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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학습자가 문학작품에 나타난 형상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

장하고, 문학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품 교육을 설계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작품에 나타난 세계의 층위를 나누고, 형상과 인식의 관련성

을 분석한 후, 이를 <구운몽>에 적용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구운몽>은 그간 다기한 서사 요소와 사상성으로 인해 그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아

왔다. 그런데 <구운몽> 교육은 그에 대한 이해보다는 작품의 결미에 등장한 인생무상

(人生無常)의 메시지를 피상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목해왔다. 이 경우 작품 전반의 다

기한 서사 요소가 설명되지 못하고, 각몽 부분에 집약된 사상성도 충분한 근거를 갖

추지 못한 돌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한편 <구운몽>이 인간의 삶과 세계의 보편

적인 모습을 다루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관점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구운몽> 교육 내용은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차원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데서 욕

망의 성취도 긍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의 교육 내용은 학습자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을 확인하는 데 그쳐, 작품을 통한 인식의 확장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본 연구는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개념을 통해 <구운몽>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세계 형상’은 문학작품에 나타난 세계의 언어적 형상을 의미하며, 구체적이고 개별

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환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바깥의 세계와 관련이 있으며, 작품 바깥의 세계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진실이

나 진리를 발견하게 해 준다. ‘세계 인식’은 세계 형상을 통해 나타나는 이러한 진실 

혹은 진리를 의미한다. 세계 인식의 내용은 작품 바깥 세계에서는 은폐되어 있었던 

것이지만 세계 형상을 통해서 드러난다. <구운몽>에 나타난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은 

양가성과 동시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작품 바깥 세계의 기준으로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 때문에 <구운몽>은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의 제재로서 적합하다.

  현재 학습자들의 <구운몽> 감상을 검토한 결과, 학습자들은 작품에 공존하고 있는 

대립적 가치를 선택적으로 인식하고, 작품에 나타난 관념적이고 이상적인 내용을 실

제 세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주제와 서사 구조가 괴리되어 있다고 이해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학습자가 <구운몽>의 형상과 인식을 유기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작품과 자신이 처한 세계 사이에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된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대립적 가치의 공존에 대한 인식 능력을 함양하고, 관념적 내

용의 형상화 방식에 대한 해석 능력을 신장시키며, 주제와 서사 구조의 통합적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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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적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설에 나타난 세계의 층위를 인물, 인물 간 관계, 시․공간의 세 가

지로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인물 층위에서 세계 형상은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선택되고, 이것이 공존할 수 

있는 속임수 삽화가 맥락으로 설정되어, 반복적으로 배열되었다. 이러한 형상화 방식

을 통해 개인의 욕망에 대한 관조적 인식이 명료화되고, 구체화되며, 전일화되었다. 

그리고 인물 간 관계 층위에서는 평등성과 차등성이 상호 인정의 태도로 맥락화되어 

점층적으로 배열되었다. 이는 사회의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환기하였다. 마지막

으로 시․공간 층위에서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역설적 환몽 구조라는 맥락을 부여받아 

중첩적으로 배열되었다. 이를 통해 세계의 본질에 대한 유동적 인식이 환기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을 설계하였다. 

<구운몽>의 인물 형상을 통해 관조적 인식을 이해하는 것, 인물 간 관계 형상을 통해 

주체적 인식을 이해하는 것, 시․공간 형상을 통해 유동적 인식을 이해하는 것 세 가지

를 목표로 계열화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 항목에 대립적 특성의 공존 양상을 파

악하는 것, 맥락에 구체화된 인식 내용을 해석하는 것, 배열 양상을 바탕으로 주제를 

추론하는 것을 범례로 삼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

법으로 범주화, 맥락 분석, 배열의 효과 검토와 주제화를 범례로 삼은 세부 학습 활동

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구운몽>의 서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상과 인식의 관련성 속

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인식 확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 내용과 방법

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 핵심어 : <구운몽>, 세계 형상, 세계 인식, 인물, 인물 간 관계, 시․공간, 양가성, 동

시성, 관조적 인식, 주체적 인식, 유동적 인식 

* 학번 : 2010-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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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형상과 인식의 관련성 및 문학작품의 세계와 실제 세계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둔다. 학습자가 문학작품에 나타난 형상을 통해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

장하고, 문학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작품 교육을 

설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구운몽>은 다기한 서사 요소와 사상성으로 인해 

그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는 작품이다. 문학교육에서는 이 점을 바탕으로 교과서 

수록 제재로서 <구운몽>의 가치를 인정해 왔다.1) 그런데 교과서에 수록된 <구

운몽>의 교육 내용에는 작품이 지니는 특장(特長)이라 할 수 있는 다기함과 사

상성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교과서에 작품의 결미 부분인 성진의 각몽 

부분이 수록되는 탓에 작품 전반의 다기한 서사 요소가 설명되지 못하였고, 이

에 따라 각몽 부분에 집약된 사상성도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이 아니라 돌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한편 <구운몽>이 인간의 삶과 세계의 보편적인 모습을 다룬 작품이기에 교육

적 가치가 있다는 관점도 현재까지의 교육 내용을 통해서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문학작품을 통해 실제 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는 관점은 ‘문학을 통한 인간과 삶의 총체적 이해’라는 목표 및 내용 구조로 국

어과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왔다.2) 그리고 <구운몽>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1) <구운몽>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었고, 제6차와 제7차 교육

과정에서는 고등학교 국어(상) 교과서에 수록되었다.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경우에는 제1차 교

육과정에서는 4종, 제2차 교육과정에서는 13종,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5종, 제4차 교육과정에서

는 3종,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19종,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3종의 교과서에 실렸다.(이강옥, 『구

운몽의 불교적 해석과 문학치료교육』, 소명출판, 2010, 252쪽)

2) 공식 문서로서 문학 교육과정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제4차 교육과정 이래 ‘문학을 통한 인간과 

삶의 총체적 이해’가 제5차, 제6차 교육과정 ‘국어’ 영역, 2007 개정 교육과정 ‘문학’ 영역, 2009 

개정 교육과정 ‘문학Ⅱ’ 영역에 목표 및 내용 구조로 반영되었다.

· 제5차 교육과정 ‘국어’ 영역 목표 : 6) 문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바르게 이해, 

감상하여,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 제6차 교육과정 ‘국어’ 영역 목표 : 다. 문학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바르게 이해, 

감상하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 2007 개정 교육과정 ‘문학’ 영역 목표 : 다. 문학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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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재로 선정되어 왔다. 이러한 목표를 위시한다면 미처 알지 못했던 ‘보편

적인 세계에 관한 진실’이 <구운몽>을 통해 발견되도록, 그리고 학습자로 하여

금 이 ‘진실’이 자신이 처한 세계와 관련 있는 것으로 여겨지도록 교육 내용에서 

안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 내용은 작품의 환몽 구조를 바탕으로 결

미에 등장하는 인생무상(人生無常)의 메시지를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것3)이나, 

작품의 내용을 능동적으로 해석하여 학습자의 관점을 확인하도록 하는 것4)에 그

치고 있다.

  최근에 오면서 <구운몽> 교육 내용은 이념적이고 사상적인 차원의 깨달음을 

습득하도록 하는 데서 욕망의 성취를 긍정하는 감상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

해 왔다.5) 이는 작품 속 세계와 학습자의 현재 세계와의 관련성을 확보하려 했

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철학적이고 난해한 깨달음의 내용이 학습자의 삶과 

유리되어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작품 내용이 학습자의 삶과 관련성을 띨 수 있

학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향유하며,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2009 개정 교육과정 ‘문학Ⅱ’ 영역 목표는 2007 개정 교육과정 ‘문학’ 영역 목표와 같다. 

3) 대표적인 예로 제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 <구운몽>은 ‘2. 문학의 즐거움’ 단원에 수록되어 작

품 해석을 통해 주제를 이해하는 내용이 구현되었다. 

4)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는 <구운몽>이 ‘5. 능동적인 의사소통’ 단원에 수록되었다. 여기에는 

학습자의 능동적 감상 태도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그러나 제6차와 제7차 교육과

정의 교과서 모두 성진이 각몽하여 깨달음을 얻는 결미 부분을 수록하였으며, 각몽 전에 겪은 구

체적인 편력을 고려하도록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작품의 주제가 ‘인생무상(人生無常)’ 혹은 ‘인

생무상의 극복’으로 비추어지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5) 이러한 경향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09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서에도 나타나 있다. 국어 교과서 

5종(두산, 디딤돌, 미래엔, 천재(김), 해냄)과 문학 교과서 2종(천재(고), 신사고)에 <구운몽>이 수

록되었는데, 이중 국어 교과서 4종에 욕망의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감상을 허용하는 학습 활동이 

제시되었다.  

‘김종철 외, 고등학교 국어(상), 천재교육’에서는 ‘3. <구운몽>이 주는 즐거움을 생각하며 다음 활동

을 해 보자.’에서 양소유의 삶은 ‘상상의 즐거움’을, 육관대사와 성진의 문답에서는 ‘깨달음의 즐거움’

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며 두 삶의 가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오세영 외, 고등학교 국어(하), 해냄에듀’에서도 ‘2. 이 작품에 나타나는 꿈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비

교해 보자. (2) 꿈의 세계가 현실 세계보다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3. 

다음은 이 작품을 읽은 학생의 독후감의 일부이다. 이를 읽고 독후감의 뒷부분을 자유롭게 이어 써 

보자.’ 등의 학습 활동에서 ‘꿈’의 의미에 대한 고찰을 유도하고 있으며, 꿈과 현실의 세계를 둘 다 가

치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지향이 나타나 있다.

‘윤여탁 외, 고등학교 국어(하), 미래엔컬쳐그룹’에서도 ‘1. 다음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근거를 정리

해 보자.’라는 학습 활동을 통해 <구운몽>을 읽은 학습자들이 지님직한 다양한 감상을 예로 제시하

고, 이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이삼형 외, 고등학교 국어(하), 디딤돌’에서도 ‘4. 다음 글을 읽고 인간적 문제에 대해 문학이 주는 

답을 생각해 보자. (3) 꿈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라는 의미와 ‘허황되어 헛된 기대나 생

각’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서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라는 학습 활동을 통해 <구운몽>에서 양소유의 삶이 지니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인정하려는 지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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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나라면 성진의 삶을 택할 것인가, 양소유의 삶을 택할 것인가’와 같은 질

문을 던지고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확인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

다.6) 그러나 이런 경우 ‘분별을 넘어선 세계 인식’이라는 작품 말미의 메시지를 

익히기보다 학습자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을 확인하는 데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문학 감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자기 이해를 넘어 문학교육이 목표로 

하는 ‘인식의 확장’7)을 달성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구운몽>에 나타난 세계 인식의 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학습자의 세

계 인식의 틀을 확장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관점을 바탕에 두고, 작품에 나타난 

형상을 인식과의 유기성 속에서 이해하고 학습자의 삶과 연관된 내용으로 수용

하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흥미에 따라 특정 부분에만 주목

하게 되는 학습자가 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작품의 통합적 감상을 안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이라는 개념으로 <구운몽> 교육에 접근하고

자 한다. 앞서 지적한 <구운몽> 교육의 문제점은 성진의 삶과 양소유의 삶을 이

원화하고 이를 대립적인 삶으로 파악한 데서 비롯되었다. 성진의 깨달음에 주목

하다 보면 학습자의 삶과 동떨어진 모습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양소유의 욕망 

성취도 가치 있다고 인정하다 보면 성진의 깨달음에서 배울 점을 소홀히 다루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진의 깨달음과 양소유의 욕망 성취를 통합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는데, 이는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 문학작품이 ‘형상’과 ‘인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은 작품의 예

술적 형태와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진실이 한 덩어리라고 보는 관점으로, 양

자 간의 의도적 불일치도 인정하는 ‘형식’과 ‘내용’의 구분법보다 문학작품을 유

기적이고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8)

  이와 같은 연구는 작품의 서사 요소를 기존의 인식틀을 기준으로 취사선택하

6) 예컨대 천재(김)에는 <구운몽>에 대한 두 가지 감상을 제시한 후 ‘두 학생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

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고민이나 소망을 찾아볼 수 있는지 말해 보자.’, ‘<구운몽>의 의의

를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말해 보자’와 같은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7) “문학교육의 중요한 의의는 문학교육을 통해 세계 인식 방법에 있어 자유를 획득하여, 과학적 합

리주의 일변도의 현대문화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여, 마침내 문학적 문화로 나아가는 데 있다.”라

는 언급에서 인식의 확장이 중요한 목표가 됨을 알 수 있다.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89, 78쪽)

8) 문학에서 형상과 인식이 문학의 본질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보는 연구는 대표적으로 조동일, 

「문학작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 김일렬, 『문학

의 본질: 고전문학의 이해를 위하여』, 새문사, 2006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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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만으로 작품의 의미를 도출하는 자동화된 과정을 탈피하도록 한다.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새로운 인식틀을 기준으로 서사 요소를 종합함으로써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고전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시공간

적 거리감이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 이해를 어렵게 한다고 해서 오늘날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이해하도록 하는 방식은 고전 작품이 지니는 장점을 오

롯이 살리는 길이 되지 못한다. 그 거리감과 낯섦은 오히려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능케 하는 자원이 되므로 작품이 주는 교육적 가치가 보다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는 도움닫기 역할을 해야 한다. 앞으로 하게 될 경험을 미리 보여

주거나, 세상을 경험하는 데 일종의 모델이 되는 것이 ‘고전’이라고 할 때,9) 경

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하여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야를 <구운몽>이라

는 고전을 통해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연구사 

  <구운몽>을 연구한 논저는 김병국(1995)10)이 연구사를 정리할 당시에 이미 

150편을 상회할 정도로 방대하다. 이주영(2003)11)은 그 이후에도 2002년까지 

85편이 추가되었다고 하며, <구운몽>이 미해결 과제를 다수 안고 있으면서도 연

구 가치가 충분한 작품이라고 하였다. 유병환(2009)12)은 최근에는 더 이상 논의

할 것이 없다는 판단, 그리고 논의할 문제에 대하여 관점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

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구운몽>을 새로운 시각에서 해석하는 연구들은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이 중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과 관련된 연구사는 크게 세 가

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형상과 인식의 관련성을 문학작품과 실제 세계

의 관련성과 함께 주목한 문학교육 연구이고, 두 번째는 <구운몽>을 형상과 인

식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해석한 연구이다. 세 번째는 <구운몽> 교육 연구이다.

  먼저 형상과 인식의 관련성을 문학작품과 실제 세계의 관련성과 함께 주목한 

문학교육 연구를 살펴보겠다. 문제 제기에서 살펴본 대로 문학작품은 실제 세계

를 환기하는 ‘총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보는 연구가 

9) Italo Calvino, Perché leggere I classici, 이소연 역, 『왜 고전을 읽는가』, 민음사, 2008, 11쪽

10) 김병국, 「<구운몽>의 연구사」,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11) 이주영, 「<구운몽>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문학연구』 9, 국문학회, 2003

12) 유병환, 「<구운몽>의 구조와 소설미학적 실상」,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문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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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속한다. 총체성의 문학교육적 가치를 논한 문학교육원론 차원의 연구로 구

인환 외(1988)13)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문학이 학습자로 하여금 삶과 세계를 

이해하게 함으로써 인간 형성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며, 이 때문에 총체성 개념

이 문학교육적 가치를 지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문학작품에 드러난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을 이해하는 것이 실제 세계를 살아가는 학습자가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돕는다는 본 연구의 관점에 바탕이 된다.

  총체성이 형상을 통한 인식의 구현이라는 점에 착안한 문학교육 연구도 본 연

구에 시사점을 주었다. 대표적으로 김성진(2004)14)은 루카치가 총체성을 구성하

는 형식으로 지목한 ‘아이러니’가 소설 속에서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는 방법으로 

기능하는지에 주목하였다. 그러면서 소설이 형식적 법칙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문학교육에서 제시할 수 있는 작품 해석의 방법이 됨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을 취하면서 <구운몽>만의 ‘형식적 집중’은 무엇

인지, 그것은 어떠한 세계 인식을 환기하는지 밝히려 한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의 <구운몽> 연구사 가운데 형상과 인식의 긴밀한 관련성

에 의거하여 일관된 해석 내용을 도출하고 이를 실제 세계와의 관련성 속에서 

논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작품의 형상을 근거로 <구운몽>에 나타난 인식 내용이 무엇인지 밝힌 연

구부터 살펴보겠다. 신재홍(1990)15)은 그간의 <구운몽> 연구가 성진 서사를 통

해 나타나는 강렬한 메시지에만 치중해 왔음을 문제 삼고, 이보다는 양소유의 

서사에 나타나는 형상을 통해 <구운몽> 고유의 직접 전달 방식에 관심을 기울여

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작품에 나타난 형상을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고 보는 본 

연구의 입장과 유사하다. 

  한편 성진 서사와 양소유 서사가 함께 나타난 <구운몽>의 형상이 세계의 어떤 

측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지 살펴본 연구들이 있다. 강상순(2000)16)은 <구

운몽>이 욕망 성취의 극한에서도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욕망의 진실을 목도하게 

13) 이 연구에서 살펴본 총체성 개념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경험범위의 총체성, 두 번째는 경험

의 유기체적 총체성, 세 번째는 사회․역사적 총체성이다. 경험범위의 총체성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세계를 전형적으로 형상화하는 문학의 특성을 말한다. 경험의 유기체적 총체성은 문학작품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경험의 단편을 유기적으로 집합시킨 것이며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논

리를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 개념이다. 사회․역사적 총체성은 문학이 사회․역사적 상황을 반영하

면서 형성하는 삶과의 관련성을 의미한다. (구인환 외, 앞의 책, 60~66쪽)

14) 김성진, 「소설의 인식론으로서의 아이러니」, 『문학교육론의 쟁점과 전망』, 삼지원, 2004

15) 신재홍, 「<구운몽>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고전문학연구』 5, 한국고전문학회, 1990

16) 강상순, 「<구운몽>과 17세기 장편소설의 정신분석」, 『배달말』27, 배달말학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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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독자로 하여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성찰하게 한다고 하였

다. 이는 <구운몽>의 형상이 욕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위해 구현된 것이라 본 

논의이다. 

  이상구(2004)17) 또한 강상순의 논의와 궤를 같이 하면서, <구운몽>의 문제의

식을 그보다 더 확장적인 것으로 보았다. 성진과 양소유의 서사는 각각 이념적 

이상세계와 통속적 이상세계를 나타내는데, 두 지향이 실현되는 과정이 상상적 

형식을 통해 형상화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욕망과 존재, 추구의 문제를 성찰하

게 했다는 것이다. 

  윤채근(2004)18)은 양소유로서의 삶과 각몽 직후 성진의 깨달음이 이중으로 

부정되는 것이 작품의 대미를 장식한 일련의 서사 전략이라는 강상순의 논의에 

동의하면서, 결국 구운몽이 진짜 부정하고 싶었던 대상은 김만중과 독자들이 살

고 있는 여기 이 세계라고 하였다. 이로써 성진과 양소유의 세계는 관념적 구성

물로 남고, 주제는 실제 세계의 허무함이 된다고 하였다. 윤채근이 <구운몽>의 

최종적 인식 내용을 실제 세계에 대한 허무함이라고 한 것은 본 연구의 해석과 

다르지만, <구운몽>이 세계 인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특징으로 한다고 본 점, 

형상을 통해 나타나는 부정(否定)이 실제 세계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고 본 

점 등은 본 연구와 공통된 시각이다.

  작품에서 형상과 인식의 관계를 논한 후 작품 외적 맥락의 도움을 받아 의미

를 분명하게 한 논의들도 있다. 안창수(1989)19)는 17세기 후반에 성리학적 질

서가 동요함에 따라 작가 김만중이 세계의 괴리를 인식하게 되었고, 이 점 때문

에 <구운몽>에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하였다. 그는 <구

운몽>에 나타난 형상 중 특히 ‘환몽 구조’에 주목하였는데, 환몽 구조가 불연속

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각몽시 성진의 깨달음이 돌연하고 논리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20) 그러나 본 연구는 <구운몽>의 환몽 구조가 불연속성뿐만 아니라 연속

성도 지니고 있으며 이것이 형상과 인식의 유기성을 구축한다고 보기 때문에, 

형식과 내용 중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지 않는다고 본다.

17) 이상구, 「<구운몽>의 구조적 특징과 세계상」, 『민족문학사연구』25, 민족문학사학회, 2004

18) 윤채근, 「김만중 사유의 세계표상 양식과 <구운몽> -공의 의미와 통속성을 중심으로-」, 『한

국한문학연구』34, 한국한문학회, 2004

19) 안창수, 「<구운몽>에 나타난 형식과 내용의 관계」, 『한민족어문학』16, 한민족어문학회, 1989

20) 김일렬과 권순긍 또한 환(幻)에서 각(覺)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내면적 필연성이 충분하지 못하다

고 지적하였다. (김일렬, 「<구운몽> 신고」,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출판사, 1981 ; 권순긍, 

「문제 제기를 통한 고소설 교육의 방향과 시각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 소재 <구운몽>, <춘향

전>, <흥부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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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안창수가 착안한 것과 같이 <구운몽>에서 ‘대립’을 발견한 연구로 김문

희(2005)21)도 있다. 이 연구는 <구운몽>에 유교적․가부장적 의식이 주도적 플롯

으로 등장하고 그에 대항하는 의식이 부차적 플롯으로 등장한다고 하면서, 이를 

조선조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여성적 욕망이 길항하는 형상이라고 해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대립되는 형상들이 길항이 아닌 공존의 관계에 놓인다고 보

지만, <구운몽>에 양가적이라고 해석할 만한 형상이 존재한다는 근거가 마련되

었으므로 이러한 논의는 시사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구운몽> 교육의 연구사를 살펴보겠다. <구운몽> 교육론은 설성

경(1995)22), 권순긍(2001)23), 전성운(2005)24), 이병찬(2009)25), 권혁래(200

9)26), 황혜진(2010)27), 이강옥(2010)28)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설성경은 <구운

몽>에서 육관대사가 성진으로 하여금 ‘철학적 꿈여행’을 통해 깨달음에 도달하게 

하는 점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하며, 이 때문에 <구운몽>이 수준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구운몽>에 세계 인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물의 정신적 편력이 형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보는 본 

연구의 관점과 관련이 있다. 

  권순긍은 <구운몽>이 구원과 위안을 주는 작품이라고 하면서, 비참한 현실에

서는 꿈에서의 욕망 성취가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된다고 했다. 권순긍의 논의는 

소설의 문제를 삶의 문제로 환치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논의를 펼

쳐 나간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다. 그러나 꿈은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장(場)이고, 현실은 욕망을 성취할 수 없는 장이라고 구분지어 인식하는 것은 

<구운몽>에 나타난 구체적인 형상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

다. 

  전성운은 현재까지의 <구운몽> 교육이 고어나 한자어의 훈고적 해석, 구조와 

21) 김문희, 「<구운몽>의 중층적 담론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22) 설성경, 「<구운몽>을 통해 본 고전교육의 새 진로」, 『어문연구』8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5

23) 권순긍, 앞의 논문

24) 전성운, 「<구운몽>의 서사 전략과 텍스트 읽기」, 『문학교육학』17,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25) 이병찬, 「고전소설 교육의 전제와 실제 - <구운몽>과 <춘향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

구』27, 반교어문학회, 2009

26) 권혁래, 「대학 교양수업에서 <구운몽> 읽기와 소설교육」, 『새국어교육』83, 한국국어교육학

회, 2009

27) 황혜진, 「<구운몽>의 정서 형성 방식에 대한 교육적 고찰」 , 『고전문학과 교육』20, 한국고

전문학교육학회, 2010 

28) 이강옥,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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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사상, 주제의 이해에 치중해 왔음을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작품의 서사 전

략이나 기법, 그것이 주는 재미에 주목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구운몽>의 세

부 형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다. 배경, 인

물, 서사 진행과 배치 등에 나타난 맥락적 지식을 마련해 준다는 시사점도 있다.

  이병찬은 <구운몽> 교육에서 꿈과 현실, 자아의 양면성, 가치의 양면성을 통

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양면성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

본다는 기조는 본 연구에서 취하는 관점과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교육법을 제시

하기보다는 구운몽 교육의 현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다. 

  권혁래와 황혜진은 대학 수업에서 학습자들이 어떻게 <구운몽>을 이해했는지 

그 양상을 검토했다는 점에서 실증성을 띤다. <구운몽>이 다양한 학습자 반응을 

야기하는 소설임을 견지하고, 반응의 독창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이강옥은 <구운몽>을 불교 사상과 연관지어 해석한 후 주제

를 ‘허무’가 아닌 ‘희망’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주제 교육 방

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보다 교육적인 주제가 무엇인가를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

미가 있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작품은 17세기에 김만중이 지은 소설 <구운몽(九

雲夢)>이다. <구운몽>은 문체가 우아하고 묘사가 세밀하며, 사상적 깊이가 있어 

유식한 독자층의 호감을 얻었다29)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도 내용의 염정소

설적 측면 때문에 통속소설과 관련하여 다루어지기도 한다.30) 이렇게 <구운몽>

은 상층 독자의 지적 갈증을 충족시키고 그들이 지향하는 이념을 반영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재미를 통해 하층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를 지닌다. 때문에 

‘전대 소설의 물줄기를 바꾸고 새로운 경향을 창조하려 시도했다’31)는 평가도 받

29)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제4판), 지식산업사, 2005, 524쪽

30) 관련 연구로 전성운, 「<구운몽>의 창작과 명말 청초 염정소설」, 『고소설연구』12, 한국고소

설학회, 2001 ; 정길수, 「전기소설의 전통과 <구운몽>」, 『한국한문학연구』30, 한국한문학회, 

2002 ; 이상구, 앞의 논문 ; 윤채근, 앞의 논문 등이 있다.

31) 신태수, 「<구운몽>에 나타난 대칭적 세계관」, 『한민족어문학』48, 한민족어문학회, 2006, 1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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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이러한 평가는 <구운몽>의 다기한 서사 요소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므로, 

학습자의 흥미를 확보하고 인식적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본 연구의 목표에 <구운

몽>이 적합한 연구 대상이라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중등교육에 적용 가능한 <구운몽> 교육 내용과 방법 마련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여러 이본32) 가운데 국문본인 서울대학본을 주 텍스트로 삼는다. 

서울대학본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국문본 중 최고본(最古本)이고 최선본(最

善本)이며 유일본(唯一本)이라고 알려져 있다. 4권 4책으로 이루어진 서울대학본

은 필체나 문체가 다른 국문본들 가운데에서 가장 고아(古雅)하다. 또한 이야기

의 세부를 비교적 완전하게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세계 형상의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세계 인식을 도출하도록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텍스트이다. 따라서 

이후 살펴볼 논의에서 작품을 인용할 때에는 이 텍스트를 활용하기로 한다.33)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구운몽>의 세계 형상을 근거로 세계 인식을 도출하여 학습자로 하

여금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 능력을 확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

해서 문학작품이 실제 세계를 총체적으로 그려낸다고 보는 관점과, 예술을 통해 

세계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을 참고하고자 한다.

  문학작품이 실제 세계를 총체적으로 그려낸다고 한 논의 중에서 본 연구는 루

카치와 골드만, 바흐친의 논의를 참고한다. 루카치(G. Lukács)는 소설이 ‘자연발

생적인 존재의 총체성은 찾아볼 수 없게 된’34) 시대에 ‘형상화를 통해 숨겨진 삶

의 총체성을 찾아내어 이를 구성하고자’35) 한다고 하였다. 삶의 총체성이 상실된 

세계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회복하려는 지향을 형상화한 것이 소설이라는 의미

32) <구운몽>의 서지적 연구는 일찍부터 한문본을 중심으로 정규복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에 의하면 

<구운몽>은 크게 노존A본(老尊A本, 1725년 이전 필사본), 노존B본(老尊B本 1725년 이전 필사

본), 을사본(乙巳本, 1725년 목판본), 계해본(癸亥本, 1803년 목판본)의 네 가지 계열로 나뉜다. 

이 중 서울대학본은 한문본 중에서도 가장 연대가 오래되고 훌륭한 이본으로 평가되는 노존 B

본의 국역본이라는 것이 정규복의 주장이다. (정규복, 『<구운몽> 원전의 연구』, 보고사, 2010, 

18~82쪽 참고) 이러한 주장은 설성경이 제기한 “한글 노존본 가운데 한문 노존본과는 이계에 

속하는 이본들이 있다.”는 반론에 대응하여 논의를 정교화한 결과이지만, 현전하는 이본 가운데 

서포 생존 시기의 <구운몽> 원전이라고 확증할 수 있는 이본은 여전히 없으므로 원작의 표기 

문자가 한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김병국, 앞의 책, 1995, 356쪽)

33) 김만중 원작, 김병국 교주․역, 『구운몽』,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쪽수는 괄호 안에 표시한다.

34) György Lukács, (Die) Theorie des Romans,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당, 1998, 37쪽

35) 위의 책, 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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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렇게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작품에 형상화를 통해 담기게 된다는 것

은 본 연구가 전제로 삼고 있는 바이다. 

  골드만(L. Goldmann)은 소설 형식과 사회 현실 사이에는 반영이 아닌 엄격한 

상동관계가 있다고 하면서, 작가는 개인이 아닌 한 계급의 열망․감정․사고의 총체

로서의 세계관을 작품 속에 표현한다고 하였다. 작가는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계

급에 대해서도 어떤 관점․시점을 드러낼 수 있는데, 이는 인간관계의 복잡한 총

체에 의해서 단지 개인적이기만 한 것은 아닌 창조력이 발휘되기 때문이다.36) 

본 연구에서도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이 작가의 세계관에 기반한 것이며, 작품 

속 인물이나 인물 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가 속한 계층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골드만의 논의를 참고한다. 그러나 작가든 인물에게든 사

회적 성격에 의거하지 않은 개성적 성격이 함께 형상화된다고 보는 것이 본 연

구의 주된 관점이므로 골드만의 논의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바흐친(M. Bakhtin)은 문학이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을 굴절시킨다고 하였다. ‘문학적 구성’이 ‘사회-경제적 실재’ 뿐만 아니라 ‘윤리

학․인식론․정치적 원리․종교와 같은 다른 이데올로기의 영역이 반영되고 굴절된 

것’도 함께 굴절시킨다는 것이다.37) 이는 문학작품에 실제 세계가 여러 방식으로 

굴절되고 변형되어 담긴다는 점을 감안한 논의이다. 본 연구는 문학작품 속의 

세계가 실제 세계를 재현한다는 관점을 극복하고, 실제 세계가 아닌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이 세계 형상으로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에 바흐친의 이론을 참고한

다. 또한 바흐친은 인식 행위가 윤리적 행동, 즉 삶의 실천적․사회적․정치적 행동

에 의해 평가되고 배열된다고 하면서, 이것은 미적으로 배열된 대상의 이미지를 

응시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하였다.38) 이는 세계 인식이 세계 형상의 면밀한 검

토를 통해 이루어지며, 실제 세계에서의 행동에 의해 평가된다고 보는 본 연구

의 입장과 상통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논의들은 문학작품의 세계와 실제 세계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형상과 인식

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해줄 이론적 기반이 필

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하이데거와 카시러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하이데거(M. Heidegger)는 ‘세계(Welt)’의 개념에 주목하여 예술작품이 세계

36)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1993, 264~266쪽

37) Mikhail M. Bakhtin, Formal'nyi metod v literaturovedenii, 이득재 역, 『문예학의 형식적 방

법』, 문예출판사, 1992, 32쪽 

38) Mikhail M. Bakhtin, 이득재 역, 『바흐친의 소설 미학』, 열린책들, 1988, 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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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리를 드러내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는 형상의 본질이 ‘무언가를 보게 하

는 데’ 있음을 밝히며, 형상에는 ‘우리에게 친근한 외관 속에 낯선 것을 가시적 

형태로 포함시키는 상상력’이 담겨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세계 형상이 우리에게는 

낯선 인식 내용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포착해내는 것이 문학교육이 지향

해야 할 목표라고 보는 본 연구의 관점을 뒷받침한다.

  카시러(E. Cassirer)는 ‘이미지(image)’라는 상징적 형태를 통해 우리의 구체

적 경험들이 의미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하며, 인간의 정신이 의미의 세

계를 창조해내는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인간의 정신은 대상에 대하여 객관적

인 파악을 할 수 없기에 무력함을 지니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창조의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신 작용을 카시러는 상징적 관념화

(idéation symbolique)라고 일컬으며, 인간이 자신을 포함한 세계를 하나의 형태

를 통해 이해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이미지’를 단순한 반복이나 재

현이 아닌 ‘의미를 담은 성찰(réflexion)’의 영역에 포함하였다.39) 카시러에게 영

향을 받은 수잔 랭어(S. Langer)도 ‘예술에서 사용되는 상징은 감춰진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 형상’40)이라고 하며, 상징이 세계의 의미나 진실을 환기한다는 점

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본 연구에서 규정하는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의 관계에 이론적 기반이 된다. 

  이상의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

저 Ⅱ장에서는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개념이 적용될 대

상인 소설 속 세계를 층위별로 나누어 살핀다. 그런 후에는 세계 인식이 형상화

되는 방식을 단계별로 살핀다. 이러한 개념 정의와 분석틀을 <구운몽>에 적용하

기 전에, 실제 학습자의 <구운몽> 감상을 검토하여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리한

다. 그리고 이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구운몽> 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해결할 

수 있음을 들어 문학교육적 의의를 마련한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밝힌 분석틀

을 토대로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Ⅳ장에서

는 Ⅲ장에서 분석한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 

이를 구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화한다. 

39) 유평근․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1, 154~156쪽

40) 常宏, 『图说美学』, 정유희 역, 『미학 산책: 소크라테스에서 소쉬르까지』, 시그마북스, 2010, 

3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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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개념과 문학교육적 의의

  이 장에서는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개념을 살펴보고, 소설에 나타난 세계

의 층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 후, 작품의 세계 형상이 세계 인식을 드

러내는 방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 후에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을 이해하는 것이 어떠한 문학교육적 의의가 있는지를 대립적 가치의 공존에 대

한 인식 능력 함양, 관념적 내용의 형상화 방식에 대한 해석 능력 신장, 주제와 

서사 구조의 통합적 이해 가능성 확보로 나누어 밝히고자 한다.

  1.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개념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먼저 ‘형상’과 ‘인식’의 개념

을 살펴보겠다. ‘형상(形象, Gestalt)’41)이란 구체적인 감각의 지각 대상을 뜻하

며, 어떤 사유나 감정을 인지하게 되는 기반을 말한다. 형상은 보통 ‘예술적 형

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 경우 형상은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예술적 표

현을 거친 대상을 일컫는다. 이때의 예술적 표현은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 

나타나면서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환기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42) 문학에

서도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감각 차원으로 전환하여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드

는 수단과 결과로서의 형상 개념을 사용하면서, 형상이 ‘인간의 성격과 생활을 

생생하게 그리는’43) 기능을 한다고 본다.

41) 철학에서는 형상(形象, image)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용어인 형상(形相, form)과 구분한다. 플라톤

이 이데아 세계와 감각에 의한 현존의 개물 세계를 분명하게 나누어 세계를 이원화한 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 혹은 에이도스(eidos)를 ‘형상’이라 하여 형상과 질료의 상호관계를 가

지고 세계를 일원적으로 이해하였다. 이때 형상은 활동적인 것, 질료는 수동적인 것이며 형상을 

취함으로써 질료는 현실적인 것이 된다.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1048쪽) 

한편 모방론적 문학관에서는 사물의 형상(form)을 이데아의 모방으로 보는 플라톤 철학을 형상 개

념의 역사적 연원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플라톤이 형상이 아닌 이데아 자체에만 관심을 가진 데 

반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적극적으로 사물의 언어적 재현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형상화’라는 용어

는 그 때에 와서야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받았다고 본다. (한용환, 『소설학사전』, 문예출판사, 

2001, 504쪽) 

형상 개념은 형식 개념과도 구별할 수 있다. 문학에서 형식은 단지 외적인 것인 반면 형상은 문학작

품의 전체로서 작품의 내면과 외면, 내용과 형식의 분리에 자의적으로 관여한다.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819쪽)

42)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1048쪽

4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0년의 문학용어 사전』, 아시아, 2008, 8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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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인식(認識, Erkenntnis)’이란 ‘지식’과 비슷한 뜻을 가진 개념인데, 

지식이 아는 작용보다도 이미 알고 있는 성과를 가리키는 데 반해 인식은 성과

와 함께 아는 작용도 포함한 의미이다.44) 여기서 ‘아는 작용’이란 미지의 것의 

본질과 존재방식을 파악하려는 의식의 표상작용45)이며, 마음의 활동에 속한다. 

  이러한 ‘인식’은 문학에서 ‘형상’의 상대어로 사용될 때는 그 개념이 한정된다. 

조동일(1980)46)은 ‘문학은 시간성, 대상성, 고정성을 특징으로 삼는 언어로 이루

어진, 인식인 동시에 형상’이라고 하며 형상과 인식의 모순적 통일을 문학의 특

징으로 규정하였다. 김일렬(2006)47)도 문학의 형상과 인식이 한 덩어리로 뭉쳐

진 것임을 강조하며, ‘형상’과 ‘인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형식’과 ‘내용’

의 구분을 통해 생기는 쾌락설과 교훈설의 대립을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하

였다. 이 논의는 인식이 형상과 유기적인 관련을 맺기 때문에 작품 내에 존재한

다고 보며, 작품 바깥에 존재하는 교훈과는 구별되므로 도덕적 차원으로 한정되

지 않는다고 본다. 다시 말해 인식을 작품 바깥의 ‘사실’이나 ‘도덕’으로부터 영

향을 받더라도 그 자체는 아닌, 작품 내적으로 구축되는 ‘진실’48)의 개념으로 보

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본고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개념을 명확

히 규정하기 위해 ‘세계’의 의미를 살펴보겠다. ‘세계(世界, Welt)’는 일반적으로 

지구의 범위를, 확대하여서는 태양계 전체나 우주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철학에

서는 ‘세계’를 이러한 물질적 자연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도 

포함한 것으로 본다.49) 동서양에서 전개해 온 세계 개념을 살펴보면 우주론적이

고 자연론적인 뜻으로 사용되던 것이 사회적이고 인간학적인 개념으로 바뀌어왔

음을 알 수 있는데50), 이렇게 변화된 세계 개념에서는 세계가 인간에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안에 인간이 포함되는 구도를 띤다.51) 

44)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752쪽

45) 백종현, 『철학의 주요 개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124쪽

46) 조동일, 앞의 책, 1980, 146쪽

47) 김일렬, 앞의 책, 15~16쪽

48) 김일렬은 ‘선(善)’이 도덕론의 기본 개념이지 문학론의 기본 개념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문학작품에 담기는 것은 ‘진실’이고, 진실은 인간의 감각이나 정서보다는 이성적․지적 활동과 더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진실은 인식의 대상이며 독자의 인식을 심화시킨다는 것

이 그의 의견이다. 

49)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489쪽 

50) 우리사상연구소, 앞의 책, 172쪽 ; 務臺理作, 홍윤기 역, 『철학개론: 세계·주체·인식·실천』, 한

울, 1982, 67쪽에서도 ‘세계’라는 말이 철학에서는 동서고금에 걸쳐 우주, 자연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세(世)’, ‘세계 내’, ‘인생’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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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세계’가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한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을 참고하여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개념을 규정

하고자 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세계는 신적인 존재자 이외의 존재자 전체를 

뜻한다.52) 또한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역사적 결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의 총체’로서 늘 거기에 존재하며 이미 전제되어 있는 삶의 환경 전체를 

일컫는다.53) 이때 인간은 세계의 일부로 세계와 분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세계를 마주하고 서 있는, 즉 세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세계 안에서 

인간은 움직이고, 맞겨루고, 지배하고, 복종하기 때문이다.54) 이러한 인간의 존

재성을 하이데거는 ‘세계-내-존재(Sein-in-der-Welt)’라고 규정하였다.55) 

  한편 인간은 예술작품을 통해서 한 세계를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되는 세계는  

‘공간화(einräumen)’된 세계이다. 공간화란 열려진 터에 자유를 주면서, 이 자유

를 틀 속으로 조직하고 정돈한다는 뜻56)인데, 예술작품에서는 진리가 작품 속으

로 조직되고 정돈됨으로써 세계의 본질을 보다 잘 드러내게 된다. 이 점에서 하

이데거는 진리가 ‘작품에로의 경향(Zug zum Werk)’을 갖는다고 하였다.57) 본래 

51) 조동일은 소설 장르에서 ‘자아’와 ‘세계’가 대결하는 구도를 보인다고 하며, ‘세계’를 자아가 아닌 

상대방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하였다. 이는 소설 작가인 김시습이나 허균이 ‘身世予

盾’(김시습, 「上柳襄陽陳情書」『梅月堂集』6)이라든지 ‘不與世合’(허균, 「四友齋記」, 『惺所覆

瓿藁』6)과 같이 자아와 상대방의 대립을 문제 삼으며 썼던 말에 근거한다. 그런데 조동일은 능

엄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세계를 ‘자아가 대상화하는 일체의 시간적․공간적 존재’라고도 규정한다. 

