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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중국의 출판 역사상 16세기 전후에 최초로 실현된 ‘출판의 상업화’는 많은 측면

에서 중국 지식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각 분야 서적의 생산자로서 혹은 소비자로

서 출판시장에 참여했던 이들은 단순히 출판사업의 확대 차원에서뿐 아니라 문학과 

文學場의 내부 형태의 변화와 分化, 나아가서는 각 문학 장르와 문체의 서열과 범

주를 재정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소설 역시 이 무렵 문화상품으로 시장에 대량 등장한다. 여기서 지칭하는 소설이

란 현대적 장르 개념의 ‘소설’이 아니라 상대적, 광의적 개념의 ‘소설’이다.1) 물론 

광의적 개념의 소설 뿐 아니라 현대적 범주의 ‘소설’ 장르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독

 *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강사
1) ‘상대적, 광의적 개념의 소설’이란 하나의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장르로서의 허구서사뿐 

아니라 서사적 요소가 있는 경계적 층위의 글쓰기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개념이다. 여기

에는 짧은 고사나 傳記, 역사 산문 등도 포함되므로 인물, 배경, 구성이 갖추어진 일정

한 길이 이상의 허구서사를 지칭하는 현재의 소설 개념과는 물론 일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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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적 문체로서의 소설이 이미 唐代에 등장하기는 했으나 소설이 저자의 쓰기 혹은 

창조 행위의 차원이 아닌 하나의 문화상품으로 시장에서 본격적인 지위를 얻고 수

용되었던 시기는 16세기 중후반기부터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상업출판의 

기획 하에 등장한 소설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소설 출판이 개별적인 사례가 

아닌 연속적인 흐름으로 이어져 서적 시장에서 하나의 주류로 분화, 독립한 것은 

이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2) 이 시기 진행된 소설의 상업화 과정에서 개인이 아

닌 상업 출판의 기획 하에 생산된 초기 소설책 형태 중 하나가 이른바 ‘종합형 소설

총집’이다. 흔히 ‘通俗類書’라고도 칭하는 종합형 소설총집은 日用類書와 일반적인 

說選集 혹은 故事集의 경계에 있는 서적이라 할 수 있으나3) 이외에도 詩文選集

과 철학사상서 등 아주 광범위한 세상의 지식과 서적의 범주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전형적인 상업 출판물이다. 주로 上下 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면 구성, 애정류 

위주의 중편 전기소설의 중복 수록, 소설 뿐 아니라 전 문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장

르의 수용 등이 종합형 소설총집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다. 1587년 《國色天香》 이

후 《繡谷春容》, 《萬錦情林》, 《燕居筆記》 등의 종합형 소설총집이 연이어 등장한

다. 《國色天香》의 편집자는 類書와 故事集, 詩文選集 등에서 실릴 법한 내용과 건

양 출판물에서 많이 사용하던 多段 편집 등을 내세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서적의 

패턴을 만들어내고 이 패턴은 이후 얼마동안 상당히 성공적으로 유포된다. 이른바 

‘특정 패턴의 반복’은 명말 상업출판의 특징이다. 建陽 지역의 서적에만 한정된 것

이기는 하지만 Chia의 관찰에 의하면 명말 당시의 상업출판, 특히 총집류에서는 

2) 소설이 팔기 위한 상품으로서 기획되어 시장에 등장한 최초의 시기는 아마 元末을 꼽아

야 할 것이다. 建陽의 출판업자들은 역사를 통속적으로 재구성한 平話를 상당히 공들인 

삽화와 장정에 담아낸다. 그러나 이후 명대 초기의 ‘출판 암흑기’가 닥쳤고 소설책은 한

참 동안 이들의 기획 대상에서 멀어진다. Joseph P. McDermott은 판본 목록을 조사한 

결과 남송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중국 소설의 판본을 출판한 1056명의 상업 출판업자들 

중 네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1520년 이후에 출현했고 이 판본들의 98% 이상이 16세기 

중기 이후 서적의 폭증 시대 이후 나온 것임을 밝힌다. 《A Social History of the 

Chinese Book: Books and Literati Culture in Late Imperial China》(Hong 

Kong University Press, 2006), 67-68쪽 참조.

3) 중국학계에서는 주로 ‘通俗類書’라는 표현이 통용되었으나 사실 이러한 서적에는 유서, 

소설선집, 총집의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서적 유형에서는 적확한 용

어를 찾기 어렵다. 필자는 여기서 이러한 유형의 서적들을 ‘종합형 소설총집’이라 지칭할 

것이고 줄여서 ’소설총집‘이라 칭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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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유형의 서적이 반복 출판되고 다른 총집류에서 동일한 문학 자료가 출현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었다.4)

현재 이 독특한 형태의 서적에 관련된 연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여기에 실려 

있는 중편 문언소설은 훨씬 이전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이 

에로틱한 소설들에 대해 처음 언급한 鄭振鐸과 孫楷第 이후5) 陳大康, 陳益原 등

이 소설의 원류, 구도, 판본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다. 이후 서구 학자들이 수행한 

출판 관련 연구에서도 이러한 서적들이 명말 출판문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로 언급되었다. 국내에서도 최근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관련 연구가 나왔고 개별 

연구로는 이러한 유형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國色天香》에 대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6) 물론 이러한 유형의 서적 범위나 개념에 확고한 정의가 내려진 것은 아

니지만 개략적인 소개는 선행 연구에서 충분히 이루어진 바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러한 서적 유형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더 이상 중복하지 않을 것이다. 

종합형 소설총집에는 그간 주요 연구대상이 되었던 중편문언전기 외에 雜  부

분에서도 그 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당시의 자료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궁극적으로 드러내려는 것은 이러한 총집들이 어떠한 문학적, 자료

적 가치를 담보하는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들 편집자들이 각각 구성하

고 있는 새로운 장르 체계와 질서가 상호간에 어떤 차이점과 공통점을 표현하고 있

는지,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상업 출판의 독특한 문체 관념과 性別 의식은 무엇인

지, 그리고 類書와 說이라는 두 분야를 완전히 분리시키지 못한 이 시기 상업 출

판의 장 속에서 이러한 서적들이 어떻게 내부적 변이를 일으켰으며 어떻게 ‘소설책’

을 주요 서적 유형으로 형성시키는지, 그리고 上述한 여러 변화 과정 속에서 편집

자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점 등이다. 필자는 《國色天香》 이후 

상업 출판의 기획 하에 등장한 종합총집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4) Lucille Chia 《Printing for Profit ― The Commercial Publishers of Jianyang, 

Fujian(11th-17th Centuries)》(Cambridge(Massachusetts)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240쪽. 

5) 孫楷第 《日本東京所見 說書目》 卷六, 《中國通俗 說書目》(外二種) (北京:中華書局, 

2012), 306-312쪽. 鄭振鐸, 《西諦書話》(三聯書店, 1983年版), 146-147쪽.

6) 이시찬 <명(明) 만력(萬曆) 시기 소설선집의 출현과 형식적 특징>; 《중국소설논총》 제

29집, 2009년 3월. 章友彩 <國色天香硏究>(暨南大学 碩士論文, 2011年 6月). 최수

경 < 《國色天香》과 明末 상업출판에서의 ‘책’의 변형>; 《중국어문논총》 59집,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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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繡谷春容》과 《萬錦情林》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되 이러한 서적 패턴을 처음 만

들었다고 할 수 있는 《國色天香》과의 비교도 함께 진행할 것이다. 각 총집의 개별

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총집들마다 별다른 차별성이 없는 중편 소설이 수록된 段

보다는 기타 장르가 수록된 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서술상의 편의를 위해 중편 문언소설이 수록된 段을 ‘소설층’, 기타 장르가 수록된 

段을 ‘雜 층’이라 지칭하겠다.

Ⅱ. 자의 삭제와 類似 자로서의 편집자

萬曆 丁亥年(1587)에 출간된 《國色天香》은 최초의 종합형 소설총집으로 알려져 

있다.7) 《繡谷春容》은 《國色天香》  뒤에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兪爲民의 고증에 

의하면 이 책에 실린 작품 연도의 상하한선으로 볼 때 《수곡춘용》은 산술적으로는 

만력 15년 이후에서 만력 갑오년 이전에, 즉 1587년에서 1594년 사이에 출간된 

책이다.8) 하지만 여기 수록된 작품의 유포와 편집, 판각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1587년에 나왔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국색천향》 이후에 등장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繡谷春容》은 禮, , , 御, 書, 數, 智, 仁, 

聖, 義, 中, 和集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집마다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매권마

다 앞에 ‘選鍥騷壇摭粹嚼麝譚苑’이라는 또 하나의 제목을 기재하 다. 상단에는 ‘芸

窗淸翫’이라 총 제목을 쓰고는 중편 문언소설 12편을 실었다. 하단은 17편으로 나

누어져 있는데 각 편마다 4자로 된 제목이 붙어 있다. 하단은 각종 詩文류와 공문

서, 故事와 寓  등 다양한 문체와 장르가 섞여서 실려 있다. 南京 世德  刊本이 

현재 남아 있는 유일본이다. 이 책의 편집자는 ‘起北赤心子’로 되어 있는데 이 赤心

子의 실명은 ‘林金’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의 신원에 관한 고증은 

어렵다.9) 《수곡춘용》 외에 그의 이름이 들어 있는 문헌으로는 연도미상의 《更癸軒

7) 이 연도는 《國色天香》의 서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初刻本은 현재 남아 

있지 않고 현존하는 최초 판본은 만력 丁酉(1597)에 金陵 周氏 萬卷樓 중각본이다.

8) 兪爲民 <前 >; 赤心子 編輯 《繡谷春容》, 江 古籍出版社, 1994. 

9) 《수곡춘용》 卷之六 <麯蘗生傳>과 <傾國生傳>, <孔方生傳>은 기존의 원전이 확인되지 

않는다. 아마 편집자가 쓴 작품인 듯하다. 이 작품들은 《수곡춘용》 이 나온 뒤 출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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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世德 本 《繡谷春容》 

卷之一

匯輯閑居筆記》(5권)와 《新鐫赤心子匯編四民利觀

翰府錦囊》(8권, 明雅 , 1585)이 보인다. 필자는 

이들 문헌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소장 도서

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 類書類

에 속한다.10) 이외에 1590년 赤心子는 작문을 

위한 참고용 유서 《金谷奇芳》을 편집하는데 이 책

의 내용은 《수곡춘용》의 1,2,3권과 12권과 동일하

다.11) 赤心子는 당시 상업출판에서 가장 유행하

던 ‘類書’류의 편집자 던 것으로 보인다. 본문 매 

권 앞에는 ‘起北赤心子 彙輯⋅世德 主人 校鍥’이

라 명시되어 있다. 즉 문인으로 보이는 적심자가 

원고 수집과 편집을, 서방주인이 교열과 판각을 담

당한 것인데 이는 당시 통속 서적의 생산에 많이 

활용되던 문인-서방주인의 분업 구도이다. 

