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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소설의 서사문법에 해서 그간 상당한 논의들이 축 되어왔다. 구조  

결합 원리, 분량 확장의 원리, 흥미 창출의 원리, 후편의 연작 원리 등 다양

한 연구들이 있었다. <완월회맹연>1)1) 한 하소설에 포함될 수 있는 작품으

로, 여타의 하소설에서 볼 수 있는 서사문법이 흡사하게 나타난다. 정병설은 

編年의 원리, 순환과 칭의 원리, 반복의 원리, 확 와 지속의 원리 등 하

소설 반에 공통되는 서사원리를 <완월>을 통해 보다 심층 으로 논의한 바 

있다.
2)2)

한편 <완월>은 180권이나 되는 최장편의 하소설로, 몇십 권 분량의 하

소설과는 차별 인 서사문법을 가진다. 정창권은 <완월>이 기존의 작품들을 

조합해서 만들어진 짜깁기 형식의 작품임을 논한 바 있고,
3)

3)김탁환은 지상에

1) 이하 <완월>이라 略稱하기로 한다. 

2) 정병설, 1998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3) 정창권, 1999 ｢조선후기 장편 여성소설 연구-<완월회맹연>을 심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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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약속과 천상에서의 운명의 변증법  통합을 통해 작품의 완결성을 담보

하려 했던 작가의 창작방법에 해 고찰하 으며,4)4)야마다교코(山田恭子)는 

<겐지 모노가타리>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완월 에서의 盟約’이라는 기본 모

티 는 뒤에 개되는 사건의 복선 역할을 하는 구조  특징을 지님을 논한 

바 있다.5)5)

이들 선행연구는 <완월>이 하소설 일반으로서의 보편성과 최장편 하소

설로서의 특수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잘 보여 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고찰한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후자의 측

면에 더 을 두어 <완월>의 서사문법에 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와 각도를 달리하여 180권이나 되는 거  장편

을 독자들은 어떻게 읽었겠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여 <완월>의 서사문법을 살펴

보기로 한다. 그간의 하소설의 서사문법에 한 논의들은 주로 작가를 심

에 두고 ‘어떻게 장편화하 는가’의 양상에 을 맞추었고, 이를 통해 상당

한 연구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제는 독자를 심에 두고 이러한 거질의 작품

을 ‘어떻게 읽었겠는가’의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품을 장편화시키는 

원리와 더불어 거  장편을 읽는 원리에 한 탐구 즉 독서역학에 한 논의

도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두 가지 에서의 연구는 다소 복되

는 측면도 없진 않겠지만, 같은 양상을 가지고 논한다 하더라도 작가의 입

장에서 볼 때와 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차이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의 작품은 독자에 의해 완성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독자는 작품의 

의미 구 에서 요한 존재임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독자가 작품의 내

용을 제 로 이해할 수 있도록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작가는 서사  

장치를 마련하고, 이것이 독자에 의해 제 로 인지될 때 그러한 장치 한 의

미를 가질 수 있다. 이는 크게 가해성(intelligibility)과 자체존속책(self-survival)

의 문제와 결부된다. 가해성은 “독자는 어떻게 텍스트를 이해하는가”에 련

박사학 논문. 

4) 김탁환, 1998 ｢<완월회맹연>의 창작방법 연구(1)-약속과 운명의 변증법｣ 한국 

고 소설과 서사문학 上(陽圃이상택교수 환갑기념논총 원회), 집문당.

5) 야마다교코(山田恭子), 2003 ｢<완월회맹연>과 <겐지 모노가타리(源氏物語)>의 구조

 특징과 결혼형태에 한 연구｣ 비교문학30, 한국비교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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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문제이며, 자체손속책은 “텍스트는 어떻게 독자로 하여  독서를 계속하도

록 유혹하는가”와 련한 기법이다. 가해성과 련되는 개념으로 소설에

서는 자연화, 동기화 등의 기법이, 자체존속책과 련한 기법으로는 지연과 공

백 등의 기법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6)6)

그 다면 과연 <완월>과 같은 거  텍스트는 당시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

졌을까? <완월>은 의 소설처럼 완정한 서사  완결성을 지닌 작품이 아니

다. 그 다고 간단한 분량도 아니고 180권 180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분량 

속에 다양한 사건들이 뒤엉켜서 존재하고 있다. <완월>이 지닌 독특한 매력은 

무엇이었을까? 독자들로 하여  <완월>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읽도록 유혹한 

서사  장치들은 무엇이었을까? 독자가 이러한 巨帙을 소화해 낼 수 있도록 

작가가 고려한 서사  장치는 무엇인가에 주목하여 <완월>의 서사문법에 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완월>에서 특징 으로 드러나고 있는 여담의 기법, 冒頭와 끝의 상응 

기법, 반복의 기법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소설과

는 다른 하소설 특유의 서사문법에 해서, 나아가 하소설의 공통된 문법 

속에서도 <완월>만의 독특한 서사문법에 해서 밝힐 수 있을 것이다.

2. 여담의 기법

‘여담(digression)’은 본래 다루고 있던 주제를 잠시 어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행 이다. 그러나 본래 주제를 벗어나서 다른 주제를 다루면서도 본래의 

주제와 어떤 련을 지니는 담화이다. 잡담, 주석, 논평 등 한 때 이러한 여담

 텍스트는 직선구도의 단일한 순수서사를 방해하는 텍스트 속의 불필요한 

잉여, 사족으로 치부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수사학이라는 낡은 체계의 법칙

들  효율성․연속성․목 성 등의 개념들을 침식하고 복시키면서 다양하

고 풍부한 의미를 생산해내는 메타담화  략으로서 새롭게 인정받고7)있다.
7)

<완월>에서도 이러한 여담  텍스트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잘 마

6) S. 리몬 (최상규 옮김), 1999 소설의 시학, 림기획, 213-224면. 

7) 란다 사 리(이충민 옮김), 2003 담화의 놀이, 새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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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되어 있어 주목된다. 과연 이러한 여담  텍스트는 무엇이며, 이러한 여담  

텍스트는 독자의 책읽기를 얼마나 효과 으로 돕고 있는가에 해 검토해 보

기로 한다.

1) 메타담화로서의 ‘유희성’

<완월>에서는 가족모임을 통해서 담소를 나 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가족모임은 팽팽하게 진행되던 사건의 뒤끝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부분으로, 

가족간의 화를 통해 그간의 긴장을 풀고 담소를 나 는 장이다. 서양의 단

선  사고에서는 이러한 가족모임은 어  보면 목  없는 모임, 閑談의 장으

로 구성상 그리 필요하지 않은 장면으로 비추어지지만, 음양오행설에 바탕한 

동양의 순환  사고에 의하면 動靜과 忙閑이 상호 교차되는 우주  질서를 

반 하고 있다.8)8)

이러한 가족모임을 통해 화를 나 는 장면은 부분의 하소설에서 나

타나지만, <완월>에서는 특히 이러한 가족모임이 빈번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가족 모임에서 ‘희담꾼’이라 명명할 수 있을 정도로 문 으로 농담을 

하는 인물이 설정되어 있어 더욱 주목된다. 정염과 상부인이 바로 그 문

인 희담꾼으로, 이들은 모든 사건에 개입하여 농을 거는 ‘익살스런 양반군’에 

속하는 인물들이다.9)9)특히 정염은 남주인공에게 숙부이며, 상부인은 고모로서 

격이 없이 남주인공과 남주인공의 부친 등에게 농을 걸 수 있게 된다.10)
10)

 8) 김진곤 편역, 2001 ｢ 국서사론｣ 이야기 소설 Novel, 문서원, 141-2면.

 9) <완월> 이외에도 < 씨양웅 린기> 연작인 < 씨양웅 린기>, <명주기 >, <명주

옥연기합록>에서도 이러한 ‘익살스런 양반군’이 주도 으로 등장하고 있다.(졸고, 

1997 ｢ 하소설의 능동  보조인물 연구｣, 서울  석사학 논문, 참조) < 씨양

웅 린기> 연작은 각 작품은 수십 권 분량이지만 세 편의 연작을 이루다 보니 

체 으로는 <완월>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분량의 작을 이룬다. 거  장편에

서 이러한 인물들이 주로 등장하고 있는 을 통해 볼 때, 이들은 거  장편의 

서사구조에서 독특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 부분의 하소설에서 익살스런 양반군은 남자로 등장한다. 그런데 <완월>에서

는 정염(男)과 더불어 상부인(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희담이 내용이 더욱 

풍부해진다. 이 둘이 남성과 여성을 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염의 경우는 

주로 남성  시각을, 상부인의 경우에는 여성  시각을 더 견지하고 있다,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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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를 들어보면, 여주인공 이자염이 남편의 계모인 시어머니로부터 살 이 

흩어질 정도로 난타를 당한 뒤 병을 핑계로 晨省에 불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이러한 침통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터인데도 정염은 “사이 특별여 

귀기도 범범(凡凡)치 아니 그러가? 어이 소년의 병들이 그리  형장

(兄丈)[정삼] 근심을 깃치고? (…) 소뎨( 弟)의 며리 범상(凡常)고 

쳔(淺)여 그러지 굿타여 질양(疾恙)들이 업니 이거시 효도(孝道)로이

다.”
11)
라고11)정삼에게 희담을 하면서 웃음을 자아내게 하다. 정삼의 며느리들은 

무 비범해서 자주 아 니, 도리어 아 지 않는, 평범한 자신의 며느리들이 

더 낫다고 스 를 떨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염이 등장함에 따라 진행되

는 사건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희담의 장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분 기를 띄우기 해 희담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경직된 

주인공들을 꼬집기 해 희언을 하기도 한다. 일례로 정인 의 첩인 소채강이 

아들을 낳자, 상부인은 “ 닌 의 싀험도 인인(人人)이 괴로이 이거 두 

닌 이 나셔  뉘집 녀 괴로이 고?”12)라며12)농담을 건넨다. 강고한 성

격의 정인 이 장인인 장헌이 한 때 자기 집안을 모해하려 했던 일 때문에 

부인 장성완을 박 하는 일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염은 “닌 이 둘닌

들 후[장헌]이  잇지 아니리니 겨리잇가”13)라며13)농담을 건넨다. 

