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운몽(九雲夢)에 관한 小考

노 태 훈*

Ⅰ. 緖: 왜 다시 구운몽인가 - 夢에서 幻으로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 1637~1692)이 17세기 말에 창작한 구운몽(九

雲夢)은 한국 고전소설사를 통틀어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 연구도 활발해 작품이 지니고 있는 가치에 한 여러 

가지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다. 구운몽의 원전 문제, 창작자 및 창작 동기

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들을 비롯하여 구운몽에 담긴 사상이나 주제 의식, 

작품의 구조 등도 상당 부분 밝혀져 있다. 특히 구운몽의 주제에 관해서

는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도 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꿈이라

는 장치를 통해 환몽(幻夢 혹은 還夢)의 서사를 구현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① 일장춘몽(一場春夢)의 세계관을 그렸다는 견해,1) ② 금강경(金剛經)의 

핵심 사상인 공(空)의 원리를 나타냈다는 견해2) 등 불교적 해석과 ③ 입신

양명(立身揚名)의 세계관을 그렸으며,3) 사 부 남성의 욕망을 형상화하는 

*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1) 김태준, 박성의, 조윤제 등 국문학 1세 들에게서 확산된 이 견해는 현재까지도 여

전히 가장 유효한 해석으로 여겨진다.

2) 정규복, 구운몽 연구, 보고사, 2010, 310-26면; 이강옥, 구운몽의 불교적 해석과 

문학치료교육, 소명출판, 2010 참조. 이러한 견해는 금강경이라는 텍스트가   

구운몽의 서사 내에서 여러 차례 등장한다는 점에서 그 설득력을 얻는다. 이에 

관해서는 특히 유병환, 구운몽의 사상적 실상, 다래헌, 2007 참조.

3)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7, 126면; 정출헌, 고전소설사의 구도

와 시각, 소명출판, 1999, 123-180면; 김석회, ｢서포소설의 주제 시론｣,《선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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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주력했다4)는 유교적 해석이 병존하고 있다. 텍스트를 통해 살펴보자면 

전자의 경우 성진(性眞)의 깨달음과 이야기를 지배하는 육관 사(六觀大師)

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소유(少遊)의 서사가 양과 질에서 모

두 압도적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은 텍스트 내에서 공히 서사 

전개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느 한 쪽만을 중시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었다. 이에 두 해석의 립적 시각을 해소하고 양쪽을 절충하는 관점

이 제기되기도 했다.5) 또한 김만중의 당 적 상황에 착목해 이를 “역학사

상” 원리의 반 이라는 측면에서 살핀 바6)도 있거니와 최근에는 당시 숙종

의 각성을 염원한 작가 의식의 발로7)라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다양하고 폭넓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운몽은 해명되어

야 할 부분이 많다. 작품의 창작 동기나 창작 방법, 작품이 지닌 세부 축조

의 묘미, 등장인물의 역학 관계 등 구체적인 부분들도 그러하지만 특히 텍

스트의 구조와 주제 의식은 여러 번 곱씹어 논의되어야 할 지점이다. 본고

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구운몽의 여러 측면들을 다각도에서 살피

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연구에서 “九雲夢”이라는 제목 때문에 특히나 집중되었던 

“꿈”이라는 문제에 관해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8) “九”의 의미는 성진

문》18, 1989, 253면 참조. 이러한 견해는 구운몽을 ‘ 웅소설’로 분류하거나 

‘양소유전’의 관점에서 이를 해석하고 있다.

4) 강상순, ｢구운몽에 형상화된 남녀관계의 소설사적 계보와 역사적 성격｣,《우리어

문연구》32, 2008, 참조. 또한 김병국의 작품 해석에서도 프로이트를 원용한 욕망

의 관점이 배어 있다. 이는 김병국 교주, 현 역 구운몽(서울 학교출판부, 

2007)에 실려 있는 ｢탄생, 욕망, 재생: 구운몽 읽기의 즐거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5) 정병설, ｢한국 고전소설의 주제｣, 이상택 외, 한국 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141-3면 참조.

6) 배 희, 구운몽에 내포된 역학사상 탐구, 민속원, 2004, 18-37면.

