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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서사에서의 공간의 위상에 주목하여, 공간 범주로 소설을 이해하는 
방법을 <운 전>을 중심으로 구안하고자 한다. <운 전>의 핵심 공간인 수성궁
은 작품의 주요 무 로 기능하며, 서사의 핵심 갈등과 인물의 심리와도 접한 관
계를 맺으며 서사 구성의 핵심 원리로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운 전>의 
공간적 접근은 <운 전>에 한 기존의 해석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운 전>의 
비극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운 전>에 한 연구에서 가장 활발하게 다루어진 화두는 안평 군의 
성격 규정과 <운 전>의 비극성에 한 것이었다. <운 전>에 한 공간적 접근
은 안평 군을 중세적, 봉건적 질서, 성리학적 이념을 추구하는 인물로 해석하여 
안평 군이 취하는 반중세적 행위들을 해명하지 못한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방법은 안평 군을 수성궁을 학문의 장으로 삼아 문화적 
욕망과 문필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로 바라봄으로써, 안평 군의 열린 태도 및 
반중세적 행위들을 설명하는 것이다. 또한, <운 전>에 한 공간적 접근은 <운

전>의 비극성을 단순히 운 과 김진사의 사랑 성취의 실패와 죽음으로 인하여 
환기되는 비극이 아닌, 수성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추구한 수성궁 외부 공간에서
조차 다시 패배하고 마는 중층적 비극으로 조명하여 <운 전>의 독특한 비극성
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서사 공간론에서 논의되는 공간의 핵심적인 역할을 도출하
여 공간이 서사의 총체적 의미 연관 구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함을 규명하고, 둘째
로 도출된 공간의 역할을 바탕으로, <운 전>의 핵심 공간인 수성궁이 서사에서 
행하는 기능을 핵심 갈등 구조의 형성, 인물의 성격과 특징 부각, 그리고 비극적 
분위기의 환기의 차원에서 살핌으로써 이를 통해 드러나는 <운 전>의 총체적인 
서사 세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학습독자의 <운 전> 공간에 한 이
해가 서사 세계에 한 이해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가 학습독자와의 내적 연관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하는 교육 내용과 방
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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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문제 의식과 연구 목적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Ⅱ장에서 서사에서의 공간
의 개념을 의미 표상 및 세계 함축으로서의 공간으로 규정하고, 서사에서의 공간
의 기능과 역할을 논의한 유리 로트만(J. M. Lotman), 미케발(M. Bal), 그리고 골
덴스타인(J. P. Goldenstein), 데종(J. F. De Jong)의 논의를 참고하여, 서사 공간
의 기능을 ‘갈등· 립 구조 형성 및 함축, 인물의 성격 및 특징 부각, 작품의 분위
기 및 미감 환기’로 항목화하 다. 
  Ⅲ장에서는 <운 전>의 공간 구성 양상을 작품의 배경이 된 실제 공간과 작품 
속에 형상화된 공간으로 나누어 객관적으로 살핌으로써, <운 전>의 핵심 공간이 
실제 공간을 소재로 하나 작가에의 의도에 의해 변형되어 형상화된 허구적 공간임
을 이끌어내었다. 또한, <운 전>의 핵심 공간인 수성궁의 폐쇄적인 속성으로 인
해 수성궁이라는 공간 테두리 안팎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양상을 운 과 김진
사의 애정 장애, 안평 군과 궁녀들의 갈등, 서궁과 남궁 궁녀들의 완사(浣紗) 장
소 갈등으로 항목화하여 수성궁이 갈등 및 립 구조의 형성의 요인으로 작용함을 
규명하 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을 야기하는 공간에 해 인물들이 어떻게 인식하
고 어떠한 응 태도를 보이는가를 분석함으로써, (1)안평 군은 수성궁을 문필
적, 미적 세계로 삼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중적 인물임을, (2)운 은 애정 
성취를 통해 본능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폐쇄성에 해 저항하는 인물이자 안평

군의 의리 사이에서 고뇌하는 인물임을, (3)김진사는 수성궁의 극복 불가능성을 
인식하고 타인에 의존하는 수동적 인물임을, (4)자란은 수성궁의 폐쇄성과 안정성
을 동시에 인식하여 합리적 성격을 보여주는 인물임을, (5)유 은 황폐해진 수성
궁에서 비회의 감정을 느끼고 운 과 김진사의 처지에 공감하여 두 인물과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인물임을 도출하여, 수성궁이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부각하는 요
인으로 작용을 규명하 다. 마지막으로, 수성궁의 공간 구성과 수성궁 옛터의 묘사
에 의해 환기되는 비극미와 비회적 정조를 살핌으로써, <운 전>의 공간으로부터 
드러나는 비극적 세계의 모습과 그 의미를 규명하 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추출한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육 내용을 토 로  
학습독자의 <운 전> 서사 공간의 이해 양상 및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종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 다. 그리고 설정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한 교육 방법으로 1)서사 공간 분석과 공간 구성 방식 파악하기, 2)서사 전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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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서사 공간의 역할 이해하기, 3)서사 공간을 통해 서사 세계의 의미 구성하
기, 4)서사 세계를 공감적·비판적으로 내면화하기의 네 단계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구안하 다.
  본 연구는 그간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연구되어 온 <운 전>의 공
간을 텍스트 내적 차원에서 세 하게 살핌으로써 <운 전>의 온전한 이해를 위
한 방안을 마련하고, 학습독자가 <운 전>의 서사 공간을 단순히 분석적으로 읽
어나가는 방법의 차원에서 나아가, <운 전>의 서사 공간을 실제 학습독자의 삶 
및 자신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 다는 점에서 진정한 이해 교육으
로서의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연구 관점에 따라 <운 전>의 실제 현실 공간으로 서사 공간의 의
미를 밝히지 않고,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서사의 의미와 세계를 탐구하는 데 초점
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작품의 배경이 된 실제 공간과 작품 속에 형상화된 
공간 사이의 불일치성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당 의 수성궁에 한 역사적 고증
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 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성궁을 포함한 <운 전>의 전체 공간에 한 역사적 자료의 검토가 후
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 서사 공간, 고전 소설 공간, <운 전> 공간, <운 전>, 수성궁, 이해 교육, 
애정 전기 소설, 고전 소설 교육

학번 : 2014-22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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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모든 서사체는 시간과 공간의 기본 범주로 구성된다. 사건은 필연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생하며, 특정한 공간을 점유한 채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든 서사
체는 시간과 공간의 요소를 통합한다고 할 수 있다.1) 그런데 서사는 전통적으로 
시간적인 양식으로 규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전통은 서사의 구분 층위에서 스토리
를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토리는 ‘특정한 논리나 연 기에 의해 
연결된 특정 행위자를 포함하는 일련의 실제적인 혹은 허구적인 사건들’2)로, 이는 
스토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련(一連), 즉 사건들의 연속이 필수적이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연속은 하나의 시간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서사는 스토리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스토리는 우리가 직접 접할 수 
있는 서사 텍스트로부터 재구성된 것일 뿐이며, 독자가 직접 접하게 되는 서사 텍
스트는 오히려 불연속과 중복, 변이의 연속으로 존재한다.3) 이는 스토리가 전달되
는 과정에서 서술자에 의한 선택 및 배제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시간뿐만 아니라 공간도 이야기가 전개되는 배경, 즉 문학의 현실 반 과 관련된 
실재성(reality)에 기여하는 구성 요소가 아니라, 행위 재현 과정에서 그 행위의 
서사적 맥락을 결정짓는 구성 원리로서의 가능성을 획득하게 된다.4) 이로써 공간 
또한 시간과 마찬가지로 서사의 본질적인 요소로서 그 위상을 정립할 수 있게 된
다.
  이에 본 연구는 서사에서의 공간의 위상에 주목하여, 공간 범주로 소설을 이해
하는 방법을 <운 전>을 중심으로 구안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운 전>의 핵심 

1) 여지 , 「최명익 소설의 공간 형상화 연구 : 비오는 길을 중심으로」,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p.167.

2) Jeremy Hawthorn, A Glossary of Contemporary Literary Theory, Oxford UP., 1998, 
p.330.

3) S. Cohen, L. M. Shires, Telling Stories: A Theoretical Analysis of Narrative 
Fiction, 임병권·이호 옮김, 『이야기하기의 이론』, 한나래, 1997. p.47.

4) 여지 , 앞의 글,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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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인 수성궁은 작품의 주요 무 로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서사의 핵심 갈등과 
인물의 심리와도 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사 구성의 핵심 원리로서 기능하기 때문
이다. 이뿐만 아니라, 공간에 집중하여 <운 전>을 감상한다면, 기존 <운 전>
에 한 해석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운 전>의 비극성을 새로운 차원에서 조명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접근이 가능하다.
  <운 전>의 해석에 있어 가장 논란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안평 군의 성격 규
정에 한 것이었다. 안평 군의 성격을 논의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안평 군의 성
격을 조선 중기의 성리학적 이념, 궁녀들의 성정 표출을 억압하는 봉건적 질서, 재
녀 육성을 통한 정치적 욕망의 표출 및 중세적 권력의 추구 등과 같은 특정 이념
의 지향과 연관 지어, 수성궁이라는 제한적 공간을 통해 궁녀들의 삶을 억압 및 
제약하는 안평 군의 행위를 설명하고자 하 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세적 이념으
로 안평 군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는 안평 군의 반중세적인 행위를 해
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지닌다.5) 

5) 이러한 기존의 시각은 <운 전>을 제재로 택한 교과서에도 반 되어 있다. <운 전>
은 제5차 교육과정 이후 꾸준히 교과서에 수록되기 시작하 으며, 2009 개정 교육과정
에 들어 교과서의 검·인정 체계가 도입되면서 교과서 수록 작품의 다양성이 확보되어, 
<운 전>의 수록 빈도 또한 높아졌다.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의 문학 과목 
교육과정은 2009년 12월에 고시된 ‘[2009 개정]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 과목’과 ‘2011
년 이후 국어과 교육과정 내 문학 교육과정’의 두 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전자는 국
어과 교육의 심화 선택 과목을 수준별로 구분한 교육과정으로, 해당 교육과정은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 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단일 과목이었던 문학이 문학Ⅰ
과 문학Ⅱ로 분리되었으며, 후자는 문학의 단일한 역으로 구성되었다. 두 가지 차원의 
교육과정에 따라 교과서 자료 또한 2009년 12월에 고시된 고등학교 국어과 선택 과목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 Ⅰ,Ⅱ와 2011년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와 
문학 교과서로 구분된다. (조희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시기 국어·문학 교과서 고전문
학 제재 수록 양상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제32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6, 
p.67 참조.)

   <운 전>의 수록 상황을 두 가지 교육과정에 따라 나누어 살펴보면, 전자의 기준으로
는 지학(권), 지학(최), 천재문화(고)의 3종의 교과서(문학Ⅰ)에, 후자의 기준으로는 천
재교육(김)의 1종 교과서(문학)에 제재로 수록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운 전>의 공간에 주목하여 제재를 다룬 교과서는 지학(최) 문학Ⅰ으로, 해당 교과서
의 활동은 ‘도움닫기’와 ‘멀리뛰기’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본 연구가 문제의식으로 삼고
자 하는 ‘도움닫기’ 활동에 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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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에 인물의 성격 혹은 특징을 인물의 행위 그 자체로부터 추론하는 것이 아
니라, 수성궁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추론해낸다면 안평 군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반중세적 행위, 즉 궁녀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운 을 의심하 으나 재주를 생각
하여 용서하여 주고, 궁녀들의 초사를 읽고 자신의 행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규명할 수 있게 된다. 후술하겠으나, 수성궁은 일반적인 궁과 달리 사궁(私宮)으로 
형상화되어, 안평 군의 이념으로 가득 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안평
군은 수성궁을 정치의 공간으로 삼지 않고, 문필과 예능의 장으로 삼음으로써 그
의 문화적 욕망을 성취하고자 한다. 이에 안평 군은 궁녀들을 선발하여 학문적 
경지에 이르도록 하며, 학문에의 전일화를 위하여 궁녀들을 제한적인 상황 속에 
놓은 것이다. 학문과 예능의 중심이 된 수성궁의 속성을 고려하여 학문적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안평 군의 행위를 바라본다면, 중세적인 이념을 지향하는 
안평 군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운 전>의 공간
의 성격과 특징에 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물의 특수성과 정체성을 해명할 수 있

 해당 교과서는 수성궁의 공간적 폐쇄성에 주목하고, 공간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갈등과 공간을 통해 강조되는 작품의 비극성을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기본
적인 취지와 맥락을 함께 한다. 그러나 해당 학습 활동은 수성궁의 공간적 특징을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연관 짓고 있어 안평 군의 성격을 중세적 질서와 이념을 지향하는 인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평 군의 성격을 중세적, 성리학적 
이념을 추구하는 인물로 볼 경우, 그가 보이는 반중세적인 행위에 하여 해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시각에 입각한 결과 3번 활동과 같이 ‘안평 군의 이중적 행위를 중세적 질서
를 근거로 찾아보는’ 활동이 제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운 전>의 
서사 공간에 한 텍스트 내적으로 접근하여 수성궁을 문필과 미적 세계로, 안평 군을 수
성궁에서의 학문적 가치를 지향하는 인물로 본다면, 중세적 행위로는 설명될 수 있는 안평

군의 이중적, 모순적 행위를 해명할 수 있다.

학습 활동 단계 학습 활동 내용

도움닫기

1. 김진사가 운 에게 준 편지 내용의 서사 전개상의 기능과 인물 
형상화에서의 기능 분석하기

2. 소설의 배경
(1) ‘수성궁’이 비극적 사랑 이야기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지

리적, 사회적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기
(2) 소설 배경이 개방된 공간이 아니었을 경우 이야기의 흐름을 상

상하기
3. 안평 군의 이중적 행위 및 태도에 하여 중세적 질서를 근거로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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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운 전>의 공간을 이해한다면 <운 전>의 독특한 비극적 구조를 새롭
게 조명할 수 있게 된다. <운 전>의 비극성은 단순히 운 과 김진사의 사랑 성
취의 실패와 죽음으로 인하여 환기되는 비극이 아닌, 수성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추구한 수성궁 외부 공간에서조차 다시 패배하는 중층적 비극이다. 
  이렇게 <운 전>의 공간에 한 이해는 안평 군의 성격 및 <운 전>의 비극
성에 한 이해의 측면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운
전>의 핵심 갈등 구조와 인물의 성격, 그리고 비극성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요소
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의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운 전>에서
의 공간의 위상과 역할에 주목하여, <운 전>을 공간의 차원, 즉 서사 공간이 작
품에서 행하는 기능과 그로 인해 환기 및 조성되는 <운 전>의 미학 및 세계는 
어떠한지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학습독자의 <운 전> 공간에 한 이해가 작품 
전체에 한 이해로 확장 가능하도록 도모하는 교육 내용과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학습독자로 하여금 공간의 범주로 소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서사에서의 공간은 서사 세계를 담아내는 그릇이자 작자가 형상화하
고자 하는 세계의 축소판이기에 <운 전>의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는 서사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소설 자체에 한 이해뿐만 아니라, 추체험을 통해 학습독자를 둘러
싼 세계에 한 이해로도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세계에 한 이해의 확장은 <운
전>의 서사 세계를 자신의 상황으로 치환 및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운 전>의 
진정한 이해로 환원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독자로 하여금 공간 범주로 
<운 전>을 이해하는 능력의 신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운 전>의 공간을 통해 
확장되는 학습독자의 세계에 한 인식이 다시 <운 전>에 한 내면화된 이해로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이 절에서는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육의 연구사적 의의 및 본 연구와 
기존 선행 연구의 차별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를 ‘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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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공간에 관한 연구, 고전소설의 공간 및 공간 교육에 관한 연구, <운 전> 
및 <운 전> 교육에 관한 연구’의 세 가지 범주로 세분화하여 살피고자 한다.

  서사에서의 공간에 관한 논의는 서사 텍스트 그 자체인 텍스트 공간의 차원, 작
가에게 향을 미치는 현실 공간의 차원, 그리고 작가에 의해 설정되는 지리적 공
간의 차원의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6) 이를 다시 말하면 서사 텍스트가 점유
하고 있는 문자화된 물질적 공간 그 자체, 작가가 서사 텍스트를 쓰는 현실 공간 
혹은 현실의 삶, 그리고 서사 텍스트에서 설정된 작중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서사 공간에 관한 논의는 체로 세 번째 차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운 전> 서사 공간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서사 공
간이 서사 세계 및 서사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규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 또한 서사 공간에 한 기존의 연구 동향을 수용하되, 그에 더하여 공
간이 서사에서 행하는 기능에 보다 총체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공간이 어떠한 서사 
세계의 모습을 함축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서사 공간에 한 세 번째 차원의 논의, 즉 공간을 
작가에 의해 서사 내적으로 설정되어 서사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다루는 논의들은, 부분 공간을 서사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에 하나로 그 범주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공간을 시간과 함께 배경(背景, 
setting)을 구성하는 요소로 간주하는가, 혹은 공간 자체의 독자성을 인정하는가이
다. 전자의 경우, 공간은 시간과 접하게 연관을 맺기는 하나 공간 자체를 부수적
인 요인, 혹은 장식적으로 존재하는 요인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7)에서, 본 

6) 서사에서의 공간에 관한 연구의 구분은 김현(1987)과 박혜 (1996)의 논의 참조.(김현, 
「현 소설의 시간성 및 공간성 연구」, 서강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박혜

,「문학과 공간 : 이론적 접근 1」, 『덕성여 논문집』 제25집, 덕성여자 학교, 
1996.)

7)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시한은 비록 시간과 공간이 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근래의 이
론은 이를 구분하여 다루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서사에서의 공간의 위상을 통찰
한 바 있다.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 이야기의 이론과 해석』, 문학과 지
성사,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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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후자의 관점을 취하는 연구들에 하여 보다 상세하게 살피고자 한다. 
  데종(Irene J. F. De Jong, 2012)8)은 서사 이론에서의 공간에 한 무관심을 
문제로 제기하며, 서사학에서의 ‘공간 전환(spatial turn)’에 집중하여, 마이어(See 
H. Meyer, 1975), 로트만(J. M. Lotman, 1972), 힐레브란드(Hillebrand, 1971), 
호프만(Hoffmann, 1978), 미케발(M. Bal, 1997), 롭스(Lops, 1995) 등을 중심으
로 이루어진 기존의 서사공간론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공간을 중심으로 고  그리
스 서사를 분석한다. 그는 서사에서 공간은 서사의 중요한 핵심축이나, 최근까지 
서술자, 시점, 시간과 비교해보았을 때 가장 이론적인 관심을 덜 받아온 분야라고 
언급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서사에서의 공간 이론, 서사에서의 공간의 기능, 그리고 
고  그리스 문학 전반의 공간을 고찰한다. 
  브릿지만(T. Bridgeman, 2007)9)은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플로베르의 『마담 
보바리』를 분석함으로써, 서사에서의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서사의 핵심으로 끌
어올리는 데 기여한다. 그 가운데 그는 공간을 장소를 초월하는 개념으로 규정하
고, 서사에서의 공간의 역할을 서사 구성, 인물의 지각과 초점화, 세계 구성과의 
연관 속에서 심층적으로 규명한다. 또한, 그는 서사가 형성하는 세계 이해에 있어 
공간 경험의 중요성을 제기함으로써, 공간과 서사 세계와의 연관성을 밝힌다. 공간 
자체가 서사 세계 구성의 틀이 될 수 있으며, 서사 전체가 안 혹은 밖이라는 공간
적 구조에 의해 구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
  로스(S. Ross, 2013)10)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공간적 전환’을 논의하는 것
은 핵심적인 담론이 되었으며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한 흥미는 시간과 역사가 
공간을 압도하여 특권을 느려왔던 지적 전통과 위 선율을 이루며 그 중요성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고 함으로써, 공간의 중요성을 부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개념을 문학과의 연관 속에서 그 관계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텍스트
에서 공간과 장소를 이론화하는 문학 연구자들은 상 적으로 희귀하다고 지적한
다. 그 가운데 텍스트 속 공간에 기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자명한 공간 이론가로 
8) Irene J.F. De Jong, Space in Ancient Greek Literature : Studies in Ancient Greek 

Narrative, Leiden : Brill, 2012.
9) Terasa Bridgeman, “Time and Space”, David Herman,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rra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 york, 2007.
10) Silvia Ross, “Space and Place in Italian Literature : Writing a Region”, Italian 

Studies Vol.68 No.3, 2013, pp.44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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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만(J. M. Lotman), 알렉산더 겔리(A. Galley), 미케발(M. Bal), 그리고 채트
먼(S. Chatman)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적 전환’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이론가들의 그 주제(공간)에 한 추가적 구체성은 여전히 부족함을 인식하고, 문
학 비평가들이 공간에 접근하는 해결책은 텍스트와 장소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분
석하기 위해 철학, 지리학, 사회학, 혹은 건축 등과 같이 다른 원리들을 빌려오는 
것이라고 말하며, 문학에서의 공간과 타 학문과의 공간의 융합적 사고를 강조한다.
  서사 공간의 위상 정립을 위한 연구들은 현 소설 분야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서사의 공간에 주목한 연구들은 공간이 인물의 활동 무 로서만이 아니라, 
소설의 의미와 주제, 더 나아가 세계의 의미를 드러내는 적극적인 기능을 하는 개
념으로 규정한다. 김현(1987)11)은 시간과 더불어 공간을 “인간의 삶을 조건 짓는 
상호 규제적이며 본질적인 준거의 틀이며, 동시에 모든 사물의 존재론의 토 ”라
고 정의하면서 서사에서의 공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용환(1992)은 소설에서 
공간은 단순히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공간도 아울러 포함12)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소설 속
의 공간은 시간과 결합하여 하나의 독자적인 소우주를 이루며 단순히 작품의 배경
으로만 기능하지 않는다고 하 다. 유인순(1999)13)은 작품 속에 나타난 공간은 
기존에 “작중 인물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둘러싼 장소”를 의미했으나, 오늘날의 공
간은 “외부 세계(外部世界)의 반 인 동시에 인물의 내적 세계를 반 하는 상징”
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는 공간을 이야기가 전개되는 환경의 차원, 즉 단순히 등
장인물의 활동 무 로서만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주제를 
구체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소설의 의미를 창출하는 것으로 공간의 개념
을 바라본 것이다. 이호(2002)14)는 바르트의 논의를 빌어 공간은 의미 형성에 보
조적 역할을 담당하는 요소들, 즉 바르트의 ‘표징(indice)’15)과 같은 위성적인 요

11) 김현, 앞의 글, 1987.
12)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p.40.
13) 유인순, 「소설의 시간과 공간」, 이재인·한용환·우한용 편, 『현  소설의 이해』, 문

학사상사, 1996.
14) 이호, 「소설에 있어 공간 형식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15) 바르트에 의하면 인과관계라는 관념에 신축성 있는 뉘앙스의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한 

일이며, 여기에 작용하는 단위 요소들이 표징이다. 표징은 하나의 보족적이고 결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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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들이 의미 형성에 주도적인 몫을 차지16)하게 되어 서사의 중핵적인 기능을 담
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황도경(2002)은 소설 공간이 단순한 장소나 배경이 아니
라 인물의 내적 세계를 반 함은 물론, 행위의 기점으로서 그 구조나 이동 자체가 
서사 진행의 원동력이자 의미 생산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며, 나아가 공간의 구조
와 의미는 작가의 세계 인식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17)이라고 하여 공간에 한 
적극적인 의미 부여를 시도하 다. 탁원정(2005)은 공간을 배경이라는 아주 기본
적이고 소박한 공간 개념에서부터, 그 자체로 존재론적 의미를 지니는 역동적인 
공간 개념이나 나아가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공간 개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층
위18)를 가지는 개념으로 인식하 다. 백무늬(2016)는 소설에서 논의되는 공간은 
“서사체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서사 공간”이며, 공간은 작품과 분리해서 존재하는 
절  공간이 아닌, 인물·사건·갈등 등이 맺는 관계를 통해 의미를 획득하는 공간으
로 물리적 공간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19)고 규정하 다.
  이렇게 서사에서의 공간에 한 논의들은 주로 서사 내부의 차원에서 규정하는 
논의들인 한편, 공간의 개념을 독자의 차원으로 확장시켜 바라보는 관점들도 존재
한다. 홍성암(1996)20)은 소설에서의 공간을 “인물이 서 있는 장소와 배경으로서
의 의미론적 측면에서부터 소설의 구조적 특성, 서술 방식의 특성, 나아가 하나의 
세계가 구축되어 독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 다. 장
일구(1999, 2009)는 한국 근  소설에 나타난 서사적 공간 형상의 국면을 논의하
면서, 서사적 공간을 “서사체에 형상화된 공간”21)이자 “절 적 실체가 아니며, 차

행위를 유도케 하는 게 아니라 다소 막연하나 이야기의 의미에 필요 불가결한 하나의 
관념을 유도케 할 뿐이다. 인물들에 관한 성격적 표징, 그들의 신분에 관한 정보, 분위기
에 한 언급 등이 그것이다. (T. 토도로프, Qu'est-ce que le structuralisme, 곽광수 
역, 『구조시학』, 문학과 지성사, 1987, p.89.)

16) 이호, 앞의 글, 2002, p.43.
17) 황도경, 「소설 공간과 ‘집’의 시학」, 『현 소설연구』 제17집, 한국현 소설학회, 

2002, p.391.
18)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 :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상으

로」, 이화여자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15.
19) 백무늬, 「이청준 소설의 공간 연구 : 의미 형상을 중심으로」, 경희 학교 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6, p.23.
20) 홍성암, 「소설의 공간 설정과 작가의식」, 『현 소설연구』 제5집, 한국현 소설학

회, 1996. 
21) 장일구, 「한국 근  소설의 공간성 연구」, 서강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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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관계로써 구성되는가 하면 지각과 인식의 양상에 따라 다시 해석되는 구성
체”22)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 즉, 공간은 문학 작품 안에서의 공간에 한정되는 것
이 아니라, 문학작품 안의 공간을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독자의 지각 차원으
로까지 확 될 수 있는 것이다. 김근호(2008)는 공간을 “소설에서 작가가 발굴하
고 조직한 존재자(existents)들이 미치는 의미의 세계”라고 보았으며, 작가가 이러
한 공간을 텍스트 속에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소설 쓰기, 즉 서사 텍스트의 형상
화”23)라고 하 다. 하지만 텍스트에 형상화된 공간이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작가에 의해 인코딩(encoding, 약호)됨으로써 추상성을 띠게 된 공간이, 
독자의 능동적인 읽기에 의해 디코딩(decoding, 해호)되어야 한다. 즉, 공간은 작
가의 상상력으로 인해 형상화된 공간을 독자가 자신의 상상 지평을 통해 그 의미
를 해독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이에 해 김근호(2008)는 
문학 읽기를 “문학 내부의 구조적 결을 읽어내는 것을 넘어 형상화의 과정을 추체
험하는 것일 터, 결국 작가와 문학 텍스트를 사이에 두고 화를 하는 과정”24)이
라 규정하 다. 특히, 소설 속에 구체화된 시간과 공간은 작가의 허구 지평과 독자
의 상상 지평이 만나는 맥락, 즉 작가의 상상력과 독자의 해석이 만나는 지점으로 
작용한다고 하 다. 이로 인해 독자는 소설 속의 스토리 공간을 거쳐 작가의 서술 
공간으로까지 읽기의 행동 범위를 넓히게25) 되며, 더 나아가 텍스트를 매개로 하
여 작가와의 소통으로도 읽기의 행동 범위를 확장하게 된다.
  지금까지의 서사에서의 공간에 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서사에서의 공
간은 작품의 의미와 주제를 구성하고 세계를 환기하는 서사의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독자에 의해 최종적인 의미를 부여받는 의미의 구성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서사에서의 공간은 서사 자체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독자
와의 연관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온전히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Ⅱ장과 Ⅲ장에서 소설에서의 공간 개념을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라는 텍스트 

p.4.
22) 장일구, 「서사 공간과 층위의 자질」, 『서사공간과 소설의 역학』, 전남 학교출판부, 

2009, p.18.
23) 김근호, 「소설 텍스트 중층적 읽기의 공간론」, 『독서연구』 제19집, 독서학회, 

2008, p.138.
24) 위의 글, p.139.
25) 위의 글,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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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차원에서 살펴 소설에서의 공간의 위상과 서사에서 공간이 행하는 기능을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Ⅳ장에서는 학습 독자가 공간을 중심으로 소설을 읽었을 
때 어떻게 공간을 해석해나가는지 그 이해 양상을 함께 살피고자 한다. 즉, 소설에
서의 공간을 서사 내적 차원과 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독자의 차원, 즉 텍스트 
외부의 차원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바라보고자 한다.26) 

26) 여기서 언급한 ‘텍스트 외부’라는 용어는 소설 속 공간의 외부적 맥락, 즉 공간에 한 
당 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본 연구는 소설 속에 형상화된 공
간을 당  현실의 맥락으로부터 분리시킨다. 즉, 소설 속의 공간을 현실의 실제 공간으
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가에 의해 형상화 및 창조된 허구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이
다. 왜냐하면 소설에 형상화된 세계는 있음직한 세계이지만, 그 자체가 현실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을 소재로 삼고 현실을 반 하되, 작가의 상상력과 창조력에 의하여 새롭
게 구성된 허구의 세계인 것이다. 소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본 연구는 ‘텍스트 외부’
의 의미를 소설 속 공간에 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이 아니라, 텍스트의 차원에서 독자
의 차원으로 확 되어 나간다는 의미로 사용하 음을 밝히는 바이다. 소설의 허구와 진
실의 상관성에 한 논의는 아래와 같다.
“소설은 진실한 세계를 나타내지만 그것이 바로 현실은 아니다. 소설을 있을 수 있는 가
공의 세계라고 하는 이유도 소설이 현실의 진실을 반 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소설의 진
실은 아니라는 데 있다. 소설에는 허구와 진실의 복합적이면서도 다중적인 상관성이 있
게 된다. 그것은 바로 소설이 지닌 특성이기도 하며, 현실을 반 하면서도 새로운 질서
를 창조하는 소설의 세계를 말한다.”(구인환, 『소설론』, 삼지원, 1996, pp.77-78.) ; 
“그러나 소설을 심각할 정도로 그릇된 방향으로 취급하는 정반 의 위험도 있다. 즉 소
설을 기록이나 사건사로서, 그리고 소설이 환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 때
때로 표방하는 진실한 이야기로서, 한 생애와 그 시 들에 한 역사로서 취급하는 태도
이다. 문학은 노상 흥미 있어야만 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의 구조와 미학적 목적, 
하나의 총체적인 일관성과 효과를 노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 (R. Welle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이경주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판사, 2014, p.313.) ; “삶의 
조건인 공간이 고스란히 문학의 조건에 수렴된다는 사실을 쉬 알아차리게 된다. 흔히 문
학의 배경이 공간의 제약 아래 형성된다는 사실이 그 일단을 시사한다. 삶의 현실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이야기의 한 국면인 소설의 세계에서도 공간은 그 세계를 구성하는 데 필
요한 결정적 인자이며 그 세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 관건이다. 다만 소설의 공간 형상을 
실제 세계와의 정합성을 전제로 파악하려고 할 경우, 소설의 공간 문제에 단선적으로밖
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둘 여지가 있다 공간의 형상 자체도 문제지만 그 형
상의 구성에 작용하는 인자들의 역학이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기 때문이다.”(장일구, 앞
의 책, 2009, p.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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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전소설의 공간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의 고전소설의 공간에 한 논의는 비현실적 공간 ·환상적 공간에서 현
실적 공간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감에 따라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 그런데 초
기 고전소설의 공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비현실적·환상적 공간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환상 공간을 천상계(天上界), 선계(仙界), 수궁계(水宮界), 지하계(地下
界) 등의 공간 역으로 나누어 작품이 지향하는 세계관 혹은 우주관을 탐구하거
나, 한국서사문학의 공간 관념을 논하거나, 고소설 공간의 상징적 기능을 탐구하는 
등의 연구가 고전소설의 공간 연구의 주류를 형성해왔다. 고 소설·삽화·서사무가
를 중심으로 한국 서사문학의 공간 세계의 양상(현실계, 천상계, 지하계, 신선계, 
용궁계)과 공간 관념을 형이하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한 연구27), 조선조소설의 서사
공간을 천상계, 현세, 명부, 수부, 선계, 그리고 서사공간으로서의 중국으로 나누어  
우주론과 인식론을 고찰한 연구28), 고소설에서의 공간을 구성상 배경(setting)으
로 보고, 비현실적 공간이 인물의 행동무 로 나타남과 동시에 현실계에서 신성이 
시현되거나 상징적으로 기능함을 고찰한 연구29), 서사공간과 각 공간 역 주체에 

한 사유가 서사문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우리 
민족의 우주관이 서사문학의 공간성과 맺는 관련성을 서사시와 고전소설로 나누어 
고찰한 연구30), <금오신화>의 다양한 공간 설정과 공간 관념을 현실계, 천상계, 
지옥계, 용궁계, 신선계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작가 의식과의 연관성을 탐색한 연
구31), 고전소설의 공간에 한 연구 상을 확장하여 이·타계 공간(천상계, 선계, 

27) 조희웅, 「한국 서사문학의 공간관념」, 『고전문학연구』 제1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1.

28) 김용범, 「조선조 소설의 서사 공간 연구」, 『동아시아문화연구』 제5집, 한양 학교 
한국학연구소, 1984.

29) 이재문, 「고소설 공간배경의 상징적 기능에 관한 연구」, 충북 학교 교육 학원 석사
학위논문, 1990.

30) 김용범·이승수, 「서사문학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우주관」, 『민족과문화』 제1집, 한
양 학교 민족학 연구소, 1993.

31) 김갑진, 「<금오신화>의 공간 구조와 작가의식」, 『한남어문학』 제12집, 한남 학교 
한남어문학회,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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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계, 지하계, 수계)을 중심으로 각 공간에 따른 서사 전개 과정을 밝히고, 공간
의 이동과 상호 교섭 양상과 의미를 고찰한 연구32) 등과 같이, 기존의 고전소설의 
공간에 한 논의들은 체로 비현실적 공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천
상, 용궁, 선계 등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초월적인 공간이나 꿈, 환상과 같은 가상
적 공간 기재가 고전소설 전반에 걸쳐 두루 설정되어 있고, 그것들이 지닌 상징적
인 의미가 작품의 주제나 사상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33) 이런 점에서 
고전소설에서의 비현실적 혹은 환상적 공간 설정은 고전소설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양상이다.
  한편, 고전소설의 공간에 관한 연구가 비현실 공간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 문
제를 제기하는 논의들이 등장하면서 현실 공간에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기 시작하 다. 신태수(1995, 2002, 2007, 2013, 2016)34)는 서사문학에서의 
공간을 천편일률적으로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을 비판하면서, 설화에서 소설에 이
르기까지 서사문학의 공간 형상과 그 유형, 인물과의 연계성, 그리고 미학적 특징
을 고찰하 다. <유충렬전>, <채봉감별곡>, <이 봉전>, <홍길동전>, <구운
몽> 등의 고전소설을 연구 상으로 삼아, 주로 인물의 감정과 연관되는 현실 공
간에 하여 논의를 전개하 다. 
   탁원정(2005)은 이렇게 고전소설의 공간이 주로 비현실적 공간에 초점을 맞추
어 이루어져왔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17세기 가정소설인 <사씨남정기>와 <창
선감의록>을 현실 공간인 집을 중심으로 한 공간 구조를 통해 분석하 다. 탁원정
은 작품의 공간이 지니는 의미와 공간을 통해 나타나는 작품의 의미를 작품 내재

32) 원 연, 「고소설에 나타난 용궁·동굴의 양상과 의미 연구」, 건국 학교 학원 박사학
위논문, 2006.

33) 탁원정, 앞의 글, p.7.
34) 신태수, 「이태경전의 구성과 공간설정 기법」, 『한민족어문학』 제27집, 한민족어문

학회, 1995; 신태수, 「고소설의 공간에 하여」, 『한민족어문학』 제28집, 한민족어
문학회, 1995; 신태수, 「군담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웅의 관계」, 『국어국문학』 제
131집, 국어국문학회, 2002; 신태수, 「<최척전>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 『한민족어
문학』 제51집, 한민족어문학회, 2007; 신태수, 「<위생전>에 나타난 공간과 인물의 관
계」, 『한민족어문학』 제53집, 한민족어문학회, 2008; 신태수, 「<뎡각녹>에 나타난 
정치적 공간과 여성 웅의 관계」, 『국학연구론총』 제11집, 택민국학연구원, 2013; 신
태수, 「<용궁부연록>의 공간체계와 용궁형상」, 『우리말글』 제71집, 우리말글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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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분석과 함께 사회·문화적 의미망 속에서 규명하여, 고전소설의 공간에 한 
논의를 비현실 공간에서 현실 공간으로 그 범위를 확 하는 데 기여하 다.
  뒤이어 안민정(2010)은 전기소설의 환상적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환상계의 속
성과 현실계의 속성을 모두 가진 경계 공간을 분석하 다. 경계 공간의 설정은 이
질적이며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을 양립시키기 위함35)이며, 설화에서는 경계공
간이 신성성 강화의 수단이 되었다면, 전기소설에서는 환상성을 창출하는 요건으
로 작용함을 밝히었다. 또한, 경계공간의 설정은 현재의 실재성과 규범에 한 문
제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서사장치로 기능함을 밝혔다.
  조혜진(2014) 또한 탁원정의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몽옥쌍봉연록>의 공간과 
성격, 그리고 기능을 서사의 구조 형성, 갈등의 발생 및 인물 형상화에의 기여, 주
제 구현에의 기여의 역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작품의 새로운 의미
를 발견하고자 하 다.36)
  이후 고전소설의 공간에 한 논의는 고전소설 속의 공간을 실제 현존하는 공간
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의 흐름을 낳았다. 이는 주로 문학 지리학
의 관점에서 접근되어, 공간의 당 적 의미를 파악하고 당 의 공간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고찰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최척전>에 소략하게 나타난 소흥, 항주의 공간의 문학 지리를 문장, 지도, 스토
리텔링 기법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연구, <김 철전>·<최척전>·<강로
전> 등 심하전투 서사를 문학 지리학적으로 접근한 연구 등37)이 있으며, 이는 공
간과 서사와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작가의식을 보다 구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고전소설에서의 공간 연구의 범위를 보다 확장시켰다. 
  이렇게 현실 공간을 상으로 하는 고전소설의 공간을 실제 지리학적 상으로 

35) 안민정, 「전기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경계공간의 양상과 의미」, 『동방학』 제19집, 
한서 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0, p.182.

36) 조혜진, 「『몽옥쌍봉연록』의 공간 인식 연구」, 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37) 김재웅·권혁래, 「<최척전> 국내 공간의 문학지리학적 연구」, 『온지논총』 제42집, 
온지학회, 2015; 권혁래, 「<최척전> 소흥·항주 공간의 문학지리와 스토리텔링」, 『고
소설연구』 제39집, 한국고소설학회, 2015 ; 권혁래·신춘호·김재웅·이석현, 「심하전투 
서사의 문학지리학적 고찰 – 문학지도와 경관, 서사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제
51집, 우리어문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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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는 것은, 고전소설의 공간 논의의 외연을 확장하 다는 점에서 연구사적 의
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시각에 따라 문학의 본질 자체가 현
실을 형상화 및 재현한 허구의 산물임을 고려한다면, 현실 공간과 고전소설 속 공
간의 동일시보다는, 현실 공간이 고전소설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굴절되어 나타
나는가를 살핌으로써 드러나는 작품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서사 공간 개념이 서사 공간으로부터 구성되는 의미와 서사 세
계의 양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고려할 때, 작품 내에서 설정된 공간이 현실
과 맺는 관련성 및 그 일치 여부를 밝히기보다는 공간으로부터 창출되는 서사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서사에 있어서 공간을 논하는 것은, 서사 공간이 현실을 투 한다는 관점에
서 벗어나, 서사적 공간 형상이 실제 공간 형상과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는 점을 
인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사 공간
의 논점이 실제 공간의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38), 공간의 속성에서 파생된 
표상적 의미를 추론하는 데 있다고 보는 것39)이다.

(2) 고전소설의 공간 교육에 관한 연구

  고전소설의 공간을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지
기 시작하 는데, 주로 문학 공간을 텍스트 내재적으로 접근하여 문학교육적 의의
를 제안한 연구와 인문지리, 문학 지리학의 관점에서 소설 공간의 교육적 가치 및 
소설 교육의 방향을 제안한 연구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 소설이나 기행 문학에 나타난 공간이 문학 작품에서 조직화, 형상
화된 양상을 살피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김종철(2007)40)은 중세 기행 문학에 
드러난 공간의 의미와 체험 양상을 텍스트 내적으로 살피고, 이의 문학 교육적 의
의를 양식과 역할, 생산과 수용, 태도의 면으로 세분화하여 살폈다. 주재우(200
8)41)는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기행문학의 장르적 특성과 고전으로서

38) 장일구, 앞의 책, 2009, p.218.
39) 백무늬, 앞의 글, p.25.
40) 김종철, 「중세 여행 체험과 문학교육의 시각」, 『고전문학과 교육』 제13집, 한국고

전문학교육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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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범 특성을 밝히고, 이를 문학의 경험교육의 관점에서 의미화하 다. 본 연구
들은 고전소설교육에서 공간이 지니는 효용성을 탐구하고 입증하 다는 점에서 의
미를 가진다.   
   후자의 경우, 고전소설에 나타난 공간의 텍스트 내재적인 분석과 함께 소설 속
의 공간을 실제 공간과의 연관 속에서 탐구하여 고전소설교육에서의 공간 연구의 
외연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황혜진(2007)은 텍스트의 의미 구성 방식
을 통한 학습자의 인문지리적 사고력의 신장을 도야하기 위하여, 평양의 지역성을 
문학적으로 표상하는 <옥단춘전>, <부용의 상사곡>, <채봉감별곡>, <이진사
전>, <이춘풍전> 등의 고전소설을 분석함으로써, 문학작품에 나타난 지역성의 내
용과 그 지역성이 표상되는 방식에 한 이해42)를 도모하 다. 또한, 인문지리적 
사고력을 통해 학습자들은 자기 형성과 공동체 문화에의 참여를 통한 문화적 정체
성의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 다. 
  권혁래(2009)43)는 <최척전>의 동아시아 공간을 실제 지역공간과 조하여 문
학 지리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교육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동아시아 공간 배경
에 한 조사, 동아시아 공간의 형상화와 주제 실현의 관계 파악, 지역 공간의 이
미지 분석, 동아 유  관계의 활용으로 제시하 다. 이러한 문학 지리학의 관점을 
이어받아, 실제 현실 공간으로 설정된 고전소설 작품을 상으로 작품에 설정된 
공간의 답사를 통해 작품을 내면화하는 연구들도 등장하 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
들은 공간이 문학 텍스트에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에서 문학 텍스트 자체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문학
과 문학 외부의 현실을 연관 짓고자 한다는 점에서 형상화된 공간과 실제 공간을 
구분하지 않는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41) 주재우, 「고전기행문학과 경험교육 -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
육』 제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42) 황혜진, 「문학을 통한 인문지리적 사고력 교육의 가능성 탐색 – 평양을 배경으로 한 
고전소설을 상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제13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7, 
p.74.

43) 권혁래, 「<최척전>의 문학지리학적 해석과 소설교육」, 『새국어교육』 제81집, 한
국국어교육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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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항에서는 먼저 <운 전> 및 <운 전> 공간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겠다. 
<운 전>에 관한 연구는 연구사가 별도로 정리되어 있을 정도로 방 하다.44) 
<운 전>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크게 이본, 창작 시기, 저자 등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45), 몽유 형식의 구조적 특성에 관한 연구46), <운 전>의 비극적 성격에 관
한 연구47), 작품의 애정 갈등구조 및 의미에 관한 연구48), 작품 창작의 연원 및 
양식적 특징에 한 연구49), <운 전>의 시 적 배경 및 사상사에 관한 연구50), 

44) 양승민, 「운 전의 연구 성과와 그 전망」, 『고소설연구사』, 일지사, 1993.
45) 박기석, 「운 전 재평가를 위한 예비적 고찰」, 『국어교육』 제37집, 한국국어교육연

구회, 1980; 大谷森繁, ｢운 전 소고｣, 『조선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 학교 민족문
화연구소, 1985; 정규복, ｢운 전의 제문제｣, 『한국고소설사의 연구』, 한국연구원, 
1992. 

46) 윤해옥, 「운 전의 구조적 고찰」, 『국어국문학』 제84집, 국어국문학회, 1980; 성현
경, 「운 전」,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남 학교 출판부, 1981; 심치열, ｢운
전의 서사체계와 주제의식｣, 『어문연구』 제89집,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6; 조용호, 
｢운 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 제3집,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엄태식, ｢운 전의 
서술양상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 제28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김수연, ｢운 의 
자살심리와 운 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에 한 시론｣, 『한국고전연구』 제
21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안창수, ｢운 전에 나타난 규범과 일탈의 변증법｣, 『한
민족 어문학』 제59집, 한민족어문학회, 2011. 

47) 정해주, 「운 전의 비극적 고찰」, 『향란어문』 제6집, 성신여  국어국문학회, 
1976; 소재 , 「운 전 연구 : 운 의 비극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14집, 고
려 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1; 소재 , 「운 전의 비극성」, 『고소설통론』, 이우
출판사, 1983; 설성경·박태상, 「운 전에 나타난 사랑과 죽음의 의미」, 『고소설의 구
조와 의미』, 새문사, 1986; 박일용, ｢운 전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조선
시 의 애정소설』, 집문당, 1993; 정출헌, ｢운 전의 중층적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
격｣, 『고전소설사의 구도와 시각』, 소명출판, 1999; 전성운, 「<운 전>의 인물 형상
과 비회(悲懷)의 정조」,『어문논집』제56집, 민족어문학회, 2007.

48) 이상구, ｢운 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제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최재우, 「<운 전> 갈등구조의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열상고전연구』 
제29집, 열상고전연구회, 2009.

49) 김현룡, 『한중소설설화비교연구』, 일지사, 1976; 송정애, ｢운 전 연구｣, 서울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1977; 하은하, ｢운 전에 관한 양식내적 접근｣, 서울여자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전용오, ｢운 전의 발생론적 고찰｣, 『인문논총』 제10집, 

배재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6; 이지 , ｢운 전 창작의 문학적 배경과 연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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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및 작가 의식에 관한 연구, 안평 군·운 ·김진사의 중심 인물과 자란·무녀·특 
등 주변 인물에 관한 연구51), 서술자에 관한 연구52), 안평 군을 향한 서술 태도
에 관한 연구53), 주요 공간인 수성궁에 관한 연구54), <상사동기>와의 비교 연
구55) 등 <운 전> 안팎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그 가운데 <운
전>의 공간 자체에 해 심층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김익환(2005)에 이르러 본격
적으로 시도되어, 다른 연구들에 비하여 늦게 주목받기 시작하 다.
  그 가운데 <운 전>의 공간 문제를 논의한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역사적 맥
락과 <운 전>의 공간을 연관 짓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즉, <운 전>의 수
성궁은 당 의 억압적인 사회체제와 질서를 반 하는 공간이라고 해석되어 온 것
이다. 몇몇 선행 연구를 예로 들면, 박일용(1993)은 “남녀 주인공의 결합을 가로
막는 중세적 세계관과 질서로서 절 적인 애정 장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56)고 

문학연구』 제26집, 국문학회, 2012; 엄태식, 「<운 전>의 양식적 특징과 소설사적 의
미」, 『한국고전연구』 제2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3.

50) 신경숙, ｢운 전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제9집, 한성 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정환국, ｢16세기 말 17세기 초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본 운 전｣, 『한국고전여
성문학연구』 제7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51) 전용오·이 조, 「운 전의 페미니즘적 고찰 : 열 궁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
21집, 배재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서종남, 「<운 전> 등장인물에 한 교육심
리학적 접근」, 『동방학』 제11집, 한서 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5; 김정숙, ｢운 전
과 동선기 속 악인 탄생의 의미｣, 『한문고전연구』 제21집, 한국한문고전학회 , 2010; 
엄기 , ｢운 전과 갈등 상황의 조정자로서의 자란｣,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49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0; 정규식, 「운 전에 형상화된 삶의 권력과 죽음의 권
리」, 『고소설연구』 제31집, 한국고소설학회, 2011.

52) 김경미, ｢운 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4집, 한
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53) 박기석, ｢운 전｣,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54) 김익환, 「<雲英傳>에 나타난 공간 배경의 의미」, 『우리말글』 제33집, 우리말글학

회, 2005; 엄기 , 「<雲英傳> 수성궁의 공간적 성격과 그 의미」,『Journal of Korean 
Culture』 제18집,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1; 문범두,「운 전의 공간적 의미와 비
극의 성격 : 수성궁을 중심으로」,『한민족어문학』 제71집, 한민족어문학회, 2015.

55) 배원룡, ｢운 전과 전의 비교 고찰｣, 『국제어문』 제2집, 국제어문학회, 1981; 김
낙효, ｢ 전과 운 전의 비교 연구｣, 『한국학논집』 제18집, 한양 학교 한국학연구
소, 1990; 신동흔, ｢운 전에 한 문학적 반론으로서의 전｣, 『국문학연구』 제5집, 
국문학회, 2001. 

56) 박일용, 앞의 글, 앞의 책,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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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정출헌(1999)57)은 안평 군이 추구했던 정치적 이상의 은유라고 보았으
며, 이상구(1998)58)는 안평 군이 정치적 좌절로 인해 현실세계에 한 부정과 
일탈적 행위로서 수성궁을 외부와 철저히 차단해 하나의 도가편향적인 질서를 구
현하 다고 하 다. 이렇게 <운 전>의 주요 공간인 수성궁은 서사 외적의 사회
적·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해석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59) 
  이러한 기존의 연구에 문제를 제기하며, <운 전>의 공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논의들이 등장하 는데, 김익환(2005)60), 엄기 (2011)61), 이지
(2012)62), 문범두(2015)63)의 논의가 그러하다. 먼저 김익환(2005)은 수성궁과 
수성궁 밖의 공간의 의미를 분석하 는데, 그의 논의는 혼란스러웠던 당 의 시
와 억압적인 지배 질서라는 외부 시  맥락을 바탕으로 공간의 의미를 파악하 다
는 점에서는 기존의 논의의 맥락을 유지하고 있으나, 서사 구조를 세 하게 분석
하여 공간의 구조를 도식화하 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엄기 (2011)은 수성
궁에 한 기존의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수성궁을 억압적인 곳으로 바라보
는 전제 자체에 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논의를 출발하 다. 수성궁을 애정에 

한 억압 및 제한적 허용의 공간과 정치적 욕망의 표출과 은폐(와 한계)의 공간
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수성궁 퇴락의 의미를 고찰하 다. 이지 (2012)의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는 당  현실과 <운 전>의 관계에만 논의가 집중되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작품 창작에 향을 미쳤을 문화적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중
국 궁원시의 전통과 연관 지어 고찰하 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논의인 문범두
(2015)의 연구는 안평 군의 시 적·역사적 상황을 반 하여 수성궁을 안평 군

57) 정출헌, 앞의 글, 앞의 책, p.96.
58) 이상구, 「운 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고소설연구』 제5집, 한국고소설학회, 

1998, p.142.
59) 이러한 문제의식은 문범두(2015)의 연구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바로, “사건의 주요 무

가 되는 배경으로 수성궁의 공간적 성격을 규명하려는 논의는 남녀 간 애정 문제를 
역사·사회적으로 확장시켜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언급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문범두, 앞의 글, 2015.) 

60) 김익환, 앞의 글, 2005.
61) 엄기 , 앞의 글, 2011.
62) 이지 , 「<운 전> 창작의 문학적 배경과 연원」, 『국문학연구』 제26집, 국문학회, 

2012.
63) 문범두, 앞의 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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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피처이자 자기실현의 공간으로 새롭게 해석함으로써, 안평 군의 반중세적 
성격을 해명하 으며, <운 전>의 소설 공간으로서 수성궁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
하여 비극 서사의 형식과 작가 서술적 의미를 탐색하 다. 
  이렇게 <운 전> 공간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수성궁을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파악하여 수성궁이 반중세, 반봉건적 질서를 반 하는 공간이라고 보
았다. 이후 <운 전>의 공간을 독자적으로 다루는 후속 연구들에서는 수성궁의 
의미를 서사 내재적으로 밝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나, 궁극적으로는 현실 세계와
의 연관 속에서 수성궁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문학 작품이 비록 
현실을 모방하여 서사 세계를 형상화하나, 문학 작품은 작가에 의해 형상화됨으로
써 또 다른 허구적 세계를 창조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운 전>의 공
간을 서사와의 연관 속에서 세 하게 살피어 공간이 서사 자체적으로 획득하는 의
미와 공간이 담아내는 세계의 모습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운 전> 교육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진 <운
전> 교육에 한 연구는 체적으로 구체적인 교수·학습의 실행 차원에서 이루어
져 왔다.64) 즉, 교실에서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수업 지도안을 설계한 연구들이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연구는 실제 교육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운 전> 자체에 한 심층적 이해 없이 교수·학
습 방법의 변화만을 시도하 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학습자가 작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과 함께 가르치고자 하는 제재에 한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탐색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
수·학습 방법의 차원뿐만 아니라, <운 전>의 내용적 요소에 집중하여 이루어진 
교육 연구들65)도 존재하는데, 해당 연구들은 <운 전>의 줄거리, 인물·사건·배경, 

64) 박종숙, 「과정 중심의 고전소설 교육 방법 : <운 전>을 중심으로」, 전북 학교 교
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성훈, 「 상매체를 활용한 <운 전>의 교수·학습 방
안 연구」, 충남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박현남, 「<운 전>의 화중
심 교수·학습방법 연구」, 연세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정화, 「가치 
탐구 학습을 활용한 <운 전> 교육 방안 연구」, 경북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권수현, 「고전소설을 활용한 문학치료 수업 방안 연구 : <운 전>, < 전>
을 중심으로」, 한국교원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65) 전 덕, 「고소설 제재로서 <운 전>의 특징과 그 교육적 적용」, 고려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김근호, 「<운 전>의 가치와 교육적 위상」, 진 학교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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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특징 및 갈등 관계, 몽유 구조로 인한 액자 구조, 시점, 비극적 결말 및 주
제 의식에 하여 모두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운 전>의 내
용 요소들에 한 개별적인 접근은 학습독자로 하여금 지식의 부담을 불러일으켜 
학습독자의 소설에 한 흥미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에 <운
전> 교육은 <운 전>의 내용 요소들을 개별적인 별개의 것에서 통합적인 것으로 
학습독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의 <운
전> 교육 연구에 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통합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요소
로 공간을 설정하여, 공간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학습독자가 <운 전>을 구성하
는 여러 내용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안을 구안하고자 한다. 