심지어 이들은 남주인공뿐만 아니라 남주인공의 부친까지도 놀린다. 정삼이 

손주를 얻고 기뻐하면서 자식 덕보다는 며느리 덕에 귀한 자손을 얻었다고 

말하자, 정염은 이 때를 타서 嫂氏인 화부인이 아니었으면 정삼 한 어  귀

한 자식을 얻었겠냐고 농을 건다. 그리고는 정삼이 이 에 무 의를 차리

자 화부인의 서모인 최씨가 정잠이 화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을까 걱

주인공의 삼 으로 등장하는 정염은 族內人物의 성향을, 남주인공의 고모로 등

장하는 상부인은 族外人物의 성향을 더 많이 보인다.       

11) <완월> 68권, 5책:220면. 본고는 김진세 독해, <완월회맹연>(  12책), 서울 학

교 출 부, 1989를 상으로 한다, 이 책은 비록 독해본이지만 선행연구(정병설, 

앞의 책, 24-32면)에서 이미 소설연구의 자료로 충분히 가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쉼표를 심으로 앞의 68권은 원작품(규장각 소장본)의 권수이고, 뒤의 5

책은 독해본의 책수이다.  

12) <완월> 137권, 10책:30면.

13) <완월> 137권, 10책: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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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이들의 침소를 오륙 년 동안 규시했던 일을 언 한다. 그리고는 “쇼뎨

( 弟) 형댱(兄丈)을 폄댱다 시며  늙어가니 쇼뎨 호노라 시니 

우로울지라도 쇼시( 時)의 화 계시던들 쳐의 일을 슈고로오미 업낫

다쇼이다. 최 의 오뉵년 규시(窺視)의 흉 (胸襟)을 통도(痛悼) 슈괴 업

리이다.”14)라고14)꼬집는다. 심서사에서 벗어나 이 에 정삼의 었을  이

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정삼이 무 도의 으로 처신하여 주변사람들이 부인에

게 냉박한 것인가 오해했던 일을 비꼬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희극 인 말버릇으로 주인공을 농락하는 이들은 주인공과 련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끼어들어 그들을 ‘弄의 공간’ 속으로 끌고 들어온다. 이

러한 유희 공간은 앞서 진행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과는  다른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곳은 앞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조 인 자세에서 바라보면

서 주인공의 행 를 재해석하는 가운데 앞서 진행되던 사건으로 인한 긴장을 

풀고 한바탕 웃을 수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함께 쉬어가는 곳, 함께 

어울리는 장으로서 앞서 진행 인 사건과는 시공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幕間

的 시공간’을 형성하게 된다.15)15)이는 여담의 구도가 ‘이야기-여담(이야기의 休

止)-이야기-여담(이야기의 休止)’의 반복을 통한 텍스트 내부에서의 경계효과

와 내  편차를 증가시킴으로써 이야기 역과 텍스트 역을 가르게 된다는 

논의 로,16)16)여담  텍스트의 형 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완월>에서 이러한 여담  텍스트가 지속 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에서도 독자와 련해 보았을 때 이러한 여담  텍스트가 지

니는 의미는 무엇일까? 더욱이 이러한 여담  텍스트가 활성화된 작품이 <완

월> 혹은 < 씨양웅 린기> 삼부작과 같은 거  장편인 이유는 무엇일까? 

심서사가 삶에 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는 ‘진지함’의 공간이라면, 여담  

텍스트는 심각한 삶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해학’의 

공간이라는 에 착안할 때, 이러한 여담  텍스트의 구축을 통해 독자로 하

여  긴장과 이완, 몰입과 해방이라는 정서 ․미  마디를 반복 으로 체험

 하려는 것은 아닐까? 독자들은 긴장과 이완의 율동 인 구조를 통해 작품

14) <완월> 84권, 6책:164면. 

15) 이에 해서는 졸고(1997)에서 < 씨양웅 린기> 연작을 상으로 논한 바 있다.

16) 란다 사 리, 앞의 책, 570-6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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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리드미컬하게 읽었을 수 있다. 

“여흥-다양성은 본래 이야기를 잊는 즐거움에서 비롯되는 상쾌함을 지니고 

있고, 뜻밖에 출 하기에 더욱 감미로운 일시정지․휴식이어서, 심 노선의 

엄격함을 완화시키고 독서에 생기를 불어 넣어 다.”
17)
는17)지 로, <완월>에

서의 여담  텍스트는 유희  측면을 부각시키면서 작품을 훨씬 더 흥미롭게 

읽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완월>과 같은 거  텍스트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여담  텍스트 

없이 심서사로 일 되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 독자들은 매우 어렵고도 지

루한 독서를 했을 수 있다. <완월>과 같은 거 한 독서물을 읽으면서 쉬어갈 

수 있는 장으로서, 즉 완 을 조 할 수 있는 장으로서 이들 여담  텍스트는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여담  텍스트는 “텍스트들은-텍스트 스스로-독서 행 , 자신

이 무 화하고 묘사한 독서 행 에 참 한 것을 권유한다. 여담  텍스트가 

무 화하는 독서는 구멍 나고 일시정지되고 군데군데 몽상이 끼어들며 참을

성 없는 질문들을 퍼붓는, 수많은 래시백을 감행하는 독서이다.”18)라는18)논의

로, 끊임없이 심서사를 곱씹으며 작품의 의미를 다채롭게 이해하도록 하

는 한편, 독자와 작가가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메타담화의 지 을 마련  한다

는 에서 요한 의미를 지닌다. 

심서사에서 무게를 잡고 있는 인물이라도 이들에 의해 나라하게 그 결

함이 지 되면서 재평가를 받는 것에서 볼 수 있듯, 이러한 여담  텍스트는 

작품을 되짚으며 다채롭게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이와 련해서 이러한 여담

 텍스트에서의 희담꾼인 정염과 상부인은 독자가 하고 싶은 말들을 신 

해주는 인물일 수 있다. 평범한 수 의 인물인 이들은 비범한 주인공들을 

하는 평범한 독자의 입장을 변해주는 인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

히 개인  읽기보다는 집단  읽기가 성행했던 조선 당 의 실을 고려할 

때, 마치 소설 한 장면을 읽고나서 서로 등장인물에 해 이야기를 나 듯, 이

러한 여담  텍스트들은 독자들의 반응을 고려하여 삽입한 부분이 아닐까 생

17) 의 책, 122면.

18) 의 책, 5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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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 볼 수 있다. 여담  텍스트와 련한 “메타담화 략이란 진행 인 이

야기에 한 논평․주석으로서 생산되는 여담”19)이란 지 처럼,19)이들 희담꾼

들은 농담을 통해 계속해서 심서사를 논평하고 있으며, 그 논평의 지 에서 

독자들의 시선과 맞닿아 있을 가능성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독자는 

이런 여담  텍스트와 더불어 독서의 유희를 즐기게 된다.

2) 이음매로서의 ‘매듭짓기’

보통 여담  텍스트는 그 특성상 심서사와의 경계 사이에 “잠시 ～에 

해 설명하자”, “본래 이야기로 돌아가자” 등의 이음매가 존재하게 되는데 반

해,20)20)<완월>에서는 여담  텍스트가 지니는 이음매로서의 기능이 이런 일반

인 활용과는 달리 매우 독특하게 나타난다. 심서사에서 일탈된 듯하면서

도 역설 으로 이러한 여담  텍스트는 병렬 으로 진행되던 다양한 심사

건들은 맺어주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는 독자가 작품을 읽어나가는 방식

에도 향을 끼친다. 이에 해 살펴보기로 한다.

