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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몽옥쌍봉연록의 공간을 분석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을 고찰하는

동시에 공간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몽옥쌍봉연록은 장홍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영웅소설로, ‘안남’이라

는 공간이 전면에 부각된다는 점이 독특하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은 서사

구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며 갈등의 발생 및 인물의 형상화에 기여하고

주제를 구현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공간에 주목하여 몽옥쌍
봉연록을 분석하는 작업은 작품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고전소설의 공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Ⅱ장에서는 몽옥쌍봉연록의 공간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은 장홍의

공간 이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는 복수를 위한 공간 이동, 정벌을

위한 공간 이동, 귀환을 위한 공간 이동을 차례대로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당

(唐), 토번, 안남 등이 핵심적인 공간으로 부각된다. 세 가지 공간은 각각 문화

적 중심, 문화적 주변, 문화적 경계로 형상화된다. 이 중 안남이 문화적 경계로

형상화된다는 것은 기존 소설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Ⅲ장에서는 이 작품의 공간이 수행하는 기능을 구조 갈등 인물의 세 가지

층위에서 살폈다. 1절에서는 공간 이동이 서사구조의 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고

찰하였다. 이 작품에는 이향과 귀향이라는 공간 이동의 반복이 서사구조를 이루

고 있다. 2절에서는 공간적 대립이 갈등의 발생과 맺고 있는 관계를 살펴보았

다. 선 대 악의 윤리적 갈등 대신에 지역 대 지역의 공간적 갈등이 핵심적인 갈

등으로 부각된다. 공간적 갈등은 ‘당(唐)과 안남의 갈등’, ‘장안과 광서의 갈등’,

‘조정과 전장의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모두 중심과 주변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 중심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질서가 비판되고 있다. 3절에서는 공간의 성격이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장홍은 주변부인 안남에서 출생하여 중심부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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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구원하는 영웅이다. 그는 변방인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독특한 영웅성을

보여준다. 이는 일방적으로 중심부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원칙을 바로세우는 방

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변방인 영웅의 등장은 중

심의 무능력과 폐쇄성에 대한 문제 제기의 성격을 지닌다.

Ⅳ장에서는 Ⅱ,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

를 고찰하였다. 1절에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면에서 공간의 의미

를 살펴보았다. 고전장편소설에는 대부분 중국과 비(非)중국을 철저하게 분리하

는 경직된 화이관(華夷觀)이 나타나는 데 반해, 이 소설에는 안남이라는 모호한

공간의 등장으로 인하여 보다 유연한 화이관이 나타난다. 2절에서는 ‘경향(京鄕)

차별에 대한 반기’라는 면에서 공간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작품에는 안남 출

신이지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등장하여 변방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지방 출신이 인재 선발에서 제외

되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핵심어: 몽옥쌍봉연록, 장편영웅소설, 안남(安南), 공간, 중심과 주변, 변방인

(邊方人) 영웅, 천하관, 경향(京鄕) 차별

학 번: 2011-2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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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연구사

본고는 몽옥쌍봉연록에 나타난 공간의 양상과 기능을 분석하여 이 작품의

공간 인식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작품 속 공간의 의미

를 파악하고 나아가 주제의식 또한 살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몽옥쌍봉연록은 장홍이라는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영웅소설이다. 장홍

은 안남 출신으로 당나라에 가서 입신양명을 이룬 후, 다시 안남으로 돌아와 왕

이 된다. 이 작품은 주인공이 탁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닥친 위기를 극

복하고 승리자가 되는 과정을 다룬다는 점에서 여타의 영웅소설과 비슷하지만,

‘안남’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작품의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나아

가 이 안남이라는 공간은 단지 사건이 발생하는 장소에 머물지 않고 작품 전반

에 영향을 미치며 주제를 구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고전소설에서 안남이 부수적인 공간으로 등장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몽옥쌍봉연록에서처럼 작품 전체에 걸쳐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거듭 지적되었으나, 그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

석되지 않았다. 이 작품에서 공간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상기했을 때, 작품에 대

한 온전한 이해를 위해서는 공간에 대한 정치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몽옥쌍봉연록에 대한 연구는 김기동이 서지와 경개를 소개한 이

래,1)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정병설은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최초로 수행하였다. 그는 주인공의 성격이 단편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변별된다고

지적하면서 이 작품이 영웅소설의 장편화 과정을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2) 이

연구는 몽옥쌍봉연록의 특징을 적실하게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연숙은 몽옥쌍봉연록뿐 아니라 후편인 곽장
양문록까지 대상으로 삼아 이 연작의 창작시기 창작방법 서술방법 문제의

1)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2) 정병설, <몽옥쌍봉연록> 연구 , 대전어문학 제13집, 대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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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등을 분석하였다. 그 중 몽옥쌍봉연록에 대한 분석을 보자면, 이 작품은

영웅의 일대기와 복수(複數) 결연 서사가 결합된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분석하

였다. 이를 바탕으로 이 작품은 여성의 고난과 애정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근본

적인 관심이 있다고 평가하였다.3) 이 연구는 몽옥쌍봉연록 연작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안남이 핵심 공간으로 등장하는 이유에 대

해서는 개략적인 검토만이 수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안남에 주목하여 이

작품의 대월의식(對越意識)을 논의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강재철은 고전소설에

나타난 대월의식을 고구하면서 그 대상 중 하나로 몽옥쌍봉연록을 다루었다.

그는 이 작품이 전통적인 화이분별론(華夷分別論)에 반기를 드는 소설이며, 중

국에 대한 제후국의 대등의식・자존의식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평가하였다.4)

그런데 작품에 나타난 안남의 형상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에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처럼 몽옥쌍봉연록에 대한 여

러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안남이라는 공간에 대한 면밀하고도 다각적인 분석은

아직까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소설의 공간은 이야기의 성격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소설의

공간은 인물이 행위하고 사건이 진행되는 무대이면서, 이야기를 있음직한 것으

로 만들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공간에는 작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즉, 작자는 등장인물이 공간에 보이는 반응을 통하여 현실에 대

한 자신의 판단이나 사고를 표현한다. 등장인물은 공간으로부터 도피하기도 하

고, 공간에 몸을 던져서 이를 탐구하기도 하며, 혹은 공간을 통해서 자기 인식

에 도달하기도 한다.5) 어떠한 공간이 설정되는지에 따라서 소설에서 공간은 단

순히 이야기에 사실감을 부여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기도 하고, 사건이 전개되는

조건이 되기도 하며, 작품의 주제의식을 구현하기도 한다. 몽옥쌍봉연록의 공

간은 작자가 주제의식을 구현하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하고 배치한 공간이라고

3) 지연숙,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 연구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지연

숙,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의 창작 기반과 문제 의식 , 이수봉 외, 한국가문
소설연구논총 Ⅱ, 경인문화사, 1999, 321～353면.

4) 강재철, 한국고전소설에 나타난 대월의식 , 동양학 제30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0.

5) 롤랑 부르뇌프 레알 윌레, 현대소설론, 김화영 편역, 문학사상사, 1994,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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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공간을 분석함으로써, 그 성격과 기능을 고찰하

는 동시에 공간 분석을 통해 드러나는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고전소설의 공간 연구는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을 거쳤다. 초기에는

환상적 공간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그 다음으로 경험적 공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환상적 공간의 양상과 의미를 탐색하는 연구

가 이루어졌다. 조희웅은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공간을 지상계 천상계 지하계

신선계 용궁계의 다섯으로 분류하고, 이중 지상계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양상을 고찰하였다.6) 이 연구를 토대로 개별 작품에 등장하는 환상적 공간의 의

미를 밝히는 연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7) 이러한 연구는 환상적 공간의 의

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고전소설 연구의 초창기 단계에

는 환상적 공간의 설정이 고전소설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된 적이 있

었는데, 이러한 시각에서 탈피하여 환상적 공간의 의미를 찾는 시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 시기의 논의는 환상적 공간의 독자적인 기능과 미학을 밝혔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제 작품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험적 공간

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경험적 공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 연구는 주로 고

전장편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고전장편소설은 인물들의 일상생활에 관심

을 기울이므로 경험적 공간이 섬세하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경험적 공간이 환상적 공간에 비해 인물과 갈등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탁원정은 경험적 공간을 중심으로 사씨남
정기와 창선감의록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두 작품에 나타난 공간이 가부

장제의 관념이나 의식을 반영한 공간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8) 이후 고전장편

소설을 대상으로 경험적 공간의 구성 원리에 주목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6) 조희웅, 한국 서사문학의 공간관념 , 고전문학연구 제1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71.
7) 금용욱, 구운몽의 시 공간 구조 연구 ,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3; 이지영, <금오

신화>와 <기재기이>의 비교 연구-공간 구조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원대연, 고소설에 나타난 용궁・동굴 공간의 양상과 의미 연구 , 건국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6.

8)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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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9) 그런데 지금까지 경험적 공간 중에서도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연구는 소략하였다. 고전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조선의 한양이나 평양, 중

국의 동정호 등을 제외하면 실제 존재하는 공간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이루어

지지 않았다. 몽옥쌍봉연록에는 안남을 포함하여 당(唐), 토번 등의 실재하는

공간이 등장하여 작품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작품의 공간에 대한

연구는 고전소설 공간 연구의 대상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여 몽옥쌍봉
연록의 공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몽옥쌍봉연록에 나타난 공간

의 양상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는 주인공의 공간 이동 과정에서 다양한

지리적 공간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사건이 주로 일어나는 공간이 어떻게 나

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둘째, 이 작품의 공간이 서사에서 수행하고 있

는 기능을 구조 갈등 인물의 세 가지 층위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 작품의 공간과 서사가 맺고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드러날 것이다. 셋째, 앞

서 분석한 공간의 형상과 기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 나타나는 공

간 인식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당대 사회에서 이 작품의 공간

인식이 갖는 의미를 밝힐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작품의 주제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나고 작품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가 풍부하게 파악될 것이

다.

9)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 한국고전연구 제13집, 한국고전연구학
회, 2006; 박은정, <취미삼선록>에 나타난 여성공간의 기능과 의의 , 한민족어문학 제
60집, 한민족어문학회, 2012; 임미희, 가문소설의 ‘여성 수난 극복 공간’ 연구 , 서강대학

교 석사학위논문, 2011; 최수현, 국문장편소설 공간 구성 고찰-<임씨삼대록>을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제33집, 한국고소설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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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자료

1) 관련기록

① 홍태한 소장 곽장양문록 권1(지연숙은 1773년 필사한 것으로 추정)에 “○○

○○ ᄉᆞ젹과 삼부인 셜화는 몽옥긔린뎐의 이셔 임의 대강을 긔록ᄒᆞ엿ᄂᆞᆫ고

로”라는 기록이 있음.10)

② 모리스 꾸랑의 한국서지(1890년경 내한, 1894년 간행) 846번에 “몽옥쌍환긔

봉”이 있음.11)

③ 연세대 중앙도서관 소장 국조고사에 부기(附記)된 녈명녹 (유춘동은

1893년에서 1910년대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에 총 197종의 고서 제목이 기재

되어 있는데 그 중 “몽옥쌍봉연록”이 있음.12)

①～③의 기록은 이 소설이 18세기에서 19세기 사이에 활발하게 향유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 중 ①의 기록이 남아있는 홍태한 소장 곽장양문록은 필사

자와 필사시기를 구체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

이다.

계ᄉᆞ듕츈의 곽댱냥문녹을 ᄡᅳ이고 두 궁과 모든 ᄂᆡ인들이 벗기니 일권 일궁 이

권 이궁 ᄌᆞ가 ᄡᅳ오시니 후ᄅᆡ의 뉘 글시 줄 모ᄅᆞᆯ거시니 표ᄒᆞ야 두라 ᄒᆞᄋᆞᆸ샤옵기

ᄡᅥ두옵ᄂᆞ니 (…중략…)13)

지연숙은 이 필사기를 토대로 이 이본이 1773년에 필사되었으며, 궁중의 여성

10) 지연숙, 앞의 논문, 1999, 337면.

11) 모리스 꾸랑 저, 한국서지, 이희재 역, 일조각, 1994, 299면 참조. 조희웅은 837번 “몽옥

쌍룡기” 역시 몽옥쌍봉연록으로 보았으나 해당 소설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조

희웅, 고전소설연구보정 上, 박이정, 2006, 249면). 그에 반해 847번 “몽옥쌍환기봉”은 
몽옥쌍봉연록에서 두 여성과의 결연이 꿈에서 받은 옥가락지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

서 소설의 내용과 상통하기 때문에 몽옥쌍봉연록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12) 유춘동, <책열명록>에 대하여 , 문헌과해석 제35호, 문헌과 해석사, 2006, 202면.

13) 홍태한 소장 곽장양문록 1권 표지 안쪽, 지연숙, 앞의 논문, 1999, 32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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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필사에 참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필사기에 적혀 있는 ‘일궁’, ‘이궁’

과 이름을 표시한 종이에 적혀 있는 ‘의빈’은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와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의 딸인 청연군주(淸衍郡主, 1754～1821),

청선군주(淸璿郡主, 1756～1802)와 정조(正祖, 1752～1800)의 후궁인 의빈 성씨

(宜嬪 成氏, 1753～1786)이라고 추정하였다.14) 책의 상태를 보았을 때 이 추정은

상당히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후편인 곽장양문록이 18세기 후반에 존

재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전편인 몽옥쌍봉연록은 적어도 18세기 중반에는 존

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몽옥쌍봉연록의 관련기록에서는 작품명이 “몽옥긔린뎐”, “몽옥쌍환

기봉”, “몽옥쌍봉연록” 등으로 표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작품명이 ‘몽옥

기린전’ 계열에서 ‘몽옥쌍봉연록’ 계열로 변화했던 것으로 보인다.15) 1773년에

기록된 필사기에서 ‘몽옥기린전’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점으로 보아, 그 무렵까지

는 傳계 소설로 인식되었다가 이후 곽장양문록의 영향으로 錄계 소설로 인식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제목의 의미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우선 ‘몽옥기린

전’은 주인공의 자(字)인 몽필(夢㻫)과 관련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기린(麒麟) 역

시 주인공의 능력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인공은 서사

에서 세 여성과 결연을 하는데, 그 중 두 차례는 꿈에서 받은 옥가락지가 결연

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몽옥쌍봉연’은 ‘夢玉雙逢演’으로 ‘꿈속의

옥으로 맺어진 두 번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본목록

지금까지 몽옥쌍봉연록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과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소장본, 임형택 소장본의 3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새롭게 2종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몽옥쌍봉연록의 이본은 아래의 5종이 있다.

①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몽옥쌍봉연녹(이하 국도본이라 칭함) : 4권 4책.

14) 지연숙, 앞의 논문, 1999, 328～335면 참조.

15) 같은 논문, 338면.



- 7 -

② 러시아 동방학연구소 소장 夢玉雙鳳演(이하 러시아본이라 칭함) : 4권 4책.16)

③ 임형택 소장 夢遊雙逢宴錄(이하 임형택본이라 칭함) : 4책.17)

④ 숙명여대 도서관 소장 몽옥썅봉연녹(이하 숙대본이라 칭함) : 3권 3책

⑤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夢玉雙逢緣(이하 진흥원본이라 칭함) : 1권 1책(낙질, 상 중

하로 편집되어 있었을 것이나 중만 남음).

① 국도본의 표제와 권수제는 “몽옥쌍봉연녹”이다. 4책 전책이 1권 1책으로

되어 있으며 판형은 33.3×23cm의 동일한 크기이다. 1권이 48장, 2권이 41장, 3권

이 48장, 4권이 38장이다. 필사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가지 필체로 필사하

고 있으나, 3권의 처음 2장에서는 다른 필체가 나타난다. 필사기가 비교적 상세

한 편이다. “유식신 우리 형님 녀의 리워셔 남의 문댱과 냥 녀의 비

록 언셔라도 츌딘고  통달여 경셩가의 슈치미 업시니(권2, 41b면)”,

“ 비로쇼 도금 칠슌이라 셰 물념니(권3, 48b면)”, “하물며 경상부귀가의

어린 숀이 민간의 가 법을 엇지 먼져 아지 아니리요(권4, 37a면)” 등의

표현을 통해 볼 때, 서울에 거주하는 상층 양반가의 70세 여성이 필사한 책이라

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필사 시기는 1885년으로 추정된다.18)

② 러시아본의 표제와 권수제는 “夢玉雙鳳演”이다. 4책 전책이 1권 1책으로

되어 있으며, 판형은 1권은 25.8×18.2cm, 2권은 25.3×18.6cm, 3권은 26.8×18.6cm,

4권은 26.4×18.9cm이다.19) 1권이 69장, 2권이 69장, 3권이 60장, 4권이 52장이다.

전체적으로 한 가지 필체로 필사되어 있으며, 필사기가 없기 때문에 필사자와

필사시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런데 국도본과 비교해봤을 때, 구개음화의

정도와 고어의 사용 양태에 근거하여 국도본보다 선행한다고 보인다.20)

16) 실물은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 소장된 마이크로필름을

확인하였다.

17) 실물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조희웅, 앞의 책, 249면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18) 지연숙, 앞의 논문, 1997, 7～13면 참조.

19) А.Ф.Троцевич․А.А.Гурьева, Описание письменных памятнионнойкультуры Ⅰ,
С.Петербург: Изцательство Санкт-Петербуниверситета, 2008, p.137.

20) 지연숙, 앞의 논문, 1999, 33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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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형택본에는 다음과 같은 필사기가 있다.

셰 님 월십칠일 필셔노라.

이때의 ‘님’가 1912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21)

④ 숙대본의 표제와 권수제는 “몽옥썅봉연녹”이다. 3책 전책이 1권 1책으로

되어 있으며, 판형은 21×30cm의 동일한 크기이다. 1권이 76장, 2권이 75장, 3권

이 59장으로 국도본과 러시아본보다 내용이 다소 소략하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필체로 기록되어 있으며, 3권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필사기가 있다.

셰 게유 사월 이십 사일 필셔하노라. 십칠세에 사당에셔 조부게 홈.

필사자는 17세에 조부에게 한글을 배우면서 한글 공부를 위해 소설을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필사기의 계유년은 1873년이나 1933년 중 하나로 추정되는데,

책의 상태로 보았을 때 1873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⑤ 진흥원본은 표제는 “夢玉雙逢緣”이며 권수제는 “몽옥쌍봉연”이다. 판형은

22×36cm이며, 총 73장이다. 상중하 중 중(中)만 남아 있다. 두 가지 필체로 번갈

아가며 필사되어 있다. 30a면의 위 여백에 “쇼제의 필젹 〃 주옥이니 즐겁도

다 겨다라시”이라는 글이 적혀 있으므로 필사자는 여성인 것으로 보인다.

책의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필사기가 있다.

을묘 이월 시작여 삼월 초의 층〃초기 말셔니 손이 드〃여 기며 보고

샹히지 말디어다. 증조한마님 앗기신 책은 한권 일허 민망타가 이야 어더잇셔

지 두니 앗겨 둘디이다.

필사자는 증조모가 아끼던 책을 한 권 잃었다가 다른 이본을 빌려서 이 책을

21) 조희웅, 앞의 책, 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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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사했다고 적고 있다. 필사기의 을묘년은 1855년이나 1915년 중 하나로 추정되

는데, 책의 상태로 보았을 때, 1855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본비교

연구에 적합한 선본(善本)을 찾기 위해 완질본인 국도본, 러시아본, 숙대본을

비교할 것이다. 세 이본에서 줄거리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러

시아본에는 국도본에 없는 서사단락이 존재한다.

(러시아본) 십사(十四)에 다다라 비로소 가로되, “화주숙녀(華州淑女)를 얻어 금슬

종고(琴瑟鐘鼓)의 관저지락(關雎之樂)을 이루리라” 하니 부모가 경(輕)히 성혼치

못하더라. 일일(一日)은 화신삼월(花晨三月)이라. 몽몽(濛濛)한 방초(芳草)의 답청

(踏靑)하는 때요, 분분히 한식(寒食) 상종(相從)하는 절(節)이러니 제(諸)형제 월

야(月夜)[에 배]를 타서 보름에 종요(縱搖)하는 영화를 이었더니 이에 침상(寢牀)

에 나아가 기몽(奇夢)을 얻으니 □□이 □□하고 창합(閶闔)이 열리는 곳에 일의

선인(仙人)이 내려와 이르되,

“나는 남화선(南華仙)이러니 특별히 상제(上帝) 명을 받자와 전하느니 구강선녀

(九江仙女)와 곤륜선녀(崑崙仙女)가 이미 자원(自願)하여 인간에 나갔으니 이 글

두어 줄이 족히 문성(文星)의 원(願)을 이루리라.”

언필(言畢)에 흥릉(紅綾)에 백자(白字) 두어 줄을 써 내리치고 간 바가 없거늘

나아가 보니 하였으되,

‘화신삼월에 배를 구강(九江)에 매었고, 중추기망(仲秋幾望)에 시를 어전(御殿)에

드리도다. 한 쌍 옥이 양연(良緣)을 이루고, 사운율시(四韻律詩) 타일에 징험(徵

驗)이 있으리라.’

생이 깨침에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허탄(虛誕)하게 여겨 웃어 왈, “구강은 중

국지내(中國之內)라. 일촌서생(一村書生)이 어찌 배를 구강에 매리오.”

(夢玉雙鳳演 권1, 2b～3a면, 이하 권수와 면수만 기입)22)

22) 작품의 원문을 인용할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대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게 표

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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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락은 주인공에게 앞으로 혼인할 여성에 대해 선인이 예언하는 것으로

서사전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숙대본에는 국도본과 마찬가지로 해

당 단락이 없는데, 이는 숙대본과 국도본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된

다.

