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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의 문인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이 편찬한 소화집인 
명엽지해(蓂葉志諧)를 대상으로 하여 서문들, 소화와 논평을 분석하여 홍
만종의 작가의식을 밝혔다.
  명엽지해는 조선시대의 소화를 수록한 작품집이며 여기에는 그 당시 조
선의 하층민과 지식인들에게 향유되었던 소화들이 실려 있다. 그 전 시대에
는 태평한화골계전, 촌담해이, 어면순, 속어면순, 종리호로 등의 
소화집과 용재총화, 어우야담 등의 잡록집이 편찬되었으며, 중국의 소
화집이나 잡록집이 조선으로 유입되기도 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명엽지해는 전대 소화집을 계승하면서도 그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 작
품집이다.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제2장에서는 홍만종의 생애와 소화집 편찬, 명엽
지해의 형식적ㆍ내용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홍만종은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삶을 살았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
을 지녔던 만큼 적지 않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 중 하나가 민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편찬한 명엽지해이다. 이어서 명엽지해의 형식적ㆍ내용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명엽지해는 서발문의 구비, 네 글자 제목의 통
일, 논평의 제시와 배치, 주석과 상투적인 용어의 사용 등에서 다른 소화집
에 비해 고도의 체계성과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홍만종이 소화
집을 체계화하려한 의도는 물론 소화집 편찬에 대한 그의 정성과 열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명엽지해의 내용은 크게 우행담과 지혜담으로 나뉠 수 
있다. 우행담의 경우 주인공이 기계적으로 행동하거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웃음거리가 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지혜담의 경우 주인공이 지혜
와 기지로 난감한 처지를 모면하거나 상대방을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명엽지해에 나타난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고찰하였다. 먼저 
서문에서 소화에 대한 홍만종의 의식을 볼 수 있다. 그는 소화를 매우 긍정
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으며, 특히 소화의 웃음 유발 기능과 근심 해소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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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시했다. 아울러 홍만종은 이러한 소화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다면 
성소화도 꺼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하였으며, 바로 이 점
에서 성소화에 대한 홍만종의 긍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대 소화의 변용에 나타난 작가의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양
한 유형의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 이 소화집은 전대 소화를 적지 않게 수
용하였다. 그러나 전대 소화를 단순히 수용한 경우보다 개작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개작 과정에서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드러낸 경우가 상당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웃음의 증폭과 인재선발 문제에 대한 고발이
다. 전대소화와의 비교를 통해서 홍만종은 풍류보다 사회적ㆍ인간적 갈등의 
심화를 통해 웃음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었다. 그 과정
에서 때로는 여성의 성욕 표출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약화시키고 남성의 
잘못을 확대함으로써 웃음의 지향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전대 
소화의 여러 이야기들을 인재선발 문제를 폭로하는 방향으로 변용하였다. 
특히 인정청탁과 뇌물수수로 인한 인재선발의 불공평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명엽지해의 논평을 통해서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소화와 논평의 관계를 ‘반사’와 ‘굴절’ 두 가지로 유형화하였고 
굴절의 경우 빛의 전환이 있는지에 따라 ‘굴절A’형과 ‘굴절B’형으로 다시 나
누어 살폈다. 홍만종은 특히 굴절의 기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즉 소화의 주
요 요소에 대한 평가보다는 부수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
하였다. 본고에서는 홍만종이 이런 기법을 통해 표리부동과 명실상위를 비
판하고, 효를 특히 중시했으며 정치세태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고 보
았다. 표리부동과 명실상위에서는 홍만종이 인욕을 인정하는 동시에 절욕을 
권장하는 심신수양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명성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효와 관련하여 그는 부모의 생전이든 사후든 효
를 행해야 함을 주장했고 효를 심신수양의 중요한 한 방법으로 여겼다. 정
치세태에 대한 비판에서 홍만종은 주로 억울한 옥사와 모함에 대한 소화의 
논평을 통해 당시 정치세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그는 본문의 부수적
인 내용을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시키면서 이를 확장하여 정치세태에 대한 
비판으로 전환시켰다. 홍만종이 이런 태도는 붕당정치라는 당대의 현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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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현실 속에서 겪었던 정치적 시련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핵심어: 명엽지해, 홍만종, 비판, 웃음, 인재선발, 논평, 본문, 반사, 굴절, 
표리부동, 명실상위, 효도, 정치세태

학  번: 2009-2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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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문제제기

본 논문은 조선후기의 문인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이 편찬한 명엽
지해(蓂葉志諧)를 고찰하여 작품집에 드러난 작가의식을 밝히는 데 목표를 
둔다.

소화집은 민간에서 전승하는 소화나 문인들이 스스로 창작한 소화를 모은 
작품집이다. 고려시대에는 소화가 간헐적으로 시화집이나 잡기집에 수록되
었는데 이인로(李仁老)의 파한집(破閑集)과 이제현(李齊賢)의 역옹패설
(櫟翁稗說)이 그런 예이다. 이러한 전대의 작품집들을 기반으로 조선 시대
에 이르러 순수 소화집이 나타났다. 15세기 후반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이 편찬한 태평한화골계전(太平閑話滑稽傳)은 현전하는 최초
의 소화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강희맹(姜希孟, 1424~1519)의 촌담
해이(村談解頤), 송세림(宋世琳, 1479~1519)의 어면순(禦眠楯), 성여학
(成汝學, 1557~?)의 속어면순(續禦眠楯) 등의 소화집이 뒤를 이었다. 17
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에 편찬된 홍만종의 명엽지해와 고금소총(古今笑
叢) 은 이러한 소화집 편찬의 흐름 속에서 출현한 소화집들이다.

이들 가운데 본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명엽지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간 주목을 받아왔다. 첫째, 명엽지해는 조선시대 패설을 집대성한 소화
집으로 사대부, 평민, 기생, 스님 등 다양한 인물이 등장하고, 날카로운 풍
자에서 가벼운 해학까지 소화의 주제가 다기하다.1) 둘째, 명엽지해에는 
다양한 경로로 전승되던 소화가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작자에 의해 개작된 
소화도 실려 있다. 마을 노인에게서 전해들은 것이 있는가 하면 주변의 사
대부에게서 전해들은 소화도 있고, 다른 잡록집이나 소화집에 실려 있는 소
화를 수용하거나 개작한 사례도 있다. 셋째, 명엽지해에는 소화만 수록하
지 않고 개별 소화에 대한 작자의 논평이 붙어있다는 점이다. 논평은 소화
1) 김준형, 한국 패설문학 연구, 보고사, 2004, 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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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 작자의 편찬의도와 
소화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길잡이가 된다. 

본 논문 또한 이런 맥락에서 명엽지해에 주목하되 다음과 같이 서문, 
본문, 논평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살펴볼 것이다. 첫
째, 서문에 표현되어 있는 소화에 대한 인식을 검토하고, 둘째 작가에 의해 
개작된 소화에 드러난 변용 의식을 분석하고, 셋째 개별 소화 작품과 논평
의 관계에 감추어져 있는 작가의 서사 전략을 분석하여 이를 홍만종의 작가 
의식으로 종합해 보고자 한다. 작가 의식이란 개별 작품의 분석을 통해 드
러나는 것만이 아니라 콘텍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구현되는 텍스트의 총체성
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2. 연구사 검토

그간 적지 않은 학자들이 명엽지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먼저 
본고의 논지와 관련된 주요 연구를 검토하도록 한다. 명엽지해에 대한 본
격적인 첫 연구는 황인덕의 논문이다.2) 그는 명엽지해의 소화 분류와 유
형적 특징, 사평(史評) 및 작제(作題)를 검토하고 소화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였다. 그 결과 명엽지해는 홍만종의 수준 높은 문학적 기반 위에 형성
된 작품으로 ‘조선시대 문인층 소화집의 한 전형’을 이룬다고 평가하였다. 
이 논문은 작가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지만, 홍만종
의 논평이 반드시 이야기의 주제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3) 비록 그의 논의는 소화와 논평간의 관계를 지적하는 
데 그쳤지만, 논평을 통해서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살피려는 본 연구에 시사
하는 바가 있다. 황인덕의 연구는 명엽지해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
로서 명엽지해의 문학사적 의의를 밝히고 후속연구의 기반을 마련한 점에

2) 황인덕, ｢명엽지해의 사평에 대한 고찰｣, 한국어문학 2집, 한국어문학외, 1982; 황인덕, ｢蓂葉
志諧硏究: 文獻笑話의 溯源的 考察을 겸하여｣, 忠南大學校 석사논문, 1983. 

3) 황인덕, 위의 논문, 1983, 1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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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요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후 명엽지해에 대한 논의가 여러 측면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는데, 작
가의식과 관련하여서는 남은경과 정원이의 연구가 주목된다. 남은경은 명엽지
해에 나타난 홍만종의 현실인식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4) 그는 풍자 
소화 25편을 중심으로 홍만종의 의식을 고찰하였는데, 그 결과 홍만종은 
명엽지해를 통해 무능한 관리와 매관매직, 주체적 역사관의 실종과 호고
주의(好古主義), 사이비 지식인들이 만연한 현실에 대한 비판 등을 표현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남은경의 이와 같은 논의는 명엽지해에 나타나 있는 
홍만종의 현실인식을 밝히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남은경과 달리 정원이는 명엽지해에 나타나 있는 골계적 성격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5) 그는 이 소화집의 골계성에 드러난 비판적 현실 인식
을 ‘명분론의 병폐와 실리 추구’, ‘중화사상의 극복과 민족의식의 강화’, ‘왜
곡된 유교윤리의 반정(反正)과 본질로의 회귀의지’라는 3가지 측면에서 분
석하였다. 이처럼 명엽지해에 나타난 작가의식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홍
만종의 현실인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본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논평에 대해서는 상세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더 구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본문과 논평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가 필요하다.
  소화와 논평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로는 류정월의 논문이 있다.6) 그는 기
호학적인 측면에서 명엽지해 소화와 논평의 관계를 통해 소화의 향유 과
정에서 만들어지는 유희공간7)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그리고 소화와 논평
4) 남은경, ｢명엽지해 소재 풍자적 소화를 통해 본 홍만종의 현실인식 양상｣, 이화어문논집 13집, 

이화여대, 1994. 이 논문은 명엽지해에 수록된 76편의 소화를 웃음의 양상별로 분류하였는데, 그 
중 풍자가 54편, 해학이 10편, 기지가 12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수치만 제시되었을 뿐, 구체적으
로 어떤 소화가 풍자이고 해학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다만 사회와 관련된 25편의 풍자 
소화만 그 제목을 제시하였다. 

5) 정원이, ｢명엽지해에 나타난 골계의 성격｣, 문창어문논집 36집, 문창어문학회, 1999; 정원이, 
｢명엽지해의 골계적 성격과 의미｣,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6) 류정월, ｢蓂葉志諧評價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7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1; 류정월, ｢문
헌 소화의 구성과 의미 작용에 대한 기호학적 연구-명엽지해를 중심으로｣, 서강대 박사논문, 
2004.

7) 이 논문에서 말하는 “유희공간은 우스개의 소통에서 텍스트와 수신자 사이에 존재하는, 의미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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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화와 충돌 속에서 만들어지는 역동적인 의미와 유희공간의 변화에 주
목하였다. 논평의 의미와 평가를 통해 본문의 웃음의 요소들은 재구성되기
도 하며 본문과 논평의 관계의 유기성에 따라 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웃음
의 효과가 다르다고 하였다. 홍만종은 왜 소화와 조화를 이루는 논평을 붙
였을까, 또 왜 소화와 충돌된 논평을 붙였을까? 이는 류정월의 지적대로 유
희공간을 형성하고 또 그 공간을 변화시키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소화와 논평의 관계가 웃음 효과의 증감에만 초점
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없다. 홍만종은 분명 웃음을 넘어서 당대 조선사회
를 바라보는 자신의 비평의식을 소화와 논평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명엽지해는 한국과 중국의 소화를 비교하는 연구에서도 언급되었
다. 이석래는 한ㆍ중 문헌소화 중에 유사한 내용을 비교하였는데 그 과정에
서 명엽지해를 예로 들어 중국 소화와의 유사성과 그 이야기의 변화를 지
적한 바 있다.8) 서대석은 한ㆍ중 소화 비교연구를 하면서 명엽지해의 소
화를 예로 들어 한국의 무식담이 ‘조선시대 상류 문인 지식층 소화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였다.9) 그리고 그는 두 나라의 소화관을 비교하면서 
명엽지해의 서문을 인용하여 홍만종의 소화 인식은 ‘한가한 시간에 심심
풀이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자료 이상의 의미는 찾기 어렵다’라고 보았
다.10) 이러한 비교 연구는 중국소화가 명엽지해를 이해하는 데 긴요하다
는 것을 확인해준 의의가 있다. 그러나 양국 소화를 단순히 대비시켜서는 
명엽지해의 진면목을 드러내기 어렵고, 홍만종이 소화를 단지 심심풀이로

성되는 가상의 공간”을 뜻한다. “이 공간에서 생성되는 의미 가운데 일부는 웃음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다. 유희 공간이라는 표현에는 웃음이 대상 안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
는 것이라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류정월, 위의 논문, 2004, 3면)

8) 이석래는 명엽지해의 <부부송경(夫妻訟鏡)>을 소부(笑府)의 <간경(看鏡)>과 비교하면서 이 
<부부송경>은 다른 소화보다 <간경>과 훨씬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이석래, ｢韓ㆍ中 笑話比較硏究｣, 성심어문논집 16집, 성심어문학회, 1994)

9) 서대석은 <부처송경(夫妻訟鏡)>, <몽학강교(蒙學強教)>를 예로 들어 다른 한국 무식담(無識譚)
과 같이 중국 무식담과 비교함으로써 한국 무식담의 특징을 설명하였다.(서대석, 한ㆍ중 소화의 비
교,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24-31면)

10) 서대석, 위의 책,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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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이해했다고 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심심풀이이기만 했다면 이처럼 논
평을 붙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홍만종은 전대 소화를 개작하고 소화에 
대한 논평을 붙이는 과정에서 특정한 소화인식을 드러내고 작가의식을 표현
한 바 있으므로 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1.3. 연구 방향 및 이본 검토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논의하고
자 한다. 먼저 홍만종이 편찬한 소화집의 서문은 그의 작가인식을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이다. 선행연구에서 ｢명엽지해자서｣는 주로 명엽지해의 
편찬 시기를 추정하거나, 편찬 동기와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 검토된 바 있
다. 그런데 근래 김영호가 발견한 ｢속고금소총서｣는 다른 인식을 보여준
다.11) 이 서문에서 홍만종은 소화를 심심풀이뿐만 아니라 근심을 해소하고 
삶에 활력과 권계를 줄 수 있는 중요한 도구로 보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 
서문에는 성 소화에 대한 홍만종의 특별한 태도도 드러난다. 홍만종이 속
고금소총을 편찬할 때 명엽지해도 함께 부록으로 수록하였으므로 이 서
문은 명엽지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서문에 드러나는 소화
에 대한 인식을 통해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명엽지해와 전대 소화집을 비교하여 작가의식을 분석하는 작
업이 필요하다. 선행연구는 명엽지해의 몇몇 소화를 인용해서 중국 소화
와 비교함으로써 한국 소화와 중국 소화의 동이(同異)를 검토함으로써 수용
과 변용의 방식을 보여주거나 두 나라 소화의 유형별 특징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이런 수용과 변용에는 작가의 태도가 표현되어 있
다. 특히 전대 소화의 핵심적인 부분을 개작하여 웃음을 증폭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소화에 대한 홍만종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그
러나 선행연구에서는 그의 현실 인식 혹은 비판의식에만 치중한 나머지 이 

11) 이 서문은 2008년에 김영호의 소개로 처음으로 학계에 알려졌다. 김영호, ｢현묵자 홍만종의 문집 
부부고에 관하여-신발견 부부고의 체재와 내용을 중심으로-｣, 溫知論叢 19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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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대한 고찰은 소홀하였다. 따라서 명엽지해의 작가의식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대 소화와의 비교 연구가 긴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명엽지해의 소화와 논평 간의 관계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대체로 소화나 
논평 중 일부분에만 중점을 두어 검토하였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표
리부동(表裏不同)과 명실상위(名實相違)에 대한 비판, 효에 대한 중시와 정
치세태에 대한 풍자 등 작가의식은 바로 소화와 논평 간의 관계 속에서 잘 
표현되어 있다. 특히 효도와 정치세태 문제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더욱 세밀한 연구가 요구된 내용이다. 따라서 소화와 논평의 관계를 
분석하여 작가의식을 규명하고, 이를 서문과 소화의 변용에 나타난 작가의
식과 종합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 홍만종의 작가의식의 진면목이 드러
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논의에 앞서 잠시 명엽지해의 이본에 대해 거론하기로 한다. 명엽지해
는 동양문고본(東洋文庫本), 성균관대본(成均館大本), 규장각본(奎章閣本), 
민속자료간행회본(民俗資料刊行會本), 손진태전집(孫晉泰全集) 수록본, 조
영암본(趙靈巖本) 등 많은 이본이 전한다. 

먼저 동양문고본은 일본인 학자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가 소장했던 필
사본으로 그 필사 연대를 알 수 없다. 표제는 ‘고금소총(古今笑叢)’이며 고
금소총 54편과 명엽지해 76편이 수록되어 있다.12) 이 이본에는 명엽지
해가 부록의 형식으로 수록되어 있다. 부부고(覆瓿藁) 중의 <속고금소
총서(續古今笑叢序)>13)에 의하면, 홍만종은 나중에 속고금소총을 편찬하
였고 여기에다 명엽지해를 부록으로 수록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양
문고본은 홍만종이 나중에 편찬한 속고금소총이거나 이와 같은 계열의 이
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계열에 있는 이본은 규장각본14)

12) 홍만종이 고금소총을 편찬했다는 주장은 오타니 모리시게(大谷森繁)에 의해 제기된 바 있는데
(오타니 모리시게, 조선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1985, 154-156면), 김영호
는 자신이 발견한 홍만종의 문집 부부고(覆瓿藁)를 통해 이를 확증하였다.(김영호, 앞의 논문). 

13) 속고금소총서: “迺復掇拾刪棄. 裒成一編. 且附以平日所記蓂葉志諧. 名之曰. 續古今笑叢.”(김영호, 
｢현묵자(玄默子) 홍만종(洪萬宗)의 신발견(新發見) 저술(著述)에 관하여 -홍만종 문집(文集) 
부부고의 제저서(諸著書) 서문(序文)을 중심으로｣, 溫知論叢 22집, 2009, 부록 참조)

14) 규장각본은 자서(自敘)에 있는 “日人前間恭作所藏, 古今笑叢, 附錄有蓂葉志諧一卷”에 따르면,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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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성균관대본15), 손진태전집 수록본16) 등이 있다. 
민속자료간행회본은 1959년에 민속자료간행회에서 출간된 고금소총으

로, 태평한화골계전, 명엽지해 등 총 11종의 소화집을 수록하였다. 이 
이본의 명엽지해에는 79편의 소화가 실려 있고 동양문고본보다 3편이 많
다. 그 중에는 동양문고본에 없는 텍스트가 총 4편 있다.17) 또한 조영암의 
번역본은 이 민속자료간행회본의 번역본이었으나 이야기의 화수와 편차(編
次)에 차이가 있다.18) 

요컨대 현전하는 명엽지해의 이본은 76편이 수록된 것과 79편이 수록
된 것이 있다. 그 중 76편의 소화가 수록된 동양문고본이 현재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고, 그 후대의 76편본은 이 이본을 전사하거나 같은 계열의 이
본을 전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79편이 실려 있는 민속자료간행회
본은 비교적 후대의 것이며, 동양문고본에 보이지 않는 4편의 소화는 그 소
화적 성격이 약하다.19) 그러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면 이들 이본에 수록된 
명엽지해는 모두 완본이 아니다. 홍중인(洪重寅)이 편찬한 시화휘성(詩
話彙成)의 말미에 명엽지해와 관련하여 부안(扶安) 계생(桂生)의 이야기
가 있다고 하였는데,20) 이 소화가 현재 어느 이본에서도 보이지 않기 때문
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가장 이른 시기에 출간되었으
며, 또 널리 향유된 동양문고본을 주 연구대상으로 삼는다.21) 

문고본 중 명엽지해의 내용을 따로 발췌해서 만든 필사본으로 보인다. 그리고 명엽지해가 부록
으로 되어 있다는 기록을 통해서 동양문고본은 

15) 성균관대본에도 76편의 소화가 있는데, 이것은 1900년대 후에 필사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연대적
으로 보면 동양문고본보다 후대의 것이고 내용상으로도 규장각본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동양문고본, 혹은 그 비슷한 계열의 이본을 저본으로 전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정원이, 앞의 논
문, 2000, 26면)

16) 손진태전집에 수록된 것은 동양문고본을 저본으로, 명엽지해만을 따로 분리하여 오자를 수정하
고 구두점을 표시해 활자본으로 간행한 것이다. 

17) 동양문고본에 없는 소화는 <공당문답(公堂問答)>, <분귀취처(紛鬼娶妻)>, <유기선납(柳器善
納)>, <신기원요(伸妓寃妖)>이다. 

18) 민속자료간행회본에는 <찬랑숙수(贊郞熟手, 낭군의 익숙한 솜씨를 칭찬하다)>가 없고, 조영남본
에는 <우장도도(右丈都都)>가 없다. 

19) 황인덕, 앞의 논문, 63면. 
20) 정용수, 고금소총ㆍ명엽지해, 국학자료원, 199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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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 명엽지해의 연구를 한층 심화하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와 같이 진행하기로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작가 및 작품집에 
대한 예비적 고찰을 수행할 것이다. 홍만종의 생애와 소화집 편찬에 대해 
살핀 후, 명엽지해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다음
으로 제3장에서는 세 가지 방면에서 작가의식을 추출할 것이다. 첫째, 서문
을 통해서 소화에 대한 홍만종의 인식을 살필 것이다. 둘째, 전대 소화와 
비교함으로써 전대의 소화를 개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홍만종의 작가의식
과 지향점을 규명할 것이다. 셋째, 논평, 특히 논평과 본문의 관계를 통해서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명엽지해에 반영된 작가
의식이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21) 동양문고본에 없는 4편의 이야기는 소화적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본고에서 논외로 하겠다. 동양문
고본의 번역본으로는 정용수가 편찬한 고금소총ㆍ명엽지해와 시귀선(柴貴善) 등이 번역한 고금
소총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고금소총ㆍ명엽지해 뒤에 영인된 원문을 참조하고 번역은 이 두 책
을 모두 참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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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가 및 작품 개관

  2.1. 홍만종의 생애와 소화집 편찬의 의미

  홍만종은 조선 후기 학자이자 시평가(詩評家)이다. 본관은 풍산(豊山), 
자는 우해(于海), 호는 현묵자(玄默子), 장주(長洲)이다. 아버지는 정허당
(靜虛堂) 홍주세(1612~1661)이다. 그는 남인(南人) 출신으로 청년기부터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 1597~1673)의 문하에 출입하여 백곡(栢谷) 김
득신(金得臣, 1604~1684), 휴와(休窩) 임유후(任有後, 1601∼1673), 만주
(晩洲) 홍석기(洪錫箕, 1606~1680), 구당(久堂) 박장원(朴長遠, 1612∼
1671) 등과 교유하였다.22) 그는 여든 셋의 나이까지 장수했지만 그의 삶은 
평탄치 않았다.
  홍만종은 19세 때 부친상을 당하여 큰 충격을 받은 이후로 병마(病魔)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그는 건강이 악화되어 두문불출(杜門不出)하였다. 이
러한 상황은 그의 일상 생활이나 관직, 교유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675년 
33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는 기회가 생겼다. 그러나 이때
에도 건강 때문에 바로 출사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17세기 말에는 당쟁으로 
인하여 서인이 완전히 주도권을 획득하여 남인의 세력을 크게 위축되던 시
기였다.23) 남인인 홍만종 또한 벼슬길이 순탄치 않았다. 그는 38세에 무반
(武班)의 하급리(下級吏)에 속하는 부사정(副司正)의 직책을 얻고 서울의 
거리를 순찰하는 임무를 맡았다가24)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에 연루되어 
22) 홍만종, ｢감구록서(感舊錄序)｣: “余與世寡諧, 獨嘗遊翰墨之場, 而所相許與者, 唯東溟鄭老休窩任子栢

谷晚洲久堂東崖諸詞伯而已, 趨下風而踵後塵者有盖年.” (김영호, 앞의 논문, 353면)
23) 당시의 임금인 숙종(1661~1720, 재위: 1674∼1720)은 남인을 배척하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

는 심지어 음모를 꾸며 남인들을 몰아내기도 했다. 비록 1689년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서인이 
물러나고 남인이 다시 등용되었지만 1694년에는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인해 남인이 다시 쫓겨
나고 재기불능의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즉 당시 남인이 계속 열세에 처했던 것이다.(이이화, 조
선후기의 정치사상과 사회변동, 한길사, 1994, 35-37면 참조)

24) 吳靈錫, 洪萬宗의 歷代詩評과 文學精神, 민속원, 1999, 25-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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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를 당하였다.25) 이후 홍만종은 세상일에 뜻을 버리고 저술활동에 전념
하였다.26) 나중에(1705년, 63세) 홍만종은 당시의 영상(領相)인 신완(申
琬)의 요청으로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을 편찬하였는데, 이것을 빌
미로 삼아 김시환(金始煥)이 탄핵의 장계를 올리는 바람에 그는 또다시 위
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27) 다행히 최석정(崔錫鼎)의 도움으로 귀양을 면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홍만종의 전반적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많은 재주를 지녔음에
도 불구하고 불우한 일생을 보낸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몽헌필담서(夢軒筆
譚序)｣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사
회현실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28) 그의 불우한 삶은 그가 저술에 몰
두하게 된 사정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그의 저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① 역사지리류: 동국역대총목(東國歷代總目), 증보역대총목(增補歷代總目), 동국
지지략(東國地志略).

② 시가비평류: 소화시평(小華詩評), 시평보유(詩評補遺), 시화총림(詩話叢林).
③ 구비문학류: 명엽지해, 고금소총(古今笑叢), 해동이적(海東異蹟).(속고금소총

(續古今笑叢)은 고금소총과 명엽지해의 합집임)
④ 시조류: 청구영언(靑丘永言), 이원신보(梨園新譜).
⑤ 개인문집: 부부고(覆瓿藁).

25) 1680년(숙종 6) 남인(南人)이 대거 실각하여 정권에서 물러난 사건이다. 1680년 5월에 사간원에
서 예조 정랑 송상주ㆍ전적 이동식 등의 사판 삭제를 건의하였는데 그 중에 홍만종의 이름도 올라 
있다. 그 이유는 “부사정(副司正) 홍만종(洪萬宗)은 본디 경박하게 겉치레만 잘하는 성품으로 간사
한 행위만 일삼으며 밤중에 바쁘게 돌아다니는 자취가 음험하였다(副司正洪萬宗本以佻巧之性, 專爲
奸細之行, 昏夜奔走, 蹤迹陰秘)”는 것이다. 홍만종은 이로 인해 정배(定配)를 받고 30여 개월의 유
배생황을 보냈다.(陳甲坤, 洪萬宗의 批評論 硏究, 푸른사상, 2004, 27-28면) 

26) 金善祺, ｢洪萬宗의 著述과 小華論｣, 儒學研究 Vol.1,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1993, 4면 참조.
27) 조선왕조실록(朝鲜王朝实录) 숙종(肅宗) 33년 정해(丁亥), 7월 18일 2번째 기사: “臣得見前參

奉洪萬宗所撰歷代總目, 則編次我朝於勝國之末. 起自國初, 以至當宁, 上表列聖徽號, 下記享國歷年, 作
一史冊. 而其餘事蹟, 則有綱有目, 或書以某人卒, 或書以某人誅, 隱然有褒貶與奪之意. 其僭越無嚴之罪, 
已不可言. …(중략)… 請令該曹, 收聚刊本, 俾勿傳布, 所撰人洪萬宗亦命定配.” 

28) ｢몽헌필담서｣: “余自少遊心於道學之淵, 騁思於文藝之場, 將欲頡頏千古, 馳鶩一世, 謂古人可企及, 
而功名可立致也. 然而性迂而亢, 才踈而大, 行慕曾史而不能隨俗取媚, 學追班楊而不能諧世求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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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타: 순오지(旬五志), 동국악보(東國樂譜), 부상지림(扶桑志林, 몽헌필담(夢
軒筆譚), 감구록(感舊錄), 팔가문정(八家文精).

  그는 여러 가지 저술을 통해 복잡한 심정과 펼치지 못한 포부를 풀었을 
것이며 명엽지해는 그런 저술 가운데 하나이다. 홍만종은 명엽지해 서
문에서 자신이 서호정사(西湖精舍)에서 정양(靜養)하고 있을 때 편찬한 것
임을 밝히고 있다.

  내가 병으로 서호정사에 누워 문을 닫고 병을 치료하고 있었다. 마침 같은 
마을에 사는 노인들이 찾아와서 문안을 할 때마다 나는 우스갯소리를 들려 달
라 했다. 듣고서는 웃고 만 적도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스운 것들은 달력
을 뜯어 그 뒷면에다가 써두곤 했었다.29) 

  홍만종은 마을 노인들이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우스운 것들을 달력 
뒷면에 써서 모아두었다. 그런데 여기서 ‘들려 달라’는 구절이 주목된다. 즉 
노인들이 스스로 우스개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 홍만종이 그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하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홍만종은 우스운 것을 좋아하고 이들
을 기록하고 책으로 엮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웃음을 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약한 몸으로 두문불출, 
무료(無聊)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그에게 소화가 심심한 삶을 웃음으로 보
낼 수 있게 해주며 병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소화집의 정확한 편찬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홍만종이 36세 이후에 편찬된 
것으로 보는 데 무리가 없다.30) 홍만종은 그 당시에 몸이 아팠을 뿐만 아니
29) ｢명엽지해자서｣: “余病臥湖庒, 杜門養眞. 時有園翁村老來問, 輒令報以齊諧之說. 或聽了笑罷, 擇其最

可絕倒者, 折曆書, 書其背.”
30) 명엽지해의 편찬 연도는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홍만종은 명엽지해의 서문에서 ‘年月日豊山後

人’이라고 하고 허격은 서문에서 ‘年月日滄海老人許格題’라고 하여 모두 편찬연대를 명확히 밝혀 놓
지는 않았다. 다만 명엽지해의 서문에 “余病臥湖庒, 杜門養眞. …(중략)… 玄默子書于西湖精舍.”라
고 그가 병으로 서호정사에 누워있을 때 들은 이야기들을 모아 편찬했다는 내용만 있다. 그러나 그
가 편찬한 순오지의 서문에는 “戊午龝, 余病臥西湖, 晝不得接人, 夜則終宵無寐. 呼燈起坐, 無以爲
懷. 記得平昔所聞詞家雜說 閭巷俚語, 使人寫成一冊子”라는 글이 있다. 두 서문에 모두 병으로 서호
정사에 누워 있었다는 표현이 보인다. 이로 미루어 보아 여러 학자들이 명엽지해의 편찬 시기는 
순오지와 비슷할 것이라는 추정을 하였다. 즉 명엽지해는 홍만종이 무오년(1678년), 36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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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음도 아팠을 것이다. 그는 비록 진사시에 합격했지만 건강으로 인해 
요양할 수밖에 없었다. 또 당시 그가 관직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
다. 허격(許格, 1607~1691)이 써준 발문에 의하면 당시 홍만종은 때를 만
나지 못하여 불우한 처지에서 이 소화집을 편찬하였다고 한다.31) 그리고 홍
만종의 소화집 편찬은 자신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에게도 해우(解憂)의 효과
를 가진다고 하여 그 기능을 칭찬하였다.32) 이를 통해서 홍만종의 소화집 
편찬은 심신을 치유(治癒)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홍만종이 위의 언급된 동기로만 명엽지해를 편찬했다고 보기에
는 한계가 있다. 소화는 구전 과정에서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담게 되는데 
문헌 소화에는 이러한 변화를 바라보는 사대부의 시선뿐만 아니라 민중의 
시선도 함께 담겨 있다. 이러한 시선 중에는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것도 있지
만 인간과 세태에 대한 폭로와 비판도 존재한다. 웃음이 옳지 않은 것에 대
해 조소를 함으로써 이를 교정하는 기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즉 소화는 웃
음을 유발하는 동시에 권계의 기능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소화의 이러

편찬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황인덕(앞의 논문, 1983, 64~65면), 정용수(앞의 책, 1998, 12~13면)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김준형은 명엽지해의 편찬 시기를 1686년, 44세 때로 추정하기도 하였
다.(｢천예록의 원형재구와 향유양상 일고｣, 韓國漢文學硏究 Vol.37, 2006, 479면) 그리고 서론에
서 잠시 언급했지만 본고에서 사용하는 동양문고본은 홍만종이 나중에 편찬한 속고금소총 계열의 
이본이다. 속고금소총 중에 수록된 작품인 천예록의 편찬 시기가 1717~1724년으로 판단된다
(김동욱, ｢천예록 연구｣, 반교어문연구5, 반교어문연구회, 155-179면). 그러므로 속고금소총
의 편찬 시기는 적어도 그 후의 일이다. 즉 동양문고본 명엽지해는 홍만종이 1717년 후에 재수
록된 것이다. 이 판본의 명엽지해는 홍만종이 최초에 만든 명엽지해 사이에 차이가 나타날 수
도 있다. 판본의 비교작업을 해서 그 관계와 차이를 좀 더 선명하게 나타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추후의 작업으로 미루겠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도 이 작품집의 편찬시
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다만 36세 이후에 편찬된 것은 분명하다. 