빅토르 슈콜로 스키는 장편소설과 단편소설의 구성의 차이를 논하는 가운

데, 장편소설의 독특한 구성방식으로 “구슬꿰기(enfilage)”에 해 언 한 바 

있다. 구슬꿰기는 여러 단편소설을 하나의 틀 속에 포함시키거나 동일한 기

에 연결시키는 구성법이다. 즉 하나의 동기에 의해 여러 이야기가 동시에 엮

이는 식의 구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행은 이 방식의 가장 흔한 동기작용이 

되어 왔다고 보았다. 여행을 하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열된다

는 것이다.21)21)송성욱은 이러한 슈콜로 스키의 논의를 제로 하면서도 조선

조의 하소설에서는 이러한 동기화가 될 만한 구슬꿰기는 보이지 않고 그 

신 여러 사건들을 맺어  수 있는 동기작용은 ‘ 연’이라고 보았다.
22)22)

기실 하소설은 가문이라는 커다란 틀 안에서 모든 사건들이 다 담겨질 

19) 의 책, 619면. 

20) 의 책, 618면. 

21) 빅토르 슈클로 스키(김치수 옮김), 1983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홍성사, 54-79

면 참조.

22) 송성욱, 1997 ｢혼사장애형 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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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에 연은, 곧 가문은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가장 요

한 동기작용이 될 수 있다. 부분 으로는 특정의 모해자 혹은 피해자를 심

으로 사건들이 엮어지기도 하지만, 복수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하소설에서 

한 인물을 매개로 체사건이 하나로 꿰어지는 구슬꿰기 기법은 좀처럼 보이

지 않는다.23)23)따라서 여러 사건들을 맺어  수 있는 동기작용은 ‘ 연’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련하여 좀 더 주목해서 논의해 보아야 할 문제가 바로 

가족모임이다. 특히 가족간의 담소를 나 는 여담  텍스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여담  텍스트는 작품의 긴장과 이완을 조 하는 

율동  구조는 실 함으로써 작품을 리드미컬하게 읽는 데 기여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각각의 사건들을 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다

는 에서 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가족들 간의 허심탄회한 화의 장을 

통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한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

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특히 남주인공의 숙부인 정염과 남주인공의 고모인 상

부인은 그 집안의 일을 부터 속속들이 알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 기에 

재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을 결합시킬 뿐만 아니라, 과거의 사건과 

재의 사건을 결합시켜 농담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희담을 통해 인물 간의 

비교와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가족간의 희담은 별다른 연  없이 진행되던 

사건들을 결합시켜 주는 구실을 담당하게 된다. 일례로 정인성의 아내 이자염

이 아들을 낳은 것과 련해서 가족들이 담소를 나 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①쳐(處士)[정삼] 신(新生)을 보 회감(悔感)미 더으  (慈位)[양

태부인]의 쳑상(慽傷)시믈 민망(憫惘)여 이셩화긔(怡聲和氣)로 로(慰勞)

며 경조[정염]와 소부[정겸] 일시(一時)의 흔하경환(欣賀慶歡)여 오히려 체찰

[정인성]의셔 더으다 고 즁좨(衆座) 년셩치하(連聲致賀)여 진실(眞實)노 긔이

23) 장편이긴 하나 하소설보다는 좀 더 짧은 작품인 <구운몽> 등에서는 남주인공

을 심축으로 한 구슬꿰기 기법을 작품 체를 통해 볼 수 있다. (정길수, 2005 

｢17세기 장편소설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  박사학 논문, 156-9면) 

그런데 하소설은 거 한 분량 속에서 복수 주인공이 등장하기에 한 인물을 

심축으로 하여 모든 사건들이 묶여지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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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奇異)며 아다오믈 결을치 못며 쳬찰[정인성]과 니신[이자염]들 엇지 신

지시(新生之時)의 이도록 비상특이(非常特異)여시리오 여 셩(賀聲)이 

못 요란니 상부인이 도로  소왈(笑曰) 

“댱(長子) 남(生男) 종(宗嗣)의 (幸)이 아모 집이라도 범연(泛然)

  아니로 셰간(世間)의 남가녀혼(男嫁女婚)여 유복(裕福) 산(生産)

의 길흘 여러 지엽(枝葉)이 션션(詵詵)미 두 람이 아니라 좌즁(此座中)의 

뉘 아을 쳐음으로 아니 하시리오마 이도록 신긔(神奇)며 비상(非常) 

일노 여 하(賀客)이 요요(擾擾) 운집(雲集)여 칭셩(稱聲)이 분분(紛紛) 

년쇽(連續)믄 보고 듯기 드믄지라 날 갓치 졍신이 묘묘(杳杳) 니 긔운(氣運)

이 죡(不足) ( ) 분난(紛亂)믈 졍(定)치 못리소이다” 

경조와 소부 쇼(大笑) 왈(曰) 

“져졔(姐姐) 원간(原刊) 범(凡事)의 복통(腹痛)믈 심히 시더니 오날날 

질부(姪婦)의 신(新生) 긔(奇子)를 귀경시 복통이 넘  두통(頭痛)이 되

시도소이다 (…) ” 

쳐(處士) 역시 우으며 신손(新孫)의 긔이(奇異)믈 인(因)여 져져(姐姐)

의 복통이 더으믈 닐  남(男妹) 군종(群從)이 희쇼(喜笑) 요요(擾擾)여 희학

(戱謔)이 방지(旁支)러니 (…) 

②셜(且說) 졍시 부즁(府中)의 졔소년(諸 年)이 존당( )을 시(奉侍)

여 신(新生) 아(孩兒)의 긔이(奇異)믈 가지로 완경(玩景)을 아 희환불

승(憙歡不勝)니 어린 다시 마음을 고 긔운을 일허 할연(豁然)이 길게 슘쉬믈 

닷지 못니 각각 부인의 유신(有娠)믈 아 ( )라도 자(生子)를 이갓치 

믈 능히 바라지 못고 오직 유풍셰덕(遺風世德)을 니어 범범(泛泛) 쇽미(俗微)

치 아니키나 그윽이 원(願)니 의 학(學士) 닌흥의 부인 상시 잉신(孕娠) 

구월(九月)이오 길 닌명의 부인 화시 유신(有娠) 오삭(五朔)이오 엄부인 슉념

은 잉(孕胎) 뉵삭(六朔)이오 (…)  

③상부인이 쳐와 경죠며 쇼부로 더 러 희학(戱謔)이 방지(旁支)러니 날호여 

우[정인 ]를 보고   갈오 

“졔질(諸姪)의 남(男妹) 부부 뉴(雙遊) ( ) 다 웅비(雄飛)를 

어 경(胎慶)을 졈득(占得) (…) 종(宗嗣)의 션션(詵詵)하믈 구거 

보[정인 ] 가문의 업 거조로 두 실가(室家)   도 슬(琴

瑟)의 낙(樂)이 곡됴(曲調)의 고로믈 엇지 못여 나흔[장성완] 무죄(無罪)히 

화(黜禍) 당고 나흔[소채강] 음 업시 (自 )여 쳐쳡간(妻妾間)의 

건즐(巾櫛)을 님(任) ( ) 업니 산(生産)의 길흘 여러 아달을 희롱며 

을 교(嬌愛)믄 아이의 의논도 못고 환부(鰥夫)의 우슈(憂 ) 쳬(體

態) 이셔 공실(空室)의 외로이 쳐(處) 한상요 (寒牀寥衾)의 경경(耿耿)이 

을 일우지 못며 우(秋憂) 오동(梧桐)의 울울(鬱鬱)히 회포(懷抱)를 동(動)

여 극(極) 궁상(窮狀)을 감심(甘心)믄 어인 일이뇨?” (<완월> 54권, 4책: 

28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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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성의 아내 이자염이 소교완의 모해로 심하게 다친 일 다음에 벌어지는 

목 ①은 이자염이 신생아를 낳은 일을 가족들이 모두 기뻐하며 축하하는 

가운데 상부인이 아들 낳은 것이 뭐 그리 단하기에 이다지 요란하냐며 농

을 걸자 정염이 상부인이 이자염의 신생아가 무 뛰어나 배가 아  그런다

며 되받아치면서 즐거운 담소를 나 는 장면이다. 이러한 장면은 곧바로 ②로 

넘어가 이자염이 아들을 낳은 것을 축하하기 해 제 가족들이 모인 가운데, 

이자염의 ‘아들 낳기’라는 목과 련하여 정씨 가문에서 임신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론된다. 그리고 이는 다시 ③으로 넘어가 정씨 가문에서 결

혼한 사람들은 모두 자식을 두거나 곧 자식을 둘 정인데, 정인 만이 아내

들과 불화하는 가운데
24)24)자식을 두지 못함을 상부인이 기롱하게 된다.

