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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도앵행(桃櫻杏)』에 드러난 장면전개의 특징과 기능을 밝히는 데 일

차적 목표를 두었다. 이를 통해 당대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면전개에 대

한 미학적 관심을 확인하고 나아가 고전소설에서 서사 전략으로서 장면전개

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밝히고자 했다.

  『도앵행』은 『옥환기봉(玉環奇逢)』, 『취미삼선록(翠薇三仙錄)』, 『한조삼성기

봉(漢朝三姓奇逢)』과 연작관계에 있는 작품으로 영평공주와 정위주, 주처사 

등을 주요 인물로 하여 정위주의 시가(媤家) 입성기를 다룬 작품이다. 『도앵

행』은 여타의 고전소설과 달리 비교적 단순한 서사전개를 보여주며 특정 지

점에서 서사가 지연되는 것이 특징이다. 본고는 이 서사적 특징을 ‘장면전개’

를 활용하여 해명하고자 했다.

  현존하는 『도앵행』의 이본은 25종이며 그 중 8종이 완질본이다. 완질본을 

대상으로 ‘분량’, ‘서사단락의 차이’, ‘새로운 장면의 삽입’ 등을 기준으로 하

여 이본들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검토해본 결과 천리대본의 분량이 가장 많고 

장면전개가 잘 드러나며 다른 이본들의 특성을 포괄할 수 있기에 새로운 선

본으로 선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Ⅱ장에서는 장면전개의 의미를 확인하고 

『도앵행』에 나타나는 장면전개를 추출하였다. 확인된 장면전개는 총 16개로 

주로 영평공주의 혼인, 정위주의 수절과 정위주 찾기, 주처사 설득하기 등으

로 분류된다. 또한 『도앵행』에서 장면전개는 전체 작품 분량의 2/3정도를 차

지하며 정치하게 서술된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확인한 장면전개의 양상을 그 내용에 따라 분석하고  

특징을 확인하였다. 『도앵행』에 드러나는 장면전개는 내용에 따라 ‘탐색, 논

쟁, 추리’로 나누어진다. ‘탐색 장면전개’는 파혼 후 숨어버린 정위주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탐색자의 시선에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려진다. ‘논쟁 장

면전개’는 주처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개되고 합당한 주장과 근거를 바탕

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의 결과가 지연된다. 마지막으로 ‘추리 장면전개’

는 영평공주가 정위주 수절사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며 영평공

주의 이지적(理智的) 판단을 바탕으로 단서를 통한 합리적인 추리가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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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어서 다른 고전소설 작품들과 비교를 통해 『도앵행』에서 장면전개가 가

지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도앵행』에서 나타나는 탐색, 논쟁, 추리 장면전개

는 각각 다른 소설 장르의 서술 방식을 효과적으로 나타낸다. 탐색 장면전개

는 묘사의 중첩을 통해 완만한 서사전개를 드러내고 논쟁 장면전개는 첨예한 

대립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한다. 추리 장면전개는 추리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이는 각각 장편소설, 의론체소설, 송사소설의 서술 방식을 좇는다. 

요컨대 �도앵행�은 장면전개를 통해 다른 장르의 고전소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서술 방식을 구현해낸다.

  Ⅳ장에서는 파생작으로서 『도앵행』이 가지는 의의를 확인하였다. 『도앵행』

은 작품 전체에서 장면전개가 중요하게 드러나고 서사 전략의 일부로 활용되

는 ‘장면전개’ 중심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즉 『도앵행』은 고전소설의 파생작

들이 ‘인물,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장면전개’를 중심으로 산

생된 작품인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새로운 시도는 다른 고전소설에서도 

확인된다. 『옥원재합기연』의 파생작인 『옥원전해』는 전작을 보충하는 보유작

(補遺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홍희복은 『제일기언』의 서문을 통해 소설 향

유에 ‘백과전서(百科全書)적’ 수요가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조선후기 

소설 향유층은 서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실험하고 있었고 그 일환

으로 『도앵행』이 산생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도앵행』은 장면전개를 중심으로 향유된 작품이며 다

양한 소설 장르의 서술 방식을 구현한다. 『도앵행』이라는 하나의 작품에서 여

러 소설 장르가 가진 흥미를 창출해내는 것이다. 요컨대, �도앵행�은 장면전

개라는 소설의 한 요소를 확대시켜 새로운 향유의 즐거움을 만들어낸 색다른 

파생작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주요어 : 도앵행, 고전소설, 장면전개, 파생작, 향유층, 서사 구성 원리

＊학  번 : 2013-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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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본고는 『도앵행(桃櫻杏)』에 드러난 장면전개의 특징과 기능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당대 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면전개에 대한 미

학적 관심을 확인하고 나아가 장면전개가 고전소설에서 서사 전략으로 어떻

게 활용되는지를 밝힐 것이다. 

  『도앵행』은 『옥환기봉(玉環奇逢)』, 『취미삼선록(翠薇三仙錄)』, 『한조삼성기

봉(漢朝三姓奇逢)』과 연작관계에 있는 작품으로 영평공주와 정위주, 주처사 

등을 주요 인물로 하여 정위주의 시가(媤家) 입성기를 다루고 있다. 20종 이

상의 이본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대 독자들에게 많이 향유된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현전하는 다른 고전 소설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 포착되어 주목을 요한다.

  여타의 고전소설 작품들이 처첩갈등이나 고부갈등, 옹서갈등, 부부갈등과 

같이 다양한 갈등 상황을 만들어냄으로써 서사를 진행시키는 것과는 달리 

『도앵행』은 비교적 단순한 서사전개를 보여준다. 이는 앞서 『도앵행』의 서사

를 ‘정위주의 주씨 가문 입성기’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작품은 영평공주의 현구고지례(見舅姑之禮), 영평공주와 장난의 대

화, 장난 일행의 연회, 주처사와 녹기의 대화 등 특정 지점에서 서사가 지연

되는 특징을 보인다. 다시 말하면, 『도앵행』은 서사전개상 중요하지 않은 사

건이 확장되어 서술되거나 그것과 다소 무관한 장면이 삽입되어 서사전개를 

지연시키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특징은 『도앵행』을 독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터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도앵행』이 여타 고전소설에 비해 작품의 갈등이 약

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할 뿐 그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 

작품에서 가장 부각되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장면전개’를 다루고 있

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도앵행』

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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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장면전개’를 중심으로 『도앵행』

을 독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기왕의 연구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갈등 약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서사전개 지연’의 의미를 해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요컨대 『도앵행』을 독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함으로

써 작품의 실상에 한 걸음 다가가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및 연구 방법

  『도앵행』은 이수봉1)에 의해 처음 학계에 소개되었다. 이수봉은 작품을 도

선적 소재를 수용한 새로운 형태의 가문소설이라고 설명하며 실제 역사적 사

실과 작품의 관계를 상세히 따졌다. 이후 이본에 관한 연구는 최윤희와 엄태

식에 의해 이루어졌다.2) 최윤희는 『도앵행』의 이본 19종을 수합하여 선본을 

밝히고 필사 후기를 통해 작품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여성 향유층 중심으로 유

통되었다는 것을 밝혔다. 엄태식은 『주씨청행록』이 『도앵행』과 이본관계에 있

다는 것을 밝히고 이 작품을 『구운몽(九雲夢)』의 아류작으로 평가했다. 위 세 

연구는 『도앵행』을 학계에 소개하고 이본 연구를 통해 선본을 밝혀냈다는 데

에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옥환기봉』과의 연작관계에서 작품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있었

다.3) 이승복은 『도앵행』의 서사구조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서

사구조가 아닌 등장인물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역사적으로 실존

했던 인물인 ‘주처사’에 집중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위의식과 명분

을 추구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정절’ 비판 의식을 읽어낼 수 

1) 이수봉, 「<도앵행>전 연구」, 『개신어문연구』 14, 개신어문학회, 1994.

2) 최윤희, 「<도앵행>의 문헌학적 연구」,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2007a; 엄태식, 

「<주씨청행록>과 <도앵행>의 관련양상 및 구성적 특징」,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연구

회, 2012.

3) 이승복, 「인물 형상을 통해 본 <도앵행>의 의미: <옥환기봉>과 관련하여」, 『국어교육』 107, 

한국어교육학회, 2002; 박은정, 「<옥환기봉> 연작의 갈등 구성방식 및 주제의 변주 양상」, 

『한민족어문학』 52, 한민족어문학회, 2008a; 박은정, 「<도앵행> 연구: <옥환기봉> 연작과 

관련하여」, 『동아인문학』 13, 동아인문학회, 200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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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박은정은 �도앵행�이 『옥환기봉』의 파생형 연작임을 밝히고 �도앵행�은 

『옥환기봉』의 주제를 계승, 변주하며 향유층의 의식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또한 문답과 탐색의 과정을 통해 작중인물인 주처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

지며 여성의식이 신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 연구는 

『도앵행』이 『옥환기봉』과 연작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등장인물의 성격

을 규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옥환기봉�과의 연작관계에 중점을 

두고 작품의 서사구조를 분석하였기에 �도앵행�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서사

전개 방식에 대해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

  주처사 이외의 등장인물에 주목한 연구는 한길연과 구선정에 의해 이루어

졌다.4) 한길연은 대하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재치있는 시비군’의 형상을 『도앵

행』의 등장인물인 ‘가월, 장난’ 등에서 찾고 이들 인물군의 존재 의의를 살폈

다. 그리하여 재치있는 시비군은 형식상으로는 능동적 보조인물이지만 실질적

으로는 작품의 핵심인물로 부상하며 당대 상층 여성들이 바랐던 새로운 여성

상을 투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선정은 영평공주에 주목하여 『도앵행』과 『취미삼선록』에서 드러나는 공

주들의 타자의식을 고찰했다. 위 논문에 따르면 영평공주는 새로운 질서를 구

축하며 주씨 가문에 입성하여 시가(媤家)와의 공존에 성공한 사례가 된다. 위 

두 연구는 작품의 등장인물에 주목하여 『도앵행』에서 나타나는 인물형상을 

고전소설 전반으로 일반화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구성방식에 주목한 연구는 최윤희에 의해 이루어졌다.5)

『도앵행』은 주당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작품의 갈등이 구성되

어 있으며 이것이 대리인인 시비를 통해 해결되는 이야기라고 평가한다. 더불

어 영평공주와 정위주의 이야기가 독자적으로 자립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전자가 인물의 사적을 서술하는 기술 방식을 취하여 대화나 묘사보다는 서술

자의 서술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묘사나 인물 간 대화를 중심으로 

4) 한길연, 「<도앵행>의 ‘재치있는 시비군’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

학회, 2006; 구선정, 「공존과 일탈의 경계에 선 공주들의 타자의식 고찰: <도앵행>과 <취미

삼선록>에 등장하는 공주들의 시댁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 한국고전연구학

회, 2012.

5) 최윤희, 「<도앵행>의 갈등 양상과 그 구성 방식」, 『어문논집』 56, 민족어문학회, 20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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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고 있기 때문이다.

  위 연구는 기왕의 연구와는 달리 작품의 구성방식에도 관심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형상에 치중하여 

『도앵행』이 보여주는 서사적 특징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정위주와 

관련된 서사에서 서사진행이 지연되고 특정한 부분이 부각되는 양상을 밝혀

냈지만 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도앵행』의 선행연구는 실제 역사적 사건과의 관련성을 

탐구하거나 작품의 연작관계를 밝히고 인물 형상화, 갈등 구조 등을 파악하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는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것으로 『도앵행』의 

등장인물과 사건을 상세히 살피는 동시에 『옥환기봉』을 위시한 『취미삼선록』, 

『한조삼성기봉』과의 연작관계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는 공통적으로 『도앵행』이 여타 고전소설에 비해 작품의 

구성이 단순하고 갈등이 약화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할 뿐 그 이유를 명확히 

해명하고 있지 않다. 더불어 작품에서 가장 부각되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장면전개’에 주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고는 작품에 나타난 ‘장면전개’를 중심으로 

『도앵행』을 독해하고자 한다. 작품은 ‘장면전개’에 서술 초점이 맞추어져 있

으며 이를 다양한 서사 기법을 활용해 구현하고 나아가 새로운 흥미를 만들

어 내고 있다. 따라서 장면전개를 통해 『도앵행』을 독해하는 것이 작품의 실

상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장면전개란 무엇이며 과연 『도앵행』은 장면전개가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는 작품인가. 장면전개란 서사학에서의 ‘장면’이 가장 중요한 서사 형식

으로 기능하는 부분으로서 그것이 전개되는 전과정을 포괄하는 개념6)이다. 

  서사학 용어인 장면(scene)과 요약(summary)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

된다.

장면은 서사물에서 이야기의 시간과 서술의 시간이 동일한 지속성을 갖는 경우를 말

하며, 요약은 이야기의 시간이 서술의 시간보다 긴 경우를 가리킨다. (중략) 장면은 이

야기 전개의 극적 기법을 대표하는 것으로, 화자의 의견이나 논평 등이 개입되지 않은 

채, 사건이나 행위의 전개 과정을 그대로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반면 요약은 등장인물

6) 정병설, 앞의 책, 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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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거나 이야기의 배경을 독자들에게 일괄해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등, 이야기 속

에서 긴 시간적 지속성을 갖는 사건이나 행위들을 간략하게 언급할 때 사용되며, 화자

의 개입을 강하게 드러낸다.7)

  소설의 장면은 ‘시간’과 연관되어 있으며 장면은 이야기 시간이 서술의 시

간과 비슷한 경우를, 요약은 이야기 시간이 더 긴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설에 나타나는 시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

는데 ‘서술 시간’과 ‘서술된 시간’이 그것이다. ‘서술 시간’은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고 독자가 작품을 읽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말한다. ‘서술된 시간’은 작

품 내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으로 줄거리의 시간과 바꾸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 안에서 진행되는 시간, 즉 ‘서술된 시간’에 관해선 주네트

(Genette)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그는 시간을 다시 순서(order), 지속

(duration), 빈도(frequency)로 나누어 고찰하였다.8) 주네트의 논의에 따르면 

순서는 스토리와 텍스트 안에서 사건들이 배치되는 순서와 관련이 있으며 지

속은 서술 속도와 빈도는 스토리 상의 사건이 텍스트에서 반복되는 횟수와 

연결 된다.이 세 가지 중 장면은 서술 속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지속’과 긴밀

한 연관을 갖는다.

  지속은 서술 속도와 관련된 것으로 작품 안에서 하나의 사건을 어느 정도

의 분량으로 서술할 것인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가씨가 정위주를 

찾으러 떠난 사건을 ‘가씨가 정위주를 찾아 나섰다.’는 한 문장으로 서술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과정을 세세하게 확장하여 세 페이지에 걸쳐 이야기할 

수도 있다. 요컨대 주네트는 이 점을 지적하며 서술 속도를 정지, 장면, 요약, 

생략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지는 작품 안에서 진행되는 시간이 멈춘 것으로 대표적으로 ‘묘사’를 생

각할 수 있다. 정지와 반대로 시간을 건너뛰는 생략이 있다. 이 가운데 장면

과 요약이 위치하며 요약이 긴박한 서사전개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장면은 완

만한 서사전개를 보여주는 형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9)

  그러나 서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장면은 고전장편소설을 분석할 때 여러 가

7) 한용환, 『소설학 사전』 <장면과 요약>, 고려원, 1992, pp.362-363.

8) 서사 시간에 관련한 이론은 제라르 주네트(Gerard Genette), 권택영 옮김, 『서사담론』, 교

보문고, 1992;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3장을 참고하였다.

9) 정병설, 앞의 책,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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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난점이 따른다. 실제 작품 분석을 할 때 장면과 요약을 구분하기는 어려우

며 동시에 작품에는 생략, 요약, 장면, 묘사 등이 복잡하게 혼재되어 있기 때

문이다.10) 앞서 예시로 살펴 본 정위주 찾기를 생각해 보자. 가씨 일행이 정

위주를 찾으러 가는 과정은 도원동, 앵도원, 행화촌 등 특정한 장소를 기점으

로 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장면으로 분석하면 각각의 장소에서 묘사되는 대상

만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위주 찾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위주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도원동, 앵도원, 행화촌의 개별적인 모습이 아니라 이 장소들이 형성하고 

있는 전체적인 분위기와 각각의 장소들을 단계적으로 묘사해나가는 방식에 

있다. 또 『도앵행』은 각각의 장면에서 상이한 분위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서술 방식을 살피는 것이 작품을 독해하는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즉, 서사

학의 ‘장면’ 개념으로는 묘사와 생략이 포함된 정위주 찾기의 전체 과정을 포

괄할 수 없는 동시에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서술 방식에 대한 논의

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병설은 ‘장면전개’라는 개념을 제안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서 고전장편소설에 드러나는 장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했다. 즉, 장면

전개는 장면을 중심으로 생략, 요약, 묘사까지 담고 있는 개념으로 서사학에

서 이야기하는 장면 개념에 시간성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전소설에서 ‘장면전개’와 관련한 연구 성과는 얼마나 축적되었

는가. 고전소설에서 ‘장면’에 관한 논의는 정병설과 신동흔, 정길수에 의해 이

루어졌다.11) 우선, 신동흔은 『정수경전(鄭壽景傳)』을 통해 고전소설의 문학성

을 논의하는데 장면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역설했다.12) 『정수경전』은 

설화와 야담에서도 이본이 발견되는 바, 이들과의 비교를 통해 고전소설에서 

어떤 방식으로 장면구현이 일어나는지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고전소설의 장

면은 스토리와는 상관없이 그 자체가 자족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스토리로부터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신동흔의 연

10) 정병설, 앞의 책, p.89.

11) 장면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그 중요성을 이야기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동일, 「흥부전

의 양면성」, 『계명논총』 5, 계명대학, 1968; 김흥규, 「판소리의 서사적 구조」, 『창작과 비

평』 31, 창작과 비평사, 1974; 서대석, 「칠성풀이 연구」, 『진단학보』 65, 진단학회, 1988.)

12) 신동흔, 「<정수경전>을 통해 본 고전소설의 장면구현방식」, 『애산학보』 12,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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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야담이나 설화와의 비교를 통해 소설에서 장면이 차지하는 위상을 밝히

고 나아가 ‘장면’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정병설은 고전장편소설에서 장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3) 『완월회맹연』이 

서사단락과 등장인물의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 분량을 보여주고 있

다는 점에 주목하여 장편소설에서 ‘장면’이 확대되어있다는 점을 밝히고 나아

가 주네트의 시간 이론을 활용하여 ‘장면전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완월회맹연』에서 나타나는 장면전개가 향유층의 관심과 닿아

있으며 유학의 예적 질서 토대 위에서 구현된 가족 화합 또는 가족적 질서의 

확립14)에 그 의미가 있음을 밝혔다. 정병설의 연구는 장편소설에서 서사전개 

뿐만 아니라 장면전개 또한 중요함을 강조하고 고전장편소설에 적용할 수 있

는 ‘장면전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정길수는 고전장편소설의 장편화 방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동적 서사’와 

‘정적 서사’라는 용어를 제안하였다.15) “동적 서사는 스토리의 역동적인 진행

을 담당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서사라면, 정적 서사는 직접적인 서사 추동력을 

갖지는 않지만 서사의 역동적인 전개와 간접적인 관련을 맺으면서 작품을 풍

성하게 해주는 여러 요소들을 총칭하는 말16)”이다. 여기에서 본고의 관심과 

닿아있는 것은 ‘정적 서사’인데 이는 정병설이 이야기했던 ‘장면전개’와 흡사

하다. 정길수는 ‘장면전개’라는 용어가 ‘전개’라는 단어가 가지는 역동적인 이

미지가 서사의 동적인 흐름을 떠올리게 하고 동시에 이와 대비되는 의미의 

역동적 서사를 가리키는 용어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적 서

사’라는 용어를 제안했다.17)

  ‘장면전개’와 ‘정적서사’는 거의 동일한 개념으로 논의의 편의를 위해 용어

를 바꾸어 사용한 것이다. 그런데 ‘장면전개’의 경우 서사학 개념인 ‘장면’의 

범위를 확장한 것인 반면 ‘정적서사’는 ‘동적서사’와 대응시키기 위해 제안한 

것으로 ‘동적서사’를 염두에 두고 사용할 때 풍부한 의미가 발현된다. 

  그런데 정적서사라는 말을 사용하여 『도앵행』에 드러나는 장면을 분석할 

13) 정병설, 『완월회맹연연구』, 태학사, 1998.

14) 정병설, 앞의 책, p.123.

15)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16) 정길수, 앞의 책, p.23.

17) 정길수, 앞의 책, p.23, 각주 17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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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문제점이 발생한다. 『도앵행』은 하나의 사건을 길게 늘여 서술하고 있지

만 그 안에 생략과 휴지가 섞여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생략과 휴지, 지속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 장면전개를 선택하여 『도앵행』을 분석하는 것이 그 특

징을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정병

설이 제안한 ‘장면전개’의 개념을 수용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왕의 연구에서 장면전개를 장편화의 한 방식으로서 주목

했던 것과 달리 장면전개 그 자체가 구현되고 있는 방식과 이것이 서사 전략

으로써 활용되는 방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즉, 장면전개가 가진 독자적인 의

미를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1장 3절에서 『도

앵행』의 이본을 확인할 것이다. 2장에서는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본들의 

전반적인 성격과 이들의 차이를 확인한 뒤 서론에서 살펴본 장면전개가 『도

앵행』에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완

질본 8종을 계열화한 뒤 논의에 기준이 되는 선본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후 

사건을 중심으로 『도앵행』의 서사를 정리한 후 작품 안에서 ‘장면전개’가 어

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도앵행』에 드러난 장면전개를 그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장면전개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탐색, 

논쟁, 추리가 그것이다. 따라서 2장에서 확인한 장면전개를 위의 기준에 맞게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앵행』에서 장면전개가 어떠한 양상으

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 다른 고전장편소설들과의 비교를 통해 그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사 전략으로서 장면전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드

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본 장면전개의 내용을 기반으로 『도앵행』에 나타난 

장면전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장면전개’를 중심으로 

『도앵행』을 독해했을 경우 『옥환기봉』의 파생작으로서 가지는 의의를 재고하

고 이를 토대로 다른 파생작과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탄생된 파생

작으로서의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이 작업은 파생작으로서 『도앵행』이 가지

는 새로운 면모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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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료 개관

  『도앵행』은 『옥환기봉』, 『도앵행』, 『취미삼선록』, 『한조삼성기봉』으로 이어

지는 연작 중 한 작품이며 필사본으로 전해진다. 서울대 규장각 소장 『옥원재

합기연(玉鴛再合奇緣)』 권14 표지 안쪽에 작품명이 제시되어 있고 언문고시에 

『옥환기봉』, 『취미삼선록』과 함께 『도앵행』의 제목이 확인된다.18) 현재 『주씨

청행록』을 포함하여 25종의 이본이 확인19)되는데 각 이본은 내용 상 큰 차이

를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 말미의 필사 후기를 통해 작품이 여성을 중심으로 

향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20)

  현전하는 『도앵행』의 이본은 아래와 같다.

- 완질본

① 서울대학교 규장각 일사문고 소장본

  필사본 완질. 2권 2책. 필사 후기.

①-1. 도 권 1.

  표제는 “도 권지일” 내제는 “도권지”로 되어있다. 총 126면이며 

면당 11-12행, 행당 20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①-2. 도 권 2.

  표제는 “도 곤”, 내제는 “도이”로 되어있다. 총 107면이며 면당 

9-10행, 행당 20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필사 후기를 통해 필사자가 작품

을 필사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단국대 소장본

필사본 완질. 1권 1책. 필사 후기. 필사 간기.

표제는 없고 내제는 “도전영평□□공쥬본뎐일”로 되어있다. ‘영평’과 ‘공

18)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작품을 18세기 후반에 유통된 것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김동욱

의 연구에 따르면 『옥원재합기연』의 기록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재고할 필요가 있

다(김동욱,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 소재 소설목록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47, 한

국고전문학회, 2015.).

19) 최윤희a, 앞의 논문; 엄태식, 앞의 논문.

20) 최윤희a, 앞의 논문, pp.39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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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사이에 두 글자 정도의 공백이 있다. 총 143면이며 면당 12-18행, 행당 

18-28자의 자수를 보인다.

③ 박순호 소장본A

  필사본 완질. 2권 2책.

③-1. 도앵행 권 1.

  표제는 “桃鸎嚶 卷之一 도”, 내제는 “도권지일”이다. 총 169면이

며 면당 9행 내외, 행당 20-29자의 자수를 보인다. 필체의 유형을 보았을 때 

필사자는 세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③-2. 도앵행 권 2.

  표제는 “桃鸎嚶 卷之三 二 도 니 삼권”, 내제는 “도권지삼”, “도

권지종”으로 되어있다. 총 70면이며 면당 13행 내외, 행당 22-28자의 자

수를 보인다. 필체의 유형을 보았을 때 필사자는 세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④ 경상대 소장본

  필사본 완질. 1권 1책. 필사 후기. 필사 간기. 원고지 사용.

  표제는 “桃鸎行 上下合卷”, 내제는 “도 권지일”이다. ‘度支部用紙丙二

號’라고 쓰여진 원고지를 사용했으며 총 164면이다. 면당 13행, 행당 22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⑤ 연세대 소장본 A

  필사본 완질. 2권 2책.

⑤-1. 도앵행 권 1.

  표제는 “桃櫻杏 乾”, 내제는 “도 일”이다. 총 121면이며 면당 11행, 행

당 24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책의 판형이 크고 글씨가 정결하여 공들여 

만든 책이라는 인상을 준다.

⑤-2. 도앵행 권 2.

  표제는 “桃櫻杏 坤”, 내제는 “도 이”로 되어있다. 총 100면이며 면당 

11행, 행당 24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책의 판형이 크고 글씨가 정결하여 

공들여 만든 책이라는 인상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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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화여대 소장본

  필사본 완질. 4권 4책. 필사 후기. 필사 간기.

⑥-1. 도앵행 권 1.

  표제는 없고 내제는 “도권지일”이다. 총 80면이며 면당 9행, 행당 

13-22자의 자수를 보인다. 

⑥-2. 도앵행 권 2.

  내제는 “도권지이”로 되어있다. 총 74면이며 면당 9행, 행당 13-22자

의 자수를 보인다. 마지막 장에서 ‘하를 석남라’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다.

⑥-3. 도앵행 권 3.

  내제는 “도권지삼”이다. 총 90면이며 면당 9행, 행당 13-22자의 자수

를 보인다. 마지막 장에서 ‘하를 석남라’라는 문장으로 끝을 맺고 있다. 

⑥-4. 도앵행 권 4.

  내제는 “도권지사죵”로 되어있다. 총 98면이며 면당 9행, 행당 13-22

자의 자수를 보인다. 

⑦ 천리대 금서룡문고본21)

  필사본 완질. 2권 2책. 필사 간기.

⑦-1. 도앵행 권 1.

  내제는 “도 권지일”이다. 총 160면이며 면당 10행 내외, 행당 14-17자 

의 자수를 보인다.

⑦-2. 도앵행 권 2.

  내제는 “도 권지이”이로 되어있다. 총 185면이며 면당 10행 내외, 행

당 15-21자의 자수를 보인다.

⑧ 뿌리깊은 박물관 소장 『주씨청행록』

  필사본 완질. 2권 2책. 필사 간기.

⑧-1. 『주씨청행록』 권 1.

  표제는 “朱氏淸行錄 一”, 내제는 “쥬시쳥녹 권디일”이다. 총 88면이며 면

21) 천리대 금서룡문고본은 『조선학보』 67~69집(조선학회, 1973)에 영인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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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1행, 행당 24-31자의 자수를 보인다. 

⑧-2. 『주씨청행록』 권 2.

  표제는 “朱氏淸行錄 二”, 내제는 “쥬시쳥녹 권지이”이다. 총 110면이며 

면당 11행, 행당 27-31자의 자수를 보인다.

- 낙질본22)

⑨ 고려대 소장본A

  표제는 “挑鶯行 金”, 내제는 “도 영평일긔”이다. 2권 2책으로 추정되며 

총 122면, 면당 10행, 행당 24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책의 말미 부분이 

낙장된 상태에서 표지를 정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⑩ 고려대 소장본B

  표제는 “永平日記 坤”, 내제는 “도 영평일긔 하권”이다. 총 31면이며 

면당 12행, 행당 21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⑪ 연세대 소장본B

  표제와 내제가 “도앵행일단”으로 동일하다. 2권 2책 중 2권에 해당한다. 총 

160면이며, 면당 9행, 행당 20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⑫ 한국학 중앙 연구원 소장본

  표제는 “도행록”이며 내제는 없다. 총 58면이며, 면당 11행, 행당 20자 내

외의 자수를 보인다. 말미에 한 면을 공면으로 두고 『장화홍련』을 필사하고 

있다.

