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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임화정연> 연구사에서 오랜 쟁점이었던 구조적 불연속성 문제를
해결하고, <임화정연>의 문학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임화정연>의 모든 이본 및 관련 기록에 대해 검
토했다. 그 결과 72책본과 다양한 차이를 지닌 낙질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
었다. 단국대본이나 뿌리깊은나무본(2)는 72책본보다 더 상세한 서술을 지니고
있었으며, 유일서관본은 서두의 가문 서술 순서, 화빙아의 혼사 장면 등에서 72
책본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었다. 또한 관련 기록을 통해 <임화정연>이 19세기
를 중심으로 널리 향유되었으며, 72책 이외에도 40책, 50책, 139책, 141책 등 다
양한 형태의 이본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인물갈등, 이본, 관련작의 세 측면에서 <임화정연>의 서사구조를
분석했다. 72책본 <임화정연>은 주인공 임규의 두 번째 갈등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작품이 종결되는 ‘미완의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 현존하는 낙질본
들을 살펴본 결과 72책본 <임화정연>은 ‘전반부-임규’, ‘후반부-정연경’의
‘이원적 서사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72책본에서 미완의 상태로 남은 인물
갈등은 <쌍성봉효록>의 전반부에서 완결된다는 점도 발견하게 되었다.
IV장에서는 <임화정연>의 서술의식을 살펴보았다. <임화정연>은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과 비교했을 때 규범적 의식이 약화된 편이다. <임화정연>은
말미에서 작품의 교훈적 가치와 사실성을 강조하지 않았으며, 잔혹한 장면으로
묘사될 법한 부분도 가급적이면 회피하거나 축소하여 서술했다. 다음으로 <임화
정연>에서는 부계 중심적 구성으로부터 탈피하려는 모습이 엿보인다. <임화정
연>은 주인공의 부계친족보다 처족이 작품의 사건 전개와 배경 설정에 큰 비중
을 차지한다. 주인공 임규는 추남으로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는 시가의 인물들이
군자, 처가의 인물들이 소인으로 묘사되는 옹서갈등담의 시각과 구별되는 형상
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화정연>은 인물발화의 비중이 높은 편
이며, 내적발화의 횟수와 분량 역시 많은 편이었다. 특히 진상문의 내적발화가
임규보다 많이 제시되는 등 주인공과 대립하는 악인의 관점에서 작품세계를 바
라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 있다. <임화정연>의 이러한 특징은 인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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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보다 효과적으로
서, 장편소설 장르의 정체성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움직임의 결과로 이해
할 수 있다.
V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임화정연> 텍스트의 전승과 변천에 대
해 논했다. 앞서 살펴 본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추정해 본 결과, 본 논문에서는
失傳本 <임화정연>이 임부의 3代 서사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72책본 <임화정연>은 임부의 1代와 2代, <쌍성봉효록>은 3代와 4代를 다
루고 있다. 실전본 <임화정연>은 임부의 1代, 2代, 3代를 다루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실전본 <임화정연>에서 3代 부분의 서사가 분리되어 72책본이 형
성되었는지, 아니면 2代의 서사만으로 이루어진 72책본의 형태가 먼저 완성된
후 3代의 내용이 첨가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72책본은 실전본에 비해 서사의
일관성과 완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승 과정에서 양적 우위
를 점했다. 상업적으로 활발히 유통된 한글장편소설의 서사는 유통의 측면이 중
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임화정연>의 구조적 불연속성 문제 및 작품
의 문학적 특징에 대해 나름의 답을 제시했다. <임화정연>은 19세기 후반 무렵
한글장편소설의 대표작으로 거론될 정도의 문학적 위상을 지녔으며, 장편소설의
장르적 속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작품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장편소설사에 매
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요어: 임화정연, 쌍성봉효록, 고전소설, 대하소설, 가문소설, 연작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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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論
1. 硏究目的
<임화정연>은 <완월회맹연>,1) <명주보월빙>2)과 더불어 조선시대의 3대 장편으
로 일컫기에 부족하지 않은 巨帙의 작품이다. 지금은 실전되었지만, 과거 경성제
국대학 도서관의 장부에는 139권 139책 분량의 <임화정연>을 구입한 기록이 있
다.3) 최남선도 향목동 세책집에서 139권 139책 규모의 <임화정연>을 보았다는
기록을 남겼으니, 139권 139책으로 이루어진 <임화정연>의 존재는 거의 확실하
다.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작품은 상업적으로 출판되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
고 <임화정연>은 여러 출판사에서 구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한글장편소설이 구
활자본으로 두 차례 이상 출간된 사례는 <임화정연>과 <옥루몽>, <하진양문록>
세 작품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작품의 인기가 대단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조선소설사>를 집필한 김태준 역시 <임화정연>을 <하진양문록>과 함께
그 당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작품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4)
<임화정연>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과 호의적인 평가도 눈길을 끈다. 남윤원은
1888년 작성한 <옥수기> 발문에서 <임화정연>을 <명행정의록>과 함께 당대의 대
표적 작품으로 꼽았다.5) 한글장편소설 중 문학적 평가의 대상이 된 작품이 극히
1) <완월회맹연>의 완질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180권 93책 <玩月會盟宴>
(이하 서울대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180권 180책 <玩月會盟宴>(이하 낙
선재본) 두 종으로,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주목받았다. 김진세, ｢
李朝후기 대하소설 연구: <玩月會盟宴>의 경우｣, 한국소설문학의 탐구 , 1978.
2) <명주보월빙>은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엄씨효문청행록>과 연작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선행연구에서는 이를 ‘神聖小說’의 관점에서 논한 바 있다. 이상택, ｢<明珠寶月
聘> 硏究: 그 構造와 存在論的 特徵｣, 서울대 박사논문, 1981.
3) 서울대학교는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이하 경성제대도서관)에서 50만권 가량의 장서를 넘겨
받았다. 경성제대도서관에서는 자료의 구입 내역을 서류로 작성해 놓았는데 이를 ‘圖書原
簿’라고 한다. 도서원부에 의하면 경성제대도서관은 1928년 6월 9일 李聖儀로부터 51종
593책의 소설책을 450엔에 구입했는데, 그 목록에 <임화정연> 139책이 있다. 이날 구입한
51종의 소설책은 지금 모두 일실되었다. 정병설, ｢‘도서원부’를 통해 본 경성제국대학 도
서관의 한국고서 수집｣, 문헌과 해석 63, 2013.
4) 김태준은 동아일보에 1930년 10월 31일부터 1931년 2월 25일까지 <조선소설사>를 연재했
다. 1931년 1월 18일 “英正時代의 小說(三)”이라는 제하로 글을 썼는데, 여기에서 “河陳
兩門錄과 林花鄭延은 가장 人氣를 는 작품일지라”는 언급을 했다. 초판과 개정증보판에
서도 이 언급은 바뀌지 않는다. 1931년 1월 18일자 동아일보 기사 및 김태준 저, 박희병 교
주, 증보조선소설사 , 한길사, 1990, 158면(초판은 1933년, 개정증보판은 1939년 간행).
5) “져 이  하회(下回)로 볼진 가(嘉), 화(花), 왕(王), 딘(陳) 가(四家) 후진(後進)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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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화정연>에 대한 남윤원의 언급은 소설사에 있어 매
우 예외적이라고 할 만하다.6) 근대 이후이기는 하나 정병욱도 치밀한 구상과 세
련된 표현을 이유로 들어 <임화정연>을 ‘傑作’7)이라고 평한 바 있으며, 김기
동 역시 주제와 구성이 독창적이라면서 “古典小說의 作品的인 水準으로 보아
確實히 成功한 大作”8)으로 평가했다.
작품의 위상에 비해 <임화정연> 연구는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서 구입했다는 139권 139책 <임화정연>은 분실
되었으며, 개인 소장의 필사본 72권 72책(이하 72책본)은 2004년에야 공개되었
다.9) 뿐만 아니라 <임화정연>은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반부와 후반부가
서로 다른 주인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사구조 역시 불연속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10)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이며, 서사구
조가 어떠한가를 파악하는 일은 작품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데
셜(小說)을 이어 일우면 <님화졍연(林花鄭延)>과 <명졍의(明行貞義)>로 더부러 양(辭讓)
치 아니올 듯…(후략).”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옥수기> 9권 49장 앞면∼50장 앞면.
6) <흠영>을 제외하면 한글장편소설에 대한 문학적 평가를 거의 찾을 수 없다. <흠영>의 저자
유만주는 1784년 1월 10일 “東閤訂東俗演義. 玉獜優石行, 石行優玩月.”(유만주, 흠영 5
권,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7, 119∼120면)이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여기서 ‘옥린’은
<옥린몽>, ‘완월’은 <완월회맹연>으로 보이나 ‘석행’은 미상이다. <흠영>의 기록은 한
글장편소설을 문학적 비평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작품 간의 우열을 비교하려 했다는 점에서
보기 드문 언급이라고 할 수 있다.
7) “그 雄渾하고도 緻密한 構想과 眞實된 虛構와 洗鍊된 表現은 현대 작가의 도저희 따르지
못할 傑作인 것이나 누구 하나 古典硏究家 現代作家를 막론하고 화제에조차 올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정병욱, 국문학산고 , 신구문화사, 1959, 48면.
8) “이 作品과 같은 大長篇은 事件이 重複되어 읽기가 지루하나, 이 作品은 事件이 複雜하면
서도 重複되는 플롯이 없어서 讀者를 끝까지 끌고 가도록 豊富한 興味를 주고 있다. 플롯도
先行作品의 模倣보다는 作者의 獨創을 더 많이 결구해 놓아, 先行作品에서는 이 小說과 같
은 主題나 類型을 찾아볼 수 없는 獨創的인 作品으로 보지 않을 수 없고, 古典小說의 作品
的인 水準으로 보아 確實히 成功한 大作이다.”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 교학사, 1981,
729면.
9) 72책본 <임화정연>이 학계에 공개된 것은 2004년 11월 20일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
소가 주최한 ‘조선시대 한글생활사 자료전’에서이다. 그 전에는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출
판한 구활자본(이하 조선도서본)이 유일한 완질본이었는데, 이 이본은 축약이 심해서 작품
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10) <임화정연> 연구는 1966년 정규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임화정연>의 구조적 불연속성 문
제는 1980년 양혜란이 ‘이원화된 구조’의 관점에서 논의를 펼친 것이 처음이며, 이에 대
해 1983년 이현국이 반론을 제기하면서 논쟁이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정규복, ｢<임화정연>
논고｣, 대동문화연구 3, 1966; 양혜란, ｢<임화정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0; 이현
국, ｢<임화정연> 연구｣, 경북대 석사논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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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제출된 연구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그 결과 작품의 위상에 비해 연구가 심화되지 못하는
정체 상태가 지속되어 왔다. 다행히 2004년 72책본 <임화정연>이 공개되면서 연
구자들이 <임화정연>의 원래 모습을 보다 충실하게 담고 있는 이본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11) 또 2012년에는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서 낙질본
<임화정연> 2종이 추가로 발굴되었다.12) 새로운 자료들이 나타나면서 그 동안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서 연구를 진척시킬 수 있는 여지가 생겼
다.
그간 <임화정연>에 대한 연구가 진척을 이루지 못한 데에는 소설사적 요인도
있다. 17세기와 18세기는 소위 장편소설의 ‘발흥기’와 ‘전성기’로 일컬어지
면서 일찍부터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소현성록>, <완월회맹연> 등 대
표적 작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성과 역시 상당히 축적되었다. 반면 <임화정
연>이 널리 향유되었던 19세기 무렵은 한글장편소설의 ‘쇠퇴기’라는 평이 중
론이다.13) 19세기의 한글장편소설은 역사서나 지리지와 같은 소설 외적 담론을
포용하는 등 나름의 변화를 모색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서사기법을 창

11) 72책본 <임화정연>의 기본적인 서지사항과 특징에 대한 논의는 송성욱의 연구에서 처음
이루어졌다. 송성욱, ｢필사본 <임화정연> 72책본 텍스트 연구: 구활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
로｣, 한국문화 36, 2005.
12) 정명기는 2012년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소장된 고전소설의 소장목록을 공개한
바 있는데, 그 목록에서 <임화정연> 2종의 존재가 언급되었다. 2013년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에서 간행한 자료집에서는 <임화정연> 2종에 대한 간략한 해제가 이루어졌다. 정명기, ｢순
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고소설의 현황과 가치｣, 열상고전연구 35, 2012; 순천시
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한글고소설 우리말 이야기 , 디자인 길, 2013.
13) 장편소설의 쇠퇴 시점은 연구자에 따라 19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나뉜다. 기점으로
잡은 시기가 앞선 순부터 살피면 다음과 같다. 장효현은 장편소설의 쇠퇴가 노론 벌열 가문
에 권력이 집중된 19세기 전반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정병설은 장편소설이 19세기
전반부터 서서히 정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으며, 1860년 이후의 각종 사회적 혼란은 그
러한 퇴조를 가속화시켰다고 보았다. 大谷森繁은 1870년대 중반부터 세책이 쇠퇴하기 시작
했다고 논했다. 그의 논의는 세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장편소설의 주된 유통 방식이
세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장편소설의 쇠퇴 시점 논의와 동궤의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길용
은 장편소설의 쇠퇴기를 신소설의 출현(1906년) 이후로 보았다. 장효현, ｢장편 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정신문화연구 14권 3호, 1991, 39면; 정병설, ｢조선후기 장편소설사의
전개｣, 이수봉 편,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 3, 경인문화사, 1999, 323면; 大谷森繁, ｢조선후
기의 세책재론｣,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 국학자료원, 1996, 158면; 최길용, ｢가문소설계 장
편소설의 형성과 전개｣, 연거재신동익박사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편, 국어국문학연구 ,
1995, 6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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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14) <임화정연>도 19세기를 중심으로 향유되었던 작
품인 만큼 이러한 부정적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15) 따라서 대중적 인기는
있었지만, 문학적인 측면에서 과연 <임화정연>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
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임화정연>을 비롯한 후기의 한글장편소설이 갖는 몇 가지 특징들을 19세기의
통속적 경향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면 애초에 이들을 논할 이유는 없을지도 모
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초기의 장편소설
은 주로 개인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고 지인들 간의 사적 임차를 통해 향유되
었다. 17세기의 <소현성록>이나 18세기 초의 <완월회맹연>은 이러한 환경에서
산출된 작품들이다.16)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의 유통 환경은 세책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었다.17) 세책은 직업적인 필사 과정을 통해 생산되고, 세책업자에
의해 상업적으로 대여되었다.18) 한글장편소설의 유통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맞
추어, 작품의 내용 역시 지적 교양과 도덕규범을 중시했던 초기의 여성교양서적
14) 19세기를 장편소설의 쇠퇴기로 보는 관점은 위의 소설사 연구 및 <명행정의록> 작품 연
구에서 제출된 바 있다.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156∼158면.
15) <임화정연>은 <제일기언> 서문에서부터 작품명이 보이며, 19세기 후반의 여러 관련 기록
에 제명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무렵 활발하게 향유되었던 작품으로 생각된다. 정확한
창작 시기는 미상이지만, 소위 ‘쇠퇴기’로 일컬어지는 19세기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독자
층을 확보했던 작품이라는 점은 확실하다.
16) 趙泰億의 <諺書西周演義跋>의 기록을 통해 1700년 무렵 서울의 상층 여성은 물론 여항의
여인들도 장편한글소설을 서로 빌려 보고 있었으나, 아직 세책업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
았던 시기임을 유추할 수 있다. 조태억의 <언서서주연의발>은 조윤제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
고, 大谷森繁과 정병설이 그 소설사적 의미를 보다 자세히 밝혔다. 大谷森繁, 조선후기소설
독자연구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85, 60∼64면;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소설의 성
장과 유통｣, 진단학보 100, 2005, 270∼272면.
17) 18세기 중반 이후 세책업의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로 蔡濟恭의 <女四書序>, 李德懋의 士
小節 이 자주 인용된다. 채제공의 언급은 1740년 무렵 ‘稗說’을 빌려주는 ‘儈家’가 번
성하던 당시의 풍속을 보여준다. 이덕무의 기록은 1775년 이전의 상황에 대한 것으로, 당시
‘諺翻傳奇’에 빠져 가산을 기울일 정도로 열광적인 소설 독자층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
다.
18) 세책의 유통 양상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명기, ｢“세책 필사본 고소설”에
대한 서설적 이해: 총량, 간소(간기), 유통양상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2, 2001; 이윤석,
大谷森繁, 정명기 공편저, 貰冊 古小說 硏究 , 혜안, 2003; 정명기, ｢세책본소설의 유통양
상: 동양문고 소장 세책본소설에 나타난 세책장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6, 2003; 정
병설, ｢세책 소설 연구의 쟁점과 방향｣, 국문학연구 10, 2003; 정병설, 앞의 글, 2005; 유
춘동, ｢20세기 초 구활자본 고소설의 세책 유통에 대한 연구: 장서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장서각 15, 2006; 전상욱, ｢세책 총 목록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0, 2009; 전상욱,
｢향목동 세책의 대출장부에 대한 고찰｣, 열상고전연구 3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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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에서 변모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19) 그리고 한글장편소설의 독자들은 당
시 기준으로 상당한 수준의 교양과 문학적 취향을 지녔으며, 특히 장편소설 향
유와 관련된 문화적 소양을 가장 풍부하게 갖추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집단적
이고 반복적인 선택에 의해 살아남은 후기의 한글장편소설이 어떠한 점에서 달
라진 모습을 보여주는지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한다면 논의되어야 할 요소들은
많아진다.20) 이전과 달라진 한글장편소설의 모습은 소설 향유의 정점에 위치했
던 독자들이 어디에 관심을 가졌고, 무엇을 읽어내려 했으며, 어떤 점에 공감했
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작품과 자료의 실상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생략한 채, 이 시기의 한글장편소설을 ‘통속’이나 ‘정체’, ‘쇠퇴’
등의 추상적 개념어로 재단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
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첫째, <임화정연>의 서사구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작품 해석에 있
어 서사구조의 파악은 기초적인 단계에 해당하는 문제인 만큼, <임화정연>의 서
사구조가 어떠한 특징을 지니는지 밝히는 작업은 본격적인 작품연구를 위한 선
결과제의 성격을 지닌다. 둘째, <임화정연>의 서술의식은 어떠한가? <임화정연>
은 구조적 불연속성 문제가 이른 시기부터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작품의 문학적
특징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본격적인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그러나 <임화정
연>은 다른 한글장편소설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특이하면서도 주목할 만한 면모
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본고는 <임화정연> 연구사의 오랜 쟁점인 ‘구조적 불연
19) 임형택은 <창선감의록>을 비롯한 초기 장편소설을 ‘규방소설’의 관점에서 논한 바 있
다. 규방소설은 사대부 부녀자들의 세계인 규방에서 읽혔던 소설로 “여성들에 대한 교양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문학사적으로 “하층계급 남성들을 기반으로 성립된 서민소설에
상대되는 개념”이라고 규정했다. 임치균은 <소현성록>의 내용 중 여성의 교화를 염두에 두
고 구성된 부분이 많은 점과, 가사 작품에서 <소현성록>을 <열녀전>과 나란히 거론하는 점
에 주목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그는 대장편소설이 여성의 ‘修身書’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논했다. 임형택, ｢17世紀 閨房小說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동방학지 57, 1988,
103면; 임치균,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 13, 2007.
20) 세책점의 세책은 영구불변의 자산이 아니다. 수많은 독자에게 대여되면서 표지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책장이 훼손되기도 하며, 일부는 분실되기도 한다. 세책업자는 지속적인 영
업을 위해 손상된 세책들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데, 이 때 수요의 많고 적음은 해당 세책의
생사를 판가름하는 요인이 된다. 독자의 수요가 충분한 작품들은 계속 보충되면서 세책집의
영업 자산으로 남지만, 그렇지 못한 작품은 도태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로 인해 세책
의 문학적 성격 역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게 되었을 것이다. 어떠한 방향으로 변하게 되었
는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본 논문의 4장과 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5-

속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임화정연>의 문학적 특징을 고찰해 조선
후기 장편소설사 이해의 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2. 硏究史
<임화정연>에 대한 학술적 논의는 1966년 정규복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
다.21) 정규복의 개괄적 연구에 이어 양혜란은 서사구조를 비롯해 종합적으로
<임화정연>의 작품론을 수행했다. 1980년에 발표된 양혜란의 연구에서부터 <임
화정연>의 구조적 불연속성에 대한 논쟁이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화정
연>의 구조적 불연속성에 대한 논쟁은 선행연구의 과반수를 차지할 정도로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관련 선행연구 전반을 먼저 정리하기로 한다.22)
양혜란은 전체 97회로 이루어진 조선도서본을 대상으로 <임화정연>의 서사를
분석한 결과, 47회를 전후로 하여 갈등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전
반부는 주인공 임규의 혼사장애가 부각되는 ‘애정적 갈등’이 주도하는 반면,
후반부는 금오 여익의 정실, 부실 간 갈등이 중심이 된 ‘가정적 갈등’이 주도
하고 있다는 것이다.23) 양혜란은 이를 “二元化된 構造”24)라고 칭했다.
<임화정연>의 전반부와 후반부 주인공이 서로 다른 인물이며, 구조 또한 이원
21) 정규복은 <임화정연>의 경개를 소개하고, ‘구성의 근대화’를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정규복, 앞의 글, 1966.
22)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을 주 대상으로 삼은 19편의 선행연구 중 구조적 불연속성 논
쟁에 관련된 선행연구는 다음의 13편이다. 양혜란, 앞의 글, 1980; 이현국, 앞의 글, 1983;
박경신, ｢<임화정연>의 전반부 중심인물고: 작품 전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진단학보 64,
1987; 박경신, ｢임화정연｣, 韓國 古典小說 作品論: 玩巖 金鎭世先生 回甲紀念論文集 , 집문
당, 1990, 1031∼1052면; 신동익, ｢<임화정연> 연구｣, 국어국문학연구: 연거제 신동익박사
정년기념논총 , 경인문화사, 1995; 송성욱, ｢<임화정연> 연작 연구｣, 고전소설연구 10,
1995; 엄기주, ｢<임화정연> 연작 연구｣, 국어국문학 116, 1996; 정종대, ｢<임화정연>과 가
족주의의 확장｣, 국어교육 92, 1996; 오현숙, ｢<임화정연>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
논문, 1998; 조광국, ｢<임화정연>에 나타난 가문연대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22,
2002; 송성욱, ｢필사본 <임화정연> 72책본 텍스트 연구: 구활자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문화 36, 2005; 송정진, ｢<임화정연> 연구: 필사본 72권 72책을 중심으로｣, 고려대 석
사논문, 2009; 김지연, ｢<임화정연>의 서사 전략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0.
23) “이 작품의 전반부의 갈등구조는 다양한 작품주지들이 혼사장애주지와 병열형태로 펼쳐
져 주제적 다양성을 보이나 본장에서는 애정갈등주지로 그 맥을 일관시켜 보고자 하며, 후
반부에서는 일부다처제에서 빚어지는 모순, 즉 정·부실을 중심으로 가족관계내에서 벌어지
는 갈등의 구조를 핵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양혜란, 앞의 글, 1980, 31면.
24) 위의 글, 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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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는 결론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의문을 품었다. 그러나 송성욱이 “<임
화정연>을 읽어본 독자라면 누구나 그 구조의 불연속성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25)이라고 언급했듯이, <임화정연>의 구조가 불연속적이라는 것은 쉽게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었다. 문학적으로 높게 평가된 작품들은 대개 통일성을
갖춘 구조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임화정연>은 예외였다. 조광
국이 “이 작품에 대한 논의는 ‘작품세계의 불연속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
다.”26)고 언급한 대로, 이 문제는 <임화정연> 연구의 핵심 쟁점이자 오랫동안
풀리지 않은 난제이다.
선행연구가 제출한 답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전반부
와 후반부의 불연속적인 서사구조를 이어주는 일종의 숨은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고 가정하고, 그것을 찾아내 연속성이 존재한다고 논하는 방식이다. 다수의 선행
연구가 이 길을 택했다. 양혜란의 ‘이원화’ 논의에 최초로 이의를 제기한 이
현국은 ‘가문을 기반으로 한 인간관계의 연속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임화정연>의 전반부가 임규를, 후반부가 정연경을 주인공으로 한 서사가 전
개되고 있어 불연속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두 주인공은 혼인을 통해 이어지므
로 가문을 중심으로 본다면 연속적이라는 것이다.27) 엄기주는 전반부와 후반부
의 공통점으로 ‘봉건적 가정에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규범’을 꼽았고,28) 정종
대는 ‘가족’을 들었으며,29) 조광국은 ‘복수 가문의 병렬적 연대’를 지목했
다.30) 송정진은 전반부와 후반부의 접점으로 ‘혼인’과 ‘가부장제 질서’에
주목했고,31) 김지연은 이를 ‘전략적 선택’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
25) 송성욱, 앞의 글, 1995, 350면.
26) 조광국, 앞의 글, 2002, 164면.
27) 이현국, 앞의 글, 1983, 49∼71면. 이현국은 그 외에도 작품 후반부의 주인공을 여익이 아
니라 정연경으로 보아야 한다고 논했다. 이후에 제출된 대부분의 후속연구들도 후반부의 주
인공을 정연경으로 보고 있다.
28) “<임화정연>은 전·후반으로 나뉘지만 전반부에서 반복된 혼사장애담은 林府와 관련되
고 후반부에서 전개된 애정갈등 및 신분갈등은 鄭府의 1대와 2대가 구성되는 과정을 보여
준 작품으로, 그 가운데서도 주로 봉건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요구되는 규
범들을 다루었다 하겠다.” 엄기주, 앞의 글, 1996, 224면.
29) “이 작품의 전체 순차구조를 살펴보면, 앞부분은 정현의 딸 연양의 결연담과 사위 임규
의 영웅담이고, 뒷부분은 아들 연경의 결연담이다. 그러니까 이 소설은 정현의 가족 이야기
다.” 정종대, 앞의 글, 1996, 206면.
30) “<임화정연>은 ‘複數 家門의 竝列的 連帶’를 구성원리로 하여 작품세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조광국, 앞의 글, 2002, 165면.
31) “전반부에서 혼인을 통해 가문 완성의 전제를 마련하였다면 후반부에서는 공고하게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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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32) 다양한 답이 제시되었지만 전체 서사구조의 일관성을 찾으려는 의도나
방법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의 선행연구는 <임화정연>의 다양한 의미망을 포착해 내는 데에
는 상당한 기여를 했으나, 애초에 제기된 문제와 약간 어긋난 층위의 답을 제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불연속성 문제가 애초에 제기된 이
유는 작품에 ‘영웅의 일대기’나 ‘삼대록계 서사’와 같이 단일한 주인공 또
는 주인공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일관된 서사구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구조 층위의 불연속성에 대해 ‘인간관계’나 ‘가문’, ‘규범’, ‘성장’과
같은 의미 차원의 연결고리를 제시하고 이로써 구조의 불연속성 문제가 해결되
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구조와 의미의 층위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반박이 제기될 수 있다.33) 애초에 제기된 문제에 정확하게 답한 것이 아니라면,
쟁점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는 ‘관련작’ <쌍성봉효록>을 참고하여 <임화정연>의 불연속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다.34) 박경신과 송성욱, 오현숙의 연구가 이에 해당된다. 박경
신은 <임화정연>이 정부를 주인공 가문으로 한 가문소설이라고 주장했다.35) 이
렇게 볼 수 있는 유력한 근거는 작품의 서두가 정부의 내력 소개로 시작되며,
정연경의 딸 정계임 부부의 갈등이 <쌍성봉효록>에서 서술될 것이라는 후속서사
예고였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 박경신은 <임화정연>의 주인공이 정연낭과 정
리 내린 가부장제 질서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형상화했다고 볼 수 있다.” 송정진, 앞의
글, 2009, 101면.
32) “서사 중반에서 정연경이 부상하는 것은 분명하다. …(중략)… 이것을 두고 불연속적이
라거나 단절적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속적인 맥락 속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서사
를 확장하기 위한 <임화정연>의 전략적인 선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지연, 앞의 글,
2009, 82면.
33) 이러한 문제점은 양혜란과 송성욱의 질의, 응답에서 한 차례 언급된 바 있다. 발표자 송
성욱이 <임화정연>의 구조가 불연속적이라고 언급한 점에 대해, 질의자 양혜란은 “‘혼사
성립과정’에서의 애정갈등과 가정적 갈등을 인과적으로 통합”해서 본다면 가문소설의 구
조로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송성욱은 “그들의 삶
을 동질적인 의미로 규정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견
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송성욱, 앞의 글, 1995, 382∼385면의 ‘질의’와 ‘응답’ 참조.
34) 선행연구에서는 <쌍성봉효록>을 ‘속편’, ‘후편’으로 칭했지만, 이 글에서는 <쌍성봉
효록>을 <임화정연>과 ‘관련작’으로 칭한다. 그 이유는 뒤이어 나올 3절 ‘연구대상’에
서 설명한다.
35) 박경신, 앞의 글, 1987. 박경신은 그 외에도 <임화정연>의 서두 부분에서 가문의 내력을
서술하는 순서가 정부와 임부 순으로 되어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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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경으로, 전·후반부 모두 “鄭府를 중심으로 하는 일관된 구조”36)를 갖춘 가
문소설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쌍성봉효록> 역시 정부를 중심축으로 하여 서
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송성욱도 <쌍성봉효록>을 참고해야 <임
화정연>의 서사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임화정연>의 마지막 부
분에 간략하게 서술된 내용이 <쌍성봉효록>에서 본격적으로 서술되면서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 주목,37)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이 동일한 작가에 의해
연속적으로 창작되면서 ‘미완성의 전편을 후편을 통해서 완성’하는 서사구조
를 갖게 되었을 수 있다고 보았다.38) 오현숙은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이 원
래 하나의 작품이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다. 원래 하나의 작품이었던 ‘母
本 <임화정연>’이 후대에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으로 분화되면서, 작품의
서사구조가 불연속적으로 되었다는 주장이다.39)
두 번째 방식의 선행연구는 애초에 제기된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들 역시 기존에 제기된 의문점들을 충분히 해소
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 박경신의 추정은 6년 후 <쌍성봉효록>이 발견
되면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40) <쌍성봉효록>은 예상과 달리 임부의
비중이 더 높았고, 이로 인해 <임화정연>을 정부 중심으로 읽어야 할 근거도 사
라졌다. 송성욱은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이 동일한 작가에 의해 연속적으로
창작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지만, 1년 후 엄기주는 <임화정연>과 <쌍성봉
효록>의 성격이 이질적임을 지적하고, 이를 근거로 “두 작품은 連作 關係를 이
루고 있지만 세계관이 상이한 두 작가에 의해 각각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
36) 위의 글, 230면.
37) “후편에서는 교씨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임부와 정부가 그 화액을 같이하는 공동운명체
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전편에서 임규와 정연경의 삶이 각각
나누어져 서술되던 것이 여기에 와서는 서술양상이 겹쳐지면서 급기야는 그 운명을 같이
하는 성격으로까지 발전되어 감을 알 수 있다.” 송성욱, 앞의 글, 1995, 367면.
38) “96회와 97회에 걸쳐 마무리 장면을 설정하고는 있지만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어떤
연결선도 마련하지 못한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장편을 창작한 작
가가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리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작가가 후편을 통해 전편의 이
야기를 완결짓고 있다면 사정은 달라지는 셈이다.” 위의 글, 362∼363면.
39) 오현숙은 분량, <옥원재합기연> 소재 소설목록, <옥수기> 발문의 언급, 서사 전개 양상 등
을 살핀 결과,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은 연작 관계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두 작품의 관계에 대해 살핀 결과, 축약 및 개작, 결말 구조, 인과관계의 세 가지 근거를 들
어 현존하는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은 단일한 모본 <임화정연>에서 분권화가 되어 나
온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오현숙, 앞의 글, 1998, 9∼50면.
40) 엄기주, 앞의 글,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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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1)며 송성욱의 가설에 상반되는 견해를 제시했다. 오현숙의 연구는 ‘모본
<임화정연>’이 현존하는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으로 분리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42) 엄기주가 제기한 두 작품의 이질
적 성격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이나 반론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방식의 연
구로도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결론은 도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금까지 <임화정연>의 구조적 불연속성 문제를 둘러싼 선행연구의 논의를 살
펴보았다. 이제 다른 주제를 다룬 선행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 외의 선행연구들은 크게 ‘① 국적과 창작시기에 대한 논의’, ‘② 이본에
대한 논의’, ‘③ 작중인물에 대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임화정연>은 일부 선학에 의해 중국 소설의 번역으로 언급되기도 했지만,
<임화정연>을 우리나라 작품으로 거론한 <제일기언>이 발견되면서 국적 문제는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고 있다.43) 창작시기는 18세기 말∼19세기 초,44) 19세기
무렵45) 등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아직까지 <임화정연>의 창작시기를 보다 구체
41) 엄기주, 앞의 글, 1996, 224면.
42) 오현숙은 <쌍성봉효록> 16권의 ‘팔십 권 번역’ 필사기를 80권짜리 모본 <임화정연> 중
<쌍성봉효록>의 내용만을 일부 취해서 16권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했지만, 반드시 그
렇게 보아야 할 근거는 없다. 또 오현숙은 <옥원재합기연> 소설목록에 연작은 전편과 속편
의 제명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임화정연>은 ‘님화뎡문녹’만 있고 <쌍성봉효록>의 제
명이 보이지 않으므로 <임화정연>은 원래 연작이 아니라 단일한 ‘모본 <임화정연>’이었
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른 지적으로, <옥원재합기연>의 소설목록에는
<이씨세대록>이나 <임씨삼대록> 등 연작임에도 불구하고 제명이 함께 기록되지 않은 사례
가 있다. 축약이나 개작 등 분권화의 근거도 제시한 현상도 다른 이유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설득력 있는 논의로 인정하기 어렵다.
43) 허용은 <임화정연>의 서사가 ‘영웅의 일생’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 과거제와 등문고 등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풍속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화정연>이 조선조의 창작
소설이라고 논한 바 있다. 허용의 연구에서는 거론되지 못했으나, 같은 해 <임화정연>을 조
선의 작품으로 기록한 <제일기언> 서문이 소개되면서 <임화정연>은 우리나라의 작품임이
거의 확실해졌다.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中國學論叢 1, 1984; 허용, ｢<임화정연>
고｣, 연세어문학 17, 1984.
44) 허용은 작품의 인물형상이라든가 화폐경제의 요소가 <낙천등운>이나 <보은기우록>과 유
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임화정연>의 창작시기를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추정했다. 위
의 글.
45) 조광국은 <임화정연>이 혼인을 통한 가문들의 연대 중 기득권을 지닌 권문세가의 혼사는
부정적으로 묘사한 반면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부상하는 신흥가문들의 연대는 긍정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것이 “완숙한 벌열기를 거친 후 권문세가 내지는 벌열이 사
회적 모순을 일으키던 19세기 조선사회의 상황과 상응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임화정
연>은 노론 벌열이 통치하던 19세기 세도정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출현되었다
고 보았다. 조광국, 앞의 글, 2002, 1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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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추정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임화정연>의 이본에 대한 논의는 2004년 72책본 <임화정연>이 공개되면서 본
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송성욱은 조선도서본과 새로 발굴된 72책본을 비교해 그
특성을 살핀 결과, 72책본에도 생략된 부분은 있지만 조선도서본에 비해 <임화
정연> 원본의 모습에 근접한 이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46) 한편 72책본이 선본
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고 있지만, 이 이본 역시 축약본이어서 선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한다.47)
<임화정연>은 작중인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 일찍이 정규복은 <임화
정연>의 인물들이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 기준으로 쉽게 유형화되지 않는다는 점
을 특징적 면모로 지적한 바 있다.48) 양혜란,49) 허용,50) 한길연51)은 <임화정연>
의 시비 석가월의 형상이 독특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여미주,52) 진부인,53) 정현
46) 송성욱은 몇몇 지엽적인 장면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72책본의 서술이 더 자세하
다는 점을 발견했다. 특히 72책본은 여성들의 심리적 정황이나 신세 모순 등에 대한 서술이
섬세하고 풍부하게 남아 있었다. 송성욱, 앞의 글, 2005.
47) 정명기는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낙질본들을 검토한 결과, 72책본은 필사 과정에서 생
긴 서술문면의 축약과 발화 주체의 착종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근거
로 72책본이 선본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명기, ｢강촌재본 임화정연긔봉』
을 넘어서: 세책본소설·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본·구활자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본
｣, 열상고전연구 41, 2014.
48) 정규복은 <임화정연>의 인물이 고전소설의 유형적 인물설정에서 탈피해 현실적이면서 생
생하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등장인물인 금오 여익을 선인과 악인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중간인물’로 규정한 점, <임화정연>이 계모형 인
물이나 기타 인물묘사 등에서 기존의 고전소설들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는 논의가 그러
하다. 정규복, 앞의 글, 1966.
49) 양혜란은 주인공의 배후에서 사건을 조종하는 ‘幕後人物’의 유형으로 석가월을 다루면
서, 고전소설에서 侍婢의 신분으로 등장하는 인물의 전형성을 극복한 새로운 인물형이 만들
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양혜란, 앞의 글, 1980, 79∼80면.
50) 허용은 <임화정연>의 여러 인물에 대해 논하면서, 특히 석가월은 ”天助가 아닌 현실적인
방법을 써서 주동인물을 도와주고 天上的 인물이 되어가니, 천상과 지상, 초월적인 것과 현
세적인 것, 선과 악 등을 넘나드는 경계인(marginal man)으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에서 주목했다. 허용, 앞의 글, 1984, 117면.
51) 한길연은 석가월이 시비의 신분이면서도 주인에게 부속된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자각적인 자세로 삶을 바라보는 개성적인 인물이라는 점에서 소설사적으로 의미 있는 보조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길연은 후속 연구에서 석가월이 자신만의 탈속 공간을 찾아간다
는 점에서 단편 여성영웅소설에 종종 나타나는 여성의식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았다. 한길
연, ｢대하소설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임화정연』, 화정선행록』, 현씨양웅쌍린기』 연
작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7; 한길연, ｢탈속 공간을 지향하는 여성영웅들에 관한
소고: <화정선행록>의 “충효혜”와 <임화정연>의 “석가월”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7,
2002.

-11-

의 첩 오씨와 임규의 첩 양씨54) 등도 연구자들에 의해 주목받았다.
이상으로 <임화정연> 연작에 대한 선행연구의 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했
다. 정규복이 <임화정연>에 대한 최초의 논문을 제출한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임화정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많이 밝혀졌다. <임화정연>의 국적은 우
리나라임이 확실해졌으며, 창작시기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무렵으로 의견이
수렴된 듯하다. 관련작 <쌍성봉효록>이 발견되었으며, 최근에는 보다 원본의 모
습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받는 72책본이 공개되기도 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
물들의 다채로운 모습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조명되면서 해석의 폭도 넓어졌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한계점도 분명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임화정연> 연구의
오랜 과제인 ‘구조적 불연속성’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답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임화정연> 작품 전반의 문학적 특징에 대한 본
격적이고 심층적인 논의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조적 불연속
성’ 문제는 <임화정연> 연구사의 오랜 숙제이자, 회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3. 硏究對象
제대로 된 작품 연구를 위해서는 해당 작품에 대한 충실한 자료 조사가 필수
적이다. 그런데 <임화정연>은 1966년 최초의 연구가 제출된 이래 50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체 이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임화정연>의 이본은 현재 8종이 확인된다. 완질본 2종과 낙질본 6종이다.
52) 조광국은 여미주가 처음에는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지지만 나중에는 가문 구성원에 의해
수용되는 점을 지목하면서, 그 원인을 士族 여성의 애욕이 긍정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19세기의 시대적 의식 변화에서 찾았다. 조광국, ｢<임화정연>의 여미주 성격에 대한 고찰｣,
언어와 진실 , 2003.
53) 한길연은 딸의 혼사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정현과 진부인의 입장 차이가 이성적 측
면을 중시하는 부성적 사유와 감성적 측면을 중시하는 모성적 사유의 충돌이며, 이 과정에
서 모성적 사유의 소유자인 진부인의 입장은 철저히 외면되고 부정된다고 지적했다. 한길
연, ｢장편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어머니의 존재방식과 모성｣,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2007.
54) 허순우는 고전소설의 첩 관련 서사가 쟁총과 악행, 그리고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부각시
키는 방향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임화정연>의 첩 관련 서사는 실제 인물들이 보
이는 감정과 그들이 처한 현실에 주목한 결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었다고 논했다. 허순우,
｢<임화정연> 소재 첩 관련 서사의 양상과 그 의미｣, 어문논집 67, 2013, 177∼1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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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 소장 필사본 72권 72책
② 조선도서주식회사 1923∼1925년 발행 구활자본 6권 6책
③ 단국대 소장 필사본 권33 1책
④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필사본 권2 1책
⑤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장 필사본 권43, 44, 53, 57, 63, 65, 66 7책
⑥ 세창서관 1916년 발행 구활자본 권1 1책
⑦ 유일서관 1913년 발행 구활자본 권1 1책
⑧ 정명기 소장 필사본 권12, 권95 2책
이본 중 ‘① 개인 소장의 필사본 72권 72책’과 ‘② 조선도서주식회사 1923
∼1925 발행 구활자본 6권 6책’ 두 종은 완질본이다. 72책본은 필사 과정에서
축약이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현존하는 이본 중에서는 가장 많은 내용을 보유하
고 있으므로 본고의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55)
‘③ 단국대 소장 필사본(이하 단국대본)’, ‘④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
관 소장 권2 1책(이하 뿌리깊은나무본(1)),’⑤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소
장 권43, 44, 53, 57, 63, 65, 66 7책(이하 뿌리깊은나무본(2)),56)‘⑥ 세창서관 발
행 구활자본(이하 세창서관본)’, ‘⑦ 유일서관 발행 구활자본(이하 유일서관
본)’, ‘⑧ 정명기 소장 필사본(이하 정명기본)’은 낙질본이다. <임화정연> 낙
질본들은 72책본과 조선도서본의 성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비록 낙질
이지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홍희복의 <제일기언> 서문, 남윤원의 <옥수기> 발문, 각종 세책 장
부의 기록 등 <임화정연>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 역시 종합적으로 검토되지 않았
다. 본고는 이들을 모두 연구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본 논문은 <임화정연>의 특징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다른 작품
들을 참고해 가면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모든 한글장편소설을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임화정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품 및 장편소설사에서 대표적으로
55) 지금부터 이 글에서 인용한 <임화정연>은 별도의 표기가 없는 한 모두 72책본 <임화정
연>을 가리킨다.
56)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 <임화정연>은 2종이다. 이 논문에
서는 뿌리깊은나무본 2종을 각각 ‘뿌리깊은나무본(1)’과 ‘뿌리깊은나무본(2)’로 부르기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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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론되는 주요 작품들은 연구의 시야에 넣어 둘 필요가 있다.
먼저 <임화정연>의 ‘관련작’ <쌍성봉효록>을 연구대상에 포함시킨다. <쌍성
봉효록>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16권 16책의 한글 필사본이 유일본이다.57) <쌍
성봉효록> 16권 마지막 장에는 팔십 권을 번역했다는 필사기가 있어, 현존하는
<쌍성봉효록> 16권은 모본에 비해 권수가 5분의 1로 축소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 권수와 마찬가지로 글자 수도 5분의 1로 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서사의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축약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58)
이 작품은 원래 <임화정연>의 이본으로 알려져 있었으나,59) 1993년 엄기주는
<쌍성봉효록>이 <임화정연>의 후속서사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임화정연>의 ‘속편’으로 논한 바 있다.60) 선행연구에서는 <임화정연>과 <쌍
성봉효록>을 연작으로 보았지만,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의 관계는 일반적인
연작과 약간 다르다. 다만 아직까지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의 관계를 구체
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글
에서는 일단 <쌍성봉효록>을 <임화정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작품이라는
의미에서 ‘관련작’으로 칭하기로 한다.61)
작품 중에서 대략적인 시기 추정이 가능하고 소설사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한글장편소설로는 17세기의 <소현성록>62)과 18세기의 <완월회맹연>,63) <유효공
57) 표제는 ‘쌍셩봉효녹’ 또는 ‘쌍셩봉효록’, 내제는 1권의 경우 ‘님화뎡연소셜 쌍셩봉
효록 샹’, 2권부터 16권까지는 차례로 ‘쌍셩봉효록 권지이’부터 ‘쌍셩봉효록 권지십뉵
종’으로 되어 있다. 각 권은 70∼80장, 한 면은 10행 24∼26자로 되어 있다. 면의 상단 중
앙에 한자로 장수가 표시되어 있고, 각 장의 모서리에는 세책본에 흔히 보이는 ‘침자리’
가 보인다. 작품의 전체 분량은 약 61만1천자로 추산된다.
58) 송성욱은 현존하는 <쌍성봉효록>이 설영의 반란을 진압하는 장면, 임효영의 귀가, 정세윤
과 초소저의 혼인, 임유영과 여소저의 혼인, 교소교의 악행 등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 정도
로 원작의 상당 부분을 축약해 놓은 이본임을 지적했다. 송성욱, 앞의 글, 1995, 353∼355면.
59) 김기동은 활판본 고전소설의 목록을 제시하면서 <쌍성봉효록>을 <임화정연>의 이본으로
간주, <林花鄭延>(四姓奇逢·雙星奉孝錄)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는 <쌍성봉효록>의 첫 부분이
<임화정연>의 내용 요약으로 시작되고, 끝 부분 역시 <임화정연>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끝나기 때문에 발생한 착오로 추정된다. 김기동, ｢고전소설의 서지학적 고찰｣, 국어국문학
51, 1971, 103면.
60) 엄기주, ｢<쌍셩봉효록> 小考｣, 성균어문연구 29집, 1993.
61)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3장 3절과 5장 1절에서 보다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62) <소현성록> 완질본은 5종이 현존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선본은 이화여대에서 소장하고
있는 15권 15책 <소현성록>이라고 한다.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화여대 박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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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록>64)과 <유씨삼대록> 연작,65) <옥원재합기연>66)을 꼽을 수 있다. 위의 작품
들은 창작 시기가 어느 정도 분명하게 추정될 뿐만 아니라 문학적 위상의 측면
에서 17세기와 18세기의 한글장편소설을 대표하는 주요 작품들로 간주할 수 있
다.
한편 남윤원은 <옥수기> 발문에서 당대의 대표적 한글장편소설로 <임화정연>
과 <명행정의록>을 꼽은 바 있다. <옥수기> 발문의 기록에서 두 작품이 인기를
누리던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남윤원이 <임화정연>과 <명
행정의록>을 비슷한 유형의 작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
다. <명행정의록>은 <보은기우록>의 속편이다. <명행정의록>은 <임화정연>과 작
품의 분량 및 성격이 비슷할 뿐만 아니라, <보은기우록>67)과 <명행정의록>68) 연
문, 1993, 9면; 노정은,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화 변이 양상: 이대본과 서울대 21권본을 중
심으로｣, 고려대 석사논문, 2004, 95면.
63) <완월회맹연>의 완질본은 서울대본과 낙선재본 2종이다. 김진세와 이현주는 서울대본이,
정병설은 낙선재본이 선행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두 이본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선행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다.(김진세, ｢<완월회맹연>, 화경고전문학연구회, 고전소설연구 ,
일지사, 1993, 580면;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16∼19면; 이현
주, ｢<완월회맹연>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2011, 12∼46면) 한편 <완월회맹연>은 서울대본
을 저본으로 하고 전사상태가 고르지 않은 경우에는 낙선재본을 참고해 보충한 독해본(김진
세, 완월회맹연 1∼12, 서울대학교출판부, 1987∼1994)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서울대본
과 낙선재본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두 이본을 교합한 독해본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정병설, 앞의 책, 1998, 31면) 본 논문에서도 <완
월회맹연>을 인용할 때에는 이 독해본을 사용하기로 한다.
64) <유효공선행록>의 이본 중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6권 6책 <유효공선행록>을 연구대상
으로 삼는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유효공선행록>의 이본들 사이에는 작품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차이가 없다고 한다. 김성철, ｢<유효공선행록>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2,
10∼11면.
65) <유씨삼대록>은 40여 종의 이본이 확인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선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20권 20책 <유씨삼대록>이다. 김현숙, ｢<劉氏三代錄> 硏究: 三代記構成을 中心으로｣,
이화여대 석사논문, 1989, 10∼13면.
66) <옥원재합기연>은 완질본 2종이 있다. 선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21권
21책 <玉鴛再合奇緣>이다.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온양정씨 필사
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권 1
호, 1990, 174∼175면.
67) <보은기우록>의 완질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18권 18책 <報恩奇遇錄>
과 서강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10권 10책 <報恩奇遇錄> 2종이다. 이 중 한국학중앙연구
원 소장본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두 완질본의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최수현, ｢<報恩奇遇錄>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5, 6∼8면.
68) <명행정의록>의 완질본은 2종이 확인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선본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서 소장하고 있는 70권 70책 <明行貞義錄>이다. 서정민, 앞의 글, 2006, 10∼13면.

-15-

작은 18, 19세기 무렵의 주요 작품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시야에 넣어 둘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인 <소현
성록>, <완월회맹연>, <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 연작, <옥원재합기연>, <보
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 연작을 참고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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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異本 및 關聯 資料
1. 異本 現況
1)완질본
(1) 72책본 <林花鄭延奇逢>
72책본 <임화정연>은 72권 72책의 한글 필사본으로, 표제는 ‘林花鄭延奇逢’
이며, 내제는 1권∼10권의 경우 ‘님화뎡연긔’, 11권∼72권은 ‘님화뎡연긔봉’
으로 되어 있다.1) 글씨는 가지런하고 정성들여 쓴 궁체로 필사되어 있으며, 낙
서나 파손된 부분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보존 상태가 양호하다. 각권은 70면∼
77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76면인 경우가 가장 많다. 72책본의 각 권당 글자 수
는 16,000자에서 24,000자까지 비교적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2) 72책본의 전체
분량은 대략 150만자로 추산된다.3)
선행연구에서는 72책본과 조선도서본을 비교하고, 72책본도 일부 매끄럽지 않
은 부분이 있어 원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현존하는 이본 중 원본의 전체 내용
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4) 또 72책본은 조선도서본보다 서
술이 풍부하지만 전체적인 서사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았는데, 본 연구에서 낙질
본을 포함해 검토한 결과 72책본과 조선도서본은 다른 이본에 비해서도 내용의
차이가 비교적 적은 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5)
여기에서는 72책본의 기본적인 서지 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72책본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후 다른 이본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상세하게 논의될 것이다.

1) 필자는 여러 경로로 72책본의 소장자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실물을 열람할 수 없었다. 72
책본의 서지사항에 대한 정보는 72책본의 영인본과 선행연구의 논의를 토대로 적은 것이다.
2) 72책본은 모든 권이 11행으로 필사되어 있다. 다만 1행 당 글자 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다. 1권부터 3권은 1행이 20자 내외이며, 비교적 크고 또박또박한 필체로 충분한 여유 공간
과 함께 본문이 필사되어 있다. 이 부분의 1면당 글자 수는 대략 220자 가량이다. 그런데 4
권 이후부터는 점차 글자의 크기가 작아지고 조밀해지기 시작한다. 55권이나 58권은 1행 당
글자 수가 30자, 1면당 글자 수가 300자를 넘기도 한다. 한 줄당 글자 수는 해당 권의 앞(2
∼3면)과 중간(30∼35면), 뒤(70∼75면)의 1행 당 글자 수를 평균한 수치이다.
3) 선행연구에서는 72책본의 전체 분량을 190만자로 언급한 바 있다.(박재연 외 교주, 앞의
책, 2008, 1면) 그러나 본 논문의 계산 결과 72책본의 전체 분량은 대략 152만5천자 내외이
다.
4) 송성욱, 앞의 글, 2005.
5) 이 점은 다음 ‘2) 낙질본’ 항에서 각 낙질본들을 72책본과 비교, 검토하면서 자세히 논
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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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선도서본 <四姓奇逢 林花鄭延>
조선도서본의 표제는 ‘四姓奇逢 林花鄭延’, 내제는 ‘四姓奇逢 林花鄭延 卷
之一 림화뎡연 권지일’이다. 체제는 6권 6책으로, 1권부터 4권까지는 1923년, 5
권은 1924년, 6권은 1925년 출간되었다. 글자 배치는 면당 16행 46자로, 일반적
인 구활자본보다 글자의 크기를 줄여 지면 당 글자 수가 더 많다. 전체 글자 수
는 약 81만자로 추산된다. 1925년 완간된 조선도서본 <임화정연>은 1928년 다시
발행되었으며, 1938년에는 박문서관에서 조선도서본과 동일한 판본의 <임화정
연>을 발행하기도 했다.
조선도서본 1책은 2개의 編으로 구성되고, 각 편은 6회의 장회로 구성되어 1
권부터 3권까지는 각 권이 2개의 편과 12회의 장회로 구성된다. 1권부터 3권까
지는 72책본에 비해 서술이 다소 축약되어 있을 뿐 큰 차이가 없는데, 축약의
정도가 심해지고 편집 체제도 흐트러진다.6)
조선도서본이 출판되기 이전인 1913년 유일서관에서, 1916년 세창서관에서
<임화정연>을 발행한 적이 있었지만, 완질본은 조선도서본 뿐이다.7) 조선도서본
과 세창서관본은 그 체제와 내용이 흡사하지만 세부적인 문장과 어구는 부분적
인 차이를 보인다. 두 이본이 동일 계열이기는 하지만 조선도서본이 앞서 출판
된 세창서관본을 직접적인 모본으로 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8)
여기에서는 조선도서본의 기본적인 서지 사항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조선도
서본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후의 논의 과정에서 72책본과 함께 보다 자세하게 다
루어질 것이다.

6) 조선도서본은 1권부터 4권까지가 같은 해에 출간되었으며, 3권까지는 축약의 정도가 크지
않은데 4권부터 큰 폭의 축약이 나타난다. 또 조선도서본의 1권부터 3권까지는 비교적 일관
적인 방식으로 편집되어 있는 반면 4권 이후부터는 장회 하나의 면수가 8∼10면으로 줄고,
한 권당 장회 수도 12회에서 4권 20회, 5권 21회, 6권 20회로 늘어난다. 또 5권과 6권에서는
10편과 12편의 표기를 누락하는 등 체제가 흐트러진다. 4권부터는 비용이나 시간 등의 문제
로 출간을 서둘렀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7) 조선도서본보다 먼저 발간되었던 유일서관본과 세창서관본의 완질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조선도서주식회사에서 동아일보에 낸 광고를 보면, “諸位의 日時로 苦待하시든 小說 / 朝
鮮古代의 名作인 四姓奇逢이 今에 完帙出來하얏슴니다!”(동아일보 1925년 2월 25일자 광고)
라고 되어 있어 최초의 구활자본 <임화정연> 완질본은 1925년 조선도서본일 가능성이 있다.
8) 세창서관본의 장회 제목들은 일부 표기의 차이만 제외하면 조선도서본의 장회 제목과 동
일하다.

-18-

2)낙질본
(1) 단국대본
단국대본의 전체 권책 수는 미상으로, 33권 1책만 현존한다. 표제는 ‘四姓奇
逢 第三十三’, 내제는 ‘님화뎡연긔 졔삼십삼’이다. 33권은 48장이고, 매장은
10행 16∼20자 내외로, 총 글자 수는 약 18,500자이다. 마지막 장에는 ‘갑진
츈모일셔’라고 되어 있다.9) 단국대본 33권의 내용은 72책본의 25권 60면부터
26권의 46면에 해당하며, 임규가 출전하러 나갔을 때의 서사를 다루고 있다. 72
책본은 같은 내용을 조금 적은 17,000여자로 서술했다.
단국대본은 비록 낙질 1책에 불과하지만, 서술은 72책본보다 자세하고 풍부한
편이다. 예컨대 단국대본에는 북지국의 부마 공연찬이 임규의 화살에 맞아 부상
당하자 아내 영릉공주가 그를 용렬하다고 질책하며 치료를 거부하는 대목이 상
세하게 서술되어 있다.10) 72책본에서는 이 장면이 없다. 인물의 대화 역시 단국
대본이 상세하다. 이를테면 임규의 군대와 북지왕의 군대가 교전하려는 대목에
서 단국대본에서는 수춘원의 발화로 서술된 내용을 72책본에서는 서술자가 요약
해서 서술하고 있다.11)
9) 단국대본은 계선이 붉은 색이며, 어미 상단에는 ‘江華’, 하단에는 ‘淨道’라는 글자가
있다. 표지 장정이나 제책 형태, 지질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갑진년이 가리키는 연도는 1864
년보다 1904년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10) 왕이 크계 놀나 살 마진 을 자시 보니 갑(鉀)이 구든 고로 깃피 상치 안여시되 피 낭
이 흘으거날 급히 약(藥)을 붓치고 붓들어 휴당(後堂)의 드러가 구호(救護)니 공(公主)
부(駙馬)의 살 마지물 용열(庸劣)타 (責)는지라. 부마 더욱 노여 번뢰(煩惱)거날 왕
이 위로(慰勞)고 공쥬을 여 구호라 나 공쥬 작일(昨日) 부마의 무례(無禮)물 노
여 흡연(洽然)미 업고 궁여(宮女)로 붓들어 구호계 이 부마 졀치통(切齒痛駭)여
공쥬을 쥭이고져 나 그 용뫼(容貌)을  즉 졍신(精神)이 황홀(恍惚)여 긔운(氣運)이
츅쳑 용화긔질(容華氣質)을 앗계 요(僥倖) 그 마음이 다라 화락(和樂)물 어들가
분을 참고 머리을 슉여 져의 능만(凌慢)물 감슈(甘受)고 장부(丈夫)의 긔운을 억졔(抑制)
니 여(女色)이 실노 셩(城)을 기우리드라. 츈원이 한왕(漢王)을 물이치고 본진(本陣)으로
도라오니 양편이 다 진을 거두어 도라오(단국대본 33권 43∼44면), 72책본은 26권 40면
참조.
11) 언미필(言未畢)의 쵸(哨馬) 급보(急報) 왈, “연병(燕兵)이 셩(城) 박계 와 싸홈을 도〃와
질욕(叱辱)난니다.” 연찬이 로(大怒)여 즉시 갑쥬(甲冑)을 갓쵸고 나와 호고져 든
니 슈션봉이 다라 왈, “쇼장(小將)이 션봉(先鋒)이〃 당〃히 졉젼(接戰)헐지라. 원슈(元帥)
는 〃인마(大隊人馬)을 거날여 즁군(中軍)의 계시옵쇼셔. 쇼장이 면젼츌젼(面前出戰)여
작일(昨日) 한을 셜리다.” 언파의 피갑마(被甲上馬)여 유협창(柳葉槍)을 빗기고 면져
말을 모니(단국대본 33권 36면) 72책본은 26권 31∼3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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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국대본은 내용의 오류나 모순이 적은 편이다. 한 예로 한왕이 북지국
군대에게 패해 쫓기다가 임규의 병사들이 구해주어 위기를 면한 후 부하 장수들
과 만나는 장면을 들 수 있다.12) 72책본은 임규가 보낸 병사들이 아군인 한왕의
군사와 교전했다고 되어 있어 문맥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다.13) 반면 단국대
본을 보면 임규의 병사들이 먼저 한왕을 구출하고, 한왕의 병사들은 헤매다가
적병을 만나 싸운 후 도착했다고 되어 있어 자연스럽다.
72책본은 서사의 흐름이 크게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단국대본에 비해 서술자
의 개입과 사건 서술, 인물의 대화 등의 서술이 조금씩 축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축약이 서사의 큰 변개를 가져오는 정도는 아니다.