정인성에 한 사건, 정인 에 한 사건은 두 개의 개별 인 사건으로 별

다른 연  없이 진행되던 것인데, 이러한 가족모임에서의 담소를 통해 한자리

에서 이야기됨으로써 연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핵사건 이외에 정인

홍에 한 사건, 정인명에 한 사건, 정숙염에 한 사건 등 자잘한 사건들도 

함께 거론됨으로써 그간에 진행되던 부분의 사건들이 한 자리에서 거론된

다. ‘자식두기’라는 공통된 화제로 각각이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

간의 담소는 긴 한 연  없이 따로따로 진행되던 사건들을 하나의 공통된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요한 기능을 담당한다. 비록 각각의 사건들이 인

과 계에 의해 긴 하게 통합되어 있진 않지만, 같은 자리에서 함께 거론됨으

로써 하나의 의미망 안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여담  텍스트를 통

해 독자들은 지 까지 별다른 연  없이 병렬 으로 진행되던 사건들을 연

시켜 이해했을 가능성이 지 않다. 이러한 여담이 한두 차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 간 간에 계속해서 나타나 각각의 사건들을 맺어주고 있기에 

이를 도식화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4) 정인 의 본처인 장성완은 그 부모가 정인 의 부친을 모해하려 했던 일과 련

하여 친정으로 黜去당한 상태이고, 첩실인 소채강은 본처인 장성완이 없는 상황

에서 자신 한 시 에 머물 수 없다 하며 自請하여 친정에 가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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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수법은 하나의 실에 구슬을 꿰는 식의 구슬꿰기라는 용어로

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의 동기작용에 의해 다양한 사건들을 순차 으

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별다른 연  없이 병렬 으로 진행되던 사건들을 

일시 으로 가볍게 묶어주는 수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를 ‘매

듭짓기’라 명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느슨한 결합기법은 일 된 틀에 의해 개개

의 사건들이 유기 으로 연결되는 서구의 서사기법과는 차별되는 기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분의 하소설에서 이러한 여담  텍스트가 간간이 등장하기 때문에 

‘매듭짓기’는 하소설 반에서 부분 으로 볼 수 있는 서사기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완월>의 경우에는 정염 등과 같은 보조인물을 통해 이런 기법

이 더욱 극 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를 통해 독자

들은 큰 련 없이 진행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하나의 자리에서 조망하는 기

회를 갖게 되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각각의 사건 모두가 유기 으로 련

되는 사건의 연계고리가 아니라, 각각의 사건의 다발들을 살짝 연결시켜 볼 

수 있도록 하는 소통의 공간을 여담  텍스트는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3. 冒頭와 끝의 상응 기법

한 작품을 이해함에 있어서 冒頭(incipit) 와 끝(denouement)은 매우 요

한 의미를 지닌다. “소설의 첫 페이지는 작품 체의 톤을25) 고한다.25)라는 지

처럼, 모두 부분은 작품 체의 분 기를 지배한다. 한편 결말 부분은 “각 

소설의 논리, 필연성, 풍부한 의미, 그리고 그것이 암시하는 계속으로 인해 불

25) 롤랑 부르뇌 ․ 알 월 (김화  옮김), 1996  소설론, 문학, 82면.



․ <완월회맹연>의 서사문법과 독서역학 37

가피한 것이 된다."
26)
라는26)말처럼 서두 못지않게 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소설의 시작과 끝을 조해 으로써 소설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

는 방법을 얻을 수 있다. 앞쪽 가장자리와 뒤쪽 가장자리라는 두 개의 단 를 

우선 설정해 놓은 뒤, 어떤 변형을 거쳐서, 어떤 동 인 수단을 통해서, 뒤쪽 

가장자리와 앞쪽 것이 일치하게 되거나 달라지는가를 검토하면 되는 것이다. 

요컨  하나의 균형에서 다른 하나의 균형으로의 이동을 규명함으로써 서사

구조의 블랙박스를 독할 수 있는 것이다.
27)27)특히 “서두나 말미에 어떤 항목

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최종  결과뿐만 아니라 독서 과정 자체에 근본 인 

변화를 가져온다.”28)는28)논의 로 이는 독서의 역학에 있어서도 매우 요하다. 

이런 방법을 용하여 <완월>의 서사문법과 독서역학에 근해 보기로 한다. 

1) 조감도를 통한 구심  구축 

<완월>에서는 작품 반부에 밤 玩月臺에서의 盟約을 통해 앞으로 펼쳐

질 사건들을 선명하게 고하고 있다. 정한의 생일날, 완월 에서 정잠의 아들

인 정인성과 이빈의 딸 이자염, 정잠의 딸 정명염과 조 의 아들인 조세창, 정

잠의 딸 정월염과 이빈의 아들인 이창린(장창린),29)29)정삼의 아들인 정인 과 

장헌의 딸 장성완 등 많은 자손들이 혼약을 한다. 

이런 장면을 통해 독자들은 이미 도입부에서부터 앞으로 펼쳐질 많은 사건

들을 시받게 된다. 이는 단순한 복선의 수 이 아니라30)30)앞으로 펼쳐질 사

건들의 조감도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에서 주목

할 만하다. 이후에 개되는 사건들이란 바로 완월 에서 정혼한 인물들이 그 

26) 의 책, 88면. 결말 부분이 단순히 순차 인 구조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체를 새롭게 체험하는 조망 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은 서인석(｢고

소설의 결말구조와 그 세계 ｣, 서울  석사학 논문, 1984)에 의해서도 논의

된  바 있다.  

27) 의 책, 90-4면.  

28) S. 리몬 , 앞의 책, 210면. 

29) 후에 이빈의 아들이 아니라 장헌의 아들임이 밝 진다. 

30) 완월 에서의 맹약에 련한 사건이 앞으로 펼쳐질 사건의 복선이 되는 에 

해서는 야마다교코(앞의 논문)가 이미 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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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사를 이루어가기 해  조화로운 부부생활을 하기 해 겪는 수많은 시

련들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독자들은 <완월>이라는 거 한 장편 속

에 어떻게 펼쳐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건들의 다발들을 한 자리에서 

조망함으로써 진행될 사건을 분명하게 인지하게 된다. 기실 <완월>과 같은 거

한 분량의 작품에 근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일 수 있다. 독자를 

한 작품 체의 개요를 미리 보여 으로써 작품에 한 발 더 다가가기 쉽게 

했을 수 있다. 이는 작품의 가해성을 높이는 요한 장치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독자들은 이런 사건들이 완결되기까지는 책읽기를 그만둘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 마치 요즘 화의 고편을 보듯이, <완월>

은 거  장편의 고편을 모두 부분에서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기에 독자로서

는 그러한 사건들이 언제 나올 것인지  어떻게 결론 맺어질 것인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독서를 그만두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처럼 <완월>에서는 작품의 반부에 독자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장치를 마

련하고 있다. 

물론 고 을 막론하고 부분의 소설의 모두에서 앞으로 발생할 사건들을 

지시 알려주는 것은 보편 인 일이다. 그런데 <완월>만큼 모두 부분에서 앞

으로 펼쳐질 사건들을 선명하게 한 자리에서 집 으로 보여주는 작품은 드

물다. 이처럼 <완월>은 모두에서의 선명한 조감도의 제시를 통해, 독자들로 하

여  앞으로 개될 내용을 이해하는 데 편의를 돕기도 하고, 그들의 흥미를 

유도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완월 에서의 맹약’이라는 장면이 지니는 요한 의미는 작품

의 반부에서 강한 구심 의 토 를 마련한다는 이다. <완월>에서는 다양

한 사건들이 별 련 없이 원심 으로 구성되어 있는 듯하나, 완월 라는 공

간에서 맺어진 언약들을 실 시켜나간다는 에서 이들은 동일한 의미망 속

에 담겨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들은 앞으로 진행될 다양한 사건

들을 각기 동떨어진 사건으로 보지 않았을 수 있다. 그것들 사이에 긴 한 인

과  련이 없다 하더라도 독자의 머리 속에서는 이미 이런 사건들은 완월

라는 동일 공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두

에서의 완월 의 맹약 부분은 <완월> 체의 구심 을 마련하는 데 요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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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담당하게 된다. 

2) 사건의 씨뿌리기와 거두기 

완월 에 오르는 장면은 흥미롭게도 결말 부분에서 다시 등장한다. 정잠이 

자손들과 함께 완월 에 오르자, 이빈, 조  등도 자손을 거느리고 완월 에 

이르게 된다. 작품 반부에 완월 의 연회에 참가해 맹약을 했던 인물들이 

다시 다 모이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여기에 모여 “믄득 셕(昔事)를 상

(追想)”
31)
면서31) 에 이곳에서 연회를 베풀고 자식들의 혼사를 정했던 일

을 언 한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우여 곡 을 겪은 뒤 “ 야(今夜)의 비로소 

셕년(昔年) 승회(勝 ) 니으”32)니32)감회가 새롭다고 토로한다.

그 다면 이러한 결말 부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특히 모두 부분과 

련시켜 볼 때, 이런 부분은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이러한 장면은 일

차 으로 정씨 가문이 의 화를 회복했음을 상징 으로 보여주는 목

이라 할 수 있다. 주인공 가문인 정씨 가문의 후원 뒤쪽 명승지에 치한 완

월 는 정씨 가문의 화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작품 반부에서 번 을 리

던 정씨 가문이 완월 에서 친분 있는 여러 가문들을 하여 연회를 베푼 

이후 정씨 가문이 기를 겪는 동안에는 이곳에 오르는 목이 나오지 않다

가 다시 화롭게 복귀한 뒤 완월 에 오른다는 것은 이 의 화를 회복했

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작품 체의 서사구조와 련해서 완월 라는 장소가 지니는 더욱 

요한 의미는 작품 반부에서의 강력한 구심 을 마련해  뒤, 별다른 

련 없이 병렬 으로 개되던 다양한 사건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  수 있는 

기능을 맡게 된다는 이다. 그 시기 한 매우 상징 이다. 반부에서는 春

夜에 완월 에 오르고, 후반부에서는 秋夜에 완월 에 오른다. 이 모든 만물

이 생성되는 시기이듯, 춘야의 완월 에서는 앞으로 개될 많은 사건들이 盟

約을 통해 설정된다. 한편 추야의 완월 에서는 가을이 만물을 거두어들이는 

31) <완월> 152권, 11책:64면.