이는 결국 세계를 자아에 의해 ‘대상화되는 존재’로 본 것이다. 이렇게 그는 인간의 身과 人이 

사고와 행위의 주체가 되는지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세계’ 개념을 다르게 규정하였다.(조동일, 

『한국 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6, 86~87쪽) 본 연구는 인간이 사고와 행위의 주체가 

됨에 따라 자아가 세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세계 인식의 문제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

다.

52)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세계의 개념을 ①존재적 개념의 세계, ②존재론적 술어로서의 

세계, ③전존재론적 실존론적 의미에서의 세계, ④‘세계성’이라는 존재론적 실존론적 개념의 세

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 중 인간 존재에게 가장 친근한 세계 개념은 ③의 개념으로 인간이 다

른 존재들과 교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세계(wir-Welt), 환경세계(Umwelt)이다. (이상백, 「하

이데거의 세계 개념」, 『중원인문논총』15,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1996, 260쪽) 본 연

구에서는 이 개념에 초점을 맞춘다. 

53)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218쪽

54)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인간이 세계의 주인이면서 노예이기도 하다고 했다. (Martin Heidegger, 

Grundbegriffe der Metaphysik, 이기상․강태성 공역, 『형이상학의 근본 개념들: 세계-유한성-고

독』, 까치글방, 2003, 297쪽)

55) ‘세계-내-존재(Sein-in-der-Welt)’는 고립된 내면의 자아가 아니라 세계 속에서 다른 존재자와 항

상 같이 있는 사실적 존재를 말한다. (김영한, 『하이데거에서 리꾀르까지』, 박영사, 1987, 9쪽)

56) Martin Heidegger, Ursprung des Kunstwerkes, 오병남․민형원 공역, 『예술작품의 근원』, 예

전사, 1996, 52~53쪽

57) 위의 책, 76~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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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는 은폐되어 있어 일상적인 인간 존재에게 보이지 않지만, 예술작품을 통해

서 진리가 각성되고 회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작품은 도구적 존재

(Zuhandensein)58)로만 여겨지던 사물이 일상적 기능을 떠난 존재일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로써 은폐되어 있었던 진리를 인간과 연결시킨다. 

  하이데거는 그러한 예술작품의 예로 고흐가 그린 구두 그림을 들며, 우리는 

그림 속 구두를 일상적 도구로 경험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대신 ‘들일을 하러 

나선 이의 고통’, ‘넓게 펼쳐진 평탄한 밭고랑을 천천히 걷는 강인함’, ‘대지의 습

기와 풍요’, ‘해 저물녘 들길의 고독’ 등 그 구두가 관계하고 있는 인간과 세계를 

떠올린다는 것이다.59) 이렇게 예술작품은 사물에 부여되어 있던 일상성의 틈으

로 그 사물이 진실로 무엇인지를 환기한다. 다시 말해, 진리를 아름다움의 형식

으로 투사한다.60) 

  이는 문학작품에도 예외가 아닌데, 하이데거는 ‘시에 현실성이 있다’고 하며 

진정한 현실성은 존재에 가까운 것이고 시인이 포착한 세계는 시어로 표현됨으

로써 존재에 보다 가까워진다고 하였다. 우리가 흔히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은 

‘표상 가능한 존재자’인데, 눈앞의 표상 속에 포섭시킨 존재자는 이미 계산적 이

성에 의해 구축된 틀을 통해 본 존재자일 뿐이기 때문에 존재의 본질과는 거리

가 멀다는 것이다.61) 

  이상을 통해 볼 때 세계는 인간을 포함하면서도 인간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

로, 예술작품을 통해 그 본질을 명확히 드러낸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작품에 드

러난 언어적 형상이 세계에 대한 인식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므로 이 둘의 연계

성을 중심으로 <구운몽> 교육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는 예

술작품이 세계의 진리를 조직하고 정돈해서 미적으로 드러낸다고 보는 하이데거

의 입장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기 위해 ‘세계의 진리’를 

‘세계 인식’이라는 용어로, ‘미적으로 드러난 것’을 ‘세계 형상’이란 용어로 나타

58) 하이데거는 존재자(Seinede)의 유형을 인간 존재자 혹은 현존재(das Dasein), 도구적 존재자(das 

Zuhandene), 대상적 존재자(das Vorhandene)와 같이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인간이 세계 내

에서 다른 존재와 교섭하는 것은 관심(Sorge)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때 관심에 의한 가장 원

초적인 관계는 세계 내부의 존재자를 ‘도구적 존재(Zuhandensein)’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는 존

재자를 대상으로서가 아닌 경험으로서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백, 앞의 논문, 260쪽) 

59) Martin Heidegger, 앞의 책, 1996, 36~37쪽

60) 권기호, 「N. 하르트만과 하이데거 예술관으로 본 시 해석 연구」, 『어문학』65,  한국어문학

회, 1998, 136~139쪽

61) 김동규, 「하이데거의 시적 언어론」, 『연세학술논집』38,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 2003, 

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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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자 한다. 형상과 인식이라는 용어쌍의 유기성이 예술작품의 미적 측면과 그

것이 환기하는 진리를 보다 강하게 결합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개념을 규정해보겠다. 먼저 ‘세계 형상’은 문학작품에 나타난 세계의 언어적 형

상을 의미하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환기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 바깥의 세계와 관련을 맺는다고 볼 수 있

지만 작품 바깥의 세계와 같지는 않고, 작품 바깥의 세계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진실 혹은 진리를 발견하게 해 준다. ‘세계 인식’은 세계 형상을 통해 나타

나는 이러한 진실 혹은 진리를 의미한다. 세계 인식의 내용은 작품 바깥 세계에

서는 은폐되어 있다가 세계 형상을 통해 드러나므로,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작품 

내적인 천착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구운몽>과 같은 소설에서 세계 인식이 세계 형상을 통해 나타나는 

방식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이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소설에서 작품 바깥의 세

계가 작품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62)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소설에서 진리가 드러나는 방식에 주목하는 것과 같다. 구체적인 과정에 

대하여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겠다. 

  2. 소설에 나타난 세계의 층위

  이 절에서는 소설에 나타난 세계의 층위를 살펴봄으로써 세계 형상과 세계 인

식의 분류 기준을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이후 3절에서 살펴볼 세계 인식의 형

상화 방식이 적용되는 지점에 해당한다.

  소설에 나타난 세계는 실제 세계와 같지 않지만 개연성과 필연성을 바탕으로 

실제 세계를 환기한다. 이러한 성격을 ‘총체성’이라고 하는데, “소설을 포함한 대

서사 형식(대서사시)은 세계와 삶에 대한 총체적인 그림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

며, 세계 전체와 삶 전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실제적인 총체를 대신하

62) 이는 바흐친이 「언어예술 창작에서 내용, 질료, 형식의 문제」라는 논문에서 “실제로 세계가 아

니라 문학적 맥락의 ‘세계’라는 말에만 관심을 갖는 작품들이 있으니, 저널의 종잇장 위에서 태

어나 살다가 죽어가는, 현대의 정기간행물들의 페이지를 지워버리지 않는, 어느 경우에건 우리를 

그것들의 경계 너머로 데려가지 못하는 작품들이 그것이다.”라고 한 것과 관련이 있다. 바흐친은 

작가에 의해 실제 세계가 주인공의 세계로 진입하는 모습을 중요시하고 있고, 이를 문학작품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여기고 있다. (Mikhail M. Bakhtin, Estetika Slovesnogo Tvorchestva,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2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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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 능력에 소설의 예술적 본질이 있다.”63)라고 한 바흐친의 말에서 총체성이 

소설의 특징이자 소설이 갖추어야 할 요건임을 알 수 있다. 비록 소설의 세계가 

허구이고 예술적으로 창조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현실감을 느낄 수 있도

록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그래야 독자가 계속해서 소설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반사실주의 소설에도 적용된다. 설사 우주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릴지라도 이는 실제 삶으로 유추되어야 하는 것이다.64) 

  그렇다면 세계는 소설에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본 연구에서는 소설에서 세계

가 인물, 인물 간 관계, 시․공간의 세 층위에서 나타난다고 본다. 이는 김일렬

(2006)이 작품세계(作品世界)에 시간과 공간, 인간과 그 행위, 그리고 인간과 인

간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사회가 존재한다고 한 언급을 참고하였다.65) 그

리고 바흐친이 「교양 소설과 리얼리즘 역사 속에서의 그 의미」에서 교양 소설

을 분석할 때 ‘소설에서의 시․공간’과 ‘인간 형상’을 문제 삼았다는 점을 고려하

였다.66) 다만 바흐친이 주목한 ‘시․공간’과 ‘인간 형상’ 외에 ‘인물 간 관계 형상’

을 살필 필요도 있다고 본 것이 차이점이다. 바흐친은 괴테(J. W. v. Goethe)의 

교양 소설을 분석하면서 소설 속 주인공이 시․공간과 상호작용하며 인식적 성장

을 해나간 것에 주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운몽>의 인물들이 경험하는 인

식적 성장에 시․공간과의 교섭은 물론 인물들끼리의 관계도 계기로 작용한다고 

본다. 이하에서 소설에 나타난 세 층위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점에서 세

계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인물

  소설은 구체적인 상황 속의 구체적인 인물 형상을 통해 인간이 살아가는 모습

을 서술한다.67) 그렇기 때문에 ‘인물’이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소설의 외적 

형식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이고 내적 형식은 ‘문제적 개인이 자기를 찾아 떠나

는 여행’68)이라는 말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인물은 서사물의 주요 구성 요소

이다. 동시에 인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언어적 지표이

63) 위의 책, 332쪽

64) 권택영,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동서문학사, 1991, 30쪽

65) 김일렬, 앞의 책, 22쪽

66) Mikhail M. Bakhtin, 앞의 책, 299쪽

67) 최인자, 「작중 인물의 의미화를 통한 소설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7쪽

68) György Lukács, 앞의 책, 1998, 1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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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소설 속 인물은 실제 세계의 인간을 소설에 총체적으로 반영한 형상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주의 문학이론에서는 소설의 인물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전형성’을 

든다. 전형성이란 ‘선명하고 독특한 개성으로 일정한 계급․계층․집단의 공통된 특

징을 개관하고, 사회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반영하는’69) 것이다. 우수한 문

학작품에는 인물의 전형성이 구현된다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문학이론이 견지해

온 입장인데, 대표적 이론가인 엥겔스는 ‘리얼리즘은 세부 묘사의 충실성 이외에 

전형적인 상황 속에서 전형적인 인물을 창조하는 것’70)이라고 규정했고, 루카치

도 ‘리얼리즘 문학의 중심적 범주이자 기준은 전형’이라고 했다. 이렇게 전형성

은 리얼리즘의 중요 요건이며 인간을 사회적 총체 속에서 총체로서 그릴 수 있

도록 한다.71) 

  그런데 전형성 개념은 소설을 통해 실제 현실을 생생하게 환기시키기를 지향

할 때 주로 사용되어 왔기에 환상적이거나 관념적인 내용을 다루는 소설에는 어

울리지 않는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루카치의 논의를 참조할 때 전형성을 통해 

구현되는 총체성에는 다른 측면도 있다. 앞서 이야기한 ‘거대한 역사적 변화의 

총체와의 연관’ 외에 ‘총체로서의 인간, 즉 그 능력이 충만하게 발전된 온전한 

인간성’의 측면도 존재하는 것이다. 후자에 대하여 루카치는 ‘모든 인간적이고 

사회적으로 본질적인 규정들이 발전의 최고 수준에서 존재하며 그 속에 잠재해 

있는 가능성들이 궁극적으로 전개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72) 

  이렇게 전형성 개념을 두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인물이 세계의 한 층위로서 

소설에 나타나는 방식을 파악할 수 있다. 소설 속 인물에 전형성이 구현된다고 

할 때 그것은 현실에서 흔히 볼 법한 인물일 수도 있지만, 해당 현실에서 요구

하는 가장 이상적인 특성을 실현하고 있는 인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2) 인물 간 관계

  앞서 소설에 나타난 인물이 세계의 한 층위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또 다른 

69) 임범송 외, 『맑스주의 문학개론』, 나라사랑, 1989, 45쪽

70) Manfred Kliem, Karl Marx/Friedrich Engels, Über Kunst und Literatur, 조만영, 정재경 역, 

『맑스․엥겔스 문학예술론』, 돌베개, 1990, 162~166쪽

71) 정남영, 「루카치의 문학이론의 성취와 한계」, 『영미문학연구』1, 영미문학연구회, 2001, 6쪽

72) György Lukács, Studies in European Realism 6, Trans. Edith Bone, London: Hillway 

Publishing Co., 1950 (위의 논문, 6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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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위로 인물이 다른 인물들과 맺는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소설을 비롯한 서사

체는 관계의 미학을 창출하는 장르이다.73) 이는 작품의 생산과 수용을 둘러싼 

관계 외에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펼치는 관계에 기인하는 말이

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인간관계의 총체로 구성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이 펼쳐지듯, 소설 속의 세계도 인물들 간의 관계로 구성되며 그 속에서 사건과 

갈등이 빚어진다.74) 따라서 총체성의 문제는 인물 간 관계의 형상에서도 따져질 

수 있다.75)

  인물 간 관계는 해당 인물들의 사회적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구성되며, 인

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인물이 대표하는 집단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

다.76) 이는 개별자로서의 인물이 아닌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물의 모습을 부각시

키며 인물 간 상호작용을 통해 규정되므로 ‘인물’의 층위와는 별도로 설정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물 간 관계가 사회의 질서와 그에 대한 인물의 태

도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요소라고 본다. 그 근거는 문학사회학에서 찾을 수 

있다. 골드만은 ‘상동성(homology)’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 구조가 소설의 형식

과 엄격한 상동관계를 띤다고 보았다.77) 그는 소설이 서구 자본주의에서 탄생한 

문학 장르라고 보았기 때문에 소설의 형식이 ‘시장생산에 의해 이루어진 개인주

의적 사회 내에서의 일상생활을 문학적 차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인물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태도를 사회 질서와 

관련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사회 질서에 대한 인물의 태도는 작가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루카치

는 레싱(G. E. Lessing)의 <민나 폰 바른헬름(Minna von barnhelm)>을 분석하

면서, 인간이 사회와 역사가 부과한 도덕 체계에 대하여 그것을 자신에게 구속

되는 의무로서 인정할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는 문제에 주

목하였다. 이를 진정한 갈등의 기초로 보고, 인간의 삶에서 제거할 수 없는 하나

의 중심 문제로 삼은 것이다. 그러면서 <민나 폰 바른헬름>이 도덕을 지키려다 

보니 발생한 모순과 그로 인한 내적 갈등을 보여주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도덕적 갈등을 윤리적으로 극복하는 태도가 드러난 것은 ‘현실의 모

73) 박인기, 「문학교육과 자아」, 『문학교육의 인식과 실천』, 국학자료원, 2000, 20쪽

74)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 1999, 207쪽

75) 신승엽, 『민족 문학을 넘어서』, 소명출판, 2000, 199쪽

76) 이은주, 「우화 소설의 인물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51쪽

77) Lucien Goldmann, Pour une sociologie de roman,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

하, 1982,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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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불협화음의 진리를 인정하면서도 세계의 궁극적 조화를 굳게 확신한’ 레싱의 

태도와 관련된다고 보았다.78)

  이렇게 인물 간 관계는 사회 질서에 대한 인물의 태도는 물론 작가의 태도도 

환기시킨다는 차원에서 세계의 한 층위로 기능한다. 괴테는 ‘무미건조한 상황 묘

사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해서 인물의 성격과 하는 일에 어울리도록’, 자기 소설

의 ‘주인공들이 살았던 곳의 지리’와 관련을 맺는 인간관계를 창조해냈다.79) 이

는 인물 간 관계가 인물의 특성과 그가 처한 시․공간과의 관련성 속에서 설정되

는 것임을 알게 한다. 이렇게 세계의 두 층위와의 관련성 속에서 인물 간 관계

도 소설에 나타난 세계의 한 층위가 된다.

    (3) 시․공간

  시․공간은 시간과 공간을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문학작품 속에서 예술적

으로 표현된 시간과 공간 사이의 연관성’을 의미하는 바흐친의 시공성(le 

chronotope) 개념80)을 참고한 표현이다. 칸트(I. Kant)나 부르디외(P. 

Bourdieu)는 시간과 공간이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근원적인 형식이라고 하였

다.81) 그러나 이는 고정성이 아닌 상대성을 지닌다. 바흐친은 선험적인 것으로서

의 시간과 공간이 아닌, 실재의 가장 직접적인 형식으로서의 시간과 공간을 강

조하였다.82) 그리고 시간과 공간은 분리되어 인식될 수 없고 주체의 행위를 통

해 결합된다고 보았다.83) 시간은 역사적인 의미를, 공간은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

78) György Lukács, Deutsche Literature in zwei Jahrhunderten, 반성완․김지혜․정용환 공역, 

『리얼리즘 문학의 실제 비평』, 까치, 1987, 17~37쪽

79) Mikhail M. Bakhtin, 앞의 책, 2006, 338쪽

8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의 책, 456~457쪽

81) 칸트는 진리를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조건으로서 시간과 공간의 문제를 다루었다. 칸트에게 시

간과 공간은 경험의 영역이 아니라, 경험을 규정하고 제약하는 직관 형식이다. 이때의 시간과 

공간은 순간적이고 개별적인 삶을 보편성의 차원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한다. 한편 부르디외는 

화폐와 노동이라는 매개가 투입된 18세기에는 훈련과 처벌이라는 과정을 통해 시간과 공간이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을 규정한다고 하였다. 두 철학자들의 시간과 공간 개념은 이성의 절대성

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경험 이전의 객관적 지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김종욱, 

『한국 소설의 시간과 공간』, 태학사, 2000, 27~29쪽)

82) K. Clark ․ M. Holquist, Mikhail Bakhtin, Harvard Univ. Press, 1984, 278쪽 (서정철, 「바흐

친과 크로노토프」, 『외국문학연구』8,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1, 253쪽에서 재

인용)

83) Mikhail M. Bakhtin,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 「소설 속의 시간과 크로노토프의 형식」, 『장편

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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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84) 시․공간의 개념은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아우른다. 

  바흐친은 시간과 공간의 이러한 복합적인 특성이 특히 소설 장르에 나타난다

고 하였다.85) 소설에서 시․공간은 텍스트의 내적 구성 형식이자 현실의 시․공간 

및 문화 재현의 범주이며,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할 수 있

도록 하는 매개이다.86) 소설 창작은 세계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므로, 형상화의 기

초 단위로서 시․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87) 바흐친은 소설이 실제의 역사적 

시간과 공간 및 그런 시간과 공간에 있는 실제 역사적 인물을 소화함으로써 가

장 복합적인 시공성의 감각을 소유하게 되고, 사람․행위․사건․역사․사회 등의 가장 

심오한 이미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다른 장르보다 더 우월하다고 하였다.88) 이러

한 의견은 리얼리즘 소설이 미메시스적 측면에서 실제 역사적․지리적 현실과 근

접한 시․공간을 창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89) 

  그러나 소설의 시․공간은 실제 시․공간과 관련을 맺으면서도 작가가 지닌 세계

에 대한 개념이나 관점에 따라 창조적으로 변형된다. 작품의 시․공간이 작가가 

처한 시․공간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작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세계 인식을 효과

적으로 환기한다면 적합성이 획득되는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면 소설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시․공간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가다머(H. G. Gadamer)

는 현대 회화는 오브제를 재현하지 않아도 미메시스적이고, 큐비즘은 파편화된 

현대 세계와 소비를 위한 생산에 따른 오브제의 통일성 파괴를 재현한다고 하였

다. 예술의 ‘재현적’ 성격이 반드시 현실적인 사건들에 대한 보고나 묘사여야 하

는 것은 아니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현실의 재생은 아니지만 재현을 통

해 비로소 조명되는, 현실의 진리를 보여주려는 성격의 재현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90) 이는 서사체에서 윤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진실을 전달하기 위한 예시

84) Gary Saul Morson ․ Caryl Emerson, Mikhail Bakhtine: creation of a prosaics, 오문석․차승

기․이진형 공역,『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630쪽

85) Tzvetan Todorov, Mikhail Bakhtine, 최현무 역, 『바흐친: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까치, 

1987, 33쪽

86) 지금까지 바흐친의 크로노토프 개념은 모호성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날 소설 비평

에서는 장면이 펼쳐지는 재현의 중심을 뜻하는 개념으로 두루 쓰인다. (최인자, 「현대소설 크로

노토프들의 대화성과 교섭적 읽기」,『문학교육학』31, 한국문학교육학회, 2010, 269쪽)

87) 김근호, 「소설 텍스트 중층적 읽기의 공간론」, 『독서연구』19, 한국독서학회, 2008, 144쪽

88) Gary Saul Morson ․ Caryl Emerson, 앞의 책, 631쪽

89) Paul Smethurst, The postmodern chronotope: reading space and time in contemporary 
fiction, Rodopi, 2000, 5쪽 (조준래, 「크로노토프 분석을 통한 구 유고권 모더니즘 소설의 원

심력과 구심력 연구」, 『외국문학연구』4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 238쪽에

서 재인용) 조준래는 크로노토프 개념을 실제적이고 물리적 차원을 지니면서도 서사에서 본질적

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상징성이 결합된 공간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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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ustrate)도 현실 세계와 허구 세계를 관련시키는 한 방식으로 보는 관점과 궤

를 같이 한다.91) 

  이렇게 시․공간은 작가가 처한 역사적 조건과 그에 따른 세계 인식에 적합하게 

선택되고 구체화된다. 바흐친이 분석한 바를 예로 들면, 고대 희랍 소설 중 ‘시

련의 모험 소설’에 해당하는 유형은 일상적인 시․공간과는 무관한 초월적이고 추

상적인 시․공간을 그리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우연성에 의해 지배되도록 

한다. 이에 비해 ‘일상생활의 모험 소설’에 해당하는 유형은 한결 구체적인 시․공
간에서 사회적 계급과 관련된 것과 같은 구체적인 사건을 그린다.92) 한편 라블

레(F. Rabelais)의 소설에서는 웃음의 문화를 드러내기 위해 민속적 시․공간을 

사용한다. 금기를 해체하고 인간 본성을 긍정하는 인식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간

의 모든 가능성이 실현되는 시․공간 형상을 그려내는 것이다.93) 이는 모두 각기 

다른 세계관이 각기 다른 시․공간과 결부되어 소설에 구현된 사례이다. 

  이렇게 소설에서의 시․공간은 장면이 펼쳐지는 주요 지점으로 시간이 공간을 

통해 가시적으로 경험될 수 있게 한다.94) 그러면서 특정한 상황적․사회적․역사적 

맥락이나 그에 대한 관점을 환기시키며 실제 세계와 관련을 맺는다. 그리하여 

소설에서의 시․공간은 역사를 재현하는 텍스트의 수단이자 텍스트 자체의 형식적 

구성 요소가 된다.95) 본 연구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소설에 나타난 시․공간이 그 

자체로 작품 분석의 기준이면서 세계의 한 층위가 될 수 있다고 본다. 

  3. 세계 인식의 매개로서 세계의 형상화 방식

  하이데거의 관점대로 인간의 관심에 의해 포착된 세계와 그 세계의 진리가 예

술작품에 담기게 된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지 

해명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언어 예술로서의 ‘소설’이 어떠한 방식의 언어적 

형상화를 통해 세계 인식을 드러내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90) Georgia Warnke, Gadamer, 이한우 역, 『가다머: 해석학, 전통 그리고 이성』, 민음사, 1999, 

108~109쪽

91) Robert E. Scholes ․ James Phelan ․ Robert L. Kellogg, (The) nature of narrative, 임병권 

역, 『서사문학의 본질』, 예림기획, 2007, 150쪽

92) 김욱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이론 』, 문학과지성사, 1988, 210~213쪽

93) 서정철, 앞의 논문, 270~271쪽

94) 김병욱, 「언어 서사물에 있어서의 공간의 의미」, 『내러티브』, 한국서사연구회, 2000, 161쪽

95) 위의 논문, 160~1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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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에서 언어적 형상화란 ‘작가적 의도의 전달이나 문학적 목적의 수행을 위

해 작가가 선택하는 스토리 재료 및 그 재료에 예술적 형태를 부여하는 모든 과

정 혹은 텍스트 내의 요소들이 획득하는 구체적이고 실감 있는 표현’96)이다. 형

상화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미를 함축하도록 하

는97) 것을 지향한다. 이는 곧 ‘총체성’을 지향하는 것이며, 불규칙적이고 비분리

적이고 빈틈없이 지속적인 세계가 형상화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완

결성 있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다.98) 총체성이 삶의 본질적 구조에 대한 인식

을 추구한다는 점을 참고하면,99) 형상화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라 할 수 있다. ‘삶의 본질적 구조’가 하이데거가 말한 진리 개념과 가깝다고 볼 

때 형상화는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이는 곧 앞서 살펴본 ‘세계 

인식’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형상화를 통해 만들어진 ‘세계 형상’은 세

계 인식의 매개가 된다.

  소설에서는 배경을 세밀하게 묘사하는 방식, 전형적 인물의 설정을 위하여 언

어를 구사하는 방식, 인물의 언어를 대화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 사건을 서술하

는 방식, 인물의 의식을 담론을 통해 드러내는 방식 등 다양한 언어적 형상화 

방식을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작품에 ‘리얼리티(reality)’를 구현하고 작가의 

감각이 묻어날 수 있게 한다.10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식들을 소설 속 세계

의 각 층위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여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을 

위한 작품 분석의 틀로 삼고자 한다.  

  이를 위해 바흐친이 괴테의 소설을 분석하며 ‘구체화, 명료화, 전일화의 과정’

을 통해 ‘시대의 단면 속에서 파악한 세계와 삶의 총체성’을 드러냈다고 한 

말101)을 참고한다. 소설 속 세계의 형상화 방식이 지향하는 바를 세계 인식의 

명료화, 구체화, 전일화로 보는 것이다. 이는 마르크스주의 문학이론에서 ‘불규칙

적이고 비분리적이고 빈틈없이 지속적인 세계가 형상화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완결성 있게’ 드러난다고 한 관점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96) 한용환, 앞의 책, 503쪽

9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의 책, 815쪽

98) Arnold Hauser, Kunst und Gesellschaft, 한석종 역, 『예술과 사회』, 홍성사, 1982, 9~11쪽

99) 총체성을 추구하는 예술가는 현실의 현상을 단순히 재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현실의 모든 

측면을 총체적으로 파악한 뒤에 현상에 내재된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추출해 내고, 이를 재구성

하는 이중의 작업을 한다. (이주영, 「루카치의 미메시스론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의 관계」, 

『미학예술학연구』6, 한국미학예술학회, 1996, 51쪽)

100)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문학의 이해』, 삼지원, 1997, 130~131쪽

101) Mikhail M. Bakhtin, 앞의 책, 2006, 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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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표현도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의 반영임을 인정하는 관점

이기에102) 본 연구에 활용 가능한 틀이 된다. 그리고 세계 인식의 구체화, 명료

화, 전일화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특성을 선택하고, 모종의 맥락을 부여한 

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형상을 효과적으로 배열하는 방식이 사용된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을 이하에서 살펴보겠다.

    (1) 세계 인식의 명료화를 위한 특성 선택

  세계 인식을 명료화한다는 것은 ‘전체를 대략적으로 기술하거나 모든 부분의 

요약문을 만드는 것’103)이 아니라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계 인식을 명료화하기 위해 세계 형상에는 세계 인식

을 환기하는 핵심적인 특성이 선택되어야 한다. 

  하르트만(N. Hartmann)은 예술작품이 전경과 배경이라는 미학적 범주로 나누

어져 있으며, 실재하는 세계가 특수한 표현력을 통해 예술작품에 세계관적 배경

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또 예술이란 실재적인 층을 뚫고 그 뒷면에 있는 제이

(第二)의 비실재적인 층을 파악할 수 있는 촉매적 형식이라고 하였다. 이를테면 

원판 던지기를 하는 그리스 조각에서 실재하는 것은 던지는 모습을 한 돌조각뿐

이지만, 이를 통해 운동하는 사람과 그의 생생한 기운은 물론 심적이고 심미적

이며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104) 이는 비실재적인 세계 

인식이 예술의 실재적인 층인 세계 형상으로 나타나는 구도를 잘 보여주는 관점

이다.105) 

102) 괴테의 작품들이 보여주는 질풍노도에서 고전주의를 거쳐 낭만주의로 가는 편력 과정은 완성

을 향해 나아가는 열린 과정이다. 이를 통해 괴테가 지향하는 총체성은 감성과 오성을 동등하

게 함의하며 서로를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괴테에게 총체성은 객관적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에 부여된 고차원적 질서의 개념이다. 그렇다고 하여 괴테의 작품이 실제 

역사적 현실에 충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에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보다는 존재해

야 하는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괴테가 지향한 ‘총체성’은 반영과 완성

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다. (인성기, 「괴테의 고전주의 예술론: 정신적이면서도 감각

적인 전체로서의 인간 교육」, 『괴테연구』22, 한국괴테학회, 2009 참고)

103) Mikhail M. Bakhtin, 앞의 책, 2006, 336쪽

104) 권기호, 앞의 논문, 131쪽

105) 미술의 경우 배경의 첫 번째 층에서는 외적이고 물적인 것이 먼저 나타나지만, 그 다음으로는 

살아 있는 것으로서의 활기가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그의 심적인 측면이 나타난다. 또 그 다

음으로는 인간의 운명이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는 인류 모두에 관계된 전인적 측면이 나타난다. 

음악의 경우 첫 번째 층에는 청각적인 선율이 전경으로 드러나지만, 그 다음으로는 정서가, 그 

다음으로는 심적인 측면이 떠오른다. 전경 뒤에 청각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소리가 끝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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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르트만에게 ‘전경’이란 특이하게 형상화된 어떤 실체성이며, 이를 통해 예술은 

정신층의 최고의 경지를 나타내는 양식이 된다.106) 한편 하이데거에게 ‘전경적인 

면(das Vordergründige)’은 작품 존재의 사물적 측면이다. 이는 일상적 태도의 근

거를 마련해주는 것으로, 그것이 작품으로서의 의미를 내세운(Aufstellung) 후에야 

작품으로 존재하면서 하나의 세계를 열어 세울 수 있다.107) 다시 말해 전경으로 

나타난 세계 형상의 특성은 그 자체로는 ‘사물성’108)에 불과하지만, 존재자의 진

리가 개시(Eröffnung)되고 들추어(Entbergen)진 후에는 세계 인식을 환기하는 기

능을 한다.

  이렇게 세계 형상에 선택된 특성은 세계 인식과의 관련성 하에서만 명료한 의

미를 지니게 된다. 그런데 이때 ‘대상’이나 ‘실재’가 선택된다고 하지 않고 ‘특성’

이 선택된다고 한 이유는 예술작품이 실재를 정확하게 복사하지는 못한다는 입

장을 견지하기 위해서이다. 아른하임(R. Arnheim)은 예술작품이 매체의 조건 속

으로 번안되어야 하며, 매체의 성격은 필연적으로 본래 대상의 특성에 무엇인가

를 첨가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과정은 쉽게 말해 ‘복사가 아닌 변형’이며, ‘주어

진 재료로 그 대상의 구조적 등가물을 생산하는 것’이다.109) 이 말을 통해 대상 

자체가 아닌 대상의 특성이 선택되고, 형상화에 사용되는 매체에 따라 또 다른 

특성이 첨가되어 예술적 형상이 만들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미술과 같이 특성의 순간적인 인식이 가능한 예술작품이 아닌, 연속성 

속에 존재하는 문학도 앞서 살핀 예술론에 적용될 수 있을까? 이에 관해서는 레

싱의 말을 참고할 수 있다. 그는 미술과 문학을 비교하면서 그 둘이 전혀 다른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문학 역시 진행되는 서술에서 물체의 단 한 

가지 특성만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측면에서 그 물체의 가장 생생

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특성을 선택해야 한다.”라고도 하였다. 이러한 말은 

문학이 대상의 한 순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묘사의 명료성을 위해

서는 특성의 선택이 일차적인 관문임을 알게 한다. 

계속해서 머무는 줄거리 같은 것이 ‘통일성’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위의 논문, 132쪽)

106) 이와 관련하여 하르트만은 아름답고 참다운 것이란 ‘이데아(idea)가 아니라, 나타남, 현상관계 

일반’이라고 하였다. (위의 논문, 135쪽)

107) Martin Heidegger, 앞의 책, 1996, 51~52쪽

108) 하이데거는 사물성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특징들의 담지자’, ‘감각적 다양성의 통합체’, ‘형

식화된 질료’의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위의 책, 33쪽)

109) Rudolf Arnheim, Art and Visual Perception, Berkeley, Calif.: Univ. of Califonia Press, 

1954 (Michael J. Parsons ․ Gene H. Blocker, Aesthetics and education, 김광명 역, 『미

학과 예술교육』, 현대미학사, 1998, 140~141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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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인식의 명료화를 위해 특성이 선택되는 양상을 구체적인 소설 작품을 통

해 살펴보자. <심청전(沈淸傳)>에 나타난 심청의 인물 형상을 예로 들면, 심청에

게 선택된 특성은 ‘효성’과 ‘자기희생적 성격’이다.110) 이러한 특성은 실제 세계

에 존재하는 인물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지만, 천인적강의 태몽 후에 출생되고, 

일찍 어미를 여읜 뒤, 눈 먼 아비에게 양육을 받는 심청의 다른 모습과 결합되

어 보다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심청에게 선택된 이러한 특성

은 그 자체로는 인물의 자질일 뿐이지만, 독자로 하여금 어떠한 인식을 환기하

는 것으로 여겨질 때 그 인식을 명료화한다. 어리석은 아비를 위해 죽음을 불사

한 효행을 결심하는 것이 단지 인물의 기질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규

범과 질곡에 대하여 인간은 어떠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관한 인식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이해될 때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말이다.

  <심청전>의 인물 간 관계 형상도 살펴보자. 여기에는 ‘치유적 성격’이 선택되

었다. 심청은 부친인 심 봉사와의 관계에서 그를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심 봉사

는 본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다가 앞을 볼 수 없게 되고 상처(喪妻)도 하게 

된 처지이므로,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앞뒤 생각 없이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겠다는 약속을 할 정도로 강하다. 이런 심 봉사와의 관계에서 심청은 죽

은 어미를 대신해 그를 봉양하고, 그의 개안을 위해 자신의 몸을 판다. 이는 심 

봉사의 아픔을 다스리기 위한 노력이다. 이하의 (3)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인물 

간 관계 형상에 선택된 치유적 성격은 사회적 차원으로 점차 확대된다. 이러한 

모습은 사회의 정화를 위해서 개인이 타인 및 사회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

는지에 대해 세계 인식을 명료화한다.

  <심청전>의 시․공간 형상에 선택된 특성도 아울러 살펴보자. <심청전>의 시․공
간 형상의 특성은 ‘현실 초극적 성격’이다. 시․공간은 문학작품 내의 인간 형상과 

관련을 맺으면서111), 작가의 신념과 인생관을 구현한다. <심청전>에서 심청의 

효성은 용궁과 같은 환상적 시․공간의 출현 및 황궁과 같은 이상적 시․공간의 출

현을 가능케 하는 이념적 힘이다. 어떠한 시․공간에서건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는 

심청의 효성이 그에 걸맞게 시․공간의 성격을 점차 개선시키는 것이다. 다시 말

110) <심청전>의 주제 의식을 ‘효’의 차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김태준 이래 가장 지배적인 설이었다. 

(인권환, 「‘심청전’ 연구사와 그 문제점」,『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23쪽) 여기서는 ‘아

버지의 신체적 불구를 회복시키기 위한 딸의 대속적 자기희생을 추앙하고 기리는 것’이라는 견

해(정하영, 「‘심청전’ 주제 재고」,『백영 정병욱 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86

쪽)에 동의하며, 그러한 자기희생적 효가 작품의 주된 사건을 이끄는 추동력인 동시에 문제 해

결의 핵심 요소라고 본다.

111) Mikhail M. Bakhtin, 앞의 책, 1988, 2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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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심청전>의 시․공간에 선택된 현실 초극적 성격은 심청의 지극한 효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며, 여기에는 현실 속에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으로 규범의 

지극한 준수가 요청된다는 세계 인식이 명료화되어 있다. 

  이렇게 인물, 인물 간 관계, 시․공간 등의 세계 형상이 배후에 어떠한 인식을 

감추고 있는지를 밝혀내려 할 때 세계 형상에 선택된 특성은 세계 인식을 명료

화하는 것으로 기능한다.

    (2) 세계 인식의 구체화를 위한 맥락 설정

  세계 인식의 명료화를 위해 선택된 특성은 형상화를 통해 실재성을 띨 필요가 

있다. 순수한 관념이기를 거부하고 구체적 체험과 감각적 인상, 직접적 환상의 

대상이기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향을 ‘구체화’라고 할 때, 세계 인

식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맥락의 설정이 필요하다. 

  뒤랑(G. Durand)은 ‘다양한 극성들과 대립적인 이미지들은 고유한 독자성과 

대립적인 잠재성을 지니고 있어 시간 속에서만, 이야기의 줄거리 속에서만, 하나

의 종합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체계로 연결된다.’라고 하였다.112) 여기서 극성이나 

이미지를 앞서 살펴본 ‘특성’이라 한다면, 그것을 체계로 연결시키는 시간이나 

줄거리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에서는 구체적인 맥

락에서 개별자를 살피고 그 속에서 의미를 형성해나가는 것이 진리의 추구라고 

하였는데,113) 이 점에서 맥락은 아직은 통합되지 않은 개별적 세계 형상이 의미

를 획득하고 최종적으로는 세계 인식을 구현할 수 있게 돕는다.

  맥락(context)은 언어가 사용되는 환경으로 정의되며, 이와 유사한 말로 ‘상황’

이나 ‘배경’ 등이 있다. 상황은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현장을 말하며 결과에 치중

한 개념이고, 배경은 사태를 둘러싼 역사적․사회적 측면을 일컬으며 원인에 치중

한 개념이다. 반면 맥락은 두 용어의 의미를 포괄하며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강

조하는 개념이다. 또한 사물이 서로 잇닿아 있는 관계나 연관을 일컫기 때문에 

이질적인 것들을 묶는 일관성을 확보해준다. 정리하면 맥락은 언어 행위가 이루

어지는 과정이나 흐름이라 할 수 있다.114)

112) Gilbert Durand, L' Imagination symbolique, 진형준 역, 『상징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83, 98~99쪽

113) 김동국, 「진리경험으로서의 예술경험에 대한 연구: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13쪽

114) 김슬옹, 『담론학과 언어분석: 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 2009,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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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맥락 개념은 언어 외적인 것이 아니라 

텍스트의 언어 자체에 구축된 것이다. 이는 주어진 텍스트의 내적 의미 관계이

며, 물리적 실체로서 고정성을 띠는 텍스트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텍스트 내 

맥락’이다.115) 텍스트 내 맥락은 현실과의 유사 맥락일 수도 있고 객관적인 것의 

변형을 위해 심어진 맥락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맥락이 실제 세계와

의 관련성 속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에 따르면 역사가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제시할 뿐

이지만 예술가들은 일어날지도 모르는 일, 개연성이 있거나 필연적인 것으로서 

가능한 일들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술은 다른 무엇보다 통찰력이 있다. 예술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을 파악하고 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의 본성을 더 

잘 파악한다는 것이다.116) 특히 문학은 역사와 달리 현실성(actuality) 그 자체가 

아니라 일어날 법한 사건, 즉 개연성 있고 필연적이며 전형적인 사건을 그려내

는 특성을 지닌다. 이는 ‘역사에 대한 시의 우월성’117)의 근거가 된다. 