7) 장효현,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 학교출판부, 2002; 설성경, 구운몽의 비 , 

서울 학교출판부, 2012 참조.

8) 꿈이라는 형식을 욕망의 문제와 연결시켜 정신분석학적으로 고찰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강상순, ｢구운몽의 형식과 주제에 한 역사적 고찰｣,《한국문학이론

과 비평》13, 2001.



구운몽(九雲夢)에 관한 小考  157

과 팔선녀 혹은 양소유와 여덟 부인을 뜻하는 것임이 분명해 보인다.9) 그러

나 “雲”과 “夢” 혹은 “雲夢”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파악된다. 

‘구름 같은 꿈’이라는 의미와 ‘아홉 구름의 꿈’이라는 의미가 그 수식 구조

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해 구운몽의 주요 공간으

로 그려지는 중국 남산의 형산(衡山)에 있는 못 이름 “운몽택(雲夢澤)”과 이

를 배경으로 하는 “운몽한정(雲夢閑情)”이라는 고사를 언급한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10) 이 경우 구운몽을 ‘몽자류(夢字類)’ 소설로 성급하게 편입시

키기는 어려워진다. 꿈이 구운몽에서 주요한 서사적 역할을 담당하는 장

치이기는 하지만 주제 의식까지 그와 관련해 일장춘몽이라는 방식으로 보기

에는 군데군데 무리가 따른다. 이를테면 구운몽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은 사실 꿈에서 깨어나는 결말 부분이 아니라 성진이 꿈속으로 들어가는 장

면인데 이것은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다.

성진이 들어가 보니 처사가 갈건야복(葛巾野服)으로 당상(堂上)에 앉아 약화로

(藥火爐)를 곁에 놓았으니 향내 코에 거스르고 방 안에 은은히 여자의 신음하는 소

리 나더라. 사자가 재촉하여 방에 들라 하거늘 성진이 마음에 의려(疑慮)하여 머뭇

머뭇하니, 사자가 뒤에서 매우 치니 공중에 엎더져 정신이 아득하여 천지 번복

(飜覆)하는 듯하거늘, 소리 질러,

“나를 구하라.”
하더니, 소리 목구멍에 나며 말을 이루지 못하고 다만 아이 울음소리를 할러라. 

(중략)

성진이 이후는 배고프면 울고 울면 젖 먹이니, 처음은 마음속에 남악 연화봉을 

잊지 아니하더니, 점점 자라 부모의 은정(恩情)을 아니 전생(前生) 일은 망연(茫然)

히 잊고 생각지 못할러라.11)

남악(南嶽)의 형산(衡山) 연화봉(蓮花峰)에 위치한 육관 사의 도장(道場)

 9) 이에 관해서는 유가와 불가 모두 9라는 숫자가 완벽하고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는 

가득 찬 수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제출된 바 있다. 설성경, ｢구운몽의 주제와 

표제의 의미망｣,《한국민족문화》19 ․ 20, 부산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2, 157-9

면.

10) 정길수, 구운몽 다시 읽기, 돌베개, 2010, 15면.

11) 김병국 교주, 현 역 구운몽, 서울 학교출판부, 2007, 16-7면. 이하 본문에 면 

수만 표기.



158 冠嶽語文硏究 第40輯 　

에 성진이라는 제자가 있다. 그는 수백의 제자 중 능력이 특히 뛰어나 육관

사의 기 를 받고 있다. 그런데 사의 심부름으로 용왕을 뵙는 도중에 

술을 마시고, 도장으로 가는 다리 위에서 마주한 팔선녀에게 마음이 흔들렸

다는 이유로 인세(人世)로의 환도(還道)를 명받는다. 이러한 윤회(輪回)의 과

정은 그러나 꿈이 아니다. 이를 꿈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은 결말 부분에 성

진이 행자(行者)로 돌아온 순간 이것이 꿈이었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 장

면에서 비롯된다. 성진은 “이 필연 사부가 나의 염려(念慮)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

이로다.”(242면)라고 깨닫는다. 그런데 이에 한 육관 사의 반응은 성진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네 승흥(乘興)하여 갔다가 흥진(興盡)하여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예(干預)함에 