세부 묘사에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안남에서 중국으로

도망칠 때, 잠시 도와주게 되는 촌주가 주인공을 구하는 장면에서 국도본은 공

중에서 난 소리를 듣고 주인공을 구해주는 반면, 러시아본은 후당(後堂)에 있는

금불(金佛)의 말을 듣고 주인공을 구해주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숙대본은 공중에

있는 금불이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교를 위해 세 이본의 원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국도본) 홍이 그 말을 조 서로 오 밧고아 닙고 나 칠고 다리 저러 듕국

으로 향 삼일을  쥬림이 극한지라. 밥을 비러 먹고 더니  고

니르니 밤이 깁흔디라. 감히 남의 문을 여지 못니 슈풀 이의 업여 더니

촌 일쟝신망을 어드니 슈풀 이 큰 범이 업여시니 화광과 셔긔 방광여

들이 낫지라. 공듕의 일너 오 밧긔 귀인이 〃시니 니 나아가 구라.

만일 져 을 극딘이 구진 타일의 삼의 명을 용하리라.

(권1, 6a～6b면, 밑줄은 인용자 이하 동일)

(러시아본) 홍이 그 말을 조차 서로 오 밧고와 닙고  칠고 다리를 저러

듕국을 향 삼일을 니 주리미 극디라. 밥을 비러 먹고  야 

고 니니 밤이 깁프매 감히 의 집 문을 여디 못야 수풀 이의 업데여

자더니 촌 일댱신몽을 어드니 수풀 이의  큰 범이 업데여시 뇽의 거동

고 셔긔 방광야 들 낫더라. 후당의 잇 금불이 닐러 오 귀인이 밧

 이시니 네 리 영졉라. 네 만일 댱문셩을 극진히 졉즉 삼의 명을 타

일의 구리라.

(권1, 10b면)

(숙대본) 홍이 그 말을 좃 셔로 옷 밧고와 입고 낫 칠고 다리 져러 즁국

으로 향야 일을  쥬림이 극지라. 밥을 비러 먹고 더니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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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르니 밤이 깁흔지라. 감히 남의 문을 열지 못고 슈풀 이의 업여 더

니 쵼쥐 일장신몽을 어드니 슈풀이의 큰 범이 업여시니 화광과 셔긔 방광

여 발기 낫갓니 공즁의 금불이 일너 갈오 밧긔 귀닌이 잇스니 녜 이 가

구라. 네 만일 져 람을 극진이 구진 삼의 명을 타일 용라.

(권1, 9a～9b면)

이처럼 세부 묘사 상의 차이가 확인된다. 또한 국도본과 숙대본에 비해 러시

아본이 생략된 단어가 적고, 문맥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이 세 이본 중 러시아

본이 선본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러시아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되, 이

이본의 문맥이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 다른 이본을 참고하여 수정하기로 한다.



- 12 -

Ⅱ. 공간의 양상

몽옥쌍봉연록의 공간 인식을 규명하기 전에 이 작품에서 어떤 공간이 부각

되고 있으며, 그 공간의 형상은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장에

서는 인물의 공간 이동 양상을 알아보고, 이때 등장하는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

고자 한다.

고전소설의 공간은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각 공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기준은 현실 존재 유무, 역사 반영 정도, 공간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현실에 존재하는지에 따라 경험적 공간과 환상적 공간으로 나

누어진다. 이 두 공간은 공간 그 자체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한다. 한 소설 안에서 동일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환

상적 사건이 일어나면 경험적 공간에서 환상적 공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가령 장화홍련전의 관아는 애초에 경험적 공간이지만, 원귀가 등장할 때

는 환상적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23)

고전소설은 역사적 시공간을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따라서 고전소설

의 공간은 역사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을 터인데, 이때 역사적 맥락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고전장편소설에는 대체

로 역사적 맥락이 반영된 공간이 설정된다. 옥원재합기연의 공간은 역사적 맥

락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에는 송대의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여

행동하고, 신법당과 구법당의 당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다른 사건과 긴밀하게

맞물려서 전개된다.24)

마지막으로 공간의 규모에 따라 세계적 공간, 지리적 공간, 일상적 공간으로

23) 탁원정, <장화홍련전>의 서사 공간 연구박인수본, 신암본, 자암본을 대상으로 , 고전
문학연구 제31집, 2007, 85면 참조.

24) 옥원재합기연의 역사 차용에 대한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병설,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완월회맹연>과 <옥원재

합기연>을 중심으로 , 국문학연구 제4집, 국문학회, 2000;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
작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지연숙, <옥원재합기연>의 역사소설적 성격

연구 , 고소설연구 제12집, 한국고소설학회, 2001; 한길연,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서

사 양식 연구: 사전 전통의 소설적 전화 양상을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제22집, 한국고
소설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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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눌 수 있다. 세계적 공간은 천상, 지상, 수부(水府)와 같은 계(界) 차원의 공간

을 말하며, 지리적 공간은 지도에 존재하는 공간으로서 국가, 군현과 같은 지역

적 공간과 산, 들, 바다 등의 지형적 공간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일상적 공간

은 집, 관아, 궁궐 등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실제 소

설에는 이들 공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장르에 따라서 부각되는 공간은 차

이를 보인다. 가문소설에서 서사의 중심에 놓이는 공간은 집이나 궁궐 같은 일

상적 공간이다. 물론 국가나 군현 등의 지리적 공간도 등장하지만 주요 사건은

일상적 공간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영웅소설에서 부각되는 공간은 지리

적 공간이다. 영웅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영웅성을 획득하는데 주로 지리적 공

간을 공간 이동의 대상으로 삼는다.25)

몽옥쌍봉연록의 사건은 대부분 경험적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꿈이라는 장치

를 통하여 환상적 공간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26) 작품 전체에서 비중이 미

미할뿐더러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작품의 공간에는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이 드러나 있다. 또한 인물의 공간 이동을 통해 부각되는

공간은 지리적 공간이다. 소설 속 인물들은 국가나 군현을 이동하거나, 명산이

나 명천(名川) 등을 유람한다. 이하에서는 공간 이동 양상을 검토하여 대부분의

사건이 벌어지는 핵심 공간을 살펴보고, 그 공간의 구체적인 형상을 알아볼 것

이다.

1. 공간 이동 양상

몽옥쌍봉연록에는 여러 인물의 공간 이동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남성 인물

은 사신으로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유람을 위하여 집을 비우기도 한다. 여성

인물은 도적의 침입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정혼자의 복수

를 위하여 집을 떠나기도 한다. 이중에서 전체 서사와 관련된 공간 이동은 장홍

25) 신태수, 군담소설에 나타난 공간과 영웅의 관계 , 국어국문학 제131집, 국어국문학회,
2002, 286면.

26) 신선이나 용왕 등 초현실적 존재와의 만남은 꿈을 통해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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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동이다. 서술자가 주로 장홍의 행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

기 때문에 그의 공간 이동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건 진행 순서에

따라 장홍의 공간 이동을 1) 복수를 위한 공간 이동 2) 정벌을 위한 공간 이동

3) 귀환을 위한 공간 이동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복수를 위한 공간 이동

장홍의 공간 이동은 안남에서 시작되는데, 이는 안남이 그의 세거지이기 때문

이다. 그는 소년시절에 멸문지화로 인해 안남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다. 당시 안남은 당(唐)에 복속되어 있었는데, 오랫동안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이에 당조(唐朝)는 사신을 보내 무리한 조공을 요구한다. 장홍의 부친 장완은

안남 승상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었는데, 장홍은 부친을 대신하여 조공을 감

면받고, 조서를 올려 당조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 일로 안남에서 장홍의

집안이 인심을 얻게 되자 간신 우필이 그들이 왕권을 찬탈하려고 한다고 모함

한다. 이로 인해 장가는 멸문지화를 입는다. 유모의 기지로 홀로 살아남은 장홍

은 안남 군대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안남을 벗어나고자 한다.

시(時)에 홍이 의외(意外)의 참화(慘禍)를 만나 함께 죽으려 하더니 유모 난영

이 급히 보호하여 후원 문을 깨치고 달아나 산곡(山谷) 중에 이르러는 서로 붙들

고 비읍(悲泣)하더니 난영 왈,

“역신(逆臣)이 반드시 낭군을 찾으리니 어찌 벗어나리오. 이제 마땅히 중국에 나

아가 성명을 고치고 또한 죽지 않은즉 보구(報仇)함이 옳을 것이니 첩의 여복(女

服)으로 바꾸어 촌촌전진(寸寸前進)하여 중국으로 가사이다.”

홍이 그 말을 좇아 서로 옷을 바꾸어 입고 낯에 칠하고 다리를 절어 중국으로

향하니 (…후략…)

(권1, 5a면)

유모의 말을 따라 장홍은 안남을 떠나 당으로 향한다. 이때부터 남쪽에서 북

쪽으로의 긴 여정이 시작되고, 작품의 공간이 확장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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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은 수개월의 여정 끝에 당의 경내에 도착하여 우선 형주(荊州)27)로 향하

는데, 그곳에 인재가 많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조 출사를 통해 복

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고, 과거 공부를 위한 장소로 형주를 선택한다. 이

는 당(唐)대 형주에 유생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그는 성

명과 본향을 바꾸고 유생들과 어울리며 과거를 준비하는데, 이때 동정호에 놀러

갔다가 꿈에 구강용왕을 만나서 곽혜옥과 인연을 맺기도 한다. 유생들은 그의

뛰어난 능력을 시기하여 그를 이향선비라고 부르며 멸시하였으므로 장홍은 진

태우의 장녀 진태강과 정혼하여 유생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나 정

혼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 장홍은 살해 위협을 받게 된다. 장홍은 가까스로 위

기에서 벗어나서 예정보다 일찍 장안으로 떠나게 된다.

장홍은 형주에서 양양(襄陽)28)을 거쳐서 장안으로 향한다. 양양은 형주의 북

쪽에 있으므로 장안으로 가는 길에 양양을 지난다는 것은 지리지에 근거한 설

정이다. 장안은 당 제국의 수도로 문물이 발달한 곳이며, 뛰어난 인재가 모이는

곳이다. 이곳에서 장홍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한다. 그

는 대종의 눈에 들어 회양공주의 부마로 간택되는데, 이를 계기로 황제에게 자

신의 정체를 밝히고 안남에서의 복수를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이후 토번이 침략

하자 장홍은 공을 세워서 남제왕에 봉해진다. 그는 혼인 전 복수를 완수하겠다

고 대종에게 요청하여 허락받는다.

장상서 또 상소하여 가로되,

“폐하가 비록 공주의 길례(吉禮)를 바삐 하시나 인자(人子)가 되어 부모를 장(葬)

치 못하고 원수를 갚지 못하여서 혼취(婚娶)하기를 바삐 여긴즉 고인에게 득죄할

뿐 아니라 폐하가 또 어떠하다 하시리잇고. (…중략…) 신이 잠깐 봉국(封國)에

돌아가 군사를 살피고 인하여 원수를 갚고 돌아오고자 하오니 복망(伏望) 성상

(聖上)은 살피소서.”

상이 그 뜻을 옳게 여기셔 십만 대병(大兵)과 이십 명장(名將)을 명하여 돕게

하시고 백모황월(白旄黃鉞)과 보검옥대(寶劍玉帶)를 주셔 영광을 빛내라 하시니

(…중략…) 홍이 체루사은(涕淚謝恩)하고 장졸(將卒)을 거느려 남으로 향하니 정

27) 지금의 중국 호북성(湖北省) 강릉현(江陵縣).

28) 지금의 중국 호북성 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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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폐공(旌旗蔽空)하고 위엄이 진동하더라.

(권2, 5a～5b)

장홍은 황제의 도움으로 당군(唐軍)과 함께 복수를 위하여 안남으로 향한다.

그는 우선 남제로 가서 군신의 조하를 받고 연회를 베풀어 군대를 호궤한 다음,

안남으로 출발하여 십여 일만에 도성에 도달한다. 장홍은 안남에서 간신 우필과

그 일가를 죽이고, 부모의 시신을 안장함으로써 복수를 위한 공간 이동을 끝내

고 다른 목적을 위한 공간 이동을 시작한다.

2) 정벌을 위한 공간 이동

장홍은 안남에서 복수를 마치고 장안으로 돌아와서 회양공주와 혼인하여 장

안의 서편에 옥화궁이라는 거처를 마련한다. 이후 회양공주의 도움으로 곽혜옥

진태강과 차례로 혼인하고 삼부인과 함께 옥화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러나 장홍은 오래지 않아 장안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번진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번진에서 할거하고 있던 동오왕 신강은 딸의 죽음에 불만을

품고 조정에 반기를 든다. 장홍의 출정 여정은 작품의 공간 확대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 장홍은 장안에서 군선을 타고 동오로 이동하는데, 이때 구체적인 이동

경로가 언급된다.

협서(陝西), 화주(華州)를 지나 한수(漢水)에 이르러 일천 전선을 강중에 중류

하여 창랑(滄浪), 한구(漢口)를 지나 바로 동정(洞庭)으로 깨쳐 소주(蘇州)로 갈

새 (…후략…)

(권3, 4b～6b면)

장홍은 동오의 반란을 평정하고 혼란에 빠진 변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힘쓴

다. 그가 잠시 장안을 떠나 있는 사이, 유귀인이 황제의 총애를 등에 업고 장홍

을 참소한다. 그는 누명을 벗기 위하여 장안으로 돌아오지만 금의옥(錦衣獄)에

갇혔다가 결국 회양공주의 기지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장홍은 이 사건으로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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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슬에서 물러나겠다고 요청하여 가족들과 함께 취성산에 은거한다.29) 취성산은

장안의 남문에서 십리 거리에 있는 산으로 장안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공간이

다. 이 때문에 그는 다시 출사하게 된다.

장홍은 동오가 촉과 함께 재차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평정하기 위하여 출정

한다. 서술자의 관심은 군담을 묘사하는데 있다기보다 장홍의 여정을 서술하는

데 있다. 장홍은 먼저 수로를 통해 동오에 가서 역적의 잔당을 대파하고, 촉으

로 향한다. 이때 영주의 야랑(夜郞)30)을 지나다가 이태백을 회고한다. 야랑은 이

태백이 반란에 연루되어 유배를 가게 된 곳인데, 그는 유배를 가던 도중 해배되

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다. 장홍은 면양성(綿陽城)31)에 둔진하고 만리교(萬里

橋)32)에 다다라서 촉의 항복을 받는다. 면양성과 만리교 모두 촉에 있는 실제

지명으로 면양은 삼국시대 격전지이고, 만리교는 제갈량이 비위(費褘)를 위해

송별연을 열었던 곳으로 유명하다. 그는 인근의 명승지를 유람하고, 다시 당군

을 거느리고 장안으로 돌아간다. 그 과정에 검각(劍閣)33)을 넘어 양평관(陽平關)

에 이르러 인근의 남정(南鄭)34)에 있는 제갈량 사당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처럼

장홍의 출정 여정은 촉의 명승지를 답사하는 여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는 화

주로 향하여 군대를 규합하고 장안으로 돌아온다. 이것으로 그의 정벌을 위한

공간 이동은 끝이 나고 천하에 평화가 찾아온다.

29) “양삼일 머물러 성의 별원(別院)에 옮길 새 원래 남문 밖 십리의 한 뫼가 있으니 높이

높지 아니나 봉만(峰巒)이 그윽하고 지형이 광활하여 백리 남은 데 송백이 충울(茺蔚)하

고 만화(萬花)가 무성한지라. 아래로 폭포가 둘렀고 사면에 인가가 가득하니 이는 다 기

개(氣槪) 청정하고 의기 호한(好漢)한 사람의 묵는 곳인 고로 뫼 이름은 취성산이라 하고

마을을 일컬어 집현촌이라 하며 물을 이르되 세이탄이라 하니 장부마가 원유를 복하매

이곳의 인하여 천여 칸 장가와 백여 묘 전결(田結)을 두니 화릉조란이요 난창수달이라.

분칠한 담이 접하고 꽃동산과 버들수풀이 십리에 둘렀더라. 처음에 천자가 장원을 이루어

주실 새 복지(卜地)를 가려라 하시니 유사(有司)가 취성산 집현촌을 아뢴데 상이 드디어

그곳에 지어주라 하시고 친히 현판(懸板) 제액(題額)하시어 예현선원이라 하시니 부마가

그 사미(奢靡)함을 슬퍼하여 앞으로 세이탄을 대하여 십여 칸 초당을 이루어 계상(階上)

의 취죽(翠竹)을 심고 문전(門前)의 세류(細柳)를 성히 하였으니 수첩(數疊) 청산(靑山)은

뒤로 벌였고 한줄 계수(溪水)는 앞을 둘렀는지라.” (권3, 48a～48b면)

30) 지금의 중국 귀주성(貴州省) 준의부(遵義府) 동재현(桐梓縣) 동쪽에 있음.

31) 지금의 중국 사천성(四川省) 면양시(綿陽市).

32) 지금의 중국 사천성 성도시(成都市) 남쪽 금강(錦江)에 있는 다리.

33) 지금의 중국 사천성 검각현(劍閣縣).

34) 지금의 중국 산시성(陝西省) 한중(漢中)에 있는 현(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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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환을 위한 공간 이동

대종이 붕어하고 덕종이 즉위한 이후 장홍은 칭병사직하여 취성산에 은거한

다. 그가 퇴사하자 변방에서는 번진이 소요하고, 조정에서는 간신이 득세한다.

장홍은 안남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남제로 내려가 안남의 반란을

평정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장안에서 남제로 내려간다. 이후 군

사를 거느리고 안남으로 가서 반란을 평정한다. 그는 선왕의 후손을 왕으로 세

우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조정에 안남왕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이에 조정에서는 장홍을 왕으로 봉한다.

승상 분소가 성을 열어 맞을 새, 왕[장홍]이 먼저 양씨 종묘(宗廟)를 배설(排設)

하여 현알(見謁)하고 양씨 자손을 찾을 새 장웅이 양씨 종족 만여 인을 다 무찔

러 마침내 종적이 없는지라. 왕이 가석(可惜)하여 잠깐 유진(留陣)하고 비보(飛

報)를 올려 천자[덕종]께 청하고 마땅히 안남 지킬 이를 주청(奏請)하다. (…중

략…) 오래지않아 돌아가 남제에 보하니 부마가 조명(朝命)을 얻고 드디어 안남

의 주(主)가 되매 인민아동으로 나란히 다 즐겨 문 밖에 와 즐기는 소리가 구소

(九霄)에 사무치더라.

(권4, 37a～37b)

왕이 된 장홍이 안남에 완전히 정착하는 것으로 그의 귀환을 위한 공간 이동

은 마무리된다. 이후 그가 안남을 다스리다 78세에 세상을 하직하는 것으로 이

야기가 끝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주인공의 다양한 공간 이동을 통하여 서사 편폭이 확대되

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단편 영웅소설과 동일한 구조를 공유하고 있으나

그에 비하여 서사 편폭이 훨씬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주인공의 지속적인 공간

이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장편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반복 원리35)와 상통한다. 지금까지 연구에서 구조적 반복 원리는 인물 갈등

35) 이상택, <보월빙> 연작의 구조적 반복 원리 ,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 논총간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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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세 가지 층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되었다.36) 고전장편소설에서 일반적으

로 유사한 인물 갈등 사건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서사 편폭이 확대되는 것

과 달리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의 이동이 반복됨으로써 서사 편폭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실존 지명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작품의 공간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작품에는 당(唐)대의 지명이 사용되기도 하

지만 주로 삼국시대의 지명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동오와 촉은 각각 손권(孫

權)과 유비(劉備)가 건국한 나라에서 이름을 따온 것이다. 군담에서 삼국지연의
(三國志演義)의 영향이 많이 감지되기 때문에 지명 역시 그 영향으로 추정된

다. 제갈량이 남만(南蠻) 정벌 시 노수(盧水)를 건넜다는 일화를 인용하는 등37)

삼국지연의의 일화가 다수 인용되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 소설에서 삼국

시대의 지명이 활용되었다는 것은 작자가 당(唐)대의 지명에 익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추정되나, 그것보다 지명을 통해 삼국지연의의 사건을 환기하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38)

지명과는 달리 이 작품의 공간에 대한 설정은 당(唐)대 역사를 반영한 것이

다. 동오와 촉은 번진을 형상화한 것이다. 번진은 당 고종 연간 변방에 설치된

회 편,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1982 참조.
36) 김홍균은 소설의 장편화 방법을 ①갈등의 복합 ②이야기의 결합 ③사건의 반복의 세 가

지로 들었다(김홍균, 복수주인공 고전장편소설의 창작방법 연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

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임치균은 ①사건 반복의 원리 ②사건 부연의 원리 ③내

용 총정리의 원리 ④갈등 결합이 원리 ⑤갈등 지속의 원리 ⑥관계 인물 증대의 원리 ⑦

다른 가문으로 확대의 원리의 일곱 가지로 설명하였다(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정병설은 ①서사빈도 ②서사 확대 ③서사 지속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고전

장편소설의 서사원리에 대해 논했다(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37) “제군이 건너기를 두려 가로되, “자고로 노수의 험함이 전하여 이른 바라. 어찌 감히 건

너기를 바라리오.” 부마가 가로되, “석(昔)의 제갈무후가 오월에 노수를 건너고 팔월에 노

수에 제(祭)하니 전후 여러 번이나 위태함이 없으니 어찌 가벼이 염려하리오.” (권3, 54

b～55a면)

38) 지연숙은 숙향전이 삼국지연의에 등장하는 지명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조

선시대 독자는 숙향전에서 삼국지연의의 익숙한 지명을 발견함으로써, 삼국지연의
의 사건을 환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지연숙, <숙향전>의 세계 형상과 작동

원리 연구 , 고소설연구 제24집, 고소설학회, 2007, 200면). 몽옥쌍봉연록도 삼국지연
의에 등장하는 지명을 차용하였으므로 숙향전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었을 것이라고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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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였으나, 이후 세력이 성장하여 조정에 반기를 들기도 하였다. 또한 당

대종 연간 토번의 침입이 빈번하였는데, 장홍의 출정 여정에 그 사실이 반영되

어 있다. 한편 안남은 지금의 베트남 북부에 설치되었던 안남도호부(安南都護

府)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공간 중 대부분의 사건이 일어나는 핵심 공간은 당

(唐), 토번, 안남이다. 이러한 공간은 주인공과 맺고 있는 관계에 따라 각각 성

취 공간, 시험 공간, 근원공간이 된다. 성취 공간은 그가 능력을 발휘하여 과거

에 급제하고 혼인을 통해 가족을 이루는 공간이며, 시험 공간은 주인공이 영웅

성을 시험 받는 공간, 근원 공간은 주인공의 일생이 시작되며 결국 그가 돌아가

야 하는 공간이다. 다음 절에서는 핵심 공간의 형상을 알아보고자 한다. 고전소

설은 근대소설에 비하여 공간에 대한 묘사의 비중이 작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공간과 어떤 인물이 관련을 맺고 있는지, 어떤 역사적 맥락이

반영된 공간인지39)를 검토하여 공간의 구체적인 형상을 알아볼 것이다.

