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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古典小說의 陽究職況

Robert Hegel* 著 · 徐敬浩** 譯

‘中國傳統小說의 땀F究’라는 분야에서는 접근방식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
해서 발견되는 항목이， ‘小說’이라는 말에 속하는 자료가 매우 다양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하다- 이 ‘小說’이라는 말은 오늘날의
文學形式이나 작품을 가리키는 小說파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원래 古代
中國에서 文章을 분류하는 용어의 한 가지로 쓰였던 ‘小說’이라는 말은 아마도
歷史記錄과 같은 가장 대표적인 敎事體에 속하지 않는 ‘다른’ 文章을 가랴켰던

것으로 보인다. 班固(대략 A. D. 32~92 년경)의 〈漢書〉에 들어 있는 목록인
「藝文志」에서 시、說이라고 밝혀져 있는 제목들은 어떤 일정한 내용이나 특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雜記’로 간주되었던 것 같다‘ 〈漢書〉에서 「小說家」는 「諸子
쩨 J ， 다시 말해서 ‘그리 유명하지 않았던 철학자들의 文章’으로 분류되어 있다.
六朝時期에는 이 文章들이 3 세기부터 시작되어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經， 史，
子， 集의 네 분야로 모든 文章을 분류하는 방식에서의 「子部」에 모여지게 되었
다. 이쫓書〉의 분류는 분명히 小說이 諸子의 정형화된 文章보다는 털 중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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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광범위한 ‘談論’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을 반영하는 것이다. 한편 증
명될 수 있는 사실을 서술하는 作品

歷史記錄一과 환상적인 내용의 文章-小

說的인-을 확실히 구별하는 것은 홈代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렇

지만 小說的인 끼、說’을 철학적인 文章이 모여 있는 「子部」에 함께 분류하는
것은 여전히 계속되었다. 이것은 곧， 서양의 아리스토텔레스와 마찬가지로， 古
代 中國의 텀錄學者들이 역사가록에서 많은 小짧的 殺事의 양식이 기원했음에

도 불구하고 ‘특정의 역사적 사실’보다는 ‘일반적얀 진설’이 小說이 만들어지는
데에 있어서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의미한다. 20세기에 들어 서
서 ‘小說’을 현대적인 IJ 、說의 개념과 같은 돗을 가진 말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성공적아지 못했는마， 그것은 古代 냐1 國에서 쓰이던 ‘小說’
이란 말에 그러한 의미를 지정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說

이외의 다른 文章들， 예컨대 莊子와 같은 철학적 文章에서의 짧言 등이나 腦史
이l 속하는 역사기록에서도 명백히 허구적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물론 ‘鉉事 (narrative) ’1\와 같은 용어가 아야기 (story) , 談論 (dis

course) , 講話 (conventions) 2) 등의 용어들이 자정하는 범위와 우연히 일치되
기 때문에 현대의 학자들이 다루어야 할 자료의 l펌위를 규정하는 데에 더 편리

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여전히 ‘小
說’이라는 말로 이 분야를 부르고 있으며 철학과 역사의 기록에서는 鉉事라는
말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후기의 자료들은 괜

찮다고 하더라도 가장 초기의 자료들을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규정지을 것인가
에 관한 기준에 태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3)

1) DeWoskin , K. J. “ Six Dynasties Chih-kuai and the Birth of Fiction" Chinese
Narmtiv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1977) , 46 쪽，
2) 이 용어들의 의마구분에 있어서는 Seymour Chatman 9.1 Coming ro Terms (l tha
ca : Cornell Universìty Press , 1990) , 9 쪽， 83 쪽， 117 쪽 등에 나온 설명을 기
준으로 하기로 한다.

3)

‘小說’이라는 용어의 역사에 관해서는 候忠義의 〈六朝小說史)， 1~4 쪽을 참조하
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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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中國傳統/J 、說의 범위는 淸代 未期의 작자 및 편찬자들이 載曲에 속하

는 敎事作品들을 시說作品들과 함깨 ‘小說’이라는 항목에 한 덩어리로 포함시
켰기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애 지어진 자료집인 錢靜

芳의 〈小說護考 )0912) 와 훔瑞灌의 〈小說考證 >(919) 에는 이러한 戰曲에 속
하는 鉉事文章이 많아 포함되어 었는 것이다 4) 明代와 淸代에는 文人들야 이전

부터 있던 作品， 그 중에서도 특히 }활代의 傳奇小說에 속하는 사랑의 이야기틀
근거로 해서 ‘傳奇’라는 비교적 긴 형식의 演康Uf'F品들을 지었다. 그러나 뺨代에

는 이 이야거들이 책으로는 유행하였지만 전편이 공연된 경우는 드물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演劇作品들을 小課에 포함시컴에 따라서 20 서l 기 초의 학자
블은 ‘시、說’이라는 말을 문체내 형식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 관계없이 ‘문자로

쓰여진 通倚的 이야기들’을 가랴키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물론 최근에
는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고 사람들은 ‘小說’이라는 말을 이야기의 요소를 가지
고 있는 희곡은 배제하변서 小說적 作값I에만 국한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그렇
치만 그러한 혼돈의 결과보 rþ 텔!의 傳統/J、說이라는 분야가 섣제로는 ‘시、說’이
라는 말로 규정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小說的얀 자료만에 대한

관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게 된 것이다. 이 분야는 일반적으혹 ‘小說’
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넓은 범위 안에서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4 、說(fiction)

이라는 개념에 해당되는 作品틀을 대상으로 한마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애매한 말야지만， 傳統小說의 범위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할 것얀가에 관한 토
론은 그랴 왕성하게 진행되지는 못했던 것이 사설이다.이

4)

이、說考證〉에는 〈西J챔記〉의 諸宮調인 〈童解元西뼈記〉가 포함되어 있으며， 동시

에 彈詞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彈詞는 운율을 지닌 산문형태로 쓰여전 띤요

풍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들이 평代에는 揚子江 유역의 도시지역에서 여인틀
사이에서 매우 유행하였던 것이마. 彈詞에 관해서는 Iη diaπα

Com ]Xl nion 10 Tra-

ditional Chinese Literature, 747 ~ 749 쪽의 J. D. Schmidt가 기술한 「彈詞 J (t' aη
-t’ zu)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鄭振釋의 〈中國{ít文學史)， 趙景深의
〈따l藝養談〉 등의 해당부분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예 를 들어 서 Y. W.Ma는 lndiana Com]Xlη ion

10

Tradítional Chinese Literature

의 31~48 쪽에 수록되어 았는 기、說 J(Fiction) ’이라는 글에서 모든 사람이 중

92

東亞文化 32 輯

中國傳統小說의 작품이 만들어진 시대적 범위가 워낙 넓고 6) 또 작품의 양도

많기 때문에 이 분야는 ‘사용된 언어? ‘형식’， 그리고 ‘지어진 시기’ 등에 근
거해서 다음파 같은 몇 가지의 전문분야로 냐누어져 있다.

(1) 六朝時期 (220~589) 와 !홈代 (618~906) 의 志怪라고 알려져 있는 비교
적 짧은 환상적이거나 초현실적인 이야기들과 그 이야기들이 후일에 발
전한 이야기틀， 즉 明代와 淸代에 筆記 8) 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이야기들

(2) J훔代와 宋代 (960-1279) 에 지어진 비교적 긴 사랑과 모험을 다루는 傳
奇라고 불리어진 이야기들

(3) 敎熺에서 발견환 變文이라고 불리는 題文과 散文을 섞어 쓴， 대개는 }훔
代에서부터 쓰여졌던 것으로 보아는 敎事體의 이야기들

(4) 元代(l 279~1368) 에 시작되어 淸代에까지 이어지는 話本과 擬話本의
국전통소설의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동의한-그래서 실제로 中國小說史

에서 언급한-作品만을 IJ說(fiction) 로써 언급하는 데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이 소설이라는 말에 해탕되는 여러 용어간의 차이를 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전통시가의 ‘4 、짧’이 현대의 4 說 (fiction) 이

냐 혹은 더 구체적인 의미로 쓰이는 novel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오해하
지는 말아야 될 것이다. 中國傳統j、說의 기원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의 논의가
있었는데， 이것은 또 寶판이 말한 小說이라는 관념에 대한 추측을 가장 권위 있
는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경향으로 인해서 더욱 복잡해졌던 것이다. 물론 會판의
추측은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해서 완전히 舊B흉代의 것으로 판명이 난 상태임에

도 볼구하고 그러한 경향이 아직 상당히 강하게 냥아 있는 것이 시질이다. 이라
한

논의에

관해서는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제 5 호
(1 983) 에 실려 있는 Victor Mair, “ The Narrative Revolution in Chinese Literature : Ontological Presuppositions" , Kenneth DeWoskin , “ On Narrative Rev
olutions" , W. L. Idema ,“ The Illusion of Fiction" 등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6) 이 시기는 대개 3 세기에서 19 세기까지 뻗어 있다.
7) 이것은 대개 文言體와 白話體의 차이로 구분되는데， 사실 이러한 용어들은 모두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白話로 쓰여진 傳統l、說에는 상당한 양의 文
言體에 속하는 文章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8) 이것도 문제가 많은 용어이다. 이 용어에 관해서는 Y.W‘ Ma가 lndiana Com
panion to Traditional Chinese Literature의 650-652쪽에서 기술한 내용을 참조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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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들

(5) 平話라고 불리는 宋代와 元代의 편폭이 길고 대부분 역사적인 사건이냐
인물을 다루는 白話로 쓰여진 서사적 이야기틀

(6) 淸代에는 章回小說로 알려졌고 최근에는 長篇小說이라고 불리는 明代와
淸代에 쓰여전 편폭이 매운 긴 이야기들
이러한 유형에 속하는 作品들{다시 말해서 20세기의 역사서와 교과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기술되는 作品들-을 中國f專統小說의 근간을 이루는 자료라

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러한 유형에 속하지 않는 서사체의 作品들도
존재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의 학자들은 ‘公案’이라고 불리는 주로 범죄의 해결
을 다루는 이야기를 또 하나의 小說分野로 생각하고 있다. 물론 이려한 생각은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이러한 作品들은 文言體로도 쓰였고 白話體로도 쓰
였으며， 형식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 明代末期부터 淸代에 이르기까지 쓰여친

公案4 밟集에는 대개 비슷하게 진행되는 짤막한 범죄와 그것을 해결하는 탐정
에 관한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9) 한편 1967 년에 明代의 어느 부잣집 여인의

華地에서 白話體로 쓰여진 敎事作品이 발견되면서 詞話라는 용어가 또 다J[행f專
統4、說의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떠오르게 되었다. 이 f쑤品들의

대부분은 흉행文과 散文을 섞어 쓴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길이가 매우 짧은
경우도 있고 중간 정도의 길이를 가진 경우도 있었다. 이 作品들은 모두 〈明成

化說U읍띔話講刊〉에 영인되어 있다 1 G) 이 作品들의 제목에서 詞話라는 말이 자

주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作品들은 훨씬 뒤에 나온 小說같은 敎事作品이면서
도 짧文아 더 많이 사용된 〈大康奏王詞話〉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大}善奏王詞話〉라는 作品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시

9) 黃岩拍의 〈中國公案小說史〉를 참고하기 바란다.