32) <완월> 152권, 11책: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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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이듯, 모든 사건들이 완결되고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한다. 즉 춘야의 

완월 가 사건들의 ‘씨’를 뿌리는 곳이라면, 추야의 완월 는 사건들의 ‘열매’

를 거두어들이는 곳이다. 

따라서 <완월>에서는 련되는 사건들 사이에 비록 긴 한 련은 없으나, 

모두와 결말 부분의 긴 한 상응을 통해 각각의 사건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지닌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독자들은 비록 각각의 사건들이 유기 으로 연

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품 체의 통일성을 맛보았으리라 생각된다. 사건

과 사건들이 제각기 개되는 것 같지만 모두와 결말 부분에서의 강력한 구

심 을 통해 연결의 고리를 얻게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여담  텍스트의 

삽입을 통한 매듭짓기가 진행되는 사건들을 간 간에 결합시켜 주는 장치

라면, 모두와 결말의 상응을 통한 결합은 처음과 끝부분에서 병렬 으로 진행

되던 사건들을 연결시켜 주는 기법인 것이다. 

이처럼 <완월>에서는 모두 부분에서의 강력한 사건 고와 결말 부분에서

의 제 사건들의 수렴을 통해 <완월> 특유의 구조  완결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소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인과  유기구조와는 거리가 있지만, 독

자들로 하여  반부에서부터 작품 속으로 강하게 흡입될 수 있도록 하고, 

끝부분에서는 구조  완결성을 체험하도록 한다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4. 반복의 기법 

반복은 일견 소재 빈곤으로 인한 한 수 의 기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

으나, 音讀과 집단  읽기가 성행했던 당 의 독서문화 등을 고려할 때 그것

은 독자가 작품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효과 인 기법이 될 수 있다. 

하소설에서의 반복의 기법에 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의 논의가 있었다. 

그 가운데 이상택은 <명주보월빙> 연작을 심으로 유형  인물  사건의 반

복을 통해 하소설이 장편화되는 양상을 구체 으로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구조  반복원리가 채택되는 이유로 제제의 한정성, 친숙감  흥미 

유발의 문제, 작가  독자층의 삶의 원리 재  등의 측면을 조명함으로써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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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원리에 한 총 인 논의를 편 바 있다.
33)33)이러한 논의 이후에 반복의 

기법은 주로 장편화의 수법으로서 논의되어 왔다.34)34)이제는 반복의 기법을 독

자에 을 맞춰 면 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매우 흡사한 사건이 반

복되는 경우와 비슷하지만 약간의 변주를 보이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경우로 

나 어 살펴보기로 한다.  

1) 환기와 리듬  

<완월>에서는 반복의 수법이 매우 빈번히 활용되고 있다. 특히 매우 흡사한 

모티 의 반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35)35)물론 여타의 하소설에서도 반복의 

33) 이상택, 1981 한국고 소설의 탐구, 앙출  ; 이상택, 1983 ｢<보월빙연작>의 

구조  반복원리｣, 한국고 문학연구, 신구문화사(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 경
인문화사, 1992에 재수록. 본고에서는 이 책에 실린 내용을 참고하기로 한다) 

34) 김홍균, 1990 ｢복수주인공 고 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한국학 앙연구원 박

사학 논문 ; 임치균, 1992 ｢연작형 삼 록계 소설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 송성욱, 앞의 논문 ; 정병설, 앞의 책. 정병설은 반복의 층 를 類似 유형의 

사건이나 주지가 반복되는 ‘유사반복’과 이미 제시된 사건이 사나 서술자의 진

술 등을 빌어 다시 한 번 서술되는 ‘동일반복’으로 세분하여 좀 더 면 히 검토

한 바 있다. 본고에서 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유사반복’이다. 그간 연구자들

이 반복의 기법으로서 주로 논의한 것이 바로 이 ‘유사반복’에 해당하기 때문이

다. 물론 ‘동일반복’도 ‘유사반복’과 마찬가지로 환기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동일반복은 일종의 지면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독자들에게 앞선 사건을 

계속해서 주지시켜 주는 측면이 다분하다. 물론 이외에도 동일반복은 한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한 사건을 여러 사

람의 입장에서 정리하여 인물에 따른 다양한 을 보여 으로써 독자로 하여

 사건을 입체 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35) 주요하게 반복되는 모티 들을 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자객의 感化 모티  : 진가숙, 곽재화, 보창 등은 각각 악인형 인물의 사주

를 받고 선인형 인물을 죽이러 갔다가 선인형 인물에 감화하여 선인형 인물을 

따르게 된다.

    ◦ 피묻은 옷을 빨아먹는 모티  : 조세창, 정잠 등은 마선에게 끌려가서 마선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형벌을 받을 때 옷에 묻은 피를 빨아먹으며, 한제선은 계

모 주부인이 칼로 자살하는 것을 말리다 다쳐 옷에 피가 묻었을 때 이 피를 빨

아먹는다. 

    ◦ 죽은 부모가 산 자식을 꾸짖어 깨우치는 모티  : 장헌은 죽은 부친이, 소교

완은 죽은 모친이 꿈에 나타나 각각 이들을 꾸짖어 바른 길로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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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완월>에서는 의도 이라 할 만큼 반복

의 기법을 많이 활용되고 있어 주목된다. 한 를 들어보면 부모 혹은 시부모

의 목숨을 살리기 해 자신의 목숨으로 부모 혹은 시부모의 목숨을 신하

기를 맹세하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무려 네 번이나 반복된다. 정

인성은 부친 정잠을 살리기 해(28권), 이후에 다시 모친 소교완을 살리기 

해서(164권), 장성완은 시어머니 화부인을 살리기 해(143권), 정월염은 시

아버지 장헌을 살리기 해(171권), 산에 올라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빌게 

된다.

그 다면 이러한 반복의 기법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의 

입장에서는 소재 결핍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반복

을 통해 “독자들의 친숙감과 흥미를 유발시키는 동시에, 일정한 단 의 구조

 리듬감조차 느끼게 하는 효과를 추구하고 있”36)다는36)이상택의 논의 로, 

    ◦ 부친을 신원키 한 딸의 登聞擊鼓 모티  : 정기염은 부친 정흠이 명을 

쓰고 賜死되었을 때, 교숙난은 부친 교한필이 명을 쓰고 죽을 기에 처했을 

때 부친을 신원키 해 登聞擊鼓한다.

    ◦ 필체에 의해 眞假를 가리는 모티  : 정월염은 여성과 남성의 필체의 차이에 

따라 이자염이 썼다는 이 거짓임을, 조세창은 諱字를 쓰는가 쓰지 않는가의 필

체의 차이에 따라 교한필이 썼다는 이 거짓임을, 정인성은 죽은 자와 산 자의 

필체의 차이를 통해 소원철이 썼다는 이 거짓임을 밝 낸다.  

    ◦ 어미새와 아기새를 보고 모친을 그리워하는 모티  : 정명염은 어미 제비가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주는 모습을 보고 죽은 모친을 그리워하며, 정몽창은 학의 

새끼들이 어미의 날개 사이로 고드는 모습을 보고 잠시 헤어져 있는 모친을 

떠올리게 된다.

    ◦ (시)부모를 살리기 해 도축기원하는 모티  : 정인성은 부친을 살리기 

해, 이후에 다시 모친을 살리기 해서, 장성완은 시어머니를 살리기 해, 정월

염은 시아버지를 살리기 해 산에 올라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된다. 

    ◦ 祝辭를 통해 惡行을 알아내는 모티  : 교숙난은 시비들을 통해 장손탈 등으

로 하여  부처에게 祝辭를 올리게 함으로써, 소교완의 모친은 한 소교완의 시

비인 녹빙 등으로 부처에게 축사를 올리게 함으로써 각각 그들의 악행을 알아

낸다.

    ◦ 아이를 바꿔치기하는 모티  : 여씨는 敵國인 호씨의 신생아를 다른 아기로, 

소교완은 며느리 이자염의 신생아를 다른 아기와 바꿔치기한다.  

    ◦ 殺女 모티  : 정염은 그 딸 정성염이 장세린과 通情했다는 소문을 듣자, 소

희량은 그 딸 소교완이 大惡을 지르자, 양순은 그 딸 양일아가 음탕한 일을 행

하자, 계운은 그 딸 홍염이 악행에 동조하자 각각 자신의 딸을 죽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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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의 수법은 독자로 하여  앞선 사건들을 환기시키면서 작품 체의 흐름

을 조율  하는 측면과 한 련이 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하나의 사건

이 잊 질 듯한 시 이면 이와 유사한 사건을 반복함으로써 독자로 하여  

앞선 사건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 독서(double reading)
37)
가37)가능하도록 한다. 

