의 부모와 함께 산다 

@ 최떤， 玉顆音을 수리하기 위해 관부로 소환되고， 곽립이 또 다시 수수플 

우연히 보게 펀다. 곽랩， 그녀가 귀산염을 군왕에게 보고하나， 군땅은 믿지않 

는다. 곽링 그녀플 가마에 태우고 관부로 데라고 오나， 가마속에 그녀가 없자， 

군왕은 그에게 처별을 가한다. 

@ 최영， 수수가 귀신염을 알고， 수수의 부요흘 찾았A나， 그들도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수수는 최영을 죽인다. 

이 이야기는 군왕 한세충의 횡포와 수수의 죽음이 중심을 이루는 단 

일구조이다. 이야기는 전추 두 개의 큰 단락￡로 나뉘어지는데， 군왕의 

25) J. Prûsek, 암의 책 , p.59. 
26). 왜士瑩， 앞의 책 , p.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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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속에 없어 

하고， 최 

뜨 재결합한 두 사란을 헤어 

수수가 재생한 

이 허구적인 이야기을 

있다. 전체이야기 

작품의 제목이기도 

정챔무로 1 귀신으로 

섣화인은 

연결시키고 

연결고리인 玉顆룹은 이 

추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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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그
기
 

장
 
해
 나4「
 

노
미
 
통
 
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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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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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관
 

영
 

과
 

최
 
인
 

최영의 죽읍， 처벨(수수의 

서는 안될 

유도하고， 영과 수수의 만낚을 자연스럽게 

지 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연옥관음》의 수수， 최영 네 시-람이다. 꼬L리 
「 껴， 주요인물은 군왕， 3-3. 

투=- :;<J-죠L 
。 d L. 실제안불의 허구적 인물이다. 나머지는 군왕은 실제인풀이고， 

설회-인은 실제 얀물로 중심 그만큼 현싣성을- 증시하기 때문이다. 화본이 

인물을 퉁장시키고 쩔U鎬와 ;楊存中과 같은 부차적 인불언 한세충 이외에 

이야기의 현실간을 안배하여， 상펀과 하펀에 이 인물들을-었다. 

환기시킨다. 

봄나들이 한세충의 ‘春歸’에 대한 여운을 낚기면서， 

이 이:기의 서두를 이끌어낸다. 

설화인은 입화의 

장띤으로 허구적 

내 가(섣꽉인) 왜 이 쥬뜸#륜詞를 맏했겠읍니 까 ? 紹與年問에 行在에 閒西延，、H의 

延安府 사란이 있었는데， 산분은 三펴節度使 成安那王엽니다. 팅-시 검이 가는 

것을 안티-까와 많은 가족을 데리고 봄나들이플 니-갔음니다 27) 

첫머리에서도 유기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짧막히 서술하고 있 

상하편의 샤두는 사질 인증무로서 청풍들의 신뢰도를 

하편의 

는데， 이 높이고 

발단을 전개과정에서도 전자는 중심내용의 

흥미유발을 위 

이야기의 있을 뿐만 아니략， 

지속적인 챙중의 연결요소 맞 위 한， 푸자는 전후사건의 

부각된다. 한 떤계성도 가지고 있기 띠}문에 더욱 현실갇이 

二L

삶에 청중 

묶어둔다. 

불행한 

이야기블 현실속에 

죽음으보 끔냐는 

서두의 현실강은 중섣내용의 허구적 

거- /- òl 
T←「억 려하여 두 사람의 만담에셔 

과의 공감대륜 쉽케 헝성한다. 

27) I說話的因甚設這春歸詞 ? . 紹興年間， 行경E有個關西延州延安府人， 本身是三
鎭節度使JW:安鄭王. 양합時↑더春歸5설， 將帶옳許多않春遊春J ((宋人小說))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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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의 만남을 다읍과 같이 서 술하고 있다‘ 

《많玉홈멈音》의 :fR述特色과 意「朱

설화언은 딸단부분에서 

펴영에 

환정( 

시집을 보디}겠다”고 

좋은 부부이려라 "고 

군왕은 그날 “수수가 노넙1 거한이 끝나만 너에게 

말했지요. 그라자 주휘사람들은 “정말 한 상페 

끊이지 않았지요 28) 

거1 

。1

설화인은두 이 부분은 수수의 죽음과 상당허 대 비 되 는 효과플 준다. 