《수곡춘용》 이후 몇 년 뒤에 나온 《萬錦情林》은 6권이며 만력 戊戌(1598) 雙峯

刊本이다. 이 책의 편집자는 유명한 建陽의 출판업자 余象斗(1560?-1637?)이

다. 여상두는 明末 상업 출판계에서 이른바 ‘書林의 웅’으로 평가받는 대표적인 

출판업자이자 편집자이다.12) 첫머리에는 仰止 余象斗纂⋅文台 余氏梓라고 되어 

《胡氏粹編》에 수록되었는데 《胡氏粹編》에는 이 세 작품의 작가로 林金이라는 이름을 

명시한다. 

10) 두 책 모두 현재 中國國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다. 《更癸軒匯輯閑居筆記》의 경우 발

행자가 명말청초 당시 활동한 건양의 출판업자 陳長卿으로 기록되어 있다. 진장경의 

활동 연대로 보건대 현재 남아 있는 《更癸軒匯輯閑居筆記》는 初刻이 아니라 청대 초

기의 覆刻本으로 추정된다. 劉理保 <古代刻書家陳長卿 >; 《出版史料》 2011年 1

期 참조. 

11) Richard G. Wang 《Ming Erotic Novellas ― Genre, Consumption, and 

Religiosity in Cultural Practice》(Hong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2011), 35쪽 참고. 

12) 여상두에 관해서는 적지 않은 연구 자료가 축적되어 있으나 상당수가 그의 소설가로서

의 역할이나 소설 평점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벌인 출판 사업에 대

한 전면적인 고찰은 많지 않다. 다음의 자료를 참고할 것. 蕭東發 <建陽余氏刻書

略>(上, 中, 下); 《文獻》 總21, 22, 23輯, 1984-85年. 郭孟良 《晩明商業出版》(北

京: 中國書籍出版社, 2011), 42-51쪽. Lucille Chia 앞의 책 155-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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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모두 전기소설) 하단의 편명과 수록 작품 종류
禮集卷之一 吳生 芳雅集 瓊章摭粹(名家詩), 璣囊摭粹(名媛詩)

集卷之二
龍 蘭池全 , 聯芳樓

記

詩餘摭粹(名家詞), 彤管摭粹(名媛詞), 擊筑摭

粹(名士歌), 彤管摭粹(名姬歌),

集卷之三 劉熙寰覓蓮記(上) 游翰摭粹(賦)

御集卷之四
劉熙寰覓蓮記(下), 柳

卿翫江樓記

新話摭粹 (*4권부터 장르 명시 안함. 짧은 서사

산문)

書集卷之五 申厚卿嬌紅記 新話摭粹

數集卷之六 白潢源三妙傳 嘉 摭粹, 垂世敎  (교훈,箴 류)

[그림 2] 雙峯 刊本 《萬錦情林》 卷一 

있는데 이 余文台는 곧 여상두의 또 다른 이름

이다. 《수곡춘용》과는 달리 여상두는 원고수집

에서 판각, 인쇄까지 모두 다 자신이 담당한 것

으로 보인다. 주로 雙峰 , 간혹 文台  등의 

명의로 책을 냈던 여상두는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59종의 책을 편집하거나 출간하 다.13) 

그는 經史子集類에 해당하는 모든 유형의 책을 

다 출간하지만 특히 책 속에서 그 자신을 類書

와 故事集의 개작자 및 편찬자로, 또 소설의 

편집자이자 평점가로 소개한다.14) 물론 Chia

는 다른 서방의 장판을 사용한 類書의 예를 들

어 그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없다고 의문을 제

기하 지만 적어도 그 자신은 편집자로서의 자

신의 재능이 아마 소설류(故事集 포함)와 類書

에서 가장 잘 발휘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수곡춘용》과 《만금정림》은 기본적으로 앞서 나온 《국색천향》의 체제와 구성을 

모방, 계승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부분에서 변화를 보여준다. 이 두 책의 구성과 

내용을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했다. 

[표1]: 《繡谷春容》 각 권 목록과 수록 작품 종류

13) 郭孟良 앞의 책 45-48쪽 도표 참고. 

14) Lucille Chia 앞의 책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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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층 하층 (모두 전기소설)

一卷 記類: 華陽奇遇記등 8편의 단편 문언 전기. 鍾情麗集

二卷 裵航遇雲英記, 夫婦成仙記 등 문언전기 6편 白生三妙傳

三卷 東坡三過記 등 단편 필기, 대련, 편지, 판결문 등 57편 覓蓮記傳(劉生覓蓮記)

四卷 詩類: <君臣奕棋> 등 111수 浙湖三奇傳, 情義奇姻

五卷 詞類, 曲類, 題圖類, 文類, 天緣奇遇

六卷 箴類, 銘類, 狀類, 雜類(附) 傳奇雅集

智集卷之七 李生六一天緣(上) 寓 摭粹 (우언류)

仁集卷之八 李生六一天緣(下) 稗編摭粹, 怡耳摭粹 (筆記, 傳記류)

聖集卷之九 祁生天緣奇遇(上) 微 摭粹(다양한 문장류)

中集卷之十一 辜輅鍾情麗集(上) 微 摭粹, 文選摭粹, 瑣 摭粹 (각종 공문서류)

和集卷之十二
辜輅鍾情麗集(下), 玉壺

氷, 東坡佛印二世相
文苑英華, 奇聯摭粹 (각종 문장과 聯)

[표2]: 《萬錦情林》의 각권 구성과 수록작품 종류 

두 책은 편집 형태와 지면 구성에서 소설층의 上下가 반대로 배치되어 있을 뿐 

아니라 《수곡춘용》은 잡록층이, 《만금정림》은 소설층이 물리적으로 강조되어 있

다.15) 또한 《수곡춘용》에는 揷圖가 없고 인쇄나 레이아웃 등에서 다른 두 책에 비

해 상당히 정제되지 못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편집과 版刻 과정이 이원화

된 것과도 관계있는 듯 보인다.

이에 비해 《만금정림》은 인쇄와 삽도, 판각 상태, 편집의 균일성 측면에서 상대

적으로 우수한 편이다. 《만금정림》이 보여주는 편집상의 精練은 여상두와 그의 집

안 전체가 출판 전문가이며 이 출판물이 고도로 상업화된 建陽의 생산품이라는 점

과도 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명대 후기 건양 출판의 핵심은 ‘소설’(고사집 포

함)과 ‘類書’ 다.16) 종합형 총집의 첫 번째 작품인 《국색천향》은 남경에서 출간되

15) 《수곡춘용》의 상층(소설층)은 14行12字이고 하층(잡록층)은 12行17字로 잡록층의 지

면과 글자가 현저히 크다. 이에 비해 《만금정림》은 상층(잡록층)이 14行12字, 하층(소

설층) 13行20字로 소설층의 비중이 훨씬 높다. 더구나 《만금정림》의 삽도는 소설층에

만 있고 특히 全相으로 배치되어 있어 시각적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16) 현존하는 건양 지역 출판물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醫書로 약 15%를 차지한다

(Lucille Chia, 앞의 책 230쪽). 그러나 의서는 특정 지역, 시대에 특화되는 서적물이 

아니기 때문에 건양 출판의 특징으로 꼽기는 힘들다. 의서의 뒤를 이어 類書가 약 

14%를 차지하고 있다. 명대 후반부터는 통속적 성격의 유서와 소설이 건양 출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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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남경과 건양의 출판업자들 사이에는 종종 거래와 협조, 혹은 표절을 통한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17) 여상두는 《국색천향》을 모방한 것이 분명하

지만 출판의 名家답게 훨씬 더 정련된 조목과 깔끔한 편집, 상업적 기획하의 새로

운 트렌드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표지 그림은 출판

이 성행하던 강남의 여타 도시에서 생산된 출판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건양의 지

역적 특성인데 그는 이 표지 그림을 광고로 적극 활용한다.18) 《국색천향》과 《수곡

춘용》에 비해 더욱 생산적인 그의 서적 제작 방식도 주목할 만하다. 앞의 두 책은 

장판수가 500개 이상에 달하는 대형 판본이다. 아마 두 책의 제작자들은 글자 크

기 축소, 삽화 제거 등의 방식으로 나름대로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했음이 분명하

지만 이러한 대형 서적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야 했다. 이에 비해 더 정교한 삽

화와 판각 상태를 보이는 《만금정림》은 장판 수가 334개에 불과하다. Richard 

Wang은 이노우에 교수의 책 값 추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국색천향》과 《만금정림》

의 가격이 각각 0.2냥-0.51냥과 0.13냥-0.27냥 정도 을 것으로 추측한다.19) 이

는 남경의 書坊에서 시작된 종합형 소설총집이 建陽으로 전파되며 보다 효율적인 

생산 구도를 취하게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두 총집은 모두 기존에 존재하던 작품을 그대로 수록하거나 널리 알려진 소재

를 서술하 으나 원전의 저자는 거의 명시하지 않았다. 《수곡춘용》은 마지막 부분

인 11-12권 극히 일부 작품에만 제한된 형태로 저자가 제시되었고 《만금정림》은 

단 한 편도 저자가 표기되지 않았다. 원 작품의 저자를 철저히 무시한 반면 기존의 

작품을 다시쓰기하거나 改作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았다. 예를 들어 《수곡춘용》 卷

九에 실린 <解嫖論>이라는 작품은 《수곡춘용》  외에도 당시 출간된 5종의 선집 혹

은 총집에 실려 있다. 邢慧玲은 이 6종 가운데 원전은 명대 문언소설집 《鸳渚誌餘

雪窗 異》에 실려 있는 <醒迷論>이라 추정하 다.20) 그러나 《수곡춘용》의 <해표

들이 출판한 책들 중 가장 주요한 두 가지 유형을 형성한다.

17) Richard G. Wang 앞의 책 41쪽. 

18) Robert E. Hegel 《Reading Illustrated Fiction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 Press, 1998), 303쪽 참조. 

19) Richard G. Wang 앞의 책 75-80쪽 참조. 

20) 邢慧玲 < 《山中一夕话》中的《醒迷论》作 非屠隆 辨>; 《洛阳师范学院学报》, 2013년 

4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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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원전 <성미론>과는 언어 서술적 층위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수곡춘용》뿐 아니라 이 문장이 수록된 다른 총집에서도 크고 작은 改作이 있었다. 

《수곡춘용》의 편집자는 심지어 원래 원전에 부가되어 있는 跋文 형식의 후일담을 

작은 字體로 판각하여 評語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남의 글을 저자 표기도 없이 인

용하고 본문을 마치 편집자의 비평인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는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히 비도덕적이지만 明末의 상업 출판문화에서는 매우 익숙했던 서적의 생

산양식의 하나 다. 즉 당시 편집자들은 원전의 고유성이나 권위를 별로 염두에 두

지 않았고 문화적 권위와 합법성의 전도와 상호 침투가 일상화되었던 明末 출판계

의 서적 생산과 소비, 재생산의 장에서는 표절, 개작, 재편집과 재인용은 일상적인 

행위 다.21) 저자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많은 작품들은 작품 속에서 등장하

는 시공간과는 별개로 독자로 하여금 글쓰기의 역사성에 대한 失調에 빠지게 할 수 

있다. 저자의 생애와 그가 처한 환경을 통해 작가의 의도를 이해하고 작품을 해석

하는 것이 전통적인 문학 해석 방법이었지만 이러한 구도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

다. 때문에 수용과정에서 매 작품들은 어떠한 역사성이나 현실적 귀속처를 찾을 수 

없는 시공간적 진공 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많은 경우 저자가 있음

에도 없는 것처럼 보 던 이 작품들은 편집자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다. 텍스트의 

한 구성 요소가 된 이 작품들은 편집자가 안배한 전체적인 텍스트 구도의 한 부분

이 되는 것이다.

