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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고 소설에서 천상계는 비 실 인 인물 형상과 서사 개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폄하되곤 하 다.그러나 실제로 천상계가 작 인물 형상화와 서

사 개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살펴보면,작품이 창작된 당 의 실이 천상

계를 매개로 하여 작품 내에 총체 으로 반 됨을 알 수 있다.천상계는 당

에 통용되었던 이념 가치 에 입각하여 서사 개의 거시 방향을 설

정하고 인물 간의 계를 계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한편,이념 가치

에 항하여 부상하고 있던 경험 실의 논리에 따라 세부 서사 구성

과 인물 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러한 천상계의 양면성은 천상계가 고 소설의 ‘이념 재 층 ’와 ‘서사

실 층 ’에 모두 여하는 데에서 기인한다.마슈 에 따르면 소설은 작가

가 표방하는 이념을 직 으로 재 하는 층 와,이념 기획을 소설 고유

의 서사 구성 인물 묘사로 구 하는 층 로 나뉜다.‘이념 재 층 ’란

작가가 자신이 표방하는 이념에 따라 서사 개의 거시 방향을 설정하고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역할을 설계함으로써 구축하는 작품의 추 구조

층 를 의미한다.이때 인물들의 삶에 운명을 부여하는 천상계의 존

재는 작품의 거시 서사구조를 보다 확고하게 만들어 주며,주동인물에게만

특별한 지지를 보내는 천상계의 차별 작용은 인물들의 상반된 역할 설정

을 보다 명료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반면 ‘서사 실 층 ’란 이념 재 층 에서 마련된 작품의 추 구조

를 정교화하여 작품으로 실체화한 층 를 뜻한다.서사 실 층 에서는 이

념 재 층 에서 구축된 거시 서사구조가 세부 인 사건 개 과정으로

구 되며,인물의 행 와 성격이 구체 으로 묘사된다.이때,지상계의 체제

질서를 월하여 존재하는 천상계는 작품의 세부 서사 구성이 이념 틀

에 제약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 다.인물 묘사 한,

지상계의 집단 체제 질서를 월한 천상계를 배경으로 삼음으로써 개인의

특성이 보다 과감히 부각되는 경향을 보인다.이는 이념 재 층 를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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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의도가 그것을 구체화하기 한 서사 실 층 에서 오히려 복됨

을 의미하는바,이러한 모순을 통해 작품은 추상 인 이념과 구체 인 경험

세계의 논리가 상충되었던 당 의 실을 드러내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이념 가치 과 경험 실 인식의 립 공존

이 작품 내에 총체 으로 반 되도록 하는 천상계의 양면 역할을 다양한

작품들을 상으로 확인하 다.<유충렬 >,<소 성 >,<조웅 >에서는

천상계가 화이론 가치 을 재 하는 한편 ‘화(華)’와 ‘이(夷)’를 월한 실

질 능력 본 의 실 인식을 표출하는 기반으로도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옥루몽>,<하진양문록>에서는 천상계가 남성 심 젠더 념을 재 하는

한편 이분법 젠더 경계의 불분명성을 드러내는 역할도 수행함을 알 수 있

었다.<숙향 >,<구운몽>에서는 천상계로 인해 사족(士族) 심의 신분

념이 화되는 동시에 신분 정체성보다는 인간의 보편 감정과 욕망을

시하는 실 인식도 부각됨을 알 수 있었다.<사씨남정기>,<창선감의록>에

서는 천상계로 인해 종법 (宗法的)가부장제의 가치 이 화되는 한편 가

문과는 별개로 개인의 고유한 존재 가치를 평가하려는 시각도 두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상 작품들이 생산되고 읽히기 시작하 던 17세기 이후의 조선사회

에서는 란 후 사회 혼란이 가 되면서 이를 수습하기 해 이념 가치

이 화되고 있었다.국왕과 조정은 화이론을 내세워 흐트러진 내부 질서

를 결속하는 한편 통치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 고,정표(旌表)정책을

확 함으로써 남성 심의 젠더 계질서를 강화하려 하 다. 사족 계층

에서는 종법 가부장제를 강화함으로써 일가(一家)를 조직화하고 사족으로

서의 신분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 다.그러나 경험 실에서는 그러한 이

념 가치 의 향력이 차 감퇴하고 있었고,소설의 작가와 독자들 한

이러한 모순을 일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천상계의 양면성은 이처럼 이념

가치 과 경험 실 인식이 서로 충돌하면서도 공존하 던 당 의 상황이

작품에 반 된 결과이자,그에 한 담당층의 문제의식이 소설의 두 서사층

간의 립을 통해 첨 화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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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학교에서의 고 소설 교육에서 이러한 천상계의 양면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이를 통해 고 소설 작품에 반 된 당 의 상황과 담당

층의 세계 인식을 총체 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본고에서는 이러한

목 에서,학습자들이 천상계의 양면성과 그 실 반 의미를 효과 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고 소설 교육 방안을 설계해 보았다.먼 ,천상계

의 양면 역할과 이에 기반을 둔 작품의 층 구조를 이해하게 하기

해서는 학습자들로 하여 천상계의 작 역할에 해 가설을 수립하고 이

를 수정·확장해 나가면서 진 으로 천상계 이해의 폭을 넓 가도록 하는

탐구형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 다.다음으로,천상계의 양면 역할을 작

품이 창작된 당시의 시 상황과 연 지어 이해하게 하기 해서는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구조화된 배경지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천상계의 양면성

과 응시키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고 구체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 이 과정에서 고 소설의 실 반 기제로서 천상계의 특수성

과 보편성에 한 탐구가 심화된 교수·학습 주제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이

를 통해 고 소설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특수한 방법 지식과 함께 소설

일반의 실 반 양상을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는 보편 소설 수용 안목

의 성장을 함께 도모해야 함을 주장하 다.

*핵심어 :문학교육,한국고 소설 교육,천상계,양면 역할,이념 재

층 ,서사 실 층 , 실 반

*학 번 :2012-3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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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연구의 필요성과 목

고 소설 작품들에는 흔히 천상계가 등장한다.주인공은 천상계에서 내

려온 존재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주요 갈등 한 천상계의 개입에 의해

해소되곤 한다.천상계와 지상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수시로 교차

하며 작품의 서사세계를 한층 폭넓고 다채롭게 만든다.

이러한 천상계의 존재는 향유층의 낭만 환상을 충족시켜 주며 서사

개에 한 몰입을 유도한다고 해석되는 한편,1) 실에 한 깊이 있는 탐

구를 가로막는다는 부정 평가도 받아 왔다.지상계에서 인물들이 겪는

고난은 당 실의 구조 모순을 반 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를 손쉽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천상계가 설정됨에 따라 실 문제에 한 깊이

있는 탐구나 비 인식이 차단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2)

그런가하면 천상계를 지배층의 념 가치 과 련지어 해석하는 시각

도 존재하 다.세속 갈등을 도덕 당 의 원칙에 따라 해소해 나가는

천상계의 존재가 실에 한 이념의 우 를 강조하 던 지배층의 시각을

반 한다고 본 것이다.3)지상계의 갈등 자체는 인물들의 세속 욕망의 충

돌을 사실 으로 보여주지만,이러한 갈등이 항상 천상계의 월 섭리에

따라 순조롭게 해결되는 데서 지배층이 지닌 실 인식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두 가지 시각 어느 쪽을 취하든,고 소설의 천상계는 실의 결핍과

1)박일용,「 웅소설 하 유형의 이념 지향과 미학 특질」,『 웅소설의 소설사

변주』,월인,2003,30-40면 참조.

2) 컨 이원수(1997)에서는,천상계가 가부장제 지배질서를 옹호하는 작용을 하며 그 이

념과 실의 균열을 합하는 역할을 함에 따라 가문소설 작품들에서 가부장제의 모순

이 본격 으로 형상화되지 못한다고 지 한 바 있다.이원수,『가문소설 작품세계의 시

변모』,경남 학교출 부,1997,146면.

3)조동일,「 웅소설 하 유형의 시 성격」,『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1977,

271-4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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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이 작품에서 충실히 다루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간주되었다고

볼 수 있다.천상계의 존재는 실 자체보다는 그에 한 독자들의 낭만

소망을 면화하거나,혹은 실과는 괴리된 작가 계층의 념 가치 을

옹호함으로써 작품의 리얼리티를 훼손한다고 여겨져 왔다. 웅소설이나

가문소설의 환상성이 향유층의 좌 된 욕망을 리 충족해 주기 한 ‘의

도 인 반(反) 실’로 해석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 다.4)천상계는 지

상계와 뚜렷이 구분되는 세계라는 에서 그 비 실성이 노골 으로 드러

나는 세계이며,이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실에

한 진지한 탐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되었다.5)

그러나 과연 고 소설에서 천상계의 존재는 실의 결핍과 모순을 은폐

하기 한 장치에 불과하며,독자들에게 실 도피와 보상의 세계를 제공

하는 데 그 목 이 있는 것인가?당 에 고 소설이 통속 인 오락물 혹은

여흥거리로 기능했다고 해서,그 문학 가치가 비 실 인 환상을 충족시

켜 주는 데에만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

다. 설령 부정 실을 미화하는 것이 작가나 독자들이 천상계에 의식

으로 부여하 던 역할이었다 하더라도,그러한 담당층의 의도와는 별개

로 천상계의 존재로 인해 실제로 작품 내에서 성취된 바가 무엇이었는지에

해 보다 섬세하게 탐색해 볼 필요도 있다.

작가나 독자가 의도했던 바는 천상계를 통해 실에 한 낭만 기 나

념 이상을 실 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일지라도,실제로 천상계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인물의 형상이나 서사 개가 그러한 의도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문학 작품에 형상화된 실은 작가의 의도와

4)강상순,「고소설에서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고소설연구』 15집,

2001.37-41면 참조.이 논문에서는 고소설의 환상성을 논하면서 ‘불가해한 실 체험’과

‘의도 반 실’을 구별하 는데,‘실’과 ‘환상’이 명백히 구분되는 이원 서사세계를

포함한 작품들은 개 후자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5) 장효 (1997)과 송성욱(2003)은 고소설의 환상성을 일원 인 것과 이원 인 것으로 나

어, 자는 실에 한 비 의식과 긴 히 련된 반면 후자는 실의 지배질서를 오히

려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 다.이들에 따르면 자는 주로 한문소설( 기소설)과,

후자는 국문소설과 련이 깊다.장효 ,「형성기 고 소설의 실성과 낭만성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10집,1997,125면과 송성욱,「고 소설에 나타난 환상 표상의 몇

가지 층 」,『성심어문논집』25집,2003,8-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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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는 부분들을 포함하게 마련이거니와,6)특히 천상계는 실을 규정하

는 일체의 지배 이념이나 체제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라는 에서

더욱 그러하다.천상계는 국가나 가문,신분이나 젠더와 같이 실을 인

으로 구획하는 지상계의 모든 체제와 질서를 월하여 존재하는 본질

인 세계이며,지상계의 체제와 질서를 무력화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세계이다.이는 천상계를 단순히 통속 ·교훈 작품 창작 수단으로만 단

정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고 소설 작품 속의 천상계가 반 하는 당 의 종교 세계 은 실의

규범 질서에 한 반성 시각과 련이 있다.작품 속 천상계에는 유교

의 ‘천(天)’ 념과 도교의 신선 사상,불교의 천상도(天上道) 념 등이 복

합 으로 반 되어 있다.이러한 종교 념들은 때로는 지배 권력과 체

제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 지만,그 본질은 실의 권력

체제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유교의 천(天) 념은 권력

자의 통치 행 를 천(天)의 리 행 로 보며 부당한 권력 행사에 한 천

계(天戒)를 강조하 던 에서 체제 비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도교의

경우 『산해경』,『열선 』 등에 등장하는 신선의 모습에서 기성 체제에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움을 엿볼 수 있고,실제로 신선인 등장인물이 지배

권력과 결하는 이야기가 여럿 발견된다.7)불교의 경우 도솔천 미륵불의

하생(下生)에 한 신앙이 동학 명의 정신 기반이 되었다고 논의되기

도 한다.8)

이를 감안할 때 고 소설의 천상계에 한 해석은 당 작가와 독자들의

실 비 의식과 련하여 보다 극 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본

다.수많은 작품들에 천상계가 등장하고 독자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었

던 것은,그것이 실에 한 비 인식과 변화의 망을 일깨워주는 효

용을 일정 부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이는 한 고

6)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이는 마슈 등의 문학사회학 이론에서 특히 강조하

는 바이다.

7)정재서,『불사의 신화와 사상』 민음사,1994,182-192면.

8)송화섭,「고부농민 기와 미륵신앙·미르신앙」,『한국민속학보』 7호,1996,202-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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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사에서 천상계의 등장 빈도가 20세기 반에 이르기까지 어들지

않고 꾸 히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설명할 수 있는 이기도 하다.

이러한 에서,본고에서는 천상계를 당 의 규범 질서를 옹호하는

장치나 그 안에서 개인의 욕망 성취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고 소설 작품 내에서 천상계의 성격과 역할을 보다 심층 으로 논

의하여 보고자 한다.천상계는 작가 당 의 규범 질서를 화하고 그

에 입각하여 인물의 상을 차별화하거나 서사의 개 방향을 규정하기도

하지만,한편 그러한 규범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에서 인물을 형상화

하고 서사를 구성하는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나아가 이와 같은

천상계의 양면 성격은, 념 가치 이 화되는 한편 그에 한

항도 본격화되고 있었던 조선후기의 사회상과 담당층의 층 실 인식

을 총체 으로 반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실제 작품들을 분석하

여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천상계에 한 이해는 등학교 고 소설 교육에서 특히 요한 의미를

갖는다.천상계의 양면 역할을 통해 담당층의 실 인식과 작품의 주제

가 입체 으로 드러나게 된다면,이를 심으로 고 소설 교육의 내용을

효과 으로 구조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천상계를 통해 형성된 인

물 형상과 서사 개의 양면성을 악함으로써,학습자는 작품에 반 된

작자 독자층의 실 인식의 모에 근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소설의 인물과 사건은 담당층의 의도를 그 로 반 하지 않는다

는 ,오히려 인물 형상과 서사 개의 모순과 역설을 통해 당 실의

상황과 담당층의 의식이 총체 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을 경험하고 문학

과 실의 계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도 고 소설 속 천상계의 양면 역

할에 한 이해는 요한 의미를 갖는다. 한 이는 천상계가 고 소설의

비 실성을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는 ,오히려 천상계로 인해 고 소설

은 실을 보다 충실히 반 할 수 있게 된다는 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고

소설에 한 일부 학습자들의 부당한 선입견을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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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러한 에서,천상계 이해를 심으로 한 고 소설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종 과제로 삼는다.즉 천상계의 역할을 심으로

인물 형상과 서사 개의 모순과 역설을 면 히 악하게 하며,이를 통해

작품에 담긴 담당층의 실 인식을 충실히 악하도록 하는 고 소설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본고의 궁극 목표이다.

2.기존 연구 검토

고 소설의 천상계에 한 연구는 크게 두 방향으로 개되어 왔다.하

나는 천상계를 지배층의 사상 ·종교 이념의 투 으로 악하는 경향이

다.조동일(1977)은 성리학 사회 규범만으로는 더 이상 실의 다양한 갈

등을 해결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이념의 성과 당 성을 오히려 더

확고히 옹호함으로써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던 지배층의 시각

이 철학에서는 이원론 주기론으로,소설에서는 천상계 우 의 이원 세

계 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한 바 있다.지상계는 천상계의 섭리에

의해 작동한다는 을 강조함으로써, 실의 문제는 이념의 차원에서 다루

어져야 한다는 사고를 소설 속에 나타내었다는 것이다.9)

종교 세계 과 련하여 고 소설의 이원 세계 을 해석한 이상택

(1981)의 연구 한 이념 이상주의의 맥락에서 천상계의 의미를 악하

다.이상택은 종교 공동체의 성격을 띠었던 고 사회에서 월 세

계에 한 구성원들의 공통된 믿음이 자연히 천상계에 비 을 둔 ‘신성 소

설’의 창작 기반으로 작용하 다고 보았다.신성 소설 계열에 속하는 <숙

향 >이나 <명주보월빙>등은 지상계의 모든 갈등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천상계에서 찾고 있다는 에서 고 종교 사회의 월주의 세계 을 보

여 다고 한다.반면 <흥부 >이나 <배비장 >과 같은 ‘세속 소설’계열

의 작품들은 개인의 욕망과 의지에 근거하여 갈등을 개하고 풀어나간다

9)조동일,앞의 책,271-4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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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서 근 이후의 실주의 세계 을 보여 다고 설명하 다.10)이

러한 시각에서 보면 천상계는 보편 규범에 입각한 조화와 질서의 세계로

서,개개인의 세속 욕망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지상계의 혼란을 조정하는

지배 이념의 성을 형상화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김일렬(1993)도 당 의 유교 지배 이념과 련하여

천상계의 의미를 해석하 다.당 의 독자들에게 유교 지배질서의 이상

과 실제 실의 괴리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제 을 텐데,소설에 형상화

된 천상계가 그러한 의문을 해소해 주며 지배질서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역

할을 했으리라는 것이다.선한 사람이 고통 받고 악한 사람은 도리어 흥하

는 지상계의 모순은 천상계의 에서 보면 일시 인 상에 불과하다는

을 강조함으로써,독자들로 하여 실에 한 이념의 우 를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소설의 역할이었다는 설명이다.11)

그러나 이러한 견해들은 조선후기 소설의 주된 독자층이 지배층보다는

피지배층에 가깝다는 실상에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컨 웅소설

의 경우,평범한 하층 독자들이 지배층과 동일한 정도로 유교 지배 이

념에 해 확신을 지니고 있었는지가 의문시된다.12)평범한 하층 독자들

에게는 이념의 문제보다 작품에 담긴 구체 인 삶의 문제들이 더 우선 인

심사 을 것이기에,천상계를 이념 수호의 근거로만 보는 시각은 다소

설득력을 잃게 된다.

한 작품 속에서 월 세계의 비 이 후 로 갈수록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는 도 문제가 된다.천상계가 단지 지상계의 삶에 조화를 부

여하는 이념 질서와 련이 깊은 세계라면,후 로 갈수록 이념 세계

이 쇠퇴해 감에 따라 이원 세계 을 나타내는 작품도 어들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실의 문제를 가장 첨 하게 묘사했다고 일컬어지는 소

리계 소설에서도 인물의 생담이나 꿈을 통한 월계와의 소통은 사라지

10)이상택,『한국고 소설의 탐구』, 앙출 ,1981,237-257면.

11)김일렬,「고 소설의 이원론 세계 과 유교」,『어문론총』8집,1993,1-18면.

12) 컨 박일용(1983)은 조동일의 소설이론이 ‘첨단 인 상층문화인 이기철학을 통속

인 소설구조와 응시킴으로써 해석의 무리를 가져’왔다고 지 한 바 있다.박일용,『

웅소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 의의』,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198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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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고 있었으며,20세기 까지 리 읽힌 웅소설에서도 천상계의 개

입은 서사 개에서 상당한 비 을 차지하 다.

천상계의 의미를 독자들의 구체 실과 련지어 이해하려는 시각은

이러한 맥락에서 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컨 성 경(1981)은 강 화

소를 심으로 고 소설 속 천상계의 의미를 구명하 다.작품 속의 천상

계는 유·불·도 사상에 민간 무속신앙이 융합된 민족 고유의 세계 을 보여

다는 ,천상계의 힘을 통해 지상계 지배질서의 억압과 횡포에 항하

는 서사구조에는 독자들의 실 비 의식이 반 되어 있다는 등을 밝

힌 것이다.지상계는 천상계 존재들의 유배지이기에 고난과 시련의 장소로

묘사되는데,그러한 가운데 자연스럽게 실을 지배하는 불합리한 기존의

규범과 질서를 부정하는 비 시각이 드러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

천명(天命)을 통해 지상계의 시련이 극복되는 과정에서,‘새로운 안목으로

세계를 직시’하고자 하는 독자들의 실 변 의지가 드러나기도 한다.성

경은 이처럼 강 모티 를 심으로 작품의 서사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천상계의 수용 맥락을 독자의 실과 련하여 설명하 다.13)

본고의 논의는 이러한 성 경의 견해를 수용하되,천상계의 작품 내

역할과 그 작동 기제를 인물 형상화와 서사 개의 양면에서 좀 더 구체

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성 경의 논의가 강 모티 의 원형과 변이

양상을 심으로 작품을 분석 분류하는 데 을 맞추었던 것과는 달

리,본고에서는 천상계 반의 특성과 역할 그에 반 된 담당층의 실

인식을 탐구하는 데 논의의 을 맞추고자 한다.

한편 천상계를 작자나 독자층이 지니고 있었던 실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한 가상의 장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었다.선 의 부귀

와 명 를 회복하고 싶어 했을 몰락 양반층의 욕망에 비추어 <유충렬 >

의 서사구조를 해석한 서 석(1985)의 견해,14)가상의 세계에서나마 신분

13)성 경,『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남 학교 출 부,1981,125면.한편 이러한 성

경의 논의는 이원 세계 반이 아닌 강 화소의 연원과 기능을 구명하는 데

을 맞추고 있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다.

14)서 석,『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이화여자 학교출 부,1985,93-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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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의 꿈을 이루고 싶어 하 을 하층 독자들의 낭만 환상에 을

맞춰 웅소설의 서사구조를 분석한 박일용(2003)의 견해가 그에 해당한

다.15)이념 차원에서 천상계의 의미를 악하 던 이 의 시각과는 달리,

독자들의 보다 실 인 욕망에 을 두어 천상계의 의미를 구명한 것이

다.이러한 견해들은 독자층의 실상과 련하여 천상계의 의미를 밝혔다는

에서 한 성과를 거두었으나,역시 천상계의 역할을 주로 체제 내에

서의 낭만 기 실 과 련하여 본 은 좀 더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이명 (2005)의 논의는 이와 련하여 한 가지 시사 을 제공하 다.이

명 은 천상계를 유형화함으로써 그 역할을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단서

를 마련하 다.인간 세상의 모든 일을 주 하는 ‘주재천(主宰天)’ 념이

나타나는 작품들,인간의 의지와 길항하는 ‘자연천(自然天)’ 념이 나타나

는 작품들,인간의 삶에 여하지 않으며 다만 인간이 지향해야 할 도덕

이상을 표상해 따름인 ‘이법천(理法天)’ 념이 나타나는 작품들을 구분

하여 각각의 경우 천상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한 것이다.그리하여 작품에

따라 천상계는 인간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독자 인 섭리의 세계로 나타

나기도 하고,때로는 인간 세상의 규범과 갈등하거나 그에 감응하는 세계

로 나타나기도 함을 ‘천(天)’ 념의 다양성을 통해 설명하 다.16)

이러한 견해는 천상계의 역할을 다양한 에서 살피도록 해 주었으나,

실제 작품들을 보면 천상계의 역할이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일례로,인간 세상의 규범 가치에 감화되어 보응하는 ‘이법

천’의 천상계라도 실제 작용 방식이나 효과를 살펴보면 인간 세상의 규범

질서를 옹호하는 역할만을 하지는 않는다.이에 해서는 뒤에서 다시

상론하게 될 것이나,어 든 본고에서는 천상계가 어느 한 유형의 천 념

으로 환원되기 어려운 복합 작용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본다.

이명 의 논의는 천 념의 여러 유형들을 구별하는 데 주안 을 두었으

나,그 스스로 인정하 듯이 그것들 간의 차이를 인 것이라고는 볼

15)박일용(2003),앞의 책,30-40면 참조.

16)이명 ,『고 소설에 나타난 천(天) 념 연구』, 앙 학교 박사학 논문,2005,

41-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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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17)세 가지 천 념은 인간 세상에 한 천상계의 작용을 신화,역

사,도덕의 에서 각각 조명한 결과물로서 천상계에 한 다양한 형태

의 신뢰 양상을 보여 다.그러면서도 이들은 모두 지상계를 견제하고 감

독할 수 있는 천상계의 성에 한 믿음을 나타내는데,이는 두 세계의

근본 계를 립과 충돌의 계로 볼 수 있는 단 를 제공해 다.

이상의 연구들이 천상계와 담당층의 실 인식 간의 계를 구명하는 데

을 두어 왔다면,조재 (2006)은 작품 속 서사세계로서 천상계의 고유

한 속성을 보다 구체 으로 분석하 다.18)즉 고 소설의 ‘환상계’를 천상

계,선계(仙界),수궁계(水宮界), 승계,경계공간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작

품들을 상으로 각각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문학 의의를 평가하 다.

특히 천상계를 비롯한 환상 세계가 실의 ‘발 균형’을 추구하는 의미

를 담고 있다는 평가는 주목을 요한다.19)환상 세계는 실 세계의 가치

질서를 수호하는 한편,그것이 지닌 문제 을 드러내고 비 하는 역할도

겸한다고 본 것이다.이는 천상계가 인물 형상화나 서사 개에 있어 담당

층의 규범 가치 을 반 하면서도 그에 한 반성 시각도 함께 나타낸

다고 보는 본고의 과 상통한다.

그러나 실의 규범 가치 질서 수호와 그 문제 비 을 단지 ‘균형’

계로만 악한 은 좀 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천상계가

실의 규범 가치를 수호하는 동시에 비 도 한다는 은,당 실의 모

순 반 담당층의 층 실 인식 반 과 련하여 보다 심층 인 해

석이 필요한 부분이다.이를 해서는 천상계의 양면성을 균형 계보다는

립과 충돌의 계를 심으로 보다 극 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담당층이나 작품의 소통 맥락에 따라 천상계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기도 하 다.김종철(1985)은 <옥수기>에 나타난 이원 세

계 을 19세기 사 부 계층의 세계 과 련하여 분석하 다.<옥수

17) 컨 의 논문,29면을 보면 (세 가지 천 념은)‘상황에 따라 그 표 이 달라지는

것’이라 하 다.

18)조재 ,『고 소설에 나타나는 환상계 연구』,국민 학교 박사학 논문,2006,1-300

면.

19) 의 논문,2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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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이원 세계 은 하층이 향유하 던 국문 웅소설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이며,이는 19세기 사 부 계층의 사회·경제 상황과 련된

다는 설명이다.20) 하층 독자들이 주로 향유한 웅소설 작품들에서는 천

상계와 지상계가 수직 계로 설정되지만,<옥수기>에서는 두 세계가 수

평 계를 이룸으로써 실 비 인 도선(道仙)추구 의식과 실 지향

인 정치 참여 의식의 조화를 보여 다고 한다.공고한 정치·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왕도정치의 이상을 표방해 왔던 사 부 계층의 세계 에서,지상

계는 그 자체로서 만족스러운 세계이기에 천상계와 나란히 정의 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이는 천상계가 실에 한 부정과 극의 태도와

련을 지니되,그 상은 장르와 담당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해

다.향후 천상계에 한 연구는 보다 다양한 작품들과 장르를 상으로,

담당층의 특성에 따른 천상계 상의 차이를 고려하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이에 본고에서는 작품 분석 시 담당층과 장르의 차이를 고려하며 천

상계의 작 역할을 가능한 한 구체 으로 구명하고자 한다.

한편 이명 (2013)은 <옥루몽>을 상으로 독자들의 통속 요구

와 련하여 소설 속의 천상계가 갖는 ‘유희 환상성’을 설명하 다.<숙

향 >이나 <구운몽>의 천상계가 월 세계에 한 실제의 신념을 반

한다면,소설이 보다 통속화된 19세기의 작품 <옥루몽>에서 천상계는 이

야기 자체의 흥미를 높여 독자의 몰입을 유발하는 미학 장치로 마련되었

다는 것이다.21)이는 작품의 소통 맥락을 고려하여 작 천상계의 의미를

악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환상’에 한 선행연구에서도 천상계에 한 다양한 해석의 들

을 확인할 수 있다.22)고 소설의 환상성에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20)김종철,『옥수기 연구 :작품구조와 세계 을 심으로』,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

1985,89-97면.

21)이명 ,「<옥루몽>에 나타난 월 요소의 성격과 성」,『어문논집』 53집,2013,

271-276면.

22)토도로 의 개념 정의에 따르면 ‘환상’은 실 인 상을 마주하는 서술자나 인물의

심리 상태를 가리킨다.그 심리 상태의 특징은 실과 비 실의 경계가 불분명한 데서

유래하는 ‘머뭇거림’으로 규정되는바,천상계를 분명한 작 서사세계의 한 축으로 설정

하고 있는 고 소설 작품들의 실상과는 거리가 있다.이에 본고에서는 서술자나 등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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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한문소설과 국문소설을 구별하여 각각에 나타난 환상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는 시각을 발견할 수 있다. 기소설을 심으로 한 한문소설의

월계가 실에 한 비 과 항의 의미를 띠는 데 반해, 웅소설을 비롯

한 국문소설의 월계는 실 추수 이며 도피 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고 소설의 환상성을 ‘불가해한 실 체험’과 ‘의도 반(反) 실’로 구별한

강상순(2001)의 견해나,23)‘일원론 환상’과 ‘이원론 환상’으로 나 어 비

교한 장효 (1997)과 송성욱(2003)의 견해가 그 다.24)이들에 따르면 주

로 국문소설에 나타나는, 실과 뚜렷이 분리되어 있는 월계는 실의

문제를 보수 인 체제의 틀 안에서 해결하기 해 마련된 의도 허구로서

의 성격을 띤다.허구임을 알면서도 몰입할 수 있는,나아가 허구임을 알기

때문에 더 마음 놓고 몰입할 수 있는 세계가 국문소설에 나타난 월계라

는 것이다.반면 한문소설에서 월계는 실계와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실에 한 진지한 항과 안 모색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띤다

고 보았다.

한길연(2010)은 국문 하소설의 경우 실 체제를 그 로 재 하는 ‘

실의 투사’로서의 환상계가 나타난다고 지 한 바 있다.25)국문 하소설의

환상계는 지상계 지배 체제의 도덕 이념이 재 되는 세계로서,선한 주

인공을 옹호하는 ‘천명 환상계’와 악한 인물을 지지하는 ‘역천 환

상계’가 확연히 구별된다. 환상계가 상층 남성주인공의 규제와 리

상으로 그려지는 것이나,남성 심 젠더 질서의 모순에서 비롯된 문제

들을 여성의 개인 문제로 왜곡하는 데 동원되는 것에서도 하소설의 환

상계가 지닌 체제 옹호 성격을 알 수 있다.반면 15-16세기 기소설의

환상계는 순수한 이상 세계로서 실 비 성격을 갖는다.국문 웅소

물이 나타내는 ‘환상’체험의 양상보다는,그것을 래하는 천상계의 특성과 역할을 주로

살펴보고자 하며 그것이 지닌 의미를 작가가 처했던 당 의 실과 련하여 구명하고

자 함을 밝 둔다.Todorov,T.,“introductionàlalittératurefantastique”,최애 옮

김,『환상문학서설』,일월서각,2013,51-83면.

23)강상순,앞의 논문,37-41면.

24)장효 ,앞의 논문,125면과 송성욱,앞의 ,8-14면 참조.

25)한길연,「 하소설의 환상성의 특징과 의미」,『고 문학과 교육』 20집,2010,5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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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경우 여성 인물의 능동 환상 체험에서 남성 심의 사회 체제에

한 비 시각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실 문제의 변 보다는 낭만 해

소에 이 맞춰졌다는 에서 역시 환상계는 체제의 문제를 은폐하는 작

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그리하여 결국 국문소설의 환상계는 한문소설에

비하여 체로 지배 체제를 옹호하거나 체제 변 의 요구를 회피하는 경향

을 보인다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러나 천상계의 의미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지상계와

천상계가 분리되어 있는 이원 구도를 반드시 ‘실-비 실’의 구도로만

해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러한 견해는 고 소설의 서사세계 지상

계만을 실제 실의 반 으로 보고,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각종 모순과 결

핍의 문제들이 천상계라는 가상 실을 통해 해결된다는 제에 입각해 있

다.즉 지상계-천상계의 계를 ‘실제 문제-가상의 해결’이라는 구도로 보

고 있는 것이다.이는 천상계의 의미를 지나치게 문면 그 로 이해한 탓이

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선 이나 선녀,도사,도승 등이 등장한다고 해서 그 세계가 실

성이 없다고만 할 수는 없다.환상문학 이론에서 지 하듯이,이런 존재들

은 지상계의 일상 이고 규범화된 공간에서는 드러내놓고 인식할 수 없는,

존재의 억압된 차원을 보여주기 한 방편일 수 있기 때문이다.26)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천상계는 지상계 체제를 옹호하거나 미화하는 측면보다는

지상계의 비공식 가치를 실 하는 측면을 심으로 그 작 역할과 의미

가 보다 극 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김성룡(2003)의 연구는 이런 에서 주목된다.김성룡은 <장인걸 >과

<김원 >을 상으로,작품에 나타난 요괴의 환상이 성(性)에 한 당 인

들의 억압된 공포를 드러내는 인식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하 다.27)남생

이,여우,지하 등의 물괴(物怪)들은 성 의 해악에 한 두려움

26)Jackson,R.,Fantasy:TheLiteratureofSubversion,서강 학교 여성문학연구회 옮김,

『환상성- 복의 문학』,문학동네,2001.94면.잭슨은 토도로 의 환상 개념을 발 시

켜,‘사회 질서가 의존하고 있는 통합 구조와 의미 작용을 해체함으로써 환상은 문화

안정성을 복시키고 침식’한다고 설명하 다.

27)김성룡,「고소설의 환상성」,『고소설연구』 15집,2003,5-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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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시화한 결과물들이라는 해석이다.요괴들이 지니고 있는 상징 인 특

징들을 꿰뚫어 보고,그것이 규범 일상 세계의 어떤 기나 억압과 련

된다고 본 것이다.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천상계의 존재들 한 비 실

이라고만 볼 것이 아니라,그들을 통해 나타나는 바 실의 억압된 측면들

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을 수용하여,고 소설의 천상계가 갖는 의미를

실 반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한다.천상계는 비 실 인

세계가 아니라,규범 실에 항하여 존재하는 다른 실의 차원을

가시화한 결과물일 수 있다.지상계가 체로 일상의 규범 질서에 따라

구성된 세계라면,천상계는 그러한 틀에 들어맞지 않는 존재의 실상과 원

리를 형상화한 세계일 수 있다.이러한 에서 보면 천상계를 담당층의

보수 가치 을 옹호하는 수단으로만 해석할 필요는 사라지게 된다.나아

가 세계가 규범 차원에서 인식되는 동시에 그에 항하는 본질 에

서도 포착될 수 있을 때,그러한 실의 총체성을 선명하게 포착하기 한

장치로서 천상계와 지상계의 립 공존이 설정된 것일 수 있다.특히 조

선후기와 같은 사회 변기에,기존의 가치와 충돌하는 새로운 가치의

출 은 문학 작품에서 천상계의 형태를 통해 선구 으로 형상화되었으리라

고 생각해 볼 수 있다.논리 차원에서는 아직 개념화되지 않은 상이라

도 문학 형상으로는 수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연구 상 방법

1)연구 상

천상계의 역할 분석을 한 상 작품의 선정을 해 본고에서는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 다.

첫째,천상계의 존재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고,그것이 인물 형상이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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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개에 분명한 향을 미치는 작품들이다.천상계가 인물 형상과 긴

한 련을 갖는 것은 개 강 모티 와 생담을 통해 확인된다. 강

모티 는 인물이 지상계 환생 이 에 천상계에 소속된 존재로서 분명한 신

분과 지 를 부여받고 있음을 보여 다. 체로 이러한 본래의 신분과 지

는 강 후에도 인물의 능력이나 그를 돕는 월 존재들과의 계를

통해 지속되며,이를 통해 천상계는 계속해서 작품 속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한편 천상계와 서사 개의 련성은 통상 언 모티 를 통해 명시된

다.인물의 운명은 개 천명(天命)에 통달한 이인(異人) 는 조상의 혼령

의 발언을 통해 고되는데,이를 통해 인물을 둘러싼 상황 체를 미세하

게 조정하며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해 나가는 천상계의 섭리가 밝 지게 된

다.방랑하던 주인공이 우연히 도달한 산 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도승

이 천명을 언 하며 진퇴의 시기를 알려주기도 하고, 상을 보던 도인이

주인공의 천정 운명을 알려주기도 한다. 고난에 처한 주인공에게 조상

의 혼령이 나타나 천상의 의도와 계획을 알려 주기도 한다.이러한 천상계

의 섭리는 이후 실제 서사 개를 통해 실 되면서 지상계의 우연 이고

혼란스러운 서사 개를 통어하는 보다 거시 이고 심층 인 원리로 작용

한다.

천상계의 존재가 설정되어 있는 고 소설 작품들은 개 이와 같은 강

모티 와 언 모티 를 포함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작품들에서는 강

모티 가 나타나지 않거나 추상 으로 처리되기도 한다. 컨 <사씨남정

기>의 경우 강 모티 신 몽 황릉묘 방문 목에서 사정옥과 천상

계의 계가 드러난다.그러나 천상계가 인물에게 본원 · 속 정체성을

부여하며,천상의 정된 섭리에 따라 서사가 개된다는 은 다른 작품

들과 다르지 않다.

둘째,본고에서는 당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던 작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독자의 호응을 고려하는 것은 그것이 작품에 담긴 천상계의 보편성

을 담보하는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물론 인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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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던 작품이 곧 고 소설의 천상계의 성격을 가장 완 하게 구 한 작품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해당 작품들을 천상계의 역할이 형 으로 구

된 사례들로 볼 수는 있다.소수 독자들에게만 읽혔던 작품들에 나타난

천상계보다는,많은 독자들에게 지속 으로 인기를 렸던 작품들에 나타

난 보편 인 천상계의 특성과 역할을 본고에서는 분석하고자 한다.

필사본의 수, 각본이나 활자본으로 간행된 횟수 등을 고려하면 17세기

부터 19세기 말까지 가장 인기가 높았던 고 소설 작품들 천상계의 존

재가 분명히 드러나는 작품들로는 먼 일군의 웅군담소설 작품들을 꼽

을 수 있다.<유충렬 >과 <조웅 >,<소 성 >은 웅군담소설의 형성

기와 성기를 표하는 작품들로서 우선 인 검토 상이다.<옥루몽>,

<하진양문록> 한 여성 웅소설 계열의 작품들 천상계의 상이 분명

히 드러난 사례들로서 분석 상이 된다.

여러 계층에 걸쳐 지속 으로 인기를 얻었던 동시에 월 세계의 존재

가 분명히 제시된 작품으로는 <숙향 >과 <구운몽>도 있다.이 두 작품

은 주인공인 이선이나 양소유의 행 에서 일정 부분 웅의 형상이 나타나

므로 넓게 보면 웅소설 계열의 작품들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다.물론

<구운몽>의 경우 성진과 팔선녀의 세계인 남악 형산을 천상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이 있지만, 월 이고 속 인 세계의 존재를 별도로 상정하고

있다는 에서 여타의 작품들과 함께 논의의 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

아 분석 상에 포함하 다.

마지막으로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의 경우 가문소설 계열의 작

품들 지속 으로 인기를 렸던 작품들로서,역시 천상계와 련하여

인물 형상화와 서사 개가 이루어지는 작품들로 볼 수 있으므로 분석

상으로 삼았다.

작품 선정의 셋째 기 은,고 소설의 다양한 장르와 주제를 두루 포

할 수 있도록 유형별 표작을 두루 선정한다는 것이다.천상계가 분명히

제시되는 작품들은 개 웅소설 계열의 작품들이지만,그 에서도 주로

다루어지는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표 인 몇 가지 하 계열을 상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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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각각의 표 작품들을 분석 상으로 확보하고자 하 다.이를테면

<유충렬 >이나 <조웅 >,<소 성 >은 국가 통치 권력의 기와 그

해결 과정을 다룬 작품들이라 할 수 있으며 천상계의 작용도 그러한 국가

의 문제와 련하여 주로 나타난다.<옥루몽>과 <하진양문록>은 여성의

활약을 부각한 작품들이며,여성 인물의 고난 극복 과정을 심으로 천상

계의 개입이 나타난다. <숙향 >이나 <구운몽>의 경우 주로 남녀의

애정과 결연 과정을 다루며 이를 심으로 천상계의 개입을 보여주는 작품

들이라 할 수 있다.<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은 가문의 기 해소

과정과 련하여 천상계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유형의 작품들이라는

에서 분석 상에 포함하 다.본고에서는 이처럼 국가의 문제,젠더의 문

제,애정과 결연의 문제,가문의 문제 등 다양한 심사들을 다룬 작품들을

두루 분석 상으로 선정하여 천상계의 역할과 의미를 다각 으로 살펴보

고자 하 다.

이상의 기 에 따라 본고에서 선정한 분석 상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유충렬 >,<조웅 >,<소 성 >,<옥루몽>,<하진양문록>,<숙향

>,<구운몽>,<사씨남정기>,<창선감의록>

각 작품의 본은 선행연구를 통해 밝 진 선본(善本)들로 정하 다.

<유충렬 >은 완 84장본을,<소 성 >은 완 43장본을,<조웅 >은

완 104장본을 주 상으로 하 다.28)<사씨남정기>는 한문본 <남정기

(南征記)>를,29)<창선감의록>은 국립 앙도서 본을 상으로 삼았다.30)

28)<유충렬 >은 방각본으로는 완 본이 유일하다.몇몇 필사본이 있으나 내용에는 차이

가 없다고 알려져 있다.연구자들이 주로 분석 상으로 삼는 것은 완 본이므로 본고에

서도 이에 따른다.<소 성 >은 서경희(1997)에 의해 경 23장본과 완 43장본이 각

지역 본의 표본으로 인정된 바 있는데,완 본이 분량이 더 길고 내용이 풍부하므로

이를 분석 상으로 삼는다.서경희,『<소 성 >의 서지학 근』,이화여자 학교

석사학 논문,1997.85-103면 참조.<조웅 >의 경우 조희웅,「<조웅 >의 이본고

교주보」,『어문학논총』 12,1993,47-49면에 따르면 경 30장본과 완 104장본을

각각 경 본과 완 본의 선본(善本)으로 볼 수 있는데 완 본이 내용이 더 풍부하다.

29)이 희(1991)는 김춘택이 한역(漢譯)한 <남정기>가 내용의 일 성 면에서 선본으로 인

정될 만하고, 재 필사 연도가 밝 진 최고본이며 이후 부분의 이본들과 련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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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향 >은 이화여자 학교본을,31) <구운몽>과 <옥루몽>은 규장각본

을,32)<하진양문록>은 장서각본을 각각 분석 상으로 하 다.33)

2)연구 방법

본고에서는 마슈 (Machdrey,P.)의 문학생산이론을 참조하여,소설의

서사층 를 ‘이념 재 층 ’와 ‘서사 실 층 ’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고

각 층 에서 천상계의 특성과 역할을 분석하 다.마슈 는 두 층 를 각

각 ‘표상(représentation)’의 층 와 ‘형상(figuration)’의 층 로 명명하고 양

자의 립을 강조하 는데,마슈 의 본래 용어는 서사학에서 통용되는

일반 용어들과 다소 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에 본고에서는 개념의 의미가

보다 선명히 드러나도록 용어를 재명명하여 사용한다.34)

지고 있다고 하 다. 이래종(2000)도 김춘택본 계열이 원작의 의도를 충실히 살리고

있으며 이본들 가운데 형성 과정을 정학히 알 수 있어 내용상 가장 신할 만하다고 보

았다.이 희,『사씨남정기 연구』,반도,1991,169면 ;이래종,「<사씨남정기>김춘택

한역본의 상」,사재동 편,『서포문학의 새로운 탐구』, 앙인문사,2000,314면.

30)이래종(1993)은 국립 앙도서 본을 <창선감의록>의 원본이자 최선본( 善本)으로 보

았다.이래종,「창선감의록 이본고」,『숭실어문』 10집,1993,239면 참조.

31)차충환(1999)은 <숙향 >이본들 이화여자 학교본이 문맥이 가장 자연스러우며 오

자나 문장의 락이 거의 없어 작품의 모를 악하기에 합한 선본이라 하 다.

본래의 <숙향 >의 모습과도 근 한 이본이라 평가하 다.이상구(1994)는 정신문화연

구원A본이 이화여자 학교본에 비해 내용이 더 풍부하고 축약으로 인한 오류도 은

편이지만, 체로 두 이본은 반 인 내용이나 구체 인 삽화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하 다.더욱이 정신문화연구원A본은 끝부분의 일부 내용이 독 불가능한 문제가 있

다.김진 ·차충환 편 ,『숙향 집』1,박이정,1999,10-11면과 19면 ;이상구,『숙

향 의 문헌 계보와 실 성격』,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1994,57-70면 참조.

32)김병국(2007)은 규장각본 <구운몽>이 문체가 가장 고아하며 이야기의 세부 내용이 완

비되어 있는 구운몽의 최고본( 古本)이자 최선본( 善本)이라 평가하 다.김병국 교주·

역,『원문교주 구운몽』,서울 학교출 부,2007,ⅲ면 참조.<옥루몽>의 경우 규장각

본이 텍스트 생성 시기가 가장 이르며 내용도 가장 충실하다고 본 유 수(2013)의 견해

에 따랐다.유 수,『19세기 소설 <옥루몽>연구』,보고사,2013,43면 참조.

33)이 형(2009)은 장서각본이 러시아본과 더불어 <하진양문록>의 본래 면모를 잘 간직

하고 있으며 세책본에 비하여 표 의 생략이 어 문맥이 자연스럽고 주제 의식도 분명

하며 더 앞선 시기의 필사본으로 볼 수 있다고 하 다.이 형,「19세기 장편소설 <하

진양문록>의 면모」,『민족문학사연구』39집,2009,33-35면.

34)‘표상’과 ‘형상’,‘이념 재 ’과 ‘서사 실 ’등의 주요 개념에 한 상세한 논의는 Ⅱ장 2

에서 다룰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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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슈 에 따르면 작가는 의식 ·무의식 으로 자신이 추구하는 이데올로

기에 따라 인물의 역할과 서사 개의 방향을 설정하며 일정한 이념의 표

상으로서 작품을 기획하게 마련이지만,이를 구체 인 서사 구성과 인물

묘사 장면들을 갖춘 작품으로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이념의 구속을 벗어난 경험 실의 요소들을 더 선명히 부각하게

된다.35)작가가 표방하는 이념이 작품의 반 인 서사 개 방향을 결정

하고 이를 실 하는 심인물의 역할을 설정하는 데 향을 미친다면,그

러한 틀 안에서 서사를 실제로 정교하게 진행시키고 인물의 성격과 심리,

행 를 묘사하며 틀을 채워 나갈 때에는 작가가 직 보고 들은 경험

실의 논리와 가치가 보다 직 으로 반 되기 때문이다.특히 고 소설에

서는 독특한 서사 공간인 천상계가 양 층 에 모두 여하면서,이념

가치 과 경험 실 인식의 표출을 동시에 활성화하여 양자의 모순을 증

폭시킨다는 것이 본고의 이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한 작품 분석의 기 차를 구체 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 ,Ⅱ장에서는 여러 작품에 공통 으로 나타나는 천상계의 서사세계

특성을 살펴보고 그러한 특성들이 고 소설의 ‘이념 재 층 ’ ‘서

사 실 층 ’의 구축과 련하여 함축하는 가능성을 추정해 보았다.천상

계는 지상계를 포 하는 이고 본원 인 세계로서,작품의 거시 서

사 개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실 할 주동인물에게 특별한 상을 부여하

는 확고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추론해 보았다.동시에,천상계는 지상

계에서 통용되는 일체의 규범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기도 하기에

서사 개의 폭을 획기 으로 넓 수 있으며 외 이고 특수한 사건

들의 개를 가능 함을 살펴보았으며 천상계가 직 ·간 배경이 됨

으로써 인물 묘사의 도 보다 과감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살펴보았

다.이로써 고 소설 작품에서 천상계가 이념 재 층 를 명료화하는 동

35)Macherey,P.,Pourunethéoriedelaproductionlittéraire.FrançoisMaspero;

Paris,1978,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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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서사 실 층 의 독자성 한 확보하는 양면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상을 도출하 다.

Ⅲ장에서는 실제 작품들을 분석하여 천상계가 이념 재 과 서사 실 의

두 층 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고찰하 다.이를 통해 일차 으로는 Ⅱ장에

서 가정하 던 바 ‘천상계의 양면 역할’의 실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

고,이차 으로는 하 장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천상계의 양면 역할이

일 되게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나아가 이념 재 층 와 서사

실 층 에서 천상계 역할의 상호 립 계를,당 실의 모순 담

당층의 층 실 인식과 련하여 통합 으로 해석하고자 시도하 다.

이념 재 층 와 서사 실 층 는 각각 작품의 기획과 기획의 실 층

로 볼 수 있고,두 층 는 립 계이기 이 에 상보 계에 해당한

다.이처럼 상호 립과 보완의 측면이 공존하는 양자의 계가 동일한 천

상계의 양면 작용을 통해 부각된 것은 당 사회의 모순과 그에 한 담

당층의 인식이 복잡하고 층 이었음을 시사한다.이념 가치 의 강화

도구로 채택된 천상계가 경험 실 인식을 선명화하는 도구로도 작용하

다는 것은 담당층의 실 인식이 오늘날 단하듯 건과 반 건, 실

추수와 비 의 립 구도로 단순화되기 어려운 상태 음을 말해 주는 것이

다.이에 본고에서는 작품 분석에 이어,천상계의 양면 작용 구도가 당

의 사회 실 그에 한 담당층의 인식의 구조와 맺는 상동 계를 분

석하고자 하 고 이를 통해 오늘날의 단선 과는 거리가 있는 당

담당층의 실 인식에 근해 보고자 하 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토 로 등학교 학습자들에게 천상계의 특성과 역

할,그 실 반 의미에 해 심과 이해를 유도하는 고 소설 교육

방안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용하 다.

우선,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고 소설 련 내용과 학습자들의 고 소설

독후감 자료를 분석하여 천상계에 한 설명 방식과 학습자들의 이해 양상

을 살펴보았고 그 문제 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 다.이는 재의 교육 실

태에 근거하여 고 소설 교수·학습의 구체 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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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자료 수  시기 학 인원수 자료 번호

<유충렬전>
2014년 10월 1일 

~ 10월 31일

서울 

보성고등학

21명
유-1 ~ 

유-21

<옥루몽> 18명
옥-1 ~ 

옥-18

<숙향전>
2015년 4월 1일 

~ 4월 10일

인천 

가정고등학

28명
숙-1 ~ 

숙-28

<사씨남정기> 25명
사-1 ~ 

사-25 

<표 1 - 학습자 자료 수집 현황>

서이다.교육과정과 교과서는 행 2009개정 교육과정과 련 교과서를

상으로 하여 고 소설 련 내용을 분석하 고,학습자 자료 수집은 <표

1>과 같이 네 작품을 상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92명의 반응을 수집

하 다.네 작품은 앞서 연구 상으로 언 한 아홉 편의 작품들 ,비교

학습자들이 근하기 쉬운 작품들을 선정한 것이다.36)

학습자들은 천상계의 작용이 잘 드러나 있는 생담과 태몽,도술 결,

몽과 음조,신물(神物)결연 목들을 심으로 작품을 읽고 앞뒤 거리

를 참조하여 천상계의 작품 내 역할과 의미에 해 자신의 의견을 기술하

다.37)본고에서는 이를 바탕으로,고 소설의 천상계에 한 학습자들의

36)<유충렬 >과 <사씨남정기>는 2009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문학 교

과서에 수록되어 있다.<옥루몽>과 <숙향 >의 경우 행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는 수

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 에 어 완역본이 유통되고 있다.반면 <소 성 >과 <조웅

>은 <유충렬 >에 비해 교과서 수록 빈도가 낮고,<창선감의록>은 교과서에 수록되

어 있지 않다.<하진양문록>의 경우 축약된 형태의 이본의 역주본이 출간되어 있으나

고등학교 학습자들이 읽기에 합한 역본은 나와 있지 않다.<구운몽>의 경우 교

과서 수록 빈도도 높고 역본도 출간되어 있지만 고 소설의 ‘천상계’의 보편 유형

을 보여주는 작품은 아니라는 에서 제외하 다.

37)학습자 자료 수집은 학 단 로 한 작품에 한 반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담당교사의 수업운 방식에 따라 두 작품을 함께 학습하고 그에 한 반응 자료

를 모두 작성하는 것도 허용하 다.<유충렬 >과 <옥루몽>에 한 학습자 자료 수집

에는 보성고등학교에서 총 두 학 의 학습자들이 참여하 는데,이들은 두 작품을 함께

학습하고 그 한 편 는 두 편 모두에 해 반응 자료를 작성하 다.<숙향 >과

<사씨남정기>에 한 학습자 자료 수집에는 가정고등학교에서 총 두 학 의 학습자들

이 참여하 는데,이들은 학 별로 각각 한 작품에 한 반응 자료를 작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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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양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지 과 향후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는 지

을 찾아보고자 하 다.

학습자 자료 수집 시에는 천상계의 역할에 한 학습자의 이해 양상이

분명히 드러나도록,특별히 다음 물음에 한 답을 포함시켜 자신의 생각

을 기술하도록 하 다.

 

    ∘ 작품에서 주인공이 천상계와 련된 존재로 설정된 까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

나요?  

      (만약 런 설정이 없었다면 작품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졌으리라고 생각하는 요?)

이어서 구체 인 교수·학습 내용과 방법 설계 시에는 문학 교수·학습의

일반 모형인 화 심 모형과 탐구 학습 모형을 혼용하 다.두 모형은

교사의 일방 해설을 지양하고 학습자의 능동 작품 감상을 진한다는

공통 이 있다.본고에서는 천상계의 역할에 한 추론과 탐구가 학습자들

의 자유로운 가설 설정과 검증 활동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능동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아 탐구

학습 모형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설계하 다.38)아울러 천상계의 특

성과 작 역할을 당 실과 련하여 해석하기 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배경지식이 필요하므로,탐구 학습을 이끌어 교사의 역할이 강화될 필

요가 있다고 보아 문가와 학습자의 소통을 시하는 화 심 교수·학

습 모형을 탐구 학습 모형에 목하 다.39)

38)본고에서 채택한 탐구 학습 모형은 듀이의 ‘반성 사고 모형’을 근간으로 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Ⅳ장에서 논의할 정이다.

39) 화 심 모형은 문가의 역할이 요하다는 에서 반응 심 모형과 차이가 있다.

련 내용은 최지 외,『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역락,2007,2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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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고 소설 ‘천상계’의 개념과 작 역할

1.고 소설의 서사세계와 천상계

1)천상계의 개념과 특성

고 소설의 서사세계를 실 세계와 환상 세계로 별할 경우, 자

는 등장인물이 특별한 제약 없이 왕래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며 후자는 천

상계(天上界),선계(仙界),수궁계(水宮界),명사계(冥司界)등 인물의 삶에

특별한 향을 미치면서도 일상 경험과 논리로는 그 존재 상이나 작동

원리를 악하기 어려운 공간들이다.40)

그 에서도 특히 천상계는 선계,수궁계, 승계 등 여타의 환상 세계를

장하는 구심 에 해당하면서도 그 치나 구조를 정형화하기가 가장 어

려운 세계이다.선계가 섬이나 산에,수궁계가 바다에, 승계가 바다나 산

는 지하 공간에 치하는 정형화된 공간으로 묘사되는 반면 천상계는

치도 불분명하고 경계도 모호하다.천상계의 선 은 강할 때에도 구름

에 휩싸인 채 내려와 인간 세상 부모의 꿈에 나타날 뿐 하강의 경로는 구

체 으로 드러나지 않으며,지상계의 인간이 특별한 기회를 얻어 천상계를

방문할 때에도 수직 상승하는 경로로 이동할 뿐 여정과 경로가 분명치 않

다.41)천상계의 구성원들이 자미원 장성,익성,문창성,태을성,월궁항아

등 천체와 련된 천문신격들이라는 은 천상계가 분명 하늘에 치한 세

계임을 말해 주지만,천상의 공간이란 수직 으로 무한히 확장되어 있기에

이차원 으로 좌표화하기 어렵다.

고 소설의 서사세계를 크게 둘로 나 다면,이처럼 그 치와 경계가

신비롭게 처리되어 있어 쉽게 오갈 수 없는 천상계 등의 환상 세계와 인간

40)조재 ,앞의 논문,37-41면에서는 천상계,선계,수궁계, 승계와 함께 도인이 거주하

는 산사(山寺)등 실계 경계공간도 넓은 의미에서 ‘환상계’로 분류하 다.

41) 의 논문,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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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일상 으로 거주하는 공간인 실 세계로 양분할 수 있다.그런데 옥

황상제를 정 으로 하는 천상계의 통치 체제에는 선계(仙界)의 선 과 선

녀,수궁계의 용왕, 승계의 후토부인 등도 그 일원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환상 세계 체를 묶어 넓은 의미의 ‘천상계’로 분류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천상계’개념을 채택할 경우,반 항인 ‘지상계’는 인간들의

일상 거주 공간 일체를 지칭하게 된다.이 경우 선계나 수궁계, 승계는

지상계에서 제외된다.인간들은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한 지상계

내에만 머무르며,그들 나름 로 국가나 가문 등의 체제를 구축하여 천상

계와는 단 된 상태로 살아간다.

반면 좁은 의미에서의 ‘천상계’는 옥황상제가 상주하는 옥경(玉京)과 그

주변의 공간들로 한정된다.천상계를 좁은 의미로 사용할 경우 선계나 수

궁계, 승계의 상이 다소 모호해진다.이러한 공간들은 땅이나 바다의

정형화된 공간이라는 에서는 인간들의 거주 공간인 지상계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만,지휘 체계 면에서는 천상계 옥황상제의 직 향권에 있

기 때문이다.선계나 수궁계의 경우 실상 인간이 일상 으로 할 수 있

는 공간은 아니기 때문에,서사세계 상 면에서 지상계와 분명히 구별

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천상계의 개념을 넓게 설정하는 편을 택하 다.이

를테면 선계,수궁계, 승계는 천상계의 ‘주변부 공간’으로서 지상계 즉 인

간 세상과 경계를 맞 공간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천상계에서 유래

하 거나 천상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이인들의 거처는 선행연구에서 ‘

실계 경계공간’으로 범주화한 바 있는데,42)본고에서도 역시 ‘경계공간’으로

본다.거주하는 인물의 신이함이나 천상계와의 긴 한 소통 면에서는 선계

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어 든 인간 세상에 치해 있고 나머지 천

상계 공간들과 직 인 교섭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며 일정기간 작 인물

의 일상 거주 공간으로도 기능하기 때문이다.

그 다면 이와 같은 ‘천상계’의 서사세계 특징은 무엇인가?우선 시간

42) 의 논문,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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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에서 천상계의 공간들은 속성을 띤다.‘천상계(天上界)’라는 개념

은 본래 불교의 6도 하나인 ‘천상도(天上道)’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불교에서는 윤회하는 모든 존재들이 수행의 정도에 따라 여섯 등

의 세계 하나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명한다.지옥도(地獄道),아귀도(餓

鬼道),축생도(畜生道),아수라도(阿修羅道),인간도(人間道),천상도(天上道)

가 그것이다.6도 천상도를 제외한 5도는 모두 욕계에 속한다.불교에서

는 세계를 욕계(慾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의 3계로 나 는데 천상

도는 다시 28천으로 나뉘어 일부는 욕계에,일부는 색계에,일부는 무색계

에 속한다.경 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일반 으로 욕계 6천,색

계 18천,무색계 4천의 총 28천이 존재한다고 본다.아래 단계의 천상계가

감각 쾌락이 충족되는 세계라면 의 단계의 천상계는 순수한 정신 상

태로 존재하는 세계라 할 수 있다. 색계 이상 단계의 천상계는 시간의

흐름에 향을 받지 않는, 괴와 생성의 순환이 발생하지 않는 세계라고

도 한다.43)

고 소설 작품들에서 인물의 생 공간으로 주로 등장하는 천상계는 이

러한 불교 천상계와 일정한 련을 지니고 있다.특히 원히 안정된 상

태를 유지하는 본질 세계라는 은 색계 이상 천상계와 련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숙향 >의 경우를 보면 천상계는 높이가 22만 리에 달한다는, 설 속

의 산인 곤륜산 정상의 요지(瑤池)가 존재하는 지고(至高)의 공간으로서 지

상계 인간의 근 범 를 월하여 있다.지상계의 인간은 천상계 측에서

허용한 특별한 경우에만 일시 으로 그곳을 방문할 수 있으며,그것도 육

신을 벗어난 혼령의 상태로만 가능하다.44)지상계가 유한한 육신을 지닌

존재들로 구성된 세계인 반면,천상계는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 속 삶

43)김윤수,『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한산암,2007,97-100면.

44)<숙향 >에서 숙향과 이선은 육신은 지상계에 둔 채 꿈을 통해 천상계 요지연에 참석

하며,<사씨남정기>에서 사정옥도 꿈을 통해 천상계의 신령인 이비(二妃)를 만난다.조

재 ,앞의 논문,51-52면에서도 <한후룡 > 등의 를 들어 천상계로의 이동은 꿈

는 죽음을 통해 혼령의 상태로만 가능함을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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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이기 때문이다.천상계는 선도를 수련하여 불로불사하는 신선들이

거주하는 곳이며,학이나 반도(蟠桃)등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동식물들이

존재하는 곳이다.“ 라용한(大羅龍漢)의 겁진(劫塵)이 한 번 나면 항아

빈에 추상(秋霜)이 새로울 것”(1:14)이라는 <옥루몽> 강남홍의 말에서

역설 으로 드러나듯,천지개벽의 단 인 ‘겁(劫)’을 시간의 단 로 삼는 곳

이기도 하다.

한 천상계의 사물은 지상계와는 비교되지 않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

다.<유충렬 >에서 장 부인이 마철에게 쫓겨 기에 처했을 때 남해용왕

이 보낸 표주(瓢舟)는 마철이 탄 범선의 돛 가 부러지는 풍랑 속에서도

“범범 유의셔 놉피 살갓치 다라갈”따름이다.<소 성 >에서 서해용

왕이 보낸 표주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서천 해 약수(弱水)를 순식간에

건 다.<숙향 >의 명사계와 <하진양문록>의 선계에서는 사람의 기억을

조 하는 신비한 차와 술이 등장하기도 한다.

천상계의 인물들 한 지상계의 인간에게는 없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옥루몽>에서 석가세존은 진언을 외어 옥련화 꽃잎에 쓰인 자를

구슬로 바꾸고, 음보살은 그 옥련화와 구슬을 지상계로 던져 련된 인

물들을 지상계에 환생시킨다.<구운몽>에도 성진이 팔선녀 앞에서 꽃으로

구슬을 만드는 도술을 부리는 장면이 나온다. 천상계의 인물들은 지상

계의 일들을 낱낱이 악하는 지력도 가지고 있다. 컨 <창선감의

록>에서는 선녀가 남채 앞에 나타나 부모의 안 를 알려주며,<사씨남

정기>에서는 음보살이 묘희에게 몽하여 유연수의 기를 알려 다.

특히 옥황상제는 천상계와 지상계 반의 상황을 완벽하게 악하고 통

어해 나가는 능한 존재이다.옥황상제는 명성과 주재력을 함께 갖춘

이고 이상 인 통치자이다.45)<옥루몽>에서 옥황상제가 거주하는

화려하고 웅장한 옥경 12루의 모습은 그 권능과 상을 변한다.옥황상

제는 여러 선 과 선녀들에게 직무를 부과하고 상벌을 내리며,인간 세상

의 일들도 감찰하고 조정한다.옥황상제의 주재 하에 세계 체는 하나의

45) 의 논문,120-125면과 234-2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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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한 공간으로 통합되며 통일된 명령 체계에 따르게 된다.46)

이는 지상계가 여러 상 권력자들이 지배하는 국가와 가문으로 나뉘

어 있고,그 안에서 다시 신분과 젠더 등의 계가 나뉘어 있는 것과 조

된다.지상계 국가의 왕은 제한된 토를 다스릴 뿐이며,그나마 항상 불안

정한 상황에 놓여 있다.<유충렬 >이나 <옥루몽>에서 보듯이 왕의 오

으로 인해 간신이 발호하여 국가의 상하 기강이 무 지고 외침(外侵)에 속

수무책 당하기도 한다.지상계에서 국가 이상으로 구성원들에게 강한 소속

감을 요구하는 가문도 기에 노출되어 있기는 마찬가지다.가부장의 탐욕

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열 가문이 정치 ·경제 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는

상황을 <사씨남정기>,<창선감의록>,<하진양문록> 등에서 볼 수 있다.

반면 옥황상제는 정확한 단력과 공정한 태도로 천상계 체를 안정 으

로 다스리며 그 권 는 항구 으로 유지된다.천상계는 인 권력자의

통치 하에 운 되는 속 이고 단일한 세계인 것이다.

한 옥황상제의 통치권은 지상계와는 달리 신분이나 젠더의 구별을

월하여 작용한다.지상계에서는 남성만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국왕도

그러한 원칙을 반하여 인재를 등용하지 못한다.물론 <옥루몽>이나 <하

진양문록>에서는 홍혼탈이나 하재옥이 남장여성으로서 국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여성임이 밝 진 뒤에는 활동 범 가 제한된다. <구운몽>이나

<숙향 >에서 보듯이 왕이라도 사족 간의 혼인 계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고 사족의 법 질서를 무시할 경우 항에 부딪친다.