10) 趙景深， “談明JJX;化刊本說唱詞話” ; j王慶lE， “記文學顧曲和版畵史上的→ìJz重휠發
現"

尾上짧英，

“成化說n읍詞話試論" ;

David Roy , “ The Fifteenth-Century
Shuo-ch’aηg Tz’u-hua as Examples of Written Formulaic Composition". 또
Gail Oman Kmg은 이 중에서 가장 간 이 야기 블 The Sìory of Hua Guaη Suo에
서 번역하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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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이른 鼓詞라고 규정되었다. 中國의 傳統小說에서는 散文이 가장 많이 쓰

여서 그 근간을 이룬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이 Jft1t年間에 나옹 作品들은 口頭
文學이나 공연을 위한 文學의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 다른 형태의 디頭文學과 관계 있는 作品으로는 寶卷-이것은 대부분 종
교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는데 -과 彈詞를 들 수 있겠는데， 이러한 通倚的
인 형식의 文學은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위에
서 말한 여섯 가지의 항목 중에서 가장 학문적인 관심을 끌었고 그래서 가장
많은 연구성과를 도출해 낸 것은 마지막의 향목인 長篇小說이었으며， 이 글에
서 필자의 설명도 이 부분에 집증될 것이다‘

中國의 傳統/J、說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야 비로소 시작되었
마. 물론 白話體의 通{용小說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17 세기의 약간의 小說빠
究者들에게까지 소급될 수 있다. 그렇지만 금세기 이전까지의 小끊의 각 분야

와 시기에 관한 학문적인 관심은 斷片的이고 또 아주 간단한 언급외 형태로 머

물랴 있었던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中國의 傳統的인 散文과 趙文은 文學的으
로 대단히 세련되어 있었다고 생각되어 왔고 그래서 이들에 대한 학문적얀 관

심이 대단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小說과 그 선구를 이루는
敎事的인 作品들은 ‘小說’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치밀한 연구를 필
요로 하는 분야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마. 그런데 19 세기 발엽의 i폐'tJfd:會의
동요와 정치제도의 붕괴룹 계기로 해서 白話시、說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기술방삭에 있어서 정치적， 사회적 요소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풍
자적 요소 및 근대화의 문제에 대한 언급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인틀의 관심

분야로 떠오르게 되었던 것아다. 그 중에서도 梁뺨超 (1873~1929) 와 동시대
의 추종자들은 새롭고도 진보적인 文學을 통해서 I千l 國의 知的， 道德的 자긍섬
을 되찾을 것을 주장하였다. 梁향超는 그 당시의 유럽의 각국에서 출현한 寫實

主義 IJ 說作品에 대응하는 文學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딴 中國의 4평統的인 小說
이 독자들에게 더 친숙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자선이 전달하려는 정
치적 구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구조적 모델을 제공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小說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서 經典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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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글이 가지고 있는 社會的， 政治的， 그리고 궁극적으로 藝術的얀 면에 이

르기까지의 중요성이 인식된 것은 胡適과 홈핀과 같은 중심인물로 대표되는 다
음 세대에 이르러서였다. 反面에 五四時期에서부터 文1~章값에 이르기까지의

학자들은 줄곧 정치적언 관섬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또 그런 관점을 통해서만
小說에 대한 해석을 내렸다. 中댐의 f專統小說이 가지고 있는 藝術的연 美에 관

한 연구가 하나의 분야를 형성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아니， 01 것은 다른 분야
에서와 마찬가지로 다l 國에서 학술적인 연구와 정치의 관계가 이전보다 느슨해
지면서 생긴 결과로 일어난 현상인 것이다.

최초의 中댐傳統小說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적 연구는 금서:171 초의 극

소수의 학문적 선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中國에서는 이러한 작엽의 기초
가 ;뽑권， 胡適， 鄭振繹(그도 챔판아니 胡適과 마찬가지로 文學家였지만) , 證正

뿔， 孫뽑第와 그밖의 소수학자듣의 文學史的인 연구나 版本學， 딘錄學의 연구
를 통해서 그 기초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中國에서 이라한 객관적이고도 창의
성을 가진 연구가 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불가능한 시절에 이러한 기초적 연구
는 일본， 유럽， 그라고 미국의 한자들에 의해서 더욱 발천적으로 수행되어 왔
다. 특히 中댐의 ↑떻統/1 、꿇에 대한 批評的 당F究 11) 는 다1 國 이외의 지역에서 활동
하는 학자들에 의해사 국제적인 文판침짜덤E으↑ 한 분야로 자라잠고 있는 실정이
마. 그래서 中 I쾌의 4 、5兌은 B] 교연구자들어} 의해서 날이 갈수록 그 예술적인 미

블 인정받아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餘f듀뮤뷰에는 많은 국가의 전문가틀

이 아라한 시、論作品틀의 )Z，펼예술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
고 있는 것이다
수 없었던

이와 더볼어 지난 20 여 년 동안에 이 분야에샤는 일찍아 볼

日錄끼즈業， 影印 It業을 통해서 傳統H풍期에 좁현한 대부분의 중요한

11) (역자주) 이 글에서 ‘批합的 {카究’라는 말은 critical studies 라는 말을 그대토
옮긴 것이다. 우리의 학껴에서는 보통 ‘소설을 연구한다’라는 딴을 쓰띤서 이젓
이 소설연구의 모든 분야를 포팔하는 것이 관례인데 비해서 서구에서는 소설연
구의 분야가 몇 가지로 갈라져 있으며， ‘批꽉的 昭究’는 보통 우리가 흔히 ‘연구
한다’는 의미의 쿠조， 내용， 발전샤 등에 대한 연구를 지칭하는 것으로 기타의

版本댈이나 덤錄學， 資'f4꺼升?E와 구별되는 말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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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事體의 作品{그리고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作品의 상당부분까지

도-에 관한 자료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가울여졌다. 그 결과로 이 분야에서는
지난 20여 년간에 학술적인 활동이 문자 그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던 것이

다‘ 야러한 추세를 중심으로 볼 때에 中國傳統;J 、說이라는 분야는 中國의 文學
과 文化의 연구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I. 版本돼究， 目錄 및 資料集
최근에 편찬된 자료집 등을 통해서 中國傳統IJ 說liff究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
는 시야의 확대가 대폭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은 한 학자가 어느 지역에 있든
과거에는 극소수악 사람들만이 볼 수 있었던 자료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홈판이 1920년대에 이 분야를 개척한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中
國小說밟略〉을 썼을 때에 그가 볼 수 있었던 자료는 전체적인 마J 國傳統小說의

총량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었다. 쩔펀은 주로 類書에 의지하여 古文으로 쓰
여진 敎事文學의 일부를 관찰하였을 뿐이 다. 그의 〈휩宋傳奇集 )0927) 과 〈古
小說銷沈 )(1912년에 시작되었으나 실제 출판은 1938 년에 되었음)은 각각 훔
宋代의 f專奇作品과 六朝의 志怪를 묶어 낸 것이었는데， 이 두 책은 오늘날까지

도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그러나 變文과 平話는 그의 시가에 막 발견되고 있
었으며， 아직 그들의 역사적 중요성이 뚜렷이 인식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
다. 또 쩔필은 많은 白話/J、說에 관해 언급하였지만， 설제로는 그가 미처 보지
못한 作品들도 많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中國小說史略〉은 오늘날까지도 매우

중요한 저작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 책이 지어진 지 70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이 분야에 관한 완전한 소개서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12) <中國

4 鏡史略〉에서의 批評的 안목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 책은 1935 년에 초판이

12) John C. Y. Wang, “ Lu Xun as a Scholar of Traditìonal Chinese Literature"
Leo Ou-fan Lee , ed. Lμ Xμη and His Ligacy. (B erkeley : University of Cali
fornia Press , 1985) , pp. 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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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된 譯正뿔의 매우 영향력 있는 〈中國小說發達史〉에 개론으로서의 자리를

넘겨주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 책에는 그 때에 새로 출판되기 시작한 變文
과 f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다. 蠻판과 마찬가지로 讀正護도 이 분야의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우선 中國小說의 기원을 古↑헨빼話-그 상상
력의 잠재력에 근거하여

에까지 소급시카고 그것을 先奏時期 諸子의 萬듭을

꺼쳐서 漢代의 小說에 연결시켰는데 이것은 사실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
다. 야후의 中國傳統jJ 、課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대부분 이 두 저작의 형식을 따

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날이 갈수록 새로 발견되거나 이 전에는 간과되었
던 作品들이 점차 보급됨에 따라 그 내용이 더 포괄적으로 변해갔다. 그러나

이러한 小說史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두 사람의 개척자들이 제서한 형
식의 변화와 個別作品이 가진 藝術的언 美에 관련되는 역사적 요소들을 진지하
게 의심해 보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을 보였던 것이다.
孫借第의 〈中國通倚小說書目>(초판 1933 년， 개정판 1958년)은 白話體로 쓰
여진 小說의 분석에 새로운 길을 열어 놓은 저작이었다. 오늘까지도 매우 유용

하게 쓰이는 이 책에는 孫뿜第가 직접 보고 읽어 본 상당히 많은 中國과 일본
의 私藏， 公藏 圖書가 목록화되어 있다.씨 中日戰爭期間에는 마J[핵에서 이러한

ít品들이 影印된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그 결과로 1970 1건대까지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의 版本을 직접 보기 위해서 孫借第가 했던 것처럼 이곳 처곳으로 여
행을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949 년부터 1966 년까지의 시
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던 책들이 圖書館에 흡수되면서 傳統小說에 관한 圖[書

館의 ~Ff藏;量이 엄청냐게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책들을 모두 모아서 종합
적얀 목록으로 만든 것은 1970 1건대 후반에 정지적인 자유가 부분적으로 주어

진 이후에나 가능하였다. 그타고 한 분야를 몇 개의 하위분야로 분류하여 만들

어진 자료집이 출현한 것은 극히 최큰에 이르라서였다. 더욱이 1980년대까지

13)

孫惜第가 1931 년에 東京과 大連의 @젊폐링해J 書

적연 설병이 그의 <.B 本東京所見뎌~꽤小說書(딩〉의 서문에 개정된 모습으로 설려
있다. 그러나 그가 언급하고 있는 책의 상당부분은 띠國에서는 이미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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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대부분의 圖書館들은 외부인에게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는 中國의 학자들에게까지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시기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49 년부터

1976 년 사이에도 약간의 {專統小說이 출판되기는 하였

다. 소수의 古典作品이 影印本의 형태로， 혹은 現代式의 標點本으로 北京과 上
海에서 출판되었는데 그 출판형식은 값이 싼 普及本에서 圖書館이나 수집가들
을 위해서 限定本으로 출판된 비싼 線裝本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古籍딩錄 )C 北京 : 中華書局， 1980년)에는 大陸에서 출판된 五四時期 이전의

책이 모두 목록화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木板本이나 筆寫本을 影印한 것과 현
대적인 방법으로 Hlf.&: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서 傳統小說은 40
변이 넘는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현대의 독자들을 이념적으로 순
화시키기 위해서 원작윤 상당한 정도로 개작한 것도 섞여 있다. 그리고 이렇게
再版된 版本들이 毛澤東의 사망 이전까지는 전세계의

中|행學圖書館의 기본적

인 所藏圖書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1975 년에 宋江의 우리가 조정에 투항한다는 주제 때문에 시작된 〈水

댐專〉에 대한 비판운동이 영뚱하게도 古典j 、說이 다시 출판되는 걷을 열어 놓
았다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켠힌 일이다. 바로 그 사건으로 해서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다양한 〈水j許傳〉의 版本이 시중에 나오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毛澤東이 죽은 직후에는 1949 년부터

1966 년까지 출판되었던

거의 모든 傳統小說의 版本이 다시 출판되었으며 동시에 훨씬 더 많은 傳統IJ 、

說이 처음으로 현대적인 版本으로 출판되었다. 이런 版本들에서는 간혹 그 내
용이 ‘조잡’하거나 ‘반동적’이어서 원본의 일부가 제멋대로 삭제되는 경우도 있

었지만 그래도 傳統小說의 범위나 질적인 깊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바가 컸다. 그래서 개별적인 作品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더욱 치밀해
질 수 있었던 것이다.