있으리오? 네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었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함이니 네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하 도다. ‘장주(莊周)가 꿈에 나비 되었

다가 나비 장주(莊周)가 되니’, 어느 것이 거짓 것이요 어느 것이 진짓 것인 줄 분

변치 못하나니, 어제 성진과 소유가 어느 것은 진짓 꿈이요 어느 것은 꿈이 아니

뇨?”(242-3면)

이는 꿈과 현실을 애써 구분하려는 태도 그 자체가 꿈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하면 성진의 세계는 모두 꿈이거나 아예 꿈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성진은 꿈을 꾼 적이 없다. 꿈을 꾸었다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이다. 이는 양소유가 토번(吐藩)국 정벌 과정에서 꿈을 꾸는 장면과 비교할 

때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이 장면에서는 양소유가 졸았다가 깨어난다는 

분명한 서술12)이 있거니와 심지어 그 과정에서 육관 사를 만나기까지 한

다. 성진으로서의 현실과 소유로서의 꿈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구운몽을 

이해하려 할 경우, 여기에서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놀랍게도 이 장면에서 

육관 사는 이번에는 돌아올 때가 아니라고 양소유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

12) “(…) 이 밤에 교의(交椅)를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 문득 실족(失足)하여 

엎더져 놀라 깨달으니 몸이 중(營中)에서 교의(交椅)에 의지하 고 날이 이미 

밝았더라.”(125,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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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렇게 되면 꿈속의 양소유가 꿈을 꾸어 마주치게 된 것이 다시 현실이

므로 기존의 이분법적 경계는 흐트러지게 될 수밖에 없다.13) 요컨  구운

몽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가 모두 꿈으로 이루어진 환상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의 꿈은 현실과 괴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이

다. 성진이 용왕을 만나고 도술로 팔선녀를 희롱하던 세계와 소유가 온갖 

능력으로 부귀 화를 누리던 세계는 본질적으로 같다. 이 세계는 환상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공간에서 작가 김만중은 인간에 한 존재론적 질

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진과 소유 중 누가 

참된 존재인지가 아니라 왜 인간은 하나의 가치를 선택해야만 하는지, 왜 

자아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지, 결국 왜 우리는 완벽한 합일체가 될 수 없는 

것인지 등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성진이 곧 양소유이며, 찰나의 부귀 화와 

겁의 깨달음을 비시켜 유교적 삶과 불교적 삶을 상보적으로 보여주었다

고 구운몽을 분석하는 것은 피상적인 논의가 되기 십상이다.

이후에 성진(性眞)이 연화도장 중을 거느려 크게 교화를 베푸니, 신선과 용신

(龍神)과 사람과 귀신이 한가지로 존숭(尊崇)함을 육관 사(六觀大師)와 같이하고, 

여덟 이고(尼姑)가 인하여 성진을 스승으로 섬겨 깊이 보살 도(菩薩大道)를 얻어 

아홉 사람이 한가지로 극락세계(極樂世界)로 가니라.(245면)

이처럼 구운몽에서 그러한 분열은 불교적 깨달음의 형식으로 봉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텍스트 전체가 환상이었다는 것을 되새길 때 그 깨달

음조차도 환상일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13) 구운몽의 서사 구조를 기존의 방식으로 정리했을 경우 꿈(A)와 꿈(B)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어려울뿐더러 현실과 꿈의 관계도 모호해진다. 또한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 순환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꿈(A) 꿈(A)
현실 → 꿈(B) →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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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각이라는 꿈과 깨달음이라는 환상

성진이 속세로 내쳐지는 벌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가 술을 마셨

다거나 팔선녀를 유혹했기 때문이 아니라 장부로서의 입신양명을 잠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팔선녀를 만나고 온 밤 이런 저런 생각에 뒤

척이다 곧 마음을 뉘우쳐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육관 사

는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잘못을 인정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성

진을 속세로 보내버린다. 이 도입부는 사실 설득력이 떨어지는 장면 중 하

나라 할 수 있다. 육관 사는 성진의 일거수일투족을 모조리 알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성진의 “마음”까지 읽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사의 전개를 