31) 허격, ｢명서지해발｣: “迨夫不遇於世, 遂有蟬蛻濯穢之想, 杜門怡養, 諷咏自娛. …(중략)… 余亦落拓而
不遇者, 對于海而閱是編, 輒能怡然自適, 忘了與生俱生之憂.” 

32) 허격은 직접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인물이었다. 그는 병자호란 때 의병을 모집하여 항전하
려 했으나 조정에서 화친한 상태였다. 이에 허격은 비분하여 산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보냈다. 
한때 그는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관직에 나가지 못하였다. 그는 향명배청(向明背淸)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조정의 끝까지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말대로 그의 일생도 매우 불우하게 보냈던 것이다. 
벼슬에 대한 의욕을 버리고 현실에 대한 불만을 가지며 자신의 포부를 이루지 못한 점은 홍만종과 
비슷했다. 이러한 허격은 명엽지해를 읽고 그것에 공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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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특징 역시 홍만종이 명엽지해를 편찬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소화집을 통해서 당대의 사회현실 또는 정치현실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웃음을 통해 권계라는 목적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그가 명엽지해의 
각 작품에다 논평을 단 것이 그 방증이 될 수 있다.
  덧붙여 그의 사상적 지향도 명엽지해의 편찬에 한 몫을 하였다. 홍만종
은 젊은 시절 유학을 공부하면서, 도교에 관심을 가졌다. 그는 장유(張維)
의 말을 빌려서 당시 조선이 유교, 특히 성리학에 고착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33) 현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록으로 봐서는 홍만종이 유
가보다 도가적 지향을 더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34) 홍만종은 
도교의 양생술을 통해 심신 수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도교의 사상을 통해 
조선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에 대한 깊은 애정과 자부심을 
표현하고자 했다.35) 이는 순오지(旬五志)와 해동이적(海東異蹟)을 통해
서 알 수 있다. 홍만종이 민간에 전승되는 우스운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이와 같은 사상적 기반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연스러운 
성정을 강조하는 도가적 태도가 인간의 욕구를 마음껏 발설하는 웃음, 혹은 
소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명엽지해’라고 명명한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서문에 표
현된 “날짜대로 대강 맞추어 놓으니 책 한 권이 되었길래 이름을 붙여 ‘명
엽지해’라 하였다”라는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홍만종은 들은 이야기
를 골라서 달력 뒷면에 써서 모아두었다가 하나의 책으로 묶은 것을 명엽
지해라고 한 것이다. ‘명(蓂)’은 전설에 의하면 요임금 시대의 풀로 ‘역협
(曆莢)’이라고도 하는데 하루에 한 잎씩 났다가 16일부터 하나씩 떨어지므

33) 순오지: “天下有三教儒道釋也. …(중략)… 張谿穀漫筆曰: ‘中國學術多岐, 有正學禪學丹學, 有學程
朱者學陸氏者, 門經不一. 而我國則無論有識無識, 皆稱誦程朱, 未聞有他學. …(중략)… 茫然赤地之上, 
孰爲五穀 ,孰爲稊稗者哉?’ 谿穀此言, 抑有所感而發歟. 餘有默契於心者, 故倂錄于此.” 원문은 장유의 
계곡선생만필(谿谷先生漫筆) 卷之一에 기재된 ｢아국학풍경직(我國學風硬直)이라는 글이다. “中
國學術多岐, 有正學焉, 有禪學焉, 有丹學焉, 有學程朱者, 學陸氏者, 門徑不一. 而我國則無論有識無識, 
挾筴讀書者, 皆稱誦程朱, 未聞有他學焉. 茫然赤地之上, 孰爲五穀, 孰爲稊稗者哉?”

34) 진갑곤, 앞의 책, 2004, 34면. 
35) 이상택, ｢韓國道家文學의 現實認識 問題｣, 韓國文化 7집,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86, 54

면,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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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옛날 왕들은 이것으로 날짜를 헤아렸다고 한다.36) 즉 ‘명엽’은 홍만종이 
이 책을 편찬하게 된 과정을 뜻한다. 그리고 ‘지해(志諧)’는 웃음을 위해서 
우스운 이야기로 편찬되었다는 뜻으로 이 책의 성격을 말해준다. 
  한편 홍만종은 명엽지해뿐만 아니라 속고금소총이라는 소화집을 편찬
한 바 있다. 속고금소총의 서문을 통해서도 명엽지해의 성격을 미루어 
알 수 있다. 

  이에 다시 삭제한 이야기를 주워 한 편으로 모았다. 그리고 평소에 기록해 
두었던 명엽지해를 붙여서 속고금소총이라 이름을 지었다.37)

 
  위 인용문에서 홍만종은 속고금소총이 고금소총에 명엽지해를 부록
으로 추가하여 완성된 책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고금소총은 다른 설
화집 또는 야담집38)에서 소화의 성격을 가진 작품을 발췌해서 엮은 것이다. 
여기서 홍만종은 기존의 이야기를 전사할 때 약간의 수정만 가할 뿐 전체적
으로 작품 본래의 뜻을 변화시키지는 않았다.39) 고금소총은 홍만종이 직
접 듣고 채록하거나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 전대 작품집의 이야기에 붙
인 논평까지 거의 원래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점에서 명엽지해와 차이가 
있다. 고금소총에도 논평이 발견되지만, 그것은 홍만종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한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명엽지해의 논평은 홍만종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 그의 개인
적 생각을 알 수 있다. 특히 여기에는 홍만종의 비판의식이 많이 담겨 있
다. 홍만종이 속고금소총에 명엽지해를 붙인 것은 그가 명엽지해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소화집으로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즉 홍만종에

36) 說郛 卷五十九上: “帝王世記(皇甫謐): 堯時有草, 莢生庭, 每月朔日, 生一莢, 至月半則生十五莢. 
至十六日後, 日落一莢, 至月晦而盡. 若月小, 餘一莢. 王者以是占厯, 唯盛徳之君, 應和氣而生以為堯瑞. 
名曰蓂莢, 一名厯莢, 一名瑞草.”

37) 속고금소총서: “迺復掇拾刪棄, 裒成一編, 且附以平日所記蓂葉志諧, 名之曰‘續古今笑叢’.”
38) 고금소총은 어우야담(於于野譚), 고담기문(古談記聞), 잠곡필담(潛谷筆談), 종남총지(終

南叢志), 천예록(天倪錄) 중의 이야기를 뽑아서 엮은 것이다.
39) 그 예로 속고금소총의 <궤 속의 제독(櫃中提督)>은 천예록의 <제독이 벌거벗은 채로 궤 속

에서 나오다(提督裸裎出櫃中)> 이야기를 전사한 것인데 그 내용은 부분적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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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어서 명엽지해는 단순한 소화집이 아니라 남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소화집이었던 것이다. 이 점은 속고금소총 서문에도 발견된다. 이에 대해
서는 3장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2.2. 명엽지해의 형식적 특징

  명엽지해의 작가의식을 논하기 전에 이 소화집의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먼저 명엽지해는 형식상 전대 소화집의 
형식적 특징을 잘 수용하면서도 명엽지해만의 독창적 특징이 발견된다. 
이에 본 절에서는 명엽지해를 전대 소화집과 비교를 통해 명엽지해의 
형식적 특징을 살펴보겠다.
  첫째, 명엽지해는 서문과 발문이 모두 존재한다. 서문은 홍만종이 작성
한 것이며, 발문은 허격이 써준 것이다. 자서(自序)에서 소화집 편찬의 동
기와 의도를 설명하였다면, 허격의 발문은 다른 시각에서 홍만종의 의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이 책의 편찬을 정당화하고 독자들과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이다.40) 예를 들면 허격은 홍만종의 이러한 편찬 행위는 사람들에게 
권계를 줄 수 있어 마음을 쓰지 않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고, 그가 근심 해
소 기능에 대한 긍정은 홍만종의 생각과 맞닿는다. 홍만종의 저술은 대체적
으로 서문과 발문이 모두 존재하는 특징을 지닌다.41) 이러한 패설류에 속한 
소화집에도 서발문을 실은 것은 이 저술 편찬에 대해 가졌던 그의 열정과 

40) 허격의 ｢명엽지해발｣: “玄默子洪于海, 志於文者也. 早學於東溟鄭老門, 傳得大庖之刀, 遊於翰墨間. 
一代詞伯, 若金栢谷洪晚洲諸公, 亦嘗推許之. 迨夫不遇於世. …(중략)… 雖本於戲玩, 而亦有寓以勸戒. 
…(중략)… 觀其逐蓂葉而爲課, 益見其有所用心而無怠也. 余亦落拓而不遇者, 對于海而閱是編, 輒能怡
然自適, 忘了與生俱生之憂. 于海之賜, 大矣.”

41) 예를 들면 소화시평(小華詩評)에는 홍만종의 서와 이존서(李存緖)의 발문이 있는데 그 외에도 
김진표(金震標)ㆍ홍석기(洪錫箕)ㆍ김득신(金得臣)의 서문이 있다. 그리고 시화총림(詩話叢林)에
는 홍만종의 자서(自序)와 권말에 1714년(숙종 40)에 쓴 임경(任璟)ㆍ임방(任埅)의 발문이 있다. 
이렇게 미루어 보면 홍만종의 저술은 대부분 그가 스스로 쓴 서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게서 받은 서문이 있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발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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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태도, 소화집을 다른 저술들과 차별화하지 않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그가 소화집을 편찬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작품집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화집 중 서문과 발문을 모두 갖춘 경우는 드물다. 이 점에
서 명엽지해는 서문과 발문을 모두 갖추었기에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다. 
태평한화골계전과 촌담해이 등의 경우는 편찬자의 서문만 있고 발문은 
없다. 속어면순과 소낭(笑囊)의 경우에는 편찬자의 서문이 없다. 어면
순에는 비록 서발문이 갖추어져 있지만 모두 저자인 송세림이 별세(別世)
한 후에 그의 후손과 후학들이 책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첨기한 것이
다. 그리고 이야기책(利野耆冊)과 파한신화(破閑新話) 같이 서발문이 
모두 없는 소화집이 대부분이다.42) 특히 후대로 가면 갈수록 서발문이 없는 
소화집이 많았다. 즉 후대의 소화집은 형식에 대한 추구가 약화되는 추세였
다. 황인덕은 조선 후기로 갈수록 소화집의 형식성이 무너지는 현상을 소화
의 기록과 향유 주체층의 민중적 보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
다.43) 자신의 편찬 동기와 의미를 정당화하려는 서문의 생략은 그 당시 사
람들이 그 전보다 더 자연스럽게 소화집을 받아들이고 편찬의 형식이 자유
42) 물론 어떤 작품집들은 원래 서문이나 발문이 없을 수도 있고 있다가 나중에 산일되어 없어질 수

도 있다. 예를 들면 홍만종의 고금소총의 서문은 나중에 그의 문집인 부부고에서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조선시대 소화집 중에 저서로서의 체제를 가장 잘 구비한 작품집은 바
로 명엽지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주요 소화집의 서발문 유무 상황은 다음과 같다. (김준형, 
앞의 책, 2004, 48-49면 참고) 
소화집 제목 편찬자 서문 발문 소화집 제목 편찬자 서문 발문
태평한화골
계전 서거정

서거정 자서
양지성 서
강희맹 서

없음 진담론 미상 없음 없음

촌담해이 강희맹 강희맹 자서 없음 파수추 미상 없음 없음
어면순 송세림 송세형 서 정사룡 발 어수신화 장한종 장한종 자서 없음
속어면순 성여학 없음 홍서봉 발 성수패설 미상 없음 없음
명엽지해 홍만종 홍만종 자서 허격 발 기문 미상 없음 없음
고금소총 홍만종 홍만종 자서 없음 교수잡사 미상 없음 없음
파수록 부묵자 부묵자 자서 없음 교수록 미상 없음 없음
이야기책 미상 없음 없음 파적록 미상 없음 없음
파한신화 미상 없음 없음 거면록 미상 없음 없음
소낭 적빈자 없음 황교산옹 발 선언지 이재영 없음 없음

43) 황인덕, ｢笑譚集에 나타난 笑譚意識｣, 한국민속학 17집, 한국민속학회, 1984,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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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워진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순수한 오락을 즐기려는 태도도 엿보인다.
  둘째, 홍만종은 명엽지해의 각 소화마다 제목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다. 
명엽지해는 한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야기마다 4글자로 된 제목이 붙
어 있다. 이러한 4글자 제목은 명엽지해보다 앞선 소화집에도 나타난다. 
태평한화골계전에는 제목이 없었지만 촌담해이에 이르러 4글자의 제목
이 나타났다. 촌담해이의 경우는 현존하는 4편의 이야기는 모두 4글자의 
제목을 가진다. 어면순의 제목은 대부분 네 글자로 되어 있지만 가끔 세 
글자나 다섯 글자로 된 것도 있다. 예를 들면 <반반견(般般犬, 반반한 
개)>과 <과녀약치한(寡女藥痴漢, 과부가 어리석은 사나이에게 약을 먹이
다> 등이 그러하다. 어면순을 계승한 속어면순은 네 글자의 제목을 엄
격하게 준수하였다. 
  명엽지해도 역시 전대 소화집의 영향을 받아 전체 소화의 제목을 모두 
4글자로 정리하였다. 명엽지해 뿐만 홍만종이 편찬한 고금소총에서 비
록 다른 소화집의 이야기를 거의 그대로 옮긴 경우라고 해도 원래의 제목과 
상관없이 홍만종은 모두 네 글자의 제목을 붙였다. 천예록의 <제독나정
출궤중(提督裸裎出櫃中, 제독이 벌거벗은 채로 궤 속에서 나오다)>을 <궤
중제독(櫃中提督, 궤 속의 제독)>으로 바꾼 것이 바로 그 예이다. 홍만종이 
일관되게 4글자 제목을 맞춘 것은 일종의 소화집의 형식적 일관성과 완결
성에 대한 추구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홍만종은 왜 굳이 4글자의 제목을 추구하여 원래의 7글자의 제
목을 고친 것일까? 위에서 제시된 두 제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제독나
정출궤중>은 벌거벗은 채로 궤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궤
중제독>은 궤 속에 제독이 있다는 정보만 알려주고 제독이 벌거벗은 모습
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즉 두 제목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 제공량에 
있다. 천예록의 제목을 보면 글자 수가 많으면 더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 독자들은 그 제목만 보면 이야기 내용에 대해 더 많이 짐작할 수 있
다. 그러나 홍만종은 4글자로 고친 후에 그 제목이 더 간결하고 이야기 내
용을 더 적게 들어내게 되었다. 이러한 제목에는 저자가 인식하고 있는 가
장 핵심만 담고 있다. 다시 말하면 4글자의 제목은 7글자의 제목보다 함축
적이고 압축적이다. 이한 생략과 함축으로 인하여 독자들의 궁금증과 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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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글자수가 4글자인 것인가? 3글자나 2글자의 제목은 4
글자보다 더 간결하고 압축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제목의 형식은 비록 전대 
소화집에서 계승한 것이지만 계승하고 굳건히 지킬 만한 이유가 있다. 우선 
소화집의 서문에서 늘 민간문학 수록의 전범으로 삼고 있는 시경의 영향
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시경의 구절은 대부분 4글자로 되어 있다. 시
경의 문구는 압축적이고 풍부한 의미와 이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4글자
의 제목은 운을 맞추어서 입에 잘 붙는다. 성어가 대부분 4글자로 되어 있
는 것과 같이 4글자의 제목은 리듬감이 강하고 읽히기가 쉽다. 그 다음은 
소화에 두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는 경우 4글자의 제목은 3글자나 2글자의 
제목보다 전달이 더 효과적인 것을 꼽을 수 있다. 두 에피소드인 경우 각 
에피소드의 제목을 각각 두 글자로 요약하여 간결하게나마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타수부아(墮水赴衙, 강물에 빠지고 관아에 가
다)>는 두 에피소드의 내용을 각각 ‘타수(墮水)’와 ‘부아(赴衙)로 요약하여 
정리되었다. 
  요컨대 홍만종이 제목을 4글자로 만든 것은 형식적 완결성을 꾀하고 동
시에 압축적 제목과 효과적인 표현을 지향하며 제목의 리듬감을 강화하여 
독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다. 모든 소화에 네 글자짜리 
제목을 붙이려면 자유로운 글자 수의 제목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신경
을 써야 한다. 이를 통해 홍만종이 얼마나 치밀하고 신중하게 소화집 편찬
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명엽지해보다 후대의 소화집인 어수
신화(禦睡新話)도 4글자의 제목을 취하고 있지만 파수록과 진담록(陳
談錄) 같은 경우는 제목을 아예 붙이지 않거나 자유로운 글자수로 제목을 
지었다. 즉 이러한 제목 형식은 후대의 소화집에서 계승되지 않았다. 서발
문의 유무처럼 4글자의 제목 형식도 후대에 내려가면 무너지고 말았다. 이
를 통해 후대의 소화집은 이러한 형식의 일관성보다는 소화집의 자유로운 
편찬을 지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홍만종은 명엽지해에서 소화와 함께 논평을 제시한 점이 주목된
다. 동양문고본 명엽지해에는 총 76화 중 앞의 51화까지만 평이 있고 나
머지 작품은 평이 없다. 이들 논평은 모두 ‘야사씨왈(野史氏曰)’이라는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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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집 제목 편찬자 이야기 편수 제목 유무 제목 글자수 논평수 논평 시작 방식
촌담해이 강희맹 10 유 4글자 10 太史公曰

어면순 송세림 82 유
주로 4글자. 
3글자, 5글
자도 있음

20 史臣曰
속어면순 성여학 32 유 4글자 15 史臣曰

명엽지해 홍만종
80(동양문고본
은 76편, 실제 
80편 넘음)

유 4글자 51 野史氏曰

고금소총 홍만종 54 유 4글자
4(모두 천
예록에서 재
수록한 것임)

評曰(천예록
에 따름)

파수록 미상 63 유 제목 없음 63 副墨子曰

시작한다. 물론 논평을 붙인 것도 명엽지해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 전대의 소화집인 촌담해이와 어면순, 속어면순에도 논평이 있
다. 어면순은 총 82편이고 상ㆍ하 두 권으로 나뉘어 있는데, 상권의 20편
에는 모두 논평이 있는 반면 하권에는 논평이 없다. 그리고 속어면순은 
권을 나누지 않았지만 앞부분(15편)에 논평을 붙였다. 명엽지해도 어면
순과 속어면순처럼 앞부분의 소화에만 논평을 달았다. 조선 시대 논평이 
있는 소화집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44)

  논평을 가하는 형식이 전(傳)의 형식에서 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 학자들
에 의해 언급된 바 있으며 그 연원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로 거
슬러 올라간다.45) 그러나 정통 한문학의 성격과 다른 소화에 왜 굳이 논평
을 붙였던 것일까? 소화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웃음을 자아내는 이야
기이며 유희성과 오락성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이러한 소화는 정통 한문
학에서 벗어나는 비정통 한문학이기 때문에 굳이 재도(載道)를 의식할 필요
도 없었고 근엄함이나 엄격함을 견지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었다.46) 유교

44) 1958년에 民俗學資料刊行會가 간행한 고금소총을 저본으로 한다.
45) 황인덕, 앞의 논문, 1983, 110-112면, 참고.
    정원이, 앞의 논문, 2000, 27-3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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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비롯된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장르로서 소화가 필요했던 것이다.47) 
그러나 이로 인해 정통 한문학이 주도하고 있었던 시대에 자칫하면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다. 오해나 비난을 막고 비정통이라는 ‘약점’을 보완
하기 위해서라도 당시에 이러한 논평이 방패의 역할을 한 것이다. 즉 자신
이 이 소화들을 어떤 시각에서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비판적ㆍ도덕적 인
식을 하고 있다는 태도를 드러냄으로써 소화집 편찬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서문의 역할과 비슷하다. 
  이와 같은 논평에는 저자의 인식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 의식 중에는 
사회에 대한 비판과 사람에 대한 권계 등이 내포되어 있다. 소화가 논평의 
존재로 인해 다소 긴장된 분위기를 가지게 되고 논평은 소화라는 장르에 의
한 것이라서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논평이 있기 때문에 소화라
는 장르라는 이유로 정통 한문학을 중요시하는 사대부로부터 비난을 면할 
수 있다. 역으로 당대에 정통한문학을 통해 하기 어려운 발언을 소화라는 
장르에서 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소화는 정통한문학에서 벗어난 장르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시되지 않았다. 한 번 웃고 마는 이야기이므로 논평에서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해도 반발을 막을 수 있는 반면 평가는 더 자
유로워질 수 있다. 즉 논평은 소화를 정당화하려는 장치로 작용한다면 역으
로 소화는 자유로운 논평을 위한 장치로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소화와 논
평의 역동적인 관계라고 하겠다. 
  나아가 논평 부분을 보면 다른 소화집에는 ‘태사공왈(太史公曰)’, ‘사신왈
(史臣曰)’, ‘부묵자왈(副墨子曰)’로 되어 있으며 명엽지해에는 ‘야사씨왈
(野史氏曰)’로 되어 있다. 대개 ‘태사공’과 ‘사신’이라는 칭호는 편찬자 자신
이 사관의 시각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평가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부묵자’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무관하게 편찬자의 개인적인 생각을 토로하
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야사씨’라는 칭호는 홍만종이 이 책을 야사라는 
시각으로 기록하고 평가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야사씨’라는 
칭호를 가지고 논평을 쓴 것은 전대에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으나 
16~18세기에 이르면 유사한 칭호가 적지 않게 등장한다. 안정복(安鼎福, 

46)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65면.
47) 박희병, 위의 책, 2008,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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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1791)의 ｢영장산객전(靈長山客傳)｣에도 ‘야사씨왈’로 시작한 부분이 
있다.48) 이 외에도 ‘외사씨(外史氏)’라는 칭호로 논평 부분을 시작한 글도 
있다. 허균(許筠, 1569~1618)이 쓴 ｢엄처사전(嚴處士傳)｣과 ｢손곡산인전
(蓀谷山人傳)｣ 등 전(傳)의 말미에는 ‘외사씨왈(外史氏曰)’로 시작한 논평이 
실려 있으며49) 홍세태(洪世泰, 1653∼1725)의 문집에도 이러한 글귀가 나
타난다.50) 이러한 표현은 보통 허구적이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일 때 
이루어진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새롭게 등장한 글쓰기 방식이라고 할 수 있
다. ‘태사공’, ‘사신’이라고 하면 정통 역사관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보다는 ‘야사’, ‘외사’라는 것은 꼭 정통 역사관에 한하지 않고 
우스운 이야기에게 좀 더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있게 한다. 이
것은 당시의 논평 형식의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홍만종도 한 
몫을 하였다. 명엽지해의 논평에서 어느 정도 여유로운 시각이 보이는 것
은 바로 그 증거이다.51)
  넷째, 논평의 배치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대로 명엽지해는 어
면순과 속어면순처럼 앞부분에만 논평이 있고 뒷부분에는 논평이 없다. 
오로지 재미를 위한 소화집이기 때문에 딱딱한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명엽지해의 논평 배치

48) 안정복, 순암선생문집(順菴先生文集) 卷之十九 ｢영장산객전(靈長山客傳)｣: “野史氏曰: ‘余從客之
里人, 詳聞客之爲人. 深居簡出, 類修鍊者. 升沉鄕里, 類鄕愿者. 嘐嘐曰古, 類狂者. 無求於人, 類介者. 
常終日看書, 類爲學者. …(중략)… 三逕之下, 草萊成蔭, 以是而終焉, 其或聞逸士之風者歟.’”

49) 허균, ｢엄처사전(嚴處士傳)｣: “外史氏曰: ‘處士孝於家廉於鄕, 固當得位. 而以母死不賓于王, 卒窮以
終, 其才不少售, 惜哉! 巖穴間有士如此, 名湮沒而不傳者, 非獨處士, 悲夫!’”

   허균, ｢손곡산인전(蓀谷山人傳)｣: “外史氏曰: ‘朱太史之蕃, 嘗觀達詩, 讀至漫浪舞歌, 擊節嗟嘗曰: 斯

作去太白, 亦何遠乎? 權石洲韠見其斑竹怨曰: 置之靑蓮集中, 具眼者不易辨也. 此二人者, 豈妄言者耶? 

噫! 達之詩, 信奇矣哉.’”

50) 홍세태, 류하집(柳下集) 卷之九 ｢김장군전(金將軍傳): “外史氏曰: ‘應河忠義烈丈夫哉, 惜乎! 用
之不早, 而用又屈人下. 向使二萬精銳, 屬應河以討賊者, 虜可破也. 然應河一死, 使天下知我東有忠義死
節之臣, 猛氣餘烈, 足以折虜心, 而其奉矢執幟者亦烈士也. 應河死後二十七年, 大明遂亡, 於是人益思而
悲之.’”

51) 예를 들면 <화리기성(畵梨記性, 배를 그려놓고 성을 기억하다)>의 논평에서 바보 원님 이야기에 

대한 평에는 그 원님이 앞으로 범할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행위를 가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평은 

엄숙한 설교와 반대로 다시 한 번 독자의 웃음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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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면순, 속어면순과 유사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다. 명엽지해에
는 실제 인물들과 관련된 소화가 주로 뒷부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소화
에는 논평이 부재한다. 이 점에 대해서 남은경은 “독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
며, 스스로의 생각은 표현하지 않은 채 유보한 것”52)으로 보았으며, 류정월
은 “논평부가 인물이 가진 자질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라면, 
이런 평가가 없는 이야기부는 인물의 자질들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유보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중략)… 부재하는 평가는 해당하는 인물의 가치와 
관련하여 평가 기준의 미비함과 관련 있다”라고 언급하였다.53) 그러나 이들
의 논의는 논평이 부재한 이유의 한 측면만 본 것이라 생각된다.
  명엽지해에 논평이 없는 소화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사대부의 재치와 
해학, 풍류를 드러낸 것들이다. 이런 소화는 앞부분의 논평이 있는 소화와 
성격상 차이가 있다. 그 외에도 앞부분의 내용과 비슷하게 어리석은 관리나 
훈도, 탐욕스러운 사람 등을 풍자하는 이야기도 있다. 즉 논평이 없는 소화
의 성격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가를 내리지 않
은 이유도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거나 할 필요
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화에 대해서는 태도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아 
일부러 논평을 감추거나,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이라 논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이들 소화에 대한 평가는 자칫하면 시비를 초래할 수도 있으
니 논평을 회피한 것이다. 즉 자신의 판단을 유보하며 독자에게 그 몫을 넘
긴 것이다. 그리고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기록된 소화에 굳이 논평을 붙일 
필요도 없다. 실제 인물의 지혜담(智慧譚)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 이러한 
성격의 소화는 뒷부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54) 다른 하나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대한 태도를 앞부분 소화의 논평에서 이미 충분히 
표출했고 그들과 유사한 내용에는 일관된 평가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논평
을 생략한 경우이다.55) 이 역시 소화집의 흥미를 위해서이다.
  이와 달리 어면순과 속어면순은 논평이 있는 소화와 없는 소화의 내
52) 남은경, 앞의 논문, 1994, 340면. 
53) 류정월, 앞의 논문, 2004, 114-116면. 
54) <시학포복(始學匍匐, 이제야 기어다니는 것을 배우다)>, <문이예경(文以禮經, 예기를 재산 문건

으로 삼다)>, <책공소홍(責工少紅, 붉은 색을 적게 쓴 화공을 나무라다)> 등이 그 예이다.
55) <경숙중옹(輕叔重翁, 숙부보다 장인이 더 좋다)>, <우장도도(右丈都都)> 등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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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보면 거의 차이가 없다. 독자들은 앞의 내용과 논평을 읽은 후 뒤의 
내용을 보면서 편찬자의 일관된 논평을 예상할 수 있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엽지해에서 앞부분과 성격이 유사한 일부분의 소화에 대해 논
평을 생략한 것은 어면순, 속어면순에서의 의도와 같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앞의 엄격한 평가로 인한 긴장감을 완화할 수 있으며 웃음의 효과
를 더 많이 살릴 수 있다. 이것은 명엽지해의 뒷부분의 일부 소화의 경우
와 같다. 그러나 명엽지해는 뒷부분의 나머지 소화의 성격이 앞부분과 같
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이 앞의 내용과 논평을 읽었더라도 이들에 대한 편찬
자의 평가를 알 수가 없고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물론 그 중에는 한 번 웃
고 넘어가는 소화도 있고 비판 받을 만한 내용도 있다. 
  홍만종이 배치를 이렇게 한 것은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면적으로 보면 어면순과 속어면순의 형식을 따른 것일 뿐이지만 그 이
면에는 홍만종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 즉 전대의 형식을 따르되 자신의 생
각과 평가를 일부러 감추고 옳고 그름의 판단은 독자에게 맡긴 것이다. 특
히 실재 인물과 관련된 성소화는 당시 사대부들의 풍류를 드러내기에 이러
한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배치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웃음의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생각과 태도
를 감추기 위해서이다. 이것을 통해서 홍만종이 자신의 생각을 어디까지는 
드러내고 어디까지는 감추어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다섯째, 주석과 상투적인 용어의 사용이다. 소화는 구비문학이기에 한자
로 표기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한국 고유어가 
대부분이며 그 발음을 한자음으로 표시한다. 그러나 한자음으로 표시한 것
은 그 문면의 뜻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이 경우 주석이 필요하다. 
어면순의 <촌노마희(村奴馬戱, 촌노가 말놀이를 하다)>에서는 말의 울음
소리를 흉내는 말을 ‘애용(隘用)’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그 뒤에 ‘애용은 말 
울음소리를 나타내는 우리말이다(隘用方言馬戱聲)’라고 해석하였다. 명엽
지해에도 주석을 사용하여 표현하기 어려운 어휘를 설명한다. 예를 들면 
<장담취부(長談娶婦, 긴 이야기를 하여 아내를 얻다)>에는 ‘물고(勿古)’라
는 말이 있는데 그 뒤에 ‘물고는 방언으로 ‘함(啣, 물다)’의 뜻이다(勿古, 方
言, 啣之之釋也)’라고 주석을 달았고, <퇴요연촉(槌腰燃燭, 허리에는 몽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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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달고 촛불을 밝히다)>에는 ‘혼당은 아녀자가 월경이 있을 때 차는 것이
다(溷襠, 婦人臨經所着者也)’라고 주석을 사용했다. 이러한 주석은 언어학에
도 연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명엽지해 소화의 절반 정도는 결말 부분에서 ‘문자엄구(聞者掩
口)’, ‘문자대갹(聞者大噱)’, ‘문자봉복(聞者捧腹)’ 등의 문구가 확인된다. 
<수기부시(羞妓賦詩, 기생에게 부끄러워 시를 짓다)>에서는 어사가 억지로 
시를 지어 웃음 대상이 된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홍만종은 ‘지금까지도 이 
이야기를 들은 자들은 배를 잡고 웃어대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至今聞者. 
莫不捧腹)’라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한ㆍ중 양국 소화집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견된다.56) 즉 이는 문헌 소화의 상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겠다. 
김준영은 패설에는 서술자가 가상의 ‘듣는 사람’을 설정하여 이야기를 구연
하는 방식으로 만들고자 했음을 짐작케 하고 패설의 내부에 기록된 작품은 
구비문학적 속성이 강함을 확인케 한다고 하였다.57) 그러나 소화집에서의 
청자가 반드시 가상의 청중은 아닐 수도 있다. 특히 명엽지해에는 홍만종
이 듣고 수록한 이야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는 이야기의 현장 
분위기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들 상투적인 표현은 한 소화의 
종결표지로서 기능을 한다. 소화는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이기에 이러한 
표현이 소화의 목적 달성과 종결을 알려준다. 나아가 웃음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웃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사람과 같은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
하는 징표이다. 소화를 읽는 사람은 이를 읽고 웃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화
를 낼 수도 있다. 말하자면 하나의 소화에 공감이 가는 집단은 웃을 수 있
지만 비웃음을 당하는 인물이 속한 집단은 화를 낼 가능성이 많다. 명엽지
해의 소화에 반복적으로 이러한 어휘가 나타나는 것을 통해 바로 홍만종이 
자신과 같은 집단에 속한 독자의 공감을 얻으며 이러한 공감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러한 상투적인 용어를 통해서 재
삼 이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라는 것을 독자들에게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이상으로 명엽지해의 형식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명엽지해의 형
식적 특징은 전대 소화집의 특징을 잘 반영한 것이 있는가 하면, 명엽지해
56)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는 태평한화골계전, 어면순, 속어면순 등이 있고 중국의 경우는 啟

顏錄, 諧謔, 拊掌錄 등이 대표적이다. 
57) 김준형, 앞의 책,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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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의 독자적인 특징도 보인다. 서발문이나 4글자의 제목, 논평 등은 다른 
소화집에서도 보이는 형식이지만, 명엽지해와 같이 완전하게 두루 갖춘 
소화집은 드물다. 아울러 후대 소화집 역시 명엽지해와 달리 좀 더 자유
로운 형식적 특징을 지닌다.58) 다시 말하면 현존하는 조선시대의 소화집 중
에서 명엽지해는 형식적으로 가장 잘 갖춘 작품집이다. 이것은 홍만종이 
이 작품집을 정통한문학과 동일시하고 매우 중시하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2.3. 명엽지해의 내용적 특징

  명엽지해에는 다양한 유형의 소화가 수록되어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소화를 몇 유형으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분류 기준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하나의 소화가 어느 유형에 속
하는지는 주로 소화의 웃음 유발 요소와 관련이 있다. 독자가 소화를 읽고 
나면 왜 웃는 것인가? 등장인물이 일반적인 경우에서 벗어난 말이나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말과 행동은 대부분 예기치 않게 웃기는 것 혹은 지
혜로운 것이다. 등장인물들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문제에 부
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잘못된 처리 방식을 취할 때 그의 우
행은 곧바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한다. 이와 달리 등장인물이 예상과 달리 
난처한 상황을 잘 넘기기도 하고, 남을 골탕 먹일 때 지혜로운 면모를 발휘
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행이나 지행(智行)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바보이거나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다. 등장인물의 행동을 유발하는 
요소는 지력(智力)뿐만 아니라 성격, 신분, 주변 환경 등 매우 다양하다. 바
보가 아니더라도 등장인물은 성격이나 고정관념, 주변 환경 때문에 우스꽝
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 이들은 평소에는 멀쩡한 사람이지만 특정 이유-