2. 핵심 공간의 형상

1) 문화적 중심인 당(唐)

장홍은 당(唐)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승상이 되고, 삼부인과 혼인하여 가문을

회복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은 장홍에게 성취 공간이 된다. 당시 당(唐)은 천

하의 중심으로 여겨졌는데, 작중인물의 말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여러 차례 강

조된다.

우리 태조40) 신요황제(神堯皇帝) 성덕신공(聖德神功)하시어 천명(天命)이 돌아

39) 미케 발은 실존 인물이 소설에서 형상화된 경우를 논하면서, 실존 인물에 대한 직간접적

인 지식이 작중 인물의 의미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미케 발, 서사란 무

엇인가, 한용환 강덕화 역, 문예출판사, 1999, 149면). 이는 소설의 인물뿐 아니라, 소설

의 공간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 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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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매 수주(脩主)가 위(位)를 사양하고 태종(太宗) 문무황제(文武皇帝) 대업을 이

으시어 군웅(群雄)을 쓸어버리고 반란을 소청(掃淸)하시매 왕세충(王世充)과 하건

덕(夏建德)이 마침내 잃음이 되니 동벌고려(東伐高麗)하시고 북각돌궐(北却突厥)

하시며 남도월상(南渡越裳)하시고 서제만이(西制蠻夷)하시어 해내승평(海內升平)

하고 팔황빈복(八荒賓服)하거늘 현종(玄宗) 명황제(明皇帝) 국난(國難)을 평정(平

定)하시고 숙종(肅宗) 현황제41) 연모(淵謀) 뒤 다시 일천을 밝히시매 중흥한 큰

공을 세워 계시거늘 (…후략…)

(권3, 29b～30a면)

장홍은 번진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당의 역사적 정통성에 대하여 언급한다. 이

때 태조 대부터 숙종 대까지의 역사가 개괄된다. 당의 황제는 천명을 받아서 중

원을 통일하였으며, 사방의 이적이 그에게 복속되었다는 것이다. 장홍이 천사(天

使)에게 중국위풍(中國威風)을 묻자, 그는 조정에 현사가 많다는 것과 장안이 장

려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장안의 화려함은 옥화궁에 대한 묘사를 통

하여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차시의 길사(吉事)가 점점 가까워 오매 상(上)이 특별히 장안 서편의 궁궐을

곁 하여 별궁(別宮)을 이룰 새 이른바 금전옥루(金殿玉樓)는 채운(彩雲)에 비겼

고, 고루거각(高樓巨閣)은 나는 듯 천문만호(千門萬戶)요 난창수달(蘭窓繡闥)이라.

계원연지(桂園蓮池)와 분장화동(粉牆畵棟)이 일색(日色)의 쟁영(爭榮)하니 도리어

사치함이 극하거늘 (…후략…)

(권2, 14b면)

공주의 혼사일이 다가오자 황제는 장안 서편의 궁궐 옆에 옥화궁을 짓는다.

궁궐이 너무 사치스러웠기 때문에 장홍은 궁궐의 규모를 줄여달라고 청하고, 황

제는 공역을 반으로 줄이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는 주인공의 검소함을 강조하기

위한 장면이지만 역설적으로 궁궐의 사치스러움과 장안의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은 시(詩)로 대표되는 문화가 꽃피는 곳이기도 하다.

40) ‘고조(高祖)’의 오기로 보인다.

41) ‘무황제(武皇帝)’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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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은 오월 단양일(端陽日)에 제 군신을 남훈전(南薰殿)에 모으셔 잔치를 주

실 새 전상전하(殿上殿下)에 군신이 경희(慶喜)하며 상서(祥瑞)의 기운이 용루(龍

樓)에 어리어 향연(香煙)이 애애(靄靄)한대 제신이 금관옥대(錦冠玉帶)로 성열(娍

列)하였으니 의관(衣冠)이 제제(濟濟)하고 예모(禮貌)가 빈빈(彬彬)하더라. (…중

략…) 날이 반오(半午)하여 파연(罷宴)할 새 한림학사 칠인과 이부상서 경홍을 머

무르게 하시어 글을 지이시니 석(昔)에 태종 문무황제 이세적(李世勣)으로 연음

하시어 적(勣)이 취하여 누우매 일기(日氣) 한랭한고로 친히 어복(御服)을 벗어

덮으신 일로써 찬(讚)이 십 수씩 지이시니 제신이 응구승순(應口承順)하여 엎드

려 지을 새 (…후략…)

(권1, 45b～46b면)

단오가 되자 황제와 군신은 남훈전에서 연회를 연다. 남훈전은 당 현종(玄宗)

이 흥경궁(興慶宮)에 지은 화려한 전각의 이름이다. 여기에서 벌어지는 잔치의

상서로움과 잔치에 모인 군신들의 아름다움이 묘사된다. 황제는 잔치가 끝나자

한림학사, 이부상서와 함께 태종이 이세적을 위하여 용포를 덮어준 일을 시재로

삼아 함께 시를 짓는다. 황제는 이때 지은 시를 모아 내전으로 들어와 자녀들과

함께 시를 품평한다. 이처럼 작품에서 당(唐)은 시로 대표되는 문화가 향유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한편 당(唐)은 예교 문화가 체화된 공간인데, 이는 인물을 통하여 확인된다.

회양공주는 유교적으로 모범적인 여성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그녀는 사치함과

번화함을 싫어하고, 시서를 박람하고 여사(女士)와 강론하는 것을 즐긴다. 대종

이 빈번하게 연회를 열고 음악을 연주하게 하자 공주는 간언을 통해 연회를 줄

이게 한다. 이처럼 인물을 통하여 당(唐)이 예교 문화가 발달한 곳이라는 사실

을 보여준다.

2) 문화적 주변인 토번

장홍이 당(唐)에서 고관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변방의 불안정한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번국의 침입을 물리쳐 영웅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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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 장홍에게 시험 공간이 된다. 이 작품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번국은 토번

이다. 역사적으로 당(唐)의 변방 방비가 허술해지자 토번은 막강한 군사력을 바

탕으로 중원을 위협하였다. 특히 대종 2년(763) 겨울에 토번군은 장안을 점령하

는데, 황제는 장안을 버리고 섬주(陝州)로 몸을 피하였다. 이 작품에는 이와 같

은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는데, 장홍은 과거를 보기 위하여 상경하지만 토

번의 침입 때문에 과거가 연기되어서 겨울 동안 인근에 있는 사원으로 피신한

다.42)

대종 연간 토번의 침략은 여러 차례 거듭된다. 이 작품에는 토번의 침략이 두

차례 장면화되어 있는데, 모두 역사적 사건을 반영한 것이다. 이 중에서 삭방절

도사(朔方節度使) 복고회은(僕固懷恩)의 반란을 통해 토번인에 대한 인식을 살

펴볼 수 있다. 장홍은 곽자의와 함께 복고회은과 합세한 토번군을 물리치기 위

하여 전장에 나선다.

일야(一夜)의 변보(變報)가 세 번 이르러 토번이 다시 작란(作亂)함을 고하니

천자가 경려(驚慮)하시어 이에 곽공[곽자의]이 출사할 새 조정이 논하여 왈,

“곽공이 연로한지라. 혼자 행치 못할지라. 장홍이 비록 도위(都尉) 성례(成禮) 전

이나 국가대사(國家大事)에서 물러 앉아 신랑의 태(態)를 못하리라.”

하니 상이 대소(大笑)하시고 곽공을 좇아 북번(北蕃)을 치라 하시다. (…중략…)

장상서가 드디어 곽공의 인을 빌려 호를 곽공이라 일컫고 복고회은을 따라와 명

사(鳴沙) 땅에 가 죽게 하니 이때 영태(永泰) 원년 구월이라. 회은이 퇴사하매 번

장 악갈과 천가항 등이 대적(對敵)하더니 사람이 전하여 가로되,

“곽영공과 신화장군이 온다.”

한대 번병(蕃兵)이 다 낙담하여 크게 패하매 천가항 등이 진전에 와 항복하거늘

상서가 흔연히 위무하니 천가항 등이 위덕(威德)과 은혜를 항복하여 진정(眞情)

을 반치 아님을 맹세하더니 이적(夷狄)의 마음이 굳지 아닌지라. 가만히 반하여

밤을 달아나거늘 백원광(白元光) 등으로 더불어 정기(旌旗)를 따라와 영대현(靈臺

縣) 서원(西原)에 이르러 크게 파하고 토번 만여 중을 다 시살(廝殺)하고 돌아 오

42) “생이 걸어 행하여 장안에 이르니 토번이 작란하매 중외(中外) 소요하여 과한을 물렀는

지라. 진퇴양난하여 행영사란 절에 가 머물렀더니 청류는 지나고 신춘이 돌아오매 차시

비로소 화창한 춘일에 문무를 모아 태극전 하에서 재주를 뽑으실 새 (…후략…)” (권1,

24b면)



- 24 -

니라.

(권2, 2b～3b면)

위 인용문에서 복고회은이 명사에서 병사한 것은 실제 역사의 기록과 일치하

지만 그후 경과는 역사와 소설이 차이를 보인다. 역사상으로는 복고회은이 죽자

그와 함께 반란을 일으킨 토번과 회흘이 주도권을 다투는 상황에서 곽자의가

단신으로 회흘을 찾아가 회흘의 장수를 설득하여 회흘과 함께 토번을 공격한다.

반면에 소설에서는 복고회은이 죽자 토번의 무장들이 당진(唐陳)으로 찾아와 항

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장홍은 그들을 위무하고 그들은 배반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하지만 토번인은 밤에 배반하여 도망치고, 장홍은 그들을 공격하여

크게 승리한다. 이처럼 소설 속에서 번국인은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나타난다.

서술자는 토번이 쉽게 배반하는 이유가 이적(夷狄)이기 때문에 마음이 견고하

지 않아서라고 설명하고 있다. 토번의 지리적 위치나 민족적 차이가 심성의 선

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이는 토번이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지 못

하였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번국(蕃國)은 문화적으로 주변인

국가로, 중국에 복속되어서 왕화를 입어야 하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3) 문화적 경계인 안남

장홍의 근원 공간은 안남(安南)이다. 안남은 장홍의 선조가 터전을 잡았으며,

부모와 형제의 시수가 묻힌 곳이다. 그렇다면 작품 속에서 안남은 어떤 공간으

로 설정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도입부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작품은 안

남국이 성립된 계기에 대한 소개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대당 고종(高宗) 황제 붕하시고 중종(中宗)이 즉위하여 계시더니 황후 위씨(韋

氏)의 부친 현정(玄貞)을 시중(侍中)을 하이신데 배염(裴炎)이 고쟁(固爭)하거늘

중종이 질타하시니 염이 인하여 황태후 무씨께 밀고폐지43)하니 이월(二月) 무오

(戊午)에 중종을 폐하여 여릉왕(廬陵王)을 삼고 상왕을 입제(立帝)하여 별전(別

43) ‘밀모폐립(密謀廢立)’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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殿)에 두고 태후가 정사를 결하며 제무(諸武)가 용사(用事)하거늘 당(唐) 종실(宗

室) 인인(人人)이 다 분연(奮然)하여 이경업(李敬業), 이경장44), 낙빈왕(駱賓王),

위사온(魏思溫) 등이 다 양주(揚州)에 모여 각각 벼슬을 잃고 원망하여 내모작란

(乃謀作亂)하고 광복여릉왕(匡復廬陵王)하라 하여 수만 병을 모아 중종 연호(年

號)를 일컫고 주현(州縣)에 작란하니 태후가 이에 대장군 이효일을 보내어 병 십

만으로써 파한 고로 사성(賜姓) 양씨하여 안남절도사를 하이니 수륙을 통하여 해

중 안남국(安南國)을 쳐 일통(一統)하고 다시 조명(朝命)을 얻어 안남왕(安南王)

이라 하다.

(권1, 1a～1b면)

당 중종 연간 측천무후는 위현정을 시중 제수를 계기로 중종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한다. 그해 이경업과 이경유 등이 중종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양주

에서 반란을 일으키지만, 대장군 이효일이 양주로 가서 반란을 평정한다. 이효

일은 그 공으로 양씨 성을 하사받고 안남절도사에 임명된다. 그는 수륙을 통하

여 안남을 중국에 복속시키고 안남왕에 봉해진다. 이처럼 안남은 중국에 복속된

공간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인물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장홍은 안남이 “본

대 중국지내(中國地內)에 있으(권1, 5a면)”나 “멀리 해빈(海濱)의 벽처(僻處)하여

장안(長安)으로 더불어 상거(相距) 수만(數萬)리(권1, 5a면)”라고 말한다.

역사적으로도 이 시기 베트남은 당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6세기부터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베트남의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지만, 수(隋) 문제(文

帝) 대에 이르러 유방(劉方)의 정벌로 인해 다시 지배를 받게 되었다. 수(隋)에

이어 중국 대륙을 차지한 당은 전조 제도를 답습하여 베트남에 교주총관부(交州

總管府)를 두었다가 이를 628년 교주도독부(交州都督府)로 개칭하고, 679년에는

안남도호부로 승격시켰다. 이후 757년에 진남도호부(鎭南都護府)로 이름을 바꾸

고 절도사(節度使) 제도를 도입하였다. 768년 다시 안남도호부로 이름을 바꾸고

도호는 절도사를 겸하게 하였다.45)

이 작품의 안남은 당(唐) 중엽부터 난립하였던 번진(藩鎭)과 성격이 유사하다.

44) ‘이경유(李敬猷)’의 오기로 보인다.

45)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02, 78～85면 참조; 유인선, 베트남과 그 이웃

중국, 창비, 2012, 77～9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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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홍이 안남의 반란을 평정하러 가겠다고 하자, 신하들은 덕종에게 “이때 [장홍

을] 멀리 보내어 번진을 지키게 하소서(권4, 31b～32a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서도 안남을 번진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효일은 절도사였다

가 왕으로 임명되는데, 번진을 다스리는 절도사가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상주하

면서 세습하기도 하였던 당 중엽의 상황과 유사하다.46) 비록 국(國)과 왕(王)이

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안남은 독립국이 아니라 당(唐)의 번진이라고 볼 수

있다.

안남은 영토적으로 당(唐)에 복속되어 있으나, 문화적으로 완전히 중화화한

공간이라고 할 수는 없다. 장홍이 일시적으로 안남에 귀향하여 부모의 시신을

안장하러 갔을 때, 서술자의 말을 통하여 드러난다.

왕이 옳게 여겨 이에 인부(人夫)를 조발(調發)하여 다시 관곽(棺槨)을 갖추어

영장(永葬)할 새 무릇 제도를 예사 공경(公卿)의 분묘(墳墓)로 하고 왕후(王侯)의

능으로 아니 하나 옥석(玉石)이 좌우에 둘렀고 취송(翠松)이 사면에 무성하여 묘

지와 장막을 이루매 국왕이 죄를 속할 곳이 없어 일용집물(日用什物)을 갖추고

장가 부자(父子)를 본국 직호(職號)로 추증(追贈)하고 사관(史官)을 보내어 치제

(致祭)하며 유시(諭示)하여 장군 이십을 유릉(留陵)하고 고을로써 사시제사(四時

祭祀)를 하고 친히 산하(山下)에 이르러 왕으로 더불어 초상지례(初喪之禮)를 이

루니 왕의 슬퍼함이 초상과 다르지 아니하고 예법이 유극하니 남민(南民)이 어찌

중화(中華)의 큰 법도를 알리오. 다만 경복(敬服)함이 공부자(孔夫子)를 만난 듯

상례(喪禮)란 책을 만들어 판에 박아 집마다 유전(遺傳)하더라.

(권2, 12b면)

서술자는 장홍의 예법을 설명하면서 “남민이 어찌 중화의 큰 법도를 알리오”

라고 말한다. ‘중화의 큰 법도’는 예법을 말하는데, 안남에는 예법이 널리 퍼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안남인은 장홍의 예법을 보고, 상례(喪禮)라는 책을

만들어 집집마다 물려준다. 이와 같은 묘사는 안남이 완전히 중화화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안남은 화(華)에 가깝지만 화(華)는 아니고, 이(夷)

46) 진옥영, 당 중엽의 번진할거와 당조의 대응-하북과 하남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6～1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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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깝지만 이(夷)는 아닌 공간이 된다. 문화적 중심과 문화적 주변 사이에 있

는 문화적 경계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핵심 공간의 형상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이 작품의 공간에 대한 형

상화는 각각의 공간에 대한 문화적 인식을 보여준다. 당(唐)은 문화적 중심으로,

토번은 문화적 주변으로, 안남은 문화적 경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당과 토

번에 대한 인식은 동아시아 공간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

으나, 안남에 대한 인식은 전통적인 사고와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서 독특하

다.47)

47) 이와 관련하여 Ⅳ장 1절에서 상론할 것이다.



- 28 -

Ⅲ. 공간의 기능

앞서 2장에서 이 작품의 공간적 양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 작품에는 다양

한 지리적 공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전체 서사와 관련을 맺고 있는 공간은

안남과 당(唐)이다. 이 두 공간은 역사적 맥락이 부여된 공간으로 이야기에 사

실감을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이야기를 실제로 있을 법한 것으로 만든다.

이와 같은 기능은 소설의 공간이 수행하는 일차적인 기능이다. 그러나 몽옥쌍
봉연록의 공간은 일차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 전체

에 영향을 미치며 주제를 구현하는데 기여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실상에 접근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서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공간의 기능을 구조 · 갈등 · 인물의 세 가지 층위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1. 이향과 귀향의 반복

서사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은 서사구조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러시아

의 비평가 유리 로트만은 예술 텍스트의 분석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실현되는

의미론적 이항 대립이 텍스트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하였다.48)

이 작품에는 안남과 당(唐)의 대립이 공간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공간의 성격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원래 주인공에게 안남

은 우호적인 공간이고 당(唐)은 위협적인 공간이었으나, 조공 사건을 계기로 두

공간의 성격이 변하게 된다. 이후 지속적으로 두 공간의 성격은 전환된다. 이

48) “예술, 혹은 신화적 텍스트를 택한다면 텍스트의 성분들의 내적 조직화의, 바탕에 의미론

적 이항대립의 원리가 규칙으로 놓여 있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세계

는 가난한 사람과 부자, 토박이와 이방인, 정통과 이단, 문명과 미개, 사회인과 자연인, 친

구와 적으로 나뉜다. 텍스트에서 이들 세계들은 우리가 말했던 바와 같이 거의 항상 공간

적 실현을 받는다. 즉 가난한 사람의 세계는 가난한 교외, 슬럼, 판자촌의 형태로 실현되

는 반면 부자의 세계는 중심가, 궁전, 극장의 정장 귀빈석으로 실현된다. 그러한 개념들은

공정한 땅과 불공정한 땅, 도시와 시골, 문명된 유럽과 무인도, 보헤미안 숲과 세습 성의

대조로 나타난다.” (유리 로트만, 예술 텍스트의 구조, 유재천 역, 고려원, 1991, 3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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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공간의 성격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로트만의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이라

는 개념을 차용할 것이다. 로트만은 모든 문화는 세계를 ‘우리의’ 내적 공간과

‘그들의’ 외적 공간으로 나눔으로써 시작되고,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의 분리는

경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내적 공간은 ‘안전한’, ‘우호적인’, ‘조화로

운’ 영역이고, 외적 공간은 ‘위험한’, ‘적대적인’, ‘혼란스러운’ 영역이다.49) 그런데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의 분할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인데, 이 분

할은 인물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50) 몽옥쌍봉연록에서 안
남과 당(唐)이라는 공간의 성격이 변화됨에 따라 장홍은 이향과 귀향을 반복한

다. 이하에서 안남과 당(唐)의 성격 변화와 그에 따른 장홍의 공간 이동을 구체

적으로 알아볼 것이다.

작품의 도입부에서 장홍의 내적 공간은 안남이다. 안남에는 그의 집이 있으

며, 그가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안남은 그에게 안전하고

우호적인 공간이 된다. 이에 반해 당(唐)은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침략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는 위험하고 적대적인 공간이다. 그러나 그가 조공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고 난 다음, 안남에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두 공간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 안남은 내적 공간에서 외적 공간으로 전환되는데, 이는 안남에 더

이상 장홍의 가족이 없으며, 안남에서 그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는 사실로 판단

된다. 그는 당(唐)으로 가던 도중 안남의 변경에서 가족의 죽음에 대하여 전해

듣는다.

장승상[장완] 전가(全家)가 다 머리와 몸이 나누어 시신이 저자 거리에 밟히니

뉘라서 거두리오. 백골은 마제(馬蹄)의 쇄분(碎粉)하고 피육(皮肉)은 오작(烏鵲)의

밥이 되니 인정(人情)에 차마 보지 못할 것이오. 하물며 장공자[장홍]가 오명부와

범승상의 득지(得志)함을 만나 장구(長久)하여 아국에 와 문죄하고 지어 부모 시

수를 찾을 제 우리 등이 거두어 좋은 뫼에 안장하였다가 장공자께 고한 후 아국

49) 유리 로트만, 문화기호학, 유재천 역, 문예출판사, 1998, 197면.

50)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은 주체의 인식에 따라 구분된다. 그런데 이 소설에는 장홍의 공

간에 대한 인식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인물과 공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각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내적 공간과 외적 공간을 구

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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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태함을 빌면 이는 적선(積善)과 충의(忠義) 겸전(兼全)함이니 내일날 경도

(京都)에 들어가 거두어 초상하려 하노라.