毛澤東이 죽은 이후에 中國이 세계플 향해 다시 개방되면서 文學빠究도 다시
부홍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目錄學의 발전과 영언을 위한 노력이 이 분야
의 변모를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이미 1950년대에 孫뿜第는 1930년대에 출판
한 그의 목록을 개정한 바 있다. 또 1958 년에는 劉修業이 〈古典j 、說戰曲講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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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파리에서 발견된 版本에 대한 설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1966 년 이

후에는 목록과 같은 책도 출판이 거의 중지되었으며， 이 분야의 연구는 中國
이외의 학자들 손에 완전히 맡겨지게 되었던 것이다. 1967 년에 오스트레일리
야국립 대학의 柳存仁이

Chinese Popular Fiction

iη Tμ'0

London

Libraries를 출

판하면서 상당한 희귀본을 발굴해 내었다. 또 1970년대에는 홉灣의 출판사들이
明淸代의 古典j 짧의 木板本을 영인해 내기 시작했다. 1971 년에 훌灣國立다J央
圖書짧에서는 〈歷代通ítt/j 、說〉이라는 짤막한 시리즈의 책을 출판하였으며 141 또

天-出版社애서는 이 보다는 규모가 큰 〈갤本며國通ítt小說華뀌Ij) 을 1970 년대
중반에 출간하였다. 또 1960년대에 오하이오주립대학의 李머義7~ (馬夢龍의 등폰

本集인 c三言〉의 희귀한 版本을 영인하는 작업과 동시에 일본에 남아 있던 홉
豪初의 〈拍案響奇〉를 현내적인 방식으로 조판하여 출판하는 작업에 착수하였
마. 미국에서는 J. 1. Crump 가 1950 년대에， 그리고 1970년대에서 1980년대까
지는 Andrew P laks가 中國 이외의 지역얘 소장되어 있는 책들의 精貴本을 마
이크로필름에 담은 작엽을 주도하였다. 이 마이크로필름의 일부는 다른 넓1 뿔짧

들을 위해서 복사되었으며 이틀이 이 책들의 재판을 영인해 낼 때의 저본이 되
었던 것이다. 또 네덜란드의 라이든대학의 마I 國學돼究所에 보관되어 있는 Van

Gulik

Collection( 깐

· 흘략문고)도 마이크로필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15 ，l

그러냐 진정한 외미에서의 본격적인 영인 작업은 1980년대에 틀어와서야 이
루어졌다. 그라고 아 작엽은 종종 국제적얀 협력의 결과로 이루어졌다. 그 성
과로는 審陽의 春風文藝出版社에서 大連圖書館의 ‘才子佳A ’과 그밖의 通f장4 、
說의 소장본에서 많은 作品을 뽑아서 현대적인 조판을 거 쳐 출판한 〈明末淸初

小說〉， 줍灣政治大學의 胡萬 )11 이 所長으로 있는 「古典小說佛究띠心」에서 펴낸
대규모의 Ij 、說輩書-인 <r껴淸善本小說蕭刊〉， 또 이와 버슷한 규모의 劉世德 등이
편집하고 1987 년부터

1991 년까지 北京中華-書局에서 전부 205 권으로 발간한

14) 이 중에는 〈楊家府演義〉와 〈束西룹演義〉가 포함되어 있다.

15) Van Gulik

Collectíon의 첫번째 부분인

편집되어 스위스와 네덜란드의

보급되고 었다.

‘Folk Novels ’가 John T. Ma 에
IDC (I nter DocumentatÍ on Company) 를

의해서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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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本小說蕭刊)<中國社會科學院)， 1990년에서

1992 년까지 上海古籍出版社에

서 발간한 530편의 中國傳統小說이 수록되어 있는 〈古本小說集成〉 등을 둘 수
었다. <古本小說蕭刊〉과 〈古本小說集成〉은 주로 희귀한 版本에 주목하고 었으
며， 그 중에는 서로 겹치는 作品도 제법 있다 16)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전세계

의 중요 圖書館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圖書館에서도(디]國學에 관련된) 학자들

은 과거의 어떤 특정 圖書館에서 볼 수 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한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최근에는 중요한 作品들이 훌륭한 集注本과 그밖의 학술적인 목적을
위한 版本으로 출판되거나 재출판되었다. 이러한 작업에서 가장 노력이 집중된
것은 역시 〈紅樓夢〉이었으니， 그것은 〈紅樓夢〉이 中國小說에 있어서 가장 중
요하다고 널리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版本만을 이야

기한다면 1961 년과 1962년에는 胡適이 所藏하고 있던 手鎬本인 rftl해本」이
臺灣에서 영인되었으며， 짙은 版本이 1962년과 1985 년에 上海에서 각각 영인
되어 냐왔다. 또 「已띠本」이 1981 년에 上海에서 영인되어 나왔다. 또 레닌그
라드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매우 희귀한 註釋이 붙은 手橋本이 1986 년에 北

京에서 영얀되었다. 1963 년에 한정본으로 출판되었던 120회본(乾隆妙本百二
十回紅樓夢鎬)이 발행부수가 확대되어 재출판되었으며， 兪平伯의 集注本(<紅
樓夢八十回校本))도 :(R 출판되었다. 王伯洗의 치멸한 評點과 註釋이 붙은 〈王
伯파紅樓쫓批語睡錄〉도 江蘇古籍出빼社에서 출판되었다. 또 臺灣에서는

1979

년에 陳慶浩가 여러 종류의 「服碩짧本」에서 註釋을 모아 놓은 〈新編石頭記服
現짧評語集校〉가 출판되었으며 , 鴻其庸의 〈服硬顆重評石頭記置校〉가 다섯 권
으로， <紅樓夢三家評本〉이 두 권으로 출판되었다.

話本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중요한 話本小說의 作品들이 r:p國大陸， 臺灣， 香
港 등지에서 현대적인 방작으로 출판되었던 데에 비해서 전통시기의 版本을 영

16)

그런데 불행하게도 臺北에서 출판된 책들의 상당수는 흐릿한 마이크로필름을 저

본으로 했기 때문에 읽을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 반연에 大陸에서 출판된
책들은 1950년대에 만틀어진 기준에 맞추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읽기가 더 쉬
운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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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낸 것은 비교적 드물었다. 최근에는 1990 년에 上海古籍出版社에서 〈古今
小說〉과 〈警ilt通言〉의 明版本， 東京과 나고야에 소장되어 있던 〈醒世J띤言)，

히로시마 대학에 소장되어 있던 〈拍案警奇〉와 나이카꾸문고에 들어있던 〈二刻
해案활奇〉의 明代의 「尙友堂本」 등을 영인해 내었다. 이러한 착엽에 있어서도
역시 국제적인 학술협력으로 언해서 전세계의 학자들이 많은 혜택을 입게 되었
음은 물론이다.
이와는 다른 대단히 유용한 傳統i說의 학술자료로는 〈水찮{專〉에 評默式 注
와 서문 등을 붙인 <7k~許傳會評本 )098 1)， 그리고 이와 비숫한 형태의 評點과
註釋을 〈三國演義〉에 붙인 책 17) 胡萬)1 1 이 註釋을 붙여 편집한 i馬夢龍의 歷史

4、說인

〈新列國志)， 浦松敵의

대표작인 〈聊顆志異〉를 批評의 관점에서 보가

좋게 편집한 張友轉의 〈聊薦志뽑會校會注會評本 )(1962년 초판. 1983 년 재판}
이 있다. 또 여러 권의 志怪에 註釋을 붙인 책이 北京의 中華書局에서 출판한
〈古4 說輩刊〉플 통해서 출간되었는데 <1몇神記〉와 〈給j貴記〉가 1981 년에 출판
되었으며， 이보다 앞서 1979 년에는 王紹構여 편집하여 출판한 〈樓神記) 등이
그러한 노력의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1985 년에는 뺨代小說을
모아놓은 〈玄怪錄〉과 〈續玄怪錄〉이 註釋을 붙여 출판되기도 하였다.

그러내 이렇게 풍부한 영인본들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1984년에 젊은 일
본학자연 大域秀高가 딴들어 내어서 초고익 형태로 유통된 놀라울 정도로 완벽

한 목록의 출현이다. 그의 목적은 현존하는 明代와 淸代의 小說， 이야기， 그라
고 이야기칩을 최대한 많이

수록하는 것이었다. 그의 초고는 수정을 거쳐서

1987 년에 정식으로 출판되었다<增補中[詢通{삼小說書팀〉이라는 제목의 이 책
에서는 그 기원이나 版本上악 변화가 애매한 이른 바 ‘六大小說’의 문제를 제
외하고 그 이외의 小說作品에 관해서는 그가 직접 조사했거나 혹은 다른 圖書
館팀錄， 참고자료， 목록 등에서 제목만이라도 목격한 모든 版本을 수록하고 있

17) (역자주) 저자는 이 책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었는데， 역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
면 〈三國演義〉에 관해서는 1991 년에 李f를흠의 批默;후;이 合H~의 黃다j書社어l 서，

毛宗범의 評點本이 齊南의 齊;환}등를社에서 각각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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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야심적인 작엽에서 일부의 제목을 삭제하는 경우나 부

분적인 실수가 없지는 않지만， 大據秀高의 목록은 현존하는 版本을 검색하는
데에 있어서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자료임에 틀림없다. 이 하y-의 목록만을 통

해서도 한 作品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올 뿐만 아니라 그 作品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역사적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18)

한편 個別作品에 대한 版本學的인 연구도 많이 이루어졌다. 서양에서는

Pat

rick Hanan의 〈金植梅~>의 여러 版本에 대한 연구(“The Text of the Chin P ’
ing Mei") 가 Glen Dudbridge 의 〈R되遊記〉의 初期版本어l 대한 집중적인 연구

(The Hsi-yu Chi: A Study of Antecedents to t Jw

Sixteeη th- century Chiπ ese

Novel) 와 함께 이 분야의 한 획을 그었다. 최근에는

Anne E. McLaren이 〈三

國演義〉의 복잡한 기원에 관해서 새로운 것을 밝혀 내었다. 그녀는 곧 출판될
예정얀

Onμ

Fifteenth

and

Writteη

Narratives

iη

Ming China : The Clwntfables of the

Ceηtμr썩1 서 〈三國演義〉의 이야기 및 이 作品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

이야기들의 전화과정을 추적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

로는 劉輝의 〈金뼈梅!îX;뿔與版本짧究〉， 胡文t~이 편찬힌- <金뼈梅書錄〉， 馬많흉
이 편집환 〈水t許書錄)， 그리고 胡文:材2이 편찬한 매우 유용한 (t，I樓夢書錄〉 등

을들수 있겠다.
大爆秀高의 목록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 목록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각 版本에 관한 겨본적인 정보에 국한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나온 다른 참고자료를에서 우리는 보다 구체적이고도 폭
넓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주로 明淸代의

白話4、說에 관한 자료들에서 가장

먼처 언급되어야 할 것은 歐陽健과 江蘇省社會科學院의 BJlj좁시、說좌퓨究다]ιL、에서

일하는 그의 동료들이 편찬한 〈中國通倚小說總目提흉〉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각 作品에 관한 항목에서 같은 作品의 다른 제목， 출판연혁， 橋貴本이 소장되

어 있는 곳， 대캉의 줄거리， 같은 주채를 다루고 있는 다른 作品에 대한 참고

18)

이것은 이 목록에서 제공되는 각 판본의 발간부수， 출판자의 이름 등의 여러 가

지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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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그리고 일반적인 논평이 모두 붙어 있다. 물론 이 책은 여러 사람에 의
해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각 항목의 내용이냐 깊아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를 보
이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 책을 大據秀高의 목록과 함께 참고할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어느 책에서보다 더 범위가 넓고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다. 한편 譯:îE뿔익 〈古本혜見小꿇隆~->와 孫橋第의 〈敵曲4 、說書錄解題〉는 白
話小說과 文言小說을 모두 표괄하고 있음으로 해서 더욱 널리 쓰여치고 있다.
이 두 책은 오랜 기간에 걸친 세벌한 연구의 결과이며 따라서 비록 歐陽健의

목록보다는 간략하지만 中 l핵傳統!J 、說의 연구에서 빼 놓을 수 없는 參考書랴고
할 수 있다.