(2) 뿌리깊은나무본(1)
뿌리깊은나무본(1)은 2권에 해당하는 낙질 1책만이 존재한다. 뿌리깊은나무본
(1) 2권의 표제는 ‘林華鄭延記 第貳卷’, 내제는 ‘님화뎡연긔 졔이’이다. 전
체 장수는 35장이다. 매면 12행, 1행은 대략 22∼27자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
장인 35장 앞면에는 ‘임진동 화동셔’라는 필사기와 함께 ‘主 韓鎬錫 得’
이라는 표기가 있다. 임진년은 1952년, 화동은 종로구 花洞으로 추정된다.14)
뿌리깊은나무본(1) 2권이 다루는 부분은 72책본의 1권 65면부터 2권 55면까지
에 해당하며, 정현이 임규를 정연낭의 배필로 정하지만 진부인은 임규의 못생긴
외모를 보고 남편을 원망하는 내용이다. 전체 분량은 대략 22,750여자인데, 같은
내용을 72책본에서는 14,500여자로 서술했다.
12) 이는 한왕(漢王)의 부장(副將) 윤이라. 왕의 (敗)물 듯고 구러 오다가 왕을 만나
급히 말계 날려 고왈, “쇼장(小將) 등이 본진(本陣)을 즉히엿드니 젼하(殿下) 젹장(敵將)의
긔 곤(困)시다 옵계 급히 군을 거날려 가옵드이 님원(林元帥)의 보신 븍병(伏兵)이
왕(大王)을 구여 모셔가 오 가신 곳을 지 못여 분황(奔遑)옵다가 북군(北
軍)을 만나 일군(一軍)을 엄살(掩殺)고 겨우  이로 왕의 귀쳬(貴體) 안강(安康)시
니 희(喜幸)여이다.”(단국대본 33권 11면) 72책본은 25권 74면 참조.
13) 조선도서본 역시 “림원슈(林元帥)의 보내신 복병(伏兵)이 대왕(大王)을 구하야 도라오신
다 하매 찻고자 하압던 차  젹병(敵兵)을 맛나 일진(一陣)을 엄살(掩殺)하고 지금 겨우 차
자 일으니이다.”(조선도서본 하권 54면)라고 되어있어, 이 부분은 72책본의 필사 과정에서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14) 뿌리깊은나무본(1)은 일본어가 인쇄되어 있는 종이를 표지로 재활용했다. 이러한 점을 고
려하면 필사기의 임진년은 1892년보다 1952년일 가능성이 높다. ‘임진동’이 1952년 초
겨울이라면 <임화정연>은 20세기 중반에도 필사본으로 향유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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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본(1)과 72책본의 서사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뿌리깊은나무본(1)
의 서술이 조금 더 상세하고 풍부한 편이다. 예컨대 진담이 동생 진명에게 진상
문과 정연낭의 혼사 주선을 부탁하는 장면을 비교해 보면, 뿌리깊은나무본(1)이
약간 더 자세하고 의미도 잘 통한다.15) 72책본도 일부 축약된 대목이 있는 이본
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뿌리깊은나무본(1)이 자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72책본
의 필사 과정에서 축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뿌리깊은나무본(2)
뿌리깊은나무본(2)는 권43,16) 권44,17) 권53,18) 권57,19) 권63,20) 권65,21) 권6622)의
15) 진낭즁이 뎡공(鄭公)의 셔(擇壻)믈 보고 놀 각되, ‘질녜(姪女) 미미 셩가(成
家)기을 밧비 아닐가 여드니 이졔 구혼(求婚) (媒婆) 나력부졀(絡繹不絶)니 져
졔(姐姐) 반다시 조당(阻擋)여 뎡공게 통(通)치 니미라.’ 고 효렴(孝廉)을 여 쥬션
(周旋)믈 쳥(請)니 효렴니 가장 불쾌(不快) 형니 여려 번 니루난듸 무루이 구지 못
여 조용니 뎡공을 보고 형의 구친(求親)든 졍(事情)과, “여려 번 간(諫)되 듯지 
니고 은근 을 한 번 통기을 쳥시 고로 무류이 거졀치 못여 형의게 진졍(眞
情)을 고나니 존의(尊意) 어더실지 량쳐지(自量處置)쇼셔.”(뿌리깊은나무본(1) 2권
12장 앞면∼12장 뒷면) 72책본은 2권 16∼17면 참조. 뿌리깊은나무본(1)은 서술이 보다 자세
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잘 통한다. 그러나 72책본에서는 서술도 간략할 뿐만 아니라 ‘조당
(阻擋)’이라는 단어가 잘못 쓰이고 있어 문장의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다.
16) 43권의 내용은 72책본의 37권 67면부터 38권 43면까지에 해당한다. 전체 분량은 대략
23,520여자인데, 72책본에서는 같은 내용을 15,500여자로 서술했다.
17) 44권은 앞표지와 첫 두 장이 망실된 상태로, 기존에는 권 미상의 자료로 소개되었다. 43
권은 여미주가 금오 여익의 명에 의해 북원 심벽 소당으로 쫓겨나는 대목에서 끝나는데, 이
부분은 72책본의 38권 43면에 해당한다. 그리고 권 미상의 맨 앞장은 금오 여익이 독주를
내리자 여미주가 유모와 함께 가출하는 내용으로, 72책본의 38권 45면에 해당한다. 두 부분
은 내용상 밀접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권 미상의 뿌리깊은나무본(2)는 44권으로 볼 수
있다. 44권의 내용은 72책본의 38권 45면부터 39권 19면에 해당한다. 전체 분량은 대략
21,620여자인데, 72책본에서는 같은 내용을 15,000여자로 서술했다.
18) 53권의 내용은 72책본의 45권 53면부터 46권 39면까지에 해당한다. 전체 분량은 대략
22,970여자인데, 72책본에서는 같은 내용을 14,500여자로 서술했다.
19) 57권의 내용은 72책본의 49권 59면부터 50권 51면까지에 해당한다. 전체 분량은 대략
21,250여자인데, 72책본에서는 같은 내용을 17,500여자로 서술했다.
20) 63권의 내용은 72책본의 56권 46면부터 57권 30면까지에 해당한다. 전체 분량은 대략
23,020여자인데, 72책본에서는 같은 내용을 18,500여자로 서술했다.
21) 65권의 내용은 72책본의 58권 70면부터 59권 61면까지에 해당한다. 전체 분량은 대략
28,920여자인데, 72책본에서는 같은 내용을 21,000여자로 서술했다. 39장이 마지막 장인데,
작품의 문장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이후에도 몇 장이 존재했었던 듯하다.
22) 66권의 내용은 72책본의 59권 62면부터 61권 8면까지에 해당한다. 전체 분량은 대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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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책이 존재한다. 뿌리깊은나무본(2) 43권부터 66권까지는 크기나 필사, 제책 방
식 등이 유사해 원래는 한 질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4권과 57권, 65권은 표지
가 유실된 상태이고, 63권과 66권은 종이로 되어 있으나 손상이 심한 편이며, 43
권과 53권은 종이 표지에 남빛 천을 덧씌워 놓아 표지의 상태가 가장 양호하다.
뿌리깊은나무본(2)에는 상당한 양의 낙서도 있다.23)
뿌리깊은나무본(2) 43권의 마지막 장에는 ‘셰임슐이월초칠일뎐셔우당교’,
53권에는 ‘을츅원월념후일뎐셔우당샹교’, 57권에는 ‘셰을츅삼월일뎐셔우당
교’라는 필사기가 있다. 43권의 임술년은 1862년 아니면 1922년이며, 53권과 57
권의 을축년은 1865년 아니면 1925년인데, 도서의 상태를 볼 때 19세기 중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각 권이 필사된 시기는 43권은 1862년 2월 7
일, 53권은 1865년 1월 20일경, 57권은 1865년 3월경이 되는 셈이다. 필사된 곳
은 당교 또는 당상교로 적혀 있는데 이곳이 어디인지는 미상이다.24) 뿌리깊은나
무본(2)이 세책본인지의 여부 역시 확실하지 않다.25)
뿌리깊은나무본(2) 7책과 72책본의 서사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뿌리깊은
나무본(2)의 서술이 전체적으로 조금 더 상세하고 풍부하다. 이를테면 소씨가 여
희주를 모함하기 위해 꾸몄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발악하자, 조옥연이 달
려와 시어머니 소씨를 진정시키는 대목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뿌리깊은나무본(2)
63권의 경우에는 소씨가 발악하게 된 이유를 조옥연에게 설명해주는 시녀의 말
이 거의 2장에 걸쳐 서술되어 있지만, 72책본에는 시녀가 올 것을 청하는 말만
듣고 조옥연이 상황을 파악해 소씨의 처소로 달려간 것으로 되어 있다.26) 그 밖
29,010여자인데, 72책본에서도 거의 비슷한 글자 수인 28,500여자로 서술했다.
23) 43권은 1면 앞표지의 뒷면에 남성의 성기 모양 그림과 ‘崔’, ‘某’ 등의 글자들이 적
혀 있고, 뒷표지의 뒷면에는 ‘龜龍’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다. 53권은 1면 앞장에 ‘呂調
陽雲’이라는 글자가, 마지막장인 40장의 이면에는 ‘가갸거겨고교구규그기’로 시작해서
‘가’행부터 ‘차’행까지 한글을 연습한 낙서와 말을 탄 사람의 그림이 있다.
24) 당교와 지명이 일치하는 곳은 경상북도 문경시 모전동과 상주시 함창읍 윤직리의 경계인
茅田川에 있었던 다리 唐橋로, 김유신이 소정방과 당나라 군사를 죽여서 묻었다는 유래가
있다. 53권은 당교가 아니라 당상교라고 했는데, 당상교라는 이름은 개성에 있는 다리인 堂
上橋와 일치한다. 다만 53권만 당상교라고 했다는 점에서 이곳은 가능성이 낮다.
25)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서 발행한 자료집에서는 이 7책의 뿌리깊은나무본(2)가
“당상교 세책점에서 필사되어 읽혔던 세책본”(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앞의 책,
2013, 58면)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명기는 뿌리깊은나무본(2)이 “세책본 소설의 일반적 서
지형태 등과는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점, 나아가 필사기의 장소 또한 일찍이 알려진 바
없었던 지역”(정명기, 앞의 글, 2014, 57면)이라는 점을 근거로 세책본이 아닐 수 있다고
보았다.

-22-

에도 72책본에는 서술이 적거나 없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27)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개의 경우 뿌리깊은나무본(2) 7책에서의 서술이 보다 자연스럽고 매
끄러우며, 72책본은 축약된 흔적이 엿보인다.28)
다만 뿌리깊은나무본(2)의 서술에도 부자연스러운 대목이 존재한다. 57권 12면
에서 시비들의 대화가 누락된 부분,29) 65권 25면에서 정연경에게 쌍둥이를 아들
로 삼으라는 농담 장면,30) 66권 26면에서 진상문이 진씨에게 계교를 가르치는
26) 이  됴시 깁흔 방듕(房中)의 쳐여 두문불츌(杜門不出)며 오일의  번식 구고(舅
姑)긔 문안(問安) 밧 머리 방 밧긔 왓지 아니〃 가듕(家中事) 젼연이 아지 못난
고로 소시의 화(死禍) 젼연이 아지 못엿드니 홀연(忽然) 시녜(侍女) 급히 와 소부인
혼졀(昏絶)여시믈 뎐니 됴시 경(大驚) 문왈, “무 병환(病患)이 계시드냐.” 시녜 
왈, “부인이 화(大禍) 만나 명일(明日)이면 복법(伏法)여 죽이신다 니 놀나 긔졀(氣
絶)엿나이다.” 됴시 실(失色)여 그 연고(緣故) 무 시녜 강을 뎐여 가로,
“우리 부인이 구비(貴妃)긔 쇼(讒訴)여 뎡츄밀 부인을 궐(闕內)의 유인(誘引)여 북
각(北閣)의 가도와 계시더니 …(중략)… 써 낣며 결(自決)려 시니 쇼비 등이 구
 분한 긔운이 막혀 겨시되 시방 졍당부인과 공난 소부인 구 방약(方藥)을 도모
(圖謀)노라 초조황황(焦燥遑遑)시니  이런 어즈러온 경샹(景狀)을 고치 못여 쇼졔
긔 고니 밧비 가 구쇼셔.”(강조–인용자, 이하 동일) 됴시 언(此言)을 듯고 심한골경
(心寒骨驚)믈 이긔지 못여 눈물을 흘니며 급히 루의 니니 …(후략).(뿌리깊은나무본
(2) 63권 2장 앞면∼4장 앞면) 72책본은 56권 50면 참조. 72책본에는 강조된 부분이 없다.
27) 뿌리깊은나무본(2) 43권 18장과 22장에서 정연경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
44권 28장에서 정연경과 여희주의 대화, 53권 13장에서 연춘경과 아들의 대화, 57권 8장에
서 탈목생과 여성옥의 대화, 57권 27∼28장에서 조씨와 가조씨, 여성옥과 여중옥의 대화, 65
권 23장에서 오씨의 발화, 66권 25장에서 정부의 농장 묘사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다.
28) 뿌리깊은나무본(2)과 72책본이 보여주는 서술상의 차이는 72책본의 자료적 성격을 판단하
는 데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고의 3장 2절 ‘2. 이본 비교를 통해
본 서사구조’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29) 뿌리깊은나무본(2) 57권 12장 뒷면, 72책본 50권 2∼13면. 72책본에서는 소씨와 여성옥 부
부의 의논하는 모습을 시비 춘옥과 벽난, 난섬이 엿듣다가 발각되어 모진 형벌을 받는 장면
이 있다. 그리고 원한을 품은 시비들이 그들의 계략을 여희주와 한파에게 미리 알려주어 대
비한다. 반면 뿌리깊은나무본(2)에서는 여의개용단을 손에 넣은 여성옥 부부가 당일 밤 약
을 삼켜 여중옥과 조옥연으로 변해 서당으로 나간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한파와 시비 벽
난이 강부인에게 이를 알려 대비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그런데 뿌리깊은나무본(2) 57권 39
장 앞면∼39장 뒷면에서는 시비 춘옥, 난섬이 소씨와 여성옥 부부의 의논을 엿들었으며, 이
를 여희주에게 알려 미리 대비하게 하였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72책본
의 서사가 정합적이며, 뿌리깊은나무본(2)에서 시비들의 엿듣는 장면이 없는 것은 필사 과
정에서 생략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0) 뿌리깊은나무본(2) 65권 26장 앞면, 72책본 59권 38∼40면. 72책본에서는 그 사이에 진부
인이 양자로 기르고 있던 여미주 소생의 쌍둥이를 보고 정연경과 닮았다며 혹 아들이 아니
냐고 농담을 하는 장면이 있다. 반면 뿌리깊은나무본(2)에서는 정연경의 서제 정현경의 혼
인이 끝난 후에 곧바로 진부인과 정연경의 대화로 넘어간다. 그런데 뿌리깊은나무본(2) 66
권 10장 뒷면에는 연, 화, 주 세 공자가 모여 전일 쌍둥이를 정연경의 아들이라고 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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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목31)은 뿌리깊은나무본(2)의 서술이 축약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뿌리깊은
나무본(2) 역시 72책본보다 조금 더 자세한 이본일 뿐, 축약이나 오류가 전혀 없
는 이본은 아닌 듯하다.

(4) 세창서관본
세창서관본의 전체 권책 수는 미상이며, 권1 1책만 있다.32) 표지가 낡아 개장
된 듯하며, 표제는 붓글씨로 ‘四姓奇逢 林花鄭延 卷壹’이라고 되어 있다. 내제
는 ‘四姓奇逢 林華鄭延 卷之一 림화뎡연 권지일’이다. 1916년 世昌書館에서
발행되었다. 1권은 모두 208면이며, 한 면이 17행 35자로 되어 있다.
1916년 발행된 세창서관본은 1923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조선도서본과 유사
한 점이 상당히 많다. 두 이본은 장회 제목과 장회가 나뉘는 부분, 서사가 모두
일치한다. 그러나 두 이본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세창서관본
은 ‘상경여빈(相敬如賓)’이라고 한자어를 그대로 쓴 반면, 조선도서본은 “서
로 공경함을 손과 갓치 하니”라고 풀어 썼다. 그 외에도 세창서관본에서는
‘층병불츌(稱病不出)’, ‘심합소원(心合所願)’으로 된 부분이 조선도서본에서
는 “진즛 병을 일커러 나지 아니하니”, “소원의 셩함을 깃거하야”로 되어
있다.33) 서술이 다른 부분 중에는 짧지만 문장 수준의 변개를 보이는 지점도 있
다.34) 이처럼 조선도서본과 세창서관본은 단어나 어구의 선택에서 미세하지만
여러 곳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과연 그 말이 신명하게 맞았다며 다시 농담을 한다. 따라서 이 부분은 72책본의 서술이 보
다 자연스러우며, 뿌리깊은나무본(2) 65권의 농담 장면은 원래 있었는데 필사 과정에서 누
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1) 뿌리깊은나무본(2) 66권 25장 뒷면, 72책본 60권 37∼55면. 72책본에서는 진부인의 종자매
진씨가 진상문의 조언을 받아 진부인을 달변으로 굴복시키고, 이에 진부인이 진씨에 대한
노여움을 푸는 장면이 있다. 반면 뿌리깊은나무본(2)에서는 이 장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진
씨는 여미주를 송소저로 속여 정연경과의 혼인을 이루게 한 인물로, 이 점에 대해 진부인은
크게 분노했으며 진씨 역시 이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는다면 서사의 전개가 부자연스러운데, 뿌리깊은나무본(2)은 진부인의 분노와
진씨의 염려만 서술되어 있을 뿐 이 상황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은 뿌리깊은나무본(2)의 필사 과정에서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2) 손종흠 소장 세창서관본 <임화정연>은 ‘디지털 한글 박물관’ 사이트에서 작품의 전체
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33) 세창서관본 1권 2면, 조선도서본 1권 6면.
34) 세창서관본 1권 3∼4면, 조선도서본 1권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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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창서관본이 낙질이라서 단언하기 어려우나, 두 이본의 유사한 정도를 감안
하면 세창서관본과 조선도서본이 동일한 계열의 이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
만 단어나 구절의 층위에서는 미세한 차이를 보여, 후대에 출판된 조선도서본이
앞서 나온 세창서관본을 모본으로 삼지는 않은 듯하다.

(5) 유일서관본
유일서관본은 전체 권책 수 미상으로, 권1 1책이 전한다. 표제는 ‘량 셩
긔봉’, 내제는 ‘고대소셜 개량 사셩긔봉’이다. 1913년 唯一書館에서 발행되었
다. 전체 158면, 1면당 17행 32∼33자 내외로, 다른 이본들과 달리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 현존하는 권1의 내용은 이창백 부자가 화빙아에게 혼인을 강요한 결
과 남복한 정연낭이 화빙아와 정혼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대목에서 끝난다.
유일서관본은 그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72책본과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보
이는 이본이다. 유일서관본은 1권이 다섯 편으로 나뉘어져 있다.35) 또 본문은 한
글로 표기하고 띄어쓰기도 했으며, 지명이나 인명, 기타 몇몇 한자어는 상단에
한자 표기를 해 놓았다.36)
유일서관본에는 다른 이본에 없는 한시와 가사가 실려 있다.37) 상소문이나 편
지의 경우에는 다른 이본에도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거의 같은데,38) 한
35) 이는 같은 구활자본인 조선도서본, 세창서관본은 물론 72책본의 장회 구분과도 구별되는
유일서관본만의 독특한 체제이다. 각 편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뎨일편 림쳐, 졍상셔,
진랑즁의가뎡’(1면), ‘뎨이편 진상문이 림규를 미워’(31면), ‘뎨편 졍상셔 조주에젹
거와 진상문이 봉귀형을 그릇’(59면), ‘뎨사편 정소져의 피신과, 림규의 할인’(89면),
‘뎨오편 화상셔가 뎡의변고와 리창의 악’(121면).
36) 예컨대 ‘浙江紹興府’, ‘巢父許由’ 등의 고유명사나 ‘山中宰相’, ‘妹氏’ 등의 한
자어를 상단에 별도로 표기해 놓았다.
37) 1권 4면(정현의 사직 상소와 황제의 답), 9면(정연경이 정연낭에게 보여준 임규의 시), 10
면(정연낭의 고모 정부인이 옥연과 함께 보낸 편지), 11면(정연낭이 옥연을 받고 지은 옥연
찬), 13면(임규가 정연낭의 옥연찬을 보고 차운하여 지은 시), 40면(진상문과 임규가 도원결
의를 제로 삼아 지은 시), 44면(임규가 날아가는 기러기를 보고 지은 가사 추량홍곡), 61면
(호유용이 정현을 천거하며 올린 상주문), 68면(정현이 벼슬을 사양하며 올린 상주문), 70면
(진상문이 정현을 모함하기 위해 호유용에게 보낸 편지), 79면(정현이 유배지에서 부인과 딸
에게 보낸 편지), 95면(정연낭이 집을 떠나며 모친에게 남긴 편지), 152면(정연낭이 화부를
떠나며 화빙아에게 준 시와 답시)
38) 72책본은 1권 20면(정연낭의 고모 정부인이 옥연과 함께 보낸 편지), 4권 2면(호유용이 정
현을 천거하며 올린 상주문), 4권 55면(정현이 벼슬을 사양하며 올린 상주문), 4권 57면(진상
문이 정현을 모함하기 위해 호유용에게 보낸 편지), 5권 24면(정현이 유배지에서 부인, 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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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가사만큼은 유일서관본에만 실려 있다. 유일서관본에만 존재하는 한시나
가사, 편지 등은 후대에 첨가된 것일 가능성과, 원래부터 있었을 가능성 둘 다
존재한다.39)
또 유일서관본은 서두의 가문 서술 순서가 다른 이본과 다르다. 현존하는 이
본들 중에서 서두 부분이 존재하는 이본은 72책본과 조선도서본, 세창서관본, 유
일서관본 4종뿐이다. 이 중에서 72책본과 조선도서본, 세창서관본은 모두 정현의
가문과 내력을 먼저 소개한 다음에 임자숭과 임규에 대해 서술했다. 이와 달리
유일서관본은 먼저 임자숭의 내력과 임규의 출생을 먼저 서술한 다음 정부의 인
물들에 대해 서술했다. 이후 정연경이 임자숭에게 가서 수학하는 부분부터는 모
든 이본의 서술 순서가 동일하다.40) 두 이본의 가문 서술 순서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일서관본
임

임자숭의 집안 내력

부

임규의 출생과 성장, 배필 의논
정현의 집안 내력

정
부

정현의 처 진부인과 진담, 진명

72책본, 조선도서본, 세창서관본
정현의 집안 내력
정
부

정연낭과 정연경의 출생

정현의 처 진부인과 진담, 진명
정연낭과 정연경의 출생
진백문과 진상문 형제
정연낭의 시비 석가월 등의 소개

진백문과 진상문 형제

임 임자숭의 집안 내력

정연낭의 시비 석가월 등의 소개

부 임규의 출생과 성장, 배필 의논

정연경이 임자숭에게 가서 수학함(여기서부터는 서술 순서 동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유일서관본은 축약이 심한 편이다. 정연경이 발이 저리다
는 핑계로 정연낭의 방에 남아 있다가 그녀가 지은 시를 훔치는 장면을 예로 들
수 있다.41) 72책본에서는 정연경이 발이 저리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대해 인
사, 임규에게 보낸 편지), 5권 73면(정연낭이 집을 떠나며 모친에게 남긴 편지)에 편지와 상
주문이 삽입되어 있다.
39) 유일서관본의 축약이 이본 중에서 가장 심하다는 점은, 후대의 편집자가 모본에 없었던
한시를 새롭게 창작해 덧붙였을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렇지만 다른 이
본에는 이 시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서관본의 편집자에 의해 이 시들이 창작되었
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0) 이 차이점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본고의 4장에서 72책본의 자료적 속성을 논할 때 보
다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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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 서술되어 있다. 같은 구활자본인 조선도서본이나
세창서관본 역시 이 부분은 축약이 심하지 않은데 유일서관본에서는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줄여서 서술할 정도로 축약이 심하다.
유일서관본은 축약이 심하지만 서사의 맥락에는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
부 장면은 72책본보다 정합적인 서술을 보여주기도 한다. 예컨대 유일서관본은
화빙아의 정혼 대목이 72책본과 다르게 되어 있다.42) 이 부분의 차이는 그 정도
가 두드러지므로 조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72책본에서는 정연낭과 주부인이 한 차례 만나며, 그 자리가 혼인을 약
정하는 자리인 동시에 이별하는 자리이다. 주부인은 정연낭과 대면하자마자 곧
바로 화빙아와의 혼인을 요청하고, 정연낭은 이를 쾌히 승낙한다. 주부인이 생면
부지의 남성을 만나자 마자 딸의 혼사를 선뜻 부탁하고, 남장을 한 정연낭 역시
사양하거나 망설임 없이 쾌허하는 점이 눈길을 끈다. 또 정연낭은 급작스럽게
화부를 떠나게 되어 아쉽다며 작별을 고하고, 주부인도 악인으로 말미암아 길사
를 이루지 못하고 떠나게 되니 슬프다고 말하고 있을 뿐 자세한 언급을 하지는
않는다.43) 혼인을 승낙하자마자 화부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서술이 없어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준다.
악인 이창백의 보복에 대비하는 장면에서도 72책본은 서사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다. 정연낭이 화부를 떠나자, 화빙아는 갑자기 “니가(李家) 튝(畜生)이 오날
밤의 오디 아니면 벅〃이 명일야(明日夜) 계(行計)리니”(72책본 8권 36면)
41) 유일서관본 1권 11∼12면, 72책본 1권 23∼25면.
42) 화빙아는 임규의 첫 번째 아내인 정연낭이 남복으로 개착하고 유랑할 때 그녀와 정혼했
다가 훗날 임규의 세 번째 아내가 되는 인물이다. 당시 부친인 화경윤은 호유용의 미움을
받아 유배중이어서, 화부에는 주부인과 화빙아, 화영만 있었다. 이때 화부에 드나들던 송씨
노파가 화빙아의 아름다움을 지현에게 말하자, 지현은 아들 이창백을 화빙아와 혼인시키고
자 한다. 한편 남장을 하고 떠돌던 정연낭과 석가월 등 네 시비는 머물 곳이 없자 화부에
잠시 의탁하게 된다. 지현의 혼인 요구를 거절한 화부에서는 위기감을 느껴 대책을 상의한
다. 이에 주부인은 화영을 시켜 자신들의 급박한 사정을 말하니, 정연낭은 빙례만 하고 성
혼은 고향에 가서 하는 조건으로 허락한다. 결국 주부인은 정연낭을 청해 화빙아와의 혼인
을 요청하고, 정연낭은 이를 받아들인 다음 화빙아와 시를 주고받는다. 이후 정연낭은 길을
떠나고, 이창백은 악소년들을 시켜 화부를 습격하게 한다. 화부에서는 이를 미리 방비하고
있던 터라, 시비 홍영이 화빙아로 분장해 대신 잡혀간다. 그녀는 이창백과 지현 등을 농락
하다가, 정체가 탄로 나자 송파가 공자의 흉계를 전해주어 대비했다고 말한다. 이에 지현은
일이 잘못 되었음을 알고 우선 송파를 잡아 집에 있는 옥에 가두는데, 송파는 옥에 갇혀 있
다가 훗날 연권이 어사로 왔을 때 지현 부자의 흉계를 이실직고하는 중요한 증인이 된다.
43) 72책본 8권 3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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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72책본은 이 장면에서 화빙아가 어떻게 이창백의
흉계를 알았는지 전혀 설명되어 있지 않다. 어쨌든 화부에서는 대비를 하고, 곧
악소년들이 화부를 습격하는 장면이 나온다. 시비 홍영은 화빙아로 분장하고 있
다가 잡혀가고, 화빙아로 행세하다가 정체가 발각되자 “숑파랑(宋婆娘)이 공
(公子)의 흉계(凶計)를 니르”(8권 60면) 자신이 소저를 대신했다고 말한다.
72책본은 독자들이 이 부분까지 읽어야 앞의 서사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먼저 송파가 이창백의 흉계를 미리 화빙아에게 귀띔해 주었고, 이에 정연
낭은 급히 화빙아와 정혼만 하고 몸을 피했으며, 화빙아는 송파가 준 정보를 바
탕으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었으리라고 전후 맥락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서술자의 직접적 설명이 아니라 홍영의 언급을 통해 추측해야 하므로,
전후의 맥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에 유일서관본에서는 이 부분의 서사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알기 쉽게 되
어 있다. 정연낭은 주부인과 두 차례 만난다. 정연낭과 주부인의 첫 번째 만남에
서는 혼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다만 주부인이 정연낭의 인물을 살핀 후 그가
사윗감으로 적합하다고 여겨 기뻐하며, 정연낭과 석가월 역시 주부인의 인품에
탄복한다. 그러나 아직 혼사 의논을 시작하지는 않은 상태였는데, 송파가 찾아와
이창백 일당의 흉계를 알려주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자 주부인은 고민한 끝에
정연낭에게 급박한 사정을 알려 비로소 혼인을 약속하고, 성례조차 이루지 못한
채 정연낭을 화부에서 떠나보내게 된다. 정연낭은 화부를 떠나면서 주부인과 두
번째로 만나 작별인사를 한다. 이후 화빙아는 송파의 제보를 참고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유일서관본의 내용을 고려하면 72책본의 해당 장면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
다. 72책본에서는 정연낭과 주부인의 만남이 한 차례에 그치고 송파의 제보 장
면도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서사가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다. 독자들이 홍영의
발화를 주의 깊게 읽지 않는다면 정연낭이 급히 화부를 떠나게 된 까닭이나 화
빙아가 이창백의 흉계를 대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 없다.
요컨대 유일서관본은 심한 축약에도 불구하고 서사가 정합적으로 구성되어 있
는 반면에 72책본은 그렇지 못함을 알 수 있다. 72책본의 서술은 서술 층위에서
의 부분적 축약이 아니라, 일부 중요한 장면이 누락되어 서사의 정합성이 부분
적으로 손상된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72책본이나 유
일서관본 중 어느 쪽이 <임화정연>의 원래 모습에 보다 가까운지 확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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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일서관본의 서사가 보다 정합적으로 전개되어 있지만, 현존하는 유일서관
본은 낙질본 1책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한계가 있다.

(6) 정명기본
정명기본은 전체 권책 수 미상으로, 12권과 95권의 2책만 현존한다.44) 12권과
95권은 크기나 제책 방식 등이 유사해 원래는 한 질로 유통되었던 세책으로 추
정된다.
12권은 표제 ‘林華鄭延記’, 내제는 ‘님화뎡연긔’로 되어 있다. 가로 18cm,
세로 25cm, 총 44장이고 11행 17∼18자로 필사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책의
말미에 ‘셰경뉵월쵸쳥신셔’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세책집 중
하나인 청파에서 1840년 또는 1900년도에 필사, 유통되었던 세책본 소설로 판단
했다.
95권은 손상이 심해 표제를 확인할 수 없으며, 내제는 ‘님화뎡연긔봉 권지구
십오’라고 되어 있다.45) 가로 17.5cm, 세로 24.5cm의 크기이며, 38장까지만 남
아 있는데 마지막 문장이 종결되어 있지 않아 이후에 낙장이 있는 것으로 추정
된다. 11행 16∼18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고, 38장까지의 총 글자 수는 대략
13,000자이다.46)
정명기본은 72책본에 비해 서술이 생략되어 있는 편이다.47) 정명기본이 생략
된 부분을 살펴보면 이전에 서술되었던 내용을 작중인물의 발화로 다시 서술하
44) 필자는 사정상 95권 1책만을 열람할 수 있었다. 12권과 관련된 내용은 정명기, 앞의 글,
2014, 56∼57면과 102면의 서지사항 및 사진자료를 참고했다.
45) 최남선은 향목동 세책집에서 139권 139책으로 이루어진 <임화정연>을 보았다는 기록을
남겼다. 현존하는 이본 중에는 정명기본 95권이 가장 높은 숫자이다. 그러나 정명기본 95권
에서는 이 이본이 전체 몇 권으로 이루어진 <임화정연>의 일부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46) 정명기본 95권은 석가월이 미복으로 다니던 어사 화영을 만나는 대목으로 시작되고 쌍성
월암에서 현녀낭낭의 유지를 찾아 도관을 세우려는 장면에서 끝난다. 72책본을 기준으로 63
권 44면부터 64권 22면까지의 내용에 해당한다.
47) 물론 정명기본에도 일부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사 화영이 창모와 진준을 징
치하는 대목(정명기본 95권 17장 뒷면∼18장 앞면, 72책본 63권 65면)은 정명기본이 조금
더 자세하다. 여기서 정명기본은 ‘마가부(馬家夫)’라는 자에 대한 추가적인 서술이 있다.
72책본에서도 창모는 마가부와 늘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마가부가 등장하는 정명기본의 서
사는 앞뒤의 맥락을 따져 보아도 자연스럽다. 다만 정명기본이 72책본보다 상세한 부분은
이 부분 뿐이고, 전반적으로는 서술이 축약되어 있는 경향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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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이를 생략했고,48) 지나치게 도교적인, 또는 허탄하다고 비난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도 간략히 줄였다.49) 또 정명기본은 다른 이본에 비해 고사나
고어의 인용이 적고, 어려운 전고는 쉽게 바꾸어 놓았다.50) 이는 조선도서본에도
나타나는 특징으로, 두 이본이 갖고 있는 상업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95권 1책만을 대상으로 살폈을 때 나타난 양상이기
때문에 보다 신뢰할 만한 결론을 내리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정명기본은 축약본이지만 서사는 72책본보다 정합적이며 오류도 적은 편이다.
화영이 창모와 진준을 심문하는 장면을 사례로 들 수 있다.51) 화영이 진준과 창
모를 심문하자 창모는 석가월이 남긴 편지를 바치는데, 해당 부분을 보면 72책
본은 창모의 ‘말’을 들어보라 하고, 정명기본은 창모의 ‘글’을 받아오라 해
서 일치하지가 않는다.52) 이 부분은 정명기본의 서술이 옳다.53) 또 석가월이 화
영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에서 72책본은 63권의 46면에서 ‘무창(武昌)’이라고
했다가 50면에서는 ‘남창(南昌)’이라고 하고, 66면에서는 다시 ‘무창’이라고
해 표기가 일관되지 않다. 정명기본(95권 2장 뒷면)과 조선도서본 등 다른 이본
에서는 모두 ‘남창’이라고 되어 있다.
72책본은 현존하는 이본 중에서는 비교적 내용이 풍부하고, 완질본인 만큼 전
체 원본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이본이다. 그러나 72책본은 원래의 내용
을 축약한 나머지 일부 내용이 누락되었으며 표기상의 오류도 적지 않다. 정명
기본은 72책본보다 더 축약이 되었지만 세부적인 측면의 오류는 적은 이본이라
고 할 수 있다.

48) 정명기본 95권 12장 뒷면, 72책본 63권 57∼59면.
49) 정명기본 95권 34장 뒷면∼35장 앞면, 72책본 64권 15∼17면.
50) 정명기본 95권 6장 앞면∼6장 뒷면, 72책본 63권 50∼51면.
51) 95권에서는 진준이 자기 庶妹를 창기로 팔아넘기자, 석가월이 창모에게 은자 오천 냥을
지불하고 그녀를 구출하는 사건이 서술된다. 나중에 창모는 석가월에게 받은 은자가 모두
흰 돌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은자 위에는 석가월이 남긴 편지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이 진준과 공모해서 당신을 속였으니 은자는 진준에게 찾으라는 것이었다.
52) 어(御使) 명(命)여 챵모(娼母)의 올니 글을 바드라 여 보고 심니(心裏)의 가월이
쥰을 챵모의게 보이게  슈단(手段)인 쥴 알고 짐짓 오, “이 글이 구여 진쥰의
동심(同心) 글이 아니라. 만일 동심여실진 글을 두어시리오. 이 챵모의 요괴(妖怪)
로온 의(意思)라.”(정명기본 95권 14장 뒷면) 72책본은 63권 61면 참조.
53) 72책본에서도 같은 권의 28∼29면을 보면 석가월이 글을 남겼고, 이 글을 본 화영이 석가
월의 수단을 짐작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창모(娼母)의 말을 드러보
라”(72책본 63권 61면)고 한 것은 72책본의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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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關聯 資料
1)독자평
(1) <第一奇諺> 서문
洪羲福(1794∼1859)은 <제일기언> 서문에서 자신이 열람한 소설의 제명을 나열
했는데, 그 중에 ‘님화졍연’이 보인다.54)
 일즉 실학(失學)야 과업(科業)을 닐우지 못고 훤당(萱堂)을 뫼셔 한가
  만흐므로 셰간(世間)의 젼파(傳播) 바 언문쇼셜(諺文小說)을 거의 다
열남(閱覽)니 대져 <삼국지>, <셔유긔>, <슈호지>, <녈국지>, <셔쥬연의>로부
터 녁대연의(歷代演義)에 뉴(類) 임의 진셔(眞書)로 번역 니 말을 고쳐
보기의 쉽기  이요 그 실은 지여니와 그 밧 <뉴시삼대록>, <미
소명>, <조시삼대록>, <츙효명감녹>, <옥원합>, <님화졍연>, <구공츙녈
긔>, <곽쟝양문록>, <화산션계록>, <명졍의록>, <옥닌몽>, <벽허담>, <완월회
>, <명쥬보월빙> 모든 쇼셜이 슈샴십 죵의 권질(卷帙)이 호대(浩大)야 혹 
권(百卷)이 넘으며 쇼불하(少不下) 슈십권(數十卷)에 니르고 그남아 십여 권 슈
삼 권식 되   오십 죵(種)의 지니 심지어 <슉향젼>, <풍운젼>의 
가항(街巷)의 쳔 말과 하류(下流)의 즌 글시로 판본(板本)에 간(改刊)야
시상(市上)에 (賣買)니 이로 긔록(記錄)지 못거니와 대체 그 지은 과
베푼 말을 볼진 대동쇼이(大同小異)여 사의 셩명(姓名)을 고치시나 실
(事實)은 흡(恰似)고 션악(善惡)이 도 계교(計巧)  지라. …(중
략)… 우연이 근셰(近歲) 즁국(中國) 션 지은 바 쇼셜을 보더니 그 말이 죡히
사의게 유익(有益)고 그 이 부 셰샹을 닷과져 야 시쇽(時俗) 쇼셜
(小說)의 투(套) 버셔고 별노히 의(意思) 베퍼 경셔(經書)와 긔(史記)
 인증(引證)고 긔문벽셔(奇文僻書) 샹고(詳考)야 신션(神仙)의 허무(虛
無) 바 말되 곳곳이 빙게(憑據) 잇고 외국에 긔괴(奇怪) 바 말되
54) 홍희복의 서문은 1권의 앞에 수록되어 있을 뿐, 언제 서문을 작성했는지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정황상 1권을 번역하면서 서문을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홍희복이 <제일기언> 번
역을 마친 후에 서문을 남겼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홍희복이 <제일기언> 1권
을 필사한 것은 1835년이고, 현존하는 <제일기언>의 마지막 권인 20권을 필사한 것은 1848
년이다. 중국소설 <경화연>은 100회까지 있는데, 현존하는 마지막 20권의 내용은 78회까지
만 있어 번역이 미완성이거나 21권 이후부터는 결본으로 보인다. 홍희복은 1859년 사망했으
므로, <제일기언> 서문은 늦어도 그 전에 작성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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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낫치 역(來歷)리 이셔 경셔(經書) 의논(議論)면 의리(義理) 분셕(分析)
고 긔(史記) 문답(問答)면 시비(是非) 질졍(質正)야 쳔문지리(天文地
理)와 의약복셔(醫藥卜筮)로 쟙기방슐(雜技方術)에 니르히 각〃 그 묘 말고
법을 히니 이 진짓 쇼셜에 대방가(大方家)요 박남(博覽)기의 읏듬이라.55)

<제일기언>을 최초로 발굴, 학계에 소개한 정규복은 이 목록을 소개하면서
“第一奇諺의 序文엔 조선조 후기에 유행된 듯한 中國小說과 한국소설의 목록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56)고 언급해, <제일기언> 서문의 소설 목록이 당시
에 유통되고 있었던 소설의 목록이 아니었을까 추정한 바 있다. 또 선행연구는
후손의 증언을 토대로, 홍희복이 서류 출신으로 관직에 나아갈 수 없어 중국을
왕래하면서 중국소설을 구하여 읽었다고 했다.
족보에는 홍희복의 관직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지만,57) 홍희복의 형 洪羲祖
(1787∼?)의

崇禎三丁卯式司馬榜目

58)을

통해 후손의 증언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방목에 의하면 홍희조의 부친은 가선대부 강원도관찰사 洪仁浩59), 모친
은 郡守 李彦秀의 딸이며, 庶弟 洪羲福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 홍희복의 부친 홍
인호는 강원도 관찰사를 지냈고, 형 홍희조는 1809년 문과에 급제해 동래부사와
사간원 대사간을 역임했다.
홍희복의 <제일기언> 서문을 통해 <임화정연>이 19세기 중반 무렵에는 이미
향유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또 홍희복은 소설을 국적에 따라 나누어 언급하고
있어, <임화정연>이 조선에서 창작된 소설이라는 점도 알 수 있다.
한편 홍희복의 평가에 의하면, <임화정연>은 별 주목할 점이 없는 작품으로
되어 있다. 그는 당시 유통되던 소설이 “그 지은 과 베푼 말을 볼진 대동
쇼이(大同小異)여 사의 셩명(姓名)을 고치시나 실(事實)은 흡(恰似)고
션악(善惡)이 도 계교(計巧)  지”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55) 정규복·박재연 교주, 제일기언 , 국학자료원, 2001, 3면.
56) 정규복, 앞의 글, 1984, 79면.
57) <豊山洪氏族譜> 卷之二 一四八에는 “羲福: 字綏瑞 正祖甲寅四月八日生 官副司果 己未十
二月二十二日卒 墓堤川堤川面古岩里堂隅”이라고 되어 있다. 정규복, 앞의 글, 1984, 73∼
100면에서 재인용.
58)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崇禎三丁卯式司馬榜目 (청구기호 古朝 26-29-78, 34면)
59) 洪仁浩(1753∼1799)의 본관은 豊山, 자는 元伯이다. 洪萬紀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重孝
이고, 아버지는 참판 秀輔이며, 어머니는 朴宗潤의 딸이다. 1777년(정조 1) 증광문과에 병과
로 급제했다. 1784년 왕명으로 각도의 刑獄決案의 편집에 착수하여 1799년에 완성하였는데,
뒤에 동생 義浩가 증수하여 審理錄 이라는 제목으로 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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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정연> 역시 그러한 작품들과 함께 언급되어 있다.
다만 홍희복의 서문은 자신이 번역한 <제일기언>이 “시쇽(時俗) 쇼셜(小說)의
투(套) 버셔”난 새로운 작품으로, “쇼셜에 대방가(大方家)요 박남(博覽)기
의 읏듬”이라는 점을 치켜세우려는 의도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60) 이러한 글의 맥락을 잊고, 또 그가 “셰간(世間)의 젼파(傳播) 바 언
문쇼셜(諺文小說)을 거의 다 열남(閱覽)”한 독자라는 이유로 그의 말을 추종할
수는 없다. 당대인의 언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권위를 부여해서도 안 될
일이다.61) 특히 그의 기록은 <제일기언>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여러 작품들을 한
꺼번에 언급하는 와중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가 <임화정연>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졌으며, 얼마나 신중한 태도로 이 기록을 남겼는지 확실하지
않다. 홍희복의 <제일기언> 서문은 <임화정연>의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록이기는 하지만, 그의 견해를 당대인의 보편적 관점으로 인정할 수 있
을지는 의문이다.

(2) <玉樹記> 발문
<옥수기>의 발문에서는 당대의 대표적 작품으로 <임화정연>과 <명행정의록>이
거론되어 있다. 다만 이 발문의 언급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
60) “우연이 근셰(近歲) 즁국(中國) 션 지은 바 쇼셜(小說)을 보더니 그 말이 죡히 사의
게 유익(有益)고 그 이 부 셰샹(世上)을 닷과져 야 시쇽(時俗) 쇼셜(小說)의 투(套)
 버셔고 별노히 의(意思) 베퍼 경셔(經書)와 긔(史記) 인증(引證)고 긔문벽셔
(奇文僻書) 샹고(詳考)야 신션(神仙)의 허무(虛無) 바 말되 곳곳이 빙게(憑據) 잇고
외국(外國)에 긔괴(奇怪) 바 말되 낫낫치 역(內譯)리 이셔 경셔(經書) 의논(議論)
면 의리(義理) 분셕(分析)고 긔(史記) 문답(問答)면 시비(是非) 질졍(質正)야 쳔
문지리(天文地理)와 의약복셔(醫藥卜筮)로 쟙기방슐(雜技方術)에 니르히 각〃 그 묘 말
고 법을 히니 이 진짓 쇼셜에 대방가(大方家)요 박남(博覽)기의 읏듬이라.” 정규복·박
재연 교주, 앞의 책, 2001, 3면.
61) 홍희복이 새롭다고 극찬한 <경화연>의 서사 기법도 부분적이지만 <명행정의록> 등의 이
미 작품에서 활용된 바 있다. 소위 낙선재본 소설의 마지막 독자라 할 수 있는 윤백영 역시
한글장편소설의 작자를 “유식하고 한문에 능통한 시골 선비”(1966년 8월 25일자 중앙일보
5면)로 지목했지만, <완월회맹연>의 전주 이씨나 <옥원재합기연>, <명행록>, <비시명감>,
<신옥기린>의 여성 작자 등 윤백영의 언급과 상반되는 사례도 다수 존재한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당대인의 언급이 언제나 옳다고 볼 수는 없다. <명행정의록>의 서사 기법과 한
글장편소설의 여성작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서정민, 앞의 글, 2006;
임치균, ｢조선후기소설의 전개와 여성의 역할｣, 사재동 편, 한국서사문학사의연구 , 중앙문
화사, 1995;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작가 재론｣ 관악어문연구 22,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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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남윤원이 별다른 의미 없이 가볍게 언급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남윤원이 <옥수기>의 비교 대상으로 <임화정연>과 <명행정의록>을 언급한 전
후의 정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남윤원의 생애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상세하게 밝힌 바 있다.62) 南允
元(1834∼1894)의 본관은 宜寧, 자는 景根, 호는 鵬海이다. 그는 <統海百八詞>의
저자이며, 續千字 의 찬자이다.63) 그는 1834년 부친 南駿明(1785∼1851)과 모친
파평윤씨(1804∼1844) 사이에서 독자로 태어났다. 그의 가계는 상당한 세월 동안
별다른 관직을 얻지 못했으며, 남윤원 역시 만년에 이르러서야 무관직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남윤원은 沈能淑(1782∼1840)이 지은 한문본 <옥수기>를 한글로 번
역하고, 아래와 같은 발문을 남겼다.
<옥슈긔(玉樹記)> 발(跋)
<옥슈긔> 십회(十四回) 소남션(小楠先生) 심공(沈公)의 지으신 (冊
子)라. 공이 문장(文章)과 긔졀(氣節)이 탁낙(卓犖)오 률학(律學)과 병법(兵
法)이시며 명문공(名門公子)의 특별 학(才學)과 규방녀(閨房才女)의 곡
진 졍(情事)를 돈셰은(遁世隱士)와 심궁한녀(深宮閒女)의게 소며 결연
야 츙효졀녈(忠孝烈節)이 근본으로 도라게 실  경륜(經綸)과 치(排置)
가 여항소셜에 젼 람의 이르지 못 셜화를 비로소 발시나 총졀(摠節)과
구어(句語)가 악착구(齷齪苟且)지 아니고 부허음난(浮虛淫亂)미 업니
진즛 경셰긔담(警世奇談)이 될 더러 션 평일의 우의(寓意)오심을 히 알
니로다.
졍(丁巳, 1857) 츄간(秋間)의 민상셔(閔尙書) 우당(藕堂) 합(閤下)계오셔 녀
강(驪江) 은귀졍(恩歸亭) 상의 딘셔(眞書) 권(四卷) 초본(草本) 거 졍셔(淨
書)라 탁(下託) 왈,
“우리 외왕고(外王考)의 유젹(遺籍)이시니라.”
62) 김종철, ｢<옥수기>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5, 18면; 이은주, ｢신광수 <관서악부>의 대
중성과 계승양상｣, 서울대 박사논문, 2010, 95면; 박진백, ｢남일원의 <통해백팔사> 연구｣, 서
울대 석사논문, 2015, 17∼22면.
63) <통해백팔사>의 권두에 있는 <註解統海百八詞小序>에는 ‘龍集壬申上元鵬海居士宜春南一
元景根識’라 하여 그의 이름이 ‘南一元’이라고 되어 있으나, 속천자 권말에는 <옥수
기> 발문과 마찬가지로 ‘南允元’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선행연구에서는
남일원과 남윤원을 동일인으로 보고 있다. 본고에서도 두 인물을 동일인물로 보되, 본고가
인용하고 있는 <옥수기> 발문의 이름인 남윤원으로 호칭하기로 한다. 이은주, 위의 글; 박진
백,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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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기 협(篋笥)의 간슈야시나 삼십여 년 동셔표박(東西漂迫) 인
로 겨를치 못고 일본(一本) 졍셔를 칠년 젼의 납상(納上)온 후 구본(舊本)
장을 검열야 용셩(龍城) 교(郊舍) 오뉵년 칩복(蟄伏) 즁 션 문(文字)
를 다시 감동야 일통을 언번(諺飜)야시나 즁초(重抄)지 못다가 합하의
명오심을 밧와 금즁직소(禁中職所)의 삼동(三冬) 필연(筆硯)을 허비오나
본문 지(大旨)를 일치 아니코 므로 죵〃 문셰(文勢) 〃오미 도로여
송연(悚然)오나 <옥슈긔> 언셜(諺說)은 셰샹의 쳐음으로  라. 홉다,
합하의 헌당풍뉴(軒當風流)를 늣거오시미 슈십년 셩상(星霜)을 이시니 션
젹(先蹟)을 츄감(追感)오시믈 밋지 못시미여. 필셔(筆書)을 당야 소의
마음의도 유〃창〃(悠悠蒼蒼)온 라.
져 이  하회(下回)로 볼진 가(嘉), 화(花), 왕(王), 딘(陳) 가(四家) 후진
(後進)의 소셜(小說)을 이어 일우면 <님화졍연>과 <명졍의>로 더부러 양(辭
讓)치 아니올 듯.  소남공의 혹시 유의미(有意未就)오심을 후학(後學)
이 본바드올 오나 비단 학문과 박식이 만분지일(萬分之一)을 감당지 못
온 밧 거연(居然) 쳔치(天齒)가 뉵십(六十)이 오 여가 업올 듯 
오이다.
무(戊子, 1888) 샹원(上元) 소 붕(鵬海) 남윤원(南允元) 근셔(謹書)64)

<옥수기> 발문에는 남윤원이 <옥수기>를 국문으로 번역하게 된 경위가 자세하
게 기록되어 있다. 閔應植(1844∼?)은 <옥수기>의 저자 심능숙의 외손자로, 1857
년 남윤원에게 이를 정서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다.65) 22년 후인 1879년, 민
응식은 음직으로 돈녕부 참봉을 역임한 후 세자익위사에서 벼슬을 했으며, 1882
년 임오군란이 발생했을 때 명성황후가 長湖院에 있던 그의 집에 피신한 것을
계기로 신임을 얻어 실세로 떠올랐다.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 별다른 관직 없이
통영 등지를 떠돌던 남윤원은 민응식이 실권을 잡으면서 비로소 중앙 兵備에 진
출하게 된다. 이후 남윤원은 五衛將, 兵曹僉知, 禁軍將, 內禁衛將, 摠禦營右別騎
士將, 挾輦把摠 등을 거쳐 1893년에는 벼슬이 同知中樞府事에까지 이른다.66)
64)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옥수기> 9권 49장 앞면∼50장 앞면.
65) 발문에 의하면 이는 정사년(1857) 가을의 일로, 당시 민응식의 나이 14세, 남윤원의 나이
24세 때의 일이다. 그리고 남윤원이 정서한 <옥수기> 한 본을 민응식에게 바친 것은 24년
후인 1881년의 일이다.
66) 승정원일기 에는 남윤원이 1885년 8월 종6품 무관 벼슬 副司果에 단부된 기록이 있다.
그의 나이 52세 때에 비로소 중앙 兵備의 관직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남윤원의 생애에 대
해서는 박진백, 앞의 글, 2015, 14∼3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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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기> 발문에 의하면 남윤원의 <옥수기> 한글 번역은 그가 남원의 향교에
서 오륙년 칩복할 때 “션(先生) 문(文字)를 다시 감동(感動)야”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이를 다시 옮겨 적은 일은 민응식의 명을
받아 착수한 것이었으며, <옥수기> 한글본을 만들기 위해 겨우내 궁중에 머물면
서 그 곳의 붓과 벼루를 사용하기까지 했다. 그가 <옥수기> 한글본을 완성한
1888년 1월 칠원현감에 제수되고 2월에는 절충장군을 加資 받은 점도 눈에 띈
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남윤원의 작업이 개인적 취미나 소일거리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신의 출세를 좌우할 수 있는 민응식의 부탁이
있었던 만큼, 그는 이 작업에 상당한 정성과 주의를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그가 발문에서 <임화정연>, <명행정의록>을 가볍게 언급했을 가능성
은 매우 낮다. <옥수기>를 높게 평가하면서 이를 <임화정연>과 <명행정의록>에
견주고 있는 만큼, 남윤원은 두 작품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신중한 태도로
이들을 거론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67)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남윤원의
<옥수기> 발문은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남윤원은 <옥수기>를 읽고 주인공 가(嘉), 화(花), 왕(王), 딘(陳) 네 가문의
‘후손’ 이야기를 이어서 창작한다면 <임화정연>과 <명행정의록>에 뒤지지 않
는 소설이 될 것이라는 평을 남겼다.68) 남윤원이 1888년 발문을 남길 때 <임화
정연>과 <명행정의록>은 상당한 인지도와 명성을 누렸던 작품이었기에, <옥수
기>를 이 두 작품에 ‘사양하지 않을 듯’이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윤원의 언급에서 <임화정연>과 <명행정의록>이 당시의 한글장편소설을 대표할

67) <임화정연>에서 임·정·연·화 네 가문이 중심 가문으로 나오는 것처럼, <옥수기>의 가
문도 가·화·왕·진의 네 가문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옥수기>가 “嘉府를 중심으로 花·
汪·陳 네 가문이 상호 혼인관계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그룹으로 적대세력과 갈등관
계를 형성, 전개해 나가는 것이 기본 줄거리”라고 요약한 바 있다.(김종철, 앞의 글, 1985,
41면) 또 <명행정의록>은 위연청의 네 자녀를 주인공으로 한 단위담을 차례로 나열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옥수기> 역시 가남의 네 아들 가유진, 가유승, 가유겸, 가유함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남윤원은 작품의 문학적 가치 뿐 아니라 서사적 유사성도 염두
에 두고 <임화정연>과 <명행정의록>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다.
68) 남윤원의 언급은 2代에서 끝나는 지금의 <옥수기> 서사에 3代 후손들의 이야기를 추가한
다면 <명행정의록>이나 <임화정연>에 사양하지 않을 정도의 작품이 되리라는 말로도 해석
할 수 있다. <명행정의록>은 주인공 가문의 3代가 모두 등장한다. 반면에 72책본 <임화정
연>은 1代와 2代, <쌍성봉효록>은 3代와 4代의 서사로 이루어져 있어 남윤원의 언급과 정확
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남윤원이 읽었던 <임화정연>은 주인공 가문의 3代 서
사를 담고 있었던 이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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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작품으로 인식되었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

(3) 기타
<임화정연>에 대한 초기 연구자들의 언급 역시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일
찍이 최남선은 세책 소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중에는 <尹河鄭三門聚錄> 186
권, <林花鄭延> 139권, <明珠寶月聘> 117권, <明門貞義>는 116권인 것처럼 꽤 장
편의 것도 적지 아니합니다.”69)라고 하였고, 김기동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도
서관에 ‘林花鄭延記’란 표제로 139권 139책짜리가 있었으나 분실”70)되었다고
한 적이 있다. 최남선과 김기동의 언급은 경성제국대학 도서원부에 있는 기록과
권수가 일치하므로, 139권 139책 <임화정연>의 존재는 확실한 듯하다. 한편 정병
욱은 국문학산고 에서 고전자료 중 한 질이 50책이 넘는 몇몇 작품을 예로 들
었는데, 그 중에 “林華鄭延錄 五○冊 李秉直藏”71)이라 하여 50책짜리 <임화정
연>의 존재를 언급한 바 있다. 이수봉에 의하면 257책으로 된 것도 있었다고 한
다.72)
안확은

조선문학사 에서 정조 이후 “漢文小說의 飜譯이 多現하니 林花鄭延

傳, 西廂記, 水滸志, 兒女兩雄傳, 何秦兩門傳 等”73)이라고 하여 <임화정연>을 중
국소설의 번역으로 소개한 바 있다. 김태준 역시 <임화정연>을 중국소설의 번안
작으로 소개하면서, <하진양문록>과 함께 당대 가장 인기를 끌었을 법한 작품으
로 평했다.74) 문학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다. 정병욱은 “그 雄渾
69) 최남선, ｢조선의 가정문학｣, 매일신보 1938년 7월 30일.
70) 김기동, 앞의 책, 1981, 723면.
71) 정병욱, 앞의 책, 1959, 48면.
72) 이수봉, 가문소설연구 , 형설출판사, 1978, 12면. 단 이 언급은 다른 기록의 책 수와 지
나치게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최장편 <완월회맹연>이 180권 180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듯하다.
73) 안확, 조선문학사 , 한일서점, 1922, 103면.
74) 김태준은 동아일보에 1930년 10월 31일부터 1931년 2월 25일까지 조선소설사를 연재했다.
1931년 1월 18일 “英正時代의 小說(三)”이라는 제하로 글을 썼는데, 다음과 같은 언급을
했다. “飜譯翻案과 創作 - 밀려오는 維新的氣運은 文藝方面에도 波紋을 던저서 儒者들은
經書攻究의 餘力으로 純文藝에 從事하야 中國의 稗史-四大奇書와 歷史의 演義를 비롯하야
兒女英雄傳, 太上感應篇 가튼 名作은 모조리 번역되고  九雲夢 玉樓夢의 流亞라고도 볼
수 잇는 翻案物도 만히 낫스니 - 河陳兩門錄 劉氏兩門錄 郭氏兩門錄 尹河鄭三門聚錄 林花
鄭延三門聚錄 等 河陳兩門錄과 林花鄭延은 가장 人氣를 는 작품일지라 元曲 趙氏孤兒를
蟬脫하야 온 듯한 明沙十里 와 勸懲類로서 金道洙(一云 鄭浚東)의 著라고 傳하는 彰善感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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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도 緻密한 構想과 眞實된 虛構와 洗鍊된 表現은 현대 작가의 도저희 따르지
못할 傑作”75)이라고 평하였으며, 김기동 역시 “古典小說의 作品的인 水準으로
보아 確實히 成功한 大作”76)으로 높게 평가한 바 있다.

2)도서목록과 출판기록
(1) 도서목록
19세기 말∼20세기에 작성된 기록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들 중에는 <옥원재
합기연>의 소설목록, <언문책목록>,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 , <책열명록>, 향목
동 세책 대출 장부, 언문후생록 소재 소설목록,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도서원
부 등 일군의 도서목록을 들 수 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된 <옥원재합기연> 21권 21책 중 권14와 권15
표지 다음 장에 적혀 있는 소설책의 목록에도 <임화정연>으로 추정되는 제명이
보인다. 이 소설목록의 정확한 작성시기와 작성자는 미상이다.77) <옥원재합기연>
의 권15에 실린 목록 중 ‘님하뎡문녹’이라는 제명이 보인다.78)
1872년 작성된 <언문책목록>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가람문고에 소장되어
있었던 필사본

諺文古詩

79)에

‘언문목녹’이라는 제명으로 附記되어 있는

자료이다. 이 목록에 ‘님하졍연긔’와 ‘셩봉효록’이 보인다.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의 한국서지(Bibliographie Coréenne) 는 그가 주
한 프랑스 외교관의 보좌관으로 임명되어 1890년 서울에 온 것을 계기로 만들어
졌다.80) 그의

한국서지

877번에 ‘쌍셩봉효록(雙星奉孝錄)’, 900번에 ‘임화

錄과 復讎類로서 月峯記와 公安類로서 薔花紅蓮傳과 情艶類로서 春香傳, 白鶴翁傳, 淑香傳,
淑英傳 等의 모든 傑作이 輩出하야 蔚然히 英正時代의 文苑을 鬱盛하게 하얏다.”
75) 정병욱, 앞의 책, 1959, 48면.
76) 김기동, 앞의 책, 1981, 729면.
77) 김동욱,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 소재 소설목록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47,
2015.
78) <임화정연>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이와 비슷한 제명을 지닌 다른 작품이 없으므로,
일단 이 제명은 <임화정연>을 지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9) <언문책목록>에는 222종의 책 제명이 3段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소설 작품으로
이 중에서 낙선재본 장편소설로 확인된 작품이 34종이나 등장한다. <언문책목록>을 최초로
소개한 강전섭은 필사기를 근거로 필사연대를 1872년으로 비정한 바 있다. 지금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강전섭, ｢<언문목녹(諺文冊目錄)> 小考｣, 사재동 편, 앞의 책, 1995, 21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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졍연긔(林華鄭延記)’, 913번에 ‘림화졍연삼문록(林華鄭延三門聚錄)’이 보인
다.81)
1893년에서 1910년 사이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책열명록>은 국조고사 권
3 말미에 ‘녈명녹’이라는 제명으로 수록되어 있다.82) <책열명록>의 68장 앞
면에 ‘님화뎡연긔봉 십’이라는 표기가 있다.
19세기 말∼20세기 초에 서울의 향목동 세책집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책장부에서도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의 제명이 확인된다. 전상욱은 일본
동양문고에 소장된 세책본 삼국지연의 의 배접지에서 <임화정연>의 대출 기록
을 발견했다.83) 또 정명기는 당진연의 14권 20장의 내지에 <쌍성봉효록> 10권
과 <임화정연> 1질을 합쳐 151권을 대출했다는 기록을 근거로, 141권으로 이루
어진 <임화정연>이 유통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84)
諺文厚生錄 에는 ‘길 명’과 ‘소셜 명’이라는 제명으로 여러 소
설책의 제명이 실려 있다.85) <임화정연>은 1장의 뒷면 상단, 즉 ‘길 명’의
하나로 등장하며, ‘임화졍연긔’ 하단에 작은 글씨로 ‘네 집 말’이라는 附記
가 있다.
80) 모리스 꾸랑은 2년간 서울에 머무르면서 “서울의 책방은 모두 뒤지고 그 장서는 모두
살펴나갔다.”고 했다. 그는 서울의 세책집에서 ‘장서목록의 역할을 하는 조잡한 일람표’
덕에 많은 서목을 수집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는데,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의 서명 역시
세책집의 장서목록을 통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Maurice Courant, 이희재 역, 한국서지 ,
일조각, 1994, 4∼5면.
81) 위의 책, 301∼304면.
82) <책열명록>은 매 장마다 2, 3段으로 총 197종의 소설 제명을 기재해 놓았으며, 일부 작품
은 卷數도 기록했다. 유춘동은 필사기를 토대로 이 책의 필사자는 사대부 가문의 여성이며,
필사 시기는 1893년에서 1910년 사이일 것으로 추정했다. 유춘동, ｢<책열명록>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35, 2006, 188∼189면.
83) 이 장부에 의하면 대출자 李議官은 어떤 해 9월 24일부터 <임화정연>을 대출하기 시작하
여 이듬해 2월 1일 140권을 대출했다. <임화정연> 1권부터 140권까지 읽는 데에 4개월 남짓
걸렸음이 확인된다. 또 다른 대출자 朴安義는 어떤 해의 11월 15일부터 <임화정연>을 대출
하기 시작하여 이듬해 정월 13일 141권을 대출했다. 박안의는 거의 두 달 만에 작품을 독파
했다. 전상욱, 앞의 글, 2013.
84) 정명기, 앞의 글, 2003, 92면.
85) 언문후생록 의 1장 앞면에는 ‘길 명’이 상단에, ‘소셜 명’이 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소설책 제명이 각각 13개와 36개 기록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길’이 곧
‘長冊’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언문후생록 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리법과 각종
예식의 준비 방법 등 일반 가정의 부녀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다. 정명기, ｢
세책본소설에 대한 새 자료의 성격 연구: 諺文厚生錄』 소재 목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
구 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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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도서원부에는 <임화정연> 139권 139책 구입 기록이 있
다. 1928년 6월 9일 李聖儀는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에 51종 593책의 소설책을
450엔에 팔았다. 이 구입 목록이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소장된 ‘도서원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임화정연> 139책이 109.75엔의 가격에 구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86) 이날 도서관에서 구입한 51종의 소설책은 지금 모두 일실되었다.
朝鮮之圖書館

87)의

제4권 3호에 실린 다나카 우메키치(田中 梅吉)의 ｢倂合 直

後 時代에 流布된 朝鮮小說의 書目｣에는 425종의 소설 제목이 실려 있다. 다나
카 우메키치가 작성한 서목은 조선총독부가 1911년과 1912년 무렵 수집한 소설
목록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한 서목을 추가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목록 19면에 ‘林河鄭延傳’이 보인다.

