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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임화정연>은 < 씨양웅 린기>, <하진양문록> 등과 함

께 구활자본으로 간행된 조선시  장편소설이다. 장편소

설임에도 불구하고 구활자본으로 간행된 만큼 단한 인

기를 렸던 작품으로 짐작된다.
1)

1)특히 <임화정연>은 <

씨양웅 린기>나 <하진양문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

큼 긴 장편소설이다. 6권 6책으로 간행하면서도 자의 

크기를 다른 작품에 비해 한 포인트 으니 분량을 가

* 본 연구는 2005년 가톨릭 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짐.

1) 이 작품은 일 기 김태 에 의해서 <하진양문록>과 더불어 가장 인기를 끄는 작

품으로 밝 진 바 있으며(김태 , 1939 조선소설사, 학 사, 159-160면 참조) 

한 본 <옥수기>의 필사기에 “져 이  하회로 볼진 가화왕딘 가 후진의 

소셜을 이어 일우면 님화졍연과 명졍의로 더 러 양치 아니올듯”이라고 되

어 있어 당시에 상당히 유명했던 작품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2 韓 國 文 化 36 ․

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이런 구활자본은 속성상 원작의 내용을 그 로 반 하지는 않는다. 문체 상

의 수정이나 일부 내용을 변개하는 것이 일반 인 양상이다. 원작의 길이가 

길 경우는 축약을 하는 것이 일반 인데 <임화정연>도 외는 아니다. 활자본 

곳곳에서 축약의 흔 을 발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문맥을 악하기 

힘들 정도로 축약된 곳이 있다. 그런 탓에 활자본 <임화정연>을 하는 연구

자는 원작에 한 궁 함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애석하게도 그간 <임화정연> 원작 혹은 원작에 근 한 필사본은 발견되지 

않았다. 육당 최남선의 세책본에 한 기록에 따르면 139책 규모의 <임화정

연>이 존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2)  세책본  95권에 해당하는 1책이 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 <임화정연>은 최소한 139책 규모 정도

의 방 한 작품이었음이 틀림없다.3)3)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임화정연>은 <완

월회맹연>, <명주보월빙> 연작 등과 더불어 조선시  최장 소설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작품이다. 그 게 긴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구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는 것은 여느 작품보다도 인기가 있었던 소설 임을 반증한다. 

그런데 최근 필사본 <임화정연> 72권 72책이 발견되었다. 江村齋 소장본으

로 완질본이며 보존 상태도 상당히 뛰어나다. 이는 그 동안 활자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임화정연>의 진면모를 볼 수 있다는 에서 요한 학술  

의의를 지닌다.
4)4)

그동안 <임화정연>에 한 연구는 필자의 연구를 포함하여 몇 차례 있었

다.5)5)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고 있었던 것은 <임화정연>은 구조 으로 불안정

하다는 이다. 구활자본 47회를 기 으로 작품이 둘로 나 어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고, 결말부의 모습도 단히 어색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

2) 六 學人, ｢조선의 가정문학｣, 매일신보 1938.7.30.
3) 95권 째에 해당하는 1책은 정명기 교수가 소장하고 있다. 

4) 새롭게 발견된 필사본 <임화정연>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하

기를 바란다. 이 귀 한 자료를 학계에 제공한 江村齋 선생과 검토할 기회를 마

련해  선문 학교 박재연 교수에게 감사를 드린다. 

5) <임화정연>에 한 연구 성과에 해서는 필자의 논문인 ｢<임화정연> 연작 연

구｣, 고 문학연구10집, 1995를 포함하여 다른 연구자들의 논문들에서도 다루었

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세하게 언 하지 않기로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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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주인공이 임규인가 정연경인가를 두고 논쟁이 일기도 했었다. 필자는 

<임화정연>이 구조  불안정성이 후편인 < 성 효록>과의 계를 통해 해소

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6)6)

그러나 한편으로는 구활자본이라는 자료  한계에 해 잖은 걱정이 들

기도 했었다. 구활자본이 방 한 원작을 무리하게 축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균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이제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

었으니 그간 궁 했던 사항들을 감안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볼 수밖

에 없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논 에 따라 자료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첫째, 새로 발견된 필사본이 원본인지 아니면  다른 이본인지에 한 검토. 

둘째, 활자본과 비교하여 내용상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에 한 검토.

셋째, 활자본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의문 을 풀 실

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한 검토.

 

2. 개  검토  자구 비교

 

1) 개  검토

<임화정연> 필사본은 72권 

7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

진에서 보듯이 표제는 ‘林花鄭

延奇逢’으로 권수제는 ‘님화뎡

연긔’로 되어 있다. 궁체 형식

의 좋은 필체로 필사되어 있

으며 보존상태가 상당히 좋다. 

각 책은 70~77면으로 구성

되는데 76면으로 구성된 책이 제일 많다. 체 자수는 약 190만 자이다. 약 

81만 자인 활자본에 비해 2.5배 정도 많은 분량이다. 