반면 천상계에서는 <옥루몽>에서 견우와 직녀의 혼사를 주 하는 홍란

성의 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도 공 인 직무를 담당하며,<숙향 >에서

월궁소아와 태을선이 강하는 벌을 받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직 의 고하

46)옥황상제는 본래 도교에서 우주의 창조와 련하여 설정한 추상 존재인 ‘원시천존(元

始天 )’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송 이후 도교의 테두리를 넘어 민간의 모든 신격들을

통어하는 보다 일반 인 차원의 신격으로 재창조되었으며 인격 측면이 보다 부각되었

다.고 소설에 등장하는,각종 천문신격들은 물론 부처나 나한들까지도 휘하에 거느리

는 옥황상제의 모습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련 내용은 김일

권,「도교의 우주론과 지고신 념의 교섭 연구」,『종교연구』 18집,1999,210-22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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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상 없이 구라도 잘못을 질 을 경우에는 원칙 로 처벌을 받는다.

즉 고 소설의 천상계는 보편 인 원칙과 규범에 따라 운 되는 합리 세

계라 할 수 있다.이는 지상계의 체제와 권력이 다원화되어 있고 상 인

것과는 달리,천상계를 다스리는 옥황상제의 권력과 그에 기반을 둔 체제

가 유일성과 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2)천상계의 존재 양태

천상계의 반 인 성격이 속성과 단일성,권력과 체제의 성이라

는 은 여러 작품에서 공통 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이러한 천상계의 성

격이 작품에 드러나는 방식에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옥루몽>이나 <숙향

>처럼 천상계의 모습이 직 ·구체 으로 서술되는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창선감의록>과 같이 선녀나 도인의 존재를 통해 그들을 견한 천

상계의 존재를 간 으로만 알 수 있는 작품들도 있는 것이다.이에 본고

에서는 두 유형의 작품군을 나 어,각각의 경우 천상계의 특성과 역할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지를 먼 논의해 두고자 한다.

(1) 월 섭리로 작용하는 천상계

우선 천상계가 구체 인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서사세계 체를 통

제하고 견인하는 배후세계로서만 제시되는 경우를 보자.<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이 그 표 이다.<사씨남정기>에서는 사정옥의 몽

황릉묘 방문 목에서 아황과 여 이 천상계의 섭리 즉 ‘천도(天道)’를 언

한다.<창선감의록>의 경우 동정호 언덕에서 부모를 잃고 실의에 빠진

남채 에게 선녀가 찾아와 천상계의 섭리에 해 설명한다. 청성산에서

화진과 우연히 마주친 은진인의 말에서도 천상계의 계획이 언 된다.두

작품에서는 이러한 화 장면에 한하여 천상계의 존재가 간 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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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천상 존재들은 고난에 처한 지상계 인물을 찾아와 상제(上帝)의 궁

극 인 의도를 알려주며 로하고, 인물의 운명이 천상계의 이고

도 섬세한 섭리 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므로 그 내용을 통해 천상계

의 의도와 계획을 알 수 있다.이때 천상계의 섭리는 지상계 인간의 계획

과 의도를 압도하여 으로 철되며,지상계 인간의 능력 범 를 넘

어서 상황을 미세하고 정교하게 조정해 나간다는 에서 월 이라 할 수

있다.천상계의 섭리는 인간의 의지와 능력을 월하여 작용하는 가장 강

력한 섭리이며, 월 섭리를 주 하는 자의 존재는 추상 ·간 으

로만 암시될 뿐 그 모습이 문면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두 작품에서는 천상계의 섭리가 지상계에 구 되는 방식도 간

이다.사건들은 상당 부분 지상계 자체의 논리에 근거하여 개된다.사정

옥이 유연수에게 오해를 사 유씨 가문에서 쫓겨나고,두부인의 편지가

조된 것임을 알아채고는 기를 감지하여 장사로 떠나는 과정은 모두 매우

실 이다.이 과정에서 시부모의 혼령이 나타나 편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고 일러주고 남방으로 떠나라고 조언하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기는 하지

만,휘자(諱字)를 찾아내어 편지가 조된 것임을 알아챈다든지 기 상황

에서 평소 자신에게 우호 이던 시고모에게 의탁할 생각을 하는 것은 모두

실 인 단에서 비롯된 것이다.묘희가 꿈에서 음의 지시를 받고 사

정옥을 찾아와 군산사로 인도하는 것도,우연히 길에서 자비로운 여승을

만나 신세를 지게 되는 상황 자체는 지극히 실 이다.백빈주 사건이나

임추 과의 인연 한 교묘하고 신비로운 천상의 이치를 알 수 있는 목

들이기는 하지만 역시 비 실 인 일은 아니다.

<창선감의록>에서도 화진이 가문에서 쫓겨났다가 복귀하는 과정은 상당

부분 지상계 자체의 논리에 따른다.범한의 음모로 화진이 강상죄의 명

을 쓰고 땅으로 유배되는 과정,그 과정에서 의기로운 벗들을 사귀고

서산해의 난 발발 후 그들의 천거를 받아 출 하게 되는 것, 쟁터에서

공을 세워 명 롭게 복귀하는 것은 모두 실 개연성을 갖춘 서사 개

이다.물론 도 에 천상계에서 사제 계 던 은진인을 만나 부 과 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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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받은 것이 서산해의 난을 평정하는 데 결정 인 도움이 된 것은 사실

이지만,그밖의 모든 상황 개는 천상계와는 무 한 듯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두 작품에서 천상계의 작용은,개입하는 지 보다는 오히려

개입하지 않는 지 을 확인함으로써 섬세하게 악할 필요가 있다.아황과

여 ,선녀의 말에서 알 수 있듯 인물의 운명에 해 치 한 계획을 가지

고 있는 천상계가 인물을 보호하기 해 개입함직 한데도 하지 않는 지

들을 찾아 으로써 그 구체 작용 양상과 논리를 간 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컨 천상계의 힘은 화진이 범한의 흉계로 명을 쓰고 멀

리 유배되는 일 자체를 막아 주거나,사정옥이 동청의 흉계로 장주를 죽

다는 명을 쓰고 유씨 가문으로부터 축출되는 사건을 방지하는 데에는 동

원되지 않는다.이후 악인들의 흉계가 극에 달하고 가문의 기가 고조된

뒤에야 화진과 사정옥은 천상계의 보호 하에 가문으로 복귀할 기회를 얻는

다.그러므로 이들 작품에서 천상계의 섭리가 실제로 구 하는 바 작 서

사 개의 구체 과정을 악하기 해서는,천상계가 서사 개의 몇몇

지 들에만 선별 으로 개입하는 기 과 효과를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

다.

(2)본원 삶의 공간으로 존재하는 천상계

천상계의 모습이 직 으로 제시된 작품들의 경우,구체 인 생의 공

간으로서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그런데 지상계 환생 이후를 기 으로

하면 천상계에서의 삶이 생에 해당하지만,기실 지상계로의 강은 일시

인 것이고 인물의 본원 삶은 지상계에서의 삶이 끝난 뒤에도 천상계에

서 항구 으로 지속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해 이들 작품들에서 천상계는 본

생의 공간 즉 본원 삶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천상계가 구체 삶의 공간으로 서술되는 경우,그 실체를 악하는 것

은 앞의 두 작품에 비해 어렵지 않다.우선 생담을 통해 천상계에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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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사건들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여러 작품에서 인물은 서로 싸우거

나,남녀 간에 정을 주고받거나,물건을 도 질한 등의 죄로 옥황상제의 처

분을 받아 지상계로 강하게 되며 그 사연이 생담으로 제시된다. 생

담은 <유충렬 >에서처럼 서두의 태몽 목에서 강하는 인물 스스로 이

야기하기도 하고,<숙향 >이나 <하진양문록>에서처럼 선녀나 도인 등

천상계의 존재가 인물에게 과거의 기억을 깨우쳐 주고 앞으로의 일들을 알

려주는 목에서 언 되기도 한다. <옥루몽>이나 <구운몽>에서처럼

생담이 독립된 서사단락으로 서술되기도 한다.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생담의 내용을 살펴보면,옥황상제를 정 으로 한 엄정한

체제와 그 속에서 되는 인물들의 본원 이고 속 인 삶의 모습을

악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작품들에서는 천상계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 직 표지들

이 작품 곳곳에 분포한다.신비한 무기,악기,장신구 등 천상계로부터 유

래하 음이 분명한 사물들이 등장하여 서사 개를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

하기도 하고,천상계와 직 으로 련된 신비로운 인물들이 지상계로

견되어 주인공의 삶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숙향 >의 화덕진군과 마

고할미,<옥루몽>에 등장하는 문수보살의 화신 백운도사,<하진양문록>에

서 천상계에서 강한 존재로 그려지는 진원선인 등이 그 이다.이들은

스스로 월 능력을 발휘하여 인물을 기에서 구하기도 하고,인물에게

신비로운 도술을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서사 개에 직 으로 향을 미

친다.이는 <사씨남정기>에서 시부모와 이비의 혼령 등 인간의 혼령이 천

상계의 변자로 등장하 던 ,그나마 일회 인 몽의 형태로 등장하

던 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이다.

한 이 유형의 작품들은 강한 환상 색채를 띤다.천상계가 존재함으

로써 비 실 인 일들이 일어나고, 실과 비 실의 경계가 뒤섞이는 상

도 발생한다.특히 <구운몽>과 <숙향 >에서는 월 세계가 지상계 내

부로 활발히 침투하면서, 월계에서 등장했던 남악 형산과 동정호가 지상

계에도 나타나고 낙양 동 의 평범한 주막 이화정이 선 과 선녀들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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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궁소아와 태을선의 혼인을 축하하는 장소가 되는 등 두 세계의 경계가

불분명해진다.47)

3)천상계와 지상계의 계

(1)서사 개의 연계성

소설에서 서사 개란 사건의 연쇄 즉 “인물이 일으키거나 체험하는 상

황 변화의 연쇄”라 할 수 있다.48)소설의 서사세계는 크고 작은 사건이 일

어나는 세계이며,이를 통해 갈등이 제기되고 해소되는 상황의 변화가 이

루어진다.

천상계가 추상 섭리로만 문면에 등장하는 작품들의 경우,그곳에 속한

존재가 설명하는 ‘천도(天道)’의 내용을 통해 서사 개 면에서 두 세계의

연 성을 알 수 있다.이는 곧 지상계에서 벌어지는 서사 개의 거시

방향과 목 을 천상계가 결정한다는 것이다.지상계의 상황 변화는 혼란스

럽고 부조리하게 개되는 듯 보이지만,결국은 모든 것이 더 바람직한 결

과를 도출하기 한 천상계의 계획이라는 것이 ‘천도’의 내용이다.<사씨남

정기>의 경우 아황과 여 은 억울한 명으로 시가에서 쫓겨나 고난을 당

하는 사정옥을 로하며 “천도가 소소하니 어 어 나는 일이 있겠느냐

[天道昭昭,寧有僭哉]”며 모든 것은 아직 세상사에 경험이 부족한 유연수를

단련시키기 한 하늘의 계획이라고 말해 다.<창선감의록>의 경우 남어

사가 왕에게 충언을 올렸다가 오히려 유배당하고 목숨마 태로워지는

데,이를 한탄하던 딸 채 에게 선녀가 찾아와 ‘옥황상제가 충성스러운 남

47)한길연(2012)은 이러한 <숙향 >의 이 서사세계를 화 <매트릭스>와 비교하여

논한 바 있다.한길연,「<매트릭스>와의 비교를 통해서 본 <숙향 >의 의미와 가능

성」,『고소설연구』 33집,2012참조.

48)최시한(2005)은 리몬 (Rimmon-Kenan,S.)등 여러 소설 이론가들의 논의를 종합

하여,소설의 ‘사건’이란 “인물이 일으키거나 체험하는 상황의 이 는 변화”라 정의하

다.최시한,『소설의 해석과 교육』,문학과지성사,2005,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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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南公)에게 장차 큰 복을 내리려 하고 있다’며 로한다.이비와 선녀가

말하는 천상계의 계획은 칠 년 내지 십 년에 달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

서히 실 된다.

한편 천상계가 구체 삶의 공간으로 설정된 작품들의 경우,지상계에서

의 서사 개는 천상계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

컨 인물은 천상계에서 서로 싸우기도 하고 남녀 간에 호감을 갖기도

하는 등 사건을 일으키는데,천상계에서는 그러한 사 인 감정 표출이 허

용되지 않으므로 이들은 지상계로 내쫓기는 벌을 받게 된다.그런데 실상

지상계로의 강은 원인 사건을 진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한다.천상

계에서 싸움을 벌 다가 쫓겨난 인물들은 지상계로 내려와 본격 으로

( 戰)하게 되고,천상계에서 호감을 나 었다가 축출된 남녀는 지상계에

서 부부가 된다.

천상계의 섭리가 처벌을 가장하여 인물들의 욕망을 실 해 주는 데 있다

는 은 선행연구에서도 지 되어 온 바이다.49)물론 처벌을 가장하 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고난은 뒤따르지만,궁극 으로는 강의 원인이 된

인물들 간의 계를 발 시키는 데 지상계 서사 개의 이 맞춰진다.

<옥루몽>이나 <구운몽>과 같은 작품들의 경우 서두에 월 세계에 거

하는 인물들의 숨은 욕망이 제시된 뒤,속세에서의 삶이 그러한 욕망을 실

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천상계는 지상계 서사 개에 필연 방향성을

부여한다.천상계에서 발단된 인물 간의 계가 그들이 본래 소망했던 단

계에 도달할 때까지 천상계는 지상계의 상황 반에 극 으로 개입한다.

인물이 지상계에 태어날 때 앞으로 맺게 될 인연을 고하고 표지를 남겨

49) 컨 이상구,앞의 논문,173-174면이나 지연숙,「<숙향 > 한문본 연구」,『고소

설연구』 20집,20005,91-92면에서는 <숙향 >의 천정 섭리의 실체가 인물의 결연 욕

망을 추인하는 것이라 해석하 다. 윤경희,「이 본 <숙향 >에 나타난 조명론

세계 -천상계 존재의 기능과 그 의미를 심으로」,『한국고 연구』 1집,1995에서는

‘천명’을 수동 으로 부여받은 숙명이 아닌,인물이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 가는 ‘조명(造

命)’으로 해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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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날 서로 알아볼 수 있게 단서를 만들어 두는가 하면,선과(仙果)와 같은

신물(神物)을 미리 주어서 앞으로 닥칠 고난에 비하고 천상계가 정한

경로를 순조롭게 따라오도록 비하기도 한다.

물론 지상계로 내려온 뒤에는 지상계의 국가와 가문,신분과 젠더 체제

속에서 인물 간의 계가 재설정되지만 그러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사의 거시 ·심층 흐름은 천상계 원인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개된다.

컨 <유충렬 >에서 유충렬과 정한담의 결은 천상계 자미원 장성

과 익성 간 결의 본격화에 해당하고,<숙향 >에서 숙향과 이선의 결연

은 천상계 월궁소아와 태을선의 애정 계의 본격화로 볼 수 있다. <옥

루몽>에서 양창곡과 다섯 여인들의 결연은 천상계 문창성과 다섯 선녀들

의 교류가 발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작품들에서 천상계는 직 이고 불가항력 인 방식으로 지

상계 서사 개에 개입한다.지상계 서사 개에 한 천상계의 개입은 신

비한 소재와 배경을 통해 신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유충렬 >이나

<소 성 >등에서처럼 인물에게 천상에서 비한 신이한 무기와 도술 능

력이 주어져 상호 간의 팽팽한 결을 유도하기도 하고,<숙향 >이나

<구운몽>에서처럼 신비로운 악기나 구슬이 인물들의 결연을 성사하는 매

개체로 작용하기도 한다. <옥루몽>과 <하진양문록>에서처럼 천상계

인물이 직 지상계로 내려와 주인공을 선계로 데려가 제자로 거두어들이

고 운명을 조정하기도 한다.50)인물이 본래 천상계에서 소지하고 있던 사

물이나 계를 맺고 있던 인물이 지상계로 침투하면서 천상계의 상황이 지

상계로 이어지게 되고,이러한 구도 하에 지상계 서사 개는 처음부터 일

정한 방향성을 띤 채 시작되는 것이다.

50)<옥루몽>의 백운도사는 천상계 문수보살의 화신이며,<하진양문록>의 진원선인이나

<창선감의록>의 은진인은 천상계에서 하옥주와 화진의 스승이었던 존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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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물의 연속성

천상계와 지상계의 교섭은 인물을 매개로 이루어진다.한 인물이 천상계

와 지상계를 왕래함에 따라 두 세계는 긴 히 연결되며 하나의 서사세계로

통합된다.서사 개가 동 (動的)차원에서 두 세계의 향 계를 조명할

수 있게 해 다면,인물은 정 (靜的)차원에서 두 세계의 구조 연 성

을 보여 다.51)

특히 소설은 설화 등 다른 서사장르에 비해 인물에 한 심이 부각되

는 장르이다.“소설의 고유한 변별성은 인물에 한 극 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52)인물은 소설의 서사세계 구성에서 심 인 상을 차

지한다.인물은 서사 개에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할 뿐 독자 요성은

지니지 않는 요소로 여겨지기도 하지만,53)소설에서는 인물의 성격으로 인

해 사건이 발생하고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고 소설의 등장인물은 흔히 천상계와 지상계에 걸쳐 이 의 정체성을

갖는다.먼 천상계가 월 섭리로만 제시되는 작품들의 경우,인물이

천상계에서 리는 삶의 구체 양태가 문면에 제시되지는 않는다.하지만

인물이 지상계뿐만 아니라 천상계에서도 일정한 지 와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존재라는 은 분명하다.<사씨남정기>의 경우 아황과 여 의 말을

통해 사정옥이 사후 천상계에서 음교(陰敎)를 담당하는 신령으로 좌정하게

될 것임이 명시되고,<창선감의록>의 경우 은진인의 말을 통해 화진이 본

래 천상계 선 이었음이 드러난다.그러한 천상계에서의 본질 인 존재

상이 제되어 있기 때문에 인물이 고난에 처했을 때 천상계의 존재들이

찾아와 로하고 앞일을 알려주기도 하며 결정 인 순간 도움을 주는 것이

다.즉 천상계의 섭리는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한 인물을 매개로 하여 지상

51)Chatman,S.,StoryandDiscourse,한용환 역,『이야기와 담론』,푸른사상,2003,

23-27면에서는 서사물에서 이야기의 구성요소를 ‘사건 요소(행 ,우발사)’와 ‘사물

요소(인물,배경)’으로 구분하 다.

52)한용환,『소설의 이론』,문학아카데미,1995,131면.

53)아리스토텔 스 이래 인물을 롯의 종속 요소로 보아 온 롭,그 마스 등의

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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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구 된다.

다음으로 천상계가 실제 인 삶의 공간으로 제시되는 작품들의 경우,인

물의 이 정체성이 보다 구체 으로 드러난다. 강한 인물은 신체 으

로도 천상계에서의 신분에 상응하는 특별한 표지를 지니고 있는 경우가

지 않다.<유충렬 >에서 가슴에 장성이 박 있다고 하여 천상계 자미

원 장성의 정체성이 지상계로 계승되었음이 드러난다. <숙향 >이나

<하진양문록>,<옥루몽> 등에서는 특별한 신체 표지는 없더라도 비범

한 외모나 능력에서 천상계 신(前身)의 흔 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태몽이 제시되어 있는 작품들의 경우,인물이 지상계에 탄생하기

이 에 이미 일정한 정체성을 갖추고 있다는 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천상계의 선 이나 선녀가 스스로 지상계 부모의 꿈에 직 나타나 자신을

소개하며 강하게 된 사연을 밝히기도 하고,옥황상제의 뜻을 신 달

하는 부처나 선녀가 지상계 부모에게 천상계 인물의 강 소식을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물의 천상계 정체성은 ‘경계 공간’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회복된다.

<유충렬 >이나 <소 성 >에서 주인공이 산사에서 도술을 수련하며 신

검이나 신마,천서(天書)등을 획득하여 본래 선 이나 용자(龍子)로서 지

니고 있던 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은 그 표 이다.<옥루

몽>이나 <하진양문록>에서도 강남홍,하옥주가 선계에 머물며 도술을 습

득하고 천상계 선 ,선녀로서의 면모를 일정 부분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숙향 >에서는 꿈이 경계 공간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숙향과

이선은 꿈을 통해 천상계를 방문하여 선 이나 선녀의 모습을 완연히 되찾

으며 본래 서로에 해 가졌던 감정을 회복한다. <구운몽>의 경우 양

소유가 동정호 용궁과 남악 형산을 방문하여 용왕과 육 사를 만나는

목에서 성진의 행 을 재 하게 됨을 볼 수 있다.

작품에 따라 인물이 완 히 천상계에서의 의식과 기억을 되찾는 경우도

있고,다만 천상에서의 능력이나 인간 계를 무의식 에 재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천상계와 지상계 간 인물의 연속성을 일률 으로 규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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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하지만 어떤 경우든 천상계에서의 인물 형상이 지상계로 이어진다

는 은 공통 이다. 한 이러한 인물 형상의 연속성을 바탕으로,천상계

에서 마련된 서사 개의 실마리가 지상계로 옮겨져 본격 인 진 을 보게

된다고 할 수 있다.신비한 도술을 구사함으로써 인물들은 천상계에서의

상호 계를 진 시켜 나가게 되고,신이한 물건을 매개로 서로 결연하기

도 한다.

2.고 소설의 서사층 와 천상계

1)소설의 서사층

(1)이념 재 층 :거시 서사구조의 구축과 인물의 역할 설정

마슈 의 문학생산이론에 따르면 작가가 작품을 기획할 때 가장 먼 착

수하는 일은 테마를 정하고 그에 부합하는 서사의 체 구조를 설계하며

주인공의 심리 유형과 가치 을 설정하는 것이다.54)소설의 작가는 자신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 테마에 따라 외부의 실을 선택 으로 구조화하려

는 시도에서 창작을 시작한다.이때 ‘이데올로기 테마’로 마슈 가 시

하는 것은 19세기 랑스 작가인 쥘 베른의 작품들에 나타나는 ‘자연 정복’

의 테마이다.이는 쥘 베른이 속한 제3공화국 기 부르주아 계 을 지배

했던 이데올로기 테마라고 할 수 있다.

54)이하 마슈 의 문학생산이론에 한 설명은 Macherey,P.,PouruneTheoriedela

ProductionLitteraire,FranḉoisMaspero:Paris,1978,pp.189-224참조.마슈 의 주요

개념 인용은 이 책의 표기에 따르되,의미 달을 좀 더 명료히 할 필요가 있다고 단

되는 몇몇 개념들에 해서는 제 리 월의 역본(Wall,G.,A.,TheoryofLiterary

Production,Routledge& KeganPaul:London,1978)을 참조하여 역 표기를 병기하

다.몇몇 외도 있지만 체로 마슈 자신이 강조 표기(이탤릭체로 표기)한 용어들

을 주요 개념으로 단하여 인용하 고 논의 개의 근거로 삼았다.원문의 번역은 배

달과 윤진의 한국어역본(배 달,『문학생산이론을 하여』,백의,1994;윤진,『문학

생산의 이론을 하여』,그린비,2014)을 함께 참조하되 주로 윤진의 번역에 따랐다.



- 37 -

이러한 이데올로기 테마는 곧 좀 더 구체 인 개별 표상(représentatio

n)들로 환된다.55)쥘 베른이 채택한,‘자연 정복’의 구체 표상들은 ‘여

행’과 ‘과학 발명’과 ‘식민지 개척’이다.이러한 표상들은 서로 의미가 통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그 에서도 특히 ‘여행’은 다른

부차 표상들을 포 하는 심 표상의 역할을 한다.여러 표상들을 통합

할 수 있는 이야기의 특화된 형식을 ‘모험 이야기’라는 장르가 제공해

수 있기 때문이다.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하며 정복하는 서사 개를 ‘모험’

의 형식에 따라 통합할 수 있는 것이다.56)‘테마’란 본래 서사의 ‘심 거

리’를 의미하는 개념이었음을 감안하면,57)서사의 체 인 개 방향을 어

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테마 설정의 핵심 인 문제라 할 수 있

다.

작품의 체 인 서사 개 방향 설정이란 곧 작품의 거시 서사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이는 말하자면 작품의 ‘얼개서사(constituentnarrative)’

를 만드는 것이다.58)도 에 부분 인 지연이나 후퇴는 있을지언정 체

으로는 하나의 일 되고 연속 인 서사 개의 방향이 인정될 때,이를 작

품의 거시 서사구조,즉 ‘얼개서사’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얼개서사’는

애벗(Abbott,P.)이 말하는 ‘마스터 롯(masterplot)’과도 유사한 개념이

다.59)

55)‘표상(représentation)’은 번역자에 따라 ‘재 ’이라 옮기기도 한다.배 달은 ‘재 ’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 으며 윤진은 ‘표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다.그러나 두 용어 모두

문학 작품 외부에서 통용되는 일반 층 의 이데올로기 테마를 작품 안에 들여온다

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배 달, 의 책,191-203면과 윤진, 의 책,232-245면 참조.)

56)이를 마슈 는 “‘여행’이 이야기의 ‘매듭(nœud;nexus)’역할을 한다.”고 표 한다.이

는 서사를 구성하는 복잡한 개별 요소들을 ‘여행’의 형태로 결합하고 연계시킨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

57)문장,낱말,비유 등이 서사의 ‘잎과 잔가지’에 해당한다면,테마란 이들을 통어하는 ‘

심의 큰 기’를 일컫는 개념이다.이는 작품과 분리되어 추상화된 명제 형태의 ‘주제’와

는 다른 개념이다.이상섭,『문학비평용어사 』,민음사,1976,261-262면 참조.

58)뒤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겠지만,‘얼개서사’개념은 채트먼의 ‘핵사건’개념을 변용한

것이다.마슈 는 ‘형식’,‘장르’등 일반 용어를 사용하여 다소 모호하게 이 개념을 설

명하 기 때문에,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보다 명료하게 포착하기 하여 이와 같은 보조

개념들을 개발하여 부연 설명을 시도해 보았다.

59)애벗은 특정 문화권에서 부지불식간에 범 하게 향력을 행사하는 원형 서사구조

를 ‘마스터 롯’이라 하 으며,마스터 롯에는 해당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보편 신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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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서사 개의 거시 구조는 그에 부합하는 인물 유형을 필

요로 한다. 컨 쥘 베른의 모험 이야기에는 ‘모험을 즐기는 인간’이

심인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마슈 에 의하면 형 인 모험가의 심리와

가치 (typepsychologiqueetmorale)을 지닌 인물이 심인물의 역할을

맡게 된다.여기서 심인물의 심리와 가치 설정이란,좀 더 일반 인 용

어를 사용해 말하면 곧 주동인물의 선정을 뜻한다.거시 서사구조의 흐

름에 부합하는 가치 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 주동인

물이 되고,이에 반 되는 가치 과 행동 양식을 지닌 인물은 자연히 반동

인물의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이다.

이상 거시 서사구조의 구축 이를 기 으로 한 심인물들의 역할

설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작품을 ‘기획(projet)’하는 단계이다.기획 단계

의 작업은 작품의 표면 차원에는 드러나지 않는다.말하자면 기획 단계

는 그림을 스 치하는 단계와 유사하다.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림의

선들은 보이지 않게 되지만,그 흔 은 체 인 화면의 구도나 윤곽을 통

해 확인 가능하다.그러므로 ‘기획’단계라고 해서 작품에 아무 흔 도 남

기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기획 단계에서 이루어진 작업은 체 구도 차

원의 서사층 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기획 단계에서의 거시 서사구조의 구축이나 인물의 역할 설정

은 작품 외 인 차원의 이데올로기를 고스란히 작품 내에 도입하여 재 하

는 작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마슈 는 이를 ‘창작’이 아닌 ‘생산’으로 명

명한다.작품은 그 자신에 앞서 존재하는 틀을 채우기 해 존재할 뿐 독

자 인 무엇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60) 체로,상업 이고 통속 인 작품

일수록 기획 단계는 수월하게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다.보수 인 지배 이

데올로기의 틀 안에서 쉽게 이해하고 편안히 몰입할 수 있는 서사구조와

반 되어 있다고 보았다. 컨 ‘가난하지만 스스로 노력하여 자수성가한 인의 성공

담’은 미국 사회에서 환 받아 온 마스터 롯이라 할 수 있다.여러 작품들에서 유사한

얼개서사가 반복될 때 이를 하나의 마스터 롯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Abbott,P.,
Cambridgeintroductiontonarrative,우찬제 외 역,『서사학강의』,99-103면 참조.

60)마슈 는 작품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념 틀(cadreideologique;ideologicalframe)”을

채우기 함이라고 설명하 다.Macherey,P.,앞의 책,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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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유형이 도식 으로 설정되기 때문이다.61)

본고에서는 이처럼 거시 서사구조와 심인물의 역할 설정을 통해 작

가가 표방하는 이데올로기 이 드러나는 층 를 작품의 ‘이념 재

층 ’로 명명한다.본래 마슈 가 사용한 용어는 ‘표상(représentation)’이지

만,이 용어는 ‘개념의 연상 는 표 ’을 의미하는 일반 인 ‘표상’개념과

잘 구별되지 않는다.이에 본고에서는 마슈 가 본래 의도한 바 ‘작품 외

이데올로기의 작품 내 재 ’이라는 의미가 잘 드러나도록 용어를 재명명

하여 사용하고자 한다.이념 재 층 는 작품의 기획 단계에서 구축되며,

이후 보다 세부 인 서사 구성과 인물 묘사가 이루어지는 기반이 된다.

고 소설에서 이념 재 층 를 통해 드러나는 테마는 개 유교 도덕

념이다.정통 문학 장르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고 소설은 교훈성을 내세

워 사회 효용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되었고,이는 거의 모든 고 소

설 작품에서 유교 도덕 념에 입각하여 얼개서사가 구축되고 심인물

의 역할이 설정되는 결과를 낳았다.다시 말해 충신이 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 이야기,열녀가 남편과 시부모를 해 헌신하는 이야기,효자가 부

모를 해 희생하는 이야기가 고 소설 작품들에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는 형제간의 우애나 상하 신분 간의 질서와 화합이 강조되기도 한다.

유교 도덕 념이라는 테마는 작가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가감할 필요

가 없는,그리고 그럴 수도 없었던 작품 생산의 조건이었다.작품을 생산한

다는 것은 이미 주어진 서사 개와 인물 역할의 틀을 채워 나가는 일이었

고,작가나 독자나 그러한 틀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 기 때문이다.

여러 고 소설 작품들에서 유사한 서사구조와 심인물의 유형이 발견되는

것은 이러한 당시 소설의 존재 여건을 잘 말해 다.

그러므로 이념 재 층 만을 놓고 보면,고 소설은 당 의 보편 인

충·효·열 담론과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거시 서사구조와 주동인물의

역할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에서 고 소설 작품들을 당 의 유교 담론

61)Cawelti,J.C.,박성 역,「도식성과 실도피와 문화」,『 술의 이론들-

술 비평을 하여』,동연,1994,79-1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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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부로 무리 없이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이다.

담론이란 특정한 사회 제도 상황 하에 구축된 언어 질서,나아가 인

식의 체계를 의미하는 용어이다.62)푸코는 담론이 분할과 배제의 작용을

통해 구축된다고 설명하 다.우리는 모든 것에 해 다 말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며,무엇을 말할 수 있는지는 특정 시 에 통용되는 사물 표상의

체계 즉 담론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63)

이데올로기 테마에 의해 선별된 거시 서사구조와 주동인물의 역할은

작품을 이러한 ‘담론’의 일종으로서 기획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특정

가치 에 입각하여 작품의 체 인 서사 개 방향이 설정되고 다른 가능

성들은 배제되며,해당 가치 의 수용 여부를 기 으로 주동인물과 반동인

물이 구분되고 그들 간의 립이 강조되는 것은 작품의 기획이 분할과 배

제의 담론 구축 작용을 통해 이루어짐을 말해 다.소설에서 그러한 담론

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곧 작품을 창작하고 향유하 던 당 작자와 독

자들의 ‘세계 이해의 도식’을 확인하는 일이며,그 이면의 ‘이데올로기 통

제’를 탐색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64)

(2)서사 실 층 :세부 서사 구성과 인물 묘사

마슈 에 의하면 기획 단계,즉 이념 재 층 에서 표상된 이데올로기

테마는 문학 수단에 의해 실제 작품으로 구 된다.이는 곧 기획의

‘실 (réalisation)’단계이다. 는 추상 으로 표상된 주제를 가시 형태

로 구체화한다는 의미에서 ‘형상화(figuration)’단계라 부르기도 한다.그러

나 본고에서는 ‘형상화’라는 개념 역시 매우 폭넓게 사용되는 개념이기에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아 ‘서사 실 층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62)Macdonell,D.,Theoriesofdiscourse,임상훈 역,『담론이란 무엇인가』,한울,1992,

11-14면.

63)Foucault,M.,L'Ordredudiscours,이정우 역,『담론의 질서』,새길,1993,15-23면.

64)김혜 .「서사의 본질」,우한용 외,『서사교육론』,동아시아,2001,104-11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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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다.실상 마슈 가 이 층 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에는 인물 형상화뿐

만 아니라 서사 개의 구체 인 구성도 포함되므로,주로 인물 묘사를 가

리키는 데 사용되는 ‘형상화’개념보다는 인물과 서사 양면을 총 하는 ‘서

사 실 ’이라는 용어가 마슈 이론의 실제 내용을 표 하는 데 더 합하

다.

마슈 에 의하면,이데올로기는 작품의 기획 단계에서는 유용하지만

념 이고 추상 인 한계로 인해 인물 묘사나 서사의 세부 구성 단계에서

는 효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다시 말해,이념 재 층 에서 기획한 작품의

서사구조를 실 해 나가고 주동인물의 행 를 구체 으로 묘사하기 해서

는 별도의 문학 수단들이 필요하다.이때 마슈 가 언 하는 두 가지 주

요한 문학 수단은 ‘기호(signe)’와 ‘블(fable)’이다.

‘기호’란 상징성을 지닌 이미지를 뜻한다.기호의 효용은 인물의 행 를

구체 으로 묘사할 수 있게 해 주는 데 있다.65)쥘 베른의 경우 자연을 정

복하는 모험의 기호로 사용된 것은 ‘직선’,‘극 ’,‘부호’,‘심’등이다.이

는 독자가 직 그 형태를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이데올로기 표상

에 ‘실재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66)이러한 기호들 즉 가시 이미지들

의 작용에 의해 작 인물의 행 는 보다 구체 으로 묘사된다. 컨 쥘

베른의 작품들에서 심인물인 모험가의 행 는 엄정한 기계 규칙에 따

라 자연을 계량하고 탐험하는 구체 행 로 묘사된다.

한편 ‘블’은 서사 개의 차원에서 기호들을 통일성 있게 배열하는 것

을 의미한다. 즉 블은 사건들을 긴 하게 ‘배치(agencement ;

combination)’하는 것이다.67)쥘 베른의 작품들의 경우 기획 단계에서 주어

진 ‘모험’이라는 서사의 추상 구조는 좀 더 단계 이고 논리 인 서사

개의 과정으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일반 인 개념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65)마슈 는 ‘기호(signe)’,‘이미지(image)’,‘테마 형상(figurethématique)’등의 단어를 비

슷한 의미로 사용하 다.

66)마슈 는 이를 “기획들에 실재성(réalité)을 부여하고 살(chair;flesh)을 붙인다”고 표

하 다.Macherey,P.,앞의 책,258면.

67) 의 책,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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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의 배치란 서사 개의 핍진화·동기화라고 할 수 있다.

‘모험’이라는 서사구조가 작가에게 주어진 것이라면,시간 ·인과 논리

에 따라 상황의 변화를 개연성 있게 실 해 나가면서 모험의 과정을 구체

화하는 것은 작가가 감당해야 할 몫이며 작가가 ‘실제로’행하는 작업이

다.68) 컨 쥘 베른의 작품들에서 직선의 행로를 좇아 자연을 탐험하는

모험의 과정은 앞선 군가가 남긴,혹은 자연 그 자체가 마련해 놓은 푯

말과 흔 을 따라가는 과정으로 구체화된다.이것이 쥘 베른이 여행 이야

기를 실제로 개하는 방식인 것이다.

거시 서사구조는 고정되어 있더라도 그 구체 개 과정은 다양할 수

있다.이는 마치 ‘핵사건(kernels)’은 고정되어 있더라도 그것들 사이를 잇

는 ‘주변사건(satellites)’들은 유동 인 것과 유사하다.69)주변 사건들의 세

부 개 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마슈 는 ‘블의 배치’라 명명했는데,이

를 앞서 규정한 ‘얼개서사’에 응하는 개념으로 바꾸어 말하면 ‘세부서사

(supplementarynarrative)’의 구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주변 사건이 핵

사건의 개 과정을 정교화하는 보완 역할을 담당하듯,세부서사의 구성

은 얼개서사의 실 과정을 자연스럽고 풍부하게 만들어 다.

그런데 서사 실 층 를 완성하는 데 인물의 구체 묘사와 세부서사의

정교한 구성이 요구된다는 것은,이념 재 층 에서 도입된 념 이데

올로기가 문학의 독자 법칙에 따라 뚜렷한 형상과 논리를 갖춘 상태로

변형되어야 함을 뜻한다.마슈 는 이러한 문학의 법칙이 마치 과학 지식

이 실을 이론화할 때와 같이 엄정하게 작용한다고 말한다.모호하고 추

68)마슈 는 이러한 작가의 작업이 그가 의존하고 있는 정신(이데올로기)에 하여 새로운

부분을 창안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한다. 의 책,같은 부분.

69)‘핵사건’이란 서사의 큰 흐름에 직 여하는 사건들을,‘주변사건’이란 제거되어도 서

사의 큰 흐름에 향을 주지 않으며 다만 서사를 보다 풍부하고 유연하게 만드는 데

여하는 사건들을 의미한다.Chatman,S.,앞의 책,63-67면.이를 변용하면,거시 서사

구조의 개를 ‘핵서사’ 는 ‘얼개서사’라 부르고 주변사건들의 개 과정을 ‘주변서사’

는 ‘세부서사’로 명명하여 서사 개의 층 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본고에

서는 이러한 용어들 신 ‘거시 서사구조’와 ‘세부 서사 구성’이라는 보다 일반화된

용어를 사용하 는데,그 이유는 ‘핵’·‘얼개’와 ‘주변’·‘세부’라는 개념이 자칫 ‘요한 것’

과 ‘요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오인될 수 있으며 일반 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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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 념 차원의 이데올로기는 문학 작품이 부여하는 ‘윤곽(contour)’

속에서 정 한 탐사의 상이 된다.70)“ 술작품과 지식은 이데올로기로부

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는 말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71)

그 결과 서사 실 층 에서는 이데올로기 의 향력이 약화되고,

작가를 둘러싼 경험 실의 다양한 요소들이 보다 활발히 개입하게 된

다.서사 실 층 에 요구되는 형상과 논리를 마련하기 해서는,작가를

둘러싼 경험 실 속의 보다 구체 이고 실질 인 가치 체계를 끌어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이념 재 층 에서 도입된 이데올로

기와 상반되는 가치 체계가 서사 실 층 를 주도함으로써 두 층 간에

는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마슈 에 의하면 ‘기호’와 ‘블’이라는 문학

수단을 통해 형성된 서사 실 층 는 애 에 구축된 이념 재 층 와 필

연 으로 충돌하게 마련이다.즉 기호(이미지)의 도입과 블의 배치는 당

의 이데올로기 기획을 배반한다.72)우선,“기획을 이미지로 구체화하는

과정 자체가 당 꿈꿨던 이데올로기 진행의 복을 래”한다.73)작가

는 자연을 기계 으로 측정하고 변형시키는 인물들의 행 를 묘사하려 하

지만,그러한 시도는 스스로 자연의 법칙과 궤도의 일부가 되어 버린 인간

의 모습을 드러내는 결과로 귀결되고 만다.마슈 는 쥘 베른의 작품들에

서 탐험에 나선 인물들의 모습이 결국 자연에 순응하며 그 움직임에 동참

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을 여러 작품들을 통해 입증하 다.

블 한 ‘개척’과 ‘진’을 그리고자 한 당 의 모험 이야기 구조에서

벗어나 도리어 과거로의 후퇴를 보여주는 결과를 낳는다.푯말과 흔 에

따라 개되는 탐험은 결국 그것을 남겨놓은 과거의 시간을 되풀이하는 과

정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고,이야기가 진 될수록 그러한 한계가 더

분명해지기 때문이다.앞으로 나아가기 해서는 과거의 흔 에 의존할 수

70)Macherey,P.,앞의 책,155면.

71) 의 책,156면.

72) 의 책,220면.

73)홍성호,「알튀세르의 마르크스주의와 마슈 의 문학 생산 이론」,『문학사회학,골드

만과 그 이후』,문학과지성사,1995,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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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없으며,결국 “보여주고자 한 것은 진이었지만 형상화된 것은 후

퇴”인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다.74)

마슈 는 이처럼 기호와 블,즉 인물 묘사와 서사 구성 작업이 애 의

이념 재 의도와 어 나는 이유를 작가가 활용할 수 있는 “ 실성을 지

닌 언어의 역”즉 기호와 블의 ‘목록’이 가진 근본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자연 정복,자연의 인간화는 이론 으로만 가능할 뿐 그 과정을

구체 으로 묘사할 수 있는 형상과 논리는 작가에게 실 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이는 곧 제3공화국 당시 랑스의 역사 상황에서 ‘자연 정

복’이데올로기의 한계라 할 수 있다.부르주아 계 이 표방한 이념은 실

과 괴리되어 있었고,그 결과 “ 념 으로 주어진 답과 실제 으로 제기

된 질문들 사이의 모순”,“주어진 자료와 그것을 복원하는 찰 사이의 모

순”이 작품 생산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75)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구축된 거시 서사구조 주동인물의 역할과,

그것에 실재성을 부여하는 세부 서사 구성 인물 묘사는 이러한 이유

에서 상충하는 계에 놓인다.실상 이러한 모순은 념 인 이데올로기와

경험 실 사이에 거리가 존재하는 모든 역사 상황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라 할 수 있다.이를 마슈 는 “형상화의 시험을 견딜 수 있는 이데올

로기는 없다”는 말로 표 하기도 하 다.76)

사실,작가의 념과 작품의 실상이 괴리를 나타내는 문제는 소설이론에

서 반복 으로 지 되어 왔다.여러 이론들에서는 경험 실이 작가의

념을 극복하고 인물 형상화나 서사 개에 반 된다고 설명해 왔다.

컨 포스터는 “작 인물들은 실제의 사람들과 여러 면에서 유사하기 때문

에 자기 나름 로의 생활을 하려고 하고 결과 으로 소설의 주요 목

에 종종 반항도 한다”고 지 하 다.77) 스 지우드는 “작가들은 자신의

74)Macherey,P.,앞의 책,215-216면.

75) 의 책,152면.

76) 의 책,220면.

77)Forster,E.M.,Aspectsofnovel,이성호 역,『소설의 이해』,문 출 사,1990,

74-75면.



- 45 -

가치를 작품 안에 밝히며 이로써 작품의 통일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가

묘사한 세계의 부분으로 종종 가치의 문제와 싸우고 있다”고 설명하며 “작

가의 표면 의도와의 긴장 계 속에서 사회의 실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을 주장하 다.78) 

  패리스는 즈와 로그가 도입한 인물 유형론을 받아들여,“설명 인

물”과 “모방 인물”의 긴장 계를 언 하기도 하 다.그는 “완 한 인간

처럼 가장하고 있는 인간 정신의 선택된 단면들”인 “설명 인물”은 그러

한 추상화를 거부하는 “모방 인물”과 립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재 과 해석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지 하 다. 한

패리스는 이러한 상이 작품에서 작자의 명쾌한 메시지를 찾고자 하는 이

들에게는 소설의 실패로 보일 수도 있지만,실상 경험 실의 침투는 소

설의 본질이라고 주장하 다.즉 “해석자로서의 함축된 작자는 으 자신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며,“모방 인 술이 독자에게 주

는 지식은 일 성 있는 해석과는 다른”더 포 인 것이라는 주장이다.79)

이념 재 층 와 서사 실 층 의 충돌은 고 소설에서도 외가 아니

다.고 소설은 유교 이념을 표방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이를 구 하

는 세부 국면에서는 도리어 유교 이념이 도 받던 시 실을 반 한다

고 설명된다.80) 컨 <흥부 >의 경우,작품의 거시 서사구조는 유교

이념에 입각한 권선징악의 실 이며 그러한 서사구조를 산출한 작가의

‘우애(友愛)’ 념을 변하는 주동인물은 흥부이다.하지만 그러한 거시

서사구조의 실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은 조선후기 경제 상황의 변화와

그 안에서 새롭게 부각되기 시작한 계층 갈등이며,이를 심으로 보면 흥

부와 놀부의 립을 단순한 선악 립으로 볼 수 없게 된다.81)“결말에서

78)Swingewood,A.,Culturaltheoryandtheproblem ofmodernity,박형신·김민규 공역,

『문학사회학 이론을 향하여 :문화이론과 근 성의 문제』,한울 2004,92-98면 참조.

79)Paris,B.J.,「작 인물과 함축된 작자」,김병욱 편,『 소설의 이론』, 방출

사,1983,301-309면.

80)박희병,『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돌베개,2008,100면.

81)조동일,「흥부 의 양면성」,이상택·성 경,『한국고 소설연구』,새문사,1983,

490-5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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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 알려진 기존통념이 확인된다 해도,자아와 세계의 결 자체가 보

여주는 것은 아직 무어라고 명명되지 않은 의식일 수”있는 것이다.82)이

는 유교 우애 념을 표방하는 표면 주제와 조선후기 향 사회의 경

제 갈등을 부각하는 이면 주제 간에 충돌이 일어남을 뜻하는데,양자

는 각각 본고에서 논의한 ‘이념 재 층 ’,‘서사 실 층 ’와 상통한다.

조동일의 논의에 따르면 표면 주제와 이면 주제의 립은 소설이

‘작품 외 자아의 개입’하에 ‘자아와 세계의 결’을 그리는 데서 연유한

다.83)‘작품 외 자아’란 특정한 이념 에 입각하여 작품을 기획하는

작가라 할 수 있다.작가는 “자기 로의 비 정신이나 윤리의식을 확고하

게 갖고”작 서사의 개를 조정한다.84)반면 소설에서 실제로 그려지는

것은 ‘자아와 세계의 상호 우 결’로,이념 잣 에 의해 쉽게 해소

될 수 없는 사회 모순을 심도 있게 묘사하는 것은 다른 장르들과 구별되

는 소설의 본령이라 할 수 있다.이때 ‘작품 외 자아’의 개입이 특정 이

념의 재 을 지향하는 작가의 기획을 의미한다면,‘자아와 세계의 상호 우

결’은 그러한 이념 구도로 쉽게 수렴되지 않는 실의 복잡한 문

제들에 해당한다.마슈 의 이론은 조동일이 지 한 이와 같은 이념과

실의 분열,표면 주제와 이면 주제의 립을 작품 ‘기획’과 ‘실 ’층

간의 괴리로 으로써 양자의 한 상호 련성에 보다 주목한 것이다.

2)고 소설의 서사층 와 천상계의 역할

(1)이념 재 의 명료화 :결말의 확정과 인물의 계화

이념 재 의 층 가 작품의 거시 서사구조를 설정하고 주동인물에게

82) 의 책,191면.

83)조동일,『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1977,111-112면과 190-191면 참조.

84) 의 책,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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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구축되는 것이라 할 때,고 소설에서

는 천상계가 그러한 이념 재 층 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심 역할을

하게 된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상계는 지상계의 서사 개를 통어하는

거시 섭리를 제시하며,지상계에서 인물들이 진 시키고 성취해야 할 궁

극 인 운명을 선험 으로 제시하기도 하기 때문이다.즉 천상계는 천도

(天道)나 생 숙연(宿緣)을 내세워 서사 개의 궁극 결말을 미리 확정

해 두며 이를 필연 으로 실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의 경우,인물들이 처한 상황의 개에는

분명한 궁극 목표 지 이 있음을 보증하는 장치로서 주재자인 옥

황상제와 그가 거느리는 천상계의 존재가 설정되어 있다.사정옥에 한

이비의 로나 남채 에 한 선녀의 로의 말에서 여겨보아야 할 목

은 그러한 거시 ‘천도(天道)’의 확고한 방향성이다.

천상계는 단일하고 통일된 체제를 이루고 있고,그 모든 역을 다스리

는 옥황상제는 인 지와 권능을 지닌 존재이므로 이비나 선녀가 언

하는 하늘의 섭리는 이다.지상계의 모든 상황을 세 하게 악하

고 조합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도인 것이

다.<사씨남정기>의 이비와 <창선감의록>의 선녀가 사정옥과 남채 에게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도 그러한 천도의 밝음이다.자신의 신세를 한탄하

며 “천도가 무지하다”거나 “천지신명이 인간을 보살핀다는 것은 기만하는

말”이라고 여기는 사정옥과 남채 에 하여 천상 존재들은 그들의 생각

이 잘못되었으며,상제는 모든 상황을 밝게 악하여 가장 합리 인 결말

을 염두에 두고 정교한 계획 하에 여러 사건들을 주재하고 있음을 역설한

다.

한편 <유충렬 >이나 <소 성 >,<숙향 >,<구운몽>,<옥루몽>,

<하진양문록>등 구체 생담이 설정된 작품들의 경우에는 생의 사연

을 통해 인물들의 지상계에서의 삶의 목표가 드러난다.지상계는 천상계에

서 비롯된,그러나 승부 결정이 유 된 무력(武力) 결을 본격 으로 펼쳐

볼 수 있는 장으로서 설정되기도 하고 천상계에서 맺어진 남녀 간의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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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음껏 추구해 볼 수 있는 장으로서 주어지기도 한다.천상계가 설정됨

으로써,지상계의 반 인 상황이 궁극 으로 어떤 지 을 향해 개될

것인지가 명료해지고 작품 체를 아우르는 거시 서사구조가 축조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품들의 경우,인물들이 속 으로 삶을 하는 본원 공간

은 천상계이기 때문에 지상계는 천상에서 벌어진 사건을 원만하게 수습하

여 천상으로의 복귀를 비해야 할 공간으로 자리매김된다.사 인 승부욕

이나 남녀 간의 감정은 지상계에서 유감없이 표출되고 남김없이 해소되어

야만 한다.지상계에서의 유한한 삶은 천상계에서의 속 인 삶 속의 일

부로서 처음부터 분명한 목 을 띤 채 시작된다.결말이 확정된 서사 개

의 거시 방향이 생담에 압축 으로 암시되고 이후 필연 으로 실 되

는 셈이다.

그런데 앞에서 논의하 듯이 소설의 서사구조를 설계하는 데 주로 작용

하는 것은 작가의 이데올로기라고 볼 수 있기에, 요한 것은 천상계를 통

해 구축되는 거시 서사구조가 결국 지상계의 어떤 이념 체제를 옹호하느

냐 하는 이다.천상계의 섭리나 생에 근거한 필연 서사 개를 단순

한 운명론 서사로 규정짓고 말 것이 아니라,이를 통해 정당화되고 있는

지상계의 이데올로기 질서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사실 천상계는 지상계의 서사 개를 선험 으로 정향(定向)하고 견인할

뿐,실제 서사세계의 비 은 지상계에 놓여 있다.천상계는 분명 속 이

고 인 세계지만,작품에서 그러한 주재력은 지상계와의 련 속에서

만 드러난다.즉 천상계 자체의 내 양태나 그곳에 도달하기 한 방법은

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요한 것은 지상계이다.천상계는 지상계의

상황을 특정한 방향으로 끌어가기 한 장치로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요한 것은 천상계를 통해 구축되는 거시 서사구조가 어떤

지상계 이데올로기를 부각하는가 하는 이다. 컨 천상계가 인물들

간의 무력 결을 그들의 운명으로 규정한다면,이를 통해 정당화되는 지

상계 인 립의 논리는 무엇인지를 악해야 할 것이다.마찬가지로 천상



- 49 -

계가 특정 인물들 간의 결연을 ‘천정혼(天定婚)’으로 규정한다면,이를 통해

정당화되는 지상계 신분 질서나 젠더 질서가 무엇인지를 악해야 할 것

이다.천상계가 추상 섭리로만 제시되는 작품들의 경우에도 같은 시각이

필요하다.일정한 목 을 해 특정 인물의 희생과 고난을 정당화하는 ‘천

도’의 섭리가 어떤 지상계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이미 천상계는 특정한 세계 에 입각하여 작 실을 통

제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 밝 졌다.85)천상계는 실의 혼란스

러움을 내버려 두지 않고,이를 명확한 이념 원리에 따라 해소해 나간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시각에 으로 공감하면서도,여러 작품

들에서 이러한 천상계의 월 섭리가 거시 서사구조 설계의 근거로 작

용하는 구체 양상과 원리를 좀 더 정 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

다.

한편 이러한 서사구조 설계의 연장선상에서 천상계는 주동인물의 역할

설정에도 긴 히 여한다.서사 개가 특정한 결말에 도달하게 하기

해서는 그에 부합하여 행동하는 인물을 주동인물로 설정해야 한다.쥘 베

른의 작품들에서는 자연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이야기의 개를 해 모험

가 형 인물이 주동인물로 설정되었다.모험을 즐기고,모험에 가치를 부여

하는 특정한 ‘심리 유형과 도덕’을 가진 인물이 작가의 의지를 변하여 작

품의 거시 서사 개를 주도하는 인물로 설정된 것이다.

고 소설의 경우 그러한 인물이 천상계의 집 인 보호와 도움을 받음

으로써 주동인물로서의 상을 보다 분명히 갖게 된다.천상계는 주동인물

과 긴 한 연 을 맺으며 해당 인물을 지지하므로,주동인물은 다른 인물

들과는 달리 천상계에서 독보 인 상을 차지한다.<사씨남정기>나 <창

선감의록>의 경우 주동인물인 사정옥과 화진,남채 만이 천상계와 소통하

85)조동일,『한국소설의 이론』,지식산업사,1977,335면에서는 자아와 세계의 분열을 화

합으로 환시키는 데 천상계 설정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하 다. 한 같은 책,363-395

면에서는 이를 실의 혼란과 모순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도덕 당 에 입각하여 해결

하고자 하 던 지배층의 ‘이원론 주기론’철학과 련이 깊다고 설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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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도움을 받는다. 생담이 설정된 작품들에서는 주동인물의 특별

한 상이 천상계에서의 구체 직 를 통해 드러나며 이것이 지상계 강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천상계의 보호와 지지를 받는 근거가 된다.이들

은 옥황상제를 근시(近侍)하는 자미원 장성,문창성,태을성의 선 이나

월궁소아 등으로 천상계에서 고귀한 지 를 가지고 있으며 여타의 천상계

구성원들로부터 존경과 우를 받는 존재로 그려진다.

반면 반동인물은 천상계와 련을 지니고 있지 않거나, 련이 있더라도

주동인물에 비해 미약하다.이들은 승승장구하는 듯하다가도 일순간 몰락

의 길을 걷게 되고, 기의 상황에서 주동인물들과는 달리 천상계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다.천상계가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운명을 차별

으로 통제하는 것이다.<사씨남정기>의 교채란,동청,냉진이나 <창선감의

록>의 조월향,범한,장평은 천상계와 교섭하지 못하며 다만 천상계의 징

벌 상으로만 설정되어 있다.

생담이 제시된 작품들에서는 반동인물이 천상계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고,소속은 되어 있으나 지 와 평 이 주동인물에 비해 낮게 설

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는 지상계에서는 주동인물보다 사회 지 가

높은 반동인물이 천상계에서는 상호 등한 계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유충렬 >에서 유충렬(자미원 장성)과 정한담(익성)의 계,<숙

향 >에서 숙향(월궁소아)과 매향(설 매)의 계,<구운몽>에서 정경패와

이소화의 계,<옥루몽>에서 벽성선(제천선녀)과 황소 (천요성)의 계

는 그러한 이다.이러한 다양한 방식을 통해 천상계는 작 인물을 그

역할에 따라 계화하거나,기존의 계 계를 조정한다.

여기서도 요한 것은 서사구조 분석에서 지상계 이데올로기 질서가

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천상계가 지지하는 인물의 사회

소속과 가치 에 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다.천상계는 어떤 사회

집단에 속한 존재를 지지하며,어떤 사회 가치 을 지닌 존재를 돕는

가?천상계는 특정 집단에 소속된 인물을 주동인물로 내세워 지지함으로써

서사 개가 일정한 집단 역학 계 구축으로 귀결되도록 만들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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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특별히 해당 집단에 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강한 인물을 내세워 집단

심의 가치 을 보상하고 고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이는 단순히 권

선징악의 범주로 천상계와 인물의 계를 재단해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다.즉 천상계의 존재 의미는 지상계의 사회 집단을 계화하는 이데올로

기 질서와 련하여 악할 필요가 있다.

(2)서사 실 의 범 확장 :극 서사 개와 인물의 개성 부각

이념 재 의 층 에서 천상계는 거시 서사 개의 방향과 결말 지 을

선험 으로 규정하며 그에 따라 인물을 계화하지만,이러한 구조 틀을

바탕으로 실제로 한 편의 작품을 완성하기 해서는 인물을 구체 으로 묘

사하고 세부서사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서사 실 층 의 작업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

서사 실 층 에서도 천상계는 요한 역할을 한다.먼 세부 서사

구성의 측면을 보면,천상계가 추상 섭리로 제시된 작품들의 경우 지상

계 논리에 따라 상황이 개되다가 특정 시 에 이르러서야 천상 존재

가 출 하여 인물의 행 를 지시하는 방식의 서사 구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씨남정기>의 경우 사정옥이 유씨 가문에서 쫓겨난 뒤 시부모의 혼령이

그의 꿈에 나타나 남쪽으로 갔다가 육년 뒤 백빈주에서 기에 처한 사람

을 구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고,다시 묘희의 꿈에 음보살이 몽

하여 백빈주 언을 상기시킨다. <창선감의록>의 경우 남채 이 조월

향의 계교로 독살될 기에 처했을 때 역시 음보살이 청원의 꿈에 나타

나 그를 구하도록 지시하고,화진이 땅에 유배되었을 때 청성산에서 은

진인이 나타나 병서와 부 등을 주며 출 시 사용하도록 지시하는 장면

이 나온다.이러한 몇 차례의 신비로운 상들을 통하여 지상계의 서사

개는 애 에 천상계가 비하고 천상 존재가 언한 방향으로 이루어지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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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천상계가 구체 생의 공간으로 등장하는 작품들에서는 신비로운

무기,악기,구슬 등 구체 인 사물의 형태로 천상계의 서사 개입이 더 빈

번하게 이루어진다.<유충렬 >이나 <소 성 >에서는 신이한 검과 말,

갑옷 등이 등장하여 인물 간의 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특히 유

충렬과 소 성에게 주어지는 신검과 신마는 상 와의 도술 결을 가능

함으로써 인물들이 천상계에서 비롯된 무 결을 유감없이 펼칠 수 있게

해 다.<옥루몽>,<하진양문록>의 경우 천상계에 소속된 존재들이 이인

의 모습으로 나타나 천상계에서 비롯된 인물들의 인연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숙향 >과 <구운몽>에서는 신이한 악기와 구슬이 천상계에서

비롯된 인물들 간 결연의 매개로 작용한다.이러한 신물(神物)과 이인의 출

은 주로 서사 개의 요한 고비에서 불가능한 듯 보 던 상황의 변화

를 추동하고 정된 결말에 도달하기까지 연속 ‘블’을 가능 해 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이와 같은 특수한 상이나 사물의 작용이 구체

으로 구를 통해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는 이다.주목할 것은 천상 존

재의 몽이나 신물의 출 은 지상계에서 통용되는 규범 논리에 구애됨

없이 일어나는 외 사건이라는 이다.의외의 인물이 천상계와 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실제로 여러 작품들에서 신비로운 사물과

상에 하는 인물들은 체로 집단 내의 약자들이다. 체로,기성의 국

가나 가문 는 사회 체제에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던 인물이 그러한 고

난의 정 에서 천상계와 하여 도움을 받게 되고 극 인 활약을 펼치게

된다.달리 말하면 이들을 서사의 면으로 내세우기 해 천상계의 특수

한 상과 사물이 도입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해당 인물들은 지상계에서

는 약자이지만 천상계에서는 높은 지 를 인정받고 있었던 존재들로 그려

지는 것이 일반 이거니와,천상계의 특정 인물과 사 으로 각별한 계를

맺고 있어 그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려지기도 한다.86)혹은 천상계에서 자

86)<하진양문록>의 하옥주나 <창선감의록>의 화진이 각각 생의 스승이었던 진원선인

과 은진인의 도움을 받는 것,<숙향 >의 숙향이 생의 주인이었던 월궁항아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을 그 로 들 수 있다.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지상계에서

이들은 남성 심 인 젠더 질서,가부장제 가문 질서,신분 계질서로 인해 고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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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욕망을 분명히 드러내어 지상계로의 강을 자 한 장본인으로서 천

상계와 지속 으로 긴 하게 하며 본래 욕망했던 바를 달성하기도 한

다.87)

한 천상 상과 사물의 개입 시 도 약자 형 인물들의 활약을 극

화할 수 있는 시 에 집 되는 경향을 보인다.천상계는 국가나 가문을 둘

러싼 기 상황이 심화되기 이 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기의

반에 천상계가 개입하 다면 기존의 체제는 별다른 타격 없이 유지되었을

것이고 약자가 면에 나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이다.구조 모순

이 심화되고 체제의 존립이 태로워진 시 에 약자를 통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천상계가 세부 서사 개 과정에 상당히 격 이고

변화 지향 인 논리를 도입하는 근거로 작용함을 의미한다.천상계가 개입

함으로 인해 서사 개의 가능 범 는 확장되고,이로 인해 이념 재 층

에서 구축된 서사구조가 서사 실 층 에서 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물 묘사와 련해서도 천상계와 련된 상과 사물은 요한 역

할을 한다.구체 인 사물을 통해 천상계가 서사에 개입하는 작품들에서는

해당 사물들로 인해 인물의 행 가 극 화된다.<유충렬 > 등에서는 신

이한 무기로 인해 인물들의 무 결 행 가 극 화되며,<구운몽>과

<옥루몽>에서 신비한 거문고와 퉁소로 인해 남녀 인물들의 상호 탐색과

소통 행 가 부각된다.주동인물은 신비로운 사물을 통해 천상계의 긴 한

도움을 받으며 천상계로부터 부여받은 자신의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한

다.

나아가 인물은 신물을 통해 일시 으로나마 천상계에서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도 한다.<유충렬 >에서 유충렬이 천상계에서 본래 타던 청룡의

당하는 존재들이다.

87)<숙향 >에서 숙향의 신인 월궁소아가 먼 태을선을 유혹하 다고 한 것이나,<옥

루몽>에서 강남홍의 신인 홍난성을 백옥루 완월 모임에서 함께 모인 선 과 선녀들에

게 술을 권하고 천상의 막함을 한탄하는 말을 꺼낸 인물로 그린 것을 그 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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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신인 천사마를 타고 정한담과 신비로운 도술 결을 벌이는 장면이라든

지,<숙향 >에서 숙향과 이선이 꿈을 통해 천상계 요지연에 참석하여 꽃

과 구슬 등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나 는 장면은 그러한 이다.해당

장면들에서 신비한 무기와 구슬 등은 인물이 천상계에서부터 비롯된 결

이나 결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다 구체 이고도 분명하게 보여

다.

천상계가 추상 으로만 모습을 드러내는 작품들의 경우에도,그곳에 소

속된 존재들의 발언을 통해 주동인물의 행 가 부각되고 의미를 부여받는

것을 볼 수 있다.<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에서는 이비의 혼령,선

녀,은진인이 가문을 해 헌신하는 사정옥,남채 ,화진의 노력을 로하

고 격려한다.이러한 장면들은 주동인물들이 천상계에 의해 주어진 각자의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고 있음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

그런데 여기서 요한 은,천상계와 련된 사물이나 상으로 인해

인물의 행 를 묘사하거나 서술하는 이 확장된다는 이다.지상계에

서 인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체제와 질서를 잠시 떠나서 그들이 지닌 능

력과 기질,감정과 욕망을 보다 자유롭게 묘사할 수 있는 외부의 개방

이 제시되기 때문이다.신이한 사물이나 배경은 그것을 이용하여 결

하거나 교류하는 인물들만을 주변 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 외 이고 특별

한 존재들로 조명하게 해 주며,인물들의 개인 특성이 보다 자유롭게 묘

사될 수 있게 만들어 다. 한 천상 존재는 인물을 보다 엄정하고

인 기 에서 평가하므로,이를 통해 가문이나 젠더 체제 상 인물의

치와는 상 없이 개인의 행 자체에 해 객 서술이 이루어질 수 있

게 된다.

지상계는 작가와 독자의 경험 실을 사실 으로 반 하는 세계이기에

인물의 능력과 기질,감정과 욕망을 자유분방하게 묘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더욱이 흥미와 교훈성이 강조되었던 조선후기 소설의 소통 맥락을

감안할 때 심인물의 형상화에 일정한 한계가 제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

이었다고 할 수 있다.물론 인물의 개인 능력을 부각하고 그의 사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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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드러내는 것은 가능하 지만 그것이 인물의 주된 특성으로 부각될 수

는 없었다.

반면 천상계는 인물의 특성을 보다 자유롭게 묘사할 수 있는 서사 공

간을 제공한다.지상계에서 시되는 국가나 가문,신분,젠더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이기 때문이다.이러한 천상계를 통해 인물을 묘사하는 시야

는 확장되며,서사 실 층 의 인물 형상은 이념 재 층 에서 규정된

유교 도덕 념의 제약을 벗어나 보다 다양한 면모를 드러낼 수 있게 된

다.88)

요컨 천상계로 인해 서사 실 층 의 세부 서사 구성과 인물 묘사

는 이념 재 층 의 기획을 넘어서는 범 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이는

서사 실 층 에 경험 실의 다양한 논리와 가치가 침투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높여주며,이로 인해 소설의 두 서사층 간의 균열은 심화된다.천

상계는 지상계의 한계를 월하여 존재하는 보다 속 이고 본질 인 세

계이기에 지상계의 이데올로기 질서에 보다 확고한 근거를 제공하는 역

할을 할 수 있지만,그 과정에서 지상계의 체제와 질서를 벗어난 보다 보

편 이고 객 인 논리와 가치를 구 하기도 한다.