(2) 출판기록
<林花鄭延>은 20세기 초 구활자본으로 여러 차례 출판되었다. 한글장편소설
중 2곳 이상의 출판사에서 구활자본으로 출판된 작품은 <옥루몽>, <임화정연>,
<하진양문록> 세 작품뿐이다.88)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출판된 것은 <옥루몽>
이다.89) 그 다음은 <임화정연>과 <하진양문록>90)이 비슷하다. <임화정연>은 유일
86) 정병설의 선행연구에서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고서 수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폈
다. 정병설, 앞의 글, 2013.
87) 유춘동의 선행연구에서 이 목록에 대한 소개와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조선지도서
관 은 도서관 사서를 위한 전문 잡지로, 1931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했다. 유춘동, ｢한일병합
즈음에 유통되었던 고소설의 목록｣, 연민학지 15, 2011.
88) 여기서의 장편소설은 <구운몽>과 같은 중장편의 작품이 아니라 가문소설, 또는 대하소설
로 분류되는 대장편 분량의 작품을 말한다. 2곳 이상의 출판사로 조건을 한정한 이유는 1곳
에서만 출판된 작품의 경우 광고 문구만 남아있는 등 실제 출판 여부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1회만 출간된 작품 중에는 <현씨양웅쌍린기>(덕흥서림, 1919)와 <화
산기봉>(동아서관, 1917) 두 작품의 실물이 현존한다. <명주기봉>(한성서관, 1915), <조씨삼대
록>(신구서림, 1917), <창란호연록>(한성서관, 1915)도 출간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실물은
전해지지 않는다. 구활자본의 출판 횟수는 최호석, ｢활자본 고전소설의 총량에 대한 연구｣
( 고전문학연구 43, 2013)의 목록을 참고했으며, 하나의 출판사에서 여러 차례 발행된 경우
최초의 연도만 표기했다.
89) <옥루몽>은 <옥련몽>이라는 이름으로 박학서원(1913), 광동서국(1916), 태학서관(1916), 중
앙출판(1917), 삼문사(1918), 광익서관(1935)에서 출판되었으며, <옥루몽>으로는 신문관(1912),
박학서원(1913), 보급서관(1913), 회동서관(1916), 덕흥서림(1918), 대창서원(1918), 박문서관
(1920), 보급서관(1924), 적문서관(1924), 영창서관(1925), 대성서림(1935), 성문사(1938), 문연
사(1948) 등 1950년대 이전에 출판된 것만 헤아려도 19곳의 출판소에서 발행된 판본이 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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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관(1913), 세창서관(1916), 조선도서주식회사(1923∼1925, 1928), 박문서관(1938)
의 네 곳에서 구활자본으로 발행되었다. 1913년 유일서관에서 ‘량 셩긔
봉’이라는 제명으로 발행된 것이 현재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구활자본
<임화정연>이다. 1916년 세창서관에서는 ‘四姓奇逢 林華鄭延’이라는 제명으로
1권을 발행했다. 조선도서주식회사도 1923년부터 1925년에 걸쳐 ‘四姓奇逢 林
花鄭延’이라는 제명으로 6권 6책의 완질본을 발행했으며, 1928년에 한 차례 더
발행했다. 박문서관에서도 1938년 조선도서본과 동일한 판본의 <임화정연>을 발
행했다.
1962년 소설가 崔仁旭(1920∼1972)은 <임화정연>을 개작한 현대 활자본 <임화
정연>을 출판했다.91) 비록 72책본의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다루었지만, 조
선시대에 창작된 한글장편소설 중 필사본에서 구활자본, 현대 활자본의 형태로
변모를 거듭하면서 살아남은 사례는 <임화정연>이 유일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지금까지 <임화정연>의 여러 이본과 관련 기록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임화정연> 낙질본은 상당히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다. 그 중에서도 유일서관본과 뿌리깊은나무본(2)은 상당한 내용상의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임화정연> 관련 기록들을 살핀 결과, <임화정연>이 19세기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향유되었으며 20세기 초까지도 인기를 누렸다는 사실을 발견
할 수 있었다. 또한 현존하는 72책본 외에도 40책, 50책, 139책, 141책 등 다양한
책 수의 <임화정연> 텍스트가 유통되었던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
<임화정연>의 이본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과거에 유통되었던 <임화정
연> 이본들의 내용과 모습이 다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오늘날 선본으로
여겨지는 72책본을 <임화정연> 텍스트의 유일한 형태로 전제할 필요는 없는 셈
이다. 혹시 다른 이본들과 관련작을 참고하면서 <임화정연>의 서사구조를 분석
한다. 만일 광고나 다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발행 횟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
90) <하진양문록>은 동미서시(1915), 박문서관(1915), 신구서림(1915), 동양대학당(1924), 공동문
화사(1954) 다섯 곳에서 발행되었다.
91) 최인욱이 개작한 <임화정연>의 전반적인 특징은 김지연의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바 있
다. 김지연, ｢<임화정연>의 현대적 출판과 개작의 특징: 1962년 을유문화사 판 최인욱 본
<임화정연>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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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서사적 불연속성’ 문제가 불거진 이유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임화정연>의 서사구조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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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
I
.敍事構造의 特徵과 問題
본 논문에서는 72책본 <임화정연>의 서사구조를 세 측면에서 검토해 보기로
한다.1) 먼저 72책본의 인물갈등과 서사구조를 살펴보기로 한다. 서사구조는 작
품에 따라 중심이 되는 요소가 다르다. 특정한 사건이나 배경을 위주로 한 작품
이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겠지만, <임화정연>은 인물갈등이 서사의 주
된 축을 이루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인물갈등을 중심으로 <임화정연>의 서사구
조를 분석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이본 비교를 통해 <임화정연>의 서사구조를 알
아보기로 한다. 본고는 2장에서 여러 낙질본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낙질본 중에서도 뿌리박물관본(2)과 유일서관본이 72책본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
인다는 점을 발견했다. 여기에서는 뿌리박물관본(2)과 유일서관본을 72책본과 비
교해 <임화정연> 서사구조의 특징을 살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관련작 <쌍성봉
효록>을 통해 <임화정연>의 서사구조를 살핀다. 72책본과 조선도서본 모두 마지
막 부분에 후속서사 예고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와 <쌍
성봉효록>과의 관련 양상을 검토해 <임화정연> 서사구조의 성격을 고찰할 것이
다.

1. 人物葛藤과 敍事構造
1)임규의 서사
(1) 임규 對 진상문
<임화정연>의 주인공 임규는 작품 내에서 두 인물과 갈등을 빚는다. 첫 번째
는 진상문이고, 두 번째는 첩 양씨이다.
임규와 진상문이 갈등을 빚는 대목은 72책본을 기준으로 했을 때 1권부터 28
권까지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임화정연>의 전반부’로 칭했던 부분이다.
72책본의 전반부가 주인공 임규와 진상문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견해가 비교적 합치되어 있다. 양혜란은 이 부분이 임규와
1) 본 연구는 2장에서 72책본과 조선도서본이 유사한 성격의 이본임을 확인했다. 본고에서는
72책본을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72책본 <임화정연>에 대한 이 글의 논의는 조
선도서본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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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낭의 혼사 문제를 둘러싼 ‘애정갈등주지’가 중심이 되어 있다고 보았다.2)
송성욱은 이 부분을 임규의 혼사에 적대자가 개입하는 ‘蕩者개입담’ 유형의
단위담으로 파악했다.3) 조광국은 이 부분을 주인공 임규와 정·연·화 세 소저
의 다중결연구조로 파악하고 있다.4) 양혜란은 주인공 임규에, 송성욱은 악인 진
상문에, 그리고 조광국은 결연이라는 사건에 주목했다는 차이점이 있지만, 72책
본의 전반부를 결연 문제로 촉발된 임규와 진상문의 갈등 중심으로 파악한 점은
동일하다.
72책본의 전반부에서 벌어지는 임규와 진상문의 갈등은 정현과 진부인의 딸
정연낭의 배필을 구하는 문제를 계기로 불거진 것이다. 진상문은 정연낭과 사촌
남매지간으로, 진상문은 그녀를 흠모하여 결연을 바라지만 정소저는 다른 마음
없이 친척으로서의 정이 후할 따름이었다. 그러다가 정현이 임규를 사위로 정하
려 하자, 진상문은 속으로 ‘뎡슉(鄭叔)이 님가(林家) 쇼(小子)를 대찬(大讚)
고 표(表妹) 흠모(欽慕)니 동상(東床)의 결승(結繩)이 되리니 내 반(半生) 
복(思服)던  그린 이 되리로다.’(1권 62면)고 생각하여 크게 분노한다. 진
상문은 고민한 끝에 분을 참고 열심히 공부해 과거에 급제하면 자신에게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진상문이 향시에 장원으로 급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현은 그와의 혼사를 거절한다. 진상문은 충격을 받아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침상에 누워 거듭 생각하다가, ‘몸이 대각(臺閣)이 되여 뎡가(鄭家) 노튝(老畜
生)으로 여금 나의 독슈(毒手)를 알게 고 스로 을 내게 도라보게 리
라.’(2권 14면)며 권력의 힘으로라도 정연낭과 결혼하겠다고 결심한다. 무리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연낭과의 혼사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의 집념은 72책본
<임화정연> 전반부의 사건이 전개되는 데에 주된 동인으로 작용한다.
진상문은 정연낭의 부친 정현을 유배 보내고 늑혼을 시도하고,5) 이 계책이 실
2) 양혜란, 앞의 글, 1980, 31면.
3) 송성욱, ｢혼사장애형 대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단위담의 전개양상과 결합방식을 중심으
로｣, 서울대 박사논문, 1997, 44면.
4) 조광국, ｢다중결연구조의 양상과 의미: <창란호연록>·<청백운>·<임화정연>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21, 2006
5) 진상문은 과거에 급제한 후 승상 호유용에게 아첨하여 그와 친밀한 사이가 되고, 그에게
부탁해 정현에게 벼슬을 내리게 한다. 이렇게 하면 정현이 경사로 올라오게 되고, 그 틈을
타 자신은 절강으로 내려가 정연낭과 혼인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정현이 벼슬을 사양하
자, 진상문은 정현을 모함해 유배 보낸다. 진상문은 정현이 없는 틈을 타 정연낭과의 혼사
를 추진하지만, 정연낭이 남복으로 개착하고 시비들과 함께 도주하는 바람에 그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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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하자 심복들로 하여금 임규와 정연경을 살해하려 한다.6) 그러나 그의 계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나중에는 북해로 유배된다. 반면 임규는 과거에 급제한
후 대원수의 직위로 북지국 유침의 난을 정벌하게 되며, 진상문의 숙부인 진명
역시 감군의 직책으로 그와 동행한다.
진상문은 유배지에서 죄수로 지내다가 임규의 군대에 充軍된다. 진상문은 임
규가 정벌군의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기회를 보아 임규를 암살하려다 실패한다.
이후 그는 수치심에 자결을 결심하지만 숙부 진명의 글과 가족의 편지를 읽고
개과천선하게 된다. 이후 진상문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임규와 어떠한 갈등
도 일으키지 않는다.
상문이 다시 외도(外道)를 슝상(崇尙)치 아냐 삭망(朔望)으로 졈고(點考) 마
후 싀비(柴扉)를 구디 닷고 글을 닑어 고요히 실(行實)을 닷그며 블의(不義)
의 과 곡(邪曲) 버 바리고 밤듕 암실(暗室) 가온라도  못 미
시 니 날노 졍신(精神)이 쳥졍(淸淨)고 의(意思) 고상(高尙)다가도
로 디난 과악(過惡)을 각면 심한골경(心寒骨驚)니 마니 눈믈을 나
리와 몸 둘 곳이 업셔 디라.(29권 33면)

선행연구에서는 북지국의 정벌을 다룬 군담을 후반부 정연경의 서사가 시작되
기 이전에 삽입된 일종의 ‘休止’로 설명했다.7) 그러나 북지국의 반란 대목은
단순한 서사적 휴지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 진상문의 회과와 반성이
일어나며, 주인공 임규와의 갈등과 대립이 완전히 해소되기 때문이다. 주인공 임
규와 악인 진상문 사이의 갈등은 72책본의 28권에서 종결된다고 볼 수 있다.

(2) 임규 對 첩 양씨
<임화정연>의 29권부터는 임규와 첩 양씨 사이에서 새로운 갈등이 촉발된다.8)
실패로 돌아간다.
6) 진상문은 미혼약을 탄 술을 가지고 가서 임규와 정연경을 취하게 만든 후, 심복 방양으로
하여금 집에 불을 지르게 한다. 그러나 임규와 정연경은 아슬아슬하게 위기를 면한다. 진상
문은 다시 자객 석미호를 보내서 임규와 정연경을 살해하려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임규가
자객을 제압하는 바람에 진상문의 계책은 실패로 돌아간다.
7) 송정진, 앞의 글, 2009, 101면.
8) 거의 모든 선행연구는 72책본과 조선도서본이 임규를 주인공으로 하는 전반부와 정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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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에서는 <임화정연>의 구조를 ‘전반부 임규’와 ‘후반부 정연경’의
구도로 파악하면서 후반부에서 또 다른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임규와 양씨
에 대해서는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
임규의 첩 양씨는 이부시랑 양유의 차녀로, 자신이 사족의 여성이며 임규의
糟糠으로서 어렵던 시절 시부모를 정성껏 봉양했다는 자부심을 가진 인물이다.9)
더구나 양씨는 임규의 여러 처첩 중 가장 먼저 아들을 출산한다. 그녀가 임효영
을 낳자 위부인은 첫 손자를 본 것이 너무 기뻐 그녀를 각별하게 여긴다. 이에
양씨 역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그윽이 종통(宗統)을 바라며 ‘(兒子) 님
가(林家)의 댱(長子) 되리라.’ 여 교만(驕慢) 거동(擧動)이 현져(顯著)”(28
권 69면)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북지국에 출정했다가 집에 돌아온 임규는 임효영
의 불초한 기상을 알아채고 마뜩치 않게 여긴다.
원(元帥) 늣게야 혈쇽(血屬)을 보 랑이 츌여 만면화긔(滿面和氣)로 바
다 슬샹(膝上)의 안치고 시 보니 흰 낫과 영민(英敏) 거동(擧動)이 아다오
나 골격(骨格)이 용상(庸常)여 냥안(兩眼)의 덕긔(德氣) 업고 불초(不肖) 긔
상(氣象)이 현져(顯著)니 범안(凡眼)이야 뉘 아라보리오마 원슈의 신긔(神氣)
로 어이 모로리오. 일견(一見)의 미우(眉宇)를 긔고 화긔(和氣) 소삭(消索)여
말이 업니 쳐(處士) 왈,
“(此兒) 비범(非凡)디라. 네 의 엇더뇨?”
원 야야(爺爺)의 명감(明鑑)을 아디라. 가를 바드시믈 알고 이셩화긔
(怡聲和氣)로 왈,
“ (該兒)의 쳔(賤生)이라. 가듕(家中)의 막대(莫大) 식(子息)
이 아니오니 블초다 관계(關係)리잇가. 맛 되기를 바랄 이로소이
다.”(29권 68∼70면)

위 인용문에서 생후 팔, 구삭의 임효영을 평하는 임규의 발언이 눈길을 끈다.

주인공으로 하는 후반부로 나뉜다고 보았다. 그러나 임규의 서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72책본
의 29권 부근을 경계로 전반부는 임규와 진상문, 후반부는 임규와 양씨의 갈등구조로 파악
할 수 있다.
9) 임규의 첩 양씨는 원래 진상문과 정혼했었다. 그러나 진상문이 정연낭과 무리하게 혼인을
추진하다가 실패하고 추문이 퍼지자, 양씨 집안에서는 진상문과의 혼사를 취소한다. 이후
호유용이 처벌되는 과정에서 양씨 일족 전부가 화를 입는다. 양씨는 유모와 함께 도주해 숨
어 살다가 임규의 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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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는 임효영의 골격과 상을 보자마자 “냥안(兩眼)의 덕긔(德氣) 업고 불초(不
肖) 긔상(氣象)이 현져(顯著)”함을 알아챘고, 부친이 묻는 말에 대해 ‘천한
출신’이니 불초해도 무관하다며 임효영을 아예 ‘불초한 자식’로 못 박고 있
다. 기대와 달리 임규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생의 아들을 불초하
다며 폄하하자 양씨는 “상공(相公) 명감이 쳔니(千里)를 보시나 팔구삭(八九朔)
이 디나지 못 (兒孩)를 현우(賢愚)를 분간(分揀)리잇가.”(29권 71면)라고
말하면서 분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대목은 임효영이 앞으로 임부의 분란을 일으킬 인물이 되리라는 점을 암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선의 기능을 갖는다. 또 양씨가 임규의 발언에 대해 발끈
하는 대목에서, 양씨 또한 앞으로 임효영의 문제를 놓고 가부장 임규와 마찰을
빚게 되리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10) 일반적인 경우라면 작품이 끝나기 전에
양씨와 임효영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어떠한 식으로든 심화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해소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임화정연> 72책본에서는 임규와 양
씨, 서자 임효영 사이에 발생할 갈등의 단초만이 제시되어 있는 상태로 작품이
종결된다.
한편 양씨는 석가월과도 갈등구조를 형성한다. 정연낭의 시비인 석가월은 남
복을 하고 임규와 함께 북지국 정벌에 참가했다가 돌아와 주인 정연낭을 찾아뵙
는다. 이때 양씨는 남복을 한 석가월이 정연낭의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는 ‘뎡시(鄭氏) 포 뉴락(流落)엿다 니 반시 도관(道觀)의 머믈 졔 블미
(不美) 젹(事跡)이 잇도다.’(29권 5면)는 오해를 하게 된다. 양씨는 위부인에
게 이 사실을 고하면서 정연낭을 헐뜯고, 이로 인해 작은 소란이 생기지만 곧
사실이 밝혀진다. 석가월은 누가 자신의 주인 정연낭을 모함했는지 궁금해 한다.
가월 왈,
“졔 죡(士族)이라 니 근본(根本)이 엇더니잇고?”
10) 실제로 양씨와 임효영은 <쌍성봉효록>에서 종통 문제를 놓고 정연낭 소생의 적자 임백영
과 갈등을 빚는다. 72책본 29권에서 임규가 임효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대목이 원래는 없
었는데, <쌍성봉효록>이 창작된 이후에 첨가된 대목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
러나 임규와 양씨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은 임규가 양씨를 첩으로 맞아들이는 22권부터 시
작되어 작품의 거의 전체에 걸쳐 존재하며, 임규의 적자 임백영과 서자 임효영, 시비 석가
월 등 다수의 인물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처럼 임규와 양씨의 갈등관계가 복잡하고 서
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에, 이 장면이 <쌍성봉효록>의 창작 이후에 첨가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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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부인 왈,
“요이 드니 졀강(浙江) 동닌의 잇던 양한님의 녀(女子)라 니 이 곳
상문과 뎡혼(定婚)엿다가 봉귀형의 혼(婚事)의 퇴(退采)고 늣도록 동상
(東床)을 뎡치 못엿더니 노듕(路中)의셔 상공(相公)이 만나 그 고혈(孤孑)믈
거두니 졀강 양한님 이오 화를 피다가 원슈(元帥)의 쳡(妾)이 되엿다 니
상문과 뎡빙(定聘)엿던 녀 아니오 뉘리오?”
가월이 쳥파(聽罷)의 더옥 분여 양시 집을 향여 춤바타 지져 왈,
“더러온 계집이 죡 두 히 욕되거 졔 일을 모로고 가문(家門)을 파라
엇지 가히 방(放恣)리오. 우리 부인이 져를 태우(士大夫)의 녀라 고
경듕(敬重)시나 쇼비(小婢) 그 쳔누(賤陋) (行事)를 측히 넉이니
근본을 드니 더옥 더러온 녀로소니 월이 남의 죵이나 이만 죡은 측히 넉
이니 우리 부인이 셩덕(盛德)을 드리워 경(敬待)시거 감은(感恩) 줄
은 모로고 도로혀 (害)기를 니 인(此人)이 반시 화란(禍亂)을 니
혈 인믈(人物)이로소니 가탄(可歎)이로소이다.”(29권 16∼17면)

석가월은 자기 때문에 주인 정연낭이 모함을 입자 크게 분노하고, 양씨가 원
래 진상문의 빙폐를 받았었다는 내력을 알게 된 다음에는 더욱 그녀를 멸시하게
된다. 두 인물의 갈등은 정실부인 정연낭과 첩 양씨 사이의 대립구도가 정연낭
의 시비 석가월을 통해 대신 표출된 성격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양씨는 첩이
라는 자신의 신분에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 정실부인 정연낭을 모함하다가 석가
월과 갈등을 빚게 되었으며, 나중에 양씨의 소생인 임효영이 정연낭의 소생 임
백영과 종통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출정을 마치고 귀환한 임규는 석가월의 공을 높이 사 그녀를 집안의 문
서를 담당하는 記室로 임명한다. 이전에는 양씨가 비록 첩이지만 가장 먼저 임
규와 혼인한 까닭에 집안의 일에 어느 정도 관여했었는데, 석가월이 기실 임무
를 맡게 되자 순식간에 집안의 형세가 석가월에게 돌아간다.11) 석가월로 인해
그나마 자신이 갖고 있던 약간의 권세를 모두 잃게 되자 분노한 양씨는 오빠 양
경과 그의 친구 탈목화를 시켜 석가월을 습격하게 하는가 하면, 거짓 편지로 그
녀가 외간 남자와 만나고 있다며 음해를 시도한다. 양씨의 음모는 실패로 돌아
가지만, 석가월은 이로 인해 세상사에 대한 염증이 생겨 집을 떠나기에 이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규는 양씨를 못마땅하게 여겨 그녀를 박대하고, 양씨는 석
11) 72책본 35권 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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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월을 더 원망하게 된다. 그러나 72책본 <임화정연>에서는 이들 사이의 갈등
역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작품이 끝난다.

2)정연경의 서사
정연경의 서사는 72책본 <임화정연>의 31권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이 부
분은 석가월과 조옥연의 출가, 연춘경의 방탕함과 회과, 어사가 된 화어사의 활
약 등 주변 가문의 이야기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연경과
여미주 사이의 갈등이 서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부분을 적대자 ‘蕩女’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는 ‘蕩者개입담’12) 유형의 단
위담으로 보았다.
금오 여익에게는 원비 강부인과 둘째 황부인, 셋째 소부인이 있다. 금오 여익
의 자식은 모두 4남 2녀인데, 강부인 소생의 장녀 여희주와 막내아들 여중옥, 황
부인 소생의 차자 여계옥, 소부인 소생의 장자 여성옥과 삼자 여정옥, 차녀 여미
주가 그들이다. 이 중 강부인 소생의 장녀 여희주와 막내아들 여중옥의 인물이
뛰어나니, 여익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총애하게 된다. 이에 소부인은 강부인과 그
소생 자녀들을 꺼린다.
한편 금오 여익의 차녀인 여미주는 어느 날 우연히 후원을 거닐던 정연경의
모습을 우연히 멀리서 바라보게 된다. 여미주는 정연경의 잘 생긴 모습을 한 번
보자 ‘삼혼(三魂)이 요요(擾擾)고 칠(七魄)이 탕탕(蕩蕩)여’(32권 5면) 어
린 듯이 그를 바라본다. 정연경 역시 머리를 돌리다가 우연히 그녀와 시선이 마
주치는데, 여미주는 그가 자신을 쳐다보자 내심 ‘가의 미모(美貌)를 혹고
찬난(燦爛) 단장(丹粧)을 흠모(欽慕)여 유졍(有情)니라’(32권 5∼6면)고
착각하고 만다. 여미주는 며칠 후 기회를 보아 정연경에게 자신의 사모하는 마
음을 적은 편지를 던지지만, 정연경은 그녀가 음란하다고 여겨 분노하고 이를
무시한다.13) 얼마 후 정연경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자, 여익은 자신의 첫째 딸 여
희주와 정연경의 혼사를 추진한다. 정연경은 여희주를 자신에게 편지를 던진 음
녀 여미주라 오해하여 혼사를 거절한다. 그러나 여익이 자신의 여동생인 여귀비
에게 청을 넣어 황제로 하여금 사혼 교지를 내리게 하니 혼인이 성사된다. 결국
12) 송성욱, 앞의 글, 1997, 44면.
13) 72책본 31권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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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경은 여미주의 이복언니인 여희주의 남편이 된다.
혼례 후 집으로 돌아온 여희주는 동생 여미주를 보고 별다른 생각 없이 반가
워하지만, 여미주는 ‘응당 뎡낭(鄭郎)의 은졍(恩情)이 혼홉여 져러 화(和
色)이 잇도다.’(35권 59면)고 생각하며 괴로워한다. 그리고 며칠 후 형부가 된
정연경이 여부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 여미주는 잘 생긴 그의 모습을 멀리서
훔쳐보면서 슬퍼한다.14) 정연경의 모습을 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진 여
미주는 그가 언니의 방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잠든 날 언니인 척하고 들어가 동침
하기에 이른다. 이로 인해 그녀는 쌍둥이를 임신하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유모
와 함께 집에서 도망쳐 절에 의탁한다. 유모는 여미주에게 출가를 권하지만, 그
녀는 “뎡낭(鄭郎)으로 더브러 금셰(今世) 인연(因緣)을 바라거 엇디 산간(山間)
요믈(妖物)이 되리오.”(40권 13면)라고 말하며 유모의 출가 권유를 거절한다. 그
리고 유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속여 정연경의 세 번째
부인이 되는 데에 성공한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 그녀의 정체는 발각되고, 정
부의 가부장인 정현은 그녀를 본가에서 멀리 떨어진 장원에 내치는 것으로 사건
을 일단락 짓는다.
수년 후 여미주는 정부의 구성원들에게 개과천선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돌아오
지만, 남편인 정연경만은 여미주를 용서하지 않는다. 여미주는 여전히 정연경의
“안멸시(冷眼蔑視)”(71권 27면)를 받으며 편치 못한 상태로 지낸다. 언니 여
희주는 동생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원비 위부인 역시 정연경을 대하여 “권
(勸解) 말이 간졀(懇切) 상셰(尙書) 쳥이블문(聽而不聞)”(71권 27면)인
상태로 후속서사 예고가 시작된다. 정연경과 여미주의 갈등은 72책본 <임화정
연>의 서사가 끝나기 전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15)
요컨대 정연경과 여미주 사이의 갈등 역시 <임화정연>에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이 끝난다.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인물의 갈등
이라면, 작가는 굳이 이를 해소하지 않고 작품을 끝낼 수도 있다. 그러나 작가가
주인공 임규는 물론 임규 다음으로 비중이 큰 정연경의 갈등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을 종결지은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14) 72책본 35권 67∼68면.
15) 72책본 72권 52면. 72책본은 71권 28면부터 <쌍성봉효록>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데, 정
연경과 여미주가 화합하는 장면은 <쌍성봉효록>의 4∼5권 즈음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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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異本 比較를 통해 본 敍事構造
1)정연경의 서술 비중 확대
(1) 연춘경과 화영의 서술 축소
72책본은 <임화정연> 연구의 선본으로서, 현존하는 완질본 중 가장 풍부한 서
술을 지니고 있다.16) 그러나 낙질본들과 비교해 보면 72책본도 부분적으로 축약
된 곳이 있다.17)
앞서 살펴보았듯이, 72책본은 뿌리깊은나무본(2) 7책에 비해 내용이 전체적으
로 조금씩 축약되어 있다. 그 중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연춘경과 화영 등 주
변인물의 대화가 축약된 대목들이다. 이러한 사례는 뿌리깊은나무본(2) 43권 22
장, 44권 5장 등 몇 곳에서 발견되는데, 그 중 66권 6장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
다. 아래 인용문은 송소저로 위장해 정연경과 혼인한 여미주의 정체가 발각되고,
이 소문이 퍼지자 연춘경과 화영, 주변옥 세 공자가 정연경을 놀리기 위해 정부
로 모여드는 대목이다.
쥬 왈,
“이보 형(兄)의 집 단을 드럿나냐.”
답왈,
“우리난 듯고 이보의 낣난 양을 구경라 가거니와 원간 녀(女子)의 샤
곡(邪曲)한 슈단(手段)이 신긔(新奇)여 도로혀 긔특(奇特)한지라. 엇지여 근
본(根本)이 드러낫 드뇨.”
쥬 왈,
“뎡형(鄭兄)이 송시 소(疏待)기로 슉뫼(叔母) 우려(憂慮)여 (責)시
니 뎡형이 송시의 〃심되믈 고니 슉뫼 경(大驚)샤 (査劾) 녀시
쌍(雙胎) (生)고 친히 졋슬 먹엿난 고로 쳬모(體貌) 온젼치 아녀 쉬히
안가 노라.”
냥인(兩人)이 쇼(大笑) 왈,

16) 72책본의 성격에 대한 이 장의 논의는 조선도서본에도 공통적으로 해당된다. 다만 여기에
서는 72책본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17) 물론 낙질 43권, 44권, 53권, 57권, 63권, 65권, 66권의 7책만으로 72책본과 전반적인 비교
를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72책본이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부분적으
로나마 짐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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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뵈 젼일(前日) 녀시 통한(痛恨)든 거시니 이졔 만나시니 오즉랴. 밧
비 가 그 거동(擧動)을 구경리라.”
쥬이 쇼 왈,
“뎡형의 분심(忿心)이 난 물 갓얏고 녀시 망극(罔極)미 하날이 문허진
 가(家內) 솔난엿거날 위문(慰問)은 아니코 귀경은 무 일고?”
이인이 쇼왈,
“우리난 녀시 보지 못여시니 엇지 말암아 위문며 이보난 평(平生)
졀치(切齒)든 녀시 만나니 무 일 위문리오?”
쥬 왈,
“냥형(兩兄)은 이러틋 니지 말나. 뎡슉과 우리 당(慈堂)이 녀시 죽이며
치지 못리라 시고 냥(兩兒) 고렴(顧念)시니 녀시의 일이 반(太半)
이나 무(無事) 니 이보 형이 아모리들 부뫼(父母) 허치 아니시면 임
의로 쳐살(處殺)리오?”
연이 눈셥을 긔여 왈,
“녀시 젼후(前後) 음샤(淫邪) (行事) 무샹(無狀)거날  군(君子)
경시(輕視)며 그 죄 샤리오? 여니나 고륙(骨肉)은 바리지 못려니와 기
모(其母)난 샤치 못가 노라.”
화이 가로,
“거 형은 일편된 말 〃나. 녀시 이보 향 음이 금셕(金石) 갓트 신명
(神明)이 인도(引導)여 인년(因緣)을 지시(指示)미니 위연(偶然)한 일이 아니
오, 인(他人)의긔 몸을 더러인  업고 그  바 녜 이보의 고륙이니 유
식(有子息)한 쳐(處子) 실졀(失節) 아닌 후 무 죄단으로 죽기리오. 녀시
스로 그 몸을 함미지 이보의 신샹(身上)의 유(有害)미 업나니 분여
죽기도록 할 일이 〃시리오? 뎡인 관홍인(寬弘仁慈)시므로써 원부(怨婦)
의 한이 깁긔 리오?”
쥬이 쇼왈,
“헌 형의 말이 의리(義理)의 맛당한지라. 이(二兒)의 젼졍(前程)을 고렴치
아니코 간로 인졍(人情)을 각박(刻薄)히 리오?”
연이 웃고 맛당믈 칭더라. 이러틋 말며 뎡부(鄭府) 셔헌(書軒)의 니
니(뿌리깊은나무본(2) 66권 6장 앞면∼7장 앞면)

위의 인용문에서 강조된 부분은 72책본에서 생략된 내용이다.18) 이런 식으로
18) 72책본 60권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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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책본은 뿌리깊은나무본(2)에 비해 주변 인물들의 발화가 축약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72책본에서 연춘경과 화영의 비중이 정연경에 비해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앞의 인용문은 대화 내용을 절반 정도로 축약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뿌리깊은
나무본(2)에서 서술된 내용이 72책에서 완전히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뿌리깊은
나무본(2) 53권 7장에는 화영이 유소저와 혼인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19) 또 뿌
리깊은나무본(2) 53권 13장 앞면∼14장 앞면에서는 연춘경이 자신의 두 아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다. 연춘경은 다섯 살이 된 장자 창이 할아버지로부터 <小學>
을 배웠다며 이를 외우자 매우 기뻐한다.20) 위 두 장면은 모두 연춘경과 화영의
인물 형상화와 관련해 상당히 중요한 대목들이다. 그런데 72책본에서는 화영의
혼인에 대해 일체의 언급이 없고, 연춘경의 두 아들 역시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72책본은 연부와 화부를 대표하는 인물인 연춘경, 화영 두 공자에 대
한 서술이 생략되거나 축약된 이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부와 화부는 <임화정연>이라는 제목에서 드러나 있듯이 명목상으로는 임부
나 정부와 대등한 가문이다. 그리고 연춘경과 화영은 각각 연부와 화부의 2代
19) 화공 영과 쥬공 변옥 뎡옥이 다 쟝셩(長成)엿난 고로 널니 구혼(求婚)야 례로
친(親事) 지  화공 유시 고 쥬공 강시 니 냥인(兩人)이 다 명문귀
가(名門貴家)의 요죠가인(窈窕佳人)이라. 옥안화(玉顔華態) 요〃졍〃(夭夭貞靜)고  현
슉(賢淑)니 냥(兩家) 열(大悅)라. 뎡옥은 아직 나히 지 못엿난고로 명츈(明春)
을 기려 셩녜(成禮)려 더라.(뿌리깊은나무본(2) 53권 7장 앞면∼7장 뒷면)
20) 방시 쇼왈, “무 드로 형영(形影)도 뵈지 말나 시니 엇지 리오.” 이 심하(心下)
의 악연(愕然)나 (辭色)지 못고 연약(泰然自若)여 가로, “부(子婦)의 도리
지(死地)라도 역(逆)지 못려든 (此事) 역리잇가.” 인여 쇼셜화(大小說話)
드니 냥아(兩兒)의 유뫼(乳母) 아 안아 면젼(面前)의 니니 맛든 오셰오 난 삼셰라.
영오슈발(穎悟秀拔)여 졔 야〃(爺爺) 보고 반겨 닷토와 안기니 이 크긔 랑여 각〃
슬상(膝上)의 언져 어로만져 련(愛憐)며 쟝(長子) 챵드러 왈, “네 글을 호나냐.”
챵이 왈, “조뷔(祖父) 쇼학(小學)을 가치시 다 웟나이다.” 이 온 듸 외오라
니 챵 옥셩(玉聲)을 놉혀 낭〃(朗朗)이 외오니 시랑(侍郞)이 극(極愛)여 등을 어로만
져 랑히 측냥(測量)업니 방시 공 어로만져 가로, “쥬부인이 〃런 긔특한 긔남(奇
男)을 쌍으로 두어 노야의 노경(老境) 보 삼으시니 노얘 냥아 만금(萬金)의 지나게 녀
기시므로 쥬부인 듕(重愛)시미 능히 비 곳지 업서 시난 바로 낭군(郎君)이 구즐욕
(毆打叱辱)여 가도와 쳐(妻子)의 (死生)을 모로게 믈 각골통한(刻骨痛恨)시난 
오 쥬부인 어엿비 녀기시미 가지록 더시니 후 시 호발(毫髮)만이라도 불안(不安)케 
시미 이신 즉 결단코 치죄(治罪)시미 젼의셔 더실이〃다.” 이 함쇼(含笑) 왈, “쥬시
아모리 챡여도 나 곳 업면 아(此兒) 등을 엇지 야시리오. 상담(常談)의 아들 본
며나리라 여시니 인(大人)의 쥬시 랑이 다 날노 말아무미니 엇지 쥬시 홀노 귀듕
(貴重)리잇고.” 방시 쇼더라.(뿌리깊은나무본(2) 53권 13장 앞면∼14장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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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에 해당되는 인물로서, 임규나 정연경과 마찬가지로 각 가문을 대표한다
고 할 수 있다. 그런데 72책본에서는 이들의 혼사나 자식에 대한 서술이 완전히
생략되어 있다. 따라서 72책본에서 연춘경과 화영은 임규나 정연경처럼 각 가문
을 대표하는 2代의 주요인물 중 한 명이라기보다는 여러 주변 인물들 중 한 명
에 불과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비록 완질로 전해지지 않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뿌리깊은나무본(2) 또는 다른 이본에서는 연춘경과 화영의 비중이 72책
본보다 높았을 가능성이 있다.

(2) 정연경의 발화 증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72책본은 연춘경과 화영 두 공자를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서사와 발화가 축소되어 있다. 그러나 정연경의 발화만은 뿌리깊은나무본(2)에
비해 오히려 확대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는 뿌리깊은나무본(2) 65권 39장, 66권
10장 등 몇 곳에서 발견된다. 아래는 뿌리깊은나무본(2) 66권 10장과 72책본 60
권 8∼10면으로, 송소저로 위장하여 정연경과 혼인한 여미주의 정체가 발각되어,
정현 부자를 비롯한 인물들이 그녀의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는 대목이다.
쥬, 화 이공(二公)이 맛당물 일니 뎡공(鄭公)이 유예(猶豫)난지라. 츄
밀(樞密)이 야〃(爺爺)의 샤(赦)코져 시믈 보고 심니(心裏)의 초조여 이에 피
셕(避席) 고왈,
“녀〃의 무(無行)오미 쇼(小子)의 신샹(身上)을 쳠욕(添辱)오니 불승
분예(不勝憤恚)여 당〃이 죽기고져 옵나니 천한 식(子息)을 유렴(留念)
여 음샤(陰邪)한 계집을 용샤(容赦)리잇가.”
뎡공이 문득 졍(正色) 왈,
“(此事) 네 몸의 유(有害)미 관듕(關重)뇨? 모로고 한 일이여니와
네 명현신듕(明賢愼重)치 못기로 규슈(閨秀)의 몸을 더러이고 남의 가상을 
쳐 (行事) 가히 붓그럽거날 졔 죄난 각지 아니고 남만 나모라 죽기
려 나뇨. 녀시 비록 처음 실(行實)을 그 여시나 맛 슈졀(守節)여
도라온 즉 죽기며 츌거(黜去)할 죄목(罪目)이 무어시오. 몸이 쟝뷔(丈夫) 되어
이만 일을 혜아리지 못고 혈긔지분(血氣之憤)으로 살(殺生)을 경(輕)히 녀기
니 엇지 한심치 아니리오.”
이 황공(惶恐)여 면관샤죄(免冠謝罪)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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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人事) 혼암(昏闇)여  불민(不敏)오니 감쳥죄(敢請死罪)
로소이다.”
공이 긔위(氣宇) 묵〃(黙黙)여 슉연(肅然)이 말이 업니(뿌리깊은나무본(2)
66권 10장 앞면∼10장 뒷면)
쥬, 화 이공(二公)이  그 말이 올타  뎡공(鄭公)이 유예미결(猶豫未決)
이어 츄밀(樞密)이 졔대인(諸大人)의 의논(議論)이 녀시를 오고  을
보고 심(心內)의 분연(憤然)여 이에 피셕(避席) 고왈,
“ 혼암블초(昏闇不肖)기로 음녀(淫女)를 갓가이 여 죵 이러 
연(駭然)고 한심(寒心)오미 블가문어타인(不可使聞於他人)이라. 쇼(小子)
난안에분(赧顔恚忿)여 죽고 시브온디라. 엇디 져  쳔(賤兒)를 거리 대
간대음(大奸大淫)의 계집을 용셔리잇고. 믈며 대인과 쇼 당당 딘신명관
(搢紳名官)으로 음녀의게 졀졀이 쇽은 줄을 타인이 드 녀녀를 다리디 아
니고 치지 아니다 면 인인이 우리 부(父子)를 춤밧타 디리니 녀
녀를 치기로 냥(兩兒)의 젼졍(前程)을 맛리잇가. 공(孔子) 어(伯魚)를
머므시고 기모(其母)를 치 에 인뉸(人倫)의 튱슈(充數)엿니 복망
(伏望) 대인은 녀녀를 영츌(令出)시면 의 심(心思) 편가 이다. 녀
공이 비록 과격(過激)나 기녀를 죽이기 올  아니오며  죽여도 졔 죄
의 가오니 므어시 앗가오리잇고.”
인여 머리를 두다려 간쳥(懇請)니 공이 두로 의논이 합(合)디 아녀 
분긔듕(憤氣撑中)니 져를 가(可)타 심 편치 못 거시오, 녀시의게 누
 쇽으미 용녈(庸劣)거 다리디 아닌 린(四隣)의 긔쇼(譏笑)를 디
라. 녀가의 업슈히 넉임도 바들 니  번 계(戒責)을 아니치 못디라. 츌
거(黜去)여 슈졸(守拙)케 미 올흐 져의 친졍(親庭)이 먼니 잇셔 유소(有
所取)오 무쇼거(無所歸) 셩인(聖人)의 경계(警戒)라. 쳬(事體) 난쳐여 미
(雙眉)를 긔고 말 업니(72책본 60권 8∼10면)

<임화정연>에서 정연경은 인물들 중 여미주에 대해 가장 강경한 태도를 보인
다. 연권과 화경윤, 주철 등이 정현에게 여미주의 사건을 관대하게 처리하라고
권하자, 정연경은 참지 못하고 그 논의에 끼어들어 여미주를 엄히 처벌해야 한
다고 말한다. 그런데 뿌리깊은나무본(2)와 72책본에서 정연경의 발화 양상은 상
당한 차이를 보인다.
뿌리깊은나무본(2)에서는 정연경의 발언이 여미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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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 하나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연경의 짧은 발언이 끝나자마자 부친 정현은
정색을 하면서, “네 명현신듕(明賢愼重)치 못기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자
신의 잘못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혈긔지분(血氣之憤)으로 살(殺生)을 경(輕)히
녀”긴다는 이유로 아들 정연경을 꾸짖는다. 이에 정연경은 황공하여 관을 벗고
사죄하기에 이른다. 여미주는 “슈졀(守節)여 도라온 즉 죽기며 츌거(黜去)할
죄목(罪目)이 무어시오”하며 아들을 질책하는 정현의 말에서, 그가 여미주를 이
해하고 옹호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72책본에서는 정연경의 발화가 늘어난다. 그는 어찌 “대간대음(大奸大
淫)의 계집을 용셔”겠냐고 말하면서 부친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청
한다. 만일 정현이 그녀를 용서하면 “인인이 우리 부(父子)를 춤밧타 ”짖
을 것이니 결단코 용서할 수 없다는 그의 어조는 부친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리
기도 한다. 정연경의 말에 대한 정현의 반응 역시 흥미롭다. 뿌리깊은나무본(2)
에서는 여미주의 입장을 감싸면서 아들을 질책했던 것과 달리, 72책본의 정현은
아들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 단지 “쳬(事體) 난쳐여” 선뜻 아들의 편을
들지 못하고 아무 말이 없을 뿐이다. 이처럼 72책본은 뿌리깊은나무본(2)에 비해
정연경의 발언이 확대되어 있으며, 그가 보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형상화
되어 있다.
72책본은 거의 모든 장면의 서술이 뿌리깊은나무본(2)보다 축약되어 있으나,
이처럼 정연경의 발화는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72책본을 필사한
필사자가 정연경의 발언 부분을 다른 부분에 비해 덜 축약했거나, 아니면 정연
경의 발화를 추가 서술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어느 쪽이건 간에, 이
로 인해 72책본에서는 정연경의 발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이는 앞의
연, 화 두 공자에 대한 서술이 축소되는 현상과 맞물려, 72책본의 후반부 서사에
서 정연경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2)鄭府의 가문 위상 상승
(1) 정부를 앞세운 가문 소개
대부분의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 가문의 내력에 대한 서술이 가장 앞에 등장
한다. <임화정연>의 주인공은 임규이므로, 임부에 대한 서술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대다수 작품의 서술방식에 부합한다. 그런데 72책본 <임화정연>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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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한 서술이 가장 먼저 나온다. 72책본은 작품 서두에서 가문을 소개하는
순서가 독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작품의 주인공을 누구로 보는가와 관련해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부
분이기도 하다. 박경신은 작품의 서두에 정부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점에 주
목, <임화정연>은 정부를 중심으로 한 작품이라고 주장했다.21) 대부분의 한글장
편소설에서 주인공 가문의 내력과 소개가 작품의 맨 처음에 나온다는 점을 감안
하면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그러나 <임화정연>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인물은 임
규이며, 후속서사를 다룬 <쌍성봉효록>도 임규의 후손들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
다는 점이 이미 밝혀진 바이다.
그렇다면 72책본이 주인공 임규의 가문이 아닌 정부의 소개로 작품의 서두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존하는 이본들 중에서 가문의 내력을 소개하는 부분,
즉 <임화정연>의 1권이 존재하는 이본은 72책본과 조선도서본, 세창서관본, 유일
서관본 4종이다. 이 중에서 임부를 먼저 서술하고 있는 이본은 유일서관본이 유
일하다.22) 수적인 우열을 판단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일단 유일
서관본이 필사자의 착오나 변개에 의한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임화정연>의 인물들 중에서 임규가 가장 중심이 되는 인
물이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23) 임부에 대한 서술이 작품의 가장 앞에
나오고, 정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서술되는 유일서관본의 방식이 장편소설의
일반적인 서술 방식에 조금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72책본과 유일서관본 중 어느 쪽이 원래의 모습인지 확실하지
않다. 그렇지만 72책본에서 정부의 내력을 가장 먼저 소개한 결과, 72책본에서
정부의 위상이 상승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72책본은
주인공 임규와 첩 양씨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작품이 종결되는 등 미완성의
성격을 지닌 이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책본의 서사는 미완의 상태라는 느
낌을 거의 주지 않는다.24) 이렇게 72책본과 조선도서본이 독립적인 작품으로서
21) 박경신은 <임화정연>의 주인공이 임규라는 설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 근거는 작품의 서두
가 정현의 내력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작품의 말미는 정연경의 딸 정계임과 남편 유
현유 사이의 갈등이 <쌍성봉효록>에서 서술될 것이라는 예고로 끝난다는 점이었다. 박경신,
앞의 글, 1987.
22) 자세한 내용은 본고의 2장 1절의 ‘(5) 유일서관본’ 항목을 참조.
23) <임화정연>의 주인공을 임규와 정연경의 두 인물로 볼 수도 있으나, 두 인물 중에서도 임
규의 비중이 더 높다는 점은 분명하다.
24) 실제로 72책본과 조선도서본 모두 <임화정연> 완질본으로 널리 향유되었다. 72책본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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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결성을 갖게 된 이유는 정부의 위상이 강화된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임화정연>을 임부 중심의 작품으로 본다면 72책본과 조선도서본은 주인공 가
문의 후속세대에 관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은 미완의 서사구조라는
점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공 가문을 전반부의 임부와
후반부의 정부로 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혼인 관계로 맺어진 두 가문을 각각
전반부와 후반부의 주요 가문으로 내세운 전례가 드물어 다소 어색하기는 하지
만, 어쨌든 전반부에서는 임부의 주인공 임규를 중심으로 한 갈등이, 후반부는
정부의 주인공 정연경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다루어지며 그들의 갈등은 작품이
끝나기 전에 어느 정도 일단락되기 때문이다.25)
이러한 추정이 곧 유일서관본 또는 72책본 중 어느 하나가 원래의 모습에 보
다 가깝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다만 72책본이 일반적
인 장편소설의 가문 소개 순서와 다르게 정부를 앞에 내세운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한다. 뿌리깊은나무본(2)과 유일서관본에서 정연경과 정부의 위상은
72책본보다 축소되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이들 낙질본에서는 정부의 위상이 연
부나 화부와 같은 주변 가문들과 비슷한 정도에 그쳤을 가능성이 있다.

(2) 직위에 대한 문제 제기
<임화정연> 72책본의 마지막 권인 72권에서는 설영 형제의 난이 서술된다. 설
영의 난이 일어나자 조정에서는 이를 정벌하기 위한 군대를 편성하고, 정연경과
여중옥이 장수가 되어 출정하게 된다. 72책본에서는 여중옥이 원수, 정연경은 부
원수이지만 조선도서본에서는 정연경이 원수, 여중옥이 부원수가 되어 출정한
다.26) 정연경과 여중옥의 직위가 이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선도서본의 서사구조가 미완이기는 하지만 한 편의 작품으로 읽히기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
음을 알 수 있다.
25) 앞의 3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연경과 여미주의 갈등은 72책본에서 일단락되기는
하지만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72책본 <임화정연>의 서사는 여미주가 행화촌의 농장
으로 쫓겨났다가 수년 후 용서받아 정부로 귀가하지만 정연경은 여전히 여미주를 냉대해
여희주 등이 고민하는 장면에서 마무리된다. 정연경이 여미주를 용서하고 두 인물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내용은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에서 짧게 언급되며, 이 부분은 <쌍성봉효
록>의 4∼5권 부근에 해당된다. 다만 여미주가 개과천선하고 정연경을 제외한 정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용서받아 집으로 복귀한다는 점에서는 정연경과 여미주의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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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일까? 설영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는
장수들 중 정연경은 정부의 2代를 대표하는 인물로 처음부터 비중이 높은 인물
이었던 반면, 여중옥은 여부의 2代를 대표하는 인물로 작품 후반부에야 등장한
다. 만일 후반부의 주인공 가문을 정부로 간주한다면, 작품의 말미 부분에서 정
연경이 부원수로 출정하는 72책본의 서술은 어색하다. 전반부의 주인공 임규는
대원수의 직책으로 북지왕 유침의 난을 정벌했었다. 따라서 후반부의 주인공이
정연경이라면 그 역시 대원수의 직책으로 설영 형제의 난을 정벌하는 것이 자연
스럽다.
흥미롭게도 72책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대화가 있다. 출정하기 전, 여중옥과
정연경이 승상 임규를 만나 작별하는 자리에서 정연경은 자신이 여중옥보다 나
이가 많은데 왜 부원수가 되었느냐고 임규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뎡샹셰 오,
“쇼뎨(小弟)의 죄 슉쳠의게 디지 아니고  댱유(長幼)의 례(次例) 잇
거 쇼뎨로 여곰 슉쳠의 를 잡게 니 가히 원망(怨望)치 아니랴?”
승상(丞相)이 쇼왈,
“이보의 죄 맛 슉쳠을 밋디 못리니 엇디 댱유로 군졍(軍政)을 의논
(議論)리오? 양숑부 황구쇼(黃口小兒)로 원(元帥) 되고 부견이 슈
(手下) 되엿니 그 죄 엇디 국가대(國家大事)를 의논리오? 다만 슈히 셩
공(成功)여 도라오면 국가(國家)의 대(大幸)이오 문호(門戶)의 영광(榮光)이
라. 그 션후(先後)를 구(拘礙)치 말나.”
말을 맛고 일좨(一座) 대쇼(大笑)더라.(72권 49면)

정연경의 질문에 대해 임규는 정연경의 재주와 능력이 여중옥에게 미치지 못
해서라고 답하고, 직급의 선후에 구애받지 말고 성공하여 돌아오라고 덕담을 건
네 다들 웃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72책본에서도 나이가 어린 여중옥이 원수가
되고 연장자 정연경이 부원수가 되는 작품 속 설정에 대해 무언가 설명이 필요
하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정연경을 원수로 기록한 조선도서본이 옳은 것일까? 그렇지 않다.

26) 상이 의윤(依允)하사 졍연경으로 병부상셔(兵部尙書) 대장군(大將軍) 셔졍대원슈(西征大元
帥)를 배하시고 려즁옥으로 병부대도독(兵部大都督) 총관부원슈(摠管副元帥) 긔실참모(記室
參謀)를 하이시고(조선도서본 하 6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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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성봉효록>의 6권에 보면, 설영 측 탐마가 “쳔병(天兵) 이르럿온 쟝(大
將)은 녀즁옥이요, 부쟝(副將)은 뎡년경이라”(<쌍성봉효록> 6권 10면)고 보고하
는 장면이 있다. <쌍성봉효록>에는 여중옥이 대장, 정연경이 부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또 조선도서본에서도 72책본과 마찬가지로 정연경이 자신의 직급이 여
중옥에 비해 낮다며 승상 임규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대목이 있다.
졍상□ㅣ 왈,
“쇼뎨(小弟)의 재죄 슉쳠에게 지〃 아니코  장류(長幼)의 차례 잇거늘 쇼뎨
로 슉쳠의 채를 잡게 하시니 가히 원민(寃憫)치 아니하리오.”
승상(丞相)이 소왈,
“이보의 재죄 맛참내 슉쳠을 밋지 못하리니 엇지 장류로 군졍(軍政)을 졍하
리오. 양송부는 황구쇼애(黃口小兒)로대 대원슈(大元帥) 되고 부형(父兄)이 슈하
(手下) 되얏나니 그 재조로 국가대사(國家大事)를 의론(議論)하리오. 슈히 셩공
(成功)하야 도라오면 국가(國家)의 행(幸)이라. 엇지 그 션후(先後)를 구애(拘礙)
하리오.”
언파(言罷)에 대소(大笑)하더라.(조선도서본 하 607면)

위 인용문의 내용은 72책본의 서술과 거의 비슷할 뿐만 아니라, 정연경이 대
원수, 여중옥이 부원수가 되었다는 조선도서본 자체의 서술과도 모순된다. 이를
감안하면 정연경을 부원수로 기술한 72책본의 설정이 일견 어색해 보일 수는 있
지만 서사적인 모순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정연경을 대원수
로, 여중옥을 부원수로 설정한 조선도서본의 서술이 후대의 변모로 추정된다.
조선도서본 <임화정연>에서 정연경의 직책이 원수로 바뀌게 된 이유는 무엇일
까? 여기에서 주인공 임규의 사례를 참고해 볼 수 있다. 북지왕 유침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군사가 출정할 때 주인공 임규는 황제의 친아들인 漢王 朱高煦
(1380∼1426)와 함께 출정하게 된다. 그 때 임규는 원수, 한왕은 부원수의 직책
을 맡는다. 당시 한왕 고후는 황제의 친생자이고 나이도 임규보다 많았으며, 영
락제를 도와 정난지변을 성공시킨 역전의 용장이었다. 그러나 임규는 <임화정
연>의 주인공이므로, 나이도 어리고 전투 경험도 전무하지만 그가 출정군의 원
수가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직책은 해당 인물이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조선도서본에서 정연경의 직책이 원수로 된 이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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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후대의 변개로 판단할 수 있
다. 뿌리깊은나무본(2)에서는 정연경의 위상이 임규의 뒤를 이어 후반부의 주인
공으로 부각될 정도의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달리 72책본은
정연경과 정부의 위상이 보다 부각되는 경향이 감지된다. 조선도서본은 72책본
의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화되어 정연경의 직위가 대원수로 바뀌었다. 이로 인
해 정연경은 독자들에게 임규의 뒤를 이어 후반부의 주인공으로 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72책본이 유일서관본과 달리 정부의 가문 소개를 앞세운 사례를 참
고할 필요가 있다.27) 72책본은 다른 이본에 비해 정연경의 발화가 확대되고 직
위가 올라가는 등 정연경의 위상이 부각되어 있었다. 조선도서본에서 직위가 변
경된 사례를 참고한다면, 72책본에서 정부의 내력을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 역
시 정부를 후반부의 주인공 가문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시행된 후대의 변
모가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72책본이 정부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얻은 성과도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
이, 72책본에서는 임부의 종통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적으로 촉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이 종결되고 있다. 그렇지만 72책본은 후반부에서 정연경과 정부
를 중심으로 한 갈등구조를 부각시킨 결과, 미완의 서사구조를 감추고 독자들에
게 작품이 일단락되었다는 느낌을 주는 데에 성공했다. 실제로 많은 수의 선행
연구가 <임화정연>을 한 편의 완결된 작품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다른 이본들과
의 비교 결과, 72책본은 정연경을 임규의 뒤를 이은 제2의 주인공으로 부각시켜
‘전반부-임규’, ‘후반부-정연경’의 ‘이원적 서사구조’를 구축해 놓은 이
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요컨대 선행연구에서 <임화정연>을 임규와 정연경 중심으로 파악했던 논의는
72책본의 자료적 속성에 기인한 결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자
면 <임화정연>의 구조적 불연속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여러 이본들의 다양한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72책본이 <임화정연>의 서사를 원래 모습대로 온전하게
담고 있는 ‘선본’일 것이라는 전제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7) 유일서관본과 72책본의 가문 소개 순서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2장 1절 ‘(5) 유일서관
본’ 부분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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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關聯作’을 통해 본 敍事構造
선행연구에서는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이 연작 관계이며, <쌍성봉효록>은
<임화정연>의 ‘속편’28) 또는 ‘후편’29)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을 연작 관계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반적인 연작
은 ‘인물이나 공간, 사건의 계기성’30)을 고리로 삼아 전편과 후편의 서사가
연결되어 있지만 각각 독립적인 작품으로서의 완결성을 지닌다. 그런데 <임화정
연>과 <쌍성봉효록>은 이와 다른 다소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임화정
연>은 주요 인물의 갈등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속서사의 예고가 시작되
고, 주요 가문의 1代 인물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된다.
다시 말하자면 <임화정연>은 ‘구조적 완결성을 획득하지 못한 작품’31)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임화정연>에서 완결되지 않았던 서사는 <쌍성봉효록>
의 6권 137면에서 완결된다. 한편 <쌍성봉효록>은 6권 137면까지 <임화정연>에
서 예고된 내용을 다루다가, 6권 138면 이후는 교소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내
용을 다룬다. 그리고 작품의 마지막 부분인 15권과 16권에서는 주요 가문의 1代
인물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것으로 작품이 마무리되어, <임화정연>과 동일한
결말을 갖추고 있다.
이처럼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은 일반적인 연작 관계로 설명하기에 적합
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송성욱은 이를 감안하여 ‘완성형 연작’이라는 별도의
유형을 설정해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의 관계가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완성형 연작’에 해당되는 작품은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의
사례가 유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연 이 두 작품을 연작 관계로 보아야 하는
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의 관계를 구
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실증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글에서는 일단 <쌍성봉효록>을 <임화정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작품이라
는 의미에서 ‘관련작’으로 칭하기로 한다.32)
28) 엄기주는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을 연작으로 보고, <임화정연>을 ‘전편’, <쌍성봉
효록>을 ‘속편’으로 칭했다. 엄기주, 앞의 글, 1996, 207면.
29) 송성욱도 엄기주와 마찬가지로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을 연작으로 보고, <임화정연>
을 ‘전편’, <쌍성봉효록>을 ‘후편’으로 칭했다. 송성욱, 앞의 글, 1995, 351면.
30) 송성욱, ｢대하소설의 연작 유형에 대한 시론｣, 국문학연구 , 1999, 282면.
31) 위의 글, 290면.
32) 본 논문은 5장에서 <임화정연> 텍스트의 전승과 변천 문제를 논하면서 <쌍성봉효록> 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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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
현존하는 72책본의 말미 부분에는 <임화정연> 후속서사의 내용이 예고되어 있
다. 후속서사 예고가 시작되는 장면은 71권 중반부터이다. 71권 28면부터 임규의
서자 임효영과 적자 임백영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그 둘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
게 된 경위를 설명하면서 “영 등을 항형(抗衡)코  셜홰(說話) 만흔 고
로 쇼셜(小說)의 긔록(記錄)엿니라.”(71권 30면)는 언급이 있다. 그리고 이
지점부터 72권의 마지막 면까지는 모두 <쌍성봉효록>의 줄거리와 동일하며, 그
사이에도 간간히 <쌍성봉효록>을 참고하라는 언급이 나온다. 이처럼 71권 28면
부터 72권 68면까지, 즉 권수로 따지면 대략 1권하고 절반이 약간 넘는 적지 않
은 분량이 모두 후속서사의 예고에 할애되고 있다.
<임화정연> 후속서사 예고의 특징은 <쌍성봉효록>의 내용을 상당히 자세하게
제시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연작형 장편소설에서는 후속편의 내용을 예고할
때 몇 줄 정도의 분량에 그치며, 내용도 대개 후손들의 설화는 어떤 작품을 참
고하라는 정도에 그친다. 그런데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는 <쌍성봉효록>의 서
술보다도 자세한 대목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예컨대 <쌍성봉효록>에서 소
씨의 죽음은 5권의 5∼7면에 걸쳐 비교적 짧게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72책본에
서는 소씨가 조천관에 방문한 이후 병이 급작스럽게 심해지고, 이후 강부인과
금오 여익, 자녀들에게 차례로 유언을 남긴 후 죽는 장면을 <쌍성봉효록>보다도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강부인을 쳥여 갓가이 안 은근이 샤례(謝禮)여 오,
“쳡(妾)의 블초간악(不肖奸惡)며 질투(嫉妬)미 텬디(天地)의 옥여 쇼
시(少時)로브터 부인(婦人)긔 득죄(得罪)미 터럭을 혀도 능히 그 죄(罪)를 혜
못 거시오 …(중략)… 부인은 쳡의 님망(臨亡)시 간곡(懇曲) 졍셩(精誠)을 어
엿비 넉이시믈 바라이다.”
 공(公)을 향여 오,
“쳡이 군후(君侯)긔 득죄미 쳔무셕(千死無惜)이오 만유경(萬死猶輕)이
어 죄를 샤시고 죽으 이러 복(福)되미 다 군후의 관혹디덕(寬厚之德)이
스트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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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략)… 쳡의 (兒子)의 몸이 안과(安過)믄 강부인과 듕 남(男
妹)의 은혜(恩惠)니 엇디 니긔여 갑흘 리잇고?”
도라 녀(子女)다려 오,
“나의 가 가온 말이 가득나 명(命)이 다여시니 능히 베프디 못
니 …(중략)… 여등(汝等) 남 죵신(終身)토록 강부인 교화(敎化)를 밧드러 게
어지 말나.”
언파(言罷)의 다시 긔식(氣息)이 엄엄(奄奄)니 좌위(左右) 다 눈믈을 드리오
디라.(72권 22∼25면)

소씨는 죽음을 맞게 되자 원비 강부인, 남편 금오 여익, 그리고 자기 소생의
남매인 여성옥과 여미주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착하게 살기를 당부하는
유언을 남긴다. 이처럼 1권 넘는 분량을 할애해 후속서사의 내용을 상세하게 예
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72책본의 71권 28면부터 서술된 내용은 <쌍성봉효
록>의 주요 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다. 현존
하는 <쌍성봉효록>이 요약된 이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는 이례적으로 자세하다.33)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 <쌍성봉효록>의 줄거리를 거의
그대로 서술했으면서도, 일부 내용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특이하다.
현존하는 16권 16책의 <쌍성봉효록> 중 1권부터 6권 137면까지는 72책본의 후속
서사 예고 부분에서 그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 부분은 임규의 적자
인 임백영 형제와 서자 임효영 사이에 종통계승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갈등을
담고 있다. 양씨 모자는 자신들의 처지에 불만을 품고, 임백영 형제를 제거해 자
신들이 집안의 종통을 차지하려 한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는 결국 실패해 양씨
는 누실에 갇히고 임효영은 도주한다. 이후 설영의 난 등으로 수년의 세월이 흐
른다. 그 사이 양씨는 개과천선하고, 남서순무어사로 직무를 수행하던 임백영은
도주하던 임효영을 잘 타일러 집으로 데려온다. 그러나 그들은 개과천선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임규에게 용납 받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석가월의 계교로 임규는
다시 양씨와 화락하고 임효영도 용서받게 된다. 양씨는 자신과 아들이 용서받게
된 것이 모두 석가월의 계교임을 알고 석가월의 자매이자 임규의 희첩인 석섬월
에게 거듭 고마움을 표한다. <임화정연>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가 끝나는 지점
33) 후속서사 예고 부분은 조선도서본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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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쌍성봉효록>의 6권 137면은 전편 <임화정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임규와 양
씨, 석가월 사이의 뿌리 깊은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유의미한 지점이다.34)
그리고 현존하는 72책본과 조선도서본 모두 <쌍성봉효록>의 6권 137면 부근을
<임화정연>의 전체 서사가 종결되는 지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72책본의
마지막 부분이다.
명됴(明朝)의 텬(天子) 냥원슈(兩元帥)와 졔댱(諸將)의 공(功)을 포장(襃獎)
샤 …(중략)… 광녹시(光祿寺) 관원(官員)이 범(凡事)를 통녕(統領)여 냥가(兩
家)의 대연(大宴)을 딘셜(陳設)니 외(內外) 빈(賓客)이 슈쳔(數千)이오 슈륙
딘찬(水陸珍饌)이 뫼 갓여 신풍(新豊) 향온(香醞)과 동졍(洞庭) 감귤(柑橘)이
잔의 넘고 반(盤)의 가득니 연(此宴)의 댱(壯)며 영화(榮華)로오믄 쇼셜
(小說)의 잇니라. 잔를 디고 텬긔 샤은(謝恩)다. 샹이 셔텬태슈(西川
太守) 니운을 죽이고 시거 님승샹, 녀샹셔 등이 힘 간여 감(減死)
여 셔인(庶人)은 라 손(子孫)으로 여곰 냥인(良人)이 되게 고 졀도
(節度), 태슈(太守) 폐(廢)여 향니(鄕里)로 치니 제인(諸人)이 님승샹 대덕
(大德)을 튝슈(祝手)더라.
셰월(歲月)이 여류(如流)여 님태(林太師), 뎡노공(鄭老公)이 나히 팔십(八
十)의 니러 님태 부인으로 회혼녜(回婚禮)를 디니 유복(有福)미 댱안(長
安)의 훤동(喧動)엿더니 오라디 아냐 위부인이 병(死病)을 어더 신음니
승샹(丞相)이 졔(諸子)로 더브러 디셩구호(至誠救護) 임의 텬명(天命)이 다
엿 고로 효(孝子)의 디셩(至誠)이 밋디 못여 십슈 일의 셰샹(世上)을 
리니 …(후략).(72권 61∼62면)35)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에는 설영 형제의 난을 진압하러 출정한 여중옥과 정
연경이 승리를 거두어 황제가 포상을 내리고 잔치를 여는 장면이 있다. 황제는
설영 형제에게 속아 서천 지역을 잃은 서천태수 이운을 죽이려 하지만 임규 등
이 구해 준다. 해당 부분은 <쌍성봉효록>의 5∼6권에서 다루어질 내용이다.
34) 적서 차별로 인해 빚어진 임백영과 임효영의 갈등은 <쌍성봉효록>에 와서야 촉발된 갈등
이 아니라, 전편 <임화정연>에서 임백영과 임효영이 태어나자마자 촉발되었던 갈등이 내재
되어 있다가 <쌍성봉효록>에 와서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송성욱의 선행연구에서 <쌍성
봉효록>의 이 부분을 임규와 양씨의 쟁총담으로 파악한 것도 이러한 측면에 주목한 것이다.
송성욱, 앞의 책, 2003, 49면.
35) 조선도서본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이 더 간략해 마지막 2면에 불과하다. 조선도서본 하
611∼612면.