(권1, 11b면)

장홍은 유모와 옷을 바꾸어 입고 도망치던 중 한 촌주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집에서 머물게 된다. 촌주는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장승상의 가족이 모두

참수를 당하여 그들의 시신이 저자거리에서 밟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한다. 이처

럼 안남은 안전하고 우호적인 공간에서 위험하고 적대적인 공간으로 바뀌게 되

므로 장홍은 안남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이향(離鄕)이다.

반면에 당(唐)은 장홍에게 내적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그가 장안에서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이다. 장홍은 과거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한림학사에 제수되고, 황제의 호의를 받아 결국 부마로 간택된다. 이

처럼 당(唐)은 그에게 위험하고 적대적인 공간에서 안전하고 우호적인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과거에 급제하였다는 점에서 완전한

내적 공간이 아니라 불완전한 내적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장홍은 당군을 거느

리고 자신의 가족을 안남왕에게 참소했던 우필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

로 안남에 내려간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귀향(歸鄕)이다. 이때 그는 부모의 선

산을 찾고 무너진 집을 보수한다.

제왕이 옛집을 찾으니 구외(構外)에 속하여 빈 터가 되었으되 오히려 십여 간

당사(堂舍)가 남았는지라. 수소(修掃)하여 머물 새, 옛날 흩어졌던 노복이 모이매

여운부절(餘韻不絶)하니 노주가 만나 슬퍼함이 비길 곳이 없고 황량한 빈 뫼와

처초한 초목이 다 고주(故主)를 반기는 듯 하더라.

(권2, 9b면)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집은 빈터가 되고 집에서 살던 노복은 흩어진 상태였

지만, 그가 십여 칸 남은 집을 정돈하고 그곳에 머물자 흩어졌던 노복이 모두

돌아온다. 이 장면은 안남이 내적 공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렇

지만 장홍은 안남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는데, 그의 가족을 몰살시켰던 왕

이 여전히 안남에 남아있으므로 안남은 불완전한 내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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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홍은 다시 안남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이 두 번째 이향이다. 이후 당(唐)은

완전한 내적 공간으로 전환된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장홍이 당(唐)에서 혼인하

여 실가를 꾸리고, 자녀를 낳아 기른다는 사실이다.

장부마가 평생 한(恨)을 풀어버리고 원(願)을 이루어 부모 원수를 갚고 삼개

숙녀를 얻어 금슬종고와 관저지락이 심상치 아닌지라. 부중(府中) 화기(和氣) 전

연하고 주림이 옥(玉) 같아서 공주의 관대한 도량과 곽씨의 자혜(慈惠)하며 진씨

의 어짊이 일시에 쌍(雙)할 이 없으니 부마가 종래여일(從來如一)하여 소처환락

(所處歡樂)으로 일월(日月)이 흐르는 줄 깨닫지 못하더니 삼부인이 함께 잉태하

니 부마가 더욱 기뻐하며 황야(皇爺)와 낭랑(朗朗)이 크게 희열(喜悅)하시더니 가

은(加恩)하여 공주와 곽부인이 옥으로 엉겨 남자를 생(生)하고 진부인이 꽃을 묶

어 여아를 생하니 남아여자가 부모영풍을 닮았으니 부마가 혹애(惑愛)하여 장중

보옥(掌中寶玉) 같이 여기더라.

(권2, 44b면)

장홍은 당(唐)에서 세 부인과 혼인하여 금슬종고의 즐거움을 누리고, 세 자녀

를 낳아서 장중보옥같이 여긴다. 그러나 당(唐)의 성격은 서서히 안전을 보장받

는 내적 공간에서 위기가 닥쳐오는 외적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황제의 후궁인

유귀인이 회양공주에게 앙심을 품고, 그녀를 제거하려고 들기 때문이다. 결국

방황후가 죽고 나자 유귀인의 음모는 본격화되어 장홍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

히기도 한다. 더 이상 장홍에게 당(唐)은 내적 공간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 유귀

인이 처형당한 이후에도 조정에서는 간신이 득세하고, 변방에서는 번진이 소요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당(唐)은 위험하고 적대적이고 혼란스러운 외적 공간

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장홍은 안남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간신들은 황제에게

그가 황실에 위협적인 인물이라고 참언하면서 그를 안남으로 보내자고 청원한

다. 장홍은 번진의 반란을 진압하는 업적을 세웠으나, 오히려 그 때문에 조정에

서 배제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홍은 안남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그의 두 번째 귀

향이다. 이때 안남인은 역적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장홍에게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데, 그는 주현관의 도움을 받아 왕도에 무혈 입성한다. 죽은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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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던 맏누이와 재회하는 사건도 이 공간이 장홍에게 내적 공간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맏누이는 장가(張家)가 멸문지화를 입을 때 아들과 함께 촌락에

도망쳐서 갖은 고생을 겪다가 장홍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도로 돌아

와 그와 재회한다.51) 이 사건은 안남이 장홍에게 완전한 내적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는 안남왕이 된 다음에 삼년마다 세자와 함께 장안으로 조회

하러 가는데, 여전히 당(唐)은 그에게 적대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러구러 삼년이 되니 왕[장홍]이 세자로 더불어 장안에 조회할 새, 천자가 봉

천(奉天)의 위태함을 이르시어 왕을 보고 탄 왈,

“경이 없기로써 큰 화란(禍亂)을 임하니 뉘 사직을 붙들리오?”

하시더라. 왕이 조회하고 모든 공경대신과 왕후제공으로 반기며 삼녀를 보매 슬

픔이 고극(苦劇)하더니 상이 왕을 머물고자 하시더니 각신(閣臣)이 사이에 주청

(奏請)하여 머물지 못하게 하다.

(권4, 39b～40a면)

장홍이 장안에 조회를 하러 가자 황제는 그에게 장안에서 일어난 반란 때문

에 봉천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말하며 장안에 머물게 하려 한다. 그

러나 신하들이 반대하여 장홍은 장안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안남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상당히 짧은 서술이지만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장홍이 여전

히 당조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요컨대 안남은 내적 공간→외적 공간→불완전한 내적 공간→내적 공간으로,

당(唐)은 외적 공간→불완전한 내적 공간→완전한 내적 공간→외적 공간으로 변

한다. 소설의 도입부에서 안남은 내적 공간이었으며, 당(唐)은 외적 공간이었다.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안남은 외적 공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내적 공간으로

전환되는 반면에 당(唐)은 내적 공간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외적 공간으로 전환

51) “우필의 난에 장씨 종족이 다 멸할 새, 왕의 맏누이 한생의 처가 가만히 도망하여 촌락

에 유락(流落)한 지 십구 년이라. 아들 중의를 데리고 민간에 유락하여 간고(艱苦)하더니

이미 왕이 고국 주인이 됨을 듣고 왕도(王都)에 이르니 왕이 대경하여 맞아 통곡하고 슬

픔을 이기지 못하더라. 선빈 공수를 봉하고 별궁에 머무르고 중의를 공오랑 벼슬을 봉하

여 취처(娶妻)하게 하고 이날 형제가 처음으로 만나매 슬프고 즐겨함이 비할 곳 없더라.”

(권4, 38a～38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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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장홍의 이동은 공간의 성격 변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공간의 성격

변화는 그의 공간 이동을 추동시켜 그의 이향과 귀향을 두 차례 반복되도록 한

다. 이처럼 이 작품에는 공간의 성격 변화가 서사구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 중심과 주변의 갈등

고전소설에는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윤리적 갈등이 작품의 핵심에 놓이는 경

우가 많다. 이는 작품 속에서 선인과 악인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하기 때문인데,

결국 이 갈등은 선인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권선징악이라는 주제의식을 강화시

킨다. 그러나 고전장편소설에는 인물의 행위를 바라보는 도덕적 관점, 선과 악

의 개념, 선인과 악인의 관계 등이 다면적이고 세분화되어 나타난다.52) 이 때문

에 선과 악의 대립이라는 윤리적 갈등만이 아니라 다양한 대립과 갈등이 출현

하게 된다.

몽옥쌍봉연록에도 선과 악의 대립이 중심 갈등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악인으로 인해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는 이야기에서 비중이

크지 않으며 쉽게 해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작품에는 선 대 악의 윤리적 갈

등 대신에 지역 대 지역의 공간적 갈등이 핵심적인 갈등으로 부각되는데, 갈등

의 원인은 공간 간의 문화적 차이나 종교적 차이가 아니라, 권력적 차이 때문이

다.53) 이 갈등은 일차적으로는 인물 간의 갈등으로 표출되나 각각의 인물은 특

정한 공간을 대표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서로 관계가 없어 보

이지만, 중심과 주변의 갈등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 절에

서는 몽옥쌍봉연록에 등장하는 갈등을 1) 당(唐)과 안남의 갈등, 2) 장안과 광

52) 김홍균, 앞의 논문, 111～120면 참조.

53) 최진석은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은 그 자체로 순수하고 균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공간은 영토적 분절을 통하여 특정한 배치를 이루며, 권력 효과가

발생하는 힘의 장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최진석, 근대의 공간 혹은 공간의 근대 , 이진

경 편저, 문화정치학의 영토들, 그린비, 2007, 236～2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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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갈등, 3) 조정과 전장의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당(唐)과 안남의 갈등

안남은 당(唐)에 소속된 번진인데, 두 나라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원인은 안

사(安史)의 난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안남이 팔십여 년 동안 당에 조공을 바치

지 않았다는 데 있다. 황제는 안사의 난이 진압되고 중원의 혼란이 수습되자 조

공을 진상하라는 요구를 전하기 위하여 안남에 사신을 보낸다.

천사(天使)가 중국(中國) 위풍(威風)을 가다듬어 정색 왈,

“순성(順聖) 측천(則天) 황태후(皇太后) 은덕(恩德)을 펴서 왕의 선조(先朝)를 안

남(安南)에 봉(封)하시니 수륙(水陸) 양령(兩領)의 지방이 만리(萬里)라. 족히 군

은(君恩)이 하해(河海)같음을 알 것이오. 이미 알진대 인신(人臣)의 도(道)가 세세

(歲歲)로 조공(朝貢)하여 군신대의(君臣大義)를 밝힘을 옳거늘, 천조(天朝)가 자주

병란(兵難)을 지내되 멀리 앉아 승패를 듣고 종시 구할 의사 없으며 조공 진상을

폐하니 이 어찌 신자(臣者)의 도(道)리오? 우리 대당 황제 명세삼왕하시니 사이

(四夷)가 내공(來貢)하고 천하가 다 낙업(樂業)하되 홀로 안남이 안연(晏然)한고

로 먼저 조민벌죄(弔民伐罪)하는 법을 이어 날로써 죄를 묻게 하시니 만일 보화

와 금은으로써 연년세공(年年歲貢)을 넉넉히 아니면 육사(六師)로 처 옮기는 화

(禍)가 불구(不久)에 이르리니 천하 십삼도 군마가 이르면 뉘우치나 미치지 못하

리라.”

(권1, 4a～4b면)

사신은 안남왕이 신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며, 당(唐)이 변란을

겪을 때 구원병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과 당(唐)에 조공을 진상하지 않았다는 것

을 그 예로 든다. 따라서 해마다 금은보화를 바치지 않는다면 군대를 보내어 공

격하겠다고 위협하는데, 원래 안남은 삼년마다 조공을 바치는 국가이므로 이는

무리한 요구이다. 이때 안남에서는 유군(幼君)이 즉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으

므로 승상 장완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었다. 장완은 그동안 전쟁 때문에 조공을

진상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안남이 부유하지 않기 때문에 해마다 조공을 바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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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사신은 그의 말에 납득하지 않았고, 장완은 더

이상 응대하지 못한다.

이때 백의를 입은 장홍이 신하들의 배후에서 표연히 등장한다. 그는 안남 백

성들은 당 황제를 부모처럼 여기고 있으며, 사신이 온 이유가 안남의 기한을 구

제하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사신이 조공을 받기

위하여 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전한다. 사신은 그의 신

분을 묻고는 관직이 없는 소년이 국가대사에 나섰다고 꾸짖는다. 장홍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자국의 사정을 소상히 전함으로써 사신을 설득하고자 한다.

“소생이 천사를 항거(抗拒)함이 아니라 국가가 근년의 한재(旱災)를 만나 백성이

들에 굶어 죽으며 사태(沙汰)의 주림을 견디지 못하여 능히 강도의 무리가 되고

국상(國喪)이 연면(連綿)하여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없는지라. 상국(上國)이 진무

(賑撫)하는 조서가 없이 도리어 수세(數歲) 공헌을 재촉하시니 민심이 소요하고

일방이 실망하여 석일(昔日)의 바라던 뜻이 헛것이 됨을 고하는 바이로소이다.”

천사가 양구(良久) 후 가로되,

“이미 그러할진대 내 당당히 환조(還朝)하여 진달(進達)하려니와 반감(半減)하여

진헌(進獻)하게 하라.”

(권1, 6a～6b면)

그는 근년에 안남에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어 죽었으며, 살아남은 자는 기

아를 견디지 못하여 강도가 되고만 절망적인 상황을 전한다. 또한 연이은 국상

으로 인해 국고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안남이 이런 상황에 처

했는데도 당(唐)이 안남을 위로하기는커녕 조공만 재촉하고 있다고 항의한다.

즉, 당조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번진에 의무를 강요한다고 반발하는

것이다. 이는 작은 나라에 사대(事大)의 의무가 있다면 큰 나라에는 자소(字小)

의 의무가 있다는 ‘사대자소(事大字小)’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사대자

소’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소공(昭公) 30년조의 “예란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고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아끼는 것을 말한다(禮也者, 小事大, 大字

小之謂)”에서 유래된 말이다.54) 이는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의 호혜적 관계

를 상정하고 있다. 장홍은 당(唐)이 안남에 사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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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로 자소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큰 나라의 논리를 역으로 이용하여 작

은 나라를 보호하고 있다.55) 결국 사신은 장홍의 말에 마음을 돌려 조공을 반감

하여 진상하라고 명한다.

이는 장홍의 능력을 강조하기 위한 사건이기도 하다. 사신은 장홍에 대하여

“중국의 인재 많으나 차인(此人) 같은 이는 희한하리라. 만일 옥당(玉堂), 한원

(翰苑)의 으뜸을 삼으면 재주는 이백(李白) 학사의 지날 것이오. 황각(黃閣) 시

중(侍中)의 위권(威權)을 이은즉 이음양순사시(理陰陽順四時)하여 방두(房杜)의

덕으로 방두요송(房杜姚宋)의 더하리로다(권1, 8a면)”라고 감탄한다. 그는 이 사

건을 통해 장홍이 당의 인재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다. 한편 사신은 장홍의 용모와 재주에 반해 그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시를 수창

하는데, 이때 장홍은 사신에게 당(唐)의 위세에 대하여 질문한다.

홍이 중국 위세를 물으니, 천사가 조정에 현사가 많음과 장안의 장려함을 갖추

어 전하니 홍이 가로되, “‘장수가 교위에 정사를 잡으매 군명(君命)을 쓰지 아니

하고, 대신이 외국에 임사(任使)하며 형세를 좇아 욕(辱)이 군상(君上)께 미치지

않게 함이라. 일편도이 임금의 명을 지킴이 아니라. 추시(趨時)하여 응변(應變)함

이라.’ 하니 석(昔)의 중손추(仲孫湫) 환공(桓公)이 명하여 노(魯)를 멸하라 하였

더니 들 부인의 어짊으로 인하여 노를 다시 세워 환공의 덕을 더욱 빛나게 하고,

한대 막대56) 두연[년](杜延年)이 오지를 승순(承順)하여 삼년불공지죄(三年不貢之

罪)를 물으려 하다가 전야(田野)의 굶어죽은 세 사람을 보고 차마 다스리지 못하

여 오왕의 주는바 금과 깁을 가져 민생에 흩어 주며 중종(中宗) 효선황제(孝宣皇

帝)의 덕으로 그 땅 백성이 주문왕(周文王)께 비겨 은혜 백골의 미치노라 일컬으

니 충신이 임금을 돕는 권변(權變)이라 함이니 알지 못하도다. 금세의 중국에 이

같은 일이 있습니까?”

(권1, 7a～7b면)

사신은 조정에 뛰어난 신하가 많다는 것과 장안이 웅장하고 화려하다는 것을

들어서 그의 의문에 대답하지만 장홍은 별로 관계없어 보이는 질문을 다시 던

54) 春秋左氏傳, 昭公 30년, “禮也者, 小事大, 大字小之謂.” (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 4,
中華書局, 1982, 1506).

55) 지연숙, 앞의 논문, 1997, 61면.

56) ‘막료(幕僚)’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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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지금 당조에 춘추시대의 중손추나 전한대의 두연년 같은 신하가 있냐는

것이다. 중손추는 춘추시대 제인(齊人)으로 제환공(齊桓公) 때 대부를 지낸 인물

이다. 그는 노(魯)의 국정을 살펴보기 위한 사신으로 파견된다. 제환공은 그에게

노나라를 침략해도 되겠냐고 질문하고, 그는 노(魯)에서는 밭에서 일하는 아녀

자까지도 주례(周禮)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침략할 수 없다고 대답한

다.57) 두연년은 전한(前漢)대 인물로 선제 연간 어사대부(御史大夫)를 지냈다.

그는 공헌을 바치지 않은 죄를 묻기 위해 사신으로 보내졌는데, 들에서 굶어죽

은 사람을 보고 불공지죄를 묻지 않으며 도리어 공헌으로 받은 재물을 백성들

에게 나누어준다. 이 두 사람은 장홍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신하상(臣下像)이

다. 장홍은 이 사람을 통해 신하는 임금의 명을 완고하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행동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장홍이 이러한 질문을 던진 이유는 실은 사신에게 그들과 같은 신하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였다. 사신이 시세가 간악해지고 환란이 잦아졌기 때문

에 더 이상 그러한 신하가 없다고 대답하자, 장홍은 사신이 안남의 백성들에게

공헌을 나누어준다면 바로 그러한 신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다. 사신

은 장홍의 말에 감화되어 금백(金帛) 칠거(七車)와 양마(良馬) 십승(十乘)을 백

성들에게 나누어준다. 이처럼 안남의 소년이 당의 사신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

는 번진이 당조를 변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신과 소년의 관계, 당조와

번진의 관계가 역전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소년과 사신의 대결이 소년의 승리로 끝난다는 점에서 최고운전
이나 ‘떡보와 중국 사신’ 설화를 연상시킨다.58) 그러나 최고운전이나 ‘떡보와

중국 사신’ 설화는 중국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는데 반해 몽옥쌍봉연록에는 중

국의 권위가 부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안남에 대한 당(唐)의 요구가 과도한

57) 東萊博議 권2, 齊仲孫湫觀政 (呂祖謙 撰, 東萊博議, 世界書局, 1984, 면).
58) 정병설은 최고운전이 조선 민중의 반중국, 반중화적 의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작품이

라고 평가하였다. 그는 이 작품과 설화, 야담 등에 나타나는 부정적 중국관과 중화관에

대하여 논의하면서 상층의 지배 이념으로는 화이론적 사대주의가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으나, 하층 민중의 가슴에는 자존과 자주가 더욱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고 하였다(정

병설, 18·19세기 일본인의 조선소설 공부와 조선관-<최충전>과 <임경업전>을 중심으로

- , 한국문화 제35집, 2005, 39～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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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는 하지만 부당한 것은 아니며, 본국과 사신의 권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장안과 광서의 갈등

장홍이 당(唐)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중심과 주변의 갈등은 좀 더 미묘한 형태

로 등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지역에 따른 차별이다. 이는 장안 출신인 동

류와 광서 출신이라고 위장한 장홍의 갈등으로 나타난다.

장홍은 신분을 바꾸고 형주에 일시적으로 정착한다. 그는 이름을 경홍으로,

본향을 광서로 바꾸고, 당(唐)의 유생들과 함께 시서를 박람하고 유람을 다닌다.

그런데 장홍이 독보적인 재능을 보여 형주에 이름을 떨치자 동류가 그를 시기

하는 마음을 품게 된다.

옛 같이 시서를 일삼을 새, 곽문영이 생[장홍]을 사랑하여 문경지교(刎頸之交)

가 되었더니 생이 재명(才名)이 자자하여 광서 선비 경홍이 경륜대재(經綸大才)

라 일컬으니, 제류의 노생은 노기(盧杞)의 아이오. 정생은 정원진(程元振)의 자라.

간교질시(奸巧嫉視)하여 허물을 동류에게 참소하니 제생이 이향선비라 경멸스럽

게 여기되 홀로 곽생은 지심붕우(知心朋友)더라.

(권1, 16a면)

장홍이 성명과 본향을 속이고 있었으므로 안남 선비 장홍이 아닌 “광서 선비

경홍”이 국사를 경영할만한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퍼진다. 그와 함께 공부하던

노생과 정생은 장홍의 재능을 시기하여 그의 허물을 다른 유생들에게 참소한다.

이때 동류의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장홍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향선

비’라고 멸시하는 것이다. 장홍이 광서 출신으로 가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주

에서 이향선비라고 멸시당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유생들이 같은 지역 출신이

아닌 장홍에게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향선비라는 말은 타 지역 출

신에게 느끼는 거부감이 표면으로 드러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유생들도 형주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형주로 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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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우선 장홍의 문경지교로 자처하는 곽문영은 허구적

인물이지만 곽자의(郭子儀)의 손자라고 설정되어 있는데, 장안에 집을 두고 있

다. 주도적으로 장홍을 핍박하는 노생과 정생 역시 허구적 인물이지만, 각각 다

른 실존 인물의 아들이라고 설정되어 있다. 노생은 노기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

다. 노기(?～약 785)는 덕종 연간 동중서문하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를 지낸

인물로 전횡을 일삼아 당시 정사를 문란하게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정

생은 정원진의 아들로 설정되어 있다. 정원진(？～764)은 이보국(李輔國, 704～

762)과 함께 대종이 즉위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며, 권력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보국보다 더욱 두려워했다고 한다. 주인공을 핍박하는 인물에 간신

의 이미지를 씌우고자 했기 때문에 노생과 정생을 노기와 정원진의 아들로 설

정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노기와 정원진 모두 장안에서 벼슬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세 사람 모두 장안에서 형주로 온 것이라고 추정된다.59)

다른 유생들의 출신지는 곽문영의 말을 통해서 확인된다. 이후 장홍은 과거를

치르기 위해 장안으로 향하는데, 토번이 장안을 점령했기 때문에 과거를 치르지

못한다. 이듬해 봄에 과거가 재개되고 그는 시험에 응시하여 장원급제를 한다.