《만금정림》에 수록된 작품들은 모두 기존에 있는 것이지만 역시 여러 층위에서 

편집자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卷四 詩類에 나오는 <詠詩見志>는 唐 宣宗이 보위에 

오르기 전 武宗의 미움을 사서 승려가 되어 방황하다 黃檗寺에서 폭포를 보고 시

를 읊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南宋 陈岩肖의 《庚溪诗话》에 수록되어 있던 조목을 

수록한 것이지만 여상두는 끝 부분을 고친다. 원문에는 ｢그 후 선종은 결국 황제에 

21) 명말 상업 출판에서 성행했던 표절, 무단 인용과 맥락을 무시한 마구잡이식 편집에 관

해서는 청대부터 상당한 비판이 있었다. 다음을 참고할 것. 섭덕휘 지음, 박철상 옮김 

《서림청화》(서울: 푸른역사, 2011), 343쪽. 鄭如斯⋅肖東發 編著 《中國書史》(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97), 202-203쪽. Yuming He 《Home and the World―
Editing the “glorious Ming” in Woodblock―Printed Books of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3),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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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위하 다. 그의 뜻을 이 시에서 먼저 보인 것이다(其后宣宗竟践位, 志先见于此

诗矣)｣라 되어 있으나 《만금정림》에서는 ｢이 시를 자세히 보면 왕의 기상은 당연히 

다른 사람과는 다르다(諦觀此詩, 王 氣象自 人別)｣로 수정된다.22) 즉 이야기 

자체는 동일하지만 편집자에 의해 다른 주제로 해석되는 것이다. 원전에서의 핵심

은 황제가 될 자의 기상이 시를 통해서 표현되었다는 보다 전통적인 시학관의 일환

인 반면 편집자는 황제가 천부적으로 보통 사람과는 다른 기질과 재주를 가진 인물

이었다는 보다 흥미로운 결론으로 이끈다. 개작뿐 아니라 삭제를 통해 새로운 의미

의 창출을 시도하기도 한다. 《만금정림》 卷三 잡록층의 <記類>에 실려 있는 6편의 

이야기들 역시 기존의 소설선집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 중 <東坡三過記>와 <賣婦

化蛇記>, <甘節樓記>, <羞墓亭記> 등 네 편이 명대 소설집인 《鸳渚誌餘窗 異》에 

실려 있다. 여상두는 이 이야기들을 운문을 포함하여 거의 매 글자 하나하나를 그

대로 베껴 수록한다. 그런데 <賣婦化蛇記>, <羞墓亭記>에는 원문에 評語가 있으나 

여상두는 본문만을 수록하고 원문에 부가되어 있던 평은 삭제해 버린다. 원문의 평

어는 ｢오늘날 이득을 늘리려 하고 불만이 많은 이들은 깊은 원한을 쌓지 않도록 조

심하여야 한다(今放利多怨 , 愼毋以極怨所積也)｣23)하는 식으로 주인공들의 신

의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질책과 情義에 대한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훈계식 경고로 

구성되어 있다. 여상두는 원문에 부가되어 있던 평어를 대부분 삭제했고 그 자신이 

評點을 부가하는 경우도 드물었다. 여상두는 전반적으로 독서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배제하고 이야기에 대한 교훈성 평가도 삼간다. 하지만 원문의 평어를 삭제

하는 행위는 사실 ‘이야기 전달’에 주력하겠다는 여상두의 기획의 일환이며 많은 기

존의 편집자와 달리 ‘교훈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다는 그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저자는 환기될 필요가 없었고 편집자는 

자신을 일종의 유사(類似)저자로 기능화한다. 여상두는 많은 자료를 참고한 것이 

분명하지만 그는 이 자료들을 자신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정형화된 틀 속에 고정시

켜 원전과는 다른 맥락과 의미로 해석하게 만든다.

물론 그의 개작 중에는 《만금정림》의 내부 규범과 언어 층위에서의 동일성을 확

22) 余象斗 簒 《萬錦情林》(古本 說集成 684, 上海古籍出版社, 1990), 371쪽. 

23) 《鸳渚誌餘窗 異》 帙下 <賣婦化蛇記>: 陳鋪⋅周紹濂 撰 《花影集⋅鸳渚志余雪窗

》(北京: 中華書局, 2008), 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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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기 위한 편집자적 고심이 엿보이는 것도 있다. 卷一의 <玩江樓記>의 원전은 

《六十家 說》(淸平山 話本)에 나오는 화본 <柳 卿诗酒玩江楼记>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화본의 상투어를 삭제하고 구어적 어휘를 보다 서면어에 가깝게 고치는 

수정 작업을 진행한다. 원문의 밑줄 그은 부분이 變改가 일어난 부분이다.

당시는 송대 신종 연간이었는데 동경에 어느 재자가 있었다. 성은 류씨이고 이

름은 기경이었고 서열이 일곱째라서 사람들이 모두 ‘류칠관인’이라 불렀다. 나이는 

바야흐로 25살인데 풍채가 훤칠하니 출중한 인물이었다. 시를 읊고 부를 지었으며 

금기서화 모두 못하는 것이 없었다. 홍등가에 머무는 것을 좋아했는데 그를 우러

러보지 않는 명기가 없었다. 경사에서 세 명의 유명한 고급 기녀들과 즐겼는데 한

명은 진사사, 한 명은 조향향, 한명은 서동동이라 하 다. 이 세 명의 고급 기녀들

은 돈을 써가며 질새라 그 류칠관인을 떠받들었다. 일찍이 詞 한 소절이 있어 이

를 증거한다. 사는 西江月이라 하 다. (當時是宋神宗朝間, 東京有一才子 (天下

聞名 빠짐) 姓柳, 雙名 卿, 排行第七, 人皆称为‘柳七官人’. 年方二十五歲, (生

得 빠짐) 豊姿灑落, 人材出衆. 吟詩作賦, 琴棋書畵, (品竹調絲 빠짐), 無所不

通. 愛在花街柳巷, 多 名妓無不瞻仰(화본은 歡喜) 他. 在京師 三個出名上

等行首家取樂(화본은 打暖): 一個唤做陳師師, 一个唤做趙香香, 一个唤做徐冬

冬. 這三个行首(화본은 )陪錢爭養着那柳七官人, (三個愛这柳七官人 빠짐), 

曾作詞兒一闋爲證(화본은一首詞兒爲證). 詞云名西江月(화본은 其詞云)) 24)

여상두 자신도 통속소설을 여러 차례 출간한 바 있기 때문에25) 화본소설의 서술 

양식 자체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문체의 통일성을 의식하여 화본의 상투어

나 구어체를 생략하거나 수정했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언어적 층위에서의 

혼종성은 ‘문언’과 ‘백화’라는 이원적 분류 체계를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고 있는 현

대의 독자와 비평가들에게는 낯설다. 그런데 이러한 혼종성이 <완강루기>에서만 보

이는 예외적인 현상은 아니다. 잡록층 외에 소설층에서도 언어적 혼종성이나 다시

쓰기 현상은 상당히 보편적이다. 이러한 문언전기를 ‘에로틱 중편소설(erotic 

novellas)’라 명명하여 소설사에서의 특정 범주로 개념내린 Richard G. Wang은 

24) 余象斗 纂 《萬錦情林》 六卷(古本 說集成684, 上海古籍出版社), 55-56쪽. 

25) 余象斗가 출간에 관여한 통속소설류는 《忠義水滸志傳》을 비롯해서 약 15종에 이른다. 

물론 그 자신이 직접 편찬했다고 명시되어 있는 소설류는 약 2-3종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 熊大木 등이 서술한 역사소설류를 수정해서 출판한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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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novella’들이 ‘白話化’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백화소설의 기

본적 상투어인 但見, 只見, 正是 등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이다.26) 潘建國 역시 

이들 문언 전기가 각 총집에 수록되며 變改되는 양상에 있어 명백한 백화소설의 서

술 흔적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만금정림》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

드러진다고 했다.27)

하지만 종합형 소설총집이 저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지니고 있는 본질적 복합성은 

단지 특정 작가의 작품을 특정 편집자가 개조하여 복수의 저자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 혹은 개작으로 인한 언어적 혼종성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편집행위는 당시 상업출판 담당자들의 인식 속에서 ‘저자’란 어떤 존재인지, 특히 

‘소설’의 생산과 쓰기 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기존 작품과 자신이 서술한 작품을 함께 배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수곡

춘용》 卷之六 잡록층 첫머리에는 유명한 <中山狼傳>이 <東郭生傳>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된다. 물론 언어 서술에서는 적지 않은 변동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작품

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麯蘗生傳>과 <傾國生傳>이 연달아 수록된다. 그 중 <경

국생전>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경국색이라는 이는 성은 姝氏이고 이름은 麗, 자는 冶之이다. 아마 西施國의 

사람일 것이다. 이들의 시조는 속설에 전하기를 몸은 뱀이고 사람 머리를 하 으

며 伏羲神農氏와 함께 태어났다고 한다.(傾國生 , 姓姝氏名麗字冶之, 蓋西施國

人. 其始祖俗傳爲蛇身人首, 伏羲神農幷生)28) 

이 이야기는 역대 왕조의 멸망과 관련되었다고 전해지는 절세미인들을 ‘경국생’으

로 통칭하며 桀王, 紂王, 越王, 唐太宗이 이 미인들에게 미혹되어 어떻게 나라를 

망하게 했는지를 서술하고 있다. 妲己와 褒姒, 양귀비의 미모가 국가의 운명을 뒤

흔들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누누이 강조하는 여성의 성적 매력과 

욕망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까지도 너무나 익숙한 스토리와 도식으로 전개된다. 잘 

26) Richard G. Wang 앞의 책 13쪽. 

27) 潘建國 <白話 說 明代中篇文 傳奇的文體滲透>; 《曁南學報》(哲社版), 2012年 第

2期. 