-65-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에서는 그 뒤 곧바로 임자숭 부부의 회혼례가 열리는
데, <쌍성봉효록>에서는 이 장면이 마지막 권인 16권에서 서술된다. 또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에 의하면 회혼례 후 위부인은 죽고 임규는 절강으로 낙향하며,
얼마 안 가 임자숭과 정현, 연권, 화경윤 부부 등 <임화정연>의 1代에 해당되는
인물들이 차례로 죽으면서 작품이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역시 <쌍성봉
효록>의 16권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다.
한편 <쌍성봉효록>의 6권 137면 이후부터 14권까지의 내용은 72책본의 후속서
사 예고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36) <쌍성봉효록>의 6권 138면에는 교소교라
는 악녀가 새롭게 등장한다. 교소교는 임계영의 벗 어사 교운의 이복동생으로,
우연히 집에 찾아온 임계영에게 반해 그와 혼인하기 위해 애쓰는 인물이다. 교
소교는 임계영, 임주영과 차례로 혼인하지만 투기를 일삼다가 쫓겨나자, 임부와
정부에 역모 혐의를 씌우는가 하면 호왕의 비가 되어 명나라를 침공하는 등 극
단적인 악행을 계속하다가 잡혀 죽는다. 또 <쌍성봉효록>의 후반부에는 임부의
4代를 대표하는 임성인, 임성현 두 명의 쌍성 형제가 등장해 교소교의 음모로부
터 가문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쌍성 형제와 관련된 부분도 72책의 후속서
사 예고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에 의하면 <임화정연>의 서사는 <쌍성봉효록>
의 전반부에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에서 누락된
부분은 <쌍성봉효록>의 전체 16권 중 7∼14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교소교와
쌍성 형제가 등장하는 대목이다. 그런데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에서는 교소교
와 쌍성 형제에 대해 단 한 마디도 거론하지 않고 있다. 이는 조선도서본의 후
속서사 예고도 마찬가지이다. 72책본과 조선도서본 모두 후속서사 예고에서 <쌍
성봉효록>의 전반부를 <임화정연>의 서사가 종결되는 지점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2)林府의 3代와 4代 서사
<쌍성봉효록>은 16권 1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엄기주는 <쌍성봉효록> 1∼3권
이 임규의 첩 양씨와 임효영을 중심으로 한 신분갈등, 4∼6권은 정연경의 딸 정
36) 다만 <쌍성봉효록>의 16권에서는 임태사 부부와 정노공 부부의 회혼연이 열린다. 회혼연
관련 부분은 72책 결미 부분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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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임과 그녀의 남편 유현유를 중심으로 한 부부갈등, 그리고 7∼16권은 교소교
가 임계영, 임주영 등과 혼인을 시도하는 애정갈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
다.37) 그러나 이는 1∼6권의 서사를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나눈 구분이라고 생각
된다.38) 그보다는 교소교의 등장 이전과 이후를 <쌍성봉효록>의 서사적 분기점
으로 지목한 송성욱의 견해가 조금 더 균형 잡힌 견해라고 생각된다.
송성욱 역시 1∼3권이 임규와 양씨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4권 중반
부터 6권까지는 정계임과 유한유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다고 파악한 점은 동일하
다. 그러면서도 그는 <쌍성봉효록>에서 교소교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전편과
마찬가지로 임부와 정부의 팽팽한 병렬적 구성”39)을 보여주지만, 교소교가 등
장한 이후에는 임부와 정부의 “서술양상이 겹쳐지면서 급기야는 그 운명을 같
이 하는 성격으로까지 발전”40)된다고 보았다. 말하자면 <쌍성봉효록>이 교소교
라는 악인의 등장을 서사적 분기점으로 하여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도 <쌍성봉효록>의 갈등구조는 크게 교소교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교소교의 등장 이전은 임백영과 임효영 사이의 갈등구조
가 중심이 되며, 교소교 등장 이후는 쌍성 형제와 교소교의 갈등구조가 중심이
된다.

(1) 임백영 對 임효영
<임화정연>의 전반부가 임규 對 진상문, 후반부가 임규 對 첩 양씨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다면 <쌍성봉효록>의 1∼6권은 임부의 3代인 임백영과 임효영 사이
의 갈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쌍성봉효록>의 전반부’로
칭하기로 한다.
37) 엄기주, 앞의 글, 1996, 214∼222면.
38) 분량이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으나, 16권으로 이루어진 작품을 3권, 3권, 10권의 셋으
로 나누는 것은 균형 잡힌 구분이 아니다. 서사적으로도 1∼3권에서 촉발된 임백영과 임효
영의 갈등은 4∼6권에도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양씨 모자의 계략이 실패하는 것은 2권이고,
그들이 수년 후 개과천선하여 가문으로 복귀하는 것은 6권이다. 정계임의 서사는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삽화처럼 존재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쌍성봉효록>의 1
∼6권을 다시 둘로 나눈 것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구분이다.
39) 송성욱, 앞의 글, 1995, 366면.
40) 위의 글, 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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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욱의 선행연구에서는 이 부분의 갈등을 ‘임규와 양씨의 갈등’으로 파악
한 바 있다. 즉 이 부분의 갈등이 촉발된 동기는 양씨가 “자신이 낳은 아들인
효영이 이들보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혼인을 하지 못하는 등 적자의
대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원한”41)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적대자는 ‘惡妻’
양씨이고, 대립의 성격은 ‘처첩갈등’이며, 단위담의 유형은 ‘쟁총담’이라고
보았다. 반면 엄기주는 이 부분이 ‘임부를 배경으로 한 신분갈등’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42) 양씨가 사건을 일으킨 동기가 임규의 박대보다는 아들 효영
이 천출로 취급당하는 것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모해 대상자가 삼부인의 아
들과 며느리라는 점을 지적, “양씨의 갈등이 처첩간의 애정갈등이 아니라 적서
차별이라는 문제에 대한 신분갈등임을 의미하는 것”43)임을 지적했다.44)
<쌍성봉효록>에서 표출된 임백영과 임효영 사이의 갈등은 <임화정연>에서부터
이어진 것이다.45) <쌍성봉효록>의 1권에서 임규는 庶長子 임효영의 나이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嫡子인 임백영과 임중영, 임성영의 혼처를 먼저 정한다. 양씨
는 자신의 가문이 비록 화를 입기는 하였으나 엄연히 사족이며, 자신이 가장 먼
저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임효영은 그래도 대우를 해 줄 것이라 기대했었다. 그
러나 임규가 정·연·화 세 부인 소생 자식들의 혼사를 먼저 정하자, 양씨는 참
지 못하고 자신의 서러운 심정을 주변 인물들에게 털어놓기에 이른다. 양경의
첩 취운은 양씨의 불평을 듣자 그녀에게 아들의 장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종통의 자리를 빼앗으라고 권한다. 양씨는 그날 이후로 양경과 취운, 양경의 벗
탈목화와 상의해 임부의 적장자 지위를 빼앗을 계략을 세우기 시작한다. 양씨의
흉계에 맞서 임백영 형제의 위급한 상황을 구해주는 인물은 <임화정연>에서 양
씨와 갈등을 빚었던 석가월이다. 석가월은 조옥연과 함께 도관으로 출가한 상태
였지만, 위기가 닥칠 때마다 나타나 초현실적인 능력을 발휘해 임백영 측을 도
와준다. 양씨와 임효영 등은 임백영 형제를 역모 혐의로 몰기까지 하지만 석가
월의 활약으로 인해 그들의 계략은 실패로 돌아간다.
41) 송성욱, 앞의 책, 2003, 49면.
42) 엄기주, 앞의 글, 1996, 216면.
43) 위의 글, 217면.
44) 두 선행연구의 논의는 서로 다르지만, 상충되지는 않는다. 다만 송성욱의 연구가 전편
<임화정연>과의 연속성에 무게를 두어 갈등이 촉발된 동기에 보다 주목했다면, 엄기주의 연
구는 <쌍성봉효록>에서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국면에 주목했다는 차이가 있다.
45) 이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3장 1절 ‘(2) 임규 對 첩 양씨’ 항목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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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양씨와 임효영 모자는 잘못을 뉘우치고 개과천선하지만, 가부장인 임규
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다. 이때 석가월이 일러준 계교대로 위태부인이 임규를
설득해서, 마침내 양씨와 임효영은 용서를 받는다. 석가월은 양씨의 옛 원수를
은혜로 갚는 셈이다. 양씨는 자신과 아들이 용서받게 된 것이 모두 석가월의 덕
임을 알자, “젼일(前日) 월관을 쳑(排斥)든 마음이 두루혀”(<쌍성봉효록> 6
권 124∼125면) 석가월의 자매이자 임규의 희첩이 된 석섬월에게 거듭 감사하다
는 말을 하게 된다. <임화정연>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임백영과 임효영, 그리고 석
가월과 양씨 사이의 갈등은 <쌍성봉효록>의 6권 137면에서 완전히 해소된다.

(2) 쌍성 형제 對 교소교
<쌍성봉효록>의 6권 148면부터 교소교라는 악녀가 새롭게 등장해 주인공 가문
의 구성원을 상대로 갈등을 일으킨다. 본 논문에서는 이 부분을 ‘<쌍성봉효록>
의 후반부’로 부르기로 한다. 엄기주는 이 부분이 교소교를 중심으로 하되,
‘임부를 배경으로 한 애정갈등’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았다.46) 그리고 송성
욱의 선행연구에서는 <쌍성봉효록>의 후반부가 교소교를 중심으로 하는 ‘탕자
개입담’의 유형으로 분류했다.47)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갈등이 촉발된 핵심적
요인으로 교소교라는 인물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송성욱은 이 부분을 ‘탕자개
입담’으로 본 반면, 엄기주는 ‘애정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의견
이 나뉜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참고하여, 이 부분의 갈등에 대해 검
토해 보기로 한다.
교소교는 어사 교운의 이복동생이다. 임계영48)은 급한 공무로 어사 교운의 집
에 찾아오는데, 이 때 방으로 들어오려던 교소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 임계
영에게 반한 교소교는 모친에게 그와 혼인시켜 달라고 청하지만 거절당하자, 시
비 영매의 도움을 받아 영매의 숙모가 있는 탕부에 몸을 의탁한다. 그리고 능운
46) 엄기주는 “자신의 욕망 추구를 위해 모든 규범을 무시할 수 있는 교씨와 같은 인물을
형상화했다는 것은 <쌍성봉효록>이 <임화정연>과 구분되는 점”이라고 보았다. 엄기주, 앞
의 글, 1996, 221면.
47) 송성욱, 앞의 책, 2003, 48면.
48) 임계영은 임규의 원비 정연낭의 차자이다. <쌍성봉효록>에서는 임규의 4子 또는 9子라 하
여 서술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적장자 중에서는 네 번째, 서자까지 포함하면 아홉 번째 아
들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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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라는 비구니의 도움으로 요약을 활용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탕수벽 소저
의 이모인 최귀비를 통해 사혼교지를 받아 임계영과 혼인한다. 이후 정체가 탄
로나 쫓겨나자, 임계영의 정실부인 소빙설의 모습으로 둔갑해 다시 임계영과 지
내려 한다. 이처럼 교소교의 서사는 임계영에 대한 애정적 욕구에서 시작된다.
그런데 중반 이후부터는 임·정·연·화 등 주인공 가문에 대한 교소교의 복
수심이 서사의 주요 동기로 자리 잡는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는 임부의 4代를
대표하는 쌍성 형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쌍성 형제는 임백영과 정실부인 유
씨 사이에서 태어난 임성인, 임성현 두 쌍둥이 아들로, 작품 내에서는 ‘쌍성공
자’로 불린다.49) 쌍성 형제가 처음으로 활약하는 대목은 교소교가 소빙설로 둔
갑해 임계영의 정실부인으로 행세하는 <쌍성봉효록>의 9권이다. 이 때 임규를
비롯한 집안의 어떤 인물도 둔갑한 교소교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쌍성
형제와 월아소저만은 교소교의 정체를 꿰뚫어본다.50) 결국 도주하게 된 교소교
는 능운이고와 상의하지만, 쌍성 형제는 옥청상선이요 월아 소저는 천생성녀라
“쌍셩과 월 소랑(小娘)이 산 후 소졔(小姐) 비록 승텬입지(昇天入地) 
죄 잇셔도 님상부 〃즁(府中)의 갓가니 가지 못리니”(<쌍성봉효록> 9권 148
면)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후로 교소교는 그들 삼남매의 신이한 기
운 때문에 감히 임부에 잠입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이 대목을 기점으로 하여 교소교라는 인물의 동기도 바뀌게 된다. 이전까지
교소교는 임계영이라는 남성에 대한 애정적 욕구를 바탕으로 그와의 혼인을 바
라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능운이고나 옥비낭낭 등의 도움을 받아 두 차례나 임
계영과 만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정식으로 혼인했으며,
두 번째는 자신을 정실부인 소빙설로 둔갑하는 방법을 썼었다. 따라서 이 부분
까지는 ‘임부를 배경으로 한 애정갈등’의 성격이 컸다. 그러나 쌍성 형제가
활약하는 대목 이후부터는 갈등의 성격이 변한다. 그 이유는 쌍성 형제의 등장
으로 인해 교소교가 임계영과 재결합하여 임부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완전히 사
라졌다는 데에 있다. 자신의 소망을 달성하게 될 길이 없어지게 된 교소교는 자
신의 소원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모조리 제거해 버리겠다는 무차별적인 복수
49) 쌍성 형제의 출생은 <쌍성봉효록>의 5권에서 나오는데, 원래 그들의 이름은 ‘창인’과
‘성현’이었다. 그런데 쌍성 형제의 이름은 6권 이후부터 ‘성인’과 ‘성현’으로 바뀐
다. <쌍성봉효록> 전반부와 후반부에서 주인공 형제의 이름이 다르게 서술된 점 또한 눈길
을 끈다.
50) <쌍성봉효록> 9권 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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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적개심에 불타는 극악무도한 인물로 변모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쌍
성봉효록> 후반부는 ‘탕자개입담’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51)
앞서 지적했듯이 교소교에 맞서는 인물은 임부의 4代를 대표하는 쌍성 형제
다. 쌍성 형제는 여덟 살의 어린 나이지만 부친 임백영을 따라 탈목견의 난을
진압하기 위한 출정에 참가한다. 탈목견의 군대는 옥비낭낭이 이끄는 요정들과
함께 명나라 군대를 습격하지만, 쌍성 형제의 신통력 덕분에 옥비낭낭과 요정들
은 힘을 쓰지 못하고 제압당한다. 탈목견의 군대는 대패하고, 옥비낭낭은 처형되
며, 교소교는 사로잡혀 경사로 압송된다. 경사로 돌아온 쌍성 형제는 국문이 시
작될 무렵 등문고를 울리고 혈소를 올려 모든 진실을 밝힌다.52) 석가월 역시 잡
아 두었던 능운이고를 데리고 나온다. 악인들의 자백에 따라 모든 진실이 밝혀
지고, 임부를 비롯한 주인공 가문은 누명을 벗는다. 황제는 다시금 임·정·연·
화 가문을 신뢰하게 되고, 교소교를 비롯한 악인들은 모두 처형되는 것으로 <쌍
성봉효록> 후반부의 주요 갈등도 마무리된다.
한편 <쌍성봉효록>의 후반부는 <쌍성봉효록>의 전반부와 의식 성향 역시 차이
를 보인다.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의 전반부에서 건문제는 나약할 뿐만 아
니라 간신의 말을 듣고 숙부들을 부당히 억압하다가 형세가 불리해지자 지레 죽
고 만 용렬하고 혼암한 군주로 묘사되어 있었다. 또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
의 전반부에서는 건문제를 위해 반란을 일으킨 인물들을 주인공 측이 진압하는
내용의 군담이 등장한다. <임화정연>에서는 북지왕 유침의 반란을 임규가 진압
하며, <쌍성봉효록> 전반부에서는 설영 형제의 난을 여중옥과 정연경이 진압한
다. 그 과정에서 건문제를 위해 節死한 신하들은 명예를 요구해 죽은 것이라는
등의 조롱 섞인 어투로 그들에 대한 폄하가 이루어진다.53)
51) 탕자개입담이란 악인이 “주인공 가문의 누군가에 대한 애정적 욕구”로부터 출발해서,
각종 음모 등 여러 사건을 일으키다가 “대개의 경우는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단위담이다.(송성욱, 앞의 책, 88∼90면) 교소교의 경우 임계영에 대한 애정적 욕구
에서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주인공 가문에 대한 복수심에서 각종 음모를 시도하다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한다는 점에서 탕자개입담의 개념에 부합한다.
52) <쌍성봉효록> 14권 35∼36면.
53) 건문제의 원수를 갚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반란을 일으킨 북지왕 유침에 대해, 임규는 영
락제가 선제의 친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의 즉위는 천명에 응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반란을 일으킨 북지왕 유침의 행동은 ‘거짓 忠義’를 일컬은 逆臣의 짓이라고
비판한다.(72책본 26권 35∼38면) 역시 건문제의 원수를 갚겠다며 ‘의병’을 일으킨 설영
형제는 여중옥과 정연경의 정벌군에게 진압된다.(72책본 72권 53∼54면, <쌍성봉효록> 6권
37∼38면) 북지왕 유침과 설영 형제의 난이라는 사건을 살펴보면 두 사건 모두 건문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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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쌍성봉효록>의 후반부에서는 건문제에 대한 의리를 지켜 사절하거나 벼
슬을 버린 사람들을 백이, 숙제와 같은 충신과 열사로 추앙하는 반면, 영락제의
조정에서 계속 벼슬하기로 결심한 왕념은 “무식(無識) 암용(暗庸)여 슐 쥼치
고기 로”(<쌍성봉효록> 11권 52면)와 같은 쓸모없는 인물로 깎아내린다.54) 건
문제에 대해서는 “고군(故君)이 무죄(無罪) 무과(無過)히 실위(失位)”(<쌍성봉효
록> 11권 52면), 즉 아무런 죄나 잘못 없이 제위를 잃었다고 서술해, 전반부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서술태도를 보인다.
이처럼 <쌍성봉효록>은 교소교가 등장하는 6권 137면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
반부가 나뉘는 ‘분절적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 더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쌍성봉효록>의 후반부는 교소교가 중심이 되는 6권 138면부터 14권까지의 내용
과 15, 16권으로 다시 나뉠 수도 있겠지만, 서사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작품의 서
사구조를 단속적으로 만드는 6권 137면이다.55) 요컨대 <쌍성봉효록>의 서사구조
는 전체 16권 중 교소교가 등장하는 6권 138면부터 14권까지의 내용이 분절적으
로 존재하는 ‘분절적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56)

한 충절을 다하려는 세력들을 반란군으로 설정하고, 이 반란을 주인공 측에서 출정하여 진
압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54) <쌍성봉효록> 11권에서는 임규의 딸 임혜주가 이성현이라는 인물과 혼인하고 겪는 사건
이 다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정난지변에 대한 비판적 서술태도가 드러난다. 서술자는 건
문제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죄도 없는데 제위를 잃었다고 서술하고, 건문제를 위해 죽은 신
하들을 백이, 숙제와 같은 충절의 상징에 빗대어 ‘忠臣’과 ‘烈士’로 호명한다. 반면 영
락제의 조정에서도 계속 벼슬하는 왕념이라는 자는 무식하고 용렬하여 사람이라고 부를 가
치도 없는 못난 인물로 그려진다. <쌍성봉효록> 11권 52∼53면.
55) <쌍성봉효록>의 서사구조는 1권∼6권 137면과 6권 138면∼14권, 15권∼16권의 세 부분으
로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쌍성봉효록>의 1권∼6권 137면의 내용과 15권∼16권의
내용은 <임화정연>의 후속서사 예고에 요약적으로 서술되었던 부분으로 그 성격이 유사하
다. 또한 15권과 16권은 별다른 사건 없이 주요 가문의 1代 인물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차례로 세상을 뜨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 논문에서는 <쌍성봉효
록>의 서사를 굳이 셋으로 나누지 않고, 6권 137면을 기점으로 앞, 뒤의 서사가 분절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했다.
56) <쌍성봉효록>의 ‘분절적 서사구조’는 앞에서 논한 72책본의 ‘이원적 서사구조’와 성
격이 약간 다르다. 72책본의 ‘이원적 서사구조’는 전반부와 후반부의 서사가 연속적이면
서도 각각 임규와 정연경을 중심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데에 무게를 둔 용어
이다. <쌍성봉효록>의 ‘분절적 서사구조’는 6권 137면을 경계로 하여 전반부와 후반부의
서사가 단속적, 이질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쌍성봉효록>의 서사를
보다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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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임화정연>의 서사구조를 인물갈등과 이본, 관련작의 세 측면에
서 검토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화정연>은 주요 인물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이 마무
리되어 있는 ‘미완의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임화정연>의 주인공 임
규와 진상문 사이의 갈등은 28권 부근에서 진상문이 개과천선함으로써 작품 내
에서 완전히 해소된다. 그러나 임규와 그의 첩 양씨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갈등
은 작품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 양씨와 석가월, 정연경과 여미주의
갈등 역시 해소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작품이 끝나기 전에 이들 사이
의 갈등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임화정연>에서는 임
규와 양씨, 정연경과 여미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작품이 종결된다.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 인물들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
품이 종결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둘째, <임화정연>의 이본들을 비교해 본 결과 72책본 <임화정연>은 ‘전반부임규’와 ‘후반부-정연경’을 중심으로 하는 ‘이원적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뿌리박물관본(2)과의 비교 결과 72책본은 정연경의 서술 비중이 확대되
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72책본에서는 정연경이 부원수의 직위로 출정하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는데, 조선도서본에서는 정연경의 직위를 원수로 높이
면서 서사적 모순이 발생해 이것이 후대적 변모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유일서
관본과 비교 결과 72책본은 서두의 가문 소개에서 임부보다 정부를 앞세운다는
사실도 발견할 수 있었다. 72책본이 보여주는 특징들은 결과적으로 정연경의 위
상을 부각시켜 72책본의 서사구조를 ‘전반부-임규’, ‘후반부-정연경’으로
이원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었다.
셋째, <임화정연>에서 미완의 상태로 남았던 서사는 <쌍성봉효록>의 6권 137
면에서 완결된다.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에 의하면 <임화정연>의 전체 서사는
<쌍성봉효록>의 전반부 지점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었다. 한편 <쌍성
봉효록>은 6권 137면을 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뉘는 ‘분절적 서사구
조’를 이루고 있었다. <쌍성봉효록>의 전반부는 <임화정연>의 서사와 연속적인
성격을 지니지만, <쌍성봉효록>의 후반부를 이루고 있는 교소교와 쌍성 형제의
서사는 이전의 서사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새로운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
었다. 또 <쌍성봉효록>의 전반부와 후반부는 정난지변에 대해 상반된 서술태도
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처럼 <쌍성봉효록>이 한 편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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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서사가 전반부와 후반부의 분절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은 이례적인 현
상으로서 주목할 만하다.
본 논문의 검토 결과 72책본 <임화정연>의 서사구조가 지닌 중요한 특징들과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알아낸 점들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서술
의식의 특징과 성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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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V.敍述意識의 特徵과 性向
소설은 작가가 서술자의 시선과 언어를 통해 작품 속 인물과 사건, 배경을 서
술한다.1) 그렇기 때문에 소설의 문학적 특징을 고찰함에 있어 서술자의 시점과
발화가 어떠한지, 그리고 서술자에 의해 서술된 작품 속 서사세계가 어떠한 현
실인식과 의식적 지향을 토대로 형상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
다. 본 연구는 작품의 서술자의 시점과 발화, 그리고 작품 속 서사세계에 반영된
서술자의 의식적 성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서술의식’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기로 한다.2)
본 논문은 <임화정연>의 서술의식을 주제와 구성, 문체의 세 가지 측면에 초
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이다. 먼저 주제와 관련해서는 작품의 창작경위가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그리고 도덕규범에 관련된 폭력적 장면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
는지에 주목해 보기로 한다. 구성은 작품의 주요 사건과 배경이 어떠한 집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인공 임규의 외모가 추하게 설정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임화정연>의
문체는 어떠한 특징적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그러한 문체적 특징은 작품 속에
서 어떠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통
해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임화정연>의 서술의식이 어떠한 특징을 지
니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나름의 결론을 내릴 것이다.

1) 서사장르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작가와 분리된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진다. 소설이 허구성
을 갖게 되는 것은 이러한 특징에서 기인하는 현상이다. 이와 달리 교술장르, 예컨대 전은
작가와 서술자가 동일하다. 박희병, ｢조선후기 ｢傳｣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1, 8∼36면 참고.
2) ‘서술의식’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용어이지만 그 의미는 차이를 보인다. 선
행연구에서는 서술의식을 ‘대상을 서술함에 있어서의 작자의 의식과 태도’(위의 글, 332
면), 또는 작품을 서술한 서술자의 성격이나 태도를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했다.(정병설, 앞
의 책, 1998) 한편 박일용은 서사문학을 서술시각, 서사세계, 문체 세 요소의 유기적인 연관
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서술시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본고는 서술자의 시각
과 발화(문체), 그리고 서사세계에 투영된 서술자의 의식지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서술의식’개념을 설정한다. 박일용, ｢조선후기 애정소설의 서술시각과 서사세계｣, 서울대
박사논문,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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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規範的 意識의 弱化
1)창작경위 서술의 변화
아래 인용문은 <임화정연>이 창작된 경위에 대한 서술이다. <임화정연>에는
창작경위에 대한 언급이 없고, <쌍성봉효록>의 말미에 <임화정연>의 창작 경위
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시(此時) 명실(明室)이 여러 를 젼여 무종(武宗) 초(初)의 한관(宦官)니
당권(當權)고 간신(奸臣)니 협셰(挾勢)여 국졍(國政)이 어즈럽고 도젹(盜賊)
이 봉귀(蜂起)니 방(四方)의 이러 졀강(浙江)을 로 침노거 님(林),
뎡(鄭) 냥문(兩門) 졔손(諸孫)이 명쳘보신(明哲保身)여 솔가(率家)여 텬산
(天台山) 호동의 은거(隱居)이라. 다만 젼후 일거(日記)를 독찬(逃竄) 즁의
일러 낙누(落漏)미 되엿더니 시 텬진인(天生眞人) 냥문이 거두어 도라와
여러 권 을 다라 후셰(後世)의 보게 니 셰(世人)니 독(獨子)를 두어
영화부귀(榮華富貴)를 갓초 누리고 향슈다복(享壽多福)여 오복(五福)이 구존
(俱存)문 님 부〃(夫婦)갓튼 복이 업 고로 보  탄복(歎服)고 듯
 감탄(感歎)여 일긔를 긔록(記錄)여 후셰의 젼노라.
져 님샹국(林相國)이 독로 용뫼(容貌) 불미(不美)니 만일 뎡노공(鄭老公)
의 지우(知遇) 곳 아니런들 엇지 현부인(三賢婦人)을 으더 지념(枝葉)이
션〃(詵詵)여 텬손(百子千孫)니 번셩(繁盛)과 닙신양명(立身揚名)여 츌
쟝닙샹(出將入相) 위엄이 (四海)의 진동(震動)여시리오. 이 가히 
장부(大丈夫)의 쾌(快事)며 남(男兒)의 업(事業)이라 이로다.(<쌍성봉효
록> 16권 153∼154면)

<임화정연>의 작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작품의 창작 경위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위 부분은 미상의 작가 또는 필사자가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임
화정연>을 집필, 또는 필사했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임화정연>은 초반부에 호유용의 난(1380)과 정난지변(1398∼1401)이 나오며,
<쌍성봉효록>의 말미에서 선덕제 즉위에 이은 한왕의 반란(1425)이 언급된다. 그
런데 <임화정연>을 남긴 가상의 인물 ‘옥호산 양문진인’은 일러도 명나라 武
宗(1491∼1521, 재위 1505∼1521)이 즉위한 후의 인물이므로, 작품의 시대적 배경
과 서술자 사이에는 대략 백여 년의 상거가 있는 셈이다. 또 그는 임부의 일기
를 찾아 <임화정연>을 만들었지만 임부의 후손은 물론 주변 가문과도 아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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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는 자이다. 그가 일기를 정리해 <임화정연>을 세상에 전하게 된 이유는 단
지 “독(獨子)를 두어 영화부귀(榮華富貴)를 갓초 누리고 향슈다복(享壽多福)
여 오복(五福)이 구존(俱存)문 님 부〃(夫婦)갓튼 복이 업 고로 보 
탄복(歎服)고 듯  감탄(感歎)”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술자는 임규가 세
부인과 혼인하고, 자손이 번성하며, 천하에 명성을 떨치게 된 일에 대해, “이
가히 장부(大丈夫)의 쾌(快事)며 남(男兒)의 업(事業)이라 이로다.”라
며 감탄한다.
<임화정연>의 창작 경위에 대한 언급은 가공의 기록자를 관습적으로 설정하는
일종의 ‘작품 전개 기법’3)으로, 17, 8세기의 한글장편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
다. 그러나 그 성격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들은 작품의 창작 경위를 밝히는 대목에서 해
당 작품의 교훈적 가치와 사실성을 강조한다. 이는 소설 창작과 향유에 대한 식
자층의 비판적 인식이 일반적이었던 당시의 분위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옥원재합기연>에서의 주인공 소세경은 <옥원재합기연>을 보고 “가히 일 업
쟈(者)의 호슐(好事述)이로다.”(<옥원전해> 1권 13앞)며 <옥원재합기연>은 교훈
이 되거나 교양에 보탬이 될 만한 기록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한다. 실제로 수
십, 수백 권으로 이루어진 한글장편소설은 필사는 물론 읽는 데에도 만만치 않
은 시간과 공력이 들어갔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한글장편소설의 존재가
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비판에 맞서 소설옹호론의 근거로 자주 활용되었던 것이 역사 교양과
도덕적 감계이다. 예컨대 <소현성록>에서는 송 인종이 주인공인 “소현성의 도
덕(道德)을 공경(恭敬)고 모(思慕)”한 까닭에 “포증(包拯)과 녀이간(呂夷簡)
으로 젹(行蹟)을 긔록(記錄)야 후셰(後世)예 뎐(傳)라”(<소현성록> 15권
85면)는 명을 내려 편찬되었다고 했다. 서술자는 작품의 내용을 집필자인 두 사
람이 작중인물들에게 누차 검증받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소현성록>의 내용이
진위 여부를 놓고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公論’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소현
성록>의 창작 경위는 이 작품이 주인공 소현성의 뛰어난 덕행을 담고 있는 역사
적 사실 기록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관점이 담겨 있다.
<완월회맹연> 역시 그 정체는 명확하지 않지만, 서술자가 작품의 내용을 정인
3) 이러한 진술에 대해서는 이상택의 선행연구에서 그 성격이 논의된 바 있다. 이상택, ｢조선
조 대하소설의 작자층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3,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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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에게 보여주어 확인을 받았다는 언급이 있다. 동생인 정인광은 <완월회맹연>
을 읽고 형 정인성의 효우 돈행을 “만(萬)에 쳔(千)을 초(抄고 쳔에 (百)을
긔(記)며 에 십(十)을 녹(錄)여 대략(大略)만 녈셔(列書)다”(<완월회맹연>
독해본 12권 318면)고 평했다 한다. <완월회맹연>은 작중인물의 언급을 통해 작
품의 내용에 과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유효공선행록>도 서술자를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 강형수의 아들인 은자광록
태부 문하시랑 강선백으로 설정했다. 서술자의 부친 강형수는 주인공 가문과 지
극히 친밀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을 낱낱이 알 수 있었다는 것이다.4) 그가 <유
효공선행록>을 남기게 된 이유는 주인공 유연의 효우를 찬미하기 위함이다. 후
편 <유씨삼대록> 역시 서술자로 은청광록태부 좌도어사 성운이라는 가상 인물을
내세우면서, “은쳥광녹태우(銀靑光祿大夫) 좌도어(左都御史) 셩운은 셰(世
代)로 뉴문과 친 배라. 초공 부(父子) [뉵인]의 특이 실(行實)과 출인(出
人) 모(才貌) 마 민멸(泯滅)티 못여 삼[가] 긔록(記錄)니 쳔츄(千秋)
의 지음디어라.”(<유씨삼대록> 20권 57∼58면)고 해 서술자를 대대로 유씨 가
문과 친한 인물로 설정했다. 그리고 이 소설의 인물들이 허물을 잘 깨닫고 충효
를 지키며, 주색을 멀리하고 여러 부인을 모으지 아니하며, 부인의 미색에 고혹
하거나 창기를 가까이 함이 없고, 재물을 천히 여기며 신의를 두터이 했다는 점
을 일일이 거론했다.5) 독자들에게 <유씨삼대록>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며, 도덕
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할 수 있다.
<옥연재합기연>을 기록한 인물은 주인공의 친인척인 석도첨이다. 그는 작품의
내용에 대해 사람들이 믿지 않자, 자신이 쓴 것을 주인공인 소세경에게 직접 보
여주고 그로부터 자신의 글에 “부언증익(附言增益)미 업”(<옥원전해> 1권 14
장 앞면)다는 점을 확인받기까지 한다.
요컨대 <소현성록>, <완월회맹연>,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
연> 등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은 서술자를 대대로 해당 가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인물, 그리고 작품을 직접 작중인물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교환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관계가 긴밀한 인물로 설정해 놓았다. 이는 작품의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내세우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작품이 만들어진 경위를 설명하면서 해당 작품의 인물에 대한 포폄이 후대인들
4) <유효공선행록> 교주본 351∼352면.
5) <유씨삼대록> 20권 56∼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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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교훈이 될 만해서 기록하게 되었다는 점 역시 강조한다. 물론 작품의 서술
전부가 이러한 역사기록자적 의식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것은 아니지만, 17, 8세
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이 역사적 사실성과 도덕적 포폄을 중시하는 역사기록자
적 의식을 상당 정도 견지하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이러한 한글장편소설의 역사기록자적 의식은 소설의 장르적 정체성과 잘 부합
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상택은 <명주보월빙>에 대해 “이 작품은 神이 떠난
시대의 타락한 세계와 타락한 인간 사이에서 빚어지는 비극적 대립상을 그린 문
학을 小說(Roman)로 규정하고 있는 루카치의 장르槪念에는 부합될 수 없는 小
說”6)이라고 보고, 이를 ‘神聖小說’이라는 독자적 개념으로 규정해 논의하기
도 했다. 정병설 역시 <완월회맹연>의 서술자가 역사기록자로 행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야기꾼이어야 할 소설의 서술자가 마치 史官처럼 역사기록
자적 면모를 띠는 것은 당대의 문화의식 또는 여기서 배태된 향유자의 대소설적
태도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7)면서 이를 문화적 의식에서 기인한 독특한 현
상으로 논한 바 있다. <옥원재합기연> 역시 ‘역사소설’8) 내지는 “史傳 전통
의 소설적 轉化”9)라는 측면에서 그 특징적 면모가 논의된 바 있다.
17, 8세기 한글장편소설이 역사기록자적 의식을 지니게 된 요인은 크게 두 가
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한글장편소설의 출현 배경이다. 한글장편소설은 ‘가족
사 서술 담론’과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으며,10) 이로 인해 ‘家門小說’ 또는
‘家系小說’11)적 특징이 강하다. 이러한 한글장편소설의 출현 배경은 초기의
6) 이상택, 앞의 글, 1981, 126면.
7) 정병설, 앞의 책, 1998, 77∼78면.
8) 지연숙, ｢<옥원재합기연>의 역사소설적 성격 연구｣, 고소설연구 12, 2001.
9) 한길연,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서사 양식 연구: 사전 전통의 소설적 전화 양상을 중심으
로｣, 고소설연구 22, 2006.
10) 한글장편소설에서 ‘一代->二代->三代’ 인물의 순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은 조선 후
기의 주류 담론이었던 가족사 서술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이수봉은 가문의 특정 인물
에 대한 행장이나 가전과 같은 기록들이 점차 소설화되면서 가문소설이 발생했다는 논의를
최초로 제기했다. 정병설은 이 연구에 이어 가문에 대한 각종 기록 일체를 ‘家族史 敍述’
이라는 이름으로 개념화하고, 가족사 서술 담론이 한글장편소설의 서사원리와 밀접한 연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소씨가승세계총론 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삼아 논증했다. 이수
봉, ｢家門小說 硏究｣, 東亞論叢 15, 1978; 정병설, ｢장편 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 고전소설의 창작시기와 창작과정에 대한 가설｣, 고전문학연구 12, 1997.
11) 이상택은 “<명주보월빙>은 원래 大河物 家系小說에 해당하는 작품이고, 따라서 가계소설
이 보여주는 유형적 특징과 그 장르론적 의미가 일차적으로 구명되어야 할 과제임은 명백
한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상택, 앞의 글, 1980, 1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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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장편소설이 역사 서사의 기록의식과 비슷해지는 데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
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소설장르가 기존의 문학 장르 체계 안에서 아직 공식
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당시 상황이다.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통용되기 위해서
는 장르에 따른 공식적인 명칭과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데 그 무렵의 소설
은 그러한 지위나 규범을 완전하게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초기의 소
설은 공식적인 지위를 누리던 산문 장르 중 소설과 가장 가까운 傳 장르의 양식
과 기법을 차용해 나름의 권위를 확보하려 했다. 조동일은 “동아시아와 유럽
양쪽 모두 ‘전’ 또는 고백록의 형태를 잇고 있는 소설은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소설이고, 거기서 벗어난 소설이 근대소설이다.”12)고 언급해 소설과 전
또는 고백록의 연관성을 지적한 바 있는데,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이들은 前
代 장르의 형태가 비교적 많이 잔존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전은 사실의 전달을 본령으로 삼는 ‘역사산문’이다. 따라서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를 중시하며, 작가의 상상력이 개입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나 주어진 자료와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전은 사
실을 중시하면서도 ‘규범적 포폄의식’을 지닌다. 규범적 포폄의식이란 “인간
의 선행이나 미덕을 표창하고 악행을 폄징하며, 그것을 역사 속에 길이 전하는
것”13)을 말한다. 17, 8세기의 한글장편소설은 역사적 사실성과 규범적 포폄의식
을 중시하는 전 장르의 의식을 일정 부분 수용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편 <임화정연>은 앞서 거론된 17, 8세기의 주요 작품들과 미세하지만 중요
한 차이를 보여준다. <임화정연>의 서술자로 설정된 양문 진인은 작품의 시대
배경보다 백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후의 인물로, 작중인물이나 그 후손과도
아무런 연관이 없는 인물이다. 서술자에 대해 밝혀 놓은 대목을 보면 <임화정
연> 작품의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는 말도 없으며, 작품의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는 점을 굳이 밝히려는 의도도 강하지 않다. 또한 <임화정연>은 도덕적
감계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는다. 다만 임규의 부모가 아들 덕에 부귀영화와
천수를 누렸다는 점과, 임규의 행적은 남아 대장부로서 통쾌한 사업이라는 말
뿐이다.14) <임화정연>의 창작경위에 의하면 이 작품은 주인공 임규의 부귀영화
12)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1, 지식산업사, 2001, 224면.
13) 박희병, 앞의 글, 1991, 14면. 전 장르에 대해 요약하자면 “전은 文人·學士가 사사로운
입장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주로 一私人의 행적을 포폄의식과 연민의 念으로써 서술하여 역
사에 길이 전하고자 하는 교술산문으로서, 例話를 통해 입전인물을 일방적으로 부각시키면
서 그 가치를 확인하고 표창하는 데에 주안을 두는 장르이다.” 위의 글,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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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서술한 작품에 불과하다. 이는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이 견지했던 역
사기록자적 의식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폭력적 장면의 감소
잔혹한 장면을 서술하는 태도는 작품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잔인한
사건을 다루더라도 이를 최소화하여 서술하려는 태도를 보여주는 작품이 있는
반면, 잔인한 사건을 더욱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작품도 있다.
<임화정연>은 잔혹한 장면이 적은 편인데다가, 그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
하거나 증폭되지 않는 편이다. 예를 들어 정난지변으로 많은 신하들이 죽지만
이 장면에 대한 <임화정연>의 서술은 매우 간략하다. 북지왕 유침의 반란을 진
압하는 군담은 <삼국지연의>를 많이 참고했지만, <삼국지연의>와 달리 살육이
이루어지는 장면은 거의 없다. 반란을 일으킨 유침과 공연찬, 수춘원 등은 한 명
도 죽지 않고 모두 용서받는다. 그 외의 악인들도 거의 대부분 죽지 않고 개과
천선한다. 선행연구는 악인에 대한 <임화정연>의 관대한 태도를 작품의 특징적
면모로 지목하기도 했다.15)
<임화정연>에서는 악인이 고통을 겪는 장면도 폭력성과는 거리가 있다. 먼저
화빙아에게 늑혼 위협을 가하던 이창백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다. 그는 화빙아
에게 늑혼 위협을 가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꾀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면하기 어려
운 처지에 몰린다. 그러나 화빙아가 편지를 올려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이창백의
벌은 장형으로 감형된다. 이창백은 매를 맞기 시작하자 아픔을 이기지 못해 살
려달라고 외치다가 그만 설사를 하고 만다.16) 매를 맞는 장면은 피가 흘러 땅을
14) 여기서 부모가 임규로 인해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주인공이 ‘효’라는
덕행을 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독자의 적극적 의도가 개입되어야만 가능한 해
석이다. 문면만 놓고 보면 <임화정연>은 주인공 임규가 이룬 사업과 그들이 누린 복록에 탄
복하고 부러워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5) 정규복은 <임화정연>의 인물형상과 함께 ‘선악공영’의 성향을 독특한 점으로 지적했었
다. 대부분의 고전소설이 ‘권선징악’을 특징으로 하지만, <임화정연>은 ‘선악공영’의
의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고전소설을 ‘권선징악’이라는 다소 막연한 개념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또한 <임화정연>의 의식을 ‘선악공영’이라는 개념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적
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임화정연>이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
에 비해 도덕규범에 대해 다소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사실이다. 정규복, 앞의 글,
1966.
16) 72책본 10권 62∼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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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셨다느니, 뼈가 드러났다는 식의 서술이 이어져 잔혹한 장면이 될 수도 있는
데, <임화정연>에서는 이를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으로 뒤바꿔 놓은 것이다. 물론
이 장면에는 이창백이라는 악인에 대한 비하와 조롱의 의도가 일부 존재하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폭력적이고 잔혹한 장면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 자객 석미호를 들 수 있다. 그는 진상문의 돈을 받고 임규와
정연경을 암살하기 위해 임규의 방에 잠입한다. 임규는 자객의 손목을 베고 그
를 제압한다. 아래 인용문은 임규가 자객을 제압하는 장면이다.
이 바야흐로 니러 어두온 구셕을 의디(依支)여  번 박 더디며 일변
 다리를 드러 (刺客)의 일신(一身)을 누며 몸을 두로혀 칼노 디려 
더니 믄득 연(錚然) 소 나며 호의 집검(執劍) 손이 버혀 나려디며 호
 업더져 혼졀(昏絶)디라. …(중략)… 님(林生)이 뎍(賊)을 결박(結縛) 후
뎡(鄭生)을 보니 〃블노 머리를 고 러 안졉(安接)디 못거 벗기니 
이 흘너 믈통을 브은 니 거 이 븟드러 딘뎡(鎭靜)고 우어 왈,
“남(男兒) 이도록 잔약(孱弱)여 므어 리오. 내 임의 도젹(盜賊)을
잡아시니 을 뎡라.”
이 눈을  님을 보고 드립더 잡아 왈,
“형아 도젹이 어 가뇨?”
님 왈,
“옷 닙고 니러나 보라.”
공(公子) 계오 옷 닙고 니러나 보니  놈이 이엿 방 안 피 득
엿거 …(중략)… 공 무심결의 보고 혼(魂魄)이 니톄(離體)여 님을
븟들고,
“져 손목이 뉘 거시뇨?”
님 왈,
“젹의 손이니 내 버혓노라.”
공 놀라고 깃거 모딜게 넉이더라.(18권 8∼10면)

임규가 자객을 제압하는 동안, 정연경은 겁에 질려 이불에 머리를 처박고 떤
다. 임규가 정연경을 진정시키며 일으켜 세우자, 정연경은 임규가 자객을 물리쳤
음을 알고 기뻐하지만 동시에 자객의 잘려진 손목을 보고 ‘모질다’고 생각한
다. 자신을 죽이려고 시도한 자객의 부상에 대해서도 안쓰러워하는 것이다. 이
역시 고통과 폭력의 문제에 대해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나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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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던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살생이나 폭력과 관련된 서술을 축소하려는 경향과 달리, 보다 주목하고 과장
하여 서술하려는 대목도 있다. 그것은 바로 고통과 관련된 장면이다. 북지국의
장수 공연찬은 영능공주의 남편으로, 무용이 뛰어난 인물이다. 공연찬은 전장에
서 임규의 화살을 맞아 포로가 되었는데, 이후 상처가 덧나 죽을 지경에 빠지게
된다. 임규는 자신이 의원인 것처럼 변장하고 들어와 공연찬을 치료해 준다. 공
연찬은 무용이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벼개의 몸을 더져 댱긔(壯氣) 
나토 업고 용뫼(容貌) 쳑골(瘠骨)여시니 비컨 쥬린 ”(27권 24면) 같은 모
습이 되고 만다. 또 앓는 소리를 계속해서 내면서 의원으로 변장한 임규에게
“하 괴로이 알프니”, “내 몸이 심히 괴로오니” 등으로 고통의 극심함을 호
소한다.17) 그리고 임규가 그의 상처를 침으로 파종하기 시작하자 공연찬은 치료
과정에서의 아픔을 못 이겨 눈을 부릅뜨고 견디다가 끝내 기절하기에 이른다.18)
물론 이 장면에도 공연찬을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의도가 일부 깔려있기는 하지
만, 작가 또는 필사자가 육체적 고통에 대해 예리하게 의식하고 있지 않았더라
면 이러한 서술이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쌍성봉효록>의 경우에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상이하다. 전반부는 <임화정연>
과 동일한 특성이 나타난다. <쌍성봉효록> 2권에서 양씨는 자객을 시켜 임백영
의 처 유계화와 임중영의 처 소옥설을 납치하려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뜻하
지 않게 소옥설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를 참혹하게 여기며 괴로워한다.19) 양
씨는 원래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고, 다만 납치해서 “먼니 버리거 부가옹
(富家翁)의게 도라 보”(<쌍성봉효록> 2권 15면) 버릴 생각이었다. 그런데 뜻밖
에도 소옥설이 자결하자 양씨는 이를 참혹하게 여기며, “금일(今日) 소시 부모
(父母)의 참도상(慘悼哀傷)믈 보니 아심(我心)이 스로 츅쳑(蹙慽)여 몬져
도라왓건이와 녯 말의 일너스되 ‘쳥츈(靑春)의 쥭은 원(怨魄)은 흣터지지 아
인다’ 엿시니 일노쎠 우리 모(母子)의 앙(災殃)이 될가 노라.”(<쌍성봉
효록>2권 16면)며 고민한다. 이에 시비 취운과 아들 효영이 좋은 말로 위로하지
만 양씨는 “소시의 참(慘死)믈 려 묵〃무언(黙黙無言)”(<쌍성봉효록>2권
17) 72책본 27권 24∼25면.
18) <임화정연>의 이 장면은 <삼국지연의>에서 관우가 화타에게 치료받는 장면을 참고한 것
으로 보이는데, 원작에서 태연하게 치료를 받은 관우와 달리 공연찬은 아픔에 몸부림치며
죽을 것처럼 구는 대조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19) <쌍성봉효록> 2권 10∼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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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면)한다. 물론 양씨의 이러한 반응은 죽어서 귀신이 된 소옥설이 끼칠 앙화에
대한 염려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양씨가 소옥설의 죽음을 꺼림칙하게 여기며
‘인명이 지극히 중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록 악인이지만 인명을 해치는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여기는 태도가 드러난다.
이와 달리 <쌍성봉효록>의 후반부는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빈번하게 나온
다. 교소교는 처음에 임계영과 혼사를 치룬 다음, 모습을 바꾸어 임주영과 혼인
하는 데에 성공한다. 교소교는 임씨 가문의 형제와 차례로 결혼을 하게 되는 셈
이다. 그런데 교소교의 혼례식에 갑자기 금갑신이 나타나 교소교를 저승의 십대
왕에게 끌고 간다. 십대왕은 교소교가 아직 죽을 운명이 아니니 일단 지옥의 기
름 가마에 넣어서 온 몸에 고름이 생기도록 만들라고 명한다. 그녀의 온 몸에
고름이 생기면 “감히 군(君子)의 몸을 더러이지 못”(<쌍성봉효록> 11권
123면)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 대목에서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지옥의 형벌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끓
는 기름 가마에 떨어져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곳곳에 쌓인 썩은 뼈
의 악취 등 끔찍한 장면의 묘사가 자세하다. 교소교 역시 흉악한 용모의 귀졸에
의해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다가 현실로 돌아온다.20) 이후 교소교의 온 몸
에는 피고름이 흐르게 되는데, 그 악취가 심해 임주영과 동침을 하지 못하게 된
다.21) 교소교는 죽은 후에도 그녀의 죄악을 증오한 하늘이 무덤에 계속 벼락을
내려 끝내 안장할 곳을 얻지 못한다.22)
이러한 <쌍성봉효록> 후반부의 서술은 17, 8세기의 한글장편소설과 유사한 측
면이 있다.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에서는 도덕규범과 연계된 폭력적 장
면이 빈번하게 묘사되는 편이다. 특히 선인의 경우에는 윤리 덕목을 고수하기
위해 잔혹한 형벌과 고통을 초인적 의지로 감내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며, 그
과정이 세세하게 서술되면서 그들의 도덕적 성품이 더욱 강조된다.
예컨대 <유효공선행록>에서 주인공의 부친 유정경은 참소를 믿고 큰 매로 자
신의 아들을 직접 때리기에 이른다. 유연은 두골이 깨어지고 온 몸이 피투성이
가 되지만 공손히 엎드려 매를 받는다.23) 그는 아버지의 명을 고지식하게 받들
20) <쌍성봉효록> 11권 123∼124면.
21) 교소교의 신체에 가해진 가혹하고 기괴한 변형에 대해서는 한길연의 선행연구에서 다루
어진 바 있다. 한길연,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고전대하소설 속 탕녀 연구: <쌍성봉
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8, 2007
22) <쌍성봉효록> 14권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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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황제의 심기를 거스르는 상소를 올린 나머지 흰 뼈가 비쳐 보일 정도로 극심
한 형벌을 받기도 한다.24) 이처럼 주인공은 심한 형벌을 받는 상황에서도 지극
한 효심을 갖고 있기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보은기우록>의 위연청
역시 극심한 육체적 형벌을 겪게 된다. 주인공의 아버지 위원외는 아들이 재물
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종종 그를 피가 땅에 고일 정도로 매질하지만 위연청은
아픔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벌을 받는다.25) 위원외의 매질은 정도가 지나쳐
위연청의 살이 흩어지고 뼈가 모두 부서지는 지경에 이르기까지도 한다.26) 이처
럼 뼈가 드러날 정도로 매를 맞는 등의 행동은 모두 주인공의 효심과 마음이 지
극하다는 점을 증명해 주는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작품에서는 이러한 폭력적
이고 잔인한 장면을 최대한 부각시켜 서술한다.
여성인물의 사례로는 <완월회맹연>과 <명행정의록>을 들 수 있다. <완월회맹
연>의 장헌은 정씨 집안이 정치적으로 몰락하자 이전의 혼약을 파기하고 자신의
딸 장성완을 황실의 외척인 범경화에게 시집보내려 한다. 그러자 장성완은 스스
로 자신의 귀를 자르고 얼굴 가죽을 벗겨버려 이목구비를 분별하기 어렵게 만든
다.27) 이는 부모가 정혼 약속을 깨고 다른 남자와의 혼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저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다.28) 또 소교완은
며느리 이자염이 아들을 출산하자 독약을 먹여 그녀를 죽이려 한다. 이자염이
독약을 삼키지 못하고 토해버리자 소교완은 분노한 나머지 철여의로 그녀를 매
질해 방 안이 흐르는 피로 가득 찰 정도가 된다.29) 이러한 소교완의 폭력은 작
품 속에서 여러 차례 반복되며, 나중에는 아예 이자염의 살점을 물어뜯을 정도
로까지 심해진다.30) 이러한 폭력에도 이자염은 지극한 효심으로 시어머니를 섬
겨 그녀가 개과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명행정의록>에서는 여귀비의 아들 석여
옥이 주인공 위천보의 처 이소저를 궁궐로 불러들여 겁탈하려 한다. 그러자 이
소저는 이불 속에 숨어서 자신의 얼굴 가죽을 벗기고 코와 귀를 베어 버린다.31)
23) <유효공선행록> 교주본 51면.
24) <유효공선행록> 교주본 121면.
25) <보은기우록> 상권, 78면.
26) <보은기우록> 상권, 234∼239면.
27) <완월회맹연> 독해본 2권 210∼212면.
28) <임화정연>의 여성인물인 정연낭에게도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만 이것이 자해로 이어지
지는 않는다.
29) <완월회맹연> 독해본 4권 236∼237면.
30) <완월회맹연> 독해본 5권 217∼219면.

-85-

양소저의 서사에서도 이처럼 극단적인 행동이 보인다. 양소저의 남편이 그녀의
행실을 의심해 추궁하자, 양소저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자신의 두 귀를 베어
버린다.32) 자해의 이유는 자신의 귀에 더러운 말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면은 선인형 인물들이 예법을 서릿발같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기에, 잔인한 장면을 감추기보다는 최대한 과장하고 증폭해서
서술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악인의 징치 과정에도 잔혹한 장면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옥원재합기연>의
주인공 소세경의 장인 이원외는 <옥원재합기연>의 옹서갈등담에서 주인공 소세
경과 갈등구도를 이루고 있는 핵심적인 악인이다. 그는 원래부터 권세를 탐하고
이욕에 민감한 소인형 인물로, 사사건건 군자형 인물인 사위 소세경과 대립한다.
나중에는 간인 여혜경의 말을 듣고 사위인 소세경이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오해하여, 독약과 자객을 써서 소세경을 암살하려 들기까지 한다. 그러다가 꿈속
에서 귀졸들에게 무수히 맞고, 죽은 자신의 아버지에게는 철편으로 다시 백여
대를 맞아 ‘다섯 번 죽고 세 번 살아난’ 후 깨어난다.33) 꿈에서 깨어나 보니
그의 살가죽은 현실에서 형벌을 받은 것처럼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이원외는
장독으로 인해 거의 죽게 되지만, 사위 소세경의 의술 덕분에 살아나게 된다. 악
인이 형벌을 받는 장면과 받은 이후 훼손된 신체의 처참한 모습이 세세히 서술
된다.
이처럼 17, 8세기의 한글장편소설은 잔혹한 장면이 비교적 빈번하고 자세하게
등장하는 편이다. 이렇게 폭력적인 장면이 과도할 정도로 나타나는 장면은 모두
해당 인물의 지극한 효심이나 우애, 정절 등의 도덕규범과 관련되어 있다는 공
통점이 있다. 요컨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윤리를 표현하기 위해 폭력이라
는 가시적 행위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폭력적 형벌과 잔혹
한 장면이 과도할 정도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인물들의 고통에 대해
서는 둔감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임화정연>과 <쌍성봉효록>의 전반부에는 이처럼 도덕규범과 연계된 잔혹한
장면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임규와 정연경은 단 한 번도 체벌을 받지 않는다.
악인들을 징치하는 과정에서도 폭력적 형벌이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며, 이러한
31) <명행정의록> 20권, 31장 뒷면.
32) <명행정의록> 7권 27장 뒷면∼33장 뒷면.
33) <옥원재합기연> 9권 430∼431면.

