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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옥란기연>은 다른 장편 가문소설에 비해 ‘여성’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하층’

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작품이다. 본고는 <옥란기연>이 지닌 이러한 특질에 착

안하여 대표적인 장편 가문소설인 <유씨삼대록>과 전편 <창란호연>과의 비교를

통해 <옥란기연>의 소설사적 위상을 보다 정치하게 가늠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

다.

제Ⅰ장의 제2절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옥란기연>의 이본과 관련자료를 검토

하였다. ‘燕京本’과 ‘藏書閣本’의 차이는 필사자의 적극적인 개작 의식이 반영된 결

과라기보다, 원전 혹은 인접한 계열의 모본을 누군가 자의적으로 취사하였을 가

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고, ‘뿌리本’과 ‘단국대本’은 다른 이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주요 서사의 일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새롭게 확인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옥란기연>을 구성하는 주요 서사를 갈등의 주체가 되는 등장인

물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Ⅲ・Ⅳ장의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서사의

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는 11쌍을 제외한 나머지 12쌍의 남녀결연담만을 논의의 범

주로 설정하고, 이들 남녀결연담에 드러난 인물 갈등의 구조적 양상을 정리하였

다.

제Ⅲ장에서는 <옥란기연>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다른 장편 가문소설

과 어떠한 변별점을 지니는지 살폈다. 제1절에서는 남녀결연담의 서사구조를 남

주인공의 인물형상에 따라 ‘호방형 남성과의 결연’과 ‘군자형 남성과의 결연’으로

분류한 뒤, 서사의 구조적 양상과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작품은 서사

상호 간의 ‘反復’, ‘接脈’, ‘相値’를 통해 문제의식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제2절에서는 성폭력의 서술방식에 대해 살폈다. 장면 묘

사, 인물의 심리・태도, 인물 관계, 서술자의 언술 등을 중심으로 남성의 폭력성

과 권위의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하였으며, ‘앵혈화소’가 가부장적 남성의

권위의식을 풍자하는 코드로 ‘轉用’되고 있음을 밝혔다. 제3절에서는 애정혼을 열

망하는 두 여성의 인물형상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이들의 적극적 애정이 다른 장

편 가문소설과 달리 대체로 긍정된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확대된 관심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제Ⅳ장에서는 <옥란기연>의 서술의식을 지탱하는 또 다른 軸인 ‘하층’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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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을 살폈다. 제1절에서는 ‘하층’의 가난을 핍진하게 묘사하고, 인신매매가 만연

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서술자의 의식지향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상층 취향의 장편 가문소설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하층 남녀의 애정담을 내용

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그 관심의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제2절은 이

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하층 보조인물의 비중 확대에 관해 고찰하였다. 하층

보조인물의 역할이 악인형 인물에 국한되지 않고 선인형 인물로까지 설정된 점,

상층 중심인물의 일시적인 ‘부재’나 ‘공백’을 대신하는 하층 보조인물이 출현한 점

등을 통해 ‘하층’에 대한 관심의 확대를 살필 수 있었다.

주요어: 옥란기연, 창란호연, 고전소설, 가문소설, 여성, 하층, 주변부

학 번: 2013-22751



- iii -

目 次

Ⅰ. 序論 ························································································ 1

1. 硏究目的 및 硏究史 ································································· 1

2. 硏究對象과 異本 ······································································· 5

Ⅱ. 敍事構造와 人物 ······························································ 29

Ⅲ. 女性에 대한 關心 ···························································· 68

1. 男性人物과 女性人物의 關係 樣相 ···································· 68

2. 性暴力의 敍述方式 ································································· 76

3. 積極的 女性象과 愛情婚 ······················································ 91

Ⅳ. 下層에 대한 關心 ·························································· 100

1. 下層 苦難과 愛情의 敍述 ·················································· 100

2. 補助人物의 比重 擴大 ························································ 112

Ⅴ. 結論 ··················································································· 126

參考文獻 ·················································································· 128

附錄 ··························································································· 134

日文抄錄 ·················································································· 145



- 1 -

Ⅰ. 序論

1. 硏究目的 및 硏究史

<옥란기연>은 <창란호연>에서 <옥란기연>, <옥연재합>으로 이어지는 3부작 연작 중

두 번째 작품이다.1) <창란호연>의 중심 세대로 등장했던 장두, 한제 등의 1代와 장희, 장

우 등의 2代가 <옥란기연>에서는 後見人으로 나오며, <옥란기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야기는 후속세대인 3代의 남녀결연담으로 구성되어 있다. <옥연재합>은 현전 여부가

불분명하나 3代 이후의 이야기가 그려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처럼 <옥란기연>은 여러

가문의 누대에 걸친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가문소설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장편

가문소설의 일부로서 취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편 가문소설의 주향유층이 상층 여성이었음을 감안하면 ‘여성’에 대한 관

심은 대부분의 장편 가문소설이 지니는 특성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장편 가문소설의 작품

수만큼 ‘여성’에 대한 관심에도 다양한 편차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옥원재합기연>과 같

이 ‘여성소설’이라 명명할 수 있을 만큼 현저한 특징을 보이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옥린

몽>과 같이 그 반대되는 특징을 보이는 소설도 있는 것이다.2)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옥란기연>은 여성소설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소설이다.

그런데 <옥란기연>의 서술의식은 기실 ‘여성’뿐 아니라, ‘하층’이라는 다른 축에 의해서

도 지탱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작품의 ‘여성’에만 착목한 나머지 ‘하층’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였다. 실제로 <옥란기연>의 서사전개를 살펴보면 ‘여성’과 ‘하층’은 ‘남성’에

비해 더 깊은 친연성을 보인다. 이를테면, 이러한 서술의식은 상층 여성의 하층 체험에서

도 확인되거니와, 갈등 해결의 과정에서도 상층 여성은 상층 남성보다 대개 하층 남성・

여성과 상호 연대하는 양상을 보인다. 작중 상층 남성들은 대개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

1) 題名의 일부이기도 한 ‘옥란’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학계의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선행연구에서는 ‘옥란’을 모두 ‘玉蘭’이라 보고 있지만 작품의 내용상 명확한 근거

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하버드대학교 燕京도서관 소장 <창란호연>의 결말부에 그 정체를 추정

할 만한 단서가 확인되어 주목된다. ‘남젼(藍田) 미옥(美玉)으로 을 삭여 여 금(紫金)으로

미고 동(東海) 야명쥬(夜明珠)로 눈을 박앗’다는 묘사가 그것인데, 여기서 ‘눈’은 맥락상 ‘雪’

보다 ‘目’의 뜻에 더 가까워 보인다. 그렇다면 ‘옥란’은 종래의 통설과 달리 ‘玉鸞’, 즉 ‘옥으로 만

든 鸞鳥’일 가능성이 더 크다. 鸞鳥는 중국 전설 속 상상의 새로, ‘善男善女’나 ‘至尊’을 비유하

는 말로도 그 용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작중 남녀주인공인 장추성과 소선주의 기이한 인연

을 그린 작품의 실상과도 부합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漢子題名을 ‘玉鸞奇緣’으

로 표기하였음을 밝혀 둔다.

2) 정병설, 「조선 후기 여성소설과 남성소설의 비교: <옥원재합기연>과 <옥린몽>을 중심으로」,

『국어교육』107, 한국어교육학회, 200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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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인물형상이 작품 안의 ‘여성’과 ‘하층’의 동질감을 더 강화시

킨다.

더욱이 ‘하층’에 대한 <옥란기연>의 관심은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가치가 주목된

다. 하나는 <소현성록>이나 <유씨삼대록> 등과 같이 특정 시기를 대표하는 장편 가문소

설로부터 변화한 여성 향유층, 즉 상층 여성들이 지닌 의식적 성숙과 자각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이고, 다른 하나는 중심과 주변의 논리로 볼 때 ‘여성’과 ‘하층’은 조선 후기 사회

의 ‘주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바, 현실 사회에서의 주변부가 소설 안에서는 중심

부를 이루고 중심부가 다시 주변부로 밀려나는 이러한 양상은 장편 가문소설의 轉變과

아울러 당대 주변부 문화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이라 본다.

요컨대 본고는 ‘여성’과 ‘하층’이라는 두 핵심어를 중심으로 <옥란기연>을 독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옥란기연>의 특질을 밝힘과 동시에 조선 후기 주변부 문화의 하나

로서 장편 가문소설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視座를 제공해주리라 기대한다.

<옥란기연>은 이병기의 <朝鮮語文學 名著 解題>에서 처음 소개된 바 있다.3) 학계에

정식으로 보고된 것은 정병욱의 <樂善齋 文庫 目錄 및 解題>라는 글을 통해서이다.4) 작

품의 해제는 심경호5)에 의해 처음으로 작성되었는데, 국내에 알려진 이본으로는 19권 19

책 중 1권부터 5권까지가 없는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소장본이 유일하였다. 따라서 본

격적인 연구는 한동안 부진을 면치 못하였는데, 그러다 이상택6)이 새로 하버드대학교 燕

京도서관에서 7권 7책으로 된 完帙 이본을 발굴함으로써 연구는 다시금 활기를 띨 수 있

었다. 더욱이 그가 발견한 燕京도서관 소장 <창란호연>의 말미 기록은 <옥란기연>과의

연작 관계를 명시하는 것이어서 이후의 연작 연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다.

연구의 선편을 잡은 분은 최길용7)이다. 그는 하나의 연작으로서 <창란호연>과 <옥란

기연>이 이루는 총체적 의미에 대해 규명하였다. 그 결과, 두 작품은 표제, 서두, 결미, 연

작기록, 배경, 인물, 사건 등 소설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면에서 상호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가 주 텍스트로 삼은 자료는 落帙인 藏書閣 소장본이고, 完

帙인 燕京도서관 소장본은 복사 상태가 좋지 않아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본 간의 차이를 논의에 전제하지 못한 점은 차후 연구의 선결 과제로 남게 되

었다. 이후 양혜란8)과 이상택9)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본 간의 대비 작업에 우선

3) 이병기, 「朝鮮語文學 名著 解題」, 『문장』2(8), 문장사, 1940.

4) 정병욱, 「樂善齋 文庫 目錄 및 解題」, 『국어국문학』44・45, 국어국문학회, 1969.

5) 심경호, 「<옥난기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6) 이상택, 「燕京도서관본 한국고소설에 관한 일연구」, 『관악어문연구』16, 서울대학교 국어국문

학과, 1991.

7) 최길용, 「<昌蘭好緣錄> 연작 연구: <창란호연록>과 <옥란기연>의 작품적 연계성을 중심으

로」, 『고전문학연구』7, 한국고전문학회, 1992.



- 3 -

적으로 착수하였다. 두 선행연구의 관심사는 기본적으로 善本을 확정하고 이본 간의 시간

적 先後 문제를 해결하며 각 이본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있었다. 이를 통해 두 이본은 몇

몇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용상의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본격적인 작품론

을 위한 발판도 마련될 수 있었다.

본격적인 작품론은 양혜란10)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의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대로 소

개되지 못한 작품의 구조와 의미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창작 시기가 분명하지 않거나 내용이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작품만을 비교한 까닭에 장편

가문소설로서 <옥란기연>의 소설사적 위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11) 오히

려 <유씨삼대록>과 같이 창작 시기가 비교적 명확하고 장편 가문소설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소설이 <옥란기연>의 작품적 특질을 보다 명확히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보

는 것이다.12) 더욱이 그의 연구는 논문에서도 밝혔듯 전편 <창란호연>에 관한 연구를 전

8) 양혜란, 「<玉蘭奇緣>의 이본고」, 『한국어문학연구』6(1), 한국어문학연구회, 1994.

9) 이상택, 「<玉蘭奇緣>의 이본 연구」, 『진단학보』78, 진단학회, 1994; 이상택,「<昌蘭好緣連

作>의 텍스트 교감학」, 『고전문학연구』15, 한국고전문학회, 1999.

10) 양혜란, 「조선조 후기 대하 장편가문소설의 형성동인 고찰: 하바드대 燕京도서관본 <玉蘭奇

緣>을 중심으로」, 연거재 향년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연거재 신동익 박사 향년기념논총 국

어국문학연구』, 경인문화사, 1995.

11) 그가 비교 대상으로 거론한 <현씨양웅쌍린기>, <명주기봉>, <명주옥연기합록>은 溫陽 鄭氏

(1725-1799) 필사본 <옥원재합기연>의 기록이 유일하므로 창작 상한선이 분명하지 않을 뿐아니

라 특정 시기의 소설사를 대표한다 보기 어렵고, 또 <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는 선행연구에

서도 전편 <창란호연>과의 내용적 유사성이 여러 번 지적된 만큼 <옥란기연>의 소설사적 특질

을 드러내기 위한 비교 대상으로는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12) 최근 보고에 따르면 <유씨삼대록>의 이본은 落帙까지 포함하여 100여 종에 가깝다(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사전』26,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 89-95면; 조희웅, 『한국 고전소설사 큰

사전』40, 지식을만드는지식, 2017, 340-356면 참고). 더욱이 <열하일기>나 <한중록>과 같은 ‘굵

직한’ 문헌에서도 그 題名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는 그만큼 <유씨삼대록>이 당대에 널리 향유

된 사실을 증명한다(정병설, 「왕실 가족이 겪은 비극: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한국의 고

전을 읽는다』3, 휴머니스트, 2006, 38면;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

미」, 『한국문화』39,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2-3면 참조). 장편 가문소설 가운

데 이만한 이본과 향유 기록을 보유한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옥란기연>의 소설사적

위상을 살피기 위해서는 다른 장편 가문소설보다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한 비교가 더 적합

하리라 판단된다. 한편 <유씨삼대록>의 창작 시기는 兪肅基(1696-1752)의 시문집 『兼山集』에

실린 「祭亡室墓文」의 기록에 의거할 때 늦어도 18세기 초반, 빠르면 17세기 후반일 것으로 추

정되며(한길연, 「대하소설의 자료사적 궤적과 공공화 방안: <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고

소설 연구』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16-24면 참고), <옥란기연>은 이르면 18세기 중반 이후에

창작되었을 것이라 짐작되는 작품이다(본 장의 ‘2. 硏究對象과 異本’ 참조). 그러나 <옥란기연>

의 창작 상한선은 어디까지나 전편 <창란호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옥란기연>과 <유씨

삼대록>의 차이를 장편 가문소설의 ‘통시적’ 변화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 물론 여러 정황을 따

지더라도 <옥란기연>의 창작 시기가 <유씨삼대록>보다 뒤일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 두 작품의

실제 창작 시기가 서로 근접하다면 이는 통시적 차이라기보다 작품 간의 차이로 볼 여지가 있

다. 따라서 장편소설사의 지형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서는 본고의 논의가 유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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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한 논의가 아니다. 앞서 최길용의 지적처럼 두 작품이 철저한 연작 의도를 가지고

창작되었다면 <옥란기연>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연작성에 기반할 때 더욱 선명해지리라

본다. 즉 <옥란기연>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요소가 <창란호연>과의 비교를

통해 다시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요컨대 본고는 전기 가문소설을 대표하는 <유씨삼대록>과 전편 <창란호연>과의 실증

적인 대비를 중심으로 ‘여성’과 ‘하층’이라는 관점에서 기존 연구에서 주목하지 못한 부분

을 새롭게 조명하고 구체화되지 못한 논리는 보충하거나 비판하고자 한다. <옥란기연>의

서술 의식은 기실 ‘여성’뿐 아니라, ‘하층’이라는 다른 축에 의해서도 지탱되고 있는데, 본

고는 이러한 두 축을 매개로 <옥란기연>의 전모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의 순서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우선 제2절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본들의 전반적인 성격을 살피고, 관련자료를

개관하려 한다.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과 단국대학교 소장본은 아직 학계에 정식으로

소개된 바 없으며,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燕京도서관 소장본과 藏書閣 소장본 역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사항들이 존재한다. 이에 본고의 목적상 전면적인 대비는 어려울지라도 새

로 확인한 두 이본을 중심으로 한 부분적인 검토가 요청된다 하겠다. 아울러 작품과 관련

된 서목과 광고가 선행연구에서는 아직 종합적으로 정리된 바 없는데, 이는 작품의 창

작・향유시기를 추정하는 실증적인 자료가 되느니만큼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어 제Ⅱ장에서는 주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의 서사구조를 분석하려 한다. 남녀

결연담이 서사의 중심軸을 이룬다는 선행연구의 견해를 수용하되, 인물 갈등의 구조적 양

상이 충분히 드러나도록 갈등의 주체가 되는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구성하는 주요

서사를 재구성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고는 제Ⅲ・Ⅳ장에서 <옥란기연>의 소

설사적 위상을 살펴보려 한다.

먼저 제Ⅲ장에서는 작품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것이다. <옥란기연>은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의 관계 양상에서 남주인공의 부정적 인물형상, 특히 성폭력에 관한

서술이 두드러지며, 앵혈 화소의 轉用, 결연 증표의 변화 등 남성 우위의 현실에 대한 불

만이 은연중에 드러난다. 그런가 하면 작품에서는 애정혼에 적극적인 두 여성이 주인공

가문에서 축출되거나 부정되지 않고 수용 또는 긍정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다른 장편 가

문소설과 어떠한 질적 차이를 갖는지 하나씩 검토하려 한다.

다음 제Ⅳ장에서는 작품에 드러난 ‘하층’에 대한 관심을 살필 것이다. 작품에는 하층 인

물들의 고난과 애정에 관한 서술이 비교적 많은 부분 할애되고 있으며, 남주인공의 부정

적 인물형상에 의해 비롯되거나 확대된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도 이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인정된다. 이에 여타의 장편 가문소설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질을 지니는지 장면 묘사와

수 있지만, 통시적 흐름을 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유보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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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전개, 보조인물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2. 硏究對象과 異本

1) 異本檢討

<옥란기연>의 이본은 4종이 전한다.13) 이 가운데 完帙本은 1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3

종은 모두 落帙本이다. 이본 4종은 모두 작자 미상의 국문 필사본이다. 하버드대학교 燕

京도서관 소장 <창란호연> 말미에 따르면 한문본 <옥란기연>이 전해진다고 하나14) 아

직 그 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각 이본의 특징을 살펴보기에 앞서 소장처, 서명, 책의 크

기, 체제, 필사기 등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 完帙本(1종)

○ 하버드대학교 燕京도서관 소장 <옥긔연> 7권 7책(이상택 편, 『해외수일본 한국 고

소설 총서』12-13, 태학사, 1998, 이하 ‘燕京本’): 표제는 ‘玉蘭奇緣’, 내제는 ‘옥긔연 송암

션여 별젼’이라 되어 있다. 크기는 29.8x18.5cm이다. 분량은 1206面이며, 面당 12行

내외, 行당 25字 내외의 字數를 보인다. 매권 말미에 필사기와 필사자가 다음과 같이 기

재되어 있다.

권1: 륭희연월일 경슈표교 신소져 필셔

권2: 륭희연월일 경슈표교 신소져 필셔

권3: 륭희연월일 경표교 신소져 필셔 京水票橋 申小姐□

권4: 륭희연월 경슈표교 신소져 필셔

권5: 륭희연월일 표교 신소져 필셔다

권6: 륭희연월일 슈표교 신소져 필셔다

권7: 륭희년(1910년-필자 주) 경술 칠월 이십팔일 슈교 필셔

13) 본고에 인용된 <옥란기연>의 책・면수는 하버드대학교 燕京도서관 소장본의 경우 국립중앙도

서관 홈페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소장본의 경우 藏書閣 디지털 아카이브에 공개된 자료

를 기준으로 삼았다.

14) ‘젼(此傳)은 강(大綱)만 긔록(記錄)고 한문(漢文) 별젼(別傳)이 잇시니 혹왈 옥긔연이라

엿시나(밑줄-필자, 이하 동일) 츄셩 남(男妹) 군종(群從)의 입신셩(立身成娶)허던 연(事

緣)과 부졔여(子婦諸女)의 긔화긔란(奇禍奇亂)이 긔〃묘〃(奇奇妙妙)헌 셜화(說話) 잇시니 츨

보허난 이이 후록(後錄)을 차질지어다.’(하버드대학교 燕京도서관 소장 <창란호연> 권20

말미, 이상택 편, 『해외수일본 한국 고소설 총서』11, 태학사, 1998, 771-7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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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落帙本(3종)

○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소장 <옥난긔연> 14책(이하 ‘藏書閣本’): 전체 19권 중 권1부

터 권5까지가 逸失되었다. 표제는 ‘玉鸞奇緣’15), 내제는 ‘옥난긔연 송암션녀 별젼’이

다. 크기는 32.3x21.8cm이다. 분량은 1078面이며, 面당 10行 내외, 行당 19字 내외의 字數

를 보인다. 필사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본 <옥난기연녹> 1책(권23, 이하 ‘뿌리本’): 이본 전

체의 체제는 확인되지 않는다. 표지 좌측과 중간에 각각 ‘옥난기연녹 권디니십삼’, ‘무신

원월일 하한 송암선자녀 별뎐’이라 기재되어 있다. 내제는 ‘옥난기연 송암션여별

젼이라’라고 되어 있다. 크기는 29.3x20.3cm이다. 분량은 51面이며, 面당 12行 내외, 行당

18字 내외의 字數를 보인다. 본문의 말미에는 ‘니 은 젼주□□□ 김봉원(월?) ’이라

는 필사기가 적혀 있다.

○ 단국대학교 栗谷도서관 소장 <옥난긔> 1책(권20, 이하 ‘단국대本’): 이본 전체의 체제

는 확인되지 않는다. 겉표지 좌측과 중간에 각각 ‘옥난긔 권지이십’, ‘병오 칠월일’이라 적

혀 있고, 안표지 좌측과 중간에 각각 ‘옥난긔’, ‘병오 유월십육일’이라 적혀 있다. 종이의

상태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볼 때 여기서의 ‘병오’는 1906년(또는 1966년)으로 짐작된다.

내제는 ‘옥난긔 권지이십’이라 되어 있다. 크기는 35.2x20.5cm이다. 분량은 50面이며, 面당

12行 내외, 行당 30字 내외의 字數를 보인다. 필사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으로 <옥란기연> 이본의 대략적인 서지사항을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性的

갈등이나 이원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진행 양상을 제외하고는 燕京本과 藏書閣本 사이에

줄거리상의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필사 연대로 보아서는 藏書閣本이

더 앞서지만 작품 분량에서는 燕京本이 200字 원고지로 200枚 분량만큼 더 길다고 하였

다.16) 한편 뿌리本은 정명기의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고소설 목록17)에 ‘42.

옥난기연록 1종’이라고만 올라와 있을 뿐 아직 학계에 정식으로 소개된 적 없다. 마찬가지

로 단국대本 역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해제가 실려 있으나 <옥란기연> 연구에서

15) 양혜란, 앞의 논문, 1994, 30면; 이상택, 앞의 논문, 1999, 239면, 각주27번에 따르면 藏書閣本의

표제는 ‘옥난긔연’이며 예외적으로 권10만 ‘玉鸞奇緣 十’이라 기재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필자

가 직접 확인해본 결과 藏書閣本의 표제는 전부 ‘玉鸞奇緣 (권차)’로 되어 있으며, 이와 동일한

題名이 각 권의 書根에서도 확인된다. 改裝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16) 이상택, 앞의 논문, 1994; 양혜란, 앞의 논문, 1994.

17) 정명기,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고소설의 현황과 가치」, 『열상고전연구』35, 열

상고전연구회, 2012에 부록으로 실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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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이본이다. 이에 기존에 검토된 燕京本과 藏書閣本은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사항을 위주로 정리하고, 본격적으로 소개된 적 없는 뿌리本과 단

국대本은 그 특징적인 사항만을 간략히 밝히고자 한다.

(1) 完帙本: 燕京本

- 속편 <옥연재합>18)의 내용과 결말구조: <옥연재합>은 아직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지

만 <옥란기연>에서 그 내용을 상세히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창작 가능성이 높

다고 생각되는 작품이다.19) 선행연구에서 대강 언급된 바 있으나, 일부 누락된 내용들이

존재하므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

① 서릉군주의 아들 이희보가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됨으로써 벌어진 이야기(燕京本 권2, 3-7

면)20)

② 장기성이 不告而娶하여 엄천화와 불화를 겪은 이야기(뿌리本 권23, 13a-13b면)

③ 엄길보-장옥혜 부부가 相難하며 불화한 이야기(燕京本 권7, 175-176면; 藏書閣本 권19,

23b-24b면)

④ 장필성-정소저 부부가 장필성의 호방한 성품으로 인해 불화를 겪은 이야기(燕京本 권7,

188-189면; 藏書閣本 권19, 34a-34b면)

⑤ 장두가 別世한 이야기(藏書閣本 권19, 35a면)

⑥ 엄길보 등이 騰揚하고 부부가 失離한 이야기(藏書閣本 권19, 35a면)

⑦ 장필성이 정소저와 불화하여 登科한 후 청화공주의 일녀 옥선군주를 副室로 얻는데, 正

室 정소저가 옥선군주의 害를 입어 謫居하게 되는 이야기(藏書閣本 권19, 35a면)

⑧ 진천주의 두 아들이 成親하여 온갖 일을 겪은 이야기(藏書閣本 권19, 35a면)

⑨ 왕소저의 딸 장옥빙과 진천주의 딸 장희빙이 겪은 慘酷한 이야기(藏書閣本 권19, 35a면).

⑩ 장경양의 호방한 성품으로 빚어진 이야기(藏書閣本 권19, 35b면)

⑪ 장두는 90세 되던 해에 別世한 뒤 충현왕으로 贈職되고, 한현희는 장두의 喪禮를 치르는

18) 燕京本에는 ‘위왕 별전 옥난합’(권7, 193면)이라고 되어 있고 藏書閣本에는 ‘위왕 별전 옥연재

합’(권19, 35a면)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단국대本에서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암시되는 내용을

고려할 때 燕京本보다 藏書閣本의 題名이 더 타당할 듯하다(본 항의 ‘(2) 落帙本: 燕京本’ > ‘③

뿌리本’ 참조).

19) 이와 관련하여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에서 ‘옥연합녹’, ‘옥연즁회연’, ‘위왕별전’ 등 <옥연

재합>과 일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題名이 확인된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모리스 쿠랑 저, 이

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4, 299-300면, 305면 참조). 이러한 기록은 <옥연재합>의 창

작 가능성을 작품 외적으로 뒷받침하는 정황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20) 사실 ①의 경우 ‘져(大抵) 송암션여(子女) 별전(別傳)니오니 시(是) 본셜(本說)이 아니라

그 강(大綱)만 긔록(記錄)노라.’(燕京本 <옥란기연> 권2, 7면)라고만 적혀 있을 뿐 그 구체적

인 내용의 所在는 밝히고 있지 않다. 단지 정황상 <옥연재합>의 내용일 것이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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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京本 藏書閣本

�

밤이 깁흐촉을 멸고 소져을 예로

쳥여 금슬우지의 종고지낙이 진즁니

이 진짓 현졍긔연이로엄공의 너모

쥰격험과 소졔 상문교아로 셩되 열초쥰

고져 기교 오기로

㉠ 부뷔 상힐여 슈삼년 불화헌 셜화

위왕별젼의 비히 잇고 차젼은 셩

호헌 셜화만 긔록다. …

밤이 깁흐촉을 멸고 소져를 녜로

쳥여 금슬우지의 종고지낙이 진즁니

이 진즛 현졍긔연이로엄공의 너모

쥰격과 소졔 상문교로 진션진미

셩되 녈초쥰고져 기교 오기로

㉡ 부뷔 상힐여 슈삼년 불화셜화

난 위왕별젼의 비고 젼은 셩혼

셜화만 긔록다. …

�

평후의 칠필셩의 연니 십의 뎡현

의 여셰 되니 뎡소져의 용안화슈려쇄

락고 덕되 호연며 늠〃이 열장부의

군갓트니 존당구괴 깃거시나 공

평후의 칠 필셩의 년이 십의 뎡현

의 녀셰 되니 뎡소졔 용안이 슈려고 덕

되 호연여 늠연이 녈장부 갓흐니 존당

구괴 깃거나 공의 눈이 고산 갓트여

동안 勺水를 입에 대지 않아 成服 이후 卒하는데, 이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孝婦라 칭송받

은 이야기(藏書閣本 권19, 35b면)

⑫ 장두, 한제부부가 別世하자 자식들이 슬퍼한 이야기(藏書閣本 권19, 35b-36a면)

⑬ 장추성 등이 佛心을 빌어 戰亂을 평정하는 이야기(燕京本 권7, 190-193면)

이처럼 <옥연재합>의 내용은 대부분 <옥란기연>의 말미를 통해 예고되는데, ③과 ④

만 두 이본의 내용이 중복되고, 나머지는 어느 한 이본에서만 언급된다는 점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이본 사이의 차이에만 주목할 뿐, ③과 ④와 같이 동일

한 내용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21) 두 이본의 문면을 본격적으로 대조한 연구가

아직 없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차이가 필사자의 적극적인 개작인지, 아니면 생략

또는 축약인지 쉽게 분간이 서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그 이유는 내용상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진술이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2)

21) 양혜란, 앞의 논문, 1994, 48-49면, 55-59면; 이상택, 앞의 논문, 1999, 231-245면 참조.

22) � 燕京本 <옥란기연> 권7, 176면; �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9, 24b면; � 燕京本 <옥란기

연> 권7, 188면; �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7, 34a-34b면; �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9, 34b

면; �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9, 36a-36b면; �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9, 36b면; � 燕京本

<옥란기연> 권7, 188-189면; �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9, 36b면; � 燕京本 <옥란기연> 권7,

189-190면; �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9, 36b-37a면; � 燕京本 <옥란기연> 권7, 190면; [자]

燕京本 <옥란기연> 권7, 190-193면; � 燕京本 <옥란기연> 권7, 193면; � 燕京本 <옥란기연>

권7, 193-194면; � 燕京本 <옥란기연> 권7, 194면; �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9, 37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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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눈니 고산 갓트여 요지금모와 무산션

아를 익이 보앗스무로 뎡시의 요〃뎡〃치

못물 낫비 너겨 부〃의 은셔의니

모부인이 여 육형의 를 효측라

니 공비록 유〃여 명을 드르나 깁

흔 은졍이 읍스니 뎡소져열장부 군

와 방불헌지라. 부〃의 은을 초갓

치 여겨 부도를 극진니 찰힐 름이니 공

의 호방미 일장 란을 지어 슉녀로

여금 곤을 격게여시㉢ 젼은

강만 여 셩혼고 부실의 말을

혀시니 고이고,

요지금모와 무산션를 닉이 보아시무로

뎡시의 뇨〃졍〃치 못물 낫비 너겨

부〃의 은 셔의니 모부인이 여

뉵형의 를 효측라 니 공 유〃

슈명나 깁흔 은졍이 업니 뎡쇼졔난

녈장부 군라. 부〃의 은를 초갓

치 너기고 부도를 극진이 힐 이니

공의 호방미 란을 지어 슉녀로 

여금 곤을 격게 ㉣ 젼의 강

셩혼 가만 긔록고 소셜의 비니

라.

�

숑암의 칠녀를 다 셩혼고 운곡의

뉵이녀를 다 셩니 〃히 쳔고 슉

녜며 옥인군라. … 댱노공의 유복미

곽분양을 족히 불워 아닐지니 증손의 영

화지 보고 냥난 열후며 손난 왕이

되고 손녀난 왕비 되여 무슈손이 영

화를 지극히 바드니 현고의 드무더라.

�

댱셔평후긔 칠삼녜니, 위왕이 소졍

열과 슌시긔 칠녀오, 시랑 관셩

이 오시긔 일녀오, 인 긔셩이

엄시긔 일녀오, 오종셩이 양시긔

뉵일녀오, 뉵복셩이 홍시긔 십이녀

오, 칠필셩이 뎡시긔 일녀오,

� ㉤ 댱녀 임실 말은 져시니 고이고,

�

녀 간왕비 육이녀요, 삼녀 왕참졍

부인은 오일녀니 평후의 진외손니 육십

인니요,

녀 하간왕비 뉵이녀오, 녀 왕참졍부

인은 오일녀니, 평후의 진외손이 뉵십

인이오,

�

㉥ 사마공의게 육일녀니, 졔의

녀 다 번셩여 만은 고로 편의 

강 긔록니 후록을 보며 셔 알 

고,

㉦ 공긔 뉵이녀니, 댱녜부 효

셩이 뉵이녀오, 계셩이 일녀

오, 삼단셩이 일일녀오, 여엄부

인긔 뉵일녀오, 비 양부인긔 댱

희셩이 삼오, 유셩이 일여

오, 덕셩이 냥오, 녀셜부인이

뉵니, 외손이 다 〃히 유슈신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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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지라. 댱공의 녀부츈후 한실이

삼이녀를 니 댱공이 진외손의 이

십삼인의 손이 번셩니 쳔고의 희환

더라. 됴졍의 버럿공후진신이 거의

다 댱공의 진외손이오, 사친붕라.

�

이졔위부인니 남녀간 강명졍직고 효

졔츙신과 예의염치와 삼강오상을 알고 슈

신졔가와 슈슈덕을 극진〃이 면 이

댱노공의 군즁 갓치 부귀영녹이 무흠고

만무위어환기 무어시 어려오리오. …

댱노공의 현심셩덕과 댱평후의 슈슈덕

이며 위왕의 활달도와 댱마의 부드러

온 심귀며 한부<인>의 셩슉덕과 소졍

열의 현셩덕질과 왕비의 열슉명과 왕

의열의 명쳥덕으로 가화평여 만

무흠더라.

�

시〃의 위왕이 평후와 마를 뫼시고

산쳔귀경을 려 셩외의 나아가 풍경을

완상헐셕양의 홀연 발노승이 팔염

쥬를 칠보가의 메고 나와 만복을 드리

거날 평휘 시 보니 비범헌 즁이 아니라

… 공이 그졔야 부쳐의 물 알고 크게

놀나 계의 려 공즁을 향여 무슈히

례고 이의 붓쳐의 쥬신 거슬 그 우

더 봉여 간슈고 두 길흉을 염여

부쳐의 도으시믈 쳔만번 밋더라.

�

옥난기연 합가 외 졔졔손의 허다

젹과 한 기간의 허다 고이헌 풍파며

젼장의 츌몰여 득공반며 츌장입상

여 … 후인니 비록 혼암장노공의

인젹덕을 본바들지어다.

�

이후 손들은 더욱 승어조고 승어부

여 다온 실과 긔이헌 조며 부귀

미 댱노공 시의셔 승니 … 시〃

의 손니 번셩니 조졍의 버렷공후

진신니 거의 다 장공의 진외손니오, 사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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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간니라.

�

댱문 영화 졔미헌 고로 그만여 민멸

키 어려올오공의 장셩이 문뮈 겸젼

고 의논니 명쾌며, 신상셔의 아로

더부러 댱부 젹을 낫〃치 일긔여 원

양 등의 셜화를 긔록여 젼니라.

댱문 영홰 졔미고로 그 말바 민

멸키 앗가올오공의 댱셩이 문뮈 겸

뎐고 의논이 명쾌며 신상셔로 더

브러 댱부 젹을 낫〃치 일긔여 위왕

별젼합녹을 번역여 원양 등의 셜화를

긔록여쎠 셰상의 기리 젼니라.

[표1] 燕京本과 藏書閣本의 결말구조 비교

위의 표는 燕京本과 藏書閣本의 결말구조를 대조한 것이다.23) 우선 단락의 순서를 보

면, 燕京本은 �, �, �에 해당하는 단락이 없고, 藏書閣本은 �, �, �, �에 해당하는

단락이 없다. 대신에 �, �, �, �는 두 이본 모두 문면상 거의 일치할 뿐 아니라, 제시

되는 순서도 동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순서상 燕京本의 �가 藏書閣本과 마찬가지

로 �의 뒤에 오고, 藏書閣本의 �가 燕京本과 마찬가지로 �의 뒤에 위치한 것이다. �

는 두 이본 모두 작품의 마지막에 제시되는데, 마찬가지로 문면이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일치는 �의 ㉠과 ㉡, �의 ㉢과 ㉣과 같이 후속서사의 所在를 밝히는 서술자의 진술에서

도 확인된다.

한편 �의 ㉤은 藏書閣本에서만 확인되는 단락이다. 기실 ‘당녀(長女)’의 자식에 관한

‘정보’는 두 이본 모두 부재하지만, 藏書閣本은 이러한 정보의 공백을 ‘댱녀 임실 말은 

져시니 고이하고’라는 진술로 대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와 동일한 어투가 �의 ㉢에

서도 발견되는 사실이다. 두 이본 모두 장필성-정소저 부부의 불화를 다루고 있지 않은

데, 燕京本 �의 ㉢를 보면 ‘부실(娶副室)의 말을 혀시니 고이하고’라며, 藏書閣本 �

의 ㉤과 동일한 어투로 정보의 부재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어구가 동일한 위치에 삽입된 것은 아니므로, 두 이본의 관계를 당장에 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의 공백이 일치하고, 또 이를 동일한 어투

의 어구로 대신한다는 점에서 두 이본은 적어도 인접한 계열의 모본을 두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의 ㉥과 ㉦은 더욱 주목된다. 두 이본 모두 �에서 장우와 그

후손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의 밑줄 친 부분까지 문면이 일치하다 중간에 끊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후록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며 그 생략의 이유를 밝히는데, 그렇다면

�의 ㉥은 본래 �의 ㉦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24)

23) 참고로 앞서 정리한 <옥연재합>의 내용 중 ③과 ④는 위 표의 �, �에 각각 해당하고, ⑤부터

⑫는 �에, ⑬은 �에 해당한다.

24)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볼 수 있다. 燕京本의 생략된 내용을 藏書閣本 혹은 그 모본의

필사자가 적극적으로 개작하여 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장편 가문소설의 일반적인 서사문법에

비추어본다면 주요 인물의 후손들을 모두 열거하고 결말짓는 전자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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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京本 藏書閣本

�

… 부인이 언〃이 심골이 경한여 소져

로 더부러 밤을 지고 평명의 소셰을 파

불젼의 예고 고식의 만나물 

례고 소졔 젼졔불의 긔특물 험탄

고 존고게 뭇오이 찰은 갓 일웟난

가. 가을 로 엿 슈품이 찬난헌니다.

… 부인이 언〃이 심골이 경한여 소져

로 밤을 지고 평명의 불젼의 예고

〃식이 만나물 사례며 소졔 두로 보아

존고긔 문왈 이 찰을 갓일워난가. 〃

를 로여 슈품이 찬난여이다. 부인이

탄왈 암이 발셔 여러 년이라. 쳥원

한편 燕京本의 �는 앞서 살핀 藏書閣本의 �와는 문제가 다르다. 燕京本의 �는 藏書

閣本과 조금도 중복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필사자의

성별 혹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이본의 변개로 설명한 바 있다.25) 대표적인 예로, 藏書閣

本은 燕京本의 � 외에도 부처의 現成 장면이 모두 빠져 있는데, 이를 필사자의 향유의식

과 관련지어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기실 부처의 現成 장면만 없다 뿐이지, 다른 불교적 요소는 두 이본 모두에서

모두 확인된다.26) 다시 말해, 燕京本의 결말구조, 특히 �는 필사자의 적극적인 개작 의식

이 반영된 결과라기보다 원전 혹은 인접한 계열의 모본을 누군가 자의적으로 생략한 결

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그 내용이 독립적이지 않고 후속서사와 연계된 내용이

라는 점에서 이러한 개작의 가능성은 더 낮다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로 보건대 두 이본에서 확인되는 <옥연재합>의 내용은 원전 혹은 인접한

계열의 모본을 필사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취사선택한 결과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러

한 차이는 비단 결말구조에 국한된 문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어지는 논의에서

는 이와 같은 논점을 보다 확대하여 이본 간의 차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 불교적 요소: 燕京本에는 중요한 고비마다 부처의 꿈속 現成 장면이 세 군데에 걸쳐 나

오는데, 藏書閣本에는 이러한 장면이 모두 빠져 있다. 해당 내용을 인용하면 아래 표와

같다.27)

25) 양혜란은 燕京本의 필사자는 여성이고 藏書閣本의 필사자는 남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생

겨난 것이라 보았다면(양혜란, 앞의 논문, 1994, 55-59면), 이상택은 燕京本과 藏書閣本 모두 필

사자의 성별은 여성이지만 燕京本의 경우 궁중 나인이고 藏書閣本의 경우 遊女이기 때문에 내용

변개를 초래하였을 것이라 보았다(이상택, 앞의 논문, 1999, 231-244면).

26) 두 이본의 ‘불교적 요소’에 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논한다.

27) � 燕京本 <옥란기연> 권5, 95-97면; � 藏書閣 <옥란기연> 권13, 12a-12b면; � 燕京本 <옥

란기연> 권5, 153-155면; �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4, 11a-12a면; � 燕京本 <옥란기연> 권

6, 13-14면; �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4, 26b-27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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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탄왈 암이 발셔 여러 연이오,

쳥원뷔 슈츌헌지 십연니라 니 엇지

갓일웟시리오. 가무기로 쳥원니 가

무기로(원문 그대로) 가을 곳쳐

불젼의 공을 일우물 원기로 노뫼 미

헌 조을 시험여 불의 가을 곳

쳣노라.

소져 존괴의 죄 신긔시물 암〃탄복

고 존고을 뫼셔 도라와 시봉졍셩

이 동〃축〃여 고식이 셔로 위로여

셰월을 보고 금은니 소져을 흠앙미

젹형 갓치 여기더라.

ⓐ 부인의 몽즁의 부쳬 현셩왈 그

우리 입난 가을 비며 날마다 도츅

여 졍셩이 지극니 쳔도보응이 〃헐

지라. 가련히 여겨 부〃모오지 안냐

단리니 부인은 장시로 더부러 우리

불상을 곳쳐 글을 업시고 화공을 어

더 가와 이 갓치 완젼케 라. 공역이

과니 보응이 본소〃리라.

부인이 슈명고 기리 졍을 고

코져 더니 법당 경소의 놀나 달

으니 날이 평명이 되엿고 소졔 발셔 소셰

헌 후 상하의 뫼셔 거후 불평신가 피

거날 부인이 관소고 소져로 더부러 불

젼외 나아가 몽응헐 바을 츅고 도라

와 셔로 몽을 니르고 부쳐의 불상을 곳

치물 의논소져 몽일양이라.

한 신긔히 여긔며 쳥원을 쳥여 의논

고 일기을 쳥니 쳥원니 희 왈

빈되 가을 로니 불상이 무물

아쳐여 부인게 의논코져 더니다. 부

인은 소져로 더부러 부쳐님을 봉양소셔.

츈 초팔일은 부쳐님 공양신 일이니

그날 리이다. 부인과 소졔 깃거 쳥신의

이러나 그날이 되엿난지라. 불젼의 나아가

뷔 슈츅연지 십년이라 니 엇지 갓

곳쳐시리오마난 무기로 쳥원이 가

 곳쳐

㉠ 불젼의 공 일우물 원 노뫼 죄

미야

㉡ 부인긔 의논코져 더니다.

츈 쵸팔일은 부쳐임 공양난 날이라.

그날 이다. 부인이 깃거더라. 그날

이 되매 쳥신의 불젼의 나가 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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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며 고식이 각〃 불의 불상을 곳

칠을 메오여 …

고식이 각〃 불상을 곳칠 을 메오

며 …

�

이 일〃은 비몽몽 간의 한 곳의 니

르고 고봉쥰령의 찰이 잇난문을

열고 의 신승이 나와 공을 쳥여 암

즁으로 드러가니 져근 방즁으로셔 일위

부인이 우을 여 나와 이괴을 불너 왈

뷔 어갓던고. 왈 부인은 아를 보

소셔. 부인이 눈을 드러보니 완연헌 아

로그 이 장셩여 엄연헌 장뷔라. …

부인이 젼후 슈말을 이를 금낭과 옥지

환 일을 닐너 왈 네 금낭을 져 보라.

이 울며 말을 고코자 더니

ⓑ 부쳬 현셩 왈 셜군은 그만여 도라

가라. 천긔 도으미 잇시리라. 언미필의

경 소요량니 치침변일몽이

라. 몽즁역〃니 …

일〃은 몽비몽 간  곳의 가니 고봉

쥰녕의 졀이 잇 산문을 열고 의 신

승이 나와 을 쳥여 암즁을 드러가니

젹은 방즁으로셔 일위 부인이 만안 우

으로 나와 니고를 불너 왈 뷔 금일 어

 갓더뇨. 왈 를 보소셔. 부인이

눈을 드러보니 라. …

부인이 탄식고 젼후 슈말을 니고 금

낭과 옥지환 일를 닐너 왈 네 금낭을

 보라.

이 울며 말을 고코져 더니

경 소 뇨량니 치 침변일몽이

라. 몽즁 녁〃니 …

�

부인과 소져 쳥누을 려 져바리지 안

니물 일캇고 이 밤을 쳥원과 한가지로 지

쳥원니 금은을 경게여 일을 평

안니 안과고 부인과 소져을 모 우럴

듯며 츄호도 방종치 말나 니

금은니 눈물을 흘여 니별더라.

ⓒ 밤이 깁흐니 각〃 침상의 계

부인 몽즁의 부쳬 현셩 왈 그젼셰 과

부로 이셰의 불젼의 인연이 잇셔 십연을

불공을 드러 가를 일우며 불상을 슈칙

니 엇지 부쳐의 영공이 업리오. 일

의 손니 만당고 영효을 바다 부뷔 

셰로 리니 십연 교이 일시의 츈몽

이라. 이졔 고원의 도라가한번은 셜시

랑이 누연 은졍의게 졍긔을 일흔 연고로

위헌 지경을 다려니와 이연구헐

인이 잇고 우리 모로가온도으리니

부인은 밧비 고 지촉치 말나.

부인과 소졔 쳥누를 려 져리지 아

닐쥴 일컷고 이 밤을 쳥원과 가지로 지

여 일을 평안이 안과고 방종치 말

나니

금은이 누슈를 흘녀 니별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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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고두여 은혜을 례더

니 니 남가일몽이라. 몽역〃니 이

러 니를 쥰비여 불젼의 예도츅여

부〃모완물 례고 침당의 도

라와 졔승을 니별고 각〃 눈물을 려

후회망연물 슬허고 금은〃 쳥원을

붓드러 실셩오열니 …

부인이 모 완물 례여 불뎐의

례고 각〃 후회 막연물 슬허고

금은〃 쳥원을 븟드러 실셩오열니 …

[표2] 燕京本과 藏書閣本의 부처 現成 장면 비교

위의 표에서 燕京本 �는 계부인의 꿈속에 부처가 現成하여 며느리 장난주와 함께 불

상을 重修하면 報應이 미칠 것이라고 하는 장면이고, 燕京本 �는 설경문의 꿈속에 부처

가 現成하여 머지않아 天氣의 도움이 있을 것이라 일러주는 장면이며, 燕京本 �는 계부

인의 꿈속에 부처가 또 한번 現成하여 남편 설국이 精氣를 잃어 위태한 지경에 있지만

도울 사람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장면이다.

전술하였듯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이본의 변개에 따른 차이로 설명한 바 있지만, 필자의

관견으로 보건대 이는 처음부터 원전의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藏書閣本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생략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처의 現成 장면(ⓐ, ⓑ, ⓒ)을 제외시켜 놓고 볼 때 두 이본의 문면은 사실상

거의 일치하며, 개연성 면에서는 오히려 燕京本이 藏書閣本보다 앞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테면, 두 이본에는 계부인과 장난주 姑婦가 佛像을 重修하여 佛供을 바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藏書閣本에는 이러한 행동의 계기가 된 사건이 명확히 제시

되고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藏書閣本 �의 ㉠과 ㉡은 둘 사이의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

지 못하다. 袈裟의 연원을 설명하던 계부인의 말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의 말로 바뀌어

있는 것이다.

둘째, 위 표에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청원의 제자들이 부처가 꿈에 나타나 스승이 계부

인을 만나 돌아올 것이라 예견했다며 계부인을 환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는 燕京本과

藏書閣本 모두에서 발견된다.28) 즉 부처의 現成에 관한 내용이 원전에 없던 내용이라고

28) ‘먼니 경(磬子) 소들이더니 문(山門)을 크게 열고 경를 두다려 쳥원을 마자 례(拜禮)

고 부인을 마합장례(合掌拜禮)거날 쳥원 왈 슈일 후 도라와 맛게 엿더니 엇지 알고

나와 맛난뇨. 졔승이 왈 뷔 우명일(又明日)노 도라 오실 쥴 알앗더니 밤 의 붓쳣님이 현셩

(現成) 왈 명일(明日) 네 뷔 어진 부인을 만나오리니 젼셰(前世)의 불도(佛道)을 슝상(崇尙)

던 람이오, 불가(佛家)의 인연이 잇셔 부(師父)을 만나 다리고 오리라 시니 졔(弟子)들이

만나이다.’(燕京本 <옥란기연> 권5, 68면); ‘머니셔 경소 둘니더니 여러 졔 산문을 크게

녈고 경를 두다려 쳥원을 마 례고 부인을 마 합댱례거날 쳥원 왈 슈일 후 도라오

리라 엿더니 엇지 너희 미리 알고 나와 맛뇨. 졔승이 왈 뷔 우명일노 도라올줄 아랏

더니 간밤 의 부쳐임이 현셩 왈 명일 네 샤뷔 어진 부인을 만나 도라오리니 젼셰의 불도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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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적어도 어느 한 쪽에 그러한 내용이 완전히 없어야 할 텐데 그렇지 않다는 점이

다.

셋째, 작중 불교적 요소가 부처의 꿈속 現成 장면에 국한되지 않고 주요 인물과 장소,

후속서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사찰은 계부인과 장난주 姑婦가 구미호의 위기로부터 목

숨을 보전하는 주요 공간으로 그려지며, 백영대사나 청원대사와 같은 승려들은 이들을 돕

는 능동적 보조인물로서 등장한다. 더욱이 燕京本의 결말구조를 보면 사찰은 후속서사의

주요 공간으로 형상화되는 바, 이러한 장면 하나하나를 부분적인 개작이라 보기에는 그

유기성이 상당히 높다.

이러한 정황들을 살필 때 <옥란기연>의 불교적 요소는 필사자의 자의적인 개작이라기

보다 원전 혹은 인접한 계열의 모본 자체가 지녔을 특성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는 다

른 이본과 동일 사건을 다룬 내용일지라도, 불교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燕京本의 내용

을 작품 분석의 底本으로 삼고자 한다.

- 속편 <한승상 별전>의 창작 가능성: 한창영의 부인 장난희가 두 며느리를 얻은 이야기

가 <한승상 별전>에 실려 있다는 기록이 燕京本에 실려 있다.29) <한승상 별전>은 <창란

호연> 연작 연구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 없는 題名이다. 장난희-한창영 부부가 쌍둥이를

출산하였다는 내용이 <창란호연> 말미에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이들 자식에 관한 내용

은 무슨 연유에서인지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다.30)

물론 이러한 기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철저히 따져져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

면 필자는 燕京本의 필사자는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필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燕京本에는 수많은 후속서사 예고가 등장하는데 이들 대부분이 藏書閣

本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燕京本의 필사자는 藏書閣本과 달리 자의로 縮約하거나 생략

하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그 이유를 명기하고 있다.31) 즉 필사자의 이러한 엄밀한 태도가

샹던 사이오, 불가의 인연이 〃셔 부만나 다리고 오리라 시니 뎨알고 부만

나이다.’(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2, 32b면).

29) ‘한상셔부인(*장난희)이 늣계야 냥(兩) 부(子婦)을 어덧시나 한승상 별젼(別傳)의 잇시니 올이

지 안니니라.’(燕京本 <옥란기연> 권7, 34면).

30) 燕京本과 藏書閣本 모두 한창영-장난희 부부가 몇 명의 자녀를 출산하였다는 내용 정도가 고작

이다. ‘긔셩공평후의 졔라. 년이 십삼의 공의 람 되오미 관옥(冠玉) 갓트며 풍뉴쥰

골(風流俊骨)이라. 그 표슉 한상셔(*한창영)를 만히 젼습(傳襲)여시니 한부인(*장난희)니 일

일녀를 나 구타여 가(假借)미 읍더니 왕비와 공긔여 …’(燕京本 <옥란기연>

권7, 164면); ‘평후의 졔긔셩이라. 년이 십의 공의 되오미 〃여관옥이오, 풍뉴쥬놀

이라. 그 표슉 한상셔를 만히 습여시니 한부인이 일즉 녀를 여 구타여 가미 업더니

왕비와 공자난 긔여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9, 15b면); ‘댱공의 녀부츈후 한실(*

장난희)이 삼이녀를 니 댱공이 진외손의 이십삼인의 손(子孫)이 번셩(繁盛)니 쳔고(千

古)의 희환(원문 그대로, 稀罕)더라.’(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9, 37a면) 등.

31) ‘시랑이 일시(一時) 희언(戱言)을 즁(醉中)의 두어 말을 부인다려 고 도로혀 란(大亂)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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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한승상 별전>의 실체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4부작 연작설을 섣불리 단언하

기도 어렵다. 4부작 연작설을 주장하려면 적어도 <옥연재합>의 실체가 분명해야 하는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3부작 연작설의 근거는 어디까지나 제2부 <옥란기연>의 후속서사 예

고에 기대는 측면이 크다. 더욱이 장편 가문소설에 이처럼 題名만 거론되고 不傳되는 작

품이 적지 않다는 점을 상기한다면32), 현재로서 <한승상 별전>의 창작 여부는 그 가능성

만을 열어두는 편이 나을 듯하다.

(2) 落帙本: 藏書閣本, 뿌리本, 단국대本

① 藏書閣本

- ‘여성’에 대한 관심: 선행연구에서는 燕京本이 藏書閣本에 비해 ‘여성’에 대한 관심이 상

대적으로 높다고 한 바 있다.33) 이를테면, 燕京本에서 장현성이 벽앵을 혼절시켜 겁탈하

는 장면이 확대 서술된 점이라든지, 남편 장계성과의 불화 관계에 있던 왕소저가 하간왕

의 목숨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화려한 행차로 시댁에 복귀하는 장면이 추가된 점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실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藏書閣本이 燕京本에 비해 이러한 관

이루니 하마더면 쳔금즁탁(千金重託)의 양(養子)로 여□금 보젼(保全)치 못헐 번니 셩인

(聖人)의 이른 말이 소불인즉난뫼(小不忍則亂大謀ㅣ)라 니 져(大抵) 송암션여(子女)

별젼(別傳)니오니 시(是) 본셜(本說)이 아니라 그 강(大綱)만 긔록(記錄)노라.’(燕京本 <옥란

기연> 권2, 6-7면); ‘관군(官軍)을 발(發)하여 잡으니 모게(謀計) 신긔(神奇)허엿시나 셜(此說)

이 지리여 강(大綱)다.’(燕京本 <옥란기연> 권2, 142면); ‘몽고을 항복(降伏) 밧고 량을

함몰(陷沒)니 명연(明年) 츄(秋) 칠월의 평졍(平定)신긔묘〃(神奇妙妙)니(원문 그대로)

만흐젼(此傳)니 지리기로 강(大綱) 긔록노라.’(燕京本 <옥란기연> 권5, 161면); ‘왕비

의 말을 먼져 무로 유부인의 괴탄(怪誕)은 편(下篇)의 잇시니 하회(下回)을 〃(次次) 보아

셩남(省覽)라.’(燕京本 <옥란기연> 권7, 61면); ‘공(公子)의 호방(豪放)미 일장(一場) 란

(大亂)을 지어 슉녀(淑女)로 여금 곤(困厄)을 격게 여시젼(此傳)은 강(大綱)만여

셩혼(成婚)고 부실(取副室)의 말을 혀시니 고이고 … 졔(諸生)의 녀(子女) 다 번셩

(蕃盛)여 만은 고로 편(此篇)의 강(大綱) 긔록(記錄)니 후록(後錄)을 보며 셔 알 

고’(燕京本 <옥란기연> 권7, 188-189면).

32) 이를테면, <완월회맹연>은 후편 또는 속편으로 <맹셩호연>, <양시가록>, <졍시후록>, <벽

완록>, <졍시효보응녹>, <남졍젼승실>, <문셩츙녹>, <쟝시별록> 등이 작품 안에

서 거론되고 있으며(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17면 참고), <명주보월빙>은 현

전하는 연작인 <윤하정삼문취록>, <엄효문청행록> 외에도 <한문녹>, <뎡유긔젼>, <조시가

록>, <명월긔합녹>, <쇼문명현충의록>, <경시가록>, <셕시가록>, <금환합연> 등이 진술되

고 있으나(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68-81면 참

고) 사실상 모두 전해지지 않는다.

33) 양혜란, 위의 논문, 1994, 39-5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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燕京本 藏書閣本

�

션셜. 시랑 슌복은 무창인이〃 소연 등

과여 위인니 슌후공검고 슬하의 아

잇고 일예 장셩허니 명은 염이오, 난

희라. 운빈무빙이 만고무비로어려셔

붓터 규문의 오소물 우이 여긔고 소쳘

을 불관니 여긔난지라. 부뫼 그 남활물

아나 셩품을 곳치지 못헐 쥴 알더라.

소졔 도요의 시을 읍게되니 슌공이 졍

히 신낭을 유희더니

장한님이 소졍열노 금현니 쳣시물 듯고

쳘상셔로 통혼다가 득의치 못더니 슌

공이 울〃불낙더니 장한님이 공교희 무

창의 이르니 다시 을 빗최나 상셰 불쳥

쳥치 못더니 슌공이 맛참 고향

묘소을 슈리허라 가

소졔 무창의 가 져을 한번 보와지라 니

공이 허락니

소졔 부친을 라 남

의〃로(원문 그대로) 관찰을 보니 소문의

… 션시의 시랑 슌복은 무창인이라. 쇼년

등과여고 슬하의 오일녜라. 그 의

명은 염이오, 난 희라. 운환미안이

만고무비어려셔브터 규문의 오소

물 우이 너기고 쇼졀을 불관이 넉이지

라. 관져쥬람은 르지 못나 텬품이 고

상야 운화의 무리 아니라. 부뫼 그 남활

물 아나 셩품을 곳치지 못쥴 알

시속의 용이녀아니라 더라.

됴요의 시를 읇게 되니 슌공이 혼를

임의치 못여 신낭의 모와 문를 의

논즉 염이 상일오녀일신이

번 가평이 사람의게 이시니

엇지 낫치 희고 입이 붉기를 리오.

반다시 호걸 즁도 셩긔을 셤기리

라. 더니

댱한림의 영명이 유명나 슌희 밋지

아니더니 소뎡열이 금현이 쳐지니 슌

공이 을 쳘상셔로 통혼여 을 이

루지 못여 울〃불낙여 다시 상의더

니 댱한림이 공교히 무창의 니니 다시

을 비최관찰이 불평감히 죄 쳥

치 못엿더니 관찰이 무창을 졍치

슌공이 맛고향 묘소을 슈리라 

난지라.

소졔 고왈 댱의 셩일흠이 장니

원컨야〃을 조무창의 가 져을 

번 보와 결단사이다. 슌공이 강명치 못

고로 허락니 소졔 부친을 라가 남

의로 관찰을 보니 듯던 바의 승이라. 언

심에서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역시 확인되는 것이다.34)

34) � 燕京本 <옥란기연> 권4, 167-168면; �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1, 14b-16a면; � 燕京本

<옥란기연> 권7, 177-179면; �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9, 26b-27a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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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이라.