활자본은 97회의 장회체인데 필사본은 장회가 없다. 아래의 <표>에서 활자

6) 졸고, 1995 ｢<임화정연> 연작 연구｣ 고 문학연구10집, 한국고 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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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자본 필사본 비고 활자본 필사본 비고

1 권1-1 : 권1-44 75 37 권21-32 : 권22-25

2 권1-44 : 권2-14 38 권22-25 : 권23-13

3 권2-14 : 권2-56 39 권23-13 : 권25-15

4 권2-56 : 권3-27 40 권25-15 : 권25-47

5 권3-27 : 권3-71 41 권25-47 : 권26-3

6 권3-71 : 권4-48 42 권26-3 : 권26-40

7 권4-48 : 권5-63 73 43 권26-40 : 권26-64 

8 권5-63 : 권6-51 44 권26-64 : 권27-58

9 권6-51 : 권7-23 45 권27-58 : 권28-19

10 권7-23 : 권7-75 46 권28-19 : 권29-3

11 권7-75 : 권8-41 47 권29-3 : 권30-18

12 권8-41 : 권9-15 48 권30-18 : 권31-21

13 권8-15 : 권8-67 49 권31-21 : 권32-18 73

14 권8-67 : 권10-33 50 권32-18 : 권32-45

15 권10-33 : 권15-66 51 권32-45 : 권32-72

16 권15-66 : 권11-30 52 권32-72 : 권33-40 77

17 권11-30 : 권12-6 53 권33-40 : 권33-68 

18 권12-6 : 권12-36 54 권33-68 : 권34-28

19 권12-36 : 권12-59 55 권34-28 : 권35-46

20 권12-59 : 권13-15 76 56 권35-46 : 권36-16 74

21 권13-15 :  권13-52 57 권36-16 : 권36-64

22 권13-52 : 권14-13 58 권36-64 : 권37-43

23 권14-13 : 권14-59 59 권37-43 : 권38-19

본의 장회를 기 으로 필사본의 쪽수를 구분해 보았다. 이 <표>를 보면 활자

본 3권까지에 해당하는 36회까지는 축약의 정도가 미미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진 으로 축약의 정도가 많아짐을 알 수 있다. 활자본이 어떤 이본을 본

으로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도 처음에는 충실하게 원 을 반 하려고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표> 

(비고란의 숫자는 필사본 각 권의 면수, 공란은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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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권14-59 : 권15-23 60 권38-19 : 권39-4

25 권15-23: 권15-61 61 권39-4 : 권40-14

26 권15-61 : 권16-21 62 권40-14 : 권41-3 77

27 권16-21 : 권16-49 63 권41-3 : 권41-73

28 권16-49 : 권17-16 64 권41-73 : 권42-52

29 권17-16 : 권17-58 65 권42-52 : 권43-21

30 권17-58 : 권18-17 66 권43-21 : 권43-61

31 권18-17 : 권18-55 67 권43-61 : 권44-36

32 권18-55 : 권19-25 68 권44-36 : 권45-24 74

33 권19-25 : 권19-71 69 권45-24 : 권46-15 72

34 권19-71 : 권20-33 70 권46-15 : 권47-46 71

35 권20-33 : 권20-71 71 권47-46 : 권48-9 72

36 권20-71 : 권21-32 72 권48-9 : 권48-62

73 권48-62 : 권50-5 72, 72 87 권62-25 : 권63-5 71

74 권50-5 : 권50-56 88 권63-5 : 권63-60

75 권50-56 : 권52-5 71, 73 89 권63-60 : 권64-54 74

76 권52-5 : 권53-30 70 90 권64-54 : 권65-70 70, 

77 권53-30 : 권54-2 69 91 권65-70 : 권67-47 70

78 권54-2 : 권54-50 92 권67-47 : 권68-39 70

79 권54-50 : 권55-30 72 93 권68-39 : 권70-2 70, 70

80 권55-30 : 권56-71 72 94 권70-2 : 권70-58

81 권56-71 : 권58-20 73, 72 95 권70-58 : 권71-40 72

82 권58-20 : 권58-59 96 권71-40 : 권72-37 72

83 권58-59 : 권59-55 72 97 권72-37 : 권72-68

84 권59-55 : 권60-37 72

85 권60-37 : 권61-46 72

86 권61-46 : 권62-25 72

2) 문체의 비교7)7)

의 표에서 축약이 심하게 일어나는 37회부터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이

7) 이본 비교가 주된 연구의 목 이니 만큼 본문을 직  인용하여 비교할 경우, 본

문을 역하지 않고 원문을 그 로 옮겨서 보여주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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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는 장을 바꾸어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축자  비교가 가능

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필사본 권1-26면>

날이 어두오 닑기를 치고 밧긔 나와 쳐를 뫼셧더니 ( 녁 문안을 맛

고 셔당의 와 하의셔 다시 독셔  좌우의 님의 셔동 한복과 공의 

셔동 한 이셔 를 드리거) 밤이 깁흐 셔안을 믈니고 각각 를 마시

도 실과를 먹다가 공  안의 옥연찬을 여  님을 주어 왈 

<활자본>

날이 어두오 닑기를 치고 밧긔 나와 쳐를 뫼셧더니 ∨ 밤이 깁흐 

셔안을 믈니고 각각 를 마시고 실과를 먹다가 공  안의 옥연찬을 

여 <천연히> 님을 주어 왈

필사본의 호 속의 내용이 활자본에 락되어 있다. 필사본은 밤이 깊어지

기까지 있었던 상황에 한 묘사가 있는 반면 활자본은 이 상황 묘사가 없이 

곧바로 시간의 이가 일어나도록 했다. 활자본에는 필사본에는 없는 ‘천연히’

란 어휘가 더 들어가 있다. 

  
<필사본 권15>(진한 씨가 활자본의 내용임)

셜부인 왈,

설시 왈,

“ 딜이 격년 후 니럿거 엇디 져져긔 보오믈 게얼니 뇨”

“ 질이 격년리회를 품고 엇지 슉모 뵈압지 아니하나뇨”

이 왈,

어사 왈,

“원노의 구치여 몸이 갓 고 계부모를 뫼셔 니졍이 무궁디라 쉬여 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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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려 이다” 

“로독으로 압하 즉시 배 치 못하엿더니 나아가랴 하나이다”

효렴이 믁연이러라. 