  그런데 이때 표현의 대상에 부여되는 개연성과 필연성, 전형성은 맥락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를테면 괴테는 동화 <신(新) 파리스(Der neue Paris)>에서 실제 

장소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맥락을 부여하였다. 형상에 특정한 시간이

나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가시화된 장소를 밀착시켜 지리적 현실성을 부여하고, 

이를 실제 시간 속에서 일어날 법한 사건처럼 여겨지게 만든 것이다.118)

  한편 맥락에서 실제 존재하는 것이 재현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실제 세계와 

관련된 통찰 내용이 나타나 있다면 사실성이 결여되어 있거나 미적 허구성이 두

드러진 점은 문제되지 않는다. 아놀드 하우저는 ‘내재적 자족성’을 갖춘 작품은 

현실을 반영한 모습의 다양성이나 수치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자

체로 완전한 생명감과 내적 단일성을 지니고 있다면, 요소의 제거와 첨가 및 변

화와 파괴가 허용된다는 것이다.119) 이를 참고할 때, 세계 형상에 설정된 맥락이 

실제 세계에 대한 인식 내용을 공유하는 것과 이를 바탕으로 작품이 내적 자족

115) 할리데이와 하산의 구분에 따르면 맥락에는 상황 맥락(context of situation), 문화 맥락

(context of culture), 텍스트 간 맥락(intertextual context), 텍스트 내 맥락(intratextual 

context)이 있다. 이 중 언어 내적인 맥락에 속하는 것은 텍스트 내 맥락이다. (M. A. K. 

Halliday ․ R. Hasan, Language, context, and the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 
semiotic perspective,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16) Michael J. Parsons ․ Gene H. Blocker, 앞의 책, 149쪽

117) Robert E. Scholes ․ James Phelan ․ Robert L. Kellogg, 앞의 책, 194쪽

118) Mikhail M. Bakhtin, 앞의 책, 2006, 337쪽

119) Arnold Hauser, 앞의 책,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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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세계 인식의 구체화를 위해 맥락이 설정되는 양상을 구체적인 소설 작품을 통

해 살펴보자. 앞서 살펴 본 것에 이어 <심청전>에 나타난 심청의 인물 형상부터 

예로 들어 보겠다. 심청의 특성인 ‘효성’과 ‘자기희생적 성격’은 ‘물에 빠짐의 삽

화’를 통해 구체화된다. 심청이 물에 빠지는 것은 심 봉사가 물에 빠지는 것과 

의미적으로 대립된다. 심 봉사가 물에 빠지는 것은 그가 지닌 어리석음을 구체

화하는 것인 반면, 심청이 물에 빠지는 것은 아비의 어리석음을 치유하고 대속

(代贖)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는 ‘효(孝)’라는 규범에 있어 희생을 감수하

면서까지 적극적으로 임하는 심청의 이상적(理想的) 성격을 구체화한다. 그리고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에 대한 맥락이라기보다는 효에 대한 이상적인 관념을 구

체화하는 맥락이다. 

  그렇다면 <심청전>의 인물 간 관계 형상에 나타난 ‘치유적 성격’은 어떠한 맥

락을 부여받아 구체화되는가? 이는 치유 대상의 애환에 대하여 심청이 지니는 

‘몰아(沒我)의 태도’를 통해 구체화된다. 치유 대상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

긴 나머지 심청은 개인적 번뇌나 두려움을 망각한다. 물론 <심청전>의 이본 중

에는 심청이 투신하는 대목에서의 주저함을 묘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아버지를 위해 마음을 다잡는 모습으로 갈무리하거

나120), ‘그리여서야 효녀 죽업 될 슈 잇나’121)와 같은 논평을 덧붙이는 등 극

단적인 두려움 앞에서도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잊는 심청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심 봉사와의 관계에 있어 그를 치유하기 위한 수단을 자처하는 심청의 모

습을 보다 생생하게 구체화하는 맥락이 된다.

  한편 <심청전>의 시․공간 형상에 나타난 ‘현실 초극적 성격’은 ‘일상과 환상의 

변증법적 구조’를 통해 구체화된다. <심청전>에서는 심청의 이동 경로에 따라 

초점화되는 시․공간이 황주 도화동에서 용궁으로, 다시 황궁으로 변화한다. 김병

로(1992)는 이를 일상적 시․공간과 꿈의 시․공간이 합일되는 과정이라고 해석하

였다.122) 현실의 고통을 용궁이라는 환상적 시․공간의 체험을 통해 극복하고, 마

120) 사재동 34장본에서는 “ 아을 구버보니 바람은 진동치고 물결은 울넝츌넝 젼을 탕탕치니 

심쳥이 기가 막켜 뒤로 펄셕 안지며 졍신음난 일신사족 벌벌 난 그동은 사람은 목젼의 못보것

다 심쳥이 일러나며 난 말리 의 졍셩 부족면 비 눈을 못리라(김진영 외, 『심청전 전

집』11, 박이정, 1998, 413쪽)”라고 하면서, 박순호 낙장 27장본에서는 “녹의홍상 물읍씨고 단

졍이 눈을 고 셥젹 여 다시 안 아부임 난 소 일월이 무광고 목셕이 함누로다 로 

다시 이러나셔 졍신리 난 마리 아부임을 위로할진 무삼 일을 양라(김진영 외, 『심청

전 전집』7, 박이정, 1998, 385쪽)”라고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심청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121) 신재효 <심청가> (김진영 외, 『심청전 전집』1, 박이정, 1998,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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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내는 해소의 제(諸) 국면을 일상 속에서도 펼치게 된다는 것이다. 현실 초극은 

현실적 갈등이 펼쳐지는 일상적 시․공간에서는 불가능하고, 갈등이 해소되는 환

상적 시․공간에서도 리얼리티를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123) 최종적으

로 현실 속의 이상적 시․공간으로서 ‘황궁’이 출현하는 경우이기에 이러한 특성이 

구체화될 수 있다.

  살펴본 대로 인물, 인물 간 관계, 시․공간 등의 세계 형상이 배후에 어떠한 인

식을 감추고 있는지를 밝혀내려 할 때 세계 형상에 설정된 맥락은 세계 인식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한다. 

    (3) 세계 인식의 전일화를 위한 형상 배열

  명료화되고 구체화된 세계 형상은 작품 전체에 걸쳐 배열됨으로써 일관성을 

갖춘다. 이러한 일관성은 세계 인식을 전일화하는 데 기여한다. 전일화(全一化)

란 하나의 전체로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술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전일체이기 때문에 예술작품의 요소는 무엇보다도 자기 

충족적 구성체인 작품 내에서 구성적인 의의를 갖는다. 구성 요소가 자연이나 

현실, 이념 등 작품 밖의 어떤 것과 상호작용할 때 생기는 의의는 부차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학자의 주요 과제 중 우선시되는 것은 각 요소의 구성적인 

기능 및 작품이 갖는 구성상의 통일을 밝혀내는 것이다.124)

  형상들의 구성상 통일은 형상의 배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특성의 선

택과 맥락의 설정에 따라 세계 형상이 세계 인식을 환기시키게 됨을 살펴보았

다. 이때 유사한 성격을 지닌 세계 형상이 배열 면에서 반복 및 변주될 경우 그

것이 지니는 세계 인식 내용은 한층 더 강화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열의 

형태가 인식 내용과 유기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작품의 내

적 완결성은 형상끼리의 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인식 내용

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작품의 내적 완결성은 형상들의 단순한 총화만으로 이

122) 김병로, 「크로노토프 분석을 통한 <심청전>의 텍스트 의미 고찰」, 『한남어문학』17․18, 한

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92에서는 심청전의 시․공간 구조를 ‘꿈의 크로노토프’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심청의 용궁 체험은 여타 몽유 구조 소설과 같은 환상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지만 

‘꿈’이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꿈’을 ‘환상’으로 바꾸어 살펴

본다.

123) 위의 논문, 369쪽

124) Mikhail M. Bakhtin, 앞의 책, 1992, 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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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지지 않고, 개별 형상에 전체적 속성으로서의 세계 인식 내용이 함유되어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즈네뜨(G. Genette)는 ‘서술의 빈도’가 소설 비평가나 이론가들에게 거의 연구

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유사성을 띠는 사건이 반복되어 서술되는 양상에 대

하여 연구하였다. 즈네뜨는 ‘반복’이란 ‘정신적인 구조물’이며, ‘공통되는 어떤 요

소들만을 간직하기 위해 그 자체에 특수하게 딸리는 것들을 배제시켜 버리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125) 즈네뜨의 이러한 언급과 함께 세계 형상의 가장 기본적

인 형상 배열 방식이 반복임을 고려한다면, 세계 형상의 배열은 해당 세계 형상

이 지니는 의미를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다분히 드러내는 

기제라고 볼 수 있다. 유사한 세계 형상을 반복 배열함으로써 의미의 변화 가능

성을 통제하여 세계 인식을 전일화하는 것이다.

  세계 인식의 전일화를 위해 형상이 배열되는 양상을 구체적인 소설 작품을 통

해 살펴보자. 앞서 살펴 본 것에 이어 <심청전>에 나타난 심청의 인물 형상부터 

예로 들어 보겠다. ‘효성’과 ‘자기희생적 성격’을 지닌 심청이 ‘물에 빠짐의 삽화’

를 통해 치유적이고 대속적인 효를 실천하는 이상적 인물이 됨을 보았다. 그런

데 물에 빠짐의 삽화는 다른 방식으로 변주되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심청전> 

완판본 계열에는 인당수에 몸을 던지기 전에 심청이 ‘아황’과 ‘여영’, ‘오자서’, 

‘초 회왕’과 ‘굴원’의 혼령을 상봉하는 장면이 나타난다.126) 여기서 아황과 여영, 

오자서, 초 회왕과 굴원은 모두 고사 속 인물로, ‘물에 빠짐’의 맥락을 환기한

다.127) 

125) Gérard Genette, Discours du récit,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103쪽

126) 심청의 환세시에 이 장면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심청의 행복한 미래를 암시하는 기능을 한다. 

박순호 19장본의 경우가 그러하다.(서유경, 「공감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 <심청전>

의 이본 생성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40쪽) 

127) 완판 71장본에 제시된 각 대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진영 외, 『심청전 전집』3, 박이정, 

1998, 240~241쪽)

[아황․여영 상봉 대목] 팔경을 다 본 연후의 션을 랴 제 풍이 이며 옥소 들이더니 죽

임 이로셔 엇더 두 부인이 션관을 놉피 쓰고 자하상 셕유군의 신을 려 나오더니 져기 가난 

심소졔아 네 나를 모로리라 창오산붕상수절이라야 죽상지류가명을 쳔추의 집퍼 소 곳 업셔

더니 지극 네의 효셩을 레코져 나왓노라 요슌후 기쳔련의 지금은 언의 며 오현금 남풍시를 

이졧가지 젼던야 수로 먼먼 길의 조심여 단여오라 며 홀연 간 업거늘 심쳥이 렴의 이난 

이비로다 

[오자서 상봉 대목] 셔산의 당도니 풍낭이 작며 찬 긔운이 소삽여 흑운이 두르더니 사
이 나오난 면여거륜고 미간이 광할듸 가쥭으로 몸을 고 두 눈을  감고 심쳥 불너 소
되 실푸다 우리 오왕 빈의 참소를 듯고 촉누검을 나를 주워 목질너 죽은 후의 칠리로 몸울
셔 이 물의 던졉스니 답다 장부의 원통미 월병에 멸오물 역역키 보랴고  눈을 여 동문

상의다 걸고 왓더니 과연  보왓노라 그려나  몸의 감문가죽을 뉘라셔 벽겨쥬며 눈 업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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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의 두 아내인 아황, 여영은 총명하고 정숙하다는 칭송을 받았던 인물인데, 

순이 죽자 그가 죽은 남쪽으로 향하던 중 물에 빠져 죽었다는 고사가 있다.128) 

오자서는 오왕 ‘합려’를 도와 초나라를 공격한 인물인데, 합려가 아들인 ‘부차’의 

말을 믿고 오자서에게 자결을 명하자 억울한 심정에 오나라를 저주하며 죽었다.  

이 소식을 듣고 분노한 합려가 오자서의 시체를 말가죽 자루에 넣어 강물에 던

졌다는 고사가 있다.129) 굴원은 초 회왕의 좌도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었

다. 그러나 그를 시기한 무리들의 참언과 그 말을 곧이듣는 초 회왕의 어리석음

에 애통해 하며 강물에 몸을 던졌다. 자결하기 전에 굴원은 어부에게 “차라리 

흐르는 강물에 몸을 던져 물고기의 뱃속에서 장사를 지낼지라도, 또 어찌 희디

흰 결백함으로서 세속의 더러운 먼지를 뒤집어 쓸 것인가?”라고 말한 후, ‘회사

(懷沙)’라는 부(賦)를 지었다는 고사가 있다.130) 

  이 인물들은 모두 비애감을 안고 물에 빠져 죽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을 만나는 삽화가 차례로 나타나는 것은 ‘물에 빠짐의 삽화’가 고사에 함축

된 형태로 반복되는 배열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열은 곧 물에 빠지게 될 심

청의 상황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들이 열(烈)이나 충(忠)과 같은 유교적 규범의 

화신(化身)이라는 점에서,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칭송을 받는 심청 또한 숭고한 

‘효(孝)’의 화신이 된다. 이렇게 ‘물에 빠짐의 삽화’가 반복 배열됨으로써 심청의 

자기희생적 효가 이상적이고 숭고하다는 인식131)이 전일화된다.  

이로다 이난 뉜고 니 오나라 츙신 오자셔렐라 

[초 회왕과 굴원 상봉 대목] 풍운이 거더지고 일월이 명낭고 물결이 잔잔터니 엇더 두 사이 

반으로 나오난듸 압푸  사은 왕자의 긔상이요 얼골의 거문 는 일국 수 여잇고 의복이 

남누니 초숙일시 분명다 눈물지며 는 말리 달고 분 게 진나라의 소킴되야 삼연 모관의 

고국을 바보고 미귀이 되것구나 쳔추의 집푼 이 초혼조 되야니 박낭퇴셩 반기듯고 속절 

업시 동정달의 헛춤만 추엇노라 뒤여  한 사은 안이 초취고 힝용이 교교듸 나는 초나라 

굴원이라 회왕을 섬기다가 자관의 참소를 만나 더러운 몸 시치랴고 이물의 와 져니 어엿불사 

우리 인군 사후의나 섬긔라 고 이 의 와 모셧노라 나 지은 이소경셰 고양지묘헤여 짐황고왈
용이라 유쵸목지 영낙여 공민인지디헤로다 셰상의 문장사 몃몃치나 되오던고 그는 위친
여 효셩으로 죽고 나는 츙셩을 다더니 충효는 일반이라 위로코져  왓노라 창마리 면면 질의 

평안이 가소셔 

128) 이화여자대학교 중국여성사연구실 편, 『중국 여성, 신화에서 혁명까지』, 서해문집, 2005, 

16~18쪽

129) 司馬遷, 정범진 외 역, <오자서열전>, 『史記列傳』 上, 까치, 1996, 45~58쪽

130) <굴원가생열전>, 위의 책, 353~363쪽

131) 박일용은 이러한 혼령상봉 대목이 심청의 인당수 투신 직전에 나타나게 된 것이 사재동 44장

본 필사본계부터이며, 그 이전에는 이 대목이 나타나지 않거나 심청의 환세시에 나타난다고 하

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는 심청을 위로하고 그녀의 죽음이 드러내는 숭고한 의미를 부각시

키기 위한 개작의식이라고 해석하였다. (박일용, 「<심청가> ‘강상 풍경’ 대목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판소리 연구』8, 판소리학회, 1997, 97~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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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인물 간 관계 형상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살펴보자. 앞서 심청이 심 

봉사와의 관계에서 ‘치유적 성격’을 발휘한다는 것과, 이것이 ‘몰아’의 태도를 통

해 구체화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형상은 심청과 다른 인물들 간의 관

계에서도 변주되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심청은 처녀 제물을 사러 온 뱃사람들, 

천자, 모든 맹인과 사회 전체와의 관계에서도 그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뱃사람들은 매해 사람을 사다 제물로 바침으로써 겨우 거센 풍파를 헤치고 살

아남는 처지이다. 이들은 “우리가 년년(年年)이, 사람을 사다, 이 물에다 넣고 가

니, 우리 후사(後事)가 잘 되겠느냐.”132)라며 눈물로 자신들의 삶을 자조한다. 이

를 참고할 때 뱃사람들 또한 불가피한 의식을 행하며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청은 이들이 뱃길을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제물이 됨은 물론, 죽지 않

고 살아나 황후가 됨으로써 뱃사람들이 지닌 고질적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

  천자는 상처(喪妻)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인물로, 그에게 유일한 즐거움은 

온갖 화초를 구경하는 일이다. 심청은 이런 천자 앞에 화초 중 하나로 나타나 

황후의 빈자리를 채워준다. 그리고 장애가 있는 백성을 위한 잔치를 제안하여 

천자가 개인적인 고통에서 빠져 나와 천자로서의 직분에 충실하도록 돕는다. 

  맹인 잔치에서 심청과 해후한 심 봉사와 함께 모든 맹인들이 개안의 기쁨을 

맛보는 것은 심청이 그들에 대해서까지 치유적 기능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로써 ‘앞을 보지 못하는’ 한 가지 장애나마 사회에서 근절되고, 이 

장애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했던 뺑덕어미 등은 불행해짐으로써 사회 전체가 한

층 정화되고 행복해진다. 심청이라는 한 존재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물론 사회 

전체까지 치유되는 것이다. 이렇게 몰아적 태도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치유하

는 심청의 모습은 점차 확대되는 관계망에 따라 반복 배열된다. 그리고 사회 정

화를 위한 파급력 있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일화된다.

  <심청전>의 시․공간 형상이 지니는 ‘현실 초극적 성격’도 여러 암시를 통해 반

복적으로 배열된다. <심청전>의 시․공간은 이본마다 조금씩 다르게 설정되어 있

는데133), 그 가운데에는 ‘늦봄의 황주 도화동’을 구체적인 시․공간으로 정하고 서

두에 자세한 설명을 한 본(本)이 있다. 여기서 황주 도화동은 무릉도원을 연상케 

132) 성창순 창본 <심청가> (김진영 외, 『심청전 전집』2, 박이정, 1998, 354쪽)

133) <심청전>의 시간적 배경은 이본에 따라 ‘옛날 옛적’으로 막연하게 제시되는 경우, ‘당나라’ 혹

은 ‘송나라’ 등으로 제시되는 경우, ‘송문제 즉위 이십삼년’과 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경우 

등이 있다. 공간적 배경 또한 ‘남군’, ‘도화동’, ‘양주 도화동’, ‘유리국’, ‘유리국 ~~촌’, ‘유

리국 도화동’, ‘황주 도화동’, ‘조선국 황도 황주 도화동’ 등과 같이 이본에 따라 다양하게 제

시된다. (김진영․김영수․차충환․김동건, 『심청전』, 민속원, 2005, 17~18쪽)



- 34 -

  문학이 반영하는 현실은 그 당대만의 특수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삶에서 늘 부딪히게 되

는 항구적이고 보편적인 조건일 수도 있다. 특정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 그려진 삶의 모습이 

오늘날과는 달라도, 그 작품이 여전히 지금의 독자에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문학이 인간이라면 

1. <구운몽>을 읽고 난 후의 감상을 자유롭게 글로 써 봅시다.

2. <구운몽>에서 성진의 세계와 양소유의 세계가 어떠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써 

봅시다.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하고, ‘봄’의 계절적 배경과 관련된 ‘나비’는 이후 심청이 물에 빠져 용궁 체험을 

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134) 이러한 설정은 일상적 시․공간이 환상적 시․공간의 체

험을 통해 새로이 거듭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작품 전체에 나타나는 시․공간의 

구조가 작품의 세부 형상에도 함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심청전>의 시․
공간 형상은 부정적 현실의 초극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 하에 세부적 차원에서도 

전체 구조의 성격이 보이도록 배열된다. 이로써 부정적 시․공간을 이상적인 상태

로 변화시키기 위한 현실 초극의 중요성이 세계 인식의 형태로 전일화된다.

  4. <구운몽>에서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문학교육적 의의 

  이 절에서는 학습자들의 <구운몽> 감상을 분석하여,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이 지니는 문학교육적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

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 설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 ㄷ 고등학교 1학년 84명을 대상으로 감상문 쓰기 및 본 연구의 주

제와 관련된 학습 활동 풀이를 실시하였다.135) 이 학습자들은 활동 실시 한 달 

전에 <구운몽>을 학습하였고 모두 <구운몽>을 읽어 보았으며 전체 줄거리를 기

억한다고 답하였으므로 작품 내용을 비교적 충실하게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판단하였다. 

  감상문 쓰기 및 학습 활동의 문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134) 심정순 창본 <심청가>에 나타난 “느진 봄 피 은 곳곳이 만발인 졍업시 부 바 가

지를 후리치 락화 유졉(游蝶)갓고 유졉은 락화갓치 펄펄 날아 단니다가 임당슈 흐르 물

에 힘업시 러지 아다온 봄소식은 물소를 라 흔젹 업시 려간다. 이 에 황쥬 도화

동에 쇼경 하나 잇스되”(김진영 외, 『심청전 전집』2, 3쪽)라는 대목에서 임당수에 떨어지는 

나비는 머지않아 임당수에 몸을 던져 용궁 체험을 하게 될 심청의 모습을 암시한다.

135) 학습자 활동은 2012년 5월에 실시하였다. 감상문을 인용할 때에는 [구-H-일련번호]의 기호화 

방식을 사용하며, 연구자의 윤색 없이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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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136)

3. <구운몽>이 보편적인 삶과 세계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할 때, 어떤 점에서 그

러하다고 할 수 있는지 써 봅시다. 

4. 3번에서 쓴 내용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또는 여러분이 처한 세계와 관련이 있다

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지 써 봅시다. 만약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

한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지 써 봅시다.

  수집한 학습자 감상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자동적인 감상 방식을 확인

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뒤, 그것을 보완하는 데 본 연구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문학교육적 의의로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자 감상 외에 교사의 수업 실태도 파

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운몽> 수업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137) 

    (1) 대립적 가치의 공존에 대한 인식 능력 함양

  감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작품에 나타난 가치 중 하나의 가치만

을 선택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소유의 삶은 욕망 성취의 삶이고 성

진의 삶은 욕망 극복의 삶이라고 도식화하여 이해한 후, 그 중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삶을 옹호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다음에 인용되는 자료는 ‘1. <구운

몽>을 읽고 난 후의 감상을 자유롭게 글로 써 봅시다.’에 대한 응답으로 쓴 학습

자 감상문이다.

[구-H-5] 내가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 욕망이 수도 없이 많다. 그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꼭 그것을 행하고 후회한다. 성진도 욕망을 이기

지 못하고 행하였지만 불교에 스님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 보기 좋다. 구운몽을 읽

고서 얻은 교훈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에 근면성실하고 항상 마음을 다잡고 

욕망을 버리고 자신이 믿는 종교를 끝까지 믿는 것이다.

136) 김종철 외, 『고등학교 국어(상)』, 천재교육, 2011, 213쪽

137) 교사와의 인터뷰는 2012년 6월에 실시하였다. 고등학교 교사 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

에 인용되는 경우에만 학교명과 성명을 초성으로 표기한다. 답변 내용은 연구자의 윤색 없이 

그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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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학습자는 성진이 양소유로 변화한 것은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며, 

다시 성진으로 돌아온 것은 욕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였다. 이는 성진의 

삶을 욕망 극복의 삶으로 보고, 이를 옹호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러한 학습자

에게 <구운몽>은 ‘욕망을 버리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작품이 된다.

  그러나 <구운몽>을 통해 다른 가치를 인식한 학습자도 있다. 

[구-H-60] 구운몽의 작가는 현실 세계와 이상 세계가 다르고, 또 인간 세상은 하

찮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멋

있게 입신양명하며 멋있게 살다 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학습자는 입신양명하는 삶이 작품에서 비판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럼에

도 자신은 그러한 삶을 추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욕망에 대한 부정을 작품

이 내세운 가치로 생각한 점은 [구-H-5]의 학습자와 공통되나 그에 대한 견해

차는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구운몽>이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가치가 ‘욕망에 대한 부정’이라면 이

에 대한 견해차는 있을지라도 혼란은 적어야 한다. 그러나 학습자들은 <구운몽>

에서 어느 가치가 옹호되는지에 대하여 혼란을 겪는다. 

[구-H-19] 나는 구운몽을 읽고 성진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호화를 양껏 누리고 마지막에 부귀영화가 허무하단 생각과 함께 꿈에서 깨고 

만다. 이렇게 양소유의 부귀영화의 꿈을 통해 속세의 허무함을 깨우치는 이 방법이 

오히려 성진에게 역으로 작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진은 속세에 미련을 

버리고 수련을 할 때마다 속세에서의 꿈이 생각날 것이다. 성진이 꾼 꿈은 나중에

는 일종의 수련을 막는 방해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성진은 젊고 혈기왕성

한 나이인데 오히려 그런 속세의 달콤함을 맛보게 하는 것은 역효과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육관 대사가 직접 혼을 내거나 꾸짖어 성진이 속세에 미련을 갖게 하는 것

을 강제적으로 막는 것이 좋은 방법이었을 것이다. 이 방법은 젊은 성진에게 힘든 

수련을 할 때마다 상기될 수 있다. 성진이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성숙해졌을 때 이 

방법을 통해서 속세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 같다. 

  이 학습자는 욕망을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며, <구운몽>에서 욕망

을 부정하라는 깨달음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꿈은 적절

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왜냐하면 성진의 젊음과 혈기왕성함으로는 부귀영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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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하게 느끼는 게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 학습자는 작품이 지향하는 가치가 

‘욕망에 대한 부정’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작품에 ‘욕망에 대

한 긍정’의 소지가 보이는 것에 대하여 혼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작품에는 욕망에 대한 긍정을 나타내는 요소와 부정을 나타내는 

요소가 함께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학습자는 수업을 통해 작품의 

주제가 ‘부귀공명의 유한함’과 ‘인생무상(人生無常)’이라고 배우기 때문에138) 작

품에 나타난 가치 지향을 해석할 때 ‘욕망의 부정’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인다. 

때문에 학습자 [구-H-19]와 같이 혼란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혼란은 작품 후반부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육관대사의 설법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진다. 

[구-H-77] 구조적인 것 외에 나에게 인상 깊었던 것은 육관대사가 ‘진실과 거짓, 

꿈과 현실은 구분할 수 없다’며 성진에게 깨달음을 주는 장면이었다. 여태까지 나

도 성진과 같이 꿈과 현실, 진실과 거짓은 구분된다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었

다. 하지만 육관대사가 성진에게 깨달음을 주는 장면을 읽으면서 육관대사가 말한 

것 같이 우리가 구분하던 것이 사실은 모두 연결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을 수 있겠

다고 생각했다. 또한 <구운몽>의 주인공인 성진을 보며 나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

어났으면 하고 생각했다. 나도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하지만 주변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많다. 그때마다 성진처럼 꿈을 꾸어 다시 깨달음을 얻어 공부에 집

중했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육관대사의 설법 내용을 학습자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한다는 교사 인터뷰 내

용에 비추어 볼 때, 이 학습자는 비교적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꿈과 현실, 진실과 거짓’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인식 내용을 인상 깊게 받

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성진과 양소유의 삶에 대해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 성진처럼 깨달음을 얻고 싶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육관대사의 설법 내용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성진과 양소유

의 삶을 여전히 공존할 수 없는 대립적인 가치로 보고 있는 것이다.

138) 조사 대상 학습자들에게 <구운몽>을 수업한 서울시 소재 ㄷ 고등학교의 ㅂ 교사(경력 3년)와 

인터뷰를 한 결과, 수업시간에 설명한 주제가 이와 같음을 확인하였다. ㅂ 교사는 <구운몽> 수

업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해 “학습자들은 불교의 공(空) 사상이나 인생무상(人生無常)

에 대하여 이해를 어려워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한 순간’이라는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한다.”라

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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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구운몽>은 대립적 가치가 공존 가능하다는 인식을 배울 수 있는 제재

이다. 육관대사의 최종 설법 내용인 ‘구별하지 않는 인식’은 작품 전반에 걸쳐 

형상화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적이고 미적으로 구현된 세계 형상을 통해 

‘구별하지 않는 인식’을 익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을 마련한다. 그리하여 학습

자가 마주하게 될 삶의 국면에서 활용 가능한, 세계에 관한 적절한 인식틀의 함

양을 도모한다. 함양(涵養)은 풍부함, 심화, 균형, 심미성, 통찰력 및 연대를 획득

하는 것이다139).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은 하나의 가치만 인정

하고 다른 가치는 배제하는 인식 태도에서 벗어나 두 가치의 공존을 인정하는 

인식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2) 관념적 내용의 형상화 방식에 대한 해석 능력 신장  

  <구운몽>은 ‘꿈’이라는 서사 장치와 인물의 계속된 욕망 성취 과정 때문에 현

실을 핍진하게 그렸다는 평가보다 환상성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

러한 환상성의 의미 해석은 옛 감상평에서도 다양하게 나뉜 바 있다. 

이 책을 본 사람들 마음이 호탕해지니 / 오묘한 문장 구슬이 쌓인 듯 하네 / 교태

롭고 아리따운 소리 귀에 쟁쟁하고 / 꽃과 달 같은 미인의 얼굴 눈에 어른거리네. 

/ 이에 비로소 불경(不經)한 것 좋아하는 인정(人情)을 알겠거니 / 정위(鄭衛)의 음

란한 소리를 어찌 가히 들을 만하겠는가? / 차라리 성현(聖賢)의 글을 읽어 / 당당

한 대륜(大論)을 하늘 높이 드높임만 못하리라.140)

  인용된 글은 이양오(李養吾)의 ‘제구운몽후(題九雲夢後)’로, <구운몽>의 환상성

으로 인해 호탕한 심정이 생겨남을 자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최종적으로 이 

환상성을 ‘불경한 인정’, ‘음란한 소리’로 취급한다. <구운몽>의 환상성이 매력적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대륜(大倫)’을 밝히는 ‘성현의 글’에 비해 열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한 것이다.

  한편 아래 인용문은 다소 다른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139) 김종철, 「민족 정서와 문학교육」, 『문학교육학』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134쪽

140) “使人對此心豪蕩 文章妙處瓊琪堆 嬌聲嫩語如在耳 花髮月鬂相徘徊 始覺人情好不經 鄭衛之音何

可廳 不如歸讀聖賢書 堂堂大論懸日星” (이양오, 『磻溪草稿』; 김무조, 『서포소설연구』, 형설

출판사, 1974, 161쪽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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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소설인 「구운몽」을 자신의 뜻에 따라 분량을 늘이고 부연하였으니, 

예를 들면 양소유를 양진의 후손으로 하고, 가춘운을 가충의 후손으로 한 것 등이

다. 다른 인물들도 모두 이와 마찬가지다. 권두에는 김성탄(1608~1661)의 4대 기

서처럼 각 인물의 삽화를 그려 넣어 10책으로 만들고, 서명을 「구운루」로 고쳤

다. 자서에 말하기를, “내가 서성에 벼슬을 하고 있을 때 배에서 「구운몽」을 얻

어 읽었는데, 즉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이었다. 내용은 가히 채택할 만한 것이 있었

으나, 조선에서 패관 야사의 책을 짓는 데 능숙하지 않아 이를 고쳐지었다.”라고 

하였다.141) 

  인용문은 김진수의 『벽로집(碧盧集)』에 실린 내용이다. 여기서 <구운몽>을 

개작한 사람은 ‘패관 야사’로서의 <구운몽>이 지니는 미적 가치에 주목한다. 윤

리적 가치와는 무관하게 미적인 숙련도를 더하기 위해 <구운몽>을 개작한다는 

데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개작 현상에 대한 평에는 이와 정반대

의 관점을 보이는 것이 있다. 

 

  집구의 법은 아마도 예전에 석만경(994~1041)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소재로서 2백 수를 모은 것 자체가 이미 고금의 기이한 재주라고 하겠다. 

그러나 패사 연의(소설)와 같은 것은 절반이 근거 없는 허황된 것에 속하는데, 양

소유를 양진의 후손으로 하고, 8선녀에게도 모두 계파가 있게 하고, 권두에 등장인

물의 모습을 그려 넣은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 허를 실로 꾸미는 것이니, 이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바이다. 강희 연간(1662~1722)에 김성탄(1608~1661)의 「수

호전」 판각이 불태워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142) 

  인용문에는 ‘집구’의 도리를 허황된 소설에 적용하는 것이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라는 관점이 나타나 있다. 허황된 것을 진짜인 것처럼 여기게 하는 소설의 

힘이 윤리기강을 위협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 소설 배격론143)의 입

141) “我東小說九雲夢 增演其意증 如楊少遊系以楊震 賈春雲系以賈充 他皆倣此 皆寫像於卷首 如聖歎

四大書 著爲十冊 改名曰 九雲夢 自序曰 余官西省也 於舟中得見九雲夢卽朝鮮人所擇也 事有可采 

而朝鮮不嫻於稗官野史之書 故改撰云” (김진수, 『碧盧集』, 각주 ; 조희웅, 『고전소설연구보

정』上, 박이정, 2006, 72쪽의 번역)

142) “集句之法 蓋始於石曼卿 以一題集二百首 可爲古今奇才 若稗史縯義 半屬烏有 而以至楊少遊系出

楊震 八仙女皆有系派 寫影於篇首 以無爲有 反虛成實 有關傷敗風俗 康熙時毁破聖歎水滸傳刻板 

亦有是耳” (김진수, 『碧盧集』, 황종현, 평어 ; 조희웅, 앞의 책, 72쪽의 번역) 

143) 국문소설에 대한 유학자들의 비평의식 중 부정적인 시각을 견지한 것을 이르러 소설 배격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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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오늘날 학습자에게 소설의 ‘환상성’은 더 이상 배격의 대상이 아니다. 

다음 학습자는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구-H-12] 대부분의 고전소설은 권선징악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고전소설을 읽을 때에는 작품 고유의 교훈을 얻는 목적이 아닌 당시 사회풍

토나 쓰인 기법들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했다. 하지만 구운몽은 인간의 

내면세계의 구현이라는 다소 고차원적인 주제를 내포하면서 현대 사회와 관련해서 

내용을 이해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다. 구운몽에서 주목한 인간 내면의 무의식

적 욕구는 재물욕, 색욕, 명예욕이었다. 작중 성진은 세 가지 욕구를 숨기고 정해진 

생활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다. 그리고 양소유는 세 가지 욕구를 마음껏 해

소한 사람들 속의 또다른 자아다. 작가는 세 욕구를 모두 성취할 양소유가 겪은 알 

수 없는 회의감과 육관대사의 가르침을 통해 욕망을 절제하며 사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임을 일깨우고, 누구나 마음 속에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 학습자는 <구운몽>이 나타내고자 한 세계가 실제 세계가 아니라 인간의 내

면세계, 즉 관념에 속하는 세계임을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오늘날 자신이 처한 

세계와 연관 지어 인간 욕망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판단한 것

이다. 그러나 이 학습자와 달리 여전히 작품 내용을 오늘날 자신이 처한 세계와 

관련시키지 못하는 학습자도 있었다.144) 이는 ‘4. 3번에서 쓴 내용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 또는 여러분이 처한 세계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이

유 때문에 그러한지 써 봅시다. 만약에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지 써 봅시다.’에 대한 응답을 분석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 

  <구운몽>이 자신이 처한 세계와 관련이 없다고 응답한 학습자들 중에는 <구

운몽>의 주제라고 생각되는 바에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

라 한다. 소설 배격론에서는 소설의 착공구허(鑿空構虛)함, 세도(世道)를 어지럽히는 폐해, 가무

(家務)나 공무(公務)에 대한 방해, 비루한 말 등이 소설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성리학자들은 

소설이 지니는 미적인 면이 사상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화력을 발휘한

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혹여 소설에 존재하는 허황되고 방탕한 형상이 인식의 형태로 

백성들에게 주입되지는 않을지 경계하고 염려하였다. 이는 작품 속 세계의 형상에 대하여 품는 

인식이 실제 세계에 대하여 품는 인식으로 전이된다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경우 작품 

속 형상은 실제 세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단서가 되고, 실제 세계에 대한 태도까지도 결정

짓는 매개가 된다. (이문규, 『고전소설 비평사론』, 새문사, 2003, 37~47쪽 참고)

144) 학습 활동 4번 문항에 대한 답으로 ‘관련이 있다’를 선택한 학생이 54명, ‘관련이 없다’를 선택

한 학생이 23명, 응답하지 않은 학생이 7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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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인생무상이 현대 사회에서는 실천하기가 어렵다(구

-H-16)’, ‘물질중심적인 현대사회에서 구운몽 같은 깨달음은 일어날 일이 적고 

그럴 일이 없을 꺼라 생각한다.(구-H-20)’, ‘작품에서 성진의 삶은 전혀 어려움

이 있는 삶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번뇌의 감정을 가져 괴로워하긴 했지만, 자

신의 힘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육관대사가 도움으로써 쉽게 해결

할 방법을 찾았으니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요즘 시대의 가

치관과 배경에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구-H-10)’ 등 작품의 내용을 즉물

적으로 이해한 결과 그러한 응답을 한 경우도 있었다. 작품의 내용과 실제 세계

와의 관련성을 사실적 측면의 일치 여부로만 판단한 것이다.

  본 연구는 작품에 나타난 형상을 즉물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감

추어진 세계 인식과의 연관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품에 세

계가 그대로 재현된다는 관점을 극복하고, 세계 인식을 바탕으로 변형되어 관념

적 성격을 보이는 형상화 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형상화를 

통해 나타나는 세계의 폭이 넓다는 것을 인지하도록 유도하여, 학습자가 작품에 

나타난 세계와 자신이 처한 세계가 지닐 수 있는 접점을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

도록 한다.

    (3) 주제와 서사 구조의 통합적 이해 가능성 확보

  (1)에서 살펴보았듯 학습자들은 <구운몽>의 주제를 ‘인생무상(人生無常)’이나 

‘부귀영화의 허무함’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주제 교육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이 주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과거 제4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제6차 교육

과정의 교과서가 작품 해석을 통한 <구운몽> 주제 이해에 초점을 맞춘 데서 비

롯하였다. 그런데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서부터는 자유로운 감상이 가능하도록 

학습 활동이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들은 ‘주제’와 ‘감상’을 별개로 인

식하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145) 

145) 이는 다른 교사와의 인터뷰 내용에도 드러났다. 안산시 소재 ㅊ 고등학교 ㅈ 교사(경력 5년)는 

<구운몽>의 주제를 무엇이라고 규정했는지에 대하여 “주제를 인간의 욕망의 덧없음과 같이 규

정하였다. 인생무상, 교사용 지도서를 참고해서 그렇게 규정하였다. 주제 규정을 학교에서 중요

하게 여긴다. <구운몽>은 어렵다는 인식이 너무 강해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많다. 어떤 것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주제가 필

요하다. 가치를 정한다기보다 결론을 내리려고 주제를 이야기한다.  ‘모두가 덧없다’라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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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주제 교육은 <구운몽>의 복합적인 서사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

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물론 서사 구조를 단순하게 도식화하여 이를 바탕으로 

주제를 가르치는 것이 <구운몽>의 난해함을 중화시키는 방편으로 불가피하다는 

현장 교사의 의견146)은 서사 구조의 복합성을 교실 현장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는 점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나 학습자가 ‘인생무상(人生無常)’이나 ‘부귀영화

의 허무함’이라는 주제에 맞게 ‘성진의 삶은 욕망 극복의 삶이므로 긍정적이고, 

양소유의 삶은 욕망 성취의 삶이지만 허무하므로 부정적’이라는 도식으로 실제 

서사 구조를 파악하는 경우, 주제와 서사 구조 간의 불일치를 느끼게 된다. 

[구-H-6] 어려운 단어들과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서 생소했을 뿐만 아니라, 처음

부터 뜬금없고 갈피를 잡기 어려운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

진의 꿈 속에서 관직에 따라 불리우는 이름도 같이 바뀌어 헷갈렸습니다. 관직이 

상승하고 공로가 쌓임에 따라 성진 주위의 여자들만 많아져 어떻게 끝날까 매우 궁

금했는데 줄거리의 2/3가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좀 허무하기도 하였습니다. 