3. 연구 상 및 연구 방법

(1) 국립도서관본 <柳永傳 卽 雲英傳>

  소설에서 어떠한 공간이 설정되는가의 문제는 소설에의 공간 의미와 기능을 논
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공간은 단순히 작품의 
배경으로만 다루어질 수도 있는 반면, 하나의 공간이 작품 전체의 지향성 혹은 주
제를 드러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간의 설정은 작품 
속의 공간이 지니는 의미, 나아가 작품 전체를 논하는 데 매우 중요한 국면이 된
다고 할 수 있다.66) 그 가운데 본 연구가 상 텍스트로 선정한 <운 전>의 공
간은 핵심 갈등을 야기하고, 인물의 특징을 부각하고, 비극적 분위기를 환기함으로
써 작품의 지향성 및 세계관을 함축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주목의 

상이 된다.   
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김정민, 「고전소설 <운 전>의 수업 방법 연구 : 역사
적 배경지식 학습을 바탕으로」, 동국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강 희, 
「<운 전>의 인물 간 관계 분석과 교육적 적용 : 사제관계와 교우관계를 축으로 한 
고찰」, 건국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김종섭, 「청소년 문학 개념을 활
용한 <운 전> 교육 방안」, 강원 학교 교육 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66) 탁원정, 앞의 글, p.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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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전>의 이본은 한문 필사본 25종, 한글 필사본 8종, 그리고 한글 활자본 1
종으로 총 34개의 이본(異本)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본 연구가 주요 분석의 상
으로 삼은 이본은『삼방요로기(三芳要路記)』에 실린 국립도서관본 <柳永傳 卽 
雲英傳>67)(이하 <운 전>)이다. 이 이본은 오자나 탈자가 거의 보이지 않고 문
장도 정제되어 있어 원본에 가장 가까운 이본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논의의 필요성에 따라 다른 이본 목록 또한 함께 
분석의 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운 전> 학습독자 자료

  학습독자 자료 수집은 총 6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성격은 크게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활동지68)/<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수·학습 실행을 
67) 이상구 역주,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1999.
68)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활동지는 크게 3차례에 걸쳐 수정 및 보완하 다. 2016

년 5월 충북S고 2학년 34명을 상으로 실시한 1차 활동지는 ‘<운 전>에 한 사전 
지식(1)-공간과 사건(2)-공간과 인물(3)-공간과 묘사(4)-공간이 <운 전> 감상에 
미치는 향(5)’의 다섯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에서는 활동지를 풀기 이전 <운 전>
을 접한 경험 및 경로, <운 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가장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한 학습독자의 생각과 경험의 서술을 요구하 다. (2)는 서사 
공간에 재구성한 <운 전>의 전체 서사 단락을 제시하고, 서사 전개 과정에 따라 가장 
많이 변화하는 서사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핵심 서사
가 주로 어떠한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가, 사건 전개에서 공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가, 공간이 <운 전>의 서사 전개에서의 중요성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질문
으로 구성하 다. (3)에서는 서궁과 남궁 궁녀들의 완사 장소 갈등 목을 제시하고, 서
궁과 남궁으로 갈라진 궁녀들의 심리와 그 원인에 한 인식을 궁녀들이 처한 공간과 
성격, 그리고 궁녀들의 해당 공간에서의 심리와 그 원인을 중심으로 구성하 다. (4)에
서는 액자 외부에서의 수성궁 묘사 목을 제시하고, 수성궁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묘사된 상이 연출하는 분위기는 어떠한가에 한 질문을 구성하 다. 마지막으로 (5)
에서는 공간이 <운 전> 감상에 미치는 효과와 공간을 중심으로 한 <운 전>의 자유
로운 감상을 유도하 다. 다음으로, 2016년 11월과 2017년 1월에 인천I고와 서울P고 
25명을 상으로 실시한 2,3차 활동지는 1차 활동지의 한계를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
다. 2차와 3차 활동지는 1차와 그 구성을 조금 달리하여, ‘활동지 전(1)-활동지 중
(2)-활동지 후(3)’와 같이 과정 중심으로 구성하 다. (1)단계는 1차 활동지의 사전 인
식 단계에 응하는 것으로, 학습독자의 소설 읽기 성향, 공간을 중심으로 소설 작품을 
감상한 경험, 소설에서 공간의 위상에 한 사전 인식과 그 이유, 학습독자의 공간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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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수집 자료(수업 참여 관찰지, 감상문, 심층 면담)69)’로 구성된다. 학습독자 
자료는 Ⅳ장에서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양상 및 문제점을 다루는 항목에서 
활용할 것이다.

념에 한 자발적 정의로 항목을 구성하 다. (2)단계는 기존의 활동지에서 ‘공간과 사
건-공간과 인물-공간과 묘사’와 같이 서사 요소와 공간이 분리되어 있었다면, 2,3차 활
동지에서는 이를 통합적인 차원으로 재구성하 다. 이에 안평 군이 열 궁녀들의 외부인
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서궁과 남궁으로 나누어 생활하게 하는 목①, 서궁과 남궁 궁녀
들의 완사 장소 갈등 목②, 그리고 운 과 김진사의 회 목③을 제시하고, 각각의 
지문에서 해당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과 갈등의 양상, 해당 공간에서의 인물의 인식과 심
리 등을 전체적으로 유추해낼 수 있도록 구성하 다. ①에서는 궁녀들이 안평 군에 의
해 수성궁에서 겪은 사건, 공간적 분리 행위로 유추할 수 있는 안평 군의 성격, 분리된 
공간에서의 궁녀들의 심리, 그리고 수성궁·서궁·남궁의 공간적 의미에 하여 물었으며, 
②에서는 탕춘 와 소격서동을 둘러싼 서궁과 남궁 궁녀들의 완사 장소 갈등의 사건, 공
간을 둘러싼 갈등의 발생 원인, 이를 통해 유추 가능한 <운 전>에서의 공간의 기능, 
완사 장소 갈등 과정에서 드러나는 수성궁에서의 궁녀들의 공간에 한 인식과 심리에 

하여 물었다. ③에서는 월궁을 통한 운 과 김진사의 회 사건, 운 과 김진사의 만
남을 가로 막는 원인, 서궁의 담장에 한 묘사 및 <상사동기>의 허물어진 담과의 
비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 공간의 역할, 서궁의 담장이 운 과 김진사의 사랑 성취에 
미치는 역할, 수성궁·담장의 상징적 의미에 하여 물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공간이 <운 전> 감상 및 이해에 도움을 주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간으로 <운

전>을 읽기 전과 후의 인식 차이는 어떠한가, 공간으로 소설을 읽었을 때 가장 좋았
던 점은 무엇이었는가, <운 전>과 같이 제약된 공간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처하고 있는가, 자신이 <운 전>의 등장인물이었다면 어떻게 행동
하 을 것인가 등에 한 질문을 제시하 다. 최종 3차 활동지에서는 2차 활동지의 기
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활동 과정에서 부족하 던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2)단
계에서 인물들의 궁 안과 궁 밖에 한 인식의 차이와 그로부터 공간적 의미를 도출해
낼 수 있는 문항과 공간과 작품의 비극적 구조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
하여 최종 활동지의 방향을 구성하 다.  

69)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실행의 개요 및 심층 면담 구성 방식에 
관한 세부 내용은 Ⅳ장에서 상술하겠다.

수집 

차수

수집 

시기

수집 

대상

수집 

인원
주요 내용 기호

사전 

1차

16년 

5월

서울C고

1~3학년
33명 고등학생의 소설 읽기 성향에 대한 인식 조사 -

예비 16년 충북 34명 <운영전>에 대한 선행 인식 조사와 <운영전>의 ㉠



- 23 -

  본 연구는 서사 공간 이론을 바탕으로 <운 전>의 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서사
적 의미와 서사 세계의 양상을 규명하고, 이러한 <운 전> 서사 공간 이해가 학
습독자의 <운 전>에 한 총체적 이해로, 더 나아가 내면화를 통한 <운 전> 
이해로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서사 공간을 현실 공간과는 구별
되는 의미 표상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서사 공간을 서사 세계를 함축하는 
상징으로 보는 관점을 참고하고자 한다. 
  Ⅱ장에서 상술하겠으나, 본 연구는 전자의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리스토
텔레스(Aristotle), 하이데거(M. Heidegger), 맘그렌(C. D. Malmgren)의 논의를 
참고한다. 서사 공간은 실제 및 현실 공간과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공간을 재현하

1차 5월
S고

2학년

‘공간’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주요 대목을 선정하고, 

학습독자들이 공간을 통해 사건, 인물, 주제를 유

추할 수 있도록 활동지 구성.

예비 

2차

16년

11월

인천

I고

3학년

5명

예비 1차 조사를 바탕으로 활동 수준을 조정하

여, 학습독자들이 생각하는 소설에서의 공간에 

대한 의미, 소설의 다양한 요소들과 관계를 맺

고 있는 <운영전>의 공간에 대한 학습독자의 

인식을 조사. 학습독자가 <운영전> 공간의 기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지의 발문 구성.

㉠-1

1차
16년

12월

서울

S고

1학년

80명

공간 중심의 <운영전> 수업 참여 관찰지 작성

(3차시*8개반[남4/여4])
㉡

공간 중심의 <운영전> 수업 후(250명), 자발적 

참여로 작성한 <운영전> 감상문 수집
㉢

26부
공간 중심의 <운영전> 수업 후, 공간 지도 그리

기 활동 진행 및 그림 자료 수집
㉣

2차
16년

12월

서울

S고

1학년

8명

<운영전> 감상문 작성에 참여한 학습독자 가운

데, <운영전>의 서사 공간 이해 정도에 대한 심

층 면담 실시(8명*50분=400분)

㉤

3차
17년

1월

서울

P고

1학년

20명 예비 2차 조사 결과를 보완하여, 추가 자료 수집 ㉠-2

<표 1> <운영전> 학습독자 수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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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다. 서사 공간은 작가의 의도에 의해 현실과는 다른 공간으로 굴절되
어 형상화됨으로써 작가의 지향점, 혹은 서사 세계의 지향점을 드러내는 의미 표
상으로 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에 의하면, 서사 공간은 실제 공간을 그 로 반 하지 
않으며70), 서사 공간이 실제 세계를 반 한다고 하더라도 서사 공간은 지각자의 
초점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진다. 이에 따르면 현실 공간의 형상화 과정에서 작가
의 기술 및 시각 변화가 반 되어 유기적 결과물이 탄생한다고 볼 수 있다.71) 
  ‘세계-내-존재’인 현존재를 시간성과 공간성에서 찾은 하이데거(M. Heidegger)
는 공간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추상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현존재의 부단한 세계 기획의 결과물인 ‘삶의 공간(Lebensraum)’이나, ‘체험
된 공간(erlebter Raum)’은 상 적으로 구현되는 공간 양상을 직시하는 개념으로 
해석하 다. 즉, 공간은 표면적으로는 객관적 실체로 주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실
질적으로는 개개 실존의 존재 양상이나 삶의 체험 구도와 어우러져 상 적으로 
‘구성되는 해석체’72)임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사체에 투 된 
공간 형상이 실제 세계의 공간을 반 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 문제가 발생하는
데, 서사 공간의 투  상인 실제 공간 자체가 실체 없는 해석으로 이어지지 않
는 한, 공간의 형상은 상 화된 양상으로 극화될 것이기 때문이다.73)
  맘그렌(C. D. Malmgren)은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비(W. J. Harvey)의 ‘모방 삼
각형(mimetic angle)’ 개념을 확장하여 허구 공간 지도(a map of fictional space)
를 제시한 바 있다. 그의 논의의 중점은 서사에서의 공간은 현실 공간을 모형으로 
삼으나, 공간이 서사체에서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굴절됨으로써 현실 세계와는 다
른 공간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맘그렌은 서사 공간의 현실 공간 모방 및 
굴절된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공간이 서사 텍스트의 의미 형성 및 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하 으며, 그것이 독자에 의해 해석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써 
서사 공간은 궁극적으로 독자에 의해 최종적인 의미를 부여받는 실체라고 주장한 
바 있다. 

70) 장일구, 「서사적 공간성과 시점론」,『현 소설 시점의 시학』, 새문사, 1996, p.67.
71) 백무늬, 앞의 글, p.24.
72) 장일구, 앞의 책, 2009, p.145.
73) 백무늬, 앞의 글,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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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하면, 서사에 있어 공간을 논하는 것은 서사 공간이 현실을 투 한다는 관
점에서 벗어나, 서사적 공간 형상이 실제 공간 형상과 다른 형태로 드러난다는 점
을 인지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서사 공
간은 구상이 아닌 추상의 양상을 취한다는 점인데, 이는 서사 공간의 논점이 실제 
공간의 지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74), 공간의 속성에서 파생된 표상적 의미를 
추론하는 데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서사 공간은 서사 세계를 함축한다는 후자의 관점을 뒷받
침하기 위하여 로트만(J. M. Lotman)과 브릿지만(T. Brigeman)의 논의를 참고한
다. 로트만(J. M. Lotman)은 외부 세계라는 무한한 상이 작품이라는 유한한 공
간 속에 재생되어 있기에 “텍스트의 공간 구조는 우주 공간 구조의 모델이 된
다”75)고 하 으며, 브릿지만(T. Bridgeman)은 서사 세계는 거의 전적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된다고 하 다. 텍스트의 서사 세계는 공간에 의해 범위를 부여받으
며, 공간에 따라 서사 세계의 차원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하 다. 또한, 이렇게 공간
에 의해 범위를 부여받은 세계의 범위는 다시 텍스트에 강력하게 기여한다. 브릿
지만은 공간 자체가 서사 세계 구성의 틀이 될 수 있으며, 서사 전체가 안 혹은 
밖이라는 공간적 구조에 의해 구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서사적 공간의 기획은 
비단 물리적 지표의 변형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상징적 기획을 통해 구성된 세계
의 공간성을 드러내는 것을 지향76)하는 것이다. 즉, 서사 공간은 서사 세계를 함
축하는 세계의 축소판이기에, 서사 공간의 구조와 공간 서사 텍스트에서 창출하는 
의미와 그 상징성을 파악하는 것은 서사가 어떠한 세계를 그려내고 있는가의 지향
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서사 공간이 표상적 의미를 드러내고, 서사 세계를 함축하는 것은 단순
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서사에서의 공간의 역할을 통해 구체화된다. 서사 공간 자
체가 의미를 표상하고 세계를 함축하지만, 그러한 세계의 모습은 서사 내적으로 
다양한 서사의 구성 요소들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세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형상

74) 장일구, 앞의 책, 2009, p.218.
75) J. Lotman, “Le probleme de l’espace artistique”, La structure du texte artistique, 

Gallimard, 1980, pp.309-323.
76) 장일구, 「서사적 공간의 상징적 기획」, 『한국어와 문학』 제58집, 한국언어문학회, 

2006,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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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사 공간의 다양한 의미 형성 작용으로 인해 
형상화되는 서사 세계의 모습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사 공간이 갈등, 인물, 그리고 
미감 환기와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그 형상이 드러나는가를 서사 공간의 역할에 
주목하여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골덴스타인(J. P. Goldenstein)과 
데종(J. F. De Jong)의 논의를 참고한다.
  이상의 연구 방법 및 연구 관점을 바탕으로 구체화한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Ⅱ장에서는 서사 공간에 한 위의 관점을 토 로 서사 공간의 개념을 
규정하고, 서사에서 공간의 역할을 갈등 및 립 구조의 형성, 인물의 성격 및 
특징의 부각, 그리고 분위기 및 미감 환기의 세 차원으로 세분화하여 살피어 
공간이 서사에서 세계 구성의 핵심 요소로 기능함을 이끌어낼 것이다. 또한, 이
러한 기능을 하는 서사 공간을 학습독자가 이해하 을 때 발생하는 소설 교육
적 가치와 의의를 다루어, 서사 공간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다. 
  이어 Ⅲ장에서는 <운 전>의 공간 구성의 양상과 특징을 밝히고, 이를 바
탕으로 <운 전>에서의 공간의 역할을 갈등, 인물, 그리고 분위기 및 미감과 
연관 지어 살펴봄으로써, 서사 공간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서사적 의미, 비
극적 구조, 그리고 비극적 세계의 의미를 살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학습독자의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양상을 
살피고, 이를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교육 목표와 방법을 공간 기능 분석 틀과의 
상호 연계 속에서 구안할 것이다. 최종적으로는 학습독자의 <운 전> 서사 공
간 이해가 내면화 과정을 통해 학습독자의 공간 인식을 통해 세계 인식 지평이 
확장되고, 이러한 인식의 확장이 학습독자와 <운 전>의 관계 맺기를 통해 자
신의 상황을 <운 전>에 적용함으로써, <운 전>의 진정한 이해에 도달하는 
선순환의 고리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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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는 서사 공간의 개념과 역할을 살핌으로써, 서사 공간이 총체적 의미 
연관 구조의 핵심 요소로 작용함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Ⅲ장에서 <운
전>의 공간이 서사에서 어떠한 기능을 행하며 작품의 고유한 의미를 획득해나가
는지를 고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다. 또한, 공간을 중심으로 한 소설 교
육이 어떠한 가치와 의의를 지니는지 밝힘으로써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사에서의 공간의 개념

  공간은 물리적, 수학적(과학적), 철학적, 신학적 차원 등 어느 차원에서 논의되
는가에 따라 그 정의와 층위가 달라지는 매우 복합적인 개념이다. 즉, “공간은 본
질적으로 다층적”77)이다. 그 가운데 물리적 공간과 문학의 공간 개념의 구별은 아
리스토텔레스(Aristotle)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는데, 그는『시학(詩學)』에서 문학
작품의 배경에 해 언급하 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성질을 결정하는 비극
의 구성 요소로 플롯, 성격, 조사, 사상, 장경(場景), 가요로 설정하고, 조사와 가
요는 모방(mimesis)의 원리로, 플롯·성격·사상은 모방의 상으로, 장경은 모방의 
양식으로 분류하 다.78) 특히 모방의 양식인 장경은 다른 요소들에 비해 예술성이 
적고 작술 역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극에서 배경이나 무  장치로 활용되
어 왔는데, 이때 장경(場景)은 극을 수행하는 공간으로 상정할 수 있다.79) 비록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에서 배경은 성격, 플롯에 비하여 중요성을 부여받지는 못
하 으나, 극이 작시술 역과 분리되어 수행된다는 전제 아래 공간을 구별하 다
77) 김현정, 「공간 중심의 강호시조 이해 교육 연구」,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p.26.
78) Aristotle, De Arte Poetica Liber, 천병희 역, 『시학』, 문예, 2006.
79) 백무늬, 앞의 글, 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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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에서 그 의미를 획득하며, 이를 서사 공간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80)
  또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장경과 함께 공간이 의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성격화
에 실패하면 그저 단순 배경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갈등을 해소하며 성
격을 구현하는 방식으로 공간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
간에 한 이러한 접근은 문학 공간의 가능성을 모색하 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81)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문학에서의 공간의 역할이 주목받았다면, 근

에 이르러서는 본격적으로 서사 공간에 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한다. 
  서사 공간에 한 본격적인 접근은 주로 현상학적 관점, 기호학적 관점, 구조주
의적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먼저 현상학적인 공간 연구를 진행한 바슐라르(G. 
Bachelard)82)는 상상적인 것과 이미지를 문제 삼아 문학에서의 공간이 지니는 실
체성과 의미를 규명83)하 다. 그는 공간을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 가운데 일부이
자 놓여있는 배경으로 치부하는 관점으로부터 탈피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

다. 한편, 하이데거(M. Heidegger)는 공간에 한 실존론적 탐구를 통해 공간 
존재를 형상화하고자 하 는데, ‘세계-내-존재’인 인간 현존재는 공간을 바탕으로 
삶의 본질을 구축해나간다. 하이데거가 현존재를 ‘세계-내-존재’라 규정한 것처
럼, 현존재는 공간과의 연관 속에서 존재하며, ‘지금-여기’ 존재하는 현존재의 자
기 해석 자체가 공간 표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간은 현존재와 연관을 맺으
며 실존적 행위와 실존 사건에 따라 구성되는 양태(樣態)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간 삶의 장에 해 주어진 조건과 상적 경계가 분명한 객관적 현상(장
소)으로서 공간을 이해하기보다는, 존재가 실존의 한계를 넘어 드넓은 세계를 기
획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열린 개념으로 이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즉, 공간은 
삶의 장과 현존재의 관여항인 세계의 구성에 관한 입론의 구심으로 볼 수 있다.84)
  다음으로 서사 공간에 한 기호학적 접근은 공간을 세계를 모델화하는 기호 체
계로 간주함으로써, 서사에서의 공간의 위상을 핵심으로 끌어올리는 데에 기여했
다. 공간 기호론에 있어서 핵심은 공간을 이항 립의 관계로 분석하는 것이다. 기
80) 백무늬, 앞의 글, p.24.
81) 위의 글, 같은 쪽.
82) G. Bachelard, La Poetique De L'Espace,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83) 오은엽, 「이청준 소설의 공간 연구」, 이화여자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17. 
84) 장일구, 『경계와 이행의 서사 공간』, 서강 학교출판부, 2011, pp.23-2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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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론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차이(difference)’인데, 그 차이는 이항 립적 관
계(binary opposition)로부터 생겨나며, 이항 립적 ‘공간’의 단위는 수직축과 수평
축85)으로 구분된다. 수직축은 주로 上/下의 공간으로, 수평축은 內/外, 左/右, 前/
後 등의 공간으로 이항 립적 관계를 맺으며 문학작품 전반의 의미 구조를 형성해
나간다.
  롤랑 바르트(R. Barthes)는 텍스트를 렉시아(Lexia) 단위로 분절한 뒤 코드
(code)를 캐냄으로써 다차원적인 공간을 구축하고, 공간 기호로서의 의미를 통해 
기호의 변별성과 립소의 의미를 구축86)하 으며, 로트만(J. M. Lotman)은 문학 
텍스트를 비롯한 모든 문화를 특정한 방식으로 세계를 모델링하는 기호 체계로 간
주하여 ‘현실이 문화적으로 재현되는 방식’을 문제 삼아87), 이를 공간 범주와 연관
시켜 ‘공간적 모델’을 이끌어냈다. 그는 문학은 공간이라는 범주를 통해 자율적이
고 독자적인 체계를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한정된 공간으로서의 예술 작품
은 묘사되는 삶의 부분만이 아니라 삶 전체의 총체적 양상을 재현할 수 있다88)고 
보았다.
  로트만(J. M. Lotman)에 따르면, 인간이 주변의 삶을 의미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사회적·종교적·정치적·도덕적 세계 모델들은 필연적으로 공간적 특
성을 지닌다. 즉 인간 의식이 외부 세계를 전유하는 독특한 방식은 그 안에서 관
념화되는 모든 것이 공간적 연속으로만 파악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본질적으로 
비공간적인 개념들을 공간적 관계의 언어를 통해 모델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인간
의 사유 형식과 공간적 특성 간의 내 한 관련성으로부터 도출된다. 가령, ‘고/저’, 
‘좌/우’, ‘원/근’, ‘개/폐’, ‘연속적/불연속적’ 등의 공간적 자질들은 ‘가치 있는/가치 
없는’ 등의 다양한 문화적 모델들을 표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며 이러한 과
정을 통해 텍스트의 공간 구조가 우주의 공간 구조의 모델이, 텍스트 내의 성분들 
간의 내적 통사론은 공간적 모델화의 언어가 되는 것이다. 텍스트의 공간적 특성

85) 이에 해서는 바슐라르(G. Bachelard)와 블로우(O. F. Bollnow)의 논의를 참조할 수 
있다.(G. Bachelard, La Poetique De L'Espace, 곽광수 역, 『공간의 시학』, 민음사, 
1990; O. F. Bollnow, Mensch und Raum, 이기숙 역, 『인간과 공간』, 에코리브르, 
2011.)

86) 오은엽, 앞의 글, p.17.
87) 위의 글, 같은 쪽.
88) 위의 글,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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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연구하기 위해 로트만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속성은 ‘보편적 공간이 분할되는 
유형은 어떠한가’, ‘보편적 공간의 차원은 어떠한가’, ‘어떤 지향성을 보여주는가’이
다.89)
  마지막으로 서사 공간에 한 구조주의적 연구는 공간을 서사의 배후적인 요소
가 아닌 주체적인 요소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 다. 미케발(M. Bal)은 로트만의 
주장을 수용하여, 인간의 상상력 속에는 공간적인 구조가 미리 자리 잡고 있으
며,90) 따라서 부분의 독자는 서사에 장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의 장소를 
임의로 설정하여 그 장면을 상상해나간다고 하 다. 그는 공간적 사고가 실로 인
간의 자산이라면, 공간적 성분이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91)은 놀랄 일이 
아니며, 장소를 기록한 후, 사건과 행위자의 신분이 공간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탐색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미케발은 공간을 사건과 인물을 연계하는 중
심 요소로 바라본 것이다. 또한, 앞서 언급하 듯이, 미케발은 장소를 “행위자가 
위치하고 사건이 일어나는 지형(地形)학적 위치”92)로, 공간을 “지각과 관련이 있
어 보이는 장소”93)라고 정의하 다. 미케발은 기존의 서사학자들과는 달리 서사 
구조를 파블라(fabula, 성분들), 스토리(story, 양상), 그리고 텍스트(text, 단어들)
로 나누었는데 장소는 파블라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공간은 스토리에 속하는 개념
으로 보았다. 또한, 그는 스토리는 파블라를 제시하는 방식에 따라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장소는 특정한 지각점과 연계된다94)고 하 다. 이렇게 파블라가 스토리
로 구성되는 과정에 따라 장소는 공간으로 나아가게 된다.
  또한, 채트먼(S. Chatman)95)은 화와 소설의 서사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문학
과 화를 포괄하는 서사적 예술성의 일반적 개념을 확보함으로써, 전통적인 문학
이론의 폐쇄성을 극복하고자 하 다. 그는 서사 공간은 스토리(story) 공간과 담
화(discourse) 공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으며, 그 가운데 스토리는 ‘사건
89) 오은엽, 앞의 글, pp.20-21.
90) M. Bal,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한용환 역, 『서사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99, p.86.
91) 위의 책, 같은 쪽.
92) 위의 책, p.169.
93) 위의 책, pp.169-170.
94) 위의 책, p.169.
95) S. Chatman, Story and Discourse :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한용환 

역, 『 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푸른사상,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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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events, 사건적 요소)과 존재자들(existents, 사물적 요소)’의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혔다. 여기서 사건적 요소는 사건과 시간으로 구성되며, 사물적 
요소는 인물과 공간으로 구성된다. 즉, 전자가 시간의 논리와 관련된 것이라면, 존
재자들은 상 적으로 시간의 논리에 묶여있지 않게 된다.
  르네 웰렉과 오스틴 워렌(R. Wellek & A. Warren)은 『문학의 이론』에서 근  
공간과 문학 공간을 분리하고자 하 다. 그들은 소설에 한 분석적인 비평을 구성
하는 세 가지 요소로 플롯, 인물 묘사, 배경(setting)의 세 가지96)를 상정하고, 그 
가운데 소설의 배경을 희곡의 배경과 비교함으로써 배경의 존재성을 입증한다. 웰
렉과 워렌은 “배경은 환경이다. 그리고 환경은, 특히 가정의 내부는 인물에 한 환
유적(換喩的) 혹은 은유적 표현들로 간주될 수도 있다.”97)고 언급하며, 한 인간의 
집은 그 사람 자신의 확 가 될 수 있고, 집을 묘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묘사하는 
것과 같다고 하 다. 또한, 배경은 인간의 의지의 표현이 될 수도 있으며, 거 한 
결정 인자가 될 수98) 있음을 주장하 는데, 이는 공간으로서의 배경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이자 공간이 문학에서 지닌 상징성을 파악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서사에서의 공간에 한 논의들은 배후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공간을 
서사 전반으로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공간을 배후적 의미의 배경
(背景)으로 간주할 경우, 이때 공간은 인물과 행위가 위치하는 용기(用器)에 지나
지 않게 된다. 이는 배경에 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배경
은 setting으로서의 배경과 frame으로서의 배경으로 나뉠 수 있다. 전자인 setting
으로서의 배경은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이해된다. 이때의 배경(背
景)은 시간과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배후에 깔려 있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소설 전반에 드러나는 것이 아닌 부수적인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반면, 후자인 frame으로서의 배경은 서사학자 미케발에 의한 것으로, 시간적 요소
보다는 공간과 배경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개념이라 할 수 있
96) 웰렉과 워렌은 소설을 구성하는 세 요소 가운데, ‘배경’을 공간의 차원에서 접근하 다. 

그들은 예전의 서술, 혹은 이야기(서사시 혹은 소설)이 시간 속에서 생겨나, 소설은 전
통적으로 시간의 차원을 고려해야만 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이야기 혹은 소설의 서술
적 구조를 분석할 때에는 공간의 논리를 활용한다.

97) R. Wellek & A. Warren, Theory of Literature, 이경주 역, 『문학의 이론』, 문예출
판사, 2014, p.328.

98)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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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는 배경(frame)을 “인물이 없거나 정확히 위치해 있지 않은 공간”이라고 정
의하 으며, 이 개념을 활용하여 스토리에서의 공간 기능 방식을 배경(frame)과 
행동이 실현되는 장소로 나누어 살피었다. 공간은 전적으로 배경에 남을 수 있지
만, 공간은 배경인 ‘행동의 장소’(the place of action)이라기보다는 ‘행동하는 장
소’(the acting place)99)라고 하며, 공간 자체가 제시의 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
았다. 즉, 행동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함께 형성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두 가지 층위에서의 배경(setting/frame)은 모두 행동의 중심으로 나타
난다기보다는, 무엇인가의 배후에 위치해 있는 것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을 소설 이해의 주체로 불러오기 위하여 기존의 ‘공간적 배경’
이라는 용어 신 ‘공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소설에서 공간의 위상을 확립
하고자 한다. 즉, 배경으로서의 공간이 아닌 주체로서의 공간, 즉 인물의 행위와 
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초점을 보다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서사에서의 공간은 세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는 서사 텍스트 그 자체인 텍스트 공간으로, 그것이 차지하고 있는 문자
화된 물질적 공간이고, 둘째는 작가가 글쓰기에 몸을 맡기는 현실의 공간이며, 셋
째는 서사에서 작가에 의하여 설정되고 묘사되는 지리적 공간이다. 우리가 흔히 
서사의 공간, 즉 서사 공간에 해 논의할 때 이는 주로 세 번째의 공간을 의미하
며 이는 서사체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공간이다. 
  본 연구가 논의하고자 하는 서사 공간은 첫 번째 차원의 공간성(spatiality)과 
두 번째 차원의 현실 공간(actual space)과 구분된다. 즉, 서사에서의 공간은 작품
을 읽어나가는 방법의 차원인 공간성과 구별됨과 동시에, 작가가 작품을 창작한 
당 의 상황을 의미하는 현실 공간 혹은 사회 공간과도 구별된다. 서사에서의 공
간은 현실 공간을 반 하기는 하나, 작가에 의해 형상화 혹은 굴절됨으로써 새로
운 서사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로써 서사에서의 공간은 작가의 개인적 체험이 

99) M. Bal, 앞의 책, p.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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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든 장소가 아닌 문학적 공간으로 변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사 공간의 
개념을 규명하기 위하여, 첫 번째 의미의 공간과 두 번째 의미의 공간과의 변별 
작업 속에서 서사 공간의 의미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우선 서사 공간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하여 첫 번째 의미의 공간과의 변별 작업
이 선행되어야 한다. 텍스트의 배열과 구성을 의미하는 텍스트의 문자화된 공간은 
공간성(spatiality)이라 일컬어지며, 이는 서사 텍스트 자체를 기존의 시간의 차원
이 아닌, 공간적 차원으로 읽어내는 방법으로서의 접근이다. 반면에 본 연구에서 
논하고자 하는 서사 공간은 작가에 의하여 텍스트 내부에 설정되는 것으로써 여기
에서 인물과 인물의 행위가 실현되고 사건이 발생하며, 이를 통해 작품의 의미 구
조가 형성된다고 보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공간성의 개념과 차이를 갖는다. 공간성
과 관련된 논의는 조셉 프랭크(J. Frank)가 『공간의 형식』100)에서 문학을 시간 
예술이 아닌 공간 예술로 보면서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 문학에서의 공간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즉, 문학의 본질을 시간적이고 연속적으로 보았던 것을 공
간적이고 동시적으로 보는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셉 프랭크는 문학을 
시간 예술로101), 조형 예술을 공간 예술로 분류하여 문학과 조형 예술의 경계를 
단적으로 구분하 던 레싱(G. E. Lessing)의 논지를 비판102)하면서, 공간성이 문
학의 본질임을 규명하 다.103) 그는 ‘공간 형식(spatial form)’104)이라는 새로운 

100) Joseph Frank, ‘Spatial Forn in Modern Literature’, The Widening Gyre, Rutgers 
UP., 1963, p.3.

101) 레싱(G .E. Lessing)이 문학을 시간 예술로 분류한 것은 의식이 언어를 매개로 한다
는 사실, 언어가 사상을 분절한다는 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간과한 때문일 것이다. 일
반적으로 의식의 전개는 시간의 경과를 전제한 것으로 비쳐진다. 게다가 언어적 표현은 
의식의 변화를 반 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십상이다. 그런 맥락에서 언어 예술인 문학을 
시가 예술의 한 국면이라고 이해할 만하다. 특히, 직관보다는 의식의 전개를 수반하게 
마련인 서사체는 시간 예술의 전범처럼 여겨진다.(장일구, 앞의 책, 2009, p.17 참조.)

102) Joseph Frank, 앞의 글, p.3.
103) 프랑크가 말하는 공간성이란 “묘사적인 쓰기가 아니라 언어 본래의 시간적 의미를 부

정하고, 사물의 연속으로서보다는 시간의 한 순간에서 하나의 전체적인 것으로서 작품 
이해를 시키기 위한 작가의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유인순, 앞의 글, p.317.)

104) 하지만 프랭크의 공간 형식 개념을 소설에 적용하면, 그것은 단순한 의미에서 서사에 
고유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연 기적 시퀀스를 전복시키는 모든 기법들을 가리키게 된다. 
독자가 서사체를 단어 순서에 따라 읽어나간다는 점에서, 모든 서사는 연 기적 시퀀스
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단어들의 직선적인 흐름 속에 소설가가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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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을 통해, 시간적 연속의 논리105)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의 언어를 공간적 동
시성(同時性)의 논리로 분석하 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현 문학의 미학적 형
식은 언어에 한 독자의 태도를 완전히 바꿔놓기 위해 공간적 논리에 기반한다. 
그러므로 시간에 따라 연속적으로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관계를 맺는 단어군들
을 공간적으로 동시에 지각할 때 비로소 의미가 파악된다.106) 이러한 공간성의 원
리를 서사에 적용해본다면, 서사에서의 공간 형식이란 각 언어 요소들을 시간적 
순서와 인과 관계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 아닌 동시성과 병치의 결합 관계에 의해 
파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리하면, 공간성(spatiality)은 서사 텍스트 자체를 ‘공간적’으로 읽어내어 작품
을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방법’의 차원으로 접근한 개념인 반면, 공간(space)은 
“인물과 그 인물의 행위를 포함하는 공간, 흔히 장면·배경·환경·분위기와 같은 의
미로 사용되는”107) 개념이다. 공간은 공간성과 달리 작품을 읽어내는 방법적 접근
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구조와 의미, 즉 작가에 의하여 텍
스트 내적으로 설정된 차원에서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공간성(spatiality)의 
개념은 주어진 순간에 인식될 수 있는, 그러나 동시적으로 관계될 수 없는 행위들
을 압축하고 있는108) 것이기에 인물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데 요구되는 공간
(space)109)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하는 사건들은 종종 엄격한 연 기적 순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서사의 
각 부분들은 연 기적 순서와 상관없이 이미지의 패턴이나 라이트모티프(leitmotif), 유
사성, 조 같은 장치들을 통해 연결될 수도 있다. “공간 형식”이란 용어는 단순히 이런 
다양한 서사적 장치들을 이름하는 일반적인 통칭이다. (…) 다시 요약하자면, 소설에 있
어 공간 형식이란 각 언어 요소들을 시간적 연속과 인과 관계보다는 동시성과 병치의 
원리에 의해 결합·배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공간 형식에 있어 의미의 구
축은, 서술자에 의해 텍스트 내에 제시되는 관습적인 정보들, 즉 인과관계의 구축에 도
움이 되는 명확한 정보들보다는 무관하게 보이는 사건들 간에 이해 가능한 관계를 설정
하려는 독자의 상상력과 지각 양식에 달려 있다.(이호, 「소설에 있어 공간 형식의 가능
성과 한계」,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pp.39-40.)

105) 김현정, 앞의 글, p.32.
106) 이호, 앞의 글, p.39.
107) 이혜련, 「신경숙 소설의 공간 연구」, 부경 학교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7.
108) R. Gullon, “On Space in the Novel”, Critical Inquiry, Autumn, Vol.2, No.1, 1975, 

p.12.
109) 이상섭, 『문학의 이해』, 서문문고, 1972, 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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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서사체에서 의미를 획득하는 서사 공간은 앞서 언급한 두 번째 의미의 
공간인 현실 및 실제 공간과 구별된다. 서사체에 투 된 공간은 물리적 공간에 직
접 상응하지 않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서사 공간은 실제 공간을 그 로 반

하지 않음110)을 인식하 다. 서사 공간의 이러한 속성은 힐레브란트(B.  
Hillebrand)111)가 공간의 양상을 ‘물리적 공간/철학적 공간/문학적 공간’으로 구별
한 것과, 맘그렌(C. D. Malmgren)112)이 실제 세계의 공간과 서사적 공간을 변별
하여 소설 공간론의 전제로 삼은 것113)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문학에서의 공간에 한 논의들이 체로 상 공간의 객관성과 실재성에 
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과도 연결되는데, 이는 문학작품의 실
감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로 작용하 던 공간 요소의 실체를 부정하는 반실재론
(counter-realism)114)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115) 시간과 달리 공간은 그 자체가 
지니는 질료성으로 인하여 물리적 지표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로 물리학
의 주요 주제로 여겨져 왔다. 이에 문학에서의 공간도 물리적 공간의 반  기제로
서만 의의를 지닌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실재성(reality) 혹은 실제성
(actuality)을 구현하는 데 결정적인 장치, 혹은 배경으로 의식되어 왔다.116) 
  이러한 공간에 한  기존의 시각으로부터의 탈피의 필요성을 느낀 이론가들은 
비록 서사 공간이 기본적으로 실제 세계 혹은 현실 세계를 모형으로 하여 창출되
나, 공간이 서사체에서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굴절됨으로써 현실 세계와는 다른 공
간이 창출됨에 주목하 다. 이와 관련하여 잉가르덴(R. Ingarden)은 “본질적으로 
물리적 공간과 문학적 공간 사이의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117)고 하 으며, 장
일구(2009)는 이를 비록 소설이 경험 세계 혹은 현실 세계를 모방한다는 것을 전

110) 장일구, 「서사적 공간성과 시점론」, 『현 소설 시점의 시학』, 새문사, 1996, p.67.
111) B. Hillebrand, Mensch und Raum in Roman, Winkler Verlag, 1971, S.31-32.
112) C. D. Malmgren, Fictional Space in the Modernist and Post-modernist American 

Novel, Associated UP., 1985.
113) 장일구, 앞의 책, 2009, p.36.
114) J. Frank, R. Forward, Smitten and Ann Daghistany (ed.), Spatial Form in 

Narrative, Cornell IP., p.7. 
115) 장일구, 앞의 책, 2009, p.28.
116) 장일구, 「소설 공간론, 그 전제와 지평」, 한국소설학회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

획, 2002, p.15.
117) B. Hillebrand, 앞의 글,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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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기는 하나, 개별 작품마다 모방의 정도에 따라 서사적 공간 형상의 국면이 다
르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서사론에서 공간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우선 서
사체에 기술된 공간 형상이 실제 세계 어딘가를 지시하고 있을 것이라는 논리적 
착종에서 벗어나, 서사적 공간 형상이 실제 공간 형상에서 굴절된 양상으로 드러
날 것이라 전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118) 이때 중요한 것은 문학에서의 공간이 실
재 공간과 어떻게 유사한가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이 문학작품 속에 어떻
게 형상화되어 있는가, 공간의 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표상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
리고 독자가 공간의 의미를 어떻게 구성하고 해석하나가는가이다. 결국 이러한 서
사 공간 지표는 전의(傳意)되고 상징화된 의미 형성 기능으로 확  적용되어 정신
적 이미지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공간적 좌표들은 세계관 및 이데올로기적 좌표
들로 옮겨 이해될 수 있어 새로운 의미 층위를 낳는다.119)
  서사 공간의 이러한 속성을 인식한 맘그렌(C. D. Malmgren)은 하비(W. J. 
Harvey)의 모방 삼각형(mimetic angle) 개념을 확장하여 허구 공간 지도(a map 
of fictional space)120)를 제시함으로써, 경험 세계(empirical world)와 허구 세계
(fictional world)의 관계를 도시(圖示)한다. 이때 독자는 허구 공간을 입체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텍스트의 의미 창출에 기여한다. 본 연구도 이러한 관점을 이어받아 
설정된 공간과 실제 모티프가 된 현실 공간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소
설 속의 공간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가, 또한 이렇게 형상화된 공간이 표상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공간적 지표를 독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
행하고자 한다.
  이처럼 서사 공간은 의미 창출에 기여하는 관념적 추상 차원에서 논급할 여지가 
많은데, 이는 장소가 아닌 공간인 논항 탓에 더욱 그러하다.121) 가시적인 차원이 
명징하고, 지각 가능하며, 상으로 주어지는 장소와 달리, 공간은 의미를 함축한 
표상적인 개념으로 분석이나 이해를 통해 추론 가능하며, 시점에 따라 상이한 의
미를 창출하는 구성체이기 때문이다. 

118) 장일구, 앞의 글, 2006, p.360.
119) Hans-Werner Ludwig (Hrsg.), Arveitsbuch Romananaltse, Guter Narr Verlag, 

1982, S.171-173.
120) C. D. Malmgren, 앞의 글, p.60. 
121) 장일구, 앞의 글, 2006, p.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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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들어 공간에 한 논의가 섬세해지기 시작하면서 등장한 인문(문학)지리학
은 공간(space)과 장소(place)의 개념을 구분하여 공간을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장소를 “실존적이고 구체적인 경험 공간”으로 세분화한다. 이푸 투안( 
Yi-fu, Tuan)122)은 인간이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추상적인 공간이 구체적인 장소
로 변모하는 ‘공간의 장소화’ 과정을 거치게 됨을 말하는데, 이때 장소는 ‘경험에 
의해 구성되는 의미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에드워드 렐프(E. Relph)123) 또한 인
간의 삶에 직결되어 경험적이고 문화적인 의미 층위에 장소 자질을 응시키고, 
인간 삶과 무연하게 선험적으로 주어진 피상적 개념 양태를 공간에 응시키는 것
을 공간에 한 자신의 논의의 자명한 전제로 삼고 있다. 하지만 장소와 공간 개
념에 한 인문(문학)지리학적 관점에 따르면, 공간은 인간의 경험과 의미가 투
되지 않는 텅 빈 개념으로 남게 된다. 이에 하여 실존론적 현상학의 관점을 바
탕으로 공간의 개념에 접근한 장일구(2011)는 장소와 공간 논항이 개념의 착종으
로 인한 범주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그는 두 개념의 착종이 “물리적 실체나 객관
적 상 층위에 있는 장소를 의미체나 구성체인 공간에 립시켜 이해한 것”으로
부터 발생한 것이라고 함으로써 공간과 장소가 서로의 상  개념이 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리고 장소는 오히려 의미에 관한 논점으로 회부되는 한 공간의 하위 개
념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장소는 ‘무장소/장소상실’의 상  개념이지 공간의 상  
개념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문지리학에서 다루는 ‘장소’는 
도리어 ‘공간’ 개념에 상응하며, ‘공간’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무장소/장소상실’
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24) 
  따라서 장소(place)가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의 개념이라면, 공간(space)은 
보다 추상적이고 함축적인 차원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가시적인 차원이 명징
하여 구획이 분명한 ‘장소’와 달리 ‘공간’은 의미를 함축한 표상125)이며, 지각 가능
한 장소와 달리 공간은 분석이나 이해를 통해 추론 가능한 국면인 것이다. 공간과 
장소의 개념을 구분한 이푸 투안은, “장소(place)는 안전을 의미하는 반면 공간은 
122) Yi-fu, Tuan, Space and Place : the perspective of experience, 구동희·심승희 역, 

『공간과 장소』, 윤, 2007.
123) Edward Relph, Place and placelessness,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역, 『장소와 장소상

실』, 논형, 2005.
124) 장일구, 앞의 책, 2011, p.34 참조.
125) 장일구, 앞의 책, 2009, p.219.



- 38 -

자유를 의미한다.”126)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장소는 체로 정주(定住)할 
자리나 보호되는 자리를 뜻하는 용례를 갖는 데 비해, 공간은 트인 자리나 자유로
운 자리127)를 뜻함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간의 형용사형인 
spacious가 ‘드넓음’을 함의하는 것을 보면 공간은 장소에 비하여 그 의미와 범위
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간이라는 개념은 장소 개념과 달리 위협, 개방, 자
유 등의 개념과 상징을 함축하고 있는, 장소를 넘어서는 개방성을 함의하고 있음
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은 지각자(서술자)에 의해 서사체에 형상화될 때 재
구성되고 상 성을 띠게 된다. 왜냐하면 서사체에 형상화된 공간은 물리적 공간, 
즉 실제 공간과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사 공간은 실제 물리적 공간과 굴절
된 양상으로 드러나며, 그 구현 과정에서 공간의 이미지는 정신적 이미지화128)를 
거치게 된다. 즉, 상으로서 주어지는 장소에 비하여, 공간은 시점에 따라 상 적
인으로 구성되고 기획을 통해 다각의 양상이 빚어지는 구성체129)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개념은 미케발(M. Bal)의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미케발은 장소를 
파블라에 속한 개념으로, 공간을 스토리에 속한 개념으로 분류하면서, 장소는 사건
이 일어나는 지형학적 위치에 국한되는 반면, 공간은 지각과 관련된 장소라고 하

다. 스토리가 파블라의 제시 방식에 따라 구성됨에 따라, 장소는 지각의 과정을 
거쳐 공간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는 이푸 투안의 논의와도 연결되는 지점으로, 이
에 따르면 장소가 가시적이고 명징한 것과 달리 공간은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 기
여하고 지각에 따라 재구성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각자가 실제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서사체에 형상화되는 
공간은 함축적이고 상징적이고 상 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는 지각자뿐만 아
니라 서사체에 형상화된 공간을 접하는 독자에게까지 확 될 수 있으며, 독자에 
의하여 형상화된 공간은 독자 개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상징성을 부여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공간은 정신적 작업 구조의 일환으로, 실제 공간이 지각자

126) Yi-fu, Tuan, 앞의 책, p.15.
127) 장일구, 앞의 책, 2009, p.36.
128) Hans-Werner Ludwig (Hrsg.), Arebeitsbuch Romananalyse, Guter Narr Verlag, 

1982, p.171.(장일구, 위의 책, 2009, p.218에서 재인용.)
129) 장일구, 앞의 책, 2009, p.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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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점과 위치에 따라 어떻게 굴절되어 형상화되는지, 또 독자는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 나가는지까지 확 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이지만 지엽적이고, 실체적이지만 의미가 한정적인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상 적으로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만 보편적인 의미망을 
향해 열려 있는 공간130) 개념을 채택하여 논의의 출발로 삼고자 한다. 이는 문학 
공간이 작가 개인의 특정한 경험을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세계가 아닐뿐더러, 문학 
공간이 특정 장소에 한 작가 자전적 경험 및 애착을 바탕으로 하더라도, 이는 
서사 공간의 의미화 과정의 일환이자 공간이 장소보다 그 적용 범위가 방 하다는 
점에서 서사에서 차용되는 세계는 장소가 아닌 공간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
다131)고 보는 백무늬(2016)의 논의와도 맥락을 함께 한다.
  그런데 이러한 의미 표상과 구성체로서의 서사 공간은 비단 물리적 지표의 변형
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궁극적으로 상징적 기획을 통해 구성된 세계의 공간성을 
지향132)한다. 서사 공간은 공간의 의미 구성과 상징적 기획을 통해 드러난 서사 
세계를 함축하는 것이다. 세계에 내던져진 존재인 현존재가 인간의 실존적 한계를 
지우는 장소를 넘어서는 개방과 자유의 공간을 열망함으로써, 열린 세계로의 지향
을 추구하여 공간을 통해 세계를 이해한다. 또한 앞서 언급하 듯이, 공간의 세계
의 함축성에 하여 로트만(J. M. Lotman)은 “세계는 유한한 공간 속에 재생되어 
텍스트의 공간 구조는 우주 공간 구조의 모델이 된다”고 하 으며, 브릿지만(T. 
Bridgeman)은 서사 세계는 전적으로 공간적 개념으로 표현되며, 서사 세계는 공
간에 의해 범위를 부여받는다고 함으로써 공간이 서사 세계 구성의 틀이 될 수 있
음을 밝혔다. 따라서 공간의 의미 표상은 세계의 의미 표상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독자는 서사 공간을 이해함으로써 서사 세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서사 공간이 표상하는 의미와 함축하는 서사 세계는 서사에서의 공간의 
역할을 통해 구체화된다. 서사 공간 자체가 의미를 표상하고 세계를 함축하기도 
하지만, 서사 내적으로 다양한 서사의 구성 요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세계
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사 공간의 다양한 
의미 형성 작용으로 인해 형상화되는 서사 세계의 모습을 도출하기 위하여, 서사 
130) 장일구, 앞의 책, 2011, p.14.
131) 백무늬, 앞의 글, p.15.
132) 장일구, 앞의 글, 2006, p.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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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이 갈등, 인물, 그리고 미감 환기와의 관계를 통해 어떻게 그 형상이 드러나는
가를 살필 것이다.
  정리하면, 서사 공간은 문학을 읽어가는 방법적 차원의 개념인 공간성
(spatiality)과 서사 공간의 기본 모형이 되는 현실 및 실제 공간과 구별되는 개념
으로, 작가에 의해 텍스트 내적으로 설정되고 형상화된 서사체에서의 지리적 공간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서사체에서의 공간은 단순히 인물의 행위와 사건
의 배경에 머무르지 않고, 인물의 행위와 사건 발생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뿐만 아니라, 서사 공간은 해석을 통해 서사 텍스트의 의미 창출에 기여하는 구성
체이며 서사 세계를 함축하는 서사 요소이다. 이때 서사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작
품의 의미와 서사 세계는 서사에서의 공간이 서사 구성 요소들과 맺는 연관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서사 공간은 텍스트 외부로 확 되어 독자의 
지각에 의해 최종적인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독자가 공간(space)을 통해 
서사에 접근할 경우, 서사 전체의 의식 구조를 의미화할 수 있게 되며, 궁극적으로 
서사가 지향하는 세계관 및 서사 세계의 양상을 공간을 통해 추론해낼 수 있게 된
다. 

2. 서사에서의 공간의 역할
  로트만(J. M. Lotman)은 인간의 상상력 속에 공간적인 구조가 미리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이 공간적 사고가 실로 인간의 자산이라면, 공간적 
성분이 서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리 놀랄 만 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각 파블라의 배경 장소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그런 후에 사건의 
종류 및 행위자의 신분과 공간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 한 탐색을 할 수 있을 
것이다.133) 또한, 인간의 상상력 속에 공간적 구조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은 독자
가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공간적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감상이 가능함을 의미한
다. 이렇게 서사 공간을 독자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서사 공간은 무한한 상상 속에
서 더욱 생동하는 이미지로 독자를 압도할 수 있다.
  이렇게 서사에서 공간의 중요성을 인식한 마이어(See H. Meyer, 1975), 로트만

133) M. Bal, 앞의 책,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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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M. Lotman, 1972), 힐레브란트(Hillebrand, 1971), 호프만(Hoffmann, 1978), 
미케발(M. Bal, 1997), 롭스(Lops, 1995) 등은 공통적으로 서사에서의 공간 이론
이 서술자, 시점, 시간에 비하여 상 적으로 미비하게 다루어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 서사에서 공간 논의를 전면적으로 다루어 공간 이론화의 작업을 시도하

다. 이렇게 제시된 논의들에 힘입어 골덴스타인(J. P. Goldenstein, 1983), 브릿
지만(T. Bridgeman, 2007), 데종(J. F. De Jong, 2012), 로스(S. Ross, 2013) 등
은 공간이 서사에서 행하는 기능 및 역할과 서사에 미치는 향에 보다 세부적인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 다. 서사에서의 공간의 역할을 다루는 이 절에서는 
이들 중 주로 골덴스타인(J. P. Goldenstein)과 데종(J. F. De Jong)의 공간 기능 
분석 틀을 참고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골덴스타인(J. P. Goldenstein)은 공간의 기능을 1)허구의 이야기를 있음직한 세
계에 위치시키는 기능, 2)이야기의 극적 효과를 창출하는 기능, 3)인물에의 성격
을 부여(characterization)하는 기능, 4)상징적 기능, 5)두 인물을 갈라놓거나 만남
을 가능하게 하는 등 인물의 행동, 갈등 및 플롯을 전개하는 기능으로 세분화함으
로써, 공간을 서사의 근본적인 동작주로 설정한 바 있다. 또한, 데종(J. F. De 
Jong)은 서사 공간의 다양한 기능들로 1)공간의 조를 통한 세계관 환기, 2)인물 
성격의 특징화 및 심리화, 3)분위기 조성을 통한 작품의 미감 창출을 제시하 다. 
데종의 분류 방법은 일반 서사 이론에서의 공간의 역할을 탐색하고 이를 고  그
리스 문학에 적용하 다는 점에서, 고전소설에서 공간의 역할을 통하여 서사의 의
미와 세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취지와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서사 공간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공간의 기능 
및 역할들을 ‘갈등· 립 구조의 형성 및 함축’, ‘인물의 성격 및 특징 부각’, ‘작품
의 분위기 및 미감 환기를 통한 주제 강조’의 세 차원으로 추출 및 항목화하여 서
사 공간이 의미 형성 및 세계 구성의 핵심으로 작용함을 규명하기 위한 틀을 마련
하고자 한다. 이러한 서사 공간 기능의 분류 기준의 타당성과 고전소설에의 적용 
가능성은 탁원정(2005)의 연구를 통하여 입증될 수 있다. 탁원정은 “고소설의 공
간은 인물이나 주제, 갈등의 부수적 요소로서가 아니라, 인물의 행위, 갈등과도 긴

히 연결되는 중요한 구성적 요소로 다루어져야 한다.”134)고 주장하면서, 공간과 

134) 탁원정, 앞의 글, pp.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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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관계, 공간과 인물의 관계, 그리고 공간의 지향과 주제의 관계의 세 차원을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의 공간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틀로 삼았다. 이를 
참조한다면, 서사 공간은 갈등, 인물, 주제 등 소설의 여러 구성 요소들과 유기적
인 관계를 맺으며 소설을 구성하고 기능하는 핵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
  공간을 통해 표상되는 서사의 의미와 공간에 함축되어 있는 서사 세계 혹은 세
계상은,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립적 갈등 구조, 공간을 통해 도출되는 인
물들의 성격과 심리, 그리고 공간이 자아내는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정조의 
총체적인 연관 속에서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운 전>의 공간
이 어떠한 갈등 관계를 야기하고 그 결과 어떠한 세계상을 보여주는지, 인물들의 
공간에 한 인식과 응 태도가 인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어떻게 부각하는지, 그
리고 운 전의 공간 묘사와 공간 구조가 작품의 분위기와 미감을 어떻게 형성하는
지를 총체적으로 논함으로써, 운 전의 공간을 통해 표상되는 서사의 의미와 공간
을 통해 드러나는 세계의 모습을 도출하고자 한다.