공의 부부 묵연이러니

효렴이 냥딜노 더 러 외당의 나가니 효렴의 당 형문이 나히 십셰러니 

웃고 왈,

효렴의 장자의 나희 십셰이라 소 왈,

“형이 아모리 담 여도 슉모긔 못 뵈오리라”

“형장이 말은 하나 엇지 감히 슉모 뵈오리요”

셜부인이 지져 왈,

셜시 책왈,

“이  망녕된 말다가 므 환을 보려 다 잡말 말고 이시라”

“어린 아해 무엇을 아난톄 하나뇨”

문이 잠쇼 믁연이러라.

문이 무안이 퇴러라.

【효렴이 밧긔 나오 셕이 홀노 잇다가 쥬인 상공이 나온신다 니 의

을 슈렴고 공경여 마 녜필의 셕이 심하의 반가오나 안을 블변

고 좌뎡니 효렴이 몬져 오

“딜아 상문이 년쇼블 므로 외람이 군은을 닙와 화로이 이 곳의 니

니 외람미 극거늘 지 아냐  딜의 교우로 샤의 님하시니 

만은 야 필부로 쇼견이 무거 군의 풍을 구경니 블승희

여라 뭇니 죤셩 명을 듯고져 노라.” 셕이 공경 왈, “쳔 셕 휘 

동 목동으로 일 호시를 망고 고무친여 동셔표박더니 우연이 

녕딜한 님상공을 만나 교도를 하시니 감은골여 셔로 조 니러 귀

을 번거롭게 니 그윽이 블안옵거늘 존 인 친님야 이러 셩녜로 졉

시니 황공감격여이다.”  문을 향여 은근 칭샤니 화안 월풍과 옥

셩 낭음이 졀승긔이니 언어 동디 향  부유의  업셔 쇄락쳥아니 효렴 

문이 십분 경여 흔연히 말 , “효렴이 셕의 면뫼 심히 닉고 셩

음이 듯던 바 도다” 능히 못여 다만 을 기우려 칭찬경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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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월이 천만 밧긔 고향의 도라와

차시 셕생이 고향에 도라오나

이 부분에서 먼  에 띄는 차이 은 【 】부분이다. 【 】부분은 온갖 고

를 겪고 고향에 내려온 정연양의 시비 석가월과 진효렴의 화 부분이다. 

가월은 남장을 하고 신분을 속이고 있는 상태이다. 이 내용이 활자본에는 완

히 락되어 있다. 

그리고 굵은 체로 표기된 부분이 활자본의 내용인데 필사본에 비해 짧게 

처리되어 있지만 단순 축약이라고 볼 수 없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8)8)‘ 지져 

8) 이러한 차이가 나는 로는 다음과 같은 목을 거론할 수 있다.(필사본 내용 → 

활자본 내용) 권7 75-76

   <경시 왈 → 경시 착 하야 왈>

   <집의 도라와 공연이 일 만난 사 여 식블감침블안더라. 명일 화부의 니르

러 부인긔 뵈오니  엇디 된 고 하회를 보라 → 집의 도라와 공연이 일 만난 

사 여 석반을 먹지 못하고 밤을 지내이고 명일 조반 후 화부에 이르러 부

인게 뵈압고 말삼하다가 

   권10 ; 이지 의 아들이 화소 를 겁탈하려다가 연어사에게 치죄당하는 목 : 

화쇼져 복믈 밧고 어의 포댱 칭찬믈 드러 호긔롭게 도라가믈 보  

믜여디 듕 머리를  박고 소를 켜 우다가 복통이 이셔 셜던 바로 

찬  업여시 변이 여 닓나려 니 노 년망이 라 업디르거 

디 못여 즌을  박이나  리니 구린 딘동디라 좌  코흘 고 

먼니 다르며 어로 터 모든 원이  로 낫 리오고 히 어라 

니 모든 노 다라드러 어거 → 화소져는 만인의 앙함을 밧고 어사의 

포장함을 입어 빗나게 도라감을 보니 마음을 스사로 억졔치 못하야 머리를 에 

박고 쇼래를 삼켜 우다가 복통이 잇셔 셜사하던 차에 찬 곳에 업 엿스니 이 

하여 이러나려 하매 아역이 쇼래질  지즈니 리생이 불시에 나오는 을 참

지 못하여 을 싸니 구린내 진동하는지라 좌우 제인이 코를 싸고 멀이 피해 셔

며 어사로부터 제 원이 사매를 드러 낫을 가리오고 히 러내라 하니 모

든 노자 일시에 러내매 

   권13

   월 왈 “조각을 타 베 니이다 져 쇼졔 쇼비의 의 디면 됴코 블연 계교 니

디 못리니 엇디 미리 탁리잇고 다만 뉴쇼져를 쳥여 오쇼셔” →월 왈 “류

쇼져의 인품을 보아 자시 살핀 후 계교를 하염즉 하면 베풀여니와 져 쇼졔 쇼비

의 에 지지 아니할 자이면 행치 못하리니 못지 써 탁하리잇고 다만 쇼져를 

쳥하야 오쇼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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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 → ‘책 왈’, ‘셜부인’ → ‘설시’, ‘원노에 구치하여’ → ‘로독으로’ 등으로 어

휘 선택에 다소 차이가 있다. 앞서 살펴본 에서도 필사본에는 없는 ‘천연히’

란 어휘가 활자본에 추가로 삽입되어 있는 것과도 련이 있다. ‘ 지져’가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한 을 한자로 바꾸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다른 목에서는 이 정반 의 상이 일어난다. 컨  필사본의 ‘근슈교의리