[구-H-10] 성진이 육관대사의 벌로써 인간세상에 꿈으로써 환생하는 게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닌 아예 환생으로써 깨우침을 얻다니 

어떻게 보면 성진은 오히려 상을 받은 것이 아닐까요. 꿈속에서도 당시 사회에서 

이상적인 출세가도와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구-H-6]의 경우 서사 분량의 2/3를 차지하는 양소유의 삶이 결국엔 인생무

상으로 판명난 것에 대하여 허무함을 느끼고 있다. 이 학습자의 경우 양소유의 

욕망 성취를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는데, 자신이 품은 호기심과 작품의 서사 분

량에 상응하는 풍부한 해석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함을 느끼게 된 것

이기 때문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두 개 다 덧없는 거다, 인생은 무상하다는 식으로 결론을 얻

기를 학교 수업에서는 바란다. 다른 문학작품이나 비문학 제재를 봐도 주제가 요구된다. 주장 

전개, 논거 들기, 반론 펴기 등 흘러가는 글에 대하여 학생들은 ‘그래서 뭐예요?’하고 질문한다.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였다. 학생들이 주제를 작품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요지이자 결론으로 생각하고, 감상을 통해 얻는 가치는 따로 있

다고 여긴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146) 김포시 소재 ㅅ 고등학교 ㅇ 교사(경력 10년)는 <구운몽>에서 성진과 양소유의 삶의 관계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하여 “대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현장의 모습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게 편리하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도 둘 중에 뭐가 더 좋으냐고 묻는 게 

편하기 때문이다. 감상문 쓸 때도 그렇게 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그 이유이다.”라고 대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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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구-H-10]의 경우 양소유의 삶을 벌이 아니라 상이라고 본다. 이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들이 ‘인생무상’이라는 주제를 의식하면서 양소유의 삶을 성진의 깨

달음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것과 다르게, 자신이 바라본 양소유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면서 성진과 양소유의 삶을 관련시키지 않는다. 이 학습자는 ‘3. 

<구운몽>이 보편적인 삶과 세계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할 때, 어떤 점에

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는지 써 봅시다.’에 대하여 ‘성진의 삶에서 나타난 불교

에 귀의하는 삶과 양소유의 삶에서 나타난 이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미루어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응답하는데, 이는 ‘인생무상’이라는 주제에서 탈피한 대신 

두 삶의 관계를 새로이 의미화하지는 못하고 별개의 것으로만 파악한 결과이다. 

이러한 반응을 통해 <구운몽>의 서사 구조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것과 지금까

지 주로 소통되어 온 주제를 견지하는 것에는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소설 속 세계의 층위를 나누고, 각 층위별로 세계 형상의 특성과 

맥락, 배열 방식을 검토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작품의 서사 구조를 면밀하게 

따질 수 있고, 서사 구조와 긴밀하게 연관된 주제도 도출할 수 있다. 이 점이 주

제와 서사 구조가 괴리되어 교육되어 온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세계 형상과 세

계 인식 교육이 기여하는 바이다.

  문학교육에서 주제 교육은 불가피하다. ‘주제’는 ‘텍스트의 중심의미’로서 문학

작품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 간, 혹은 학습자들 간 소통의 소재가 된다. 이러한 

소재가 바탕이 되어야 독자는 자기 나름대로 형성한 ‘자기화된 의미’가 해석 공

동체 내에서 어떤 좌표를 갖는지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주제’ 개념은 학습자

의 수만큼 다양한 감상의 결을 변별해주는 기준이 되고, 해석된 의미의 합의와 

소통을 가능케 해 준다.147) 따라서 주제 교육은 단편적이라는 비난으로 인해 축

147) 여기서 ‘텍스트의 중심 의미’, ‘자기화된 의미’의 개념은 황혜진, 「서사 텍스트의 주제 진술 방

식 연구」, 『독서연구』15, 한국독서학회, 2006을 참고하였다. 황혜진은 리쾨르의 미메시스 

이론을 참조하여 주제의 유형을 모티프, 텍스트의 중심 의미, 자기화된 의미로 나누었다.

먼저 모티프는 긴장감을 자아내는 문제적 사건에 해당하며, ‘X가 A를 행한다’는 문장으로 진술 가

능하다. 모티프는 문화적으로 군을 이루고 있어 서사경험의 축적을 통해 더욱 풍부해지므로 쉽고 

의미 있게 작품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요소로 기능한다. 

다음으로 텍스트의 중심 의미는 모티프들끼리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텍스트 의존적이긴 하

지만 수용자에 의해 취사선택 및 구성된다. 따라서 여기에는 모티프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개입되

며, 이는 그 의미를 탄생시킨 사회 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성찰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X가 A

를 행함이 어떠하다’는 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

자기화된 의미는 텍스트의 중심 의미에서 더 나아가 텍스트의 현실 효과에 대하여 진술되는 것이

다. 이때 학습자는 개별적인 자기로서, 사회적인 자기로서 텍스트의 현실 효과를 두 방향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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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될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근거로 삼는 방식으로 강화되어야 한

다. 문학작품을 하나의 미적 구조체로 볼 때, 작품이 아무리 다기한 형상을 보이

고 있어도 그것을 일관되게 해석할 수 있는 틀은 필요하다. 이 틀을 발견하는 

것이 문학 연구는 물론 문학교육에서도 중요한 목표가 된다.

  특히 <구운몽>과 같은 장편소설은 세계의 모습을 장황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된다. 때문에 작품 속에 흩어져 

있는 의미들을 하나로 종합하여 이해하는 독법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148)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독법을 마련하는 데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파편적으로 나열된 형상이 어떻게 완결된 구조를 형

성하는지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러한 완결성을 구축하는 동인이 작품을 배태한 

세계 인식에 있다고 본다. 때문에 학습자로 하여금 작품에 어떠한 인식이 담겨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품으면서 작품의 형상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관련된 인식 내용을 추론하는 교육을 설계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학습

자는 형상이 이루는 완결성과 인식과의 관련성을 알게 된다. 

지하고 그것을 주제로 정립시킬 수 있다. 이는 한 문장으로 진술되기가 힘들며 비평이나 감상문 

쓰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148) 장편소설은 대상의 총체성을 지향한다는 미적 특질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드러낼 수 있는 독

법이 필요하다. (우한용, 「장편소설의 교육방법」, 『모국어교육』8, 모국어교육학회, 1990, 

127~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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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이 장에서는 Ⅱ장에서 살펴본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관계 구도를 <구운몽>

에 적용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세계를 인물 층위, 인물 간 관계의 층위, 시․공간

의 층위로 나누어 각 층위별로 세계 형상이 어떻게 명료화, 구체화, 전일화되는

지 살펴볼 것이다. 각 층위별로 세계 형상에 어떠한 특성이 선택되고, 어떠한 맥

락으로 구체화되며, 그렇게 만들어진 형상이 어떻게 배열되는지 작품을 토대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은 최종적으로는 <구운몽>의 세계 형상이 어떠한 

세계 인식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다.

  1. <구운몽>의 세계 형상 

  <구운몽>에 나타난 세계 형상의 특징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양

가성’이다. 양가성이란 ‘대립적인 인간 가치의 이중적 양상이나 대립적 체계의 

공존적 상황’을 일컫는 말로, ‘결합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의미론적, 

이데올로기적 가치들의 결합’으로 해석할 수 있다.149) 페터 지마(P. V. Zima)는 

양가성(Ambivalenz)을 ‘하나의 대상이나 존재의 가치가 명백하고 통일된 것으로 

이해되지 않는 모순된 이중성의 가치’라고 하였다. 그는 프리드리히 니체(F. W. 

Nietzsche)가 금욕자들의 관능성, 성자의 세속적 근원, 공공진리의 허위성 등을 

지적한 것에서 양가성의 근원을 찾았다. 이러한 양가성은 세기 전환기의 소설이

나 노벨레의 중심 테마이며, 희극성과 비극성의 결합, 삶과 꿈 사이에서의 갈등 

등으로 표현된다.150)

  양가성은 하나의 가치만을 주장하는 사고에 대한 비판 기능을 수행한다. 페터 

지마는 양가성의 관점을 근대적 이데올로기인 동일화 사고와 맞설 수 있는 비판

적 도구라고 보았다.151) 하나의 권위에 도전해 여러 가치와 예술적 진실을 보게 

149) 김인경,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서사 전략의 양가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24, 한국

현대문학회, 2008, 385쪽

150) 최윤영, 「‘양가성’ 개념 통해 정신 분석과 문학작품의 친화성 분석」, 『대학신문』, 서울대학

교 대학신문사, 1996년 11월 11일자 

151) Peter V. Zima, Roman und Ideologie, 서영상․김창주 역, 『소설과 이데올로기-현대 소설의 

사회사』,문예출판사, 1996,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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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해방을 추구하고, 억압된 미학적 진실과 세계에 대한 평등하고 객관적

인 인식의 틀을 복원하여 열린 세계에 대한 전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152) 양가

성을 긍정하는 입장은 바흐친에게서도 발견되는데, 그는 규범화된 가치를 전도

시킴으로써 본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문학의 

논리를 ‘카니발(Carnival)’적 표현의 수사적 논리라고 하였다. 이러한 논리는 어

떠한 것도 절대화시키지 않는 ‘유쾌한 상대성’의 원리이며 이중적이고 상호모순

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속과 겉이 거꾸로 뒤바뀐 ‘이면의 세계’라 할 수 있

다.153) 

  <구운몽>의 세계 형상을 아우르는 특징이 양가성이라고 보는 근거는 작품의 

세계 형상에 대해 대립되는 작품 해석이 나타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Ⅰ장의 

연구사에서도 살펴보았듯 <구운몽>에 드러난 세계의 의미에 대해서는 상반된 해

석이 공존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교 질서 내에서 예를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세

계가 구현된다’154)고 한 경우와 ‘유교 질서를 옹호하는 목소리 뒤에 그것에 문제

를 제기하는 이질적 목소리가 나타난다’155)고 한 경우는 <구운몽>의 세계에 대

한 상반된 해석이다. 이러한 차이는 해석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지만, 보다 본

질적으로는 해석의 대상이 된 형상이 양가성을 지향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 

대립되는 두 가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하는 구도가 아니라 대등한 

힘을 지닌 채 공존하는 구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해석하

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타난 형상들을 최대한 고려하여 보다 타당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작품 말미에 집약된다고 일컬어지는 주제 의식이 작품의 서사 구조 전반에 

걸쳐 암시됨으로써 작품의 완결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작품

의 형상을 양가성의 견지에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운몽>의 주제에 대

한 의견이 분분하여도 ‘분별을 넘어선 태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

다는 점은 대다수의 논의가 공감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구운몽>의 세계 형상

이 양가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설명은 주제 교육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렇다면 세계 형상의 양가성이 인물 층위, 인물 간 관계의 층위, 시․공간의 

층위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살펴보겠다. Ⅱ장에서 살핀 형상화 방식의 틀

에 맞추어 세계 인식의 명료화를 위해 어떠한 특성을 선택하는지, 세계 인식의 

152) 김인경, 앞의 논문, 385쪽

153) Mikhail M. Bakhtin,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122쪽

154) 대표적인 예로 신재홍, 앞의 논문이 있다.

155) 대표적인 예로 김문희, 앞의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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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화를 위해 그 특성에 어떠한 맥락을 부여하는지, 세계 인식의 전일화를 위

하여 형상을 어떻게 배열하는지 각 층위별로 살펴보겠다.

    (1) 인물 층위의 세계 형상

      ① 인물의 규범성과 탈규범성 

  세계 형상 중 인물 층위에 드러나는 특성을 살펴보겠다. 제목이 가리키듯 <구

운몽>에는 주요 인물 아홉 명이 등장한다. 이들은 자기 계층에 맞는 역할 행동

을 하는 동시에 강한 애정 지향성을 보이며 개인적 욕망을 표출한다. 이 둘을 

각각 ‘규범성’156)과 ‘탈규범성’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서로 상충되는 가치인 규

범성과 탈규범성이 <구운몽>의 각 인물들에게서 모두 발견된다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인물 층위에서의 이러한 특성이 양가성의 형상화를 위해 선택된 것이

며, <구운몽>에서 나타내고자 한 세계 인식을 명료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규범성과 탈규범성은 성진과 팔선녀에게서도 나타나지만 이들이 꿈을 통해 존

재 변환을 하면서 더욱 강화된다. 그 근거는 성진이 양소유로 존재 변환을 하면

서 달라지는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성진은 불가(佛家)의 수도승으로 ‘얼골이 

셜(白雪) 고 졍신(精神)이 츄슈(秋水) 고 나히 이십셰(二十歲)예 삼쟝(三

藏) 경문(經文)을 통(通)티 못 거시 업고 총명(聰明)과 디혜(智慧) 듕듕(衆中)의 

쵸츌(超出)’(10)한 인물이며, 때문에 육관대사가 ‘크게 즁(重)히 넉여 샹해 뎐도

(傳道) 그릇로 긔(期待)’(10)하는 인물이다. 성진은 불가에서의 이상적(理

想的) 인물이다. 이상적 인물은 그가 처한 사회의 이상(理想)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규범 지향적인 면모가 강하다. 

  그런데 불가에는 남녀 간의 애정을 금기시하는 계율이 있어 팔선녀를 만난 후

의 성진이 팔선녀의 환영을 보는 등 애정에 대한 지향을 품게 되어도 그 지향은 

실현되기 힘들다. 때문에 그 지향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성진은 유교적 입신양명을 추구하면서도 애정에 대한 강한 지향을 보

156) 규범(規範, norm)은 ‘규칙’ 또는 ‘직각’을 뜻하는 라틴어 norma에서 유래하였다. 철학에서는 행

동을 규제하거나 규제하는 행동에 근거를 두고 가치 판단을 내리는 규준 또는 원리를 뜻한다. 

규범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른다는 점에서 ‘정상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종의 평균 또는 하

나의 이상적 상태에 근거를 두고 규정된다. (Elisabeth Clement 외, Pratique de la 
philosophie de a á z, 이정우 역,『철학사전: 인물들과 개념들』, 동녘, 1996, 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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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소유로 존재 변환을 한다. 양소유는 이상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성진과 

공통점을 지니지만 유교 사회의 이상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 자

신의 애정 지향성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이렇게 계층의 규범을 따르면서도 개인적 욕망을 추구하는 성격은 성진에

게서보다 양소유에게서 두드러진다. 

  이 점을 고려하여 <구운몽>의 인물에게서 발견되는 규범성과 탈규범성의 양상

이 어떠한지 양소유의 인물 형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양소유의 규범성은 유

교 윤리에 순응하여 수기치인(修己治人)에 힘쓰는 성격이고, 탈규범성은 그런 것

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성격이다. 양소유는 어려서부터 신

동으로 평가되어 천거를 받기도 하는 등 당대 규범에 부합하는 소질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점차 탈규범성이 부과된다. 이는 여덟 여인을 만나

감에 따라 진행되는데, 꿈꾸기 전 성진이 팔선녀와 단 한 번 만나 자신도 모르

게 여색을 욕망하게 된 것이 구체적으로 반복되는 양태이다.  

  양소유의 규범성은 대의(大義)를 지향하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양소유는 국

가가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화근을 없애려 한다. 연국(燕國)

이 조서를 보냈음에도 항복하지 않자 곧바로 전쟁을 치러 화근을 없애려 한 

점157), 토번의 침략에 곧바로 대응하여 크게 승리했음에도 완전한 항복을 받기 

위해 끝까지 전쟁을 치르려 한 점158)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양소유의 이러한 규범성은 탈규범성에 의해 추월당하기도 한다. 이는 애

정 성취나 풍류에 탐닉하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소유는 전장에 나가 있

는 상태에서 심요연이 찾아오자 그녀에게 빠져 삼일 간 군사들을 보러 나가지 

않는다. 또 정경패와 파혼하고 난양공주와 혼인할 것을 종용하는 황태후와 천자

에게 정경패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는 뜻을 끝까지 관철하고, 전공(戰功)에 

대한 대가로 정경패와의 혼약을 지키게 해줄 것을 요구하려 한다. 이러한 양소

유의 모습은 ‘정(情)’을 어떠한 가치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양소유의 규범성이 탈규범성에 종속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왜냐하

면 양소유는 대장부의 역할이 나라일에 몰두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57) “연국(燕國)이 오히려 복죵(服從)티 아니니 신(臣)이 무 공(功)으로 승탁(昇擢)신 명(命)

을 바드리잇고? 원(願)컨 일지병(一枝兵)을 어더 항진(行陣)의 나아가 죽기로 나라흘 갑디

이다.”(200)

158) “도젹(盜賊)이 비록 패(敗)여시나 슈급(首級) 버힌 쉬(數ㅣ) 십분(十分)의셔 일분(一分)이 못

니, 이제 대군(大軍)이 셩샹(城上)의셔 슈딘(守陣)여 오히려 침범(侵犯) 지 이시니, 신

(臣)이 원컨대 군마(軍馬) 더 발(發)여 예긔(銳氣) 타 깁히 젹국(敵國)의 드러가 그 님군

을 잡고 나라흘 멸(滅)야 기리 손(子孫)의 근심이 업게야지이다.”(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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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양소유가 연국에 사신으로 갈 때 가춘운이 슬퍼하자 “대댱뷔(大丈夫ㅣ) 나

라 일을 당(當)야 어이 졍(私情)을 도라보리오?”(204)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쪽으로도 편입되지 않는 두 특성이 <구운몽>의 세계 형상 중 인

물 층위에서 선택된 특성이다. 이러한 특성 선택이 다소 독특하다는 점은 다른 

장편소설에 나타난 인물과의 비교를 통해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다음은 <소현

성록(蘇賢聖錄)>에 나타난 소현성의 인물됨을 나타낸 부분이다.159) 

(가) 어시의 의 년이 십오셰라 모란  얼골과   광며 양뉴  풍
날노 새로오니 구혼리 구 고 모든 창녜 문의 며여 아리온 도와 공교로온 

말으로 혹히 다래여 시쳡 되믈 쳥나 이 다 믈니텨 답디 아니터니160)

(나) 이 옥면의 우음을 여 왈 셔뫼 말을 이리 무례히 시니잇가 나히 

졈은들 이야 노 이시리잇가 독쳐믈 부인이 근심신다 니 내 비록 로 

드러가고 시브나 셔모의 말 야 내 외로운 자최로 혈긔 미뎡 호야 병

을 어드면 모친긔 큰 념녀 깃치올가 두리오니 이러므로 졍은 듕 몸이 샹가 

두려 조심이다161) 

  (가)는 소현성이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덕으로 여러 곳에서 구혼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혼기가 찬 나이임에도 소현성은 여색에 큰 관심이 없

다. (나)는 그러한 소현성이 혼인을 하였음에도 부인을 두고 홀로 지내다가 이따

금씩만 부인과 시간을 보내는 데 대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다. 소현성

은 호색하여 병을 얻으면 어머니께 염려를 끼칠까봐 걱정이 되어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를 통해 편모에게 효도하고 가정을 다스리는 데 한결같

으며 여색을 엄격히 경계하는 소현성의 규범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다. 소현

성의 철저한 도학군자(道學君子)적인 모습은 기본적인 유교 윤리에 충실하면서도 

호색적인 태도를 보이는 양소유의 모습과 정면적으로 배치된다. 두 인물 모두 

이상적인 인물에 해당되지만 소현성은 규범성만을, 양소유는 규범성과 탈규범성 

모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59) 현재 남아 있는 이본 가운데 이대본 <소현성록>이 가장 선본(先本)이자 선본(善本)으로 인정되

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조혜란, 정선희 역주, 『소현성록』1, 소명출판, 

2010, 11쪽)

160)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소승샹 본뎐 별셔’ 43면 (위의 책, 407~408쪽)

161) 이대본 <소현성록> 券之一 ‘소승샹 본뎐 별셔’ 57~58면 (위의 책, 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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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소유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규범성과 탈규범성은 여덟 여인들 또한 공유하

고 있다. 그들은 팔선녀일 때에는 집단화된 인물로 나타나 구체적 개별성이 드

러나지 않다가, 존재의 탈바꿈을 하면서 구체적 개별성을 띠는 인물이 된다. 황

녀로부터 재상가의 규수, 궁녀, 기녀, 여비(女婢), 여자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여인들은 자신이 따라야 할 규범을 의식하고 마땅히 따르면서도, 평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강하게 염원한다. 

  인물들의 이러한 양가성은 그들이 지닌 다양한 개성 가운데에서 공통되는 특

성으로 전경화되어 독자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럼으로써 무엇이 이러한 특

성을 가능케 하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범

성과 탈규범성이 공존 가능한 원인과 그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음에서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구체화되는 맥락에 주목해 보겠다. 

      ② 규범성과 탈규범성의 공존 맥락 : 속임수 삽화

  앞서 인물 층위에서 선택된 특성으로 규범성과 탈규범성을 살펴보았다. 규범

성은 사회적으로 부여받은 역할에 충실한 것이고, 탈규범성은 그보다는 개인적

인 쾌락에 몰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두 특성이 공존함에 따라 <구운

몽>에 나타나는 독특한 면모는 작품에서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는 양소유와 여

덟 여인의 결연 과정에 특별한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162) 이는 애정

에 대한 열망이 다른 이의 열망과 부딪치거나, 그것을 가로막는 규범에 부딪쳐 

갈등이 빚어지는 다른 애정소설과는 구별되는 모습이다. 탈규범성이 규범성에 

의해 억압받지 않고 오롯이 지켜지는 모습은 <구운몽>에 나타난 애정을 비현실

적이리만큼 이상적인 것으로 만든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규범성과 탈규범성

이 공존할 수 있는 이유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구운몽>에 나타난 ‘속임수 

삽화’라고 보고, 이 삽화가 대립적 특성의 공존 맥락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고 본다. 

  그렇다면 ‘속임수 삽화’의 의미와 기능을 토대로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어떻게 

공존하게 되는지 그 구체적인 맥락을 살펴보겠다. 속임수 삽화는 작중에서 인물

이 다른 인물을 속이는 대목을 일컫는다. 여기서 ‘삽화(揷話, episode)’163)란 몇 

162) 황혜진, 「가치경험을 위한 소설교육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에서는 ‘애정’

과 ‘효(孝)’, ‘충(忠)’, ‘신분차별’, ‘열(烈)’ 사이에 갈등이 촉발되는 고전소설작품들을 분석하면

서, 그 작품들과 달리 <구운몽>에는 모든 갈등이 심각하게 발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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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이야기가 모여 한 편의 큰 이야기를 이룰 때, 작은 이야기들 중 하나를 뜻

한다. 소설에서 삽화는 인물의 성격이나 작중 배경의 의미를 서술자의 직접 제

시 없이도 독자 스스로 추론할 수 있게 한다. 독자가 작중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만드는 보여주기의 기법으로 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삽화는 

전체 줄거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소설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풍부하

게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유용한 기능을 한다.164) 

  삽화의 이러한 기능은 인물의 특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춘향전>에서 ‘춘향’이 십장가를 부르는 삽화는 내용 전개상 핵심적인 기

능을 담당하지는 않지만 자발적 규율로서 열(烈)을 추구하는 춘향의 인물됨을 단

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몽룡이 떠난 후 변학도의 수청을 거부하며 열행을 

실천했던 춘향의 모습을 한층 더 구체적이고 풍부한 것으로 만든다. 삽화를 통

해 구체화된 인물의 특성은 인상적이고 생생한 형상화, 길이와 폭 대신 ‘깊이와 

밀도를 파고드는’165) 형상화를 가능케 한다.

  이를 참고하여 <구운몽>에 나타난 속임수 삽화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그 

기능이란, 궁극적으로 애정 성취를 위해 사용되는 속임수이기에 인물이 규범성

뿐만이 아닌 탈규범성도 지니고 있음을, 속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 또한 규범성

과 탈규범성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집약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

리고 속임수의 동기가 된 탈규범성은 규범성의 견지에서 질타를 받으면서도, 그

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게 번지지 않고 유사한 방식의 속임수를 통해 해소된다. 

종합해 볼 때 속임수는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훼손 없이 공존 가능할 수 있는 맥

락이 되며, 이로써 자기 계층의 규범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애정에 대한 열망을 

잃지 않는 인물의 모습이 구체화된다.

  이러한 기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속임수 삽화의 예를 들어 보겠다. 양소유가 

정경패의 얼굴을 보고자 여관(女冠)으로 변장하여 음악을 연주하는 속임수를 살

펴보자. 이 속임수는 이전까지 애정 성취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았던 

양소유가 처음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즉 양소유

의 탈규범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된 삽화인 것이다. 

  양소유의 탈규범성이 동기가 된 이 속임수는 그 대상인 정경패가 지닌 특성 

163) 원래 이 말은 ‘바깥에서 들어온 것’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episodion’에서 온 것으로, 고대 그

리스극에서 두 개의 합창 사이에 제시되는 비극의 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한국문학평

론가협회, 앞의 책, 134~135쪽)

164) 위의 책, 134~135쪽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의 책, 385쪽

165) Arnold Hauser, 앞의 책, 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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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체화한다. 정경패는 사람들에게 ‘용모(容貌)와 덕(才德)이 당금(當今) 

녀(女子) 듕(中) 졔일(第一)’(102)인 ‘하 사’(110)으로 평가받고 있고, ‘시

(詩) 외오고 녜(禮) 닉여 번 움이고  번 긋치기 구챠(苟且)히 아니
여 도관(道觀)과 니원(尼院)의 분향(焚香)디 아니고, 샹원일(上元日)의 관등

(觀燈)디 아니고, 삼월(三月) 삼일(三日)의 곡강(曲江)의 가 노디 아니니 

밧 사이 만날 길히’(112, 114) 없는 인물이다. 다시 말해 재모와 덕성에 있어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며, 바깥출입을 극히 아끼는 정숙하디 정숙한 여성이다. 이

는 정경패가 지닌 규범성에 대한 소개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경패가 양소유가 연주하는 ‘예상우의(霓裳羽衣)’곡에 대해 보

인 반응은 다소 뜻밖이라 주목할 만하다. 다음을 보자.

“아름답다, 이 곡됴(曲調)여. 완연(宛然)이 텬보(天寶) 적 태평긔샹(太平氣像)을 보

리라. 이 곡됴(曲調) 비록 사마다 타나 이톄로 진션진미(盡善盡美)하믈 보디 못

여이다. 비록 그러나 이 셰쇽(世俗) 소니 다 곡됴(曲調) 듯고져 이

다.”(124)

  ‘예상우의(霓裳羽衣)’곡은 옛날 당나라 명황이 월궁에서 선녀들이 흰 옷을 입

고 난새를 타고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것을 보고, 그 소리가 아름다움을 기

려 지은 곡이다. 이 곡에 대한 정경패의 반응이 주목되는 이유는 <사씨남정기

(謝氏南征記)>에서 사씨가 예상우의곡에 대해 보인 반응과 비교할 때 더 잘 알 

수 있다.

“낭자가 타신 것은 당나라 때의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이지요. 그 곡조가 세상에 

숭상을 받고 있기는 하다오. … 그러나 망국(亡國)의 노래는 본디 취할 만한 것이 

아니랍니다. 또한 낭자는 손놀림이 빠르고 가벼워 그 소리가 지나치게 슬프고 원망

하는 듯하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는 있겠으나 사람의 기운을 화

평하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오. 비단 옛날 곡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었

던 셈이지요.”166)

  사씨는 교씨가 연주한 예상우의곡이 비록 세속 사람들의 숭상을 받을지언정 

망국의 음악에 속하므로 취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교씨의 손놀림이 가볍고 

166) 김만중, 이래종 역, 『사씨남정기』, 태학사, 1999, 38~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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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애원하여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긴 하여도 기운을 화평하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말한다.167) 이러한 태도와 비교해 볼 때 철저하게 현숙한 모습을 보이

는 사씨와 달리 정경패는 예상우의곡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기 때문

에 관대하고 자유분방한 면모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경패는 규범성뿐

만 아니라 탈규범성도 지니고 있는 인물임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다.

  양소유의 속임수는 그가 아홉 번째로 연주한 ‘봉구황곡’을 통해 그 진상이 밝

혀진다. 봉구황곡이 사마상여가 탁문군을 유혹하기 위해 지어 부른 악곡임을 알

고 있는 정경패는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악곡을 들을 때의 자유분방한 면모

와는 다른 엄격한 규중처자의 모습을 보인다. 낯빛에 붉은 기운이 오르기는 했

지만 아무 말 없는 도도한 자세를 유지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남자와 언어

로 수작한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속임수 삽화는 인물이 지닌 

규범성과 탈규범성을 두루 드러내며 이후 사건 전개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킨

다.

  정경패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규범성을 감안하면 양소유의 속임수는 그녀가 

지닌 일종의 신념을 무너뜨린 것이므로 이는 심각한 갈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

다. 그러나 정경패는 탈규범성 또한 지니고 있는 인물이기에 이러한 갈등을 유

사한 방식의 속임수로 맞받는다. 양소유가 자신을 여자로 가장했듯, 정경패는 자

신의 시종이자 벗인 가춘운을 신선으로, 그리고 귀신으로 가장시켜 더욱 계획적

이고 적극적으로 양소유를 속인 것이다. 이 속임수는 선행하는 속임수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상대의 행동을 벌하는 기능을 하면서도, 가춘운과 한 사람을 섬

기면서 평생을 함께 하려는 의도를 성취하는 기능도 한다. 가춘운을 양소유의 

시첩으로 보내기 위한 예(禮)의 일환이 된다는 점에서 단순한 설치(雪恥)를 넘어

서는 것이다. 

  이렇게 <구운몽>의 속임수 삽화는 인물이 규범성과 탈규범성을 모두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러한 인물이어야 가능한 애정 성취의 모습을 구체화한다. 자

신의 욕망을 표출하되 규범을 넘어서지 않기 위한 조건, 상대가 표출한 욕망으

로 인해 훼손될 위험이 있는 자기 나름의 규범을 유연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건

이 속임수 삽화를 통해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오

롯이 지켜지는 화합적인 애정 서사가 마련된다.

167) 전성운은 정경패와 사씨의 인물됨을 비교한 후 정경패를 ‘재기발랄한 규중처자’로 규정하였다. 

(전성운, 『조선 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사, 2002, 203~208쪽)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그러한 측면이 정경패의 일부이고 부덕을 갖춘 현숙한 면모도 동등한 위상으로 공존하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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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속임수 삽화를 통해 인물의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구체적으로 맥락화됨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갖추어진 인물 형상이 작품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통한 강조가 필요하다. 그래야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형

상으로 주목받게 되고, 작품의 세계 인식을 전일화할 수 있다. <구운몽>의 속임

수 삽화는 반복적 배열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

보겠다.

      ③ 속임수 삽화의 반복적 배열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공존하는 인물 층위의 세계 형상이 속임수 삽화를 통해 

구체적으로 맥락화됨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형상이 반

복적 배열을 통해 강조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구운몽>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속임수 삽화가 등장하며, 각 유형별 속임

수는 주체와 대상을 달리하며 반복된다. 첫 번째 유형은 인연 성취를 위해 상대

의 인물됨을 알아보려고 사용하는 속임수이다. 대표적으로 ②에서 살펴 본 양소

유가 정경패를 속이는 삽화가 있다. 이 밖에도 적경홍이 남장을 한 채 양소유를 

따라와 그에게 접근하는 삽화, 심요연이 적국의 자객으로서 양소유를 찾아와 그

의 첩이 되고자 한 삽화, 이소화가 공주 신분을 숨긴 채 정경패를 방문하여 그

녀의 재모를 알아보려 한 삽화 등이 있다. 이 삽화들은 공통적으로 자신의 성별

이나 신분, 접근 목적을 숨긴 채 상대의 인물됨을 파악하고자 한 속임수라는 특

징이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상대의 행동에 대한 치죄 차원의 속임수이다. 여기에는 ②에

서 언급한 바 있듯 정경패가 양소유의 속임수에 대해 설치(雪恥)하려고 가춘운을 

시켜 속임수를 쓴 삽화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황태후가 이소화와 결혼하라는 

명을 거역한 양소유에게 죄를 주려고 속임수를 쓴 삽화, 자신이 정경패임을 숨

겼던 영양공주 앞에서 양소유가 병에 걸린 체 속임수를 쓰는 삽화 등이 있다. 

이 삽화들은 자신이 받은 모욕감을 씻기 위해 상대를 벌하되 미움을 표출하는 

목적보다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이렇게 <구운몽>에 나타난 속임수들은 유사한 구도를 띤 채 반복적으로 등장

한다. 이때 ‘반복’은 반복되는 대상의 의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뒤랑에 따르

면 어떠한 상징의 반복(redondance)은 상징이 근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비적합

성(inadéquation)을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본래 반복의 사전적 의미는 췌언,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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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이 덧붙여진 말이지만 이는 경제성을 우선시하는 기호 이론의 입장이고, 

상징 이론에서 반복은 상징의 성격을 이루는 중요한 특질이다.168) 

  상징이란 ‘부재해 있거나 지각하기 불가능한 그 무언가를, 자연스런 관계에 의

해서 표현해내는 구체적인 모든 기호’, 혹은 ‘비교적 미지의 것이어서 확실하고 

특징적인 방법으로 지칭할 수 없는 대상을 가능한 한 최선의 방법으로 형상화시

킨 것’인데, ‘감추어진 의미를 나타나게 만드는 하나의 재현이며 신비의 현현’이

라는 점169)에서 본 연구의 ‘세계 형상’ 개념과 유사하다. 이때 ‘부재해 있거나 

지각하기 불가능한 그 무언가’, ‘미지의 것’, ‘감추어진 의미’는 ‘세계 인식’ 개념

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인물 층위의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속임수 삽화를 통해 공존의 

맥락을 부여받은 후 반복적으로 배열되는 것은, 파편적으로 존재할 경우에는 불

일치하고 혼란스러우며 모순되어 보이는 세계 형상이 모종의 세계 인식을 공유

하고 있는 것으로 전일화되는 전략이다. 그렇다면 인물 층위의 세계 형상에서 

명료화되고 구체화되고 전일화되는 세계 인식은 어떤 내용을 환기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2절의 ‘<구운몽>의 세계 인식’ 중 ‘개인적 욕망에 대한 관조적 인식’에

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 

    (2) 인물 간 관계 층위의 세계 형상 

      ① 인물 간 관계의 평등성과 차등성

  세계 형상 중 인물 간 관계 층위에 선택된 특성을 살펴보겠다. <구운몽>의 등

장인물 간 관계에서는 ‘평등성’과 ‘차등성’이 모두 발견된다. 평등성은 인물 간 

관계에서 남녀(男女), 노주(奴主), 군신(君臣)의 관계가 인물의 우열을 판단하는 

필연적 기준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에서 알 수 있고, 차등성은 그 가운데에서도 

차등적 질서가 전복되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

물 간 관계 층위에서의 이러한 특성이 양가성의 형상화를 위해 선택된 것이며, 

<구운몽>의 세계 인식을 명료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168) Gilbert Durand, 장경렬․진형준․정재서 편역, 「상징주의의 어휘들」,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살림, 1997, 235쪽

169) 상징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뒤랑이 랄랑드, 융, 고데의 논의를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위의 

책, 231~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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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는 남녀 관계에 있어서 평등성과 차등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대표적

으로 살펴보겠다. 먼저 남녀의 차이가 인물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 못

한다고 보는 평등성부터 보겠다. 이는 여성 중심적인 시각에서 발견된다. 가부장

적 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국가에서 남녀유별(男女有別)은 남녀 간의 능력까

지도 차별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낳았는데 <구운몽>에서는 여성 인물들의 능력

이 남성 못지않다고 서술된 부분이 많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가) 양(楊生)이 견파(見罷)의 그 글의 쳥신(淸新) 완곡(婉曲)믈 크게 항복(降

伏)여 기려 닐오, 

  “비록 녜 시(詩) 잘던 왕우승(王右丞)과 최(崔學士ㅣ)라도 이에셔 낫디 못

리로다.” (56)

(나) “져 낭(娘子)의 일홈은 셤월(蟾月)이오 셩(姓)은 계(桂)니, 갓 (姿色)과 

가뮈(歌舞ㅣ) 텬하(天下)의 독보(獨步) 분 아니라 고금(古今) 시문(詩文)을 모
거시 업고 더옥 글 보 눈이 신녕(神靈) 여 무 낙양(洛陽) 션 과거(科擧)

의 드러 그 지은 글을 보고 입낙(入落)을 졍(定) 그 젹이 업니” (80)

(다) 쇼졔(小姐ㅣ) 나며 쳔성(天性)이 영혜(英慧)여 텬하(天下)의 일을 모 일이 

업고  더옥 음뉼(音律)을 졍통(精通)여 녜 양(師襄)과 긔(子期)라도 디나

디 못리니, 문희(文姬)의 허진 시욹 알기 죡(足)히 긔특(奇特)디 아닌디라. 

(114)

(라) 태휘(太后ㅣ) 크게 기려 니시,

  “나의 두 녀(女兒) 녀듕(女中)의 쳥년(靑蓮)과 건(子建)이라. 됴졍(朝廷)의 

만일(萬一) 녀(女子) 딘 댱원(壯元) 탐화(探花) 리로다.” (366)

(마) “쳡(妾)이 번국(蕃國)의 가 방(榜)을 히니 찬뵈(贊普ㅣ) 블너 보고 몬져 온 

(刺客) 십여인(十餘人)의 샹토 버혀 드리니 대열(大悅)여 쳡(妾)을 보내야 

샹셔(尙書) (害)라 더이다.” (282)

  (가)~(마)는 각각 진채봉, 계섬월, 정경패, 정경패와 이소화, 심요연이 남자를 

방불케 하는 재주를 지녔음을 나타낸 대목이다. 먼저 (가)는 양소유가 지은 양류

사를 듣고 진채봉이 양소유와 인연을 맺고자 하는 시를 써 노파를 통해 전달했

을 때, 그 시에 대한 양소유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왕우승’과 ‘최학사’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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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시인 왕유와 최호를 가리키는 말로, 진채봉의 시재가 그들과 어깨를 나

란히 할 만큼 뛰어나다고 말한 것이다. 

  (나)는 과거 급제자를 특히 많이 배출하는 낙양에서 계섬월이 선비들의 입락

(入落)을 결정할 만큼 글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다는 점을 드러낸 대목이다. 양소

유가 섬월을 만나게 된 장면에서 주연(酒宴)을 벌이고 있던 선비들은 모두 계섬

월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선비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재주가 부족하기 때

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계섬월이 어떠한 시도 채택하지 않는 이유

에 대해 왕생이 “계경(桂卿)이 오히려 은 소 앗기니 각건 교태(嬌態)

고 븟그려가 노라.”(82)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근거이다. 이렇게 안목의 

우열을 가림에 있어 여성 인물을, 더군다나 기생인 인물을 열등하다고 보지 않

는 것이 특징적이다.

   (다)는 정경패가 음률에 정통하여 ‘사양’과 ‘종자기’ 못지않은 데다, 부친의 거

문고 줄이 끊어진 것을 정확히 알아맞춘 ‘문희’의 음감(音感)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형상화된 부분이다. 정경패는 음률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라)에서 보여

지듯 ‘이백’과 ‘조식’ 못지 않은 뛰어난 시재(詩才)도 지니고 있다. (라)는 황태후

가 정경패와 이소화를 대상으로 한 말이므로 이소화에게도 이러한 형상화가 적

용된다.

  (마)는 심요연이 토번국의 이름 난 자객들을 모두 이길 만큼 뛰어난 무예 실력

을 지니고 있음이 형상화된 부분이다. 이는 여성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유사성

이 나타난 부분이라 하겠는데, 남성의 영역으로 다루어진 무(武)에서도 남녀의 

실력에 차이가 없다고 서술한 것은 평등성을 나타낸 결과라 볼 수 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의 평등성은 여성 인물들이 여성으로서의 질곡을 한탄하는 

대목에서도 나타난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바) “샹공(相公)의 말이 이러 시니 우리 쇼져(小姐)의 을 모시이다. 