58) 예를 들면 파수록은 논평이 있지만 제목은 없고, 어수신화(禦睡新話)는 네 글자의 제목이 있
지만 논평이 없으며, 진담록(陳談錄)은 제목과 논평을 모두 갖추고 있지만 제목이 네 글자가 아
닌 소화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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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아래 항 순서 및 제목 웃음 유발 
인물

웃음 유발 
인물의 신분

다른 주요 
등장인물

다른 주요 등장
인물의 신분

우
행
담

어리석음
ㆍ무식

4. 槌腰燃燭 燃燭者 양반 사대부 婢 노비
5. 櫨櫃擇婿 婿 평민 남성 翁, 女 평민 남성, 평

민 여성
7. 夫妻訟鏡 夫, 妻, 官

양반 사대부, 
평민 남성, 
여성

夫, 妻, 官
양반 사대부, 
평민 남성, 평
민 여성

8. 舅婦竊粥 舅 평민 남성 婦 평민 여성
9. 改數庇婦 婿 평민 남성 婦 평민 여성
18. 僧換押吏 吏 아전 僧 스님
21. 無妹哭讣 倅 양반 사대부 吏 아전
23. 寒食歲拜 倅 양반 사대부 吏 아전
24. 牛皮蒙面 太守 양반 사대부 妻 사대부 여성
25. 荷印矜爵 倅 양반 사대부 吏 아전

고정관념, 주변 환경-로 인해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게 된다. 예컨대 호색한
(好色漢)이 자신의 행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여 그로 인해 속임수에 걸리거
나 치욕을 당하는 경우에는 그의 ‘호색’이라는 성격적 요소가 핵심인데, 이 
요소가 이야기의 전개와 주제, 웃음 유발에 영향을 주면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꼭 지자가 아니어도 상황을 잘 파악하여 냉철하게 대
응하여 그 상황을 잘 넘기거나 혹은 상대방을 골탕 먹일 수도 있다. 
  본고에서는 명엽지해에 실려 있는 소화들을 등장인물의 행동과 말에 따
라 우행담(愚行譚)과 지혜담(智慧譚)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우
행과 지적 행위를 유발하는 요소로 하위 분류를 한다. 명엽지해의 우행담
에는 어리석음과 무식함을 드러내는 이야기, 편집(偏執)ㆍ오해ㆍ실수를 조
소(嘲笑)하는 이야기, 지나친 성욕을 꼬집는 이야기가 있으며, 지혜담에는 
지략과 해학을 묘사하는 이야기, 교묘하게 자신의 성욕을 드러내거나 변호
하는 이야기가 있다. 우선 명엽지해 전체 소화를 우행담과 지혜담으로 분
류하면 다음 표와 같다.59)

59) 명엽지해의 소화 중에 우행과 지적 행동이 동시에 나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웃음
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소가 우행에 있느냐 지적 행위에 있느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우행에 있
으면 우행담으로 간주하고 지적 행위에 있으면 지혜담으로 치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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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畫梨記姓 倅 양반 사대부 座首 양반 사대부
31. 疑婦無脚 新郎 평민 남성 新婦 평민 여성
39. 掛瀑認布 欲占別提者 양반 사대부 提調 양반 사대부
41. 忘詳愧從 從兄 평민 남성 弟 평민 남성
42. 請吏寫祝 鄉生 선비 吏 아전
43. 添字誤下 兒 아이 老書生 선비
45. 院吏講讀 吏 평민 남성 令監 양반 사대부
49. 羞妓賦詩 呂姓亞使 양반 사대부 妓 기생
50. 蒙學強教 蒙師 양반 사대부 童子 아이
63. 土奴甕癖 士 양반 사대부 奴 노비
64. 橋榜不出 士 양반 사대부 奴 노비
65. 三物俱失 奴 노비 士 양반 사대부
67. 輪行時令 士 양반 사대부 奴 노비
74. 輕叔重翁 趙都事 양반 사대부 人 미상
75. 告主納帒 士 양반 사대부 X X
76. 右丈都都 蒙士/訓導 양반 사대부 傍人/學徒 선비

편집ㆍ오
해ㆍ실수

2. 腕樂罷倅 倅, 使道 양반 사대부 倅, 吏 양반 사대부, 
아전

3. 撤訟落梯 崔生 선비 太守, 客,
姉妹

양반 사대부, 
사대부 여성

10. 誑嬸取墨 宰 양반 사대부 姪, 嬸 평민 남성, 
사대부 여성

14. 捩杖覆面 僧 스님 沙彌 사미
15. 士負前約 甲, 乙 선비 甲, 乙 선비
22. 對答撫額 倅 양반 사대부 客 양반 사대부
27. 眩名求實 典祀官/別星 양반 사대부 助辦千戶/

安逸戶長 양반 사대부
28. 好古破產 好古之人 평민 남성 사기꾼 평민 남성
30. 放庇爭賞 新婦 평민 여성 乳母 노비
40. 博弈喪心 好棋者 평민 남성 奴 노비
44. 墮水赴衙 辛者 선비 黃慎/

相識人
양반 사대부/
미상

46. 詩人字癖 尹潔 선비 X X
48. 輕悔懷慚 申光弼 양반 사대부 韓浚謙 양반 사대부
51. 換題參科 尹敏 양반 사대부 舉子 양반 사대부
54. 繁簡俱迂 俞好仁 양반 사대부 吏 아전
66. 廁間谵語 客 평민 남성 主 평민 남성

68. 兩男相會 李命源/
崔得龍 중인/중인 尙書/

李順源 양반 사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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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색60)

1. 妓籠藏伯 方伯 양반 사대부 妓 기생
12. 說夢飽餅 僧 중 沙彌 중
13. 沈毛分酌 僧 중 客 중
32. 贊郎熟手 女 평민 여성 奴 평민 남성
33. 婦說古談 嫗 평민 여성 婦 평민 여성
34. 姑責翻身 姑 평민 여성 少婦 평민 여성
35. 命奴推齒 崔生 선비 妓 기생
36. 握帽疑夢 某生 선비 妓 기생
37. 子慶馬噤 書生兄弟 선비 父 미상
61. 請加四吹 金命元 양반 사대부 軍官 중인
62. 郎官勝地 郎官 양반 사대부 兩宰 양반 사대부
69. 一般意思 軍官 중인 女 평민 여성

지
혜
담

해학
ㆍ지략

6. 長談娶婦 婿 평민 남성 翁 평민 남성
11. 講奏止妬 宰 양반 사대부 夫人 사대부 여성
16. 宰問艮弟 金安老 양반 사대부 武人 중인
17. 倅進衍主 鰲城 양반 사대부 吏 아전
19. 拒責致嘲 鄉宰 양반 사대부 鄉人 평민 남성
20. 偽政寓諷 優人 천민 王 임금
38. 氓作鵂鳴 鄭百昌 양반 사대부 貧氓 평민 남성
47. 妄疵取哂 書生 선비 鰲城 양반 사대부
52. 始學匍匐 洪暹 양반 사대부 洪彥弼 양반 사대부
55. 宋莫皆中 林悌 양반 사대부 主媼 평민 여성
58. 呼僧止鹹 鰲城 양반 사대부 僧 중
59. 責工少紅 李白沙 양반 사대부 畵工 중인
70. 面取油蜜 妓 기생 書狀 양반 사대부
71. 不較酒粥 姪 양반 사대부 蔡忠元 양반 사대부
72. 做談止困 南宮正 양반 사대부 呂參判 양반 사대부
73. 囑妓喚爺 裴儒華 양반 사대부 崔掌令 양반 사대부

호색

29. 佯辭指環 處女 평민 여성 姆 노비
53. 文以禮經 朴思庵 양반 사대부 或者, 友 양반 사대부
56. 難匿赤婢 李白沙 양반 사대부 客 양반 사대부
57. 喜聽裙聲 李白沙 양반 사대부 鄭松江,

柳西崖 양반 사대부
60. 朝卻訓導 宋言愼 양반 사대부 訓導 기생

  위의 표를 통해 우행담이 전체 이야기들 중에 70% 넘게 차지하고 있어 

60) 여기서 말하는 ‘호색’은 성욕을 꼬집는 이야기이다. 본고에서 성욕으로 우행이나 지적 행위를 야기
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는 이 유형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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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적으로 지혜담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행담에서 어리석음과 
무식을 표현하는 소화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명엽지해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우행담

  우행담은 등장인물의 어리석은 행동이 웃음을 유발하는 유형이다. 홍만종
은 우행담을 통해서 일상생활, 사회 규범, 질서 등에서 이탈한 행위를 조롱
한다. 아울러 이러한 웃음은 독자에게 일종의 우월감을 느끼게 해 주기도 
한다. 명엽지해의 우행담은 등장인물의 신분이 평민 남성, 평민 여성, 선
비, 사대부 관리, 스님 등으로 다양하지만 희화화의 대상은 주로 평민 남성
과 사대부 남성으로, 즉 여성보다 남성에 더 집중되어 있다.
  어리석음과 무식함을 드러내는 이야기에서는 등장인물이 지적으로 모자라
서 저지르게 되는 우스운 행위나 말을 묘사한다. 이러한 유형의 소화에 등
장하는 주인공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설사 알고 있더라도 허영심 때문에 자신의 부족을 덮으려다가 어리석은 행
위를 하게 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소화 중 거의 모든 소화집에 빠짐없이 
나타나는 이야기는 바보 사위와 관련된 이야기다. 명엽지해에도 여러 편
이 수록되어 있는데61) 그 중에서 <노궤택서(櫨樻擇婿, 옻궤로 사위를 고르
다)>가 가장 대표적이다. 
  <노궤택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늙은이가 좋은 사위를 고르기 위
해서 노나무로 만든 함에 쌀을 넣고 “궤짝은 어떤 나무로 만들었고 또 쌀이 
몇 말 들어 있는지” 알아맞히라는 문제를 냈다. 이 문제를 맞힌 사람에게 
딸을 시집보내기로 했지만 아무도 맞힌 사람이 없었다. 이에 안타까워하던 
딸은 한 바보 장사꾼에게 답을 알려주어 남편으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바보 
사위는 장인의 질문에 대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우스운 언행을 하게 된
다. 늙은이는 지혜로운 사위 대신 바보 사위를 들이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바보 사위 이야기는 결혼 후에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이 이야기는 사위의 
61) 그 외에는 <개수비부(改數庇婦, 개수를 고쳐 아내의 잘못을 덮다)>, <퇴요연촉(槌腰燃燭, 허리에

는 몽둥이를 달고 촛불을 밝히다)>, <의부무각(疑婦無腳, 신부의 다리가 없다고 의심하다)>도 바
보 사위의 이야기이다.



- 30 -

선택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늙은이가 사위를 선택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지
혜로운 사위 대신 바보 사위를 들이게 되고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
다. 이 이야기에서는 사위가 주요 웃음 유발자이며 그의 지적 요소, 즉 부
족한 지적 능력이 웃음의 핵심요소이다. 
  이 소화는 순오지의 ‘노목궤(櫨木樻, 노나무로 만든 궤)’라는 속담(俗
談)에서도 발견되는데, 그 내용은 <노궤택서>가 더 상세하다. <노궤택서>
의 뒷부분에 추가된 내용은 바보 사위가 신부가 알려준 말만 따르다가 소를 
사람 취급했고, 결국에는 장인과 장모의 노여움을 사게 된다는 것이다.62) 
장모를 소처럼 대하는 것은 모욕이 될 수밖에 없으며, 특히 엉덩이를 보면
서 새끼는 많이 낳겠다고 한 것은 신체적ㆍ성적 조롱이 되기도 한다. 즉 속
담의 내용이 확장되면서 사위의 지적 문제가 더 부각되고 웃음 유발 효과가 
커진다. 순오지의 ‘노목궤’에서 홍만종은 다만 이 말이 변통을 모르는 자
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였지만 명엽지해의 <노궤택서>에 대해서는 아
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야사씨가 말한다. 노인이 사위 가리는 것에 열중하였으나 함을 알아맞히
는 것으로써 선택하였으니, 이는 올바른 도리로써 선택한 것이 아니다. 사
위는 아내의 가르침에 집착하여 변통(變通)할 줄 몰랐으니, 몹시 어리석어 
기질이 변하지 않는(下愚不移) 자이다. 오직 딸이 나이 먹는 것만을 애석
해하고 좋은 남자를 택하여 배필로 삼는 것은 염두에도 두지 않았다. 세 
사람이 그릇된 것은 한가지이다, 뒷사람들의 경계로 삼을 만하도다.63)

  이 논평은 ‘노목궤’의 그것에 비해 훨씬 구체화되었다. 홍만종은 논평에서 
노인이 사위를 선택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비판을 시작하였다. 좋은 사위
를 들이려는 동기는 좋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행위는 훗날 딸이 사위를 잘못 선택하여 바보 사위를 들이게 되는 결과를 

62) 이 부분의 내용이 어면순의 <서절마가(壻折馬價, 사위가 말의 값을 깎다)>와도 유사한 것을 
미루어 보면 당시에 널리 전승된 모티브인 것이다.

63) 명엽지해 제5화 <옻궤로 사위를 고르다>: “野史氏曰: ‘翁之勤於擇婿, 募以識櫃, 是擇之非其道
也. 婿之膠守妻教, 不知變通, 是下愚不移者也. 女徒惜年齡之過, 不念擇良而爲配. 三人之失同矣, 皆可
爲後人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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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래하게 된다. 이어서 융통성이 없는 사위에 대해 조롱하였다. 그는 사위
가 아내의 말만 그대로 따르고 변통할 줄 몰랐던 점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
니라 “몹시 어리석어 기질이 변하지 않는다(下愚不移)”64)라는 공자의 말을 
빌려 사위를 평가하였다. 홍만종은 어리석은 기질이 변하지 않아 사위가 잘
못을 반복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배필을 잘못 택한 딸에 대해 
비판하였다. 홍만종은 주요 웃음 유발자인 사위뿐만 아니라 장인과 딸의 잘
못도 함께 지적하였다. 바보 사위를 들이거나 그의 어리석고 무식한 언행을 
초래하는 또 다른 인위적인 요소가 노인과 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명엽지해에는 이와 같이 어리석고 무식하고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인물
이 희화화되는 소화가 많다. 여기서 기계적이라는 것은 융통성이 없는 것을 
포함하지만 고정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는 경우를 지칭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퇴요연촉(槌腰燃燭, 허리에는 몽
둥이를 달고 촛불을 밝히다)>, <우피몽면(牛皮蒙面, 소가죽을 얼굴에 뒤집
어쓰다)>, <하인긍작(荷印矜爵, 관인을 걸머지고 벼슬을 자랑하다)>, <첨
자오하(添字誤下, 첨자를 잘못하다)>, <교방불출(橋榜不出, 다리 아래에는 
아직 방이 나붙지 않다)> 등이 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의 주인공에는 평
민이 있는가 하면 사대부도 있다. 특히 이런 소화 속에서 사대부들은 글을 
잘 모르거나 업무처리에 무능력한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여기서는 <몽학강
교(蒙學強教, 어리석은 학문을 억지로 가르치다)>를 통해서 설명하기로 한
다. 
  <몽학강교>는 어리석고 무식한 선생이 잘못된 지식으로 학생을 가르치
는 내용으로 시작된다. 수업을 하는 중에 학생이 의문을 제기하는데, 선생
은 이에 대해 잘못된 해석으로 견강부회(牽强附會)한다.

  또 이백(李白)을 가르치는데 “소살도연명, 불음배중주(笑殺陶淵明, 不飮杯中
酒)” 구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웃으면서 도연명을 죽였다.” 동자
가 말했다. “어째서 죽이면서 웃는다고 이릅니까?” “웃음을 띤 분노가 더욱 어
려운 것이다.” “어째서 마시지 않습니까?” “이미 죽인 후에는 회한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지.” …(중략)… 하루는 어리석은 선비가 꿈에 여러 명의 귀졸에게 
잡혀가 염라왕을 알현하였다. 왕은 평상에 앉아 그를 꾸짖었다. “너는 고서를 

64) 論語ㆍ陽貨: “子曰: ‘唯上知與下愚不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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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나 주머니쯤으로 여기고 네 구복(口腹)을 채우기 위해 후학들을 속여 그
르치고 있으니 지은 죄가 막대하도다! 이설옥(犁舌獄)으로 보내어 육축(六畜)
으로 환생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어리석은 선비가 애걸하였다. “육축이 동등한 
것이라면, 저는 이왕이면 암캐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염라왕이 괴이하게 여
겨 말했다. “암캐나 수캐나 개이기는 다 마찬가지인데 암캐가 되고자 하는 것
은 무슨 까닭인고?” “전(傳)에 이르기를 ‘임재무구득(臨財毋苟得)’이라고 했는
데 이른바 ‘무구(毋苟, 母狗로 잘못 읽은 것-필자주)’라는 것은 암캐입니다. 암
캐는 능히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이지요.” 왕이 웃으면서 말했
다. “‘구(苟)’자를 ‘구(狗)’자로 이해하다니! 무릇 그릇되게 이해하는 것이 모두 
이와 같을지니, 너를 어찌 벌주겠는고?” …(중략)… 뒷날 어리석은 그 선비가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가례로 치상치 말도
록 해라.” 그 아들이 까닭을 물었더니 그가 말했다. “가례에 ‘친상(親喪)의 곡
에는 때가 없다’했거늘, 이같이 하면 아무 때나 곡을 하게 될 것이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곡을 하지 않음은 예의가 아니거늘 너희들은 이런 예를 써서는 안되
느니라.” 듣는 자들이 배를 잡고 웃어댔다.65) 

  위 인용문은 어리석은 선생이 이백의 시와 예기의 내용 등을 엉터리로 
설명하여 웃음을 자아내는 장면이다. 그는 무식하면서도 자신의 해석에 대
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듯하게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비의 꿈 이야기로 전환된
다. 몽사의 무식함은 꿈에서 염라왕을 만날 때도 지속되었다. 훗날 그가 죽
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가르친 상례의 예도 그의 잘못된 해석에 의한 것이
다. 그의 오류는 주로 글의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거나 글자를 오인해서 범
한 것이다. 나아가 그의 무식은 학생뿐만 아니라 허구한 인물과 후손들에게
도 잘못된 것을 남겼다. 이 소화에서는 어리석은 선생이 글의 뜻을 모르면
서도 무리하게 남의 스승이 된 것66)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익을 밝
65) 명엽지해 제50화 <몽학강교>: “又教李白至‘笑殺陶淵明, 不飲盃中酒’之句. 釋之曰: ‘笑而殺淵明.’ 

童子曰: ‘何爲笑而殺之?’ 答曰: ‘含笑之怒, 爲尤難也.’ 童子曰: ‘何爲不飲?’ 答曰: ‘旣殺之後, 不無悔恨
也.’ …(중략)… 一日, 蒙士夢鬼卒數輩拏而去, 見於閻王. 王據床責之. ‘汝以古書, 爲槖囊, 資爾口腹. 而
註誤後學, 罪莫大焉. 合付梨舌獄, 化作六畜.’ 蒙士哀乞曰: ‘等爲六畜, 願爲雌狗.’ 王怪之曰: ‘雌雄皆狗, 
欲爲雌狗, 何也?’ 蒙士曰: ‘傳云臨財毋苟得. 所謂毋苟者, 雌狗也. 雌狗能得財, 故願爲之也.’ 王哂曰: 
‘爾以狗字爲苟. 凡所註誤, 皆若是耳, 於汝何誅.’ …(중략)… 後蒙士將死, 語其子曰: ‘我死, 爾無以家禮
治喪.’ 其子問其故. 蒙士曰: ‘家禮: 親喪, 哭無時. 如此則無時可哭也. 父死不哭, 非禮也. 爾勿用此禮.’ 
聞者絕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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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남을 가르침에는 게으르지 않았다67)는 것도 함께 문제로 삼는다. 후학에
게 진정한 학문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익을 거두는 데만 급급했기 때문이다. 
홍만종은 아래와 같이 논평하였다. 

  야사씨는 말한다. 이 사람은 몽매한 학문으로 무리하게 남의 스승이 되어, 
구절의 뜻과 글자의 새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지 않음이 없었으니, 이 정도만
으로도 이미 지극히 가소롭다. 심지어는 암캐가 되고 싶다고 원하고 곡하지 말
라 했다고 경계하는 데까지 이르러, 죽을 때까지 경서를 그릇 해석하였으니, 
염왕의 비웃음을 받고 온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어 마땅하다. 맹자가 이
른바 “사람의 근심은 남의 스승 되는 것을 좋아하는 데 있다”는 것은 진실로 
옳은 말이로다.68)

  홍만종은 어리석은 선생의 몽매함과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가 세상 사람들
의 비웃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에 “사람의 근심은 남의 스승 되는 것을 좋아하는 데 있다”69)는 맹자의 말
을 인용하여 자신의 의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몽사는 평생 남의 스승만 
하고 자신의 무식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완하려는 생각도 없었다. 따
라서 그는 더 이상 학문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었고 결국 죽을 때까지 어리
석은 선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기의 어리석은 선생은 이보다 더 심
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 것은 그가 금전에만 관심이 있었으며 그릇
된 지식으로 후학과 후손을 오도(誤導)하였다는 것이다. 비록 과장된 이야
기이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서 당시 사도(師道)의 타락상을 포착할 수 있다.
  15세기 후반부터 관학은 점차 쇠미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교육기
능을 상실해 가고 있었고70) 조선 후기에는 향교도 점점 쇠퇴해 갔다. 군역
을 면제 받으려는 자들로 붐볐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능력을 갖춘 학자들
66) 명엽지해 제50화 <몽학강교>: “不知書意, 而強爲人師.”
67) 명엽지해 제50화 <몽학강교>: “利於束修, 誨人不倦.”
68) 명엽지해 제50화 <몽학강교>: “野史氏曰: ‘斯人也, 以瞢昧之學, 強爲人師, 句義字訓, 無不誤教, 

已極可笑, 而至於牝狗之願, 不哭之戒, 其誤釋經書, 抵死不休. 宜乎閻王之哂, 舉世之嗤. 鄒夫子所謂人
之患在好爲人師者, 豈不信哉.’”

69) 맹자ㆍ이루상(孟子ㆍ離婁上): “孟子曰: ‘人之患在好爲人師.’” 
70) 李樹煥, 朝鮮後期書院硏究, 일조각, 20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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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향교로 파견되는 것을 꺼려서 빈천하고 무식한 인물들로 그 역할을 충당
하게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71) 서원이 대거 생겨나자 향교는 쇠퇴하
면서 지역 사족 세력의 근거지가 되어 당쟁의 도구로 변했다.72) 따라서 능
력보다는 친분관계가 있거나 같은 당파인 자를 훈도로 선발하는 일이 많아
지면서 우매한 훈도가 많은 것이 현실이었다. 결국은 무식한 사람도 남의 
스승이 되어 그 이익을 거두기 위해서 꾸준히 남을 가르치게 된 가소로운 
상황이 되었다. 이것은 바로 사도의 타락상을 만든 사회적 배경이다. 
  그러면 이렇게 능력이 없는데도 남의 스승이 되는 것을 좋아한 이유가 무
엇일까? 그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스승이라는 명성
(名聲)을 얻기 위해서이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에는 유교와 유학 교육이 
매우 중요시되었다. 스승은 ‘도를 전하고, 업을 전하며, 의혹을 풀어주(傳道, 
授業, 解惑)’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이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허영심을 가지
고 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위의 소화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이익 때문이
다. 스승이 되면 학생들한테서 예물을 받을 수 있어 수입이 된다. 첫 번째 
이유보다 두 번째가 더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훈도들의 자질이 떨
어짐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훈도는 이미 예전처럼 그리 영광스러운 직업이 
아니었다. 어리석은 없는 훈도는 과거에 붙기에는 능력이 부족하여 생존을 
위해 훈도가 되고 이익을 얻은 것이다. 
  홍만종은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소화와 논평을 통해서 은근히 고발하였
다. 무식한 선비와 관리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화는 전대 소화집에서도 많이 
발견되지만, 무식한 훈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소화는 전대에는 드물게 나타
난다.73) 명엽지해에는 <몽학강교>와 <우장도도(右丈都都)>가 있는데 
71) 이와 관련된 내용은 조선왕조실록 중종(中宗) 30년(1535) 6월 18일(정미)에 경상도 관찰사 이

사균(李思鈞)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 “臣曾爲五道觀察使, 而嘗試矣. 非但監司爲任不久, 不能致
效. 爲訓導敎授, 豈皆爲表率之人哉? 間或有名爲儒者, 而不通一經, 不得成功, 要免軍役者有之, 安有學
術能敎人哉? 是以後學之人, 寧裹糧就學於他處, 不肯留校而受業; 爲父兄者, 寧爲軍役, 而不肯爲校生. 
鄕校則徒設虛名而已, 爲監司者, 雖欲興學, 末由也已.”

72)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집문당, 1997, 부록 참조.
73) 무식한 훈도 이야기는 중국 소화집에는 많이 나타나지만 조선 전ㆍ중기의 소화집인 태평한화골

계전, 촌담해이, 어면순, 속어면순에서는 발견하지 않는다. 태평한화골계전 제5화는 학생
이 스승을 조롱하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훈도의 무식보다 눈이 빨갛다는 신체적 이상으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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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일부분은 소부의 <독파구(讀破句, 문장을 잘못 끊어 읽다)>의 일
부분과 유사하고, 후자의 두 번째 에피소드는 중국 소설이나 야담에서 가져
온 것이라고 저자 스스로 밝힌 바 있다. 홍만종은 스승의 신분으로 학생들
을 오도(誤導)하는 것은 교육적ㆍ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생각
하여 중국 소화집이나 소설집에서 이들 이야기를 수록하였던 것이다. 
  무식한 선비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관리 이야기도 있다. 앞에서
도 언급한 것과 같이 명엽지해에는 무식한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적지 
않다. 예를 들면 <한식세배(寒食歲拜, 한식에 세배하다)>의 원님은 세배가 
언제 행해야 할 예인지 기본적인 상식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다가 웃음을 산
다. 이러한 소화의 주인공들은 신분과 실제 행동 사이에서 부조화 및 충돌
을 야기하며 급기야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들 이야기에서는 
양반 사대부에 대한 반항과 조롱, 신분제에 대한 불만 등과 같은 민중들의 
의도가 드러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부조리한 사회를 풍자하고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자 하는 사대부들의 의식이 드러나기도 한다. 그리고 문인의 무식
함을 폭로하는 것은 바로 홍만종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불합리에 대한 비판
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비판이 특히 불우한 자들 사이에 더 강
한 공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언급한 허격의 서문
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위에서 우행담의 첫 번째 유형에 대해 살펴봤다. 이들 소화의 주인공은 
기계적으로 행동하거나 고정관념에 얽매여서 올바른 행동을 못한다.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식함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어서, 심지
어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을 마치 맞는 것처럼 남에게 알려주기도 한
다. 물론 <괘폭인포(掛瀑認布, 절벽에 걸린 폭포를 천으로 알다)>처럼 자
신의 무식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식한 척 남을 속이려다가 들통난 사람의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는 그리 많지 않다.
  한편 어리석거나 무식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면 결함이 없는 사람
이 없다.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편집ㆍ오해ㆍ실수로 인해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게 되거나 무언가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웃음을 사게 될 수 있는데 여기
에는 학문적으로 매우 훌륭한 인물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의 성격적 자질이
나 주변 환경은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행동을 못하게 한다. 이것은 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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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급한 우행담의 두 번째 분류인 편집ㆍ오해ㆍ실수를 조소하는 이야기이
다. <번간구우(繁簡俱迂, 번잡한 글이건 간략한 글이건 다 안 통하다)>의 
유호인(俞好仁)이 바로 그 예이다. 
  <번간구우>에서 유호인은 학문에는 밝지만 업무 처리에는 어두운 인물
로 등장한다. 

  뇌계 유호인은 천성이 순후하면서도 신중했으며 문장에도 능했다. 성종 임금
께서 가장 중히 여기셨다. 유호인은 교리로서 외직을 청하여 산음현을 맡아 나
갔더니, 워낙 고을일에 어두워서 대단찮은 장부도 결재를 하지 못했다. 어느 
백성이 솥을 잃어버려 증명서를 얻고자 하였는데, 하루가 다 지나도록 처리해 
주지 않자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소연하였다. “처리해주실 것을 감히 
바라지 않사옵니다. 다만 본래 소장을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호인이 한참 
고심하다가 비로소 처리해주었다. ‘무릇 솥이라는 것은 하루도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다. 된 죽이든 묽은 죽이든 이것에만 힘입어 사는데, 도둑놈아! 도둑놈
아! 어째서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느냐?’ 어떤 사람이 유호인에게 알려 주었다. 
“무릇 모든 이문(吏文)이란 모름지기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되고, 마땅히 간략해
야 하는 것입니다.” 유호인이 말하였다. “알았소.” 또 어떤 백성이 소장을 내고 
송사를 벌였다. 유호인이 싸움을 그치게 하고자 ‘무(毋)’ 한 글자만 써주었더
니, 아전이 그 사람의 어미를 붙잡아 왔다고 고했다. 유호인이 말하였다. “‘무’
란 ‘금지하라’는 말이다. 어찌 글자의 뜻도 모르면서 그 어미를 붙잡아 왔는
고?”74)

  유호인은 당대의 명문장가로서 성종의 총애를 받은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고을 수령의 실무에는 어두워서, 장부도 결재하지 못하고 고을 백성의 
잃어버린 솥의 증명서를 너무 길게 쓰기도 하고 송사를 너무 간단하게 결단
(決斷)하기도 하였다. 결국 아전들은 그가 짧게 쓴 글을 잘못 이해해서 엉
뚱한 사람을 잡아오는 우스운 일을 하고 말았다. 소화에서는 먼저 유호인을 
칭찬하고 그의 결점을 지적하였다. 바로 이 결점은 뒷부분에서 나타나는 일
74) 명엽지해 제54화 <번간구우>: “雷溪俞好仁, 天性淳謹, 能文章, 成廟最重之. 俞以校理乞郡, 出宰

山陰縣, 踈於吏治, 尋常文薄, 不能裁斷. 有一氓失鼎, 願得立旨. 俞終日不題, 氓久待乃訴曰: ‘題給非敢
望, 唯願還推本狀.’ 俞乃苦思良久, 題曰: ‘夫鼎也者, 不可一日無者也, 饘於粥於賴而爲生. 盜哉! 盜哉! 
盍還其主.’ 或謂俞曰: ‘凡諸吏文, 不須煩支, 當要簡約.’ 俞曰: ‘諾.’ 又一氓, 有呈狀相訟者. 俞欲其止之, 
題給一‘毋’字. 吏捉其人之母以告. 俞曰: ‘毋,卽禁止之辭爾. 何不識字義, 捉其母來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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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의 웃기는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물론 아전의 무식함도 웃음을 유발하는 
요인 중의 하나이지만, 그가 무식함을 드러내게 되는 원인도 역시 주인공 
유호인이 제공한다. 홍만종은 이 소화에 논평을 붙이지 않았는데, 사대부의 
일상생활에서도 웃음거리로 이런 소화를 주고 받았으므로 굳이 평가할 필요
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소화를 통해 인간에게는 각자가 잘하는 분
야도 있고 못하는 분야도 있으며, 적성에 맞는 것도 있고 어긋나는 것도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훌륭한 인물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다. 홍
만종은 인간의 이러한 면모를 소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웃음을 자아냈을 뿐 
이것에 대한 판단의 여지는 독자에게 남겨주었다. 
  이와 같은 유형에 속한 이야기는 실수로 국수를 엎었다는 <열장복면(捩
杖覆面, 막대기를 들다가 국수를 엎다)>, 이름을 잘못 알고 있어 남의 직책
을 오해했다는 <현명구실(眩名求實, 이름에 현혹되어 실제를 구하다)>, 옛
날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파산하였다는 <호고파산(好古破產, 옛 것을 
좋아하다가 파산하다)>이 있다. 이들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바보라서 우행
을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어느 분야에 부족하거나, 무심하여 실수하거나, 
뜻을 오해하거나, 사물에 집착하여 우행을 범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우행담에는 성욕을 꼬집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이야기들은 
인간의 적나라한 성욕을 보여준다. 특히 주인공이 윤리에서 벗어나 지나친 
성욕을 표출하는 것에 대한 조롱을 보여준다. 성욕 표출과 관련된 소화에는 
선비가 기생에게 혹하여 속임을 당한 이야기도 있고, 여자가 정절을 못 지키
고 남과 간통하여 꾸짖음을 당하는 이야기도 있으며,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말을 통해 은근히 자신의 성욕을 드러내어 웃음거리가 되는 이야기도 있다. 
<침모분작(沈毛分酌, 음모를 담구어 나누어 마시다)>을 예로 들어 살펴보
자.
  <침모분작>은 승려들이 작은 음모(陰毛)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해 상의
하는 과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소화이다. 승려들은 장중한 가사를 입고서 하
찮은 음모에 대해 ‘삼보와 같이 감춰두고 영원히 전할 보물로 삼읍시다’라고 
언급하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이에 객승이 음모를 솥에 넣고 물을 길어 
채운 후에 나누어 마시자고 제의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 이 과정에서 병
에 걸려 출입을 하지 않는 100세 승려까지 나와서 그 물을 마시겠다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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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씩 나누어 마실 수 있다 하니, 마신 뒤에는 저녁에 죽는 한이 있어도 괜찮
소’라고 한다. 이것은 논어ㆍ이인(里仁)에서 공자가‘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
녁에 죽어도 괜찮다(朝聞道, 夕死可矣)’라고 한 것을 패러디한 말이다. 요컨
대 이 모든 장중하고 엄숙한 분위기가 그저 하나의 음모 때문에 조성되었다
는 점에서 상당히 희극적이다. 특히 사소한 음모 하나의 가치를 매우 장형의 
편폭으로 화려하게 묘사하고 극대화하여 음모의 실제 가치와의 대립을 심화
시켰다. 
  이 소화에서 음모에 대한 처리 방식들은 서로 대등하게 병렬되어 있는 것
이 아니다. 이야기 전개에 따라 점차 상승시켜 마지막에는 그 음모의 가치를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도(道)’의 가치와 대등하게 만들었다. 특히 계율
을 지켜야 할 집단에 속한 스님들이 점점 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방식이 
그 대립을 심화시키게 되고, 웃음 유발 효과도 그에 따라 커진다. 이것은 ‘속
(俗)’과 ‘아(雅)’의 대립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이다. 홍만종은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야사씨가 말한다. 부처의 말에 “육진 중에 색진이 가장 물들기 쉽다(六塵之
內, 色塵易染).”75)라고 했다. 털 하나 물방울 하나로도 여러 스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음을 알거늘, 하물며 한 나라를 기울게 하는 여색을 직접 만남에 있어서
랴! 이런 까닭에 성인께서 여색을 멀리 하라고 훈계76)하셨던 것이다.77)

  홍만종은 논평에서 불교의 말을 인용하여 색진(여기서 특히 여색)이 가장 
물들기 쉽다고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성인이 여색을 멀리 하라고 훈계
했다는 언급을 빠뜨리지 않는 것을 보면 여색에 대한 그의 경계심을 알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소화에는 <설몽포병(說夢飽餅, 꿈 이야기로 배가 부르다)>, 

75) 僧祐律師(南朝梁), 弘明集卷第八 合氣釋罪是其三逆: “夫色塵易染, 愛結難消, 況交氣丹田延命仙
穴.”