22) 낙질본의 경우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정리했다.(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최윤희, 「<도앵행>의 문헌학적 연구」,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2007a; 박

은정, 「<옥환기봉> 연작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선본 고서 해제집2』, 계명대학교 출판부, 2009; 구선정, 「<옥

환기봉>의 인물연구: 역사 인물의 소설적 재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엄태

식, 「<주씨청행록>과 <도앵행>의 관련양상 및 구성적 특징」,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

연구회, 2012; 서정민, 「한글박물관 소장 <도앵행(박순호 구장본)> 강독」, 국립한글 박물관 

소장자료 강독회(2016.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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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계명대 소장본 

  표제는 “동행”이며 내제는 “동 권디이죵”이다. 총 142면이며, 면당 

11행, 행당 21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93면부터 『뉵신전』이 필사되어 있

다.23)

⑭ 충남대 소장본24)

  표제는 “도 권지일 권지이”이며 내제는 “도권지일”이다. 총 77면이

며, 면당 9행, 행당 15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⑮ 조희웅 소장본

  현재 국민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다. 표제는 “녕평일긔”이며 내제는 없다. 완

질, 낙질 여부가 불분명하다.

⑯ 홍윤표 복사본

  ‘寧平公主傳 下’로 표기된 이본으로 보인다. 2권 1책으로 서두는 낙장되었

고 권지일은 72면, 권지이는 60면이다.

⑰ 동경대 아천문고본

  권지이만 전하는 낙질본으로 동양문고에 사진본으로 소장되어 있다.

⑲ 이해창 소장본

1947년 『조선고전문학작품전시회목록』에서 확인 가능하며 2권 2책이다.

⑳ 고서통신 A

  1999년 『고서통신』에 소개된 이본으로 ‘녕평공쥬본쳔 ’라는 표기가 나타

난다.

㉑ 고서통신 B

2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위의 책, p.398.

24) 직접 확인한 결과 선행연구에서 사재동 A본이라고 밝힌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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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년 『고서통신』에 소개된 이본으로 병신년에 필사된 6권 6책의 낙질본

이다. 

㉒ 박순호 소장본B (한글박물관 박순호 구장본)

  총 49장이며 1책으로 전해진다. 면당 16-20행, 행당 22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23 한글 박물관 소장본

  표제는 “도 녕평일긔”이며 내제는 표제와 동일하다. 총 76면이며 1책

으로 전해진다. 면당 12행, 행당 20자 내외의 자수를 보인다. 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 2권에 해당하는 부분이 실려 있다.

◯24 단국대 소장 『주씨청행록』

  표제는 “朱氏淸行錄”이다. 2권 1책이며 총 106이다. 뿌리 깊은 박물관 소

장본의 2권 15쪽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인 권 1,2만 남아있다.

◯25 박순호 소장 『주씨청행록』

  2권 1책이며 총 150면이다. 권 3,4만 남아있다. 박순호 소장본의 3권 시작 

부분이 단국대 소장본 2권의 마지막 부분과 정확히 연결된다.25)

  위에서 확인한 『도앵행』의 이본은 모두 필사본으로 전해진다.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25종의 이본은 완질본 8종, 낙질본 17종이 확인된다. 완질본의 경우 

이본 간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이는 낙질본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따

라서 본고는 우선 완질본 8종을 토대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5) 엄태식, 위의 논문, p.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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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도앵행』 장면전개의 전반적 성격

  소설의 많은 부분이 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

데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도앵행』은 여타의 소설에 비

해 갈등이 약화되어 있다. 이는 곧 『도앵행』의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왕

의 연구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이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갈등의 약화’ 이외에 『도앵행』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

일까. 작품은 계속해서 사건 전개를 지연시킨다. 특정 부분을 확장시키는 방

식을 사용하여 서사진행을 늦추고 문제 해결을 늦추는 것이다. 이는 장난과 

가씨가 정위주를 찾아가는 장면에서 불필요한 연회를 벌이거나 그녀를 찾는 

과정이 상당히 길고 상세하게 묘사되는 점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작품에서 포착되는 이와 같은 특성은 ‘장면전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앵행』은 서사전개와 장면전개 중 후자가 부각되는 작품인 것

이다.26) 그렇기에 작품의 온전한 이해를 위해선 ‘장면전개’에 관한 논의가 필

요할 터이다. 따라서 이 장은 『도앵행』에 나타난 장면전개의 실제를 확인하고 

그 성격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앞서 확인한 완질본 8종의 전반적인 성격을 확인한 후 비교를 

통해 선본을 가려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각 이본의 특징을 밝혀내고 그 특

징에 따라 계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새로 정한 선본을 대상으로 『도앵

행』에 나타난 장면전개를 구별해 내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에 부합하

는 장면전개를 추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도앵행』이 장면전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혀 『도앵행』을 독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것이다.

1. 이본 문제

  앞서 확인했듯이 『도앵행』은 25종이라는 비교적 많은 이본을 지닌 작품이

다. 이는 『옥환기봉』을 위시한 다른 연작 작품들과 비교해도 많은 수이며 이 

26) 이는 정길수의 용어로 ‘동적서사보다 정적서사가 부각되는 작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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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작품이 가지는 특성 중 하나라 하겠다.27) 이 장에서는 8종의 완질본을 

대상으로 비교를 통해 이본을 계열화하고 선본을 지정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이본대조는 ‘공통 서사단락’을 추출하여 대비하는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 그러나 『도앵행』의 경우 이 방법으로는 이본 간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연구 대상으로 삼은 8종의 완질본들의 서사단락이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이다.28) 따라서 이들의 차이를 드러낼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그런데 비교 대상 중 눈에 띄게 다른 이본이 있어 주목을 요한다. 『주씨청

행록』이 그것이다. 『주씨청행록』의 특이성은 작품의 제명(題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씨청행록』은 다른 이본들과 달리 ‘주씨’, 즉 주처사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29) 서사단락 또한 ‘주처사’와 관련된 일화를 작품 전면에 배치하

여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다음은 선행연구에서 선본으로 지정한 연대A본 『도앵행』과 『주씨청행록』의 

서두를 비교한 것이다.

① 화셜(話說) 녕평공쥬(寧平公主)의 명(名)은 희(伯姬)니 동한 광무황졔(光武皇帝) 

소(小妹)오 원(太原) 쳐 쥬당(周黨)의 뷔(次婦)니30) 모친 번부인(樊婦人)이 의 

한 션녜(仙女) 왕희(王姬)의 복(服色)으로 운(彩雲) 속으로셔 려오믈 보고 여 

남둔(南頓) 초의셔 (生)니 아답지 쥬옥(珠玉)갓고 조흐미 빙셜(氷雪)더니 (연

27) 『도앵행』과 연작관계를 구성하는 작품들의 이본 수는 다음과 같다. 『옥환기봉』 22종, 『취

미삼선록』 4종, 『한조삼성기봉』 1종으로 『도앵행』이 가장 많은 이본을 가지고 있다.(구선정, 

「<옥환기봉>의 인물연구: 역사 인물의 소설적 재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참조.)

28) 완질본 8종의 서사단락은 2장에 제시된 천리대본의 서사단락과 거의 동일하다.

29) 그런데 제명에 등장하는 ‘주씨’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엄태식은 ‘주씨’를 ‘주처

사’로 서정민은 ‘정위주’로 상정했다. 서정민은 『주씨청행록』이 정위주의 청행(淸行)을 다루

고 있으며 그녀가 결국 주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가는데 성공했기 때문에 주씨를 정위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씨청행록』의 경우 작품 도입부의 서사단락에서

만 차이가 나타나고 천리대본과 거의 같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특별히 정위주의 정절이 

강조된다고 해석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더불어 『주씨청행록』에선 주처사의 일화가 선행되

는 것으로 보아 주씨는 엄태식의 주장대로 주처사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이 경우 『주

씨청행록』이라는 제명이 ‘주처사의 청행’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

다. 주처사의 선입견과 고집으로 인해 영평공주와 정위주가 받는 고통을 생각하면 과연 그

가 ‘청행’을 실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엄태식, 「<주씨청행록>과 <도앵행>의 

관련양상 및 구성적 특징」,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서정민, 「한글박물

관 소장 <도앵행(박순호 구장본)> 강독」, 국립한글 박물관 소장자료 강독회(2016. 7. 22.) 참

조.)

30) 이하 인용문의 강조 및 밑줄 표시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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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A본, 권1, 1a.)

② 화셜(話說) 태원(太原) 운 심쳐(深處)의 일위 현(賢士) 잇니 셩(姓)은 쥬(周)

오 명(名)은 당(黨)이니 당셰(當世) 은(大隱)이라 놉흔 지조(志操)와 앗디 못 긔졀

(氣節)이 잇고 경슐(經術)과 문댱(文章)이 광박(廣博)야 경뉸(經綸大才) 품엇시

 셩되(性度) 항고준셜야 만승디쥬(萬乘之主) 초(草芥)갓치 너기며 고금(古今)을 

역슈(逆水)여 왕공 부귀(富貴)를 부운(浮雲)갓치 너기며 그 항복(降伏)  소부(巢

父) 허유(許由)와 이(伯夷) 슉뎨(叔齊)라 더브러 고우(故友)바 회계 엄풍의 무리

니 산양왕(山陽王) 강(康)과 동왕(東海王) 양(陽)이라 디(志槪) 탈속(脫俗)야 딘

(塵埃)의 여니 (뿌리깊은 박물관 소장 주씨청행록, 권1, 1a.)

  인용문 ①의 경우 영평공주의 가계(家系)와 관련된 설명으로 작품을 시작하

고 있는 반면 ②는 주처사에 대한 서술이 먼저 등장한다. 또한 다른 이본에서

는 영평공주와 관련된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는 것과 달리 주처사와 그의 아

들 원성, 정가(鄭家)와의 구혼 및 파혼 이야기가 선행한다.

  즉, 여타의 이본들이 ‘영평공주 및 영평공주의 가문 소개 → 주씨 가문 소

개 및 영평공주와 주원성의 혼인 → 정씨 가문 소개 → 주원성과 정위주의 

의혼 및 파혼’ 순으로 진행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주씨청행록』은 ‘주씨가문 

및 정씨 가문 소개 → 주원성과 정위주의 의혼 → 영평공주 및 영평공주의 

가문 소개 → 주원성과 영평공주의 혼인 → 주원성과 정위주의 파혼 → 정위

주 수절’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는 작중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원성과 

정위주의 의혼이 파기된 이후 주원성과 영평공주의 혼인이 이루어지기 때문

이다. 다른 이본들이 영평공주가 전면에 등장하며 사건이 순차적으로 제시되

지 않아 이야기 전개가 다소 어색한 반면 『주씨청행록』은 이를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여 어색함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나타난다.31)

  하지만 『주씨청행록』의 서사단락은 영평공주과 주원성의 혼인 이후 영평의 

현구고지례(見舅姑之禮)를 서술하는 부분부터 다른 이본들과 같아지며 특히 

천리대본과 비슷하거나 동일한 모습이 보인다. 이를 통해 『주씨청행록』의 필

31) 『도앵행』과 『주씨청행록』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원본인지 정확히 논할 수 없다. 다만 

대다수의 이본이 『도앵행』류로 나타나고, 몇몇 이본의 내제가 ‘영평공주전’으로 나타나는 것

을 볼 때 『주씨청행록』을 『도앵행』의 이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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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는 천리대본 『도앵행』과 같은 모본을 필사했거나 천리대본 『도앵행』을 

저본으로 하여 작품을 필사했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필사과정에서 작품

의 서사전개가 순차적이지 않다는 판단 아래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재구

한 것이다.

  『주씨청행록』을 제외한 『도앵행』의 여러 이본들이 비슷한 서사단락을 갖추

고 있는 것은 작품의 길이가 비교적 짧고 서사전개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몇몇 이본들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삽입, 생략된 것을 발견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작품 전체 서사 전개를 바꾸거나 의미 있는 변개를 만

들어내지 못한다. 따라서 앞서 확인했듯이 서사 단락 비교를 통해 『도앵행』 

이본의 특징을 변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전체 분량을 비교해보면 이본 간에 두드러지는 차이가 포착된다. 선

행연구에서 선본으로 지적한 연대A본과 다른 이본들을 비교했을 때, 규장각

본, 단대본, 박순호본, 이대본은 분량이 줄어들고 천리대본과 『주씨청행록』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32) 이는 『도앵행』 이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를 제공한다.

  비슷한 서사단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본들 간 분량 차이가 나타

나는 것은 각각의 서사단락에서 축약 혹은 부연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

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분량이 적은 이본의 경우 축약이나 생략이 이루

어졌다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또 반대의 경우에는 어

떤 부분에서 확대되어 서술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선본이라고 지적한 연대A본을 기준으로 하여 분량이 적

은 규장각본, 단대본, 박순호본, 이대본의 특징을 비교해보자. 이본 중에서 가

장 분량이 적은 단대본은 배경 서술이 축약되는 모습이 보인다. 

① 교(轎子)의 타 뎡부(鄭府)로 향할  동구(洞口)의 이러라 가시 눈을 드러 은한

(雲壑)의 경(景)을 볼  텽산(靑山)이 일쳔(一千) 텹(疊)이오 흘르 물이 일만(一萬) 구

비라 혀난 봉만(峯巒)과 맑은 강슈(江水)의 평탄(平坦)한 광얘(廣野) 깁고 그윽여 별

32) 비교 대상에 포함된 완질본들은 전산 입력 작업을 통하여 전체 글자 수를 확인할 수 있었

다.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된 각 이본들의 글자 수는 다음과 같다. 선본인 연대A본은 약 

71,094자로 이를 기준으로 단대본은 약 49,335자, 경상대본 약 55,546자, 규장각본 약 

63,795자, 박순호본이 약 63,168자로 연대본보다 적은 분량을 보인다. 반면 『주씨청행록』 

약 73,663자, 천리대본 약 73,663자로 연대A본 보다 많은 글자 수가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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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건곤(別有乾坤)이오 동쳔복지(洞天福地)라 셕비(石碑)의 단(丹沙)로 삭여시되 봉산

(蓬萊山) 도원동(桃園洞)이라 엿더라 계변(溪邊)의 드리온 버들과 바람을 먹음은 솔과 

향(香)을 난 치 길을 가리왓고 도화(桃花) 수쳔(數千)  곡구 둘러 다토와 픠엿

시니 이슬을 치고 향(香)을 토며 호졉(胡蝶)을 맛고 바람의 니 그 빗치 층층(層

層)고 요요(耀耀)니 혹 희고 혹 블그며 혹 딧트며 혹 프로러 입이의 어엿시니 

이 만일 왕모도원(王母桃園)이 아니면 무릉션계(武陵仙界)러라 방초(芳草) 어즈러워 깁 

갓튼 가 플이 셕교(石橋) 더퍼 다리 지나며 슈(數百) 민회(民戶) 잇셔 집과 

사립히 한가한 집마다 가무(歌舞)여 질기니 다 뎡가(鄭家) 노복(奴僕)이라 니믄 

분패 도원동(桃園洞) 화촌(杏花村)이라 엿더라 (연대A본, 권1, 41b-42a.) 

② 교(轎子) 타 뎡부(鄭府)의 도라오니 슈(數百) 민회(民戶) 이셔 집마다 가무

(歌舞)여 즐기니 이 다 뎡가(鄭家) 노복(奴僕) 니문이라 본예 도원동(桃園洞) 화

촌(杏花村)이라 엿더라 (단대본, 32b.)

  인용문 ①과 ②는 가씨와 장난이 정위주 처소인 도원동 행화촌으로 향하는 

모습을 서술한 것이다. 연대A본을 살펴보면 가씨의 눈에 비친 도원동 행화촌

의 모습이 더 자세하게 제시되는 것이 확인된다. 단대본이 도원동 행화촌 주

변의 풍경을 서술하지 않고 정가 노복의 집이 많이 있다는 것만을 이야기할 

때 연대A본은 행화촌을 둘러싸고 있는 산과 강, ‘봉내산 도원동’이라 새겨진 

돌비석, 복숭아꽃 수천 송이가 피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규장각본의 경우 인물의 발화를 중심으로 생략과 축약이 확인된다.

① 이 일을 당초(當初) 공쥬 며리 극(極)히 권(勸)되 뎨 부도(婦道) 잡아 게 말

을 유약(柔弱)히 야 유은무범(有隱無犯)  무지(無知)야 능(能)히 닷지 못

얏더니 이졔 군(君)이 유은무범난 가온  그른거 금일(今日) 다니 (연대A본, 

권2, 26a.)

② 당초 공쥬 며리 극권(極勸)되 부도(婦道) 잡아 게 말을 유약(柔弱)히 

야 유은무범 가온되   막힌 거 금일(今日) 일오고 (규장각본, 권2, 

21a-21b.)

  위 인용문은 주처사의 발화 장면을 비교한 것이다. 정위주를 맞아들이라는 

영평공주의 간언을 듣지 않은 주처사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부분인데, 두 

인용문 사이에 차이가 나타난다. 인용문 ①은 연대A본, 인용문 ②는 규장각본



20

으로 인용문 ①의 밑줄 친 부분이 규장각본에서 삭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처럼 규장각본은 인물의 발화를 중심으로 축약되는 모습을 보인다.33)

  박순호A본은 전체적으로 서술이 축소되는 양상이 보인다.

① 소졔(小姐) 비로소 허(許)야 샤례(謝禮) 왈 인(大人)의 엄(嚴敎) 이갓시니 

소쳡(小妾)의 일신(一身)이 션인(先人)의 명(命)을 직희여 규듕(閨中)의 숙(宿)니 소쳡

(小妾)의 일신(一身)이 츌(死生出納)이 다 인긔 잇오니 엇지 감히 셰 번 청

(請)시고 두 번 명(命)시 위월(違越)리잇고 더라 쳐(處士) 대희(大喜)고 

댱(張生)이 (再三) 샤례(謝禮)더라 환(叉鬟)이 셰속와 쥬반(酒飯)을 갓초와 쳥

풍(淸風) 명월(明月)이 진지 반(杯盤)이 소담 간냑(簡略)야 다 쳐샤(處士)의 

의 맛더라 션(先生)이 소뎨(小姐) 즉시 동즁(洞中)을  도라올 산쳔슈물(山川殊

物)이 블록 긔이(奇異)야 거을 두로혀기 어렵고 원학미록(猿鶴麋鹿)과 슈셩졔조

(愁聲啼鳥)가 니별(離別)을 원(願) 더라 갈옹 쳥풍 명월이 동구밧긔 송(陪送)

  송님(松林) 암셕(巖石) 알 니고 소 지고 오더니 뫼 모롱지 디나며 니마

셴 범이  압프로 다라 오니 이 다시 녑초의 궁시(弓矢) 아사 만작여 도

여 범을 쏘아 녑흘 마치니 회(白虎) 을 고 지라 쳥풍 명월이 나다시 

와가 쳥풍은 올라타고 명월은 흘 히더라 회 쳥풍을 등의 지고 뫼흐로 올라가니 

쳐 양안(兩眼)이 두렷야 양구(良久)의 탄(嗟歎)왈 댱의 약 질(資質)이 븟

 이긔지 못듯  엇지 수(猛獸) 쏘 죠가 잇뇨 뎌 냥 소동(小童)이 진실

노 션동(仙童)이로다 댱 왈 이  독셔여가(讀書餘暇)의 시험(試驗)던 오 뎌 무리 

산듕(山中)의 잇셔 슈 쥬야(晝夜)로 질드려 벗가치 희롱(戲弄)니 이  니밧일이 

아니니이다 션 왈 연작 일(昨日)은 엇지 두려더뇨 왈 회(猛虎) (雙)으로 분

(憤)을 발(發)미오  밤을 인(因)미니 금일(今日) 쥬(白晝) 듀린 범이 녁진(力盡)

과 니이다 더라 (연대A본, 권2, 41a- 42a.)

② 소졔(小姐) 비로소 알외여 례(謝禮) 왈 인(大人) 엄교(嚴敎) 여(如此)시니 

소쳡(小妾)이 션인(先人)의 명교(明敎)를 밧와 안위(死生安危)를 인 위월(違

越)리잇고 장(張生)이 왈 이  쥬셔여가(餘暇)의 심험하던 요 져무리 산즁

(山中)의 잇셔 호(猛虎)를 길드려 범갓치 히롱(戲弄)하니 한 이 이리잇가 션(先

生)왈 연직 작일(昨日)은 엇지 두려하미 심(甚)하던요 장이 답왈 회 쌍(雙)으로 분

발(憤發)함이오  범을 인(因)하미오 날날 쥬린 범이 쥬(白晝)의 역진(力盡)하니과 다

르니이다 더라 (박순호본, 권2, 27a-27b.)

33) 물론 규장각본은 인물의 발화 뿐 아니라 배경, 인물 묘사 등의 서술에서도 축약되는 양상

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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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용문은 주처사와 장생 일행이 정위주에게 다시 구혼한 후 집으로 돌

아오는 길에서 호랑이를 만나는 장면이다. 인용문 ②는 박순호 소장본으로 연

대A본인 인용문 ①과 비교했을 때 생략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 

①에서는 돌아오는 길에 호랑이를 만나고 그것을 청풍, 명월과 장생이 손쉽게 

물리치는 장면이 나타난다. 하지만 인용문 ②에서는 이 장면이 사라지고 바로 

장생과 주처사의 발화가 이어진다. 이처럼 박순호A본은 작품 전반에 걸쳐 작

품의 내용이 생략,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난다.34)

  이대본의 경우 연대A의 내용이 부분적으로 생략되는 모습이 보인다.

① 난이 고두(叩頭)야 구지 양(辭讓)고 믈너와 칭병(稱病)고 원(太原)의 도

라가 부인(婦人)긔 고(告)왈 쳔신(賤身)이 궁신(宮臣)의 이 어더 몸이 쳔(發闡)

야 가문(家門)을 회복(回復)미 엇지 영(榮幸)치 아니리잇고마 이 몸이 엇던 람

이라 영화(榮華) 질겨 분의(分義) 딕희지 아니며 휘 셩덕(聖德)이 임 갓시니 

우러러 셤기오미 극(極) 영홰(榮華)로 람이 본 두 님군이 업니 엇지 부귀(富

貴)와 작녹(爵祿)을 탐(貪)야 고쥬(故主) 반(背叛)며 비록 산을 보나 엇지 부

인의 호호 빗 니리오 더라 [호호난 결(潔白)미니 증 공 계비미라] 녹

긔로 션긔 신임(信任)야 슈학(受學)야 크게 셩(成就)니 가듕(家中)이 갈이라 

칭(稱)고 일홈을 브지 아니고 공경(恭敬)더니 후(後代)의 공쥬(公主)로 인(因)

야 텬(天子) 그 일홈을 드시고 의랑 벼을 야 브시니 올와 됴현(朝見)고 

본의예 쳔신(賤臣)이 관작(官爵)을 더러이지 못리라 고(固辭)고 도라갓더니 영평 

년간의 부마(駙馬) 두긔 서역을 평토 군모(參軍謀士)로 계쳥(啓請)고 려가 긔

특 모(謀策)을 드리며 격셔(檄書) 초야 공(大功)을 일우고 도라오 명졔 

광장녹훈을 이시니 벼은 션됴(先祖)의도 밧지 아닌 라 여 종시(終是) 양(辭

讓)니 텬 그 을 앗지 아니 본국으로 이쳔셕(二千石) 녹(祿)을 쥬시고 그 아노 

벼을 승습(承襲)케 시다 (연대A본 권2, 48b-49a.)

34) 박순호 소장본의 경우 필사자가 필사하는 데 큰 공을 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순호

본 권1에서는 연대A본의 권1 33a면부터 33b면에 해당하는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 이는 필

사 이후 보관 과정에서 일실되었거나 필사자가 실수로 옮기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생략

된 부분은 장난이 영평공주에게 정위주의 수절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으로 생략될 이유가 부

족하고 생략된 부분의 앞, 뒤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박순호본

은 영평공주에 대한 서술이 중복되고, 서사단락의 순서가 다른 이본들과 약간의 차이를 보

이며, 누락되거나 삭제된 부분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는 필사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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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난이 경(大驚)야 구지 양(辭讓)고 믈너와 칭병(稱病) 불츌(不出)니 태휘

(太后) 그 을 앗지 아니 본으로 니쳔(二千) 녹(祿)을 쥬시고 그 아비 벼을 승습

(承襲)케시다 (이대본 권4, 47a.)

  인용문 ①, ②는 모두 작품의 결말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장난과 녹기의 

뛰어난 재주를 태후와 천자가 칭찬하고 벼슬을 하사하는 부분이다. 인용문 ②

를 보면 ‘장난이 크게 놀라 벼슬을 사양하자 태후가 이천 녹을 주고 그 벼슬

을 아들에게 물려주게 했다.’는 서술이 확인된다. 하지만 장난은 여성이므로 

‘그 아비 벼슬을 승습케’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이는 인용문 

①을 통해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인용문 ②는 장난과 녹기의 이야기가 합쳐

진 것으로 ‘그 아비 벼슬’의 ‘그 아비’는 녹기를 지칭하는 것이다. 즉, 녹기에 

대한 서술이 삭제된 것이다.

  천리대본은 선본인 연대A본보다 자세한 서술이 나타난다. 천리대본의 경우 

같은 장면이라도 좀 더 자세히 서술하는 경향이 보인다. 

① 소져(小姐)의 브 명(命)을 뎐(傳)고 원문(院門)을 드니 먼니 누(樓臺) 듕듕

(重重)엿 좌우(左右)로 계슈(桂樹)와 촌(桂樹) 지(紫芝)와 영지최(靈芝草) 향

긔 토여 향(香臭) 옹비고 원학미록(猿鶴麋鹿)이 난봉(鸞鳳)과 긔린츄우(麒麟騶

虞) 보지 못나 늘근 샤슴과 말난 납이 셔로 친고 오(五色) 빗치 아름다온 

 쌍쌍이 라드니 진실노 긔이(奇異)한 세계(世界)오 인간(人間)이 아니러라 (연대A

본, 권1, 42b-43a.)

② 소져(小姐)의 브르 명(小姐)을 뎐(傳)고 원문(院門)을 드니 먼니 누(樓臺) 듕

듕(重重)엿 계슈(桂樹) 춘슈(桂樹)와 지진 향긔 웅비고 원학미록(猿鶴麋鹿)

이 왕(往來)고 긔금이(奇禽異獸) 갓지 아닌거시 업니 비록 난봉(鸞鳳)과 기린추

우(麒麟騶虞) 보디못나 늘근 사과 말하 이 서로 친고 오(五色) 빗

새 이 나니 진실노 긔이(奇異) 셰계(世界)요 인간(人間)이 아닐너라 (천리대본, 권

1, 70b-71a.)

  위 인용문은 가씨와 장난이 정위주를 찾기 위해 도원동 행화촌으로 향하여 

가씨의 시선에서 행화촌의 모습을 서술하는 장면이다. 인용문 ①은 연대본A, 

②는 천리대본인데 두 인용문을 비교해보면 인용문 ①보다 ②에서 원학, 미

록, 기린, 추우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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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현상은 천리대본 전반에서 이루어진다. 천리대본은 연대A본과 내

용상의 큰 차이는 없지만 보다 세밀한 표현이 포착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대본, 규장각본, 박순호A본, 이대

본은 선행연구에서 선본이라고 지정한 연대A본보다 적은 분량을 보인다. 단

대본은 배경 서술이, 규장각본은 인물의 발화가, 박순호A본은 전체적인 서술

이, 마지막으로 이대본은 사건을 생략함으로써 분량이 축소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선본보다 분량이 많은 이본은 천리대본으로 조금 더 상세하게 서술되는 

특징이 있다.

  『도앵행』 이본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준은 ‘새로운 장면의 

삽입여부’이다. 단대본, 천리대본, 연대A본의 경우에는 분량의 차이만 있을 

뿐 새로운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규장각본, 박순호본, 이대본은 다

른 이본에서 보이지 않는 새로운 장면이 포착된다.

  다음은 규장각본에서 확인되는 부분으로 장난과 가씨가 다시 만나 회포를 

풀고 연회를 즐기는 장면에서 나타나는 ‘장난의 악기연주’이다.

난이 다시 잔을 잡고 차(茶) 드리며 옥(白玉) 퉁소 여 스스로 일곡(一曲)을 

부니 가시 동용심탄(動容深嘆) 왈 이 아니 순악(舜樂) 이시니잇가 공 소(韶) 니로샤

되 진미의(盡美矣) 우진션얘(又盡善也)라 시고 졔(齊)의셔 샤쇼 드시고 삼월브지

육미(三月不知肉味)시니 탄미(歎美) 지녀여요(至於如此) 셩의 지극(至極)심과 감

동(感動)시미 깁흐샤 비셩인(非聖人)이면 브족이급(不足以及此)니이라 난이 차탄(嗟

歎)왈 아의 총명(聰明)은 소광의 디나도라 가시 소왈 이 공부(孔夫子)의 말과 논

어(論語) 쥐(註)니 어이 감히  소견(所見)이리잇고 원컨 나믄 곡조(曲調) 마자 드

러디이라 난이 행을 고쳐 노코  일곡(一曲)을 니 가시 흔연(欣然) 왈 진미의(盡美

矣) 미진션얘(未盡善也)니 (此) 무악(武樂)이로소이다 (규장각본, 권1, 61a.)