쇼졔(小姐ㅣ) 임의 졍(定) 계교(計巧) 이시니, 우리 노야(老爺) 부인(夫人) 슬하(膝

下)의 년(百年) 후(後) 기려 머리털을 버히고 공문(空門)의 의탁(依託)여 부

쳐긔 발원(發願)야 셰셰(世世生生)에 다시 녀(女子)의 몸이 되디 아니려 
시니, 츈운(春雲)의 뎐졍(前程)이  이럴 이라.” (264)

(사) “업여 라건 부쳐 우리 두 사의 졍(情事) 슬피 넉여 셰셰(世

世生生)의 계집의 몸을 면(免)게 시고 나의 죄악(罪惡)을 업시 고 지혜(知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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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복(福)을 더야 됴흔  환도(還道)야 쇼요(逍遙)로 화락(和樂)게 쇼

셔.” (322)

  (바)는 황태후의 강요로 양소유의 채폐를 돌려주는 가춘운이, 자신은 정경패와 

함께 불문에 의탁하겠다고 하며 다시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지 않겠다는 마음

을 드러낸 부분이다. (사)는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정경패가 사원에 올린 시문

이다. 이렇게 <구운몽>에는 여성의 고난에 대한 섬세한 고찰이 나타나 있는데, 

이는 여덟 여인이 양소유와의 최종 결연 전까지 나름대로의 고난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 여성이 남성의 출세와 쾌락을 

돕는 부수적 역할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

한 자각과 비판 의식도 지니고 있다는 점은 평등성이 견지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등성은 차등적인 질서를 결코 훼손시키지 않는다. 평등성과 

함께 차등성도 견지되고 있다는 점은 남성 중심의 서술 태도에서 드러난다. 양

소유가 모든 이상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는 반면에 여덟 처첩들은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는 점, 양소유가 모든 여성들의 애정을 독차지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는 점이 그러하다. 또한 여덟 여인의 출중한 능력과 주체적 태도는 결국 양소유

의 짝이 되는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가부장적 질서가 평화롭

게 유지된다는 점도 차등성을 나타낸다. 번민을 느끼고 꿈을 통해 그것을 극복

하는 주인공이 성진이라는 점도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운몽>에는 세계 형상 중 인물 간 관계의 층위에서 평등성과 차등성

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평등성과 차등성은 양가성을 지니며, 공존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내적인 맥락을 부여받는다. 어떠한 맥락을 통해서 평등성과 차등성의 공

존이 구체화되는지 다음에 자세히 보자.  

  

      ② 평등성과 차등성의 공존 맥락 : 상호 인정의 태도

  인물 간 관계 층위에서 선택된 특성인 평등성과 차등성이 어떤 맥락을 통해 

공존 가능케 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구운몽>의 인물들은 제각기 다양

한 신분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질투하거나 모해하지 않는다. 양소유가 여

덟 여인에 대해 품는 애정도 비교적 균등하고, 여덟 여인들 상호 간에도 능력과 

신분에 따라 자신의 위치에 적합한 태도로 상대를 존중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주체성을 지키고 자존감을 유지하면서도 타자의 능력에 대하여 질투하지 



- 59 -

않고 그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는 평등성과 차등성이 공존하며 때에 맞게 채택될 

수 있도록 하는 맥락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인물 간 관계의 층위에서 평등성과 차등성이 공존하도

록 하는 맥락을 ‘상호 인정의 태도’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맥락 속에서 인물들

은 자신이 지닌 신분과는 독립적으로 서로가 지닌 재모(才貌)를 인정하면서 자신

들이 구축한 질서에 자발적으로 조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을 살펴보겠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이 두 글이 다 아 귀(句) 의(意思ㅣ) 이시니, 뎡가(鄭家) 녀(女兒)의 글은 

도화(桃花)로 난양(蘭陽)을 비기고 가치로 갸 비겨시니, 『모시(毛詩)』,「쇼람

(召南)」의 왕희(王姬) 하가(下嫁) 글의 야시 ‘빗나기 복셩화 외앗다’ 
얏고 졔후(諸侯)의 녀(女子ㅣ) 셔방(書房) 맛 글의 야시 ‘가치 집이 잇다’ 

야시니 이 두 글을 풍뉴(風流) 곡됴(曲調)로 뎐(傳) 제 냥인(兩人)의 혼(婚

事ㅣ) 연 가온 잇고, 녯 사의 글의 ‘대궐(大闕) 겨집이 곡됴(曲調) 기작누

(鳷鵲樓)의 뎐(傳)다’ 야시니 이러므로 이 글을 인(引)야  진딧 가치 쟉

(鵲) (字) 초아시 졍묘(精妙)고 완곡(婉曲)야 그 덕셩(德性)을 보 
니 녀(女兒)의 탄복(歎服)미 맛당고, 난양(蘭陽)의 글은 가치려 말
말이 ‘은하슈(銀河水) 리 힘 라. 녜  딕녜(織女ㅣ) 건너더니 이제
두 딕녜(織女ㅣ) 건너리라’ 니 공쥬(公主)의 혼인(婚姻)의 ‘쟉교(鵲橋)’ 인(引

詞)믄 예(例事) 말이어니와, 내 뎡녀(鄭女) 양녀(養女) 삼으니 감(敢)히 당치 

못와 야 『모시(毛詩)』 인증(引證)야 졔후(諸侯)의 녀(女子)로 자쳐(自

處)야거, 난양(蘭陽)의 시(詩)의 저과 티 가디로 텬손(天孫)이라 야시니 

진실(眞實)노 내 을 아디라 이 아니 영매(英邁)랴?”

  소샹궁(蘇尙宮)이 크게 깃거 제인(諸人)으로 더브러 만셰(萬歲) 브더라. (368, 

370)

  인용한 대목은 정경패가 영양공주에 봉해져 이소화와 형제가 된 후, 황태후가 

두 사람으로 하여금 칠보시를 짓게 하고 그 결과를 논평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두 사람이 지은 시에 어떤 의미가 핵심적으로 담겨 있는지 지적된다. 정경패의 

경우 ‘왕희(王姬)’를 의미하는 ‘도화’에 이소화를 비유하고, ‘졔후(諸侯)의 녀(女

子ㅣ)’를 의미하는 ‘까치’에 자신을 비유함으로써 이소화의 신분과 자신의 신분에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었다. 반면 이소화는 정경패와 자신을 ‘두 딕녜(織

女ㅣ)’, 즉 동일한 지위를 가진 천손으로 나타내었다. 말하자면 정경패의 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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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성이, 이소화의 시에는 평등성이 부각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논평이 주목된다. 황태후는 정경패의 시가 ‘왕희의 하가’와 

‘제후의 딸이 시집을 가는 상황’을 자연스럽게 초점화하였다는 점, 까치 작(鵲) 

자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완곡하게 숨겼다는 점에서 정경패의 덕이 드러

난다고 칭찬한다. 이는 황태후와 공주에 비해 신분적 열위에 있는 정경패가 공

주가 되었음에도 자신을 낮추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한 칭찬이다. 

한편 이소화에 대해서는 정경패가 감히 자처하여 자신을 공주로 칭하지 못하는 

것을 대신 칭해 준다는 점에서 그 덕성을 높이 산다. 이소화와 황태후는 상대가 

본래 어떤 신분이었든지 간에 재모와 덕성이 훌륭하다면 그에 마땅하게 대우해

야 한다는 마음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시는 질서에 대하여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평

가에서는 어느 한 쪽이 옳다고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바람직한 태도가 진정성 있게 드러났는지가 주목된다. 정경패는 이소화를 

신분적 우위에 있는 인물로서 존중하고 이소화는 정경패를 새로 맞이한 형제로

서 존중하는데, 이는 각자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상호 인정이다. 인

물 간 관계에 설정된 이러한 상호 인정의 태도는 갈등이 발생할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여 질서를 초월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게 만들고, 평등성과 차등성이 어

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공존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인물들이 서로에 대한 상호 인정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것은 질서

를 따르는 것과 따르지 않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행복에 이르는 방편이 무엇인지

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덟 여인들 개개인이 양소유

와 인연을 맺은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 신분의 우열을 문제 삼거나 처첩간의 서

열을 문제 삼기보다는 서로의 재모와 덕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향유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에서 질서는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

하기 때문이다. 

  고전 소설에서 질서에 편입되는 것의 이로움은 주로 ‘행복한 결말’을 통해 구

현되는데, 대개 이러한 결말은 악인형 인물이 선인형 인물에게 감화되거나 죽임

을 당하게 되는 등 ‘복선화음(福善禍淫)의 이치’가 승리하는 모습을 띤다.170) 이 

경우 복선화음의 이치는 차등적 질서에 순응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평등 

170) ‘행복한 결말’은 16세기에 독자에 대한 교화 차원에서 출현하였다. 17세기에는 소설사의 지형

이 복잡해짐에 따라 그 층위가 다변화되었지만, 그럼에도 당대 이데올로기와 관련하여 독자를 

교화하는 기능은 계속 유지되었다. (이종필, 「‘행복한 결말’의 출현과 17세기 소설사 전환의 

일 양상」, 『고전과 해석』10,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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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의 목소리와는 거리가 멀다. 평등 지향의 목소리는 소설의 반(反)사회적 성

격에 근거가 될 만큼 전복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171) 다시 말해 복선화음의 이

치는 차등성이 굳건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통해 구현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차등성과 함께 평등성을 드러내 보이면서도 복선화음의 이치를 구현한 

작품이 있다. 그 예로 <구운몽>의 작가 김만중이 쓴 다른 작품 <사씨남정기>를 

들 수 있다. <사씨남정기>에서 사씨는 가부장적 사회의 질서에 순응하고 그것이 

자아내는 고난에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부장적 사회의 소우주(小宇宙) 격인 

유씨 가문에서 자신의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 상당히 주체적인 태도

를 보인다. 이러한 모습은 표면적으로는 차등적 질서에 대한 순응이지만 단순한 

순응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거쳐 정제된 순응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물 간 관계에 있어 평등성과 차등성이 모두 선택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씨남정기>와 <구운몽>의 색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사씨남정기>에는 평등성이 차등성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

는 데 비해, <구운몽>에는 평등성과 차등성이 대등한 위상을 지닌 채 교차적으

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씨남정기>에서는 갈등이 극복되는 중

요한 수단으로서 질서에 주체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이 선택된 반면, <구운몽>에

서는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쉽게 해결될 

수 있게 평등성과 차등성이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작용하도록 기획된 것이다.

  이상 평등성과 차등성이 어우러져 <구운몽>에서 상호 인정의 태도로 맥락화되

어 구체적으로 나타남을 보았다. 인물 간 관계의 층위에서 신분 질서는 부차적

인 수단이며 개인의 행복을 위해 선택적으로 지켜진다. 이로 인해 평등성과 차

등성은 고루 드러나게 되는데, 여타 고전 소설들이 질서에 대한 순응, 즉 차등성

의 발현으로 행복한 결말을 이끌어내는 데 비해 <구운몽>은 평등성과 차등성이

라는 양가적 가치를 공존시킴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이끌어 냈다. 이는 <사씨남

정기>와 같이 차등성에 수렴되는 평등성이 아니라, 대등하게 공존하는 평등성과 

171) “세상에 전하기를 <수호전(水滸傳)>의 작자가 삼대(三代)에 걸쳐 농아(聾啞)가 되어 그 응보를 

받았으니 이는 도적을 위해 그 책을 높인 때문이다. 허균, 박엽 등이 그 책을 좋아하여 적장(賊

將)의 별명(別名)으로 각각 호를 삼아 농지거리를 하며, 허균은 또 <수호전>을 모방하여 <홍길

동전>을 지었다. 그 무리 서양갑, 심우영 등이 몸소 그 행동을 실천하다가 한 마을이 가루가 되

어 부서졌고, 균 또한 반주(叛誅)를 당했는데, 이는 농아의 응보보다 더 심하다 하겠다.(世傳作

水滸傳人 三代聾啞 受其報應 爲盜賊尊其書也 許筠朴燁等好其書 以其賊將別名 各占爲號以相謔 

筠又作洪吉童傳 以擬水滸 其徒徐羊甲沈友英等 躬蹈其行 一村虀粉 筠亦叛誅 此甚於聾啞之報)” 

(이식, 「雜著散錄」,『澤堂集』; 이문규, 앞의 책, 45~46쪽의 번역) 이 글은 소설의 평등 지향

적 목소리를 경계하는 태도가 드러난 글이다. 작중에 도적이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수호전(水

滸傳)>을 질서 전복적이라 평가하고 배척한 모습에서 이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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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성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사대부라는 작가의 신분이나 작품의 귀족적 색

채를 참고할 때도 이는 독특성을 지닌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 형상이 작품에서 의미 있는 것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배

열을 통한 강조가 필요하다. 그래야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형상으로 주목

받게 되고, 작품의 세계 인식을 전일화할 수 있다. <구운몽>에 나타난 상호 인

정의 태도는 점층적 배열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

펴보기로 하겠다.

      ③ 상호 인정의 태도의 점층적 배열 

  평등성과 차등성이 공존하는 인물 간 관계 층위의 세계 형상이 상호 인정의 

태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맥락화됨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세

계 형상이 점층적 배열을 통해 강조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본 상호 인정의 태도에서 평등성과 차등성을 공존케 하는 핵심은  

질서를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상대의 재모와 덕성을 더욱 중시하는 태도임을 

보았다. 질서를 무시하거나 전복하는 태도라기보다는, 그것을 조건으로서 의식하

고 존중은 하되 상대의 인물됨 그 자체에 더 몰두하는 태도인 것이다. <구운몽>

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남녀 관계, 노주 관계, 군신 관계로 점차 확장되며 강조된

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상호 인정의 태도가 점층172)적 배열을 보이며 강화된다

고 판단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구운몽>에서 상호 인정의 태도가 확대되는 양상을 살펴

보겠다. 남녀 관계에 있어 평등성과 차등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상호 인정의 태

도를 진채봉과의 결연에서 확인해 보자. 양소유는 처음 만난 진채봉과 정체도 

모른 채 서로의 아름다움과 시재(詩才)만으로 관계를 형성한다. 이는 진채봉의 

적극성에 의해 추진되는데, 진채봉은 양소유가 이미 부인이 있는 몸이면 어떻게 

하냐는 유모의 질문에 “블(不幸)하여 쳐(娶妻)여시면 내 남의 둘좌 되기
혐의(嫌疑)티 아니거니와 이 사이 나히 가쟝 졀머 뵈니 실개(室家ㅣ) 업가 

노라.”(28)라고 대답한다. 이렇게 진채봉은 양소유와 인연을 맺는 데 있어 자

172) 일반적으로 ‘점층법(漸層法)’은 진술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문장이나 어구의 뜻을 점차 높

이거나 넓혀 가는 표현 기법을 일컫는다. 차차 그 뜻이 커지고, 강해지고, 고조되고, 깊어져서 

마치 층계를 밟고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주로 감동을 전하고 설득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의 책, 657~6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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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지위가 어떻게 되건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인다. 상대의 인물됨을 높이 살 

경우에 신분이 갖는 무게가 중요치 않게 여겨짐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이러한 태도는 노주 관계나 군신 관계라는 보다 사회적인 관계에서도 드러난

다. 노주 관계에서 정경패는 자신이 가춘운의 주인임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맞

게 자신의 설치를 위한 속임수에 가춘운을 내세우거나 가춘운이 자신의 혼인하

는 데 첩으로서 따라올 것을 결정한다. 그러나 이는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고, 동시에 같은 사람을 섬기고 싶은 가춘운의 마음을 헤아린 결과이다. 가춘

운이 지닌 노비의 신분보다 그녀가 지닌 재모와 덕성, 그녀의 바람을 더 높이 

사고 있는 것이다.

  군신 관계에서도 황태후의 늑혼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는 양소유에 대한 태

도가 주목된다. 황태후가 정경패의 부친인 정사도에게 조서를 내려 양소유가 보

낸 채폐(采幣)를 도로 보내라고 명하자 정경패는 물론 가춘운까지도 양소유와의 

인연을 끊으려 한다. 이를 본 양소유는 ‘이튼날 상쇼(上疏) 올녀 말이 심(甚)

히 격졀(激切)니, 태휘(太后ㅣ) 대로(大怒)샤 쇼유(少遊) 어옥(御史獄)의 

리’(264)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양소유가 뒤이어 토번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자 이런 무례함은 받아들여진다. 양소유가 신하로서 한 행동보다 그

가 지닌 능력이 더 높이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신하로서 한 도전적인 

행동이 무탈하게 용서되는 것은 아니다. 정경패의 죽음을 가장한 속임수를 통해 

모종의 치죄는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평등성과 차등성의 공존이 두루 

드러날 수 있게 된다.

  이상에서 인물 간 관계 층위의 평등성과 차등성이 상호 인정의 태도를 통해 

공존의 맥락을 부여받은 후 점층적으로 배열되는 것을 살펴보았다. 인물의 행동

이 관계망 속에서 질서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행동이나 질서를 전복하려는 

행동으로 평가되지 않고,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행동으로 평가된 것은 상호 인정의 태도의 결과였다. 이러한 태도는 점층

적으로 확대되는 관계 속에 나타남으로써 세계 인식을 전일화하였다. 그렇다면 

인물 간 관계 층위의 세계 형상을 통해 명료화되고 구체화되고 전일화된 세계 

인식은 어떤 내용을 환기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2절의 ‘<구운몽>의 세계 인식’ 

중 ‘사회적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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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공간 층위의 세계 형상

      ① 시․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세계 형상 중 시․공간의 층위에 드러나는 특성을 살펴보겠다. <구운몽>의 시․
공간은 크게 성진과 팔선녀가 처한 시․공간과 양소유와 여덟 여인이 처한 시․공
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성진과 팔선녀가 처한 시․공간은 당(唐) 시절의 

남악 형산 연화봉이다. 당나라는 화려하고 낭만적 성향이 강한 국제주의적 성향

의 국가로, 이 시기에는 불교가 융성했다.173) 또한 남악 형산은 하(夏)나라 우

(禹) 임금이 홍수를 다스린 후 공덕비를 세운 공간이며, 진(晉) 나라 때는 사도

(司徒)인 위서(魏舒)의 딸이 신선이 되어 위(魏) 부인이라 불리며 그곳을 주재하

였다. 고사로 전해 내려오는 이 일들은 성진과 팔선녀가 처한 시․공간을 실제 존

재하는 시․공간과 관련시키며, 그 시․공간이 지니는 낭만적이고 신령스러운 분위

기를 한층 강화한다. 

  한편 양소유와 여덟 여인이 처한 시․공간은 당 시절의 중국 대륙이다. 이들이 

처한 시․공간은 양소유의 입신양명과 애정 성취 과정에 따라 변화하며 서사 분량

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 성진과 팔선녀가 처한 시․공간에서 보이는 신이함이 

나타나지 않는 점 때문에 현실적이고 일상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당 시절의 

중국이라는 점, 중간에 등장하는 남전산이나 용궁과 같은 공간은 환상적이고 신

령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점 때문에 성진과 팔선녀가 처한 시․공간과 유사

성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두 시․공간은 연속되기도 하고 불연속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
간 층위에서의 이러한 특성이 양가성의 형상화를 위해 선택된 것이며, <구운몽>

에서 나타내고자 한 세계 인식을 명료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본다. 두 시․공간은 

‘꿈’이라는 장치를 통해 나뉘므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모두 드러난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입몽과 각몽의 순간을 점검해야 한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입몽]   

  향노(香爐)의 젼단(栴檀)을 다시 픠오고 의연(毅然)이 포단(蒲團)의 안쟈 졍신(精

神)을 가다듬아 념쥬(念珠) 고로며 일쳔(一千) 브텨 념(念)더니 홀연(忽然) 챵

173) 전성운, 앞의 논문, 2005, 105~10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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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窓) 밧긔 동(童子ㅣ) 브,

  “형(師兄)은 드러냐? 뷔(師父ㅣ) 브시이다.”

  셩진(性眞)이 놀나 각,

  ‘깁흔 밤의 날을 브니 반시 연괴(緣故ㅣ) 잇도다.’ (24)

[각몽]   

  호승(胡僧) 왈(曰),

  “이 어렵디 아니니이다.”

고, 손 가온 셕쟝(錫杖)을 드러 셕난간(石欄干)을 두어 번 두리니 홀연(忽然) 

네역 뫼골노셔 구이 니러나 대샹(臺上)의 이여 디쳑(咫尺)을 분변(分辨)티 못
니, 승샹(丞相)이 졍신(精神)이 아야 마치 몽듕(醉夢中)의 잇 더니 오

래게야 소 질너 오,

  “뷔(師父ㅣ) 어이 뎡도(正道)로 쇼유(少遊) 인도(引導)티 아니고 환슐(幻術)

노 서로 희롱(戱弄)뇨?” 

  말을 듯디 못야셔 구름이 거두치니 호승(胡僧)이 간 곳이 업고 좌우(左右) 도

라보니 팔낭(八娘子ㅣ)  간 곳이 업디라. 졍히 경황(驚惶)야 더니, 그

런 놉흔 (臺)와 만흔 집이 일시(一時)의 업셔지고 졔 몸이  젹은 암(庵子) 듕

(中)의  포단(蒲團) 우 안쟈시 향노(香爐)의 블이 임의 샤라지고 디난 이 

창(窓)의 임의 빗최엿더라. (544, 546)

  인용된 부분은 성진이 양소유로의 존재 전환을 하게 되는 꿈의 입몽과 각몽 

부분이다. 여기서 입몽 부분은 상당히 모호하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부터가 입몽 

부분이라는 근거는 각몽 후에 성진이 ‘처음의 스의게 슈(受責)야 풍도(酆
都)로 가고 인셰(人世)예 환도(還道)야 양가(楊家)의 아 되여 쟝원급졔(壯元

及第) 한님(翰林學士)고 츌댱입샹(出將入相)야 공명신퇴(功名身退)고 

냥(兩) 공쥬(公主)와 뉵(六) 낭(娘子)로 더브러 즐기던 거시 다 로밤 이

라.’(546)라며 꿈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 꿈에서 연속성이 드러난 부분은 성진이 다만 일천 부처를 염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었을 뿐인데 꿈을 꾸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점이다. 여기서

는 어떠한 균열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입몽을 성진이 양소유로 윤회하는 부분부

터 설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성진이 요약한 말이 확실한 근거

로 남아 있기 때문에 입몽 부분의 처리가 연속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연속성은 양소유로서의 환몽 전체에 걸쳐 암시되기도 한다. 양소유를 

‘얼골은 반악(潘岳) 고 긔샹(氣像)은 쳥년(靑蓮) 고 문쟝(文章)은 연허(燕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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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詩才)는 포샤(鮑謝) 고 필법(筆法)은 죵왕(鍾王) 고 졔가(諸子

百家)와 뉵도삼약(六韜三略)과 활기와 칼기 졍통(精通)티 아닐 거시 업
니, 진실(眞實)노 여러 (代) 슈(修行) 사이라 셰샹(世上) 쇽자(俗子)의 

비(比) 배 아니러라.’(42, 44)라고 형상화하는 점, 양소유와 여덟 처첩이 가

(家)를 이룬 후의 모습에 대해 ‘냥(兩) 부인(夫人)과 뉵(六) 낭(娘子ㅣ) 서로 친

(親愛)미 슈죡(手足) 고 승샹(丞相)의 은졍(恩情)이 피(彼此ㅣ) 업서 
갈니, 졔인(諸人)의 덕셩(德性)도 아답거니와 진실(眞實)노 당초(當初) 남

악(南嶽)의셔 아홉 사의 발원(發願)이 이러더라.’(520)라고 서술하는 점이 그

러하다. 성진의 능력이 양소유에게로 이어지고, 성진과 팔선녀의 발원이 양소유

와 여덟 처첩의 발원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서술이다. 

  이 외에 입몽 전 팔선녀가 성진에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애정에 대한 욕망

을 품게 한 구도도 꿈속에서 연속된다. 이 구도는 채봉이 양소유에게 먼저 적극

적으로 구혼한 것에서 시작하여 계섬월, 적경홍, 이소화, 심요연, 백능파 또한 양

소유에게 먼저 다가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정경패의 경우 계섬월과 두련사

의 중매로 양소유가 먼저 찾아갔지만, 이후 ‘속임수’의 형태로 정경패와 가춘운

이 양소유에게 먼저 다가가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같은 구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또한 성진과 팔선녀가 처한 시․공간과 양소유와 여덟 여인이 처한 

시․공간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반면 불연속성도 드러난다. 꿈에서 성진과 팔선녀가 양소유와 여덟 여인이라

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점, 꿈꾸기 전의 기억을 전혀 지니고 있지 못하다

는 점이 그러하다. 또한 입몽과 달리 각몽 때는 ‘홀연’ ‘구이 니러나’는 갑작스

럽고 돌연한 전개가 펼쳐지며, 꿈과 현실의 간극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점도 

불연속성을 보여준다. 양소유의 삶을 살았던 기나긴 시간이 실제 성진의 시간에

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도 불연속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구운몽>에는 세계 형상 중 시․공간의 층위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선택되었다. 이러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은 양가성을 지니며, 공존이 가능하도록 

텍스트 내적인 맥락을 부여받는다. 어떠한 맥락을 통해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공존이 구체화되는지 다음에 자세히 보자.  

      ②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공존 맥락 : 역설적 환몽 구조

  시․공간 층위에서 선택된 특성인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어떠한 맥락을 통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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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양상을 구체화하는지 살펴보겠다. 앞서 보았듯 두 시․공간은 ‘꿈’이라는 서사 

장치를 통해 나누어졌다. 꿈이 서사 장치로 등장하는 것을 ‘환몽 구조’라고 한다. 

환몽 구조는 보통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는데, 깨닫기 전의 ‘현

실’과 깨달음의 배경이 되는 ‘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질서를 갖는 공간이기 때

문에 필연적으로 불연속성을 지니게 된다. 이러한 불연속성은 꿈의 시․공간을 그 

자체로 완결된 것으로 만들면서, 그 시․공간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관념적으로 

처리한다.174) 어떤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 실제 삶의 질서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 세계 속의 질서로 구현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깨달음이 돌연한 

것이 되도록 처리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구운몽>의 환몽 구조는 이러한 불연속성을 극복하는 

연속성도 함께 지니고 있다. 이렇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공존케 하는 환몽 구

조를 본 연구에서는 ‘역설175)적 환몽 구조’라고 명명한다. 환몽 구조가 역설적인 

성격을 띤다는 말은 꿈과 현실의 분리를 기반으로 하는 환몽 구조가 두 시․공간

의 경계를 이중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현실인지 분명하게 

구분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역설적 환몽 구조는 ‘깨닫기 위해 경

험하는 이질적 시․공간’과 ‘그 깨달음을 적용하는 본래적 시․공간’이 관점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환몽 구조의 이러한 성격은 ‘꿈’과 ‘현실’에 각각 설정된 시․공간의 특성에서 

암시된 바 있다. 작품의 서두에 등장하는 성진의 시․공간은 이후 모든 사건의 출

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현실’로 여겨지지만, 육관대사와 남악 위부인, 동정 용왕 

등이 주재하도록 형상화되며 독자들에게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반면 양소유의 시․공간은 ‘꿈’으로 여겨짐에도 성진의 시․공간에 비해 독자

에게 훨씬 친밀한 시․공간으로 여겨진다. 입신양명과 애정 성취가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고 기본적으로 현실 논리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꿈’

과 ‘현실’이 서로의 성격을 바꾸어 지닌다는 것으로 역설적 성격이 이미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공간이 지니는 기본적인 속성이면서 두 시․공간의 연속성과 불연

174) 안창수, 앞의 논문, 11쪽

175) 역설을 의미하는 ‘패러독스(paradox)’ 개념은 참된 명제와 모순되는 결론을 낳는 추론을 의미

한다. 주로 문법적 형태로는 옳은 구조이지만 일차적 의미로는 모순되어 통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하는 개념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앞의 책, 758쪽) 본 연구에서는 흔히 명확히 분리된 

것으로 여겨지는 꿈과 현실이 <구운몽>의 환몽 구조를 통해서는 분리될 수도, 연결될 수도 있

게 설정되었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역설적 환몽 구조가 최종적으로는 

‘참’이나 ‘옳음’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임을 일깨운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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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의 측면에서도 드러나는 역설적 성격이 <구운몽>의 환몽 구조에 맥락적 특

성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자세히 살펴보자. 전형적인 환몽 구조에서 ‘꿈’은 초월

계로 여겨지는데, 이 초월계는 세상 어딘가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환상

을 심어주기도 하고, 현실계가 초월계의 지배 아래 있다는 운명론적 사고를 보

여주기도 하며, 현실적 욕망이나 불만을 상상적으로나마 해소하는 기능을 한

다.176) 초월계가 지니는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꿈속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형상

화할 경우 환몽 구조를 통해 제시하고자 했던 주제의식은 모호해지거나 기이성

이 강화된다.177) 

  그런데 <구운몽>의 대표적 ‘꿈’이라 할 수 있는 양소유의 삶은 성진의 삶을 

압도할 만큼 서사 분량이 방대하고 구체적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구체성은 주제

의식을 흐리거나 기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양소유의 

삶보다 성진의 삶에 기이성이 더 두드러지기 때문이며, 서사 구조에서 꿈이 부

차적 역할을 하는 데 머무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양소유가 자신이 처한 시․공간에 대하여 지니는 생각에서도 드러난다. 양

소유는 자신의 삶이 현실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꿈에 자신이 성진으로서 살았

던 남악 형산과 십년을 섬겼던 육관대사를 보고도 그 시․공간이 현실이란 생각을 

하지 못한다. 꿈이 진행되는 와중에 현실을 보게 되었을 때 현실을 자각하고 자

기 존재의 중심점을 다시 현실에 맞춘다면 그것은 현실이 주된 시․공간이고 꿈이 

부차적 시․공간임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구운몽>은 그러한 주-부의 경계를 

무시한다. 이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측면에서도 해석 가능하다. 꿈과 현실이 고

정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면, 꿈속에서 견지되었던 현실과의 불연속

성은 다시 현실을 보게 되는 경우 연속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실이 중심이 

되어 일시적 경험으로서의 꿈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운몽>에서

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불연속성이 견지되어 중심점이 현실로 되돌려지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의 환몽 구조가 맥락으로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

은 성진의 삶이나 양소유의 삶 중 어느 한 쪽을 편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삶

을 모두 경험함으로써 성장하는 인물을 그리기 위해서이다. 다시 말해 다른 세

계를 경험함으로써 ‘이상적인 인도(ideele Führung)’로 나아가는, 인물의 교양과

정을 그리기 위해서라는 것이다.178) 

176) 이문규, 『고전소설의 서술 원리』, 새문사, 2010, 273쪽

177) 이상구, 앞의 논문, 1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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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과 육관대사의 교육적 구도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견지되는

데, 육관대사가 성진의 입몽과 각몽에서 존재의 전환을 매개한다는 점에서 성진

의 변화 과정은 육관대사에 의해 주재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성진의 입장

에서 꿈인 양소유의 삶은 성진이 애초에 지녔던 결핍이 해소되기 위해서, 즉 ‘개

인의 형성과 완성(Ausbildung, Durchformung des Individuums zum eigenen 

Selbst)’179)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타난 교육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양소유의 삶이 단지 성진을 위한 수단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성진에게 주어지는 깨달음의 내용이 ‘성진의 삶과 양소유의 삶을 실(實)과 허

(虛)로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구운몽>에서 두 시․공간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지니고, 이것이 꿈과 현실이 고정되지 않는다는 

역설로 맥락화된 이유는 성진이 궁극적으로 깨닫게 될 내용에 맞게 그것으로 나

아가는 편력의 장(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창작된 시대와 그 시대가 중심으로 

한 사상은 다르지만 승려를 주인공이라는 데 공통점이 있는 <조신전(調信傳)>과 

비교해 보겠다. <조신전>에서도 환몽 구조가 등장한다. 조신 또한 성진과 마찬

가지로 자신이 처한 현실의 가치를 회의하고, ‘꿈’을 통해 이전에 가해졌던 제약

이 사라진 삶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구운몽>에서와 달리 조신이 꿈에서 경

험하는 삶은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삶이다. ‘돌미륵’이라는 전기적(傳奇的) 요소

가 두 삶을 이어준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불교적 논리가 조신의 현실은 

물론 꿈까지 완전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두 삶의 평화로운 공존

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가운데서 조신은 자신이 품었던 욕망이 행복을 보

장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할 뿐, 인격적 완성을 거두지는 못한다. 무게 중심

이 명확히 불교적 현실에 있는 한 조신의 꿈은 욕망을 부정하는 수단일 뿐인 것

이다. 

178) 이러한 관점은 독일의 교양소설에서 설정되는 인물과 사회의 관계가 <구운몽>에서 설정된 인

물과 사회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데서 착안하였다. 교양소설(Bildungsroman)에 대하여는 빌헬

름 딜타이(Wilhem Dilthey)가 가장 먼저 정리하였는데, 그는 인간의 성숙 과정을 묘사하는 괴

테의 소설을 교양소설이라 지칭하였다. 그 이후에도 토마스 만(Th. Mann)이나 게르하르트

(Melitta Gerhard) 등에게서 교양소설 개념은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이 논의들은 개인의 내면

적 자아가 성숙해지는 과정을 인물이 겪는 사회와의 관계 변화 속에서 그린다는 공통점을 지

닌다. (오한진, 『독일 교양소설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9, 11~16쪽 참고) 본 연구에서는 

교양소설과 <구운몽> 사이에 시공간적 거리가 있지만, 세계 인식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인물의 편력 과정을 그린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고 본다. 이에 착안하여 작품에 드러난 

세계 형상 대상의 선택 동기에도 유사성이 있으리라고 가정하였다.  

179) 위의 책, 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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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구운몽>은 ‘꿈’을 중심으로 성진과 팔선녀의 시․공간과 양소유와 여

덟 여인의 시․공간 가운데 어느 것에 중심이 있는지를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역

설적 환몽 구조가 가능하도록 맥락화되었다. 이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

게 되는 맥락으로 기능하면서 양가성이 담지하는 인식을 구체화시킨다. 이렇게 

구체화된 세계 형상이 작품의 세계 인식을 전일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통한 강조가 필요하다. <구운몽>에 나타난 역설적 환몽 구조는 중첩적 

배열을 통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③ 역설적 환몽 구조의 중첩적 배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는 시․공간 층위의 세계 형상이 역설적 환몽 구조

를 통해 구체적으로 맥락화됨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형

상이 중첩적 배열을 통해 강조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공존은 성진과 팔선녀의 시․공간과 양소유와 여덟 여인의 

시․공간을 가르는 거시적 층위의 환몽 구조는 물론, 양소유와 여덟 여인의 시․공
간 내의 미시적 층위의 환몽 구조에서도 두루 나타난다. 전체에서 세부까지 배

열된 이러한 환몽 구조는 서사 구조의 내적 완결성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그

러나 유사한 성격을 지닌 환몽 구조가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는 <구운몽>

의 내적 완결성을 설명하는 데 불충분하다. 단지 여러 번 등장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몽 구조가 지닌 성격이 배열 방식에 반영되어 나타나야 완결성이 한층 

더 공고해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첩’의 배열 방식이 역설적 환몽 구조의 

성격을 강화한다고 보고, 역설적 환몽 구조의 중첩적 배열 양상을 확인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앞서 살핀 가장 큰 틀의 환몽 구조, 즉 성진이 양소유로 존재 전환

을 하게 되는 환몽 외의 다른 것들을 살펴보겠다. 먼저 양소유가 꿈에서 백능파

를 만나 남악 형산을 방문하게 되는 환몽이 있다. 여기서는 양소유가 졸고 있는 

그 자리에서 꿈이 시작된다는 점, 양소유가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꿈꾸기 전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이 드러난다. 반면 불연

속성은 입몽 때는 ‘교의(交椅) 의지(依支)여 잠간(暫間) 조으더니’(288)라는 

표지가, 각몽 때는 ‘믄득 실죡(失足)여 업더져 놀나 니’(312)라는 표지가 

있어 현실과 꿈의 경계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또 양소유가 꿈에 본 남

악 형산이 성진이 살던 곳임에도 양소유가 성진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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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연속성도 있다. 

  한편 양소유가 토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꿈에 선녀 모습을 한 

정경패, 이소화, 진채봉을 만나는 환몽도 있다. 세 여인은 양소유가 처한 현실의 

시․공간에서는 정경패, 이소화, 진채봉이지만 꿈의 시․공간에서는 팔선녀를 암시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때 연속성은 현실에서 지녔던 정체성을 유지한 채 

꿈을 경험하는 양소유와 정경패의 모습, 그리고 양소유를 어디서 본 듯하다고 

여기는 피향옥녀(진채봉)의 모습을 통해 확보된다. 또한 정경패가 양소유에게 두 

선녀를 가리켜 “군(君子)로 더브러 젼(前生) 인연(因緣)이니 쳡(妾)은 각디 

마쇼셔. 이 인연(因緣)을 일운 후(後)면 쳡(妾)이  의탁(依託)이 이시리이

다.”(396)라고 말하는 것은 성진과 두 선녀의 인연을 양소유와 이소화, 진채봉의 

인연과 연속된 것으로 만든다. 반면 불연속성은 입몽과 각몽의 표지가 마련된다

는 점, 정경패가 “쳡(妾)이 이제 인간(人間)을 나 텬궁(天宮)의 올나와시

니”(394)라고 이야기하며 죽음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정경패의 죽음은 

황태후가 마련한 속임수이지 사실이 아닌데, 그 모든 사정을 까맣게 모르고 있

는 양소유의 꿈에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암시하는 꿈이 나타난 것이다. 

  인물의 언급을 통해 암시되는 환몽도 있다. 취미궁에 거처하게 된 양소유가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한탄한 후에, 그가 매일 밤 꿈에 중이 되어 참선하는 자신

을 본다고 이야기 한 부분이다. 이 꿈은 양소유로 하여금 불가와 인연이 있다는 

것을 짐작케 하므로, 성진이 처한 시․공간과 양소유가 처한 시․공간의 연속성을 

담지한다. 그런데 양소유는 참선하는 중의 모습이 꿈이고, 양소유로서의 자신이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연속성이 담지되었음에도 이 둘을 구별해서 생각하는 모

습은 불연속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각각의 환몽 구조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는 것은 ‘개개의 

부분에 전체의 속성이 함유된 상태’이다. 따라서 <구운몽>에 등장하는 환몽 구

조들은 반복적 배열만으로도 완결성을 성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구운몽>

의 환몽 구조가 지니는 역설적 성격, 즉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여 어느 것

이 꿈이고 어느 것이 현실인지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드는 성격은 개개의 환몽 구

조 내에서만이 아니라 환몽 구조들 간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이는 환몽 구조들 간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성진이 양소

유로 존재 변화를 하는 환몽과 양소유가 꿈에 백능파를 만나 용궁으로 가는 환

몽을 비교해 보자. 두 환몽에는 모두 불연속성과 연속성의 공존이 나타나지만 

입몽 전과 각몽 후의 정체성 변화 면에서, 입몽 부분의 처리 면에서는 상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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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띤다. 이러한 차이를 두 환몽 구조 간의 불연속성이라고 한다면, 연속성 

또한 공존한다. 양소유가 자신의 시․공간을 철저하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성진의 시․공간과 이어져 있다는 단서에 양소유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다는 점에서 두 환몽 구조는 유사한 형상이기 때문이다.   

  종합해 볼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는 역설적 환몽 구조는 배열 면에서

도 중첩된 양상을 보임으로써 작품 전반에 걸쳐 내적 완결성을 구축하는 데 기

여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분석한 시․공간 층위의 세계 형상을 통해 명료화되고 

구체화되고 전일화된 세계 인식은 어떤 내용을 환기하는가? 이에 대해서는 2절

의 ‘<구운몽>의 세계 인식’ 중 ‘세계의 본질에 대한 유동적 인식’에서 자세히 보

도록 하겠다. 

  2. <구운몽>의 세계 인식 

  앞서 <구운몽>의 세계 형상이 지니는 특징인 양가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세

화되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양가성을 인식적으로 고찰하면 ‘이것이냐 저것이

냐’의 선택이 아닌, ‘둘 모두’를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인식이다.180) 순

차적 인식과 대립되는 동시적 인식인 것이다.181) 순차적 인식이 순차성, 인과성, 

선조성을 의식하는 인식인 반면, 동시적 인식은 대상에 대한 상반된 인식을 동

시에 행하는 것이며 경계 짓지 않는 인식이다. 양가성의 형상화가 동시적 인식

과 관련된다는 근거는 카시러의 논의에서 참고할 수 있다. 카시러는 ‘잇달아 일

어남’과 그것에 대치되는 ‘함께 있음(Beisammen)’을 표현하는 형식으로 계속적 

결합형식과 그것에 반대되는 동시적 결합형식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

다.182) 그리고 ‘동시성’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은 ‘특정한 개별 개념을 포함하

는 각 단어에 이 개념의 대립물을 대치하는 것’ 밖에는 없다고 하였다.183) 이러

180) 양가성은 두 개의 논리 또는 이데올로기가 서로 구분되지 않으며, 이들이 지니는 가치 또한 무

차별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해 처음에는 반대의 출발점에 있더라도 종국적으

로 화해하게 되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다. (김정자, 『현대 문학의 양가

성』, 태학사, 1999, 87쪽 참고)

181) 레싱(G. E. Lessing)은 그림을 동시적인 인식 과정으로, 문자 언어 텍스트인 문학을 순차적인 

인식 과정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터-미디어와 탈경계 문화』, 이

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92쪽) 본 연구에서는 그림이나 문학이 아닌 ‘세계’를 대상으로 하

는 동시적 인식과 순차적 인식도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을 취한다.