부친을 여 만고일인이물 일캇고 신물

을 졍고 도라와 모친을 보고 슈말을 젼

니

슌공이 소부의 이르러 한원필의 벽좌우

고 여아의 소희을 간걸니 …

어 슈작간 휘각물 보학직고 도라와

쾌히 신물을 젼고

부친을 여 칭찬 왈 ㉠ 쳔만고 일인

이니 소졔 쥭을지언졍 감심려니와 타

문의 가지 못소이다. 순공 왈 아희 말

은 그러나 져 부의 마음을 댱엇지

리오. 그 모친 왈 소국귀 찬조면 셩뎐

미 건마우리도 혜여 보면 녀의

뎍국이 무의 조화 더어쥬리오. 소졔 왈

㉡ 소공은 댱뷔라. 구치 아닐 거시니

인이 극녁소셔.

슌공이 연타 고 소부의 나가 예좌의

벽 좌우고 가 녀의 소회 간졀니

…

�

엄공이 〃의 일장 이별을 맛고 승도발

마니 댱평휘 질을 거나려 강교의 전

송코져 니 엄공이 번요물 깃거 아냐

부즁의셔 분슈헐각〃 별시를 붓쳐 후

회를 긔약고 손을 난화 말게 오르니 

마 등이 손을 잡고 원노의 무득달물

일캇고

못연〃물 이긔지 못여 인의 후

졍과 교도의 화열기를 당부헐말이

심밀여 부형뎨 이별이의 지나지

못헐너라. 엄공이 손을 놋코 왈 한번 이

별읏지 다시 보지 못헐가 근심

리오. 〃 셔로 무랑물 당부고 

나 헐

장평후 등이 질을 거나려 본부의 도

라오니

㉣ 엄소졔 부친을 슈쳔니 원졍의 이별

니 악모지회를 읏지 금리오. 노공이

그 어린 의 부모를 이측헌 졍가긍

고 허물며 슈쳔니 도로의 셔신도 로 통

엄공이 〃의 일장니별을 맛고 승도발마

니 댱휘 딜을 거려 강교의 젼숑코

져 니 엄공이 번요물 깃거 아냐 부즁

의셔 분슈 각〃 별시를 지어 후회를

긔약고 손을 난화 말긔 오니 마 등

이 손을 잡고 원노의 무득달물 일커

라

㉢ 냥공이 응낙고 를 드러 말

머리를 두루혀니 엄공 실셩비읍여

먼니 라와 보고져 나 져근덧 뫼흘

등져 시 부슉의 거 보지 못니 공

 어린시 라보아 속졀업시 흐르난

누 흐르더라.

이의 진부로 도라오니

㉤ 엄부인이 딜녀를 위로다가 공의

슬푼 얼골을 보고 츄연여 됴셕의 어

로만져 보호미 강보유 갓트니 공

남 위 나 부모를 모여 화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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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못헐 일을 각어린 장위 상헐가

랑이 졔졔부 즁 특별이 가니 …

소졔 갈록 효봉구고며 송슌군

여 예이 셩쳘부의 일호 부족미 읍

스니 노공 이만〃긔미 날로 더

여 일 신혼 셩졍의 별로 가니 가즁

이 우러〃 공경하미 노공과 다르미 읍더

라.

엄공이 여 여러 날만의 본향의 나

려가묘의 알고 가즁 상반겨

무이 도라오물 치고 신부(*장옥

혜)를 보니 만염진짓 뇨죠슉녀

일문 상크게 희여 더라. 인

여 효봉구고헐예이 졔부의 나리지

아니니 구고존당이 희열물 마지 아

니더라.

셕의 슬허더라. 댱부의셔 여부〃를 다

려가니 진부의셔 훌연더라.

엄소져를 운각의 드리고 됴셕을 무휼

여 강보옥 갓치 니 소뎨 부모를 그

리나 일신이 편고 공 공경듕니

소졔  구고의 양츈혜을 감은여

지셩이 동츅여 일시도 좌와를 나지

아냐 그림 응툭니 부인이 부인이(원

문 그대로) 쳔만랑여 친녀의 지난 졍

이 잇더라.

㉥ 엄공자 댱부의 머물 위왕 등의

우 동긔 갓고 평휘 랑나 혹 허물

이 잇시면 안이 졍여 경계엄슉

니 고로 엄공 평후 두리미 부형 갓

고 위왕 등을 습복미 형 갓더라.

[표3] 燕京本과 藏書閣本의 ‘여성’에 대한 관심 비교

위 표를 보면 藏書閣本 �의 순채염은 자신이 원하는 배우자 상을 부모에게 먼저 이야

기할 만큼 적극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신랑의 文彩와 才貌를 의논하는 父親에게 자신이

바라오던 이상형을 직접 표하기도 하고(㉠), 추성의 後室이라도 좋으니 求婚에 힘써 달라

며 자신의 뜻을 강하게 드러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채염의 이러한 적극성이 燕京本

�에서는 간단한 서술로만 되어 있다면, 藏書閣本 �에서는 등장인물의 발화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형상화 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藏書閣本 �에서는 婚禮를 마친 엄길보가 엄府로 돌아가지 않고 아내 장옥혜의

친정인 장府에 남아 사는데, 燕京本 �에서는 이러한 길보의 처가살이가 옥혜의 시집살이

로 바뀌어 있다. 따라서 燕京本 �에서는 엄천화의 슬픔만이 강조된다면(㉣), 藏書閣本 �

에서는 엄府로 돌아가는 부숙과의 遠別을 슬퍼하는 엄길보의 처지가 부각된다(㉢, ㉤). 이

는 시집살이로 친정과 떨어져 지냈을 당대 여성의 감정에 인간적 보편성을 부여하려는

서술자의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엄길보가 아내의 친정식구들과 사이좋게 지내

지만, 혹여 허물을 지으면 장희가 엄숙정대하므로 두려워하고, 장추성 등을 慴伏한

다는 내용은 燕京本에 비해 여성의 입장에서 기술되었다는 인상을 준다(㉥).

요컨대 ‘여성’에 대한 관심은 藏書閣本과 燕京本 둘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이라기보다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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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혹은 인접한 계열의 모본 자체가 지니는 특성으로 보이며, 따라서 본고는 燕京本을 저

본으로 삼되, 藏書閣本을 ‘여성’에 대한 관심을 살피는 相補的 자료로서 활용하려 한다.

② 뿌리本

- 장계성과 왕소저 부부의 이야기: 뿌리本에는 다른 이본에 없는 장계성-왕소저 부부의

이야기 전반부가 실려 있다. 작품 후반부에 이르면 하간왕-장월혜 부부의 이야기와 장계

성-왕소저 부부의 이야기가 교차로 서술되는데, 해당 부분은 왕소저가 深堂에 幽閉된 사

연을 담고 있다. 내용의 범위는 뿌리本의 1a면부터 21b면에 해당되며, 그 분량은 현대어

표기법에 따라 띄어쓰기를 할 경우 200字 원고지 약 80枚 정도에 달한다. 맥락상 燕京本

권7, 100면과 藏書閣本 권18, 3a면 내용 중간에 삽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뿌리本

의 나머지 부분인 22a면부터 25b면은 燕京本 권7, 100면부터 105면, 藏書閣本 권18, 3a면

부터 6a면과 문면상 거의 일치한다. 이에 뿌리本 1a면부터 21b면까지의 서사단락만을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i 유부인이 하간왕-장월혜 부부의 혼삿날에 사돈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딸 왕소저의 초라

한 복색을 보고 실망한다.

◯ii 주위에서 儒生의 妻室이라 그렇다고 하니 유부인은 사위인 장계성이 하루 빨리 登科하

기를 고대한다.

◯iii 皇孫의 탄생을 축하하는 別試가 마련되나 계성은 스스로 재주가 부족하다고 여겨 應試

를 거부한다.

◯iv 유부인은 사위가 應科한 줄 알았다가 科擧에 不參함을 알고 大怒하여 婚姻을 주선한 남

편 왕현을 원망하고 장府에 딸의 歸寧을 청한다.

◯v 왕府에서 사위가 같이 오지 않은 것을 서운해 하니 장府에서는 뒤늦게 계성을 보낸다.

◯vi 유부인이 사치를 자랑하며 사위를 대접하자 계성이 불쾌히 여긴다.

◯vii 남편과 아들이 유부인의 사치한 태도를 만류하나 끝내 고집을 피워 盛饌을 마련한다.

◯viii 딸 부부의 관계가 疎遠한 것을 窺視한 유부인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

◯ix 사위가 돌아간 뒤 딸의 팔에 앵혈이 완연한 것을 보고 유부인이 슬퍼한다.

◯x 수개월이 지난 후 왕소저가 시댁으로 復歸한다.

◯xi 이운혜가 아들 부부의 疎遠한 관계를 걱정하자 장희가 타이르길 이들 부부가 소원한 이

유는 그 사이에 액운이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며, 머지않아 왕소저에게 災禍가 미칠 것이

지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위로한다.

◯xii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장계성이 왕소저와 평소 진중한 부부인 척 행동하는데, 사정을 알

지 못하는 유부인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기뻐한다.

◯xiii 현의 생일이 되자 왕府에서는 딸의 歸寧과 함께 사위의 방문을 요청한다.

◯xiv 父命에 마지못해 왕府를 찾은 계성이 아내 왕소저와 친밀한 척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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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v 다음날 계성이 현의 간청에 못 이겨 왕府에 다시 들를 것을 약속하는데, 유부인은 딸의

팔에 아직 앵혈이 완연한 것을 보고 남편과 사위를 원망한다.

◯xvi 부부 금슬이 중한 척 행동하는 계성의 팔에 동생 기성이 앵혈을 찍으려 달려들자 거짓

이 탄로 날까 황급히 피하는 계성의 모습에 형제들이 拍掌大笑한다.

◯xvii 계성이 丈人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시 왕府에 찾자 유부인이 계성을 시험코자 시비

도화를 방에 들여보내 유혹한다.

◯xviii 계성이 도화를 叱責하여 내쫓은 뒤 왕소저를 찾아가 부녀자의 행실이 바르지 못해 丈母

가 저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中階에 세워 밤새 꾸짖는다.

◯xix 왕소저가 沈堂에 囚繫할 것을 自請한다.

◯xx 이 광경을 지켜본 유부인이 슬퍼하며 심당에 囚繫하려는 왕소저를 만류한다.

◯xxi 장府에 돌아온 계성을 현성이 앵혈로 시험하려 들자 뿌리친다.

◯xxii 왕소저의 사정을 전해들은 장우는 無罪한 며느리를 峻責하였다며 계성을 꾸짖고 왕府에

書簡을 보내 위로한다.

◯xxiii 장府의 榮華가 갈수록 융성하나 하간왕비 월혜와 왕소저가 처한 禍厄을 가족 모두가 근

심한다.

- 필사정보: 뿌리本은 양안(토지대장)을 이면지로 활용하였는데, 이는 해당 이본의 필사

지역과 필사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준다.

우선 이본의 필사 지역부터 살펴보자. 뿌리本은 종이가 낡아 곳곳에 이면이 펼쳐져 있

는데, 펼쳐진 이면에는 대부분 坪(들판)의 이름들이 적혀 있다. 하지만 坪의 이름만을 갖

고 양안에 기록된 筆地들의 소속 郡縣이 어디인지 찾기란 쉽지 않다. 적어도 郡縣, 面 이

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공교롭게도 펼쳐지지 않은 이면의 기록에 ‘中柳’, ‘梨洞’, ‘汝凡

里’, ‘上柳’ 등의 행정 里가 확인된다([사진1] 참조).

[사진1] 뿌리本 이면에 적힌 행정 里(좌측에서부터 6, 10, 12면의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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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趙秉瑜의 職印

(13면의 이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赤城誌』(趙秉瑜, 1898)에 따르면 中柳, 梨洞, 汝

凡里, 上柳 등의 행정 里는 과거 全羅北道 茂朱郡 柳加面(현재의 赤裳面 일대)에 속한 지

명이다. 즉 해당 양안의 소유자는 茂朱에 거주하였거나 그 지역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크

며, 이는 앞서 필사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뿌리本의 주인이 ‘전주댁’인 것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짐작된다. 이본의 필사 지역이 全羅道 지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본의 필사 시기는 언제일까? 이는 양안의 작성 시기를 통해 어느 정도 추

정 가능하다. 우선 뿌리本 양안의 말미에는 郡守 직인이 찍혀 있는데([사진2] 참조), 조선

시대에 茂朱는 甲午改革(1894-1895) 전까지 都護府였다가 행정개편 이후 郡이 되었다.35)

즉 해당 양안은 1895년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직인의 이름은 趙秉瑜로 확인되는데, 趙秉瑜가 茂朱郡守로 재

직한 기간은 『朝鮮王朝實錄』과 『承政院日記』의 기록에 따르면

茂朱郡守에 임용된 1896년 1월 21일부터 中樞院議官에 임용된

1897년 5월 26일 이내로 추정된다. 이는 해당 양안이 이 기간 중

에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36)

뿌리本 양안에 기재된 토지들은 소유자가 茂朱 관청에 보관된

양안에서 해당 토지들의 정보를 필사해온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자

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官으로부터 공인 받고자 하는 목적과

함께 토지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행한 것이라 생각

된다. 각 面마다 官의 도장이 찍혀있고 마지막 面에 군수의 직인이 찍혀 있다는 점에서,

공적인 효력을 발휘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7) 만일 중앙이나 관청에

서 관리하던 양안의 원본이라고 한다면, 양안에 적힌 筆地의 地番들이 앞 번부터 차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뿌리本의 양안은 일부 누락된 地番들이 존재한다. 더욱이 각 筆

地에서 거둬들일 地代와 경작자 이름이 적혀 있는 부분은 필사 이후 따로 기재된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먹물의 농도와 글씨의 크기가 그 윗부분들과는 미묘하게 다른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새로운 光武量田은 1898년 9월경부터 실시되었다고 한다.38) 그렇다면

35) 박동원・이영화, 「茂朱郡」,『한국민족문화대백과』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36) ‘內部, 任內部地方局長金重煥, 參書官朱錫冕, 安東府觀察使李南珪, 延日郡守徐丙肅, 陽智郡守朴昌

洙, 淸河郡守申昇均, 茂朱郡守趙秉瑜, …’(『承政院日記』 1896년 1월 21일조); ‘中樞院議官李宗

稙·元世祿·李景熙·李敬佑·劉昇熙 …, 任中樞院議官李匡夏·洪在駿·趙秉瑜·李載亮·趙鼎允, …’(『承

政院日記』 1897년 5월 26일조).

37) 만일 중앙이나 관청에서 관리하던 양안의 원본이라고 한다면 뿌리本 이면에 적힌 筆地의 地番

들이 앞 번부터 차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뿌리本은 그렇지 않다. 일례로, 뿌리本 3면의 이

면을 보면 우측부터 차례로 ‘第十二沓’, ‘(第)七十四田’, ‘(第)八十九沓’, ‘(第)十二沓’이라 되어 있어,

일부 누락된 地番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8) 박찬승, 「光武量田事業」,『한국민족문화대백과』3,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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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안이 <옥란기연> 필사의 이면지로 활용된 시점은 최소한 光武量田으로, 새로운

양안이 작성된 이후가 아닐까 한다. 양안의 효력이 사라진 시점이라면 이것을 이면지로

활용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 시점이 1910년 식민지화 이전

일지 이후일지는 양안에 대한 정보만으로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다. 필사기의 ‘戊申’은

1908년으로도 볼 수 있지만, 책의 상태를 보았을 때는 1968년까지도 추정이 가능하기 때

문이다.

③ 단국대本

- ‘옥연’과 관련된 장면: 이본 중 유일하게 <옥연재합>의 題名과 관련된 ‘옥연’ 장면이 존

재한다. 진천주가 양주자사 오도현의 늦둥이 딸을 보고 ‘옥연 일(一枚)’를 주며 다시 만

날 것을 기약하는 장면이 그것이다.39) 이는 4代의 결연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아, 속편

<옥연재합>의 ‘再合’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40)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각 이본의 특성을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특히 작품의 결말

구조, 불교적 요소, ‘여성’에 대한 관심 등을 중심으로 燕京本과 藏書閣本의 문면을 대조할

때 이들은 기실 공유하는 내용이 적지 않으며, 따라서 두 이본은 원전 혹은 인접한 계열

의 모본에서 나왔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요컨대 본고는 燕京本을 底本으로 삼되41), 이본 간의 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대조가 요

구되는 부분에 한하여 다른 이본을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39) ‘… 문득 슈셰 아소졔(兒小姐)을 신여(侍女) 안어 압패 노흔이 부인모여(婦人母女) 눈을 드러보

니 엇지 셰속범아(世俗凡兒)리요. 호〃이 젹강션(謫降仙子)라. 어름이 화야 가 되고 옥(玉)

을 어러 리 되 신이 보기여 눈이 시고 염〃한 기질(氣質)이 능히 〃믈 경(驚)야 슈지

나 유□도니 부인 놀라 왕부인무르니 왕씨 왈 우으로 을 두고 단산(斷産)한 칠

연 간의 여아(女兒)를 (生)니 이 갓치 쳥슈(淸秀)니 댱원치 못할가 두리난이다. 부인이 칭

찬(稱讚)고 소졔 옥져(玉箸) 갓튼 손을 잡고 연치(年齒)와 명(名字)을 물른니 답이 영오졀

모(穎悟絶妙)니 소졔 긔특이 너게고 랑며 문득 볌연(泛然)치 안여 옥연 일을 쥬어 졍

(情)을 푀(表)니 보다가 □이 웃고 졀묘한 거동(擧動) 그이(奇異)니 부인이 손을 잡고 랑

더라. 셔로 후회(後會)을 긔약고 소제셔 여간 잇난가 무르이 부인이 수세 아잇시물 일

오더라. 이예 발(發行)야 진장 양 원슈 압세우고 …’(단국대本 <옥란기연> 권20, 5b-6a면).

40) 그러나 ‘옥연’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현재로서는 정확히 확인할 길이 없다. 아마도 玉蓮, 玉燕 가

운데 하나가 아닐까 한다.

41) 본고의 底本인 燕京本은 본문 인용 시 별도의 소장처를 표기하지 않았다. 다만 이본 상호 간의

대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소장처를 따로 적어 구분하였다. 한편 <옥란기연>과의 주된 비교

대상이 되는 <유씨삼대록>과 <창란호연>의 인용 면수는 <유씨삼대록>(한길연・정언학・김지

영 역주, 소명출판, 2010)과 <창란호연록>(김수봉 역주, 한국학술정보, 2012)을 각각 기준으로

삼았음을 미리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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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關聯資料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살필 때 <옥란기연>이 국내 창작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듯하다. 전편 <창란호연>이 18세기 장편 가문소설의 대표작 <완월회맹연>,

<옥원재합기연>과 구조나 소재적으로 유사할 뿐 아니라42), 우리 고소설의 전형적인 서사

구성과 수법을 대부분 따르고 있으며, 우리 옛 선인들의 체취가 담긴 토속적 속담이나 언

어 표현 등을 작품 도처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43)

그렇다면 <옥란기연>의 창작 시기는 언제일까? 일찍이 최길용44)은 전편 <창란호연>

과 <옥원재합기연>의 긴밀한 연관성을 언급하면서 <옥원재합기연>이 ‘우리 고소설史에

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온 작품’임을 감안할 때 <창란호연>은 <옥원재합기연>이 창작

된 이후일 것이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제시한 바 있다. 즉 <옥원재합기연>의 창작 시기

가 18세기 중반 이전으로 추정되므로 <창란호연>은 적어도 그 이후일 것이라 가늠한 것

이다.

한편 한길연45)은 <완월회맹연>과의 연관성을 통해 <창란호연>의 창작 시기를 18세기

전반에서 중반 이전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러한 견해는 앞서 <창란호연>의 창작 상한선

을 18세기 중반 이후로 본 최길용과는 대조를 이루는 것이다. 그는 <창란호연>의 중심인

물과 보조인물이 <완월회맹연>에서는 모두 보조인물로 등장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하

며 이를 <완월회맹연>이 <창란호연>의 영향을 받아 지어졌을 것이라는 주장의 주된 근

거로 활용하였다.

兩者의 논의를 살필 때 <창란호연>의 창작 시기를 일단 넓게 잡아 18세기로 추정하는

것은 전혀 어색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그 시기를 18세기 중반 이전으로 보느냐, 그 이후

로 보느냐가 연구자마다 다른 것인데, 논거의 합리성을 따진다면 18세기 전반에서 중반

42) 대표적인 연구로 최길용, 앞의 논문, 1992; 송성욱, 「<옥원재합기연>과 <창난호연록> 비교 연

구」, 『고소설 연구』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한길연, 『조선 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 2009 등이 있다.

43) 최길용, 앞의 논문, 1992. 하지만 필자는 <옥란기연>이 외국 작품의 번역물일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확인하기 위해 중국소설은 물론 彈詞의 작품 목록까지 대조해 보았다. 그 결과,

<옥란기연>과 유사한 작품명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에 <玉燕因緣全傳七十六回>, <玉佛緣八

回>와 같이 <옥란기연>을 연상시키는 題名을 두어 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작품의 줄

거리를 살펴보면 이들은 전혀 다른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참고한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 袁行霈・孫楷第 編, 『中國文言小說書目』,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81; 孫楷第,

『中國通俗小說書目』,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2; 柳存仁, 『倫敦所見中國小說書目提要』, 北

京: 書目文獻出版社, 1982; 胡士螢 編, 『彈詞寶卷書目』,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4; 黃立振 編,

『800 種古典文學著作介紹續編』,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87; 江蘇省社會科學院 明淸小說硏究中

心會 編, 『中國古典小說總目提要』, 울산대학교 출판부, 1988.

44) 최길용, 앞의 논문, 1992.

45) 한길연, 앞의 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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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창작되었을 것이라 주장한 한길연의 견해가 설득력이 더 높아 보인다. 그렇다면

<창란호연>과 소설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면에서 상당히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는 <옥란

기연>의 창작 시기는 18세기 중반 무렵이나 그 이후일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이 보다 설득력을 얻으려면 이와 관련하여 확실한 근거가 뒷받침

될 필요가 있다. 즉 <옥란기연>에 관한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이 무엇이고, 기록이 집중

되는 시기가 언제인지 관련자료의 종합을 통해 고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 본 절에서는 <옥란기

연>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려 한다.

학계에 널리 알려진 서목 가운데 <옥란기연>에 관한 기록이 있는 자료를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諺文古詩』의 한 부분인 「언문목녹」에 실

린 여러 소설의 題名 가운데 ‘옥난긔연’(55b면)이 있다.

*** 강전섭46)은 이 목록을 ‘개인장서목록’으로 본 반면, 정병설47)은 ‘세책집의 장서목록

또는 그것을 베낀 대출자의 주문목록’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 작성 시기에 대해서 강전섭

은 필사기에 적힌 ‘壬申’년을 1872년으로만 보았지만, 정병설은 1872년, 혹은 그보다 한 갑

자 앞선 18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48)

②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국조고사』 권3 말미에 附記된 「녈명록」에 여러

소설의 題名이 실려 있고, 그 가운데 ‘옥난긔연’(69면)이 있다.

*** 유춘동은 『국조고사』의 필사기를 통해 ‘상층 사대부 가문의 여성’이 1893년에서

1910년대 사이에 작성하였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49) 이어 그는 필사자가 세책집 목록

을 베낀 것은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나, 정병설은 작품 당 권수로 볼 때 세

책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50)

③ 모리스 쿠랑 『한국 서지』의 「제Ⅳ부 文墨部」「제3장 傳說類」「제4절 韓人을 다

룬 한글 소설」목록에 ‘841. 옥란긔연 玉蘭奇緣’이 있다.51)

**** 모리스 쿠랑은 1890년경 來韓한 이후 한국 서적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책은 1894년

46) 강전섭, 「언문목녹 소고」, 사재동 편,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5, 중앙문화사, 1995, 2120

면.

47)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102면.

48) 정병설, 앞의 책, 2016, 102면.

49) 유춘동, 「책열명록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35, 태학사, 2006, 190면.

50) 정병설, 앞의 책, 2016, 224면.

51) 모리스 쿠랑 저, 이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4, 298면, 300면.



- 27 -

부터 1896년에 걸쳐 전 3권으로 간행되었다.52)

④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소장 『(演慶堂) 漢文冊目錄』에 부록된 「언문목녹」에

소설을 포함한 여러 한글 서적이 ‘番號, 名稱, 秩數, 冊數, 粧䌙, 摘要’에 따라 정리되어 있

는데, 이 가운데 ‘六十三, 玉鸞奇緣: 1秩, 19冊, 黃紙, 2函’이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 『漢文冊目錄』은 1920년 일제의 조선왕실 관리 기구인 李王職에서 편찬한 책이다.

演慶堂의 자료들은 1929년경 낙선재로 옮겨졌고 昌慶宮 藏書閣을 거쳐 현재는 그 일부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53) 목록에 실린 ‘玉鸞奇緣’은 표제나 책 수로 보아 藏

書閣本으로 짐작된다.

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서울 도심의 香木洞 세책집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책집 대출장부에 <옥란기연>이 있다.54)

⑥ 漢城書館의 南宮楔이 발행한 <쌍주기연>(1915.6)과 <적성의전>(1915.8)의 광고에 ‘옥

난긔연 近刊’이 확인되나 실물은 전하지 않는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옥란기연>의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은 19세기 중반에 작성된

『諺文古詩』에 실린 題名이며, 여러 서목의 작성 시기를 겹쳐볼 때 <옥란기연>이 활발

히 유통되던 시기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라 할 수 있다.

앞선 논의와 같이 <창란호연>과의 연계성을 중시한다면 <옥란기연>의 창작 시기를 18

세기 중·후반으로까지 소급시켜 볼 수 있을 테지만, 지금과 같이 관련 기록을 중시하는

입장이라면 19세기 초·중반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장편 가문소설인 <유씨삼대록> 등과의 대비를 통해 <옥란기연>의 특

52) 이희재, 「모리스・꾸랑과 한국서지에 관한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논문집』28, 숙명여자대

학교, 1988, 330면.

53) 정병설, 앞의 책, 2016, 150-156면.

54) 전상욱이 ‘132. 창란호연록, 東, 46’(전상욱, 「세책 총 목록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30,

열상고전연구회, 2009, 171면)라고 정리한 것은 동양문고본 <삼국지> 권23의 ‘昌蘭’에 근거한 것

으로 보인다(전상욱, 「세책 대출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 동양문고본 대출장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26, 한국고소설학회, 2008b, 263-264면). 실제로 조희웅의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을 보면 다른 유사한 題名은 확인되지 않는다. 즉 그의 말처럼 ‘昌蘭’은 <창란호

연>일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그러나 ‘83. 옥란기연, 東, 22’(전상욱, 같은 논문, 2009, 170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록에 근거한 것인지 잘 확인되지 않는다. 그의 다른 논문에 이와 가장 관

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玉奇’라는 기록이 확인되기는 하나(전상욱, 「세책 대출장부 연구1:

세책 대출장부의 유형과 실상」, 『열상고전연구』27, 열상고전연구회, 2008a, 378면, 각주15번),

혹시라도 그가 이를 근거로 활용한 것이라면, 여기에는 <玉環奇逢>이나 <玉簫奇緣>일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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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살피려는 본고의 목적상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것을 택하든 연구의 결과는 크게 달

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아쉬운 대로 <옥란기연>의 창작 상한선을 어느 한 시

기에 국한시키기보다 18세기 중・후반과 19세기 초・중반 모두에 열어놓고 논의를 진행

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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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결연 燕京本 藏書閣本 비고

① 이창성-서릉군주 ○ 낙질

② 장추성-소선주 ○ ○

③ 이창성-한연주 ○ 낙질

④ 장현성-단소저 ○ ○

⑤ 임유-장영혜 ○ ○

⑥ 장현성-진천주 ○ ○

⑦ 장추성-순채염 ○ ○

⑧ 설경문-장난주 ○ ○ (+⑪)

⑨ 장관성-오소저 △ △

⑩ 장효성-오요주 ○ ○ (⑨+)

⑪ 설경문-유금은 △ △

⑫ 장희성-소소저 △ △

⑬ 장계성-왕소저 ○ ○ (⑫+)/(+⑳)

⑭ 하간왕-장월혜 ○ ○

Ⅱ. 敍事構造와 人物

<옥란기연>의 내용은 선행연구에서 이미 그 전체의 내용이 순차단락이나 대강의 줄거

리로서 정리된 바 있지만55), 기실 이것만으로는 서사의 중심軸을 이루는 남녀결연담의 종

류나 성격, 서사 상호 간의 관련성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 작품에서는 적게는 둘, 많게는

네 개의 서사가 동시에 진행될 뿐 아니라 교차적으로 서술되는 가운데 상호영향을 주고

받는데, 기존 논의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양상이 충분히 드러나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옥란기연>을 구성하는 주요 서사를 갈등의 주체가 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제Ⅲ・Ⅳ장의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옥란기연>에는 모두 23쌍의 남녀결연이 등장한다.56) 논의의 구체적인 범주를 설정하

기 위해, 먼저 이들 남녀결연을 작품에 제시되는 순서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표4]

참조).

55) 양혜란, 앞의 글, 1994, 이상택, 앞의 글, 1994 참조.

56) 본고의 ‘남녀결연담’은 독립된 서사적 구조를 갖춘 ‘단위담’을 지칭하며(송성욱, 『조선시대 대

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참고), ‘남녀결연’은 이를 포함한 남녀결연의 서사

전체를 아우르기 위해 택한 용어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성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작품 전

체의 ‘남녀결연’을 14쌍으로 파악한 바 있지만(양혜란, 앞의 논문, 1994, 625-630면), 본고는 장현

성-단소저-진천주 부부, 이창성-서릉군주-한연주 부부를 다시 각각 2쌍으로 나누고, 장추성-순

채염 부부, 설경문-유금은 부부, 장희성-소소저 부부, 장유성-유소저 부부, 장종성-양소저 부부,

장단성-화소저 부부, 장길성-홍소저1 부부 등 그 분량이 적은 탓에 선행연구에서 제대로 언급되

지 않은 7쌍을 새로 파악하여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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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장유성-유소저 △ △

⑯ 장기성-엄천화 △ △

⑰ 엄길보-장옥혜 ☆ ☆ (⑯+)

⑱ 장덕성-홍소저1 생략 △

⑲ 장복성-홍소저2 ○ ○ (⑱+)

⑳ 왕공자-장은혜 △ △

㉑ 장필성-정소저 ☆ ☆

㉒ 장종성-양소저 생략 △

㉓ 장단성-화소저 생략 △

[표4] <옥란기연>의 남녀결연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남녀결연담은 12쌍(○: ①-⑧, ⑩, ⑬-⑭, ⑲)이고, 나머지(☆,

△: ⑨, ⑪-⑫, ⑮-⑱, ⑳-㉓)는 작중 成婚이나 자녀 出産에 관한 내용만을 짧게 언급하는

남녀결연이다. 그런데 후자의 ☆(⑰, ㉑)은 비록 완결된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후편으

로 이어질 내용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물의 성격 조형 면에서도 △(⑨, ⑪-⑫,

⑮-⑯, ⑱, ⑳, ㉒-㉓)는 적어도 남녀 중 한 명의 성격이 평면적이거나 관련 사건의 서술

이 단편적인 데 반해, ☆(⑰, ㉑)은 남녀 모두가 입체적인 성격을 띠며 관련 사건에서도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중복된 논의를 피하고자 앞 장에서 소개된 ☆(⑰, ㉑)은 생략하

고, 이 자리에서는 △(⑨, ⑪-⑫, ⑮-⑯, ⑱, ⑳, ㉒-㉓)만을 인용하기로 한다.

⑨ 장관성-오소저: ‘어시의 평휘의 관셩의 난 보이나 긔질(氣質)이 탁낙(卓犖)고

풍(風采) 슈려(秀麗)니 존당부모(尊堂父母)의 즁(愛重)미 무비(無比)여 우급의

종손여로 슉냑(宿約)이 잇난 고로 이의 셩예(成禮)니 남풍여뫼(男風女貌ㅣ) 발월참치(發越

參差)여 진짓 일(一大) 가우(佳偶)라 시름이 업시 화락(和樂)더라. 우급난 한부인(*

장난희)을 구할(救活)헌 은혜(恩惠) 잇난 고로 각뇌 우급와 별(自別)더니 방금(方今)의

그 증손여로 관셩의 우(配偶)을 으더욱 친〃(親親)여 졔공(諸公子l) 무상왕(無

常往來)여 당출입(內堂出入)이 무상헐니부인(*이운혜) 장효셩공한 빈〃(頻

頻) 왕니 …’(燕京本 <옥란기연> 권5, 31면).

⑪ 설경문-유금은: ‘시 셜공(*설경문) 가란(家亂)을 평졍(平定)여 인뉸(人倫)이 온젼

(穩全)고 시랑(*설국)의 신질(迅疾)이 여상(如常)여 반졈(半點) 시름이 업니 부뷔 부모

을 지셩(至誠)으로 밧들고 금은을 빈실(賓室)의 두어 그 신(行身)니 여가인(才女佳人)의

품(稟)이 잇시니 즁(愛重)고 쳥원의 은혜(恩惠) 즁(重)며 금은니 모부인을 여러 츈츄

(春秋)의 지셩으로 셤기물 드르니 감여 지극션(至極善待)고 가즁(家中)이 부르기을

소냥(小娘子ㅣ)라 고 장소져 금은을 랑여 졍(情)이 동긔(同氣) 갓고 부인의 랑이

소져의 감(減)치 안니여 언어(言語)의 식뷔(息婦)라 니 금은의 영홰(榮華l) 층양(稱揚) 업

더라.’(燕京本 <옥란기연> 권6,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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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장희성-소소저: ‘… 신부(*소소저) 인여 머무러 구고존당(舅姑尊堂)을 지효(至孝)로 셤

기고 (白事ㅣ) 진션진미(盡善盡美)여 (每事)을 소비(*소선주)의계 품(取稟)며

양존고을 봉시(奉侍)여 일동일졍(一動一靜)을 다 유법계 니 구고의 랑미 졔부(諸

婦) 즁의 나리지 아니고 슉당(叔堂)이 한 즁(愛重)미 친(親子)의 나리지 안니더

라. 마의 졔계셩의 연니 십의 이르니 …’(燕京本 <옥란기연> 권7, 34면).

⑮ 장유성-유소저: ‘유부인니 상셔(*왕현)의게 치(致賀)〃여 〃(*왕소저)의 쾌락(快樂)

물 례(謝禮)고 젼일(前日) 방통헌 여긔 찰(諦察)여 〃의 셔랑(*장계성)의 슬 바

드니 도로혀 유슌(柔順)고 검박(儉朴)헌 부인니 되니 상셰 깃거 후일 여를 보고 셔랑의

덕이라 니 소졔 한 깃거더라. 이러구러 유부 혼긔(婚期) 다〃르니 양가(兩家)의셔 

연(大宴)을 진셜(陳設)여 신낭(*장유성)을 보며 신부(*유소저)를 마오니 유소졔 화안

월풍(花顔月風)이 츄쳔명월(秋天明月)이오, 상명쥬(海上明珠)라. 존당구괴 희(大喜)고

부〃(夫婦)의 은졍(隱情)이 비헐 곳시 읍스니 유부의셔 슈고 아녀 옥인가랑(玉人假郎)으로

여의 을 지어 봉관화리(鳳冠花履) 명부(命婦)의 복(服色)이니 만심환희(滿心歡喜)고

양부인니 양일녀(良家一女)를 셩혼식뷔(息婦ㅣ) 셰히 혀고 아입신등양(立身騰

揚)니 녀셰 뉵경의 총니 만(萬事ㅣ) 무흠(無欠)며 □〃 졔셩고 신뷔 긔이니

가지록 덕을 닷가니 부인 셤기물 빈쥬(賓主) 갓지 니 부인니 불열여 온슌비악더라.’

(燕京本 <옥란기연> 권7, 163-164면).

⑯ 장기성-엄천화: ‘… 시 엄소졔(*엄천화) (*장기성)을 마동셔분좌(東西分座)의 진

도라간 후 이 눈을 드러 소져를 보니 쳔만광(千態萬光)이 촉(燭下)의 죠요(照耀)고

덕긔 셩인여 쳔쥭녀라. … 이윽고 계셩(鷄聲)을 응(應)여 유뫼 소셰(梳洗)를 후(待候)

양인(兩人)니 이러 소셰고 존당(尊堂)의 신셩(晨省)니 이날 더욱 양인의 풍(風

采) 빗나 진짓 일상가위(一雙佳偶)러라. 존당구고(尊堂舅姑)의 랑이 쳬면(體面)을 이졋고

의 경즁(輕重)이 졈〃(漸漸) 더으더라. 이러구러 옥혜소져(*장옥혜)의 길긔(吉期) 머지 아

닌 고로 댱부의셔 혼구(婚具)를 셩비(盛備)더니 길일(吉日)이 다〃르연셕(宴席)을 베풀

고 빈(賓客)이 운집(雲集)며 신부(新婦)를 보고 신낭(新郞)을 마즐시(時刻)이

다〃르, 엄공(*엄길보) 요(繞客)을 거나려 장부로 향니 …’(燕京本 <옥란기연> 권7,

173-175면).

⑳ 왕공자-장은혜: ‘평후의 뎨삼녀 은혜소져의 연이 십이셰라. 왕상셔의 독(獨子)와 셩혼

(成婚)니 왕공옥인군(玉人君子)라. 부〃(夫婦)의 긔질(氣質)이 일쌍호귀오, 텬뎡필

(天定配匹)이라. 뉴부인니 식부(息婦)의 졀셰를 보황홀난측(恍惚難測)헌 랑이 여

(*왕소저)로 일호(一毫) 다르미 업고 비록 외람(猥濫)헌 치(奢侈)를 다시 부리지 아니

소져의 호치(豪侈)미 졔형뎨(諸兄弟) 즁 읏듬이더라.’(燕京本 <옥란기연> 권7, 187-188면).

㉒장종성-양소저, ⑱ 장덕성-홍소저1, ㉓장단성-화소저: ‘이러구러 밧고와 층〃(層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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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孫兒) 각〃(各各) 셩혼(成婚) 양시즁의 녀(女)로 종셩을 셩혼니 부〃(夫婦) 긔질

(氣質)이 일(一雙) 가위(佳偶ㅣ)오. 홍쳐의 녀(女)로 덕셩의 우(配偶)를 뎡(定)니 홍

소져의 광(色光)이 □계의 드물고, 상셔 화모의 녀로 단셩과 셩친(成親)니 신부(新婦)의

특출(特出)미 졔부(諸婦)의 나리지 아니〃 구고존당(舅姑尊堂)이 희열(喜悅)더라. 평후의

뉵복셩의 년(年)이 십의 니르니 셩졍(性情)이 돈후화훙여 왕부(王父)를 만히 습(習)

여시니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9, 26b-27a면).

이처럼 △(⑨, ⑪-⑫, ⑮-⑯, ⑱, ⑳, ㉒-㉓)은 작중 成婚이나 자녀 出産에 관한 내용만

을 짧게 언급할 뿐이다. ○(①-⑧, ⑩, ⑬-⑭, ⑲)와 ☆(⑰, ㉑)이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작품의 문제의식을 전달하려는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인물의 성격 조형

면에서도 △(⑨, ⑪-⑫, ⑮-⑯, ⑱, ⑳, ㉒-㉓)는 적어도 남녀 중 한 명의 성격이 평면적이

거나 관련 사건의 서술이 단편적인 데 반해, ○(①-⑧, ⑩, ⑬-⑭, ⑲)와 ☆(⑰, ㉑)은 남녀

모두가 입체적인 성격을 띠며 관련 사건에서도 복합적인 양상을 보인다. 이를테면, ⑯ 장

기성-엄천화와 ⑰ 엄길보-장옥혜 부부의 이야기는 작품 후반부에 서로 교차되어 서술되

지만, ⑯ 장기성-엄천화 부부는 두 인물의 평면적 성격으로 아무런 갈등 없이 서사가 종

결되는 데 반해, ⑰ 엄길보-장옥혜 부부는 두 인물의 입체적인 성격이 향후 속편에서 벌

어질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는 것이다.57)

한편 ☆(⑰, ㉑)을 제외한 후자의 △(⑨, ⑪-⑫, ⑮-⑯, ⑱, ⑳-㉓)는 다시 두 부류로 나

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인 ○(①-⑧, ⑩, ⑬-⑭, ⑲)를 위한 서사적 장치로서 사건의 앞 또

는 뒤에 간략히 제시되는 경우(⑨, ⑪-⑫, ⑯, ⑱, ⑳)와, 이러한 기능과 무관하게 장편 가

문소설의 관습적 수법에 따라 족보의 순차로서 형식적으로 제시되는 경우(㉒-㉓)가 그것

이다. 따라서 ⑨, ⑪, ⑫, ⑯, ⑱, ⑳은 ⑩, ⑧, ⑬, ⑰, ⑲, ⑬*의 앞이나 뒤에 위치함으로써

인용문의 밑줄 친 남녀결연담의 도입부(⑨, ⑫, ⑯, ⑱) 또는 후일담(⑪, ⑳)으로서의 역할

을 하지만58), ㉒, ㉓은 ○(①-⑧, ⑩, ⑬-⑭, ⑲)의 서사 전개의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이다.

57) ‘엄공(*엄길보)의 너모 쥰격(峻激)험과 소졔(*장옥혜) 상문교아(相門嬌兒)로 셩되(性度ㅣ) 열

초쥰(猛烈초준)고져 기교 오기로 부뷔(夫婦ㅣ) 상힐(相詰)여 슈삼년(數三年) 불화(不和)헌

셜화(說話)위왕 별젼의 비(賅備)히 잇고 차젼(此傳)은 셩호(원문 그대로, 成婚)헌 셜화만 긔

록(記錄)다.’(燕京本 <옥란기연> 권7, 176면); ‘엄(*엄공자)이 몸을 굽혀 불감양신(不敢고

예뫼(禮貌ㅣ) 빈〃(彬彬)너모 쥰호(俊豪)여 위왕 등의 돈후화홍낫부니 니부인(*이운

혜)니 쳔금여(*장옥혜)의 신셰(身世) 안한(安閒)치 못헐가 그윽이 우려(憂慮)더라.’(燕京本

<옥란기연> 권7, 177면).

58) 본문의 맥락상 ⑮는 ⑬의 후일담으로 배치된 듯 보이지만, 사실상 燕京本과 藏書閣本 모두 자세

한 내용이 언급되질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그런가 하면, 아래 표에서 ㉒, ㉓이 燕京本에는

없고 藏書閣本에만 실려 있는데, 그 이유는 결말부의 자녀 출산에 관한 내용이 燕京本에서는 거

의 대부분 생략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앞 장의 ‘2. 硏究對象과 異本’ > ‘1) 異本檢討’

> ‘(1) 完帙本: 燕京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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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옥란기연>의 중심이 되는 남녀결연담은 12쌍이고, 2쌍은 후속서사로 이어지는

남녀결연담, 6쌍은 서사적 장치로서 배치되는 남녀결연, 3쌍은 족보의 순차로서 형식적으

로 제시되는 남녀결연이다. 따라서 본 장은 서사의 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는 11쌍을 제외

한 나머지 12쌍의 남녀결연담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59)

① 이창성-서릉군주: 엄도사의 예언대로 상소저가 죽자 이윤 부부는 아들의 再娶에 더욱

고심하게 된다. 창성은 故人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風情을 참을 길 없어 시녀와 情을 통

하지만 千古絶艶을 갈망하는 그에게는 흡족치 않다. 그러던 어느 날 서릉군주가 장府에서

담화를 마치고 돌아가는 창성을 우연히 보고는 깊은 相思에 빠진다. 군주는 父親 운양군

에게 이府에 求婚할 것을 哀乞하고, 운양군은 마지못해 仲媒로서 청한다. 그러나 운양군의

疏脫無識한 위인을 잘 아는 이윤인지라 바로 거절해 버리니, 실망한 군주는 눈물을 흘리

며 그 자리에서 죽고자 한다. 보다 못한 운양군이 황제에게 使婚을 내리도록 懇請하고,

윤은 재삼 不可하물 청하지만, 결국 允許되지 않아 서릉군주와의 婚事를 받들게 된다.

이윽고 吉日이 찾아오니, 창성은 군주의 狂妄淫靡함을 듣고 비위를 진정치 못해 婚禮를

怠慢히 한다. 이에 윤은 聖上이 死婚하신 뜻을 생각해 新房을 비우지 말 것을 명하니, 창

성은 하는 수 없이 억지로 新房에 들어간다. 창성이 자는 줄로 착각한 군주는 그 옷을 벗

겨 淫行을 벌이려 하는데, 참다못한 창성이 일어나 군주를 발로 걷어찬 뒤 뛰쳐나간다.

59) 기실 ⑥의 뒷부분은 남녀 간의 결연이라기보다 반란 진압과 관련된 부부의 활약상에 초점이 맞

춰져 있고, ⑧의 내용 대부분은 家內에 소란을 일으킨 구미호를 퇴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

인 남녀결연담과는 변별적 자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⑥의 뒷부분은 <옥란기연>을 통틀어

가장 중심이 될 뿐 아니라, 순서상 마지막에 제시되는 군담이다. 기실 ⑥의 뒷부분은 전쟁에 관

한 내용보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더 긴 것이 특징인데, 이는 전쟁에서 돌아온 진협이 위길의 저

주에 걸려 병을 얻으면서부터 이야기가 확장된 데 연유한 것이다.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여러

군담을 통해 영웅성이 부각되었던 추성마저 포기한 진협의 죽음을, 천주가 大孝가 깃든 기도를

통해 살려내는 대목이다. 따라서 이 역시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농후하지만 본고의

논의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못하였다. 한편 ⑧은 남녀결연담이 중심이 되는 우리 장편 가

문소설에서는 좀처럼 확인되지 않는 요괴퇴치담이다. 전기 장편 가문소설인 <소현성록>에서도

소현성 등이 요괴를 퇴치하는 장면이 세 차례 나오기는 하지만(박대복・강우규, 「<소현성록>

의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초월성 연구」, 『한민족어문학』57, 한민족어문학회, 2010 참고), 구미

호가 가문의 구성원으로 둔갑하여 주요한 갈등을 일으키는 서사는 <옥란기연>이 거의 유일하다

할 수 있다. 물론 구미호를 모티프로 한 장편 가문소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임씨삼대록>을 그

몇 안 되는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이 경우에도 구미호는 악녀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개연성을

부여하는 서술 원리로서 차용될 뿐(강우규, 「<임씨삼대록>에 나타난 구미호 화소의 의미기능

고찰: ‘환상성의 의미변화’와 ‘악녀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동아시아고대학』39, 동아시아

고대학회, 2015 참고), <옥란기연>처럼 현실의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막대한 권력을 지닌 媤母

로서 형상화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소설사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옥란기연>의 요괴

퇴치담은 서사 전체의 유기적인 통일성을 저해하거나 통속적인 요소로 치부되어 소홀히 다루어

졌다. 자세한 내용은 아쉽지만 후고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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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군주는 聖王을 섬기는 것이 國道인데 이 집은 용모가 비루한 이유로 박대가 심

하다며 媤父母에게 언성을 높인다. 창성은 군주의 淫行을 세세히 고하며 억울함을 토로하

지만, 윤은 厚德을 기려 家禍를 일으키지 말 것을 재삼 訓戒한다. 하지만 그 후로도 창성

이 군주를 面目不見하니 군주의 발악은 끊이질 않고, 윤의 거듭되는 開諭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의 갈등은 깊어만 간다.

그러던 어느 날 장원급제한 창성이 강서동 처제읍에 진무사로 파견된다. 군주는 창성이

가족들과 遠別하는 가운데 혹여 자신을 찾을까 침소에서 기다리지만, 자신을 찾지도 않고

떠난 사실을 알고는 憤然해 한다. 이윽고 出仕를 마치고 돌아온 창성이 任所에서 연주를

첩으로 삼아 셋방에 감추어 지내고, 薄情해진 남편의 태도에 군주는 의심을 품는다. 하루

는 相思之情을 참다못한 창성이 주변의 이목을 피해 연주의 처소를 찾는다. 몰래 그 뒤를

좇던 군주는 창성의 옆에 잠든 연주를 보고는 머리채 끌어내 철퇴로 亂打한다. 뒤늦게 잠

에서 깨어난 창성은 군주를 보자 발길로 걷어차고, 군주는 대성통곡을 하며 창성에게 달

려든다.

家內가 소란해진 것을 들은 윤은 연주를 구호하라 한 뒤 창성과 군주를 잡아오도록 명

한다. 창성은 군주의 妬忌를 지적하며 억울함을 하소연하지만, 윤은 國使로 出仕하여 첩을

싣고 돌아오니 군주만을 책할 수 없다며 창성을 杖責한다. 이윽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장

우가 연주를 보더니 엄도사가 말한 산림의 숙녀가 아니겠냐며 고하자, 윤은 며칠이 안 되

어 창성의 죄를 용서한다. 한편 군주는 창성과 연주를 흠씬 패고 돌아왔지만, 저 역시 창

성에게 맞아 가슴이 부으니, 무수한 辱言을 내뱉으며 방안에서 통곡한다. 그로부터 얼마

뒤 운양군은 연주가 친척 한창영의 딸이라는 소식을 듣고 군주를 大責한다. 그러나 군주

는 연주를 陰害할 계책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다.

창영은 군주가 흉악하다는 사실을 익히 아는지라 딸 연주가 幼沖하다는 핑계를 대 婚

姻을 두 해가 넘도록 지체한다. 참다못한 창성이 연주의 침소에 突入하니, 윤은 아들의

죄를 물어 重杖을 내린다. 大責으로 몸이 상한 창성은 앓아눕고, 연주와의 婚事가 정해진

사실을 모르는 군주는 통쾌해 한다. 그러나 이윽고 창성과 연주의 吉日이 찾아오니, 불현

듯 칼과 철퇴를 쥔 군주가 난입한다. 군주가 연주의 祖父 한제를 奸賊으로, 親母 조부인

을 娼女라 陵辱하니, 大怒한 윤이 그 자리에서 군주를 침소로 끌어낼 것을 명한다. 그 후

로 창성과 연주가 和樂하니, 둘 사이를 시기하는 군주는 연일 傷害를 일삼는다. 그러자

더 이상 말로써 감복시킬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윤은 군주를 後堂에 가둬버린다.

後堂에 갇힌 군주는 창성을 相思하는 마음이 깊어져 결국 중병을 앓고, 이를 진찰한 御

醫는 창성과의 合根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창성이 父命에 어쩔 수 없이

군주와 잠자리를 가지니, 병은 씻은 듯이 낫고, 군주는 아이를 잉태한다. 의기양양해진 군

주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 이府를 興盛케 하겠다며 태교에 힘쓰지만, 출산 도중 산후가 막

혀 絶命한다. 모두가 그 夭折을 안타깝게 여기니, 장우는 군주의 아들 희유의 비상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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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창성 같은 아비로서는 이런 자식을 낫지 못할 것인데 군주의 태교한 공이 크다며

탄복해 한다.

이후 딸의 죽음을 슬퍼하던 운양군은 희유로 後嗣를 삼겠다며 데려가려 하지만, 이윤은

어미가 없이 자라면 병들기 쉬울 테니 연주를 養母로 삼아 타일 장성하면 보내겠다고 약

속한 뒤 家中에는 함구령을 내린다. 이후 연주는 자신의 친자인 희보는 유모를 정해 기르

면서 養子인 희유는 친히 돌보니, 주변에서는 희유를 연주의 친자로 생각한다. 하루는 술

에 취한 창성이 희유를 어루만지며 자신의 친자일 리 없다며 戱言하자, 연주는 亡人을 욕

보이는 짓이라며 정색한다. 그런데 마침 이 일이 家法에 따라 家行에 기록되고, 자신의

근본을 모르고 있던 희유는 우연히 접한 家行에서 親母 군주의 지난 過惡을 모두 알게

된다. 이에 倫紀罪人을 자처한 희유는 宗社를 사양하고, 淸心高節의 희보 또한 이를 거절

하니, 종사를 보전하지 못할 家中大亂이 일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후록에 전한다.

② 장추성-소선주: 장추성은 玉骨英風의 뛰어난 기질을 지녔지만 마땅한 혼처를 구하지

못하니, 府中에서는 심히 염려한다. 더군다나 창성이 凶暴한 서릉군주를 아내로 맞는 것을

보고 府中에서는 추성의 婚事를 더욱 늦추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양난주가 歸寧하는 동

안 득병하여 오랫동안 시댁에 돌아오지 못하니, 추성은 양府에 문병을 가게 된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와 있던 소잠이 추성의 秀出한 爲人을 흡족히 여겨 求婚을 결심하고, 다음

날 추성의 풍모를 잊지 못해 다시 장府로 찾아온다. 소잠은 자신의 畢女인 선주와의 婚事

를 제의하려 하나, 혹여 허락하지 않을까 싶어 망설이다 돌아가니, 장희 등은 소잠의 이러

한 의중을 대번에 눈치 챈다.

소잠은 딸 소소저를 황후로 보낸 뒤 아들만 연달아 넷을 낳게 된다. 딸을 얻지 못한 것

을 서운해 하던 소잠은, 아내 단부인이 오십에 가까운 나이에 딸 선주를 출산하였다는 소

식을 듣고 몹시 기뻐한다. 선주가 태어난 지 삼일 째 되던 날, 한 白衣 노인이 찾아와 옥

란 한 짝을 주며 이르길, ‘자신은 월궁선군의 분부를 받고 온 것이라며, 훗날 나머지 한

짝이 있는 곳을 찾아 婚事를 정하되, 이를 만일 어길 시에는 災禍가 따를 것’이라 하고 사

라진다. 선주가 다섯 살이 되던 해, 다른 珍寶에는 눈길조차 두지 않던 선주가 옥란에 관

심을 보이니 부모가 내어준다. 하루는 선주의 오라비들이 옥란의 출처를 알려주며 선주를

희롱하니, 선주는 道人이 준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것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며 유모에게

돌려준다. 그 소식을 들은 소잠 부부는 기뻐하며 선주가 하루 빨리 옥란 연분을 찾길 고

대한다.

어느덧 선주의 나이가 십 세가 되니, 마땅한 혼처를 구할 길 없어 걱정하던 소잠은 추

성을 보자 딸의 求婚을 결심한다. 소잠의 長男 현은 혹여 父親의 지인지감이 잘못되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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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婚事를 그르칠까 걱정하여 추성을 직접 만나본다. 추성의 秀出한 爲人에 감탄한 현

은 추성과의 혼인을 적극 권장한다. 소府에서 양무에게 부탁해 추성의 祖父인 장두의 의

중을 먼저 살핀다. 장두는 이미 議婚이 도처에서 들어왔으나 손자의 婚事를 그르칠까 싶

어 전부 물리쳤다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 놓는다. 예상과 달리 求婚이 쉽지 않을 것이라

여긴 양무는 소잠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한다. 그러자 소잠은 자신의 딸인 소황후를 통해

請婚할지 고민한다. 이를 본 단부인이 옥란 연분이 나타나길 좀 더 기다릴 것을 청하자,

잠은 옥란 연분을 찾지 못하면 딸이 老處女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며 한탄해 한다.

양무가 이러한 소府의 사정을 양府에 털어놓자, 마침 歸寧 중이던 딸 난주가 장府에서

도 이전에 옥란을 얻은 일이 있다며 雌雄을 맞춰볼 것을 제안한다. 이를 기이하게 여긴

양무가 소府와 장府를 찾아가 알리거늘, 추성과 선주의 婚事가 마침내 성사된다. 기실 장

府에서는 잠의 뛰어난 爲人을 익히 알고 있던 터라, 혹여 婚事 제의가 들어오더라도 그

혁혁한 門閥에 부담을 느껴 婚事를 꺼렸던 것이고, 소府 역시 장府에서 부담을 느낄 것을

알고 구혼을 망설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던 와중에 옥란을 통해 군자와 숙녀가 만나니

兩家에서는 天然이라며 흡족해 한다.

이윽고 婚禮를 마치고 신부의 숙소를 정하려던 순간 잠으로부터 書簡 한 통이 도착하

거늘 書簡을 읽던 장희가 웃음을 터트린다. 그 내용인 즉, 신부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부부의 合房을 삼사 년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것이다. 장두가 이를 승낙하니

부부는 婚禮를 마친 첫날부터 各居하게 된다. 하루는 추성이 소府에 들려 岳父母에게 문

안인사를 드리려 하는데, 마침 그 자리에 소잠의 表門姪兒인 조재악이 찾아온다. 잠은 오

랜만에 府中에 찾아온 재악을 반기며 사위가 된 추성을 소개한다. 추성은 재악의 巧言令

色한 성품을 간파하고는 경계한다. 하루는 재악이 친근한 척하며 추성을 찾아온다. 추성

이 물리치지 못하여 잠시 담소하니, 재악이 머문 자리에 書簡 한 통이 떨어진 것을 발견

한다. 그 안에는 재악이 선주와의 舊情을 잊지 못해 추성과의 婚姻을 한탄하는 내용이 적

혀 있었다. 추성은 선주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마침 선주가 歸寧을 얻어 소府로 돌아가려

하는데, 소府의 요청에 추성 역시 동행하게 된다.

재악은 선주와 再從之間이다. 선주의 花容月態를 흠모하여 中表婚姻의 뜻을 내비친 적

이 있으나, 소잠이 夷狄之道라며 정색한 뒤로는 감히 婚事를 상의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선주는 자신의 형제들 말고는 좀처럼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니 재악의 相思之情은 나

날이 깊어만 갔다. 그러다 얼마 안 있어 장府와 婚事를 이루니,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재악은 선주를 빼앗을 계책을 세운다. 소府의 시종인 녹의를 꼬드겨 선주의 가슴

에 紅牧丹 같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재악은, 書簡을 거짓으로 꾸며 추성이 읽도록

유도한다. 이후로도 재악의 凶計가 계속되니 추성은 淫書를 발견할 때마다 선주에 대한

의심이 더욱 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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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父命으로 추성이 內寢을 하거늘, 淫書의 내용이 떠오른 추성은 이를 확인코자

선주를 강제로 핍박한다. 과연 가슴에 紅牧丹 같은 점이 있으니, 추성은 선주를 더럽게

여기고 능멸한다. 추성의 凌辱에 선주는 눈물을 글썽인다. 남편을 잘못 만난 탓이라며, 기

실 죄 지은 것이 없기에 안색을 고쳐 端坐하자, 추성이 분에 못 이겨 밖을 나간다. 마침

시녀 하나가 書簡을 품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을 본다. 즉각 빼앗아 보니 선주가 간밤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여 姦夫에게 보내는 書簡이었다. 大怒한 추성은 父母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선주를 黜去시킨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장두 등은 재악의 凶計에 넘어간 추성을 叱責한 뒤, 제앵의

집에 머물러 있는 선주를 데려 온다. 선주는 도리어 집안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請罪하며

深堂에서 受罪하기를 自請하니, 두가 마지못해 허락한다. 양난주와 한현희, 장영혜가 차례

로 深堂에 들려 눈물로 위로한 뒤 떠나간다. 두는 추성을 불러 선주를 찾아가 사과할 것

을 명한다. 추성이 祖父의 분부에 하는 수 없이 深堂을 찾아간다. 그러나 추성이 선주의

답언도 듣지 않고 사과만 하고 나오니, 장두 등이 그 성의 없는 태도를 지적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추성은 陋名을 완전히 벗은 것도 아닌데 극진히 사죄할 수 있겠냐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인다. 이윽고 장두가 재악이 벌인 凶計를 書簡에 옮겨 소府에 전하니,

놀란 소잠은 곧장 장府로 달려와 딸을 만나 눈물로 위로한다. 잠은 재악이 외척이기 때문

에 처분하는 것이 어렵다며, 장府에서 반드시 그 奸狀을 밝혀줄 것을 애원한 뒤 돌아간다.