한 때로는 작가가 직  앞뒤 사건을 연결시키는 단서를 제공해 으로써 

이러한 환기의 기법을 더욱 극 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를 들어보면, 8권

에서 權奸 王振의 참소로 명을 쓴 정흠은 賜死될 뿐 아니라 그 시신이 梟

示되려는 극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다. 이때 그 딸 정기염이 등문고를 친 뒤 

血表를 올려 부친의 무죄함을 밝히고는 자결을 시도하는 목이 나온다. 자신

이 부친을 살리지 못 했고, 원수의 고기를 가져다가 부친의 혼백을 로치도 

못 했으며, 閨女의 도를 지키지 못하 다38)38)하면서 자결을 감행하게 되는 것

이다. 종 황제는 정기염의 지극한 효성에 감복하여 정흠의 시신을 내어주고 

이후 復職시켜  것을 약속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건이 74권에 다시 등장한다. 교숙난은 부친 교한필이 

역모를 꾀했다는 무고한 죄명을 쓰고 죽을 기에 처하자, 擊鼓登聞한 후 부

친의 무고함을 알리는 血表를 올린다. 이 때 교숙난 한 자신의 목숨으로써 

부친의 목숨을 신하기를 비는 한편, 자신이 열흘 이내에 부친을 모함한 자

를 잡아올 것이며, 그 지 않으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것이라 말한다. 

이처럼 부친이 무고한 명을 입었을 때 그 딸이 목숨을 걸고 격고등문하

여 부친의 무죄함을 暴白하려 한다는 에서 정기염의 사건과 교숙난의 사건

은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유사한 장면의 반복을 통해 독자는 교숙난의 사건

을 읽으면서 정기염에 한 사건을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을 다음과 같이 직 으로 련시켜 언 하고 있는 목이 있어 주목

된다.

36) 이상택, 앞의 논문, 307면. 

37) 이 독서(double reading)란 하나의 텍스트와 그것이 상기시키는 다른 텍스트들

을 동시 으로 읽어내는 행 를 말한다. (M.Riffaterre, Text Production, trans. 

by Terese Lyons,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pp. 250-3)  

38) 7살인 자신이 男女七歲不同席의 법을 어기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서게 된 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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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년(某年) 월일(月日)의 졍간공 졍흠의 녜(女)[정기염] 칠셰(七歲)의 부격

고(爲父擊鼓)여 디원(至冤)을 달(達)고 임의 듁은 아비 시슈(屍首)을 비러 듁

은 아비 다시 죄을 더으지 못 을 베푼 (事辭) 열일강(烈日慷慨)여 실

덕(失德) 딤(朕)의 이 뉵니(忸怩)고 왕딘(王振)의 당(黨)이 낙담망혼(落膽

亡魂)야 한 말을 못고 즉시 흠의 시슈을 여 듀어니 그 의 딤(朕)이 츙

신(忠臣)을 뉵(斬戮)고 간 (姦佞)을 총용(寵用)여 졍(政事) 무비악(無

非害惡)하 오히려 졍가녀[정기염]의 긔특(奇特)믈 칭션(稱善)고 후(後)의 

문여(門閭)의 졍표(旌表)미 잇시니 이 의 다다라 젼일(前日) 무도(無道)믈 

뉘웃 로 교가녀[교숙난]의 효당열(大孝壯烈)을 더옥 감동(感動)미 잇디 

아니랴. 오의 듀(奏辭)로 조 비게․오강을 엄 (嚴推)여 시 실 (實招)

을 밧고 한필 등의 원억(冤抑)믈 폭(暴白)리라”(<완월> 74권, 5책:372면) 

종황제는 교숙난이 등문격고한 것을 보고 지난 날 정흠의 딸 정기염이 

등문격고했던 일을 떠올리면서 교한필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는 다짐을 하게 

된다. 작가는 동일한 사건을 반복시킬 뿐만 아니라 뒷사건에 앞사건을 환기할 

만한 직 인 단서까지 마련해 놓음으로써 의도 으로 독자로 하여  앞사

건을 떠올리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반복의 수법은 독자로 하여  앞사건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한다는 

에서 매우 요한 의의를 가진다. 지 처럼 묵독과 개인  읽기가 아니라 

음독 혹은 집단  읽기가 성행했던 당 에 거  장편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

은 쉽지 않은 일이기에, 이런 반복  장치를 통해 독자의 읽기를 용이하게 했

을 수 있다. 하나의 사건을 이해하면  다른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

치로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  다른 사건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로서 말이다. 더욱이 <완월>에서는 이러한 반복의 수법이 여타의 작품들에 비

해 훨씬 빈번히 활용되고 있기에 주목을 요한다. 이는 180권이나 되는 작을 

읽을 때, 독자로 하여  한 장면에만 매몰되지 않고 앞사건과의 련 하에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작품을 손쉽고 리듬 있게 읽도록 하는 데 매우 유효

한 기법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2) 변주와 상응

<완월>에서는 매우 흡사한 사건이 인물만을 달리해서 반복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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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를 지니는 사건들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다. 특

히 <완월>에서는 핵사건(kernels)과 주변사건(satellites)39)39)사이에 이러한 변주

를 통한 상응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40)40)<완월>과 비슷한 내용을 지니지만 10 

-20권 분량의 <창란호연록>, <옥원재합기연> 등의 작품에서는 주로 핵사건과 

 다른 핵사건이 긴 하게 상응하는 것과는 달리, <완월>에서는 핵사건과 주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의 변주를 통해 긴 히 상응하고 있다는 에서41)특이하다.41)

이는 작가의 의도 인 략일 수도 있다. 핵사건 간의 계가 무 긴 하

면, 독자는 이들 사건의 련양상에만 주목하여 여타의 주변사건들은 지나치

기 쉽기 때문이다. 핵사건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기 해 핵사건 간의 상응 

고리를 느슨하게 하고 오히려 핵사건과 주변사건과의 계를 긴 하게 했을 

가능성도 지 않다. 최근 70여권의 필사본이 발견된 <임화정연>의 경우에도, 

핵사건과 핵사건 사이에는 긴 한 상응 계가 보이지 않으나 핵사건과 주변

사건 사이에는 비슷한 사건의 반복을 통한 상응  계가 두드러진다. 핵심인

물인 진상문과 정연양 사이에 펼쳐지는 사건이 주변인물인 이창백과 화소 , 

장 과 연소  사이에 비슷하게 펼쳐진다.42)42)이처럼 핵사건과 주변사건 간의 

유사한 사건의 변주를 통한 상응  계는 거  장편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

법이라 할 수 있다. 

그 다면 이러한 반복을 통한 상응  기법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39) 하나의 작품에는 핵심이 되는 사건을 핵사건이라 하며,  그 주변의 작은 사건들

을 주변사건이라 한다.(S. 채트먼(한용환 옮김), 1991 이야기와 담론- 화와 소

설의 서사구조, 고려원, 69-72면)      

40) 물론 <완월>에 등장하는 수많은 주변사건들이 모두 다 핵사건과 련되는 것은 

아니나, 몇몇의 주변사건들은 핵사건과 긴 하게 상응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41) 이에 해서는 졸고, 2005 ｢ 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 에 한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에서 논한 바 있다.  

42) 진상문이 정공을 모함하여 귀양보내고 그 틈을 타 정소 를 납치하여 혼사를 이

루려 함에 정소 의 시비인 가월이 계교를 내어 못생긴 수 비 을 취하여 

가게 한 후 정소 와 더불어 도주하여 기를 모면  하는 핵사건이 존재한다. 