  서사 공간의 첫 번째 역할은 서사의 핵심 갈등 및 립 구조를 발생시키는 원인
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며,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공간의 립 자체가 서사의 
갈등 구조를 함축하기도 한다. 
  먼저 공간은 작품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요소로 기능한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 립하는 것의 싸움’, ‘모순적인 것의 뒤얽힘’, 혹은 ‘상이(相異)한 힘이 충돌하여 
일으키는 작용과 반작용’135)을 가리킨다. 그런데 갈등은 작품에 특정 인물이나 집
단 사이에 일어나는 것으로 그려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작품을 지배하거나 
관통하는 서로 립적인 의미 요소, 곧 자유/억압, 떠나려는 의지/떠날 수 없는 환
경 같은 립소로 표현된다.136) 공간이 인물 간의 갈등, 인물의 내적 갈등, 혹은 
세계관 및 가치의 립을 야기하는 이유는 인물이 존재하는 세계의 범위가 공간에 
의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하이데거(M. Heidegger)가 인간 현존재를 ‘세계-내-존

135) 서울 학교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학사전』, 교출판, 1999, p.9.
136) 최시한, 앞의 책, 2010, pp.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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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규정하여, 인간을 자신이 던져진 세계에서 현존재로 거듭나기 위하여 끊임없
이 물음을 던지는 존재자로 바라본 것과 같이, 자기 의식적 존재자로서의 주체(인
물)은 자신이 속한 세계, 곧 ‘규정된 울타리’ 안에 둘러싸여 있을 수밖에 없다.137) 
따라서 인물이 존재하는 공간을 통해 인물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가 어떠한 형상을 
띠고 있는가를 유추해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소설 속의 인물이 시장, 들판과 
같은 자유로운 공간에 처해 있다면 그 인물의 행위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넓
은 공간들을 돌아다니며 경험하거나 유랑하는 것이 가능해져 인물의 행동 범위와 
인물을 둘러싼 세계의 범위가 넓어지는 반면, 인물이 방, 감옥, 궁궐과 같은 제한
된 공간에 처해 있다면 인물을 둘러싼 세계의 범위는 축소되어 인물은 행동의 제
약을 받게 되거나, 인물 행동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게 된다. 
  예술 텍스트의 공간에는 세계라는 상이 재생되어 있어, “텍스트의 공간 구조
는 우주 공간 구조의 모델”138)이 된다고 한 로트만(J. M. Lotman)의 주장처럼, 
공간에는 세계가 담겨 있으며, 공간이 서사 텍스트에서 어떻게 제시되는가에 따라 
인물을 둘러싼 세계의 양상과 그 범위 또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제한된 공간
의 설정은 인물의 행동 가능 범위와 행위를 특정 범주 이내로 제한하여, 인물을 
제약하는 세계와 그러한 세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갈등을 야기한다. 한편 상실
의 공간의 설정은 현재의 공간으로부터의 탈피를 통해 안정과 그리움의 공간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다. 즉, 인물이 존재하는 세계를 담아내는 
공간은 그 공간이 어떻게 제시되는가에 따라 인물과 인물이 속한 세계 사이의 갈
등 및 립 구조를 형성하여 서사의 기본적 구조를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작품이 지향점과 세계관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서사 텍스트에 나타나는 공간적 립 자체가 서사의 갈등 구조를 함축
함으로써 서사의 지향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로트만은 예술 텍스트의 분석을 통하
여 공간적으로 실현되는 의미론적 이항 립이 텍스트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하
다.139) 그는 텍스트의 공간 구조를 조직하는 본직절인 특성은 ‘높음/낮음, 내부/외
137) 이은 , 「주체의 인식 공간과 공간성 연구」,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

림기획, 2002, p.134.
138) J. Lotman, The Structure of the Artistic Text, 유재천 역, 『예술 텍스트의 구

조』, 고려원, 1991, p.329.
139) “예술, 혹은 신화적 텍스트를 택한다면 텍스트의 성분들의 내적 조직화의, 바탕에 의

미론적 이항 립의 원리가 규칙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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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좌/우, 가까운/먼, 개방적/폐쇄적, 제한의/무제한의’ 등과 같은 공간적 립 구
조로 표상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물리적 차원에서부터 추상적 관념의 차원에 이르
기까지 다양하다고 하 다. 로트만은 공간 구조가 이항 립 가운데 어떠한 방향
성을 지향하는가를 통해 예술 텍스트가 지향하는 세계관이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
하여, 공간 개념이 세계상의 가치론적 지표로서 작용함을 밝혔다.
  미케발(M. Bal) 또한 서사에서의 공간은 립적인 구조를 통해 나타난다고 보
았는데, 억압을 상징하는 사회와 자유를 상징하는 바다의 립, 목가적인 순수함을 
상징하는 시골과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 등이 그러하다. 서사에서 공간의 립적 
구조는 내부와 외부의 립이 가장 표적이며, 이때 내부와 외부는 각각 보호와 
위험, 유폐와 자유 등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내부와 외부는 기본적으로 조의 
속성을 갖추고 있지만, 미케발은 그 립 관계가 고정 불변의 것은 아니라고 주장
한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관계를 1)내부가 보호 혹은 유폐를, 외부가 위험 혹
은 자유를 시사하여 의미 간의 명확한 립이 일어나는 경우, 2)보호와 위험 혹은 
유폐와 자유의 두 가지의 의미가 합쳐지는 경우, 3)내부와 외부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변화 혹은 발전되는 경우140)의 세 가지로 분류하 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적 립의 의미는 심리적, 이데올로기적, 도덕적 립 등과 같이 매우 추상적
인 의미를 띨 수 있으며, 공간적 립이 이러한 의미의 립으로 연결될 수 있을 
때, 공간은 구조에서 중요한 원칙으로 기능하게 된다. 브릿지먼은 미케발과 같은 
맥락에서 주동자가 공간 내부 혹은 공간 외부에 있는가에 따라 서사 전체가 구성
될 수 있음141)을 밝히며,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의 경계를 이월하는 주동자의 공
간 이동이 서사 세계를 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을 주장하 다.
  루드비히(H. W. Ludwig)는 상 공간의 언어적 형상화를 논점으로 서사적 공간

세계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토박이와 이방인, 정통과 이단, 문명과 미개, 사회인과 자연
인, 친구와 적으로 나뉜다. 텍스트에서 이들 세계들은 우리가 말했던 바와 같이 거의 항
상 공간적 실현을 받는다. 즉 가난한 사람의 세계는 가난한 교외, 슬럼, 판자촌의 형태로 
실현되는 반면 부자의 세계는 중심가, 궁전, 극장의 정장 귀빈석으로 실현된다. 그러한 
개념들은 공정한 땅과 불공정한 땅, 도시와 시골, 문명된 유럽과 무인도, 보헤미안 숲과 
세습 성의 조로 나타난다.” (J. M. Lotman, 유재천 역, 앞의 책, p.358.)

140) 미케발은 콜레트의 『셰리』를 예로 들며, 레아의 침실이 처음에는 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하 으나, 이후에는 숨을 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벗어나야 할 
또 다른 감옥이라는 의미로 변모한다고 하 다.(M. Bal, 앞의 책, p.86.)

141) Teresa Bridgeman, 앞의 글,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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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전개142)하 는데, 그는 서사 텍스트에서 공간적 지표들을 위/아래, 높은/낮
은, 열린/닫힌, 좁은/넓은, 경계 있는/경계 없는 등의 조적 자질로 분석한다. 그
리고 이러한 조적인 공간적 지표들은 각각 상이한 가치 평가를 지닌다는 점에서 
선한/악한, 안전한/불안전한, 자유/예속, 보호/위협 등과 같은 의미론적 립 관계
로 확장되고, 립되는 공간적 좌표들은 세계관 및 이데올로기의 새로운 의미 층
위를 낳는다.143)
  정리하면, 립되는 각각의 공간들은 비되는 가치와 세계관을 내포 및 함축한
다. 이러한 공간적 립은 서사 전체로 확 되어 서사 텍스트가 어떤 가치들 사이
에서 립 및 갈등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 작품인가를 파
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 결과, 공간적 립의 결과로 어떠한 방향으로 수렴
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두 가치의 갈등 결과 서사 세계가 어떠한 세계관을 수용
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서사에서 공간 안에 위치해 있고, 공간을 존재의 기반으로 삼는 인물은 그 안에
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 존재를 실현해나간다. 그리고 서사 공간은 인
물의 자기실현 과정에서 형성된 성격과 특징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인물의 공간에 한 인식과 공간 응 태도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징표로 작
용한다. 
  서사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찾는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기 성찰 혹은 자아 인식
이라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자기임을 앎을 의미하는 자아 인식은 의식적인 인물만
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다.144) 자기가 자기임을 아는 자, 즉 자기 의식적 존재
야말로 자기 아닌 상 혹은 타자도 알 수 있는 것이다.145)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
적 가치를 탐색하지 않는 인물 혹은 존재적 가치를 척도로 규정할 수 없는 사물 
혹은 상은 의식적 존재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자기 의식적 존재자로서의 인물
142) Hans-Werner Ludwig(Hrsg.), 앞의 글, S.170-174.
143) 장일구, 앞의 글, 2002, p.19.
144) 이은 , 앞의 글, 2002, p.134.
145) 여종현, 「실존, 공간, 그리고 시간」, 『철학』 제40집,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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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신이 속한 세계에 속해 있으며, 그 세계는 공간으로 표상되어 드러난다. 
  자기 성찰 혹은 자아 인식이 주체(인물)의 지향점이 되는 이유는 하이데거(M. 
Heidegger)의 언급처럼 인간은 세계 속으로 던져진 존재로서 자기 존재의 근원을 
향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존재자의 굴레를 벗고, 존재의 심연에 다가가고
자146) 하기 때문이다. 세계에 내던져져 있는 존재(Geworfenheit)로서의 그러한 
의식의 주체를 가진 인간은 현존재로 나아가게 되며, 이러한 세계-내-존재로서 
인간 현존재의 속성이 바로 현존재의 공간성이라 할 수 있다. 현존재와 공간의 관
련성은 현존재가 의식의 주체, 그리고 공간이 그 의식이 상이라는 점에 있다. 현
존재는 공간으로 표상되는 자신이 내던져진 세계를 인식함으로써 세계를 끊임없이 
해석해나가고, 이로써 현존재는 닫힌 세계가 아닌 열린 세계를 지향하게 된다. 그 
결과 의식의 주체로서의 현존재는 존재론적 성장 및 변모를 이룩한다. 
  이렇게 세계 내적인 존재인 주체(인물)는 공간에서 자신의 세계를 인식하고, 이
러한 인식의 결과 세계를 표상하는 공간으로부터 도피하기도 하고, 공간에 몸을 
던져서 이를 탐구하기도 하며, 혹은 공간을 통해서 자기 인식에 도달하기도 한
다.147) 이와 관련하여 로트만은 인물이 경계 공간을 횡단할 때 비로소 서사가 플
롯으로서의 가치를 획득하고 인물이 존재의 의미를 획득한다고 하 고, 이은
(2002)은 “오히려 공간은 주체가 터를 삼고 있는 세계를 넘어설 때의 그 세계와 
관계 맺고 있는 것”148)이라 하 으며, 안민정(2010)은 공간 이월이 인물의 존재
론적 변화 및 성장을 이끌어낸다고 하 다. 
  이처럼 서사 속의 인물은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자기 존재의 실현을 이룩하고자 
하며, 자기실현 과정에서 형성되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은 다시 인물의 공간에 

한 인식과 공간 응 방식을 통해 드러난다. 즉, 서사 공간은 “인물의 내적 세계
를 반 하는 상징”149)이자 “단순히 실제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경험적이고 구체적
인 세계만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적이고 심리적인 공간도 아울러 포함”150)한다고 

146) 장일구, 앞의 글, 2002, p.22.
147) R. Bourneuf, R. Ouellet, L'univers du roman, 김화  편역, 『현 소설론』, 현 문

학, 1996. p.183.
148) 이은 , 앞의 글, p.136.
149) 황도경, 「이상의 소설 공간 연구」, 이화여자 학교 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15.
150) 한용환, 『소설학사전』, 고려원, 1992,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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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한 황도경(1992)과 한용환(1992)의 논의처럼, 공간은 소설 속에 등장하는 물
리적, 지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해당 공간에 처한 인물의 심리와 성격과도 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물이 소설 속의 공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
는지, 그 인식의 결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가에 따라 인물의 성격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의 기능에 해 골덴스타인(J. P. Goldenstein)
은 “공간은 성격 부여(characterization)의 기능”151)을 한다고 하 으며, 데종(J. 
F. De Jong)은 “공간이 사람의(사람이 처한) 환경, 성격, 혹은 상황을 특징화
(characterizing)하며, 그 상황 속에 놓인 인물의 감정과 심리를 고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 다. 공간의 이러한 속성은 “공간적 배경은 전체적 공간 속에 그려진 
여러 장소들이 조, 친화, 긴장, 혐오 따위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소설에서 인물의 
내면적 세계를 심층적으로 탐구”152) 할 수 있다고 본 이상우(1993)의 논의를 통
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장소와 공간의 개념적 차이를 공간이 근본적으로 인물
의 지각과 관련되어 있음을 통해 공간의 의미를 규정한 겔리(A. Galley)와 미케발
(M. Bal)의 논의를 통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겔리(A. Galley)153)는 공간에 있어 지각의 문제를 강조하는데, 누가 초점화하는
가 그리고 어떻게 초점자가 그/그녀의 환경을 지각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의 필요성
을 밝힌다. 또한, 미케발(M. Bal)은 소설에서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논하면서 사
람이 주거하는 공간은 인물, 삶의 방식, 가능성 등과 특히 긴 한 관계가 있다154)
고 밝힌다. 또한, 그가 제시한 공간 개념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장소가 지각자, 
즉 인물의 지각에 따라 공간으로 변화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공간은 인물과 분리
하여 이해할 수 없는 개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때 지각자인 인물은 
공간에 위치하여 공간을 관찰하고, 공간에 반응한다155)는 점에서, 특정 공간에 처
한 인물이 느끼는 감정과 그 공간에 한 인물의 심리와 반응의 양상을 살피는 것
이 소설의 공간 분석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이에 하여 이은 (2002)은 “공간은 

151) J. P. Goldenstein, L’espace romanesque, Pur lire le roman, Duculot, 1983, 
pp.88-102.

152) 이상우, 『현 소설론』, 양문각, 1993, p.189.
153) Alexander  Galley, “Setting and Sense of World in the Novel”, Yale Review 62, 

1973, pp.186-201.
154) M. Bal, 앞의 책, pp.175-176.
155) 위의 책,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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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주체와 상이 세계 내적인 역에서 인식하게 되는 공간적 자질과 관련해서
만 구성”156)된다고 보았으며, 한민주(2002)는 “공간은 인물의 의식과 상호작용하
여 인물의 의식 작용은 공간 구조의 관계들과 함께 서사를 이끌어가는 동력”157)이 
된다고 보았다. 
  그런데 하나의 소설 작품에서는 하나의 인물만 등장하지 않는다. 동일한 공간 
속에 다양한 인물들이 처해있을 수 있으며, 인물마다 공간을 인식하고 공간에 반
응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각각의 초점 화자가 동일한 초점 
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158)의 문제가 된다. 하나의 소설 작품에 주인공만 있는 것
이 아니라 다양한 주변 인물들이 존재하여 주인공에게 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
할 때, 하나의 동일한 공간(초점 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초점 화자들의 시각과 
그 양상(내적 초점화)을 분석한다면,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여러 인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함께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소설의 성분(본 연구에서는 공간)이 보여지
는 지점이 인물 내부가 아닌 외부의 익명의 주체(외적 초점화)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작자가 해당 성분을 바라보는 시각, 더 나아가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공간을 어떠한 시각으로 초점화하는가에 
따라 인물의 존재론적 성격이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간과 인물은 매우 접
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렇게 공간과 인물이 접한 관계에 하여 이어령(200
0)159)은 “공간은 단순한 배경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이 속해 있는 관
계의 망은 작품 내의 공간에까지 확 되며, 그 공간은 인물의 연장으로서 서로 불

156) 이은 , 앞의 글, p.136.
157) 한민주, 「공간 전개의 모형 연구 : 허윤석의 『구관조』를 중심으로」, 한국소설학회 

편, 『공간의 시학』, 예림기획, 2002, p.150.
158) 초점화, 초점화자, 초점화 상에 한 기본 논의는 M. Bal, 앞의 책, pp.181-214 참조. 

초점화 ‘시각’ 즉 ‘보는 주체’와 ‘보여지는 대상’ 사이의 관계

초점화자

초점화의 주체. 성분들이 보여지는 지점으로, 그 지점은 인물 내부(내적 

초점화)에 있을 수도 있으며, 외부(외적 초점화)에 있어 익명의 주체가 초

점화자의 기능을 할 수도 있음.

초점화 

대상

초점화자가 초점화하는 대상. 대상은 사물, 배경, 사건 등 모든 성분이 될 

수 있음.

159) 이어령, 『공간의 시학』, 민음사, 2000.



- 49 -

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공간은 인물과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존
재이며, 인물의 내면세계와 외부의 세계는 상호 치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
재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공간과 인물의 연관성을 논의한 바 있다.

   서사 공간의 또 다른 기능은 작품의 분위기 및 미감 환기로, 이에 하여 골덴
스타인(J. P. Goldenstein)은 소설 특유의 공간은 이야기의 극적 효과 창출에 기여
한다고 하 으며, 데종(J. F. De Jong)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서사 공간의 주
된 기능이라고 피력하 다. 분위기(atmosphere)란, 이야기에 깔려 있는 지배적인 
감정이자, 독자가 작품 세계에 접할 때 독자에 의해서 숨쉬어지는 공기와 같은 것
으로, 분위기는 우선적으로 배경(시·공간)에 의해서 제시되고 독자의 기 를 이룩
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무드나 감정적인 기류의 일종160)이다. 분위기는 이야기에 본
질적 성격을 부여할 만큼 깊숙이 스며들어 있으며, 특정한 감정의 분위기를 창출하
면서 주제를 암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위기가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
은 의도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경의 특성이 인물들에게 얼마만큼 향을 
주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인물들은 분위기를 느끼고 그것에 의해 곧 
행동하게 되고, 독자는 작가가 묘사한 만큼 충분히 작중인물들과 공감을 나누며 분
위기를 느낀다.161)
  이렇게 소설에서의 공간의 또 하나의 기능은 소설의 분위기를 창출하여 작품의 
미학 또는 주제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독자들은 배경을 곧잘 사실주의적인 수준에
서 받아들이려고 하지만, 공간은 작자의 의도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것이므로 소설
의 일반적 의도에 하여 적절한 분위기(atmosphere)를 창조한다.162) 따라서 공
간에 의하여 환기된 분위기는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에 능동적으로 호응케 하는 지
배적인 정서적 상황을 조성하며,163) 작품의 분위기는 시·공간 자체의 설정뿐만 아

160) 서종택,「소설의 주제」, 이재인·한용환·우한용 편, 『현  소설의 이해』, 문학사상
사, 1996, p.61.

161) 이상우, 앞의 책, 1993. pp.185-186.
162) 구인환, 『소설론』, 삼지원, 1996, p.282.
163) 한용환, 『소설의 이론』, 문학아카데미, 1995, p.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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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이에 한 서술자의 서술과 조화를 이루며 작품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형성
해나간다.  
  예를 들어, 에드가 앨런 포우(E. A. Poe)의 소설에서 공간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야기의 의미적 구조를 결정하는데, 『검은 고양이』에서의 지하실, 『어셔가의 몰
락』에서의 붕괴 직전의 성채와 음산한 실내, 『함청의 추』에서의 칼날이 떨어져 
내려오고 있는 방 등이 그런 공간이다. 해당 공간들은 모두 공포스러운 공간들인데, 
공포란 바로 위에 예로 든 포우의 소설들의 심미적 본질이자 그 소설들의 존재 방
식 그 자체인 곳이다.164) 이렇게 소설에서의 공간은 공간에 한 묘사와 함께 작품
의 지배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이끌어냄으로써 ‘공포감’, ‘비극성’ 등과 같은 작품의 
미학을 형성하며, 작품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는 상징165)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렇게 공간이 작품에서 수행하는 분위기 및 미감 환기의 기능은 서사 세계의 
지향점 혹은 작품의 지향점인 주제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능으로 확 될 수 있
다. 즉, 공간이 서술자에 의해 어떠한 시각으로 어떻게 제시되는가에 따라 형성되
는 분위기와 미감은 달라지며, 이에 따라 전달되는 메시지 또한 변화한다. 미케발
은 “공간은 전적으로 배경으로만 남을 수도 있지만, 공간 자체를 주제화”166)할 수
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공간 자체가 제시 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하
여 조건상(1996) 또한 공간은 “주제와 직결되는 기능”167)을 한다고 밝혔으며, 한
민주(2001)는 “작품의 공간 구조는 주제와 긴 한 연관관계를 맺는다”168)고 하
다. 즉, 공간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지표로 기능하여, 공간이 곧바로 소
설의 주제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김동환(2007)은 소설적 문제들을 안고 
있는 몇몇 작품에서는 문제적 공간을 선택하여 그 공간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
는 사건들을 서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주제에 도달하기도 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공간의 요소를 면 하게 파악하는 것은 소설사적 의미망을 이끌어내는 새로운 기
준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 기 하 다.169)

164) 한용환, 앞의 책, 같은 쪽.
165) 유태 , 「주제와 배경」, 『현 소설론』, 국학자료원, 2001, p.178.
166) M. Bal, 앞의 책, p.173.
167) 조건상, 「소설의 배경」, 이재인·한용환·우한용 편, 앞의 책, p.153.
168) 한민주, 앞의 글, p.149.
169) 김동환, 「한국 현 소설에 나타나는 공간적 상상력 연구 : 소설교육의 방향성 탐색

을 위한 접근」, 『국어교육』 제124집, 한국어교육학회, 2007, p.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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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소설의 주제란 "사건, 인물, 공간 등과 같이 독자의 머리와 마음속에 재
현되는 내용적 요소이지만,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건, 인물, 공간과
는 구별되는, 궁극적으로 모든 요소의 총체적 작용태 혹은 그 결과"170)를 의미한
다. 즉, 앞서 언급한 인물, 사건의 요소들이 상호 연관적으로 작용하여 생성해낸 
작품의 총체적·지배적인 의미 혹은 메시지를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사 공간이 
창출하는 분위기와 미감을 통해 드러나는 작품의 주제를 논할 때에는, 단순히 전
달되는 메시지만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논의한 갈등과 인물 간의 연관 관
계 속에서 총체적으로 주제를 이끌어내야 한다. 

3. 서사 공간의 소설 교육적 가치 및 의의

  언어 서사물인 소설에서의 공간의 교육적 가치는 화 매체와의 비교를 통해 더
욱 명확해진다. 소설에서의 공간의 교육적 가치를 한 마디로 정리하면, 화 매체
와 달리 정신적 사유를 통해 학습 독자의 상상력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각적인 화 매체와 달리, 소설에서의 공간은 독자가 스스로 형상화된 공간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그려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소설의 공간은 시각 매체와 같이 
공간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보여줄 수 없으며, 독자는 머릿속으로의 공간 구상을 
통해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공간의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소
설의 공간이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계기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설 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독자의 상상력을 통해 발견된 공간의 
상징적 의미는 작품 전체의 의미 발견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작
품의 전체적 이해 및 조망을 가능하게 한다. 
  이야기의 제시에서 그 이야기의 지리적, 공간적 배경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
는 서사물은 상 서사물이다. 특히 사건과 행동의 현실감을 만들어내는 데서 
상이라는 매체는 다른 어느 것에 비교될 수 없으리만치 강력하고도 유리하다.171) 

170)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 지성사, 2005, p.156.
171) 한용환, 앞의 책, 1995,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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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언어 서사물의 이야기 역시 결정적으로 공간에 의해 제시되는데, 언어 서사
물은 보여주기의 예술에서처럼 배경적 자질을 직접적인 가시물로서 독자에게 제시
하기는 불가능하다. 언어 서사물은 오로지 묘사와 설명만으로 공간을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172)는 점에서 공간 제시에 있어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나 이를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의미는 달라진다.
  사물의 형상을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은 오히려 그 사물과 형상을 제약한다
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는 상상이라는 역동적 기능 앞에 때로는 부정적인 국
면으로 전락하는 것173)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아도르노와 같은 예술 이론가는 
독자들의 상상력을 구속하고 하나의 이미지만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화는 예술의 장르가 아니라고 단언하기조차 한다.174) 즉, 상 서사물에서 제시하
는 공간은 가시적이기는 하나, 오히려 하나의 이미지로 고정되어 독자의 상상 능
력을 저해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화의 이러한 특성은 화는 “틀
(frame)에 의해 임의 로 규정되어 만들어”175)지며, 공간적 요소들은 그것들이 보
여지는 단계에서 “확정적이다.”176)라고 언급하면서 독자는 상 테두리 안에 한정
된다고 지적한 채트먼(S. Chatman)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언어 서사물에서의 공간은 독자의 상상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며, 언어로부
터 정신적으로 투 된 것177)이다. 따라서 작품을 읽는 동안 독자 개개인은 공간에 

한 자신의 정신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즉, 언어 서사물에서의 공간은 단일
한 이미지로 고착되지 않으며, 독자의 상상력이 능률적으로 작동한다면 언어로 제
시된 공간은 상으로 제시되는 경우보다 다채로운 모습으로 이야기의 공간을 구
축할 수 있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섬세하고 정교하게 묘사된 공간은 스크린이라
는 제한되고 규격화된 공간에 비할 수 없는 무한의 상상의 공간 속에서, 보다 생
동하는 이미지로 독자를 압도할 수 있다.178) 이에 독자는 언어 서사물에서 제시 
및 묘사된 공간을 스스로 상상하고 구현해봄으로써 공간의 상징과 의미를 유추해

172) 한용환, 앞의 책, p.145.
173) 위의 책, 같은 쪽.
174) 위의 책, p.145.
175) S. Chatman, 앞의 책, p.121.
176) 위의 책, p.122.
177) 위의 책, p.128.
178) 한용환, 앞의 책, 1995, p.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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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를 통해 작품 전체 의미 발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소설의 세계는 인간이 보고 있는 세계에 속하지 않고 인간이 만든 세계에 속한
다. 즉, 인간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그 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지은 
집과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적절히 결합시켜 만든 구조물179)이다. 이러한 측면
에서 볼 때, 우리는 소설을 꼭 필요한 요소들로 구성된 하나의 완전한 전체, 즉 여
러 요소들이 통일성 있게 결합되어 있는 존재로 보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소설을 

할 때 자기 취향에 따라 일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체인양 말해서는 안 되며, 전
체의 맥락 속에서 어떤 요소가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제 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180)
  이와 같이, 하나의 소설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설을 구성하는 요
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관 지어 작품을 총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181) 소설
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들이 분리된 상태로, 혹은 하나의 요소에 치중된 상태로 
소설 작품을 읽어나가게 되면, 학습 독자는 작품을 전면적으로 읽어낼 수 없게 되
며, 결국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파악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고
등학교 학습독자들은 소설을 부분 사건을 중심으로 읽어나가고 있으며, 이는 학
습 독자의 읽기 수준을 줄거리 중심으로 읽는 표층적 읽기에 머무르게 하여 작품
의 심층적 이해를 방해한다.182)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간이라는 요소는 소설의 유

179) 이상우, 앞의 책, 1993, p.14.
180) 위의 책, pp.14-15.
181) 유기적 관계 맺기를 통한 소설 읽기의 중요성은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통해서도 강조되고 있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는 ‘[10국-05-01] 문학
작품은 구성요소들과 전체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물임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
을 한다.’라는 새로운 성취 기준이 추가되어 있다. 이는 초등과 중등을 포함한 기존의 국
어과 교육 과정에서 ‘작품 속 인물, 사건, 배경에 해 설명한다.’, ‘인물, 사건, 배경에 
주목하여 작품을 이해한다.’와 같이 소설의 구성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서 한 발 더 나아가, 소설의 구성 요소들을 유기적, 통합적으로 이해하여 소설을 전체적
으로 조망 및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는 차원의 새로운 성취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소설을 유기적으로 읽는 것은 소설 교육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며, 소설의 유기적 읽기는 
공간 요소를 통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연구는 파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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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읽기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로 기능할 수 있게 된다. 공간은 시간의 물리적 
선후나 인과의 논리적 선후 관계가 명확하여 비교적 쉽게 이루어지는 사건 파
악183)과 달리 함축성과 상징성을 그 특징으로 하므로, 그 비유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물과 사건, 갈등, 주제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습 독자가 공간을 중심으로 소설 작품을 읽는다면, 상징성과 함축성을 가진 공
간의 의미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소설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과의 관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할 것이다. 
  즉, 소설에서의 공간을 논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소설을 다른 요소와의 연관 속
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결과를 야기한다.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인 인물과 사건은 공
간 없이 성립할 수 없으며, 항상 공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공간이라는 요소를 
언급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그 공간에 있는가,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한 물음이 생겨나게 된다. 단순히 인물의 성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인물의 행동 양식과 사고방식이 향을 받게 되며,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가 아니라 어느 공간에서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공간은 소설을 구성하는 다른 요소인 
인물과 사건에 모두 핵심적인 향을 미치며, 요소의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능하게 
하는 순환적 연결고리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소설의 유기적·심층적·통합적 읽기
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로서 논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간 요소를 중심으로 학습독자가 고전소설을 유기적, 전체적
으로 조망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설계하는 것
을 지향한다. 이에 하여 공간이라는 소설의 구성 요소에 집중하는 것은 소설의 
감상을 특정 범주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역

182) 2016년 5월 고등학교 1,2,3학년 33명을 상으로 실시한 ‘고등학생의 소설 읽기 성
향에 한 인식 조사’에서 소설 구성 요소를 고려한 소설 읽기의 이상적 방법에 하여 
물은 결과, 66.7%의 과반수 이상의 학습 독자들이 ‘나는 소설을 읽을 때 인물, 사건, 배
경을 모두 고려하여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하 으며, ‘하나에만 
집중하여 읽으면 작품 전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 ‘세 개의 요소들이 조화를 잘 이뤄서 
이야기가 전개해야 독자들이 읽을 때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 ‘인물, 사
건, 배경이 소설에 향을 주기 때문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실제 학습 독자
들이 주로 소설을 읽어나가는 방식은 주로 사건 중심(54.5%)임을 확인하 다. 

183) 최시한, 앞의 책, 2010, 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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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적으로 공간 범주는 작품 속의 사건, 인물, 서술자 등 소설의 다양한 요소와 
접한 연관관계를 맺으며 소설의 전체적인 감상을 가능하게 한다184)는 점에서, 나
무와 숲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곧, 
소설에서 공간을 논의하는 것은 작품 전체를 논의하는 것과 같다.

  인간과 공간은 실존적인 관계에 있다. 실존적인 인간이란 공간적 의미를 지닌 
자이고, 인간이 실존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185)한다. 인간이 공
간과 실존적 관계를 맺고 있음은 하이데거(M. Heidegger)의 실존론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데, 하이데거에 의하면 인간 현존재(Dasein)의 존재적 기반은 시공에 
의해 조건 지어진 세계이다. 특히, 세계-내-존재(In-der-Welt-Sein)인 현존재
의 거점을 인정한다면 실존적 조건의 구심인 공간에 주목함으로써 인간 자질의 본
색을 이해하는 해석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세계를 이해하는 단서로서 
실존의 공간적 정위에 관심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186)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현존재(Dasein)의 구조 전체인 ‘세계-내-존재
(In-der-Welt-sein)’를 출발점으로 하여 공간성을 분석한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현존재’는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자들 가운데 자기 자신의 존재와 그 밖의 
모든 존재자들의 존재 자체를 사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자, 곧 인간(Mensch)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현존재’라는 표현 속에는 이미 ‘거기
(da)’라는 공간적 함의를 지닌 단어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현
184) 김현정은 작품에 한 감식안이 전문가만큼 갖추어지지 않은 학생들의 작품에의 접근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범주를 가정하는 것이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김현정, 앞의 글, 2012 참조.)

185) 이경희, 「서정주의 시 ‘알묏집 개피떡’에 나타난 신비 체험과 공간 : 달-바다-여성 
원형론(原型論)」, 『이화어문론집』 제12집, 1992, p.291.

186) 하이데거의 현존재 논의의 거점인 『존재와 시간』(Sein und Zeit)에서의 “현존재 분
석은 제목에 시사된 것처럼 시간성에서가 아니라 실은 공간석 분석에서 비롯된다.”는 발
레가(A.A. Vallega)의 지적은 시사적이다.(A. A. Vallege, Heidegger and the Issue of 
Space : Thinking in Exilic Grounds, Th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2003(Amazon Kindle Edition, 2008) (장일구, 앞의 책, 2011, pp.323-324에서 재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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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는 문자 그 로 인간이 거기에 있는(da-sein) 존재자임을 뜻하는 것이다. 이
때 다름 아닌 ‘세계-내-존재’라는 개념이 ‘거기’의 공간적 함의를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로 주어지는데, 적어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공간에 한 하이데거의 사유는 
‘세계(Welt)’라는 개념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인간의 실존은 
세계라는 공간 상황 속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187)
  다시 말하면, 인간은 공간, 더 나아가 세계 속에 처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
내 보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소설은 현
실 세계와는 다른 별개의 세계를 창조188)하는데, 이때 소설 속의 인물은 현실 세
계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작가에 의해 설정된 특정 공간에 처하게 되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행동을 전개해나가며 이에 따라 자신의 존재를 확인해나간다. 또한, 공간
의 이동 또는 변화에 따라 존재론적 변화 혹은 성장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즉, 필
연적으로 공간에 존재하는 인간이 공간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 자신의 존재를 인식
하는 것이며, 인간의 창작품인 예술은 그 외부에 있는 세계를 반 하는 공간 역
이며 동시에 인물의 내적 세계를 반 하는 상징이기도 하다.189)
  공간이 세계를 함축하는 속성을 지니며, 문학의 본질 가운데 하나가 작품의 세
계의 추체험을 통해 삶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작품 속의 공
간을 통한 세계 인식은 학습 독자의 세계에 한 시야를 넓혀 줄 수 있다. 또한, 
학습독자는 추체험된 세계를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계에 응 및 입해 봄으로써 
세계에 한 인식의 확 로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공간 인식을 통해 이루어진 
학습독자의 세계 인식 지평의 확장은 그 적용 과정을 통해 다시 문학 작품의 서사 
세계 이해로 환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학 작품의 내면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개
로 작용할 수 있다. 

187) 서도식, 「공간의 현상학」, 『철학논총』 제54집, 새한철학회, 2008, p.346.
188) 케니(W. Kenney)는 『소설의 분석 방법(How to analyze Fiction)』에서 공간의 가

장 넓은 개념으로서 공간을 작가가 한 작품에서 그린 세계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유태 , 앞의 글, p.177에서 재인용.)

189) 유인순, 앞의 글, 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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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에서는 <운 전>에서 공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라고 파악하여, 
Ⅱ장에서 마련된 서사에서의 공간의 역할이 <운 전>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작품
의 세계 및 그 의미를 나타내는가에 하여 살필 것이다. 이를 위하여 1절에서는 
<운 전>에 나타나는 공간의 양상과 구성상의 특징을 개괄적으로 살피고, 2절에
서는 Ⅱ장 2절에서 다룬 서사에서의 공간의 기능과 상호 연계하여 <운 전>의 
공간이 행하는 역할과 그 중요성을 공간과 갈등과의 관계, 공간과 인물과의 관계, 
공간과 미학의 관계를 통해 살핌으로써, 최종적으로 <운 전>의 공간을 통해 형
상화되는 서사 세계와 그 의미를 도출해낼 것이다.

1. <운 전>의 서사 공간 구성 양상
  이 절에서는 <운 전>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살피고 
공간을 중심으로 어떠한 의미 구조가 성립하는가를 도출함으로써, <운 전>의 공
간과 그 역할을 살피기 위한 선행 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운 전>의 별칭(別稱)이 <수성궁몽유록(壽聖宮夢遊錄)>인 것과 같이, <운
전>은 수성궁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애정전기소설이
다. 수성궁이라는 공간이 작품의 제목으로 문면으로 드러나는 만큼, 독자는 수성궁
이 서사 전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로 <운 전>의 인물들이 수성궁에 거함으로써 그들에게 주어지는 행동의 제약과 
금기, 그리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의 고뇌가 작품 전체의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수성궁이라는 공간은 <운 전> 전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운 전>의 공간은 두 층위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작품의 배경이 된 실제 공
간이며, 다른 하나는 작품 속에 형상화된 공간이다. 이때 실제 공간의 층위는 <운

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간들이 모두 실존 공간들을 소재로 하여 형상화되었
다는 점에서 논의의 상이 된다. 또한 이렇게 형상화된 공간의 층위는 실제 공간
을 작가의 의도에 의해 변형 및 굴절됨으로써 <운 전>만의 독특한 공간적 이미
지를 형성해나간다는 점에서 논의의 필요성을 지닌다. 그런데 서사에 형상화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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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층위는 액자 외부에서 유 의 시선으로 본 공간인 현재의 수성궁과 <운
전>의 주요 무 가 되는, 즉 운 과 김진사의 회고에 의해 서술되는 과거 수성궁
으로 다시 나누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1항에서 <운 전>에 등장하는 서사 공
간들의 실제를 분석하고, 맘그렌(C. D. Malmgren)이 허구 공간 지도를 통해 경험 
세계와 허구 세계의 관계를 도시하여 굴절되는 허구 공간에 주목한 것처럼, 실제 
공간이 서사에서 어떻게 다르게 형상화되고 있는가를 파악함으로써 <운 전> 공
간의 허구성을 규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운 전>의 공간은 실제 공간과의 연관 
속에서 탐색하기보다는, 형상화된 공간 자체로, 즉 허구적인 공간으로 바라보는 것
이 적합함을 도출할 것이다. 다음으로 2항에서는 서사 내적으로 액자 외부 공간과 
액자 내부 공간의 배치 와 묘사 양상을 분석하여 수성궁이라는 공간이 <운 전>
에서 어떠한 공간적 속성을 부여받는가에 하여 탐구하고자 한다.

  <운 전>에 등장하는 여러 공간 가운데 수성궁(壽聖宮), 비해당(匪懈堂), 소격
서동(昭格署洞), 탕춘 (湯春臺)는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하 던 공간들로, 실록의 
기록을 통해 실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공간들은 작품에서 실제 
공간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르게 묘사된다는 점에서 공간적 
허구성 및 특수성을 확보하며, 이를 통해 <운 전>의 서사 공간은 실제 공간과 
동일하게 간주할 수 없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이 항에서는 <운
전>의 실제 공간의 역사적 자료를 탐구하여 실제 공간과 서사 공간의 불일치성을 
도출함으로써, <운 전>의 공간을 허구적 속성을 지닌 공간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규명하고자 한다. 
  <운 전>은 “수성궁(壽聲宮)은 안평 군의 옛 집이다”로 시작하는데, 수성궁이 
조선시 에 실제로 존재하 던 궁궐임을 고려한다면, 작품에서 안평 군의 옛 집
으로 설정된 수성궁과 실제 수성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190) 그런
데 수성궁은 임진왜란 이전 실제로 존재하 던 공간이기는 하나, 안평 군이 거주
하던 공간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안평 군의 실제 第宅은 수성궁이 아닌 비해당으

190) <운 전>의 수성궁에 한 고증(考證)은 이지 (2012)의 논의를 주로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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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비해당이 안평 군의 사저(私邸) 음은 “안평 군이 스물다섯 살 때에 세종이 
직접 집에 당호를 내려주었다”191)라는 박팽년의 <비해당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안평 군과 비해당과의 연관성을 살필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나, 
안평 군과 수성궁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문헌은 찾아볼 수 없다.192) 안평 군과 
수성궁의 관계는 안평 군의 저택이 몰수되었다는 기록과 이를 문종의 후궁에게 
내려주고 개칭하 다는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될 뿐이다.193) 이때 단종이 
문종의 후궁에게 내려주었다는 안평 군의 집이 비해당이었음은 앞의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으며, 이에 하여 이지 (2012)은 이종묵(2006)의 논의를 참고하여 
“안평 군의 가를 문종의 후궁에게 내려주었다”는『단종실록』의 기록으로 볼 
때 비해당이 뒤에 개칭된 수성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 다. 따라서 본래 
안평 군의 사저 던 비해당이 안평 군 사후에 수성궁이라는 명칭으로 변화한 것
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수성궁은 안평 군이 실제로 살았던 공간이 
아님이 입증된다.
  그런데 <운 전>에는 수성궁과 비해당이 반 로 설정되어 수성궁은 안평 군
이 거하는 공간으로, 비해당은 산천이 고요한 도성문 밖에 위치하여 학문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그려진다. 수성궁과 비해당에 관한 인용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군이 13살 때 사궁(私宮)으로 나가 살게 되었는데, 그 궁 이름이 곧 수성궁
입니다. (…) 하루는 군이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온갖 재주는 반드시 
조용한 곳으로 가서 공부를 한 뒤에야 이룰 수 있다. 도성문(都城門) 밖에 산천
이 고요하고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학업을 오로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은 즉시 그 위에다 깨끗한 집 10여 칸을 짓고, 그 집에 
현판을 붙여 비해당(匪懈堂)이라고 하 습니다. 또 그 옆에 단(壇) 하나를 축조
하여 이름을 맹시단(盟詩壇)이라 하 는데, 이는 무릇 명분을 돌아보고 의리를 
생각하라는 뜻이었습니다.194)

191) “正統壬戌夏六月有日, 安平大君入侍宸闈, 上從容問曰, 某之名云何? 安平以無, 上誦蒸
民 之詩, 且及西銘曰, 宜扁以匪懈. 安平拜手稽首.” 

192) 이지 , 앞의 글, p.136.
193) 大谷森繁, 『조선후기 소설독자 연구』, 고려 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5, 

pp.176-177.
194)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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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인용문과 같이 수성궁은 안평 군의 사궁(私宮)으로, 비해당은 학문을 위
하여 마련된, 도심으로부터 분리된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비
해당이 안평 군 사후에 수성궁으로 명칭이 변경된 역사적 사실과 달리, 수성궁과 
비해당을 별도로 분리하여 서술하 다는 점에서 문헌의 기록과는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비해당을 안평 군의 私邸가 아닌, 別舍로 재설정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이지 (2012)은 두 가지 관점으로 바라본다. 하나는 
박팽년과 성삼문의 문집 간행 시기가 17세기이며, 안평 군의 복권(復權)이 이루
어진 것이 조 때임을 고려할 때, 작자가 안평 군에 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

을 것이라는 추정이며, 다른 하나는 작자가 고의로 수성궁과 비해당을 별도의 
공간으로 설정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그러하다. 그 가운데 이지 (2012)은 수성궁
이 안평 군의 사저라는 점을 직접 거론한 문헌은 존재하지 않는 반면, 비해당이 
안평 군의 사저 다는 사실은 여러 문헌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후자에 보다 큰 가능성을 실었다. 즉, 수성궁은 안평 군의 생존 시 사용되던 명칭
이 아니며, 안평 군 사후에 변경된 명칭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수성궁의 역사적 실제의 유무를 수성궁에 한 기록을 통해 살펴보
겠다. <운 전>의 한문본 이본 13종 가운데 10종은 수성궁을 壽聖宮, 2종은 壽
城宮, 1종은 壽成宮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에 하여 송정애(1977)는 조선후기
에서 갑오경장까지 壽城宮이 사용되고 있음을 밝힌 반면 壽聖宮으로 표기된 문헌
은 밝히지 못하 으며, 신경숙(1990)은『속잡록』의 기록에 주목하여 조선전기 壽
成宮이 재건되는 과정에서 壽聖宮으로 표기가 변화 으며, 이후 契名으로 사용되
면서 壽城宮으로 바뀐 것이라 주장하 다. 그리고 <운 전>의 이본 가운데 壽聖
宮의 표기가 가장 많은 이유는 수성궁이 재건된 후 새로운 명칭에 따라 <운
전>이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 다.195)
  그런데『속잡록』에 경덕궁과 수성궁에 관한 내용이 등장한다.『속잡록』권1에는 
병진년(1616년)에 광해군이 慶德宮과 壽聖宮을 지은 일을 기록하고, 이 과정에서 
민심을 거슬러 궁궐을 지은 것에 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취하고 있으며, 권2에는 
임술년(1622년)에 壽聖宮 문에 벼락이 떨어져 곧장 개조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무리하여 궁궐을 지어 재변이 일어났다는 비판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195) 신경숙, 앞의 글,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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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에는 임술년 7월에 仁慶宮의 정문에 벼락이 친 일을 기술하고 새 
궁궐에 한 비판적 여론을 밝히고 있으며, 광해군 9년 세주에는 인왕산 아래 仁慶
宮과 慶德宮을 축조하 다는 기록이 남아있다.196) 이는『속잡록』에서 경덕궁과 수
성궁을 지었다는 기록과는 상충되는 부분으로, 이 지점에 하여 이지 (2012)은
『속잡록』에서 인경궁을 수성궁으로 착각한 결과 발생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조선전기의 명칭이었던 壽成宮과 조선후기 기록에 등장하는 壽聖宮은 다
른 상을 지칭한다고 이지 (2012)은 주장한다. 전자가 안평 군이 살다가 문종
의 후궁들이 거주하게 된 궁을 지칭한다면, 후자는『속잡록』에 잘못 표기된 인경
궁을 지칭하는 것이다.197) 그리고 <운 전>에 등장하는 수성궁이 안평 군의 옛
집으로 등장하는 것을 고려할 때, 수성궁은 壽成宮을 지칭하는 것임을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운 전>에 수성궁이 壽聖宮으로 표기된 이유는 조선후기의 문
헌의 향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운 전>의 수성궁은 사실과 허구가 결합
된, 비해당 및 壽成宮과 壽聖宮의 이미지가 겹쳐진 허구적인 공간198)이라 할 수 
있다.199) 
  한편, 소격서동(昭格署洞)과 탕춘 (湯春臺)는 <운 전>에서 완사(浣紗) 장소 
갈등 목에서 등장하는 실제 공간으로, 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소격서동은 세조 
12년 병술년(1466)년 1월 15일(무오) 자에, 탕춘 는 연산군 12년 병인년(1506) 
1월 27일(정미) 자에 최초로 등장한다. 이를 통해 소격서동(혹은 소격서)은 일월
성신에 지내는 도교(道敎)의 초제(醮祭)를 맡아 보는 관아임을, 탕춘 는 연산군 

196) 이지 , 앞의 글, p.140.
197) 위의 글, p.142.
198) 위의 글, p.143.
199) <운 전>의 이러한 허구성은 실제와 달리 심궁에 갇혀 억압적인 생활을 살아가는 

궁녀들의 처지와도 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수성궁 궁녀들은 안평 군에 의해 궁에 갇
혀 지냄으로써 한의 정서를 키워나가는 존재들로 형상화되는데, 실제 조선 시 의 궁녀
들은 혼인이 가능하 으며, <운 전>에 나타난 궁녀들과 같이 유폐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궁녀들의 궁 밖 출입이 가능하 다. 그런 점에서 <운 전>에 나타
난 유폐된 궁녀의 이미지는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운 전>의 궁녀는 현
실로부터 모방된 것이 아니라, 허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허구화된 <운
전>의 궁녀의 이미지는 지금까지 논의한 수성궁의 허구적인 이미지와 결합하여, 안평
군이라는 인물에 의해 형성된 세계에서 억압을 느끼는 궁녀들의 처지를 보다 부각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이지 , 위의 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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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1506년) 연산군이 잔치 및 쾌락을 위하여 장의문(藏義門) 밖 조지서(造紙
署) 터에 지은 돈 (墩臺)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소격서동에 한 실록의 기록200)
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종 5년 갑오(1474) 3월 6일(신묘)]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봄철 이후로부터 바람과 눈이 절기(節氣)를 어기고 

기후(氣候)가 고르지 못하니 깊이 염려가 됩니다. (중략)《춘추전(春秋傳)》에는, 
일월성신(日月星辰)의 신(神)은, 서리ㆍ눈ㆍ바람ㆍ비가 불시에 올 때 비는 것이고, 
산천(山川)의 신(神)은, 수재(水災)와 한재(旱災)ㆍ전염병 같은 재앙이 퍼졌을 때
에 비는 것이다.’ 하 습니다. 주소(註疏)에는 이르기를, ‘일월(日月)ㆍ산천(山川)
의 신은 그 제사가 일정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로 그 터를 닦고 찬
표(攢表)를 세워 폐백(幣帛)을 써서 이를 고(告)한다.’ 하 는데, 송(宋)나라 인종
(仁宗) 4년 4월에 큰 바람이 서북쪽에서 일어나, 모래가 날리고 나무가 꺾어지며 

낮인데도 두서너 시각 어둡게 되니, 임금이 중사(中使)201)를 보내어 궁관(宮
觀)202)에 나아가 도량(道場)을 세워서 이를 빌게 하 습니다. 지금도 또한 청컨  
환구단(圜丘壇)203)의 근방에 나아가 터를 닦아서 위(位)를 설치하고, 일월성신(日
月星辰)의 신에게 제사하되, 그 제품(祭品) 및 의주(儀註)는 우사의(雩祀儀)204)를 
참작(參酌)하고, 생(牲)은 여러 가지 체재로 천(薦)드리며,또 소격서(昭格署)와 삼
청전(三淸殿)에 초제(醮祭)205)를 베풀어 하소서.”하니 그 로 따랐다. 

[연산군 9년 계해(1503) 10월 13일(병오)]
석강(夕講)에 납시었다. 검토관(檢討官) 심정(沈貞)이 강하여, ‘진수원(陳守元)

으로 천사(天師)를 삼았다.’는 문에 이르러 말하기를, “민(閩) 나라 임금이 도
가(道家)의 술법을 숭상하고 믿어, 진수원으로 천사를 삼고 모든 정령(政令)과 
형벌을 반드시 자문하여 의논한 뒤에야 결정하다가 끝내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송(宋)나라 때에는 옥청 소응궁(玉淸昭應宮)이 있었고, 우리 나라에는 소격서(昭
格署)가 있는데, 모두 이단(異端)으로서 국고의 소비도 적지 않습니다. 성종께서
폐지하려 하는데 신이 조종 때부터 설치하여 이미 오래되었으니 갑자기 폐지
할 수 없다 하므로 중지한 것이니, 혁파(革罷)하시기 바랍니다.”하니, 왕이 이르

200)『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http://sillok.history.go.kr/을 참고한다.
201) 중사(中使) : 임금의 명을 받든 환관(宦官) 신분의 사자(使者).
202) 궁관(宮觀) : 궁중(宮中)에 있는 도관(道觀). 즉 도교(道敎)의 사원(寺院).
203) 환구단(圜丘壇) : 천자가 동지(冬至) 때 하늘에 제사지내는 둥근 단(壇).
204) 우사의(雩祀儀) : 기우 제의(祈雨祭儀).
205) 초제(醮祭) : 오성(五星)ㆍ열수(列宿), 즉 별에게 비는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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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당초 설치하는데 있어 원래 경솔 용이하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
에도 역시 그 로 계속하여 폐지하지 않은 것이나, 이단이라 하는 것은 당연하
다.” 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전교하기를, “도교의 시설이 불교의 해와는 같지 않
다. 소격서는 성신(星辰)에 제사드리는 것이니, 역시 허무한 일이 아니다. 불가의
중들의 사찰도 일시에 다 없앨 수 없는데, 하물며 소격서이겠는가? 조종 때부터
설치한 지 이미 오래었으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혁파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소격서(昭格署)는 역사적으로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을 때, 눈이 절기를 어기
고 기후가 고르지 못할 때 등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현상들이 발생할 경우 일월
성신(日月星辰)을 향해 도교적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자, 도가(道家)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그런데 소격서는 유교의 윤리가 강조되는 조선시 에서 혁파해야 할 상
으로 여겨지곤 하여, 지속적으로 고위 관리들의 상소문을 통한 호소가 시도되었다. 
  성종 12년 6월 10일 자에는 동지사(同知事) 이파(李坡)가 “소격서 제사(祭祀)
의 예의(禮義)는 매우 느리고 번거롭습니다.《논어(論語)》에 이르기를, ‘체제(禘
祭)에 있어서 관(灌)한 뒤의 절차를 나는 보고 싶지 않다.’ 하 거니와, 예의가 번
거롭고 느리면 성경(誠敬)이 흩어질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소격서에서의 제사
를 이단(異端)으로 간주하여 참작할 것을 임금에게 권하 으며, 이에 성종은 “제
의(祭儀)는 조종조(祖宗朝)로부터 써 온 것이므로 쉽사리 고칠 수 없다.”고 하며, 
상소를 거부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성종 23년 1월 12일에는 시독관(侍讀
官) 이달선(李達善)에 의하여, 연산군 9년에는 검토관(檢討官) 심정(沈貞)에 의하
여 소격서의 혁파에 관한 상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해 성종과 연
산군은 소격서의 제사가 정도가 아님은 인정하 으나 혁파를 승인하지는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로도 소격서에 한 철폐 상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소격서
의 혁파와 소생이 번갈아가며 이루어졌다. 연산군 10년에는 연산군이 소격서를 이
항(李㤚)의 집으로 옮기라는 전교를 하 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연산군 12년에
는 “소격서(昭格署) 동부 북부, 팔도(八道) 도사(都事)도 모두 혁파할 것”을 명령
하 다는 기록이 전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중종 1년 10월 3일에는 다시 소격서를 
수리하여 본서의 관원으로 다시 들게 하 으며, 중종 6년 5월 15일에는 장령 서후
ㆍ정언 김공망(金公望) 등이 다시 소격서의 혁파를 논하 으나, 중종은 “소격서는
《 전(大典)》에 실려 있으니, 조정(祖宗)의 예전 법을 가볍게 고칠 수 없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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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탕춘 (湯春臺)에 관한 기록은 연산군 12년(1506) 1월 27일에 처음 등장
한다. 연산군은 신하들과 새 정자에 가 시를 주고받으며 상춘(賞春)하기 위하여  
탕춘 를 장의문(藏義門) 밖 조지서(造紙署) 터 봉우리 위에 세웠는데, 연산군은 
이를 과시하기 위하여 신하들로 하여금 놀고 구경하기를 명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후 연산군 12년 7월 2일 자에는 연산군이 탕춘 에 노닐러 가 “날이 저물
어서야 돌아”왔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연산군 12년 7월 7일 자에는 “내구마(內
廐馬) 1천여 필을 들이게 하여 흥청(興淸)을 싣고 탕춘 에 가, 나인(內人)과 길
가에서 간음하 ”다고 기록되어 있다.
  정리하면, 소격서동에 관한 최초 실록의 기록은 세조 12년, 탕춘 에 관한 최초 
실록의 기록은 연산군 12년으로 실제 역사적으로 존재하 던 공간이나, <운 전>
의 시 적 배경인 세종 조에는 해당 공간들에 한 기록들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후 의 공간이 전 의 시기에 작가에 의해 소재로 채택되어 
활용된 것이다. 이는 17세기에 <운 전>을 지은 작가가 세종의 시 와 이후 시
의 공간을 결합한 의도적인 산물인 것으로, 소격서동과 탕춘 의 공간적 의미를 
안평 군 시절의 역사적 의미로 해석할 수 없으며, 당 의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해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작가에 의하여 설정된 허구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운 전>의 공간은 실제 공간을 소재로 하여 창조된 허구적 공간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앞항에서는 <운 전>의 핵심 공간으로 등장하는 수성궁
과 소격서동, 그리고 탕춘 의 허구적 공간성을 실록 자료를 중심으로 유추해내었
다면, 이 항에서는 설정된 허구적 공간이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상화 및 
반 되어있는가를 세부적인 공간 배치와 공간 묘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공간이 서사 텍스트에서 실제와 다르게 형상화됨으로써 형성되는 의미
를 도출하기 위한 선행 작업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운 전>의 독특한 액자 구조를 고려할 때, <운 전>에 형상화된 공간의 층
위는 다시 액자 외부 공간과 액자 내부 공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액자 외부 층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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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은 서술자와 유 의 현 시점으로 바라보는 황폐해진 현재의 수성궁, 즉 수성궁 옛터
와 관련된 것이며, 액자 내부 층위의 공간은 작품의 주요 무 가 되는 과거의 수성궁 및 
그 외부 공간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작품 속에 형상화된 공간을 위의 두 
층위로 나누어 공간 배치 및 묘사 양상을 살피고, 공간이 그렇게 형상화됨으로써 <운
전>의 갈등과 인물, 그리고 <운 전>의 미학에 미치는 향을 살피고자 한다.