  위 인용문에서 장난은 스스로 퉁소를 불어 일곡을 탄다. 장난의 퉁소 소리

에 가씨는 제나라 음악 소(韶)를 듣고 공자가 탄복했다는 고사를 빌어 자신의 

감동을 표현한다. 이어 장난이 또 다시 일곡을 타자 앞선 소리가 순악이라면 

지금의 소리는 무악이라고 칭찬한다. 장난의 연주가 공자가 감탄한 제나라의 

음악과 비슷할 정도로 뛰어나며 성인들의 음악에 비견될 정도로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다른 이본에서는 죽취의 금 연주와 용문의 퉁소 연주만 나타나고 장난은 



24

이들에게 악기 연주를 권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단순히 연회 주최자로서의 성

격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규장각본에서만 앞서 확인한 ‘장난의 악기연주’ 

장면이 첨가된다. 이는 장난의 재주를 한층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

된다. 시서(詩書) 뿐 아니라 음율(音律)에도 능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 위상

을 한층 더 높이려는 시도인 것이다.35)

  다음 인용문은 영평공주의 가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각 이본의 서두에 위

치하고 있다. 

① 화셜(話說) 한 광무황뎨(光武皇帝) 휘(諱) 슈(秀)요 (字) 문슉(文叔)이니 남

양 치양 이라 한 고됴의 구셰손이니 경뎨 왕이 발을 (生)고 발이 운남 슈 의

를 (生)고 의거록도 위 희를 (生)고 희 남돈(南頓) 영음이 동군 번즁(樊重) 이녀

를 (取)니 번씨(樊氏) 셩되(性度) 온슌(溫順)야 유시(劉氏)로부터 용모(容貌)와 의복

(衣服)을 바로 아니면 방의 나지 아니니 종족(宗族)이 공경(恭敬)더라 이의 삼남삼

녀(三男三女)를 (生)니 쟝(長子)의 명(名)은 연(縯)이요 는 승이며 (次子)의 

명(名)은 듕(仲)이요 삼(三子) 광뮤(光武)라 쟝녀(長女)은 황(黃)이요 녀(次女)의 명

(名)은 원(元)이요 삼녀(三女) 희(伯姬)니 황(黃)이 회양공(湖陽公主) 되고 원(元)

이 쟝평공쥬 되고 희 영평공쥬(寧平公主) 되니라 광무(光武) 나히 구셰의 부샹(父

喪)을 만 슉부(叔父) 양의게 일니이니 신장(身長)이 칠쳑(七尺) 오촌(五寸)이오 광미 

구의 융쥰일각이며 활달도(豁達大度)야 셩품(性品)이 가(家事)를 부즈러니 니 기

형 승은 셩되(性度) 호협(豪俠)고로 양 광무의 젼업을 웃더라 (이대본, 권1, 1a.)

② 화셜(話說) 녕평공쥬(寧平公主)의 명(名)은 희(伯姬)니 동한 광무황졔(光武皇帝) 

소(小妹)오 원(太原) 쳐 쥬당(周黨)의 뷔(次婦)니 모친 번부인(樊婦人)이 의 

한 션녜(仙女) 왕희(王姬)의 복(服色)으로 운(彩雲) 속으로셔 려오믈 보고 여 남

둔(南頓) 초의셔 (生)니 아답지 쥬옥(珠玉)갓고 조흐미 빙셜(氷雪)더니 (연대A

본, 권1, 1a.)

  인용문 ①은 영평공주에 대한 설명뿐 아니라 가문 전체 가계를 제시하고 

있다. 영평공주의 아버지인 남둔공과 그 선조, 어머니 번씨의 아버지에 대한 

35)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규장각본의 필사자가 악기연주에 큰 관심을 가졌거나 장난이 다른 등장인물들과 

동등한 혹은 그들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그것이다. 특히 규장각본

에서 다른 시비들이 시(詩), 서(書), 예악(禮樂)에서 큰 활약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장난에

게도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생각이 반영된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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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까지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에는 영평공주와 동기간인 연, 중, 수, 

황, 원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 뒤 그들이 기병 이후 갖게 되는 직첩까지 설

명한다. 이처럼 이대본은 영평공주의 가계를 포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36)

  앞서 확인한 인용문 ①은 이대본과 박순호 소장본에서만 나타난다. 두 이본

을 제외한 다른 이본들은 작품의 서두를 인용문 ②와 같이 시작하고 있다. 다

른 이본들은 영평공주의 탄생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영평공주의 아버지 남

둔공과 그 일족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더불어 동기간(同氣間)에 대

한 직접적인 언급 대신 영평의 높은 덕과 재주를 칭송하는 과정에서 다른 형

제·자매들에 대한 서술이 부분적으로 등장한다.37) 이를 통해 박순호 소장본과 

이대본은 다른 이본들보다 영평공주의 가문에 더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고 해석할 수 있다.38)

  박순호 소장본과 이대본이 보여주는 다른 특징들을 통해 과연 두 이본이 

영평공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해보자. 우선 박순호 소장

본에는 유일하게 영평공주와 주원성의 첫날밤 장면이 삽입되어 있다.

신낭(新郞)을 인도(引導)여 신방(新房)의 드러가니 야심(夜深) 후 (生)이 공쥬(公

36) 뿐만 아니라 인용문 ①은 숙부 ‘양’의 외양과 성품까지도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이대본과 

박순호본에서 나타나는 인용문 ①에서는 가족 전체의 가계를 서술하려는 시도가 포착된다.

37) 인용문 ①의 경우 ‘장평, 회양, 영평공주’라는 직첩을 받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지만 다른 

이본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다른 이본에서 작품 중간에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설명 

없이 ‘장평, 회양공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38) 선행연구에서는 이대본과 『옥환기봉』의 서두부분이 유사하다는 것을 들어 『옥환기봉』과의 

밀착도가 다른 이본에 비해 높다고 평가했다(박은정, 앞의 논문; 최윤희a, 앞의 논문). 이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대본 『도앵행』은 『옥환기봉』의 서두 뿐 아니라 권30에 서술

된 인물전의 서두 부분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요컨대 선행연구의 지적과 같이 이대본

은 『옥환기봉』과 더 높은 친연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이대본은 영평공주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인물들에게도 관심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옥환기봉』의 서두와 권30에 수록된 인물전의 서두는 다음과 같다.

    ① 『옥환기봉』 서두: 한(大漢) 셰조(世祖) 무황뎨(武皇帝)의 명(名)은 쳘이니 죠(太祖) 

고황제(高皇帝)의 증손(曾孫)이오 경뎨(景帝)의 (子)라 무뎨(武帝) 위시 (取)여 년 이

십구의 (太子) (生)니 륭준봉목(隆準鳳目)의 용골격이 혀나 슈려긔이(秀麗奇

異)여 (규장각본 『옥환기봉』, 권1, 1a.)

    ② 『옥환기봉』 권 30에 수록된 인물전의 일부: 명뎨본젼(明帝本傳)/현죵(顯宗) 효명황뎨(孝

明皇帝) 휘(諱) 장(莊)[쳐음 일흠은 방이라]이니 광무(光武)의 뎨 (三子)니 음후(陰后)

의 쇼(所生)이라 뎨(帝) 갓나 낫치 모지며 하관(下顴)이 풍만(豐滿)고 (『옥환기봉』 권

30, 2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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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의 옥슈(玉手)를 잇그러 상상(床上)의 가니 견권지졍(繾綣之情)이 여약(如山

若海)러라 (박순호본A, 권1, 8a.)

  위 인용문은 ‘생(원성)이 공주의 손을 이끌어 상위로 나아가니 견권지정이 

여산약해와 같았다.’는 말로 짧게나마 영평공주와 원성의 첫날밤을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작품 후반부 정위주와 원성의 혼인 장면에서 두 사람의 첫날밤

을 기술하는 구절은 확인되지 않는다. 결국 박순호 소장본은 다른 이본들에 

비해 영평공주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39)

  반면 이대본은 서두 부분을 제외하고는 영평공주와 관련한 특별한 서술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정위주의 ‘시비’에 대해 높은 관심이 드러난다. 이대본 

『도앵행』에는 영평공주와 장난이 만나기 이전의 상황이 삽입되어 있다. 정위

주의 시비들에 대한 소개와 그들이 정위주를 복권시킬 논의를 하는 장면이 

그것이다.

① 장하 시아(侍兒) 삼인(三人)이 이스 용모(容貌) 녹파의 무용이오 조 양

뉴 황(黃鶯)고 문댱(文章) 필법(筆法)과 음뉼(音律) 셔화(書畫)를 능통(能通)며 

믈며 관일 정튱(貞忠)이 고금(古今)의 무쌍(無雙)니 흔 성명(姓名)이 쟝난이오 일

인(一人)은 셩명(姓名)이 셜쥭취뇨 일인(一人)은 셩명(姓名)이 츙난향이라 방년(芳年) 삼

오(三五) 이칠(二七)의 성졍이 총오민혜(聰悟敏慧)며 소져(小姐)를 지셩(至誠)으로 셤

기니 소졔(小姐) 명위 노나 졍(情)의 골육(骨肉) 갓흐며 향규 마역이 되엿더라 (이대

본, 권1, 38b.)

② 장난이 쥭 난향으로 셔로 가마니 의논(議論) 이제 소졔(小姐) 절(節)을 직희

여 공규(空閨)의셔 독노(獨老)야 인뉸(人倫)을 절(死絶)코져 시니 쥬쳐(周處士)의 

청고(淸高) 마음도 도로혈 길이 업고  영평공쥬(寧平公主)의 을 알 수 업니 내 

이제  션의  그림을 그리고 화제(畫題)를 쓰 다 비유야 가지고 궁의 가 공쥬

긔 궁비(宮婢)되기를 칭탁(請託)고 공쥬의 과 총명(聰明)을 시험(試驗)야 소져(小

姐)의 평(平生)을 빗고 인뉸(人倫)을 온전(穩全)이 야 평(平生)을 슬접게 미 

엇더뇨 듁 난향이 희(大喜)왈 져져(姐姐)의 계(計策)이 이흘진 엇지 깃브지 

아니리오마는 소져(小姐)의 총명(聰明)니 일월(日月)고 가법(家法)이 지엄(至嚴)니 능

히 외인(外人)을 이곳의 왕(往來)치 못거시오 져졔(姐姐) 능히 외간(外間)의 나아가

39) 이는 박순호 소장본에서 주당과 원성이 영평 가문에 구혼하는 장면이 삭제되고 바로 두 사

람의 결혼식 장면으로 연결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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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지라 이를 근심노라 장난 왈 이 일은 어렵지 아니니  음식(飮食)을 폐(廢)

고 칭병(稱病)야 됴리(調理)믈 일라 밧게 나아가리라 (이대본, 권1, 39a-40a.)

  인용문 ①은 정위주의 시녀 삼인에 대한 설명이다. 장난, 죽취, 난향을 소

개하며 그들의 외모가 뛰어나고 문장 필법과 음율, 서화에 능통하며 그 충성

심이 고금에 비할 사람이 없다고 서술된다. 인용문 ②는 인용문 ①에 이어지

는 내용으로 시녀 삼인 중 장난이 주도하여 정위주가 주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도록 계책을 도모하는 장면이다. 장난이 부채에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어 

정위주의 상황을 영평공주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제시된 인용문은 전개되는 사건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앞서 서술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이대본의 필사자는 시비들과 관련한 정보

를 반복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시비들과 장난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려

는 시도로 추정된다. 시비들에게도 시선을 주어 다른 이본에 없는 부분을 창

작하여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이대본이 박순호 소장본이 영평공주에게 관심

을 두었던 것을 상기하면 여성인물에까지 이 관심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술하였듯이 『도앵행』의 이본들은 서사단락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하지만, 

분량과 새로운 장면의 삽입 여부라는 기준을 통해 이본 간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서사단락에서 차이가 나는 이본은 『주씨청행록』으로 주처사

에 대한 관심과 작품의 정합성(整合性)을 우선시하는 필사자의 태도가 반영되

었다. 규장각본과 단대본의 경우에는 작품의 축약에, 천리대본은 자세한 서술

에 방점을 두었고 박순호본은 영평공주, 이대본은 여성인물에 대한 관심이 나

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앞서 제시한 두 가지 기준을 통해 경향성을 확인할 수 없는 이본이 

있다. 천리대본이 그것이다. 천리대본은 앞서 제시한 두 가지 기준에 비추어 

선본인 연대A본과 비교했을 때 단순히 서술 분량이 늘어났을 뿐 박순호본이

나 이대본, 『주씨청행록』이 보여주는 것처럼 특정한 지향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천리대본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강구해내는 것이다. 천리대본의 경

향성을 설명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이본들을 포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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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선행연구를 의심해보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연대A본을 선본으로 제시한 이유를 재고하고 천리대본과 연대A본의 비교를 

통해 새로운 선본을 설정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어려울 뿐더러 천리대본을 설명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을 다른 이본에 적용했을 때 기존과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지에 관한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필자는 두 번째 방법을 택하여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앞서 제시한 기준과 다른 이본들에 부여

된 의미를 유지한 채로 연대A본과 천리대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

다.

  선행연구에서는 단국대본, 규장각본, 천리대본, 연대A본을 한 계열로 이대

본은 다른 계열로 파악했다. 이들 가운데 연대A본이 속한 계열이 원본에 가

까운 계열이며 천리대본과 비교했을 때 연대A본의 서술 완전하고 오기나 반

복 필사가 거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선본으로 선정했다.40) 하지만 이 경우 천

리대본이 연대A본보다 작품의 분량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41)

  연대A본을 선본으로 선정했을 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천리대본을 포

섭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천리대본을 선본으로 삼는

다면 어떻게 될까. 천리대본의 서사단락은 다른 이본들의 그것을 모두 포괄할 

수 있다. 또 천리대본의 분량은 이대본과 더불어 연대A본보다 많다. 게다가 

각 장면의 서술정도가 연대A본보다 천리대본에서 더 자세하게 나타난다. 천

리대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다른 이본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다. 이때, 연대A본은 천리대본의 축소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천리대본을 선본으로 생각할 경우 앞서 살펴본 조건들을 통해 

연대A본을 위시한 다른 모든 이본을 포괄하여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따라

서 『도앵행』의 선본을 연대A본이 아닌 천리대본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한다. 

  이상 『도앵행』의 완질본 8종을 비교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0) 최윤희a, 앞의 논문, p.390.

41) 천리대본은 연대A본에 비해 약 2500자 정도 분량이 확장되어 있다. 게다가 연대A본과 비

교했을 때 한자어가 많이 발견된다. 같은 단어라고 할지라도 천리대본은 한자어로, 연대A본

은 한글로 풀어 서술하는 경향이 포착되는 것이다. 따라서 천리대본의 한자어를 한글로 풀

어 쓸 경우 현재 확인한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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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앵행』

이본

서사단락 차이X

분량 축소

새로운 장면 삽입X

경상대본

연대A본

이대본

새로운 장면 삽입

규장각본

단대본

박순호A본

분량 확대
새로운 장면 삽입X

천리대본:

선본

서사단락 차이 주씨청행록

  본고는 ‘천리대본 『도앵행』’을 새로운 선본으로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논

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도앵행』 장면전개의 특징

  ‘장면전개’는 서사학에서의 ‘장면’이 가장 중요한 서사 형식으로 기능하는 

부분으로서 그것이 전개되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42)을 지칭한다. 즉, 장

면전개는 고전장편소설에서 작중 시간의 정지와 연속이 혼종 되어 있다는 것

에 착안하여 ‘장면’ 개념에 시간의 흐름을 더하여 그 외연을 넓힌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했듯이 실제 작품 안에서 장면전개가 드러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43) 장면전개의 시작과 끝을 헤아

리는 것은 연구자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 안에서 

장면전개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때 실례를 확인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다. 바로 장면전개를 

추출하기 위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장면전개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42) 정병설, 앞의 책, p.89.

43) 신동흔,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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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평공주와 영평공주 가문에 대한 소개가 이어지고 영평공주와 주원성이 혼인

을 한다.

2. 주씨 가문과 정씨 가문이 의혼(議婚)을 맺었으나 주처사의 거절로 파혼되고 정

위주가 수절한다.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추출할 필요가 있다. 이때 장면전개를 추출하기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은 논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여타의 

소설작품들에도 적용하여 작품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장면전개는 서사전개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부분을 지칭한다. 그리고 이는 

주로 대화나 묘사를 통해 실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때 작중 시간이 느려지

는 것이 포착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하나의 사건이 긴박하지 않게 서술되고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장면전개의 특징

과 선행연구의 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얻을 수 있다.

1.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2. 시간의 흐름이 현저히 느려지는가?

3. 작중 서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거나 완만히 진행되는가?

  그런데 각각의 사건이 차지하는 작중 시간의 비중은 작품 내적으로 비교해

야 하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하나의 사건이 요약적으로 서술될 수도 있고 길

게 몇 십 면으로 확장되어 서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에 드러난 

장면전개의 사례들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

는 서사단락을 추출하고 그 안에서 각 단락들이 보여주는 작중 시간의 장단

(長短)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44)

  따라서 본고는 우선적으로 『도앵행』의 서사단락을 살피고 그 안에서 나타

나는 시간의 흐름을 비교하여 장면전개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도앵행』의 서

사단락은 다음과 같다.

44) 이 때문에 장면전개에 관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하는 여지가 커진다. 다른 작품과의 비교

가 아니라 작품 내적인 비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마다 장면전개를 추출하는 데 조금씩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사건이 더 이상의 서사 전개가 이루어

지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 현격하게 느려지는’ 부분의 대략적인 경계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한 

부분을 가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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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평공주가 현구고지례(見舅姑之禮)를 위해 태원으로 출발한다.

4. 광무제와 태후가 부마를 궁으로 불러 연회를 즐긴다.

5. 영평부 신하들과 주처사가 논쟁을 벌이고 영평공주의 현구고지례가 펼쳐진다.

6. 영평공주와 장난이 정위주의 수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영평공주가 장난에

게 정위주와 만나게 해줄 것을 부탁한다.

7. 숨어버린 정위주를 찾으러 도원동 앵도원 행화촌으로 장난과 가씨가 떠난다.

8. (도원동 앵도원 행화촌의 기이한 모습이 그려지고) 도원동 앵도원 행화촌에서 정

위주를 찾지만 가씨의 정체를 눈치 챈 정위주가 그녀를 영평부로 돌려보낸다.

9. 영평공주는 주처사 부부에게 정위주가 수절함을 밝히고 그녀를 다시 들이라고 

설득하지만 주처사 부부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10. 영평공주가 가씨에게 정위주의 거처를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가씨는 정위

주 찾기에 나선다.

11. 가씨는 정위주의 분산(황학봉)에서 장난 일행을 만나 회포를 푼다.

12. 장난 일행과 가씨는 주처사를 설득시키기 위해 장생 부부로 변장하여 주처사

를 속인다. 장생은 주처사에게 사제(師弟)의 도를 청하여 수학(受學)한다.

13. 장생이 녹기를 주처사에게 소개하고 녹기와 주처사의 논쟁 끝에 주처사가 회

심한다.

14. 장생과 주처사 일행이 오유하다 정위주가 수절하고 있는 곳에 다다라 경치를 

감상한다.

15. 정위주 처소에 불이 나고 그녀는 불을 피하지 않겠다고 단언하지만 주처사의 

설득으로 화재를 피한다.

16. 정위주의 높은 정절과 됨됨이를 보고 주처사가 다시 청혼하고 정위주가 허락

한다.

17. 주처사 일행이 집으로 돌아오고, 장난과 가씨가 그동안의 일을 영평공주와 정

위주에게 고한다. 정위주와 부마가 혼인을 하고 정위주가 절개를 인정받아 직

첩을 받는다.

18. 주처사 부부가 죽고 주원성, 영평공주, 정위주의 자손들이 번창한다.

19. 녹기는 뛰어난 재주를 인정받아 벼슬을 받지만 거절한다. 장난 일행(장난, 가

씨, 죽취, 난향)은 혼인하지 않고 무리를 이루어 남은 생을 즐긴다.

  위의 서사단락 중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장면전개를 추출하면 아래의 표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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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수

번

호
면 수 이 름 내 용

권1

� 10b-13a
영평과 원성의 첫 만남, 

결혼

영평공주와 주원성의 외양묘사

영평공주와 주원성의 결혼장면 묘사

� 25a-29b

부마와 광무제의 대화

영평과 부마의 재회,

광무제와 태후의 대화

광무제와 부마가 나누는 대화

영평공주 처소 묘사

광무제와 태후가 부마에게 하사할 벼슬에 

관해 나누는 대화

� 31b-41a

영평공주의 태원부 행차,

주처사와 영평부 신하들

의 설전

영평공주가 태원부로 행차하는 모습 묘사

주처사가 영평공주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

려는 영평부 신하와 주처사 사이의 대화

� 43a-45a 영평의 폐백지례 영평공주의 폐백지례 묘사

� 47a-66a 장난과 영평의 대화
장난의 부채를 보고 영평공주와 장난이 

정위주의 수절사건에 관해 나누는 대화

� 67a-80b

도원동·앵도원·행화촌의 

모습, 

정위주 묘사

장난과 가씨가 정위주를 찾기 위해 향하는 

도원동·앵도원·행화촌의 풍경 묘사

정위주 외양 묘사

권2

� 7a-26b

가씨의 탐색

장난과 가씨의 만남, 

죽취·난향 묘사

봉내부 묘사

가씨가 장난을 찾으러 떠남

장난과 가씨가 다시 만나 나누는 대화

장난이 가씨에게 죽취·난향을 소개, 

죽취·난향의 외양 묘사

봉내부 풍경 묘사

� 22b-26b 장난 일행의 연회

장난, 가씨, 죽취, 난향의 연회 장면 묘사

장난이 죽취, 난향 등 정위주 시비의 재주 

설명, 묘사

� 32b-36b 주처사와 장생의 만남
주처사와 장생의 만남

장생이 주처사에게 수학하며 나누는 대화

�� 36b-49a 주처사와 녹기의 설전

주처사와 녹기의 만남

녹기가 주처사에게 수학하며 나누는 대화

정위주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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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b-54b 주처사와 장생의 대화 정위주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나누는 대화

�� 56a-63b
주처사 일행의 오유

정위주 처소 탐색

누대와 영평부 풍경 묘사

정위주가 수절하는 장소로 가는 길 묘사

�� 63b-69a
주처사 일행의 선학동 

방문

주처사와 노인이 선학동에 대해 나누는 대화

선학동 풍경 묘사

정위주와 관련한 노옹의 발화

�� 70b-73a 정위주의 피화(避火) 정위주의 피화 장면 묘사

�� 74a-77a 주처사의 재(再)청혼
주처사가 정위주에게 다시 청혼하며 나누는 

대화

�� 80a-82a 정위주의 발화 정위주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발화

  표에 제시된 장면전개는 앞서 설정한 세 가지  기준에 부합한다. 먼저 제시

된 첫 번째 기준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추출된 예들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크

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영평공주과 주원성의 결혼[�, �, �, �], 정

위주 찾기[�, �, �, �], 주처사 설득하기[�, ��, ��, ��, ��], 정위주의 피

화(避火)[��, ��, ��]가 그것이다.

  첫 번째 부분[�, �, �, �]은 영평공주 집안과 주씨 집안의 만남과 결혼

을 주요 사건으로 한다. �은 영평공주와 주원성의 결혼, �는 광무제와 부마

(주원성)의 대화, �은 영평공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주처사를 설

득하기 위한 영평부 신하들과 주처사의 논쟁, �에서는 영평의 현구고지례(見

舅姑之禮)가 나타난다. 두 번째 부분[�, �, �, �]은 정위주 찾기를 다룬다. 

�는 영평공주에게 정위주의 수절을 알리는 영평과 장난의 대화, �은 도원동 

앵도원 행화촌과 이곳에서 수절하고 있는 정위주에 대한 묘사, �은 가씨의 

정위주 찾기 과정과 가씨 일행과 정부 시녀들의 만남, �에서는 정부 시녀들

과 가씨가 벌이는 연회가 그려진다. 

  세 번째 부분[�, ��, ��, ��, ��]은 주처사 설득하기 및 주처사 일행의 선

학동 방문을 주요 사건으로 한다. �는 주처사와 장생의 만남, ��은 장생의 

제자 녹기와 주처사의 논쟁, ��은 장생의 주처사 설득, ��와 ��은 주처사 일

행의 오유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 ��, ��은 정위주의 피화(避火)와 주처

사의 재청혼과 관련한 것으로 ��에서는 정위주의 피화, ��는 주처사의 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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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량 작중시간 번호 분량 작중시간

� 6면 한나절 � 9면 하루

� 10면 하루 밤사이 �� 26면 3일

� 24면
한나절

(낮-해지기전)
�� 11면 한때

� 5면
한때

(짧은 순간)
�� 16면 하루 며칠 후

� 41면 저녁 한때 �� 12면 한때

� 28면
한나절

(아침-해질때)
�� 6면 한때

� 40면 3일 �� 7면 한때

� 9면 밤 한때 �� 5면 한때

혼, ��은 정위주의 신세 한탄이 나타난다. 

  제시된 �~��은 위와 같이 네 부분으로 나뉜다. 그리고 이들은 『도앵행』에

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는 사건으로 작품은 이를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서사를 추동한다. 동시에 각 장면전개의 성격에 따라 서술방식 또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45)

  장면전개의 나머지 기준은 시간의 흐름이 현저히 느리며 서사가 완만하게 

진행되는 것이다. 작품에 나타난 시간의 흐름은 작품 분량과 시간 대비를 통

해 파악할 수 있다. 각 장면전개의 분량과 장면전개가 보여주고 있는 작중 시

간은 다음과 같다.

  추출된 장면전개는 짧게는 5면에서 길게는 40면까지 나타나고 작중시간은 

한때가 가장 많으며 최대 3일까지 확인된다.46)

  정리하면 『도앵행』에서 확인되는 장면전개는 총 236면이며 이는 전체 작품

45) 각 장면전개는 그 내용에 따라 추리, 탐색, 논쟁 장면전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3장에

서 후술할 것이다.

46) 『도앵행』의 작중 시간을 헤아리는 것은 쉽지 않다. 작품에는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

한 어휘가 나타나지 않으며 ‘한때, 명일의, 해가 지고’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의 표를 통해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장면전개는 잠깐 

동안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5

의 2/3정도를 차지한다. 이점에서 『도앵행』은 서사전개보다 장면전개에 더 관

심을 두고 탄생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앞서 확인했던 묘사나 대화로 이루어

지는 장면전개의 특성은 『도앵행』에서도 유효하다. 위에서 추출한 장면전개의 

예시들이 모두 묘사나 대화로 대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47) 특히 이 예시들이 

정위주와 주처사 두 인물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48)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앵행』은 작품의 대부분을 장면전개에 할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장면전개가 실제 작품 안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작품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47) 『도앵행』에 나타나는 장면전개는 묘사와 대화로 대별할 수 있다. �, �, �, �, �, �, 

�, ��, ��, ��번의 장면전개가 등장인물이나 풍경을 묘사하고 있으며 �, �, �, �, �, 

��, ��, ��, ��, ��번의 장면전개는 등장인물 간 대화를 다루고 있다.

48) 이는 정위주와 주처사가 『도앵행』의 서사를 추동하는 핵심인물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은 

탐색, 논쟁 장면전개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3장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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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면전개의 내용

  Ⅲ장에서는 앞서 Ⅱ장에서 추출한 장면전개를 대상으로 실제 작품 속에서 

장면전개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피고자 한다. 2장에서 확인

하였듯이 『도앵행』은 많은 부분이 장면전개로 이루어져 있었다. 따라서 작품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장면전개’가 서사 내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장면전개의 실제를 파악하기에 앞서 어떠한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전 소설에서 장면전개가 나타나는 것은 

비일비재한 일이기 때문이다.49) 작품에서 빈번히 등장하는 장면전개는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가 가능할 터이다. 먼저 장면전개가 서술되는 방식에 따라 

대화, 묘사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표현 방식에 따라 분류할 경우 대부분의 장면전개가 대화나 묘사, 

두 가지로 수렴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상술하였듯이 시간의 흐름이 느려지고 

서사전개가 완만해지는 특징을 지닌 장면전개는 주로 대화나 묘사를 통해 표

현되기 때문이다.50) 이 기준을 따를 경우 각각의 장면전개가 보여주는 개별적 

특성을 자세히 살피기보다 대화나 묘사 차원에서의 논의에 머무르게 된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는 이를 극복하고자 먼저 장면전개가 내포하는 내용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장면전개가 어떠한 방식으로 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경우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는 장면들을 계열화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계열화

된 장면전개들이 서술되는 방식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도출해낼 수 있다는 장

점을 갖는다. 요컨대 개별 작품인 『도앵행』의 장면전개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고전장편소설에서 포착되는 장면전개의 일반적인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도앵행』은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인 영평

49) 정병설은 『완월회맹연』, 『몽옥쌍봉연록』의 경우 서사단락이 편중되어 나타나는 것을 지적

하며 이 작품들은 서사전개보다 장면전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이야기한다.(정병설, 앞의 

책, p.90, 각주12번 참조.)