사람의 만담을 지 극히 예 찬하면저 , 자신의 판단을 입을 몽하여 

객관화시키고， 챙중듬과 호흡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설화인은 두 사람의 도펴행각전의 대화장면에 대한 관점은‘ 장 

종과의 거리를 좁히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개입시키지 

단지 청중들에케 두 사관의 대화창면만윤 재시 (presentation) 28) 해 

。J-~γl
"'L-õ L-'-l ‘ 

꿨人의 

찌
 τ
 

7"
~
도 

이다. 

“혼인을 시커주기를 가다리기 보다， 오늘인이1 저와 탕산。! 먼겨 분부의 가띤 

을 맺음이 어떻갔읍니까? " “어찌 감히 그뜯 수 있느냐? ,,. “단진이 그러지 않 

겠다면， 재가 당신을 욕되게 하겠읍니다 당산은 어렇게 저플 닫신 정에 미각 

고 왔읍니까? 제가 나}일 관브에 가서 말하리다" “아가씨， 나와 부부기 도1 는 

것은 어렵지 않소만， Cl 기에서는 지낼 수 없소， 이난 失火와 흔란을튿다， 오늘 

밤에 도망가 버리면 펴겠오?’， “이미 부부가 띈 셈이니， 단신 뜻에 따;지묘‘"30) 

소극적인 태도가 대조다는 부분은 수수의 작극적인 태도와 최영의 

주겠다는 사싶을 알 

군굉-의 

신분적 

「~ 
1二

女뺑라는 

고 있으면서도 최영과 지금 부부가연을 맺겠다고 하는 것은 

권워에 대한 부장이다. 二L녁는 최영과의 애정을 통해 

두 사람을 결합시켜 수수가， 군왕이 대화장맨이다. 

這些꿨人都j짧첩풋 28) ~原來짧王當 日홉對崔寧許道， “待秀秀滿 S , 
道， “好對夫歸"J 우? 의 책 , p.5. 

29) 韓南， 앞의 금， p, s 
30) r秀秀道， “比似只깜뿔待， 何거치今흉我和강〈先做失姜 ? 不知{낀;한下何j디 ? .. , 웰 

寧道， “뿔敢” 秀秀훨， “{τ JÍj:1道不敢， 我[llt將원來， 敎懷了f?. ?띤去IJ~I]何將我 
폐家中 ? 我明 日 R￥꽃去說" 崔寧道， “告小娘子， 훨和崔寧做夫좋낀kJj， 只一
件， 這훌훌住不得T. 흉~/J.}~這{固遺海， 人亂時， 今夜就走開초， 方‘觸使得” 秀
秀造， “我많주uj!f\做夫奏， ?꿇{!f\行.’」 암의 책 , p.6. 

↓E來據與f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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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 최영은 예속에서 빗어난 재체적안 삶을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설화인은 이 두 시-람의 다}도를 챙중 

보다 구체적이고 

인과관계에 

갤과설명으로， 수수의 죽 

요소 

。( 
드
 

껴
口
 

중요한 

λ/λ1 처。1 ’ 己 j 
에게 제시함으로서 

갖게 한다. 

이 두 사람의 대조적 태도는 또 전후사건의 

로 작용한다. 최영의 위증이 이 소극적 대도의 

에
 

다
 
처
。
 

이
 

각
 

경
「
 지
 

E 

극
 

소
 

나
 

。인
 

시
。
 

씨
비
 

현
 

설
 

문제의 

의 

이 위 증ξL로 땅마 암는다. 

군왕의 처단이 행해지는 부분이 

이미 위기에 

무 사램의 거쳐 가 곽립에게 말각되고， 

발각되기 전， 

마련해두고 있다. 

두 사람이 

있다는 암시블 상펀 끝부분에 

섣화인은 이야기의 절갱이다. 

해
 띠 
끼
 

차
「
 

념
 
} 
。

야 

큰 ;설읍갤 

으
 

고
 
λ
 

두
 

옷했￡나， 이 사람은 춰셈윤 보고 

히석 

펴썽온 이 사니}의 엘꿀을 보지 

cl 로 그의 뒤륜 쫓았다. 