88)이처럼 천상계를 당 규범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당 인의 무의식 소망이 투

된 세계로 보는 시각은 선행연구에서도 발견된다.일례로 정종 (1987)는 <숙향 >에서

이선과 숙향의 결연을 유도하는 천상계가 신분 질서의 제약에 맞서 인간의 본성 애정

을 정하고 추구하려 한 “당 인의 무의식 소망상태”를 표 한다고 보았다. 이

국(1984)은 <숙향 >이나 <구운몽>에서 월 세계는 세속 삶의 질서의 한계를 인

식하고 보다 본질 인 삶의 질서를 모색하려 한 17세기의 사회 동향을 보여 다고 평

가하기도 하 다.정종 ,「숙향 고(淑香傳 )」,『국어교육』 59·60호,1987,438-439

면.;이 국,「<구운몽>과 <숙향 >의 비교고찰 –작가의 삶에 한 인식과 세계 을

심으로」,『문학과 언어』5집,1984,69-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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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천상계의 양면성과 실 반 의미

1.천상계의 양면성

1)이념 재 층 : 념 가치질서 표상

이념 재 층 에서 천상계의 역할은 거시 서사구조를 확고하고 필연

인 것으로 만들며 이를 기 으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운명을 계화

하는 데 있다.이하의 작품 분석에서는 이러한 천상계의 역할을 통해 재

되는 작가 당 의 이데올로기가 무엇이었는지를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한

다.

(1)화이론 국가 질서 옹호

<유충렬 >에는 유충렬과 정한담이 생에 천상계 자미원 장성과 익

성으로 싸움을 벌인 바 있고,그 결과 지상계로 쫓겨나게 되었다는 생담

이 태몽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자미원 장성은 지상계 환생 ,어머

니가 될 장 부인의 꿈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자신의 본래 신분과 강 사

연을 한다.

일일은  을 어드니 쳔상으로셔 오운이 농고 일원 션 이 쳥용을 타

고 려와 말되 나는 쳥용을 차지션 이더니 익셩이 무도고로 상졔게

알외되 익셩을 취죄야 디른 방으로 귀양을 보니 익셩이 노 심야

옥 잔시의 익셩과 젼후로 상제젼의 득죄야 인간의 치시갈

바를 모로더니 남악 산신령이 부인 으로 지시기로 왓사오니 부인은 훌

옵소셔 고 타고 온 쳥용을 오운간의 방송며 왈 일후 풍진 의 를 다

시 차질리라 고 부인 품의 달여들거늘 놀다르니 일장춘몽 황홀다.89)

(上: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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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등과 가슴에 천상계 장성과 삼태성의 흔 을 간직한 채 지상계

에 환생한 유충렬은 익성의 후신인 정한담과 운명 인 결을 이어가게 된

다. 장성과 익성은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승부가 미결된 상태로 지상계

에 내려왔고,이후 지상계에서의 삶은 유 된 승부를 재개할 수 있는 기회

가 된다.물론 인물들 자신은 이를 의식하지 못하지만,그들을 둘러싼 반

상황은 둘 사이의 갈등을 심화하고 결을 본격화하는 방향으로 개된

다.즉 정한담과 유충렬 간의 무력 결이 본격화되는 것이 천상계 생담

을 근거로 구축된 <유충렬 >의 거시 서사구조라 할 수 있다.

황권(皇權)에 해 야욕을 품고 있던 정한담은 계교를 부려 정 (政敵)

유심을 유배 보내고,향후의 화근을 없애기 해 그 아들인 유충렬마 제

거하려 한다.그러나 한 노인의 도움으로 유충렬 모자는 화를 피한다.노인

은 정한담이 유충렬의 집에 불을 지르기 장 부인의 꿈에 나타나 부채

한 자루를 주며 “화 이 이러나거든 부를 흔들면셔 후원 단장 은신

엿다가 충열만 다리고 인젹이 친 후의 남쳔을 바보고 갓업시 도망

라”며 “만일 그럿치 안이면 옥황게셔 주신 아달 화 즁의 고혼이 되

리”(上:20)라고 경고하는데,이로써 충렬과 어머니는 무사히 화재를 피해

달아난다.

이후로도 천상계는 유충렬로 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며 정한담과

맞설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한다.유충렬은 사공 마철에 의해

강물에 던져졌다가 남경 선인들의 도움으로 구조된 뒤 강희주를 만나 그의

사 가 된다.강희주는 딸을 낳을 때 딸과 유충렬의 생 인연을 암시하는

꿈을 꾼 일이 있고 이후 유충렬을 구조하게 되는 계기도 신비로운 꿈에 의

한 것이었던 만큼,유충렬이 강희주의 사 가 되는 것은 천상계의 계획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90)이후 강희주는 유충렬에게 수년 간 안정 인

89)이하 <(완 86장본)유충렬 >의 인용은 국학자료원 편,『한국고 소설 각본자료

집』 2,1997에 수록된 인 자료에 따른다.인용문 뒤 호 안의 숫자는 인본의 해당

권수 :면수(표지 제외,이하 동일)를 표시한 것이다.

90)강희주의 부인 소씨는 딸을 낳을 때 “일원 션녀 오운을 타고 나려와 소씨를 야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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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환경을 제공해 뿐 아니라,유충렬이 정한담과의 결에 극 으

로 임할 수밖에 없는 개인 동기를 강화해 주기도 한다.장인인 강희주

역시 정한담의 모함으로 유배에 처해짐으로써,유충렬에게는 정한담과 맞

서야 할 이유가 더욱 확연해지는 것이다.

한편 천상계는 유충렬로 하여 정한담과 결하기에 충분한 실력과 여

건을 갖추도록 비시키는 작용도 한다.유충렬과 장 부인이 헤어지는 것

은 사공 마철 때문인데,마철의 등장은 장 부인이 천상계로부터 유충렬에

게 주어진 옥함을 발견하여 강물에 띄워 보내는 계기로 작용한다.유충렬

은 백룡사에서 어머니가 보낸 옥함을 받아보게 되는데,그 속에서 나온 신

이한 칼과 갑옷,투구는 정한담과의 무력 결에 요긴하게 사용된다. 한

이에 앞서 유충렬은 역시 천상계가 비한 로 덕산 백룡사를 찾아 무

를 수련하고 있었다.유충렬이 백룡사에 도달한 것은 무작정 걷던 호

기심에 이끌려 산 으로 발길을 옮긴 결과 지만,그곳에서는 이미 천명을

측한 노승이 유충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의 유이 강승상의 집을 나 셔쳔을 바보고 졍처업시 가미 신세를

각니 속질업고 일업다 이제는 무가로다 산즁의 드러가 삭발 승야

훗질이나 닥그리라 고 청산 바고 종일토록 가더니 한 고다다르니 압피

큰 산이 잇스되 천 만이 츙천즁의 오구름이 구리 의 잇고 각화

만발지라 장차 신령산이라 고 차자 드러가니 (…)일원 승이 나오

거늘 그 즁의 거동을 보니 소소두 섭은 두 을 덥퍼 잇고 변갓치 두럿

두 귀는 두 억에 늘어 니 청수골격과 은은정신은 범승이 안일네

라 팔 염주 육한장을 집고 흑포장삼의 러진 송낙 씨고 나오며 유을 보고

왈 소승이 연만기로 유상공 오시난 차의 동구 밧기 나가 맛지 못니 소승

의 무례믈 용사소셔 (上:57-58)

소녀는 옥황 선녀옵더니 연분이 자미원 장성과 가지로 잇다가 소녀를 강문의 보

왓오니 부인은 소셔 ”는 꿈을 꾼다.(上:45) 강희주는 길에서 우연히

“비몽간의 오구름이 명나수의 어리엿청용이 물속의 지려며 날을 야

무수이 통곡”는 꿈을 꾼 뒤 멱라수를 찾았다가 유충렬을 만난다.(上: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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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산 백룡사는 자연 환경 면에서 ‘신령한 산’으로서 천상계와 지상계

간 일종의 경계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거니와,그곳에 거하는 노승 역시 신

비로운 지력을 지니고 있어 천상의 섭리를 밝게 악하고 그에 따라 유

충렬의 삶을 인도하는 존재다.유충렬은 노승을 통해 매개되는 천상계의

섭리에 따라 백룡사에 머물며 정한담과 결할 실력을 기르고,수년 후 역

시 노승의 지시에 따라 정한담의 반역으로 기에 처한 천자를 구하기

해 출 하게 된다.그리고 그 직 에 장 부인이 보낸 옥함이며 쟁터에서

탈 말도 노승을 통해 유충렬에게 해진다.

노승이 이러나 바기 갓다 드러오며 츙열을 불 왈 상공이 일의 천문을 보

와잇가 충열이 놀어 피 나와 보니 쳔자의 자미셩이 러져 명셩원의 잠

겨 잇고 남경이 살긔가 가득엿거늘 방으로 드러와 숨 짓고 낙 니 노승

이 왈 남경의 병난은 낫건이와 산즁의 피난난 이 무신 근심이 잇시릿가

츙열이 울며 왈 소은 남경셰록지신이라 국변이 이러니 엇지 근심이 업시

리요만은 젹수단신이 만리 밧기 잇오니 탄들 엇지리요 노승이 웃고

벽장을 열고 옥함을 어 노으며 (...)우을 여러 노으니 빈틈 업시 들엇거늘

보니 주 벌과 장검 나 권이 드럿거늘 투고를 보니 비 비옥이라

찬란야 안를 쏘이난 즁의 속을 살펴보니 자로 일 주라 삭여잇고

옷슬 보니 용궁조화 실다 무어시로 만든 모롤네라 (...)노승 다려

왈 천으로 를 만나 주와 창검은 어더건이와 용마 업셔니 장군이 무

용지지라 노승이 답왈 옥황게옵셔 장군을 명국의 보제 사용왕이

몰을 손가 수년 젼의 소승이 셔역의 가올 제 용암의 다다르니 어미 일은 

야지 엇거늘 그 말을 다려와쓰나 산승의게 부당이라 송암 동장자의게 막

기고 와니 그곳슬 차자가 그 말을 어든 후의 즁노의 지쳬 말고 피 황셩의

득달와 지 천자의 목숨이 경각의 잇사오니 피 가셔 구완라 (上:

72-75)

장에서는 정한담이 이미 승기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으나,유충렬이 등

장함으로써 세는 반 된다.유충렬은 옥함에서 나온 일 주와 장성검으

로 정한담의 휘하 장수들을 제압하고,황군과 반군은 팽팽한 을 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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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특히 정한담과 유충렬은 다양한 도술을 구사하며 막상막하의 실

력 결을 펼치는데,이는 천상계에서 시작된 장성과 익성의 결이 지

상계로 이어져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 다.

한담이 분로야 응셩 출마 나오거날 원수 담을 마자 싸올칼노 치거듸

면 반 의 죽을 거시로살이고 잡고자 야 장성검 노피 들어 졍담을 치

랴더니 담은 간 업고 편편 체운 이러나며 원수의 장셩검의 검 이 업셔

지고 페엿던 칼이 도로 살리거늘 원수 경야 피 물 와 신화경을 밧비

페여 일편을 외인 후의 장셩검을 세 번 치며 풍을 밧비 불 체운을 씨러바

리고 안순풍이 조화를 부쳐 진을 살펴보니 담이 변신야 체운의 싸이여

십 척 장검 번더기며 원수를 로거늘 원슈 그제야 닷고 왈 담은 천신이

라 산 로 잡부려 다가는 도로여 환을 당리라 고 (下:10)

그런데 천상계에서 장성과 익성의 결은 처음부터 장성의 우 가

제된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었다.천상계에서 유충렬의 신인 청룡 선

은 정한담의 신인 익성의 잘못을 감찰하고 벌을 받게 한 바 있다.장 부

인의 태몽 스스로 강의 사연을 설명하는 청룡 선 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그가 “익셩이 무도고로 상졔게 알외되 익셩을 치죄야 다른

방으로 귀양을 보내니”이에 익성이 분을 품는 바람에 백옥루 잔치 자리

에서 결이 벌어졌던 것이다.실제로 익성이 무도하여 죄를 지었는지 여

부는 청룡 선 자신의 주장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지만,어 든 청룡 선

은 익성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옥황상제와 좀 더 가까운

지 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천상계에 기반을 둔

<유충렬 >의 거시 서사구조는,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유충렬이 정한

담과 본격 인 무력 결을 벌여 승리를 거두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서사구조의 틀 안에서 유충렬과 정한담은 각각 주동인물과 반동

인물의 역할을 부여받는다.주동인물인 유충렬은 천상계에서 이미 정한담

보다 우월한 지 를 차지하고 있었고,지상계 강 후에도 천상계로부터

보다 긴 한 도움을 받는다.정한담을 돕는 옥 도사가 천리(天理)를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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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채 정한담을 부추겨 패배를 자 하는 반면,유충렬을 돕는 백룡사

노승은 천리를 명확하게 악하여 유충렬이 시에 출 하고 순조롭게 승

리를 거두게 한다.정한담이 천상계의 도움을 제 로 받지 못하는 반면,유

충렬은 천명을 보다 정확히 달하는 매개자를 만나며 그 스스로도 천상계

와 더 분명히 소통한다. 컨 반군이 뜻밖에 황성을 습하여 황제는 일

순간 체 명의 기에 처하는데,천문 상을 찰하고 극 으로 상황을

악한 유충렬이 천사마의 신비한 힘을 빌려 단숨에 황성으로 달려오는 바

람에 정한담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91)

유충렬과 정한담의 결은 천상계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애 에

유충렬의 우 가 제된 것이었다.천상계에서의 생담은 유충렬의 승리

로 종결되는 거시 서사구조의 체 인 개 방향을 처음부터 명료하게

제시해 주며,실제로 이는 천상계의 섭리로써 정확히 실 된다. 한 이 과

정에서 유충렬은 천상계와 보다 활발히 교섭하며 작 서사 개를 주도해

나가는 주동인물로서의 상을 명료하게 부여받으며,정한담은 유충렬의

활약을 방해하지만 주도권을 쥐지는 못하는 반동인물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게 된다.이는 곧 천상계에 의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계화라

할 수 있다.

그 다면 이처럼 천상계를 통해 구축되는 서사구조와 인물 간의 계질

서가 재 하는 이데올로기 질서는 무엇인가?천상계의 지지 하에 주동인

물로 기능하는 유충렬은 국 황제의 권 를 존 하며 이를 하는 내외

의 에 맞서 싸우는 충신 형의 인물이다.유충렬은 황제가 무능하고 어

리석어 화를 자 하 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에 해 충성을 다한다.심지어

황제가 자신의 아버지와 장인에게 억울한 명을 워 고통을 주었음에도

91)“밧긔 월이 히미며 난업난 셋방올이 원슈 면상의 려지건늘 고히야 말를 잠간

머무르고 쳔긔를 살펴보니 도셩의 살긔가 가득고 천자의 자미셩이 러져 번슈가의 빗쳐

거늘 경야 (...)천사마 상 밧비 올나 산호편을 놉피 드러 말석을 질며 말다려 정셜

왈 쳔사마야 네의 용두어가 이런 의 안이 고 어리요 지 천자 도젹의게 잡

피여 명경각이라 순식간의 득달야 천자를 구원라 천사마는 본천상으셔 타고 온 비

룡이라 질을 안이고 졍셜간되 비룡의 조화라 제가 난로 두워도 순식간의 몃쳘이을

갈 모로난물며 제 임자 말노 졍셜고 산호로 질니 엇지 안이 피갈가

번 작이며 황셩 밧긔 얼는 지여 변슈가의 다다르니”(下: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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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여 히 충성을 바치며,가족의 안 보다도 황제와 황후,태자의

안 를 확보하는 데 우선순 를 두고 행동한다.백룡사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도 천문을 통해 황제의 기를 감지하자 명나라의 ‘세 록지신’가

문 출신으로서 황제를 해 출 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유배지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아버지를 걱정하면서도 태자와 황후를 구출

하기 해 호국으로 먼 출병하는 그의 모습에서 이를 알 수 있다.물론

정한담의 실체가 드러난 뒤 황제에게 과거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궁극 으로 추구하는 것은

국 황제를 심으로 한 국내외 정치 질서를 수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반동인물인 정한담은 무능한 황제를 신하여 스스로 국의 지배

자가 되고자 하는 인물이며,이를 해 호국과 결탁하여 명나라 조정을

기에 빠뜨린다.즉 정한담은 국과 주변 국가들의 주종 계,황제와 신하

간의 주종 계를 인정하지 않는다.유충렬이 황제에게 배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 에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 하는 반면 정한담은 황제의 총애와

신임을 받으면서도 도리어 황제를 배반하고 자기 이익을 도모하려 하는 인

물이다.즉 그는 황제의 신하라는 자의식,명나라 조정의 일원이라는 소속

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그는 국 심의 국제 질서,황제 심의 국내 정

치 질서를 인정하지 않으며 그러한 기성의 권 를 부정한다.이러한 가치

의 차이,즉 국 황제를 심으로 한 국가 내외 통치 질서를 인정하

느냐 않느냐 하는 차이가 사실상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을 구분하는 기 이

며,천상계는 이러한 차이를 인 것으로 만들기 한 장치로서 도입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동인물에 한 특별한 지지를 통해 천상계가 보증하는 결말은 국 황

제 심의 국가 내외 질서가 기를 극복하고 유지된다는 것이다.유충

렬의 활약으로 황제는 기를 벗어나고 명나라 조정은 안정을 되찾는다.

반면 기존의 질서에 도 한 정한담 일 는 철 히 응징 받는다.정한담은

실력도 출 하고 지략도 뛰어난 장수 음에도 불구하고 천상계의 지지를

받지 못해 패배하고 만다.충신인 유충렬이 천상계의 지지 하에 승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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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후에 해져 명나라의 통치 질서를 한층 안정된 기반 에 올려놓는 역

할을 하는 데 비해,반역을 일으킨 정한담은 사로잡 모욕을 당하고 처형

될 뿐 아니라 시신마 난자당하는 운명을 맞이한다.이러한 결말을 천상

계 운명으로 설명하는 데서,이 작품이 국 황제 심의 보수 국가

념을 표방하는 작품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소 성 >의 경우에는 변방의 호왕이 명나라 황제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조웅 >의 경우 이두병이 송나라 태자를 몰아내

고 황제의 자리를 차지하는 한편 서번국 왕이 송나라의 충실한 제후국인

국을 침범하고 송나라 본국마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두 작품에서

도 주동인물인 소 성,조웅은 국 황제의 편에서 싸워 승리를 거두고 기

성의 국가 질서를 수호하는 활약을 한다.천상계가 주동인물을 지지하며

그를 통해 국 심,황제 심의 국가 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서사

개를 추동하는 도 <유충렬 >과 같다.

먼 <소 성 >의 경우,소 성과 호왕은 천상계에서 각각 동해 용자

와 익성이었다.자세한 사연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수궁계 용족인 동해 용

자는 옥황상제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반면

익성은 “쳔상 낭의 졔자”라는 에서 문제 인 인물이다.낭즉 나탁

(나타,哪吒)은 < 신연의>에서 탁탑왕의 셋째 아들로 잘 알려진 인물인

데,동해 용자를 죽이고 나 에는 자신의 아버지까지도 죽이려 했다가 제

지를 당하는 등 천상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인물이기 때문이다.그리하여

지상계에서의 서사는 그런 무도한 나탁의 제자 익성의 후신으로 설정되어

있는 호왕이 결국 동해 용자의 후신인 소 성에 의해 제압되는 방향으로

개된다.

실제로 천상계는 소 성에게 더 확고한 지지를 보낸다.자운동 화재에서

화덕진군이 기에 처한 소 성을 구하는 것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

셩니 의혹여 도라보니 불이 바람을 좃들어오거니 경여

북편을 보고 닷더니 북편 어구에셔 불이 이러나 운동이 녹듯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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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몸이 날업스니 엇지 이 불을 피리요 이 하일업셔 을 우러러 탄

식 왈 즁국 장 소셩이 임군을 야 반젹을 소멸고 직을 밧들고져

여더니 조믈이 시기운동 귀신니 되것오니 명쳔은 감옵소셔

칼을 여 결코져 더니 문득 남녁 산상의셔 노인이 피 올나오라 

거늘 이 말셕를 거러 산상의 올으며 뒤을 도라보니 불이 셧던 고다들

나더라 말게 나려 례 왈 잔명을 보존여 쥬옵소셔 노인이 홍션으로 불을

붓치니 양인이 셧고불이 아이 오더라 이 치왈 노인의 거주을 알아

지니다 노인 왈 나쳔상 남쳔문 밧그 잇화덕진군일 니 어제 석가여

옵셔 즁국 장 소셩이 명일 오시 운동 화을 볼 거신니 구완라 

시거와건이와92) (63-64)

소 성은 “임군을 야 반젹을 소멸고 직을 밧들고져”하는 송나

라의 무장으로서 자기 행 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천상계의 도움을 구하고,

이에 화덕진군이 나타나 석가여래가 보내서 왔다며 소 성에게 도움을

다. 천상계는 소 성과 직 소통하기도 한다.호왕이 거의 승기를 잡은

상황에서,하늘은 직 소 성을 부르고 지시를 내려 호왕을 제압할 수 있

도록 돕는다.

 원슈 분노여 겸을 칼의 벼히고 졔군의계 호령 왈 이졔 호왕이 을

치우고 우리 군을 범코져 민이 나필마로 가셔 군을 피 구완거

신니 졔군은 닷라 오라 고 달여가니 의기가 풍우 갓지라 진을 향야

오던이 홀연 공즁의셔 워여 왈 용부야 진으로 가지 말고 황강으로 가라 지

쳐강변의 구러져 호왕의 창 명이 진 되어시니 피 구완라

거원슈 황강으로 가며 분기충쳔여 왈 압푸 큰 강이 가려씨니 건넬 길

이 업지라 느져가고 분기는 울울여 말다려 경계여 왈 네 비록 짐

92)이하 <(완 43장본)소 성 >의 인용은 국학자료원 편,『한국고 소설 각본자료

집』 1,1997에 수록된 인 자료에 따른다.인용문 뒤 호 안의 숫자는 인본의 해당

면수를 표시한 것이다.<소 성 >이나 <조웅 >처럼 완 본과 경 본이 모두 하는

작품의 경우,천상계 련 내용을 분석할 때 지역별 본의 차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엄태웅,『방각본 웅소설의 지역 특성과 이념 지향』,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

2012,44-93면에서는 <용문 >과 합철된 완 본 <소 성 >이 경 본에 비해 화이론,

즉 명의리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작되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그러나 본고에서는

일단 지역별 본의 차이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논의를 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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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의 믈 알지라 물를 건넨라 이 쳥총마 그 임의 츙셩을 모

로리요 고을 들고 쳥쳔을 우러러 소을 벽역갓치 질으고 강을 건네 

니 니난 셩의 충심과 쳥총마 그 임아졍을 리 감동건네계 

미라 (71-72)

이러한 천상계의 도움으로 소 성은 호왕을 물리치고 명나라 황제와 조

정을 기에서 구한다. 한 그는 제후의 자리에 올라 “도불십유고 산무

도젹”(85)할 정도로 선정을 베풂으로써 명나라의 내부 안정에도 기여하게

된다.반면 호왕은 황제에게 거의 항복을 받으려던 순간 갑작스럽게 나타

난 소 성의 칼에 기치 못하게 사하고 만다.

<조웅 >의 경우 <유충렬 >이나 <소 성 >과는 달리 인물들의 생

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하지만 천상계가 조웅을 도와 국 황제 심의

국가 질서를 옹호하는 것은 다른 두 작품과 같다.송나라 황제의 권 에

도 하는 번왕이나 이두병은 천상계와 어떤 련도 지니고 있지 못한 반

면,송나라 황실의 수호자인 조웅은 월경 사,화산도사,철 도사를 통해

천상계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다.월경 사는 이두병에게 쫓기던 조웅 모자

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주고,화산도사는 신비로운 ‘조웅검’을 해 다.칼

을 사기 해 화산도사에게 근한 조웅은 그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음

을 알고는 놀라 연유를 묻는데,이에 화산도사는 “하날이 보검을 쥬시

임을 젼코자 야 사팔방을 두로 단이더니 수월 젼장셩이 강

호의 빗쵸거날 와 슈월을 긔다리되 종시 맛나지 못극키 괴히

야”(上:43)93)밤마다 천기를 살피고 있었다며 ‘조웅검’의 임자는 하늘이 정

한 것임을 말해 다.이후 조웅은 화산도사가 말해 로 산 철 도

사를 찾아가 도술을 수련하고 신마(神馬)도 얻게 되며,이후 번왕 이두

병을 제압하고 태자의 복 시키는 활약을 펼친다.

서번국의 왕은 송나라를 공격하기에 앞서 송의 제후국인 국을 공격하

93)이하 <(완 104장본)조웅 >의 인용은 국학자료원 편,『한국고 소설 각본자료

집』 3,1997에 수록된 인 자료에 따른다.인용문 뒤 호 안의 숫자는 인본의 해당

권수 :면수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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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이때 조웅이 출 하여 국을 보호하고 번국을 제어함으로써 송나라

심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고 연이어 내부의 인 이두병을 몰아내는 데에

도 성공한다.이 과정에서 조웅 역시 천상계의 계시에 의해 주어진 신비한

검과 말을 사용하여 번왕의 군사들을 제압한다. 갈건야복(葛巾野服)차

림의 노옹이 해 서찰의 계략에 따름으로써 번국 군사들을 물리치기도

하고,이후 이두병 군사들과의 결 에는 노승의 가르침으로 송 태자의

복 를 함께 도모할 동료들을 만나기도 한다.이처럼 천상계의 섭리는 일

되게 조웅을 도와 송나라 심의 국제 질서와 황제 심의 국내 통치 질

서를 수호하는 작용을 한다.

그런데 이처럼 <유충렬 >과 <소 성 >,<조웅 >에서 천상계의 존

재를 심으로 구축되는 이념 재 층 의 거시 서사구조와 인물 간의

계질서는 곧 조선후기 통용되고 있던 화이론 (華夷論的)국가 질서의

재 이라 할 수 있다.화이론 즉 존화양이( 華攘夷)의 념 하에서는 국

[華]과 변방 국가[夷]의 상이 엄격하게 계화되며,‘화(華)’의 정통을 계

승하는 존재로서 황제와 조정의 통치권은 정당성을 부여받는다.이는 국

에서 송나라 때부터 주장되어 온,외세의 에 항하여 한족 왕조의 문

화 정통성을 강조하고 국가의 내부 결속을 도모해 온 지배층의 논리

다.

이러한 화이론의 념은 조선 사회에서도 일 이 확립되어 있었다.조선

은 주나라에서 온 기자가 다스리던 나라라는 념, 화 문명의 정통을 이

어받은 ‘소 화( 中華)’라는 념은 지배층을 심으로 일 부터 형성되었

고 특히 명나라가 멸망한 뒤로는 화 문명의 유일한 계승자를 자처하는

‘조선 화론’이 두하기까지 하 다.94)조선 화론은 주체 민족 문화 형

성에 정 인 향을 주기도 하 지만,한편으로는 국가의 내부 결속 기

제로도 작용하 다.95)

94)정옥자,『조선후기 조선 화 사상 연구』,일지사,1998,232-233면.

95)계승범,「조선 속의 명나라 - 보단을 통해 본 조선 지배층의 화 인식」,『명청사

연구』35집,2011;김 민,「조선 화주의의 재검토」,『한국사연구』 162집,2013.

국과 오랑캐를 차별하고 ‘화’의 일원을 자처하 던 집단 자의식은 조선 후기 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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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렬과 소 성,조웅은 이러한 화주의 가치 에 수 하는 인물들

인 반면,정한담과 호왕,이두병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자의 인물들,즉 주동인물들이 ‘화(華)’의 정통을 계승해 온 국

황제의 권 를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 후자의 인물들,즉 반동인물들은

구든 능력 있는 자가 권력을 잡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고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천상계는 ‘화(華)’를 지지하는 인물들에게 확고한 우 를 부여하

고,그들이 주축이 되어 기존의 화이론 국가 질서가 수호되도록 거시

서사구조를 설정한다.96)즉 이상의 작품들에서 천상계는 화이론 국가 질

서의 작품 내 재 을 명료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남성 심의 젠더 질서 지향

여성 웅의 활약이 부각되는 <옥루몽>,<하진양문록>과 같은 작품들

에서는 젠더의 문제가 보다 요하게 다루어진다.이들 작품들은 국가 간

의 쟁이나 국내 정치 세력 간의 갈등 상황을 다루되,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움으로써 남녀의 활동 역과 상호 계 문제를 제기한다.

<옥루몽>과 <하진양문록>에서는 지상계에서의 남녀 부부 계가 천상

계에 연원을 둔 것으로 그려진다.먼 <옥루몽>의 경우,지상계 양창곡과

2처 3첩의 계로 이어질 천상계 문창성과 다섯 선녀들의 계가 서두에

제시된다.천상계에서 문창성과 다섯 선녀들은 완월(玩月)모임을 함께 하

민 들이 실제로 지니고 있던 바라고 생각되고 있다.엄태웅,「조선후기 설인귀 인식의

맥락과 문학 반 의 의미」,『한민족어문학』59집,2011,213-217면 참조.

96)이런 에서 웅군담소설이란 곧 “주인공이 천명에 따라 외 의 침입으로 조성된 균

열된/ 도된 국 심 국가 질서를 회복하는 소설”이라 규정된다.김 양,「 웅군

담소설의 연구사 조망」,성 경교수추모논총간행 원회 편,『한국 고소설 연구의 쟁

과 망』,보고사,2011,72면.김 양의 논의는 웅소설의 거시 서사층 를 형성

하는 국가 서사의 틀을 시한 ,‘천명(天命)’이 국가 서사 개의 원동력으로 설정되

었음에 주목한 에서 본고와 이 같다.다만 본고에서는 천상계가 작품 내에 화이론

국가 담론을 구축하는 구체 양상을 좀 더 면 히 분석해 보고자 하 고,‘천명’이

구 되는 구체 장치들( 생에서의 인물 간의 계 설정,지상계 강 이후 인물들에

한 차별 지지 등)에 천착해 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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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인연을 맺었고,그 인연이 인간 세상에 내려온 뒤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이들이 인간 세상을 선망하는 시를 짓는가 하면 꽃잎에 을 어 남녀 간

에 주고받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선도(仙道)수련에 정진하는 천상계에서

의 삶에 회의를 나타내자 석가세존과 음보살은 “팔진지미를 먹은 즉 슉

속의 담믈 알고 문슈지복을 입은즉 포의 검소믈 닷”(1:19)97)는 법

이라며 이들로 하여 천상계의 청정 함을 깨닫도록 잠시 지상계의 삶

을 경험 한다.이에 따라 문창성과 다섯 선녀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다양한 일들을 겪으며 세속 인 남녀 계를 맺게 된다.

특히 완월 모임에서 가장 극 으로 행동했던 홍란성은 지상계 ‘강남홍’

으로 환생한 후 란만장한 일들을 두루 겪으며 문창성과도 가장 깊은 인

연을 맺는다.홍란성은 완월 모임에서 일행에게 술을 권하며 신선의 술법

만을 자부할 게 아니라 삶을 즐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98)이는 천상계의

삶이 무료하다고 여기며 인간 세상에 강한 호기심을 나타내었던 문창성의

뜻에 극 으로 호응한 것이다.홍란성은 문창성과 제천선녀의 교유를 두

둔하고 이를 방해한 천요성을 나무라는가 하면,아 다 같이 달을 구경하

자고 제안하고 흥취를 돋우기 해 술을 주문하기도 한다.지상계 강남홍

과 양창곡의 친 한 계는 천상계에서의 문창성과 홍란성의 의기투합하는

계에 응한다.

주목할 은,천상계에서 홍란성을 포함한 다섯 선녀들과 문창성의 계

가 여러 여성과 한 남성의 계라는 이다.이는 지상계에서 한 남성과

그를 심으로 한 여러 처첩들의 계로 이어진다.남성 심 인 일부다

처의 혼인이 성사되고 여러 처첩들이 조화롭게 화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천상계에 기원을 둔 서사 개의 필연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천상계 생담에 함축된 <옥루몽>의 거시 서사구조는 남성 심

97)이하 <옥루몽>의 인용은 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옥루몽>(마이크로필름

본)에 따른다. 인용문 뒤 호 안의 숫자는 원본의 해당 권수 :면수를 표시한 것이다.

98)홍란성은 “비록 상계 음이 장구라뇽의 겁진이 번 면 항아 빈에 추

상이 로올지라 구여 고담션슐노 놉흔 쳬야 이갓튼 밤을 무료이 보리요 만일

이 리에 을 사양벌이 잇스리라”고 말하고,이에 문창성은 “소고 

흥이 도도야”진다.(1: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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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계의 형성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여성이 독립된 개인으로서 활

약하며 주체 으로 타인과 다방면의 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한

남성을 심으로 여성의 삶의 범주가 제한되고 여성들 상호간의 계 한

남성을 심으로 구축되어 가는 서사 개의 방향을 천상계 생담은 암시

하고 있다.99)

실제로 지상계에서 인물들의 운명은 이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천상계

의 개입은 이를 진하는 작용을 한다.다섯 여인은 차례로 양창곡과 결연

하여 그의 처나 첩이 되고,우여곡 을 겪으면서도 결국은 양창곡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돕는 삶을 살게 된다.특히 강남홍은 쟁터나 유배지에서도

양창곡을 따르며 그를 해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이 과정을 천상계

에서 견된 존재인 백운도사가 주도한다.백운도사는 천상계 문수보살의

화신으로,천상에서 시작된 이들의 인연이 본격 으로 결실을 맺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퉁소를 주어 양창곡과 강남홍의 재회를 돕는 것은 그 출발

이다.백운도사는 강남홍이 남만왕 나탁을 따라 하산하기 옥퉁소를 주

면서,그녀가 생에 천상계에서 문창성과 인연을 맺었던 존재임을 알려주

고 퉁소를 통해 그 계가 회복될 것임을 언한다.

듕의 일옥젹을 여 친히 두어 곡됴불고 홍낭을 가르쳐 왈 한나라 장

방이 계명산샹의 옥소부러 병을 물니치니 네 이 옥젹을 화둔연

곳이 잇스리라 (...)이 옥젹이 본으로 일문챵셩의게 잇니 네

타일 고국의 도라갈 긔회 여긔 잇슬가 니 일치 말고 두라 (...)

도왈 노부별인이 아니라 셔쳔 문슈보살이러니 셰음의 명을 바다 그

의게 병법을 젼코져 오미라 이졔 그운이 진고 길운이 도라오니 고국의

도라가 화 리려니와 오히려 미우의 반년 살긔 잇셔 병화로 이리니 십

분 조심라 (...)그본인간 사이 아니라 쳔샹 셩졍으로 문창과 인연

이 잇셔 인간의 젹강야 이번 도의 셔로 만나 타일 부귀 릴 것이니 이

99)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서두의 천상계 완월 모임에서의 다음과 같은 인물들의 좌차(座

次)도 지상계에서의 남녀 계질서에 응한다.양창곡의 신이 문창성이 상석에 치

하며 나머지 여러 여성들은 남성과의 혼인을 통해 부여받게 될 가문 내 지 에 따라 자

리잡고 있기 때문이다.“좌를 졍문챵은 져일 의 안고 옥녀졔이 요 쳔요셩은

져삼 요 홍난셩은 져요 져쳔션녀졔오 의 안례로 좌졍”(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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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셰음의 지도신 라 (5:60-66)

강남홍은 자신의 옥퉁소 연주에 화답하는 명군(明軍)측의 연주를 듣고

는 명나라 군 에 양창곡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이후 장에 나

아가 양창곡의 얼굴을 확인한 뒤 명군 측에 투항한다.백운도사가 계획한

로 강남홍과 양창곡의 재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 강남홍은 백운도사

에게서 수받은 도술과 신검(神劍)을 사용하여 양창곡이 긴요하게 부리는

수하 장수로 활약하게 된다.양창곡의 남만국과 홍도국 정벌은 강남홍의

도움에 힘입은 것이었다.100)강남홍은 변신술을 구사하여 철통같은 철목동

의 방비를 뚫고 나탁의 산호 정자( 子)를 취하고,놀란 나탁은 곧 양창곡

에게 항복한다. 홍도국 정벌 과정에서는 요술을 구사하는 소보살을 제

압하는 데 강남홍이 백운도사에게서 얻은 신비로운 부용검이 큰 역할을 한

다.

한 홍도국으로 가는 길에 풍토병으로 양창곡의 생명이 기에 처하

을 때에도, 망한 나머지 황계(黃溪)에 투신하려던 강남홍에게 백운도사가

나타나 선약을 주고 물을 맑게 할 비결을 알려 으로써 양창곡을 살릴 수

있게 한다.

홍낭이 바로 황계슈의 니르러 하을 우러러 탄왈 유유창쳔아 쳡을 죽이시랴

시거든 슈듕고혼을 건지시며 쳡을 살니고져 신도독의 병셰 엇지

이 지경의 이르시니잇고 (...)도독은 효어친고 츙어군여 이 무흠

니 거의 신명의 획희미 업지라 물며 나히 이팔이오 젼뎡이 만니 갓흐

니 원컨쳡의 몸으로도독을 신여 황계의 더져 슈신의 한악셩품을

고치게 고 도독의 명을 보젼 소셔 말을 마츠몸을 소물의 지고

100)강남홍은 무 실력으로만 양창곡을 도울 뿐 아니라 양창곡의 아내로서 그의 성 요

구에도 부응한다.유 수는,군 내에서 지휘체계가 흐트러질 것을 염려하여 ‘회군할 때

까지 자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강남홍의 요구를 무시하고 강남홍을 부하

장수로 우하기보다는 자신의 아내로 취 하는 양창곡의 태도가 당 의 남성 심주의

폭력의 일단으로 해석된 바 있다.유 수,「성애 표 의 서사 기능과 은폐된 폭력

성」,『한국고 여성문학연구』 10집,2005,486-490면 ;유 수,『19세기 소설 옥루몽

연구』,보고사,2013,477면.



- 71 -

져 더니 홀연 등뒤의 막소나며 히 불 왈 홍낭은 별무양냐

원놀나 도라보니 이에 운도라 (...)(7:40-42)

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강남홍은 양창곡을 해서라면 신 목

숨을 버릴 각오까지도 할 정도로 양창곡을 자기 삶의 심으로 여기고 있

다.이러한 열녀 형 인물인 강남홍이 <옥루몽>의 주동인물로 설정되어 있

고,백운도사를 통해 천상계와 가장 긴 한 교섭 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인물 계화의 측면에서도 남성 심 인 젠더 이념이 재 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천상계가 이를 보증하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애

에 백운도사는 강남홍이 양창곡에 해 개를 지키기 해 당호에 투

신한 뒤 처음 강남홍 앞에 나타나 그를 돕기 시작하 거니와,작품 곳곳에

서도 양창곡에 한 강남홍의 열행(烈行)에 감응하여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인다.

한 로,강남홍은 양창곡의 유배길에 동행하여 그를 보살피다가 객

에서 독되어 기에 처하는데 이때에도 백운도사가 어김없이 나타나

도움을 다.양창곡의 정 인 노균은 양창곡을 유배 도 몰래 독살하려

하는데,강남홍이 맛을 보는 것은 여자의 일이라 주장하며 음식을 먼 먹

어 보았다가 독되어 목숨이 태로워진다.그러나 백운도사가 마달과 동

를 통해 약을 해 으로써 기를 넘긴다.백운도사를 통한 천상계의

개입은 이처럼 양창곡에 한 강남홍의 헌신을 진하고 보상하는 일 된

방향으로 이루어진다.천상계의 섭리 하에서 강남홍은 양창곡의 아내로서

남편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며,천상계의 도움으로 여러 시련을 극복하

고 양창곡을 보필하며 <옥루몽>의 주동인물로 확고히 자리잡는다.

<옥루몽>에서 강남홍 다음으로 비 이 높은 여성 인물은 벽성선이다.

벽성선 한 양창곡만을 의지하여 강주에서의 기녀 생활을 그만두고 황성

까지 온,그리고 이후로도 양창곡만을 믿고 수많은 시련을 견디는 인물이

다.특히 벽성선은 육체 순결을 목숨처럼 소 히 여기는 인물로 그려지

며,자신에게 억울한 명을 거듭 워 핍박하는 정실부인에게 끝까지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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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이는 일부다처의 남성 심 부부 계에서

강남홍과는 다른 모습의 이상 인 아내 상이라 할 수 있다.벽성선

한 천상에서 유래한 신비한 옥퉁소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연주할 알며,

이를 계기로 양창곡과 인연을 맺는다는 에서 천상계와의 련이 깊은 인

물이다. 비범한 악기 연주 실력을 통해 노균에게 미혹된 천자의 마음을

돌이키고 양창곡의 정계 복귀를 돕는 은 강남홍이 도술 실력을 바탕으로

쟁터에서 양창곡을 보좌하 던 것과 유사하다.이러한 벽성선은,강남홍

만큼 비 이 높진 않지만 역시 열녀 형의 주동인물에 속한다고 볼 수 있

다.

반면 강남홍과 벽성선의 열행을 방해하는 황여옥,황부인은 반동인물에

해당한다.황여옥은 동정호 연회에서 강남홍의 개를 빼앗으려 한 인물이

며,그 이동생인 황부인은 자신의 음모로 집안에서 쫓겨나 산 암자에

머물고 있던 벽성선이 무뢰한의 습격을 받고 정 을 잃도록 흉계를 꾸민

바 있다.이들은 비록 지상계에서는 지체 높은 벌열가의 자녀들이지만 천

상계 인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천상계로부터 보호와 지지도

받지 못한다.그러므로 이들의 시도는 이루어질 법하지만 늘 실패할 수밖

에 없다.도리어 황부인은 추자동에 유폐되었을 때 꿈에서 천상계를 방문

하여 상청부인으로부터 투기 부린 죄를 책망당하기도 한다.이 일을 계기

로 황부인은 벽성선을 음해한 일을 철 히 반성하게 되는데,이는 천상계

의 역할이 반동인물을 견제하는 데 있음을 보여 다.

한편 <하진양문록>에서도 하옥주와 진세백의 부부 계는 천상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려지며,천상계에 근거를 둔 작품의 거시 서사구조는

둘의 혼인이 기를 극복하고 실 되는 것이다.하옥주와 진세백은 천상계

에서 미화선과 문창성으로 긴 히 교유하던 사이 는데,바둑 내기 결과에

따라 문창성은 남편이 되고 미화선은 아내가 되어 지상계로 내려온다.“상

계의 셩신으로서 잠간 득죄미 이셔 이곳의 젹거”(3:22-23)101)한,미화선

101)이하 <하진양문록>의 인용은 장서각본의 인본인 국학진흥연구사업추진 원회 편,

『하진낭문녹』1-4,한국학 앙연구원,2005에 따른다.인용문 뒤 호 안의 숫자는 인

본의 해당 권수 :면수를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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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생 스승이자 지상계에서도 하옥주의 스승 역할을 하는 진원선인이 하

옥주에게 이러한 천상계에서의 일을 알려주며 천정의 인연 즉 “셰샹 니연”

은 마음 로 바꿀 수 없음을 말해 다.

젼의 읏듬 졔미화션이라  다리고 상뎨긔 됴회니 옥뎨

의 용모랑샤 향안뎐의 근시 실(...)문곡셩이 미화션과 교되

심후여 긔국의 승부다토며 셔로 희롱여 왈 우리 냥졍이 교 니 인간

의 한가지로 하강여 부뷔되미 쾌리로다 미홰 쇼왈 연그남되고

나녀되여 셔로 만나미 가리로다 문곡셩 왈 그용뫼 하 미려니 

안삼고져 노라 옥뎨 드시고 져의 셰렴이 동믈 노샤 인간으로 젹

하시니 셔로 남녀 되기다토고로 바둑을 두어 승부결라 시니 문

곡이 바둑을 니긴지라 이런 고로 문곡은 진공되고 미화션은 화운궁의 갓치

여다가 하시의게 강여 녀되니 옥뎨 냥인의 향졍을 통샤 그 인연니

머흘게 시고 반간고격게 나 품 셩덕이 듕여 텬의감동 

므로 문곡셩은 닙신양명여 왕후장상의 부귀어드며 네 비록 셰 녀나

젼신이 남라 공명을 일워 텬하의 횡여 지긔펴게 시니 (2:79-81)

그런데 강남홍과는 달리,하옥주는 정혼자인 진세백에 한 헌신보다는

친정아버지와 친정 가문에 한 책임감이 더 강한 인물이다.이복형제들인

하 화 삼형제가 역모죄로 처형된 뒤 하씨 가문이 멸문의 기에 처하자,

하옥주는 남성을 가장하고 과거를 통해 직에 진출한 뒤 무공(武功)을 세

워 가문을 재건하려는 뜻을 품는다.강남홍이 배우자인 양창곡을 삶의 구

심 으로 삼았던 것과는 달리,하옥주는 친정 가문에 우선순 를 두었기에

도리어 진세백을 외면한다.진세백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면 남장을 계속

할 수 없고, 직을 통해 하씨 가문을 재건하려는 노력도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이다.이를 염려한 하옥주는 진세백에게 자신의 정체를 철 히 숨기고,

원하던 로 에 살던 집을 되찾고 친정아버지의 복권을 이룬 뒤에는

선계로 들어가 홀로 수도하며 남은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천상계는 진원선인을 통해 하옥주와 진세백의 부부 인연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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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록 만든다.아버지의 신원이 마무리되면 선계로 돌아오겠다는 하옥주

에게 진원선인은 문창성과 미화선의 인연이 아직 미진하므로 하옥주의 귀

환을 받아 수 없다고 답한다.“셰상 니연이 머러시부귀 왕낙이 년

이라 엇지 능히 마음으로 치리오 의 듯은 그러나 문셩의게 얽이여

나지 못”(7:13)게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이에 하옥주는 “문셩

이 유나 물니치고 도라오면 졔 찻지 못리니 엇지 져와 부뷔 되리

오”(7:14)라 반문하지만,진원선인은 여 히 “네 어의 부부의 을 막으

며 인의 소욕을 엇지 리오 나의 알 아니”(7:15)라 답한다.

실제로 진원선인은 하옥주가 선계로 돌아오자 극 으로 진세백에게 돌

려보낸다.진원선인은 승천하는 비결을 알려달라는 하옥주에게 아직 칠십

년의 기한이 남았다며 거 하는 한편,그에게 연수주를 먹여 속세로 돌아

가고 싶은 마음[世念]이 되살아나게 하며 함께 감천루(監天樓)에 올라 천기

(天氣)를 살핌으로써 진세백의 심각한 병세를 깨우쳐 주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선약도 건네 다.이로써 하옥주는 진세백에게 돌아오게 되는데,이는

<옥루몽>에서 백운도사가 옥퉁소 등을 이용해 강남홍과 양창곡의 부부 인

연을 이어지게 만들었던 것과 같다.

노년슈쥬를 먹이믄 인간 사이 된 후 신션의 말이 가치 아닌 고로 텬

샹 념녀를  고 셰렴이 나게 미라 셩션이 황연 샤 왈 일 하교를

엇지 감히 니리잇고 연이나 뎨역시 인졍이라 부모와 고인을 엇지 니리

오마임의 인간을 샤후로 물욕을 념미 도법의 니치 아닌 고로 졍심

졀억더니 부의 가치물 조번연이 괴이다 다만 업여 빌건쳔

년쥬와 단의 근본을 시 가치시고 노부와 문곡셩을 여 이 두 가지

약을 주시면 셩은을 골의 삭일가 이다 (15:60-61)

진세백은 하옥주와 함께 서 을 평정하러 갔을 때 그의 정체를 알게 된

상태 다.신술(神術)을 지닌 장 유화는 하옥주의 주성(主星)이 여성임을

간 하 고,그 말이 한 수졸(守卒)을 통해 되는 바람에 진세백은 하옥

주가 이제껏 남장을 하고 자신을 속 음을 알게 된다.이후 진세백은 하옥



- 75 -

주에게 끈질기게 혼인을 요구하지만,하옥주는 진세백이 이미 부마로 책정

되었다는 이유로 거 한다.진세백은 하옥주에게 강력하게 혼인을 요구하

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병이 들어 목숨이 태로워진다.이처럼 부부의

인연이 심각한 기에 처한 시 에서 진원선인이 나서서 하옥주를 진세백

의 아내 자리로 돌려보낸다.이후 하옥주는 진원선인이 약으로 진세백

의 병을 치료한 뒤 황제의 허락을 받아 그와 혼인하며,자녀를 낳고 둘째

부인인 명선공주와 갈등을 겪기도 하면서 진세백의 부인으로서의 삶을 살

게 된다.

그런데 <하진양문록>의 주동인물인 하옥주는,비록 자유와 독립을 갈구

하는 인물이긴 하지만 ‘열’을 시하는 가치 자체는 투철한 인물이다.하

옥주는 이복자매인 하교주의 음모로 기에 처한 진세백의 탈출을 도우면

서 “사고락을 군긔 졍니 비록 뉵녜구티 못엿시나 진시의 사

”(2:32)이라 자처하고,이 일로 아버지에게 질책을 받게 되자 혼서(婚書)

를 품은 채 연못에 투신 자결한다.그 직후 진원선인이 황룡을 보내 연못

에 투신한 하옥주를 구하고 자신이 거하는 곤륜산으로 데려오는 것인데,

이는 <옥루몽>에서 백운도사가 강남홍이 양창곡에 한 개를 지키기

해 동정호에 투신한 뒤 그의 앞에 나타나 도움을 주기 시작하 던 것과 같

다.즉 두 작품에서 천상계는 모두 남성 정혼자에 한 여성의 개에 감

응하여 움직인다.

차이가 있다면 <하진양문록>에서 천상계는 진세백에 한 열행과 함께

친정아버지인 하희지에 한 하옥주의 효행도 장려한다는 이다.진원선

인의 보호 하에 하옥주는 선계로 피신함으로써 가문에 닥친 화를 피하며

친정아버지의 복권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게 된다.다행히 하

백화와 하희지 부자는 하옥주의 자결에 충격 받아 집을 떠나 있었기 때문

에 하 화 형제의 역모죄에 직 연루되지 않았고 감사정배(減死定配)에

처해진다.이러한 상황에서 하옥주는 진원선인의 도움을 받아 학문과 무

를 수련하며 향후 직에 나아가 아버지와 남동생을 신원할 비를 갖추는

것이다.즉 천상계는 친정 가문과 아버지에 한 하옥주의 효행을 지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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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용을 한다.결국 하옥주는 선계에서 배운 지식으로 문무과에 장원

제하여 이부총재가 되고 황제로부터 몰당했던 옛집을 하사받는다. 소

주·강주 지역과 서 의 반란에 출정하여 진원선인에게 배운 도술 실력을

바탕으로 공을 세우고 제후에 해진 뒤에는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부친의 사면도 요청하여 승락받는다.

다만 이러한 하옥주와 하희지의 부녀 계는 천상계 생담에 연원을 둔

것은 아니며,실제로 반 인 서사 개는 결국 하옥주와 진세백의 혼인

을 향해 진행되기 때문에 천상계를 통해 구축되는 작품의 서사구조는 ‘효’

보다는 ‘열’에,부녀 계보다는 부부 계에 을 두고 있다.어 든

<하진양문록>에서 천상계는 여성 인물의 열행과 효행을 모두 지지하며,

두 행 가 모두 결실을 맺도록 서사를 견인해 나간다.하옥주는 이러한 서

사구조 속에서 천상계와 긴 히 교섭하며 열행과 효행을 함께 성취해 나가

는 주동인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진세백과 하옥주의 혼인을 기에 빠뜨리는 하교주와 명선공주는

반동인물에 해당한다.하교주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해 진세백을 유혹

했다가 여의치 않자 죽이려 하는 등 열의 가치를 아 부정하는 인물이다.

한 그로 인해 진세백과 하옥주의 혼인까지도 무효가 될 기에 처한다.

하희지는 하교주의 말만 믿고 진세백을 오해하여 처형하려 하는데,아버지

를 속여 자신의 계교를 이루려 했다는 에서 보면 하교주는 효의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이처럼 하교주는 하옥주와 여러 면에

서 비되며 하옥주가 시하는 가치들을 훼손하는 반동인물이다.그는 하

옥주와는 달리 천상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며,상황은 그의 의도 로 개

되지 않는다.

명선공주 한 투기를 부려 하옥주를 독살하려 하는가 하면 자신의 요구

를 들어 주지 않는 남편을 큰 소리로 꾸짖는 등 자기 감정과 욕망을 우선

시하는 인물이다.명선공주는 하옥주에게만 애정을 쏟는 남편에 한 항의

의 뜻으로 칼을 들고 하옥주에게 달려들기도 하고,자신이 낳은 아이를 던

져 생명을 태롭게 만들기까지 한다.그러나 역시 하교주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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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옥주를 해하려 한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그런데 이처럼 배우자에 한 열행과 아버지에 한 효행을 심으로 거

시 서사구조와 인물 간 계질서를 구축하는 천상계의 작용은 조선후기

남성 심 젠더 념의 재 장치라고 볼 수 있다.여성의 삶의 우선

가치는 가정 내에서 아내로서,혹은 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다는 생각을 여기서 읽을 수 있는 것이다.특히 조선시 에는 국 부터

여성의 열행과 효행을 표창하는 정표정책이 계층을 상으로 시행되었

고, 기 이후로는 부계 심의 가부장제가 정착되면서 남성 심의 사회

질서가 더욱 굳건히 자리잡아 갔다.소설의 서사구조가 보수 젠더 이념

을 지지하는 양상을 띠고,등장인물들 사이에 젠더 계질서가 설정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장치로서 천상계가 활용되었던 것은 이러한 당시의 사회

상황과 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사족 심의 신분 질서 지지

<숙향 >에서 천상계는 남녀 인물들을 고귀하고 상호 등한 신분으로

설정하며,이들의 결연을 당 인 운명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월궁의

선녀가 하는 생담에 의하면 숙향과 이선,매향은 모두 천상의 선 과

선녀들이었다.숙향은 항아의 총애 받는 시녀 으며,102)이선은 태을선으로

역시 옥황상제의 총애를 받는 선 이었다.매향은 능허선 부부의 딸 설

매 다.월궁소아는 설 매의 남편이었던 태을선을 유혹하여 시를 주고받

았고, 옥황상제의 월연단을 훔쳐 태을선에게 주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태을선과 함께 지상계로 강하는 벌을 받는다.설 매 한 남편인 태을

선을 따라 가기를 자원하여 이들과 함께 지상계로 내려왔다.

102)한문본의 경우 항아의 자매로 그려지기도 한다.지연숙,「<숙향 > 한문본 연구」,

『고소설연구』 20집,2005,84-8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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슉향 왈 나난 팔긔구여 부모를 여히고 미쳔거어지 되어 의탁할 곳지

업셔 남의 고공리 다가 명을 싯지 못고 세의 잇지 모사하여

물의 져 쥭으려 거날 나를 여 만경의 슈고로이 와 구시고 

부인니라 칭시니 지극 감격여이다 션녀 웃고 왈 부인니 인간의 나려와 더

러 를 만니 여 게시고 인간 음식을 만니 먹어시우리를 몰나보시도소이

다 옥호를 긔우려 유리잔의 이실갓를 긔우려 쥬거날 슉향이 바다 마시니

그제야 월궁소아로 뎨 압근시다가 을션 과 셔로 지어 화답고

옥뎨의 월련단을 도젹여 쥰 죄로 인간의 젹하여 고난 일과 그 두 아

난 월궁의셔 부리던 시비쥴 알고103)(上:40-41)

천상계에서 이들은 모두 고귀한 신분을 지닌 존재들이었고 상호 등한

계 다.이러한 상황에서 월궁소아와 태을선이 함께 지상계로 내려온 것

은,선행연구에서도 지 하 듯이 실상 죄에 한 벌이라기보다는 천상계

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남녀 계를 실 할 기회를 얻은 것이다.104)그리하

여 숙향과 이선이 태어난 날부터 이미 태몽을 통해 두 사람의 천정연분이

고된다.두 사람에게만 특별한 태몽이 주어진 것은 그 자체가 이들이 고

귀한 존재들임을 말해 주며,둘의 혼인이 이때부터 고되었다는 것은 이

들을 동질 신분 계로 규정하는 의미를 갖는다.다시 말해 숙향과 이선

이 상호 등한 신분으로 혼인에 이르는 과정이 곧 천상계를 통해 구축되

는 <숙향 >의 거시 서사구조인 것이다.

졀문 션 니 옥호를 고 나려와 두 번 졀고 왈 나는 옥뎨 압잇난

을션니러니 월궁의 득죄여 치시갈 곳을 몰나 방황더니 셩부

체 이 으로 지시오왓나이다 거날 상셔 을 여 부인다려 왈 어제

난 부인 의 그러고 오날은  의 이러오니 부인의 졍셩으로 셩

부체 은덕을 입은가 나이다 과연 그달붓터 왕시 긔 잇시(...)앗의

업던 오구롬이 집을 두로고 긔이향진동거날 부인니 고힛 네겨

103)이하 <숙향 >의 인용은 이화여자 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편,『한국고 소설총서』

1,통문 ,1958에 수록된 ‘이화여 도서 본’의 인 자료에 따른다.인용문 뒤 호 안

의 숫자는 인본의 해당 권수 :면수를 표시한 것이다.

104)지연숙,앞의 논문,9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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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을 소쇄더니 나진여 호련 긔운니 좃치 못거날 침셕의 엇더니 이

윽여 밧게 아롬다온 소나고 양머리 션녀 두리 드러오며 왈 

느져가오니 간 침셕의 우쇼셔 며 옷실 벳기거날 부인니 편니 우며 

긔를 나으니 옥동라 그 션녀 옥병의 물을 긔우려 긔를 싯쳐 부인 겻뉘

이고 가려거날 부인니 문왈 그난 엇던 람으로 이 더러온 곳와 슈고

를 만니 고 가려난요 졍표코져 오니 아직 머물미 엇더요 답왈 우리난

인간 람이 아니라 쳔의 산 가옴이는 션녀러니 상뎨의 명을 밧와 긔

산난 양을 보고 오라 시왓거니와 이 긔 필은 남양 의셔 오

날 씨의 날 거시니 비 가나이다 부인니 례 왈 션녀 나를 여 지

의 오시니 감격거니와 이 아필 셩명은 뉘라 며 뉘집 녀되어난잇

가 션녀 답왈 쳔일홈은 월궁소요 인간 일홈은 긤젼의 녀슉향이라 

고 직거날 부이니 즉시 긔록여 니라 (上:69-71)

후토부인과 선녀가 고난을 겪는 숙향을 로하며 하는 말에서도 숙향

과 이선의 천정혼은 거듭 고된다.

부인왈 그부모난 인간의 반셕갓치 게시고 그도 인간 람이 아니요 

산 션 션녀로셔 인간의 귀양왓오니 한니 오면 로 가실 거시오 이곳

은 오지 아니리다 (...)션녀난 먼져 장승집으로 가 겟셔 은혜를 십연을

갑푼 후의 을션군을 만나 인여 부모도 만나볼 거시니 (上:18-19)

션녀 왈 노젼의 가 화를 보시고 낙양 옥즁의 가 슈형일을 보시고 반련

공방을 지신 후의야 을셩군을 뫼와 화를 뵈고 인여 부모를 만나 보시

리다 (...)날이 니무 젼신 일이요 태을셩군을 못 만것시오 션군을

못 만나면 부모를 이의셔 못만날 거스니 연 가실 곳지 잇오리다 (上:

42-43)

자연히 이러한 천정혼의 주체인 숙향과 이선이 작품의 주동인물이 되며,

이를 방해하는 인물들은 반동인물의 역할을 맡게 된다.주동인물인 숙향과

이선은 천상계와의 긴 한 소통 가운데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혼인 의

지를 갖게 되며,천상계의 섭리 하에 시련을 극복하고 결국 혼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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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만이 작품에서 특별한 고귀함을 인정받는 신분,천상계와 련된

신분으로서 상호 등한 계로 혼인하는 것이 천상계가 추동하는 서사

개의 필연 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먼 ,두 사람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은 천상계 요지연에 참석하

는 꿈을 통해서이다.숙향과 이선은 각각 랑새와 부처의 인도로 꿈에서

천상계를 방문하는데,이때 잠시 생의 모습으로 돌아가 옥황상제와 선

선녀들 앞에서 반도와 계화(桂花)를 주고받게 된다.꿈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마고할미는 숙향에게 그 내용을 자수로 묘사할 것

을 권한다.그리고 우연히 그 자수 족자를 보게 된 이선은 자수를 놓은 사

람을 찾아 나서게 된다.이선에게는 소아가 떨어뜨린 구슬이 꿈에서 깬 뒤

에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숙향 한 이선이 바로 꿈에서 만난 선 임을

확신하게 되고 둘은 서로를 천정배필로 받아들여 혼인을 하게 된다.

숙향과 이선은 천상계 요지의 신비롭고 아름다운 잔치에 참여한 특별한

존재들로서 고귀함과 상호 동질성을 부여받으며,천상계 주도의 혼인을 통

해 이를 더욱 확고히 인정받는다.이들은 요지연 꿈과 그 증표인 구슬,그

리고 이를 매개로 둘의 만남을 진 시키는 마고할미의 개입으로 혼인에 이

른다.105)마고할미 한 스스로 고백하듯 월궁항아가 보내어 지상계로 내

려온 천상 존재임을 감안하면,두 사람의 혼인은 철 히 천상계의 면

한 주도 하에서 성사된다고 할 수 있다.

이선의 고모인 여부인을 움직여 이선과 숙향의 혼인을 주 하게 만드는

것도 천상계의 작용이다.엄한 아버지가 자신이 학업 혼인하는 것을 쉽

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이선은 고모에게 주혼자 역할을 부탁하는

데,마침 여부인은 꿈에서 한 에 들어가 월궁소아를 며느리로 주겠다는

한 선녀의 말을 들은 터 다.이선의 사정을 들은 여부인은 자신이 꾼 꿈

이 이선이 좋은 배필을 얻을 꿈이었다고 여겨 흔쾌히 이선과 숙향의 혼례

차를 주 하고,숙향과 이선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린 부부가 된다.

105)양혜란(1995)의 논의에 따르면 <숙향 >은 ‘천강(天降)신물 지형’의 애정소설에 해

당한다.양혜란,『조선조 기 류 소설 연구』,이회문화사,1995,189-19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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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션의 슉모난 좌복야 녀혼의 부인니라 일직 과서여 무식긔로 니션을

친식 갓치 랑며 션의 말로 난지라 그날 션니 슉모의 가니 부인니

션을 보고 왈 밤의 고히 을 고 를 불 뭇고져 더니 잘 왓다 

거날 션니 문왈 무 을 어더 게신잇가 부인 왈 의 옥용을 타고 젼니

란 집의 드러가니 선녀 여다라 날다러 이르되 랑던 소를 그으

게 긔나니 메나리를 으라 거날 다르니 남가일몽이라 각건네 슈

이 아롬다온 필을 어들가 노라 (上:104)

그런가하면 이상서가 아들의 혼인을 알고 숙향을 핍박할 때에도 천상계

의 신비로운 힘이 숙향을 보호한다.이상서의 명으로 옥에 갇힌 숙향이 자

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쓴 편지를 랑새가 이선에게 하고,이를 알게 된

여부인은 이상서를 압박해 숙향에 한 핍박을 그치도록 한다.그런데 이

선과 숙향 사이에 편지를 한 랑새는 훗날 변신한 마고할미 음이 밝

지고,모든 것은 천상계 항아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었음이 드러난

다.106)

이처럼 숙향과 이선의 혼인이 천상계의 지지 하에 필연 으로 실 되는

반면,혼인을 부정하는 반동인물들 즉 이상서나 양왕의 행 는 강력한 지

상계 권 가 동반됨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간다.한미한 가문 출신의

사족 여성인,더욱이 부모를 잃고 유랑하고 있는 처지인 숙향에 비하면 이

상서와 양왕은 각각 벌열가와 황족 출신으로서 지상계 차원에서만 보면

훨씬 더 강한 권력과 지 를 리고 있다.병부상서 이정은 황제가 “병권

을 다 가을 맡게 시니 은 보나라 긔구의 지지 아니”(上:67)하는 인

물이다.그는 병부상서라는 자신의 지 를 이용하여 숙향을 옥에 가두고

몰래 죽이려 한다. 황족인 양왕은 이선을 사 로 달라고 요청하여 이상

106)마고할미는 숙향의 곁을 떠나 천태산으로 돌아갈 때,“나난 쳔마고할미러니 월궁

항아의 명을 바다 낭를 구러 인간의 나려왓더니 져졈게 낭 의 요지 가실 제

도 쳥됴 되어 인도엿고 낭군 오실 도 신산 션 을 다 쳥여 오고 옥즁의

잇실 도 쳥됴되여 낭군게 편지 젼고 낭의 온갖 일을 다 보”(下:124-125)았다

고 고백한다.