28) 赤心子 編 《繡谷春容》(古本 說集成 196-197, 上海古籍出版社, 1990年), 6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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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역사인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해도 역대의 경국지색들을 ‘傾國生’이

라는 동일종족으로 가상하여 서술한 이 풍자적 필기는 분명 허구이다. 이 작품은 

적심자 자신이 썼을 가능성이 높다. 《수곡춘용》 이전에는 이 작품이 수록된 다른 

문헌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나오는 <孔方生傳>, <墨姬傳> 등도 《수

곡춘용》에 처음으로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麯蘗生傳>과 <傾國生傳>, <孔方生傳>

은 몇 년 뒤 출간된 《胡氏類編》에 다시 등장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 세 편의 

문장은 편집자인 赤心子가 서술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지만 《수곡춘용》 卷

之六에는 편집자가 쓴 이 세 편의 문장 뿐 아니라 《국색천향》에서 그대로 베낀 것

이 분명한 <淸虛先生傳>, <麗香公子傳>, <飛白散人傳>, <玄明高士傳> 등도 수록

되었다. 편집자가 서술한 작품과 기존 작품은 아무런 구분이나 경계 없이 함께 뒤

섞여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편집자 적심자는 스스로를 이 작품들의 저자로 상상하고 있었을까? 굳

이 ‘창조성’ 혹은 권력 개념과 연계되는 현대의 ‘작가’ 개념을 거론하지 않고 중국의 

전통적 범주를 적용하더라도 아마 적심자에게 저자의 권리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이

다. 마틴 황(Martin Huang)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통 개념에서의 ‘저자’ 혹은 

‘저자되기’는 성인의 권위를 부여받는 신성한 행위 다. 때문에 공자 이후 많은 저

자들은 오히려 ‘述而不作’을 외치며 ‘述’의 행위를 제고시켜 왔다.29) 이러한 전통적

인 ‘저자’ 관념에 더하여 명말 상업출판의 서적 생산 관행은 전통적 ‘述’의 범주와 

권위를 최대한 확장한다. 이 시기는 작가의 시대가 아닌 편집자의 시대 다. 당시 

서적 출판이 급증하면서 ‘경전화(canonization)’와 ‘선정(selection)’이 문인 그룹에

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된다.30) 즉 창작적 글쓰기보다는 어떤 것을 선정하고 해석

하여 독자들에게 제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어떤 작품을 

읽어야 하고 어떤 작품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 판단해 줄 選集과 주석들이 대

거 출현했다. 당시 書坊에는 저자의 것이 아닌 편집자의 選集, 요약본 혹은 주석본

이 가득했다. 이러한 편집자의 행위 범주에는 기존의 저서에 대한 보충(주석, 삽화

와 지도 등의 자료가 포함된)과 생략(요약이나 變改)의 형태가 포함된 것이다.31) 

29) Martin W. Huang <Author(ity) and Reader in Traditional Chinese Xiaoshuo 

Commentary>; 《Chinese Literature, Essays, Articles, Reviews》 16, 1994.
30) Marin Huang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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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행은 처음에는 經典類에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통속적 글쓰기를 비롯한 

모든 형태와 장르의 서적에도 적용된다. 이 과정에서 원전은 수시로 훼손되거나 변

개되었고 이미 존재하는 이야기를 요약하거나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주요한 서적 

생산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는다. 특히 허구서사 혹은 서사적 산문은 詩文과 같은 

권위나 원저자가 존재하지 않는 共有的 글쓰기 역으로 간주되어 왔기에 원전에 

특권이나 기득권을 부여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金 梅》 이전의 명대 백화소설

(단편, 장편 모두)이 사실상 모두 ‘다시쓰기’의 형태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백

화소설뿐 아니라 이 시기 대부분의 서사물은 근본적으로 ‘다시쓰기’의 과정을 통해 

생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적심자나 여상두는 자신들의 글쓰기를 ‘述’

이라는 행위 속에 깃들어 있는 본질적 의미인 ‘전달하기’로 상상하고 있었을 법하

다. 그들이 유명한 역사, 신화나 기존의 문언소설을 재료로 삼아 ‘述’한 이야기와 

다른 책에서 그대로 가져온 이야기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나 경계를 짓지 않았던 것 

역시 서사적 글쓰기를 창조 행위로 보기보다는 전달 행위의 일환으로 해석했기 때

문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글쓰기 행위에 깃든 전통적 의미와도 관계되어 

있지만 명말 상업 출판이 추동한 지적 풍토와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Ⅲ. 女性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식:
도덕주의와 艶情化

적심자와 여상두가 기획, 배열한 이 두 종의 책을 보면 전체적인 구성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의 두드러진 비중이다. 두 책 모두 ‘女性’과 ‘남녀관계’가 상당

히 강조되어 있는데 물론 종합형 소설총집의 ‘소설층’에 실려 있는 중편소설 자체가 

모두 艶情類이기 때문에 총집들이 보편적으로 이러한 기조를 띄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두 책은 《국색천향》과 비교하여 잡록층에서도 性別化된 구성을 한층 강화한다. 

《수곡춘용》은 序文에서부터 이 책과 여성의 관련성을 강조한다.

사내대장부들은 (세상일에) 조심스럽다 보니 자연히 강직한 기질과 힘을 가지지 

31) Lucille Chia 앞의 책 2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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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게 되고 도리어 여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는 일이 많다. 대개 남자들은 배우

의 습성을 배워 다른 이의 얼굴과 웃음을 빌어 세상에 아첨하니 여성들의 타고난 

진정함과 자연스러움으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못하다. …… 나에게 《여장

부》라는 소설이 있어 세상에 내놓으려 하던 참에 마침 《수곡춘용》을 보게 되었다. 

장정이 뛰어나고 묘사도 공교롭고 모방한 것도 실물과 똑같다. 절대 여자들의 부

드러운 마음과 연약한 자태 때문에 (여자들을) 기개가 없는 무리로 여기지 말지어

다.(丈夫齪齪, 自靡剛腸勁骨, 反多見笑於女子. 蓋丈夫習優孟衣冠, 借他人色笑, 

以取媚於世, 不若女子本色天眞自然, 露一種妙相. …… 予有女丈夫 說, 欲行

世, 適見繡谷春容, 裝點 工, 寫照 巧, 摹擬 肖, 絶不以女子柔腸弱態, 遂認

爲沒氣骨輩也)32) 

여성성의 본질적 우월성을 찬양하고 남성성의 열등함을 부각시키는 이러한 논리

는 사실 明末의 여성 관련 시문선집의 서문에서도 종종 등장하고 있으므로 별로 새

로울 것은 없으나 《국색천향》이 시종일관 과거 시험에 이 책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지를 선전하여 과거를 준비하는 士人층을 표적독자로 지정한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기조가 다른 것은 분명하다. 적심자가 ‘여성’을 주목하고 있다는 점은 책의 구성에

서도 드러난다. 艶情類 소설만을 수록한 소설층은 논외로 하고 잡록층을 살펴보면 

《수곡춘용》은 1권부터 3권까지 작가의 성별을 반반씩 나누어 詩詞歌등 운문류를 

수록하는데 이는 분명 당시 확대되던 여성에 관한 관심, 그리고 증가하던 여성 독

자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명대 후기 사상계에는 ‘여성’이라는 사회적으로 열등했던 

性에 부여되는 새로운 긍정적 해석―감정적 표현의 순수함 등―과 더불어 ‘情 숭배

주의’가 유행한다.33) 이는 ‘女性性’의 범주와 본질을 재평가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조류는 출판 시장에서 여성 文識性의 확대, 여성작가와 독자의 증가로 표현

된다. 이에 따라 시문집을 위주로 한 여성 著作이 대량 출판되고 사회적으로 글 쓰

는 여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개별 작가의 시문집은 주로 家刻을 통해 비 리

적 목적으로 출판된 것에 비해 달리 여성시인의 작품을 수집, 출판한 각종 選集들

32) 曾連居士 <繡谷春容序>: 赤心子撰, 앞의 책 1-5쪽.

33) 명대 후기 여성성에 대한 이상화, ‘情’ 숭배 유행에 관해서는 [美]艾梅蘭(Maram 

Epstein) 著, 羅琳 譯 《競爭的話語-明淸 說中的正統性, 本眞性及所生成之意義》 

(江 人民出版社, 2005年). Dorothy Ko 《Teachers of the Inner Chambers ―
Women and Culture in Seventeenth-Century China》(Stanford Univ., 199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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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明末의 상업출판에서 상당히 각광받은 출판 아이템 중 하나 다.34) 그러나 남

성시인들 위주로 편집된 일반 詩文選集에서는 여전히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았

다.35) 때문에 1-3권까지의 제한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性比는 사실 

파격적인 비율이다. <彤管摭粹>와 같이 여성글쓰기의 역사적 전통과 긍지를 상징하

는 ‘彤管’이라는 용어로 篇名을 삼은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 가능하다.36)

그러나 《수곡춘용》에서 자랑스럽게 첫머리에 배치한 여성 작품들을 잘 살펴보면 

일반적인 여성 시문선집의 그것과는 완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수곡춘용》의 구도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의 글쓰기, 특히 詩 장르에서의 여성 

글쓰기의 증가를 반 하는 듯 보이지만 여기에 수록된 작품 중 명성을 얻고 있던 

當代 유명한 여성시인들의 작품은 없다. 문학사에서 이름이 알려진 여성 작가로는 

李淸照와 朱淑眞 정도가 고작이다. 편집자의 시선은 늘 여성들의 작품 자체가 아

닌 그녀와 그녀의 작품을 둘러싼 스토리로 향한다. 뒤에서 자세히 분석하겠으나 ‘全

장르의 스토리화(化)’는 원래 《수곡춘용》이 지닌 특징 중 하나이기는 하다. 하지만 

남성 작품에 비해 여성의 것은 운문의 이해를 위해 이야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이야기 속에 운문이 배치하는 양상으로 제시되어 여성 작가의 조목은 서사성

이 훨씬 더 강화되어 있다.

여성의 府詩를 수록한 <동관척수> 편에 나오는 <下 歌>는 시 작품 자체보다 

훨씬 더 긴 이야기가 앞뒤에 실려 있다. 金山寺의 승려가 간교한 계책으로 미모의 

周氏를 남편에게 소박맞게 하고는 자신이 아내로 삼고 자식까지 낳고 살지만 나중

에 주씨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결국 주씨의 호소로 승려는 태조의 명으로 능

지처참되었다는 내용이다.37) 이 <하당가>는 주씨가 누명을 쓰고 본남편의 집에서 

34) 明末의 여성 저작 출판, 특히 상업출판의 상황에 관해서는 Dorothy Ko 앞의 책 

59-68쪽 참고.

35) Kang-I Sun Chang <Ming and Qing Anthologies of Women’s Poetry and Their 

Selection Strategies>; 《Writing Women in Late Imperial China》(Stanford 

Univ., Press, 1997) 참고.

36) 彤管이란 《詩經》 <邶風⋅靜女>에 나오는 “貽我彤管, 彤管有煒”에서 유래한다. 鄭玄은 

彤管의 의미를 ‘붓의 자루가 붉은 것(筆赤管)’이라고 해석하 다. 옛날에는 女史들이 

붉은 붓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여성들의 글쓰기를 표현하는 용어가 되었으며 여성 

글쓰기의 역사적 전통, 혹은 긍정적 작용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한다.