주변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한다. 이지 과 그의 아들 이창백이 화

공이 귀양가고 없는 틈을 타서 화소 를 납치하여 혼사를 이루고자 하자 화소

가 일을 꾸며 가짜신부 홍연을 취하게 하여 기를 모면하며, 호유용의 양아들

인 장 사의 아들 장 이 연어사가 귀향간 틈을 타서 연소 를 납치하려 하자 

시비 취정으로 연소 를 신  함으로써 기를 모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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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사건과 주변사건은 달리 기  텍스트와 삽입 텍스트라 명명할 수도 있는

데,43)43)주변사건은 핵사건에 의존하며 한 그것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어

다는 논의,44)44)혹은 기  텍스트를 닮은 삽입 텍스트는 기  텍스트의 기호

가 되며 삽입 텍스트는 기  텍스트의 거울 텍스트로써 받아들여진다는 논의

로,45)45)이들 간의 긴 한 상응 계는 작품의 의미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독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  정인성(子)-소교완(繼母)의 갈등을 다룬 핵사건과 한제선(子)-주부인

(繼母)의 갈등을 다룬 주변사건을 응시켜 살펴보기로 한다. 한제선-주부인

의 갈등은 정인성-소교완의 갈등과 닮아있으면서도 약간은 다른 양상으로 

개된다. 우선 한제선과 정인성은 前妻所生이고, 주씨와 소교완은 계모라는 

에서 이 둘은 계모의 처소생 박 담이라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더욱이 

주부인은 소교완의 이모라는 , 두 사건이 양일아를 매개로 연 되어 있다는 
46)
에서46)이 둘을 련시켜주는 연결고리를 더욱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주요 인물을 비교해 보면 정인성은 청년에 속하고, 한제상은 년에 속한다

는 연령상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정인성이 그 지극한 효성에도 불구하고 계

모인 소교완의 박 를 받으면서 고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제선 한 한평

생을 계모 주씨를 극진히 모시면서도 계모 주씨의 박 로 인해 늘 마음고생

이 심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정인성이 소교완과의 갈등으로 인해 積傷하여 

가끔씩 吐血하고 昏絶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제선 한 몇 되의 피를 토하

고 혼 하는 양상이 펼쳐진다.  칼로 자결하는 계모의 목숨을 살리려고 하

다가 十指를 다 상하게 되는 장면도 정인성과 한제선의 경우 흡사하게 개

된다. 이처럼 두 인물 모두 지극히 효성스런 인물로 등장한다. 그런데 소교완

과 주부인의 경우에는 둘 다 악한 인물인 에서는 흡사하나, 소교완이 온갖 

모해를 꾸  수 있는 특하고 奸黠한 인물인데 반해, 주부인은 그럴 만한 재

량이 없는 평범하고 우둔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에서 약간의 차이를 

43) 미  발(한용환․강덕화 옮김), 1999 서사란 무엇인가, 문 출 사, 256-7면.

44) S. 채트먼, 앞의 책, 70면.  

45) 미  발, 앞의 책, 258-263면. 

46) 정인성을 보고 상사병에 걸린, 주부인의 손녀 양일아를 소교완이 정인성과 맺어주

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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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이러한 인물들을 심으로 개되는 사건 한 닮아있으면서도 차이를 지

닌다. 핵사건에서는 온갖 모해를 일삼던 소교완이 종국에는 개과함으로써 정

인성과 和樂을 이루는데 반해, 주변사건에서는 주부인이 끝내 개과하지 않음

으로써 한제선은 거의 한평생을 계모와의 불화에 시달린다. 이처럼 두 사건은 

인물설정  사건구조가 매우 닮아있으면서도 상이한 결말에 도달함으로써 

미묘한 상응 계를 이루게 된다. 그 다면 변주를 통한 이런 상응 구도가 가

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한제선과의 비교를 통해 남주인공 정인성의 효성이 더욱 두드러진다. 

한제선의 정성스런 효성으로도 평범한 주부인을 감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

임을 보여 으로써, 奸黠한 소교완을 감화시키는 정인성의 지극한 효성이 더

욱 빛을 발한다. 소교완이 죽을 기에 처하자 맨발로 피나도록 달려가 구해

내기도 하고, 그녀가 병이 들자 자신의 목숨으로써 그녀의 목숨을 신하기

를 비는 등 정인성의 大孝가 더욱 양각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제선-주부인 

간의 사건은 정인성-소교완 간의 사건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기 한 하나의 

배경으로 존재함으로써, 독자로 하여  핵사건의 의미를 더욱 선명하게 이해

할 수 있게 한다.

한제선-주부인 간의 주변사건이 지니는  다른 의미는 핵사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을 들 수 있다. 한제선-주부인 간의 사건은 정인성과 소교완

의 갈등이 해결되기 이 에 삽입되어 있다. 그것도 정인성과 소교완의 갈등이 

가장 심도 깊게 개되고 있는 목에 이 사건이 끼어 있다. 그 기에 정인성

-소교완의 갈등과 한제선-주부인의 갈등이 겹쳐지면서 독자에게 연상되는 것

은 정인성과 소교완의 미래의 모습일 수 있다. 정인성의 아버지뻘인 한제선의 

모습을 보면서 독자가 연상하게 되는 것은, 정인성이 소교완을 개과시키지 못 

했을 때의 정인성의 미래의 모습이다. 이는 독자로 하여  정인성과 소교완 

사이의 갈등을 더욱 긴장감을 가지고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

이처럼 주변사건인 한제선-주부인 간의 갈등은 핵사건인 정인성-소교완 간

의 갈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호이자 되비쳐주는 거울로서 자리

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역으로 주변사건은 핵사건과의 상응을 통해 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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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되고 각인되는 효과 한 존재했으리라 가정할 수 있다. 핵사건과의 

상응을 통해 주요한 사건의 커다란 기 속에 포섭됨으로써, 별개의 사소한 

사건으로 치부되지 않고 핵사건과의 유기  련 속에서 그 존재 의미를 찾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은  하나의 핵사건인 정인 (壻)-장헌(翁)-장성완(女) 간의 갈

등과 이와 닮아있는 주변사건인 정인경(壻)-교한필(翁)-교숙난(女) 간의 갈등

의 상응 양상에서도 흡사하게 나타난다. 翁壻갈등담이라 할 수 있는 이 두 사

건에서는 탐욕스런 소인형 장인과 그러한 장인을 장인으로서 인정하지 않으

려는 군자형 사 와의 옹서 립에, 자신을 아내로 인정하면서도 부친을 장인

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남편에 한 여주인공의 원망까지 결부되면서 부

부갈등 한 심각하게 야기된다. 

그런데 두 사건은 기본  틀은 닮아있으면서도 조 은 상이한 양상을 보인

다. 우선 핵사건에서의 장인인 장헌은 그 소인됨의 정도가 주변사건에서의 장

인인 교한필에 비해 매우 심하다. 장헌은 그 추비한 성격이 쉽게 고쳐지지 않

아 한 평생 그 소인됨을 버리지 못하고 온갖 비루한 행실을 지속한다.47)47)더욱

이 장헌은 趨勢移慾하는 가운데 정인  가문이 정치  기에 처하자 얼른 

정인  가문을 배신하고 權奸에 빌붙어서 정인 의 백부, 숙부, 가문을 해치려

하기까지 한다. 그 기에 이후 이러한 인물을 사 인 정인 이 장인으로서 받

아들이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주변사건에서의 장인 교한필은 비록 소인이긴 하나, 그 소인됨의 

정도가 장헌에 비해 덜할 뿐 아니라 곧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명한 군자로 

바 게 된다. 물론 사  가문을 정치 으로 모해하는 일도 없다. 안성공주의 

아들이자 천자의 조카로 늘 부귀 화 속에 살았던 교한필은, 사돈집인 정부를 

한번 방문하고 나서는 개연히 천성을 회복하게 된다. 정씨 가문이 당 의 가

장 권세 있는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안이 검소하기가 이를 데 없음을 보

고는 순간 깨달음을 얻어 자신의 사치함을 더럽게 여기고 본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교한필의 이러한 빠른 뉘우침은 “이 본 혜(英慧)고 

민오(敏奧)야 장공[장헌]의 집미우암(執迷愚暗)미 안니라 일시지간(一時

47) 장헌은 작품의 말미에서야 꿈에 先親에게 끌려가 笞杖당한 뒤 개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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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間)의 탁셰(濁世)의 무든 병과 말 쇽의 교샤(驕奢) 증을 곳쳐 텬셩본인

(天性本人)을 회복(回復)니”48)라는48) 목을 통해 볼 수 있듯, 핵사건의 장헌

과 직  비교됨으로써 이 두 인물은 더욱 한 상 성을 갖게 된다. 執迷愚

暗한 장헌과는 달리 英慧하고 敏奧한 교한필은 어진 선비와 교류하고는 세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 

사 의 경우를 보면 핵사건에서의 정인 은 “강쥰고(太强峻固)여 인

(責人)의 미과(微過)를 용(容恕)치 아니고 (…) 결우기를 당여 항녀

(伉厲) 쥰(峭峻)미 고(今古)의 무 (無雙)니  이심(已甚)히 단

(爭端)여 지러 니긔고 치지라”49)라는49)서술자의 논평에서 볼 수 있듯, 

강렬하고 고집 센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 기에 처가 에 가기는커녕, 장인

이 오면 일부러 다른 곳으로 피할 정도로 장인을 냉 한다. 아내 장성완에게

도 자기 부친을 해치려 하고 질욕하기도 했던 빙무모의 연좌로 세 번이나 자

결을 명하고 기야는 黜去할 정도이다. 

이에 반해 주변사건에서의 정인경은 “순연(淳然) 평담(平淡)고 도덕(道

德)이 흡흡(洽洽)”50)한50)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그 기에 비록 자신이 부귀하

고 추비한 교한필의 사 가 된 것을 꺼리면서도 교한필이 자신을 환 하는 

성의를 무시하지 않고 기꺼이 처갓집에 가서 잘 지낸다. 물론 아내인 교숙난

에게도 그럽게 해주려 애쓴다.