위한 다분히 작위적인 장치로 보이기 십상이지만 불교의 수행과 깨달음에 

비추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

성진은 연화봉 도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술에 불콰해진 얼굴을 씻기 위해 

냇물로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이향(異香)”을 맡는다. 또한 팔선녀를 본 후 

정신이 황홀해져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성진의 온 감각이 강렬하게 흔들렸음을 보여주는 목이라 할 수 있다. 불

교에서 흔히 육경(六境)이라 불리는 색(色) ․ 성(聲) ․ 향(香) ․ 미(味) ․ 촉(觸) ․ 법
(法)은 인간의 감각인 육근(六根)에 기초하는데, 이 감각과 감각의 상이 

만날 때 이른바 의식(意識)이 발생한다.14) 이때의 의식이란 물론 서구적 의

미와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며 상을 감각하고 지각하며 사고하는 

일반의 활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성진의 잘못은 그러한 감각적 체험을 사유

의 역으로 끌어들 음에 있다.

이를 불교적인 해석으로 갈무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성진은 마

침내 육관 사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고 그의 뒤를 이어 중교화를 실천하

는 등 금강경의 가르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무

아(無我)의 경지, 즉 내가 누구인지 혹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의 

14) 이강옥, 앞의 책, 18-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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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를 넘어서는, 연속적이며 불변적인 실체로서의 자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구운몽은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사유하고 탐색하

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성진이 양소유로 탄생하게 되는 윤회의 순간

은 그래서 더욱 인상적이다. 그는 “나를 구하라”, 즉 “구아(救我)”라고 소리

를 지르지만 이는 갓난아기의 “응아” 소리로 들릴 뿐이다. 마침내 자라면서 

성진으로서의 일을 잊고 소유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모습은 이 텍스트

의 여정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과정이 될 것임을 암시한다. 이것은 공(空)

이나 무아(無我)라는 불교적 이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

해 성진의 짧은 여행(少遊)은 표면적으로는 불교적 깨달음을 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인간의 주체성 혹은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승상의 지위에 오른 후 몇 해가 지나 양소유는 삶에 싫증과 허무를 느낀

다. 그리고 불가와의 인연을 떠올리고 득도를 위해 노력하겠노라고 선언한

다. 여기에서 그는 왜 불교를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 흥

미롭다. 유교는 살아있는 동안의 일(生前 事業)과 죽은 후 이름을 남기는 

것(身後 留名)에만 관여할 뿐이고, 도교의 신선(神仙)은 그러한 경지에 오른 

사람을 거의 찾기 힘들다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그가 벼슬을 사양하고 한

적한 시간을 보낸 이후로부터 밤마다 포단(蒲團) 위에서 참선(參禪)하는 모

습을 꿈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들

은 결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성진이라는 다른 자아를 알고 있는 독자로

서는 여기에서 연화봉 도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로는 양소유

라는 인물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된 것이다. 다시 말해 이것은 양소유가 자

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스스로의 정체성,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이지 

성진으로 돌아가고자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소유가 우연히 육관

사를 만나는 다음 장면을 보자.

상서가 수레에 이르니 이미 산하(山下)에 이르 더라. 상서가 막 를 끌고 석경

(石經)을 찾아 가니 일천 바위 다투어 빼어나고 일만 물이 겨루어 흐르니 겨를을 

내어 이루 응접(應接)치 못할러라. 탄식하여 가로되,

“어느 날 공을 이루고 물러나 물외(物外)에 한가(閑暇)한 사람이 될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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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바람 길에 경자(磬子) 소리 들리거늘 사문(寺門)이 멀지 않은 것을 알고 

좇아 올라가니, 한 절이 있으되 제작(製作)이 극히 장려(壯麗)하고 노승(老僧)이 당

상(堂上)에 앉아 바야흐로 설법(說法)하니 눈썹이 길고 눈이 푸르고 골격(骨格)이 

청수(淸秀)하려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 모든 중을 거느리고 당(堂)에 내려 상서를 

맞으며 왈,

“산야(山野) 사람이 귀와 눈이 없어 원수(大元帥) 오시는 줄 알지 못하여 멀

리 맞지 못하니 죄를 사(赦)하소서. 원수가 이번은 돌아올 때 아니거니와 이미 왔

으니 전상(殿上)에 올라 예불(禮佛)하소서.”(135-6면)