이후로 재악은 자신을 보고 切齒하는 소府에 감히 찾아가지 못한다. 재악은 선주를 음

해하기 위해 왕줄과 새로운 간계를 모의한다. 재악은 왕줄에게 자신이 관직에 진출하면

뒤에서 밀어줄 뿐 아니라, 선주를 얻는 대로 넘겨주겠다며 유혹한다. 어느 날, 형부상서

성공이 득병하자 이창성과 박준이 그 자리를 임시로 대신한다. 문득 줄이 찾아와 冤情을

고한다. 그 내용인 즉, 소잠이 권세를 따르는 고로 그 딸 선주의 所希를 물리치고 名門인

장府와 강제로 婚姻시켰다는 것이다. 팔 위에 앵혈이 완전한 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

기 위한 것이지만,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장府와 婚姻하고, 또 소문에 듣기로 재악과

通情하다 深堂에 갇혔다고 하니, 진상을 밝혀 줄 것을 하소연한다.

창성과 준이 上疏를 올리자, 놀란 황제는 신하들을 회의에 소집시킨다. 뜻밖의 소식에

장府에서는 嗟歎을 금치 못하고, 소府의 시종들은 일제히 親鞫 현장에 불려 간다. 소府의

시종 가운데 매섬이 주인을 모함할 수 없다며 五刑을 달게 받아 목숨을 잃으니 訃告를

접한 선주는 벽을 치며 애통해 한다. 설상가상으로 줄과 한 무리인 재악, 녹의 등이 선주

를 모함하는 招辭를 잇달아 올리자, 巧言令色에 속은 황제는 재악을 放免하고, 줄을 廢位

庶人에 처할 것을 분부한다. 장희가 나서 아들 부부가 各居한 것은 기실 자신의 명령에

따른 것이고, 며느리 팔에 남은 앵혈은 그 마음이 淫亂하지 않다는 뜻이라며 변호하자, 선

주는 가까스로 감형되어 유배형에 처해진다. 兩家에서는 선주의 소식에 슬퍼하거늘, 장두

가 추성을 불러다 聘家에 찾아가 遠別을 위로하고 돌아올 것을 명한다. 추성이 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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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受命하여 소府에 들르니, 모두가 悲色에 잠겨 있거늘, 추성은 사태의 단서를 제대로

끊지 못한 자신의 죄가 크다며 용서를 구한다.

소잠은 사위의 말을 기특하게 여겨 선주의 침소로 가는 것을 허락한다. 침소로 들어선

추성은 이번 사태로 깊은 병세를 얻은 선주의 모습을 보고 비통해 한다. 오늘 밤이 아니

면 부부가 다시 만나기 어렵고, 더욱이 祖父와 父母의 부탁을 저버릴 수 없다고 생각한

추성은 선주를 위로한답시고 침상 위로 끌고 간다. 놀란 선주가 防遮하며 떨쳐 일어나자,

추성은 자못 미안한 마음이 들어 강박하지 않고 그 손을 잡은 채 밤을 지새운다.

다음 날, 추성은 本府에 심복 운홍을 요청하여 行車의 위태함을 이르고 방책을 가르친

뒤 書簡과 함께 謫行에 딸려 보낸다. 누이의 行車에 따라 나선 소현은 추성의 선견지명에

감탄해 한다. 선주 또한 간밤에 凶夢을 꾸었다며, 行車 도중 위태로운 일이 닥칠 수 있으

니 防備해줄 것을 청하자, 현은 그 부부의 明見千里를 신기해하며 탄복해 한다. 그러나

문제는 추성이 일러준 대로 시종 홍랑을 선주 대신 가마에 태워 위장한다면 홍랑의 목숨

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랑은 죽음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로 사양

하지 않으니, 옆에서 듣고 있던 시종 송절이 묘책 하나를 내놓는다. 일행을 여러 수레에

나눠 태워 먼저 보내고, 혹여 홍랑이 탄 가마가 적들에 의해 奪取되거늘, 사전에 준비한

羊血 주머니를 터트려 선주가 자결한 것처럼 꾸미자는 것이다. 그러면 적들도 놀라 도망

칠 테니, 홍랑의 목숨도 건질 수 있을 뿐더러, 선주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주와 현은 송절의 妙案에 칭찬을 마다않으며 그 즉시 실행에 옮긴다.

한편 재악은 건장한 壯士 십 여 명을 매수해 선주를 앗아갈 凶計를 세운다. 과연 인적

이 드문 산길에 이들이 기습해 가마를 奪取해가니 소현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만다. 그

러나 다행히 송절의 지혜로 앞서 간 일행들은 목숨을 건지고, 홍랑 역시 가마 안에서 자

결한 것처럼 꾸며, 재악 일당은 놀라 가마를 버리고 도망간다. 이윽고 선주를 태운 수레

가 무사히 配所에 도착하니, 소현은 官軍을 얻어 森嚴한 경계를 세운다. 그 뒤 심복이 이

르러 가마만 놓여 있고 홍랑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자, 걱정이 된 선주는 死生를 확인

하라 명한다.

뒤늦게 소문을 접한 재악은 가마에 있던 것이 기실 선주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분개한

다. 추성을 먼저 제거한다면 선주도 저절로 얻게 될 것이라 생각을 바꾼 재악은 또 다른

凶計를 마련한다. 개용단으로 줄을 추성으로 둔갑시켜 민간을 소요케 하자는 術策이었다.

어느 날, 북도 행주의 민심이 連凶하여 백성들이 離散한다는 上疏가 올라오자, 황제는 추

성을 북도순무사로 파견한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 추성 앞으로 罪犯이 과중하니 조정으

로 돌아와 처벌을 받으라는 聖旨가 도착한다. 장府는 소식을 듣고 奸人의 凶計임을 직감

하고는 통탄을 금치 못한다.

한편 산속에 홀로 남겨진 홍랑은 길을 잃고 방황한다. 그러던 중 맹후익이라는 소년 장

군을 만나는데, 후익은 홍랑의 花容月態에 그만 넋을 잃고, 홍랑이 처한 사태를 해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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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적극 조력하게 된다. 하루는 홍랑이 客店을 지나다 조정에서 보낸 탐관오리 하나가 민

간의 아녀자를 겁탈하고 재산을 약탈하여 피해가 극심하다는 소문을 듣게 된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장추성이라 하니 홍랑은 믿기질 않아 후익을 보내 직접 확인해줄 것을 청한다.

이윽고 후익이 돌아와 추성이 틀림없다며 홍랑을 데려가 목도하니, 처음에는 홍랑이 심담

이 무너지는 것 같다가 이내 정신을 차려 부인한다. 홍랑은 후익에게 變服한 뒤 (假)추성

을 계속 염탐해줄 것을 부탁한다.

추성이 조정에 체포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假)추성은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데, 돌연 후익이 壯士 여러 명과 나타나 (假)추성과 시종을 결박한다. 후익은 행주 부현에

公盜를 잡았다고 알리면서 이곳에 또 다른 추성이 있다고 전한다. 그러자 추성이 둘이라

는 사실에 놀란 지부는 이들을 일단 京師로 護送시킬 것을 명한다. 황제가 (眞)추성을 친

히 鞠問하니, 그간 (假)추성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고, 희

는 아들을 제대로 訓育하지 못한 자신의 죄가 크다며 慙愧해 한다. 이에 창영이 나서 추

성이 그동안 아내와 同室한 적이 없다며 앵혈로써 시험해 볼 것을 제안하자, 황제는 즉각

실행해 볼 것을 명한다. 과연 팔에 찍힌 앵혈이 선명히 남아 있거늘, 추성은 가까스로 억

울한 누명을 벗게 된다. 홍랑과 후익이 (假)추성을 잡아다 바치니, 개용단의 효력이 다한

줄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줄은 선주가 추성을 제거하도록 일러준 計巧를

시행했을 뿐이라며 조정의 심문에 계속하여 僞證을 벌이니, 선주는 억울한 누명을 더하게

되고 줄은 그 자리에서 하옥된다.

한편 후익과 홍랑은 다행히 줄을 생포하여 추성의 누명을 벗기는 데 성공하지만, 줄의

계속되는 僞證에 선주의 伸寃은 더욱 요원해지고 만다. 후익은 실의에 빠져 고민하는 홍

랑을 위로하며 한 가지 묘안을 내놓는다. 감옥에 갇힌 줄이 다시 재악과 작당하여 凶計를

부릴지 모르니 刑部에 소속된 소府의 주인어른께 요청해 獄吏로 하여금 수상한 사람을

붙잡게 하자는 것이다. 이에 홍랑은 후익에게 대신 刑部尙書를 찾아가 사정을 전해줄 것

을 이르고, 후익은 그대로 실행에 옮겨 감옥에 숨어 들어온 재악을 체포하는 데 성공한다.

이로써 선주의 억울한 누명도 벗겨진다.

모든 것이 조재악의 凶計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선주는 유배에서 풀려나 歸京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주를 흠모한 주현경의 계략에 휘말리고 마는데, 배를 타고 護送되던

선주는 현경으로부터 節操를 지키기 위해 강물에 투신한다. 강물에 떠내려간 선주는 다행

히 추성과의 遭遇로 목숨을 건지지만, 연이은 수난에 심한 병세를 앓게 된다. 추성은 선

주를 護送하는 길에 모처럼 合房의 기회를 얻지만, 자신의 병세를 고려해 달라는 선주의

간청에 못 이겨 合根을 미루게 된다. 그러나 그간의 사정을 모르는 주변 남성들은 추성과

선주의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한 것으로 오해해 계속하여 희롱한다. 심지어 장우는 남편으

로서 아내에게 위엄이 없는 것 아니냐며 叱責하며 앵혈씻기를 부추기니, 추성은 선주를

문병하는 척하며 침소로 들어가 앵혈씻기를 감행한다. 그러나 선주의 防遮로 자신의 앵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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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사라지고 선주와의 合宮은 실패로 끝나고 마니, 추성은 아내의 불순한 태도를 叱責하

며 母親 현희에게 고자질을 한다. 그러나 현희가 도리어 아들을 책망하니, 추성은 며느리

를 過愛한다며 불만을 드러낸다. 그날 밤, 추성은 다시 한번 선주의 침소로 찾아가 강핍

을 시도한다. 마침내 선주의 팔에 찍힌 앵혈마저 사라지자 추성은 기뻐한다. 이윽고 잠에

서 깬 현희가 무수한 토혈을 쏟아내고 혼절한다. 內醫는 추성에게 증세를 바로 고하지 못

하고 머뭇하다 어제의 강핍을 크게 문제 삼는다. 이에 추성은 어제의 過誤를 뉘우치고는

선주를 밤낮으로 정성껏 간호한다. 추성의 진심을 읽은 현희는 결국 마음의 문을 열고,

부부는 다시금 화합을 이룬다.

③ 이창성-한연주: 이창성은 서릉군주와의 勒婚으로 鬱鬱해 하던 중 재주를 시험키 위해

과거에 응시하였다가 장원으로 급제한다. 마침 강서동 처제읍이 오랜 기근으로 도적이 들

끓는다고 하니, 황제는 창성을 진무사로 파견한다. 이윽고 민심은 안정을 되찾고, 한가로

운 소임을 맞아 민간을 遊玩하던 창성은, 우연히 머물게 된 客店에서 老婆 왕파랑과 사는

美貌의 養女를 알게 된다. 창성은 자신이 喪室한 뒤 아직 後娶하지 않았다며, 나이가 어

려 取夫할 때가 아니라는 왕파랑을 설득한다. 윗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것도 있

지만, 富貴에 현혹된 왕파랑은 결국 창성을 養女의 방으로 인도한다.

기실 그 養女는 한창영이 잃어버린 친딸 연주로, 조부인이 유배지에서 출산하여 기르던

것을 도적떼가 납치해 길가에 버리니 왕파랑이 주워다가 구호해 양육한 것이었다. 연주는

나이 가 찬 뒤에 父母를 찾을 것을 맹세하지만, 深山窮谷에 갇혀 홀로 떠날 수가 없는 처

지를 늘 안타까워한다. 그러던 중 창성이 방문으로 들어오니, 연주는 그 모습에 경악한다.

창성의 뒤에 선 왕파가 사대부家의 小室로서 富貴를 누릴 것을 勸誡하니, 연주는 親母도

아니면서 富貴에 눈이 멀어 小兒의 婚事를 주선한다며 왕파를 맹렬히 비난한다.

창성은 왕파랑에게 물러가라 명한 후, 저항하는 연주를 힘으로써 겁탈한다. 悲憤에 막

혀 혼절했던 연주가 정신을 되찾고는 창성에게 잠시 측간에 다녀오겠다고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런 기척이 없자 창성은 시동과 함께 주변을 수색하고, 강물 위

에 떠오른 연주를 발견하고는 목숨을 던져 구해낸다. 창성이 정성으로 구호한 끝에 연주

가 의식을 되찾으니, 창성은 그 팔에 찍힌 紅點을 보고는 사대부家의 규수라는 사실을 알

게 된다.

창성은 父母를 찾아주겠노라며 연주와 還京하여 셋방을 얻어준다. 그러나 주변의 이목

이 두려운 창성은 연주의 처소에 감히 들르지 못한다. 그러다 겨우 날을 잡아 연주의 처

소를 찾는데, 이 사실을 눈치 챈 군주가 창성의 뒤를 밟아 그 옆에 누워 자는 연주를 끌

어다가 철퇴로 亂打한다. 창성이 뒤늦게 잠에서 깨어 군주를 향해 발길을 날리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진 군주가 창성에게 달려들어 서로 치고받는다. 家內의 소란을 들은 이

윤은 연주를 구호하라 한 뒤 창성을 잡아오도록 명하고, 창성은 지아비를 亂打하는 妬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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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며 군주의 죄상을 낱낱이 고한다. 그러자 윤은 國使를 빌미로 不告而娶를 한 잘못도 없

지는 않다며 창성을 杖責한다.

이윽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운혜가 ‘남편 장우도 과거에 난주를 不告而娶하였지만 너처

럼 여자에게 뺨을 맞진 않았다.’며 동생 창성을 희롱한다. 우는 엄도사가 말한 산림의 숙

녀가 연주가 아니겠냐며 윤을 찾아가 고하고, 여러 날이 지나서야 창성은 죄를 용서받는

다. 연주의 상흔이 가볍지 않아 병세가 중하니, 창성은 틈을 얻어 다시 그 처소를 찾는다.

死生이 위태한 연주를 보고 창성이 슬퍼하니, 연주는 죽기 전 父母의 얼굴을 보고 싶다며

자신의 근본이 적힌 종이를 건네준다. 창성은 연주가 한제의 손녀이자 창영의 次妃 조부

인의 딸이라는 사실에 놀라고, 황망이 글을 가지고 本府로 돌아와 父親에게 고한다. 윤은

엄도사의 예언이 적중함에 暗歎하고, 서둘러 한府에 이 사실을 알리니, 이윽고 父女가 극

적인 相逢을 한다.

창영은 군주가 흉악하다는 사실을 익히 아는지라 幼沖하다는 핑계를 대고 딸 연주를

데려가 婚姻을 지체한다. 大怒한 창성은 書簡을 보내 연주를 꾸짖지만, 그의 父親 창영은

도무지 回心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연주를 잊지 못한 창성이 결국 밤중에 담을 넘어

침소에 突入하니, 大怒한 윤은 重杖을 내린다. 결국 重責에 몸이 상한 창성은 병을 얻고,

이를 안타깝게 여긴 운혜가 手書로써 동생의 一命을 빌으니, 창영은 마침내 둘의 婚姻을

허락한다. 그러자 창성의 병세가 바로 회복되고, 이를 본 윤은 어이없어한다. 이윽고 吉日

이 되어 두 사람이 婚禮를 올리는데, 운혜는 신부의 옛일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연주의 비홍을 좌중에 보인다. 모두가 놀라 칭찬을 마다 않는데, 문득 칼과 철퇴를 쥔 군

주가 난입한다. 이윤이 좌우에 침소로 끌어 보낼 것을 명하니, 군주는 끌려가는 와중에도

창성과 연주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모두가 어이없어 박장대소하고, 창성과 연주는 이후로

和樂한 부부 생활을 영위한다.

④ 장현성-단소저: 장현성의 소원은 兄嫂 진천주나 누이 장난주와 같은 才容을 갖춘 여성

을 아내로 맞는 것이다. 형제들은 평소 聲色에 얽매인 그를 가리켜 色中餓鬼라 희롱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에서 과거시험을 열어 인재를 뽑는다고 하니, 장희는 현성의 豪放과

盛滿을 염려해 응시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십이 세 이상은 모두 응시하

라는 御命이 내려지고, 현성은 당당히 과거에 합격해 한림편수에 제수된다. 이에 婚姻 제

의가 사방에서 들어오고, 장희는 단홍의 爲人을 익히 아는지라 그 딸과의 婚事를 허락한

다.

이윽고 婚禮를 올리는데, 현성은 신부의 용모가 時俗에 뛰어나고 맑으나,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크게 실망한다. 현성은 타일 千古淑女를 얻겠다고 다짐하며, 父

親의 嚴怒를 사지 않기 위해 아내가 마음에 드는 척 행동한다. 그러나 후일 며느리의 주

표가 완연하다는 것을 알게 된 현희는 아들 현성을 꾸짖는다. 이에 현성은 마지못해 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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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찾아가고, 그간 부인의 연약한 신체를 우려해 雲雨之樂을 중지한 것이라 변명한다.

소저는 현성의 薄情을 外入으로 의심하는데, 현성은 은연 중 지위가 높아지면 外入은 당

연한 일이라며 자신의 속내를 내비친다. 생각지 못한 답변에 소저는 불쾌해 하지만, 되레

현성은 능청스레 웃으며 침상에 오르고, 부부는 처음으로 隱情을 나눈다.

그러나 얼마 후 단소저가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다. 현성이 시녀 벽앵을 첩으로 삼을

요량으로 겁탈한 뒤 夾室에 감추고 구호한 것이다. 현성을 의심한 소저가 현성의 뒤를 좇

고, 夾室로 들어가 벽앵을 愛重하는 모습을 목격한다. 화가 난 소저가 벽앵의 雲鬟을 칼

로 벤다. 이에 家內가 소란스러워지자 장희는 아들 현성을 불러 嚴責한다. 이어 탕구와

벽앵을 부르니, 희는 벽앵의 풍모가 下賤이 아닌 것을 직감한다. 그 순간 탕구를 찾던 유

이랑이 등장하고, 기실 벽앵은 진협의 잃어버린 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한편 남편의 外道에 분개한 단소저가 난동을 피우며 우는데, 媤父 장희로부터 벽앵의

근본을 듣고는 머지않아 현성의 妻室이 될 것을 알고 더욱 통곡해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侍兒의 근본을 속이고 집안에 천주를 들인 탕구의 죄라며 涕泣하니, 媤母 현희는 단

소저의 투기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厚顔無恥한 태도에 못마땅해 한다. 한편 장

희로부터 수말을 들은 단홍은 딸의 패악을 진府와 장府에 사죄하고, 고부인은 딸 단소저

가 앞으로 敵國을 투기해 장府로부터 黜去되지는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던 어느 날, 천주가 현성으로부터 겁탈 당한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 우물에 투신하

는 사건이 발생한다. 장府와 진府의 구호로 천주가 기적적으로 回生하니, 천주가 죽기를

바랐던 단소저는 분한해 한다. 이후 진府에서 현성과 천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으니, 현

성의 相思之心은 나날이 깊어만 가고, 이를 지켜보던 단소저의 투기 또한 심해진다. 그리

고 이윽고 난주가 구미호에 붙잡혀 가 死生을 알 수 없게 된 사건이 발생한다. 마음이 심

란해진 장두는 삼년 간 지체되었던 현성의 婚事를 추진할 것을 제의하고, 진府에서도 장

府의 처지를 이해하는지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

일일은 단소저가 得病하여 처소에 머무는데, 媤父가 병문안을 하여 현성이 곧 천주와

婚姻하게 될 것이라는 靑天霹靂 같은 소리를 전하고 돌아간다. 같은 날, 현성이 父命에

마지못해 단소저의 침소에 들르는데, 소저가 정색하며 응대치 않자 현성은 본인도 嚴命에

어쩔 수 없이 온 것이라며 되레 소저를 叱責한다. 소저가 눈물을 흘리며 천주와의 婚姻

소식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자, 미안한 마음이 든 현성은 隱情을 나누며 소저를 위

로하고, 현성의 마음을 확인한 소저는 이내 원망의 마음을 추스른다.

바야흐로 吉日이 찾아와 婚禮를 올리니, 장희는 현성을 불러 新房에 가기 전 단소저를

먼저 찾아가 위로할 것을 명한다. 마침 단소저가 남편의 婚事를 마친 뒤 침소에 돌아와

홀로 悲泣하고 있는데, 현성이 新房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을 찾아와 위로하는 모습에

감격한다. 순간 울고 있던 자신이 부끄러워 할 말을 잃으니, 현성은 단소저가 여전히 자

신을 원망한다고 오해하고는 叱責한 뒤 떠나간다. 이윽고 新房으로 顚之倒之하여 달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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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은 집안의 和平을 위해 正室을 보고 왔노라며 웃고, 부부는 은근한 정을 나눈다.

다음 날 천주가 단소저의 처소에 이르러 오래 사모하던 情懷를 펼치니, 단소저는 자신

의 前過를 뉘우치며 천주에게 친자매와 같이 지낼 것을 청한다. 이후 두 사람은 敵國之間

이지만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천주와 더불어 잠시 진府

로 歸寧한 현성은 婚姻한 뒤에도 자신을 冷待하는 천주의 태도를 문제 삼는다. 자신이 말

을 걸면 黙黙不答하니, 현성은 家夫를 무시한다며 叱責하고, 그 다음 날 朝飯도 먹지 않고

바로 장府로 돌아가 버린다. 이에 장희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먼저 공경해야 할 것을 경계

하니,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현성은 그 후로 단소저를 편애 없이 사

랑하고, 천주를 극진히 禮待하기 시작한다. 그러자 자연 부부가 쌍쌍이 화목해지고, 소저

도 더 이상 천주를 시기하지 않게 된다.

⑤ 임유-장영혜: 신혼 초 장영혜의 千古秀出한 태도에 過惑된 임유는 자신의 隱情을 여러

차례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혜가 냉담한 태도로 일색하니, 임유는 자신을 輕視하

는 것이라 생각해 영혜를 왕왕 叱責한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 급제를 축하하기 위한 연

회 자리에서 大醉하도록 술을 마신 유가 침소에 들려 隱情을 표하려 하자, 영혜는 채신없

는 행동이라며 불복한다. 유는 아내를 괴물에 빗대며 叱辱하고, 그 자리에서 소화, 옥매를

불러다 嬉遊한다. 영혜는 夾室로 몸을 피하지만 창기와의 和樂 소리가 자신이 있는 곳까

지 들려 괴로워한다.

밤새도록 淫行을 일삼던 유는 결국 다음 날 병에 걸리고 만다. 자신을 看病하러 찾아온

아내에게 대뜸 병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냐며 妄言을 서슴지 않으니, 영혜는 正室을 娼

女 같이 대접한 것도 서러운데 갈수록 말씀이 無禮輕薄하다며 抗辯한다. 한편 부부의 이

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媤父 임희가, 아들의 몸이 상한 것은 며느리의 잘못된 처신에

있다며 남편의 慇愛를 막지 않고 계속 받아준 것으로 오해한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며느

리를 친딸처럼 생각하는 자애로운 媤父인 마냥 웃으며 타이르는데, 부끄러운 영혜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해 寃痛해 하고, 유는 그런 아내를 가엽게 여기면서도 창기와의 일이 들통

날까 노심초사한다.

이윽고 유는 무창지부에 薦擧된다. 친정에서는 무창이 富饒之地라며 영혜의 앞날을 축

복한다. 영혜는 이날 평생 처음으로 친정과 遠別한다. 한가로운 읍중을 만나자 유는 크고

작은 일을 모두 下吏輩에게 맡기고 자신은 창아의 무리들과 즐기는 일에 온통 정신을 쏟

는다. 그러다 가끔 아내가 생각나면 찾아가던 식이었는데, 처음에는 영혜를 달래는가 싶다

가도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여 주지 않으면 밥상을 걷어차는 등 凶暴한 행동을 보인다. 그

러던 어느 날, 소화와 옥매가 유의 赴任 소식을 듣고 무창까지 찾아온다.

유는 두 창기를 후원에 두고 衣食을 資賄한다. 그러면서도 종종 영혜의 聖姿光輝를 잊

지 못해 內室을 찾는데, 하루는 영혜가 유의 強迫을 허락하지 않자 夾室로 피신치 못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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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손을 잡고는 두 창기를 불러다 그 앞에서 荒淫한 짓을 벌인다. 영혜가 耳目을 가리고

앉아 있자, 유는 칼을 뽑아 自刎하겠다며 劫迫하고, 영혜는 급히 칼을 빼앗아 말린다. 한

편 두 창기는 유가 언젠가부터 자신들에게 무심한 것 같다며 영혜를 해할 計巧를 꾸민다.

그러나 이를 깨닫지 못한 유는 영혜가 姦夫와 私通하여 書簡을 주고받은 것으로 오해해

京師로 驅逐한다.

이로부터 수일 후 영혜를 護送하던 奴僕이 돌아와 한 무리 강도가 들어 영혜의 가마를

奪取해 갔다며 告急한다. 소화와 옥매가 姦夫와 미리 말을 맞추고 도망친 것이라며 유의

화를 돋우니, 유는 영혜를 바로 죽이지 못한 것을 寃痛해하며 兩家에 그 罪狀과 所由를

적은 書簡을 보낸다. 장府에서는 유가 보낸 書簡을 받아 읽고 통곡한다. 그러나 이윽고

소화와 옥매가 무뢰배를 聚黨하여 怯弱하려던 것을 추성이 간파해 구출하였다는 소식에

장府에서는 안심한다. 한편 임府에서도 유의 書簡을 받아 읽는데, 아들이 民政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內室에 沈惑하였다는 소식을 먼저 접해 알고 있는 터라, 장府로 찾아가 딸의

死生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을 謝罪한다.

며칠 후, 兩家로부터 答簡을 받은 임유는, 父親이 두 창기의 일에 관해 알고 있다는 사

실에 놀라고, 추성이 누이의 凶事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에게 慣熟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탄복한다. 그 순간 풍악이 울리고 순무사 이창성이 무창 관아로 출두한다. 유는 창

성으로부터 뜻밖의 罪狀을 듣는다. 자신이 政事에 소홀한 틈을 타 下吏 추용과 소화, 옥

매가 그동안 부정부패를 저질러왔던 것이다. 창성은 이전의 治定을 생각해 유를 용서한다.

그러나 창성이 떠난 뒤로 화가 난 유는 추용을 杖殺하고 두 창기를 院門 밖에 梟示한다.

이윽고 父親이 杖殺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추용의 아들은 분노한 나머지 백여 명의 무

리를 이끌고 관아에 쳐들어온다. 추용의 아들에 의해 결박된 유가 怨憤한 나머지 자결하

려 하자, 맹후익이 멀리서 활을 쏘아 구제한다. 추성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자신을 보낸 것이라 하니, 유는 또 한번 그 지혜에 감탄한다.

그러나 잇따라 목탈이 웅거하고 무창 전체가 도적의 손아귀에 빠지는 사태가 빚어진다.

유는 서둘러 上前에 자신의 죄를 청하는 訴를 올린다. 평소 유를 寵愛하던 황제는 소년이

疏闊여 妖計에 속은 것이니 저의 잘못이 아니라며 관용을 베푼다. 창성도 황제에게 유

의 전후수말을 아뢰어 처음은 治定이 아름다웠음을 奏하니, 황제는 벼슬을 거두고 齊家修

身하라며 유를 府中으로 돌려보낸다.

자식의 蠻行으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임희는 府中에 돌아온 아들을 大責하고,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자 영혜의 생존 사실을 숨겨줄 것을 장府에 당부한다. 하지만 이러한 상

황이 염려된 추성 등은 누이를 만난 뒤, 부녀자의 도리에 따라 남편에게 생존 사실을 알

릴 것을 충고한다. 그러자 영혜는 자신은 이미 남편이 버린 사람인데 두 번 다시 같은 말

을 하지 말라 이른다. 한편 이러한 상황을 눈치 챈 유가 동생을 힐문하여 영혜의 생존 사

실을 알아낸다. 하루는 현성이 찾아와 유의 마음을 떠볼 생각으로 재취할 뜻이 없는지 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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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는 현성을 골려주기 위해 일부러, 도적이 아내를 납치한 것은 죽이려 한 것이 아닐

터인데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냐며 비아냥댄다. 그러자 수찬은 자신의 누이를 욕보인 말

이라며 정색하고, 둘은 한바탕 말싸움을 벌인다.

이후 전일의 過誤를 뉘우친 임유는 식음을 전폐하고 寤寐不忘 아내를 그리워하던 중

相思之病에 걸린다. 아들이 悔過하였다고 판단한 임희는 장府를 찾아가 며느리의 歸府를

청하고, 장희는 딸을 돌려보낼 것을 약속한다. 다음 날 희는 시댁으로 향하는 딸을 붙들

고 부녀자의 도리를 강조하는 한편, 사위의 爲人이 忠厚하여 여자에게 구속할 바 아니나,

만일 전에 있었던 일을 원망하거든 자신이 다시는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위로한다. 이윽

고 아내가 시댁에 돌아오자 임유는 짐짓 夕食을 물리치고 앓는 척을 한다. 아내가 正色黙

黙한 태도로 대하니, 임유는 일부러 가장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신의 過誤가 크다

며 먼저 사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혜가 媤父의 명으로 잠깐 왔을 뿐이라며 돌아가

려 하자, 임유가 돌연 정색하며 직접 약을 살필 것을 명한다. 여기에 媤母까지 가세하여,

부부지간은 지극히 친애하고 공경해야 되며, 아들이 비록 작은 실수를 저질렀으나, 여자는

지아비를 따라야 된다며 타이르니, 영혜는 마지못해 受命하고, 임유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고 통쾌해 한다.

그러던 와중에 현성이 문안을 온다. 유는 지난번 현성이 자신을 만만히 여겼다는 이유

로 예의를 갖춰 대접하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영혜가 자신을 冷待한다며 푸념을 늘어놓는

다. 이에 현성은 禍苦을 겪은 뒤 만났으니 부부 간의 和樂을 이을 것이지 어찌 不順하냐

며 누이를 타이른 뒤 돌아간다. 결국 영혜는 남편의 병환이 염려되어 謝罪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줄 모르는 유는 되레 소선주의 행사를 본받으라는 厚顔無恥한 태도를 보

인다. 남편의 기가 찬 행동에 더 이상 큰 기대를 않게 된 영혜는 스스로를 옹졸하다 낮추

고, 승리한 기분에 도취된 유는 無言大笑한다. 사오일 후 임유는 병이 나음을 일컫고 아

내도 괴롭히지 않게 되니, 아들의 달라진 태도에 媤父母는 기뻐하며 며느리를 칭찬한다.

바야흐로 유는 寬免된다. 그러나 이전의 방탕한 태도를 고치지 못하여 또 한번 영혜에

게 屈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영혜는 歸寧하여 그간의 사정을 母親 현희에게 하소연한다.

현희는 딸을 위로하면서 지난 날 남편 장희가 자신을 원수와 같이 대해 서러웠던 일을

들려준다. 이를 가만 엿듣던 희는 딸의 고집이 옳다며 자신이 사돈과 만나 직접 이야기하

겠다며 나선다. 수일 후 희는 사돈을 찾아가 前事를 설파한다. 하지만 임희는 아들의 비

행을 야단치기보다 며느리의 처신을 강조하니, 답답한 장희는 이러한 태도의 부당함을 지

적한다. 결국 영혜는 부녀자의 도리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은 풀리지

않은 채 이야기는 끝난다.

⑥-前 장현성-진천주: 단소저와 婚姻한 장현성은 아내의 용모에 크게 실망한다. 그러던

어느 날, 千古絶艶을 갈망하던 뜻에 변함없던 현성은 우연히 벽앵이라는 집안 시녀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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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친다. 현성은 앵의 花容月態에 넋을 잃고, 황급히 제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끌고 오라

명한다. 유모 탕구는 女息의 無禮에 請罪하고, 현성은 주군을 내외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

며 벽앵에게 外堂 소임을 맡긴다. 다음 날 아침, 현성은 벽앵을 재촉해 세숫물을 가져오

라 명한다. 그리고서는 대뜸 방에 들어선 벽앵의 손을 잡더니 자신의 명을 순순히 따른다

면 良役을 면케 해준다며 입을 맞춘다. 이에 벽앵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영문을 모르는 단

소저는 현성의 말만 믿고 벽앵을 방자하다며 叱責한다.

그러자 현성은 가볍게 다스려서는 안 될 죄라며 오늘 밤 書室 시중으로 벽앵을 들일

것을 명하니 소저가 응낙한다. 사태의 불안을 느낀 벽앵이 위기를 모면한 방도를 찾던 중

단소저에게 書簡을 보내 간언하지만, 소저는 앵을 불신하여 서둘러 書室로 갈 것을 재촉

한다. 이에 탕구가 혹여 앵이 重刑을 입을까 걱정되어 함께 따라 나서는데, 난간에 서 있

던 현성이 홀연 탕구를 따로 부르더니, 앵을 첩으로 삼는 대신 모녀가 화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며 開諭한다. 탕구는 단소저가 알게 될까 걱정된다며 申申當付하고, 현성은 단소저

를 찾아가 앵을 중옥에 가두었다 전하라고 시킨다.

이윽고 단소저를 만나 돌아오던 탕구는 書室에서 현성이 벽앵을 겁박하는 현장을 목격

한다. 현성이 칼로 위협하다 안 되어 甘言美語로 달래니, 벽앵은 바닥에 놓인 칼을 집어

자신의 목을 찔러 혼절한다. 그러나 현성이 놀라기는커녕 그 옷을 벗겨 동침하니, 중간에

의식을 되찾은 벽앵이 현성의 荒淫에 놀라 소리친다. 그러자 현성은 일말의 부끄러움 없

이 자신의 행동을 당당히 설명한다. 난생 처음 겪는 고통에 벽앵이 또 한번 기절하지만,

현성은 淫亂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잠시 뒤 현성이 자신의 지나친 행동을 뉘우치고 앵

을 어루만지는데, 정신이 든 벽앵이 어미를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한다. 현성은

벽앵의 팔을 보여주며, 음양을 통한 여성에게는 앵혈이 사라진다고 일러주며 웃으니, 앵이

더욱 失性大哭한다. 창밖에서 탕구가 기침을 하니 현성은 들어오라 명하고 調攝하라 이른

뒤 자신은 방을 나간다. 탕구는 통곡하는 벽앵을 안고 好言으로 위로한다.

한편 단소저는 침소로 돌아온 현성을 보고 벽앵을 重治한 줄 알고 기뻐한다. 현성은 앵

을 欌房에 두었으니 자신의 명령 없이는 부르지 말라 이른 뒤, 혹여 의심할까 싶어 그날

소저와 일부러 異姓之樂을 나눈다. 문득 날이 저물고 현성은 書案 위에 놓인 벽앵의 書簡

을 발견한다. 뛰어난 문장에 놀란 현성은 한편으로 벽앵이 下流인 것을 안타까워한다. 다

음 날, 벽앵이 걱정된 현성은 때를 엿보아 書室을 찾는다. 벽앵이 死生의 기로에 처해 있

는 것을 본 현성은 급히 의원을 부른다. 벽앵을 진맥한 의원이 놀라, 무릇 음양 교환에도

때가 있는데 여아에게 망령된 행동을 하여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다며, 재차 경계할

것을 이른 뒤 약을 처방한다. 십여 일이 지나 벽앵은 瘡痕을 회복하고 정신을 되찾는다.

현성이 다시 한번 틈을 엿보아 書室을 찾자, 벽앵은 두려움에 식은땀을 흘리고, 현성은 자

신의 사랑을 어찌 모를 수 있냐며 含笑한다.

하루는 벽앵이 書室을 벗어날 計巧를 세운다. 겨우 걸음을 옮겨 단소저의 夾室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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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소저는 外堂에서 죄를 더 반성할 일이지 무슨 생각으로 이곳에 왔냐며 叱責한다. 벽

앵은 잠시 머뭇하다 현성의 핍박을 고하고, 소저는 벽앵의 팔에 앵혈이 없는 것을 확인하

고는 大怒한다. 마침 현성이 들어오더니, 賤婢가 간언을 짓는다며 시치미를 떼자, 소저는

侍奴로 嚴刑하는 것이 옳다며 십여 장을 내린다. 벽앵의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고 살이 상

하니 현성은 그 모습을 보고 心痛해 한다. 현성은 그 즉시 앵을 書室에 도로 가두라고 명

하고 탕구도 그 안에 같이 넣는다. 그러나 소저는 현성이 이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의

심하고, 차후 시녀들과 그 뒤를 譏察할 것을 계획한다.

한편 벽앵의 상처가 걱정된 현성은 틈을 엿보아 書室을 찾는다. 신음하는 벽앵 옆에 잠

이 든 탕구를 깨워 약을 얻어 오라 명하는데, 그 순간 인기척이 들려 뒤를 보니 단소저가

서 있었다. 분개한 단소저가 소리를 지르며 칼로 벽앵의 雲鬟을 베니, 현성은 大墳하여

소저의 칼을 빼앗는다. 家內가 소란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장두가 시녀를 보내 확인하는

데, 시녀가 돌아와 그 대강 곡절을 고하니, 화가 난 장희 부부는 부친 장두에게 자식을

嚴治할 것을 간한다. 그러자 두는 현성이 비록 방자하지만 그 나이가 어리고, 또 과거에

그의 叔父 장우도 不告而聚를 하였지만 자신은 매 한번 든 적 없다며, 이십 장이 가하다

이른다. 희는 현성을 잡아들여 십여 장을 내려친다. 이어 탕구와 벽앵을 잡아 오라 명하

는데, 희는 벽앵을 한번 보자 下賤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다. 벽앵이 친자인지를 묻자

탕구가 답변을 머뭇거리거늘, 유이랑이라는 사내가 들어오더니 팔 년을 찾아 다녔다며 탕

구를 보고 외친다.

벽앵은 기실 진가숙의 長男 진협의 딸이었다. 하루는 천주가 유모 도화와 함께 봄꽃을

구경하고 있는데, 마삼구라는 남자가 그 벗 유이랑과 함께 찾아온다. 마삼구는 백정으로

도화의 예전 남편이었다. 삼구의 호방한 성품을 늘 미흡하게 여기던 도화는 그와 이별한

후 바로 진府에 들어갔는데, 삼구는 그런 도화의 無情을 오래토록 恨하였다. 그런데 마침

그 벗과 閒遊하던 중 도화를 마주치니, 隱情을 참을 수 없던 삼구는 천주를 빼앗아 이랑

에게 안기고, 자신은 도화를 풀숲으로 끌고 간다. 도화가 부득이 몸을 허락하고 나오니,

이랑은 천주와 사라진 뒤였다. 도화는 大驚하여 진府에 所由를 고한다. 진府에서 백방으

로 천주의 행방을 수소문하지만 결국 찾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협은 딸의 厄運

일 뿐이라며 도화와 삼구를 용서하니, 삼구는 감격하여 이랑을 반드시 찾아 은혜를 갚겠

다고 다짐한다.

한편 이랑은 천주를 유괴한 뒤 노일관의 집으로 향한다. 일관은 단홍의 婢夫로 탕구의

남편이다. 아내 탕구와 두 딸이 단홍의 妻 고부인 아래에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興販하

여 贖良하려 했지만 거절당한다. 설상가상으로 부부가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에게도

나이가 차거든 侍女로 들일 것을 명하니, 일관은 이랑에게 평소 자신의 아이를 대신할 근

본 없는 아이를 데려오면 비싼 값을 쳐주겠다고 이른다. 그런데 실제로 이랑이 천주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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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오니 일관은 기뻐하며 백금을 주고 사들인다.

몇 년 후 일관은 병이 들어 죽고 재산을 탕진한 탕구 모녀는 단府로 불려 들어간다. 탕

구는 하는 수 없이 천주를 벽앵이라 이름 짓고 親母인 척 행동한다. 단홍 부부가 벽앵의

花容月態를 아끼고 사랑하니, 단소저는 벽앵을 시기하고 미워한다. 세월이 흘러 단소저가

현성과 婚姻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벽앵은 남자 보기를 싫어했으니, 단홍은 주인이니 어

쩔 수 없다 해도, 그 친척 또한 일절 보지 않았다. 이에 시녀 소임을 거부하려는 벽앵의

행동에 화가 난 단소저가 매를 들지만, 벽앵은 그 뒤로도 書室 안에 숨어 지내며 돌아다

니려 하지 않았다.

한편 이랑은 천주를 팔아 번 돈을 몇 년이 되지 않아 모두 탕진한다. 이천주를 납치하

였다가 다시 팔 요량으로 탕구가 사는 곳으로 향하는데, 이랑의 행색이 초라한 것을 본

船主가 뱃삯을 요구하자, 이랑은 자신을 진府의 문인이라 속인다. 그런데 마침 그 배에는

이랑을 뒤쫓던 삼구가 타고 있었으니, 이랑은 그 자리에서 붙잡혀 진府로 끌려간다. 천주

를 일관의 집에 팔았던 사실을 고하자, 진府에서는 황급히 말을 몰아 일관의 집에 오른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다른 노인이 살고 있었으니, 일관은 이미 죽은 지 오래고, 탕구는

가산을 탕진하여 그 딸과 함께 어떤 상전의 시종으로 들어가려 했다고 일러준다. 이에 모

두가 절망하고 이랑은 죽을죄를 지었다며 진협이 써준 문서를 돌려주고 자결하려 한다.

그러자 진협은 이랑을 달래 집으로 데려와 쉬게 하면서, 만일 천주의 거취를 찾아 주거든

前罪를 묻지 않고 큰 상을 주겠다고 약속한다. 이에 이랑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천

주를 찾겠다고 맹약하고 길을 떠난다.

이랑은 탕구를 붙들고 팔 년을 찾아 헤맸다며 기뻐한다. 장희의 심문에 탕구는 벽앵의

근본을 사실대로 고하고, 이랑은 그간의 사정을 토로한다. 희는 급히 진府에 알리라 명한

뒤, 두를 찾아가 벽앵의 근본이 밝혀진 이상 重責하는 것이 옳다 간한다. 두가 허락하니,

희는 현성을 불러 오십 장을 猛打한다. 그 후 침소로 돌아온 현성은 탕구를 불러 주인을

잘못 인도한 죄가 크다며 嚴杖을 내려 앙갚음을 한다. 이를 본 장희는 아들을 駭怪罔測하

다 여기지만, 가히 책망하지 못한다.

이랑이 진府에 이르러 현주를 찾았다 고하자, 진가숙 父子는 서둘러 장府로 향한다. 탕

구는 벽앵에게 그간의 사정을 고백하고, 자신의 근본을 알게 된 천주는 크게 놀란다. 잠

시 뒤, 장府에 도착한 진가숙 父子와 천주가 극적인 상봉을 한다. 그러나 천주는 진府로

돌아간 뒤에도 팔 위에 앵혈이 없는 것을 수치로 여기며 원통해 한다. 사정을 알지 못한

母親 백부인은 현성이 남편이 된다면 남녀 간의 有情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딸을 위로한

다. 그러나 천주는 鬱鬱한 심정을 견디지 못해 결국 書簡을 남긴 뒤 夜陰을 틈타 우물에

투신한다.

그날 밤, 뒤늦게 천주가 사라진 사실을 깨달은 도화는 급히 정당에 고하고, 장府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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變報를 전해 듣고 서둘러 진府로 향한다.

장희가 직접 옷을 벗어 우물에서 반쯤 들어 올려진 천주를 건지자60), 사람들은 혼절한

천주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 여러 날을 극진히 구호한 끝에 천주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

찾으니, 희는 혹여 천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더라면 현성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며

분개한다. 그러자 두는 家道는 온화함이 귀하다며 현성을 용서할 것을 권하고, 희는 그대

로 따른다.

다음 날 희가 병상에 누운 천주를 문안하기 위해 진府를 찾는다. 천주를 달래며 우물에

투신한 까닭은 묻지만, 천주는 현성이 자신을 强逼한 일을 사실대로 토로하지 못한다. 대

신 십일 년 동안 인륜을 모르고 지낸 온 것이 죄가 된다고 여겨 투신한 것이라 속이니,

희는 미소하며 천주에게 약 수십 첩을 지어주고는 撫愛한 뒤 돌아간다. 그 뒤로도 소저는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父母와 장희의 慈愛之心에 감격해 결국 回心한다. 한편 현

성은 진府에 가 있는 천주를 寤寐不忘 그리워하지만, 진협은 현성이 단소저와 和樂하여

자식을 낳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차거든 천주를 보내주겠다 이른다. 부당한 처사라며 괴로

워하던 현성은 計巧를 내어 천주에게 書簡을 보내지만, 중도에 진협에게 발각되어 叱責을

받는다.

그러던 중에 장府에서 난주가 구미호에게 붙잡혀 死生을 모르게 된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으로 마음이 심란해진 장두는 장府에 慰問을 온 협에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딸 천주를 開諭하여 현성과 成婚시킬 것을 제의한다. 협은 두의 제의를 선뜻 거절할 수

없어 두 사람의 婚姻을 허락하고, 本府로 돌아온 협은 가숙에게 이러한 所由를 전한다.

그러자 가숙은 천주가 成婚한 후에는 현성과 단소저 사이를 仲裁할 일이 많아질 테니, 한

달에 보름 정도는 진府에 두고 쉬도록 제안해볼 것을 이른다.

한편 천주는 그날의 恥辱을 생각하면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주변의 뜻을 저버릴

수 없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하루는 창밖을 보는데 앵

무리 한 마리가 날아들더니, 하늘의 뜻을 어기면 재앙을 면키 어렵다며 운다. 천주를 開

諭하러 침소에 찾아온 진협이 그 광경을 보더니 신기한 짐승의 말을 허언으로 듣지 말라

며, 현성과의 吉日이 정해졌으니 兩家의 和氣를 생각해 오늘 안에 그 뜻을 밝힐 것을 재

촉한다. 천주가 마지못해 현성과 婚姻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진협은 기뻐하며 결혼 후

한 달에 보름씩은 친정에 머물 수 있도록 할 테니 안심하라고 타이른다. 하지만 기실 천

주의 속마음은 父母와 다르니, 여러 말이 無益하다고 생각하여 그저 주어진 상황을 받아

들인다.

마침내 현성과 천주가 婚禮를 올리니 부부는 新房에서 은근한 정을 나눈다. 다음 날,

60) 燕京本에는 ‘진협’이, 藏書閣本에는 ‘장희’가 천주를 우물에서 건져낸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兩本의 이어지는 내용을 살필 때, 전자보다는 후자가 원전의 내용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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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가 먼저 단소저의 처소에 찾아가 오래 사모하던 情懷를 펼친다. 이에 소저가 자신의

지난 잘못을 뉘우치니 두 사람은 敵國이면서 서로가 恭敬禮待하는 사이가 된다. 한편 가

숙은 장두에게 한 달에 보름씩 손녀가 손녀사위와 더불어 歸寧할 수 있게 해 달라 청하

자 두가 흔쾌히 허락한다. 그러나 부부가 歸寧한 뒤에도 천주의 태도는 여전히 冷冷하니,

현성은 천주를 달래다가 자신을 경멸한다고 이르고 자포자기하여 잠이 든다. 이를 窺視하

던 백부인은 사위의 愛重한 태도를 기뻐하면서도 딸의 심한 冷待에 답답해한다.

다음 날 천주의 冷待로 자존심이 상한 현성은 朝飯도 들지 않고 돌아가니, 협은 웃으며

딸에게 敬順之道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한편 현성이 장府에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돌아

오자, 부부의 사정을 눈치 챈 희는 남편이 沈重히 행동하면 자연 아내가 따를 것임을 訓

戒한다. 이후 현성은 천주가 자신을 冷待하더라도 憤鬱함을 참고 敬待한다. 老成해진 효

성을 보고는 자신의 태도를 더욱 반성하니, 단소저와 편애 없이 대하자 천주와의 관계도

자연 회복되고, 부부는 다시금 화목한 사이가 된다.

⑥-後 장현성-진천주: 황제가 장추성과 국사를 논의하던 중, 도적의 무리가 중국을 침범

한다는 變報가 날아든다. 소문에는 위달의 强勇이 무적하고, 걸안과 합병하였다고 한다.

위달의 위무가 두려운 조정 대신들 중에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으니, 추성과 현성이 출정

을 자원한다. 이에 황제는 장추성, 진협, 장현성, 설경문 등에게 직책을 부여하고 다음 날

바로 발행할 것을 명령한다.

추성이 양주에 이르러 위달에게 격서를 보내니, 위달은 다음 날 승부를 겨룰 것을 제의

한다. 兩軍이 대적하던 중 위길이 진언을 외니, 홀연 검은 안개와 구름이 사면으로 깔려

明軍은 시야를 잃고 만다. 퇴각하던 明軍이 위달의 군대에 밀리고, 협은 위길의 요술에

걸려 큰 부상을 입는다. 이에 추성이 주문을 외우니, 위길이 펴놓은 운무가 사라지거늘,

明軍은 다시 진격하여 위병을 대파한다.

협의 병세가 심상치 않자, 추성은 장희가 준 약을 먹이고 주문을 외워 병을 치료한다.

그러다 돌연 추성이 군사들에게 무장을 풀고 술을 먹고 즐기자 하니, 이를 염탐하던 위병

이 본진으로 돌아가 明軍의 소식을 알린다. 위달은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야음을 틈타 기

습할 것을 계획한다. 그러나 이는 기실 추성이 위달의 군대를 기만하기 위한 작전이었으

니, 추성은 머지않아 위병이 쳐들어올 것을 예측하여 四門에 군사를 매복하고 지함을 설

치한다.

이윽고 四更이 되자 위달과 위길, 걸안이 四門을 통해 일제히 진격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진중은 비어 있으니, 뒤늦게 明軍의 계략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위軍은 다급히 퇴각

명령을 내린다. 순간 복병이 일어나고, 위달과 걸안이 지함에 빠지니, 추성과 경문은 이들

을 꺼내어 생포한다. 한편 협은 도망치던 위길을 추격하지만, 푸른 연기가 협의 몸을 감

싸고 흩어지지 않자, 추성이 서둘러 주문을 외워 위길의 머리를 베고 협을 구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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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위軍과의 전투로 협이 큰 병을 얻으니, 추성과 현성이 온갖 약을 써 구호해보지

만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本府에 서신을 부쳐 연유를 고하자, 뜻밖의 변고

에 놀란 아들 진학사가 병소에 먼저 도착해 밤낮 정성을 다해 구호하고, 이어 아내 엄부

인과 딸 천주가 차례로 도착한다. 추성은 자신이 먼저 京師로 돌아가 황제를 알현하고 올

터이니, 현성에게는 진府로 모시고 돌아가 丈人을 구호할 것을 이른다.

황제는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추성을 맞으며 승전 행렬을 마련하는데, 다음 날 문득 양

주로부터 협의 訃告가 날아든다. 추성이 서둘러 진府에 이르니, 진학사는 자신의 손을 찔

러 병상 위에 누운 협에게 피를 먹이고 있고, 진가숙은 오열하고, 엄부인은 곡기를 끊어

따라 죽으려 하고 있었다. 한편에서 천주는 모두가 부질없다며 말리는 가운데에서도 식음

을 전폐한 채 후원에서 칠일 禱祝을 고집하고 있으니, 추성이 진府에 도착한 날이 천주가

禱祝을 올리기 시작한지 오 일 째 되는 날이었다.

그런데 문득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협의 시신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니, 놀란 추성은 황급

히 약을 먹이고 은침을 놓는다. 이윽고 협의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천주가 떠오른

추성은 후원을 다급히 찾아간다. 이틀 전 심한 폭설이 내린지라, 천주의 온몸은 이미 얼

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놀란 추성이 서둘러 가마에 실어 內室로 옮기니, 지각이 없는 가

운데서도 천주는 媤父母의 안부를 묻고, 親父의 生道를 걱정한다. 마침 엄도사가 보낸 동

자가 一封書와 神藥 수십 첩을 들고 진府에 이르니, 협이 그 약을 먹고 기운을 바로 회복

한다.

父親의 병을 극진히 구호하던 현성의 정성에 감동한 천주는 전일 불복하던 마음이 사

라지고, 현성 또한 천주를 호방한 기색 없이 대하거늘, 부부 사이가 자연 화락해진다. 수

일 후 황제는 어필로 ‘효문 정충 위국 위현 왕’이라 적힌 현판을 장府에 하사하고, 천주에

게는 표창하며 ‘효열’이라는 칭호를 내리니, 천고에 없던 영화를 누린다.

⑦ 장추성-순채염: 아내 소선주가 조재악의 계략에 휘말려 유배행에 오르니 장추성은 하

루 밤 사이에 홀아비 신세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철상서가 장영혜와 임유의 중매를 선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장府를 찾는다. 장우와 대화를 나누던 철상서는 추성의 再娶에 관

한 의사를 묻는다. 자기 처남의 畢女가 혼처를 구하고 있다며 선주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

니 權道를 행하자는 것이다. 우는 형인들 조카의 입장을 생각해 말리진 않을 거라며 再娶

에 적극적인 의사를 내비친다. 철상서는 바로 소府로 돌아가 이러한 소식을 전하고, 추성

의 丈人 소잠은 이를 듣고 기뻐한다.61)

61) 본문에서는 소잠이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이는 아마도 뒤의 내용

과 연관이 있지 않은가 한다. 즉 소잠은 딸 선주가 夭折하지 않으려면 사위 추성을 순家와 再婚

시켜야 한다는 異人의 卜說을 取信했는데, 이에 비추어 보자면 해당 장면은 소잠이 철상서와 더

불어 추성의 再娶를 기획하고 사전에 접근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丈人이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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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추성이 황제의 聖旨를 받들어 무창에 鎭撫使로 파견된다. 하루는 관아에 순채

희라 소개하는 소년이 찾아온다. 멀리 香名을 듣고 趨拜를 하기 위해 들렀다고 하니, 추

성은 그의 秀出한 기질에 그만 넋을 잃고 만다. 그의 玲瓏하고 嚴肅한 태도가 아내 소선

주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추성은 다시금 이성을 되찾고, 그가 男

服한 아녀자란 사실을 눈치 챈다. 소년이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니, 추성은 傾城傾國할 미

모를 지니고 있으면서 閨行을 저버리는 저의 태도에 안타까워한다. 그러다 홀연 아내 선

주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해지니, 이 곧 대장부의 행실이 아닌 것을 알기에 마음을 다

잡는다.

며칠 후, 추성 앞으로 순채희가 보낸 書簡이 도착한다. 여자 一身의 終身大事를 그르치

고 싶지 않아 멀리 香名을 듣고 男服을 한 뒤 찾아온 것이라며, 이것이 비록 예의에 어긋

나는 행동인 줄 알지만, 자신을 버리면 深閨의 有髮僧이 되리니, 부디 淫亂한 뜻이라 여기

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다. 추성은 迂闊하고 明朗한 여자라며 자신을 好色漢으로 알고 접

근하는 듯한 채희의 태도에 분노한다.

몇 개월 뒤, 추성은 이부상서에 제수되어 歸京한다. 하루는 소잠이 異人으로부터 들은

卜說이라며, 장府에 두 가지 예언을 전한다. 하나는 선주 부부가 8년 동안 厄을 앓을 것

인데, 병을 앓던 중 자식을 나을 것이니, 그 아비가 수년 뒤에 알게 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추성의 月氣가 또 한번 매인 곳이 있으니 순家의 처자와 반드시 婚姻하게 되리라

는 것이었다. 그리고 만일 두 예언을 시행치 않으면 선주가 夭折할 것이라 하거늘, 그날

마침 선주에게 胎氣가 있다는 소식을 접한 잠은 이러한 예언을 더욱 取信케 된다.62)

순채염의 婚事를 걱정하던 순복은 선주의 유배행으로 추성의 琴瑟이 끊어졌다는 소식

을 접한다. 이에 다시 한번 철상서로 통혼하지만 득의치 못하고, 무창에 파견되었다기에

직접 찾아가 求婚의 뜻을 내비치지만 듣질 않는다. 그러자 채염은 추성이 과연 어떤 인물

인지 자신이 직접 보고와 판단하겠다고 한다. 딸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복이 마지못해 허

락하니, 채염은 男服을 한 뒤 만나보고 돌아와 추성과 婚姻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다. 이

에 복이 소잠을 찾아가 所希를 전하자, 잠은 과거 異人이 했던 卜說을 떠올려 再娶를 응

낙한다.

의 再娶를 기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어진 각주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62) 이러한 내용은 시간의 흐름상 더 앞에 오는 것이 맞는데, 아마도 작자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

하기 위한 전략적 의도로서 장府의 再娶 의사를 듣고 기뻐하는 丈人의 모습을 이야기의 서두에

제시하고,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는 내용을 뒤쪽에 배치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와 비슷한 구성

방식은 설경문-장난주 부부 이야기에서도 확인된다. 물론, 필사상의 오류에 따른 錯簡일 가능성

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아쉽게도 藏書閣本에는 해당 권이 逸失되어 상호 대비를 통한 확인이 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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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잠으로부터 전후수말을 듣게 된 장두는 손자 추성이 孫婦의 민망함을 돌아보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한다. 더욱이 장희가 非禮之言이라며 잠의 제안에 정색하거

늘, 추성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해 한다. 그런데 마침 진가숙과 양무가 장府에 일시에

들르니, 잠은 이들에게 희를 설득해줄 것을 간청한다. 희가 마지못해 허락하자, 복은 기뻐

하며 서둘러 딸에게 소식을 전한다. 그러나 채염이 되레 기뻐하는 기색이 없으니, 순복이

그 이유를 묻는다. 그러자 채염은 終身大事를 그르치기 싫어 마지못해 추성을 좇은 것뿐

이라며, 그가 비록 응낙하나 正道라 하기 어려우니 평생의 한이 될 것이라 답한다.

이윽고 吉日이 되어 婚禮를 치르니, 추성은 채염에게 침상에 오를 것을 권한다. 채염이

禮記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妻가 侍寢할 밤을 妾이 대신할 수 없다며 夾室로 가려 하

자, 추성은 채염의 손을 붙잡고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추성은 비록 그 행실이 아

름답지 못하나 이미 자신의 사람이 되었으니 매몰찰 수 없다고 여겨 隱情을 아끼지 않으

니, 채염은 그 爲人에 감탄한다. 다음 날, 일가족이 모여 선주와는 사이가 좋지 못하면서

채염에게는 繾綣한 情이 극진하다며 희롱하니, 모두가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한다.

⑧ 설경문-장난주: 장난주는 양난주의 소생으로 장우의 長女다. 하루는 장우가 친한 벗

설국의 집에 찾아가 한담을 나누던 중 우연히 그 아들 경문의 玉骨英風에 반해 求婚을

하게 된다. 장희는 국의 爲人이 虛薄한 것을 염려하니, 이야기는 삼 년 전으로 거슬러 올

라간다.