이 소식을 들은 곽문영이 장홍을 찾아오자 장홍은 동류의 안부를 묻는다.

“정희는 기년 십일월의 제 아비 서인(庶人)이 되어 전리(田里)에 내리어 돌아가

고, 이생은 제 아비 토번에 항복하여 장안 들인 죄로 십이월의 [대종이] 환경(還

京)하시어 삼족(三族)을 다 죽일 그 제 참예(參預)하니, 교생도 여서(女壻)로 참화

를 입은지라.”

(권1, 27b면)

곽문영은 토번이 장안을 함락했던 사건으로 인해 동류가 모두 몰락했다는 소

식을 전한다. 이 사건은 763년(廣德 원년) 겨울 토번이 장안을 습격한 사건을

차용한 것인데, 정원진이 토번의 침략을 제때 보고하지 않아서 대종을 파천하게

하였기 때문에 11월에 관직을 삭탈당하고, 장안에서 추방되어 전리(田里)로 돌

59) 그들의 근거지가 장안이라는 사실이 그들의 본향이 장안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곽자의는 화주(華州) 정현(鄭縣) 출신이고, 노기는 활주(滑州) 영창(靈昌) 출신이다. 그러

나 본향과 근거지 모두 형주와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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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역사서의 기록과 일치한다.60) 정생뿐만 아니라 이생과

교생도 장안을 근거지로 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다.

다른 유생들도 형주가 아닌 지역에서 왔음에도 장홍을 왜 이향선비라고 부르

며 멸시하는 것일까? 유생들은 수도인 장안에서 왔는데 반해 장홍은 변방인 광

서에서 왔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특히 광서는 상대적으로 중원에 편입된 시기

가 늦었으므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적인 발전이 느린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수도와 변방의 문화적 격차 때문에 장홍은 무시당하는 것이다. 노생은

장홍이 미천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를 후대하였다고 말하는데, 장홍이 광서

출신이라는 사실을 제외하면 그가 미천하다고 여겨질 이유가 없다. 따라서 장홍

과 동류의 갈등은 지역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한동안 다른 유생들은 장홍을 능멸하기는 하지만 그를 해치려는 적극적인 행

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다 장홍과 진태강의 정혼을 계기로 하여 이들의 갈등

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다. 장홍은 형주에 온지 삼년이 될 무렵 진가(陳家)

로부터 청혼을 받는다. 진가는 어사태우 진중헌의 가문으로 그는 천보 연간 벼

슬에서 물러나서 가족과 함께 형주로 귀향하였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다. 그의

아내는 한미한 집안을 일으키기 위하여 뛰어난 인물을 딸 진태강의 신랑감으로

택하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장홍의 재주와 문장이 빼어나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매파를 보내어 청혼한다. 장홍은 아직 부모의 원수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청혼

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동류의 멸시가 점점 심해지자 그들이 자신을 해

칠까봐 두려워하여 진태강과 혼인한다. 그러나 이 때문에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지경에 빠진다. 정생이 진태강을 몰래 사모하고 있었던 바, 동류가 장홍을 살해

하려는 마음을 품기 때문이다.

60) “정원진이 권력을 독점하여 제멋대로 방자하니 사람들이 그를 이보국(李輔國)보다도 더

심하게 두려워하였으며, 제장 중에 큰 공이 있는 자는 정원진이 모두 시기하고 미워하여

살해하고자 하였다. 토번이 쳐 들어와 침략했을 적에 정원진이 제때에 아뢰지 않아서 상

이 낭패하여 파천하도록 만들었고, 상이 사자를 보내어 여러 도의 군대를 징발하였으나

이광필(李光弼) 등이 모두 정원진이 중앙에 있는 것을 꺼려 아무도 달려온 자가 없으니

중외(中外)가 모두 이를 갈았으나 감히 발언하지 못하였다. (…중략…) 상은 정원진이 일

찍이 보호한 공로가 있다 하여 11월에 정원진의 관작을 삭탈하고 추방하여 전리로 돌아

가게 하였다.” (성백효 역주, 역주 통감절요 8, 전통문화연구회, 2009, 89～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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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하듯 한담(閑談)할 제 한 미인이 성장녹의(盛裝綠衣)로 나아와 진지를 올

리니 이는 노생이 새로 얻은 양한의 취운이라. 노생이 짐짓 가르쳤으매 이에 [동

류의] 앞마다 청가일곡씩을 부르더니 문득 경생[장홍]의 앞에 와 눈 주어 유정(有

情)하는지라. 생이 시이불견(視而不見)하여 면안(面眼)을 낮추어 답지 아니 하더

니 노생이 대로(大怒) 왈,

“너를 후대하여 미천함을 혐의치 아니하거늘 네 어찌 무례하여 나의 애첩을 유정

하느뇨?”

제생이 말리는 듯 권하여 어지러이 싸워 모두 치니 생이 비록 백면서생(白面書

生)이나 용력(勇力)이 절륜(絶倫)한지라. 또한 분분하여 동서남북으로 충돌하여

나아오는 이마다 박차니 자빠지며 엎어지며 머리를 붙들고 다리를 절어 하수(下

手)치 못하더니 건장한 노자(奴子) 십 인이 정자 뒤에서 내달아 에워싸고 어지러

이 치며 제생이 소리하여 가로되,

“취운은 노생의 총인(寵人)이라 네 어이 유정하며, 진태우 여자로 정생과 사통하

여 맹약(盟約)이 금석(金石) 같거늘 어찌 대장부가 한 처자로 미치리오. 너를 마

땅히 죽여 녹림(綠林) 중에 넣으리라.”

(권1, 18b～19a면)

유생들은 장홍을 잔치에 초대하여 그와 화해하는 척하다가 그에게 노생의 애

첩과 정을 통하였다는 혐의를 씌우고 이를 핑계 삼아 마구 구타한다. 장홍 또한

폭력을 방어하며 그들에게 대응하지만, 유생들이 부른 노자 십여 인이 도착하자

수적인 열세 때문에 곤란에 빠진다. 동류는 장홍이 노생의 애첩과 정을 통하였

으며, 정생과 사통한 진태강과 정혼하였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동류의 비난은 모두 사실이 아닌데다 그들이 장홍을 살해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그들은 향사(鄕士)인 장홍이 경사(京士)인 그들

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는 데 불만을 품었기 때문에 장홍을 죽이려고 든

다. 이러한 갈등은 곽문영이 등장하여 유생들을 형주지부에 고발하겠다고 위협

함으로써 일단락된다.

고전소설에는 출신 지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다,

이러한 갈등이 등장하더라도 심각한 국면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 출신 지역으

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구운몽(九雲夢)에 보인다. 양소유는 과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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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러 가다가 우연히 낙양에서 공자들이 여는 잔치에 참여한다. 그는 공자들에게

자신을 초(楚) 땅의 빈천한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양소유는 회남도(淮南道) 수주

현(壽州縣) 출신인데 이 지역은 국토 상에서 변방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특히 당

(唐) 후기 진사 합격자 수를 확인했을 때 이 지역 출신으로 조정에 진출하기 쉽

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61) 이 때문에 낙양 공자들은 그를 얕잡아 보고 시

내기에 참여하게 한다. 양소유는 공자들의 솜씨를 확인하더니 낙양에 재주 있는

선비가 많다는 말이 허언이라고 여긴다. 그는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시 내기

에서 이기고, 계섬월과 하룻밤을 보내게 된다. 낙양 공자들은 불만을 품지만 이

튿날 양소유가 급히 낙양을 떠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이상 진행되지는 않는다.

이는 수주 출신 양소유와 낙양 출신 공자들 사이의 갈등이다. 그런데 이 갈등은

갑자기 나타난 양소유가 계섬월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서

술자의 관심은 양소유와 계섬월의 결연에 있으므로 양소유와 공자들 사이의 갈

등은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반해 장홍과 동류의 갈등은 동학(同學) 사이에서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출신 지역으로 인해 생겨난 갈등이 보다 선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장홍을 죽음

에까지 몰아갈 정도로 갈등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3) 조정과 전장의 갈등

중심과 주변의 갈등은 조정과 전장의 긴장으로도 나타난다. 이는 장홍이 번진

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을 때 수면 위로 떠오른다. 장홍은 신강의 반란을 진압하

고 동오의 백성을 위로하여 나라를 안정시킨다. 나라와 백성들이 어느 정도 안

정을 되찾자 장홍은 장안으로 떠나기 위하여 수레에 탄다. 그런데 노옹들이 수

레를 막고 장홍에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청원하고, 부장들도 신강의 잔당(殘

黨)이 기회를 노리고 있으므로 동오를 떠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충고한다. 이

에 장홍은 조정에 표를 올려 신강의 잔당을 처리할 때까지 동오에 머물겠다고

청한다.

61) 이강엽, <구운몽>의 문학지리학적 해석: 응축과 확산 , 어문학 제94집, 한국어문학회,
2006, 212～213면.



- 43 -

이때 조정의 권력은 유귀인과 외척들이 잡고 있었다. 그녀와 일당들은 장홍이

조정을 떠난 틈을 타 그가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참소한다. 대종은 처음에는 참

소를 믿지 않았으나 장홍이 동오에 유진(留陣)하겠다는 표를 올리자 그를 의심

하기 시작한다. 유귀인은 장홍에게 회군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그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역모죄를 묻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고, 대종은 그녀의 말에 수긍하여

장홍에게 회군하라는 명을 내린다.

장홍은 대종의 명을 따르고자 하지만 그럴 수 없었는데, 신강의 잔당이 합세

하여 운문관에 둔병(屯兵)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장홍은 장

안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표를 올리고, 대종은 그를 사사하라는 명을 내린다.

그런데 조서를 받은 장홍과 장수들의 반응이 다른 고전장편소설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히 특이하다.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다소 길지만 전체를 인용한다.

부마가 앙천(仰天) 탄(嘆) 왈,

“이 또한 천도(天道)라. 어찌 감히 역(逆)하리오.”

이때 좌우제장(左右諸將)과 군졸이 분분이 애달아 아끼며 혹 통곡할 이 가득하

니 천사가 차마 핍박치 못하고 이현이 인수(印綬)를 받지 아니 하니 차시(此時)

경색이 참담하더니 홀연 좌간(左間)의 유삼의 칼을 빗기고 뛰어나[와] 천사를 향

하여 진목려성(瞋目厲聲) 왈,

“장원수는 개세(蓋世)한 호걸(豪傑)로 충관일월(忠貫日月)하여 사사로움이 조금도

없고 칠삭(七朔)이 못하여 수만리 지경을 평정하니 공적이 세대의 빛나거늘 천자

가 간신에게 속으며 무죄히 죽임을 부유(浮游)같이 하시니 어찌 사핵(査覈)과 추

문(推問)함이 없이 한 그릇 독약과 두어줄 조서로 공후재상을 경(經)히 죽이리오.

이 불과 귀인과 환관의 일이라. 그대 바로 이름을 아끼지 말라. 뉘 시키며 가르

치더뇨?”

사자가 경황하여 빨리 답하되,

“이는 과연 천자 친히 하신 바이어니와 참언은 유귀인과 유연수와 환자(宦者) 양

유니 내 어찌 당한 바이리오. 조서함은 설문응이니이다.”

유삼의 청필의 노기등등(怒氣騰騰)하여 답(答)지 못하더니 부마가 책(責) 왈,

“그대 어찌 군신대례(君臣大禮)를 아지 못하느뇨? 내 이제 약을 먹으매 대사(大

事)가 다 그대에게 있느니 차언(此言)이 구중의 통한 즉 그대 더욱 유해하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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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언필의 장안을 향하여 사배(四拜)하고 정히 약그릇을 들새 좌우 통곡하니 산천

이 동(動)하더라. 이때 유삼의 노기(怒氣)를 참아 이에 섰더니 이 경색을 보고 크

게 소리 지르고 약 그릇을 뺏어 땅에 던지며 왈,

“부소(扶蘇)가 몽염(蒙恬)의 말을 듣지 아녀 후세의 아낌이 되니 예서 죽느니 차

라리 장안에 가 단봉(丹鳳) 아래서 다투고 죽음이 옳으니이다.”

부마가 약 버림을 보고 크게 정색 왈,

“그대 어찌 이렇듯 군신의 의(義)를 상케 하느뇨? 칼을 빼어 자문(自刎)하여 군명

을 받으리라.”

유삼의 붙들고 울어 왈,

“예서 죽으나 궐하(闕下)에 가 다투고 죽으나 한 가지니 바라건대 소장이 보호하

여 천정(天廷)에 가 한 가지로 죽어 혼백이 상종(相從)하사이다.”

부마가 칼을 던지고 탄 왈,

“그대 의기(義氣)는 고인에게 지난다 하려니와 불충한 홍을 위하여 죽음이 유익

하리오. 연(然)이나 장안에 나아가 천안(天顔)을 보압고 즐거운 혼백이 되리라.”

드디어 인수(印綬)와 부월(斧鉞)을 머무니 이현이 울어 왈,

“원컨대 천위(天威)를 돌이켜 원억(冤抑)을 신설(伸雪)하고 다시 와 찾으소서.”

부마가 이에 유삼의로 더불어 사(使)를 좇아 주야 장안의 이르러 성외(城外)에

머물고 사자가 먼저 장홍이 즐겨 죽지 아냐 이에 이르렀음을 고한대 상이 마침

옥체(玉體) 미령(靡寧)하신지라. 금의옥에 내리라 하시다.

(권3, 40b～42b면)

장홍은 대종의 명을 따라 자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대장군 유삼의가 사신에게

조서를 내리게 한 자가 누구인지 힐문한다. 사신이 유귀인 일당이 참언하였다고

전하자 유삼의는 독주를 마시려는 장홍을 저지하기 위해 급기야는 그릇을 쳐서

땅에 떨어뜨린다. 이어 부소와 몽염의 일화를 들어 장홍을 설득한다. 유삼의가

인용한 일화는 사기(史記) 이사열전(李斯列傳) 에 등장한다. 진시황제(秦始皇

帝)가 순행하던 중 병이 약화되어 붕어하자, 이사, 조고(趙高), 호해(胡亥)는 부

소와 몽염에게 자결하라는 거짓 조서를 보낸다. 몽염은 부소에게 조서의 진위를

의심하라며 황제에게 용서를 거듭 청하라고 충고하지만 부소는 이를 듣지 않고

자결한다.62) 결국 장홍은 장안으로 함께 가서 죽자는 유삼의의 말에 설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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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함께 장안으로 향한다.

고전장편소설에는 주인공이 황제의 명으로 사형을 언도받기 전에 대체로 타

인의 도움을 받아 위기에서 벗어난다. 충신의 간언을 통해 극형에서 유배로 형

이 감해지거나 자녀가 등문고를 올려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도 한다. 물론 이

작품에서도 장홍이 누명을 벗는 것은 회양공주의 도움을 통해서였다. 그런데 여

기에서는 장홍 스스로가 황제의 명을 거역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유삼의가 부소

와 몽염의 고사를 들어 조서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이

고사 또한 이 작품의 상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부소와 몽

염이 받은 것은 가짜 조서였으나 장홍이 받은 것은 진짜 조서이기 때문이다. 고

전장편소설에는 이와 같이 심각한 군신 갈등이 잘 나타나지 않으며 주인공이

사약을 거부하는 경우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조정의 모함에 의하여 장홍이 위기에 처하였다는 점에서 이는 임금과

신하 사이의 갈등보다는 조정과 전장 사이의 갈등을 형상화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조정에서 처음 회군하라는 명이 내려오자 장홍은 장안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그런데 장수들은 지금 돌아간다면 그 동안의 정벌이 헛수고가 된다고 주

장하는 동시에 “하물며 장수가 밖에 있으매 어찌 군명을 쓰리잇고(권3, 39a면)”

라며 장홍의 생각에 반대한다. 이는 사기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列傳) 중

손무(孫武)의 일화에서 나오는 “장수가 군중에 있을 때는 임금의 명이라도 받들

지 않는 경우가 있다(將在軍, 君命有所不受)”라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63) 여기에

서 이 말은 조정과 전장의 판단이 상충할 때는 전장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결과적으로 장홍이 장안으로 가는 바람에 동오의 반란이

62) 史記 李斯列傳 , “於是乃相與謀, 詐為受始皇詔丞相, 立子胡亥為太子. 更為書賜長子扶蘇

曰：‘朕巡天下, 禱祠名山諸神以延壽命. 今扶蘇與將軍蒙恬將師數十萬以屯邊, 十有餘年矣, 不

能進而前, 士卒多秏, 無尺寸之功, 乃反數上書直言誹謗我所為, 以不得罷帰為太子, 日夜怨望.

扶蘇為人子不孝, 其賜剣以自裁! 將軍恬與扶蘇居外, 不匡正, 宜知其謀. 為人臣不忠, 其賜死,

以兵屬裨將王離.’ 封其書以皇帝璽, 遣胡亥客奉書賜扶蘇於上郡. 使者至, 発書, 扶蘇泣, 入內

舎, 欲自殺. 蒙恬止扶蘇曰：“陛下居外, 未立太子, 使臣將三十萬衆守邊, 公子為監, 此天下重

任也. 今一使者來, 即自殺, 安知其非詐？ 請複請, 複請而後死, 未暮也.” 使者數趣之. 扶蘇為

人仁, 謂蒙恬曰：“父而賜子死, 尚安複請!” 即自殺. 蒙恬不肯死, 使者即以屬吏, 繋於陽周.”

(司馬遷 撰, 史記 6, 中華書局, 1982, 2539～2564면).
63) 史記 孫子吳起列傳 , “將在軍, 君命有所不受”(司馬遷 撰, 史記 5, 中華書局, 1982,
2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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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어졌다. 또한 그의 역모 혐의는 간신의 모함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전장

의 판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며 갈등이 종결된다.

이처럼 몽옥쌍봉연록에서는 중심과 주변의 갈등이 작품 전반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작품이 중심과 주변의 위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비판의 대

상이 되는 것은 중심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질서이다. 대국은 자소의

의무가 있으며 소국은 사대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국은 소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명분으로 소국을 침략한다. 작품에서 당

이 안남에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침략하겠다고 협박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이 작품은 이와 같은 불공정한 대국과 소국의 질서에

대하여 비판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인공은 대국이 소국에 사대를 요구하기 전

에 대국이 먼저 자소를 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통해 번진의 입

장에서 당조와 번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한 국가 안에서도 도성과 향곡이라는 중심과 주변이 나타난다. 장홍은 광서

출신이고, 그의 동류는 장안 출신이다. 이 작품에서 출신 지역은 편견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장홍은 이를 뛰어넘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동류

는 장홍을 ‘이향 선비’라고 멸시하다 급기야 그를 죽이려 드는 것이다. 따라서

도성과 향곡 사이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된다.

조정과 전장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홍은 동오의 반란을 진압하였을

때 재차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기에 장안으로 귀환하라는

조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조정의 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독주가 내려

지는데, 그 독주조차 거부한다. 결과적으로 장홍이 장안으로 호송되는 바람에

동오에서 재차 반란이 일어난다. 이는 전장에서는 조정의 명령을 그대로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일방적으로 명령을 따르기를 요구하는 조정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중심과 중변의 갈등을 통해 중

심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질서가 비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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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방인 영웅의 형상화

소설에서 등장인물이 속한 공간은 그 인물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가 어

디에서 태어났는지는 그의 성격과 선택, 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이다.64)

조선에서 태어난 인물은 중국에서 활약하더라도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결국 조선

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설정 또한 공간의 성격이 인물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몽옥쌍봉연록의 인물을 형상화하는데 있어서 그 인물이

태어난 공간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주인공 장홍이다.

몽옥쌍봉연록의 장홍은 영웅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영웅은 고전소설에서 가

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인물 유형이다. 영웅형 인물은 주로 문(文)이나 무(武)의

영역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인다. 그런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두 영웅형

인물이라고는 볼 수 없다.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 중에서도 개인이 아닌 집단

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이라야만 비로소 영웅형 인물이 된다.65) 장홍은 문과

무에서 뛰어난 성취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므로 영웅에

해당한다.

고전소설에서 영웅은 크게 민중적 영웅과 귀족적 영웅으로 나누어진다. 민중

적 영웅은 “고난을 타고 나며”, “세계와의 갈등은 예기치 않던 우연한 것일 수

64) 미케 발, 앞의 책, 175～176면 참조.

65) 서대석은 영웅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서 집단의 삶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수행하

고 그 때문에 집단의 존경을 받는 존재”라고 정의하면서, 영웅소설이라는 용어는 “영웅의

영웅적 행위를 형상화한 작품에 한정하여 쓰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서대석, 군담소설
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12～13면). 그런데 소설의 영웅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로서 집단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수행하는” 존재여야 하지만, 소설 안에서 집단의 존

경을 받는 존재일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왜냐하면 소설의 영웅은 서사 내적으로는 서

술자에게, 서사 외적으로는 작자에게 영웅이라는 것을 인정받으면 되는 존재이기 때문이

다. 박일용은 영웅을 “집단적 공동체 이념의 실현을 위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인물”이

라고 정의하였다(박일용, 영웅소설 하위 유형의 이념지향과 미학적 특징 ,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월인, 2003, 16면). 그런데 조선시대의 ‘집단적 공동체 이념’에는 충(忠)뿐

만 아니라, 이와 긴밀한 연관 관계를 지니는 효(孝)와 열(烈) 또한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영웅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서대석의 정의를 비

판적으로 수용하여 영웅을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집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라고 정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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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삶의 본질적인 양상으로 제시”된다. 민중적 영웅은 신분과 능력 사이에 괴

리가 존재하므로 세계와 갈등한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신분적 제약을 극복하

려고 하는데, 세계의 저항에 부딪치고 결국 비참한 최후에 이르게 된다. 반면에

귀족적 영웅은 “행복을 타고나며, 세계와의 갈등은 우연히 나타나는 의외의 것

이며 완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이고, 처음에 약속된 행복이 결국 최고도로 실

현”된다.66) 이처럼 고전소설의 영웅은 피지배계층으로 체제를 비판하지만 끝내

좌절하는 인물과 지배계층으로 체제에 순응하여 욕망을 성취하는 인물로 양분

된다.