-86-

장면의 잔혹함이 과장되는 경우도 없다. 오히려 잔인하게 묘사될 수 있는 부분
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하여 서술하며, 악인이라도 부상을 입게 되면 이를 연민의
시선으로 서술하기도 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임화정연>의 의식성향을 ‘선악
공영’이라고 지목하게 된 하나의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2. 父系 中心的 構成으로부터의 脫皮
1)妻族 중심의 사건 전개
<임화정연>의 주요 가문은 공통적으로 부계친족보다 처족이 수적으로 우세하
다. 예컨대 <임화정연>의 주인공 가문인 임부의 부계친족은 임자숭과 임규 부자
에 불과하다. 그러나 임부의 1代 임자숭의 처족은 위부인과 위처사 부부, 그리고
먼 친척인 위소저 등으로 수가 많다.34) 2代인 임규 역시 그의 세 부인 정연낭,
연영아, 화빙아의 일족 다수가 등장해 작품 속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다른 가문들도 임부와 마찬가지로 처족 우위의 구도가 나타난다. 예컨대 정부
의 가부장인 정현에게는 어사 주철과 혼인해 떨어져 사는 누나 한 명이 있을
뿐, 다른 형제나 친척이 없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인 절강으로 돌아왔다
고 하지만,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정씨 성을 지닌 친인척은 한 명도 없다. 반면
그의 처족인 진부는 구성원의 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누린다. 정현의 장인인
진급사에게는 2남 2녀가 있었다. 첫째는 정현의 아내 진부인이고, 둘째는 낭중
벼슬을 했던 진담35)이며, 셋째는 효렴 벼슬을 한 진명36)이고, 넷째는 이생의 아
내가 되어 경사에서 살고 있는 진씨37)이다. 나중에는 진부인과 재종형제간인 또
34) 위처사는 임규의 혼인을 주선하는 역할을 하며, 위소저는 훗날 정연경의 원비가 된다.
35) 진담은 아들 진상문이 향시에 장원으로 급제하자 진부인을 통해 정연낭과 진상문의 혼담
을 꺼내는가 하면, 동생 진명을 통해서도 정현에게 둘의 혼사를 재차 부탁하는 등 진상문의
뜻을 이뤄주기 위해 예의와 염치를 돌아보지 않는 등 부족한 인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진담
의 처 조씨는 임규의 추한 모습을 보고 분노한 진부인을 위로하는 척하면서 화를 돋우는
등 남편과 마찬가지로 용렬한 인물이다.
36) 진명은 누나 진부인이 임규의 추한 모습을 보고 분노해 병들어 눕자 정현을 찾아가 치료
할 것을 권하는 등 진부와 정부 사이의 유능한 중재자 역할을 담당한다. 영락제가 즉위 후
실시한 첫 과거에서 임규가 장원으로 급제했을 때 진명 역시 탐화로 함께 급제하며, 훗날
임규가 대원수가 되어 북지국으로 출정할 때 진명 역시 순무어사가 되어 출정한다. 형 진담
이 진상문 사건 이후로 거의 등장하지 않는 반면, 진명은 이후에도 계속 등장하며 정부와
임부, 진부를 연결해 준다. 진명의 처 설씨는 혼암하지만 진명은 그녀를 조강지처로서 후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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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과부 진씨38)가 나중에 등장한다. 정부는 정연낭의 혼사 문제를 둘러싸고
인물들 사이의 대립구도가 형성되는데, 정현의 아내 진부인은 일관되게 진부 일
족의 입장을 대변하며 남편과 대립한다. 정부와 진부는 이웃해 있기 때문에 진
담과 진명은 물론 진담의 처 조씨와 자녀 진백문, 진상문, 진경아 그리고 진명의
처 설씨와 자녀 진영문, 진취아 등이 자주 왕래한다. 고향인 절강에서 정현은 다
수의 진부 일족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처지라고 볼 수도 있다. 이처럼 정부에
서도 부계친족보다 처족의 수가 우세한 구도가 나타난다.
정부의 2代인 정연경의 경우에도 처족의 수가 월등히 많다. 정연경은 과거에
장원급제한 후 금오 여익의 사위가 된다. 여익은 황상의 총애를 받는 여귀비와
남매지간으로서, 그에게는 강·황·소 세 부인이 있다. 강부인 소생 자녀로는 여
희주와 여중옥, 황부인 소생은 여계옥, 소부인 소생은 여성옥과 여정옥, 여미주
가 등장한다. 정연경의 부모는 고향인 절강에 머물러 있으므로, 정연경은 경사에
서 홀로 지내며 다수의 여부 일족과 지내게 된다.39)
처족의 구성원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면서 주요 사건의 전개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임화정연>의 전반부에서는 임부보다 진부에 속한 인물이 많이 등장
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부 일족이 전반부의 사건에 자주 관여하게 된다. 특히 진
부의 대표인물인 진상문이 일으키는 사건들은 모두 <임화정연> 전반부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40) 진상문은 정연낭의 부친 정현을 유배 보
37) 진급사의 막내딸 진씨는 진상문의 둘째 부인이 되는 이씨의 올케이다. 애초에는 시누이
이씨가 선한 인물이 아님을 알아 진상문과 이씨의 혼사를 말리려 하지만 시어머니 김씨의
압력에 못 이겨 혼사를 주선한다.
38) 진씨는 여미주가 도주해서 숨어 지낼 때 마침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여미주의 사정
을 듣고 그녀의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 도와준다. 진씨는 여미주와 함께 절강으로 이사한 다
음 진부인을 만나 여미주를 자신의 시누이 송소저라고 하고 여미주가 낳은 쌍둥이는 자신
이 우연히 기르게 된 고아들이라고 속인다. 당시 진부인은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경사에 있
어 적적하던 참이었다. 진부인은 쌍둥이를 무척 귀여워해 진씨의 권유대로 쌍둥이를 양자로
들이기까지 한다. 또 진씨의 소개로 여미주를 만난 후 그녀가 매우 현숙하다고 여겨 남편
정공과 상의한 끝에 여미주를 아들 정연경의 세 번째 부인으로 삼는다. 훗날 여미주의 정체
가 탄로 나자 진부인은 진씨가 자신을 속였다 해서 분노하지만, 진씨는 조카 진상문이 일러
준 대로 자신이 정부의 인륜을 온전히 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조리 있게 답해 진부인
의 사례를 받기도 한다.
39) 한편 <임화정연>의 주요 가문인 연부와 화부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연부의 부계친
족은 가부장 연권과 연영아, 연춘경 남매 뿐이다. 그러나 처족은 유부인의 남매인 유일의
가족 및 연춘경과 혼인으로 맺어진 주부 일족으로 그 수가 많다. 화부의 경우에는 서술이
자세하지 않으나, 부계친족은 다른 가문과 마찬가지로 가부장 화경윤과 화빙아, 화영 남매
뿐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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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 늑혼을 시도하고, 이 계책이 실패하자 심복들로 하여금 임규와 정연경을
살해하려 하며, 마지막에는 자신이 직접 암살을 시도하기도 한다.41) 이에 비하면
주인공인 임규는 그의 계략에 맞서 비교적 수동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으로 그
려져 있다.42)
<임화정연>의 후반부에서도 여부에 속한 인물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서사 전
개는 정연경의 처족인 여부의 구성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여부의 대표
적 인물 여미주는 정연경을 연모하게 된 나머지 그와 몰래 동침하고, 쌍둥이를
출산한 다음에는 자신의 신분을 속여 그의 세 번째 부인이 된다. 여미주의 욕망
은 <임화정연> 후반부의 서사 전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43) 그 밖에
도 여부의 며느리였던 조옥연이 석가월과 함께 도교로 출가하는 서사, 여성옥과
여중옥의 갈등, 여귀비와 궁녀들의 여희주 모해 시도, 여계옥의 과거 급제 등 여
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여러 사건들이 서술되면서 여부는 자연스럽게 후반
부의 중심적인 공간적 배경으로 자리 잡게 된다.
처족의 인물 다수가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점도 특징이다. 진부의 경우 진담과
진상문, 그리고 진부인은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지만, 진부의 다른 인물들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진담에게는 장자 진백문44)과 차자 진상문, 막내딸
40) 송성욱의 선행연구에서도 임규보다 진상문이 실제 서사 전개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다
고 파악한 바 있다. “실제 소설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임규라는 인물보다는 진상문의 행
적과 정소저의 시련 쪽이 훨씬 더 많은 지면을 차지하고 있다. 정소저와의 혼인에 실패한
진상문이 이시랑의 딸, 호유용의 딸, 류시중의 딸과 혼인을 하여 극심한 부부갈등을 초래하
는 내용, 화소저와 연소저의 화액, 정소저가 이들을 만나 가월의 도움으로 그 화를 벗어나
도주하는 장면 등이 34회까지 서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규는 잠깐 잠깐 얼굴을 내비치
는 식으로만 처리되고 있다.” 송성욱, 앞의 글, 1995, 357면.
41) 72책본 전반부의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본고의 3장 1절을 참고.
42) 임규는 정현에 의해 사위로 선택된 후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진상문이 정공을 유
배 보낸 후 진부인과 합심하여 계략을 꾸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며, 정연낭이 도망간
후에도 소문을 듣고서야 상황을 파악한다. 임규가 주도적으로 행동한 사건은 부모의 봉양을
위해 양씨를 첩으로 얻은 것과, 정난지변 이후에 과거에 급제하고 북지국을 정벌한 일 정도
이다. 박경신은 임규가 전반부의 주요 사건에 관해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
로 <임화정연> 전반부의 주인공은 임규가 아니라 정연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경신,
앞의 글, 1987.
43) 임규는 <임화정연> 연작 전체를 대표하는 주인공이며, 진상문은 72책본의 전반부, 여미주
는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의 서사에서만 등장하는 악인이다.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 악인의
욕망이 사건 전개의 주된 동인이 된다.
44) 진담의 장자 진백문은 심성이 선한 인물이지만 재주는 동생 진상문만 못하다. 진상문이
과거에 급제할 때 진백문도 함께 응시했지만 낙방했다. 이후 진백문은 절강에 머무르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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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아45)가 있는데, 진백문은 동생과 달리 선한 심성의 인물로 묘사된다. 또 진
급사의 차남이자 진부인의 남동생인 진명은 정현과 의기투합한 사이이다. 정현
이 유배가고 진부인이 진상문과 정연낭을 혼인시키려 하자, 진명은 의리로 간쟁
하다가 결국 누나를 설득하지 못하자 분한 마음에 집을 나가기도 한다. 또 진명
은 북지국의 전장에서 조카 진상문에게 간곡히 충고하여 개과천선하는 데에 큰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여부의 경우에도 금오 여익이 다소 성급한 인물로, 소
부인과 여성옥 등이 부정적인 인물로 형상화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개과
천선한다. 다른 인물들 역시 긍정적으로 형상화된다. 원비 강부인과 여희주는 부
덕이 있는 여성으로, 여중옥은 덕행과 재주를 겸비한 인재로 그려진다.
이는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이 남성 주인공의 부계친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과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소현성록>의 소현성은 화·석·여
세 부인을 거느리지만, 주요 서사는 소부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완월회맹연> 역
시 작품의 주된 배경은 정부이며 서사도 정부의 여러 부계친족들을 중심으로 전
개된다.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에서도 작품의 서사는 남
성 주인공의 부계친족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임화정연>과 같이 주인공이 獨子
로 설정된 반면 처족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사건 전개에서도 처족이 주도
적으로 활약하는 작품은 흔치 않다.46)

2)남성 주인공의 추한 외모
<임화정연>의 주인공 임규는 추한 외모를 지닌 인물이다. 그와 대립하는 악인
진상문의 외모가 빼어나다는 점으로 인해 임규의 추한 외모는 더욱 더 눈에 띄
게 된다. 정연낭의 모친 진부인이 임규와의 혼인을 극력 반대하기는 하지만, 진
부인이 처음부터 임규에 대해 반감을 지녔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남편 정현이
상문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가족을 대표해서 이를 감당하는 역할을 맡는다.
45) 진담의 막내딸 진경아는 심성이 착한 인물로, 정연낭이 진상문과의 혼사를 피하기 위해
가출했을 때 슬퍼하는 진부인을 위로하기 위해 진부인 곁에 머무른다. 그러나 오빠 진상문
때문에 일가의 평판이 나빠져 한동안 혼처를 구하지 못하다가, 진명이 주선하여 북지국의
장수 수춘원의 아내가 된다.
46) 한편 <청백운>의 경우 서사에 있어서 처가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점이 선행연구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는 <임화정연>과도 상통하나, <임화정연>에서는 처가와 주인공 가문의
대립적 구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차이도 있다. 전진아, ｢<청백운> 연구｣, 이화여대 박
사학위, 2007, 104∼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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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를 극찬하자 진부인 역시 임규의 인물에 대해 궁금해 하며 기대를 갖는다.
그러나 정현의 생일잔치에 찾아온 임규를 처음 보게 된 진부인은 “극 귀형
(鬼形) 고 호발(毫髮)도 아릿다온 거동(擧動)이 업”(2권 39∼40면)는 그의 모습
을 보고 크게 놀란다. 이에 그녀는 자신에게 임규의 추한 외모를 말해주지 않았
다며 아들 정연경의 뺨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임규를 사위로 정한 남편을 원망
한다.47) 진상문도 처음에는 “내 반시 튝(畜生)을 보아 얼골과 죄 내게 디
나면 내 쇽슈무언(束手無言) 려니와 만일 날과 디 못딘 셰코 그져 잇
디 아니리라.”(2권 22∼23면)고 하여 사위로 정해진 임규가 자신보다 뛰어난 인
물이라면 승복하려는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임규의 추한 외모를 대하자 진상문
역시 자신이 이런 자에게 밀려 사위가 되지 못했다는 생각에 분노한다. 이에 진
부인과 진상문은 임규와의 혼사를 방해하기 위해 힘을 합치게 된다.
주인공의 외모가 이처럼 다른 인물에 비해 뒤떨어질 뿐만 아니라 보기 싫을
정도로 추한 용모로 설정된 것은 <임화정연>에만 보이는 독특한 점이라 할 수
있다.48) 주인공의 외모가 추하게 설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주인공의 외모를 추하게 설정하는 서사적 전통이나 기존의 인물 형상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임화정연>에서는 임규의 외모와 관련해 ‘馬武’라는
인물을 언급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임규의 외모를 본 진부인은 남동생인 진명
에게 “내 보니 댱 킈와 흉 면뫼(面貌) 삼십(三十)이나 된 니 나의 연약
(軟弱) 녀(女兒)로 마 져를 맛디리오. 동한(東漢) 젹 한(醜漢) 마뮈(馬武)
라 믈 우셧더니 내 회를 한 어들 줄 어이 알니오.”(2권 47∼48면)며 화를
낸다. <임화정연>의 작가 또는 필사자가 임규를 東漢 시대의 인물 마무와 관련
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49) 그렇지만 <동한연의>의 마무는 작품의 주인공이 아
니며, 인물 형상화의 측면에서 보아도 추한 외모라는 점 외에는 별다른 유사점
을 찾기 어렵다.
47) 72책본 2권 39∼40면.
48) <임화정연>의 주인공 임규의 외모가 추하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작품의 특징적 면모로
지적된 바이다. 송정진은 “외모에 대한 관심, 그것도 남성의 외모에 대한 작중인물들의 논
쟁은 이 작품이 가진 특색”이라고 지적하고, “‘추루한 외모의 군자’와 ‘아름다운 외모
의 소인’이라는 설정은 미와 추를 각각 선과 악으로 연결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부한
선악 구도를 탈피”했다고 평가했다. 송정진, 앞의 글, 2009, 39∼43면.
49) 마무는 후한 시절 南陽 湖陽 사람으로, 후한을 건국한 光武帝 劉秀를 따라 건국의 공을
세운 28명의 대표적인 장수 중 한 명이다. 정사인 漢書 에서는 마무의 외모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는데, 소설 <동한연의>에서는 마무가 추한으로 나와 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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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임규의 신체적 특징을 서술하
는 장면은 <삼국지연의>의 인물 묘사와 일부 유사해 보이기도 한다. 임규의 용
모는 “신댱이 팔 쳑의 냥비과슬(兩臂過膝)고 허리 길며 몸이 둥글고 엇게 봉
만(峰巒)이 닙  눈셥이 기러 귀의 가고 늉쥰용안(隆準龍眼)의 슌홍구
방(脣紅口方)이오 뇽미봉안(龍眉鳳眼)의 상뫼(相貌) 당〃며 의형이 풍비(豊
肥)”(1권 35∼36면)하다고 서술되어 있다. <삼국지연의>에서도 유비 등 영웅들
을 묘사할 때 팔이 길어 무릎을 지난다거나 곰의 어깨에 이리의 허리를 지녔다
는 식으로 그 용모의 특이함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삼국지연의>의
인물들은 기이한 외모로 묘사되는 것이지 추한 외모로 언급되지는 않으므로 차
이가 있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임화정연>의 임규처럼 주인공의 외모가 추하게 묘사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소현성록>의 소현성, <완월회맹연>의 정인성, 그리고
<유효공선행록>의 유연, <옥원재합기연>의 소세경 등은 작품에서 도학군자다운
성품과 뛰어난 글재주는 물론, 무술로도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의 능력의 소유
자이다. 이와 함께 그들은 예외 없이 빼어난 외모를 지닌 인물로 그려졌다는 공
통점이 있다. <완월회맹연>의 주인공 정인성은 자신을 죽이려는 동생 정인중이
쏜 화살을 손으로 받아내고 75근이 넘는 장검을 썩은 나무처럼 꺾어버리는 괴력
의 소유자이지만,50) 외모가 고와 석순영, 만초란, 남국의 해릉공주 등 여러 여성
들이 그의 방에 뛰어든다. <유효공선행록> 주인공 유연은 그림으로 그리기 어려
울 정도로 쇄락한 용모와 훤훤한 풍채를 지닌 인물로,51) 그의 용모는 마치 옥련
화 한 가지가 푸른 물결에 비치는 것 같다고 묘사된다.52) <명행정의록>의 위천
보는 순무어사가 되어 절강, 섬서 지역을 다니면서 화살을 맨손으로 잡아내는
걸출한 武才를 선보이지만,53) “옥보빙골(玉膚氷骨)이 졀미인(絶對美人)”(<명
행정의록> 41권 11장 앞면)같다고 일컬어질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의 소유자이다.
이처럼 주요 한글장편소설의 남성 주인공은 여성을 능가할 정도로 고운 외모의
소유자로 그려진다.
물론 일부 한글장편소설에서 외모가 추한 인물을 등장시킨 경우가 아주 없는

50)
51)
52)
53)

<완월회맹연> 독해본 6권 314∼315면.
<유효공선행록> 교주본 41∼42면.
<유효공선행록> 교주본 85면.
<명행정의록> 17권 4장 뒷면∼5장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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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유씨삼대록>의 순씨54), 남성의 경우에는 <영이
록>의 손기55)를 사례로 들 수 있다. 그렇지만 <유씨삼대록>의 순씨는 여성인물
이고, <영이록>은 <소현성록>의 ‘파생작’56)으로 단편 분량에 그친다는 점에서
<임화정연>의 임규와 유사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
임규와 진상문의 외모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면, 작중인물들이 임규와 진상문
에 대해 각기 상반된 판단을 하면서 집단적인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임규의 외모에 대해 장모 진부인은 박한 평가를 내린다. 진부인
의 심복이자 정연낭의 유모 구파도 임규에 대해서 “장승치 킈도 클샤 코
엇디 그리 놉고 얽기 므 일고.”, “갓득 얼굴의 험상(險狀)져워 싀츰고
안 상이 범 니 어  곳 아릿다온 신낭(新郞)이 되리오.”, “뉘셔 십
(十四) 셰(歲)라 던고. 이삼십(二三十)이나 여 뵈니 늙기 므 일고.”(2권
43면)라며 악담을 계속한다.57) 반면 임자숭의 절친한 벗 정현은 임규의 외모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아름답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 추한 용모에서 장래 큰 인물이 될 만한 그의 자질을 읽어낸다.58) 따라서 그
는 아내 진부인에게 “님낭(林郎)이 비록 용뫼(容貌) 미려(美麗)치 못나 픔딜
(稟質)이 비상(非常)고 픙(風采) 헌앙(軒昻)여 댱부(丈夫)의 긔골(氣骨)이오
문댱(文章學行)이 범인(凡人)과 달나 타일(他日) 큰 그르시 될 ”(4권 24면)
라고 강조하며 혼사를 추진한다.
악인인 진상문에 대한 평가도 인물에 따라 달라진다. 정연낭의 유모인 구파는
“딘낭군은 향시(鄕試) 뎨일(第一)노 긔질(氣質)이 신션(神仙) 거”(2권 43면),
“딘낭군(陳郎君)의 용모(容貌) 풍(風采) 반악(潘岳) 고”(4권 18면)라 말하며
54) 조혜란은 한글장편소설에 추모로 형상화된 여성의 사례가 종종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
고, 그 대표적 사례로 <유씨삼대록>의 순씨와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살폈다. 조혜란, ｢삼
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醜貌 연구: <유씨삼대록>의 순씨와 <임씨삼대록>의 목지란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2009.
55) <영이록>은 <소현성록>의 파생작이다. <소현성록>에서 손기는 무능하고 추루한 인물로,
동서지간인 소운성에게 심한 모욕을 받았었다. 그런데 <영이록>에서는 모욕을 받았던 손기
가 도술을 배워 신이한 능력을 갖게 되어, 소운성을 놀려주고 그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결
하는 등 초월적 인물로 변모한다.
56) 임치균은 <영이록>이 <소현성록>의 영향을 받아 생성되었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는 사실
을 밝히고, 이러한 유형의 작품을 ‘派生作’으로 명명한 바 있다. 임치균, ｢<영이록> 연구
｣, 고전문학연구 8, 1993.
57) 72책본 2권 42∼43면.
58) 72책본 1권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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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외모를 전설적인 미남자 반악에 비하며 호평한다. 그러나 임규를 지지하는
인물들은 그의 수려한 외모를 도리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 정현은 진상문에
대해 “갓 낫치 희며 입이 븕고 픙(風采) 경박(輕薄) (者)”(4권 24면)라
고 폄하한다. 석가월 역시 ‘딘(陳生)  (者) 흰 낫과 븕은 입이 아다
오나 납이 목욕(沐浴)감겨 관(冠) 임과 다리오.’(16권 27면)하고 생각한다.
이들은 진상문의 잘 생긴 얼굴에서 도리어 경박함이라는 부정적인 자질을 읽어
내고 있다.
이처럼 임규와 진상문의 외모는 두 사람을 바라보는 인물이 누구를 지지하는
가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받는다. 진상문의 편을 드는 인물들은 진상문의 수려
한 외모에 ‘신선 같다’며 찬사를 보내는 반면, 임규의 추한 외모에 대해서는
‘늙어 보인다’거나 ‘鬼形이다’는 식의 폄하를 서슴지 않는다. 반면 임규의
편을 드는 인물들은 그의 추한 외모에 대해 ‘풍채가 비상’하다며 긍정적 가치
를 부여하는 한편, 진상문의 고운 외모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박하다’거나
‘원숭이 같다’며 이를 깎아내린다. 임규와 진상문의 대조적인 외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물을 둘러싼 집단, 즉 사회적 관계 차원의 문제인 것이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옹서갈등담의 인물형상화를 들 수 있
다.59) 옹서갈등담에서는 대개 사위가 군자형 인물인 반면, 장인은 소인형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婚俗과 관련지어 이 문제를 설명한 바
있다. 18세기 대하소설에서의 옹서갈등담은 모두 며느리가 시가에 들어와 사는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시가에 시집 온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 남편을 비롯한
시가의 구성원들은 내부인이 된 반면 장인을 비롯한 처가의 구성원들은 외부인
이 된다. 이로 인해 시가의 인물들은 모두 군자형 인물로 묘사되는 반면, 처가의
인물을 대표하는 장인이 소인으로 형상화되었다는 것이다.60)
59) 옹서갈등담은 장인과 사위 사이의 갈등을 소재로 한 단위담이다. 옹서갈등담이 존재하는
한글장편소설로는 <완월회맹연>, <옥원재합기연>, <창란호연>, <명주기봉> 등이 있다. 송성
욱은 <옥난기연>에 나타나는 사위와 장모의 갈등, 즉 장서갈등담 역시 ‘옹서대립담의 또
다른 변이형’으로 언급한 바 있다.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
태학사, 2003, 124면.
60) 구비설화에서는 장인과 사위의 갈등구도에서 장인보다는 사위가 못난 ‘바보사위’형 설
화가 많다. 이들 바보사위형 설화들의 내용을 보면 모두 사위가 처가에 들어가 사는 경우이
다. 이 경우 사위는 처갓집 구성원 중 유일한 외부인으로서, 아무래도 처가 일에 서툴렀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위의 모습이 과장되어 바보형 인물로 형상화되었을 가능성이 있
다. 옹서갈등담은 며느리가 시가에 들어와 사는 경우로, 바보사위형 설화와 반대의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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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정연>에서 임규와 진상문의 갈등구조를 다룬 부분 역시 옹서갈등담과 공
통되는 측면이 많다. 임규와 진상문의 갈등은 누구를 정연낭의 배필로 삼느냐
하는 ‘혼인’의 문제로 인해 촉발된 것이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부계친족과 처족 사이의 집단적 대립 양상이 나타난다. 진부인은 진담과 합심하
여 진부의 구성원인 진상문의 편을 들고, 정현은 자신의 절친한 벗 임자숭의 아
들 임규의 편을 든다.61) 그리고 두 인물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작품 속
의 인물들은 편을 갈라 대립하게 된다. 진부의 가부장에 해당되는 진담은 소인
형 인물이라 정현과는 外親內疎하다. 진부에 사위로 들어간 정현의 입장에서 보
면 그는 옹서갈등담에서의 장인과 유사한 위치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진담
의 아들 진상문은 승상 호유용과 결탁해 정현을 유배 보내기도 한다.62) 비록 당
쟁으로 인한 갈등은 아니지만, 옹서갈등담에서 가족 간 대립이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결국 임규가 정연낭의 배필이 되면서 임부
와 정부는 혼인으로 연결되고, <쌍성봉효록>에서는 정치적 명운을 함께할 정도
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63) 만일 진부인의 뜻대로 진상문이 사위가 되었
다면, 진부와 정부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을 것이고 집안에서 진부인이 차지하
는 위상도 강화되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주요 한글장편소설의 옹서갈등담에서 주인공 가문인 시가의 인물
설명할 수 있다.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홍균, ｢‘못마땅한 사위’형 소설의 형성과
변모양상｣, 정신문화연구 8권 4호, 1985; 양민정, ｢<옥원재합기연> 연구｣, 고전문학연구
8, 1993;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1;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
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창란호연록>·<옥원재합기연>·<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5.
61) 임규와 진상문의 갈등은 임규와 진부인 사이의 갈등, 즉 장서갈등이 되기도 한다. 이는 1
대 인물 정현이 처했던 옹서갈등의 상황이 2대인 임규에 와서 장서갈등의 방식으로 표출되
었다고 볼 수도 있다.
62) 진상문은 과거에 급제한 후 승상 호유용에게 아첨하여 그와 친밀한 사이가 되고, 그에게
부탁해 정현에게 벼슬을 내리게 한다. 이렇게 하면 정현이 경사로 올라오게 되고, 그 틈을
타 자신은 절강으로 내려가 정연낭과 혼인하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정현이 벼슬을 사양하
자, 진상문은 정현이 오만불손한 언사로 벼슬을 거절했다고 모함한다. 이에 노한 호유용은
황제에게 그를 모함하고, 결국 정현은 유배를 떠나게 된다. 이 틈을 타 진상문은 진부인과
협력하여 정연낭과의 혼사를 추진하지만, 정연낭이 남복으로 개착하고 시비들과 함께 도주
하는 바람에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다.
63) 송성욱은 <임화정연>에서 임규와 정연경의 서사가 병렬적으로 전개되는 상태에서 작품이
끝나지만, 후편 <쌍성봉효록>의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두 가문의 서술양상이 겹쳐지면서
“임부와 정부가 그 화액을 같이하는 공동운명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성욱, 앞의 글, 1995, 3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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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군자로, 갈등의 대상이 되는 처가가 소인으로 형상화되는 반면,64) <임화정
연>에서는 주인공인 임규의 외모가 추하게 설정되고, 악인 진상문이 미남으로
형상화되어 있는 점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앞서 살펴보았듯이, <임화정연>의 구성은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과 차
이를 보인다. 대부분의 한글장편소설은 주인공 가문이 작품의 주요 배경으로 등
장하는데, <임화정연>은 주인공 가문보다 처족에 속하는 진부와 여부가 중심적
인 배경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또 서사 전개에 있어서도 처족에 속한 악인이 주
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처럼 <임화정연>은 주인공 가문 못지않게 처족
가문에도 초점을 맞추는 색다른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임화정연>의 초반부
에서 주인공 임규의 외모가 추하게, 진상문의 외모가 준수하게 설정된 것 역시
이와 관련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65) 주요 한글장편소설의 옹서갈등담에서
시가의 인물들이 군자형 인물로, 처가의 인물이 소인형 인물로 형상화되어 왔던
현상의 ‘反轉’인 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점들을 토대로, <임화정연>의 주인공 임규의 외모가 추하게
묘사된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임규와 진상문의 외모는 사
람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고,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요소이다. 그리고 그 판
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관찰자가 어떠한 집단에 속하는가의 문제였
다. 그런데 <임화정연>은 주인공 가문보다 처족의 구성원이 더 많이 등장하며,
작품의 사건 전개와 배경 설정에도 처족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주
인공 임규가 추남, 악인 진상문이 미남으로 형상화된 것은 처족인 진부의 시선
이 투영된 까닭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부계친족을 중심으로 하는 한글장편소설
의 일반적 구성 방식과 <임화정연>이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64) 한글장편소설의 옹서갈등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한길연, ｢소인
형 장인이 등장하는 옹서대립담 연구｣, 고소설연구 15, 2003; 조광국,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전해>의 옹서대립담 고찰｣, 고전문학연구 36, 2009; 서은선,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가족갈등 양상: 계후갈등과 옹서갈등을 중심으로｣, 문명연지 14권 2호, 2013.
65) 72책본의 후반부에서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정연경의 경우에는 외모가 아니라 능력의 측
면에서 처가 쪽의 인물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서술된다. 72책본의 말미에서는 설영 형제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여중옥과 정연경이 출정하는데,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낮은 여중옥은
원수가 되고, 정연경은 부원수가 된다. 여중옥이 원수가 된 이유는 그의 재주가 더 뛰어나
기 때문이라고 서술된다. 이에 대해서는 3장 2절의 ‘(2) 직위에 대한 문제 제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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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人物의 內面에 대한 關心
1)內的發話의 적극적 활용
<임화정연>은 한글장편소설 중 최장편인 <완월회맹연>에 이어 두 번째로 길
다. 72책본의 글자 수만도 대략 150만자, <쌍성봉효록>은 60만자에 달한다. 72책
본이 축약본이고, <쌍성봉효록> 역시 80권의 모본을 16권으로 축약한 이본임을
고려하면 원본의 분량은 이보다도 방대했을 것이다.
<임화정연> 정도의 규모를 갖춘 한글장편소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완
월회맹연>은 <임화정연>의 두 배에 가까우며,66)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
록>도 <임화정연>과 비슷한 규모이다.67) 그러나 <완월회맹연>과 <명주보월빙>
연작은 처음부터 가문의 2대와 3대에 해당하는 인물이 다수 등장하는 반면,68)
<임화정연>은 임자숭과 임규 부자라는 단출한 가족구성으로 작품이 시작되며,
서사구조도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72책본 <임화정연>
의 전반부는 거의 60만자의 분량이 주인공 임규의 결연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을 정도로 비교적 단순한 서사구조를 지니고 있다.69) 50만자
안팎의 분량을 지닌 <소현성록>70)이나 <유씨삼대록>71)이 주인공 가문의 3대에
걸친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 다양한 사건들이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임화
정연>은 분량에 비해 인물의 수가 비교적 적고 서사구조가 단순한 편이다.
66)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180권 180책 <완월회맹연>은 장서각 디지털 아카이브 사이트에서
원문 파일을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원문 파일을 토대로 추산한 이 책의 글자 수는 약 298만
8천자이다.
67) <명주보월빙>은 147만5천자, <명주보월빙>의 속편 <윤하정삼문취록>은 145만5천자이다.
두 작품의 글자 수는 최길용의 계산을 참고했다. 최길용 교주, 교감본 <명주보월빙>｣ 1, 학
고방, 2014, 서문 vi면.
68) <완월회맹연>의 경우 정부의 1대는 정한, 2대는 정잠과 정삼, 정태요, 3대는 정인성, 정인
광 외 다수이며, 그 외의 주요 가문으로 장부와 이부가 있다. <명주보월빙>의 경우 윤부의
1대는 윤공, 2대는 윤현과 윤수, 3대는 윤광천, 윤희천, 윤명아 외 다수이며, 그 외의 주요
가문으로 정부와 하부가 있다.
69) 선행연구에서도 <임화정연>이 그 분량에 비해 등장인물이 많지 않으며 서사구조도 간명
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임화정연>은 국문 장편소설 가운데에서도
방대한 규모를 가진 작품에 속한다. 그러나 <임화정연>과 분량이 비슷한 국문 장편소설들과
비교하면 이러한 특징들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달라진다. …(중략)… 등장인물이 100명을
훌쩍 넘어 서지만, 총 72권의 5000쪽 이상 되는 소설임을 감안한다면 등장인물 수가 많다고
는 할 수 없다. 또한 상당수의 인물이 등장하고 여러 가문이 언급되지만, 그들의 관계는 임
규와 정연경을 중심으로 비교적 명쾌하게 정리되는 편이다.” 김지연, 앞의 글, 2010, 89면.
70) 이화여대 소장 <소현성록>의 전체 분량은 약 54만8천자로 추산된다.
7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유시삼대록>의 전체 분량은 약 53만2천자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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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화정연>의 분량이 서사구조에 비해 많아진 이유는 무엇일까? 19세기 후반
<임화정연>과 함께 대표작으로 일컬어졌던 <명행정의록>은 서술자의 서술에 해
당되는 소설 외적 담론의 삽입이 상당 분량 존재한다.72) <명행정의록> 외에도
<삼강명행록>, <위씨삼난오세현행록>, <옥선몽> 등은 지리지와 역사서 등 소설
외적 담론을 거의 직접적으로 인용했다는 특징이 있다.73) 그렇지만 <임화정연>
은 경서나 역사서, 지리서를 상당 분량에 걸쳐 직접 인용하거나 전고에 대해 주
석을 단 부분이 거의 없다.74) ‘才學小說’75)의 강점이라 할 수 있는 ‘博學多
識’의 측면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임화정연>은 전고나 지식과 관련된 서술이 거의 없는 반면 인물의 발화가 차
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76) 물론 인물의 발화가 많다는 점이 <임화정연>만의
72) 다만 홍희복은 <명행정의록>에 대해서도 호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 않다. 이는 <명행
정의록>의 전체 분량 중 재학소설의 경향을 보이는 대목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점과 관련되
어 있는 듯하다.
73) <명행정의록>과 <삼강명행록>, <위씨삼난오세현행록>에 대해서는 서정민, 앞의 글, 2006,
142∼156면 참고. <옥선몽>에 대해서는 전성운, ｢19세기 장편 한문소설과 청말 재학소설의
지식 제시 방식: <玉仙夢>과 <鏡花緣> 비교를 중심으로｣, 語文硏究 58, 2008 참고.
74) 실제로 홍희복의 <제일기언> 서문에는 그가 부정적으로 언급한 다른 여러 작품들과 함께
<임화정연>이 언급되어 있다. 그는 녹책류에 속하는 장편소설에 대해서는 유형적인 서사 전
개를, 전책류에 속하는 단편에 대해서는 문체가 비속하고 구어에 가깝다는 점을 이유로 들
어 이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리고 <제일기언>은 경전과 역사, 천문지리와 의약복서
등 폭 넓은 지식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작가가 임의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각종 전
적을 인용하는 등 근거를 갖추었다는 이유에서 높이 평가했다. 홍희복이 재학소설 유형의
작품을 높게 평가하는 소설관의 소유자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제일기언>과 같은
재학소설 유형의 작품들이 19세기 무렵 크게 번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재학소설’
을 높게 평가하는 홍희복의 견해는 일부 지식인 계층에 국한된 소설관이었을 수 있다.
75) 魯迅은 ‘才學小說’에 대해 “청대에 나온 소설 가운데 권선징악의 의미를 담고 있는
소설과 취지는 같으면서도 그 효용이 다르고, 소설을 학문과 문장을 과시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것”으로 언급한 바 있다. 魯迅 저, 조관희 역, 중국소설사략 , 살림, 1998, 616면.
76) 예컨대 뿌리깊은나무본(2) 43, 44, 53, 57, 63, 65, 66권을 대상으로 서술자의 서술과 인물
의 발화 비율을 수치로 계산해 보면, 인물의 발화가 각각 69.60%, 66.00%, 55.81%, 55.29%,
57.82%, 63.00%, 65.80%로 대략 50∼70% 사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왈’이라는
투어 속의 글자만 계산, 내적발화와 편지는 인물의 발화에 포함, 삽입시문은 제외) 한글장
편소설 전부를 대상으로 삼아 평균적인 인물 발화의 비중을 따져 볼 수는 없겠지만, 17세기
의 <소현성록>과 18세기의 <유씨삼대록>, 그리고 19세기 무렵의 <명행정의록>을 표본으로
택해 <임화정연>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해 볼 수는 있다. <소현성록>은 15권 15책 중
2권과 8권, 14권을 임의로 선택하였으며, <유씨삼대록>은 20권 20책 중 3권과 10권, 18권을,
<명행정의록>은 70권 70책 중 10권과 35권, 60권을 선택해 인물 발화 비중을 계산해 보았
다. 이는 각 작품의 처음과 중간, 끝 부분을 고르되 처음과 마지막 권은 가문의 소개 등 서
술이 많으므로 제외한 것이다. 비율을 계산해 본 결과 <소현성록>은 47.91%, 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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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별적 특징은 아니다. 대부분의 한글장편소설은 인물의 대화가 많이 등장한다.
비록 <임화정연>에서 그 비율이 약간 높기는 하지만, 그래서 과연 무엇이, 얼마
나 달라졌다는 말인지 다시 되물을 필요가 있다.
인물의 발화는 인물들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진 부분과, 혼잣말에 속하는 독백
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임화정연>은 등장인물이 발설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방식의 ‘內的發話’77)가 상당히 많다. 물론 <소현성록>과 <완월회맹
연>,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을 비롯한 다른 작품들도 내
적발화가 존재한다.78) <임화정연>은 내적발화가 양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질
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다른 작품에 비해 차이를 보여준다.
<임화정연> 내적발화의 특징이 잘 드러난 사례로 임규가 남장한 석가월을 우
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 아래의 장면을 들 수 있다. 화빙아의 미모가 뛰어나다
는 소문을 들은 진상문은 절강순무어사로 내려오면서 화빙아를 취하려는 생각을
품게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연낭은 석가월을 절강으로 내려보내 화빙아에
게 미리 대비할 것을 권한다. 임무를 완수한 석가월은 돌아가기 전에 ‘이리 왓
44.07%, <유씨삼대록>은 50.71%, 48.02%, 43.24%, <명행정의록>은 48.65%, 47.55%, 37.89%라
는 수치를 얻었다. 근소한 차이이지만 <임화정연>의 인물 발화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임이
확인된다.
77) 본고에서 ‘내적발화’라고 하는 것은 “심하의 생각하되,”와 같은 투어 뒤에 나오는 부
분으로, 등장인물이 발설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인접한 용어로
內的獨白(Interior monologue)을 들 수 있으나, ‘내적독백’은 언어화되지 않은 인물의 순
수한 지각의 기록을 의미하며, ‘의식의 흐름이나 ‘자유연상’, ‘자유직접사고’와도 동
일한 의미를 갖는다. ‘내적독백’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물의 발화되지 않은
지각이나 인지를 중개되지 않은 상태로 제시하는 소설의 기법을 말한다. 즉, 어떤 인물의
비언어적인 감정들이 분명치 않은 단어들로 변형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착안해서 비롯된
수단인 것이다.”(한국문학평론가협회, 문학비평용어사전 , 국학자료원, 2006. ‘내적독백’
항목) 말하자면 ‘내적독백’ 개념은 현대소설의 기법인 ‘의식의 흐름’과 같은 현상을 지
칭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는 점에서 본 논문이 가리키는 대상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
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인물의 마음속 생각을 ‘내적발화’로 칭하기로 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내적발화’란 ‘생각하되’와 같은 투어 뒤에 제시되는 언어화된 인물의 마음 속
생각을 말한다.
78) 72책본 <임화정연>의 내적발화 횟수는 약 240회이다. 이화여대본 <소현성록>의 내적발화
는 약 80회,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의 내적발화는 28회이다. <완월회맹연>은 독해본 2권
(16∼30권), 5권(61∼75권), 8권(105∼120권), 11권(151∼165권)의 네 권을 임의로 선택해 내적
발화를 조사한 결과 2권에서 16회, 5권에서 16회, 8권에서 16회, 11권에서 14회, 총 62회의
내적발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독해본의 표기에 의존했기 때문에 더 정밀하게 검토하면 약
간의 변동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기준으로 추정한
<완월회맹연>의 내적발화 횟수는 약 200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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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 님낭(林郎)을 보고 그 이 얼골이 엇더여시며 소(所行)이 얼골의
셔 나은가 시험(試驗)리라.’(16권 22면)고 생각하고 임규의 집을 물어 찾아간
다. 마침 임규는 날씨가 더워지자 시냇가에 발을 씻으려 나오다가 남장한 석가
월과 마주친다.
눈을 드러 이윽이 시 보니 표치염(標致艶態)와 옥셩쇼음(玉聲笑音)이 벅〃
이 남(男子) 아니믈 알 심하(心下)의 각,
‘당금 텬(天下) 태평(太平)거 엇디 녀(女子) 변복(變服) 뉴리(遊離)
미 잇시리오. 아니 뎡가(鄭家) 쇼져(小姐)치 가환(家患)을 만나 가탁남(假託
男兒)고 도로(道路)의 분쥬(奔走)가? 인(此人)의 골격(骨格)이 반시 남
 아니로  규방(閨房)의 오쇼(矮小) 긔질(氣質)이 아니오 흉듕(胸中)의
딘유(陳留子)의 쳔디(千里) 예탁(豫度) 슬긔와 〃룡(臥龍)의 신츌귀몰(神出
鬼沒) 디혜(智慧)를 겸여 대냥부(大丈夫) 압두(壓頭)라. 일명목(一
雙明目)은 샤광(師曠)의 춍(聰)을 초앗고 냥미(兩眉)의 산쳔졍긔(山川精氣)를
거두어 녀듕호걸(女中豪傑)이오 경궁 귀쇼져(貴小姐)의 긔딜이 아니〃 아지 못
게라, 엇던 녀고? 내 당〃이 시험(試驗)여 거동(擧動)을 보리라.’(16권 25∼
26면)

처음에는 상대방을 남자인 줄 알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임규는 이내 석가
월이 남장을 한 여자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는 이를 곧바로 밝히지 않고 상대
방을 ‘시험’해 보기로 결심한 다음, 상대방이 남장한 사실을 모르는 척 대화
를 계속한다. 석가월 역시 임규의 인물 됨됨이를 알아보려는 자신의 의도를 감
춘 상태에서 대화를 나눈다. 그녀는 이내 임규가 세속의 녹녹한 남자가 아니라
는 사실을 깨닫고 감탄한다. 그러다가 ‘님낭(林郞)의 거동(擧動)이 몰  아
니라. 안(眼彩) 호방(豪放)니 쳐쳡(妻妾)이 만흘 긔상(氣像)이오 녀(女色)을
디볼  아니라. 쇼져(小姐)의 뎍국(敵國)이 무슈(無數)시리로다.’(16권 28면)
며, 임규에게 처첩이 많으면 자신의 주인 정연낭 소저에게 이로운 일이 아니라
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걱정에 잠긴다.
한편 임규가 석가월의 모습을 보니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태도가 언뜻 비
치는지라, ‘필연(必然) 가를 보고 엇디 넉여 의려(疑慮)가? 아니 나의 거
동(擧動)을 보고 흠모(欽慕)가? 그러치 아니면 방외 남(男子)로 문답(問答)
믈 슬피 넉이가? 나의 얼골이 곱디 아니믈 염여 탄(嗟歎)가?’(1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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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면)하며 그 역시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든다. 그리고 둘은 다시 이야기를 나누
다가 물가에서 발을 담근다. 석가월은 발을 담그지 않고 세수만 한 다음 나무에
몸을 기대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 아름다운 거동이 매우 빼어나다. 이 모습을
본 임규는 다시 생각에 잠긴다.
먼니 버들을 디혀 원근(遠近)을 살피니 그 아다온 거동이 더옥 승졀(勝絶)
디라. 님(林生)이 각,
‘져 녀[] 슉녀(淑女) 아니나 풍뉴가인(風流佳人)이니 져런 쳐쳡(妻妾)을
둔  쾌리니 나 님규 어나  픙운(風雲)을 고 옥경(玉京)의 올나 뇨됴
슉녀(窈窕淑女)와 미희(美姬)를 초아 대댱부(大丈夫)의 반(半生)을 쾌히 
고? 내 나히 십팔(十八)이니 가긔(佳期) 느졋고 손(子孫)이 밧븐디라. 긔약(期
約) 업 뎡시를 딕희고 이시리오. 쳐(娶妻)미 비록 무신(無信)나 아다
온 녀를 어더 희쳡(姬妾)이나 두어 공방(空房)의 무류(無聊)믈 위로(慰勞)
고 모친(母親)의 근노(勤勞)를 더르시게 렷마 어 가 맛당 녀를 어들
고? 만일 져 셕낭  가인을 어드면 남의 심(心思) 흡연(洽然)리로다.
연이나 져 녀 엇던 사인 줄 아디 못 져의 거동을 피니 나의 친
(親愛) 집슈(執手)믈 노(怒)디 아니니 날을 유의(留意)가? 그러나 남녀
(男女)의 녜졀(禮節)이 삼엄니 내 군(君子)의 실(行實)을 삼가 암실(暗室)
의 븟그러오믈 업게 리라.’(16권 33∼34면)

임규는 석가월의 모습을 바라보며 심경이 복잡해진다. 자신은 벌써 18살이 되
었는데 약혼 상대인 정연낭은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으니 그녀와의 혼인을 언
제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가, 비록 신의 없는 행동이지만 첩이라도 얻으면,
특히 석가월과 같은 아름다운 여성을 첩으로 얻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다. 더구나 자신이 그녀의 손을 잡았는데 화를 내지 않으니 자신에게 마음이 있
는 것 아닌가 하는 남성들의 흔한 착각에 잠시 빠져들기도 한다. 그렇지만 임규
는 남녀의 예절이 삼엄하며, 군자로서 행실을 삼가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다
시 의관을 정제한 후 거동을 엄숙히 한다.
임규가 군자답게 남녀의 예절을 삼엄하게 지키는 것은 결과만 놓고 본다면 다
른 한글장편소설의 인물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임규가 그러한 행동을
하기에 이르게 된 과정은 차이가 있다. 만일 그가 도덕군자로서의 성품을 지녔
다거나 영웅호걸의 기질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행동을 했다면 이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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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단순하고 유형적인 인물의 행동으로 읽혔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장면은 임
규가 석가월에게 느낀 이끌림의 감정과 내면의 욕망이 수차례에 걸쳐 집중적이
고 연속적으로 서술되고 있다.79) 임규의 내적발화에는 그의 은밀한 욕망의 표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욕망이 예법에 대한 나름의 고민을 거쳐 스스로 규제되는
것까지 서술되어 있다. 이는 임규라는 인물이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데에 보다 효과적인 서술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임규와 석가월이 인사를 나누고 대화를 시작하는 이 장면은 두 인물이
나누는 대화보다는 각자가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내밀한 생각과 감정들이 상당
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80) 마치 평행선을 그리면서 나아가듯 각자의 개인적인
감정과 심리를 내적발화의 방식으로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임규는 석
가월이 여성인 것을 눈치 채고,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궁금해 하
며 상대방의 마음을 떠보려고 대화를 시도했다. 석가월 역시 자기 주인의 배필
이 될 임규의 인물됨을 시험하려는 의도에서 대화를 나눈다. 독자들은 임규와
석가월의 내적발화를 통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그들의 마음 속 생각
을 소상하게 접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마음 속 생각을 파악해야만 임규와
석가월 사이의 일견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대화와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말하자면 <임화정연>의 이 장면은 발설되지 않은 내적발화가 의미상
훨씬 더 중요하다.
임규와 석가월이 대화를 나누는 위 장면은 반나절도 안 되는 비교적 짧은 시
간 안에 벌어진 일이다. 그러나 대화 장면에 두 인물의 내적발화가 개입되면서
인물의 대화가 보다 입체적이고 생동감을 갖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
라, 이 장면의 분량이 16권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81) 다른
79) 임규는 순간적인 이끌림으로 인해 석가월을 유심히 쳐다보기도 하고, 손도 잡아보지만 끝
내 군자로서 남녀의 삼엄한 예절에 어긋나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그
가 이렇게 자신의 행실을 삼가기까지 속으로 많은 생각이 오고 갔다. 그의 내적발화에는
‘혹시 그녀는 나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내가 못생겼다고 싫어하는 것
일까? 그녀처럼 아름다운 미인과 혼인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만 나의 태도가 군자로서
의 행실에 흠결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이어나가는 그의 내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80) 석가월이 임규를 보고 그 인물이 녹녹하지 않음을 다행스럽게 여기다가도 ‘처첩이 많으
면 정연낭에게는 좋지 않으리라’며 걱정에 잠기는 모습이나, 임규가 석가월을 보고 ‘그녀
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하고 ‘그녀 같은 여성과 혼인하면 좋겠다’는 생각
을 하다가 다시 ‘군자답게 행실을 삼가리라’며 예법을 의식하는 부분이 그러하다.
81) <임화정연>에서 임규와 석가월이 처음 만나게 되는 대목은 16권의 22면이고, 이들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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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장편소설에도 내적발화가 존재하지만 이와 같이 집중적이고 연속적으로 등
장하면서 분량이 크게 확대되어 있는 경우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임화정연>이
적은 등장인물과 단순한 서사구조에 비해 분량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위와 같은
문체적 특징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임화정연>의 이러한 문체적 특징은 주인공 임규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연경이나 석가월 등 주변 인물들에게서도 나타난다. 연부의 1代 인물인 연권
의 경우를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임화정연> 72책본의 7권∼10권에는 시비들과 함께 집을 나와 떠돌던 정연낭
이 우연한 기회에 화빙아 소저와 정혼하게 되는 사건이 서술된다. 순무어사가
된 연권은 직무를 수행하다가 우연히 왕씨 과부의 집에 머물던 정연낭 일행을
만난다. 연권은 병에 걸린 정연낭이 조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녀와 부녀지
의를 맺은 후, 왕씨 모녀와 함께 경사에 있는 집으로 보내 자신의 딸과 함께 지
내도록 도와준다. 한편 순무어사 연권이 소흥부에 도착한 날 밤, 화빙아는 유모
편에 지현의 늑혼과 이창백 일당의 납치 시도 등 그간의 일들을 적은 편지를 올
린다.82)
어(御使) 니쳔경의 흉험블인(凶險不仁)믈 분여 셕반(夕飯)을 믈니치고
쵹하(燭下)의 단좌(端坐)여 각,
‘화쇼졔(花小姐) 뎡가(鄭家)와 뎡친(定親)  뉘 집 식(子息)인고. 이 아
니 뎡산의 인가? 뎡쇼져(鄭小姐)의 시(侍兒) 등이 , 셜이라 고 칭왈
(稱曰) 표죵형뎨(表從兄弟)라 여시니 뎡(鄭生)의 듕표(中表)로도 , 셜
이 잇더라 니 이 아니 뎡(鄭兒) 화부(花府)의 뉴우(流寓)미 잇던가?’
다시 혜오,
‘화공(花公)과 뎡공(鄭公)이 평시(平時)의 면약허친(面約許親)미 이셔 뎡
셩친(成親)라 왓더라 니 일졍 뎡의 오라비 뎡가 딜(甥姪) , 셜 등이
〃시니 딘짓 뎡은 과 화가의 갓다가 화를 만나고 뎡 가칭(假稱) 셜

대화를 마치고 헤어지는 부분은 45면이다. <임화정연> 16권은 모두 76면인데, 이 중에서 거
의 3분의 1에 가까운 23면 정도의 분량이 임규와 석가월의 짧은 만남이라는 하나의 장면에
할애되어 있다.
82) 순무어사 연권이 소흥부에 오기 전, 소흥부의 지현 이태현은 유배 중인 상서 화경윤의 딸
화빙아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를 자신의 못난 아들 이창백의 배필로 삼으려 하는
상황이었다. 화빙아의 혼인과 관련된 내용은 본고의 2장 1절 ‘(5) 유일서관본’ 항목에서
다룬 바 있다.

-103-

,  엿닷다. 만일 뎡이 뎡와 뎨남(弟男)이면 보디 아녀도 아다온
션라. 화쇼져의 딘짓 가위(佳偶) 되리로다.’(10권 15∼16면)

연권은 화빙아의 편지를 읽고 이창백 등의 악행에 대해 알게 된다. 그리고 화
빙아와 정친했다는 정생의 정체에 대해서도 궁금하게 생각한다. 정연낭은 연권
의 도움을 받아 그와 부녀지의를 맺었지만, 자신이 남장하고 다니다가 화빙아와
정혼했던 사실은 말하지 않았었다. 이 때문에 연권은 화빙아와 정혼했다는 정생
이 사실 정연낭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 다만 정연낭은 백진진, 백난난과
석가월, 석섬월 네 명의 시비를 데리고 있었는데, 화빙아와 혼약을 맺은 정생에
게도 사촌형제인 백생과 석생이 있었다 하니 혹시 정연낭이 화부에 머물렀던 것
은 아닌지 의심한다. 그러다가 곧 화경윤과 정현이 이전에 면약허친했었다는 데
에 생각이 미친다. 이는 사실 유모의 거짓말이지만, 이 거짓말로 인해 연권은 아
마도 정연낭의 오빠나 남동생 정생이 화부에 간 것이 맞고, 정연낭이 백생과 석
생의 이름을 일컬은 것은 假稱이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다. 그의 추리는 사
실과 어긋나 있지만,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연권의 입장에서는 가장 타당한 추
리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날, 이태현의 늑혼과 이창백의 납치 시도 등 사건의 진상이 모두 밝혀진
다. 연권은 관련자의 처벌을 마치고, 서안에 기대어 과연 누가 화빙아의 배필이
될지 궁금해 한다.83) 마침 화빙아의 유모가 찾아와 감사의 마음을 표하자, 연권
은 화빙아와 정혼했다는 정생의 정체가 궁금해져 그의 나이와 이름을 묻는다.
그러자 유모는 정생의 이름이 ‘운’이라고 답하는데, 원래 ‘정운’이라는 이
름은 정연낭이 남복으로 다니면서 사용했던 이름으로 연권도 그 이름을 알고 있
었다. 사실관계를 의심하게 된 연권은 유모에게 재차 질문한다.
어(御使) 크게 의혹(疑惑)야 우문왈,
“뎡공(鄭公子)의 친(親事)를 이번 갓 뎡미 아니라 너의 노얘(老爺) 계
실 젹의 뎡엿더냐?”
연 어의 시 므르믈 보고 듕인(衆人)의 〃심(疑心)을 막으려 왈,
“뎡상셔(鄭尙書) 노야와 우리 노얘 쇼져 십 셰 젼의 뎡시니 냥가(兩家) 
이 금셕(金石) 고 노야 발시(發行時)의 쇼져를 경계(警戒)샤 부명(父命)을

83) 72책본 10권 53∼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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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희여 녈부(烈婦)의 실(行實)을 효측(效則)라 여 계시거 디현(知縣)이
망녕도이 핍박(逼迫)믈 만나 일이 〃러 어러웟이다.”
어 쳥파(聽罷)의 각,
‘내 쳐음 의심(疑心)기 뎡(鄭兒) 남복(男服)으로 피화(避禍) 반시
화부(花府)의셔 뎡친(定親)엿던가 고 그 일홈이 고  등이 잇더라 
믈 의아(疑訝)엿더니 시구(兒時舊盟)이라 니 뎡시(鄭氏) 아니로 일
홈이 엇디 며 , 셕이 〃시리오. 죵죡(宗族)의 , 셕 등이 〃시
일졍 그 오라비 일홈을 가탁(假託)미어니와 뎡 므 피화 일이 잇던고?
능히 디 못디라.’
다시 문왈,
“뎡공(鄭公子) 형뎨(兄弟) 몃치나 며 므 일노 피화며 그 부인(婦人)
은 어 계시다 더뇨?”
연 왈,
“피화 연고(緣故) 니르디 아니시 시 모로 동긔(同氣) 오딕 시
(妹氏) 나히오 부인은 부듕(府中)의 계시다 며 노쳡(老妾)이  등의 말을
듯온 공의 외촌(外四寸) 딘한님이 므 혐극(嫌隙)이 〃셔 려 
일노조 집을 나신가 시브더이다.”
어 각,
‘딘개 뎡를 일코 뎡을 침노 화를 피미로다.’
야 다시 의심치 아니고 심니(心裏)의 혜오,
‘산은 딘실노 녀(子女)를 긔특(奇特)이 두어시니 두 낫 긔츌(己出)이 남
의 십(十子)를 압두(壓頭)디라. 산은 가히 녀를 두엇다 리로다.’(10
권 69∼71면)

연권의 질문에 유모는 다른 사람의 의심을 막고자 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정혼한 사이였다고 거짓으로 답한다. 이에 연권은 화빙아와 정혼한 정생이 남복
한 정연낭인지, 아니면 정연낭과 남매지간인 정운인지, 만일 남매인 정운이라면
그는 왜 집을 떠나온 것인지 혼란스러워 한다. 이에 그는 정공자의 가족 관계
등을 재차 묻게 되는데, 유모가 이를 모호하게 얼버무리자 마침내 ‘진상문이
정연낭과의 혼사를 이루지 못하자 남매지간인 정생에게 복수를 하려 했고, 이
때문에 정생이 화부에 오게 된 것’이라고 처음의 잘못된 추리로 재차 돌아가게
된다.
위 인용문은 작중인물이 다른 인물과 대화를 나누면서 마음속으로는 나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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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탐색과 추측의 과정이 연속적인 내적발화의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개별적인 내적발화 하나의 분량은 길지 않지만, 여러 차례의 내
적발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당 인물의 변화하는 내면의식을 효과
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만하다. 특히 연권이 나름대로의 추리를 통해 결론을 도
출해 가는 과정은, 비록 그 결론이 잘못되기는 하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술자
의 시각과 구분된 인물 고유의 관점에 충실한 내적발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서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임화정연>에서는 개별 인물이 나름대로의 논리를 동
원해 추리를 하고,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을 내적발화를 통해 소상하게 보
여주고 있다.
요컨대 <임화정연>은 내적발화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적발화가
대화 이면에 감춰진 마음 속 생각을 노출시켜 인물의 대화를 보다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만들어 주며, 서술자의 시선과 구분되는 인물 고유의 독자적 관점
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84) 이는 <임화정연>의 인물이
보다 독자적인 형상으로 그려지고, 대화가 현실적인 깊이를 갖추는 데에 기여했
을 것으로 보인다.