이보다는 범위가 좁은 話本에 관한 몇 가지의 자료도 매우 중요하다. 그 중

에서 V짧fiM쏟의 〈三言二拍提폈λ 는 明代末期의 {馬흉F龍과 }쫓裵初에 의해서 편집
된 책들에 실려 있는 200 여 종의 모든 이야기에 대한 통일된 형식의 개요룹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짧鉉#은 Andre Levy 등이 여리 권으로 편찬
하고 있는

Inventaire analytique et critique de conte chinois

eπ laη망ie ι，μ19air

(Paris , 1978~) 와 小川洋 의 〈三言二拍本事論考述 )C 東京， 1981) 에서 시도된
바 있는 작엽을 보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현재끼지 나와 있는 다른 형식의 中國小說에 대한 參考書와 목록은 그
다지 유용하져 뭇하다. 예를 들어서 程웠中의 〈古小說簡뎌〉은 전통시기의 어
느 목록에서 한 作品이 언급되었는가， 혹은 현재 남아 있는 어느 類書에 그 作
品이 남아 있는가 등의 가장 기본적얀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또

哀行溫와 탓/영義가 공동으로 편친한 〈中國文言小說書-目〉도 程殺rf1의 책과 마
찬가지로 ‘小說’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애매한 성질을 완전하 해결하지 못하
고 있다. 전동시기의 通f갑신、說을 제외한 모든 作品을 포괄하는 목록은 아직 만
들어 져 있지 않은 상태 이 며 다만
Texts와

Victor H. Mair가 그의 Tang Transformation

“ Lay Students and the Making of Written Vernacular Narra

tive : An Inventory of Tun-huang

Manuscript" 에서 敎t뿔에서 발견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우라가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이 단어의 의미를 분명허 하
려고 노력하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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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參考圖書
최근에 다량의 참고문헌이 출판됨으로 해서 文웹밟과 그들의 版本學的 역

사에 관한 社會的， 文學的 맥락이 보다 선명하게 자리잡혀가고 있다. 民國初期
에는 몇 가지의 참고자료가 출판되어서 ‘小說’이라는 항목에 속하는 作品들에
관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는 간단한 안내서의 역할을 하였다 19) 예를 들

어서 홉瑞灌와 錢靜芳이 편찬한 책들은 淸代末期의 다양한 서적에서 小說에 대
한 언급들을 뽑아 놓은 것이다. 1920 년대와 30년대에는 쩔판과 孔왼境이 보다
자세하게 이러한 언급들을 모아 놓았다. 그래서 〈小說舊聞ty) (1 926) 와 〈며國

小說史料)(1 935) 는 그 이후 약 반세기에 걸쳐서 가장 보편적인 참고서로 사용
되어 왔다. 그러나 1970 년대 후기에 中 l國의 학술활동이 다시 살아나면서 그
이전에는 쉽게 찾아 볼 수 없었던 정보를 제공하는 참고서들이 나타나기 시작
했던 것이다.
현재까지 나온 참고서들에는 ß)j 代와 淸代의 小說의 많은 序文， 註釋， 텀錄資
料， 그리고 傳統時期의 독자들이 남겨놓은 評論文 등을 편집해 놓은 것이 있는
데， 이것들은 이전애 나온 어떤 참고서보마도 그 시야가 넓다고 할 수 있다.

‘陽究資料’라고 불리는 이 책들은 1963 년에 그 첫 권이 나온 〈紅樓夢卷〉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지초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중요한 作品 거의 대부분에 관
해 출판되 어 왔으니

<三國演義〉， 〈7ki펌專)， <西遊記>， <金輝梅)， <紅樓夢〉，

〈↑需林外史〉에 관한 참고자료가 이러한 형식으로 출판되어

있는 것이다.

또

〈뼈路燈)， <擊海花)， <老殘遊記〉 및 그 저자인 劉뿔에 관한 연구자료도 출판되
어 있다. 동시에 다양한 作品에 대한 자료를 모아 놓은 〈明淸小說隔究資料選
編)， <明淸章回서說隔究짧4) 와 같은 책도 있다. 短篇小說의 연구에 유용한 자

료로는 譯iE塵의 〈三言兩拍資料〉가 있는데， 이 책은 1960년대에 완성되었지만
실제로 출판이 된 것은 文化옳命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은 이후였다. 이 책에서

19)

그런데 이 때의 시짧이라는 항목에는 歡曲과 그밖의 筆듬B錄事ff-品과 심지어는

題文과 散文이 섞여 있는 형태의 이야기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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讀正휠종은 200종의 明淸話本에서 서로 내용이 비슷한 作品과 그 作品들의 기원
을 모두 맞추어 보려고 시도하였다. 候忠義도 역시 古文으로 쓰여진 왔事作品
을 대상으로 〈中國文言小說參考資料〉를 편찬하였다 20)

일부의 참고자료븐 특정한 형태를 가진 참고자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중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中國歷짜]、說序願選注〉와 〈매}淸IJ녕兌序跳
選〉인데 이 두 책은 현존하는 모든 版本에 실려 있는 序文과 股文을 모두 모아
놓은 것이다. 明淸小說에 대한 評論， 그 중에서도 評讀는 <*1렘專〉， 〈J三때}寅
義)， <金組梅)， <偏林外史)， <紅樓혔〉 등을 대상으로 여전보다 훨씬 완성된 형

식으로 영인되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음} 이 책들은 상당부분 중
복되는 자료를 다루고 있지만， 이 자료들이 다양한 典籍에서 뽑은 것이기 때문
에 대상이 되는 作品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전해 내려왔고， 傳統時
期어l 어떻게 읽혀졌는가에 관한 정보틀을 쉽게 찾아 볼 수 았는 이점이 있다.
傳統時期에 조정에서 어떻게 小說의 창작과 독서를 제한하고 억제하려고 하였
는가에 대한 가장 선구적인 작업은 王利器의 〈元明淸三代禁랬小說戰曲史料 )2')

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더욱 포괄적인 (~þ 國禁書大觀)0990) 이 뒤이

어 출판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이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홍미로운 현상은 한 作品이나 혹
은 여러 作品에 대한 ‘文學蘇典’， 혹은 ‘藍賞蘇典’이 다수 출판되고 있다는 점

이다. 이 사전들에서는 주로 용어， 제목， 풍속 등에 관한 설명과 더불어 作品에

출현하는 인물들의 간단한 ‘傳記’가 소개되고 있다. 지금까지 〈水j펌專〉에 판해
서 두 권， 〈三國演義〉에 관해서 한 권， <金組梅〉에 관해서는 네 권， <紅樓夢〉
에 관해서 네 권의 사전이 발간되었는데 그 중에서 〈紅樓夢〉에 관한 사전의
한 권은 이 분야에서 많은 엽적을 쌓아 온 학자인 周11;:.블이 편찬한 것이마. 여
기에 덧붙여서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는 覆松林01 편찬한 〈中國古典l、說치大

20)

그러나 이 책의 뒷부분에 나오는 二次資料의 목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료
가 다른 참고자료， 특히 〈띠庫r안등폼總 딩짧要〉 등에 이미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21) 이 책은 1957 년에 초판이 나왔고 개정판이 1981 년에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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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著鍵賞離典)(1 988) ， <古代小說盤賞離典)0989) ， 關永禮의 〈中國古代小說藍
賞離典)(1 989) 이 있다. 또 역사적 시기별로 정리한 〈中國歷1VJ、說敵典〉에서

첫 권인 f찾忠義까 편찬한 「先奉꽃[환五代」가 출판되었다. 그 외에 일반적인 사
전으로 奏元宗아 편찬한 〈中國4、鋼후典 >(990) 이 있다.

III. 批評 및 돼究論著
최근의

中國傳純]、說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西歐의 批評理論과 방볍론을

사용하는 연구 빚 재래형태의 傳記짧究 및 目錄學 陽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 분량과 文學藝術의 의미

있는 해석으로서의 중요생에 있어서 종래의 。1

분야에서의 모든 노력을 념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明淸時期의 白話小說의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친다.
文化옮命 이래로 축적된 中텔j話로 쓰여진 評論文의 양은 놀랄 정도이다. 그

것은 한 개인이 아 분야에서 쓰여잔 모든 글을 다 읽어보기는 절대 불가능할
정도의

양언

Rolston 이

것이다.

How

1: 0

이

분야의

연구성과가 어느 정도로 많은가는 David

Read the Chinese

Novels(1 990) 외 끝에 수록되어 있는 대]國

傳統시꿇어l 대한 諾옮|生을 띈 글의 목록을 보변 금뱅 알 수 있다. 또 다른 매
우 도움이 되는 목록으로 출판된 것으로는 臺北의 漢學빠究中心에서 1992년에
개정판이

나온

Bibliograph)’ of Chinese and Foreign Studies

0η

Literature of

the Six Dynasties를 들 수 있다. 그 이외에도 播銘葉이 편찬한 〈紅樓夢最新冊
究論著目錄， 1982~1987> (l 988) 과 〈다j 國古典小說論文딩， 1912~1980> 을 들

수 있다. 大陸의 학술적 성과로는 최근에 영언된 作品의 완전한 目錄과 함께
朱-玄， 蕭澤雲， 劉建t용 등이

공동으로 편찬한 〈古典小說戰曲뿔:目，

1949~

1985) 을 들 수 있다 한편 이 분야에서 계속 발표되는 논문들을 그 때 그 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일반적인 학술지와 며國學 빛 文學關係 目錄과

學術志를 조사하는 것 이외에도 北京의 中國人民大學書報資料r:p 'L、에서 발간하
는 〈며國吉代近代文學鼎究〉와 〈紅樓夢陽究〉를 정기적으로 열람책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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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문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中國의 傳統!)、說에 대한 학술적인 정근
올 목표로 하는 學術志가 많아 발간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마I[랩에서
는 〈明淸1) 、說冊究)(江蘇省社會科學院， 1985~) 와 〈明淸小說論講)(審陽 : 春風

文藝出版社， 1984~) 이 발간되고 있다. 또 더 좁게 설정된 주제에 관한 學術

志、도 출현하였는데， 그 중에서 〈*L樓夢〉에 관한 여러 學術志、를 들 수 있다. 가
장 최초에

나온 것은 〈紅樓夢鼎究專 flj) (香港，

〈紅樓夢鼎究集刊 )C 티每，
議 >(上海， 1979~)

1978~) ，

등이

1967~) 이었으며:2 외에도

<紅樓夢學刊)(天律，

있다. 미 국에 서 는

1979~) ，

<紅樓夢論

Chinese Literature : Essa}’'s, Artι

cles , Reviews(CLEAR, Bloomington , Madison, and St. Louis , 1979~) 가 정기적
으로 l꺼國의 시、說빠究플 위해서 지면음 할애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Ming

Studies(Minneapolis , 1975 ~ ) 와 Late Imperial

Chiη a'l"l) 등의 特定 시 대 에 관한

學術志에서도 I=þ패의 小說이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1980 년대 초기의 CLEAR

에서는 각국에서의 l깎핸1 시、說에 대한 연구현황과 특히 주목할 만한 논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결과가 게재된 바 있다.
며國의 많은 作品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의 연구의 대상이 된 것은 역시
〈紅樓夢잉)이었다. 이 작품에 관한 연구는 하내의 독핍된 분야틀 이루고 있는
데 그 분야를 일반적으로 ‘삼텔’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딸은 대개 1875 년경에

만들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찌

그라고 中|행小꿇의

여러

분야의

연구는

〈紅樓쫓〉에 관환 연구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변을 가지고 있다. ‘紅學’에서의
최초의 學派는

Lucien Miller 가 ‘調PIÍ\\드는義者’ (Allegorists) 라고 적절히 번역해

낸 25) 索隱派였는데， 이들은 이 作品의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이

22)

이 책은 윈래 1965 년부터

Clúng-shih

~;Veπ-t’ l라는 제목으로 출판되다가

1980

년에 재목이 바뀌었다.