이 두 영웅은 신분과 지향에서 나누어지지만, 한편으로 국적에서도 차이를 보

인다. 귀족적 영웅소설로 분류되는 소대성전, 장풍운전, 유충렬전 등의 주

인공은 중국인인데 반해, 민중적 영웅소설로 분류되는 최고운전, 홍길동전,
임경업전 등의 주인공은 신라인이나 조선인이므로 한국인이다.67) 귀족적 영웅

이 중국 출신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현실의 제약을 뛰

어넘는 허구적 공간을 설정하기 위해서이거나68), 작품의 갈등이 중국 중심의 지

배 질서를 문제 삼았기 때문이라는 것69)이 주요한 원인으로 논의되었다. 민중적

영웅의 국적이 한국인 이유는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다. 그런데 이들은 실존 인물의 역사적 사적과 관계없이 중국에서 뛰어난 활

약을 펼치는 것으로 설정되어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최고운전의 최치원은 역사적 사적에서 확인되는 모습은 친

중국적 인물에 가깝지만, 소설에서는 반중국적 인물로 형상화되어 민족적 자부

66) 조동일, 신소설의 문학사적 성격, 한국문화연구소, 1973, 19면.
67) 박일용은 영웅소설의 범주를 집단적 이념의 실현을 위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 인물의

행위를 소설화한 작품 및 영웅의 일생구조를 구현하는 작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한

다음, 민중적 역사 영웅소설과 통속적 창작 영웅소설로 분류하였다. 민중적 역사 영웅소

설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인물의 비극적인 인물 전설을 매개로 하여 민중적, 민족적 이

념의 실현을 위해 투쟁을 한 인물들의 삶을 창작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며, 통속적 창작

영웅소설은 “외형적으로 영웅의 일생구조를 구현하는 한편 표면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충

의라는 공동체의 이념 실현을 표방하면서도 기실 그것을 매개로 주인공 개인의 욕망 실

현 과정을 그리는” 작품이다(박일용, 앞의 논문, 17면). 그런데 민중적 역사 영웅소설의 주

인공은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인물이므로 한국을 모국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통속적 창작

영웅소설은 주인공은 대부분 중국을 모국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68) 김용범, 도교사상과 영웅소설, 문학아카데미, 1991, 35～37면.
69) 김현양, <조웅전>의 현실성과 낭만성 , 연세어문학 제24집, 199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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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고취시킨다.70)

그런데 장홍은 안남 출신이므로 이 두 경우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선행연

구에서 장홍의 성격 및 특징이 단편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차이를 보인다고 평

가되었는데,71) 이러한 차이에는 그의 출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술

하였듯이, 이 작품의 안남은 독립국이 아니라 번진이므로 중국의 변방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있다. 장홍은 변방을 지역적 정체성을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방

에 돌아가고자 하는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 때문에 그의 영웅성에는 독특한 면

이 포착된다. 이 절에서는 주인공이 변방인 영웅으로서 갖는 특성과 의미에 대

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1) 변방인의 성격

고전소설은 대체로 주인공의 가계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전근

대 사회에서 혈통은 어떤 사람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므로 먼저 주

인공의 가계를 제시하여 그를 해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몽옥쌍봉연록은 특이

하게도 안남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는 안남이라는 공간이 작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주인공의 출신 지역이 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

장홍은 안남을 본향으로 삼고 있다. 이는 그의 집안이 당(唐)에서 안남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조부는 안남절도사 이효일의 부관으로서 안남에 파

견되는데, 이효일이 안남을 통일한 공으로 왕이 된 이후 장홍의 집안 또한 안남

에 정착하여 안남 조정에 대대로 출사한다.72) 장홍은 안남을 기반으로 삼고 있

으나 월족(越族)은 아니다. 그의 부친 장완은 장석(張錫, ?～?)의 방손(傍孫)이

고, 모친 유씨73)는 유문정(劉文靜, 568～619)의 후손이다. 장석과 유문정은 모두

70) 정병설, 앞의 논문, 2005, 39면.

71) 정병설, 앞의 논문, 1996, 41～43면; 지연숙, 앞의 논문, 1997, 60면.

72) 러시아본에서는 장홍의 아버지가 이효일의 부하로, 국도본에서는 장홍의 할아버지가 이

효일의 부하로 제시된다. 만약 장홍의 아버지가 이효일의 부하라면 그가 100세 이상이 된

다. 따라서 국도본의 내용이 보다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73) 러시아본에서는 장홍의 어머니가 육씨로, 국도본에서는 유씨로 되어있는데, 이후 서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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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족으로 당조에서 고관에 올랐으므로 장홍 또한 한족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그

의 일가친족이 장안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당인(唐人)이라기보다는 안남인이라고 여긴다. 이 사실은 장홍 자신의 말을 통

해서 드러난다.

기부(其父)가 이에 “천사(天使)가 문죄하는 조서를 가져왔으되 능히 조서를 해

석하여 저를 대답하고 또 표문 지을 이 없음을 근심하노라.”

홍이 소(笑) 왈, “부친은 하 염려치 마소서. 소자가 당당히 접대관(接待官)이 되

어 의리로 천사를 예대(禮待)하고 표문을 지어 써 아국(我國)이 반석(盤石)같이

하리이다.”

(권1, 3b면)

당(唐)에서 사신을 보내 안남에 조공을 요구할 때, 장홍의 부친은 사신 응대

와 표문 작성을 담당할만한 신하가 없다는 것을 근심한다. 부친의 말을 들은 장

홍은 자신이 사신을 응대하고, 표문을 작성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다. 이때 그

는 안남을 아국(我國)이라고 지칭하며, 아국을 굳건하게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이처럼 장홍은 자신의 나라가 안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가 한족인데도 불구

하고 당(唐)보다는 안남을 가깝게 생각한다는 것은 상당히 특이하다. 게다가 작

품에서 안남은 독립국이 아니라 번진임으로 당(唐)이라는 제국의 한 지역에 불

과한데도, 장홍이 자신을 번진에 소속시키는 것은 특이하다고 볼 수 있다. 고전

소설에는 주인공의 출신 지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만,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특정 지역과 연결시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구운몽의 양소유는 수주 출신이지만, 그 사실이 그의 인생행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욱이 양소유가 과거에 급제하여 당조에 출사하고 난 다음에는

출신 지역에 대하여 거론하는 경우조차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장홍은 과거에 급제하여 당조에 출사하고, 회양공주를 포함한 삼부인

과 혼인하여 장안에서 실가를 이룬 다음에도 스스로를 남방인이라고 간주하고,

서 장홍의 어머니와 유문정의 가계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보아 “육씨”는 “유씨”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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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 남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이 불과 곽자의를 좇아 지휘를 들을 따름이라. 어찌 공신에 지난 작상(爵賞)을

받으리잇고. 신이 진실로 기산(箕山)의 높은 절을 법(法)받고자 하나 성명치세(聖

明治世)에 감히 고집한 예의를 따르지 못함이라. 연이나 중하(重荷)의 대국은 신

에게 외람하고 사직 공신의 지나니 결단코 후세에 폐하 성총(聖聰)을 그르다 할

뿐 아니라 또한 사정(私情)을 면(免)치 못하심이니 하물며 신은 남방인이라. 만일

봉코자 하실진대 남해(南海) 조그만 고을이 있으니 족히 신의 분(分)을 평안히

할 것이라. 남제에 이름을 주신즉 성은(聖恩)이 여천(如天)할까 하나이다.”

(권2, 4b면)

황제가 토번 군을 물리치는 공을 세운 장홍에게 회계(會稽)를 봉읍을 주려고

하자, 장홍이 상작을 거절하면서 올린 상소문의 일부이다. 장홍은 큰 고을을 자

신에게 상작으로 주는 것은 분에 넘친다고 거절하고, 자신이 ‘남방인’이기 때문

에 남해에 있는 작은 고을을 달라고 청한다. 황제는 장홍이 회양공주와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주를 멀리 보낼 수 없다며 장홍의 청을 거절하고자 한다. 그

러나 장홍은 황제의 생전에는 자신이 봉읍으로 내려가지 않겠다며 남제를 봉읍

으로 달라는 의지를 꺾지 않는다. 장홍이 황제의 사후에라도 남방으로 돌아가겠

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은 그가 스스로를 남방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장홍은 안남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의지를 실현한다.

그런데 작품에서 ‘남방’이 안남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할 필

요가 있다. 대종은 문신에게 시를 짓게 한 다음 회양공주에게 평가하도록 한다.

이부상서 경홍의 시를 보던 회양공주는 그가 쓴 시와 안남표문의 문체가 같다

는 것을 지적한다. 이에 한왕은 시인의 시는 일반이며, 경홍이 남방인이기 때문

에 안남표문과 문체가 동일할 것이라고 말한다. 회양공주는 한왕의 말에 납득하

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공주[회양공주]가 사사하더니 시를 다시금 보다가 문득 주 왈,

“이 어찌 안남표문 지은 문체와 일호(一毫) 다름이 없사니잇고?”

상[대종]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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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이르는고?”

하신대 공주가 표문을 내어 주소서 하더라.

상이 이에 표를 내어 놓으시니 비록 호발(毫髮)이 다름이 있으나 문법이 일류

라 상과 공주가 자못 깨닫지 못하시니 한왕이 시좌하였다가 고왈,

“시인의 시는 일반이니 하물며 경홍이 남방인이라 법체가 같은가 하나이다.”

상이 옳다 하시니 공주가 다투지 못하여 물러나더니 (…중략…)

(권1, 48a～48b면)

여기에서 광서 출신의 경홍과 안남 출신의 표문 작성자가 모두 ‘남방인’이라

고 여겨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홍을 부마로 삼겠다는 조서가 내리

자, 이를 거절한 장홍은 스스로를 ‘남방 조그만 선비’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때,

장홍은 자신을 광서인으로 가장(假裝)하고 있었으므로 남방은 광서까지 아우르

는 개념이다.

장홍은 남방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장안에 심정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울울불락(鬱鬱不樂)’의 심경에 자주 처한다. 그는 이 정서를 해소하기

위하여 장안을 벗어나서 유람을 떠난다. 그가 느끼는 울울불락의 정서에는 변방

인의 소외의식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홍이 남방인이라는 이유로 여

러 차례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이는 육미당기의 주인공 김소선과

대비해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신라인이라는 김소선의 정체성은 어떤 장애나

콤플렉스로 작용하지 않는다.74) 이에 반해 장홍의 출신은 변방인의 정체성을 형

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안남이라는 공간의 설정은 변방인의 성격을

지닌 인물을 형상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2) 중화질서의 비판적 수용

장홍은 변방인이기 때문에 영웅성의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중원인과 차이를

보인다. 귀족적 영웅소설에는 영웅이 중원을 침범하는 이적을 물리치는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영웅은 중화의 입장에서 이적을 징치하는데, 심지어 영웅이

74) 강상순, 한국고전소설 속 중국 배경과 중국 인식 , 고전과 해석 제15집, 2013,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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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인 경우에도 중화의 입장에 선다는 것은 별반 다르지 않다. 용문전에는
호족 출신 영웅인 용문이 등장한다. 그는 호국(胡國)의 장수가 되어 송군(宋軍)

과 전투를 벌이지만, 결국 이적을 배반하고 중화의 입장에 서서 호군을 물리친

다. 장홍도 중화질서를 수호하는 인물이라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는

일방적으로 중화질서를 구현하는 영웅과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그가 최초로 영웅성을 발현하게 되는 계기부터 일방적으로 중원의 입장

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장홍은 조공 때문에 당

(唐)과 안남이 충돌할 때, 안남의 입장에서 조공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안남의

영웅이 된다. 장홍은 번진을 안무해야 하는 당조의 의무와 당조에 조공을 바쳐

야 하는 번진의 의무 중에서 당조의 의무가 우선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

의 사신은 장홍에게 설득되어 조공을 삭감하여 진상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자신이 받은 조공도 안남의 백성들에게 나누어준다. 이후 장홍은 조정에 올리는

표문을 작성하여 당의 황제마저 설득한다.

안남국 사신이 표문을 올리니 사의(辭意) 격절(激切)하고 문채(文彩)가 빼어나

삼협(三峡)의 재주와 장강(長江)의 문장이라. 시신(侍臣)이 경탄하고 천자[숙종]가

아름다이 여기셔 사신을 불러 힐문(詰問)하시니 이 곧 장홍의 소작(所作)이라.

(권1, 8b～9a면)

황제는 장홍이 작성한 표문을 보고 감명을 받았던 바, 안남에서 올린 조공을

다시 그 나라로 보내어 기민(饑民)을 구제하게 한다. 이처럼 장홍은 안남이라는

번진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웅으로 형상화된다. 이 과정에서 장홍은 중심과 주변

의 질서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이 질서가 잘못 적용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여 중

화질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즉, 큰 나라와 작은 나

라는 모두 각자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두 나라 모두 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한

다는 것이다.

장홍은 멸문지화 사건을 계기로 안남에서 당(唐)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후 그

는 당(唐)의 장수가 되어 토번의 침략을 저지하고, 번진의 반란을 평정하는 영

웅이 된다. 그가 번진의 입장을 대변하는 영웅에서 당(唐)의 입장을 대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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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의 지향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

나 이는 그의 지향의 변화라기보다는 그가 번진을 수호하는 영웅에서 천하를

수호하는 영웅으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가 지향하는 것은 중국

과 사이(四夷), 중원과 번진이 각자 주어진 의무를 다함으로써 천하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장홍의 지향은 부마 간택 사건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장홍은 장안

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한림학사에 제수된다. 그의 외모

와 능력에 감탄한 황제는 장홍을 부마로 간택하는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

었던 장홍은 황제에게 자신이 안남의 죄수라는 사실을 밝히고, 간택을 거두어달

라고 호소한다. 장홍이 안남인이라는 것이 밝혀지자 조정 대신들의 반대로 인하

여 그의 간택이 거두어진다. 이후 황제는 꿈에서 태종(太宗, 599～649 재위: 62

6～649)의 사인(使人)을 만나서 공주의 배필에 대한 예언을 듣는다.

일일은 [대종이] 궤(机)에 비겨 계시더니 비몽(非夢) 간의 황건(黃巾) 자의인(紫

衣人)이 앞에 와 가로되,

“신은 태종 문무황제 사인이라. 석(昔)의 정관(貞觀) 십이 년의 서역 진상 쌍옥

일패 후세에 능히 회양의 배필에 응한 바이러니 천보(天寶) 중에 자옥(雌玉)을

잃었는지라. 만일 얻어 드리는 이는 곧 회양공주의 삼생숙연(三生宿緣)이라 하시

더이다.”

상[대종]이 다시 묻고자 하시니 사자가 간데없는지라. 깨치니 남가(南柯)의 희

미한 꿈이라. 급히 옥패를 찾았으니 원래 이 옥패는 태종황제 진국(鎭國) 입업(立

業)하시며, 호월(胡越)이 일가가 되고 화이(華夷) 가림이 없어 풍속이 순후한 고

로 서역(西域) 만이(蠻夷)와 월상, 교지(交趾) 서로 진공할 새, 서만(西蠻)이 옥패

일쌍(一雙)을 진상하니 제도가 공교하고 옥품이 기이하여 형산(衡山)의 화씨벽(和

氏璧)과 남전(藍田)의 백옥이 능히 미치지 못하니 상이 드디어 장손(長孫) 문덕황

후(文德皇后)께 드리신지라. 옆에 새겨 ‘천추 정관 서역 보옥’이라 여덟 자를 새겼

더니 황후가 붕하시고 고종 폐후 왕씨(王氏) 가졌더니 무후의 앗은 바가 되어 안

락공주(安楽公主)를 주었더니 성황이 공주를 쏘아 죽이신 후 세전 보물이라 하여

대대 황후를 주라 하시고 뒀다가 천보 중의 안녹산의 난을 만나 파천시의 자옥

을 잃은지라. 웅옥(雄玉)을 지녀 이에 이르러 공주[회양공주]의 행사를 문덕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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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비하시고 용모를 옥과 같다 하셔 주어 계시나 자옥을 잃은 줄 애달파 하시되

능히 얻지 못하여 계시더라.

(권1, 64a～65a면)

태종의 사인은 태종 대 서역에서 진상한 옥패 중 자옥을 잃어버렸다며, 잃어

버린 자옥을 찾아내는 사람이 공주의 삼생숙연이라고 예언한다. 이 사건은 장홍

이 공주의 배필이 될 수 있도록 안배된 것인데 이때 등장하는 쌍옥의 내력이

단순하지 않다. 이 내력은 작자의 창작이 가미된 것이지만 태종 연간에서 시작

하여 현종 연간에 이르는 당사(唐史)를 개괄하고 있다. 쌍옥은 정관 12년(638)에

서역에서 진상한 것인데, 이 시기는 정관지치(貞觀之治)라고 불릴 정도로 나라

가 번성하였다. 태종은 이 쌍옥을 문덕황후에게 하사한다. 문덕왕후는 태종을

보좌하여 정관지치를 이룬 주역이다. 이후 쌍옥은 고종의 폐후 왕씨에게 전해진

다. 왕씨는 태종의 후궁이었던 측천무후를 황실로 끌어들인 장본인이지만, 결국

측천무후에 의해 폐후(廢后)가 되고 만다. 이를 반영하여 측천무후가 쌍옥을 왕

씨에게서 빼앗았다고 하는 것이다. 안락공주(684～710)는 중종과 위황후의 딸로

측천무후의 종손(從孫) 무숭훈(武崇訓)에게 하가하였으며,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는 무연수(武延秀)에게 하가하였다. 그녀는 위황후와 함께 중종을 시해하였기

때문에 초왕(楚王) 이융기(李隆基)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한다. 이후 현종은 궁

중에 쌍옥을 보관하였으나 안녹산의 난으로 인해 파천하던 중 자옥을 잃어버린

다. 나머지 한 짝은 회양공주에게 전해진다.

서술자는 원래 이 쌍옥이 태종 연간 천하가 한 집안처럼 여겨지고 화이(華夷)

를 가리지 않고 풍속이 순후할 때 서역에서 진상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태종

은 “옛날부터 모두가 중화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적을 천하게 생각하였으나, 짐

만은 그들을 똑같이 아꼈으니, 그들 종족의 부락은 모두 짐에게 의지하기를 부

모처럼 하고 있다”75)라고 하며, 이적과 우호를 유지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그는

천하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여러 이민족의 수령에게 관직을 하사하고, 그들

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쌍옥은 태종 연간의 성공적인 대외정책을 상징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장홍은 곡강(曲江)에서 우연히 자옥을 발견하여 회양공주와

75) 사마광, 자치통감 21권, 권중달 역, 삼화, 2009,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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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혼하게 되는데, 그가 잃어버린 자옥을 다시 찾는다는 것은 그가 정관지치의

평화를 되찾는 영웅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홍은 중화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토번의 침략을 저지하고 번진의

반란을 진압하지만, 그들을 위무하고 포용하기 위하여 힘쓴다. 그는 토번의 항

복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번진의 장수들이 자결하자

그들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충신의 비를 세우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장면은 여

타의 귀족적 영웅소설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귀족적 영웅소설에서는 충(忠)을

가장 중시하므로 충성스러운 장수라면 적군이라도 충신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엇보다 장홍이 여타의 귀족적 영웅소설의 주인공과 다른 점은 이적

에 대한 태도에 있다. 번진과의 전쟁 과정에서 이적에 대한 그의 태도가 잘 드

러난다. 동오왕 신강은 자신의 딸이 음란하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데 불만을 품

고 당조에 반란을 일으킨다. 신강은 만이와 동맹하여 천하를 손에 넣으려고 하

지만, 장홍의 계략에 빠져 전쟁에서 참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신강이 자

결한 이후 그와 동맹을 맺은 만이를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장홍과 부장들이 대

화를 나누게 된다. 이때 이적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나타난다.

부마[장홍]가 영(營)에 돌아오니 오국 만왕이 오히려 각각 둔병하였거늘 이현,

위강 등이 의논 왈,

“만이가 무도하여 역적을 도우니 이때를 타 짓질러 소혈(巢穴)까지 들어가 동류

를 없이할 것이라.”

한대, 부마 왈,

“불가하다. 예로부터 이적(夷狄)을 소멸한 적이 없어 도리어 해로움이 많으니 진

황(秦皇), 한무(汉武)가 마침내 오랑캐를 없애지 못하고, 선제(先帝) 돌궐과 연혼

(連婚)하시며, 한고조(漢高祖)가 백등(白登)에서 곤(困)하니 이는 하늘이 특별히

한가에 두신 유(類)라. 시러곰 어찌 그 굴혈(掘穴)을 멸(滅)할 바이리오. 이런 고

로 성제 명황이 요덕(耀德)으로 본(本)을 삼고 공명(孔明)이 출사하매 항복하니

덕으로써 위무하며 그 벼슬을 다시 주고 항복치 않은 이는 지경까지 따라와 그

예기(銳氣)를 그칠 따름이니 어찌 구태여 먼저 병(兵)을 들어 개미 같은 것으로

더불어 겨루리오.”