이다’를 활자본에서는 ‘삼가 의 명교를 밧들리이다’라고 하여 친 하게 풀

어 쓴 목도 있다. 따라서 활자본은 필사본을 축약하면서 이루어졌지만 본

으로 삼은 것은 72책본과는 다른 이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필사본 권1-20면>

“…… 오뎨 법측하라” 

공 샤슈명더라

<활자본>

“…… 오뎨 법측하라” 

공 웃고  왈 

“져져의 말삼이 올으시오나 엇지 남자인들 형모가 모 괴악하면 무엇이 

아람다오리잇가” 소제 웃고 다시 답지 아니하더니

 
<필사본 권18-54면>

삼쇼졔 슈명샤고 화소져로 더 러 피 녜필 좌를 뎡고 화쇼졔 

뎡소져를 바라보아

<활자본>

삼쇼져 슈명하고 화소져를 향하야 례하니 쇼져 답례하고 좌를 사양하니 부

인 왈 “여등이 비록 타명이나 일택에 모듬이 우연치 아니하니 형뎨로 할지라. 

연치로 좌를 졍하라” 인하야 시녀로 하야  방셕을 차례로 노흐니 제 쇼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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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하고 좌정할 새 졍쇼져는 십오셰오 연 화 이 쇼져는 십 사셰로되 연쇼져

는 생일이 몬져이요 쥬쇼져는 십 이셰라 말셕에 안자 말삼할 새 화소져 정소

져를 바라보아 

와 는 활자본이 필사본보다 더 구체 인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에서는 필사본의 ‘좌를 정하고’에 해당하는 구체 인 내용이 활자본에 

길게 서술되어 있다.
9)9)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활자본은 다른 이본을 본으로 삼아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72책본보다 더 부연되어 있는 부분을 보아서는 활자본이 본

으로 삼은 이본은 72책보다 더 내용이 풍부한 이본이었을 수도 있겠다. 아니

면 어떤 모본에서 생된 72책과는 다른 다른 이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72책 역시 <임화정연>의 원 은 아닌 것으로 짐작된다. 물론 활자본을 

구성하는 작가가 이런 부분을 더 첨가했을 수도 있지만 2배 이상의 축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만들어 넣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두

고 본다면 <임화정연>은 필사본으로도 다양한 종류의 이본이 존재했을 가능성

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것은 이 작품의 인기가 그만큼 높았음을 반증하는 것

이라 하겠다.

활자본에서 더 구체 인 부분은 체로 지엽  세부 묘사의 목이다. 사건

의 양상이 추가로 부연된 경우는 한 곳 뿐이다. 훼 한 진상문의 처 이씨가 

진상문이 유배에서 풀려 돌아온 후 신분을 속이고 찾아오는 목이 있다(필

사본 권43). 필사본에서는 정체가 발각된 이씨가 도망가는 것으로 사건이 일

단락된다. 그러나 활자본에는 도망간 이씨가 이 되었다가 남편인 장생에게 

발각되어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된다. 그 지만 필사본은 훼

한 이씨가 강 진상문을 찾아와 빌붙고자 하는 장면 자체는 훨씬 더 구체

으로 서술된다. 필사본에는 이 부분이 약 25면에 걸쳐서 서술되고 있지만 활

자본은 단 3행으로 요약하고 말았다. 이것을 제외한다면 사건 자체의 변이를 

9) 권21부터는 활자본이 필사본을 상당히 축약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필사본에

는 없고 활자본에만 있는 목이 있다. 권 26-1은 한왕과 임규의 결 장면인데 

활자본이 훨씬 상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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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변개는 없다. 

따라서 활자본이 필사본보다 더 구체 인 부분 에서 주제나 의미 으로 

변개를 일으킬 만한 의미 있는 부분은 없다. 이런 을 감안한다면 필사본 72

책본은 비록 원 은 아니라 할지라도 활자본보다는 훨씬 더 <임화정연> 원

의 모습에 근 한 작품으로 인정할 만하다. 

3. 필사본의 새로운 내용들

1) 축약의 형과 의미

필사본 권21부터의 내용에 해당하는 활자본의 37회부터는 축약이 본격화된

다. 축약된 부분이 워낙 방 해서 축자 인 비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 

면을 통째로 삭제하여 앞과 뒤를 기계 으로 연결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몇 

로 요약한 경우도 보인다. 활자본을 보면 앞뒤가 연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제법 있는데 이런 축약이 가져온 결함임을 알 수 있다. 

가장 표 인 경우가 임규와 표종 사이인 소 의 등장 목이다. 소

는 활자본 48회에 등장하는데, “어시에 상셔 공자 쳐쇼를 즁헌 쥭셔당에 졍

하니” 와 같이 공자가 갑자기 설정된다. 앞에서 공자는  언 되지 않

았다. 그러니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뒤에 이어지는 사건을 보아

야 공자가 군지 짐작할 수 있다. 필사본에는 쟁에 출 한 임규가 승

하고 산수를 유람하던  수월암이란 곳에서 남장한 공자를 만나는데, 여자

임을 간 하고 데려온다. 외가 쪽 친척임을 알고는 숨겨 두었다가 나 에 처

남인 정연경과 혼인을 시킨다. 승 한 주인공이 산수를 유람하다가 남장한 여

자를 만나 데리고 오는 목은 장편소설의 형 인 단 담에 속하는데, 필사

본은 이 부분이 온 하게 반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10)

그런데 이러한 축약은 개 특정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    

10) 그러나 활자본이 요한 사건을 빠뜨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의 큰 흐름이 

바 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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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본 권21> : 정공이 첩을 맞이하고 이에 해 진부인이 분함을 참지 