이 장면은 양소유가 꾸는 꿈의 마지막 목이다. 용왕과 함께 수레를 타

고 형산에 다다른 양소유가 그곳에서 육관 사를 만났다는 사실도 중요하지

만 더 핵심적인 부분은 양소유가 이 시점에서 이미 부귀 화와 입신양명의 

덧없음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육관 사는 “이번은 돌아올 

때”가 아니라고 말할 뿐이다.15) 이것은 성진이 쫓겨나던 장면과 조를 이

룬다. 그때 성진은 잠시 속세의 삶을 동경했지만 금세 뉘우치는 모습을 보

음에도 불구하고 가차 없이 벌을 받았다. 그러나 양소유의 경우 “물외에 

한가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꿈에서 깨어

나게 될 뿐이다. 즉 이제 “생각”만으로는 부족한, 자아를 찾기 위한 적극적

인 노력이 필요해진 것이다.

육관 사가 윤회의 방식을 빌려 성진으로 하여금 일종의 깨달음에 도달하

게 만든 것은 성진이 스스로 노력한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진정한 득도라 

보기 힘들다. 그런가하면 부귀 화의 덧없음을 피력하는 양소유는 말년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이다. 이때 삶에서 허무감을 느끼고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가야겠다는 다짐은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존재의 일반적인 행로로 느

껴지기도 한다. 요컨  결국 성진도 소유도 진정한 깨달음은 얻지 못한 것

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술한다.

15) 이를 “성진 세계에 한 양소유의 사념 정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
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강옥, 앞의 책,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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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단독자들의 서사와 무갈등의 구조

구운몽에서 인상적인 것은 성진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의 출생 및 성장 

과정이다. 우선 성진의 경우를 보면, “사부 우러러 뵙기를 부모같이 하니 

성진이 십이 세에 부모를 버리고 스승님을 좇아 머리를 깎으니”(12면)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소설의 인물, 특히 웅에 가까운 주인공들의 

태생이 특별한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 경우는 부모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더욱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소유 역시 이와 비슷한 사정을 

보여준다.

인간 세월이 물 지나듯 하여 소유의 나이 십 세 되니 얼굴은 옥으로 다스린 듯

하고, 눈은 새벽별 같고, 문장(文章)이 크게 일고, 지혜(智慧)가 사람에게 지나니 

처사가 유씨더러 왈,

“내 본디 세상 사람이 아니라 그 로 더불어 진세(塵世)에 인연이 있는 고로 오

래 이 땅에 머물더니, 봉래(蓬萊) 선자(仙子)들이 자주 편지하여 오라 하되 그  

외로움을 염려하 더니, 이제 아자의 특함이 이렇듯 하니 그  길이 의지할 곳을 

얻어 말년에 화 부귀를 누릴 것이니 나를 사념(思念) 말라.”
하더니, 하루는 모든 도인(道人)들이 처사의 집에 모여 한가지로 백룡(白龍)과 

청학(靑鶴)을 타고 깊은 산골로 들어가니, 이후로 비록 이따금 공중에서 편지를 부

치나 마침내 집에 돌아오지 아니하더라.(17-8면)

양소유가 태어난 곳은 당국(大唐國) 회남도(淮南道) 수(壽)의 땅, 양처

사의 집이었다. 처사가 부친이고, 모친은 유씨 다. 성진에 비하면 명확한 

태생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양처사는 소유가 열 살이 되

던 해에 갑자기 집을 떠나버린다. 속세의 사람이 본래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깊은 산골로 들어가버린 양처사는 이후 서사에서 전혀 등장하지 않

는다. 이윽고 양소유가 십오 세 정도에 이르면 그 역시 홀연히 집을 떠나 

유람(遊覽)을 시작한다. 또한 양소유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다지 그리워하

지 않는다. 아버지의 경우 “아자(兒子)에게 문호(門戶)를” 맡겼다는 이유로 

일종의 책임감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잠시 언급될 뿐이고, 어머니는 중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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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교류하기도 하고, 혼례 이후 자신의 거처로 모셔오기도 하지만 양소유의 