50) 쥬네트는 그의 책에서 “장면은 거의 대화에서 나타나는데,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서술과 스

토리 사이에 관습적으로 시간이 일치한다.”라고 언급했다.(제라르 쥬네트, 앞의 책, p.84.)



37

공주 집안과 주씨 집안의 결혼, 정위주 찾기, 주처사 일행의 오유(遨遊), 정위

주의 주씨 가문 며느리 되기를 장면전개 중심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들은 다

시 내용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탐색’, ‘논쟁’, ‘추리’ 장면전개가 

그것이다. 탐색 장면전개는 주원성과의 파혼 이후 수절을 맹세하고 숨어버린 

정위주를 찾는 중에, 논쟁 장면전개는 정위주를 다시 며느리로 들이기 위해 

주처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추리 장면전개는 장난이 영평공주에

게 정위주의 수절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두드러진다.

1. 탐색 과정의 제시

  『도앵행』에서 포착되는 장면전개의 첫 번째 특징은 ‘탐색의 과정’이 두드러

지는 것이다. 탐색(探索)이란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을 밝히기 위하여 

살피어 찾는 것을 의미한다. 작품에서는 주원성과의 의혼이 거절당한 후 수절

을 위해 정열당으로 또 선학동으로 숨어버린 정위주를 찾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난다.

  탐색 장면전개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간은 크게 세 곳으로 정리할 수 

있다. ① 영평공주의 거처인 ‘영평부’와 ② 주처사가 머물고 있는 ‘태원’, ③ 

정위주가 수절하는 공간인 ‘도원동, 앵도원, 행화촌’이 그것이다. 

  위에 제시된 공간은 작품 안에서 실재하지만 현실세계에서 벗어난 것과 같

이 신비로운 이미지로 그려지며 아름답게 형상화된다. 더불어 이 과정이 탐색

자의 시선에 의해 세밀하고 정치하게 서술된다. 서술자는 우선 대상의 전체적

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이어 세부적인 대상에 집중하여 이들을 세밀하게 묘사

한다. 요컨대 탐색자의 시선에 따라 서술의 초점이 이동하며 자세하고 아름답

게 그려지는 것이다. 

�  교(轎子)  뎡부로 향 동구(洞口)의 니러 가시 눈을 드러 운학(雲壑)

의 경(景)을 보니 프른 뫼히 일쳔 쳡(疊)이요, 흐르 물이 일만 구라. 혀 봉만(峯

巒)과 은 강슈(江水)와 평탄(平坦) 광얘(廣野) 깁고 그윽야 별유건곤(別有乾坤)이

오, 동텬북지(洞天福地)라. 셕비(石碑)의 단사(丹砂)로 삭여 봉산 도원동이라 엿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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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희 드리온 버들과 바을  솔과 향(香)을 먹음은 치 길을 가리왓고 도화(桃

花) 슈쳔  곳고 둘너 토와 픠여시니, 이을 치고 향(香)을 토며 호졉(胡蝶)

을 맛고 바의 노니 그 빗치 층층(層層)고 요요(耀耀)니 혹 희고 혹 븕고 혹 지트

며 열워 프른 닙 이의 어여시니 고은 빗치 현난(絢爛)여 눈의 바니 이 만일 왕

모도원(王母桃園)이 아니면 무릉션계(武陵仙界)러라. 방최(芳草) 어러워 깁 

플이 셕교(石橋) 덥허 리 지나며 수 민(民戶) 이셔 집과 대사립이 한가되 

집마다 가무(歌舞)야 즐기니 다 뎡가 노복(奴僕)이라. 니문(籬門) 분패의 도원동 화

촌이라 엿더라. 좌우(左右)로 화(杏花) 슈플이 울연(蔚然)이 둘너 지 치 눈 

니 이 진짓 텬샹화위(天上花雨)요, 인간경(人間景色)이 아니러라. 로듕 위  개

(大家) 이셔 분쟝화각(粉牆畫閣)이 우흐로 운한(雲漢)의 다코 아로 동듕(洞中)의 욱

여시니 분칠 담은 의연(毅然) 셩곽(城廓)이요, 두렷 문은 엄엄(嚴嚴) 졔(第

宅) 더라. 믉은 문을 굿이 닷고 문누(門樓) 우희 현판(懸板)의 태원 봉부라 엿

더라. 노챵두(老蒼頭) 일인(一人)이 프른 삿가 쓰고 누역(縷繹)을 닙고 몽몽(濛濛)

셰우(細雨) 여 조으니 그 거동(擧動)이 월궁의 오각노로 더브러 다르미 업더라.51)

  위 인용문은 장난과 가씨가 영평공주의 부탁을 받고 정위주를 찾아 떠나는 

장면전개의 시작부분이다. 영평공주는 정위주를 찾아내 주원성과 결혼시키려

는 계획을 세우고 장난에게 그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거듭 부탁한다. 영평의 

부탁을 못이기는 척 수락한 장난은 가씨와 함께 정위주를 찾으러 떠나고 그

녀를 찾아가는 과정이 긴 장면전개로 이어진다.

  장난과 가씨는 교자를 타고 정부로 향하는데 이 장면전개는 가씨의 시선을 

통해 정부의 전체적인 풍경을 묘사한다. 마을 입구에 이르러 교자 밖으로 보

이는 도원동의 전경은 다음과 같다. 푸른 산이 일천 첩으로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로 일만 구비의 물이 흐르고 있다. 빼어난 산봉우리 가운데는 넓은 평야

가 깁고 그윽하여 ‘별유건곤’이나 ‘동천복지’를 연상하게 한다. 

  도원동의 경치를 전달한 후 가씨 일행은 마을 입구로 나아간다. 그곳에는 

큰 비석이 세워져있고 안에는 붉은 글씨로 ‘봉산 도원동’이라고 새겨져 있

다. 행화촌으로 들어가는 길엔 버드나무가 드리웠고 바람에 솔 향이 은은하게 

퍼지며 온갖 꽃으로 덮여 있다. 특히 제목에도 등장하는 도화(桃花)가 만발하

여 어지럽게 피어있고 이슬을 떨치고 향을 토하며 나비와 바람을 맞고 있다. 

꽃들은 다양한 색으로 자신들을 뽐내며 다툰다. 이 광경을 바라 본 가씨는 빛

51) 인용문은 앞서 선본으로 지정한 천리대학교 금서룡문고 소장본에서 가져왔다. 이후의 인용

문은 별도의 표기 없이 천리대본의 권수와 면수만을 제시할 것이다. 권1, 67b-7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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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현란하여 마치 선계와 같다고 이야기한다.

  계속해서 『도앵행』은 가씨의 눈에 비친 행화촌의 모습을 그려낸다. 방초가 

어지럽게 피어있고 돌다리는 가는 풀로 덮여 있다. 다리를 건너가면 수백 집

이 있는데 모두 대사립을 가진 초가집으로 집마다 가무하여 즐기는 한가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분패에는 ‘도원동 행화촌’이라 적혀있고 이 모두는 

‘정가 노복’이라는 서술을 통해 행화촌은 정씨 가문 구성원들이 모여 사는 곳

임을 알 수 있다.

  장난과 가씨는 여러 관문을 거치며 정위주의 집을 향해 나아간다. 행화촌을 

지나가는 길엔 좌우로 행화 수풀이 둘러있고 길가에 떨어지는 꽃이 마치 눈

과 같아 인간세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꽃잎이 어지러이 떨어진 길 위에

서 가씨는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저택과 만난다. 담에는 분을 칠하고 누각

에도 그림으로 단장을 하였으며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이 집은 ‘태원백 봉내

부’라는 현판을 달고 있다. 그 앞에는 노복 한 사람이 삿갓을 쓰고 한가로이 

지키고 있다.

  앞서 확인한 인용문 �은 정위주의 집까지 나아가는 전체적인 풍경을 묘사

하며 도원동과 행화촌, 정위주 집의 웅장한 모습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

다. 이때 정위주의 집까지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세밀하게 묘사된다. 또한 

‘별유건곤, 동천복지, 왕모도원, 무릉선계’ 등과 같은 단어를 활용하여 이 공

간을 세속과 떨어져 있는 세계처럼 서술한다. 요컨대 정위주의 처소는 탈속적

인 공간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이어서 인용문 �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가씨 일행이 정위주의 집 안을 묘

사하는 장면전개를 살펴보자.

� 가시  눈을 드러 보니 일(一百) 가지 신션(神仙)의 치 닷토아 픠여 이향(異

香)을 토고 좌우(左右) 옥계(玉溪)의 모란홰(牡丹花) 처음으로 봉우리 벙으니 운누

와 황(赭黃)과 요고와 심(深紫)와 진홍과 분홍이 결워 픠고져 니  고 이

을 먹음어 고은 빗치 휘황(輝煌)고 난(蘭麝) 욱욱(郁郁)더라. 표묘(縹緲) 젼각

(殿閣)이 서로 녕농(玲瓏)엿데 아로새긴 곡난(曲欄)의 풍죵(風鐘)을 다라시니 은 

바을 마오고 쥬렴(珠簾) 알 가야은 졔비 춤추니 유한(幽閒) 경치(景致) 새롭

더라. 편문(偏門)을 열고  녀관(女冠)이 나의(羅衣) 부치고 나와 문왈,

“난낭이 이제 최 나으냐. 조 녀 뉘뇨.” 

난이 읍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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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 뭇지 말나 쳡이 하마 죽을 번 엿이다. 우리 소져의 하렴(下念)신 덕

(德)과 졔반(諸般) 동뉴(同類)의 고문(顧問) 힘을 닙어 점점 도(差度) 일의 니러나

니이다. 이 소랑(小娘)은 쳡이 갓 어드니 본셩(本性)이 총혜(聰慧)니 소져 의 마

면 드리고져 이다.”

그 녀 문을 여러 드리니 층층(層層) 누(樓臺)와 듕듕(重重) 젼각(殿閣)이며 서

역(西域) 단쳥(丹靑)과 오초(吳楚) 무늬 굴곡(屈曲) 난간의 영 슈호(繡戶)의 광휘(光

輝) 됴영(照映)고 문마다 맛튼 녀 이셔 가시 잡고 무러 근착(根着)을 즌 후 니

, ‘만일 댱낭이 아니면 엇지  사을 드려보리오. 봉내산(蓬萊山) 션네(仙女) 우

리 낭원(閬苑)의 렷다.’ 더라.52)

  정위주의 처소로 들어간 장난과 가씨 두 사람은 다섯 문과 다섯 전각을 지

나며 전각 앞을 지키는 문지기들을 만난다. 제시한 인용문 역시 가씨의 시선

에서 독자들에게 전달되며 초점을 이동하여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장난과 가씨가 지나는 다섯 번째 전각은 선계와 같이 일백 가지 꽃이 피어

있고 이 꽃들은 서로 좋은 향기를 다투어 내뿜는다. 좌우 계단에 핀 모란화는 

진홍과 분홍색이 겨루어 마치 냇가를 연상시키고 난초와 사향의 향기가 만연

하다. 전각은 찬란한 광채가 영롱히 빛나며 난간에 풍종을 달아 맑은 바람이 

불 때마다 종이 울린다. 풍종 앞에는 주렴이 걸려있고 그 앞에서 제비가 춤추

듯 날아다닌다. 이때 문을 열고 가벼운 나의를 입은 한 여관이 나와 장난의 

근황을 묻는다.

  장난과 간단한 대화를 끝낸 여관이 문을 열어주자 장난과 가씨 앞에는 또 

한 번 신비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층층이 쌓인 누대와 전각이 즐비하였고 색

이 칠해진 단청과 난간은 빛을 받아 밝게 빛난다. 또한 문마다 맡은 여자가 

있어 가씨의 신분을 장난에게 물어 확인한 후 통과할 수 있게 해주고 정위주

는 봉래산 선녀이며 지금 장난과 가씨가 지나고 있는 곳은 선녀가 내려온 신

성한 땅이라는 말을 덧붙인다.

  인용문 � 역시 �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관문을 지날 때마다 펼쳐지는 광

경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묘사한 후 각각의 대상을 세밀하게 서술하고 있다.  

‘봉래산’, ‘선녀’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탈속적 분위기를 형성하며 감각적 수

식어를 활용하는 것이 포착된다. ‘모란화’, ‘진홍과 분홍’, ‘주렴 앞의 제비’ 등

52) 권1, 73a-7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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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어를 통해 시각, ‘이향(異香’), ‘욱욱(郁郁)’ 등을 통해 후각, 마지막으로 

‘풍종(風鐘)’을 통해 청각을 자극하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 바 『도앵행』에 나타나는 탐색 장면전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① 탐색자의 시선에서 그려지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한 뒤 초점을 

달리하여 대상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다시 전체 분위기를 요약적으로 서술한

다. ② 탈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정위주가 거처하는 공간이 감각적인 수식

어를 통해 묘사된다. 요컨대 탐색 장면전개는 감각적이며 상세하고 정치하게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도앵행』에서 포착되는 탐색 장면전개의 특징은 고전장편소설에서 

공간을 묘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장편소설에서 서술되는 가문의 

근거지는 주변을 묘사한 후 가문 안을 묘사하는 원근적 묘사방법을 사용하여 

광활하고 탈속적인 곳으로 그려진다. 또한 번화(繁華)와 탈속의 이미지를 동

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가문의 도덕성과 정신적 기품을 드러내며 소설 

향유층이 가지고 있는 공간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

다.53)

  이는 다음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변경(汴京) 남문(南門) 밧 십 니의  뫼히 이시니 호왈 운산이오, 쥬회(周回) 삼

니라. 산형(山形)이 댱(八帳) 고 엿 폭푀(瀑布) 젼후(前後)로 솟 곳이 칠

십여 쳬라. 잔완이 흘너 산 젼면(前面)의 모다 딩현이 되니 믓 듀회 십여 리오, 깁희 일

쳔쳑이라. 온 와뇽담이라 못과 산을 남북(南北)으로 두르고 그 가온대  골이 이시니 

온 장현동이라. 쥬회 니오, 평탄(平坦)기 뉴리로 밀틴 더라. 면의 창〃녹듁

(蒼蒼綠竹)과 낙〃댱숑(落落長松)이 둘럿고 그윽 경티(景致)와 비샹(非常) 풍(風色)

이 무릉(武陵) 별셰계(別世界)오, 봉(蓬萊) 방댱(方丈)이라. 운산 높희 쳔여댱이오 봉

만이 열둘히라, 텬디 초판 적 근 졍긔와 녕이 긔운이 엉긔여 와뇽담과 운산의 

겨 긔이미 다른 산쳔과 크게 디 아니더라.54)

  인용문은 『소현성록』의 서두 부분으로 소부(蘇府)를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다. 소부가 위치한 장현동은 북쪽으로는 자운산을 남쪽으로는 와룡담을 두고 

53) 김문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공간 묘사와 공간 인식: <소현성록>, <조씨삼대록>, 

<임씨삼대록>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62, 동악어문학회, 2014, p.215.

54) 조혜란·정선희 역주, 『소현성록』, 권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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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넓은 평야에 위치하며 ‘창창녹죽’과 ‘낙락장송’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는 마치 ‘무릉 별세계’, ‘봉래산’, ‘방장산’과 같다고 서술된다.

  소부(蘇府)의 근거지인 장현동이 서술되는 방식은 『도앵행』에서 정부가 위

치한 도원동을 묘사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앞서 확인한 것과 같이 정부는 일

천 첩의 산과 일만 구비의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깊고 그윽한 광야에 존재하

며 ‘별유건곤’, ‘동천복지’에 비유된다. 이때 장현동과 도원동은 시선의 이동에 

따라 서술되며 특정한 단어를 활용하여 탈속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정부를 묘사하는 방식이 장편소설의 일반적인 공간 

묘사 방식임을 상기하면 『도앵행』의 탐색 장면전개는 장편소설의 묘사 방식

을 따르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날 뎐젼(殿前)의셔 장원낭(壯元郎)이 저의 은인(恩人)인줄 보고 자가고져  역

시 분주(奔走)기로 뉵칠일(六七日) 후 운산의 니니 산쳔(山川)이 졀승(絶勝)고 

경개(景槪) 슈려(秀麗)야 그윽한 풍(風水) 녜 히 아니라. 깁히 드러가  큰 소

흘 건너 곡듕(谷中)으로 드러 오리(五里) 가니 솔 이예 거록한 누각(樓閣)이 일과(日

光)의 니 이 곳 소쳐(蘇處士)의 집이러라. 동구(洞口) 셕비(石碑)의 사겨시 운

산 와뇽담 장현동이라 엿고 밋 그 문의 다라니 프른 문의 (額字) 시되 소쳐

 은셩문이라 엿거 졔인(諸人)이 탄(嗟歎) 왈 ‘진짓 거록 셰계로다.’ 고 명함 

드리니 쳥의동(靑衣童子) 나와 드러오기 니거 졔인이 동 와 열두 문을 디

나니 가지록 훤츨고 긔이(奇異)여 몸이 학우등션(鶴羽登仙) 더라.55)

  위 인용문은 한생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한 다섯 사람[유한, 경수, 경환, 

성우경, 임수보]이 소부를 찾아가는 과정을 묘사한 부분의 일부이다. 이들은 

소부가 있는 장현동으로 향하는데 장현동을 둘러싸고 있는 자운산과 와룡담

은 ‘예사 땅이 아니라’는 서술처럼 신비로운 모습으로 그려진다. 자운산 깊이 

들어가 큰 못을 건너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니 소나무 사이에 누각이 보이고 

마을 입구에 ‘자운산 와룡담 장현동’이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다. 비석을 지나 

걸어가면 문이 나오고 ‘소처사 은성문’이라고 써진 액자가 걸려있다. 문을 지

나면 청의동자가 나와 유한 일행을 이끌어 ‘열두 문’을 지나게 한다. 이때 유

한 일행이 관문을 통과할 때마다 ‘훤칠하고 기이’한 광경이 펼쳐진다.

  주목할 점은 유한 일행이 소부를 찾아가는 과정 또한 『도앵행』의 탐색 장

55) 『소현성록』, 권1, 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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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전개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앞서 장난과 가씨가 정위주를 찾아 도원동 앵도

원 행화촌으로 향하는 장면전개를 살핀 바 있다. 가씨 일행이 지나는 도원동 

입구에는 ‘봉래산 도원동’이라고 새겨진 비석이 있고 ‘도원동 행화촌’이라고 

쓰여 있다. 꽃으로 덮인 길을 지나면 큰 저택이 나오고 ‘태원백 봉래부’라는 

현판 아래 노창두(老蒼頭) 한 사람이 지키고 있다. 가씨와 장난은 다섯 문과 

다섯 전각을 지나 정위주와 만나게 되고 이때 이들이 지나는 길은 아름답게 

묘사된다.

  앞서 살핀 두 인용문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는다. 동구에 마을 이름이 

새겨진 비석이 세워진 것부터 이후 현판에 이르기까지 마을 입구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비복의 인도 아래 여러 관문

을 통과해야만 처소에 이를 수 있으며 처소까지 이르는 길이 매우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요컨대 『소현성록』과 『도앵행』에서 확인되는 공간 묘사는 ① 

처소까지 가는 길을 중점적으로 묘사하며 ② 묘사의 방식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도앵행』은 장편소설에서 확인되는 공간 묘사의 서

술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도앵행』은 단순히 

장편소설의 서술방식을 모방하고 있는 것인가.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도앵행』이 상당히 많은 분량을 공간 묘사에 할

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소현성록』의 경우 자운산에 대한 묘사는 

한 면에 불과하다. 유한 일행이 소처사의 처소까지 가는 과정도 2면 정도 서

술될 뿐이다. 반면 『도앵행』은 정위주 처소에 대한 묘사와 처소까지 가는 길

을 약 28면에 걸쳐 장면전개를 통해 드러낸다. 

가시  눈을 드러 보니 일(一百) 가지 신션(神仙)의 치 닷토아 픠여 이향(異香)

을 토고 좌우(左右) 옥계(玉溪)의 모란홰(牡丹花) 처음으로 봉우리 벙으니 운누와 

황(赭黃)과 요고와 심(深紫)와 진홍과 분홍이 결워 픠고져 니  고 이을 

먹음어 고은 빗치 휘황(輝煌)고 난(蘭麝) 욱욱(郁郁)더라. 표묘(縹緲) 젼각(殿閣)

이 서로 녕농(玲瓏)엿데 아로새긴 곡난(曲欄)의 풍죵(風鐘)을 다라시니 은 바을 

마오고 쥬렴(珠簾) 알 가야은 졔비 춤추니 유한(幽閒) 경치(景致) 새롭더라. (중

략) 그 녀 문을 여러 드리니 층층(層層) 누(樓臺)와 듕듕(重重) 젼각(殿閣)이며 

서역(西域) 단쳥(丹靑)과 오초(吳楚) 무늬 굴곡(屈曲) 난간의 영 슈호(繡戶)의 광휘

(光輝) 됴영(照映)고 문마다 맛튼 녀 이셔 가시 잡고 무러 근착(根着)을 즌 후 



44

니, ‘만일 댱낭이 아니면 엇지  사을 드려보리오. 봉내산(蓬萊山) 션네(仙女) 

우리 낭원(閬苑)의 렷다.’ 더라.56)

  위 인용문은 가씨와 장난이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 후 가씨의 시선에 비친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소현성록』과는 달리 ‘가시 또 눈을 들어 보니’, ‘그 여

자 문을 열어 드리니’ 등의 서술을 통해 관문을 통과한 이후의 풍경이 연속적

으로 서술된다. 즉 『소현성록』이 하나의 공간을 일회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그

쳤다면 『도앵행』에서는 여러 개의 공간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등장인물의 이

동에 따라 지속적인 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도앵행』은 가씨 일행이 도원

동, 앵도원, 행화촌을 차례로 지나고 정위주의 집에 들어가며 다섯 개의 관문

을 통과하는 장면전개에서 이 같은 특징이 두드러진다.57)

  이처럼 공간 묘사가 중첩되며 장면전개가 확대되는 양상은 서사 속도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면전개는 서사 속도와 긴밀히 관계되며, 장면전개

의 확대는 완만한 서사전개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58) 그렇다면 

『도앵행』에 나타난 탐색 장면전개의 서사 속도는 어떠한가.

  탐색 장면전개의 서사 속도는 앞서 2장에서 제시한 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탐색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장면전개는 장난과 가씨가 수절을 위

해 숨어버린 정위주를 찾으러 떠나는 부분인 �번이다. 『도앵행』 권 1은 총 

160면이며 이 가운데 �번 장면전개는 67a면부터 80b면까지 약 28면 정도를 

차지한다. 반면 작중시간은 아침에 해가 떠서 질 때까지 한나절 정도가 나타

날 뿐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권 1의 1/6에 해당하는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장면전개가 확대된 것이다.

  이렇게 확장된 장면전개는 고전장편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

이다. 고전장편소설은 작품에 따라 서사전개에 중점을 두기도 하고 장면전개

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전자의 경우에도 장면전개는 나타난다. 이는 작품 

내부에서 발생하는 서사 속도와 관련된 것으로 서사전개가 중심이 된 작품에

56) 권1, 73a-74b.

57) 이는 『도앵행』에 묘사된 공간을 ‘장면전개’로 보아야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여타

의 장편소설들과 달리 이동하면서 보이는 대상이 연속해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면’ 

혹은 ‘정지’의 개념으로 『도앵행』의 공간 묘사를 설명하기 위해선 ‘작중 시간의 지속 문제’

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장면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58) 정병설, 앞의 책,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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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얼마든지 서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장면전개는 서사 속도의 

완급을 조절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도로도 많이 활용된다.

  고전장편소설 중 특별히 장면전개가 확장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완월회맹

연(玩月會盟宴)』을 이야기할 수 있다. 『완월회맹연』은 총 18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지만 서사 시간은 근 20년에 불과하다. 중심 가문인 정부(程

府)에서 벌어진 1대부터 4대까지의 시간[약 20년]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59)

『도앵행』 또한 한나절 동안 발생한 일을 28면에 걸쳐 묘사하고 있으며 전체 

작품의 2/3가 장면전개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유달리 장면전개가 확장된 작

품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도앵행』의 탐색 장면전개는 장편소설과 비슷한 

서술방식을 활용하여 완만한 서사전개를 구현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도앵행』의 탐색 장면전개는 장편소설의 공간 묘사와 

유사한 모습이 나타나며 서사 속도를 늦춰 완만한 서사전개가 진행되었다. 그

러나 장편소설의 공간 묘사가 일회적인 반면 『도앵행』은 이를 거듭 반복하여 

여러 공간이 순차적으로 그려지며 등장인물이 이동하며 보는 광경을 장면전

개로 나타내고 있었다. 이를 통해 작품은 장편소설의 서술방식을 유사하게 구

현하고 나아가 완만한 서사전개를  심화하여 나타낸다.

  

2. 논쟁 과정의 제시

  『도앵행』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은 ‘영평공주와 정위주의 주씨 가문 

입성’이다. 작품은 영평공주와 정위주를 주씨 가문의 며느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데 이는 곧 ‘주처사 설득하기’로 나타난다. 두 인물이 주씨 

가문의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는 시아버지인 주처사의 마음을 돌리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도앵행』에서는 주처사를 설득하기 위한 

논쟁이 두 차례에 걸쳐 표현된다.

  다음은 영평공주의 주씨 가문 입성을 두고 주처사와 영평부 신하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 장면전개 중 일부이다. 

59) 정병설, 위의 책, pp.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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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녜필(禮畢) 좌졍(坐定) 후 쳐 왈,

“대왕은 이 텬승(千乘)의 귀인(貴人)이라 엇지므로 초야(草野)의 니시뇨.”

왕이 왈,

“소딜은 션의 딜(子姪)  (類)라 엇지 이러 과겸(過謙)시뇨. 영평고뫼 

처음으로 현구지녜(見舅之禮) 야 수쳔(數千) 니(里)의 (行)시 도위(都尉) 주

뷔(主父) 고쳬(固滯)샤 귀쥬(貴主)의 (陪行)을 혐피(嫌避)시니 옥(玉主) 친쳑업

시 치 못 배라 만셰 황얘 (陪行)믈 명(命)시고 태원지지(太原之地) 소

의 봉읍(封邑)인고로 겸야  번 보라시니 드여 션장(仙莊)의 니르러 존안(尊顔)

을 우러러 고풍(高風)을 쳠앙(瞻仰)오니 엇지 한갓 일시요(一時僥倖)이라 니리잇

고 진실노 만셰의 빗치 될가 이다.”

쳐 소왈,

“왕은 과 말 말나. 존션공이 간셰(間世) 질(資質)과 탁월(卓越) 지되(至道)이

셔 지개(志槪)와 쳬 이 사의 흠앙(欽仰) 배라. 남둔모졔 진짓 종시(終始)가 

갈야 결승(結繩)의 친을 더니 블(不幸)여 녕션공이 참화(慘禍) 밧고 이윽

이 셩명의 큰 거조(擧措)와 셰샹 뒤치 훈업(勳業)이 사(四海)로 집을 삼고 억됴(億

兆)로 신첩(臣妾)을 며 업더진 종샤(宗社) 다시 밧들고 기우러진 텬하(天下) 뎡

(定)며 군이신(君以臣)고 신이군(臣以君) 시졀(時節)의 니니 산야(山野) 사

이 그 위엄과 덕을 뇌뎡(雷霆)치 드르며 그 위와 명졀(名節)을 의심야 젼일(前日) 

진진(秦晉)의 외람(猥濫)과 귀천(貴賤)의 현소(懸殊)믈 크게 다라 식부(息婦)의 현

미(玄微) 덕(德)과 뇨도(夭桃) 셩(性行)을 니미 아니오 슬하(膝下)의 졍(情)을 니

미 아니로 산게(山鷄) 봉황(鳳凰)의 이 아니오 쳥운(靑雲)과 탁(濁水) 본 되 

아니라. 각각 분(分)을 평안(平安)이 고 소집을 직희여 싀문(柴門)을 드레미 업과져

미러니 귀 부덕(婦德)을 삼가고 만셰의 도 히고져 야 이예 니시니 노뷔 

양치 못야 맛거니와 황가(皇家) 쳔금귀(千金貴主) 엇지 오 집과 소날을 감심

(感心)리오. 왕은 수이 려가 노부(老夫)의 텬누(賤陋) 마음을 편케라.”

왕은 참슈무언(慙羞無言)이오60)

  황질진왕, 예부상서, 정자사, 유태수는 영평공주의 현구고지례를 배행(輩行)

하라는 광무제의 명을 받아 영평공주와 함께 태원으로 행차한다. 주처사는 영

평공주의 행차가 번화하다는 핑계로 자신의 처소에 들어가 나오지 않는다. 이

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평부 신하들은 주처사와 논쟁을 벌인다.