못하자 시 이인 정부인이 진부인을 나무라는 목

뎡부인이 어히업셔 개유 왈

“ 뎨의 말이 다 실졍디언이니 내측 가치 아니거니와 어믜 졍은 아비와 

도니 딘뎨 딜녀의 젼졍을 념녀기 아뷔게 더 거시오 비록 의 근심

이 이신들 가의 념녜 헐랴 블근인졍의 말 말나 사마다 고으니를 랑

고 박을 염믄 인인의 상라   경국디을 만나 뎨의 의 마

 염타 을 격디 아냐시 말이 쾌거니와 딘뎨 만일 무염의 얼골

이 변의 아모리 착여도 슬이 그도록 흡연치 아닐 거시오 오시를 타

향의 가 다려오고 무고히  바리면 공연이 남의 셜우믈 치 작시니 져

만 각할 거 므일 져믄 녀를 어더 일을 희디으리오  말이아 망

셜이니 심도 비상디원을 깃쳐 손의게 앙홰 게 말나”

<활자본>

→ 졍부인이 개유함을 마지 아니하매

이와 같이 어떤 사안을 놓고 벌어지는 화나 언쟁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축약의 가장 표 인 경우이다. 는 정부인이 진부인을 훈계하는 목인데, 

필사본은 훈계에 한 윤리  근거가 제시되는 반면 활자본은 이런 근거를 

완 히 삭제하고 있다.
11)11)

한편 필사본에는 임규와 양씨의 갈등 묘사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임규는 정혼녀인 정연양을 오랜 세월 만날 수 없게 되자 할 수 없이 양씨와 

혼인을 한다. 임규는 양씨를 사 여자로 여겨 함부로 하지만 양씨는 양씨

로 사 부 가문의 자손임을 내세워 자존심을 지키려 한다. 필사본에는 양씨

11) 정공이 오씨를 집안에 들인 이후 진부인은 더욱더 한을 품게 된다. 필사본에는 

이런 진부인의 심경이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아들 연경이 진부인을 간곡히 

설득하는 긴 사가 나온다. 활자본에는 이런 장면들이 완 히 삭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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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난을 겪게 된 이유와 양씨의 집안 내력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아울

러 양씨의 원래 성품이 후덕하고 숙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훗날 양씨

는 작당하여 임규를 모해한다. 활자본이 양씨의 내력과 양씨와 임규 사이의 

불화 요인을 제 로 설정하지 않고 곧바로 양씨의 악행을 부각시키고 있다면 

필사본은 양씨의 행 에 한 동기 부여를 하고 있는 것이다.12)12)양씨가 악행

을 일삼는 데에는 임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의미를 간 할 수 있다. 

활자본에는 이런 의미를 읽을 수 부분이  없다. 그러나 활자본이 요한 

사건을 빠뜨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야기의 큰 흐름이 바 지는 않았다.13)13)

 
<필사본 권 40-51> : 정소 가 여희주를 설득하는 장면

우형이 드니 뎨 뎨를 염증기로 심병을 니  죽기를 분다 

니 언이 올흐냐 그럴진  텬하의 블통 소견이라 (녀 쇼쇼 블안

믈  가부를 거졀며 구가를 바리 녜문이 어이시며 구가와 가부를 념

여 죽어 모로기를 원진 이 셰샹의 용납디 못할 변괴라 비록 죽으니 

쾌다 니나 부모의 휵디 운을 져바려 셔하 디탄을 깃쳐 블효를 감심코

져 니 우졔 뎨를 명쳘 부인으로 아라 칭복하미 동긔더니 딘실노 이

말 진 텬긔 뉸의와 삼강오상을 모로 무식디이니오 블통블명 녀

라 구고와 가부 의며니와 아신 은혜 듕거 아심이 블평키로 슬

하디탄을 도라보디 아니면 죽어 구쳔디하의 간들 어가 용납리오 가부

 쇼텬이라 엇디 감히 역며 구고 디존이라 어이 항거리오 이 쳐음

은 사의 쇽이믈 닙어 닷디 못여 그를 격노여시나 모로고  오 

그의 명견이라도 그 의혹은 업디 아니리니 깁히 한미 가치 아니코) 야얘 

12) 이 갈등은 이후에도 지속 으로 설정되지만 활자본에는 결과만 있고, 화나 자

탄 등의 구체 인 부분은 없다.

13) 이와 련하여 필사본 권25에는 임규가 정소 를 만나 혼인하는 장면이 설정되

어 있다. 임규의 혼사장애가 끝나는 부분이니 활자본에서도 요한 장면으로 설

정하고 있다. 그런데 필사본에는 이 혼인을 지켜 본 양씨의 서운함과 임규가 장

설로 양씨를 훈계하는 장면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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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듕히 이샤 구쳔디 밧긔 계샤 보기를 등시고 특별이 사을 보

샤 기다리시미 간졀시거늘 믄득 심병을 억제치 못여 구고의 명을 디리

니 부의 효슌 실이 아니라 우형이 괴이히 이니 그 실노 뎡문

을 고져 거든 쾌히 결단라

활자본에는 (  ) 부분이 생략되어 있다. 이 생략된 부분 역시 와 마찬가

지로 훈계 내용의 윤리  근거를 밝힌 목이다. 정연양은 여희주에게 ‘낳아주

신 부모에 한 불효’, ‘소천인 가부를 거역하는 잘못(물론 가부가 잘못한 것

이 있으나 모르고 한 일이다.)’, ‘구고와 시가를 버리는 잘못’ 등을 범했다고 

하면서 원망을 풀라고 권하고 있다. 