경문은 父親과 더불어 雪景 유람을 떠난다. 母親 계부인이 아들의 遠別을 아쉬워하자,

경문은 자신의 書辭가 담긴 錦囊을 끌러 주며 위로한 뒤 발행한다. 한편 백영은 제자들에

게 도를 가르치다 石匣 속에 가둬놓은 구미호가 사라진 사실을 깨닫고는 서둘러 京師로

향한다. 京師를 구경 다니던 구미호는 우연히 설府의 後園에 들어가게 된다. 마침 구미호

는 그곳을 산책하던 계부인을 엿보게 되고, 계부인의 千古絶艶을 탐한 구미호는 밤사이

부인을 납치하여 깊은 산중으로 날아간다. 그런데 순간 공중에서 구미호를 叱責하는 소리

가 들리거늘, 놀란 구미호는 달아나고, 계부인은 다행히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하지만 구미

호가 계부인으로 둔갑해 설府로 들어가니 아무도 이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한다.

삼일 뒤, 父子는 유람을 마치고 本府로 돌아온다. 그러나 경문을 맞는 부인의 태도가

이전과 달리 쌀쌀하니, 경문은 자신의 誠孝가 천박하여 자애를 잃었는가 싶어 깊이 자책

한다. 그리고 그날 밤, 부인은 아들이 장성하였으니 침소를 內堂에서 書室로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 제안하고, 국은 아들과 일시도 떠나려 하지 않더니 며칠 사이에 태도가 바뀌

었냐며 웃는다. 그날로 부부는 아들이 書室에 있는 것도 잊고 惑溺한다. 부인이 공공연히

아들의 없는 허물까지 做作해 叱責하니, 국은 경문이 부인을 경시한다고 여겨 議婚을 꺼

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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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식을 되찾은 부인은 눈앞에 비구니의 무리를 보고 놀란다. 한 비구니가 다가와

자신을 도월산 암자의 청원이라 소개한다. 이에 자신을 다시 설府로 데려다 줄 것을 청하

는 부인에게 청원은 천운을 거스르면 재앙이 따를 것이라며 암자로 같이 갈 것을 권한다.

부인은 하는 수 없이 이들과 동행하는데, 도월산 암자에 이르러 청원은 유금은이라는 조

카 하나를 소개한다. 양갓집의 자제이지만 早失父母로 자신이 대신 맡고 있다면서 부인의

옆에 두고 일을 맡길 것을 권한다. 그러자 부인은 금은이 천인도 아닐 뿐더러 은인의 조

카인데 어찌 시녀항에 둘 수 있냐며 딸과 같이 돌보며 아낀다.

다음 날, 부처탄강일이 되자, 부인은 청원의 권유로 금은과 불전에 예배를 드리게 된다.

부인이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남편과 아들 생각에 슬퍼하자, 청원은 부인을 假稱하는 자

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라며 위로한다. 이어 청원이 가족과의 團員을 위해 諸

佛의 袈裟를 지어 공양할 것을 권하자, 부인은 정성을 다해 諸佛의 袈裟를 지어 입힌다.

諸僧은 그 솜씨를 보고 과연 신선의 조화라며 감탄해 한다. 부인은 이후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 가족과의 團員을 祝願하고, 금은도 옆에서 부인을 정성으로 모시며 위로한다.

바야흐로 삼 년이 지나, 경문은 장우의 눈에 들어 婚事를 이룬다. 장府에서는 신랑의

玉骨英風에 기뻐하지만, 설국 부부는 옆에 서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 父母가 기뻐하

지 않는 모습에 경문은 마음이 심란해진다. 경문은 新房을 찾을 생각도 없이 書室에 혼자

누워 悲泣한다. 밤늦게 게을리 일어나 新房을 찾으니, 신부의 傾國之色에 홀연 마음이 달

라진다. 경문은 기쁜 마음에 난주를 붙들고 침상에 오르려 하는데, 난주가 겁을 내는 모

습을 보고는 애처로운 생각이 들어 편히 쉴 것을 이른 뒤 잠에 든다.

경문의 老成한 태도에 부부는 이후로 和樂하지만, 며느리를 대하는 부인의 峻責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참다못한 유모가 장府에 고하고, 장府에서는 난주의 신세를 한탄하며 걱

정한다. 더욱이 부인이 부부에게 자신의 명령 없이 內堂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이르

니, 경문은 書室에 틀어박혀 자신의 過誤로 아내가 父母의 미움을 산 것이 아닌가 자책하

고, 난주는 후원 벽실에 갇힌 채 媤母가 시키는 針線에 정신없는 나날을 보낸다.

구미호는 난주를 죽여 그 절세한 容顔과 精氣를 더하고자 한다. 그러나 밤마다 유모가

난주를 死力으로 받들어 모시니 좀처럼 때를 얻지 못한다. 하루는 욕정을 참지 못한 구미

호가 深堂에 자고 있던 난주를 외딴 곳까지 엎고 나와 해하려 하는데, 순간 공중에서 날

아온 백영이 난주를 앗아가니 구미호가 놀라 달아난다. 그러나 설국의 慇愛를 잊지 못한

구미호가 다시 침당에 찾아들거늘, 잠에서 깬 유모는 난주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는 황급

히 정당에 달려간다. 그런데 이불을 헤치고 자는 계부인의 뒤로 누런 꼬리가 달려 있으니,

유모는 기겁하여 소리를 지르고, 잠에서 깬 구미호는 침소에 突入한 죄를 물어 유모를 결

박한 후 內獄에 가둔다.

한편 백영은 난주에게 전일 양난주와의 인연을 들어 자신을 소개한다. 그리고서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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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妖孼의 害를 만나 도월산에서 禳災 중이나 머지않아 액이 다해 가족이 團員할 것이라

이른 뒤 난주를 버들잎에 태워 도월산 근처로 데려간다. 백영은 一封書를 꺼내어 媤父의

건강이 위태로울 때 열어볼 것을 이르고서는 사라진다. 난주는 백영의 말을 半信半疑하면

서도 母親 양난주에게 그 신이함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는 고로 도월산에 오른다.

하루는 부인이 암자에 머문 지 오 년이 되어 심사가 더욱 悲惶하더니, 그날 밤 청원이

찾아와 난주가 妖孼의 亂을 만났으나 다행히 神人의 도움을 얻어 산 속에 방황 중이라며

잠시 나갔다 올 것을 이른다. 마침 난주는 층암절벽을 오르고 있었는데, 한 비구니가 그

앞에 죽장을 짚고 서 있더니, 자신을 의심치 말고 따라오라 이른다. 난주는 백영이 했던

말을 되새기며 비구니를 따라 나선다. 山門을 지나 어느 방에 들어가니, 그 안에는 다름

아닌 계부인이 서 있었다. 청원이 난주를 며느리라 소개하자, 계부인은 大驚하여 말을 잇

지 못한다. 청원은 난주에게 쌍가락지 한 짝을 꺼내 보여주라 이른다. 과연 그 한 짝이

자신이 끼고 있던 가락지와 쌍을 이루니, 이는 지난번 구미호에게 납치될 때 벗겨져 침상

에 떨어진 것을 유모가 계부인의 행사를 의심하며 건네준 것이었다. 부인은 난주를 안고

涕泣한다. 난주로부터 家中 소식과 전후수말을 전해 듣고는, 침소로 안내해 금은을 소개한

다. 이후 姑婦는 서로를 위로하며 세월을 보내고, 금은은 난주를 嫡兄과 같이 欽仰한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의 꿈에 부처가 나타나, 袈裟를 改備하여 날마다 禱祝한 정성이 지

극하니 夫婦母子가 오래지 않아 團聚할 것이라며, 며느리와 더불어 佛像을 重修하면 報應

이 작지 않을 것이라 이른 뒤 사라진다. 부인이 난주를 찾아가 간밤의 夢事를 의논하는데,

난주도 방금 전 자신과 같은 꿈을 꾼 것을 알고는 기이하게 여긴다. 부인이 청원을 만나

의논하고 택일하기를 청한다. 부처공양일로 날을 정해 姑婦가 諸佛을 重修하거늘, 佛像에

生氣가 流動하다는 소문이 遠近에 진동한다. 이후 계부인과 난주, 금은이 여러 해 동안

암자에 머물며 의식을 허비한 은혜를 갚고자, 繡簇과 枕屛, 錦囊 등을 만들어 팔아 그 돈

을 전부 법당에 供養한다.

한편 장府에서는 난주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모두 개탄한다. 장희는 설府의 妖孼이 있

다는 것을 明見萬里로 간파하고서는, 妖氣를 제어할 부적을 써 주머니에 넣은 뒤 장우와

함께 설府에 방문한다. 국은 장희 형제가 며느리의 거취를 물으러 온 줄 알고 慙愧하여

아들 경문을 대신 마중 보낸다. 경문에게 듣기로 內獄에 갇힌 난주의 유모도 사라졌다 하

거늘63), 장희 형제는 이미 짐작한 바라 그윽이 웃고, 설府의 사내종 단복에게 경문의 囊

帶 안에 몰래 넣으라며 부적 하나를 건네주고 돌아간다. 과연 단복이 경문의 囊帶 속에

부적을 넣으니, 그 후로 구미호가 경문을 마음대로 毆打하지 못하였다.

하루는 母親 계부인과 아내 난주가 경문의 꿈에 나타나, 父親 설국이 妖孼에게 沈溺하

63) 난주의 유모는 사실 단복의 구제를 받아 內獄으로부터 벗어나나, 단복이 아직은 장府로 가지 말

라 하여 거취를 감춘 것이다(<옥란기연> 권5, 15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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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면서, 지금의 계부인에게서 錦囊과 쌍가락지를 찾아볼 것을 권한다. 이어 부처가 나타

나더니 天氣의 도움이 있을 테니 그만 돌아가라 명한다. 夢事가 마음에 걸린 경문은 부인

을 찾아가 지난번 자신이 주고 간 錦囊을 돌려 달라 한다. 그러자 당황한 부인은 깊이 넣

어 두어 찾기 어렵다며 나중에 돌려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손에 母親이 평소 끼고 다

니던 쌍가락지가 없으니 당황한 경문은 물러나와 아무 것도 할 줄 모른다.

한편 청원은 계부인 姑婦의 厄이 다하고 인륜이 團合하였음을 알고서, 이들 姑婦를 찾

아가 書畵와 繡簇, 詩詞를 청하여 받은 뒤 길을 떠난다. 마침 추성과 유는 무옥의 난을

진압키 위해 위국에 出戰해 있었으니, 청원은 제자 한 명을 보내 繡簇을 전달한다. 그런

데 그 솜씨가 예사가 아니거늘, 繡簇의 근본을 의심한 추성은 병사 서너 명을 보내어 도

월암에서 청원을 불러온다. 청원이 書畵 십여 장과 繡簇 남은 것을 모두 보이고 돌아가니,

추성은 행여 난주가 流寓하여 도월암에 있는가 싶어 그곳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결심한

다.

사오일 뒤 도월암에 이른 추성은 書畵를 그린 부인과 소저에게 전달해 달라며 청원에

게 書簡과 金牌를 건넨다. 과연 從兄의 體法과 金牌가 분명하니, 난주는 암자에서 나와

추성과 극적인 相逢을 한다. 京師로 떠나기 전날 밤, 계부인의 꿈속에 부처가 나타나 십

년 동안의 佛供을 稱揚한다. 이어 남편 설국이 精氣를 잃어 위태한 지경을 당하지만 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른 뒤 사라지니 꿈에서 깬다.

한편 희의 부적을 몸에 붙인 뒤로 구미호는 경문을 亂打하지 못하나, 그의 父親 국은

구미호에게 精氣를 모조리 빼앗기어 病床에 앓아눕게 된다. 하루는 淫慾이 大發한 구미호

가 경문을 불러 內堂에 머물며 父親을 구호하라 명한다. 마침 부적이 든 錦囊가 끊어지니,

경문은 새 錦囊를 달고 內堂에 들어간다. 그런데 구미호가 여느 때와 달리 경문을 薄待하

지 않고 웃으며 어루만지거늘, 경문은 온몸에 땀을 흘리며 혼절한다. 놀란 유모가 달려와

수족을 주무르니, 경문은 겨우 의식을 되찾는다.

이후 경문이 부인을 찾아가 外堂으로 父親을 옮겨 조리함을 청하니, 부인은 자신이 보

기 싫어 아비를 데려가는 것이냐며 叱責한다. 결국 다시 고하지 못한 채 여러 醫員을 불

러 진맥하니, 醫員들이 하나같이 의약으로는 절대 고치지 못할 병이라 하고, 경문도 晝夜

로 蔘茶와 保米를 써 구호해 보지만 별다른 효험을 보지 못한다. 그런데 구미호는 醫員이

다녀갈 때마다 일부러 丹粧한 얼굴을 내보이거늘, 하루는 외모가 준수한 소년 醫員이 진

맥을 마치고 돌아가려 하는데, 문 앞에 서있던 부인이 再嫁를 바란다며 유혹한다. 놀란

소년 醫員이 소리치며 경문을 부르라 하자, 구미호가 바로 종적을 감춘다.

경문이 父親을 보살피고 있는 사이, 금방 다녀간 소년 醫員의 비명 소리가 들리거늘,

좌우 시녀들에게 듣기로, 부인이 再嫁를 바란다며 醫員에게 접근했다 하니, 경문은 놀라

혼절하고, 유모는 급히 부축하여 구호한다. 그 뒤 醫員들 사이에서는 설국의 병증과 계부

인의 행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醫員들은 자연 설府에 자취를 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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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員을 유혹하려던 일이 실패로 끝나자, 淫慾을 참지 못한 구미호가 다음 대상을 경문

으로 정한다. 부인이 찾아와 음식을 권하며 어루만지거늘, 毛骨이 悚然해진 경문은 母親에

게 이제 그만 돌아가 취침할 것을 권한다. 순간 大怒한 구미호가 상을 박차고 일어나더니

경문을 철편으로 亂打한다. 이에 경문은 生道가 茫然해지고, 놀란 유모는 계부인을 말리며

書室에 들인 뒤 내일 다시 다스릴 것을 청한다. 그런 뒤 유모는 단복을 찾아가 書室의 後

窓을 열어 두었으니, 들어가 경문을 구호한 뒤 업고 나와, 西門 밖 아주머니 집으로 향하

라 이른다. 단복은 그대로 행하여 西門 밖 아주머니 집에 경문을 데려다 약물로 구호한다.

이윽고 경문이 정신을 차리니, 어미를 의심하여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친 것이 부끄러

워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기운을 되찾거든 다시 府中으로 돌아가 父親의 병환을 살

피겠다며 오열한다.

한편 구미호는 더 이상 빼앗을 精氣가 없는 설국을 들어다 후원에 내다 버린다. 그날,

설국의 병이 걱정된 유모가 朝飯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는 계부인을 보는데, 病床은 비어

져 있고, 설국 대신 부인이 米飮을 마시고 있으니, 놀란 유모는 단복을 찾아가 소유를 고

한다. 그러자 단복은 경문의 유모, 난주의 유모와 위기를 타계할 묘안을 마련하고, 각자

역할 분담을 한 뒤 헤어진다.

이때 계부인 姑婦는 추성과 京師로 발행하니, 장府에서는 난주의 相逢을 기뻐하나, 계부

인의 眞假를 해석할 길 없어 혼란스러워 한다. 문득 난주의 유모가 눈물을 흘리며 들어와

설府에서 일어난 변고를 전하니, 장희 형제는 서둘러 使喚을 통해 密旨를 보내고 설府로

향한다.

한편 경문의 풍모를 잊지 못한 구미호가 書室 문을 여는데 경문의 자취가 없는 것을

보고 놀란다. 마침 朝廷에서는 계부인의 淫亂한 행실을 전해 듣고 진상을 밝히라며 刑部

의 관리를 보내니, 단복은 사태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버린 것에 근심한다. 문득

장府로부터 密旨가 도착하니, 後園의 林木을 뒤지면 설국의 거처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것과, 난주와 부인이 생존하여 還京하였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단복이 密旨에 적힌 대로 後園의 林木을 헤치니, 과연 그곳에는 빈사 상태에 빠진 설국

이 묻혀 있었다. 단복은 서둘러 국을 書室로 옮기고 장府로 향한다. 중도에 장희 형제를

만나 所由를 전하니, 장희 형제가 서둘러 설국을 찾아가, 현성, 효성 등을 불러 구호하고,

장두와 諸부인이 蔘茶와 保米를 마련하니, 설국이 마침내 生道를 되찾는다.

한편 경문은 西門 밖에서 단복을 기다린다. 그런데 문득 경문의 유모가 나오거늘, 父親

의 건강 상태를 물으니, 경문이 크게 염려할까 우려해 한결같다고 답한다. 이윽고 한 사

내종이 이르러 경문에게 密旨를 전달한다. 경문이 그 내용을 읽자마자 혼절하거늘, 유모는

급히 轎子에 실어 別院으로 향한다. 겨우 정신을 차린 경문은 父親의 병소로 顚之倒之 달

려가는데, 상의를 벗고 누워있는 국을 보자 경문은 오열한다.

문득 단복이 찾아와 장희 형제가 부른다고 하길래 나가보니, 계부인이 生還하였다며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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堂 안에 들어가 만나볼 것을 이른다. 경문이 內堂에 들어서자 계부인과 난주가 서 있거늘,

세 사람은 눈물의 재회를 한다. 순간 백영이 준 一封書가 떠오른 난주가 이를 양부인에게

전달하니, 그 안에는 설국의 병세가 위태로울 때 사용하라는 글과 함께 靈藥이 담겨 있었

다. 양부인과 난주가 황급히 추성을 불러 설국의 병소로 향하는데, 멀리서 哭聲이 들려오

거늘, 한 시녀가 다가와 설국의 別世를 고한다. 모두가 망연자실하던 가운데, 추성이 나아

가 金針을 놓고, 경문이 斷指한 피에 백영이 준 약을 갈아 먹이니, 설국은 의식을 되찾는

다.

한편 刑部로 끌려간 설府 시녀가 府中의 일들을 낱낱이 고하니, 刑部에서 놀라 황제에

게 전달한다. 이윽고 경문의 유모가 올린 一封書가 朝廷에 도착하거늘,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황제는 설府에 병력을 투입하라 명한다. 이에 희는 민심이 요란할 것을 염려해 軍

卒 두어 명만을 거느리고 나머지는 궐하에 대기하라 이른 뒤 추성과 설府로 향한다.

이때 구미호는 경문을 잃고 통분한 나머지, 장차 美男子를 얻어 欲情을 채울 생각에 밤

이 오기만을 기다린다. 문득 바깥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리거늘, 허리에 정위 대원수라 적

힌 한 武裝 장수가 상방검을 손에 들고 들어오니, 구미호는 혼비백산 달아난다. 그러나

단복이 추성의 명령에 따라 門戶마다 부적을 붙여 놓았으니 구미호는 옴짝달싹하지 못하

고, 결국 後園의 林木 사이로 들어가 숨는다. 장희가 眞言을 외우며 요방검을 휘두르자,

그 힘에 숨어 있던 구미호가 끌려 나오고, 발악을 하며 달려드는 구미호에게 추성은 부적

을 던진다. 구미호가 부적을 입에 물고 공중으로 사라지니, 오래지 않아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거늘, 백영이 공중에서 구미호를 꾸짖고 내리친 것이었다. 추성은 구미호의 머리에

부적을 붙이고 鐵索으로 결박해 생포하니, 황제는 전후수말을 듣고 大怒하여 구미호를 火

刑에 처한다.

이로써 설府의 家亂은 진정되고 경문 부부는 처음 父母 앞에 정식으로 禮를 올린다. 이

날 부부가 숙소에 돌아와 상대하는데, 경문이 敬服欽愛하여 난주를 禮로써 청하니 夫婦之

樂이 가득하다.

⑩ 장효성-오요주: 오소저는 오흠의 손녀인데, 평소 장두와 오흠은 사이가 각별하였다.64)

그리하여 운혜의 長男 효성이 오府에 자주 왕래하였는데, 요주는 효성을 오라비라 부르며

따랐고 효성은 요주를 愛重하였다. 하루는 두 사람이 글을 지어 승부를 다투는데, 요주의

문체가 유려해 효성을 앞서자, 효성은 일부러 요주가 모르는 내용을 일깨워 승세를 역전

시킨다. 요주가 항복하지 않겠다며 효성에게 재차 겨룰 것을 제의하고, 이를 지켜보던 오

흠은 다른 놀이로 다시 겨뤄볼 것을 제안한다. 두 사람 모두 쟁쟁한 실력을 갖췄지만, 이

64) 전편 <창란호연>에서 오흠은 遊離漂泊하던 장난희를 거두어 기른 적이 있으며, 한창영과의 婚

姻을 주선하였던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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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도 효성이 요주를 제압하려 하자, 요주는 효성의 팔과 손을 세게 주물러 아픔을 참지

못하게 한다. 참다못한 효성이 한갓 놀이에 이렇듯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 하

느냐고 화를 내자, 오흠 부부는 요주를 어루만지며 효성이 너를 아녀자라고 업신여긴다며

화를 부추긴다. 이에 효성은 ‘父母가 저렇듯 자식을 편애하니 자식이 범사를 남에게 지지

않으려 한다며, 나중에 사위가 생겨도 두 분에게 크게 당할 것’이라고 하니, 모두가 크게

웃는다. 순간 요주의 얼굴이 붉게 변하고 효성이 달래도 듣질 않으니, 이후로 요주는 효

성을 따르지 않고, 장家의 형제 가운데 상종치 못할 사람이라며 떠들고 다닌다.

하루는 효성이 진파에게 요주와 친인척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진파는 현희가

오흠의 甥姪이기 때문에 기실 촌수가 없다고 일러준다. 이에 효성은 요주와 같은 천고의

미색을 두고 다른 집안에 장가 들 수 없다며 의지를 굳히니, 요주를 대하는 마음이 이전

보다 더 각별해진다. 이로부터 수 삼년이 지나 효성은 학업에 전념하는데, 그러한 까닭에

오府에 자연 발길이 끊기고, 요주는 효성이 친척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內外하게 된다.

마음이 답답한 효성은 혹시라도 요주의 마음이 바뀔까 싶어 때를 기다리지만 어언 오륙

년이 지난다. 그러던 어느 날, 父母인 장우와 운혜가 효성의 婚事를 논의하는데, 父親은

요주와 婚禮를 올리고 싶어 하고, 母親은 요주에게 마음에 없으니, 효성은 父母의 마음이

하나같지 않다는 사실에 안타까워한다. 이에 요주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다는 의지를 더

욱 굳힌다.

바야흐로 양주자사의 闕席이 생겨 도현이 差定되니 딸 요주가 함께 양주로 오르게 된

다. 도현은 딸의 婚事를 정하지 못해 우려하는데, 장우는 요주는 나이도 어릴 뿐더러, 청

혼할 곳이 있다면 任所에서 婚事를 치러도 무방할 것이라 조언한다. 한편 효성은 요주가

떠나는 것을 悵惘해 하지만, 따로 計巧를 마련해둔 것이 있어 暗喜한다. 효성은 書簡을

父親이 쓴 것처럼 위조해 양주로 보내는데, 그 내용인 즉 만일 아들과의 婚事를 허락한다

면 효성을 직접 그곳에 보내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도현은 기뻐하며 吉日을 택해 答簡을

보낸다.

그 후로 효성은 양주로 떠날 기회를 엿보는데, 일이 공교하여 外舅 이창성이 양주와 가

까운 화주에서 근무하게 된다. 효성은 심회가 울적하니 外舅를 좇아 유람하고 오겠다며

祖父 장두의 허락을 먼저 구하는데, 祖父의 뜻이라면 母親 운혜도 당연히 승낙해 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효성은 양주에 다다라 요주와 婚禮를 올린다. 그러나 婚禮를 치

르고 나서도 요주의 태도가 한결같이 냉담하니65), 효성은 혹여 자신의 小失을 알게 되면

65) 양혜란, 앞의 논문, 1995, 639면에서는 이러한 장면을 요주가 ‘不告而娶한 남편에게 묵비권으로

냉담함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맥락상 효성이 不告而娶한 사실을 요주가 아직 모르고 있

다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할 것이다. 기실 작품에서는 요주가 효성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이

유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않은데, 효성이 改過한 이후 ‘(*요주가 현성의) 그 아시젹과

다르물 항복여 공경’(<옥란기연> 권5, 149면)하였다는 서술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어릴 적과



- 60 -

더욱 불복할까 걱정하여 행실에 유의한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창성이 엉겁결에 요주의

拜禮을 받게 되고, 효성은 婚事의 所由를 자세히 물을까 염려하나, 다행히 창성은 公事가

있어 일찍 길에 오른다. 이에 효성은 화주에 들를까 하다가도 창성이 婚禮에 관해 여러

가지로 추궁할까 싶어 곧장 장府로 향한다. 장희 형제가 효성이 일찍 복귀한 것을 의아해

하니, 차마 더이상 말을 꾸며 죄를 더할 수 없다고 여긴 효성은 그간의 사정을 솔직히 고

백한다.

이에 화가 난 장우는 重杖을 더해 자식의 버릇을 단단히 고치겠다고 하고, 장희는 조카

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며 자신이 직접 말로써 訓戒하겠다 한다. 효성이 惶恐하고 부끄

러워 말 한마디 못하자, 지켜본 형제들이 웃음을 참지 못한다. 장희 형제는 父親 장두를

찾아가 敎子하지 못한 죄를 청한다. 우는 용서하지 못할 죄를 자식이 지었다며 엄히 다스

릴 것을 간한다. 그러자 두는 과거 우가 양난주를 不告而娶한 사실을 일깨우며, 손자의

杖責을 降等하기 싫다면 차라리 벽서당에 謹愼토록 보내둘 것을 권한다. 우가 물러간 후

효성이 장두 앞에 叩頭請罪하며 눈물을 흘리거늘, 두는 벽서당에서 修身하며 아비의 使命

을 기다릴 것을 명한다. 이에 효성은 벽서당도 본인에게는 과분하다며 一間草屋으로 장소

를 옮겨 장우의 使命을 기다린다.

한편 장두는 멀리 장추성의 승전 소식을 듣고 하루 빨리 還朝하기를 기다리면서도, 수

삼 삭이 지나도록 深堂에 처해 父親의 使命을 기다리는 효성과, 곤액에 처한 설경문-장난

주 부부를 떠올리며 불평해 한다. 이에 희는 우에게 효성을 그만 용서할 것을 解諭하고,

우는 마지못해 수개월만 더 지켜본 뒤 赦하겠노라고 답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효성이 寬

免되니, 자신의 지난 過誤를 뉘우친 효성의 모습에 가족들은 기뻐한다.

효성이 不告而娶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도현은 사위의 소식이 오기만을 寤寐不忘 기다

리는데, 이에 장두는 손자의 예법이 중대했기 때문에 오흠이 항복한 것이라며 웃고, 부부

는 다시 정식으로 禮式을 갖춰 婚禮를 올린다. 부부의 秀出한 자태에 모두가 칭찬을 마다

않고, 요주는 이전과 달리 老成해진 효성의 태도를 보고 공경해 따른다.

⑬ 장계성-왕소저: 장계성은 양무의 중매로 高門巨族의 왕소저와 婚姻한다. 신혼 첫날 밤,

계성이 소저와 시녀의 찬란한 복색을 지적하며, 시녀 두어 명만 남기고 전부本府에 돌려

보낼 것을 명하자, 소저가 그대로 순명한다. 다음 날 아침, 시녀들 대부분이 왕府로 돌아

오니, 그 연고를 물은 즉, 장府에 이미 시녀들이 많아 복귀한 것이라 답한다. 이어 유부인

이 젊은 부인들의 氣色에 대해 묻는데, 시녀들은 하나같이 왕소저가 가장 뛰어나다고 답

한다. 이러한 답변은 기실 부모가 걱정할 것을 염려한 소저가 왕府로 시녀들을 보내기 전

미리 가르쳐둔 것인데, 유부인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기뻐하며, 딸에게 보낼 화려한 의

다를 바 없이 浮薄했던 효성의 모습에 요주가 실망했기 때문에 냉담한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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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과 단장 제구를 더 마련한다. 그 사치함을 보다 못한 왕현이 아내를 만류하지만, 오늘

입었던 옷을 어떻게 내일 다시 입을 수 있겠냐며 따지니, 현이 체념한다.

삼사일이 지나 왕府에서 사위를 청하니, 추성은 계성에게 혹여 과한 대접을 받거든 中

道를 행하여 丈母의 눈 밖에 나지 말 것을 강조한다. 과연 추성이 염려한 대로 유부인이

갖은 음식과 화려한 복색의 시녀들로 계성을 환대하니, 그 사치를 가소로이 여긴 계성은

酒饌을 들지 않은 채 바로 집으로 돌아간다. 사위의 안색이 冷落한 것을 괴히 여긴 유부

인이 시녀들에게 그 實情을 묻자, 시녀들은 기실 왕소저의 엄명이 있어 부인을 속였던 것

이라며 請罪한다. 이에 유부인은 딸의 삶을 더 이상 피폐하게 만들 수 없다며, 本府로 데

려 오겠다며 난동을 부리고, 왕현과 왕공자는 유부인을 애써 말린다.

하루는 하간왕과 월혜가 婚禮를 올리는데, 유부인과 시녀들의 복색이 한결같이 화려하

니, 장府의 부인들은 失笑를 금치 못한다. 유부인은 장府의 부인들이 하나같이 千古絶艶인

것에 不悅해 하는 한편, 딸의 복색이 한없이 초라한 것에 실망하는데, 儒生의 妻室이라 그

렇다고 하니, 유부인은 하루 빨리 사위가 과거에 급제하기를 염원한다. 그러던 어느 날

皇孫의 탄생을 축하하는 別試가 마련되는데, 계성은 스스로 재주가 부족하다고 여겨 應試

를 거부한다. 유부인은 사위가 과거에 應試한 줄 알았다가, 뒤늦게 不參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노한다. 유부인은 婚姻을 주선한 남편을 원망하며 장府에 딸의 歸寧을 청한다.

이윽고 왕소저가 歸寧하니, 왕府에서는 사위가 같이 오지 않은 것을 서운해 한다. 장府

에서는 계성을 보내고, 유부인은 또 한번 사치를 자랑하며 사위를 대접한다. 남편과 아들

이 유부인의 사치를 경계하지만, 유부인은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그날 밤, 유부인은 딸

부부의 관계가 疎遠한 것을 窺視하고 실망한다. 수개월 뒤, 장府에서도 계성 부부가 疎遠

한 것을 걱정하는데, 계성은 이를 의식하여 남들 앞에서는 평소 왕소저와 진중한 부부인

척 행동한다. 그러나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유부인은 딸 부부의 관계가 회복된 줄 알고

기뻐한다.

바야흐로 丈人 왕현의 생일이 되니, 왕府에서는 또 한번 계성 부부의 방문을 청한다.

계성이 父命에 마지못해 왕府를 찾고, 왕소저와는 친밀한 척 행동하는데, 유부인은 딸의

팔에 앵혈이 완연한 것을 보고 남편과 사위를 원망한다. 얼마 후, 계성은 丈人과의 약속

을 지키기 위해 또 한번 왕府를 찾는다. 유부인은 사위를 시험코자 侍婢 도화를 방에 들

여보낸다. 화가 난 계성은 자신을 유혹하려는 도화를 내쫓은 뒤, 왕소저를 찾아가 부녀자

의 행실이 바르지 못해 丈母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밤새 꾸짖는다.

이에 왕소저가 夾室에 囚繫할 것을 自請하자, 멀리서 지켜보던 유부인이 달려와 딸을

만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소저는 婦德을 닦으라는 所天의 명령이라며 뜻을 굽히지

않는데, 설상가상으로 유부인과 남편 왕현이 크게 다투니, 초조한 왕공자는 母親의 죄를

용서할 것을 父親에게 재삼 청한다. 이에 그 모습을 가엾게 여긴 왕현이 아내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딸에게는 의식을 편히 할 것을 당부한다. 그러나 소저는 남편의 명령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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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수 없다며 기어코 정심당을 떠나려 하지 않는데, 아들 부부의 소식을 접한 장우는 無

罪한 며느리를 峻責하였다며 계성을 꾸짖고, 왕府에 書簡을 보내 며느리를 위로한다.

그러던 어느 날, 왕소저의 유모는 病暇를 나온 하간왕비 장월혜의 유모로부터 왕비의

근황을 듣게 된다. 왕비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夾室에 囚繫된 사실을 알게 된 소저는 書簡

을 보내 매월과 계섬이 또 다른 謀計를 劃策하여 목숨을 해할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뜻을

왕비에게 전한다. 한편으로 유모를 변장시켜 兩女의 計巧를 探聽하도록 하는 지혜를 발휘

하고, 하간왕과 하간왕비의 목숨을 구하는 데 큰 공헌을 세우게 된다. 이윽고 왕비의 누

명이 伸雪되고, 황제는 왕소저를 표창해 ‘義烈’이라는 직첩을 제수한다. 이에 장府에서는

왕소저의 행사가 ‘烈丈夫’ 같고 계성의 기질은 ‘婦女’ 같다며 희롱하니, 장두는 이제 그만

夾室에 갇힌 왕소저를 데려올 것을 명한다.

한편 왕府에서는 왕비가 누명을 벗은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딸의 봉변이 언제 끝날지

몰라 서러워하는데, 이윽고 딸이 황제로부터 封爵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유부인은 사위

가 입신하지 못하여 제 스스로 벼슬하도록 하늘이 도운 것이라며 기뻐한다. 하지만 그러

면서도 유부인은 계성의 立身만을 苦待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계성의 유모가 찾아와 유

부인을 장두의 壽宴에 초대한다. 유부인은 사위의 뜻밖의 소식에 기쁘고 다행이라 여기면

서도, 자기의 죄 때문에 딸이 深堂에 幽閉된 것을 슬퍼해 사위의 薄情을 한탄하며 거절한

다.

이윽고 유모는 왕소저가 병을 앓아 壽宴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유부인의 뜻을 장府에

전하지만, 그것이 본심이 아니란 것을 눈치 챈 장두는 父子를 시켜 다시 왕府에 보낸다.

기실 유부인은 사위가 딸을 용서하여 부르면 달려갈까 했더니 유모가 돌아간 뒤로 기별

이 없으니 초조해 한다. 홀연 장우가 계성을 데리고 찾아와 아들의 과도한 擧措를 사죄하

며 소저의 捲歸를 청한다. 이에 왕현은 아내의 유별난 慈愛가 사위를 未穩케 한 것이 되

레 문제가 되었다며 용서를 구한다.

이로써 왕소저는 장우 父子와 더불어 장府로 돌아가게 된다. 金車玉輪에 시녀가 향촉을

들고 전후로 늘어선 모습이 공주나 后妃의 화려함을 방불케 한다. 儒生의 처는 한갓 彩轎

뿐이지만 왕소저는 황제로부터 表彰을 받아 그러한 것이니, 유부인은 화려히 돌아가는 딸

의 뒷모습과 威儀 넘치는 護送 행렬을 보며 萬念을 푼다. 장두는 장府로 돌아온 왕소저를

위로하며 하간왕비의 禍亂을 補益한 공로를 크게 칭송하며 손자의 과도한 행사는 개의치

말고 부부가 화목하게 지낼 것을 이른다. 이어 장희는 조카며느리가 ‘烈丈夫’ 같고 ‘完備

烈淑’한 성품인 데 반해, 조카 계성은 ‘殘拙’하고 ‘剛斷’이 없다며 희롱하니, 모두가 웃는다.

이후로 계성은 登科하고, 유부인과도 화해한다. 유부인이 前日의 過誤를 뉘우쳐 柔順하

고 儉朴한 부인이 되니, 왕현은 사위의 덕이라 하고 왕소저는 기뻐한다.

⑭ 하간왕-장월혜: 하간왕은 황제의 친자이며 소잠의 외손이고 소선주와는 外從之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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元妃인 화비를 喪失한 뒤 매월과 계섬이라는 시비를 들여 총애하니, 元妃의 숙덕을 잊지

못해 슬퍼하는 자식을 보고 딱한 마음이 든 황제 내외는 하간왕의 簡擇을 추진한다. 하간

왕이 평소 千古淑婉을 갈망하기로 소府에서는 장월혜를 추천하는데, 황제는 장희의 굳은

성품을 달래기도 어렵거니와, 幼沖한 여아를 장성한 남자의 再室로 줄 수 있겠냐며 걱정

한다. 한편 장희는 딸 월혜가 簡選에 든 것을 悶鬱히 여겨 청탁을 내어 막으려 하는데,

추성은 하간왕이 벌써 소府에 오랫동안 왕래하였기에 그 나이와 香名은 익히 들었을 것

이라며, 이는 君上을 欺罔하는 죄가 되니 天意를 거스르지 말고 우선 입궐시켜볼 것을 간

한다.

이에 父親 장두도 贊同하기에 장희가 마지못해 따르니, 과연 하간왕은 월혜를 點指하고

있었고, 簡選에 순순히 들이지 않거든 도모하려던 참이었다. 얼마 뒤 황제 내외가 모든

여자를 殿에 올리고 친히 簡選하는데, 월혜의 進退禮節이 무리 가운데 가장 뛰어날 뿐 아

니라 그 대답이 씩씩 端嚴하니, 황제 내외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장월혜를 擇定한다. 그날

상궁의 擁衛를 받고 돌아온 월혜가 父母를 안고 悲泣하니, 장희는 이미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이라 예상했다며, 딸에게는 자신이 직접 上疏하겠다고 위로한다. 그러나 황제의 굳은

뜻에는 변함이 없으니, 하는 수 없이 장희는 하간왕과 딸의 吉日을 택한다.

바야흐로 婚禮를 올리니, 황제는 하간왕에게 신부가 너무 幼沖하니 나이가 차거든 夫婦

之樂을 이룰 것을 권한다. 그러나 하간왕은 ‘이십 장년의 독수공방도 어려운데 삼년을 어

찌 기다리겠냐.’며 웃고, 황제는 미소하며 袖手傍觀하는 태도로서 물러간다. 그날 밤, 신부

의 千古絶艶에 넋을 잃은 하간왕은 월혜를 핍박하려 들고, 월혜는 혼신의 힘을 다해 防遮

한다. 이에 하간왕은 그 태도에 문제가 있다며 월혜를 꾸짖고, 다음 날 梳洗도 하지 않고

나가 버린다.

이윽고 황제를 朝見할 때, 황후가 월혜의 팔 위에 앵혈이 완연한 것을 묻거늘, 하간왕

은 承順君子를 알지 못하는 월혜의 태도를 지적하며 下敎할 것을 청한다. 그러자 황제가

처음에는 수년을 기다려도 夫婦同室이 늦지 않을 것이라 했다가, 아들의 초조한 기색을

보고는 소황후도 월혜와 비슷한 나이에 태자를 낳았다며 곧장 말을 바꾼다. 그날 밤, 하

간왕은 皇命을 듣고 왔는데도 자신을 厭薄하겠냐며 핍박하고 월혜는 마지못해 許身한다.

하지만 그 후로 월혜가 하간왕을 어질게 인도하고, 하간왕이 내궁을 하루도 떠나는 날이

없으니, 매월과 계섬은 월혜를 시기해 원망한다.

어느덧 新年이 되니 월혜는 歸寧을 청한다. 적적해진 하간왕은 월혜의 모습이 선해 잠

을 이루지 못하다가, 문득 매월과 계섬을 부른다. 월혜의 冷落한 태도와 달리 慇愛가 넘

치니, 하간왕은 수일 간 兩女에게 沈惑한다. 이윽고 월혜가 비궁에 돌아오자, 兩女는 월혜

가 姦夫와 私通한다는 虛言을 흘려 하간왕을 농락한다. 이어 歸寧할 때 동행한 시녀를 매

수해, 장희가 하간왕의 爲人을 비방하고 매월과 계섬을 人彘로 만들려 했다며 僞證하도록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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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兩女와 밤새도록 嬉遊한 하간왕이 기운이 불평하여 일어나질 못한다. 그 所由

를 대강 들어 알게 된 월혜가 본궁을 찾으니, 兩女의 간교에 빠진 하간왕이 월혜를 멸시

한다. 월혜가 마지못해 請罪하니, 하간왕은 혹여 자신이 兩女에게 沈惑한 사실을 황제도

알까 싶어 바로 용서를 청한다. 그런데 그 모습이 마치 창첩을 희롱하는 것 같으니, 월혜

는 하간왕의 손을 뿌리치며 물러선다. 화가 난 하간왕이 兩女를 다시 불러 월혜 앞에서

희롱하는 추태를 보인다. 월혜가 妬名을 얻을지라도 이 일을 상전에 고하겠다 하자, 하간

왕이 그 자리에서 兩女를 돌려보낸다.

이윽고 밤이 깊어 하간왕이 월혜를 침상으로 이끌려 하니 월혜가 완강히 거절한다. 화

가 난 하간왕이 어느 곳에 다른 남자를 두었냐며, 兩女가 위조한 姦夫의 書簡을 꺼내며

월혜를 叱辱하자, 할 말을 잃은 월혜가 침묵으로 일관한다. 하간왕이 다시 위력으로 핍박

하려 드니, 월혜는 아녀자라 하여 너무 협제치 말라는 완강한 저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하간왕이 기어코 자신의 願情을 푸니, 다음 날 부끄럽고 분한 마음이 가득한 월혜는

이 역시 所天의 일이고 자기 命途라며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새벽을 맞는다. 얼마 뒤 내시

가 이르러 病後를 묻자, 하간왕은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다 이르고 나서는 어제의 일을

황제에게 절대 고하지 말 것을 분부한다.

그날 밤, 하간왕이 다시 핍박하려 들자 월혜는 夾室로 피신한다. 하간왕이 夾室 문을

박차고 들어와 大罵하는데 월혜가 涕泣하자, 순간 말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 하간왕은

조용히 침소로 돌아와 자신의 峻激함에 웃음을 터뜨린다. 그 뒤로 월혜는 父母에게 불효

를 끼친 것이 부끄럽고 슬퍼 夾室에서 杜門不出한다. 상궁이 하간왕에게 극간해 왕비를

內室로 들일 것을 청하자, 하간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친히 내려가 失言한 데 용서

를 청한다. 內室로 돌아온 월혜는 불미스러운 일을 本府에 고하지 말 것을 시녀들에게 당

부하고, 하간왕은 월혜를 함부로 침범치 못하는 대신 兩女와의 숙침이 더욱 잦아진다.

그러던 어느 날 월혜의 母親 현희가 병을 앓자, 월혜는 문안 書簡을 하루에 세 번씩 시

녀를 통해 전달한다. 하루는 兩女가 소앵을 시켜 書簡을 바꾸어 놓는데, 하간왕이 兩女의

말을 듣고서 本府로 향하는 시녀를 불러 書簡의 내용을 읽어 본다. 과연 그 안에는, 하간

왕이 兩女를 총애하여 자신을 박대하고, 父親을 奸惡匹夫라 叱辱하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

으니, 하간왕은 그 즉시 형장기구를 들이라 하여 시녀를 심문한다. 월혜가 모든 것이 자

신의 잘못이니 시녀의 벌까지 대신 받겠다고 청하자, 화가 난 하간왕은 월혜를 후원 별당

에 가둔다. 小轎에 태워 보내라는 것을 월혜가 물리치고 직접 걸어 들어가니, 하간왕은

그 당당한 모습을 欽服해 한다. 이어 좌우에 함구령을 내리며, 만일 황제가 묻거든 왕비

가 幽厄하여 度厄키 위해 후원 별당에서 禳災 중이라 이를 것을 명한다.

한편 兩女는 왕비가 은심정에 囚繫된 것을 크게 기뻐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하간왕

이 왕비에게 유모와 시녀를 갖추어 편히 있게 하고, 자신들에게는 관심조차 주지 않으니

怏怏한 兩女는 또 다른 모략을 꾸미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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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왕소저의 유모는 病暇를 나온 월혜의 유모로부터 왕비의 근황에 대해

듣게 된다. 왕비가 자신과 마찬가지로 夾室에 囚繫되었다는 소식에, 소저는 왕비를 염려해

書簡 한 통을 보낸다. 兩女가 또 다른 謀計를 劃策하여 목숨을 해할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다. 書簡을 받은 월혜는 바로 答簡을 이뤄 보내는데, 소저의 가르침을 받들어 앞

으로 더 조심하겠지만 奸人의 뜻을 맞힐 도리가 없어 앞으로의 일이 걱정된다는 내용이

었다. 答簡을 읽은 소저는 깊은 탄식에 빠진다. 이어 유모를 명해 計巧를 가르치니, 다음

날, 소저의 유모는 도적에게 家産을 잃어 流離乞食하는 이로 변장한다. 왕궁 근처로 나와

다니며 의복과 음식을 구걸하니, 자연 궁녀들과 친해져 內堂 출입이 자유로워지고, 兩女와

도 친분을 쌓게 된다. 하루는 술을 얻어먹고 일찍 자는데, 夾室에 들어온 兩女가 왕비를

살해하려는 計巧를 세우는 것을 엿듣게 된다. 하간왕의 탄일에 음식에 독을 넣어 그 죄를

왕비에게 몰려는 術策이었다. 유모는 황급히 돌아와 이 사실을 고하고, 소저는 그 즉시

書簡을 이뤄 왕비에게 왕府의 별원으로 도피할 것을 권한다. 그러자 왕비는 왕이 독을 마

실 수도 있는 상황을 傍觀할 수만은 없으니 臨時方便을 취하겠지만, 죄인으로서 所天의

명령을 어기고 처소를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答簡을 보내온다.

어느덧 하간왕의 탄일이 가까워 오고, 兩女는 탄일 당일의 計巧에 대해 다시금 논의한

다. 그런데 문제는 황제가 장희를 존중하고 왕비를 아끼므로 치독한 죄를 뒤집어씌우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순간 매월이 妙案을 내니, 향매가 일을 실패하거든 궁궐에 자객을 들

여보내 왕비을 죽인 다음, 소앵의 입을 빌려 자신이 죄상이 밝혀질까 두려워 왕비가 자결

한 것처럼 꾸미자는 내용이었다. 마침 계섬의 오라비가 궁중에 들르니, 계섬은 하간왕 탄

일에 자객의 임무를 맡아줄 것을 부탁한다. 이에 兩女의 凶計를 探聽한 소저의 유모가 황

급히 달려와 고하니, 소저는 재차 왕비에게 별원으로 피신할 것을 간청한다. 그러자 왕비

는 왕의 使命 없이 별원으로 피신하는 것은 죄가 중하지만, 그렇다고 간인의 凶計를 그대

로 당하는 것도 옳지 않으니, 대신 왕궁 농장으로 피신하겠다는 答簡을 보낸다. 그리고서

노상궁에게는 宮奴로 매복하여 자객을 잡으라고 이르고, 소앵에게는 治毒의 현장을 막은

뒤 농장으로 도피할 것을 명한 뒤, 자신은 다음 날 새벽 왕궁 농장으로 은신한다.

바야흐로 하간왕의 탄일이 되자, 兩女는 소앵을 불러 奸計를 일러준다. 그런데 과연 그

내용이 왕비가 알려준 것과 다르지 않으니 소앵은 탄복한다. 이윽고 皇親과 酒杯를 나누

던 하간왕은 주방 시녀에게 술을 더 가져오라 명한다. 兩女는 향매에게 독을 탄 술을 내

오다 실수로 엎어지는 척 하라 이르지만, 향매는 미처 그 시기를 놓치고 만다. 순간 하간

왕이 독주를 마실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닥치자, 소앵은 달려가 잔을 엎고 도망친다.

이에 푸른 불꽃이 일어나고 모두가 大驚失色하니, 大怒한 하간왕은 형장기구를 갖춰 심문

하라 명한다. 향매는 왕의 薄情을 탓한 왕비의 凶計라 진술한 뒤, 자신들은 단지 왕의 목

숨을 구하라는 兩女의 명령에 따라 잔을 엎었을 뿐이라고 변명한다. 이어 품속에서 위조

된 왕비의 書簡을 내여 올리니, 그 안에는 왕을 鴆殺하고 兩女를 人彘로 만들라는 왕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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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 담겨 있었다. 분노한 하간왕은 그 즉시 왕비를 잡아오라 명한다. 그런데 마침 궐

내의 소란을 듣고 황제가 찾아오니, 사태는 자연 황제의 推鞫으로 전환된다.

황제가 하간왕에게 아직도 妖妾을 총애하냐고 묻자, 하간왕은 왕비가 夾室로 들어간 이

후로 잠시 孤寂하여 찾았을 뿐, 그 전까지는 아니라며 둘러댄다. 황제가 냉소하며 왕비의

친필을 가져다 문제의 書簡과 비교하라 하자, 과연 字體가 다르니 하간왕은 자신의 昏闇

을 叩頭請罪한다. 한편 계학은 兩女가 일러준 대로 품속에 칼을 감추고 후원으로 들어간

다. 그러나 그 주변을 감시하던 宮奴에게 바로 발각되어 끌려가고, 兩女 역시 사태를 좋

지 않게 전개되는 것을 보고 금은보화를 감추어 도망가려다 宮奴에게 붙들리고 만다. 兩

女는 소앵이 나타나지 않으면 왕비가 누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며 暗喜하지만, 이미 향

매는 황제의 聖明과 형벌의 고통 앞에 그 죄상을 실토한 지 오래고, 계학 또한 服招하니,

極刑嚴問을 견디지 못한 兩女는 결국 실상을 고백한다.

황제는 하간왕의 昏闇에 분통해 하는 한편, 하간왕비 월혜의 賢淑을 칭찬한다. 황후는

소상궁을 보내 왕비에게 다음 날 朝見할 것을 명한다. 그러나 왕비는 이미 농장으로 피신

한 지 오래니, 왕비 대신 궁궐에 남아 있던 노상궁이 황제에게 그간의 사정을 고한다. 이

에 황제는 왕비의 神明과 왕소저의 義氣에 탄복해 한다. 이어 하간왕의 不明을 叱責하면

서, 장府에는 자신이 아들의 죄를 용서하는 날 돌려보내라며 왕비를 府中에 데려갈 것을

분부한다. 그리고 얼마 뒤 황제의 使命을 전달하러 농장에 다녀온 상궁이, 왕비는 남편

하간왕이 使命을 내리기 전까지 농장을 떠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奏한다. 황제

내외가 왕비의 賢淑을 칭찬하며, 하간왕에게 직접 농장에 가서 왕비를 데려올 것을 명하

자, 하간왕은 왕비를 직접 찾아가 前日의 過誤를 진심으로 赦罪한 뒤 護送하여 돌아온다.

이후 황제는 왕비를 表彰하여 열현비로 봉하고, 부부는 불화를 회복하여 자손 대대로

왕위를 누리는 영광을 얻는다.

⑲ 장복성-홍소저2: 다른 형제들이 부모의 풍모를 傳習한 것과 달리 장복성은 祖父 장두

를 많이 닮았다. 장두 본인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는 복성을 특별히 愛重해 婚處를 직접

구하는 데 나선다. 두는 홍처사 次女의 香名을 듣고 홍처사2를 불러다 나이를 묻는다. 그

의중을 파악한 홍소저2는 자신의 외모가 醜卑하다며 답변을 망설인다. 그러자 두는 장府

에 들어오는 여자가 모두 絶色이나 자신은 외모에 구애받지 않는다며 梁鴻과 孟光의 고

사를 들어 홍소저2를 설득한다. 이에 홍소저2는 자신의 추한 외모 때문에 부모가 그동안

자신을 深閨에 머물게 하고, 시집보내는 것을 꺼려 왔다고 답한다. 장희는 그 덕이 범상

치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여자는 色이 아니라 德이 중요하다.’며 求婚할 것을 재촉한다.

이에 두가 기뻐하며 父親 홍처사의 뜻을 알아올 것을 이르며 홍소저2를 돌려보낸다.

홍처사는 원래 자식이 없다가 나이 사십에 쌍둥이를 낳았으니 長女인 홍소저1은 玉貌

英風이라 걱정이 없었으나 次女인 홍소저2는 無鹽之色인 것에 婚事를 늘 염려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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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던 중에 홍소저2가 장府의 뜻을 전하니 부부는 잠시 주저하다 婚姻을 허락한다. 그날로

장두가 매파로 求婚해 婚禮를 올리는데, 홍처사는 장덕성의 풍모를 보자 자신의 딸이 아

니면 곧 진압하지 못할 것이라며 기뻐하고, 장府 일가에서는 홍소저2를 보고 용모는 비록

薄色이지만 얼굴에 德이 어린 哲婦聖女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한편 장두는 신부의 얼굴에 德氣가 어려 있으니 도리어 絶色을 넘어선다며 흡족해 한

다. 이에 복성을 불러 아내가 어떤지를 묻자, 絶色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無鹽은 아니라

며 마음에 든다고 답한다. 이윽고 밤이 되어 복성은 新房에서 홍소저2를 다시 살핀다. 외

모가 아름답지는 않지만 덕이 뛰어나니, 이 여자야말로 진정 숙녀라며 속으로 탄복해 한

다. 복성이 소저를 어진 스승과 같이 恭敬禮遇하고, 홍소저2 역시 복성을 恭敬禮待로서 받

드니 지켜본 사람들 모두가 기뻐한다.

지금까지 <옥란기연>의 서사 중심軸을 이루는 남녀결연담에 대해 살펴보았다. 서론에

서 언급하였듯 <옥란기연>은 ‘여성’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하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특징을 지니는데, 제Ⅲ장과 제Ⅳ장에서는 이러한 특징들에 대해 대표적인 장편 가문소설

<유씨삼대록>과 전편 <창란호연>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통해 <옥란기

연>의 소설사적 위치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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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女性에 대한 關心

본 장에서는 <옥란기연>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다른 장편 가문소설과 어떠한

변별점을 지니는지 검토하려 한다. 제1절에서는 앞 장에서 살펴본 남녀결연담의 서사구조

를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의 관계 양상을 중심으로 분류한 뒤, 서사의 구조적 양상과 그 의

미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2절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작품에 드러난 성폭력의 서

술방식이 어떠한지, 장면 묘사, 인물의 심리・태도, 인물 관계, 서술자의 언술, 앵혈화소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제3절에서는 애정혼을 열망하는 두 여성의 인

물형상을 통해 작품 속 ‘여성’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 특질을 지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男性人物과 女性人物의 關係 樣相

1) 豪放型 男性과의 結緣

남주인공의 인물형상을 중심으로 이 작품의 서사중심축을 파악할 때 크게 두 가지의

결연 구조로 나눠볼 수 있다. ‘호방형 남성과의 결연’과 ‘군자형 남성과의 결연’이 그것이

다. ‘호방형’은 애욕 지향의 모습을 보이며, ‘군자형’은 차분한 성품을 바탕으로 유교 이념

을 지향하거나 古人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인물형을 가리킨다.66) <옥란기연>의 주요 남녀

결연담에 등장하는 호방형 남성으로는 이창성, 장현성, 임유, 장효성, 하간왕이 있으며, 군

자형 남성으로는 장추성, 설경문, 장계성, 장복성이 있다.

호방형 남성은 다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창성, 장현성, 장효성과 같이 이들의

‘不告而娶’가 문제가 되는 경우와, 임유, 하간왕과 같이 ‘잦은 기생놀음’이 남녀갈등의 빌미

를 제공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애정 혹은 애욕을 추구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으며, 이를 성취하기 전까지 상대 여성의 사정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

66) 본고의 ‘호방형 남성’과 ‘군자형 남성’은 <유씨삼대록>의 인물형 분석에 사용된 용어이지만 <옥

란기연>에도 상통하므로 차용하였다. 조광국, 「고전소설의 부부 캐릭터 조합과 흥미: <유씨삼

대록>의 경우」, 『개신어문연구』26, 개신어문학회, 2007, 58-63면 참고. 또한 ‘호방형 남성’에

관한 논의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장시광, 「호방 관련 단어와 대하소설 호방형 남

성주동인물의 개념」, 『동방학』26,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a; 장시광, 「대하소설의

호방형 남성주동인물 연구」, 『온지논총』35, 온지학회, 2013b. 한편 ‘영웅형’, ‘영웅호걸형’, ‘군

자형’, ‘성인형’ 등으로 나눈 논의(정병설, 앞의 책, 1998, 127-158면;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

의 시원」, 『고소설연구』32, 한국고소설학회, 2011b 등) 역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지

만, 남주인공들의 인물형상을 ‘사회적 영웅과 가정적 비영웅의 이중성’(양혜란, 앞의 논문, 1995,

634면)으로 설명한 선행연구의 논의를 상기한다면, 작품의 실상을 담기에는 ‘호방형 남성’과 ‘군

자형 남성’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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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물로 그려진다. 또한 이들에게 있어 남녀 사이의 예법은 보기 좋은 허울일 뿐, 대개

는 상대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활용된다.67) 이러한 인물형상은 장효

성을 제외한 이창성, 장현성, 임유, 하간왕에게서 특히 두드러진다.68)

이들은 모두 本妻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층 여성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通情을 나누

는 인물로 묘사된다. 창성과 현성은 本妻 몰래 하층 여성을 겁탈하여 자신의 妾을 삼는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며, 유와 하간왕은 本妻가 빤히 보는 자리에서 하층 여성과 음탕한

행각을 벌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깊은 죄의식을 보이

기는커녕,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本妻에게 투기가 심하다며 질책한다.

또한 이들은 여성의 외모에 지나친 집착을 보인다. 단적인 예로, 창성과 현성이 하층

여성을 겁탈하여 자신의 妾으로 삼은 것은 本妻의 외모가 자신이 기대했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간왕은 왕비의 간선 과정에 본인이 직접 개입하기도 하는데,

장府에서 장월혜를 간선에 올린 이유도 하간왕의 이러한 성품을 잘 알기에 상황을 모면

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69)

그러나 이러한 성격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같이 사회 안에서 촉망받는 인물

로 묘사된다. 창성, 현성, 유는 과거시험에 우수한 성적으로 급제한 秀才들이며, 창성은 관

찰사로, 유는 富饒之地인 무창의 지부로 조정의 천거를 받아 파견되기도 한다. 때문에 선

행연구에서도 이러한 호방형 남성의 인물형상을 ‘사회적 영웅과 가정적 비영웅의 이중성’

으로 설명한 바 있다.70)

그렇다면 이러한 호방형 남성인물이 등장하는 결연의 서사구조는 어떠한 양상을 지니

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앞서 호방형 남성은 不告而娶가 문제가 되는 경우와 잦은 기생놀

음이 문제가 되는 경우인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갈등의 구체적 발단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서사의 구조적 유사성에 따른 분류를

통해서도 이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이들 남녀결연담은 작품 전체에

67) 그러한 점에서 핵심 주인공 장추성의 인물형상은 기본적으로 군자형 남성을 바탕에 두고 있지

만 호방형 남성의 경계를 넘나든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룬다.

68) 물론 장효성 역시 애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不告而娶를 저지르기는 하지만 이것이 오요주와의

직접적인 마찰을 빚는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 즉 요주가 효성을 냉대한 것은 어릴 적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을 대하는 그의 행실 때문인 것이지 다른 남성들과 같이 상대 여성을 凌蔑하거나 叱辱

한 행실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69) 한편 호방형 남성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외모지상주의적 태도는 본 절의 ‘2) 君子型 男性과의 結

緣’에서 살펴보게 될 장복성의 태도와 ‘相値’된다.

70) 양혜란, 앞의 논문, 1995, 634면 참조. 하지만 이들로부터 확인되는 분열은 비단 사회와 가정 사

이에서뿐 아니라, 가정 자체 내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즉 가정 안에서는 媤父母

의 편애로 인해 媤父母가 바라보는 아들의 모습과 아내가 바라보는 남편의 모습 사이에 좁혀지

지 않는 간극이 존재하는데, 작품은 이러한 지점까지 날카롭게 포착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한 내

용은 본 장의 ‘2. 性暴力의 敍述方式’ > ‘1) 男性의 暴力性과 權威意識에 대한 描寫’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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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쳐 유사한 갈등 구조를 ‘反復’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不告而娶가 문제가 되는 이창성, 장현성, 장효성 서사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자.