  황질진왕과 주처사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정당성을 설파한다. 먼저 주처사가 

60) 권1, 34a-3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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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질진왕이 태원에 행차한 이유를 질문하며 대화의 물꼬를 튼다.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린 후 태원까지 오게 된 경위를 묻는 것이다. 왕은 처사의 물음에 

답하며 황제의 명으로 친척이 없는 영평공주의 행차를 배행하기 위해 태원에 

이르렀다고 밝힌다. 영평이 홀로 수 천리를 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온 것이

며 동시에 태원이 자신의 봉읍지이므로 배행과 겸하여 봉읍지를 순찰하기 위

해 이르렀다고 답한다.

  왕은 당황하지 않고 ‘광무제의 명령’을 근거로 삼아 주처사의 질문에 답하

고 있다. 주처사는 황질진왕의 답을 듣고 정중하게 예의를 표한다. ‘대왕은 

이 천승의 지인이라 엇지므로 초야의 이르시뇨?’라고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높이는 전형적인 대화 예절을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요컨대 

두 사람의 대화는 조심스럽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안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논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왕이 자신의 주장을 개진한 후 주처사 또한 자신의 논리를 펼쳐나간다. 주

처사는 본디 광무 집안의 소박함을 높이 여겨 원성과 영평공주의 혼인을 허

락했으나 후에 광무제가 기병하여 신하를 임금으로 만들고 임금을 신하로 만

든 것[君以臣, 臣以君]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영평공주의 부덕이 만

세(萬世)를 밝힐 만큼 뛰어나다는 것은 알지만 태원을 비롯한 자신의 거처가 

황가의 천금귀주(千金貴主)가 거처하기에는 누추하다는 점을 들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다. 더불어 자신을 산계와 탁수에 비유하고 영평공주를 봉황과 청

운에 비하며 함께 할 수 없음을 역설한다.

  한편 주처사의 발화는 표면적으로는 황가의 공주가 궁핍한 자신의 집에 머

무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기저에는 기병에 대

한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다.61) 요컨대 주처사는 영평공주가 뛰어난 부덕과 

자품(資品)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광무제가 신하로서 책임을 

61) 주처사는 지방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광무제가 기병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아차린다. 

본래 주처사는 영평공주 집안의 청렴한 모습이 마음에 들어 구혼했기 때문에 이를 알고 매

우 ‘대경실색’하며 매우 불쾌한 기색을 드러낸다. (태원 지방이 머러 산쳔(山川)이 기리 격

(隔)엿고 쳐의 종젹이 고운(孤雲)과 야학(野鶴) 트야 심산궁곡(深山窮谷)의 종유(從遊)

야 셰상(世上)으로 더브러 격졀(隔絶) 사인고로 남둔의 왕긔 이시 큰  품은 줄

을 아지 못고 한실(漢室) 여(餘脈)으로 가家勢 영낙(零落)고 빈한(貧寒)야 승은 

갓 호협(豪俠) 뉴(類)로 아라 스로 구혼(求婚)야 결친(結親)엿더니 미구(未久)의 긔

병(起兵)믈 듯고 경실(大驚失色)나 (권1, 24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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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지 않고 임금을 저버렸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이처럼 황질진왕과 주처사는 모두 자신들의 주장과 근거를 나름의 논리에 

맞게 개진한다. 진왕은 황제의 명령이라는 적합한 구실을 가지고 태원에 이르

렀고 주처사 또한 자신의 명분을 내세워 영평부 신하들과 공주가 돌아갈 것

을 은근히, 그러나 오히려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논쟁은 왕이 

부끄러워하며 말을 마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그런데 이는 문제 상황의 완전

한 해결이 아니며 단순히 해결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논쟁 장면전개가 지속

될 것임을 암시한다.

  다음의 예시문은 황질진왕과 주처사의 논쟁 이후에 등장하는 예부상서와 

주처사의 대화이다.

� 녜뷔(禮部) 다토와 오,  

“소(小生)니 일 드르니 션이 경뉸(經綸)의 을 지고 은일(隱逸)의 도를 가져 

쳥풍고졀(淸風高節)과 만 권 학식(學識)이 당셰(當世)예 현(大賢)이니 앙망(四海仰

望)고 셩 공경(恭敬)야 조만의 안거마(安車駟馬)로 일위여 졔왕의 (師) 삼고

져 시니 션이 왕 필샤 셰샹(世上)을 당우(唐虞)의 니고 님군을 요순(堯

舜)의 니혀 고요(皐陶), 직설(稷契)의 도 다시면 창(蒼生)이 그 덕(德)을 닙고 우

리 무리 그 교화(敎化) 힘닙을가 라더니 이졔 션이 사립을 나미 업시 셩됴(聖朝)

 긔롱(欺弄)고 황샹(皇上)을 반난(叛亂)야 거오(倨傲) 말이 신강(臣綱)이 이

고 예되(禮度) 불명(不明)신뇨.”

쳐 샹의 낫 우러러 앙연(怏然) 소(笑)왈,

“명공은 드르라 텬해(天下) 로 졍고 국개(國家) 녯 긔업(基業)을 회복(回復)야 

삼공(三公)과 뉵경(六卿)을 두문 각각 소임(所任)을 딕희여 임(責任)을 다고져 시

미오 됴졍(朝廷)이 법도(法度) 직희여 풍졀(風節)이 새로워 언논(言論) 긔이 당당고 

톄법(體法) 명분(名分)이 지엄(至嚴)미 올커 이제 당당 녜부텬관(禮部天官)이 금

(今者) 즁신(重臣)이 되어 공쥬의 후거(後車) 호송(護送)야 글을 므릅고 풍진(風

塵)의 분주리오 그윽이 공의 지(志趣) 웃더니  엇지 말이 되 업뇨. 문왕(文

王)이 그 텬하의 둘을 두샤 오히려 은쥬(殷周) 북(服事)시니 이 고금(古今)의 고

치지 못지라. 문왕이 덕이 부족시미 아니오 쥬왕(周王)의 사오납지 아니미 아니라. 

무왕(武王)이 됴민벌죄(弔民伐罪)시니 그 공업(功業)이 젹으시미 아니오 그 덕이 셩인

(聖人)이 아니시미 아니로 이(伯夷) 슉졔(叔齊) 그 을 잡고 간고 슈양산(首陽山)

의 드러 신(臣事)치 아니믄 신로 님군을 치미 그 너기미라. 내 이제 황샹(皇上)

의 발난반졍(撥亂反正)샤 즁흥(中興) 태평(太平)신 공덕(功德)을 모미 아니오, 경

시(更始)의 혼암(昏闇) 무도(無道)믈 올타미 아니로 군신(君臣)의 의(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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밧고이니 승의 만 지 못신지라 고듁군(孤竹君)의 이(二子) 이제 잇게되면 나

모라지 아니랴.”62)

  황질진왕이 주처사와의 설전이 끝난 후 부끄러워하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자 예부상서가 나서 주처사를 설득하려 한다. 주처사가 ‘임금을 신하[臣

以君]’라는 말로 왕을 비판하는 것을 참지 못한 예부상서가 주처사와의 논쟁

에 뛰어드는 것이다.

  먼저, 예부상서는 당대의 제현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주처사가 자신의 역할

을 해야 하는데 현재 은거하여 황상을 돕지 않는 것은 신하로서 해야 할 일

을 하지 않는다며  날카롭게 비판한다. 순임금 때 법관을 하며 나라의 기틀을 

세웠던 ‘고요(皐陶)’와 같이 새로이 세워진 나라를 위해 광무제를 돕는데 힘쓰

는 것이 신하된 자의 바른 도리인데 주처사는 그 도리를 따르지 않고 사립 

안에서 비방만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예부상서는 주처사가 

‘신강이 해이하고 예도가 불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지적한다.

  앞서 주처사가 광무제를 반역자라고 몰아세우자 반대로 예부상서는 주처사

의 행동을 문제 삼아 이를 지적하고 논쟁을 이어가는 것이다. 예부상서는 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하지 않은 채 산 속에 숨어 비판만 하는 사람

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주처사를 다그친다.

  주처사는 예부상서의 말을 듣고 여유롭게 웃으며 자신의 주장을 펼친다. 국

가가 회복하여 ‘삼공과 육경’을 둔 것은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하려는 것이고 

조정이 법도를 지키는 것은 명분이 지엄해야 하는 일이다. 그런데 예부상서가 

한 나라의 중신으로서 맡은 책임이 영평공주를 배행하는 것은 처사에게는 납

득하기 힘든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예부상서’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더 중요한 일들은 제쳐두고 한낱 공주를 배행하는 임무를 가진다는 점을 가

소롭게 여기는 것이다.

  나아가 주처사는 주나라 문왕과 백이·숙제를 이야기하며 광무제의 기병이 

옳지 않다고 거듭 이야기한다. 문왕이 상은의 주왕이 횡포를 부려도 그를 정

벌하지 않고 백성들을 돌보고 백이와 숙제는 무왕이 주왕을 정벌하는 것을 

반대하였으니 광무제가 신하로서 경시를 친 일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

는 것이다. 즉, 주처사는 문왕과 백이숙제의 예를 근거로 하여 광무제를 비판

62) 권1, 37b-3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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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이는 동시에 그들처럼 은거하고 있는 자신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효과

를 갖는다.

  예부상서와 주처사의 설전은 앞서 이루어진 황질진왕과의 설전에서와 마찬

가지로 예부상서가 침묵하며 끝을 맺는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예부상서는 주

처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가정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격을 시도한다. 그러나 이는 주처사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주처사는 

전고를 들어 예부상서의 행동을 비판한다.

  이어지는 정자사와 유태수와의 설전에서도 주처사는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다. 영평부 신하들은 주처사의 행동을 문제로 삼아 자신들의 논지를 펼치고 

반대로 주처사는 계속해서 광무제의 기병 자체를 문제 삼는다. 나아가 선비의 

출처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도’가 없

는 세상에서는 은거하여 사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주장한다.63) 영평부 신하

들과 주처사는 서로의 논리가 부딪히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

리게 된다.

  위와 같이 주처사와 영평부 신하들 간의 논쟁은 그 결과가 명확하게 제시

되지 않는다. 즉 논쟁의 승패를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다. 양 측은 각자의 논

리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 하지만 ‘광무제의 기병’에 대한 서로의 시각

이 다르기 때문에 설득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처사는 광무제의 기병을 

문제로 인식하지만 반대로 영평부 신하들은 주처사의 이러한 인식 자체가 잘

못된 것이라 지적하며 논쟁을 끝맺는다.

  광무제에 관한 주처사의 부정적인 생각은 작품 전반에서 지속되다 장생의 

제자인 녹기와의 논쟁을 통해 조금씩 변화해간다.

� 낭[녹기-인용자]왈,

“이 실졀(失節) 사이어 어이 부(夫子) 허(許)시고 션이 대현(大賢)이라 

시니잇고?”

션왈,

“텬하 건지며 민(生民)을 구며 존쥬(尊周) 의 히미라.”

낭왈,

63) “분 들 가온셔와 스풀 아셔 텬하(天下) (事) 의논(議論)고 졔왕(帝王)을 평논

(評論)미 우리 일이라. 그런고로 되(道) 이시면 나고 되 업면 슘니 구구이 아당(阿黨)

고 쳑쳑(戚戚)이 권연(眷然) 뉴(類)와 지 아니니라.” (권1, 4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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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일으며 못여 일우믄 하 명(命)이오  미며 못 미믄 시운(時運) 소관(所

關)이니 만일 이윤(伊尹)으로 야곰 셩탕(成湯)을 만나 미쳐 쓰이디 못면 관듕(管仲)

을 야곰 규구(葵丘)의 회(會盟)믈 일우지 못고 듕도의 죽던들 엇지 후셰인(後世

人)의 타비질소(唾鄙叱笑)야 군실졀(背君失節) 지람을 면(免)리잇고. 셰지후

(百世之後)의 대셩인(大聖人)을 만나면 곳 됴모지인(朝暮之人)이라믄 이런 일을 알믈 

니미니 당셰(當世)예 이런 일이 이시면 션이 능(能)히 아시리잇가.”

션 왈,

“소 눌을 비우야 이 말을 뇨.”

낭왈,

“(此) 다 사이 아니라 태원 뎡공이니 소 졀노 더부러 반면(半面)의 분

(分)이 업고 지친(至親)의 의 업니 무일 황구소(黃口小兒) 뎡공의 무덤 속의 이운 

 위야 신변(伸辨)리잇고.”64)

  인용문 �은 장생의 제자 녹기와 주처사의 설전이 일어나는 장면전개의 일

부분이다. 장난은 주처사의 마음을 돌려 정위주를 주씨 가문의 며느리로 만들

기 위해 계략을 모의한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가씨와 부부로 분장하여 주처

사의 제자가 된다. 주처사와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그를 설득하려 하는 것이

다. 그 과정에서 정위주의 노복인 녹기 또한 주처사의 제자가 되어 그를 설득

하기 위한 논쟁을 벌인다. 

  녹기는 이윤과 관중이 실절(失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왜 대현이라고 칭

송받는지 주처사에게 묻는다. 주처사는 이들이 천하를 건지고 생민을 구하고 

의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그러자 녹기는 이윤과 관중은 실절한 사람들

이지만 때를 잘 만나고 그들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비난 받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이윤은 성탕을, 관중은 제나라 환공을 만나 자

신들의 뜻을 펼쳤기 때문에 두 임금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실절’했다는 비

판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녹기의 발언은 주처사의 논리를 정면에서 반박하는 것이다. 주처

사의 논리에 따르면 두 임금을 섬기는 것은 실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선비로서 행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광무를 새로 섬겨 부귀영화를 누린 정

공을 꺼리고 그의 딸 정위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녹

기의 주장에 따르면 정공이 반드시 ‘실절’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윤과 관중

64) 권2, 43a-4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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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처사가 ‘성현’, ‘대현’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

에도 두 임금을 섬긴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녹기는 주처사와의 논쟁에서 그의 행동이 아닌 인식 자체를 비판한

다. 영평부 신하들이 단순히 주처사의 행동을 꼬집은 것과는 달리 주처사의 

생각을 문제 삼는 것이다. 녹기는 이윤과 관중에 대해 주처사와 다르게 해석

하고 이를 설득의 근거로 활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주처사의 생각을 바꾸는 

데 많은 영향을 끼친다. 영평부 신하들과의 논쟁에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주처사는 결국 녹기와의 설전을 통해 정공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정

위주를 며느리로 들이게 된다.65) 주처사의 인식을 문제 삼았던 녹기의 설득 

방식이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인용문을 통해 『도앵행』에서 펼쳐진 논쟁 장면전개의 특

징을 확인해보자. 첫째, 논쟁 장면전개는 모두 주처사를 상대로 벌어졌다. 작

품의 가장 큰 목적인 여성 인물들의 주씨 가문 입성을 위해 주처사를 주된 

논쟁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또한 영평부 신하나 녹기와 같이 주처사를 

설득하는 인물들은 모두 주처사가 납득할만한 주장과 근거를 통해 그의 생각

을 바꾸려 했다.

  둘째, 논쟁 장면전개는 서사의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등장한다. 전반부

는 영평부 신하와 주처사 간의 논쟁이고 후반부는 녹기와 주처사의 논쟁이었

다. 전자는 영평공주의 주씨 가문 입성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며 후자는 정

65) 그런데 앞서 전개된 논쟁 장면전개와 같이 녹기와 주처사의 논쟁도 바로 그 결과가 제시되

지 않는다. 주처사와 녹기의 논쟁은 장생의 중재로 끝이 나고 이후 주처사와 장생의 대화를 

통해 주처사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정위주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모습이 나타난다. 주처

사와 녹기의 논쟁 결과가 장생과의 대화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쳐 [장생]의 우인이 

단결(端潔)고 효졔츙신(孝悌忠信)과 쥬션녜악(周旋禮樂)이 며  명민(明敏) 과단(果

斷)야 시비(是非) 잘 분변(分辨)믈 보고 이날 의심(疑心)된 대(大事)로 의논(議論)

니 져의 언담(言談) 긔지(奇智) 슌슌아칙(恂恂雅飭)야 녹낭[녹기]의 풍운집(風生雲集)

히 져 과히 츄존(推尊)고 션이 공치야 졍이 이셔 격동(激動) 말과 달나 언언

(言言)이 니합온당(理合穩當)미 금옥(金玉)튼지라 쳐 크게 라 격졀칭샹(擊節稱賞)

왈, “노뷔 무 복(福)으로 군을 어더 뎨(師弟)의 분을 두고 문(門生)의 빗 도치뇨 

그러나 내 임의 고 져 고(孤兒)의 우인을 듕(就中)고 그 아븨 젼과(前過) 셕

 날은 로도 리디 못거시오 녀의 슈졀(守節)을 분쥬미 심(甚)히 측은(惻隱)

니 내 니 고시브  집의 동복(童僕)이 업고 졔 임의 깁히 숨어시니 갓 셰월(歲月)

을 허과 이라 이 일은 당초 공쥬 며리 극히 권 졔 부도(婦道) 잡아 내게 말

을 온약(溫藥)히 야 유은무범(有隱無犯)매 내 무지(無知)야 능히 디 못더니 (중

략)  은혜(恩惠) 갑흐며 노부(老夫)로 야곰 만내의 풍요롭고 아다온 식부(息婦)

엇게라.”(권2, 52b-5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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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주의 주씨 가문 입성에 관한 논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논

쟁의 결과가 바로 제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도앵행』의 논쟁 장면전개는 주처사를 대상으로 작품 전체에 걸쳐 

분포하며 뒤로 갈수록 격렬해진다. 논쟁을 진행하면서도 참여자 간의 서로 다

른 인식의 격차가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따라서 상대를 설득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 과정은 작품에서 확인되는 다른 장면전개들의 예시와 같

이 정치하게 서술되며 주장과 근거가 합리적으로 서술된다. 

  그런데 고전장편소설에서 등장인물들 간의 논쟁은 흔히 등장하는 소재 중 

하나이다. 소설은 작중 인물들 사이의 팽팽한 긴장과 갈등을 드러내는 장르이

며 이 긴장과 갈등은 언어, 즉 논쟁으로 표출되는 것이다.66) 그렇다면 『도앵

행』에서 나타나는 논쟁 장면전개는 여타의 소설과 어떠한 점에서 차이를 지

니는가.

  『도앵행』에서 포착되는 논쟁 장면전개의 진행 과정은 사뭇 흥미롭다. 상술

하였듯이 작품은 등장인물들간의 논쟁이 격렬하고도 첨예하게 전개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처사와의 논쟁’이 작품 전반에 걸쳐 서술되며 쉽게 해결되

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논쟁의 결과가 미리 예정되어 있으며 논

쟁이 길게 지속되지 않는다.67) 논쟁 과정에서 결국 한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상대를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작품에서 확인되는 논쟁 장면전개를 『도앵행』의 경우와 비

교하여 실상을 확인해보기로 하자. 다음은 �유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진양공주

의 궁관인 엄태감과 부마 유세형 사이에서 포착되는 논쟁 장면전개의 일부이

다.

엄태감이 대로(大怒)여 분연이 돌입(突入)여 부마(駙馬) 여 크게 짓여 

오

“쥬공이 슈존(雖尊)시나 우리 진양옥쥬 범〃(凡凡) 금지옥엽(金枝玉葉)이 아니라 

태낭낭낭의 귀듕(貴重)시미 뇽톄 우 두시거 쥬공(主公)이 엇디 녀염(閭閻) 필부(匹

66) 정병설, 「정도와 권도, 고전소설의 윤리 논쟁적 성격과 서사적 의미」, 『관악어문연구』 20, 

1995.

67) 정병설은 고전소설이 강한 윤리적 지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논쟁이 발생한다고 

서술했다. 그러나 윤리적 동질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논쟁이 지속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한다.(정병설,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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婦)의 쇼〃 쳐(妻子) 졉(待接) 도리로 궁아(宮娥) 공쥬 죄로 신(代身)

여 엄형(嚴刑)코져 시니 (중략) 만번 죽어도 이런 명(命)은 슌(順)치 못소이다.” 

부매 대로여 왈,

“나롯 업 죵놈이 엇디 감히 샹하 톄면(體面)을 아디 못고 당돌이 안젼(案前)의 드

러와 날을 욕뇨.”

태감이 더옥 고셩(高聲) 왈,

“비록 만(萬死)라도 이 명은 슌치 아니리니 엄광의 소집이 공쥬 위 튱(忠)인 

태후와 샹이  아시리니 쥬공의 명은 좃디 못소이다.”68)

  첩 장씨의 일로 진양공주와 사이가 좋지 않은 부마가 실로 오랜만에 공주

의 내전을 찾았는데 그녀가 기뻐하지 않았다. 이에 화가 난 부마가 공주를 꾸

짖고 기물을 파손한 뒤 궁인들을 결박하고 심문하려 하자 엄태감이 부마를 

향해 명령에 따르지 못하겠다며 논쟁을 벌인다.

  엄태감은 신분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마에게 강경하게 대응한다. ‘만 번 죽

어도 이런 명령은 따르지 못하겠다.’는 발언은 엄태감의 강고한 태도를 반영

하고 있다. 이에 부마 역시 크게 화를 내며 엄태감이 ‘위아래를 알지 못하고 

당돌’하다고 꾸짖는다. 그러나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의 

논쟁은 결국 그 해답이 예견된 것이다. 부마는 진양공주의 남편이고 진양공주

는 부마의 말을 순순히 따르는 부덕에 출중한 여성이므로 엄태감의 항명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부마의 실책 이전에 부부 간 지켜야 하는 원칙이 

존재하는 것이다.69)

  또한 『도앵행』에서 작품 전체에 걸쳐 주처사와 영평부 신하, 녹기 간의 논

쟁이 지속되는 것과 비교하면 『유씨삼대록』의 논쟁 장면전개는 그 지속되는 

시간과 차지하는 분량이 비교적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유씨삼

대록』에서 포착되는 논쟁 장면전개는 일시적이며 논쟁의 결과가 미리 예견되

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 것이다. 

  아래 인용문은 『삼한습유(三韓拾遺)』의 일부분으로 향랑의 처분에 대해 논

68) 『유씨삼대록』 권 2, 48면.

69) 이는 이후 이어지는 진양공주의 발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일(今日) 태감이 다만 공쥬

 알고 공쥬의 가뷔(家夫) 이시믈 아디 못여 말마다 황명(皇命)을 쟈셰니 부마(駙馬)로 

여곰 입 열기 어려온디라 뎨 비록 무도(無道)나 나의 소틴이라 엇디 나의 궁관이 압두

(壓頭)리오 금일 명분(名分)은 가히 언어로 토디 못여 나의  거조(擧措)의 이시리

라” (『유씨삼대록』, 권2,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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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하는 장면전개의 일부이다.

이 때에 부인이 향랑과 함께 올라가 상제께 조회하면서 이유를 자세히 말하니, 상제

가 향랑에게 말하였다.

“혼인하는 일은 내가 이미 허락했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성사시켜주마.”

이에 우레를 담당한 이를 시켜 하늘을 진동시키고 북을 울리며 급히 비를 내리고 번

개로 격문을 날렸다. 하늘과 땅의 여러 성인과 선가, 불가, 유가, 묵가가 모두 모여 상

제 앞에서 서로 변론하였다. 장손흘(臧孫紇)이 말하였다.

“예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지아비를 따르는 예는 진실로 자신이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자(墨子)가

“모든 이를 널리 사랑하고 어진이를 가까이 하는 것은 요순의 도입니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진실로 천하를 이롭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은 마르더라도 사양하지 않았던 것입니

다. 일에는 크고 작음이 있고 예에도 가볍고 무거움이 있습니다. 사안이 크면 거기에 따

르는 예도 중요해지니, 예라는 것은 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일에 따라 예를 맞춰 행하

면 되는 것이지 어찌 반드시 옛 것을 본받아야 한단 말입니까. 향랑의 청을 받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중략)

이때에 남화노선(南華老僊:장자)이 빙그레 웃으며 무리를 향해 말했다.

“대저 사람의 정은 막을 수 없는 것이라 성인께서도 정에 따라 예를 적용하는 것을 

금하지 못하셨지요. 우리들은 정을 잊어버린 이들이니 여기 있는 누구나 오늘의 문제를 

논의할 만한 이들이 아닙니다. 성인은 인륜의 표준이 되는 분입니다. 『주역』에 ‘회통의 

아름다움을 얻어야 예에 맞는다’ 하였습니다. 진실로 향랑의 몸을 바꾸지 않고 혼인을 

시킨다면 이보다 더 예에 어긋나는 일이 없을 것이니 그만두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환

생을 시킨다면 향랑의 말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것이 옳습니다. 나이만 들었지 사

리를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공연히 나이에만 의지하는 사람은 선각자가 아닙니다. 남

보다 나이를 더 먹었으면서 남보다 나은 덕을 갖추지 못했다면 그는 사람의 도를 잃어

버린 사람이며, 사람의 도를 갖추지 못한 자를 쓸모 없는 사람이라 합니다. 귀신에게 물

어보는 것보다는 성인의 의견을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어찌 공자에게 가서 묻지 않

으십니까? 공자는 만세의 모범입니다. 노래하면 율격에 맞고 말하면 법에 합당하여 사

람들로 하여금 감히 거스르지 못하고 이에 따라 천하의 일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끼리의 다툼은 그만둡시다. 우리들은 공자보다 못합니다.”70)

70) 於是夫人與香娘上朝于帝, 具述厥由, 帝謂香娘曰: “婚姻之事, 予旣已洩之矣, 吾爲汝成之.” 

乃命雷公天震天鼓, 催喚律零, 飛馳電檄. 大會人天衆聖仙釋儒墨, 相與卞論於前. 臧孫紇曰: 

“禮, 人之榦也, 從夫之禮, 固所自盡.” 墨子曰: “泛愛親仁, 堯舜之道也, 故聖人苟可以利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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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랑이 상제에게 인간세상에 시집보내달라고 청한 것에 대해 성인, 선가, 

불가, 유가, 묵가 등 여럿이 모여 논쟁을 벌인다. 이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한다. 장손흘은 ‘예’가 중요하므로 향랑의 청을 거절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묵자는 ‘일에 따라 예를 맞추면 되는 것’이라며 청

을 들어주어야 한다고 반박한다.

  각자 자신의 주장을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하며 논쟁을 이어간다는 

점에서  『삼한습유』의 논쟁 장면전개는 『도앵행』과 비슷하다. 그런데 두 작품

은 해결 방식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밑줄 친 부분은 장자의 발화인데 논쟁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의 생각에 공자는 성인이며 만세의 

모범이고 따라서 ‘우리들은 공자보다 못’하기 때문에 서로 논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의 생각보다 공자의 것이 더 온당하다는 것이

다.

  앞서 선가, 불가, 유가 등의 논쟁 장면전개는 약 6면에 걸쳐 진행된다. 성

을 내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며 치열하게 논쟁을 이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격렬한 논쟁에 비해 그 결과가 다소 허무하게 제시된다. 

   그래서 이런 뜻으로 공자를 방문하니, 공자가 말하였다.

  “이는 예에 맞는 일이다. 아무개 부인은 음탕하지 않다.”

자공이 돌아와 보고하니, 모든 이들이 다들 기뻐하였다. 상제도 크게 기뻐하며 장자에

게 말했다.71)

  앞서 살펴본 논쟁 장면전개는 위 인용문과 같이 공자에게 묻고 해결책을 

들으며 끝이 난다. 향랑의 환생과 개가는 ‘예’에 맞는 일이며 그녀는 음탕하

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향랑은 공자의 처분에 따라 십녀모(十女母)의 딸로 

下, 雖枯槁不泗也. 事有大小, 禮有輕重. 事大者禮, 重禮者出於事者也, 事至而禮行, 何必法

古? 宜從女請.” (略) 於是, 南華老仙莞爾而笑, 對衆而言曰: “夫人情所不能止者, 聖人不禁出

於情, 吾輩是忘情者也, 皆非今日可用之人也. 聖人者, 人倫之至也, 易曰: ‘嘉會足以合禮’, 誠

使女身不換而嫁, 無悖於禮, 則已之可也, 如其未也, 從之可也. 夫年先矣, 而無經緯本末以期

年耆者, 是非先也. 人而無以先人, 是無人道也, 人而無人道, 是之謂陳人. 質之鬼神, 不如侯

之聖人. 盍就孔子而止焉. 孔子者, 萬世之師法也, 鳴而當律, 言而當法, 使人莫敢蘁, 立定天

下之定. 已乎! 已乎! 吾且不可及彼矣!” (이승수·서신혜 역주, 『삼한습유』, pp.372-374.)

71) 於是以其意訪於孔子, 孔子曰: “是禮也, 某氏之婦不淫矣!” 子貢反命, 人天大衆一切歡喜, 帝

大悅, 謂莊周曰 (『삼한습유』, p.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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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생하게 된다.