활자본이 축약하고 있는 내용들은 개 이러한 화 내용들이다. 조선시  

장편소설은 일반 으로 이런 화가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을뿐더러, 이 

부분을 통해서 심도 있는 윤리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장편소설을 읽기가 

어려운 이유, 그 곳에 담고 있는 철학 , 윤리  사유가 단히 심도 깊은 이

유 의 하나가 이 화 부분에 있다. 활자본은 이 부분들을 거 삭제함으로 

인해 보다 가볍게 읽힐 수 있는 소설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게 생략된 부분들은 개가 여성들의 심리  정황, 신세 모순 

등과 련된 부분이다. 

권34에는 정연경과 소 의 혼인 장면이 설정되어 있다. 필사본에는 신혼 

야에 벌이는 정생과 소  사이의 실랑이가 핍진하고도 길게 설정되어 있

다. 정연경은 에 소 가 남장했을 때 서로 알고 지내며 손까지 잡았던 일

을 들추며 추근 자 소 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단호하게 정연경을 거

한다. 정연경의 추근됨이 지속되자 소 의 신세 한탄이 분노로 바 다. 그

런가하면 친정을 찾은 정, 연, 화소 가 다시 상경하는 목에서는 친정 부모

와 나 는 안타까운 이별 장면,  악행을 일삼은 미주에 해 엄청난 분노를 

느끼면서도 딸의 장래를 속으로 걱정하는 여 오의 심정이 묘사되기도 한다. 

이런 장면들은 장편소설과 여성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특히 <임화

정연>은 여타의 장편소설보다도 여성의 고단한 삶에 한 비 을 크게 다룬 

작품이다.14)14)이런 경향성은 후편인 < 성 효록>으로 가면 더욱더 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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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본은 바로 이러한 작품의 성격을 온 하게 보여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2) 주인공 임규의 비

활자본은 47회부터 정연경이 서사의 심축으로 등장하면서 구조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다. 46까지 서사의 심축에 놓 던 임규가 거의 등장하지 않는

다. 이 상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임화정연>의 주인공 논쟁이 있었다. 다시 

말해 임규가 주인공인가 아니면 정연경이 주인공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다.
15)15)

필사본 역시 권30부터 서사의 심축이 정연경으로 바 다는 에는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활자본에서 보 던 구조  균열은 감지되지 않는다. 임

규가 갈등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부단히 서사에 개입하여 그것을 재하고 앞

일을 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임규의 존재 자체가 망

각될 정도로 서사의 면에서 사라지는 활자본과는 큰 차이이다. 

특히 활자본에는 필사본 권31의 37면에서 67면까지 30면에 달하는 내용을 

완 히 삭제하고 있다. 이 부분은 정연경이 임규가 쟁터에서 데려온 능공

주의 궁녀 운 과 몰래 만나던  여 오의 집 후원에서 음녀인 미주에게 발

각되는 장면 이후의 사건에 해당한다. 활자본에는 정연경이 미주에게 발각된 

다음 곧바로 장원 제하여 여귀비의 주선으로 미주의 언니인 희주와 혼인을 

하는 장면으로 이동한다. 필사본에는 이 사이에 다음과 같은 사건이 삽입되어 

있다.

- 미주의 투서 사건에 한 운 과의 화 : 여 오 집 여자라면 월장 투

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운 의 생각과 그 여자는 시비는 결코 아니니 그 집 

딸이라는 정연경의 생각 

- 연경이 운 과 헤어져 돌아가려 하는데 달빛이 없어 무 어둡다. 

- 길을 찾지 못해 담을 넘으려 하자 임부 가인들에게 붙잡힌다. 아무리 정

14) 이에 해서는 졸고, 의 논문, 참조. 

15) 박경신, 1987 ｢<임화정연>의 반부 심인물고｣ 진단학보6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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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밝 도 가인들은 도둑이라고 하며 막무가내로 잡아 가둔다. 이것은 이 

일을 미리 안 임규의 계책이다. 

-  정연경이 자신이 색을 밝히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존심을 버

려가며 반성하지만 임규는 모르는 척한다. 

- 여색을 밝히는 것에 한 임규의 다스림. 

- 이 화에 연생이 끼어들어 희언을 한다. 

- 이 과정에서 정연경이 미주에게서 받은 음란한 편지 일을 실토하고 내용

을 공개한다. 

- 임규가 장래를 걱정하며 나 에 증거로 삼을 일이 있을 것이라며 편지를 

보 하다. 

- 임규가 이 일을 정연양과 의논하고 정연양이 동생을 심하게 나무란다. 

정연경은 원래 호색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임규와 정소 가 이를 못마

땅하게 여기던 터 다. 의 부분을 보면 미주에게 투서를 받게 된 것 역시 

정연경의 호색과 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주로부터 발생하는 일련

의 사건은 작품 후반부를 주도하는 가장 큰 사건인 만큼 임규는 이런 일의 

빌미를 제공한 정연경의 호색지정(好色之情)을 경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필사본에는 요한 고비마다 어김없이 임규와 정소 가 등장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연경을 징치한다. 임규는 정연경에게 처남이지만 서사  

맥락에서 본다면 부모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사정은 공간 이동의 차이에서도 보인다. 필사본 권38~권39는 음녀 

미주의 악행이 모두 밝 지고 희주에 한 연경의 오해
16)
가16)풀린 이후의 사

건을 서술하고 있다. 

활자본에서는 곧바로 정, 화, 연 생이 사친지회를 품고 고향인 강으로 내

려간다. 필사본에서는 이 과정이 훨씬 복잡하게 처리된다. 미주 사건에 한 

임규의 평가, 정연경, 연생, 화생, 진추  사이의 긴 담론이 덧붙여져 있다. 그

리고 미주는 악행이 발각되기 에 왕씨 집안과 정혼을 한 상태 는데 여

오가 왕씨 집안을 찾아가 사죄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이후에 비로소 정연

16) 연경은 희주를 미주로 착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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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등이 고향으로 내려간다. 고향인 강에서 역시 필사본에서는 정생과 희주 

사이의 불편한 심사와 긴 언쟁이 서술되는데, 활자본은 심하게 축약되어 있다. 