누구의 죄 어련 아이가 판매기플 두드리는가， 웬암새달 놀라케 

로 듭커지케 히는구나 31) 

이 의문에 즉각적인 해담을 주지않고， 유치의 

유기는 점쟁의 공로에도 불구하고 만한한 생환 

하편의 잣머리에서는 

〈關調75〉詞로 시 작한다. 

주고자 최영이 살고 있는 β파
 

二Z에게 군밍→은 그리}셔 을 하고 있고， 

←「위의 사술 뒤， 

이와갇이 이이:기의 

사싣은 

섣화인은 

그가 곽렵이라는 

밤혀진다-

것이마. 펙-램을 보낸 곳에 

사람이 1갈각되 었、을 I에 그에거l 

진행을 땀시 장지시켜 청중뜰의 관심을 감중시키고 호기심을 더유 블려 

일으킨다. 

"-'-τ，..J-. 섣화인은 다음과 같은 저술로 군왕의 

애 대한 ;상면묘사블 처리하고 있다. 

두 사람이 체포되었윤 때， 

두 사람은 장려 왔다. 관부에 풀어 놓고 군왕에 게 알리 니 즉시 

군원은 金軍융 즉일 계， 왼쪽 손에는 ‘小츄’이라 불라는 칸을， 

이채필여 안페 

廳堂에 올랐다‘ 

從後大짧步尾훌崔寧來.正是:態家 
p.7. 

31) I崔寧최l不見這漢面짧， 這個人:tfJ見崔寧，

雅子嗚뼈K져f1 !쁨*E?햄쫓헐j평處飛」 위 의 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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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 손에 는 ‘大춤’ 이 라 불리 는 칼로， 金軍의 목을 얼마나 베 었는지 모른다. 

그 두 칼은 쌀집 속에 안장되어 벽위에 결려 있다. 군왕이 쟁당에 오르고‘ 주 

위 사람들이 모두 함성을 지르자 두 사람을 끌어다 우릎을 꿇케했다. 군왕은 

자뭇 조급한 마음무로， 왼쪽 손￡로 엌위의 ‘소청’을 끌어내리고， 요른쪽 손 

으로 그 칼을 뽑아 손에 쥐고， 金/軍을 죽일 때처럼 눈을 부라리고 이빨을 부득 

부득 갇았다 32) 

설화연은 이 긴장된 장떤에 상세한 요사흘 하고 있다. 군왕의 량이픔， 

떤재 소장위치， 칼을 꺼내는 동작， 표정 등에 세부적인 장띤묘사플 전 

달한다. 61 로써 현재의 행위나 사건이 부각펴고， 극적 긴장감이 더해지 

는 효과플 말휘 하고 있다. 

수수의 죽음a로 현섣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이난다. 그러나 설화 

인은 챙중과 작중인물에게 수수의 즉음을 은폐시킨 채， 수수가 귀신임 

이 밝혀질 때까지 이야기의 현실성을 유지한다. 또한 수수가 최영에게 

자신의 부모플 찾아 함께 살자고 하는 부분과 꽉렵 이 수수플 발견하고 

잠아오는 부분이 사건의 긴장감을 강화시키고 있어 이야기의 현실성음 

이완되지 않는다. 때문에 수수가 귀신임이 폭로되는 것이 결코 111 현실 

작으로 느껴지지 않고， 또한 최영과 꽉립에 대한 보복도 비현실적인 세 

계에서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현실세계에서의 운제의식으로 다가온다. 

결말에서 두 사람에 대한 보복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1 영이 집에 도착하여 정신없이 방안으로 들어가니， 처가 친상위에 앉아 있 

었다. “여보， 목숭만 삼려주구려 " “저는 팅신때문에 군왕에게 피살펴어 후원 

에 매장되었읍니다. 원망스런 밀고자 곽렴도 오늘 이에 원수를 갚게되었죠， 군 

왕에케 곤장 오십대흔 1갖았기 때문이죠. 이제 저가 귀신엄을 안 이상， 더이상 

지체할 수 없요” 이 말을 하고 일어서서 두 손으로 최영을 꽉 조이니， 소리괄 

32) I不兩月提將兩個來， 解到府中. 報與鄭王得知， .êpa총i짧廳. 原來鄭王殺컵￥A 
f뽑， 左手使一口刀， P나做小줍， 右手使一口刀叫做大좁， 這兩디刀不知똥U了多少 