- 82 -

서에게 숙향을 핍박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인물로,이선과 숙향의 혼인이

이상서 부부의 인정을 받고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도 계속해서 황제의 힘

을 빌려 이선을 사 로 삼으려 한다.황족인 매향이 이선의 둘째 부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양왕의 거듭된 요구는

결국 숙향의 정처(正妻)로서의 지 를 태롭게 만드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양왕의 청을 받은 황제가 매향과 이선의 혼인을 명하면서도 “왕의 

노셔 니션의 둘부인니 되면 남의 치쇼를 엇지 면리요”(下:186)라 반

문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107)

하지만 지상계 인 권력과 지 를 근거로 한 이상서와 양왕의 시도는 결

국 실 되지 못한다.이상서의 경우,도리어 천상계의 개입으로 인해 숙향

에 한 감을 호감으로 바꾸게 된다.이상서는 청삽살개의 인도로 자

신의 집을 찾아온 숙향을 직 만나 인물과 행동거지를 살펴보고 뛰어난

침선 솜씨를 알게 된 뒤 차차 마음을 바꾼다.더욱이 황제가 숙향이 수놓

은 흉배를 보고 그간의 사연을 해들은 뒤 “날이 쥬신 ”(下:145)라고

감탄하며 상을 내린 일을 계기로 숙향의 가문 내 상은 더욱 확고해진다.

숙향이 이상서의 집 후원에서 이상서 부부를 직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마고할미가 남기고 간 청삽살개의 인도 덕분이었고,하룻밤 만에 흉배를

완성한 솜씨 한 이상서 부부가 “진실노 신인”(下:144)이라 감탄하는 데

서도 알 수 있듯이 천상계와 련된 월 능력이다.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상서가 숙향에 한 감을 버리고 핍박을 그치게 되는 것은 천상계의

의도 로 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양왕의 도 숙향과 이선의 혼인 계를 지지하는 천상계의 섭리에

항하지는 못한다.매향과의 혼인이 숙향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음을 잘 아

는 이선은 황명을 거부한다.그러던 때마침 형주 지방에 도 이 창궐하

고,이어서 황태후가 병이 드는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이선은 국사(國

事)에 기여할 여러 기회를 얻게 된다.이선은 형주자사의 직임을 성공 으

107) 숙향이 이선에게 “ 송실지라도 조곰도 셜지 아니”(下:188)겠다며 황명에 순

종하고 매향과의 혼인을 받아들일 것을 권유하는 목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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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행하고,선계를 방문하여 황태후의 병을 고칠 선약도 얻어 옴으로써

제후에 해진다.특히 선계로의 구약(救藥)여행 과정에서 이선은 자신의

정체를 알아본 생의 동료들과 동해 용왕 부자의 도움으로 임무를 완수한

다.

매향과 이선의 혼사는 이선이 천상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황제의 큰

신임을 얻은 뒤에 이루어진다.황제는 “경의 졍셩과 츙셩은 고 의 쳐음이

라 당쵸의 쳔를 반분리라 여시니 엇지 식언”(下:222)겠느냐 할 정

도로 이선의 공을 치하하고 그를 왕에 한다. 왕 이선은 양왕 이상으

로 황제의 인정과 총애를 받게 되고,그리하여 양왕의 세가 숙향의 처지

를 태롭게 만드는 것이 실 으로 어렵게 된 뒤에야 매향과 이선의 혼

인이 성사되는 것이다.결국 황족인 양왕의 도 숙향을 돕는 천상계의

힘 앞에서는 무력해진다고 하겠다.

이러한 천상혼의 실 과정,즉 특정한 남녀 인물들에게만 고귀

한 신분을 부여하여 상호 독 혼인 계를 허용하는 천상계의 작용은

<구운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성진과 팔선녀는 월 세계인 남악 형

산에서 수작하고 정념을 품은 죄로 인간 세상으로 오게 된다.육 사가

말하듯 이들의 환생은 스스로 원한 바 고,인간 세상에서 성진과 팔선녀

는 천상계에서 꿈꾸었던 로 청춘 남녀로 만나 다양한 방식으로 결연한

다.

천상계는 특히 정경패와 이소화가 양소유와 결연하는 과정에 집 으로

개입한다.팔선녀들 내부에 어떤 계질서가 있는지는 작품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성진이 뿌린 꽃잎이 처음부터 네 의 꽃 오리로 나뉘었고 선녀

들이 그 하나씩을 주웠음을 생각하면 인간세상에서의 남녀 결연이 차별

화되는 근거는 천상계에서 이미 마련된 것이다.108)즉 네 의 꽃 오리

108)정출헌은 팔선녀의 환생 후 신분 계질서가 서두의 구슬을 주워드는 장면에서부터

주도면 하게 계획된 것임을 지 한 바 있다.즉 성진은 네 의 꽃 오리를 구슬로 만

들어 던졌는데,이는 선녀들의 환생 후 신분이 네 계층(황족 는 명문가의 딸,기생,변

방 여인,시녀)으로 나뉠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다.정출헌,「<구운몽>의 작품세계와 그

이념 기반」,정규복 외,『김만 문학 연구』,국학자료원,1993,154-15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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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한 을 주워든 두 선녀가 인간세상에서 정경패와 이소화로 환

생하 다고 볼 수 있고,그리하여 두 인물에게 특별히 천상계와의 연 을

보여주는 태몽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원간 뎡되 다녀업고 오딕 쇼져 일인을 기더니 최부인 산졔

졍신이 혼곤보니 션녜 손의 낫 명쥬가지고 드러오거보아

더니 쇼져나흐니 아젹 일홈은 경패라 용모와 덕이 셰샹 사디 아

니니109)(1:97-98)

이 황태휘 두 아과 한 을 두어 겨시니 황샹과 월왕과 난양공라 공

탄제 태휘 의 신션의 과 블근 진쥬보앗더니 라매 용모 긔질

이 완연이 신션 하야 졈 셰속 되 업고 문쟝과 일마다 사의게 디나고

(2:84)

이런 맥락에서 보면 천상계 생담은 정경패와 이소화를 모두 고귀하고

상호 등한 신분으로 설정하는 의미를 가지며,이를 근거로 하여 두 여성

이 양소유와 등한 자격으로 나란히 혼인하게 되는 천정혼의 실 과정이

<구운몽>의 거시 서사구조로 설정된다.천상계는 정경패와 이소화가 양

소유와 등한 자격으로 혼인하도록 상황을 이끌어 나가며,두 여성과 양

소유의 혼인에는 월 세계로부터 유래한 신물(神物)이 매개물로 작용한

다.남 산 도인은 일 이 양소유에게 거문고와 퉁소를 주며 훗날 쓰일 곳

이 있다고 고한 바 있는데,이 두 악기는 각각 정경패,이소화와의 결연

을 매개하는 데 사용된다.정경패의 인품과 재능을 알아본 뒤 혼인 여부를

결정하려 했던 양소유는 도인이 거문고를 연주하며 그녀의 지에 감탄

하게 된다. 양소유와 이소화의 혼인도 도인이 옥퉁소 연주에서 계기

가 마련된다.

109)이하 <구운몽>의 인용은 김병국 교주,『구운몽』,서울 학교 출 부,2007의 표기에

따른다.인용문 뒤 호 안의 숫자는 원본(서울 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

p://kyujanggak.snu.ac.kr의 원문자료 검색 이미지)에서 확인한 해당 권수 :면수를 표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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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상계 신분 체제에서 이소화와 양소유의 혼인이 이루어지려면

정경패와 양소유의 혼인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이다.이소화는 황제의

이로서 보통의 사족 여성과는 지 가 다르기 때문이다.태후는 양소유를

난양공주 즉 이소화와 결혼시키기로 결심한 뒤 양소유와 정경패의 혼을

명한다.양소유는 항하지만 정경패 측에서는 황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

다고 단하여 혼인을 물리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도 결국 천상계의 개입 하에 순조롭게 해소된다.양

소유는 때마침 발생한 토번의 난에 출 하고,심요연과 백능 의 도움을

받아 큰 승리를 거둔다.심요연과 백능 는 모두 팔선녀의 후신이며 양소

유가 이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월계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들의 도움에 의한 양소유의 유례없는 승 도 그 일부로 정

되어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심요연과 백능 는 모두 도인의 말을 듣

고 천정의 인연을 기다리던 양소유를 만나게 되었고,그를 자신들의 천

정배필로 받아들여 돕는다.동정 용녀인 백능 는 반사곡에서 풍토병으로

고 하던 양소유의 군 로 하여 원기를 회복하여 행군을 계속할 수 있도

록 하며,심요연은 토번국 왕 찬보의 명을 받고 양소유의 목을 베러 왔다

가 도리어 양소유에게 찬보의 상투에 매여 있던 묘아완을 건네 다.찬보

는 양소유가 보낸 묘아완을 받고는 자신감을 잃고,더욱이 양소유의 군

가 반사곡을 무사히 통과하 음을 알게 되자 두려움에 빠진다.이에 토번

의 장수들도 순식간에 사기를 잃고 양소유에게 투항하여 양소유는 손쉽게

승리를 거둔다.

양소유는 조 의 피해도 없이 국가의 큰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와 국공

에 해진다.이소화와 정경패,양소유의 혼인은 그 후에 이루어진다.양소

유의 첩서가 도착하여 태후가 기뻐하자 이소화는 ‘양소유가 돌아오면 공후

(公侯)가 될 테니 두 부인을 두는 것이 외람치 않다’고 태후를 설득한

다.110)정경패와 이소화가 무리 없이 양소유의 두 아내가 될 수 있었던 것

110)이소화는 양상서에게 정경패를 첩으로 취하도록 허락할까 한다는 태후의 말에 “녯 졔

휘 세 부인이 이시니 양샹셰 공을 셰우고 도라오면 크게 왕이 되고 어도 휘라 냥부인

두미 외람치 아닐 니 일노뎡녀허미 엇더니잇고”(3:37)라 반문하며 양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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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소화 측의 용 덕분만은 아니었던 셈이다.양소유 자신이 토번의 난

을 성공 으로 진압하여 뛰어난 능력과 자질을 드러냄으로써,이소화와 정

경패를 함께 부인으로 맞이할 만한 자격을 스스로 입증하 다고 볼 수 있

는 것이다.정경패가 양공주에 해진 것은 이소화와 태후의 용 덕분

이었다 해도,양소유가 양과 난양 두 공주를 나란히 처로 맞이할 수 있

었던 것은 그 스스로 황족에 버 가는 사회 상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천상계의 개입은 그러한 양소유의 사회 지 획득을 도움으

로써 이소화,정경패와의 혼인을 원만히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개된다.

<구운몽>은 이처럼 천상계의 정된 섭리 하에 세 인물의 천정혼이 이

루어지는 과정을 그린다.주동인물들은 천상계의 보호와 지지를 받으며 원

만히 혼인한다.앞에서도 언 하 듯이 정경패와 이소화는 태몽에서부터

천상계와의 한 련성이 나타나며,양소유와의 결연 과정에서 신비로

운 악기 소리를 듣고 정확히 감식해 내는가 하면 스스로 신이한 악기를 연

주하기도 하 다.양소유의 경우 출정 목을 심으로 월계와의 활발한

교섭이 이루어진다.이들은 월계에서 유래한 사물이나 월계 인물들을

직 하면서 월 섭리 하에서 삶을 하고 있고,그 연장선상에

서 정되었던 혼인도 원만히 이루어진다.

이들의 혼인을 방해하는 반동인물로는 태후를 들 수 있다.태후는 황제

의 어머니로서,지상계 신분 질서 상으로는 양소유와 비교할 수 없는 막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이소화만을 양소유의 처로 혼인시키려

한 그의 뜻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다.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반

인 작 상황이 천상계의 주도 하에 사족인 양소유와 황족인 이소화 사이

의 신분 격차가 어드는 방향으로 개되기 때문이다.이에 결국 태후도

태도를 바꾸게 되어 모든 갈등은 해소되고 상하의 화합 속에서 세 인물의

혼인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그런데 <숙향 >과 <구운몽>에서 이와 같이 남녀 주동인물들 간에 상

가 제후가 된다면 정경패와 나란히 양소유의 처가 되어도 무방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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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등한 혼인이 성사되는 서사구조와,인물들의 상호 동질 이고 평등한

계는 사족 심의 신분 질서에 입각하여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천

상계의 지지 하에 우선 으로 추진되는 천상혼이란 다름 아닌 사족 인물들

간의 혼인인 것이다.사족인 이선과 숙향의 혼인이 황족인 매향의 혼인보

다 우선 으로 추구되고,결국 매향은 이선의 둘째부인의 자리에 머문다.

정경패와 양소유의 혼인이 이소화의 혼인보다 우선시되는 것도 마찬가지

다.사족 여성인 정경패가 양소유와 먼 혼인하여 제1부인이 되고,황족인

이소화는 제2부인의 자리에 머문다.111)그 배후에는 사족과 황족이 같은

혼례 원칙의 용을 받는다고 보는 시각,황족의 특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

족 일반의 보편 혼례 원칙만을 인정하는 시각이 자리하고 있다.112)

한 사족 인물들 간의 혼인은 내부의 사회 ·경제 격차를 배제하고

이루어진다.숙향은 처사의 딸로,선 에는 명문거족이었으나 재는 지방

에 거주하는 한미한 가문 출신이다.더욱이 란 때 부모를 잃고 유랑하면

서 사족으로서의 신분을 실질 으로는 잃어버린 상태라 할 수 있다.113)반

면 이선은 병부상서의 아들로 벌열 출신이다.그러나 천상계는 숙향과 이

선이 생에 모두 존귀한 선 과 선녀 음을 보여주며 두 인물 간의 혼인

을 일 되게 지지한다.이는 환경과 상 없이 사족의 고귀한 통은 유지

될 수 있고 사회 으로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신분 념을 보여주는바,사

족 집단의 단일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신분 념의 작품 내 재 이라 할 수

111)<구운몽>에 등장하는 사족 여성으로는 진채 도 있으나,진채 의 경우 역모죄로 집

안이 몰락하고 궁인이 된 처지이므로 비록 양소유와 처음 인연을 맺은 인물이긴 하나

정식 처는 되지 못한다. 진채 은 먼 양소유에게 심을 표 하는 등 사족 여성다

운 처신도 다소 부족하고,끝까지 부모의 신원도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족으로서의 정

체성이 강하지는 않다.

112)황패강,「동양 정론과 소설의 구조」,『건국어문학』 15·16집,1991,23면에서는

<숙향 >의 천상계가 사족 계층의 선민의식,자부심과 련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113)이상구,『<숙향 >의 문헌 계보와 실 성격』,고려 학교 박사학 논문,

219-234면에서는 실상 천민의 형상이 숙향의 실제 모습에 더 잘 부합함을 지 한 바 있

다.숙향이 명사(名士)의 딸로 설정된 것은 상투 인 일 기 구성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그러나 본고에서는 숙향이 부모를 잃고 떠돌면서도 “ 과 온갓 슈 노키와 모를

것시 업”어 장승상 부부의 칭찬을 받고,훌륭한 바느질 솜씨로 이상서 부부의 인정을 받

으며,이선에게 육례를 갖춘 정식 혼인을 요구하는 등 사족 면모와 자의식을 유지하는

인물로 그려진다는 에 좀 더 주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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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14)

<구운몽>이 ‘사(士) 심의 세계 ’을 구 한 작품이라는 분석은 선행연

구에서 거듭 제기되어 왔다.115)이는 작가인 김만 이 사 부 계층의 인물,

더욱이 신권의 강화를 제로 한 왕도정치를 강하게 표방하 던 서인(西

人)의 일원이었다는 과 련이 있다고 본다.<숙향 >도 한문본이 상당

수 존재하며 비교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임을 고려할 때 역시 사족 독

자들의 세계 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라 볼 수 있다.<숙향 >은 특히 평

민층의 도 과 왕권의 횡 등으로 인해 사족으로서의 정체성 유지에 불안

을 느 던 사 부 가문의 독자들이 심을 가졌던 작품이라고 여겨진

다.116)벌열가의 아들과 한미한 가문 출신인 숙향의 혼인 과정을 그린 것

은 이러한 독자들의 불안감을 달래고 이들의 신분 념에 부합하기 한

설정이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4)종법 가문 질서 수호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에는 인물들의 생담이 제시되어 있지

114)마찬가지로 의 논문에서는 이러한 천상계의 개입 즉 작품의 ‘도선 결구’가 숙향의

천민 신분을 미화하기 한 장치라고 해석하 으나( 의 논문,213-219면 참조.),본고에

서는 숙향이 형식 으로나마 사족 신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천상계의 역할은

신분의 미화나 격상 효과보다는 기존 신분의 보호와 유지에 을 맞추어 악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

115)엄기주(1992)는 왕족의 특권을 내세우지 않고 사족 여성인 정경패와 교유하며 정경패

를 제1부인으로 추 하는 이소화의 모습에 당 서인 사 부들이 이상 으로 여겼던 왕

가의 모습이 투 되어 있다고 보았다.정출헌(1993) 한 <구운몽>에서 황실이 사 부

가의 혼인에 간섭하는 것에 한 문제제기,공주와 사 부 가문의 여성이 나란히 한 남

성의 처가 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이루어진 것은 ‘천하동례’를 표방하며 신권강화를 추

구했던 서인의 입장을 반 한다고 해석하 다. 정길수(2010)는 처소의 치,자녀의

가내 상,양소유와의 결연 과정에 주어지는 심 등의 면에서 정경패를 주인공으로 삼

고자 하는 작가의 을 엿볼 수 있으며,이는 곧 사 부 심 세계 의 표출이라고 보

았다. 엄기주,『유가의 소설 응양상에 한 연구 -< 오신화>·<홍길동 >·<구운

몽>을 상으로』,성균 학교 박사학 논문,1992,221-222면 ;정출헌,「<구운몽>

의 작품세계와 그 이념 기반」,정규복 외,『김만 문학 연구』,국학자료원,1993,

183-184면 ;정길수,『구운몽 다시 읽기』,돌베개,2010,79-85면.

116)박일용,앞의 책,32-33면과 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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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천상계가 구체 인 삶의 공간으로 그려지지도 않는다.두 작품에서

천상계의 존재와 작용을 알 수 있는 목은 그곳에 소속된 존재들이 지상

계 인물과 화하는 몇몇 장면들뿐이므로,해당 장면들의 화 내용을 분

석하여 천상계의 섭리 그것이 작품의 거시 서사구조 구축에 미치는

향을 악할 수밖에 없다.

<사씨남정기>에서는,가장의 잘못된 단으로 아내인 사정옥이 가문에

서 쫓겨난 뒤 고난을 겪다가 낙심하여 자결하려 하자 꿈에 아황과 여 이

나타나 로한다.아황과 여 은 자신들을 본래 지상계 인간이었으나 사후

에 상제의 명으로 신령이 된 존재들이라 소개하며 사정옥에게 유씨 가문에

한 천상계의 정교한 계획을 알려 다.비록 지 당장은 사정옥이 억울

하게 무의미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모든 것은 가장인 유연수를 단련

시키고 유씨 가문에 더 큰 복을 내리기 한 과정이라는 것이다.

유씨는 본래 선한 가문으로 성의백의 유택이 아직 끊이지 않았소.소사는

충정한 선비 으며 한림도 군자다운 사람이오.그러나 한림은 불행하게도 무

일 달하여 아직 천하의 사리를 두루 알지 못하지요.그러므로 하늘이 잠시

재앙을 내려 크게 깨우쳐 주려 한다오.그 때문에 부인도 고통을 받는 것이오.

한림이 허물을 고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부인으로 하여 한림을 돕게 하

려는 것이지요.이것이 하늘이 유씨를 돕는 까닭이니,우연한 일이 아니라

오.117)

아황과 여 의 설명에 따르면 천상계의 궁극 목 은 유연수로 하여

고난을 통해 사리(事理)를 깨닫게 하여 유씨 가문이 선 로부터 해지는

복을 온 히 리도록 하는 것이다.사정옥의 재 고통은 유연수의 성숙

을 한 희생이자,훗날 유연수를 더 잘 돕기 한 비 과정으로 설명된

117)劉氏本積善之家,誠意伯遺澤未斬. 師忠貞之士,翰林亦君子人.而不幸早顯,未及周知天

下事理.天 降一時災禍,以大警之.故夫人 受其困,而欲待其改過,更使夫人佐焉.此天所

以佑劉氏 ,非偶然.(292)이하 <사씨남정기>의 원문은 <번언남정기>의 역본인 이

래종 역,『사씨남정기』,태학사,1999뒷부분에 수록된 교감본에 따랐으며,본문의 국

역 인용문은 연구자가 원문을 번역하여 작성하되 이래종의 어역을 참조하 다.각주

의 원문 뒤 호 안의 숫자는 교감본상의 해당 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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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여기서 요한 것은 부계 통을 심으로 조직되는 가문의 번 이다.

이를 해서는 종통을 계승하고 가문을 통솔하는 가부장이 안정된 기반을

갖추어야 하고,가문 구성원들은 가부장을 성심껏 보좌해야 한다는 논리를

아황과 여 은 펴고 있다.118)

<사씨남정기>의 서사구조는 이러한 천상계의 섭리 하에 개되는 가문

의 기 극복 과정이라 할 수 있다.실제로 이후 지상계의 상황은 천상계

가 정한 로 개된다.유연수는 우여곡 끝에 기를 극복하고 사정

옥의 도움을 받아 가문을 재건한다.사정옥은 악인의 으로부터 유연수

의 목숨을 구하고,임추 을 첩으로 천거하여 잃어버렸던 아들 인아도 되

찾는다.이러한 유연수의 변화와 유씨 가문의 재건 과정 배후에는 천상계

의 신비로운 섭리가 작용하 다.묘희의 꿈에 나타난 음보살의 지시로

인해 시부모의 몽을 상기한 사정옥은 백빈주에 배를 비하여 동청

무리에게 쫓기던 유연수의 목숨을 구하게 된다. 임추 과의 인연 역시

사정옥이 꿈에서 남쪽으로 피신하라는 시부모의 지시를 받고 장사행 배에

올랐던 결과이다.고인의 혼령과 음보살의 몽이 유씨 가문에 한 천

상계의 섭리를 실 하는 수단으로 작용하 다고 볼 수 있다.

사정옥과 유연수는 작품의 주동인물들로서 천상계의 지속 인 보호와 도

움을 받는다.사정옥은 이비의 혼령 등과 직 하며,유연수 한 유배

지에서 음보살의 화신인 백의노인의 도움으로 풍토병을 극복한다.두 인

물은 모두 가문에 한 소속감과 책임감이 강한 인물들로,천상계의 힘으

로 고난을 극복하고 가문으로 복귀하여 이 의 가성(家聲)을 되찾고자 노

력한다.유연수는 이 의 독단을 반성하고 사정옥의 조언에 따라 지혜롭게

처신함으로써 조정의 고 (高官)으로 명성을 떨치고,사정옥은 그간의 덕행

이 궁 에까지 알려져 육궁의 스승으로 빙되는 를 린다.

118)<사씨남정기>는 가문의 유지와 계승을 지향하는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가문 소설’의

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가정 소설’과 ‘가문 소설’의 차이 상호 계에 해서는 이

승복,『처첩갈등을 통해서 본 가정소설과 가문소설의 련 양상』,서울 학교 박사학

논문,1995,147-154면을 참조할 수 있다.뒤에서 살펴볼 <창선감의록>도 가문 창달

과 화합이라는 문제를 다루었다는 에서 <사씨남정기>와 주제의식이 상통하는 ‘가문

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 본고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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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정옥은 가부장을 심으로 가문의 화합과 번 이 이루어지도록

희생 인 노력을 기울이는 인물이다.사정옥은 남편에게 첩을 들여 자식을

낳을 것을 권하고,가문에서 쫓겨난 뒤에도 친정으로 가지 않고 시부모 묘

하에 머무는가 하면,교채란으로 인해 온갖 풍 를 겪은 뒤에도 다시 임

추 을 첩으로 천거하는 등 부(賢婦)의 범례(範例)라 할 만한 인물이

다.119)<사씨남정기>에서 천상계는 이러한 사정옥과 가장 활발히 교섭하

며 그를 보호한다.나아가 아황과 여 은 사정옥이 남편과 시가에 한 충

성스러움으로 인해 천상계에서 이미 특별한 지 를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

하기도 한다.황릉묘 방문 목은 체 작품에서 차지하는 비 은 작지만

사정옥이 천상계에서 차지하는 존재 상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요한

목이다.120)

우리 자매는 규 의 약질이었소.비록 돌아가신 부모님께 배웠다고는 하지만

남들보다 나은 이 없었소.다만 부귀한 집에서 자랐으되 감히 시 에서 교만

하게 굴지 않았을 뿐이라오.시부모님은 성품이 엄하셨으나 늘 조심하며 우러

러 섬겼소.상제께서 이를 가상히 여기셔서 우리를 이 땅의 신으로 하여 천

하의 여인들을 가르치는 일를 맡기셨다오.이 자리에 있는 여러 부인들은 모두

역 의 부와 열녀들이지요.(...)부인께서도 훗날 마땅히 함께 모여서 조

가,맹덕요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오.121)

119)정출헌은 이러한 사정옥이 “부도를 내면화한 여성을 넘어서서 여성의 얼굴을 한 남

성”과도 같다고 평가한 바 있다.정출헌,「가부장 가족제도의 질곡과 <사씨남정

기>」,『배달말』,27집,2000,411면.

120) 한 <속사씨남정기>를 통해 이와 련된 후편의 창작이 이루어진 으로 보아 이

목은 당시 독자들에게 실제로 상당히 깊은 인상을 주었던 듯하다.<속사씨남정기>는

18세기 반 무렵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씨남정기>의 후편인데, 재 남아있는 상

권의 내용은 사정옥이 사후 천상계에서 옥황상제와 음보살의 후 를 받으며 명신(冥

神)으로서 을 리는 모습을 형상화하는 데 을 맞추고 있다.천상계에서 사정옥

은 ‘이비 다음의 지 ’를 리며 지상계 여성들을 다스리고 교화하는 역할을 하는데,이

는 이 작품이 편인 <사씨남정기>의 황릉묘 방문 목에 유의하여 생되었음을 알게

해 다.김일렬,「<속사씨남정기> 연구 -<사씨남정기>와의 비 에서」,『어

문학』 96집,2007,321-330면 ;이승복,「<속사씨남정기>의 성격과 교육 함의」,

『고 문학과 교육』 21집,2011,112면.

121)寡人兄弟,閨中弱質,雖學於皇 ,顧無以尙人.惟其生長富貴,而不敢驕於夫家. 姑性嚴,

而粗能 心仰事.上帝嘉之, 爲此地之神,俾司天下陰敎.座上衆夫人,皆歷代賢婦烈女 (...)

夫人他日,自當來 , 曹大家孟德曜比肩.(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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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교채란과 동청은 가문을 자신들의 개인 탐욕을 충족하기 한 수

단으로만 여겨 몰락시키는 반동인물들이다.교채란은 사정옥에게 꾸지람

들은 일을 앙갚음하고 자신과 아들의 가문 내 지 를 공고히 하려는 욕망

에서 사정옥을 모함하고 가내에 분란을 일으킨다.동청 역시 자신을 싫어

하는 사정옥을 원망하는 마음과,교채란과 사통하려는 욕망에서 이에 가담

한다.이들은 철 히 개인의 감정과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인물들이다.동

청과 교채란은 자신들의 계가 발각되는 것을 막기 해 유연수마 모함

하여 유배를 보내고,그 틈을 타 유씨 가문의 재물을 챙겨 도망치기까지

한다.

그러나 반동인물들의 치 한 계략은 천상계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상

치 못한 엄숭의 몰락으로 동청은 그간의 비리가 밝 져 처형당하고,교채

란도 옥가락지 하나가 단서가 되어 유연수와 사정옥에게 그간의 죄를 징치

받는다.천상계는 기의 순간 이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고,이로써 주동인

물과 반동인물의 운명은 엇갈리게 된다.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을 하는 천상계의 조 시각은 아황과 여 의

발언에서도 드러난다.아황과 여 은 사정옥과 유연수에 해서는 하늘의

계획을 말해 주지만,교채란과 동청에 해서는 ‘사람을 해치기를 능사로

아는 독사와 같고 더러운 것을 부끄러워할 모르는 벌 나 다름없다(蛇

虺,以害人能事,蟲豸不知糞穢之可羞)(292)’며 다만 더 큰 악을 지르도록

내버려둘 뿐 더불어 시비를 다툴 만한 가치도 없다고 일축한다.

한편 <창선감의록>에서는 화진과 남채 부부를 심으로 화씨 가문과

남씨 가문의 기 극복 과정이 그려진다.남채 은 화진의 아내이자 화씨

가문의 며느리로 그려지기 때문에,크게 보면 화씨 가문의 기 극복 서사

속에 남씨 가문의 서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화진이 국가에 공을 세

우고 화씨 가문의 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장인인 남어사의 복권이 이루

어지고 남어사 부부와 딸 채 도 재회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먼 화씨 가문의 운명이 어떤 천상계의 섭리로 설명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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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살펴보면,다음과 같은 은진인과 화진의 화 장면이 주목된다.가장

인 화춘의 어리석음으로 명을 쓰고 땅에 유배된 화진에게 어느 날 천

상계에서의 스승을 자처하는 도인이 나타난다.

한림은 발길 닿는 로 앞으로 나아갔는데,홀연 붉은 암벽이 나란히 솟아오

르더니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들 에 신비로운 새들과 기이한 짐승들

이 무리지어 노닐고 있었다.한림은 길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고 막막한 심정으

로 사방을 둘러보다가 서북쪽 층층바 에 한 노인을 발견했다.풍성한 백발

에 훌륭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었다.(...)

“그 는 본성이 맑고 지혜로웠는데,청정한 세계를 떠나 어지러운 곳에 떨어

지더니 고생을 무 많이 한 탓인지 정신이 흐려졌군.그러니 당연히 생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겠지.”

그러더니 노인은 붉은 약 한 알을 내어 주며 말했다.

“이걸 삼키게.그러면 생각이 날 거야.”

한림은 사양하고 받지 않으며 말했다.

“ 는 이미 인간 세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이것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

하셨지만,제게는 홀어머니와 형이 있으니 어 차마 이분들을 버리고 홀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노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 명하도다.효자다운 말이오.지극한 정성이 이와 같으니 하늘이 어 감동

하지 않겠소?그 의 어머니와 형은 잘못을 뉘우칠 날이 멀지 않았소.”122)

어머니와 형을 걱정하는 화진의 말에 도인은 감탄하며 ‘하늘이 그 정성

122)翰林信步而前.忽然,赮璧雙峙,洞天曠閬中,有靈禽異獸,接翼聯隊而遊.翰林覺其失路,

怊悵四顧,見西北層巖之上,有一 人,蒼頭華髮,衣冠甚偉.翰林就而揖曰, 生以塵中累跡,

偶到名山,迷失東西,而日色 暮,願先生指其歸路焉. 人起而答揖曰,上仙別來無恙否.翰

林驚曰, 生泡漚世界,一介飯囊也.先生何以云上仙也. 人笑曰,君以睿虛之性,辭淸眞之

府,落靡淫之墟,飽風霜之厄,精汚神濁,宜不知前生事也.乃以丹藥一丸賜之,曰,嚥此,則

可以自覺矣.翰林辭之不受,曰, 生旣作人間之人,而忘知天上之事,則無益於身,而徒亂心

懷已.藉令此藥,一飮成仙, 生有偏母孤兄,何忍捨之而獨往乎, 人嘆曰,賢哉,孝子之

也,至誠如此,天豈不感動乎,君之母 兄,悔過不遠矣.(389-390)

이하 <창선감의록>의 원문은 국립 앙도서 본의 역본인 이지 역,『창선감의

록』,문학동네,2010의 뒷부분에 수록된 교주본에 따랐으며,본문의 국역 인용 한 이

지 의 어역을 참조하 다.각주의 원문 뒤 호 안의 숫자는 교주본상의 해당 면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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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감동하여 어머니와 형의 마음을 바꾸어 것’이라 언한다.천상계는

화진이 소 히 여기는 가문의 화합이라는 가치에 감응하여 이를 실 해 주

는 월 인격체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실제로 이후 화진은 도인이

신비한 부 과 족자 등을 이용하여 서산해의 난을 성공 으로 진압하는 공

을 세우고,황제에게 그간의 여러 악행이 발각되어 하옥된 화춘의 사면을

요청하여 허락받는다.이에 화춘 모자는 화진의 진심을 알게 되어 그간 화

진을 핍박해 온 일을 뉘우치고 화씨 가문의 내부 갈등은 종결된다.

천상계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구축되는 이러한 거시 서사구조,즉 화씨

가문과 남씨 가문의 기 극복 서사구조에서 주동인물은 가문에 한 소속

감과 책임감이 강한 화진과 남채 부부다.가문의 화합을 추구하는 화진

은 천상계의 지지를 받으며 자신의 소망을 성취한다.화진은 자신을 핍박

하는 형과 어머니를 극진히 섬기며,심지어 이들에게 화가 미치지 않도록

살인죄의 명까지도 감수하는 ‘제(賢弟)’이자 ‘효자(孝子)’이다.123)천상

계는 그런 그의 행 에 감응하고 도움을 으로써 그가 작품의 주동인물로

서 원하는 바를 성취 하는 역할을 한다.124)

한편 화진의 아내인 남채 도 유달리 효심이 깊은 인물로,역시 선녀와

음보살의 보살핌을 받는다.남채 은 부모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

고는 애를 태우며 따라 죽으려 하지만,선녀의 로를 받은 뒤 부모가 살

아 계실지도 모른다는 기 를 갖는다.그러자 홀연 베옷을 입은 노 가 나

타나 진채경의 집을 알려주고,진채경과의 인연이 계기가 되어 남채 은

윤옥화와 함께 화진의 아내가 된다.남채 은 결국 화진을 통해 부모와 재

회하며,남어사도 화진의 공으로 복권된다.이에 앞서 남채 이 조월향의

계교로 독살당할 뻔하는 기가 한 차례 발생하지만,역시 꿈에서 음보

123)이원수는 형에게 순종 태도를 보이는 화진의 ‘제(賢弟)’캐릭터가,가부장보다 뛰

어난 자질을 갖추고 있는 아우에게 당시 사회가 요구하 던 이상 인 면모 다고 지

한 바 있다.이원수,「창선감의록,장자상속제와 사 부가의 고민」,『어문학』100집,

2008,283-286면.

124)은진인의 출 외에,범한이 보낸 자객이 화진을 해치려 하자 거인이 나타나 자객을

쫓아버리는 목도 넓게 보면 화진과 천상계의 연 을 보여 다.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거인의 정체가 상술되지 않기 때문에 거인과 천상계의 련성을 구체 으로 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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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의 지시를 받고 온 청원 니고가 남채 을 회생시키고 은신처를 제공한

다.화씨 가문과 남씨 가문의 기 극복 과정이 맞물려 진행되면서,효심

깊고 가문에 한 소속감이 강한 화진과 남채 이 천상계의 보살핌 속에서

그 주요한 계기들을 마련하는 주동인물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화진에 비해 화춘은 단력이 부족하고 욕심이 많아 주변 사람들의 말에

잘 속고,이로 인해 집안에 화를 자 한다.하지만 그 다고 해서 가문을

시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다만 자질이 부족할 뿐이기 때문에 반동인물

로 보기는 어렵다.더욱이 화춘은 화씨 가문의 가부장이기에 가문의 기

극복 서사에서 반동인물로 자리매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화춘은 천상계

와 직 인 련을 맺지는 못하지만,화진을 통해 천상계의 보호권에 들

어오게 되며 가문의 화합에 동참하는 간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조월향과 범한 등은 개인의 욕망을 앞세워 화씨 가문에 해를 끼칠

뿐인 반동인물들이다.이들은 다만 벌열가에 잠시 의탁하면서 어리석은 가

부장을 속여 물욕을 채울 뿐이다.장평은 화춘을 꾀어 고 에게 뇌물을 바

치게 하면서 화씨 가문의 재산을 빼돌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범한은

조월향과 사통하며 화춘과 화진을 모두 제거할 음모를 꾸미다가 뜻 로 되

지 않자 재물을 훔쳐 달아난다. 이들은 개인 인 감정으로 가문 내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가성(家聲)을 추락시키기도 한다.조월향은 화춘의 본처

인 임부인에게 시어머니를 주했다는 명을 워 내쫓고,남채 의 미모

를 시기하고 고분고분하지 않은 태도에 원한을 품어 시어머니의 명령을 빙

자해 그를 독살한다.범한 한 자신에게 곤욕을 주었던 화진을 모함하여

벼슬길을 막는다.하지만 이들의 계교는 모두 실패로 돌아간다.이들은 서

로 배반하고 고하는 가운데 모두 죄가 드러나 처형당하고,이 과정에서

천상계의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다.

당쟁이 거듭되고 사족 계층의 내부 분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종법

질서에 따른 가문의 조직화는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한 요한

방편이었다.가문의 내외 기 극복 과정이 소설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

어지는 가문소설의 성립과 발 은 17세기 이후 사 부 계층 내부의 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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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확장 경향에 응한 것이다.125)두 작품에서는 가문에 한 소속감과

가부장에 한 충성심을 기 으로 천상계에 의한 인물들의 계화가 이루

어지고,천상계의 섭리를 내세워 가문의 기 극복 서사가 구축되

는 것은 담당층의 종법 가문 이념을 반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서사 실 층 :경험 실 형상화

서사 실 층 에서 천상계의 역할은 사건 발생과 개의 가능 범 를

확장하며,작품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이 보다 개방 인 에

서 구체 으로 묘사되도록 하는 데 있다.이로 인해 이념 재 층 에서

구축된 거시 서사구조의 지향에 반 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작

역할과 배치되는 인물의 개성이 확연히 부각되기도 한다.이하의 작품 분

석에서는 이러한 서사 실 층 에서의 천상계의 작용 양상을 살펴보면서,

특히 그것이 이념 재 층 에서의 작용과 배치되는 지 들에 주목하여 천

상계의 양면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1)능력 본 의 국가 질서 변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충렬 >,<소 성 >,<조웅 >에서 천상계는

화이론 국가 질서를 수호하는 방향으로 서사 개를 견인한다.그런데

그러한 서사 개가 실 되는 구체 과정을 살펴보면,천상계의 개입을

단순히 기성 국가 질서의 옹호로 추상화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유충렬 >에서 천상계는 백룡사 도승을 통해 신이한 무기와 도술을

하여 명나라 황제의 편인 유충렬을 돕는다.그런데 유충렬은 황제의 어리

125)장효 ,「장편 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한국고소설연구회 편,『고소설의 작

과 』,아세아문화사,1994,5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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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음과 경솔함으로 인해 억울하게 핍박을 당한,정치 실권 세력에 속한

인물이다.황제가 정한담의 말만 듣고 아버지를 유배에 처하는 바람에 유

충렬은 극심한 고난을 겪어야 했다. 한 유충렬의 아버지 유심은 국

심의 국제 질서를 표방하는 화이론의 논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인물이다.

정한담과 최일귀는 “열국 제왕더리 각각 사신을 보여 조공을 바치되 오

직 토번과 가달이 강포만 고 천자능멸의 야 조공을 바치치 안이”

고 있다며 “페의 엄이 남방의 가득”(上:11)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로

황제를 충동한다.이에 유심이 신 론을 펴자 정한담 등은 “국을 바리

고 도 놈만 충찬야 아미 무리를 국의 비고 낫 새알을 폐의

비”(上:12)한다며 유심을 공격한다.유심 일가의 고난은 이러한 ‘국’

심의 국제 질서 논리로 인해 시작되었다.

거시 서사구조 층 에서 천상계는 화이론 국가 질서를 옹호하지만,

그러한 국가 질서를 구 하는 세부 서사 구성은 화이론 논리로는 설명

되지 않는다. 국 황제를 수호하는 주도 역할을 담당하도록 천상계의

선택을 받은 인물은 화이론 통치 논리의 희생자인 유충렬인 것이다.황

제도 태자도 아닌,집권 계층의 고 이나 명장도 아닌 실권 계층의 인물이

도승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하늘이 내려 무기들을 손에 넣는다.그는 천

상계에서 하강한 존재이고,천상계에서의 인물의 지 는 지상계에서의 후

천 지 와는 상 이 없기 때문이다.지상계에서 아무리 지 가 높은 인

물이라도 그것이 천상계의 지지를 보장해주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마찬

가지로 지상계에서 약자의 치에 처한 인물이 천상계에서는 독보 인

상을 차지할 수 있다.이는 천상계가 지상계 국가 체제를 월하여 존재하

는 외부 세계이기 때문이다.

천상계가 서사 개에 개입하는 시 도 화이론 통치 질서를 수호한다

는 거시 서사구조의 지향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백룡사에서 무기

를 얻고 도술을 수련한 뒤 유충렬은 무명의 장수로 장에 등장한다.하지

만 황군은 이미 정한담의 반군에 쫓기는 상황이었고, 세가 워낙 박했

던 까닭에 유충렬은 별다른 제약 없이 바로 출 할 수 있었다.그는 무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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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천사마를 몰고 나가 문걸을 처치함으로써 천자의 주목을 받고,단번

에 사마 도원수 직을 제수 받아 정한담과 정면 결하게 된다.천상계가

천문 상과 이를 달하는 백룡사 도승의 말을 통해 유충렬에게 출 을

지시한 시기는,그가 단숨에 무반의 가장 높은 직 에 올라 자신의 능력을

거침없이 발휘할 수 있는 시 이었던 것이다.

이후 유충렬은 승승장구하던 정한담을 생포하는 한편,끌려갔던 태후와

태자까지 구출함으로써 황제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된다.유충렬은 만종록

(萬鍾祿)을 하사받고 국공(衛國公)의 지 에 오르며 그의 아버지 유심은

연왕(燕王)에 해진다.유충렬 덕분에 나라를 구하고 가족과도 재회한 천

자는 자발 으로 유충렬과 결의형제하고 그를 제후에 임명하여 넓은 토

를 다스리게 한다.

천자 삼층단의 올나 천제고 주부 유심의 직첩을 도도와 쟈 녹부 승상

연국공의 연왕을 시고 옥용표의 통천 을 상 시고 만종녹을 주시고 원

슈로 사마 장군의 겸 승상 국공을 야 만종녹을 지시고 도원결의

야 충무후를 시고 (下:59)

산동육국의 드러오난 결총은 모도 다 연왕의 부치고 원슈로 남평여원 양국 옥

를 주워 남만 오국을 차지야 녹을 부쳐 되 사마 장군 겸 승상 인수를 주

어 국즁 만사를 모도 다 막겨 실의 나지 못게 고 (下:93)

황제가 권을 쥐고 신하들의 운명을 좌우하 던 서두의 정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결말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것이다.상당한 토가

유충렬 부자의 할로 주어졌고 앙 정계에서도 이들에게는 황제에 버

가는 권한이 부여되었다.실제로 나라를 다스리고 수호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인물이 황제의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통치 질서의 변화가 이루어

진 것이다.특히 유충렬은 남만 지역의 다섯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데,애

에 무리한 외정(外征)을 만류하고 민생을 우선시할 것을 주장했던 유심 일

가가 변방 국가를 다스리게 된 것은 화이론 통치 질서가 보다 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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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수정되었음을 알게 해 다.

만약 유충렬과 같은 실권 계층이 국가의 기 극복 과정에서 주도 인

역할을 할 수 있는,천상계의 개입에 근거한 외 인 사건 개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통치 질서의 변 은 불가능하 을 것이다.황제나

태자,고 들의 힘이 조 이라도 보태어져 국가의 기가 해소될 수 있었

다면 이 의 체제는 그 로 유지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집권층에

게는 아무런 극 인 도움이 주어지지 않으며,신물과 도술을 통한 천상계

의 지지는 실권 계층인 유충렬에게 집 되었다.이는 작품의 세부 서사

구성을 지배하는 논리가 화이론으로 수렴되지 않음을 말해 다.오히려

화이론 국가 질서에 의해 희생당한 이들의 목소리가 세부 서사 구성에

반 되어 있으며,이를 가능 하는 근거로서 지상계 국가 심 질서를

월하여 존재하는 천상계가 서사 개에 개입한다고 볼 수 있다.

천상계의 개입으로 인해 상황은 유충렬과 같은 소외 계층의 일원이 능력

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개되고 지상계의 상황은 변화한다.기존의 정치

역학 계에 구속되지 않는 극 인 서사 개 과정은 천상계라는 월

세계를 배후의 힘으로 상상함으로써 가능했다.이것이 천상계를 작품에 도

입함으로써 발생한 서사 구성의 실제 인 효과이며,천상계를 통해 실 된

서사 구성의 실제 논리라고 할 수 있다.126)

한 천상계에서의 인물들의 형상을 살펴보면 ‘화(華)’와 ‘이(夷)’의 경계

는 사라지고 실제 능력을 기 으로 개인의 존재 가치가 객 으로 조명된

다.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역할 구분 차원을 넘어서,각 인물의 구체 인

처지와 행동이 작품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를 살펴볼 때 이념 재 층 에

서의 인물 간 계질서는 상당 부분 희석되는 것이다.

126)선행연구에서도 <유충렬 >에서 천상계의 개입은 실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민 의

열망과 낙 망을 반 한다고 지 된 바 있다.진경환,「 웅소설의 통속성 재론

-<유충렬 >을 심으로 한 시론」,『민족문학사연구』 3호,1993,108면 ;이상구,

「<유충렬 >의 갈등구조와 실인식」,『어문논집』 34집,1995,88면.단 본고의 논

의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을 계승하는 한편,약자를 돕고 이를 통해 체제를 변 시키

는 천상계의 작용이 막연한 낙 주의를 넘어서 좀 더 구체 인 실 변화의 망을 구

한다고 보고 그 논리를 밝 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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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태몽에 소개된 생담 부분부터 보면,본래 익성이었던 정한담과

자미원 장성을 지키는 선 이었던 유충렬은 옥황상제 앞에서 싸움을 벌

인 죄로 같이 벌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내쳐졌던 것으로 나온다.옥황상

제 앞에서 장성과 익성은 각각의 역할과 직무를 담당하며 존재의 정당성

을 등하게 인정받고 있고,잘못을 지른 후에도 보편 원칙에 입각하

여 공평하게 징벌을 받는다.

일일은  을 어드니 쳔상으로셔 오운이 농고 일원 션 이 쳥용을 타

고 려와 말되 나는 쳥용을 차지션 이더니 익셩이 무도고로 상졔게

알외되 익셩을 취죄야 디른 방으로 귀양을 보니 익셩이 노 심야

옥 잔시의 익셩과 젼후로 상제젼의 득죄야 인간의 치시갈

바를 모로더니 남악 산신령이 부인 으로 지시기로 왓사오니 부인은 훌

옵소셔 고 타고 온 쳥용을 오운간의 방송며 왈 일후 풍진 의 를 다

시 차질리라 고 부인 품의 달여들거늘 놀다르니 일장춘몽 황홀다.

(上:6-7)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청룡 선 과 익성은 싸움 자체가 죄목이 되어 인

간 세상으로 강하 다는 이다.선행 연구에서도 지 되었듯이 천상계

에서의 이들의 결은 선악 결로는 볼 수 없다.127)물론 청룡선 자신

은 ‘익성이 무도하여 상제에게 아뢰었는데 익성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를 품어 싸우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이것은 청룡선 의 입장

에서 한 말일 뿐이고 실제로 상제는 둘을 같이 죄 주어 인간 세상으로 보

냈다.둘의 싸움은 어느 한 쪽의 도덕 우 를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며,

분명한 것은 싸움 그 자체가 천상계의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었기 때문에

둘 다 인간 세상으로 내쳐졌다는 것뿐이다.이는 지상계에서 유충렬과 정

127)박일용,앞의 책,277면에 따르면 ‘자미성과 익성 사이의 천상 결은 추상 인 것으

로서,그들 가운데서 어느 편이 정당성을 갖는가의 문제는 실 인 의미의 범주를 벗어

나는 것이며 그러기에 작품에서는 이들 모두가 결 그 자체 때문에 상제에게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강하는 것으로 그려진다’고 볼 수 있다고 하 다. 조동일,앞의 ,

326면에서도 정한담은 그 나름의 주장과 근거를 충분하고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유충렬

과 정한담 즉 자아와 세계의 결은 긴장감을 갖고 개된다는 을 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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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담의 립이 분명한 선악 결의 구도를 띠는 것과는 다른 이다.

유충렬의 신인 청룡 선 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익성과의 승부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아 자기 감정에 충실한 인물이다.천상계에서 인물을

자유분방한 성격으로 묘사하는 것은 고 소설의 일반 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개 주인공의 강은 남녀상희(男女相戱)죄로 인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남녀 주인공을 개인 인 감정에 취약한 존재로 그린 것으로 볼 수 있

다.<유충렬 >의 경우 애정담의 요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백옥루 잔

치 자리에서까지 익성과 승부를 겨루는 목에서 자신의 감정 표출에 거리

낌 없는 성격을 엿볼 수 있다. 어도 천상계에서 청룡 선 의 모습은 옥

황상제의 충직한 신하의 모습이라고만은 보기 어렵다.

실제로 유충렬은 자신과 아버지에게 억울하게 고난을 가한 황제에게 조

롱하는 말을 하는 등 개인 감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인물이다.정한

담을 사로잡은 뒤에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꿇어앉 사 원

한을 푼 뒤 처형하기도 한다.충신의 형과도 같은 인물인 유심조차도 이

때에는 ‘나를 귀양 보내고 내 가족을 죽이려 한 죄’를 거론하며 정한담에게

지극히 개인 인 원한을 쏟아낸다.128)

유충렬과 유심 부자는 국가에 한 충성심만큼이나 가족에 한 애착도

강한 인물들이고,공무 수행에 있어서는 제심이 강하나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 감정과 욕망을 뚜렷이 표출하기도 한다.이러한 인물의 개인 면

모,즉 국가라는 집단에 한 소속감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개인 차원의

욕망과 감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천상계 청룡선 의 형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28)해당 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쥬부 로 왈 죄목이 열 가지니 자셰이 드르라

네놈이 천상 익셩으로 명국의 젹강야 용이 졀인도를 다러다가 노코 항상 천

자를 도모코져 니 만고의 큰 죄나이요 조졍의 직신을 거려 무죄한 신를 무야

나를 연경의 귀양보니 죄 두리요 도사놈의 말을 듯고 신기 웅이 황셩의 잇다 

미 자식을 죽이랴 하고 집의 불을 노왓다가 사라 회수의 당군사를 보여

의 자식을 졀박야 물속의 더져 죽이려 거시 죄 셰시오 (...)”(下:55-56)

군담소설의 등장인물이 자신의 입신양명을 추구하며 그 배후에는 ‘개인의 달’을 추구

하는 작자의식이 자리하고 있다는 은 선행연구에서도 일 이 지 된 바 있다.(주명

희,『군담소설연구 :고 소설의 문학 가치의 구명을 한 시도』,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1974,47-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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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계는 화이론 질서보다는 개인의 객 능력에 을 맞추어 인

물을 묘사할 수 있는,지상계 국가 외부의 시공간을 제공한다.유충렬과 정

한담 간의 립은 신비로운 도술 결로 펼쳐지는데,해당 장면들에서는

인물들의 국가 의 차이보다는 실력의 등성이 부각된다.인물들의 형상

이 천상계 신의 그것으로 잠시 돌아가면서,지상계 국가와는 무 한 개

인의 정체성이 화되기 때문이다.

우선,도술 모티 는 반동인물인 정한담의 형상을 국가의 반 (反賊)이라

기보다는 뛰어난 능력을 지닌 개인으로서 비춰지게 만든다.정한담은 국가

차원에서 보면 화이론 계질서를 어지럽히고 황제의 권 에 도 한 역

에 불과하지만,개인으로서는 훌륭한 무장이고 지략가라 할 수 있다.천

상계 ‘익성’의 후신이라는 설정은 이러한 개인의 능력과 존엄성을 강조하는

의미를 띤다.자미원 장성을 비롯한 여느 성 (星官)들과 마찬가지로 익

성도 옥황상제가 다스리는 천상계에서는 고유의 직임을 수행하며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이러한 ‘익성’의 뛰어

난 재능은 특히 유충렬과 신비로운 도술 결을 펼치는 장면에서 잘 드러

나게 된다.

한담이 분로야 응셩 출마 나오거날 원수 담을 마자 싸올칼노 치거듸

면 반 의 죽을 거시로살이고 잡고자 야 장성검 노피 들어 졍담을 치

랴더니 담은 간 업고 편편 체운 이러나며 원수의 장셩검의 검 이 업셔

지고 페엿던 칼이 도로 살리거늘 원수 경야 피 물 와 신화경을 밧비

페여 일편을 외인 후의 장셩검을 세 번 치며 풍을 밧비 불 체운을 씨러바

리고 안순풍이 조화를 부쳐 진을 살펴보니 담이 변신야 체운의 싸이여

십 척 장검 번더기며 원수를 로거늘 원슈 그제야 닷고 왈 담은 천신이

라 산 로 잡부려 다가는 도로여 환을 당리라 고 (下:10)

앞에서도 한 차례 거론한 목이지만,여기서는 도술 결이 이루어지는

구체 장면의 인물 묘사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다시 인용하 다.

쟁 유충렬과 정한담은 곧잘 와 같은 도술 결을 벌인다.신화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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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손풍 등 신이한 술법과 무기들이 등장하여 둘의 결은 천상계

결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다.황군과 반란군의 결,충신과 역 의 결

이 일순간 천상계 개인들 간의 환상 인 도술 으로 치되는 것이다.더

욱이 도술 은 두 개인 간의 일 일 구도로 개되므로,지상계 국가 차원

의 집단 군담의 맥락과는 분리되어 두 인물의 결을 천상계 장성과

익성의 싸움의 연장선상으로 돌려놓는다.

유충렬은 문걸,마통,최일 와의 결에서는 쉽게 승리를 거두지만 정

한담과의 도술 결에서는 인용문에서 보듯이 고 을 면치 못한다.두 사

람의 도술 실력은 막상막하라 할 수 있다.이에 정한담도 유충렬을 ‘천신

(天神)’으로 인정하며 옥 도사에게 기묘한 꾀를 거듭 주문함으로써 군담은

긴장감과 흥미를 높여 가게 된다.정한담의 요청에 따라 옥 도사는 함정

을 유충렬을 유인하기도 하고,충렬의 아버지인 유심의 편지를 거짓으

로 만들어 심리 을 펴는 등 다양한 술을 동원한다.그런 다양한 계략들

은 그 자체가 흥 거리로 기능하며,군담을 국가 차원의 비장한 이념 갈등

이 아닌 개인 간의 실력 결로 형상화한다.

물론 이러한 막상막하의 결 과정은 독자의 감정을 고조된 상태로 유지

함으로써 주인공의 궁극 인 승리를 좀 더 통쾌하게 느끼게 하기 한 서

사 장치라고 일단 해석해 볼 수 있다.독자는 선한 주인공과 독자 자신

을 감정 으로 동일시하게 마련이며,주인공의 승리가 난 에 부딪치는 과

정에서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며 흥분된 상태로 작 상황에 몰입하게 된

다.129) 소설의 독자는 악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인물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이는 독자의 무의식이 악인을 거부하지 않으며 인간의 심리가

그만큼 복잡하기 때문이다.130)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웅군담소설은 충신

과 역신 간의 갈등이라는 공식화된 결 구도를 활용하여 독자로 하여

추상 인 힘의 결 과정 자체를 마치 게임을 하듯 몰입하여 즐기게 한다

고 볼 수 있고,‘천상 힘’의 개입도 이러한 결 구도를 강화하기 한

129)임성래,「<유충렬 >의 소설 연구」,『연민학지』 2집,1994,415-435면에서

는 승부의 지연을 독자의 긴장과 흥분을 유지하기 한 기법의 하나로 보고 있다.

130)김천혜,『소설 구조의 이론』,문학과지성사,1990,183-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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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로서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당 의 독자들은 소설을 통속 오락

물로서 향유하며 일종의 탈 실 인 환각을 추구하 으리라고 추정되는데,

비범한 인물들이 벌이는 환상 인 무력 결은 이러한 독자들의 욕구에 부

합하 을 것이기 때문이다.131)이념 재 층 에서 구축된 인물들의 계

가 구체 인 인물 묘사에서는 사라지고,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이 상호 등

한 능력 결의 계로 그려지게 된 데에는 이러한 독자들의 통속 흥미

와 욕구가 요한 요인으로 작용하 으리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충렬 >의 경우,서두에서 인물들의 천상계 생담이 제시되

어 있기 때문에 도술의 사용을 단순히 흥미 유발 수단으로만 간주할 수는

없다.그보다는 도술 결 장면을 통하여 인물들이 국가의 일원이 아닌 독

립된 개인으로서 묘사된다는 ,국가 정체성의 차이보다는 개인의 능력

의 동질성을 드러내는 데 묘사의 이 놓인다는 을 포착하는 것이 더

욱 요하다.

생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도술의 등장은 인물의 형상이나 인물 간

의 갈등 구도 자체를 천상계의 차원으로 환하는 의미를 지닌다.익성과

청룡 선 은 천상계에서 승부를 완결하지 못한 채 싸움 자체가 죄목이 되

어 지상계로 내려온 상황이었다.둘의 싸움은 어느 한 쪽이 실력이나 명분

면에서 인 우 를 차지한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유보된 상태

다.바로 그 연장선상에서,유충렬과 정한담 사이의 결은 다채롭고 긴장

감 넘치는 개인 의 형태로 잠시 돌아가는 것이다.

물론 정한담이 개인 으로 뛰어난 인물이라는 은 천상계가 개입되지

않은 여타의 장면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일례로 그는 최후의 순간 다소

억울한 패장으로도 묘사된다.그가 결국 유충렬에게 패하는 것은 지략이나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다.정한담은 유충렬을 완벽하게 속여 황제를

사로잡고 항서를 받아내는 데 거의 성공하 지만,앞에서도 논의하 듯이

극 으로 천자의 기를 감지하고 돌아온 유충렬에게 습을 당하는 바람

131)당 독자들이 웅군담소설에서 추구한 흥미에 한 추론과 분석은 박일용,『 웅소

설의 유형변이와 그 소설사 의의』,서울 학교 석사학 논문,1983,73-77면과 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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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패하고 만다.막상막하로 진행되던 승부가 정한담의 입장에서는 조 은

허무하고 억울하게 결 지어진 셈이다.팽팽하게 개되어 온 결 과정에

비해 마지막 순간 정한담의 패배는 무나 순식간에,미처 손쓸 새도 없이

확정되었다.

밧긔 월이 히미며 난업난 비방올리 원슈 면상의 려지거늘 원슈

고히 야 말를 잠간 머무르고 쳔긔를 살펴보니 도셩의 살긔가 가득고 천자

의 자미셩이 려져 번슈가의 빗쳐거늘 (...)호통소지난 고두 이 캄

캄고 두귀가 먹먹야 탓뎐 말 돌 타고 도망야 가랴나가 형산마 구러

져 사장의 러지니 창검을 갈나들고 원슈를 바우기늘 구만청천 구름 속의

번칼리 언듯며 담의 두 팔목이 마의 나려지며 (下:31-33)

사실 정한담에 한 서술자의 시각은 처음부터 양면성을 띤 채로 제시된

다.정한담은 처음 소개될 때부터 이 인 시각에서 묘사된다.‘만부부당지

용’과 ‘백만군 장지재’를 지닌 뛰어난 개인이라는 평가와,‘포악무 ’하여

당나라 때 안녹산에 비유될 만한 역 이라는 집단 평가가 그것이다.

잇 의 조졍의 두 신잇스되 나는 도총장 졍담이요 나는 병부

상셔 최일귀라 본쳔상 익셩으로 자미원 장셩과 백옥 잔의 죄

로 상졔게 득죄야 인간의 젹강여 명국 황제의 신되야난지라 본시 쳔

상지인으로 지략이 유여고 술법이 신묘즁의 산사 옥 도사를 다려다가

별당의 기쳐고 술법을 와스니 만부부당지용이 잇고 만군 장지라

벼살리 일품이요 포악이 무 이라 만민의 사난 장 의 어 잇고 일국의 권

세난 손달여스니 회왕의 항 이요 당명황의 알녹산이라 (上:10-11)

천상계는 이와 같은 정한담의 개인 탁월함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본격 인물 묘사의 장을 제공한다. 컨 유충렬의 목소리와 서술

자의 목소리가 섞여 있는 다음 목에서,정한담은 ‘천상 익성’의 정신을

가슴에 품은 ‘일 명장’으로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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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담이 일귀 죽으물 보고 분심이 츙장야 벽역 갓소리를 천동 갓치

지르고 장창검 다 잡아 쥐고 젼장 오보를 소소와 여셔며 육정육갑을 베

푸러 좌우신장 옹 고 둔갑장신야 변화를 부쳐두고 호통을 크게 질 원수

를 불 왈 츙열아 가지 말고 네 목을 밧비 납상라 원슈 담이 나오물 보고

히야 응성고 나올 제 천자 원슈를 당부 왈 담은 일귀 마룡의 유 안이

라 천신의 법을 와 만부부당지억이 잇고 변화불칙니 각별이 조심라 원슈

크게 웃고 진젼의 나셔 담을 망견니 신장이 십여 척이요 면목이 웅장며

황 투고의 녹포운갑의 조화를 부쳐난쳔상 익셩의 정신을 흉즁의 갈마니

일명장이요 역 될 만지라 (下:8-9)

명나라 황군의 입장에서 정한담은 ‘역 ’이자 ‘오랑캐’로 규탄되는 것이

우선이겠으나,이 목에서 서술자는 ‘역 될 만’정한담의 훌륭한 개인

면모에 먼 감탄하고 있다.이는 집단의 경직된 시각을 잠시 어두고,

한 사람의 장수로서 일 일로 정한담을 찰하는 이다.이때 집단의

과 립되는 다른 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은 ‘쳔상 익셩의 정

신’에 주목하는,천상계로의 시선의 환이라고 할 수 있다.132)

인물과 서사 개에 한 이 의 시선은 <소 성 >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소 성 >에서 소 성과 호왕은 각각 국과 호국의 장수인 동시

에 동해 용자,천상계 나탁의 제자인 익성의 후신이기도 하다.호왕은 지상

계에서 십년간 공부하며 후천 인 노력으로 도술을 습득한 인물인 동시에,

천상계의 익성으로서 본디 비범한 능력을 타고난 존재이기도 하다.

지 젹장은 쳔상 낭의 졔자 익셩니 북방 호국왕이 되어 원을 침노니 지

혜와 용이 범닌과 다른지라 삼가이 조심라 (47-48)

호왕은 명산 쳔 도사의 졔라 조 십 연을 와씨니 엇지 변신졸 모

로리요 (64-65)

132)일부 필사본에서는 이 목에서 정한담을 “텬상의 익셩으로 흉즁의 무궁조화품

어시니 일명장이오 만고 녕웅”이라고 표 하기도 하 다.

<(동양문고본)유충렬 >,김유경,이윤석 교주,『유충렬 ·정비 』,이회문화사,

2005,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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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계에서 호왕은 호국의 우두머리로서 국에 한 반역 세력을 표

하나,천상계 나탁의 제자 익성에게는 그런 단을 용할 수 없다.청룡사

노승의 설명에 따르면 옥황상제는 태을성과 싸운 익성을 죄 주어 인간 세

상에 두지 말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이 한 익성 개인에 한 치죄

일 뿐 명나라 천자에게 도 한 것에 해 죄를 물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소 성과 호왕의 결은 도술 으로 개되며 쉽게 승부가 결 나지 않는

다는 에서 < 신연의>에 나오는 나탁과 동해 용자의 개인 결을 연

상시키는 바가 있다.

양장이 상여 십여 의 승부을 결치 못더라.호왕의 창법은 졈졈 식

식고 셩의 기운도 졈졈 등등야 분분말굽은 피을 분별치 못지

라.잇 일낙셔산 고 달이 동 의 도다씨되 양장이 셔로 날 시 업거날

(...)

양장이 상야 십여 의 불분승부라.이십여 의 호왕이 거짓 

야 다라거늘 이 진문을 쳐 드러가니 호왕은 간 업고 거문 구름이 

면으로 일어나며 모진 귀신과 어두귀면지됼리 몸을 침노야 의 졍신을

쇠진켸고 (...)이 그졔야 호왕의 간계 진 쥴 알고 일방 신지을 의지

야 졍신을 려 풍을 불 (58-59)

잇  호왕이 소을 유인야 진즁의 코 로불가 야 진세을 살피더

니 소이 음운을 쓰러바리고 만군즁의 횡믈 보고 피 장 올나 일월

기을 둘 동셔 슈미을 밧와 군을 니 팔문 진이 변여 일장

진이 되어지라 소이 엄업시 진밧긔 나셔니 젹진 장졸이 당젹업

지라 슉정을 진젼의 고 방 을 졍제니 진문 구듬이 도로 쳘셩 갓

지라 소이 진세을 살펴보니 진 암이 머리와 리을 응듯거마음의

오호왕은 쳔상 낭의 제라 더니 오늘날 보과연 올토다 (60-61)

한편 <소 성 >에서도 호왕은 황제에게 거의 항서를 받으려던 순간 갑

자기 나타난 소 성에게 죽임을 당하지만,앞서 수차례 개된 막상막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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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담 장면들의 연장선상에서 보았을 때 그의 패배에도 역시 다소간의 아쉬

움은 남는다.

원슈 우갓소을 벽역갓치 질으며 호왕은 의 임군을 치 말나 

소쳔지 진동니 호왕이 황겁야 쳐 회마치 못야 쳥총마 호왕의 탄

말을 물고 셩의 칠셩검은 호왕의 머리를 버 마의 러지지라 (72)

호왕은 소 성의 출 에 놀라 정신도 제 로 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미

쳐 말을 돌릴 사이도 없이’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지만,마지막까지 수세에

몰리거나 궁색하게 목숨을 애걸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이러한 호왕의

모습은 <조웅 >에서 번왕이 목숨을 애걸하는 모습이나,이두병이 패

소식에 ‘황황질’허둥 며 신하들에게 구차하게 죄를 미루는 모습과 조

된다.