정생과 희주, 정생과 한 , 한 와 희주 사이에 펼쳐지는 긴 화는 인물의 심

정을 충분히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희주의 복잡한 심경이 세 하게 드러난

다.17)17)따라서 다음과 같은 공간 이동의 차이가 생긴다. 

활자본 : 여부 → 강

필사본 : 여부 →  임부 → 강

여기에서도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임규 혹은 임부의 역할이다. 활자본에는 

오로지 정연경과 희주 사이의 사건만 서술하고 있지만 필사본에서는 임부를 

배경으로 한 임규의 개입이 수시로 노정되어 있다. 물론 임규의 개입은 자연

스럽게 연경의 나인 정소 의 개입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연경에게 있어 

임부는 일종의 본  공간의 구실을 하고 있는 셈이며, 임규와 정소 는 갈등

재자 혹은 다른 소설에서의 부모의 역할을 리하고 있다. 특히 미주의 일

을 평가하면서 임규는 미주가 죽었다는 갈을 듣고도 홀로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 ‘아직 인연이 끝나지 않았으니 배 속의 아이를 보존하여 훗날 기약을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단하면서 연경에게 “미주를 끝내 버릴 것이냐”라고 

묻기도 한다. 

<임화정연>에서는 임규나 정연경의 부친은 서사에 거의 개입을 하지 않는

다. 그 기 때문에 임규는 극심한 고 를 겪는 등 웅의 일생을 살았다. 후반

부에 본격 으로 등장하는 정연경이 사는 공간은 임규의 집이다. 따라서 <임

화정연>은 세 의 이동을 따라가는 삼 록과 같은 구성과는  색다른 구

성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임규의 역할이 활자본에는 생략되

었기 때문에 ‘임규→정연경’의 심축 이동이 구조  결함으로 이해된다. 

17) 필사본에는 정생과 희주 사이에 희주의 유모인 한 가 개입하여 이 둘을 재하

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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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편과 련하여

<임화정연>의 마무리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는 활자본을 심으로 정리한 

서사단락이며 필사본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다. 

1) 정상서 연경이 여미주를 마지못해 용납하나 박 가 심하다.

2) 여 오는 소부인과 화해를 하다.

3) 림승상 규의 장자 백 이 유씨와 혼인하다.

4) 정상서와 림승상이 공부마 연찬으로 더불어 유완하다가 유 뉴라는 떠

돌이 소년을 만나다.

5) 정상서가 유 뉴의 웅지상의 보고 딸 계임과 혼인을 시키나 계임은 

성격이 방자투악하여 유생의 빈한함을 못내 꺼려 갈등을 빚다.

6) 이에 정상서, 유생을 재취하게 하고 계임의 투기를 억제하기 한 방도

를 구하다.

7) 설 , 설홍 형제가 반란을 일으키다. 

8) 정상서가 출 하여 승리하다.

9) 림태사의 팔순을 맞아 회혼년을 지내니 천자가 헌수하다.

10) 정노공 부부 회혼년을 지내다. 

11) 림태사, 정노공 부부 백세 향수하여 자손의 무궁한 화를 즐기다가 졸

하다.

활자본은 어딘지 모르게 서둘러 긴 서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의 내용이 불과 몇 면에 걸쳐서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필사본은 단

락 6)과 7) 사이에 다음과 같은 장면이 더 삽입되어 있다. 

- 소씨와 며느리 조씨의 갈등

- 신술을 익  속세를 버리고 도가의 길로 어드는 조씨의 회한(신술이 

괴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익혔으니 죄인이라는 심정)

- 소씨의 신세 한탄과 그런 조씨에 한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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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들어 죽게 되는 과정과 미주의 장래를 잘 부탁한다는 유언

- 임부의 태평한 모습과 임, 정 노공의 편안한 말년

이 부분이 삭제된 활자본과 비교한다면 필사본은 충실한 마무리를 마련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단락 3)이하의 내용은 사실 후편인 < 성 효

록>에서 본격 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곳

곳에서 보인다. 

효 이 비록 용뫼 아다오나 모시 냥을 픔슈고 텬셩이 블 고로 모

시의 근본과 온 회포를 듯고 (앙앙여   등을 항형코  셜홰 

만흔고로 쇼셜의 긔록엿니라.) 

뎡상셰 샤 후 가듕사의와 계임의 실덕 에 쇼셜의 잇고로 ( 셜의

) 졍일만 긔록고 명명 곡졀은 쇼셜의 잇니라.

에서 (  ) 부분은 활자본에 없는 자이다. 필사본에서는 유독 ‘소설’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의를 끄는 것은 ‘ 설’이라는 말이다. ‘소설’과 응

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편인 < 성 효록>을 ‘소설’로 

지칭했고, <임화정연>을 ‘ 설’로 지칭했다. < 성 효록> 권1에는 “님화정년소

설”이라는 제명이 별도로 붙어있다. ‘ 해’, ‘별 ’과 같은 개념과 비슷하게 ‘소

설’이 사용되고 있다는 이 흥미롭다. < 성 효록>도 짧은 작품은 아니다. 

16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1책이 160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화정

연> 필사본의 규격으로 본다면 32권 32책에 달하는 내용이다. 이 작품을 ‘소

설’로 지칭을 했으니 <임화정연> 원 의 분량이 얼마나 방 했는지는 짐작하

고도 남음이 있다. 