뽑人 ? 那兩 口 刀， 銷內藏著， 掛후H뿔上. 鄭王I팔廳， 聚人聲n若， .êP將這兩個A

裡來廳下. 那王好魚爛， 左手去탤牙上取下小좁， 右手一製， 製刀在手， H형 1려 
殺審A的眼兒 ， n갖得牙짧풍U刺地響」 위 의 책 ,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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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르며 당바닥에 꺼그f려 졌다 33) 

[ 228 J 

주체적 의，，]플 띤다. 

나약함과 소극적인 삶의 

현실이고， 한체성이역， 

군왕의 곽럽에 대한 

최영어l 

부정의 발노 

아 이야기외 

자신플의 

죽유의 펄먼 수수의 

매려보복￡ζ로 

펴지배계층의 

그리나 젤화언은 

。1 두 사람에 대한 보복은 

대한 보복은 파지배계층 

이다. 이것이 

성이기도 하다. /
기-

발하자연， 잘화연은 군왕으로 대표되는 지 

펴지배제층획 분노플 해소하고자 한다. 

군왕의 횡포에 대한 강한 부정을 노출시 

서
 

、
런
 도
 

키
 

서
 

지
 

벼
니
 

햄
 챔
 

Ert 

도O
 

포
 
。
一
E

횡
 
음
 

의
 
죽
 

-
강
 
이
「
 

빼
 휴
 

죽음을 무마하려 한다. 수의 

횡포에 의혜사가 아닌， 성걱 

주;;;11 적 기 능을 담당하는 겔 

그의 키 지 않는다. 때 문에 수수의 죽읍아 

적연 결함으로 서술되고 있다. 

말의 평결에서도 이 이야기의 

알반적으료 

문제정이 감추어져 있다. 

成安王은 불같은 성격쓸 억누르지 뭇했‘고， 덩 15 

옷했고， 秀秀는 산가족융 버렬 수 없었우며， 崔j펠i 

업‘었다 3i) 

잘 논평하고 았다. 

압놀림‘을 깜지 

옳을 벗어날 수 

훈연들은 

立은 가벼운 

은귀신의 

양자간의 

그러나 그 이멜에는 지배계층의 판 

13] 극적인 삶이라는 삼층작인 의며플 비 

포층적 의1=1] 성화인은 문재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단순히 

에서의 칠충만을 부각시키고 있다. 

위에 대한 부청은 닫 죽음이며， 

포하고 있다. 

았다. 표사하고 

주제플 상정적오로 암시하고 있다. 

각사의 

시 ·사로 春景을 3-4. ((연옥관음》의 

이것은 이 이야기의 

春景에 대 한 詞플 굶春， 11며春， 季春으로 나누어 , 

엽화는 11수의 

사 。r 
t 여

 己
。T 

33) I崔寧到家中， 設情設紹， 走進房J:þ， 只見j單家坐在!末上. 崔憲j효， “f늪셈j묘， 
용평我↑生命 ? '.J 秀秀進， “我因참 í!F ， 吃都王打死了， 용[:tE後해園裵. 킹디恨郭싸軍 

多口. 今日E報了魔↑71 ， 짧王E將他#τ7五+'1좋花棒. 如今都겠n道我운:댄， 容
身不得了” 휩罷쿄身， 雙手掛GE崔寧， rUf得一聲， 四많ø;ù地"J 위의 칙， pp. 13; 
"-'14. 

34) I後人評論得好， 成安王錄不下烈火性， 郭排電禁不ft閔짧牙. 環秀ÝM솔1"1닿~I:=. 
륭屬， 崔待응집搬不脫鬼쩔家」 위 의 책 ,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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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수는 가장 비애에 찬 季春詞플 최고 우위에 놓고 있대. 숱하견서， 

또한 蘇東챙， 泰願， i'î[í獲 등의 봄이 떠 나가는 원 언을 옳은 시 보다 옷하 

III 와도 

꾀꼬리와 

“바람도 관계없고， 

관계 없으딱， 버들솜과도 관게없무더， 나비와도 관계 없으며， 

드 관계없우며， 두견새와도 관계가 없우며， 제 ll] 와도 관계가 았는 것이 

봄은 떠냐가는 것이다" 35ι 

결국 픔이 떠나는 원인은 다고 하면서， 

했
 

봄날이 다 지나 가버리면 

라고 서술하면서， 마지각 시블 다음과 같이 

아니라， 구십일의 

바란과 011 블 둘 다 웬망할 게 아니다， 

봉은 마땀과 비 가 오지 않아도 떠 나간다. 