37) 赤心子 撰 《繡谷春容》(古本 說集成 196, 上海古籍出版社) 188-1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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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날 때 쓴 것이라 한다. 죽음으로써 정절을 지키는 과부들의 스토리는 가장 극

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기대심리를 만족시키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런데 <하당가>

의 경우 《열녀전》의 전형적인 패턴에서는 다소 변형되어 있는 정절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보통의 패턴이라면 여성들은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내놓아야 했고 <하당가>

와 같은 변형된 스토리에서는 여성은 자신의 새로운 가정을 희생한다. 즉 첫 번째 

남편 이외의 남성에게 성적 봉사와 생식력을 제공했다면 이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정절을 더럽

힌 부정적 사례도 제시된다. 뒤이어 등장하는 <靑梅歌>는 사실 白居易의 <新 府> 

제40수이다. 金英이라는 처자가 옆집 총각과 바람이 나서 야반도주했다가 버림을 

받고 후회하면서 지은 노래라는 설명이 부가된다. 이야기의 끝은 다음과 같이 여성

의 육체적 순결을 군자의 立身에 비유하는 경고로 끝난다. ｢시기의 先後는 있지만 

일은 옛날과 지금이 똑같다. 대저 여자는 몸을 일단 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기 마련이다. 처음에는 욕망 때문에 미혹되었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후회하는 

때가 온다. (후회하더라도 이런 길로) 가지 않은 것과는 (이미) 다르다. 선비들이 

立身의 길을 한 번 잃으면 모든 일이 수포가 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38)

《수곡춘용》에서 제시하는 대부분의 ‘여성’은 구체적 스토리와 관계없이 대부분 교

훈적 내러티브 속에 배치된다. 물론 이 교훈은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전통적 

규범의 강조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훈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이러한 정조 

숭배의 중심에는 늘 젊은 여성들의 육체가 있었다. 여성들은 자신의 육체를 통해서

만 덕을 실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 작가와 관련된 조목에서도 편집자의 시

선은 여성의 글쓰기 행위의 의미보다는 늘 여성적 가치―주로 남녀 관계와 관련된

―를 표현하는 여성의 삶, 그리고 여성의 육체에 집중된다. 이러한 구도는 ‘여성의 

몸은 규범적 미덕에 대한 표현의 가능성으로서만 유일하게 제시되는’39) 명대 후기 

여성 관련 각종 서술과 담론 방식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정조를 지키기 위해 

38) <靑梅歌>: ｢……時有先後, 事無古今. 蓋婦人一失其身, 人所賤惡. 始雖以欲而迷, 後

必有時而悔, 無往不同. 士君子立身一失, 而萬事瓦裂, 何以異哉?｣(《繡谷春容》 190

쪽).

39) Katherine Carlitz <Desire, Danger and the Body: Stories of Women’s Virtue 

in Late Ming China>; 《Engendering China: Women, Culture, and the State》

(Harvard Univ., Press, 1994),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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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몸을 훼손한 《열녀전》의 과부 이야기에서도 늘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젊

은 여성의 육체 듯이 여성시인과 관련된 이야기 속에도 도덕적인 것과 오락적인 

것, 육체와 관념, 聖과 俗, 엄숙성과 상업성이 함께 혼재한다. 이는 ‘여성’을 본격적

으로 상업화하기 시작한 당시 출판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한 전략이기도 하다. 16

세기 서적시장에 등장한 여성 관련 서적들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던 책들은 삽화가 

부가된 女誡書 종류 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전통적, 도덕적 담론을 담은 여계

서류에 오락적 기능이 혼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Ko는 《열녀전》이 백화문으로, 그

리고 《列女傳演義》라는 이름 아래 삽화본 소설로 드라마틱하게 재구성되면서 《열

녀전》이 상상력을 자극하는 하나의 오락적 읽을거리로 소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40) 상업 출판에서 여성을 활용하는 이러한 패턴은 이미 상당히 널리 퍼져 있

었다. 그래서 편집자들은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젊은 여주인공의 통속적 사연과 

女誡書의 전통적 규범을 섞는다. 상업출판에 종사하던 편집자들은 시장에서 수용될 

수 있는 교훈주의와 오락성의 강도를 가장 적절하게, 그리고 절충적으로 결합했던 

것이다.

하지만 교훈주의를 여성과 관련된 통속적 이야기에 결합한 결과 상당한 모순과 

아이러니를 노출시키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수곡춘용》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絶命

詩를 남기며 자결하거나, 시를 통해 자신의 정절을 과시하거나 혹은 이전의 정절을 

위해 지금의 부부 관계를 배신하는 여성의 사례가 그것이다. 여성의 文識性과 문예

적 글쓰기가 결코 장려되지 못했던 전통 시기에 ‘정절’이라는 최고의 전통적 미덕을 

고수하는 여성들이 시를 쓰고 세상에 남겼다는 본질적 모순,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

성의 婦德과 도덕을 강조하는 교훈성 고사들이 독자로 하여금 오히려 지속적으로 

여성의 육체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든다는 사실은 이러한 이원적 혼재성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여상두의 《만금정림》  역시 ‘여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그는 체제나 

소재면에서 상당히 ‘균일화’를 지향하는데 책 전체의 주제를 ‘여성과 남성의 다양한 

방식의 遭遇와 애정 관계’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3권의 잡록층 記類에 

실린 작품 주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卷一에 수록된 작품과 원전은 다음과 

같다.

40) Ko 앞의 책 55-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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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만금정림》 잡록층 卷一 記類 수록 작품과 원전

記類(一卷) 수록 작품 原典 및 원 작품명

華陽奇遇記 《剪燈餘話》  <洞天花燭記>

張于湖宿女眞觀記 잡극 <张于湖误宿女贞观>, 《古今女史》

玩江樓記 《清平山 话本》 中 <柳 卿诗酒玩江楼记> 

芙蓉屛記 《剪燈餘話》  <剪燈餘話> 

連理樹記 《剪燈餘話》  <連理樹記>

成令 遇仙記 《 등신화》  <鉴湖夜泛记>

崔生遇仙記 《太平廣記》 권63 《玄怪 》 인용문

滕穆醉游聚景园记 《 등여화》 권2 <滕穆醉游聚景园记>

여상두는 기존의 전기소설에서 여성에게 포커스를 맞춘 애정류만을 집중적으로 

선정, 수록한다. 記類뿐 아니라 비서사성 문체에서도 여성의 비중은 상당히 높다. 

예를 들어 상층 가장 마지막 편인 雜類는 짧은 서사성 산문이나 역사인물 관련 고

사, 그리고 詞나 歌類의 운문이 함께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 실린 작품 35편 중 여

성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하거나 여성을 주제로 쓴 작품이 25편에 달한다. 이는 단

순히 여성이 남성의 상대로 등장한 경우는 제외한 숫자이다.41) 詩類, 賦類 등 운

문 장르에서도 《수곡춘용》에서 그랬던 것처럼 여성 관련 조목의 비중이 일반 시집

에 비해 몇 배는 높다. 즉 구성면에서 《만금정림》이라는 책 전체가 ‘女性’이라는 他

的 性에 대한 호기심과 이에 대한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수곡춘용》에서 보여주었던 교훈주의와 오락성의 혼합과 이로 인해 생성

되는 아이러니는 《만금정림》에서도 지속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여상두는 훈계적 

개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나 역사서사와 열녀전에서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익숙

한 여성 관념과 서사 구도와 관련된 조목에서만은 예외 다. 《만금정림》에서도 <下

歌>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수곡춘용》에는 없던 평가를 덧붙

41) 참고로 이 ‘雜類’에 실린 작품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굵은 글씨가 여성 주제 산문이

나 고사임): 妻賢致貴, 不亂附妾, 奚奴溫酒, 還金絶交, 五馬入門, 嫁妾猶處子, 聶碧

窓詩, 葛大哥, 萬柳 , 連枝秀, 咏美人指甲, 咏美人足, 咏美人眉, 咏美人目, 妓出

家, 歸婦吟, 蘇小小, 虞美人詞, 妓聰敏, 珠䉀秀, 夫婦同棺, 虎禍, 河南婦, 玉堂嫁

妓, 夫婦入道, 先軰風致, 金連盃, 檢田吏, 病潔, 不孝陷地死, 如薨令, 磨□ , 與妓

永訣, 與妓下火文, 官妓罵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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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부인은 비록 북을 두드려 억울함을 풀었으나 결국 실

절했다는 오명은 면키 어렵다. 기왕 북을 두드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왜 남편이 쫒

아내는 날 목숨을 끊어 뜻을 보이지 않고 개가하게 되었던가. (鑑然, 此婦雖擊鼓

伸寃, 終難辭失節之名. 蓋旣有擊鼓之心, 則夫出之日, 何不一死以明志, 而至於

改嫁也)42) 

그런데 여상두는 과부의 ‘정절’과 같은 주제에서는 여성을 통해 전통 규범과 도덕

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려는 적심자의 태도를 더욱 강화하기도 했지만 종종 여성들

의 행위와 육체를 도덕적 규범의 틀 밖에서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그는 대체적으

로 적심자보다 한층 더 유희적인 시선으로 여성을 바라본다. 때문에 교훈주의와 오

락성이 혼재함으로써 드러나는 모순성은 이 책에서 한층 더 강화된다. 일찍이 어떤 

비평가가 여성과 관련된 고대 중국시의 전통을 크게 ‘風騷’와 ‘艶情’으로 나누었듯

이43) 여상두는 서사적 글쓰기 전통에서도 존재해 온 ‘脫도덕적’(非도덕적이 아닌) 

인식론으로 여성을 해석한다. 때문에 그는 도덕적 기준이나 규범적 해석을 거치지 

않고 남녀의 절대적 애정을 그린 기존의 전기소설이나 여성의 아름다운 눈썹이나 

발을 노래하는 관음적인 시 작품을 수록하기도 했다. 그가 소설층에 全相으로 수록

한 소설 삽도에서도 春畵에 가까운 노골적 묘사가 포함된다.

여성의 몸을 전통적 규범이나 미덕이 실행되는 장소가 아닌 욕망 충족과 艶情의 

대상으로 해석하는 그의 여성 인식은 표지 그림에서도 암시되고 있다. 《만금정림》

은 서문을 넣지 않고 대신 표지 그림을 넣는다. 여상두는 《국색천향》처럼 이 책의 

의도독자가 ‘士子’임을 명시했으나 과거시험을 거론하면서 구매를 호소하는 대신 그

림을 내세워 독자들을 유혹한다. 그림의 가운데에 문인으로 보이는 어느 남성이 책

상에 책을 펼쳐 놓고 앉아 있고 주변에 두 시비가 청소를 하고 차를 날라주고 있

다. 여기서의 그림은 물론 이 책의 생산자가 생각하는, 그리고 대다수의 독자가 소

망하는 이상적인 독자의 모습이다. 이 이상적 독자는 유유하고 한적한 시간을 즐기

고 있는 남성 士人으로 뒤에 그려진 그림과 주변의 장식들은 그가 이른바 당시 유

42) 余象斗 撰 《萬錦情林》 537쪽.

43) 康正果 < >; 《風騷 艶情》, 河南人民出版社, 1988. 