  『도앵행』이 작품 전반에 걸쳐 치열한 논쟁이 나타나며 따라서 쉽게 해결되

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 『삼한습유』의 논쟁 장면전개는 특정인의 절

대적인 권위에 의해 쉽게 해결된다. 그런데 『삼한습유』에서 포착되는 이와 같

은 특징은 『유씨삼대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여타 소설 

작품과 비교해볼 때 『도앵행』은 논쟁 장면전개 부분에서 상당히 치밀한 모습

을 보여주며, 이는 서술상 특별한 공력을 기울인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도앵행�에서 포착된 논쟁 장면전개는 ① 등장인물들이 오

랜 시간에 걸쳐 첨예하게 대립하고, ② 논쟁의 결과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는 것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논쟁 장면전개의 특징은 작품의 특성과

도 연관된다. 

  주지하였듯이 『도앵행』의 서사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심각한 갈등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타의 고전소설 작품의 경우 처첩갈등, 옹서갈등, 

가문 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이 나타나고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곡진하게 그려낸다. 문제 상황의 발생, 전개, 해결 과정이 하나의 서사를 이

루며 그 안에서 다양한 모티프들을 활용하여 작품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도앵행』에서는 정위주의 수절이라는 문제 상황만이 그려질 뿐 이

와 관련하여 심각한 갈등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정위주가 주원성과의 의혼

이 파기되고 수절하려는 뜻을 전달했을 때 정공 부부의 만류가 있기는 하지

만 정위주의 뜻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갈등이 해결된다.72) 자칫 심각한 상황으

로 전개될 수 있는 장면이지만 정공 부부가 정위주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마무리되는 것이다.

  이처럼 『도앵행』은 중심 사건이라 할 수 있는 수절 사건에서조차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요컨대 긴장

72) 정위주는 다른 곳에 의혼하겠다는 정공 부부의 말에 머리를 깎겠다고 협박하며 수절의 의

지를 다진다. 이 과정은 짧게 그려지며 큰 갈등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수절을 맹세한다. 

(“뎡공(鄭公) 부쳬(夫妻) 다 친(親事) 구(求)매 소졔(小姐) 알고 머리털을 베혀 

셰(盟誓)야 다 집 빙폐(聘幣) 밧지 아니려니 부뫼(父母) 근심고 뉘웃쳐  병(病)

이 닐워 지내니 소졔 화안이(和顔而色)야 위로(慰勞)왈 소졔 나히 젹고 쥬이  쳥

츈(靑春)이 머러시니 죠옹이 쳐의 을 도모(圖謀)야 젼졍(前情)을 도모 거시오 셜

그러치 못야도 소녜  형뎨(兄弟) 업고 부모의 오셩(五性)을 위로하리 업나 츌가(出

嫁)야 니친지말고 부모 시봉(侍奉)야 즐기미  계예 드믄 쾌(快事)아니리잇고 

니 부뫼 도로혀 웃더니” (권1, 22b-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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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및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는 갈등이 부각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소

설에서 ‘갈등’은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하나의 요소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도앵행�은 어떤 방식으로 이를 구현하는 것인가.

  여타의 고전소설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도앵행』은 ‘논쟁’이라는 소재를 보

다 격렬하게 구현하고 있었다. 주처사와 영평부 신하, 녹기 간의 설전은 그리

고 이것은 작품 안에서 강한 긴장감 유발한다. 더불어 이들의 논쟁이 작품 전

반에 걸쳐 지속되므로 긴장감이 지속되는 효과까지 가진다.

  선행연구에서는 『도앵행』을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소설’이라고 평

가한 바 있다.73) 그리고 이는 부분적으로 타당하다. 상술하였듯이 작품은 심

각한 갈등 상황을 초래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논쟁 장면전개’에 초점을 맞추면 『도앵행』에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등장인물 간의 육체적 갈등이 나타나

지 않을 뿐 서로의 생각에 반박하며 극심한 쟁론을 벌이기 때문이다.   

  결국 작품은 여타의 고전소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품의 갈등 상황을 표출

하고 긴장감을 형성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앵행』은 흔

히 쓰이는 ‘논쟁’이라는 소재를 보다 극적인 방식으로 구현함으로써 작품에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도앵행』에서 포착되는 논쟁 장면전개는 익숙한 

대상을 더 효과적으로 표현해내면서 기존의 것보다 논쟁의 강도를 높이며 작

품에 긴장감을 부여하는 효과를 구현해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논쟁 장면전개

도 탐색 장면전개와 같이 기존의 서술 방식을 구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

가 이를 심화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3. 추리 과정의 전개

  ‘추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소설에서 문제 해결 방식 중 하

나로 많이 사용된다. 추리의 방식이 중심이 되는 작품을 추리소설이라 하는데 

73) 최윤희, 「<도앵행>의 갈등양상과 그 구성 방식」, 『어문논집』 56, 민족어문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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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건의 결과를 보여주고 그 원인과 과정을 주인공이 논리력과 인과 관

계의 정합성을 통해 추적하는 서사 구조를 가진 소설’74)로 정의내릴 수 있다. 

고전소설에서는 송사 소설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일군의 작품들이 존재하며, 

현대에도 탐정소설이나 추리소설 등이 장르 소설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도앵행』의 서사를 추동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정위주의 수절이라 할 수 

있다. 그녀가 주원성과의 파혼 이후 수절을 선택함으로써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품은 ‘정위주의 수절’이라는 사건의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영평공주의 추론을 통해 이 사건의 원인과 과정을 파악하려는 시도

를 보여준다. 정위주의 시비(侍婢) 장난과 영평공주의 대화를 통해 수절 사건

을 추리해나가는 것이다. 

  추리 장면전개는 추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① 증거를 바

탕으로 한 추리 행위가 이루어지고 ② 추리 행위자의 합리적 의심을 바탕으

로 추론을 이어나간다. 두 가지 특징은 모두 추리 행위자의 논리적이고 합리

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우선 전자의 경우를 살

펴보자. 

� 난왈, 

“블감(不敢)나 낭낭(娘娘)이 히 부로 짐작(斟酌)시 바 이 베퍼 하교(下

敎)시면 쳔쳡(賤妾)이 일일이 알외리니다.”

공 잠소(潛笑) 왈,

“네 감히 내 총명(聰明)을 시험(試驗)코져 니 내 니로리라. 네 시(詩) 가온 다 

여시나 엇지 아지 못리오. 이 집은 반다시 공후지가(公侯之家)요 이 녀 이 집 소

져(小姐)오 너 반시 이 녀의 골경지신(骨鯁之臣)이니 의심컨대 부마(駙馬)와 이 

녀 셔로 의혼(議婚)미 잇고 존귀(尊舅) 이 부귀(富貴) 리샤 친(親事) 허(許)

치 아니시니 너의 소졔 공규(空閨)의셔 슈졀(守節) 종신(終身)코져 니 네 날 보아 도모

(圖謀)코져 미 아니가. 동방(東方)의 녀군(女君)은 날을 비미오 셔녁 낭군(郞君)은 

도위(都尉) 닐위미오 도지(桃枝)로서 날을 비고 녕작(靈鵲)으로 소져 비고 동

황(東皇)으로 우리 태낭낭(太娘娘)과 황샹(皇上)을 비미니 �모시(毛詩)� ｢소람(召南)｣

의 일너시, ‘왕희(王姬) 하가(下嫁)매 도지요요(桃之夭夭) 쟉쟉기홰(灼灼其華)로다’ 

엿고 ‘졔후녜(諸侯女) 셔방 마즐졔 유작유소(維鵲有巢)라’ 야금 �모시� 글귀예 ‘대궐 

겨집이 기작누(鳷鵲樓)의셔 곡조(曲調) 뎐다’ 니 다 모시 인증고 직녀(織女)

74)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엮음, 『100년의 문학용어사전』 <추리 소설>, 도서출판 아시아, 2008, 

p.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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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황(玉皇)의 이니 텬손(天孫)의 직녀 날을 니로미오 동황(東皇)은 봄이니 동황이 만

물(萬物)을 보휵(保慉)니 낭낭과 황샹은 만민(萬民)의 부뫼시라 엇지 동황의 비미 친

졔치 아니리오. 네 날을 의심치 아니되 낭낭과 황샹을 념녀(念慮)미라. 시(詩材) 졍

묘(精妙)고 완곡(婉曲)며 셔홰(書畫) 더욱 긔특(奇特)니 너 가히 졍의(靑衣) 가온

 녀(才女)로다. 네 비록 냥가 녀로다나 엇지 무단(無端) 사을 위야 이

도록 리오. 연(然)이나 하텬(下賤) 가온 너흔 뫼(才貌) 잇지 아니리니 네 반다시 

냥가녀(良家女)로 소져의게 속현(續絃)야 갑지 못 은혜와 지극 졍이 셔로 년신

셰(百年身世) 계교(計較)미 가히 녈협(烈俠)이오 튱비(忠婢)로다.  각건 무단

 의혼(議婚)으로 소졔 슈졀(守節)야 듀시(白頭詩) 을플니 업니 아지 못게라, 

우리 존부인(尊婦人)이 엄구(嚴舅) 미쳐 품(就稟)치 못시고 아니 슈빙(受聘)미 

잇더냐. 알괘라, 너희 소녀 당금(當今)의 녈녀(烈女)오 빙옥(氷玉) 품(資品)이 잇

도다. 플을 보지 못나 향(香)을 맛흐매 난쵠(蘭草) 줄 알이 내 엇지 랑치 아니리

오. 내 졍(情)과 힘을 다 거시니 너 실진무은(悉陳無隱)라75)

  위 인용문은 영평공주의 추리가 나타나는 장면전개의 일부이다. 장난은 정

위주를 주씨 가문의 며느리로 만들기 위해 시비들과 함께 계략을 모의한다. 

그 후 계획에 따라 영평궁에 시녀로 들어가 동료 시녀에게 부채를 전달한다. 

영평공주가 부채를 우연히 보게 만들어 그녀와 만나려는 것이다. 장난과 만난 

영평공주는 부채에 대해 묻지만 장난은 공주의 총명함과 됨됨이를 시험하고

자 쉽게 답하지 않는다. 공주는 장난이 자신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채를 보고 자신의 추리에 대해 이야기한다.

  영평공주가 추리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여자는 ‘공후지가(公侯之家)’의 소

저이며 장난은 소저의 ‘골경지신(骨鯁之臣)’이다. 또 정위주가 부마와 의혼을 

맺었으나 주처사의 반대로 파혼당한 후 수절을 선택한다. 장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평공부 시녀로 들어오게 되었다. 인용문 �에서 영평공주는 

정위주 수절 사건의 원인을 밝혀내고 주처사가 정씨 집안과의 의혼을 파기한 

이유를 짚어낸다. 이는 공주의 뛰어난 추리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이처럼 정확한 추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장난이 전달한 부채에 

정위주가 수절하고 있는 상황이 상세히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 프른 히 좌우로 두르고 도(桃杏) 슈플의  큰 집이 이셔 원문(院門)을 닷고 

75) 권1, 49a-5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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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챵뒤(老蒼頭) 비겨시되 촉의 그 속의 누(樓臺) 층층(層層)여 왕후 졔(第宅) 고 

그 안은 황연(荒煙)이 븨엿  그 후졍(後庭) 도원(櫻桃園)의 루(彩樓) 나히 이

셔 션출뉘라 졔(題額)고 겻 져근 졍(亭子) 이셔 졍녈당(貞烈堂)이라 현판(懸板)

엿더라. 당듕(堂中)의  미인이 이시니 담장소북(淡粧素服)으로 쳐(處子)의 복(服

色)을 고 향(香)을 픠오고 글 닑 거동이오 시녀 나흔 차(茶) 부어 드리고 나흔 

시(詩) 벽상(壁上)의 부치니 게 홍(紅字)로 써시 이(李白), 쥬시(杜詩)더라. 

 부쳬 우희 소시(小詩) 일  이셔 그림의 녀 기려 왈, ‘홍안(紅顔)이 박명(薄命)

다 니지 말나 소져 졍졍(貞靜)이 잇니라. 동방의 녀군이 잇고 셔의 낭군이 이시

니 엇지 마 거두지 아니리오. 도지요요(桃之夭夭)여 기작누(鳷鵲樓)의 쳐시니 

텬손(天孫)이 웃고  가지 빌니기 양치 아니커니 동황(東皇)이 엇지 홀노 츈풍(春

風)의 나 영쟉(靈鵲)을 금(禁)리오’ 엿더라76)

  위 인용문은 추리의 바탕이 되는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인용문은 

그림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에서 정위주는 푸른 

산과 도행 수풀에 둘러싸인 집에서 문을 닫고 ‘선출누’라고 제액한 누대 안 

‘정열당’에 거처하고 있다. 그녀가 머물고 있는 곳은 누대가 여러 층으로 겹

쳐 있으며 왕후의 저택과 같은 곳이지만 안이 황연히 비어있다. 그 안에 머무

는 정위주는 소복담장을 하고 앉아 향을 피우고 글을 읽는데 옆에서 시녀가 

차를 붓고 시를 써서 벽에 붙이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인용문 �는 �에 나타나는 영평공주의 추리와 일치한다. 

그림에 그려진 집의 규모를 통해 정위주의 가문이 공후지가임을 알아내고 동

시에 소저가 소복담장 차림으로 홀로 비어있는 저택에 앉아 있는 모습을 통

해 수절하고 있음을 추리해낸 것이다. 요컨대 영평공주는 그림을 통해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여 정확한 추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장난과 정위주의 관계나 정씨 가문과 주씨 가문의 의혼이 파기되었

다는 사실은 그림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림만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영평공주가 정확한 추리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그림과 

함께 제시된 아래 시에서 찾을 수 있다.

� 홍안(紅顔)이 박명(薄命)다 니지 말나

소져 졍졍(貞靜)이 잇니라.

76) 권1, 47a-4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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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 녀군이 잇고

셔의 낭군이 이시니

엇지 마 거두지 아니리오.

도지요요(桃之夭夭)여 기작누(鳷鵲樓)의 쳐시니

텬손(天孫)이 웃고  가지 빌니기 양치 아니커니

동황(東皇)이 엇지 홀노 츈풍(春風)의 나 영쟉(靈鵲)을 금(禁)리오.

  인용문 �은 장난이 작성한 것으로77) 정위주의 수절 사건과 관련한 정보들

을 담고 있다. 이 시는 내용에 따라 영평공주, 정위주, 주원성의 관계[1~5연]

와 정위주의 주씨가문 입성[6~8연]에 관한 것으로 정리된다.

  우선 2연의 ‘소져는 졍졍이 잇니라.’라는 구절에서 정위주가 수절하고 있

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또 ‘엇지 마 거두지 아니리오.’라는 시구를 

통해 정위주가 결국 주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짐

작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두 구절은 정위주의 의혼 과정을 자세히 알지 못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추리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림과 시를 비교하여 대강

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평공주의 발화에서 그녀가 시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영평은 ‘동방의 여군’은 자기 자신을, ‘서의 낭군’은 주원성을 

가리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장난이 자신에게 정위주의 복권을 부탁하려 함을 

추리해낸다. 더불어 6연의 ‘도지요요’라는 시어에서도 단서를 얻고 있다. ‘도

지요요’는 『시경(詩經)』에 실린 「도요(桃夭)」장의 구절로 젊은 여성이 시집을 

갈 때 부르는 노래이다.78) 이를 통해 영평공주는 앞선 시구가 ‘젊은 여성의 

결혼’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77) 이대본 『도행앵』에서는 장난이 부채를 그리는 과정이 조금 더 상세히 서술되고 있다. 장난

은 부채를 내어 누대를 그리고 그 가운데 여자를 그려 넣는다. 그리고 붓을 들어 ‘시경 도

요쟝’을 적는다. 이대본을 통해 장난이 부채에 적은 시가 젊은 여성의 혼인과 관련한 『시

경』 「도요(桃夭)」장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슈일(數日) 후(後) 쟝난이 깁

부 나흘 여 노코 오(五色) (彩色)으로  누(樓臺)를 그리 그 가온 일위

(一位) 녀(女子)를 그리 모양(模樣)과 의복(衣服) 졔되 규슈(閨秀)의 모양이오 붓 드러 

화졔(畫題)를 쓰되 시경(時經) 도요쟝(桃夭章)을 옴겨 졔(題)니 그리기와 기를 맛 그

림의 졍묘(精妙)코 긔(生氣) 잇미 완연(宛然) 소졔(小姐)라 이 현난(絢爛)고 필

획(筆劃)이 그이(奇異)야 광(光彩) 됴요(照耀)니 쥭난 양인(兩人)이 일견(一見)의 홀홀 

경찬(慶讚)고 그 을 우러 쟝 깃거더니” (이대본 『도앵행』, 권2, 1a-1b.))

78) “桃之夭夭 其葉蓁蓁 之子于歸 宜其家人” (�詩經�, ｢國風周南｣, <桃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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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영평공주는 동황이 광무제와 태후를, 천손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임을 알아차리고 7연과 8연의 시 구절을 해석한다. 동황(東皇)은 오방신장 

중 하나로 봄을 맡고 있는 신을 지칭한다. 봄에 모든 사물들이 자라나기 시작

하므로 만민의 부모인 태후와 황제를 ‘동황’에 비유한 것이다. 천손(天孫)은 

직녀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영평을 가리킨다. 결국 ‘천손이 웃으며 가지를 빌

려달라는 부탁을 사양하지 않는데 어떻게 동황이 이를 막을 수 있겠는가’는 

구절은 영평공주가 정위주를 주씨가문의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것에 반대하지 

않으므로 광무제와 태후 역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면, 장난의 시는 영평공주가 정위주를 큰 갈등 없이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오히려 광무제와 태후의 반대를 걱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터이다. 그리고 이 시는 영평공주의 추리를 통해 해석된다. 

먼저 그림과의 비교를 통해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내

용을 고려하여 시가 말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분석해내는 것이다. 즉, 영평공

주는 부채에 나타난 피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적인 상황을 이해한 후 

장난의 의도를 헤아려 정확한 추리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추리 장면전개의 두 번째 특징은 합리적 의심을 통한 추론 행위가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이는 영평공주가 장난의 어머니와 관련된 추리를 펼치는 장면

전개에서 찾을 수 있다.

� 공 잠소(潛笑)왈,

“내 각니 뎡소져 쳥한(淸閑) 녈협(烈俠)의 풍최(風采)요 경은 아됴(我朝) 명신

(名臣)의 후예(後裔)로 뫼(才貌) 져고 별가(別駕)  관면(冠冕) 어든 됴신(朝臣)

의 사이니 비록 가셰(家勢) 영낙(零落)나 이  등한(等閑)이 졉지 못리니 엇

지 규듕(閨中)의 붕위(朋友) 되지 아니코 당하(堂下) 쳥의(靑衣)로 시님(侍臨)뇨. 아

니 경 뫼(母) 뎡문(鄭門) 복뷔(僕婢)러냐.”

난이 만이 혀 지워 그 영혜(英慧)믈 항복탄(降服嗟歎)고 즉시 응셩(應聲)

왈,

“연(然)이다. 쳡의 어미 뎡노야(鄭老翁) 산쟝 직흰 비(婢子)러니이다.”79)

  영평은 장난에게 정위주에게 있었던 일을 전해 듣는다. 주씨 가문과 의혼을 

맺었던 일부터 정공의 실절을 이유로 파혼하게 되고 홀로 정열당에서 수절하

79) 권1, 62a-6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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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까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정위주의 절개에 놀라움을 표한다. 더불어 장난

이 자신을 찾아와 정위주를 주씨 가문의 며느리로 들어가게 만들려는 노력을 

가상히 여기고 기특해한다.

  영평은 장난의 충절을 칭찬하며 장난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영평공

주의 생각에 장난은 재주와 용모가 높고 뛰어난 사람이며 더불어 장난의 집

안은 조정에서 벼슬을 얻었던 가문으로 비록 가세가 기울었으나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따라서 장난이 정위주와 친구가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정위주

의 시비가 되었다는 점이 이상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영평공주는 혹시 장난

의 어머니가 정씨 가문의 시녀가 아닌지 묻는다. 요컨대 추리 결과와 다른 장

난과 정위주의 관계에 의문을 품는 것이다.

  장난은 영평공주의 영민함에 크게 놀라며 즉시 자신의 어머니가 정씨 가문

의 산장을 지킨 ‘비자’라고 털어놓는다. 영평은 장난이 가진 재주가 뛰어남에

도 불구하고 정위주의 시비가 되었다는 점에 의문을 갖고 그 원인을 추론한

다.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

을 바탕으로 질문을 던지고 추리를 이어가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도앵행』의 서사를 추

동하는 중요한 사건은 정위주의 수절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평공주가 정

위주를 돕는 과정에서 ‘추리’ 방식이 사용되었다. 더불어 영평공주는 자신의 

영민함을 바탕으로 정확한 추리를 보여주었다. 

  둘째, 추리 장면전개에서 이루어지는 추리 행위는 단서를 바탕으로 이루어

졌다. 적합한 단서가 주어지기 때문에 추리 행위자는 어렵지 않게 추리를 전

개할 수 있었다. 추리 행위자는 추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추론하고 있었다.

  그런데 추리 장면전개는 ‘추리’가 두드러지는 송사소설과 비슷한 서술 방식

을 추구한다. 송사소설은 “송사라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작품의 주된 제재로 

채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송사모티프가 작품 전반의 구성을 주도하고 있는 

소설”을 지칭80)한다. 요컨대 송사소설은 문제의 발생과 해결 과정을 하나의 

작품으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추리’의 장면전개가 나

타나는 것이다.

80) 신영주, 『조선시대 송사소설 연구』, 신구문화사, 200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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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 해결자는 논리적이며 합리적인 추리를 실행한다

기보다 개인의 판단이나 점괘, 원귀의 계시 등에 의한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

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81) 다음은 추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작품의 

하나인 『정수경전(鄭壽景傳)』82) 추리 장면전개의 일부이다.

  소졔 그졔야 百官矣게 젼갈야 가로,

  “체 부부지정(夫婦之情)은 마다 즁(重)지라 증할임(鄭翰林)이 김소제(金小姐)

와 부부(夫婦) 정(情)을 거날 쳣날밤의 극히 기풀지라. 물며 ①증할임은 방(遐

方)矣서 자라나고 金소제(小姐)난 정승가의 규즁(閨中)의서 자라나셔 젼日矣 무삼 원슈

(怨讎)가 잇셔 죽여시리요. 그 쥭이지 아이은 삼尺童子도 알지라. 이난 필경(畢竟) 그 

 종놈의 입협방탕한 놈이 잇셔 젼일矣 간특 일이 닛난지라 혼인을 당여 분고 

결연 마음과 분심(憤心)을 참지 못야 침夜矣 드러가 쥭이기요.  증할임이 쥭이지 

안이고 평풍(屛風)뒤예 긔졀엿다이, 이난 신부가 잠을 들고 증할임은 다이 잠

이 안드럿다가 박긔 인젹이 잇시믈 듯고 문틈으로 본이 엇던 놈이 칼을 가지고 드러오

 미쳐 新부을 우지 못고  발명(發明) 안니하안 그의 광이 읍난지라 발명여

도 쓸 읍난고로 발명치 안이미니 이난 더욱 (大)人君子矣 德行이요, 원정을 올이

되 그 절 모로기난 ②젼일의 문슈즉 점치난 의 점이 신통도다. 도라 

 白紙의 누른 천으로 을 그러쥬기난 쥬글 을 當거든 여 노으라 고 그 

절 일으지 안이여시니 그 을 읏지 알이요마난, 그 원정으로 의로면 복矣지 성名

으로 이을거시이 조희가 본 흔지라 누른 거스로 을 그럿시이 일홈은 百황竹이라 

엇지 이만거설 모로며 곡졀을 모로이요.”83)

  예시문은 좌의정의 딸 이소저가 죽을 지경에 놓인 정수경을 변호하며 김소

저를 죽인 진짜 범인을 추리하는 장면전개의 일부이다. 정수경이 서울에 올라

와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기고 장원 급제하여 우의정 김공필의 딸 김소저와 

혼인을 하게 되어 두 사람이 첫 날밤을 지내는데 한밤중에 괴한이 방으로 들

81) 장연호, 「조선시대 송사소설의 판관 형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67, 2014.

82) 정수경전은 송사소설 중 추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을 대표하며 여성인물에 의해 

사건이 해결된다는 점에서 『도앵행』과 견주어 볼 수 있을 것이다.(‘우리 소설사에는 많은 송

사소설이 있지만, 특히 <정수경전>만이 추리소설의 예로 언급되고 있다.’ 오윤선, 「한국고전

서사와 추리소설」, 『어문논집』 60, 민족어문학회, 2009, p.60.)

83) <정수경전>의 인용문은 선행연구에서 선본으로 지정된 김동욱 소장본에서 가져왔다.(이헌

홍, 「정수경전의 연구사적 반성과 전망」, 『한국민족문화』 19,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

소, 2002.) 『나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56, 「정수경전 단」, 보경문화사, 1994, 

pp.15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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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와 신부를 죽이고 달아났다. 정수경은 잠결에 인기척을 듣고 병풍 뒤로 숨

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지만 김소저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 죽음

을 기다린다.

  이때 정수경은 복인(卜人)이 세 번째 죽을 위기에 봉착했을 때 꺼내보라고 

전해준 그림을 생각하고 이를 나졸들에게 전한다. 그림을 전해 받은 여러 관

리와 임금이 정수경에게 그 뜻을 물었으나 알지 못한다고 답해 그림을 해석

할 사람을 찾는다. 이때 좌의정 이중낭의 딸이 그림을 보고 정수경에게 얽힌 

김소저의 살인사건을 추리한다.

  김소저 살인사건의 전모는 ①에서 찾을 수 있다. 먼저 이소저는 정수경과 

김소저가 초면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또한 정수경은 지방에서, 김소저는 서울

에서 생장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두 사람은 공통점이 없을뿐더러 무슨 원

한가 있어서 정수경이 김소저를 죽였겠느냐고 반문한다. 이는 살인사건에 관

련된 사람들의 정보를 토대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비교적 타당

하고 합리적인 추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살인사건의 진범을 가려내는 예시문 ②의 부분은 합리적인 추론보

다는 이소저의 통찰력을 보여주려는 측면이 강하다. 이소저는 정수경의 결백

함을 밝히고 이어 실제 범인을 추리해낸다. 김소저가 죽은 것은 평소 집안에 

그녀를 ‘간특히’ 생각하는 종이 혼인에 분개하여 일을 저지를 것이라는 판단

을 근거로 정수경이 제시한 그림을 해석한다. 흰 종이에 누런 대나무가 그려

져 있으므로 성이 백(白)이고 이름이 황죽(黃竹)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이다. 

곧 백황죽을 잡아 문초하면 자백할 것이라고 전달한다.

  이소저의 추론은 영평공주와 비교하면 비합리적이며 비약이 심하다. 영평공

주가 ‘장난의 부채’라는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추리를 전개한 것과 달리 

이소저는 일반적인 상황판단을 통해 정수경이 범인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자

신의 통찰력을 사용해 진범을 찾아낸다. 즉, 영평공주의 추리가 합리적인 사

고를 기반으로 단서를 통해 논리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소저의 추리는 피상

적 단서를 근거로 상황을 파악하고 개인의 비범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데 『정수경전』이 보여주는 비합리적인 추리 행위는 송사소설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 송사소설의 문제 해결 양상은 문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데84) 『도앵행』과 같이 논리적인 추리가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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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다. 송사소설에서 사용되는 추리는 문제 해결자의 인물상을 부각시키

려는 시도가 나타날 뿐 ‘추리’ 그 자체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대신 문제 해결자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능력을 통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 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요컨대 『도앵행』의 추리 장면전개는 

송사소설의 추리 방식을 빌려왔지만 그것보다 더 이지적(理智的)인 면모가 드

러나는 것이다.

  더불어 『도앵행』은 작품 안에서 전개되는 사건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

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점에서도 송사소설과 비슷한 서술 방식

을 구현한다.   작품은 서사전개와 관련한 정보를 충분히 드러내지 않고 등장

인물의 발화 혹은 대화를 통해 제시하는데 특히 정씨 가문과 관련한 정보를 

제한한다. 이는 주처사와 녹기의 대화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제시문은 태원백 정공의 실절에 관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전개의 일부이다.

션 왈,

“소(小兒) 눌을 비우야 이 말을 뇨?”