23)

이 책은 英語로는 대개 Dream

of Red

Chamber라고 번역되지만

는 이 책이 〈石頭記)라는 。 1 름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David

Hawke섭

Story of Stone이라고

번역

하였다.

24) 吳世l당 (Wu Shih-ch'ang) , On the Red Chamber Dream, p. 4 ; 이 말의 기원에 관
해서는 韓進嚴의 〈 *lf흙史펌〉를 참고하기 )l~란다.

25) Masks of Fiction ,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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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 나오는 역사적 인물과 사건에 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였마. 이러한 접
근방식은 初期의 많은 作品들에서 作者가 同時代의 인물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는 傳統에 근거를 두고 있다. 傳統的인 小說形式에 있어서 社會的， 政治的 언

급은 매우 보편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19 세기의 索隱派는 〈紅樓夢〉을 다른
여러 가지의 가능성도 있지만 주로 멸망한 明朝에 대한 한탄으로 해석하였던
것이다. 이 學派의 후기인물 중에서 유명한 사람으로는 1910년대에 北京大學
總長을 지낸 蔡元倍(1 868~1940) 가 있다. 이 學派는 五四運動에 참여한 젊은

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26) 이려한 연구를 통해서 B免淸時期에 많이

창작된 課刺시짧， 그 중에서도 吳敬협의 <1需林外史)27)같은 作品에 나오는 作者
와 同時代의 인물들에 대한 사항을 풀어내고 밝힐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성과의 예로 何澤輪의

<1需林外史A物本事考略 )0957) 과 李漢秋가 1984년에

편찬한 인물들에 대한 참고자료인 <f需林外史빠究資料〉를 들 수 었다.
20세기의 며國小說冊究者들은 索隱派의 방볍을 답습하여 한 小說作品에서의

내용과 그것이 지어진 시기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맥락 사이의 관계를 찾
아보는 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 시기에 그러한 연구방

법을 童命的이라고 여겼다. 五四時期의 民族主義的 정향을 띠고 있던 학자들과
1949 년 아후 大陸에서 이 학자틀의 작업을 계승한 학자들은 모두 倚文學作品
을 通낌的안 口頭文學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이 作品

들이 f需家的 교육을 받은 文人들이 사용한 文言體가 아닌 白話體로 쓰여졌기
때문야다. 일부의 학자들은 오늘날 이 作品들이 文A作家들에 의해서 쓰여졌다
는 증거가 점점 더 많이 냐타냐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여전히 고집

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러한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民主的
여 고 童命的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中國의 民짧아 바로 여러 시기에 다
양한 형태의 通f용文學을 만들어낸 주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中國의

정치적 정통성을 확립하려던 시기에 사용된 전략적인 批評論理라고 볼 수밖에

26) Lucien Miller , Masks of Fictioπ ，
27) 1750년경에 지어졌으며， 출판은

pp.6-12.

1803 년에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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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잭 필자가 이러한 批評方式을 索隱派와 비교하는 것은 그들이 모두 자신
들이 원하는 사항만을 발견하려는 경향을 가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해석은 기본적으로는 作品에서 발견되는 단서에 기초하고 있지만， 그러한 편견

에 사로잡힌 연구방법으로 인해서 어떤 접근방식을 적용하거나 어떤 단계를 밟
든 간에 앞뒤가 맞지 않거나 심지어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해석을 도출한 경우
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략서 그러한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 中國 아외의 지
역의 학자들에 의해서는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그러나 최큰에는 中
l행의 대부분의 학술연구에서 이러한 경향이 거의 사라지고 있마.

‘紅學’에서의 두번째 學派는 考證派였는데 이들은 作品의 분석과 역사의 연
구를 주된 접근방식으로 하였다. 1922년에 胡適이 최초로 〈紅樓夢〉의 自殺傳
的 요소를 분석한 〈紅樓夢考證〉을 발표하면서 시작된 이 學派는 그 이후의 몇
십년간을 거치면서 고도로 발전하여 이 作品이 까지고 있는 예술적인 성공은
오히려 이 作品이 지어지게 된 배경으로서의 외부적인 요소에 종속되는 이차적
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은 이 學派를 뽑雪폼의 이름을 따서 ‘뽕學’이라고 아름 붙이가까지 하였다.

이러한 考證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방식은 J:þ國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업적을
탄생시컸을 뿐만 아니라 中國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러한 방식에 따른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많은 사랑들이 접점 더 신증하게

版本의 역사를 따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성과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시、說作品과 그 밖의 文學形式을 가진 作品들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수많은 연
구가 마l 國小說이 어떻게 발전하였는가에 관한 우리들의 이해를 크게 제고시켰
음은 분명하다. 이 분야에서 西歐의 학자들이 발표한 중요한 엽적을 보면 Pat~

rick Hanan의 “ Sources of Chin P ’ ing Mei" (1 963) 가 최초의 것이라고 생각된
다. David Roy와 그의 학생이 었던 연구자들도 〈金휴밟每〉에 관해 많은 연구엽
척을 남겼다. 그 중에서도 Katheríne Carlitz는 〈金뼈梅〉와 01 fi"品보다는 이

28)

이러한 점을 밝힌 예로는 들어서

Jerome B. Greider 의 “ The Communist Cri
tique of Hong-lou Meng" China Qu arterly 10 [1 956J : 142-168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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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턴 관련성에 관해 초점을 맞추었다. 또

Indira

Satyendra 는 〈金組梅〉에서 언급되는 詩의 지원을 분석한 바 있마.
이와 마참가지로 주목할 만한 발전아 作家論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

과로 모든 사람틀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小說作家들의 생애와 그
作品들에 대한 섣명과 평가가 풍부해진 젓이다. 미국에서는
과

Timothv C. Wong

Frederick Brandauer가 각각 吳敬협와 童說의 전기를 발표하였다. 中國夫

陸에서는 학술회의의 발표논문집이 주로 잘 알려져 있는 作家 및 批評家， 그
중에서도 話本小說을 편집한 }馬慶龍 29) 과 〈金용I야海〉어1 최초로 상서!한 註釋을 붙
인 張竹城(1 670~1698) 등에 접종되었다 30) 또 <7](1許傳〉의 가장 최초의 원본

을 쓴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施耐魔에 관해서도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 었다 31) 中國社會科學院의 劉-tlt德같은 학자가 施耐魔과
施a姓을 가진 학자들에 관한 자료가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2) 며國에서 새로 나오지 시작한 專門的언 學術志 가운데에 拖耐魔에

관한 〈耐魔學刊 >C 江蘇省， 1985~) 이 있을 정도로 그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
은 것이다.

Patrick Hanan 은 그의 Inventio π of Li Yu에서 방랑벽이 었고 또

괴팍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李뺑、(1 610~ 1680) 의 창조적인 삶을 조명하고 있

다. 또 柳存仁아 일찍이 발표한 〈三國演義〉의 저자로 알려진 羅월中과 〈西遊

記〉의 작자로 알려진 吳承恩、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직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었다. 보다 구체척얀 作家鼎究도 무척 발달해서 심지어는 吳承탬、의 頭
蓋骨이 발견되어 분석되고 그의 흉상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할 정도이

29) 陸樹倫， 이馬夢龍h좌究〉
30) 張竹城라는 중요한 비평자에 관해서 1985 년 이전까지는 거의 얄려진 것이 없었
는데 이 해에 우연히 張竹t皮의 고향얀 徐까|에서 발견된 자료가 출판되면서 그에

대한 사항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Rolston, Hou’ to Read the

Chinese Novel , pp. 196~201 을 참조하기 바란다.

31) 대부분의 논문은 1984 년에 江蘇省社會科學院 文學해주究所에서 책으로 편집되어
출판되었다.

32)

<施耐魔冊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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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신중한 작가연구들이 전통시기의 中 l웹의 小說作家들이 처해

있던 지적， 사회적 맥락을 파헤치는 데에 주력하였으며， 그 결과로 陳美林의
〈젖敬챔評傳〉과 같은 책은 文學批評이 주목적인 아닌 연구자들에게도 이 作品
의 배경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Chang Chun-shu 와

Shelley Hsueh-lun

Chang 은 끈질긴 추적과 세벌한 考證을 통해서 李뼈와 志、

怪의 작가인 浦松敵 등의 생애와 그들이 살았던 시기를 재 구성하였으며 그젓올

통해서 文學鼎究에 매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여리 나라의 학자들은 이러한 연구의 성과를 활용하면서 댄1 國小說의 일반론
적인 연구에서 중요한 엽적을 쌓아왔다. 비교적 범위가 넓은 연구보는 方1D짧
의

〈디껴淸小說좌자究〉， 羅立群의

Hsia( 夏志淸)의

〈中國武俠4 、說史)，

“ The \1ilitary Romance" , Y. W.

nese Historical Novel" , Patr ick
‘

Hanan의

〈才子佳人小說ill林 , ,
Ma( 馬i1Jt틸)의

“

C. T

The Chi

“ The Early Chinese Short Story"

등이 있다. 이러환 모든 연구늘은 中國의 /J、說이라는 文學形式을 연구힐→ 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특정을 밝히기 위한 일반적인 理論을 개발하는 데에도 공현
하였다. 유럽에서는

Jaroslav

Prusek이 1930 년대에 심혈을 기울여 l:þ[렐l小說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였는더L 그 연구들 중의 일부는 이미 옛날의 젓이 되고 말
았지만 그래도 역사학적인 방법과 文學tlt評的인 분석을 가미했다는 점에서는
아직 선구적인 작엽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의 논문플은 후에

and

Literature (l 970) 으로 묶어져

V낭Tη acμlar

출판되었마. 또

Wilt L.

Chinese History

Idema 의

Chinese

Fi ction : The Formative Rεη‘iod는 中 國l의 通f짜小說에 관한 전제적 인

연구에서뿐만 야니 라 챔篇小說 및 그보다는 더 긴 平-話의 연구에 있어서의 하

나의 ;E結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왕성한 연구욕을 보이는 중년
의 다1 國學者들， 그 중에서도 南京의 江蘇省社會科學院에 있는 歐陽健， 上海에

서 활통하는， 특히 上海師範夫學의 文學昭究所의 孫避과 그의 동료들， 北京의
中꽤社會科學院의 쩡IJ世德， 그라고 몇몇 를힐灣의 학자들(그 중에서 〈金搬梅〉의

33)

張建軍， “吳承t탬뼈象的科學復)Jf' <明1좁小說돼究>
는 이 흉상의 사진이 뒷표지의 안츄에 실려 있다.

1 (1 985) : 183-187.

이 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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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인 鍵子雲)은 傳統IJ꿇의 연구에 있어서 진정으로 유익한 논문들을 상
당수 발표하였다. 그리고 최근 늘어나고 있는 목록에 가장 자주 나타나는 제목
들이 바로 이들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中國傳統IJ 、說에 대한 연구에 았어서 두번째로 큰 성과를 거
두어 낸 분야는 評點 및 文藝美學에 관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01

분야에 관

한 분석적 연구로는 胡돼偉의 〈中國古빡j、說理論昭究〉와 吳紅의 〈中國古典j、

說藝術的思考)， 葉期의 〈中냥)/J、說美學>， 方正權의 〈中國小謝比評史略>， 그리고

王先需와 周偉民의 〈明淸小說理論批評史〉등을 들 수 았다. 西-歐에서는 John

C. Y. Wang이 최초로 시도한 作家鼎究언 Chiη Sheπg→’ gη이 西歐의 연구자들
에게 17세기의 중요한 評點家들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
지만， 이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엽적으로는 역시
를 들지 않을 수 없다.