明末 상업출  하의 소설총집의 양상과 ‘ 說化’의 과정  193

[그림 3] 《萬錦情林》 표지

행하던 예술품을 감상할 줄 아는 ‘審美家’

(혹은 이것이 되고자 열망하는 이)임을 말

해준다. 그의 독서를 위해서 두 명의 시비

가 배경으로 추가된다. 주인의 눈앞에 노출

되어 있는 청소 중인 시비는 어린 나이로 

보이지만 문방사우 옆에 놓인 책을 홀로 읽

고 있는 그림 속의 주인을 차를 바쳐 든 또 

다른 성숙한 시비가 엿보고 있다. 그리고 

독서하는 이 남성은 고개를 들고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 ‘엿보기’와 관련된 익

숙한 상상 속에서 엿보는 주체는 늘 남성이

었고 여성은 엿보기를 당하는 대상이었으나 

여기서는 책 읽는 남성 자신, 즉 독자의 분

신이 관음증의 대상이 된다. 독서에 취해있

는 남성과 이 남성을 응시하는 여성이라는 

컨셉은 이 책이 대단히 私的이고 내 한 공간에서 유통되고 읽혀질 것임을 암시한

다. 이 시기 소설총집과 함께 등장한 희곡총집 역시 표지를 광고 공간으로 활용하

지만 이 책들은 종종 보다 개방적이고 상호 공유적인 상황을 연상시키는 그림을 그

린다.44) 희곡총집은 상호 소통과 친 한 공동체적 공간을 전제로 하지만 남녀의 

연애담과 여성의 육체에 대한 시선을 담은 이러한 소설총집들은 보다 사적이고 내

한 개별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친구보다는 남성의 독서에 배경이 되

어 줄, 그리고 은 한 상상을 북돋아 줄 어여쁜 시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여상두는

《수곡춘용》에 비해 여성을 보다 ‘女性化’ 시키고 ‘性的 대상’으로 응시함으로써 이 

책 전체를 하나의 艶情書로 만든다.

이렇게 구체적인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적심자와 여상두 모두 여성과 

관련된 교훈주의에 통속적 오락성을 결합했다는 점, 그리고 여성글쓰기와 관련된 

44) 예를 들어 희곡 총집 《詞林一枝》는 《만금정림》과는 대조적으로 문인들이 함께 모여 즐

거움을 공유하고자 독자에게 손짓하며 유혹하는 장면을 표지 디자인으로 선택한다. Yu 

MingHe 앞의 책 123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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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변화나 여성이라는 性의 본질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관계를 맺는 다채로운 

상황 자체에 더 관심을 집중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 태도를 보인다. 이는 아마 당

시 상업 출판이 ‘여성’을 대대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취했던 가장 전형적인 전략이었

을 것이다. 한 세대 뒤에 등장했던 유명한 여성 시인 沈宜修의 남편이자 천재 소녀 

葉 蘭의 부친인 葉紹袁(1589-1648)은 여성의 글쓰기 재능의 가치와 사회적 파

장, 그리고 불운과 재앙까지도 깊이 고민한다.45) 물론 상당히 위험스럽고 왜곡된 

관점도 섞여 있지만 그는 여성 글쓰기 행위의 본질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 깊이 고

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수곡춘용》과 《만금정림》의 편집자들에게 여성의 글쓰기란 

보다 많은 독자들의 눈을 잡아끌 수 있는, 기존의 목록에 추가된 향기로운 상품 이

상의 의미는 없었던 듯 보인다. 《수곡춘용>과 《만금정림》의 편집자들이 자신의 책

을 性別化하는 방식은 모두 명대의 상업출판이 ‘여성’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지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이 시기 출판계에서 유행하던 글 쓰는 여성들에 대한 관심

을 포착하는데 는 성공하지만 이 책들의 시선은 여성 글쓰기의 사회적 의미가 아닌 

윤리적 혹은 육체적 층위의 女性性의 표현이라는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또한 

당시의 상업출판이 인식하고 표현하는 ‘여성’에 대한 정의이기도 할 것이다.

Ⅳ. 모든 문체의 敍事化와 장르의 轉用

《국색천향》의 잡록층은 그야말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체와 장르를 모두 다 

수록하고 있는 포괄적인 공간이었다. 전체 10권 중 6권까지는 非서사류가, 7권부

터 10권까지는 寓 , 필기, 傳奇, 講唱 등의 서사성 문체가 주로 수록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수곡춘용》과 《만금정림》의 잡록 부분은 상대적으로 단순해지고 동

일성을 지향하는 경향을 띈다. 《국색천향》, 《수곡춘용》, 《만금정림》에 수록된 문체

는 대략 다음과 같다.

45) 葉紹袁 <午夢 集序>; 葉紹袁原編, 冀勤輯校 《午夢 集》(北京: 中華書局, 1998), 

1-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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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 《國色天香》, 《繡谷春容》, 《萬錦情林》에 수록된 문체 비교

詔 制 啓 判 文 贊 詩 詞 帖 銘 論 志 本 歌 曲

國 ○ ○ ○ ○ ○ ○ ○ ○ ○ ○ ○ ○ ○ ○ ○ ○
繡 ○ ○ ○ ○ ○ ○ ○ ○
萬 ○ ○ ○ ○ ○ ○ ○

訓 傳 記 狀 辯 說 疏 表 奏 箴 吟 篇 序 行 書 賦

國 ○ ○ ○ ○ ○ ○ ○ ○ ○ ○ ○ ○ ○ ○ ○ ○
繡 ○ ○ ○ ○ ○ ○ ○ ○ ○ ○ ○ ○
萬 ○ ○ ○ ○ ○ ○ ○ ○ ○

《국색천향》에서는 30종이 넘던 문체의 종류가 《수곡춘용》에서는 20종, 《만금정

림》에서는 16종에 그친다. 이러한 현상으로 보면 《국색천향》의 편집자가 지향하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체와 장르의 전시’라는 總集로서의 기획은 보다 축소되었

고 상대적으로 장르적 동일성을 지향하게 되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문체의 감소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주목할 점은 《수곡춘용》이나 《만금정림》에

서 사용한 문체들이 전통적인 함의나 淵源에서 벗어나 轉用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곡춘용》은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장르와 문체 개념대로 지식인들의 대표적인 자

기표현 양식인 ‘詩’를 가장 먼저 내세운다. 그러나 詩詞歌賦와 같은 운문 장르일 경

우에도 그는 운문 작품 자체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운문이 생산되는 과정과 배

경을 상세히 보고한다. 각 조목의 제목은 시 제목이 아니라 <태조가 송아지 타고 

온 늙은 부인을 시로 읊다(太祖題老婦乘犢)>와 같이 상황을 요약한 回目과 같은 

형태이다. 이 조목에서는 明太祖가 군대를 이끌고 가다 부족한 군량미를 어느 부인

에게 도움 받았다는 일화를 전하며 태조가 훗날 그림과 함께 읊은 시를 소개한다. 

즉 편집자가 전달하는 것은 시가 아니라 그 작품이 생산된 전체적 맥락과 ‘이야기’

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여성작가 부분에서 서사화 경향은 특히 심화

된다.

《수곡춘용》의 서사화 경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치는 운문 부분에서 사용되는 

각 조목의 표제어이다. 각 조목의 표제어는 시의 제목이 아니라 해당 이야기와 상

황을 요약하는 7字로 구성되어 있다. <양충민이 직간하여 쫓겨나다(楊忠愍直諫被

黜)>, <이섭이 길에서 강도를 만나 시를 짓다(李涉路逢盜索題)>와 같은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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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宋代 《綠窓新話》, 《靑瑣高議》 등의 소설집에서 각 이야기 조목의 표제어로 

사용하던 방식이었으며46) 초기 章回體에서 사용하는 回目으로 연계되는 방식이기

도 하다.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7字 제목을 붙이는 것은 說部 관련 저작에서는 이

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내부 규범이나 관습으로 정착되어 있었다. 이러한 장치들은 

《수곡춘용》의 편집자가 이 잡록층을 詩選이나 詞選 등 각 문체의 選集이 아닌 이

야기책의 일환으로 기획한 것임을 보여준다. ‘시’라는 전통 양식에 ‘성별’과 ‘서사’라

는 두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결과 표면적으로는 전통적 단일성을 유지하

는 듯 보이는 ‘시’ 장르는 혼성적 장르로 변질된다. 시가 심미적, 사상적 층위에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서사를 뒷받침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 변이된 것이다. 전

통적이고 전형적인 의식을 반 하는 표면과는 달리 내부에서는 ‘장르’에 대한 변형 

내지는 왜곡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수곡춘용》의 권4부터는 운문 부분이 끝나고 산문이 등장한다. 卷之四와 五는 

<新話摭粹>인데 이는 짧은 이야기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편집자는 이 이야기들을 

다시 주제와 소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遇仙類, 神遇類, 奇遇類, 私通

類, 淫戱類, ‘ 藝類’, ‘音 類’ ‘妙舞類’ ‘靚粧類’ ‘艶色類’ ‘賢行類’ ‘守節類’ ‘義勇類’ 

‘文史類’ ‘辭令類’ ‘滑稽類’ ‘恢諧類’ ‘節義類’. 물론 분량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기

는 하지만 목록을 보면 편집자가 이 <신화척수> 편을 《태평광기》와 같은 고사형 類

書 형태로 구상했음을 알 수 있다.47)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화척수>의 

분류 형태는 《태평광기》의 그것과는 다르다.48) 초현실적 소재는 전통적으로 문언

46) 秦川 《中國古代文 說總集硏究》(上海古籍出版社, 2006), 44-45쪽. 이시찬, <宋

人의 類型意識과 소설쓰기의 분화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57호, 2009 참조. 

47) 주로 문언으로 쓰이고 서사를 위주로 하는 산문들을 일정한 유형에 따라 분류한 서적

이 명대 중후반기 서적 시장에서 대단히 유행하 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類書와 

說集을 혼합한 이러한 유형의 서적을 논자들은 ‘類書體 說集’ 혹은 ‘이야기와 관련된 

日用類書’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宋莉華 《明淸時期的 說傳播》(中國社

科學出版社, 2004), 230쪽. 劉天振 <類書體例 明代類書體文 說集>; 《明淸 說

硏究》 2010年 3期 참조. 