이들 모두는 不告而娶를 저질러 家亂을 빚는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창성과 현성의 서사

는 부부갈등에, 효성의 서사는 부자갈등에 더 초점이 맞춰진 특징을 보인다. 물론 창성과

현성의 서사 안에 부자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不告而娶가 탄로 난 데 따른 징

치의 과정에서 비롯된 것일 뿐 갈등의 전면에 부각되지 않는다. 반면 효성의 서사에서는

상대 여성인 요주가 효성이 자신을 不告而娶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婚姻을 한다는 점에

서, 또 婚姻 이후에 이어지는 효성 부부의 서사가 자녀 출산이 전부라는 점에서 부부갈등

이 부자갈등만큼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지 않는다.

따라서 창성과 현성의 서사, 그리고 효성의 서사는 각각 전달하려는 문제의식에서도 차

이를 보이는데, 전자는 不告而娶를 통해 주로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루려 했다면, 후자는

부자 사이의 문제를 다루려 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자는 남성의 지나친 性的

욕망으로 인한 부부 관계의 파탄과 여성 수난을, 후자는 애정혼에 대한 열망과 그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효성의 서사는 ‘여성’과 ‘하층’을

살피려는 본고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효성의 서사를 제외한 창성

과 현성의 서사를 중심으로 그 구조적 양상을 살펴보겠다. 먼저 창성과 현성의 서사는 다

음의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다.

(1) 호방형 남성이 本妻의 외모에 대한 불만으로 부부 불화를 이룬다.

(2) (1)로 인해 하층 여성을 妾으로 삼아 감추어 두고 지낸다. 이 과정에서 하층 여성은 수

치심을 견디지 못해 자결을 시도하고, 호방형 남성이 이를 구호한다.

(3) 本妻의 의심을 불러일으켜 호방형 남성이 妾을 둔 사실이 탄로 난다. 이 과정에서 妾은

本妻에게 폭행을 당하며, 本妻는 호방형 남성과 갈등을 빚는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호방형 남성은 媤父에게 杖責을 받는다.

(4) 妾이 상층 신분의 여성임이 밝혀지나 丈人의 반대로 호방형 남성과의 婚姻이 지체된다.

(5) 相思之病을 앓던 호방형 남성이 예전 妾과의 접촉을 시도하나 丈人의 저지로 실패한다.

(6) 결국 주위의 도움으로 예전 妾과의 婚姻에 성공하나 後妻를 편애하여 호방형 남성과 本

妻와의 갈등이 지속된다.

이처럼 창성과 현성의 서사는 부부갈등이 핵을 이루며, 다시 이를 중심으로 妻妾갈등,

부자갈등과 옹서갈등이 파생된다. 이는 전편 <창란호연>에서 옹서갈등이 다른 갈등을 유

발시키는 원인을 제공하던 양상과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갈등의 심각성을 따진다면 현성

의 서사가 창성의 서사보다 더 첨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창성과 현성

모두 하층 여성을 겁탈하는 것으로 설정되지만 창성은 앵혈을 훼손시키지 않는 데 반해,

현성은 이를 훼손시키는 것도 모자라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심한 상처를 안긴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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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 연주는 내적 갈등에 관한 서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데 반해, 천주는 현성과의

婚姻 직전까지 여러 차례 자결을 고민할 뿐 아니라, 婚姻 이후에도 꽤 오랫동안 부부 불

화를 겪는 것으로 서술된다.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이들 서사에는 창성과 현성뿐 아니라, 本妻인 서릉군주와 단소

저 역시 성격적 결함을 갖는 것으로 나오는데, 기실 悔過의 순서에서는 창성과 현성보다

이들 本妻가 앞선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씨삼대록>의 애정삼각관계와 차별을 이루는 지

점이기도 하다. <유씨삼대록> 역시 <옥란기연>과 마찬가지로 호방형 남성의 애정 또는

애욕이 本妻와의 갈등을 초래하고, 이것이 다시금 妻妾갈등과 부자갈등으로 확산되는 양

상을 보이는데, 여기서는 성격적 결함을 갖춘 남성이 여성보다 먼저 悔過한다는 점에서

<옥란기연>과 대조적 양상을 보인다.

이를테면, <유씨삼대록>의 유세형-진양공주-장혜앵 부부 이야기에서는 유세형과 장혜

앵 모두 성격적 결함을 보이지만, 유세형이 먼저 悔過하고, 장혜앵은 그 뒤에 悔過한다.

유현-양벽주-장설혜 부부 이야기에서도 유현은 먼저 悔過하지만, 장설혜는 悔過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남편에게 목이 베어 죽고 마는 것으로 그려진다. 반면에 <옥란기연>의 장현

성-단소저-진천주 부부 이야기에서는 장현성과 단소저가 성격적 결함을 지닌 인물로 나

오지만, 둘 중에 먼저 悔過하는 것은 단소저이고, 장현성은 그 뒤에 悔過하는 것으로 설정

된다. 그런가 하면 이창성-서릉군주-한연주 부부 이야기에서는 창성과 서릉군주 모두 성

격적 결함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지만, 서릉군주는 창성의 아이를 임신한 뒤부터는 자식을

태교하는 일에 전념하여 시댁에 기질이 秀出한 아이를 남기고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성은 끝까지 철없는 행동을 고치지 못하여 그 자식의 生母인 서릉군주를 희롱하다 집

안의 화를 초래한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이렇듯 <옥란기연>과 <유씨삼대록>은 호방형 남성이 중심이 되는 애정삼각관계에서

서로 상반된 서술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일찍이 악인형 인물의 교화와

징치를 두고 ‘族內인물’과 ‘族外인물’로 구분하기도 하였지만71), 이처럼 혈연의 親・疏가

아닌, 남・여성의 구도로 살폈을 때 새롭게 드러나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서사의 悔過

순서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앞선다는 것은 <옥란기연>의 서술의식이 <유씨삼대록>보다

상대적으로 여성의 입장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점이라

생각된다. 남성의 悔過가 늦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남성의 문제적 행동을 작품에서 더 다

루겠다는 서술자의 의지이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의 부정적 측면이 강조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요컨대 애정삼각관계에서도 <옥란기연>은 여성보다 남성의 문제

에 더 초점을 맞추려는 의식지향을 보이는 것이다.

다음으로 잦은 기생놀음이 문제가 되는 임유, 하간왕 서사의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자.

71) 정병설, 앞의 책, 1998, 154-1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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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서사는 앞서 살핀 창성과 현성의 서사와 마찬가지로 부부갈등이 서사의 중심을 이

룬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창성과 현성의 서사가 妻妾갈등뿐 아니라, 부자갈

등, 옹서갈등으로까지 확산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유와 하간왕의 서사는 갈등의 구성 면

에서 훨씬 단순한 양상을 보인다. 유와 하간왕의 서사에서는 부부갈등으로부터 파생되는

갈등이 부자갈등에 국한되는데, 사실 이마저도 媤父母의 편애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뚜렷

한 갈등의 양상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나 갈등의 구성이 단순한 만큼 유와 하간왕의 서사

는 부부 사이의 갈등에 더 많은 서술을 할애하고 있다. 유와 하간왕 서사의 공통된 서사

구조를 추출하면 아래와 같다.

(1) 호방형 남성이 신혼 초 아내와 강제로 잠자리를 가지려 하자 아내가 저항한다.

(2) 호방형 남성이 저항하는 아내를 질책하고 두 기생을 불러다 아내 앞에서 희롱한다.

(3) 호방형 남성이 두 기생에게 沈惑하여 병을 얻으나 媤父母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다.

(4) 부부 불화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媤父母가 아들의 편을 들어 며느리를 훈계한다.

(5) 두 기생이 아내를 시기하여 姦夫와의 書簡을 조작하고 이간질한다. 그러나 호방형 남

성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내를 의심하여 질책한다.

(6) 두 기생의 거듭되는 凶計로 아내는 위험에 처하지만 호방형 남성은 변함없이 아내를

의심한다.

(7) 결국 호방형 남성이 아닌 제삼자에 의해 두 기생의 凶計가 밝혀지고 아내는 목숨을 구

한다.

이처럼 유와 하간왕의 서사는 부부갈등이 전면에 배치되며, 이것이 다른 갈등으로 확산

되기보다 부부갈등으로의 수렴에 수렴을 거듭하며 갈등의 깊이를 더해 나간다. 여기에는

남편의 호방한 성품도 문제지만, 아내에 대한 남편의 불신과 媤父母의 편애가 크게 작용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아내가 처한 위기를 호방형 남성이 아닌 제삼자가 구

출한다는 점에서 家長으로서의 무능력이 더욱 부각된다 하겠다.

그러나 이들 서사 간에는 차이점 역시 존재하는데, 서사의 분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하간왕의 서사는 유의 서사보다 아내가 겪는 수난의 규모나 강도 면에서 보다 확대된 양

상을 보인다. 이를테면, 유의 서사에서는 두 기생이 저지르는 凶計가 전부이지만 하간왕의

서사에서는 두 기생이 저지르는 凶計에 여러 악인형 보조인물들이 동참할 뿐 아니라, 治

毒, 暗殺과 같이 보다 치밀하고 조직적인 凶計가 행해진다. 게다가 유의 서사에서는 남편

의 親押이 시도에만 그친다면, 하간왕의 서사에서는 실제로 이뤄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갈

등의 양상이 보다 첨예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호방형 남성의 서사는 유사한 서사구조를 ‘反復’하고 있지만 처

음의 서사보다 나중의 서사에서 갈등이 더 구체화 되고 심각해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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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이 이러한 구조상의 배치는 유사한 갈등 구조를 통해 친숙함을 유도하는 한편,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켜 독자에게 문제의식을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었으리라 생각

된다.

2) 君子型 男性과의 結緣

군자형 남성으로는 장추성, 장계성, 장복성이 있다. 이들의 인물형상의 특징은 유교적

이념을 대표하는 忠과 孝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점이다. 아내에 대해서도, 앞의 호방

형 남성들은 애욕에 이끌리는 대로 강제로 겁탈하려 했다면, 이들은 군자적인 태도로서

恭敬禮待하려는 면모를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군자형 남성과의 결연에서도 부부갈등이

유발된다는 점에서, 이들 서사는 다시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다. 즉 ‘갈등형 부부’의 서사

와 ‘이상형 부부’의 서사가 그것이다.72) 장복성의 서사는 부부 사이의 갈등 없이 이상적인

부부상을 재현한다는 점에서 후자라 할 수 있지만 장추성과 장계성은 유교 이념을 지향

하려는 노력 가운데서도 부부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전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 兩

者는 앞서 살펴본 호방형 남성과의 결연과 달리 서사 상호 간의 구조적 유사성을 통한

‘反復’을 이루지는 않는다는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각의 서사구조가 지닌 특

성과 의미 파악을 중심으로 논의하려 한다.

우선 갈등형 부부부터 살펴보자. 아내와의 갈등 관계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인물형상은

대체로 완고하고 무기력하다. 이들은 갈등이 야기한 현실적 위기와 변화 앞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하기보다 사태에 순응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테면, 계성의 아내 왕소저는 母

親 유부인의 過誤를 대신하여 深堂에 幽閉되기를 자처하는데, 계성은 이후 한동안 아내를

돌아보지 않는다. 이를 보다 못한 장두가 직접 찾아볼 것을 명하지만, 계성은 끝까지 가

족들 앞에서 家長로서의 자존심을 내세우며 용서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73) 또 다른

예로 아내 소선주는 추성과의 갈등 가운데 조재악과 왕줄의 凶計에 휘말려 유배형에 처

해지지만 추성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는 인물은 선주의 忠婢인 홍랑으로 설정된다.

72) ‘갈등형 부부’와 ‘이상형 부부’는 조광국, 앞의 논문, 2007, 58-63면을 참고하였다.

73) ‘노공(*장두))이 (*장계성)을 명(命)여 권귀(捲歸)라 니 이 유〃(唯唯) 슈명(受命) 거

날 한상셔부인(*장난희)이 낭소(朗笑) 왈 네 앗가 유부인을 졔어(制御)고 왕시로 좃쳐 죄인(罪

人)위인(爲人)을 랑더니 엇지 가부(家父)의 명을 불츙(不忠)고 뉴부인니 가지록 그

여(女兒)의 신셰(身世) 무광(無光)물 공치(攻詆)뇨. 이 왈 소딜(小姪)이 언졔 위엄(威

嚴)이 잇다 더니잇고. 왕시 오고져 유부인니 공치여 소딜의 두 번 쳥(請)물 기다리니

소딜이 엇지 구차히 부르리잇고마왕부(王父)의 면(面)이 계시니 한번 다시 부르리로소이다.

부인이 왈 야〃(爺爺) 명(命)이 아니시면 종시(終始) 아니 부르랴. 왈 소딜이 아니 부르오나

왕시 연 올 잇오리니 그리 밧부리잇가.’ (<옥란기연> 권7,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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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갈등형 부부의 서사 중 하나인 장추성의 서사를 살펴보자. 추성의 서사는

부부갈등이 중심을 이루는 구조이다. 핵심 주인공의 서사답게 작품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데, 서사의 내용은 권5를 제외한 모든 권에 걸쳐 실려 있으며 부부의 갈등은 권1

에서 시작되어 권6에 이르러 해소될 만큼 다양한 갈등 국면을 내포한다. 서사 초반에는

조재악과 왕줄, 주현경이라는 외적 요소에 의하여 갈등이 심화되다가 이러한 갈등이 해소

된 다음에는 부부 사이의 내적 갈등으로 전환된다. 갈등 전환의 계기는 권3에서 추성이

주위의 희롱과 질책에 附和雷同하여 자신의 팔에 새겨진 앵혈을 씻기 위해 병환 중인 선

주를 강제로 핍박하면서부터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 이들은 기실 ‘옥란’이라는 神

物에 의해 婚姻한 사이지만, 婚姻 후의 관계가 순탄치 못하다는 특징을 보인다.74)

물론 여기에는 확고한 자기 주관 없이 외부의 간섭에 휘말려 아내를 의심하고 핍박한

추성에게 책임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추성을 비롯한 주변 남성들의 왜곡된 性

윤리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재악이 처음 흉모를 꾸민 이유도 추성의

아내가 된 선주를 빼앗기 위한 것이었고, 왕줄이 재악의 흉모에 가담한 것도 흉모가 성공

하면 선주를 아내로 삼게 해주겠다는 약속 때문이었으며, 주현경이 解配되어 돌아오는 선

주를 납치하려한 이유도 강제로 겁탈하여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기실 앞서 살펴본 호방형 남성의 서사에서 일관되게 ‘反復’되

어온 것이기도 하다. 즉 <옥란기연>은 군자형 남성과의 결연을 호방형 남성과의 결연과

일정 부분 ‘接脈’시킴으로써 상층 남성의 왜곡된 性윤리에 관한 작품의 문제의식을 보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문제적 인물의 범위가 호방형 남성에 국한되지 않고 군자

형 남성으로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은 여성이 처한 현실을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

하려는 작자의 의도가 반영된 설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계성의 서사를 살펴본다. 계성의 서사는 앞서 살핀 추성의 서사와 달리 호

방형 남성의 서사에서 다소 동떨어진 양상을 보인다. 추성의 서사는 주인공 추성이 군자

74) 양혜란, 앞의 논문, 1995, 632-635면. 한편 양혜란은 작품에 이원론적 세계관의 초월적 구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인식론이 구조의 바탕을 이룬다고 한 바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옥란 연분의 부부가 仲媒婚의 다른 부부들보다 훨씬 많은 시련과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실 <옥란기연>에 등장하는 여러 남녀결연담의 갈등 요인과

갈등 해소 여부를 놓고 이야기할 때, 神物을 매개로 한 장추성-소선주 부부의 금슬은 오히려 좋

은 편에 속한다. 단적인 예로, 임유-장영혜 부부와 같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종결되는 이야

기도 있다. 또한 그는 남편 장추성이 ‘정실 부인이 유배를 가게 만드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방관

만 하는 소인적 왜소함’(같은 논문, 634면)을 보여준다고 하였으나, 소선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구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은 다름 아닌 장추성이다. 추성은 배를 타고 가다 우연히

양자강에 떠내려 오는 선주를 건져 내기도 하는데, 장희는 그 신이한 바를 듣고 과연 ‘옥란기연’

이라며 놀라기도 한다(<옥란기연> 권3, 52-53면). 따라서 이는 이상택(앞의 논문, 1999, 231-244

면 참조)이 지적한 바 있듯 서사적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서사 기법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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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남성임에도 주변의 희롱과 부추김에 못 이겨 性的 욕망을 제대로 절제치 못해 생겨난

갈등을 담고 있다면, 계성의 서사는 家父長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고 유지하려는 완고한

태도가 오히려 문제가 된다.75) 따라서 이는 추성의 서사와는 다른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고 봐야 한다.

한편 이러한 성품과 더불어 문제가 되는 것이 丈母 유부인의 유별난 딸 사랑이다. 유부

인은 본래 사치를 좋아하고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성품인지라, 처음에 딸을 한껏 꾸

며 시집을 보냈는데, 사위가 검소함을 중시하는 儒者인 까닭에 이를 지적하는 것을 보고

실망한다. 더욱이 계성은 스스로 실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거 응시도 거부하는데, 이러

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유부인은 사위가 당연히 과거에 급제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했다가

또 한번 실망을 하게 된다. 이처럼 거듭되는 실망 가운데, 유부인은 婚姻을 주선한 남편

왕현을 원망하기도 하는데, 이는 잠시 부부싸움으로 번졌다가 아들 왕공자의 노력을 통해

가까스로 화해를 이룬다.

유부인의 이러한 유별난 딸 사랑은 유별난 사위 사랑으로까지 이어진다. 작중 계성이

聘家에 불려가는 장면은 무려 다섯 번이나 되는데, 그때마다 계성은 적잖이 부담을 느끼

는 것으로 묘사된다. 한번은 자신을 맞는 丈母의 사치가 지나치다 싶어 정색을 하며 盛饌

도 들지 않고 돌아간 적이 있는데, 유부인은 여기서 또 한번 사위에게 실망감을 느낀다.

결국 丈母의 이러한 유별난 성품으로 인해 부부는 불화를 겪고 마는데, 딸 부부가 한 번

도 잠자리를 갖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유부인이 계성을 시험하기 위해 홀로 있는

방에 시녀를 들여보내 유혹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관계

는 더욱 틀어지게 되고, 왕소저가 夾室에 謹愼을 자처하는 사태로까지 번짐으로써 갈등의

장기화를 초래하게 된다.

요컨대 계성의 서사는 추성의 서사와 마찬가지로 남성인물이 중대한 성격적 결함을 갖

지는 않지만, 부부 외적인 영향으로 갈등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하지만

계성의 서사는 군자로서의 품위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家長으로서의 왜곡된 권위

로 변질되어 부부갈등을 초래한 것이라면, 추성의 서사는 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것이

아내와의 불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때문에 계성의 인물형상은 사실 추성보다 더

‘군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계성이 중심인물이 되는 서사에서도 갈등이 초래

되고 있다는 사실은 유교 이념에 대한 지나친 존숭이 오히려 현실적 문제를 외면하게 만

드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한편 장복성은 주요 남녀결연담 가운데 유일한 이상형 부부이다. 장복성은 홍소저2가

비록 薄色이나 그 德性에 탄복하여 화목한 부부 관계를 이어간다. 앞서 호방형 남성과의

75) 오히려 계성은 자신의 性的 욕망을 아내 앞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 丈母와 가족들의 걱정을 초

래하는 원인이 된다.



- 76 -

결연에서는 아내의 薄色이 남편으로 하여금 本妻를 외면하고 妾을 들이도록 만드는 사유

가 되었지만, 복성은 홍소저의 薄色 이면에 감춰진 德性을 확인하고 아내를 ‘스승’처럼 존

경해 마지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76)

물론 창성과 현성의 서사는 薄色인 서릉군주와 단소저가 성품이 모질다는 데서도 부부

불화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 항에서 언급하였듯 작품에서 그들이 보여

준 시기와 질투가 기실 남편의 편애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복성

의 서사는 호방형 남성의 서사와 ‘相値’됨으로써 외모지상주의적 태도에 대한 문제의식이

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2. 性暴力의 敍述方式

1) 男性의 暴力性과 權威意識에 대한 否定的 認識

앞 절에서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의 관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호방형 남성과의 결연

은 작품 전체에서 서사의 구조적 유사성을 통한 ‘反復’을 이루는데, 뒤의 서사가 앞의 서

사에 비해 갈등의 양상이 첨예하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을 강조하는 효과를 낳는다. 한편

군자형 남성과의 결연에서는 호방형 남성과의 결연에서 보인 반복적 서사구조는 확인되

지 않지만, 대신에 호방형 남성과의 서사와 상관적 관계를 이루는 가운데 작품의 문제의

식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절은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옥란기연>에 형상화된 성폭력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옥란기연>에서는 남성인물이 여성인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한

다. <옥란기연>의 서릉군주와 같은 경우에는 악인형 여성인물이라는 점에서 남성의 폭력

성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시선이 상대적으로 희석되어 있지만77), 앞 장에서 살펴본 것

처럼 한연주, 장영혜, 진천주, 장월혜와 같은 선인형 여성인물들 또한 남성이 행사하는 폭

76) ‘… 신부(*홍소저2)를 슉소로 보신낭(*장복성)을 드려보니 신뷔 셔연이 이러 마동셔

(東西)로 좌(座)를 난호이 다시 살피니 촉(燭下)의 더욱 웅위(雄威)고 엄쥰(嚴峻)여

조금도 아녀(兒女子)의 도(態度) 읍쥴 이상(異常)이 여기나 그 유한헌 동지(動止)와 신즁

(愼重)헌 예법(禮法)을 탄복(歎服)여 밤이 임의 깁흐촉(燭)을 물니고 소져를 붓드러 나위(羅

幃)의 나아가니 옥보향신(玉步香身)의 이향(異香)이 로오니 이 마음의 혜오비록 외뫼(外

貌ㅣ) 잣간 불미(不美)헌 듯덕긔(德氣) 외모의 현져(顯著)고 녜뫼(禮貌ㅣ) 시속(時俗) 공

교(工巧)로온 되(態度ㅣ) 읍스니 이야 진짓 슉녜(淑女ㅣ)로다 고 향싀를 졉(接)며 견권(繾

綣)졍(情)이 산미박나 쇼졔 쳑연(惕然) 무심(無心)여 무무려(無思無慮)듯니 

이 심(內心)의 크게 경복(驚服)여 공경예우(恭敬禮遇)물 어진 스승 갓치니 …’(<옥란기

연> 권7, 185-186면).

77) 자세한 내용은 본 장의 ‘3. 積極的 女性象과 愛情婚’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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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유형 당사자 신분 당사자 이름 비고 번호

신체폭력 남편-아내 이창성-서릉군주 폭력1

강간 수령-민간녀(사족) 이창성-왕파랑女(한연주) 부부이전 폭력2

강간 수령-사족 (假)장추성-유건인女 요약적 서술 폭력3

강간 시도 남편-아내 임유-장영혜 부부이전 폭력4

강간 주인-시녀(사족) 장현성-벽앵(진천주) 부부이전 폭력5

강간 남편-아내 장추성-소선주 부부강간 폭력6

강간 왕-왕비 하간왕-하간왕비 부부강간 폭력7

[표5] <옥란기연>에 드러난 폭력의 양상

력의 일방적인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은 작품이 지닌 문제의식의 일면을 보여준다고 생각

한다. 더욱이 이들 부부가 갈등을 빚는 원인을 살펴보면, 남성의 호색에서 기인하는 경우

가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남성의 폭력성과 권위의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작품 전체를 지배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작품에 나타나는 폭력의 양상을 표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표5] 참조).78)

위의 표와 같이 폭력의 유형이 대부분 강간79)이나 강간 시도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옥

란기연>은 남성의 性的 욕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물론

전편 <창란호연>에서도 이러한 性的 욕망에 대한 형상화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여기에는

적어도 ‘의리’라는 명분이 서사를 관통하고 있기에 남녀가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을 이룬다

면, <옥란기연>에서는 별다른 명분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힘의

우위에 놓인 구도만이 집중적으로 묘사된다. 이를테면, <창란호연>의 핵심 갈등 양상인

부부갈등이나 옹서갈등은 정치적 당쟁으로 인한 가문 간의 報恩과 背恩을 서사 갈등의

기본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80), 背恩의 주체인 남편 장우가 아내 이운혜를 폭행하고 강

간한 것에 대해, 아내가 남편의 용서를 거절하고 丈人 이윤이 사위의 合房을 가로막는 등

의 행위가 가능했지만, <옥란기연>에서는 애초에 그러한 합리적 명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작품 속 남성의 폭력성에 대한 적나라한 묘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더욱 날카롭게 만

든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폭력2, 폭력5, 폭력7의 강간 장면이다. 폭력2, 폭력5는 그 대담

하고 사실적인 묘사로 인해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몇 차례 지적된 바 있다.81) <옥란기연>

78) 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의 강간 모티프 연구」, 『국어국문학』170, 국어국문학회, 2015, 361면,

표 참고.

79) 강간에 대한 개념은 장시광, 앞의 논문, 2015 참고. 그는 장편 가문소설에서의 강간의 범주를

‘남성인물이 여성인물을 대상으로 여성인물의 의지에 반해 性的으로 강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

다. 본고의 논의에서도 이러한 개념 범주를 수용한다.

80) 김정녀, 「<창란호연록>의 背恩-報恩 구조와 지향」, 『동양고전연구』61, 동양고전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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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강간 장면 중 가장 적나라하다고 평가받는 폭력5의 장면 일부를 인용해본다.

이 덕욱(원문 그대로) 급피 쥭고져 여 의 바린 칼을 집어 목을 지르니 피 흐르고

혼졀(昏絶)이 놀나 보요(僥倖) 깁피 상치(傷處) 안냐시살이 연여 유혈(流

血)이 난만(爛漫)니 이 황망쥬만(慌忙走忙) (行)여 한(汗衫)으로 싸고 인(人

事) 모로난 을 타 의상(衣裳)을 벗겨 동침(同寢)헐촉(燭)을 도로혀 놋코 호남(好男子)

의 이 낙쳔(樂天)의 무루 녹은지라. 졍(正)희 친〃(親親)헐 지음의 이 긔운을 붓쳐니

거동(擧動)을 보실셩경혼(失性驚魂)니 크게 소여 걸(哀乞) 왈 이 엇진 거죄(擧措

ㅣ)시잇가. 이 소(笑) 왈 이난 부〃(夫婦)의 쳔졍음양(天定陰陽)이니 나의 신경(腎莖)이 곳

너의 속의 들면 음양(陰陽)이 동컨(生死)가 미분(未分)니라 고 놉피 들어 은

(慇愛)일오네 나희 어려셔 음양호합(陰陽互合)을 모로나 졈〃(漸漸) 다를 거시니

셰코 널노쎠 연동쥬(百年同住)리라. 이 임의 음양진(陰陽津)의 곤이오장(五臟)이

다 흔달여 요동(搖動)고 일신(一身)희 심희 이고 알푼지라. 님의 불승져상(不勝沮喪)

고 만분실(萬分失色)니 의 황음(荒淫)물 당(當)여난 한 혼졀슈찬니 한

호탕(浩蕩)헌 음심(淫心)이 동(動)엇지 노흘 이 잇스리오. 졈〃 긔운이 황홀(恍惚)

고 졍신(精神)니 씩〃여 흥광(興狂)이 (醉)토록 동침(同寢)은졍심(隱情心)은 

(泰山) 갓고 음양슈(陰陽水)난 유슈(流水)되어 람의 심(心事)을 더욱 호탕니 … (<옥

란기연> 권4, 44-45면).

위 인용문은 장현성이 시종 벽앵을 강간하는 장면이다. 현성이 칼로 위협하다 안 되어

달래자 벽앵이 바닥에 놓인 칼을 집어 자신의 목을 찔러 혼절한다. 그러나 현성은 놀라기

는커녕 그 옷을 벗겨 강간하고, 중간에 의식을 되찾은 벽앵은 현성의 음탕한 행동에 놀라

크게 소리친다. 그러자 현성은 한 치의 부끄러움도 없이 자신의 행동을 벽앵 앞에 당당히

설명한다. 난생 처음 겪는 고통에 벽앵은 또 한 번 기절하지만 현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호탕한 淫心을 이어 나간다.

이러한 장면은 <유씨삼대록>과 비교할 때 장편 가문소설의 보편적 특성이라 볼 수 있

는 보수적 이념성으로부터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유씨삼대록>에

서도 강간에 대한 직접적인 언술은 ‘금샹 귀졔왕이 … 민간(民間)의 고운 계집을 듯보

아 위력(威力)으로 겁탈(劫奪)여 빈어(嬪妾)오고 …’와 같이 제후가 민간녀를 강간

하였다는 요약적 서술이 전부이거니와82), 부부가 함께 잠자리를 갖는 장면에서조차 이토

록 핍진하게 묘사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설령 음란한 내용을 묘사하더라도 서술자는

‘댱초(當初)의 젼도(顚倒)경(景色)과 가쇼(可笑)의 일’이나 ‘젹(行跡)의 음참(陰慘)

미 마 보디 못디라’와 같이 자세한 언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83)

81) 양혜란, 앞의 논문, 1995, 646-652면; 이상택, 앞의 논문, 1999, 231-237면.

82) <유씨삼대록> 권15, 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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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폭력7의 경우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아직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강간 장면이다.

왕이 위력(威力)으로 핍박(逼迫)니 비 비분(悲憤)니 쳘쳔(徹天)여 옥셩(玉聲)이 녈

(猛烈)여 왈 왕이 졔실지친(帝室之親)으로 황야(皇爺)와 낭〃(娘娘) 교훈(敎訓)을 밧와

계시려든 무륜(無行悖倫)을 (恣行)졍실(正室)을 창쳡(娼妾) 갓치 멸(蔑待)

시니 비인(卑人)니 슈비(守備)나 쥭을지언졍 임의 왕의 (行事)를 불복(不服)니 국

후아녀라 여 너무 협졔(脅制)치 마르소셔. 왕이 임의 긔 그른쥴 아쾌(快)히 창

속려 로(大怒) 왈 그나의 양녀(兩女)의게 통졍(通情)을 먼져 고 남은 풍졍(風

情)을 (塞責)다 니 금야(今夜)그마음이 흡연(洽然)토록 리라. 비 져의 말단

(末端) 말은 마 사문부여(士門婦女)의 신(行身)헐 아니라. 통한졀분(痛恨切忿)일

신(一身)니 왕의 슈즁(手中)의 잠겨 유(自由)치 못여 긔운니 엄(掩塞)니 왕이 일면

(一面) 놀나고 자긔 마음로 원졍(願情)을 흡연니 풀비를 (赦)허여 물너 누이니 …

(<옥란기연> 권7, 96-97면).

위의 인용문은 하간왕이 왕비 장월혜를 강간하는 장면이다. 물론 앞서 살핀 폭력5에 비

해 적나라함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지만, 이들의 신분이 왕족이라는 사실

과, 이러한 강간이 연달아 시도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특

히 왕실 내부의 폭력으로서 부부강간을 소재로 다룬 작품이 장편 가문소설에서는 극히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84), <옥란기연>의 ‘여성’에 대한 관심을 논할 때 폭력7은 선행연

구에서 주로 언급한 폭력2나 폭력5와 더불어 반드시 거론될 필요가 있다. <유씨삼대록>

에서 이와 유사한 폭력 장면을 찾는다면 부마 유세형이 진양공주를 위협하는 장면 정도

를 들 수 있겠지만85), 폭력7과 같이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통한 물리력이 행사되진 않는

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피해여성의 신분이 상층과 하층에 모두 걸쳐 있다는 점은 다음의 측면에서 그

의미를 되새김질해볼 만하다.

첫째, 한연주와 진천주는 비록 나중에 가서 상층 신분임이 밝혀지기는 하지만, 피해여성

의 신분이 상층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층으로 확장된 것은 상·하층 가릴 것 없이 여성을

겁탈하는 상층 남성의 무자비한 횡포를 드러낸다. 전편 <창란호연>에서도 한제가 하층

신분의 여성을 강간하려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기실 장희가 女裝을 한 것이며,

83) ‘공(公子ㅣ) 본텬셩(天性)이 팀듕(沈重)나 … 니소져의 옥모화안(玉貌花顔)을 ���고

풍졍(風情)을 것잡디 못여 당초의 젼도경과 가쇼의 일이 만터니 …’(<유씨삼대록> 권1,

12면);‘이 신부노류(路柳)의 실(行實)과 챵녀(娼女)의 되(態度ㅣ) 잇디라 … 의연(依然)

이 나아가 그며 오릐여 편(便)히 누으믈 권(勸)여 젹의 음참미 마 보디 못

디라.’(<유씨삼대록> 권4, 33면).

84) 장시광, 앞의 논문, 361-362면, 2015, 표 참조.

85) <유씨삼대록> 권2, 48-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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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는 그 자리에서 가해 남성인 한제에게 보복을 가한 뒤 뛰쳐나온다86)는 점에서 질적

인 차이를 갖는다. 즉 <옥란기연>과 같이 여성이 일방적인 피해자로 형상화되지는 않는

것이다. 또한 <유씨삼대록>에서는 상층 여성이 겪는 부부강간은 묘사가 되어도87) 하층

여성이 상층 남성에게 겁탈 당하는 장면은 묘사되지 않는다. 이와 근사한 장면으로 하층

여성이 주인의 남편에게 목이 베여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88), <옥란기

연>과 같이 피해여성의 시각에서 수위 높게 다루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둘째, 폭력2와 폭력5는 피해여성을 상층이 아닌 ‘하층’ 여성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적나

라한 강간 장면의 수용을 가능케 하는 이념적 편폭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선 폭

력6과 폭력7만 비교해 봐도 신분에 따른 묘사의 수위가 확연히 차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폭력7에서는 강간의 과정을 밑줄 친 ‘자긔 마음로 원졍을 흡연니 풀’와 같이

추상적인 단어로 비교적 짧게 서술한 데 반해 폭력5는 ‘신경’이니 ‘너의 속’과 같이 남성과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단어들을 남성인물의 발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장면 분량에서도 후자가 전자에 비해 눈에 띄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결국 이러한 하층 여성의 신분이 종국에 가서는 상층 여성임이 밝혀진다는 설정

은, 피해여성이 상층 여성이면서 동시에 하층 여성이기도 한 역설(paradox)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옥란기연>의 독자들은 이를 통해 상층 여성과 하층 여성의 입장을 동질적으

로 바라볼 수 있는 超계층의 여성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폭력4, 폭력7

의 여성은 신분상으로 남성과 동일한 위치에서 폭력에 대항할 힘을 지니지만, 폭력2, 폭력

5의 여성은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점에서 性차별과 신분차별이라는 이중의 압제에 놓인

하층 여성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89) 한편으로 이들이 기실 상층 여성이었다는

86) <창란호연> 권1, 180-182면.

87) 그렇지만 <유씨삼대록>의 부부강간은 <옥란기연>과 비교할 때 아내의 저항적 행동이 적극적

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적 이념성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쇼졔 슈습(收拾)미

듕(重)고 위풍(威風)을 항거(抗拒)치 못나 만분블열(萬分不悅)어구졍(舊情)을 니어

환오득의(歡娛得意)미 낙텬(樂天)의 몽혼(夢魂)이 뎐도(顚倒)고 초왕(楚王)의 이 므로 녹아

은졍(隱情)의 진듕(鎭重)미 산(山海) 흐며 …’(<유씨삼대록> 권5, 58면).

88) ‘월이 차(茶)밧드러 나아오매 이 연(不然) (作色)고 칼을 혀 을 상두(床

頭)의셔 버히니 놀란 피 쇼져의긔 리고 러지니 이 슈급(首級)을 쇼져의게 더뎌 …’(<유씨

삼대록> 권10, 43면).

89) 실제로 폭력2, 폭력5에서 상층 남성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뜻에 저항하는 하층 여성들에게 신분

질서에서 자신보다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 흔연(欣然)니 소안(素顔)을 여러

왕파다려 왈 노파(老婆)의 여(女兒ㅣ) 교만방(驕慢放恣)여 상하존비(上下尊卑)을 아지 못

고 말이 방종(放縱)미 극(極)그 나희 어리다 나 용(容恕)나니 …’(<옥란기연> 권

1, 115면); ‘어시(於時)의 슈찬니 을 촉하(燭下)의셔 급피 겁박(劫迫)나 이 민첩(敏捷)히 방

비(防備)여 의 큰 힘으로도 능희 의상(衣裳)이 만편의 낫시능히 벗기지 못고 로(大

怒) 왈 네 쳔(賤)헌 종이 〃도록 강악(强惡)리오. 즉(卽刻)의 쥭이리라.’(<옥란기연> 권4,

4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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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 반전에서 상층 여성과 하층 여성이 상・하층이라는 신분질서 이전에 ‘여성’이라는 공

통분모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나아가 가부장적 이념 질서 아래 계층을 넘어

여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효과를 마련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옥란기연>은 남녀 당사자의 섬세한 심리묘사에서도 탁월성을 보인다.

가해남성들은 하나같이 피해여성들의 처지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

이다가도, 어느 순간 자신의 과도함을 뉘우치고, 그러다 또 얼마 안 가 피해여성을 희롱하

거나 혼자서 웃음을 터트리는 등 비이성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를테면, 현성은 자신의 욕

정이 해결되자 쓰러진 벽앵을 바라보며 그 과도함을 뉘우치다가도 벽앵의 팔에 사라진

앵혈을 보여주며 희롱한다.90) 그런가 하면 하간왕은 夾室 문을 박차고 들어가 자신과의

동침을 피해 도망간 왕비를 질책하는데 왕비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의 말

이 너무 심한 것을 반성하고 이내 침소로 돌아와서는 웃음을 터트린다.91) 이렇듯 <옥란

기연>에서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층 남성의 심리가 절묘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옥란기연>은 수치심과 모욕으로 정신적 방황을 겪다 체념하는 피해여성

의 복잡한 내면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요약하여 제시하기보다, 주로 인물의 행동이나 주변

인물들 간의 반응을 통해 사실적으로 형상화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특징은 폭력2,

폭력5, 폭력7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바, 폭력5의 형상화가 이 가운데 단연 탁월하다 할

수 있다. 폭력5의 천주는 폭력2와 폭력7의 피해여성들에 비해 가장 오랜 시간 정신적 방

황을 거듭할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자신의 트라우마를 솔직히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고 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옥란기연>에서는 여러 장면에 걸쳐 긴 분

량으로 서술되어 있다.

폭력5에서 천주는 가족과 상봉하여 진府로 돌아간 뒤에도 현성에게 강간당한 것을 수

치로 여기며 원통해 한다. 이러한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천주의 母親은 현성이 남편

이 된다면 남녀 간의 通情은 문제될 것이 없다며 위로한다.92) 그러나 鬱鬱한 심정을 견디

지 못한 천주는 결국 편지를 남기고 夜陰을 틈타 우물에 투신한다. 그날 밤 천주가 사라

90) ‘양구(良久) 후 가의 너무 삼가지 안니물 뉘웃고 어로만져 긔운을 보더니 이윽고 이 회두

(回頭)여 … 이 소(笑) 왈 홍졈(紅點)이란 거산 아(兒孩) 젹 잇난 거시앗가 날과 동낙

(同樂)엿시음양(陰陽)을 통헌 여(女子)의게난 쥬(朱標ㅣ) 엇지 잇시리오. 이 실셩곡

(失性大哭)니 …’(<옥란기연> 권4, 45-46면).

91) ‘셜파(說破)의 (*하간왕비가) 옥안(玉顔)의 진쥬(眞珠)를 더진 듯 눈물을 흘니고 만이 열슉

옥면(玉面)니 화월(花月) 갓호니 왕이 본걸호(傑豪)여 분긔(憤氣) 이러나면 젼후(前後)를

도라보지 아니즁 … 말이 너무 과도(過度)물 뉘웃쳐 묵연(黙然)니 문을 닷고 상〃(床上)의

쓰러져 스로 쥰격(峻激)물 웃더라.’(<옥란기연> 권7, 98-99면).

92) ‘부인니 더욱 암희(暗喜)여 왈 아(兒孩) 이 엇진 말이요. 한번 가종부(嫁娶從夫)난

〃헌 일이니 아미운치(姿美韻致)의 장낭(*장현성)의 유졍(有情)미 조금도 신누(身

累)의 험(險事ㅣ) 될 거시 업시… 소져 진〃(津津) 희늣겨 능히 (對)치 못니 모여(母女)

유〃(儒儒)여 한 작도 일우지 못허더라.’(<옥란기연> 권4, 9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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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사실을 안 가족들은 수색 끝에 우물에 빠진 천주를 찾아 건진다. 가족들의 극진한 구

호로 천주는 겨우 의식을 되찾지만 현성과의 婚姻을 바라는 주변의 뜻을 저버릴 수 없기

에 답답한 나날을 보낸다.93)

다음 날 현성의 父親인 장희가 병상에 누운 천주를 문안하기 위해 진府를 찾는다. 장희

는 천주를 달래며 우물에 투신한 까닭은 묻지만 천주는 현성이 자신을 强逼한 사실을 있

는 그대로 토로하지 못한다.94) 대신에 십일 년 동안 인륜을 모르고 지낸 온 것이 죄가 된

다고 여겨 투신한 것이라 속이니 장희는 미소하며 천주에게 약 수십 첩을 지어주고 돌아

간다.

하루는 父親 진협이 침소에 들어와 현성과의 길일이 정해졌으니 兩家의 和合을 생각해

오늘 안에 그 뜻을 밝힐 것을 재촉한다. 천주가 마지못해 현성과의 婚姻에 긍정적인 의사

를 내비치자 협은 기뻐하며 결혼 후 한 달에 보름씩은 친정에 머물 수 있도록 할 테니

안심하라며 타이른다. 그러나 기실 천주의 속마음은 부모와 다르니 여러 말이 소용없다고

여겨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인다.95)

이처럼 천주는 현성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뒤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 충동을 느낀다. 서술자는 이러한 내적 심리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주변

인물과의 대화나 장면 묘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독자로 하여금 천주가 처한 상황에 더욱 몰입하고 공감하게 만드는 효과를 자아

내었을 것이다.

더욱이 <옥란기연>에서의 여성들은 앞서 살펴보았듯 하나같이 남성의 폭력 앞에 그대

로 노출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런데 이들 피해여성들의 주변 인물들은 피해여성과 가까

운 위치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가해남성의 금전, 권력, 혈연에 의탁하거나 굴복함으로써

이들 여성을 철저한 고립의 상태로 내몬다. 이러한 주변 인물의 대표적인 예로, 재물에

눈이 멀어 창성에게 자신의 딸을 겁탈하도록 허락한 객점 주인 왕파랑, 주인 현성의 명령

93) ‘쳔쥬소졔 침소(寢所)의 머리을 왓지 안니코 일야(一夜) 벼의 머리을 더져 잠연(湛然)니 한

곳의 쓰러져 붓그러오물 잇고져 하나 님의(任意) 쥭지 못고 … 존당(尊堂) 부뫼(父母ㅣ) 과열

망(過熱待望)여 밧기을 못 잇칠 다시 니 소졔 가 몸이나 님의치 못니 잇다.’(<옥란

기연> 권5, 113면).

94) ‘소져(*진천주) 십일 셰 소〃(小少)헌 여(女子ㅣ)나 엇지 감히 소히(所懷)을 베풀이오. … 공(*

장희)의 유화(柔和)헌 긔운니 졈〃(漸漸) 일월도(日月行道) 갓고 엄(嚴)미 숙복쳔문 갓트니

민박(憫迫)헌 졍회(情懷) 잇시나 어가 변(辨白)리오. 〃직 머리을 두다려 쳥죄(請罪)헐 

이니 …’(<옥란기연> 권4, 114-115면).

95) ‘태위(*진협) 두긋기고 일변 함소(含笑)여 흔연(欣然) 왈 어렵지 안이니 당연슉(*진가숙)으

로 상의(相議)여 널노쎠 일삭(一朔)의 반월(半月)은 슬하(膝下)의 두어 즐기리니 여아(女兒)

난 일노 염여 말나. 소졔 비록 갓지 못나 여러 말이 무익(無益)여 다만 (拜謝)니

위 물너 소져의 말을 부모게 고(告)고 혼슈(婚需)을 찰히니 부인이 여아(女兒)의 회심

(回心)물 희(大喜)여 길일(吉日)을 령(待令)니 소졔 쳔만(千萬) 갓지 안이나 종시

(終始) 을 셰우지 못고 …’(<옥란기연> 권5, 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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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위엄을 거스를 수 없어 벽앵이 강간당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던 유

모 탕구, 아들에 대한 편애로 그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며느리에게 부녀자의 도리를 강조

한 媤父 임희나 황제 등을 들 수 있다.96) 이들을 통해 작품에 묘사되는 ‘남성’의 폭력은

‘사회 전체’의 폭력으로 그 의미가 확산된다. 다시 말해, 여성의 수난이 피해자 개인의 문

제로 치환되는 것이 아닌, 중세 가부장제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성의 부당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서술자나 가족의 태

도 또한 주목된다. 영혜는 남편 임유의 호색을 친정 부모에게 하소연하는데, 친정 부모는

딸의 태도를 부녀자의 도리에 어긋난다며 문제시하지 않고 두둔한다. 지금의 사회적 정서

로는 어찌 보면 당연한 태도일 텐데, 가족들의 이러한 태도는 <유씨삼대록>의 유옥영의

경우와 확연한 대조를 보인다. <유씨삼대록> 권5에서 옥영은 남편 사강이 기생들과 놀기

좋아하여 이 모습을 참지 못하고 꾸짖는데, 도리어 친정 식구들은 그러한 옥영을 투기가

심하다며 개과의 대상으로 삼는다.97) 여기에는 서술자의 태도도 한 몫 하는데, 서술자는

사강의 호색이 아닌 옥영의 투기를 더 문제 삼는다. 옥영에 대하여 ‘텬셩(天性)이 튜협(妬

狹)고 투긔(妬忌) 과도(過度)’한 여자로 평가하고 ‘신인(新人)의 몸인 줄을 닛고 노긔(怒

氣) 튱(充塞)’하다는 등 부정적인 시선을 견지하는 것이다.98)

그러나 <옥란기연>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인다. 신혼 초 장영혜는 남편의 호

색으로 인해 부부 사이의 불화를 이룬다. 하루는 임유가 기생들과 밤새 어울리다 병을 얻

으니 영혜가 간병하러 찾아오자, 임유가 대뜸 병이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이냐며 妄言을 서

슴지 않으니, 영혜는 正室 대접을 娼女 같이 하는 것도 서러운데 갈수록 말씀이 無禮하다

며 임유의 태도에 抗辯한다. 서술자는 영혜의 이러한 태도를 ‘소져의 강열(强烈)헌 말과

싁〃헌 거동(擧動)이 댱송암이 졍(正色)고 팔조졍(朝廷)의 셧난 듯니’라며 대

장부와 같이 당당한 기상을 지닌 여성으로 묘사한다.99) 여기서 ‘장송암’은 영혜의 父親인

장희를 가리키는데, 장희는 작품 전체에서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그

런데 그러한 인물과 영혜의 태도가 유사하다고 하는 것은, <유씨삼대록>의 서술자와 달

리 남성의 부당한 행동에 저항하는 여성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선이라 할

96) <옥란기연> 권1, 105-106면; <옥란기연> 권4, 46-47면; <옥란기연> 권3, 135면; <옥란기연>

권7, 81면.

97) ‘부인이 엄(嚴)히 졀(切責)고 모든 가〃(哥哥)와 냥형(兩兄)이 녜의(禮儀)와 부(婦行)

을 경계(警戒)여 나히 올타 니 업쇼졔 눈을 독히 고 말이 츄상(秋霜) 흐여

죵시(終始) (自家)의 그믈 아디 못니 …’(<유씨삼대록> 권5, 13면).

98) ‘부〃(夫婦) 은졍(隱情)이 소(疎)고 음이 풍뉴번화(風流繁華)의 도라가 외당(外堂)의셔 일

(一隊) 명기(名妓)모화 쥬찬풍악(酒饌風樂)이 디 아니〃 … (*사강)이 더옥 긔탄(忌憚) 업

시 즐기매 뉴쇼졔(*유옥영) 텬셩이 튜협고 투긔 과도디라. 신인의 몸인 줄을 닛고 노긔 튱

여 모든 시녀(侍女)거리고 외당의 나와 의 유졍(有情)미챵(美娼)을 잡아내여 어러

이 치고 을 지저 …’(<유씨삼대록> 권5, 11-13면).

99) <옥란기연> 권3,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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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요컨대 <유씨삼대록>과 <옥란기연>은 서로 비슷한 장면을 묘사하면서도 남편의 호색

한 태도를 질책하는 여성에 대해, <유씨삼대록>은 질투심 많은 여성으로 <옥란기연>은

불의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는 여성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두 작품이 공유

하는 서술자의 시각이 존재할 테지만, 이러한 지점만 보아도 <옥란기연>은 <유씨삼대

록>과 비교할 때 ‘여성’에 대한 관심에서 좀 더 앞선 면모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櫻血話素의 轉用

앵혈화소는 한국 고소설을 특징짓는 화소 가운데 하나로 그 서사적 기능과 의미에 대

해서는 일찍이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해 왔다. 그러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대체로 ‘여성을

향한 일방적인 폭력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 논문 가운데 앵혈화소를 분석

한 것으로는 유광수, 조혜란, 최길용의 논문이 대표적이다.100) 유광수와 조혜란은 각각

<옥루몽>과 <소씨삼대록>, <오유란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또 최길용은 국문장편소설

32종에 담긴 앵혈화소의 서사 실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앵혈화소에 담긴 ‘남

성중심적 시각’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최길용이 국문장편

소설에 드러난 서사 실상을 기능과 의미별로 유형화 하여 정리해 놓은 표이다([표6] 참

조).101)

이 표를 보면 32종의 작품 가운데 앵혈화소의 사용이 가장 빈번한 작품은 <옥란기연>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옥란기연>의 경우 앵혈화소의 사용 빈도가 가장 높

기도 하지만, 다른 장편소설과 비교할 때 앵혈화소의 기능이 특정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옥란기연>은 ‘동정남 희롱하기’, ‘성폭력피해 판단’, ‘여성의 성 거

부’에서 여타의 장편소설에 비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데, 이는 앞 항에서 살핀 남성의

폭력성과 권위의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의할 점은 ‘동정남 희롱하기’와 ‘동정남 앵혈씻기’의 경우 기능 면에서 다르지만 내용

면에서는 일부 겹치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소씨삼대록>에서 소운성은 ‘순양동

자’라는 주변의 놀림을 견디지 못해 시비 소영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강간하여 앵혈씻기

를 감행하는데, 이 경우 ‘동정남 희롱하기’와 ‘동정남 앵혈씻기’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100) 유광수, 「<옥루몽>의 벽성선: 욕망하는 인물, 전략화된 육체와 사회적 검열・통제」, 『한국

문화연구』8,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5a; 유광수, 「<옥루몽>에 나타난 性愛 표현의 의미:

은밀한 폭력과 정당화된 폭력」, 『고소설연구』20, 2005b; 조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남성 섹슈

얼리티의 재현 양상」, 『고소설연구』20, 한국고소설학회, 2005; 최길용, 「고소설에 나타나는

앵혈화소의 서사 실상과 의미」, 『고소설연구』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101) 최길용 앞의 논문, 2010, 62면, 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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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혈화소

작품명

순결검열표지 신분증명표지

남성 여성 여성

작품명

1 소현성록

2 소씨삼대록

…

6 유효공선행록

7 유씨삼대록

…

31 창란호연

32 옥란기연

[표6] 앵혈화소의 서사 실상 비교

볼 수 있다. 이는 <옥란기연>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데, 문제는 같은 ‘동정남 앵혈씻

기’라고 하더라도 폭력성의 내재 여부에 차이가 있으며, 폭력성의 강도 또한 작품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다. 단적인 예로, <옥란

기연>에서 장계성 부부의 合宮은 부부의 화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보더라도 <소씨삼대록>과 <옥란기연>은 동일한 의식지향을 갖는다고 보기 어

렵다. 더욱이 장추성 부부의 경우 ‘동정남 앵혈씻기’와 ‘동정남 희롱하기’는 ‘여성의 성 거

부’와 거의 하나로 맞물려 전개되는데, 이는 <소씨삼대록>의 소운성이 여성의 별다른 저

항을 거치지 않고102) 앵혈씻기에 성공한다는 점과 비교할 때, <옥란기연>의 앵혈화소에

대한 해석이 전적으로 남성중심적 시각에만 머무를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최길용이 파악한 ‘동정남 앵혈씻기’ 등은 작품의 문면을 통해 면밀히 분석하

고, 다른 작품과 대조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에는 앵혈 관련 서사의 중심인물이 되는

남성과 여성의 행동, 또 이를 바라보는 주변인물의 반응, 서술자의 시각 등이 의미 해석의

관건이 된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모든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을 벗어나

거니와, 자칫 논의가 번다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최길용이 정리한 표를

논의의 기반으로 삼되, <소씨삼대록>과 <창란호연>으로 범위를 좁혀 <옥란기연>의 앵

혈화소가 지닌 대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에 주력하기로 한

102) 조혜란, 앞의 논문, 2005, 394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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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03)

[표6]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옥란기연>에 나타나는 앵혈 화소의 기능이

대표적인 가문소설인 <유씨삼대록>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성별 기

능 분포에서도 두 작품은 차이를 보인다. 즉 <유씨삼대록>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앵

혈화소가 한 번도 활용되지 않는 데 반해, <옥란기연>에서는 전체의 30%나 활용될 만큼

그 빈도가 높은 것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창란호연>의 경우 앵혈화소의 기능 면

에서 후편 <옥란기연>보다 <유씨삼대록>에 더 가까운 경향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기능

의 다양성은 <유씨삼대록>에 비해 확대되었지만, 그것이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능

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옥란기연>과 차이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란호연>에서 유일하게 남성을 대상으로 앵혈화소가 적용된 서사는 무엇이

며, <옥란기연>의 내용과는 어떠한 질적 차이를 보일까? <창란호연> 권5에는 형 장희와

동생 장우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온다. 우가 母親의 성묘를 다녀온 뒤로 수척한 것을

보고, 이운은 예비 사위가 婚姻을 며칠 앞두고 병이 든 것은 아닌지 걱정한다. 기실 우는

妓樓에서 만난 양난주를 잊지 못하여 想思에 든 것인데, 여색에 빠져 병이 들었을 것이라

의심한 희는 우를 따로 불러 그간의 사정에 대해 실토하라 이른다. 우가 억울하다며 직접

앵혈을 찍어볼 것을 권하자 희는 그 당당함에 의심을 거둔다.104)

하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앵혈화소가 남성에게 실제로 적용되었다기보

다 대화 중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내세운 언어적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즉 장우

의 동정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그 팔 위에 앵혈을 직접 찍는 실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

지 않는 것이다. 반면 <옥란기연>에서는 앵혈화소가 남성의 동정 여부를 판별하는 데 실

제로 적용되어 행동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서사의 핵심화소로 활용된다.

103) 본 항에서 <유씨삼대록>을 대신하여 <소씨삼대록>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남성을 대

상으로 한 앵혈화소의 기능이 <유씨삼대록>에서는 단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19세기 이전 장편 가문소설의 대체적인 경향인 듯한데, 최길용의 표(앞의 논문, 2010, 62면 참조)

에 따르면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 <쌍천기봉>, <벽허담

관제언록> 등 창작 시기가 비교적 명확한 작품들에서 이와 일치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점에서는 오히려 <소씨삼대록>의 경우가 예외적이라 할 수 있는데, <소씨삼대록>

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앵혈 화소의 기능이 두 차례 확인된다. 따라서 19세 이전의 장편 가문소

설과 달라진 앵혈화소의 경향을 정치하게 살피기 위해서라도 <소씨삼대록>과의 비교는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104) ‘학(*장희) 홀노 의심(疑心)여 셔실(書室)의셔 좌우(左右) 고요믈 타 한님(*장우)을 불너

졍(正色) 왈 니션(*이운)이 너의 병(病)든가 의심(疑心)시니 그윽키 각건네 병드

지 아니여스면 니(客裏)의 홀노 잇시니 요(妖色)의 침익(沈溺)여든가 노라. 한님이 사

례(謝禮) 왈 엇지 이런 일니 잇시릿고. 숙부 본증이 계시니다. 학탄(嘆) 왈 속이려 면 어

못 소기리오. 네 만일 잡 마음 먹을진니공을 어나 낫츠로 보리오. 한님이 소(笑) 왈 소제

십육 세 남아(男兒)로 고지 듯지 아일 거시니 혈(櫻血)을 어보소셔. 지금 원민(寃悶)여이

다. 학비로소 웃고 (責)지 아니더라.’(<창란호연> 권5, 238면).



- 87 -

더욱이 <옥란기연>의 앵혈화소는 동정남을 희롱하는 장치로까지 적극 활용되는데, 그

렇다고 해서 <옥란기연>의 동정남으로 등장하는 추성과 계성이 <소씨삼대록>의 운성처

럼 ‘즉각적으로’ 주변 여성을 강간하는 등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를 계기로 주변 인물들의 반응이나 서술자의 언술을 통해 독자의 웃음을 유발할 뿐 아

니라 부부 갈등이 지속되는 원인 중 하나가 동정남의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

자의 해석을 유도하기도 한다.

요컨대 <옥란기연>은 앵혈화소에 내재된 남성 중심의 性윤리를 가부장적 남성의 권위

의식을 풍자하는 코드로 轉用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은연중에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옥란기연>의 핵심 인물인 추성의 서사이다. 앵혈화소가 남성의

순결검열표지로 활용된 경우는 계성의 서사에 적용되는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추성의 서사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성의 서사는 ‘남성동정여부

판별’, ‘동정남 앵혈씻기’, ‘동정남 희롱하기’에 모두 걸쳐 있는데, 추성의 서사에서 남성의

순결검열표지로서 앵혈화소가 처음으로 사용되는 곳은 추성의 무죄를 입증하는 장면에서

다.

작중 조재악은 왕줄과 함께 추성을 골탕 먹일 凶計를 꾸미는데, 줄은 개용단을 먹고

(假)추성으로 둔갑해 부녀자들을 겁탈하는 등 부정을 일삼는다. 결국 (眞)추성은 황제 앞

으로 붙잡혀 가는데, 이 과정에서 창영은 父親 장희가 며느리 선주의 나이가 어린 탓에

부부 同室을 오랫동안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어 추성에게 앵혈을 찍어볼 것을 황

제에게 상소한다. 이에 추성은 ‘장부(丈夫) 되여 여(女子)의 표젹(標的)’을 하겠냐며 질

색하지만, 팔 위에 떨어트린 앵혈이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眞)추성은 부녀자들을

겁탈한 누명을 벗게 된다.105)

이렇듯 앵혈화소는 장추성의 무죄를 입증하는 장면에서 ‘남성동정여부판별’의 장치로 활

용된다. 그러나 해당 장면 이후 추성의 앵혈은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오랜 놀림거리가 된

다는 점에서 그 기능은 다시 ‘동정남 희롱하기’로 기능이 전환된다.106) 한편 창영의 순간

적인 기지로 추성은 누명을 벗게 되지만, 선주는 伸寃할 방도를 찾지 못해 결국 定配된다.