(1) 액자 외부 공간

  <운 전>에 형상화된 공간의 구성 양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각각의 공간들이 어
떻게 배치되고 묘사되며, 이를 통해 <운 전>의 공간이 기본적으로 어떠한 속성을 
갖추게 되는가에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간이 작품의 핵심 갈등
을 야기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고, 공간에 한 인물의 인식과 응 방식을 통해 인
물의 성격과 특징이 어떻게 부각되는가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 전>의 외부 액자에 등장하는 공간은 수성궁으로, 유 과 운 , 그리고 김
진사의 첫 만남부터 헤어짐의 과정이 모두 수성궁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
진다. 그리고 <운 전> 외부 액자에서 수성궁에 한 묘사가 전체 묘사의 부분
을 차지할 정도로 수성궁이 액자 외부의 중심이 되며, 이때 수성궁에 한 묘사는 
주로 서술자와 유 의 현 시점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운 전> 서사는 전지적 서술자의 시점에서 수성궁에 한 묘사로 시작된
다. <운 전> 서두에는 수성궁의 외부 환경에 한 묘사가 등장하는데, 수성궁(壽
聖宮)은 세종의 아들인 안평 군의 사궁(私宮)으로, “장안성(경복궁) 서쪽인 인왕산
(仁王山) 아래”에 위치해 있는 공간으로 설정된다. 수성궁 남쪽에는 사직단(社稷壇)
이 위치해 있었으며, 동쪽에는 경복궁(景福宮)이 위치한다. 사직단은 백성의 복을 
위해 제사하는 국토의 신인 사(社)와 곡식의 신인 직(稷)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흔
히 국가나 조정(朝廷) 자체206)를 일컫기도 하 으며, 경복궁은 조선 왕조의 법궁으
로, 세종에 이르러 조선 왕조의 중심지가 되었다. 즉, 수성궁은 북으로는 인왕산, 동
으로는 경복궁, 남으로는 사직단에 둘러싸인 공간인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공간 배치와 공간 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수성궁이 지

206) 이상구, 앞의 책, 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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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으로는 고립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다. 수성궁은 지리적으로 산 속 깊숙한 곳
에 위치하거나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된 공간이 아니며, 오히려 경복궁과 접경해 있
어 중심지에 위치해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성궁이 경복궁과 지리적
으로 멀리 떨어져 위치하지는 않지만, 일반 궁중과 같이 정치의 중심으로 그려지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성궁이 도읍의 중심지에 위치해있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경복궁과는 거리가 있는, 즉 정치와 조정의 중심과는 물리적 거리를 두
고 있는 공간임을 지리적 위치와 방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즉, 액자 외부에서 
묘사되는 수성궁은 물리적으로는 도성의 중심지이나, 한편으로는 정치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공간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속성은 수성궁이 지닌 
분리적 속성을 암시한다. 다음 항에서 후술하겠으나, 수성궁의 이러한 분리성은 액
자 내부에서 안평 군의 행위에 의해 폐쇄성을 지니게 되며, 도심 가운데서 폐쇄적
인 속성을 지니게 되는 수성궁은 보다 특수한 공간적 상징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렇게 수성궁은 조선 왕조 정치의 중심인 경복궁과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국가
나 조정 자체를 일컫기도 하는 사직단과도 거리를 두는 신, 인왕상 아래에 위치하
여 절승지로서의 면모를 지닌다. 인왕산으로부터 내려온 한 줄기가 수성궁에 이르러 
우뚝 솟았는데, 산꼭 기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수성궁 동쪽에는 경복궁으로 향하는 
복도가 가로지르고, 수성궁은 “푸른 빛을 짙게 띤 구름과 안개가 아침 저녁으로 고운 
태도를 자랑”하 으며, “산천이 수려하여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걸터앉은 형세”를 하
고 있어 절승지라 할 만 하 다. 또한, 수성궁은 “주객이나 활을 쏘며 노는 무리, 노
래하고 피리 부는 아이들, 시인과 서예가들이 꽃 피고 버드나무 늘어진 봄이나 단풍
이 물드는 가을이 되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풍월을 읊조리는” 공간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수성궁이 시·서·화 등과 같은 문필과 예능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암시한
다. 또한, 이러한 공간 묘사는 이후 내부 액자에서 안평 군으로 하여금 수성궁을 외
부 세계와 단절시킴으로써 학문의 장으로 삼는 것을 가능하게 하며, 이에 수성궁은 
안평 군에 의해 폐쇄적인 속성을 지니는 공간으로 변모한다. 즉, 액자 외부에서는 
수성궁의 분리적 속성이 공간적 묘사의 차원에서 암시된다면, 액자 내부에서는 그러
한 공간의 분리와 폐쇄가 안평 군의 이념에 의하여 실체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수성궁>

        서당, 서(西)궁, 남(南)궁, 소격서동, 별당

                         <수성궁 밖>

           무녀의 집, 산곡(山谷), 청량사, 탕춘대, 비해당

<표 2> <운영전>의 액자 내부 공간 구성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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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액자 내부 공간

  <운 전>의 액자 내부 공간은 주로 운 과 김진사의 비극적 애정과 관련된 사
건들의 주요 무 가 되는 공간이다. 작중 핵심 공간인 수성궁을 중심으로 <운
전>의 공간을 분류해보았을 때, <운 전>의 공간은 수성궁과 수성궁이 아닌 공
간, 즉 수성궁과 수성궁 밖의 립으로 구조화할 수 있다. 그런데 각각의 공간은 
다양한 세부 공간들로 구성됨으로써 수성궁의 공간적 특징을 다양한 방면에서 구
체화시키며, 이를 통해 수성궁의 공간적 의미가 완성된다. 수성궁(壽聖宮)은 안평

군이 거했던 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 <운 전>에서 수성궁은 서당(書
堂), 서궁(西宮), 남궁(南宮), 내당(內堂), 중당(中堂), 소격서동(昭格署洞), 별당
(別堂) 등의 다양한 세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성궁 밖은 동문 밖 무녀의 
집, 산곡(山谷), 청량사(淸寧寺), 탕춘 (湯春臺) 등의 세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리고 수성궁을 외부와 단절 혹은 연결시키는 공간으로 담장이 존재한다. 이
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207). 

탕춘대 산곡(山谷) 청량사

수성궁

동문 밖

무녀의 집
서당 내당/중당 별당

서궁 소격서동

남궁

궁 밖

궁 안

207) <운 전>에서 제시된 공간의 양상을 바탕으로 서사 공간을 재배치하여 가시화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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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수성궁과 수성궁 밖의 공간으로 구성된 <운 전>의 액자 내부 공간의 
묘사 비중을 살펴보면, 수성궁 밖의 공간보다는 수성궁에 한 묘사가 부분을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후술하겠으나, 이는 액자 내부 이야기가 궁 밖의 세계를 
제 로 인식하지 못하는 운 과 김진사의 1인칭 시점에서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는 데 그 원인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운 과 김진사의 애정을 둘러
싼 다양한 사건들이 궁 안과 궁 밖의 공간에서 모두 발생하나, 궁극적으로는 수성
궁으로 수렴됨으로써 <운 전>의 중층적 비극의 세계가 구성된다는 점에서 <운

전>의 액자 내부 공간에서 수성궁이 핵심 공간으로 기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액자 내부 이야기에 나타나는 수성궁에 한 묘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앞항에서 동쪽의 경복궁, 남쪽의 사직단, 북쪽의 인왕산으로 둘러싸인 수성궁의 
배치와 수성궁에 한 묘사를 통해 조정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수성궁의 문필과 
예능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실제로 유 이 운 과 김진사로
부터 전해들은 과거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수성궁은 그 가능성이 실제로 구현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안평 군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을 자처하여 수성궁을 학문의 장으로 삼아 문
인과 뛰어난 선비들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고, 밤에는 독서를 하고 낮에는 지를 짓
거나 예서를 쓰는 등 학문적 행위를 실천한다. 또한, 문장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개 비슷하여 뛰어난 자가 없음을 인식한 안평 군은 열 명의 궁녀들을 
선발하여 궁녀들에게도 학업을 진작시킴으로써 그의 학문적 열망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학문에의 전일화와 세속적 성정의 무화(無化)를 위하여 안평 군은 궁녀들
의 수성궁 밖으로의 출입을 엄금하 으며, 이후 궁녀들을 서궁과 남궁으로 분리하
여 외부와의 차단을 한 층 더 강화한다. 이에 수성궁은 안평 군에 학문적 열망에 
의해 보다 폐쇄적인 속성을 지닌 공간으로 변모한다. 
  이렇게 수성궁이 지닌 폐쇄성은 수성궁이 외부의 접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담장은 “높고 험준하여 몸에 
날개를 달지 않으면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출입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공간이
다. 이에 김진사는 특의 도움을 통해 얻은 신비로운 사다리와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는 털가죽 버선을 통해서야 비로소 수성궁의 담장을 넘을 수 있었다. 또한, 김진
사가 수성궁의 담장을 넘은 이후에도 “층계에서부터 굽은 난간을 따라 어깨를 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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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수성궁으로의 진입이 쉽지 않았음을 통해 수성궁이
라는 공간이 지닌 폐쇄적인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험준한 담장의 묘사를 통해 
드러나는 수성궁의 폐쇄적인 속성은 운 과 김진사의 자유로운 이동 및 사랑을 가
로막는 최 의 장애물로 기능하는 물리적 존재임과 동시에, 안평 군의 권위과 지
배력을 의미하는 제도적,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208) 이렇게 가시적인 폐쇄의 상
징인 수성궁은 궁 안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과 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금기로 
인해 야기되는 인물의 갈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즉, 수성궁을 둘러
싼 갈등이 <운 전>의 핵심인 것이다. 이로써 수성궁을 둘러싼 안평 군과 궁녀
들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 서당에서의 운 과 김진사의 만남과 단절, 서궁에서의 
운 과 김진사의 회, 남궁에서의 궁녀들의 완사 장소 갈등은 모두 수성궁이 지
닌 폐쇄성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성궁 밖의 배치와 이에 한 묘사는 수성궁에 비하여 상 적으로 적게 
다루어진다. 수성궁 외부 공간은 안평 군의 권위과 지배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
로, 주로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을 매개한 동문 밖 무녀의 집, 운 의 재물이 특에 
의해 찬탈당하는 산곡(山谷), 특의 악행이 지속되고 김진사가 운 의 명복을 기원
하는 청량사(淸寧寺)로 구성되는데, 수성궁 외부 공간에 한 묘사는 비해당과 탕
춘 에 한정되어 있다. 안평 군이 학업에 집중하고 학문에 해 여러 문사와 토
론하기 위하여 지은 비해당(匪懈堂)은 “도성문 밖에 산천이 고요하고 마을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묘사되며, 탕춘 (湯春臺)는 비해당 근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서궁과 남궁의 완사 장소를 둘러싼 갈등 목에서 “비해당 앞은 물이 맑고 
돌이 깨끗해 매년 이곳에서 완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바꾸려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이다.”라는 궁녀 부 의 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수성궁 외부 공간에 한 묘사와 수성궁 외부 공간의 배치에 한 언급
이 이루어지지 않고, 비해당과 탕춘 에 한정되어 있는 이유는 운 과 궁녀들의 
행동 범위가 수성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주요 서술자인 운 과 김진사가 수성궁 
외부 세계에 한 인식이 부재한 인물들이기 때문이다. 후술하겠으나, 운 과 김진
사는 현실에 한 인식이 부재한 인물들로, 운 은 수성궁을 세계의 전부로 인식
208) 이에 하여 신경숙은 “궁중적 질서의 성격을 지니는 안평 군이라는 장애 요인이 실

상은 강력한 제도권의 의미를 갖기에 그 갈등의 심각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신경숙, 앞의 글, p.6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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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살아 온 인물이며, 김진사는 수성궁 밖의 존재이지만 행동반경이 김진사의 
집, 무녀의 집, 수성궁으로 한정되어 세계의 실상을 겪지 못한 인물이다. 그들에게 
수성궁 외부 공간은 불가지(不可知)의 세계이며, 그들이 특의 지속적인 악행에 지
속적으로 패배하는 이유도 특이 속한 세계에 한 인지가 미비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운 과 김진사의 세계에 한 인식은 수성궁 외부 세계에 한 
정확한 인지로 나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운 전>의 액자 내부 이야기가 
주로 운 과 김진사의 1인칭 서술자의 시각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당 서술자들은 모두 수성궁 외부 공간에 하여 묘사할 만큼의 인식을 갖추지 
못하 으므로 해당 공간에 한 구체적인 묘사가 불가함을 유추할 수 있다. 

2. <운 전> 서사 전개에서의 공간의 역할
  본 연구는 Ⅱ장에서 서사에서의 공간의 기능을 ‘갈등· 립 구조의 형성과 함축, 
인물의 성격 및 특징 부각, 작품의 분위기 및 미감 환기’의 세 차원으로 나눈 바 
있다. 이러한 서사 공간의 기능을 고려하여, 이 절에서는 첫째로 <운 전>의 핵
심 공간인 수성궁이 지니는 폐쇄적인 속성으로 인해 수성궁이라는 공간 테두리 안
팎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양상을 살펴 수성궁이 갈등 및 립 구조의 형성 요
인으로 작용함을 규명할 것이다. 둘째로 수성궁이 어떠한 세계 는가를 안평 군
이 수성궁을 통해 확립하고자 하 던 이념을 통해 구체화하고, 안평 군이 형성한 
수성궁이라는 세계에서 인물들이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응하 는가에서 드러나
는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살필 것이다. 세 번째로 <운 전>의 비극적 서사 공간
의 장치, 묘사 등을 통해 드러나는 비극미와 비극적 정조를 살핌으로써, <운
전>의 공간으로부터 드러나는 비극적 세계의 모습과 그 의미를 살필 것이다. 그 
가운데 세 번째 기능은 앞의 두 기능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보다 통합적인 차원
의 기능임을 언급한 바 있으므로, 이 절에서는 공간이 서사에서 어떠한 작용과 역
할을 하는가를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이
로 통해 환기되는 총체적인 의미 구조를 세 번째 기능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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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평 군의 학문 성취에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외부와 단절된 공간으로 
그려지는 수성궁은 갈등을 야기하는 핵심적인 공간으로, 가시적으로 구현된 폐쇄
성인 상징이다. 수성궁으로 인해 금기가 설정되고, 인물의 이동과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며, 궁녀들의 행위가 제한되고 성정이 억압됨으로써 다양한 갈등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다. 수성궁의 폐쇄적인 속성은 운 과 김진사의 자유로운 애정 성취
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갈등, 운 이 그 금기를 위반하려고 하는 갈등, 서궁과 남궁
으로 분리된 궁녀들 사이에서 소통의 부재로 야기되는 갈등 등과 같이 다양한 갈
등 상황을 불러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또한, 발생하는 갈등 양상들은 모두 수
성궁이라는 공간 자체, 즉 공간 테두리를 둘러싼 갈등이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수
성궁의 폐쇄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의 양상을 살피고, 갈등 및 립의 결과로 
갈등이 수렴되는 지점을 탐색하여 이것이 의미하는 바와 이를 통해 형상화되는 세
계상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운 과 김진사의 애정 장애

  수성궁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장 핵심적인 갈등은 운 과 김진사의 
애정 장애다. 운 과 김진사의 자유로운 만남의 최  장애물로 수성궁이라는 공간
이 설정되어 있으며, 운 과 김진사는 만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평 군 몰래 월
궁(越宮)을 하면서 은 한 사랑을 성취해나간다. 그런데 수성궁이라는 공간은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을 어렵게 하는 물리적 장애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안평 군
의 권위과 지배력을 상징하는 사회적, 제도적 장애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에 수
성궁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는 것으로는 갈등이 해결될 수 없는, 금기의 
공간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운 과 김진사의 첫 만남은 수성궁 내부의 서당(書堂)에서 이루어진다. 비록 수
성궁이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을 방해하는 핵심적인 장애물로 기능하나, 수성궁 내
부의 서당은 운 과 김진사의 은 한 만남을 일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수성궁이라는 공간의 제약이 두 인물의 사랑 성취에 있어 장애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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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기는 하지만, 역설적으로 수성궁이 아니었다면 두 인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이다. 즉, ‘궁’을 제외하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공간은 현실적으로 존
재하지 않는다.209) 
  운 과 안평 군의 첫 만남이 수성궁의 서당(書堂)에서 이루어진 것도 이와 같
은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서당은 안평 군의 의심을 받게 된 운 이 자란에게 
옛일을 회상하며 사실을 털어놓는 목에서 등장하는 공간으로, 운 과 김진사의 
첫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한다. 김진사는 서당에서 칠언사운(七言四
韻)을 쓰고 있던 안평 군을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운  및 궁녀들과 처음 만난다. 
안평 군은 김진사를 맞이하고, 김진사에게 시 한 수를 써 집을 빛내줄 것을 부탁
한다. 이때 안평 군은 김진사가 어린 유생이기에 운 과 궁녀들을 밖으로 보내지 
않고 김진사와 한 자리에 거하게 하여, 금련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부용에게 거
문고를 타게 하고, 보련에게 퉁소를 불게 하고, 비경에게 술잔을 받잡게 하고, 운

에게 벼루를 받들게 하는 등 오히려 궁녀들로 하여금 김진사의 작시(作詩)를 도
와줄 수 있도록 명령한다. 김진사와 가장 가까운 공간에 자리하 던 운 은 “무명
옷을 입고 가죽띠를 맨 선비가 성큼성큼 계단을 올라오는데 마치 새가 날개를 편 
듯하고, 자리에 이르러 절하고 앉으니 그 용모가 신선 같”다고 느껴 김진사를 처
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진다. 이후 김진사가 초서(草書)를 쓰던 도중 먹물 한 방
울이 운 의 손가락에 떨어지자, 운 은 이를 광으로 생각하여 지우지 않는다. 
진사와의 첫 만남 이후, 김진사와 안평 군과 자주 접촉을 하 음에도 불구하고 
운 이 김진사를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자, 운 은 김진사가 안평 군을 찾아올 
때마다 문틈으로 진사를 엿본다. 어느 날 김진사가 안평 군의 초 를 받고 수성
궁으로 들어오자, 운 은 벽에 구멍을 뚫어 김진사에게 편지를 전달한다. 
  이때 운 과 김진사의 사이를 가로 막고 있었던 문과 벽이 그들의 소통을 가능
하게 하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수성궁의 폐쇄성으로 인한 
운 과 김진사의 비극적 애정이 소설 전반에서 강조되는데, 안평 군이 형성한 수
성궁의 세계에 하여 후술하겠으나 수성궁은 운 과 궁녀들의 성정을 억압하고 
그들의 본능을 억제하여 학문 성취를 위한 행위만이 허용되었던 공간으로, 이로써 
209) <운 전>에서 두 인물의 본격적인 만남에 앞서 무녀의 집에서 일차적인 만남이 이

루어지기는 하지만, 이는 예비적 만남에 불과하며 작품 전체로 보아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수성궁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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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은 행동의 제약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운 은 수성궁 탈출을 시도하게 되고 
김진사의 수성궁으로의 진입은 어려워진다. 
  수성궁의 폐쇄성은 김진사가 운 을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높고 험준하게 묘
사된 서궁의 담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운 과 궁녀들이 소격서동으로 완사
를 가던 도중, 운 은 무녀의 집에 들러 김진사에게 서궁의 담장을 넘어 올 것을 
요구한다. 이때 김진사가 넘어야 하는 담은 “높고 험준해서 몸에 날개를 달지 않으
면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라 묘사된다. 이는 수성궁을 외부로부터 분리하고 외부
의 출입을 차단함으로써, 김진사의 수성궁 출입을 제한함과 동시에 운 과 김진사
의 만남에 제약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 만큼, 월담
을 통한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에 한 애절함이 더해간다.

진사는 그날 몰래 수성궁을 살펴보았는데, 담장이 높고 험준해서 몸에 날개를
달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묵묵히 말을 하지 
않고 근심스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진사의 노비 가운데 이름이 특(特)이라
는 자가 있었는데, 본래 재주가 많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특이 진사의 안색
을 보더니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중략) 특이 즉시 사다리를 만
들었는데 아주 가볍고 단순했으며, 능히 접거나 펼 수 있었습니다. 둘둘 말면 병
풍을 접은 것과 같고, 펼치면 여섯 길 정도 되어 손으로 운반할 수도 있었습니
다. (중략) 진사가 털가죽 버선을 신고 걸어가니, 나는 새처럼 가벼워 땅을 밟아
도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진사는 이러한 꾀로 궁궐 안팎의 담을 넘어
들어와 나무 숲 속에 엎드려 있는데, 달빛은 낮처럼 밝고 궁궐 안은 조용하기
만 했습니다. 조금 후에 어떤 사람이 안에서 나와 산보를 하면서 낮게 시를 읊조
렸습니다. (중략) 자란이 즉시 진사를 인도하여 안으로 들어왔는데, 진사는 층계
에서부터 굽은 난간을 따라 어깨를 웅크리고 들어왔습니다.210)

  위의 인용문과 같이 “담장이 높고 험준해서 몸에 날개를 달지 않으면 넘어갈 수
가 없”을 정도로 험준하게 묘사된 서궁의 담은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기능한다. 이에 김진사가 첫 번째 월담 시도에 실패하자, 특은 김진사에
게 높은 사다리와 털가죽 버선을 만들어주었으며, 이런 특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담을 넘을 수 있었다. 담을 넘은 이후에도 김진사가 서궁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

210)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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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층계에서부터 굽은 난간을 따라 어깨를 웅크리고” 들어가야 할 만큼 순탄치 
않은데, 그만큼 서궁이 수성궁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렇게 궁 안과 궁 밖을 분리 및 연결하는 험준한 담이 운 과 김진사의 비극적 
사랑을 부각시킨다는 것은 회산군의 궁녀 과 성균관 진사인 김생의 사랑 이야
기를 다룬 17세기 애정전기소설 <상사동기(想思洞記)>(=< 전(英英傳)>)211)
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상사동기>에서 남주인공인 김
생은 <운 전>의 김진사와 마찬가지로 궁을 넘어 여주인공과 사랑을 나눈다.212) 
그런데 <상사동기>와 <운 전>에서 남주인공이 여주인공과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하여 여주인공이 거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 월궁(越宮)의 과정이 공통적으로 
설정되나, <상사동기>의 김생이 넘어야 하는 궁궐의 담과 <운 전>의 김진사가 
넘어야 하는 궁궐의 담은 다소 다르게 묘사된다. 그리고 묘사의 차이는 각 작품에
서 각기 상이(相異)한 의미를 형성한다.

“이달 보름날 밤에 우리 나리께서 왕자(王子) 및 여러 군(大君)들과 함께 달
구경하는 모임을 갖기로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밤에 나가셨다가 늦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게다가 마침 비바람 때문에 궁궐의 담장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는데,
나리께서 궁가(宮家)의 일을 늦추시는 바람에 아직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낭

211) <상사동기>는 <운 전>과 실질적인 향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작품으로, 두 작
품의 남주인공인 김진사와 김생이 모두 젊은 유생이며, 여주인공인 운 과 이 실존
인물이었던 안평 군과 회산 군의 궁녀라는 점이 그러하다. 또한, 남주인공과 여주인공
의 사랑이 장애물에 부딪힐 때 모두 노비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 유사하며, <운 전>
에서는 무녀, <상사동기>에서는 노파가 주인공들의 만남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을 통해서도 두 작품의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다. 

212) <상사동기>의 여주인공인  또한 마찬가지로 궁중에 갇혀 생활하는 궁녀로, 
의 주인인 회산 군은 이 궁 밖을 나가지 못하도록 엄금한다. 이에 한 인용문을 
아래에 제시한다.

   (노파가 답했다. “어제 부인을 찾아뵙고 간청하니, 부인께서 말씀하시길, ‘나리께서 평
소에 아의 출입을 엄하게 금하시기 때문에 내가 감히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가 
없다.” (중략) 마침내 김생이 을 끌어안으려 하니, 이 옷깃을 여미고 정색을 하
며 말했다. “제가 어찌 목석같은 사람이겠습니까? 저도 정이 있는 사람인데 낭군의 속마
음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다만 나리께서 저를 천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매일 밤 앞에
서 수발을 들게 하는 등 저를 믿고 일을 맡기시되, 절  중문(中門) 밖도 못 나가게 하
셨습니다.” (국립도서관본 <상사동기>, 이상구 역주,『17세기 애정전기소설』, 월인, 
pp.1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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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께서는 이 날 어두운 밤을 틈타서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담장을 따라
서 깊이 들어오시면 중간에 담장이 낮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땅히 그 문
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와서 담장을 따라 내려오면 동쪽 계
단에서 10보 가량 떨어진 곳에 별실 몇 칸이 있습니다. 낭군께서 그곳에 잠시 몸
을 숨기고 기다리시면 제가 나아가 맞이할 것이니, 우리의 아름다운 기약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중략) 김생이 약속한 날짜가 되어 가니, 과연 궁궐 담이 무너져
이가 빠진 것처럼 되어 있었다. 좁고도 깊은 담구멍을 따라 들어가자, 이내 조그
만 문이 나타났다. 시험 삼아 어보니 과연 잠겨 있지 않았다. 문을 열고 들어
가 동쪽으로 내려가자 의 말 로 과연 별실이 나타났다.213) 

  <상사동기>에서 김생이 넘어야 하는 궁궐의 담은 “무너져 이가 빠”져 있어 월담
이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담을 넘은 이후 을 만나기 위하여 김생이 통과
해야 하는 문 또한 “시험 삼아 어보니 과연 잠겨 있지 않았”으며, “문을 열고 들
어가 동쪽으로 내려가자 의 말 로 과연 별실이 나타”나 김생이 을 만나는 
데 작용하는 장애물이 <운 전>에 비하여 상 적으로 부각되지 않음을 알 수 있
다. <운 전>의 담장이 사다리와 버선이라는 보조 수단을 이용하여 겨우 넘을 수 
있는 담이라면, <상사동기>의 담장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쉽게 넘을 
수 있는 담인 것이다. 두 주인공의 사랑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크면 클수록 사랑을 
성취하고 사랑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심리는 강화된다. 이는 김진사와 김생의 심리
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안평 군에게 회 사실을 들키게 되어 운 과의 
만남을 지속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김진사는 병을 얻게 되어 결국 죽음을 맞게 되는 
반면214), 김생은 과 헤어짐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없이 일상을 위해나가고 오
히려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215)에서 이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13) 국립도서관본 <상사동기>, pp.175-176.
214) 진사는 편지를 다 읽지도 못하고 기절하여 땅에 쓰러졌는데, 집안사람들이 급히 구하

여 겨우 깨어났습니다.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48.) ; 저는 빌기를 마치고 일어나 
백배한 뒤 머리를 조아리고 나왔습니다. 그런 지 7일만에 특은 함정에 빠져서 죽었습니
다. 이때부터 저는 세상일에 뜻이 없어 목욕재계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조용한 방
에 누웠습니다. 4일 동안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지내다가 한 번 길게 탄식을 하고 마침내 
일어나지 못했습니다.(국립도서관본 <운 전>, pp.156-157.)

215) 그러나 세월은 천연히 흘러가고 광음은 돌연히 바뀌어 온갖 근심 속에서도 3년이 훌
쩍 지나가 버렸다. 마음이 일에 따라 변하듯 에 한 그리움도 점차 줄어들었다. 김
생은 다시 학업을 일삼아 경전과 서적에 침잠하고 힘써 문장을 닦았다.(국립도서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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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운 전>과 <상사동기>에서 다르게 묘사된 공간이 의미하는 무엇일
까? 험준하게 묘사되는 <운 전>의 담은 <상사동기>에 비하여 궁의 폐쇄적인 
특성을 보다 강조하며, 이러한 궁의 폐쇄성은 역설적으로 운 과 김진사의 안전한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운 전>의 궁이 안정성을 담보하는 공간임을 보여
주며, 이러한 속성은 김진사의 서궁 출입이 일회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운 과 
김진사의 지속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한다. 한편, 상 적으로 궁의 접근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는 <상사동기>의 경우, 김생과 의 만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하고 일회적인 만남에 그친다. 이는 그만큼 <상사동기>의 궁이 외부의 시선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의미한다. <상사동기>의 궁은 <운 전>의 궁에 비하여 안
정성을 가진 공간이 아닌 것이다. 즉, 안평 군에 의하여 형성된 중층적 폐쇄의 공
간인 서궁은 궁녀들의 갈등을 야기하고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을 어렵게 하는 서사 
장치로 기능함과 동시에, 이러한 폐쇄성이 한편으로는 운 과 김진사의 안정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이중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다.
  다시 말하면, 폐쇄적인 공간으로서의 서궁이 모순적이게도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공간으로 작용하여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은 한 공간
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서궁의 속성에 하여 김익환(2005)216)은 서궁을 자각과 
욕망 성취의 공간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서궁이 궁녀들의 조력 아래 운 과 김진사의 
은 한 사랑을 성취하는 데에 적합한 공간임을 다음 인용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옥과 비경이 일어나 절하고 간 뒤, 제가 자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밤에 내
가 진사와 금석(金石) 같은 약속을 했다. 진사가 만약 오늘 오지 않으신다면 내
일은 반드시 담을 넘어 올 텐데, 진사가 오시면 어떻게 접해야 하느냐?” 자란
이 말했습니다. “비단 휘장이 겹겹이 둘려 있고 아름다운 방석이 찬란하며, 술이
강물처럼 많고 고기가 언덕처럼 쌓여 있는데, 오지 않으면 말려니와 온다면 접
하는데 무엇이 어렵겠느냐?”217)

<상사동기>, p.182.)
216) 서궁의 양가적인 특성에 한 인식은 김익환(2005)의 논의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김익환은 서궁은 수성궁 안의 작은 별궁으로, 시 적 모순에 저항하는 자각과 욕망의 성
취를 위한 공간으로 보았다. 서궁은 비록 폐쇄적이나, 서궁이라는 작은 공간을 통해 조
금이나마 자유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작용함을 강조하 다. (김익
환, 앞의 글, p.113.)

217)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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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란이 즉시 진사를 인도하여 안으로 들어왔는데, 진사는 층계에서부터 굽은 
난간을 따라 어깨를 웅크리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사창(紗窓)을 열어 둔 채 옥등
(玉燈)을 밝히고 앉아 짐승 모양을 한 금화로에 울금향을 피웠으며, 유리(琉璃)
로 된 책상 위에 『태평광기』 한 권을 펼쳐 놓고 있었습니다. 진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며 절하자, 낭군도 답배(答拜)를 하고 손
님과 주인의 예절에 따라 동서(東西)로 나누어 앉았습니다. 저는 자란에게 진수
성찬(珍羞盛饌)을 마련케 하여 함께 자하주(紫霞酒)를 따라 마셨습니다. 술이 세 
잔 정도 돌자, 진사가 짐짓 취한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밤이 얼마나 깊었습니
까?” 자란은 진사가 말한 뜻을 알아채고 휘장을 드리우며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등불을 끄고 진사와 함께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
었습니다. 이윽고 밤이 새려하자 뭇 닭들이 새벽을 알렸으며, 진사는 일어나 궁
궐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뒤로부터 진사는 매일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오고 날이
새면 나가곤 했습니다. 정과 마음은 갈수록 깊고 친 해져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의 눈 위에는 진사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
기 때문에 궁녀들은 모두 위태롭게 생각하 습니다.218)

  첫 번째 인용문은 서궁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운 이 김진사를 기다리며 김진사
가 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으로, 걱정하는 운 에게 자란은 “비단 휘장이 겹겹
이 둘려 있고 아름다운 방석이 찬란하며, 술이 강물처럼 많고 고기가 언덕처럼 쌓
여 있는데, 오지 않으면 말려니와 온다면 접하는데 무엇이 어렵겠느냐?”라고 말
하며 운 을 위로한다. 서궁의 비단 휘장이 겹겹이 둘려 있다는 것은 서궁이 남의 
시선으로부터 차단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운 과 김진사의 은 한 만남을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능을 한다. 또한, 두 번째 인용문은 서
궁의 담을 넘은 김진사가 자란을 따라 서궁으로 들어가는 목으로, 서궁으로 들
어가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게 묘사되고 있다.
  김진사는 담을 넘자마자 자란의 인도 아래 운 이 있는 서궁으로 들어가기 위하
여 “층계에서부터 굽은 난간을 따라 어깨를 웅크리고 들어”가야 했다. 이처럼 김진
사는 험준한 담을 넘었어도 바로 운 과 마주할 수 없었으며, 서궁은 “어깨를 웅
크리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궁중 깊은 곳에 있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서궁
은 이렇게 깊은 공간이기에 “사창(紗窓)을 열어 둔 채 옥등(玉燈)을 밝히고 앉아”
218) 국립도서관본 <운 전>, pp.14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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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궁중 깊숙이 위치한 서궁은 비
록 중층적으로 폐쇄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운 과 김진사를 지켜
주는 역할을 하 으며, 서궁이라는 공간의 존재로 인하여 운 과 김진사는 은 한 
만남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었다.    
  그러나 수성궁, 그리고 서궁이라는 중층적으로 고립된 공간에서의 회는 일시
적인 방편이었을 뿐, 궁극적으로 운 과 김진사의 애정은 성취되지 못한다. 수성궁
은 단순히 운 과 김진사가 넘어야할 물리적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안평 군의 
절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제도적·사회적 장애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은 단순히 월궁(越宮) 행위로는 극복 및 해결될 수 없는 본
질적인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운 이 궁극적으로 애정이라는 본능적 가치를 추구
하고 김진사와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수성궁으로 상징되는 안평 군을 배반
해야만 한다. 그러나 운 에게 자비를 베푼 안평 군을 배신하는 행위는 쉽게 결
정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운 과 김진사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금기를 위반해
서라도 폐쇄적인 수성궁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애정을 성취하는 것이었으나, 
결국 운 과 김진사는 수성궁의 폐쇄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운 은 수성궁으로 다
시 회귀하게 된다. 이는 결국 수성궁에서도 수성궁 외부에서도 애정 성취를 할 수 
없는 진퇴양난(進退兩難)의 상황을 보여주며, 이는 운 의 자결을 더욱 애달프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운 전>의 비극성에 

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2) 안평 군과 궁녀들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

  수성궁이 어떠한 세계인가에 해서는 다음 항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겠으나, 
수성궁은 일반 궁중과는 별개의 질서를 확립하는 안평 군만의 세계이다. 안평
군은 수성궁이라는 공간을 문필의 장으로 삼음으로써 자신의 학문 의지를 고취시
키며, 수성궁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문장 왕국을 건설한다. 안평 군의 학문적 열
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은 궁녀들에게까지도 확 된다. 안평 군은 여러 궁녀
들 가운데 어리고 젊은 궁녀 열 명을 선발하여 그들에게 학문의 기회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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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궁의 궁녀들은은 당시의 조선시  제도와 통념으로는 누릴 수 없는 여러 혜택
을 누린다. 이를 통해 궁녀들은 존재적 성찰 및 성장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는
데, 이것이 궁녀들의 내적 갈등을 추동하는 주요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학문을 최고의 가치로 삼은 안평 군은 학문의 공간으로서 수성궁의 질
서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궁녀들에게 행동적 제약을 가한다. 안평 군은 궁녀들을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열 명의 궁녀들을 공간적으로 다
시 분리하여 학문을 위한 전일화를 이루고자 한다. 이와 같은 안평 군의 수성궁
에서의 학문적 지향을 위한 삶은 궁녀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녀들의 삶을 억압한다. 이 지점에서 궁녀들은 안평 군의 은혜에 한 충성심을 
지킬 것인가, 인간으로서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할 것인가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된다. 이에 하여 이상구(1998)는 “개인적인 편차는 있지
만, 궁녀들은 한결같이 안평 군의 자애와 억압당하고 있는 본능적 삶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219)고 언급한 바 있다.
  더군다나 수성궁은 일반 궁중과는 다른 안평 군만의 특수한 세계이기에, 수성
궁에 거하는 궁녀들 또한 일반 궁중과는 다른 규범과 규약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궁녀의 신분에 속하 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 궁중의 법도와 
수성궁이라는 법도를 모두 따라야 하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된다. 즉, 궁녀들이 수성
궁에서 지켜야 했던 규약들은 궁녀들로 하여금 중층적인 규약에서의 제한된 삶을 
살도록 하며, 이는 궁녀들의 내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안평 군과 궁녀들의 갈등은 두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는 궁녀들로부터 
시작되며, 이러한 갈등 양상은 운 과 김진사의 회가 발각되어 궁녀들이 안평
군에게 초사(招辭)를 올리는 목에서 직접적·표면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자신의 
학문적 열망을 위해 궁녀들에게 수성궁의 법도에 따른 삶을 요구하는 안평 군과, 
안평 군의 은혜를 인식하나 수성궁에서의 억압적인 삶으로부터 탈피하여 인간으
로서의 본성을 추구하는 궁녀들 사이의 갈등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억압적 삶
으로부터의 탈피는 일차적으로 수성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안평 군이 서궁의 다섯 궁녀들을 모아두고, 눈앞에 형장(刑杖)을 갖춘 채 궁녀
들을 죽이기 전 그간의 사정을 다 털어놓을 것을 명령하자, 은섬은 “한 번 궁궐의 

219) 이상구, 앞의 글, 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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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을 넘으면 인간세상의 즐거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궁궐의 담을 
넘지 않는 것은 어찌 힘이 부족하여 마음이 차마 하지 못해서 그러하겠습니까? 저
희들이 이 궁중에서 꾀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주군의 위엄이 두려워 이 마음을 굳
게 지키다가 말라죽는 길뿐입니다.”라고 하며, 그들이 궁을 탈출할 수 있는 힘을 가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않고 궁에 남아있는 이유를 말한다. 이와 같은 
은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안평 군의 질서로 가득 찬 수성궁에서의 억압적
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일차적으로 공간적 탈피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결국 궁녀들은 수성궁의 강력한 질서를 극복하지 않고 안평 군을 향
한 의리를 택함으로써 수성궁에서의 삶을 지속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성궁이라는 
공간의 위엄은 더욱 강조된다.
  이처럼 안평 군은 수성궁을 문필적 세계로 구축하여 존재 확립을 위한 공간으
로 삼아 수성궁에서의 삶을 지향한 반면, 궁녀들은 비록 물리적으로 수성궁을 벗
어나지는 못하 으나, 심리적으로는 수성궁으로부터의 탈출을 희망한다. 그 가운데 
운 과 안평 군의 갈등은 안평 군이 베푼 은혜와 그를 위한 충성심과 자기 본연
으로서의 삶을 갈등을 보다 심화된 차원에서 보여준다. 다른 궁녀들이 수성궁으로
부터 벗어나는 것을 지향하나 실제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과 달리, 운
은 수성궁으로부터의 탈출을 실행에 옮기려는 시도를 한다. 다른 궁녀들과 안평
군의 갈등이 운 과 김진사의 회의 발각을 계기로 표출됨을 고려할 때, 운 은 
안평 군에 직접적으로 맞서 항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운 전>에서 안평 군과 궁녀들의 립은 적 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는 점에서 갈등의 양상이 특수하다고 할 수 있다. 안평 군은 궁녀들의 초사를 반
복하여 읽은 후, 화를 가라앉히고 운 을 죽이는 신 별당에 가둠으로써 그의 태
도를 바꾼다. 이는 이들이 모두 시적 감수성과 재능을 지닌 미적 인간이자 진정을 
추구하는 낭만적 이상주의자라는 점에서 닮아있으며, 안평 군이 길러내고자 한 인
간이 성리학적 이념에 충실한 도덕적 인간이 아닌, 세속의 정념과 욕망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미적 인간220)이었기에 이러한 갈등 구조가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20) 강상순, 「<운 전>의 인간학과 그 정신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39집, 한국
고전문학회, 2011,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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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궁과 남궁 궁녀들의 완사(浣紗) 장소 갈등

  기본적으로 궁이라는 공간은 일반인들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공간으로, 궁은 
그 자체만으로 특수한 세계를 형성한다. 그런데 수성궁은 안평 군에 의해 형성된, 
일반 궁과는 또 다른 속성을 지닌 특수한 공간이다. <운 전>에서 수성궁은 일차
적으로 폐쇄적인 성격의 공간으로 그려진다. 안평 군은 궁녀들의 궁 밖으로의 출
입을 엄금하 으며, 궁 밖의 누구도 궁녀들과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하 다. 그런
데 안평 군은 궁녀들을 수성궁 안에서만 생활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열 
명의 궁녀들을 서궁과 남궁으로 나누어 생활하게 한다. 이전보다 고립된 공간에 
처하게 된 궁녀들은 “그윽한 꽃과 고운 풀, 흐르는 물과 향기로운 숲이 바로 산 
속에 있는 집이나 들판의 농막과 흡사하니, 진실로 독서당(讀書堂)이라 할 만하구
나.”, “우리는 이미 도(道)를 닦는 사람도 아니고 또 비구니도 아닌데 이처럼 깊은 
궁중에 갇혀 있으니, 이곳은 참으로 장신궁이라 할 만하다.”라고 언급하며, 자신들
이 처하게 된 공간을 독서당과 장신궁에 비유하며 탄식한다. 또한, 궁녀들은 자신
들을 새장 속의 새에 비유하며 심궁에 갇혀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슬퍼하고 한탄한다. 운 은 김진사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깊은 궁궐에 한 
번 갇힌 뒤 마침내 고목처럼 썩게 된 것을 한스럽게 여겼습니다.”라고 하며 억압
되어 있는 자신의 삶에 한 한과 원망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중층적으로 고립되고 폐쇄적인 상황 속에서 열 명의 궁녀들은 그들끼리
의 교류조차도 제한되는 상황에 놓인다. 이에 따라 궁녀들 간의 접근도 어려워진
다. 궁녀들이 서궁과 남궁으로 나뉘어 살게 됨으로 인해 발생한 궁녀 간 소통의 
부재221)는 결국 완사(浣紗) 장소를 둘러싼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즉, 공간
의 분리와 제약이 궁녀들의 갈등과 화해의 사건을 야기하는 것이다. 서궁과 남궁 
궁녀들의 완사 장소 갈등은 완사 장소를 기존과 같이 탕춘 (湯春臺)에서 할 것인
221) 서궁과 남궁으로 나뉘어 생활하게 되어, 서로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소원해진 궁

녀들의 상황을 아래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본문은 완사 장소를 탕춘
가 아닌 소격서동으로 가는 것으로 남궁의 궁녀들을 설득하고자 자란이 남궁을 찾아가
는 목이다.

   (자란이 옥등(玉燈)을 앞세우고 남궁으로 가자, 금련이 반갑게 맞으면서 말했습니다. 
“한 번 서궁으로 나뉘어 간 뒤 진나라와 초나라처럼 멀어진 듯하 는데 뜻밖에 오늘밤 
귀하신 몸께서 왕림(枉臨)하시니, 깊이 감사드리네.”)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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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혹은 새로운 장소인 소격서동(昭格署洞)에서 할 것인가에 한 궁녀들의 갈등
으로, 이와 관련한 갈등과 화해의 과정은 남궁(南宮)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날 저녁, 자란이 저에게 몰래 말했습니다. “궁중 사람들은 매년 중추(中
秋)에 탕춘  아래 물가에서 완사를 하고, 뒤이어 술자리를 마련한 다음 끝내곤 
한다. 금년에는 이 자리를 소격서동에서 베풀고, 오가는 사이에 그 무녀를 찾아보
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일 것이다.” 이때 나그네 기러기는 남쪽으로 날아가고 옥 
같은 이슬이 방울방울 맺히니, 바로 맑은 시내에서 완사를 할 시기 습니다. 그래
서 여러 궁녀들과 함께 완사갈 날짜를 확정하려고 했으나, 의견이 분분하여 장소
를 정하지 못했습니다. 남궁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푸른 시내와 흰 돌이 탕춘

 아래보다 좋은 곳이 없다.” 이에 해 서궁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소격서동(昭
格署洞)의 경치가 궁궐문 밖인 탕춘 에 못지 않은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 곳을
버려두고 꼭 먼 곳에서만 구하느냐?” 그러나 남궁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고 허락
하지 않는 바람에 밤이 되도록 장소를 결정하지 못한 채 헤어지고 말았습니
다.222)

  운 에게 김진사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자란은 운 과 김진사를 이어주기 위하
여 매년 있는 완사 장소를 소격서동에서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운 과 김진사
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남궁의 궁녀들은 이에 공감하지 못하고, 결국 남궁 사람
들에게까지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야 서궁과 남궁의 사람들의 의견이 모이게 된다. 
서궁 사람들은 “소격서동(昭格署洞)의 경치가 궁궐문 밖인 탕춘 (湯春臺)에 못지 
않은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곳을 버려두고 꼭 먼 곳에서만 구하느냐?”라고 하며, 
탕춘 에서의 완사를 주장하는 남궁의 궁녀들을 설득한다. 하지만 결국 서궁과 남
궁의 궁녀들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궁으로 돌아간다. 이는 서궁과 남궁으
로 나뉜 궁녀들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암시하는 목이기도 하다. 완
사 장소에 하여 합의를 보지 못한 자란은 남궁의 궁녀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남
궁으로 찾아간다. 자란은 궁에 갇혀 생활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근거로 들어 남궁
의 궁녀들을 설득한다. 

222)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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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지금 깊은 궁중에 꼼짝없이 갇혀 새장 속의 새처럼 있으면서 누런 꾀
꼬리 소리를 들으면 탄식하고, 푸른 버들을 하면 흐느끼곤 한다. 심지어 어린 
제비도 쌍쌍이 날고 새집에 깃든 새도 두 마리가 함께 잠들며, 풀 가운데는 합환
초가 있고 나무 중에도 연리지가 있다. 무지한 초목과 지극히 미천한 새들도 음
양(陰陽)을 품수하여 즐거움을 나누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우리 열 사람은 유독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적막한 심궁(深宮)에 오래도록 갇히어 꽃 피는 봄과 달 뜨
는 가을에 등불만 벗하면서 혼을 사르고, 청춘을 헛되이 버리면서 공연히 저승의 
한만 남기고 있다. 타고난 운명의 야박함이 어찌 이렇듯 심하리오? (중략) 내가 
소격서동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이제 맑은 냇물에서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한 
뒤에 태을사에 들어가 머리를 조아려 백 번 절하고 또 두 손을 모아 기도하여,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부처의 보살핌에 힘입어 내세에서는 이러한 고통을 면하
고자 함이다.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무릇 우리 궁인들은 정이 동기(同氣)와
다름이 없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의심을 해서는 안될 처지에서 서로를 의심
하게 되었으니, 이는 내가 무례하여 신임을 받지 못한 때문이다.”223)

  위의 인용문은 심궁(深宮)에 갇혀 지내는 자란의 심경과 궁녀들의 심경을 신 
나타낸 목이자, 궁녀들이 처한 처지에 한 공감을 이끌어내 남궁의 궁녀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자란의 심리가 나타나는 목이다. 이를 통해 궁이라는 공간의 
폐쇄성과, 궁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자유로운 삶을 위할 수 없는 삶을 한탄하
는 궁녀들의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서궁과 남궁으로 분리되어 궁녀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남궁의 궁녀들은 운 의 사정에 공감하지 못하고 자란의 설득에 회유되지 않는다. 
부용은 “무릇 일은 마음이 정해져야 되는데, 지난 번 말할 때 마음을 정하지 못하
여 두 사람이 밤새도록 논쟁을 벌이고서도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은 일이 불순(不
順)한 것이요, 한 집안의 일을 주군(主君)이 알지 못하는 데 첩(妾)들끼리 몰래 
모의한 것은 마음이 불충(不忠)한 것이며, 낮 동안 다투던 일을 밤이 채 반도 지
나기 전에 바꾼 것은 신의(信義)를 잃는 것이다. 게다가 맑은 가을날 옥처럼 깨끗
한 시내가 없는 곳이 없는데 반드시 성안의 사당(祠堂)으로 가려는 것은 옳지 않
다. 또 비해당 앞은 물이 맑고 돌이 깨끗해 매년 이곳에서 완사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바꾸려는 것도 옳지 못한 일이다.”라고 하며 불순, 불충, 신의 등 

223) 국립도서관본 <운 전>, pp.12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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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소격서동으로 완사를 갈 것을 거부하며, 보련은 “자란의 
말은 숨기고 드러내지 않은 것이 있으며, 소옥의 말은 억지로 따르려 애쓰고, 부용
의 말은 글을 꾸미는 데 힘써 모두 내 뜻에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오늘의 이 행
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역시 소격서동으로 완사 갈 것을 거부한다. 또
한, 금련이 점을 쳐 논쟁의 방향을 알아본 결과, “내일 운 이 반드시 사내를 만날 
것이다. 운 의 용모와 행동이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는 듯해서 주군이 마음을 기
울이신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러나 운 이 죽기로써 거절한 것은, 다름이 아니
라 차마 부인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군의 명령이 비록 엄하시나 
주군도 운 의 몸이 상할까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하지 못했었다. 지금 이처럼 적
막한 곳에 살면서 저렇듯이 번화한 곳에 가려고 하는데, 만약 놀기 좋아하는 소년
이 운 의 자색을 본다면 반드시 정신을 잃고 미치려 할 것이다. 비록 서로 가까
이는 할 수 없더라도 손가락으로 점찍어두고 눈길을 보내는 것 역시 욕되는 일이
다. 지난번에 주군이 ‘궁녀가 궁문을 나가거나 궁궐 밖의 사람이 그 이름만 알게 
되어도 그 죄로 다 죽이겠다.’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행사에 참여하
지 않겠다.”라고 하며 역시 불참 의사를 밝힌다.  
  금련의 점괘에 따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궁과 남궁의 궁녀들은 의견의 합일
을 보지 못하는데, 비경이 “아아! 자란은 운 의 벗이로다. 죽기에 이른 사람을 하
늘의 제단 위에 올려놓고자 하는구나. 오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죽어 
저승에 가더라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요, 그 원망이 남궁에 돌아올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느냐? 『서경(書經)』에 이르길, ‘착한 일을 하면 온갖 상서(祥瑞)를 
내리고, 악한 일을 하면 온갖 재앙을 내린다.’하 다. 지금 이 논쟁은 선(善)한 것
인가? 불선(不善)한 것인가?”라고 언급하자, 모든 궁녀들은 운 을 위하여 완사 
장소를 소격서동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남궁은 완사 장소를 둘러싼 궁녀들의 갈등과 화해의 주요 무 가 된다. 
완사 장소의 결정이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의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점이 되었음
을 고려할 때, 어느 공간으로 완사를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운 전>에서 
핵심 사건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운 전>에서 남궁은 안평 군의 공간 
분리와 수성궁의 폐쇄성으로 인한 궁녀들의 소통의 부재 양상을 보여주는 공간임
과 동시에, 완사 장소를 둘러싼 궁녀들의 갈등과 화해의 모습을 담아내는 공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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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에서, 공간이 인물의 갈등과도 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서궁과 남궁은 수성궁 안의 또 다른 궁, 즉 수성궁보다 고립된 공간으로 
설정됨으로써 수성궁에서의 궁녀들의 억압된 삶을 한층 더 억압하는 기능을 수행
하여, 수성궁의 폐쇄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녀들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장치로 기능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층적 폐쇄성의 공간으로서의 서궁은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을 보다 어렵게 하며, 안평 군과의 공식적 자리를 빙자한 수성궁에
서의 운 과 김진사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게 됨에 따라, 
운 과 김진사의 만남에 제약을 가하는 공간으로도 작용하게 된다. 
  정리하면, 서궁 궁녀들과 남궁 궁녀들의 완사 장소를 둘러싼 갈등은 공간의 단
절과 그로 인한 중층적 폐쇄성으로 인하여 야기된 소통과 공감의 부재가 주원인이 
된다. 운 과 김진사의 만남 이전까지 궁녀들 가운데 완사 장소를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열 궁녀들이 수성궁이라는 공간에 함께 거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성궁 내부에서도 서궁과 남궁으로 다시 분리된 이후, 이전보다 고립된 
상황에 처하게 된 궁녀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소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 운 의 
상황을 이해 및 공감하는 서궁의 궁녀들과 운 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는 남궁의 
궁녀들의 갈등으로 확장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안평 군에 의한 수성궁 궁녀들
의 공간적 분리는 기존 수성궁에 의한 폐쇄성이 중층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항에서는 <운 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과 특징을 공간과의 관계를 
통해 도출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성궁에 한 인물들의 인식과 공간 응 
방식으로부터 인물들의 개성적인 성격과 특징을 유추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공
간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유추하기 위하여 인물의 공간 인식과 공간 응 방식을 
살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안평 군은 수성궁의 공간적 특성을 형성한 주체적 인물이며, 안평 군을 제외
한 인물들은 공간 조성권 및 공간 형성권을 부여받지 못한 인물이다. 따라서 안평

군이 수성궁을 어떠한 세계로 만들고자 하 는가, 그리고 공간 형성권을 부여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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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 인물들은 수성궁을 어떻게 인식하고, 수성궁에 어떻게 응하는가(적응, 
반항 등)가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운 전>의 인물들이 수성
궁이라는 동일한 공간의 향 아래 살아가지만, 각각의 인물들이 공간에 응하는 
방식은 모두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다양한 인물들의 개성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운 전>의 공간에 한 인물들의 인식과 응 방식을 살피는 것이 가
능한 이유는 <운 전>에 등장하는 유 , 운 을 비롯한 궁녀들, 김진사 등의 인
물들은 모두 (내적) 초점 화자로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때문이다. 즉, 각각의 인물
들은 초점 화자가 되어 수성궁이라는 동일한 초점 상에 한 자신만의 시각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초점화 양상은 화자의 진술이나 특정한 인물의 발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질 뿐만 아니라, 내적 초점 화자인 인물의 직접적인 발화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등장인물들의 공간에 한 인식을 간접적 또는 직접적
으로 유추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성궁과 수성궁 외부에 거하는 다양한 초점 
화자들의 시각을 살피는 것은 인물들의 성격을 유추해낼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수성궁이라는 초점 상의 의미를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인물들의 수성궁에 한 인식과 응 방식에서 드러나는 인
물 간의 이념의 차이를 도출하여, 인물의 인식을 통해 형성되는 공간의 의미를 구
체화하고 그러한 인식과 태도의 차이를 통해 드러나는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살필 
것이다.