How to Read Chinese Novels

David L. Rolston이 편찬한 이 책에는 Rolston과 An

drew H. Plaks 가 쓴 傳統小홉없t評의 資料， 發展狀況， 形式 및 用語 등에 관한
통찰력 있는 논문들이 수록되어 있으며 또 明代末期와 淸代의 批評家들아 ‘六
大小說’에 관해서 남겨 놓은
이 철저한 註釋이 붙여지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다 34) 이 논문들과 이른바 ‘鼎

究짧과’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툴 및 새로 영인되어 출판된 評點本에 수록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斷片的인 論評들은 明淸代의 批評家들과 같은 전통 속에
서-심지어는 같은 文學集團 속에서-원래의 作品틀을 읽어내는 터1 에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中國傳統小說의 접근에서 세번째의 중요한 분야는 西歐의 文學批評理論을

中國의 小說陽究에 적용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西歐에서 C. T. Hsia의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The Classic Chinese Novel (1 968) 에 익해서 처음으로 그 모델이
만들어졌다. C.

T. Hsia는 그의 연구에서 전체적으로는 新批評理論 (New Cr‘ iti-

cism) 을 사용해서 作品의 내용보다는 原文의 分析 자체에 더 유의하였지만， 그

34)

이 번역은

고

John C. Y. Wang , David Roy , Shuen-fu Lin , Anthony C. Yu,
Andrew H. Plaks 에 의해서 마련되었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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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단순히 原文을 읽는 수준을 벗어나가 위해서 版本學과 作家冊究의 성과틀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였던 것어다. 과거에 유럽의 小說을 관찰하던 그러한 신중
함을 가지고 中國의 小說이 가진 다양한 藝術美를 관찰하였다고 여겨지는

T.

c.

Hsia의 책은 西歐에서의 中國小說에 대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었던

것이다. 사실 이러한 경향은 어느 정도까지는 17 세기에 최고조에 달한 評點式
의 4 、說批評에서 볼 수 있는 批評的 완성과 같은 궤도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中國의 傳統的얀 批評業績은 지난 20년간에 비로소 위에서 열거한 바 있는 저
작틀을 통해서 현대적으로 채조명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거의 잊혀져 있었던
것이다.

오늘날 유럽과 미국에서의 文學理論과 fH;評理論이 지극히 다양하고 또 많은
논쟁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中國小說의 분석에서도 특정의 西歐理論을 적
용해 보려는 마양한 질험이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우랴는 몇 개의 西歐式 批
評을 중섬으로 하는 學派를 가려낼 수 있다.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學派
를 형성하고 있는 학자들은 西歐에서의 文學理論과 批評理論어l 있어서의 철학

적 논쟁에 참여하는 방편으로 中國의 小說을 이용하고 있다.(여기에서 냐는 臺
灣의 張恨良과 John Deeney 및 미 국의 Andrew H. Plaks- 적 어 도 그의 몇몇
논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

Jing Wang 등을 이 學派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 35) 두번째의 비교적 규모가 큰 學派는 中國과 西歐의 批評理論을 결합시
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學派이다. 이러한 學風은 한편으로는 유럽과 띠국에서의

批評家들이 하는 것처럽 文學作없l 을 치델하게 읽고 또 明淸代의 評點을 집중적
으로(때로는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읽음으로써 진작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는 中國의 학자들이 문화적 맥락을 점점 더 얀식하게 되고 그것을 더 세밀하게

분석하면서 이것이 歷史的， 文化的 요소에 주목하는 미국식 社會學의 경향과
맞물리게 되었고 그 결과로 개별적인 作品을 둘러싸고 있는 知的， 藝術的， 그

35) John Deeney 의 이론적인 논문들은 1970 년대에 Tamkang Review에 발표되었다.
Plaks 의 논문으로는 “ Towards a Critical Theory of Chinese Narrative" 를 들
수 있고 Jing Wang의 엽적으로는 S!ory 01 Stoηg을 틀 수 있플 것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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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宗敎的 흐름에 대한 作家論，

目錄學， 그라고 批評의 연구결과를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설명을 도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36)
이 두번째 學派를 이끈 것은

C. T.

Hsia였는데(그의 B免年에 발표된 〈鏡花

緣〉과 다른 小짧1'1=品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중섬으로 해서) 여기에 우리는 國
立臺灣大學의 元老學者인 ↑않健과

David Roy ,

여 미 故人아

된

Robert Ruhl

nlann, 그리 고 프랑스의 Andre Levy를 포함시켜 야 할 것 아 다. 또 Patrick
Hanan의

The Chinese Sfwrt Story : Studies in

Datiπg，

Autfwrship, and Com po-

sitíoη (1 973) 은 元代와 明代의 話本小說을 文體論을 활용하여 비슷한 특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두 시기의 작품을 가려내는 데에 있어서의 가장 선구적인 작

업이었다. Hanan 은 傳統的인 분석의 결과를 모두 수용할 정도로 선중한 자세
를 견지했는데 그 결과로 그의 분류는 세부척연 사항에 있어서 간혹 異見아 있

기는 해도 전체적으로는 매우 유용한 분류형태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西歐의 학자들이 매우 중요한 연구결파를 발표하고 있으며 , 중
요한 연구자로는
다.)，

Kenneth

Katherine Car1itz( 주-로 〈金組梅〉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

De'vVoskin( 志怪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 Ve1ingerova (그녀는

Milena Dolezelova

토론토매학을 위 시한 캐냐다의 여려 대학에 재직하는 제

자 및 동료들과 함께 明淸小說에 관힌 뛰어난 엽칙을 발표하고 있다.)，

Mair( 그의 연구는 變文에 대한 새로운 연식을 가져마주었다. ),
와

Victor

Ellen Widmer

Robert Hegel( 이 두 사람은 17 세가의 小-說家들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얼

마나 밀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가를 밝혀 주었다‘) 등을 들 수 있을 것이
다. 또 이보다는 젊은 서l 대의 학자들도 근년에 중요한 엽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얘 서 도

Keith McMahon , Wai-yee Li , David Rolston, lndira Satyendra ,

Yenna W u , Ange1i na Yee (이들은

모두 明淸小說의 전공자이다. ),

Alan Baar

와 Judith Zeitlin( 이들은 淸代 文言小說을 전공하였다.) 등의 사람들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연구자틀 증어} 西歐의 文f뀔比評理論만을 적용한 사람은 없지만

36)

文學作品의 “해체 (Deconstruction) "라는 말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唯我論的 속성으로 인해서 中國의 傳統샤없의 연구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中國古典小說의 댐究漸況

115

그들의 연구를 풍해서 댄歐的인 방법이 I=þ國傳統小說의 연구에 새로운 생명력

과 시각을 마련해 준 것은 분명하다.

Andrew Plaks는 아마도 美國에서 西歐의 言語로 中國小說昭究의 변화를 이
끌어 내는 데에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일 것이다

(그의 연구업적은 상방수

가 中 i때語로 번역되었다.) 그가 발표한 논문에는 유럽과 中國의

J、說을 비교한

J

理;編션인 논문이 있는가 하면 西歐의 文學理論을 활용하면서도 中팩의 文:í L 史
에l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한 개별적인 대표작에 대한 구체적안 분석연고도
있마. 그가 내란 결론은 매우 대담하고 또 혁신적인 것이었지만 그러한 결론은
현재 존재하는 증거를 모두 수용하는 매우 까다로운 분석에 기초를 둔 것이였
다. 그의 첫 번 째 저 서 인

Archety’'pe and Allegory in Dream of the Red Chamber

(1 976) 는 〈紅樓夢〉과 그 시기의 *IJ的， 藝術的 i專統의 諸훨素 사이에 존재하는
내변척 관련성을 연구한 것이었다. 그의 論文인

the Western N ovel" (1 978 )에서

“ Full-l ength

Hsiaσ shuo

and

그는 유라시아대륙의 양쪽 끝에 놓여 있는 양

대 문화권에서 小說이 점점 더 자선음 표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발전
하는 평행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후기에 오면 Plaks의 관심은 몇몇 대표작에서
의 구조적인 요소의 발굴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그의 관심온 Four Afasterworks

of the Ming

Novel (l 987) 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이 책에서 끄는 明淸代의 作

家듣이 어떻게 場때， 登場人物 등의 구성요소를 의도적으로 균형있게 매열하였
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적 요소들이 이전에 출현한 시、說。1 내 다
른 형식의 文學f'F- Q'I'，에서와 어긋나는 점이 많다는 것이마. 그래서 Plaks의 글과

처서는 中 l행傳統小說의 분야를 연구하려는 모든 사람틀이 읽어야 할 것이다.

( 또 Robert Hegel , Shuen-fu Lin , Angelina Yee 등의 논문도 꼭 읽 어 야 할 글
이라고 생각된다. )

그런데 금세기에 새로 인식된 증요한 사항은 며國의 f專統 IJ 、說에서 발견되는
知的， 藝」術的연 넓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비록 공식적으로는 小說을 쓰고
읽는마는 것이 천박한 것으로 여겨지고 격하되었지만， 小說

연f典i핀인 文듭體

와 白話體를 막론하고-이 할일 없는 文人들의 단순한 소일거리는 아니었으며，
오히려 小說이 文人들의 文化에서 중요한 요소였다는 것이다. 설제로 가장 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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術的인 성취를 차랑하면서도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 作品은 일정한 교육을
받은 知識A들에 의해서 쓰여진 ‘文A小說’이었던 것이다 37) 따라서 과거에는

정치적언 동기에 집착하여 모든 小說이 ‘流行’하였기 때문에 그 作品들은 民聚

의 상상력을 직접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틀이 이러한 주장을
부분척으로라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일단 通倚/J、說이 만틀어지는 과정에

서의 文A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주장이 이 분야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
자(물론 이젓이 이 作品들에서의 주제가 通倚的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연구자들， 그 중에서도 비교적 젊은 학자들은 傳統4 꿇을 세련
된 藝術作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이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으로는 作品 相

互間의 관련성과， 그리고 한 作品과 그 作品이 지어지던 당시 상황 사이의 관
련성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 修離의 상상적인 활용， #，z事的 아이러니와 調刺가
주류를 이루는 점 등에 대한 것을 검증하는 작엽이었다. 이 분야의 엽적으로는

Phillip S. Y‘

Sun( 孫述宇)의 〈金1f1i.顧성藝찌tT)，

Katherine

Carlitz의

The Rhetcr

ric of Chin Ping Mei , Huan Saussy의 “ Reading and Folly in Dream of the
Red Chamber" , Martin Huang의

“ Dehistoriciza-tion and Intertextualiza

tion : The Anxiety of Precedents in the Evolution of the Traditional Chinese
Novel" , Deborah L.

Potter의

“ Setting the Tone : Aesthetic Implications of

Linguistic Patterns in the Opening Section of

Shui-따

Chuan" 등을 들 수 있

으며 그 이외에도 보다 좁은 범위의 주제에 관한 연구논문이 여려 學術志와 大

學의 學報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논문들， 특히

Lu Xiaopeng의

“ The Fictional Discourse of rien-wen" 과 같은 논문은 Andrew Plaks의 또 다
른 중요한 論文인

“ Towards a Critical Theory of Chinese

Narrative끼 1977)

에서 제시된 논리에 근거한 것이거냐 이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長篇小說과 白話短篇 IJ、說이 고전척언 이 야기들과 마찬가지로 향상 備家的
敎育을 받은 知識人이나 官更들에 의해서 지어졌을 것이라는 점을 깨달은 이후

37)

이 점에 관해서는

C. T.

Chinese NaT1따we에

Hsia의

“ Scholar-l\ ovelist" 9-} Andrew

설려 있는 논문틀을 참조하기 바란다.