105) ‘한님(*장추성)이 졍(正色) 왈 소질(小姪)이 장부(丈夫) 되여 여(女子)의 표젹(標的)을 리

잇가. … 이창셩이 유(解諭) 왈 군명(君命)은 지(死地)라도 불감역명(不敢逆命)이라. 엇지 

양(辭讓)리오. 상이 교(下敎) 왈 짐이 너을 위(爲)여 슉야(夙夜)의 잇지 못허거날 견집(堅

執)나뇨. 한님이 괴로오나 셩지(聖旨)을 위월(違越)치 못헐거시오. 니시랑이 핍박(逼迫)여 일

홍(一紅)을 으니 옥비(玉臂)의 찬연(燦然)헌 홍광(紅光)이 표〃(表表)헌지라. 젼상젼(殿上殿下

ㅣ) 상고실(相顧失色)고 한님의 부예(婦女ㅣ) 겁탈(劫奪)헌 누명(陋名)이 허(虛事) 아

니라, 지금 슌양(純陽)으로 잇슴물 아니 놀나 리 업더라. (<옥란기연> 권2, 145-146면).

106) ‘슉뷔(*장우) 희롱(戱弄) 왈 아(兒孩)을 장부(丈夫)로 아랏더니 쥬표(朱標) 일(一事)로

보건치소(恥笑)로 본(本)이 되지 아니리오.’(<옥란기연> 권3, 18면); ‘시랑(*소시랑)이 소(笑)

왈 도슌(*장추성)은 네게 라 편지을 아엿시니 이 손이 졈즉이 혈(櫻血)을 고 힘드렁이 잇

거동(擧動)이 보난 듯도다.’(<옥란기연> 권3,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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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추성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앵혈을 몸에 지낸 채 지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이는 곧 ‘동정남 앵혈씻기’의 출발점이 된다.

이후 모든 것이 조재악의 凶計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선주는 解配되지만, 귀경 도중

주현경의 계략에 휘말리면서 선주가 정조를 지키기 위해 강물에 투신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선주는 다행히 목숨을 건지지만 연이은 수난에 심한 병세를 앓는다. 추성은 선

주를 정릉에서 호송해오는 길에 부부가 모처럼만에 合宮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자신

의 병세를 고려해 달라는 선주의 간청에 결국 合宮을 미룬다.107)

이처럼 추성의 태도는 앞서 살핀 운성의 태도와 극명한 차이를 지닌다. 추성은 운성의

경우와 달리 자신의 팔에 새겨진 앵혈을 지우기 위해 집안의 시종을 겁탈하지도 않았으

며 유배에 처한 아내를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이다. 더욱이 추성은 아내의 심한 병세를 고

려해 합궁을 미루는 참을성 있는 태도까지 보인다.

그러나 부부의 이러한 사정을 알 리 없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주변 남성들은 추성

과 선주의 부부 사이가 좋지 못한 것으로 오해해 계속하여 간섭하고 희롱한다.108) 심지어

장우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위엄이 없는 것 아니냐며 호되게 질책하고 서둘러 앵혈을

씻을 것을 부추긴다.109) 뒤에 가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이러한 주변 남성들의 반응, 특히

장우의 부추김은 추성의 태도가 변화하는 주요한 계기 가운데 하나가 된다.

이후 선주의 병이 도저히 나을 기미를 보이지 않자 추성은 문병하는 척하며 침소에 들

107) ‘소졔(*소선주) 부득이 불민(不敏)물 죄(謝罪)고 병(病)이 고향(膏肓)의 드럿시니 셩덕(盛

德)을 드리물 쳥(請)니 한님(*장추성)이 즁(愛重)여 옥슈(玉手) 졉쳬 왈 표졈(標點)을

일일(一日)도 머물 아니〃 병이 차복(差復)지 못물 도라보와 금야(今夜)난 허송(虛送)허거이

와 부인은 을 약(弱)히 여긔지 말나.’(<옥란기연> 권3, 65-66면).

108) ‘한님(*장추성)이 셰소(洗手)을 맛치하직(下直)고 도라와 조참(朝參)과 신셩(晨省)을 파(罷)

니 외당(外堂)의셔 〃집을 보더니 신아(新兒)의 졔(諸) 소연(少年)과 인졔(仁悌)한 공(公子)

등이 모혀 담소(談笑)헐… 친(親愛)여 소부의 가쥴 알고 보여 비홍(臂紅)을 보려니

이 소을 쳐 지져 왈 이 귓것들은 엇지 부창(浮猖)되미 여(如此)뇨. 졔(諸生)이 

소(大笑) 왈 보이미 쾌(快)도다. 한님이 즐(大叱) 왈 장뷔(丈夫ㅣ) 불(不幸)허 시졀(時節)을

당(當)여 아여(兒女)의 표졈(標點)을 엿시나 업신지 오거날 경박(輕薄)미 여뇨. 신

왈 이 거즛말이라. 으리 각〃 자랑 말을 듯오오(원문 그대로)<니> 소(*소선주) 졍능의셔

오시던 날 쥬(朱標ㅣ) 의영(依然)물 친견(親見)신 라. 그 후 도슌이 빙가(聘家)의 간 일

이 없고 소졍열이 오<시>지 아냣시니 누울 속이려 시나뇨.’(<옥란기연> 권3, 97면).

109) ‘(*장우) 즁(愛重)허여 짐짓 원비(猿臂)을 늘히여 광슈(廣袖)을 거덧치니 홍졈(紅點)이 와

연(宛然)헌지라. 문득 (責) 왈 평일 너다려 소시(*소선주) 반다시 젼(前事)을 유감(有感)여

용납(容納)지 아니리니 굴슬(屈膝)허기을 면(免)치 못리라 엿더니 남(男子ㅣ) 차마 신변(身

邊)의 두지 못헐지라.’(<옥란기연> 권3, 84-85면); ‘문득 졍(正色)고 한님다려 왈 장뷔(丈

夫ㅣ) 입신도(立身行道)의 긔위(氣宇ㅣ) 광풍졔월(光風霽月) 갓트물 네 양(每樣) 이르더니 신

상(身上)의 무쳬미 잇관진쳔 이 긔휘(忌諱)리오. 네 우(配偶)을 만나 남신상

의 쥬표(朱標)을 두미 셰변(世變)으로 엿시니 장뷔 차마 일(一刻)도 머물 거시 아니〃 님의

업산쥴을 쾌(快)히 빙셕(氷釋)헐 거시어날 슘기문 엇져미요.’(<옥란기연> 권3,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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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 강제로 앵혈씻기를 감행한다. 그러나 선주의 防遮로 결국 추성 자신의 앵혈만 사라

지고 만다. 이에 추성은 아내가 ‘점〃 반부(反夫)헐 을 품고’ 있다며 母親 현희를 찾아가

고자질을 한다. 하지만 현희가 도리어 그러한 추성을 책망하니, 추성은 며느리만 過愛한다

며 불평한 뒤 물러난다.110)

그날 밤 추성은 다시 한번 선주의 침소로 찾아가 强逼을 시도한다. 그리고 마침내 현희

의 앵혈마저 지우는 데 성공하자 추성은 기뻐한다.111) 그러나 이윽고 잠에서 깬 선주가

무수한 토혈을 쏟아내고 혼절하는데, 이를 진맥한 內醫는 추성에게 어제의 强逼을 크게

문제 삼는다. 그 순간 추성은 ‘몸을 협졔(脅制)나 을 항복(降伏) 밧기 어’렵다며 자신

의 强逼을 깊이 뉘우친다.112)

다음 날 뜻밖의 소식에 놀란 장우는 어제의 일을 눈치 채고는 저녁에 추성을 따로 불

러 팔을 걷어보라 명한다. 추성이 당당히 앵혈이 사라진 팔을 내보이자, 한참 보던 장우

가 추성을 질책한다. 추성은 ‘평일(平日) 말과 다르물 (責)시려이와 이난 그러치 아니

오니 존(尊敎ㅣ) 지극 원민(寃悶)여이다.’라며 앵혈씻기를 부추기던 숙부의 행동이

종전과 다름을 원망한다. 그러자 장우는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듯 추성의 과도한 행실을

책망하니, 추성은 아무 대답 없이 웃기만 한다.113)

110) ‘한님(*장추성)이 졍(正色) 쥬왈 … 소시(*소선주) 졈〃(漸漸) 반부(反夫)헐 을 품고 이 곳

시침(侍寢)도 부(慈婦)의 셩표을 비로미 아니라 (孩兒)을 피(避)미오니 륜(大倫) 반

(反)난 여(女子)을 은(隱對)치 못올지라. 졍(慈情)은 엄히 게(戒責)소셔. 부인(*한

현희)이 소(笑) 왈 나의 현부(賢婦)난 여즁군(女中君子ㅣ)니 이 박덕(薄德)헌 싀어미 가르칠 

아니〃 도금여난 부도(婦道)을 버셔나고져 니 아니라 풍파환난(風波患亂)을 경역(經歷)고

너의 셕일(昔日) 광망(狂妄)물 상〃(想像)여(女子)의 인졍(人情)이 연(自然)거날 가

부(家父)라 여 협졔(脅制)미 되나냐. … 한님이 소이왈 소시의 죄(罪)을 다스리려 면 발

셔 영츌능욕(令出凌辱)의 밋올거살 아여(兒女子)의 일을 족가치 아니려 바려두어삽거날

존당(尊堂) 부뫼(父母ㅣ) 져을 과(過愛)사 의 지나온작 엄명(嚴命)을 두려 용(容恕)

나이다. 부인이 망영(妄靈)되물 (責)니 …’(<옥란기연> 권3, 112-113면).

111) ‘(*장추성)이 스로 긔 유복(有福)여 현쳐(賢妻) 두물 암히(暗喜)난 즁 그져 히난

빗치 잇시물 보고 촉(燭)을 두루혀 노코 누엇더니 종야(終夜)의 소져(*소선주) □경각여 눈

을 보니 촉홰(燭火ㅣ) 명미(明媚)헌몸이 져의 팔을 버혓낫지라. 도로혀 머리을 벼의 박아

음업시 누(淚水ㅣ) 잠연(潛然)니 한님이 난 듯시 이 거동(擧動)을 보고 흔연(欣然)이 우

음을 먹음어 보더니 …’(<옥란기연> 권3, 115면).

112) ‘시(此時) 한님이 회(回生)을 오미 인의 운혜 바람 갓트여 흉금(胸襟)이 초삭(焦鑠)

니 스로 혜오평(平生) 여(女子)의게 굴(屈)물 괴(怪)히 여겨 위엄(威嚴)을 귀속(歸

屬)고 힘으로 강박(強迫)복종(服從)치 아니 리 업슬가 엿더니 이졔 당(當)여 보니 과

연 몸을 협졔(脅制)나 을 항복(降伏) 밧기 어려오니 병법(兵法)의 이른바 도사와 즁이며 여

장이 어렵다 니 올토다. 부졀업시 촉노강핍(觸怒强逼)여 여(如此) 위질(危疾)의 이을 쥴

알이오.’(<옥란기연> 권3, 118면).

113) ‘나조의 (*장우) 한님(*장추성)을 불너 졍(正色)고 일오네 이졔야 망언(妄言)헌 죄(罪)

을 도망(逃亡)치 못헐 거시니 엇지 리오. 한님이 우음을 여 공슈(拱手) 왈 소질(小姪)이 오

(愚昧)여 닷지 못허니 하교(下敎) 엇지 비로미잇가. 명(命)여 팔을 라니 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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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앵혈씻기에 대한 장우의 이중적 태도이다. 그러나 이는 장우 한 사

람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동정남의 앵혈을 희롱하고 질책하며 부추

긴 주변 남성들의 공통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옥란기연>은 <소씨삼

대록>과 달리 앵혈화소의 轉用을 통해 앵혈씻기에 대해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고 볼 수 있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옥란기연>의 서사에는 남성의 시선만이 아닌, 이와 반대되는 여성의 시선이 같이 제

시되고 있으며114), 당사자 남성도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한다. 앞서 살핀

<소씨삼대록>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남성의 폭력에 희생

된 여성을 바라보는 주변인물이나 서술자의 시선이 잘 감지되지 않는 것이다.115) 반면

<옥란기연>에는 한 여성이 겪게 된 비참한 결과가 남편 추성과 그를 부추긴 주변 남성들

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摘示되어 있다. 이들은 선주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

이 없고, 추성의 앵혈을 단지 자신들의 웃음을 위한 희롱거리로 삼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선주가 死境을 헤매는 비참한 결과에 이르자, 장우는 자신의 평소 언행을 망각하는 무책

임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한다.

요컨대 위의 장면은 앵혈씻기 자체가 남성중심적 사고의 발현이고, 여성이 원치 않을

때는 필연적인 희생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회자되고 책망과 희롱의 대상이 되는 왜곡된 남성 중심의 性윤리를 날카롭게 포착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작품은 부부 간의 화목을 위해서는 남성이 힘으로써 여성

을 제압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즉 여성에 대한 인

격적 배려와 존중이 화목한 부부 관계의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한현희, 장추성, 장우 등의

이 슉부의 보실 쥴 알고 소당(所當)치 아냐 쾌(快)히 옥비(玉臂)을 거드니 현홍(顯紅)이 멸젹

(滅跡)헌지라. 양구(良久)히 보고 (責) 왈 … 네 평일(平日) 광풍(狂風) 갓튼 위엄(威嚴)과

고담쥰논(高談峻論)이 엇지 한 부인을 졀졔(節制)치 못리오. 한님이 쳥파(聽罷)의 홍협(紅頰)

츄미(皺眉)의 우음을 먹음어 왈 소질이 일작 강위(强威)을 긔와 존젼(尊前)의 큰 말을

알외미 아니라 실로 부인 (內子)의게 굴긔(屈起)난 아니려 본의(本意)을 고(告)허미러니 슉

뷔 방고 가(苛責)사 그러치 못리라 하교시던 오, 도금(到今)은 망언(妄言)으로 보

시니 … 평일 말과 다르물 시려이와 이난 그러치 아니오니 존(尊敎ㅣ) 지극(至極) 원

민(寃悶)여이다. 쳥파(聽罷)의 현닐오네 이굴(理屈)가장 슌(順事)여 허물

을 가리오거니와 한갓 힘으로 협졔(脅制)여 그 몸을 허(許)나 마음을 숙여 항복(降伏) 밧

지 못리라. … 소시(*소선주) 결연니 네 안로 공슌(恭順)니 아라 소임(所任)치 아닐진한박

험박(寒薄險薄)여 쥬표(朱標)을 업시미 무삼 화락담(和樂且湛)의 부창부슈(夫唱婦隨)난

되(道ㅣ)리오. 한님이 화연(譁然) 소(大笑)고 답지 아니더라.’(<옥란기연> 권3, 122-125면).

114) 이를테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는 선주를 보고 부녀자의 도리를 어긴다

며 고자질하던 추성의 태도에 현숙치 못하다고 질책하던 母親 현희의 모습이 그러하다.

115) 조혜란, 앞의 논문, 2005, 394면에서는 <소씨삼대록>의 이러한 장면에 대해 ‘남성인물은 자신

이 性的인 존재로 유표화되는 것만이 수치스럽고 견디지 못하는 것일 뿐,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회의도 없으며 그 행위의 부당함에 대한 성찰 역시 보이지 않’으며, ‘석파 역시

이 성폭력에 대해 제대로 문제제기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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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을 통해 여러 번 역설한다.116)

이처럼 <옥란기연>은 앵혈화소를 단순히 여성의 性的 순결성을 판별하기 위한 장치로

서만 활용하지 않는다. 여성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앵혈화소를 다시 남성에게 轉用함으로

써, 왜곡된 남성 중심의 성윤리에 본격적인 문제 제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기존 연구에서 앵혈화소를 바라보던 관점, 즉 남성중심적 시각과는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으며, 확대된 ‘여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특징적 요소라 하겠다.

한편 <옥란기연>의 작자가 앵혈화소의 폭력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을

견지하고 있었다는 점은 <옥란기연>의 서사 내에 결연 증표로 활용되는 ‘옥란’을 통해서

도 확인된다. 전편 <창란호연>에서는 ‘앵혈’이 남녀 주인공의 결연증표로 설정된다. 한제

가 한현희의 팔에 앵혈로 장희와의 혼약을 새기는데117), 이는 장희와 한현희가 서로를 외

면할 수 없게 만드는 물리적 근거로서 작용한다. 이 점에서 한현희의 앵혈은 <옥란기연>

에 등장하는 옥란과 기능적인 면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본질적인

속성에서 큰 차이를 지닌다.

앞서 언급하였듯 한국 고소설에서 앵혈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관

습적 기제로 활용되며, 婚姻 전 앵혈의 有無가 그 여성의 윤리적 고결성을 증명하는 척도

가 된다. 다시 말해, 앵혈은 남녀 모두에게 애정에 대한 쌍방적 책무를 부과하기보다 여

성에 대한 일방적 책무가 더 강조된 서사장치로 활용되어 왔다. 반면에 옥란은 남녀 모두

에게 동등하게 부여된 증표라는 점에서 애정에 대한 쌍방적 책무를 강조한다. 무엇보다

여성의 신체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성에게 폭력적이지 않다.

요컨대 <창란호연>에서의 앵혈이 조선시대 여성에게 가해진 이념적・신체적 폭력성,

性的 불평등성을 상징한다면 <옥란기연>에서의 옥란은 이러한 부조리적 장치에 대한 대

안으로서 남녀평등과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의식이 담겨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옥란기연>의 작자는 앵혈화소가 지닌 부정적 측면들을 의식하고, 나아

가 이를 轉用함으로써, 종래의 장편 가문소설과는 다른 각도에서 새로운 문제의식을 드러

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3. 積極的 女性象과 愛情婚

116) 이러한 작품의 주제의식은 다른 부부결연담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남편이 아내를 인격

적으로 배려하고 존중하자 아내의 냉랭한 태도가 사라지고 부부 화목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은 장

추성-순채염 부부, 장현성-단소저-진천주 부부, 장관성-오소저 부부 이야기 등에도 담겨 있다.

117) ‘한공(*한제)이 그 의 팔의 혈(櫻血)노 장가 며나리라 쓰고 너를 회라 더니 네 모친이

세상을 바리니 가히 약(背約)지 못일이요, 한공이 굿타여 혈노 쓰는 다른 연괴(緣故ㅣ)

아니라. 우리 집의셔 다른 혼인(婚姻)려 면 그 의 팔을 가져 타문(他門)의 못 보리니

굿여 너를 동상(東床)을 졍(定)코져 미니 한 약지 못거시요’(<창란호연> 권1,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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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란기연>에서는 애정혼에 대한 열망을 지닌 두 여성이 등장한다. 바로 서릉군주와

순채염이다. 두 여성인물의 성격을 따진다면 서릉군주는 악인형 인물에, 순채염은 선인형

인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 사회에서의 애정혼은 금기시되었으며, 남

녀의 婚姻은 자녀의 의사보다는 부모의 중매를 통해 주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婚姻과 같

은 人倫之大事에서도 자녀는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라기보다 부모에게 예속된 존재로서

자리했으며, 따라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 작품에, 그것도 여성인물 가운데, 두 차례나 애정혼을 열망하는 서사가 구성

된 것, 더욱이 두 여성이 지닌 애정혼에 대한 바람이 어떠한 식으로든 긍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지닌 ‘여성’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물론 <유씨삼대록>과

같은 장편 가문소설에 여성의 애정혼을 담은 서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의 경우 서술자의 관심은 ‘여성’보다 ‘남성’에 좀 더 맞추어져 있다.118) <유씨삼대록>의

유세형과 장혜앵 부부의 서사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세형은 자신이 먼저 결혼 상대자를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죽기를 각오하고서라

도 부모가 주도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세운다.119) 家法에 따르면 再娶하기

도 어렵기 때문에 평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을 자신이 직접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세

형은 결국 이러한 의지를 실행에 옮겨, 조정의 일을 핑계 삼아 婚事가 예정된 장府를 찾

아간다. 열흘 뒤면 丈人이 될 장준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婚姻에 대한 의사를 묻

는 丈人의 질문에 ‘노션녀(女子ㅣ) 의 소원(所願)과 흐면 죵고금슬지낙(鐘鼓琴瑟

之樂)이 이려니와 블연즉(不然則) 부모(父母)의 명(命)으로 비록 (娶)나 동방유(洞房

雙遊)어려올가 이다.’라며 자신의 결혼관을 당당히 밝힌다.120) 장준은 세형의 염려

를 의식해 權道로서 그 딸 혜앵을 불러 인사시키는데, 세형은 혜앵의 미모에 그만 넋을

잃고, 이후로 혜앵과의 혼례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진양공주와

의 勒婚으로 그 뜻이 좌절되자 세형은 진양공주와 오랜 불화를 이루고, 설상가상으로 혜

118) 이는 전편 <창란호연>에서도 마찬가지다. 장우-양난주 부부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겠는데,

애정에 대한 적극성은 양난주보다 不告而娶를 감행하고자 한 장우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양난주는 장우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상대 여성을 배려해 자신의 애정을 체념하는 소극

적인 면모를 보이는데, <옥란기연>의 순채염과 서릉군주에게서는 이러한 배려보다 애정의 쟁취

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119) ‘내 맛당이 댱시(*장혜앵)여어보아 내 의 면 부명(父命)을 슌(順)히 좃고 블미(不美)

즉 부젼(父前)의 죽을디언뎡 (娶)치 아니리라.’ (<유씨삼대록> 권1, 75면).

120) ‘… (*유세형)이 졍(正)히 조각을 어덧디라. 졍답(答) 왈 쇼이 유(自幼)로 어린 의

(意思ㅣ) 슉녀(淑女) 곳 아니면 일실동거(一室同居)여 셩졍(性情)을 샹(傷)오디 아니거시

오. 비록 슉녜나 (色)이 완사(浣紗)던 셔시(西施)와 원가(怨歌)던 쇼군(昭君) 곳 아니면 쇼

의 원(願)이 아니라 당돌(唐突)나 노션녀의 소원과 흐면 죵고금슬지낙이 이려니와

블연즉 부모의 명으로 나 동방유어려올가 이다.’(<유씨삼대록> 권1,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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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에 대한 相思로 병까지 얻게 되니,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진양공주는 두 사람의 婚事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이 세형은 君父의 뜻과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의 애정을 관철하려는 의지를 내

비친다. 그러나 세형의 이러한 적극성에 비한다면 그와 애정 관계를 이루는 혜앵의 태도

는 소극적일 뿐 아니라 수동적이기 그지없다. 혜앵은 세형과의 혼약이 파기된 뒤로 수절

을 지키고자 深閨에 자리하기는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애정의 시련을 극복하거

나 쟁취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혜앵은 婚姻이 파기된 뒤에도 자신을

찾는 세형의 태도를 ‘의아’게 여긴다.121) 婚姻을 이미 체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단지 세

형이 모처럼 자신을 찾아왔으니 貞心을 내보이고 그 기색을 살피겠다는 생각만을 한다.

다시 말해, 상대 남성과의 애정혼을 이루려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모습은 잘 확인되지 않

고, 애정의 주도권을 부모에게, 또 남성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오로지 이들의 선택에 순종

하겠다는 모습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애정

이라는 기본적 감정 앞에 자유로운 주체가 아닌 타자로서 전락한, 중세적 가부장제 질서

아래에서의 이념적 여성의 모습과 닮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념적 여성의 모습과 달리 <옥란기연>의 서릉군주나 순채염은 부모나

남성 앞에 애정의 주체로서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줄 아는 인물로서 형상화된다.

<유씨삼대록>의 유세형과 같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배우자가 아니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

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이들 두 여성에게서도 확인되는 것이다.

<옥란기연> 권1에서 서릉군주는 우연히 말을 타고 자신 앞을 지나가는 이창성의 풍모

에 반해 父親 운양군에게 이府에 求婚할 것을 애걸한다. 운양군은 ‘염치을 바려 쥭기을 졍

’는 딸의 청원에 못 이겨 결국 중매로써 求婚하지만, 평소 운양군의 疏脫無識한 爲人을

잘 아는 이윤은 請婚을 그 자리에서 바로 거절해 버린다. 소식을 들은 군주가 ‘눈물을 흘

이고 머리고 부이져 슬피 울며 니곳 안니면 즉의 죽교져’하자, 딸의 고통을 차마

가만히 지켜만 볼 수 없던 운양군은 황제에게 使婚을 내릴 것을 청한다. 이에 황제는 아

들 창성을 군주와 婚姻시키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윤은 재삼 불가함을 청하지만 결국 允

許되지 않고, 군주는 婚事가 성사되었다는 소식에 몹시 기뻐한다.122)

이처럼 군주는 자신의 애정 앞에 결코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부

모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피력하고,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경우, 죽음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다. 이러한 태도는 앞서 살펴본 유세형의

태도와 흡사하다. 그러나 조선조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요구되던 여성의 덕목에 비추어

본다면 군주와 같이 자신의 애정 앞에 솔직한 여성은 ‘淫女’라 불리기 십상이었다. 실제로

121) ‘댱시 의아여 각내 침뉴의 셩명을 의지여 늙을 거시오, 부명(父命)이 이시니

져의 타 내 뎡심을 뵈고 긔(氣色)을 피리라 고 …’ (<유씨삼대록> 권1, 102면).

122) <옥란기연> 권1, 2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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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조형되는 서릉군주의 인물형상만을 봐도 그의 언행에는 순수한 애정이라기보다

性的 본능에 가까운 수사들이 따라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 앞을 지나가는 창성

의 풍모에 넋을 잃어 ‘입가의 건츔’을 흘리기도 하고123), 이창성의 사라져가는 뒷모습에

‘한 몸 되지 못물 ’기도 하며124), 新房에서 자신이 먼저 창성의 옷을 벗기고 淫行을

일삼기도 한다.125)

이에 창성은 군주의 음란하고 포악한 행실을 이유로 들어 그녀와의 불화를 정당화 한

다.126) 그러나 이러한 정당화는 작품 속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바

로 이어지는 내용에서 창성 역시 객점 老姑의 딸, 즉 한연주를 강간하는 등 人面獸心의

행동을 보이기 때문이다. 서릉군주의 부정적 면모는 상대 남성인 이창성의 성격적 결함이

나 잘못된 처신과 ‘相値’되며, 오히려 이러한 측면이 상층 남성의 속물적 이중성을 부각시

킨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비록 애정혼은 아니지만 <유씨삼대록>의 유세필-박

부인-순부인 부부와 양선-유현영-민순랑 부부의 인물형상을 들 수 있다. 순부인과 민순랑

은 군주와 마찬가지로 대단한 추모에다가, 자신의 애정 앞에 거침없는 태도를 보일 뿐더

러, 敵國과는 불화를 이루며, 집안에 큰 화를 일으키는 인물로 형상화 된다는 점에서 유사

성을 보인다. 그러나 상대 남성인 유세필과 양선은 앞서 살펴본 이창성의 행실과 달리 군

자적 풍모를 지닌 것으로 그려진다.127)

물론 이들 남성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유세필은 婚姻 후 4년 동안이나

아내와 부부관계를 맺지 않을 정도로 고지식한 태도를 보이고, 양선은 계조모와 副室이

正室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여러 악행을 일삼아도 오히려 효성을 다하는 태도를 보여

이들 부부의 갈등이 심화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직무 수행 중에 민간 부녀자를 겁탈하고, 부모의 허락 없이 妾을 들이며, 아내의 부당한

행실을 문제 삼아 毆打하고 무시하는 이창성의 소인적 면모와는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해,

이창성-서릉군주 부부의 서사는 순부인이나 민순랑보다 서릉군주의 부정성이 좀 더 희석

될 수 있는 인물 구도를 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28)

123) <옥란기연> 권1, 19면.

124) <옥란기연> 권1, 21면.

125) <옥란기연> 권1, 28-31면.

126) ‘공(*이윤)이 아(*이창성)을 불너 야간(夜間)의 급거(急遽)이 나오물 (責)니 비분(悲憤)

물 이긔지 못여 분연(憤然)니 작야(昨夜事)를 셰〃(細細)희 고(告)고 비록 쥭으나 다시

져 음여(淫女)을 (對)치 못헐 바을 고니 … 군머무런지 오일의 작심(作心)이 일이라.

이 면목불견(面目不見)물 로(大怒)여 무시숙경과 발악(發惡)이 업슨니 각뇌 아을

유(開諭)여 치지도위(置之度外)라 니 이 소연(少年)의 과격(過激)헌 셩식(性息)의 심홰

(心火ㅣ) 발(大發)여 광질(狂疾)기의 갓가은지라.’(<옥란기연> 권1, 34면).

127) 조광국, 「고전소설의 부부 캐릭터 조합과 흥미: <유씨삼대록>의 경우」, 『개신어문연구』26,

개신언문학회, 2007, 7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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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서릉군주의 인물형상은 악인형 여성인물에 가깝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의 이러

한 행실이 작품에서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의 서술을 좇아 읽다보면, 군

주가 필요로 한 것은 사실 창성의 사랑이었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

되기 때문이다.

군주의 시기가 나날이 심해지자 더 이상 말로써 감복시킬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윤

은 군주를 후당에 가둬버린다. 이 대목에서 서술자는 군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데, 군

주가 비록 창성의 사랑을 얻지는 못했지만 기실 그의 玉顔和風을 보는 것만으로 위안이

되었다고 언술한다. 그래서 일부러 더 창성을 자주 만나기 위해 집안에 난리를 일으켰고,

그러다 발악하는 자신의 몸에 창성의 손이 닿기라도 하면 그것으로 마음이 풀리었다며,

군주가 집안의 禍亂을 초래한 요인이 군주 혼자만의 책임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넌지시

알리고 있다.129)

뿐만 아니라 군주의 일방적인 애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는 창성이 강

제적으로라도 군주와 잠자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후당에 갇힌 군주는

창성을 相思하는 마음이 깊어져 결국 중병을 앓는데, 군주를 진맥한 御醫는 창성과의 合

根만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전에도 군주가 이와 비슷한 병을 앓은 적이

있어 운양군의 부탁으로 진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비록 지금보다 증상이 심하지 않

았지만 창성과의 婚事가 이뤄진 뒤 바로 나았다는 것이다. 창성이 父命에 어쩔 수 없이

128) 한편 선행연구(최길용, 앞의 논문, 1992, 334-338면; 양혜란, 앞의 논문, 1995, 642-646면)에서는

이창성과 장현성의 不告而娶를 통해서도 이러한 ‘애정혼에 대한 열망’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궁극적으로 작자가 의도한 것인지는 좀 더 고민해볼 문제다. 왜냐하면 장효성을

제외한 나머지 두 남성, 즉 이창성과 장현성은 애정혼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婚姻 전 하층 여성

을 강간하는 등 남성 중심의 폭력적 행동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은 자칫 작품

이 남성의 폭력성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것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 물론 장효성의 서사를 보면

남성의 애정혼에 대한 긍정을 전면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창성이나 장현성이 보여준 ‘왜곡

된’ 애정이나 욕망의 표출까지 서술자나 주변인물들이 긍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전술한 바

<옥란기연>의 서술자는 이창성과 장현성의 폭력성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한연주나 진

천주의 상처와 고뇌에 대해서 연신 관심과 연민의 시선을 유지하고 있다. 종국에는 한연주나 진

천주가 이들과의 婚姻을 받아들이기는 하나, 이것은 본인의 의지라기보다 타의에 떠밀리거나, 오

랜 내적 갈등의 결과로서 얻어진 체념의 발로일 뿐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인물들의 내적 갈등

의 과정을 염두에 둔다면 <옥란기연>이 ‘남성의 논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고 본 종전

연구의 해석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129) ‘어시(於時)의 군후당(後堂)의 계〃(繫繫)며 젼일(前日)은 시랑(*이창성)의 은(隱愛)

모로나 시랑의 옥안화풍을 루 보기나고 님의(任意)로 작(作亂)여 긔운을 져긔 풀더니 이

리든 후그 그림도 못보니 타협발악(打脅發惡)헐 젹도 시랑의 손니 몸의 다희면 향신(香身)

을 져긔 졉젼여 간 마음을 푸다가 일소의 깁희 갓치그 얼골도 보지 못고 부모슌셔

로 경계고 깁피 (慈愛)을 졀(絶)엿시니 모다 져만 다 분통(憤痛)고 랑 

(相思)허던 마음이 더으니 허물며 품(稟受ㅣ) 박여 안졍의 심회을 엿시니 문득 상사괴질

(相思怪疾)이 〃지라.’(<옥란기연> 권1, 168-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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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를 갖자, 병은 씻은 듯이 낫고 군주는 창성의 아이를 잉태한다. 이윽고 가족들의

우려와 달리 군주가 빼어난 기질의 아들을 낳고 죽으니, 장우는 창성 같은 아비로서 이런

자식을 낫지 못할 것인데 군주가 태교한 공이 크다며 탄복해 한다.

한편 서술자는 군주의 臨終 장면에서 ‘상북두 갓치 밋든 복아(腹兒)의 얼골도 모르

고 그리 상(相思)던 시랑도 겻잇시차려보지 못고 … 비록 그 (行事)

망측(罔測)나 인(人生)이 불상더라.’라며 그녀의 행실이 비록 婦德에는 걸맞지 않았

지만,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태교한 자식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좋아해 마지않던 창성과

제대로 된 작별 인사마저 하지 못하였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하기까지 한다.130)

물론 장편 가문소설에서 서릉군주와 같이 자신이 원하는 남성을 위해 적극적인 구애를

펼치는 여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작중 등장인물이나 서술자에 의해 중심가문의 구성원

으로서 인정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유씨삼대록>의 경우 순부인이 이와 비슷한 양

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나 대부분은 민순랑과 같이 소생을 남기지 못하거나 가문에서

축출되는 행로를 밟는다.131)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서릉군주는 <옥란기연>에서 전면

적으로 부정되는 인물이라 보기 어렵고, 어느 정도는 작품이 내세우는 서술의식을 공유하

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것은 애정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감정이나 욕구 앞에 더 이

상 타자로서 전락하는 것이 아닌, 자유로운 주체로서 존립하기를 바라는 당대 여성들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견지에서 <옥란기연>의 순채염이란 인물은 더더욱 주목된다. 대부분의 장편 가

문소설에서 애정혼은 남성의 전유물로서 서사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여성이 애정혼

을 희구할 경우에도 대개는 서릉군주와 같이 부정적 인물로 형상화된다. 그러나 <옥란기

연>에서는 순채염이라는 선인형 여성인물을 통해 애정혼에 대한 열망을 보여준다는 점에

서 특징적이다.

작중 순채염은 千古絶艶의 뛰어난 미모를 지녔으나, 어려서부터 규방의 덕목을 우습게

여기고, 작은 예절에는 조금도 신경쓰지 않는, 그렇지만 타고난 성품은 고상한 여성으로

묘사된다.132) 부녀자의 덕목과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는 앞서 살핀 서릉군주를 연상시키지

130) ‘각뇌(*장두)게 군쥬 위(危殆)물 고(告)니 각뇌 친니 리러 구병(救病)고 운양군니 일

의 약(藥)을 극진(極盡)니 종시(終始) 되(生道ㅣ) 업셔 일만의 쥭으니 상북두(北斗)

갓치 밋든 복아(腹兒)의 얼골도 모르고 그리 상(想思)던 시랑(*이창성)도 겻잇시차려

보지 못고 부모(父母)도 몰나 보고 명(命)이 졀(切)니 비록 그 (行事)망측(罔測)나

인(人生)이 불상더라.’(<옥란기연> 권1, 177면).

131) 순부인의 인물형상이 지니는 소설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조혜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참고.

132) ‘… 운환미안(雲鬟美顔)이 만고무비(萬古無比)어려셔브터 규문(閨門)의 오소(迂疎)물 우

이 너기고 쇼졀(小節)을 불관(不關)이 넉이지라. 관져쥬람(關雎周南)은 르지 못나 텬품(天

稟)이 고상(高尙)야 운화의 무리 아니라. 부뫼 그 남활(濫豁)물 아나 셩품(性品)을 곳치지 못

쥴 알시속(時俗)의 용이(容易)녀아니라 더라.’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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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성품은 그와 정반대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돌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장편 가문소설에서는 부녀자의 덕목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그 여성의 성품과

무관한 요소가 될 수 없는데, 채염에게는 이러한 서사문법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서술자는 여기에 대해 부정적 시선을 보이는 대신 긍정적

시선을 계속적으로 투사한다.

작품에서 채염은 人倫之大事인 婚姻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자신이 원하는 이

상형과 婚姻을 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지닌 여성으로 묘사된다. 상대 남성의 爲人이 어

떠하든, 부모가 정해주는 사람과 무조건 婚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그 爲人을 보

고 판단하겠다는 주체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133) 채염은 부모의 허락을 받고 추성이 근

무하는 관아로 男服을 하고 찾아간다. 채염이 멀리 香名을 듣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 들렀

다고 하자 추성은 처음 보는 소년의 빼어난 기질에 그만 넋을 잃고 만다. 비록 소년이지

만 그 영롱하고 엄숙한 태도가 아내 소선주를 연상시켰기 때문이다.134)

소선주는 <옥란기연>의 여주인공으로, 賢淑한 여인의 표상이 되는 인물이다. 여느 장편

가문소설과 마찬가지로 <옥란기연>에서는 여성인물을 평가하거나 묘사할 때 곧잘 이와

비견될 만한 인물을 거론하는데, 소선주는 이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여성으로 설정되어 있

다.135) 그런데 그러한 소선주와 순채염이 흡사하다고 서술한 것은 작품의 ‘여성’에 대한

관심과 관련해 그녀가 차지하는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즉 작자는 애초에

여러 여성인물들 가운데 채염에게 유독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싶었던 것이다.

물론 여성의 이러한 적극적 면모가 사회적인 통념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작자 또한

이를 의식하고 있으며, 이는 추성의 부정적인 반응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추성은 곧 이성

을 되찾고, 그가 男服한 아녀자란 사실을 눈치 채고는 傾城傾國할 미모를 지니고 있으면

서 아녀자의 행실을 저버리는 태도에 歎息을 금치 못한다. 그런데 며칠 뒤 추성 앞으로

채염이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한다. 처음에는 그 편지를 멀리 버리고자 하였지만, 남

14b-15a면).

133) ‘… 슌공(*순복)이 혼(婚事)를 임의(任意)치 못여 신낭(新郞)의 모(才貌)와 문(文體)를

의논(議論)즉 염이 상일오녀(女子) 일신(一身)이 번 가(嫁)평(平生)이 사람

의게 이시니 엇지 낫치 희고 입이 붉기를 (取)리오. … 소졔 고(告) 왈 댱의 셩(盛)일흠

이 장(壯)니 원컨야〃(爺爺)을 조무창의 가 져을 번 보와 결단(決斷)사이다.’(藏書閣

本 <옥란기연> 권11, 15a-15b면).

134) ‘관찰(*장추성)이 쳥의 안광이 유명여 양안(兩眼)을 흘기 발 갓튼 졍안니 십니의 비

최기로 영긔동인(英氣動人)여 츄강의 말으미 잇난 고로 빗난 즁의도 안(眼彩) 영농(玲瓏)

여 엄슉(嚴肅)고 바라두려오미 한츌쳠(汗出沾背)니 규합(閨閤)의 소졍열(*소선주) 갓흔

부인(婦人)이로잠간 미온(未穩)안을 장시고 쳑연구송니 연눈 두루기을 가야

이 안니더라.’(<옥란기연> 권4, 119-120면).

135) <옥란기연> 권4, 105면; <옥란기연> 권5, 126면; <옥란기연> 권5, 143면; <옥란기연> 권7,

173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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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시선을 의식해 아무렇게나 열어보니, 그 안에는 채염의 적극적인 구애가 담겨 있었

다.136) 여자 一身의 終身大事를 그르치고 싶지 않아 멀리 香名을 듣고 직접 확인하기 위

해 男服을 하여 찾아온 것이라며, 이것이 비록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인줄 알지만 자신을

버리면 深閨의 有髮僧이 되리니, 부디 음란한 뜻이라 여기지 말고 받아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편지 읽기를 마친 추성은 세상 물정에 어둡고 명랑한 여자라며, 자신을 好色漢인

줄 착각하고 접근하는 것이라 여겨 분개한다.137)

그러나 이후의 상황은 이러한 추성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된다. 바로 추성이 채염

의 애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제적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서릉군

주의 서사에서 살핀 상황 전개 방식과 유사하다. 다시 말해, 추성의 再娶를 위해서는 妻

家와 親家의 동의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는 바, 서술자는 우선적으로 妻家의 동의를 이끌

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하여, 아내 선주가 유배를 마치고 돌아온 뒤 심한

병을 앓아 남편에게 再娶할 것을 먼저 권유하는 장면138), 丈人 소잠이 異人으로부터 卜說

을 듣고 와서 사위가 순家의 처자를 再娶하지 않으면 딸 선주가 夭折할 수도 있다고 하

는 장면139) 등을 우선 배치하고, 이어 親家의 동의를 보여주는 내용으로서, 조부 장두가

자신은 허락하고 싶지만 장희의 반응을 염려해 주저하는 장면140), 父親 장희가 처음에는

非禮之言이라며 정색하다가 사돈 소잠의 간청과 진가숙과 양무의 설득으로 마지못해 허

락하는 장면141) 등을 연달아 배치한다. 이는 추성의 再娶가 다른 등장인물들에 의해 비판

되거나, 서사가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 만한 요인들은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채염의 애정이

허용될 수 있는 이념적 편폭을 확보하는 서사전개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순채염의

애정혼에 대한 열망을 긍정하는 서술의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채염의 애정이 최종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추성의 반응이 무엇보

다 중요한데, 서술자는 이보다 앞서 채염의 속마음을 확인한다. 순복이 기뻐하며 婚姻 소

식을 알리지만 채염이 도리어 기뻐하는 기색이 없으니 순복은 그 이유를 묻는다. 그러자

채염은 그동안의 속내를 털어 놓는다. 庸夫에게 시집가기 싫어 그 차선책으로 추성과의

婚姻을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42) 사실 채염은 추성이 갖춘 조건이 완전히 마음에 든

136) <옥란기연> 권4, 123-126면.

137) <옥란기연> 권4, 126면.

138) <옥란기연> 권4, 15-16면.

139) <옥란기연> 권4, 135면.

140) <옥란기연> 권4, 169면.

141) <옥란기연> 권5, 3-6면.

142) ‘슌소져(*순채염) 도로혀 깃거미 업니 부뫼(父母ㅣ) 그 을 무른작 (對)허여 왈 소여(少

女) 종신(終身大事)을 그릇여 용부(庸夫)의게 속현(續絃)헐가 여 마지 못여 져을 좃치

나 그 졍되(正道ㅣ) 안니〃 비록 응낙(應諾)나 범남(汎濫)키 여긔리니 금(自今) 이후로난 평

(平生)의 쾌(快)미 업가 한탄(恨歎)이로소이다. 부뫼 위로(慰勞)더라.’ (<옥란기연> 권5,

6면).



- 99 -

것은 아니었다. 아마도 이러한 조건들 가운데 채염이 가장 크게 우려했던 것은 副室로 婚

姻을 하게 된 상황인 듯한데, 이어지는 서사가 이를 말해준다. 婚姻 첫날밤, 침상에 오를

것을 권하는 추성에게 채염은 ‘妻不在妾御莫敢當夕’, 즉 妾이 侍寢을 들더라도 妻가 侍寢

을 드는 밤을 감히 대신할 수 없는 『禮記』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夾室로 가려 하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추성은 비록 그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나 이미 자신의 사람이 되었

으므로 매몰찰 수 없다며 隱情을 아끼지 않는데, 채염은 추성의 이러한 爲人에 다시 한번

감탄하여 첫날밤을 보낸다.143)

이것으로 채염의 서사는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드러난 채염

의 인물형상은 비단 여성의 애정혼에 대한 열망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없다. 妻妾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은연중에 같이 배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채염은 사실상 남편의 완전

한 애정을 희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선 사회의 통념상 妾의 지위로서 妻와 동등

한 부부관계 혹은 애정을 기대하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채염이 婚姻이 성사된 소식을 듣

고 나서 ‘평의 쾌미 업’ 것 같다는 한탄은 어쩌면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더욱이 추성은 이러한 채염의 행동을 투기로 보지 않았다. 다시 말해, 妻妾을

차별하기보다 모두 자신의 사람이라 여기며 동등하게 애정을 나누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

한 것이다. 결국 채염은 추성의 이러한 태도에 감동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데, 이러

한 장면에는 妻妾의 위계 아래 차별을 견디며 살아가야 했던 조선 여성들의 애정에 대한

바람이 투영되어 있으리라 생각된다.

143) ‘상셰(*장추성) 함소(含笑)고 원비(猿臂)을 늘히고 집기슈(執其手)고 촉(燭)을 멸(滅)헌 후

의 상〃(床上)의 나아가니 비록 져의 소(所行)이 아름답지 못나 님의 가의 람이 되엿시

니 엇지 몰(埋沒)리오. 견권지졍(繾綣之情)이 극진(極盡)나 맛참슈습(收拾)미 극진

나 맛참심의 그욱이 웃더라.’ (<옥란기연> 권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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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下層에 대한 關心

지금까지 <옥란기연> 속 ‘여성’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작품의 서술의식을 지탱하는 또 다른 軸 가운데 하나인 ‘하층’에 대한 관심을 살

펴보려 한다. 조선시대의 ‘하층’은 ‘賤人’ 또는 ‘賤’이라 불리며 사회 안에서 갖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흥미로운 점은 현실 안에서의 차별이 문학 작품 안에서도 그대로 ‘재현

(mimesis)’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이들 ‘하층’은 상층 여성의 문학인 장편 가문소설 안에서

도 ‘보조인물’, 그러니까 ‘중심인물을 돕는 조력자’에 불과하며, 이들의 적극성과 능동성은

상층에 대한 위협, 곧 ‘惡’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본

고의 비교 대상이 되는 <유씨삼대록>이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

층 보조인물이 대부분 악인형 인물로 형상화되는데, 이는 결코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없다.

반면 <옥란기연>에서는 이러한 보수적 이념성으로부터 탈피하려는 의식지향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층 보조인물이 더 이상 악인형 인물에 국한되지 않고,

상층 중심인물의 일시적인 ‘부재’나 ‘공백’을 대신하는 선인형 인물로 부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옥란기연>에서는 <유씨삼대록>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던 ‘하층’의 구체적인 삶이

나 애정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조명되

지 않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옥란기연>에 드러난 ‘하층’에 대한 관심을 살펴보고자 한다.144) 제1

절에서는 작품에 서술된 ‘하층’의 가난과 인신매매를 검토하는 한편, 장편 가문소설로서는

드물게 전면에 배치된 하층 남녀의 애정담을 고찰하려 한다. 제2절에서는 보조인물의 연

계성, 수와 신분 구성, 역할 등을 중심으로 작품 속 ‘하층’에 대한 관심이 <유씨삼대록>이

나 <창란호연>과 비교할 때 어떠한 특질을 지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1. 下層 苦難과 愛情의 敍述

144) 하층 보조인물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길연,「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임화

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웅쌍린기>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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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회, 2006;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보조인물의 양상과 서사적 효과」, 『국어국문학』158,

국어국문학회, 2011a; 정선희, 「장편고전소설에서 여성 보조인물의 추이와 그 의미: 여성 독자

층・서사 전략과 관련하여」, 『고소설연구』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등이 있다. 그러나 선행연

구에서는 주로 작품 속 여성(또는 하층 신분의 여성)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층

신분의 보조인물이 장편 가문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폭넓게 조망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층 보조인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며, 본고의 ‘상층

보조인물’, ‘상층 중심인물’이란 용어도 이러한 취지에서 고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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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下層의 家難과 人身賣買

<옥란기연>은 ‘하층’의 가난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전기 장편 가문소설인

<유씨삼대록>과 차이를 보인다. 이를테면, <유씨삼대록>에 등장하는 하층 인물들의 생활

상은 대개 서술자에 의해 감춰지기 마련인데, <옥란기연>에서는 이들의 가난을 숨기기보

다 오히려 세세히 드러냄으로써 ‘하층’의 삶에 대한 독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아래 인용문

을 살펴보자.

� … (*유세창이) (行)여 쳥션산 아니러날이 임의 져므럿디라. 쥬인(主人)을

자 수간모옥(數間茅屋)의 니매 발 노괴(老姑ㅣ) 나와 마자 초당(草堂)의 드리고 셕식

(夕食)을 올니〃 음식(飮食)이 정결(淨潔)고 미(菜味) 유아(儒雅)니 쥬인을 샤례(謝禮)

고 말쟝으로 더브러 도(行道)니더니 … (<유씨삼대록> 권5, 77면).

� … (*이창성이) 민간(民間)의 유완(遊玩)며 날이 져물동(童子)로 여금 촌가(村

家) 졈(客店)을 어더 밤을 드리고 셕반(夕飯)을 올이니 음식이 초〃(草草)더라. … 반

소식을 져(下箸)고 더니 방이 협착(狹窄)여 음울(陰鬱)기 십운지라. … 친지회

(思親之懷) 간졀(懇切)여 븨즁지여 원근(遠近)을 창망(悵望)더니 초옥(草屋)이 협착

여 노고(老姑)의 든 방이이(원문 그대로) 못 뵈이니 노괴 안져 밥 먹으며 닐오… 밥

상을 드리라 고 부억으로 드러 갓더니 발의 밥을 담고 두 그릇 나무을 노바드라 

니 … 명일(明日) 발(發行)헐노괴 홀노 간고(艱苦)헌 거동(擧動)을 불상희 여겨 동로

즁의 남은 〃(銀子)을 여 쥬니 노괴 불승황공(不勝惶恐)여 고두(叩頭) 왈 작일(昨

日) 쥬신 은도 과분(過分)커날 귀헌 은을 쥬시니 이목슘을 구졔(救濟)덕이로

다. 안찰이 웃고 위유(慰諭)후 복통(腹痛)이 홀연 긴급여 뒤흘 보려 그욱헌 뒤흐로 드

러가니 한 입 거젹으로 문허진 담을 가리웟거날 뒤흘 보고 이러셔니 노고의 든 방 뒤창 밧

기라. (<옥란기연> 권1, 100-102면).

인용문�은 <유씨삼대록>에서 풍양의 역모를 진압하고 돌아오던 세창이 산천을 유람

하다 산골의 어느 객점에 묵게 된 장면이고, 인용문�는 <옥란기연>에서 창성이 강서동

처제읍을 순무하고 민간을 遊玩하다 촌가의 한 객점에 투숙하게 된 장면이다. 민가의 객

점에서 마련한 음식이 얼마나 대단했겠냐마는, 전자는 數間茅屋에 사는 老姑가 차려준 음

식이지만 그 상태가 ‘정결고 미 유아’다고 美化한 반면, 후자에서는 夕飯을 받아보

니 그 음식 상태가 ‘초〃’고 ‘발의 밥’과 ‘두 그릇 나물’이 전부라며 실상을 있는 그대

로 전달하고 있다. 요컨대 兩者 모두 소박한 음식이 차려진 밥상이지만 작품의 서술자에

따라 상이한 의식지향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지향은 ‘하층’의 거주 공간을 바라보

는 서술자의 시각에서도 확인되는데, 전자는 ‘하층’의 거주 공간에 대해 ‘수간모옥’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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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짧게 설명한 데 반해, 후자는 방의 크기, 집의 구조, 심지어 화장실의 형태까지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더욱이 두 인용문은 <유씨삼대록>과 <옥란기연>에서 각각 새로운 여성을 만나기 위한

‘도입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서술자의 의식지향은 ‘만남’의 장면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 풍편(風便)의 셔셩(書聲)이 낭연(琅然)여 단혈(丹穴)의 봉(鳳)이 읇고 산샹(山上)의

옥쇼(玉簫)부니 태위(*유세창) 경아(驚訝)여 귀기우려 드매 셩음(聲音)이

쳐졀(凄切)고 유아(儒雅)여 사의 음을 동(動)니 태위 즉시 니러나 셔셩을 자가

니 초당(草堂)의 쵹영(燭影)이 비최고 방듕의 일위 쇼년(少年)이 창을 등 두어 안자 뉵도

셔(六韜書)닑으니 … 원컨유죵의 지음(知音)과 관포(管鮑)의 사괴믈 효측(效則)여

(死生)의 기리 닛디 말믈 셰여 서로 의심(疑心)을 풀미 엇더뇨. 쇼년이 년망이 샤

례(謝禮) 왈 존(尊客)이 산야인(山野人)을 보시고 졉(待接)시미 이 흐니 쇼(小生)

이 황감(惶感)여 감히 당치 못지언뎡 엇디 양(辭讓)리잇고. (<유씨삼대록> 권5, 77

면, 80-81면).

� … 일위 소(小兒ㅣ) 창(窓)을 열고 안침션(針線)을 참착엿거날 … 관찰(*이창성)

이 심시니 황홀(恍惚)여 겨유 나오니 엇지 도라갈 이 잇시리오. 시동(侍童)다려 길을 멈

츄고 노고을 불너 … 여(女子ㅣ) 방연(芳年)니 멧치요. 엇지 아름다은 희얼 어더 의탁치

아니나뇨. 노괴 왈 소나희 어려 아직 부(取夫)헐 가 아니〃 종차(從次) 졔 일가(一

家)을 차져 가려나니라. 안찰 왈 미인(美人)이 비록 나희 어리나 종신(終身) 의탁(依託)을

졍(定)미 엇더뇨. … 져 늘근 할미 옥(玉) 갓튼 상공이 어로달말을 드르나혼

인졍(人情)의 치지 못고 둘부귀(富貴)의 혹여 마음이 반이나 기우니 … 소져

경혼실(驚魂失色)여 깁피 피코져 나 졔문(諸門)을 당젼(當前)엿시나가지 못하고

후창(後窓)을 열여 니 문득 밧그로 걸엿고 … (<옥란기연> 권1, 102-106면, 113면).

인용문�은 유세창과 소년(=설초벽)의 만남을 그리고 있다. 세창이 객점에서 하루를 묵

고 다시 유람 길에 오르는데, 멀리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가 마치 봉황이 읊

조리고 산 위에서 옥피리를 부르는 것 같거늘, 세창이 놀랍고 의아하여 찾아가보니, 한 소

년이 草堂에 앉아 병법서를 읽고 있었다. 그 爲人이 범상치 않음을 알고 통성명을 하니,

소년의 이름은 설초벽으로, 早喪父母하고 친척이 없어 객점 노고에 의지하며 과거를 준비

하는 중이었다. 초벽의 풍모에 반한 세창은 함께 京師에 오를 것을 제안하고, 주저하던

초벽은 세창의 거듭되는 청에 결국 응낙한다.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義兄弟를 맺고, 밤

새도록 諸子百家와 兵法을 의논한 뒤, 다음날 주인에게 하직하고 같이 京師에 오른다.

인용문�는 이창성과 老姑의 딸(=한연주)의 만남을 그리고 있다. 창성이 객점에서 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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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치고 發行하려 하는데 순간 복통이 일어 급히 화장실로 향한다. 老姑의 딸이 맞은

편 방에서 창을 열고 침선을 다스리고 있거늘, 창성은 그 千古絶艶에 그만 넋을 잃는다.

창성은 老姑를 불러 딸의 신상을 묻고는 자신의 妾으로 들일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老姑

는 딸의 나이도 어리거니와, 창성이 이미 婚姻하였으리라 여겨 주저한다. 이에 창성은 자

신이 아내를 잃은 뒤에 아직 再娶하지 않았다 속여 老姑를 설득한다. 결국 老姑는 윗사람

의 부탁이라 거절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富貴에 마음이 끌려 창성을 딸의 방으로 인도한

다. 순간 老姑의 딸은 외간 남자가 老姑와 함께 자신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기겁한

다.

두 인용문은 공무를 마친 남주인공이 소임이 한가로운 틈을 타 객지를 유람하다 어느

객점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출신의 비밀을 감추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된다는 점에

서 유사성을 보인다.145) 그러나 이후의 서사전개를 보면, 인용문�과 �에 반영된 의식지

향은 앞서 살핀 인용문�과 �의 의식지향이 여전히 관철되고 있으며, 이것이 사건의 차

이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앞서 인용문�에서는 ‘하층’의 생활을 실상 그대로 전달하기보다 美化하려는 의식지

향이 감지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인용문�을 보면 이러한 의식지향이 道仙的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세창이 행장을 차려 떠나려 하는데 한 소년(=설초벽)이

책 읽는 소리가 ‘단혈의 봉이 읇고 산샹의 옥쇼부’다고 한 것은 소년이 지닌 기

이한 풍모를 묘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는 서술자가 ‘하층’의 가난에 관심을 두

기보다 뛰어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時流를 얻지 못해 재주를 썩힐 수밖에 없는

소년의 상황, 또는 여성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주를 내보일 수 없는 설초벽의 상황에 관심

을 갖는 서술자의 태도를 보여준다.

반면에 老姑의 딸(=한연주)은 소년과 같은 뛰어난 무예를 지니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男服도 하고 있지 않은, 가난한 하층 여성으로서 철저한 無防備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어릴 적 부모를 잃고 老姑에 의지해 생활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인용문�의 소

년(=설초벽)과 인용문�의 老姑의 딸은 인물 설정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나, 인용문�

에서 老姑는 두 사람의 만남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데 반해, 인용문�에서 老姑는

돈이 궁한 나머지 창성과 모종의 계약을 맺고 딸의 강간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하층 여성

의 고난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려는 서술자의 의도를 감지할 수 있다.

요컨대 두 인용문은 상황 설정 면에서 여러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서술자의 상이한

의식지향으로 인해, 한 쪽에서는 소년(=설초벽)과의 낭만적인 만남이 묘사되고, 다른 한

쪽에서는 老姑의 딸(=한연주)과의 비극적인 만남이 전개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145) 소년과 老姑의 딸은 서사 후반부에 가서 모두 상층 여성임이 밝혀진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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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씨삼대록>에서는 ‘하층’의 삶에 대한 조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달리

<옥란기연>에서는 그 관심의 영역이 크게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하층 여성은

‘가난’과 ‘신분’ 상의 이유로 상층 남성의 ‘강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에 의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옥란기연>에서는 한연주가 老姑의 딸이 된 내

력에 대해 서술하는데, 도적의 무리가 조府를 기습하여 어린 연주를 납치해 간 이유는 다

름 아닌 돈이 되기 때문이었다. 도적은 재산을 약탈해 가는 과정에서 연주의 빼어난 자태

를 보고 ‘을 길너 오초 이의 팔면 갑시 쳔금의 나지 아니리라.’며 납치해 간다.146)

그러나 연주가 사흘 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자 도적은 연주를 독종이라며 심하게 毆打한

뒤 길가에 버린다.