2)惡人의 심리 서술 확대
<소현성록>, <완월회맹연>,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은
작품이 악인보다 주인공을 비롯한 선인형 인물의 내적발화를 더 많이 제시한다.
이와 다르게 <임화정연>은 주인공과 갈등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악인 진상문의
내적발화가 주인공보다 더 많이 제시되어 있다.85) 횟수의 많고 적음 자체가 큰
84) <임화정연>의 내적발화에 대해 본고가 지적한 점들이 다른 작품에 비해 별 차이가 없어
보이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의 차이에 그친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특히 대화나 심리묘사의
비중이 높은 판소리계 소설이나 근, 현대소설을 염두에 둔다면, <임화정연>의 대화나 내적
발화의 비중이 다른 한글장편소설에 비해 ‘약간’ 높다는 본고의 지적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글장편소설은 개별 작품의 문학적 특색이
나 차이가 두드러지기 어려운 환경에서 산출된 작품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한글장편소설을 때에는 미세한 차이도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85) 본고에서 확인한 결과, <소현성록>, <완월회맹연>, <유효공선행록>, <유씨삼대록>, <옥원
재합기연>은 대부분 주인공의 내적발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주인공과 갈등을 빚
는 악인의 내적발화는 매우 적었다. 가령 <소현성록>에서 악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소현성
의 삼부인 여씨나 소운경의 장모 방씨, 소운성과 혼인한 명현공주의 내적발화는 1∼3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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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86) 다만 이를 참고삼아 <임화정연>의 내적발화가 보
여주는 특징적인 면모에 대해 검토할 수는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알아보기 위해 작품의 주요 악인인 진상문의 내적발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로 한다.
임규의 군대는 북지국의 반란을 성공적으로 진압하고, 황제에게 표를 올려 회
군 준비에 들어간다. 장졸들은 고향에 돌아갈 기대에 부풀어 임규를 칭송해 마
지않는다. 진상문은 북해에 유배되었다가 임규의 군대에 징병되었는데, 임규를
칭송하는 장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절망감과 임규에 대한
시기심 등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혀 노래를 부른다. 마침 칼을 잡고 진중을 거닐
다가 그의 노랫소리를 들은 임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눈치 채고 ‘상문이
금야(今夜)의 필연(必然) 변(變)을 디으리라.’(28권 24면)고 생각해 올무를 설치
해 놓는다.
한편 진상문은 밤이 깊어지자 ‘내 져를 죽이려 더니 필경(畢竟) 죽이디 못
고 내 몸이 경(此境)의 니러시니 내 엇디 마 견리오. 맛당이 오날 져
의 당듕(帳中)의 드러가  칼노 그 머리를 버히리라.’(28권 24면)하고 결심하고
칼을 들고 임규의 막사로 잠입한다. 그렇지만 막상 임규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
니 가슴이 떨려 잠시 주저한다.
가마니 댱(帳內)의 드러가 다라들고져  오히려 가이 벌덕여 쥬져(躊
躇)다가 각,
‘댱뷔(丈夫) 일을 당여 두리며 의심(疑心)리오. 요(僥倖) 셩(成事)면
샹쾌(爽快)고 블(不幸)여 잡히면 죽을 이라. 므어시 관계리오.’
담을 크게 고 상하(牀下)의 나아가 원슈(元帥)를 디려 더니 홀연(忽然)
두 발목이 걸녀 너머디디라. 혼비산(魂飛魄散)여 능히 니러나디 못고

그쳤다. <옥원재합기연>에서 소세경의 장인 이원외는 내적발화가 없었으며, 왕안석의 경우
에도 1회에 그쳤다. <완월회맹연>은 독해본 2권, 5권, 8권, 11권을 표본으로 선택해 헤아려
보았는데, 정인광이 14회로 가장 많았고 소교완은 12회였다. <임화정연>은 악인 진상문이
35회, 주인공 임규가 25회로 악인의 내적발화가 작품 내에서 가장 많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
이 특징이다.
86) 이 글에서 내적발화의 횟수를 비교한 이유는 <임화정연>이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
설, 즉 <소현성록>, <완월회맹연>,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에 비교해
보았을 때 악인의 내적발화가 주인공보다 더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기 위해서일
뿐이다. 횟수의 많고 적음이 문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물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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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엿가 황겁(惶怯)여 펴보니 원 조금도 요동(搖動)치 아닛디라.
경혼(驚魂)을 딘뎡(鎭靜)여 혜오,
‘내 겁결의 업더졋가. 졔 여시면 놀나 니러나 날을 을 거시로 잠이
깁허 모로도다.’
여 장 깃거 노화바린 칼흘 집어가디고 니러나고져 니 상(牀) 아로 옭
아 다엿디라. 경황(驚惶)여 만져보니 큰 올모를 노화 옭아 다엿거 아
모리  줄 몰나 좌우(左右)를 피니 사은 업고 원슈 코를 우레갓치 고으
디라.
‘사의 일은 아니오 반시 귀신(鬼神)이 무죄(無罪) 사을 죽이려 
노(怒)여 이리도다.’
각이 이의 밋 혼(魂魄)이 구비(俱飛)니 운신(運身) 길히 이시리오.
쇽졀업시 혼졀(昏絶)여 업허졋다가 졍신(精神)을 혀 가마니 브디져 왈,
“상문이 금일(今日)이야 귀신의 녕(靈)믈 알니로다. 후(此後) 감히 다시
악(惡事)를 각디 아니리니 신명(神明)은 죄(罪)를 샤(赦)고 노화 보쇼
셔.”
언파(言罷)의 손을 부븨나 어이 득(得)리오. 이윽고 졍신을 혀 죽을 힘을
다여 다라나고져 들 발을 어이 히리오. 초조착급(焦燥着急)여 각
,
‘귀신이 아모리 잇다 들 이러 녕험(靈驗)리오. 반시 님 타국(他國)
의 와시 (刺客)을 두려 올모를 노코  내 그 걸녓도다. 졔 여시
면 요동 거시로 잠이 깁허 모로미 다(多幸)니 니 도망리라.’
고 허리의 근 칼흘 혀 노흘 고 다라나려 더니(28권 25∼27면)

진상문은 야음을 틈타 암살을 시도하면서, 긴장감에 주저한다. 그러다가 스스
로에게 ‘대장부가 일을 당하여 무엇을 두려워하며 의심한단 말인가.’하며 용
기를 내어 앞으로 나간다. 순간 그는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다. 이것은 임규가 설
치해 둔 올무인데, 서술자는 이를 곧바로 밝히지 않고 진상문의 시점에서 상황
이 파악될 때까지 침묵을 유지한다. 혼비백산할 정도로 놀란 진상문은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다리를 만져 본다. 뜻밖에도 자신의 발이 올무에 묶여 있자, 진상
문은 이것이 귀신의 소행이라 믿고 살려달라고 빈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 보
니 임규가 이 올무를 설치했으리라는 데에 생각이 미친다. 이 장면에서 서술자
는 매 순간 변하는 진상문의 내면심리를 상세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임화정연>의 서술자는 임부의 일기 자료를 토대로 <임화정연>을 서술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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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변하는 진상문의 내면을 이렇게 파악하는 것
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위 인용문에서는 인물의 순간적인 심경의
변화까지도 포착해 내어 이를 내적발화의 방식으로 세세하게 전달해 주고 있다.
특히 이 장면은 서술의 초점이 주인공 임규가 아니라 암살자인 진상문에게 맞추
어져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87)
진상문의 관점에서 이 장면을 읽는다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일반적으로 자객
은 흉악한 자이고 암살은 비겁한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진상문의 입장에
서 생각해 보면 임규에게 정정당당하게 복수를 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임규는 전공을 세워 영화롭게 귀국하는 반면, 진상
문은 다시 유배지로 돌아가 기약 없는 죄인의 삶을 지속해야 한다. 따라서 복수
를 하려면 그와 헤어지기 전에 암살을 시도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그런
데 임규는 빼어난 武勇의 소유자이고, 진상문은 白面朱脣의 서생이니만큼 암살
시도마저도 성공할 확률은 지극히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
구하고 진상문은 절박한 마음에 복수를 실행한다. 그의 내적발화로 서술된 문면
을 읽으면 조금이나마 그의 관점에서 작품세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기회를 가
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상문의 분노, 두려움, 긴장 등의 감정을 보다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인물의 내적발화는 최소한 그 인물의 관점에서는 거짓이 전혀 없는 진실이다.
인물의 내면은 행동이나 대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제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들이 인물의 마음 속 생각을 언제나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행동은 언어만큼 구체적이지 못하며, 대화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존재가 전제된 사회적 활동인 만큼 인물의 본심이 직설적으로 표출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88) 이와 달리 내적발화를 통해 제시된 내용은 해당 인
물의 속마음을 거짓 없이, 그리고 소상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속이기 위해 거짓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
87) 대개 자객의 습격을 받는 장면을 서술할 때에는 주인공의 시점에서, 즉 주인공이 막사에
있는데 어디선가 자객이 홀연히 들어와서 암살하려는 방식으로 장면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
다. 그런데 <임화정연>의 위 장면은 임규가 아니라 자객의 역할을 맡은 진상문의 시선과 목
소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88) 인물들은 나름의 이유에서 본심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나 발언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서술자가 직접 개입해서 알려주지 않으면 독자들은 전후의 맥락을 고려해 인물의 속
마음을 알아서 짐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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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적발화의 방식으로 서술된 부분만큼은 악인의 발화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신뢰도와 진정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내적발화는 독자가 해당 인물의 관점에서 작품세계를 바라보고 이
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제3자에 의해 묘사된 인물의 모습은 외부의 시
각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관찰자의 시선이 어느 정도 투영되기 쉽다. 특히 악인
의 경우에는 해당 인물에 대한 도덕적 포폄이 서술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경우
가 많다.89) 반면 내적발화에 의한 심리의 서술은 주어가 1인칭 대명사인 ‘나’
로 제시되는 화법상의 특징을 갖는다. 즉 내적발화는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자신의 목소리로 발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독자들이 그 인물의
‘신념 체계’90)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는 악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91) 위 인용문에서 독자들은 내적발화를 통해 진상문이라는
인물의 시선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독자들은 진상문이 처한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만일 위 인용문의 장
면이 ‘옥호산 양문진인’으로 가탁한 서술자의 관점에서 서술되었더라면, 독자
들은 진상문의 입장에 공감하기가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임화정연>의 특징은 작품 속 악인이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선한 인
물로 거듭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암살 시도가 실패한 후 진상문은 도망쳐
89) <쌍성봉효록>에서 서술자가 교소교를 일관되게 ‘음교’라 부르며 그녀의 언행을 부정적
으로 평가하는 것을 한 사례로 들 수 있다.
90) 바흐찐은 서사시가 단일하고 일원론적인 작가의 담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중인물은
서사시의 단일한 세계 속에서 살고 행동하는 존재인 반면 소설의 인물들은 자기 자신의 신
념체계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신념체계 사이의 대립과 충돌을 장르의 본질적
특성으로 삼는다고 보았다. M. M. Bakhtin,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 창작과
비평사, 1988, 152∼153면.
91) 한편 <완월회맹연>은 인물의 내적발화에도 서술자의 관점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임
화정연>과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완월회맹연>의 소교완은 정인성이 효자라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를 죽이려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
신은 매사에 원망을 품고 그를 죽이려 하니 스스로도 이를 괴이하다고 생각한다.(<완월회맹
연> 독해본 3권 480면) 정인중 역시 자신의 행위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실행한다.(<완월회맹연> 독해본 11권 83면) 정병설은 <완월회맹연>의 문
체적 특징으로 “서술자의 서술충동이 단편문어체소설보다 훨씬 강하다”(정병설, 앞의 책,
1998, 63면)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서술자의 존재가 인물의 발언에 간섭하는 독특한
화법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準直接話法’으로 명명한 바 있
다. <완월회맹연>은 서술자의 강한 서술충동이 작품의 문체적 성격으로 자리 잡으면서 악인
의 내적발화에서도 그 영향력이 일정 부분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임화정연>의 악인
진상문의 내적발화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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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상심한다. 돌이켜보니 자신이 지은 죄악이 워낙
무겁고, 고향으로 언제 돌아갈지 기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해배된다 하더
라도 고향의 일가친척을 볼 면목이 없음을 깨닫게 된다. 절망과 고독에 휩싸인
그는 ‘슉뷔(叔父) 이곳의 계시 일호(一毫) 고렴(顧念)미 업셔 타연(泰然)이
모로 니 이 내 죄(罪)를 치부(置簿)여 골육디졍(骨肉之情)을 미니
이 다 작지얼(自作之孼)이니 누를 한(恨)리오. 다만 골육텬셩(骨肉天生)이 임
의 쳐져시니 븟그러온 인(人生)이 구히 투(偸生)리오. 히리 죽어 셜
우믈 니리라.’(28권 38∼39면)고 생각, 홧김에 자살을 결심하고 눈물을 흘린
다. 그 때 진상문의 숙부인 진명은 글을 써 보내 가족의 안부를 전하며, 그에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타이른다. 숙부가 전해준 가족의
편지를 읽은 진상문은 감동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리며 개과천
선한다.92) 이 사건을 계기로 진상문은 완전히 뉘우쳐 선한 인물이 되고, 훗날 임
규의 주청으로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진상문은 고향에 오자마자
정현 등을 찾아뵙고 다시금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받는다. 작품
속에서는 그가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으로 그려진
다.
이러한 진상문의 자기반성과 회과가 세세하게 서술되는 점 역시 이례적이다.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과 극한적인 갈등 관계에 놓인 악
인의 경우 아예 회과를 하지 않거나,93) 회과를 하더라도 선인형 인물의 도덕적
훈계나 초현실적인 존재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주
인공과 대립하는 핵심적 악인이 개과천선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주인공의 도
덕적 훈계나 초현실적인 요소의 개입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서술된다.
예컨대 <완월회맹연>의 후반부에서 소교완은 분을 참지 못해 등에 종기가 생
겨 죽기에 이르는데, 천상계의 명부일기에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모두 적혀있는
것을 보자 부끄러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른다.94) 그녀는 冥府 체험이라는 초현
92) 임규를 죽이려 했다가 쫓겨나고, 자살을 결심했다가 진명이 보낸 편지 덕에 다시 마음을
돌려 새로운 사람이 되는 과정은 진상문의 내적발화를 통해 세세하게 전달된다. 이로 인해
그는 작품 속에서 완전히 개과천선한 것으로 그려진다.
93) <소현성록>의 주요 악인인 소현성의 세 번째 부인 여씨와 소운성의 처 명현공주는 모두
회과하지 않고 출거되거나 죽는다. <유효공선행록>의 악인 유홍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만 가문 내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다가 죽는다.
94) 소교완은 병이 깊어 정신이 혼몽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죽은 어머니와 남편 정잠의 전처
양부인을 만난다. 그리고 정잠과 정인성 등 여러 인물들과 자신 사이에 쌓였던 전생의 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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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경험을 겪은 뒤에야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선한 인물이 된다.
<유씨삼대록>에서는 진양공주가 자신을 음해하던 장씨를 타일러 회과시킨다. 장
씨는 진양공주의 정대한 훈계를 받아 잘못을 뉘우치고 현숙한 여성으로 거듭난
다.95) <옥원재합기연>의 이원외는 천상계에 끌려가 부친에게 호된 형벌을 받고
그 상처로 인해 죽을 지경에 처했다가 간신히 살아나는 것을 계기로 개과천선한
다.96) 이들 작품에서는 선인형 인물의 이치에 맞는 훈계나 천상계와 같은 초월
적 요소의 개입에 의해, 회과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악인마저도 회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 결국 그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관점을 모두 포기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처럼 주인공의 훈계나 초현실적 경험을
통해 악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단숨에 선량한 인물로 탈바꿈하는 전개는 상당한
개연성과 설득력을 지니는 방식이기도 하다.97)
그런데 이처럼 여러 한글장편소설에서 나타나는 악인의 개과천선 장면을 통
해, 이들 작품이 인물의 내면적, 자발적 변화보다는 외부의 개입으로 인한 변화
에 보다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들 작품에서 인물들은 대개 자
신이 처음에 부여받은 정체성에 충실하다. 그들은 자의식을 지닌 독자적 인격체
라기보다는 처음에 배정된 하나의 특징적 기질이나 성격, 표상으로 행동하는 경
우가 많다. 그리고 이들 작품에서는 주인공과 상당 기간에 걸쳐 심각한 갈등을
빚던 악인이 개과천선의 과정에서 어떠한 내면적 고민과 갈등을 했는지는 비교
적 중요하지 않다. 그보다는 악인의 회과를 이끌어 낸 주인공의 훈계나 천상계
와 같은 초현실적 체험을 통해 정대한 도덕규범의 권위를 재차 확인하고 강조하

현세 자신의 죄과에 대해 적힌 명부의 일기를 보게 된다. 소교완이 천상계에서 보았던 명부
일기는 현실 세계에 나타나, 그녀는 이 책을 주위 가족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한다. 이 명부
일기는 소교완의 개과천선이 진정한 것이며, 앞으로도 착한 인물로 남아있을 것임을 보증하
는 일종의 증거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완월회맹연> 독해본 11권 285면.
95) <유씨삼대록> 4권 5∼11면.
96) <옥원재합기연> 9권 430∼431면.
97) 서사의 본질 에서는 서구의 여러 문학 작품들이 인물을 서사체에서 형상화하는 방법에
대해 고찰하면서, 이 점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초기의 서사체에서는 인물들이 대개 처음 등
장할 때 주어진 특성에 의해 행동한다. 그런데 서사가 진행되다 보면 인물들이 초기에 부여
받은 특성과 상반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거의가 신과 같은
초현실적인 요소를 동원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가령 성경 출애굽기에서 파라오가 모세를 다
룰 때 파라오의 마음을 모질게 만드는 것, 그리고 창세기에서 요셉이 자신의 형들을 용서하
는 것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으로 설명된다고 한다. Robert
Scholes, Robert Kellogg, 임병권 역, 서사의 본질 , 예림기획, 2001, 2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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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쪽에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임화정연>에서는 진상문이 가족의 편지를 읽으면서 자신의 과오를 스스로 돌
이켜보고 반성해 가치관과 성격이 바뀌는 과정의 서술에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다. 진상문의 내적발화를 통해 독자들은 그의 입장을 보다 쉽게 체험하고, 그
에게 공감할 수 있다. 여미주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98) 대다수의 한글장편소설
에서 정절 규범을 어긴 여성은 비극적 최후를 맞는 경우가 많다.99) 그렇지만 여
미주는 나중에 작품 내의 여러 인물들에게 ‘奇謀秘計’로 정절을 지킨 여성으
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뀐다. 여미주의 서사에서는 그녀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연
경을 사랑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여미주의 감정을 음탕한
것으로 규정하는 서술자의 목소리가 우세했으나, 그녀의 내면심리가 지속적으로
서술되면서 그녀의 행실은 점차 정연경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지극한 애정의 표
출로 그려지게 된다. 그러면서 여미주를 음녀로 규정했던 서술자의 목소리는 점
차 사라지게 된다. 이처럼 <임화정연>에서는 초현실적인 존재의 개입이나 선인
형 인물들의 도덕적 훈계보다는 악인 내면의 심경변화에 더 주목하고 이를 세세
하게 서술했다는 작지만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요약하자면, <임화정연>은 내적발화의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집중적
이고 연속적으로 활용해 대화의 양상을 보다 입체적으로 구현했다. 특히 진상문
의 내적발화가 임규보다 많이 제시되는 등 주인공과 대립하는 악인의 진심과 그
들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게 부여되어 있었다. 물론 최종적으
로는 주인공과 서술자, 선인형 인물들의 관점이 옳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악인의
관점으로 작품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점은 <임화정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임화정연>의 특징은 소설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
까? 장편소설은 특정한 하나의 시기나 국면, 또는 가치에 집중하기 보다는 인물
과 시대상을 비교적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다루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100) 일
98) 여미주의 서사에 대한 내용은 본고의 3장 1절 및 5장 2절을 참고.
99) 실제로 <쌍성봉효록>에서는 여미주와 유사한 행동을 한 교소교를 비극적 최후를 맞는 것
으로 설정해 놓았다. 그밖에도 탕자개입담 유형에서 악인이 비극적 최후를 맞는 경우는 많
다.
100) 장편소설은 단편소설과의 구분을 염두에 둔 개념이다. 단편과 장편의 구분은 일차적으로
분량을 기준으로 삼지만, 문학적인 측면에서도 둘은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 단편소설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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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이 가람 이병기는 <완월회맹연>에 대해 ‘人間行樂의 叢書’101)라고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단편소설과 대비되는 장편소설의 특징을 요약적으로 표현한 구
절이라고 할 수 있다. 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삶의 총체적인 반영’102)으로 보
거나, ‘多聲性’,103) “자아와 세계가 상호 우위에 입각해서 대결하여 자아와
세계에 두루 통용될 수 있는 진실성을 추구하는 것”104) 등으로 지목한 논의 역
시 이와 상충되지 않는다.
인간의 삶을 비교적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다루려면 일차적으로 작품의 길이
가 일정 정도 이상이 될 필요가 있다.105) 그렇지만 분량만 길어진다고 해서 장
일한 가치 체계를 가지며, 삶의 특정 순간에 주목하는 방식을 택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장
편소설이 인물과 시대상을 비교적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단편과 차이를
보인다. 이는 발자크(Balzac), 톨스토이(Tolstoi), 도스또예프스키(Dostoevskii) 등을 다룬 루카
치(Lukács)의 견해를 참고했다. 루카치의 논의는 유럽의 근대 리얼리즘 소설을 대상으로 하
고 있기는 하지만 소설 장르의 보편성이 존재하는 한 우리 고전소설 장르의 속성을 논하는
데에도 참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Georg Lukács, 김경식 역, 소설의 이론 , 문예출판사,
2007.
101) 이병기, 문장 19, 1940.
102) Georg Lukács는 서사시가 자체적으로 완결된 삶의 총체성을 형상화하는 장르인 것에 비
해, 소설은 인물과 세계가 간극을 이루고 분리되어 있으며, 그 두 간극이 극복되지 않은 상
태로 남아있는 장르라고 보았다. 소설의 세계는 균열되어 있고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질적이고 분산된 요소들이 융합되었다가 해체되는 역설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지적
이다. 따라서 그는 소설을 “신에게 버림받은 세계의 서사시”라고 불렀다. Georg Lukács,
김경식 역, 앞의 책, 2007, 102면.
103) M. M. Bakhtin은 소설이 다양한 신념체계 사이의 대립과 충돌을 장르의 본질적 특성으
로 삼는다고 보았다. 소설에는 서술자와 인물의 발화 이외에도 철학서나 윤리서, 편지글 등
비문학, 준문학 장르까지도 포괄한 다양한 특성의 담론이 삽입될 수 있으며, 이러한 담론들
이 서로 대화적 성격을 띠면서 다양하게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소설적 언어의 특성으로 인
해, 소설에는 복수의 이질적 언어와 신념체계가 ‘대화적’으로 혼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M. M. Bakhtin, 김근식 역, 도스또예프스키 시학의 제문제 , 중앙대학교 출판부, 2011, 54
면.
104) 조동일은 문학 장르의 속성을 자아와 세계의 대립이라는 틀로 설명했다. 소설이 속한 서
사장르는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으로 전개되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로 규정했다. 서사장
르 중 신화는 자아와 세계가 상호 보완적인 성격 또는 동질성을 갖고 대결하여 자아와 세
계에 일관된 질서를 구현하는 장르이고, 전설은 자아와 세계가 세계의 우위에 입각해서 대
결하여 세계의 경이를 보여주는 장르이며, 민담은 자아와 세계가 자아의 우위에 입각해서
대결하여 자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르라고 보았다. 소설은 자아와 세계 사이의 상호 우
위에 입각한 대결로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형성된 장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조동일, ｢자아와 세계의 소설적 대결에 관한 시론｣, 한국소설의 이론 , 지
식산업사, 1977, 102면; 조동일, 소설의 사회사 비교론 1, 지식산업사, 2001, 224면.
105) 정길수는 장편소설의 장르적 속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장편소설을 “소설 속의 주
인공과 주인공이 처한 시대상을 비교적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규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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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소설의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장편소설이 인
물과 시대상을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하나의 인물이나 특정한
시기, 단일한 가치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애정전기나 군담소설과 같은 단편에
서는 대개 ‘남녀의 애정’이나 ‘주인공의 군담’ 등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
인 하나의 가치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 밖의 거의 모든 사건들은 비본질적인 것
처럼 다루어진다. 이처럼 단일하고도 본질적인 하나의 가치가 제시되어 있는 작
품에서는 분량이 늘어나도 인간의 삶을 포괄적이고 총체적으로 다루기 어렵다.
장편소설이 삶의 다면적, 총체적, 포괄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작품 속에서의 가치 체계가 최소한 둘 이상이어야 한다. 요컨대 장편소설이 삶
을 전면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복수의 가치 체계가 상호 공존할 수 있어야 한
다.
복수의 가치 체계가 상호 공존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서술자와 인물의 관
계이다. 서술자가 인물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지니는 작품에서는 인물들이 서
술자에 의해 규정되는 종속적 존재가 되기 쉽다. 예컨대 몇몇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는 규범적 포폄의식을 바탕으로 등장인물에 대해 엄정한 평가를 내린다.
이러한 역사기록자적 의식이 선명해질수록 작품내의 생동감과 다면성은 감소하
게 된다. 서술자의 가치체계가 작품에서 지배력을 강하게 발휘할수록 인물들은
특정한 이념이나 타고난 천성, 기질에 고정된 유형적 존재에 가깝게 그려지게
된다.
<임화정연>에서는 규범적 의식이 약화되고 인물들의 내적발화가 상세하게 서
술되면서, 이들은 독자성을 지닌 존재에 보다 가깝게 형상화되어 있었다. <임화
정연>은 서술자와 작중인물의 역학관계에 대해 전통적인 창작방법과 다소 차이
를 보이는 유연한 방식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전의 한글장편소설 역시
단일한 의식이 작품 전체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17, 8세기
의 한글장편소설들 역시 소설장르에 속하는 만큼, 의식의 균열은 어느 정도 존
재했었다. <임화정연>은 이러한 변화를 조금 더 밀고 나갔다는 점이 다르다. 그
과정에서 내적발화의 확대는 인물들의 의식이 보다 독자적으로 존재하고 기능할
수 있는 공백을 마련되는 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요건으로 복수 주인공에 의한 복수 단위담의 존재, 둘 이상의 대조적 성격과 환경을 가진
주인공, 복수의 보조자, 시간의 완만한 흐름 네 가지를 꼽은 바 있다. 정길수, ｢17세기 장편
소설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 박사논문, 2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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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에 이르면 재학소설 유형의 작품이 등장하는 등 한글장편소설이 창작기
법의 측면에서 변혁의 길을 모색했다. <명행정의록>과 <임화정연>은 19세기 후
반 당대의 대표적 작품으로 나란히 일컬어졌지만, 문학적 특색은 차이를 보인다.
<명행정의록>은 지리서나 역사서 등 백과사전적 소설 외적 담론을 직접 인용
하는 데에 보다 주력했다는 특징이 있다. 사대부 여성에게 필요한 ‘보다 폭넓
은 교양지식의 제공’을 내세워 한글장편소설의 존재 의의에 대한 변명을 시도
했다고 할 수 있다. 17, 8세기의 한글장편소설에 보이는 史傳의 전통과는 거리가
있지만 이 역시 큰 틀에서 본다면 사대부가 여성의 교양지식 증진에 초점을 맞
춘 ‘규방소설’의 성격을 유지, 계승했다고 평할 수 있다.
<임화정연>은 규범적 의식이 약해지고 인물들의 내적발화를 통해 다양한 신념
체계가 제시되었다. 가문소설의 틀을 수용하면서도, 실제 구성에 있어서는 처족
의 비중이 높아진 결과 주인공의 외모가 추하게 형상화되는 반전이 일어났다.
‘도덕적 감계’나 ‘교양지식의 습득’이라는 측면에서 보다면 이는 거의 무가
치한 방향으로의 변모라고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임화정연>의 창작기
법은 인간군상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에 보
다 효과적이다. <임화정연>은 초기 한글장편소설의 관습에서 벗어나 장편소설의
장르적 정체성을 보다 본격적으로 추구하려는 모습이 엿보이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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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林花鄭延> 텍스트의 傳承과 變遷
72책본이 학계에 공개된 이후에도 <임화정연>의 구조적 불연속성 문제는 해결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1) 조선도서본의 두 배에 가까운 분량으로 이루어진 72
책본으로도 이전에 제기된 가설들을 확인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72책본과 조선도서본은 ‘완질본’이라는 이유로 <임화정연> 연구의 선본으로
서 확고한 지위를 누려 왔다. 그러나 ‘완질본’이라는 용어는 작품을 이루는
전체 책 수 중 ‘낙질’이 없다는 뜻이지 그들이 ‘원본’의 서사 전부를 온전
히 지니고 있다는 의미까지 담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본 논문의 검토 결과 72
책본은 비록 완질본이기는 하지만 한 편의 작품으로서 완결된 서사구조를 갖추
고 있는 이본은 아니라는 점이 확실해졌다.
그렇다면 <임화정연>은 처음부터 미완의 서사구조로 창작된 작품이었을까? 현
존하는 자료만으로 작가가 최초에 창작한 ‘원본 <임화정연>’의 모습이 어떠했
는지를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2) 그러나 앞의 논의 과정에서 <임화정연> 실
전본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는 있었다. 그 중 핵심적
인 사항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본과 관련 기록들을 조사한 결과, 72책본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임화정연> 텍스트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뿌리깊은나무본(2)
1) 송성욱은 72책본이 “활자본의 구조적 균열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며 이를 ‘원본에 보다 가까운 이본’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그가 ‘실마
리’라고 언급하는 데에서 그쳤듯이, 72책본이 불연속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정도로 차별
화된 서사를 이루고 있지는 않다. 송성욱, 앞의 글, 2005, 21면.
2) 현존하는 <임화정연> 72책본이 원래의 모습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이미 몇몇 선
행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고찰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
법론적 검토가 이루어진 바는 없는 듯하다. 실전본의 형태를 추정하는 본고의 작업은 ‘原
本批評(textual criticism)’ 분야에서 주로 다루는 원본재구의 문제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본 논문의 작업은 원본재구와는 구분된다. 저자의 의도에 가장 가까운 원본을 재구하는 작
업은 일반적으로 달성 가능하지 않다. 특히 본고의 연구대상인 <임화정연>처럼 필사본의 형
태로 상당기간 유통된 경우에는, ‘필사문화’의 특성상 원본을 재구하는 작업이 원천적으
로 불가능하다. 이에 관련된 논의로 D. C. Greetham, Textual Scholarship: An Introduction,
New York: Garland, 1994, p.341; Xiaofei Tian, Tao Yuanming & Manuscript Culture, Univ.
of Washington Press: Seattle, 2005 및 김동욱, ｢<구운몽> 원본 탐색의 가능성 고찰｣, 국문
학연구 , 24, 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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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연경의 비중이 72책본만큼 두드러지지 않았으며, 유일서관본에서는 임부의
소개를 가장 먼저 하고 있었다. <임화정연>의 유통 관련 기록을 살펴본 결과 40
책, 50책, 139책, 141책 등 작품의 분량 차이도 큰 편이었다.
작품의 서사구조를 살핀 결과 72책본은 미완의 서사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72책본은 주인공 임규의 갈등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작품이
종결되는 미완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 후반부에서 정연경이 제2의 주인공으
로 부상해 ‘전반부-임규’, ‘후반부-정연경’의 이원적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
다. 조선도서본의 경우를 참고한 결과 서사구조의 이원화 경향은 후대에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실전본 <임화정연>의 형태를 추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72책본의 후속서
사 예고를 꼽을 수 있다.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는 현존하는 <쌍성봉효록> 6권
137면까지의 내용만 담고 있으며, 이후에 1代 인물들이 차례로 죽고 <임화정연>
연작이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조선도서본과 72책본 모두 이러한 방식의
후속서사 예고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필사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현상
으로 보기 어렵다. 72책본의 후속서사 예고에서 <임화정연>의 전체 서사가 종결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쌍성봉효록> 6권 137면은 72책본 <임화정연>의 서사구
조가 일단락되는 지점이며, <쌍성봉효록>의 전, 후반부가 나뉘는 분기점이기도
하다.

1. 失傳本 <林花鄭延>
1)林府 중심의 3代 서사
72책본은 임부의 1代와 2代를 다루고 있으며, <쌍성봉효록>은 3代와 4代를 다
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검토 결과에 의하면 1代-2代-3代의 서사를 다룬 실전본
<임화정연>의 존재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다만 본고의 가설을 직접적으로 증
명할 수 있는 실전본 <임화정연>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이며, 어쩌면 영원
히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다.3) 본 논문의 가설이 갖는 의미는 72책본과 조선도
3) 본고의 주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주인공 1代부터 3代까지의 서사
를 모두 보유한 완질본 <임화정연>의 출현이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한때 소장되
었지만 지금은 분실된 139권 139책 <임화정연>이 책 수로 미루어 볼 때 실전본 <임화정연>
의 모습에 가까울 것으로 보이나 확실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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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본 이외의 <임화정연> 완질본이 전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임화정연>의 구조적
불연속성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실전본의 존재 가능성과 그
모습을 제시했다는 데에 있다. 만일 실전본 <임화정연>의 존재를 가정한다면
<임화정연>의 서사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살펴보자.
1代인 임자숭은 임부의 가부장으로 등장한다. 그는 세대명문의 후손으로 서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정치적, 경제적 기반이 없는 한미한 처사에 가깝
다. 또 그는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벌이거나 다른 인물과 갈등구조를 형성하지
않는 인물이다.
2代인 임규는 가문을 실질적으로 일으키는 주역이다. 그는 두 차례의 갈등을
빚는다. 72책본 <임화정연>의 1권부터 28권까지는 정연낭과의 혼사 문제를 놓고
진상문과 갈등을 빚는다. 29권부터는 첩 양씨와 갈등을 빚으며, 이 부분은 임부
의 2代 서사가 3代의 서사로 연결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임규의 일대기가 군담소설 유형에서 흔히 나타나는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조선도서본이나 72책본은 2代의 서사만으
로 이루어진 이본이기 때문에, 임규의 일대기는 곧 작품 전반부의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실전본 <임화정연>의 전체
서사를 놓고 본다면, 이 부분의 서사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문
제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4) 임규와 진상문의 갈등은 72책본 28권에서 진상문
이 진심으로 회과자책하면서 해소된다.
72책본의 후반부에 속하는 29권 이후 부분부터는 임규와 첩 양씨의 갈등구조
가 형성된다. 이 과정에서 정연낭의 시비 석가월은 양씨와의 갈등 끝에 집을 나
와 천하를 유람하다 도교로 출가했다가, 나중에 양씨 등의 음모를 해결하는 데
에 결정적인 공을 세우게 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여익 또는 정연경을
주인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부분은 <쌍성봉효록>에서 다루
어질 3代 주인공 임백영의 서사를 예비하는 성격을 갖는 서사와 함께 주변 인물
들의 서사 역시 꾸준히 전개되고 있으므로, 정연경을 반드시 주인공으로 보아야
할 이유는 없다.5) 임규와 양씨의 갈등은 72책본 <임화정연>에서는 해소되지 않
4) 양혜란 등 초기의 선행연구에서는 이 부분이 영웅의 일대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
다. 그러나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 해당되는 일부 단계가 누락되거나 축소되어 있어 잘 설명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정종대의 반론이 있었다. 실전본 <임화정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의 서사는 임부의 3代를 중심으로 한 전체 서사 중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5) 정연경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항목인 ‘2) 정연경과 정부의 위상’에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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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3代 인물 중 주인공은 정실 정연낭의 소생 임백영이고, 그와 갈등을 일으키는
인물은 첩 양씨 소생의 庶長子 임효영이다. 정연낭의 시비 석가월은 72책본의
29권에서 양씨와 갈등을 빚는 사이가 된다. 그들의 갈등은 계속 누적되어, <쌍성
봉효록>에서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임백영과 임효영은 가문의 종통 계승권
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구도를 이루는데,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은 2
代의 서사와 유사한 점이 많다. 임규의 경우 진상문과 진부인의 계략으로 인해
정연낭이 남복으로 개착하고 집을 떠나 고생했는데, 임백영과 임효영의 대립에
서도 임효영의 모친 양씨가 주도적으로 음모를 꾸미며, 이로 인해 임백영의 처
유계화와 임중영의 처 소옥설이 집을 떠나 조천관에 몇 년간 머물러 있게 된
다.6) 그들의 갈등구조는 <쌍성봉효록> 6권 137면에서 완전히 해소된다.
실전본 <임화정연>은 주인공 가문의 3代를 대상으로 하되, 1代에서 한미했던
가문이 2代에 이르러 크게 성장하며, 3代에서 가문 내적 질서를 확립한다는 점
에서 가문의 성립과 번영을 기본적인 틀로 삼고 있는 삼대록계 가문소설의 서사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7) <임화정연>의 서사구조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된 이유는 현존하는 72책본의 자료적 속성 탓인 셈이다.
실전본 <임화정연>의 존재를 가정한다면 <쌍성봉효록>의 분절적 서사구조 역
시 매끄럽게 설명된다. 쌍성 형제를 중심으로 한 <쌍성봉효록>의 후반부는 후대
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현존하는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쌍성봉효록>은 3
代인 임백영과 4代인 쌍성 형제의 서사가 결합되어 있어 제명과 내용이 일치하
지 않는다.8) 앞서 지적했듯이 <쌍성봉효록>은 전, 후반부의 서사구조가 분절적
6) 현존하는 72책본의 51권 28∼29면에는 유계화와 소옥설의 고난에 대한 복선이 있다. 조옥
연은 꿈에서 자신의 모친을 만나 도교로 출가할 운명임을 듣게 되는데, 그 때 자신이 앞으
로 지내게 될 도관을 둘러보다가 두 명의 여인을 보게 된다. 이 두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으나, <쌍성봉효록>에서 유계화와 소옥설이 조천관에 와서 지내게 되면서 앞
의 두 여인이 그녀들임을 알 수 있게 된다.
7) 한편 정명기본 95권은 세책본의 형태라는 점에서 최남선이 향목동 세책집에서 목격했다는
139책본의 일부일 가능성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정명기본 95권은 전체 139권 중 3분의 2지
점에 위치한 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명기본 95권의 내용은 72책본의 10분의 9지점인 63
권 44면부터 64권 22면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어 비율이 맞지 않는다. 만일 72책본이 3代의
서사를 누락시킨 이본이라고 가정하면 정명기본 95권이 72책본의 거의 끝 부분의 내용을
담고 있는 현상이 잘 설명된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정명기본을 139책본으로 확정할 수 있
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8) 선행연구에서도 <쌍성봉효록>의 제명과 내용의 불일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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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서술의식도 이질적이며, 가상의 필자인 옥호산 양문진인에 대한 설명이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점도 눈길을 끈다.9) 단언할 수는 없지만, <쌍성봉효록>은
‘雙星奉孝’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임부의 4代 쌍성 형제의 서사
만 다루는 내용으로 창작되었다가 후대에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을 가
능성이 있다.
본고의 논의를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代
72책본

鄭府를

<임화정연>

앞세움

2代
임규 對 진상문
임규 對 첩 양씨

임백영 對 임효영

林府를
앞세움

4代

(정연경의 비중 확대)

<쌍성봉효록>

실전본
<임화정연>

3代

쌍성
형제

對 교소교

임규 對 진상문
임백영 對 임효영
임규 對 첩 양씨

초기의

쌍성

<쌍성봉효록>

형제

對 교소교

2)정연경과 鄭府의 위상
거의 모든 선행연구는 <임화정연>의 서사구조가 임규를 주인공으로 하는 전반
부와 정연경을 주인공으로 하는 후반부로 나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전본 <임

“작품 제목이 의미하는 ‘쌍셩’ 역시 임규의 쌍둥이 손자인 성인과 성현 형제를 일컫는
말이다. …(중략)… 그러나 작품 전체를 통해 볼 때, 이 쌍셩 형제의 활약이 제목으로 부상
될 만큼 중요하거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왜 이런 식으로 제목을 정
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송성욱, 앞의 글, 1995, 368면.
9) <임화정연>의 1代 임자숭과 정현, 연권, 화경윤 부부는 <쌍성봉효록>의 16권 112면부터 차
례로 세상을 뜨고, 16권의 129면부터 가상의 서술자인 양문진인에 대한 서술이 나온다. 이
는 대다수의 한글장편소설에서 작품을 끝낼 때 쓰는 상투적 방식이다. 그런데 <쌍성봉효록>
은 양문진인에 대한 서술이 끝난 뒤인 16권 135면에서 쌍성 형제의 군담이 새로 시작된다.
쌍성 형제가 개선하자, 사람들은 이미 죽은 1代 인물들을 추모하며 슬퍼한다. 그리고 16권
153∼154면에서 재차 양문진인이 <임화정연>을 짓게 된 경위가 서술되는 것으로 작품이 끝
난다. 가상의 서술자에 대한 소개가 두 차례에 걸쳐 중복되어 있는 현상은 쌍성 형제의 군
담 대목이 후대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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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연>의 전체 서사를 가정한다면 정연경과 정부의 위상은 달라진다. 임규와
임백영으로 이어지는 세대록 구조에서 정연경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서사는 연
부, 화부와 함께 주변 가문의 이야기이며, 정연경은 주변 가문의 인물들 중에서
비교적 비중이 높은 인물일 뿐이다.
정연경의 서사는 72책본의 31권부터 70권에 걸쳐 있다. 이 부분은 정연경과
여희주의 결연과, 이에 맞서는 여희주의 이복동생 여미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정연경과 여미주의 갈등이 완결되지는 않는다. 또 이
부분은 석가월과 조옥연의 출가, 연춘경의 방탕함과 회과, 어사가 된 화영의 활
약 등 주변 가문의 이야기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한다.
정연경은 전통적인 주인공의 인물형상과 달리 작품의 초반부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는 예의범절에 미숙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곧잘 겁을 먹고
눈물을 흘린다.10) 임규와 정연경이 밤길을 가다가 도적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정
연경의 철부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 정연경은 도적을 보자 “넉시 구소(九霄)
의 흣터져 디(四肢)를 고 크게 우니”(6권 54∼56면), 임규는 그를 진정시킨
후 채찍과 칼로 도적들을 제압한다. 이때 임규는 17살, 정연경은 10살이다. 정연
경이 어리기는 하지만, 다른 작품의 경우를 참고해 본다면 충분히 의젓하게 행
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이기도 하다.
다수의 한글장편소설에서 주인공은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인
다. <유효공선행록>의 유우성은 5살, <보은기우록>의 위연청은 10살부터 어른스
러운 언행을 보이는 것으로 서술된다. <완월회맹연>의 경우도 그러하다. 정인광
은 9살일 때 길에서 강도들의 습격을 받자 혼자서 도적들을 막아내고, 도적의
괴수를 후려쳐 기절시키기까지 한다.11) 정몽창은 8달 아기임에도 불구하고 조리
있는 언사로 시비를 질책할 뿐만 아니라 어지러이 쳐서 피를 흘리게 만든다.12)
심지어 출생한지 하루도 안 된 정몽룡은 자신을 죽이려는 정인중에게 “네 몸의
앙화(殃禍) 두립지 아니냐.”(<완월회맹연> 독해본 4권 230∼231면)며 꾸짖기도
10) 대표적으로 정연낭이 지은 <옥연찬>과 관련된 사건을 예로 들 수 있다. 정연낭이 고모에
게 선물 받은 옥연을 두고 <옥연찬>을 짓자, 정연낭은 이를 훔쳐 임규에게 갖다 보이고 어
떻게 평할지 궁금해 한다. 임규가 칭찬하자, 정연경은 “년유(年幼) 겸샤(謙辭) 줄 모
로고 녜모(禮貌)를 아디 못 고로 다만 져의 기리믈 깃거”(1권 27면)하며 이것이 자기
누이의 것임을 밝힌다. 그리고 이 일이 탄로나 누이에게 질책을 들을 위기에 처하자 당황해
“안(顔色)이 여토(如土)여 은〃이 함누(含淚)”(1권 43∼44면)하기도 한다.
11) <완월회맹연> 독해본 1권 465∼468면.
12) <완월회맹연> 독해본 6권 269∼2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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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처럼 한글장편소설은 주인공을 연령과 무관하게 형상화하는 경우가 흔
하다.
선행연구에서는 미숙하게 그려진 정연경의 인물 형상이 독창적이며, 어린아이
였던 정연경이 훗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을 근거로 <임화정연>을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논한 바 있다.13) 그러나 정연경은 <임화정연>의 후반
부에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놀림을 받는 등 그가 과연 의젓한 가부장으로
성장했는지 의문스러운 부분도 많다. 궁녀 운영과의 결연 및 여미주의 처리를
둘러싼 장면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운영은 북지국 영능공주를 모시던 절세 미모의 열네 살 궁녀였는데, 북지국의
난이 진압되고 영능공주가 연경으로 오면서 같이 오게 된다. 한편 임규는 취처
전에 첩을 얻은 적이 있는데, 정연경이 이를 들먹이며 자꾸 호색하는 자라고 기
롱한다. 이에 임규는 정연경을 시험하고자 술자리를 벌여 정연경과 연춘경, 화영
을 모두 대취하게 만든다. 취기가 오른 정연경은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외당 옆
의 소당에 머물던 운영을 발견해 인연을 맺게 된다. 운영과 정연경의 만남은 정
연경의 기롱을 막고 그를 놀리기 위한 임규의 사전 계획에 의한 것이다. 정연경
은 운영과의 만남을 지속하기 위해 밤에 담장을 넘어 다니기 시작하는데, 하루
는 임규가 노복들을 담 밑에 숨겨 두었다가 정연경을 도적이라 하며 붙잡게 한
다. 정연경은 평소 임규와 연춘경, 화영 등을 호색한다고 기롱했지만 담을 넘어
다니며 궁녀와 사통한 자신의 행실은 더욱 심한지라, 결국 그들에게 “방탐
(放恣貪色)여 녀(女色)의 쥬린 귓거시 된 거!”(31권 45∼48면)하는 놀림을
받는다.
이후 여미주와 관련된 사건에서도 정연경은 놀림감이 된다. 여미주는 정연경
과 동침한 이후 쌍둥이를 임신하고, 도주하다가 우연히 만난 진씨에게 의탁해
지내며 쌍둥이를 기르게 된다. 나중에 진씨는 이 쌍둥이를 아비에게 버림받은
고아들로 속이고 진부인에게 보여준다. 진부인은 마침 적적하던 차에 이 쌍둥이
를 무척 귀여워하게 되어, 양자로 들이기까지 한다. 정연경은 이 쌍둥이를 보고
아이들을 저버린 아비가 무정하다며 욕까지 하는데, 이후 여미주와 쌍둥이의 정
체가 모두 밝혀지자 정연경은 주변 인물들에게 큰 놀림감이 된다. 연춘경, 화영
등은 그를 위로하는 척하며 “희담미어(戱談美語)로 희를 즐기”(60권 11∼12
13) “정연경의 이야기는 부잣집의 철없던 도련님이 성숙한 家長으로 거듭나기까지의 ‘성장
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지연, 앞의 글, 2010,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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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며 웃음거리로 삼는다.
정연경의 부인들도 좀처럼 그를 엄한 가부장으로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다. 정연경의 첫 번째 처인 위소저는 여희주가 직접 나서 동생을 옹호하기 어려
운 점을 고려하여, 자신이 대신 정연경에게 여미주를 변호하기로 미리 상의해
둔다. 위소저와 여희주 두 아내의 속셈을 눈치 챈 정연경은 “(生)을 극히 어
리게 넉여 희 달 고 니 극히 가쇼(可笑)롭도소이다.”(61권 14면)
라고 말하며 그녀들의 태도에 분노하지만, 여희주가 강경하게 나서자 정연경은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고 그녀를 좋은 말로 달래는 처지가 된다. 정연경이 여미
주에게 두 차례나 거듭 속아 주변 사람들의 놀림감이 된다는 점, 훗날 여미주가
정연경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와 그의 부인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
면, 정연경은 성장한 이후에도 의젓한 가부장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로 형상화되
어 있음이 확인된다.14)
여러 선행연구에서 정연경을 임규와 함께 주인공으로 파악했던 이유는, 임규
와 정연경이 사형, 사제지간이고, 임규의 원비가 정연경의 누나 정연낭이며, 적
장자 임백영이 정연낭의 소생이어서 연부나 화부 등 다른 가문에 비해 입지가
비교적 크다는 점 때문으로 생각된다.15) 그러나 정연경은 전통적인 주인공 상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다. 그가 임규와 병렬적인 위상을 지닌 후반부의 주인공으
로 부각된 것은 72책본의 자료적 속성에 의한 현상으로 보인다.

2. 72책본과 失傳本의 차이
이 논문은 앞서 <임화정연>의 서사구조를 고찰한 결과, 72책본은 미완의 서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렇지만 미완의 서사구조로 이루어
진 72책본과 조선도서본은 전승 과정에서 양적인 우위를 점했다. 미완의 서사구
조로 이루어진 이본이 오히려 활발하게 향유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점을 밝히기 위해 실전본과 72책본의 서사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4) 정연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외모와 재주가 뛰어나지만 진중한 면은 부족해 곧잘 놀림을
받는 모습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15) 또 이본들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현존하는 72책본이나 조선도서본의 경우에는
축약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연경의 비중이 상승했고, 가문 내력의 서술 순서도 정부가 앞에
나오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연경이 더 부각된 탓도 있다. 이는 3장의 2
절 ‘이본 비교를 통해 본 <임화정연>의 서사구조’에서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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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통갈등을 다룬 3代 서사의 부재
실전본과 72책본의 서사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72책본에 임부의 3
代에 해당되는 서사가 탈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전본 <임화정연>은 2代의 입
신양명과 결연, 그리고 3代의 종통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가문소설
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이와 달리 72책본 <임화정연>은 주인공 가문의 2代에
해당되는 임규의 입신양명과 결연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어 기봉류 소설과 유
사하다.
한글장편소설에서 남녀의 결연은 비교적 자주 다루어지는 소재였다. <소현성
록>, <완월회맹연>,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 등 주요 한글
장편소설에서 남녀의 결연 문제는 빠지지 않는다. 방각본이나 구활자본에서도
남녀의 결연은 단골 소재다. 이 소재가 대중들에게 보편적으로 인기를 끌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반면 임백영의 서사는 임부 내의 종통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종통문제
는 남녀 결연만큼 독자들의 폭넓은 관심을 끈 주제는 아니었던 듯하다. 방각본
이나 구활자본 중 종통갈등을 핵심적인 모티프로 삼은 작품은 희소하다. <소현
성록>, <완월회맹연>,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 중에서도
종통갈등 문제가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은 <완월회맹
연>과 <유효공선행록> 정도이다. 개별 작품에 따라 차이와 변수가 있겠지만, 장
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종통문제보다 남녀의 결연 문제가 더 많은 대중의
관심을 끌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실전본 <임화정연>의 전체 서사 중 3代의 종통문제
를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은 대중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을 가능성이 있
다. 물론 대중적 관심이 적은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반드시 탈락되어야 하
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임화정연>의 분량은 한글장편소설 중에서도 많은 편
이다. 2代까지의 서사만 다룬 72책본 <임화정연>의 분량만 대략 150만자에 달한
다. 150만자를 넘는 분량은 한글장편소설 중에서도 많은 편인데, 3代 인물들의
종통갈등까지 포함한 실전본 <임화정연>의 분량은 이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16)
16) 최남선이 향목동 세책집에서 보았다고 언급한 139권 139책 <임화정연>의 전체 분량이 얼
마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일본 동양문고에는 향목동에서 필사된 세책본 소설이 다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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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임화정연>의 종통문제는 嫡子 임백영이 庶子 임효영을 누르고 종통계승에
성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파격적이라거나 참신하다고 볼 만한 여지도 비교적
적다.17) 그렇다면 72책본은 당시 독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적은 부분을 덜어냈다
는 점에서, 상업적 경쟁력이 강화된 이본으로 평가할 수 있다.

2)여미주와 석가월 서사의 존재
72책본의 서사는 ‘전반부-임규’, ‘후반부-정연경’의 이원적 성격을 지닌
다. 그렇다면 72책본의 전반부만으로 한 편의 작품을 만들 수는 없었을까? 실제
로 1962년 소설가 최인욱은 <임화정연>을 현대적으로 개작하면서 72책본의 전체
내용 중 ‘전반부-임규’에 해당되는 서사만을 다루었다. 최인욱의 <임화정연>
은 72책본의 전반부만으로도 한 편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實例
라고 할 수 있다.
최인욱 이전에도 72책본의 ‘전반부-임규’ 부분만을 독립시킬 수 있었을 것
이다. <책열명록>에는 ‘님화뎡연긔봉 십’이라 하여 <임화정연>의 권수를 40
권으로 기록했으며, 정병욱은

국문학산고 에서 “林華鄭延錄 五○冊 李秉直

藏”이라 하여 <임화정연>을 50책으로 기록했다. 과거 세책본으로 유통되었던
139권 139책 <임화정연>은 물론, 72책본과도 큰 차이를 보이는 수치이다. 단언할
수는 없지만, 최인욱 이전에도 ‘전반부-임규’만을 독립시킨 <임화정연> 이본
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되어 있는데, 1908년에 필사된 29권 29책 <하진양문록>은 1책 당 30∼32면, 글자 수는 대략
8,500∼11,500여자이다. 같은 해 필사된 30권 30책 <옥루몽> 역시 1책 당 30∼32면, 글자 수
는 대략 8,000∼11,000여자이다. 만일 139권 139책 <임화정연>의 형태가 이들과 유사했다면
전체 분량도 140만자 정도였을 것인데, 이는 축약본인 72책본 <임화정연>보다 적다는 문제
가 있다. 한편 정명기본 <임화정연> 12권과 95권은 원래 한 질이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12
권에 “셰경뉵월쵸쳥신셔”라는 필사기가 있어 세책집 중 하나인 청파에서 1840년
또는 1900년도에 필사된 비교적 초기의 세책본으로 추정된다. 12권은 총 44장, 매면 11행,
매행 17∼18자로 이루어져 있어 총 글자 수가 15,000여자에 달한다. 139권 139책 <임화정
연>의 형태가 이와 유사했다면 총 분량은 200만자를 넘었을 것이다.
17) 한편 72책본의 후반부에서는 여익 집안의 종통갈등 문제가 다루어진다. 소부인 소생의 적
장자 여성옥은 악인형 인물로, 훗날 개과천선하지만 여부의 종통을 계승하지는 못한다. 여
익은 황제의 명을 받아 원비인 강부인 소생의 막내아들 여중옥을 장자로 삼는다. 이 부분의
서사 전개는 적장자를 폐하고 막내아들로 하여금 가문의 종통을 잇게 했다는 점에서 이례
적이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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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책본 <임화정연>의 ‘전반부-임규’만 헤아려도 <소현성록>이나 <유씨삼대
록>과 비슷한 분량이다. 뿐만 아니라, 단일한 주인공의 서사구조라는 점에서 작
품의 완결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장점이 많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구조적 불
연속성이라는 결함을 감수하면서까지 ‘후반부-정연경’의 서사를 포함한 72책
본이 전승 과정에서 우세를 점했다. 임백영의 서사를 탈락시킨 것과 반대로, 후
반부의 서사는 작품에 잔류시키는 것을 당시의 독자들이 선호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72책본의 후반부는 정연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논의가 지배적이지만,
이는 정연경이 후반부의 단일한 주인공으로 부각되면서 서사를 정연경 중심으로
파악하게 된 결과다. 72책본의 후반부는 정연경 이외에도 석가월과 조옥연의 서
사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정연경의 서사는 여미주와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석가월의 서사는 조옥연과 함께 도교로 출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
다. 두 인물의 서사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여미주의 서사
여미주는 정연경의 외모에 반해 사모하는 편지를 던지기도 하고, 형부가 된
정연경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동침해 쌍둥이를 출산한 후 자신의 정체를 속
이고 정연경의 세 번째 부인이 되기까지 한다.18) 이러한 여미주의 행실은 상당
히 파격적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서술자 역시 이러한 그녀에 대해 처음에는
‘淫女’라며 혹독한 평가를 서슴지 않는다. 그런데 더욱 특이하다고 할 수 있
는 것은, 다른 작품이었다면 음란한 여성이라는 부정적 평가와 함께 비극적으로
최후를 맞이했을 그녀가 정체가 밝혀진 뒤 오히려 절개를 온전히 한 여성으로
미화되며 찬사를 받는다는 점이다.
여미주의 정체가 발각되고 그녀가 장원으로 쫓겨 간 이후, 정연경은 숙부인
진명을 만나러 간다. 진명은 정연경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 듣자 잠시 망연
자실하더니, 이내 “녀시 슈졀(守節)고 죵시 뎡시(鄭氏)를 좃 인뉸(人倫)을
어러이디 아니고 쇼(所生)을 쳔누(賤陋)케 지 아냐 아비를  골육(骨
肉)을 완젼(完全)케 니 이 딘실(眞實)노 사의 각디 못 계(計巧)”(60
권 67면)라며 여미주를 ‘고금에 없는 지모의 여자’라고 극찬한다.
18) 여미주의 서사에 대해서는 본고의 3장 1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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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경은 숙부의 말에 불편한 심정을 내비치며 그녀는 죽여 마땅한 음녀라고
말하지만, 숙모 설씨마저 “녀시의 일이 구(苟且)고 궤비나 졍졀(貞節)인
희한(稀罕)고 그 졍(情事)  가련(可憐)니 현딜(賢姪)은 녀(女子)의 비
상디원(飛霜之怨)을 치디 말고 관인(寬仁)기를 힘디어다.”(60권 71면)며
조카를 타이르기 시작한다. 누나 정연낭도 여미주를 죽여야 한다는 정연경의 말
에, “녀시 졀(節)을 보젼(保全)치 아냐시면 의논(議論)  아니로 슈졀뉴리
(守節遊離)여 간고(艱苦)를 겻고 뉵녜(六禮)로 의게 도라와시니 이 죡히 용셔
(容恕) 오, 인명(人命)이 디듕(至重)니 사 쳐살(處殺)을 간로이 며 일
이 경듕(輕重)과 권되(權道) 잇니 일시디분(一時之忿)으로 살(殺生)을 경히
여 군(君子)의 덕을 일흐리오?”(61권 5면)하고 만류한다. 집안의 여러 사람
들은 여미주를 ‘음란한 여자’가 아닌 ‘지모의 여자’ 또는 ‘수절한 여자’
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연경은 여미주를 죽여야 한다는 애초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그녀
를 부인으로 대접하는 것은 불가하니 첩으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수년 후 장원에서 고초를
겪던 여미주가 본가에 돌아오는 것을 정연경이 반대하자 고모 정부인은 따끔하
게 훈계까지 한다.
“녀시 일단(一丹) 졀개(節槪) 금셕(金石) 고 도로풍상(道路風霜)과 만고초
(百萬苦楚)를 감심(甘心)여 뎡문(鄭門)의 도라오니 졍(情事) 도로혀 가련(可
憐)디라. 딘평(陳平) 쳬(妻) 다 번 개가(改嫁)나 딘평의 듕대(重大) 부
인(婦人)이 되엿니 물며 녀시 슈졀졍심(守節貞心)이 쳘뷔(鐵婦)라. 엇디
너의 튱슈(充數)치 못하며, 쇼(所行)이 불민(不敏)나 실졀(失節) 계집이 아
니오, 냥(兩兒) 아다와 부모(父母)의 쇼(所愛子)어 기뫼(其母) 부(子
婦) 항녈(行列)의 용납(容納)디 못리오?”(68권 61면)

정부인이 여미주에 대해 그녀의 절개가 ‘금셕(金石)’같으며 “슈졀졍심(守節
貞心)이 쳘뷔(鐵婦)라”고 칭찬하고, 그녀를 부인 항렬에 받아들이라고 훈계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정부인은 정부에서 최연장자로서의 권위를 지닌 인물
이기 때문이다. 정연경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이미 집안 내에서 여미주의 위
치는 ‘절개가 금석 같은 여성’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외에도 임부나 진부 등 다른 인척들 역시 여미주의 처지를 동정하며 일제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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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편을 든다. 처음에는 여미주를 ‘음녀’라며 비난하던 서술자 역시 침묵을
지킨다. 결국 여미주를 음란한 여성으로 보는 정연경의 시각은 고립되어 힘을
잃고, 그녀를 절개가 굳센 여성으로 긍정하는 목소리가 작품 내에서 우위를 차
지하게 된다.
이러한 변모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할 만하다. <소현성록>, <완월회맹연>, <유
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여미주와 같은 여성인물이 긍
정적으로 평가되는 사례를 단 한 건도 찾아볼 수 없다. 이들 작품에서 남성의
외모를 보고 반하는 여성의 행동은 방탕한 기질이나 불순한 성적 욕망의 표출로
취급되며, 따라서 가부장이나 군자형 인물에 의해 올바른 길로 교화되는 방향으
로 서사가 전개된다.19) 한글장편소설이 여성 인물 주도의 애정과 혼인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미주가 ‘烈節’이라는 명분으로 긍정되는 것
은 상당히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20)

(2) 석가월의 서사
석가월은 원래 양민의 딸이었지만, 어렸을 때 정부에 팔려 정연낭의 시비가
된다. 이후 정연낭은 진상문의 늑혼 위협을 피해 석가월을 비롯한 시비들과 함
께 집을 떠난다. 임규가 과거에 급제하자 영락제는 그와 정연낭의 혼사에 얽힌
사연을 듣고, 정·연·화 세 소저는 처로, 그리고 정연낭과 함께 고생했던 네 명
의 시비는 첩으로 삼으라는 교지를 내린다. 다른 시비들은 모두 황제의 명에 따
르지만, 석가월은 임규와의 혼사가 자신의 주인 정연낭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여
겨 이를 거부한다. 이후 그녀는 주인의 허락을 얻어 도교에 귀의한다. 석가월이
출가를 결심하고 길지를 택해 도관을 세우려 하자 사람들은 모두 진심으로 기뻐
19) 일부 한글장편소설에서는 남성인물에 대해 연모의 감정을 품은 여성인물들이 혼인에 성
공하는 서사전개가 나타나기도 한다. <현씨양웅쌍린기>의 육취옥, <명주옥연기합록>의 이시
랑의 딸 이소저, <명주기봉>의 사마영주와 강담숙, <유씨삼대록>의 양성공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송성욱, ｢대하소설과 남녀 애정 문제｣, 성심어문논집 24, 2002) 다만 이들은 혼인
에 성공하기는 하지만 부정적인 인물로 평가된다는 점에서 <임화정연>의 여미주와는 약간
다르다.
20) 조광국은 <임화정연>의 여미주가 긍정적 인물 형상으로 변모할 수 있었던 이유로 19세기
의 인식 변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19세기가 되면서 사족 여성의 애욕 감정이 긍정적으로 인
식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임화정연>에서 여미주와 같은 인물이 등장
할 수 있었다는 논의이다. 조광국, 앞의 글,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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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탄복하고, 가월에게 “닷토아 금즙물(金帛什物)을 후(厚)히 보”(64권
30면)기까지 한다. 임규 역시 석가월의 의사를 존중해 그녀를 자신의 희첩으로
삼으려 하는 마음을 깨끗이 털어버린다. 결국 석가월은 주인공 임규와 혼인하지
않고 출가의 길을 선택해 독신으로 살게 된다.
주인과 시비가 한 명의 남성과 혼인하는 장면은 고전소설에서 드물지 않으며,
석가월의 경우에는 황제의 사혼교지까지 있었다. 따라서 임규와의 혼인에 대해
‘주인 정연낭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문제 삼으면서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운
명까지 바꾸어 가면서 출가의 길을 택하는 석가월의 태도는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석가월은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양혜란은
석가월의 출가가 초월적 세계를 희구하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논했으며,21) 박경신, 신동익의 견해도 이와 유사하다.22) 한길연은 신분
제23)와 여성주의24)라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석가월의 출가를 논했고, 채윤미는
主人에 대한 義理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25) 이처럼 석가월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이 제기된 바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혼인 문제와 관련
지어 이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21) 양혜란은 석가월이 현실적 신분의 상승에 만족하지 않고 정신적 형이상학적 구도의 세계
를 추구하게 되었으며, 출가하는 장면은 세속계의 삶을 뛰어넘어 초월적 세계를 희구하는
인간의 존재론적인 염원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양혜란, 앞의 글, 1980.
22) 박경신, 앞의 글, 1990; 신동익, 앞의 글, 1995.
23) 한길연은 석가월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신분제적인 제약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이러
한 신분제가 없는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떠나게 된 상황이라고 보았다. 즉 석가월에게 있어
출가는 “신분적인 굴레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숙명적인 과제를 포기”하였다는 역설적 의미
가 함축되어 있다는 논의이다. 한길연, 앞의 글, 1997, 54면.
24) 한길연은 석가월이 공을 세운 다음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새로운 공
간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결말 부분이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여성 스스로 주체
가 되어 이룩한 ‘황홀의 경지’인 ‘다른 세계(Other World)’”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
서 단편여성영웅소설이 갖는 여성의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문제적 결말을 갖는다고 논했다.
한길연, 앞의 글, 2002, 349면.
25) 채윤미, ｢<쌍성봉효록>에 나타난 여성과 도교의 관계｣, 문헌과 해석 61, 2012, 167∼190
면.
26) 장편소설은 단편소설보다 훨씬 크고 넓은 규모에서 인간의 삶을 인식하고 담아낸다는 특
징이 있다. 즉 장편소설의 내용은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읽는 사람의 관
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임화정연>의 석가월은
작품의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등장하므로, 그녀가 등장하는 장면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존재론, 신분제, 여성주의, 의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
가 있다. 따라서 석가월의 출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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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문제에 대한 석가월의 고민은 황제의 사혼교지에서부터 시작된다. 영락
제는 석가월을 비롯한 정연낭의 시비들에게 임규의 첩이 되라고 명하지만, 석가
월은 자신이 남장했을 때 임규와 붕우로 일컬어 상하의 체면을 손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인 정연낭에 대한 의리를 지켜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한다. 이후 석가월은 임규의 기실 직책을 맡지만, 이번에는 양씨의
모함에 항거하기 곤란해지자 집을 나와 버린다. 애초에는 주인에 대한 예법과
의리를 내세워 황제의 혼인 명령을 거부했지만, 나중에는 세상사에 대한 염증을
느꼈다는 이유로 주인을 배신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석가월이 결혼
을 거부하면서 드는 이유는 상황에 따라 바뀌고 서로 상충되기도 하는 등 일관
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녀가 혼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나 독신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석가월이 출가 후 조옥연을 스승으로 모시며 지내게 된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조옥연은 금오 여익의 둘째 며느리다. 조옥연의 남편인 여정옥은 사
람됨이 어리석고 추루했을 뿐만 아니라, 괴질을 앓다가 혼인한 지 다섯 해 만에
죽고 만다. 청상과부가 된 조옥연에게 시아버지와 친정 부모는 개가를 권하지만,
그녀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려고 시어머니 소씨를 정성껏 모신다. 그런데 악인
형 인물인 소씨는 오히려 조옥연을 볼 때마다 “디아비 박(薄待)여 죽인 박
명디인(薄命之人)이라 며 혹 음녜(淫女)라도 며 혹  죽인 원(怨讐)라
디져 박 심(太甚)여 듁믈(粥物)도 주지 아니”(44권 23면)면서 어서 죽
으라고 강요한다. 그녀의 결혼생활은 본인 스스로의 독백에서 드러나 있듯이 거
의 완전한 실패였는데, 남편이 죽은 이후에는 그 전보다 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이다.
시어머니 소씨는 개용단을 써서 조옥연을 더 확실하게 모함하려다가 실패하
고, 이 과정에서 조옥연의 결백함이 밝혀진다. 누명을 벗은 조옥연은 삶에 대한
모든 미련이나 의지가 사라진 상태에서,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출가하게 된다.
조옥연이 출가하는 장면을 본 여러 부인들은 “녀염(閭閻) 간고 집 디어미 되
여 슈다 식(子息)의 긔한(飢寒)을 념녀(念慮)고 혹 려(悖戾) 디아비 무디
(無知) 거동(擧動)을 여 가 일신(一身)이 괴롭고 남의 고굉(雇工)이 갓
여 평(平生)을 곤궁(困窮)히 디니 하리 츌가(出家)여 일신이 한가(閑暇)
고 쳥졍(淸淨)여 득도(得道)면 죽어도 한가 거시니 인간 글의 구(苟
且)코 더러온 향화(香火)를 밧니의셔 낫디 아니리잇가?”(67권 21∼22면)며

-131-

그녀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궁궐과 여염집의 수많은 여성들이 조
옥연의 뒤를 따라 도관으로 출가한다.
조옥연에게는 비참한 결혼생활이 출가의 큰 동기로 작용했다. 그녀의 결혼생
활은 죽는 것보다 못한 끔찍하고 비참한 삶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결혼
생활과 대조되는 것이 바로 도관에서의 한가롭고 청정한 삶이다. 그녀는 출가를
통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었던 모든 현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따라서 조
옥연의 출가는 결혼이 만들어 낸 비참한 현실로부터의 탈출이자, 독신으로서 새
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임화정연>은 여성이 결혼을 잘못해서
고생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의식을 석가월과 조옥연의
서사로 형상화해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남녀의 결연을 인간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대다수 한글장편소설의 의식적 성향이다. 혼인은 후손과 관련된 문제이고, 후손
은 제사를 받드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곧 남녀의 결연은 당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孝’의 실현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27)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윤리적 의무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지만 72책본 <임화정연>의 후반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정연경과
여미주, 석가월과 조옥연의 서사에서는 남녀의 결연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
루었다. 여미주의 서사에서는 여성의 애정에 주목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
는 모습이 나타난다. 석가월과 조옥연의 서사에서는 혼인을 하지 않는 독신여성
의 삶을 청정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묘사했다. 이는 한글장편소설에서 보기 드
문 참신한 서사 전개이자 남녀의 결연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독
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결과적으로 72책본의 전승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
이 있다.