Plaks가 편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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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일부의 학자들은 이 小說作品들에서 나타나는 談論과 政治的인 관계를 분석
하였는데， 특히 政治社會的인 권위가 도전받거나 옹호되는 경우가 어떻게 나타
나는지가 분석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필자 자신도

η않

Novel iη Seventeenth

Century China에서 몇몇의 作品틀을 통해서 政治的인 관련성을 추적해 본 얼
。1 있으며

Ellen Widmer도 Mar망n of Uto야a에서 〈水칩#後傳〉에 나타난 藝術

과 明代의 愛國心과의 관계를 분석한 바 있다. 또

Paul Ropp는 Di ssent iη

Early’ Moderη Chiπa에서 〈↑需林外史〉에 나타난 18세기의 社會批判意識을 분석
하였으며， Patrick Hanan도

“ The Fiction of Moral Duty" 6\1 서 17 세기의 短篇

/J 說을 비슷한 각도에서 분석하였다. 다른 문화권이나 마른 시대에서와 마찬가
지로 ψ 國의 小說作品들도 당시로서는 異端的인 。l 야기나 사상을 다룸으로써

變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사회적얀 정통성 내지 위신을 확보하였다고 생각
된다. 그라고 최근의 시、說冊究에서는 이 作品들의 思想的 複合性을 파헤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관점을 통해서 보다 설득력이 있는 새로운 해석이

내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풍부한 山뼈아나 꿨옮L者에 관한 이야
기들도 단순히 社會的 批抗이나 思想的얀 *1i.옮L의 반영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1需家的 社會의 力學構造를 수용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

한 觀點을 계속 추구하면 마침내는 作品들에 담겨있는 異端的인 생각이나 反社
會的인 행동들도 어느 정도까지는 이 u1 社會의 下層에 속하는 女A 틀이나 쨌옮L
者들이 變章을 통해서←심지어는 반대파의 입을 막는 방법을 통해서

社會的

인 lE統 I生을 확보하려는 자의적인 서도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38) 女↑生解
放의 觀點에서 도출된 성공적인 업적의 하나로는

Imperatives in

Hoηg

Louis Edward의 “ Gender

lou meηg: Baoyu’s Bisexualityη 1990) 을 들 수 있을 것

이다. 女性解放의 관점은 社會의 下層에 속하는 男性作家들。l 처해 있던 社會

의 力學構造에서 從屬的 位置와 女性들이 男性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
치에 있던 類似性을 비판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우리가 中國의 傳統小說을 읽는

38)

變章의 효志에 관해서는
하기 바란다.

Keith

McMahon 의 Causal따’

and

Containment를 참고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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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의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앞으로 수년 내에 이러한 관점에 의거
한 연구결과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 많은 中國의 학자들(1 7 세기의 金聖數 이래로) 및 西|歐의 학자들이

明淸代의 일부 知識A들이 f품家的 傳統에서 습득한 해석학적 방법을 적용하여
文學的 놀이의 한 가지로 小說을 쓰고 읽는 일을 담당하였음을 밝혀 왔다. 이
러한 경향은 대1 國 A들이 詩歌와 散文을 세밀하게 읽고 듬t;f뽕을 붙이거나 자신들
의 作品에 이전의 作品에서 따온 句節을 인용하는 傳統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
다. 그래서 後代에 小짧을 연구하는 사람들， 특히 明代와 淸代의 文A小說을
연구하는 사람틀은 이전의 作品에 나타났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
를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註釋은 왕왕 서
로 상충되는 경우가 많았다. 西歐小說의 연구자들 간에는 後代의 小說이 이전

에 만들어진 作品을 어느 정도까지는 극복하려 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
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점을 우리는 中國傳統小說의 연구에서도 참고하지 않
무면 안 될 것이다. 적어도 明代 이래의 거의 모든 文A小說에서 보이는 정통
적인 文章， 著述活動， 혹은 특별한 作品이나 그 作品들에 대한 觀念 등에 대한
改作은 모두 ‘改作의 改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야의 학자들

이 ‘文學的 遊戰’의 가능성이나 小說家들이 그들의 文學的 전통 속에서

나아

가서는 정치，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러한 작품을 창작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고려할 때에만 이 作品틀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다방변에서의 복잡한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지금까지 필자는 通倚小說의 ‘傑作’에 관해서만 이야기해 왔는데， 이러한 ‘傑
作’의 범주에 들지 않는 作品듣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려한 作品
들-이야기의 소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이 얼반적으로 잘 교육받은

文A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通倚的’인 이
야기나 口頭로 전해지던 이야기와 쓰여진 이야기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다. 그러나 초보적인 연구를 통해서 같은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文A시넙兌의 가치와 通암的인 小說이 미세한 차이만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이 밝혀졌다. 口頭로 전해지던 이야기가 쓰여진 다음에 숫적으로는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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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충분히 교육받은 文A들 사이에서 읽혀졌다는 일련의 과정은 곧 아 이야

기들에 이전에는 인식되지 못했던 새로운 文化的 ↑피相을 제공하는 것이며 동시
에 일반적으로 理念에 그다지 물들지 않은 왔事文學이 상당한 量으로 지어지는
데에 영향을 껴쳤을 것이다 391 마찬가지로 애초에 記錄文學으로 출발한 소재가
순천히 구두로 전승되던 이야기보다 더 선호되었는데. 이것은 특히 記錄文學도
通f갑文學보다 더 뚜렷한 (초기 소재로부터의) 진화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
이다. 이런 점은 왜 〈水찮(횡〉어] U] 해셔 〈三國演義〉가 그만큼 줌시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으며 동시에 태淸代의 小說에서 ‘經典’과 같은 小說뺨이 형성되
는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저l 기한다고 할 수 있냐.
지금까지의 I=þ[행傳統小說鼎究의 경향에 판한 간단한 소개에서 필자가 이 분

야에서 출현한 중요한 책과 논문을 모두 언급하지는 못했다. 지난 20 년간에 重
폈作品에 대한 매우 중요한 연구엽적이一中國訊와 그 밖의 言諾로←발표되었
다. 그러나 아직 상당한 作品틀은 피상적으로 연구되는 데에 그치고 있뜨며 심
지어는 전혀 연구되지 봇한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부분적으로는 자

료의 결핍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제 띠國大陸의 圖書館이 개방되고 또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자료틀이 影印되어 출판되면서 그런 자료의 결핍은 왼화되
어 가고 있다. 그러나 모든 作品들이 철저하게 조사되기 이전에는 I=þ[랜의 傳統
4 、說이 얼마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文學J 生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떤 형식적
특정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결론적으로 。1 야기할 수는 없다. 만약에

이런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가장 전형적인 선구적 연
구자라 할 수 있는 홈봐표과 같이 여러 가지를 간과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단순화
해서 일반화해 버리는 잘못을 반복해서 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의 比較몫f究에서 학자듭은 l댄歐에서 나란히 전개된 文化傳統과의 대조를 통해
서 中랩의 文學과 文化傳統을 더 정확하게 보가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39)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필자의 실험적인 성격을 지닌

“ Dístinguishing Levels of

Audiences" 를 참조하기 바란다. 또 이라한 차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얀 분석이

Y. H.

Zhao의

Paradoxes

0/ Tradilional Chinesé Literature에

실 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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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小說의 모든 一次資料를 접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의 연구가 그것들이 가
지고 있는 藝術的， f專統的 중요성을 모두 파악했다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 분야에서 어느 특정의 접근방식만이 옳다는 생각은 있을 수 없을

것이며 이 분야의 學術鼎究블 國際化함으로써 전세계의 연구자틀의 생각을 더
욱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理論的 도구와 자료를 가지고
볼 때에 이 분야는 갈수록 더 많은 역 사적 기초를 쌓고 또 발전된 연구방식을
개발함으로써 급속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N. 離譯物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번역 자틀이 中國의 중요한 小說作品을 西歐름홈로 번역
하게 되면 이 作品들은 보다 널리 감상될 수 있을 것이다. C.

T.

Hsia가 정확

하게 ‘古典的’이라고 번역한 傑作들은 이미 오래 전에 英語와 다른 줍語로 번
역된 바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는 것으로는
Taylor 의 〈三國演義〉를 번역한
Jackson 이 〈水합傳〉을 번역한

거북스럽 게 제목을 붙여 번역 한

Romance of the Three
lVater
All

C. H. Brewitt

Kiηgdoms(1925) ，

Mar양 n (1 937) 이 있고 또

Me π

are Brothers( 1933) 가

J. H.

Pearl

Buck이

있으며

, Clem

ent Egerton이 〈金搬梅〉를 英語로 번역한}어떤 회화적인 부분에서는 라틴어
로 번역하기도 하였는례 一 Jiπ Pi ng

Mei( The Goldeη Latus, 1939) , Arthur

Waley가 〈西遊記〉를 초역한 Mc πlæy(1944) ， C.
는 있지만 조금 줄여서 번역한

C.

Wang 이 〈紅樓夢〉을 품위

Dream of RedChamber(1958) , Yang

Xianyi와

Gladys Yang이 〈偏林外史〉를 아주 능숙하게 번역한 The Scholars (1 957) 등
이 었다. 獨速에서는

Franz Kuhn이 〈紅樓혔〉과 그밖의 덜 알려진 作品들을

獨進語로 번역하였으며 。l 중의 일부는 英語로 重譯되기도 하였는데 그 중에는
〈肉痛團〉을 번역한

ence

McHugh와

Jau Pμ Tuan(The Prayer Mat of FZesh) 이 있고 또 Flor

Isabel

McHugh자 重譯한

Honglou

llfeηg，

Dream of the Red

Chaηlber가 있다.

이러한 번역본들여 초기에 주로 강의용 교재로 사용되기 위해서 출현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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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며， 이 중에서 진지한 학술적 연구에 사용될 수 있을 만
큼 原典에 충실하게 번역된 것은 없다. 그라고 이 책들에는 批評 차원의 懶論

이 붙어 있지 않다. 다만 한가지의 예외로

Harold

Shadick이 8免淸時期의 가장

유명한 4、說연 劉뽑의 〈老殘遊記〉를 The Travels of Lao Ts’ an (l 952) 이 라는
제목 하에 英語로 밴역한 것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벤역자가 별로 예술적인

아름다움이 없다고 단정해 배련 뒷부분이 생략되어 있지만 그 당시로서는 가장
뛰어난 엽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학술적 번역가의 새로운 세대가 출현하면서 f!9歐:A들이 中
國의 시、說어l 대해 가지고 있던 생각을 바꾸어 놓게 되었다. 그 첫번째 예로는

David

Hawkes 가 〈紅樓夢〉의 80 폐를 완벽하게 재구성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 책은 Story’ of the Stone이랴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그리고 이 책의 뒷부
분 40 떼는

John

Milford 에 의해서 체제는 약간 다르지만 여전히 철저하게 번

역되었다. (전부 5 권으로 1973 년부터

Anthony C.

1986 년까지 출판되었음} 그 다음으로는

Yu가 〈西遊듭디〉어1 註釋을 붙여서

Journey to the

West 라는 제목으

로 출판하였는데 (전부 4 권으로 1977 년부터 1983 년까지 출판되었음)， 이 책은

〈맨遊記〉의 상정적 표현을 관찰하는 데에 있어서 r:p탈l의 어느 版本보다도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그라고 이어서 같은 〈西遊記)의 번역본인

W.

J. F.

Jenner의 Journey’ to the West(4권으로 1982년부터 1986 년까지 출판되었

음)，

Andre

Levy의 佛譯本인

La Peregrination vers 1’ αJest (1 99 1)가 출판되었

다. 또 北京의 탁월한 번역자인

Sidney

Shapiro는 비록 두 가지의 다른 版本을

엇갈리게 참고한 흠은 있지만 생동감。l 넘치는 Outlaws of the Marsh( 1981 )를
발표함으로써 〈水7감傳〉의 번역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할 수 았다.
Levy도 〈金ìfK悔꾀話〉를

Fleμr eη

Andre

fiole r! or이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내었다.