(1) 안평 군 : 이중적 성격

  안평 군은 수성궁을 미적·문필적 이상 세계로 삼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
시에 학문적 개방성을 추구하는 이중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평
군의 성격과 특징, 그리고 이와 더불어 수성궁에 한 인물들의 성격을 공간 및 
공간에 한 응 방식을 통해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성궁이 어떠한 
의미를 지닌 공간인가를 규명하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는 앞서 
수성궁이 지리적으로 고립된 공간은 아니었으나, 정치의 중심이 되는 경복궁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이중적인 공간임을 <운 전> 외부 액자에서의 수성궁에 한 
묘사 목으로부터 추출하 으며, 이는 수성궁의 일반 궁중과 분리되는 속성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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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함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성궁의 분리적 속성은 액자 내부 이야기에
서 안평 군의 이념과 행위에 의하여 폐쇄성으로 실현되며, 도심 속에서의 폐쇄성
을 지니는 수성궁은 보다 특수한 공간적 상징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수성궁의 공
간적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작업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수성궁의 공간적 의미와 수성궁이 형성하는 세계의 의미의 규명은 안평

군의 이념과 분리하여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안평 군이 수성궁을 어떠한 세
계 및 이미지로 만들어내고자 하 는가, 안평 군이 수성궁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

던 이념은 무엇인가, 안평 군이 수성궁을 어떠한 이념적 공간으로 인식하 는
가, 수성궁에서 무엇을 하고자 하 는가 등에 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수성궁의 
공간적 의미가 완성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성궁이라는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세계의 모습과 공간적 이미
지를 안평 군의 행위와 이념과 연관 지어 살피고자 하며, 안평 군이 형성한 수
성궁의 세계를 도출해내기 위하여 안평 군의 세계이자 안평 군의 이념이 담긴 
수성궁이 어떻게 묘사되는가, 수성궁이라는 공간이 어떠한 지배 체계를 갖추고 있
으며 어떠한 질서로 구성되는 세계인가를 면 히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드러나는 안평 군의 성격에 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수성궁은 “일상인이 접할 수 없는 특수한 세계”224)로서, 안평 군과 운 을 비롯
한 궁녀들의 생활 기반이 된다. 이는 수성궁이 거주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집과 유사
하지만, 집과는 다른 차원의 질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궁은 그 자체로 일상의 거주 
공간과는 또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며, 궁은 궁 밖의 공간과는 차별되는, 궁 안의 내
재적인 지배 체계와 질서 하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세계에 거하는 
인물들 또한 일상의 공간과는 다른 규율과 법칙으로 삶을 이끌어 나간다. 
  <운 전>에서 수성궁이 안평 군의 사궁(私宮)으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성궁은 안평 군의 절 적인 권력과 권위에 의해 지배되는 공간임을 
추측할 수 있다. 즉, 수성궁은 임금이 통치하는 궁과는 또 다른, 전통적인 궁중의 

224) 박일용, 앞의 책, p.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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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와는 구별되는 안평 군만의 세계인 것이다.225) 이는 수성궁이라는 공간 자체
가 안평 군의 이념과 성격을 내포한 공간임을 알 수 있으며, 안평 군이 가진 이
념 자체를 상징하는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안평 군의 지배 질서
가 곧 수성궁의 지배 체계가 되는 것이다. 그만큼 수성궁은 단순히 인물들이 거하
는 공간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궁에 거하는 인물들의 행동 양식과 사고방
식을 결정하는 주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안평 군이 지배하는 수성궁의 모습은 어떠한가. 안평 군은 매우 
리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수성궁은 일차적으로 함께 학문을 나누며 실력을 겨루는 
학업의 장이 된다. 이에 여러 문인들과 뛰어난 선비들이 수성궁에 찾아와 안평
군과 밤을 새도록 학문을 토론하기도 하 다. 그만큼 안평 군은 학문에 한 열
망이 가득하고 학문에 진실로 임했던 인물로, 이러한 학문에 한 열망을 궁녀들
을 통해서도 채우고자 한다. 이에 안평 군은 그가 누렸던 궁녀들 가운데 어리고 
예쁜 10명의 궁녀들인 소옥(小玉)·부용(芙蓉)·비경(飛瓊)·비취(翡翠)·옥녀(玉女)·
금련(金蓮)·은섬(銀蟾)·자란(紫鸞)·보련(寶蓮)·운 (雲英)을 뽑아 그들에게도『소
학언해』,『중용』,『 학』,『논어』,『맹자』,『시경』,『서경』,『통사』, 당시(唐
詩) 몇 백 수를 가르치니, 궁녀들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주를 이루게 되었다. 안평

군이 이처럼 남녀 간의 차이 없이 궁녀들에게도 학업의 성취를 이룰 것을 강
조226)하고, 궁녀들의 시의 고하(高下)를 논함으로써 그들의 학업을 격려하고 진작

225) 안평 군의 사궁(私宮)인 수성궁이라는 공간이 일반적인 궁중과 다른 의미를 지닌다
는 본 연구의 접근은 문범두(2015)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범두는 수성궁을 
중세적 유교 질서로 바라본 기존 논의들과는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하여, 수성궁을 안평
군이 정치 현실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업과 예술에의 의지로 가득 찬 문장 왕국
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보고, 이에 따른 <운 전>의 비극성을 운 , 김진사, 안평 군의 
차원에서 해석하 다. 수성궁을 안평 군의 학업을 위한 공간으로 바라보는 본 연구의 
관점은 문범두의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하나, 본 연구는 <운 전>을 당 의 역사적 맥락
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작품 내적 차원에서 <운 전>에 형상화된 공간을 중심으로 작
품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시각을 취하므로, 본 연구와는 차이가 있음을 밝힌다.(문
범두, 앞의 글, 2015.)

226) 하루는 군이 술에 취한 채 여러 궁녀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재주를 내
릴 때 어찌 유독 남자에게만 많이 내리고, 여자에게는 적게 내렸겠느냐? 오늘날 문장가
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아니나, 개 서로가 엇비슷하여 특별히 뛰어난 자가 
없으니, 너희들도 힘쓰도록 해라.”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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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는 점에서 안평 군의 학업에 한 열망과 진실함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업에 한 열망 때문인지, 안평 군은 궁녀들의 학업에의 집중
을 이유로 들어 궁녀들을 외부와 철저히 단절시킨다. 이는 조선시  궁녀라는 신
분 자체로 인하여 궁의 규율 속에서 살아가야 했던 궁녀들이, 안평 군이라는 추
가적인 규범 속에서 살아가야 했음을, 즉 이중적인 질서 하에서 살아가야 했음을 
의미한다. 이에 궁녀들은 수성궁이라는 공간을 세계의 전부로 삼아야만 했으며, 궁
녀들은 이를 어기면 죽음을 무릅써야 할 만큼, 수성궁에서의 안평 군의 절 권과 
권위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막강한 것이었다. 

군은 체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궁궐 안에
서만 생활하고 다른 사람과는 전혀 화를 나누지 못하게 하 습니다. 군은 매
일 문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기예를 다투었으면서도 일찍이 우리가 그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을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궁궐 밖의 사람들이 혹 우
리의 존재를 알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군은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하곤 
했습니다. “시녀가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가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할 것이요, 궁궐 
밖의 사람이 궁녀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또한 죽일 것이다.”227)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운 을 비롯한 궁녀들은 안평 군의 허락 없이는 수성궁 
밖으로 나갈 수 없었으며, 궁녀들은 수성궁 안에서만 생활하고, 수성궁 내의 법도
에 맞는 행동 양식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안평 군은 궁녀들을 수성궁에 가두어 
그들의 학업을 진작시킨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학업의 전일(專一)을 위하여 
열 명의 궁녀들을 반으로 나누어 각각 서궁(西宮)과 남궁(南宮)에 거처케 한
다.228) 이는 속세와의 단절로써 학문의 순수함을 이끌어내고자 하 던 안평 군의 
의도가 반 된 행동임을 알 수 있다.229) 왜냐하면 안평 군은 시(詩)를 성정(性

227)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04.
228) 하루는 군이 비취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 열 사람이 한 곳에 같이 있어서 학

업에 전일(專一)하지 못하니, 마땅히 다섯 사람을 나누어 서궁(西宮)에 거처케 하라.” 
이에 첩과 자란·은섬·옥녀·비취가 그날 곧바로 서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국립도서
관본 <운 전>, p.124.)

229) 세속과의 단절로써 마음을 순수하게 하여 학문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안평
군의 말과 열 궁녀의 시에 한 성삼문의 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하루는 군이 저희들에게 말했습니다. “천하의 온갖 재주는 반드시 조용한 곳으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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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을 반 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이로써 궁녀들은 수성궁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더 깊숙한 곳에 거하게 되고, 그들의 행동은 이전보다 제약을 받게 되며, 
궁녀들이 거하는 공간은 오로지 학업을 위한 공간이 된다. 이렇게 궁녀들이 거하
는 수성궁이라는 공간이 보다 고립된 공간으로 분화되어 공간적 제약이 심화되고 
폐쇄성이 짙어질수록, 궁녀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제약 또한 공간적 제약의 연장선
상에서 심화된다. 수성궁이 이렇게 금기의 공간이 되는 이유는 학업에의 온전한 
집중을 저해하는 요소들은 모두 금기의 상이 되는 맥락 때문이다. 인간의 성정
을 어지럽히는 것 가운데에서도 인간의 본성에 속해 있는 것, 즉 애정은 학업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궁녀들의 행동 양식과 범위는 오로지 학업을 중심으
로 이루어졌으며, 그 외의 것은 안평 군에 의해 검열되고 제한받았던 것이다. 
  정리하면 수성궁은 중층적인 폐쇄성을 지닌 공간으로, 이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궁이라는 특수한 공간 자체가 지니는 일차적 폐쇄성과 함께 정치의 중심이 
아닌 학문의 중심 공간으로서 외부와 단절되는 이차적 폐쇄성, 그리고 서궁과 남
궁으로 나뉨으로써 고립이 심화되는 삼차적인 폐쇄성까지 지님에서 확인할 수 있
다. 이렇게 안평 군은 수성궁을 유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삼은 것이 아
니라, “자기실현의 욕구를 문학적 이상향인 수성궁이라는 소우주”230)를 통해 구현
하고자 하는 의도 아래 수성궁을 학업과 예술, 문화적 성취를 위한 공간으로 삼아 
수성궁을 문장 중심의 세계로 건설하고자 하 으며, 수성궁을 미적 성취를 위한 
기반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안평 군의 권력과 지배의 향으로 가득한 수성궁 밖은 상 적으로 행동
의 범위가 규약으로부터 자유로우며, 특히 안평 군으로부터 자유롭다. 안평 군의 

공부를 한 뒤에야 이룰 수 있다. 도성문(都城門) 밖에 산천이 고요하고 마을에서 좀 멀
리 떨어진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학업을 오로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02.) 

   (뒤늦게 성삼문(成三問)이 와서 말했습니다. (중략) “ 지금 이 시들을 보니 풍격(風格)
이 맑고 진솔하며, 생각과 뜻이 뛰어나서 속세의 태도가 조금도 없습니다. 이 시들은 반
드시 깊은 궁중 사람이 속인(俗人)들과 접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옛 사람의 시를 읽고 
밤낮으로 음송(吟誦)하여 마음속에서 절로 체득한 것입니다. (중략) 격조에는 비로 높고 
낮음이 있으나, 덕과 의로써 교화하려는 기상(氣像)은 체로 같습니다. 나리의 궁중에
서 이 10명의 선인(仙人)을 기르고 있음이 틀림없으니, 원컨  조금도 속이지 마십시
오.”) (국립도서관본 <운 전>, pp.111-112.)

230) 윤채근,『소설적 주체, 그 탄생과 전변』, 월인, 1999, pp.4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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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적인 향력 아래 놓인 수성궁과 달리, 궁 밖은 안평 군의 권력이 미치지 않
는 공간인 것이다. 이는 <운 전>에서 운 을 비롯한 궁녀들과 안평 군의 갈등
은 치 하게 그려지는 것과 달리, 안평 군과 김진사의 갈등이 거의 그려지지 않
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운 과 김진사의 회가 들킨 직후 처벌의 상
이 운 에게 그치고231) 김진사에게까지 확 되지 않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일반 궁중과는 다른 수성궁의 특수한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일반 궁
중의 경우 궁 안팎 모두가 왕의 통치 아래 놓인 공간인 반면, <운 전>의 경우 
안평 군의 향력이 궁 밖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그러하다. 이는 일반 궁궐
이 정치의 중심이라면, 수성궁은 문장의 중심232)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진사가 수성궁에 출입하여 운 과 사랑에 빠지는 순간, 김진사 또한 
수성궁의 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이는 그만큼 안평 군이 확립한 
지배 질서가 수성궁 내에서는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김진사가 궁 밖의 
인물일지라도, 수성궁에 거하는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는 순간, 그 역시 수성궁의 
지배 질서 하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운 과 김진사는 금기된 애정을 성취
하기 위하여 수성궁의 지배 질서이자 안평 군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야 했고, 이로 
인해 인물들은 갈등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수성궁을 통해 드러나는 안평 군의 성격은 안평 군이 만들고자 한 수성궁의 
질서가 위배되었을 때 어떠한 응 방식을 취하는가를 통해 구체화된다. 이를 위
해서는 운 과 궁녀들이 수성궁의 질서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수성궁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 을 때 어떻게 응하는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를 살필 
필요가 있다.
231) 비록 안평 군에 이후에 노기를 풀어 운 을 죽이지 않고 별당에 가두는 아량을 베풀

었지만, 운 이 처벌의 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수성궁 내부의 존재인 
운 이 김진사와 다르게 처벌의 상이 된 것과 안평 군이 노기를 풀어 운 을 죽이지 
않고 별당에 가두는 것에 그친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성궁
에 거하는 운 은 처벌의 상이 된 반면, 궁 밖의 존재인 김진사는 처벌의 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232) 문범두, 앞의 글, 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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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평 군이 수성궁을 학문 성취를 위한 이상적 공간으로 삼아 학문이 중심이 되
는 세계를 건설하여 자기실현을 이룩하고자 하 기에, 안평 군의 행위의 기준 또
한 학문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궁녀들의 수성궁 질서 위반에 한 안평 군
의 용서와 유연한 태도에 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기존의 안평 군에 한 해석
은 안평 군을 “조선중기 성리학적 이념 획득을 지향하는 사림적 세계관을 변하
는 전형적 인물”(박일용, 1993)로 보는 경우, “현실에서 펼쳐보지 못한 정치적 욕
망을 재녀의 육성을 통해 리 충족하려고 하는 중세적 권력자”(정출헌, 1999)로 
보는 경우 등과 같이 중세 이념과 관련 지어 해석해왔다. 그런데 수성궁이라는 공
간을 통해 안평 군의 행위와 이념을 분석할 경우, 기존의 중세적인 관점에서 해
명할 수 없는 안평 군의 반중세적 행위를 설명 가능하게 한다. 만일, 안평 군이 
유교적 이념을 운 과 궁녀들에게 강요하 다면, 이는 모순적인 행동이기 때문이
다. 안평 군의 반중세적 행위들은 중세시 의 통념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며, 이에 따르면 안평 군은 유교적 질서를 표방하는 인물이기보다는, 학문
에 한 개방적인 자세로 남녀의 차이 없이 궁녀들에게 학업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닌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외부 액자에서 안평 군이 부
정적인 시각으로만 그려지지 않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
  안평 군이 수성궁의 질서를 위반한 궁녀들의 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궁녀들
을 벌하지 않고 유연한 태도를 취한 행위들에 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하루는 군이 술에 취한 채 여러 궁녀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재
주를 내릴 때 어찌 유독 남자에게만 많이 내리고, 여자에게는 적게 내렸겠느냐? 
오늘날 문장가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적은 것은 아니나, 개 서로가 엇비슷하여 
특별히 뛰어난 자가 없으니, 너희들도 힘쓰도록 해라.”233)

  위의 인용문은 안평 군이 남녀의 재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궁녀들에게 학
문을 진작시킨 행위를 보여주는 목으로, 이를 통해 안평 군의 학문을 향한 열
린 사고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안평 군의 학문 중심의 열린 사고는 이후 궁
녀들이 수성궁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 을 때의 판단 기준이 된다. 

233)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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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로지 운 의 시에만 쓸쓸히 님을 그리워하는 뜻이 드러나 있다. 모르겠구나, 
네가 생각하는 사람이 체 어떤 사람이냐? 마땅히 심문을 해야 하겠지만 네 재
주가 아까워 잠시 놓아두노라.” 저는 즉시 뜰로 내려가 엎드려 울면서 답했습
니다. “시를 짓는 사이에 우연히 드러나게 된 것일 뿐입니다. 어찌 다른 뜻이 있
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군의 의심을 받게 되었으니, 저는 만 번 죽어도 아깝
지 아니합니다.” 군이 앉으라고 명하면서 말했습니다. “시는 성정(性情)에서 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감추어 숨길 수가 없다. 너는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234)

  위의 인용문은 안평 군이 운 의 부연시(賦煙詩)에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
음을 발견하 음에도, 운 의 재주를 고려하여 용서하고 넘어간 행위를 보여주는 

목이다. 앞서 안평 군은 “시녀가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가면 그 죄는 죽어 마
땅할 것이요, 궁궐 밖의 사람이 궁녀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또한 죽일 것이다.”라
고 엄포를 놓을 정도로, 궁녀들에게 학문에의 전일화를 요구하고 궁녀들의 학문을 
방해하는 요인들은 모두 차단하는 행위를 하 음을 확인하 다. 이를 통해 운 의 
학문적 재주는 안평 군이 스스로의 엄포를 재고(再考)할 만큼 뛰어났으며, 안평

군은 운 의 보다 높은 학문적 성취를 위하여 한 번의 실수는 눈감아주는 유연
한 태도를 지녔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안평 군의 최우선의 가치가 학문에 있
음을 재확인시켜주는 목이기도 하다.    

저는 즉시 비단 수건을 난간에 매어 놓고 스스로 목을 메었습니다. 이때 자란
이 말했습니다. “주군께서 이처럼 명(英明)하시면서 죄 없는 시녀로 하여금 스
스로 사지(死地)로 나가게 하시니, 지금부터 저희들은 맹세코 붓을 들어 글을 쓰
지 않겠습니다.” 군은 비록 화가 많이 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로 제가 죽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란으로 하여금 저를 구하여 죽지 못하게 했습
니다. 그런 뒤 군은 흰 비단 다섯 단(端)을 내어서 다섯 사람에게 나누어주면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은 시들이 가장 아름답기에 이것을 상으로 주노라.”235)

군은 우리들의 초사를 다 보고 나서, 또다시 자란의 초사를 펼쳐놓고 보더니 
점차 노기(怒氣)가 풀리었습니다. (중략) 군의 분노가 점차 풀어져서 저를 별
당에 가두고, 그 나머지 사람은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비단 수건에 

234)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08.
235) 국립도서관본 <운 전>, pp.146-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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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매어 자결하 습니다.236)

  위의 두 인용문은 안평 군이 자란의 협박과 궁녀들의 초사(招辭)를 통해 노기
(怒氣)를 푸는 목으로, 모두 안평 군의 노기를 완화하는 요인으로 글이 매개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용문은 안평 군이 비해당의 현판(懸板)을 
위한 김진사의 글과 운 의 왜철쭉에 한 감상을 표현한 오언절구(五言絶句)를 
보고 운 과 김진사의 관계를 재의심하자, 목을 매려 하는 운 의 행위를 본 자란
이 운 의 자결을 막기 위하여 안평 군을 협박하는 목이다. 자란은 안평 군을 
향해 “죄 없는 시녀로 하여금 스스로 사지로 나아가게 하니, 지금부터 저희들은 
맹세코 붓을 들어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며, 안평 군을 협박하기 위한 수
단으로 “절필(絶筆)”을 선언한다. 이는 절필이 궁녀들의 죽음과 맞바꿀 만큼 안평

군에게는 학문이 위 한 가치 음을 증명한다. 두 번째 인용문은 특이 퍼뜨린 
소문으로 인하여 운 과 김진사의 관계를 알게 된 안평 군이 서궁을 수색한 결
과, 운 의 의복과 보화가 남아있지 않자 안평 군이 형장(刑杖)을 갖추고 서궁의 
궁녀들을 처벌하려 하자, 궁녀들이 안평 군에게 초사(招辭)를 올리고 안평 군은 
이에 궁녀들을 용서하는 목이다. 안평 군은 특히 자란의 초사를 보고 노기를 
푸는데, 자란이 올린 초사의 핵심 내용은 궁녀들 또한 남녀의 정욕을 가지고 있다
는 것과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의 원인은 안평 군에게 있다는 것이었다. 자란은 
“그(김진사)를 내당(內堂)으로 끌어들인 것은 주군의 일이었으며, 운 에게 벼루
를 받들라 한 것은 주군의 명이었습니다.”라고 하며 안평 군을 설득하는데, 결국 
안평 군의 학문을 향한 열망이 운 과 김진사의 비극적 사랑을 야기한 것임을 해
당 목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다. 학문적 교류를 위하여 김진사를 궁으로 불러들
이고, 김진사와 궁녀들을 분리하지 않았던 그의 행동이 궁극적으로 비극적 상황의 
핵심 요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궁녀들의 초사로 인해 안평 군이 자신의 행위를 
다시 생각한 결과, 노기를 풀어 궁녀들을 석방하고 운 은 별당(別堂)에 가두는 
것으로 처음 죽음을 명령하 던 그의 행위를 철회한다. 
  이렇게 궁녀들의 수성궁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한 안평 군의 응 방식으
로 미루어보아, 안평 군은 무조건적으로 반중세적 이념을 궁녀들에게 강요하는 

236)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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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이 아님을 이끌어낼 수 있다. 또한 안평 군이 맹목적으로 학문적 가치를 추
구하는 인물 또한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비록 안평 군이 학문에 한 열망과 
궁녀들의 학문 진작을 위하여 궁녀들을 외부와 차단하고, 서궁과 남궁으로의 공간
적 분리를 통해 궁녀들을 중층적으로 고립시키는 행위를 하 지만, 오히려 학문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음이 수성궁의 질서가 위배되는 상황에서도 안평 군으로 하여
금 유연한 태도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인 상
황이 안평 군에 한 평가가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원인이 된 
것이며, 바로 안평 군이 수성궁이라는 이상적 세계를 통해 학문적 성취를 이룩하
고자 한 인물이라는 시각을 통해 보았을 때, 이러한 안평 군의 모순적인 성격에 

한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2) 운  : 진취적 성격

  궁녀들은 수성궁에 갇혀 자유로운 삶을 위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를 탄식
한다는 점에서 모두 공통적인 인식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열 궁녀 가운데 한 명
인 옥녀(玉女)는 안평 군이 이상적으로 여기던 인간상을 가진 인물로, 옥녀는 수
성궁을 폐쇄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학문하기에 적합한 공간으로 여긴다. 
옥녀는 운 의 말을 들은 이후, 수성궁에서의 자신의 삶에 해 탄식하기 시작하

으나, 그 전까지는 수성궁에서의 삶을 고통스럽게 여기기보다 오히려 흡족해하
는 모습을 보인다. 서궁으로 처소를 옮긴 후 옥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에 첩과 자란·은섬·옥녀·비취가 그날 곧바로 서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서궁에 이르러서 옥녀가 말했습니다. “그윽한 꽃과 고운 풀, 흐르는 물과 향기로
운 숲이 바로 산 속에 있는 집이나 들판의 농막과 흡사하니, 진실로 독서당(讀書
堂)이라 할 만하구나.”237)

237) 국립도서관본 <운 전>,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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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인용문과 같이 옥녀는 궁중 깊숙이 위치한 서궁에서의 삶을 독서하기에 적
합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서궁을 둘러싼 자연 환경에 심취하여 만족스러워하는 태
도를 보인다. 즉, 옥녀는 궁녀로서의 삶에 충실한 인물이며 그 가운데에서도 안평

군이 원하는, 속세와 단절하여 오로지 학문에 심취하여 시적 경지에 도달하는 
궁녀로서의 삶에 부합하는 인물인 것이다.238) 그러나 옥녀 또한 운 의 말을 들은 
이후 수성궁에서의 삶을 한탄하던 나머지 궁녀처럼 서궁에서의 자신의 삶을 재인
식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즉, 서궁은 옥녀에게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하
는 공간으로 작용한다.
  안평 군에 의해 서궁과 남궁으로 분리되어 중층적으로 고립된 공간에서 생활하
게 된 궁녀들은 수성궁에서의 자신의 삶에 하여 자유롭게 인식하는 양상을 보이
는데, 그 가운데 운 과 자란은 수성궁에 한 인식을 가장 잘 표출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중층적 고립의 상황 속에서 운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에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도(道)를 닦는 사람도 아니고 또 비구
니도 아닌데 이처럼 깊은 궁중에 갇혀 있으니, 이곳은 참으로 장신궁(長信宮)이
라 할 만하다.” 제 말을 듣고 모두들 탄식하며 슬퍼했습니다.239)

  운 은 수성궁보다 깊은 궁중인 서궁(西宮)에 거하는 자신의 처지를 여승(女僧)
에 비유하며, 외부와의 소통이 부재한 깊은 산 속에 갇혀 사는 자신의 처지를 한
탄한다. 또한, 서궁을 한(漢)나라 태후(太后)가 거처하던 궁궐인 장신궁에 비유하
며, 그만큼 자신들이 처한 곳이 접근하기 어려울 만큼 깊숙한 곳에 있음을 탄식한
다. 그런데 이를 듣고 있던 다른 궁녀들도 함께 슬퍼하며, 그들의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된 상황을 슬퍼한다. 비록 안평 군이 그들의 학업을 진작시켜주고, 풍성한 재
물과 의복으로써 편안한 궁녀로서의 삶을 보장해주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열 
명의 궁녀들 모두 자유롭지 못한 수성궁에서의 삶에 해 탄식하고 있었던 것이

238) 이는 안평 군이 옥녀의 부연시(해를 가리운 구름 고운 비단처럼 가벼운데/산을 가로
질러 푸른 빛 길게 드리웠네/미풍이 불어오자 점점 흩어지더니/내 작은 연못만 적실 뿐
이네)를 “옥녀의 시는 생각이 뛰어나면서도 마지막 구에 넉넉한 뜻이 은은하게 깃들어 
있”어 으뜸으로 평가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안평 군의 인식과 수성
궁의 특징과 관계된다. 

239)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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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궁녀들이 수성궁에서의 자신의 존재와 삶에 한 철저한 인식과 고민을 
행한 결과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운 의 말이 자신을 포함한 궁녀 전체의 삶을 드러낸 것이라
면, 운 이 김진사에게 전한 편지는 운  자신의 존재에 한 인식을 보여준다. 

부인이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하시고, 주군도 저를 심상(尋常)하게 보지 않으시
니, 궁중 사람들 가운데 저를 골육(骨肉)처럼 친애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한 번 학문에 종사하게 된 이후부터는 자못 의리를 알고 음률을 살필 수 있
게 된 까닭에 궁인들이 모두 저에게 경복(敬服)하 습니다. 서궁으로 옮긴 뒤에
는 거문고와 서예만을 오로지 하여 조예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무릇 빈객들이 지
은 시들은 하나도 눈에 들지 않았으니, 재주가 성(盛)하게 되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되어 입신양명(立身揚名)하지 못하고, 홍안박명(紅
顔薄命)의 몸이 되어 깊은 궁궐에 한 번 갇힌 뒤 마침내 고목처럼 썩게 된 것을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누가 다시 알
아주겠습니까? 이 때문에 한이 마음속에 맺히고, 원망이 가슴의 바다를 메웠습니
다. 매번 수를 놓다가 멈추고 등불을 바라보았으며, 비단을 짜다가도 북을 던지
고 베틀에서 내려와 비단 휘장을 찢거나 옥비녀를 꺽어버리곤 하 습니다. 잠시 
술을 마시고 흥이 나면 신발을 벗고 산보를 했으며, 섬돌의 꽃도 떨어뜨리고 뜰
의 풀도 꺾으면서 바보나 미치광이처럼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240) 

  운 의 수성궁의 폐쇄성과 수성궁에서의 억압된 삶에 한 인식은 김진사와의 
만남 이후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운 이 수성궁이 지니는 폐쇄성과 궁에 
갇힌 자신의 처지에 해 인식하 다는 점은 “궁궐에 한 번 갇힌 뒤 마침내 고목
처럼 썩게 된 것을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라는 운 의 발화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 은 수성궁에 갇혀 출세하지 못하고 사는 자신의 운
명을 썩은 고목에 비유하며, 그만큼 자신의 처지를 한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강
하게 표출한다. 
  그러나 “서궁으로 옮긴 뒤에는 거문고와 서예만을 오로지 하여 조예가 더욱 깊어”
졌으며, “재주가 성(盛)”해졌다는 운 의 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안평 군에 
의한 운 의 궁에서의 삶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안평 군은 수성궁에서 

240) 국립도서관본 <운 전>, pp.13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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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을 닦는 것이 자기실현과 존재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임을 인식하여 궁
녀들에게도 학업에 전일할 것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운 의 학문에 한 조예가 깊
어졌음은 부정할 수 없다. 즉, 수성궁은 운 과 궁녀들을 억압하는 공간이기도 하지
만, 그들에게 학문적 성취와 존재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 안평 군과 그 부인이 운 에게 인정을 베풀고, 운 에게 풍족한 재물을 부여
함으로써 운 은 궁에서 안락하고 보호받는 삶을 누릴 수 있었다.241) 
  운 도 이를 인식하여 안평 군의 의리 관계와 저항 의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
습을 보이나,242)243) 결과적으로 운 에게는 이러한 안평 군과 부인에 한 은혜
에 한 인식보다는 수성궁이라는 제약된 공간에서의 자신의 삶에 한 인식이 우
선적이다. 비록 안평 군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자신이 지금과 같이 성장할 
수 있었으나, 그보다 폐쇄적인 공간 속에 갇혀 사는 삶에 한 한(恨)이 운 에게
는 보다 크게 다가왔던 것이다. 이러한 두 가치 사이의 갈등은 운 의 자신의 운
명에 한 비관적인 인식과 한스러움을 더욱 증폭시키는 계기가 된다.

241) “제 부모님은 재산이 매우 넉넉해서 제가 궁에 들어올 때 의복과 보화를 많이 실어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주군이 하사(下賜)한 것도 매우 많으니, 이것들을 모두 버려두고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운반하려고 하면 비록 말이 10필(匹)이라도 다 옮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42.)

242) 운 이 안평 군의 은혜와 궁녀로서의 안평 군을 향한 충성심을 저버릴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음은 운 과 김진사의 회가 발각된 이후 운 이 안평 군에게 초사를 올
리는 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가 초사를 올려 말했습니다. “주군의 은혜는 산과 같고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능
히 정절을 고수(苦守)하지 못한 것이 저의 첫 번째 죄입니다. 지난날 제가 지은 시가 주
군께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도 끝내 사실 로 아뢰지 못한 것이 저의 두 번째 죄입니다. 
죄 없는 서궁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입게 된 것이 저의 세 번째 죄입니다. 이처
럼 세 가지 큰 죄를 짓고서 무슨 면목으로 살겠습니까? 만약 죽음을 늦춰 주실 지라도 
저는 마땅히 자결할 것입니다. 처분만 기다립니다.”)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53.)

243) 자란이 완사 장소를 탕춘 에서 소격서동으로 옮길 것을 남궁의 궁녀들을 설득하러 
남궁에 가자, 해결을 보지 못한 금련이 점괘를 보는 장면에서도, 운 이 안평 군에 은
혜를 마음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련이 즉시 희경을 펼쳐 놓고 점을 친 후, 점괘를 얻어 풀이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운
이 반드시 사내를 만날 것이다. 운 의 용모와 행동이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는 듯해

서 주군이 마음을 기울이신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러나 운 이 죽기로써 거절한 것
은, 다름이 아니라 차마 부인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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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두 가치의 충돌이 계기가 되어 운 은 궁 밖의 세계를 이상적으로 여기
고 수성궁으로부터의 탈출을 희망하게 된다. 그런데 수성궁 내부 인물인 운 은 
궁 밖의 세계에 해서는 현실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 이는 자란을 제외한 궁녀
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운 과 궁녀들이 궁 밖의 현실에 하여 인식하지 못
하 음은 완사(浣紗) 장소를 둘러싼 자란과 남궁 궁녀들의 의견 교환 목을 통해
서 확인할 수 있다. 완사 장소를 도성문 밖 깊숙한 곳 비해당(匪懈堂) 앞에 위치
한 탕춘 (湯春臺)가 아닌 성내(城內)에 위치한 소격서동(昭格署洞)으로 갈 것을 
설득하는 자란에게 소옥이 “처음에 성내를 허락하지 않은 것은 성안에는 본래 무
뢰배(無賴輩)와 협객(俠客)의 무리들이 많아 뜻하지 않게 포악한 욕을 당할까 염
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심했던 것인데, 이제 네가 나로 하여금 더 어리석어지
기 전에 다시 통하게 하 다.”라고 한 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소옥
을 포함한 궁녀들은 오히려 성내를 위험의 공간으로 인식한 반면, 궁 밖의 공간을 
산 속 깊숙이 위치해 있어 자연을 즐기고 완사를 하기에 적합한 이상적인 공간으
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운 은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안평 군의 부름을 받고 수성궁에 입
궁하여, 궁 밖의 현실을 경험하지 못한 인물이다. 새장의 새처럼 궁 안에만 갇혀 
살아온 운 은 현실의 강포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다. 수성궁에 입궁하기 전의 
운 은 “부모님께서 저를 여러 자식들 중에 특별히 사랑하시어 제 마음 로 밖에 
나가 놀거나 장난하게 두시었습니다. 저는 숲 속과 시냇가를 돌아다니며 매화· 나
무·귤나무·유자나무의 그늘 아래서 날마다 노니는 것으로 일을 삼았습니다. 이끼 
낀 냇가에서 낚시하는 무리들과 풀 먹이기를 마치고 피리 부는 목동들을 아침저녁
으로 보았으며, 그 밖의 산과 들의 모습, 농촌의 흥취 등은 머리털처럼 많아서 일
일이 거론하기도 어렵습니다.”라는 운 의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자
유로운 삶을 살았던 존재 다. 
  이러한 연유로 운 은 입궁 이후 수성궁에서의 삶을 보다 억압적으로 느꼈던 것
이며, 이러한 어린 시절의 자유로웠던 기억을 통해 궁 밖의 공간을 이상적으로 여
겨 수성궁 밖의 공간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본래 운 은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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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랐던 인물이기에 수성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는 그 누구보다 강렬했을 
것이다. 하지만 운 이 수성궁에 들어가 학문에 종사하게 된 이후 한 것이라고는 
“거문고와 서예만을 오로지”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운 은 수성궁이라는 안평 군
의 질서가 가득한 곳에서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학업에만 몰두하는 삶을 살아왔
던 것이다. 이에 따라 운 은 궁 밖의 현실에 하여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실제 
현실은 운 의 기 와 같이 이상적이지 않았다. 이에 궁 밖의 현실을 제 로 인지
하지 못한 운 과 김진사의 수성궁 탈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며, 
다시 수성궁으로 회귀하게 된 운 이 수성궁에서 택할 수 있었던 행동은 자결뿐이
었던 것이다. 
  즉, 운 은 비록 안평 군의 은혜에 해 감사함을 느끼기는 하지만, 타인의 질
서와 체계 안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삶보다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추구한다. 운 의 애정 성취 욕구를 “단순한 호기심이나 한때의 충동적인 욕구에
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삶을 지향하는 하나의 몸부림”244)이라고 본 임갑
랑(1991)의 논의가 이러한 시각을 뒷받침한다.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김진사와의 애정 성취 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김진사와 함께 수
성궁 탈출을 희망하 으나, 현실의 질곡에 패배하고 수성궁으로 회귀하여 자기 자
신으로서 사는 삶이 불가능한 것임을 깨달은 운 245)이 택할 수 있던 것은 자결
뿐이었던 것이다. 결국 운 의 자결은 억압된 수성궁에서의 삶과 본능적 가치를 

244) 임갑랑, 「운 전 연구」『어문학』제52집, 한국어문학회, 1991, p.362.
245) 운 이 현생에서 김진사와의 애정 성취, 즉 자기 존재로서의 삶이 불가능함을 인식한 

것은 운 이 서궁의 담을 넘어 자신을 찾아 온 김진사와의 마지막 만남에서 김진사에게 
전한 운 의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 은 현세의 삶에서 더 이상 김진사와의 사
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궁녀들과 안평 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운 은 자결
을 택하며, 이에 한 운 의 태도는 완고하다. 운 은 살아서는 김진사와의 사랑이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재앙만이 가득할 것임을 확신한다. 그리고 김진사에게 부탁하기를, ‘갖
가지로 기도하고 지성으로 소원을 빌어 삼생의 연분을 후세에 다시 잇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더없이 좋겠나이다! 좋겠나이다!’라고 하며, 현세가 아닌 후세에 다
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이는 운 이 김진사와의 비극적 사랑이 현세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은 결과, 현세보다는 후세에서의 사랑을 기 하고 추구하는 운 의 심
리를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운 의 자결은 후세에서의, 즉 지상계가 아닌 곳에서의 김진
사와의 사랑 성취를 추구하는 것으로서의 선택인 것이며, 이는 현세에서는 운  자신으
로서의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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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고자 하는 운 의 갈등 가운데, 김진사와의 애정 성취를 통한 자기실현이 
실패로 돌아간 후 운 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 음을 의미하며, 이는 죽음으로써 
수성궁에 처한 삶의 제한과 한계를 극복하는 운 의 진취적 성격을 강조하며, <운

전>의 비극성을 강화한다.

(3) 김진사 : 수동적 성격

  운 을 비롯한 궁녀들은 모두 수성궁 내에 거하는 인물들로 수성궁에서의 삶을 
직접 체험한 주체들이라면, 김진사는 수성궁 외부에 거하는 존재이다. 수성궁 외부
에 존재하는 인물의 수성궁에 한 인식은 수성궁의 공간적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해 줄 수 있으며, 인물 간의 수성궁에 한 인식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궁 밖의 존재인 김진사의 수성궁에 한 인식은 운 과 김진사의 첫 만남 후 무
녀를 통해 운 에게 전한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사도 운 과 마찬가지
로, 운 이 수성궁에 거하는 이상 그들의 현세에서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제가 방으로 돌아와 편지를 뜯어보니, 그 편지에 일렀습니다. “그 를 한 번 본 
이후로 날아갈 듯 기뻐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궁성(宮
城)의 서쪽을 바라볼 때마다 애가 끊는 듯 했습니다. 지난번 벽 틈으로 전해준 편
지로 잊을 수 없는 그 의 고운 글을 경건하게 받들긴 했으나, 다 펼치기도 전에 
숨이 막히고 절반도 채 못 읽어 눈물이 글자를 적시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잠자
리에 들어도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밥을 먹어도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병
이 고황에 들어 온갖 약이 무효한지라, 다만 저승에서나마 뜻밖에 만나 서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푸른 하늘은 굽어 불쌍하게 여기시고 귀신은 묵묵히 도와주
소서, 만약 생전에 이 한을 한 번 풀어 주신다면, 마땅히 몸을 빻고 뼈를 갈아서 
천지의 모든 신령께 제사를 올리겠나이다. 종이를 하니 목이 메입니다. 다시 무
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의를 갖추지 못한 채 삼가 올립니다.246)

246)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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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에서나마 뜻밖에 만나 서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이라는 김진사의 발
화는 김진사가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이 현세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움을 이미 인식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만일 현세에서 운 을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김진사에게 수성궁은 운 과 
김진사의 사랑 성취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공간이자, 극복할 수 없는 위엄의 공간
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김진사는 애정 성취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벽
에 구멍을 뚫어 편지를 전하는 등의 행동을 취한 운 과 달리, 수성궁의 위압감에 
짓눌려 처음부터 운 과의 사랑이 현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단정한다.
  하지만, 처음 김진사의 예상과 달리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이 원천 봉쇄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이 이루어지지는 못하 지만, 일시적인 만남
은 자란과 무녀, 김진사의 노비 특의 도움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김
진사가 운 을 만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담은 “높고 험준해서 몸에 날개를 달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넘기 어려운 상이었으며, 이에 
절망한 김진사는 “집으로 돌아와 묵묵히 말을 하지 않고 근심스런 얼굴로 앉아 있
었”다. 이는 험준한 수성궁의 담장에 압도당한 김진사의 쉽게 단념하는 태도를 보
여주는 부분이다. 
  이에 김진사는 조력자인 특이 제작한 “둘둘 말면 병풍을 접은 것과 같고, 펼치
면 여섯 길 정도” 되는 사다리와 “새처럼 가벼워 땅을 밟아도 발자국 소리가 나
지 않”는 털버선을 통해서야 비로소 서궁의 높은 담장을 넘을 수 있었다. 이는 그
만큼 수성궁이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있으며 고립되어 있는 공간으로, 수성궁 외
부에서 수성궁 내부로의 접근성이 어려웠음을 의미하며,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매우 높아 그들의 사랑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암시한다.

  일시적으로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은 성사되었으나, 김진사는 다시 불안감을 느끼
기 시작한다. “진사는 갑자기 좋은 일이 끝나면 화가 이를 것”이라는 생각에 김진사
는 “마음속으로 크게 두려워하면서 종일 슬퍼하” 으나, 이에 따른 해결책은 김진사
가 아닌 특에 의해 마련된다. 비록 김진사가 운 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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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아가는 행동을 보이기는 하지만,247) 수성궁의 험준함과 위압감에 압도되어 수
성궁의 장벽을 스스로 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서 좌절하고 마는 김진사의 모
습248)은 김진사의 수동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즉, 김진사의 운 과의 애정 성취를 
위하여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녀, 특, 궁녀들에게 의탁하는, 즉 타인
에 의존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김진사가 운 에게 수성궁 탈출 계획을 
먼저 제시하지만, 이 또한 애정 성취를 위한 김진사의 적극적인 의지로 인한 것이 
아니었으며, 특의 꾀에 의하여 마련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주체적으로 해결책을 마
련하지 못하고 타인에 의존하는 김진사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김진사의 타인 의존적인 성향과 소극적인 모습은 운 과의 비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운 이 김진사와의 애정을 자기 존재의 성취로 인식하여, 
자결을 택함으로까지 주체적으로 김진사와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한 반면, 
김진사는 스스로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거나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을 스스로 마련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쉽게 절망하고 타인에 지속적으로 의지
하는 의존적인 모습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김진사의 소극적이고 의존적인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서 운 은 
안평 군에 의한 삶과 애정 추구라는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 사이에서 고민하고, 
자기 자신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주체적인 인물이라 평가한 바 있다. 한편, 김진사
는 운 과 달리 자신의 존재에 한 고민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외부 이야기에
서 김진사가 유 에게 “저는 젊은 혈기와 호탕한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고, 또 이 
여자와의 연고 때문에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육신으로 마침내 불효의 자식이 되어, 
천지간에 한 죄인으로써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김진사가 결
과적으로 유자(儒者)로서의 삶과 인간의 정욕(情慾)을 추구하는 삶 가운데 후자를 
택하 음을 알 수 있으나, 내부 이야기에서는 이에 해 고민하는 과정의 모습은 

247) 김진사가 운 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하여 무녀의 집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행
동을 주체적인 태도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편지 전달 행위는 김진사가 아닌 운 에 
의해 먼저 이루어졌으며 운 에의 편지 전달은 답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김
진사의 행동은 운 에 비하여 주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연구는 보았다.

248) 쉽게 단념하고 좌절하는 김진사의 모습은 운 과 김진사의 수성궁 탈출 계획이 자란
의 반 로 이루어지지 않자 낙담하는 목(진사는 일이 성사되지 않을 줄 알고 탄식하
며 눈물을 머금은 채 궁궐 밖으로 나갔습니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립도서
관본 <운 전>, p.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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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지 않는다. 
  김진사의 고뇌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와 그의 타인 의존적, 소극적 태
도를 본 연구는 김진사의 운명론적 세계관과 김진사의 수성궁 밖 현실에 한 인
식의 부재로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김진사의 고뇌의 부재와 타인 의존적 태도는 
그의 운명론적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있다. 김진사가 유자로서의 삶보다는 운 과
의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하 지만, 그 사랑의 결말이 비극적일 것임을 김진
사는 무녀의 점괘를 통하여 이미 알게 되었다. 김진사가 편지 전달 부탁을 위해 
무녀를 찾아가자, 무녀는 “낭군은 참으로 불쌍하도다! 이치에 맞지 않는 꾀로써 이
루기 어려운 계획을 이루려고 하니, 그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채 3년이 
못되어 저 세상 사람이 되리이다!”라고 하며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예언한다. 이에 김진사는 “자네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나 역시 알고 있
네. 그러나 가슴속에 원한이 맺혀 온갖 약으로도 풀지 못하고 있네. 만약 신통한 
그  덕분에 다행히 편지를 전달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광스러울 것일세.”라고 
말하며, 주어진 운명에 굴복하지 않고 이를 적극적으로 타개하려 하기보다는, 주어
진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인다. 
  김진사에게 주어진 운명만큼, 수성궁은 높고 험준하여 함부로 넘을 수 없었으며, 
이에 운 과의 사랑도 김진사에게는 타개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즉, 김진사
의 소극적이고 타인 의존적인 태도는 그의 운명론적 인식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김진사의 공간에 한 인식에 반 되어 있다.
  또한, 김진사의 수성궁 밖에 한 인식을 살펴보면 김진사는 운 과 마찬가지로 
궁 밖의 공간을 운 과의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으로 인식한다. 비
록 궁 밖의 공간이 안평 군의 재의심으로 인하여 도피의 공간으로 변질되기는 하

으나, 김진사는 수성궁에서의 운 과의 사랑을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그 차선
책으로 궁 밖으로의 탈출을 기원하 던 것이다. 그러나 김진사의 수성궁 밖에 
한 인식 또한, 운 과 마찬가지로 이상적인 것에 불과하 다. 비록 김진사는 운
과 달리 궁 밖의 존재이나, 궁 밖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궁 밖의 현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김진사의 어리석은 성격이 보다 부각된다. 
  김진사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은 총 세 차례에 걸쳐 등장하는데, 김진사에게 
궁 밖으로의 탈출 계획을 알려준 특은 귀중한 보물을 얻은 후에 운 과 김진사를 



- 105 -

산골짜기로 유인하여 김진사를 죽이고, 운 과 재물을 차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
으나, “진사는 세상 물정에 어두운 선비인지라” 그것을 알지 못한 점이 그러하다. 
또한, 재물을 훔쳐간 특의 소행을 안 김진사가 관가에 고발하지도 못한 채 침묵을 
지킨 것을 통해서도 김진사의 현실에 어두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의 악행을 안 이후에도 김진사가 특에게 다시 청량사에 올라가 운 의 명복을 
빌어줄 것을 부탁한다는 점도 그러하다. 이러한 김진사의 모습은 수성궁 안에 갇
혀 살아 외부 현실 세계에 하여 알 수 없었던 상황에 놓인 운 과 달리, 수성궁 
밖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특을 믿었
다는 점에서 김진사의 현실 감각의 부재를 확인할 수 있다.249)
  이렇게 김진사의 현실 감각의 부재는 운 의 경우와 동일하지 않다. 운 은 수
성궁 내부에서만 생활을 위해가던 수성궁 내부 인물임과 달리, 김진사는 수성궁 
외부 공간에 존재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김진사는 특과 마찬가지로 궁 밖에 거
하는 인물이나, 그 행동반경이 김진사의 집, 수성궁, 무녀의 집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어 행동반경을 제외한 현실 세계에 한 인식이 투철하지 않으며, 다른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한편, 특이 속한 궁 외부 세계는 김진사의 행동반경을 
초월하는 불가지의 세계로서, 이에 김진사는 특의 세계를 알 수 없다. 따라서 김진
사는 그가 알지 못하는 궁 외부 세계의 존재인 특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특의 악행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특에게 일방적으로 패배할 수밖
에 없게 되는 것이다.
  정리하면, 김진사는 수성궁의 장벽을 극복할 수 없는 상으로 여기고, 수성궁에
서의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운명론적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김진
사는 수성궁 외부 세계를 이상적으로 인식하고, 특이 속한 세계에 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통해 김진사의 현실 감각의 부재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운
명론적 사고와 현실 감각의 부재에 따라 김진사는 주어진 장애물에 주체적으로 
처하기보다는 쉽게 단념하는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타
인에 의존하여 주어진 장애물들을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249) 김진사와 특의 관계에 한 기존의 연구들은 두 인물의 관계를 상승한 노비 계층의 

신분과 몰락한 양반의 갈등으로 바라보았다. 이에 하여 이상구는 노비 계층에 해 현
실적 응력을 상실한 몰락한 시인의 의식이 투 되어 있다고 보았으며, 새롭게 성장하
는 계층에 한 적 감이 표현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상구, 앞의 글, 1998, p.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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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란 : 합리적 성격

  자란은 사람이라면 갖추는 인간의 정욕(情慾)의 추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인물
이다. 이에 자란 역시 운 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本性)을 표현하지 못하고 
억제하며 살아가는 수성궁에서의 삶을 답답해하며 한탄한다. 

“우리는 지금 깊은 궁중에 꼼짝없이 갇혀 새장 속의 새처럼 있으면서 누런 꾀
꼬리 소리를 들으면 탄식하고, 푸른 버들을 하면 흐느끼곤 한다. 심지어 어린 
제비도 쌍쌍이 날고 새집에 깃든 새도 두 마리가 함께 잠들며, 풀 가운데는 합환
초가 있고 나무 중에도 연리지가 있다. 무지한 초목과 지극히 미천한 새들도 음
양(陰陽)을 품수하여 즐거움을 나누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우리 열 사람은 유독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적막한 심궁(深宮)에 오래도록 갇히어 꽃 피는 봄과 달 뜨
는 가을에 등불만 벗하면서 혼을 사르고, 청춘을 헛되이 버리면서 공연히 저승의 
한만 남기고 있다. 타고난 운명의 야박함이 어찌 이렇듯 심하리오?”250)

  자란은 수성궁 안의 자신들의 상황을 “새장 속의 새”와 같다고 비유하며, 벗어나
고자 하여도 벗어날 수 없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처지를 비관한다. 또한, 미천한 
새와 풀들도 짝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데, 자신들은 궁에 홀로 거하여 그러한 즐거
움을 누리지 못하고 인간의 성정을 거스르는 삶을 사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란을 비롯한 궁녀들이 수성궁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을 
“무슨 죄를 지었기에”라고 표현하며 이에 한 억울함을 호소한다. 즉, 자란은 자연
과 벗하면서 학문에 전일하고, 인간의 성정을 거스르는 삶보다는 인간으로서의 본성
을 위하는 삶을 추구하는 인물인 것이다. 자란의 이러한 태도는 운 과 김진사의 
사이가 안평 군에게 발각되자, 자란이 안평 군에게 올린 초사에서도 드러난다. 

 자란이 초사를 올려 말했습니다. “오늘의 일은 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니,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어떻게 차마 속이겠습니까? 저희들은 모두 항간(巷
間)의 천한 여자로 아버지가 순도 아니며 어머니는 이비도 아닙니다. 그러니 

250)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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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정욕이 어찌 유독 저희들에게만 없겠습니까? 천자인 목왕도 매번 요 의 
즐거움을 생각했고, 웅인 항우도 휘장 속에서 눈물을 금하지 못했는데, 주군께
서는 어찌 운 만이 유독 운우지정(雲雨之情)이 없다 하십니까? 김생은 곧 우리 
세 에서 가장 단아한 선비입니다. 그를 내당(內堂)으로 끌어들인 것은 주군의 
일이었으며, 운 에게 벼루를 받들라 한 것은 주군의 명이었습니다. 운 은 오래
도록 깊은 궁궐에 갇히어 가을달과 봄꽃에 매번 성정(性情)을 잃었고, 오동잎에 
떨어지는 밤비에는 애가 끊는 듯 고통스러워했습니다.”251)

  자란은 자신들은 순(大舜)과 이비(二妃)와 같이 성인군자와 열녀도 아닌 평범
한 존재이며, 성정(性情)을 따른 천자인 목왕과 웅인 항우의 고사를 빌어, 궁녀
들에게 본성의 타파를 요구하는 안평 군에게 불만을 표출한다. 또한, 운 과 김진
사가 만나게 된 것은 안평 군이 김진사를 수성궁의 내당(內堂)으로 불러들이고 
운 으로 하여금 김진사의 벼루 시중을 들도록 시켰기 때문이라고 하며, 현 상황
의 원인이 안평 군에 있음을 탓한다. 이에 운 이 김진사와 사랑에 빠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 하며 운 을 두둔한다. 
  이렇게 자란은 수성궁에 갇힌 궁녀들의 처지에 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인간의 
성정(性情) 또는 정욕(情慾)의 발현을 추구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
란이 운 으로부터 김진사와의 수성궁 탈출 계획을 전해 듣자, 자란은 오히려 운

을 아래와 같이 꾸짖는다.

제가 진사의 계획을 자란에게 말하자, 자란이 크게 놀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서로 즐긴 지 오래 되어서 이제 스스로 화를 빨리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1,2
개월 서로 사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차마 담을 넘어 달아나는 
짓을 저지르려고 하느냐? 주군이 너에게 마음을 기울이신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그
것이 떠날 수 없는 첫째 이유요, 부인이 사랑하심이 매우 깊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
는 둘째 이유요, 화가 양친(兩親)에게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셋째 이유
요, 죄가 서궁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넷째 이유이다.252)

  자란에게 운 과 김진사의 수성궁 탈출을 위한 월궁 행위는 “사람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 될,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여겨진다. 또한, 운 과 김진사의 탈출 계

251)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45.
252) 국립도서관본 <운 전>,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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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전해들은 자란은 둘이 궁을 떠날 수 없는 이유로 주군의 은혜를 배반할 수 
없다는 점, 부인의 정을 저버릴 수 없다는 점, 화가 운 의 부모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라는 점, 마지막으로 화가 서궁의 궁녀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라는 점의 네 가
지를 들어 운 을 꾸짖으며, “마음을 굽히고 뜻을 억누르며, 정절을 지키고 편안히 
앉아서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운 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이라고 
보았다.253) 
  비록 자란은 그 누구보다 인간으로서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한 
인물이며, 이를 초사를 궁녀로서의 억압된 삶을 안평 군에게 적극적으로 피력하
지만, 수성궁의 궁녀로서 안평 군에게 받은 은혜에 한 보답을 지키는 것 또한 
궁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인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란의 인식
은 운 과 김진사의 백년해로(百年偕老)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궁녀가 아닌 인간으로서 성정을 추구하는 삶과 수성궁에서 안평 군을 향한 의
리를 지키는 삶을 동시적으로 추구하는 자란은 궁극적으로 수성궁에서의 삶을 선
택하고, 유일하게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자란의 이러한 인식은 운 과 김진사의 
애정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하고도 현실적인 안이 된다. 그러나 이를 깨닫
지 못한 운 과 김진사는 사랑을 성취하지 못한 채 비극적 결말을 맺게 된다. 