4. 필사본 72책본 발굴의 의의 

조선시  소설 연구자에게 새로운 이본의 발굴은 반가운 일이면서도 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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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일이다. 많은 이본을 비교함으로써 해당 작품의 의미를 폭넓게 살필 수 있

음은 물론이고 당시 향유자들의 의식에 보다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그런 

에서 이본을 비교 연구하는 일은 필요 불가결한 일이다. 그런데 때로는 이본 

비교가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본 비교가 상당한 

시간을 빼앗는 일임을 감안한다면, 기 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가 나올 경우 

난감하기 짝이 없다. 특히 그 연구가 장편소설을 상으로 한 이본 비교라면 

더 말할 나 가 없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시작되었다. 애 에 기 했던 결과들 

컨  작품의 주제에 향을 미칠만한 큰 변별  등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

러나 활자본만으로는 느낄 수 없었던 <임화정연> 본래의 모습을 잖이 맛보

게 해 주었다는 은 필사본 발굴의 의의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이 필사본이 

원 은 아니라고 해도 <임화정연> 본래의 모습을 악하는 데는 결정  기여

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임화정연>에 한 후속 연구들은 이 

필사본을 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 고찰했듯이 필사본 <임화정연>은 활자본에서는 축약되거나 삭제된 

장면 혹은 사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활자본은 36회까지(필사본의 권21까

지 내용)는 축약없이 진행되다가 이후로 가면 갈수록 심한 축약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축약의 양상  가장 특징 인 것은 어떤 윤리  사안을 놓고 

이루어지는 등장인물 사이의 긴 화 장면을 한 문장 정도로 요약하고 있는 

경우이다. <임화정연>에서는 여성 인물들의 행 나 심리에 한 사가 많이 

나오는데 활자본에는 이 부분이 거 빠지고 없다. 

조선시  장편소설의 작품성은 복잡한 사건을 유기 으로 결합하는 구조의 

치 함 외에도 행 나 사건에 한 윤리  천착이 놀라울 만큼 세 하게 이

루어진다는 것에서 찾아진다. 이 장면을 빼고는 조선시  장편소설을 논하기 

힘들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장편소설의 체 분량 에서 이 화 부분이 차

지하는 비 은 상당하다. 따라서 필사본과 활자본의 비교는 장편소설 고유의 

성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다는 에서도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다.

<임화정연>은 여타의 장편소설에 비해 다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작

품이다. 주인공 혹은 주인공 가문에 한 논쟁을 불러올 만큼 반부와 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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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내용이 구별되는 작품이다. 서로 다른 가문의 두 인물이 동일한 비 을 

가지고 등장한다는 것이다. 물론 개의 장편소설은 복수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 복수주인공은 형제 혹은 선후 세 로 연결된다. <임화정연>은 이런 

구성을 취하지 않으면서 복수주인공을 등장시켰기 때문에 심인물 논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필사본은 비록 완 하지는 않지만 이런 논쟁에 어느 정도의 실마리를 제공

하고 있다. 필사본은 형제나 세 축이 아니라 인척 계인 가문축을 심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서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활자본에서는 두 가문의 인

물을 연결시키는 매개 사건들을 부분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구조  균열이 

있었다. 필사본은 활자본의 구조  균열에 한 부분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

공한다는 에서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필사본의 발굴로 인해 <임화정연>은 <완월회맹연>, <명주보월빙> 등과 더불

어 조선시 를 표하는 장편 소설임이 확실해졌다. 그 다면 이제 이러한 

장편이 활자본으로 간행될 만큼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에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장편소설 에 활자본으로 간행된 것은 <임화정연> 외에도 < 씨양웅 린

기>, <하진양문록>, <옥루몽> 등이 있다. 그리고 활자본으로는 간행되지 않았

지만 상당한 이본이 존재하는 작품 에는 <소 성록>, <유씨삼 록> 등이 있

다. 이들 작품은 모두 인기가 있었던 작품으로 단할 수 있다. 장편소설에 

한 개의 연구가 작품의 의미나 서사 구조를 밝히는 데 주안 을 두고 있었

다면 이제는 장편소설이  인기를 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

는지에 한 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필사본 72책본은 여 히 <임화정연> 원본이 아니다. 원본에 가까운 이본일 

뿐이다.  뜻하지 않게 필사본 72책본이 발굴되었듯이 육당 최남선이 언

했던 139책본 혹은 그 이상의 분량을 가진 새로운 이본이 발견되기를 바란다. 

(필자: 가톨릭 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제어: 임화정연필사본, 임화정연기 , 이본, 원작, 가문축, 축약

투고일(2005.10.31), 심사시작일(2005.11.14), 심사종료일(200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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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Limwhajungyoen(林花鄭延) in 

72 Volumes which is Transcript

Song, Sung-uk *

18)

The “Limwhajungyoen(林花鄭延)” is one of the best known novel in the 

later Chosun. We have known that “Limwhajungyoen” exists only as the 

printed matter which is published by old-print in the earlier 20C. This is a 

different book than the original. This book is printed by reduced the 

context of the original work. Therefor, We are concerned about the real 

figure of the “Limwhajungyoen”. Recently anyone what is so called Kangchonje 

江村齋 happen on a another “Limwhajungyoen”. The new “Limwhajungyoen” 

is in 72 volumes, which is not printed but transcript. This is rich in the 

context than the printed matter. This paper make a comparative study the 

transcript of the printed. 

Key Words : Limwhajungyoen(林花鄭延), the printed matter, the transcript, 

Kangchonje江村齋

*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필사본 <임화정연> 72책본 텍스트 연구 ― 구활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1. 서론
	2. 개괄적 검토 및 자구 비교
	3. 필사본의 새로운 내용들
	4. 필사본 72책본 발굴의 의의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