번왕과 번장을 잡아 군즁의 호시고 을 이와 번왕을 쇼시라 이

번왕이 울며 걸왈 이두병이 국을 찬역야 쳔 되엿사오이 공분지심

은 왼 쳔 일반이오 쇼신도 과연 이두병 쳐 멸고 국을 회복고져 

야 반여던이 오날날 왕이 즁원을 회복고져 시이 쇼신을 살녀쥬옵

시면 다시 군사을 뎡뎌오와 일면을 돕사와 국을 회복오믈 쳔만 라

이다 고  걸이 왕과 원슈 번왕의 거동을 보이 일리 려

듯야 특별이 셔야 황셔을 밧고 분부왈 을 응당 쥭긜거시로 십분

참작야 특방난 거시이 네 도라가 국을 져리지 말나 고 방 이

번왕이 고두 치사고 가이라.(2:13)

황제와 제신니 황황질야 황제 제신도라보아 왈 경등은 비계쎠

여 의 근심을 덜나 신 (...)견필의 황제와 제신니 경황망야 아

모니  를 몰로고 셔로 도라보며 니 닐을 엇지 니요 고 두셔졍

치 못거늘 (...) (3:64-65)

두병니 졔유 진정여 아뢰되 의 죠신은 궁흥극악지신니라 알고

의 부을 잡아 니 지경니 되야슨니 니졔 무 말를 리요.원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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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라 니 원슈 더옥 로여 무호령야 실라 니 무

일시 소고 달여들려 겸으로 상니 두병니 젼지 못야 아뢰

되 님의 일니 발각야슨니 므말못니요.당쵸의 죠신니 만고의 소

인으로 송실 옥모함 것과 극변의 원고 약기도 다

져의 쇼견으로 온 바니 발각온직 져의면여 고 간계여

니 지경니 되야슨나 져의 요 실노 나송실고져 허미 아릴 니 니

졔 범고 져의면코니 (3:69-70)

<조웅 >에서는 주인공 조웅만 도사와 혼령들의 도움을 받는다.천상계

와 지상계의 이원 구도가 등장인물들 체에 걸쳐 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가운데 조웅은 항상 모든 투에서 압도 으로 승리를 거두

며,상 인물은 무능하면서 간교한 꾀만 부리는 악인으로 그려진다.반면

정한담이나 호왕은 유충렬이나 소 성 못지않게 도술과 지략에 능하며 아

쉽게 패한 명장의 모습도 지니고 있다.아울러 그 인물됨도 간악한 역 이

나 오랑캐로만 그려지지는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조웅 >과는 달리 <유충렬 >의 인물들이 천상계

와 명시 으로 연 되어 있다는 과 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지상계 국

가의 시각에서는 패배하는 것이 마땅한 악인이라도,개인 으로는 훌륭한

인물일 수 있다는 반론 시각이 천상계를 통해 표 되기 때문이다.

<조웅 >의 경우 천상계에서의 생담이 나타나지 않고,천문 상과

인간사를 응시키는 장면도 거의 없다. 군담도 도술 의 양상을 띠지

않은 채 비교 쉽게 승부가 결정된다는 에서 서사세계의 이원성이 <유

충렬 >에 비해 약하다.그리하여 주인공인 조웅은 양면성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송나라의 충성된 신하 조웅의 모습이 그의 모인 것이

다.133)

물론 <조웅 >에도 천상계가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꿈을 통한 계

시도 여러 번 나타나고,도사들의 도움이나 신물(神物)을 얻는 과정도 구체

133)박일용은 <조웅 >이 ‘충(忠)’의 이념을 지향하는 서술시각을 <유충렬 >에 비해 좀

더 명료하게 보여 다고 지 한 바 있다.박일용,「<조웅 >의 구성과 문체 특징」,

『 웅소설의 소설사 변주』,월인,2003,3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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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 되어 있다. 완 본 계열의 결말 부분에서 삼 형제와의

결 장면은 <유충렬 >과 마찬가지로 천상계와 련된 팽팽한 도술 의 양

상을 띠며 신비롭게 개된다.

원슈 진진의 나와 닐본니 구쳑 장신니 쇄 쳘갑입고 슈염은 두

이 남고 별 갓탄지라 (...)(3:54)

이용이 원슈의셔 십 나 더고 칼리 공즁의 날아든니 극키 둘려

온지라 팔십여 의 승부결단치 못니 원슈 기력이 졈졈 진야 성셰

가장 지라 (...)원슈 평기력다야 마셜닌겸으로 니의 칼

치며 귀문을 고셩 독니 니경여 칼마의 더지거늘 원슈 긔졔

야 진던 기운을 로니 가다듬아 다시 칼을 들어 니의 목을 친니 멀리

마의 달어지며 쳔지 아득며 운무 회명며 지쳑불변치 못지라 원

슈 귀문구블 셩여 고셩 독니 풍우지식며 문득 본니 팔쳑

신장니 울며 공즁의로 날아나거늘 원슈 놀여 각되 니반다시 신장

졉엇도다 더라 (...)(3:59-60)

원슈 소소와 의 목친니 일진 풍니 닐려나며 머리 덜려지지라 문득

진젼의 푸른 안니러나며 두 쥴 무지계 공즁의 치거늘 원슈 괴이 여겨 

펴본니 왼팔 날돗쳐지라.(3:61)

삼 형제는 조웅과 할 만한 천상계 웅들로서 그 용모나 실력이

뛰어나다는 이 강조되어 있다. 그들의 죽음은 비 이 설된 데 따른

억울한 결과로 처리되어 있다는 에서 역시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이

는 <조웅 > 한,<유충렬 >이나 <소 성 >보다는 덜하지만,천상계

를 통해 인물들을 개인 능력 심으로 상호 등하게 형상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서 서사 구성의 측면을 살펴보면,<소 성 >과 <조웅 >에서 천

상계의 개입은 <유충렬 >에서와 마찬가지로 능력 본 의 국가 질서 개편

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거시 서사구조는 화이론 국가 질서를 표상하

나,그것이 실 되는 구체 인 과정은 화이론 통치 질서로부터 소외된

인물들의 주도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외 상황 개를 천상계가 보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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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구도인 것이다.약자 계층의 활약은 실질 인 능력 본 의 통치 질서가

부분 으로나마 도입되는 계기로 작용하여,기존의 화이론 통치 질서의

변 을 래한다.

먼 <소 성 >의 경우,천상계의 보호와 지지를 받는 소 성은 가난

한 고아 처지의 인물이다.그나마 의지하고 있던 처가에서도 장인이 죽은

뒤 목숨의 을 받고 쫓겨나다시피 하 다.천상계는 보산 청룡사 도

승으로 하여 이러한 소외된 인물을 받아들여 국가의 기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얻도록 만든다.소 성은 처가를 나온 뒤 서해 용왕의

제자를 만나 표주를 타고 약수(弱水)를 건 며 ‘보산 청룡사’로 가라는

지시를 받는다.청룡사는 소 성의 아버지인 소경이 수천 을 시주하여

수된 로,부인의 태몽에 의하면 소경 부부의 정성에 감동한 부처의 지

시에 따라 동해 용자가 강 후 소경의 아들로 환생한 것이다.134)그만큼

보산 청룡사는 소 성의 삶이 천상계와의 긴 한 연 속에서 됨을

보여주는 상징 장소인데,바로 이곳에서 그는 천상의 섭리에 따라 정

되어 있던 오년간의 무 수련을 하게 된다.

이 갈 바을 잇고 쥬져더니 문득 경쇠 소구름 밧그 은은이 들이거졀이

잇쥴을 알고 드러가니 슈양 쳔만는 동구의 덥펴쥬란기각이 반공의

소난 즁의 황 로 쳥용웅젼이라 여더라 노승이 육환장을 집고 나

와 장야 마가로(...)샹공은 젼을 모로실지라 샹이 드러보소셔 이

셔역이라 산명은 보산이요 졀은 쳥용라 여러 셰존이 계신 고로 십오 연

젼의 소승이 부쳬임의 명을 밧자와 공 상공 문의 이르니 상공계옵셔 슈

쳔 양 은을 시쥬옵시거졀을 즁슈옵고 여려 셰존발원와 상공 을 소

문의 졈졔와 후사을 잇계 옵고 상공이 소승과 다셧 연분이 잇고로

이리 오시미 천슈오니 치 말으소셔 (35-37)

134)“수일 후의 부인니 한 을 어든니 쳔지 아득며 벽역이 진동즁의 청용니 구름을

허치고 드려와 부인을 향야 기운을 토이 그 기운이 변야 동되여 부인 졋안

지며 왈 쇼은 동용자옵더이 닌간의 비 그릇 쥰다 시고 샹졔님이 인간의 치

갈 바을 모로옵더이 보산 청용산 부쳬님이 지시시왓사오이 부인은 어엿비 여기

옵쇼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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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노승은 소 성이 자신의 존재를 효과 으로 알리며 입공(立功)할

수 있는 최 의 시기에,즉 황제가 고립무원의 기에 처한 시 에 칠성검

과 청총마를 얻고 출 하도록 한다.소 성은 천상계로부터 신비로운 음성

을 직 듣고 천문 상의 표지를 으로써 국가의 기 상황이 심각함을 알

게 되며,이어서 노승으로부터 칼과 말을 달받는다.

각셜 잇 난 셩화 십삼 언 팔월리라 문득 창 박그 은은이 불 왈 용부야 천문이

열여신이 나와보라 거소이 놀여 나와 천문을 보니 달은 별은 다 신지을

직켜시되 북방 쥬셩과 셔방 쥬셩이 즁원의 빗최여 살기 츙쳔거이 렴의

오북방 호젹이 즁원을 엿보난다 날아의 츙양지신이 업시나 갓턴 유

거두량이니 비록 십만 명이 잇시나 무어스 씨리요 비록 션부나 명라 셰록

지신의 손이라 셰로 나라 녹은 먹어신이 엇지 유은을 져바리리요마몸

이 말이 외의 잇고 젹슈단신이라 엇지 나라 근심을 한가지로 리요 고 방즁의

드러가 병셔을 잠심던이 노승이 잠을 여 가로(...)공을 일울진잇 을 바

리고 언느 을 지달리리요 츙셩이 지극면 기계연 기이다 고 실노

들어가 던이 칼을 여 쥬며 (42-44)

이로써 소 성은 무명의 장수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장에 나아가

장과 무 실력을 겨룰 기회를 얻게 된다.특히 천상계는 천자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바로 그 순간에 다시 한 번 소 성에게 직 으로 이를 알림

으로써 그에게 천자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홀연 공즁의셔 월여 왈 용부야 진으로 가지 말고 황강으로 가라 지 쳐강

변의 구러져 호왕의 창 명이 진 되어시니 피 구완라 (...)(71)

이러한 천상계의 보호와 도움 속에서 소 성은 애 의 미약한 처지를 극

복하고 극 인 신분 상승을 이룬다.천자는 소 성에게 천하를 반분해 주

려고까지 하며,소 성은 결국 해동 십만 호를 거느린 노왕(魯王)에 임명된

다.<유충렬 >에서와 마찬가지로,실질 인 능력 심의 국가 질서가 부

분 으로나마 실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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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웅 >의 경우 선황제나 태자가 무능한 인물로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권력의 재편 과정이 앞의 두 작품만큼 부각되지는 않는다.하지

만 역시 태자가 다시 황 를 계승하기까지는 실권 계층인 조웅의 활약이

컸기 때문에 태자와 조웅은 단순한 군신 계로만 볼 수 없게 된다.<조웅

>에서도 태자는 조웅에게 천하를 신 맡아 주길 바란다는 발언을 하며,

조웅은 번왕에 해져 선정을 편다.이는 조웅의 아버지인 조정인이 정평

왕(靖平王)에 해졌음에도 굳이 사양하 고 그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던 서

두의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보다 합리 이고 실 인 능력 본 의 통치

질서가 도입되는 방향으로 상황이 변화하 음을 말해 다.

닛 여 황제 죠웅을 변국으로 보황제 다시 원슈의 손을 잡고 옥 흘여

왈 짐니 경의 츙셩셰아리진다만 변국으로 보아니라 쳔짐의 쳔

가 아니니 경를 막긔고 짐은 물 안고져 나 경의 츙셩졀아니 밧지 아니

고 도로여 졍의 범연가 지라 시니 (...)죠원슈일월 갓치 빗난 츙를 기

닌각 일칭이 졔명고 셩은직고 변국으로 도라가 왕화펴니 여민졍

핀니 만민니 평가불으며 셩덕다 일칼으쳔셰만셰옵소서 더라

(3:73-75)

조웅이 번국의 새로운 통치자가 됨으로써,송나라와 번국의 계는 기존

의 념 인 화이론 계질서를 탈피하여 보다 실 인 정치 역학

계로 환된다.본국에 한 무조건 인 충성을 변방국에 강요하는 신,

변방을 안정 으로 할할 수 있는 실질 인 통치력을 본국 측이 갖추게

된 것이다.

결국 <유충렬 >,<소 성 >,<조웅 >에서 천상계를 통해 구 되는

서사 구성의 실질 논리는,소외된 처지의 인물로 하여 실의 제약을

극복하고 잠재된 능력을 발 하게 하며 국가 질서를 능력 본 의 체제로

개편한다는 것이다.이는 거시 서사구조가 화이론 이데올로기의 유지

에 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다른,세부 서사 구성 층 의 독자 지

향이라 할 수 있다.뒤에서 좀 더 상세히 논의하겠으나,이는 념 인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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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질서에 항하여 능력 본 의 가치 이 담당층의 경험 실 속에

서 묵시 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었던 당 의 사회상을 반 하는 상이라

볼 수 있다.

(2)젠더 계의 무력화

<옥루몽>에서 천상계는 여성의 열행을 지지하고 진하는 방향으로 작

품의 거시 서사구조를 설정하며 이를 견인해 나가는 힘으로 작용하지만,

세부 서사 구성을 살펴보면 ‘열’을 실천하는 여성 자신의 독립 인 자아실

이 추진됨을 알 수 있다.앞에서 살펴보았듯이,천상계가 여성 인물로 하

여 남성 배우자를 해 헌신하도록 돕는 주된 방법은 백운도사나 진원선

인과 같은 도인의 출 인데 이들과 직 할 수 있는 상은 여성 인물

자신들뿐이다.도인들은 남성의 문제에 직 여하여 이를 해결해 주는 것

이 아니라,그의 여성 배우자를 통해 남성 인물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부부 계를 결속시킨다.양창곡과 진세백을 강하게 만들어 강남

홍과 하옥주가 그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강남홍과 하옥주가 스스로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여 양창곡과 진세백에게 헌신하게 만드는 서사 구성

방식이 선택된 것이다.

어느 쪽이든 여성이 남성 배우자와 운명을 같이하게 만들고,여성이 배우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서사가 개된다는 은 같지만

구체 방식은 크게 차이가 난다.후자의 경우 여성에게 능력 계발과 사회

활약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달리 말하면 사회 약자인 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능력 계발과 활약의 기회를 부여하기 한 장치로서 천상계

가 작용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천상계는 남녀가 차별받는 지상계의 젠더 질서를 월하여 존재하는 세계

이다.실제로 <옥루몽>에서는 홍란성을 비롯한 선녀들이 성 (星官)이 되어

옥황상제를 보좌하고 있다.135)<구운몽>이나 <옥루몽>에서 알 수 있듯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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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는 막한 가운데 선도를 수련하는 곳이며 남녀 간의 사사로운 정은 죄

로 취 된다는 으로 미루어볼 때,그곳에는 부부 계가 아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 다면 천상계에서는 여성의 정체성을 ‘남성의 배우자’로 한정하지 않으

며,남녀의 활동 역을 차별화하는 논리도 통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천상계가 지상계 젠더 질서의 약자라 할 수 있는 여성 인물과 직 교섭하

는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상이다.백운도사나 진원선인에게 강

남홍과 하옥주는 양창곡과 진세백의 아내이기 에 천상계 홍란성,미화선

의 후신인 것이다.그리하여 도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천상계의 개입은 부

부 서사의 개 과정에서 여성 인물의 독립 인 삶을 지지하는 작용을 한

다.도인들과 교섭함으로써 여성 인물은 다양한 능력 계발과 사회 활약의

기회를 얻는 것이다.

<옥루몽>에서 백운도사는 강남홍에게 부용검(芙蓉劍)이라는 신검을 주

고 수 높은 무 를 가르친다.

이에 병법으로젼슈여 왈 뉵도삼약의 합변슈단과 팔문구궁의 변화

방법은 오히려 셰상의 젼라 호기 어렵지 아니노부의게 잇

병법은 이에 션쳔 비셔라 그 사이 아닌즉 뎐치 못니 그 법슐이 삼

삼고 오상극여 일호 졔슐이 업스나 그 풍운조화지묘와 역귀강마지법

이 지졍지묘니 네 평을 슈 나 요란일홈을 듯지 아니리라 홍이 일일

이 듯고 일일이 화 슈삭지간의 무불 통니 도희왈 이쳔라 노부

로 당치 못리니 이만여도 거의 셰간의 당업스려니와 다시 무 

호라 고 드여 검슐을 가르쳐 왈 녯젹의 셔부인은 다만 칼 치법을 알

고  은 모르며 공손랑은  은 아나 치법을 몰나시니 노부의 젼

바이에 쳔상 참창션 의 비결이라 그 쥬션문 풍우의방고 변화

믄 운우일희여니 비단 만인을 젹나  듕의 두 로 칼이 잇스니 일

흠은 부용검이니 일월졍긔와 셩두문여 돌을 치돌이 여지고 쇠

버히쇠가 허지니 용쳔태아와 간장막야의 비아니라 범인의게 뎐치

135)도교의 천문사상에서 홍란성은 혼인과 경사를 주 하는 별에 해당한다.최삼룡,「고

소설에 나타난 성수의 성격 고찰」,『도교문화연구』 3집,1989,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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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려 두엇더니 이제 네게 뎐니 잘 게 라 (5:51-53)

이러한 경로로 천상의 진법과 검술을 습득함으로써 강남홍은 여성이라는

젠더의 한계를 벗어나 새로운 사회 정체성을 획득한다.‘홍혼탈’이라는 새

이름은 이를 상징 으로 보여 다.홍혼탈은 남만의 장수로 출 한 뒤 장

에서 양창곡과 당당히 진법을 겨루며 재회하고,투항 후 본격 으로 무

실력을 발휘하여 명나라 군 내에서 독보 상을 차지한다.특히 홍혼탈

은 양창곡이 구사하지 못하는 도술 능력을 가지고 있어 군에게까지 력

을 떨친다.궁지에 몰린 나탁이 축융왕 부녀를 끌어들이면서,홍혼탈은 축융

왕 부녀의 도술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부각된다.주문을 외워 바람

을 일으키며 귀병(鬼兵)을 동원하는 축융왕의 도술 앞에서 양창곡은 쉽게

이길 계책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만다.

셜 원소마장듕으로 불 닐오충늉의 휘의 쟝이 만코 졔슐

이 난측니 졸연이 치 못지라 엇지면 됴흐리오 소왈 홍혼탈이 일

도좃병법을 화시니 요술을 졔어미 잇슬가 이다 원침

응냥구의 심듕의 각홍낭의 병이 젼 졀역 풍진의 노심 노력소슈라

이제 다시 요란거동과 음습긔운을 밧게 즉 병듕 약질이 상치 아니

리오 (5:164-165)

  이때 양창곡은 강남홍이 연약한 기질에 몸을 상할까 염려하여 장에 나

오지 말고 쉴 것을 엄명한 상황이었지만, 의 인용문에 나와 있듯 ‘홍장군

에게 요술을 제어하는 방략이 있을 듯하다’는 소사마의 조언을 듣고는 결

국 그녀에게 축융을 물리칠 방책을 묻게 된다.이에 홍혼탈,즉 강남홍은

양창곡의 진법이 잘못되었다며 새로운 진법을 시도할 수 있도록 원수의

수기(手旗)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한편,축융왕과 둔갑술 결을 펼침으로

써 군에게조차 “홍장군의 지혜와 장략이 양원수에 더”을 인정받게 된

다.

이러한 홍혼탈의 활약은 천자에게까지 보고되고,천자는 그를 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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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군 부원수로 임명한다.결국 남편인 양창곡도 그런 홍혼탈의 공 지

를 정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홀연 쳔니르러 됴셔드리거원북향슉고 졔쟝의 부원슈 군녜

바홍낭이 홍포 갑으로 우젼을 고 졀월을 잡아 군녜로 도독게 뵈오

니 도독이 용답녜 왈 셩은이 망극샤 원슈의로 탁용시니 원엇지

보답고져 뇨 홍원왈 도독이 우희 겨오시니 소쟝이 무방냑으로

보답리잇고 다만 북을 치며 긔를 드러 견마지역을 다가 이다 도독이

미소더라 홍원물 막의 도라와 부원슈의 긔호와 졀월을 셰우고 

졔쟝의 군녜바든 후 다시 도독 쟝듕의 니르러 군계교의논더니

(7:15-16)

이어지는 홍도국 정벌 과정에서도 홍혼탈은 도술 능력을 발휘하며 크게

활약한다.홍도국에 도달한 명군은 흉포한 발해와 그의 아내 소보살에 맞

서 싸우는데,이때 다양한 요술을 부리며 명군을 괴롭히는 소보살을 홍혼

탈이 나서서 제압한다.소보살은 다름이 아니라 홍혼탈이 백운도사에게 둔

갑술을 배울 때 창밖에서 이를 엿듣던 여우 는데,정식으로 도술 일체를

배운 홍혼탈에게는 수가 되지 못한다.

홍원경 왈 일 만일 요물을 잡지 못즉 후환이 길니로다 고 부용검

을 드러 공듕을 가라치며 가마니 진언그 입분분이 러져 다시 변형

치 못고 의구일소보살이 되여 창황이 다라나려 거날 원슈 군을

야 피 에워고 잡고져 더니 쇼보살이 다시 곤두쳐  소보살

이 되니 모든 군안목이 란야 그 잡을 바아지 못지라 원즉시

낭즁의 든 운도쥬든 보졔쥬를 여 공듕의 더지니 팔 보졔낫낫

치 화야 일팔  슈되여 일여 소보살을 머리를 부동긔고 

면 살기를 걸(7:152-153)

양창곡은 지략 이나 진법 에는 능하지만,축융왕 부녀나 홍도국 소보

살처럼 도술을 구사하는 상 에게는 제 로 응하지 못한다.이러한 양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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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의 단 을 홍혼탈이 보완함으로써 명군은 한층 강한 력을 갖게 되고

강남홍의 상도 차 높아진다.명나라 군 가 남만과의 쟁,홍도국 정

벌에 모두 성공한 뒤 황성으로 돌아오자 황제는 양창곡을 연왕에 하는

한편 홍혼탈을 병부상서 겸 난성후에 임명한다.홍혼탈은 자신이 여성임을

밝히며 사양하지만,황제는 “국가의 용인미 다만 조를 지니 엇지

남녀의논”(7:202-203)겠느냐며 강남홍에게 계속해서 국사를 도와

것을 당부한다.양창곡은 “불과 제 가부라 미니 신의 벼이 즉

혼탈의 벼”(7:203)이라 주장하며 홍혼탈의 벼슬을 거두어 달라고 청하지

만,황제는 홍혼탈이 양창곡의 총희이기 이 에 국가의 인재라는 이유로

불허하며 다만 양창곡의 첩임을 감안하여 신의 직임만을 거두어들인다.

한 홍혼탈은 수도 한가운데 “장녀 굉궐미 연왕부로 샹등”(7:205-206)

한 난성부를 하사받는다.난성후는 물론 남편을 따라 연왕부에 거처하는

편을 택하지만,어 든 난성부의 건립은 그가 남편과 등한 사회 상

을 인정받게 되었음을 상징 으로 보여 다.이는 본가를 방문한 양창곡이

아버지에게 강남홍을 인사시키자,아버지인 양 이 “범상아들의 잉쳡을

졉아니”라며 “쳔녜시미 도독과 일반”(7:193-194)이라 조심

해야겠다고 답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양창곡에 한 열행의 보상과 지지

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상계의 개입은 실질 으로는 이처럼 강남홍

자신의 능력 계발과 자아실 을 추진하는 과정으로 개된다.그 결과 강

남홍은 양창곡의 아내이면서도 그와 등한 사회 지 와 명성을 차지하

게 되고,부부간의 젠더 계는 무의미해진다.

신검과 도술은 강남홍이 다양한 국 과 성별의 사람들과 교유하며 독자

인간 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편이 되기도 한다.홍혼탈은 뛰어난 변신

술과 검술로 남만왕 나탁을 놀라게 하 고,나탁은 이 일을 두고두고 기억

하 다가 십년 후 국에 조회하러 왔을 때 홍혼탈을 찾아온다.나탁은 강

남홍에게 자신의 산호 정자를 베었던 부용검을 보여달라 하여 만져보며,

평소 “ 발신 긔샹과 인신 도량을 쥭기 젼 다시 뵈오믈

슈”(14:165-166)해 왔다며 그간의 그리움을 한다.나탁뿐 아니라 소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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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천풍,축융왕 등 과거 쟁터에서 함께 고생했던 많은 동료들이 난성부

를 찾아와 강남홍과 옛일을 회고하며 새삼스 병법을 논하기도 하고 농담

을 나 기도 한다.이들은 헤어질 때 모두 물을 흘리며 살아생 다시

볼 수 없을 것을 탄식한다.강남홍에게 장에서의 활약은 이와 같이 젠더

를 월한 인간 계의 구축 수단이었다.

한 도술은 여성 상호간의 유 감 구축 수단으로도 작용한다. 컨

남만과의 쟁 강남홍과 일지연의 신비로운 도술 결 장면은,이들의

신인 천상계 홍난성과 도화성의 교유 계를 환기한다.강남홍은 남만과

의 쟁 도 국 공주인 일지연과 무 결을 벌이게 되는데,이들의

도술 결은 승부에 연연하기보다는 등한 무 실력을 바탕으로 한 상호

교감에 이 맞춰져 있다.

홀연 검창이 일시의 어우러져 셔리 갓흔 칼이 번갓흔 창홀홀분분

니 이회풍곤셜법이니 회호리 바의 셜이 날니모양이라 아이오 사

과 창검은 간 업고 두 쥴기 른 긔운이 반공의 일워 셔로 호니 이

골반쳔법이라 조롱   이 하의 닷게 나모양이라 (...)홍낭이 일지연을

여합의 로잡아 본진으로 도라오니 이번 홈의 젹슈 상 여 궤슐

을 리고 졍도로 결우일지연의 심열 셩복문 말지 말고 홍낭이 일지연

을 랑미 각별여 즉시 진듕의 니르러 홍낭이 연낭의 손을 잡고 로 왈

 일 낭을 문 검슐이 승미 아니라 하이 지긔 상 을 도으시민

가 노라 (6:8-9)

표면 으로는 양창곡과 축융왕의 투 도 ,양창곡의 아내인 강남홍과

축융왕의 딸 일지연이 싸우는 장면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무 를

통한 두 여인의 교감이다.이 순간 강남홍과 일지연은 남편과 아버지에

한 의무로부터 잠시 떠나서 그들 자신의 으로 상 를 탐색하며 호감을

나 고 있는 것이다.둘의 결은 남편이나 아버지의 편에서 상 를 제압

하고 승부를 결 내려는 것이 아닌,둘만이 갖춘 특별한 도술 실력을 확인

하고 교감하는 여성 상호간의 주체 교유의 과정으로 그려져 있다.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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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아버지를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두 여성의 주체 사귐은 천상계 홍난

성과 도화성의 우애 계를 회복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신비한 도술

의 구사는 인물들이 천상계에서의 정체성을 환생 후에도 일정하게 유지하

고 있음을 알려주며,도술 사용 장면의 묘사는 여성 인물들을 지상계 남성

심 젠더 체제의 일원이 아닌 천상계의 독립 주체로 형상화한다.

강남홍은 병을 생각하여 출 을 자제하라는 양창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유달리 고집을 부려 일지연과의 결에 나선 상황이었고,일지연 한 나탁

을 도우라는 아버지의 뜻과는 상 없이 넓은 세상의 문물을 구경하려는 자

기 의지에 따라 쟁터에 나온 터 다.이러한 상황에서 두 여성은 서로의

뛰어난 무 실력에 감탄하며 지기가 되려는 뜻을 품는다.일지련은 자발

으로 명군에 투항하며,강남홍 한 일지련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나탁은 천상계 천랑성(天狼星)의 후신이며,136)일지연은 도화성(桃花星)

의 후신임을 생각하면 강남홍이 이들과 쟁터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천

상계에서의 계의 회복이라 할 수 있다.강남홍과 나탁,일지연은 지상계에

서는 국 의 차이와 젠더의 구속으로 인해 서로 계로 마주한 상황이

지만,천상계의 개입 하에 개되는 도술 구사 장면에서만큼은 본연의 모습

으로 돌아가 서로의 재능과 도량을 알아보며 무언(無 )의 소통을 한다.수

많은 도술 구사 장면에서 묘사되는 강남홍의 특성은 바로 이처럼 주체 으

로 자신만의 인간 계를 구축해 나가는 독자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하진양문록>에서 진원선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천상계의 개입도

일차 으로는 하옥주로 하여 열행과 효행을 성취하도록 하는 거시 방향

성을 띠지만,그 과정에서 하옥주 자신의 능력 계발과 사회 지 확보도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지게 된다.진원선인이 말하 듯 하옥주는 비록 지상

계에서는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로 제약을 받는 처지지만 옥황상제의 섭리

하에서는 “공명을 일워 텬하의 횡여 지긔를 펴게”(2:81)할 기회를 확보

하고 있는 존귀한 존재이다.<옥루몽>에서 강남홍이 백운도사의 제자로 선

136)강남홍에게 나탁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탈탈국 백운도사의 말과,결말 부

분에서 강남홍의 꿈에 나타난 음보살의 말에 의하면 나탁은 천상계 천랑성(天狼星)의

후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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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어 천상계와 긴 히 소통하며 주동인물의 역할을 부여받았듯,<하진양

문록>에서는 하옥주가 천상계의 도움을 받으며 최고의 무 실력을 갖추게

되고 그에 합당한 신비로운 무기들도 수받는다.

이애 셰 권 텬녹비결을 쥬어 왈 이호면 신슐이 능히 건슐을 슈리의

몰며 시변복며 옴기며 강산을 밧고리니 모로미 힘슈학

여 의 소원을 일울우라 셩션이 슈명고 이에 홀텬지지도와 음양

지니와 상상극디니라 미 히 가티믈 명심슈학니라 일일은 도셩

션을 불 텬셔강여 무릇 건곤음양의 슈와 손오병법을 리티고 검슐과

 시험왈 님진 젹의 병긔 업디 못라 군의 힘이 약야 셰속

병긔쥬니 칼은 졀홍검이니 번 시험젹진의 졀노 나라가 상장의 머

리 버희믈 슌식간의 고 궁시일은신혜궁과 비쳔젼이니 능히 니 밧이 

젹장을 맛쳐 발듕니라 셩션이 고듀례고 바다 실의 도라와 원듕

의 시험과연 도의 이른 말과 여 신검이 바압기 탯 며 신

이변홰 무궁니 능히 풍우뇌졍과 신병귀졸을 일 고 궁시 을 응여

맛치믈 임의로 니 과연 진셰의 업보몰인 알 라 (3:23-25)

탁월한 문무 기량을 갖추게 된 하옥주는 ‘하재옥’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속세로 돌아와 문무과에 장원 제하고 직에 진출하며,나라에

변고가 생기자 출 하여 군공을 세우고 병부상서의 직 에까지 오른다.이

과정에서 진원선인에게 배운 도술이 유용하게 사용되었음은 물론이다.

여성임이 밝 지고 진세백과 혼인을 앞둔 시 에서는 신비로운 지 능력

으로 인해 궁 여총재로 임명된다.137)백운도사가 부 을 활용하여 황

137)작품에서 하옥주가 구체 으로 어떻게 장귀비의 흉계를 짐작하게 되었는지는 서술되

어 있지 않으나,다음과 같이 진원선인이 부 이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

다.부 을 붙이고 진언을 외운 뒤 검은 기운과 런 안개가 일어난 것을 본 뒤,하옥주

는 황제에게 청하여 궁인들의 필 을 받아달라고 하고 이를 통해 귀비가 황후의 필 을

모방하여 흉사를 꾸미려 한 것임을 밝 낸다.

“이에 무고하얏든 나아가 일장 진언을 닑고 부작을 써 붓친 문득 공즁으로 좃

음풍이 이러며 거문 긔운과 른 안방으로 흣터지니 궁즁이 실더라 진녀군

이 도라와 상게 옥를 뭇온 상이 드듸여 슈미 곡졀을 셔이 이르시고 와 흉

지물을 여뵈시니 (...)녀군이 문득 쓴 거슬 양구이 보고 쥬왈 (...)”(16:47)

이밖에도 하옥주는 황후의 병세가 해졌을 때 하늘에 제사를 지내 황후의 목숨을

구하는 등, 곧 천상계와의 긴 한 소통 하에 자신만의 독자 인 정치 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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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 한 장귀비의 모함을 밝 냄으로써 황제의 신임을 얻어 여총재에 임

명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옥주는 결혼 후에도 자신만의 고유한 사회 활동 역과 지

를 유지한다.여총재로서 하옥주는 황제의 애첩을 거침없이 징계하고,가

정을 제 로 다스리지 못한 료들에게 벌을 내리는 등 여느 남성 못지않

은 공 권한을 행사한다.이에 진세백 한 하옥주가 “일인지하요 만인지

상으로 명이 됴졍의 진동”(18:6-7)는 인물임을 인정하고 감탄한다.

혼인 후 진세백은 하옥주가 총재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주변의 원한을 살

것을 염려해 불만을 표시하기도 하지만,하옥주의 반발에 곧 사과하며 ‘몸

이 상할까 걱정되어 한 말’이라고 변명한다.

명됴의 녀군이 상후긔 하직고 퇴여 본궁의 도라오니 왕이 마침젼이 드

러와 수말을 무러 시 알고 미우긔여 오과인은 비의 모 이러

믈 깃거 아니코 도로 두려 노라 고로 츙신과 궁신이 무미 어려워

쥬 의 졍통 도로이슉의 참언이 이러나 굴욕의 졍이 변엿고 한신의

으로도 삼족의 화를 닙엇니 권셰사람의 아쳐오 부귀조물이

리니 이제 비 황은이 넘지고 부귀 일신여 엄이 외의 고

일홈이 텬하의 둘네니 이 부인 녀의게 극니라 허물며 상벌 티 어려온

소임을 당여 즁인을 거리니 인심이 다 엇디 열복리오 반시 은원이 결

여 권을 려 셰닷토와 거구언이 셩총을 리와 비음셩

왕  군으로 쥬궁 숙부의심여시니 능히 이면티 못여

조의 우리 부뷔 불안가 이다 진비 니러 사례 왈 왕의 말이 의리

당연시니 진양이 엇디 항복지 아니리오 쳡도 이모미 아니로셩은이

호탕샤 시러곰 이몸이 셰상의 이신 후로 면티 못오 각별 길흉의 근

심이 업려니와 오직 왕은 쳡을 념녀치 마시고 스로 도라보와 몸을 삼

가 됴심소셔 진양은 명궁의 모 쥰강여 셰의 됴치 아니물 두려이

다 왕이 웃고 진비의 옥슈년여 오복이 엇디 비못미더 근심

리오마그졍신을 허비고 이제 어려온 소임을 맛듀야 졍안치 아니니

약질이 상가 듀야 근심이로소이다 복이 의리의 격졀므로화복을

나간다.(17: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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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운 티 알거니와 다만 두려바그로 더 러 슬이 셩긔여 니별이

이실가 념녀기내 몸의셔 더니 삼가 일을 동낙리라 셜 의 소

니 진비 미온여 졍고 닐오(...)(20:27-30)

다른 이본의 경우,하옥주의 사회 상이 보다 강조되고 남편인 진왕

이나 부친 하공이 하옥주를 어려워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한다.138)

진비가 한갓 궁즁 비빙아냐 외 됴신의 부인이라도 실덕며 불인투

악여 허물이 나타나고 치 과도 과 의로로졀여 죄의 경즁을

알이 혹 월 을 거두며 본 집에 안치여 궁즁 출닙을 허치 아니고 과 젼

은 셔로 허치 아니고 셩년셩회의도 참녜치 못게 여 지어됴항간부녀라도

투악이 나타나면 상궁을 보여 슈서나리와 쥰고 그 가장을 직게 

며 어진 일홈이 잇니례로 상 여 (...)(25:12-13)

하공이 황연 경동여 니 니러나 갈오님군니 공경시니 엇지 아비

로라 여 거만리오 고 돗게 나려 졀을 바드니 (22:18-19)

그런데 하옥주와 진세백의 상호 독립 이고 등한 부부 계는,천상계

에서 미화선과 문곡성이 맺고 있던 동성 간의 교유 계에 응한다.곤륜

산에서 진원선인의 가르침을 받고 ‘하재옥’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속세로

돌아온 뒤 하재옥과 진세백은 동성의 지기 계를 맺는다.진세백은 하재

옥이 자신과 비등한 학식과 재기를 지닌 인물임을 알아보고 함께 과거를

비한다.진원선인을 통해 비범한 재능을 수받음으로써 하옥주는 실상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게 되고,지상계 젠더 계질서로는 해명할

138)아래의 인용문 세 곳은 향목동본 <하진양문록>에서 따온 것이다.인용문 뒤 호 안

의 면수는 원본의 해당 권수 :장수로,이 형 교주,『하진양문록』 Ⅲ,이회문화사,

2004의 뒷부분에 수록된 원문의 장수 표시에 따른 것이다.향목동본은 세책필사본에 속

하는데,선행연구에서는 세책본이 개인필사본에 비해 남성의 권 를 존 하는 서술의식

을 보인다고 해석하 다.(이 형,앞의 논문,39-44면 참조.)본고에서는 이본 간 차이

는 다루지 못하 으므로 이러한 선행연구의 시각에 해 일정한 견해를 제시하기가 어

렵다.다만 향목동본에서도 하옥주의 사회 상과 권 가 보다 명확하게 부각되는 지

들은 분명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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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독특한 젠더 정체성을 갖게 된다.139)진세백 한 그런 하옥주,즉

하재옥에게 혼란스러운 감정을 갖는다.함께 고 역사를 논하고 시부를

창화할 만한 동성의 친구로서 하재옥에게 호감을 품는 한편,다음 목에

서 볼 수 있듯 그의 여성스러운 외모와 행동거지에 묘한 매력을 느끼기도

한다.

옥안 셜부의 홍 이 지니 안이 가고 뉴미 나여 븕은 빗치 찬연

니 비컨홍옥을 니의 셜상의 홍도화린요요묘묘고 녕능

여 남보쥬야 의 빗쵠오 요여 상 이 좌우의 이니 상셰

졍신이 고 의무루녹으니 나아가 매 고 옥비어로만져 왈 긔

묘라 하날 됴화그오로지 거두어시니 홉다 져의 용모로 규듕의 강

여시면 진셰이 냥우귀여 슬우지고 동고낙지여 반낙이 무흠

거(8:23-24)

<옥루몽>에서 남장여성인 홍혼탈이 때로는 용맹한 장수로,때로는 양창

곡의 연인으로 혼성 인 젠더 정체성을 나타내었듯이 <하진양문록>의 하

재옥도 불분명한 젠더 정체성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하진양문록>의

경우 상당히 오랫동안 진세백이 하재옥의 성 정체성에 해 혼란을 느끼기

때문에 하재옥의 인물 형상은 한층 더 미묘한 분 기를 유지한다.140)이는

천상계에서 문곡성이 미화선을 동성의 동료이면서도 이성 호감을 불러일

으키는 존재로 했던 상황의 재 이라 할 수 있다.즉 천상계에서의 신분

139)<하진양문록>의 선계가 속계의 이분법 젠더 질서로부터 자유로운 안 공간에

한 상상을 보여 다는 은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지 된 바 있다.이경하,「하옥주론

:<하진양문록> 남녀 주인공의 기질 연구 (1)」,『국문학연구』 6집,2001,247-249면

참조.

140)최기숙은 이러한 하옥주의 양성 젠더 정체성이 다양한 이름(태생 여성으로서의

‘하옥윤’,사회 외피로서의 ‘하재옥’,‘내면 지향 가치를 드러내는 이름인 ‘하성선’)의

공존,그리고 남성 어휘와 여성 어휘를 혼용한 수사 표 을 통해 부각된다는 을

상세히 분석한 바 있다.본고와는 달리 향목동본(세책필사본)을 상으로 삼은 논의이지

만 체 인 내용은 본고에서 분석한 장서각본(개인필사본)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

다.최기숙,「여성 인물의 정체성 구 방식을 통해 본 젠더 수사의 경계와 여성 독자

의 취향 :서울 지역 세책본 <하진양문록>의 서사와 수사 분석을 심으로」,『한국고

여성문학연구』 19집,2009,367-372면과 384-39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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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지 에 하여 진원선인의 제자로 선택받고 수련을 받은 후로,하재옥

의 형상은 지상계의 이분법 젠더 체계로는 재단하기 어려운 특수성을 띠

게 되고 하재옥과 진세백의 계 한 지상계에서의 남녀 계의 외피를

벗고 젠더 경계가 분명치 않았던 본래의 계로 돌아간다고 할 수 있다.

하재옥과 진세백이 함께 과거를 비하고 쟁터에서 력하며 혼인을 하

고 부부로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여러 장면들에서 부각되는 것은 이와 같

은 기존 젠더 체제로부터의 탈주이다.

물론 양성 정체성을 지닌 홍혼탈이나 하재옥과 같은 여성 웅의 등장

은,남성 주인공이 단독으로 등장하는 기존 웅소설을 변이시켜 색다른

흥미를 자아내기 해서라고 일차 으로 해석 가능하다.남장 여성의 등장

과 활약은 웅소설의 공식화된 서사구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해

고안되었고,때문에 여성 웅의 등장을 곧장 여성의 삶에 한 깊이 있는

고민과 문제의식의 발 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 선행연구에서 지 된

바 있다.141)

그러나 남녀의 경계가 완화된 천상계의 존재가 작품에서 상당히 비 있

게 그려지는 상으로 미루어볼 때,양성 주인공의 등장을 단순히 통속

인 흥미 유발의 수단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여성의 자아실 을 지지

하는 서사 구성과,인물의 양성성을 부각하는 장면 묘사는 남성 심 젠더

이념이 동요하기 시작하 고 그러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었던 조선후기

의 사회 실을 진지하게 반 하는 측면도 분명 가지고 있다.남녀의 역

을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인간의 젠더 정체성을 이분법 으로 규정하는 것

이 이념 층 의 젠더 질서라면,홍혼탈이나 하재옥의 활약을 통해 구체화

되는 인물들의 양성 젠더 정체성은 경험 실에 보다 가깝다.경험

실에는 다양한 성향의 남녀가 존재하게 마련이고,생물학 성별만으로

상호 계를 규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다.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이는 조선 후기 사회에서도 외가 아니었던 것

141)류 경,「 웅소설의 장르 습과 여성 웅소설」,『고소설연구』 12집,2001,19-3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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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수 있다.<옥루몽>과 <하진양문록>의 서사 실 층 를 형성하

는 작 실은 이러한 경험 실의 반 으로 이해할 수 있다.

(3)신분 경계의 불분명화

  <숙향 >과 <구운몽>에서 천상계는 사족 심의 신분 질서를 옹호하고

그러한 신분 이념의 기반 에서 인물들의 혼인 서사를 개하기 해 도

입된 것이지만,실제로 천상계의 개입을 통해 구체 인 세부 서사가 구성

되는 양상은 좀 더 복잡하다.

우선,천상계와 가장 활발히 교섭하는 것이 하층 사족에 속하는 인물이

라는 이 에 띈다.숙향과 양소유는 모두 한미한 가문 출신의 하층 사

족들이다.이들은 지상계의 실 논리로는 재상가와 혼인하기 어려운 처

지이다.그러나 천상계는 이들과 가장 분명한 계를 유지하며 상층 벌열

사족과의 혼인이 실 되도록 한다.그리하여 작품의 서사 개는 단순한

사족 간의 유 가 아닌,하층 사족의 신분 상승과 벌열화 과정에 을

두게 된다.

<숙향 >에서 후토부인,화덕진군,마고할미 등과 긴 히 하는 인물

은 숙향이다.숙향은 다양한 천상계 존재들에게 도움을 받아 이선과의 혼

인에 이른다.후토부인과 화덕진군은 숙향이 혼인할 나이가 될 때까지 그

를 안 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 고 이후 마고할미가 이선과의 결연을 주

선한다.앞에서 이미 살펴보았듯이 마고할미는 랑새로 변신하여 둘 사이

에서 소식을 하기도 하고,청삽살개를 통해 숙향이 이선의 부모와 면

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마고할미는 숙향의 혼사 과정에서 마치 친어머니

와도 같은 역할을 하며,혼인이 성사된 뒤에도 숙향이 시가에 잘 정착하고

시부모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비해 둔다.

마고할미를 비롯한 천상 존재들의 도움에 힘입어 숙향은 이선과 불가

능한 것만 같았던 혼인을 하게 된다.상당히 격 인 신분 상승이 천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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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이는 곧 ‘사(士)’계층의 본질을 가장 온 히

보존하고 있는 산림처사 계층의 인물이 벌열가에 편입되는 과정이기도 하

다.숙향은 본래는 학덕으로 이름 높았던 운수선생의 후손으로서 학문과

도덕성의 명망을 바탕으로 유지되는 ‘사’의 신분 정체성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다.하지만 이선과 혼인하고 국 왕비의 자리에 오르는 과정에서 벌

열·황족 가문의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본래의 정체성을 잃게 된다.

천상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서사 구성의 실제 과정은 숙향이 처사 김 의

딸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선의 아내,이상서의 며느리가 되게 하는 것

이다.이상서는 앙 정계에 진출하여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재상이고,

이선 한 과거를 통해 아버지와 같은 길을 밟고 있는 인물이다.더욱이

이선은 황제의 아우인 양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황족의 일원이 되기까지

한다.숙향이 지방에서 학문과 인품으로 명망을 얻고 있던 김 의 딸이라

는 정체성을 잃고 이선의 아내가 된다는 것은, 앙 정계로부터 독립 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던 사족 본연의 정체성을 상당 부분 잃어버림을 의미한

다.

황후의 병을 고칠 약을 구하기 해 선계 여행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데

서도 알 수 있듯이 이선은 황제에게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앙 집권

세력의 일원이다.이는 천자가 내린 명패와 벼슬을 굳건하게 사양한 채 산

에 숨어 일생을 마쳤던 숙향의 조부 운수선생의 모습,패물이 없어 혼인

을 못할 정도로 가난했지만 뛰어난 문장으로 인해 사돈 집안으로부터 오히

려 공후장상보다도 더 존경을 받았던 숙향의 아버지 김 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결말 부분에서,낙향해 있던 숙향의 친부 김 은 이선 부부를 따라 황성

으로 올라와 앙의 직을 제수 받는다.142)조정이 혼란스러워지자 벼슬

을 사양하고 물러나 있던 양부 장송도 숙향과 이선을 따라 서울로 올라와

142)정신문화연구원A본의 경우 김 은 숙향과 재회한 뒤 스스로 “우리 귀히 되기는 다

희 덕인니 경셩의 가셔 도모야 우리를 슈히 가게 라”(162)고 부탁하기까지 한다.이

하 정신문화연구원A본의 인용은 김진 ·차충환 편 ,『숙향 집』 1,박이정,1999,

373-481면을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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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승상 직을 맡는다.숙향과 이선은 왕이 된 이상서의 궁 에 김

과 장승상의 집을 짓고 세 부모를 함께 모시는데,여기에 양왕의 딸인

매향까지 이선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와 일가는 당 최고의 부귀 화를 자

랑하게 된다. 숙향과 매향의 자녀들도 모두 황족과 혼인하며 고 의 자

리에 오른다.

이처럼 <숙향 >에서 사족의 존엄성은 벌열과 외척 가문의 부와 명 로

차츰 변질된다.이는 재물이나 직과 같은 세속 요소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사(士)’본연의 사회 명성과 상은 더 이상 유지되기 못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표면 으로는 사족의 존엄함,고귀함을 내세우지만 실

제로는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이 변질되어 가는 과정이 그려지는 것이다.

사족을 독자 인 사회 계층으로 특징짓는 기 은 불분명해지고 그들이 추

구하는 본질 가치도 모호해진다.천상계는 사족 심의 신분 이념을

화하기 한 장치로 작품에 도입되었으나,천상계를 심으로 이루어지

는 작품의 실제 서사 개는 그러한 신분 념으로 수렴되지 않는다.오히

려 천상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감한 서사 개는 그러한 신분 담론의 틀

을 벗어나 사족 계층이 처한 사회·정치 상황의 변화를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는 인물 묘사에서도 마찬가지다.천상계를 통해 존엄성을 부여받는 것

은 사족 계층의 인물들이지만,실제로 천상계를 배경으로 구체 인 인물

묘사가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사족다운 지성과 품 보다는 인간 본연

의 평범한 감정과 욕망이 부각됨을 알 수 있다.지상계 신분 질서를 의

식하지 않아도 무방한 자유로운 인물 묘사의 장으로서 천상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슉향이 짓거 쳥됴를 라 곳다다르니 옥연 가온구실를 뭇고 그

우의 각을 지어시되 산호 의 로 셔왕모 집이라 셧거날 (...)보살

이 졀문 션 을 뒤의 세우고 뎨게 뵈온뎨 그 션 을 불 가라

을아 인간 미 엇더뇨 소를 본다 그 션 니 국궁여 사례더라 항

아 옥뎨게 엿오되 소네 번 쥭을 을 지오니 귀와 복녹을 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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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셔 데 즉시 북두칠셩을 명여 슈칠십을 졍고 두 아달과 이며

복녹을 갖 졈지시되 두 아은 졍승이 되게 고 은 황후 되게 후의

소를 명반도 두 와 게화 가지를 을을 쥬라 시거날 소명을

밧와 마지못여 손의 반도를 옥반의 담아들고 게화를 고 을을 쥬니

그 션 니 두손으로 바드며 이윽히 소를 쥬어 보거날 소그 모든 즁의

붓그러워 몸을 도로힐 제 슉향의 옥지환의 진쥬 러지거날 슉향이 쥿고져

더니 그 션 니 발셔 손의 어거날 (上:61-64)

요지연 꿈에서 소아와 태을선은 얼굴을 마주하고 꽃과 과일을 주고받는

다.더욱이 태을선은 숙향의 외모를 살피기까지 한다. 태을선은 소아가

떨어뜨린 진주를 먼 주워드는데,이는 소아에게 감정을 달할 기회를

엿보는 행 라고 할 수 있다.143)미혼 남녀가 상면(相面)하여 물건을 주고

받고,처음 만난 자리에서 은근히 호감을 표 하는 행 는 사족의 법과

는 거리가 멀다.

숙향은 이화정에서도 바느질과 자수에 몰두하고 이선에게도 육례를 갖춘

혼인을 요구하는 등,환경의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사족으로서의 자의식을

견지해 온 인물이다.그런 숙향이 여러 선 과 선녀들 앞에서 은 남성의

심을 받는 모습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다.그러나 천상계에서 월궁소아는

애 에 태을선과 을 지어 화답하고 옥황상제의 월연단을 몰래 훔쳐 그에

게 주었다가 인간 세상으로 쫓겨 온 인물이다.이들의 만남은 지극히 인간

인 감정과 욕망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이다.

숙향과 이선은 지상계 강 후에도 이러한 천상계에서의 신을 비교

분명하게 유지하고 있다.숙향의 경우 간 간 몇 차례 선계를 방문하는

목에서 후토부인,동해 용녀 등으로부터 월궁소아로 우받으며 그곳에

서의 기억을 잠시나마 회복하곤 한다.그리하여 어린 여자아이인 숙향이

선계를 방문할 때면 몸은 그 로인데 기억과 의식은 어른의 것,즉 월궁소

143)정신문화연구원A본의 경우 보다 구체 으로,태을선이 소아를 희롱하고자 하 음이

서술되어 있다.“니션이 복지고 두 으로 바드며 선녜를 얼푸시 보니 션녜 붓그려 몸

를 두루 졔 의 옥지환의 진계하의 걸여 션의 압헤 러지거가마니 

으로 고 다시 희롱코쟈 더니”(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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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의 그것을 되찾게 되는 상이 발생하곤 한다.

쳥됴 오리를 물고 손등의 안커날 슉향이 곱푸물 견지 못여 그 

오리를 먹으니 니 말고 불 졍신니 식식며 몸의 향진동더라 이

러나 그 가난 로 라 두어 고를 넘어가니 산곡의 궁궐이 잇난

그 큰 문으로 드러가거날 슉향이 라 드러가니 게집이 마조 나와 슉향

을 안고 드러가 큰 젼의 노흐니 부인니 머리의 화 을 쓰고 황 교 의

안다가 슉향을 마팔을 어 동편 옥 교 의 좌를 졍거날 슉향이 아

모리 할 쥴 모로고 다만 울 분니러니 부인 왈 션녀 인간의 나려와 더러온 물

을 만니 먹어시졍신니 밧귀여 젼일을 모로나이다 션녀를 명여 경을

드리라 션녀 만호잔의 호박를 밧쳐 잇실 갓탄 것슬 부어 드리거날 바

다 먹으니 맛신 졋맛 갓고 가향긔롭더라 먹은 후의 쳔일과 인간의 나려

와 부모 일코 바이며 고난 일을 일일이 알고 몸은 비록 아나 마음은

어런니라 (上:15-16)

이러한 선계 방문은 꿈을 통해서 이루어지고,그나마 방문 후에는 특

이한 과일이나 차를 먹고 기억이 단 되기 때문에 천상계에서의 기억이 지

상계 숙향의 삶에 직 향을 미치지는 못한다.하지만 선계 방문을 통해

숙향이 천상계 월궁소아의 면모를 유지한다는 은 반복 확인된다.

요지연 꿈 장면은 이를 좀 더 확실히 보여주는 목이다. 생의 공간이

었던 천상계를 직 방문하 고,꿈을 깬 뒤에도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다

는 에서 요지연 꿈은 이 의 선계 방문과 양상이 다르다.더욱이 숙향과

이선이 꼭 같은 꿈을 꾸었고,꿈을 꾸고 난 뒤에도 요지연에서 주고받았던

구슬이 남아 있어 두 사람의 만남을 매개한다.이선과 숙향이 꿈속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며,꿈에서 얻은 구슬을 매개로 서로 만났을 때 낯설게 느끼

지 않았다는 것은 두 사람의 지상계 형상에 천상계 태을선과 월궁소아의

모습이 겹쳐 있음을 말해 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상을 숙향과 이선의 무의식 속에 심어진 자기

원형 탐색 과정으로 해석한 바 있다.144)본고에서는 천상계에서의 인물 형

상과 지상계 인물 형상을 무의식 자아와 의식 자아의 계로 특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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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는 없다고 보지만,어 든 만나본 일이 없는 상 에 한 무조건

인 갈망을 갖는다는 것은 지상계 인물 형상들 속에 천상계에서의 형상이

지속됨으로 인해 일어나는 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천상계에서의

본래 형상이 재 되면서 숙향과 이선은 자유롭게 감정을 표 하고 그에 따

라 행동하는 평범한 남녀로,즉 월궁소아와 태을선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구운몽>에서도 천상계는 유사한 작용을 한다.남녀 간의 결연을 주

하는 월 섭리는 처사의 아들인 양소유를 심으로 개된다.홀어머니

슬하에서 가난하게 자란 양소유가 도인을 만나 신비로운 퉁소와 거문고를

달받고 이것을 이용해 황족 벌열가의 여성과 결연하게 하는 것이

월 섭리의 작용인 것이다.그 과정에서 양소유가 본래 지니고 있던 선비

로서의 정체성은 약화된다.양소유의 아버지인 양처사는 “ 뫼히 네 녁

흐로 두고 시믈이 구븨지어 흐 발와 집이 슈 이

의”(1:27-28)이어져 있는 시골에서 수도하던 인물이고,득선(得仙)하여 속

세를 떠날 정도로 담박한 풍모를 지니고 있었다.그러나 양소유는 황성으

로 올라와 과거에 응시하고 앙 정계에 참여할 뿐 아니라 천상계의 도움

으로 재상가의 딸,황제의 이와 연이어 혼인하며 부귀한 벌열과 외척 신

분을 획득한다.

토번의 난을 진압하고 제후의 자리에 올라 두 공주와 혼인한 뒤,양소유

는 황제의 궁궐을 빌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낙유원 사냥 모임에서 월왕

과 더불어 풍류를 즐기는 등 완연히 황실의 일원으로 자리잡는다.그리하

여 가난한 처사의 아들이었으나 훌륭한 학문 재능으로 명망을 얻었던 양

소유의 본래 모습,태후의 혼인 요구에 당당히 항거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만다.그 다면 <구운몽>에서 천상계를 심으로 개되는 양소유의 격

인 입공(立功)과 신분 상승의 서사는 기실 사족과 황족의 경계가 불분명

해지며 ‘사(士)’계층 고유의 정체성이 무력화되는 과정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신비한 악기를 통해 남녀가 결연하는 장면들도 양소유의 사족 풍모보

144)조용호,「<숙향 >의 구조와 의미」,『고 문학연구』 7집,1992,256-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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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간 인 감정을 드러내는 데 이 맞춰져 있다.도인이 거문고

와 퉁소는 신비한 소리로써 양소유와 정경패,이소화의 천정연분을 밝

다.이들 악기를 연주함으로써 양소유는 정경패,이소화와 더불어 오직

두 사람 사이에서만 가능한 감정의 내 한 교류를 이루기도 하고,상 할

만한 술 감성의 조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 곡됴타니 쇼졔 낫빗곳치고 오내 귀에 일이 소

듯디 못여더니 부진실노 범인이 아니로다 이 곡 웅이 만나디

아니여셔 을 믈외 텨 방탕가온튱의 긔운을 먹음어시니 이

아니 듕산의 능산이니잇가 강이 화를 만나 동녘 져의 쥭을 졔 빗

도라보며 곡됴타고 원효리 날려 능산을 가치라 거앗겨 뎐티

아녀더니 이제 능산이 텨디다 니 사뷔 벅벅이 강의 보시도다

양이 피셕여 답쇼져의 혜시믄 양이라도 디 못리로소이다

빈되 스의게 드니 이톄로 니더이다 (1:97-99)

측텬황후 시졀 셔녁 진국이 옥 퉁쇼공하니 졔되 극히 긔묘아모

도 리 업더니 공 의 션녀만나 곡됴 젼니 세샹 사은 아니 업

나 공양 퉁쇼블면 모든 학이 려와 춤추니 태후와 샹이 긔이히

여 진 목공의 농옥의 일을 각여 쇼부마어드려 시

고로 공임의 댱셩엿시오히려 하가업더니 이 연이 월하의셔

곡됴부러 쳥학 을 질드리더니 곡 티며 그 학이 라 옥당으로

가니 궐듕 사이 셩히 뎐양상셰 퉁쇼부러 션학을 리게 다 니

텬이 말을 드시고 공쥬의 인연이 이곳의 닛 아샤 (2:84-86)

악기 연주를 통한 감정의 소통과 조화는 세 남녀의 결연 과정에서 요

한 역할을 한다.신분의 고하(高下)나 그에 걸맞는 법의 문제는 사라지고,

인간 인간으로서 얼마나 깊이 있는 내면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화 되는 것이다.비록 <숙향 >에서처럼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에서 인

물들이 천상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인물들

의 감성을 극 화하는 신비로운 음악을 통해 지상계 인 신분 논리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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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인 간의 내면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145)

본래 남악 형산에서 성진과 팔선녀의 인연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인간 세상에 와서도 여러 여인들과 양소유

는 그러한 인간 욕망에 따른 결연을 한다.정경패,이소화의 경우 지체가

높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과는 달리 법도에 따른 정식 혼인 차

가 진행되지만, 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천상계는 그러한 법 차가 진행

되기 이 에 먼 남녀 간의 내면 교류를 발하며 인물들의 개인 감정의

측면을 부각한다.

그러므로 <숙향 >과 <구운몽>에서 천상계의 설정은 사족 심의 신분

념을 옹호하기 한 것이라고만은 볼 수 없다.천상계의 개입으로 하층

사족인 숙향,양소유와 벌열가 출신인 이선,정경패의 혼인은 극 으로 성사

되고 이어서 이들 부부가 다시 황족인 매향,이소화와 결합하는 과정까지도

순조롭게 진행된다.이러한 천상계의 섭리를 빌려 실 되는 것은 정확히 말

해 하층 사족의 벌열화,황족화이며 이 과정에서 사족의 독자 상은 불

분명해진다.

남녀의 결연이 일정한 신분 질서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거시 서

사구조와 인물 계의 설정이 념 신분 이념의 산물이라면,이를 넘어

서 개인 간의 자연스러운 내면 교류를 부각하고 신분 경계의 불분명성을

나타내는 서사 구성과 인물 묘사는 경험 실의 모습에 가깝다.남녀 간

의 호감이 신분 질서의 틀 안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특히 17

세기 이후 조선 사회에서 소설의 담당층이 처한 실에서는 신분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좀 더 상세한 논의는 뒤로 미루어

야 하겠으나,어 든 <숙향 >과 <구운몽>의 서사 실 층 는 사족을 특

권화하는 념 이데올로기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145)특히 거문고 연주는 정경패와 양소유로 하여 혼인 에 면하고 화를 나 게 한

다는 에서 사족의 법 규범에서 벗어난 것이다.이 은 선행연구에서도 지 되어 왔

고,<구운몽>의 탈 세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한 측면으로 논의되어 왔다.본고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에 공감하면서,이러한 남녀의 교류가 천상계에 의해 유도된다는

에 유의하여 천상계의 작 역할을 다른 작품들의 경우와 비교하며 논의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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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두 작품에서 천상계의 역할에 해서는 다른 측면의 논의도 가능하

다.사족 계층이 내 으로 분화되고,소수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사족의 체

의 신분 상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다수의 독자들은 <숙향 >,<구운몽>

과 같은 작품을 읽으면서 벌열에 한 선망 심리를 표출하고 그들과 같이

되고 싶은 숨은 욕망을 가상 으로나마 충족하 을 수 있다.실제로는 <사

씨남정기>의 교채란의 에서 보듯 몰락한 사족 가문의 여성은 벌열가의

첩이 되었던 것이 당 의 실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소설을 통

해서는 상층과 하층의 사족 남녀가 등한 계로 혼인하는 꿈을 실 할

수 있었을 터이다.요컨 <숙향 >과 <구운몽>의 서사 실 층 는,사

족 계층의 해체 과정을 그림으로써 당 의 경험 실을 반 하는 한편

하층 사족의 벌열화 과정을 나타냄으로써 독자층의 내 한 욕망 한 투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자질 심의 가문 질서 재편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에서 천상 존재들의 몽과 음조는 가

문 내에서 가부장에 비해 상 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총부(冢婦)와 차

자(次子)에게 집 된다.<사씨남정기>에서는 유씨 가문의 총부이면서,가

부장인 유연수의 어리석음으로 부당한 시련을 당하는 총부 사정옥이 천상

계의 지지를 받으며 가문의 기 극복 과정을 주도한다.<창선감의록>의

경우 역시 가부장인 화춘의 잘못으로 고난을 겪는 차자 화진이 천상계의

도움으로 가문의 내 갈등과 외 기를 해소한다.사정옥과 화진은 지

상계의 종법 가문 질서에서는 유연수와 화춘에게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

는 처지이지만,천상계의 월 섭리에 의해 서사 개의 구심 인물로

부상한다.

한 천상계의 개입 시 도 사정옥과 화진이 가문의 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가 될 수밖에 없도록 조율되어 있다.<사씨남정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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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옥은 몽한 시부모 혼령의 지시에 따라 장사(長沙)행 배에 오름으로

써 유씨 가문으로부터 수년 간 멀리 떨어져 있게 된다.사정옥은 시고모인

두부인의 집을 목 지로 삼아 배를 타지만 음보살의 인도로 묘희를 만나

군산사 수월암에서 지내게 되고,이로써 약 칠년간을 시가와 완 히 단

된 채 생활한다.그리고 이로써 유씨 가문에 닥친 화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천상계의 힘은 사정옥이 요행히 교채란의 모함과 유연수의 오해를 피해 가

문에 머물도록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오히려 어떠한 경우에도 가문을 떠

날 의사가 없는 사정옥으로 하여 유씨 가문에서 최 한 멀리 떠나 있도

록 만들어 이후의 활약을 비하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

만약 사정옥이 장사에서 두부인을 만났다면 유연수의 유배 소식을 달

받았을 것이다.교채란은 제사 받드는 일과 두 아들을 돌보는 일을 핑계

삼아 유연수로 하여 홀로 유배지에 가게 하 지만,사정옥이라면 어떻게

든 유연수의 뒤를 따랐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창선감의록>에서 남

어사의 부인 한 씨가 남 어사의 유배길에 동행하 듯,사정옥도 비슷한 선

택을 하 으리라고 상할 수 있는 것이다.설혹 유배지인 행주까지 동행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만약 사정옥이 두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었다면

동청에게 쫓겨 기에 처한 유연수를 그처럼 홀로 구하는 극 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들에 주목할 때,천상계의 섭리는 사정옥을 유연수의 횡포로부

터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도리어 사정옥이 유연수를 기에서 구하는 유

일한 주체의 역할을 하도록 작품의 세부 서사 구성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이는 천상계를 막연한 권선징악 서사구조의 실 수단으로만 보아

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 다.지상계의 서사 개에 개입하는 구체 인

방식과 시 을 살펴볼 때,<사씨남정기>에 천상계가 설정된 목 은 총부

사정옥이 가부장 유연수를 넘어서 가문의 심인물로 부상하게 만드는 데

있다.146)<사씨남정기>의 거시 서사구조는 유씨 가문의 기 극복 과정

146)박일용,「<사씨남정기>의 이념과 미학」,『고소설연구』 6집,1998,217-245면에서

는 천상계가 가부장제의 이념과 실 간 간극을 낭만 으로 해소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고 악하 다.본고에서는 이에 공감하면서도,다소간 을 달리하여 총부 사정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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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할 수 있지만,그러한 서사구조가 실 되는 세부 서사 구성의 논리

는 사정옥 개인의 탁월한 자질이 리 인정받도록 하는 데 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실제로,백빈주 사건을 환 으로 유씨 가문에서 사정옥의 상과 권한

은 크게 강화된다.유연수는 과거의 독선을 반성하며 사정옥에게 사죄하며,

사정옥이 요구하는 로 가묘(家廟)에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부인을 다시

맞이하는 을 올려 사정옥의 명 가 회복되도록 한다.이후 유연수는 부

인의 조언에 따라 처신하며,사정옥은 그간의 덕행이 리 알려져 황후의

인견을 받고 교훈서를 술하는 등 독자 인 사회 명성을 얻게 된다.뛰

어난 재능과 인품을 갖춘 사정옥이 그에 합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가문 안 의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다.