게다가 천지가 곧 하나의 그물인데, 하늘로 오르고 땅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면 달아나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혹시 붙잡히게 된다면 그 화가 어찌 네 한 몸
에만 그치겠느냐? (중략) 네가 할 일은 마음을 굽히고 뜻을 억누르며, 정절을 지
키고 편안히 앉아서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네가 점점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주군의 은혜와 사랑이 점차 느슨해 질 것이다. 이러한 형편을 보고 있다가 
칭병(稱病)하고 오래도록 누워 있으면, 주군께서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

253) 이재수본 <운 전>에서 자란의 꾸짖음의 상은 김진사로 확 되는데, 자란은 김진
사의 암매(暗昧)하고 헤아림이 없는 김진사의 태도를 꾸짖고, 김진사에게 주군의 접하
심을 생각하여 수성궁 탈출 계획을 다시 생각해볼 것을 권면한다. 또한, 한문본과 마찬
가지로 수삼년(數三年) 후 운 과 김진사가 함께할 수 있는 모책(謀策)을 만들어 줄 것
을 약속한다.(이재수본 <운 전>, 김동욱 교주,『한국고전문학전집』 제4권, 보성문화
사, 1978, pp.4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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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낭군과 함께 손을 잡고 돌아가 백년해로(百年偕老)하는 것보다 좋은 계획이 
없으리라.”254)

  “천지가 곧 하나의 그물”이라고 한 자란의 언급에서 오로지 자란만이 세상의 이
치를 깨달은 현명한 인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천지가 하나의 그물이
어서 어느 곳으로 가든 안평 군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 궁을 탈출
한다 하여도 두 사람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인식한 자란의 이러한 태도는 
운 과 김진사의 현실 부재 인식과 반 된다. 자란의 이러한 인식이 자란의 유연
한 사고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며, 수성궁이라는 제약적인 공간과 상황 속에서 그
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은 자란과 같이 기지를 발휘하여 수성궁에서의 삶
을 유지하는 것과 궁녀로서의 삶이 끝난 이후 사랑을 성취하는 것뿐이었던 것이
다. 이에 자란은 운 에게 “마음을 굽히고 뜻을 억누르며, 정절을 지키고 편안히 
앉아서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운 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행동임을 밝
히고, 그 유일한 행동이 수성궁에서의 궁녀로서의 삶 이후 칭병(稱病)하여 김진사
와의 백년해로하는 것이 둘의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임을 조언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자란의 이러한 태도를 모순적이라고 보았는데, 표적으로 자
란의 모순적인 모습을 성리학적 사고를 뛰어 넘지 못한 궁녀들의 한계255)로 본 
신경숙(1990)의 논의가 그러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란의 이중적인 태도를 모순
으로 보기보다는 합리적 사고의 결과로 보는 관점을 채택하고자 한다. 인간의 본
성과 성정에 따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던 자란이 월궁 행위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라 여기고 운 이 나이가 들어 안평 군이 물러나 살도록 허락할 
때까지 안평 군을 향한 정절을 지키고 살라 한 것은, 자란이 현실과 이상 사이의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신중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자 궁극적으로 인간으로서의 본
성과 궁녀로서의 도리를 모두 쟁취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닌 인물이기 때문으로 해
석하 다. 
  그리고 이러한 동시적 추구가 운 과 김진사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매개가 
된다. 비록 자란이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게 위하여 완사 장소를 기
존의 탕춘 가 아닌 소격서동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 으나, 이는 인간

254)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45.
255) 신경숙, 앞의 글,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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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의 성정 구현을 위한 일시적인 방편이었던 것이다. 궁극적으로 자란은 비록 
수성궁에 갇혀 사는 자신들의 처지에 한 억울함과 한의 감정을 간직하고 이를 
표출하고 있으나, 안평 군의 은혜를 향한 충성심 또한 저버리지 않는, 즉 립하
는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수성궁에서의 삶을 
선택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자란이 립하는 두 가치를 모두 추구한 것은 운 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운 에게는 안평 군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안평 군에게는 인간의 정욕(情慾)을 강조하며 운 이 김진사와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을 두둔하 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자란의 이중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
과 같은 공간에서 동고동락하는 운 을 위하여 자란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
이었을 것이다. 즉, 자란이 립하는 두 가치를 동시에 추구함은 군으로부터 운

을 보호하고, 운 으로 하여금 운 과 김진사를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
함인 것이다. 이러한 자란의 태도는 자란을 진정한 조력자로서 기능하게 한다.

(5) 유  : 공감적 성격

  유 (柳永)은 학문적 재주가 특출나고 인물이 출중하며 풍채도 빼어나나, 현실
적으로는 안색이 초췌하고 의복이 남루하며 끼니마저 제 로 챙기지 못하는 빈궁
한 처지에 놓인 인물이다. 그는 용모와 안색이 초라하여 “놀러온 사람들의 웃음거
리가 될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 집을 나섰다가 주저 않은 지 오래” 된, 즉 스스로 
부끄러움을 아는 지식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그는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황
량한 수성궁 옛터의 후원으로 들어가 비회(悲懷)에 젖어 취하도록 마시다가 잠이 
들어 운 과 김진사와 조우하는데, 이 비회의 정조는 세 사람을 하나의 공감 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유 은 세 인물의 공감 를 형성하는 공감적 청자로서 기능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유 이 운 과 김진사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 존재임은 김
진사가 유 을 보고 “경개약구(傾蓋若舊)”, 즉 처음으로 잠시 만났음에도 정답기가 
오랜 사귄 친구와 같다고 말한 김진사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유 이 액자 내부 이야기의 실질적인 서사에는 개입하지 않으나, 운 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유 이 운 과 김진사에게 공감하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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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할 수 있는 청자로 설정되어 있음은 유 의 수성궁에 한 인식으로부터 이끌
어낼 수 있다. 유 의 눈에 비친 수성궁의 모습은 일반인이 포착한 수성궁의 모습
과는 다르다. 일반인에게 수성궁과 그 주변은 승경(勝景)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공
간이었다면, 즉 보통 사람들에게 수성궁은 안평 군과 김진사, 운 을 통해 드러나
는 비회의 정조와는 무관한 유희의 공간이었다면, 유 에게 수성궁은 승경이 아닌 
소삭(蕭索)한 폐허256)의 모습으로 다가간다.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니, 갓 전란을 겪은 뒤인지라 장안의 궁궐과 
성안에 가득했던 화려한 집들이 텅 빈 채 남아있지 않았다. 무너진 담과 깨어진 기
와조각, 폐쇄된 우물과 무너진 돌계단 사이에는 잡초가 무성하 으며, 동쪽 문 몇 
칸만이 홀로 우뚝 솟아 있었다. 유생은 서쪽 동산으로 걸어 들어갔다. 산과 물이 
깊숙한 곳에 이르자, 온갖 풀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맑은 연못에 그림자가 비치었으
며, 땅에는 꽃이 가득히 떨어져 있었으나 사람의 자취는 찾아 볼 수 없었다.257)

  유 이 수성궁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니, 수성궁은 전란 이후 기존의 
수성궁의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린 공간으로 변모해 있었다. 그리고 황폐해진 수성
궁 내부는 더 이상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공허한 곳으로 남아 있었다. 이에 
홀로 유 은 사람의 자취가 없는 수성궁의 후원을 찾아 들어간다. 수성궁에 한 
유 의 일반 사람과의 구분되는 인식은 유 이 본질적으로 일반 사람과는 다른 성
향을 가진 인물임을 암시하며, 이에 하여 전성운은 “폐허처럼 변한 수성궁의 모
습에서 공허한 상실감을 맛본 유 에게 이러한 경험은 우연적으로 혹은 일방적으
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패망한 수성궁의 유허를 스스로 찾아낸 것”258)이며, 이에 
유 은 “비회에 빠져들 준비가 된 인물이자, 비회가 발생할 상황과 공간을 능동적
으로 찾아 낸 인물”259)로, 운 과 김진사의 비극적 애정담에 공감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유 의 초라한 행색과 외로운 그의 처지는 그의 내
면적 비회와 잘 어울리는 외적 조건을 형성한다. 이에 관련하여 정출헌은 “황량한 
수성궁 옛터에서 비회에 젖게 함으로써 운 과 김진사, 유 을 한 데 묶는 공감

256) 전성운, 앞의 글, pp.119-120.
257) 국립도서관본 <운 전>, pp.97-98.
258) 전성운, 앞의 글, p.120.
259) 위의 글,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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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작용케 하기 위한 것”260)이라 언급한 바 있다. 
  유 의 수성궁에서의 독특한 인식은 유 이 황폐화된 수성궁에서 읊조린 시구의 
내용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유 은 운 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전해 듣기 이
전 임진왜란 이후 폐허가 된 수성궁에서 홀로 소동파의 시구를 읊으며 자신의 처
지를 한탄하는데, 유 은 건재하고 화려하 던 과거의 수성궁에 비하여 폐허가 된 
수성궁의 모습을 통하여 자신의 처지를 인식한다.

미풍이 한 번 불자 향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유생은 홀로 바위 위에 앉아
소동파의 ‘내가 조원각에 오르니 봄은 반쯤 지났는데, 땅 가득히 떨어진 꽃 쓸어
버릴 사람조차 없네(我上朝元春半老 滿地落花無人掃)’라는 시구를 읊조렸다. 곧
이어 허리춤에 차고 왔던 술병을 끌러 다 마시고, 술에 취해서 돌에 머리를 기댄 
채 바위의 가장자리에 누웠다.261)

  위의 인용문과 같이 유 이 수성궁 후원의 바위에 홀로 앉아 읊조린 소동파의 
시구는 ‘여산(廬山)’의 일부 구절로, 해당 구절은 ‘내가 조원각에 올라보니 땅에 가
득한 떨어진 꽃잎 쓰는 사람 없도다.’로 해석이 가능하다. 즉, 능력이 갖추어져 있
음에도 불구하고 등용되지 않는 유 의 처지를 반 하는 시구라 할 수 있다. 이렇
게 유 은 현실적으로 능력은 갖추고 있으나, 이를 인정받지 못하고 세계에 패배
하는 비극적인 인물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유 의 현실적인 처지는 황폐화
된 수성궁에서 유 이 느끼는 비회의 정조를 강화하는 기제가 되며, 이는 유 으
로 하여금 김진사의 사(司)에 “슬프고 처량한” 뜻이 담겨 있음을 유추해낼 수 있
도록 한다.   
  한편, 유 이 운 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후, 유 의 수성궁에 한 
인식은 아래의 칠언절구(七言絶句)의 시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진 유 다려 닐너 왈 그도  문오 슉셰인연으로 금야에 가지로 노
라시니 우리 등 지은 글을 운미  가치아니랴 유 이 응낙고 이어 
운니 여시되 

월반고궁구신 달이 고궁에 도다 왓시 옛빗치 로왓시니

260) 정출헌, 앞의 글, 앞의 책, pp.85-86.
261) 국립도서관본 <운 전>, p.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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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광흡거년츈 풍광이 흡연이 거년 봄 도다
문쥬금하 비러 뭇니 쥬인과 이 ㄹ졔 어 잇뇨
유ㄹ방혼비인 오직 갓흔 혼만 남아 잇셔 람으로 여금 슯흐게 도다
운 이 글을 보고 가 칭찬 왈 낭군의 문쟝이  당시 고인을 압두리로

다 그러나 의  비창지라 우리로 여금 위로 말이나 연 심회 동
도다 김이 희허왈 우리 일을 말랴면 졈ㄹ 비회만발 분이라262)

  위의 인용문은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 상으로 삼은 한문본 국립도서관본 <운
전>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한글본인 이재수본 <운 전>에 추가 삽입되어 있

는 목으로, 운 과 김진사가 유 에게 이야기 전달을 마친 후, 김진사는 유 으
로 하여금 그들이 지은 글을 차운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동의한 유 은 “달이 고
궁에 도다 왓시 옛빗치 로왓시니/풍광이 흡연이 거년 봄 도다/비러 뭇니 
쥬인과 이 ㄹ졔 어 잇뇨/오직 갓흔 혼만 남아 잇셔 람으로 여금 슯
흐게 도다”라는 구절로 화답한다. 제1구는 수성궁에 돋은 달의 비치는 모습을 
보고 떠올리는 옛 수성궁의 모습을, 제2구는 풍광이 봄, 즉 온전하 던 수성궁과 
같음을, 제3구는 현재는 멸망하여 찾아볼 수 없는 주인과 객에 한 물음을, 제4
구는 혼백만 남음으로 인하여 슬퍼하는 유 의 비회의 정조를 노래하고 있다. 이
렇게 풍광은 예전과 같이 밝으나, 옛 주인은 사라지고 혼백만 남은 폐허가 된 수
성궁에 하여 유 이 수성궁에서 느끼는 비회의 정조는 더욱 심화되며, 이러한 
비회의 정조는 유 이 운 과 김진사와 정서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야기를 전
달하는 공감적 청자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이 항에서는 수성궁을 통해 환기되는 비극미와 비회적 정조를 살피고자 한다. 
여기에서의 비극미는 액자 내부의 수성궁에서 발생하는 사건으로 인해 환기되는 
비감을 뜻하며, 비회적 정조는 비극적 사건이 끝난 이후 액자 외부 공간인 황폐해
진 수성궁에서 유 과 운 , 그리고 김진사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조
를 뜻한다. 따라서 이 항목에서는 액자 내부 공간 차원에서 발생하는 비극미와 액

262) 이재수본 <운 전>, p.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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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외부 공간 차원에서 환기되는 비회적 정조를 동시적으로 살핌으로써, 수성궁을 
통해 형상화되는 비극성을 작품 전반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액자 내부 공간에서 발생하는 비극미를 규명하기 위하여 수
성궁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모순성, 즉 문화적 이념을 표방하지만 억압성을 갖추고 
있는 수성궁의 이중적 상징성을 살핌으로써 공간이 <운 전>의 비극성과 비극적 
세계 형성의 핵심이 됨을 밝히고, 이를 통해 형상화되는 <운 전>의 비극적 세계
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또한, 액자 외부 공간에서 환기되는 비회적 정조를 규명하
기 위하여 황폐해진 수성궁 옛터에 한 묘사와 유 , 운 , 그리고 김진사의 안평

군에 한 시각을 살피고자 한다.   

(1) ‘수성궁’의 폐쇄성과 비극미

  
  안평 군은 수성궁을 이상적인 세계로 삼아 그의 학문적 열망을 성취하고자 하

으며, 안평 군의 학문에 한 열망은 궁녀들의 학문적 성장과 존재론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 기제로 작용한다. 하지만 안평 군은 동시에 궁녀들을 외부로부터 단
절시키는 행동을 취한다. 이로써 수성궁의 폐쇄성이 보다 강조되는데, 특히 안평
군은 궁녀들의 학업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모두 금기의 상으로 삼는다. 진
정한 학문과 미적 성취는 세속과의 단절을 통해 마음을 순수하게 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수성궁은 궁녀들의 삶을 억압하고 성정의 발현을 금기시하
는 폐쇄적인 세계이나, 안평 군에 의하여 구축된 이상적인 세계이자 수준 낮은 
외부 세계와 구분되는 세계로 궁녀들의 문화적 능력과 학문적 능력의 성취를 가능
하게 한 원동력이 된 공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안
평 군이 이러한 학문 중심의 이상적 세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수성궁이라는 공
간이 내포하게 되는 모순성로부터 비극적 사건이 결부되어 드러난다. 
  <운 전>의 공간이 이중적인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각 공간에서 발생
한 사건의 의미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는데, <운 전>의 경우 수성궁 안팎은 각
각 안정과 억압/자유와 위험이라는 이중적 상징성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이
중적인 상징성은 작품의 주제를 다각화하는 데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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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적인 속성이 작품의 비극성을 부각하는 단일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공간의 이중적 상징성은 인물별로 그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데, 먼저 운 과 궁녀들에게는 수성궁이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 안락한 공간이자,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유폐적인 공간이 되어 궁녀들로 하여금 안평 군의 은혜
와 자유로운 삶의 추구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는 공간이 된다. 초점을 궁녀로서의 
운 이 아닌 애정 추구자로서의 운 으로 옮기면, 수성궁은 기존에는 운 과 김진
사의 사랑 성취를 절 적으로 방해하는 장애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수성궁의 험준함은 오히려 운 과 김진사의 회를 보장해주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모한다. 김익환(2005)과 엄기 (2011)의 논의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수성궁은 
애정 욕망의 실현하는 공간이자, 애정에 한 억압과 제한적 허용의 공간이 된다. 
수성궁이 지닌 폐쇄성은 오히려 외부와 단절되고 은 한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그
곳을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을 일시적으로나마 가능하게 한 유일한 장소로 만든 것
이다. 따라서 수성궁은 운 과 김진사의 애정 성취를 방해하는 장애물이자, 애정 
성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유일한 공간이라는 이중적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한편 수성궁 밖은 운 과 김진사에게 탈출, 자유, 해방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그
러나 운 과 김진사는 궁 밖의 현실이 어떠한가에 한 인식이 부족한 인물들이었
기에, 그들의 수성궁 외적 공간에 한 추구는 이상적인 것에 불과했다. 즉, 수성
궁 밖의 현실은 운 과 김진사가 기 했던 것과 달리 운 과 김진사에게 끊임없는 
시련을 안겨주는 공간이며, 수성궁 밖은 강포한 현실을 나타내는 악한 노비 특으
로 변된다. 즉, 수성궁 외적 공간은 운 과 김진사의 해방을 위한 공간이자, 운

과 김진사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강포한 현실을 의미하는 공간이라는 이중적인 
상징적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운 전>의 공간의 이러한 이중적인 상징성 가운데 하나
의 속성이 강조됨으로써 <운 전>의 비극적 세계 형성에 기여한다. 각 공간의 이
중적인 속성 가운데 수성궁은 유폐적 속성이, 외부 공간은 위험의 속성이 강조된
다. 이에 운 은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억압하는 수성궁으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나, 
수성궁 외부 공간은 자유보다는 위험의 속성이 강한 현실적 질곡의 공간으로 운
의 수성궁 탈출을 불가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공간의 이중적인 속성 가운데 유폐
와 위험의 속성이 강화된 결과, 수성궁과 수성궁 외부 공간 그 어느 곳에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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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는 비극적 구조가 발생한다. 결국 그들이 처한 세계 전체가 그들의 사랑
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 되며, 어떠한 선택권도 가지지 못하고 수성궁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게 된 운 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은 자결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수성궁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서로 모순 관계
에 있으면서 생겨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이 <운 전>의 비극성과 비극적 세계의 
형성에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운 전>의 비극성에 관한 방 한 연구들은 비극성의 핵심을 다양한 관
점에서 해석해 왔다. 비극성의 핵심을 “운 전의 비극은 봉건사회의 두터운 담장
을 뛰어 넘으려던 운 의 비극과 정치적으로 실의당한 안평 군의 비극과 전란의 
폐해가 가져다준 전쟁 비극의 종합산물”263)에 있다고 본 연구(소재 , 1971), “유
교이념이라는 중세지배이념의 질서와 요구 그리고 이를 거스르며 이루려 하는 주
인공들의 애정 성취 욕구의 갈등”에 있다고 본 연구(신경숙, 1990), “자유로운 인
간의 정신, 사랑, 이상을 추구하는 삶이 압제의 현실에서 비극적으로 꺾어질 수밖
에 없는 굴절 과정”264)에 있다고 본 연구(노창수, 1992), “자유로운 인간적 삶에 

한 갈망에서 비롯된 애정 추구의 결연 의지와 그것을 가로막는 중세 사회의 신
분 윤리적 규범의지의 팽팽한 립”265)으로부터 빚어지는 것으로 본 연구(임갑랑, 
1991), “사랑을 죽음조차 굴복시키거나 부패시킬 수 없는 것으로 고양하는 정념의 
인간학과, 역사의 덧없음과 인간의 나약함을 비탄하는 연민과 비애의 인간학”266)
의 결합에 있다고 본 연구(강상순, 2011) 등이 그러하다.
  가장 최근의 연구인 문범두의 논의는 <운 전>의 비극성은 “운 의 비극이 궁
녀제도라는 중세적 질서에 가로막혀 좌절함으로써 초래되는 파탄의 비극이 아닌, 
제도적 완고함과 인간적 정리 사이에 끼여 어떤 선택도 용납되지 않는 운 의 운
명 그 자체에서 초래”267)된다고 보았다. 즉, 죽음 이외에는 극복할 수도 회피할 
263) 소재 , 앞의 글, pp.159-160.
264) 노창수, 「운 전론」, 『국어교육』제77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2, p.165.
265) 임갑랑, 앞의 글, p.360.
266) 강상순, 앞의 글, p.148.
267) 문범두, 앞의 글, p.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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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극도의 암울한 처지로부터 <운 전>의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며, 그러한 비극을 초래한 궁극적인 원인은 인간의 성정을 억제하는 궁녀 제
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비극성에 하여 문범두는 프라이(N. Frye)
의 ‘불가피성(inevitability)’의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는데, 프라이는 비극성은 주
인공의 행위의 귀결이 지니는 불가피성에 달려 있다고 하 다.268)
  본 연구는 기존 논의들과 시각을 달리하여, <운 전>의 비극성이 중층적 공간 
구조로부터 기인한다고 본다. 앞서 언급하 듯이, 수성궁은 안평 군의 사궁(私宮)
으로 그 자체로 일반 궁중과는 구별되는, 그 자체로 현실로부터 단절되어 외부로
부터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공간이다. 수성궁이 지닌 폐쇄적인 속성은 단순히 
궁이라는 점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으로 궁이 지니는 폐쇄적인 속
성과는 별개로 안평 군의 사궁이라는 점에서 일반 궁중보다 중층적인 폐쇄 구조
가 형성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궁이란, 조선 사회에서 상상해볼 수 있는 가장 유
폐된 공간이며, 궁녀의 사랑과 같은 정념은 가장 철저히 억압당한 존재269)라고 할 
수 있다. 즉, 궁은 아무나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에 금기의 공간이며, ‘구중궁
궐(九重宮闕)’이라는 말이 있듯이 궁은 그 자체로 폐쇄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이자, 
절 적인 권위와 위엄을 지닌 공간, 중세 사회에서 상상해볼 수 있는 극단적인 가
부장적 질서의 원형공간으로 파악되는 것270)이다. 
  하지만 안평 군의 사궁인 수성궁의 성격은 단순히 궁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만 
규정하기 어렵다. 궁녀들이 수성궁을 자신들의 성정을 억압하는 공간으로 인식하
는 이유는 수성궁 자체가 일반 궁중과는 구별되는 폐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다. 즉, 수성궁은 외부 현실로부터의 단절된 또 다른 폐쇄적인 공간인 것이다. 이
러한 수성궁의 특수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존의 학자들은 수성궁을 안평 군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연관 시켜왔다. 수성궁은 “정치·사회적인 활동이 차단되거나 
견제 받았던 안평 군의 처지가 반 되어 있는 공간이며, 그의 정치적 욕망이 왜
곡된 형태로 표출되었던 것”(정출헌, 1996), “정치적 좌절에서 오는 현실 세계에 

한 부정과 일탈로 인하여, 인간의 본능적 삶을 포함한 일체의 세속적 삶을 부정
하는 탈속적 공간”(이상구, 1998)으로 본 연구들이 그러하다. 즉, 수성궁의 특수한 
268)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269) 강상순, 앞의 글, p.134.
270) 위의 글,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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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적 속성을 현실 정치로부터 소외당한 안평 군의 역사적 현실로부터 유추해낸 
것이다. 그러나 <운 전>에 형상화된 안평 군이 아무리 역사적 존재인 안평 군
의 실체를 사실적으로 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작품의 구조 속에서 그 인물의 
지향점과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271)  
  안평 군이 현실 정치와 거리가 있는 존재 음은 역사적 맥락이 아닌, 작품 내
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데, 장헌 왕의 8 군 가운데 한 명이었던 안평 군은 학문
적 재주가 매우 뛰어났으나, 그에게 정치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음을 아래의 인
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헌 왕의 아들 8 군 가운데 안평 군이 가장 리하고 뛰어났습니다. 임금
께서는 그를 매우 사랑하여 상금을 무수히 내려주신 까닭에 전민(田民)과 재물
이 군들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군이 13살 때 사궁(私宮)으로 나가 살게 
되었는데, 그 궁 이름이 곧 수성궁입니다. (중략) 문종께서 왕위에 오르시기 전
에 집현전의 여러 학사들과 함께 안평의 필법을 거론하면서 항상 말씀하시곤 했
습니다. “내 아우가 만약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비록 왕일소에게는 미치지 못하겠
지만, 어찌 조송설보다 못하겠는가!” 문종께서는 이렇듯이 안평 군에 한 칭찬
을 마지 아니하셨습니다.272)

  위 인용문은 왕위 계승권이 안평 군이 아닌 문종에게 있음을 암시하는 목으
로, 왕위의 계승자인 문종은 안평 군의 학문적 재주를 인정하고 그의 재능을 칭
찬한다. 이후 안평 군의 중심은 학업으로 전환된다. 수성궁으로 거처를 옮긴 안평

군은 문인과 문사들을 수성궁으로 초 하여 토론을 일삼고, 뽑은 10명의 궁녀들
로 하여금 도성문 밖에 학업을 오로지 할 수 있는 공간에 집을 짓고, 이를 비해당
(匪懈堂)이라 일컬었다. 현실 정치의 기회를 잡지 못한 이후 학문의 전일화를 추
구하게 된 안평 군의 심리에 해서는 위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안평 군이 현실 정치와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세계 구축에 힘쓰는 것으로 초점을 
옮겼다는 객관적인 사실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성궁이 정치가 아닌 학업으
로서의 자기실현을 위한 공간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수성궁이 지니는 폐쇄성을 안평 군이 수성궁을 문
271) 이상구, 앞의 글, p.138.
272) 국립도서관본 <운 전>, pp.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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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적, 학업적, 예능적, 미적 성취를 위한 자기실현의 공간으로 삼음으로부터 기인
한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각은 수성궁을 “왕이나 그 족친이 거주하는 ‘궁’
이라는 전통적 의미의 공간 개념과는 별개로 안평의 문필적·예능적 지향이 실현되
는 장소로서의 공간”으로 본 문범두의 논의와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 그는 “운 이 
겪는 비극적 상황은 운 의 애정 지향에 해 수성궁이라는 공간으로 상징되는 중
세적 권력의 일방적 폭압에 의해”273)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들을 위의 관점
이 해결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안평 군이 현실 정치에서 물러나 학문에의 전일화 및 학문, 예술적 경
지의 도달을 추구한 결과, 궁녀들에게도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것을 동시에 요구
한다. 이에 10명의 궁녀들에게도 남녀 간의 재주의 차이 없이 학업을 격려하고 진
작시켰다는 점에서 안평 군의 학문에 한 열망이 궁녀들의 학문적 성장과 존재
론적 성장을 가능하게 한 기제로 작용하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안평 군은 동
시에 궁녀들을 외부로부터 단절시키는 행동을 취한다. 이로써 수성궁의 폐쇄성이 
보다 강조되는데, 특히 안평 군은 궁녀들의 학업을 저해하는 모든 요소들은 모두 
금기의 상으로 삼는다. 진정한 학문과 미적 성취는 세속과의 단절을 통해 마음
을 순수하게 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운 을 비롯한 궁녀들은 억압된 삶에 수긍하지 못하고, 수성궁으로부터
의 탈출을 희망한다. 특히, 운 은 비록 실패하나 가장 적극적으로 수성궁 밖으로
의 탈출을 시도하는 인물로, 탈출이 자유로운 애정 성취를 통한 진정한 자기 구현
임을 인식한다. 하지만, 수성궁 외부 공간은 운 의 기 와 달리, 현실적 질곡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기에 운 의 탈출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으며, 운 의 죽음 이후 
청량사에서의 김진사의 기원 또한 특에 악행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다.274) 

273) 문범두, 앞의 글, p.220.
274) 고전소설에서 사찰공간은 “정토적 공간이자 선경적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는 이상향적 

무 로, 사찰공간은 고전소설 작품 내에 개입하여 주요한 문학적 기능을 담당”(경일남, 
「고전소설에 나타난 사찰공간의 실상과 활용 양상」,『우리말글』제29집, 우리말글학
회, 2003, p.198.)한다. 경일남(2003)의 논의에 따르면, 고전소설에서의 사찰공간은 ‘희
구의 공간/구원의 공간/상봉의 공간/성취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는데, 이러한 구분 가운데 
<운 전>에서 청량사라는 사찰 공간은 희구의 공간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희구의 공간은 “기도와 재의를 통해 작중인물의 소망을 실현시켜주는 공간”을 의미한다. 
이는 사찰을 “운 과 김진사의 윤회적 환생을 기약하는 공간”(김익환, 앞의 글, p.2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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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수성궁에서도 수성궁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운 과 김진사의 비
극적인 사랑이며, 운 과 김진사의 일방적인 패배는 그들이 속한 세계 전체가 그
들의 사랑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수성궁 외부 공간에서의 패배를 경험한 
운 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 수성궁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게 되며, 결국 운
은 안평 군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수성궁에서 자결을 통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
하게 된다. 한편, 수성궁에서의 학문적, 예술적 성취를 위함으로써 자기 존재의 
실현을 추구하고자 했던 안평 군은 전란 이후 수성궁에서 몰락하게 된다. 
  이러한 양상과 수성궁의 공간적 의미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운 전>의 비

라고 바라본 김익환(2005)의 논의와도 맥을 함께 한다. 사찰을 찾는 주인공들은 자신의 
절실한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축원을 하거나 부처에게 공양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기
도와 제의를 통해 주인공들은 자신의 소원을 이루게 된다.(경일남, 앞의 글, p.9.) 이렇
게 고전소설에서 사찰 공간이 희구의 공간으로 기능한다면, <운 전>에서 김진사는  
운 이 자결한 이후, 김진사는 “운 이 남긴 금비녀와 거울, 그리고 나의 문방제구(文房
諸具)를 다 팔아서 쌀 40석을 마련”하여 특에게 자신을 신하여 운 의 혼을 위로하여 
줄 것을 부탁한다. 그러나 특은 김진사의 부탁을 무시한 채 절에서 시골 아낙네를 강제
로 겁탈하고 함께 승당하고 유숙하며, 술과 고기를 먹는 등 많은 악행을 저지른다. 과거 
공부를 위하여 청량사에 올라가 뒤늦게 특의 악행을 전해들은 김진사는 부처 앞에 나아
가 다시 기도를 드린다. 김진사는 “세존(世尊)이시여! 운 이 다시 살아나 제 배필이 되
게 해주시어, 운 과 저로 하여금 후세에서는 이러한 원통함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세존
이시여! 노비 특을 죽이고 쇠로 된 칼을 씌워 지옥에 가두십시오. 세존이시여!”라고 부
처에게 간절히 빌었는데, 이를 통해 김진사가 기원한 것은 총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운
의 명복 기원, 두 번째는 운 과의 재회 및 후세에의 만남 기원, 세 번째는 특의 징치를 
기원하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운 전>에서 김진사가 바란 세 가지의 희구 사항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진사의 간절한 기도와 바람 로 특은 7일 만에 함정에 빠져 
죽지만, 운 은 진사의 바람 로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진실로 이 같은 소원을 들어주
시면 운 은 비구니가 되어 열 손가락을 사르고 20층 금탑(金塔)을 지을 것이며, 저는 
중이 되어 오계를 지키고 큰 사찰 3개를 창건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라는 김진
사의 발언을 통해 그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김진사가 가장 희구하는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설정은 운 과 김진사의 지상계에서의 사랑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운 전>의 내부 이야기에서의 비극성을 심화시키는 장치로 기능
함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지금까지 <운 전>의 공간에 한 논의 가운데 청
량사에 초점을 둔 유일한 논의인 김익환(2005)에서는 청량사를 “김진사가 운 을 위하
여 축원과 불공을 드려 윤회적 환생을 기약하는 공간”(김익환, 앞의 글, p.20)으로 보았
는데, 이러한 김진사의 희구의 선택적 수용이 일어난 의미, 즉 특의 징치는 이루어진 반
면 운 과의 재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하
다.)



일반 궁중 수성궁
수성궁  

밖

안평대군의 도피처 운영의 도피처

패배 패배

<표 3> 수성궁으로 수렴되는 <운영전>의 중층적 비극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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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세계와 비극성의 요체는 모두 ‘불가피성에 의해 수성궁으로 수렴되는 중층적 
비극의 세계’라는 것이다. 여기서 불가피성에 의한다는 것은 안평 군과 운 에게
는 모두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으며, 수성궁만이 그들의 존재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수성궁으로 수렴된다는 것은 안평 군과 운 의 귀결 지점은 모두 수성
궁으로, 수성궁에서 패배하고 마는 비극적 구조를 의미하며, 중층적 비극의 공간 
구조라는 것은 수성궁 자체가 정치의 기회를 잃은 안평 군에 의해 선택된 일종의 
도피처임을 고려할 때, 기본적으로 도피처의 성격을 지니는 수성궁으로부터 다시 
벗어나고자 하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마는, 도피의 도피처로서의 중
층적인 비극의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안평 군과 운 의 경우 모두 불가피성의 원리로 설명 가능하다. 안평 군은 수
성궁 이외의 공간을 지향할 수 없으며, 수성궁만이 자신의 자기실현과 정체성 구
현을 위한 공간이 된다. 안평 군은 수성궁에서 자기실현을 하고, 수성궁에서 몰락
한다. 한편, 운 은 수성궁으로부터 벗어나 외부 공간을 지향하지만, 수성궁 외부 
공간에서 이를 실현하지 못하고 현실적 질곡으로 세계에 패배한다. 결국 운 은 
수성궁으로 회귀하며, 결과적으로 수성궁에서 패배하는 구조가 성립한다. 수성궁으
로 회귀한 이후, 더 이상 수성궁 외부 공간을 지향하지도 못하는 운 의 상황에서 
운 은 그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었으며, 그녀에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권은 죽음
이었던 것이다. 즉, <운 전>의 비극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희망을 찾은 공간
에서 마저 좌절하고 마는 중층적 비극이며, 여기에는 불가피성(inevitability)의 원
리가 적용된다. 본 연구는 <운 전>이 비극성에 한 문범두의 기본 입장을 수용
하되, 보다 근원적인 공간의 문제로 접근하여 그 비극성이 발생하는 원인, 즉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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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운 전>의 핵심적인 비극이 발생하는가를 탐구하고자 하며, 이 지점에
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본다.
  후술하겠으나, 운 과 김진사의 수성궁에서의 패배, 안평 군의 수성궁에서의 몰
락, 그리고 안평 군의 패배와 황폐한 수성궁에 한 운 과 김진사, 그리고 유
의 동정 어린 시선은 비극적 세계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렇게 운 과 김진
사의 비극적인 애정과 안평 군의 비극적 몰락은 <운 전>의 중층적 비극의 서
사 세계를 구성한다. 운 과 김진사는 수성궁으로 상징되는 안평 군의 권위, 더 
나아가 세계의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여 수성궁에서도 수성궁 외부 공간에서도 애
성 성취에 실패하며, 안평 군 또한 수성궁에서의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지 못하고 
세계 앞에 좌절한다. 그리고 운 과 김진사의 이야기를 전한 유 의 일생 또한 부
지소종(不知所終)으로 마무리된다. 이렇게 <운 전>의 공간은 개인의 등장인물들
이 세계에 패배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작품의 비극적 세계를 형상화한다. 

(2) ‘수성궁 옛터’와 비회적 정조

  <운 전>의 구성적 특징인 중층적 액자 구조 가운데 운 과 김진사의 사랑 이
야기인 내부 이야기가 절 적으로 서술량이 많고, 애정 파란의 정도가 심각하여 
비극성이 높다 할지라도, 이는 <운 전>의 일부이다. 즉, <운 전>의 핵심이 운

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다룬 액자 내부 이야기에 있다 할지라도, 
외부 이야기와의 관계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작품을 부분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운 전>의 공간을 통해 구성되는 비극성을 총체적으로 탐구
하기 위해서는 외부 이야기와의 연계 아래, 전체 서사 구조에서 제기되는 작품의 
비극적 성격에 한 이해275)가 필요하다.
  이렇게 <운 전>이 액자소설적인 몽유록의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운 전>의 액자식 구성을 단순한 서술적 장치로 치부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
는데, 이는 비록 많지는 않은 양이지만 액자 외부의 세계가 치 하게 소개되고 있
기 때문이다.276) 본 연구에서 주된 분석 상으로 삼은 국립도서관본 <운 전>
은 별칭을 <수성궁몽유록>뿐만 아니라, <유 전>또는 <유생전>으로 삼아, 액자 
275) 문범두, 앞의 글, p.233.
276) 박일용, 앞의 책, p.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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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의 인물인 유 의 존재를 강조하기도 한다. 이때 액자 외부 인물인 유 이 존
재하는 공간은 과거형이 된 수성궁, 즉 전란 이후 폐허가 된 수성궁을 가리키는 
수성궁 옛터를 지칭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액자 외부 인물인 유 , 그리고 운 과 
김진사의 수성궁 옛터에 한 인식을 살핌으로써, 이러한 수성궁에 한 인식이 
<운 전>의 비회적 정조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나가는지 살피기 위한 발판으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이 목에서는 <운 전>의 공간이 비회적 정조 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공
간 묘사와 공간의 설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 공간이 <운 전> 미학의 핵심이 됨
을 규명하고자 한다. <운 전>의 공간 묘사는 주로 외부 이야기, 즉 3인칭 작가
적 시점에서 서술되고 있다. 내부 이야기에서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이 비극으로 
끝난 이후, 수성궁에 한 묘사가 그러하다. 이는 전반적인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
하여, <운 전>의 미학인 비극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한다.
  선비인 유 (柳永)은 “옷이 남루하고 용모와 안색이 초라하여 놀러 온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초췌한 행색을 한 인물이며, “어린 종은 물론 이미 자기를 
알아주는 친구마저 없”는 외로운 인물이다. 그는 만력 신축년 3월 16일, 수성궁의 
경치가 뛰어나다는 말을 듣고, 술 한 병을 든 채 궁문(宮門) 안으로 들어간다. 그
의 눈에 비친 수성궁 내부의 모습은 “갓 전란을 겪은 뒤인지라 장안의 궁궐과 성
안에 가득했던 화려한 집들이 텅 빈 채 남아 있지 않았”고, “무너진 담과 깨어진 
기와조각, 폐쇄된 우물과 무너진 돌계단 사이에는 잡초가 무성하 으며, 동쪽 문 
몇 칸만이 홀로 우뚝 솟아 있었”다. 또한, 유생이 서쪽 동산으로 깊숙이 걸어가자, 
“온갖 풀들이 빽빽하게 우거져 맑은 연못에 그림자가 비치었으며, 땅에는 꽃이 가
득히 떨어져 있었으나 사람의 자취는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과거의 수성궁에 
비해 황폐하 다. 또한, 이러한 수성궁 내부의 황폐함은 웅장하게 묘사되는 수성궁 
주변 환경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부각된다. 
  <운 전>의 서두는 수성궁에 한 공간 배경으로 시작되는데, 몽유체계를 구비
한 작품답게 수성궁은 별유천지승지(別有天地勝地)로 묘사되고 있다.277) 수성궁은 
안평 군의 옛 집으로 “비록 산이 높거나 험준하지는 않았지만, 산꼭 기에 올라
가 내려다보면 사방으로 통하는 큰길과 저자거리, 성안의 수많은 집들이 바둑판을 

277) 심치열, 앞의 글, pp.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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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쳐 놓거나 별들이 늘어선 듯 역력히 가리킬 수 있었”으며, “푸른빛을 짙게 띤 구
름과 안개가 아침저녁으로 고운 태도를 자랑하니, 참으로 절승지라고 할 만”한 공
간으로 묘사되며, 이는 황폐해진 수성궁 내부 공간의 황폐함을 더욱 강조한다. 이
렇게 황폐하게 묘사되는 수성궁은 운 과 김진사의 애정담이 시작되기 전 작품의 
지배적인 분위기와 정서를 형성하는데, 이는 <운 전>의 비극미와 연관되며 비극
적 결말을 암시한다. 이렇게 초라한 유 의 행색과 황폐한 공간적 묘사에 하여 
정출헌(1999)은 “<운 전>이 전기소설의 미학적 특징으로 지목되는 고독(孤獨) 
또는 비감(悲感)을 극한적인 상황까지 체험토록 하고, 여느 전기소설보다 세계와
의 갈등이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암시를”278) 하며, 특히 “임진왜란을 치르고 
난 수성궁의 허물어진 담장, 깨진 기와, 폐해진 우물, 그리고 거친 섬돌에 핀 무성
한 풀꽃”279)과 같이 황폐해진 수성궁 옛터에 한 묘사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된다고 하 다. 
  인적이 드물고 황폐해진 수성궁 옛터에서 유 은 비회(悲懷)에 젖어 술에 취해 
잠이 들게 되고,280) 술에서 깬 직후 운 과 김진사와 조우하게 된다. 유 과 마주
한 김진사는 유 에게 경개약구(傾蓋若舊)와 같다고 하며 유 에게 동질감을 느낀
다. 그리고 김진사는 자신이 진사 제2과에 급제한 선비임을, 운 은 자신이 안평

군(安平大君)의 궁녀임을 유 에게 밝힌다. 이에 유 은 “안평이 한창 활동하던 
때의 일과 진사가 슬퍼하는 연유를 상세히 들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김진사에게 
물으며, 운 과 김진사가 슬퍼하는 연유를 상세히 청하는 것으로 내부 이야기 전
개의 발판을 마련한다. 유 의 물음을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유 의 질문에는 두 가지 초점이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안평 군
에 한 것, 또 하나는 김진사가 슬퍼하는 이유로 이는 운 과 김진사의 애정담에 

278) 정출헌, 앞의 책, p.85.
279) 위의 책, pp.85-86.
280) 정출헌은 유 이 느낀 비회(悲懷)의 감정은 폐허가 되어버린 수성궁으로부터 비롯한 

것이라고 보았다. 수성궁은 학자와 문인들이 학문에 해 토론을 하는 학문의 장이자, 
젊은 학자가 입문하는 등용문이기도 하 다. 수성궁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 을 때, 폐
허가 되어 버린 수성궁의 현실에서 유 이 느낀 비감(悲感)은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
루었을 안평 군의 시절의 수성궁의 모습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이는 
유 이 안평 군의 성시지사(盛時之事)를 우선적으로 물었던 것과도 연관되는 것이다.
(정출헌, 위의 책, p.8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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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유 의 두 가지 초점 가운데 운 과 김진사의 애정담은 내부 이야기에
서 운 과 김진사의 죽음으로 비극적 결말을 맺는 반면, 운 과 김진사의 죽음 
이후 안평 군의 결말은 언급되지 않는다. 운 과 김진사의 비극적 애정은 앞 절
에서 상술한 바 있으므로, 이 항에서는 해결되지 않은 안평 군의 결말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안평 군의 문필적 의지와 미적 경지의 추구는 절 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운
의 죽음과 동시에 상실된 문필적 환경은 안평 군이 그동안 의지하던 모든 것이 
남김없이 허물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안평 군은 운 과 김진사 못
지않게 비극적인 존재로 형상화된다. 정치적 이상도, 최고의 문장가라는 명망으로 
실낱같이 부여잡고 있었던 마지막 자존심도, 운 에 한 은근한 마음의 기울임도 
모조리 허망한 처지에 빠져버린 것이다. 말하자면 이 작품의 비극은 운 과 김진
사의 안타깝고 처절한 죽음과 함께, 자기실현의 모든 가능성이 봉쇄되어 존재적 
의미마저 망실한 안평 종막까지 포함하는 완전하고도 철저한 파탄에 있는 것이
다.281) 즉, 황폐해진 수성궁은 더 이상 안평 군의 위엄을 떨치는 공간이 아니며, 
오로지 안평 군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어버린다. 운 의 자결로 인하여 
안평 군은 운 을 향한 마음도 거두어야 했으며, 수성궁은 더 이상 학문적 성취
를 위한 전일한 공간이 될 수 없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란으로 인하여 안평 군의 
공간이었던 수성궁마저 파괴된다. 이는 운 이나 김진사와 마찬가지로 안평 군 
또한 피해자 혹은 패배자282)임을 의미하며, 안평 군의 철저한 몰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로써 <운 전>의 비극적인 성격은 심화된다.
  이뿐만 아니라, 황폐해진 수성궁 옛터를 통해 드러나는 안평 군의 몰락에 한 
운 과 김진사의 동감(同感)의 시각은 <운 전>의 비회적 정조를 강화한다. 운
과 김진사의 폐허가 된 수성궁 옛터에 한 인식은 안평 군과의 관계 속에서 온
전히 설명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황폐화된 수성궁에 한 운 과 김진사의 인식은 
유 과의 만남에서 지어 부른 시구를 통하여 유추할 수 있는데, 운 과 김진사의 
폐허가 된 수성궁에 한 인식 또한 비회의 정조로 가득 차 있다. 즉, 운 과 김진

281) 문범두, 앞의 글, p.237.
282) 엄기 , 앞의 글, p.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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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안평 군의 일패(一敗)와 이로 인한 수성궁의 퇴락을 슬퍼한다283)는 것이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운 과 김진사가 폐허가 된 수성궁에서 안평 군을 향한 원
망과 비난의 시선을 드러내기보다는 안평 군의 멸망에 한 슬픔과 동정의 감정
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다. 
  

유 이 위로하여 말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서 바라던 뜻이 이루어졌으며, 원
수인 노비도 이미 제거되어 분통함도 씻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듯 비통함
을 그치지 아니하십니까?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못함을 한탄하는 것입니까? 
김생이 눈물을 흘리며 사례하여 말했다. “우리 두 사람 다 원한을 품고 죽었습니
다. 명사는 죄 없이 죽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의 즐거움도 인간 세상보다 덜하지 않는데, 하물며 천상의 
즐거움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군이 한 번 패배한 이후로 고궁(古宮)에는 주인이
없으며, 까마귀와 참새가 슬피 울고 인적이 이르지 않아 슬픔이 극에 달한 때문입
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兵火)를 격은 뒤에 화려했던 집들은 재가 되고 회칠한 담
장은 모두 무너졌는데, 오로지 섬돌의 꽃은 향기롭고 뜰의 풀들만 무성합니다. 이
렇듯 봄빛은 옛날의 정경을 바꾸지 않았으나 인사(人事)는 변하여 이처럼 바뀌었
습니다. 다시 이곳에 와서 옛일을 회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284)

  위의 목은 이야기를 마친 김진사가 유 에게 그들이 한탄하는 이유를 물은 질
문에 응답하는 목으로, 한탄의 상은 운 과 김진사가 자신이 아닌 안평 군이
다. 김진사는 두 사람이 이미 천상에서 다시 만나 해당 목에서는 운 과 김진사
의 사랑 실패로 인한 비극보다도, 안평 군의 패망이 수성궁의 황폐한 모습과 함
께 제시된다. “ 군이 한 번 패배한 이후로 고궁(古宮)에는 주인이 없으며, 까마귀
와 참새가 슬피 울고 인적이 이르지 않”으며, “새로 병화(兵火)를 겪은 뒤에 화려
했던 집들은 재가 되고 화칠한 담장은 모두 무너졌는데, 오로지 섬돌의 꽃은 향기
롭고 들의 풀들만 무성”하게 묘사되는 공간적 황폐함은 안평 군의 패망을 상징하
며, 이렇게 안평 군의 패망을 상징하는 수성궁에서 운 과 김진사는 안평 군을 
향한 원망보다도 그의 몰락을 슬퍼하는 양상을 보인다.
  폐허가 된 수성궁에서의 운 과 김진사의 이러한 감정은 유 의 각몽(覺夢) 이
283) 엄기 , 앞의 글, p.172.
284) 국립도서관본 <운 전>, p.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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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유 에게 글을 거두어 세상에 전할 것을 부탁한 이후 읊조린 절구의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진사는 술에 취해 운 에게 몸을 기댄 채 절구 한 수 읊었다.
꽃이 진 궁중에 제비와 참새가 나니,
봄빛은 여전하나 주인은 아니로다.
밤하늘의 달빛은 이렇듯 서늘한데,
푸른 이슬은 푸른 깃털 옷을 적시지 못하네.

운 이 이어서 읊었다.
고궁의 꽃과 버들은 새로이 봄빛을 띠었는데,
호화롭던 오랜 옛일 자꾸만 꿈속에 드네.
오늘 저녁 옛 자취를 찾아와 노니,
슬픈 눈물이 절로 수건 적심을 금하지 못하네.285)

  김진사는 꽃이 져 온전함을 잃어버린 수성궁의 봄빛과 달빛은 과거와 동일하나, 
온전하 던 수성궁의 주인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하여 탄식하고 있으며, 운 은 
고궁(古宮)의 봄 경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되돌아오는데, 온전하 던 수성궁에서
의 주인의 자취와 옛 기억의 자취는 돌아오지 않음에 하여 “슬픈 눈물”을 적시고 
있다. 이처럼 운 과 김진사는 모두 안평 군의 패배와 이로 인한 수성궁의 퇴락을 
슬퍼한다. 유 의 물음에 한 김진사의 답변과 운 과 김진사의 절구(絶句)에서 안
평 군을 향한 원망을 발견할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이 안평 군 또한 자신들과 마찬
가지의 이유로 패배자이자 희생자가 되었음을 인식했기 때문286)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액자 내부의 운 과 김진사의 사랑 실패로 인한 비극287)은, 액자 외부

285) 국립도서관본 <운 전>, pp.158-159.
286) 엄기 , 앞의 글 p.173.
287) 비록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이 천상에서 해결되어 두 인물의 비극적 사랑이 극복되었

다고 할지라도, 이는 그만큼 죽음을 통하지 않는다면 두 인물의 사랑은 극복될 수 없음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 인한 비극성은 운 과 김진사가 죽은 이후에도 지속되
는 한(恨)의 감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현경은 <운 전>에 천상적인 것은 있어도 
오히려 지상적인 것을 오히려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 다.(성현경, 앞의 글, 
p.148.)“우리 두 사람 다 원한을 품고 죽었습니다.”(국립도서관본 <운 전>, p.157.)와 
“바닷물이 마르고 돌이 녹아 없어져도 이 마음은 없어지지 않으며, 땅이 늙고 하늘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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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성궁에서의 안평 군의 몰락과 이에 한 유 , 운 , 김진사의 비회적 인식으
로 확 되어, <운 전>의 비극미와 비회적 정조를 강화한다. 즉, <운 전>의 전반
적 미학을 형성하는 비극미와 비회적 정조는 일차적으로 수성궁의 장벽을 넘지 못
한 운 과 김진사의 사랑 실패로 끝나지 않고, 안평 군의 삶의 존재가 되었던 수성
궁의 몰락과 패망을 통해 보다 중층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성궁은 
<운 전>의 전반적으로 쓸쓸하고 황폐한 분위기를 자아냄으로써, 운 과 김진사, 
그리고 안평 군의 몰락으로 인한 비회적 정조를 심화하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
겠다.

너져도 이 한은 삭이기 어렵습니다.”(국립도서관본 <운 전>, p.158.)라는 김진사의 언
급처럼, 운 과 김진사의 과거 수성궁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의 한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그 비극성이 짙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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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의 개요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실행은 2016년 5월, 11월에 
실시된 예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12월 약 3주 동안 서울 소재 S고등학교 
1학년 학생 250여명, 총 8개의 학급을 상으로 실시하 으며, 수업의 진행은 3년 
이상의 현직 경험이 있는 교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수업은 총 3차시로 구성되었으
며, 각각의 차시는 학습독자들에게 <운 전>의 공간에 한 지식적 내용들을 주입
시키는 차원이 아닌, 학습독자들의 <운 전>의 서사 공간에 해 사고할 수 있는 
초점 질문들을 제시288)하고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학습독자가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서사 공간의 의미에 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습독자들에
게 공간에 유의하며 소설을 읽어본 경험이 있는지, 소설에서의 공간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 등에 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서사 공간의 다
양한 역할을 통해 서사 공간이 단순히 배경에 머무르지 않고 서사의 핵심이 될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언급하 다.
  본격적으로 1차시에는 학습독자들로 하여금 과제로 읽어 온 <운 전>의 주요 
공간을 추출하여 각 공간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학습
자 스스로 구성해보는 활동을 진행하 고, 2차시에서는 <운 전>의 서사 공간이 
의미하는 바에 하여 조별로 토론하는 활동을 진행하 다. 2차시에서 학습독자들
에게 제시한 질문 목록은 ‘수성궁은 어떤 공간일까? 안평 군에게 수성궁은 어떠
한 공간일까? 안평 군은 궁녀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

는가? 이에 한 궁녀들의 심리와 응 태도는 어떠하 는가? 왜 서궁의 궁녀들

288) 초점 질문은 수업이나 토의 자료에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활용되며 사
실적, 경험적, 생산적, 평가적 질문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 초점 질문은 학생들이 무엇
을 학습하 는가를 확인하거나, 수업 시작이나 진행 도중에 학습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흥미를 자극하며 수업 시작이나 진행 도중 기본 지식을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이
종일 외, 『교육적 질문하기』, 교육과학사, 2006,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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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완사 장소를 탕춘 에서 소격서동으로 바꾸고자 하 는가? 궁녀, 운 , 김진사
는 수성궁과 수성궁 외부 공간은 어떻게 바라보았으며, 각각의 공간은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 는가? 운 을 포함한 궁녀들과 김진사는 어떠한 응 태도를 보
는가? 수성궁에서의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은 정말 이루어질 수 없었을까? 그렇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만일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그 방법에는 무엇이 있었을
까? 액자 내부의 수성궁과 액자 외부의 수성궁은 어떻게 다를까?’ 등과 같다. 마지
막으로 3차시에서는 진도에 차질이 없는 학급에 한정하여 총 3개의 학급을 상
으로, 5-6인이 한 조를 구성하여 공간 지도 그리기 활동을 자유롭게 실시하 다. 
공간 지도 그리기 활동은 학습독자들의 <운 전>의 서사 공간 구조 이해가 작품 
전체의 비극적 구조 이해로 나아가는가, 학습독자들이 공간을 통하여 작품을 유기
적으로 이해하는가, <운 전>을 내부 공간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해하는가, 
혹은 외부 공간까지 인식하여 작품을 전체적으로 읽어나가고 있는가 등에 한 내
용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 다. 
  이후 학습독자의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양상을 파악하고 전체 감상의 내용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육’을 위한 1차 교수·학습의 과정
을 실행한 이후, 감상문 쓰기 활동을 추가적으로 실시하 다. 이때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실행으로부터 파생되는 교육 효과와 서사 공간의 이해로
부터 전이되는 <운 전>의 이해 양상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서사 공간을 
중심으로 <운 전>을 감상한 내용을 쓰시오.’와 같이 교사 제시 발문을 한정하지 않
음으로써, 학습독자가 자유롭게 <운 전>에 한 감상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 다. 
  또한, 수업 실행 이후 자발적 참가자들을 상으로 총 400분의 심층 면담을 실
시하 다. 심층 면담 내용은 주로 <운 전>에서의 서사 공간의 역할과 의미에 
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운 전>의 핵심 공간, 공간 묘사가 사건 전개 흐름에 
미치는 향, 공간별 발생 사건, 운 과 김진사의 애정 성취에 있어 수성궁의 역할
과 기능, 인물별로 궁 안과 궁 밖이 가지는 의미, 인물들이 수성궁이 아닌 다른 공
간에 처할 경우 인물의 심리 변화 혹은 사건의 의미 변화 여부, <운 전>의 비극
성에 한 견해, <운 전>의 서사 공간에 자신을 입해봤을 때 자신의 행동, 자
신이 처한 공간에 한 탐구, 해당 공간에서의 자신의 응 태도 인식, <운 전>
을 공간으로 접근하 을 때 좋았던 점, <운 전>에서 공간이 전체적으로 지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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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수업에 한 학습독자의 평가 등의 질문 등이 그러하다.