182) Ernst Cassirer,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박찬국 역, 『상징형식의 철학』, 

아카넷, 2011, 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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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견해는 대립적인 것이 병치되는 언어적 표현이 동시성에 대한 인식을 배태한

다고 보는 본 연구의 논의를 강화해준다. 

  그러나 동시적 인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형상화된 

내용을 토대로 보다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앞서 살펴본 세 

층위의 세계 형상인 인물, 인물 간 관계, 시․공간이 어떠한 인식을 매개하게 되었

는지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본 연구는 인물 층위에서 규

범성과 탈규범성이 공존하는 세계 형상이 ‘개인의 욕망에 대한 관조적 인식’을 

매개하고, 인물 간 관계 층위에서 평등성과 차등성이 공존하는 세계 형상이 ‘사

회의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매개하며, 시․공간의 층위에서 연속성과 불연속

성이 공존하는 세계 형상이 ‘세계의 본질에 대한 유동적 인식’을 매개한다는 점

을 입증하고자 한다.

    (1) 개인의 욕망에 대한 관조적 인식

  앞서 <구운몽>의 세계 형상 중 인물 층위에서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선택되었

고, 이 특성이 속임수 삽화를 통해 맥락화됨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

이 작품 전반에 반복적으로 배열되면서 규범성과 탈규범성의 공존이 한층 더 강

조되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구운몽>의 인물 층위의 세계 형상에서 도출되는 

세계 인식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를 ‘개인의 욕망에 대한 관조적 인식’이라고 

본다.

  우선 ‘관조적 인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관조’의 어원은 ‘바라보다’라는 뜻

의 그리스어 ‘theōria’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theōria를 ‘praxis(실천, 즉 정치

적 행동을 포함하는 윤리적 행동)’, ‘poiēsis(제작, 즉 생산 기술적 활동 및 예

술적 활동)’와는 구별하여, 감각적으로 포착할 수 없는 대상의 진리를 바라보

는 영혼의 활동으로 생각하였다.184) 이렇게 관조는 단순히 감각을 매개로 한 

것이 아닌 정신적인 직관이다.185) 관조적 인식은 관조의 이러한 속성을 견지하

183) Ernst Cassirer, 앞의 책, 120쪽

184) 아리스토텔레스는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향락적 생활, 명예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생활, 부

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적 생활과 구분된 ‘관조적 생활(bios theōrētikos)’이 최고로 이상적이고 

행복한 생활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는 라틴어 ‘contemplatio’를 통해 ‘contemplation’라는 영어

로 정착되었으며, 이론을 의미하는 ‘theory’의 어원이 되기도 했다. 대부분의 이론이 대상을 있

는 그대로 ‘바라보는’ 관조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80~81쪽)

185) Johannes Hessen, Lehrbuch der Philosophie, Bd. 1. Wissenschaftslehre, Buc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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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계속해서 다른 사유로 움직여가는 인간 지성이 사유를 중단하고 사태를 있

는 그대로 바라보도록 한다.186)

  <구운몽>에서 ‘욕망’을 대상으로 하여 관조적 인식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근거

는 <구운몽>의 인물들이 ‘욕망’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벌이는 ‘속임수’가 욕망에 

매몰되는 형태가 아니라 욕망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그것의 

메커니즘을 깨닫게 되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구운몽>의 인물들은 자신

이 욕망하는 대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속임수를 사용한다. 양소유가 여관으로 변

장하여 음률을 연주하는 속임수는 욕망의 대상인 정경패를 알아보기 위한 방편

이다. 이소화가 평범한 낭자로 변장하여 재주로서 정경패에게 접근하는 속임수

도 욕망의 대상인 정경패를 알아보기 위한 방편이다. 한편 속임을 당하는 사람

이 속임수를 통해 욕망의 대상을 만나기도 한다. 귀신으로 변장하여 양소유를 

유혹하는 가춘운은 양소유에게 욕망의 대상이 된다. 정경패가 죽은 것으로 판명

된 상황에서 정경패와 동일인물인 영양공주는 양소유로 하여금 정경패에 대한 

욕망을 상기시키는 대상이 된다.

  그렇다면 속임수를 통해 경험되는 욕망은 어떤 속성을 지니는가? 일반적으로 

욕망은 주체로 하여금 욕망의 대상만 얻으면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으리라는 믿

음을 품게 하지만 완전히 충족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욕망의 대상을 얻는

다 해도 욕망은 다른 대상으로 자리를 바꾸어 꾸준히 남는 것이다. 이는 실재처

럼 보이는 욕망의 대상이 결국엔 허구로 판명되기 때문에, 다시 실재처럼 보이

는 대상을 찾아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187) 그런데 욕망의 이러한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속임수 화소에서 욕망의 주체나 대상 중 어느 한 쪽은 속임수를 통해 꾸

며졌으므로 결국 허구로 판명됨에도 불구하고 인물들의 욕망은 결과적으로 충족

된다. 양소유는 규중처자를 농락한 셈인데도 정경패와 무사히 혼인을 올릴 수 

있게 되고, 이소화가 신분을 속인 것도 순순히 받아들여진다. 양소유는 귀신이 

아닌 ‘사람’ 가춘운을 첩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고, 영양공주가 된 ‘살아 있는’ 

정경패를 부인으로 둘 수 있게 된다. 

Erkenntnistheorie, 이강조 역, 『인식론』, 서광사, 1994, 101쪽

186) 이와 유사한 인식을 보들레르의 만보객(flâneur)와 댄디(dandy)의 인식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인식의 가장 원초적인 전략인 미메시스(mimesis)를 통해 대상 그 자체의 

속성을 획득하는 인식론이다. 만보객은 인식 대상을 모방하며 세계와의 불확실한 경계에서 인

식적 곡예를 하고, 댄디는 우울의 고전적 전형을 모방하면서 모든 환상으로부터 정화된 현실을 

순수하게 관조한다. 이 두 방식의 ‘관조’는 모두 행동이 아닌 성찰과 관찰, 해부와 인식을 의미

한다. (김홍중, 앞의 책, 226~243쪽 참고)

187) Jacques Lacan, 민승기․이미선․권택영 공역, 『욕망이론』, 문예, 1994,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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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 욕망이 충족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규범성과 탈규범

성이 공존하는 인물 층위의 세계 형상과 관련이 있다. <구운몽>의 인물들은 애

정 문제를 둘러싸고 허상을 진짜로 착각하고 있는 동안에 괴로움을 겪지만, 그

것이 허상임이 밝혀진 후에는 자신이 착각했던 일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거나 낙

심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규범성과 탈규범성을 적재적소에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갈등할 경우 더욱 지연되고 증폭되는 욕망과는 

달리, 즉각적으로 해소되고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는 욕망이 형상화된 것이다. 속

임수 삽화는 허상을 마주하게 된 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유

도하면서,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집착보다는 규범성과 탈규범성의 공존을 

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구운몽>에 나타난 욕망은 ‘욕망의 대상을 얻는다 해도 꾸준히 남아 

다른 대상으로 자리를 옮기는’ 속성은 구현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양소유의 삶에 나타난 속임수 삽화에서는 욕망을 느끼게 된 순간이 허상이었다

는 데에 불만족을 느낄 수 없도록 속임수가 끝남과 동시에 욕망이 해소된다. 그

럼에도 양소유의 삶 말미에는 그간 다루어지지 않았던 욕망에 대한 추구가 나타

난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쇼유(少遊) 본 하람(河南)  뵈옷 닙은 션라. 셩텬(聖天子) 은혜(恩惠)

 닙어 벼이 쟝샹(將相)의 니고 졔(諸) 낭(娘子ㅣ) 셔로 조차 은졍(恩情)이 

년(百年)이 로 니, 만일(萬一) 젼(前生) 슉연(宿緣)으로 모다 인연(因緣)

이 진(盡)면 각각(各各) 도라가믄 텬디(天地)에 덧덧 일이라. 우리 년(百年) 

후(後) 놉흔 (臺) 믄허디고 고븐 모시 임의 며이고 가무(歌舞)던 히 임의 변

(變)야 거 뫼와 쇠(衰) 플이 되엿, 초부(樵夫)와 목동(牧童)이 오리며 

탄식(歎息)야 , ‘이거시 양승샹(楊丞相)의 졔(諸) 낭(娘子)의 옥용화(玉

容花態) 이제 어 갓뇨?’ 리니, 어이 인(人生)이 덧업디 아니리오?

  내 각니 텬하(天下)의 유도(儒道)와 션도(仙道)와 블되(佛道ㅣ) 뉴의 놉흐니 

이 일온 삼(三敎ㅣ)라. 유도(儒道) 젼(生前) 업(事業)과 신후(身後) 유명(留

名) 분이오, 신션(神仙)은 녜브터 구(求)야 어들 쟤(者ㅣ) 드므니 진(秦) 시황

(始皇), 한(漢) 무뎨(武帝), 현종뎨(玄宗帝) 볼 거시라. 내 치(致仕) 후(後)로부

터 밤의 잠곳 들면 양 포단(蒲團) 우셔 참션(參禪)야 뵈니 이 필연(必然) 블

가(佛家)로 더브러 인연(因緣)이 잇디라. 내 댱(將次) 댱방(張子房)의 젹숑
(赤松子) 조차믈 효측(效則)야, 집을 리고 스승을 구(求)야 남(南海) 건너 

관음(觀音)을 고 오(五臺)예 올나 문슈(文殊)긔 녜(禮) 야, 블블멸(不生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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滅) 도(道) 어더 진셰(塵世) 고락(苦樂)을 여나려 ” (538, 540)

  이 부분에서 양소유는 ‘놉흔 (臺)’, ‘고븐 모시’, ‘가무(歌舞)던 ’ 등 부귀

영화를 상징하던 것들이 모두 사라질 먼 미래를 예상하면서 욕망의 성취가 일시

적이며 영원한 실재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생전의 일에만 소용

이 있고 죽고 나면 이름만 남을 뿐인 유가의 삶에 한계가 있다고 느낀다. 그러

면서 ‘블블멸(不生不滅) 도(道)’, 다시 말해 유가의 삶에서는 얻을 수 없는 

영원성을 얻기 위해 불가에 귀의하기로 결심한다. 이는 그간 애정에 대한 욕망

과 전공을 세우려는 욕망 외에는 다른 욕망을 표출하지 않았던 양소유에게 다소 

돌연한 것이다. 양소유가 품어왔던 욕망들이 계속해서 쉽게 해소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결핍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마지막에야 다른 종류의 욕망으로 표출된 것

이다.

  그런데 불가에 귀의하기를 꿈꾸게 된 이러한 사고 과정은 꿈꾸기 전 성진이 

유교에 대하여 품었던 생각과 일치한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남(男兒ㅣ) 셰샹(世上)의 나 어려셔 공(孔孟)의 글 닑고, 자라 요슌(堯舜) 

 님군을 만나 나면 댱(將帥ㅣ)되고 들면 졍승(政丞)이 되어 비단 옷 입고 

옥(玉帶) 고 옥궐(玉闕)의 됴회(朝會)고, 눈의 고은 빗 보고 귀에 됴흔 

소 듯고 은(恩澤)이 셩(百姓)의게 밋고 공명(功名)이 후셰(後世)의 드리오

미  대댱부(大丈夫)의 일이라. 우리 부텨의 법문(法門)은  바리 밥과  병 

믈과 두어 권(卷) 경문(經文)과 일 여 낫 염쥬(念珠)분이라. 도덕(道德)이 비록 

놉고 아다오나 젹막(寂寞)기 심도다.’ (22)

  이 대목에서 성진은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유교적 입신양명의 삶과 자신이 

처해 있는 불가의 삶을 비교하면서 전자가 ‘남아’로서 생을 꾸려나가는 데 더 가

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친다. 자신이 현재 처해있지 않은 유교적 입신양명의 삶

을 욕망함에 따라 현재 처해있는 삶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이는 

양소유가 꿈의 말미에 품게 된 생각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성진이 불교

적 삶에 대하여 느낀 염증이 양소유가 유교적 삶에 대하여 느낀 염증으로 바뀌

고, 성진이 유교적 삶에 대하여 품은 동경이 양소유가 불교적 삶에 대하여 품은 

동경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생전에 공을 성취하고 후세에 이름을 남기는 

삶에 대한 욕망이 영원불멸한 도를 추구하는 삶에 대한 욕망으로 자리를 이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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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거시적인 층위에 보이는 두 욕망의 메커니즘 사이에서 계속하

여 속임수 화소를 통한 욕망의 충족이 이루어져 왔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욕망의 충족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허상일 수 있다는 것에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루어졌음을 앞서 확인하였다. 그런데 

꿈꾸기 전 성진은 물론이거니와 꿈에서 깨기 직전의 양소유 또한 그 사실을 내

면화하지 못하였다. 그간의 부귀영화가 먼 미래에는 헛된 것이 될 가능성을 인

지하고는 있으나, 자신이 처한 지금, 즉 부귀영화의 절정에 오른 순간 또한 헛되

다는 것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성진이 유교적 삶을 꿈

꾸고도 자신의 현재 삶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듯, 양소유도 ‘금일(今

日)은 졔(諸) 낭(娘子)로 더브러 진(盡醉)리라’(542)고 하며 현재 즐기고 

있는 흥취에 대한 미련을 보인다.

  이렇게 볼 때 <구운몽>에서 욕망은 그 자체가 사건 추동의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 구조를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형상화되어 있기도 하다. 거시적

인 층위에서는 욕망이 충족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 속성이 부각되어 욕

망 충족을 위해 성진의 삶에서 양소유의 삶으로, 다시 성진의 삶으로 이동하는 

양태를 보이지만, 미시적인 층위에서 보면 이미 그러한 이동을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가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 실마리란 욕망의 주체도, 대상도 허상일 수 

있으나 규범성과 탈규범성의 공존을 유지하며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욕망의 

성취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욕망에 대한 관조적 인식, 

즉 규범성과 탈규범성의 공존을 바탕으로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경험하

고, 성찰하는 인식 방식이다. 욕망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된다는 속성도 

지니는데188), 이는 진리가 지니는 속성과도 유사하여 본 연구의 ‘세계 인식’ 개

념에서 욕망은 적절한 대상이 된다.

  욕망에 대한 관조적 인식이 <구운몽>에 담긴 세계 인식이라는 근거는 작가 김

만중의 생애에서도 드러난다. 김만중은 <구운몽>을 창작할 당시 유배 생활 중이

었다.189) 그리고 유배 생활 중에 느끼게 되는 외로움과 향수를 시를 통해 풀어

188) William B. Irvine, On desire, 윤희기 역, 『욕망의 발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왜 원하

는가』, 까치, 2008, 321쪽

189) <구운몽> 창작 시기가 선천 유배 시절인지 남해 유배 시절인지 논란이 있으나 『서포연보(西

浦年譜)』에 어머니와의 이별 장면 다음에 “글을 지어 윤부인의 소일거리를 삼게 하였는데, 그 

글의 요지는 일체의 부귀영화가 모두 몽환이라는 것이었으니, 또한 부군이 뜻을 넓히고 슬픔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선천에서의 생활 모습이 기술되어 있다는 

점이 <구운몽>의 창작 시기가 선천 유배 시절이라는 증거가 된다.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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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는데, 이 시들 가운데서 관조적 인식이라 할 수 있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을 보자.

塞上黃雲日易斜  변방의 황색 구름에 해는 쉬 기우는데

秋人何處望京華  근심 있는 사람은 어디서 서울을 바라볼거나

空山自掛經心月  빈 산은 스스로 마음에 둔 달 걸어 놓고

獨樹還開濺淚花  외로운 나무는 눈물 뿌린 꽃 도리어 피우네

千里驛書憑定省  천리에 글월 띄워 조석 문안드리고

五更鄕夢當生涯  오경의 고향 꿈은 생애 그대로일세

深知嶺海容吾道  깊이 알겠다 영해의 귀양살이 나의 길임을

追遂前脩莫怨嗟  옛 선현들을 뒤쫓아감이니 원망도 탄식도 하지를 말자190) 

  이 시는 유배지 선천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아 쓴 시로 낭만적 

애상감을 자아낸다. 그런데 마지막 두 구절이 주목된다. 여기서 김만중은 귀양살

이가 자신의 길임을 인정하며 옛 선현도 감수했던 일이니 원망이나 탄식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어머니를 뵙고 싶은 욕망의 결핍에 몰두

하기보다는 그 욕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욕망을 성취할 수 없는 상황까

지도 관조하겠다는 다짐이 나타난다. <구운몽>에서도 양소유의 행동에 대해 특

별히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점191), 불교 교리를 가져오기는 했어도 인간의 

고해를 보여주는 불교적 현세관만큼은 철저히 배격한 점192)을 통해 김만중이 인

간의 욕망을 비판하거나 고행을 통해 욕망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음

을 알 수 있다. 반대로 욕망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면서 나타나는 아기자기한 정

(情)의 재미를 통해 욕망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관조를 드러낸 것이다.

    (2) 사회의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

  (1)에서는 <구운몽>의 인물들이 자신의 욕망에 대하여 관조적 인식을 하게 됨

을 살펴보았다. 여기서의 관조적 인식은 대상의 속성에 대한 지속적인 몰두와 

생애와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157쪽)

190) 김만중, <塞上>,『西浦集』4 ; 위의 책, 162쪽의 번역

191) 배수찬, 「김만중 문학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27쪽

192) 김윤식, 「완결의 형식과 출발의 형식: <구운몽>과 <춘향전>」, 『현대문학』188, 현대문학사, 

1970, 337~3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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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의미하며, 개인이 독립적으로 행하는 인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욕망’이라는 비인격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개인이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여 몰두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관조가 대상 중

심적인 인식 태도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의 몫이 개인에게 있다는 점

에서 인식의 주체성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도 저마다 다른 판단을 내리는 타인이 인식 대상이 된다

면 사정은 달라진다. 타인의 판단에 대해서도 관조적 인식을 하게 되면 그 판단 

내용에 대한 몰두가 자기 자신의 판단 내용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상이

한 판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관조적 인식이 아

닌 또 다른 방식의 인식이 필요하다. <구운몽>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

식을 제안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구운몽>의 인물 간 관계 형상에 주목하기로 

한다.

  앞서 <구운몽>의 세계 형상 중 인물 간 관계 층위의 특성으로 평등성과 차등

성이 선택되었고, 이 특성이 상호 인정의 태도로 맥락화됨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계 형상이 작품 전반에 걸쳐 점층적 확장을 보이도록 배열됨으로써 

평등성과 차등성의 공존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세계 형상에서 도출되는 세계 인식을, 여기서는 ‘사회의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

식’이라고 본다.

  ‘주체적 인식’은 대상의 옳고 그름이나 가치에 대한 판단이 인식 주체의 주관

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인식을 일컫는다. 이와 유사한 인식 방법을 견지한 이론

가 중에 키에르케고르(S. A. Kierkegaard)가 있어 참고할 만하다. 그는 ‘군중의 

의견을 맹종하고 다수가 진리를 결정하는’ 사회의 모습을 비판하며 추상적인 관

념에 불과한 다수의 의견, 군중의 의견을 진리화하게 되면 주체적인 결단과 추

구의 길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타자로서의 군중의 의견에 좌우되

지 않고, 직접 진리를 체험하고 확증하려는 실존의 주체성이 필요하다고 하였

다.193) 또한 ‘진리는 내 속에서 살아 있는 것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내가 보기

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

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체의 내면성과 관계를 맺지 못하면 지식이 될 수 없음

을 강조하였다.194) 

193) 키에르케고르는 ‘나에게 진리인 진리’를 철학적 이론으로 삼으면서, 진리의 불변하고 영원하며 

내재적인 성격을 강조하였다. (John D. Caputo, How to read Kierkegaard, 임규정 역, 

『(How to read) 키르케고르』, 웅진씽크빅, 2008, 97~99쪽 ; 엄태동, 『교육적 인식론 탐

구』, 교육과학사, 1998, 17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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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의를 참고할 때 사회의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란 사회 질서에 

좌우되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과 그 가치를 확증하는 인식 태도라 할 수 있

다. 사회 질서가 ‘국가 사회의 일반적 이익이나 사회의 일반 도덕 개념’195)을 일

컫고, 이것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군중의 의견’ 혹은 ‘다수가 결정한 진리’와 

접점을 가진다고 볼 때 이러한 규정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구운몽>에 나타난 

세계 인식이 사회의 질서를 대상으로 한 주체적 인식이라 보는 근거는 무엇인

가? 그 근거는 <구운몽>의 인물 간 관계에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이데올로기

가 인물의 자발성에 의해서만 유지된다는 데 있다. 

  질서는 사회가 요구하는 규준으로, 개별 주체들을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다.196) 

그런데 <구운몽>에서는 수동성이 강조되는 질서를 주체적 규준으로 내면화하고, 

나아가 이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현상에 대하여도 관대한 입장을 취하는 모습이 

나탄다. 양소유는 여덟 여인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남성 인물로 출중함을 인정

받지만, 애정에 있어서는 여성들에 의해 주도당한다. 가춘운은 정경패와 노주 관

계로 그녀보다 자신이 열등한 위치에 있고 능력 또한 열등함을 인정하지만 그렇

다고 정경패에게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조언을 하거나 놀리는 말을 하기

도 한다. 이소화는 공주의 신분으로 높은 지위에 걸맞게 덕성이 높은 행동을 하

지만 정경패보다 시 짓는 재주가 열등하고 나이도 어리다는 이유로 첫째 공주 

자리를 정경패에게 양보한다. 

  이러한 모습들은 ‘질서’가 <구운몽>의 인물 간 관계를 규정할 때 강제성을 띤 

요소로 등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구운몽>의 인물들은 자신의 사회 내 지위에 

무조건 순응하거나 불만을 품지 않고, 이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규준으로 

재해석한다. 이는 ‘좋은 삶과 올바른 삶을 규정하는 가치의 체계이자 도덕적 이

상으로, 자신의 참된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가장 큰 미덕으로 삼는 태도’, 곧 ‘진

정성(authenticity)’을 견지하는 태도이다.197) 개인이 사회적 질서에 접근할 때에

는 자신을 평가하는 사회의 요구를 의식하게 마련이지만, 이를 따르는 태도가 

무비판적인지 혹은 자기 기준에서의 재평가를 바탕으로 하는지 사이에는 큰 간

극이 있다.

  <구운몽>에서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드러나는데, 먼저 

194) 엄태동, 앞의 책, 186~187쪽

195) 최선호, 『법학개론』, 홍진출판사, 2000, 57쪽

196) 푸코는 ‘관리되는 자아’의 신체, 정신, 정념을 양육, 훈육, 교정, 감시, 시험하는 ‘관리하는 주체’

의 성립에 대해 논하였다. (김홍중, 앞의 책, 260쪽)

197) 위의 책,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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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 간의 격의 없는 애정과 풍류를 표현하거나 상층인물의 덕성을 표현할 때

는 사회적 질서를 문제 삼지 않고 평등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반면 상

하 간에 불만이나 억압이 없이 평안한 상태가 유지되는 개략적인 상황을 표현하

거나 하층인물의 덕성을 표현할 때는 사회적 질서에 맞게 도리를 지키는 모습의 

아름다움, 즉 차등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나타난다. 

  다음 인용문은 질서에서 평등성을 강조하는 주체적 인식이 드러난 예이다.

 공(公主ㅣ) 왈(曰),

  “태후낭낭(太后娘娘)이 쇼(小妹)로 더브러 술위 디로 야 드러오라 시

니 양(辭讓)치 마쇼셔.”

  쇼졔(小姐ㅣ) 왈(曰),

  “쳔쳡(賤妾)이 엇던 사이라 감(敢)히 왕희(王姬)로 더브러  년(輦) 리잇

가?”

  공(公主ㅣ) 쇼왈(笑曰),

  “녀상(呂尙)은 어뷔(漁父ㅣ)로 문왕(文王)의 술위 고 휘영(侯瀛)은 감문(監

門)이로 공(公子ㅣ) 곳비 잡아시니, 져져(姐姐) 여러 (代) 후(侯伯)의 

집이오 대신(大臣)의 녀(女子ㅣ)니 엇디 쇼(小妹)와 디로 믈 양(辭讓)

니잇가?” (350)

  인용된 부분은 신분의 고하(高下)가 있으니 감히 이소화와 한 수레에 탈 수 없

다고 말하는 정경패에게 이소화가 웃으면서 자신과 한 수레에 타도 되는 이유를 

전고(典故)를 들어 설득하는 부분이다. 이 전고의 내용은 어부인 ‘여상’이 ‘문왕’

과 같은 수레를 탔고, 문지기인 ‘휘영’의 말고삐를 ‘공자’가 잡았다는 것이다. 여

기에는 신분의 고하가 수레를 타는 일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인식이 

담겨 있다. 이소화의 이러한 인식과 행동이 아무리 상층의 덕을 드러낸다고 하

여도 그 파격성을 지울 수는 없는데, 전고를 통해 유사한 행동이 소개됨으로써 

인물의 행동이 용인 가능한 것으로 형상화된다. 전고의 사용을 통해 인물의 행

동이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것이 아니라 포용적인 것으로 형상화되고, 이러한 포

용성은 성인이 행한 것과 같은 경지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반면 이러한 태도를 보인 이소화가 다른 상황에서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자부

심을 드러내어, 질서를 개의치 않는 인물은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다음 인용

문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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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公主ㅣ) 왈(曰),

  “쇼녜(小女ㅣ)  쇼녀(小女)의 몸이 존듕(尊重) 줄 알오 녜 셩뎨명왕(聖帝

明王)이 어진 사을 공경(恭敬)야 텬(天子ㅣ) 필부(匹夫)로 벗니 이시니, 쇼

녜(小女ㅣ) 드니 뎡시(鄭氏) 녀(女子ㅣ) 얼골 조(才操)와 덕(德)이  녜 사

의게 리디 아니리라 니 진실(眞實)노 그러진 졀노 더브러 비견(比肩)미 

므 혐의(嫌疑) 이시리잇고? 비록 그러나 젼문(傳聞)이 실샹(實狀)의 디나기 쉬

우니 쇼녀(小女)의 의 아무 길노나 뎡녀(鄭女) 보아 용모(容貌) 덕(才德)이 

쇼녀(小女)의게 디나면 맛당이 몸이 도록 우러러 셤기려니와 만일(萬一) 소견(所

見)이 소문(所聞)과 디 못 량이면 쳡(妾)을 삼으나 죵을 삼으나 낭낭(娘娘) 임

의(任意)로 쳐티(處置)쇼셔.” (318)

  이 대목에서 이소화는 자신의 몸이 귀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귀한 몸

이 지녀야 할 덕성의 하나로 어진 사람이라면 필부라도 벗하는 것을 꼽고 있다. 

그러나 정경패를 자신과 같은 지위에 앉히기 위한 기준으로 용모와 재덕이 자신

과 견줄 만한지를 분명히 내세우고 있으므로, 질서를 아예 의식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신분적 질서와 함께 개인이 지닌 용모와 재덕까지도 질서를 

구성하는 기준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는 전고에 의해 뒷받침되었듯 예로부

터 이상적으로 여겨져 온 상층 신분의 사고방식이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는 질서에 대한 무조건적 수용이나 거부가 아닌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인식이 뒷

받침 되어야 한다.

  정리해 볼 때 평등성과 차등성이 인물 간 관계의 특성으로 선택되고, 인정받

을 만한 인물은 인정해주는 상호 인정의 맥락을 통해 구체화되며, 남녀 관계에

서 노주 관계, 군신 관계로 점층적인 배열을 보이게 된 것은 세계의 질서에 대

하여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자와의 관계를 구축하

는 적절한 방식임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작품에 이러한 인식 내용이 나타나 있다는 근거를 작품이 창작된 시대와 관련

지어 살펴보자. 작품이 창작된 시기로 알려진 17세기 후반은 양란 이후 봉건적 

질서가 동요하는 동시에 그것을 재편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시기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구성원들에게 자기 역할에 대한 자발적 충

성이 요구되었고, <사씨남정기>나 <창선감의록> 등에서는 ‘부부 간의 상호 주체

성’을 그려내는 방식으로 그러한 요구에 대한 소설적 응답을 하였다.198) 또 17

198) 김종철, 「17세기 소설사의 전환과 ‘가(家)’의 등장」, 『국어교육』 112, 한국국어교육연구학

회, 2003, 418~4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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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 이후에는 열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턱없이 부족한 

보상과 열녀임을 공인받는 복잡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

인은 ‘자발적 행위’라는 것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199) 이 점을 감안할 때 사회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은 작품이 창작되었을 당시에 요구된 이상적인 인식 태

도라고 할 수 있다.200) 

    (3) 세계의 본질에 대한 유동적 인식

  <구운몽>의 인물 간 관계 형상에서 사회의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나타남

을 앞에서 보았다. 주체적 인식은 개인의 확고한 판단에 의해 행해지는 것으로, 

외부의 강제에 대한 무비판적 순응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데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자기 자신의 판단에 의거한 인식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그러

한 태도를 통해 얻어진 결론이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무리 주체적인 

인식이라 해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인식 내용은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는 것

이다. <구운몽>에서는 시․공간 형상을 통해 이 점을 드러내고 있다. 인물 간 관

계에서 보이는 주체적 인식과는 변별되게, 인식 주체들의 판단을 넘어 존재하는 

‘세계란 무엇인가’에 대한 인식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 내용

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앞서 <구운몽>의 세계 형상 중 시․공간 층위의 특성으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선택되었고, 이 특성이 역설적 환몽 구조라는 맥락을 부여받아 구체화됨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역설적 환몽 구조가 중첩적으로 배열됨으로써 연속성과 불연속

성의 공존이 한층 더 강조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운몽>의 세

계 형상 중 시․공간의 층위에서 도출되는 세계 인식은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를 

199)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541쪽에서는 ‘열(烈)’이 국가 이데올로기로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적 종속성’이라는 관념이 여성에게 자발적으로 내면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발적 내면화에는 성적 종속성이 인간의 본래적 윤리임을 설득하는 의식화 텍

스트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이 논의의 요지이다.

200) 한편 이러한 인식 태도는 ‘이상적 인물’의 형상화를 통해 나타나기도 한다. 박일용은 이상적 인

물의 형상화를 조선 후기의 혼란상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 보았다. 이상적 인물을 나타내는 

방식에는 낭만적 형상화, 냉소적 형상화, 사실적 형상화 등이 있는데, 사회적 혼란 양상이 번다

해지면서 규범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지자 혼란 속에서도 규범을 강하게 고수하는 이상적 인물

이 낭만적으로 그려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사씨남정기>의 ‘사씨’가 이러한 이념적 

역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였다. (박일용, 「고전 소설에 나타나는 역설적 비극과 

낭만 -고전소설에 설정된 이상적 인물의 이념과 삶」,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1, 국

제고려학회 서울지회, 199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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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본질에 대한 유동적 인식’이라고 본다.

  ‘유동적 인식’은 대상에 대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유동적인 것으로 두는 인식

이며, 다원성을 견지한다.201) 그리고 ‘본질(Wesen)’은 어떤 사물을 그 자체이도

록 하는 사물의 고유한 성질이다. 본질이 개별적 사물의 외부에 존재하는지, 아

니면 사물 자체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202) 사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본질조차 그 존재 지점이 고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본질

을 유동적으로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다시 말해 선험적으로 정해

지지 않은 세계의 본질은 유동적 인식에 적합한 대상이다.  

  세계의 본질을 대상으로 한 유동적 인식이 <구운몽>에 드러난다고 보는 근거

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는 환몽 구조가 중첩적으로 배열된 데서 찾을 수 

있다. <구운몽>의 환몽 구조는 일반적인 환몽 구조와 달리 꿈속에 꿈이 등장하

는 등 복잡한 면모를 보인다. 이는 이에 대한 해석도 일반적인 환몽 구조에 대

한 것과는 달라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 일반적인 환몽 구조가 드러내는 인식 

내용이 꿈꾸기 전에는 가치 있는 줄 알았던 욕망이 실은 가치가 없었다는 깨달

음이라면, <구운몽>의 인식 내용은 그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이때의 인식 

내용이 바로 가치의 우열은 물론, 진위까지도 초월한 유동적 인식이다.

  유동적 인식은 성진이 각몽한 후의 일차적인 깨달음과 뒤이은 육관대사의 설

법 부분에 드러난다. 성진은 꿈에 양소유로서 입신양명을 성취한 삶을 경험하고 

난 후 그러한 꿈의 의미에 대하여 ‘이 필연(必然) 뷔(師父ㅣ) 나의 념녀(念慮)

 그릇믈 알고 날노 여곰 이 을 어 인간(人間) 부귀(富貴)와 남녀(男女) 

졍욕(情慾)이 다 허(虛事) 줄 알게 미로다.’(546)라고 해석한다. 이는 꿈꾸

기 전 성진일 때 바랐던 삶을 모두 누린 후의 반응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이

때의 성진은 양소유로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도 결국엔 성진의 삶을 꿈

꾸게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습득한 상태이다. 때문에 두 삶의 가치 우열을 가

릴 수는 없다. 다만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남악 형산 연화도량의 소화상 성진

의 처지가 ‘진짜’이므로, 한낱 꿈에 불과한 양소유의 처지는 ‘허사’에 불과하다고

는 말할 수 있다.

201) 이와 관련하여 오우크쇼트(M. Oakeshott)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오우크쇼트는 세계 속에 

어떠한 실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 자체의 특징

이 곧 세계가 된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세계가 다원적이라는 것이다. (Michael Oakeshott, 

Experience and Its Modes, London: Cambridge Univ. 1933, 33쪽 ; 장상호, 『학문과 교

육』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340쪽에서 재인용)

202) 전자는 ‘이데아’ 개념을 내세운 플라톤에게서 나타나고, 후자는 유물론의 견해에서 나타난다.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앞의 책, 389~3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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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러한 성진의 생각은 육관대사에 의해 부정당한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가) “네 승흥(乘興)야 갓다가 흥진(興盡)야 도라와시니 내 므 간녜(干預)
미 이시리오? 네  니 ‘인셰(人世)의 뉸회(輪廻) 거 을 다’ 니 

이 인셰(人世)와 을 다다 미니 네 오히려 을  디 못엿도다. ‘댱

(莊周ㅣ) 의 나뷔 되여다가 나뷔 댱(莊周ㅣ) 되니’, 어니 거 거시오 어

니 진짓 거신 줄 분변(分辨)티 못니, 어제 셩진(性眞)과 쇼(少遊ㅣ) 어니

 진짓 이오 어니 이 아니뇨?” (548, 550)

(나) 일톄유위법(一切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젼(如露亦如電) 응쟉여시관(應作如是觀) (552)

  (가)와 (나)는 각몽 후 성진의 깨달음을 돕기 위한 양소유의 설법 내용이다. 

(가)에서 육관대사는 자신이 성진의 꿈에 간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욕

망의 발생과 해소 모두 성진이 능동적으로 진행한 것임을 뜻한다. 사실 육관대

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체성에 변화를 보이지 않고,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진이 욕망을 편력할 수 있게 장(場)을 마련한 인

물로 여겨진다. 그러나 육관대사는 자신의 역할을 부정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

가? 그리고 분명 작품의 처음과 끝은 성진의 삶이기 때문에, 또한 16장의 제목 

‘양승샹등고망원 진샹인반본환원(楊丞相登高望遠 眞上人返本還元)’에서 보이듯 

‘반본환원(返本還元)’의 목적지는 성진의 삶인데도 성진과 소유를 현실과 꿈으로

서, 진실과 거짓으로서 가르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이는 (나)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나)는 금강경에 나오는 사구게로, ‘모

든 유위법은 꿈, 허깨비, 물거품,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 번개와도 같으

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꿈, 헛개비, 물거품, 그림

자, 이슬, 번개’는 모두 ‘가변성’을 자질로 갖는데, 이는 변화에 따라 상반된 것이 

공존하는 형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이와 관련된 인식을 암시한다. 작품 전체

에 나타난 세계 형상을 함축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와 관련된 세계 인식을 환기

하는 것이다.

  (나)에 나타난 이러한 인식은 앞서 중첩된 환몽 구조를 통해 이미 암시된 것이

다. 양소유의 삶을 살 때 성진의 삶을 몽중몽으로 경험하였지만 그것이 자신의 

전신(前身)임을 알아보지 못하는 양소유의 모습은 진실과 거짓을 가르는 기준이 

얼마나 자의적인지를 알게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은 변화하므로 진실과 거짓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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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도 다시 해석할 수 있다. 경계

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때문에 양소유의 삶을 주재한 이도 도술을 부

렸다는 점에서는 육관대사이지만 그러한 삶을 욕망하고 추구했다는 점에서는 성

진이기에 명확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성진

과 양소유의 두 삶은 서로의 꿈이 되므로 진위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로써 ‘반본환원(返本還元)’은 보다 높은 수준의 인식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꿈꾸기 전 성진과 다르게, 꿈꾸고 난 후의 성진은 육관대사의 설

법을 들음으로써 ‘참된 것’, 즉 ‘세계의 본질’에 대하여 유동적 인식을 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선택되어, 역설적 환몽 구조로 구체화되고, 중첩

적으로 배열된 세계 형상은 세계의 본질에 대한 유동적 인식을 환기한다. 이러

한 논의는 김만중의 사상적 세계관을 검토해볼 때 설득력을 얻는다. 김만중은 

유교와 불교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개방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었다. 다음 인용

문을 보자. 

  대저 사람의 한 몸의 안에는, 마치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다. 그

때는 방편으로 말을 해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이 또한 한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석씨(釋氏)가 마음으로써 마음을 살핀다는 주장인데, 굳이 주자에게 배척을 

당했던 것이다. 마음으로써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스스로 그 마음을 점검한다는 것

이고, 인심이 도심에게서 명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써 그 마음을 점검받는다

는 것이니, 그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203)

  인용한 글은 김만중이 쓴 『서포만필(西浦漫筆)』의 일부이다. 여기서 김만중

은 사람에게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이 있고, 도심이 인심을 다스린다고 설명한 

주자학의 말이 ‘마음으로써 마음을 살핀다’는 불교의 말과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세계의 본질 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두 학문이 사실상 크게 견해를 달리하

지 않음을 인식한 결과이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에는 일정한 시대적 조건이나 상황 속에서 작가가 어떻게 

삶의 가치를 추구해 가느냐 하는 내면적인 사유 체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는 관점에서 볼 때 <구운몽>에 드러난 ‘세계의 본질에 대한 유동적 인식’은 김

203) “大抵人之一身之內 有若有二心時 方便立言 取人易曉 是亦一道 而此乃釋氏以心觀心之說 固已見

斥於朱子矣 以心觀心者 以其心自檢其心也 人心聽命於道心者 以其心受檢於其心也 未見其有異同

也” (김만중, 홍인표 역주, 『西浦漫筆』, 일지사, 1987, 130쪽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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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중의 사유 체계에서 연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만중은 주자학의 획일주의와 

폐쇄성에 혐오를 느끼고 있었지만, 자신의 계급적 위치로 인해, 또 당대 이데올

로기의 구속력에 의해 주자학에 대한 사상적 순수성을 강요당하였다.204) 이러한 

상황에서 김만중은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사상체계에 동시에 

이끌리면서도 어느 한 쪽 방향으로 수렴되지 않는 사고를 지니게 되었고, 이것

이 <구운몽>의 세계 인식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다.

204) 상층 계급이 공식적으로 가져야 할 이념적 자세는 유교 이념에 대한 당위론인데, 김만중이 처

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에는 현실주의적 세계관이 나타나고 이기이원론(理氣二元論)이 의

심받게 되었기 때문에 유교 이념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유지되기 힘들다. (배수찬, 앞의 논문,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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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의 설계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을 설계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의 전제를 밝히고, 

Ⅱ장에서 검토한 학습자의 <구운몽> 감상 양상을 바탕으로 세계 형상과 세계 인

식의 교육의 목표를 정한 뒤, Ⅲ장을 기반으로 한 교육 내용을 구체적인 방법으

로 구현하고자 한다.