실상 천상계는 사정옥이 처음 유씨 집안과 정혼할 때부터 서사 개에

개입하기 시작한다.사정옥은 음화상에 찬문을 지은 일이 계기가 되어

유씨 집안과 인연을 맺는데,이 음보살은 이비의 혼령과 더불어 사정옥

을 돕는 천상계 존재이다.지상계에서 가문을 조직하는 공식 원리는 부

계 종법주의이지만,사정옥을 둘러싼 천상계의 섭리를 통해 부각되는 가문

구성의 원리는 혼인에 의한 여성 구성원의 편입이다.부계 통을 심으

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부장권의 계승 원리뿐 아니라,혼인 계를 통해 구

축되는 모계의 형성도 요함이 천상계를 통해 암시된다.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도 천상계는 지상계의 가부장 심 논리를 탈피

하여 사정옥 개인의 도덕성을 객 으로 조명하는 서술 을 제공한다.

유연수의 오해로 인해 시가로부터 폐출되고,시부모의 묘소에 의지하여 생

활하려던 계획마 여의치 않게 되자 사정옥은 삶의 의미를 잃고 망에

빠진다.시고모인 두부인의 집을 찾아가지만 만날 수 없게 되었을 때,꿈속

에서 황릉묘를 방문하여 아황과 여 에게 하소연하는 사정옥의 말에서 그

러한 망을 읽을 수 있다.이 목에서 사정옥은 한 인간의 가치는 그가

심으로 개되는 천상계의 섭리를 가부장제의 개선과 변화를 추진하는 작가의 잠재

의식의 발 으로 이해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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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집단에 의해 결정되며,집단을 다스리는 지배 권력의 평가에 의해 측

정된다는 생각을 내비친다.군왕에게 버림받은 굴원의 삶이나,남편에게 외

면당한 장강과 반첩여의 삶은 실패한 삶이라 여기는 것이다.그리하여 자

신도 오명(汚名)을 쓰고 시가로부터 쫓겨난 이상 자결할 수밖에 없다고 주

장한다.

낭낭의 하교가 이러하시니 천첩이 속마음을 털어놓겠습니다.첩은 실로 어리

석어서 ‘천도(天道)는 공평하여 오로지 선한 사람과 함께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보니 참으로 그 지 않습니다. 로부터 충성스러운 신하와 의

로운 선비로서 참혹한 재앙을 당한 자로는 오자서와 굴원은 말할 것도 없습니

다.시험삼아 여인의 경우를 들어 말 드려 보겠습니다. 나라 때 장강은 시

인이 그 아름다움과 덕을 칭송하 고 공자는 장강의 시를 기록하여 후세 사람

들이 본받게 하 습니다.장강은 재주와 덕이 이처럼 아름다웠는데도 참소하는

말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장공에게 박 를 당하 습니다.한나라 때 반첩여는

로써 임 을 섬기며 함께 수 를 타는 것도 사양하 고,지혜롭게 자신의 몸을

보 하고자 태후를 양하기를 자원하여 옛 선비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만 조

비연의 질투로 인해 장신궁에서 한을 품고 지내야 했습니다.이 두 사람은 매

우 분명한 경우거니와,그밖에 부와 열녀로서 화를 당한 사람들을 한 어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첩은 본래 한미한 가문에서 자란 여자입니다.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의 지나친 사랑을 받고 자라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유소사께서는 매 의

말을 잘못 들으시고 이에 육례를 갖추어 를 며느리 삼으셨습니다.첩에게는

분수에 넘치는 일이었습니다.첩은 이른 아침부터 깊은 밤까지 두려워하고 삼

가며 마치 얼음을 밟듯 깊은 못에 임하듯 큰 잘못이나 없기를 바랐습니다.하

지만 소사께서 돌아가신 뒤로 집안 일은 크게 어그러지기 시작하 습니다.첩

의 한 몸은 남산의 나무를 다 사용하더라도 그 죄상을 기에 부족할 것입

니다.동해의 도를 기울여 사용하더라도 그 오명을 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얼굴을 가리고 시 문을 나왔고 물을 뿌리며 시부모님의 묘소를 떠났

습니다.종 은 인간세상을 멀리 하 고 길은 소상강에서 막 버렸습니다.하

늘에 울부짖었지만 들어 주는 이가 없었고 땅을 도 들어갈 곳이 없었습니다.

이에 천길 연못가에서 한 기 목숨을 버리려 하 던 것입니다.비록 벌 같은

미물이라도 어 첩과 같이 곤궁한 경우가 있겠습니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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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황과 여 은 이러한 사정옥의 생각을 “편 (褊急)”하다고 반박

하며 사정옥에 한 천상계의 평가를 말해 다.아황과 여 은 천상계에

서는 특정 국가나 가문을 옹호하는 편향된 논리는 통하지 않으며,모든 개

인은 보편 기 에 의해 개별 인 평가와 보상을 받을 따름이라고 설명한

다.천상계의 시각에서 볼 때 가부장과의 계는 한 인물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는 데 요한 기 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가 굴원이 하늘에 질문한 일을 본받고자 하시니,내 마땅히 조목조목 하

나씩 말 드리겠소.오나라 왕은 패하고 나라 회왕은 혼암하여 하늘에 죄

를 지었기에 하늘은 바야흐로 두 나라를 복시키려 하고 있었소.자서와 굴원

이 쓰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사세가 그러했던 것이오.어 하늘이 두 사람을

미워하 겠소?

만약 장공이 장강의 보좌를 받았다면 나라는 반드시 나라 장왕이 달성했

던 패업을 이루었을 것이고,성제가 반첩여의 경계하는 말을 들었다면 한나라

는 반드시 주나라 선왕 때의 흥에 도달하 을 것이오.그러나 두 임 은 어

리석어서 하늘이 내리는 복을 받기에 부족하 소.그러므로 두 부인이 자연히

버림을 받았던 것이지요.

하늘은 이미 오나라와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라와 한나라를 쇠잔 하여

네 임 의 죄를 다스렸소.그러나 네 사람의 신하들은 그 덕행과 명성과 개

를 아름답게 이룰 수 있었소.백 번을 단련해야 좋은 쇠를 얻게 되고 추 가

온 뒤에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가치를 알 수 있는 법이니,그들의 성취한 바는

탁월하여 해와 달처럼 빛나는 것이었소.그런즉 네 사람이 생 에 곤궁하 던

것은 한 때요 사후의 은 만세토록 이어졌소.천도가 밝고 밝으니 어 어

147)娘娘下敎及此,賤妾庶暴中情.妾實愚迷,但 ,天道無私,惟善是 .以今視之,大有不然.

自古,忠臣義士被慘禍 ,如伍胥屈原無論已.試就女子 之.衛莊姜,詩人 其美而有德.孔

子 其詩,使後世爲.才德之美如此,而困於讒 ,被莊公之薄待.漢之班婕妤,以禮事君,辭

之同輦.以智保身,願奉養太后,爲先儒所褒,而遭趙飛燕之妬,抱恨長信宮.此兩人,乃彰

明 著 也.其他賢婦烈女之遇災禍,又曷可勝記哉.妾本寒微家女子,早失嚴親,慈母過愛,

全無所學.劉 師誤聽媒妁之 ,爰具六禮,取以爲子婦.於分過矣.妾夙夜畏愼,如履氷臨淵,

庶無大罪.而 師棄世,家事大謬.妾之一身,雖罄南山之竹,不足以書其罪狀.傾東海之波,

不足以洗其惡名.乃掩面而出夫家之門,灑淚而別 姑之墓.跡遠人世,路窮瀟湘,呼天而莫

聞,鑽地而莫入.玆臨千丈之淵,欲捐一縷之命.雖昆蟲之微物,豈有如妾之困窮 哉.

(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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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이 있겠소?(...)

부인은 어 유독 이처럼 편 한 말 을 하시오?부인은 비록 더러운 이름이

몸에 끼쳤다고 말 하고 계시지만,이는 마치 뜬 구름이 넓은 하늘을 잠시

하고 있는 것과 같소.148)

의 인용문에서 아황과 여 은 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상계 집단의 지배 권력이 아닌 하늘임을 상기시킨다.이들에 따르면 장

공과 성제가 아내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 임 들을 버린 것이며,

장강과 반첩여의 훌륭한 인품에 해 하늘은 별도의 합당한 보상의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다.그러므로 자신의 처지를 비 하는 사정옥의 말은 무도

편 한 것이며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피상 으로 단하는 말이라고 타이

른다.

천상계의 시각에서 볼 때 국가나 가문을 단 로 한 지상계의 집단 삶

은 허망한 것이며,어떤 국가나 가문도 원히 지속되지는 못한다.권력을

가진 자가 잘못 처신하면 국가나 가문은 언제든 멸망할 수 있고,유연수

집안의 경우처럼 선 의 유택이 남아있는 경우 일시 인 징계 정도로 재앙

이 그치기도 하지만 원칙 으로 하늘이 특정 가문을 옹호하는 일은 없다.

하늘은 개인의 훌륭한 행 에 해서는 집단의 흥망성쇠와는 상 없이 그

에 하는 보상을 보장하며,각 인물을 상호 등하고 독립 인 도덕 주

체로 우한다.아황과 여 의 발언은 이러한 천상계의 에서 사정옥의

존재 가치를 평가함으로써 그의 도덕 인격과 자질이 객 으로 조명되

도록 해 다.이념 재 층 에서는 가문 내 기반이 확고하며 가부장제

이념을 표방하는 주동인물인 사정옥,유연수와 반동인물인 교채란,동청,

냉진의 차이가 부각되었으나,서사 실 층 에서는 사정옥과 유연수의 개

148)君欲效屈原之問天也,吾當條列 之.吳王之狂悖,楚懷之昏暗,得罪於天,方欲傾覆二國.

子胥屈原之不能見用,事勢然也.豈天之憎二子乎,使莊公得莊姜之補佐,則衛必成楚莊之霸

業.成帝聽班姬之警戒 則漢必致周宣之中 .而二君愚暗,不足以受天之福,故二夫人自然疎

棄.天旣覆滅吳楚,衰殘衛漢,以治四君之罪.而於其四臣,則玉成其德行名節.百鍊而見精金,

歲寒而知松柏,其所成就卓然, 日月爭光.然則四人 ,生前之困一時,而身後之榮萬世.天

道昭昭,寧有僭哉.(...)夫人何獨如是褊急也,夫人雖自 汚名在身,而此如浮雲之點太空.

(29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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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자질의 격차가 보다 선명히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이에 앞서 사정옥을 찾아온 시부모의 혼령도 아황,여 과 비슷한

논리를 설 한다.유연수는 사정옥을 폐출하 으나 자신들은 여 히 사정

옥을 며느리로 여기며,교채란을 총부로 삼은 유연수의 결정과는 무 하게

그는 여 히 유씨 집안의 총부로서 합당한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베개에 기 어 선잠이 들었는데 홀연 어떤 사람이 들어와 말하 다.

“노야와 노부인께서 부인을 부르십니다.”

사씨가 을 들어 보니 에 소사께서 부리시던 여종이었다.(...)

“내가 일 세상을 떠나 미처 신부와 서로 만나보지 못하 구나.머리를 들어

나를 자세히 보거라.내가 비록 죽은 사람이지만 신부가 내 아이와 함께 사당

으로 오를 때마다 참으로 기뻤단다.본래 술은 마시지 않지만 신부가 올리는

잔은 취하도록 마시지 않은 이 없지.이제 음부인 교씨로 하여 나의 제사

를 받들게 하니,내 어 차마 그것을 흠향하겠느냐?신부가 집을 떠난 뒤로

나는 한 번도 사당에 가지 않았다.오직 여기에 머물면서 신부의 몸에 의지하

고 있었지.이제 신부는 다시 먼 길을 떠나야 할 것이다.비록 하늘이 정한

운명이라고는 하지만 내 마음이 어 슬 지 않겠느냐.”149)

한편 <창선감의록>에도 시가로부터 핍박받는 남채 이 천상계에 의해

로와 지지를 받는 장면이 있다.화진의 부인인 남채 은 조월향의 계교

로 독살 당했다가 음보살의 지시를 받고 온 청원 니고에 의해 회생하는

데,소생 직후 ‘죽었어야 할 사람을 왜 살려내어 계속 고통을 겪게 하느냐’

며 청원을 원망한다.이에 청원 니고는 남채 에게 모든 것은 앞으로 그녀

를 더 크게 쓰임 받게 하기 한 천명이라 설명하며,그녀의 인격 가치

는 시가로부터의 평가나 우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것임을 깨우쳐 다.

149)依枕假寐,忽有人,自外來曰, 爺 夫人,召夫人矣.謝氏擧目視之,乃前日 師所使令之

婢子也.(...)吾早棄世,不及 新婦相見, 擧頭以熟我貌也.吾雖作泉下人,每新婦 吾兒上

祠,余必誠喜,雖本不飮,於新婦所薦,則未嘗不醉也.今使喬家淫婦,奉我祭,吾何忍顧享,

自新婦去家,吾未嘗一之祠 ,惟在此,而依新婦之身.今新婦又 遠行,雖本天數,吾心寧不

悲哉.(27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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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청원의 꿈에 음보살이 나타나서는 단약 세 알을 주며 말했다.

“모월 모일에 남채 부인이 제 명을 리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니 는 그

날 밤 사경(四更)에 소흥(紹 )보림산 남쪽 기슭 아래로 가서 기다리다가 구

하도록 해라.”(...)

“제가 그 때 모질게 견디면서 부모님을 따라 죽지 못하 기 때문에 하늘이

필시 의 불효가 괴로워서 오늘의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박명한 사람이라

오직 죽어서야 걱정을 잊을 수 있는데,선생님께서는 괜히 자비를 드리우셔서

죽어야 다행인 사람으로 하여 괴로운 세상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은혜가

아니라 원망할 일입니다.”

청원이 웃으며 말했다.

“부인,이는 하늘의 명을 잘 모르시는 말 입니다. 로부터 성인들 에는

어려움 없이 세상 이치를 깨달으신 경우가 없었습니다.(...)부인과 같이 지혜

롭고 극히 특별한 자질을 지니신 분이 평안하고 즐겁게만 사시면서 어려운

일을 겪지 않으시고 기이한 일을 당하지 않으신다면 부인의 존재를 알 사람

이 없을 것입니다.그러므로 크고 넓은 하늘은 부인의 덕을 격발하여 크게 이

루고 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까닭에 옛 사람들은 화복(禍

福)에는 때가 있고 욕(榮辱)은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서,거듭하여 실컷 고생

을 하고도 담력은 더욱 굳세어졌답니다.(...)이른바 ‘마음을 움직여 본성을 단

련시킨다’는 것은 남자만이 아니라 부인에게도 그러합니다.”150)

한 천상계 존재의 발언은 가부장 심의 가문의식에 속박된 화진의 형

상에도 균열을 일으킨다.천상계에서 화진의 스승이었던 은진인은,심부인

과 화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신의 처지를 ‘복이 없다[命薄]’고 단정하고 비

하는 화진에게 앞으로 조정에 나아가 임 과 교유하며 리게 될 기쁨,

충성과 효성으로 인해 개인 으로 리게 될 기쁨을 고해 다.가문 내

150)先時,淸遠夢觀音,以丹藥三丸受之曰,某月某日,南夫人彩鳳,當死於非命,汝於其日夜四

更,往待於紹 寶林山南麓下,以救之.(...)吾其時 忍,不能從父母死.故天必痛我之不孝,

而降今日之禍也.薄命之人,惟死可以忘憂,而師姑浪垂慈悲,使幸死之人復生苦之世,且非恩

而怨也.淸遠笑曰,夫人,斯非達命之 也.自古聖人,無有不窮阨而通其道也.(...)以夫人淸

明絶特之姿,平居逸 ,而無危難奇異之聞,則無以知夫人之有無也.故皇天欲激成夫人之德,

而著之於天下也.是故古之人知禍福有時,榮辱無常.飽更風霜而膽益壯.(...)夫所 動心忍

性 ,不獨男子而夫人亦然也.(35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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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벗어난 더 넓은 맥락에서 화진의 인격과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

다.

한림은 이 말을 듣고서는 심히 기뻐 물을 흘리며 말했다.

“ 는 운명이 기구한 사람인데,이런 에게도 형제가 손 맞잡고 옛 노래자

(老萊子)처럼 색동옷 입고 춤추며 어머니께 효도할 날이 오겠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그 의 슬 날은 이미 다 끝났고 장차 즐거운 날이 올 것이오.집안에서는

어머니를 모시며 형제가 화목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바깥에서는 임 과

마음이 통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오.충성과 효심에서 비롯된 복이 오랫동안

이어질 것이라오.”151)

화진은 어머니와 형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곧 좌

감을 느끼고 있었다.그는 높은 직과 주변 사람들의 신망을 두루 리고

있으면서도 어머니와 형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처지를 비

한다.강상죄를 범했다는 명까지 감수해 가면서 형과 어머니를 보호하

려 한 데서 그가 형과 어머니와의 계를 심으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화진은 심부인에게 미움을 사 죽우당에 갇힌 채 굶

주리다가 강상죄의 명을 쓰고 땅으로 유배되는데,이곳에서 그는 오

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생활을 리지만 계속해서 어머니

와 형만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때때로 등나무 지팡이를 짚고 짚신을 신고서는 두건을 젖 쓰고,이슬이 맺

힌 단풍나무 숲이며 그윽한 꽃과 화려한 바 틈에서 휘 람을 불었다.반년 간

이나 갇 지냈던 괴로움을 돌이켜 생각하면 날개 돋힌 신선이라도 되어 하늘

에 오를 듯 시원했다.하지만 한림은 지극히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우애가 깊은

사람인지라 음식을 하면 어머니가 생각났고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형이 그

리웠다.어머니를 생각하며 흘리는 물이 그치지 않았고 형을 그리워하는 마

151)翰林聞此 ,喜甚出涕曰, 生命薄矣,亦能有兄弟接手而舞彩衣之日乎, 人曰,君之悲日

已盡, 日 生,入而有萱 棣華之 ,出而有風雲魚水之歡,忠孝之福,其靈長也哉.(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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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은 로 시가 되었다.다니다가 구름만 도 고향이 그리웠고,자리에 우

면 형제가 함께 이불 덮고 잘 수 없음에 안타까웠다.그래서 울음을 참고 깊이

한숨 쉬며 말하 다.

“내가 만약 하루라도 어머니와 형의 사랑을 받을 수만 있다면 비록 그날 녁

죽는다 해도 한이 없을 텐데.”

그밖에 부귀를 리는 것이나 처자식과 함께 즐겁게 사는 것 등은 모두 뜬 구

름이나 티끌처럼 여겨질 뿐이었다.152)

단지 효성과 우애가 깊다고만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그는 어머니와 형

에게 집착한다.이러한 화진의 심리는 효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

으려는 은 한 욕망의 발 으로도 설명된 바 있거니와,153)그가 자신의 삶

을 오직 가문 심의 가치 에 입각하여 평가한다는 은 분명해 보인다.

한 주변 인물들도 형과 어머니를 해 자신을 희생하는 화진의 행 를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칭찬하는데,이는 그들 한 화진의 가문 심 가

치 을 바람직하게 여기고 있음을 말해 다.

그러나 은진인이 변하는 천상계의 에서는 화진의 존재 가치가 그

처럼 편 하게 평가되지 않는다.화진의 시련은 그가 국가 으로 더 큰 쓰

임을 얻게 되는 과정이며,청원 니고의 말을 빌리자면 그의 타고난 자질을

격발하여 완성[激成]시키기 한 수단이다.

<사씨남정기>와 마찬가지로,<창선감의록>에서도 천상계는 단순히 화

진을 험으로부터 보호하기 한 장치가 아니다.천상계는 화진이 화춘의

어리석음으로 핍박을 당하고 가문에서 쫓겨나 유배를 떠나는 과정에는 개

입하지 않는다.가문에 한 소속감이 강한 화진이 명을 쓰고 멀리 떠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고,화춘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지경으로 가문의 기가 심각해진 뒤에야 이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화

152)有時以藤杖葛履岸巾,嘯傲於玉露楓林之下,幽花錦石之間.回思半年囹圄之苦,脫然若羽

化而登仙矣.然翰林之仁孝出天,友愛根心, 食則思母,遇景則懷兄,南陔之淚未斷,而春草

之句先成.行必瞻狄公之雲,臥必撫姜生之衾.飮泣太息曰,吾若得母親兄丈一日之歡心,則雖

朝暮死而無限也..自餘富貴之事,妻孥之 ,皆似秋雲浮芥耳.(385)

153)이지 ,「규범 인간의 은 한 욕망 :<창선감의록>의 화진」,『고소설연구』 32

집,2011,123-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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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복귀가 이루어진다.화진은 유배 도 에 여러 사람들을 만나 감화를

끼치고,이들의 천거로 서산해의 난에 출 하여 가문의 기를 해소할 기

회를 마련한다.이 시 에 와서야 단 한 차례 나타날 뿐인 은진인의 출

은,천상계가 화진을 주변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해 설정된 것이라기보

다는 도리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의 개인 능력을 극 화하기

한 장치로서 고안되었음을 알게 해 다.

은진인의 도움을 계기로 화진은 화춘의 사면을 이끌어내고 그토록 바라

던 심부인의 인정도 받게 되며 화씨 가문의 실질 가부장 역할을 하게 된

다.화진이 유배된 뒤 화춘은 장평의 계략에 빠져 그간의 죄가 발각되고

옥에 갇히는데,화진을 높이 평가하는 주변 사람들의 배려로 간신히 처형

을 면하다가 끝내 화진의 힘으로 풀려난다.이에 심부인과 화춘은 그간 화

진을 핍박해 온 일을 크게 뉘우치며 축된 모습을 보인다.화춘은 스스로

폐인을 자처하며 손님도 만나지 않고 벼슬도 사양한다. 심부인은 화춘

으로 하여 화진의 아들을 양자로 맞아 종통을 잇게 한다.이는 가문 내

상이나 가부장제 가치 의 내면화 여부에 따라 설정된 이념 재 층

의 인물 간 계 구도와는 달리,서사 실 층 에서는 화춘과 화진의

차이가 보다 강조됨을 뜻한다.조월향,범한,장평이 화춘,화진과 립하는

구도는 약화되고 화춘과 화진의 인격 자질의 차이가 부각되는 것이다.

요컨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에서 천상계는 부계 심,장자

심의 종법 가문 질서에 변화를 래하는 서사 구성을 추동하며 가문

내 지 보다는 개인의 객 인 능력과 인품을 심으로 인물을 형상화하

는 객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가부장이 스스로 부족한 자질을

드러내고 가문의 기를 자 한 뒤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총부 는

차자가 나서서 이를 해소하고 가부장권을 분담하게 되는 과정이 천상계의

힘을 빌려 개되며,이들의 자질을 온당하게 평가하는 보편 서술 시각

도 천상 존재의 발화를 통해 마련된다.

가문을 시하고,부계 장자로 계승되는 종통 논리를 가문 구성의

근간으로 규정하는 서사구조와 인물 계가 17세기 이후 사 부 계층 내부



에서 통용된 공식 이데올로기의 재 이라면,그것을 서사 으로 실 하

는 층 에서 형상화되는 총부나 차자의 주체성은 사 부 가문의 구성원들

이 실제로 경험하 던 실의 문제를 구체 으로 보여 다.소설의 작자와

독자들은 종법 질서에 의해 권을 부여받은 가부장의 권 를 인정하는 것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다양한 실제 인 문제들을 겪었을 것이고,가장과

립하는 총부나 차자의 입장에 공감하는 일도 실제로 드물지 않았을 것이

기 때문이다.154)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으나,<사씨남정기>와 <창

선감의록>의 서사 실 층 는 이러한 담당층의 경험 실 인식과 련

된다고 볼 수 있다.

2.천상계의 양면성에 반 된 담당층의 실과 실 인식

1)지배질서와 경험 실의 모순

여러 작품들에서 이념 재 층 와 서사 실 층 간에 념 가치

과 경험 실 인식의 립이 나타나는 것은 작가가 그러한 두 을 함

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한편으로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국가,가문,사회 질서의 이상을 추구하면서도,다른 한편으로는

그 틀을 벗어난 삶의 보다 다양한 면모들을 발견하고 받아들 기에 한 작

품의 서사세계가 이 성을 띠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념은 작품의 거시 서사구조를 구축하고 인물의 역할을 설정하는 기

을 제공해 주고,경험 실은 이러한 이념 재 의 기획을 세부 인 서

사 구성과 인물 묘사로써 구 하는 데 여한다.이때 양자가 서로 어 나

는 상은,이념의 권 를 빌려 실제로는 경험 실의 가치가 추구되었

던 당 의 사회 구조의 응물이라 할 수 있다.특히 이념 재 의 층 와

154)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으나 컨 계후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혼란,총부권의

행사 범 를 둘러싼 논쟁 등을 그 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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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 실 의 층 가 모두 천상계를 기반으로 하여 동시에 강화되는 상

은,소설이 창작되었던 당시의 사회 모순이 그만큼 심각하 음을 짐작

해 다.

소설이 실의 표면을 단편 으로 반 하는 것이 아니라 심층의 구조를

모방한다는 은 골드만(Goldmann,L.)이 지 한 바 있다.골드만에 의하

면 훌륭한 문학 작품은 작가가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실을 명료하게

인식하여 구조화한 결과물이다.즉 훌륭한 작가는 자신이 소속된 사회 집

단의 ‘세계 (Visiondumonde)’을 명확하게 표 할 수 있고,그가 창작한

작품은 집단의 에서 본 당 의 실 구조를 명료하고도 일 되게 구조

화하여 보여 으로써 집단의 구성원들로 하여 ‘그들이 객 으로 그 의

미를 알지 못하면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던 것을 자각하게’해 다.155)

하지만 작가가 과연 자신이 처한 실의 구조를 왜곡 없이 객 으로

인식하고 이를 그 로 작품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은 논란거리이다.마

슈 가 ‘세계 ’이 아닌 ‘이데올로기’를 작품 생산의 출발 으로 제시한 것

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156) 한 지마(Zima,P.)는 작품을 구성하는 다양

하고 풍부한 요소들은 작가의 단일한 정신 구조로 환원할 수 없다고도 주

장하 다.157)

작가의식의 문제,즉 작가는 과연 작품 창작 이 에 실을 총체 으로

인식할 수 있는가,작품은 으로 작가의 실 인식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좀 더 정 한 논의가 필요한 문제이다.그러나 어 든

작품 내부의 서사세계가 작품 외 세계와 련이 있으며,작품 내 서사세

계의 양면성이 작품 외 세계의 모순과 련된 것임은 인정할 수 있을 것

155)Goldmann,L.,Ledieucaché,송기형·정과리 역,『숨은 신』,인동,1980,24면.

156)홍성호는 골드만의 ‘세계 ’개념과 비교해 볼 때 마슈 의 ‘이데올로기’개념은 작가

가 실을 단지 부분 ·제한 으로만 작품화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을 나타낸다고 설명

하 다.홍성호,「피에르 마슈 와 뤼시엥 골드만의 문학비평과 매개의 문제」,『불어

불문학연구』 33집,1996,729-730면.

157)지마(Zima,P.)는 골드만의 세계 개념이 작품을 구성하는 다양하고 이질 인 요소들

을 하나의 명징한 정신 구조로 통합시키려는 무리한 시도라고 비 하 다.Zima,P.,

Textsoziologie:einekritischeEinfuhrung,허창운 역,『텍스트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아르 ,2001,7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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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 다면 앞서 살펴본 여러 작품들에서 확인하 던 이념 재 층 와 서

사 실 층 의 충돌,즉 념 이데올로기의 형식 속에서 경험 실의

가치와 논리가 형상화되는 상은 어떤 작품 외 상황에서 비롯된 것인지

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국가·가문·사회의 제 역에서 과연 이데올로기 질

서가 화되는 동시에 실제의 삶은 그로부터 속히 이탈하는 경향이 발

생하 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그러한 작품 외 세계의 모

순이 작품 내 서사세계에 반 되는 과정에서 천상계가 어떤 역할을 수행

하 는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작품들은 담당층과 향유 환경이 서로 다르고,다루고 있는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이들 작품들에 나타난 천상계의 역할을 모두 같은

구조로 논의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상계

의 역할과 이를 심으로 구축되는 작품의 구조를 동질 인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작품군별로 향유층의 심사나 소재 역은 다르더라도 란

후 사회 혼란으로 기존의 질서가 동요하고 이에 응하기 해 이념의 강

화가 추진되었던 당 의 상황은 국가,가정,젠더,신분의 제 역에서 크

게 다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러한 근은 고 소설의

여러 작품들에서 천상계가 설정된 이유와 작용 양상을 보다 본질 인 차원

에서 구명할 수 있게 해 주는 장 도 지니고 있다.이에 이하에서는 여러

작품들에서 공통 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천상계의 양면성이 반 하는 당

사회의 본질 모순 구조,즉 사회 제 역에서 두되고 있었던 념

지배질서와 경험 실의 충돌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 <유충렬 >,<소 성 >,<조웅 >에서 거시 서사담론 구축의

근간 논리로 작용한 화이론 이데올로기는 조선 기부터 지속 으로 주

장되어 왔던 념 세계 에서 비롯되었다.주자의 ‘존화양이’ 념은 율

곡 이이 등에 의해 조선에서 극 으로 받아들여져 소 화론으로 발 하

다.158)이는 조선이 주나라 때 기자가 다스리던 기자조선의 계승자라는

158)유성선,「율곡의 화이론 연구 :「기자실기」를 심으로」,『인문과학연구』 34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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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핵심으로 하 고,명나라 멸망 후에는 조선만이 유일한 화의 계

승자라는 ‘조선 화주의’로 이어졌다.

조선 화주의는 왕조의 외 존재 상을 높이고 내부 구성원들을 결

속하는 근거로 작용하 다.159)명나라를 군부(君父)의 나라로 섬겼던 국왕

과 조정으로서는 명이 멸망한 뒤에도 계속해서 충성심을 나타냄으로써 ‘충

효’의 수직 논리가 인 것임을 백성들에게 과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통해 국가의 통치 질서를 유지해야만 하 다.160)국왕뿐만 아니라 사

림 신료들도 이 부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 다.인조반정 이후 집권한 서

인과 남인 세력은 명의리론에 입각한 외교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해군

과는 구별되는 분명한 이념 권 를 추구하 다. 효종 에는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산림의 등용이 극 으로 이루어지면서 주자의

존화양이 이념에 따른 명의리의 기조가 이어질 수 있었다.161)이러한 복

합 요인들이 작용하여 화이론 이데올로기는 확산되었고, 구도 이의

를 제기하지 못하는 이념으로 자리잡아 갔다.

그러나 명이 멸망하고 청의 국력이 나날이 강화되는 실에서 존화양이

의 질서는 그야말로 념 인 것일 수밖에 없었다.화이론 가치 의

화 경향은 기실 그것이 이미 실성을 잃은 상태 기에 더욱 강력히 요

청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실제 조선의 내외 실은 오히려 청의 앞

선 문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그리하여 18세기

이후 실학 를 심으로 북학이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화이론 념은 조

씩 해체되어 갔다.162)

한 화이론에 입각해 정통성과 우월성을 주장할 뿐 실질 인 통치 능력

2012,373-392면.

159)계승범,앞의 논문,154면에서는 조선 화주의가 조선왕조의 ‘이데올로기 국가 장치’

로 기능하 다고 보았다.

160) 의 논문,175-176면.

161)이희환,「효종 의 정국과 북벌론」,『 북사학』 42집,2013,210-218면.

162)<용문 >에서 주인공이 국인이 아닌 호인(胡人)으로 설정된 것은 이러한 화이론

시각의 탈피 조짐이 작품에 반 된 결과로 볼 수 있다.김 양,『조선조 후기의 군담소

설 연구 –개념,유형,성격 문제를 심으로』,연세 학교 박사학 논문,1994,

209-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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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갖추지 못하 던 집권 세력에 한 반발도 차 확산되었다.<유충렬

>이 리 읽혔다고 알려져 있는 19세기에는 국가 권력의 횡포에 항하

는 농민 기가 국 으로 일어났고,이 과정에서 집권층이 내세우는 화

이론의 논리를 부정하는 시각도 나타나기 시작하 다.홍경래의 난 때 쓰

인 격문에서는 호병(胡兵)을 구원자로 선 한 내용이 발견되고,163)일본의

이 심해지면서 청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는 의식이 민 들 사이에서

표출되기도 하 다.164)이러한 동향은 ‘화’와 ‘이’의 구별보다는 실질 인

국력과 국익이 더 요하다고 보기 시작한 변화를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동향을 곧 화이론의 면 폐기로 보기는 어렵

다.북학 는 청을 제압할 실력을 기른다는 명분 하에 청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논조를 취하 고,기층 민 들은 일본에 한 감에서 청

나라의 문화 수 을 상 으로 높이 평가하며 청과 조선의 문화 동질

성과 연 가능성을 인정하 던 것이기 때문이다.165)즉 이들은 화이론의

명분을 유지함으로써 도리어 변화하는 실의 동향과 요구를 수용하고 정

당화할 수 있는 형식 근거를 마련하 다.이 게 보면 화이론 이데올

로기와 이에 반(反)하는 경험 실의 논리는 뚜렷이 구분되며 립하

다기보다는 상호 유착된 상태 다고 할 수 있다.

화이론 이데올로기는 양란 후 허약한 국방력과 집권 세력의 무능함이

드러나면서,통치 권력의 정당성을 실질 능력이 아닌 다른 층 에서 확

보하기 해 동원된 것이었다.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던 권력층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권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

다.166)실질 능력에 근거한 통치 질서의 변 을 추구하는 실의 동향과

요구가 분명해짐에 따라 이를 제어하기 하여 화이론 이데올로기도

화되었던 것이다.즉 념 이데올로기와 경험 실의 논리는 서로

163)오수창,「18세기 조선 정치사상과 그 후 맥락」,『역사학보』 213집,2012,42-43

면.

164)배항섭,「동학농민군의 외인식 - 일 · 청 을 심으로」,『태동고 연구』 20

집,2004,142-143면.

165) 의 논문,132-134면과 142-147면.

166)김 민,앞의 논문,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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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효과를 일으키며 함께 강화되었다.경험 실의 변화 요구가 두하

면서 이에 항하여 화이론의 념 가치 이 화되었고,화이론 가

치 에 근거하여 새로운 실의 탐구와 수용이 진 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충렬 > 등에서 이념 재 의 기획과 그 서사 실 층 가 상보

계를 맺으면서도 립을 나타내게 된 배후에는 이와 같이 복잡한 정치

환경이 자리하고 있었다.이와 같은 작품 외 환경을 작품 내 세계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천상계는 양면 역할을 부여받게 되었다고 볼 수 있

다.즉 천상계는 화이론 국가 질서를 옹호하는,충신 유충렬이 역 정한

담과의 결에서 승리하여 국 황제를 보호하는 서사구조를 생에서 비

롯된 운명의 서사로 설정함으로써 인 것으로 만드는 동시에 이러한

서사구조를 실 하는 세부 서사의 구성에서는 실질 통치 능력을 심으

로 한 국가 질서의 변 을 과감히 개하는 기반으로도 작용하 다. 한

‘화(華)’를 변하는 주동인물과 ‘이(夷)’의 편에 선 반동인물의 차별을 선험

이고 인 것으로 규정하면서도,실제로 인물들 간에 결이 이루어

지는 장면 묘사에서는 개인 능력의 동질성과 등함을 객 으로 화

하 던 것도 지상계를 월하여 존재하는 천상계의 시각에 의거한 것이었

다.

<옥루몽>과 <하진양문록>에서 살펴본 남성 심의 젠더 질서에 해서

도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조선에서는 국 부터 열녀에 한 정표 정책

을 활발히 시행하 고,특히 양란 후에는 계층을 상으로 ‘열’의 가치

를 강조하며 열녀 담론이 확산되었다.정표의 상은 평민·천민 계층으로

까지 속히 확 되었으며 열행의 양상도 더 극단화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효행이나 열행을 통해 신분 상승을 도모하려는 동향

도 나타나고 있었다.정표 수여 상자들의 신분이 하층까지 확 됨에 따

라 포상의 내용도 변화하여 면천과 속량의 포상이 늘어났고,이러한 혜택

은 평민층 이하 여성들에게 ‘후손이 양반 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으리라고 생각되고 있다.167)하층 여성의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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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 사회 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하층민들 내부에서도 ‘열(烈)’의 가치가

극 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던 당시의 상황은 “하층민에게까지 열행이 가

져다주는 명 와 권 의 힘이 작동”하 음을 보여 다.168)열행은 여성의

사회 지 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었던 것이다.169)

이 경우에도 여성의 사회 지 와 신분 상승이라는 실 가치는 ‘열

(烈)’이라는 념 가치를 통하여,즉 ‘열행(烈行)’의 형식을 통하여 정당화

되었다.<옥루몽>에서 기녀 신분의 하층 여성인 강남홍이 양창곡에 한

헌신 인 열행을 함으로써 독자 인 사회 명성과 지 를 획득하는 과정

은 이러한 작품 외 상황과 응된다.<하진양문록>에서 하옥주가 효행

과 열행을 통해 역 가문 출신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옛 신분과 명 를

되찾으며 궁 여총재의 지 에까지 오르는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170)

강남홍과 하옥주는 비록 타고난 신분은 다르지만,여성에게 요구되는 젠더

규범을 충실히 지킴으로써 더 높은 사회 지 와 명 를 얻는다는 에서

는 동일하다.

<옥루몽>과 <하진양문록>에서 천상계는 남성 배우자에 한 여성의 헌

신이 천정의 인연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하지만 정

작 천상에서의 계를 들여다보면 남녀 인물들은 상호 등하고 독립 인

계이며,천상에서의 정체성을 일정 부분 회복한 지상계 여성 인물의 모

습에는 천상계 본연의 주체 이고 독립 인 면모가 계승되어 있다.이러한

천상계의 양면성은 남성 심의 젠더 념의 테두리 안에서 실제로는 여성

의 독자 인 삶의 가치가 시되었던 당 의 사회 실을 변한다.

167)이이효재,『조선조 사회와 가족 –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한울,2003,287면.

168)강성숙,「19세기 여성 효열 담론 일고찰」,『한국고 여성문학연구』 26집,2012,71

면.

169)이순구는 조선후기의 ‘열녀 되기’풍조가 주어진 젠더 규범의 수동 수용을 넘어서

여성 자신의 사회 인정 획득을 한 극 인 시도 으며,조선 기의 주체 여성상

을 계승하여 나타난 상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이순구,「조선시 가족제도의 변화

와 여성」,『한국고 여성문학연구』 10집,2005,135-139면.

170)이경하는 이를 ‘지배자의 공 언어를 철 히 자기화하여 유창하게 구사함으로써 주체

신념 표 과 실 의 수단을 확보한 것’이라 평가한 바 있다.이경하,앞의 논문,

238-2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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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심의 젠더 질서는 양란 후 사회 기강을 다잡는 과정에서 강화되

었다.특히 상층에서는 가부장제 가문 질서가 확립되면서 기존의 양계

가족 문화가 쇠퇴하고 부계 심,남성 심의 종법 질서가 자리잡아 갔다.

조선 기까지 여권이 상당히 강했던 을 감안하면,171)남성 심의 젠더

질서를 시하는 제도의 도입은 실제 여성들의 경험 실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경험 실의 반발을 통제하기 한

수단으로서 젠더 계의 화가 시도되었고,동시에 남성 심 젠더 이

데올로기의 논리를 빌려 여성의 경험 실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이루

어졌다고 볼 수 있다.이 경우에도 양자는 착된 상태로 표리(表裏)의

계를 맺고 있었고,이러한 념과 경험의 립 공존을 나타내는 과정에

서 천상계가 양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172)

<숙향 >과 <구운몽>에 나타난 사족 심의 신분 이념에 해서도

념과 경험의 불일치,그리고 그러한 양자의 립 공존을 나타내기 한

수단으로서 천상계의 양면 역할을 논의할 수 있다.왕도정치를 표방하는

성리학 통치 질서 하에서 학자 료들은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자임하

고,인조반정 이후 그러한 ‘공론 정치’,‘이학지상주의’의 기치는 더욱 뚜

171)조선 사회는 국에 비해 여권의 상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일례로 가부장권

이 가문 재산의 소유권,지배권을 할하 다면 주부권은 가산의 운 권과 리권을 분

담하며 가부장권과 상보 균형 계를 맺고 있었다고 평가된다. 어머니에 의해 자녀

의 서 신분이 결정되었던 ,모계로 사권이 승계될 수 있었던 도 양계 가족 문

화를 보여주는 상이라 할 수 있다.같은 맥락에서 ‘안방’이 주부의 권 를 상징하는 공

간으로 기능하 던 것도 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한국 가족 문화의 특징으로 지 된다.

이 규,『한국문화의 구조인류학』,집문당,1997,202-205면과 218면 참조.

172)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옥루몽>의 성과 진지성,즉 한편으로는 유흥 분 기를

띠며 여성 인물들의 재능이나 외모가 남성 풍류의 수단으로 형상화되면서도 다른 한

편 남녀의 지기 결연을 강조하고 여성의 진취성을 부각하는 상반된 두 측면의 공존도

같은 맥락의 상이며 당 젠더 상황의 총체 반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옥루몽>의 성과 진지성에 한 분석은 김종철,「<옥루몽>의 성과 진지성」,

『한국학보』 16권 4호,1990,23-34면 참조.

한 서 석이 지 한 <옥루몽>의 ‘양면성’도 이와 련하여 해석 가능하다.서 석은

<옥루몽>이 한편으로는 일부다처를 정하는 건 윤리의식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자유연애를 정하는 진보 사고도 보여 다는 을 지 하 으며 이를 “근간 갈등”에

있어서는 건 이나 “부수 사건들”에 있어서는 그 지 않은 <옥루몽>의 ‘양면성’으

로 해석하 다.이러한 견해는 본고에서 작품의 서사 개가 근간 층 와 세부 층 에

서 어 난다고 보는 본고의 과 상통한다.서 석,앞의 책,323-33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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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해졌다.173)효종과 종 때에는 명망 높은 산림들이 정계에 진출하며 신

권의 확장이 더욱 극 으로 이루어졌다.붕당은 사림들의 언로로 기능하

고, 송 논쟁 과정에서는 왕권에 도 하는 양상마 띠었다.왕도 사

부와 동일한 법의 용 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림 내부의 경쟁과 분열을 히 재해 수단이 부족하

고,왕과의 립을 재할 제도 장치 역시 부족하 기에 사림 심의 붕

당정치는 기를 맞게 되었다.174)붕당 간의 립은 더 심화되었고

왕은 사림의 분열을 이용해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려 하 다.숙종 의 잦

은 환국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사림은 단결된 힘을 잃었고,이어진 탕평

정국 하에서 그들의 언로인 붕당은 더욱 축되었다. 한 붕당의 립 과

정에서 정치·경제 으로 소외되어 신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몰락

사족들이 다수 생겨났고,몇몇 벌열과 외척 가문으로 권력이 집 되면서

왕권을 견제하고 비 하던 사족 계층 본연의 사회 상은 차 약화되었

다.175)

<숙향 >과 <구운몽>이 창작되었다고 생각되는 17세기 후반은 이러한

두 흐름이 교차하던 시기 다.양란 후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자 유교

가치가 강조되는 과정에서 사림의 사회 상은 제고되었으나, 실 여

건의 미비함으로 인해 그들 내부의 갈등은 제 로 조정되지 못하 고 왕의

견제도 본격화되기 시작하 다.두 작품에서 천상계가 사족 인물들의 형상

과 그들의 운명에 양면성을 부여하는 것은 이러한 작품 외 상황과 련

된다.천상계 생담이 설정됨으로써 사족 인물들은 특별하고 고귀한 존재

들로 그려지지만,한편 특수한 배경과 사물이 자아내는 환상 분 기 속

에서 인간 본연의 보편 감정과 욕망이 부각되기도 한다.이는 사족의 사

173)사림들이 표방한 공론 정치 는 공도 정치는 ‘도학이 국왕 에 군림하는’왕도주의

를 기반으로 하 다.이는 도학자 집단인 사림이 언론을 장악하고,산림 세력이 배후에

서 정치이론을 공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도로 이루어졌다.이성무,『조선의 사회와

사상』,일조각,2004,318-322면 참조.

174)오수창,앞의 논문,29면.

175)이와 련,이성무는 선조 8년(1575)부터 조 17년(1741년)까지 즉 16세기 말부터 18

세기 까지를 사림정치의 유지기로 보았다.이성무,앞의 책,3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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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상이 단기간 내에 상승과 하강을 모두 겪으며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짐작 해 다.

왕도정치의 이상이 유지되는 한 사림의 힘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기에

왕은 사림을 견제하려 하 고,사족의 사회 상과 권한이 높아짐에 따

라 사림 내부의 경쟁과 분열 한 피할 수 없었다.사족 심주의의 강화

와 그에 반 되는 경험 실의 변화는 서로 맞물려 진행되었다.<숙향

>과 <구운몽>에서 천상계가 사족의 고귀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이들이

고유의 정체성을 잃고 황족과 벌열의 향권 내로 편입되는 극 인 과정을

뒷받침하는 것은 이러한 당 상황의 양면성에 응한다.

마지막으로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이 창작되었던 17세기 당시의

종법 가부장제에 해서도 경험 실과의 충돌을 지 할 수 있다.주

지하다시피 조선의 가족제도는 17세기를 기 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양계의 통이 모두 시되고 장자와 지자(支子)들의 권한이 비교 균등

하 던 조선 기와는 달리,부계 통을 심으로 가문을 조직하고 장

자에게 가부장권을 계승하는 종법 가족제도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사

족 계층은 이를 바탕으로 향 사회에서 향력을 강화하려 하 다.

그러나 사족 계층의 경험 실은 그러한 종법 가부장제 이념과는 거

리가 있었다.16세기까지만 해도 ‘큰어머니’,‘작은어머니’라는 단어는 존재

하지 않았다.‘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도 ‘외삼 ’과 마찬가지로 ‘아자비’로

통용되었고,그 부인 역시 ‘아자비의 처’로 불리었던 것이다.176)부계 심

의 가문 질서가 확산되면서 ‘어머니’는 연상의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의

처’로 그 의미가 달라지게 되었고,이에 따라 아버지 형제의 부인이 어머니

에 버 가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지만 이는 자신을 낳아 사람만을

어머니로 칭하던 이 의 습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화 다.177)

176)이종서,『고려·조선의 친족용어와 연의식』,신구문화사,2009,248-253면 참조.

177)이종서(2004)는 양계 가족 제도와 부계 심 가족제도의 공존으로 인한 혼란에서

기 계모형 고소설의 갈등 구조가 생되었다고 설명하 다. 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 계모와 살게 된 것은 조선후기 부계 가족의 특징이지만, 처가 친정으로부터 물려

받은 재산이나 처의 딸이 물려받을 가산을 둘러싸고 가족 내부에 갈등이 래되는

상은 조선 기 양계 가족 제도의 산물이라고 한다.즉 <장화홍련 >등의 기 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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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족 용어의 정비를 비롯하여,성리학 종법 질서에

따라 부계 심의 가문 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노력은 사 부 계층에서 꾸

히 지속되었고 여러 세 의 연 가족이 동거하는 형태의 ‘오세동당(五

世同 )’이 이상 인 가문의 형태로 추구되기도 하 다.팔 까지의 부계

친족은 서로 복상의 의무를 진다는 ‘오복(五服)’이 제도화된 것도 같은 맥

락이라 할 수 있다.178) 실 으로는 조부모 이하 삼 가 함께 사는 것이

인정되었지만,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고조 친족집단 체를 ‘집안’이라 부르

면서 그 하 의 개별 가족을 ‘큰집’,‘작은집’으로 표 하는 등 가문을 하나

의 집단으로 간주하는 이 자리잡은 것이다.장자를 심으로 종법 질

서는 이러한 일가의 단합과 조직화를 꾀하는 데 있어서 핵심 인 것이었

다.

하지만 종법 질서를 지지하려는 목 에서 옹호된 총부권이 실제로는 본

래의 취지를 넘어서 범 하게 행사되었던 ,후계계승을 둘러싸고 정통

론과 통론의 갈등이 지속되었던 등을 볼 때 가부장제의 정착 과정은

원활하지 않았다.총부권의 경우 본래는 장자로 이어지는 가장권의 계승

질서를 지키기 해 가부장 사망 후의 입후권을 심으로 규정된 것이었

다.종법 질서 상 차자에게 사권이 승계되는 것보다는 총부가 입후를 하

여 장자의 정통이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졌기에 사헌

부나 사간원의 원들은 총부권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 다.179)

그 지만 실제로 총부권은 입후가 이루어진 뒤에도 범 하게 행사되었

던 것으로 보인다.실상 총부권의 강화 경향은 실제로는 가문 내에서 여성

의 상과 권한이 상당한 지지를 받았던 조선 기로부터의 국속(國俗)을

내 논리로 삼고 있었다고 해석된다.여성이 사(奉祀)하는 사례가 드물

형 고소설은 조선 ·후기의 이질 인 가족 제도가 혼재하면서 혼란을 빚어내었던 당

상황을 보여 다는 것이다.이종서,「‘통 ’계모 (繼母觀)의 형성과정과 그 의미」,

『역사와 실』 51집,2004,153-160면.

178)최홍기,『한국 가족 친족제도의 이해 - 통과 의 변화』,서울 학교 출 부,

2006,39-41면과 66-73면 참조.

179)박경,「16세기 유교 친족질서 정착 과정에서의 총부권 논의」,『조선시 사학보』

59집,2011,80-100면.



- 156 -

지 않았던 조선 기의 습속이 남아 있었으므로 가부장의 유고 시 총부가

제사를 주 하는 것이 허용되었고,180)그리하여 총부권은 실상 원칙 허

용 범 인 ‘장자가 후사 없이 죽은 후 제사를 주 하며 입후자를 정할 권

리’를 넘어서 범 하게 행사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181)

<사씨남정기>에서 천상계에 의해 구축된 사정옥의 형상에는,이와 같은

가부장제 질서 하 여성의 양면 상이 반 되어 있다.남편의 가문에 강

한 책임감과 소속감을 지니고 있는 사정옥은 천상계의 인정과 지지를 받으

며,황릉묘에서 원하고 명 로운 삶을 약속받기도 한다.그러나 한편 사

정옥을 돕는 천상계의 존재들이 밝히는 구체 인 음조의 논리는 부가(夫

家)의 운명과는 별개로 그의 개인 노력과 의지에 보상한다는 것이다.시

가에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독자 인 향력을 발휘하며 가문

내에서 상당한 개인 입지를 확보하고 있었던 조선 후기 총부 형상의 양

면성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182)

나아가 사 부 가문의 여성들은 부계 가문과 모계 가족의 공존을 추구하

면서 가부장제에 해 비공식 인 항 문화를 구축해 왔다고 알려져 있

다.울 (Wolf,M.)가 주장하 듯이 동아시아의 부계 심 가문 안에는 모

계 연 심의 ‘자궁가족(uterinefamily)’도 함께 존재하 다.183)부계 가

문의 에서만 보면 시가에서 여성의 삶은 불안정하고 수동 이기만 한

것 같지만 자궁가족의 에서 보면 그 지 않다는 것이 울 의 분석이

180)이순구,「조선후기 총부권과 입후의 강화」,『고문서연구』9권 1호,1996,259-269면.

181)조 국(2012)은 『속 』(1747)에서 총부의 권한을 “장자가 후사 없이 죽은 후 입후

하면 더 이상 총부의 자격을 지닐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 오히려 총부권이 법규에 명

시된 범 를 넘어서까지 행사되었던 당 의 실을 보여 다고 해석하 으며,당시 총부

권이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도 다방면으로 행사되었을 것으로 보았다.조 국,「<사씨

남정기>의 사정옥 :총부 캐릭터」,『고소설연구』 34집,2012,22면.

182)이런 에서 <사씨남정기>는 가부장제 하에서 여성의 주체 자의식 각성을 유도하

는 교육 소통 구도를 마련한 작품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실제로 그러한 ‘부부의 상호

주체성’은 17세기 사 부 가문이 모색한 가문의 이상 운 원리 다고 볼 수 있다.김

종철,「소설의 사회문화 상과 소설교육 -<사씨남정기>의 경우」,『국어교육』

101권,2000,201-207면과 김종철,「17세기 소설사의 환과 ‘가(家)’의 등장」,『국어

교육』 112권,2003,418-422면 참조.

183)Wolf,M.,WomenandtheFamilyinRuralTaiwan,StanfordUniversityPress,

1972,pp.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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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으로 맺어진 모자(母子) 심의 자궁가족은 부계 심의 가문 질서

에 노골 으로 항하지는 않지만 내 으로 균열을 가한다.여성은 표면

으로는 남편과 시부모에게 순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낳은 아이들과

강한 유 계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넓 가며,그리하여 아들이

장성한 후에는 남편을 배제하고 가문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로 부상하게 된

다는 것이다.184)

이러한 ‘자궁가족’은 한국의 경우에도 존재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남아선

호사상,장남(長男)에 한 편애,순종 인 며느리상 등은 부계 가문의 논

리로도 설명될 수 있는 것이지만 더 근본 으로는 후일에 자신을 가장 강

력하게 지지하고 보호해 자식과 독 인 애착 계를 형성하기 한

여성의 무의식 략으로 해석된다.185)이러한 당 여성들의 처지를 감

안할 때,<사씨남정기>에서 지상계 유씨 가문에 한 평가와는 별도로 사

정옥 개인의 노력에 보상하는 천상계의 논리는 매우 실 인 것이다.

<창선감의록>의 경우,부계 기 으로는 차자(次子)에 지나지 않아 자

신의 능력을 제 로 발 하지 못하지만 모계 기 으로는 정 부인의 독자

(獨子)인 화진에게 천상계의 지지가 집 되는 상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

가능하다.정 부인과 같은 처지를 간 으로 경험하 을 독자들로서는 화

진이 안타깝고 억울하게 느껴졌을 것이고,화진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

고 그의 가문 내 상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서사를 개시키는 역할을 천

상계에 기 했음 직하다.

장자 심의 후계 계승 원칙은 실제로 많은 혼란과 갈등을 빚었다.

서의 구별과 종자·지자의 구별 무엇이 우선인지에 해 국 부터 혼란

이 계속되었고,입후 제도가 보편화되기 까지만 해도 첩자보다는 차자가

사권을 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었다.186)

184)이 규는 한국의 통 부계 직계가족의 구조가 모(母) 심의 애정 구조와 부(父)

심의 권력 구조가 균형을 이룬 상태 다고 분석한 바 있는데 이 한 부계 가문과 모

계 자궁가족의 공존과 같은 맥락의 상으로 볼 수 있다.이 규,앞의 책,202-205면.

185)특히 조선사회에서는 ‘효(孝)’가 강조되었던 까닭에 가문 내에서 어머니의 향력이 상

당하 고 자궁가족의 향력도 국에 비해 강했으리라고 추정된다.조혜정,「가부장제

의 변형과 극복 :한국 가족의 경우」,『한국여성학』 2권,1986,155-16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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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후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사권을 계승할 장자가 없을 경우 친족

에서 입후자를 정해 장자의 지 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정통론 종법 질

서가 유지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한 번 정해진 입후자를 양하거나

교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 고 이를 둘러싸고 왕과 신료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 다.187)물론 <창선감의록>에서 화춘은 첩자도 아니고 입

후자도 아니므로 이러한 논쟁의 직 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그가

화진에 비해 가부장으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인물로 그려진 데에는 이

러한 당 의 계후 갈등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화진에게 가문의 기를 해소할 수 있는 특별한 힘을 부여하는 천상계의

작용에는 장자 심주의가 무조건 으로 철되지만은 않았던 당 의 실

이 반 되어 있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총부권의 강화나 계후 갈등 경향은 모두 부계 종법 질서

의 유지를 제로 한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 발생하는 상들이었다.가문

의 결속과 번 을 추구한다는 명분하에 총부의 권한 강화가 시도되었고 계

후 문제도 제기될 수 있었다.즉 종법 질서가 화되고 부계 통의 장

자에게 권한이 집 되면서,그에 수반되는 문제 들에 효과 으로 처하

기 해 총부권을 옹호하고 장자 심주의의 문제를 지 하는 견해가 제기

되었다고 볼 수 있다.가부장제는 그에 항하는 가치들이 발 할 수 있는

형식 논리를 제공하 고 새로운 가치들은 가부장제의 틀 안에서 그 내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며 자리잡아 갔다.작품의 이념 재 층 와 서사 실

층 사이의 균열은 이와 같은 실의 모순을 반 한다.그리고 이처럼

가부장제의 이념 지향과 경험 실이 복잡하게 얽 있던 당시의 상황

이 천상계의 양면 작용을 통해 작품 내 서사세계로 충실히 이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6)김진희,『조선 기 서얼의 종법 지 』,한남 학교 석사학 논문,2010,17-23면.

187)입후자가 정해진 뒤 친생자가 태어난 경우 친생자에게 사권을 다는 결정이 16세

기 반 명종 때 수교로 내려진 것에 해 17세기 반 종 에야 문제가 제기된 것

으로 볼 때,명분론 으로 결정된 장자의 지 는 오랜 기간 불안정했던 것으로 보인

다.(『 종실록』6권,1662년 9월 17일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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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배질서에 한 담당층의 층 인식

소설에 반 된 실은 작가에 의해 매개된 실이다.그러므로 작품에

나타난 천상계의 양면성도 당 의 모순을 직 반 한 것으로는 볼 수 없

다.천상계의 양면성과 당 상황의 계를 탐색하기 해서는 작가, 는

작가가 속한 사회 집단의 실 인식에서 그러한 양면 구조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천상계가 소설의 표면 층 와 심층 층 에서 양면 작

용을 하며 이것이 당 실의 구조와 응하는 것이라면,둘을 매개하는

작가의 의식에서도 그러한 층 구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골드만의 세계 개념에 한 마슈 와 지마의 비 에서 알 수 있듯이,

작가가 자신을 둘러싼 사회 상황 체를 명료하게 의식하고 작품화할 수

있다는 믿음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마슈 는 작가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잘 알기 해 작품을 쓰며,작품을 써 나가면서 세계 인식을 명료화하게

된다는 입장을 취하 다. 쓰기는 경험 실이 이데올로기의 틀로써

히 설명될 수 없음을 어렴풋이 인지하면서도 이를 시도해 보려는 욕망에

서 시작되고, 을 쓰는 과정에서 작가는 계속해서 자신의 시도가 실 가

능한지를 알아보고자 애쓰며, 쓰기가 마무리됨에 따라 최 의 시도가 불

가능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세계에 한 “궁극 인 지각”에 도달하게 된다

는 것이다.188)이러한 마슈 의 입장에 따르면,작가는 작품에서 일 된

을 취할 수 없는 존재이다.작가의 은 공백과 균열을 나타내게 마련

이며,오히려 그러한 공백과 균열을 통해 자신의 실 인식을 작품 속에

충실히 드러내게 된다.

그러므로 천상계가 애 에는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작 서사세계를 구

조화하기 한 장치로 도입되었으나 결과 으로 그것과 충돌하는 실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 것은,마슈 의 말마따나 작가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

려 성공의 표지이다.189)이러한 모순은 작가가 치열한 실 인식의 태도를

188)Macherey,P.,앞의 책,pp.219-221;pp.223-224;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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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견지한 증거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고 소설에서는 천상계

가 특유의 양면 역할을 통해 작가의 실 인식에 내포된 모순을 명료하

게 드러내는 장치로 기능한다.지상계의 모든 체제와 권 를 월하여 존

재하는 상 의 세계인 천상계가 설정됨으로써, 념 질서에 성을 부

여하는 이념 재 의 층 가 성공 으로 구축되는 것은 물론 경험 실을

구체 으로 조명하는 서사 실 의 층 도 보다 자유롭게 구성될 수 있었

다.

앞서 살펴본 여러 작품들의 생산 담당층은 다소 혼란스러운 으로 당

의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들은 지배질서를 수 하면

서도 그것과 괴리를 보이는 경험 실의 변화에도 주목하고 있었고,

자의 틀로써 후자를 설명하고자 시도하기도 하 다.

먼 <유충렬 >등 웅군담소설의 경우,해박한 정치·역사 지식과

재주를 활용하여 생계를 도모하 을 몰락양반 계층이 작품 생산을 담당하

으리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이들은 유교 가치 을 견지하면서도 19세기

농민항쟁을 주도하는 등 집권 세력에 해 비 인식을 나타내고 있었

다.190)이들의 입장은 기존의 왕조 체제를 옹호하는 가운데,군왕에 한

충신의 도리를 내세워 통치 질서의 개편을 도모하는 것이었다.경험

실의 변화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기존의 념 인 명분으로 내세우는 층

실 인식이 나타났던 것이다. 컨 최제우 등 몰락양반 출신의 지도

자들이 이끌었던 동학농민항쟁의 경우,강한 충군애민(忠君愛民)사상을 표

방하는 가운데 실제로는 만인의 존엄과 평등이 실 되는 사회 개 을 추구

하 다.191)이러한 층 세계 인식 구조는,보수 인 화이론의 담론 구조

189) 의 책,216면.

190)정진 은 사례 연구를 통해 몰락양반이 1862년 단성 농민항쟁을 주도하며 사족과

농민층의 신망을 두루 얻어 갔던 과정을 설명한 바 있다.정진 ,「19-20세기 반 한

‘몰락양반’가의 소지주로의 성장 과정 :경상도 단성 김인섭가의 경우」,『 동문

화연구』52집,2005,354-355면.한편 이에 앞서 조선후기 향 사회에서 반 으로 수

령 향리층과 사족 계층 간에 환곡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음을 김

형,『조선후기 단성(丹城)사족층 연구 -사회변화와 사족층의 응 양상을 심으

로』,아세아문화사,2000등의 연구에서 알 수 있다.

191)이상구,「<유충렬 >의 갈등구조와 실인식」,『어문논집』 34집,1995,81-82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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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내세워 실제로는 능력 본 의 체제 변화를 이야기하 던 웅군담소설

의 작품 구조와 일치한다.작품에서 표 하고자 한 것과 실제로 표 된 것

이 어 났듯,담당층의 세계 인식도 표층 ·의식 층 와 심층 ·무의식

층 가 상충되는 양상을 보 던 것이다.192)

한편 웅군담소설의 독자들 한 이와 같은 층 세계 인식을 공유하

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극 인 신분 몰락과 상승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웅군담소설 작품들은 조선후기 농 사회의 분화를 경험하 던 유랑민들

에게 호응을 얻었으리라고 생각된다.193) <유충렬 >이나 <조웅 >처럼

주인공과 인물이 정치 결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작품들의 경우 당

쟁 과정에서 실권한 정치 세력의 권력 회복 의지를 반 한다고 해석되기도

하지만,194)주인공 가문의 몰락 과정이 구체 으로 그려지지 않았으며 주

인공이 겪는 고난의 실이 실상 하층민의 그것과 다를 바 없다는 에서

정쟁에 한 심은 다만 형식 인 것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있

다.195)

서는 다음에 인용된 동학농민군의 <무장(茂長)포고문>을 들어,당시 기층 민 의 실

인식이 ‘충(忠)’의 형식 속에 실 비 과 항 의식을 담아내고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

다.아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민 은 ‘군신 부자는 인륜 으뜸’이라는 제를 내세

워 군왕의 덕[堯舜之化]을 리 드러낼 수 있는 사회 변 을 표방하 던 것이다.(황 ,

김종익 옮김,『오하기문(梧下記聞)』,역사비평사,1994,72-73면.)

“人之於世, 貴 ,以其倫也 君臣父子,人倫之大 .君仁臣直,父慈子孝,然後乃成家國,
能逮旡疆之福.今我聖上,仁孝慈愛,神明聖睿,賢良正直之臣,翼贊佐明,則堯舜之化,文
景之治,可指日而希矣.今之爲臣,不思報國,徒竊祿位,掩蔽聰明,阿意苟容,忠諫之士,
之妖 ,正直之人, 之匪徒,內無輔國之才,外多虐民之官.人民之心,日益渝變,入無
生之業,出無保軀之策,虐政日肆,惡聲相續,君臣之義,父子之倫,上下之分, 壞而無

遺矣.管子曰,四維不張,國乃滅亡,方今之勢,有甚於古 矣 自公卿以下,以至方伯守令,
不念國家之危殆,徒切肥己潤家之計,銓選之門,視作生貨之路,應試之場,擧作交易之 ,
許多貨賂,不納王庫,反充私藏,國有積累之債,不念圖報,驕侈淫昵,無所畏忌,八路魚肉,
萬民塗炭.守宰之貪虐,良有以也,奈之何民不窮且困也,民爲國本,本削則國殘.不念輔民
安民之方策,外設鄕第,惟 獨全之方,徒竊祿位,豈其理哉.吾徒雖草野遺民,食君之土,
服君之衣,不可坐視國家之危,而八路同心, 兆詢議,今擧義旗,以輔國安民,爲死生之誓,
今日之光景,雖屬驚駭,切勿恐動,各安民業,共祝昇平日月,咸休聖化,千萬幸甚.”