3. 傳承 과정에 대한 推定
1)이본 분화의 두 가지 가능성
현존하는 <임화정연> 완질본은 72책본과 조선도서본 두 종이다. 이본의 전승

27) 맹자는 후손이 없는 것을 가장 큰 불효로 지목한 바 있다. “孟子曰, 不孝有三, 無後爲大.
舜不告而娶, 爲無後也, 君子以爲猶告也.” 孟子 ｢離婁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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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불연속적인 서사구조를 지닌 72책본과 조선도서본이 완결된 형태의 실
전본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실전본과 72책본 및 조선도서본의 형성과 전승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다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대략 다음의 두 가지 가
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임화정연>의 작가가 임부의 3代 서사로 이루어진 ‘실전본 <임화
정연>’을 창작했는데, 전승되는 도중에 3代에 해당하는 임백영과 임효영의 서
사가 탈락되면서 2代의 서사구조로 이루어진 이본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그러다가 3代의 서사를 갖춘 이본은 실전되고, 2代의 서사를 갖
춘 완질본 두 종만 남은 것이 현재의 상황일 수 있다. 이 경우 1代와 2代의 서
사만을 다룬 상태에서 작품이 종결되는 72책본과 조선도서본은 실전본의 서사
일부를 잃은 불완전한 이본이 된다.
이처럼 작품의 서사가 분리된 선례로 <김희경전>과 <화산기봉>을 들 수 있다.
<김희경전>28)은 22종의 필사본과 3종의 구활자본이 존재한다. <김희경전>의 초,
중기 필사본들은 작품의 3분의 1 가량에 해당되는 후일담이 존재한다. 이 후일
담은 여성 주인공인 장설빙이 남장을 한 상태에서 약혼한 이소저의 행적을 다루
고 있다. 그런데 구활자본은 이 부분을 완전히 생략했다. 이는 상업적 판매를 목
적으로 한 구활자본의 성격 때문이었다. <화산기봉>의 사례도 이와 유사하다.
<화산기봉>의 이본은 13권 13책 분량의 필사본(이하 낙선재본)과 東亞書館에서
1917년 출판된 구활자본(이하 동아서관본) 2종이 존재한다. 낙선재본은 주인공
이성의 서사가 작품의 전반부를 이루며, 후반부는 주인공의 이복동생 이무와 자
식들의 서사가 다루어져 전체적으로는 가문소설의 서사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
런데 동아서관본 <화산기봉>은 전반부인 주인공 이성의 서사만으로 구성되어 있
다.29) 후반부 서사의 탈락은 구활자본 출판업자의 상업적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원래 가문소설이었던 <화산기봉>은 군담소설과 비슷
28) 김만은, ｢<김희경전>의 서술구조 변용 연구｣, 부산대 석사논문, 1995, 12∼21면; 정준식, ｢
<김희경전>의 이본 계열과 텍스트 확정｣, 어문연구 53, 2007, 239∼244면; 강승묵, ｢<김희경
전> 異本의 존재양상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3 참조. 활자본에서 후반부의 서사가 탈
락되는 현상은 김만은의 연구에서 처음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종합적 해석은 강승묵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29) 두 이본을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구활자본 출판업자가 “母本에서 ‘주인공 이성 중심
의 이야기’가 나오는 작품의 앞부분을 한정하여 활자화한 듯하다.”고 추정했다. 이지영,
앞의 글, 1997,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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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일 세대 중심의 작품으로 변모했다.
다만 <김희경전>, <화산기봉>의 경우는 필사본을 구활자본으로 출판하는 과정
에서 일어난 현상이어서, <임화정연>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
론 <임화정연>은 세책본으로 활발하게 유통된 작품이며, 세책본 역시 구활자본
처럼 상업적 유통을 염두에 두고 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임화정연> 역
시 상업적 목적에 의해 후속세대의 서사가 탈락되는 변모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이에 대해 단정하기 어렵다.
두 번째 가능성은 2代의 서사로 이루어진 미완의 <임화정연>이 먼저 창작되
고, 여기에 3代의 서사가 추가되어 주인공 가문의 3代를 모두 다룬 <임화정연>
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다. 가령 <임화정연>의 최초 작가를 ‘작가1’이라고 가
정해 보자. ‘작가1’이 <임화정연>을 집필하다가 중도에 어떠한 이유에서 집필
을 중단하고, 미완의 상태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이본이 현존하는 72책본과 조선
도서본 <임화정연>일 수 있다. 이 경우 72책본과 조선도서본은 미완이기는 하지
만 원본인 셈이다. 그리고 ‘작가1’의 주변 인물이나 미완의 상태에서 유통된
원작을 읽은 독자 중 누군가가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해, 스스로 ‘작가2’의 역
할을 맡아 3代의 서사를 이어 붙여 작품을 완성했을 수 있다. 이 경우 3代의 서
사를 갖춘 <임화정연>은 후속 작가에 의해 완결된 <임화정연>인 셈이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사례를 찾기 어렵지만,30) 중국의 경우에는 이와 비슷한 사
례가 발견된다. 일례로 <홍루몽>은 작가 曹雪芹이 80회까지만 집필하고 작품을
완성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루몽>은 미완의 상태로
한동안 유통되었으며, 이후 高鶚 등에 의해 뒷부분의 40회가 덧붙여져 1791년
120회본의 완성된 <홍루몽>이 처음 간행되었다고 한다.31) 또 우리나라에서 52권
52책으로 번역된 낙선재본 고전소설 <재생연전>은 원래 청나라 건륭 연간 陳端
生(1751∼1796)이라는 여성작가에 의해 쓰여진 彈詞였다. 원작 <재생연>은 80회
30) 우리나라의 경우 <소현성록> 본전과 별전이 이와 비슷한 사례일 수 있다. 그러나 <소현성
록> 본전과 별전의 작가가 동일한지, 그리고 본전과 별전이 합철된 상태에서 분리되었는지
아니면 분리된 상태에서 합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자들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태이다. 관련된 논의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임치균, ｢연작형 삼대록 소설연구｣, 서
울대 박사학위, 1992; 박영희, 앞의 글, 1994; 임치균, ｢<소현성록> 연구｣, 한국문화 16,
1995; 정병설, 앞의 글, 1997; 정길수, 앞의 글, 2005;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
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2006.
31) 서경호, 중국소설사 ,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439∼440면; 魯迅 저, 조관희 역, 중국소
설사략 , 소명출판, 2004, 59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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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권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중 1권부터 17권까지만 陳端生에 의해서 창작된 것
이다. 이후의 3권은 梁德繩이라는 또 다른 여성에 의해 창작, 완결되었다고 한
다.32) 한글장편소설의 경우 처음부터 여러 명이 집단으로 창작에 참여한 경우도
있으며, 독자가 후속편을 이어 짓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임화정연>도 미완의
상태로 남은 작품이 유통되다가 누군가의 후속 작업에 의해 완결되었을 가능성
이 충분히 있다.
두 번째 가설의 문제점은 72책본과 조선도서본 <임화정연>의 서사가 우연이라
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절묘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이다. 72책본과 조선도서본의
서사는 비록 불연속적이기는 하지만, 후속편을 포함한 연작 전체의 서사가 2代
에서 3代로 넘어가는 지점에서 정확하게 작품을 끝맺어 놓았다. 즉 전편 <임화
정연>은 1代와 2代의 서사를, <쌍성봉효록>은 3代와 4代의 서사를 다루고 있어,
갈등의 중심이 되는 세대를 기준으로 전편과 후속편의 서사가 깔끔하게 나뉜다.
또 이 지점은 여미주의 정체가 발각되고 그녀가 장원으로 쫓겨난 후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대목으로, 정연경을 중심으로 한 갈등구조가 일단락되
는 지점이기도 하다. <홍루몽>이나 <재생연전>처럼 ‘작가1’의 집필 중단에 의
해 만들어진 형태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두 가지의 가능성 중 어떤 것이 사실인지 결론내리기 어
렵다. 또 본고가 대표적으로 든 두 가지 가능성 이외의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
다. 지금으로서는 추가적인 자료가 나타날 때까지 결론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2)72책본의 전승 이유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훌륭한 플롯은 극적 일관성을 가져야 하
며 통일되어 있어서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단일하고 온전한 구조 자체로
써 그 특유의 즐거움을 줄 수 있어야’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33) 아리스토텔레
스의 견해는 비극과 서사시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문학작품 일반에 걸쳐 적
용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고전소설도 대개는 처음과 중간, 끝에서 다루는 내

32) 낙선재본 <재생연전>과 원작 <재생연>의 관계 및 작가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연구를 참
고했다. 정병설, ｢낙선재본 <재생연전> 연구｣, 관악어문연구 16, 1991; 박재연, ｢낙선재본
再生緣傳』에 대하여｣, 중국학연구 7, 1992.
33) 이상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연구 , 문학과지성사, 2002,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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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 완결된 한 편의 작품
을 읽었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모든 작품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대개의 작품
은 서두에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갈등이 촉발되고 심화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갈등이 해소되고 전개되었던 사건들이 마무리되면서 끝난다.
그런데 72책본은 서사의 일관성과 완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물론 72책본
도 정연경과 정부의 비중을 늘리는 등의 변모가 이루어진 결과 임규와 첩 양씨
의 갈등이 미완이라는 사실은 감춰지고, ‘전반부-임규’, ‘후반부-정연경’의
이원적 구도가 부각되면서 한 편의 작품으로서 나름의 완결된 구조를 갖추게 되
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모에도 불구하고 72책본이 서사의 일관성과 완결성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72책본 <임
화정연>이 지닌 불연속적 서사구조는 일종의 ‘구조적 결함’으로 평가될 만하
다.
그러나 72책본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완질본의 형태를 갖춘
상태로 전승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20세기에 구활자본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어 수많은 독자를 확보한 조선도서본 역시 72책본과 같은 서사구조
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비록 72책본이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단일하고 온
전한 구조’를 지니지는 못했지만, 독자들의 인기를 끌어 흥행하는 데에는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72책본의 ‘구조적 결함’이 독자들에
게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식되지 않았거나, 문제점으로 인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72책본을 선택했다는 말이 된다. 독자들에게 서사적 완결성
이라는 구조적 측면은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글장편소설이 서사를 조직하는 원리, 즉 서사원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
가 축적되어 있다.34) 선행연구의 논의는 한글장편소설의 장편화 방법과 원리를
구조적으로 해명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 논문의 연구대상인 <임화
정연>은 그러한 구조적 서사원리로는 좀처럼 설명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34)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서사원리를 총괄하자면 비슷한 유형의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다양한 사건과 갈등이 삽입되거나 반복되며, 그러한 갈등의 의의가 거의 소멸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지속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글장편소설의 서사구조가 보여주는 이러한 유
형성을 지적한 대표적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상택, ｢보월빙연작의 구조적 반복원리｣,
한국고전문학연구 , 신구문화사, 1983; 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1990;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송성
욱, 앞의 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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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독자들이 작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은 무엇이었으며,
향유의 관점에서 한글장편소설의 서사원리를 살펴본다면 어떠한 부분에 새롭게
주목할 수 있을까? <임화정연>은 세책의 방식으로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작품이
다. 세책은 대여한 권수에 따라 요금을 매긴다.35) 책 수가 늘어나면 대여료도 증
가하게 되므로, 세책업자의 입장에서는 작품의 분량이 늘어날수록 수익에 도움
이 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는 만큼, 가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독서의 효용가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독자들은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독서하는 경우도 있었지
만 작품의 일부분만을 선택적으로 읽는 경우도 많았다.36) 한 편의 작품이라고
하더라도 효용이 큰 부분과 크지 않은 부분의 수요 차이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특히 작품의 내용 전개가 상투적인 부분은 독자의 흥미가 줄어들
었을 가능성이 높다.37) 세책을 생산, 유통하는 업자들이 이러한 독자의 수요를
무시하고 작품의 분량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세책의 생산과 유지, 보수비용
을 감안하면, 독자의 수요를 감안해 분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다. 구활자본 역시 마찬가지이다. 상업적인 방식으로 활발하게
유통되는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이처럼 수요와 공급의 경제적 논리가 상당한 영
35) 세책의 대여 기간은 한 권당 이삼일, 요금은 책값의 5퍼센트에서 20퍼센트 사이이며, 대
개 10퍼센트 정도였으리라 추정된다.(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 푸른역사, 2003; 정병설, 앞
의 글, 2003, 47면) 향목동 세책 장부에는 <임화정연>의 대출 기록이 있는데, 요금은 적혀
있지 않으나 이삼일 간격으로 3권에서 10권 정도가 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전성운, 앞의
글, 2008.
36) 차충환은 실전본의 일부만을 선택적으로 필사한 이본을 ‘발췌본’으로 명명하고, 이를
통해 독자의 수용의식을 살핀 바 있다. 발췌본의 존재를 통해 당시 독자들이 작품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읽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차충환, ｢고전 국문장편소설 향
유자들의 작품 수용의식 연구: 발췌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어국문학 149, 2008.
37) 예를 들어 의령 립산안씨본 <사씨남정기> 발문에는 “셰상에 (冊)이다 면 미(滋味)
업고  흘 강 알고 다 아지 못야 미 더며 우에도 발명(發明)엿거니와 과연 종
편(終篇)기 미업고 씨(謝氏) 외(內外) 상봉(相逢)면  다한 거시라. 그 후 일은 다
거만 못 고로 강 죵편엿시니 인아 교씨 동쳥 진 다 치 잇 쥴만 아쇼셔.”하는
언급이 보인다. 발문을 남긴 번역자는 소설의 재미가 없는 이유로 그 전개가 상투적이어서
예측 가능하다는 점을 들면서, <사씨남정기>의 처음과 중간까지만 번역하고 끝맺었다. 이는
고전소설의 독자 역시 참신하고 파격적인 서사전개를 흥미롭게 생각했다는 점을 알려주는
사례이자, 작품의 번역 과정에 그러한 독자의 입장이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다. ｢의령 립
산안씨본 <사씨남정기> 발문｣, 류탁일, 한국고전소설비평자료집성 , 아세아문화사, 1994,
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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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력을 발휘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실전본 <임화정연>의 마지막 부분은 상대적으로 대중의 관심
이 덜한 종통계승 문제를 다루고 있었다. 서사적 완결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한 편의 작품으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72책본은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
았다. 반면 72책본의 후반부에서 다루어지는 남녀의 결연 문제는 당시 광범위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던 소재다. 또 72책본은 정절 이념을 새롭게 해석하고
독신여성의 모습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형상화하는 등 다른 작품에서 좀처럼 보
이지 않는 참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일관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은 차라
리 제외되는 것이 낫지만, 구조적 불연속성이라는 결점을 감수하면서까지 후반
부를 포함시킨 72책본이 결과적으로는 전승 과정에서 우위를 점했다.
요컨대 독자의 관심을 끄는 소재를 참신하면서도 흥미롭게 서술했느냐의 여부
가 중요하다. 72책본 <임화정연>의 서사는 독자들의 취향과 선택을 고려해야만
설명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글장편소설의 서사가 특정한 모습으
로 형성되는 데에는 구조적 측면과 더불어 유통과 향유의 측면 역시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점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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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結論
본 논문은 <임화정연> 연구사에서 오랜 쟁점이었던 구조적 불연속성 문제를
해결하고, <임화정연>의 문학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 논의를 전개했
다. <임화정연>은 <완월회맹연>, <명주보월빙>과 함께 조선시대의 3대 장편소설
로 일컬어질 만큼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구활자본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는
등 당대의 독자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누렸다. 뿐만 아니라, 한글장편소설 중에서
는 보기 드물게 문학적 측면에서도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그러나 작품의 인지
도에 비해 연구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교적 축약의 정도가
덜한 72책본이 뒤늦게 공개된 데다가, <임화정연>이 향유되었던 19세기를 한글
장편소설의 쇠퇴기로 여기는 회의적인 시각이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이다. 무엇
보다도 <임화정연>은 서사구조의 불연속성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면서
작품론이 본격적인 단계로 심화되는 데에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의 방법과 성과를 정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품 연구가 설득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실한 자료 조사가 뒷받
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임화정연>은 1966년 최초의 연구가 제출된 이래 5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본이나 관련 기록에 대한 종합적인 자료 조사가 미비한
편이었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완질본인 72책본과 조선도서본 외에도 낙질본으
로 존재하는 4종의 필사본과 2종의 구활자본 등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이본 및
관련 기록에 대해 검토했다. 현존하는 <임화정연>의 모든 이본과 관련 자료를
조사, 정리한 작업은 이 연구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이본 검토 결과 단국대본이나 뿌리깊은나무본(2)처럼 72책본보다 더 상세한 서
술을 지닌 이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금까지 ‘권 미상’의 자료로
만 분류되던 뿌리깊은나무본(2)의 낙질본이 44권이라는 점도 밝힐 수 있었다. 가
장 중요한 발견은 낙질본들이 72책본과 다양한 내용상의 차이를 지닌다는 사실
을 확인한 점이다. 특히 유일서관본은 형식, 서두의 가문 서술 순서, 화빙아의
혼사 장면 등에서 72책본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차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임화정연>의 관련 기록으로는 <제일기언> 서문과 <옥수기> 발문, 도서목록과
출판기록 및 여러 선학들의 언급 등을 검토했다. 여러 기록을 통해 <임화정연>
이 19세기를 중심으로 널리 유통되었으며, 20세기 초까지도 상당한 인기를 누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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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72책 이외에도 40책, 50책, 139책, 141책 등 <임화정
연>이 다양한 형태의 이본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III장에서는 <임화정연>의 서사구조를 인물갈등, 이본, 관련작의 세 측면에서
분석했다. 72책본 <임화정연>은 주인공 임규의 두 번째 갈등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로 작품이 종결되는 ‘미완의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임화정연>의
주인공 임규와 진상문의 갈등은 72책본의 28권에서 해소되지만, 29권에서 시작
된 첩 양씨와의 갈등은 72책본이 마무리될 때까지 해소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소설의 서사구성 방식과 달리 72책본 <임화정연>은 주인공의 갈등과 관련된 서
사가 충분히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품이 종결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현존하는 낙질본들을 참고 자료로 삼아 <임화정연>의 서사구조를 살
펴본 결과, 72책본 <임화정연>은 ‘전반부-임규’, ‘후반부-정연경’의 ‘이원
적 서사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 72책본에는 연춘경과 화영 등 주
변인물의 비중이 축소된 반면, 정연경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확대된 편이다. 또
72책본은 유일서관본과 달리 서두에서 주요 가문을 소개하면서 정부를 제일 앞
에 내세우고 있었다. 조선도서본에는 정연경의 직급을 부장에서 원수로 바꾸었
는데, 그 과정에서 서사적 모순이 발생함으로써 정연경의 위상 변화가 후대의
현상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임화정연>에서 미완의 상태로 남은 서사구조는 <쌍성봉효록>의 6권 137면에
서 완결된다는 점도 새롭게 발견한 사실이다. 72책본 <임화정연>의 후속서사 예
고에 의하면 <임화정연>은 <쌍성봉효록>의 6권 137면 지점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쌍성봉효록>은 6권의 137면을 분기점으로 전반부와 후반부의
서사구조가 나뉘는 ‘분절적 서사구조’를 이룬다. 전반부의 서사는 <임화정연>
과 연속적이지만, <쌍성봉효록>의 후반부는 교소교와 쌍성 형제를 중심으로 새
로운 갈등구조를 형성한다. 또한 정난지변에 대한 서술 역시 <쌍성봉효록>의 전
반부와 이질적이다.
IV장에서는 <임화정연>의 서술의식을 살펴보았다. <임화정연>은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과 비교했을 때 규범적 의식이 약화된다는 차이점을 보였다.
<소현성록> 등 17, 8세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들은 소설의 창작경위를 밝히는
대목에서 해당 작품의 교훈적 가치와 사실성을 강조하는 편이다. 반면 <임화정
연>의 창작경위에는 그러한 언급이 최소화되어 있었다. 또한 <임화정연>과 <쌍
성봉효록>의 전반부는 잔혹한 장면으로 묘사될 법한 부분도 가급적이면 이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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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거나 축소하여 서술하며, 혹 악인이라도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면 이를
동정적인 태도로 서술하고 있었다. 이는 도덕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잔
혹하고 폭력적인 장면을 과장된 태도로 상세하게 서술하는 다른 작품들과의 차
이점으로 들 수 있다.
부계 중심적 구성으로부터 탈피하는 모습이 엿보인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임화정연>의 임부와 정부, 연부, 화부 등 주인공 가문은 부계친족의
수가 매우 적다. 반면 주인공의 처족에 해당되는 진부와 여부는 다수의 구성원
이 등장해 작품의 사건 전개와 배경 설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작품의 인물형상화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임화정연>의 주인공 임
규는 가증스러운 외모를 지닌 추남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시가의 인물들이
군자로, 처가의 인물들이 소인으로 묘사되는 옹서갈등담의 서술시각과 상반되는
형상화 방식으로서, <임화정연>의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임화정연>은 인물의 발화가 서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내적발화의 횟
수와 분량도 많은 편이었다. 이는 <임화정연>의 인물이 보다 독자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대화 역시 좀 더 현실적인 깊이를 갖추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진상문의 내적발화가 임규보다 많이 서술되는 등 주인공과 대립하는 악인
의 진심과 그들의 처지에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시되는 편이다. 또한
<임화정연>은 악인이 회과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심경변화를 세세하게 서술하기
도 하였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주인공과 서술자, 선인형 인물들의 관점이 옳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악인의 관점으로 작품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점은 <임화정연>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임화정연>의 특징은 가족사 서술 담론에서 출현한 한글장편소설 초기
의 성격으로부터 벗어나 장편소설 장르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자 한
움직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임화정연>은 약화된 규범적 의식과 함께 부계 중
심적인 구성 방식으로부터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내적발화를 적극적으
로 활용해 인물들의 독자적 성격을 확보하였다. <임화정연>이 보여주는 특징들
은 인간군상의 다면적이고 복합적인 삶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 보다 효
과적이다. 초기의 주요 한글장편소설에는 사대부가 여성의 교양서나 수신서적
성격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임화정연>에는 그러한 성격이 비교적 약화되어
있다.
V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임화정연> 텍스트의 전승과 변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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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했다. 지금까지 살펴 본 여러 사실과 자료들을 근거로 추정해 본 결과, 본
논문에서는 실전본 <임화정연>이 임부의 3代 서사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결론
에 도달하게 되었다. 72책본 <임화정연>은 임부의 1代와 2代, <쌍성봉효록>은 3
代와 4代를 다루고 있다. 실전본 <임화정연>은 임부의 1代, 2代, 3代를 다루고
있었을 것이다. 실전본 <임화정연>의 존재를 가정한다면, 정부의 위상은 연부나
화부, 주부, 진부, 여부 등 여러 주변 가문들 중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정
연경이 임규와 병렬적인 위상을 지닌 후반부의 주인공으로 부각된 것은 72책본
의 자료적 속성에 의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본고는 실전본 <임화정연>과 72책본의 차이점에 대해 고찰했다. 72책
본은 종통갈등을 다룬 임부의 3代 서사가 없는 반면, 구조적 불연속성을 감수하
면서까지 후반부의 서사를 포함시켰다. 72책본에서 생략된 부분은 남녀의 결연
에 비해 대중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주제였으며, 파격적이라거나 참신하다
고 볼 만한 여지도 비교적 적었다. 한편 <임화정연>의 후반부에서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정연경과 여미주, 석가월과 조옥연의 서사에서는 남녀의 결연 문제
를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었다. 여미주의 서사에서는 여성의 애정에 주목하고, 이
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석가월과 조옥연의 서사에서는 혼인
을 하지 않는 독신여성의 삶을 청정하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묘사했다. 이는 한
글장편소설에서 보기 드문 참신한 서사 전개이자 남녀의 결연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고, 결과적으로 72책본의 전승에 유
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72책본은 당시 독자들의 관심과 수요
가 적은 부분을 덜어냈다는 점에서, 상업적 경쟁력이 강화된 이본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이본의 계열 분화에 대해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하였
다. 하나는 실전본 <임화정연>에서 3代 부분의 서사가 분리되어 72책본이 형성
되었을 가능성이다. <김희경전>과 <화산기봉>의 경우 필사본이 구활자본으로 출
판되면서 후반부의 서사가 탈락된 사례가 있는데, <임화정연>도 이와 유사한 경
우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2代의 서사만으로 이루어진 72책본의 형태가 먼저
완성되고, 여기에서 3代의 내용이 첨가되어 실전본 <임화정연>의 형태가 갖추어
졌을 가능성이다. 중국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홍루몽>이나 <재생연전>과 같이
원작자의 집필 중단으로 인해 다른 작가가 작품을 완성한 사례가 있다. 지금 단
계에서는 두 가설 중 무엇이 사실인지 확실하지 않다.

-142-

72책본은 실전본에 비해 서사의 일관성과 완결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승 과정에서 우위를 점했다. 결국 당시의 독자들에게 일관성과 완결
성이라는 구조적 측면은 최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화정연>은 상업적 경로로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작품으로, 수요와 공급의 경
제적 논리가 작품의 형태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글장편
소설의 서사구조에는 유통과 향유의 측면 역시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은 <임화정연>의 구조적 불연속성 문제 및 작품
의 문학적 특징에 대해 나름의 답을 제시했다. <임화정연>은 방대한 분량을 지
닌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구활자본으로 여러 차례 출판되었으며, 1950년 이후에
도 개작이 이루어질 만큼 오랫동안 독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받았다. <임
화정연>은 19세기 후반 무렵 한글장편소설의 대표작으로 거론될 정도의 문학적
위상을 누렸으며, 장편소설의 장르적 속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작품이라는 점
에서 우리나라 장편소설사에 매우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임화정연>
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이 연구의 논의는 19세기 장편소설사의 이해에 적지 않
은 의미를 갖는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임화정연>이 향유되었던 시기나 작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실전본 <임화정연>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는 못했다. <임화정연>의 문학적 특징이 어떠한 사회문
화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하지 못했다. 이는 본고의 한계로
서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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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책본 <林花鄭延> 권별 줄거리
<1>
때는 明 洪武년간, 이부상서 정현은 간
신 호유용이 집권하자 병을 핑계 삼아 고
향인 절강 소흥부로 낙향한다. 정현에게
는 딸 정연낭과 아들 정연경이 있었다.
처남인 진담의 차자 진상문은 사촌누이
정연낭의 미모에 반해 혼사를 도모하지만
정현은 이를 거절한다. 정연경은 6살 때
부터 임자숭에게 글을 배운다. 임자숭의
외아들 임규는 영웅적 재능을 가진 인물
이지만 외모가 몹시 기괴하여 사람들의
눈에는 추하게 보인다. 하루는 정연낭이
<玉硯讚>을 지었는데 정연경이 그 글을
훔쳐 임자숭과 임규에게 보이니 그녀의
아름다운 자질이 드러난다. 한편 정현도
임자숭을 찾았다가 임규를 보고 그를 사
위로 삼을 마음이 생긴다.
<2>
임규는 시절이 수상함을 알고 과거를
보지 않으나, 진상문은 향시를 보아 장원
급제한다. 진상문의 부모는 정연낭과의
혼사를 재차 청하지만 정현은 사촌 간의
혼인이 예법에 옳지 않다며 거절하고 임
규를 사위로 정해 납폐까지 마친다. 이후
정현의 생일잔치에 임자숭과 임규가 참석
했는데, 진부인이 임규의 추한 외모를 보
고 충격을 받아 혼약을 취소하자고 주장
하니 집안이 소란스러워진다. 진상문은
정연낭과 임규의 혼약을 깨고자 거짓으로
임규에게 친밀하게 접근한다. 이후 진부
인과 대화할 때마다 교묘히 임규를 헐뜯
으니, 진부인은 임규를 더욱 증오하게 된
다.

<3>
진부인은 임규가 마음에 들지 않자 식
음을 전폐하기까지 하면서 혼약을 파기하
려 한다. 진상문은 진부인에게 계속 임규
를 모함하는 한편, 임규에게도 진부인의
거동을 전하니 임규 역시 정연낭과의 혼
사를 탐탁지 않게 여긴다. 정연낭은 진상
문이 자신의 혼사를 방해하려는 것을 알
고 이를 염려하며 시비들과 대책을 논의
한다. 정현은 아내의 고집을 매우 못마땅
하게 여기며 절대 혼약을 파기할 수 없다
고 못 박는다. 한편 진상문은 초시와 정
시에 차례로 급제하여 한림수찬의 벼슬을
받는다. 과거에 급제한 진상문은 승상 호
유용에게 아첨하며 그와 친분을 쌓고, 정
현에게 벼슬을 주어 경사로 불러들인 다
음 정연낭과 자신의 혼사를 이룰 계책을
꾸민다.
<4>
호유용과 친분을 쌓은 진상문은 그에게
정현의 벼슬을 청탁한다. 황제는 호유용
의 천거를 듣고 정현에게 추밀사 벼슬을
내리지만, 정현은 벼슬을 사양한다. 한편
호유용은 진상문을 자신의 조카사위로 삼
고자 하나 진상문은 정연낭과 혼인하고
싶은 마음에 이를 선뜻 승낙하지 못한다.
진상문은 말미를 얻어 고향에 내려온 다
음, 정현이 벼슬을 사양했다는 말을 듣자
호유용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현이 역심을
품고 벼슬을 사양한 것처럼 모함한다. 호
유용이 황제에게 이를 고하자 황제는 대
로하여 정현을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린
다. 정현은 절대로 정연낭과 임규의 혼약
을 깨뜨리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신신당부
한 후 집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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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현은 죄상의 애매함이 밝혀져 죽음을
면하고 장사로 유배가게 된다. 진부인은
남편 정현이 유배가자 본격적으로 임규와
의 혼약을 깨고 진상문과 딸의 혼사를 추
진한다. 진부인의 동생인 진명은 누나를
말리지만 실패한다. 정연낭과 시비들은
계책을 세워 용모가 흉한 시비 봉금을 대
신 진상문에게 보내고 자신들은 모두 탈
출한다. 진상문은 신부와 첫날밤을 보내
다가 신부가 정연낭이 아니라 자신이 봉
귀형이라고 부르며 멸시하던 못생긴 시비
라는 사실을 알고 기절한다. 사정을 안
하객들은 정연낭의 절개를 칭송하고 진상
문을 비웃는다. 진부인은 딸이 가출했음
을 알고 놀라 대성통곡한다.
<6>
누나 진부인과 언쟁을 벌이다 집을 나
온 진명은 도중에 소이산 청아암의 여승
들로부터 주공자 일행이 잠시 머물다 떠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정연낭 일
행임을 짐작한다. 진상문은 수치스러운
마음에 병에 걸렸으나, 진명의 충고에 마
음을 다잡고 병을 치료한 후 경사로 올라
간다. 진상문의 고모 진씨의 시댁에서는
진상문과 딸의 혼사를 추진한다. 진씨는
시누이 이씨의 교만한 성품을 알고 있어
혼사를 권하지 않으나, 진상문은 이씨와
대면할 것을 청하고 그녀의 아름다운 외
모를 확인하자 혼사를 승낙한다. 진상문
은 경사로 올라가면서 심복 가동인 조근
과 경기를 불러 정연경을 몰래 죽이라고
지시하고 떠나지만 임규의 활약으로 계획
은 실패하고, 일가친척들은 진상문의 악
독함을 알게 된다.

<7>
호유용은 진상문이 이씨와 정혼했다는
사실을 알자 자신의 조카딸과 먼저 혼인
을 하라고 권한다. 결국 진상문은 호씨를
첫째 부인으로, 이씨를 둘째 부인으로 맞
아들이나 그들이 서로 다투니 괴로워한
다. 한편 정연낭 일행이 머물던 청아암은
여승들이 음행을 일삼는 곳이었다. 정연
낭 일행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몰래 도
망쳐 나온다. 그러다가 도적을 만나 짐을
잃고, 간신히 소흥부에 도착하지만 고모
부 주철이 기주에 어사로 부임해 지금은
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실망한다.
한편 소흥부 지현 이태현은 유배 중인 상
서 화경윤의 딸 화빙아가 아름답다는 소
문을 듣고 그녀를 아들 이창백의 배필로
삼고자 하나, 화부인은 이를 거절한다.
<8>
화부인은 남편이 유배중인 상황에서 지
현이 혼인을 강박하니 걱정에 빠진다. 이
때 정연낭 일행이 우연히 화부에 유숙을
청해 머물게 된다. 남장한 정연낭의 용모
가 빼어나고 정현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
은 화부인은 정연낭에게 화빙아와의 혼사
를 부탁한다. 정연낭은 청혼을 받아들이
고 기주 주어사 댁으로 다시 떠난다. 화
빙아는 이창백이 혼사를 거절당해 일을
꾸밀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비 홍영을
자신처럼 꾸며 놓는 등의 대비를 한다.
이창백은 무뢰배들을 동원해 화빙아를 납
치하지만, 납치된 사람은 시비 홍영이었
다. 얼마 후 이창백의 집안에서는 화소저
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자신들
의 죄상이 드러날까 두려워 이를 발설하
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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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흥부 지현인 이태현은 자신의 죄를
화빙아에게 덮어씌우려 화부의 노복들을
심문하지만 성과가 없다. 한편 진상문은
두 아내를 두고도 연권의 딸 연영아가 아
름답다는 소문을 듣자 청혼하나 연권은
이를 거절한다. 진상문은 연권이 없는 틈
을 타 일을 꾸미기 위해 연권을 순무어사
로 천거한다. 순무어사가 된 연권은 직무
를 수행하다가 우연히 왕씨 과부의 집에
머물던 정연낭 일행을 만난다. 정연낭은
기주로 가는 도중 병이 심해진 상태였다.
연권은 병에 걸린 정연낭이 조리할 수 있
도록 도와주고 왕씨 모녀와 함께 경사에
있는 집으로 보내 자신의 딸과 함께 지내
도록 도와준다.

<11>
연권은 미복으로 임자숭의 집에 찾아가
임규를 만나고 그를 사위로 삼을 의사를
품는다. 연권의 행동거지를 미심쩍게 여
기던 임규는 노복을 시켜 그를 미행한 결
과 연권이 순무어사라는 사실을 알아낸
다. 연권은 정연경을 불러 정부에서 벌어
진 일에 대해 위로하고 화빙아와 정혼한
정공자의 이야기를 하며 사실 여부를 확
인하니 정연경은 자신은 정혼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다. 연권은 다시 임규의 집에
방문하지만 임규 부자가 유람을 떠났다는
말을 듣자 절구 한 수를 지어 남기고 공
무를 마친 다음 경사로 떠난다. 한편 연
권이 집을 비운 사이 진상문은 연부의 시
비 난섬을 재물로 꾀어낸다.

<10>
순무어사 연권이 소흥부에 도착하자 화
빙아는 유모 편에 그간의 사정을 적은 편
지를 올린다. 연권이 관련자들을 불러들
여 심문한 결과 이태현의 늑혼과 이창백
의 납치 시도 등 사건의 진상이 모두 밝
혀진다. 연권이 이들을 엄히 다스리려 하
자 화빙아가 선처를 호소한다. 연권은 이
태현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창백에
게는 장 일백 대의 형을 내린다. 이창백
이 매를 맞다가 긴장하여 설사를 심하게
하니,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이창
백을 한심하게 여기며 놀림감으로 삼는
다. 화빙아는 시비 홍영이 이창백과 부부
사이였던 것을 감안하여, 이창백이 착하
게 살 수 있도록 타이르라고 하고 홍영을
그에게 보낸다. 연권은 정연낭과 혼인한
임규의 사람됨이 어떤지 알아보려 한다.

<12>
난섬이 진상문의 인물과 재물을 칭송하
나 연권의 첩 방씨는 난섬을 꾸짖는다.
연권의 죽은 아내에게는 호부시중이었던
이복동생 유일이 있었는데, 그는 진상문
의 꼬임에 넘어가 질녀인 연영아와 진상
문의 혼사를 이루기 위해 진상문과 모의
한다. 유일은 자신의 딸 유취향으로 하여
금 연영아와 친분을 쌓게 하나, 유취향은
연영아의 아름다움에 질투를 느끼고, 아
버지가 자기보다 연영아를 위해 좋은 혼
처 자리를 알아본다 하여 속상해한다. 한
편 연영아는 시비를 통해 진상문과 외삼
촌 유일의 모의 내용을 파악하게 되고,
병이 깊다는 핑계로 외부인을 거절하며
대비책을 세운다. 이때 정연낭 일행과 왕
씨 모녀가 경사에 도착하니, 연영아는 그
들을 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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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영아는 석가월의 입을 통해 정연낭이
도망치게 된 사정을 알게 되고, 현재 외
삼촌이 진상문과 합심하여 자신의 혼사를
모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정연낭 일행
은 연영아를 돕기로 하고 계책을 마련한
다. 먼저 석가월 등이 짜고 유취향을 충
동질하자, 유취향은 자신이 연영아 대신
진상문에게 시집가겠는 결심을 하게 된
다. 마침내 진상문과 연영아의 혼인이 이
루어지지만 사실은 유취향이 시집을 간
것이었다. 유일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딸의 장래를 걱정한다. 호씨는 진상문의
행동이 평상시와 다름을 눈치 채고, 종들
을 족쳐 진상문과 유취향이 침상에 있는
현장을 발각한다. 호씨는 측간으로 도망
간 유취향을 끌어내 철여의로 난타한다.

<15>
진상문이 연권을 모함하자, 평소 연권
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호유용은 황제에게
연권이 순무어사로서 잘못 처리한 일이
있다고 모함한다. 황제는 진상문을 절강
별순검으로 임명해 진상 조사를 명한다.
진상문은 화빙아의 미모가 아름답다는 소
문을 듣고 절강에 가서 화빙아를 취하려
는 음모를 꾸민다. 정연낭과 연영아가 이
사실을 알고 걱정에 빠지자, 석가월이 남
장을 하고 절강으로 가 미리 화부에 경계
를 해 주겠다고 한다. 석가월이 화부에
가서 상황을 알려주고 피신을 권하니, 화
빙아는 병으로 죽었다고 소문을 내고 피
신한다. 석가월은 돌아오는 길에 진상문
을 만나 거짓 교우관계를 맺고 연권을 심
하게 모함하지 말라고 설득한다.

<14>
진상문이 몰래 세 번째 아내를 맞은 일
이 탄로나 호씨와 이씨, 유씨가 서로 싸
우니 진상문은 자신에게 처복이 없음을
한탄한다. 유취향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
가 몸을 조리하다가, 진상문이 찾아오자
화를 내며 자신은 유일의 딸임을 밝힌다.
진상문은 분노하지만 유일의 만류에 마음
을 진정한다. 연권은 경사로 올라와 가족
들과 재회하고, 화빙아의 이야기를 전하
며 정혼한 정생의 정체를 궁금해 하니 정
연낭이 그간의 사정을 털어 놓는다. 연권
은 정연낭, 연영아, 화빙아 셋이 모두 임
규의 처가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정연낭과 연영아 역시 이에 동의한다. 진
상문은 연권과 만나려 하나 거절당하자,
호유용에게 찾아가 연권을 모함한다.

<16>
진상문은 연권이 별다른 죄는 없으며
가벼운 문책이 필요하다는 정도로만 보고
한다. 그리고 고향인 소흥부로 가서 친척
들에게 자신은 정연경 살해 기도에 대해
전혀 모르며 이는 전적으로 하인들의 음
모였다고 발뺌한다. 한편 석가월은 남장
을 한 상태로 임규를 만나 그의 영웅적
면모를 알아보고 감탄한다. 진상문은 다
시 한 번 임규와 정연경을 없애려고 심복
방양에게 불 지를 도구를 갖추게 한 다음
임규의 집에 방문한다. 임규와 정연경은
진상문이 못마땅했지만 마지못해 함께 술
을 마시는데, 진상문은 약을 탄 술을 권
한 다음 자리를 뜬다. 임규는 술을 토했
지만 정연경은 의식을 잃고 깊이 잠든다.
밤이 깊어지자 방양은 임규의 집에 불을
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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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임규는 약에 취한 정연경을 피신시키
고, 사당의 위패며 각종 기물을 옮긴다.
진상문은 임규와 정연경이 무사함을 알
고, 다시 심복 방양을 시켜 자객을 보내
도록 지시한 후 경사로 떠난다. 진상문의
보고에 의해 연권은 형주로 귀양을 가게
된다. 연권은 배소로 떠나면서 정연낭과
연영아를 기주의 어사로 있는 정연낭의
고모부 주철에게 보낸다. 주철은 정연낭
및 연영아 일행을 친자식처럼 환대한다.
한편 임규는 길에서 등허자라는 이인을
만난다. 등허자는 임규를 데리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 삼일에 걸쳐 각종 병법과
무예를 전수하고, 병서와 주역, 신이한 검
을 준다. 그 사이 바깥세상에서는 십여
일의 시간이 흘렀고, 임자숭 부부는 임규
의 행방을 몰라 답답해한다.
<18>
임규가 열흘 만에 돌아와 부모에게 사
죄한다. 이때 진상문에게 명을 받은 방양
은 석미호라는 자객을 시켜 임규와 정연
경을 암살하려고 시도하나, 임규에 의해
석미호는 도리어 한쪽 손을 잃고 진상문
의 사주를 받았다는 사실마저 실토하게
된다. 방양은 계획이 실패하자 석미호를
데리고 경사로 돌아간다. 한편 가흥부의
화빙아 일행은 정연낭의 연락을 받고 기
주로 가려고 하는데, 이웃의 장현 등 무
뢰배가 화빙아를 탈취하려는 계획을 세우
자 화빙아는 미리 시비 취정을 분장시켜
대비해 무사히 기주에 도착한다. 화빙아
는 자신과 정혼한 정생이 정연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매의 의를 맺고 함께 임
규와 혼인하기로 한다.

<19>
한편 호씨가 진상문의 옷을 찢는 등 패
악을 부리자, 진상문이 호씨를 난간에서
밀쳐 그녀의 머리가 깨진다. 호씨가 진상
문의 악행을 모조리 공개하다고 협박하
자, 진상문은 호씨를 달래는 척하면서 몰
래 독약을 먹여 그녀를 죽인다. 호유용은
진상문을 의심하게 되고 옷을 뒤져 독약
을 찾아낸다. 진상문은 법부에 갇혀 극악
한 고문을 받지만 자신의 죄를 실토하지
않고 버텼는데, 마침 호유용의 역모가 발
각되어 그 일당이 몰락하자 진상문은 죽
음을 면하고 북해로 유배가게 된다. 한편
정현은 유배지에서 오씨를 첩으로 맞이한
다. 유배에서 풀려난 정현은 진부인의 잘
못으로 딸이 가출한 것을 원망하여 집에
돌아와서도 아내를 보지 않는다.
<20>
진부인을 영영 안 보겠다는 정현의 말
에 정연경과 진명은 그의 마음을 돌리려
애쓴다. 진부인은 정현이 유배지에서 첩
을 얻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오히려 화를
낸다. 진명이 조리 있는 말로 누나 진부
인을 개유하니, 진부인은 비로소 마음을
진정하고 오씨를 법도에 맞게 대우한다.
한편 임규가 용서해준 자객 석미호가 임
규를 역적이라 모함하니, 나라에서 임규
를 잡으라는 명이 떨어진다. 임규는 꿈에
서 등허자를 만나 빨리 피신하라는 말을
듣고 부모와 함께 연국 봉산으로 피신한
다. 임규는 직접 나무를 베고 사냥을 하
며, 서화를 그려 팔아 집안 살림을 돕는
다. 연왕의 신하 임홍이 임규의 서화를
보고 감탄해 만나기를 원하지만, 임규는
끝내 정체를 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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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친이 해배되어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
식을 들은 정연낭은 주철 부부 및 연영
아, 화빙아 일행 등과 함께 절강의 정부
로 간다. 정현과 진부인은 집을 나가 행
방이 묘연했던 딸이 다시 돌아오자 기쁨
을 감추지 못한다. 석가월이 그 동안의
일을 세세히 전하자 일가친척들은 감탄한
다. 그러나 정현과 진부인의 사이가 풀어
지지 않자 정부인은 아우 정현을 잘 타일
러 부부가 화락하도록 권한다. 이때 태조
황제가 붕어하니 나이 어린 태손이 즉위
한다. 제태, 황자징 등이 강성한 왕자들을
제어하려 들자 왕자들도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한편 건문제가 즉위하면서 여
러 죄수들이 풀려나지만 화경윤과 연권,
진상문은 해배되지 못한다.

<23>
황제는 진명으로부터 임규가 아직 혼인
을 이루지 못한 사연과 정연낭의 미담을
전해 듣고, 정·연·화 세 소저를 부인으
로, 양씨와 정연낭의 네 시비는 첩으로
삼을 것을 명한다. 한왕은 임규를 못마땅
하게 여겨 劍舞를 핑계로 그를 해치려 하
지만 오히려 패해 나가떨어진다. 임규의
재능에 감탄한 황제는 그에게 병부 대사
마의 벼슬을 내린다. 임규는 고향으로 향
하는 길에 외삼촌 위처사를 만나 함께 집
으로 간다. 한편 석가월은 자신이 주인
정연낭과 함께 임규에게 시집을 가게 된
다는 사실이 의리에 어긋난다고 여겨 고
민한다. 혼인날이 되자 석가월은 복통을
핑계로 과부 왕씨의 딸 왕소랑을 대신 자
신의 가마에 태워 보낸다.

<22>
연왕이 靖難兵을 일으켜 승리를 거두고
제위에 등극한다. 그가 즉위한 후 화경윤
과 연권은 유배에서 풀려나게 된다. 황제
는 정현에게 벼슬을 내리지만 정현은 그
가 제위를 찬탈했다며 벼슬을 거부한다.
한편 진부인이 병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
워지자 정현이 간병하니, 진부인의 병이
낫고 부부 사이도 다시 화목해진다. 정연
경의 나이가 차자 정현은 며느릿감을 구
하기 시작한다. 한편 임규는 호유용의 난
에 얽혀 가문이 몰락한 양한림의 딸 양씨
를 첩으로 삼는다. 양씨는 어려운 살림에
도 정성껏 시부모를 봉양한다. 얼마 후
임규는 과거에 응시해 장원으로 급제하
고, 진명 역시 급제한다. 황제는 임규를
만나보고 인재를 얻었다며 크게 기뻐한
다.

<24>
양씨는 임규가 자기 외에도 세 아내와
네 첩을 거느리게 되자 투기심이 생겨 문
안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한편 석가월이
왕소랑을 임부로 대신 보낸 사실을 알게
된 정연낭은 그녀를 나무라지만, 결국 왕
소랑은 임규의 첩이 된다. 한편 연춘경은
평소 주소저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지만
이를 밝히지 못하다가, 정현과 화경윤의
도움으로 혼사를 이루게 된다. 화영 역시
진명의 딸과 정혼하게 되니, 사람들은 정
연경만 혼처가 정해지지 않은 것을 놀림
감으로 삼는다. 한편 양씨는 자신이 원래
사대부 집안의 딸이며 어렵던 시절 시부
모를 모셨다는 사실을 내세워 법도를 지
키지 않으니, 임규는 양씨에게 첩으로서
의 본분을 알고 행실을 올바르게 하라고
질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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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임규가 부모와 함께 경사에 도착하니
황제는 임규의 부친에게도 대사도 벼슬을
내린다. 이때 북지왕 유침의 난을 진압하
기 위해 출정한 군대가 구원병을 청하자,
임규는 출정을 자원하고 한왕 역시 임규
를 해하려는 목적으로 출정에 자원한다.
황제는 임규를 원수에, 한왕을 부원수에
봉한다. 임규는 석가월을 모사로 데려가
고, 석가월은 남장을 한 다음 한왕의 진
중에 잠입하여 書記로 있으면서 활약한
다. 북지왕의 군대와 조우한 임규는 우선
전투를 피하려 하나, 한왕은 자신이 적을
파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다가 군령장을
쓰게 된다. 이튿날 한왕은 북지왕의 군사
들과 싸우다가 북지왕의 딸 영릉공주에게
사로잡히지만, 임규의 구원병 덕에 간신
히 목숨을 건지고 본진으로 돌아온다.

<27>
수춘원이 공연찬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
을 때, 임규의 선봉 송공영이 그를 구해
진으로 데려온다. 공연찬은 그 와중에 부
상을 입고, 나중에는 임규의 화살에 맞아
포로가 된다. 공연찬은 상처가 덧나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임규가 직접 의원으로
분장하여 공연찬의 생명을 구해 준다. 공
연찬은 뒤늦게 임규가 자신을 고쳐주었음
을 알고 감사해 한다. 임규 일행이 북해
지역에서 군사들을 새로 징병했는데, 마
침 유배중이던 진상문이 뽑혀온다. 임규
는 진상문을 알아보고 그를 진명의 진에
배치한다. 진상문은 대원수가 임규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한
편 북지왕의 군대는 계속 전투에서 패해
영릉공주마저 포로가 된다. 임규는 영릉
공주와 남매의 의를 맺는다.

<26>
임규가 한왕에게 약속대로 군법을 시행
하겠다고 하자 한왕은 격노한다. 이때 서
기로 분장한 석가월이 탄원하자 임규는
못 이기는 척 한왕을 용서한다. 임규는
북지국의 공연찬과 수춘원 두 맹장의 용
력을 보자 쉽게 이기기 어려움을 알고 반
간계를 시행하기로 한다. 영릉공주는 부
마 공연찬의 추한 외모 때문에 동침을 거
부했었는데, 공연찬은 이것이 잘 생긴 장
수 수춘원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었다.
임규가 이 사실을 이용해 두 장수 사이를
이간하자, 공연찬은 수춘원을 몹시 미워
하게 된다. 수춘원은 임규의 군대와 싸우
다 붙잡히지만 후한 대접을 받고 무사히
돌아오는데, 공연찬은 돌아오는 수춘원을
죽이려 한다.

<28>
영릉공주와 공연찬, 수춘원 등이 북지
왕을 설득하여 북지왕이 항복하고 난이
평정된다. 진상문은 임규의 승리를 보고
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해 밤중에 임규를
암살하려하지만 미리 방비하고 있던 임규
에게 발각되어 질책을 받고 달아난다. 진
상문은 잘못을 뉘우치며 부끄러운 마음에
자결하려 하지만 진명이 가족의 편지를
전해주며 개과천선할 것을 권하니 마침내
회개한다. 한왕은 끝내 임규를 해할 수
없게 되자 회군을 앞두고 황제에게 임규
를 모함하는 표문을 작성한 후, 석가월에
게 이를 전달하도록 한다. 석가월은 임규
의 공적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한왕의 표
문을 고쳐 전달하고 자신은 그대로 잠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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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황제가 한왕의 표문을 읽어보니 임규를
칭찬하는 내용과 북지왕 유침을 용서할
것을 권하는 내용이다. 황제의 사신이 도
착해 임규에게 상을 내리고 유침을 북지
왕으로 봉하는 조서를 전달하자 한왕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러나 이미 내린 황명을 고칠 수 없다
하여 조서의 내용대로 시행된다. 임규는
북해에 이르러 진상문과 헤어지며 재물을
주고, 진명은 그를 다시 정성껏 타이른다.
임규는 도중에 양씨의 남매 양경과, 건문
제 시절에 죽은 위어사의 딸 위소저를 만
나 경사로 데리고 온다. 위소저는 남장을
한 상태였지만 임규는 위소저의 정체를
알아보고 그녀를 정연경의 배필로 삼아줄
생각을 품는다. 황제는 귀국한 임규 등에
게 큰 상을 내린다.

<31>
정연경은 우연히 남장을 한 위소저를
만나 교유관계를 맺는다. 한편 임규는 정
연경이 자신을 호색한다며 놀리자, 정연
경을 술에 취하게 만든 후 영릉공주의 궁
녀 운영과 만나게 한다. 정연경은 운영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이후 과거에서 정연
경은 장원을 하고, 연춘경과 화영, 진백문
도 급제한다. 한편 양씨는 양경과 그의
벗 탈목화로 하여금 석가월을 납치하도록
한다. 그러나 석가월이 미리 방비해 그들
은 부상만 입는다. 하루는 정연경이 뒷동
산을 배회하다가 우연히 금오 여익의 딸
여미주의 눈에 띄게 된다. 정연경에게 반
한 여미주가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
를 보내지만, 정연경은 분노한다. 정연경
은 편지를 없애려 하자 임규 등은 잘 보
관해 훗날의 증거로 삼을 것을 권한다.

<30>
임규는 부모에게 위어사의 아들과 함께
왔음을 고하고 인사드린다. 얼마 후 임규
는 부모에게 위공자가 실은 여자임을 밝
힌다. 임규는 수춘원과 진담의 딸 진취아
와의 혼인을 의논하여, 둘의 결연이 성사
된다. 절강에서는 정연경과 연춘경, 화영
등이 과거를 준비하다가 모두 경사로 올
라온다. 한편 석가월은 임규를 피해 다니
려 하지만 결국 발각되어 집안일을 총괄
하는 記室 직책을 맡게 된다. 석가월은
이를 거부하려 하지만 정연낭의 질책을
듣고 결국 기실 직책을 맡는다. 그녀는
집안일을 유능하게 처리하면서도, 임규와
마주칠 일이 있으면 가급적 연영아의 시
비 소선을 시키며 지낸다.

<32>
금오 여익 집안의 내력이 소개된다. 여
미주는 정원에서 우연히 정연경을 보고
시비를 시켜 편지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하
고, 나중에는 운영을 만나려 담을 넘는
정연경을 붙잡다가 굴러 떨어져 큰 상처
를 입는다. 그러자 여미주는 어머니 소씨
에게 첫째 부인인 강부인에게 맞아서 다
쳤다고 거짓말을 한다. 소씨는 강부인을
찾아가 패악을 부린다. 정연경과 연춘경,
화영은 과거에 급제한 후 두루 인사를 다
니다가 여익의 집에도 가게 된다. 여익은
정연경에게 혼처가 없음을 알고 강부인
소생의 장녀 여희주와의 혼사를 주선하지
만, 정연경은 여희주를 자신에게 편지를
던진 음녀 여미주로 오해하여 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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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여익은 정연경과의 혼사가 거절당하자
사혼교지를 받아내서라도 혼인을 이루고
자 한다. 한편 위소저는 임규의 도움을
받아 부모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지낸
다. 정연경은 그녀를 위로하지만 위소저
는 정연경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린다. 정
현은 정연경의 배필을 누구로 정할지 고
민하는데, 임규가 위소저를 천거한다. 정
현은 좋다고 여기나 진부인은 위소저의
가문이 한미함을 꺼려 응하지 않는다. 이
후 정현은 임규를 통해 정연경과 위소저
와의 혼인을 추진하나, 위소저는 평생 혼
인을 하지 않겠다고 답하며 거절한다. 정
현은 위소저의 높은 뜻에 감동하여 더욱
그녀를 며느리로 삼기를 원한다.
<34>
위소저는 꿈에서 부모를 만나 정연경과
혼인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점을 알
게 되어, 마침내 혼인을 승낙한다. 진부인
은 빈한한 위소저를 며느리로 맞는 것에
대해 화를 내고, 명문가의 딸을 둘째 며
느리로 맞겠다고 다짐한다. 위소저는 자
신이 수년 간 떠돌았던 것 때문에 자신의
정절을 의심받을까 염려하여 당분간 동침
을 하지 않는다. 이때 황제가 여익의 청
을 받아들여 정연경과 여희주의 사혼교지
를 내린다. 원래 여익은 정연경이 혼사를
거절하자 포기하려 했는데, 우연히 도사
를 만나 장녀 여희주의 천정연분이 정연
경이며, 차녀 여미주의 운명은 여희주에
게 달렸다는 말을 듣게 된다. 이후 혼사
를 강행할 것을 결심하고 자신의 누이 여
귀비에게 편지를 써 황제가 사혼하도록
청을 넣은 것이었다.

<35>
정연경은 혼인을 거부하다 황제의 노여
움을 사고, 결국 혼인을 수락한다. 한편
양씨는 음란한 내용의 가짜 편지를 만들
어 석가월을 모해하지만 임규는 이것이
양씨의 계략임을 눈치 채고, 정연낭의 충
고를 받아들여 이 일을 덮는다. 정연경은
혼인 첫날부터 신부 여희주가 음란한 여
인이라 여겨 박대한다. 한편 여미주는 자
신이 사모하던 정연경이 이복언니 여희주
의 남편이 되자 분노하며 둘의 사이를 방
해할 계략을 꾸민다. 정연경은 주변 사람
들의 권유로 여희주와 함께 지내지만, 그
때마다 그녀를 창녀처럼 대하며 희롱한
다. 여희주는 그가 자신을 이복동생 여미
주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만 동생의 잘못을 드러낼 수 없어 침묵한
다.
<36>
여희주는 정연경에게 모욕을 받고 그와
동침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반면에 정
연경은 여희주의 정숙한 행실을 보고 감
탄하지만, 여희주가 계속해서 동침을 거
부하자 마침내 화를 낸다. 여미주는 둘의
잠자리를 엿보면서 부부 사이의 금슬이
좋지 않음을 보고 기뻐한다. 한편 석가월
은 양씨가 가짜 편지로 자신을 모함한 사
실을 뒤늦게 알고, 고민하다가 정연낭에
게 편지를 남기고 임부를 떠나 천하를 유
랑한다. 하루는 정연경의 장모 강부인이
병석에 누우니 정연경이 문안을 드리러
여부에 왔다가, 여희주가 자신과 동침하
려 하지 않자 분한 마음에 술을 마시다가
대취해 잠든다. 이를 안 여미주는 자신이
언니인 척 방에 들어가 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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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술에 취해 자던 정연경은 옆에 앉은 여
인을 아내 여희주라고 여겨 동침한다. 정
연경과 동침한 여미주는 새벽이 되자 급
히 자신의 침소로 돌아간다. 얼마 후 정
연낭이 우연히 여희주의 팔에 주표가 남
아있음을 보고 동생 정연경을 불러 아내
를 박대한다고 질책하니, 정연경은 일전
에 동침한 인물이 여희주가 아니라는 사
실을 알게 된다. 정연경과 동침한 여미주
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병든 척한다. 여익이 어의 우겸을
불러와 여미주를 진맥하게 하니, 우겸은
눈치 없이 그녀가 쌍둥이를 잉태했다고
말한다. 여익은 대로하여 우겸을 발로 차
며 내쫓지만, 생각해 보니 딸의 소행이
의심스러워 시비들을 심문하기 시작한다.
여미주의 심복 시비 향은은 정연경이 여
미주를 사모하여 겁간했다고 거짓으로 服
招한다.
<38>
여미주의 임신 문제로 정연경과 장인
여익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정연경은
직접 시비 향은을 혹독하게 문초하고, 이
전에 여미주에게 받은 편지까지 증거물로
제시한다. 마침내 향은은 여미주의 음행
을 이실직고하게 된다. 사실을 알게 된
여익은 분노하여 딸에게 독주를 내리지
만, 여미주는 유모와 함께 남복으로 갈아
입고 도망간다. 여희주는 동생으로 인해
자기 집안은 물론 시댁까지 추문에 휩싸
이게 되자, 병을 핑계로 서모와 함께 여
부의 별원에 가서 지낸다. 정연경이 찾아
오지만 여희주는 냉정하게 거절하며 그를
만나주지 않는다.