  1.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의 전제 

  이 절에서는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을 교육하기 위한 전제를 밝히고자 한다. 세

계 형상과 세계 인식은 문학작품에 구축된 형상을 토대로 인식 내용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과, 문학작품에 나타난 세계는 실제 세계를 형상과 인식의 형태로 드러

낸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설정한 개념이다. 학습자들이 이 두 개념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작품 속 세계의 모습을 즉물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

니라 실제 세계 및 그 세계에 대한 관점과 관련하여 의미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학습자에게는 ‘상징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징적 상상력은 이미지가 지

니는 본래 뜻의 위상에다가 그 한계를 부정하는 의미 환기력을 세우는 것을 말

한다. 상징적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영혼은 변증법적으로 활동하게 되는데, 이는 

본래의 의미와 그것을 부정하는 새로운 의미라는 모순 사이에서 긴장을 느끼면

서 이루어진다.205)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교육에서도 학습자가 즉물적으로 

인식한 의미는 문학작품 내적으로 구축된 세계 형상과 그 문학작품을 배태한 실

제 세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 적절한 의미, 타당한 의미로 발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호흡이 긴 장편소설 <구운몽>을 대상으로 세계 형상과 세계 인

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루었다. 소설은 호흡이 긴 서술로 이루어져 있기 때

문에 세계 형상의 내용에 대하여 소통하기 위해서는 서술을 단적이고 요약적인 

형태로 집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형상들을 

종합화하고 추상화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세계 형상으로부터 세계 

인식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미적․언어적 형상을 정신적인 내용과 관련짓는 능력도 

필요하다. 이는 사실의 기술로 이루어진 역사와는 달리 문학작품은 형상과 인식

205) Gilbert Durand, 앞의 책, 1983,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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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미적․인식적 효과를 동시에 자아낸다는 점을 확인하

기 위해 요청되는 능력이기도 하다.

  한편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에 사용되는 ‘세계’라는 용어의 개념과 층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세계’라는 개념은 문학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의미역이 넓고 추

상도가 높아 학습자들에게 낯선 개념이다. 그러나 이 개념을 통해 실제의 삶과 

문학 속의 삶을 관련시킬 수 있고, 인물, 인물 간 관계, 시․공간의 층위로 나눌 경

우 보다 정돈된 형태로 작품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자가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본 연구에서 마련한 교육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의 목표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은 세계의 각 층위별 형상이 어떠한 

인식을 나타내는지 파악하는 것을 골자로 삼는다. 구체적으로는 인물 형상과 그

것이 환기하는 관조적 인식, 인물 간 관계 형상과 그것이 환기하는 주체적 인식, 

시․공간 형상과 그것이 환기하는 유동적 인식의 세 가지로 나뉘며, 각 층위마다 

형상과 인식이 관련을 맺기 위해 어떠한 특성이 선택되고 어떠한 맥락이 설정되

며 어떻게 전체에 걸쳐 배열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인 교육 방법으로 구안하기 위해 각 층위별로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을 교육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층위별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에 대해서는 

계열 관계를 이루는 목표를 설정하고, Ⅱ장에서 학습자의 <구운몽> 감상 양상을 

토대로 마련한 문학교육적 의의를 참고하여 각 목표 내에서 통합 관계를 이루는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물 형상을 통해 관조적 인식을 이해206)한다.

    1) 인물의 규범성과 탈규범성의 공존을 파악한다.

206) 교육목표분류학의 분류학 용어에서 ‘이해력’의 하위항목이 번역, 해석, 추론임을 참고하였다. 이 

중 ‘번역’은 자료 속에 있는 용어가 일반적인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형태로 개인의 머릿속에 떠

오르게 하는 행동이다. 여기에는 지도나 표, 도형, 수식 등을 언어적인 형태로 바꾸거나 언어적

인 개념을 시각적 혹은 공간적인 용어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포함된다. (Benjamin S. Bloom,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정범모 감수, 이의도 등역, 『교육목표분류학』1, 

교육과학사, 1990, 102~104쪽) 본 연구에서는 서술된 내용의 인상을 포착하여 특징을 나타내

는 언어로 바꾼다는 점에서 번역이 지니는 의미를 공유하지만, ‘번역’이라는 용어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행동을 연상시킨다는 점을 고려하여 ‘파악’이라는 용어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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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속임수 삽화에 구체화된 욕망에 대한 인식을 해석한다.

    3) 관조적 인식의 반복적 배열을 바탕으로 주제를 추론한다.

둘째, 인물 간 관계 형상을 통해 주체적 인식을 이해한다.

    1) 인물 간 관계의 평등성과 차등성의 공존을 파악한다.

    2) 상호 인정의 태도에 구체화된 질서에 대한 인식을 해석한다.

    3) 주체적 인식의 점층적 배열을 바탕으로 주제를 추론한다.

셋째, 시․공간 형상을 통해 유동적 인식을 이해한다.

    1) 시․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공존을 파악한다.

    2) 역설적 환몽 구조에 구체화된 본질에 대한 인식을 해석한다.

    3) 유동적 인식의 중첩적 배열을 바탕으로 주제를 추론한다.

  각 층위별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이해에 세부적으로 구체화된 목표들은 각

각 가치 인식 능력, 형상화 방식 해석 능력, 주제 이해 능력을 범례로 한다. 이

는 Ⅱ장에 제시한 대립적 가치의 공존에 대한 인식 능력 함양, 관념적 내용의 

형상화 방식에 대한 해석 능력 신장, 주제와 서사 구조의 통합적 이해 가능성 

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Ⅲ장에서 세계의 형상화 방식으로 단계

화된 특성 선택, 맥락 설정, 형상 배열의 도식과 연계되므로 적합성을 띤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인물 층위, 인물 간 관계 층위, 시․공간 층위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을 교육하기 위해서 작품 가운데 어떠한 대목이 제시되어

야 하는지,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학습 활동이 구안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다. 

  3.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2절에서 살펴본 교육 목표에 따라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 앞서 Ⅲ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

으로 하여, 학습자가 이를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학습 활동을 

제안한다.

  가다머는 ‘이해는 언제나 해석’이고 ‘언제나 적용으로 있는 것’이라고 하며, 이 

세 가지를 ‘진리’의 계기로서 함께 다루었다. 이때의 진리는 인간을 구체적 현실 

속에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진리 경험은 인간성을 완성하는 데 

기여한다.207) 이 논의를 소설 교육에 적용해보면, 소설에 나타난 구체적 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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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은 진리 경험의 기반이 된다. 본 연구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구체성 속에서 

나타나는 세계 형상을 이해하는 것이 세계 인식을 획득하는 기반이 되며, 이러

한 과정은 인간성을 완성하는 데 교양(Bildung)으로 작용한다. 이 절에서 살펴볼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교육 방법도 이러한 진리 경험과 교양 획득을 지향한

다. 소설 속 세계를 층위별로 나누어 각 층위에 초점화된 형상과 인식을 연계하

여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함으로써 진리 경험은 한층 강화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도 숙련된다. 

  각 층위별 교육 방법은 공통적으로 ‘범주화를 통한 양가성의 확인, 맥락 분석을 

통한 인식 내용의 도출, 배열의 효과 검토를 통한 주제화’를 범례로 삼고 있다. 

먼저 범주화를 통해 양가성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구운몽>에 나타난 양가성을 

명료화하여, 그것이 환기시키는 세계 인식의 단서를 마련한다. 뒤이어 맥락 분석

을 통해 인식 내용을 도출하는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마련된 단서를 바탕으로 

양가성이 구체화되어 있는 서사적 상황을 검토한다. 양가성이 구체화된 맥락에서

는 보다 구체적이고 생생한 세계 형상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특성만 파악해서는 알기 어려웠던 세계 인식 내용이 이 단계에서 도출된다. 마지

막으로 배열의 효과를 검토하여 세계 인식 내용을 주제화하는 단계에서는 도출된 

세계 인식이 작품 전반에 걸쳐 효과적으로 배열되는지를 살핀 후 이를 요약하거

나 학습자 자신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등의 주제 구성 활동을 행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틀을 ‘인물 형상과 관조적 인식의 이해’, ‘인물 간 관계 형상

과 주체적 인식의 이해’, ‘시․공간 형상과 유동적 인식의 이해’에 각각 적용한다. 

그런데 각 층위별로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이는 층위별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내용에 적합한 활동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이고, 유사한 

목표라 할지라도 그에 도달하는 길은 다양하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서이다.

    (1) 인물 형상과 관조적 인식의 이해 

  먼저 인물 층위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을 위해 인물 형상과 그에 따른 

관조적 인식의 이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설계한다. 앞서 설정한 

세 가지 목표인 ‘규범성과 탈규범성의 공존 파악’, ‘속임수 삽화에 구체화된 욕망

207) 김동국, 앞의 논문, 12쪽 ; 박남희, 「실현의 진리에서 존재윤리에로」, 『해석학 연구』14, 한

국해석학회, 2004, 169~1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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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生)이 거문고 인(引)여 예샹우의(霓裳羽衣) 주(奏)니 쇼졔(小姐ㅣ) 기려 오,

  “㉠아름답다, 이 곡됴(曲調)여. 완연(宛然)이 텬보(天寶) 적 태평긔샹(太平氣像)을 보리라. 이 곡됴(曲

調) 비록 사마다 타나 이톄로 진션진미(盡善盡美)하믈 보디 못여이다. 비록 그러나 이 셰쇽

(世俗) 소니 다 곡됴(曲調) 듯고져 이다.” (중략)

  (生)이 곳쳐 안쟈 오,

  “빈되(貧道ㅣ) 드니 ‘풍뉴(風流) 곡(曲調ㅣ) 아홉 번 변(變)면 하 신녕(神靈)이 나린다’니 

앗가 쥬(奏) 거시 계유 어이니 오히려  곡(曲調ㅣ) 잇니이다.”

  다시 거문고 쳐 시울을 됴화(調和)니 곡(曲調ㅣ) 유향(悠響)고 긔운이 탕(駘蕩)여 졍

뎐(庭前)의 일(一百) 치 봉오리 벙을고 져비와 리 (雙)으로 춤추더니, ㉡쇼졔(小姐ㅣ) 미

(翠眉) 이 고 츄파(秋波) 거두디 아니더니 믄득 양(楊生)을 두어 번 거듧보고 옥(玉) 

 보죠개에 블근 긔운이 올나 봄 술이 (醉)  더니 몸을 니혀 안으로 드러가거, (生)

이 악연(愕然)여 거문고 밀치고 니러셔서 오래 졍신(精神)을 뎡(定)티 못더니 (124, 130)

(나) “엇던 브졀업 문인(文人)이 시(詩) 지어 녀랑의 무덤의 너헛뇨?”

  양(楊生)이 보니 져의 한삼(汗衫) 매 혀  준 글이어 의 장 놀나 각, ‘원간 댱

녀랑(張女娘)의 녕혼(靈魂)이 션녜(仙女ㅣ)로라 고 날노 더브러 만나 보도다.’ 의 못 편티 못
여 머리털이 숑연(悚然)더니 고텨 각, ‘㉢얼골 고으미 뎌러 고 졍(情)이 만흐미 뎌러 
니 신션(神仙)과 귀신(鬼神)을 분변(分辨)지여 무엇리오?’ (중략)

  뎡(鄭生) 왈(曰),

  “셩인(聖人)이 니사 ‘네게셔 난 (者ㅣ) 네게 도라온다.’ 니, 양형(楊兄)이 스로 각여 

보라. 일작 엇던 사을 소겻뇨? 남(男子ㅣ) 변(變)여 녀(女子ㅣ) 될 제 사이 귀신(鬼神) 되

미 어이 고이리오?”

  양(楊生)이 황연(晃然)이 라,

  “올타. 올타.” (중략)

  즉일(卽日)의 티(治行)여 발(發行) 츈운(春雲)이 한님(翰林)의 오 잡고 우러 오,

  “샹공(相公)이 옥당(玉堂)의 딕슉(直宿)실 제 쳡(妾)이 닐 이러나 자리  노코 관(冠帶)을 밧

드러 샹공(相公)을 닙힐 제 쳡(妾)을 자로 도라보아 권년(眷戀)난 이 겨시더니 이제 만니(萬里) 니

에 대한 인식 해석’, ‘관조적 인식의 반복적 배열을 바탕으로 한 주제 추론’을 성

취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제안하겠다.

  다음은 학습 활동을 위해 학습자에게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을 작품 가운데에서 

발췌한 것이다.208) 

208) 일관성을 위해 계속해서 김병국 교주본 『구운몽』을 인용하겠다. 이 텍스트를 기반으로 삼되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윤문이 가능함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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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離別)을 당(當)야 어이  말도 아니 시니잇가?”

  (生)이 대쇼(大笑) 왈(曰),

  “㉣대댱뷔(大丈夫ㅣ) 나라 일을 당(當)야 어이 졍(私情)을 도라보리오? 츈낭(春娘)은 브졀업시 

샹회(傷懷)야 화(花色)을 상(傷)오디 말고 됴히 쇼져(小姐) 뫼셔 잇다가 나의 공(功)을 닐우고 

말 만 황금인(黃金印)을 고 오 양을 보라.” (174, 196, 204)

(다) “뉘 상(喪事)을 만나시다 말고?”

  십삼(十三) 왈(曰),

  “슉뷔(叔父ㅣ) 남(男子ㅣ) 업고 오딕 녀(女兒) 두엇다가 이에 니니 어이 샹회(傷懷)티 아니

리오? 승샹(丞相)이 보셔든 일졀(一切) 비쳑(悲慽) 말을 마쇼셔.”

  승샹(丞相)이 눈믈 소나믈 디 못야 슬허거 (중략)

  부인(夫人)이 왈(曰),

  “㉤어이 속디 아녀시리오? 다만 겁(怯)내고 두려 양(樣)을 보려 엿더니 이완(弛緩)기 심(甚)

야 귀신(鬼神) 아쳐 줄을 모니, 호(好色) 사을 듕아귀(色中餓鬼)라 미 녯말이 그
디 아니니 귀신(鬼神)이 엇디 귀신(鬼神)을 두리리잇가?”

  모다 대쇼(大笑)더라.

  승샹(丞相)이 야흐로 영양(英陽)이 뎡신(鄭氏ㄴ) 줄 알고 녜 일을 각니 졍(情)을 이긔디 못
야 챵(窓)을 열고 드러가고져 다가 홀연(忽然) 각,

  ‘㉥제 날을 속이려 니 내  저 속이리라.’

고, 가마니 진시(秦氏) 방(房)의 도라와 리의 자더니 (398, 410, 432, 434)

  (가)~(다)는 모두 ‘속임수 삽화’에 해당한다. 이 삽화에서 인물의 규범성과 탈

규범성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그 양상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욕망에 대

한 인식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가)~(다)를 토대로 어떠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학습 목표에 맞게 

절차화해 보겠다.

      ① 범주화를 통한 규범성과 탈규범성의 공존 양상 확인

  ‘범주(type)’는 전체 부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단위이며209), 대상을 보편

적이고 객관적인 성격으로 분류하는 틀이 된다.210) 범주화 능력은 인간 인지의 

209) Schwarz ․ Chur, Semantik: ein arbeitsbuch, 문미선․신효식․이민행 역, 『새로운 의미론』, 한

국문화사, 1999,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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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 하나인데,211) 범주화를 한다는 것은 공통된 특성을 지닌 

대상끼리 묶는 것으로 대상의 특성을 분명히 하는 방편이며 이 과정에서 명백한 

경계가 발생한다.  

  ‘규범성’과 ‘탈규범성’은 이러한 범주화의 결과 나타난 대립된 개념이다. Ⅲ장

의 작품 분석을 통해 규정되기 전까지 이 두 개념의 대상은 서술 속에 섞여 있

는 형상들이었다. 학습자가 일차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뒤섞인 형상

들이다. 이 상태 그대로 학습자에게 이러한 형상의 특성을 규정하도록 한다면 

학습자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 특정한 것만을 선택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이 경우 학습자에게는 사태를 달리 볼 수 있는 눈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공존하는 가치를 두루 보지 못하고 선별하여 인식하는 것은 앞서 지적한 <구운

몽>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파편적으로 나열된 형상의 특성을 규정할 때 범주화의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에게 범주화의 기준과 함께 작품 가운데에서 

주목할 지점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범주를 비교적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

점들을 표시한 후, 각 부분에서 파악할 수 있는 특성을 기준에 맞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정경패 양소유

규범성

탈규범성

․  사회적 역할에 맞는 규범을 따르는가?

․  개인적 욕망을 표출하며 애정을 지향하는가?

학습 활동 1. 밑줄 친 ㉠~㉣에 나타난 인물의 말과 행동을 다음 기준에 맞게 

평가해 보자. 

학습 활동 2. 1에 제시된 두 기준을 각각 규범성과 탈규범성이라 할 때, ㉠~㉣에 

나타난 정경패와 양소유의 모습을 규범성과 탈규범성으로 나누어 정리해 보자.

  개별 인물에게 존재하는 규범성과 탈규범성을 두루 살펴보는 것은 지금까지의 

<구운몽> 교육 방식과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는 <구운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을 단편적으로 규정하여 성진에게는 욕망을 제어하거나 초탈하는 성격이 부

여되어 있다고 보고, 양소유에게는 욕망을 마음껏 추구하는 성격이 부여되어 있

210) Johannes Hessen, 앞의 책, 154쪽

211) Schwarz ․ Chur, 앞의 책,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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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보았다. 성진과 양소유가 결국 한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작중에는 

다른 정체성으로 나타나기에 두 인물이 각각 규범성과 탈규범성을 나누어 갖는

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정경패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듯 <구운몽>에서 성진과 양소유는 물론 

그 외의 인물들도 한 가지 특성만을 보이고 있지 않다. 규범에 대한 지향을 보

이기도 하고, 탈규범에 대한 지향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이를 섬세하게 구별

하는 위와 같은 활동은 인물의 특성을 속단하거나 인물의 말과 행동이 돌연하다

고 판단하는 것을 방지한다. 또한 인물들이 구축하는 애정이 욕망의 충돌로 인

한 갈등을 빚지 않는 이유를 해석할 때 근거로 작용한다. 이에 대하여 다음에 

자세히 살펴보겠다.

      ② 맥락 분석을 통한 관조적 인식의 도출 

  <구운몽>의 인물들에게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파악한 학습자

는 이 점을 작품에 두드러진 욕망 성취의 의미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

에 대해 세계 인식 내용을 도출할 때 ‘속임수 삽화’라는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매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인물의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공존하는 데 속임수 

삽화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러한 기능과 인물의 욕망이 성취되는 것은 어

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형상에서 견지되는 인식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함

으로써 ‘개인의 욕망에 대한 관조적 인식’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규범성과 탈규범성의 공존이 속임수 삽화를 통해 구체화됨을 알기 위해

서 각 삽화의 중심인물에 초점을 맞춰 그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

인지 생각해보도록 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인물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지

니고 있기 때문이며, 속임수 삽화를 통해 그 특성을 드러낼 계기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속임수에 대한 인물의 대응 방식과 속임수 삽화의 기

능도 분석할 수 있다. (다)에는 (가)와 같이 속임을 당한 정경패가 양소유에게 

(나)와 같은 속임수로 대응하였다는 점, 정경패가 죽은 줄로 속았던 양소유가 그

에 대해 속임수로 대응하려 한다는 점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속임

수에 대해 당혹스러워하지 않고 담담하고 재치 있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며, 속

임수 삽화의 기능은 그러한 반응을 통해 규범성과 탈규범성을 적재적소에 발휘

하는 인물 형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이해하는 학습 활동을 다

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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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배도는 잠이 오지 않아 홀로 앉아 있다가 우연히 주생의 소지품 주머니를 열어 보니, 

자기가 준 시가 온통 새카맣게 먹칠이 되어 있었다. 마음이 자못 의심스럽던 차에 <안

아미>라는 사곡(詞曲)을 발견하고, 비로소 선화가 한 짓임을 알았다. 배도는 매우 화가 

나서 그 시를 소매 속에 말아 넣고 그 주머니는 예전처럼 봉해 두었다. 그리고 앉아서 

아침이 되길 기다렸다. 주생이 술에서 깨어나자 배도는 천천히 물었다.

  “낭군이 이곳에서 더부살이를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어찌하여 아직까지 저에게 돌

아오지 않는 것입니까?”

  주생이 말했다.

  “국영이 아직 학업을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오.”

  배도가 말했다.

  “아내의 동생을 가르치니 성의를 다하지 않을 수 없겠지요?”

  주생은 부끄러움으로 얼굴과 목이 붉게 달아오른 채 말했다.

학습 활동 6. <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학습 활동 3. (가)에서 ‘정경패’가, (나)에서 ‘양소유’가 상반된 모습을 보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학습 활동 4. ㉤과 ㉥을 참고하여, 상대가 자신을 속인 데 대하여 인물이 어떠

한 대응 방식을 보이는지 서술해 보자.

학습 활동 5. 4와 같은 대응 방식이 규범성과 탈규범성의 공존과 어떠한 관련

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러한 학습 활동이 끝난 다음에는 인물이 지닌 욕망이 갈등을 빚지 않고 쉽

게 성취되는 모습을 속임수 삽화와 관련하여 이해하는 활동이 제시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습자들에게 욕망이 부딪쳐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다른 소설에서 

찾아 예시로 보여주고, 그러한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인물이 지닌 특성을 바

탕으로 생각해보도록 한다. 그런 후에 <구운몽>에서는 인물의 욕망이 심각한 장

애에 부딪치지 않고 쉽게 성취됨에 따라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하도

록 한다. 그리고 <구운몽>의 이러한 특징은 속임수 삽화에서 볼 수 있듯 자신의 

욕망과 상대의 욕망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조적 인식’ 때문임을 이

해하도록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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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대체 무슨 말이오?”

  배도는 오래도록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주생이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

르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방바닥만 보고 있는데, 배도가 선화가 쓴 시를 꺼내어 주생 앞

에 던지며 말했다.212)

(1) <보기>에 나타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2) 인물의 대응 방식에 주목하여 <보기>와 (다)에 상반된 모습이 나타나는 이

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3) (2)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양소유와 정경패가 ‘욕망’을 어떻게 인식

하고 있는지 서술해 보자.

  학습 활동 6은 <주생전(周生傳)>과의 비교를 통해 작중 인물이 자신의 욕망을 

숨기는 것과 드러내는 것의 차이, 상대의 욕망을 추궁하는 것과 인정하는 것의 

차이를 발견하도록 한다. 여기서 학습자들은 욕망을 문제 삼고 이를 감추거나 추

궁하려는 것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거나 오롯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며, 

이런 이유로 욕망이 채 해소되지 못하면 갈등이 발생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렇

게 <구운몽>에 나타나는 ‘개인의 욕망에 대한 관조적 인식’의 내용을 도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은 어떠한 방식의 형상 배열을 통해 강조되며, 이러한 

배열은 작품의 주제에는 어떠한 기여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이어서 살펴보겠다. 

      ③ 반복적 배열의 효과 검토를 통한 주제화

  속임수 삽화는 인물의 규범성과 탈규범성을 공존시키면서 (가)~(다)와 같이 반

복적으로 배열된다. 학습자는 이러한 반복적 배열이 인물 층위의 형상에서 나타

나는 세계 인식 내용을 한층 강조하는 효과가 있음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런

데 이러한 속임수 삽화는 작품의 일부 화소이므로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세계 인식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속임

수 삽화가 작품 전체의 의미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하며, 이를 속임수 삽

화가 아닌 다른 대목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학습자가 이 점

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세계 인식 내용을 주제화할 수 있

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다. 

212) 김구경 소장본 <주생전> ;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2003, 5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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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ㄱ) 셩진(性眞)이 의 뉘우쳐 각,

  ‘브텨 공부(工夫)의 뉴로 을 바게 미 읏듬 실(行實)이라. 내 츌가(出家)연 

디 십년(十年)의 일 반졈(半點) 어긔고 구챠(苟且) 을 먹디 아녀더니 이제 이러

시 념녀(念慮) 그면 엇디 나의 젼졍(前程)의 롭디 아니리오?’ (22, 24)

(ㄴ) “샹공(相公)이 이번 (行)시 벅벅이 은 스과 어진 벗들 만나 큰 도 어드

리니 득도(得道) 후(後)의 브 쳡등(妾等)을 몬져 졔도(濟度)쇼셔.”

  승샹(丞相)이 대희(大喜) 왈(曰),

  “우리 구인(九人)이 이 니 쾌(快事)라. 내 명일(明日)노 당당(堂堂)이 (行)
거시니 금일(今日)은 졔(諸) 낭(娘子)로 더브러 진(盡醉)리라.” (540, 542)

학습 활동 7. (가)~(다)가 어떻게 배열되는지 파악해 보자. 이러한 배열의 효

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학습 활동 8. <보기>에 제시된 (ㄱ)과 (ㄴ)은 각각 <구운몽>의 초반과 후반에 

등장하는 대목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여 보자.

(1) (ㄱ)과 (ㄴ)에서는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각해 보자.

(2) (ㄱ)과 (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3) (ㄱ)에서 (ㄴ)으로의 변화를 (가)~(다)와 관련하여 서술해 보자. 

  학습 활동 7은 반복 배열의 효과를 검토하는 활동이고, 학습 활동 8은 이러한 

배열이 작품 전반에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파악하는 활동이

다. 학습 활동 8의 경우는 욕망에 대한 관조적 인식이 양소유의 삶에서 예고되

었음에도 꿈꾸기 전 성진과 꿈에서 깨기 전 양소유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정착시

키기 못했음을 알 수 있는 활동이다.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착되는 것은 육관대사의 설법을 통해서이므로, 

작품 전체의 주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설법 내용에 비추어 욕망에 대한 관

조적 인식의 의미를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욕망에 대한 관조적 인식을 ‘분별

을 넘어선 인식’과 관련하여 생각해보는 활동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자신이 평소에 지니는 인식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보도록 할 수 있다. 전자는 주제 교육에서 ‘텍스트

의 중심 의미’를 찾는 데, 후자는 ‘자기화된 의미’를 찾는 데 의의가 있는 활동이

다. 이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 99 -

(가) 원간 이 미인(美人)의 셩(姓)은 진시(秦氏)니 진어(秦御史)의 녀(女子ㅣ)니 일홈은 봉(彩鳳)

이오 모친(母親)이 일 죽고 홀노 부친(父親)을 뫼셔 시방(時方) 빙폐(聘幣)  업더라.

  이 어(御史ㅣ) 경(京師)의 가고 쇼졔(小姐ㅣ) 홀노 집의 잇더니 쳔만 밧긔 양(楊生)을 만

나 보고 의 각,

  ‘㉠녀(女子)의 댱부(丈夫) 조차믄 죵신(終身)의 대(大事ㅣ)라. 일(一生) 영욕(榮辱)과 고락(苦

樂)이 녀시니, 문군(文君)은 과뷔(寡婦ㅣ)라도 오히려 샹여(相如) 조차시니 이제 나 쳐(處子)의 

몸이니 비록 스로 듕인(仲姻) 혐의(嫌疑) 피(避)티 아니나 부녀(婦女)의 졀(節行)의 
(害)롭디 아니고, 허믈며 이 사의 셩명(姓名)과 거쥬(居住) 아디 못니 부친(父親)긔 품(取稟)

여 졍(定) 후 듕(仲媒) 브리려 면 동셔남븍(東西南北)의 어 가 리오?’ (중략)

  “우리 쇼졔(小姐ㅣ) 낭군(郎君)의 회답 글을 보고 십분(十分) 감격(感激)여 시며 낭군(郎君)이 

월하(月下)의 모드려  줄을 뎐(傳)니 쇼졔(小姐ㅣ) 닐오, ‘남녜(男女ㅣ) 혼인(婚姻) 젼(前)의 서

로 보미 녜(禮) 아닌 줄을 아 야흐로 그 사의게 의탁(依託)려 며 어이 그 을 슌(順)치 아

니리오마, 밤의 서로 보면 사의 의심(疑心)이 이실 거시오 부친(父親)이 드셔도 더옥 그릇 너기

실 거시니 밝 날노 듕당(中堂)의셔 잠간 보고 언약(言約)을 졍(定)샤이다’ 시더이다.”

  양(楊生)이 차탄(嗟歎)여 오,

학습 활동 9. (가)~(다)에서 인물들이 욕망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 태도를 보이
고 있는지, 육관대사의 최종 설법 내용에 비추어 서술해 보자. 

학습 활동 10. 이러한 인식 태도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상 인물 층위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을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살폈다. 다음으로는 인물 간 관계 층위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2) 인물 간 관계 형상과 주체적 인식의 이해

  여기서는 인물 간 관계 층위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을 위해 인물 간 

관계 형상과 그에 따른 주체적 인식의 이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설계한다. 앞서 설정한 세 가지 목표인 ‘평등성과 차등성의 공존 파악’, ‘상호 인

정의 태도에 구체화된 질서에 대한 인식 해석’, ‘주체적 인식의 점층적 배열을 

바탕으로 한 주제 추론’을 성취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제안하겠다.

  다음은 학습 활동을 위해 학습자에게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을 작품 가운데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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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져(小姐)의 밝은 소견(所見)과 졍다온 은 소(小生)의 미 배 아니로소이다.” (48, 50, 58) 

(나) 원간 츈낭(春娘)의 셩(姓)은 가시(賈氏)오 본 셔쵹(西蜀) 사이라. 그 아비 셔울 아젼(衙前)이 

되여 뎡도(鄭司徒) 집의 공(功)이 만터니 병(病)드러 죽은 후의 그 녀(女子ㅣ) 나히 십셰(十歲)예 

의디(依支)  업니 도(司徒) 부쳬(夫妻ㅣ) 잔잉이 너겨 부듕(府中)의 두어 쇼져(小姐)로 더브러 

놀게 니, 나히 쇼져(小姐)의게 노 아래오 용뫼(容貌ㅣ) 슈려(秀麗)야 온갖 고은 되(態度ㅣ) 가

니, 단졍(端正)며 존귀(尊貴) 샹(相)이 쇼져(小姐)의게 밋디 못나  졀가인(絶代佳人)이오, 

시(詩才)와 필법(筆法)과 녀공(女工)이 공교(工巧)미 쇼져(小姐)로 더브러 서로 샹하(上下)디라, 

쇼졔(小姐ㅣ) 랑기 동긔(同氣)티 야 편시(片時) 나디 못니 일홈이 비록 노(奴主ㅣ)

나 실(實)은 규듕(閨中)의 븡위(朋友ㅣ)라. (중략)

  쇼졔(小姐ㅣ) 보기 맛고 각되,

  ‘운낭(雲娘)의 글이 더옥 쟝진(長進)얏도다. ㉢신으로 몸의 비(比)고 옥인(玉人)은 날노 닐너시

니 상시(常時)의 나디 아니타가  사을 조 갈 제 져 져릴가 니 츈낭(春娘)이 날을 사랑

도다.’

  다시 보고 우어 닐오,

  ‘㉣츈낭(春娘)이 나의 자 상(牀)을 가지로 오고져 여시니 날노 더브러  사을 셤기고져 

도다. 이 아 이 변(變)엿다.’ (134, 156)

(다) 영양(英陽)이 죠용이 후(后)긔 오,

  “당초(當初)의 난양(蘭陽)으로 더브러 좌(座次) 뎡(定)야 안미 실(實)노 외람(猥濫) 낭낭

(娘娘)의 양휵(養育)시 은덕(恩德)을 외(外待) 야 본심(本心)을 딕히디 못엿더니, 이제 

양가(楊家)의 도라가 ㉤난양(蘭陽)이 오히려 졔일위(第一位) 양(辭讓)면 이 쳔고(千古)에 업
일이니, 낭낭(娘娘)과 셩상(聖上)이 미리 뎡(定)시믈 라이다.”

  난양(蘭陽) 왈(曰),

  “소졔(小姐ㅣ) 젼일(前日) 됴희(趙姬)예 말을 인(引)미 졍히 이 일을 위미라. ㉥져졔(姐姐ㅣ) 덕셩

(德性)과 (才學)이 다 쇼녀(小女)의 밋 배 아닌니 비록 뎡문(鄭門)의 이실디라도 쇼녜(小女ㅣ) 오히

려 됴희(趙姬)의 양위(讓位) 려든, 이제 형뎨(兄弟) 된 후 엇디 존비(尊卑) 이시리잇고? 쇼녀(小女)
비록 둘재 부인(夫人)이 되여도 왕희(王姬)예 존귀(尊貴)믄 손(損)미 업거니와, 만일(萬一) 졔일위(第

一位)예 거(居) 낭낭(娘娘)이 져져(姐姐) 양휵(養育)신 이 어 잇니잇고? 브 쇼녀(小女)의

게 졍위(正位)을 양(辭讓)랴 면 진졍(眞情)으로 양시(楊氏)의 가믈 원티 아니이다.” (412, 414)

  이 세 대목은 인물들 간의 관계가 맺어지는 방식을 중심으로 평등성과 차등성

의 공존 양상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질서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그렇다면 이 대목을 토대로 어떠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학습 목표에 맞게 절차화해 보겠다.



- 101 -

      ① 범주화를 통한 평등성과 차등성의 공존 양상 확인

  (가)~(다)에서 인물의 평등성과 차등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규범성과 탈규범성에 대한 범주화 활동과 마찬가지로 평등성과 차등성을 명확하

게 구분할 수 있는 지점들을 표시한 후, 이를 토대로 인물 간 관계의 속성을 파

악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범주화하는 기준으로는 평등성과 차등성의 기준 외

에 ‘교류 분석 이론(Transactional Analysis)’213)의 틀도 동원할 수 있다. 교류 

분석 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와 다

른 사람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을 상정한다. 첫 번째는 

자신은 부정하고 타인을 인정하는 방식, 두 번째는 자신만을 인정하고 타인은 

부정하는 방식, 세 번째는 자신과 타인을 모두 부정하는 방식, 네 번째는 자신과 

타인을 다 함께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관계의 속성을 범주화

할 경우, 평등성과 차등성이 어떠한 심리에 기인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으로 구체화된다.

자신을 부정하고 타인은 인정함 자신만을 인정하고 타인은 부정함

자신과 타인을 모두 부정하는 방식 자신과 타인을 다 함께 인정함

사회적 신분을 자신과 상대의 우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가? 

사회적 신분과 관계없이 상대가 지닌 능력을 인정하는가?

<보기>
기준 1) 

기준 2)

학습 활동 1. ㉠~㉥에서 상대에 대해 인물이 보이는 태도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자.

학습 활동 2. 1에서 살펴본 태도들을 <보기>의 기준에 맞게 분류해 보자. 

  두 활동을 통해 인물 간에는 사회적 관계로 인해 존재하는 차등성과 서로의 

재모와 덕성 등 능력을 인정함으로써 생기는 평등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등성과 차등성의 차이는 자신을 인정하는 것과 부정하는 것의 차

이이고, 상대에 대해서는 인정의 태도가 계속 견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의 <구운몽> 교육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다. 교과서에 <구운

213) 교류 분석 이론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분석하는 이론으로, 심리 치료의 한 방법으로

도 사용되고 있다. 의사소통의 기본 태도를 연구하는 이론이다. (Thomas A. Harris, I'm OK, 
you're OK : a practical guide to transactional analysis, New York : Harper & Row,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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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이 수록될 때 인물들의 다채로운 관계가 나타나는 양소유의 삶이 다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학습자들은 <구운몽>에 애정 관계만이 등장하고, 여덟 

여인을 모두 취한다는 점에서 양소유가 남녀 관계에 있어 우위를 점한다는 고정

관념을 품게 된다. 이는 작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채 구축한 인상이

기 때문에 양소유의 삶을 서술하는 데 할애된 긴 서사 분량을 단순한 애정 성취

의 연속으로 축소하여 해석하게 한다.   

  그러나 양소유의 삶에 나타나는 인물 간 관계는 고정된 사회 질서에 따라서만 

형성되지 않고 인물의 태도에 따라 다양한 면모를 띤다. 이 점을 파악하기 위해 

인물 간 관계에서 각 인물이 보이는 태도에 주목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이 점

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다.

      ② 맥락 분석을 통한 주체적 인식의 도출

  <구운몽>의 인물 간 관계에 평등성과 차등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파악한 학습

자는 이 점을 작품에서 인물들이 구축하는 질서와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

에 대한 세계 인식 내용을 도출할 때 ‘상호 인정의 태도’라는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매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인물의 평등성과 차등성이 공존하는 데 상호 

인정의 태도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러한 기능과 인물들이 구축하는 질서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형상에서 견지되는 인식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

함으로써 ‘사회의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다)에는 공통적으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우위에 있음을 자랑하

지 않고 열위에 있음을 억압이라 생각하지 않는 인물의 모습이 나타난다. 우위

에 있는 인물은 열위에 있는 인물의 능력이 뛰어날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그를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분에 따른 위엄이나 역할행동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 한편 열위에 있는 인물은 신분에 의거한 질서를 따르며 그에 대한 역할 

기대를 만족시키면서도, 그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지는 않는다. 자신이 할 수 있

는 범위 내에서의 파격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는 질서에 대한 주체적이

고 자발적인 태도로서, 상층 인물과 하층 인물이 신분과 능력을 모두 고려하여 

서로를 존중하는 데서 비롯한다. 

  이렇게 상호 인정의 태도가 인물 간 관계에서 평등성과 차등성이 공존할 수 

있는 맥락으로 작용하고, 이 가운데서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찾아볼 수 있

다. 이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인물 간 관계가 다른 양상을 보이는 작품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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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낭자가 노래한 시를 살펴보건대, 앵앵(鶯鶯)은 실절(失節)한 여인이었고 설도(薛濤)는 

창녀의 몸이었소. 그 시가 비록 공교롭다고는 하나 그 행실은 매우 비천하였던 것이지

요. 고금의 음악이 아조(雅調)가 아닌 것이 없소. 당나라 때의 시 가운데에도 또한 노래

할 만한 것이 많이 있다오 그런데 낭자는 어찌하여 그러한 곡조를 택한 것이었소?”

교씨는 크게 부끄러워 머뭇거리다 사죄하였다. 

“시골 여자라서 단지 사람들이 하는 바를 본받았을 뿐입니다. 그 선악은 저 자신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부인께서 바른 도리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첩은 응당 그 말씀

을 뼈에 새겨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부인이 다시 교씨를 위로했다.

“내가 낭자를 사랑하므로 이야기한 것이었소. 차후로 나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낭자 

또한 숨기지 말고 바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오.” (중략)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첩을 불러 놓고 책망하셨습니다. ‘상공께서 너를 취하신 

까닭은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집안에 미색이 부족한 때문이 아니었어. 그

런데 너는 밤낮으로 얼굴이나 다독거렸지. 또한 듣자 하니 음란한 음악으로 장부의 심

지를 고혹하게 하여 선소사의 가풍을 무너뜨리고 있다 하더구나. 이는 죽어 마땅한 죄

이다.’”214)

학습 활동 3. <보기>의 사씨와 교씨가 서로에 대해 지니는 태도를 (가)~(다)에 

나타난 태도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말해 보자.

는 것이 유용하다. 유사한 구도에서 상호 인정의 태도가 없을 경우에 평등성과 

차등성이 공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나타나기 힘들

다는 것을 학습자가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비교 대상으로는 <사씨남정기> 중에서 교씨가 연주하는 음률에 대해 사씨가 

바른 도리로 깨우치자, 교씨가 오히려 이를 모함의 소재로 삼는 장면이 제시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사씨가 교씨를 질정(叱正)하면서도 자신의 잘못도 얼마든

지 지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정의 태도가 구현되는 조건일 수 있다. 그

러나 교씨가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고, 사씨의 의도를 곡해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평등성과 차등성이 공존하지 못하고, 상호 

인정의 태도도 구현되지 못한다. 처첩 관계라는 질서에 대해서도 주체적인 인식

이 나타나지 못하며, 교씨는 악행을 통해 자신의 열등성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

다. 이에 대한 학습 활동을 다음과 같이 구안할 수 있다.  

214) 김만중, 앞의 책, 1999, 39~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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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물 간 관계 층위의 세계 형상에서 나타나는 세계 인식은 작가가 사회 질서

에 대하여 인식한 것과 유사하다는 것을 Ⅱ장에서 살펴보았다. 이 점을 고려하

여 작품에 내적 맥락으로 나타난 것이 작품이 창작되었을 당시의 사회 맥락과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작가가 처한 사회적 상황과 그의 인식 태도를 

작품에 나타난 형상과 연결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구운몽>에는 

실제 사회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니라 작가의 관념 속에 있는 ‘이상적

인 모습’이 반영되었음을 이해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를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구안할 수 있다.