76) “여색을 멀리 하라”는 훈계는 예기에 보인다. 예기ㆍ방기(坊記): “子云: ‘好德如好色, 諸侯不
下漁色. 故君子遠色, 以爲民紀.’”

77) 명엽지해 제13화 <침모분작>: “野史氏曰: ‘佛言有之, 六塵之內, 色塵易染. 一毛餘瀝, 亦知以悅諸
僧, 況親遇傾城者乎? 是故, 聖人以遠之爲訓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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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랑숙수(贊郎熟手, 낭군의 익숙한 솜씨를 칭찬하다)>, <부설고담(婦說
古談, 며느리가 들려준 옛 이야기)> 등이 있다. <설몽포병>은 성적인 내
용을 아름답고 고상하게 묘사하는 예이며 <찬랑숙수>는 성욕을 은근하게 
드러내어 웃음을 유발하는 이야기이다. <부설고담>에서 성적인 내용은 그
리 노골적으로 표출되지 않는다. 즉 이 유형의 소화는 비록 성과 관련된 것
이지만 성에 대한 묘사는 어면순, 속어면순과 달리 노골적이지 않고 함
축적으로 완곡하게, 심지어 경서까지 인용하여 고상하고 아름답게 표현되기도 
한다. 
  이상으로 우행담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 우행담에서 주
인공은 여러 가지 우행으로 인해 희화화의 대상이 된다. 명엽지해의 우행
담은 주인공이 어리석고 무식하거나 혹은 성격이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상
황을 잘못 파악하여 실수하거나 성욕을 과도하게 드러냄으로 웃음 대상이 
된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다. 

  2) 지혜담

  지혜담은 우행담과 반대로 주인공이 자신의 재치 있는 언행으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상대방을 골려주는 내용이며, 이를 통해 웃음이 유발된다. 이 
유형의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의 재치는 공격과 비판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자
신을 보호하고 낭패를 모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행담에 어리석음과 무
식함을 드러내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지혜담에는 지략과 해학을 표출하는 
내용이 있다. 그 외에도 교묘하게 성욕을 드러내거나 지나친 성욕에 대한 
남의 책망을 회피하는 이야기도 있다. 본고에서는 명엽지해의 지혜담을 
지략과 해학을 표현하는 이야기와 성욕을 드러내는 이야기로 나누기로 한
다. 여기서는 각각 하나의 예를 들어 이 소화집의 지혜담의 특징을 설명하
도록 하겠다.
  <망자취신(妄疵取哂, 비난하다 비웃음을 당하다)>에서는 한 선비가 망령
되게 임제(林悌)의 시문을 지적하자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 1556~ 
1618)이 “죽은 임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산 임제는 어려울 걸”78)이라고 

78) 명엽지해 제47화 <망자취신>: “死林悌則未知何如, 而生林悌則固難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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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 말하며 선비를 조롱한다는 내용이다. 이항복의 재치 있는 말은 간접적
으로 그 선비로 하여금 부끄러워하게 하고, 그의 뜻밖의 대답으로 인해 독
자들은 웃음을 터뜨린다. 우리의 웃음을 자아내는 것도 바로 이항복의 이러
한 재치와 해학이다. 이 이야기에서 이항복은 비록 직접적으로 선비를 비웃
지 않지만 그 말 속에는 조소의 뜻이 담겨있다. 이 소화에 대해 홍만종은 
아래와 같이 논평을 붙였다.

  야사씨가 말한다. 문장에는 절로 정해진 값이 있는 것이니, 반드시 통하게 
된 뒤에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지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능히 
아는 자는 아직 없었다. 백호는 재주가 일세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선비
가 망령되이 비난하니, 참으로 왕개미가 큰 나무를 흔드는 격이라고 할 만하
다. 어찌 망령되지 않으리오. 자기는 결점이 있으면서 남의 장점을 책망하는 
자에게 경계가 된다.79)

  위의 논평을 보면 홍만종은 이항복의 뛰어난 자질과 해학에 대해서는 아
예 언급하지 않고, 선비를 비판하는 데에만 집중하였다. 그는 왕개미가 큰 
나무를 흔든다는 한유(韓愈)의 시구80)를 빌려 그의 망령됨을 풍자하며 자
기도 못하면서 남의 장점을 비난하는 자를 경계하였다. 그리고 이 논평을 
통해 홍만종은 은근히 책임감과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이미 앞에서
도 언급했지만 홍만종은 시평가로서 저술 활동을 많이 하였다. 그가 말한 
것처럼 글을 평가하는 것이 쓰는 것보다 어렵고 일정한 경지에 나아가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선비에 대한 경계이지만 동시에 자신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다. 즉 남의 시를 평가할 때 그 문장의 값을 철저하게 
알아야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유형에 속한 소화로는 <졸진연주(倅進衍主, 사또가 연법주를 잡아 올
리다)>, <촉기환야(囑妓喚爺, 기생에게 아비라 불러 달라 부탁하다)>, 
<책공소홍(責工少紅, 붉은 색을 적게 쓴 화공을 나무라다)> 등이 있다. 
79) 명엽지해 제47화 <망자취신>: “野史氏曰: ‘文章自由定價, 必能知而後知之, 不造其境而能知者, 

未之有也. 若白湖者, 可謂才冠一世, 而此書生, 妄加訛毀, 眞可謂蚍蜉撼大樹也, 豈不妄也. 己短而責人
長者, 爲戒也.’” 

80) 한유(韓愈, 768～824)의 ｢조장적(調張籍)｣ 시구의 일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李杜文章在, 光
燄萬丈長. 不知羣兒愚, 那用故謗傷. 蚍蜉撼大樹, 可笑不自量. 伊我生其後, 舉頸遙相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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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진연주>는 아산현감(牙山縣監)을 에둘러 비판하는 내용이고, <촉기환
야>는 자신의 난처한 처지를 역전시켜 오히려 상대방을 곤란하게 만드는 
이야기이며, <책공소홍>은 재미있는 말로 웃음을 유발하는 소화이다. 소화
에서 주인공의 의도는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완곡하게 표현되는 경우
가 많다. 그리고 이들 소화는 실제인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대
부들의 재치와 해학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들이 많다. 그러나 그 중에도 
<졸진연주>처럼 비판이 강한 내용도 적게나마 있는 것이다. 
  지략담 중에서 성을 좋아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에는 사대부가 주인공으
로 등장하는데 실재 인물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이예경(文以禮經, 예기
를 재산 문건으로 삼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소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모가 아름답고 성품도 청렴했던 박순(朴淳)이 옥이라는 추
한 여종을 너무 좋아하여 늘 데리고 놀았다. 여종을 재물보다도 더 좋아하
여 이에 대해 비꼬는 사람에게 ‘군자는 옥을 몸에서 떼지 않는다’는 예기
의 구절81)을 인용하여 자신을 변호한다. 
  여기서 그는 여종의 이름인 ‘옥’과 군자가 패용(佩用)하는 ‘옥’이 같은 글
자임을 이용해서 여종을 곁에 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였다. 옥은 그 속
성이 유교에서 추구하는 덕목과 같기에 선비들에게 덕의 상징으로 귀하게 
여겨졌다.82) 선비가 늘 옥을 패용하는 것은 덕을 명심하고 군자답게 행동해
야 함을 경계한 것이었다. 여기서 박순은 군자가 패용하는 ‘옥’과 여종의 이
름인 ‘옥’의 동음(同音)을 이용하여 재미와 유머를 드러내고 비난을 넘어간
다. 즉 웃음으로 상대방의 공격을 물리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화에도 홍만종은 논평을 가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유보한 채 소화만 제
시하였다. 이 소화 자체가 웃음을 유발할 수 있고 사대부의 재치와 풍류를 
드러낼 수 있어 홍만종은 굳이 논평을 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
다.
  이 유형의 소화의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성적 욕구를 드러내거나 자신들의 
81) 예기ㆍ옥조(玉藻): “凡带必有佩玉, 唯丧否. 佩玉有沖牙, 君子無故, 玉不去身, 君子于玉比德焉.”
82) 예기ㆍ빙의(聘義): “夫昔者君子比德於玉焉. 溫潤而澤, 仁也; 縝密以栗, 知也; 廉而不劌, 義也; 垂

之如隊, 禮也; 叩之, 其聲清越以長, 其終詘然, 樂也; 瑕不掩瑜, 瑜不掩瑕, 忠也; 孚尹旁達, 信也; 氣如
白虹, 天也; 精神見於山川, 地也; 圭璋特達, 德也; 天下莫不貴者, 道也. 詩云: ‘言念君子, 溫其如玉.’ 
故君子貴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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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행위를 남에게 들키더라도 재치 있게 넘어간다. 이에 속한 소화로는 <난
닉적비(難匿赤婢, 발가벗은 여종은 감추기가 어렵군)>, <희청군성(喜聽裙
聲, 님의 옷 벗는 소리가 가장 듣기 좋다)> 등이 있다. 
  명엽지해의 지략담은 주인공이 상대방의 언행에 잘 대처하여 난처한 상
황에서 벗어나거나 상대방을 거꾸로 부끄럽게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들 소화의 주인공은 평민과 기생도 있지만 사대부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 
실재 인물도 많이 등장한다. 이들 소화에서 홍만종은 성과 관련된 이야기에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 실재 인물의 이야기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논평을 가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앞 절에서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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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홍만종의 작가의식

  2장에서 홍만종의 생애 및 소화집 편찬, 그리고 명엽지해의 형식적ㆍ내
용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 장에서는 명엽지해에 나타난 작가의
식을 검토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주로 서문, 변용된 소화 내용, 논평 세 
부분에서 작가의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홍만종은 서문에서 소화집의 편찬과정과 의도를 언급하고, 그리고 
소화와 웃음에 대한 인식을 적게나마 서술하였다. 본고에서는 명엽지해의 
서문뿐만 아니라 속고금소총의 서문까지 포괄하여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추출할 것이다. 속고금소총은 명엽지해를 포함한 홍만종의 소화집 총서
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작품집의 서문에 나타난 작가의식은 명엽지해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홍만종의 소화집 서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소화
집의 서문과의 비교도 시도될 것이다. 
  그 다음은 전대 소화와의 비교를 통해서 작가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
화의 본문을 통해서 작가의식을 밝히는 데는 몇 가지 난점이 있다. 소화의 
성격이 한시, 산문 등과 다르듯이 소화를 모아놓은 명엽지해의 성격도 시
집, 산문집 등과 큰 차이가 있다. 문헌소화는 구비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소화 전승자의 의식을 반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자화 과정
에서 이를 선택하고 수록한 작가의 의식도 함께 반영한다. 그렇다면 소화의 
어느 부분이 각각 전승자의 의식과 편찬자의 의식을 나타내며, 또 어느 부
분이 양쪽의 의식을 함께 나타내느냐가 문제가 된다. 본고에서는 전대 소화
가 변용된 양상을 고찰함으로써 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다. 이 변용부가 
작가의식이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홍만종의 논평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논평은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직
접적으로 표출한다는 점에서 작가의식을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서론
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소화의 내용과 소화에 대한 논평에 나타나는 논리가 
항상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소화 내용과 논평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그의 작가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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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서문에 나타난 작가의식

  전술했던 대로 홍만종은 명엽지해와 고금소총을 편찬한 후, 고금소
총을 보완하고 명엽지해를 부록으로 하여 속고금소총을 편찬하였다. 
명엽지해와 속고금소총에는 모두 홍만종이 쓴 서문이 있다. 따라서 이 
두 서문은 모두 명엽지해와 관련이 있다. 본 절에서는 이 두 작품집의 서
문을 살피고 조선시대 다른 소화집의 서문과 비교하여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추출하고자 한다. 다음은 각각 ｢명엽지해자서｣와 ｢속고금소총서｣의 일부이
다.

  내가 병으로 서호정사에 누워 문을 닫고 병을 치료하고 있었다. 마침 같은 
마을에 사는 노인들이 찾아와서 문안을 할 때마다 우스갯소리를 들려 달라 했
었다. 혹자는 듣고서는 웃고 말았으나, 그 중에서 가장 우스운 것들은 달력을 
접어 그 뒷면에다가 써두곤 했었다. 날짜대로 대강 맞추어 놓으니 책 한 권이 
되었길래 이름을 붙여 ‘명엽지해’라 하였다. 대개 그 본뜻은 비록 파적거리를 
위주로 하였으나, 옛 성현이 파초를 읊은 시, “새 잎으로 새 지식 넓힘을 따르
련다”와는 너무나 서로 거리가 있으니 참으로 한 번 웃을 뿐이다.83)  

  현묵자(玄默子)를 나무라는 객이 말하였다. “나는 일찍이 병사들을 수성(愁
城, 근심을 성에 비유하여 수성이라 한다) 아래 주둔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묵졸(墨卒, 문장을 이르는 말이다)들이 이 누차 물러나고 환백(歡伯, 
술을 이르는 말이다)은 공이 없었습니다. 근래에 들으니 그대가 우리나라의 자
잘한 이야기들을 수집하여 고금소총을 편찬하였는데 참으로 근심을 깨트리
는 선봉(選鋒)입니다. 그래서 구해서 시험해봤더니 과연 수성의 주인이 군기를 
누이고 북을 멈추게 하여 적진을 함락하고 포위를 무너뜨리는 공적을 얻으니 
그 공이 무성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활짝 웃게 하며 흥미진진하게 근
심을 잊게 하는 데 남녀 음양(陰陽)의 이야기와 여항의 비속한 이야기만한 것

83) ｢명엽지해자서｣: “余病臥湖庒, 杜門養眞. 時有園翁村老來問, 輒令報以齊諧之說. 或聽了笑罷, 擇其最
可絕倒者, 折曆書, 書其背. 課日教得, 因成一編, 名之曰蓂葉志諧. 盖其本意, 雖主於破閑, 而其與昔賢, 
詠蕉葉詩‘旋隨新葉起新知’, 大相遠矣. 良堪一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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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데 그대는 모두 삭제하여 기록하지 않았으니 어째서입니까? 주(周)나
라 시(詩)의 변풍(變風)은 진실로 음일과 패란의 말이 많은데도 성인이 취하
였고, 유자(柳子)는 ｢적룡설(適龍說)｣을 지었고 하간전(河間傳)은 탄오(誕汚)
함에 관련되는데도 선유(先儒)는 일찍이 병통으로 여기지 않았으니, 진실로 선
한 이들은 감발(感發)하기에 충분하고 악한 이들은 징계하기에 충분하기 때문
이니, 그대는 어찌 홀로 물리쳐 끊기를 이와 같이 합니까?” 현묵자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의 말이 맞소.” …(후략)… 84) 

  명엽지해는 홍만종이 서호에서 요양할 때 편찬한 소화집이다. 홍만종
은 그 당시 병 때문에 두문불출할 수밖에 없었다. ｢명엽지해자서｣에서 그
는 명엽지해의 소재 선택의 기준을 언급한다. 즉 가장 우스운 이야기를 
가려 뽑았다는 것이다. 여기서 가장 우스운 이야기를 골랐다는 것은, 그가 
소화를 정선(精選)하여 명엽지해를 편찬했다는 뜻이다. 이것은 홍만종의 
기준에서 보아 우습다는 것이며 이러한 선택에는 적든 많든 홍만종의 주관
이 들어갔으리라는 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을 북송 장재
(張載)의 ｢파초를 읊다(咏芭蕉)｣85)라는 시에 비하면 거리가 있다고 겸손하
게 표현하였다. 여기서 “웃을 만한 일”이라는 것은 소화집을 편찬한다는 저
술행위 자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안의 실려 있는 소화의 내용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홍만종은 비록 이러한 저술이 정통한문학에 비하면 우스운 것이지
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즉 그는 민간문학을 기록
한 점과 웃음 유발이라는 양대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특히 웃음은 이 소화집의 가장 큰 업적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소화집을 읽었
을 때 기대되는 효과이기도 하다. 이 점은 ｢속고금소총서｣에 더 구체적으로 

84) ｢속고금소총서｣: “客有難於玄默子者曰: ‘余嘗頓兵於愁城之下, 而□(결자)墨卒屢却, 歡伯無功. 近聞
子蒐集我東瑣說纂□□(‘古今’으로 추정됨)笑叢, 眞破愁之選鋒也. 乃求而試之, 果使愁城之主偃旗息鼓, 
而竟收衝堅陷陣之績, 其功茂矣. 然而令人開顏發粲(원문에는 口+粲자로 되어 있음), 娓娓而忘愁者, 
莫若男女陰陽之說, 閭巷鄙俗之談. 而子皆刪而不錄, 何也? 周詩變風, 固多淫佚悖亂之辭, 而聖人取之. 
柳子作謫龍說, 河間傳語涉誕汚, 而先儒未嘗病之. 誠以善者足以感發, 而惡者亦足以懲創故也, 子何獨
斥絕若是哉?’ 玄默子笑曰: ‘子之言得矣.’ …(후략)… ”(김영호, 앞의 논문, 2009, 352-353면에서 재
인용) 

85) 장재의 시는 다음과 같다. “芭蕉心盡展新枝, 新卷新心暗已隨. 願學新心養新德, 旋隨新葉起新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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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속고금소총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골계담이라고 할 수 있다. 
손님이 찾아와서 주인이 그와 담화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손
님은 우선 자신의 근심과 고민을 성(城)에 비유하여, 소화는 이 수성(愁城)
을 쳐부수는 선봉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 손님은 홍만종이 소화집
을 편찬한 것을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남녀음양의 설(說)과 여항(閭
巷)의 비속한 이야기를 수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무랐다. 손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근심을 잊고 활짝 웃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며, 시경
의 주남(周南)과 유종원(柳宗元)의 적룡설(謫龍說) 등의 예를 들어 옛 
성인과 선비들도 이러한 비속한 이야기를 꺼리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하였
다. 또한 주자의 말86)을 빌려 이러한 이야기들이 선한 자를 감발하게 하면
서 악한 자를 징계하기에 족하다며 그 기능을 높게 평가하기도 하였다. 홍만
종도 역시 이 말에 동감하여 예전에 삭제했던 이야기를 보태고 명엽지해
를 추가하였다. 
  홍만종은 이 두 개의 서문을 통해서 소화에 대해 어떤 인식을 드러내었는
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서문의 형식이다. 명엽지해의 서문의 형식은 서술형식이고 속고
금소총의 서문은 문답형식이다. 홍만종은 처음 명엽지해를 편찬할 때 서
문을 서술형식으로 썼지만, 나중에 속고금소총을 편찬할 때는 문답형식의 
서문을 썼다. 서술형식의 서문은 주로 편찬과정과 동기, 의미, 장소와 날짜 
등에 대해 서술한다. 소화집 중에 ｢명엽지해자서｣ 외에 양성지의 ｢골계전서｣
와 송세형의 ｢어면순서｣, 장한종(張漢宗)의 ｢열청재어수신화서(閱淸齋禦睡
新話序)｣도 이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문답형식은 서술형식처럼 많은 정
보를 담고 있지만 일문일답(一問一答)을 통해서 소화집의 의미와 편찬의 정
당성을 강조하는 데 주로 관심을 기울인다. 서거정의 ｢태평한화골계전서｣, 
강희맹의 ｢골계전서｣와 ｢촌담해이자서｣, 부묵자의 ｢파수록서｣ 등이 문답형
식을 취하고 있다. 여기서 특히 문답형식은 개인문집과 역사서 같은 정통한
문학 저술의 서문에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편이지만, 소화집의 서문의 경
우 절반 정도에서 이 형식이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소화집에서는 왜 이러한 
문답형식의 서문을 애용하는 것일까?

86) 주자어류(朱子語類) 卷二十三: “凡言善者, 足以感發人之善心; 言惡者, 足以懲創人之逸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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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교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음담패설은 사대부로서 공공연하게 꺼내
기 힘든 말이었다. 손님과 주인이 일문일답하는 형식의 서문에서, 손님은 
소화집을 엮은 것에 대해 주인을 질책하고 주인은 옛 성인이나 고사를 빌려 
그것에 대해 답변한다는 것이 문답형식 서문의 일반적인 서술방식이다. 이
것은 편찬자가 주인이 되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
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답은 실제로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작가가 가상
적으로 설정한 일일 수도 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당시 유교적 이념에 어긋난 소화
집 편찬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이러한 문답 형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당시의 문인들이 소화집을 편찬할 
때 남의 이목(耳目)에 신경을 써야만 했던 분위기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문답형식인 ｢속고금소총서｣의 경우, 손님이 찾아와서 홍만종
에게 비속한 이야기도 배척하지 말고 함께 수록하라고 하였다는 내용은 주
목을 요한다. 서문의 대부분은 손님의 주장으로 채워져 있으며 홍만종은 마
지막에 손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한 마디만 말하였을 뿐이다. 손님은 소화
의 단점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편찬자로 하여금 여항
의 이야기와 남녀의 음양지설과 비속한 이야기를 더 수록하라고 하였다. 홍
만종은 손님의 말을 빌려 간접적으로 자신의 편찬을 정당화하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글쓰기 방식을 통해 그는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객이라
는 타자를 통해 구현하였으며, 이는 소화의 긍정적인 면을 더 부각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요컨대 서술형식이든 문답형식이든 모두 홍만종이 자신의 소화 긍정론을 
펼쳤다는 점에서는 같다. 특히 ｢속고금소총서｣에 쓰인 문답형식은 그의 이
러한 인식을 파악하는 데 더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다른 문답형식보다도 
소화 긍정론이 더 부각되는 편이다. 또한 가상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은 객
의 입을 빌려 펼친 이 소화옹호론은 자신에게 올 수 있는 책망까지 막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홍만종은 서론의 형식에서부터 그의 소화옹호론을 펼치
는 전략을 보여준다. 그러면 이 두 서문은 소화에 대한 그의 어떠한 인식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홍만종은 
소화의 본질, 즉 웃음을 중요시하며 이를 위해서 유교에서 꺼리는 성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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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이야기까지 포용한다. 
  우선 홍만종은 소화옹호론을 펼치기 위해서 소화의 기능에 대해 언급하였
다. 소화의 기능으로는 웃음 유발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웃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대개 파한(破閑), 해우(解憂), 어면(禦眠, 잠을 막는다), 교
화이다. 그 중에는 파한, 해우와 어면은 웃음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교화는 웃음의 이면을 통해서야 이루어질 수 있다. 즉각적인 
효과인 파한, 해우, 어면 등의 기능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어려웠고 교화
만은 늘 강조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홍만종은 달랐다. 명엽지해의 경우는 
홍만종이 서호에서 요양할 때 편찬한 것인데 편찬의 주된 목적은 파한에 있
다고 서문에서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는 ｢속고금소총서｣
에서는 해우를 강조하였다. 물론 교화 기능에 대한 언급도 있지만 서문에서 
홍만종은 그리 강하게 소화의 교화 기능을 언급하지 않았다. ｢명엽지해자서｣
에는 세교(世敎)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속고금소총서｣에서도 비
록 객이 잠깐 세교를 언급하기는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서는 홍만종이 ‘비록 
세교에 반드시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87)이라고 하여 세교보다 해우의 기능
을 더 강조하였다. 즉 그는 웃음 그 자체를 중요시했던 것이다. 
  이것을 지금의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받아
들이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소화는 정통한문학
에서 벗어난 문학이다. 홍만종은 소화의 웃음 기능을 강조했는데 다른 소화
집의 편찬자와 소화집의 서발문을 써준 문인들은 소화를 어떻게 생각했을
까?
  서거정은 소화집을 최초로 편찬한 문인으로, 소화의 웃음을 중요하게 여
겼다. 그는 소화가 세간의 근심을 해소하고 심심풀이가 될 수 있다고 하며 
웃음의 효과를 긍정하였다.88) 물론 홍만종과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홍
만종처럼 적극적이지는 않았다. 다만 “세상에 대한 염려로 울적한 마음을 
풀고자 잠시 이와 같이 한 것일 뿐”이라고 한 문장으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 문장 중의 ‘잠시 이와 같이 한 것일 뿐(聊復爾耳)’이라는 대답에서 서거
정의 소극적인 대응을 엿볼 수 있다. 즉 객의 질책보다 서거정의 대답이 훨

87) ｢속고금소총서｣: “雖未必有補於世教, 亦庶幾消居諸, 而拔愁悶云.”
88) 서거정, ｢태평한화골계전서｣: “初非有意於傳後, 只消遣世慮, 聊復爾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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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 짧고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태평한화골계전의 서문을 써준 양성지
는 소화의 웃음 기능을 언급하였지만 그것보다 소화의 기록을 통해서 드러
난 기록자인 서거정의 문필을 칭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89) 그가 이 소화
집이 서거정의 문장력과 박학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작품집이 될 것이라
고 한 것은 소극적인 소화 옹호 방식이다. 그는 소화의 웃음 자체를 인정하
기보다 소화의 문장을 더 강조하였다. 물론 이것은 남의 소화집에 붙인 서
문이므로 저자의 자서와 다르다. 남의 저술의 기능과 의미를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의 전략이다. 양성지는 서거정의 문장력과 소화
의 교화 기능을 통해서야 소화집의 정당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
문이다. 
  강희맹은 ｢골계전서｣에서 역시 서거정의 문장력과 학문에 대해 감탄하면
서 소화는 그저 웃음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90) 이러
한 점은 거의 양성지와 유사하지만 양성지보다 소화의 명교와 권계 기능을 
더 중요시하였다. 이는 그가 지은 소화집인 촌담해이의 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객의 질책 하나하나에 응답하면서 소화의 구체적인 예를 들
어 소화의 권계 기능을 높게 평가하였다.91) 강희맹이 “옛 성현들이 세상에 
전하고 가르침을 세우는 말도 이와 비슷할 뿐이다”라고 권계를 강조하였는
데 이는 소화의 가치를 유교의 경전과 성현의 가르침과 거의 같은 수준에 
놓은 것이다. 이것은 그 당시로 볼 때 매우 파격적인 발언이라고 하지 않을 
89) 양성지, ｢동국골계전서｣: “今四佳徐相國, 雄文巨筆, 獨步東方, 名聞天下. 其高文大冊長篇短章, 播於

人之耳目者, 不知爲幾千萬焉. 錦繡之流於肺腑也, 珠玉之成於咳唾也. …(중략)… 于以贊名教, 于以助
談笑. 非湖海歸田者新話也, 乃國老東軒之筆談也. 西施之一嚬亦工, 崑山之抵鵲<鴉>皆玉, 顧不信哉. 
吾夫子以博弈賢於無所用心.”

90) 강희맹, ｢골계전서｣: “先生方秉大筆, 宏中肆外之爲世所寶. 殘膏賸馥, 膾炙人口, 謄誦不已. 不特流聞
中土, 亦自播譽上國, 大爲華士之所嘉獎. 自我國朝啓運以來, 學問之正, 文章之盛, 萃乎公之一身, 豈足
多讓於外祖權文忠公哉? …(중략)… 使後之觀是篇者, 若如郢人數而燕人解. 斲輪滄浪之理亦可因此而推
之, 不但付之嘻笑而已也.”

91) 강희맹, ｢촌담해이자서｣: “曰: ‘何始乎牡丹?’ ‘人情之易惑難解者美色, 而娼家爲尤甚. 首之以此, 警世
之微意也.’ ‘何終乎慧能?’ ‘男女之欲, 惟髡最重. 始雖自防, 終至於迷, 其與李生相類而相反. 終至於此, 
始終條理之意.’ 曰: ‘何以男女之事多, 而得其正者少歟?’ ‘人事之過差, 多起於此. 而言之者, 偶如此也. 
…(중략)… 以之修身, 則身不得不修; 以之齊家, 則家不得不齊. 推而達之, 天下安往而不致其功哉. 古者
聖賢垂世立教之言, 亦不過如斯而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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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모두 소화의 권계 기능을 바탕으로 한 것이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전기의 소화집 편찬자 및 향유자는 소화의 
웃음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좋게 평가하거나 소화의 권계 기능을 강조하거
나, 편찬자의 문장력과 박식을 드러내는 것을 좋게 봄으로써 소화를 긍정하
고 있었다. 황인덕은 이 시기의 소화집에는 저술자들의 자기과시적 욕구도 
잠재되어 있다고 하였다.92)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화 자체라고 
봐야 한다. 사대부들이 소화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장력을 발
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조선중기에 송세림과 성여학이 편찬한 어면순과 속어면순이 
있다. 두 작가는 자신의 소화집에 서문을 붙이지 않았지만 그 대신 송세형
과 정사룡은 어면순에다 각각 서문과 발문을 써주었고 홍서봉은 속어면
순에다 발문을 써주었다. 편찬자 본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점
이 아쉽지만 이들 서발문을 통해서 당시 향유자들이 소화를 어떻게 정당화
하고 있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송세형과 정사룡은 송세림의 불우함을 언
급하면서 소화집 저술의 동기와 이유, 기능을 서술하였다.93) 여기서 송세림
의 불우한 사정이 어면순의 편찬과 관련된 것은 그가 소화를 심심풀이와 
잠을 막는 방법으로 볼 뿐만 아니라 불우한 마음을 풀고 세도(世道)를 고발
하는 도구로 간주하기도 하였다는 뜻이다. 이는 비록 남의 입을 통해서 나
타난 것이지만 두 서문에 기술된 송세림의 생애를 살펴보았을 때 근거가 없
는 발언은 아니다. 
  송세형과 정사룡이 소화를 옹호하는 주된 이유는 역시 권계와 명교였다. 
그러나 이것은 전대보다 한층 진전된 인식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화의 
92) 황인덕, ｢笑譚集에 나타난 笑譚意識｣, 韓國民俗學 제17집, 1984, 129면. 
93) 송세형, ｢어면순서｣: “年甫弱冠, 并捷司馬. 越三載, 擢登魁科. 材器夙成, 溫醇律度, 鵬途如闊. 方有

遠大之期, 忽搆柴毀之疾. 因以晦跡, 得脫廢朝之網. 自號醉隱, 退養江湖. 思所以補閑而亡害亂, 採摭村
話之可以破眠者, 託爲孟浪之辭. 著若千百言, 名之曰禦眠楯. 其間史臣之論, 陽華秋凜, 戒衰世人心. 先
生之寓意於斯者, 不在於滑稽, 而實欲扶名教一端. 其志微矣.”