(권3, 29a～29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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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들은 동오와 동맹을 맺은 만이를 그들의 땅까지 좇아 들어가 공멸(攻滅)

하자고 건의한다. 반면에 장홍은 이적은 하늘이 특별히 사방에 둔 것이라고 주

장하며 부장들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는 진시황, 한무제 등의 일화를 근거로 예

부터 이적을 소멸할 수 있었던 경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적을 덕으로 위

무하고 그들에게 벼슬을 주는 것이 마땅하며, 만약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중원의

경계까지 좇아가 예기를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다. 장홍의 말은 태종의 대외 정

책과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장홍은 결국 부장들의 의견과 달리 만왕들에게 격서

를 보내어 항복을 권유한다. 만왕들은 당진으로 와서 항복하고, 장홍은 그들에

게 연회를 베풀어 함께 즐긴다. 이는 제한적이지만 이적과 공존해야 한다는 태

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76)

이와 같은 태도는 귀족적 영웅소설에 나타나는 이적에 대한 태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유충렬전에는 중화와 이적의 갈등이 강렬하게 표출될 뿐만 아

니라, 이적에 대한 강렬한 적개심이 나타나는 작품이다. 유충렬은 호국과의 전

쟁으로 인해 포로가 된 태자 등을 구하기 위하여 천사마를 타고 호성(胡城)으로

날아간다. 그는 태자를 처형하려고 하던 호군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태자 등을

구출한 후 성에 남아 있는 호군을 가마를 짊어질 인원만 남겨두고 모두 죽여

버린다. 이처럼 유충렬전은 이적을 말살시켜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장홍이 중화질서를 수호하는 영웅으로 형상화된다는 것은 다른 귀족

적 영웅과 다르지 않은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일방적으로 중원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는 이적에 대하여 보다 포용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귀족적 영웅소설에 등장하는 영웅의 형상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형상은 장홍이

변방인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변방인 영웅의 의미

장홍은 주변부인 안남에서 출생하여 중심부인 당(唐)을 구하는 영웅이다. 그

76) 지연숙, 앞의 논문, 1997,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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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화질서를 수호한다는 사실은 다른 귀족적 영웅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 자신이 중원이 아닌 변방에서 왔다는 점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

착목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몽옥쌍봉연록이 화이분별을 문제 삼고 있는 작품이

라고 평가되었다. 강재철은 이 작품이 전반적으로 중국의 전통적 통치사상을 기

반으로 하지만 중국에 대한 안남의 대등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장

홍이 중국에 들어가 실력을 과시하는 등 민족적 우월감과 긍지를 고취하는바

이적도 중화에 못지않은 능력이 있음을 보인다는 것이다.77) 그런데 장홍이 중국

에 들어가 실력을 과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작품에서 안남이 독립국이 아

니라 번진이며, 장홍이 월족이 아니라 한족(漢族)이므로 장홍이 이적을 대표한

다고 보는 것은 적절한 해석이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소설이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대등의식 자존의식을 가탁하여 보여줌으로써 같은 제후국으로서

의 긍지와 우월성을 보임과 동시에 월남에 대한 우호의식을 보여주고 있다”78)

는 평가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중국과 사이(四夷)의 관계라기보다는 중

원과 변방의 관계이다. 천하에 중국이라는 중심과 사이(四夷)라는 주변이 존재

하는 것처럼 중국 안에도 중심과 주변이 존재하는데, 이를 중원과 변방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안남은 사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변방에 해당한다. 장홍은 안남을 고향으로 인식하고, 당조(唐朝)에 출사하고 나

서도 끝까지 당을 타향으로 인식한다. 그는 변방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인

물이다.

변방인이 중원을 구하는 영웅으로 등장한다는 것이 중원이 자체적으로 문제

를 해결할 역량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몽옥쌍봉연록의 당(唐)은 지속적으

로 대내외적 위기에 봉착하지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공간이다. 내

부적으로는 외척과 환관이 정권을 전횡하고, 외부적으로는 토번의 침략과 번진

의 반란이 일어난다. 이는 배경으로 삼고 있는 대종 대의 역사적 사실이 충실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작자는 영웅이 활동할 무대를 만들기 위하여 이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설정하였을 것이다. 한편 중원의 혼란을 수습할 책

77) 강재철, 앞의 논문, 8～9면.

78) 같은 논문,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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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있는 황제는 아둔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천하가 평화

롭지 않은데도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외척과 환관의

꾐에 빠져 충신을 제거하려고 하기도 한다.79) 조정의 대신들은 무능한 황제를

바로 잡을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이다. 이 시기는 곽자의라는 걸출한 영웅이 활

약하는 시대이지만 작품에 등장하는 곽자의는 번진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충신

이 위기에 빠지더라도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않는다. 변방인 영웅의 등장을 통

해 중원으로 상징되는 중심부의 무능력은 폭로된다. 이는 장홍이 퇴사하고 나자

당(唐)이 혼란에 빠져드는 것으로 이어진다.

차시 이정이80)와 전열이 반하여 하남(河南)이 소요하더라. 상[덕종]이 장공[장

홍]을 토적지사(討賊之事)를 맡기고자 하시더니 장공이 몸의 큰 병이 있는 고

로 그치다.

(권4, 31a면)

장홍을 다시 조정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장홍을 안남으로 보내는 것으로 소설은 끝나게 된다. 따라서 변방인 영웅이 등

장하는 것은 중원으로 상징되는 중심부의 무능력과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79) 귀족적 영웅소설에는 중원의 혼란과 천자의 무능을 연결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데,

유층렬전은 몽옥쌍봉연록과 마찬가지로 중원의 혼란을 천자의 무능과 연결시키고 있

다(이상구, <유충렬전>의 갈등구조와 현실인식 , 어문논집 제34집 제1호, 안암어문학

회, 1995, 61～63면 참조). 그런데 유충렬전에는 유충렬이 천자의 잘못을 직설적으로 통

박하고 있는 반면에 몽옥쌍봉연록에는 그러한 경우는 없다.

80) 이는 “이정기”의 오기이다. 선행연구는 이후 통감절요를 인용한 구절에서 음독상의 실

수가 발견되었다는 점을 들어, 작자가 통감절요를 대강 해독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인

물을 아닐 것이라고 추정하였다(지연숙, 앞의 논문, 1999, 327면; 전성운, 앞의 논문, 53～

54면). 물론 현전하는 세 이본에서 “李正己”를 “이정기”가 아닌 “이정이”라고 읽은 실수가

포착된다. 그런데 이는 작자가 지닌 지식의 한계라고 볼 수 있지만, 필사 상의 실수일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현전하는 필사본은 초고본이 형성된 시기에서 백여 년 이후

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필사상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다. 러

시아본과 국도본이 필사된 시기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러시아본에서 안남왕으로 책

봉된 사람이 “이효일”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국도본에서는 “이훈일”이라

고 기록되어 있다. 사실 ‘효’와 ‘훈’은 서체에 따라 혼동하기 쉬운 글자이기도 하다. ‘기’와

‘이’ 역시 필사자의 서체에 따라 유사하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기’와 ‘이’의 혼동

도 작자의 지식의 한계가 아니라 필사자의 한계와 실수 때문에 생긴 필사오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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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인공의 민족적 정체성과 지역적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작자가

민족과 지역의 관계를 문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그러

나 주인공이 안남인이라는 것과 한족이라는 것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 것

은 아니다. 그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를 안남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다. 그는 변방인이기 때문에 중원에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일 뿐 자신의 소속을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겪지는 않는다. 따라서 장홍이 변방인으로 형상화

된 것은 중심부와 주변부의 관계를 문제 삼고자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81)

81) 이와 관련하여 Ⅳ장 2절에서 상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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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공간의 의미

이 장에서는 이 작품에 나타나는 공간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소설에 나타

난 공간에 대한 인식은 작자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작품의 공간 인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자의 현실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

다. 이때 서술자의 공간 인식과 인물의 공간 인식으로 나누어서 그 의미를 파악

할 것이다. 서술자의 공간 인식은 작품에 나타난 공간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파

악할 수 있다면 인물의 공간 인식은 주로 인물의 말을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작품이 향유되던 당대 사회에서 이 작품의 공간이 지니는 사회

문화적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1.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 변화

조선후기 고전장편소설은 대부분 중국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중국 중

심의 공간 구도에는 조선인의 천하관이 반영되어 있다. 전통적인 천하관의 기저

를 이루는 것은 중화(中華)와 이적(夷狄)을 구분하는 화이분별의 관념이다. 중화

와 이적은 지역적 종족적 문화적으로 구분된다. 지역적 기준은 중원(中原)과

사방(四方)을 구분하는 것이며, 종족적 기준은 한족(漢族)과 다른 민족을 구분하

는 것이다. 문화적 기준은 유교 문화의 시행 여부이다. 이중에서 핵심적인 기준

은 문화적 기준이기 때문에 유교 문화의 시행에 따라서 중화가 이적이 되거나

이적이 중화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82)

그에 반해 고전장편소설에는 중국과 비(非)중국을 엄별하는 경직된 화이관이

나타난다.83) 중국은 유교 문화가 시행되고 있고, 비(非)중국은 그렇지 않은 것으

로 묘사된다. 한족은 문화적인 종족으로 형상화되는데 비해 다른 민족은 야만적

인 종족으로 형상화된다. 또한 비(非)중국은 중국에 의해 교화되어야 하는 공간

82) 우경섭, 조선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43～51면 참조.
83) 박희병, 유교와 한국 문학의 장르, 돌베개, 2008, 106～10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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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려진다. 18세기에 향유되었다고 추정되는 고전장편소설 현몽쌍룡기는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거란과 운남이 등장한다. 송

(宋) 진종 연간에 거란이 중원을 침입하자, 조무는 대원수가 되어 북방으로 자

원 출정한다. 이때 서술자는 거란은 풍속이 다르고 산천에 초목이 없어서 오랑

캐의 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서술한다.

차설(且說) 평로대원수(平虜大元帥) 제로도총병마(除虜都總兵馬) 조무는 거란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원하여 출정하면서 60여명의 명장과 20만 명의 대군

을 거느리고 북쪽으로 나아갔다. (…중략…) 불과 몇 달 만에 거란과의 경계에

이르니, 풍속이 전혀 다르고 산천에 초목이 없어 오랑캐 땅임을 가히 알 만하였

다.84)

거란이 오랑캐 땅이기 때문에 풍속과 산천이 중원과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거란은 북경과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풍경이 같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오랑캐 땅이라는 점과 연관시키고 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거란의

장수는 “범의 옷에다 양의 머리를 가졌으며 낯이 붉고 눈이 불을 일으키는 거울

같아 매우 흉악”85)한 것으로 묘사된다. 이에 반해 송의 장수는 “다 위풍이 늠름

하니 가히 큰 나라의 인물과 송나라 조정의 위풍을 알 만”하다고 묘사된다.86)

두 나라 인물들의 외모에 대한 묘사를 비교해볼 때, 거란인은 용모에서부터 중

원인과 차이가 있다고 인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무는 거란에서 “풍속

을 밝히고 예의를 권장하고 신의를 보여주어”87) 황제의 교화를 펴야할 것이라

고 말하는데, 이는 거란이 유교 문화가 시행되지 않은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준

다. 거란의 반란을 평정하고 나자 운남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조무는 다시 대원

수가 되어 남방으로 출정한다. 운남의 산천과 인물도 거란과 마찬가지로 오랑캐

로 묘사된다. 특히 운남의 공주는 한밤중에 조무가 머무는 객관으로 찾아가서

그의 첩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등 예의를 알지 못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조

84) 장시광・조용호・김문희 역주, 현몽쌍룡기 3, 소명출판, 2010, 97면.
85) 같은 책, 104면.

86) 같은 책, 264면.

87) 같은 책,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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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는 그녀를 꾸짖으며 머리를 베는데, 서술자는 그가 철석같은 마음을 지녔다며

그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88)

다른 작품에서 다른 나라가 등장하는 경우에도 비(非)중국이 오랑캐로 묘사되

는 것은 다르지 않다. 완월회맹연에는 안남이 등장한다. 명(明) 영종 연간 정

잠과 정인성은 안남의 반란을 평정하기 위하여 출정한다. 명군은 북경에서 교지

까지 육로로 이동하다가 교지에서 배를 타고 안남으로 향한다. 이때 해추(海鰍)

라는 괴물을 만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지는데 정인성이 보검으로 괴물의

머리를 베어 무사히 바다를 건넌다. 이 괴물은 길이가 수천리가 되고 해저의 동

굴에서 산다고 하는 가상의 생물이다. 안남에 도달하기 직전에 괴물과 조우한다

는 것은 안남이 기존의 조화나 질서, 윤리를 기대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89) 즉 안남이 왕화가 미치지 않는 변방이라는 것이다.

안남이 왕화가 미치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안남에

가까이 다가가자 명군이 병에 걸린다는 것이다.

이미 삼해를 다 지나 안남지경을 다다르니 때 팔월지순을 당하였으되 오히려

여름날 같고 수토(水土)가 괴이하여 남해를 지남으로부터는 제장이 심히 수비하

며 이척하여 한결같이 병을 실은 듯하니 (…후략…)90)

명군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안남의 풍토가 중원과 다르기 때문이다. 북방에서

이동해온 병사들이 남방에서 풍토병에 걸린다는 것은 현실적인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명군은 풍토병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현실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데, 음악 연주를 통해 풍토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정인성은 정잠의 명을 받

아 칠현금(七絃琴)을 연주함으로써 물과 땅을 정화한다.

88) 이는 소현성록의 영향을 받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소현성록에서 운남국이 송군

에 의하여 정복당하자, 운남국의 왕비는 밤중에 소운성을 찾아가서 그를 유혹하려고 한

다. 소운성은 그녀를 꾸짖으며 제안을 거절하자 왕비는 소운성이 그녀를 겁탈하려고 했다

고 소리친다. 결국 소운성은 군중에서 그녀의 머리를 벤다.

89) 조셉 캠벨 빌 모이어스, 신화의 힘, 이윤기 역, 고려원, 1992, 409～410면.

90) 김진세 독해, 완월회맹연 5,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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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남이 개벽초로부터 홀로 수토(水土)가 사나움이 아니라 산천의 요요한 진애

(塵埃)와 음독한 기운이 모여 안남에 널리 퍼지니 인물이 교악(狡惡)하며 토품이

험괴(險怪)하여 모진 물과 악한 기운이 타방 사람을 병들이고 죽이는 것이 병인

(兵刃)으로 더함에 감치 아니 하더니 금자(今者)에 대현군자(大賢君子) 명금(鳴

琴) 신곡으로써 건곤이 개탁(開坼)하며 만물이 부생(復生)하는 조화를 이루니 (…

중략…) 천지 사이에 가득한 독기와 악예(惡穢)를 쓸어버리니 일야지내(一夜之內)

에 여러 시내와 많은 물이 홀연히 맑은 빛과 좋은 맛으로 바뀌어 혼탁한 더러움

이 없으니 이로부터 남방 수천여리의 수토가 전자와 내도하여 사람이 토질(土質)

로는 신고(辛苦)할 이 있지 아니 하니 (…후략…)91)

안남은 산천의 기운 때문에 사람이 교활하고 풍토가 괴상하였지만, 정인성이

음악을 연주하자 천지의 독기가 정화되어서 물과 땅이 깨끗해졌다. 주지하다시

피 음악은 유교에서 백성을 교화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음악을 통하여 안남의

풍토를 바꾸었다는 것은 안남이 유교적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공간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92) 또한 안남인은 포악하고 교활하여 잔인무도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안남왕은 전쟁의 승리라는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딸까지

속임수에 빠뜨려 끝내 자결하게 만들고, 죽은 딸까지 이용하여 적장을 없애려고

한다. 정인성은 반란을 진압하고 나서 “남방 풍속이 무지영한(無知佞漢)함을 고

치고자 하여”93) 유학을 강론하는데, 이는 안남에 예교 문화가 뿌리내리지 못하

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명인은 안남인을 오랑캐나 만맥(蠻貊)이라고

부르며 멸시한다.

이처럼 고전장편소설에서 비(非)중국은 괴물이 출현하고, 풍토가 괴이하며, 야

만적이고 교활한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전장편소설의 엄격한

화이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몽옥쌍봉연록에는 안남이 장홍과 같은 탁

월한 인재가 사는 곳으로 나타난다. 비록 장홍은 월족이 아니라 한족이지만, 그

가 안남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안남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확인할 수

91) 김진세 독해, 앞의 책, 83면.

92) 정길수는 이 장면을 “‘中華’의 ‘夷狄’ 교화가 음악의 힘을 빌려 이국땅의 풍토까지 바꾸는

이적으로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평가하였다(정길수, 한국 고전소설에 나타난 ‘中華主義’ ,

국문학연구 제15집, 국문학회, 2007, 141면).
93) 김진세 독해, 앞의 책,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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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뿐만 아니라 안남이라는 공간은 예교 문화가 존재하며, 뛰어난 유학자가

있는 곳으로 묘사된다.

오래지 아녀 안남의 주(主)가 됨에 인민아동에게 이르니 다 즐겨 문 밖에 와

즐기는 소리가 구성(九城)에 사무치더라. 표를 올려 사은하고 우익공 치로 남제

를 지키게 하고 삼비(三妃)를 청할 새 태자 화로 세 모친을 모셔 안남에 이르니

궁궐이 장려하고 인물이 번성하여 남제 조그만 땅으로 더불어 내도하더라. (…중

략…) 산곡에 은거한 자 추현, 이엄, 오기, 강유, 배정 등 칠인(七人)이 청명세절

지사(淸名世絶之士)로 당조(當朝)에 불응징벽(不應徵辟)하고 자칭 칠현(七賢)하여

세(世)에 나지 아니 하거늘 왕이 안거후록(安車厚祿)을 배사하여 마침내 이루어

지게 하여 문연각 태학사를 삼고 더불어 치란흥망(治亂興亡)과 고금예악(古今禮

樂)을 강론하더라.

(권4, 37b∼38a면)

위 인용문에서 안남에 대한 서술자의 긍정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남은

궁궐이 장려하고 인물이 번성한 나라이다. 뛰어난 유학자인 청명세절지사(淸名

世絶之士)가 숨어 살고 있다는 것은 이 나라에 예교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

여준다. 물론 Ⅱ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당(唐)에 비하여 안남의 문화적 수준

은 부족한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완월회맹연에서 묘사되는 것처럼 괴물이

출현하고, 풍토가 괴이하며, 야만적이고 교활한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 나타나

는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안남에 대한 칭호에서도 안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을 확인할 수 있다. 서술자나 인물은 안남을 ‘남방’이나 ‘변방’이라고 부르고, ‘오

랑캐’, ‘만맥’, ‘이적’ 등의 비하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남은 화

(華)에 가깝지만 화(華)는 아니고, 이(夷)에 가깝지만 이(夷)는 아닌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안남의 모호성 때문에 이 소설의 천하는 다른 고전장편소설에 비해 보

다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즉, 중화(中華)의 세계와 이적(夷狄)의 세계가 존재하

는 한편 그 둘에 속하지 않는 안남(安南)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타의

소설에 나타난 엄격한 화이관과는 다른 유연한 화이관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이다.

그렇다면 몽옥쌍봉연록에서 다른 나라가 아닌 안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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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우선 당(唐)대 안남이 중국에 복속되어 있

었다는 역사적 사실이 소설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안남은 중화에

완전히 속하지는 않지만, 중화의 영향을 받은 공간으로 나타난다.

한편 안남에 대한 조선 문인의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추정할 수

도 있다. 조선과 안남은 공식적으로 교류하지 않았지만, 양국은 조공책봉체제에

편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사행이라는 기회를 통하여 사신들끼리 비공식적

으로 접촉할 수 있었다. 이 기회를 통해 안남 사신과 접촉하였던 사람들의 기록

에서 안남과 안남 사신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94) 특히 이수광

(李晬光, 1563～1628)은 안남에 대한 지식과 우호감이 후대의 문인에게 퍼지는

데 크게 기여했다.95) 그는 1597년 북경에서 안남 사신 풍극관(馮克寬)과 교류하

고 안남국사신창화문답록(安南國使臣唱和問答錄) 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여

기에 수록된 시에는 안남에 대한 우호감이 여실하게 나타난다.

聞君家在九眞居 그대의 집안 구진에 있다 하니

水驛山程萬理餘 물길과 산길로 만여 리라네

休道衣冠殊制度 의관 제도 다르다 말하지 마오

却將文字共詩書 문자를 가져 시서를 함께 하네

來因獻雉通蠻徼 흰 꿩 바친 후로 남만과 통했었는데

貢爲包茅覲象輿 포모 바치러 상여 타고 조회 왔네

回首炎州歸路遠 염주를 돌아보니 돌아 갈 길 아득한데

有誰重作指南車 누가 다시 지남거 만들어 주려나96)

94) 박희병, 조선 후기 지식인과 베트남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편, 한국과 베트남 사

신, 북경에서 만나다, 소명출판, 2013, 45면.
95)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신호, 한국과 안남․유구와의 문화교류 시고 , 한국한문학연구 제5집, 한국한문학회,
1980; 손찬식, <趙完璧傳>을 통해 본 芝峯 李睟光의 越南 認識 , 고소설연구 제21집,
한국고소설학회, 2006; 권혁래, <조완벽전>의 텍스트와 문학적 의미 연구 , 어문학 제
100집, 한국어문학회, 2008; 서경희, <조완벽전>에 나타난 이방, 이방인 서사의 의미 , 
동방학 제25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2.

96) 李睟光, 芝峯集, 권8, 贈安南國使臣 (한국문집총간 66) 번역은 손찬식, 앞의 논문, 232

면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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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안남에 대한 우호감은 안남 또한 한문을 사용하

는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시서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편 화이론의 영향으로 안남에 대한 우월감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가 멀리 동쪽에 있어 중국에서 보기에 안남(安南)이나 교지(交趾)와 다

름이 없는데도, 중국 사람들이 비이(鄙夷)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화(小中華)라고

말하는 것은, 대대로 예의를 닦아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아비는 아비, 아들은

아들 노릇함으로써, 생민의 윤리와 사물의 법칙이 볼 만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

까?97)

위 인용문은 중종실록 7년 12월 26일자 기사에 수록된 대사헌 남곤(南袞,

1471～1527) 등이 올린 상소문의 일부이다. 이때 조선은 ‘소중화(小中華)’인데 반

해 안남과 교지는 ‘비이(鄙夷)’라고 인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98) 그런데

안남이 조선과 비교될 수 있는 국가로 여겨진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몽골

이나 일본 등의 다른 국가는 비교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므로 안남과 교지가 다

른 국가와 달리 여겨졌다고 할 수 있다. 조선 문인의 기록에서 안남보다 우월해

야한다는 생각이 나타나는 것도 안남을 다른 이적과 달리 여겼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다.