물론 이는 실제 인신매매가 행해진 것이라기보다 시도에 그친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신매매에 관한 서술이 진천주의 서사를 통해 다시 한번 반복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천주는 연주와 달리 실제로 인신매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젖먹이 시절

천주는 유이랑에게 유괴되어 노일관에게 百金에 거래되는데, 이후 장현성의 집에 시종으

로 들어가 모진 수모와 환란을 겪는다. 그러나 정작 천주는 자신이 상층 여성이라는 사실

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하층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주변 인물들 역시 이러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유모 탕구를 비롯한 몇몇 소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천주를 실제 하층으로

여겨 멸시한다. 특히 천주에 얽힌 출신의 비밀은 서사 후반부에 가서야 뒤늦게 밝혀지는

데, 서술자는 그전까지 아무 것도 모른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며’ 그녀가 겪는 고난을 여

과 없이 서술한다.147) 따라서 독자 역시 유이랑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천주를 하층 여성으

로서 인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서술 전략에는 천주의 고난을 통해 하층 여성의

삶에 주목해주길 바라는 서술자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술자의 이러한 의도는 전편 <창란호연>과의 대비를 통해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창

란호연>에는 <옥란기연>의 진천주와 마찬가지로 양반 신분이지만 불의의 사고를 겪어

하층 신분으로 전락한 양난주라는 여성이 등장한다. 어느 날 양난주의 父親 양수화가 유

배지에서 중병을 얻자 母親은 남편을 영결하러 유배지로 떠나고 집에는 난주와 유모 부

부 가초운과 장석만이 남게 된다. 그런데 그해 극심한 흉년이 드니 기근에 허덕이던 유모

부부는 난주의 목숨만이라도 살리고자 낙양의 어느 妓房에 돈을 받고 팔게 된다. 장석은

난주의 나이가 어리니 娼母가 娼樓에는 올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난주를 팔아 번

돈으로 이익을 내어 늦어도 십오 세가 되기 전에 다시 찾으러 올 것을 다짐한다. 그러나

유모 부부의 소식은 이후로 두절된다.

난주가 십삼 세에 이르자 娼母는 난주에게 누각에 오를 것을 권한다. 이에 난주는 유모

146) <옥란기연> 권1, 110면.

147) 여성인물의 신분에 따른 강간 묘사의 차이에 대해서는 앞 장의 ‘2. 性暴力의 敍述方式’ > ‘1)

男性의 暴力性과 權威意識에 대한 描寫’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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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머지않아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며 두 해만 더 기다려 줄 것을 눈물로 사정한다. 娼

母는 난주를 불쌍히 여긴 나머지 간청을 허락한다.148) 하루는 장우가 밤늦게 娼樓에 들러

美人을 찾기에 娼母는 하는 수 없이 마지막으로 남은 난주를 娼樓에 올려 보낸다. 우는

난주가 기실 상층 신분의 여성이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 妓房에 몸을 담게 된 사연을

듣고는 안타깝게 여긴다. 그리하여 우는 合根之情을 푸는 대신 밤새 이야기를 나눈 뒤 다

음 날 千金을 주고 난주를 妓籍에서 빼준다.149)

이렇듯 난주는 비록 인신매매로 娼樓에 팔려오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상층 신분의 여성

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자각하고 있었고, 妓房에서는 끝까지 자신의 정절을 지키는 것으

로 묘사된다. 따라서 <창란호연>에서 서술되는 양반 여성의 하층 체험은 ‘불의의 사고로

妓房에 몸을 담게 된 여성’이라는 ‘표면적’ 설정에 지나지 않다면, 앞서 살핀 <옥란기연>

의 하층 체험은 철저히 ‘하층의 입장’에서 다뤄지기에 서술자의 태도에 있어 차이를 보인

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상층 여성의 하층 체험은 전기 장편 가문소설인 <유씨삼

대록>에서도 확인된다. 하지만 <유씨삼대록>에서는 민순랑이라는 상층 여성의 하층 체험

을 ‘인과응보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옥란기연>에서는 상층 여성의 하층

체험에서 서술자가 어느 정도 동정과 연민의 시선을 堅持하고 있다면, <유씨삼대록>에서

는 오히려 이러한 시선 안에 혐오와 멸시의 감정을 뒤섞고 있는 것이다.

<유씨삼대록> 권4에는 민순랑이라는 악인형 여성이 등장한다. 어느 날 팽씨와 媤父母

가 전염병에 걸리자 순랑은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도망간다. 반면 유현영은 홀로 남아

팽씨와 媤父母를 극진히 간호하였고, 병에서 회복된 팽씨와 媤父母는 현영의 지성에 감동

한다. 이윽고 전염병이 진정되자 순랑이 시댁에 돌아온다. 그러나 양府에서는 시댁을 버

리고 一身을 보전하려 한 죄를 물어 순랑을 친정으로 내쫓는다. 이후 순랑은 재물이 많은

허청과 改嫁하지만 이웃집 惡少年 노적의의 횡포에 휘말려 敎坊의 기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청은 순랑을 다시 찾을 생각이 없고, 순랑의 가족도 짐을 꾸려 도망갔기 때문

에 유府에는 순랑의 소식을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때 유세형이 오랑캐를 다스린 공으로 임금에게 敎坊의 기녀 열 명을 하사받는다. 진

양공주와 장혜앵은 순랑의 이름이 敎坊의 妓籍에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크게 놀

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순랑을 구해줄지 말지를 의논하는데, 서로 상반된 견해를 보인

다. 혜앵은 시댁에서 不測한 행실로 내쫓기고 규방의 절개를 지키지 못해 기생이 된 것인

데 용서해줄 수 없다며 비분강개한 반면, 공주는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환란에서 보호

하는 것이 덕에 힘쓰는 어진 자가 할 일이라며 용서를 권한 것이다.150)

148) <창란호연> 권6, 148면.

149) <창란호연> 권5, 210-212면.

150) ‘댱시(*장혜앵) 십분(十分) 강개(慷慨)여 오사이 셰샹(世上)의 나매 강샹(綱常)이 듕

(重)거녜(*민순랑) 구가(舅家)의셔 블측(不測)실(行實)이 조모(祖母)구타(毆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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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할 점은 둘의 대화를 중재하는 유세형의 반응이다. 서술자는 세형의 반응에

대해 ‘공쥬의 셩인지심은 니도 말고 댱시의 강개고론을 한 항복더라.’라고 언술

하며 두 사람 사이의 議論을 정리하고 있다. 즉 진양공주의 말이 전적으로 옳지만 혜앵의

말도 틀린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결국 순랑은 敵國 현영의 慈悲之心을 입어 妓房에서 구

출되지만 순랑이 집안에 있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긴 남편은 순랑을 친정으로 돌려보낸

다.

이렇듯 <유씨삼대록>에서는 상층 여성의 하층 체험을 다루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옥란기연>에서 보인 ‘하층’에 대한 관심을 찾아볼 수 없다. 하다못해 <창란호연>에서는

娼樓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라도 담고 있지만151) <유씨삼대록>에서는 애초에 이러한 묘사

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민순랑의 하층 체험은 <옥란기연>

의 한연주나 진천주가 겪은 그것과 달리 자신이 저지른 過誤에 따라 그 죗값을 치르고,

결과적으로는 시댁에서 축출되는 과정에 서술자의 관심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인신매매에 대한 <옥란기연>의 관심은 상층 중심인물의 하층 체험뿐 아니라,

‘하층 보조인물’의 내력담에서도 확인된다. 이들은 인신매매의 피해자라기보다 오히려 가

해자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술자는 천주가 단소저의 시종이 된 내력을 설명하면서 유모

탕구와 남편 노일관이 인신매매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

기한다.

� 노일관은 곳 단시랑의 비뷔(婢夫ㅣ)니 탕구의 지아비라. 단공은 어진 댱(長者ㅣ)라. 부

인 고시 셩되(性度ㅣ) 녈(猛烈)니 비(婢輩) 등이 로 즁죄(重罪)닙지라. 탕구의

냥녜(兩女ㅣ) 괴로오물 보니 노일관이 흥판(興販)여 두 을 속냥(贖良)려 나 고부인

이 허(許)치 아니니 양(每樣) 한(恨)더니 젹은 (원문 그대로)을 나흐소졔 자라

거든 드려 복시(服侍)라 니 탕귀 즉금(卽今)은 유모(乳母) 드지 아니코 집의셔 더

라. 소졔 유로 셩득여 시비(侍婢)치되 피나게 치니 탕귀 두려 아모려나 비(代

婢)드려 젹은 을 밧고려 야 제 벗 뉴이랑을 만나 슈말(首末)을 일넛더니 금일(今日)

고 츌화(黜禍)바드매 심규(深閨)의셔 슈졀(守節)미 업서 몸이 풍진(風塵)의 뉴락(流落)며

일홈이 기젹(妓籍)의 쇽(屬)니 그 머리버히고 몸을 만단(萬端)의 내여도 앗가오미 업디라.

… 공(*진양공주) 흔연(欣然) 답(答) 왈 부인의 졍다온 말이 의리(義理)의 맛당(當)나 각

건녜(此女ㅣ) 임의 시의 친딜(親姪)인냥챰뎡 부(父子ㅣ) 방심(放心)치 못라. 

믈며 사의 허믈을 관샤(寬赦)고 환난(患亂)의 샹보(相補)여 원슈(怨讐)닛고 덕(德)을 힘

믈 인쟈(仁者)의 배라. 엇디 애지원(睚眥之怨)을 반시 갑흐리오. … 진공(*유세형)이 이

인(二人)의 문답(問答)을 드러 공쥬의 셩인지심(聖人之心)은 니도 말고 댱시의 강개(慷慨)고

론(高論)을 항복(降伏)더라.’ (<유씨삼대록> 권4, 81-82면).

151) ‘… 발셔 갑슬 밧닷고로 셕양(夕陽)이 되제 님식 다리고 방으로 드러가니 … 한

님이 깃거 창모(娼母)을 라 후당(後堂)의 드러가니 방(房舍ㅣ) 극키 졍결(淨潔)포진

(彩色鋪陳)이 눈의 현황(眩慌)고 이향(異香)이 코의 쏘이니 의먼져 취하난지라. 한 미(美

兒ㅣ) 운발(雲髮)을 지우고 거울을 여 안다가 이러셔니 …’(<창란호연> 권5, 198-2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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쳔쥬가져 이르… (藏書閣本 <옥란기연> 권9, 8a-9a면).

� 탕귀 울며 왈 이 일이 드러난 후야 슘겨 죄(罪)을 더으리잇가. 드여 소져 한 살 젹 입

던 금초과 월나상(越羅裳) 노리을 기여 놋코 곡졀(曲折)을 〃(箇箇)히 베푸러 졔 지아

비 노일관니 집이 호부(豪富)여 부가옹(富家翁)이로아달이 업고 두 을 단시랑 부즁

(府中)의셔 환(使喚)시랑은 어질고 허후부인이 초강(峭强)하여 죄을 지은작 형

벌(刑罰)이 과(太過)니 양여(兩女)을 환(使喚)을 드린 후(後)난 집의 편(便)히 잇시나

두 의 양역(良役)을 앗쳐여 더니 늣게야 을 나흐니 자란 후(後) 차져 드릴지

라. 아감초고 졔 신(代身)으로 유하(乳下)의 어린 거살 려 유이랑다려 일넛더니 이

랑이 소져을 갓다가 팔거날 금(百金)을 쥬고 곡졀(曲折)을 자시 일으니 … (燕京本

<옥란기연> 권4, 86-87면).

인용문�와 �은 각각 노일관과 탕구의 시점에서 천주를 인신매매한 사정에 대해 다루

고 있다. 두 인용문은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노일관 부부의 과거를 재구

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각기 달리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를 이룬다. 인

용문�에 ‘노일관이 흥판여 두 을 속냥려’ 했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노일관의 신

분은 상인이었던 듯하다. 또 인용문�에 ‘노일관니 집이 호부여 부가옹이로’라는 서술

을 통해 상당한 富를 축적하고 세력을 갖춘 富商이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두 인

용문을 보면 일관의 아내와 두 딸은 단府의 시종이다. 일관은 장사로 돈을 벌어 여주인에

게 시달림을 받는 두 딸을 贖良하러 애를 쓰지만 여주인이 이를 허락해주지 않는다. 설상

가상으로 일관 부부가 또 딸을 낳으니 단府에서는 그 딸이 자라거든 시비로 들일 것을

명령한다. 갓 낳은 딸마저 시종으로 들이고 싶지 않았던 부부는 평소 유이랑이라는 벗에

게 자신의 딸을 대신할 근본 없는 여아를 데려오면 비싼 값을 쳐주겠다고 하였고, 이랑은

이를 기억해 유모 도화로부터 유괴한 딸을 데리고 일관의 집으로 향한다.

이와 같이 일관은 자신의 딸을 대신해 단府에 시비로 들어갈 여아를 찾기 위해 인신매

매에 가담한다. 아내 탕구가 단府의 시종이기 때문에 그 딸들마저 노비로 들여야 하는 상

황은 지극히 사실적이며 현실 반영의 측면이 강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이러한 현실 반

영적 측면은 전기 장편 가문소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유씨삼대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옥란기연>의 서술의식이 지닌 ‘하층’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2) 下層 男女의 愛情

<옥란기연>은 장편 가문소설로서는 드물게 하층 남녀의 결연을 다루고 있다. 그것도

단편적인 서술이 아니라 하나의 단위담으로 분리시킬 수 있을 만큼 완결된 구성을 갖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은 ‘맹후익’과 ‘홍랑’이다. 이들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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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분상으로는 비록 ‘하층’이지만, 작중 핵심 인물인 장추성과 소선주가 위기에 처할 때

마다 武勇과 智慧를 발휘해 구출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맹후익의 武勇과 홍랑의

智慧는 전편의 진가숙과 계앵에 각각 비견될 수 있는데, 이들 모두는 하층 보조인물이라

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갈등 해결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맹후익과 홍랑이 진가숙과 계앵보

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중 있는 두 하층 보조인물의 결연담을 구

성했다는 것은 하층의 삶에 대한 <옥란기연>의 독특한 관심을 보여주는 지점이라 생각된

다. 이에 본 항에서는 맹후익-홍랑 부부의 결연담을 만남-위기-결연의 구조로 나눠 설명

하고자 한다.

우선 이들의 ‘만남’부터 살펴보자. 유배길에 오르던 소선주 일행은 조재악 일당의 凶計

로 도적들에게 가마를 奪取 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를 일찌감치 예상한 일행은, 선주

대신 홍랑을 가마에 태우고 홍랑은 그 안에서 미리 준비한 羊血을 터트려 자결한 것처럼

꾸미는 술책을 마련한다. 일행의 계획대로 놀란 도적들은 선주가 죽은 줄로 착각해 가마

를 버리고 도망가 홍랑과 선주 모두 목숨을 구하지만, 홍랑은 깊은 산 중에 홀로 남아 길

을 잃게 된다. 이윽고 멀리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한 소년 장군이 이십 여명

의 군사를 이끌고 다가오는 것을 목격한다. 홍랑은 자신을 해치러온 무리인가 싶어 서둘

러 수목 사이로 몸을 숨긴다. 하지만 이내 홍랑은 소년 장군의 눈에 발각되고 마는데, 소

년 장군 맹후익은 홍랑을 보자마자 그 花容月態에 그만 넋을 잃고 만다. 후익은 홍랑의

환심을 사기 위해 산속에 도적의 소굴이 많으니 젊은 여자가 홀로 다니는 것은 위험하다

며, 다음 날 護送을 약속할 테니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고 갈 것을 권한다. 홍랑

은 후익의 厚意에 부담을 느껴 거절하지만 후익은 남녀가 이렇게 만난 것도 천지신명의

도우심이라며 홍랑을 억지로 말에 태운다.

물(財物)이 만코 거나린 시예(侍女ㅣ) 만흐나 후익의 이 좀용을 야초(野草) 갓치 여

겨 지금 압부인(婦人)을 졍(定)치 못엿더니 홍낭을 평(平生) 쳐음 본 라. 낭은 진

실(眞實)노 하류(下流) 가온여나니 호방(豪放)헌 향촌(鄕村) 무린(원문 그대로) 눈의 황

홀(恍惚)미 션아(仙娥)을 본 갓흐니 엇지 즐겨 노하 보리오. 홍낭이 승쳔닙지(昇天入地)

난 슐 잇시나 엇지 리오. 두 번 칼노 결(自決)고 다섯 번 입슈얼을 너흘너 피을 

어 간질악병(癎疾惡病)으로 칭(稱)고 슘을 드리오며 일신(一身)을 트러 급헌 즁 악(惡)

헌 형상(形狀)을 나 후익이 더러이 여긔며 놀나미 업셔 졀조(節操)을 놉피 여긔고 가지록

혹(惑)여 웅장(雄壯)헌 장뷔(丈夫ㅣ) 홍낭 만남부터 소음의 바날이니 … (<옥란기연> 권2,

131-132면).

인용문에서 서술자는 홍랑을 말에 태워가는 후익의 심리를 서술한다. 후익은 사실 그동

안 여자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 반드시 누구와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홍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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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 자태를 보니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억지로 말에 태웠다는 것이다.

이에 홍랑은 후익에게 강핍을 당할까 싶어 칼로 자결을 시도하고 입술을 물어 피를 뿜기

도 하지만 후익은 홍랑의 이러한 모습에 놀라기는커녕 절조가 높다고 여겨 더 마음에 들

어 한다.

그런데 후익의 이러한 적극적이고도 일방적인 求愛는 이후로도 몇 차례 반복된다. 자신

이 조재악을 만나면 바로 칼로 베어버릴 테니 대신에 자신과 百年佳約을 맺어 자식을 낳

아 달라 하기도 하고152), 失意에 빠진 홍랑을 위로한답시고 대뜸 詩賦를 겨루자는153) 엉

뚱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후익은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義

氣154)와, 홍랑이 失意에 빠질 때마다 지켜주고 위로해주는 悠揚不迫한 태도155)를 보이기

도 하는데, 이러한 개성 있는 인물 조형이 독자로 하여금 두 남녀의 애정에 더욱 관심을

갖도록 만든다.

그러나 이러한 후익의 적극적인 求愛와 달리 홍랑의 태도는 처음부터 그리 호의적이지

않았다. 사실 홍랑이 후익과 결혼을 약속한 이유도 그가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자신의 節

操를 보전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156) 홍랑은 후익에게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

152) ‘(*맹후익이) 됴악이을 분한졀치(憤恨切齒) 왈 젹(此賊)이 족친(族親) 가온셩여슉완(聖女

淑媛)을 쳠욕(添辱)여 간게(奸計)로 모함(謀陷)니 비록 용열(庸劣)나 후일(後日) 만난작

요젹(妖賊)을 버히리라. 홍낭이 졍(正色) 왈 장군(將軍)은 무식(無識)헌 용뷔(庸夫ㅣ)라 힘을 

랑헐 이오, 예의(禮義)을 모르니 … 후익이 소(大笑) 왈 그날을 쥰〃무부(峻峻武夫)로 아

나 궁마(弓馬)의 진슉(振肅)기나의 소임(所任)이오, 츈추좌젼(春秋左傳)을 닑어시니 그날과

시문을 헐다 연(百年)을 긔약(期約)여 유여(有子生女)면 피차(彼此)의 은혜(恩惠)을 져

바리지 아니미라. 낭빙심옥금(氷心玉琴)으로 도로혀라. 낭이 여러 말 답(對答)지 아니나

〃(事事)의 응슌(應順)난 듯니 …’(<옥란기연> 권2, 133-134면).

153) ‘(*홍랑이) 마음을 진졍(鎭靜)여 식(食) 의 한 슐 물노 장위(腸胃)을 젹시니 화려(華麗)헌

용당이 날노 슉쳑(瘦瘠)헌지라. 후익이 위로(慰勞) 왈 그범(凡事)을 널이여 쳔금지구(千金

之軀)을 상(傷)오지 말며 한 학(學)이 쳔박(淺薄)나 약간 시부 작가나니 피(彼此)

위회(慰懷)미 엇더요. 낭이 졍(正色) 왈 쳡이 바오흐로 유지심고 무지긔니 몸이

나라 회령의 가지 못물 한(恨)거날 그와 글을 닷토와 희롱(戱弄)리오. 후익이 소(大笑)

고 …’ (<옥란기연> 권2, 135면).

154) ‘후익이 졍긔벽이 잇셔 불형헌 일 곳 보면 못 견지라. 가연 분노(憤怒) 왈 나라희셔 져

런 탐관(貪官)을 즁님(重任)을 맛겨 민간(民間)을 소요(騷擾)케 니 만일 그와 동(同行)

치 아냣더면 일쳑 검(劍)이 인졍(人情)이 업셔 머리을 버힐노라 더니…’(<옥란기연> 권2, 136

면).

155) ‘후익이 시여(侍女輩)을 분부(分付)여 됴셕찬품(朝夕饌品)을 극진(極盡)이 라 니 몸은

안한(安閒)나 졍신(情神)인작 령의 이르럿시니 팔진(八珍)이라도 바시 업고 금의옥식(錦衣玉

食)이라도 경이 업셔 주야원쳔을(晝夜遠天) 창망(悵望)여 눈물노 셰월(歲月)을 보니 후익이

〃 드러와 만단(萬端) 위로(慰勞)며 달더라.’(<옥란기연> 권2, 134-135면).

156) ‘낭이 츌곤십여 계궁역진(計窮力盡)니 이 가온홍졈(紅點)을 보젼치 못헐가 착급(着

急)다가 보젼(保全)엿시니 타일(他日) 소져(*소선주)게 도라가 동유을 보나 붓그럽지 아닐 

을 알고 셰(事勢) 헐 일 업니 젼도(顚倒)로 언약(言約)을 둘… 우리 쥬군게 소유(所由)을

고고 바야흐로 장군의 건즈(巾櫛)을 소임(所任)리이다.’(<옥란기연> 권2, 132-1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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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고백한 뒤 주인 선주의 누명이 벗겨질 때까지 결혼을 잠시 미뤄줄 것을 청하는데,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후익이 실제로 홍랑의 이러한 의사를 존중하여 기다려 준다는 사실이

다. 전술한 바, 작품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상층 남성들은 상대 여성의 의사를 존중하기보

다 자신의 情慾을 앞세우는 야만적인 행태를 보이는 데 반해157), 후익은 홍랑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며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작자

가 애초에 이러한 설정을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맹후익의 인물형상이 전편 <창란호

연>의 ‘진가숙’에 비견된다는 점에 착안할 때, 이것이 작품에서 함의하는 바는 적지 않다

고 생각된다.

두 작품에서 진가숙과 맹후익은 모두 武藝가 뛰어나고 信義를 중시하며 義理가 깊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들은 비록 출중한 능력을 지녔지만 時流를 얻지 못해 관직에 나서지

못하고 사방을 떠도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진가숙과 맹후익의 義氣는 전편의 왕진

과 한제, 그리고 후편의 조재악과 왕줄이 보여주는 鄙劣에 각각 대비된다. 두 작품은 이

러한 인물형상 구도를 통해 소인이 군자로, 군자가 소인으로 대접 받는 현실 정치에 은연

중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맹후익은 진가숙과의 공통된 역할에 더

해 ‘애정의 주체’라는 역할까지 부여받는다. 다시 말해, 작중 여성을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하층 남성 맹후익의 태도는 상층 남성의 人面獸心의 행동을 부각시키는 한편, 당대 여성

들이 바라던 이상적인 남성의 모습과 애정관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158)

다음으로, 이들이 겪은 ‘위기’에 대해 살펴보자. 이는 사실상 추성과 선주 부부의 위기로

부터 파생된 것으로, 엄밀히 말해 이들은 위기의 당사자라기보다 그 해결을 돕는 조력자

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들의 결연담은 장편 가문소설의 일반적인 남녀결연담과는 차

이를 보이며, 처음부터 작자가 두 사람을 작중 중심인물이 아닌 보조인물로 설정한 데서

비롯된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남녀는 갈등 해결의 전면에 위치함으

로써 감옥과 유배지에 갇힌 추성과 선주의 ‘공백’을 대신하는 활약상을 보인다. 왕줄을 생

포하여 추성의 누명을 벗기고, 조재악의 置毒 현장을 급습해 선주의 오명을 씻기기도 한

다. 요컨대 이들이 처음 만나는 권2의 후반부터 권3의 서두까지는 기실 맹후익과 홍랑이

주도하는 서사라 할 수 있다.

한편 <옥란기연> 권2에는 재악과 줄의 凶計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 두 남녀가 서로 의

논하고 협력하는 장면이 두 차례에 걸쳐 나오는데, 이러한 하층 보조인물의 협력 과정에

두 사람의 ‘애정관계’가 전제된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를테면, 설경문-장난주 부부

157) 자세한 내용은 앞 장의 ‘1. 男性人物과 女性人物의 關係 樣相’ 참조.

158) 이와 유사한 서술의식은 다른 부부의 결연담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남녀가 서로 화목하

기 위해서는 우선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등장인물의 발화나 서술자의 언술을 통

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앞 장의 ‘2. 性暴力의 敍述方式’ > ‘2) 櫻血話素의 轉用’ 참

조.



- 111 -

의 서사에도 하층 보조인물들이 상층 중심인물들을 대신해 갈등 해결을 주도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설경문의 유모, 장난주의 유모, 단복 사이에는 맹후익과 홍랑

과 같은 애정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말하자면 두 남녀가 서로 意氣投合하여 위기를

헤쳐 나가는 이야기가 독자들에게는 이들의 애정이 성립되어 가는 과정을 살피는, 또 하

나의 흥미소를 제공해주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결연’에 대해 살펴보자. 후익과 홍랑은 황제로부터 재악과 줄의 凶

計를 차단하고 장추성과 소선주를 伸寃한 공로를 인정받아, 후익은 ‘영무장상병군사’라는

직첩을, 홍랑은 ‘하류 중 열협’이라는 칭호와 함께 금은보화를 하사받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후익은 추성의 비복이 되고 싶다고 간청하는데, 이는 홍랑을 아내로 맞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기 때문이다.

후익이 드여 쳐음 낭을 만나 젼후거동(前後擧動)을 일〃(一一) 셜파(說破)니 그 셜홰

(說話ㅣ) 우옵고 홍낭의 졀의(節義) 아름다온지라. 좌위(左右ㅣ) 날휘여 웃고 평휘 날휘여

소(笑) 왈 식부(*소선주)의 도라오미 머지 아니〃 낭의 츌합(出閤)물 원치 아니나 가히 인

져을 어더 그을 밧들계 리니 다만 그미실 가젼니라 니 홍비비록 아름다오나

맛참인가복뷔(人家伏婦)니 장찻 안로 지 못리로다. 후익 왈 쳔(賤)헌 미문(微門)니

본나 후익이 무상(無常)여 문호을 진치 못엿오니 홍낭을 한번 보오셰

여 사간(死生間) 셔로 져바릴 듯이 업고 그 위인(爲人)인작 장강반비(莊姜班妃)을 어지

다 나 쳔신(賤身)니 보지 못엿시니 엇지 허실과 션불을 아오며 홍낭의 우인(爲人)인작

광의 바랄 아니라 범남의 의실을 어이 두리잇가. 평휘(*장희) 잠소졈두(潛笑點頭)니

한상셰(*한창영) 소(笑) 왈 이난 헐 일 업시 홍낭의게 밋쳣도다. 좌위 소(大笑)더라.

(<옥란기연> 권3, 26면).

인용문에서 후익은 장府의 諸公에게 홍랑을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같이 지내온 이야

기를 전한다. 자신은 처음 홍랑을 보았을 때부터 홍랑만을 사랑하기로 다짐했었고, 홍랑과

같은 여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남다른 애정을 과시한다. 이 말에 장희와 한

창영은 웃음을 터트리고, 마침내 이 둘은 婚姻을 승낙 받는다.159)

홍랑과 후익은 이후로도 종종 등장하지만, 사실상 이들 남녀가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은

더 이상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장편 가문소설 가운데 이만한 완결

적 구성을 갖춘 하층 보조인물의 남녀결연담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이들이 成婚한

사실이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몇 차례 더 언급되고 있다는 점160)에서 작자가 이들

159) ‘이젹의 후익이 동인(洞隣)의 집을 일우고 홍낭을 마도라가니 셕연 길의셔 난 후 쳐음

이라. 후익이 환희(歡喜)여 우비(于飛)의 낙(樂)이 흔연(欣然)홍낭은 부여(婦女)의 졍식이

잇시니 후익이 더욱 즁(愛重)더라.’ (<옥란기연> 권4, 9-10면).

160) <옥란기연> 권3, 108면; <옥란기연> 권4, 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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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연담을 단순히 주인공 부부의 갈등 해결만을 위한 서사적 장치로 고안하지 않았을 것

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이들 남녀결연담은 ‘하층’의 삶에 대한 작자의 남다른 관심이

있었기에 마련될 수 있었으리라 보는 것이다.

2. 補助人物의 比重 擴大

1) 補助人物의 連繫性

<옥란기연>에는 <창란호연>의 하층 보조인물들이 연이어 등장할 뿐 아니라, 전편과

系譜를 이루는 가운데 그 자식세대의 하층 보조인물이 등장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로는 엄도사, 진가숙, 백영대사, 계앵이 있으며, 후자에는 운홍이 있다. 이들

가운데 엄도사, 진가숙, 백영대사와 같은 인물들은 전편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던 인

물들이기에 후편에 다시 등장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으나, 계앵이나 운홍과 같은 노

비들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은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전편과의 연계성이 부여되어 있

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물론 노비의 경우 그 이름이 흔할 수 있기 때문에 同名異人

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이들이 전편과 동일인물이라는 사실은 작중 서술자의 언

술 또는 등장인물의 발화를 통해 확인된다.

�-1 급(急)히 당(內堂)의 드러가니 학슈장(受杖)믈 소제 드르니 촉쳐의 무안(無顔)

야 일셩 탄(嗟歎)의 몸을 일러 거적을 잇고 셔졍 비실의 나려 좌우(左右)을 다 물

니치고 다만 계을 다리고 잇더니… (<창란호연> 권10, 222면).

�-2 이 노(怒) 왈 공(公子) 당연(當然)의 우리 부인 셕(昔事)을 드르신들 그도록

시리오. 곡졀(曲折)을 모로건니와 우리 부인이 십의 유리노상(遊離路上)사 만상고

(萬象苦行)시평휘노야게 이런 경상(景狀)은 아엿나니 요이 소연(少年) 상공 등은 어

히 업도다. (<옥란기연> 권2, 26-27면).

�-1 장공(*장두)이 추연(惆然) 부답(不答)고 이날 밤의 제운 제학을 불너 압두고 …

(*진가숙이) 두 노(奴子)를 가르쳐 왈 인(此人)이 심복(心腹)이냐. 공 왈 능히 람의 

즐 아지 못나 주인(主人)을 위(爲)야 (生死)를 한가지로 할가 노라. (<창란호연>

권1, 64-66면).

�-2 한님(*장추성)이 본부(本府)로 가 심복시노(心腹侍奴) 운홍을 불너 게탁(計度)미 잇

시나 부인(*소선주)의 거(行車)의 위(危殆)물 이르고 방비(防備)을 묘(妙策)을 가르

친 후 은화(銀貨)을 슈연(數年) 쓸 거슬 가르치니 운홍은 셕일(昔日) 각노(*장두)을 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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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갓던 계원 계학의 아달이라. (<옥란기연> 권2, 96-97면).

인용문�은 두 작품에서 계앵이 등장하는 여러 장면들 중 하나이다. 계앵은 한현희의

同甲 시종으로, 주인 현희와는 막역한 사이이다. 계앵은 현희가 부모의 再嫁 강요를 피해

家出하였을 때도 늘 그 옆을 지켜왔던 인물이다. 때문에 계앵은 현희가 남편 장희와 불화

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루는 희가 자신을 냉대하는 현희를 힘으로 제압해

동침을 시도한다. 현희가 피를 토하며 기절하자 장두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 화가 나 아

들을 심하게 매질한다. 인용문�-1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전개되는 장면이다. 현희가 다

른 하인들은 전부 물리쳐도 계앵만은 자신의 옆을 지키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만큼

현희는 계앵을 다른 시종들보다 특별히 여겼다.

전편의 이러한 내용을 알면 인용문�-2에서 계앵이 분통을 터트리며 하는 말들의 맥락

을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후편의 제앵이 전편의 계앵과 동일인물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다.161) 인용문�-2는 추성이 부모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선주를 黜去시킨 행위를 비

판하는 대목이다. 추성이 그 父親의 행실을 익히 들어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닐 텐데 이토

록 아내에게 모질게 대하는 것이 장희 부부를 오랫동안 지켜본 계앵의 입장으로서는 도

저히 용납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창란호연>에서 계앵은 현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옥란기연>

에서는 선주를 데려다 보호한다는 점이다. 현희와 선주는 각각 <창란호연>과 <옥란기

연>의 핵심 주인공이다. 이들은 모두 남편의 심한 박대로 수난을 겪는다는 공통점을 지

닌다. 그런데 이러한 수난을 지켜보고 돌보는 하층 보조인물로 계앵이라는 동일인물이 배

치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전편과의 연계성이 부여된 하층 보조

인물이 후편에서 다시 유사한 역할을 맡는다는 설정은 제학과 그의 아들 운홍에게서도

확인된다.

인용문�는 제학과 그의 아들 운홍이 등장하는 장면이다. 인용문�-1은 장두가 자신의

心腹인 제운과 제학을 진가숙에게 소개하는 장면이다. 왕진의 위협으로 장두가 위기에 처

하자 진가숙은 그가 유배지에서 客死한 것처럼 꾸미기로 결정하는데, 이를 협력해줄 心腹

으로 장두는 제학을 지명한다.

인용문�-2는 추성이 心腹 운홍을 불러 재악과 줄의 凶計에 휘말려 유배지로 떠나는

아내 선주의 行車를 방비할 계책을 알려주는 장면이다. 운홍이 제학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인용문�-2의 ‘운홍은 셕일 각노을 뫼셔 조갓던 계원 계학의 아달이라’는 서술을 통해

알 수 있다.162)

161) <창란호연>에는 ‘계앵’, <옥란기연>에는 ‘제앵’이라 적혀 있지만 ‘계’와 ‘제’는 필사 과정에서

쉽게 혼동할 수 있는 글자이다. 내용의 맥락상 동일인물이 분명하다.

162) 마찬가지로 <창란호연>에는 ‘제학’, <옥란기연>에는 ‘계학’이라 적혀 있지만 필사 과정에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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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이들은 작중 역할이 유사할 뿐 아니라, 각각 장두와 추성의 心腹으로 등장

한다는 점에서도 상통한다. 즉 제학이 전편에서 장두의 조주 ‘配行’에 동행하였다면 그의

아들 운홍은 다시 후편에서 장두의 孫婦 선주의 해령 ‘配行’에 동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제학과 운홍은 사실 앞서 살핀 계앵에 비하면 전편과 후편에 등

장하는 비중이 극히 적다는 사실이다. 작중 제학과 운홍은 위의 인용문에 제시된 장면 외

에는 등장하지 않으며, 더욱이 이들은 동일인물도 아니고, 각 편에 동시에 등장하는 인물

또한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조인물에게까지 유사한 상황과 역할을 부여하고, 또 서술자

가 직접 나서 그 관계를 명시한다는 것은 <유씨삼대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서술 양

상이다.

전편 <유효공선행록>에 등장하는 하층 보조인물의 수가 원체 적기도 하지만163), 후편

<유씨삼대록>에 등장하는 하층 보조인물은 찬향과 월섬이 거의 유일하다.164) 찬향과 월

섬은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우성과 對舞한 창기이다. 이들은 父親 유연에게 발각되어 고

을 밖으로 내쫓기는데, <유씨삼대록>에서는 이들의 守節을 두고 우성의 妾으로 들일지

말지가 주요 관심사가 된다. 다시 말해, 이들이 등장하는 서사는 전・후편의 분량을 따져

봐도 결코 적지 않을 뿐더러, 전편에서 손상된 가문의 위상을 후편에서 회복하기 위해 마

련된 서사라는 점에서 그 비중 역시 적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제학과 운홍이 등장하는 서사는 이에 비하면 그 분량도 현격히 적거니와, 작품

의 주제의식과도 깊은 관련을 맺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하층 보조인물들에게까지 전편

과의 연계성을 부여하였다는 것은 비록 사소할지라도 ‘하층’에 대한 <옥란기연>의 관심을

보여주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2) 補助人物의 數와 身分 構成

연작형 장편 가문소설, 특히 <유씨삼대록>과 같은 삼대록계 소설의 경우 전편은 주로

개인에 의한 가문 완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후편은 이러한 기반을 바탕

으로 자손들이 가문의 번영과 창달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후편에

자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내용의 맥락상 동인인물이 확실하다.

163) <유효공선행록>에 등장하는 노비로는 난섬, 난향, 동경운, 천경, 취경이 있고, 기생으로는 찬

향, 월섬, 소월매, 미창매가 있다. 이는 필자가 <유효공선행록>의 登場人名錄을 정리하면서 확인

한 人名들이다.

164) <유씨삼대록>의 작품 후반부에 시녀 난향의 人名이 서술 중에 언급되기는 하나, 이는 실제로

작품에 등장한 것이라기보다 유연이 태행산을 유람하던 중 정부인의 자취가 어린 곳을 지나다

잠시 회상한 것에 불과하다. ‘드여 태산의 올나 경치(景致)보고 뎡부인이 난향으로 더브

러 머므던 곳을 향인(鄕人)이 치매 초공(*유연)이 나아가 보아 쳐〃(處處)의 감샹(感想)믈

마디 아니터니 …’(<유씨삼대록> 권18,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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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란호연>

⇨

<옥란기연>

[유모] 계지, 장희의 유모, 초향, [노비] 가

초운, 가섭, 계앵, 계원, 월선, 계학, 소춘,

수세, 수운, 양랑, 영채, 장석, 제운, 제학

{계학}, 춘자, 춘향, 포향, [기생] 창모, [자

객] 진가숙166), [도사] 엄도사, [승려] 백영

대사, 현불대사, [기타] 주파, 老姑, 老姑의

子, 하후氏, 진가숙의 次男, 진부인의 嫡姪

[유모] 덕매, 도화, 설경문의 유모, 왕소저

의 유모, 장월혜의 유모, 장난주의 유모,

[노비] 경랑, 계섬, 계월, 계지, 노일관, 녹

의, 단복, 매섬, 매열, 매향, 벽란, 복협, 북

부, 사매, 설매, 성랑, 소앵, 송절, 아보, 양

랑, 연협, 운홍, 제앵{계앵}, 춘교, 취교, 취

월, 탕구, 향매, 홍랑, 홍접, [기생] 소화,

옥매, [도사] 엄도사, [승려] 묘원, 백영대

사, 야청, 청원대사, [도적] 석웅, 목탈, [기

타] 맹후익, 유이랑

[표7] <창란호연>과 <옥란기연>의 하층 보조인물

등장하는 인물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하층 보조인물의 수도 증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

연하다. 이를테면, <유효공선행록>에 등장하는 하층 보조인물의 수는 처음에 십여 명이

채 되지 않다가 <유씨삼대록>에 이르러 대거 늘어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창란호

연> 연작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된다.165)

그런데 각도를 약간 달리하여 두 연작의 전편과 후편을 각각 묶어 비교해보면 두 연작

의 이러한 변화의 양상에도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창란호연>의 하층

보조인물의 수는 처음부터 약 서른 명에 달하는데 이는 <유효공선행록>의 거의 세 배에

달하는 숫자이다. 다시 말해, <유효공선행록> 연작은 하층 보조인물의 수가 전편에서는

적다가 후편에서 많아지는 연작형 장편 가문소설의 대체적인 경향을 따른다면 <창란호

연> 연작은 전편에서도 많고 후편에서는 ‘더’ 많아지는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말하자면 하층 보조인물의 확대된 비중은 <옥란기연>만의 특징이라기보다 전편 <창란호

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고된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두 연작 간의 이러한 차이는 신분 구성에서도 확인된다([표7] 참조). 아래 표의 밑줄 친

人名은 앞에서 살핀 전・후편의 연계성을 지닌 하층 보조인물들이고, 굵은 글씨로 표시한

人名은 하층 보조인물들 가운데서도 그 역할의 비중이 높다고 판단되는 인물들이다. 그리

고 아무 표시가 없는 人名은 작품에 일회적으로 등장하거나 인물들의 발화나 서술자의

언술에서 짧게 언급되는 인물들을 가리킨다.

이와 동일한 표지를 <유효공선행록>에도 적용해보면 하층 보조인물 가운데 어느 정도

165) <옥란기연>과 <창란호연>에 등장하는 전체 人名은 본고의 부록 참조.

166) <창란호연>에서 진가숙은 초반에 하층의 신분으로 등장하지만 나중에는 과거에 합격하여 신

분이 상승된다. 따라서 진가숙을 포함한 진府의 인물들은 후편의 하층 보조인물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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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 인물들로는 시녀 난향, 기생 찬향과 월섬이 유일하다. 난

향은 유연의 아내 정부인의 시녀로 정부인이 부모의 再嫁 강요를 피해 家出할 때 같이

男服을 하고 동행한 인물이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하층 보조인물들은 <창란호연>의 가

섭, 계학 등과 마찬가지로 일회적으로 등장하거나, 등장인물이나 서술자에 의해 단편적으

로 언급되는 인물들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창란호연>의 비중 있는 하층 보조인물

은 <유효공선행록>에 비해 유모, 노비, 기생, 자객, 도사, 승려 등 신분 구성 면에서도 다

양할 뿐 아니라, 그 수도 훨씬 많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씨삼대록>에는 장손상궁, 설상궁, 원상궁, 소상궁, 최상궁, 엄태감 등 여러 상

궁과 태감이 보조인물로서 등장하지만, <옥란기연>에 등장하는 상궁은 노상궁, 소상궁에

불과하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바꾸어 말하면 <옥란기연>에서는 <유씨삼대록>의 상궁

과 태감의 위치를 시녀나 유모와 같은 하층 보조인물들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

러한 특징을 작품의 내용에 따른 차이로 이해할 수도 있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진양공

주라는 핵심 인물이 서사의 중심축을 이룰 뿐 아니라, 작품의 중심가문인 유府는 대대로

융경황후, 문창군주, 부마 등을 배출할 만큼 황실과 至近한 大閥閱로서 형상화되기 때문이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옥란기연>의 중심가문인 장府가 이만한 위세를 가지지 못한 것

은 아니다. <옥란기연>의 핵심 인물인 장추성은 두 차례의 반란을 평정한 공로로 위왕에

被封되고, 그 아내 소선주는 國舅 소잠의 次女이다. 또 선주의 언니는 황후이고, 추성의

누이 월혜는 하간왕비로 간택될 만큼 혁혁한 門閥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러한 名門 甲族

이 등장하는 작품에 황실 상궁으로는 고작 노상궁과 소상궁이 유일하다는 점, 그리고 그

비중도 하층 보조인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은 이른바 ‘궁중의 형상화’라는 측면에

서 볼 때 <유씨삼대록>에 비해 개연성이 떨어진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167)

그렇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물론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테

지만 이는 독자수용의 관점에서 볼 때 향유층의 기대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유씨삼대록>은 궁중 문화에 친숙하고 그와 거리가 밀접한 소수의 독자층을 대상으로 창

작되었기 때문에 궁중의 실상이 보다 사실에 가깝게 형상화될 수 있었던 반면, <옥란기

연>은 이보다 더 넓은 범위의 향유층, 다시 말해, 양반이나 중인층까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궁중보다는 이들 일상에 더 가깝고 친숙한 시녀나 유모 등의 하층 보조인물들

167) 선행연구에서는 소설의 여주인공들이 상층여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스스로 하는 데에는

제약이 있고, 특히 악녀들의 경우 심하게 악한 행동을 하거나 하층민들과 자유롭게 연계하는 것

은 부적절하기에, 그러한 역할을 대신할 여성 보조인물을 마련함으로써 소설의 개연성을 높인다

고 보았다. 특히 여성보조인물 중 상궁이나 궁녀, 유모나 시비와 관련된 서사가 많다는 것은 장

편고전소설의 여성독자층의 실상에 대한 중요한 예증이 된다고 보았는데(정선희, 앞의 논문,

2014, 192-194면 참조), 이들의 역할과 비중은 이처럼 작품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기도 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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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수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3) 補助人物의 役割

<유씨삼대록>의 보조인물은 상・하층의 신분에 따라서도 그 역할에 차이를 보인다. 가

령 중심인물의 갈등 해결에 적극적으로 조력하는 보조인물들은 주로 상궁, 태감 등과 같

은 상층 보조인물이라면, 시녀, 유모 등과 같은 하층 보조인물들은 대개 이들의 명령에 따

르거나, 의사를 전달하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역할에 머문다. 만일 이들이 중심인물들에

게 어떠한 행동을 제안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야 할 때가 있다면 그

것은 주로 악인형 보조인물인 경우에 한정된다. 장설혜의 유모 계영과 시녀 춘섬, 그리고

계영의 딸 모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 댱시(*장설혜) 드러오매 (行事ㅣ) 크게 교오(驕傲)고 투협(妬狹)여 위인(爲人)

이 간힐(奸黠)디라. 문득 사오나온 시비(侍婢) 이셔 서로 응(應)니 이 곳 그 유모(乳母)

계영과 시(侍兒) 츈셤이라. 사되오미 흉포(凶暴) 싀험(猜險)여 쥬인(主人)을 위(爲)

여 어디리 도을 이 업고 도로혀 간계(奸計)도모(圖謀)여 양시(*양벽주)해(害)니

그 긔이(奇異)용광(容光)과 샹원(上原)의 존듕(尊重)위(位次)싀긔(猜忌)여 댱시

(對)여 오우리 소져의 텬(天生姿色)으로이제 사의 아굴(屈)여

긴 날의 고로오믈 디 못배오 믈며 낭군이 신졍(新情)의 잇글녀 권년(眷戀)시나 양

부인 현미(賢美)믈 본공경(恭敬)시믄 쇼져긔 더으시니 엇디 두립디 아니리오. … 댱

시 눈믈을 흘려 왈 내 엇디 이 음이 업리오마… 쟝눌노 더브러 모계(謀計)리오.

… 계영이 쇼왈 쇼져브졀업시 슬허여 홍안(紅顔)을 샹(傷)우디 마소셔. … 댱시 대

희(大喜) 왈 유모(乳母)의 말이 올흐니 이 計巧(계교)리라. (<유씨삼대록> 권10, 14-16

면).

�-2 모란이 그윽이 보슈(復讐)믈 각여 쥬야탁(晝思夜度)매 진공(*유현)은 지망

(志望)이 늉듕(隆重)니 젹은 계교(計巧)로 해(害)려 다가 패(敗)효험(效驗)이 목젼

(目前)의 이시니 가히 의(生意)치 못고 그 버거각매 근본(根本)이 양시(*양벽주)

로 비로섯디라. 번 죽여 쥬인(*장설혜)과 어믜(*계영) 원슈(怨讐)갑고 뉴의 금슬(琴

瑟)을 희지어 쵸조(焦燥)믈 보고져 여 … 신(臣)이 듯오니 그 (次男) 병부시랑 뉴

현이 태샹셩 양강의 녀(女)(娶)오매 양시 투긔방죵(妬忌放縱)고 현을 댱듀(掌珠)의

농낙(籠絡)여 실(再室) 댱시쳔단모해(擅斷謀害)여 … 기쳐(其妻) 양시 양(每樣)

셜낭〃을 찬양(讚揚)여 태평국뫼(太平國母ㅣ)라 고 낭〃은 비겨 의논(議論)믈 포(褒

姒) 희(妺喜) (類)라 여 … 댱휘 텽필(聽畢)의 연(勃然) 변(變色) 왈 양가 쳔녜(賤

女ㅣ) 감히 군신(君臣)의 톄면(體面)을 아디 못고 패만(悖慢)미 이러냐 … (<유씨

삼대록> 권13, 12-13면,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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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1은 유모 계영과 시녀 춘섬이 주인 장설혜의 시기를 부추기는 장면이다. 설혜

의 성품은 본래 그 자체로도 투기가 많지만 계영과 춘섬의 성품 역시 凶暴하기에 주인이

양벽주를 음해하도록 먼저 유도하고 있다. 장설혜가 누구와 謀計를 꾸밀지 모르겠다고 하

자 계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구체적인 술책을 일러주고 설혜는 그 즉시 실행에 옮긴다. 그

러나 결국 凶計가 발각되어 계영과 춘섬은 사형에 처해지는데,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모

란이 복수를 다짐한다.

인용문�-2는 모란이 복수를 위해 凶計를 계획하여 실행에 옮기는 내용이다. 유현의 지

위와 명망이 높기 때문에 작은 계교로는 실패할 것이라 여겨 장황후의 총애를 받는 시녀

가 되기로 결심한다. 마침내 황후와 가장 가까운 사이가 된 모란은 황후 앞에서 거짓을

꾸며 벽주를 비방한다. 이에 분노한 황후는 그 자리에서 벽주를 잡아들일 것을 명하고 벽

주는 두 해 넘게 深宮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이처럼 이들 악인형 하층 보조인물들이 다른 하층 보조인물들과

달리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기보다 상층의 권력을 빌어 악행을 기획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돕는 적극성을 보인다. 장설혜가 벽주를 음해하려 한 것이나 장황후가 유현과 양벽주 부

부의 사이를 훼방 놓으려 한 것 모두가 이들의 자발적인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양상은 <옥란기연>에서도 확인된다. 기생 소화와 옥매, 시녀 매열과 계섬

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168)

�-1 이소(*소화, 옥매) 냥예(兩女ㅣ) 셔로 의논(議論)우리 쳔니(千里)을 머지 아

니히 여겨 니르럿더니 님의 지부의 유의(留意)물 보니 일단 소져(*장월혜)의게만 마음이

지극(至極)고 우리난 돈연무심(頓然無心)여 졉(待接)난 거시 무비의라. 우리 이곳

왓다가 츌유(出遊)헌 공효(功效) 업미 엇지 졀통(切痛)치 아니리오. 한 게교(計巧) 잇스니

여차〃〃(如此如此) 면 일이 가장 묘(妙)여 귀신(鬼神)도 층양(測量)치 못리니 쥬(做

事)미 올흔지라. 셔로 의논을 졍(定)헌 후 깁푼 곳의 가 지필(紙筆)을 가져 일봉셔(一封書)

을 닥그니 이 곳 호협탕(豪俠蕩子)의 거죄(擧措ㅣ)라. (<옥란기연> 권3, 144-145면).

�-2 일〃(一日)은 (*왕소저의 유모가) 슐을 어더 먹고 일이 거날 냥녜(兩女ㅣ) 협실(夾

室)의 드러가 셔로 이르젼(殿下ㅣ) 요이 비(妃)를 만히 각고 아등(我等)을 지 아

168) 이들은 주로 두 여성이 짝을 이루어 행동하는데, 그 농간에 휘말린 대상이 악인형 여성이 아

니라 호방형 남성이라는 점에서도 <옥란기연>의 서술자는 <유씨삼대록>과 의식지향상의 차이

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옥란기연>에도 악인형 여성이 이러한 농간에 휘말린 경우가 없

지는 않다. 단소저의 의심을 부추겨 장현성의 뒤를 규찰하도록 한 시녀 홍은과 영은이 그 예이

다. 하지만 이들은 소화와 옥매나, 매열과 계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품의 분량이 적을 뿐 아

니라 음모의 횟수나 갈등의 심화 정도에서도 그 파급력이 작다. 요컨대 이러한 인물 구도는 앞

서 살핀 <옥란기연>의 ‘여성’에 대한 관심과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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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시니 한번 치신우리 쥭어 뭇칠 히 업스리니 비를 아조 쥭여 업시 니 엇더뇨.

계셤 왈 묘헌 계교(計巧)로 (刺客)을 드려 보여 쥭이면 뉘 용(作用)인쥴 알니요. 일

이 즁난(重難)니 왕상(王上) 탄일(誕日)의 유심의 독(毒)을 너허 왕(王)을 간범(干犯)케 

고 좌우(左右)을 져쥬면 비의게 밀우여 죄(罪)를 엇게 미 엇더뇨. 열 왈 계(此戒)

묘뉘 능히 (行)헐고. 젼일 두슌 셔(書辭)소이 작(作事)엿거니와 지금은

별원(別院)의 잠겨시니 향이 계교를 (行)리라. (<옥란기연> 권7, 110-111면).

인용문�-1은 기생 소화와 옥매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임유가 무창지부로 파견되

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서 찾아왔건만 정작 자신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아내 영혜를 잊

지 못해 자주 內室로 향하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아무 소득이 없을 것이라 판단한 이들은

결국 영혜를 음해할 계책을 세운다.

인용문�-2는 시녀 매열과 계섬이 하간왕비를 모해하고자 의논하는 장면이다. 지난번

書簡을 조작하여 하간왕비를 夾室에 가두는 데 성공하였지만 하간왕이 여전히 자신들보

다 왕비를 더 생각하는 것에 불안을 느낀 이들은 置毒과 殺人을 교사하여 왕비에게 누명

을 씌우고 살해하려는 계책을 모의한다.

<옥란기연>에서는 이렇듯 하층 보조인물들은 상층의 권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제거하

려는, 치밀히 계산된 행동을 보인다. 더욱이 이들 상층 남성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이 하층

보조인물들에게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무심한 태도가 사

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유씨삼대록>에서는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하층 보조인

물들이 주로 악인형 인물에 집중되는 것과 다르게 <옥란기연>에서는 이러한 하층 보조인

물들이 선인형 인물과 악인형 인물 모두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이는 갈등 해결

의 주역이 선인형 상층 중심인물에 국한된 <유씨삼대록>과는 대별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다음의 두 장면이다.

�-1 야심(夜深)매 부인은 자리의 나아가 을 <들고> 쇼져(*박영아)홀노 쵹(燭)을 

(對)여 구고(舅姑)의 셩은(盛恩)과 (*유세필)의 박졍(薄情)을 각매 눈의 뎜 조

오롬이 업서 탄식(歎息)더니 믄득 드니 창외(窓外)예 은〃(隱隱)이 인셩(人聲)과 마

이셔 졈〃(漸漸) 갓가오니 쇼졔 음이 녕(靈)고 셩(性)이 혜힐(慧黠)여 강도(强盜)의 겁

탈(劫奪)민 줄 알고 창황(蒼黃)이 시비(侍婢)의 오밧고아 닙고 급(急)히 母親(母親)을

흔드러 와 가지로 뒤문으로 여 난 후 함셩(喊聲)이 대진(大振)고 도적(盜賊)의 무리

방듕(房中)의 돌입(突入)니 창검(槍劍)이 살대 흐여 자시녀(侍女)의 무리어러이

죽이며 믈(財物)을 착냑니 … (<유씨삼대록> 권6, 58-59면).

�-2 소졔(*소선주) 츄연(惆然) 장탄(長歎) 왈 … 금일(今日) 몽(夢事ㅣ) 불길(不吉)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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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시 위급지난(危急之難)이 잇셔〃 무삼 회(厄禍)을 당(當)헐가 심신(心身)이 난(散亂)

거날 거〃(哥哥)소(小妹)을 위(爲)여 역경(逆境)을 당헐가 근심나 이 다 쳔금지

구(千金之軀)을 조심(操心)사 불의지변(不意之變)을 방비(防備)소셔. … 송졀이 진젼(進

展) 고(告) 왈 셕의 상여벽을 가져 완젼의 도라오니 람이 그의 아닌 곳의쥭어셔

츙의(忠義)리 잇고. 여〃〃(如此如此) 온 계(計巧ㅣ)이시니 비(婢子ㅣ)로 스로 몸

을 완젼(完全)고 쥬모(主母)의 일홈을 오예(汚穢)치 아니리이다. 시랑이 희(喜) 왈 네 지뫼

(智謀ㅣ) 냥평(良平)의게 지나니 족희 근심이 업도다. 소졔 깃거 약속(約束)을 굿게고 명

일(明日)노붓터 소져의 병(病)이 즁(重)타며 슈례의 장(帳)을 겹〃이 두루고 군병(軍兵)을

응허여 밧기 더욱 엄졔(嚴制)니 … 홀연(忽然) 목님(木林) 이로셔 아오셩 소나며

무슈(無數)헌 강되(强盜ㅣ) 다라 돌츌(突出)니 … 소시랑이 비록 영웅지략(英雄智略)이

유여(裕餘)나 무인지경(無人之境)의 젹셰(敵勢)을 어니 당리오. 다만 마혁(馬革)을 잡고

비러 … (<옥란기연> 권2, 101-104면, 106면).

인용문�-1에서는 유세필의 아내 박영아가 숙소에 강도에 들이닥칠 것을 직감하고는

시비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황급히 母親과 함께 뒷문으로 피신한다. 곧이어 도적의 무리

가 쳐들어와 시녀의 무리들을 모두 죽이고 재물을 약탈해 가지만 다행히 영아와 母親은

생명을 보전한다.

인용문�-2는 선주가 유배에 오르기 전, 그의 오라비 소현, 시녀 송절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선주가 간밤의 夢事가 불길하니 방비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자 송절이 술수

하나를 제안한다. 비록 본문상에는 독자의 호기심 유발을 위해 ‘여〃〃’로 생략하고 있

지만, 그 내용인즉 일행들을 여러 수레에 나눠 실어 먼저 보내고 선주의 가마에는 홍랑을

바꿔 태우고 가다가, 혹여 가마가 奪取되거든 미리 준비한 羊血 부대를 터트려 선주가 자

결한 것처럼 꾸미자는 것이다. 이에 소현은 지혜로운 계책이라며 칭찬해 마다않고 선주와

더불어 즉각 실행에 옮겨 일행 모두가 목숨을 건진다.

이와 같이 두 인용문은 도적의 급습이라는 위기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

사하나 그 해결의 양상에서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즉 <유씨삼대록>에서는 갈등 해

결의 주역이 상층 중심인물이지만 <옥란기연>에서는 하층 보조인물인 것이다. 인용문�

-1을 보면 해결의 주체가 오직 중심인물 한 사람에만 쏠려 있다. 주변에 하층 보조인물이

없지는 않았을 텐데 기지를 발휘하거나 실행에 옮기는 것 모두가 중심인물 한 사람에게

서 비롯된다. 서술자의 시각 역시 마찬가지다. 서술자는 ‘마음이 녕고 셩이 혜힐여’라

고 언술하며 영아의 지혜로운 처신을 강조할 뿐이다.

반면에 인용문�-2는 위기의 상황을 중심인물과 보조인물이 공유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해결책은 하층 보조인물인 송절에게서 나오고, 상층 중심인물인 선주는

위기를 예견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그친다. 게다가 상층 보조인물이라 할 수 있는 소현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는 정작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 도적의 습격 앞에 속수무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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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당할 뿐이어서, 이러한 인물 구도가 송절의 지혜를 더 부각시킨다.

뿐만 아니라 <옥란기연>에는 상층 중심인물의 역할상의 ‘공백’이 발생할 때, 하층 보조

인물들이 이를 대신해 갈등 해결을 주도하는 경우도 있다. 비록 전체 과정의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사의 중심이 이들 하층 보조인물들로 대체된다. 이들은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여 상층 권력을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이를 통해 갈등 해결을 도모한

다. 이는 앞서 <유씨삼대록>에서 하층 보조인물들이 상층 권력을 이용하여 갈등을 조장

하던 것과는 반대되는 양상이라 할 수 있다.

�-1 잇홍낭이 종후(從後)여 오다가 후익의 일(一行)이 강도(强盜)의게 피물 보더

니 이 소유(所由)을 강강(원문 그대로)셔부의 졍소(呈訴)니 부현은 댱송암의 문(門客)이

라. 관군(官軍)을 발(發)여 으니 모게(謀計) 신긔(神奇)허엿시나 셜(此說)이 지리여

강(大綱)다. 강도을 잡아 즁치(重治)고 강셔부 공(公舍)가지로 압송(押送)니라.

(<옥란기연> 권2, 142면).