    정사룡, ｢어면순발｣: “士之抱才器而未施於時者, 必遊戲於小說, 以寓其意. 覽者徒知滑稽於文, 而不究
其指, 則何足以觀人乎? 醉隱先生, 有當世重名. 纔踰弱冠, 便捷魁科, 可謂才且器矣. 不行嬰疾, 屛居田
里. 繼以甲子之禍, 遂絕意人世, 可謂未施於時矣. …(중략)… 先生之才, 既不時施. 其所遺<貴>後者, 
不過此毫芒然. 亦因是可知有是具, 而不竟其用. 未必不爲用人者戒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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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계와 명교 기능을 중시하는 동시에 불우한 자에게 위로가 된다는 소화의 
또 다른 기능도 조금이나마 언급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속어면순의 서
문을 써준 홍서봉에게서 더욱 잘 나타난다. 그는 성여학과 송세림, 속어면
순과 어면순을 비교하면서 두 책이 웃음으로 실의자(失意者)로 하여금 
근심을 잊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남의 책망을 듣게 되자 소화의 
권계 기능을 언급하기도 한다.94)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부분의 소화 옹호자는 기본적으로 소화의 웃음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소화의 명교 기능을 우위에 두었다. 도를 중요시하는 
유교사회에서 소화집 편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런
데 홍만종에 이르러 소화의 가치는 권계에서 웃음 그 자체로 전환된다. 즉 
소화는 웃음만으로도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진사시에 합격하였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로 관
직에 나가지 못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이것은 혼자서 요양하면서 느꼈던 심
심하고 우울한 심정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홍만종에게는 자신의 불우함과 
근심을 잊게 해주는 기능이 세교나 권계보다 더 중요했다. 그가 웃음을 더 
중시하는 태도는 조선 사대부들이 소화 인식의 전환의 일단을 보여주었다. 
좀 더 후대에 나온 파수록의 서문에서 부묵자는 소화의 웃음 기능을 권계 
기능과 거의 동등하게 보았다.95) 즉 조선후기의 사대부들은 소화의 즉각적
인 웃음 기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로 강하게 표
현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다. 
94) 홍서봉, ｢속어면순발｣: “事可以警俗, 則美惡可以記也; 言足以諧理, 則精粗無所擇也. 庖丁踐技也, 取

爲養生之法; 巫醫末業也, 觀其有恒之心. 庸可以鄙言巷論, 而不究夫感懲之意也. 昔者醉隱宋世琳著禦眠
楯, 要使耽閑好事之輩, 失意寂寞之徒, 得以開卷破顏, 忘其憂愁. 可謂却睡之一奇方也. 近有雙泉成君汝
學, 又裒醉隱之所未錄, 撰成一卷, 目之曰續禦眠楯. 蓋亦雜取俚談鄙語, 令人撫掌而發粲, 自不覺睡魔之
退去. 其與醉隱之書可相魯衛也. …(중략)… 記云張而不弛, 文武不爲也. 詩曰: ‘善爲謔兮, 不爲謔兮.’ 
成君此書足令人有感有懲則, 奚止於遊戲諧謔之資而已哉. 概觀成君詩才之高, 一世寡倫, 而至今六十未
得一名之官. 值世混濁, 遯迹荒野托意孟浪之辭, 以資消遣之具. 豈非文人之餘事, 薈叢之技癢乎?”

95) 부묵자, ｢파수록서｣: “余應之曰: ‘詩三百, 無非閭巷歌謠. 又況淫莫如鄭衛, 而夫子繫之二南之下. 其勸
善懲惡之旨, 嚴矣畏哉. 覽是書, 而善則爲法, 惡則爲誡. 隨事自警, 則淫語野語, 何有於我哉?’ …(중
략)… 余又應之曰: ‘如宰予, 以聖門高弟, 名在四科. 夫子甚責晝寢, 於予與何誅.’ 又曰: ‘不有博弈者乎? 
猶閑乎已. 聖人教人博弈, 甚言優遊素餐, 無所於事之害也. 覽是書而潛心着意自笑自解, 不知春晝之永, 
夏日之困, 不暇乎友睡魔而伴胡蝶. 亦其不賢於博弈哉? 然則是編之有補於人者多矣, 子何怪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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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으로 홍만종이 전대 소화 옹호자와 다른 점은 그가 비속하거나 성
적인 이야기도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비록 강희맹도 
｢촌담해이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옹호했지만 이것은 명교와 
권계의 각도에서 바라본 것이었다. 홍만종은 시경과 적룡설 같은 성과 
관련된 작품을 예를 들어 명작(名作)에도 성과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으므
로 성소화를 굳이 배척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이러한 이야기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이들의 웃음 유발과 근심 해소 기능을 강조하였다. 홍만종은 소화의 
웃음 기능에 주목하여 소화를 긍정하고 또 사대부들이 꺼리는 비속하고 성
적인 소화까지 포용하여 기록하였다. 그는 비속한 이야기의 권계 효과보다 
웃음 유발과 해우 효과에 더 치중하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도 전대
보다 한걸음 진전된 모습이라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다. 서문의 이런 입장과 달리 실제로 명엽
지해와 속고금소총을 보면 비속하고 성적인 이야기는 대부분 고상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해 제2장에서 이미 <침모분작>과 <문이예경>
을 예로 들었다. 어면순과 속어면순에 비하며 이런 이야기의 기록이 그
리 노골적이지도 많지도 않다. 이것은 그가 전통 한문학의 속박에서 완전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시경에서 언급된 ‘희학을 잘하
니, 지나침이 되지 않는도다(善戱謔兮, 不爲虐兮)’라는 것은 전대 소화집 서
문에서도 많이 인용되는데,96) 소화 옹호자들은 이를 소화를 선택하는 하나
의 준칙(準則)으로 여기기도 하였다. 즉 소화는 필요하되 과도함은 자제해
야 한다고 그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홍만종은 진전된 면모를 보여주면서도 
보수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홍만종은 이런 한계를 넘지 않도록 좋은 필치를 사용하여 비속함을 포장
하기도 하였다. 양성지와 강희맹이 서거정의 문장을 칭찬한 것처럼 허격도 
홍만종의 문장력에 대해 칭찬하였다. 그는 “대개 그 나머지 글로 미루어 보
면 재능을 발휘하지 못한 안타까움이 수풀을 이룬 듯하다. 마치 서시는 찡
그려도 예뻤고, 곤륜산에는 까치가 닿기만 해도 다 옥이 되었던 것과 비슷
96) 서거정, ｢태평한화골계전서｣: “然子不聞善戲謔兮, 文武弛張之道乎.”
    양성지, ｢동국골계전서｣: “詩曰: 善戲謔兮; 記曰: 一張一弛.”
    그리고 서문뿐만 아니라 발문에도 이 내용이 보인다. 홍서봉의 ｢속어면순발｣: “記云張而不弛, 文武

不爲也; 詩曰: 善爲謔兮, 不爲謔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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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할 것이다”97)라고 하였다. 문장이 너무 비속하면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가 없었다. 물론 명엽지해에 비속한 어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앞에서
도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소화에 속어와 속담을 적극 활용하였다. 즉 그의 
소화집에는 속(俗)과 아(雅)가 함께 존재한다. 그는 비속한 이야기를 미화
하고 또 이러한 미화를 통해 다른 측면에서 웃음을 유발하기도 한다. 즉 속
과 아의 대립을 통해서 웃음을 유발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홍만종이 세교보다 웃음 
그 자체의 효과를 더 중요시하였다면 명엽지해 여러 소화 중에 숨겨진 비
판과 풍자, 그리고 소화 뒤에 붙인 논평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러한 
논평은 세교와 권계, 소화집의 정당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
다. 그리고 홍만종은 ｢속고금소총서｣에서 객의 입을 통해서 소화가 “선한 
이들은 감발하기에 충분하고 악한 이들은 징계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하였
다. 이 말은 논어집주(論語集注)에서 주자가 한 말인데98) 공자가 시경
의 뜻에 대해 ‘사무사(思無邪)’99)라고 한 것에 대한 해석이다. 홍만종의 논
평들을 보면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다(爲戒也歟)’와 같은 말이 적지 않게 
등장한다.100) 이것은 바로 그가 소화의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을 권계하거나 
세도를 풍자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이러한 말은 등장
하지 않지만 그 내용에 권계와 풍자의 뜻을 담고 있는 논평도 있다. 홍만종
은 소화에 권계와 풍자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또 소화를 
통해서 그런 의도를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이 서문에서는 
그리 강조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이러한 기능이 사회ㆍ
정치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논평은 권계와 풍자 외에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
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식을 토로함으로써 답답하고 비분한 심정
97) 허격, ｢명엽지해발｣: “概推其詞藻之緒餘, 以爲技癢之薈叢. 比猶西施之一嚬亦工, 崑山之抵鵲皆玉. 豈

非餘波之溢科, 傍技之側秀者耶.”
98) 논어집주(論語集注): “凡詩之言: ‘善者, 可以感發人之善心; 惡者, 可以懲創人之逸志.”
99) 논어ㆍ위정(爲政):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曰思無邪.’”
100) 예를 들면 <노궤택서(櫨櫃擇婿, 옻궤로 사위를 고르다>, <구부절죽(舅婦竊粥, 시아버지와 며느

리가 죽을 몰래 훔쳐먹다>, <괘폭인포(掛瀑認布, 절벽에 걸린 폭포를 천으로 알다> 등의 논평이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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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푸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을 관조하고 정신적인 위안을 
받았다. 그러므로 소화에는 인간, 사회와 정치에 대한 그의 의식이 담겨있
으며 논평에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 때로는 냉소, 때로는 가벼운 웃음이 나
온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러한 논평을 통한 권계와 비판, 웃음 등을 통해
서 정통한문학에서 드러내기 힘든 자신의 의식을 드러내고 그에 위안을 받
은 것이다. 
  홍만종은 소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특히 소화의 파한과 근심 
해소 기능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도 교화 기능을 아예 무시하였던 것은 아
니다. 다만 홍만종은 소화의 교화 기능보다는 오락 기능과 해우 기능을 더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비속하고 성적인 이야기의 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태
도를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타인의 입을 빌려 간접적으로 드러내었다. 
소화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 비속하다고 하더라도 굳이 꺼
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는 전대 소화 편찬자와 소화집에 
서발문을 써준 문인의 소화 인식보다 진전된 모습이다.

  3.2. 소화 변용에 나타난 작가의식

  본 절에서는 명엽지해의 전대 소화 변용을 고찰하고 그를 통해 드러나
는 작가의식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서 다룰 소화만 전대의 소화집에서 전
승된 작품은 아니다. 다른 소화도 전대 소화와 연관이 있을 수 있지만 구체
적 논의를 위해서 현전하는 조선 전기의 소화집과 명나라 시대의 유명한 소
화집으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다른 자료
를 활용할 것이다.
  앞에서도 소개했듯, 홍만종은 여러 장르의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
었고, 다양한 저술을 남긴 바 있다. 저서를 편찬할 때에는 각양각색의 자료
를 활용했는데, 그 중에는 유교 경전도 있고 도교 관련 서적도 있으며, 파
한집(破閑集), 역옹패설(櫟翁稗說), 용재총화(慵齋叢話), 필원잡기(筆
苑雜記), 어우야담, 천예록 등 조선의 시화집이나 잡기, 야담집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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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태평광기 같은 중국 설화집도 포함되어 있다. 홍만종의 독서량과 패
설에 대한 관심을 고려해 볼 때, 그가 다양한 소화집을 읽었을 것이라는 추
정이 가능하다.
  홍만종 당대의 중국에서는 소화집의 편찬과 간행, 전승이 매우 활발했다. 
조선 또한 소화가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었다. 정사룡의 ｢어면순발｣을 
통해서 그가 살던 시기에 어면순이 매우 유행했음을 알 수 있다.101) 그러
므로 전대 소화집의 소화는 이와 같이 독서와 구전을 통해서 전승되지 않았
을까 짐작할 수 있다. 
  명엽지해에는 전대 소화를 수용하거나 변용한 내용이 적지 않다. 명엽
지해보다 앞선 시대의 조선 소화집은 태평한화골계전, 촌담해이, 어
면순, 속어면순 등이 있다. 이들 소화집에는 전대 소화집이나 잡록집과 
유사한 내용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명엽지해에 이르러 전대 소화집
과 비슷한 내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저본인 동양문고본에 실려 있는 76편의 
소화 중에 1/4 정도의 소화는 전대 소화집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
다. 물론 그중에는 조선 소화집에 수록된 작품도 있고 중국 소화집에 수록
된 작품도 있다. 
  전대 소화와 유사한 소화들 중에는 전대 소화와 내용이 거의 같은 경우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다른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 바로 이러한 개
작에서 홍만종의 의식이 드러난다. 물론 명엽지해에 수록된 작품 중, 전
대 소화와 유사한 작품은 홍만종이 전대 소화집을 읽었던 기억에 의거해 재
수록했을 가능성이 있고, 워낙 널리 알려진 이야기라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서 듣고 수록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홍만종이 전대 소화에 
근간을 두고 변용시킨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작품도 있다.102) 그 가운
데 대부분의 작품은 내용을 추가해서 본래 소화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만

101) 정사룡, ｢어면순발｣: “始自湖南流傳, 京師讀之者, 刮目解頤, 不覺擊節忘倦.”
102) 예를 들면 비록 <악모의몽(握帽疑夢, 모자를 쥔 채 꿈인 줄 알다)>과 종리호로의 <수창(睡

窓)>은 내용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김준형은 <악모의몽>이 <수창>에 근간을 두고 형성된 것
으로 보인다고 하며 내용적으로 많이 변개된 것은 전대의 이야기를 단순히 전재하기보다는 찬자 
자신의 지향점에 따라 일정한 변모를 꾀하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김준형, ｢鍾離葫蘆와 우리나라 稗說 문학의 관련 양상｣, 中國小說論叢 Vol.18, 한국중국소설학
회, 2003,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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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경우가 많다. 개작된 소화의 논평이 이야기가 개작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 또한 홍만종이 의도적으로 전대 소화를 개작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전대 소화를 가져와 일부를 개작하면서 자신의 
의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명엽지해에 수록된 소화 중 전
대 소화집의 소화를 변용한 이야기에 대해 고찰하고 그 중에 나타난 작가의
식을 추출하고자 한다. 

    3.2.1. 웃음의 강화

  3장 1절에서 홍만종은 웃음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였다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다. 홍만종은 스스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를 골랐다고 하였다. 그
렇다면 어떤 소화가 홍만종에게 재미있었다는 것일까? 그것은 명엽지해의 
전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전대 소화집의 소화와 그것을 개작한 소
화를 비교함으로써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전대 소화
의 웃음 요소를 변경해서 새로운 웃음 요소를 만들고, 그를 통해 이야기의 
묘미가 바뀌는 부분을 분석하여 홍만종이 지향한 웃음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를 고찰할 수 있다. 
  <방비쟁상(放庇爭賞, 방귀를 뀌어 상을 다투다)>이라는 소화는 홍만종이 
전대 소화집 소화의 웃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요소의 웃음을 추가하여 그 웃
음을 확장시킨 작품이다.

  어느 신부가 시부모를 처음 뵙는데, 육친(六親)이 다 모여 있었다. 신부가 
짙은 화장에 화려한 옷을 입으니 보는 사람들이 경탄하며 칭찬하였다. 시부모 
앞에 나아가 막 술잔을 받들어 올리려는데 갑자기 방귀를 뽕 뀌었다. 친척들이 
모두 웃음을 참으며 서로 쳐다보았다. 유모가 부끄러워 자신이 한 양 재빨리 
일어나 여러 사람에게 사죄했다. “소인도 이제 나이가 드니 똥구멍이 약해져 
실례를 하게 되나봅니다. 너무나 황공합니다.” 시부모가 착하다고 생각하여 유
모에게 비단 한 필을 상으로 주었다. 신부가 그 비단을 빼앗으며 말했다. “방
귀 뀐 사람은 나인데 유모가 어찌 상을 받소!” 모두들 입을 막고 웃어댔다.
  야사씨가 말한다. 유모는 방귀를 뀐 허물을 자신이 감당하여 주인의 실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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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으려고 했던 것이니, 임기응변을 아주 잘 한 것이라 할 만하다. 신부가 비단
에 눈이 멀어 부끄러움도 잊어버리고 상을 다투었으니, 가진 뜻이 참으로 고루
하다. 사람 인품의 높낮이를 태어난 출신 성분으로 따질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하겠다.103) 

  <방비쟁상>의 신부는 당당하게 자신이 방귀를 뀐 것이라 말하면 그 비
단을 얻을 것이라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녀는 그 목적에 실패한 자이고 
조소와 풍자의 대상이 된 줄 모르는 지적으로 부족한 인물이다. 그녀의 어
리석음이 이 소화에서는 웃음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 소화는 당시
에 널리 유행했던 복방귀 이야기에서 온 것이고, 조선 시대의 소화집에 유
사한 내용이 여럿 나타나기도 한다.104) 이 이야기와 가장 유사한 것은 태
평한화골계전 제157화105)이며 특히 내용으로 볼 때 <방비쟁상>은 제157
화에서 변용된 소화라고 할 수 있다. 
  제157화에서는 신부가 처음 시부모를 뵙는 날에 늙은 여종이 신부가 ‘음
독(淫毒)’106)이 있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해버리는 바람에 신부가 망신을 
당한다. 그러나 나중에 늙은 여종은 신부가 뀐 방귀를 자신이 한 것으로 책
임을 돌려 상을 받았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끝인데 이 작품에서는 늙
은 여종의 지략이 웃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이야기가 끝나고 그 뒷부
103) 명엽지해 제30화 <방비쟁상>: “一新婦, 初謁舅姑, 六親咸集, 婦濃粧盛飾, 觀者嘖嘖稱嘆. 婦詣

舅姑前, 方奉酌而進, 忽放庇, 親族皆藏笑相顧. 乳母赧然, 欲自當之, 遽起謝曰: ‘小的年老, 尻軟失禮, 
不勝惶恐.’ 舅姑善之, 賞乳母一疋段. 新婦奪其段曰: ‘吾之放庇, 爾何受賞?’ 一座掩口. 野史氏曰: ‘乳母
自當放庇, 掩主之失, 可謂善應變也. 新婦動心於疋段, 忘恥而爭賞, 其意陋矣. 人品高下, 不可以生地取
也, 明矣.’” 

104) 예를 들면 태평한화골계전 제27화와 제157화, 어면순 <신부다복(新婦多福, 신부가 복이 많
다)> 등이 있다. 

105) 태평한화골계전 제157화: “俗以面(酉查)<齄>稱陰毒. 有新婦面有小(酉查)<齄>, 新謁舅姑, 厚
加脂粉匿其瑕, 其容止端麗可觀, 舅姑悅之. 方暑汗流, 脂粉洗落, (酉查)<齄>稍露. 姑氏曰: ‘美哉儀觀, 
恨(酉查)<齄>耳.’ 侍婢曰: ‘面齄乃淫毒也.’ 滿座掩口. 俄而新婦斂容改坐, 不覺放氣, 侍婢猝語曰: ‘老
婢不謹, 忽放惡聲.’ 慙愧千萬狀, 若自己爲者. 舅姑義之, 厚賜衣帛. 論者曰: ‘侍婢淫毒夭言之罪甚少, 放
氣代受之功甚大, 功能掩過, 在此一舉矣.’” 

106) 음독(淫毒). 아마도 ‘음욕(淫慾)으로 인한 독(毒)’이라는 뜻이 아닐까 한다. 아니면 ‘음란함이 심
하다’나 ‘음란하고 독하다’라고 이해해도 가능할 듯하다.(서거정 저, 박경신 역주, 태평한화골계전
2, 국학자료원, 1998, 85면, 주석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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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는 그 여종의 공(功)이 과(過)보다 크고 공이 과를 덮을 수 있다고 여
종의 행위를 평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소화는 여종의 과와 공,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데 <방비쟁상>의 내용은 이 이야기의 두 
번째 에피소드와 유사하다. 그 내용을 비교해보면 <방비쟁상>은 제157화
의 앞부분인 여종의 과를 생략하고 뒤에 신부가 비단을 빼앗으려다 망신을 
당한 이야기, 즉 신부의 실수를 더 추가한 셈이다. 제157화가 여종의 지혜
와 공을 칭찬하기 위한 작품이라면 <방비쟁상>은 신부의 어리석음을 조소
하기 위한 작품이다.
  여기서 두 이야기의 결말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제157화의 두 번째 에
피소드에서는 여종이 상을 받으면서 화해로 끝을 맺지만 <방비쟁상>은 이 
에피소드를 변용하여 신부의 탐욕으로 갈등의 결말을 만든다. 여기서 갈등
의 결말이라는 것은 주인공과 주변 사람 사이의 갈등, 독자들의 기대와 주
인공 실제 행동 사이의 갈등을 말한다. 무지한 신부의 오해로 인해 사람 사
이의 갈등이 생긴 것이다. 화해로운 결말은 원만한 느낌을 주지만 갈등적 
결말은 여운을 남길 수 있다. 이러한 여운이 인해 독자들의 웃음을 더 크게 
자아낼 수 있다. 그리고 신부의 행위와 독자의 기대와 어긋나면서 도리어 
신부가 웃음거리가 된 데서도 갈등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신부의 형상
은 제157화의 늙은 여종의 지혜보다 웃음을 더 강하게 자아낼 수 있다. 신
부의 행위와 독자의 기대 사이에 낙차(落差)와 모순이 생기면 독자들의 인
간적인 허영심과 우월감이 작용하여 웃음을 더 크게 자아낼 수 있기 때문이
다. 홍만종이 마지막에 신부의 행동을 추가한 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에서 두 
번이나 웃음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질 뿐만 아니라 갈등으로 웃음을 강화
하기도 한다. 
  화해의 결말을 갈등으로 바꾼 소화로 <대답무액(對答撫額, 대답으로 얼굴
을 어루만지다)>이 있다. 

  어떤 한 원님의 성품이 인색하여 원망이 많았다. 하인에게 미리 약정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객이 오거든 너는 내가 문지르는 곳을 살펴라. 만약 이
마를 문지르거든 상객이요, 코를 문지르면 중객이요, 수염을 문지르면 하객이
니라. 풍족하거나 인색하게 대접하는 여부는 이를 척도로 하여 정하여라.” 객 
가운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관아에 들어와 원님을 만나 인사말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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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뒤, 원님의 이마를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원님 
이마에 벌레가 앉았는뎁쇼.” 그러자 원님은 즉시 손으로 이마를 문질렀고, 하
리는 그 객을 상객으로 인식하고 성찬으로 대접하였다.
  야사씨가 말한다. 내가 만약 술수를 사용하여 남을 대접하면 다른 사람 또한 
꾀를 부려 나를 속이려 드는 법이니, 사람을 상대함에 성신(誠信)을 근본적인 
도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107)

  이 소화는 태평한화골계전 제112화108)와 유사하다. 제112화에서는 눈
썹, 코, 턱을 만지는 것이 각각 상, 중, 하의 대접을 의미하였는데, <대답무
액>과 만지는 부분은 다르지만 뜻은 같다. 뒷부분의 이야기도 차이가 있는
데, 손님은 원님이 턱을 만지는 것을 보고 “일찍부터 교분이 있었으니, 주인
께서는 눈썹을 만져주시기 원하옵니다.”109)라고 청함으로써 좋은 대접을 받
게 되었다. 두 소화에서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 쓴 수단이 주목된다. 제112
화의 주인공인 원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대접을 잘 해주고 화해로 결말
을 맺는데, <대답무액>은 이와 달리 원님을 속인 상태로 대접을 받게 되어 
주객의 갈등은 미해결로 남는다. 
  이처럼 <대답무액>은 제112화의 결말을 바꾸어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웃음을 유발한다. 제112화의 웃음은 평화로워 사대부들의 풍류와 지혜를 드
러내는 데 중점을 둔다면 <대답무액>의 웃음은 지혜에 대한 것도 있지만 
원님에 대한 조소를 담고 있으며 속음과 속임의 재미를 더한다. <대답무
액> 속의 또 다른 갈등은 원님과 객의 관계와 두 등장인물의 실제 행동과 
독자들의 기대치 사이에 나타난다. 112화에서 객의 말이 예견할 수 있을 만
한 것이라면, <대답무액>에서 객의 속임수는 독자의 예상을 훨씬 벗어난 
것이다. 홍만종의 개작을 통해 갈등이 심화되면서 기대치의 낙차도 커져 웃
107) 명엽지해 제22화 <대답무액>: “有一倅, 性吝多誦. 預約下吏曰: ‘客到, 汝觀我所撫. 我撫額則爲

上客, 撫鼻則爲中客, 撫髥則爲下客, 饋餉豊嗇, 以此而高下焉.’ 客有知之者, 入見主倅, 敍寒暄畢, 熟視
主倅額上, 低聲謂曰: ‘主人額上有虫.’ 主倅卽以手撫額, 下吏以爲上客也, 餉之以盛饌. 野史氏曰: ‘我若
挾術以待人, 則人亦舞智以欺我. 遇人之道, 可不以誠信爲本也哉!’”

108) 태평한화골계전 제112화: “有一守令, 待客饌品定爲三品. 嘗約邑人, 欲厚餉者則捫眉, 次則捫鼻, 
次則捫頤. 每客來, 餉儀豐殺, 以此爲驗. 有一客, 嘗聞其語. 到邑寒暄畢就坐, 見太守捫其頤, 避席請曰: 
‘夙參交分, 願主人肯之以眉.’ 守赧然, 饌品甚盛.”

109) 태평한화골계전 제112화: “夙參交分, 願主人肯之以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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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효과가 더 강하다. <대답무액>의 주인이 객을 하객(下客)으로 인식하
였다면 아마도 객의 신분은 주인보다 낮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골탕 먹이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명엽지해의 <방비쟁상>과 <대답무액>은 
각각 태평한화골계전의 제157화와 제112화를 변용시킨 소화이다. 홍만종
은 전대 소화 중에 웃음 효과가 약한 부분을 개작하여 웃음의 강도를 높였
다. 이를 통해 홍만종이 소화의 웃음 기능을 강조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면 웃음을 더 자아낼 것인가 고민했다는 것도 감지할 
수 있다. 홍만종의 웃음 유발 기법은 갈등을 통한 웃음의 증폭이다. 
  물론 명엽지해에 화해로 끝난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구부절죽
(舅婦竊粥,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죽을 몰래 훔쳐 먹다)>에서는 며느리가 
물을 길으러 간 틈을 타 시아버지가 뒷간에서 죽을 훔쳐 먹는다. 그러다 역
시 죽을 훔쳐 먹고 있는 며느리에게 발각되자 죽을 모자 안에 부어 모자를 
쓰자 죽이 얼굴에 흘러내렸다는 내용이다. 이야기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모
두가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끝난다. 비교적 평화로운 결말이
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문이예경>은 박순(朴淳)의 지혜로운 대답으
로 화해의 결말을 맺는다. 주인공인 박순이 실존인물이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화해의 결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다. 그러나 명엽지해의 소화는 화해로 끝나더라도 그 속에 갈등이 있을 
수가 있다. <재문간제(宰問艮弟, 재상이 간이씨에게 동생이 있는지 묻다)>
에서는 김안로(金安老)가 뇌물을 준 무인에게 관직을 주었다는 화해의 결말
로 끝나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뇌물수수와 관직 청탁이라는 더 큰 문제가 
제기된다. 즉 이러한 화해 속에 더 심한 모순과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다. 
  위에서 제시한 것처럼 홍만종은 화해로운 결말을 갈등이 잠복되어 있는 
결말로 개작하여 웃음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다. 전대 소화에서는 화해로 
사대부의 풍류를 나타낸 반면, 홍만종은 갈등을 통해서 사회적ㆍ인간적 문
제를 드러낸다. <방비쟁상>처럼 신부의 인간적 결함이 드러나고, 그리고 
<재문간제>처럼 비록 화해로 결말을 맺었지만 사회적인 문제를 더 부각시
키는 경향이 있다. 이 역시 우리의 웃음을 자아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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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홍만종은 웃음의 효과를 증폭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웃
음을 억제하기도 한다. 그러면 어떠한 웃음이 그에게 과도한 것일까? 다음
의 소화에서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신랑이 첫날밤에 아내와 더불어 즐기려 하면서 손으로 이불 아래를 더듬
어 보니 여자의 두 다리가 없었다. 이에 크게 놀란 신랑이 말했다. “다리 없는 
아내를 얻다니, 장차 무엇에 쓸고?” 급히 장인을 불러 그 연유를 물었다. 장인
은 괴이하게 여기고 딸에게 힐문하니, 딸이 말했다. “서방님이 일을 치르려고 
하시니 제가 미리 다리를 쳐들었기 때문이에요.” 
  야사씨가 말한다. 사체(四體)를 갖춘 연후에야 사람이 되는 것인데도 이 신
랑은 신부의 다리가 없다고 의심했으니 대단히 어리석은 자 아니겠는가! 만약 
거꾸로 달렸다고 말했다면 그래도 나았을 것이다.110)

  <의부무각(疑婦無脚, 신부의 다리가 없다고 의심하다)>은 신부의 다리를 
못 찾은 어리석은 신랑의 첫날밤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풍몽룡의 소부
중의 <모각(摸脚, 다리를 찾다)>111)과 내용이 유사하다. 신부가 다리를 미
리 들었기에 신랑이 다리가 없다고 착각을 하는 대목이 동일하다.
  그러나 두 이야기의 뒷부분은 차이가 있다. 우선 신부의 신분이 다르다. 
<모각>의 신부는 개가(改嫁)한 여자이며 방사에 서투른 신랑에게 불만까
지 표출했다. 그러나 <의부무각>의 신부는 개가한 여자가 아니고 남편의 
서투름을 나무라지도 않으며, 다만 자신이 다리를 든 이유를 설명했을 뿐이
다. 조선 시대에는 개가가 권장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가는 여성이 정
절을 지키지 못하는 행위로 인식되고 개가한 여자의 자식들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소화라고 하더라도 조선 시대의 소화집에
는 개가한 여자 이야기가 별로 없는데 명엽지해까지의 소화집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연유로 <의부무각> 유형의 이야기도 개가한 여자
가 처음 결혼하는 여자로 변경된 것이 아닌가 한다. 
110) 명엽지해 제31화 <의부무각>: “一新郎, 合巹之夜, 將與妻交歡. 手摸衾下, 女無兩脚, 乃大驚曰: 

‘吾得無脚之妻, 將焉用哉?’ 急呼聘翁, 告其由. 翁怪之, 詰問於女. 女曰: ‘郎將行事, 吾先已舉故’云然. 
野史氏曰: ‘備四體然後爲人, 而此郎疑其無脚, 豈非癡駿之甚乎? 若謂之倒懸則差似矣.’”

111) 소부 <목가(摸腳)>: “有新婚者, 枕向東設. 婿疑新婦或西匿, 先從腳頭摸起, 無有也. 察之, 則兩
腳先豎起矣. 新婦歎云: ‘此際尙摸索, 又嫁一個遲貨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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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여자의 행동을 비교해 보면 <모각>은 훨씬 대담하고 웃음의 
핵심적 요인 또한 그 신부에게 있다. 그러나 <의부무각>에서 신랑은 장인
에게 따지는 어리석은 행동을 함으로써 독자들의 주목을 자기 쪽으로 이끈
다. 즉 이 소화에서는 신부뿐만 아니라 신랑까지도 웃음의 대상이 된다. 실
제로 <의부무각>에서는 신부에 대한 웃음이 많이 약화되며 신랑이 웃음 
유발의 핵심적 요소가 된다. 그리고 논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홍만종이 
주목한 대상은 신부가 아니라 남편의 우스꽝스러운 행위이다. 이 소화의 결
말을 보면 오히려 신부의 말로 문제가 해결되어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가 
조성된다. 이와 달리 <모각>에서는 신부가 성적 욕구를 대담하게 표현하는 
것이 웃음의 핵심적 요소이다. 이 이야기가 명엽지해에 들어오면서 여성
의 성욕 표현이 약화되고 웃음의 초점이 전환된다. 즉 홍만종은 여성이 성
욕을 드러내는 것을 축소시킨 것이다. 
  그런데 여성 중에서 기생은 그들의 신분 때문에 성욕의 대담한 표출이 가
능하다. 이러한 경향은 <악모의몽(握帽疑夢, 모자를 쥔 채 꿈인 줄 알다)>
이라는 소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비가 기생이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
과 관계를 맺은 것을 발견한 후, 기생의 음납(陰衲, 월경대)을 훔쳐 집에 
들어와 잠들었다. 기생은 선비가 잠든 틈을 타 선비가 손에 쥐고 있던 음납
을 선비의 모자와 바꾸어 선비를 성공적으로 속였다. 결국 선비는 자기가 
본 기생의 배신을 꿈인 줄 알고 기생의 꾀에 넘어간다. 김준형은 이 이야기
가 종리호로의 <수창(睡窓)>과 소부(笑府)의 <인혜(認鞋, 신발을 알
아보다)>에서 온 것이고 <수창>은 <인혜>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하였
다.112) <인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내가 남과 간통하다가 남편에게 
발각되었는데 남편은 간부의 신발을 쥐고 아내에게 따지려 하다가 잠들었
다. 아내는 남편이 잠든 동안 남편 손의 쥐고 있는 신발을 남편의 신발로 
바꾸어 남편을 속였다. 
  두 이야기는 사건 전개가 상당히 유사하다. 특히 여자가 남자를 속이고 
다른 사람과 간통을 하는 것, 남자가 잠든 틈을 타 증거를 바꿔치기하는 것
이 동일하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다른데, <악모의몽>에는 다른 내용
112) <악모의몽>과 <수창>, <인혜>가 내용적으로 많이 변개된 것은 전대의 이야기를 단순히 전

재하기보다는 찬자 자신의 지향점에 따라 일정한 변모를 꾀하였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었던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김준형, 앞의 논문 2003,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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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훨씬 많이 추가되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남녀 주인공의 관계가 <인
혜>에서는 평민 부부이지만 <악모의몽>에서는 기생과 선비라는 점이다. 
아내로서 남과 간통하는 것은 도덕적 측면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기
생이라는 신분으로 남과 관계를 맺는 것은 당시에 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이야기 속의 기생의 행위는 <인혜>의 아내와 유사하지
만 그 성격이 다르다. 기생과 사대부 사이의 성적 이야기는 당시에 널리 전
승되었고, 기생이 사대부를 속여 남과 관계를 맺는 이야기도 두루 있다.113) 
이것은 홍만종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이다. 즉 홍만종은 이렇게 변경함으
로써 평민 여성의 과도한 성욕 노출을 의 주체를 당대의 시대 상황에 맞춰 
기생으로 옮긴 것이다.
  명엽지해에는 성과 관련된 이야기가 적지 않지만, 기생을 제외한 여성
의 성욕이 강하게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부설고담(婦說古談, 며느리
가 들려준 옛이야기)>과 <고책번신(姑責翻身, 할미가 몸을 돌리라고 나무
라다)> 같은 경우는 평민 여성의 간통 이야기이지만 여성의 성욕이 그리 
강하게 나타나거나 과감하게 표현되지 않는다. <부설고담>에서는 며느리가 
자신의 간통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쫓
겨나게 된다. 며느리는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서 시어머니도 간통한 적이 있
다는 것을 알게 되어 시어머니에게 찾아간다. 결국 시어머니도 자신의 간통 
행위를 부끄러워하여 며느리를 남게 하였다. <고책번신>에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젊은이와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고 꾸짖지만, 그 자신도 젊은이와 
간통하였다가 며느리의 비웃음과 꾸짖음을 받는다. 즉 이야기 속에서 여성
들은 간통을 하지만 모두 그러한 행위가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정도가 명엽지해에서 여성이 성욕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예이
다.
  그러나 다른 소화집을 보면 여성의 성욕이 이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표현
된다. 어면순의 <비지촌(非指村)> 같은 경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성욕이 
더 강하고 표현이 노골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중국 소화집인 소부 같은 
경우는 간통 때문에 꾸중을 받는 시어머니가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도 
하고,114) 대놓고 성기나 성행위를 이야기하기도 한다.115) 그러나 명엽지해

113) 예를 들면 태평한화골계전 제44화와 제265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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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대 소화의 이러한 요소를 변용
을 통해 약화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의 성욕 표현을 축소시키는 것은 자칫하면 웃음의 효
과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성 소화는 홍만종이 인정한 것처
럼 웃음을 가장 잘 자아낼 수 있는 소화 유형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위에
서 살펴본 것처럼 홍만종 자신도 비속하고 성적인 이야기 전부를 다 받아들
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웃음의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웃음 요소를 강
화하였다. 위의 <의부무각>에서 여성의 과도한 성적인 표현은 약화시킨 반
면 남성의 어리석음을 확대함으로써 웃음의 효과를 꾀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요컨대 홍만종은 한편으로 풍류보다 사회적ㆍ인간적 갈등의 심화를 통해 
웃음의 효과를 증폭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성에게 너무 노골적이거나 
강한 비판을 가진 내용을 약화시키고 남성의 잘못을 확대함으로써 웃음의 
지향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홍만종이 성적인 것
을 고상하게 처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러한 성격의 소
화 개작은 명엽지해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홍만종의 진보적인 
면모와 보수적인 면모를 동시에 볼 수 있다. 