뺨댄의 원은 싹 퇴색하면 푸른 매섣 조그닫711 나고， 

입가의 누런 섹 얽어지면 새끼제바 날거1 펀다. 

두견새 한 차게 울어 꽃그림 자 사략저 5l, 

누에는 억세게 먹어 뽕나무 드무1011. 

폼은 가버늬 찾을 길 없어 애태우고， 

江패에는 짜상쳐버린 한 도롱이 엽은 사람뿐 ! 

찜댐LZ암r:IT兩↑具킹p， 風雨不來5둡亦歸. 

3멍邊紅짧좁梅小， 口角黃消gt5Rif택. 

옳딩鬼健P힘花影去， 吳쫓좋당되食1石쫓橋. 

i흘 t싫추늙歸無행處， ìTj때좋負←→뒀3깐. 

또한 예시하는 의미놓 

어떠한 

분위기플 느끼게 하는， 이 마지막 지는 사건의 

힘에 의러1 봄이 떠나가는 것은 자연적인 순환이며， 

자언의 질서는 

인간이 란 이 자연의 짚래성 

닫고 있다. 

가지고 거역할 수 없는 철매성을 

앞에 한갓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면
 

시
 안
 
다
 

작용되지 

얀 

자기 자신의 

있다. 

간은 자기의 존재플 만품의 무한한 流動 속에 진업시키며， 

生과 死는 자연 속에서 계속되는 生， 長， 훌， 亡 또는 再生이라는 영웬 

유한성의 대조 이러한 자연의 영원성과 인간의 일부가 판다. 한순환의 

35) r며不子風事， 也不子떠좋 t브不子柳累事，-jß不千胡廳事，-jß不구黃옳事끽 
不千*士륨탱事， 션조不千꿨子事， 장九十 B 春光E過春歸손」 위 의 책 ,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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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조화블 이투고 

암시하는 

《연옥관음》은 서정성 (入話)과 서자(正話)가 잘 

효과를 버극최 우며옥 ’ 1."- V 'c. 
여주인공 수수의 처처처。 

1"'06 'd 1:二r작품이다. 

봄늘01 장멜) 이것은 또한 중심내용과 이어지면서(한세충의 

보다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중심내용은 현실성에 기초하여 사건의 

낳고 았다‘ 

유기적 관게가 긴밀하케 짜며 

요소들이 잘 안배 

거리 

있는 zζ

T 흥미와 호기심을 일으킬 

특히 주관적 
펠
 

주
 
니
 

치
。
 

빠
 
씨
 

져 있고， 

되어 확보흔 판단 개임과 청중과의 

및 사실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설화얻은 

작품의 객관정 통해서 

힘포에 군왕의 죽음이 커-λ- 01 
T←「듀1 성화언은 았어서， 그러나 주제전달에 

약화시키는 

뿐만이 

λJ 7J-λ8 ~ 
U: ~I'd 'c. 문제의 

이야기의 청중이 

그의 성격에 의한 갖으로 

이것은 이 

의해서가 아닌 

한계성을 보이고 있는비? 시정인들 

사희작 폼 때， <(연옥관음》은 설화인의 경제적， 

보다 전문화판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측면에서 이라한 여러 

성 구연기법이 펄으성에 휘해 내응과 행식이 발달되고， 

숙된 배경하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생각된다. 

작품 연구에 따른 미비점이 많지만， 섣화인의 구연활동 

영 향이 적지 않았으리 라는 점과 《염옥관음》이 란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 논의의 의의를 

36) 짧j若愚 著，李章{右 譯. ((中털명詩學)) pp. 73"-'74(同和出版社， 1984년， 서울) . 

븐고는단앨 

이 화본의 말전에 끼친 

작품이 구연예출의 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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