삶에 미치는 향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양소유와 만나는 여인들은 어떠

한가. 그가 처음 만난 진채봉을 비롯해 부분이 부모를 조실하거나 아예 

그 태생을 알 수 없는 인물들이다. 황족인 난양공주를 제외하면 형제나 자

매도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양소유의 제1부인이자 서사적 비중이 가장 높

은 정경패(鄭瓊貝)의 경우 태생이 분명하고 부모가 등장하는 장면도 여럿이

지만 오히려 그녀의 곁에서 더욱 큰 향을 주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몸종인 

가춘운(賈春雲)과 조카 정십삼(鄭十三)이다. 게다가 이후 양소유와의 혼례 

과정에서 황제의 여동생인 난양공주와 새롭게 자매를 맺는 장면에서 정경패

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언니로 불리기까지 하는 파격적인 장면도 등장한

다.

이후 여섯 사람이 비록 명분을 지키어 감히 형제 칭호를 못하나, 두 부인은 상

시 자매라 부르고 은애(恩愛) 더욱 극진하더라. 여덟 사람이 각각 자녀가 있으니 

두 부인과 춘운, 홍, 월, 요연은 아들이요, 숙인과 용녀는 딸이로되 다 한 번 산후

(産後)는 다시 잉태(孕胎)치 아니하니 이 또한 범인과 다름이더라.(229-30면)

이 8명의 여인들이 사랑과 우정에 의한 주체적 판단을 통해 새로운 가문

을 결성하고 있는 모습은 단히 인상적이다. 이것은 정욕이나 물욕과 같은 

욕망이 아니라 새로운 단독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에 가깝다. 8명의 여인들

도 성진과 마찬가지로 육관 사에 의해 일종의 벌을 받고 있다는 점을 상기

할 때 이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관계망 설정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16) 

독특한 것은 심지어 이들이 낳은 자식들마저 한 명씩이라는 것이다. 범인들

과 달리 여인들이 단 한 번의 잉태만을 경험했다는 언급은 개인으로서의 삶

이라는 구운몽의 주제 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지라고도 볼 수 있겠

다.

이처럼 작품 속 9명의 인물들은 오로지 자신의 삶과 관련해 고민하고 행

동하는 단독자들이다. 각각의 인물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

16) 특히 계섬월과 적경홍, 정경패와 가춘운 등의 관계에서 동성애적 화해를 읽어낼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병국, 앞의 글, 259-6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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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모두가 가문(家門)이라는 족쇄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이하

다. 그나마 난양공주의 경우가 황족이라는 가문의 제약이 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또한 진취적이고 개방적인 형태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

간다. 이 인물들의 사랑과 우정은 오로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특별한 갈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일종의 무갈등의 서사라 할 수 있을 것인데, 구운몽의 독특한 점

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9명이나 되는 인물들, 특히 한 남자를 

둘러싼 8명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이야기에서 특별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고, 

설사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해도 아주 손쉽게 봉합되는 것은 다른 작품들에서

는 발견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나마 황제가 명한 혼인을 정경패와 이미 약

속했다는 이유로 양소유가 거절하는 과정에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에 속하는데, 이 역시 토번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 양

소유가 출병하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뿐이다.17)

이처럼 무갈등의 구조는 구운몽이 보여주고 있는 주요 서사적 기법들

에서도 나타난다. 소설의 뼈 를 이루는 것은 “예언”과 “속임수”이다. 주로 

양소유의 미래에 관해 예언되는 여러 내용들은 그것이 항상 긍정적이며 또 

반드시 실현된다는 점에서 갈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속임수는 주로 변

복이나 변장 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역시 분노나 슬픔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웃음으로 마무리된다는 점에서 갈등을 무화시키는 역할