    3.2.2. 인재선발 비판

  명엽지해에서 전대 소화를 개작한 내용을 살펴보면 인재선발 문제와 관
련된 부분이 두드러진다. 예로부터 인재선발은 한 나라의 운명이 걸린 일이
었고 그 나라의 성쇠(盛衰)를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전대 소화에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명엽지해에서 특히 여러 차
례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 홍만종이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전대 소화
114) 예를 들면 소부 <교아(咬牙)>: “有姑媳俱孀居, 姑常謂媳曰: ‘做孤孀, 須是咬緊了牙管過日子.’ 

未幾, 姑與人私, 媳以前言責之. 姑張口示媳曰: ‘你看, 也得我有牙齒, 方好咬.’”
115) 예를 들면소부 <평양물(評陽物)>: “有嬸姆二人私議此物. 一謂骨肉, 不然, 何以能硬? 一謂筋屬, 

不然, 何以時硬時軟? 二人爭論不已,小姑在房聞之,拍案曰: ‘不消疑得,筋的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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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변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명엽지해의 <위정우풍(僞政寓諷, 잘못된 정
치를 풍자하다)>, <무매곡부(無妹哭訃, 누이가 없는데도 부음에 곡하다)>, 
<재문간제(宰問艮弟, 재상이 간이씨에게 동생이 있는지 묻다)> 등은 모두 
전대 소화에서 변용된 것이면서 인재선발과 관련된 이야기의 사례들이다. 
  우선 <위정우풍>을 예로 들어 살펴보도록 하자. 이 이야기는 광대가 임
금 앞에서 두 가지 연극을 하는 것을 묘사한다. 첫 번째 연극은 불공평한 
대우에 대해 고발하는 것인데, 이 내용은 태평한화골계전 제142화와 유사
하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광대가 지략을 발휘하여 상을 받는다는 내용인
데, 광대는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이익을 취한다. 첫 번째 연극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몇 개 글자의 차이만 보일 뿐 나머지는 거의 똑같다.116) 홍만종
은 고금소총을 편찬할 때 전시대의 소화를 그대로 전사하기보다는 주내용
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줄이거나 표현을 바꾸는 경향을 보
인다.117) 내용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근본적으로 전하려는 뜻은 
같은 것이다. 홍만종의 이러한 전사 태도를 감안한다면 <위정우풍>의 이 
부분은 제142화를 보고 기록한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태평한화골계전에서는 광대가 연극을 하나만 하고 작품이 끝나
는데 비해 <위정우풍>에는 첫 번째 연극에 이어 두 번째 연극이 나타난다.

  광대가 또 우스갯소리를 바쳤다. “신이 이조판서의 직임을 해보기를 청하옵
나이다.” 마침내 개정(開政)하는 모양을 짓더니 의망(擬望)을 부르는데, 애초
에는 갑을 제일 처음에, 을을 그 다음에, 병을 제일 마지막에 부르고는 곧 깨
달아 말하였다. “하마터면 잊을 뻔했네. 병판께서 부탁한 사람이 있지. 품앗이
한 일이니 들어주지 않을 수 없는 걸. 마땅히 이 사람을 첫 번째로 해야지.” 마

116) 태평한화골계전 제142화: “有優人嘗於上前, 抱一空石而來, 其口向外. 對優者大呼曰: ‘汝石之口, 
大於我口, 何耶?’ 優人曰: ‘昔有萬石君, 又有中二千石, 臣只有一石, 其口大張, 而其腹空虛.’ 上笑後每
於呈戲, 賜優人米有差.”; 명엽지해 제20화 <위정우풍>: “有優人嘗於上前, 抱一空石而來, 其口向
外. 優佯大呼曰: ‘汝石之口, 大於我口, 何耶?’ 優人曰: ‘昔有萬石君, 又有中二千石, 今吾只有一石, 其
口雖大, 而其腹空虛.’ 上笑賜優人米.” 밑줄 친 부분은 제142화와 <위정우풍> 첫째 연극의 차이이
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두 이야기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다. 

117) 예를 들면 고금소총의 <궤중제독(櫃中提督, 궤 속의 제독)>은 천예록의 <제독나정출궤중
(提督裸裎出櫃中, 제독이 발가벗은 채로 궤 속에서 나오다)>을 전사한 것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삭제되거나 변경된 부분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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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내 수정하여 불렀다. 이를 본 임금께서는 큰 소리로 웃었다.118)

  두 번째 연극은 인재를 선발할 때 관리끼리 서로 청탁하여 벼슬을 얻는다
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에서는 이조판서가 애초에는 갑, 을, 병 순으로 의망
하려다가 나중에 병판의 부탁을 받은 것을 기억해내고는 곧바로 다른 사람
에게 수망을 주어 버린다. “이러한 부탁은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발언
은 문제적이다. 연분을 맺은 이들끼리 서로 청탁하여 각각 이익을 얻는다. 
홍만종은 왜 이러한 에피소드를 추가했을까? 첫 번째 연극이 하층민인 광대 
집단의 이야기라면 두 번째 연극은 사대부 관리 집단의 이야기고 나라의 운
명이 달린 이야기이다. 후자는 전자와 달리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소화에 대해 홍만종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야사씨가 말한다. 연줄을 통하여 청탁하는 것은 세상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심지어는 천류인 광대까지도 당시의 대신들이 사(私)를 우선하고 공(公)을 뒤
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광대가 이를 풍자하였으니, 이 광대는 우맹(優
孟)과 같은 부류일 것이다.119)

  광대는 당시에 가장 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의 부정행위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또 이러한 행위에 불만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연극으로 표현
하였다. 위의 논평에서 홍만종은 인사 청탁이라는 병폐와, 사를 우선하고 
공을 뒤로 하다는 현실을 폭로하는 광대의 기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
다. 여기서 그는 인사 청탁을 조롱하는 두 번째 연극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
였다. 이로 미루어 본다면 추가된 에피소드는 흥미를 위한 서사의 확장인 
동시에 이 소화를 빌려 당시에 만연하던 고질적인 병폐를 비판하고자 했던 
홍만종의 의식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인사 청탁으로 관리를 뽑는 이야기는 김안로(金安老)를 주인공으
로 한 <재문간제(宰問艮弟, 재상이 간에게 동생이 있는지 묻다)>가 있는데 
118) 명엽지해 제20화 <위정우풍>: “優人又呈戲言曰: ‘臣請爲吏判之任.’ 遂爲開政狀, 口呼擬望. 初以

甲者爲首, 乙者爲副, 丙者爲末. 旋覺曰: ‘吾幾乎忘矣. 有兵判所請之人, 此換手事, 不可不聽, 當以此首
擬.’ 遂改呼之. 上乃大笑.”

119) 명엽지해 제20화 <위정우풍>: “野史氏曰: ‘因緣請囑, 爲世痼弊, 至於俳優賤流, 亦解時宰之先私
後公. 此優寓諷, 其亦優孟之類也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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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국 소화집인 소해총주(笑海叢珠)의 <가형취복(家兄取覆, 가형이 
회답을 청하다)>120)과 유사하다. <재문간제>는 한 무인이 관직을 얻고자 
김안로에게 은동자상(銀童子像)을 뇌물로 바쳤는데, 김안로가 무인의 이름
을 깜빡 잊었지만 무인이 환기시켜 주자 곧 기억해내어 벼슬자리를 얻는 이
야기이다. <가형취복>은 아전이 은동자상을 만들어 관리 집의 상 위에 놓
아 바쳤지만 나중에 아전이 죄로 곤장을 맞게 되어 관리에게 은근히 은동자
상 얘기를 하면서 구걸하였다. 그러나 관리는 그가 다시 재물을 바치지 않
았다는 것을 이유를 들어 아전을 친 것이라 하였다. 
  두 이야기는 은동자상을 만들어 몰래 뇌물을 바친다는 내용이 유사하지만 
소화 안의 인물과 내용의 구체적인 묘사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두 이
야기의 주인공의 신분이 다른데 <가형취복>은 관원(館員)과 아전이고 <재
문간제>는 재상과 무인이다. 그리고 <가형취복>의 관리는 동자상을 받았
음에도 편의를 봐주지 않고, 오히려 더 재물을 못 받았다며 동자상을 바친 
아전을 때린다. 여기서의 탐관은 일방적으로 백성을 수탈하거나 재물을 받
고, 그러고 나서도 재물을 바친 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일방적인 수수(收
受)행위의 주체이다. 그리고 바로 이 과장된 탐욕이 소화의 핵심적인 요소
로 작용하여 우리의 웃음을 자아낸다. 이와 달리 <재문간제>에서는 김안로
가 무인의 뇌물을 받고 실제로 무인에게 관직이라는 이익을 주었다. 흥미로
운 부분은 <가형취복>에서는 은동자상을 상 위에 놓았으나 <재문간제>에
서는 은동자상을 뒷간에 놓았다는 것이다. 뒷간은 부정한 이미지를 지니는 
장소이다. 뇌물을 뒷간에 놓았다는 것은 이 뇌물이 부정하고 더러운 것이라
는 것을 말해준다. 아래에 제시한 내용은 두 이야기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
이는 부분이다. 

  그 후에 무인이 이름을 통보하고 나아가 뵐 수 있었다. 김안로는 기억을 못
하고 범연히 대접하거늘 무인이 자신을 알지 못함을 답답히 생각하여 망설이
다가 슬그머니 말했다. “소인의 이름이 측간 간이(艮伊)씨이므로 잘 아실 겝니
다.” 김안로가 즉시 낯빛을 바꾸고 의아한 투로 말했다. “그러면 어찌 빨리 말

120) 笑海叢珠 卷一 <가형취복>: “昔有一官員愛財. 吏人知其意, 以銀鑄成孩兒一个, 安于小廳卓上, 
入內取覆云: ‘家兄在小廳取覆.’ 官員出小廳, 但見卓上有銀孩兒, 袖以入宅. 後此吏人因事喫棒, 大叫
云: ‘且看家兄面.’ 官員曰: ‘你兄絕自官到任, 只一次見面, 更不再來, 所以打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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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더냐?” 간이씨에게 물었다. “아우도 있느냐?” 무인이 엎드려 대답하였
다. “간이씨가 어찌 아우가 없겠습니까? 아비가 있으니 당연히 차례대로 낳을 
것입니다.” 김안로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떡이더니 곧바로 의제하였다.121)

  두 사람의 대화가 매우 완곡하다. 김안로가 무인에게 관직을 주어 갈등이 
해결된 것으로 결말을 맺지만 여기에 또 다른 심각한 사회 문제가 숨겨져 
있다. 청탁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그것이다. 다시 말하면 <재문간제>
는 <가형취복>에서 변형된 것인데 익명인물의 이야기가 실존 인물의 이야
기로 전환되어 훨씬 현실적인 성격을 지니며, 관리의 끝없는 욕심을 풍자할 
뿐만 아니라 무인이 뇌물을 써서 관직을 얻는 것과 같은 부당한 인재 선발
을 폭로하기도 한다. 이 소화에 대해 홍만종은 아래와 같은 평을 달았다. 

  야사씨가 말한다. 탐욕으로 모은 물건은 변함없이 지킬 수는 없다. 물이나 
불 때문에 없어지지 않으면, 도적이 훔쳐가든지 전쟁이나 송사 때문에 없어지
든지 불초한 자손이 없애든지 할 것이니, 그 이치가 다 그러한 것이다. 김안로
가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단지 탐내어 긁어들이는 일에만 치중하여 조정의 
이름난 기물까지도 자신의 개인 주머니에 채워 넣었다. 뇌물이 많고 적음에 따
라서 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니, 의당 자신의 몸을 망치긴 했어도 재물은 
불렸을 것이다. 아! 세상에서 남 보는 데서는 공도(公道)를 행하는 척하고, 보
이지 않는 데서는 뇌물이나 받는 짓이나 하는 자들은 좀 반성해야 할 것이
다.122)

  홍만종의 논평은 뇌물을 수수한 김안로에 집중하고 있다. 김안로가 이러
한 행위를 하게 된 것은 그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고 이를 통해 얻은 것은 
오래 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까지 망칠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인
사 청탁 행위의 또 다른 원인으로 탐욕을 지목했다. 탐욕은 인사 청탁을 포
함한 뇌물 수수나, 나라의 재정과 보물을 탐내는 등의 부정행위를 야기할 
121) 명엽지해 제16화 <재문간제>: “其後, 武人通名進謁, 安老未能記, 泛然接過. 武人悶其不覺, 逡

巡微告曰: ‘小的之名, 廁間艮伊氏, 祥知耳.’ 安老即改容疑遇曰: ‘然則何不早言?’ 因問艮伊氏: ‘亦有弟
乎?’ 武人伏而對曰: ‘艮伊氏豈無弟也? 其父在, 當次第產矣.’ 安老笑而頷之, 即擬除之.”

122) 명엽지해 제16화 <재문간제>: “野史氏曰: ‘貪聚之物, 不可恒守. 不以水火去, 則盜賊去, 兵革獄
訟去, 不肖子孫去, 其理固然. 安老身居冢宰, 只事貪饕, 以朝廷名器, 爲其私橐, 賂之多少, 定其予奪, 
宜乎亡其身而籍其財也. 噫! 世之陽爲公道, 陰爲苞苴者, 亦可以少省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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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그는 김안로의 부정행위를 나열해서 이렇게 얻은 재물은 결국 오
래 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꼭 김안로의 경우처럼 되지 않는
다. 홍만종의 권선징악적인 발언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것이다. 요컨
대 홍만종은 소화에 인사 청탁의 내용을 추가하고 논평에서 이러한 형상을 
조성한 원인 중의 하나인 탐욕에 대해 비판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두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홍만종은 원래 인재선발
과 관련되지 않은 이야기를 개작하여 인재선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그는 
인사 청탁과 뇌물수수의 행위를 풍자하고 인간의 탐욕까지 비판하였다. 뿐
만 아니라 그는 이러한 인사 청탁을 통한 인재선발의 폐단, 즉 결과까지 지
적하였다. 
  <무매곡부>는 전대 소화에서 변용된 것으로, 바보 관리의 이야기이다. 
이 소화는 바보 원님이 다른 사람의 누이의 부고를 듣고는 자신의 누이인 
줄 알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나중에 사실을 알고서야 비로소 자신에게 누이
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냈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소화의 맨 앞에서 ‘어떤 
어리석은 원님’이라고 하여 그 원님이 지적 소양이 부족함을 제시한다. 이 
소화는 태평광기에서 발췌한 어사대기(御史臺記)의 <이문례(李文禮)>
와 유사하다.123) <이문례>는 당나라 때 실재 인물인 이문례의 이야기이다. 
이문례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지만 업무에는 정확하지 못한 면모를 보이며, 
누이가 없는 것도 깜박 잊고 남의 누이가 죽은 것을 자신의 누이인 줄 착각
하기도 하는 인물이다. 
  <이문례>에서 <무매곡부>로 변형될 때 실재인물이 익명인물로 변경되
었을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에서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서술
자의 태도도 달라졌다. <이문례>의 앞부분은 이문례가 “공부를 좋아하고 
글재주가 뛰어나다”라고 칭찬한다. 비록 결함을 지니고 있지만 서술자는 비
교적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문례의 우스꽝스러운 행위를 묘사하기
는 하지만 비판의 의미보다 업무상의 실수와 오해를 통해 아무리 우수한 인
간이라도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했던 명엽
123) 太平廣記卷二百六十 <李文禮>: “唐李文禮, 頓丘人也. 好學有文華, 累遷至揚州司馬. 而質性遲

緩, 不甚精審. 時在揚州, 有吏自京還, 得長史家書, 云姊亡, 請擇日發之. 文禮忽聞姊亡, 乃大號慟. 吏
伺其便, 復白曰: ‘是長史姊.’ 文禮久而徐問曰: ‘是長史姊耶?’ 吏曰: ‘是.’ 文禮曰: ‘我無姊, 向亦怪
矣.’(出御史臺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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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해의 <번간구우>와 같은 유형이다. 요컨대 두 소화는 주인공의 똑같은 
우행을 서술하지만 두 이야기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홍만종은 바보 관리
를 통해서 당시의 인재선발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사씨가 말한다. 백성과 벼슬아치들의 어버이 될 자는 실로 신중하게 간택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예부터 전관(銓官)들의 주의(注擬)에 작용한 것은 세력 
아니면 사사로운 정이었다. 그 때문에 이 원님 같은 부류의 어리석은 자가 목
민관에 제수되었으니, 이는 조정을 경시하고 백성을 해치는 것에 가깝지 아니
한가? 진실로 세도(世道)가 개탄스럽도다!124)

  홍만종은 논평에서 예부터 전관(銓官)들의 주의(注擬)에 작용한 것은 세
력 아니면 사사로운 정이었다고 지적한다. 즉 관리의 무능을 조롱하는 데서 
사사로운 정으로 재능이 없는 자를 선발하여 조정을 경시하고 나라를 망치
는 인사 청탁과 매관매직 현상에 대한 풍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논평
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인물을 바꾸고, 그에 따라 내용을 개작했기 때문이
다. 이문례의 이야기를 똑같이 가져왔다면 이러한 신랄한 논평을 할 수 없
었을 것이ㅣ다. 소화의 변경이든 논평의 내용이든 모두 인재선발 과정의 비
리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 
  위에서 제시한 세 개의 변형된 소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명엽지해는 
전대 소화를 변용하여 인재선발 문제를 폭로한다. <위정우풍>은 인재선발
과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는 소화에다 에피소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무
매곡부>와 <재문간제>는 등장인물의 신분을 전환하고 세부 내용을 변경하
는 이중적인 방식으로 인재선발의 문제점을 폭로한다. <무매곡부>와 <재
문간제>는 각각 실명에서 익명으로와 익명에서 실명으로의 신분 변경으로 
인해 세부 내용도 이에 따라 변경된다. 그러나 <무매곡부>는 관리의 무식
함을 부각시키는 데 비해 <재문간제>는 오히려 등장인물을 재치 있게 묘
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인사 청탁에 의거한 
인재등용의 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내용들 통해서 홍
만종이 공정한 인재선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 이야기를 기록

124) 명엽지해 제21화 <무매곡부>: “野史氏曰: ‘親之民官, 固宜愼簡. 而自古銓官之注擬, 非勢則私. 
故癡如此倅輩, 亦忝字牧, 不幾於輕朝廷而害民生乎, 世道誠慨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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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근심을 풀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이렇게 변용된 소화 외에도 인재선발의 문제를 지적한 소화가 있다. 
<사부전약(士負前約, 선비가 이전의 약속을 저버리다)>은 정직했던 두 선
비가 명예를 얻고자 결국 청탁을 통해 관직을 얻으려고 했다는 내용으로 구
성된다. 진정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부정행위 때문에 탈락되고 정직한 
사람도 결국 물들어 버린다는 한탄이 저절로 나온다. <수기부시(羞妓賦詩, 
기생에게 부끄러워 시를 짓다)>에서의 어사(御使)는 사서삼경(四書三經)을 
다 숙지했고 명경과에 합격했는데도 자기 나라인 조선의 역사를 기생보다도 
잘 모른다. 홍만종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제의 폐단을 짚었다.125) <환
제참과(換題參科, 제목을 바꿔 쓰고도 과거에 합격하다)>에서 보이는 것처
럼 실력이 없는 관리가 시관이 되어 제대로 인재를 뽑지 못하는 악순환이 
벌어진다는 것이다.126) 과거 제도 및 시험 내용의 폐단에 대해도 비판하였
지만 그가 더 강하게 비판하고 싶은 것은 인재선발 때의 인정청탁이다. 그
래서 홍만종은 인재선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화를 변용하여 인정청탁 
문제를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서 홍만종이 인재선발의 이러한 폐단에 대해 
민감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홍만종은 왜 이러한 이야
기를 많이 수록한 것인가? 
  인재선발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물론 홍만종의 개인적인 관심과 관련이 
있지만 당시 사회적 배경과도 긴밀한 관련이 있다. 우선 사회적으로 보면 
그가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현상은 세상의 고질적인 병폐이며 당시에도 나
은 것이 없었다. 홍만종이 말한 것처럼 권력 있는 자들은 탐욕 때문에 뇌물
을 받고 관직을 주었다. 이는 어느 시대든 어느 나라든 두루 있는 현상이
다. 그런데 당시의 인사 청탁이 전보다 더 심각했던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중기부터 학맥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붕당이 형성
되어 서로 대립하면서 정치를 이끌어 갔다. 1575년경에 형성된 서인과 동
인의 붕당은 이이 사후에 학파의 대립이라는 성격을 더 강하게 지니게 되었
고 정치적 대립구도도 함께 강화된다.127) 이러한 당파의 분열은 사상적ㆍ사
125) 명엽지해 제49화 <수기부시>: “噫! 明經被選者, 乃至於此, 國家取人之效果, 安在哉!”
126) 명엽지해 제51화 <환제참과>: “野史氏曰: ‘近來考官, 能文者尙患遺珠, 況不能文者乎? 唯其不解

龍鳥之辨者多. 故黃鐘毀弃, 而瓦釜雷鳴; 珷玞珍藏, 而璞玉見賤, 良可慨也. 噫! 世之幸而捷科者, 豈但
一尹敏也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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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ㆍ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당파의 분열과 대립구도
는 인재등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당파 내부에서는 서로 결탁하고 
청탁하면서도 다른 당파는 배척하는 추세였고 이는 인재등용의 불공평을 야
기하였다. 때문에 홍만종은 진실로 세도(世道)가 개탄스럽다는 한탄을 한 
것이다. 붕당의 형성과 강화는 인연청탁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더욱 심각하
게 만들었다.
  홍만종은 비록 도교에 심취하여 현세의 질곡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명엽지해를 편찬할 당시에는 그도 역시 붕당의 자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홍만종은 명문 집안 출신으로서 입신양명에 뜻이 
있었고 세상에 나가서 포부를 펼쳐보려는 의욕도 있었지만 정권에서 소외된 
인물이었다. 진사시에 합격했는데도 관직을 얻지 못한 것은 그의 건강과 관
련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남인 계열이라는 배경과도 연관이 있다. 그래
서 이러한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전대 
소화의 변용까지 활용해서 드러낸 것이다. 그는 사회적ㆍ정치적으로 소외된 
지식인이었으며 이러한 그의 삶에 대한 고민이 명엽지해에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현실의 결과는 “군자가 배척당하기도 하고 어리석
은 사람이 고관이 되기도 하며, 훌륭한 인재가 감추어지거나 천시당하”128)
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모습을 한
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끼서 머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비판과 한탄을 모
두 아우르면서 웃음을 통해 자신의 우울한 심정을 해소하려고 하였던 것이
다.

  3.3. 논평에 나타난 작가의식

  위에서 소화의 변용 양상에서 드러나는 홍만종의 의식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변용을 살피는 과정에서 홍만종이 붙인 논평도 함께 고찰하였지만, 
127) 김항수, ｢선조 초년의 신구갈등과 정국동향｣, 국사관논총34집, 1992 참조.
128) 명엽지해 제51화 <환제참과>: “故黃鐘毀弃, 而瓦釜雷鳴. 珷玞珍藏, 而璞玉見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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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은 홍만종 자신의 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더 상세히 고
찰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미리 언급했던 것처럼 명엽지해의 논평은 소화의 가장 중요한 
내용과 완전히 맞닿지는 않는다. 황인덕과 류정월이 소화와 논평과 이러한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그들의 연구는 본문과 논평의 관계를 홍
만종의 작가의식과 직접 연관시키지 않았다. 
  먼저 소화와 논평의 관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본문과 
논평의 관계를 거울에 비유하자면 본채와 거울 안에 비친 이미지와 같고 작
가의식은 거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본채와 이미지, 곧 
본문과 논평의 관계를 크게 ‘반사’와 ‘굴절’로 나누기로 한다. 여기서 말한 
‘반사’는 빛이 편평한 거울에 부딪혀 들어온 빛이 그대로 반사되어 상이 사
물과 똑같이 보이는 것을 가리킨다. 이 때 이미지는 본체가 드러내고 싶은 
핵심적인 부분을 잘 드러낸다. 논평이 소화가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웃
음 요소에 대해 재해석하거나 유사한 다른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서술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이 부분의 의미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본고에
서는 이 관계를 ‘반사’형이라고 명명한다. 예를 들어 <부처송경(夫妻訟鏡, 
지아비와 아내가 거울 때문에 송사를 벌리다)>의 논평에서는 장자 속의 
어떤 사람이 그림자를 피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주(疾走)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129)를 빌려 이들의 어리석음이 장자 속의 인물과 마찬가지라고130) 
평가한다. <부처송경>과 장자의 이야기의 웃음 유발의 핵심적인 요소는 
비슷하기에 사물의 현상이 거울에 비쳐 그대로 상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논평은 소화 내용에 대한 반영이고 양자의 관계는 반사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굴절관계는 이와 다르다. ‘굴절’은 빛이 표면이 고르지 못한 거울
에 반사될 때 여러 각도로 꺾여져 나가는 것을 말한다. 논평이 본문의 의미
를 거론하면서 핵심 부분이 아니라 부수적인 부분에 대해 논의를 더 집중하
129) 장자ㆍ어문(漁文): “人有畏影惡跡而去之走者, 舉足愈數而跡愈多, 走愈疾而影不離身. 自以爲尙

遲, 疾走不休, 絕力而死. 不知處陰以休影, 處靜以息跡, 愚亦甚矣.” 
130) 명엽지해 제7화 <부처송경>: “野史氏曰: ‘古有愚人, 不知影之隨己, 而急走避影. 處陰然後, 影

止. 此人夫妻不識鏡中影, 就訟於官. 官亦認影于代官, 未暇判斷. 其與不知處陰而止影者, 同可謂三絕痴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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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면 논평과 본문은 굴절관계에 있는 것이다. 굴절에도 두 가지 유형
이 있다. 하나는 거울에 비친 부수적인 부분에 집중하여 이를 부각시키는 
것인데 ‘굴절A’형으로 부르기로 한다. 논평이 본문의 부수적인 의미를 직접
적으로 평가하고 부각시키는 경우가 이에 속한다. 예를 들면 앞에서 소개한 
<대답무액(對答撫額, 대답으로 얼굴을 어루만지다)>의 경우 객의 기지(機
智)가 가장 핵심적인 웃음 요소인데 논평에서 홍만종은 대인관계는 정성과 
신의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131)고 주장한다. 이것은 거울이 핵심적인 부분에
서 벗어나 부수적인 부분을 비추는 것처럼 객의 기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사또의 성의 없는 태도와 객의 대응 방식에 논의의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본문의 부수적인 의미인 대인방식은 홍만종의 의식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굴
절되어 논평에서 핵심적인 요소도 부각된 것이다. 
  또 하나는 굴절된 이미지가 또 다른 거울을 만나 새로운 이미지로 전환되
는 경우이다. 이러한 굴절과 전환을 통해서 형성된 이미지는 원래의 본체와 
거리가 있지만 본체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본문의 부수적인 의미를 평가하
면서 그 의미를 훨씬 확장하여 평가한 경우 ‘굴절B’로 부르기로 한다. 이 관
계에서는 은유와 유비(類比)의 수법을 많이 사용하여 본문과 논평을 유기적
으로 연결한다. 이러한 수사법은 마침 확산의 효과를 해주는 것처럼 논평의 
주제는 본문과 거리가 있는데도 어느 정도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 좋
은 예가 <양사지환(佯辭指環, 싫은 척하며 문고리를 가리켜주다)>이다. 이 
이야기는 신부가 처음에는 신방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오히
려 유모에게 문고리를 잘못 잡았다고 알려주어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은근히 표출한다. 즉 본문에서 우리의 웃음을 유발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신
부의 기지이다. 그러나 논평에서는 신부가 처음에 신방에 들어가지 않겠다
고 내숭을 떠는 행위를 지적하고 이를 확장시켜 세상에서 이름을 팔아 이익
을 구하고, 앞에서는 곧은 체하지만 뒤에서는 교활한 부류에 대한 비판132)
으로 나아간다. 본문에는 이름을 팔아 이익을 구하는 행위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내숭을 떠는 행위도 앞에서는 곧은 체하지만 뒤에서는 교활한 
모습을 보이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여기서 홍만종은 논평을 

131) 명엽지해 제22화 <대답무액>: “遇人之道, 可不以誠信爲本也哉!”
132) 명엽지해 제29화 <양사지환>: “與世之沽名索價, 先貞後黷者, 何異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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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신부의 내숭을 지적함으로써 본문을 일차 굴절시키고, 선비의 매명행
위를 거론함으로써 본문과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의미를 확산시킨다.
  명엽지해에는 반사형보다는 굴절형 서사가 더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홍만종은 왜 소화의 주요 웃음 요소 말고 부수적 요소에 대해 논
평을 많이 한 것일까? 이 논평을 통해 그의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아울러 그의 문제의식도 엿볼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홍만종의 논평에서 언급되는 문제를 살펴봄으로써 그의 작가의식을 추출할 
것이다. 

    3.3.1. 표리부동과 명실상위 비판

  사람들의 겉과 속, 명성과 본질은 늘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홍만종은 유
달리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표리부동과 명실상위를 비판한
다.133) 남은경은 이 소화집에서 사이비 선비의 허장성세(虛張聲勢)를 비판
했다134)고 하였고 정원이는 명분론의 병폐와 실리 추구135)의 측면에서 이
와 관련된 내용을 고찰하였으나, 일부분만을 살펴보았기에 아쉬움이 남는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명엽지해에 나타난 표리부동과 명실상위의 비판 
양상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표리부동과 명실상위에 관한 논평이 나타난 소화는 주로 두 가지의 경우
이다. 하나는 주인공의 호색에 대한 이야기로, 우행담 중 호색이 드러나는 
소화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에 대한 오해나 이름의 집착에 대한 것으로 우행
담 중에 주로 무식ㆍ편집(偏執)ㆍ실수 등을 조롱하는 우행담의 논평이 그것
133) ‘표리(表裏)’는 주로 한 인물의 표면적인 마음과 내면적인 마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명실(名實)’

은 주로 명성 혹은 명분과 실질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지만, 홍만종의 논평에
서는 이 두 개념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홍만종에게 명실이라는 단어는 겉에 
드러난 모습과 속에 있는 실상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에 이 점에서 표리와 연관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이 두 개념을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

134) 남은경, 앞의 논문, 1994, 347-350면. 
135) 정원이, 앞의 논문, 1999, 120-121면; 정원이, 앞의 논문, 2000, 5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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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명엽지해에는 주인공의 호색을 소재로 하여 웃음을 유발하는 소화가 적
지 않다. <설몽포병(說夢飽餅, 꿈 이야기로 배가 부르다)>이 그 좋은 예이
다. 이 이야기는 인색한 스님이 자신이 떡을 많이 차지하고 사미에게는 적
게 주려다가 사미가 들려주는 음탕한 이야기에 정신을 팔려 결국 사미에게 
모든 떡을 주게 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야기 가운데 꿈속의 성행위에 
대한 사미의 묘사가 자못 아름답다. 