<보기>

  “요즈음 아랫사람들은 모두 군상(君上)께서 신하들을 믿지 않는다고 여기지만 실은 신

하들도 군상의 뜻을 믿지 않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신하로서 군상을 의심하는 

것이 진실로 도리(道理)나 분의(分義)상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인정(人情)에 있어

서는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215)

학습 활동 4. <보기>는 이 소설의 작가 김만중이 임금에게 말한 내용이다. 이

를 참고할 때 김만중이 (가)~(다)와 같이 인물 간 관계를 구성한 의도가 무엇

일지 생각해 보자.

  <보기>에 제시된 글에서 김만중은 질서에 무조건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인정

(人情)에 비추어보았을 때 쉽지 않은 일임을 밝히고 있다. 경험과 당위의 괴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관계 구성원들이 서로 믿는 것을 이상적인 태도

로 설정한다는 점에서 질서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을 상호 인정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렇게 작가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인물 간 관계 형상과 그에 

따른 인식에 접근하는 것은 학습자로 하여금 작가의 입장이 되어 형상과 인식을 

통어해보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작품에 나타난 형상이 자신이 

생각하는 세계의 논리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

석해보려는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실제 상황 뿐 아니라 관념적 내용, 드러내고 

싶은 작가의 이상 등도 형상화의 대상에 포함시키게 되는 것이다. 

215) “近日事下之人 皆以爲上不信下 而其實 不亦不能無不信君上之意 以下疑上 固是道理分義所不敢

出 而其在人情 亦或有不得免者” (김만중, 김병국․최재남, 정운채 공역, 『西浦年譜』, 서울대학

교 출판부, 1992, 202쪽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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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점층적 배열의 효과 검토를 통한 주제화

  이상에서 살펴본 상호 인정의 태도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드러나며 작품 전체

에 걸쳐 점층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점층적 배열은 인물 간 관

계 층위의 형상에서 나타나는 세계 인식 내용을 한층 강조해주므로 이에 대한 

내용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다)의 인물 간 관계를 규정하고, 이러

한 관계가 유교 사회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관계로서 작품에 나타난 순서에 따라 

그 차원이 점차 확대되는 구도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한 배경지식을 

역사적 사실이나 친숙한 문학작품의 예를 들어 상기시키도록 하는 것이 도움

이 된다. 이를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학습 활동 5. 유교 사회의 질서에 비추어 (가)~(다)에 등장하는 인물 간 관계

를 각각 규정해 보자.

학습 활동 6. (가)~(다)를 작품에 제시된 순서대로 배열해보자. 이러한 배열이 

보이는 특징이 어떠한지 서술해 보자.

  점층적 배열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이를 작품 전반의 속성으로 확대할 수 있

게 된다. 평등성과 차등성을 공존시키며 상대와의 관계에서 상호 인정의 태도를 

보이는 인물들을 통해 작품 전반에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점층적으로 반복

되며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1)에서 살펴 본 주제화 활동과 마찬가지로,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 또한 

‘분별을 넘어선 인식’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주제화가 가능하다. 그런 후에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이 학습자 자신의 삶에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생

각해보도록 할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제시할 수 있다.

학습 활동 7. (가)~(다)에서 인물들이 질서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 태도를 보이

고 있는지, 육관대사의 최종 설법 내용에 비추어 서술해 보자. 

학습 활동 8. 이러한 인식 태도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생

각해 보자.

  이상 인물 간 관계 층위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을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이

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살폈다. 다음으로는 시․공간 층위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

식 교육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 106 -

(가) ㉠ 향노(香爐)의 젼단(栴檀)을 다시 픠오고 의연(毅然)이 포단(蒲團)의 안쟈 졍신(精神)을 가다듬

아 념쥬(念珠) 고로며 일쳔(一千) 브텨 념(念)더니 홀연(忽然) 챵(窓) 밧긔 동(童子ㅣ) 브,

  “형(師兄)은 드러냐? 뷔(師父ㅣ) 브시이다.”

  셩진(性眞)이 놀나 각,

  ‘깁흔 밤의 날을 브니 반시 연괴(緣故ㅣ) 잇도다.’ (24)

㉡ 호승(胡僧) 왈(曰),

  “이 어렵디 아니니이다.”

고, 손 가온 셕쟝(錫杖)을 드러 셕난간(石欄干)을 두어 번 두리니 홀연(忽然) 네역 뫼골노셔 구

이 니러나 대샹(臺上)의 이여 디쳑(咫尺)을 분변(分辨)티 못니, 승샹(丞相)이 졍신(精神)이 아
야 마치 몽듕(醉夢中)의 잇 더니 오래게야 소 질너 오,

  “뷔(師父ㅣ) 어이 뎡도(正道)로 쇼유(少遊) 인도(引導)티 아니고 환슐(幻術)노 서로 희롱(戱弄)

뇨?” 

  말을 듯디 못야셔 구름이 거두치니 호승(胡僧)이 간 곳이 업고 좌우(左右) 도라보니 팔낭(八

娘子ㅣ)  간 곳이 업디라. 졍히 경황(驚惶)야 더니, 그런 놉흔 (臺)와 만흔 집이 일시(一

時)의 업셔지고 졔 몸이  젹은 암(庵子) 듕(中)의  포단(蒲團) 우 안쟈시 향노(香爐)의 블이 

임의 샤라지고 디난 이 창(窓)의 임의 빗최엿더라. (544, 546)

(나) ㉠ 양원(楊元帥ㅣ) 영듕(營中)의셔 도적(盜賊) 믈니틸 계교(計巧) 각디 못여 야(此夜)의 

교위(交椅) 의지(依支)여 잠간(暫間) 조으더니, 믄득 긔이(奇異) 향내 코의 득며 녀동(女童) 

냥인(兩人)이 나아오니 용뫼(容貌ㅣ) 긔이(奇異)더라. 샹셔(尙書)려 닐오,

  “우리 낭(娘子ㅣ) 잠간(暫間) 귀인(貴人)을 쳥(請)시더이다.” (288)

㉡ “산야(山野) 사이 귀 눈이 업셔 대원수(大元帥) 오시 줄 아디 못야 먼니 맛디 못니 죄(罪)

 샤(赦)쇼셔. 원(元帥ㅣ) 이번은 도라올  아니어니와 임의 와시니 뎐샹(殿上)의 올나 녜(禮)하

쇼셔.”

    (3) 시․공간 형상과 유동적 인식의 이해

  마지막으로 시․공간 층위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을 위해 시․공간 형상

과 그에 따른 유동적 인식의 이해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설계한다. 

앞서 설정한 세 가지 목표인 ‘시․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공존 파악’, ‘역설

적 환몽 구조에 구체화된 본질에 대한 인식 해석’, ‘유동적 인식의 중첩적 배열

을 바탕으로 한 주제 추론’을 성취하기 위한 학습 활동을 제안하겠다.

  다음은 학습 활동을 위해 학습자에게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을 작품 가운데에서 

발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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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셰(尙書ㅣ) 분향(焚香) 녜(禮拜)고 뎐(殿)의 리더니 믄득 실죡(失足)여 업더져 놀나 
니 몸이 영듕(營中)의셔 교위(交椅)예 의지(依支)야고 이 임의 앗더라. 샹셰(尙書ㅣ) 쟝(壯士)

 모흐고 문왈(問曰),

  “너 밤의 무 이 잇더냐?” (312)

(다) ㉠ 이쳐로 각 이 져기 편(便)야 벼을 의디(依支)얏더니  을 어드니 텬샹(天

上)의 올나가니 칠보(七寶) 궁궐(宮闕)의 오운(五雲)이 어엿더라. 시녀(侍女) 냥인(兩人)이 양샹셔(楊

尙書)려 니,

  “뎡쇼져(鄭小姐) 쳥(請)시이다.”

  샹셰(尙書ㅣ) 시녀(侍女) 조 드러가니, 너른  신션(神仙)의 치 옥이 픠여고 누(樓) 우
션녀(仙女) 삼인(三人)이 엇게 와 안져시니 복(服色)의 셩(盛)미 후비(后妃) 고 프 눈썹과 

은 눈이 서로 더니, (394)

㉡ 샹셰(尙書ㅣ) 두 션녀(仙女)을 보니 말셕(末席)의 안 재(者ㅣ) 면목(面目)이 익은  능(能)히 

디 못더라. 믄득 원문(轅門)의셔 븍 치고 쥬라(朱喇) 브 소의 을 야 몽(夢事)을 각

니 십분(十分) 길(吉)치 아닌디라. 의 황홀(恍惚)야 심이 의례(疑慮)더라. (396)

(라) 내 치(致仕) 후(後)로부터 밤의 잠곳 들면 양 포단(蒲團) 우셔 참션(參禪)야 뵈니 이 필

연(必然) 블가(佛家)로 더브러 인연(因緣)이 잇디라. (540)

   

  (가)~(라)는 시․공간의 경계가 나누어지는 입몽과 각몽 부분이며, 여기서 연속

성과 불연속성이 어떻게 공존하는지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이것이 본질에 대한 

인식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파악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하였다. 이 대목을 토대

로 어떠한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학습 목표에 맞게 절차화해 보겠다.

      ① 범주화를 통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공존 양상 확인

  (가)~(라)에서 시․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단계

이다. 지금까지의 <구운몽> 교육에서 시․공간은 양소유의 삶이 펼쳐지는 꿈과 성

진의 삶이 펼쳐지는 현실이라는 거시적 층위에서 분류되어 왔다. 그러나 <구운

몽>에서 꿈과 현실은 고정된 시․공간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가)~(라)에 나타나는 꿈과 현실을 각각 범주화해 봄으로써 알 수 있다. 이를 위

해 다음과 같은 활동이 제시될 수 있다.



- 108 -

학습 활동 1. (가)~(라)의 시․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자.

시․공간 중심인물

(가)
꿈

현실

(나)
꿈

현실

(다)
꿈

현실

(라)
꿈

현실

  학습 활동 1을 통해서 학습자는 장면에 따라 꿈과 현실의 중심인물이 달라진다

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을 바탕으로 꿈과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성

과 불연속성도 확인할 수 있다. 각 장면마다 꿈에서의 인물 및 시․공간이 현실에

서의 인물 및 시․공간과 연속성을 지니는지 불연속성을 지니는지를 비교할 수 있

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성진이 양소유로서의 존재변환을 하는 꿈에서 중심인물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파악해보면, 두 인물이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불연속성을 지니지만 이상적 인물로서의 성격을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연속성을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구안할 수 있다.

학습 활동 2. (가)~(라)의 ㉠과 ㉡은 현실과 꿈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여기에

서 꿈과 현실이 연속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 반대로 연속되지 않

는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찾아보자.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꿈과 현실의 구분이 고정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꿈과 현실의 경계 또한 연속적이기도 하고 불연속적이기도 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렇게 시․공간에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살펴보는 것은 학

습자로 하여금 성진과 양소유의 삶을 분리하여 파악하지 않도록 하는 단서가 된

다. 이를 바탕으로 성진이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큰 깨달음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역설적 환몽이 본질 탐구의 방식을 형상화하는 데 어떻게 관련되는

지를 분석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② 맥락 분석을 통한 유동적 인식의 도출

  <구운몽>의 시․공간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고 있음을 파악한 학습자는 

이 점을 작품 전반에 나타난 본질 탐구의 과정과 관련하여 해석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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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세계 인식 내용을 도출할 때 ‘역설적 환몽 구조’라는 맥락을 분석하는 

것이 매개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시․공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존하는 데 

역설적 환몽 구조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그러한 기능과 본질 탐구의 과정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러한 형상에서 견지되는 인식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

함으로써 ‘세계의 본질에 대한 유동적 인식’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가)~(라)가 공통적으로 ‘환몽 구조’라는 장치임을 설명해야 

한다. 환몽 구조의 일반적 기능을 학습함으로써 이러한 구조가 지니는 관습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런 후에 이러한 관습적인 의미가 <구운몽>의 환몽 구

조에도 적용되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으로 구안

될 수 있다.

<보기>

  환몽 구조는 보통 ‘깨달음에 도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때  깨닫기 전의 ‘현

실’과 깨달음의 배경이 되는 ‘꿈’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질서를 갖는 공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꿈’은 닫힌 시․공간이 되고, 그 시․공간에서 얻은 깨달음은 관념적으로 여겨진다.

학습 활동 3. ‘환몽 구조’에 관한 <보기>의 설명을 토대로 (가)~(라)의 의미를 

해석해 보자.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지 생각해 

보자. 

  일반적인 환몽 구조가 현실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별도

의 공간으로서 ‘꿈’을 설정한다면, <구운몽>의 환몽 구조는 그러한 공간으로서의 

‘꿈’을 ‘현실’과 역전시키기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환몽 구조의 

특징을 역설적 환몽 구조라 부른다면, 역설적 환몽 구조는 깨달음을 탈속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반적인 환몽 구조와 달리 깨달음을 현실 공간에서도 충

분히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힘이 있다. 

  이러한 역설적 성격은 작품 말미에 등장한 육관대사의 최종 설법 내용에 구체

화된다. 육관대사의 최종 설법 내용은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과, 모든 것이 ‘일시성’을 갖는다는 것이었다. 이 두 가지 내

용은 지금까지 학습자들에게 관념적인 내용으로서만 익혀져 왔다. 그러나 <구운

몽>의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환몽 구조의 성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면 

보다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환몽 구조 자체에 진위의 판명이 불분명한 속

성이 부여되어 있고, 장황하거나 심각한 일이 일시적인 속성을 갖는 꿈이 될 수

도 있다는 맥락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법 내용과 역설적 환몽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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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대저 사람의 한 몸의 안에는, 마치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다. 그때는 

방편으로 말을 해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는데, 이 또한 한 방법이다. 이것이 바로 석씨

(釋氏)가 마음으로써 마음을 살핀다는 주장인데, 굳이 주자에게 배척을 당했던 것이다. 

마음으로써 마음을 살핀다는 것은 스스로 그 마음을 점검한다는 것이고, 인심이 도심에

학습 활동 6. <보기>는 유교와 불교 사상에 대한 김만중의 글이다. <구운몽>

에 나타난 역설적 환몽의 성격과 관련하여 김만중의 인식 내용을 정리해 보자.

을 파악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다.

학습 활동 4. 육관 대사의 설법 내용을 고려하여 (가)~(라)에 나타난 환몽 구

조의 성격에 대하여 서술해 보자.

  학습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운몽>의 시․공간에 대한 ‘문학적 지

도’216)를 제작할 수 있다. 작품 내용을 기반으로 서사 공간의 정신적 지도를 구

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처음부터 꿈과 현실을 이분하여 그 둘의 차이를 

부각시킴으로써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나타난 형상이 정신에 아

로새기는 인상을 바탕으로 작품을 도식화하는 것이다.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공

존하는 역설적 환몽이 문학적 지도로서 제작되는 경우에는 단절된 두 공간이 아

니라 한 공간 안에서 위치를 바꾸어 가는 두 유동체가 그려질 수 있다. 이와 관

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설정할 수 있다.

학습 활동 5. (가)~(라)를 종합하여 <구운몽>에 등장한 ‘환몽 구조’를 자유롭

게 도식화해 보자.

  도식화를 통해 ‘환몽 구조’의 유동성을 인지하게 된 후에는 이를 본질 탐구의 

방식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유동성이 본질 탐구의 방식과 연결될 수 있

다는 것의 근거는 작가의 사상적 배경을 참고함으로써 마련될 수 있다. 작가 김

만중이 세계의 본질을 탐구하는 사상 가운데 유교와 불교에 대하여 유동적 인식

을 하였음을 학습자에게 참고 자료로 제시한 후 역설적 환몽 구조의 의미와 관

련짓도록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활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216) ‘문학적 지도 제작(literary cartography)’은 독자들이 서사 공간의 정신적 지도를 재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지 서사학자 마리-로르 라이언이 제안한 것인데, 시간과 공간이 근본적으

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은 정적 배경이 아니라 동적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을 바탕

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차용하여 ‘문학적 지도’라는 개념을 학습 활동에 활용

하였다. (Robert E. Scholes ․ James Phelan ․ Robert L. Kellogg, 앞의 책, 499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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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명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써 그 마음을 점검받는다는 것이니, 그 차이가 있

음을 발견할 수가 없다.

      ③ 중첩적 배열의 효과 검토를 통한 주제화

  이상에서 살펴본 역설적 환몽 구조는 시․공간에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공존하게 

하는데, 환몽 구조의 배열이 중첩되면서 역설적인 성격은 한층 강조된다. 이는 

시․공간 층위의 형상에서 나타나는 세계 인식 내용의 강조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

한 내용 학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가)~(라)의 환몽 구조 간의 관계를 따져야 한다. (가)가 (나), (다), 

(라)의 꿈을 포괄하는 형태이면서도 (나), (다), (라)의 기준에서 보면 (가)가 그 

속에 포괄될 수 있는 형태임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 (라)는 (가)에 대하여 

성진의 실제 삶의 모습만이 꿈으로 나타난 것인 데 비해, (다)는 팔선녀의 모습

을 환기하는 여인들 중 정경패로서의 정체성을 내세우는 여인도 등장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양상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구운몽>의 환몽 구조가 

일관된 기준에 근거한 배열이 아닌 중첩된 배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한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다. 

연속성 불연속성

(가)와 (나)의 관계

(가)와 (다)의 관계

(가)와 (라)의 관계

학습 활동 7. (가)~(라)의 관계를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기준으로 나누어 생각

해 보자. 

               

학습 활동 8. 7을 참고하여 (가)~(라)의 배열 방식이 역설적 환몽의 성격과 어

떠한 관련을 지니는지 생각해 보자.

  이와 같이 중첩적 배열의 양상과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작품에서 도출된 인식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1), (2)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주제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분별을 넘어선 인식’과 관련하여 본질에 

대한 유동적 인식 태도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이것이 학습자 자신의 삶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역설적 환몽과 본질 탐구 방식의 관련성을 살필 때 작가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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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만을 참고했고, 인물이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식을 했는지는 살피지 못했

다. 그 이유는 육관대사의 설법을 들은 성진이 세계의 본질을 무엇이라 깨우쳤

는지 구체적인 언술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점을 이용하여 모든 삶을 

경험한 후의 성진이 세계의 본질을 무엇이라 깨달았는지를 학습자가 직접 글로 

구성하는 활동을 꾀할 수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으로 구체화된다.

학습 활동 9. 성진이 ‘세계의 본질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중생들에게 강연

을 한다고 할 때, 강연의 핵심 내용이 무엇일지 상상하여 서술해 보자. 

학습 활동 10. 이러한 인식 태도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떠한 효용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상 시․공간 층위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을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도

록 하는 방법을 살폈다. 지금까지 정리한 학습 활동은 학습자의 주목 지점과 사

고 방향을 안내하는 예시 문항이며, 작품에서 드러내고자 한 세계 인식을 습득

하는 절차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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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형상과 인식의 관련성 및 문학작품의 세계와 실제 세계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하는 것

을 목표로 하였다. <구운몽>은 우수한 형상성과 사상성으로 인해 그 작품성을 

높이 평가받아왔다. 그러나 기존의 <구운몽> 교육은 작품의 결말부만을 교과서

에 수록하여 그 부분에 나타난 육관대사의 설법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를 

도출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리하여 작품 전반의 다기한 서사 요소가 설

명되지 못하고, 각몽 부분에 집약된 사상성도 충분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돌연

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한편 <구운몽>이 인간의 삶과 세계의 보편적인 모

습을 다루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가 있다는 관점도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이념적

이고 사상적인 차원의 깨달음을 강조하는 데서 욕망의 성취도 긍정하는 방향으

로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경우의 교육 내용은 학습자 개인의 선호와 

가치관을 확인하는 데 그쳐, 작품을 통한 인식의 확장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개념

을 통해 <구운몽>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먼저 Ⅱ장에서는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의 개념 및 관련성을 살피고, 분석 대

상이 될 소설에서 세계의 층위가 인물, 인물 간 관계, 시․공간으로 나누어짐을 살

펴보았다. 그리고 세계 인식을 담지하는 매개로서 세계가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그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는 구체적으로 세계 인식의 명료화를 위한 특성 선택, 

세계 인식의 구체화를 위한 맥락 설정, 세계 인식의 전일화를 위한 형상 배열이

다. 실제 세계와의 관련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작품의 내적 유기성이 구축되는 

과정을 담는다는 점에서 이 세 방식은 Ⅲ장에서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분석의 틀이 된다. 이어서는 학습자의 감상 내용 분석을 토대로 <구운몽>

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이 지니는 문학교육적 의의를 밝혔다. 

  Ⅲ장에서는 앞서 세계의 층위를 인물, 인물 간 관계, 시․공간으로 나눈 것을 토

대로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을 분석하였다. <구운몽>의 세계 형상 

중 인물 형상에서는 계층별로 규범성과 탈규범성이 선택되고, 이것이 공존할 수 

있는 속임수 삽화가 맥락으로 설정되어, 반복적으로 배열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인물 간 관계 형상에서는 평등성과 차등성이 상호 인정의 태도로 맥락화되어 점

층적으로 배열되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공간 형상에서는 연속성과 불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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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역설적 환몽 구조로 맥락화되어 중첩적으로 배열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

렇게 분석된 인물 형상, 인물 간 관계 형상, 시․공간 형상은 각각 개인의 욕망에 

대한 관조적 인식, 사회의 질서에 대한 주체적 인식, 세계의 본질에 대한 유동적 

인식을 환기한다고 보았다.   

  Ⅳ장에서는 <구운몽>의 세계 형상과 세계 인식 교육을 설계하였다. <구운몽>

의 인물 형상을 통해 관조적 인식을 이해하는 것, 인물 간 관계 형상을 통해 주

체적 인식을 이해하는 것, 시․공간 형상을 통해 유동적 인식을 이해하는 것 세 

가지를 목표로 계열화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하위 항목에 대립적 특성의 공존 

양상을 파악하는 것, 맥락에 구체화된 인식 내용을 해석하는 것, 배열 양상을 바

탕으로 주제를 추론하는 것을 범례로 삼은 세부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범주화, 맥락 분석, 배열의 효과 검토와 주제화를 범

례로 삼은 세부 학습 활동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구운몽>의 서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상과 인식의 관련

성 속에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의 인식 확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 내

용과 방법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세계 인식의 문제가 작

품의 전면에 내세워지지 않은 다른 문학작품에도 이러한 연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는 차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 115 -

자료 및 참고문헌

1. 자료 

(1) 주 자료

김만중, 김병국 교주․역, 『구운몽』,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2) 보조 자료

김만중, 홍인표 역주, 『西浦漫筆』, 일지사, 1987

김만중, 김병국․최재남, 정운채 공역, 『西浦年譜』,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2

김만중, 이래종 역, 『사씨남정기』, 태학사, 1999

김진영 외, 『심청전 전집』1, 2, 3, 7, 박이정, 1998

司馬遷, 정범진 외 역, 『史記列傳』 上, 까치, 1996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2003

조혜란, 정선희 역주, 『소현성록』1, 소명출판, 2010

2. 국내 논문

강상순, 「<구운몽>과 17세기 장편소설의 정신분석」, 『배달말』27, 배달말학회, 

2000

권기호, 「N. 하르트만과 하이데거 예술관으로 본 시 해석 연구」, 『어문학』65,  

한국어문학회, 1998

권순긍, 「문제 제기를 통한 고소설 교육의 방향과 시각 -고등학교 국어 교육과 

소재 <구운몽>, <춘향전>, <흥부전>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권혁래, 「대학 교양수업에서 <구운몽> 읽기와 소설교육」, 『새국어교육』83, 한

국국어교육학회, 2009

김근호, 「소설 텍스트 중층적 읽기의 공간론」, 『독서연구』19, 한국독서학회, 

2008

김동국, 「진리경험으로서의 예술경험에 대한 연구: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을 중



- 116 -

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김동규, 「하이데거의 시적 언어론」, 『연세학술논집』38,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

학생회 , 2003

김문희, 「<구운몽>의 중층적 담론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0, 한국고

전여성문학회, 2005

김병로, 「크로노토프 분석을 통한 <심청전>의 텍스트 의미 고찰」, 『한남어문

학』17․18,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1992

김병욱, 「언어 서사물에 있어서의 공간의 의미」, 『내러티브』, 한국서사연구회, 

2000

김성진, 「소설의 인식론으로서의 아이러니」, 『문학교육론의 쟁점과 전망』, 삼

지원, 2004

김윤식, 「완결의 형식과 출발의 형식: <구운몽>과 <춘향전>」, 『현대문학』

188, 현대문학사, 1970

김인경, 「1970년대 소설에 나타난 서사 전략의 양가성 연구」, 『한국현대문학연

구』24, 한국현대문학회, 2008

김일렬, 「<구운몽> 신고」, 『한국고전산문연구』, 동화출판사, 1981

김종철, 「민족 정서와 문학교육」, 『문학교육학』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0

김종철, 「17세기 소설사의 전환과 ‘가(家)’의 등장」, 『국어교육』112, 한국국어

교육연구학회, 2003 

박남희, 「실현의 진리에서 존재윤리에로」, 『해석학 연구』14, 한국해석학회, 

2004

박인기, 「문학교육과 자아」, 『문학교육의 인식과 실천』, 국학자료원, 2000

박일용, 「<심청가> ‘강상 풍경’ 대목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판소리 연구』8, 

판소리학회, 1997

박일용, 「고전 소설에 나타나는 역설적 비극과 낭만 -고전소설에 설정된 이상적 

인물의 이념과 삶」,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논문집』1,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1999

배수찬, 「김만중 문학의 이중성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서유경, 「공감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 <심청전>의 이본 생성을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서정철, 「바흐친과 크로노토프」, 『외국문학연구』8,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

연구소, 2001

설성경, 「<구운몽>을 통해 본 고전교육의 새 진로」, 『어문연구』87, 한국어문



- 117 -

교육연구회, 1995

신재홍, 「<구운몽>의 서술원리와 이념성」, 『고전문학연구』5, 한국고전문학회, 

1990

신태수, 「<구운몽>에 나타난 대칭적 세계관」, 『한민족어문학』48, 한민족어문

학회, 2006 

안창수, 「<구운몽>에 나타난 형식과 내용의 관계」, 『한민족어문학』16, 한민족

어문학회, 1989

우한용, 「장편소설의 교육방법」, 『모국어교육』8, 모국어교육학회, 1990

유병환, 「<구운몽>의 구조와 소설미학적 실상」, 『고전문학연구』 35, 한국고전

문학회, 2009

윤채근, 「김만중 사유의 세계표상 양식과 <구운몽> -공의 의미와 통속성을 중심

으로-」, 『한국한문학연구』34, 한국한문학회, 2004

이병찬, 「고전소설 교육의 전제와 실제 - <구운몽>과 <춘향전>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27, 반교어문학회, 2009

이상구, 「<구운몽>의 구조적 특징과 세계상」, 『민족문학사연구』25, 민족문학

사학회, 2004

이상백, 「하이데거의 세계 개념」, 『중원인문논총』15,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

연구소, 1996

이은주, 「우화 소설의 인물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이종필, 「‘행복한 결말’의 출현과 17세기 소설사 전환의 일 양상」, 『고전과 해

석』10,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1

이주영, 「루카치의 미메시스론을 통해 본 예술과 현실의 관계」, 『미학예술학연

구』6, 한국미학예술학회, 1996

이주영, 「<구운몽>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문학연구』9, 국문학회, 2003

인권환, 「<심청전> 연구사와 그 문제점」,『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인성기, 「괴테의 고전주의 예술론: 정신적이면서도 감각적인 전체로서의 인간 교

육」, 『괴테연구』22, 한국괴테학회, 2009

전성운, 「<구운몽>의 창작과 명말 청초 염정소설」, 『고소설연구』12, 한국고소

설학회, 2001

전성운, 「<구운몽>의 서사 전략과 텍스트 읽기」, 『문학교육학』17, 한국문학교

육학회, 2005

정길수, 「전기소설의 전통과 <구운몽>」, 『한국한문학연구』30, 한국한문학회, 

2002



- 118 -

정남영, 「루카치의 문학이론의 성취와 한계」, 『영미문학연구』1, 영미문학연구

회, 2001

정하영, 「<심청전> 주제 재고」,『백영 정병욱 선생 환갑기념논총』, 신구문화사, 

1982

조동일, 「문학작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문학연구방법』, 지식산업사, 

1980

조준래, 「크로노토프 분석을 통한 구 유고권 모더니즘 소설의 원심력과 구심력 

연구」, 『외국문학연구』44,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1

최인자, 「작중 인물의 의미화를 통한 소설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최인자, 「현대소설 크로노토프들의 대화성과 교섭적 읽기」,『문학교육학』31, 

한국문학교육학회, 2010

황혜진, 「가치경험을 위한 소설교육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황혜진, 「서사 텍스트의 주제 진술 방식 연구」, 『독서연구』15, 한국독서학회, 

2006

황혜진, 「<구운몽>의 정서 형성 방식에 대한 교육적 고찰」, 『고전문학과 교

육』2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0 

3. 국내 저서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89

권택영,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동서문학사, 1991

김무조, 『서포소설연구』, 형설출판사, 1974

김병국, 『한국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김병국, 『서포 김만중의 생애와 문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김슬옹, 『담론학과 언어분석: 맥락·담론·의미』, 한국학술정보, 2009

김영한, 『하이데거에서 리꾀르까지』, 박영사, 1987

김욱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이론 』, 문학과지성사, 1988

김일렬, 『문학의 본질: 고전문학의 이해를 위하여』, 새문사, 2006

김정자, 『현대 문학의 양가성』, 태학사, 1999

김종욱, 『한국 소설의 시간과 공간』, 태학사, 2000



- 119 -

김진영․김영수․차충환․김동건, 『심청전』, 민속원, 2005

김현, 『한국문학의 위상: 문학사회학』, 문학과 지성사, 1993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09

나병철,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넘어서』, 소명출판, 1999

문학과문학교육연구소, 『문학의 이해』, 삼지원, 1997

백종현, 『철학의 주요 개념』,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4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신승엽, 『민족 문학을 넘어서』, 소명출판, 2000

엄태동, 『교육적 인식론 탐구』, 교육과학사, 1998

오한진, 『독일 교양소설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9

유평근․진형준, 『이미지』, 살림, 2001

이강옥, 『구운몽의 불교적 해석과 문학치료교육』, 소명출판, 2010

이문규, 『고전소설 비평사론』, 새문사, 2003

이문규, 『고전소설의 서술 원리』, 새문사, 2010

이화인문과학원 편, 『인터-미디어와 탈경계 문화』,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임범송 외, 『맑스주의 문학개론』, 나라사랑, 1989

장상호, 『학문과 교육』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5

전성운, 『조선 후기 장편국문소설의 조망』, 보고사, 2002

정규복, 『<구운몽> 원전의 연구』, 보고사, 2010

조동일, 『한국 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96

조동일, 『한국문학통사』3(제4판), 지식산업사, 2005

조희웅, 『고전소설연구보정』上, 박이정, 2006

철학사전편찬위원회, 『철학사전』, 중원문화, 2009

최선호, 『법학개론』, 홍진출판사, 2000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00년의 문학용어 사전』, 아시아, 2008

한용환, 『소설학사전』, 문예출판사, 2001

4. 국외 논저 

常宏, 『图说美学』, 정유희 역, 『미학 산책: 소크라테스에서 소쉬르까지』, 시그

마북스, 2010

務臺理作, 홍윤기 역, 『철학개론: 세계·주체·인식·실천』, 한울, 1982



- 120 -

Bakhtin, Mikhail M.,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정음사, 1988

Bakhtin, Mikhail M., 이득재 역, 『바흐친의 소설 미학』, 열린책들, 1988

Bakhtin, Mikhail M., 전승희․서경희․박유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Bakhtin, Mikhail M., Formal'nyi metod v literaturovedenii, 이득재 역, 『문예

학의 형식적 방법』, 문예출판사, 1992

Bakhtin, Mikhail M., Estetika Slovesnogo Tvorchestva, 김희숙․박종소 역, 

『말의 미학』, 길, 2006

Bloom, Benjamin S., The Classification of educational goals, 정범모 감수, 이

의도 등역, 『교육목표분류학』1, 교육과학사, 1990

Calvino, Italo, Perché leggere I classici, 이소연 역, 『왜 고전을 읽는가』, 민

음사, 2008

Caputo, John D., How to read Kierkegaard, 임규정 역, 『(How to read)키르

케고르』, 웅진씽크빅, 2008

Cassirer, Ernst, Philosophie der symbolischen Formen, 박찬국 역, 『상징형

식의 철학』, 아카넷, 2011

Clement, Elisabeth 외, Pratique de la philosophie de a á z, 이정우 역,『철학

사전: 인물들과 개념들』, 동녘, 1996

Durand, Gilbert, L' Imagination symbolique, 진형준 역, 『상징적 상상력』, 문

학과지성사, 1983

Durand, Gilbert, 장경렬․진형준․정재서 편역, 「상징주의의 어휘들」, 『상상력이

란 무엇인가』, 살림, 1997

Genette, Gérard, Discours du récit,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Goldmann, Lucien, Pour une sociologie de roman, 조경숙 역, 『소설사회학을 

위하여』, 청하, 1982

Harris, Thomas A., I'm OK, you're OK: a practical guide to transactional 

analysis, New York: Harper & Row, 1969

Hauser, Arnold, Kunst und Gesellschaft, 한석종 역, 『예술과 사회』, 홍성사, 

1982

Heidegger, Martin, Ursprung des Kunstwerkes, 오병남․민형원 공역, 『예술작

품의 근원』, 예전사, 1996

Heidegger, Martin, Grundbegriffe der Metaphysik, 이기상․강태성 공역, 『형이

상학의 근본 개념들: 세계-유한성-고독』, 까치글방, 2003



- 121 -

Hessen, Johannes, Lehrbuch der Philosophie, Bd. 1. Wissenschaftslehre, 

Buch 2. Erkenntnistheorie, 이강조 역, 『인식론』, 서광사, 1994

Irvine, William B., On desire, 윤희기 역, 『욕망의 발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왜 원하는가』, 까치, 2008

Kliem, Manfred, Karl Marx/Friedrich Engels, Über Kunst und Literatur, 조만

영․정재경 역, 『맑스․엥겔스 문학예술론』, 돌베개, 1990

Lacan, Jacques, 민승기․이미선․권택영 공역, 『욕망이론』, 문예, 1994

Lukács, György, Deutsche Literature in zwei Jahrhunderten, 반성완․김지혜․정
용환 공역, 『리얼리즘 문학의 실제 비평』, 까치, 1987

Lukács, György, (Die) Theorie des Romans, 반성완 역, 『소설의 이론』, 심설

당, 1998 

Morson, Gary Saul ․ Emerson, Caryl , Mikhail Bakhtine: creation of a 

prosaics, 오문석․차승기․이진형 공역,『바흐친의 산문학』, 책세상, 2006

Parsons, Michael J. ․ Blocker, Gene H., Aesthetics and education, 김광명 역, 

『미학과 예술교육』, 현대미학사, 1998

Scholes, Robert E. ․ Phelan, James ․ Kellogg, Robert L., (The) nature of 

narrative, 임병권 역, 『서사문학의 본질』, 예림기획, 2007

Schwarz ․ Chur, Semantik: ein arbeitsbuch, 문미선․신효식․이민행 역, 『새로운 

의미론』, 한국문화사, 1999

Todorov, Tzvetan, Mikhail Bakhtine, 최현무 역, 『바흐친: 문학사회학과 대화

이론』, 까치, 1987

Warnke, Georgia, Gadamer, 이한우 역, 『가다머: 해석학, 전통 그리고 이성』, 

민음사 , 1999

Zima, Peter V., Roman und Ideologie, 서영상․김창주 역, 『소설과 이데올로기-

현대 소설의 사회사』, 문예출판사, 1996





- 123 -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the World Figure and World 

Recognition of <Ku-un-mong>

Jeong, Bo-mi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ign a specific literary education which helps 

learners to expand their recognitions through literary figures, and understand a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their own lives. For that, this study classifies 

the levels of world in a fiction and analyzes the connection between figure and 

recognition. The results are eventually applied to <Ku-un-mong(구운몽)> and 

organized as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Ku-un-mong> has been acknowledged for its high literary value because of the 

various narrative elements and thoughts. However, the previous education for 

<Ku-un-mong> gave attention only to delivering the message, the transience of 

life, as a subject of this work, not to explaining its literary value. In this case, it 

is hard to understand various narrative elements of this work but also the thoughts 

integrated in the ending. Meanwhile, the perspective that <Ku-un-mong> has an 

educational value for dealing with the universal truth about human being and world, 

is not specified. Recently, the educational contents of <Ku-un-mong> have been 

changed from emphasizing the ideological awareness to reaffirming the achievement 

of desire. In spite of this change, the way of this education can only confirm the 

individual personal preference and the view of value, which makes it still difficult 

for learners to achieve the improvement of cognitive ability. Based on this critical 

reasoning, this study seeks educational contents and methods that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Ku-un-mong> focusing on ‘World Figure’ and ‘World Recognition’ 

depicted in <Ku-un-mong>.

  ‘World Figure’ means a linguistic figure that appears in a world of literary work, 

It is specific and individual but calls up general and universal ideas of the world. 

Because of that, world figure is related to the real world and lets us discover the 

truth which cannot be easily lighted on. ‘World Recognition’ means the truth that 

discovered through world figure. The contents of world recognition are conc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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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real world but disclosed in the world of works through world figure. World 

figure and world recognition in <Ku-un-mong> make a feature of ambivalence and 

simultaneity which cannot be easily understood by standards of the real world. For 

these reasons, <Ku-un-mong> is the suitable material for learning world figure and 

world recognition.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learners’ appreciations of <Ku-un-mong> indicates 

that: they selectively perceive one of the opposite values that coexist in the work; 

interpret the ideal and fantastical contents as unrelated ones to the real world; and 

understand the subject of work and the narrative structure unrelated. This 

tendency causes for learners not to be able to understand the figure and 

recognition systematically, and feel distance between their world and the world in 

the work. This problem can be overcome through education of world figure and 

world recognition suggested in this study. In other words, this study is significant 

to enhance the cognitive ability of coexistence of opposite values, to strengthen 

the analytic ability for ideal figures, and to enable integrative understandings for 

the subject and narrative structure.   

  In this study, the levels of world in the fiction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character,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and time and 

space(Chronotope). These levels form the foundation of analyzing the world figure 

and world recognition of <Ku-un-mong>. As a result, at the level of character, the 

feature of world figure is not only normative but also beyond the norm. And the 

opposite features are set in the context of episodes with characters’ tricks which 

enable the features to coexist, and to be arranged repetitively. Through this way 

of figure, contemplative recognition of personal desire is made clear, concrete and 

concentrated. At the level of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the feature of world 

figure is not only equal but also differential. And the opposite features are set in 

the context of attitudes for mutual appreciation which enable the features to 

coexist and to be arranged gradually. Through this way of figure, subjective 

recognition about social order is made clear, concrete and concentrated. At the 

level of time and space(Chronotope), the feature of world figure is not only 

continuous but also discontinuous. And the opposite features are set in the context 

of structures of paradoxical empty dreams which enable the features to coexist 

and to be arranged reiteratively. Through this way of figure, undifferentiated 

recognition about nature of world is made clear, concrete and concentrated.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designs education of the world figu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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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 recognition of <Ku-un-mong>. The educational objectives are understanding 

contemplative recognition through figure of character, subjective recognition 

through fig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and undifferentiated 

recognition through figure of time and space(Chronotope). For each subcategory, 

goals are specified as understanding the conditions in which opposite features 

coexist, interpreting the contents of recognition embodied in the context, and 

reasoning the subject on the basis of the pattern of arrangement. Also, to specify 

these objectives, learning activities are suggested including categorizing, analyzing 

the context and considering the effect of arrangement for topicalizat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the narrative elements of <Ku-un-mong> are 

reviewed closely and comprehensively,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figure and 

recognition, and used to improve learners’ cognitive ability. The study can be  

conducive to the follow-up research for it suggests a potential for further 

discussions regarding the literary education to seek comprehensive understandings 

of the world. 

* Keyword : <Ku-un-mong(구운몽)>, world figure, world recognition, character,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time and space(Chronotope), 

ambivalence, simultaneity, contemplative recognition, subjective 

recognition, undifferentiated recognition

* Student number : 2010-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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