192)박일용은 실 비 투쟁을 지향하는 한편 실 질서의 틀 안에서 개인의 욕망을

성취하려는 상반된 두 경향이 공존하는 웅소설의 ‘층 서술시각’논의를 통해 웅

군담소설 담당층의 표층 의식과 심층 의식의 립을 설명하 다.박일용,앞의 책,

46-47면과 275-282면 참조.

193)박일용, 의 책,34-35면.

194)서 석,앞의 책,93-107면.

195)박일용,앞의 책,37-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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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 작품의 주된 향유층을 농민층으로 상정하고,특히 <유충

렬 >과 같이 분량이 긴 작품들은 시간 ·경제 으로 여유 있는 부민(富

民)들이 주 독자층이었으리라고 본다면,독자들의 일차 심사는 주인공

이 부귀를 획득하고 신분 상승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속

흥미 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독자들은 지배질서의 안정된 틀

내에서 개인 욕망 실 을 꿈꾸었고,소설을 통해 이를 가상으로 체험하

기를 원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화이론 가치 에 기반을 둔 확고한

국가 통치 질서는 이러한 주인공의 개인 성공을 보장하기 한 조건이었

고, 념 가치 질서를 화하는 천상계의 역할은 이러한 맥락에서 요

청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민층의 실 인식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았다.그들은 의

표 이 되어 수탈을 당하는 일이 많았는데,196)좀 더 후 의 작품들이긴

하지만 소설 <은세계>나 <태평천하>에서 그러한 부민층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들이 지배질서에 해 비 의식을 지니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197)더욱이 조선 후기에는 서당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서민들이 지배

층의 윤리 가치를 내면화하여 집권 세력의 부당한 권 를 비 하는 근거

로 삼는 경향도 나타나기 시작했다.198) 웅군담소설의 작가들이 표면 으

로는 체제 내에서의 주인공 개인의 성취를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능력 본

의 인간 이나 체제 변화 과정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독자층 한 그러한

층 세계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창선감의록>,<사씨남정기> 등 가문소설의 작자 독자층에게

196)이세 ,「조선후기 권분(權分)과 부민(富民)의 실태」,『역사문화연구』 34집,2009,

166-170면.

197)이와 련하여,<은세계>에 나타난 부민층(최병두)과 몰락양반층(김진사)의 비

실 인식의 을 분석한 최원식의 견해를 참조할 수 있다.최원식,「개화기의 창극운

동과 <은세계>」,조동일·김흥규 편,『 소리의 이해』,창작과 비평사,1983,316-320

면 참조.

198) 컨 왕토사상을 근거로 하여 계층 간의 경제 평등을 주장한 것 등을 그 로 들

수 있다.배항섭,「‘근 이행기’의 민 의식 :‘근 ’와 ‘반근 ’의 머 -토지소유 매매

습에 한 인식을 심으로」,『역사문제연구』 23호,88-89면 ;배항섭,「19세기 지

배질서의 변화와 정치문화의 변용 –仁政 願望의 향방을 심으로」,『한국사학보』39

호,2010,122-12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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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층 세계 인식의 단 를 찾아볼 수 있다.가문소설을 창작하고 즐

겨 읽었던 사족 계층은 종법 가부장제에 입각한 가문 질서에 체로 수

하며 가문 체의 번 과 화합을 추구하 다.<창선감의록>과 <사씨남

정기>에서 천상계가 부계 장자를 심으로 조직된 가문의 화합과 번

을 보장하는 배후의 세계로 설정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사족 계층 내부에,종법 가부장제에 해 으로 정 인

만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우선 장자에게 가부장권이 계승되는 정통

론 종법 질서만 해도,가문의 단결과 조직화를 해서는 필수 인 원리

지만 부작용도 인식되고 있었다.비슷한 시기 창작되기 시작한 장편 가

문소설 작품들에서 계후 갈등 문제가 첨 하게 다루어진 것은 이러한 사정

을 말해 다. 컨 <완월회맹연>과 <엄씨효문청행록>에서 정인성과

엄창은 자질 면에서나 종법 지 면에서나 완벽한 가부장권의 계승자이

지만 양모,의붓동생과 심각한 계후 갈등을 겪는다.두 작품은 정통론 종

법 질서를 고수함으로써 빚어지는 가문 내의 갈등과 혼란을 상당히 구체

으로 묘사하고 있다.장자 심의 종법 질서가 끝내 철되는 이념 재

층 의 서사구조가 담당층의 표면 의식에 응한다면,그러한 서사구조

를 구체화하는 서사 실 층 의 갈등과 혼란은 심층 문제의식의 반 이

라 할 수 있다.199)

화춘이 가장권을 이어받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극 화하여 보여주는

<창선감의록> 한 종법 가부장제에 해 유사한 문제의식을 보여 다.

장자에게 모든 권한이 집 됨으로써 오히려 가문 내에 갈등과 혼란이 빚어

199) 한 두 작품에서 작자는 법제상의 원칙을 반하면서까지 개인 자질과 종법 지

가 모두 완벽한 이상 인 인물을 가문의 후계자로 설정하고 있는데,이러한 무리한 설

정 자체가 실제 실은 그 지 못함을 반증 으로 보여 으로써 당 종법 질서의 한계

를 반 하기도 한다.『경국 』등 법조문에는 종가에 아들이 없을 경우 아우의 아들들

맏아들이 아닌 사람을 입후할 수 있다고 규정하 으나 <완월회맹연>등 가문소설에

서는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 아우의 장자를 형의 양자로 삼으며,항렬이나 나이보다도

가문을 창달할 수 있는 능력을 입후의 가장 요한 기 으로 제시하는 등 한층 더 강고

한 가문주의 사고를 나타내고 있다.장시 ,「 하소설의 여성과 법 –종통,입후를

심으로」,『한국고 여성문학연구』 19집,2009,147-148면과 153-15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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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창선감의록>에서 화춘이 기를 극복하

고 가장의 자리로 복귀하는 과정을 통하여 실제로 부각되는 것이 차자인

화진의 활약인 은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의미심장하다.보다 합리 인

방향으로 가장권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작가 의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창선감의록>에서 천상계는 화씨 가문의 화합을 지지하면서 가

부장이 아닌 차자 화진을 그 주역으로 내세우는데,이는 <유충렬 >등에

서와 마찬가지로 지배질서의 형식 속에서 실질 으로는 경험 실의 요

구를 제기한 것이다.이 경우에도 작품의 층 구조는 담당층의 층

세계 인식과 련되고,천상계가 양자를 매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천상계

가 설정됨으로써 담당층이 지니고 있던 세계 인식의 양면성이 보다 명료해

지며,이에 응하는 작 서사세계의 층 구성도 한층 선명해지는 것

이다.

<사씨남정기>의 서사구조가 유씨 가문의 기 극복 과정을 큰 틀로 하

면서 실질 으로는 사정옥 개인의 인품과 자질을 강조하고 그의 가문 내

상 강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의 상이다.앞에서도 언

하 듯이 사족 가문의 공식 조직 원리는 부계 종법 질서 지만 내부 구

성원들은 모계 자궁가족을 보다 가깝게 실감하며 생활했을 가능성이 높고,

총부를 시한 여성의 권한은 실제로는 상당했으리라고 추정된다.<완월회

맹연>이나 <엄씨효문청행록>에서 이야기하는 것도,표면 으로는 종법 질

서의 철이지만 실제로 작품의 부분은 그에 항하며 친아들이 가장권

을 물려받도록 모의하는 여성의 행 와 심리를 묘사하는 데 할애된다.자

궁가족의 유 에 집착하는 총부와 이를 지하는 가장의 립을 이야기하

면서 종법 질서의 강화 과정을 그 형식으로 삼은 것이다.이는 가문소설

독자층의 의식 구조가 층성을 띠었음을 말해 다.표면 으로 드러나는

것은 가부장제에 입각한 규범 세계 인식이지만,보다 심층 인 차원에서

는 여성의 주체성을 존 하는 경험 실 인식이 작용하 다고 볼 수 있

다.<사씨남정기>에서도 천상계의 양면 작용을 통해 그러한 독자층의

층 세계 인식이 작품 내에 보다 명료하게 드러나게 된다.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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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진양문록> 역시 사족 가문의 여성 독자들이 주로 읽었으리라

생각되는 작품인데,이 작품에서도 천상계는 남성에 한 여성의 열행을

장려하는 이념의 재 과,여성 인물의 자아실 과 주체 인간 계를 강조

하는 서사 실 에 모두 긴 히 여한다.<사씨남정기>에 비하면 <하진양

문록>은 천상계의 비 이 더 크고 도술 모티 가 활발히 사용된다는 차

이가 있지만,남녀의 젠더 계를 양면 으로 조명한다는 에서 두 작품

의 천상계는 유사한 역할을 한다.<하진양문록>에서 천상계는 작품의 거

시 인 서사의 흐름이 하옥주와 진세백의 혼인을 향해 개되는 근거인

생담을 제공하지만,그러한 생의 인연이 실 되는 과정에서 천상계 도인

이 수해 도술 능력을 통해 부각되는 것은 하옥주 자신의 주체 삶이

었다.총부의 형상이 아니라 딸과 아내로서의 여성의 모습을 그렸다는

에서 <사씨남정기>와는 차이가 있지만,어 든 가문 내에서 여성의 독립

상을 부각한다는 에서는 <하진양문록>과 <사씨남정기>가 상통하며

천상계의 역할도 유사하다.201)

이에 비하면 <옥루몽>은 좀 더 으로 읽혔던 작품이며 주인공도

하층에 속하는 기녀이다.작가인 남 로는 상층에 속하는 인물이지만 <옥

루몽>에 담긴 그의 의식은 사족 계층만의 젠더 념으로 한정하기 어렵다.

많은 하 계층의 독자들이 읽고 호응하 던 <옥루몽>에 담긴 실 인식

은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보다 보편 인 층 의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200)이원수(1997)는 가문소설 작품들이 표면 으로는 가부장제를 옹호하나 이면에서는 이

를 비 하는 이 구조를 띠고 있다고 지 한 바 있다.이 은 본고와 이 일치한

다.이원수,『가문소설 작품세계의 시 변모』,경남 학교 출 부,1997,146면 참조.

그러나 해당 연구는 천상계가 다만 지배질서를 옹호하는 표면 주제의식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이면의 균열을 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진단한 에서는 본고와 이

다르다.

201)당시 여성에게는 효보다 열이 우선시되었고 효의 상도 친정이 아닌 시가의 부모로

제한되었음을 감안하면,친정 부모는 물론 친정 가문에 해서까지 극 으로 효를 실

천하는 하옥주의 행 는 표면 으로는 유교 이념을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상당한 항성

을 내포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조선후기 소설 텍스트에 나타난 여성의 효행과 그에

내포된 항성에 한 분석은 이지하,「고 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유효공선행

록>과 <옥원재합기연>을 심으로」,『한국고 여성문학연구』 10집,2005,177-184면

과 조 국,「<하진양문록>:여성 심 효담론」,『어문연구』 38권 2호,2010,212면

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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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논의하 듯이 조선 후기에는 계층을 상으로 정표 정책이 확

실시되었고,이는 하 계층의 여성들에게 신분 상승 기회로 작용하

다.야담집을 보면 기녀가 양반 남성과 도망한 경우라도 남성이 과거에

제하면 용서되고 오히려 내조한 공을 칭찬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202)

역으로 양반 여성이라도 재혼할 경우 신분이 낮은 남성을 택해 고향을 떠

나 숨어 살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첩의 지 도 감수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203)상하 계층에서 두루 호응을 받았던 <춘향 >에서도

‘열’이라는 사회 가치가 주인공 춘향의 신분 상승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

단 가치’로 그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204)표면 으로는 정 담론을 내

세우면서 실제로는 여성의 주체 인 삶의 선택이 당시 사람들에게 심을

모았음을 짐작할 수 있는 목이다.마찬가지로 <옥루몽>도 표면 으로는

양창곡에 한 강남홍의 열행을 강조하는 담론을 내세우면서 이를 서사

으로 실 하는 층 에서는 강남홍 자신의 주체 삶을 부각한다.이 작품

에서도 천상계는 두 서사층 에 공통 으로 여하면서,담당층의 의식 구

조가 작품 구조로 충실히 이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구운몽>과 <숙향 >의 경우 역시 처음 창작되었을 때에는

사족 계층의 독자들이 주로 읽었으리라고 생각된다.앞에서 언 하 듯이

두 작품은 한문본이 다수 존재하고,내용도 사족 남녀 주인공을 심으로

한다.<숙향 >의 경우,신분 정체성에 기를 느끼고 있던 사 부 계층

독자들이 고난을 겪는 에도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여주인공

숙향에게 자신의 처지를 투사하며 안을 얻었으리라 생각되기도 한다.205)

<구운몽>의 경우 유배 이던 김만 이 모친을 해 지은 작품이기에

사족 독자의 실 인식을 반 한다는 을 보다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

17세기 후반 사족 계층 내부에는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신분 정체성에

202)김성은,「『계서야담』을 통해 본 19세기 조선지식인의 여성 인식」,『여성과 역

사』 8집,2008,50-51면.

203) 의 논문,45면.

204)이상택,『한국고 소설의 탐구』, 앙출 ,1981,209-214면과 227-231면.

205)박일용,앞의 책,32-33면과 6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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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안감과 기의식이 확산되어 있었고,실제로 <구운몽>의 작자인

김만 은 국왕 개인의 주 단에 의해 심한 정치 부침을 겪으면서

자신의 처지에 혼란을 느 던 것으로 보인다.206)사족들은 정치 참여에 자

신감과 두려움을 함께 느끼며 정체성 갈등을 겪고 있었고,환로의 욕에

거리를 두면서도 권력에 한 의지는 그것 로 정하는 <구운몽>은 이들

에게 깊은 공감을 얻었으리라 생각되고 있다.207)

당시에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학(幼學)을 모칭하는 양인들이 차 늘어

나고 있었고,17세기 말 경에는 학업에 종사함을 이유로 신역을 지지 않는

인구수가 증하여 사족 계층의 사회 권 가 크게 하되었다.세습

특권 계층을 가리켰던 사족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신분제의 상향 조정을

통한 신분제의 해체” 상이 나타났던 것이다.208)

‘사(士)’의 사회 상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었던 이러한 당시의 상황은

사족 계층 내부에 새로운 ‘사론(士論)’을 발하 다.특히 실학자들의 논의

는 ‘사’의 외연을 넓히고,사족의 특권보다 보편 공리를 앞세우는 새로운

주장이었다.유형원은 학문을 배워 벼슬을 하는 것이 고 에 변함없는 선

비의 직분임을 인정하고,선비에게 토지를 주고 병역을 면제하여 공부에

힘쓸 수 있게 하고 국가와 백성을 해 일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 다.

그러나 훌륭한 선비를 기르기 해서는 먼 문벌과 신분에 상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평민층에게도 직이 개방

되어야 한다고 하 다.209)이익은 더 나아가 선비도 생업에 종사해야 한다

는 ‘사농합일(士農合一)’을 주장하 고,이들 가운데 능력 있는 인재를 가려

리로 등용하는 방안을 구상하 다.210)‘사(士)’를 국가와 사회의 추로

206)이원수(2006)는 김만 이 유배지에서 쓴 시를 근거로 하여 내 갈등과 혼란의 징후를

지 하 고,당 의 정치 상황 속에서 이는 “사 부들의 보편 상”이었으리라고 진

단한 바 있다.이원수,「<구운몽>의 구조와 그 층 의미」,김 순 외,『고소설의

창작방법 연구』,새문사,2006,290-297면 참조.

207) 의 논문,297-303면.

208)이 구,『조선후기 신분직역 변동 연구』,일조각,1993,159면.

209)김인용,「반계 유형원의 인성론과 교육론」,『교육사상연구』 12집,2003,80면.유형

원의 이러한 주장은 『반계수록(磻溪隧 )』 권1,「 제(田制)」,‘분 정세 목(分田定

稅節目)’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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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육성할 방안을 모색하 던 기존의 선비 담론이 17세기 말,18세기

에 와서는 평등한 교육 제도와 인재 등용 방안을 논의하는 틀로 변용되었

던 것이다.선비의 사회 상과 역할에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조 씩 제

기되었던 사족 계층 내부의 분 기를 알 수 있는 목이다.

<구운몽>과 <숙향 >에서 천상계가 양면 역할을 수행하는 상은 이

러한 당시 사족 계층의 층 의식 구조와 련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두 작품에서 천상계는 사족의 존엄성을 보증하는 이념 재 의 근거로 설정

되었지만,그러한 의도를 구 하는 서사 실 의 과정에서는 오히려 사족의

독자 정체성을 소멸시키는 작용을 하 다.이는 사(士)의 사회 상과

역할에 자부심을 나타내면서도,실제로는 선비 담론을 내세워 신분 제도의

변화를 모색하 던 사족 계층 내부의 동향에 응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배 이념의 형식 속에서 이념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비 의식이 개진되

는 상은,소설 담당층이 직면한 당시의 과제가 오늘날 생각하듯 직선

인 진보의 과업이 아니었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어 보면 당시의 과제는

기존의 이념과 새로운 사회 변화의 동향을 아우를 수 있는 보다 포 인

틀을 모색하는 것이었을 수 있다.말하자면 당 는 사회 변화를 포용할 수

있는 이념의 쇄신을 도모하는 과정,즉 ‘세 완성’과 ‘세 극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을 밟아 가던 시기 다고 볼 수 있다.211)서구의 근 를 기

으로 보면 동아시아의 세 이념은 무조건 인 폐기와 신의 상에

불과한 듯 보일 수 있겠으나,그 이념 속에서 삶을 하고 있던 사람들

의 에서는 무조건 인 개 만이 실 응의 방식이 될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컨 조선후기 소설 생산 담당층의 세계 인식은 표면 ·의식 으로는

210)손세 ,『조선후기 남인 실학자들의 체제개 과 실학교육론』,연세 학교 석사학

논문,2015,55-56면.

211)정출헌(2005)은 세 질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듯 정체된 것이 아니었으며 다양

한 갈등과 타 ,긴장과 균형을 모색하며 부단한 자기갱신의 과정을 겪어 왔다고 지 하

고 세의 완성과 극복은 동시에 진행되었다고 평가하 다. 컨 주자학의 병폐를 비

하면서도 고 유학을 참고하여 성리학 질서의 쇄신을 시도했던 정약용의 경학 연

구를 그 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정출헌,「고 문학에서의 근 성 논의,그 반성의

자리와 갱신의 계기」,『국제어문』 35집,2005,121-12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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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질서의 틀 내에 머물고 있었으나,동시에 그러한 기존 질서의 한계도

감지하고 있었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활발히 모색하고 있었다.이

들은 경험 실의 변화를 기존의 틀로 설명하고자 시도하 고,이는 작

품에서 념 인 담론 구조의 틀 안에 경험 실의 이야기를 담으려는

시도로 이어졌다.시도는 실패로 돌아갔고 작품에는 균열이 남게 되었지만

이는 이데올로기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 한계를 엄 히 탐구하려 한 노

력의 증거이기에 소 한 것이다.마슈 가 말했듯이 윤곽과 경계를 갖고

있지 않은 이데올로기에 엄 한 형상을 부여하려는 노력만이 작품에 그러

한 괴리의 흔 을 남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 턴(Eagleton,T.)은 문학 작품과 작가의 이데올로기의 계가 복합

이라고 설명하 다.작품의 의미 작용은 일정한 이데올로기 형식에 의존

할 수밖에 없지만,동시에 작품은 작가의 이데올로기를 변형하며 그에

해 반성 시각을 유도한다는 의미에서다.마치 본 없이는 극이 공연될

수 없지만 본이 곧 극이라고는 할 수 없듯이,이데올로기와 문학 작품은

한 련을 지니는 동시에 상호 결하는 계이기도 하다고 이 턴은

설명한다.212)마슈 식으로 말하자면, 념으로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는 삶

의 범주로 환되면서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며 여기에 문학 작품의 독특한

실 인식 가치가 있다 하겠다.213)

고 소설의 천상계는 그러한 념과 경험,이념 재 과 서사 실 층

사이의 괴리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천상계는 이념의 명

료한 재 과 서사의 풍부한 실 에 공통 으로 여하며 양자의 모순이 보

다 분명히 드러나도록 만든다.지상계가 모든 존재를 이데올로기의 질서

속에서 좌표화하는 ‘상징계’라 할 때,천상계는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통

제될 수 있다는 환상을 주는 ‘상상계’라 할 수 있다.하지만 한 천상계는

상징계의 립 논리가 무 지는 순간 갑작스럽게 모습을 드러내는 ‘실재

계’이기도 하다.천상계 자체가 조화로움뿐만 아니라 낯섦과 신비로움도 속

212)Eagleton,T.,Criticism andideology(revisededition),윤희기 역,『비평과 이데올로

기』,인간사랑,2012,117-125면.

213) 의 책,145-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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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세 가지 세계는 고 소설의 서사세계에서

뒤얽 나타난다.이념 재 층 에서 천상계와 지상계가 상상계와 상징계

로서 계를 맺는다면,서사 실 층 에서 두 세계는 상징계와 실재계의

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다고 해서 작가가 자신이 명료하게 인식한 세계의 모순을 나

타내기 해 천상계의 양면성을 이용했다고는 할 수 없다.작가는 혼란을

느끼면서 기존의 담론 구조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표 하려 했을 뿐,자

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고 체 인 시각에서 의식하고 있었다

고는 보기 어렵다.그러므로 천상계의 양면성은 작가가 의도한 것이라기보

다는 작가의 실 탐구 과정에서 생성된 결과물에 해당한다.이로써 작품

은 ‘실에 한 궁극 인 지각’에 이르는 과정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다.



- 171 -

Ⅳ.고 소설의 천상계 이해 교육 설계

1.교육 목표

1)고 소설의 서사세계 구성 원리 이해

고 소설 작품들이 흔히 천상계와 지상계가 공존하는 이원 서사세계를

특징으로 한다는 은 학습자들이 쉽게 알 수 있다.이러한 천상계에 한

상상은 통 사회의 종교나 사상과 련 있는 고 소설의 문화 특성으로

설명될 수 있고,그러한 작품 외 맥락에 한 설명만으로도 고 소설의

천상계에 한 이해의 기 시각은 마련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천상계가 작품 내 으로도 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다는 에 해서는 본격 인 심이 주어지지 못하게 된다.즉 천상계는

다만 인물의 뛰어난 외모와 재능을 정당화하거나 극 인 서사 개를 뒷받

침하기 하여 고안된 부수 인 장치로 여겨지게 된다.214)이는 서사세계

의 이원성을 상으로만 받아들이고,그 내 구성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

는 것이다.이런 에서 보면 서사세계의 이원 구성에는 별다른 내

원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비치게 되며,오히려 천상계는 작 인물 형

상과 서사 개의 비 실성을 무마하기 한 서툰 장치로 읽히게 된다.

이런 에서 보면 천상계는 작품에서 그다지 주목할 부분이 되지 못한

다.천상계는 어떤 곳이며 지상계와 어떤 계가 있는지를 상세히 알지 못

해도 무방하고,다만 작품 어딘가에 천상계의 존재를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다.

하지만 작품 분석에서 확인하 듯이 천상계는 그처럼 지상계에 덧붙여진

장치가 아니며,작품 내 으로 이념 재 층 와 서사 실 층 를 명료하

고 풍부하게 만드는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소설의 서사세계는

214)이러한 학습자들의 인식에 해서는 다음 에서 상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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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계로 인해 이념 재 과 서사 실 의 양 층 에서 완성도를 높이며 뚜

렷한 층 구조를 갖추게 된다.학습자들은 천상계의 이러한 양면 역할

에 주목함으로써 고 소설 서사세계의 내 구조와 그 구성 원리를 이해해

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천상계의 역할을 이해하기 해서는 작품에 한 분석 근이

필요하다.표면상으로 천상계는 인물이 기에 처한 장면이나 생담 등

일부 목에서만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작품 내 비 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쉽다.하지만 그러한 몇몇 장면들 속에 작품 체의 서사구조와

인물 간 계가 암시되고 이를 통해 작품이 재 하고자 하는 이념 질서

가 드러나게 되며, 세부 인 서사 구성의 논리와 인물 묘사의 이

부각되어 작품을 둘러싼 경험 실의 향이 선명히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양 인 비율만으로 천상계의 존재 의의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오히려 해당 목들을 작품의 핵심 인 부분으로 수용할 수 있는

안목을 학습자들에게 길러 수 있어야 하고,천상계가 등장하는 작품을

읽을 때 어떤 지 에 주목하여 무엇을 읽어낼 것인지를 학습자들이 이해하

도록 이끌어 필요가 있다.천상계를 산발 인 소재 차원에서만 보면 그

것이 작품 내에서 담당하는 역할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해서는 여러 소재들을 통하여 구축되는 천상계 기반의 이념 재

층 를 체 으로 악하는 시각이 요청된다.마찬가지로 서사 실

층 에서도 천상계의 역할을 종합 으로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교사는

이러한 천상계 심의 작품 탐구 과정을 학습자들이 효과 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지상계의 차원에서는 실 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천상계의 차원은 념 ’이라는 식의 분 사고로는 이원 서사세계의

함의를 충실히 악할 수 없다.천상계는 지상계의 인물과 사건에 념

질서를 부여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념의 한계를 넘어선 실 묘사의 장이

되기도 한다.이는 작가나 독자의 실 인식이 념과 경험의 두 층 로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이러한 천상계의 양면성에 한



- 173 -

이해는 곧 담당층의 실 인식에 근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한 학습자들은 천상계가 허탄하고 비 실 인 세계라고만 여기기 쉽

고,작품 외 실을 사실 으로 반 한 지상계만을 본격 인 서사세계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이 경우,천상계가 이념 재 과 서사 실 의 두 층

에 긴 히 여함을 이해하더라도 그 구체 양상과 시 의미를 해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는,사실 으로 묘사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있는 그 로의 실이라고 보는 자체에

한 반성 근이 필요하다.즉 지상계 한 특정한 이데올로기 에

의해 구조화된 세계라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는 에 한 자각이 필요하

다.이 을 이해할 때,천상계가 그러한 지상계의 이데올로기 질서를 명

료하게 재 하는 동시에 그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세계 인식의 가능성도 보

여 다는 을 학습자들이 악할 수 있다.결국,고 소설의 이원 서사

세계가 실 인식의 심층 구성과 련됨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게 하

기 해서는 당 실의 지배 이념과 그 모순에 한 상당한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수 이라 할 것이다.

천상계의 ‘월성’은 자칫 ‘비 실성’이나 ‘비합리성’과 동일시 될 우려가

있다.선 과 선녀들이 등장하는 생담,신물,도술, 몽 등의 환상 소

재들은 서사 개를 정해진 방향으로 끌고 가기 해 억지스럽게 동원되는

수단들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하지만 작품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천상계를 통해 화되는 서사구조는 다름 아닌 당 의 지배 이데올로

기의 재 으로 볼 수 있다.즉 천상계에 근거한 작품의 거시 서사구조는

작가를 비롯한 당 의 담당층이 인식하고 있던 세계의 질서를 일 되고 분

명하게 재 한다.마찬가지로 천상계에 의해 차별성을 부여받는 인물들의

계도 단순한 선악 립을 넘어서 당 에 통용되었던 념 가치 체계를

표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게 보면 서사 실 층 에서의 천상계의 작용도 단순한 긴장감 유발

이나 흥미 유발로만 볼 수 없다.천상에서 유래한 도술이나 신물,천상

존재의 몽 목들은 인물의 뛰어남을 부각하고 서사 개의 흥미를 돋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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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장식 요소가 아니며,지상계의 지배질서를 월하여 서사 구성과 인

물 형상화의 폭을 확장해 주는 작품의 핵심 목들이다.그리고 이러한

천상계 련 소재와 배경을 통해 경험 실의 가치와 논리가 극 으로

서사 구성과 인물 묘사에 반 됨을 알 수 있을 때,학습자들은 천상계의

역할을 심으로 고 소설 작품의 시 의미를 이해하는 작품 수용 안목

을 기를 수 있다.이는 한 고 소설이 권선징악의 통념 서사구조와 평

면 인물 형상을 특징으로 한다는 선입견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계

기이기도 하다.

2)고 소설의 특수성과 보편성 이해

천상계의 양면성은 작품 외 실에 한 담당층의 층 인식 구조가

작품 내 서사세계에 증폭되어 이되도록 하는 고 소설 특유의 장치이

다.천상계에 양면 역할이 부여된 근거가 작품 외 세계에 있음을 아는

것은 학습자들로 하여 고 소설과 시 상황의 상호 계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다.작품 내 서사세계와 작품 외 세계를 어떻게 서로 련지

어 이해할 것인지,작가의 의도와 창작 당시의 상황을 작품의 형식 구조

와 어떻게 련지을 것인지는 문학교육에서 매우 요한 문제다.215)어느

쪽에 비 을 두느냐에 따라 내재 근과 외재 근이 구별되기도 하

고,보편 형식에 을 둔 장르 교육과 특수한 시 상황에 을 둔

문학사 교육이 구분되기도 한다.양자를 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획득하는 것은 문학교육의 궁극 과제라 할 수 있다.

고 소설에서는 천상계를 통해 작품 외 세계와 작품 내 세계의 연

성이 명료하게 드러난다. 념 가치 에 기반을 둔 당 의 지배질서는

천상계를 통해 작품의 거시 서사구조와 인물 간 계질서로 환되고,

215)고정희,「텍스트 심 문학교육의 이론 기반과 읽기 방법」,『문학교육학』 40호,

201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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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 실의 다양한 가치와 논리 역시 천상계를 통해 세부 서사구성과

인물 묘사의 층 에 투 된다.나아가 소설이 당 의 모순을 직 으로

반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념 재 층 에서 표상된 념 이데올로

기는 서사 실 층 에서 복되면서 그 한계를 간 으로 드러내게 된다

는 을 이해하기 해서는 천상계 특유의 양면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는 달리 말해 이념 재 층 와 서사 실 층 를 포

으로 고려하면서 작품의 시 반 의미를 탐구하는 보편 소설 수용

능력을 기르는 일이라 할 수 있다.216)

고 문학 교육은 학습자들이 문학의 보편 ·본질 가치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조선시 의 사회 상황은 역사 서 으로도 이해

할 수 있지만,소설 읽기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당 의 모습은 역사 지

식의 형태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갖는다.삶의 구체

묘사를 지향하는 문학은 그것이 속한 시 와 사회의 구속을 벗어날 수 없

는 까닭이다.오늘날의 에서 해석과 평가를 거쳐 제시되는 역사 지식

과는 달리,문학 작품은 창작 당시의 사회 상황과 분리될 수 없으며 담

당층의 모순된 삶과 사고를 생생히 보여 다.천상계의 양면 역할을 통

해 당 소설 담당층의 층 실 인식을 추체험하는 것은,이와 같은

문학 실 인식의 고유한 특성과 가치를 깨닫는 경험이 되어야 할 것이

다.

천상계의 양면 작용에 주목하면,지배질서에 한 비 의식이 표면

으로 명료하게 드러난 작품만이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없고 지배질

서에 해 순응 인 인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해서 한계가 있다고만

216)작가가 의도한 실 재 의 을 악하는 작품 읽기가 “의도를 헤아리며 읽기”라

면,작가의 의도를 이탈하여 발생하는 작품의 실 반 측면을 악하는 읽기는 일종

의 “징후 읽기”라 할 수 있다.천상계의 양면 역할을 두루 악하며 고 소설 작품

을 수용하는 경험은 이 두 가지 읽기를 균형 있게 수행하는 소설 수용 능력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통상 “의도를 헤아리며 읽기”는 (내포) 자의 단일하고 명료한 창작

의도를 추정하며 작품의 통일된 주제의식을 추구하는 읽기를 가리키며,“징후 읽기”는

자가 설혹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텍스트가 스스로 자신의 탄생 조건을 드러내는 지

을 탐색하는 데 을 둔 읽기를 가리킨다.Abbott,P.,CambridgeIntroductionto

Narrative,우찬제 외 역,『서사학강의』,문학과지성사,2010,198-20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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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기 어려움을 알게 된다.오히려 작품은 한계를 통해 의미를 갖게 된다

고 말할 수 있다.그러한 ‘한계’는 곧 당 의 상황에서 지배질서가 처한 한

계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217)소설에 담긴 작가의식은 항상 양면성을 지

닌다는 ,이를 통해 당 실을 보다 정확히 반 하게 된다는 을 이

해하는 데 있어서 고 소설 천상계의 양면성에 한 탐구는 요한 시사

을 제공해 수 있다.요컨 천상계는 고 소설만의 특수한 요소가 아닌,

소설문학 일반의 실 반 원리를 구 하는 보편 기제로 이해되어야 한

다.

한 이는 고 소설과 소설을 이분법 으로 구별하는 습 시각을

극복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소설과 소설은 각각 서구의 ‘로만스

(romance)’와 ‘노블(novel)’에 응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곤 하 다.

자는 탁월한 웅 형의 인물을 등장시켜 도식 으로 서사를 개해 나가는

낭만 장르로 간주되는 반면,후자는 개성 인 인물 창조와 개연성 있는

서사 개를 통해 실을 묘 하는 장르로 평가되었다.218)주제 면에서도

자는 인습 가치 을 추수하여 그 틀 안에서의 인간의 운명을 그리는

반면 후자는 기성의 도덕 념에 한 회의와 비 ,삶의 의미에 한 주

체 재구성을 추구한다고 일컬어진다.219)“고 문학과 문학 사이의

차이 가운데서 요한 것의 하나는 바로 념 사고와 실 사고의 차

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220)이러한 이분법 시각을 극복하고 고 소설

의 교육 의의를 보편 층 로 끌어올리기 해서는 천상계의 역할에

217)이는 달리 말해 오늘날의 가치 에 근 한 고 문학 작품일수록 훌륭한 작품이라고는

볼 수 없음을 뜻한다. 근 가치 에 함몰된 듯 보이는 작품일지라도 그러한 념

가치 을 통해 경험 실의 변화를 이야기하려는 시도를 나타낼 수 있고,이를 통해

기존 념 가치 의 한계에 한 객 인식이 작가의 의식 지향과는 별개로 이루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학습자들은 문학 작품과 실의 계

를 보다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를테면 흔히 ‘친일문학’으로 폄하되는 작품들이

폐쇄 인 민족주의의 논리를 객 화하여 인식토록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한 역할을 담

당하 던 것과 같다.윤 석,「"친일문학"과 문학교육」,『문학교육학』 34호,2011,28

면 참조.

218)오탁번·이남호,『서사문학의 이해』,고려 학교 출 부,2001,17-18면.

219) 의 책,18-19면.

220)김일렬,『문학의 본질 – 고 문학의 이해를 하여』,새문사,2006,118-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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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섬세한 고찰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천상계에 한 심은 자칫 고 소설을 소설과는 이질 인

특수한 것으로 보는 이분법 시각을 도리어 강화할 가능성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설에는 어 든 천상계라는 특이한 배경이 등장하고,이는

소설과는 다른 세계 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경우 고 소설의

교육 의의 한 소설 문학 일반의 본질에 한 탐구 차원으로 확장되지

못하고 과거의 작품들이 갖는 특수성을 확인하는 데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천상계는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서사세계이며,

소설과는 질 으로 다른 세계 을 함축한다는 선입견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선입견을 타 하기 해서는 소설 장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상

보 계로 보는 의 환이 필요하다.고 소설의 특수성은 그 자체

가 소설 장르의 보편성을 구 하기 한 요건이 된다.작품은 한 시 의

고유한 삶의 맥락을 충실히 반 하면서 그 안에서 인간의 삶을 서술할 때

인생의 보편 문제를 진실하게 그려낼 수 있다. 통 사회의 종교·사상

맥락을 반 하는 천상계는 삶의 질서에 한 믿음과, 월 인 것

에 비추어 재의 삶을 반성하는 의식을 나타내는 고 소설 특유의 장치이

다.이를 통해 작품은 실에 한 담당층의 심층 인식을 충실히 담아낼

수 있게 되고,소설문학에 요구되는 실의 총체 인식과 형상화에 도달

한다.

소설은 인물의 구체 삶을 통해 한 사회의 본질 연 계를 드러냄으

로써 실의 변화 가능성과 계기를 극 으로 드러내는 장르이다.인물들

의 계를 규정하는 것은 특정한 사회 구조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규범

가치 이라 하더라도,그러한 틀에 구속되지 않는 실의 구체 모습을

통해 변화의 동력이 포착된다.221)소설의 작가가 인물과 그의 삶을 개별 ·

우연 차원과 구조 ·필연 차원에서 동시에 그리는 것은 그러한 까닭에

221)Lukács,G.,“Esgehtum denRealismus",홍승용 역,『문제는 리얼리즘이다』,실천

문학사,1985,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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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222)천상계의 양면성은 그와 같은 ‘본질과 상의 변증법’을 구 하는

고 소설 특유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소설의 본질에 한 이해가 개별 작품의 수용을 통해 귀납 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라면,고 소설 교육도 그 과정에 일정하게 기여해야 한다.이는

고 소설의 특수성을 억압하고 소거하는 방식이 아니라,오히려 특수성에

천착하여 보편성을 추출하는 ‘본질론 ’이 고 소설 교육에 필요함을

의미한다.223)

2.교육 실태

1)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련 내용

2009개정 교육과정에서 문학 과목의 내용 체계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

‘한국문학의 범 와 역사’,‘문학과 삶’의 세 역으로 구분되어 있다.‘문학

의 수용과 생산’은 ‘다양한 사회·문화 맥락을 활용한 섬세한 작품 수용’,

‘내용과 형식을 긴 히 련 짓는 작품 수용’등 작품 자체의 내 구조를

정교하게 이해하는 데 비 을 두고 있다.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고

문학과 문학을 가리지 않고 문학의 보편 특질과 작품 수용 방법을

익히게 하는 데 이 맞춰져 있다.‘문학과 삶’ 한 주제 심의 작품

수용 활동에 무게를 둔 역으로 보편 인 삶의 문제들을 심으로 다양한

작품들을 주체 ·창의 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224)

222)Lukács,G.,ÜberdieBesonderheitalsKategoriederästhetik,홍승용 역,『미학

서설 :미학범주로서의 특수성』,실천문학사,1987,256면.

223)고 소설 교육을 포함한 고 산문 교육 연구의 ‘본질론 ’과 ‘실용 ’의 차

이에 해서는 배수찬,「고 산문교육 연구의 반성과 망」,『고 문학과 교육』 18

집,2009,55-57면 참조.

224)2009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학’과목의 내용 체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 http://www.ncic.go.kr탑재 자료 참조.)

[문학의 수용과 생산]

(1)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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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 문학의 범 와 역사’는 작품 자체에 한 세 한 탐구보다는

작품 외 맥락과 련된 지식 습득에 이 있다.“한국 문학 작품에 반

된 시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든지,“작품에 나타난 당 의 의식,

인물,배경,표 등을 이해하고 이를 감상”하게 하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

다.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문학의 보편 특성과 구분지어 강조하는 경

향이 엿보이기도 한다. 컨 “한국 문학 갈래의 개와 구 양상을 통

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 를 이해”한다든지, “보편성과 특수성의

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하게 하는 등의 하 항목들이 여기

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 체계에 따르면 고 소설 교육은 한국 소설의 특수성과 과거

의 사회·문화 상황의 반 을 확인하는 것이 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여러 교과서들에서 고 소설은 주로 ‘한국문학의 범 와 역사’ 련

단원에 배치되어 있다.‘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나 ‘문학과 삶’과 같은 문학

일반의 내용과 형식 이해를 표방하는 단원들에는 고 소설이 제재로 활용

되는 경우가 드물다.‘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나 ‘문학과 삶’ 역의 내용 항

목들은 개 수행 성격의 성취기 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과

으로 달성할 수 있는 작품들이 우선 으로 채택된다고 볼 수 있는데,학습

자들에게 상 으로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고 소설 작품들을 굳이 제

(2)작품은 내용과 형식이 긴 하게 연 되어 이루어짐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창작한다.

(3)다양한매체로구 된작품의창의 표 방식과심미 가치를문학 에서이해하고수용한다.

(4)문학이 술,인문,사회 등 인 분야와 맺고 있는 계를 이해한다.

(5)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거나 창작한다.

(6)작품을 비 ,창의 으로 수용하고 이를 발표하여 서로 평가한다.

[한국 문학의 범 와 역사]

(7) 표 인 작품을 통해 한국 문학에 나타난 통과 특질을 이해한다.

(8)한국 문학 작품에 반 된 시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9)한국 문학 갈래의 개와 구 양상을 통하여 한국 문학의 개념과 범 를 이해한다.

(10)보편성과 특수성의 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

[문학과 삶]

(11)작품의 이해와 감상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련하여 내면화한다.

(12)문학 활동을 통하여 창의 인 사고를 배양하고 이를 표 한다.

(13)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14)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15)문학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의 문화 발 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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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사
단원명

(수록작품)
작품과 당 사회상을 연 짓는 학습 활동

ㄱ

한국문학의

갈래와 흐름

(<소 성 >)

∘ ‘소 성 ’의 세에서 근 로의 이행기 소설로서

의 특성에 유의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소 성 ’은 웅 소설로 분류되는 작품이다. 웅 소설

에서는 주인공의 일생을 형 인 형식으로 그려내곤 한다.

교과서에 수록된 부분은 웅의 일생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

는지 말해 보자.

(2)소 성은 겉으로는 보잘 것 없지만 실제로는 남다른 능

력을 지닌 인물이다.이와 같은 인물을 등장시킨 이유는 무

엇인지 작품이 쓰인 시 상황과 연 지어 말해 보자.

ㄴ

한 국 문 학

의 범 와

역사

(<유충렬 >)

조선 인조 14년(1636년),후 은 국호를 청이라고

고친 뒤,조선에 ‘군신(君臣)의 ’를 요구하 다.

이를 조선이 거부하자 청나라 태종이 20만 군을

거느리고 침략하 다.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하

여 청군에 항했으나,결국 청에 굴복하고 말았

∘ 다음은 이 작품이 창작될 당시의 사회상을 설명한

이다.이를 고려하여 이 작품과 같은 군담소설이 창

작되고 리 읽힌 이유를 말해 보자.

재로 선정하여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225)

문학 교과서의 ‘한국 문학의 범 와 역사’ 련 단원에서 고 소설 제재

들이 다루어지는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조선 시 의 사회 상황

에 비추어 작품의 인물 형상이나 서사구조를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활동들

이 심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일례로 웅군담소설에 속하는 <소 성

>과 <유충렬 >의 경우,당 독자들이 작품에서 기 했음 직한 바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활동들이 제시되어 있다.

225)서유경,「고 소설교육 실행과 연구의 과제」,『고소설연구』 38집,2014,79-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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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동안 오랑캐로 여겨 왔던 여진족이 세운 나

라에 신(臣)의 를 행하고,임 이 굴욕 인 항복

을 한 사실은 조선인에게 큰 충격이었다.이후 오

랑캐에게 당한 수치를 씻고,임진왜란 때 도와

명에 한 의리를 지켜 청에 복수하자는 북벌 운

동이 개되었다.

<표 2 - 고등학  문학 과서의 ‘한  문학의 범위와 역사’ 련 

단원에서 고전소설 제재의 목표 학습활동>  

<소 성 >의 경우 웅 출 에 한 민 의 기 심리,숨은 인재가

정당하게 쓰임 받기를 바라는 사회 비 의식 등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수

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발문이 제시되어 있으며 <유충렬 >의 경우 병자호

란 후 조선인들이 청에 해 품었던 반감과 자존감 회복 의지를 심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 의 상황에 한 설명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단원의 성격상 이처럼 작품 외 상황에 비 을 두고 작품을 해석하도록

하는 활동은 필수 이며 실제로 이러한 근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긴요하

다.

하지만 작품 외 상황에 한 강조가 자칫 작품 자체의 다면 이고

층 인 실상에 한 탐구를 차단하고 작품 해석을 단순화할 우려도 없지

않다.뛰어난 인재의 출 과 사회 변화를 소망하 던 민 의 심리,화이론

가치 에 입각한 기존 질서의 회복을 소망하 던 당 사회의 반 인

분 기 가운데 어느 하나로만 <소 성 >과 <유충렬 >을 이해하기는 어

려운 일이다.작 서사세계의 양면성을 좀 더 섬세하게 악하기 해서

는 보다 다양한 사회·역사 상황 이해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나아가,작

품의 내 실상에 기 하여 담당층의 층 실 인식과 당 사회의 모

순된 상황에 근하도록 하는 역방향의 활동도 시도될 필요가 있다.이때

천상계의 역할 분석은 작 서사세계의 양면 구조를 명료하게 악하는

효과 인 방편이 될 수 있고,이를 다시 담당층의 복합 의식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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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해서는 우선 작품 수용에서 지나치게 작가의 단일한 의도 악을

강조하는 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작가의 단일하고 명징한 의도가 작

품의 실 반 양상을 결정한다는 은 교과서나 지도서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컨 “문학 작품이 시 상황을 반 할 때 사실과 일치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작가의 의도 작품의 주제와 련하여 단할 수 있도

록 지도”하도록 한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이나,“작가가 특정 장면을 설정

한 이유를 시 상황과 결부하여 설명”하도록 한 교과서의 학습 활동에서

이러한 을 발견할 수 있다.본래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한국 문학

작품에 반 된 시 상황을 이해하고 감상한다”는 내용 항목과 련하여,

작품의 실 반 에 항상 작가의 념이 개입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해 두

었다.226)하지만 교과서와 지도서에서는 작가의 념과 그에 입각한 의도

실 반 양상에 무게가 주어져,작품의 실 반 가치를 작가의

의도와 분리해서는 탐색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천상계의 작품 내 역할이 교과서나 지도서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상도 어느 정도 설명 가능하다.작가의 의도

와는 다소 거리를 둔 채 이루어지는 천상계의 이면 작용,즉 서사 실

층 의 작용을 인정하지 못하는 한 천상계의 작품 내 역할은 표면 작용,

즉 이념 재 층 의 작용으로만 한정될 수밖에 없다.거시 서사구조나

주동인물 설정을 통해 표명된 작가의 의도만을 놓고 보면 천상계로부터 비

실 인식을 도출하기는 어렵다.천상계의 실 반 의미를 깊이

있게 탐색하려면 작가의 작품 기획 의도에 직 인 향을 받지 않는 서

226)해당 부분 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은 그것이 창작될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과 시 상황을 담고 있다.시 상황은 작

가가 처한 시 의 한계로 말미암아 로 작품 속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작가의 인

생 ,가치 ,세계 등에 따라 작가가 특별히 선택하여 부각시킨 것도 있다.한국 문학

작품을 수용할 때에는 작가에 의해 의도 으로 부각된 것이든 그 지 않은 것이든 작품

에 나타난 당 의 의식,인물,배경,표 등을 이해하고 이를 감상하도록 한다. 한 이

러한 시 배경을 오늘날의 시 상황과 비교하여 평가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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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실 층 에 주목하여야 하는데,교과서나 지도서에서는 작품에서 작가

의 명료한 의도를 읽어내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천상계의 양면성을

충분히 분석해 낼 수 없고 자연히 천상계에 해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기

도 어렵다.

실제로 교과서나 지도서에서 천상계 설정에 한 설명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있더라도 다음에서 보듯이 웅소설의 창작 공식으로서 의미가 부여

될 뿐이다.

소 성 에는 홍길동 에는 보이지 않던 천상계와 지상계의 이원성이 나타난

다.소 성은 용왕의 아들이 하강하면서 태어난 것이며,용왕의 도움을 받고,

다시 청룡사 노승을 만나 수업을 한다.지상에서의 고난을 해결하기 해서는

천상과의 련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나타나 있다. 원 천자와 호국 왕과의

싸움도 자미성과 익성의 싸움이라고 했다.이 싸움은 천상에 보고되고,천상

상제가 익성을 죄 주어 인간에 두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익성인 호국 왕의 패

배는 정된 것이다.이러한 이원 인 설정은 홍길동 에서는 볼 수 없으며,

후 귀족 웅소설에서 공식화된 것이다.(ㄱ출 사 지도서 <소 성 >

‘작품해설’ 목)

이미 상정된 작가의식,주제의식에 맞춰 작품을 분석하는 활동에 비해

작품의 내 구조를 정 하게 분석하려는 시도가 부족하다보니 고 소설의

특수성이 단편 인 소재의 차원에서만 악된다는 도 문제이다.‘한국 문

학의 범 와 역사’ 역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 에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에서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이해한다’는 항목도 포함되어 있다.그

런데 역의 반 인 경향이 작품을 내 구조보다는 외 상황 맥락

심으로 이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한국 문학의 ‘특수성’이라는 것도

개 당 의 특수한 상황이 직 으로 반 되어 있는 소재나 배경,형식

의 층 에서 규정되고 있다.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악하기 한 제재로

교과서에 채택된 고 작품들은 개 독특한 갈래 형식이나 시 배경에

을 맞추고 있다.이는 ‘내용과 주제는 어느 나라의 문학이나 크게 다르



- 184 -

출

사

단원명

(수록작품)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악하게 하는 학습 활동

ㄴ

한국문학의

범 와 역사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 의 작품

으로,악장 문학의 표작이다.악장은 조선 기

에 발생한 시가 형태의 하나로,조선 건국의 당

성과 번 을 송축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나라의 제

(祭典)이나 연례(宴禮)와 같은 공식 행사 때 궁

음악에 맞추어 불 다.

∘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이 작품이 지닌 한국 문학의 특

수성에 해 말해 보자.

ㄷ

한국 문학의

범 와 역사

(<속미인곡>)

∘ 이 작품이 여성을 화자로 한 ‘충신연주지사’라는

것과 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 보자.

(1)이 작품의 화자가 여성임을 알 수 있는 호칭을

찾아보자.

(2)이 작품이 남성 신하가 임 에게 직 하소연하

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면,그 느낌과 효과 면에서 어

떤 차이가 있을지 말해 보자.

∘ 다음은 국 시인 굴원이 지은 ‘이소(離騷)’의

간 부분과 끝부분이다.화자의 성별과 ‘임’에 한 화

자의 태도를 심으로 이 작품과 ‘속미인곡’을 비교

해 보자.

ㄹ
한국문학의

범 와 역사

(<춘향가>)

∘ 다음 활동을 통해 ‘춘향 ’이 지닌 한국 문학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해 이해해 보자.

(1)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난 날은 언제이며,이

날에 행하는 풍속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해 보

지 않은데,그것을 표 하는 형식이나 소재가 각국 문학에서 다르게 나타

난다’는 을 함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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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두 작품에서 남녀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요

인은 무엇인지 악하고,이를 통해 당시의 시

상황은 어떠했을지 추측해 보자.

(3)‘춘향 ’의 갈래 특징을 찾아보자.

(4)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참고하여 한국 문학으로

서 ‘춘향 ’이 지닌 고유성과 특수성에 해 모둠별

로 토의해 보자.

<표 3 – 고등학  문학 과서의 ‘한  문학의 범위와 역사’ 련 단원에서 

한  문학의 특수성 이해 련 학습활동>

<용비어천가>와 <속미인곡>의 경우에는 독특한 갈래 형태와 화자 설정

이 한국 문학 특수성으로 제시되었고,<춘향가>의 경우 조선 시 의 독

특한 풍속과 제도, 소리의 독특한 갈래 형태 등에서 한국 문학의 특수성

을 찾아보도록 발문이 구성되어 있다. 한 이러한 특수성을 악하기에

앞서, 국 희곡인 <로미오와 리엣>과의 비교를 통해 주제 차원의 보편

성을 먼 확인하도록 하 다.<속미인곡>의 경우에도 국 고 시가인

<이소>와의 비교를 통해 주제의 유사성,보편성을 살펴보도록 하 다.갈

래 형태나 소재,배경 등은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사회·문화 상황과 직

으로 련된 것들이며 한국 통 사회의 특수성을 표면 ·가시 층

에서 보여주는 것들이다.소설보다 시가가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제재로 더 많이 선택된 것은 이러한 표면 특수성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227)

그런데 이처럼 표면 ·표 차원에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은 특수성에 그다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게 만든다.본질 인 내용

은 어느 문학에서나 공통되고,다만 그것을 표 하는 소재나 형식이 시

227)실제로 교과서의 작품 해제 등에서,“가사는 한국 문학의 가장 독특한 갈래”라든지,

“한국 문학의 악장,시조,가사 등의 갈래는 우리 문학만의 특수성”,“남성이 자신의 사

연을 토로할 때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것은 우리 문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통”

이라 설명하며 표 형식의 층 에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규정하는 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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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지역에 따라 다를 따름이라는 암시를 주기 때문이다. 한 문학의 ‘보편

성’이란 ‘특수성’과는 다른 층 의 것,구체 인 형태로 표 되기 이 의 추

상 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버린다.마치 특수한 각국 문학

과는 별개로 보편 인 세계 문학이 존재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

이다.

그러나 실상 문학의 보편성은 특수성을 통해서만 구 되는 것이다. 통

사회의 독특한 형벌인 유배 체험을 형상화한 조선 후기의 일기 자료들이

곧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의 본질 이고 보편 인 문제를 가장 진실하게 다

룬 문학 작품이 되듯이,228)특수성과 보편성은 서로 긴 히 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세계 문학의 보편성이 구체화된 한 형태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오히려,특수성을 통해 문학의 보편성을

구체 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 구도가 필요하다.즉 한국

문학의 독특함을 소재나 형식 층 에서 규정하고 말 것이 아니라,그러한

독특한 요소들을 통해 문학 보편성이 성취되는 양상을 심도 있게 보여

필요가 있다.

천상계를 심으로 구성되는 고 소설의 독특한 서사세계는 이러한 맥락

에서 한국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보여주는 제재로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다.천상계는 유교·불교·도교 등 통 사회의 종교와 사상 문화에서

비롯된 한국 문학 고유의 소재이지만,독자는 이를 통해 소설 일반의 보편

인 실 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작품 외 세계의 모순이 이념 재

층 와 서사 실 층 의 립을 통해 작품 내 서사세계에 충실히 반

되도록 만든다는 에서 천상계는 고 소설에 소설 문학으로서의 보편성

을 부여하는 본질 요소라 할 수 있다.요컨 고 소설의 특수성은 소설

일반의 보편성과 연 지어 보다 극 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고,천상계

한 고 소설의 독특한 소재로서 주목 받는 차원을 넘어 소설과 실의

본질 계를 탐색할 수 있는 제재로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228)이승복,「유배체험의 형상화와 그 교육 의미 :조선후기 국문 일기 자료를 심으

로」,『고 문학과 교육』 14집,2007,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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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명 자료 수  시기 학 인원수 자료 번호

<유충렬전>
2014년 10월 1일 

~ 10월 31일

서울 

보성고등학

21명
유-1 ~ 

유-21

<옥루몽> 18명
옥-1 ~ 

옥-18

<숙향전>
2015년 4월 1일 

~ 4월 10일

인천 

가정고등학

28명
숙-1 ~ 

숙-28

<사씨남정기> 25명
사-1 ~ 

사-25 

2)학습자들의 천상계 이해 양상

천상계의 양면 역할을 심으로 고 소설의 내 구조를 이해하고 그

실 반 의미를 탐색하게 하는 고 소설 교육 방안을 구상하기 해서

는 학습자 변인도 고려하여야 한다.학습자들이 고 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천상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이는 천상계의 작품 내 역할과 의미

를 이해하는 데 어떤 향을 미칠 수 있을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고등학교 2학년 학습자 92명에게 <유충렬 >,<옥루몽>,

<사씨남정기>,<숙향 > 네 작품 한 편 이상을 제시한 뒤 ‘왜 주인공

이 천상계에서 내려온 존재로 설정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고 반응을 수

집한 결과 학습자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나타내었다.

먼 ,학습자들의 반응은 이념 재 층 에서의 천상계의 역할에 주목하

는 유형과 서사 실 층 에서 천상계의 역할에 좀 더 심을 갖는 유형으

로 구분되었다. 자는 생의 인연이나 인물 간의 운명 계에 특히

심을 보이며,천상계에서의 숙연이나 운명으로 인해 작품의 서사구조가 일

정한 방향성을 갖게 된다는 에 주목하 다. 를 들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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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계에서의 악연이 지상에서도 악연이 되어 싸우고 하는 걸 보니 주인공의

구도나 주제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듯하다.(유-9)

주인공 6명은 천상계 사람들로 모두 알고 지내던 신들이다.이 6명은 지상으

로 쫓겨나고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결국 다 모이고 행복하게 산다.만일 6명이

모두 인간이었다면 6명을 만나는 과정을 상상하고 쓰는 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옥-2)

모든 일은 정해진 운명이므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라는 메시지를 달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만약 이런 설정이 없었다면 이러한 운명에 한 시련을

극복하지 못하여 결말이 좋게 끝나지 않아 그다지 교훈 인 이 되지는 않았

을 것 같다.(사-14)

더 흥미를 주고 둘이 운명이었다는 걸 보여주기 해서.잘 모르겠다.아무튼

이런 설정을 해서 더 재 고 특이했다.이런 설정이 없었다면 별로 재미도 없

고 애틋하지도 않았을 것 같다.(숙-24)

의 학습자들은 지상계의 상황은 천상계에서 정된 로 흘러간다는

,이를 통해 작품의 주제나 작가가 의도한 바가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는

에 주목하고 있다.이들은 천상계가 구체 서사 개 과정이나 인물 묘

사에 직 여하는 장면들에 해서는 별다른 심을 보이지 않았고,주

로 거시 인 서사구조 설정과 련하여 천상계에 의미를 부여하 다.

반면 부분 인 장면들을 심으로 천상계의 효과를 단하고,이를 통해

세부 서사 구성과 인물 묘사에 유발되는 구체 효과에 보다 주목하는

학습자들도 있었다.이들은 천상계와 련된 소재나 배경이 활용됨으로써

인물의 형상이나 인물 간 계가 어떻게 묘사되는지,서사 개에 어떠한

극 흥미가 유발되는지에 심을 보 다.

‘정한담’과의 투에서 특별한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그 무 소설의 한 부

분 같은 장면이었다면 ‘천상계’라는 설정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두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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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구름을 사용하며 교란시키거나 바람의 신을 부르는 등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하여 책에 한 심을 끌 수 있다고 생각한다.(유-8)

주인공을 천상계에서 인간계로 강한 인물로 설정함으로써 주인공에게 신비

감을 조성했을 것이다.이 신비감에 도우미라 할 수 있는 도사를 만나 온갖 도

움을 받고 웅이 되고 부귀 화까지 리게 된다.만약 그가 천상계에서 내려

온 존재가 아니었다면,도술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며 결국 해피엔딩이 되기 힘

들었을 것이다.성공하는 사람은 하늘이 선택한다는 것을 통해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는 사람에게는 이 작품은 좀 덜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유-11)

정한담이라는 인물이 워낙 강력해서 그에 할 만큼 도술과 하늘의 도움을

받는 주인공이 필요했을 것이다.만약 천상계 인물이 아니었다면 악역인 정한

담도 약해져서 쟁소설이나 역사소설처럼 바 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유

-19)

주인공의 특별성과 능력을 보여주기 해 설정한 것 같다.이 작품의 내용이

남녀간의 계에 치 한 것에서 보자면 6명이 만나는 내용에 더 긴장감과 재

미를 불어넣기 해 설정한 것 같다.(옥-1)

하늘이 시련과 고난을 수도 있고,보호해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해

서라고 생각한다.만약 그런 설정이 없었다면 애 에 교채란이라는 악녀도 집

에 들어오지 못했을 것이고 작품이 반 으로 지루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20)

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내용을 설정시켜 읽을 때 흥미를 가지고 집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다.이런 설정이 없었다면 이야기가 지루하고 재미없었을 것

같다.이러한 설정으로 의 체 인 분 기를 신비스럽게 만드는 것 같다.

(숙-13)

의 학습자들은 천상계가 인물의 개성을 부각하는 데 도움을 주며,서

사 개에 격성과 긴장감을 부여한다고 보고 있다.정해진 결말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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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도달하기까지의 구체 인 과정과 장면들을 참신하게 구성하는 데 천

상계의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소설에서 추구하는 흥미 유형의 차이로 볼 수 있다.부스

(Booth,W.)는 소설에서 독자가 추구하는 흥미는 작 세계 자체에 한

흥미일 수도 있고,이에 질서를 부여하여 한 편의 완결된 작품을 만들어내

는 심미 수단에 한 흥미일 수도 있다고 하 다.229)천상계의 서사구조

구축 기능에 심을 갖는 독자들은 생과 후생의 연속성을 통해 담보되는

작품의 체 인 형식 완결성을 시한다는 에서 후자 즉 ‘특성 흥

미’에 민감한 독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반면 천상계로 인한 서사 개나

인물 묘사의 세부 국면들에 심을 나타내는 독자들은,사건 발생의 구체

논리와 인물의 구체 특성에 심을 갖는다는 에서 작 세계 자체

에 한 호기심 즉 ‘지 흥미’가 풍부한 독자들이다.

이처럼 성향이 다른 학습자들로 하여 천상계의 양면 역할을 균형 있

게 악하도록 유도하기 해서는,각 학습자의 본래 인 흥미 성향을 존

하여 천상계의 두 측면 보다 쉽게 악할 수 있는 측면을 먼 이해

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본다.천상계에 한 각 학습자의 자연스

러운 심 지 을 출발 으로 하여 차 을 확장해 나가는 략

근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이에 본고에서는 ‘원(原)가설’을 설정한

뒤 작품의 실상에 비추어 원 가설의 기각과 수정·보완에 이르도록 하는 탐

구 학습 모형이 천상계의 양면성 이해 과정에 유용하게 용될 수 있다고

보고 그 구체 실행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230)

229)부스에 따르면 소설의 흥미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지 흥미

(intellectualinterest),특성 흥미(completion of qualities),실제 흥미(practical

interest)가 그것이다.‘지 흥미’란 작 세계에 한 지 호기심을 의미하며,‘특성

흥미’란 패턴이나 형식의 완결성을 기 하고 확인하려 하는 심미 경향을 의미한다.‘실

제 흥미’는 주로 인물에 한 공감에서 비롯되는 작품에 한 몰입을 뜻한다.넓게 보

면 앞의 두 가지 흥미는 각각 스토리에 한 원 흥미와 그것의 담론화 방식에 한

심미 흥미로서 립을 이루며,마지막 ‘실제 흥미’는 첫째 유형의 흥미에서 생되어

정서 반응의 측면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Booth,W.,TheRhetoricofFiction,

최상규 역,『소설의 수사학』, 림기획,1999,172-183면.

230)‘원(原)가설(originalhypothesis;HO)’이란 연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상이 되는

가설을 말한다.통계 연구에서는 개 ‘집단 간 수치에 차이가 없음’을 가정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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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학습자들은 체로 천상계의 역할을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실

반 과 연 짓지 못하 다.다음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학습자들은 천

상계를 다소 과장된 인물 창조나 서사 개를 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

을 보 다.

천상계에서 내려온 사람은 특별하다.그래서 다른 인물들보다 뛰어나고 멋

있게 만들 수 있다.(유-14)

주인공이 평범한 존재가 아닌 하늘에서 돌 주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설정

을 해서 소설을 더 재미있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사-16)

더 흥미를 주고 둘이 운명이었다는 걸 보여 주기 해서?잘 모르겠다.아

무튼 이런 설정을 해서 더 재 고 특이했다.이런 설정이 없었다면 별로 재

미도 없고 애틋하지 않았을 것 같다.(숙-24)

이밖에도 “ 실에서 벌어질 수 없는 내용을 설정시켜 읽을 때 흥미를 가

지고 집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다”(숙-13)든지,“주인공에게 신비스러운

인상을 주기 해서”(사-1),“일반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하지만

천상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조 은 납득할 수 있다”(옥-12)와 같은 반응

에서도 천상계를 실제 실과는 동떨어진 작품 창작의 방편으로 받아들이

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처럼 천상계를 일상 이고 평범한 실을 월하여 보다 흥미

로운 작품을 창작하기 한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은,학습자들이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사회 상황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천상계를 통해 비범한 능력을 부여받는 인물은 당 의 사회 집단이나 계

층 구조상 어떤 인물인지,특정 인물에게만 비범성을 부여함으로써 서사

설(nullhypothesis)’이 원가설로 설정되며 이것이 수용 는 기각·수정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연구 결과가 도출된다.본고에서 설계하는 등학교 학습자들의 고 소설 탐구

학습은 통계 연구와는 거리가 있으나,분명한 원 가설이 있을 때 학습자의 탐구 과정

이 보다 명료하게 구조화될 수 있다는 에서 이 개념을 원용하여 교수·학습 과정을 설

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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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어떤 방향성을 띠게 되는지,그러한 담론 구축의 배후에서 작동하

는 가치 은 무엇이며 그러한 가치 은 당 의 소설 담당층에게 어떻게 받

아들여지고 있었는지 등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천상계의 목 을 막

연히 흥미 유발의 차원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231)

그러므로 천상계의 역할에 해 보다 구체 인 심과 탐색을 유도하기

해서는 당 의 사회 상황에 한 배경지식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한다.