  성품이 인색한 어떤 중이 정월 대보름날 둥근 떡 세 그릇을 만들었는데, 두 
그릇은 크고 한 그릇은 작았다. 중이 작은 그릇을 사미(沙彌)에게 주고자 하니 
사미가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알고 스승을 속이고자 하여 막 먹으려고 하는 
시각에 스승에게 청하였다. …(중략)… “사부님께서는 이에 굼벵이 같은 목을 
껴안고 빙설 같은 피부를 가까이하여 나비가 꽃을 연모하고 벌이 꽃을 탐하듯 
정신이 혼미해져 뜻이 융합되었으니, 비록 높은 하늘을 나는 공작과 비취새 및 
녹수(綠水)에서 떠 노는 원앙새일지라도 그 즐거움에 비교할 수는 없었을 것
입니다.” 중은 이 말을 듣더니 멍한 듯 취한 듯 입가에 침을 흘리며 손으로 무
릎을 치면서 말하였다. “네 꿈이 참 기이하다, 기이해! 네 말을 듣고 배가 이미 
불러 버렸으니 이 세 그릇의 떡을 너 혼자 다 먹으려무나.”136)

  인용된 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듯 사미는 스님과 선녀의 성행위를 아름답
고 즐겁게 묘사하였는데, 이러한 표현들 뒤에 스님의 성적 욕망이 놓여 있
다는 점이 주목된다. 사미가 이러한 꾀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가 스
님이 색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시경137)과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취취전(翠翠傳)>138)의 내용을 차용하면서 해당 
어구를 희화화하였다. 스님은 자신의 호색한 면모를 드러내었기 때문에 웃
136) 명엽지해 제12화 <설몽포병>: “有僧性吝嗇. 上元日, 作餅三器, 二器則大, 一器則小, 僧欲以小

器與沙彌. 沙彌心知之, 欲誑師. 臨食, 請其師曰: …(중략)… ‘師於是, 抱蝤蠐之頷, 襯氷雪之膚. 蝶戀蜂
食, 神迷意融. 雖孔翠之翔赤霄, 鴛鴦之游綠水, 未足喻其樂也.’ 師聞之, 如痴如醉, 沫流口角, 以手擊髀
曰: ‘奇哉爾夢! 吾聞爾, 吾腹已飽. 此三器餅, 爾獨盡喫.’”

137) 목이 나무굼벵이 같다는 표현은 시경에서 미인을 형용하는 말이다. 시경ㆍ위풍ㆍ석인(詩經ㆍ
衛風ㆍ碩人): “手如柔荑, 膚如凝脂, 領如蝤蠐, 齒如瓠犀, 螓首蛾眉, 巧笑倩兮, 美目盼兮.”

138) 원문은 “雖孔翠之翔赤宵, 鴛鴦之游綠水, 未足喻其樂也”인데 이 내용은 剪燈新話 <취취전(翠翠
傳)>의 “二人相得之樂, 雖孔翠之在赤霄, 鴛鴦之遊綠水, 未足喻也”라는 글에서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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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의 대상이 되었고, 이로써 소화의 초점은 스님의 호색에 대한 조롱으로 
귀결된다. 홍만종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논평을 붙였다. 

  야사씨는 말한다. 가사(袈裟)를 입고 머리가 둥글어서 처음에는 진짜 승려인 
것 같더니, 일단 사미의 꿈 이야기를 듣자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지러워져 계율
은 몽땅 잊어버린 채 사미의 술수에 빠지고도 깨닫지 못하였다. 아아! 세상에
서 안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도 겉으로는 꾸미는 자들은 모두 이 같은 부류이
로다.139)

  홍만종은 이 스님이 겉으로 보면 진심으로 마음을 닦고 계율(戒律)을 잘 
지키는 참된 승려인 듯하지만 결국은 음탕한 꿈 이야기에 정신을 잃어 계율
을 잊어버렸다고 하였다. 그는 속으로는 욕심이 많으면서도 겉으로는 꾸미
는 자라고 스님을 비판하였다. 바로 스님의 표리부동을 지적한 것이다. 스
님의 호색을 비판하고는 있지만 홍만종이 이보다 더 부각시키고자 했던 것
은 스님의 속과 겉의 불일치였다. 소화만을 살펴보면 인색한 스님이 성이야
기에 유혹되어 배가 부르다며 사미에게 모든 떡을 다 준 것이 우리의 웃음
을 자아낸다. 다시 말하면 웃음의 핵심적 요소는 스님의 호색으로 인한 결
과이다. 스님의 겉과 속의 불일치를 지적한 것은 잠재적이고 부수적인 요소
에 대한 지적이다. 즉 홍만종의 의식이라는 거울은 소화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반사시키지 않고 굴절되어 표리부동이라는 부수적인 내용을 비춘다. 
이러한 본문과 논평의 관계가 ‘굴절A’형이다. 홍만종은 이러한 논평이 더 
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 스님의 옷차림(외모)과 실제 행동(표현된 속마
음)을 대조하여 표리부동에 대한 비판으로 순조롭게 넘어간다. 
  여기서 스님이 등장하는 이유는 불교의 본질이나 조선시대의 불교 상황과 
관계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불교는 정욕(情欲)을 억제하면서 정신적인 가치
를 추구하는 종교이다.140) 때문에 불교의 오계(五戒)에서는 ‘계사음(戒邪
淫)’이 강조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계승도 적지 않았다. 더구나 숭유척불

139) 명엽지해 제12화 <설몽포병>: “野史氏曰: ‘方袍圓頂, 初若眞僧. 一聞沙彌之說夢, 心神迷亂, 都
忘戒律, 墮於沙彌之術中, 而莫之悟也. 噫! 世之內多慾而外修飾者, 率皆類是歟.’”

140) 예를 들면 “使人愚蔽者. 愛與欲也”, “愛欲之於人. 猶執炬火逆風而行”, “財色之於人. 譬如小兒貪刀
刃之蜜” 등 성을 경계하는 글은 불설이십사장경(佛說二十四章經)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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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儒斥佛)의 정책 때문에 홍만종 당대에는 스님들이 많이 배척당하고 있었
다. 따라서 스님에 대한 인상은 부정적이었고, 그것이 스님이 성소화의 주
인공으로 많이 등장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스님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대부의 표리부동과 
명실상위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명엽지해의 첫 번째 소화인 <기롱장백
(妓籠藏伯, 기생이 사또를 장롱에 감추다)>은 어떤 관리가 처음에는 여색
을 멀리하여 미색에 빠진 무리들을 탄핵했는데 나중에 기생에게 유인(誘引)
되어 결국 벌거벗은 채로 장롱 속에 들어가 엎드려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이
다. 

  성종조에 원주(原州)에 명기가 있었는데 그 곳에 파견된 그간의 벼슬아치들
이 모두 그녀에게 현혹되었다. 어떤 한 대관(臺官)이 임금 앞에서 그 기녀에게 
현혹되어 가까이 하였던 무리들을 탄핵하니 성종이 말하였다. “여색을 좋아하
는 것은 인지상정이니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오.” 대관이 말했다. “이를 참지 
못한다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고는 더욱 극렬하게 주장하였다. 
그 후 성종이 그 대관을 특별히 강원도 관찰사에 제수하였는데, 그 사람은 부
임하여 기생을 모두 물리쳤다. 성종은 몰래 원주 목사에게 여색으로 그 관찰사
를 시험하라고 하니, 원주 목사는 그 유명한 기녀를 몰래 불러 말하였다. …(중
략)… 목사가 그 장롱을 열라고 명하였는데, 그 안에는 다만 벌거벗은 한 남자
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엎드려 있을 뿐이었다. 사람들이 모여 바라보니, 
그는 관찰사였다. 하리(下吏)들이 일제히 고하였다. “사또께서 장롱 속에 들어
가 계십니다.” 관아에서는 크게 놀랐고, 이 소문을 들은 자들은 입을 가리고 
웃었다.141)

  이처럼 기생의 계략으로 관리가 망신을 당하는 이야기는 널리 전승되어 
다양한 각편으로 나타난다. 명엽지해 전ㆍ후대의 소화집이나 야담집에도 
이와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어면순의 <아무함
수(衙巫陷守, 아무가 태수를 난처하게 만들다)>, 천예록(天倪錄)의 <어
141) 명엽지해 제1화 <기롱장백>: “成廟朝, 原城有名妓, 前後使星皆惑之. 有一臺官, 在上前彈劾昵惑

之輩. 成廟曰: ‘好色, 人之常情, 不可易言.’ 臺官曰: ‘此而不忍, 何事可做?’ 仍論執愈切. 後成廟特以其
臺, 除關東伯. 其人赴任, 盡斥房妓. 成廟密諭原城牧以色試之. 原牧密召其妓曰: …(중략)… 牧使命開其
籠, 但有裸體一男子, 兩手扶面而伏. 衆聚視之, 乃其方伯. 下吏齊聲告曰: ‘使道入籠矣.’ 府中大愕, 聞者
掩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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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괵등연상(御史巾幗登筵上, 어사가 여성의 옷을 입고 연회에 올라가
다)>과 <제독나정출궤중(提督裸裎出櫃中, 제독이 발가벗은 채 궤 속에서 
나오다)>이 있다. <아무함수>의 태수는 다스림이 너무 가혹하여 결국은 
그로 인해 배척을 당했다. 아전들은 무당과 함께 꾀를 내어 태수를 망신시
켰다. 태수는 결국 무당의 계책에 넘어가 무당의 옷을 입게 되어 아전들의 
비웃음을 살 뿐만 아니라 파직까지 당하게 되었다. 이 소화에는 기생이 아
닌 무당이 등장하지만 관리를 속이고 그를 골탕 먹이는 행위는 <기롱장
백>과 비슷하다. 그러나 <기롱장백>의 관찰사는 <아무함수>의 태수보다 
더 큰 치욕을 당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멀리하는 여색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여 발가벗은 채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소화
는 조금 후대에 나온 설화집인 천예록의 <어사건괵등연상>과 <제독나정
출궤중>과 더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제독나정출궤중>은 구
조적ㆍ내용적 측면에서 다른 소화보다 <기롱장백>과의 유사성이 강하다. 
이 유형의 소화가 꽤 많은 인기를 누렸음을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다.
  그러나 <기롱장백>에는 다른 세 소화에는 없는 모티프가 있다. 이것은 
바로 성종의 등장이다. 다른 세 소화에서는 모두 관리나 아전이 사또를 무
너뜨리려 했는데, 이 소화에서는 성종이 직접 배후에서 골탕을 먹이라고 지
시한다. 그가 “여색을 좋아하는 것은 인간의 상정이니, 남의 말이라고 쉽게 
할 수 있겠느냐?”고 한 것은 인간 성욕의 보편성을 말해주며 여색을 거부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이 소화에는 인간의 성욕을 부정
하지 않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관찰사가 
표리부동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네 편의 소화는 여색에 빠진 관리의 형상으로 인해 웃음이 촉발된다. 그
러나 이들 소화에 대한 논평은 사뭇 다르다. <아무함수>, <어사건괵등연
상>과 <제독나정출궤중>의 논평과 비교해보면 <기롱장백>의 논평과 이 
이야기의 특징적인 부분과 논평의 관계가 더 잘 드러날 것이다. <아무함
수>의 논평은 주로 관리의 실정(失政)과 가혹한 다스림에 중점을 두고 있
다.142) 이것이 바로 기생이 관리를 유혹하여 그를 망신시키는 이유이다. 이
것은 핵심 요소에서 빗나간 부수적인 요소에 대한 평가이다. 즉 송세림은 
142) 어면순 <아무함수>: “史臣曰: ‘首百里而既酷, 其政繼淫. 小巫挺宿閭里, 螺簫呵唱之, 赧其面, 烏

得禁耶? 嗟夫! 百里失政, 群吏謀去之若是; 則千里施政, 詎不信歟. 茍不慎, 瘧疾無時已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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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가혹함이라는 부수적인 의미를 논평에서 핵심 의미로 부각시켰다. 
<어사건괵등연상>과 <제독나정출궤중>의 논평143)은 남자로 하여금 몸을 
그르치게 한 여색을 비판한다. 역시 부수적인 내용인 여색을 논평에서 주요 
요소로 강조하였다. 이상 소화의 논평은 남성의 호색보다 모두 본문의 부수
적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논평한 것이다. 즉 이러한 논평도 역시 핵심 요
소에서 벗어나 부수적 요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거울이 대상을 비칠 때의 
빛이 꺾여 다른 대를 비치는 것처럼 ‘굴절A’형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 
<기롱장백>의 논평은 어떤지를 살펴보자.

  야사씨가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분변하기 어려운 것은 사람의 진실됨과 거
짓됨이다. 평상시에 도의(道義)를 말하고 예의에 맞는 거동을 꾸미며 명예와 
절개로 자임하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사실과 부합하라는 법은 없으며, 평범
한 무리 속에 섞여있어 명예와 절개로 자처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렇지 못하라는 법도 없다. 사람을 앞에 놓고 논한 것이 그토록 준엄하였으나 
미녀를 한 번 보자마자 장롱 속의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진실로 가소롭도다. 
세상에서 스스로를 헤아려 보지 못하고 한갓 남만을 꾸짖는 자 중, 이 관찰사
와 같은 부류에 속하지 않을 자 몇이나 있을까.144)

  이 논평 역시 본문과 ‘굴절A’형의 관계이다. 홍만종은 사람의 진실됨과 
거짓됨을 분변하기 어렵다는 소화의 부수적인 요소를 논평에서 핵심 요소로 
부각시켰다. 이것은 바로 관찰사의 표리부동을 말한 것이며 비판의 중점은 
그가 여색에 빠졌다는 데서 비껴난다. 즉 홍만종의 ‘거울’은 관찰사의 이전
과 이후 행실의 대조에 집중하여 비췄다.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꾸미는 자라
도 반드시 내면과 부합하는 법이 없고, 이와 반대로 평범해 보이는 자도 높
은 명예와 굳은 절개를 지닐 수 있다는 말에서 그가 표리부동과 명실상부를 
함께 논의하였고, 이 둘을 같은 개념으로 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문

143) 천예록 <어사건괵등연상>과 <제독나정출궤중>의 논평 부분: “評曰: ‘古今男子爲娼妓所欺, 
誤身者多矣. 御史尊官也, 巾幗登筵. 提督文臣也, 赤身入樻. 傳笑一時, 爲世棄人. 茍非芥狄, 何以至此. 
凡遇妖冶者, 盍以此爲鑑而勿爲其所誤哉.”

144) 명엽지해 제1화 <기롱장백>: “野史氏曰: ‘世間最難知者, 人之情僞也. 其平居也, 談道義飾禮容, 
以名節自任者, 不必有其實. 或混於常流, 不以名節自處者, 亦未必無其實也. 當其前席之論人何其峻也, 
一見尤物, 便作籠中物, 良可笑也. 世之不自量而徒責人者, 其不爲此方伯之流, 幾箇人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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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관찰사는 겉으로는 여색을 좋아하지 않은 척했지만 실제로는 여색에 
빠지는 인물이다. 자신의 행동을 늘 꾸며서 겉으로는 예의바른 사람으로 보
이고, 남들을 꾸짖으면서 잘난 척하기도 한다. 홍만종은 관찰사의 표리부동
ㆍ명실상위와 함께 스스로를 헤아려 보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여기서 그는 ‘추기급인(推己及人)’을 강조하는 태도도 아울러 드러낸다. 
  요컨대, 이 4편의 논평은 소화와 모두 굴절A형의 관계를 지니는데, 즉 소
화의 주요 요소가 아닌 부수적 요소에 대해 평가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같
은 굴절A형임에도 논평의 초점은 서로 다르다. 즉 이들 소화의 거울이 대상
을 비출 때 빛이 꺾이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이다. 물론 이것은 소화 사이
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아무함수>는 이야기의 본문에 관리의 가혹함에 
대한 언급이 있어서 그러한 굴절이 가능했다. 그러나 <기롱장백>의 내용은 
<제독나정출궤중>과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홍만종과 임방(任埅)의 논
평 초점이 사뭇 다르다. 특히 소화 본문에서 성종의 말을 추가하는 등 표리
부동과 관련된 내용의 부각은 홍만종이 의도한 것일 수도 있다. 조선시대의 
다른 이야기에 이러한 모티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홍만종의 의
도임이 더욱 분명해진다. 이를 통해서 홍만종이 표리부동과 명실상위에 대
해 대단히 비판적 태도를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예는 모두 굴절A형의 관계인데 실제로 홍만종은 표리부동
과 명실상위에 대해 이보다 더 민감하게 받아들였고 ‘굴절B’형의 관계를 사
용하여 논평에서 이러한 문제를 더 심각하게 제기하였다. 앞에서 언급했던 
<양사지환(佯辭指環)>이 바로 그 예이다.145) 본문에서는 신부의 교묘한 
지적이 핵심 요소로 작용하지만 논평에서는 ‘굴절B’형의 관계를 통해 새로
운 의미를 도출한다. ‘굴절B’형의 관계는 논평과 본문 사이의 긴밀성이 ‘굴
절A’형에 비해 떨어진다. 부수적인 내용을 비칠 뿐만 아니라 빛을 확산시켜 
다른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미지는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얻
어내기가 힘들다. 이 논평에서 홍만종은 본문과의 유기적인 연결을 꾀하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어서 곧바로 “세상에서 이름을 
145) 명엽지해 제29화 <양사지환>: “一處女, 初婚之夜, 姆將攜入郎房, 女拒之頗堅, 姆勒負到郎房. 

至戶而錯認樞爲環, 捫挽良久, 不能啟. 女外雖固讓, 內實嫌遲, 謂母曰: ‘此戶縱開, 吾不必入. 姆之所挽, 
非環也, 乃樞也.’ 野史氏曰: ‘此女之讓. 初夜於矯情. 及至入戶之遲, 反欲速而指門環. 與世之沽名索價, 
先貞後黷者, 何異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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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아 이익을 구하고 앞에서는 곧았다가 뒤에 가서 교활한 자”와 같다는 결
론을 내렸다. 이러한 연결도 그리 자연스럽지 않다. 신부의 내숭 떠는 행위
와 이러한 평가는 분명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비판은 사뭇 엄하
다고 할 수 있다.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통해 신부가 내숭을 떠는 것은 정조를 지키는 척하
는 것이 되며, 나중에 유모를 반박한 것은 교활한 행동과 이름을 팔아 이익
을 구하는 행동(즉 명실상위)으로 의미가 확산된다. 논평이 부수적인 의미
의 기반 위에서 훨씬 많이 확대된 것이다. 이러한 부자연스러운 과도(過度)
와 긴밀성의 결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지만 홍만종이 명실상위 행태에 대
한 강한 반감과 혐오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화의 핵심에서 벗어난 논평
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제시한 소화는 주인공이 성욕에 빠지거나 그들의 성적 욕구가 은
미하게 드러나는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논평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직접적으
로 거론하기보다는 ‘굴절’을 통해서 그들의 표리부동과 명실상위를 부각시켜 
비판한다. 그렇다면 홍만종은 왜 성소화를 가지고 표리부동과 명실상위를 
비판했을까? 
  인간은 성욕을 통해서 인류의 연속(延續)을 보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대부분 포유동물들의 성은 모두 
공개되어 있는데 인간만이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성을 감추게 되었다.146) 
성은 인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면서도 비밀스러워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고려 후기 유교를 수용하면서부터 성은 드러내 놓고 얘기할 수 없
는 주제가 되었다. 그러나 성욕은 억지로 누르기가 힘든 것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성적인 면에서 표리부동과 명실상위가 많이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홍만종의 의도는 결코 성욕에 있지 않았고 인욕 전체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가이면서 한편으로는 도교에도 심취했던 그는 인욕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우선 그는 인욕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다. 이것은 
<기롱장백>의 성종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는 욕심을 드러내는 것
도 비판해야 할 것이지만 욕심이 있으면서도 없는 척하는 사람도 역시 비판
146) 黃克武, ｢不褻不笑：明清諧謔世界中的身體與情欲｣, 情欲明清－遂欲篇（熊秉真ㆍ余安邦 편), 麥

田出版社, 2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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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가 표리부동한 자를 비판한 것은 결코 그들에게 
성적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는 인욕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에서, 성리학에서 말하듯이 인욕을 아예 없애는 것147)
보다는 과도한 인욕을 절제(節制)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홍만
종은 순오지에서 양성보명(養性保命), 입신행기(立身行己), 처가이물(處
家理物), 거관이정(居官莅政)이라는 격언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중에는 
욕망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는 양생하는 방법 중에 욕심 줄이는 게 제일
이라고 했으며 매사를 욕심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148) 그가 말하
는 절제 방법은 인욕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를 멀리하라는 것이다. 2장에서 
<침모분작>의 논평에 대해 언급했듯이 홍만종은 예기의 말을 빌려 여색
을 멀리하는 것을 권장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그의 격언에도 드러나는데 바
로 “색을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 한다”149)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그의 
심신수양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우행담의 성과 관련된 이야기에 나타난 표리부동과 명실상위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무식ㆍ편집ㆍ실수가 나타난 소화의 논평에
서 이에 대해 지적하는 바를 검토해 보겠다. 우선 <첨자오하(添字誤下, 글
자를 잘못 첨가하다)>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전략)… 스승은 아이의 재능을 과장하고 싶어 아이에게 미리 주의를 주었
다. “오늘 손님들이 많이 모였으니 틀림없이 너에게 글을 지어보라 할 것인데 
너는 창졸간에 응하기 어려울 것이다. 집의 말구유에 있는 백마를 이용하여 써 
나가면 좋겠구나. 만약에 오언절구라고 하면, 백마는 절로 이루어질 것이고, 칠
언이라면 백마 앞에다 ‘가군(家君)’ 두 글자를 붙이면 될 것이다. 그 다음 세 
구절은 네 마음대로 보태도록 해라.” “예! 예!” 아이가 안으로 들어가서 첫 구
절 앞에 가군 두 글자를 보태었는데, 아래 세 구절 앞에는 쓸 말을 얻지 못하
자 역시 모두 ‘가군’ 두 글자를 보태 칠언시를 지었다. “아버지의 흰 말이 눈보
다 희니, 아버지의 네 발이 철판을 밟는 것 같도다.150) 아버지의 볼기짝에 채
찍을 더하니, 아버지는 만리를 바람같이 달리도다.(家君白馬白於雪. 家君四足如

147) 예를 들어 주자어류(朱子語類)권4에는 “聖人千言萬語, 只是教人存天理, 滅人欲”라는 글이 있다. 
148) 순오지: “養生之道, 節欲爲上.”, “樂不可極, 慾不可縱.”
149) 순오지: “避色如避讎.”
150) 말발굽이 견고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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踣銕. 家君臀上着一鞭. 家君萬里風飈疾.)” 좌중에 모인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
라고, 스승의 얼굴은 흙빛이 되었다. 
  야사씨가 말한다. 이 아이는 딴 마음 없이 스승의 가르침만 좇아 자신의 모
자란 것을 덮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너무 창졸간에 글자를 보탬으로써 들통
이 난 것이니,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사람들 중에 남의 이름을 훔쳐 세상을 
속이는 자들 가운데 이 아이와 같은 부류가 아닌 이가 없다. 이런 이유로 “군
자는 안으로 쌓아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을 더 귀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다.151) 

  <첨자오하>는 스승이 재주 없는 아이의 가족에게 아이가 재주 있는 것
처럼 꾸미려고 하지만 변통을 모르는 아이의 무지로 인해 결국 모두 망신당
하는 이야기이다. 이 소화의 핵심적인 요소는 아이의 무식이다. 
  논평을 보면 홍만종은 우선 소화 내용에 대해 강조한다. 그러나 이어서 
그는 남의 이름을 훔쳐서 세상을 속이는 자와 아이의 행동이 같다고 하였
다. 즉 아이의 행동을 통해서 명실상위한 사람을 풍자하였다. 여기서 논평
과 본문의 관계는 ‘굴절B’형에 해당한다. 본문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아이의 
무식인데, 이는 명실상위와 거리가 있다. 아이는 스승의 지시대로 시를 사
용했을 뿐이고 애초에 세상을 속일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논평에서 홍만종
은 아이에게 모든 책임을 돌면서 아이를 비판하고 있다. 그는 본문의 핵심 
요소인 아이의 무식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부수적인 내용, 즉 스승의 지시대
로 스승의 시를 가지고 친족들을 속이는 아이의 행위에 더 주목하고 있다. 
논평은 여기서 한 번 더 굴절된다. 스승의 시를 가져온 것을 남의 이름을 
훔친 것으로, 친족들을 속이는 것을 세상을 속이는 것으로 의미를 크게 확
산시킨다. 
  이처럼 홍만종은 명실 문제와 조금이라도 관련된 이야기가 있으면 과도할 
정도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그는 시평가로서 시에 대해 큰 관

151) 명엽지해 제43화 <첨자오하>: “…(전략)… 其師欲誇張兒才, 預囑曰: ‘今日賓客盛會, 必命汝試
製, 爾難應卒. 依家櫪上白馬, 宜以此寫進. 卽口號五言絕句曰白馬, 則自成. 七言, 白馬上宜加家君二字, 
其下三句, 汝可隨意添補.’ 兒唯唯而入. 初句上添家君二字, 下三句上不得可下語, 亦皆以家君二字添之, 
遂成七言曰: ‘家君白馬白於雪, 家君四足如踣銕. 家君臀上着一鞭, 家君萬里風飈疾.’ 一座見之大駭, 其
師面色如土. 野史氏曰: ‘此兒空空乎中, 而一從老師之教, 欲掩其短. 及其倉卒添字, 手腳敗露, 良可笑
也. 人之盜名欺世者, 莫非此兒之類. 是以, 君子貴乎積中而發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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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남의 시를 가지고 자신의 것처럼 꾸미는 데 대해 한
층 더 혐오감을 드러냈다. 논평에서 중용의 내용152)을 인용한 것처럼 그가 
원하는 것은 안으로 쌓아서 밖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저 유명무실할 뿐이다. 그는 실을 더 추구했던 것이다. 
  <현명구실(眩名求實, 이름에 현혹되어 실제를 구하다)>은 이름을 잘못 
이해하거나 발음을 오인하여 웃음이 유발되는 작품이다.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하나는 ‘조변천호(助辨千戶)’를 ‘조반천호(早飯千
戶)’로 오해하여 아침을 차려오라고 한 일화이고, 하나는 ‘안일호장(安逸戶
長)’의 ‘안일’을 ‘아닐[非]’로 생각하여 상대방이 직책이 없는 것으로 착각한 
일화이다. 이 소화의 웃음 유발의 핵심은 오해이다. 이에 대한 홍만종의 논
평은 다음과 같다.

  야사씨가 말한다. 세상에는 명분을 따라 실제를 구하지만 효과를 얻지 못하
는 자가 있고, 또 명분과 실제에 모두 현혹되어 그릇되게 사용하는 자도 있다. 
옛날에 양웅(楊雄)은 유학자로 명분을 삼았으면서도 신하가 되어 왕망(王莽)
을 섬겼으며, 노장용(盧藏用)은 은자라 일컬으면서도 지름길을 취하여 기회를 
엿보았다. 이 두 사람은 명분은 옳았지만 실제는 옳지 못하였으니, 이들 또한 
조반ㆍ안일의 그릇됨과 더불어 그 직임이 유사하도다.153)

  이 논평에서 홍만종은 우선 명분에 따라 반드시 실제를 구할 수 있는 것
도 아니고, 명분과 실제 모두에 현혹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논평의 앞
부분은 소화의 핵심내용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정작 홍만종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그 뒤에 있다. 논평은 거울을 통해 본문의 핵심인 오해를 드러내기보
다는 부수적인 요소인 오인된 이름에 현혹된 점을 부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문제는 더 확산된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조변천호를 아침을 차리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두 
번째는 아예 직책이 없는 사람으로 오인하였다. 두 인물은 상대방의 직책이 
더 낮은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논평에서 홍만종은 양웅(楊雄)과 
152) 중용(中庸) 제23장 <기차치곡(其次致曲)>: “形者, 積中而發外.”
153) 명엽지해 제27화 <현명구실>: “野史氏曰: ‘世有徇名責實而蔑效者, 又有名實俱眩而誤用者. 昔楊

雄以儒爲名, 而臣事莽朝. 盧藏用以隱稱名, 而取譏捷徑. 斯二者, 名則是而實則非也, 亦與早飯安逸之非
其任類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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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장용(盧藏用)의 명실상위를 예로 들었는데 본문과 반대로 사람들이 양웅
과 노장용의 명성에 혹하는데 그들의 실제는 명성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즉 
소화의 인물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되고 논평의 인물은 실제보다 높게 평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화의 인물은 고의로 남을 속인 것이 아니지만 
논평의 인물은 헛된 명성으로 남을 현혹했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비판의 주된 대상도 이름을 오인하는 자보다 이름을 가지는 자에 더 치우친
다. 홍만종이 논평과 본문의 예가 유사하다고 한 것은 본문의 부수적인 요
소를 확장해서 논평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홍만종은 표리부동과 명실상부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는 인간의 욕망 중에 가장 억제하기 힘든 성욕을 소재로 특히 사람들의 
표리부동을 비판했다. 이를 통해 그의 심신수양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무식한 사람과 이름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명분
과 허명을 추구하는 행위를 비판하였다. 특히 그의 논평은 소화와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연스럽게 의미가 확장된다. 이러한 표리부동과 
명실상위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홍만종은 명분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했다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소화의 주인공을 살펴보면, 홍만종의 이러한 비
판적 태도는 유자(儒者)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일반을 겨냥하고 
있다. 

    3.3.2. 효에 대한 강조

  효는 예로부터 강조된 인륜의 덕목 중 하나이다. 특히 유교사상이 주도한 
사회에서 효는 더욱더 중요시된다. 이 윤리는 유교 경전에 많이 언급될 뿐
만 아니라 이를 중심으로 한 경전인 효경(孝經)도 있다.『효경(孝經)』에
는 “대저 효라는 것은 하늘의 떳떳한 도이고, 땅의 후한 의이며, 사람이 행
하는 길이다(夫孝, 天之經也, 地之義也, 民之行也)”라는 구절이 있다. 홍만종 
역시 효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부친상을 당한 후 건강을 잃은 것을 보면 
효도를 극진히 행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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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만종이 효를 중시했다는 사실은 『명협지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개수비부(改數庇婦, 숫자를 고쳐 아내의 잘못을 덮다)>, <박혁상심(博弈
喪心, 바둑으로 마음을 잃었다)>, <청리사축(請吏寫祝, 아전에게 제문을 써
달라 하다)>, <망상괴종(忘祥愧從, 대상날을 깜박 잊어 부끄러워하는 종
형)>, <경숙중옹(輕叔重翁, 숙부보다 장인이 더 좋다)> 등의 작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경숙종옹>을 제외하고는 모두 논평이 있는데, 불효자에 
대한 풍자가 주를 이룬다. <개수비부>라는 소화를 살펴보면서 논의를 진행
하겠다.