�-2 유뫼(乳母ㅣ) 무일이 잇난 쥴 짐작(斟酌)고 긔(氣色)만 피더니 부인니 미음

(米飮) 가지고 드러가물 보고 유랑이 가마니 뒤흘 라 문틈을 보니 공(*설국)의 누엇던 

리 황연(荒煙)니 비엿고 미음(米飮)을 부인이 드러 마시는지라. 경(大驚)여 황망(慌忙)이

밧게 나와 단복을 보아 소유(所由)을 니르니 단복이 불을 굴으고 가을 두다려 이를 엇지

리오. 예셔 긔(事機)을 필 거시니 잉〃이 셔문(西門) 밧게 여(如此)헌공(*설

경문) 계시고 소져(*장난주)의 유랑이 잇시니 댱부의 가 평휘노야(*장희)게 소유언의 위급

(危急)물 고(告)고 잉〃은 게셔 공(公子)의 신상(身上)을 보호(保護)노야 존문

(存問)이 일양(一樣)이시물 젼(傳)고 즈례 소동(騷動)치 말나. 예셔 노야 존문을 알고

가리라. 유랑이 응낙(應諾)고 부인게 고 왈 동이 셔문 밧게셔 더니 병(病)드러 보와지라

니 말(末尾)을 쳥(請)나니다. 부인이 원간 유랑의 근신(謹愼)물 괴로이 여긔난지라.

깃거 락(許諾)니 유랑이 동니(洞里) 근실(健實)헌 환(叉鬟)을 (對)여 의심(疑心)되

말을 강(大綱)고 긔을 피라 니 모든 복뷔(僕夫ㅣ) 듯고 슈족(手足)을 며 져마다

부인을 유의(留意)여 슈상(殊常)이 보난지라. (<옥란기연> 권6, 31-32면).

인용문�-1은 홍랑이 맹후익 일행이 산적의 무리에게 붙잡힌 것을 보고 급히 강서부에

찾아가 官軍을 동원해 위기를 해결하는 장면이다. 비록 현전하는 이본에는 그 내용이 縮

約되어 있지만169) 남아 전하는 내용만으로 홍랑의 기지와 행동력을 엿볼 수 있다.

인용문�-2는 설경문의 시종 단복이 경문의 유모, 난주의 유모를 모아 놓고 위기를 돌

파할 계책을 의논하는 장면이다. 경문의 유모는 우연히 문틈 사이로 설국의 병상이 비어

169) 홍랑이 강서 官軍을 동원하여 산적을 물리쳤다는 내용이 황제에게 올리는 軍官의 보고에서 다

시 한번 언급된다(<옥란기연> 권2, 148면)는 점을 고려할 때 현전하는 이본에는 그 내용이 縮約

되어 있을지라도 원전에는 그 비중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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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을 본다. 설국의 米飮을 계부인(=구미호)이 마시는 것을 보자, 놀란 유모는 급히

단복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단복은 자신이 설府에 남아 진상을 확인하고 갈 터이니, 경

문의 유모는 가서 西門 밖 아주머니 집에서 구호 중인 설경문의 신상을 보호하고, 난주의

유모는 서둘러 장府에 가서 變報를 전달해 달라고 한 뒤 각자 헤어진다. 이에 설경문의

유모는 계부인(=구미호)을 찾아가 西門 밖에 사는 동생의 병문안에 잠시 다녀오겠다 이른

후 떠나고, 단복은 시종들을 불러 모아 의심된 말을 대강 전하고 사기를 살피라 하니 모

든 시종들이 협력한다.

두 인용문의 하층 보조인물들은 신분상으로는 비록 하층이지만 탁월한 지혜를 발휘하

여 상층 권력을 움직이고 이를 통해 갈등 해결을 이끄는 선인형 인물이라는 점에서 공통

점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은 앞서 인용문�-2에서 살펴본 것처럼 위기의 상황을 상층 중

심인물과 하층 보조인물이 공유하던 것과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 인용문�-1은 기실 장추성과 소선주 부부 이야기의 한 부분이지만, 중심인

물이라 할 수 있는 추성과 선주가 재악과 줄의 謀計에 휘말려 각각 감옥에 갇히고, 유배

에 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인용문�-2는 설경문과 장난주 부부가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이야기의 한 장면인데,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중심인물인 설국과 경문의 행동 역시

인용문�-1의 추성과 선주와 마찬가지로 제약된 상태이다.

반면 이러한 상층 중심인물의 ‘공백’ 상태를 하층 보조인물이 대신하는 경우를 <유씨삼

대록>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이를테면, 앞서 인용문 �-2에서 보았듯 장귀비와

모란의 凶計에 빠져 두 해 넘도록 深宮에 갇힌 양벽주가 목숨을 건져 유府로 무사히 돌

아가는 데에는 하태후라는 상층 보조인물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다. 즉 <옥란기연>과 같

이 유모나 노비가 상층 보조인물을 위기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는 경우는 거

의 확인되지 않는 것이다. 더욱이 설경문과 장난주 부부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 <옥

란기연>에서는 이러한 하층 보조인물의 역할이 송절과 같은 특정 인물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복뷔 듯고 슈족을 며 져마다 부인을 유의여 슈상이 보난지라.’와 같이 설府의

집안 노비 전체의 협력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요컨대 <옥란기연>에서는 하층 보조인물들의 적극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형상화하

려는 서술 태도를 보이는 데 반해, <유씨삼대록>에서는 하층 보조인물의 역할을 악인형

인물에만 한정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더 강한 신분적 편견 혹은 신분 차별 의식을 감지할

수 있고, 이는 <옥란기연>의 보수적 이념성이 <유씨삼대록>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다

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들 노비의 주인인 설국과 설경문은 정작 자신이 처한 위기 앞에

家長으로서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구미호에게 沈惑된 국은

가정을 돌보지 않은 채 아들 경문을 미워하고170), 경문은 生死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아내

에 대한 걱정보다 부모의 자애가 이전 같지 않음에 더 슬퍼한다.171) 이러한 장면은 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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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에 걸쳐 여러 번 반복되는데, 결국 위기의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이들은 사태의 해결

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구미호에게 모든 精氣를 빨리어 瀕死 상태에 빠진 국은

후원에 버려지고, 경문은 구미호에게 철편으로 亂打를 당해 중상을 입는다. 심지어 이러한

사태에서도 경문은 母親을 의심하여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친 자신을 부끄러워하며, 기

운을 되찾거든 다시 府中으로 돌아가 父親의 병환을 살피겠다고 오열해 시종들을 당황케

한다.172)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작품에서 하층 보조인물의 역할과 비중이 확대되었다 뿐

이지 그것이 곧 갈등 해결에서 상층 중심인물과의 완전한 代替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재악과 줄의 간계는 결국 ‘황제’의 親鞫을 통해 드러날 수 있었고, 구미호가 일

으킨 소란은 ‘추성’의 도술로써 마무리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갈등 해결을 최종적으로

봉합하는 인물은 <유씨삼대록>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상층 중심인물인 것이다. 하지만 그

렇다고 하여 그것이 작중 하층 보조인물의 역할과 비중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갈등 해

결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단초를 마련하는 인물은 다름 아닌 하층 보조인물이기 때문이다.

<옥란기연>의 이러한 특징은 전편 <창란호연>과의 비교를 통해 좀 더 선명해진다.

<옥란기연>에서는 <창란호연>에서 비중 있는 역할로 등장했던 엄도사, 백영대사는 두말

할 것도 없거니와, 앞서 인용문�-1, 2에서도 보았듯 유모나 노비가 등장해 갈등 해결의

기도를 마련하기도 한다. 그러나 <창란호연>에 등장하는 유모나 노비 가운데에서 이러한

적극성과 주체성을 발휘하는 하층 보조인물은 잘 확인되지 않는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창란호연>에서 조부인에게 폭행을 당해 瀕死 상태에 빠진 장난희를 한제 부부가 다른

집에 받고 돈을 팔아넘길 때 같이 동행하며 지킨 시녀 초향을 들 수 있겠으나, 이 역시

<옥란기연>만큼의 적극적인 활약상은 그려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창란호연>에 ‘하층’의 적극성과 기지를 긍정적으로 보려는 서술

170) ‘(*계부인이) … 경문을 공연(公然)니 즐(叱罵)고 공을 (對)여 울며 공(公子)의 엄난

허물을 쥬츌(做出)여 왈 우리 노경(老境)의 식(子息) 나흘 두욕(辱)이 션조(先祖)의 밋

치니 엇지리오. 시랑(*설국)이 쳐음은 망영(妄靈)되다 더니 나종은 졍〃 고슈(瞽叟)의 악(惡)

미 머지 안니〃 이러무로 십팔 셰 되도록 의혼(議婚)을 안니터니 …’(<옥란기연> 권5, 25면).

171) ‘구미회 공(公子)을 보여 편(便)헐젹 업니 공초황(焦惶)며 소져의 (死生)을 몰

나 그 슉인풍(淑姿仁風)을 잇지 못나 부모(父母)의 (慈愛) 변(變)시물 슬허니 소져의

게 마음이 결을치 못더라.’(<옥란기연> 권5, 107면).

172) ‘… 슌식간(瞬息間) 셔문(西門) 밧게 이르니 졔 아미 보고 놀나거날 단복이 소을 금(禁)

고 급피 소져의 유랑을 불너 리을 셜(設)헌 후 공(*설경문)을 누이고 약물(藥物)을 드리워

구호(救護)니 공눈을 보니 단복이 가(自家)을 구(求)여 여 왓난 쥴 아나 허실간(虛

實間) 어미을 의심(疑心)여 목슘을 도망(逃亡)타 말이 붓그러오니 차마 입을 여지 못여 다만

단복다려 왈 긔운니 능히 거러 부즁(府中)으로 가지 못리니 슈일(數日) 조리(調理)여 드

러갈 거시니 네 밧비 드러가 노야 환휘(患候)을 피고 혀 무슨 괴(事故ㅣ) 잇거던 황혼

(黃昏)의 혜지 말고 나오라. 언파(言罷)의 오열(嗚咽)여 소로 낫츨 덥고 다시 말이 업사니 유

랑은 부러 밧게 잇고 …’(<옥란기연> 권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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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작품에서 서술자는 한현희의 同甲 시종인 계앵

을 하층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이 뛰어나며 총명한 인물로 형상화한다.173) 현희도

평소 그러한 계앵을 자신의 지적 스승이라 여긴다.174)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현희는 계앵

을 하층이라며 무시하고 멸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175) 한제의 잘못된 행동을 직언

하는 계앵의 행동에 감히 천한 여자가 주인의 단점을 일컫는다며 무참히 채찍질하기도

한다.176) 뿐만 아니라 서술자는 한제와 한창영의 성품을 비교하는 대목에서, 한제는 성품

이 혼탁하기 때문에 노복과 더불어 벗과 같다고 하고, 한창영은 노복이 잘못이 있으면 피

나도록 매를 치는 엄숙하고 위엄한 기색을 보여준다고 언술한다.177) 이는 앞서 계앵이 현

희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서로 터울 없이 지내는 것으로 묘사한 서술자

의 태도와 사뭇 다르다. 말하자면 <창란호연>은 하층 보조인물의 비중이 대표적인 장편

가문소설인 <유씨삼대록>에 비해 확대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조선조의 유

교적 신분질서가 엄격히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어쩌면 ‘하층’에 대한 이러

한 이중적 시각이 <창란호연>의 하층 보조인물의 역할이나 비중 면에서 <옥란기연>과의

차이를 불러온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옥란기연>은 하층 보조인물에 대해 <창란호연>보다 상대적으

로 더 열린 시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로 선주의 시종 홍랑을 들 수 있겠는

데, 홍랑은 앞서 살핀 <창란호연>의 계앵과 비견되는 인물이다. 홍랑과 소선주는 비록 주

인과 노비의 관계이지만 ‘동긔지정(同氣之情)’이 있다는 말까지 서술될 정도로 친밀하

다.178) 더욱이 홍랑의 서사 비중은 다른 하층인물들에 비해 상당한데, 앞서 인용문�-1에

서 살펴본 것처럼 갈등 해결을 주도적으로 이끌 뿐 아니라, 앞 절의 내용과 같이 다른 하

층 보조인물인 맹후익과의 애정담도 마련되어 있다. 게다가 선주와 홍랑의 사이가 아무리

친밀해도 노비를 毆打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노비에게 매를 드는 장면이 있

173) ‘겻잇시녀(侍女) 게이 소져로 연긔(年紀) 갓고 졍(才情)이 총명(聰明)더니 …’(<창

란호연> 권1, 142면).

174) ‘소제(*한현희) 왈 네 하류(下流) 쳔품(賤品)이나 지식(知識)이 고명(高明)야 나의 스승이 되

니 인(此人)니 나을 바다미냐.’(<창란호연> 권2, 90면).

175) ‘… 네 지식(知識)이 관인아마도 쳔인(賤人)의 심장(心腸)이라 무식(無識)도다’(<창란호

연> 권2, 170면).

176) ‘소제(*한현희) 쳥파(聽罷)의 발연(勃然作色)고 압오닌 금편(金鞭)을 들어 오 쳐 왈

쳔(賤)비(婢子) 노야(*한제)의 단쳐(短處)를 수작(酬酌)뇨. 반다시 오형(五刑)을 갓초리

라. (<창란호연> 권1, 142-144면).

177) ‘원한공(*한제)은 흐린 람이라 노복(奴僕)으로 더부러 벗 갓더니 (*한창영)은 상(上下

ㅣ) 긔(氣色)이 씍씍고 위엄(威嚴)이 추쳔(秋天) 갓여 비복(婢僕)이 유죄(有罪)면 피 흐

르도록 치니 …’(<창란호연> 권3, 120면).

178) ‘이윽고 홍낭이 송졀 등으로 (臺下)의셔 고두(叩頭)니 소졔(*소선주) 차비(此婢) 등으로

실위노(實爲奴主)나 동긔지졍이 잇던 바로 낭의 가(自家) 위(爲)헌 졍셩(精誠)을 감동(感動)

여 …’(<옥란기연> 권3,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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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그것은 서릉군주나 단소저와 같이 악인형 중심인물의 인물 조형을 위해 배치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179)

179) ‘… 괴(駭怪)헌 군(*서릉군주)강음이 발(大發)여 날마다 방즁(房中)의셔 시여(侍

女)을 두다리며 식상(食床)을 박고 구고(舅姑)의 훈(訓子) 못다 원망(怨望)하며 (*이창

성)의 경덕(取色輕德)을 일너 …’(<옥란기연> 권1, 94-95면); ‘일〃(一日)은 침(私侵)을 지

나더니 단시 고셩(高聲)여 시여(侍女)을 짓난지라. 미우을 긔고 드러와 보니 일(一介) 시

여을 이고 금쳑(金尺)으로 치니 유뫼(乳母) 단시을 붓들고 말이 난지라.’(<옥란기연> 권

4,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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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論

<옥란기연>은 다른 장편 가문소설에 비해 ‘여성’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하층’에 대한

관심이 확대된 작품이다. 본고는 <옥란기연>이 지닌 이러한 특질에 착안하여 대표적인

장편 가문소설인 <유씨삼대록>과 전편 <창란호연>과의 비교를 통해 <옥란기연>의 소설

사적 위상을 보다 정치하게 가늠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논의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제Ⅰ장의 제2절에서는 예비적 고찰로서 <옥란기연>의 이본과 관련자료를 검토하였다.

제1항에서는 현전하는 이본들을 검토하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 살폈다. 제1항에서는 燕京

本과 藏書閣本의 차이는 필사자의 적극적인 개작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기보다, 원전 혹은

인접한 계열의 모본을 누군가 자의적으로 취사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았고, 뿌리本

과 단국대本은 다른 이본에서 확인할 수 없는 주요 서사의 일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단권의 낙질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제2항에서는 관련자료에

근거해 <옥란기연>의 창작 시기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남아있는 서목과 광고를 통해 볼

때 <옥란기연>의 창작 시기는 19세기 초・중반으로 추정되지만 <창란호연>과의 내적 연

관성을 고려해 18세기 중·후반까지도 소급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제Ⅱ장에서는 <옥란기연>을 구성하는 주요 서사를 갈등의 주체가 되는 등장인물을 중

심으로 분석하여 제Ⅲ・Ⅳ장의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작품의

중심이 되는 남녀결연담은 12쌍이고, 2쌍은 후속서사로 이어지는 남녀결연담, 6쌍은 서사

적 장치로서 배치되는 남녀결연, 3쌍은 족보의 순차로서 형식적으로 제시되는 남녀결연이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는 서사의 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는 11쌍을 제외

한 나머지 12쌍의 남녀결연담만을 논의의 범주로 설정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옥란기연>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관심이 다른 장편 가문소설과 어떠한

변별점을 지니는지 검토하고자 하였다. 제1절에서는 남녀결연담의 서사구조를 남주인공의

인물형상에 따라 호방형 남성과의 결연과 군자형 남성과의 결연으로 분류한 뒤, 서사의

구조적 양상과 그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호방형 남성과의 결연은 서사구조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작품 전체에 걸쳐 ‘反復’을 이룬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뒤의 서사가 앞

의 서사보다 더 첨예한 갈등의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상층 남성의 왜곡된 性윤리를 강조

하는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보았다. 한편 군자형 남성과의 결연은 호방형 남성과의 결연과

달리 구조적인 ‘反復’을 이루지는 않으나 호방형 남성과의 결연에서 드러난 문제의식과 서

로 ‘接脈’되고 ‘相値’됨으로써 작품에서 전달하려는 의미가 보다 확고해질 수 있다고 보았

다. 제2절은 앞 절의 내용을 토대로 성폭력의 서술방식에 대해 살폈다. 제1항에서는 장면

묘사, 인물의 심리・태도, 인물 관계, 서술자의 언술 등을 중심으로 작품에 만연한 남성의



- 127 -

폭력성과 권위의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인하였다. 이어 제2항에서는 <옥란기연>의

앵혈화소에 대해 살폈다. 대부분의 장편 가문소설에서는 앵혈화소가 ‘여성을 향한 일방적

인 폭력성’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데, <옥란기연>에서는 이러한 앵혈화소가 가부장적

남성의 권위의식을 풍자하는 코드로 轉用되고 있음을 밝혔다. 제3절에서는 애정혼을 열망

하는 두 여성의 인물형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두 여성인물은 각각 악인형 인물과 선인형

인물에 가까운 인물형상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편 가문소설과 달리 이들의

적극적 애정이 대체로 긍정된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제Ⅳ장에서는 <옥란기연>의 서술의식을 지탱하는 또 다른 한 軸인 ‘하층’에 대한 관심

을 살폈다. 제1절에서는 ‘하층’의 고난과 애정에 관한 서술을 조명하였다. 제1항에서는 ‘하

층’의 가난을 핍진하게 묘사하고, 인신매매가 만연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서술

자의 의식지향을 확인하였다. 이어 제2항에서는 하층 남녀의 애정담을 살폈는데, 이는 상

층 취향의 장편 가문소설에서는 좀처럼 찾기 어려운 서사라는 점에서 그 관심의 영역이

확장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제2절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하층 보조인물의 비중

확대에 관해 고찰하였다. 제1항에서는 전편과의 연계성을 지닌 보조인물, 특히 비중이 적

은 하층 보조인물에게까지 연계성을 부여하는 서술자의 태도를 살폈고, 제2항에서는 하층

보조인물의 수가 증가하고, 신분 구성이 다양해진 양상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제3항에서는

하층 보조인물의 역할이 악인형 인물에 국한되지 않고 선인형 인물로까지 확대된 점, 나

아가 상층 중심인물의 ‘부재’나 ‘공백’을 대신할 만큼 하층 보조인물의 적극성과 기지가 인

정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지금까지의 정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옥란기연>은 ‘여성’뿐 아니라, ‘하층’에 대한 관

심의 확대라는 특질을 지닌다. 이는 대표적인 장편 가문소설인 <유씨삼대록>과 전편 <창

란호연>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그런데 기실 <옥란기연>은 초월적 요소의 강

화, 구비설화에 대한 수용 등 여타의 장편 가문소설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여러 기법적 모

색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초월’, ‘구술’ 역시 ‘여성’, ‘하층’ 등과 더불어 ‘주변부’라

는 하나의 매개항을 중심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

는 논의의 심화를 꾀하고자 키워드의 범위를 ‘여성’과 ‘하층’으로 한정하여 작품을 분석하

였다. 다른 ‘주변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논의는 아쉽지만 후고를 기약한다. 한편 본고는

<옥란기연>과 유사한 성향을 지닌 작품들을 함께 검토하지 못하였는데, <임씨삼대록>은

<옥란기연>과 이러한 ‘주변부’라는 키워드를 놓고 볼 때 가장 유사한 의식지향을 드러내

는 장편 가문소설이라 생각된다. 두 작품에 대한 비교 연구 역시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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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1] 登場人名錄: <玉鸞奇緣>

*** 범례 ***

ⅰ) 작중 동일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필사자의 착오로

인해 人名이 달리 표기된 경우, 될 수 있으면 그

빈도가 높은 것을 앞에 적고, 나머지는 그 뒤에

{ }를 달아 표기하고자 하였다.

ⅱ) 전편과 후편 사이의 연작 관계를 명시하기 위해

人名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맥락상 동일인물이

분명한 경우, 그 뒤에 [ ]를 달아 후편은 전편

의 人名을, 전편은 후편의 人名을 적어 두었다.

ⅲ) 상기 범례는 ‘[附錄2] 登場人名綠: <昌蘭好緣>’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ㄱ]

가윤: 문하시중. 강서어사. 나라에서 민정을 살

피기 위해 어사로 파견함. 조재악의 처남. 조재

악의 간언에 현혹됨.

걸안: 위달의 역모에 가담함.

경랑: 장영혜의 시종.

계부인: 夫 설국.

계섬: 왕의 총애를 받던 시종. 장월혜를 시기하

여 이간질함. &매열.

계월: 장월혜의 시종. 충의지녀.

계지: 장府의 시종. 장희성의 新房을 규시하도

록 명받음.

계학: 계섬의 오라비. 계섬의 흉모에 가담함.

구공: 형부상서. 맹후익의 보고 내용을 御殿에

상달함.

구미호: 계부인으로 둔갑하여 설국을 유혹하는

한편, 설경문 부부를 박대하고 음해함.

김환{금환}: 醫者. 장추성의 강핍에 혼절한 소

선주를 진료함. 장현성의 過淫에 혼절한 벽앵

을 진료함. 우물에 빠져 의식을 잃은 진천주를

진료함.

[ㄴ]

노상궁: 장월혜의 지휘를 받아 계섬과 매열의

간교로부터 벗어나는 데 일조함. 계학, 계섬,

매열을 잡아다 황제의 親鞫 현장에 바침.

노일관: 단시랑의 비부. 妻 탕구.

녹의: 소선주의 시비. 조재악과 有情한 사이.

조재악과 왕줄의 흉모에 가담하여 위증을 벌

임.

[ㄷ]

단복: 설경문의 시종. 구미호의 위협으로부터

설국과 설경문을 구출함.

단소저1: 단홍의 女. 夫 장현성.

단소저2: 단영의 女. 夫 소잠.

단영: 단소저2의 父. 덕주 절도사.

단홍: 단소저1의 父. 妻 고부인. 공부상서. 시

랑.

덕매: 장희유의 유모. 한연주의 시종 출신.

도화: 진천주의 유모. 夫 마삼구.

[ㅁ]

마삼구{마삼군}: 妻 도화.

매섬{애섬}: 소선주의 忠婢. 황제의 推問에 억

울하게 누명을 쓴 소선주를 변호하다 杖殺됨.

매열: 왕의 총애를 받던 시종. 장월혜를 시기하

여 이간질함. &계섬.

매향: 장府의 시종. 장현성의 명령으로 벽앵을

간병하지만, 단소저의 화가 미칠까 염려하여

결국 외면함.

맹후익: 장추성과 소선주의 伸寃을 위해 홍랑

에 협력함. 조재악과 왕줄의 凶計를 차단한 공

로가 인정되어 영무장사병군사에 제수됨. 이후

홍랑과 婚姻함.

목탈: 도적.

묘원: 비구니.

무욱: 위왕. 반란을 主謀함.

[ㅂ]

박준{박계치}: 우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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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명: 유건인의 동료.

백부인: 夫 진협.

백영대사: 노승. 구미호의 위협으로부터 장난

주를 구출함. 장난주에게 설국을 치료할 仙藥

을 전달함.

백의노인: 월궁선군의 대리인. 소府에 옥란 한

짝을 주며 소선주의 옥란연분을 찾으라 명함.

벽란: 진천주의 시종.

벽앵: 유모 탕구의 女. 장현성으로부터 겁탈 당

함. 그러나 이후에 장府와 가까운 집안인 진府

의 딸 진천주임이 밝혀짐.

복협: 계부인의 시종.

부한필: 용무장군. 무옥의 난 때 좌선봉으로

출전함.

북부: 서릉군주의 시종.

북지국왕: 비록 오랑캐이지만 뛰어난 풍모를

지님. 북도순무사로 파견 온 장추성의 풍모에

감탄하여 환대함.

[ㅅ]

사매: 이창성의 시종. 이창성과 有情한 사이.

상소저: 이창성의 元妃. 早卒.

서릉군주: 父 운양군. 夫 이창성. 子 장희유.

부태후의 玄孫. 황제의 從姪女.

석웅: 도적. 한연주를 납치.

설경문: 名 경문. 字 규신. 妻 장난주. 妾 유금

은. 장원급제. 한림. 군중순무사. 참지정사 용두

각 태학사 이부총재.

설경문의 유모(또는 경유랑): 설경문의 유모.

구미호의 위협으로부터 설국과 설경문을 구출

함.

설국: 妻 계부인. 子 설경문. 각로.

설매: 벽앵의 동료 시종.

성공: 형부상서. 得病한 까닭에 그 자리를 좌시

랑 이창성과 우시랑 박준이 대신함.

성랑: 소선주의 시종.

성원: 소병부의 妻族. 형부상서.

소년 의원: 준수한 외모. 설국을 진맥하러 왔

다 계부인(=구미호)의 표적이 됨. 이후 부녀자

의 행실을 문제 삼아 상소를 올림.

소상궁: 소황후의 명령을 받고 장월혜를 찾으

러 궁궐에 방문. &노상궁.

소선주: 소잠의 畢女. 夫 장추성. 姉 소황후.

소소저: 祖父 소잠. 父 소어사. 夫 장희성.

소시랑: 소잠의 子.

소어사: 父 소잠. 女 소소저.

소앵: 장府의 시종. 매열, 계섬에게 뇌물을 받

고 凶計에 동참여 장월혜의 문안 서안을 바꿔

치기함. 그러나 이후 장월혜의 애정에 감복하

여 충성하게 됨.

소욱: 소잠의 長孫. 소병부의 長男. 한림.

소잠: 妻 단소저2. 子 소현, 소한림. 女 소선주,

소황후. 7남 2녀. 황장국구 동평장사 평남후 우

승상.

소한림: 소잠의 次男.

소현: 소잠의 長男. 호부상서.

소화: 임유와 가까이 지내던 기생. 淫書를 날조

하여 장영혜를 간통음녀로 모함함. &옥매.

소황후: 父 소잠. 子 하간왕. 妹 소선주.

송절{승절}: 소선주의 忠婢. 조재악과 왕줄의

모략에 대비해 소선주의 교자에 홍랑을 태우는

지혜를 발휘함. 소선주와 함께 바다에 몸을 던

짐. 소선주의 병소를 지킴. &애섬.

순복: 철상서의 妻男. 女 순채염. 시랑.

순채염(또는 순채희): 父 순복. 장추성의 위인

을 확인하기 위해 男服한 뒤 순채희라는 가명

을 사용하여 만나고 옴.

신부인: 장희의 母. 신공의 姉.

신진욱: 字 자의. 신후의 長男; 장추성과 동갑.

위왕의 반란 때 참모관으로 임명됨. 시랑.

신진욱의 子: 오성과 더불어 <옥연재합>을 기

록하여 후대에 남김.

신후: 子 신진욱. 어사.

심유종: 오도현의 문하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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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보: 소선주의 시종.

야청: 백발노승. 꿈속 부처의 명을 듣고 찾아왔

다면서 장희 부자에게 ‘이것’을 건네줌.

양난주: 양무의 獨女. 夫 장우.

양랑: 이府의 시종. 춘교의 아주머니.

양무: 女 양난주. 추밀사.

양소저: 父 양시중. 夫 장종성.

양시중: 女 양소저.

양춘기{양중기}: 시어사. 조재악의 請託을 받

아 흉모에 가담함.

양출: 북지국의 승상.

엄공: 父 엄도사.

엄길보: 장府의 정신적 스승인 엄도사의 孫子.

妻 장옥혜. 어릴 적 장府와 婚事를 맹약함.

엄도사: 엄길보, 엄천화의 祖父. 장府의 정신적

스승.

엄부인: 夫 진가숙. 父 엄도사. 엄길보, 엄천화

의 叔母.

엄천화: 夫 장기성. 엄도사의 孫女. 어릴 적 장

府와 婚事를 맹약.

연협: 이창성이 한연주에게 붙여준 시종. &홍

접.

영은: 단소저1의 시종. 단소저1의 시기를 더욱

부추김. &홍은.

오도현: 長男 오성. 女 오요주. 壻 장효성. 이

부상서. 양주자사.

오성: 오도현의 長男. <옥연재합>을 신진욱의

子와 더불어 기록하여 후대에 남김.

오소저: 祖父 오홍. 夫 장관성.

오요주: 父 오도현. 夫 장효성.

오홍: 字 약통. 長男 오도현. 오요주, 오소저의

祖父. 급사.

옥매: 임유와 가까이 지내던 창녀. 淫書를 날조

하여 장영혜를 간통음녀로 모함함. &소화.

왕삼: 왕파랑의 夫. 早卒.

왕소저: 父 왕현. 夫 장계성. 매열과 계섬의 凶

計를 차단하여 황제로부터 왕의열이라는 칭호

를 얻음.

왕소저의 유모: 장월혜와 왕소저 사이의 書簡

을 전달하며, 매열과 계섬의 동향을 살피는 첩

보 역할을 수행함. &장월혜의 유모.

왕부인: 양주자사 오도현의 부인.

왕줄{왕술}: 소병부의 門客. 조재악의 凶計에

가담함.

왕공자: 父 왕현. 母 유부인. 왕상서의 獨子.

妻 장은혜.

왕파랑: 夫 왕삼(早卒). 도적에 의해 유주에 버

려진 한연주를 거두어 양육함.

왕현: 妻 유부인. 男 왕공자. 女 왕소저. 상서.

1남 1녀.

운양군{은양군, 온양군}: 女 서릉군주.

운홍: 장추성의 心腹 시종. 前篇에서 장두의 조

주 配行을 시중들던 제학의 子. 소현과 동행하

며 소선주의 配行을 호위함.

유이랑: 마삼구의 벗.

유부인: 夫 왕현. 子 왕공자. 女 왕소저.

유소저: 夫 장유성.

위길: 위달의 무리. 뛰어난 도술.

위달: 역모를 주도한 도적의 우두머리.

위랑{위광}: 조재악의 遠族. 조재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흉모에 가담함. 학사. &팽기.

유건인: 權戚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의를 보

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나, 조재악과 왕줄의 凶

計에 휘말려, 그 딸이 겁탈을 당함.

유건인의 女: 개용단을 먹고 장추성으로 변한

왕줄에게 겁탈을 당함.

유금은: 청원의 姪. 설경문의 妾.

이운혜{이윤혜}: 夫 장우. 父 이운. 弟 이창성.

이운{이윤}: 妻 주부인. 子 이창성. 女 이소저.

각로. 상서.

이창성: 字 청영. 元妃 상소저(早卒) 父 이운.

正室 서릉군주. 後室 한연주. 장원급제. 비서각

한림. 강서순무관찰사. 병부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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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보: 이창성의 次男. 生母 한연주.

이희유: 이창성의 長男. 生母 서릉군주. 繼母

한연주.

이환: 御醫. 서릉군주의 병을 두 차례 진료함.

임유(또는 임희연): 字 희연. 父 임희. 妻 장영

혜. 방안급제. 용두각 한림. 위왕의 반란 때 선

봉으로 임명됨. 이때의 공훈을 인정받아 문하

전 추밀사 상서령에 제수됨.

임유의 두 아우: 父 임희. 母 장부인. 兄 임유.

임희: 妻 장부인. 長男 임유. 어사태우.

[ㅈ]

장경양: 장원양과 같은 항렬. 藏書閣本에 따르

면 <옥연재합>에 호방한 성품과 관련된 설화

가 실려 있다고 함. 누구의 아들인지는 두 이

본 모두 나와 있지 않음. 맥락상 오요주의 아

들로 추정됨.

장계성: 장우의 4남. 生母 이운혜. 妻 왕소저.

女 장옥빙.

장관성: 字 보행. 妻 오소저. 장희의 3남. 해원

급제. 한림.

장기성: 字 사인. 妻 엄천화. 장희의 4남. 예부

상서.

장난주: 夫 설경문. 장우의 長女. 生母 양난주.

장난주의 유모: 단복, 설경문의 유모에 협력.

장난희: 夫 한창영. 父 장두. 숭현부인. 대동백

부춘후부인.

장단성: 장우의 子. 生母 이운혜. 妻 화소저.

장덕성: 장우의 子. 生母 양난주. 妻 홍소저1.

장두: 장희의 父. 妾 진파. 어사태우. 각로.

장복성: 장희의 6남. 妻 홍소저2.

장부인: 夫 임희. 子 임유.

장성양: 父 장현성. 生母 진천주.

장영혜: 장희의 長女. 夫 임유. 소선주와는 동

갑으로 친밀한 사이.

장옥빙: 父 장계성. 母 왕소저. 藏書閣本에 따

르면 後篇에 진천주의 딸인 장희빙과 겪은 설

화가 전해진다고 함. &장희빙.

장옥혜: 장우의 次女. 生母 이운혜. 夫 엄길보.

부부불화는 <옥연재합>에 전한다고 함.

장우: 字 자연. 號 운곡. 문연각 태학사 예부상

서 병부대사마안서백. 장두의 弟. 正室 이운혜.

後室 양난주. 長男 장효성. 次男 장희성.

장원양: 父 장추성. 生母 소선주. 祖父 장희.

장월혜: 장희의 次女. 母 한현희. 夫 하간왕.

매열과 계섬의 凶計를 차단하여 황제에 의해

열현비로 봉해짐. 6남 2녀.

장월혜의 유모: 장월혜와 왕소저 사이의 書簡

을 전달하며, 매열과 계섬의 동향을 살피는 첩

보 역할을 수행함. &왕소저의 유모.

장유성: 妻 유소저.

장은혜: 장희의 3녀. 夫 왕공자. 5자 1녀.

장종성: 장희의 3남. 母 한현희. 妻 양소저.

장중양: 父 장관성. 母 오소저.

장추성: 字 도순. 장희의 長男. 母 한현희. 祖

父 장두. 正室 소선주. 장원급제. 비서각 한림

에 제수됨. 안북교유사. 북도순무사. 조재악과

왕줄의 凶計를 차단한 공로로 홍문관 제찰사

집현전 시강학사로 제수됨. 관찰사. 홍문관 태

학사 이부상서. 한림학사 용두각 태학사 이부

상서 대총재. 위왕의 반란 때 평북 대원수로

임명됨. 북평공 우승상 금자광록태부 중서령.

태학사 용두각 상대부 이부상서 대총재 효문

정충 위국 위현왕.

장필성: 장희의 7남. 妻 정소저. 부부불화는

<옥연재합>에서 이어진다고 함.

장효성: 장우의 長男. 生母 이운혜. 妻 오요주.

탐화급제. 한림.

장현성: 字 도연. 장희의 次男. 正室 단소저1.

後室 진천주. 子 장성양. 장원급제. 한림. 수찬.

추밀부사.

장희: 字 창연. 號 송암. 妻 한현희. 장두의 長

男. 진평왕 장희린의 후손. 용두각 태후학사 겸

구석중서령 평장사 좌승상 영서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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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빙: 父 장현성. 生母 진천주. &장옥빙. 藏

書閣本에 따르면 後篇에 진천주의 딸인 장희빙

이 겪은 설화가 전해진다고 함.

장희성: 父 장우. 生母 양난주. 妻 소소저.

정소저: 夫 장필성.

정현: 女 정소저.

제앵: 장추성의 유모. 前篇에서는 한현희의 시

종. 後篇에서는 黜去한 소선주를 데려다 보호

함.

제학: 장두의 시종. 운홍의 父. 前篇에서 장두

의 조주 配行을 시중듦.

조강: 조재악의 父. 소잠의 表弟.

조부인: 한창영의 黜婦. 공주. 父親 조정언의

유배에 동행. 적소에서 한연주를 출산. 앵혈로

여아의 근본을 기록.

조상유: 조재악의 父. 급사.

조정언[조무]: 女 조부인. 부마도위.

조재악: 字 국신. 조상유의 子. 소잠의 表門姪

兒. 왕줄과 함께 凶計를 꾸밈. 참방급제. 황제

의 총애로 감찰어사에 제수됨.

주부인: 이창성의 母.

주현경: 주화의 蕩子. 解配되어 還京하는 소선

주를 양자강에서 급습함.

주화: 황제의 親族. 대양후.

진가숙: 妻 엄부인. 엄도사의 壻. 병부대사마.

삼면절도사. 병마절제사. 예부시랑.

진파: 장두의 妾. 장추성의 庶祖母.

진천주{진현주}: 夫 장현성. 진협의 長女. 戰場

에서 심한 부상을 입고 죽은 진협을 정성된 기

도로 살려내어 황제로부터 진효열이라는 칭호

를 얻음.

진학사: 진협의 子.

진협: 字 청운. 妻 백부인. 진가숙의 長男. 子

진학사. 女 진천주. 시랑. 위왕의 반란 때 부원

수로 임명됨. 이때의 공로가 인정되어 위국공

으로 봉해짐.

[ㅊ]

철상서: 장영혜와 임유의 婚姻을 주선함. 장추

성과 순채염의 재혼을 주선함.

청원대사: 姪 유금은. 비구니. 구미호에 의해

위기에 처한 계부인을 구제.

추용{충용}: 무창의 관리. 소화와 옥매의 간교

에 가담함. 임유로부터 杖殺됨.

추용의 子: 추용의 원수를 갚기 위해 관아를

습격하여 임유를 위협함.

춘교: 서릉군주의 시종.

충수: 장추성의 시종. 장추성으로부터 장영혜의

가마를 호위하여 돌아오라는 명을 받음.

취교: 장영혜의 시종.

취월: 소선주의 시종.

[ㅌ]

탕구: 단소저1의 유모.

태의: 過淫으로 병이 난 임유를 진맥함.

태자: 父 황제.

[ㅍ]

팽기: 시어사. 소선주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림.

&위랑.

풍복: 장효성의 心腹. 오요주에게 장효성 대신

편지를 전달함.

[ㅎ]

하간왕: 父 황제. 生母 소황후. 소잠의 外孫.

元妃인 화비를 早失함. 시종 매열, 계섬을 총애

함.

한연주: 父 한창영. 生母 조부인. 夫 이창성.

서사 초반에 왕파랑의 養女로 등장하나, 나중

에 한창영의 女임이 밝혀짐.

한제: 子 한창영. 女 한현희. 병부상서.

한창영: 字 백경. 父 한제. 正室 장난주. 後室

조부인. 女 한연주. 이부상서.

한현희: 父 한제. 夫 장희. 정덕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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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매: 매열과 계섬의 이간질에 동참함.

화비: 하간왕의 元妃(早卒).

화모: 女 화소저.

홍랑: 소현의 시종. 맹후익과 함께 조재악과 왕

줄의 凶計를 차단함. 그 공로로 하류 중 열협

이라는 칭호와 함께 금은보화를 하사 받음.

홍소저1: 홍처사의 長女. 夫 장덕성. 홍소저2와

는 이란성 쌍둥이. 絶色.

홍소저2: 홍처사의 次女. 夫 장복성. 홍소저1과

는 이란성 쌍둥이. 薄色.

홍은: 단소저1의 시종. 단소저1의 시기를 더욱

부추김. &영은.

홍자: 소선주의 시종.

홍접: 이창성이 한연주에게 붙여준 시종. &연

협.

홍처사: 女 홍소저1, 홍소저2.

홍처사의 妻: 女 홍소저1, 홍소저2.

화소저: 父 화모. 夫 장단성.

황제: 영종황제. 妻 소황후. 子 태자, 하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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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錄2] 登場人名錄: <昌蘭好緣錄>

[ㄱ]

가섭: 양난주의 시종.

가초운: 양난주의 유모. 夫 장석.

고충: 왕진의 家臣. 장두에게 密書를 전달해 왕

진의 음해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줌.

공차: 空車.

경제: 역사적 실존인물. 왕진이 북경에 가 大敗

하고 영종황제가 몽골계 부족인 오이라트의 포

로로 잡혀가자 그 자리를 대신해 국정을 운영

함. 그러나 작품에는 이러한 역사적 정황에 대

한 자세한 언급은 되지 않음. 과거 우림장군이

던 시절 장두가 자신의 불충을 황제 앞에 간한

뒤로 줄곧 미워함.

계앵: 한현희의 동갑 시종. 家出한 한현희를 따

라다니며 보호함.

계원: 장두의 心腹. 장두를 객사한 것으로 꾸미

는 데 협력함. &제운, 제학.

계지: 장우의 유모. 장府가 이산하였을 때 장우

와 동행함.

계학: 장府의 시종. &제운.

교상: 妻 위부인2.

[ㄴ]

낙적촌 주인: 양난주가 빌려간 노새를 끌고 온

객점 주인.

노고: 酒母. 이운혜가 피신한 시골집의 주인.

노고의 子: 妻 하후씨. 장사꾼. 이운혜를 겁탈

하려 함.

[ㅁ][ㅂ]

백영대사: 장우와 헤어진 뒤 양난주가 금릉에

서 만난 노승. 양난주의 祖父(死亡)와 절친한

사이. 양난주의 초년 팔자가 사납기에 祖父의

부탁을 받아 기다리다가 만난 것이라고 함. 양

난주에게 장우의 병을 치료할 침술을 가르쳐

줌. 佛堂에서 기도를 올리는 이운혜에게 장우

의 병을 낫게 할 仙丹을 전해줌.

부운: 여장한 장희가 한제의 집에 시종으로 있

으면서 사용한 假名. 한현희의 글 시중을 듦.

[ㅅ]

상순: 女 상소저. 어사태우.

서릉군주{서군주}: 父 운양공. 夫 이창성.

석부인: 夫 양수화. 女 양난주. 弟 석진생. 소

잠의 姨從兄弟.

석진생: 姉 석부인. 양난주의 外叔.

선관: 장우의 꿈에 나타나 장우가 前生에 삼십

삼천의 모든 신선들 중 가장 빼어난 신선이었

으며, 자신은 이운혜의 本生 부모로, 적강하는

장우를 짝사랑하던 딸을 옥황상제에게 청하여

인간세계에 따라 보낸 것이라 일러줌.

선종황제: 역사적 실존 인물. 영종황제의 父親

이자 선대 황제.

설태우: 진숙의 벗.

소선요[소선주]: 父 소잠.

소잠: 國舅. 壻 영종황제. 長女 소황후. 次女 소

선요. 7남 2녀.

소잠의 妻: 석부인의 姨從兄弟.

소처사: 妻 신부인2. 신후와는 절친한 사이. 십

여 년째 행방이 묘연함.

소춘: 시골 집주인. 유모가 세상을 떠난 뒤 女

裝한 장희를 딸처럼 보살핌. 본래 한제의 비복

출신. 외동딸이 시종 후보에 오르자 자신의 딸

을 대신해 장희에게 경성 한상서 댁에 오를 것

을 청함.

소황후: 父 소잠.

수세: 장두의 시종.

수운: 장두의 시종.

숙공주: 父 흠종황제. 母 이대비. 夫 조참. 女

조부인.

신공: 子 신후. 女 신부인1(早卒). 신부인2. 壻

장두. 전임 태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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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인1: 夫 장두. 신후의 누이. 장우를 출산하

다 早卒. 한창영의 꿈에 나타나 조부인이 장난

희의 자하동 처소에 放火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줌. 장우의 꿈에 나타나 이운혜를 계속 박

대한다면 머지않아 목을 매어 죽을 것이라 일

러주며, 이운혜를 낫게 할 약을 건네줌.

신부인2: 父 신공. 夫 소처사. 신후의 누이.

신부인3: 오홍의 妻. 신부인1의 再從.

신윤문: 祖父 신후. 父 신자의.

신자의: 父 신후. 子 신윤문. 정릉태수의 음모

를 미리 알고, 장두의 초상에 장난희가 슬퍼하

다 죽고, 그 충격에 다른 형제들도 강물에 투

신한 것처럼 꾸밈. 한림. 간의대부.

신후: 왕진의 凶計를 전해 듣고 장두의 자녀들

을 變服하게 한 뒤 먼저 피신시킴. 복위한 영

종황제가 다시 예부상서로 임명함.

[ㅇ]

양난주: 父 양수화. 母 석부인. 夫 장우.

양랑: 시종.

양수화[양무]: 妻 석부인. 女 양난주. 여러 자

식들이 출산 후 얼마 되지 않아 죽음. 왕진의

모함으로 광동에 정배됨. 아내 석부인과 딸 난

주는 금릉으로 내려감. 영종황제 복위 후 사면

을 얻어 해배됨. 예부시랑. 추밀부사로 승진함.

양양태수: 堂叔 이운. 조정의 뛰어난 선비로,

장두가 객사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시체를

정성스럽게 염함. 어진 지방관으로 평소 백성

들의 환심을 얻었으나, 奸臣이 들끓는 世態를

비판하며 사직하고 고향 산동으로 내려감.

엄도사: 女 엄부인. 壻 진가숙. 早失父母한 진

가숙을 양육하며, 제자백가와 검술을 가르치고,

자신의 女와 婚姻시킴.

엄부인: 父 엄도사. 夫 진가숙.

여운형: 姉 주파. 내시.

영국구: 한제가 딸의 재혼을 주선하려 한 집안

의 家長.

영종황제: 역사적 실존인물. 태감 왕진에게 미

혹되어 조정에 간신이 들끓음. 이후 오이라트

의 포로가 되어 북해로 파천됨.

영채: 장府의 시종.

오생: 오홍의 子.

오부인: 夫 한제. 女 한현희. 弟 오홍. 妹 시골

선비의 妻가 된 두 동생.

오홍{오흠}: 字 약통. 妻 신부인3. 姉 오부인.

姉兄 한제. 한제와는 과거의 동향 친구 사이.

영종황제의 복위 후 강하 태수 시절의 공로를

인정받아 순천 부윤으로 승격됨. 이운의 천거

로 이부시랑으로 승진함.

왕진: 역사적 실존인물. 태감. 북벌론에 앞장섬.

자신을 반대한 장두를 죽이도록 사주함. 영종

황제의 복위 후 지난 過誤를 뉘우침.

우겸: 역사적 실존인물. 한제가 자신의 며느리

인 장난희를 첩 삼으라며 바치려 했으나 이전

조정의 이름난 사람의 자식이라며 거절하고,

이후 한제의 파직을 상소함. 각로. 이운과는 친

척지간.

운양공[운양군]: 女 서홍군주. 皇族.

월선{월섬}: 양난주의 시종. 양난주의 명령에

따라 장우의 증세를 자세히 알아옴. 양난주의

명령으로 이운혜가 떠나는 길에 동행하려 했으

나 주부인가 이를 허락하지 않자, 양난주가 다

시 男服을 하고 몰래 좇을 것을 명함. 주부인

이 이부인의 꾐에 넘어가 정낭성과 강제로 婚

姻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이운혜에게 전함. 양

난주의 분부를 받아 이운혜를 시골집으로 피신

시킴.

월하노인: 찬보왕에게 옥난을 주고간 神人.

위처사: 父 위표. 母 이부인.

위부인1: 父 위표. 母 이부인. 夫 정문채. 위처

사의 姉. 정욱의 婦. 주부인의 媤姑母.

위부인2: 父 위표. 母 이부인. 위처사의 妹. 교

상의 妻.

위표: 妻 이부인. 早卒. 無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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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비: 조부인의 外祖母.

이부인: 夫 위표. 子 위처사. 女 위부인1, 위부

인2. 兄 이운. 媤妹 주부인.

이성[이창성]: 이운의 子. 이운혜의 弟. 妻 상

소저(早卒). 서릉군주와 再婚. 한연주를 不告而

娶함.

이운혜{이윤혜}: 父 이운. 母 주부인. 弟 이성.

이운{이운혜}: 字 원흥. 妻 주부인. 子 이성.

女이운혜. 長姪 양양태수. 壻 장우. 개인적인

친분이 있던 것도 아니었으나 장두를 구하는

데 진력함. 환관의 무리가 국정을 농단하고 황

제가 북행을 결정하자 사직 후 산림처사가 되

기로 결심함. 수각노 태학사에 제수됨. 병부상

서. 왜구 정벌에 정남 대원수에 임명됨. 戰功을

세워 일각노 좌복야로 임명됨.

이운의 늦둥이 女: 母 주부인.

이자사: 이운의 弟. 이운혜의 叔父.

[ㅈ]

장난희: 장두의 長女. 生母 신부인1. 姨母父 오

홍. 夫 한창영. 시부모와 조부인의 계략으로 한

때 한창영의 妾으로 강등됨.

장두: 父 장상서(早卒). 妻 신부인(早卒). 妾 진

부인. 妻男 신후. 子 장희, 장우. 女 장난희. 조

상 대대로 벼슬을 함. 아내가 죽자 자녀를 신

후에게 의탁함. 어사태우. 왕진의 凶計로 조주

에 유배됨. 영종황제의 복위 후 伸寃되어 이부

총재 문연각 태학사로 임명됨. 이부상서 태학

사. 서촉을 진무한 공로를 인정받아 각노에 제

수됨.

장석: 妻 가초운. 가난을 견디지 못해 양난주를

낙양 창루에 팔아넘김.

장영혜{장영희}: 父 장희. 母 한현희. 장추성의

妹.

장우: 字 자연. 장두의 次男. 生母 신부인1. 翁

이운. 正室 이운혜. 後室 양난주. 한림수찬. 장

두와 함께 서촉에 출병함. 병부상서 대사마.

장우의 女: 生母 양난주.

장추성: 장희의 長男. 母 한현희. 한현희가 조

주 태행산 용전동에 머무는 동안 출산함.

장현성: 장희의 子.

장효성: 장우의 子. 生母 이운혜.

장희: 장두의 長男. 진가숙과 叔父의 의를 맺

음. 과거 급제 후, 집현전 태학사 연중 시어사

에 임명됨. 의술이 뛰어남. 우부 도어사 집현전

태학사. 한창영과 남방지역을 진무할 때 초토

사로 임명됨. 이때의 공로로 예부상서에 오름.

이후 이운의 왜구 정벌에 합류함. 戰功을 세워

이부총재로 승진함. 서평후.

장희의 유모: 女裝한 장희를 책임지고 관서 무

창 땅으로 피신시킴.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남.

장희의 子: 이운혜의 생사가 불명한 상황에서

한현희가 넷째 자식(3남)를 출산함.

정낭성: 정문채의 長男. 母 위부인1. 이운혜와

婚姻하기 위해 위부인1과 계교를 꾸밈.

정릉태수: 황제가 왕진의 참소를 듣고서는 신

후를 위리안치하고 장두의 아이들을 모두 잡아

죽이라고 정릉태수에게 비밀스럽게 명함.

정문채: 정욱의 長男. 妻 위부인1. 양주 자사.

정욱: 영종황제 복위의 일등공신. 그 공고로 제

후 자리에 오름. 황제가 정욱의 四女를 귀인으

로 삼아 國舅가 됨. 長男 정문채. 3남 5녀.

정욱의 四女: 귀인.

제운: 장두의 心腹. 장두를 객사한 것으로 꾸미

는 데 협력함. 장두가 객사한 뒤 도망간 것으

로 꾸밈. &제학, 계원.

제학: 장두의 心腹. 장두를 객사한 것으로 꾸미

는 데 협력함. 장두가 객사한 뒤 도망간 것으

로 꾸밈. &제운, 계원.

조부인: 夫 한창영. 父 조참. 父親의 유배지에

있으면서 딸 한연주를 출산함.

조참(또는 조정언): 妻 숙공주. 女 조부인. 壻

한창영. 한제가 장난희를 夾室에 가둬 놓고 새

로 婚姻을 주선하려한 집안의 家長. 방자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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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으로 폐위서인이 되어 정배됨. 숙경도위. 황

제가 북쪽으로 파천되었을 때 민간에 여러 폐

단을 일으킴. 십 년 만에 귀환함.

주부인: 이운의 妻. 長男 정낭성.

주파: 酒婆. 弟 여운형. 금전교에 사는 媒婆. 본

래 이운의 집 사람이나 한府의 노비가 됨.

진가숙: 早失父母. 妻 엄부인. 翁 엄도사. 父親

의 복수를 갚았으니 이제 학문에 힘쓰고 검술

을 버리라는 스승의 가르침을 어기고 십여 년

넘게 고향을 떠남. 시조는 송나라 때 예부상서

를 지내다가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었으며 벼

슬을 멀리하고 조주 땅에서 삶. 父親은 감옥에

서 신분이 낮은 사람과 싸우다가 죽음. 병부

참모관에 천거되나, 아무런 공도 없이 벼슬을

받지 않겠다며 사양함. 본래 글재주가 있으나

자신의 팔자는 아니라며 무과에 응시하여 당당

히 장원에 합격함. 용문대장군에 임명됨. 황제

가 복위하자 도적이 사방에서 출몰하니, 진가

숙이 북쪽 흉노를 가로막음.

진가숙의 次男: 父 진가숙. 母 엄부인.

진부인[진파]: 진가숙의 庶母가 낳은 女. 장두

의 妾.

진부인의 嫡姪: 진부인의 친척.

진숙: 사도. 마치 장희가 婚姻을 허락한 것처럼

꾸며 장두에게 구혼하였으나 이내 거짓이 탄로

되여 실패함. 진가숙의 집안과는 무관함.

진한림: 妻 허부인.

[ㅊ]

찬보왕: 아라국의 국왕. 장희 형제가 서역을

평정하고 돌아올 때 옥란을 헌상함.

창모: 娼母. 낙양 창기.

초향{추향}: 유모. 남장한 장난희를 책임지고

서촉 재동으로 피신시킴. 장난희가 이운의 집

에 팔려갈 때도 동행하며 지킴. 장부에서 계원,

계학을 팔아 집과 논밭을 주고 면천케 하려 했

으나 끝까지 장난희를 모시겠다며 사양함. 이

에 한창영이 으뜸 시녀로 대우하여 가마를 타

고 다니며 다른 종들의 호위를 받게 함.

최선: 남문 밖의 名醫. 혼절한 장우를 진료함.

춘자: 한창영의 書童.

춘향: 조부인 유모의 동생. 조부인의 명령에 따

라 장난희를 매로 亂打함. 화가 난 한창영이

머리를 베어 조부인에게 던지고, 집안의 모든

시종들이 돌려 보도록 함.

[ㅌ][ㅍ]

태종황제: 영종황제의 先代 황제.

포향: 장府의 시종.

[ㅎ]

하간왕: 父 황제. 母 소황후.

한창영의 아들과 딸: 生母 장난희. 이란성 쌍

둥이.

하후씨: 노고의 子의 妻. 이운혜를 시기하여

죽이고자 함.

한연주: 父 한창영. 生母 조부인. 夫 한창영.

조부인이 父親의 유배지에서 출산한 女. 절강

산적들의 습격으로 행방불명됨. 이창성이 산서

우주로 진무하러 갔다가 만남. 자세한 이야기

는 後篇에 전함.

한현희의 子: 父 장희. 다섯째 자식(4남).

한제: 字 노. 妻 오부인. 子 한창영. 女 한현희.

장두와는 죽마고우. 원래는 형제와 친척이 없

고 대대로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이었으나 장두

의 父親 장상서의 도움으로 입신함. 그러나 정

작 장두가 정치적 환란에 처했을 때 배신함.

한창영: 字 백경. 父 한제. 母 오부인. 正室 장

난희. 後室 조부인. 女 한연주. 남방 제도 도총

병으로 이운과 함께 출정함. 이때의 공로로 병

부시랑에 오름.

한현희: 父 한제. 母 오부인. 兄 한창영. 夫 장

희. 세살 때 兩家 부모에 의해 장희와 혼약함.

한제는 이날 술김에 딸의 팔에 앵혈로 ‘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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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나리’라고 새김.

허부인: 진한림이 이전 妻와 사별하고 再嫁한

妻.

현불대사: 청운사의 주지승. 비구니.

회흘: 도적.

흠종황제: 조부인의 外祖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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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文抄錄

「玉鸞奇縁
オンナンギヨン

」研究

ソウル大学大学院

国語国文学科 国文学専攻

申
シン

哲宇
チョル

　「玉鸞奇縁」は、他の長編家門小説に比べ、「女性」に対する関心だけでなく、

「下層」に対する関心が拡大した作品である。本稿は、「玉鸞奇縁」のこういう特

徴に着目し、代表的な長編家門小説である「劉氏三代錄」と、前編「昌蘭好縁」と

の比較を通じ、「玉鸞奇縁」の小説史的位相をより精緻に測ることを目的とした。

　第一章の第二節では、予備的考察として「玉鸞奇縁」の異本と関連資料を検討し

た。「燕京本」と「蔵書閣本」の差は、筆写者の積極的な改作意識が反映された結

果というより、原典あるいは隣接した系列の母本を誰かが恣意的に取捨した可能性

が高いと考え、「プリ本」と「檀国大本」は他の異本で確認できない主要叙事の一

部を含んでいることからその価値を新たに確認した。

　第二章では、「玉鸞奇縁」を構成する主要叙事を葛藤の主体となる登場人物を中

心に分析し、第三・四章の議論のための足がかりを設けた。叙事の比重が少ないと

判断される11組を除いた、残り12組の男女結縁談だけを議論の範疇に設定し、これ

ら男女結縁談に現れた人物葛藤の構造的様相をまとめた。

　第三章では、「玉鸞奇縁」に現れた「女性」に対する関心が、他の長編家門小説

とどのような弁別点を持つのかを考察した。第一節では、男女結縁談の叙事構造を

男主人公の人物像により、「豪放型男性との縁結」と「君子型男性との縁結」に分

類した後、叙事の構造的様相と意味について分析した。その結果、作品は敍事相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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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の「反復」、「接脈」、「相値」を通じ、問題意識をより強調していると見た。

このような内容を踏まえ、第二節では性暴力の叙述方式について調べた。場面描

写、人物の心理・態度、人物関係、叙述者の話術などを中心に、男性の暴力性と権

威意識に対する否定的認識を確認しており、「桜血話素」が家父長的男性の権威意

識を風刺するコードに「転用」されていることを明らかにした。第3節では、愛情婚

を熱望する二人の女性の人物形象について分析したところ、これらの積極的な愛情

が他の長編家門小説とは異なり、概ね肯定するという点で「女性」に対する拡大し

た関心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

　第四章では、「玉鸞奇縁」の叙述意識を支える別の軸である「下層」に対する関

心を探った。第1節では、「下層」の貧しさを活写し、人身売買が蔓延している現実

を写実的に反映しようとする叙述者の意識志向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且つ、上

層趣向の長編家門小説では、めったに見られない下層男女の愛情談を内容に盛り込

んでいるという点で、その関心の領域が拡張されたことを確認した。第2節は、こう

した議論の延長線上で、下層補助人物の比重拡大に関して考察した。下層補助人物

の役割が悪人型人物に限らず善人型人物にまで設定された点、上層中心人物の一時

的な「不在」や「空白」に代わる下層補助人物が出現したことなどから、「下層」

に対する関心の拡大が探れた。

キーワード：玉鸞奇縁
オンナンギヨン

、昌蘭好縁
チャンナンホヨン

、古典小説、家門小説、女性、下層、周辺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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