화이론 가치 에 한 지식이 있어야만 <유충렬 >에서 천상계가 국

황제의 편인 유충렬을 도와 호국의 침입을 제압하는 한편 그 반 의 작용

도 한다는 에 흥미를 느낄 수 있고,가부장제 가문 질서에 해 알고

있어야 <사씨남정기>에서 천상계가 가부장을 도와 가문을 창달하고자 하

는 사정옥을 보호하는 한편 이를 통해 가부장제의 내 변화를 래하는

상이 의미 있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족 심의 신분 질서에 한 배경지식이 제되어야만

<구운몽>과 <숙향 >에서 천상계가 사족 심의 혼인 계를 지지하면서

도 이를 복하는 기능도 한다는 이 심의 상이 될 수 있으며,일부

다처제와 열녀 정표 정책 등 남성 심 젠더 질서에 한 이해가 제되

어야만 <옥루몽>과 <하진양문록>에서 남녀의 젠더 계를 강화하는 동시

에 소멸시키는 천상계의 양면 작용에 한 심층 이해가 가능하다.교

사는 이러한 배경지식을 충실히 제공함으로써,학습자들이 작품 내에서 천

상계가 수행하는 역할에 구체 으로 심을 갖게 하고 이를 당 실 반

의 차원에서 극 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231)반면 어느 정도 당 의 지배 이념에 한 배경지식이 있는 학습자의 경우,다음과 같

이 천상계에서 이념 질서의 반 을 읽어내는 단 반응을 보이기도 하 다.

‘주인공이 천상계에서 내려왔다’라는 설정을 통해서 주인공이 비범한 사람이라는 인식

을 주게 되고 평범한 인간이라는 것보다 더 큰 흥미를 주게 될 것이다. 당시 사람들

은 국의 왕을 천제라고 불 다.하늘은 그 당시 인간들의 에서는 지 능한 존

재로 보고 우러러 보았으며 제사도 지내어졌다.이러한 환경에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설정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창의 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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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인식

-

가설

형성

-

자료

조사

-

가설

정련

-

가설

검증

아직 성격

이 충분히

악 되 지

않은 사태

에 처하여

혼란 인지.

주어진 상

황을 잠정

으로 해

석하고 그

결과를

측.

문제의 성

격을 규정

하는 데

도움이 되

는 제반

사항 조사.

보다 넓은

범 의 사

실들에 부

합하도록

가설을 조

정.

정련된 가

설을

사태에

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

3.교육 내용

1)천상계의 양면 역할과 효과 탐구

(1)탐구 문제 인식과 가설 형성

탐구 학습은 다양한 정보를 종합하고 구조화하여 고차 인 지식에 도달

하는 데 효과 인 학습 방법이다.일반 으로 탐구 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습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강한 동기를 지니고 있거나,학습

문제 자체가 그러한 능동 근을 필요로 할 때 용되는 학습자 심의

교수·학습 모형이라 할 수 있다.232)탐구 학습 모형은 학습자의 사고력 신

장에 도움을 주며,유사한 상황에 한 지식이나 개념의 용 능력을 높여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는 탐구 학습 모형은 지식의

습득 자체보다는 그것을 학습하는 과정과 방법을 강조한다.학습자 스스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을 시도함으로써 결론에 도달하는 경험을 시하는

것이다.그 차는 다음과 같다.233)

232)최지 외,『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역락,2007,41면.이 책의 해당 부분에서 다루

고 있는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넓은 의미에서 ‘탐구 학습 모형’을 포함한다.

233)이하 탐구 학습의 기본 원리와 용 차에 한 설명은 Dewey,J.,Democracyand

education:anintroductiontothephilosophyofeducation,이홍우 역,『민주주의와

교육 :교육철학개론』,교육과학사,2007,227-262면을 참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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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이는 주어진 지식의 수동 학습이 아닌,지식 생성 과정의 능동 경험

을 강조하면서 와 같은 ‘반성 사고의 5단계’를 제시하 다.이에 따르면

학습자는 스스로 흥미를 느낀 문제 상황에 해 극 으로 실험을 고안하

고 그 결과를 찰하는 탐구자가 되어야 한다.듀이는 이와 같은 경험에

한 반성 사고가 ‘사실들에 한 탐구 행 (inquiry)’를 수반한다고 하며 ‘반

성(reflection)’,‘사고(thinking)’,‘탐구(inquiry)’를 유사한 의미로 사용하

다.234)이후 마시알라스(Massialas,B.G.)와 콕스(Cox,C.B.)가 듀이의 반성

사고 모형을 계승하여 사회과 탐구학습 모형으로 정립하 고,235)다양한

교과 교육 분야에서 탐구학습이 용되기 시작하 다.236)

천상계가 고 소설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작품 내의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고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탐구 문제로 삼

기에 합하다.물론 교사가 일방 으로 설명하는 방식의 교수·학습도 가

능하지만,이 경우 교사의 작품 해석 결과가 바로 학습자에게 달되기 때

문에 학습자의 작품 해석 안목을 향상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학습자

스스로 작품의 어떤 부분에 주목하여 천상계의 역할을 악할 것인지를 경

험할 기회가 차단되기 때문이다.이론이 구체 경험을 통하지 않고 추상

234)뒤에서 살펴보겠지만,‘사실들에 한 탐구’란 능동 으로 고안된 가설을 입증할 증거

사실들에 한 탐구,즉 증거 사실들의 수집과 찰을 뜻한다.Dewey,J.,How we

think–arestatementoftherelationofreflectivethinkingtotheeducativeprocess,

Chicago:HenryRegnerycompany,1910,pp.12-14.

235)마시알라스와 콕스의 모형은 듀이의 ‘반성 사고’개념 신 ‘문제 해결의 안 탐색

행 ’를 뜻하는 ‘탐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 다.이들이 제시한 다음의 탐구학습 모

형 6단계는 듀이의 반성 사고 5단계와 유사하다.

①안내(orientation)- ②가설 설정(hypothesis)- ③용어 정의(definition)- ④탐색

(exploration)-⑤가설 입증(evidencing)-⑥일반화(generalization).Massialas,B.G.

& Cos,C.B.,Inquiryinsocialstudies,New York:McGraw Hill,1966,pp.115-119

;Massialas,B.G.& Zevin,J.,Creativeeducationintheclassroom :teachingand

learningthroughdiscovery,New York:JohnWiley& Sons,1967,p.6(정길용,「제

3차 교육과정기 사회과 탐구학습의 수용」,『사회과교육연구』 9권2호,2002,131-132

면에서 재인용.)

236)한편 넓은 의미에서는 루 (Bruner,J.S.)의 발견학습 모형까지도 의의 탐구학습

모형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루 의 발견학습 모형은 듀이나 마시알라스의 모형과는 달

리,개인이 직면하는 문제 상황보다는 보다 일반 인 ‘지식의 구조’발견에 을 맞춘

다는 차이가 있지만 두 모형 모두 가설에 입각하여 자료를 검토하고 재구성하는 실제

교수·학습 과정은 같다.이상 탐구학습의 두 하 유형에 한 자세한 설명은 의 논문

129-13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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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규칙으로 가르쳐질 경우 학습자는 그 논리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

다.237)특히 ‘천상계의 양면성’은 여러 고 소설 작품들에서 두루 발견되는

상이며 서사 습이라는 에서 학습자 주도의 ‘서사 지식 생성’이 필

요한 교육 내용이라 할 수 있다.238)

그런데 듀이에 의하면 탐구 과정은 자신의 재 심사를 인정하고 존

하면서 그것을 확장하고 쇄신해 나가는 과정이다.239)이는 앞서 학습자 반응

자료에서 확인한 바 있는,학습자들의 천상계에 한 흥미 지 의 차이를 탐

구 문제 인식과 가설 설정 단계에서 긴 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즉 각

자 좀 더 심을 가지고 있는 천상계의 역할을 정식으로 가설화하여 이를

토 로 천상계의 양면성을 면 히 조사하고 처음의 가설을 확장하는 방식의

탐구학습을 설계해 볼 수 있다.

먼 ,‘작품에 천상계가 설정된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탐구 문제임을 확

인한 뒤 학습자들은 작품에 한 자신의 보 반응을 토 로 잠정 가

설을 설정한다.이를 해 학습자들은 천상계가 등장하는 고 소설 작품을

한 차례 이상 읽고 난 뒤 탐구에 참여해야 한다.작품에 한 일차 독해

는 학습자들로 하여 천상계의 역할에 해 보 견해를 갖도록 하기

한 필요조건인 것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이 이러한 제 조건을 갖춘 상태인지를 검한 뒤,“이

작품에서 천상계의 가장 요한 역할은 무엇인가”를 탐구 문제로 제시한

다.학습자들은 탐구 문제를 정확히 확인하기 해 교사에게 궁 한 사항

을 질문하고,교사는 이에 답변하면서 탐구 문제를 규정하는 핵심 개념들

을 명료화한다.이 단계에서는 ‘천상계’의 개념과 범 를 정의해야 하고,천

상계의 ‘역할’이 의미하는 바에 해서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천상계의

237)우한용 외,『문학교육과정론』,삼지원,1997,226면.

238)‘서사 지식 생성’이란 학습자가 자료를 해독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주체 으로 서사 개념과 습에 련한 지식을 구성해 나가는 것을 의미

한다.최인자,『서사문화와 문학교육론』,한국문화사,2001,327-328면 참조.

239)교육의 ‘자기 재구성’ 측면과 그 과정에서 개인 흥미의 요성에 해서는 Dewey,

J.,이홍우 역,『민주주의와 교육 :교육철학개론』,교육과학사,2007,140-145면과 220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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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범 를 정의할 때에는 선계(仙界),수궁계(水宮界),지하계(地下界)

등의 포함 여부를 명시해야 할 것이며 그 근거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천상계의 역할이란 서사 개와 인물 형상화의 양 측면을 포 한다는 ,

거시 서사구조와 세부 서사 구성 인물의 역할 설정과 인물 묘사의

층 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도 언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천상계

의 역할은 작가가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을 언 함으

로써 학습자들의 탐구 활동 범 를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탐구 문제가 명료하게 정의된 뒤에는 가설 형성 과정이 진행된다.이념

재 층 에 주목하는 소설 수용 경향을 지닌 학습자들의 경우,천상계가

서사 개의 거시 인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하며 이를 통해 작가가 의

도한 결말이 처음부터 분명하게 제시되고 그 로 실 된다는 에 착안

하여 가설을 세우도록 한다.이때 자연히,서사 개를 주도하는 주동인물

을 도와 특별한 상을 부여하는 것도 천상계의 역할로 상정될 것이다.다

음은 이상의 내용을 반 하여 형성된 가설의 구체 이다.

∘ 천상계는 유충렬을 도와 정한담을 제압하고 명나라 황제와 조정을 보호한다.

(<유충렬 >)

∘ 천상계는 강남홍을 도와 양창곡과의 부부 인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

(<옥루몽>)

∘ 천상계는 사정옥을 도와 유씨 가문을 보호하고 창달 한다.

(<사씨남정기>)

∘ 천상계는 숙향을 도와 이선과 혼인하게 하고 혼인 계가 안정되게 한다.

(<숙향 >)

작품 수용을 통한 검증이 가능하려면 의 들과 같이 가설이 충분히

구체화되어야 한다.그러므로 교사는 개별 혹은 모둠별 지도를 통해 학습

자들의 가설을 검토하고 구체화시켜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컨 교사

는 가설을 입증할 자료 수집 계획을 물음으로써 학습자들이 가설을 충분히

구체화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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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사 실 층 에 좀 더 심 있는 학습자들이라면 천상계의 역할

에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보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천상계는 유충렬의 뛰어난 능력과 국가 향력을 부각한다.(<유충렬 >)

∘ 천상계는 강남홍의 뛰어난 능력과 사회 활약을 부각한다.(<옥루몽>)

∘ 천상계는 사정옥의 훌륭한 인품과 가문 내 상을 부각한다.(<사씨남정기>)

∘ 천상계는 숙향과 이선의 진실하고 인간 인 애정을 부각한다.(<숙향 >)

세부 인 서사 구성 인물 묘사에 주목할 때,천상계의 역할은 일정한

결말을 설정하고 그에 맞추어 인물들에게 계질서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결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극 으로 구성하며 개인이 지닌 능력과 감정

의 동질성을 객 으로 조명하는 데 있다. 와 같은 가설들은 후자의

에서 작품 속 천상계의 역할을 탐구하도록 돕는 가설들이다.

(2)탐구 실행

가설 수립이 완료되면 학습자들은 작품을 읽으면서 가설을 입증할 증거

를 수집하는 본격 인 탐구 활동을 시작한다.이 단계에서는 모둠별 학습

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학습자들은 각자 작품을 읽으며 가설을 입증

는 반증하는 증거들을 수집할 수도 있지만,모둠별 활동을 통해 보다 다

양한 증거 자료들을 공유하며 자료 해석의 타당성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

다.특정 목을 가설을 입증하는 근거로 볼 것인지 혹은 반증 근거로 인

정할 것인지 여부는 개인의 단보다는 모둠 의를 통해 보다 타당성 있

게 단될 수 있다.241)

240)탐구 학습에서 교사의 요한 역할 하나는 학습자들이 세운 가설이 증거를 수집하

기에 합한지 별하도록 도움을 주는 데 있다,박성익,『교수·학습 방법의 이론과 실

제 (1)』,교육과학사,1997,105면.

241)문학 교수·학습에서 모둠별 력학습은 서로 사고의 폭을 넓 주고,구성원 각자가 자

신의 사고 내용을 타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면서 의미있게 조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효과를 지닌다.이상구,『구성주의 문학교육론』,박이정,2002,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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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교사도 증거 수집과 해석을 도울 수 있다.증거 수집과 련하여

교사는 구체 으로 작품의 어떤 부분들에서 천상계의 존재와 작용을 알 수

있는지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컨 <유충렬 >에서는 태몽을 통해

생담이 제시되는 목,화재 시 유충렬 모자를 구하는 노인의 출 목,

백룡사 노승이 유충렬을 기다렸다가 맞이하여 도술을 가르쳐 주고 무기를

갖추어 장으로 보내는 목을 주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한담과

유충렬의 도술 결 장면도 천상계에서 유래한 신비한 무기들을 사용하여

이루어진다는 에서 천상계의 작용이 드러나는 부분으로 보게 할 필요가

있다.<옥루몽>에서는 서두에 독립 으로 제시되어 있는 천상계 생담,

강남홍이 백운도사를 만나 도술과 진법을 수련하는 목,이후 백운도사가

나타나 강남홍과 양창곡을 기로부터 수차례 구해주는 목,결말 부분에

서 강남홍 등의 꿈에 음보살이 나타나 생의 일을 이야기해 주는 목

등을 살펴보도록 할 수 있다.아울러 강남홍이 도술을 구사하며 쟁터에

서 활약하는 목들도 천상계 작용의 일부분으로 악하도록 해야 할 것이

다.

<숙향 >에서는 후토부인과 선녀의 말에서 알 수 있는 생담의 내용,

화덕진군과 마고할미가 숙향을 보살피는 목들,숙향과 이선의 요지연 꿈,

이선이 선계를 여행하며 용왕 부자와 선 들의 도움을 받는 목을 통해

천상계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한다.<사씨남정기>의 경우 생담이 설정되

어 있지 않으므로 이비의 발언 내용, 음보살의 몽 장면 등에 주목하여

천상계의 섭리를 악하고 작품 내 역할을 탐구하도록 한다.

아울러 교사는 학습자들이 원 가설에 한 반증 자료들을 인정할 수 있

도록 유도해야 한다.탐구 학습의 궁극 목 은 학습자들이 천상계의 양

면성을 알게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자료 수집은 이념 재 이나 서사 실

의 층 어느 하나에만 기 하여 설정된 원 가설을 넘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월 인 섭리를 통해 지상계의 서사 개 방향과 인

물들의 계를 반 으로 규정하는 역할과,특수한 사물이나 상을 통해

서사를 실제로 진 시키며 인물의 행 나 성격을 드러내는 역할을 모두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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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것이 요한 것이다.

먼 ,이념 재 층 를 심으로 원 가설을 설정한 학습자들에게 교사

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하여 서사 실 층 의 천상계 역할에도

심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천상계가 유충렬로 하여 명나라 황제에 한 정한담과 호왕의 반역을 제

압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면,천상계에서 유래한 신비한 무기들 한 유충렬

과 정한담의 무력 결에서 유충렬의 우 를 보여주는가?(<유충렬 >)

∘ 천상계가 강남홍으로 하여 남편인 양창곡과 동행하며 양창곡을 보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천상계에서 내려온 존재인 백운도사가 강남홍에게 해

신비한 무기나 도술 한 강남홍에게 양창곡의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작용을 하는가?(<옥루몽>)

∘ 천상계가 사정옥을 돕는 근거가 그가 속한 유씨 가문을 수호하는 데 있다

면,천상계에 속한 존재인 아황과 여 의 몽이나 음보살의 몽 한 사정

옥으로 하여 유씨 가문에 한 소속을 강화하며 가문과 흥망을 함께 하게

만드는가?(<사씨남정기>)

∘ 천상계가 숙향과 이선의 혼인을 고귀한 두 남녀 간의 특별한 천정혼(天定

婚)으로 규정하여 지지하는 역할을 한다면,두 남녀가 꿈에서 천상계를 방문하

고 꽃과 과일 등을 주고받는 장면 한 이들의 고귀한 신분과 교유 계의

법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가?(<숙향 >)

마찬가지로 서사 실 층 심의 원 가설을 설정한 학습자들에게는 다

음과 같은 질문들을 통해 이념 재 층 의 천상계 역할에 주목하도록 할

수 있다.

∘ 천상계가 유충렬의 개인 능력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면,비등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정한담이 유충렬만큼 천상계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은 어떻

게 설명할 수 있는가?(<유충렬 >)

∘ 천상계가 강남홍의 능력 발 과 자아실 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면,천상

존재인 백운도사가 양창곡과 강남홍의 재회를 돕고 양창곡에 한 강남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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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열행(烈行)에 유독 감응하는 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옥루몽>)

∘ 천상계가 사정옥 개인의 인품과 자질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면,사정옥에

비해 자질이 부족한 유연수 한 천상계의 보호와 지지를 받는 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사씨남정기>)

∘ 천상계가 숙향과 이선의 애정을 부각하는 역할을 한다면,두 남녀가 서로

면하여 호감을 갖기도 이 에 무조건 인 혼인 계로 설정되며 인물들도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숙향 >)

교사는 이러한 질문들을 제기함으로써 학습자들로 하여 원 가설에 반

되는 증거들을 작품에서 수집하게 하고,작품에서 천상계의 역할은 단일

하지 않다는 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원 가설을 수정할 필요성을 인식하

게 해야 한다.

탐구 학습의 은 학습자 자신의 능동 작품 수용을 진하는 데 있

지만,천상계의 양면성 악이라는 일정한 목 이 있는 한 교사의 한

개입은 필수 이다.탐구 결과의 타당하고 유의미한 해석을 해서는 교사

와 학습자 간의 활발한 화가 요구되며,학습자 심의 탐구 학습에 방향

성을 부여하고 실질 인 학습 효과를 보장하기 해서는 교사와의 소통 기

회가 확보되는 화 학습 모형이 목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탐구 결과 정리

가설의 수립과 증거 수집이 마무리된 뒤에는 원 가설의 불완 성을 확인

하고 작품의 실상에 부합하는 새로운 가설을 마련해야 한다.이는 곧 탐구

학습의 마지막 두 단계인 가설의 정련과 재검증 단계이다.이 단계에서 교

사는 천상계의 역할이 양면 이라는 을 학습자들이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한다.즉 원 가설은 부분 으로만 타당하며,반증 자료들을 포

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의 가설이 필요함을 학습자들이 인식하고 가

설의 확장을 시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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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해서는 이념 재 층 의 요소들인 거시 서사구조와 인물의 역

할 설정,그리고 서사 실 층 의 요소들인 세부 서사 구성 인물 묘

사에 두루 유의하며 천상계 역할에 한 가설을 확장해야 한다.하지만 그

다고 해서 추상 인 용어들을 그 로 사용하여 원 가설의 한계를 설명하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문 인 용어들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쉽

게 풀어 설명하기 한 내용교수지식(PedagogicalContentsKnowledge)이

개발되어야 한다. 컨 ‘거시 서사구조’는 ‘이야기의 체 인 흐름’,

‘결말’등 학습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개념을 활용하여 재개념화하고,

‘세부 서사 구성’은 ‘사건 배치’등의 용어로 재개념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교육 장의 사례 연구에 의하면 문용어를 쉽게 풀고 학습

자들에게 친숙하게 만드는 것은 내용교수지식 개발에서 매우 요한 부분

이다.242)

교수학 으로 변환된 개념들을 활용하여 천상계의 역할을 좀 더 포

으로 악할 수 있는 이론 틀이 마련되면,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설정하고 작품에 용하여 검증하는 단계로 진입한다.이 단계에서 유의할

은,천상계의 양면성을 단순히 두 상반된 측면의 기계 결합으로 설명

하지 않고 구조화하여야 한다는 이다.즉 거시 이념 재 과 구체 서

사 실 이라는 작품의 상보 인 두 층 에서 천상계가 동시에 상이한 역할

을 수행한다는 을 표 할 수 있는 가설이 수립되어야 한다.이를 통해

작품 내 천상계의 양면성이 서로 무 한 두 측면의 결합이 아니라 하나를

실 하는 과정에서 다른 하나가 발생하는 복합 계임을 이해해야만,다

음 단계에서 이를 담당층의 층 세계 인식과 련지을 수 있기 때문이

다. 컨 다음과 같이 새로운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 천상계는 유충렬로 하여 정한담을 제압하고 명나라 황제와 조정을 보호하게

하되,그 구체 과정에서는 유충렬과 정한담의 상호 등한 능력 결을 부각한다.

(<유충렬 >)

242)천은수,「어느 역사교사의 ‘가르치기 한 지식’연구 :내용교수지식(PCK)과 교수학

환(DT),그리고 실천 지식」,『역사교육연구』 10집,2009,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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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상계는 강남홍으로 하여 양창곡과 부부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되,그

구체 과정에서는 강남홍의 뛰어난 능력과 주체 자아를 부각한다.(<옥루몽>)

∘ 천상계는 사정옥을 도와 유씨 가문을 보호하고 창달 하되,그 구체 과정에서

는 사정옥 개인의 뛰어난 자질과 가문 내 상을 부각한다.(<사씨남정기>)

∘ 천상계는 숙향과 이선의 혼인을 고귀하고 특별한 천상혼으로 규정하고 추진하되,

그 구체 과정에서는 두 인물 간의 평범하고 인간 인 애정을 부각한다.(<숙향 >)

새로운 가설이 수립되면 이를 작품에 입하여 천상계의 역할을 포

으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차가 남는다.이는 작품을 재독(再讀)하

면서 천상계의 역할을 찬찬히 다시 살펴보며 정리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도 있고,탐구 실행 단계에서 수집한 작 천상계 련 정보들을 하나씩

검하며 새로운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도 진행 가능하다.

자의 경우 작품을 재독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 반면 천

상계의 양면성을 보다 충실히 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후자의 경우

작품 내 천상계의 역할을 음미하기는 어렵지만 좀 더 효율 으로 천상계의

양면성을 정리할 수 있다.교사는 교수·학습 여건에 따라 한 방식을

택하되,양자를 충하여 일부 목만 작품을 재독하며 천상계의 양면

작용을 확인하는 방식도 채택할 수 있다.

2)천상계의 실 반 양상 이해 평가

(1)당 실에 한 배경지식 구조화

탐구 학습을 통해 천상계의 양면 역할을 악하고 그에 의한 서사세계

의 입체 구성을 이해하 다면,다음 단계는 그것이 당 실과 어떻게

련되는지를 악하는 것이다.이를 해 학습자들은 먼 념 세계

인식의 틀 안에서 그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험 가치와 논리가 생성되

고 확산되었던 당 의 정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나아가 그러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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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의식 구조가 작품 속 서사세계의 층 구조와 응됨을 악해야 한

다.

우선,시 상에 한 배경지식은 념 가치 과 경험 실 인식의

불일치를 심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학습자 스스로 당

실의 모순을 구조화하여 작품에 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이는

고등학생 학습자 수 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사

의 개입이 필요하다.교사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17-19세기 국가·가

문·사회 질서의 모순을 학습자들이 효과 으로 악할 수 있도록 도울 필

요가 있다.

화이론 국가 통치 질서의 경우, 국에서 한족 왕조와 이민족 왕조가

갈등을 벌여 온 역사를 간략히 짚어보면서 ‘존화양이’의 념이 두된 과

정을 살펴본 뒤,이를 조선의 지배층이 받아들인 까닭을 정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보단(大報壇)설치나 숭정제 연호 사용 등의 사례를 통하여 집권

층이 명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명 심의 국제 질서를 념 으로 고수하

음을 확인하고,역사학계의 논의를 참고하여 화이론의 국가 통치 이데올로

기로 성격을 악토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앞에서 논의하 듯이 북학 사상이 확산되고,인물성

동론(人物性同論)이 개되어 ‘화이일야(華夷一也)’의 세계 까지 두하는

등 경험 실의 변화를 인정하려는 동향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실용

과 실리를 보다 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었다는 에 해서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하 계층에서 일본 상인들과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이를

견제해 수 있는 청에 새롭게 ‘화(華)’의 지 를 부여하는 등 기존의

념 화이론으로부터 탈피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음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특히 이러한 새로운 실 인식의 경향은 ‘화’와 ‘이’를 차별하는 기

존의 형식은 유지하면서 그 실질 내용을 변화시킨 것이었음에 주목하여,

념 가치 과 경험 실 인식이 명확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 음을 이

해하는 것이 요하다.

가부장제 가문 질서에 해서도 념과 경험의 모순을 부각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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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시 상에 한 지식을 구조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먼 ,친족 명

칭이 개편되는 등 부계 심의 종법질서가 강화되었던 17세기 이후의 상

황,그러한 경향이 두할 수밖에 없었던 사 부 계층의 기 상황에 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한 학습자들은 종법 가부장제가 정착하는 과

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는 에 해서도 주목할 수 있어야 한다.즉 계

후 문제를 둘러싸고 사 부 계층 내부에 혼란이 발생하곤 하 다는 ,총

부권의 작용 범 나 자궁가족의 존재 양상을 통해 볼 때 가문 내 여성의

권한이 공식 규범상의 범 를 넘어 행사되었다는 을 앎으로써 사 부

계층의 실 인식이 균열되었던 정황에 근할 필요가 있다. 한 이 경우

에도 종법 가부장제라는 큰 틀 안에서 여성의 권한이나 모계 연 가족

의 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념 가치 과 경험

실 인식은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다.

사족 심의 신분 질서에 해서도 구조화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사족

집단은 송 논쟁 과정에서 왕족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보편 법의

용을 주장하는 등 확고한 신분 정체성과 자의식을 나타내었으나,당쟁이

심화되고 왕권이 강화됨에 따라 분열· 축되었고 정치 향력을 상당 부

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을 학습자들은 우선 이해해야 할 것이다.나아가

념 신분 의식과 실 우가 불일치하게 된 사족 계층의 상황,한편

으로는 ‘사(士)’의 사회 역할과 지 를 여 히 강조하면서도 실상은 기존

신분 제도의 개 을 역설하 던 새로운 선비론의 개에 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이는 사족 계층 내부에서,기존의 념 신분 의식을 경험

실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지로서

학습자들에게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즉 ‘사(士)’의 사회 역할과 지 를

시하는 기존의 신분 의식은 유지하면서,그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여 사

회 변화에 응하려는 동향이 사 부 계층 내에서 제기되고 있었음을 이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성 심의 젠더 질서의 경우,양란 후 사회 기강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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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표 정책이 강화되고 모든 신분 계층에서 여성의 열행이 극 으로 권장

되었던 상황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 상에 한 배경지식을 형성할 수 있

다.그러나 역시 한편으로는 정표 정책이 신분 상승의 수단으로 활용되기

도 하 고,상층의 경우 여성이 가문의 재산 운 과 리를 실질 으로 책

임지면서 상당한 지 와 권한을 인정받았음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

를 통해 념 젠더 규범과 경험 실의 젠더 질서가 불일치하 던 17

세기 이후의 시 상을 악할 수 있어야 한다.이 경우에도 여성의 주체

삶에 한 심은 남성 심의 젠더 정책과 제도의 틀 안에서 모색되었음

을 이해하고, 념 의식과 경험 실의 립 공존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요하다.

(2) 실 반 기제로서 천상계의 특수성 이해

작품이 창작된 당 의 사회 상황에 한 구조화된 배경지식이 제공된

뒤에는,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당 국가·가문·신분·젠더 질서의 모순이 작

서사세계에 반 된 양상을 살펴볼 차례이다.특히 탐구 학습을 통해

악한 천상계의 양면 역할이 작품 외 세계 반 과 어떤 련이 있는지

를 알아 으로써 고 소설의 특수한 실 반 기제를 이해해야 할 것이

다.

이를 해서는 먼 ,작품 내 서사세계에서 이념 재 의 층 와 서사

실 의 층 가 각각 창작 당시의 념 가치 과 경험 실 인식에 따

라 상호 립 으로 구성되었음을 이해해야 한다.먼 이념 재 층 에

서 설정된 거시 서사구조와 인물 간의 계질서는 당 의 념 이데올

로기 질서와 일치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국 황제를 해 오랑캐와 맞서

싸우는 주인공을 천부의 웅으로 묘사하고 그의 승리로 결말을 맺는 <유

충렬 >의 서사구조와 주동인물 설정은 당 의 화이론 이데올로기를 재

한다.마찬가지로,부계 가문과 가부장을 해 헌신하는 주인공을 하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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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받는 선인(善人)으로 묘사하고 그의 고난 극복과 명 회복으로 끝

맺는 <사씨남정기>의 서사구조와 주동인물 설정은 종법 가부장제 이데

올로기의 재 이라 할 수 있다.사족 남녀 인물들의 탁월한 재능과 외모가

부각되며 그들 간의 결연이 우선 으로 성사되는 <숙향 >은 사족 심의

신분 이데올로기를 표상하며,남성 배우자를 해 헌신하는 여성 인물이

천상계의 도움 아래 주동인물로 활약하며 혼인 생활의 테두리 안에 여성의

삶이 정착되어 가는 과정을 그린 <옥루몽>은 남성 심의 젠더 이데올로

기를 반 한다.교사는 시 상에 한 배경지식을 제공할 때부터 작품의

거시 구조와 당 이데올로기의 연결 지 을 언 함으로서 학습자들이

양자의 계를 악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서사 실 층 에서 표 되는 세부 서사의 구성과 인물 묘사는 당

의 경험 실 인식과 응함을 이해하도록 한다.유충렬과 정한담을

‘화(華)’와 ‘이(夷)’로 구분하기보다는 개인 실력의 등함을 부각하고,강

남홍과 양창곡의 계를 종속 남녀 계로 규정하기보다는 주체 인 두

인간의 력 계로 묘사하는 것은 국가 통치에서 실질 인 능력이 보다

시되고 여성의 주체 인 삶이 시되었던 당시의 경험 실이 서사 실

층 에 반 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마찬가지로 사정옥의 삶이 가문

내 지 보다는 개인의 자질을 기 으로 평가되며,숙향과 이선의 애정이

사족으로서의 고귀함보다는 보편 인 감정 교류의 측면을 심으로 그려지

는 것은 각각 가문 내에서 여성의 권한이 상당한 정도로 보장을 받으며 남

성 심의 종법 질서가 내 으로 균열되었던 담당층의 경험 실,사족

의 독자 인 신분 상이 불분명해지고 있었던 당 실의 반 으로 볼

수 있다.이러한 서사 실 층 와 당 경험 실의 연 성은 앞의 단

계에서 제공된 시 상에 한 배경지식과 련하여 충실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과정을 거쳐,이념 재 층 와 서사 실 층 가 서로

하게 련되면서도 상반되는 작품의 구조가 담당층이 처한 이러한 모순

된 상황과 그에 한 층 인식의 구조와 유사함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단계에서 교사의 역할은 “지식과 감상의 교호 발 ”을 유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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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시 상에 한 배경지식을 통해 작품의 이념 재 층 와 서사 실

층 를 보다 정 하게 재구성하는 동시에,작품의 내 구조에 비추어 시

상에 한 이해를 심화하는 양방향의 활동을 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소설 일반에 용될 수 있는,작품 내 서사세계와 작품 외 세

계를 상호 련지어 읽을 수 있는 소설 수용 능력을 신장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아울러 탐구 학습에서 확인한 천상계의 양면 역할 수행이 담당층의

층 세계 인식을 증폭시켜 작품의 층 구조로 이시킨다는 이 특별

히 주목되어야 한다.이 단계에서는 특히,천상계의 어떤 특수한 속성이 그

러한 양면 역할 수행을 가능 하 는지를 탐색함으로써 천상계의 양면

작용 기제를 보다 정치하게 구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이를 통해 고

소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실 반 의 기제를 심층 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상계가 작품 체의 서사 개에 거시 방향성을 부여하며 인물 간

계를 계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상계의 상황을 통제하고 조

정할 수 있는 상 의 월 세계이기 때문이다.천상계는 속 이고 본

원 인 세계로서 지상계에 해 확고한 우 를 차지하고 있고,그곳에서

결정된 인물들의 운명과 상호 계는 지상계에서 으로 철된다.

속성과 성이라는 특성을 기반으로,서사 개의 거시 방향과 인물간

의 계를 규정하는 이념 재 층 에서의 천상계의 역할 수행이 가능해지

는 것이다.

한편 천상계가 세부 인 서사 구성을 극 으로 만들고 인물의 개성을 보

다 과감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한 지상계 체제의 논리를

벗어나 존재하는 월 세계이기 때문이다.천상계는 지상계의 체제의 제

약을 벗어난 보다 자유롭고 보편 인 세계이기에 격 사건의 발생의 근

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인물 개인의 특성이 객 으로 표출될 수 있는

배경 한 제공해 다. 월성이라는 특성에 근거하여 서사 구성의 폭을

넓히고 인물 묘사의 을 확장하는 서사 실 층 에서의 천상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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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속성과 성, 월성을 갖춘 세계인 ‘천상계’에 한 당 인

의 독특한 상상은 다양한 보조자료를 통해 보다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다.

통 사상과 종교의 ‘천(天)’ 념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천상계의 특성을

흥미롭게 탐색할 수 있는 수단이다. 컨 조선시 반에 걸쳐 리 읽

힌 유교 경 들에서 하늘은 인간 세상의 국 과 계층을 월하여 만인을

공평하게 보호해 주는 보편 주재자로 그려진다.『시경』에 나타난 하늘

은 구에게나 자애로운 하늘이고,243)『서경』의 하늘 한 특정인을 편애

하지 않는 공평한 주재자라 할 수 있다.244)한국 통사회에서도 하늘은

보편 가치의 담지자로서 신뢰를 받아 왔다.국조신화나 제천행사에서 하

늘은 신뢰와 의지의 상으로 그려졌고,인간 세상에 늘 심을 가지며 보

편 인 유익을 주는 신앙의 상으로 묘사되었다.245)

이러한 천(天) 념은 지배 이념인 유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그

표 가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이다.천인감응설이란 주지하다시피 하

늘이 인간 세상의 일을 늘 주시하고 있으며 인간의 행 에 합당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그 요한 수단 하나가 ‘천계(天戒)’다.이는 통치자

가 잘못된 행동을 할 경우 하늘이 재앙을 내림을 뜻한다.

하늘은 높은 곳에 있으면서 낮은 곳에 베풀며,그 모습을 감추지만 그 빛은

드러낸다.높은 곳에 있음은 존엄한 것이며,낮은 곳에 은혜를 베풂은 어진 것

이다.모습을 숨김은 신묘한 것이며,빛을 드러냄은 밝은 것이다.그러므로 지

가 존엄하고 베풂이 어질며 감춤이 신묘하고 빛을 드러냄이 밝은 것이 하늘

의 작용이다.다른 사람의 주인 된 사람은 하늘의 작용을 본받아,안으로 자신

의 모습을 깊이 감추면 신묘할 것이며 밖으로 리 살피면 빛을 밝힐 것이다.

243)김득만은 『시경』에서 ‘皇矣上帝,臨下有奕,臨視四方,救民之莫’이라 한 ‘황의(皇矣)’

편을 로 들어,“하늘이 민족이나 계 에 차별을 두지 않고 민만을 두루 사랑한다고 본

것은 고 국에 있어서 최 로 출 한 평등 념”이라 하 다.김득만,「고 국철

학에 있어서 ‘천’과 ‘인’」,『철학연구』 54권,1995,310면.

244)嗚呼.惟天無親,克敬惟親.民罔常懷,懷于有仁,鬼神無常享,享于克誠,天位艱哉.(『書

經』,商書「太甲下」)

245)정진홍,「하늘과 한국인의 종교」,최정호·이태호 편,『하늘과 한국인의 삶』,나남출

,1997,4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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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명한 이들을 등용하면 훌륭한 성과를 얻을 것이며,스스로 힘을 쓰지

않으면 존엄해질 것이다.뭇사람을 리 사랑하고,좋고 싫은 감정에 따라 상이

나 벌을 주지 않는다면 어질어질 것이다.246)

왕이 바르게 행동하면 원기가 화순하여 비와 바람이 때에 맞고 상서로운 징

조의 별들이 나타나며 황룡이 내려온다.왕이 바르지 못하면 로는 하늘에 변

괴가 생기며 어지러운 기운이 한꺼번에 나타난다.247)

이러한 천인감응설은 하늘이 지배 권력의 통치 행 에 제약을 가하며 피

통치자의 보편 권익을 보호하는 일종의 ‘자연법’으로서 받아들여졌음을

말해 다.248)지상계에서 인간은 특정 집단의 통치 질서에 편입되어 살아

가게 마련이고 집단 내 권력자의 횡포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지만,더 상

의 통치권자인 천상계의 공평무사함에 의지함으로써 이를 극복할 수 있다

고 본 것이다.고 소설에서 약자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천상계의 면모는

이와 같은 고 로부터의 천 념,즉 보편 가치 질서의 담지자로서의 천

념에 기반을 두고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 에는 성리학이 융성하면서 이상과 같은 ‘인격천’ 념보다는 추

상 인 ‘이법천’ 념이 확산되었지만,그러한 가운데서도 고 유학의 천

인감응설은 지속 으로 향력을 발휘하 다.특히 조선후기에는 허목,윤

휴 등 고문(古文)유학 학풍을 견지했던 남인 학자들의 상소문 등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었다.249)허목,윤휴 등은 ‘천’의 리자로서 민생을

246)天高其位而下其施,藏其形而見其光.高其位，所以爲 也.下其施,所以爲仁也.藏其形,

所以爲神.見其光,所以爲明.故位 而施仁,藏神而見光 ,天之行也.故爲人主 ,法天之

行,是故內深藏,所以爲神.外博觀,所以爲明也.任群賢,所以爲受成.乃不自勞於事,所以

爲 也.汎愛群生,不以喜怒賞罰,所以爲仁也.(《春秋繁露》,〈離合根〉)

247)王正,則元氣和 ,風雨時,景星見,黃龍下.王不正,則上變天,賊氣並見. (《春秋繁

露》,〈王道〉)

248)김춘식(1996)은 동 서의 천인감응설이 지배자를 신격화하는 동시에 견제하는 이 의

기능을 수행하 다고 설명하 으며, 반 으로 유가의 천명사상은 체로 ‘천의(天意)’

와 ‘민의(民意)’의 연동성을 강조한 에서 지배 권력을 옹호하면서도 견제하는 양면

경향을 함께 가진다고 진단하 다.김춘식,「왕권신수설과 천명사상의 비교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30집 3호,1996,40-44면.

249)이경원,『한국 근 천(天)사상 연구 :인격천 을 심으로』,성균 학교 박사학

논문,1998,27-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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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펴야 할 임 의 의무를 강조하 고,정약용의 사회개 사상이나 최제

우의 명 사상에서도 ‘천(天)의 이상 가치를 실 하기 해 실의 제반

조건을 그에 합당하게 만들어 나가는’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유교 천

념의 본령을 확인할 수 있다.250)

그러므로 유교 경 이나 국조신화,국가 주 의 제천행사,학자들의

등에 나타난 천(天) 념에 한 소개에서부터 출발하여 고 소설 속 천상

계의 월성,보편성에 한 이해에 충실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터 이미 확산되어 있었던 ‘천’ 념을 다각도로 살펴 으로써,이를 기반

으로 등장한 고 소설 속 천상계의 월 성격과 그에 한 당 인들의

상상을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곧 특유의 양면 역할 수행을 가

능 한 천상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다.

나아가 천상계의 월성은 당시 소설 담당층이 지녔던 실 인식 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념과 경험,의식과 무의식의 층 를 아울러 담

당층의 실 인식 경향은 ‘월성의 추구’로 요약될 수 있다. 월 세계

에 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념의 성을 추구할 수 있었고,동시에 기성

체제를 벗어난 새로운 가치와 논리에 한 상상도 가능하 던 것이다.당

의 소설 담당층이 이념 질서를 수 하면서도 그것의 반성과 쇄신 가능

성을 모색하 던 것은,주어진 실을 보다 본질 이고 진실한 가치에 입

각해 고양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이런

맥락에서 보면 천상계는 고 소설 담당층의 실 인식의 결정체이자,당

실의 모순과 균열이 작품 내에 생생히 이되도록 한 고 소설의 특수하

고도 핵심 인 실 반 기제라 할 것이다.251)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들이 천상계의 특성과 그 문화 기반을 탐색하

고,이를 통해 고 소설의 실 반 기제로서 천상계의 특수성을 악하

250) 의 논문,72-73면과 97면.

251)한국 통사회의 천(天) 념이 서구의 왕권신수설 그 배후의 종교 념 등과 비교

하여 어느 정도의 특수성을 담보하는지에 해서는 본고에서 단언하기 어렵다.그러나

일단은, 의 논문에서도 지 하고 있듯이 동아시아의 천명사상이 서구의 경우에 비해

더 완 한 월성을 지향하 으며 이에 따른 양면성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

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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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이끌어야 한다.천상계 련 자료는 『시경』,『서경』등의 유교 경

을 포함하여 다양한 보조자료를 취택하여 구성할 수 있다. 학습자들

에게 보다 친근한 의 자료도 활용 가능하다. 컨 학습자들이 자신

의 사례나 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종교 담론도 월 세계에 한

고 소설 담당층의 상상에 공감하며 이를 이해하는 한 경로가 될 수 있다.

종교 담론에는 월 이상세계에 한 믿음과 상상이 담겨 있으며,이것

이 실세계의 권력과 체제를 옹호하는 동시에 그에 항하는 동력으로 작

용하는 경우는 사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실 인식과 응 기제로서 천상계의 보편 가치 평가

학습자들이 고 소설의 실 반 기제로서 천상계의 특수성을 이해하

다면,이는 다시 천상계의 보편성에 한 이해로 확 되어야 한다.앞에서

도 논의하 듯이 천상계를 고 소설만의 특수한 요소로만 규정해서는 고

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별개의 것으로 왜곡되어 이해될 우려가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특수성을 통해 보편성을 구명하는 작업이 필요하

다.

천상계의 양면성은 당 의 실에 한 담당층의 층 인식을 압축

으로 반 하며,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작가와 독자가 인식한 세계의 모습

에 근할 수 있게 된다.즉 천상계는 념 가치 과 경험 실 인식

의 두 층 가 당 담당층의 실제 의식에 가깝게 작품에 반 되도록 해

다는 에서,역사 담론과는 구별되는 소설 실 반 나아가 문학

실 인식의 본질을 구 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고 소설 작품에서 천상계가 이와 같은 본질 역할을 성공

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컨 <유충렬 >과 <조웅 >의 경우,앞

에서도 논하 듯이 천상계가 서사세계에서 차지하는 비 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조웅 >의 경우 생담이 나타나 있지 않고,군담 장면에서도 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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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되지 않는다. 체 으로 천상계의 존재가 불분명한 것이다.다만

주동인물인 충신 조웅이 천상계와 연 된 도사와 혼령들의 도움을 받는다

는 에서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을 계화하는 이념 재 층 의 작용이 일

부 확인될 뿐,서사 실 층 에서 신물이나 도술이 인물 묘사나 서사 구

성에 구체 으로 향을 미치는 지 은 많지 않다.252)그 결과 조웅은 천

상계의 지지를 받는 충신으로,이두병과 번왕은 천상계의 도움을 받

지 못하는 간악한 악인으로 그려질 따름이다.이들 간의 결에서 개인

실력 결이 부각되는 상도 일어나지 않으며,조웅만이 항상 모든 투

에서 압도 으로 승리를 거둘 뿐 상 인물은 무능하게만 그려진다.이는

<유충렬 >과 <소 성 >에서 정한담,호왕과 유충렬,소 성의 도술

결이 막상막하의 실력 결로 묘사된 것과는 다른 상이다.즉 <조웅 >

에서는 천상계가 주로 이념 재 층 에서 기능한 결과 <유충렬 >에 비

해 념 가치 에 편향된 주제의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여성 웅소설 계열의 작품들에서도 천상계가 항상 남성 심

젠더 질서에 한 담당층의 층 인식을 반 하는 것은 아니다. 컨

<이 >에서는 천상계가 주로 이념 재 층 에서 제한 인 역할을 한

다.이 과 장애황은 황의 후신으로서 천정의 인연을 맺고 있으며,이

러한 천상계에서의 인연이 여러 난 을 극복하고 성취되는 것이 작품의 서

사구조이다.장애황은 왕희의 늑혼 을 피하고 정혼자인 이 에 한

개를 지키기 해 남복을 하고 방랑하다가 무 를 수련하게 되며,이후

쟁터에 나아가 공을 세운 뒤 이 과 재회한다.장애황의 삶은 결국

“남복을 벗고 배우자와 화합하는”데서 완결된다.253)이 작품에서는 이

이 이인을 만나 도술을 수련하며 이릉과 우의 혼령을 만나 신비한 무기

를 수받는 등 천상계와 더욱 긴 히 교섭한다.즉 천상계가 여성 인물의

252)물론 앞에서도 언 하 듯이 결말 부분에서 삼 형제와 조웅의 결에서는 도술이

사용되지만,삼 형제는 이두병이나 번왕과 같은 작품의 심인물이라고는 하기 어렵

다.

253)김경숙은 <이 >을 비롯하여 많은 여성 웅소설 작품들이 결연의 성취를 지향하

며 이를 천상의 질서로 설정하고 있다고 지 하 다.김경숙,「군담소설 결미의 개와

의미 :여호걸계 소설을 심으로」,『열상고 연구』7집,1994,152-1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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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성을 부각하는 작용을 <옥루몽>에서처럼 확고하게 수행하지 못한다.

가문소설의 경우에도 천상계가 모든 작품에서 가부장제 질서에 한

양면 표명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일부 작품에서는 천상계가

부계 종법질서를 수호하는 이념 재 층 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친다.

컨 <엄씨효문청행록>과 같은 작품에서는 천상계가 엄씨 가문의 장

자인 엄창을 보호하며, 연에 집착하여 차자(次子)인 친아들을 가문의 후

계자로 세우고자 엄창을 핍박하는 총부 최부인을 응징한다. 생에 천상계

‘미화진군’이었던 엄창은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정명지기(貞明之氣)를 지니

고 있어서 최부인의 흉계로부터 번번이 보호를 받는다.이는 <사씨남정

기>와 <창선감의록>에서 천상계가 총부인 사정옥,차자인 화진을 보호하

던 것과 상반된다.천상계는 엄창이 결국 가문의 후계자로서의 지 를

공고히 하게 되는 서사구조를 설정하고 실 하는 역할을 할 뿐,인물들 개

인의 특성을 객 으로 조명하는 역할은 미약하다.254)

천상계의 양면성을 소설의 보편 인 실 반 기제로,그리고 념과

경험의 모순을 긴장감 있게 그리며 직시하고자 한 실 인식과 응의 산

물로 보는 안목을 기르기 해서는 이상에서 시한 것과 같은 여러 작품

들 간의 천상계의 작용 양상을 비교 평가하는 경험이 필요하다.천상계의

역할 수행 양상에 따라 작품의 주제의식이 달라지며,이는 담당층의 실

인식과 응 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작가는 비록 자신이 처한 세계의 모순을 분명하게 의식한 상태에서 창작에

임하지는 못하더라도,그 단서를 감지하고 진지하게 탐구하는 과정에서 의

미 있는 작품을 산출해 낸다.그러므로 천상계가 특유의 양면 작용을 얼

마나 성공 으로 수행하 느냐 하는 것은 작가의 실 인식 응 태도

와 련이 있다.그 차이를 민감하게 인지하는 경험을 통해 학습자는 ‘실

인식과 응’이라는 보편 차원에서 고 소설을 비평 으로 수용하는 안

목을 신장할 수 있다.

254)조 국은 이 작품이 벌열 가부장제의식을 기 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작가의식을 보여

다고 평한 바 있다.조 국,「<엄씨효문청행록>에 구 된 벌열가부장제」,『어문연

구』 32권 2호,2001,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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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교사는 천상계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학습자

에게 소개하고,학습자들 스스로 여러 작품들에서 천상계의 역할을 비교해

보고 이를 통해 작품의 실 인식 응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도록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이는 상호텍스트 에서 소

설의 주제의식을 해석하는 훈련의 과정이기도 하다.천상계라는 특유의 장

치에 을 맞춤으로써,고 소설의 주제의식을 보편 에서 이해하

고 비교 평가하는 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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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결론

고 소설에는 지상계의 인간이 쉽게 도달할 수 없는,지상계의 시공간

한계와 상 체제를 월하여 존재하는 천상계가 흔히 등장한다.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여러 하 집단과 계층으로 분열되어 삶을 하는 지상계

와는 달리 천상계는 옥황상제의 통치 하에 속 이고 단일한 체제를 이루

고 있다.고 소설에서는 이러한 천상계가 인물의 본원 삶의 공간으로

설정되는 등 서사 개의 필연 섭리를 제공하는 배후의 실체로 그려지곤

하는데,이는 그간 비 실 인 인물 형상과 서사 개를 정당화하기 한

편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그리하여 천상계는 지상계의 부당한 권력

구조와 사회 체제가 래하는 부작용을 무마하고 작품의 실 반 을 왜곡

하는 부정 요소로 평가받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작품에서 천상계가 인물 형상화와 서사 개에서 담당하

는 역할을 살펴본 결과,이를 작품의 비 실성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여

길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천상계는 작품의 거시 서사구조에 확고한

방향성을 부여하고 이에 입각하여 인물 간에 분명한 계질서를 부여함으

로써 당 의 이념 질서를 재 하는 한편,세부 서사의 극 구성과 인물

개성의 객 묘사를 가능 함으로써 이념 질서로부터 이탈하는 당시

의 경험 실의 논리와 가치를 표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었다.이는

천상계가 이념과 실이 립하던 당 의 모순된 상황과,이에 한 담당

층의 층 인식이 작품 내에 총체 으로 반 되도록 기능하는 핵심 요소

임을 의미한다.

마슈 의 문학생산이론에 따르면 소설의 서사층 는 당 의 이념을 직

으로 재 하는 층 와 이를 서사 으로 실 하는 층 로 나 수 있다.

이념 재 층 에서는 작가가 공식 으로 표방하는 념 이데올로기에

따라 거시 서사구조와 주동인물-반동인물 간의 계가 설정되며 서사

실 층 에서는 작가의 경험 실 인식에 따른 세부 서사 구성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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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묘사가 이루어진다.이념 재 층 에서 기획된 서사구조와 그에 입각

한 인물의 역할 구분은 서사 실 층 에서 구체 으로 실 된다.달리 말

하면 서사 실 층 에서 이루어지는 세부 서사 구성과 인물 묘사는 이

념 재 층 의 기획을 구 하려는 시도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고 소설에서는 천상계가 두 층 에서 공히 요한 역할을 한다.

이념 재 의 층 에서,천상계는 인물의 본원 삶의 공간으로서 지상계의

서사 개에 필연 결말을 설정하며 인물들의 상호 계에도 뚜렷한 계

성을 부여한다.즉 천상계에서 규정된 인물들의 운명은 지상계에서

으로 철되며 인물들은 이를 기 으로 하여 천상계로부터 차별 인 우

를 받는다.천상계는 작품에서 “작품 체를 해 본질 인 것과 피상 인

것,결정 인 것과 삽화 인 것, 요한 것과 요하지 않은 것을 궁극 으

로 선정하는 원칙을 형성”하는 ‘망(perspective)’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255)이러한 천상계의 작용을 기반으로,작품은 당 사회의 공식

이고 정형화된 념 가치 을 극 으로 재 한다.

한편 서사 실 층 에서 천상계는 세부 서사 구성이 공식 이념에

구애됨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인물 묘사에도 보다 객 인 시

각이 용되도록 해 다.이는 천상계가 지상계의 상 체제를 월하

여 존재하는,보다 보편 인 가치 체계에 입각하여 운 되는 이상 세계

이기 때문이다.즉 천상계는 국가나 가문,신분이나 젠더 계질서의 제약

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지상계에서는 극 으로 다루어지기

어려운 실의 변화 동향이나 담당층의 욕망이 과감히 투 될 수 있었다.

지상계의 국가·가문 체제나 젠더·신분 질서 상으로는 약자에 해당하는 인

물들이 천상계의 도움을 받아 능력을 발휘하고 체제의 내 변화를 유도하

며,천상계에서 비롯된 신이한 사물과 상을 통해 억압되어 있었던 인물

의 개성이 자유롭게 드러나는 것이다.이는 천상계가 당 의 경험 실

을 작품 내에 민감하게 반 하는 요한 장치 음을 말해 다.

255)Lukács,G.,“DieWeltanschaulicherGrundlagendesAvantgardeismus“,홍승용 역,

『문제는 리얼리즘이다』,실천문학사,1985,1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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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작품 내 서사세계에 당 의 상황이 총체 으로 반

되도록 하는 천상계의 양면 역할을 다양한 작품들을 상으로 살펴보

았다.해당 작품들이 창작되고 리 읽히기 시작한 17세기 이후의 조선사

회에서는,양란 후 사회 혼란이 가 되면서 이를 수습하기 해 념 가

치 이 화되는 한편 그에 항하는 경험 실의 논리와 가치 한

강화되고 있었다.이에 소설의 작가와 독자들은 념 가치 질서를 수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부정하는 상반된 인식을 나타내었고,이러한

실의 모순과 담당층의 실 인식의 동요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천상계에

양면 역할이 부과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좀 더 구체 으로 작품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먼 <유충

렬 >,<소 성 >,<조웅 >에서는 화이론 가치 이 시되는 한편

그 한계를 극복하기 하여 실질 능력 본 의 국가 질서 변화가 모색되

고 있었던 사회상이 천상계의 양면 작용을 통하여 작품 내에 충실히 반

됨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화이론 가치 을 재 하는 거시 서사구조

와 인물 간 계질서가 천상계를 통해 보다 명확해지는 한편,능력 본 의

가치 에 따른 세부 서사 구성과 인물 묘사 한 천상계에 의해 실 됨

을 알 수 있었다.

<옥루몽>,<하진양문록>에서는 남성 심 가치 이 공식 으로는 강

화되면서도 실질 으로는 향력이 약화되고 있었던 사회상이 천상계의 양

면 작용을 매개로 작품에 반 됨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남성 심 젠

더 질서를 재 하는 서사구조와 열녀 형 인물을 특권화하는 인물 간 계

질서가 천상계를 통해 강화되는 한편,여성의 주체성과 젠더 경계의 불분

명성을 나타내는 서사 구성과 인물 묘사 한 천상계를 통해 강조됨을 알

수 있었다.

<숙향 >,<구운몽>에서는 사족 심의 신분 질서가 유지되면서도 그

한계가 차츰 노출되고 있었던 사회상이 천상계의 양면 작용을 통해 작품

에 반 됨을 살펴보았다.그리하여 사족의 동질성과 고귀성,사족과 왕족의

등성을 표상하는 서사구조 인물 간 계질서가 천상계를 통해 지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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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편 사족 집단의 고유한 신분 정체성 소멸을 암시하는 서사 구성과 인

물 묘사도 천상계를 통해 보다 명료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씨남정기>,<창선감의록>에서는 종법 (宗法的)가부장제의 가치

이 화되는 한편 그에 한 비 응 방안도 모색되고 있었던 사회

상이 천상계의 양면 작용을 통해 작품에 반 됨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부계 심,장자 심의 종법 질서를 표상하는 서사구조와 부·효제 형

인물들을 이상화하는 인물 간 계질서가 천상계를 통해 강화되면서도 한

편으로는 가문이 아닌 개인의 인격 자질 평가와 보상에 을 맞춘 서

사 구성과 인물 묘사 한 천상계를 통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당시 왕과 조정은 화이론을 내세워 흐트러진 내부 질서를 결속하는 한편

통치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하 고,정표(旌表)정책을 확 함으로써 남

성 심의 젠더 계질서를 강화하려 하 다. 사족 계층에서는 종법

가부장제를 강화함으로써 일가(一家)를 조직화하여 사족으로서의 신분 정

체성을 유지하려 하 다.그러나 경험 실에서 그러한 념 가치 의

향력은 차 감퇴하고 있었고,소설의 작가와 독자들 한 이러한 모순

을 인식하고 있었다.천상계의 양면 역할은 이러한 념 가치 과 경

험 실의 충돌을 포착하여 작품의 서사세계를 층 으로 조직하는 데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하 다.

등학교에서의 고 소설 교육에서 학습자들로 하여 이러한 천상계의

양면 역할을 이해하게 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이다.이를 통해 고

소설 작품에 반 된 당 의 상황과 담당층의 세계 인식을 총체 으로 이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천상계의 양면 역할과 실 반 의미를

충실히 이해하는 것은,고 소설의 서사세계가 평면 이고 도식 이며 비

실 이라는 통념을 극복하는 일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에서,학습자들이 천상계의 양면 역할과 실

반 의미를 효과 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고 소설 교육 방안을 설

계해 보았다.먼 ,천상계의 양면 역할과 이에 기반을 둔 작품의 층

구조를 이해하게 하기 해서는 학습자로 하여 천상계에 한 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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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반응을 토 로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해 나가면서 진 으로 천상계

의 양면 역할에 한 이해에 도달하게 하는 탐구형 교수·학습 모형을 설

계하 다.이는 교사의 일방 설명보다는 학습자의 능동 탐구가 천상계

의 양면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심으로 작품의 서사세계를 구조화하는

능력을 계발하는 데 효과 이라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다음으로,천상계의 양면 역할에 기반을 두고 있는 서사세계 층성을

작품이 창작된 시 상황과 연 짓게 하기 해서는 먼 학습자에게 충

분한 배경지식을 제공하여 당 의 사회 상황에 한 이해를 도모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다.단,배경지식은 당 사회의 모순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보았고,학습자들로 하여 구조화된 배경지

식을 작품 내 서사세계의 층 구조와 유비 으로 응시키면서 담당

층의 실 인식에 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이어서 심화 학습의 차

원에서,천상계의 양면 역할 수행이 어떤 고유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인

지를 통 사회의 천(天) 념을 보여주는 다양한 보조자료들을 통해 확인

하며 고 소설의 특수한 실 반 기제를 심층 으로 탐색하게 하는 교육

내용을 제안하 다. 한 여러 작품들에서 천상계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작

품의 실 인식 응 양상을 평가하는 활동을 통해, 념 가치 과

경험 실 인식을 총체 으로 나타내며 양자의 긴장 계를 드러내는 소

설의 보편 지향을 확인하는 교육 구도를 마련해야 함을 주장하 다.

고 소설의 특수한 요소인 천상계에 한 이해는 궁극 으로 소설 일반의

보편 실 인식 응 방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 소설에서 천상계는 이념 재 과 서사 실 의 양 층 에서 요한 역

할을 담당하며,이를 통해 작품은 당 실의 모순을 총체 으로 반 할

수 있게 된다.천상계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부수 요소가 아닌,

고 소설의 핵심 부분인 것이다.천상계의 양면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고 소설의 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담당층의 층 실 인

식을 악하는 것이다.고 소설 작품 교육은 이러한 천상계에 한 이해

를 심으로,서사세계의 층 구조와 그 실 반 의미를 이해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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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향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작품에서 천상계의 양면 역할을 분석하는 한편 이

를 당 의 상황과 연계하여 해석함으로써 이러한 교육 목 을 실 할 수

있는 구체 교육 내용을 마련하 다. 한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교육 내

용을 효과 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법과 차를 제시하 다.

그러나 분석 상으로 삼은 작품들에서 얻은 결론을 일반화하기 해서

는 보다 많은 작품들을 추가로 정 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설화의 천

상계 특성과 역할을 고 소설의 경우와 비교하는 논의도 본고에서는 다루

지 못하 다.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더욱 다양한 장르와 작품들을 상으로

하여 보다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한 천상계의 양면성

이해를 심으로 한 고 소설 교육 방안도 원론 차원에 머물 뿐 실천

인 검증과 개선 작업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이러한 본고의 한계는 향

후의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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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tudyon DualAspectsofCheonsanggye(celestialworld)

inKoreanPremodernNovels

andItsMeaninginNovelEducation

Kim,Suhyoon

TheDepartmentofKoreanLanguageEducation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Cheonsanggye(celestialworld)inKoreanpremodernnovelshasbeen

thoughttobeadeviceforinducinginterest,farfrom reflectingreal

world surroundings around writers and readers. But actually,

cheonsanggyeplaysakey rolein creating charactersand unfolding

narrative according to real world surroundings of those days.

Cheonsanggyeorganizesthenarrativeworldaccordingtoidealvalues

ofthosedays,andalsorevealsempiricalrealitiesoftheperiodbeyond

the officialvalue system.Cheonsanggye is regarded as a toolfor

reflectingthewholerealityofthelateChosundynastyinwhichideal

values were both absolutized and dismantled. To establish this

hypothesis,ninetextswereanalyzed asfollows:Yuchungryeoljeon,

Sodaesungjeon,Jowungjeon,Okrumong,Hajinyangmunrok,Guwunmong,

Sukhyangjeon,Sassinamjeonggi,Changseongamuirok.

As a result,cheonsanggye was found to work forofficialvalue

systemssuchashierarchiesbetweenchinaandtheouterareas,men

andwomen,thenoblesandthecommon,theelderandtheyou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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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onsanggyemakestheconstituentnarrativedefiniteby protecting

officialorderofnationandfamilygroundedonidealvaluesystems,and

also makes protagonist’s role specialby helping them to dedicate

themselves to ideal values of those systems. It means that

cheonsanggyereinforcesthestratum of‘representingideology’.

Butontheotherhand,cheonsanggyeemphasizestalentsandwillsof

individualcharactersindepictionofthem,whicharenotrestrictedto

the official orders as above. And concerning developing of

supplementarynarrative,cheonsanggyeinduceschangesintheofficial

orders of nation, family, and society structure. It means that

cheonsanggyeexpandsthestratum of‘realizingnarrative’.

InKoreanpremodernnovels,cheonsanggyeisatranscendentworld

where humans cannot reach.Jisanggye(terrestialworld) is divided

accordingtobordersofnationsandfamilies,gendersandsocialclasses.

Butcheonsanggyeformsaunityunderoneidealruler.Theeternityand

unity ofcheonsanggyemakescharacterstheretohaveunchangeable

identity and develops narrative in an inevitable way.In this way,

cheonsanggyejustifiestheofficialsystemsofsocietythosedays.

Ontheotherhand,cheonsanggyealsoreflectsempiricalrealitiesof

thosedaysindirectly.Cheonsanggyeisaworldfreefrom anyrestriction

ofordersandnormsinearthygroupssuchasnation,family,gender

andsocialclass.Itmeansthatcheonsanggyecanreflectsocialproblems

andmovementmorefreely.

In thelateChosun dynasty when novelswereread widely,ideal

value systems were being emphasized to resolve socialconfucian.

Hierarchiesbetweenchinaandtheouterareas,menandwomen,the

nobles and the common,the elderand the youngerbecame more

importantsothatconservativesocialstructurecanbemaintained.But

atthesametime,theempiricalreality started toconflictwith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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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vestructure.Dualfunctionofcheonsanggyeactedasamirror

for reflecting such social conflicts.Therefore,understanding dual

aspectsofcheonsanggyeisimportantineducationofKoreanpremodern

novels in secondary school.Students can grasp the totalreality

reflected in the novel texts by understanding dual function of

cheonsanggye. And also, students can approach to the whole

consciousnessofwritersandreadersofthosedaysbyunderstanding

dualaspectsofcheonsanggye.

Accordingtotheresearchonstudents’responsetoKoreanpremodern

novels,theirinterestsincheonsanggyeseemstobedividedintotwo

types.Somestudentsshowedinterestsinfunctionofcheonsanggyeas

a device forrepresenting idealvalue system,while otherstudents

tendedtobeinterestedinfunctionofcheonsanggyeasadevicefor

realizing narrative concretely.To widen their biased viewpoint to

cheonsanggye,inquirymodelcanbeapplied.Itcanhelpstudentstoset

upahypothesisaboutfunctionofcheonsanggyeandexpandit.

Andstudentsneedtoknow whatitmeansinreflectingrealitiesout

ofthetextsthatcheonsanggyefunctionsindualway.Teachershaveto

convey knowledgetostudentsaboutthecontradiction between ideal

valuesystemsandempiricalrealitiesinthelateChosundynasty.And

teachersshouldencouragestudentstocorrelatedualityofcheonsanggye

withsocialconflictsofthosedays.Thisprocesscanleadstudentsto

acceptcheonsanggyeasageneralmechanism forreflectingrealitiesin

novelsaswellasaspecialfactorofKoreanpremodernnovels.

*key words:education ofliterature,educationofKoreanpremodern

novels,cheonsanggye,dualfunction,stratum ofrepresentingideology,

stratum ofrealizingnarrative,reflectionofreality

*studentnumber:2012-3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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