  어떤 시골 늙은이가 어리석은 사위를 얻었다. 하루는 딸에게 떡을 만들게 해
서 먹을 참이었다. 딸이 다섯 덩이는 아버지 앞에 놓고, 일곱 덩이는 남편 앞
에 내놓았더니 남편이 말했다. “이 떡 참 좋다. 장인과 내가 누가 더 많은지 비
교해도 괜찮겠지?” 그러더니 떡을 들고 헤아리고서 말하였다. “장인의 것은 다
섯 개, 내 것은 일곱 개가 분명하군.” 딸은 속으로 부끄러웠으나 감히 말할 수 
없었다. 밤이 되어 가만히 남편을 책망하였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
는 마음으로 떡 몇 개 더 드렸다고 해서 어찌 숫자를 헤아려 내 잘못을 들추
어 내세요?” 남편이 말하였다. “당신 말이 맞소. 내 당장 당신을 위하여 해명하
리다.” 자다 말고 장인의 침소에 가서는 말했다. “어제 제가 먹은 떡이 다섯 개
가 분명합니다.”
  야사씨가 말한다. 문왕의 후비(后妃)인 태사(太姒)가 이미 시집을 갔으나 부
모에 대한 효도만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시경 ｢주남｣편에서 그의 덕을 
칭송했던 것이다. 이 딸은 단지 남편에게 후하게 할 줄만 알았지 아버지에게 
박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으니, 도량이 좁다. 남편은 도리어 아내의 
허물을 가려 은폐시키려고 했으니, 진실로 그 아내에 그 남편이로다.154)

  이 소화는 ‘바보사위’류(類) 이야기에 속한다. 소화 중의 바보 사위가 자
신과 장인의 떡 숫자를 센 사실 때문에 아내의 책망을 듣고, 자다 말고 장

154) 명엽지해 제9화 <개수비부>: “一鄉老得痴婿. 一日, 使其女做餅餉之. 女以餅五塊進父前, 以七塊
置夫前. 夫曰: ‘此餅甚佳, 請與翁較其多小, 可乎?’ 仍舉其餅, 數之曰: ‘翁餅五塊, 吾餅七塊爲的.’ 女心
愧之, 未敢言. 至夜, 潛責其夫曰: ‘吾以親卿愛卿之心, 雖加餅數, 子何較量, 以露吾短耶?’ 夫曰: ‘君言
誠是, 吾今爲君申之.’ 及昧爽, 直到翁寢所, 遽言曰: ‘昨者餉吾之餅, 五塊爲的.’ 野史氏曰: ‘文王后妃已
嫁, 而孝不衰於父母. 故周南之詩, 頌其德. 此女徒知厚於夫, 而不悟薄於父, 陋矣. 其夫反欲掩其短而匿
其過, 信乎有是婦有是夫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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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자신이 받은 떡의 숫자를 고쳐 말했다는 이야기이다. 떡의 숫자를 
고친 바보 사위의 행동은 아내와 장인 모두를 위한 것이었지만, 결국 아내
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고 자신의 어리석음만 돋보이게 한 결과를 초래했다. 
사위의 어리석음은 이 소화 본문의 핵심 요소이자, 웃음을 유발하는 주요 
요소이다.
  논평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소화의 논평과 본문의 관계는 ‘굴절A’형에 해
당된다. 본문에서는 사위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지만 논평에서는 딸의 행동
까지 주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체 비중이나 비판의 
강도에서는 오히려 딸의 행동이 논평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홍만종은 
논평의 서두에서 출가 후에도 친정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지극했던 태사의 
고사를 제시하였다. 이는 남편이 생기자 친정아버지를 홀대하는 딸의 행위
와 극명하게 대비를 이루어 딸의 불효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효과를 거
두고 있다. 사위의 행위를 비판할 때에도 그의 어리석음 자체보다는 그가 
아내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홍
만종은 논평에서 딸은 물론이고 그녀의 남편 역시도 진정한 효를 행할 줄 
모르는 자라고 규정했으며, 두 사람의 불효에 대한 한탄을 “진실로 그 아내
의 그 남편이로다”라는 한 마디에 집약하여 제시하였다. 이 소화의 핵심 내
용이자 웃음 포인트는 전술한대로 남편의 어리석음인데, 홍만종은 논평에서
는 딸과 사위의 불효에 초점을 맞추어 풍자하고 있다. 
  홍만종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후에도 지속되는 
것이 진정한 효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여러 소화에서 제례를 중
시하는 언급들이 빈번하게 등장할 뿐만 아니라 논평에서 이에 대해 집중적
으로 다루고 있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장기를 아주 좋아했다. 이웃집에 가서 마침 대국을 벌이고 있었
다. 대국이 무르익어 가는데 여종이 정신없이 달려와서 말했다. “집에 불이 났
습니다.” 그 사람이 장기알을 두면서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불? 불은 무슨 
불?” 또 어떤 사람이 마침 손님과 마주 앉아 바둑을 두고 있는데, 종이 시골에
서 돌아와 말했다. “주인 영감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손을 
든 채 바둑알 놓을 자리를 찾으면서 말했다. “아버님이 과연 돌아가셨단 말이
냐! 참으로 안됐구나!” 듣는 이가 배를 잡고 웃었다.
  야사씨가 말한다. 심하다. 바둑이 사람을 그르침이여. 집이 불에 타는데 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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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않고, 아비가 돌아가셨대도 즉시 그만두지를 않는구나. 집에 난 불을 
끄지 않은 것은 오히려 할 말이 있다 해도, 아비의 죽음을 듣고도 그만두지 않
은 것은 인간의 도리가 끊어진 것이다. 옛날에 완적이란 사람은 손님과 바둑을 
두다가 어미의 상을 듣게 되었는데, 바둑이 끝나고서야 피를 몇 되나 토하여, 
결국 예교(禮教)에 어긋난 죄를 지었다. 하물며 완적만도 못한 자에 있어서
랴.155)

  <박혁상심>이라는 소화이다. 이 소화는 제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인공이 장기나 바둑에 빠져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되는 내용이다. 소
화 속 주인공은 장기나 바둑에 정신이 팔려 집에 불이 나고 아버지가 돌아가
셔도 오로지 바둑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소화의 중심 화제는 바
둑에 대한 집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바둑에 대한 집착이 중심 화소라는 점에서 태평한화골계전
의 제148화156)와 유사하며 세부적인 묘사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화에 대한 편찬자의 시각에서는 전혀 다른 지향을 보여
주고 있다. 태평한화골계전에는 따로 논평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객의 시를 
통해 소화의 중심 화제인 바둑에 대해 지나친 집착을 보이는 사람을 조롱하
고 있다. 시의 내용이 소화의 중심 내용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시는 
소화의 중심화제를 강조하는 일종의 논평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는 소화의 핵심적 화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소화 본문과 ‘반사’ 관계
에 있다. 이와 달리 명엽지해의 소화와 논평은 ‘굴절A’형의 관계를 보여주
고 있다. 홍만종은 논평에서 장기와 바둑에 대한 집착과 관련된 언급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불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 때문에 집에 

155) 명엽지해 제40화 <박혁상심>: “有一人, 性好象戲. 往隣家, 方對局, 戲酣, 女奴蒼黃奔告曰: ‘家
中失火.’ 其人敲子緩聲曰: ‘火乎, 是何火也?’ 又有人, 方與客對坐圍碁, 奴自鄉曲來告曰: ‘大主亡逝.’ 其
人猶舉手欲下碁子曰: ‘父果亡乎. 可惜也.’ 聞者捧腹. 野史氏曰: ‘甚矣, 博弈之誤人也. 室燬而不知, 父
喪而不卽撤. 家火不救猶可說也, 聞喪不撤, 人理絕矣. 昔阮籍與客對碁, 聞母之喪, 局終而吐血數升, 終
得罪於名教. 況不及阮籍者乎.’”

156) 태평한화골계전 제148화: “有喜博弈者. 往人家, 方戲興酣, 女奴炎告曰: ‘家火也.’ 其人敲碁子緩
曰: ‘火也, 是何火也?’ 又一人, 方與客對坐圍碁, 奴自鄉曲來告父喪, 其人猶舉手欲下碁子曰: ‘父喪乎. 
可惜乎.’ 客有嘲詩曰: ‘家焚不識是何也, 父死猶知可惜乎. 萬事無心論指馬, 一生有興屬梟盧. 回頭天地
迷崩坼, 隨手風雲在吸呼. 自說弛張是文武, 傍人錯此牧豬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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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난 것을 무시한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서도 
바둑을 그만두지 않은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니라고 엄하게 꾸짖고 있다. 
  홍만종은 논평에서 본문의 이야기와 흡사한 완적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완
적은 진(晉) 나라 때 죽림7현(竹林七賢)의 한 사람인데 모친상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둑을 그만두지 못한 것으로 유명하다. 역사적으로 완적에 대한 평
가는 ‘성지효(性至孝, 효성이 지극하다)’157)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다 할
지라도 완적의 이러한 행동은 홍만종에게 용납할 수 없는 불효였을 것이다. 
그래서 완적의 행실이 죄를 얻게 되었다고 평하고 있으며, 소화 속 주인공은 
이런 완적보다도 못한 존재라며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이나 홍만
종에게 효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효성은 부모님이 죽
은 뒤에도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관심은 <망상괴종>에도 발견된다. 이 이야기는 시골 사람이 숙부의 
대상 제사를 하러 서울로 올라왔는데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해 제사가 이미 
끝난 줄 알고 매우 죄송스러워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의 종형은 오히
려 대상날을 잊어버리고 제사도 지내지 않은 상태였다. 이 소화의 핵심 요소
는 종형의 망각이다. 종형의 망각으로 인해 우리는 웃음을 터뜨린다. 그러나 
홍만종은 논평에서 망각 자체보다 종형이 대상날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저
지른 불효에 논평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158) 그는 맹자의 말159)을 빌려 부모
에 대한 대효(大孝)를 언급하였고 효성의 참된 모습을 부각시켰다. 역시 굴절
A형의 논평을 가하고 있다. 효와 예를 강조하려는 홍만종의 태도가 이런 결
과를 초래한 것이다.
  그러나 사후의 상례의식을 너무 강조하다가는 자칫 형식주의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태도는 <청리사축>160)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이야기
157) 진서(晉書) ｢열전(列傳)｣ 第十九: “性至孝. 母終, 正與人圍棋, 對者求止, 籍留與決賭. 既而飲酒

二斗, 舉聲一號, 吐血數升.”
158) 명엽지해 제44화 <망상괴종>: “野史氏曰: ‘人子之孝於親者, 有終身而慕者, 有五十而慕者. 況三

年天下之通喪, 兩朞之內, 莫非號哭哀慕之日. 而此人頓忘其祥日, 豈可以人理責之也.” 
159) 맹자·만장상(萬章上): “大孝終身慕父母，五十而慕者，予於大舜見之矣.”
160) 명엽지해 제42화 <청리사축>: “有一鄉生不文者, 嘗見京族家行祀時, 讀祝文. 而聞末有尙饗二字

聲, 亦欲效顰. 後當其父忌, 欲寫祝而無文. 除出祭用酒饌, 饋邑吏, 請寫祝辭而使之末用尙饗二字. 吏許
之. 至曉, 吏以俗用吏文寫祝而來曰: ‘寫者, 當自讀.’ 遂入跪床下, 大聲讀曰: ‘今日, 汝矣物故日是乎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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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떤 무식한 선비가 사대부의 상례문화를 모방하다가 상향(尙饗, ‘부디 흠
향하소서’의 뜻으로, 축문의 맨 끝에 쓰는 말)을 상향(上香, 부처나 신위 앞
에 향을 피움)으로 오인하고 축문을 잘못 읽어 비웃음을 당하는 내용으로 구
성되어 있다. 본문의 핵심은 선비의 무식인데 홍만종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
다. 

  야사씨가 말한다. 우리나라는 예의지방(禮義之邦)인지라, 비록 막돼먹은 무
리라 할지라도 사대부의 제례를 사모하여 본받는다. 그 뜻만은 진실로 좋으니 
축문에 망령되게 이두를 사용하였다 한들 어찌 책망할 수야 있겠는가.161)

  홍만종은 조소(嘲笑)하기는커녕 예를 숭상하고 따르는 선비의 정성을 칭찬
하기까지 한다. 작가의식이라는 거울은 본문의 핵심을 비켜 부수적인 요소인 
선비의 예의를 추구하는 마음에 집중되어 있다. 즉 논평과 본문의 관계는 ‘굴
절A’형이다. 이러한 상례의식은 물론 부모에 대한 효도에서 행하는 것이고 예
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그는 조선이 예의지방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
었고 선비가 예의를 모방하는 행위가 바로 예의의 구현이라고 보았다. 그가 
선비의 무식과 망령을 너그러이 봐주고 책망하지 않았던 것은 예의의 형식보
다 그것을 행하는 마음이 기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제시된 소화와 논평을 통해서 홍만종이 효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소화 본문의 주요 요소를 제쳐 놓고 부수적인 의미를 
부각함으로써 부모가 살아있을 때 효도를 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죽
은 후에도 상례의식을 잘 치르고 제사를 잘 하는 것으로 효도를 지속해야 한
다고 강조하였다. 이 세 가지 내용은 유교에서 강조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예기ㆍ제통(祭統)에는 “효자의 부모 섬김에는 세 가지 도리가 있다. 생존 
시에는 정성으로 봉양하고 돌아가시면 애통해하며 장례를 치르고, 그 후에
는 경건하게 때맞추어 제사를 모신다”162)라는 글이 있고 효경에서는 “효
자가 어버이를 섬길 때에, 평소 생활하면서는 공경을 하고, 봉양할 때에는 

以汝矣子孫等, 多備酒食爲有置. 汝矣妻, 并以不輕來食, 尙事上香.’ 盖誤認尙饗爲上香. 聞者大噱.”
161) 명엽지해 제42화 <청리사축>: “野史氏曰: ‘吾東禮義之邦也, 雖以蠢蠢之輩, 亦慕效士夫之祭禮, 

其意固好. 祝辭之妄用吏文, 何足責也.’”
162) 예기ㆍ제통(祭統): “孝子之事親也, 有三道焉. 生則養, 沒則喪, 喪必則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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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움을 다하며, 병 드셨을 때에는 근심을 다하고, 상(喪)을 당했을 때에
는 슬픔을 다하며, 제사 지낼 때에는 엄숙함을 다해야 한다”163)라고 하였
다. 생전, 사후, 제사 이 세 가지를 다 정성껏 해야 효도를 제대로 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효도를 행하는 것은 홍만종에게 심신수양의 중요한 단계이기
도 하다. 그는 효와 관련하여 순오지의 <수신방(修身方)>의 첫머리에서 
‘효순(孝順)’을 언급하였다.164) 여기서 그가 효를 심신수양의 첫 번째 조목으
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효에 대한 중시는 그가 펼친 수양론과 긴밀한 관
계를 가지고 있다. <망상괴종>에서 종형이 제삿날을 잊어버린 행위에 대해 
사람의 도리를 그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엄격하게 비판한 것은 효를 인간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3.3.3. 정치세태 비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홍만종이 살았던 시대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 있
었다. 이러한 상황에 처했던 그는 정치세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
다. 특히 이러한 불만은 무고한 자가 모함을 당해 죄를 얻는 불공평한 현실에 
대해 고발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승환압리(僧換押吏, 스님이 죄인을 
잡아가는 형리와 바뀌다)>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옛날에 어떤 한 중이 죄를 지어 멀리 유배되었다. 중도에 이르러 중이 추로
주(秋露酒)를 사와 압송해 가는 관리에게 먹이니 관리는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고꾸라져 버렸다. 중은 관리가 취한 틈을 타 관리의 수염과 머리털을 깎은 뒤 
자신의 고깔을 벗어서 씌우고 납의(衲衣)를 벗어 입힌 뒤 자신은 관리의 관복
(官服)을 입고서 압송하는 관리를 자칭하고 취한 관리를 감독하며 갔다. 관리
가 술에서 깨어나 자신의 몸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중은 여기 있는데 내 몸은 
어디 갔지?” 마침내는 중을 대신해서 유배지에 가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자

163) 효경: “子曰: ‘孝子之事親也,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164) 순오지 <수신방(修身方)>: “孝順十分, 好肚腸一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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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크게 웃었다. 
  야사씨는 말한다. 세상에서 죄 있는 자가 교묘한 계책으로 죄를 면하고 죄 
없는 자가 뜻하지 않게 걸려들어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들 중과 아전과 한
가지이니, 슬프도다!165)

  죄 지은 중의 교묘한 계책으로 죄수와 압리의 처지가 뒤바뀌는 소화인데 
이와 비슷한 예는 중국의 여러 소화집에 실려 있다. 예를 들면 유원경(劉元
卿)의 응해록(應諧錄) 중의 <승재(僧在, 스님이 있다)>와, 조남성(趙南星)
의 소찬(笑贊) 중의 무제(無題) 소화, 그리고 풍몽룡의 소부 중의 <해승
졸(解僧卒, 스님을 풀어준 아전)>이 그것이다.166) 내용을 놓고 보면 명엽지
해의 이 소화는 중국 소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이들 이야기는 공
통적으로 형리의 어리석음과 심한 건망증으로 우리의 웃음을 자아낸다. 아전
의 어리석음과 건망증이 이 이야기의 핵심 요소이고 웃음 유발의 주요 원인
이다. 
  그러나 같은 소화를 홍만종은 유원경, 조남성, 풍몽룡과 전혀 다른 시각으
로 보고 독특한 논평을 붙인다. 우선 응해록의 <승재>를 보면 마지막에 
유원경의 짤막한 논평이 있다. 그는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망연자실
하게 진아(眞我)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그 형리 하나뿐일까?”167)라
고 하였다. 즉 유원경은 이 소화의 초점을 형리가 진아를 인식하지 못하는 데 
두고 있다. 형리가 머리와 옷이 바뀌고 나서 진아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는 것은 곧 실질적인 자아를 잊어버리고 외면적인 것만으로 
가치를 판단하게 되었다는 뜻이다. 유원경은 바로 이처럼 진아를 상실한 인간
을 풍자한 것이다. 조남성은 유원경의 생각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는 자
165) 명엽지해 제18화 <승환압리>: “古一僧, 被罪遠配. 至中道, 僧沽得秋露, 飲押吏, 吏泥醉倒地. 

僧乘其醉, 削其鬚髮, 脫弁著之, 解衲衣之. 仍著吏冠服, 而自稱押吏, 督醉吏而去. 吏酒醒, 環顧其身曰: 
‘僧則在是, 吾身何去?’ 竟替僧而去. 聞者胡蘆. 野史氏曰: ‘世之有罪者, 以巧計獲免. 無罪者, 或橫罹未
脫. 其與僧與吏一轍, 可悲也夫!’” 

166) 그 예로 소찬에 있는 소화를 든다. “一和尙犯罪, 一人解之. 夜宿旅店, 和尙酤酒勸. 其人爛醉, 乃
削其發而逃. 其人酒醒, 繞屋尋和尙不得, 摩其頭則無發矣, 乃大叫曰: ‘和尙倒在, 我卻何處去了.’ 贊曰: 
‘世間人大率悠悠忽忽, 忘卻自己是誰, 這解和尙的就是一個, 其飲酒時更不必言矣. 及至頭上無發, 剛才
知是自己, 卻又成了和尙. 行屍走肉, 絕無本性, 當人深可憐憫.”

167) 응해록(應諧錄) <승재>: “夫人具形宇宙, 同罔然不識真我者, 豈獨裏尹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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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를 잃어버린 것을 인간의 본성을 잃어버린 것과 동일시하였다. 풍몽룡은 비
록 직접적으로 이 소화에 대해서 논평하지 않았지만 다른 유사한 소화168)를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가 소개한 소화의 주인공 역시 고정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변화에 대한 인식은 없었던 것이다. 풍몽룡의 해석 방식은 비
록 다르지만 조소하려는 대상은 유원경이나 조남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
한 논평들은 모두 소화의 핵심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면서 그 심층적 의미
를 끌어올린다. 이러한 평가는 마침 거울이 대상의 본질을 그대로 비추는 것
과 같다. 다시 말하면 논평과 본문은 ‘반사’형의 관계이다. 
  그러면 홍만종은 이 소화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 그는 전 시대의 소화집
이나 구전을 통해 이 소화를 접하게 되었고 이 소화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대 작자들처럼 건망
(健忘)에 초점을 두고 진아의 상실로 평가의 방향을 잡지는 않았다. 그 대신 
그는 형리는 죄가 없는데도 중의 꾀로 인해 죄를 얻게 되고 중 대신 귀양을 
가게 되며, 반대로 중은 죄에서 벗어나 형리 노릇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
하였다. 논평에서 그의 초점은 진아의 상실과 망각보다 신분의 뒤바뀜, 특히 
죄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뒤바뀌어진 것에 있다. 즉 부수적인 내용인 형리와 
스님의 신분 교체에 논평의 초점이 있다. 
  홍만종은 왜 중국의 관련 소화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논평을 하게 되
었을까? 우선 그의 관심은 진아의 상실과 같은 추상적인 진리보다는 현실적
인 상황에 있다. 그리고 이 논평은 홍만종의 삶과 당시 사회배경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검토는 조금 뒤로 미루고 <졸진연주(倅進衍主
)>169)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졸진연주>는 아산현감(牙山縣監)이 연법주(衍法主)를 잡기 위해 이름에 
연(衍)자가 들어간 스님을 모두 상송(上送)한 일에 대해 백사(白沙) 이항복

168) 소부(笑府)의 <해승졸>: “有赤貧者, 所親偶寄地平一塊. 其人恐招盜, 每夜必身臥其上. 一日, 偷
兒乘其睡熟, 拽之天井中, 而取地平以去. 及醒, 仰面見天, 大詫曰: ‘地平虧我壓住在此, 屋已被拆去了.’ 
意亦同.”

169) 명엽지해 제17화 <졸진연주>: “宣廟己丑間, 逆獄蔓延, 數月未畢. 推官苦之曰: ‘此獄何時可畢?’ 
鰲城曰: ‘此獄究竟未易.’ 或曰: ‘何謂也?’ 鰲城笑曰: ‘牙山縣監衍法主, 入量進排(俗謂, 自下奉上, 謂之
進排. 隨其入而供進, 謂之入量進排), 獄事其能速畢乎?’ 蓋衍法主稱名僧, 以逆黨逃躱. 時牙山倅, 希功
倖賞, 捕得僧名之衍字同音者, 械繫上送, 前後凡六人, 故云耳. 一時傳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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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옥사가 속히 끝날 수 없다면서 조롱한 이야기이다. 이 소화에서는 현감을 
돌려서 조롱한 이항복의 말이 웃음을 유발하며 본문 말미에 그에 대한 해석
이 있다. 본문의 주요 요소는 이항복의 말과 그 뒤에 붙인 해석이다. 이 이야
기는 실제로 있었던 것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현실감
이 있는 내용이다. 홍만종은 이항복의 말에 공감을 표하면서 논평을 붙였다. 

  야사씨가 말한다. 세상에서 공명과 포상을 바라는 자 중에 아산 원님처럼 하
는 자가 많다. 백사(白沙)의 이 말은 비록 한때의 농담에서 나온 말이지만 남
을 모함하는 자에게는 진실로 영원한 경계가 될 만하다.170)

  홍만종은 앞부분에서 아산현감이 공명과 포상을 위해서 연달아 무죄한 사
람을 잡아서 상송한 것에 대해 비판하였다. 여기서 그는 오성의 말에 동의하
고 뒤에 붙인 해석까지 인용하여 본문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행
위는 아산현감이 이름에 연자만 들어가면 제멋대로 잡아오는 행위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홍만종이 그보다 더 강조하려는 것은 그 뒤
에 있는데 바로 남을 모함하는 자에 대한 경계이다. 이것도 아산현감의 행위
에서 도출된 내용인데 본문의 핵심 내용에 나타나지는 않고 부수적으로 잠재
되어 있던 요소이다. 이 부차적 요소가 홍만종을 통해 논평의 핵심적 내용이 
된다. 
  홍만종이 모함에 주목한 것은 앞서 <승환압리>의 ‘죄가 없는 자가 남의 
모함으로 죄가 얻기도 하고 죄가 있는 자가 꾀로 벗어나기도 한다’는 논평과 
유사하다. 두 이야기는 크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홍만종은 비슷한 평가와 결론
을 도출하였다. 홍만종이 직접적인 반사보다는 굴절을 통해서 이들 소화의 의
미를 부각시킨 것은 그의 관심의 중점을 잘 보여준다. 그는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소화를 해석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굴절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우선 당시 정치상황과 긴밀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16세기
에 <졸진연주>에서 언급된 기축옥사(己丑獄事)가 있었다. 또 17세기에는 계
축옥사(癸丑獄事), 인조반정, 낙당축출(洛黨逐出), 2차례의 예송논쟁, 그리고 
그 후에는 또 경신출척, 기사환국(己巳換局) 등의 옥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170) 명엽지해 제17화 <졸진연주>: “野史氏曰: ‘世之希功望賞者, 若牙倅之爲者多矣. 白沙此言, 雖出

於一時之諧謔, 而實可爲千古陷人者之戒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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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시대는 사대부들에게 변동과 불안으로 가득찬 시대였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에는 모함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홍만종이 지적한 것처럼 자
신의 죄를 벗기 위해 공명과 포상을 받기 위해 남에게 죄를 씌우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홍만종의 부친은 김자점(金自點)의 옥사에 연루되
어 외직에 나가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이 사건과 이어진 부친의 죽음은 홍만
종에게 적지 않는 충격을 주었다. 한편 그는 경신대출척 때 역모 사건의 중심
에 있던 허견(許堅)과 친밀한 관계였다고 하여 귀양을 가게 된다. 이 사건으
로 인해 그는 사판에서 영원히 이름이 지워지는 조치를 당하게 되었다. 한마
디로 당시의 불안정한 정국과 붕당정치로 인해 모함과 옥사, 연루사건은 끝없
이 일어났고 홍만종 역시 그 피해자였다. 홍만종의 논평은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홍만종은 본문을 굴절시키는 논평 방식을 통해 현실 정치에 대한 
자신의 비판의식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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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명엽지해는 조선 후기 문인 홍만종이 편찬한 소화집이다. 본 논문에서
는 홍만종이 편집한 소화집에 실린 서문들과, 명엽지해의 소화와 논평을 
분석하여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추출하였다. 
  명엽지해에는 당대 조선의 하층민과 지식인들에게 향유되었던 소화들이 
실려 있다. 그 이전에는 태평한화골계전, 촌담해이, 어면순, 속어면
순, 종리호로 등의 소화집과 용재총화, 어우야담 등의 잡록집이 편
찬되었으며, 중국의 소화집이나 잡록집이 조선으로 유입되기도 했다. 이러
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명엽지해는 전대 소화집을 계승하면서도 그만의 
독자적인 특징을 지닌 작품집이다.
  본격적인 고찰에 앞서 제2장에서는 홍만종의 생애와 소화집 편찬, 명엽
지해의 형식적ㆍ내용적 특징에 대해 살펴보았다. 홍만종은 한시 비평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불우
한 삶을 보냈다. 그는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지녔던 만큼 적지 않은 저술을 
남겼는데, 그 중 하나가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편찬한 명엽지해이다. 
  이어서 이 소화집의 형식적ㆍ내용적 특징에 대해 검토하였다. 명엽지해
는 형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명엽지해에서 홍
만종은 직접 서문을 써서 작품집의 편찬 동기와 과정을 서술하였고, 허격은 
발문에서 이 작품집의 편찬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
아가 음담패설집의 편찬을 정당화하여 독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
였다. 둘째, 그는 명엽지해의 각 소화에 제목을 붙였을 뿐만 아니라 제목
은 모두 4글자로 통일하여 소화 작가로서의 자의식을 분명히 하였다. 셋째, 
소화와 함께 논평을 제시하여 소화에 대한 자신의 의식을 분명히 드러내었
다. 넷째, 논평의 배치는 전대 소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홍만종이 이것을 소
화의 웃음 효과 및 의식의 표출과 은폐를 위한 전략으로 사용하기도 하였
다. 다섯째, 주석과 상투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공감
을 확대했다. 이어서 명엽지해에 실린 소화들을 크게 우행담과 지혜담으
로 나누어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았는데 우행담의 경우 주인공이 기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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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거나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웃음거리가 된 이야기가 주를 이루
고, 지혜담의 경우 주인공이 지혜와 기지로 난감한 처지를 모면하거나 상대
방을 곤란한 처지에 빠지게 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3장에서는 명엽지해에 드러난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고찰하였다. 먼저 
서문을 분석해 보면 그는 소화를 매우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었으며, 
특히 소화의 웃음 유발 기능과 근심 해소 기능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아울러 홍만종은 이러한 소화의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다면 성소화도 
꺼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견지했는데 바로 이 점에서 성소화에 
대한 홍만종의 긍정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전대 소화의 변용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분석했다. 홍만종은 전
대 소화를 상당수 수용하였지만 단순히 수용한 경우보다는 개작한 경우가 
더 많았는데 바로 이러한 개작에 홍만종의 작가의식이 드러난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웃음의 증폭과 인재선발 문제에 대한 고발이다. 전대소
화와의 비교를 통해서 홍만종이 사회적ㆍ인간적 갈등의 심화를 통해 웃음의 
효과를 강화하는 작가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과
정에서 여성의 성욕 표출과 관련된 내용은 되도록 약화시키고 남성의 잘못
을 확대함으로써 웃음의 지향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전대 소화의 
여러 이야기들을 인재선발 문제를 폭로하는 방향으로 변용하였다. 특히 인
정청탁과 뇌물수수로 인한 인재선발의 불공평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당시의 사회현실과 연관이 있으며 불우했던 홍만종 자신
의 처지와도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그의 비판의식이 가장 
강력하게 표출된다. 
  마지막으로 명엽지해의 논평을 통해서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논평과 소화의 관계를 거울에 비친 이미지과 본체에 비유하여 
크게 ‘반사’와 ‘굴절’ 두 가지로 유형화하였고, 굴절의 경우 빛의 전환이 있
는지에 따라 ‘굴절A’형과 ‘굴절B’형으로 다시 나누어 살폈다. 홍만종은 특히 
굴절의 기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즉 소화의 주요 요소에 대한 평가보다는 
부수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홍만종이 
이런 기법을 통해 표리부동과 명실상위를 비판하고, 효를 특히 중시했으며 
정치세태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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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표리부동과 명실상위에 대한 비판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하나는 성욕을 감추는 자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이 드러나는 경
우이다. 이러한 이야기의 논평은 대부분 본문과 굴절의 관계에 있는데 본문
의 부수적인 내용인 표리부동의 문제가 논평에서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
다. 이를 통해 홍만종이 인욕을 인정하는 동시에 절욕을 권장하는 심신수양
의 태도를 지니고 있었고, 명성보다는 실질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이 소화집에서 홍만종은 굴절 관계를 통해서 효도를 특히 중
요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런 효에 대한 태도는 그의 수양론과 연관이 
있다. 셋째, 홍만종은 주로 억울한 옥사와 모함에 대한 소화의 논평을 통해 
당시 정치세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다. 이들 소화의 논평도 역시 본문과 
굴절 관계에 있는데 심지어 굴절B형도 있다. 그는 본문의 부수적인 내용을 
핵심적인 요소로 부각시키면서 이를 확장하여 정치세태에 대한 비판으로 전
환시킨다. 홍만종이 이런 태도는 붕당정치라는 당대의 현실과 그런 현실 속
에서 겪었던 정치적 시련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명엽지해는 형식적인 면에서 조선 시대 소화집 가운데 가장 체계적인 
작품집이라 할 수 있으며, 소화집의 체계성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작품집이
다. 다양한 내용을 가진 이 소화집은 홍만종의 작가의식을 도출하는 데 긴
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소화사를 이해하는 데 더없이 유용한 작품집이
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작가의식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화 
전승사의 맥락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고, 문학사적 맥락에 대한 검토도 본격
적으로 시도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런 아쉬움과 한계는 향후 과제로 돌
리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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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사한 소화

1 명<夫妻訟鏡>
啟顏錄(鄠縣董子尙村)
北夢瑣言 <不識鏡>
소부 <看鏡>

2 명<僧換押吏>
應諧錄( 一裏尹管解)
笑贊(一和尙犯罪)
소<解僧卒>

3 명<好古破產>
諧噱錄<狗枷犢鼻>
山中一夕話<答須古玩>
소<好古>

4 명<佯辭指環> 소<覓轎杠>
5 명<疑婦無脚> 소<摸脚>
6 명<呼僧止鹹> 소<蘸酒>
7 명<蒙學強教> 소<讀破句>
8 명<握帽疑夢> 소<認鞋>
9 명<命奴推齒> 태평한화골계전제44화

(雞林有一官)
10 명<對答撫額> 태평한화골계전제112화

(有一守令)
11 명<偽鄭諷喻> 태평한화골계전제142화

(有優人嘗於上前)
12 명<博弈喪心> 태평한화골계전제148화

(有喜博弈者)

부록
명엽지해 와 전대 소화 유사한 내용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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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명<放庇爭賞> 태평한화골계전제157화
(俗以面(酉查)<齄>稱陰毒)

14 명<宰問艮弟> 笑海叢珠<家兄取覆>
15 명<妓籠藏伯> 禦眠楯 <衙巫騙守>
16 명<櫨櫃擇婿> 禦眠楯<壻折馬價>
17 명<無妹哭訃> 태평광기<李文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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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蓂叶志谐》研究
-以作者意识为中心-

黄霄泠
首尔大学  研究生院

国语国文学系  国文学专业

    本文通过对朝鲜后期文人洪万宗所著笑话集的序文、《蓂叶志谐》笑话本文
（以下简称“笑话”）、评论进行分析，考察这部笑话集中所体现的作者意识。
    《蓂叶志谐》是朝鲜后期收录笑话的一部作品集，记录了下层民众及士大夫
阶层间流传的笑话。在此笑话集之前，已有《太平闲话滑稽传》，《村谈解
颐》，《御眠楯》，《续御眠楯》，《钟离葫芦》等笑话集和《慵斋丛话》，
《於于野谭》等杂录集的编撰，也有不少中国的笑话集和杂录集的流入朝鲜。在
这种氛围下，《蓂叶志谐》诞生了。这部笑话集在一定程度上继承了前代笑话集
的特征，却又具有自己独特的一面。
    在正式探讨这部笑话集中的作者意识之前，先在2章中考察了洪万宗的生平
及其笑话集的编撰。洪万宗是一个在文学上具有很高造诣的文人，却始终怀才不
遇。他对许多领域都感兴趣，并留下了不少作品，其中反映他对民间文学的关心
的，便是这部《蓂叶志谐》。接着本文对《蓂叶志谐》的体例及内容特征进行考
察。这部笑话集在序文和跋文的具备、四字题目的统一、评论的添加和安排、注
释和惯用语的使用等方面体现出了高度的系统性和统一性。由此可看出，洪万宗
想使笑话集的体例更加系统化的意图，同时也体现出他对笑话集编撰的热诚。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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对这部笑话集的内容特征进行考察时，笔者把其中的笑话分为愚行（愚蠢行为）
谈及智慧谈两大类：愚行谈主要描述主人公因机械性地行动或无法正确判断情况
而做出的愚蠢行为；智慧谈中主要是讲述主人公通过运用机智使自己摆脱窘境或
者使对手落入困境的故事。
    3章中，分析了《蓂叶志谐》中所体现的作者意识。首先，对序文进行探
讨。洪万宗对笑话持肯定态度，特别重视笑话使人发笑及消除愁闷的功能。不仅
如此，他还认为只要笑话能发挥这些功能，即使是荤笑话也无须忌讳，并表现出
对荤笑话的肯定态度。
    其次，本文分析了这部作品集中对前代笑话进行改写的内容。这部作品收录
了多种类型的笑话，其中也不乏从前代笑话集而来的内容。但是对于这些笑话，
洪万宗并非只是按部就班，而更多的是对其进行改写，从这些改写部分中能体现
其作者意识。作者意识中最突出的是其对笑的强化和对国家选人的不满。第一，
洪万宗对前代笑话的改写过程中，更加注重通过深化社会、人之间的矛盾来提高
笑话的喜剧效果。然而他对女性过分的性欲表现相关的内容做了弱化处理，并通
过男性的痴愚来维持笑话的喜剧效果。第二，洪万宗有意将一些前代笑话朝着揭
露国家选人不公的方向进行改动，着重讽刺国家选人时托情、贿赂等不公正现
象。
    最后，通过对《蓂叶志谐》的评论部分探讨，考察了洪万宗的意识。本文将
笑话与评论的关系和实物与成像的关系进行类比，定义为“反射”和“折射”两种关
系，而折射中又包含折射A与折射B两种关系。洪万宗在对笑话进行评论时，大
多使用折射关系，即他的评论并非针对笑话的核心内容，而是对其附属内容进行
评论，通过对笑话的附属内容进行评论体现他对这部分内容的强调及重视。这些
内容主要集中于批判表里不一和名实不符、强调孝道、批判政治世态三个方面。
第一，在批判表里不一和名实不符的过程中，洪万宗在肯定人欲的存在的同时又
主张节欲，比起名声，他更重视实质和内在。第二，洪万宗提倡无论父母生前或
生后都要一贯履行孝道。不仅如此，他还讲孝视为身心修养的重要环节。第三，
洪万宗强烈批判当时的政治事态，特别是对冤狱及诬陷抱有极大的不满。洪万宗
的这些意识与当时朋党政治的社会现实及他在其中受挫的经历有着千丝万缕的联
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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