(전 2 판， 1983 년) 그라고 〈金#따효〉의 최초의 英譯本이면서 치밀하게 註釋。 l
붙은

Moss

David

Roy의

Robert의

ηlR

새롭고도 거의

Kingdoms : A Historical

Yang

Xianyi와

Plum in the Golden

Gladys

완벽한

Novel이라는

ìTase가 1993 년에 출판되었으며，

〈三國演義〉의
제목으토

짧1Rf:뿔本。 1

1992 년에

The Three

뜰판되었다.

Yang 은 그들 냐픔대로 〈擺林外史〉의 번역본인

또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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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wlars를 모든 人名을 종래의 웨이드자일스표기볍이 아난 漢語lffw方案으로
표기한 수정본으로 재출판하였다. 그러나 아직 18세기의 가장 중요한 作品인
<f需林外史〉에 관해서는 더 철저하고 註釋이 치밀하게 붙은 번역본이 요구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러한 古典的인 作品들 이외의 털 알려진 作品들도 번역이 되어서 비전문적
인 西歐의 독자들에게 I=þ國傳統4 說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었
다.

Gary

Seaman은 중요한 종교적 서사물이라고 생각되는 〈北游記〉를

The

Journey to the North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여 1987 년에 출판하였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길고 자세한 소개문이 붙어 있다. 또
敵劇演出者언 李때、의

Mat:

Toψer

<!치演團〉을 생동감있게

of Myriad

전에 Shuen~fu Lín'과

Patrick

Hanan은 隨筆家이면서

번역하여

The Carη al Prayer

Mirrors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으며 ，(f며遊補〉가 몇 년

Larry Shultz 에 의해서 번역되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선

화적인 전쟁을 소재로 하는 〈封揮演義〉가 Creatioπ

of the Gods라는 저}목으로

전부 2 권으로 번역되어 있다. (아 책은 1992 년에 출판되었다. )

明代와 淸代의 短篇小說은 지난 250년 동안 꾸준히 西歐言語로 번역되어 왔
지만40'l 그 중에서 정확하게 번역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중에 는 예 외적 얀 것도 있으나

Cyril

Birch의 생동감 넙 치 는

Miπg Collectioπ(1958) 이 있다. 한편 가장 전형적인 번역으로는

와

Stories from a

Yang Xianyi

Gladys Yang의 별로 완전하지 못한 번역 물연 The Cιμ rtesan’ s Jewel Box

(1 957) 가 있는데 이 책은 후에 人名을 漢語 iH音으로 표기한 수정본으로 다시
출판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트변서 이 분야에도 좀 더 읽을 만한 번역물이

출현하면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의 이 야기 를 선택 해서 깐!e

William Dolby는 〈三言小說〉에서 여섯 가지

Perfect Lady by λJistake and Other Stories by Feng

Menglong(1 976 )야라는 제목으로 번역하였으며 또 John Scott도 The Lecherous Academìcian and Other Tales by Master Ling Mengchμ에 서 재 미 있는 이 야
기를 번역해 내었다. 한편 Patrick Hanan도 그의 학생들과 함께 李빽의 短篇

40)

이 점에 관해서는 王麗椰의 〈中園古典j 、說嚴曲名著在l햇外〉를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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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짧인 〈無聲嚴〉를

Silent Opera (1 990)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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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번

역본으로 발표하였다. 그는 또 李源의 〈十=樓〉에서 여섯 가지의 이야기를 뽑
아서

A Tower for the Summer

Heat (1 992) 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였다. 또 다른

小說作品들은 다음에 언급할 作品選集에 번역되어 수록되었다.
古文으로 쓰여진 小說作品들은 처음에는 주로 일부의 ft品이 선택되고 織案
되는 형식으로 西歐社會어1 알려졌다. 가장 최초로 나온 것으로는
Ziles의

Herbert A.

Strange Stories from Chinese Studio( 1880) 가 있는데 이것은 〈聊짧志

異〉에서 뽑은 이야기를 離案한 것이다. 그러나 이 중요하면서도 방대한 책은
아직 英語로는 完譯되어

있지

않고 다만 L나 Yunzheng의

Strange Tales of Liaozhαi (1 988) ， Dennis C.

Mair와

새로운 註釋本인

Victor H.

Maír의

S l: range

Tales from Make-do Stμdio (1 989 )가 최근에 나와서 앞으로 이 책이 完譯될 수
있는 길을 닦아 놓고 있을 뿐이다 .

Poetry and Prose of the Ming and Qing

(1 986 )이라는 책에서는 이 H충期의 각종 文431樣式을 소개하면서 〈聊爾志異〉의
이야가를 표항시킨 적이 있다.

Yang
했는데
Glwst와

Xianyi와

Gladys

Yang은 初期의 小說을 소개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그둡은 志怪와 f행奇의

作品을 뽑아서 번역한 압wM긴η

Wlw Sold a

The Dragoη King's Daμghter를 1958 년과 1962년에 각각 출판하였다.

그러나 이 책뜰에는 꼭 붙어 있어야 할 註釋이 전혀 없다. 이 시가의 作品에
관한 것으로는 뒤에서 섣영할 作品選에 수록된 것 이외에는 유일하게 믿윤 만

한 英譯本으로

Karl S. Y. Kao가 편찬한 Classical Chinese Tales of the Super-

natural and the
한 週話

Fantastic (1 985) 을 들 수 있다. 또 六朝時期의 역사인물에 관

/J 、說的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요한 책연 쩔IJ義慶의 〈~따說新語〉는 아직
붙여 서 번 역 한

를 모아 놓은 가장 중

Richard B , Mather가 치벌한 註釋을

Shih-shuo Hsin행 : A New Account of Tales of the TV'orld

(1 976) 가 완전한 번역본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志怪小說 중에서 가장
알려진 〈뺏神記〉의 번역본이

Kenneth De W oskin과 James

r. Crump의

공동번

역으로 골 출판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흥&J휠의 石室에서 발견된 作品들은 Arthur Waley의 Ballads and S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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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s from

T:μn-hμaπg(l 960) 을 통해서 처음으로 西歐社會에 알려지게 되었다.

Eugene Eoyang이 目連故事의 筆寫本을 철저하게 번역한 것이 다음에 설명될
Ma와 Lau가 공동으로 편찬한 作品選集에 수록되어 있다. 또

는 軟밸에서 발견된 네 가지의 이야기를 번역한

Victor H. Mair

Tlln-hllang Popular Narra-

tives (l 983 ) 에서 이 이야가들의 起源을 佛敎의 經典과 다른 책들에서 찾아보려
고 끈질기게 노력하였다.'f話가 번역된 것으로는 꽤P存仁의

ist

1πflμences，

William

o.

Hennessey.의

Proclaiming

Buddhist and Taθ

Harmon쩌1 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후자는 13세가의 北宋이 멸망하는 과정을 묘사한 〈宣和遺事〉의 믿
을 만한 번역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中國小說에 관한 여러 종류의 경닮콤로 된 作品選集이 출현하였지만
그 중에서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우선

Joseph S. M.
Themes and

Lau( 劉紹銘)가 공동으로 편찬한

Y. W.

Ma( 馬왜훤)와

Traditional Chinese Stories :

Vaπ ations(l 978 ) 가 있다 41) 이 책에는 여러 사람의 觀譯이 수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믿을 만한 版本을 토대로 한 것이고 또 註釋도
매우 착실히 붙어 있다. 다음으로는
부를 모아서 觸譯한

H. C. Chang이 話本小說과 草回小說의 얼

Chinese Literatllre : Popular Fiction and

Drama(1973) 가

있다. 그의 觀譯은 매우 정확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소개와 충분한 註釋이
붙어 있는 것이 장점이다. 이 책의 續編연

Chinese Literature: Tales of Super

πatμral(l 984) 도 마찬가지로 높은 학술적 수준의 騙譯윤 제콩하고 있는데 이
두 책에 비교될 만한 歸譯은 그러 많지 않다. 이러한 作品選集은 그 이전의 選
集에 이 어 서 나온 것인데 초기 의 選集으로는

ηese
한

Tales(1944) , Wolfgang Bauer 2} Herbert

The

Goldeπ

C. C.

Wang 의

Traditional Chi-

Franke가 공동으로 번역 , 편찬

Casket: Chinese Novellas of Two

Millennia (1 964~ 이 책은 獨

進語本을 重譯한 것이다.)가 있다. 애초에는 月刊으로 발행되다가 지금은 季千IJ

41) 이 책과 함께 Y.W ‘ Ma, Joseph S. M. Lau, 해萬川 등이 함께 편찬한 〈中國傳
*7ë.短篇小說選集〉이 출판되었는데 여기에는 영어로 번역된 것야 모두 수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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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北京에서 발행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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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Literature에는 當代의 作品을 수록하는

이외에도 傳統小說의 번역을 지속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이 캅지사에서는 또

Panda Books라는 전집을 통해서 中國4 짧의 홉짧譯本을 따로 출판하고 있가도
하다. 그라나 註釋이 거의 붙어 있지 않는 이 번역에는 英語團에서 강의용 교
재로 샤용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학술적인 기준에 맞는 것은 더욱
찾아보가 어렵다. 반면에 香港며文大學의 짧빼譯E升究所에서 半年刊으로 발행하는
Reπ dition셈는 잡지는 상당히 좋은 며國의 文웹넓에 관한 광범위한 英文離
譯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傳統;J 、說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잡져의 專刊은

따로 출판되가도 했는데 역시 매우 F「용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그 중에서도 특
히 柳存仁이

1984 년에 편찬한 8뺏淸時期의 자료연

Chinese Míddlebrow

Fictioπ

from the Qiηg and Early Re]JU blican Era는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의 離튜뿔을 첨가하고자 한다. 日本에서 발행되는 다른 데
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不定期꿔行物인 〈對譯中國歷史小說避集 )0983 년부터
발행되었음}에는 냐l 國듬감原文과 日本등끔織譯文이 함께 질리고 있으며 또 明代시、

說에 실려 있던 삽화가 소깨되는 경우도 많이 있마.

지금까지의 기술을 종합할 때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댐품館이 개방되어
있어서 누구든 →次資料에 쉽게 접큰할 수 있고 또 과거보다 더 많은 참고서와

안내서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모든 시대의 重要{띤品뿐만 아니라 橋貴本까지도
影fê[J本을 얻을 수 있다논 점
당황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물론 이 경우에 멋대로 첨삭한 부분이

있어서

에 서 볼 때에 中國傳統4 굶의 분야가 과거 어

느 때보다도 더 활발하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최근에 나타난 二次資料의
연구는 作家論과 팀錄學에 있어서의 개척자적인 역할을 해 내었다. 또 빼評的
인 분석도 크게 일어나서 小說作品의 原典과 그것이 만들어진 환경에 대해 주

목함으로써 많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오늘날의 西歐文
學界에서 비롯된 文學理論과 批땀方法은 갈수록 과거의 考證웰的， 歷史學的인
접근방법에 새로운 면을 덧붙이고 있는 젓이다. 나아가서는 새롭고도 더욱 정
확한 번역을 통해서 西歐의 독자들에게 中 l행의 傑fτ4、論이 널펴 알려지게 되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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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심지어는 아직 충분한 仁F 國語能力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까지도 。1 作品

이 원래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변을 감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업적의 결과로 傳統小說은 9='國의 古典的인 詩歌와 마찬가지로 世界文學의 한
분야로 인정될 단계에 이르렀으며， 앞으로 比較文學者들에 의해서 적절하게 이

해되고 감상될 단계에 와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생각하듯이 學術界의 임무가
한편으로는 그 분야의 전문가와 학생들얘게 끊임없이 기본자료를 치말하면서
도 보다 다양하게 읽어낸 결과를 제시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세계로
향한 문호를 넓히는 것이라면 中國傳統小說의 연구는 지난 몇 십 년 동안에 진
정으로 괄목할만한 결과를 이루어내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야며 동서에
더욱 더 중요한 발전을 향한 시발점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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