48) 참고로 《태평광기》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神仙, 女仙, 道術, 方士, 異人, 異僧, 釋

證, 報應, 徵應, 定數, 感應, 讖應, 名賢, 廉 , 氣義, 知人, 精察, 俊辯, 幼敏, 器

量, 貢擧, 銓選, 職官, 權倖, 帥, 骁勇, 豪俠, 博物, 文章, 才名, 儒行, 書, 畵, 

算術, 卜筮, 醫, 相, 伎巧, 博戱, 器玩, 酒, 食, 交友, 奢侈, 詭詐, 佞, 谬误, 治

生, 褊急, 詼諧, 嘲誚, 嗤鄙, 無賴, 輕薄, 酷暴, 婦人, 情感, 童僕奴婢, 夢, 巫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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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서 가장 강력한 모티프로 기능해 왔고 《태평광기》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

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그 비중이 현저히 낮아진다.49) 또한 초현실적 세계를 분류

하는 방식도 《태평광기》와는 다르다. ‘神仙’, ‘女仙’ 등 초현실적 존재 자체가 분류 

체계가 된 《태평광기》와 달리 여기서는 초현실세계와의 조우, 즉 인간과 초현실과

의 ‘관계’와 인간의 대응이 그 기준이 되고 있다. 여기에 실린 각 조목에도 詩類와 

마찬가지로 7자로 된 제목이 붙었다. <裴航遇藍橋雲英>, <楚王感巫山神女> 등 잘 

알려진 신화성 고사부터 전기소설, 역사인물과 관련된 野史이야기까지 소재는 다양

하다. <신화척수> 첫 번째 작품인 <裴航遇藍橋雲英>은 唐 裵鉶의 《傳奇》에 나오는 

裴航의 고사를 서술한 것이지만 여기 실린 원문은 배형의 원문이 아니라 명대 文

說集 《艶異編》에 나오는 축약편이다.50) 앞에서 지적했듯이 서사적 산문의 경우 

원작자의 권위나 기득권이 거의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원문의 보존 여부는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편집행위에서는 어느 원전에서 발췌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

고 서적의 내부 규범에 맞추어 서술 언어와 체제를 균일화시키는 것이 관건이었다. 

이 배항의 이야기 역시 화본, 雜劇과 傳奇(희곡)로 개편된 바 있지만 <裴航遇藍橋

雲英>라는 제목은 적심자의 발명으로 보인다. 

서사부분에 관련한 편집자의 개입은 評語에서도 드러나는데 다른 편에서는 극히 

드물던 평어가 유독 <신화척수>에서는 대량으로 등장한다. 評語는 지극히 보편적이

고 통속적인 도덕주의적 비판이나 해석이 많다. 뿐만 아니라 유독 <신화척수>에서

만 인물 이름과 같은 고유 명사에 밑줄을 긋는 방식으로 독자들의 독서를 보조해 

주고 있다. 이러한 편집자의 편중된 개입은 그의 관심이 ‘서사적 산문’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수곡춘용》에는 文, 論, 篇, 訓,  등의 다양한 의론성, 철학적 산문과 교

훈류 문장으로 구성된 非서사적 작품도 없지 않다. 하지만 편집자는 종종 몇몇 장

幻術, 妖妄, 神, 鬼, 夜叉, 神魂, 妖怪, 精怪, 靈異, 再生, 悟前生, 塚墓, 銘記, 雷, 

雨, 山, 石, 水, 寶, 草木, 龍, 虎, 畜獸, 狐, 蛇, 禽鳥, 水族, 昆蟲, 蠻夷, 雜傳記, 

雜

49) 《태평광기》 총 500권 중 神怪와 관련된 조목이 365권으로 압도적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시찬 <宋人의 類型意識과 소설쓰기의 분화에 관한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57호, 

2009). 

50) 《繡谷春容》 卷之四, 앞의 책 2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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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를 사용하여 非서사성 문체를 ‘서사화’ 시키고 전통 문체의 역사적 함의를 비틀거

나 왜곡시키기도 한다. 卷之九 <微 摭粹> 중에는 ‘論’이 수록된다. ‘論’은 원래 議

論性 논설문이다. <過秦論>, <鹽鐵論>에서 볼 수 있듯이 역대로 논쟁적인 거대 담

론을 담는 문체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이 論 중 <解嫖論> 등은 허구 서사를 가

미한 상당히 ‘非정통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51) 특히 《수곡춘용》의 편집자는 

종종 ‘寓 化’를 통해 전통 문체를 ‘轉用’하는데 능했다. 卷之十一 <微 摭粹>에도 

‘ ’라는 전통 문체를 표방한 敍事性 산문이 등장한다. <蚊 >, <鼻 > 등은 ‘ ’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동물, 인체기관 등을 의인화하여 서로 대화를 주고받게 

하는 사실상의 우언성 산문이다. 이러한 轉用은 가장 마지막 권인 卷之十二 <文選

摭粹>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 부분에서는 誥, 制, 詔, 奏, 疏, 表, 判 등 공문서가 

수록된다. 첫머리는 <毛中書誥>라는 작가 미상의 문장으로 시작된다. ‘毛中書’란 붓

을 의미한다. 즉 붓을 의인화하여 붓이 내리는 조서라는 뜻이다. 우언은 다른 서사 

산문들과는 달리 특정한 역사적 상황이 필요하지 않다.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情理와 상황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것이 우언의 기본적인 원리이자 특징이다. 적심

자는 誥나 詔 같은 공문서가 지니는 역사주의적 성격, 즉 특수한 역사적 상황과 맥

락 속에서 읽혀지게 되는 공문서의 본질적 특징을 무시하고 지식인 문화의 보편적 

상황과 정신세계를 前景化한다. 그에게 모든 문체와 장르는 그 역사적 배경이나 무

게와는 상관없이 모두 재미있는 유희의 대상인 듯 보인다. 그 뒤에는 南宋의 문인

인 劉克莊(1187-1269)의 산문이 7편이나 실려 있다.52) 유극장의 우언성 산문들

은 모두 주변의 사물을 의인화시켜 韓愈의 《毛潁傳》과 같은 서사성과 풍자효과를 

얻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그는 한유와 달리 ‘傳’ 형태가 아닌 制, 誥, 表, 啓 등 

공문서 형태를 사용했다는 점이 독특하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의인성 산문

들은 ‘유희문학’의 일종으로 규정된다.53) 그런데 유극장이 사용한 표현 방식은 寓

的이고 비유적일 뿐 아니라 서사적이기도 하다. 유극장은 공적 역에서 주로 사

51) 이 <解嫖論>은 禾城의 名妓 王翠珠와 사랑에 빠졌던 儒生이 몰락한 뒤 그녀의 배신에 

분노하며 쓴 문장의 제목이다. 이 문장의 앞뒤에 두 사람의 관계와 배신, 분노, 복수와 

왕취주가 죽는 과정과 뒷이야기가 기재되어 있다.

52) 유극장의 우언성 산문에 대해서는 侯體健 <刘克庄的乡绅身份与其文学总体风貌的形

成>; 《中山大學學報》(社科版), 2011年3期 참조.

53) 侯體健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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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던 해당 문체의 엄숙함과 역사적 무게를 조롱하거나 패러디하려는 의도가 있었

다. <문선척수>에 나오는 작품 중 실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공문서는 단 3편뿐이

다.54) 물론 적심자가 사회적 의미를 완전히 삭제하려 한 것은 아니다. 그는 특정

한 구체적 상황을 전달하기 보다는 보다 일반적이고 共時的 관점에서 바라본 지식

인 사회의 내부적 양상에 더욱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틴 황은 중국문학사에서는 중요한 ‘혁신’의 가치가 그것과 전통과의 관계에 따

라 맺어진다고 하 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연속성―변화의 열린 과정―이다.55) 

즉 중국적 독창성이란 창조적 모방의 변형이라는 것이다. 그가 예를 든 黃庭 의 

江西詩派가 활용한 ‘재기능화(기존의 시구나 시상을 새로운 시의 맥락 속에 위치시

킴으로써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는 것)’는 이러한 창조적 복고의 한 예이다. 이른바 

‘誥’란 《상서》에서부터 비롯되어 제왕이 신하에게 조정의 大事에 관한 사항을 명령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체 형식이다. 이 문체는 明代 당시까지 정치의 장에서 실제

로 사용되었다. 때문에 대개 제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장엄하고 공식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채택, 수록한 誥는 대부분 전통적 형태를 ‘轉用’

한 서사적 산문이다. 그 결과 이 실용적 문체는 일종의 문예적 문체로 전이된다. 

전통 문체의 전용 내지는 패러디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러한 ‘파괴적인 擬古’를 적

극적으로 활용한 《수곡춘용》은 모든 문체와 장르의 ‘서사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조

심스럽게 보여준다. 

《수곡춘용》에서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던 ‘서사화’는 여상두의 《만금정림》에 오

면 편집상의 내부 규범의 하나로 정착한 듯 보인다. 《만금정림》 역시 ‘종합형 총집’

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문체가 포함되기는 했지만 소설류의 비중이 압

도적으로 높아진다. 소설층의 물리적 공간이 현저히 확대된 것도 그렇지만 다양한 

문체를 포괄해야 하는 잡록층 역시 반 이상이 광의의 소설류에 할애되어 있다. 잡

록층은 가장 전형적인 소설 장르라 할 수 있는 전기소설로 첫머리를 시작한다. 전

기, 지괴, 필기 등 다양한 형태의 ‘소설’이 권3까지 등장하고 나서야 非소설류가 등

54) 北宋 胡錡가 쓴 <擬常熟縣開國侯穀實進 常熟縣開國公加食邑實 制>와 <擬隴西郡

開國侯來牟進 關內侯加食邑實 制> 등 세 편이 실제로 사용된 공문서이다.

55) 마틴 황(Martin Huang 黃衛總), 홍주연 옮김 <탈역사화와 상호텍스트화: 중국 전통

소설 발전에서의 선례의 불안>; 《중국소설연구회보》 52호, 2002년 11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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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다. 이는 현실의 文學場에서와는 정반대의 장르 서열이다. 그나마 卷三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詩 부분에서는 《수곡춘용》보다 서사화가 훨씬 더 진행되어 ‘시가 포

함된 이야기’로 전이된다 <投詩配仙>이라는 조목을 예로 제시한다.

임생은 민강 사람으로 장안에 와서 머물고 있었다. 조문희라는 기녀가 있었는데 

글쓰기에 능하 다. 그녀와 어울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시를 보내어 그녀가 

선택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임생은 다음과 같은 시를 보낸다. “옥황상제의 전각에

서 글을 쓰던 선녀가 세속에 물들어 하늘에서 귀양을 왔구나. 어쩐지 짙은 향기 

뼛속까지 감싸더라니 구름옷은 일찍이 어전의 향로 연기를 피우던 것이라네.” 기녀

는 시를 받고 매우 기뻐하며 그를 머물게 하여 함께 짝이 되었다. 봄과 가을 밤낮

으로 술 마시고 시 읊으며 오년을 보냈다. 춘삼월에 술 마시고 봄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 다. “선녀들은 밤도 없고 가을도 없다네. 붉은 해와 맑은 바람이 녹색 누

각에 가득하네. 멀리 푸른 하늘 바라보니 돌아갈 길 차갑고, 오색구름과 짝이 되

어 함께 수레를 탈 수 있을 것일세.” 그리고는 임생에게 말했다. “저는 원래 하늘

에서 글쓰기를 담당하는 선녀 는데 사랑 때문에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

습니다. 지금 떠나야 하는데 그대도 함께 가십시다.” 문득 붉은 옷에 옥판을 받쳐

든 이가 와서 말했다. 李長卿이 《白玉樓記》를 새로 편찬하여 너의 書牌를 요청하

신다. 임생은 비로서 이 기녀가 선녀임을 알았다. 이에 함께 명에 응하고 그녀와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任生岷江人, 客遊長安, 有妓女曹文姬, 工於詞翰. 每求爲