2. 학습독자의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양상 및 문제점

  이 절에서는 Ⅲ장에서 추출한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육 내용을 토 로 
학습독자들의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 양상 및 문제
점들을 살핌으로써 최종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독자들이 설정된 교육 목
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구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학습독자의 <운 전> 서사 공간 이해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실제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실행의 전 단계로 <운 전>을 서
사 공간 중심으로 감상할 수 있는 활동지를 제작하여, 학습독자의 <운 전>의 공
간에 한 반응을 이끌어내었다(1차 자료). 그 다음 단계로, 학습독자의 반응을 
수렴하여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육을 위한 1차 교수·학습을 실행하여 보
다 심화된 차원의 반응을 이끌어내었다(2차 자료). 이에 이 절에서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함께 살펴 학습독자의 <운 전> 서사 공간 이해 양상 및 문제점들을 
반성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한다.289)
 

(1)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를 위한 교수·학습 실행 이후 학습독자들은 공간을 
중심으로 <운 전>의 사건, 갈등, 인물 등의 서사 구성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이
해하는 양상을 보 는데, 이러한 양상은 <운 전> 감상문과 공간 지도를 통해 확

289) 자표 전사의 기호는 ‘Ⅰ장-연구 상-<운 전> 학습독자 수집 자료’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자료 수집 방법(수업 참여관찰지, 활동지, 수업 후 감상문, 심층 면담)에 따라 
기호를 달리하여 [작품명-자료 수집 방법-학습독자 부여 순서]로 표시하고자 한다. 또
한, 학습독자 자료는 원문 자료를 그 로 인용하며, 강조 부분은 인용자에 의해 밑줄로 
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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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다. 먼저 학습독자의 <운 전> 감상문을 통해 <운 전>의 유기적 이
해 양상을 살펴보겠다.

운 전의 내용은 궁녀인 운 과 유생인 김진사의 사랑이 같은 내용인데 마지
막이 새드 엔딩으로 끝난다. 운 이와 김진사는 수성궁에서 만나게 되는데(만남)
우연히 김진사가 쏟은 먹물이 운  옷에 묻게 되는데 그 후로 그 둘은 서로 좋
아하게 된다. 운 은 김진사가 보고 싶어 김진사가 수성궁에 오면 문틈 사이로 
몰래봐야만 했다. 김진사 역시 운 이가 보고 싶어서 무녀한테 운 이에게 줄 편
지를 전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노비 중 똑똑한 아이 특에게 도움을 청한다. 특은 수성궁의 담
을 넘을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몰래 만나야 되기 때문에 털가죽 버선을
신으라고 하 다. 특의 도움으로 운 과 김진사는 만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몰래 
만나기 힘드니까 운 한테 같이 도망가자고 한다. 운 은 먼저 수성궁 밖으로 자
신의 재산을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도망가려고 했는데 안평 군이 알게 되어서
운 은 별당에 갇히게 되었다. 운 은 결국 그 자리에서 자결을 하고 말았다. 자
결을 한 후 김진사는 운 의 혼을 위로하려고 청량사에서 불공을 드리라고 했지
만 특은 하지 않았다. 또 특은 김진사가 숨겨놓은 재물을 팔아 부처께 공양을 드
릴려고 했는데 특이 김진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운 의 재산을 다먹어버렸다. 김
진사는 뒤늦게 알게 되어 부처께 빌었다. 그래서 특은 함정에 빠져 죽게 되었다. 
【운-㉢-54】

 【운-㉢-54】는 주로 수성궁을 중심으로 <운 전>의 서사 전개 과정을 파악하
는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로, 학습독자가 <운 전>을 인물, 사건, 공간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이해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학습독자는 공간으로부터 사건을 도
출해내고, 공간에서의 인물의 행위를 동시적으로 이해하 다. 주로 수성궁에서의 
운 과 김진사의 만남과 이별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운 전>을 이해하 고, 수
성궁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과 수성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극복하기 위한 인물들의 행동들에 주목하여 공간으로부터 사건과 인물을 유추해내
는 양상을 보 다. 이를 통해 학습독자가 전반적으로 <운 전>을 이해하는 과정
에 있어 공간 요소를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서사 공간 지도를 통해 <운 전>의 유기적 이해 양상을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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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7】 
  

【운-㉣-13】
<표 4> <운 전> 공간 지도 그리기 활동 자료  

 

 【운-㉣-7】은 <운 전>의 주요 공간을 수성궁(서궁, 남궁, 서당, 서궁의 담
장)과 수성궁 외부 공간(소격서동, 무녀의 집)으로 선정하고, 각 공간마다 발생한 
사건과 공간에서 사건을 겪는 인물들을 하나의 지도 안에 담아, 공간을 중심으로 
사건과 인물을 동시적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공간이 인물과 사건을 
총체적으로 고려한 작품 이해를 가능하게 함을 의미한다.
  한편,【운-㉣-13】은 <운 전>의 주요 공간을 수성궁(서당, 서궁, 남궁, 담장)
과 수성궁 외부 공간(산곡, 무녀의 집, 김진사의 집, 소격서동)으로 선정하여 수성
궁과 수성궁 외부 공간의 분리와 단절을 명확히 인식함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특
히,【운-㉣-13】은 외부 액자에 등장하는 천상 공간도 함께 인식함으로써, 몽유 
구조로 인한 <운 전>의 액자 구조를 공간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
는 자료이다.

(2) 공간 인식과 공간 응 방식을 통한 인물의 재해석

  다음으로 학습독자들은 인물의 공간에 한 인식 및 응 태도를 통해 인물을 
재해석하는 양상을 보 는데, 주로 운 과 안평 군에 하여 재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그 가운데 표적으로, 수성궁에 한 안평 군의 이념과 태도를 통해 
안평 군을 재평가 하는 양상에 하여 살펴보겠다.
  수성궁에 한 안평 군의 이념과 수성궁이라는 세계를 유지하기 위한 안평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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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를 통한 인물의 평가는 안평 군을 부정적인 인물로 보는 해석, 중립적인 
인물로 보는 해석, 그리고 긍정적인 인물로 보는 해석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각각의 경우에 한 학습독자의 다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평 군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인 것 같은데 나
는 나쁜 사람인 것 같다고 생각했다. 물론, 궁녀들에게 시를 가르쳐주고 한다지
만 궁녀들이 너무 억압받는 삶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궁녀는 궁 밖의
사람들과 만나서도 안 되고 궁 밖의 사람들도 궁녀들에 해서 아는 것도 허락
되지 않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당시 시 상황이 그런 것도 있
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궁녀의 그런 억압받는 삶이 없었다면 운 이나 김 진사도
자결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운-㉢-60】

안평 군의 행동에 해 고민을 해보았다. 안평 군이 가를 치르고 궁녀를 
맞이하 고, 또 궁녀는 궁녀가 되려면 자신의 자유로운 삶을 포기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안평 군이 운 과 진사가 사랑에 빠졌을 때 화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평 군이 10명의 궁녀를 감금하여 가르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안평 군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자신의 궁녀이고 그 가를 주었다지만 모든 시간과 모든 자유를 뺏을 수는 없
다고 생각한다.【운-㉢-47】

 【운-㉢-60】은 안평 군을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한 경우로, 비록 안평 군이 
궁녀들의 학업을 진작시키고 자비를 베풀지만, 근본적으로 궁녀들의 삶을 억압하

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안평 군의 성격을 규정하 다. 해당 학습독자는 안평
군에 의해 궁녀들의 삶이 억압받지 않았다면, 운 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결말 

또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 함으로써, 공간적 제약을 가하는 안평 군의 행위가 
<운 전>의 비극성의 핵심이 된다고 보았다. 【운-㉢-47】 또한 이와 같은 맥
락에서 안평 군의 행위를 해석한 경우로, 비록 궁녀들에게 정당한 우와 가를 
제공하 지만 수성궁에서의 억압적인 삶을 야기한 안평 군의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 다.

그리고 이 글을 처음에 읽어서 접해보면 안평 군이 나쁜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 안평 군이 예쁜 궁녀 10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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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아서 수성궁에 지내게 하여 억압을 하면서 지내게 만든 것은 잘못이 있으나 
안평 군이 운 과 김진사처럼 법을 어기지도 않았고 심지어 운 이 안평 군에
게 거짓말까지 한 죄가 있으니 운 은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안평
군은 중립적인 인물 같았다.【운-㉢-35】

  한편,【운-㉢-35】는 안평 군을 중립적인 인물로 재평가하는 양상을 보 다. 
해당 학습독자는 오히려 잘못은 수성궁의 질서를 위배한 운 과 김진사에게 있으며, 
안평 군이 비록 궁녀들을 억압하기는 하 으나, 이는 수성궁과 법의 질서를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악한 인물로도, 선한 인물로도 평가할 수 없다고 하 다. 

안평 군이 정말로 악했다면, 운 을 소유물로 생각하여 운 에게 돈도 안 주고, 
충분한 보상과 월급도 주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악한 행동들도 더 많이 했을 것
이다. 안평 군은 폐쇄적인 수성궁에 있는 궁녀들에게 학업을 가르쳐주었으며, 자
비로운 행동으로 궁녀들을 인간적으로 우해주었다는 점에서 안평 군은 악인이
라 할 수 없다. 안평 군은 수성궁이라는 그의 세상에서 궁녀들이 안전한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 한의 노력과 배려를 기울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운-㉡-4】

  마지막으로, 안평 군을 악하지 않은 인물로 재평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의 인용문
은 <운 전> 내부 맥락에서 안평 군의 행위를 분석한 경우로, 안평 군은 궁녀들에
게 자비를 베푼 반면 수성궁의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은 궁녀들임을 주장하며, 안평
군의 행위를 악하게만 볼 수 없다고 하 다. 이 학습독자는 안평 군의 행위는 결과적
으로 궁녀들의 자유와 애정을 억압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이것이 궁녀들의 수
성궁에서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안평 군의 본래 목적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안평 군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인물의 공간에 한 인식과 응 태도의 해석을 통한 인물의 재평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인물에 한 학습자의 평가가 무제한적으로 확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습자의 자유로운 해석과 다양한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나, 개인적
인 가치로 인하여 작품의 의미를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인물의 
성격을 재단하는 상황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교사의 조정이 필요하다.



- 136 -

(3) 궁(宮)의 상징성을 통한 비극성 인식

  세 번째로, 학습독자들은 궁(宮)의 속성 및 상징적 의미 파악을 통해 <운 전>
의 비극성을 인식하는 양상을 보 다. 이에 해당하는 학습독자들은 궁이라는 특수
한 공간이 지니는 폐쇄적인 속성과 그러한 공간으로부터 인물이 겪게 될 사건과 
결말을 유추함으로써, 궁이라는 공간 설정 자체가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이 비극적
으로 결말 맺을 수밖에 없도록 함을 이끌어내었다.

김진사는 양반 운 은 궁녀, 궁녀의 정의가 뭐라 생각하는가. 그 답은 궁궐
에 속해 있는 여자, 즉 왕의 소유물과 같다. 이 둘은 애초부터 비극만 초래하는
어리석은 사랑을 시작한 것이다.【운-㉢-18】

운 전은 궁녀 ‘운 ’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이다. 그러나 부분의 소설과 
달리 이 이야기의 끝은 비극적이다. 둘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는 이 이
야기가 행복하게 막을 내릴 것이라고는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다. 일단, 운 의
신분이 궁녀라는 점과 김 진사가 궁 바깥의 남자라는 설정에서부터 힘이 들 것
같았다. ‘궁’이라는 경계가 심하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둘의 뜻 로 행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았다. 【운-㉢-23】

 【운-㉢-18】과 【운-㉢-23】은 궁의 폐쇄적 속성에 주목하여 <운 전>이 
비극으로 종결될 것임을 예측하 다. 전자의 학습독자는 궁녀라는 신분 자체가 궁
에 속해 있으면서 왕의 소유물로 살아가야 하기에, 자신의 의지 로 자유로운 사
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인식하여, 궁궐이라는 공간의 
설정 자체가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은 비극을 초래하는 결말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후자의 학습독자는 공간 구도에 한 보다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궁이
라는 공간적 설정 자체가 유발하는 행동의 제약이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을 비극적
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결말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해당 학습독자는 궁 안과 궁 
밖으로 구성되는 <운 전>의 공간 구도를 인식하고, 공간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애정의 제약과 외부와의 접근이 차단되어 있는 궁의 폐쇄적인 속성을 파악함으로
써, <운 전>이 비극적으로 결말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공간을 통해 유추해내
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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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사 공간 자체에 한 이해의 부족

  이 목에서는 학습독자가 <운 전>의 서사 공간 자체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 나타
난 문제점들에 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서사 공간에 한 이해의 부족을 중요한 범
주로 설정한 이유는 수성궁의 공간적 특수성에 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운 전>만의 독특한 비극적 구조와 비극적 서사 세계를 온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학습독자가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문제점
을 수성궁의 특수성에 한 인식이 부족하 다는 것과 <운 전>의 서사 공간이 지
니는 이중적 상징성에 한 인식이 미비했다는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운 전>의 핵심 서사 공간인 수성궁은 보편적으로 고전소설에서 통용되는 궁
(宮)의 의미와는 다른 특수한 의미를 가진다. 즉, 수성궁은 궁의 일반적인 성격을 
따르는 공간이 아니다. 그런데 일부 학습독자들은 일반적인 궁의 의미와 수성궁의 
의미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 으며, 궁의 일반적인 속성으로부터 수성궁의 의미
와 <운 전>의 비극성을 도출해내는 양상을 보 다. 
  특히, 학습독자들은 <운 전>의 서사 공간을 조선시  궁궐의 모습과 연관 지
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에 접
근한다면, <운 전>만의 특수한 비극적 구조와 비극성을 규명하는 데 있어 한계 
지점에 맞닥뜨리게 된다. 따라서 <운 전>의 서사 공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서는 <운 전>의 공간만이 지니는 특수성을 작품 내적으로 보다 면 하게 파악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수성궁의 특수한 의미가 궁의 일반적인 의미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기본
적으로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속성을 갖는 궁의 일반적인 의미를 수성궁 또한 내포
하고 있다. 하지만 수성궁의 이러한 억압적‧폐쇄적인 속성은 시 적 상황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조선시  궁중의 일반적인 성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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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궁을 가득 채우는 안평 군의 이념과 질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공간이 지닌 공간적 의미 발생 지점과 성격을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
게 수성궁의 성격이 일반적인 궁의 속성과는 다르다는 지점을 인식한 학습독자도 
존재하 는데, 아래의 인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운 은 안평 군의 궁녀 는데 안평 군은 자신의 궁녀들에게 일을 시키지 않
았다. 이 점에서 좀 이상한 것 같고 의문이 들었다. 일반적으로 궁궐은 임금에게
속한 사람들이 거하는 공간이고, 궁녀라고 하면 보통 생각하는 것이 궁에서 임금
이나 벼슬이 높은 사람의 업무를 밑에서 도와주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평 군은 자신의 궁인 수성궁에 궁녀들을 가두기는 하 지만 자신의 궁녀를 일
시키기는커녕 공부를 하도록 시켰다. 원래 이 시 에는 여자는 공부라는 것을 하
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안평 군은 무슨 생각으로 궁녀들에게 일은 안 
시키고 공부만 하도록 시켰을까?【운-㉢-14】

 【운-㉢-14】는 일반적으로 궁에 속한 궁녀들이 주인으로 삼는 자의 일을 돕는 
반면, 수성궁에 거하는 안평 군의 궁녀들은 일보다는 공부에 집중한다는 점에 주
목하여, 궁녀들에게 학업에 집중할 것을 요구한 안평 군의 행동에 의문을 표출하
고 있다. 이는 수성궁의 궁녀들이 일반적인 궁의 궁녀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위해나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그만큼 수성궁이 일반적인 궁과는 다른 질서와 규범
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수성궁의 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이 목에서는 <운 전>의 서사 공간을 일
반적인 궁의 의미로 접근하여 작품을 부분적으로 이해하거나 <운 전>의 핵심 미학인 
비극성을 단순한 차원에서 이해하거나 실패하는 것에 그친 경우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 에는 신분이 높다는 이유로 궁녀와 같은 아랫사람이 궁 밖에도 못나
가게 하고,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이랑 접촉도 못하게 하는 걸 보고서 ‘조선시 에
서는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 다. (중략) 그리고 운
과 김진사가 신분 차이로 사랑을 이룰 수 없어 서로 자결한 장면이 그 시 에 
신분 차이를 비판한 장면 같다고 생각하 다. 이로 인해 운 전의 결말이 비극적
인 사랑으로 끝나서 더 기억에 남았다.【운-㉢-50】

운 전은 조선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 소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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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궁을 일반적으로 궁에 속한 사람
이 아니면, 출입이 쉽지 않으며, 특히 궁녀는 출입이 더욱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궁녀란 임금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임금을 제외한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 은 김진사를 마음에 품었고, 결국 신분
의 벽 탓에 죽음으로 몰아세워졌다.【운-㉢-63】

본래 궁이란 일상적인 공간과는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폐쇄적인 특징을 지
니고 있고, 그 안에서 왕의 시중을 드는 궁녀는 왕만을 사랑해야 하기에 다른 사
람과의 접촉이 제한되어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자 안평 군이 일부러 김진
사와 운 이 못 만나게 다섯 명의 궁녀는 서궁에, 나머지는 남궁으로 분리시켰다
고 생각한다. (중략) 만일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랑이 이루어졌으려면 운 이 궁
에 속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야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운-㉢-76】

  위 세 학습독자의 공통점은 <운 전>에 등장하는 궁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폐
쇄적이고 억압적인 속성을 조선시 의 일반적인 궁중 질서에 의해 인식하고, 이를 
신분상의 문제와 연결하여 <운 전>의 비극성을 도출하 다는 점이다. 이들은 수
성궁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안평 군이 궁녀들의 궁 밖으로의 출입을 엄금하고 외
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행위를 조선시 의 신분 질서로부터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운 전>의 비극성은 궁녀라는 운 의 신분과 궁 외부 존재인 김진사의 신
분적 차이로 인하여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
  학습독자들의 반응에서 체적으로 이들이 일반적인 궁의 속성을 폐쇄적인 공
간, 억압적인 공간,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런데 이들이 궁의 공간적 의미를 체로 조선시 의 신분 질서와 당 의 
궁중 질서로부터 이끌어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는데, 이렇게 조선시  궁을 신
분과 연관 지어 이해한 경우 <운 전>의 비극성을 운 과 김진사의 신분의 벽을 
초월한 사랑으로만 이해하는 것으로 수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운

전>의 공간을 일반적인 조선시  궁궐의 의미로만 접근하기에는 <운 전>이 
특수한 공간적 속성과 의미 구조를 함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운 전>의 
비극적인 구조와 비극성은 단순히 궁녀와 선비라는 신분적 차이에 의해서만 설명
될 수 없으며, 서사 공간을 통하여 <운 전>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는 수성궁만이 지니는 공간상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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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서사 공간 자체에 한 이해의 부족에서 나타난 두 번째 문제점은 학
습독자들이 수성궁이라는 문화적 공간과 수성궁 외부 공간이 함축하는 다양한 상
징성에 하여 인식하지 못하 다는 점이다. 이는 1)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수성궁을 일반적인 궁의 속성으로 파악한 결과 수성궁은 폐쇄적인 공간으로, 수성
궁 외부 공간은 자유의 공간으로만 인식하는 결과를 야기한 것이다. 
  Ⅲ장 3절에서 다루었듯이, 수성궁의 문화적 이미지는 모순적이며, 이중적인 상
징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런데 각 공간의 이중적인 상징성은 궁극적으로 이중적 
의미 가운데 하나의 의미가 강조된다. 수성궁에서는 보호 신 유폐적 속성이 강
조됨으로써 작품의 핵심 갈등을 유발하고, 수성궁 외부 공간에서는 자유 신 위
험의 속성이 강조됨으로써 인물들이 어떠한 선택권도 가지지 못한 채 수성궁으로 
회귀하게 되는 <운 전>만의 특수한 비극적 구조와 개인이 세계에 패배하는 비
극적 세계가 드러난다. 이러한 <운 전>의 비극적 구조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서는 수성궁이 지니는 이중적 상징성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학습독자들은 수성궁과 수성궁 외부 공간의 이중적 의미를 추론해내는 것으
로 나아가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양상을 보 다. 내부 공간은 단순
히 유폐, 외부 공간은 자유의 공간으로만 인식한 것이다. 학습독자들의 <운 전>의 
서사 공간에 한 이러한 인식 양상을 아래의 인용문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290) 

궁 안은 안평 군의 제한에 의해 답답하고 억압된, 바깥과 단절된 공간이고 사
랑을 마음 로 나눌 수 없는 공간인 반면, 궁 밖은 방해 없이 자유롭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운-㉡-2차시】

김진사에게 궁안은 운 을 만나는 곳이며 궁 밖은 그렇지 못한 곳이다. 그리고 
운 을 포함한 궁녀들에게 궁 안은 새장 같이 갇힌 곳이고 궁 밖은 자유로운 삶
의 공간이다.【운-㉠-2-3】

290) 제시한 인용문은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육 연구’를 위하여 실시한 활동지와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운 과 김진사, 궁녀들에게 궁 안과 궁 밖은 무엇을 의미했을
까요?’라는 질문에 한 답변들과 1차 교수·학습 이후 실시한 심층 면담 내용 가운데 수
성궁과 수성궁 외부 공간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이해한 경우들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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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녀들에게 궁 안은 자신들을 가두고 억제하는 한정된 공간이고, 운 과 김진
사에게는 사랑을 가로막는 공간을 의미하 을 것 같다. 또한, 궁녀들에게 궁 밖
은 선망하는 공간이고 운 과 김진사에게는 사랑을 이룰 수 있지만 갈 수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공간인 것 같다.【운-㉠-2-15】

  위의 세 학습독자들은 공통적으로 수성궁 내부 공간을 궁녀들의 삶을 억압하고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을 가로막는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수성궁 
외부 공간은 방해와 제약 없이 자유롭게 행동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보았으며 운 과 궁녀들이 희망하는 공간으로 인식하 다. 부분의 학습독자들이 
이와 같이 ‘수성궁=폐쇄와 억압의 공간’, ‘수성궁 외부 공간=자유와 사랑 성취의 
공간’으로 동일시하여 공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수성궁과 수성궁 외부 공간의 의미를 역으로 해석하는 소수 학습자들의 
경우도 존재하 는데, 이러한 해석이 드러난 인용문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궁녀에게 궁 안은 배움과 안정의 공간이고 궁 밖은 금지된 위험한 공간이다. 
또한 운 과 김진사에게 궁 안은 사랑과 비애가 공존하는 공간이며 궁 밖은 자
유와 평안이 있는 공간이다.【운-㉠-2-11】

궁 안은 사랑과 만남의 장소이며, 궁 밖은 단절과 비운의 장소이다.【운-㉠-2-17】

오히려 궁이라는 공간이 사랑을 극 화시켜주고, 사랑을 가능하게 해주고, 사랑
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 같아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같아요. 궁 밖은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
한 것 같아요. 궁 안은 일단 먹고 잘 수 있고, 따뜻한 방, 집도 있고 그런데, 궁 
밖을 나가면 만약 운 이 힘이 없어지겠죠. 궁녀라는 원래 왕족의 여자 는데, 궁 
밖을 나가면 그냥 여자니까. 힘이 없죠. 옛날이라서 여자는 더 힘이 없었을 것 같
아요. 오히려 궁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운 이 더 안전하고 그렇죠.【운-㉤-1】

  위의 세 학습독자들은 수성궁을 폐쇄와 억압의 공간으로, 수성궁 외부 공간을 
자유의 공간으로 인식한 부분의 학습독자들과 달리, 수성궁을 궁녀들에게 배움
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인식
하 으며, 또한 운 과 김진사의 사랑과 비애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았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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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궁 외부 공간은 자유가 존재하되 운 과 김진사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
운의 공간이라고 인식하 다. 해당 학습독자들은 <운 전>의 공간의 다양한 의미 
창출에 기여하 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나, 이는 여전히 <운 전>의 공간이 지니는 
이중적 상징성 가운데 일부분만을 읽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총체적인 공간의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지 못하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육을 위한 수업을 진행한 후 실시한 면담
에서 수성궁이 지니는 이중적 의미를 입체적으로 이해한 학습독자가 존재하 는
데, 그 양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운 과 김진사의 사랑 이야기는 수성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왜 수성궁이
라고 생각하냐면요. 수성궁은 모든 걸 담고 있어요. 수성궁은 이중적인 장소에요.
김진사와 운 을 갈라놓지만, 동시에 김진사와 운 이 처음 만나게 해주고. 이중
적인 공간이에요. 우리 보통 소설 보면 평면적인 공간이 많은데, 수성궁은 좀 입
체적인 공간? 갈라놓지만 만나는 곳은 수성궁. (결국 운 이랑 김진사가 사랑을 
하는 것도 궁 안에서) 그리고 저는 이 점이 수성궁을 보다 비극적으로 만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궁 밖에서 천인이랑 양반의 사랑이었으면 두 사람이 그냥 
사랑의 도피를 하면 되는데, 이 수성궁 왕궁이라는 그 특별한 공간의 특성 때문
에 좀 더 못 만나고, 둘의 사랑이 더 비극적으로 끝맺지 않았나. 그래서 이 작품
에서 더 수성궁이 중요하다고 봐요.【운-㉤-8】

  위의 학습독자는 수성궁이 지니는 이중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수성궁이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을 방해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운 과 김진사의 만남을 가
능하게 하는 공간임에 주목함으로써, 수성궁이라는 공간이 입체적인 공간임을 인식
한다. 이는 <운 전>의 핵심 공간인 수성궁이 지니는 이중적인 상징적 의미를 파
악하여, 수성궁과 비극적 구조와의 연관성을 탐색하 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
러나 해당 학습독자는 수성궁의 안정성은 인식한 반면, 수성궁의 유폐적 속성, 즉 
폐쇄적 속성을 인식하지 못하 으며, 수성궁 외부 공간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파
악하는 것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 다는 점에서, <운 전>의 공간 전반에 한 
의미 파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유폐와 보호, 자유와 위험이라는 이중적인 의
미를 내포하는 <운 전>의 공간이 지니는 특수성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이
를 통해 <운 전>의 비극적 세계와 비극성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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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 전개와 공간의 관계에 한 인식 부족

  서사 공간을 중심으로 <운 전>의 갈등 구조를 이해함에 있어서, 부분의 학
습독자들은 <운 전>의 갈등 구조를 궁녀들을 수성궁에 가두려는 안평 군과 억
압적인 삶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수성궁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궁녀들의 갈
등, 완사 장소를 기존의 탕춘 에서 할 것을 주장하는 남궁의 궁녀들과 소격서동
에서 완사를 할 것을 주장하는 서궁의 궁녀들의 갈등, 그리고 수성궁 탈출을 통해 
애정 성취를 희망하는 운 과 김진사와 이를 방해하는 특의 갈등으로 다채롭게 이
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공간이 지니는 속성이 인물의 내적 갈
등을 어떻게 유발하는지, 내적 갈등이 인물 간의 외적 갈등으로 어떻게 확 되는
지에 하여 파악하는 양상을 보 다. 
  그런데 이렇게 서사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운 전>의 다양한 갈등 양상을 파
악하 다는 것은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러한 갈등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한 심층적인 이해로 나아가지 못하 다는 점에서 
갈등의 피상적 이해에 머물러있다고 할 수 있다. 표적으로 운 ․김진사와 특의 갈
등 관계에 한 학습독자의 자료를 통해 이러한 문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랑 이야기에는 항상 등장하지만 방해꾼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김진사는 운
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하여 운 이를 궁 밖으로 빼돌리려고 한다. 이 과정
에서 김진사의 노예인 ‘특’이라는 노에가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특은 김진사에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진사의 운 이를 자기가 가지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특은 
머리가 아주 좋은 것처럼 보 다. 노예라는 신분에 사람이 주인의 말을 듣고 복종
을 하는 것이 부분이었을텐데 자기의 주인을 쳐내려고 하다니. 정말 악했고, 
김진사가 운 을 궁에서 빼돌린 것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부러 점을 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보통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결국 운 은 ‘특’이 깊은 산 
속에서 자신의 재물을 빼앗고 점쟁이를 통해 소문을 내는 바람에 궁 밖으로의 탈
출에 실패하 고, 결국 다시 수성궁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김진사와 운

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둘의 사랑이 이루어질 줄 알
았는데 살짝 안타까웠다. 안타깝기보다는 조금 허무했다. 노비자식이 한 놈 때문
에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다니. 도 체 특이 뭐길래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한 운
과 김진사가 특에게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걸까? 왜 운 과 김진사는 특을 한 번
도 이기지 못하고 특에게 항상 지는 걸까? 왜 맨날 특한테 당하는 걸까? 그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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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더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고 이후에 김진사는 특에게 절에 가서 운 이의 명
복을 빌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명복을 빌기는커녕 술을 먹고 운 이를 다시 살
려내서 자기랑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 어떻게 나쁜 것이라
고는 전부해놓고선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도 들었고 왜 술을 먹고 빈둥빈둥 운

이의 명복을 빌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못 미더운 특이를 
신해서 김진사가 다시 절로 와서 운 이의 명복을 빈다. 운 은 죽었지만 김진

사는 특이에 한 실망이 컸을 것이다. 김진사는 부처님께 이런 말을 한다. ‘평생 
부처님께 제사를 올릴테니 특이를 죽여달라.’ 여기서 김진사는 모든 걸 갖춘 남자
이지만 궁녀 운 이만을 가지지 못한 비운의 남자이다.【운-㉢-14】

  위의 학습독자는 운 과 김진사, 그리고 특의 갈등 관계를 공간을 중심으로 유
추해내었다. 운 은 수성궁으로부터의 탈출을 희망하고 김진사는 운 의 탈출을 
계획하며, 특은 탈출하고자 하는 운 의 재물을 찬탈하고 저주의 기도를 통해 운

의 죽음을 야기하는 존재로, 그들의 갈등 관계는 모두 수성궁의 안과 밖을 중심
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해당 학습독자는 운 과 김진사, 그리고 특의 갈등 관계
를 잘 유추하 으나, 운 과 김진사는 왜 특에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항상 
그들은 특에게 지기만 하 는지에 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 다. 
  갈등의 원인 및 특성을 규명할 수 있어야 수성궁에서도 수성궁 밖에서도 이루어
지지 못하는 운 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사랑과 그러한 사랑의 양상을 담아내는 비
극적 세계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해서도 이해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이해
는 등장인물들이 어떠한 공간에 존재하는 인물인가를 통해 가능해진다. 운 은 수
성궁 안에서만 생활해 온 인물로 현실 세계와 현실의 질곡을 제 로 체험해보지 
못한 인물이고, 김진사는 특과 마찬가지로 궁 밖에 거하는 인물이나 그 행동반경
이 매우 제한되어 현실에 한 인식이 투철하지 않으며 다른 세계와 소통하지 못
하는 인물이다. 반면, 특은 불가지의 세계에 속하는 인물로서, 운 과 김진사는 특
의 세계를 알 수 없다. 이에 운 과 김진사는 지속적으로 특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갈등 관계에 있어 이러한 지점이 해명되어야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서사 공간에 한 인식을 통해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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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물의 성격과 공간의 관계에 한 인식 부족

  다음 유형은 <운 전>에서 서사 공간을 통해 등장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유추
하는 데 있어 학습독자가 보 던 어려움으로, 학습독자들은 공간에서의 인물의 특
정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에 해 의문을 표출하는 양상을 보 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인물의 성격을 자의적으
로 판단하여 왜곡하는 경우가 존재하 다. 또한,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하 는지, 
인물이 공간을 왜 그렇게 인식하 는가에 한 심층적 탐구가 부족하 다. 

안평 군이 좀 신기했다. 왜냐하면 시녀를 10명이나 궁궐의 안에만 있게 하면 뭔
가를 할 것 같은데 가둬놓고 공부를 시키니 참 신기했다. (중략) 서당에는 남자만 
가서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궁에서도 여자는 공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안평 군은 시녀들한테 시나 글을 가르치니 이것이 궁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안평
군은 천한 여자를 가르쳤다고 해서 안평 군의 명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것을 염두하고 궁 밖으로는 못나가게 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운-㉢-2】

  위의 학습독자는 궁녀들을 수성궁에 가두어 공부를 시킨 안평 군의 행위의 원
인을 안평 군의 명성 추구와 관련하여 잘못 이해한 경우이다. 안평 군이 천한 
여자를 가르친 가로 그의 명성이 하락할까 두려워 궁녀들을 궁 안에 가두었다는 
해당 학습독자의 해석은 수성궁에서의 안평 군의 행위의 의미를 잘못 파악하여 
안평 군의 성격을 잘못 유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안평 군이 궁녀들을 수성궁
에 가두는 행위를 한 이유를 분석하고 그로부터 안평 군의 성격을 유추해내기 위
해서는 안평 군이 수성궁을 어떠한 공간으로 바라보고, 수성궁을 어떠한 세계로 
구축하고자 하 는가에 한 인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은 많은 질문이 나오게 하는 작품인 것 같다. 일단 안평 군이 악한 사람
인지 질문이 나온다. 나는 나쁜 사람일 것 같다. 안평 군은 멍청하지 않은 사람
이다. 왕의 아들이니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러면 궁녀들을 수성궁에 격
리하고 궁에서 그들의 생활을 억압했을 때 나오는 부작용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격리를 했다는 건 무슨 뜻이 있었던 것 같다.【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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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학습독자는 안평 군이 왜 궁녀들을 수성궁에 가두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하 는지, 왜 그러한 행동을 취하게 되었으며 그런 성격을 가지게 
된 사람인지에 하여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이 제기한 질문에 한 해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안평 군이 학문적 재능과 지혜가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궁녀들을 수성궁에 가두는 행위를 한 것에 한 원인을 해당 학습독자는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안평 군의 공간적 행위에 한 의문을 지
니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한 문제의식이 인물의 성격에 

한 이해로는 나아가지 못하 다.

만약 안평 군이 외부와의 출입을 단절시키지 않고 누구와도 만날 수 있게 했
다면 둘의 사랑은 이루어졌을까? 나는 여기서 안평 군에 해서도 궁금했다. 굉
장히 궁녀들을 가둬놨으면서도 운 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같은 편
지를 썼을 때 왜 바로 벌을 내리지 않고 가만히 놓아두었을까?【운-㉢-32】

  위의 학습독자 또한 안평 군의 행위에 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평 군
이 궁녀들을 수성궁에 가두어 둠으로써 외부인과의 접촉을 차단하 는데, 운 의 
부연시(浮煙詩)에서 진사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확인한 안평 군이 이를 묵인한 이
중적인 행위에 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해당 학습독자 역시, 안평 군의 성
격에 한 문제의식은 갖추고 있으나 이에 한 해결은 보이지 못하 다. 학문적 
성취를 최선의 가치로 여기는 안평 군이 수성궁을 문필과 학업의 장으로 삼음으
로써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학습독자가 파악하게 된다면, ‘재주가 아까워 
넘어가주노라.’라고 언급한 안평 군의 발화를 통해 안평 군이 수성궁에서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 인물인가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안평 군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이 소설이 안평 군의 시점이 아니
어서 안평 군의 사정이 안 나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머리로 생각한 것으
로는 자신의 궁녀들을 굳이 궁에 가둬놓으면서까지 안평 군이 글을 쓰게 하고, 
그림을 그리게 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또한, 한 가지 의문이 든 것은 운

이 왜 자살을 택하 는가이다. 안평 군이 김진사와의 사이를 알았다 하여도 
운 은 아직 궁에 나가지 않은 상태라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 본인만 
안평 군에게 용서를 구하면 궁에서 지낼 수 있었을텐데,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 147 -

남겨두고 목숨을 끊는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본인이 죽으면 부모님
도 슬퍼할테고, 연인인 김진사도 슬퍼할테고, 같은 궁녀인 동료들도 슬퍼할 것인
데, 그런 것까지 버리면서 목숨을 끊는다는 점에 운 은 아직 미숙하다고 느껴졌
다. 그 당시 운  나이는 17살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궁 밖을 나가면 가족들이 위
험해진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 고, 자신의 생명을 쉽게 끊어버리는 행동도 
해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운-㉢-49】

 【운-㉢-49】는 안평 군과 운 의 행위에 해 의문을 제기하며 인물을 재평
가하는 양상을 보 다. 해당 학습독자는 안평 군에 해서는 궁녀들을 수성궁에 
가두면서까지 궁녀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는 안평 군의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
하 으며, 운 에 해서는 수성궁에 머물지 않고 죽음을 택한 운 의 행위를 어
리석다고 재평가하 다. 등장인물의 행위에 해 의문을 표출하고, 학습독자의 기
준에 따라 인물의 행위를 재평가하는 것은 독자로서의 매우 적극적인 행위이다. 
그러나 이루어진 재평가는 인물의 성격에 한 구체적인 탐구 없이 직관적인 판단
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지니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안평 군
이 수성궁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수성궁을 통해서 어떠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

는가, 운 은 수성궁을 어떻게 인식하 기에 가족, 김진사, 동료까지 버리며 자
결을 택하게 되었는가에 한 근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은 무 다. 운 의, 운 에 의한, 운 을 위한 연극 무 와 같다. 그런
데 나는 운 에 해 다시 생각해보려 한다. 운 이 정말 사랑 성취를 위해 죽음
도 맞서는 용감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서궁에서 운 과 김진사가 은 한 
사랑을 나눌 때, 서궁의 담장을 넘은 것은 운 이 아닌 김진사 다. 물론 궁녀의 
궁 밖 외출이 금기시되어 있으나, 밤 몰래 탈출했을 수도 있는데 운 은 한 번도 
궁 밖을 나오지 않았다. 물론 운 이 김진사에게 먼저 편지를 전하고, 무녀의 집
에서 만나자고 무녀에게 부탁도 하 지만, 실질적으로 담을 넘은 것은 김진사
다. 먼저 궁을 탈출해서 궁 밖으로 도망가자고 제안한 것도 김진사 고. 이렇게 
보면 운 은 시와 그림 등을 배워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인물은 아니
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소극적이고 겁쟁이라고 생각한다.【운-㉢-9】

  이 학습독자 또한 운 을 재평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해당 학습독자는 일반적으
로 운 을 애정 성취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억압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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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인물로 여기는 기존의 시각에 반 하면서, 서궁에서 운
과 김진사의 회가 이루어질 때 오히려 운 은 궁에 머물러 있었으며, 궁 밖으

로의 탈출 계획 또한 김진사에 의해 제안되었다는 점에 주목하 다. 이렇게 수성
궁에만 머물러 있었던 운 의 행위를 통해 해당 학습독자는 운 을 소극적인 인물
로 재평가하 다.
  이와 같은 행위는 인물의 행위를 자신의 기준으로 재평가하는 적극적인 행위라
고 할 수 있으나, 운 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에 한 심층적인 탐구가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물의 성격에 한 이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물의 성격을 다소 재단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당 학습독자에 의해 제
기된 운 의 성격적인 측면을 해명하기 위하여 운 의 수성궁에 한 인식, 즉 운

이 수성궁이 지니는 이중적인 속성 사이에서 고뇌하 던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를 파악한다면, 운 이 왜 그러한 태도를 취하 는가라는 질문에 한 답
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액자 내부와 외부 공간의 상관성에 한 이해 부족

  <운 전>의 서사 공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부분의 학습독자들이 보인 문제 
유형은, 학습독자들이 내부 액자 공간을 중심으로 <운 전>의 비극적 세계와 비
극성을 이해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그 결과 <운 전>은 운 과 김진사의 비극
적인 사랑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것에 머물렀는데, 이는 <운 전>을 전체적으로 
감상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비록 학습독자들이 <운 전>의 서사 공간
을 통해 작품의 비극성을 인식하 다는 점은 유의미하나, 그것이 작품 전체의 비
극성으로 확 되지 못하고 <운 전>의 부분을 구성하는 내부 이야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문제적이다. 
  <운 전>의 핵심 공간인 수성궁은 운 과 김진사의 비극적 사랑 이야기가 중
심이 되는 내부 이야기뿐만 아니라 안평 군의 몰락과 비극적 운명, 그리고 운
과 김진사의 한의 감정을 다루는 외부 이야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운 전>이 형상화하는 비극적 세계와 비극성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수성
궁이 액자 내부와 외부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를 보다 전체적
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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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을 배우면서 안평 군의 궁녀인 운 과 김진사가 궁에 초 된 계기로 
첫눈에 맞아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둘에 사랑에 의하여 결국 이번 생에는 절망
적이고 비극적이었지만 천상에서 행복하게 산다는 스토리 다. 나는 이 스토리가
더 절망적이어도 끝이 좋으면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운-㉢-6】

작가는 결말을 내부 이야기에 중점을 두어서 비극성을 강조하려고 했을 것 같
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결말이 현실이 끝이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
아요. 천상 공간에서 신선적인 존재로 둘이 만났으니까.【운-㉤-2】

  위의 두 학습독자는 서사 공간을 통한 운 전의 비극성 이해가 외부 이야기로 
확 되어, 운 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사랑이 외부 이야기에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에 해 관심을 가졌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외부 이야기에 등장하는 천
상 공간의 특성을 잘못 파악하여, <운 전>을 비극적 작품이 아닌 행복한 결말의 
작품으로 해석하 다. 이는 공간의 역할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운 과 김진사가 
천상으로 올라가 해후하 다는 점에서는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유
과의 화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들의 한의 정서가 황폐해진 수성궁 옛터에서
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천상 공간의 설정은 비극성의 심화에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학습독자는 서사 공간을 통한 <운 전>의 비극성을 내부 액자에만 한
정하여 이해할 것이 아니라, 외부 이야기에서도 지속되는 운 과 김진사의 비극적 
사랑과 수성궁에서의 안평 군의 몰락으로 인해 강조되는 비극성에 해서도 이해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 이후 내부 액자와 외부 액자를 아우르는 <운 전>의 
비극적 세계와 비극성에 한 이해가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3.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육의 설계
 

  본 연구는 인간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범주인 시간과 공간 가운데, 공간의 
범주로 소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학습독자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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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공간을 의식하며 소설을 읽어야 소설의 전모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특히 소설에서 공간이 주요 무 로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서사의 핵심 갈등
의 형성과 인물의 심리와도 접한 관계를 맺으며 서사의 핵심 역할을 하는 표
적인 고전소설인 <운 전>을 이해하는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한다. 
  그런데 <운 전>에서 설정되는 궁이라는 핵심 서사 공간은 학습독자가 직접적
으로 경험할 수 없는 과거의 공간으로, 이는 학습독자의 작중 공간에 한 공감을 
차단할 수 있으며, <운 전>의 공간에 한 심리적 거리감을 야기할 수 있다. 따
라서 <운 전>의 공간은 현 소설에서 흔히 분석의 상이 되는 집, 방, 시장, 거
리와 같은 공간에 접근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군다나 수성궁은 안평 군의 이념이 반 된 사적인 궁으로, 일반적인 궁궐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의미를 지닌다. 즉, <운 전>의 수성궁은 일차적으로는 학습독
자가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거리감의 상이 되며, 이차적으로는 일반적인 궁과는 
다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간적 의미 파악의 과정이 다소 복잡해진
다. 따라서 궁의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운 전>을 온전히 이해
할 수 없으며, 수성궁의 의미는 온전히 작품 내적으로 해명되어야 한다. 
  이렇게 학습독자가 <운 전>의 서사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궁과 차별되는 지점과 공간의 특수성으로 인해 형성되는 독특한 공간 구
조를 일차적으로 추론해내야 하며, 이후 <운 전>을 공간을 통해 이해했을 때 드
러나는 <운 전>만의 서사 구조 및 서사 세계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독자는 자신이 이해한 수성궁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수성궁이 <운
전>의 핵심 갈등 관계의 기폭제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인물의 정체성 혹은 
성격을 어떻게 드러내고 성격 형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고 있는지, 작품의 어떠
한 분위기와 미학을 창출해내는지에 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운
전>의 서사 공간이 담지하고 있는 세계는 어떠한 형상을 띠고 있으며, 그로 인해 
창출되는 서사 세계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한 인식이 가능해질 것이다. 수성궁이
라는 특수한 공간을 통해 환기되는 비극적 세계, 즉 운 과 김진사, 안평 군이 세
계에 패하는 비극적 세계는 학습독자로 하여금 세계의 본질을 인식하고, 세계에 

한 인식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비계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학 작품에 한 이해는 분석을 통한 인지적 이해만으로는 완성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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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291) 딜타이는 사실 그 로의 정확한 이해를 넘어 사태를 더욱 더 깊이, 더 
잘 아는 것을 통해 상황에 몰입하고, 내적 연관으로 파고 들어가는 과정을 이해의 
방향으로 보았292)으며, 리쾨르는 텍스트에 한 분석이나 설명과 같은 이해
(understanding)의 차원과 자기 자신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전유(appropriation)를 
포함하는 이해(comprehension)의 차원이 모두 이해의 상이 된다293)고 하 다. 
이와 같이 문학교육은 텍스트의 분석적 이해에 머무르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
가 인지적 차원의 이해가 학습독자의 삶과 자기 자신에 한 이해로 확장되어, 학
습독자가 학습독자의 실제 삶과의 내적 연관 속에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교
육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고전소설교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전소설교육은 텍스트를 분석적
으로 읽어내는 것에서 나아가 학습독자의 상황으로 치환되어 학습독자에게 의미 
있는 관점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으로 텍스
트에 한 분석적 읽기가 수반되어야 하며, 분석적 읽기가 뒷받침될 때에야 텍스
트에 한 이해가 학습독자의 내면화된 지식, 그리고 학습독자의 삶으로 전이될 
수 있다. 본 연구가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육을 최종 목표로 삼는 것을 
고려할 때, 최종 교육의 목표는 학습독자가 <운 전>의 서사 공간이 서사에서 행
하는 기능들을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운 전>의 서사 공간과 서
사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는 서사 세계를 학습독자 자신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
으로 나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294) 따라서 학습독자가 서사 공간을 타자로서 
객관적 거리를 두고 이해하는 <운 전> 서사 공간의 인지적·분석적 차원의 이해
와 함께, 서사 공간을 학습독자의 삶과 관련시켜 작품을 이해하는 내면화 차원의 
291) 김현정, 앞의 글, p.172.
292) G. Wiggins & J. Mctighe, Understanding by Design, 강현석 외 공역, 『거꾸로 생

각하는 교육과정 개발 : 이론편』, 학지사, 2008, pp.103-137.
293) P. Ricoeur , Interpretation Theory, 김윤성·조현범 역, 『해석이론』, 서광사, 1994, 

pp.124-128.
294) 이러한 목표의 분류는 전자가 텍스트의 객관적 실상을 지향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제

재의 현재적 의미와 그 적용을 지향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기도 하다. 고전소설교육은 
고전소설에 한 기초적인 지식을 갖추고, 명작의 이해와 감상을 심화하여 풍부한 상상
력과 개성을 가진 인물을 형성하는 것을 지향함을 고려할 때, 학습독자는 고전소설을 이
해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작품 세계를 경험하고 내면화 과정을 거쳐 
이를 자기화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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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토 로,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
육을 위한 세부 목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운 전>의 서사 공간 추출을 바탕으로 공간 구성 방식을 파악하고, 
공간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운 전>의 서사 공간의 역할에 해 이해할 수 있다.
 <운 전>의 서사 공간으로부터 핵심 갈등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
 인물의 공간에 한 인식과 응 방식을 통해 인물의 성격 및 특징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운 전>의 공간으로부터 창출되는 분위기와 이로 인해 형성되는 비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운 전>의 서사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비극적 서사 세계를 이해하고, 서사 

세계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넷째, <운 전>의 서사 세계를 ‘나’와 연관 지어 공감적·비판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다.  

  이 항에서는 학습독자의 <운 전> 서사 공간 이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정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활동을 제
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방법의 하위 절들은 Ⅱ, Ⅲ장과의 통일성 및 상호 연관성
을 고려하여 구성하 으며,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운 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육의 전체 과정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 
목표

<운영전>의 서사 공간을 통한 서사 세계 이해와 서사 세계의 내면화

교육 

방법

서사 공간 

분석과 

공간 구성 

방식 파악

서사 공간의 역할 이해

서사 

세계의 

의미 

구성

서사 

세계의 

공감적

·비판적 

내면화

공간과 

갈등의 

관계 이해

공간 인식 

및 대응 

방식을 통한 

인물의 성격 

이해

공간을 통한 

분위기 및 

비극성 이해

<표 5> <운영전>의 서사 공간 이해 교육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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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사 공간 분석과 공간 구성 방식 파악하기
  <운 전>의 서사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텍스
트를 읽은 학습 독자로 하여금 수성궁의 특수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공간
적 특수성에 한 인식이 선행되어야 수성궁을 통해 환기되는 <운 전>만의 비
극적 세계와 비극성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학습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운 전>의 핵심 공간 지표인 궁
을 추출하여 궁의 일반적 속성과 비교· 조해봄으로써 <운 전>의 공간이 지니
는 특수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는 <운 전>을 구성하는 
공간들을 전체적으로 추출하여 분류해봄으로써 <운 전>의 공간 구조를 이해하
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운 전>의 공간이 
지니는 다양한 상징적 의미들을 함께 유추해봄으로써 공간 구조의 특수성을 보
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세부 학습 목표
<운영전>의 서사 공간 추출을 바탕으로 공간 구성 방식을 

파악하고, 공간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1)

 <운영전>의 핵심 공간 지표 추출 및 <운영전> 공간의 특수성 인식 유도하기

1. <운영전>은 어느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인가요? (     )

 2.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일반적으로 (     )은 어떠한 속성을 지닌 공간 같나요?

 3. 그렇다면, 일반적인 (    )과 <운영전>에 나타나는 (   )(   )(  )의 공간적 속성

은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하나요?

 4. 또, 일반적인 (   )과 <운영전>의 (   )(   )(   )의 공간적 속성은 어떠한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5. 수성궁이라는 공간은 어떠한 세계인 것 같나요?

 
▶ 도움 질문!

- 일반적으로 궁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 궁의 주인인 (   )은 궁에서 어떤 행동들을 할까요? 

- 수성궁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 수성궁의 주인인 (  )(  )(  )(  )은 수성궁에서 어떤 행동들을 하나요?

- 그렇다면, 일반적인 궁의 질서와 수성궁의 질서는 어떻게 다를까요?

<표 6> <운영전>의 서사 공간 지표 추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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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전>의 서사 공간이 지니는 특수한 공간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 <운 전>의 핵심 공간인 ‘궁’을 추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는 ‘수성궁’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의 명칭이 아니더라도, 서사 공간을 궁이라는 
소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학습독자의 궁이라는 공간에 한 이미
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학습독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궁
의 공간적 이미지와 수성궁의 이미지가 지니는 공통적인 속성과 구별되는 속성
을 파악해봄으로써, 수성궁만의 특수한 이미지를 형성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궁의 일반적 속성과 수성궁의 속성을 잘 구별하지 못하는 학습독자들을 
위하여 교사는 수성궁이 왕이 아닌 안평 군의 사적인 궁궐임을 유추할 수 있
도록 하는 비계 질문을 학습독자에게 제공하여, 수성궁이 일반적으로 정치의 
중심이 되는 일반 궁중과는 다른 질서로 구성되는 세계임을 강조한다. 이를 통
해 수성궁이라는 세계가 왕에 의해 정치가 실현되는 공간이 아닌, 안평 군에 
의해 학문적 성취를 위한 질서가 확립되는 공간임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세부 학습 목표
<운영전>의 서사 공간 추출을 바탕으로 공간 구성 방식을 

파악하고, 공간의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2)

 <운영전>의 전체 서사 공간 추출 및 구분하기

6. <운영전>에 등장하는 다양한 공간들을 본문에서 찾아 아래에 적어봅시다.

- 액자 내부 공간 : (수성궁, 서궁, 남궁, 소격서동, 무녀의 집, 탕춘대, 청량사 등)

- 액자 외부 공간 :  (생생한 수성궁, 멸망한 수성궁 등)                       

7. 나열된 공간들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나누어봅시다. 그림이나 표로 표현하여도 

좋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여 표현해보고, 다함께 공유해봅시다.

8. 그렇게 나눈 기준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9. 친구들과 선생님과 논의한 결과, 여러분이 찾은 <운영전>의 공간들은 크게 어떤 

공간과 어떤 공간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었나요? 아래에 정리해봅시다.

(  )(  )(  ) 과 (  )(  )(  )(  )

(  )(  )(  )(  )(  )(  ) 과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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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운 전>의 서사 공간의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운 전>에 등장하는 전체 공간들을 추출하여 구분하고, 기준에 따라 범주화
된 공간이 상징하는 다양한 의미들을 파악해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먼
저 6번~8번 활동과 같이, 학습독자에게 자유롭게 공간을 추출하고 이를 자신
만의 기준에 따라 구분하도록 하여 <운 전>의 공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예비 작업을 거치도록 한다. 이후 교사는 피드백을 통해 <운 전>의 핵심 공

10. 그렇다면, 위와 같이 분류된 운영전의 공간들의 의미를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

게 생각해보고, 다음의 표를 채워봅시다. 

(-) (+)

수성궁

수성궁 밖

* 공간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파악한 후, 아래의 빈 칸을 채워봅시다.

<운영전>에서 가장 강조되는 공간의 상징적 의미는            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기 때문이다.

11. 여러분들이 생각한 <운영전>의 공간이 지니는 다양한 의미 가운데, 궁극적으로

는 공간의 어떤 특성이 강조된다고 생각하나요? ( - )와 ( + ) 중 강조된다고 

생각하는 의미에 동그라미로 표시해봅시다. 

12. 다양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강조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나타나

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이를 <운영전>의 비극적 결말과 관련지어 생

각해봅시다.

13. 현재의 수성궁(수성궁 옛터)과 과거의 수성궁은 어떻게 다른가요? 다르게 묘사

되거나 표현되는 지점들을 직접 찾아보고 이야기해봅시다.