낭왈,

“(此) 다 사이 아니라 태원 뎡공이니 (중략) 그 모신 갈통이 통곡(痛哭)

야 말녀 왈 ‘망적이 텬하권을 잡아 님군을 쥬(疇輩) 간의 시(弑)고 위엄(威嚴)이 

방을 진동(振動)니 이 원 탄(彈子)만 흐로 대소강약(大小强弱)과 듕과부젹(衆

寡不敵)미 엇지 추인(芻人)과 인(楚人)이 뎐(戰)매 비기리잇고 속졀업시 사댱의 

화 죽을 이니 갓 태원지 자 함몰(陷沒)야 흘 직흰 신해 셩을 함(陷)고 

나라와 님군의게 유익미 업디라 이  명졀(私私名節)을 위미오 녀국가

동휴쳑(與國家同休戚)야 종샤(宗社) 위 누셰훈고지신(累世勳舊之臣)의 일이 아

니오 님군의 시신하의 일이니 원컨 쥬군은 대계(大計) 위야 잠간 몸을 굴(屈)

야 젹초(積草) 둔냥(屯糧)야 십년을 셩(成就)고 진쥬(眞主) 기려 한(漢)이 듕흥

(中興)믈 도으면 엇지 오날 쥭니의셔 낫디 아니리오’ 간(諫)니 뎡공이 가연이 

도라 십년을 긔약(期約)야 인의(仁義) 베풀고 젹초둔냥니 물(財物)과 창곡(倉

84) 장연호는 송사소설에 등장하는 판관의 유형을 나누고 각 유형이 보여주는 문제 해결 양상

의 특징을 정리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판관으로 왕이 등장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뉘고 후자는 다시 신원형, 교화형, 원억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 추리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신원형 송사소설인데 이 경우에도 원귀(冤鬼)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양상이 

나타날 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수사가 결여되고 추리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 확인된다. 

(장연호,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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穀)이 누기만(累幾萬)이오 민심(民心)이 슌부(順附)야 이제 오히려 친 풍속(風俗)과 

남은 곡(財穀)이 가히 그 을 볼거시오 긔명(器皿)과 셔(書冊)의 년월(年月)을 보면 

한(漢)을 모(思慕)야 평뎨(平帝) 년호(年號) 쓰셔 글을 지어 츄챵(惆愴) 튱의(忠

義) 볼거시 잇니 션이 만일 밋지 아니시거든 그 유(幽宅)을  쇼의 말

을 시험야 보소셔.”85)

  녹기는 주처사를 설득하기 위해 정공이 훼절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한

다. 정공은 왕망에 반(反)하고자 했으나 신하 갈통의 이야기를 듣고 벼슬을 

받았다. 갈통은 태원에 있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몸을 굽혀야 한

다고 간하고 이를 받아들인 정공은 왕망에게 벼슬을 받아 태원을 지키며 기

회를 엿보았다는 것이다. 이는 밑줄 친 부분과 같이 태원에서 한나라 평제(平

帝) 연호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인용문 에서 제시된 태원백 정공의 훼절에 대한 정보는 의혼이 이

루어지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작품에 드러난 사건 중 가장 앞선 것이다. 정공

이 벼슬을 받고 태원을 지킨 것은 주씨 가문과의 혼인이 이루어지기 전, 나아

가 광무제가 기병을 일으키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이다.86)  

  하지만 『도앵행』의 서두에서 정공의 실절과 관련된 부분은 서술되지 않는

다. 정위주와 주원성의 의혼과정과 주처사가 정공의 실절을 문제 삼아 의혼을 

거절한 부분만 나타날 뿐이다. 결국 정씨 집안에 대한 이야기는 장난이나 녹

기의 발언을 통해서만 문면에 드러나는 것이다. 이처럼 『도앵행』은 정보의 제

한을 통해 작품을 마치 하나의 수수께끼처럼 느껴지게 한다. 주처사가 혼인을 

거절한 근본적인 원인을 가장 마지막에 제시함으로써 서사구조에서도 추리소

설의 서술 방식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추리 장면전개에서 나타나는 이지적인 추리 행위는 송

사소설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었다. 나아가 작품 전체에서 정씨 가문과 관

련한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는데 사건의 해결을 작품 말

미로 미루는 것 또한 송사소설과 유사한 점이라 할 수 있었다. 요컨대 『도앵

행』은 추리 장면전개를 통해 송사소설의 서술 방식을 한층 더 심화하여 나타

85) 권2, 44a-45b.

86) 작품에 드러나는 정위주 집안의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왕망

의 집권 → 정공의 실절 → 정위주와 주원성의 의혼 → 영평공주와 주원성의 결혼 → 정위

주와 주원성의 파혼 → 광무제 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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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도앵행』에서 나타나는 탐색, 논쟁, 추리 장면전개는 각각 다른 

유형의 서술 방식을 구현해낸다는 결론을 얻었다. 탐색 장면전개가 완만한 서

사전개를 통해 장편소설의 서술 방식을, 논쟁 장면전개가 첨예한 대립을 통한 

긴장감을, 마지막으로 추리 장면전개는 추리 행위를 통해 원인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송사소설과 비슷한 서술 방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이들이 원래의 장르보다 풍부하게 그 서술 방식을 구현해

내고 있다는 것이다. 탐색 장면전개의 공간 묘사는 여러 개의 공간이 중첩되

어 하나의 긴 장면전개를 이루고 있었다. 작품의 전체적인 분량을 고려했을 

때 『도앵행』의 공간 묘사가 장편소설의 그것보다 더 정치하게 서술되며 서사 

속도가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장편소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완만한 서사전개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논쟁 장면전개 또한 기존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논쟁을 통한 긴장감이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고전소설의 경우 윤리적 논쟁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들

은 이미 올바른 답을 상정한 후 그 답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서술한다. 반면 

도앵행은 ‘주처사 설득’이라는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결코 쉽게 그 목표에 다

가가지 않는다. 논쟁의 결과가 바로 제시되지 않기 때문이다. 주처사의 인식

변화는 논쟁 직후 서술되지 않고 후에 다른 인물과의 대화를 통해 느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작품은 논쟁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을 계속 지속하게 된

다. 여타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논쟁 장면전개의 분위기가 풍부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리 장면전개 역시 송사소설보다 심화된 지적 쾌감을 제공한

다. 『도앵행』은 작품 전체가 일종의 수수께끼처럼 짜여 있어 송사소설과 비슷

한 서사구조가 나타난다. 다만 영평공주의 추리는 상당히 이지적으로 서술되

는데 이는 송사소설에서 나타나지 않는 모습으로 추리 행위에 대해 보다 풍

부하게 구현된다. 정보의 제한을 통해 현대적 의미의 ‘추리소설’에 닿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송사소설보다 한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도앵행』은 이처럼 다양한 장르의 소설에서 나타나는 서술 방식상의 특징

이 2권 2책의 비교적 짧은 분량을 통해 나타난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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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요컨대 『도앵행』은 여러 소설 장르에서 느껴지는 서사적 특성들을 재현

하고 나아가 그것을 심화시켜 하나의 독립적인 작품으로 엮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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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도앵행』 장면전개의 소설사적 의의

  Ⅳ장에서는 앞서 Ⅲ장에서 확인한 장면전개의 양상을 기반으로 『도앵행』에 

나타난 장면전개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피고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 『도앵행』의 장면전개는 각기 다른 소설 장르의 성격을 다채로운 서술 방

식을 통해 표현하고 있었다. 즉, 『도앵행』이라는 하나의 작품을 통해 여러 장

르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주지했듯이 『도앵행』은 『옥환기봉』을 위시한 『취미삼선록』, 『한조삼성기봉』

과 연작군을 형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도앵행』은 『옥환기봉』과 파생작 관계

를 맺고 있으며 『취미삼선록』과 『한조삼성기봉』으로 전개되는 연작의 징검다

리 역할을 하고 있다.87) 따라서 『도앵행』의 실상에 한층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옥환기봉』 파생작으로서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도앵행』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인 ‘파생작’이란 무엇인가. 

파생작은 ‘이전 작품의 인물, 사건 등을 바탕으로 탄생시킨 새로운 작품’88)을 

지칭하는 것으로 작품을 이해하는 데 전작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전

작의 서사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영향을 받아 산출된 작품이므로 전작과의 

영향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파생작을 독해할 경우 작품의 피상적 이해에 그

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고전장편소설에서 확인되는 대표적인 파생작으로는 『영이록』(靈異錄)이 있

다. 『영이록』은 『소현성록(蘇賢聖錄)』의 파생작89)으로 손기와 그의 동서인 소

87) 박은정, 「<옥환기봉> 연작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88) 파생작에 관해서는 임치균과 박영희의 논의가 주목된다. 임치균은 파생작을 ‘A작품의 인물

과 사건을 일부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른 사건과 내용을 엮어 A와는 성격이 다른 B작품으

로 존재하는 작품’이라고 규정했다. 더불어 박영희는 ‘전체 이야기 구조나 주제에 일치를 보

이지 않고 부분적인 삽화나 인물, 사건을 제재로 취해서 이야기를 확장시켜 새로운 독립작

품을 형성한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즉, ‘파생작’이란 이전 작품의 인물, 사건 등을 바탕

으로  탄생시킨 새로운 작품을 지칭하는 것이다.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 소설연구』, 태학

사, 1996;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89) 임치균은 ① 『영이록』에 서술되고 있는 내용 중 『소현성록』을 통하지 않고는 그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 있다는 점, ② 등장인물 ‘소운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점, ③ 『소

현성록』의 ‘손생’이 『영이록』에서 ‘손기’라는 구체적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④ 손기의 

가계와 처가가 『소현성록』의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점, ⑤ 『소현성록』이 비교적 이

른 시기에 창작된 대장편소설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영이록』이 『소현성록』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된 파생작임을 밝혔다.(임치균, 위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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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성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손기와 

소운성의 이야기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자.

하루는 운성이 형부에 갔다가 또 다른 사위인 손공이 왔는데 그가 매우 훌륭하다고 

함에 한 번 보려고 한다. 하지만 집안 식구들이 모두 감추려하여 의아해 한다. 하루는 

형부에서 함께 선유가자고 하는데 불응하고는 형부 사람들이 선유 간 것을 확인 후 그

곳에 가서 시 짓기 등으로 손공을 놀려 울게 한다.90)

  위는 『소현성록』에 나타난 소운성과 손공의 서사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

다. 그런데 이는 『영이록』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소샹셰[소운성] 좌우(左右) 도라보아 오,

“이졔 형한님 형뎨(兄弟) 네히오 우리 동셰(同壻) 둘이니 뫼셧 녀기(女妓) 여 뎡

(定)야 각각 필연(筆硯)을 밧드러 알 노코 운(韻)을 화 지으 시(詩) 일거든 뫼셧

 녀기 손을 드럿 악긔(樂器) 가져 곡조(曲調)의 마초와 지은 시 새 곡됴 드라 

브고 곡조 파(罷) 후 슐  잔을 잡아 드리고 만일 못짓 니 벼로 밧드럿던 녀

기  먹을 그려 큰 사발 셰흐로 하슈(河水) 믈을 먹여 그 븬 후의 그치리라.” 

(중략)

반션의 치 먹을 머케 그리고 입을 밀고 믈사발을 드러 손[손기]의게 나오니 

이 예 션샹졔인(船上諸人)이 소샹셔의 풍되(風度) 헌앙(軒昂)야 말의 빗남과 문쟝

(文章)의 출뉴(出類)믈 일시의 기리더니 손의 거동(擧動)을 보고 모든 녀기와 창뒤

(蒼頭) 입을 고 웃기 마지 아니지라. 손이 쳐엄은 면강(勉强)야 안잣 졈졈 

  박고 니러나지 아니 러 소샹셰 손의 거동과 벌쥬(罰酒) 먹지 아니믈 

보고 취흥(醉興)이 더 놉하 반션을 지져 믈을 가져 손의 곡뒤의 브으라 니 손이 

이  핍박(逼迫)미 심(甚)지라 가 가온 일(一百) 납이 노   일언

(一言)을 못고 다만 강개(慷慨) 눈믈이 귀밋 흐믈 닷지 못거91)

  소운성은 초대받지 않은 선유(船遊)에 참석하여 형부 사람들에게 곡조에 맞

추어 시 짓기를 제안한다. 만약 시를 짓지 못하는 사람은 벼루를 들고 있던 

기녀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강물 세 사발을 먹게 하자고 하며 선유의 흥을 

돋운다. 하지만 이는 손기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권유한 것으로 손기는 결국 

90) 임치균, 위의 책, p.62 참조.

91) 임치균·허원기 교주, 『영이록』 권1, 41a-4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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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짓지 못한다. 그리하여 그를 모시던 기녀 반선의 얼굴에 먹을 칠하고 강

물 세 사발을 마시는 벌칙을 받고 눈물을 흘린다. 

  앞서 살핀 『소현성록』과 비교하였을 때 『소현성록』에서는 ‘손공’이라고 서

술된 인물이 『영이록』에서는 ‘손생’이라 불리며 ‘손기’라는 이름을 부여받는다

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그러나 두 작품은 이를 제외하고 거의 유사한 서사

단락을 이루고 있다. 곧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소운성과 손공의 서사가 『영

이록』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것이다.

  『영이록』은 소운성과 손기의 일화를 하나의 축으로 손기의 영웅적인 면모

를 부각하는 작품이다. 『영이록』은 손기의 일대기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

으며 그 안에 ‘동서대립담’, ‘악령제치담’ 등을 통해 다양한 재미를 선사한

다.92) 이처럼 작품은 다양한 서사를 덧붙임으로써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손

공과 전혀 다른 인물형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영이록』은 『소현성록』에 나타난 손기의 서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새롭게 구현해내고 있는가.

과연 그달브터 잉(孕胎)야 십삭(十四朔)만의 일개(一個) 남(男兒) 각니 

산실(産室)의 긔이(奇異) 향(香) 집의 가고 신션의 풍뉴(風流) 소 나더니 아

나며 풍용(風容)이 고기(高奇)고 골법(骨法)이 비샹(非常)나, 다만 병(病)이 만하 위

(危殆)기 로 고 일곱셜의 말을 못고 열셜의 능히 거지 못고  셩되(性

度) 침듕(沈重)고 속이 그나 것로 감초아  어림장이 트니, 일(一家) 다 치공

(痴公子)라고 부고 샹셔와 부인이 그 디각(知覺)이 분명티 아니믈 잔잉야 랑

이 뎨자(諸子) 듕 별(自別)고 길몽(吉夢)이 증험(證驗) 업믈 괴탄(怪歎)더라.93)

  위 인용문은 손기의 탄생을 언급하는 부분이다. 손기는 손일원과 부인 가씨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손씨 부부가 기이한 꿈을 동시에 꾸고 난 후 잉태하

여 14개월 만에 낳았다는 독특한 출생이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손기는 어

릴 때부터 병을 많이 앓았고 일곱 살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했으며 열 살이 

되도록 걷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런 손기를 ‘치공자’라 부른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말을 하거나 걷지 못하며 치공자로 불리는 손기의 모

습은 소운성에게 놀림거리가 될 것임을 예견하는 것이다. 반면 14달 만에 태

92) 임치균·허원기 교주, 위의 책, p.151.

93) 『영이록』 권1, 10b-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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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났으며 그 순간 기이한 향기가 산실에 가득했다는 것은 그가 서사 후반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신이한 능력으로 해결하게 될 것임을 뒷받침하는 하나

의 장치로 활용된다. 요컨대 영웅이 되기 위한 기본적 조건인 ‘기이한 탄생’

을 나타내는 것이라 하겠다. 

  이후 손기는 형옥의 여섯째 딸 계아와 결혼하고, 형옥의 막내딸 경아가 소

운성과 결혼하며 두 사람은 동서(同壻)관계를 맺게 된다. 생김새가 험악하고 

아둔한 손기는 결혼 후 방에 박혀 조용히 지냈는데 경아와 소운성의 혼인 후 

더 깊이 숨어버린다. 이후 소운성은 동서 손기의 모습을 볼 수 없자 의아함을 

느끼던 중 형옥이 자신을 빼고 연회를 주최한 사실을 알고 몰래 연회에 참석

한다.

  평소 깊은 당에 숨어 나오지 않는 손기를 마땅치 않게 생각하던 소운성은 

연회에서 손기에게 망신을 준다. 손기의 이름을 잘못 말하기도 하고, 시회를 

열어 시를 짓지 못하는 그에게 강물을 마시게 하는 등 손기를 무시하는 행동

을 연이어 보여준다. 사실 소운성은 손기에게 망신을 줄 작정으로 연회에 참

석한 것으로 이는 상술한 ‘동서대립담’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손기는 기이한 탄생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웅적 면모도 드러내지 못

한 채 『소현성록』의 손생과 비슷한 인물로 나타난다. 하지만 『영이록』은 연회 

이후의 서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손기를 새로운 인물로 그려낸다. 소운성에게 

수모를 당한 이후 손기는 천서(天書)를 공부해 도를 깨우치고 소씨 집안과 국

가에 닥친 악운을 해결해나간다. 

[손기]이 녀성(厲聲)야 오,

“상뎨(上帝) 공(公)을 명(命)야 화하(華夏) 진복(震服)고 됴시(趙氏) 샤직(社稷)을 

븟드러 돕게 시니 소임(所任)이 듕(重大)디라 이제  요인(妖人)이 이셔 요괴(妖

怪)로온 슐(術)을 놀려 년곡(輦轂) 아셔 방(放恣)믈 브리거 공티(共治) 아니니 

만셩(萬姓)의 향화(香火)을 바다 헛도이 직분(職分)을 피디 아니고 고이히 넉기니 

이제 급히 가 소가(蘇家) 쇼(小兒)의 넉 도라보고  요도(妖盜) 잡아 소부(蘇

府)로 보라”

그 신녕(新靈)이 공슈(拱手) 사례(射禮)고 몸을 번드텨 공듕(空中)으로 올나가니 

진(陣) 람과 우레 모라가더라. 이 님과 상셰[소운성] 이 거동(擧動)을 보고 모발(毛

髮)이 숑연(悚然)야 감히 숨을 쉬지 못더니 이윽고 람과 비 긋치고 날이 다시 

거 손이 샹셔와 한님을 쳥야 좌(座)의 드러 죠용이 담쇼(談笑)더니 이윽고 샹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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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닐오,

“군은 리 도라가라. 소(小兒) 임의 회(回生) 여시리라.”94)

  하루는 소운성이 마을에 마술하는 광대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 

놀이판을 만든다. 그러다 이를 구경하던 소운성의 작은 아들이 광대의 술수에 

빠져 갑자기 쓰러져 죽을 위기에 처한다. 소운성이 당황하여 어찌할 줄을 모

르는데 손기가 도술로 신령을 부려 광대를 물리치고 아들을 살려낸다. 소운성

은 일전에 선유에서 손기에게 모욕을 준 일을 사과하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

러워하며 고마움을 표한다. 이는 손기가 앞서 소운성에게 당한 수모를 갚고 

그의 영웅적 능력을 과시하는 일화라 할 수 있다.   

수일(數日)이 디나 병진일이 거 텬(天師)[손기] 모든 관원(官員)을 거려 각

각 방위(方位) 안고 단샹(壇上)의 거믄 둑을 셰우고 소샹셔로 여곰 단샹을 직희오

고 댱난으로 명(命)야 댱텬의 보검을 비러 소샹셔 도으라 고 텬 단샹으로 도

라와 부작 닑고 블 디니 람과 구이 니러나고 공듕의 녁(力士)와 무슈(無數) 텬

병(天兵)이 단을 둘너 호위거  댱난을 명야 모 믈  가마의 붓고 부작을 닑

으니 못 믈이 허 슌식 이의 일곱길이 조으니 어별(魚鼈)과 귀섀(龜鰤) 다 놀나 노

더니 홀연 못 속의 소 이셔 쇠북을 울리 더니 이윽고 비린 바람이 이러나며 

거믄 긔운이 모 조차 니러나 단샹을 향(向)야 즛텨오니 기발이 다 업더디고져 거

 텬  댱텬 명야 풍운(風雲) 뇌우(雷雨) 두 신녕을 졍(定)야 위엄(威嚴)을 도도

고 텬 단의 올나 양뉴지(楊柳枝)의 동슈(東海水) 뭇쳐 동방(東方)을 향야 리고 

블러 오,

“동방 목졍(木精) 쳥뇽(靑龍)은 급히 니러나 뎌 업뇽(業龍)을 마자 호라.”95)

  소운성의 작은 아들을 구한 이후 대궐 안에 살고 있던 요괴가 나타나 갑자

기 임금이 위독한 상태에 빠진다. 손기는 병의 원인이 요괴 때문인 것을 간파

하고 다시 한 번 도술로 신령을 부려 문제를 해결한다. 손기의 도술로 임금이 

살아나고 이후 손기는 많은 공을 세우고 부귀를 누리다 부인 계아와 함께 신

선이 되어 청성산으로 돌아간다. 요컨대 손기는 악령을 퇴치함으로써 가문과 

국가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영이록』은 『소현성록』의 짧은 일화를 바탕으로 

94) 『영이록』, 권2, 34b-35b.

95) 『영이록』, 권3, 21b-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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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특히 『소현성록』에서 ‘손생’으로 명명되며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인 ‘손기’를 주인공으로 하여 독창적인 작품을 탄생시켰

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이전 작품의 인물과 사건을 활용하

여 새로운 작품을 구현해낸 것이다. 그렇다면 고전소설의 다른 파생작들은 어

떠한 방식으로 형성되는가.

  『설씨이대록(薛氏二代錄)』 또한 『소현성록』의 파생작으로 주목을 요한다.96)

『설씨이대록』은 소운성의 딸 소숙희가 시댁인 설가에서 지내며 벌어지는 이

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 작품은 『소현성록』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여성인물

을 대상으로 여성의 삶과 애환을 그리고 있으며 전작이 ‘남성’을 주인공으로 

삼았다면 『설씨이대록』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창작한 작품이라고 평가

된다.97)

  위 작품은 앞서 살펴본 『영이록』과 마찬가지로 특정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하여 파생되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더불어 소운성을 비롯한 소부의 인물들이 

대부분 등장하며 『소현성록』의 주요 사건들이 등장인물들의 대화에서 장황하

게 나열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작의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알 

수 있다.98) 요컨대, 『영이록』과 『설씨이대록』은 모두 『소현성록』에서 파생된 

작품으로 전작의 사건과 등장인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해 낸 것

이라 하겠다.99)

  주지하였듯이 『옥환기봉』은 『도앵행』, 『취미삼선록』, 『한조삼성기봉』 등과 

연작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도앵행』과 『취미삼선록』을 파생작으로 두고 

있다.100) 먼저 『취미삼선록』의 경우를 살펴보자. 『옥환기봉』이 광무제와 곽

96) 박영희는 ① 『소현성록』과 『설씨이대록』의 배경이 동일한 점, ②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설씨이대록』에 등장하는 점, ③ 『소현성록』의 주요 사건들이 『설씨이대

록』의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에서 장황하게 나열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설씨이

대록』이 『소현성록』의 파생작임을 밝혔다. (박영희, 「<설씨이대록> 연구」,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97) 박영희, 위의 논문, p.73.

98) 박영희, 위의 논문, p.63.

99) 더불어 두 작품은 전작인 『소현성록』의 주제의식을 일부 변용하거나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

서 공통점을 가진다. (임치균, 위의 책, p.95; 박영희, 위의 논문, p.73.)

100) 『한조삼성기봉』의 경우에는 연구자에 따라 다른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임치균(임치균, 

「<한조삼성기봉> 연구」, 『정신문화연구』 26, 한국학중앙연구원, 2003.)의 경우 『한조삼성기

봉』을 『옥환기봉』의 파생작으로 이야기하는 반면 이승복(이승복,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

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은 속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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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음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취미삼선록』101)은 곽후가 폐출된 이후 

벌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광무제, 음후, 곽후와 그들의 자

녀들이 천상에서 설연하는 이야기가 날양공주의 꿈을 빌어 제시되어 있는 것

이다.102)

  그런데 전작인 『옥환기봉』이 곽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여성의 행실을 

문제 삼고 있다면 『취미삼선록』은 곽후를 옹호하며 자녀의 삶을 통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낸다. 즉, 후한 광무제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남성적인 시각

에서 여성적인 시각으로 변모한 것이다.103) 정리하면 『취미삼선록』은 ‘곽후의 

폐위’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전작과 다른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이라 할 터

이다. 

  앞서 고찰한 결과 파생작은 전작의 인물, 사건을 바탕으로 이를 독창적으로 

발전시키거나 전작의 내용이나 주제를 뒤집는 방식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도앵행』은 이러한 구성 원리 중 어떠한 경우에 해

당하는가.

  먼저 『도앵행』은 『옥환기봉』의 등장인물 영평공주에 주목하여 정위주 수절 

문제를 통해 주처사의 헛된 명분의식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동시에 시비

(侍婢)인 장난과 가씨가 문제 해결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 하

겠다. 즉, 『도앵행』은 전작의 역사 인물 품평이라는 창작방식을 잇고 있으면

서 『옥환기봉』에서 주된 관심의 대상이었던 가정 내 여성의 지위 문제, 선후 

문제 등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104) 있는 작품인 것이다. 

  그런데 『옥환기봉』의 파생작으로서 『도앵행』은 여타의 파생작들과 구성 원

리 측면에서 이질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영평공주는 『옥환기봉』에서 황실의 

규정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를 선택하더라도 『한조삼성기봉』과 『옥환기봉』이 연관되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101) 이승복은 ① 역사상 실재하지 않는 인물이 『옥환기봉』과 『취미삼선록』 모두에 등장한다

는 점, ② 『취미삼선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이 『옥환기봉』과 공통된다는 점, ③ 곽후

와 관련된 내용이 『옥환기봉』과 미세한 부분까지 일치한다는 점, ④ 『취미삼선록』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옥환기봉』을 알아야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취미삼선록』이 

『옥환기봉』의 파생작임을 밝혔다. (이승복,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

의 성격」, 『국문학연구』 6, 국문학회, 2001.)

102) 이승복, 위의 논문, p.162.

103) 구선정, 「<취미삼선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p.95.

104) 박은정, 「<도앵행> 연구: <옥환기봉> 연작과 관련하여」, 동아인문학13, 동아인문학회, 

2008, pp.105-106.



78

내분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려고 애쓰는 중요한 인물로 그려진다.105) 그리고 

『도앵행』에서도 영평공주는 정위주가 주씨 가문으로 들어오는데 일정한 역할

을 하고 있다. 이전 작품에서 보여준 중재자 역할이 파생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더불어 『도앵행』의 내제(內題)가 ‘영평공주전’인 것으로 보

아, 『도앵행』은 영평공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전술하였듯이 영평공주를 차용

하여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지만 『도앵행』의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주체는 

장난이며 영평공주는 장난의 계획을 돕는 조력자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실제

로 영평공주는 작품에서 정위주나 주처사에 비해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106)

더불어 『도앵행』은 정위주 찾기나 주처사 설득하기를 구현한 장면전개가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을 영평공주 중심의 파생작이라고 규정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옥환기봉』의 특정한 사건을 바탕으로 한 파생작인가. 『도앵행』에

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건은 정위주의 수절이다. 결국, 작품은 ‘영평

공주와 정위주, 두 여성의 주씨 가문입성’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주씨 가문

과의 혼인’은 『옥환기봉』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역사에서 영평공주는 주

씨 집안과 혼사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건을 중심의 파생작으로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것에도 무리가 따른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 『영이록』, 『설씨이대록』, 『취미삼선록』은 모두 인물, 

사건을 중심으로 한 파생작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도앵행』의 경우 위와 같

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작품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그

렇다면 『도앵행』을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산생(産生)된 파생작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앞서 3장에서 확인한 결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도앵행』

은 장면전개가 중심이 되는 작품으로 각 장면전개는 다양한 서술 방식이 풍

부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① 탐색 장면전개에서는 장편소설의 완만한 서사전

개를, ② 논쟁 장면전개에서는 의론체 소설의 논쟁을 통한 긴장감을, ③ 추리 

105) 구선정, 앞의 논문, p.52.

106) 3장에서 확인하였듯이 영평공주가 주로 등장하는 부분은 ‘추리장면전개’로 이외의 장면전

개에서는 영평공주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이외의 장면전개들은 정위주, 주처사, 장난과 

가씨를 비롯한 시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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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전개에서는 송사소설의 추리 행위와 정보 제한적 서사 구성을 보다 더 

심화하여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도앵행』은 장면전개가 작품 전체에

서 중요하게 포착되며 서사 전략으로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작품이라 할 

터이다.

  이 사실은 『도앵행』이 『옥환기봉』의 파생작으로서 가지는 위치를 가늠하게 

한다. 작품은 장면전개를 활용하여 작품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색다른 흥미를 자극하고 있다. 『옥환기봉』의 등장인물인 영평공주를 전면에 

내세워 전작과의 연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여타의 파생작들과는 다른 구성 방

식을 통해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결국, 『도앵행』은 『옥환기

봉』의 등장인물인 영평공주를 차용하고 전작과 비슷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지

만 장면전개를 중심에 두고 창작된 파생작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과연 『도앵행』에서 포

착되는 서사 구성 방식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인물, 사건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파생작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도

앵행』에서만 나타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전

작과 파생작의 형성 방식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도가 『도앵행』

만이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발견되는 현상인지를 확인해보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영이록』, 『설씨이대록』, 『취미삼선록』 등의 파생작과 형성 방

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작품으로 『옥원재합기연(玉鴛再合奇緣)』과 『옥원전해

(玉鴛箋解)』를 이야기할 수 있다. 『옥원전해』는 『옥원재합기연』의 파생작으로 

전작인 『옥원재합기연』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107)

  『옥원재합기연』은 소세경과 이현영, 이현윤과 경빙희의 결연담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치·역사소설의 면모를 가진 작품이다.108) 『옥원전해』는 이현윤과 경

빙희 부부를 중심으로 부부갈등과 가족구성원들의 갈등을 다루고 있는데109)

전작의 등장인물인 이현윤을 대상으로 새로운 작품을 창작했다는 점에서 여

타의 파생작들과 비슷해 보이기도 한다.