정인 과 조 인 이러한 정인경의 성품은 작품 속에서도 직 으로 비

교되어 언 되고 있다. 정인경은 “듕시(仲氏)[정인 ]의 슈욕(受辱)을 복셜

(復雪)므로 길히 갓지 아니니 불쾌(不快)미 샹(常事)나 본 듕시

[정인 ]의 격열고집(激烈固執)여 강 고(剛 太高)과 (…) 번 을 

졍(定) 쳔인(天人)이 이라고 만인(萬人)이 유(開諭)나 야이 두루

디 못  품격(品格)으로 도(乃倒)지라”51)라고51)서술되어 있다. 즉 

정인경은 형인 정인 처럼 처갓집에 受辱을 復雪해야 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격렬하고 고집 센 형과는 달리 순일한 인물인 것이다. 이러한 인물설

48) <완월> 78권, 6책:75면.

49) <완월> 55권, 4책:311면.

50) <완월> 71권, 5책:321면.

51) <완월> 75권, 5책:39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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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따라 옹서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이 핵사건에서보다 주변사건에서 훨

씬 더 가볍게 개된다. 

유사사건의 변주를 통해 상응 구도를 이루는 두 사건은 앞서 살펴본 정인

성-소교완 간의 핵사건과 한제선-주부인 간의 주변사건과의 상응 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기  다른 사건의 이해를 돕고 의미를 각인시키는 기능을 담

당하고 있는 것이다. 먼  정인경과 련한 주변사건은 정인 과 련한 핵사

건을 양각시켜 보여주게 된다. 교한필과의 비교를 통해 장헌의 소인됨이, 정인

경과의 비교를 통해 정인 의 고함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 통해 

핵사건이 지닌 갈등의 심각성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물론 정인경-교한필 

등의 주변사건 한 핵사건과의 련 하에서 더욱 다채롭게 이해될 수 있다. 

옹서갈등의 다양한 양태를 풍부하게 보여  뿐만 아니라, 핵사건의 인물들과

의 련을 통해 이들의 성격 한 보다 선명히 드러난다. 

이처럼 <완월>에서는 핵사건과 주변사건 간의 흡사한 사건들의 반복을 통

해 독자로 하여  핵사건의 이해를 돕는 한편, 주변사건까지도 아울러 각인  

만드는 서사기법을 활용하고 있다. <완월>은 짜깁기의 수법에 의해 구성되었

다고 논의될 정도로
52)52)수많은 사건들이 별다른 련 없이 등장하는 듯한 인

상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상응의 수법은 더욱 요한 의미를 갖는다. 비록 모

든 주변사건과 핵사건이 이런 기법이 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유사사

건의 반복 기법을 주도 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변사건이 핵사건의 구심력 안

에서 하나의 의미망으로 통합된다. 이처럼 반복은 독자들로 하여  련 사건

들을 계속해서 환기시키는 가운데 각각의 사건의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각인

시켜 주는 유용한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다.

5. 결 론 

본 논문은 <완월>의 서사문법을 독서역학과 련해서 살펴보고자 하 다. 

그간의 <완월>을 비롯한 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가 주로 ‘작품’에 을 맞

추었다면, 본고에서는 ‘독자’에 을 맞추어 이를 검토하고자 한 것이다. 특

52) 정창권, 앞의 논문, 6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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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가해성(intelligibility)과 자체존속책(self-survival)의 측면과 련해서, 180

권이나 되는 거  텍스트를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읽도록 유혹한 

<완월> 고유의 서사  장치들에 해 집 으로 조명하 다. 

이를 ‘여담의 기법’, ‘冒頭와 끝의 상응 기법’, ‘반복의 기법’ 세 가지 측면에

서 검토하 다. 여담은 본래 주제를 벗어나서 다른 주제를 다루는 담화이면서

도 본래의 주제와 어떤 련을 지니는 담화이다. 한 때 이러한 여담은 직선구

도의 단일한 순수서사를 방해하는 텍스트 속의 불필요한 잉여, 사족으로 치부

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기존의 수사학이라는 낡은 체계의 법칙들  효율

성․연속성․목 성 등의 개념들을 공격하고 복시키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의미를 생산해내는 메타담화  략으로서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완월>에서

는 ‘희담꾼’이라 할 수 있는 능동  보조인물들의 지속  출 을 통해 여타의 

하소설에 비해 여담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여담  텍스트는 

본래 진행되던 사건에서 한 발 떨어져서 조하면서 주인공의 행 에 농을 

거는 유희의 공간으로서, 독자로 하여  긴장과 이완을 조 하도록 하며, 메타

담화  성향을 통해 독자와의 소통을 일정 정도 가능  하는 지 이다. 한편 

가족 모임과 련한 이러한 여담  텍스트는 역설 이게도 별반 연  없이 

진행되던 사건을 한자리에서 묶어주는 ‘매듭짓기’의 기능을 통해 사건들의 느

슨한 결합을 꾀하는 하소설 특유의 결합 기법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를 통

해 독자는 병렬 으로 진행되던 사건들을 여담의 장을 통해 련시켜 이해하

게 된다.

冒頭와 끝의 상응 기법을 보면, 冒頭와 결말 부분은 그 자체로 작품 체의 

분 기  논리  필연성과 련되는 부분이기에 요할 뿐만 아니라, 소설의 

시작과 끝을 련시켜 으로써 소설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기에 요하다. 특히 서두나 말미에 어떤 항목을 갖다 놓는다는 것은 최

종  결과뿐만 아니라 독서 과정 자체에 근본 인 변화를 가져오기에 독서의 

역학에 있어서도 매우 요하다. <완월>에서는 도입부에서 ‘완월 의 盟約’이

라는 장면을 통해 앞으로 진행되는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독

자의 이해를 돕고 흥미를 진시키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사건들의 구심 을 

마련한다. 한편 결말 부분에서 주요한 인물들이 다시 완월 에 올라 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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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연회를 베푸는 장면이 등장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  

<완월> 특유의 구조  완결성을 체험하게끔 한다. 그것은 사건의 씨뿌리기와 

거두기에 해당하는 기법이라 할 수 있다.  

반복은 일견 소재 빈곤으로 인한 한 단계의 기법으로 생각할 수도 있

으나, 音讀․집단  읽기가 성행했던 당 의 독서문화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은 

독자가 작품을 쉽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효과 인 기법이 될 수 있다. 이와 

련해서 <완월>에서는 의도 이라 할 만큼 흡사한 사건들의 빈번한 반복을 

통해 독자들로 하여  지속 으로 앞사건을 환기하게 만들며 일정한 리듬감

까지 느끼게 하고 있음을 고찰하 다. 한 핵사건과 주변사건 간의 흡사한 

사건의 변주를 통해, 주변사건은 핵사건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기

호이자 되비쳐주는 거울로서 작용하는 한편, 핵사건과의 련 속에서 하나의 

의미망으로 통합되는 양상에 해서도 검토할 수 있었다. 이처럼 <완월>에서 

반복의 기법은 독자들로 하여  작품을 손쉽게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  뿐

만 아니라, 읽고 있는 하나의 사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련되는 사건들을 조

망하는 폭넓은 시야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 논의를 통해 소설과는 차별되는 하소설 특유의 서사문법

에 해서, 나아가 하소설의 공통된 문법 속에서도 <완월>만의 독특한 서사

문법에 해서 검토할 수 있었다. 여담, 반복 등 한 수 의 서사문법이라

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기법들이, 실은 당  독자들로 하여  보다 손쉽고 

흥미롭게 작품에 다가가도록 하는 요한 장치 음을, 특히 <완월>에서는 이

를 매우 극 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검토할 수 있었다.

(필자: 아주 학교 강사)

주제어 : <완월회맹연>, 서사문법, 독서역학, 여담의 기법, 冒頭와 끝의 

상응 기법, 반복의 기법 

투고일(2005.11.3), 심사시작일(2005.11.14), 심사종료일(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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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Narrative Grammar and Reading 

Dynamics of Wanwolhyemaengyeon

Han, gil-yeon *

53)

This thesis examines the narrative grammar of Wanwolhyemaengyeon in 

the point of reading dynamics. Established studies of narrative grammar on 

river novels focused on ‘Work', but this thesis focuses on ‘readers'.

For this, the thesis examined ‘technique of digression', ‘technique of 

correspondence between opening and close', and ‘technique of repetition'. 

Firstly looking at ‘technique of digression', the digression among family is 

activated through insistent appearance of active extras. These digressions 

make readers meditate existing events, relax, and intervent into the text 

positively.

Looking at ‘technique of correspondence between opening and close', the 

opening of Wanwolhyemaengyeon promotes readers' understanding and 

interesting, and prepares the heart of fore stories through presenting fore 

events plainly. On the other side, the close of the Wanwolhyemaengyeon 

makes readers experience unique completion of the work through the scene 

of retrospect on Wanwol pavilion.

About ‘technique of repetition, this thesis examined that Wanwolhyemaengyeon 

make readers awaken earlier events insistently and feel settled rhythm 

through repetition of similar events. And this technique gives readers broad 

* Lecturer, Ajou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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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not burying in the existing one event.

Key Words : Wanwolhyemaengyeon, narrative grammar, reading dynamics, 

technique of digression, technique of correspondence between 

opening and close, technique of 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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