 <표 7> <운영전>의 서사 공간 구분, 공간 구성 방식 및 상징성 파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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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중심으로 공간이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 <운 전> 
공간의 기본 구조를 함께 도출한다. <운 전>의 구분 작업이 완료되었다면, 
각각의 공간이 운 과 김진사의 애정 성취, 궁녀들의 삶, 그리고 안평 군에 
있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공간인가를 애정 성취의 방해, 억압과 유폐 등을 
의미하는 (-) 측면과 제한적 애정의 성취이자 보호와 안정, 그리고 자기실현 
등을 의미하는 (+) 측면으로 나누어 공간이 지니는 이중적인 의미들을 자유
롭게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하여 ‘수성궁-수성궁 밖’이라는 기본 공간 
구조가 각각 이중적 상징성을 지니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유추해낼 수 있도
록 한다. 궁극적으로, 학습독자가 공간의 이중성 가운데 특히 강조되거나 한쪽
으로 의미가 변화하는 지점을 찾고, 그 결과 강조된 공간적 의미가 운 과 김
진사의 사랑 성취에 있어 어떠한 역할을 하며, 그것이 비극적 애정과 비극적 
세계관의 형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탐구하여 <운 전>의 공간과 비극적 
세계의 연관성을 밝힐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마련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학습독자가 액자 내부 공간뿐만 아니라, 액자 외부 공간으로까지 시야를 확
하여 <운 전>의 공간 구성 양상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액자 외부 
공간을 구성하는 현재의 수성궁이 과거의 수성궁과 어떻게 다르게 그려지고 
있는가를 학습독자가 스스로 찾아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2) 서사 전개와 관련한 서사 공간의 역할 이해하기

  이 항목은 <운 전>의 공간이 전체 서사에서 행하는 역할을 보다 심층적으
로 탐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서사 공간이 <운 전>의 핵심 갈등의 기폭
제로서 어떻게 기능하고,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드러내고, 비극적 미학을 어떻
게 창출하는가의 관점에서 공간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살핌으로써 <운 전>의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는 비극적 세계와 비극적 미학에 하여 파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운 전>의 서사 공간을 통해 작품의 핵심 갈등 관계 및 의미를 유추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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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갈등의 양상
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어떠한 공간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 는가를 
사실적으로 살피는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공간에 따른 <운 전>의 갈등 양상
과 의미, 이로부터 형상화되는 <운 전>의 세계를 탐구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서사 공간을 통하여 <운 전>의 핵심 갈등 관계와 그 의미를 유
추하기 위한 선행 작업으로 다양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양상을 파악하는 활
동을 제안한 이유는 사건과 갈등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이다. 사건은 기본적으로 
‘소설이나 서사물에서 발생하고 벌어지는 온갖 일들’295)을 의미하며, 구조 시학의 
관점에서는 ‘인물에 의해 야기되거나 체험되는,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전이 
혹은 변화’296)를 의미한다. 이때 사건이 ‘상황의 변화’라면, 사건은 두 개의 상황, 
즉 기존의 상황과 이후의 상황으로 구성되며, 사건은 변화를 일으키고 전개시키며 
이를 통해 해결되는 갈등을 내포297)하게 된다. 사건을 ‘상황 혹은 상태의 변화’라
고 정의 내린다면, 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인물의 욕망 혹은 환
경의 변동이라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심층적으로 자리 잡은 갈등298)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과 갈등의 이러한 연관성을 고려한다면, 서사에서 발생한 사건에 

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사건에 내포되어 있는 갈등 관계와 갈등 구조를 파악하
고, 이렇게 내포된 갈등 및 립 구조의 분석을 통해 서사가 어떠한 세계상을 함
축하고 있는가를 유추해낼 수 있을 것이다.

295) 서울 학교국어교육연구소, 앞의 책, p.379.
296) S. 리먼-캐넌, Narrative Fiction: Contemporary Poetics, 최상규 역, 『소설의 시

학』, 문학과 지성사, 1985, pp.14-18.
297) 최시한, 앞의 책, p.62.
298) 위의 책, p.90.

세부 학습 목표 
<운영전>의 서사 공간으로부터 

핵심 갈등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1)

 공간 중심의 사건 전개 양상 파악하기

1. 내부 액자에서 <운영전>의 공간은 크게 (        )과 (              )으로 구

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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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서사 공간을 중심으로 사건의 전개 양상을 파악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공간
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지를 학습독자 스스로 구성해보는 활동을 통해 <운

전> 이해에 있어 공간이 핵심 요소임을 학습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

2. (        )과 (             )에서는 각각 어떠한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아래의 

표에 정리해봅시다.

3. 만일 수성궁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사건이 전개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스

스로 다른 공간을 설정해보고, 변경된 공간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과 그 의미, 그

리고 갈등의 양상은 어떻게 달라질지 예상해봅시다.

<운영전>의 공간 구성

수성궁 수성궁 밖

세부 

공간
발생한 사건

갈등

( __vs__)

세부 

공간
발생한 사건

갈등 

( __vs__)

수성궁

부연시 작성과

안평대군의 

의심

운영 vs 

안평대군

무녀의 

집

김진사의 무녀 

방문

(편지 전달),

운영과 

김진사의 재회

김진사 vs 

무녀

서궁
운영과 

김진사의 밀회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 장애

산곡

(山谷)

특의 재물 

찬탈

운영·김진사

vs 특

남궁
소격서동으로의 

완사 장소 변경

서궁 궁녀들

vs 

남궁 궁녀들

청량사

김진사의 

기원과 특의 

악행

김진사 vs 

특

수성궁 궁녀들의 초사
궁녀 vs

안평대군
… … …

설정한 다른 공간?

발생한 사건은?

변화한 사건의 의미는?

갈등의 양상은?

<표 8> <운영전>의 핵심 갈등 관계 및 의미 유추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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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성격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의 속성과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앞서 분류한 <운 전>의 기본 공간 구도를 바탕으로, 
각각의 공간에서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 는지, 그리고 그 사건에 내포되어 있는 
갈등 관계는 무엇인지를 함께 파악하여 공간을 통해 <운 전>의 핵심 갈등 구조
에 접근할 수 있는 선행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3번 활동과 같이 수성궁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사건과 갈등을 상상해봄으로써, 역으로 수성궁이 사건과 인물의 
갈등 관계에 미치는 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한다.

  공간에 따른 갈등 양상 파악 단계에서는 수성궁의 폐쇄성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

세부 학습 목표 
<운영전>의 서사 공간으로부터 

핵심 갈등 관계를 유추할 수 있다.(2)

 서사 공간 중심의 갈등 구조와 의미 파악하기

4. 여러분들이 추출한 다양한 갈등 관계들을 아래에 정리해봅시다.

5. 여러분들이 추출한 다양한 갈등 관계의 공통점 혹은 발생 원인을 찾아봅시다.

6. 공간에 따라 갈등 관계를 재분류해봅시다. 앞서 분류한 <운영전>의 공간 구도

를 활용하여도 좋습니다.

7. 공간의 폐쇄성으로 일어나는 갈등을 통해 ‘등장인물이 공간을 통해 어떠한 삶을 

지향하는가’로 확대하여 갈등 관계를 생각해봅시다.

8.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 혹은 미해결되는지 생각해봅시다.

9. 그러한 갈등의 결과는 어떠한 의미를 지니며, 그것이 형상화하는 세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공간 갈등 양상

<표 9> <운영전>의 핵심 갈등 관계 및 의미 유추 활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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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갈등 양상들을 도출하고, 갈등의 발생 원인을 공간을 폐쇄성을 중심으로 스스
로 유추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그것이 인물 내적으로 어떠한 심리적 갈등을 
일으키는지, 그러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 혹은 미해결되는지를 파악하여, 공간의 폐
쇄성에 따른 갈등 구조의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는 인물이 어떤 가치 사이에 갈등하고, 갈등의 결과 어떠한 
가치로 귀결되는가에 따라 어떠한 세계의 양상이 구성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운 전>의 서사 공간을 통해 인물의 성격 및 특징을 유추하기 위한 활동은 
인물의 공간에 한 인식 이해, 공간에 따른 인물의 행위 및 응 방식 탐구, 인물
에 한 평가의 세 단계로 세분화된다. 첫 번째로, 인물의 공간에 한 인식을 통
한 인물의 성격 탐구 단계에서는 인물이 어떤 공간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한 공간
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에 한 인물의 심리와 감정은 어떠한지를 파악함
으로써 인물의 기본적인 성격을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번째로, 공간에 따른 
인물의 행위 및 응 방식 탐구 단계에서는 인물이 공간에 어떻게 응해나감으로
써 인물들에게 주어진 제약된 상황을 수용 혹은 극복해나가는지를 탐구하여, 인물
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인물에 한 전체적 평가 
단계는 위의 두 단계를 종합하는 것으로, 인물의 공간에 한 인식과 응 태도가 
궁극적으로 형성하는 인물상은 무엇인지를 탐구하고, 학습독자가 이에 한 자신
의 해석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학습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활
동을 제시할 수 있다. 

세부 학습 목표 
인물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식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인물의 수성궁에 대한 인식 파악하기

<공간에 따른 인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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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물들을 공간에 따라 분류해봅시다. 다음 표를 채워보세요.

- 액자 내부 공간

- 액자 외부 공간 : 수성궁 옛터

<공간에 대한 인물의 인식>

2. <운영전>의 등장인물들은 수성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이를 통해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들의 성격은 어떠한가요? 아래의 표를 채워보며 함께 생각해봅시다.

공간 수성궁 수성궁 외부 공간

인물

안평대군

지문

장헌대왕의 아들 8대군 가운데 안평대군이 가장 영리하고 뛰어

났습니다. 임금께서는 그를 매우 사랑하여 상금을 무수히 내려

주신 까닭에 전민(田民)과 재물이 대군들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

다. 대군이 13살 때 사궁(私宮)으로 나가 살게 되었는데, 그 궁 

이름이 곧 수성궁입니다. 대군은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자

처하여 밤에는 독서를 하고 낮에는 시를 짓거나 예서를 쓰는 등 

일찍이 짧은 시간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 대군은 대

체로 우리를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항상 궁궐 

안에서만 생활하고 다른 사람과는 전혀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군은 매일 문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기예를 다

투었으면서도 일찍이 우리가 그 근처에 얼씬거리는 것을 한 번

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궁궐 밖의 사람들이 혹 우리의 

존재를 알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항상 대군은 우리에게 명령

하여 말하곤 했습니다. “시녀가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가면 그 

죄는 죽어 마땅할 것이요, 궁궐 밖의 사람이 궁녀의 이름을 알

기만 해도 또한 죽일 것이다.” (…) 하루는 대군이 비취를 불러 

말했습니다. “너희들 열 사람이 한 곳에 같이 있어서 학업에 전일

(專一)하지 못하니, 마땅히 다섯 사람을 나누어 서궁(西宮)에 거처

케 하라.” 이에 첩과 자란·은섬·옥녀·비취가 그날 곧바로 서궁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인식

성격 *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는가, 추구하는 바는 무엇인가

공간 현재(폐허가 된)의 수성궁 과거(온전한)의 수성궁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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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지문

서궁으로 옮긴 뒤에는 거문고와 서예만을 오로지 하여 조예가 더

욱 깊어졌습니다. 무릇 빈객들이 지은 시들은 하나도 눈에 들지 

않았으니, 재주가 성(盛)하게 되면서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가 되어 입신양명(立身揚名)하지 못하고, 홍안박명(紅

顔薄命)의 몸이 되어 깊은 궁궐에 한 번 갇힌 뒤 마침내 고목처

럼 썩게 된 것을 한스럽게 여겼습니다.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사

람이 한 번 죽으면 누가 다시 알아주겠습니까? 이 때문에 한이 

마음속에 맺히고, 원망이 가슴의 바다를 메웠습니다. 매번 수를 

놓다가 멈추고 등불을 바라보았으며, 비단을 짜다가도 북을 던지

고 베틀에서 내려와 비단 휘장을 찢거나 옥비녀를 꺾어버리곤 하

였습니다. 잠시 술을 마시고 흥이 나면 신발을 벗고 산보를 했으

며, 섬돌의 꽃도 떨어뜨리고 뜰의 풀도 꺾으면서 바보나 미치광

이처럼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 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운영을 훔쳐 업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진사는 그럴 듯하게 생각하고, 그날 밤 특의 꾀를 저에게 말했

습니다. “특은 노비이지만 본래 꾀가 많아서 이러한 꾀로써 지

휘하는데, 그대 생각은 어떠하오?” 제가 허락하며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재산이 매우 넉넉해서 제가 궁에 들어올 때 의

복과 보화를 많이 실어 보내셨습니다. 게다가 주군이 하사(下

賜)한 것도 매우 많으니, 이것들을 모두 버려두고 갈 수는 없

습니다. 이제 운반하려고 하면 비록 말이 10필(匹)이라도 다 

옮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식

성격

자란 지문

“우리는 지금 깊은 궁중에 꼼짝없이 갇혀 새장 속의 새처럼 있으

면서 누런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 탄식하고, 푸른 버들을 대하면 

흐느끼곤 한다. 심지어 어린 제비도 쌍쌍이 날고 새집에 깃든 새

도 두 마리가 함께 잠들며, 풀 가운데는 합환초가 있고 나무 중

에도 연리지가 있다. 무지한 초목과 지극히 미천한 새들도 음양

(陰陽)을 품수하여 즐거움을 나누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우리 열 

사람은 유독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적막한 심궁(深宮)에 오래도록 

갇히어 꽃 피는 봄과 달 뜨는 가을에 등불만 벗하면서 혼을 사르

고, 청춘을 헛되이 버리면서 공연히 저승의 한만 남기고 있다. 타

고난 운명의 야박함이 어찌 이렇듯 심하리오?” (…) 자란이 초사

를 올려 말했습니다. (…) 남녀의 정욕이 어찌 유독 저희들에게

만 없겠습니까? 천자인 목왕도 매번 요대의 즐거움을 생각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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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인 항우도 휘장 속에서 눈물을 금하지 못했는데, 주군께서는 

어찌 운영만이 유독 운우지정(雲雨之情)이 없다 하십니까? (…) 

제가 진사의 계획을 자란에게 말하자, 자란이 크게 놀라 꾸짖으

며 말했습니다. “서로 즐긴 지 오래 되어서 이제 스스로 화를 빨

리 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1,2개월 서로 사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떻게 사람으로서 차마 담을 넘어 달아나는 짓을 저

지르려고 하느냐? 주군이 너에게 마음을 기울이신 지 이미 오래 

되었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첫째 이유요, 부인이 사랑하심이 

매우 깊으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둘째 이유요, 화가 양친(兩親)

에게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셋째 이유요, 죄가 서궁 

사람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그것이 떠날 수 없는 넷째 이유이다. 

게다가 천지가 곧 하나의 그물인데, 하늘로 오르고 땅속으로 들

어가지 못한다면 달아나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혹시 붙잡히게 

된다면 그 화가 어찌 네 한 몸에만 그치겠느냐? (중략) 네가 할 

일은 마음을 굽히고 뜻을 억누르며, 정절을 지키고 편안히 앉아

서 하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이다.” 

인식

성격

김진사 지문

제가 방으로 돌아와 편지를 뜯어보니, 그 편지에 일렀습니다.  

“그대를 한 번 본 이후로 날아갈 듯 기뻐 마음을 안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궁성(宮城)의 서쪽을 바라볼 때마다 애

가 끊는 듯 했습니다. (…) 병이 고황에 들어 온갖 약이 무효한지

라, 다만 저승에서나마 뜻밖에 만나 서로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

다. 푸른 하늘은 굽어 불쌍하게 여기시고 귀신은 묵묵히 도와주

소서, 만약 생전에 이 한을 한 번 풀어 주신다면, 마땅히 몸을 빻

고 뼈를 갈아서 천지의 모든 신령께 제사를 올리겠나이다. (…) 

진사는 그날 몰래 수성궁을 살펴보았는데, 담장이 높고 험준해

서 몸에 날개를 달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묵묵히 말을 하지 않고 근심스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 특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운영

을 훔쳐 업고 달아나지 않습니까?” 진사는 그럴 듯하게 생각

하고, 그날 밤 특의 꾀를 저에게 말했습니다. “특은 노비이지

만 본래 꾀가 많아서 이러한 꾀로써 지휘하는데, 그대 생각은 

어떠하오?” (…) “달아나는 것이 조겠소. 어제 내가 지은 시를 

보고 대군이 의심하셨으니, 오늘밤 떠나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

까 두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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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성격

유영

지문

<국립도서관본(한문본)>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니, 갓 전란을 겪은 뒤인지라 

장안의 궁궐과 성안에 가득했던 화려한 집들이 텅 빈 채 남아

있지 않았다. 무너진 담과 깨어진 기와조각, 폐쇄된 우물과 무

너진 돌계단 사이에는 잡초가 무성하였으며, 동쪽 문 몇 칸만

이 홀로 우뚝 솟아 있었다. 유생은 서쪽 동산으로 걸어 들어갔

다. 산과 물이 깊숙한 곳에 이르자, 온갖 풀들이 빽빽하게 우

거져 맑은 연못에 그림자가 비치었으며, 땅에는 꽃이 가득히 

떨어져 있었으나 사람의 자취는 찾아 볼 수 없었다. (…) 미풍

이 한 번 불자 향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다. 유생은 홀로 바위 

위에 앉아소동파의 ‘내가 조원각에 오르니 봄은 반쯤 지났는

데, 땅 가득히 떨어진 꽃 쓸어버릴 사람조차 없네(我上朝元春

半老 滿地落花無人掃)’라는 시구를 읊조렸다. 곧이어 허리춤에 

차고 왔던 술병을 끌러 다 마시고, 술에 취해서 돌에 머리를 

기댄 채 바위의 가장자리에 누웠다.

<이재수본(한글본)>

진 유영다려 닐너 왈 그도  문오 슉셰인연으로 금

야에 가지로 노라시니 우리 등 지은 글을 운미  가

치아니랴 유영이 응낙고 이어 운니 여시되 

월반고궁구신 달이 고궁에 도다 왓시 옛빗치 로왓시니

풍광흡거년츈 풍광이 흡연이 거년 봄 도다

문쥬금하 비러 뭇니 쥬인과 이 ㄹ졔 어 잇뇨

유ㄹ방혼비인 오직 갓흔 혼만 남아 잇셔 람으로 여

금 슯흐게 도다

운영이 글을 보고 가 칭찬 왈 낭군의 문쟝이  당시 고

인을 압두리로다 그러나 의  비창지라 우리로 여

금 위로 말이나 연 심회 동도다 김이 희허왈 우

리 일을 말랴면 졈ㄹ 비회만발 분이라

인식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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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존재의 물음을 던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인식해
나가는 것과 같이, 서사의 인물 또한 공간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는데,  이때 어느 
공간에 거해 있는지가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향을 준다. <운 전>의 서사 공간
을 통한 인물의 성격 및 특징은 Ⅲ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인물의 수성궁에 한 
인식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인물이 해당 공간을 어떻게 인식함으로써 어떠한 태

<공간에서의 인물의 행위와 대응 방식>

3. 인물들은 그들이 처한 공간에서 어떠한 대응 태도를 보이고 있나요?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구체화되나요?

<인물의 성격 유추>

4. 인물들의 공간에 대한 인식과 대응 태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유추해봅시다.

<공간 전환하기>

5. 만일, 인물들이 수성궁이 아닌 다른 공간에 처했다면, 인물의 심리와 성격은 어

떻게 변화했을지 상상해봅시다. 상상을 통해 스스로 다른 공간을 설정해보고, 인

물들의 심리가 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할지 이야기해봅시다.

대응 태도 및 대응 방식 성격

안평대군

운영

김진사

자란

유영

나는 (        )은 (                                     )한 인물이라고 생각

한다. 왜냐하면                                                기 때문이다.

설정한 다른 공간?

이에 따른 인물의 심리는?

<표 10> 공간 인식 및 대응 방식을 통한 인물의 성격 및 특징 이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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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응해나가는가 혹은 응하지 못하고 순응하는가에 따라, 공간에 한 인식
을 통해 드러난 인물의 성격은 명확해지거나 약화된다. 
  이처럼 인물의 공간에 한 인식으로부터 인물의 성격을 유추하기 위하여, 먼저 
인물을 그들이 속한 공간에 따라 분류해야 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운 전>의 서사 공간은 액자 내부 공간과 액자 외부 공간으로 나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간에 따른 인물 분류 또한 해당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액자 내부 
공간인 과거의 수성궁과 액자 외부 공간인 현재의 수성궁에 한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운 전> 서사 공간에 한 온전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하여 먼저 인물들이 어떠한 공간적 존재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액자 
내부 공간인 과거의 수성궁과 수성궁 외부 공간, 그리고 액자 외부 공간인 수성궁 
옛터 따라 인물이 속한 공간을 분류하는 활동을 제시할 수 있다. 이후 2번 활동과 
같이 인물의 수성궁, 그리고 수성궁 외부 공간에 한 인식을 살핌으로써 공간에 
반 된 인물의 심리를 유추한다. 그리고 이로부터 인물이 어떠한 성격을 지녔는지
를 해석하는데, 수성궁에 한 인물의 인식을 비교하여 인물이 어떠한 가치를 지
향하고 어떠한 성격을 지닌 인물인가를 유추한다. 이후 3번 활동에서는 인물들이 
지닌 가치를 행동으로 보임으로써 어떻게 응하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인물의 성격
을 구체화하고, 4번 문항을 통해 인물의 전체 성격을 유추하고 이에 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인물 이해에 있어 공간의 중요성을 학습독자
가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물이 다른 공간에 속한 존재임을 가정하 을 때 달
라질 수 있는 인물의 심리에 해서도 상상해볼 수 있도록 한다. 

  이 항목은 궁이라는 동일한 공간이 설정되었음에도 상이한 분위기와 서사 세
계를 형성하는 <상사동기(相思洞記)>와의 비교를 통해 강조되는 <운 전>만
의 비극적 정조와 미학을 상상해보고, 이후 학습독자로 하여금 수성궁이 창출
하는 비회적 정조를 감지하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작품의 비극성을 내
부 액자뿐만 아니라 외부 액자를 포함하여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망할 수 있도
록 하는 것을 도모한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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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학습 목표 
<운영전>의 공간으로부터 창출되는 분위기와

이로 인해 형성되는 비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달 보름날 밤에 우리 나리께서 왕자 및 여러 대군들과 함께 달구경하는 모임을 갖기로 

약속을 했으니, 반드시 밤에 나가셨다가 늦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게다가 마침 비바람 때문에 

궁궐의 담장 가운데 무너진 곳이 있는데, 나리께서 궁가의 일을 늦추시는 바람에 아직 수리

가 되지 않았습니다. 낭군께서는 이 날 어두운 밤을 틈타서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담장을 따라서 깊이 들어오시면 중간에 담장이 낮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마땅히 그 문

을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와서 담장을 따라 내려오면 동쪽 계단에서 10보 

가량 떨어진 곳에 별실 몇 칸이 있습니다. 낭군께서 그곳에 잠시 몸을 숨기고 기다리시면 제

가 나아가 맞이할 것이니, 우리의 아름다운 기약이 어찌 어렵겠습니까?” (중략) 김생이 약속

한 날짜가 되어 가니, 과연 궁궐 담이 무너져 이가 빠진 것처럼 되어 있었다. 좁고도 깊은 담

구멍을 따라 들어가자, 이내 조그만 문이 나타났다. 시험 삼아 밀어보니 과연 잠겨 있지 않았

다. 문을 열고 들어가 동쪽으로 내려가자 영영의 말대로 과연 별실이 나타났다. 

(국립도서관본 <상사동기>, pp.175-176)

 공간 묘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품의 미학 상상해보기

1. <영영전>의 궁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환기되는 분위기는 어떠

한가요? 이를 <운영전>의 수성궁 묘사와 비교해보고, 밑줄을 채워봅시다.

  

<영영전=(=상사동기)>는 <운영전>의 패러디 작품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운

영전>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 작품입니다. 특히, 궁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공통

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궁이라는 같은 공간을 소재로 

하더라도, 비극적 세계를 형상화하는 <운영전>과는 상이(相異)하게 행복한 서사 

세계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특성에 주목하여, <운영전>의 공간과 <영영전>의 

공간을 비교하여 공간의 차이가 서사 세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봅시다.

<영영전>의 궁은 <운영전>의 수성궁에 비하여 험준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다. 

<운영전>에서 황폐하고 쓸쓸하게 묘사되어 있던 현재의 수성궁은 <운영전>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험준하게 묘사된 수성궁의 담장은 운영과 김진사의 애정을 

방해한 역할을 한 반면, <영영전>읙 궁은 김생의 궁으로의 접근이 매우 용이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김생과 영영의 만남이 쉽게 이루어지며, 비극적이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 168 -

  <운 전>의 공간으로부터 창출되는 분위기와 이로 인해 형성되는 비극성을 
파악하기 위한 활동은 ‘공간 묘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품의 미학 상상해
보기’와 ‘분위기 감지를 통해 작품의 비극성 파악하기’의 두 단계로 구분된다. 
‘공간 묘사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품의 미학 상상상해보기’는 운 과 김진
사의 비극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액자 내부 공간에 해 탐구하는 활동으로, ‘만
일 수성궁이 험준하지 않게 묘사되었다면, 즉 <상사동기>와 같이 허물어지게 
묘사되어 출입이 어렵지 않은 공간이었다면, 운 과 김진사의 관계는 어떻게 변
화하 을까’의 질문에 해 학습독자로 하여금 상상해보도록 함으로써, <운
전>의 공간 묘사가 창출하는 비극적 분위기에 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으로 ‘분위기 감지를 통해 형성되는 비극성 파악하기’ 단계에서는 액자 외

2. <영영전> 궁의 이러한 공간 묘사는 영영과 김생의 만남을 어떻게 만드나요?

3. 만일, <운영전>의 수성궁이 <영영전>의 궁과 같았다면, 운영과 김진사의 만남

과 사랑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어떠한 결말을 맺게 되었을 것 같나요?

 분위기 감지를 통해 작품의 비극성 파악하기

4. <운영전> 서두에서 ‘수성궁 옛터’는 어떻게 그려지고 있나요? 수성궁이 묘사되

고 있는 부분들을 지문에서 찾아 적어봅시다.

5. 이러한 묘사가 자아내는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6. 이는 운영과 김진사의 운명이 어떠함을 의미할 것 같나요?

7. 이는 안평대군의 운명이 어떠함을 의미할 것 같나요?

8. ‘수성궁 옛터’에서 운영과 김진사가 안평대군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9. 전체적으로 형성되는 작품의 미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표 11> 서사 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작품의 분위기 및 비극성 이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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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공간에서 수성궁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를 학습독자가 찾도록 유도하다. 
이 단계에서는 황폐하게 묘사되는 수성궁의 모습을 통해 환기되는 비극적 분위
기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액자 구조 전반에서 형성되는 작품의 비
극성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와 달리 황폐하게 묘사되는 수성궁 옛터가 운 과 김
진사의 애정과 안평 군의 운명에 있어 암시하는 바를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이
후 <운 전>의 비극적 구조와 비극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토 를 형성한다.

(3) 서사 공간을 통해 서사 세계의 의미 구성하기

  <운 전>의 공간을 통해 발생하는 갈등 구조와 그 의미의 이해, 그리고 공
간을 통해 유추한 인물의 성격과 가치관의 이해, 그리고 공간이 창출하는 비
극적 분위기의 파악은 총체적인 연관을 가지며 <운 전>의 비극적 구조와 비
극적 세계를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 따라서 이 항에서는 제시된 활동들의 통
합적인 작용 속에서 <운 전>의 공간이 담아내는 비극적 세계상은 어떠한가
에 한 학습독자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문학이 제시하는 형상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의미를 함축하는 하나
의 표상인 것299)과 같이,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는 서사 세계 또한 현실 세계와 일
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습독자는 서사 세계의 이해를 바로 현실 세계에 응하
여 무비판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간을 통해 형성되는 서사 세계의 형상과 세계
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세계에 입해보
는 태도가 요구된다. 
  특히, <운 전>은 수성궁으로부터의 탈출을 통해 억압적인 자신의 운명을 타개
하고자 하 으나 수성궁에서도 수성궁 외부 공간에서도 애정 성취에 실패하는 운

과 김진사와, 수성궁을 자기실현의 공간으로 삼았으나 수성궁에서 몰락하여 비
극적 운명을 맞이한 안평 군을 통해 비극적 세계관을 형상화한다. 만일 <운
전>의 이러한 비극적 세계를 현실 세계와 동일시하여 이해한다면 인간은 세계에 
패배하고 만다는 패배주의관을 학습독자에게 주입시킬 수 있다. 이는 소설 교육에
서의 비극 소설의 무용론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299) 김 행 외, 『문학교육원론』, 서울 학교출판문화원, 2011,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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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세계는 희극적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언제나 세계에 응하는 인간
이 승리하는 구조만을 취할 수 없다. 오히려 비극은 세계의 다양성과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독자는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는 서사 세계를 그 자체로 이해하는 태도를 지양
하고, 이를 반성적으로 성찰하여 그로부터 표상되는 세계의 의미를 자신과 관계 맺
기를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세부 학습 목표 
<운영전>의 서사 공간을 통해 드러나는 비극적 서사 세계를 

이해하고, 서사 세계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공간을 통해 <운영전>의 비극적 구조 및 서사 세계를 이해하기

1. 안평대군은 수성궁을 어떠한 세계로 만들고자 하였나요?

2. 수성궁을 (        ) 세계로 만들고자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 운영이 수성궁의 폐쇄적 삶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김진사와 함께 지향한 공

간은 어디인가요?

4. 그 공간에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은 이루어지나요?

5. 그 공간에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은 어떠한 장애를 겪게 되나요? 이를 구체적

인 공간별로 살펴봅시다.

6. 수성궁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향한 공간에서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수성궁 밖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었나요?

7. 그 결과, 운영은 다시 어느 공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나요?

세부 공간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 성취에 있어 나타나는 장애 요소

산곡(山谷)

청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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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성궁은 폐쇄성에 하여 저항한 운 과 수성궁에서 미적 경지의 성취를 
지향한 안평 군이 몰락하는 공통적인 공간으로, <운 전>의 비극성이 함축
된 공간이다. 운 은 그녀의 지향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성궁 밖으로의 탈출 
행위를 감행하나, 특으로 상징되는 현실적 질곡에 의해 수성궁으로 회귀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운 은 수성궁에서도 수성궁 밖에서도 애정을 성취하지 

8. 다시 돌아온 공간에서 김진사와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 절망한 운영은 어

떠한 선택을 하나요?

9.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 사랑이 마무리되고 시간이 지난 후, 유영이 방문한 황폐

해진 수성궁 옛터에서 안평대군은 어떠한 운명을 맞게 되었음을 알 수 있나요?

10. 운영과 안평대군이 공통적으로 패배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그 공간에서 안평

대군과 운영이 추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아래의 표를 통해 정리해봅시다.

11. 수성궁이라는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는 <운영전>의 세계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12. <운영전>의 등장인물들은 세계를 극복하나요? 혹은 세계에 패배하나요? 이를 

등장인물별로 살펴봅시다. 

13. <운영전>이 형상화하는 서사 세계를 현대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떠할까요? 

현대의 세계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함께 생각해보며, <운영전>이 형상화하는 

세계는 어떠한 모습인지 이야기해봅시다.

일반 궁중

안평대군: 도피처 운영: 도피처  

패배 패배

<표 12> 서사 공간을 통한 서사 세계 이해 및 의미 구성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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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적인 존재로 형상화된다. 안평 군 또한 외부 액
자에서 그의 존재 기반으로 삼았던 수성궁이 멸망함에 따라 몰락하는 존재로 
형상화되며, 운  못지않은 비극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비록 인물의 지향점은 
상이(相異)하나, 그들은 수성궁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운명의 최후를 맞이한
다. 이렇게 수성궁은 <운 전>이 지닌 비극성의 핵심이 된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독자가 <운 전>의 비극성의 핵심을 파악하여 <운
전>의 비극적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1~8번 활동과 같이 <운 전>의 중
층적 비극의 세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도 질문들을 학습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운 과 안평 군이 모두 불가피성의 원리에 따라 수성
궁 이외에는 어떠한 선택도 하지 못했던 비극적인 인물상이었음을, 그리하여 
수성궁이 세계의 전부 던 인물들이 세계에 패하고 마는 비극적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학습독자가 <운 전>
의 전체 서사 세계의 양상을 파악하고, 인물이 세계에 패배하는 비극적인 세계
가 의미하는 바를 유추해낼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습독자 <운 전>이 형상화하는 비극적 세계를 학습
독자가 처한 현실 세계와 동일시하지 않도록 거리를 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하
여 현 의 관점에서 <운 전>의 비극적 세계를 비교 및 조를 통해 객관적
으로 살필 수 있도록 한다. 궁극적으로는 <운 전>의 공간을 통해 환기되는 
비극적 세계를 통해 학습독자가 세계에 한 인식 범위를 확장하고, 세계의 본
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4) 서사 세계를 공감적·비판적으로 내면화하기

  문학 작품의 내면화는 학습독자가 작품을 자신과 연관 지을 수 있을 때에 진정
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텍스트와 독자의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텍스트와 독자
의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독자는 문학 작품을 분석적으로 이
해하는 차원에서 나아가, 문학작품의 상황을 자기 자신의 상황으로 치환하여 문학
작품을 내면화하는 진정한 이해의 단계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습독자들이 자신의 관점과 인식을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는 <운 전>의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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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학습독자들이 자신의 관점과 인식을 입 및 적용함으로써 작품을 보다 내
면화하여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서사 세계를 공감적·비판
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한 방법은 ‘등장인물과 학습독자의 응 방식 상호 조회하기’
와 ‘서사 세계를 공감적·비판적으로 내면화하기’의 두 단계로 세분화된다.  

  이 항목은 학습독자가 <운 전>의 상황을 자기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치환
하여 ‘내가 <운 전>의 공간에 속해 있다면, 수성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상
황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 을까?’에 한 인식 과정을 통해, 등장인물과 학
습독자의 응 방식을 상호 조회해보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운 전>의 서
사 세계를 내면화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제시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학습독
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세부 학습 목표
등장인물과 학습독자의 대응 방식의 상호 조회를 통해, 

<운영전>을 자신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등장인물의 공간 인식 및 공간 대응 방식을 ‘나’의 방식과 비교해보고, ‘나’의 기

준으로 평가하기 

1. ‘나’의 기준으로, <운영전>에서 공감 가는 인물의 공간 인식과 대응 방식은 무엇이었나

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나’의 공간 인식 및 대응 방식과 관련지어 이야기해봅시다.

2. ‘나’의 기준으로, <운영전>에서 공감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인물의 공간 

인식과 대응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나’의 공간 인식 및 

대응 방식과 관련지어 비판해봅시다.

 <운영전>의 상황에 ‘나’의 대응 태도를 적용하여, <운영전>의 등장인물이 되어 

갈등 상황을 해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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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전>의 등장인물과 학습독자의 응 방식의 상호 조회를 통해, <운
전>을 자신의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의 단계는 다시 
‘등장인물의 공간 인식 및 공간 응 방식을 학습독자 자신의 방식과 비교해
보고, 이를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해보기-<운 전>의 상황에 자신의 응 태
도를 적용하여 <운 전>의 등장인물이 되어 갈등 상황을 해결해보기’의 두 

3. 지금까지 살펴본 ‘나’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았을 때, 만일 여러분이 수성궁에 속

한 존재였다면 여러분은 수성궁을 어떠한 공간으로 인식하였을 것 같나요? 

4. 자신이 운영 혹은 김진사의 처지에 놓였다면, 수성궁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응 태도를 취했을 것 같나요? <운영전>에 등장하는 인물별

로 자신이라면 수성궁의 폐쇄성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였을지 생

각해봅시다.

5. 만약 운영과 김진사의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등장인물들이 취할 수 있었

던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6. 반대로, 여러분이 수성궁의 질서에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수성궁의 질서를 형성

할 수 있는 존재라면, 즉 만일 여러분이 안평대군이라면, 수성궁을 어떠한 세계

로 만들 것 같나요?

내가 ~ 라면? 공간 및 갈등 상황에 이렇게 대응했을 것 같다!

운영

김진사

자란

내가 안평대군이라면? 수성궁을 이러한 세계로 만들 것이다!

어떤 세계로?

수성궁의 질서는?

질서 (1)                                         .

질서 (2)                                         .

질서 (3)                                         .

<표 13> 등장인물과 학습독자의 대응 방식 상호 조회하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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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로 구성된다. 각각의 단계에 하여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등장인물의 공간 인식 및 공간 응 방식을 나의 방식과 비교해보고, 이를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활동을 한다. 이
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독자는 공감 가는 <운 전> 등장인물의 공간 인식 및 

응 방식을 이야기해볼 수 있으며, 반면 공감가지 않거나 이해될 수 없었던 
등장인물의 공간 인식 및 응 방식에 해서는 나의 기준과 근거로 이를 비
판하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운 전>의 상황에 나의 응 태도를 적용하여, <운 전>의 등
장인물이 되어 갈등 상황을 해결’해보는 것이다. 이 단계는 학습독자가 <운
전>의 인물들에게 자신을 투 하여 작품의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작품의 
내면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정하 다. 따라서 해당 단계에서는 수성궁을 학문 
성취를 위한 이상적인 공간으로 삼고자 하 던 안평 군, 수성궁에 의해 제약적인 
상황에 놓여있던 운 과 수성궁으로의 진입이 제한되어 있었던 김진사, 수성궁에
서의 삶을 유지하고자 한 자란 등 다양한 인물들의 상황 및 응 방식에 공간 및 
갈등 응 방식에 한 학습독자 자신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 자신이라면 
수성궁이라는 폐쇄적이고도 안락한 공간인 수성궁을 어떠한 공간으로 인식하

을지, 자신이 운 과 김진사, 혹은 자란이라면 어떠한 응 태도를 취하여 
주어진 갈등 상황을 극복하 을 것인지 혹은 다른 응 태도를 선택하 을 것
인지, 반 로 수성궁에 예속된 존재가 아닌 수성궁의 질서를 형성하는 안평
군이라면 수성궁이라는 공간을 어떠한 질서와 규범을 지닌 세계로 구성할 것
인지에 하여 그 해결 방안과 안을 스스로 탐색해보도록 한다. 이러한 활
동을 통해 학습독자가 문학 텍스트와의 거리를 좁히고 텍스트와 직접적으로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한다.

  이 항목은 공간으로부터 형상화되는 <운 전>의 서사 세계를 공감적, 비판적으
로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간은 세계를 함축하므로, 학습독자의 공간에 

한 인식이 전제될 때 세계에 한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간의 
이러한 속성을 고려하여 학습독자의 공간에 한 인식을 세계에 한 인식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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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확장된 학습독자의 세계에 한 인식을 서사 공간
을 통해 드러나는 <운 전>의 서사 세계와 연관 지어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공간을 통해 학습독자를 둘러싼 
세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경험을 학습독자에게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바탕을 토

로 학습독자는 세계에 한 자신의 이해를 <운 전>의 서사 세계 이해에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단계에서 학습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세부 학습 목표 <운영전>의 서사 세계를 공감적, 비판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다.

 <운영전>의 비극적 서사 세계 이해하기

1. <운영전>의 서사 세계를 다시 떠올려보며, 아래의 밑줄을 채워봅시다.

2. <운영전>이 창작되었던 당대의 맥락에서는 <운영전>이 형상화하는 세계는 독자

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3. 만일 여러분이 당대의 독자였다면, <운영전>이 형상화하는 세계를 어떻게 받아

들였을 것 같나요? 

 공간으로부터 드러나는 ‘나’가 속한 세계의 모습 파악하기

 액자 내부 공간과 액자 외부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는 <운영전>의 서사 세계는 

중층적으로 비극적이다. 운영과 김진사는 자유로운 애정 성취를 위하여 수성궁 

탈출을 지향함으로써 본능적 가치를 추구하지만, 수성궁 밖의 현실로 인하여 다

시 수성궁으로 회귀한다. 이를 통해 액자 내부 공간에서는 수성궁 안에서도 수

성궁 밖에서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운영과 김진사의 비극적 사랑이 강조된다. 한

편, 액자 외부 공간인 현재의 수성궁에서는 안평대군의 몰락이 그려진다. 안평

대군은 수성궁을 학문적 세계로 만들어 자기실현을 도모하였으나, 결국 그 공간

에서 몰락 및 패배한다. 이렇게 <운영전>은 액자 내부와 외부 공간에서 모두 

개인이 세계에 패배하는 비극적 세계를 형상화하며, 비극적 세계는 액자 내부와 

외부 모두를 통하여 형성된다는 점에서 중층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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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러분이 속한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자신만의 유일한 공간인가요? 아니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친구들도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 속해 있나요? 

5. 자신의 공간이 유일하다면, 여러분이 속한 공간의 유일한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

각하나요?

6. 자신만의 유일한 공간이 아니라면, 그 공간에 속한 친구들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공간의 속성(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7. 그러한 공간을 둘러싼 사회의 질서와 규범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8. 여러분이 속한 공간의 특성, 질서, 규범들을 고려하였을 때, 여러분이 속한 세계

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신이 속한 세계를 글로 표현해보

거나, 느낀 대로 묘사해보거나, 그림으로 표현해봅시다. 

9. 그러한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해봅시다.

 <운영전>의 비극적 서사 세계를 공감적·비판적으로 연관 지어 내면화하기

10. 내가 속한 세계의 모습과 <운영전>의 서사 세계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지

점은 무엇인가요?

11. 반대로, 내가 속한 세계의 모습과 <운영전>의 서사 세계가 다르다고 할 수 있

는 지점은 무엇인가요?

12. 내가 <운영전>의 비극적 세계를 경험한다면, 현재 ‘나’가 속한 세계의 구성원으

로서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3. 내가 <운영전>의 비극적 세계를 경험한다면, 현재 ‘나’가 속한 세계의 구성원으

로서 비판하고자 하는 세계의 모습 혹은 질서가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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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전>의 서사 세계를 공감적, 비판적으로 내면화하는 단계는 다시 ‘<운
전>의 비극적 서사 세계 이해하기-공간으로부터 드러나는 학습독자가 속한 세계
의 모습 파악하기-<운 전>의 비극적 서사 세계를 공감적, 비판적으로 내면화하
기’의 세 절차로 구성된다. 각각의 단계에 하여 상술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운 전>의 비극적 서사 세계 이해하기’는 학습독자의 세계와 <운 전>
의 서사 세계를 연관 짓기 위한 사전 준비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운 전>의 
서사 공간을 분석적으로 이해한 결과 도출한 <운 전>의 서사 세계를 정리하고, 
서사 세계가 당 의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학습독자들이 당 의 
독자 다면 <운 전>이 형상화하는 세계를 어떻게 받아들 을지를 탐구한다. 앞
의 장에서는 학습독자가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는 <운 전>의 서사 세계를 학습
독자 자신과 거리를 두어 객관적·분석적으로 이해하는 활동을 제시했다면, 이 활동
에서는 학습독자와 서사 공간의 시간적·심리적 거리를 축소하여 학습독자가 <운

전>의 서사 세계를 공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공간으로부터 드러나는 학습독자가 속한 세계의 모습 파악하기’는 학습
독자가 <운 전>의 서사 세계를 자신과 연관 짓기 위한 준비 단계이다. 이 단계에
서 학습독자는 자신이 처한 공간의 속성으로부터 세계의 모습을 도출하고 확장시키
는 활동을 한다. 이를 위하여 이 단계에서는 학습독자가 자신이 속한 공간이 자신
만의 유일한 공간인지, 혹은 자신과 같은 공간에 있는 친구들이 함께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도록 하여, 학습독자가 사회 혹은 세계가 자신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공
유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학습독자가 처한 공간이 자
신만의 유일한 공간이라면 그 유일한 특성은 무엇이며, 유일한 공간이 아니라면 그 

14. 만일 내가 <운영전>의 비극적 서사 세계를 경험한다면? 운영과 김진사, 그리고 

안평대군이 모두 패배하고 아무도 남아 있지 않은, 폐허가 된 세계를 여러분이

라면 어떻게 느꼈을 것 같나요? 

15. <운영전>의 비극적 서사 세계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는 무엇일까요?

<표 14> 서사 세계를 비판적·공감적으로 내면화하기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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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 속하는 친구들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공간의 속성은 무엇인지를 탐구하도록 
한다. 이는 공간이 사회와 세계로 확장된다는 공간의 속성을 고려하여, 학습독자의 
공간에 한 인식을 세계에 한 인식으로 확장시키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학습독자의 개인적 세계에 머무르는 경우이므로, 사회와 세계로 
확 되기 어려운 반면, 후자의 경우는 사회와 세계로 확 될 수 있다. 개인과 개인
의 집합이 사회 및 세계이므로, 사회 및 세계에는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된 가치가 
존재한다. 따라서 학습독자의 공간에서 공유된 가치와, 공간을 둘러싼 사회의 질서
와 규범들에 하여 학습독자가 인식한다면 이는 사회와 세계에 한 인식으로 확
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 단계에서는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공간적 특성, 질
서, 규범들을 고려하 을 때, 학습독자가 속한 세계는 어떠한 모습을 띠고 있는가
를 글, 그림 등으로 통해 자유롭게 표현해보도록 함으로써 학습독자가 자신을 둘
러싼 세계에 하여 스스로 탐구해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운 전>의 비극적 서사 세계를 공감적, 비판적으로 연관 지어 내면화하
기’는 학습독자의 자신의 세계에 한 인식을 본격적으로 <운 전>의 서사 세계에 적용 
및 입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습독자가 속한 세계의 모습과 공간을 통해 드러
나는 <운 전>의 서사 세계의 유사한 지점과 다른 지점을 객관적으로 생각해본다. 그리
고 학습독자 자신이 <운 전>의 비극적 세계를 경험한다면, 현재 학습독자가 속한 세계
의 구성원으로서 동의하거나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혹은 동의하지 않거나 비판하고 
싶은 세계의 모습과 질서는 무엇인지, 모든 인물들이 패배하고 세월이 지나 황폐해진 수
성궁의 세계를 학습독자는 어떻게 바라보았을지를 탐구해봄으로써, 학습독자 자신의 세
계에 한 인식을 <운 전>의 서사 세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습독자
가 자신의 기준과 관점에서 <운 전>의 서사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운 전>의 비극적 서사 세계가 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혹
은 교훈을 생각해보도록 하여 운 전>이 단지 비극적 서사 세계를 보여주는 작품만이 
아니라, 학습독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갈등 상황과 문제들과 
같은 세계의 본질들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작품임을 깨닫도록 한다. 그 
안에서 작품 속 인물들의 공간 인식과 응 방식이 세계를 살아가는 학습독자들에게 교
훈처럼 적용 및 활용되고, 그것이 다시 학습독자와 텍스트의 관계 맺기를 통해 작품의 
이해로 전환된다면, 진정한 의미의 내면화가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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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본 연구는 서사에서의 공간의 위상에 주목하여, 공간 범주로 소설을 
이해하는 방법을 공간이 작품의 핵심으로 작용하는 <운 전>을 중심으로 구안하

다. <운 전>의 서사 공간인 수성궁은 작품의 주요 무 일 뿐만 아니라, 서사
의 핵심 갈등의 형성, 인물의 성격과 심리, 그리고 작품의 미학과도 접하게 연관
되어 있어 서사 구성의 핵심 원리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운 전>에서 그 위상을 
확립하 다. 또한, <운 전>의 서사 공간은 그간 안평 군을 중세적 가치 혹은 
성리학적 이념을 추구하는 인물로 보았던 기존의 연구가 설명하지 못하 던 안평

군의 반중세적, 반성리학적 행위를 해명하 다. 이뿐만 아니라, <운 전>의 서
사 공간은 <운 전>의 핵심 미학인 비극성을 단순히 운 과 김진사의 비극적인 
사랑 차원이 아닌, 세계에 중층적으로 패배하는 중층적 비극의 구조로 새롭게 조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운 전>의 서사 
공간에 한 이해는 <운 전> 서사 세계 및 작품 전체 한 이해로 확장 가능하
며, <운 전>의 서사 공간을 통해 확장된 학습독자의 공간과 세계에 한 인식은 
<운 전>을 실제 삶과의 내적 연관 속에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점에서 <운 전> 서사 공간 이해 교육의 의의를 발견하 다.  
  이에 본 연구는 소설 이해에 있어서의 공간 범주에 초점을 맞추어, 서사 공간을 
의미 표상과 세계를 함축하는 개념으로 바라보았으며, 서사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
는 작품의 의미와 서사 세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사에서의 공간의 역할에 주목하

다. 그리고 핵심 갈등의 형성, 인물의 성격 부각, 작품의 미감 환기로 항목화한 
서사에서의 공간의 역할을 바탕으로, 일차적으로 <운 전>의 공간 구성의 특징을 
작품이 배경이 된 실제 공간과 작품 속에 형상화된 공간(액자 내부 공간과 액자 외
부 공간)으로 나누어 살핌으로써 <운 전>의 공간이 실제 공간을 소재로 하기는 
하나 작가에 의하여 허구적으로 형상화된 공간임을 증명하 다. 그리고 <운 전>
의 폐쇄적 공간적 속성이 어떻게 갈등의 기폭제로서 기능하는가, 인물의 공간에 
한 인식과 공간 응 방식이 인물의 성격, 특징, 및 역할을 담아내고 드러내는가, 
그리고 작품의 비극적 정조와 미학을 어떻게 환기하는가를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운 전>이 형상화하는 비극적 세계의 모습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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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Ⅲ장에서 마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Ⅳ장에서는 학습독자가 <운 전>의 
공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효과와 문제점을 살피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최종적인 교육 목표를 설정하 다. 그리고 설정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
육 방법으로 1) 작품의 서사 공간 추출과 구분 및 공간 구성 방식 파악하기, 2) 
<운 전>의 서사 전개와 관련한 서사 공간의 역할 이해하기, 3) <운 전>의 서
사 공간을 통해 서사 세계의 의미 구성하기, 4) <운 전>의 서사 세계를 공감적·
비판적으로 내면화하기의 네 단계를 설정하여 구체적인 활동을 구안하 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학습독자의 <운 전>의 서사 공간에 한 이해가 작품의 전체적 
이해로 확장되고, <운 전>의 서사 공간과 서사 공간을 통해 형상화되는 서사 세
계를 학습독자 자신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을 도모하 다.
  본 연구는 그간 사회·역사적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연구되어 온 <운 전>의 공
간을 텍스트 내적 차원에서 세 하게 살핌으로써 <운 전>의 온전한 이해를 위
한 방안을 마련하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사적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운 전>을 공간을 중심으로 단순히 분석적으로 읽어나가는 방법 차
원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운 전>의 공간이 학습독자의 상황과 연결되는 
지점을 탐구하고, 실제 학습독자의 삶 및 자신과의 연관 속에서 접근하고자 하
다는 점에서 진정한 이해 교육으로서의 교육적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본 연구는 문학이 실제적 현실을 반
한다는 관점보다는 문학은 작가에 의해 형상화되고 재창조되는 허구의 산물이라는 
관점을 취하여, <운 전> 텍스트 자체가 형상화하는 작품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본 연구는 작품의 배경이 된 실제 공간과 작품 속에 형상화
된 공간 사이의 불일치성을 당 의 수성궁에 한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자 하 으나, 이 과정에서 실증적 자료에 한 역사적 고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수성궁을 포함한 <운 전>의 전체 공간에 한 자료의 검토가 후속 연구에서 보
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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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Understanding Education of 

<Woonyeong-Jeon(운 전)> Focusing on Narrative Space

                                                Lee, Jee-Won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role of ‘space’ in the narrative and seeks to 
apply the way of understanding the novels with space category to a 
pre-modern novel <Woonyeong-Jeon(운 전)> where space is a key 
element of the text. Susunggung Palace in the novel is not only a key space 
for the major scenes of the text but also works as a key principle in the 
composition of narrative space, being closely related to formation of major 
conflicts in narrative space and psychologies of the characters. Furthermore, 
when the readers appreciate the novel focusing on its space, they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way the novel has been understood in the 
past and discover the tragic elements of the <Woonyeong-Jeon> from new 
perspective. 
  The main theme of the novel mostly discussed in the past have been 
characterization of Anpyungdaegun(a son of a King Sejong) and the tragic 
element of the novel. Past studies on the novel characterized him as a person 
who seeks medieval, anti-feudalistic and metaphysical ideology and did not 
investigate his anti-medieval behaviors. This study, however,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he past studies through Susunggung Palace. The study 
observes him as a person who seeks cultural desire and value of literary art 
and explains his open-minded and anti-feudal behaviors. Furthermore, the 
space approach to <Woonyeong-Jeon> discovers unique features of 
double-tragic elements: the failure of love between and Woonyeong and 
Kimjinsa(a local government official) and their death and another defeat even 
outside the Palace space they wanted to get out of.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pace in <Woonyeong-Jeon>, this thesis 
designs education curriculum and methodology that contribute to two goals: 
understanding space in the novel by readers and students is extended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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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rative world, and furthermore, it occurs within their internal relations.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first, the research derives the key role of space 
discussed in theory of narrative space and shows that space works as the 
key element of the relation structure affecting overall meanings of the 
narrative. Second,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integrated narrative world 
through examining the role of the Susunggung Palace in the narrative in three 
aspects: forming key conflict structure, revealing personalities of characters 
and characteristics, and arousing tragic atmosphere. Furthermore, the research 
applies the standards of the readers to the work sympathetically and critically 
and suggests concrete education curriculum for students to understand and 
internalize the space and the narrative world in <Woonyeong-Jeon>.
  Based on the previous motivation and purpose of the study, Chapter II 
defines the concept of space in the narrative and categorized the functions of 
narrative space into formation of conflict structure and implication, emphasis 
on personalities of characters and characteristics, text atmosphere and 
esthetic arousing. This chapter is mostly based on Juri Lotman, Mieke Bal, 
J.P. Goldenstein, J.F. De Jong.
  Chapter III separated the space in <Woonyeong-Jeon> into historical real 
space which provided the background of the text and the space described in 
the text. First, the Chapter showed that the key space in the novel was 
based on the historical space and was, however, modified as the fictional 
space created by the author. Second, the closed nature of the Palace, which 
is the key space in the novel, worked as the key structural factor for 
generating diverse aspects of  conflicts between Woonyeong and Kimjinsa(a 
public official) in romance, Anpyungdaegun and court ladies, ladies in west 
courts and south courts inside and outside the Palace. Third, the analysis on 
how the characters react to space and perceive the space they belong to 
shows the following results: (1) Anpyungdaegun is a ambivalent person who 
oppresses personal freedom by considering the Palace as a world for his 
literary art and seeking his esthetic achievements. (2) Woonyeong is a 
person who seeks instinctive value through romance achievement, challenges 
the closeness of the Palace and is suffering from obligation to 
Anpyungdaegun, (3) Kimjinsa is a person who recognizes the closeness of 
the Palace and  follows fatalism. (4) Jaran is a person who recognizes the 
closeness and stability of the Palace with flexibility at the same tim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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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yeong is a person who feels the sadness in the ruined Palace and shares 
the feelings of Woonyeong and Kimjinsa with emotional relationship with 
them and playing a role as a listener and transmitter of internal stories. 
  Chapter IV investigated the effects and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reader’s understanding the space in the novel based on the contents of 
understanding education on the narrative space in <Woonyeong-Jeon> 
discussed in the previous Chapter. The final goal of education was set up in 
order to correct the problems. and the following stages of education 
curriculum were suggested: (1) derivation and classification of narrative space 
of the text and finding the ways to construct the space structure, (2) 
development of the narrative space and understanding the role of the 
narrative space, (3) composing the meanings of the narrative world through  
the narrative space, (4) internalization of the narrative world sympathetically 
and critically. 
  This study provided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Woonyeong-Jeon> 
by investigating the role of space from text-internal  aspect closely, unlike 
the past studies focusing on socio-historic aspects. Furthermore, this study 
contributes substantially to practical understanding education in the sense that 
the narrative space in the novel is closely related to reader’s real life and 
oneself beyond simple analytical reading. The thesis may have some 
limitations depending on research viewpoints. In the process of deriving the 
discordance between historical space and narrative space, this thesis did not 
found enough historical evidences about Susunggung. Therefore, examining the 
historical truths about <Woonyeong-Jeon>’s narrative space in detail is 
needed for the next step of the thesis.

Key Words: Narrative, Space, <Woonyeong-Jeon>, Susunggung Palace, 
Understanding Education, Romance Jeon-gi Novel, 
Pre-Modern Nove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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