107) 양혜란, 「18세기 후반기 대하 장편가문소설의 한 유형적 특징: <옥원재합기록>, <옥원전

해>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20, 한국학보, 1994.

108)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탈가문소설적 시각 또는 시점의 맹아」, 『한국문화』 24, 서울대

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9.

109) 양혜란, 위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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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한 가지 특기할만한 점은 『옥원전해』의 시작 부분에서 전편인 『옥

원재합기연』을 쓰게 된 경위, 유포되는 과정, 독자들의 반응, 『옥원전해』를 

창작하게 된 이유가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다.110) 결국 『옥원전해』는 전편의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사건들을 『옥원재합기연』과 『옥원전

해』의 서술자인 석도첨이 정리해 놓은 글이라 할 수 있다.111)

  이처럼 『옥원전해』는 전편의 주인공들이 다시 『옥원전해』에 등장하여 전편

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전하거나 작품의 출판 경위를 밝히는 등 전작에

서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작품이라고 하겠다.112) 요컨대 전작의 서사를 바

탕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강하여 전작과의 유

기성을 높이려는 서사적 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옥원전해』의 창작방식에서 드러나는 위와 같은 새로운 시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전소설의 서사를 구성하는데 이전과 다른 시도가 

포착되는 작품으로 『제일기언(第一奇諺)』을 떠올릴 수 있다. �제일기언�은 중

국 청대(淸代)소설인 『경화연(鏡花緣)』을 홍희복이 번역한 작품으로 서문에서 

번역 의도를 밝히고 있다.113)

우연히 근셰(近世) 즁국(中國) 션 지은 바 쇼셜(小說)을 보더니 그 말이 죡히 사의

게 유익(有益)고 그 이 부 세상(世上)을 닷과져하야 시쇽쇼셜(世俗小說)의 투

버셔고 별노히 의 베퍼 경셔(經書)와 긔(史記) 인증(引證)고 긔문벽셔(奇文

僻書)를 샹고(相考)야 신션(神仙)의 허무 바를 말되 곳곳이 빙계잇고 외국에 긔괴

(奇怪) 바 말되 낫낫치 력(來歷)이 잇셔 경셔 의논며 의리(義利) 분셕(分

析)고 긔 문답(問答)면 시비(是非) 질졍(質正)야 쳔문지리(天文地理)와 의약

복셔(醫藥卜筮)로 잡기방슬(雜技方術)에 니르혀 각각 그 묘(妙) 말고 법(法)을 히

니 이 진짓 쇼셜에 대방가(大方家)요 박남(博覽)기의 읏듬이라114)

  홍희복은 『경화연』이 사람에게 유익하고 뜻이 세상을 깨닫게 하여 세속소

110) 한길연,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서사 양식 연구: 史傳 전통의 소설적 轉化양상을 중심으

로」,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111) 한길연, 위의 논문, p.150.

112) 전작을 보충한다는 개념에서 정병설은 『옥원전해』를 ‘보유작(補遺作)이라 칭했다. (정병

설, 위의 논문, pp.86-87.)

113)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984.

114) 박재연·정규복 교주, 『제일기언』, 국학자료원, 1987,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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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의 투를 벗어났다고 평가한다. 또 경서와 사기를 인용하여 시비를 가리고 

지리, 의약, 점술 등 여러 가지 정보가 담겨있어 작가를 ‘대방가’, 즉 문장이

나 학술이 뛰어난 사람이라 칭하고 있다. 홍희복이 여타의 소설과 달리 다양

한 정보를 담고 있는 『제일기언』에 호기심을 느끼고 번역했던 것은 서문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요컨대 그는 작품이 지닌 백과전서(百科全書)적 효용에 

관심을 둔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 소설 향유층이 소설에서 색다른 즐거움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터이다. 기존의 양식적 전통에 실증을 느끼고 이를 극

복하려는 하나의 방안으로 서사 구성 방식에서 다양한 시도가 포착되는 것이

다. 이와 같은 시도는 『제일기언』 외에도 『명행정의록(明行貞義錄)』, 『위씨오

세삼난현행록(衛氏五世三難賢行錄)』, 『삼강명행록(三綱明行錄)』 등에서 확인

된다. 

  이들은 백과전서적 성격을 지닌 일군의 작품들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포착

된다. 먼저 『명행정의록(明行貞義錄)』은 역사서를 수용하여 비교하는 방식이 

나타나고115), 『위씨오세삼난현행록(衛氏五世三難賢行錄)』은 삽화적 구성이 두

드러지는 동시에 의궤(儀軌)를 활용하여 장면을 구성하는 특이성이 드러난

다.116) 마지막으로 『삼강명행록(三綱明行錄)』 중국 지리지를 수용하여 작품을 

구성하며 다양한 한시의 삽입을 통해 교양 서적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평

가된다.117) 정리하면, 조선후기 소설의 인기가 높아지며 여러 수요가 생겨났고 

이에 따라 서사 구성의 다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앞서 확인한 『옥원전해』, 『제일기언』 등의 예시를 통해 조선후기 소설 향유

에 있어 서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이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도앵행』 또한 다양한 서사적 

실험의 일환으로 탄생된 작품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터이다. 작품은 다

양한 장르의 소설작품에서 활용되는 서술 방식을 하나의 작품 안에서 구현함

115) 서정민, 「<명행정의록>의 서술 태도 분화와 소설 서사의 위상 제고」,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116) 송성욱, 「<위씨오세삼난현행록>의 특이성」, 『정신문화연구』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서정민, 「<위씨오세삼난현행록>의 서술 방식을 통한 향유의식 연구」, 『국문학연구』 

9, 국문학회, 2003.

117) 서정민, 「<삼강명행록>의 창작 방식과 그 의미」, 『국제어문』 35, 국제어문학회, 2005a; 

서정민, 「<삼강명행록>의 교양서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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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여러 가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유층의 흥미를 유발했던 것이다. 즉, 

『도앵행』은 서사 구성 방식에서 새로운 시도가 나타난 장면전개 중심의 파생

작이라는 의의를 갖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도앵행』은 연작을 구성하는 방식에서 새로운 서사적 

시도가 나타난 것으로 장면전개에 중점을 두고 산출된 파생작이었다.118) 『옥

환기봉』의 인물인 영평공주와, 역사적 인물의 품평이라는 양식을 차용했지만 

오히려 장면전개에 초점을 맞춘 작품인 것이다. 이러한 작품의 특징은 향유층

과 연결 지어 생각할 수 있는데, 『도앵행』의 향유층은 고전장편소설에서 빈번

히 구현되는 장면전개를 극대화하여 ‘장면전개 중심의 구성’을 창출하였

다.119) 결국, �도앵행�은 장면전개라는 익숙한 서사 기법을 통해 새로운 향유

의 즐거움을 창출해 낸 실험작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118) 『도앵행』이 장면전개 중심의 파생작이라는 것은 작품의 제목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여타 고전소설의 제목은 작품에서 가장 특징적인 면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유씨삼대록』

이나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 등과 같이 작품의 주제나 주인공 가문을 활용하여 제명으로 

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도앵행』의 경우 등장인물인 ‘정위주’가 수절하고 있는 

‘도원동(桃園洞) 앵도원(櫻桃園) 행화촌(杏花村)’이라는 지명을 활용하여 작품의 제목으로 삼

고 있다. 이본에 따라 내제가 ‘영평공주전’으로 된 것을 찾을 수 있지만 표제는 『도앵행』으

로 동일하다. 즉, 작품의 제명이 여타의 고전소설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것이다.

    이처럼 다소 독특하게 지어진 제목을 통해서도 작품을 독해할 단서를 얻을 수 있다고 생

각한다. 향유자들의 관심사를 추정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앵행』 향유자들은 작품에 등

장하는 인물이나 사건보다는 일련의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에도 관심이 닿아있었다고 생각

된다. ‘정위주의 수절’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내세우지 않고 그녀가 지내는 장소의 지명을 활용하여 제목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향유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작품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장면전개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도앵행』의 독특한 제명 방식은 『옥환기봉』과 연작 관계에 있는 『취미삼선록』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취미삼선록』 또한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공간인 ‘취미궁(翠薇

宮)’을 전면에 내세워 제명으로 삼고 있다. (박은정,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

능과 의의」, 『한민족어문학』 60, 한민족어문학회, 2012, p.87.)

119) 이처럼 장면전개가 극대화된 구성이 나타나는 『도앵행』은 일종의 실험적인 작품이라고 생

각된다. 현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작품이 있는 반면 미장센(mise 

en scene)과 같이 화면 구성에 집중하는 작품을 찾을 수 있다. 『도앵행』은 장면전개에 대

한 관심을 극대화한 일종의 마니아적 소설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83

Ⅴ. 결론

  본고는 『도앵행』에 드러난 장면전개의 양상과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통해 장면전개가 장편화의 한 방법이 아니라 서사 전략으로서 

소설에서 차지하는 독자적인 위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도앵행』 이본들을 확인하고 각각의 특징을 살

핀 뒤 선본을 지정하였다. 현존하는 이본은 25종으로 그 중 8종이 완질본으

로 확인된다. 이를 대상으로 분량, 서사단락의 차이, 새로운 장면의 삽입 등

을 기준으로 하여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서사단락에서 차이가 나는 이

본은 『주씨청행록』으로 서사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시간 순서대로 재배열했다

는 특징이 있다. 다른 이본들의 경우 서사단락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분량이 축소된 이본은 경상대본, 연대 A본, 이대본, 규장각본, 단대본이며 이 

중 규장각본, 단대본, 박순호 A본에서 새로운 장면이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선본으로 지정한 연대 A본은 천리대본과 비교하

였을 때 후일담이 일부 삭제되고 장면전개의 서술정도가 비교적 소략한 이본

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본고는 천리대본을 새로운 선본으로 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Ⅱ장에서는 장면전개의 의미를 확인하고 『도앵행』에 나타나는 장면전개를 

추출하였다. 장면전개는 서사학에서의 ‘장면’이 가장 중요한 서사 형식으로 기

능하는 부분으로서 그것이 전개되는 전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본고는 선

행연구에서 밝힌 개념을 수용하여 『도앵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장

면전개는 다소 추상적인 개념으로 작품에서 구현되는 각각의 장면전개를 추

출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1) 단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가?’, 

‘2) 시간의 흐름이 현저히 느려지는가?’, ‘3) 작중 서사가 거의 진행되지 않거

나 완만히 진행되는가?’의 기준을 가지고 『도앵행』에서 장면전개를 선별하고

자 했다. 그 결과, 여기에 부합하는 장면전개는 총 16개로 주로 영평공주의 

혼인, 정위주의 수절과 정위주 찾기, 주처사 설득하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

다. 또한 『도앵행』에서 포착되는 장면전개는 전체 작품 분량의 2/3정도를 차

지하며 정치하게 서술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확인한 장면전개의 양상을 그 내용에 따라 분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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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장면전개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도앵행』에 

드러나는 장면전개는 그 내용에 따라 1)탐색, 2)논쟁, 3)추리로 나누어 보았

다. ‘탐색 장면전개’는 파혼 후 숨어버린 정위주를 찾는 과정에서 나타나며 

탐색자의 시선에서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려진다. ‘논쟁 장면전개’는 주처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전개되며 합당한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첨예하게 대립

하는 동시에 논쟁의 결과가 지연된다. 마지막으로 ‘추리 장면전개’는 영평공주

가 정위주 수절사건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며 영평공주의 영민함

을 바탕으로 단서를 통한 합리적인 추리를 보여준다.

  이를 토대로 논의의 범주를 확장하여 『도앵행』을 다른 고전소설들과의 비

교를 통해 작품에서 장면전개가 가지는 의미를 고찰하였다. 『도앵행』에서 나

타나는 탐색, 논쟁, 추리 장면전개는 각각 다른 유형의 서술 방식을 효과적으

로 구현하고 있다. 탐색 장면전개는 묘사의 중첩을 통해 완만한 서사전개를 

드러내고 논쟁 장면전개는 첨예한 대립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한다. 추리 장면

전개는 추리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이는 각각 장편소설, 의론체소

설, 송사소설의 서술 방식을 좇는다. 요컨대 �도앵행�은 장면전개를 통해 다

른 장르의 고전소설작품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서술 방식을 구현해내고 

있으며 그것을 2권 2책이라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생작으로

서 『도앵행』이 가지는 의의를 확인하였다. 『도앵행』은 『옥환기봉』의 등장인물

인 영평공주를 차용하는 동시에 전작과 비슷한 주제의식을 담고 있지만 작품 

전체에서 장면전개가 중요하게 드러나며 서사 전략으로서 활용되는 것을 보

아 ‘장면전개’를 중심으로 구성된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도앵

행』은 여타의 파생작들이 ‘인물,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장면

전개’를 중심으로 산생된 작품인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여타의 고전소설에서도 확인되는 것이었다. 『옥원재합기연』

의 파생작인 『옥원전해』는 전작의 내용을 보충하는 보유작(補遺作)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홍희복은 『제일기언』의 서문을 통해 소설 향유에 ‘백과전서적’ 

수요가 있었음을 이야기 했다. 더불어 『명행정의록』, 『위씨오세삼난현행록』, 

『삼강명행록』 등의 작품에서 이전과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처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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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후기 소설 향유층은 서사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시도하고 있었고 

그 일환으로 『도앵행』이 산생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었다.

  이상으로 『도앵행』은 장면전개를 중심으로 향유된 작품임을 확인하였다. �도

앵행�에서 갈등이 약화되고 작품의 서사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것은 모두 장면

전개의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대신 �도앵행�은 여타의 소설과는 달리 

소설 향유자들에게 익숙한 장면전개를 활용하여 이전의 소설에서 볼 수 없던 

참신한 서사 구성의 향유라는 색다른 흥미를 창출한 셈이었다. 요컨대, �도앵행

�은 장면전개라는 소설의 한 요소를 확대시켜 새로운 향유의 즐거움을 만들어

낸 독특한 파생작이었다.

  다만 이 작품을 연작관계에 있는 『옥환기봉』, 『취미삼선록』, 『한조삼성기

봉』 등의 다른 작품들에 나타난 장면전개의 양상을 함께 검토하지 못하였다

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더불어 조선 후기 회화나 정원의 발달 등 『도앵

행』에서 장면전개가 두드러질 수 있었던 당대의 문화적 상황에 대해서도 보

다 실증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이 두 가지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86

참고문헌

자료

『도』 (서울대학교 규장각 일사문고 소장본).

『도앵행』 (단국대학교 소장본).

『桃鸎嚶』 (박순호 소장본A).

『桃鸎行』 (경상대학교 소장본).

『桃櫻杏』 (연세대학교 소장본A).

『도앵행』 (연세대학교 소장본B).

『도』 (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

『도』 (천리대학교 금서룡문고 소장본).

『도행록』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본).

『동앵행』 (계명대학교 소장본).

『도』 (충남대학교 소장본).

『도』 (한글박물관 소장 박순호 구장본).

『朱氏淸行錄』 (뿌리깊은 박물관 소장본).

『삼한습유(三韓拾遺)』 (이승수·서신혜 역주, 박이정, 2003).

『소현성록(蘇賢聖錄)』 (조혜란·정선희 역주, 소명출판, 2010).

『영이록(靈異錄)』 (임치균·이래호 역주,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옥환기봉(玉環奇逢)』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

『유씨삼대록(劉氏三代錄)』 (한길연 외 역주, 소명출판, 2010).

『鄭壽慶傳 單』 (『나손본 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56, 보경문화사, 1994).

『제일기언(第一奇諺)』 (박재연·정규복 교주, 국학자료원, 1987).

단행본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소장 선본 고서 해제집2』, 계명대

학교 출판부, 2009.

박성봉 편역, 『대중예술의 이론들: 대중예술 비평을 위하여』, 동연, 2000.

박성봉,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2001. 



87

신영주, 『조선시대 송사소설 연구』, 신구문화사, 2002.

유탁일, 『한국문헌학 연구』, 아세아문화사, 1989.

이상택 외,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보고사, 2015.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 소설 연구』, 태학사, 1996.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엮음, 『100년의 문학용어사전』, 도서출판 아시아, 2008.

한용환, 『소설학사전』, 푸른사상, 2016.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9.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 『고전소설연구보정』, 박이정, 2006.

란다 사브리, 이충민 옮김, 『담화의 놀이들』, 새물결, 2003.

제라르 주네트, 권택영 옮김,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제라르 주네트 외, 석경징 외 옮김, 『현대서술이론의 흐름』, 솔, 1997.

제랄드 프랭스, 최상규 옮김, 『서사학이란 무엇인가: 서사물의 형식과 기능』, 예림기

획, 1999.

제레미 M.호손, 정정호 외 옮김, 『현대 문학이론 용어사전』, 도서출판 동인, 2003.

논문

강경미, 「<南柯錄>의 서술상 특징과 작가의식」, 『우리어문연구』 50, 우리어문학회, 

2014.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카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고은임, 「<명주기봉>의 애정형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구선정, 「<취미삼선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옥환기봉>의 인물연구: 역사 인물의 소설적 재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1.

      , 「공존과 일탈의 경계에 선 공주들의 타자의식 고찰 : <도앵행>과 <취미삼선

록>에 등장하는 공주들의 시댁 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6, 한국



88

고전연구학회, 2012.

김경미, 「조선 후기 한문소설의 의론적 대화 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8, 

1999.

김동욱,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 소재 소설목록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47, 

한국고전문학회, 2015.

김문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공간 묘사와 공간 인식: <소현성록>, <조씨삼대

록>, <임씨삼대록>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62, 동악어문학회, 2014.

김미지, 「한국 근대문학에 나타난 ‘묘사’의 방법론 고찰: 1930년대 비평과 소설을 중

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8, 한국현대문학회, 2009.

김수영, 「<要路院夜話記>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양진, 「<옥원재합기연>의 서사 양상 연구」, 『새얼어문논집』 14, 새얼어문학회, 

2001.

김용기, 「출생담을 통해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발현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21,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김진석, 「1930년대 소설론」, 『어문논집』 27,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연구회, 1987.

김흥규, 「판소리의 서사적 구조」, 『창작과 비평』 31, 창작과 비평사, 1974.

박성창, 「1930년대 후반 한국근대문학비평에 나타난 묘사론 연구: 임화와 김남천의 

묘사론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26, 한국현대문학회, 2008.

박영희, 「<설씨이대록> 연구」, 『한국고전연구』 11,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박은정, 「<옥환기봉> 연작의 갈등 구성방식 및 주제의 변주 양상」, 『한민족어문학』 

52, 한민족어문학회, 2008a.

      , 「<도앵행> 연구 : <옥환기봉> 연작과 관련하여」, 『동아인문학』 13, 동아인문

학회, 2008b.

      , 「<옥환기봉> 연작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의」, 『한민족어문학』 60, 한민

족어문학회, 2012.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서대석, 「칠성풀이 연구」, 『진단학보』 65, 진단학회, 1988.

서정민, 「<위씨오세삼난현행록>의 서술 방식을 통한 향유의식 연구」, 『국문학연구』 

9, 국문학회, 2003.

      , 「<삼강명행록>의 창작 방식과 그 의미」, 『국제어문』 35, 국제어문학회, 

2005a.



89

      , 「<삼강명행록>의 교양서적 성격」, 『고전문학연구』 28, 한국고전문학회, 

2005b.

      , 「<명행정의록>의 서술 태도 분화와 소설 서사의 위상 제고」,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송성욱, 「<위씨오세삼난현행록>의 특이성」, 『정신문화연구』 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3

신동흔, 「<정수경전>을 통해 본 고전소설의 장면구현방식」, 『애산학보』 12, 1992.

양혜란, 「18세기 후반기 대하 장편가문소설의 한 유형적 특징: <옥원재합기록>, <옥

원전해>를 중심으로」, 『한국학보』 20, 한국학보, 1994.

엄태식, 「<주씨청행록>과 <도앵행>의 관련양상 및 구성적 특징」, 『열상고전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오양진, 「부조리의 현실과 수수께끼의 서사: 서정인의 <뒷개>에 나타난 서술과 독자

에 대하여」, 『국제어문』 56, 국제어문학회, 2012.

오윤선, 「한국고전서사와 추리소설」, 『어문논집』 60, 민족어문학회, 2009.

유인선, 「<벽허담관제언록>의 속이기 양상과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수봉, 「<도앵행>전 연구」, 『개신어문연구』 14, 개신어문학회, 1994.

이승복, 「<옥환기봉>과의 관계를 통해 본 <취미삼선록>의 성격」, 『국문학연구』 6, 국

문학회, 2001.

      , 「인물 형상을 통해 본 <도앵행>의 의미: <옥환기봉>과 관련하여」, 『국어교

육』 107,한국어교육학회, 2002.

      , 「<옥환기봉> 연작의 여성담론과 소설사적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12, 한

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6.

      , 「<옥환기봉>의 역사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50, 한국문학회, 

2008.

이정옥, 「송사소설계 추리소설과 정탐소설계 추리소설 비교연구」, 『대중서사연구』 

21, 대중서사학회, 2009.

이헌홍, 「정수경전 연구: 작품구조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23, 부산대학교 국어국

문학과, 1986.

      , 「정수경전의 연구사적 반성과 전망」, 『한국민족문화』 19, 부산대학교 한국민

족문화연구소, 2002.

임치균, 「18세기 고전 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 <옥환기봉>을 중심으로」, 『한국고전

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 「<취미삼선록> 연구: <옥환기봉>, <한조삼성기봉>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30, 한국고전문학회, 2006.



90

장연호, 「조선시대 송사소설의 판관 형상 연구」, 『한국문학논총』 67, 2014.

전기화, 「<여와전> 연구: 여성 ‘비평주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1984.

정병설, 「정도와 권도, 고전소설의 윤리 논쟁적 성격과 서사적 의미」, 『관악어문연

구』 20, 1995.

      , 「고소설의 서사과정에 대한 일연구: 권도론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 한

국고소설학회, 1996.

      , 「<옥원재합기연>: 탈가문소설적 시각 또는 시점의 맹아」, 『한국문화』 24, 서

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9.

      ,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 <완월회맹연>과 <원

재합기연>을 바탕으로」, 『국문학연구』 4, 국문학회, 2000.

      , 「조선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연구: <옥원재합기연>과 <옥린몽>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07, 한국어교육학회, 2002.

조계숙, 「현대문학비평에 나타난 소설의 묘사론」, 『어문논집』 37, 민족어문학회, 

1998.

조광국, 「<유씨삼대록>의 가문창달 재론: 전편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

연구』 20, 한중인문학회, 2007.

조동일, 「흥부전의 양면성」, 『계명논총』 5, 계명대학, 1968.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고소설연

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조혜진, 「<몽옥쌍봉연록>의 공간 인식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채윤미, ｢<부장양문록>연구 :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최성윤, 「근대 초기의 비평 논쟁과 ‘묘사’ 개념의 구체화 과정」, 『우리어문연구』 49, 

우리어문학회, 2014.

최어진, 「고전장편소설의 복장전환 화소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최윤희, 「<도앵행>의 문헌학적 연구」, 『우리어문연구』 29, 우리어문학회, 2007a.

      , 「<도앵행>의 갈등 양상과 그 구성 방식」, 어문논집 56, 민족어문학회, 

2007b.

최혜리, 「고전장편소설의 공주형 인물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한길연, 「<도앵행>의 ‘재치있는 시비군’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

여성문학회, 2006.



91

      ,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서사 양식 연구: 史傳 전통의 소설적 轉化양상을 중

심으로」,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 39, 규장각한국학

연구소, 2007.

      , 「18세기 문제작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재해석: ‘타자의 서사’와 ‘포월의 미

학’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8, 한국고전문학회, 2015.

허순우, 「<現夢雙龍記> 連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서정민, 「한글박물관 소장 <도앵행(박순호 구장본)> 강독」, 국립한글박물관 소장자료  

강독회(2016. 7. 22.)



92

Abstract

A study on the Scene development in the 

『Doaenghaeng(桃櫻杏)』

Lee Min-Joo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literary scene development in the Classical Korean Novel 

『Doaenghaeng(桃櫻杏)』. In doing so,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aesthetic interest of the readers of that time toward the scene development 

and, furthermore, determine how scene development was used as a 

narrative strategy in Classical Korean Novels. 

  『Doaenghaeng』 is a sequence novel to the novels 『Okwangibong(玉環奇

逢)』, 『Chwimisamseollok(翠薇三仙錄)』 and 『Hanjosamseonggibong(漢朝三姓奇

逢)』. It focuses on the conflict of two women - Princess Yeongpyeong and 

Jeong Wiju - and their marriage into the family of Joo Cheosa. Compared 

to other Classical Korean Novels 『Doaenghaeng』 displays a relatively simple 

narrative development and is characterized by delays at certain points of 

the narrativ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define and interpret these 

narrative characteristics using the term 'scene development'.

  There are 25 existing versions of 『Doaenghaeng』, 8 of them are 

considered complet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volume, 

differences in the narrative paragraphs and insertion of new scenes in 

these completed versions of the novel. This paper mainly focuses on 

studying the Tenri University's 『Doaenghaeng』, as it is the longest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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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completed versions, includes all the main characteristics of other 

versions and is defined by the use of various scene developments. The 

second chapter of this paper looks into the term 'scene development' and 

provides examples of such scenes from 『Doaenghaeng』. There are a total 

of 16 scenes and they mainly depict Princess Yeongpyeong's marriage, 

Jeong Wiju's faithfulness to her deceased husband, the search for Jeong 

Wiju and the persuasion of Joo Cheosa. The exquisite narration of these 

scenes constitutes for 2/3 of the novel.

  The third chapter focuses on analyzing these scene developments and 

their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ir contents. ‘Investigation’, ‘argument’ 

and ‘reasoning’ are the main three subjects of the scene developments in 

『Doaenghaeng』. The search for Jeong Wiju, who disappears after calling off 

the marriage, is an example of an 'investigation scene development'. This 

search is described in great detail with the help of an investigator 

character. The persuasion of Joo Cheosa is an example of an 'argument 

scene development'. It depicts an ongoing argument and sharp 

disagreement by adding more and more reasonable arguments, thus 

postponing the end of the argument itself. Lastly, the Princess 

Yeongpyeong's process of understanding Jeong Wiju's faithfulness to her 

deceased husband is an example of a 'reasoning scene development'. It 

depicts Princess Yeongpyeong's rational reasoning through her intellectual 

judgement.

  Furthermore, this paper looks into the meaning of 'scene development' 

by comparing 『Doaenghaeng』 with other Classical Korean Novels. 

『Doaenghaeng』's investigation, argument and reasoning scene developments 

are all successfully developed and used as narrative techniques in other 

fiction genres. The investigation scene development is a gradual unfolding 

of the narration by continuous description. The main function of the 

argument scene development, on the other hand, is to create tension by 

depicting sharp disagreements. And lastly, the reasoning scene development 

is a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causes of events through reasoning. All 

of these narrative techniques can be found in ‘full-length novels’, Debate 

‘Uironche Novels’ and ‘Lawsuit Songsa Novels’. In short, through the use 

of scene development, 『Doaenghaeng』 implements the characteri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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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techniques used in other Classical Korean Novel genres.

  The fourth chapter focuses on analyzing the significance of 

『Doaenghaeng』 as a derivative work. 『Doaenghaeng』 centers on the scene 

development techniques and it uses them throughout the whole novel as a 

part of narrative strategy. In other words, 『Doaenghaeng』 was written 

focusing on the scene development, compared to other derivative works 

that focused on characters and events. However, this new approach can be 

found in other Classical Korean Novels. For example, 『Ogwonjeonhae』, a 

derivative of 『Ogwonjaehapgiyeon』, is a supplement to the original work. In 

『Jeilgieon』's preface, Hong Huibok discusses the novel's demand as an 

encyclopedia among readers of that time. As such, the Late Joseon novel 

readers and writers were experimenting with various ways of composing 

the narratives, and 『Doaenghaeng』 was produced as part of such 

experimentations.

  As observed above, implementing the narrative techniques of various 

fiction genres, 『Doaenghaeng』 was read and enjoyed for its scene 

development. 『Doaenghaeng』 combines in itself the fun and interest of 

several fiction genres. In short, 『Doaenghaeng』 has a great significance, as 

it is a different kind of derivate work that created an entirely new joy of 

reading by expanding the use of scene development element.

Keywords: Doaenghaeng, Korean Classical Novel, Scene Development, 

Derivative Work, Readers and Writers, Principles of Narrative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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