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깨달음은 어떤 인물들과 겪는 고난과 역경

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구운몽에서 결국 남는 갈등은 “성진”이나 

“소유” 개인의 그것밖에 없으며 이는 전적으로 내적 갈등이다. 성진의 번민

과 소유의 허무는 오직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다. 이것은 개

인의 각성인 동시에 사유하는 주체의 탄생을 의미한다. 자신의 운명을 가문

이나 국가에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모습이 

그러한 전형이다. 그러므로 다시 언급하건  양소유가 다시 성진으로 돌아

와 결국 극락세계로 갔다고 해서 그 깨달음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자아를 

17) 정병설 역시 이것을 “황제의 총애에서 비롯된 것으로”보고 “오히려 그의 출세의 

상징”으로 분석하고 있다. 정병설, 앞의 글,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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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고 주체를 회복하는 과정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것

과 같기 때문이다.18)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결국 양소유가 아버지 

양처사의 전철을 밟았다는 것이다. 자신은 본래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며 

홀연히 떠나버렸던 아버지의 굴레에서 그는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Ⅳ. 結: 소설 텍스트로서의 구운몽
작자 김만중의 구운몽 창작 동기에 관해서는 아래의 언급이 가장 주목된

다.

소서 중에 구운몽이라는 것이 있는데, 서포(西浦)가 지은 것이다. 그 강의 

뜻은 공명과 부귀가 일장춘몽으로 귀결된다는 것으로, 모친의 근심을 위로하기 위

해 지었다. 이 책은 규방 여성들 사이에 몹시 유행했다. 나는 어린 시절 그 이야

기를 익히 들었는데, 개는 불교적인 의미의 우언(寓言)이고 그 가운데 이소(離

騷)의 뜻이 많이 담겨 있었다.(승정원일기, 조 37년 7월 11일조)19)

이것은 외가가 김만중 가문과 사돈 관계 던 이재(李縡, 1680~1746)의 기

록이다. 여기에서 구운몽이 “모친의 근심을 위로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규방 여성들 사이에 몹시 유행했”고, 이재가 “어린 시절 그 이야기를 익히 

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김만중이 창작할 당시 독자를 크게 고려했거

니와 또 상당수의 독자가 구운몽을 읽었음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구

운몽은 독자의 반응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

구운몽의 서사는 결코 꿈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환상성으로 점철되

18) “성진-소유-성진”의 서사 구조를 라캉의 개념을 입해 “상상계-상징계-실재계”로 

파악한다면, 자신에 한 착각으로 구성된 거울 단계로서의 성진이 언어를 통한 

자기 기만의 세계, 즉 상징계로 진입하고 끝내 득도의 세계인 실재계로 가고자 

하는 텍스트로 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주지하듯 실재계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곳이다.

19) 인용은 정길수, 앞의 책,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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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고 전술한 바 있다. 텍스트 속의 인물들은 환(幻)의 세계에 갇혀 있

는 것이고 그것은 작가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통해 허구적으로 구성해

낸 것들이다. 반면 독자는 몽(夢)의 자리에 서 있다. 독자가 소설을 읽는다

는 것은 돌아갈 현실을 뒤에 두고 다른 세계를 잠시 경험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구운몽의 서사 중 양소유의 입신양명과 부귀 화를 그린 비중

이 압도적인 것은 작가가 경험하고자 했던 세계 혹은 자신이 바라는 현실의 

모습 등이 투 된 결과일 수 있다.20)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구운

몽이라는 텍스트가 소설이라는 장르의 속성을 서사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설이 아무리 현실을 리얼하게 반 한다고 해도 그것은 여전히 허구적 

속성을 가진다. 이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갖는 근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설은 언제나 환(幻)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그런가 하

면 소설의 인물이나 사건, 배경 등은 작가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 

역시 소설이 갖는 근본적인 특징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혹 김만중이라는 18

세기의 작가가 소설 텍스트가 갖는 속성을 서사와 긴 히 연결시켜 작품 속

에 반 해놓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구운몽은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 세계가 거 한 환상일 수 있음을 환의 장르인 소설을 통해 보여

주고 있고, 모든 삶의 문제는 주체의 사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역시 소설

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구운몽은 한국소설사 

최초의 메타소설이 될 수도 있다.

20) 정쟁이 휩싸여 귀양길에 오른 김만중의 처지와 당 의 정치적 상황 등을 고려했

을 때 당시 조선 사회 혹은 지배 세력에 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 해

석하는 의견이 있다. 정길수, 앞의 책, 22-3면; 설성경, 앞의 책,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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