偶 先投詩, 以待其自擇. 生投詩云: 玉虛殿上掌書仙, 一染塵心謫九天, 莫怪濃

香薰骨膩, 雲衣曾惹御炉烟. 妓得詩大喜, 遂留爲偶. 春朝秋夕 酌微吟, 如是

五年後, 因春三月飮歌道春詩云:仙家無夜亦無秋, 紅日淸風滿翠樓, 遙望碧霄歸

路冷, 可能同駕五雲儔. 乃 生曰: 妾本上天書仙, 以情愛謫居人世. 今當行, 子

宜諧行. 俄見朱衣持玉版至, 曰: 李長卿新撰白玉樓記, 召汝書牌. 生方悟, 妓乃

仙女也. 遂同拜命, 共擧步登空而去)56)

임생이 조문희에게 보낸 시는 <投曹文姬詩>라는 제목으로 《全唐詩》에도 실려 있

지만 이 이야기는 《만금정림》 외에 다른 출처가 확인되지 않았다. 여상두는 詩選集

이나 詩話를 통해 任生의 시와 사연을 접했을 것이다. 그는 자료들을 종합하여 이 

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를 서술하고 詩에 할당된 공간의 상당 부분을 敍事로 

채운다. 그는 시에 7字 제목을 붙이는 적심자의 선례를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56) 《萬錦情林》 卷四 詩類, 余像斗撰 앞의 책 402-4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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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제목이 아닌 <詠萍伏降>, <神童詠鳥> 등과 같이 시의 내용보다는 시가 생산된 

배경과 맥락을 압축하여 제목을 만든다. 이에 비해 卷五, 六에 수록된 非소설류 문

체는 현저히 양이 적으며 그나마 통째로 기존의 전적에서 베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文類에는 < 窮文>, <想思文>, <熱梅枝文>, <答誡酒文>, <祭義蜂文>, <誅鼠

文> 이 전부인데 그 중 <상사문>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색천향》에 실려 있는 문장

들이며 수록 순서도 거의 같다.

위에서 보듯이 적심자와 여상두 모두 ‘총집’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전통적 문체

를 轉用하거나 장르 서열을 내부적으로 전도시키고 있다. 《국색천향》에서 시작된 

종합형 소설총집은 사실상 유서와 소설집이라는 두 가지 서적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형태라 할 수 있으나 바로 이 때문에 《국색천향》은 현존하는 어떤 유형으로도 포섭

하거나 정의내리기 어려운 異種的이고 경계적인 책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등장한 

《수곡춘용》과 《만금정림》은 각자의 방식으로 《국색천향》에 존재하던 문체와 소재, 

주제의 異種性을 희석시키고 ‘ 說集’으로서의 정체성을 보다 강화한다. 아마 이는 

종합형 소설총집의 변화 방향의 하나가 되었던 것 같다. Richard Wang은 그 이후 

출간된 《燕居筆記》의 일부 판본들은 ‘總集’에서 ‘ 說選集’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

여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57) 이러한 변화는 종합형 소설총집의 외양을 갖추

고 내부적으로 장르적 전이와 서열 전도를 통해 ‘서사화’로의 변화를 추동한 이 두 

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통일된 방향은 아니다. 《국색천향》

의 유사 서적 중에는 總集으로서의 성격이 오히려 더 강화된 것들도 있다. 胡文煥

이 편찬한 《胡氏粹編》은 《국색천향》의 雜  부분을 강화, 확장한 類書型 總集이

다.58) 이 책에도 소설은 상당히 중요한 문체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던 소

설층을 삭제하고 지면 레이아웃을 단면으로 처리한다. 여기에 서사 산문을 포함한 

다양한 문체와 장르를 소개하여 말 그대로 ‘종합총집’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또

한 《호씨수편》은 《수곡춘용》이나 《만금정림》과는 달리 거의 모든 작품에 작자를 명

기하여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과 배경을 부여하고 작자와 원전의 권위를 의식

57) Richard Wang 앞의 책 47-48쪽.

58) 《호씨수편》은 <稗家粹編>(소설류), <游覽粹編>(文賦 등), <諧史粹編>(詠物), <寸札粹

編>(편지류), <寓文粹編>(文賦傳記 등) 총 20권으로 이루어진 저작으로 文  刻本

이 남아 있다. 만력 21-22년(1593-92년) 정도에 출간된 것으로 추정된다(向志柱, 

<古代通俗類書 胡氏粹編>: 《古代文學知識》 2008年4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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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점도 다르다. 그러나 소설선집이건 아니면 총집이건 《만금정

림》 이후의 책들에서는 동일한 페이지 속에서 극단적인 이종성을 전시하며 지식의 

파편들을 한꺼번에 쏟아 붓는 랜덤적 독서 방식보다는 보다 집약적인 형태의 독서

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Ⅴ. 나가며

《국색천향》으로 시작된 종합형 소설총집의 형태는 《만금정림》에 이르면 ‘서사화’

를 통해 상당한 수준의 내부적 균일화를 이루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 說

化’라고 단언하기에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는 아마 이들이 주도한 ‘서사

화’를 담아내야 할 확고한 ‘장르’나 ‘양식’이 부재하다는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들이 다룬 서사 양식 중 傳奇는 사실 唐 이후 문체 혹은 장르로서의 견고한 형식 

양태가 상당 부분 느슨해진 상태 다. 逸話, 詩話 혹은 寓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릴 수 있는 짧은 서사 산문들은 더더욱 특정 문체로서의 형식이 부족하다.

明代 뿐 아니라 전통 시기 전 역사를 통틀어 중국의 문학적 글쓰기, 더 나아가 

문화 전 분야를 통틀어 모든 문화적 실천은 특정한 ‘양식’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唐代에 이미 형식적, 미학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는 律詩가 천년이 넘도록 

변형되지 않았고 백화소설이 구술 공연과의 친연 관계가 단절된 이후에도 초기 형

태를 유지하며 발전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인들은 한번 형성된 문화적 양식

의 형태를 좀처럼 벗어나려 하지 않았다. “중국문학사에서 이루어진 혁신의 상당수

가 ‘擬古’나 ‘復古’의 형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관찰 역시59) ‘과거로부터의 지배’

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중국문학 고유의 속성을 설명해 준다고 하겠다. 바꿔 말하

면 어떤 문체나 장르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古人들이 형성시킨 확고한 

형식과 미학적 전통이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문체나 장르는 글쓰기의 장에서 주류적 지위를 점하기 어려웠다.

이른바 ‘장르’란 ‘미학적 관습에 의해 성격이 형성되는’ ‘하나의 제도’60)라 정의된

59) 마틴 황, 홍주연 역 앞의 논문. 

60) 르네 웰렉⋅오스틴 워렌, 이경수 역, 《文學의 理論》(서울: 문예출판사, 1998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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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정의는 아마 문학을 포함한 예술 장르의 사회적, 계약적 성격을 드러내

고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明末의 소설총집들이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무(無)정형의 이야기들은 적어도 현존하는 소설사 서술에서는 하나의 특정한 

장르로 정의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 모음집’

들도 서적의 역사에서 특정 유형으로 귀속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 모음

집’의 脫장르적 경향이 본질적인 것인지 문학사적 평가와 서술에서 기인한 것인지

는 《만금정림》 이후에 출간된 소설총집과 選集의 방향을 면 하게 살펴보아야만 판

단할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확고한 형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백화소설과 

달리 끝내 내부적 규범을 완성하지 못한 이러한 ‘문언으로 쓰인 짧은 이야기’들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평가와 ‘이야기 모음집’이라는 문화상품이 當代 사회에서 지닌 

의미와 가치에 대한 해석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소설을 하나의 상품으로 기획하여 시장에 내놓는 것이 익숙지 못했을 것이 분명

한 만력 연간의 상업 출판계에서는 처음에는 전통 문체와 장르들을 이러한 이야기

들과 함께 편집한다. 이는 주요 소구 대상인 士人들에게 익숙한 대상이기도 하고 

類書의 배열과 편집에 익숙한 출판계에서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구도이기도 

했다. 이 결과 파생되는 극단적인 ‘異種性’은 明末 상업 출판에서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했다. 물론 오롯이 소설 혹은 이야기로만 구성된 選集 혹은 總集은 宋

代부터 존재했지만 상업출판의 역에서는 소설집의 출간은 분명 새로운 시도 고 

실험이었다. 그러나 《만금정림》에 이르면 이러한 이종성은 상당 부분 축소되고 서

사화 내지는 소설화의 추세를 뚜렷이 드러낸다. 상업출판에서는 여전히 未分化되어 

있던 ‘소설책’의 정체성은 강화된 서사화로 인해 점차 분명해졌고 종합형 총집은 ‘

說選集’의 방향으로 分化되기 시작한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식과 비전이 동

시다발적으로 전시되어 있던 《국색천향》과는 달리 이들은 ‘여성’을 주요 대상이자 

소재로 부각시켜 서적의 내부적 동일성을 강화한다. 우언화, 풍자화된 이야기와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전통 문체의 장엄한 형식과의 부조화는 ‘擬古’라는 중국인들의 

오래된 관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러한 글쓰기 관습 뒤에 숨어 있는 상업출판의 의

도된 장르 서열의 전도를 암시한다. 편집자들의 의도가 무엇이건 이는 결국 종합형 

소설총집이 소설선집으로 전이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는 또한 明

335-33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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末의 상업출판이 본격적으로 ‘소설’을 인식하고 포착하여 유형화, 상품화하는 과정

의 일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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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文章主要探討明末綜合 說總集《繡谷春容》 《萬錦情林》. 這兩種都在

萬曆年間商業出版筹办下的出版物. 之前, 已有《國色天香》卽第一種綜合 說

總集. 綜合 說總集除了文 傳奇 說之外,還有諸多文體話文類. 被收 的作

品來源于古典、流行歌曲、道藏、詩文集乃至邸報等多姿多彩的資料. 這本書

的每個葉都被編成兩段, 上段主要收 各種類型的詩文, 下段 門收 文 傳

奇 說. 《繡谷春容》 《萬錦情林》雖然表面上繼承《國色天香》, 但也有不 變

化, 而這一些變化就标志着商業出版産生出 說書籍的科程. 這兩種書基本上

都沒有記 原著 原著 , 而往往把原有的記 或題材改變成另一種文章. 有

的條目 原著的記載幾乎一致, 有的在語 層次上有了不 的變化, 有的甚至

編 借用原有的故事重新敍述新的文章. 由於中國傳統的‘述而不作’觀念, 再加

上明末出版文化的習慣, 修改, 改寫, 增刪, 甚至抄袭別人的文章或 重新敍

述原有的故事, 都在‘述’的範圍內, 而當時受到新的思想潮流, 智識分子和出版

界裏‘述’的權 却大大提高了. 另外他們特別看重女性作家或女性題材的作品. 

而有關女性的作品, 不管其文體 文類, 基本上都傾向于敍事化敍述. 即使詩

詞歌賦類, 編 經常把围绕這韻文作品的背景和来龙去脉都写出来. 其結果, 

這兩種書相 來講呈现明顯的敍事化, 易這種敍事化雖然他們的敍事样式還沒

有找到 定的书写文类, 仍然表示着明末的商業出版面 ‘ 說’這個新文類所采

取的策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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