<39>
정연경은 여희주가 머무는 방에 들어가
그녀를 달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나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다. 한편 진부인과 오씨는 며느리
로 들어온 위소저의 팔에 주표가 있는 것
을 우연히 보고 정연경 부부가 화목하지
못할까 염려한다. 한편 정연경이 여미주
로 인해 겪은 일을 모두 설파하니 일가족
이 경악하고, 진부인이 여희주까지 싸잡
아 욕을 하니 정부인이 자매지간에도 사
람됨이 다를 수 있으며, 여미주의 자식도
정가의 골육이니 거두라고 진부인을 타이
른다. 위소저 팔의 주표로 그녀가 결백함
을 정부 사람들이 모두 알게 되고, 정현
은 정연경에게 위소저와 동침할 것을 명
한다. 하루는 정부인이 사위 연춘경의 호
방함을 걱정하니, 연권 또한 아들을 엄히
경계한다.
<40>
여미주는 유모와 함께 도망쳐 수은암이
라는 암자에 의탁한다. 암자의 여승들은
여미주에게 불도에 귀의할 것을 권하나
그녀의 배가 불러오자 더 이상 권하지 않
는다. 한편 정부에서 여희주를 부르니 여
희주는 병이 낫는 대로 절강으로 가기로
한다. 여익은 딸을 보내면서 각종 기물과
보화를 잔뜩 실어 보낸다. 소씨 소생인
여성옥은 평소 이복남매 여희주를 질투했
는데, 이를 보고 친구 탈목생으로 하여금
여희주 일행을 습격하라고 권한다. 여희
주는 사건이 있을 것임을 짐작하고 재물
은 심복 장홍에게 맡겨 미리 보내고 시비
상선을 자신의 가마에 태워 보내면서 화
가 닥치면 피할 것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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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순천 지역에서 유숙할 때 밤중에 도적
떼가 나타나 재물 상자와 함께 여희주로
분장한 상선을 납치해 달아난다. 상선은
짐승의 피를 담은 가죽 주머니를 차고 있
다가 온몸에 피를 묻히고 죽은 척 하니,
탈목생은 그녀가 자결했다고 여겨 버리고
가버린다. 상선은 우연히 천하를 유람하
던 석가월을 만나 서로의 상황을 파악하
게 되고, 둘은 함께 절강으로 간다. 이후
여희주는 무사히 절강에 도착하여 시부모
를 뵙고 위소저와는 知友가 된다. 이때
석가월과 상선 역시 무사히 절강에 도착
하니 일가가 기뻐한다. 한편 여희주는 여
전히 동침을 거부하다가, 정연경이 경사
로 떠나기 전날 동생 여미주를 거두어 달
라고 청한다. 정연경은 여미주가 수절했
다면 거두겠다고 약속하고 마침내 여희주
와 화락한다.

<43>
임규가 황제에게 주청하여 진명을 동궁
태부로 삼고 여러 왕자들을 봉국으로 돌
려보내 황태자의 지위를 튼튼히 하자 한
왕은 임규를 원수처럼 여긴다. 진상문이
절강으로 돌아오다가 강서 벽계촌에서 장
생이라는 자의 집에 묵었는데, 장생의 처
는 원래 진상문의 둘째 처 이씨였다. 개
가한 이씨는 어리석은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차, 오랜만에 진상문을 보자
마음이 동하여 남편을 버리고 진상문의
집으로 도주한다. 한편 소씨의 패악은 계
속되나, 강부인은 법도를 지키고 강부인
소생 아들 여중옥은 효를 다한다. 이씨가
시비 육섬과 함께 진상문을 찾아와 그간
수절했다고 말하지만, 거짓말이 들통 나
자 도망간다. 한편 연춘경은 첩 중선과
초난 등에게 혹하여 정실 주소저를 소홀
히 한다.

<42>
여희주 일행을 호위하던 군관들이 돌아
와 습격당한 사실을 고하자 여익은 대로
한다. 그러나 시비 상선의 편지를 읽고
여희주 일행이 무사함을 알자 화를 그친
다. 한편 여미주는 출산이 임박하자 암자
에서 나와 송국공 후손의 처였던 과부 진
씨의 집에서 쌍둥이 남매를 낳는다. 진씨
는 정현의 아내 진부인과 재종형제 사이
로, 여미주의 유모가 딱한 사정을 털어놓
으니 진씨는 미주를 가엾게 여겨 그녀를
자신의 시누이 송소저라 하고 쌍둥이는
친척 아이라 속여 정연경과의 혼사를 돕
기로 한다. 황태자의 병을 계기로 진상문
은 해배되어 돌아온다. 한편 한왕이 태자
를 모함하니 충신들은 근심한다.

<44>
연영아와 정연경이 연춘경을 올바른 도
리로 경계하여 연춘경이 중선 등을 찾지
않자 중선과 초난은 주소저를 해할 마음
을 품는다. 소씨 소생의 차자 여정옥이
괴질로 죽으니 그의 처 조옥연은 청상과
부가 된다. 여중옥이 형수 조옥연을 진심
으로 위로하나 아들을 잃은 소씨와 여성
옥의 처 이씨는 여중옥과 조옥연이 정을
통했다고 오해한다. 한편 중선과 초난이
가짜 편지로 주소저를 모함하자 연춘경은
주소저를 심당에 가둔다. 중선과 초난이
자객을 보내 주소저를 해하려 하는데 연
영아의 꿈에 亡母 유씨가 나타나 주소저
의 위급함을 알린다. 연영아는 급히 사람
들을 보내 그녀를 안전하게 구해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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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연영아가 동생 연춘경 집안의 어지러움
을 아버지 연권에게 편지로 알리니 연권
은 대로하여 경사로 올라온다. 연권은 중
선과 초난이 거짓 편지로 주소저를 모함
하고 자객을 보냈던 일 등을 모두 밝혀낸
다음 중선과 초난은 쫒아내고 연춘경은
육십여 장을 때려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
게 한다. 이때 죽은 줄 알았던 주소저가
나타나 선처를 호소하니 연권은 매질을
멈추고 주소저와 손자들을 데리고 절강으
로 간다. 연춘경은 말미를 얻어 절강으로
가지만 연권은 아들을 만나주지도 않다가
정현 등의 권유로 인해 마지못해 그를 용
서한다. 한편 여미주의 유모는 남복하고
소씨를 찾아가 자신의 노주가 고초를 겪
던 일을 전한다.
<46>
유모를 통해 여미주의 소식을 들은 소
씨는 재물을 챙겨 유모 편에 보낸다. 한
편 연춘경은 아버지의 명으로 인해 주소
저를 만나지 못하다가 마침내 개심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 주소저 역시 온순한
부인이 된다. 연춘경과 정연경 등은 경사
로 올라가다가 마침 정연경과의 혼사를
도모하러 절강으로 가는 여미주와 마주치
게 된다. 여미주는 정연경과 여희주의 행
차를 보고 길이 엇갈려 자신의 계교를 이
루지 못할까 근심하는 동시에 자기 신세
를 서러워한다. 정연경의 모친 진부인은
절강에 도착한 진씨를 환대한다. 진부인
은 여미주 소생의 쌍둥이를 무척 귀여워
한다. 한편 여부의 소씨는 며느리 조옥연
을 원수같이 미워하여 음식도 주지 않고
어서 죽기를 바란다.

<47>
여희주는 정연경과 함께 경사에 올라와
가족들과 두루 인사를 나누다가, 조옥연
의 사정을 알고 딱하게 여긴다. 정연경은
영릉공주의 궁녀 운영을 첩으로 맞이한
다. 여중옥과 요소저의 혼인날, 소씨는 궐
밖으로 나온 여귀비를 만나 강부인과 조
옥연을 참소하니 여귀비는 소씨의 말을
믿는다. 한편 여익은 소씨 소생의 장자
여성옥에게 자식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
으며 먼저 아들을 낳는 자를 적장자로 삼
겠다고 하니, 여중옥은 이복형의 처지를
생각해 아내와 동침하지 않는다. 한편 절
강 정부에 있는 진부인은 아들과 두 며느
리가 모두 경사로 떠나자 진씨와 쌍둥이
덕에 소일한다. 송소저가 하인들에게 인
심을 얻으니 그녀를 칭송하는 소리가 진
동한다.
<48>
진부인은 송소저의 미모가 빼어난데다
가, 진씨가 夢事의 인연을 이르니 그녀를
며느리로 삼으려 한다. 정현 역시 우연히
황청암이라는 도사를 만나 아들 정연경에
게 삼처이첩을 얻을 팔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송씨를 며느리로 삼는 데에 동의해
혼사가 진행된다. 한편 소씨가 몰래 궁궐
에 들어가 여귀비에게 강씨 모자와 조옥
연을 무고하니, 여귀비는 강씨 모자를 제
어할 계책을 궁리한다. 여익은 소씨가 말
없이 궁궐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 대로하
여 여성옥을 맹타한다. 여성옥의 처 이씨
는 조옥연과 여중옥의 필체를 모사하여
둘 사이에 음란한 행실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가짜 편지를 만든 다음 이를 여중옥
의 옷 속에 넣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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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여익은 가짜 편지를 보고 대로하여 당
장 여중옥과 조옥연을 가두고 그들을 죽
이려 하는데, 마침 집에 온 여희주는 그
들이 간인의 계략에 빠져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설득한다. 여익
이 잠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하자 여희
주는 서모 한파에게 몰래 앞으로의 대책
을 지시해 놓는다. 한편 월국왕이 죽어
封王을 청하니 정연경이 정사, 연춘경이
부사가 되어 월국에 사신으로 가게 된다.
이 무렵 여성옥의 벗 탈목생이 강주에서
돌아와 회심단과 개용단, 외면회단을 구
경했다고 말한다. 아들로부터 이 말을 전
해들은 소씨는 값을 따지지 말고 그 약들
을 사들이라고 지시한다.

<51>
조옥연은 자신의 결백함이 입증되자 더
이상 살아 있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신세
를 비관하여 자결을 시도하지만, 유모와
시비의 구호로 살아난다. 자결을 시도해
의식을 잃었을 때 조옥연은 자신의 전생
에 대해 알게 된다. 죽은 남편 여정옥은
전생에 탈목춘 장군의 아들 상춘이었고,
조옥연은 탈목춘의 첩 목씨였으며, 소씨
는 상춘의 유모였다. 목씨의 투기로 상춘
이 죽으니, 유모는 목씨를 원망하며 죽었
다. 이로 인해 조옥연이 고초를 겪게 된
것이다. 조옥연은 자신의 운명을 깨닫고
도교에 귀의할 뜻을 갖게 된다. 한편 진
부인은 진씨가 데려온 쌍둥이를 무척 귀
여워해 양자로 들여 키운다.

<50>
탈목생은 소씨 모녀에게 오백금을 받고
개용단과 외면회단을 판다. 소씨는 여성
옥 부부와 개용단을 이용한 계책을 꾸미
는데 춘옥, 난섬이 이를 엿듣고 한파에게
알린다. 한파는 여희주에게 춘옥과 난섬
을 보내고 여희주는 그들에게 앞으로의
계책을 지시한다. 어느 날 밤 여성옥 부
부가 여중옥과 조옥연의 모습으로 나타나
여익에게 불손한 언사를 내뱉고 도망치다
가 붙잡힌다. 여익이 그들을 처치하려는
데 진짜 여중옥과 조옥연이 나타나니 사
람들은 혼란에 빠진다. 이때 여희주가 소
씨의 모의한 일과 개용단 등의 설화를 자
세히 고하고 회면단을 먹이게 하니 여성
옥과 이씨의 정체가 탄로 난다. 여익은
둘을 죽이려 하나 강씨가 만류하여 소씨
는 西苑에, 여성옥은 北苑에 가두고 이씨
는 내친다.

<52>
연춘경이 회심한 지 오래되자 연권은
이를 아름다이 여겨 주소저와 만나는 것
을 허락하니 부부가 화락한다. 여미주는
혼사를 앞두고 그간 고생과 초조한 심사
로 인해 중병을 앓게 되어 혼사가 연기된
다. 한편 여성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
지만, 소씨는 서원에 갇혀 더욱 분노하며
지내다가 틈을 얻어 여귀비에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여희주를 모함하는 내용
의 편지를 보낸다. 여귀비는 궁녀 취씨와
상의한 끝에 질녀들을 보고 싶다는 핑계
로 여희주와 여중옥의 처 요씨, 황부인
소생 여계옥의 처 경씨를 입궁하게 한다.
이후 취씨의 계교에 따라 그들을 만나지
않다가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불러서 힐
문하려는 계획을 짠다. 여희주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요씨를 먼저 내보
낼 계책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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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요씨가 구토하며 흉통을 호소하니 여귀
비는 요씨를 내어 보낸다. 얼마 후 궁녀
들이 와 여희주를 정궁 대전으로 그릇 인
도하니 태감과 정궁 궁녀들이 나타나 여
희주를 심당에 가둔다. 여귀비는 경씨를
불러 소씨에게 들은 대로 집안 사정을 캐
물으니 경씨는 용렬하여 강부인 모자의
결백함을 밝히지 못한다. 요씨와 경씨는
무사히 여부에 돌아오지만 여희주만은 심
당에 갇혀 며칠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한
다. 귀비는 며칠 후에야 여희주를 불러
소씨에게 들은 바대로 힐문하지만, 여희
주가 법도에 맞게 응대하니 어쩌지 못한
다. 간특한 궁녀 취씨는 소씨의 뇌물을
받고 여희주를 참소하지만 어진 궁녀 노
씨가 사리로 간하니 여귀비는 어쩔 수 없
이 명일 여희주를 내어보내라고 한다.
<54>
궁녀 취씨와 심복 시녀들은 여희주가
궁을 나가기 전에 그녀를 태액지에 빠뜨
려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노씨의 질
녀 취란이 이를 엿듣는다. 취씨 일당이
심야에 여희주를 태액지에 빠뜨리려는 순
간 노씨와 윤씨가 여러 궁녀들과 함께 나
타나 그녀를 구출한다. 취란 덕분에 목숨
을 구한 여희주는 그녀를 여부로 데리고
돌아온다. 한편 정연경은 송씨와 혼인한
첫날밤 그녀가 처녀가 아님을 알고 의심
하지만 말미 기한이 되어 경사로 올라간
다. 취란은 여부의 후당에 머물며 수를
놓아 여희주에게 보내니 정연경이 우연히
보고 감탄한다. 취씨는 몰래 여부에 가서
심당에 갇힌 소씨를 만나 앞으로의 일을
의논한다.

<55>
소씨는 여귀비의 심복 궁녀 취씨와 의
논하면서 계책을 꾸민다. 노씨가 취씨의
행동을 의심하니 취씨는 노씨를 먼저 없
애려 한다. 마침 여귀비가 병들자 취씨는
침전 주변에 각종 저주하는 물건을 묻어
둔 다음 노씨의 이름을 적어 놓고, 또 황
제가 문병을 왔을 때 약에 독을 타 놓았
다가 발각되게 한다. 현명한 황후는 누군
가 노씨를 모해하고 있음을 눈치 채고,
임규 역시 이러한 뜻으로 아뢰니 황제 역
시 동의한다. 황제가 여귀비 궁의 궁인들
을 모두 잡아들여 국문할 때 취씨에게 매
수되었던 노씨의 비자 순화는 거짓 복초
를 하여 노씨를 죄인으로 몬다. 그때 여
부에 머물던 취란이 만언소를 올리니 모
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다.
<56>
황제는 사건의 주모자 취씨 등을 참하
고 나머지 궁녀들은 용서한다. 여익은 부
인 소씨의 계략으로 인해 대궐이 소란스
러워지고 자신도 큰 욕을 당했다고 여겨,
소씨와 여성옥을 죽이려 한다. 그러자 여
희주는 정연경에게, 여중옥은 임규에게
소씨 모자를 구해달라고 청한다. 이때 소
씨는 모든 계책이 실패하고 자기 모자도
극형을 받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자 발악
하다가 기절하는데, 조옥연이 말리자 그
녀를 욕하며 철여의로 난타하고 칼로 찌
르려 한다. 여성옥이 이 모습을 보다 못
해 자신이 먼저 죽겠다며 어머니를 붙들
고 함께 통곡한다. 황제가 소씨 모자를
극형에 처하고 여익은 삭탈관직하려 하
니, 임규가 不可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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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황제가 임규의 주청을 받아들여 소씨
모자는 무창과 회계로 유배된다. 여익은
소씨 모자를 죽임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나
황제는 그를 책망하며 대신 여중옥을 장
자로 세우라고 명한다. 조옥연이 시어머
니 소씨를 봉양하러 유배지로 가겠다고
하니 여익이 부득이 허락한다. 여중옥이
자신을 장자로 세우겠다는 황명을 받들
수 없다고 간청하다가 그동안 아내와 동
침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져 여익에게
질책을 듣고 앞으로 부부의 도리를 이루
기로 한다. 여희주는 우연히 여미주가 소
씨에게 보낸 편지를 발견해 송씨가 여미
주임을 알게 된다. 여희주는 자신을 궁궐
에서 무사히 나오게 도와 준 취란을 정연
경의 소실로 삼기를 희망하니, 정연경이
허락한다.
<58>
석가월은 천하를 유람하다가 서촉 지역
아미산 기린동에서 청계선생을 만나 그의
제자가 된다. 가월은 꿈에서 청계선생과
함께 교주낭낭을 만나 자신과 임규의 인
연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졌으며, 훗날 조
옥연을 스승으로 모시게 될 것이라는 말
을 듣고 그녀에게 전해 줄 天書와 약을
받는다. 석가월은 자기 대신 임규의 첩이
될 가묘랑을 만나 그녀와 함께 길을 떠난
다. 한편 정현의 첩 오씨는 딸을 통해 송
씨와 유모의 대화를 전해 듣고 마침내 송
씨와 쌍둥이의 정체를 알게 된다. 정연경
이 말미를 얻어 고향에 내려와 궁궐에서
의 사건과 함께 소씨, 여성옥이 유배 간
설화를 전하니 송씨는 모친과 오빠의 소
식을 듣고 방에 숨어 오열한다.

<59>
정연경은 송씨와 두 번째로 동침한 다
음 그녀에 대한 의심이 심해져 서모 오씨
와 의논하지만 오씨는 여미주를 동정하여
절대 그럴 리 없다고 덮어준다. 정연경은
숙모 정부인에게도 물어보지만 정부인은
정연경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다고 여긴
다. 진부인이 정연경을 불러 부부 화합하
지 못함을 크게 질책하니 정연경은 마침
내 자신의 의심을 토로한다. 진부인이 송
씨를 의심하기 시작하자 오씨는 이미 일
이 어그러졌음을 직감하고 송씨가 실은
여미주이며, 쌍둥이는 정연경의 자식들임
을 말한다. 정연경은 즉시 여미주와 쌍둥
이를 죽이자 하나 정부인은 여미주를 두
둔한다.
<60>
정현이 연권, 화경윤, 주철 삼공과 더불
어 의논하니 삼공은 쌍둥이의 앞날을 생
각해 여미주를 용서하라고 권한다. 정연
경이 분함을 이기지 못해 서모 오씨를 찾
아가니 오씨는 정연경이 예전에 여미주가
나타나면 받아들이겠다고 여희주에게 약
속한 일을 상기시킨다. 여미주는 유모의
충고대로 석고대죄하며 뉘우치는 뜻을 보
인다. 정현은 마침내 여미주가 실절함이
없고 쌍둥이가 골육이라는 이유로 그녀를
행화촌 농장에 보내는 것으로 처벌을 마
무리 짓는다. 진부인은 여미주를 송소저
로 속였다며 진씨를 책망하지만, 진씨가
진상문에게 조언 받은 대로 답하니 진부
인은 도리어 진씨에게 사례한다. 정연경
은 여미주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
람들은 오히려 여미주가 금석 같은 정절
을 지녔다며 칭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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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정연경이 다시 경사로 올라오니 임부의
사람들도 여미주의 일을 알게 된다. 여익
은 정현이 보낸 편지로 인해 여미주의 사
연을 알게 되고, 크게 노해 당장 그녀를
불러들여 죽이려 한다. 그러나 이번에도
강부인과 여희주, 여중옥이 만류해 그친
다. 여익 역시 분이 풀린 후에는 마침내
딸이 절개를 지켜 정부에 일생을 의탁하
게 된 것을 내심 기쁘게 여긴다. 한편 석
가월이 가묘랑을 데리고 경사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모두 오랜만에 그녀와 만나게
되어 반가워한다. 석가월은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자신
과 임규의 인연을 대신해 줄 여자를 데려
왔다고 말한다.
<62>
석가월이 임부에 들러 인사를 올리고
출가를 허락해 달라고 간청하니 임규는
부친의 명을 받들어 그녀의 출가를 허락
한다. 석가월이 그간의 일을 설파하며 임
규의 첩 수를 채우기 위해 가묘랑을 데려
왔다고 고하니, 임규는 요망하다며 거부
하려 한다. 그러나 위태부인과 정연낭의
권유로 결국 가묘랑을 첩으로 맞아들이고
그녀에게 기실 직책을 준다. 석가월은 무
창으로 가서 조옥연을 만나 함께 가려 하
나 소씨가 허락하지 않아 천서와 약만 전
달한다. 석가월은 경사로 오다가 향생 진
씨의 첩 육씨를 구해주고, 그녀의 딸 춘
화가 嫡子 진준에 의해 娼家에 팔리게 된
억울한 사연을 듣게 된다. 석가월은 절강
선비로 변해 미녀를 구하는 척하니, 창모
마삼낭은 춘화를 비싸게 되팔고자 한다.

<63>
석가월은 은신법을 쓰고 진준이 춘화를
판 대가로 받은 은자를 집 벽 사이에 감
춰 둔다. 이후 마삼낭에게 은 오천 냥을
주고 춘낭을 산 다음, 즉시 육씨 모녀를
육씨의 오라비 육원의에게 데려다 주어
의지하게 한다. 한편 마삼랑이 은자를 꺼
내 보니 모두 흰 돌로 변해 있고, 돈은
진준에게 찾으라는 글이 있었다. 마삼랑
이 진준을 찾아가 은자를 내놓으라고 요
구해 다툼이 벌어진다. 석가월은 암행 중
인 어사 화영을 우연히 만나 진준과 창모
의 일을 알려준다. 화영은 창모와 진준을
처벌하고 진준에게는 창모의 은자를 갚으
라 한다. 진준은 가산을 모두 팔아 은자
를 갚고 뉘우쳐 새로운 사람이 된다. 이
후 고생을 못 이겨 야반도주를 하려던 진
준 부부는 석가월이 숨겨 놓은 은을 찾는
다.
<64>
진준 부부는 서모 육씨가 죽은 줄 알고
소주 장낙사에서 제를 지내니, 석가월은
그들이 개심함을 기특하게 여겨 육씨가
있는 곳을 알려준다. 진준 부부는 되찾은
은으로 육씨 모녀를 잘 보살핀다. 석가월
은 神夢을 꾸고 벽운산 청룡동에 도관을
연 다음, 쌍령월암에서 현녀낭낭의 화상
을 찾아 모신다. 한편 여계옥은 여중옥이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 준 덕에 과거에 급
제하나, 원래 글을 못 짓는 터라 부친의
지시에 따라 얼마 후 병을 칭탁하여 사직
한다. 이때 태자가 중병을 얻어 위급하니
모든 죄인이 은사를 입으나 소씨만 제외
된다. 석가월은 꿈에서 현녀낭낭의 지시
를 받고 대궐로 나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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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석가월이 황후를 뵙고 조옥연만이 태자
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천자는 소
씨를 사하고 조옥연을 불러들인다. 한편
조옥연은 선녀가 준 환약을 먹고 단숨에
천서 세 권을 다 배운다. 소씨 등은 운무
가 자욱하게 끼어 조옥연의 방에 들어가
지 못하게 되자, 그녀가 귀신에 홀린 줄
알고 겁을 내며 무서워한다. 어느 날 소
씨는 조옥연이 밤에 술법을 닦으며 선녀
를 소환하는 모습을 보고 姦夫와 사통하
는 것으로 의심한다. 사신이 도착해 소씨
를 해배하고 조옥연을 황명으로 급히 부
르니, 조옥연은 황궁에 도착해 신술로 태
자를 완쾌시킨다. 태자의 병은 정난지변
때 죽은 충신열사들의 원혼으로 인해 생
긴 것으로, 조옥연은 명산대찰에 칠일 간
수륙도장을 베풀 것을 권한다. 천자는 조
옥연 가족을 크게 襃獎한다.

<67>
천자가 벽운산 청룡동에 크게 조천관을
지어 조옥연에게 하사한다. 조옥연이 출
가하는 날 임규의 처첩들이 모여 그릇된
남자와 결연하여 고생하느니 출가해 혼자
사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린다. 황태자
가 쾌복하니 모든 왕자들이 입조하여 하
례를 올린다. 이때 한왕은 조옥연의 신기
한 술법과 미모를 전해 듣고 그녀를 자신
의 첩으로 삼으려 하지만, 조옥연과 석가
월의 도술에 농락당한다. 한왕은 심복 용
사 위한과 맹섬으로 하여금 조옥연을 납
치해 올 것을 명한 후 봉지로 돌아간다.
한편 요씨가 아들을 순산하니 마침내 여
중옥이 여부의 장자가 된다. 여성옥이 자
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정연경에게 여미주
의 선처를 부탁하니, 정연경이 그의 개과
천선에 감동하여 만약 여미주가 개과했다
면 용서하겠다고 말한다.

<66>
조옥연이 부친과 시아버지에게 출가를
간곡히 청하여 허락받는다. 소씨는 여부
에 돌아왔지만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조
옥연을 淫女라고 모해하니, 조옥연은 사
람들 앞에서 도술을 보여주어 자신의 결
백함을 입증한다. 그녀의 도술을 본 소씨
는 기가 꺾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
후 여희주가 소씨를 간곡히 개유하니 소
씨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 황
제가 조옥연의 죽은 남편 여정옥을 진왕
에 봉하고, 친정과 시댁에 모두 벼슬을
내린다. 여성옥이 해배되어 유배지 회계
에서 돌아오나, 여익과 소씨는 여전히 화
목하지 않은 관계이다.

<68>
여성옥이 윤처사의 장녀를 재실로 맞아
들인다. 윤씨는 현숙하고 검소하여 여부
사람들의 칭송이 자자하다. 한편 한왕의
명을 받은 위한과 맹섬은 조옥연을 납치
하려 하지만, 오히려 술법에 농락당해 한
왕의 궁중으로 날아간다. 이때 여미주 소
생의 쌍둥이가 자라 칠, 팔세가 되니 생
모의 일을 알게 되어 슬퍼한다. 정연경이
두 처와 함께 부모가 있는 절강으로 가니
연일 잔치가 열린다. 여미주가 중병에 걸
리나 시비 애란과 춘홍은 잔치 구경에 이
를 전하는 것을 잊어버린다. 여미주가 생
명이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여희주와
쌍둥이 남매가 이를 뒤늦게 알고 찾아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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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여희주를 만난 여미주는 자신의 과오를
눈물로 사죄한다. 쌍둥이의 병구완으로
여미주가 마침내 쾌차한다. 정현이 여미
주를 농장에서 정부로 돌아오도록 하니,
정연경은 불만스러워 하지만 부친의 질책
을 받고 명을 받든다. 서모 오씨는 정현
경이 여미주가 개과하면 아내로 맞겠다는
여희주와의 약속을 재차 상기시키니, 정
연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여미주가
자신의 과거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편
지를 올리니, 정부에서는 그녀가 회과했
음을 알고 용서한다. 그러나 정연경은 여
전히 여미주에게 쌀쌀하게 대한다. 여미
주가 용서받았다고 여겨 마음이 풀어지려
하니, 여희주는 동생 미주에게 행동거지
를 조심할 것을 재차 경계해 준다.
<70>
정연경의 말미 기한이 차니 정연경과
세 부인, 자식들이 모두 경사로 올라온다.
여익은 여미주가 낳은 외손자 정세희를
보고 딸에 대한 미움이 조금 풀린다. 여
미주가 여부에 이르러 부모에게 문안하
니, 여익은 그녀를 크게 꾸짖지만 마침내
용서한다. 여미주와 소씨는 오랜만에 재
회하여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소씨는
딸을 만나 여한이 없으나 여익의 박대를
원통히 여겨 병이 생긴다. 그러나 여익은
오히려 이것이 그녀의 전일 죄악으로 인
한 것이라며 통쾌히 여긴다. 소씨의 병이
위급해지자 정연경이 소씨와 여익을 설득
하니, 여익은 마음을 돌려 십년 만에 소
씨를 문병한다. 그러나 소씨는 쌓였던 원
망과 분노가 폭발하여 발악하다가 기절한
다.

<71>
여익도 소씨의 발악을 보고 노해 다시
나가려 하나, 외손자 정세희의 말에 감동
해 머문다. 소씨 역시 외손자 및 자녀들
의 정성어린 말에 감복해 마침내 남편과
화합하고 병도 낫는다.
임규의 서자 임효영이 적자 임백영 등
에게 항거하는 이야기는 <쌍성봉효록>에
있다. 정연경의 박대가 심해 여미주가 병
들자 정연경은 그녀를 문병하고 부부가
화합한다. 여미주가 낳은 쌍둥이 중 딸
정계임의 나이가 십오 세가 되니, 정연경
은 사윗감을 찾는다. 공연찬이 임규와 정
연경 등을 초대하여 영릉궁 후원에서 잔
치가 벌어지는데, 한 거지 소년이 퉁소를
불며 시를 읊는다. 그는 유현유로서, 정현
경은 그의 인물됨을 알아보고 딸의 배필
로 삼고자 집으로 데려온다.
<72>
정계임이 유현유와 혼인하고, 투기를
부리다가 죄를 만나는 이야기는 <쌍성봉
효록>에 있다. 소씨는 조천관에 가서 출
가한 조옥연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얼마
못가 세상을 뜬다. 이때 서천 절도사 설
원이 건문제의 외척이라는 이유로 관직에
서 쫓겨나 울분이 쌓여 죽으니, 아들 설
영, 설홍 형제가 원수를 갚겠다며 군사를
일으킨다. 여중옥이 원수가 되고 정연경
이 부원수, 수춘원이 선봉장이 되어 삼년
만에 승리하고 돌아온다. 임태사와 정현
의 나이가 팔십에 이르고, 임태사 부부는
회혼례를 지내니 유복함이 장안에 진동한
다. 임부와 정부, 연부, 화부의 여러 어른
들이 차례로 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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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雙星奉孝錄> 권별 줄거리
<1>
전편의 내용에 대한 짤막한 요약이 있
다. 임규와 그의 정실부인 사이에서는 각
각 임백영, 임중영, 임성영 삼형제가 태어
난다. 삼형제는 각각 추밀사 유공의 딸
유계화와 간의태부 소문의 딸 소옥설, 백
운처사 단수의 딸 단소저와 정혼한다. 첩
양씨는 임규가 자기 소생인 임효영에게
냉담한 태도를 보이며, 임효영의 혼처를
알아보려 하지 않자 분노한다. 이에 양씨
는 양경과 그의 친구 탈목화, 그리고 양
경의 첩 취운 등과 함께 임백영 삼형제를
해치려 한다. 양씨는 며느리로 들어온 유
계화의 세숫물에 적면단을 타지만 유계화
가 낌새를 눈치 채 실패한다. 그러나 임
중영이 소옥설의 행실을 의심하게 만드는
데에는 성공한다. 이후 임백영은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임중영은 解元 겸 무
과 장원, 임성영은 探花로 합격한다. 유
부, 소부, 단부에서는 과거에 급제한 사위
들을 불러 축하해주는데, 양씨는 이 기회
를 틈타 유계화와 소옥설을 모해하려 한
다. 임백영과 유계화가 유부에서 머무는
동안 취운과 탈목화는 불을 지르고, 혼란
을 틈타 유계화를 납치하려 하지만 조옥
연의 지시를 받은 석가월이 유계화를 미
리 구해 조천관으로 데려간다. 또 양씨는
양경과 탈목화로 하여금 임부로 돌아오는
소옥설을 도중에서 납치하게 하는데, 석
가월은 이번에도 소옥설을 조천관으로 구
해온다. 유계화가 실종되고 소옥설이 시
체로 발견되자 가족들은 슬퍼하지만 양씨
는 남몰래 기뻐한다.

<2>
강주 심양현 도화산에는 수천 년 묵은
암여우(호선낭)가 금호진인이라 칭하며 살
고 있었다. 양경과 탈목화는 많은 재물을
가져가 호선낭을 모셔온다. 임백영과 임
중영은 각각 호부상서 박홍과 홍문대제학
최완의 딸과 다시 혼인한다. 한편 임효영
은 우연히 가난한 사족의 딸 주초아를 보
고 반하지만 양씨는 집안이 빈한하다는
이유로 혼인을 거부한다. 이때 서북 오랑
캐가 침입하자 임규와 임백영이 출정한
다. 임규 부자가 집에 없자 임효영은 술
에 취해 추태를 보인다. 또 주초아를 그
리워하여 병이 심해지니, 양씨는 임규와
상의 없이 임효영과 그녀를 혼인시킨다.
양씨가 임자숭과 위태부인에게 변심단을
먹이니 그들은 양씨 모자를 총애하고 임
중영과 임성영을 미워하게 된다. 양씨는
탈목화의 종제 탈목교를 시켜 임백영을
죽이도록 하고, 임중영과 임성영에게는
역모 혐의를 씌우기로 한다. 호선낭과 취
운은 각각 임중영, 임성영으로 변신하여
옥새를 훔친다. 또 그들이 역모를 꾸몄다
고 거짓으로 고변하니, 황제는 그들을 국
문하려 한다. 석가월은 먼저 호선낭을 잡
은 뒤 대궐로 가 등문고를 울린다. 그리
고 황제에게 모든 음모가 양씨 일당에 의
해 조작된 것임을 밝힌다. 황제는 호선낭
을 죽이고 나머지 죄인들은 임부에 가뒀
다가 임규에게 물어 처벌하도록 조치한
다. 이때 임효영은 기미를 알고 먼저 도
망친다. 석가월은 임부로 찾아와 유계화
와 소옥설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하고
임자숭과 위태부인에게 선약을 주어 변심
단을 해독한다. 정신을 차린 임자숭은 양
씨를 꾸짖고 북원 누실에 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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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누실에 갇힌 양씨는 자신의 잘못을 뉘
우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며 눈물을 흘
린다. 유부와 소부에서는 딸들이 조천관
에 무사히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심한다.
한편, 임규의 군대가 조우한 서북오랑캐
의 장수 남궁궁의 도술로 인해 선봉장 수
춘원이 포로가 되었는데, 오랑캐의 왕비
바야오씨는 포로가 된 수춘원에게 연정을
품어 동침을 강요한다. 수춘원은 동침을
거부하며 고초를 겪다가 포로 교환의 방
식으로 돌아오고, 이후의 전투에서 바야
오씨를 죽이는 데에 성공한다. 이후 임규
부자는 계교를 써서 적군을 유인한 후 습
격하여 대승을 거둔다. 자객으로 온 탈목
교는 임백영을 암살하려 하지만 오히려
붙잡히고, 자신이 양씨 남매의 사주를 받
아 왔다는 사실까지 실토하게 된다. 황제
는 임규를 태사태부 정서백의 겸 본주대
승상으로 임명하고, 임백영에게도 이부총
재 문헌각 태학사의 벼슬을 내린다. 집에
돌아온 임규는 양씨 등을 극형에 처하려
하지만, 황제는 양경과 탈목화, 취운 등은
원찬시키고 양씨는 임부 내에서 벌을 주
라고 명한다. 임규는 양씨를 꾸짖고 다시
누실에 가둔다. 임백영과 임중영의 두 번
째 부인인 박소저와 최소저의 혼인은 유
계화와 소옥설이 돌아온 이후에 거행하기
로 한다. 임규가 유배를 떠나는 양경에게
약과 재물을 챙겨주며 회과할 것을 당부
하니, 양경은 그의 은혜에 감격한다. 유부
와 소부에서는 조천관에 사람을 보내 딸
들을 집으로 데려온다. 소부의 순부인은
딸이 고생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딸을 돌
려보내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소태부는 그
녀를 만류한다.

<4>
유계화와 소옥설이 임부로 돌아오고,
임백영 삼형제 부부는 화목하게 지낸다.
한편 주초아의 부친 주생은 임규에게 딸
과 임효영의 혼인 사실을 말하지만, 임규
는 자신의 허락이 없었던 일이니 인정할
수 없다며 오백금을 주고 돌려보낸다. 주
생은 딸에게 개가를 권하지만 주초아는
이를 거부한다. 이후 정연낭의 차자인 임
계영은 소빙설과 혼인하고, 화빙아의 차
자인 임숙영은 진왕의 딸 옥난군주의 부
마가 된다. 임규의 부인 연영아는 딸 임
옥주의 출산을 앞두고 천상에서 연단을
훔친 선낭이 자신의 딸로 태어난다는 꿈
을 꾼다. 임규 역시 꿈속에서 용왕에게
명주를 받고 임옥주의 인연이 장씨에게
있다는 말을 듣는다. 어느 날 임숙영은
진왕의 궁에 갔다가 우연히 좌각노 장주
의 아들 장청보를 만나게 된다. 장청보의
모친 역시 그를 낳을 때 임옥주와의 인연
에 대한 꿈을 꾸었었다. 임규는 두 남녀
가 천정인연임을 알고 둘을 혼인시킨다.
이 해 장청보, 임계영, 임숙영 및 여러 자
손들이 문무과에 급제하여 벼슬을 제수
받는다. 한편 정연경에게는 세 번째 부인
여미주 소생의 쌍둥이 정계임, 정세희 남
매가 있다. 정연경은 가문이 화를 입어
홀로 떠돌던 소년 유현유를 만나 집으로
데려오고, 이후 나이가 차자 그를 딸 정
계임의 배필로 삼는다. 정계임은 남편이
빈천하다는 이유로 그를 무시한다. 또 정
연경은 정세희를 서모 오씨의 먼 친척 딸
인 오서희와 혼인시키는데, 오서희는 부
덕을 갖추었지만 외모가 추한 여성이었
다. 정세희가 아내를 박대하자 정연경은
아들에게 신부와 화락할 것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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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미주의 모친 소씨는 원래 악인이었지
만 개과천선했는데, 이 무렵 병이 심해져
죽는다. 소씨의 며느리였던 조옥연은 그
녀의 천도제를 지내준다. 유현유는 과거
에 장원급제하여 한림서길사가 되고, 집
으로 돌아와 미녀들과 주연을 즐긴다. 정
계임은 남편의 행실을 못마땅하게 여겨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다. 유현유는 정계
임의 기를 꺾으려 호씨, 육씨와 혼인한다.
어른들이 타이르자 어쩔 수 없이 집에 돌
아온 정계임은 남편 유현유와의 갈등이
심해지자 자살하려고까지 한다. 이후 정
계임은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고, 정부에
서는 그녀를 비실에 가두어 개과천선하도
록 한다. 이 때 서촉에서 서촉절도사 설
원의 두 아들 설홍, 설영 형제가 건문제
의 복수를 하겠다는 이유를 명분으로 내
세워 거병, 순식간에 사천 지역을 모두
점령한다. 이에 황제는 대원수 여중옥, 부
원수 정연경, 한림서길사 유현유 등을 보
내 반란을 진압하게 한다. 정계임은 부친
과 남편이 자신에게 작별인사도 없이 출
정하자 더욱 서러워한다. 이 무렵 임백영
의 정실부인 유계화는 뛰어난 기질의 쌍
둥이 임창인과 임성현 형제를 낳는다. 얼
마 후 임성영의 처 단부인도 천상의 태음
성이 하강했다는 꿈을 꾸고 임월아 소저
를 낳는다. 한편 임효영의 처 주초아는
부친이 자신을 개가시키려 하자 남복으로
갈아입고 집을 떠난다. 조옥연은 이를 알
고 석가월을 보내 주초아를 조천관에서
머물도록 한다. 금주 금병산에서 도적의
무리가 창궐하자, 황제는 임백영을 남서
순무사로 임명하여 이를 다스리게 한다.

<6>
양씨는 남서순무사로 떠나는 임백영에
게 혹시 임효영을 만나게 되면 잘 달래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다. 임백영은 응낙
하고 양씨를 좋은 말로 위로한 후 길을
떠난다. 한편 여중옥과 정연경은 삼 년의
전투 끝에 승리를 거두고 사천 지역을 평
정한다. 임백영 역시 남서지역을 잘 순무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임효영을 만나
그를 집으로 데려 온다. 정세윤은 간의태
부 초규의 딸 초소저와 혼인하여 화목하
게 지내고, 과거에도 장원급제하여 한림
학사가 된다. 한편 비실에 갇혔던 정계임
의 병이 심해지자, 유현유는 그녀를 극진
히 구호한다. 이에 정계임은 마침내 자신
의 잘못을 뉘우친다. 건강이 회복된 그녀
는 유부로 돌아가 유현유의 부인 호씨,
육씨 등과도 사이좋게 지낸다. 한편 양씨
와 임효영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임규는 여전히 그들을 용서하지 않아 사
람들이 걱정했는데, 석가월이 찾아와 위
태부인을 활용하자는 계책을 낸다. 위태
부인이 양씨와 임효영을 용서하라고 명하
니, 임규는 모친의 명을 받들어 양씨 모
자를 용서하고 양씨와도 화목하게 지낸
다. 또 임규는 주초아를 며느리로 인정하
여, 주초아도 임부로 들어와 남편과 함께
화목하게 지낸다.
어느 날 임계영은 공무를 의논하기 위
해 도어사 교운을 찾았다가 우연히 교운
의 이복동생 교소교와 마주치게 된다. 교
소교는 임계영의 모습에 반해 모친인 가
부인과 이복오빠에게 혼인을 주선해 달라
고 청한다. 그러나 가부인은 이를 허락하
지 않고 그녀를 침방에 가둔다. 교소교는
시비 영매와 함께 집을 나와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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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계영은 교부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교
소교를 잊지 못해, 매파 왕이랑을 교부에
보내 혼인 의사를 밝힌다. 그러자 교운은
교소교가 갑자기 병으로 죽었다고 둘러댄
다. 하인 경뇌로부터 전후 사정을 듣게
된 임계영은 교소교가 음탕한 여성임을
알고 혼인하지 않은 것이 잘 되었다고 생
각하여 그녀를 잊는다. 한편 태중태부 홍
협은 자신의 딸 홍무염과 외조카 문홍도
의 배필을 구하던 중, 어떤 노인이 그녀
들과 임계영의 팔을 붉은 실로 엮는 꿈을
꾸게 된다. 이에 홍협은 임규를 찾아가
혼사를 청하고, 그의 간곡한 설득으로 인
해 임규는 홍무염과 문홍도를 임계영의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이기로
한다. 한편 탕무의 여동생은 간의태부 초
규의 부인이고, 초규의 딸 초소저는 정세
윤과 혼인했었다. 탕무의 딸 탕수벽은 우
연히 사촌동생 초소저의 남편 정세윤을
보고 반해 그와 같은 사람을 배필로 얻어
달라고 조르지만 실패한다. 마침 교소교
는 시비 영매의 숙모가 있던 탕참정의 집
에 일단 머물렀는데, 탕참정의 딸 탕의벽
이 그들을 경계하라고 충고하는 바람에
쫓겨나 대장군 탕무의 집에 의탁하게 된
다. 탕수벽의 사연을 알게 된 교소교는
능운이고라는 요승을 통해 얻은 변심단을
탕무 부부에게 먹여 자신을 총애하고 수
양딸로 삼게 만든다. 그리고 탕무의 처
최씨의 언니 최귀비를 통해 자신과 임계
영, 탕수벽과 정세윤의 사혼교지를 얻어
낸다. 임계영은 교소교의 미모에 반해 그
녀를 매우 아끼지만, 정세윤은 탕수벽을
엄정히 대하니 탕수벽은 그와 혼인한 것
을 후회하며 눈물을 흘린다.

<8>
탕무의 생일이 돌아오자 탕수벽과 교소
교는 탕부로 간다. 탕부 사람들이 정답게
탕수벽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자 질투심을
느낀 교소교는 정세윤의 처 초소저가 탕
수벽을 모함했다며 거짓말을 한다. 이 말
을 들은 탕수벽은 크게 노해 곧장 정부로
돌아와 자신의 사촌동생인 초소저에게 행
패를 부리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정연경
의 서모 오씨를 밀쳐 머리에 피를 흘리게
만든다. 정연경은 먼저 탕수벽을 꾸짖고
그녀를 누실에 가둔 다음 오씨를 찾아가
위로한다. 이 때 정연경은 오씨로부터 정
체가 불분명한 임계영의 네 번째 부인이
탕수벽에게 거짓말을 해 이러한 화란이
일어난 것 같다는 정보를 입수한다. 이
말을 들은 정세윤은 이전에 임계영에게
들었던 교소교의 음탕한 행실을 부친께
고한다. 정연경은 임계영의 네 번째 부인
이 교소교임을 직감하고 임규를 찾아가
이를 알린다. 임규는 즉시 탕부에 가 있
던 교소교를 부르는 한편, 어사 교운도
다른 이유를 들어 임부로 부른다. 탕부에
있다가 부름을 받고 임부로 돌아온 교소
교는 마침 그 곳에 와 있던 자신의 이복
오빠 교운을 대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그녀의 정체가 들통 난다. 시비 영매는
재빨리 도망쳐 능운이고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교소교는 도망치지 못한다. 교
운은 임규 등에게 누이의 잘못을 대신 사
죄하고, 교소교를 집으로 데려간다. 가부
인은 교소교가 돌아오자 그녀를 음녀라
꾸짖으며 독약을 먹여 죽이려 한다. 이때
능운이고가 구름과 검은 안개로 변신해
교소교를 구출해 어디론가 데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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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누실에 갇힌 탕수벽은 교소교의 정체를
알려주는 부모의 편지를 받고서도 사태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부린다.
한편 능운이고 덕에 목숨을 건진 교소교
는 그 사이 능운이고가 새로운 스승으로
모시게 된 옥비낭낭을 만나게 된다. 옛날
구두치와 구미호, 옥비파 세 요정은 여와
낭낭의 명을 받아 은나라를 망하게 만든
적이 있었다. 이 중 옥비파 정령만이 계
속 숨어 지내다가 명대에 이르자 옥비낭
낭이라 칭하며 도관을 짓고 제자들과 함
께 지내고 있었다. 교소교가 옥비낭낭을
찾아가니 옥비낭낭은 자신과 교소교가 전
생에 모녀의 인연이 있다고 말하며 도움
을 준다. 능운이고는 임계영의 처 소빙설
과 그녀의 시비 초향을 납치하고, 교소교
와 시비 영매는 각자 소빙설과 초향의 모
습으로 바꾸어 임부에 잠입시킨다. 교소
교는 소빙설의 모습으로 임계영과 부부지
락을 누리려 하지만, 쌍성 형제와 월아소
저에게 능운이고의 요술이 효력을 발휘하
지 못하여 정체가 발각되고 만다. 교소교
와 영매는 가짜 시체를 남긴 채 급히 도
주한다. 능운이고는 쌍성 형제와 월아소
저가 천상의 정기를 받은 인물들이라 앞
으로도 속일 수 없다고 말하니, 교소교는
이를 매우 분하게 여기며 복수를 다짐한
다. 임부에서는 교소교가 남긴 소빙설의
가짜 시체를 가지고 장례를 치른다. 한편
임주영은 탕참정의 딸 탕의벽과 혼인하는
데, 탕의벽은 아름다웠지만 상냥한 맛이
없으니 임주영은 그녀를 박대하게 된다.
이 무렵 초왕의 비 이씨는 널리 세자비를
구하다가, 임월주 소저의 기질이 빼어나
다는 소문을 접하게 된다.

<10>
초왕의 세자 운과 임규의 삼부인 화빙
아 소생 임월주 소저가 혼인한다. 임규는
이를 사양했으나, 마침 황상 앞에서 초왕
의 세자 운의 혼사가 화제에 오르면서 결
국 혼사가 이루어진다. 정연경의 4子 정
세창과 5子 정세윤은 원비 위씨 소생의
쌍둥이 형제이다. 이들은 화영의 동생인
화준의 두 딸 화인옥, 화인혜 소저와 각
각 혼인하게 된다. 이 무렵 탕수벽은 오
년간 누실에 갇혀 고초를 겪다가 병이 심
해진다. 정부에서는 탕수벽을 그녀의 처
소로 데려와 구완한다. 특히 그녀가 예전
에 밀쳐 다치게 했던 서조모 오씨가 그녀
를 극진히 돌봐 주니, 탕수벽은 이에 감
복하여 마침내 잘못을 뉘우치고 선량한
부인이 된다. 남편 정세윤 또한 그녀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낸다. 이 무렵 막북
의 오랑캐 탈목견이 군사를 일으켜 명나
라를 침공한다. 탈목견은 본디 원나라 함
정왕 탈목첨의 손자였다. 탈목첨은 명군
과 싸우다 전사했었고, 부친 탈목화는 달
아났다가 오래지 않아 죽었었다. 탈목견
은 숨어 지내며 무술을 익히고 사람을 모
아 세력을 형성한 후, 기회를 보아 이웃
나라 몽고왕 우금통, 일침왕 고아선과 결
탁하여 크게 군사를 일으킨다. 이에 임백
영이 원수가 되어 출전한다. 출정을 앞두
고 석가월이 찾아와 현열대사 조옥연이
보낸 편지를 전달한다. 조옥연은 집에 머
물러 있으면 화액이 당도할 수 있으니 쌍
성 형제와 월아 소저가 잠시 집을 떠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한다. 이에 월아
소저는 단부로 잠시 몸을 피하기로 하고,
쌍성 형제는 8살의 어린 나이에 부친을
따라 종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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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한편 조옥연은 이전에 능운이고가 소빙
설과 초향을 납치할 때 홍의동자를 보내
그녀들을 조천관으로 구해오게 했었다.
소빙설은 초향과 함께 조천관에 머물면서
조옥연으로부터 천문지리와 각종 기이한
도술을 배운다. 그녀는 조천관에 들어온
지 수개월 후 비범한 아들을 낳는다. 한
편 임규의 딸 임혜주는 이성현과 혼인해
화락하게 지내는데, 이 모습을 본 둘째
동서 시씨는 이들 부부의 화목함을 질투
하게 된다. 시씨는 질녀 신춘옥을 이성현
의 재실로 들여보내 정실부인 임혜주를
모해하려 한다. 이때 능운이고와 함께 월
봉산 은신암에 지내던 교소교와 영매는
쌍성 형제와 월아소저를 없애고 임부에
복수하기 위한 계략을 세운다. 교소교와
영매는 옥비낭낭의 도술로 외모를 완전히
변형시키고 전임 참지정사 부숙의 처 송
부인을 찾아간다. 송부인은 남편을 여의
고 아들 부어사는 외지로 나가 있어 쓸쓸
하던 처지였는데, 능운이고가 교소교를
수양딸로 삼으라 권하니 그 말을 따르게
된다. 교소교는 영매와 함께 부씨 부중에
서 지내면서, 이번에는 임계영의 동생 임
주영과의 혼인을 시도한다. 송부인은 오
빠 송수를 움직여 자신의 수양딸과 임주
영의 혼인을 추진한다. 송수의 설득으로
인해 임규는 임주영의 재취를 허락한다.
교소교와 임주영의 혼인 날 느닷없이 뇌
우와 광풍이 일어나 자리가 엉망이 된다.
교소교는 금갑신에게 붙잡혀 무수히 매를
맞고 지옥의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형벌
도 받는다. 이로 인해 교소교는 온 몸에
서 피고름이 흐르고 심한 악취를 풍기는
瘡疾을 얻게 된다.

<12>
교소교는 능운이고를 통해 옥비낭낭에
게 자신의 상황을 알린다. 옥비낭낭이 약
을 보내주어 교소교의 피부는 치료되지
만, 겉모습만 온전해 졌을 뿐 악취는 사
라지지 않아 이후에도 임주영과의 동침은
불가능하게 된다. 교소교는 임자숭 부부
와 임규 부부 및 임주영의 음식에 미혼단
을 넣지만, 이 사실을 미리 안 조옥연은
석가월 편에 해독약을 전달한다. 임자숭
과 임규 부부는 해독약을 먹고 병이 낫지
만 임주영은 해독약을 먹다가 토하는 바
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후에도 계
속 교소교에게 빠져 지낸다. 교소교는 임
옥영의 첩 진씨와 결탁해 각자의 적국인
임주영의 처 탕의벽과 임옥영의 처 여씨,
첩 맹씨를 없애기로 한다. 이에 교소교는
임주영의 처 탕의벽이 맹씨의 오빠 맹철
과 내연의 관계이며, 둘의 관계는 맹씨가
주선했다고 모해하여 한바탕 소동이 일어
난다. 또 진씨는 임옥영의 처 여씨가 그
녀의 외사촌인 정세윤과 내통하는 사이라
며 음해한다. 이 소문이 황제에게까지 알
려져, 연루된 자들은 모두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유배를 떠나게 된다. 임규는 임주
영과 임옥영을 누실에 가두는 한편, 자신
들의 계교가 성공해 기뻐하고 있던 교소
교와 진씨 또한 집에서 쫓아내 친정으로
돌려보낸다. 부씨 부중으로 쫓겨 돌아온
교소교는 자신의 음탕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밤중에 의남매인 부어사의 방에
들어가 추파를 던지다가 거절당하고 심한
꾸지람을 듣는다. 교소교는 사태를 수습
하기 어려워졌다는 점을 깨닫고 그날 밤
시비 영매와 함께 송부인의 재물을 훔쳐
부씨 부중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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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주영과 임옥영은 요약으로 인해 생긴
병이 더욱 심해져 교소교와 진씨를 쫓아
낸 부모의 처사를 원망하기에 이른다. 이
때 석가월이 나타나 단약을 주어 그들을
해독하게 한다. 해독약을 먹은 임주영과
임옥영은 정신이 돌아와 비로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으며 눈물을 흘린다. 한편 임
백영이 수하 장졸 중 조상덕이라는 군관
은 쌍성 형제를 업신여기다가 곤장을 맞
게 된다. 이후 그는 울분을 참지 못해 술
을 마시다가 장처가 덧나 죽게 되었는데,
쌍성 형제가 치료해 주니 그 은혜에 감복
한다. 출정군이 전당과 심양의 강을 건널
때 임백영은 황제의 군대라는 이유를 들
어 수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았는데, 풍
랑이 심하게 일자 쌍성 형제는 교유서를
던져 수신을 감화시킨다. 이후 임백영의
출정군은 탈목견 등의 오랑캐 군대와 접
전을 벌여 그들을 패퇴시킨다. 이 무렵
영락제가 사망하고 아들 인동황제가 즉위
한다. 마침 경사에 와 있던 능운이고는
이 기회를 틈타 임부에 역모 혐의를 씌우
기로 하고, 일부러 역모 모의 내용이 담
긴 거짓 편지를 만들어 한왕의 행차길 앞
에 흘린다. 그리고 다시 북쪽 변방으로
떠나려는데, 조옥연은 황건역사로 하여금
능운이고를 잡아 냉옥에 가두게 한다. 한
왕은 능운이고가 조작한 편지를 인동황제
에게 가지고 가 임부를 중심으로 한 역모
모의가 있음을 알리고, 인동황제는 즉시
임부와 정부 등 주인공 일가를 모두 잡아
들이게 한다. 한편 교소교는 복수를 위해
탈목견에게 가 그의 왕비가 되고, 옥비낭
낭은 군사가 된다.

<14>
임백영은 석가월을 통해 경사의 소식과
함께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계책을
얻는다. 이후 임백영은 영락제의 사망을
군중에 전하고 상복으로 복색을 바꾸라
전하니, 탈목견은 기회를 틈타 명군을 습
격하려 한다. 그러나 임백영은 이를 예상
하고 미리 대비해 둔 터라, 그들을 역습
해 큰 승리를 거둔다. 탈목견은 회수에
뛰어 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옥비낭낭
은 기러기로 변신해 달아나다가 쌍성 형
제가 쏜 화살에 맞아 사로잡힌 후 처형당
한다. 석가월은 교소교와 영매를 경사로
데려가 정체를 밝힐 것을 권한다. 임백영
은 경사로 돌아오는 도중에 황명으로 죄
수의 몸이 되어 압송당하고, 대궐에서 국
문을 받게 된다. 이 때 쌍성 형제가 등문
고를 울리며 나타나 혈서로 쓴 상소문을
올린다. 석가월이 능운이고를 데려오고
교소교, 영매의 바뀐 외형도 원래대로 돌
려놓으니, 마침내 모든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 임규 등은 모두 복직되고 능운이고
와 교소교, 영매는 처형된다. 어사 교운은
누이동생의 죄를 부끄러워하여 사직하고
고향으로 떠난다. 교소교의 무덤에는 계
속해서 벼락이 떨어져 끝내 안장할 곳을
얻지 못한다. 모함을 입어 유배 갔던 정
세윤과 맹철, 탕의벽과 여소저 등도 모두
경사로 돌아오게 된다. 임주영은 탕의벽
을 보고 반기며 그간의 잘못을 사죄하지
만 그녀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유지한
다. 한편 조천관에서 머물던 소빙설 모자
는 친정인 소부로 돌아온다. 임주영은 탕
의벽과 어떻게든 화해하려 하지만 계속
실패해 외당에서 머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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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주영은 탕의벽과의 화합을 위해 겨울
날 술을 먹고 그녀의 처소 난간에 누워
잠든다. 탕의벽은 어쩔 수 없이 임주영을
자신의 처소로 데려와 그를 간호한다. 임
계영은 소빙설과 이별한 지 6년이 되었는
데 소식을 알지 못해 우울해 한다. 황제
는 북쪽 변방에서 임백영을 도와 군공을
세운 석가월과 도사 설원에게 상을 내리
려 하는데, 그 과정에서 설원 도인이 원
래 소빙설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 황제
는 소빙설에게 충렬부인 명숙비를 봉하고
남천 40주를 탕읍으로 내리며, 그녀의 부
친에게도 병부상서의 벼슬을 내린다. 친
정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던 소빙설은 시
댁인 임부로 돌아온다. 한편 임규영의 처
한씨의 오빠인 한창범은 정실부인 최씨와
불화하였는데, 우연히 누이동생을 문병하
러 임부에 왔다가 임요주에게 반하게 된
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임부에서는 임요
주를 한창범의 재취로 보내기로 한다. 임
요주는 부모가 자신을 한창범의 재실로
보낸 것에 의문을 가졌다가 사정을 알게
되자 화가 나 남편과의 동침을 거부한다.
이후 임규는 이 사실을 알고 임부에 한창
범과 임요주의 신방을 마련해 주지만, 임
요주가 여전히 동침을 거부하니 임규는
딸을 꾸짖고 한부로 돌려보낸다. 한창범
은 장인의 명에 따라 그녀를 꾸짖고 모욕
하면서 기를 꺾으려 한다. 마침내 임요주
는 교만한 기운이 누그러져 온화한 부인
이 되고, 남편과도 화목하게 된다. 한편
인종황제가 붕어하고 선종황제가 즉위하
자 한왕은 반역을 도모하나 실패해 죽는
다. 임규는 부모 봉양과 자신의 연로함을
이유로 물러나 한가로이 지낸다.

<16>
쌍성 형제의 나이 14살이 되자, 임부에
서는 둘의 배필을 구하려 한다. 이 때 진
왕에게는 천주, 천강 두 쌍둥이 공주가
있었다. 진왕이 쌍성 형제의 기이함을 알
고 혼사를 청하니 쌍성 형제는 진왕의 부
마가 된다. 월아 소저는 황태자비로 간택
된다. 쌍성 형제는 과거에 응시하는데, 둘
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워 황제는 둘을 좌
우 장원으로 삼는다.
이후 임자숭 부부의 회혼연과 정현 부
부의 회혼연이 차례로 열려 가문의 화려
함이 극에 달한다. 얼마 후 임자숭과 정
현, 연권과 화경윤 부부가 차례로 졸하니,
임규 등은 자손을 이끌고 절강 고향으로
간다. 세월이 오래 흘러 명의 국운이 쇠
하자 이들은 모두 깊이 은거하였는데, 천
하를 유랑하던 백호산 양문진인이 우연한
기회에 임부의 일기를 찾아내 이를 소설
로 엮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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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iscusses the structural discontinuity of Imhwajungyeon(林花鄭延),
and aims to reveal the literary features of this Korean classical novel. The
structural discontinuity of Imhwajungyeon has remained an unsolved question
for the researchers of this field. A summary of the contents of this dissertation
is as follows.
Chapter II examined all existing versions of Imhwajungyeon and its relevant
records. It could be identified that Imhwajungyeon has various versions
consisting of numerous volumes, such as 40, 50, 139, and 141 in addition to its
most popular version of 72 volumes. As a result of examination,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other versions of Imhwajungyeon show considerable
differences, when compared to its version of 72 volumes. Dankookdaebon and
Purigipunnamubon(2) contain more detailed description than its version of 72
volumes. Likewise, Yuilseogwanbon varies in the contents such as the order of
introduction of the families is depicted in a different manner. Through relevant
records, it could be established that Imhwajungyeon was widely circulated
around the 19th century, and it enjoyed considerable popularity until the 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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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h century.
Chapter III reviewed Imhwajungyeon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aspects of
narrative structure; conflict of characters, other versions and related works.
The conflict

of characters shows that

the versionwith72

volumes

has

‘incomplete narrative structure’, that is the work ended without resolving the
second conflict of the main character Imgyu. As a result of examining other

Imhwajungyeon versions, it could be confirmed that the 72 volumes has ‘dual
narrative structure’. This implies that the work has two separate main
characters in the first half and the second half. With reference to the related
work Ssangseongbonghyorok(雙星奉孝錄), it was found that the remaining
conflict between the characters in the 72 volumes finally settles in the first
half of Ssangseongbonghyorok.
Chapter

IV

examined

the

narrative

consciousness

of

Imhwajungyeon.

Imhwajungyeon depicts a weaker norm consciousness when compared with the
typical Hangul novels of the 17th and 18th centuries. It does not emphasize
educational value of the work in the end. Also, the cruelty and violence
depicted for the didactic purpose in other contemporary classical Korean novels
is found to be diminished in Imhwajungyeon. Relatives of wife of the
protagonist occupy a large proportion in the narrative and the background
setting of the novel. The appearance of the main character is set ugly, which
is in reverse with the literary tradition of Korean novels. Normally, the family
of the male protagonist is depicted positively while the relatives of his wife are
portrayed negatively. This novel contains higher proportion of monologue along
with exchange of dialogues between the characters. In particular, monologue
and psychological description of the antagonists appear more than the
psychological portrayal of the protagonists. As a result, readers can have
enough opportunity to sympathize with the position of the antagonists. These
characteristics are effective in dealing with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human life, and it can be understood as a gradual development from family
history narrative to a true novel.
Chapter V argued about the transmission and evolution of Imhwajung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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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version of 72 volumes has a story about the first and the second
generation of Im family. While, Ssangsungbonghyorok is mainly about the third
and the fourth. Based on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and various records, this
research could conclude that the lost versions of Imhwajungyeon must have had
narratives of the first, second, and the third generations of Im family. Though,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which of the many versions should be considered the
primary version of Imhwajungyeon. Despite problems in terms of consistency
and completeness of the narrative, 72 volumes of Imhwajungyeon has survived
and has been extensively distributed amongst the masses. So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commercial environment of a novel is as important as its
aesthetic value.
Through the above discussion, this study solved the question regarding the
structural discontinuity of Imhwajungyeon and has defined its literary features.

Imhwajungyeon acquires a pivotal position in the history of Hangul novels. This
is because Imhwajungyeon was mentioned to be a masterpiece around the late
19th century. Also, it comparatively reveals defined characteristics of a novel
thus holding proximity to a novel and not being only a family history narr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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