우리나라의 공사가 중국 조정의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홍륜이 임

금을 시해하고, 김의가 중국 사신을 죽였기 때문이지 우리 조선조와는 관련이 없

는 것이다. (…중략…) 내가 한번은 낭중 가유약에게 물었더니, “안남과 유구는

모두 빈공과에 응시한다. 안남인 진유는 정덕 연간에 과거에 급제해서 우도어사

를 지냈고, 완악은 가정 연간에 급제해서 공부좌시랑이 되었으며, 손응오는 본국

에서 도망하여 광서 지방에 살다가 역시 과거에 합격하여 예부시랑이 되었다. 현

재에도 거인이나 공사 출신으로서 주현의 관리로 있는 자가 다섯 사람이 있다.”

97) “我國家邈處日域, 自中國視之, 與安南、交趾無異, 而中國之人, 不鄙夷之, 至稱小中華. 豈非

以世修禮義, 君君臣臣父父子子, 民彝物則, 猶足可觀故耶?” 번역은 한국고전종합 DB에서

인용하였다.

98) 김용태, 한국한문학 자료에 나타난 베트남 인식의 몇 가지 갈래 , 한국한문학연구 제
45집, 한국한문학회, 2010, 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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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 말을 들으매 사람으로 하여금 펄쩍 뛰게 하였다.99)

위 인용문은 조선인이 중국의 빈공과에 응시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허균(許

筠, 1569～1618)의 기록이다. 그는 안남과 유구가 빈공과에 활발하게 참여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 이는 조선과 안남이 예교 문화를 사이

에 두고 경쟁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100) 조선에서 안남의 문화적 성

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러한 안남에 대

한 긍정적인 시각은 몽옥쌍봉연록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안남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이전의 고전장편소설에 비하

여 유연한 화이관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몽옥쌍봉연록의 독특한 소설사적 의

의를 찾을 수 있다. 19세기 이후 이민족 공주의 결연 서사를 통하여 상대적으로

유연한 화이관이 나타나는 옥수기(玉樹記) 등의 작품이 출현한다.101) 이러한

경향은 18세기 이후 북경을 통해 서양의 정보와 문물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세

계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장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된다. 세계 인식의 확

장은 중국이 아닌 외국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인식을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102)

동아시아 인식의 변화는 고전소설의 공간에 대한 서술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된다.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는 원인은 실증

적인 자료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99) 許筠, 惺所覆瓿稿 권23, 惺翁識小錄 上, “我國貢士不得赴擧於天朝者, 以洪倫弑君,金義

殺使之故也, 在我朝固無干焉. (…中略…) 余嘗問於曾郞中維鑰, 言安南 琉球皆赴擧. 安南人

陳儒, 正德間中第, 官右都御史, 玩鶚嘉靖年登第爲工部右侍郞, 孫應鼇逃居廣西, 亦中科爲禮

部侍郞, 卽今亦有擧人貢士爲州縣官者五人云. 聞之令人躍然.” (한국문집총간 74) 번역은
김용태, 앞의 논문, 282～283면을 참고하였다.

100) 김용태, 앞의 논문, 283면.

101) 탁원정, <옥수기> 속 호족이라는 이민족 형상의 특징과 의미 , 고소설연구 제33집,
한국고소설학회, 2012, 277～279면 참조.

102) 김문식은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에 대하여 살피면서, 조선후기 지식인의 동아시아

인식은 기본적으로 중국 중심의 지리관에 머물러 있었으나 러시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련 정보의 증가와 함께 동아시아에 이해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고 평가하였다(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217～23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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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향(京鄕) 차별에 대한 반기

몽옥쌍봉연록에는 중원과 변방을 구분하는 인식이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중원을 대표하는 공간은 당(唐)이며, 변방을 대표하는 공간은 안남이다. 이 두

공간에 대한 변별적 인식은 등장인물의 말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당조에서 안남에 사신을 보내어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장홍은 표문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가 작성한 표문은 안남 사신에 의

하여 숙종에게 바쳐진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대종은 선조 고적을 상고하다가

안남표문을 발견하여 회양공주와 함께 열람한다.

일일은 상[대종]이 선조(先朝) 고적을 상고(詳考)하시다가 상원 이년의 안남 표

문을 문장이라 어필(御筆)로 쓰신 것이 있거늘 가져 공주를 보이신대 공주가 칭

찬함을 마지아니하고 주(奏) 왈,

“체격이 오직 함옥토주(含玉吐珠)하여 발월(發越)하였거니와 이런 인재가 어찌 중

국에는 없고 도리어 남변해중(南邊海中)에 있는고? 가석하나이다.”

(권1, 45a～45b면)

공주는 장홍이 쓴 표문을 보고 감탄하면서 이와 같은 인재가 중원에 없고 변

방에 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한다. 이 장면은 장홍의 능력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배치된 것이지만 중원인과 변방인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인식이 있

음을 보여준다.

중원과 변방을 구분하는 인식은 변방인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 Ⅲ장 2절에

서 장안인과 광서인의 갈등을 통하여 광서인에 대한 차별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장홍의 부마 간택 사건을 계기로 안남에 대한 차별이 노정된

다. 장홍은 성명과 본향을 숨긴 채 과거에 급제하고, 대종의 눈에 들어 공주의

부마로 간택된다. 그러나 모두에게 자신의 정체를 속이고 있었던 장홍은 결국

자신이 안남의 죄수이므로 부마가 될 수 없다는 표문을 황제에게 올린다. 이에

대종은 대신들과 함께 장홍의 처분에 대하여 의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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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종]이 청파의 환열(歡悅) 경동(傾動)하시어 어린 듯이 침음(沈吟) 양구(良

久)에 제신(諸臣)을 주어 보라 하시고 홀연 탄식 왈,

“도리어 기사(奇事)라. 어찌 차리어 조회에 참예할 바리오.”

모든 각신이 진주(進奏) 왈,

“이는 진실로 웅재대략(雄才大略) 곧 아니면 십사소아(十四小兒)가 만리(萬里) 도

로의 깊은 뜻으로 발섭(跋涉)하며 창황에 능히 범수(范睢)의 애자지원(睚眥之怨)

과 오운(伍員)의 발도분심(拔刀忿心)을 생각하리잇고? 제해 마땅히 표장하시어

효를 위로하시고 제 원(願)을 좇아서 위엄을 빌리심을 바라나이다.”

상 왈,

“경홍의 말이 옳거니와 부마에 합하랴?”

대 왈,

“이는 신등의 소견은 불가(不可)하니라. 비록 기모다재(奇謀多才)라 공명진충(功

名盡忠)은 진실로 일컬을 바나 금중옥주(禁中玉主)는 망명죄수(亡命罪囚)에 하가

(下嫁)치 못하시리이다.”

상 왈,

“석(昔)의 오운이 망명하매 진후(秦侯)가 결친하고자 하니 오운은 그때 한갓 뜻이

있으나 역려(逆旅) 중 다녀 대해(大海)의 부평(浮萍) 같되 진후가 구혼하고103) 장

홍은 공명(功名)을 세우고 재학풍광(才學風光)이 표표(表表)하니 엇지 비루한 죄

수리오?”

제신이 대 왈,

“춘추(春秋)는 불가측(不可測)이니 제후와 천자가 다르시니이다.”

(권1, 62a～63a면)

조정 대신들은 황제에게 장홍이 안남의 원수를 갚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청하

지만, 장홍이 망명죄수이기 때문에 부마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황제는 대신

들의 의견에 반박하면서 진공자(晉公子) 중이(重耳)의 일화를 인용한다. 진헌공

(晉獻公)의 아들 중이는 왕권 다툼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자, 진(晉)에서 탈출하

여 19년 동안 열국을 떠돌아다닌다. 그의 능력을 알아본 진목공(秦穆公)은 그에

103) 대종의 말에는 이 일화가 오운의 일화로 제시되고 있으나, 이는 진공자(晉公子) 중이(重

耳)의 일화로 보인다. 장홍은 여러 차례 작중인물의 말을 통해 중이와 비견되는데, 이러한

사실 또한 이 일화를 중이의 일화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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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자신의 딸 회영(懷嬴)을 시집보낸다.104) 황제는 이 일화를 인용하여 장홍이

부마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냐고 반문한다. 조정 대신들은 제후와 천자의 지위

가 같지 않으므로 공주를 하가할 수 없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한다. 만약 장홍이

황제의 도움을 받아 부모의 원수를 갚는다면 더 이상 죄수라고 할 수 없다. 그

런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혼인을 거듭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장홍

의 출신 지역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는 한족(漢族)이지만

안남 출신이기 때문에 공주와의 혼인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 장면은 육미당기(六美堂記)의 부마 간택 장면과 대비되는데, 중원 출신

이 아닌 인물이 부마로 간택된다는 점에서 유사하고, 인물의 출신이 주변인의

반대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신라 태자 김소선은 우연히 당조에

출사하게 되었다가 황제의 눈에 들어 부마로 간택된다. 황제가 옥성공주를 김소

선에게 하가시키겠다는 의사를 내보이자 김소선은 자신이 외국 사람이기 때문

에 부마가 될 수 없다며 뜻을 거둘 것을 청한다.

이튿날 천자가 조회에 임하여 백관을 부르시고, 옥성공주로써 장차 예부상서

김소선에게 하가시키는 뜻을 말씀하시고, 또 흠천감에 명하셔 황도길일을 택하여

혼례를 행하게 하라 할 새, 김상서와 백학사가 반열에 있다가 조명을 받든지라,

상서가 머리를 조아리며 여쭈어 가로되,

“신은 본래 외국 사람이라. 외람되이 폐하의 망극하신 은혜를 입어 벼슬이 공경

에 오름도 지나치고 분수를 넘어 굴러 떨어질 듯 하거늘, 또 어찌 감히 부마의

간택을 무릅쓰리이까?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빨리 명을 거두어 신의 천한

분수를 편안케 하옵소서.”

천자가 흔연히 웃어 가로되,

“이 혼인은 진실로 짐이 경에게 정하는 바가 아니요, 곧 하늘이 경에게 정하신

바라.”

드디어 붉은 기러기가 전후에 이적을 보인 일로써 자세히 여러 신하에게 말씀

하니, 조정 제신이 그 말씀을 듣고 놀라며 기이히 여기지 않는 자가 없더라.105)

104) 春秋左氏傳, 僖公 23년 (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 4, 中華書局, 1982, 1506).
105) “明日天子臨朝, 命招百官, 諭以玉星公主將下嫁于禮部尙書金簫仙之意, 又下詔欽天監擇黃

道吉日, 行合巹之禮, 時尙書與白學士俱在班列, 及奉詔諭, 尙書叩頭奏曰, “臣本外國人, 猥蒙

陛下罔極之恩, 位至公卿, 濫叨踰分, 猶且隕越, 又何敢冒膺於禁臠之選乎? 伏願陛下亟收成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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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는 적안(赤雁)이 이적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김소선과 옥성공주의 혼인이

천정혼(天定婚)이라고 주장한다. 조정 대신들은 놀란 기색을 보이나, 혼인을 반

대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김소선의 혼인은 갈등 없이 마무리된다. 이와 달리

몽옥쌍봉연록의 부마 간택은 주변인의 반대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변방인에 대

한 차별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

그런데 변방인 장홍이 중원인보다 뛰어난 재능과 용모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

은 변방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 구조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탁월한 재능

과 용모는 빈번하게 장면화되어 차별적 인식을 무색하게 한다.

제삼일(第三日)에 다시 연소랑(年少郞)을 부용지(芙蓉池)에 모으시니 귀가공자

(貴家公子)가 치용치의함이 첫날에서 더 하여 천상군선이 옥경조회(玉京朝會)함

같으나 또한 회양공주에 비치 못하니 상이 묵연(黙然)하시어 침음(沈吟)하시더니

차시(此時)의 황후가 정양루에서 모든 재자(才子)의 아름다움이 공주의 쌍이 아

님을 기뻐 아니하셔서 눈을 둘러 좌편을 우연히 보시니 백관이 옥패를 울리고

금관도복으로 성열하였는데 그 중 표표(表表)한 신선이 있으니 진실로 세대호걸

(世代豪傑)이요 개제군자(愷悌君子)라. 양미(兩眉) 추파(秋波)와 백련(白蓮)같은

귀밑에 옥을 꽂았고 꽃을 묶었으니 (…중략…) 년이 이십은 하고 위차(位次)가

육경(六卿)에 으뜸 하였으니 한번 보심에 홀연히 부마의 뜻이 유동하시어 크게

기뻐하시나 혹 실가가 있는가 의려(疑慮)하시더라.

(권1, 50b～51a면)

대종은 회양공주의 부마를 간택하기 위하여 부용지에 수없이 많은 소년을 모

은다. 모두 하늘의 신선과 같은 훌륭한 인물이었으나 황제와 황후의 눈에는 차

지 않았다. 이때 황후는 우연히 눈을 돌리다가 간택에 참여하지도 않은 장홍을

보고 부마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 이 장면에서 장홍의 아름다운 용모

는 다른 경쟁자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강조되고 있다. 물론 고전소설에서 주인공

의 탁월한 재능과 용모에 대한 묘사는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인

以安微分.” 天子欣然笑曰, “是婚實非朕之所定於卿, 乃天之所定於卿也.” 遂以赤雁前後效異之

事, 細傳於群臣, 在廷諸臣俯聽上諭, 莫不驚異.” (장효현 역주, 육미당기, 고려대학교 민족

문화연구소, 1993, 224～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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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이 누구이며, 그가 누구와 대비되는지에 따라 그 함의는 달라질 수 있다. 장

홍이 중원의 귀공자보다 더욱 뛰어난 외모를 지녔다는 것은 변방인이 중원인

못지않은 재능과 용모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중원의 정점에 서 있는 황제의 입을 통하여 인재 선발에

있어서 출신 지역이 중요하지 않다는 언급이 표출되는 것으로 이어진다. 대종은

장홍을 부마로 간택하는 조서를 내리면서 역대 중국의 인재 등용에 관하여 언

급한다.

‘보천지하(普天之下)가 [막비왕토(莫非王土)요], 솔토지빈(率土之賓)이 막비왕신(莫

非王臣)이라.’하니 어찌 이르는고? 천하를 둠에 사해 안이라. 짐의 직할(直轄)뿐

아니라, 해외만이(海外蠻夷) 또한 짐의 백성이라. 어찌 오직 중국의 벼슬을 높이

며 이름을 얻은 자이거든 짐의 신하[가 아니]리오. 지어 외번인즉 재주와 공이 있

는 자가 짐의 거느린 바에서 낮음이 있으랴. 명군(明君)이 현사(賢士)를 구함에

방소(方所)를 가리지 아니코 성제(聖帝) 명왕(明王)이 다 몸을 [굽혀] 신야(莘野)

탄축(炭築)에 찾으며 위수(渭水) 남양(南陽)에 굴하여 존현(尊賢)함을 나타내니

또한 경등의 이른 바 중국인물과 외방번민이라.

(권2, 1b～2a면)

대종은 ‘보천지하 막비왕토 솔토지빈 막비왕신’이라는 시경(詩經) 소아(小

雅) <북산(北山)>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외번의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재주와

공이 있다면 중원의 백성에 비해 전혀 부족함이 없음을 천명한다. 또한 명군(明

君)은 지역을 따지지 않고 현사(賢士)를 등용했다고 말하며, 신야와 위수에 은거

하고 있었던 이윤(伊尹)과 강태공(姜太公)의 예를 든다. 탕왕(湯王)은 신야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이윤을 초빙하여 하(夏)의 걸왕(傑王)을 토벌하였으며, 문왕

(文王)은 위수에서 낚시를 하던 강태공을 초빙하여 주(周)의 기틀을 세웠다. 이

처럼 현사는 벽처에 은거하고 있으므로 지역을 따져서 인재를 등용한다면 그를

초빙할 수 없다고 언급하는 것이다.

‘보천지하가 막비왕토요 솔토지빈이 막비왕신’이라는 구절은 다양한 고전소설

에서 인용되고 있지만, 이 작품처럼 인재 선발의 지역 균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인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 반란을 저지른 인물을 비난하는 맥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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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된다. 가령 완월회맹연에서 정인성은 안남의 반란을 평정하러 갔다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안남왕을 비난한다. 안남왕도 황제의 신하이고, 안남도 황제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안남왕이 반란을 저질렀다는 것이다.106) 임경업전이나 최
고운전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보천지하가 막비왕토요 솔토지빈이 막

비왕신’이 인용되고 있다. 이와 달리 몽옥쌍봉연록에서는 출신 지역과 관계없

이 인재 등용을 해야 한다는 근거로 이 구절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작품에서 양관(楊綰)이 등장한다는 점도 지역 균등이 이루어지는 인재

선발 제도에 대한 작품의 관심을 보여준다. 조공 문제 때문에 안남에 파견된 사

신으로 대종 연간 예부시랑을 지냈던 양관107)이 등장한다. 양관은 763년(廣德

원년)에 인재선발제도를 개혁하자는 상소를 올렸다. 그는 과거의 폐단은 행실보

다는 문장으로 인재를 선발하는데 있다며, 효렴과(孝廉科)의 실시를 주장하였

다.108) 효렴과란 현령(縣令)이 현(縣)의 인재를 주(州)에 천거하고, 이 인재를 자

106) “체찰[정인성]이 청필(廳畢)의 일장을 한가히 웃으며 천천히 가르쳐 꾸짖어 왈, “궁진(窮

盡)한 도적이 천지 사이의 무용무지하대 오히려 삼촌설(三寸舌)이 썩지 아녔음을 믿어 감

히 천장(天將)을 욕코자 하니 교종(驕縱)하고 남활(濫猾)함이 세간의 이 같음이 있느냐?

네 이미 군신대의를 알지 못하여 역천 무도함이 천조를 항형(抗衡)함이 있으니 여차 연후

의 그 조선(祖先)을 어찌 알 바이리오. (…중략…) 네야 짐짓 무부(無父) 무군(無君)한 흉

완(兇頑) 난적이라. 아(我) 태조(太祖) 고황제 건국 입업(立業)하사 위덕이 사해를 덮고 은

혜 구족에 흘러 솔토지민(率土之民)이 막비왕신(莫非王臣)이오 보천지하(普天之下) 막비왕

토(莫非王土)어늘 네 문득 성천자 은화(恩化)를 부족하여 번신(藩臣)의 도를 폐하고 참람

히 대조(大朝)를 항형함에 흉도 악당을 무리지어 음아(瘖瘂)한 소리의 천지 회명하며 즐

타하는 위엄의 풍운이 변색하니 백성이 수고하고 병사가 잔약(殘弱)하니 귀신은 흉악을

도우며 조물은 시기를 더하여 전전하여 성을 얻고 고을을 함(陷)함에 악적(惡積) 화영(禍

盈)하여 스스로 연미 취악하며 요예 투정함을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이 천명을 드높이니

천지 위혁함이 귀신의 눈이 번개 같으며 죄역(罪逆)이 관영(貫盈)함이 사관(史官)의 붓이

칼날 같으니 네 위로는 충의를 잊어 임금의 땅을 어지럽히고 아래로 효애를 버려 부모처

자의 주륙(誅戮)을 생각지 아니하니 너의 이른 바 구족을 돌아보지 아녔는지라.” (…후

략…)” (김진세 독해, 완월회맹연 5, 135～136면).
107) 양관은 고전장편소설 양현문직절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한다(윤경아, <양현문직절기>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참조). 따라서 양관은 고전장편소설의 향유층에게

상당히 친숙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108) “6월에 예부시랑(禮部侍郞) 양관(楊綰)이 상소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선비

를 뽑을 때에 반드시 행실을 취하였는데, 근세에는 오로지 문장만을 일삼습니다. 수나라

양제로부터 처음으로 진사과를 설치하였으나 오히려 책문으로 시험할 뿐이었는데, 고종

때에 이르러 고공원외랑(考功員外郞)인 유사립(劉思立)이 처음 아뢰어 진사과(進士科)에

잡문(雜文)을 가하고 명경과(明經科)에 첩괄(帖括)을 가하였으니, 이로부터 폐단이 쌓여

전전하여 풍속을 이루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정의 공경들은 이로써 선비를 대하고 집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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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刺史)의 시험을 통해 걸려 상서성(尙書省)으로 보내어 관리를 선발하는 것이

다. 이는 지역 균등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인재 선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조
선왕조실록에서 양관은 주로 인재 등용109)이나 관리의 청렴110)과 관련하여 인

용되고 있는데, 이익은 양관시법(楊綰試法) 에서 과거의 폐단을 지적하며, 양관

이 제시한 효렴과를 대안으로 높이 평가했다.111) 물론 작품에서 효렴과에 대해

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양관이 안남에서 장홍의 능력을 알아

보고, 그를 조정에 천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효렴과와 유사한 인재 선발이 등

장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는 출신 지역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는 대종의 판단에

부합하여 변방에서 온 장홍은 천하를 안정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다. 그러나 변

방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종이 붕

어한 이후 장홍은 스스로 벼슬에서 물러나기 때문이다. 그가 벼슬에서 물러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홍이 변방으

로 돌아가고자 하며 조정 대신들이 그를 변방으로 보내고자 한다는 점으로 미

루어 볼 때, 장홍이 변방인에 대한 차별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로들은 이로써 자제들을 가르쳐서 명경과를 치르는 사람은 첩괄을 외게하여 요행으로

급제하기를 바라고, 또 거인(擧人)들은 다 첩(牒)을 바쳐 스스로 응시하게 하니, 이와 같

이 하고서 그들로 하여금 순박한 데로 돌아가고 청렴과 겸양을 숭상하게 하고자 한들 어

찌 될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현령(縣令)으로 하여금 효도하고 청렴한 사람을 살펴서 행

실이 향려(鄕閭)에 드러나고 학문이 경술(經術)을 아는 자를 취하여 주(州)에 천거하게 하

면 자사(刺史)는 고시(考試)하여 상서성(尙書省)으로 올려보내어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한

가지 경(經)을 구술하게 하고, 조정에서는 유학하는 선비들을 가려서 경의(經義) 20조와

대책문(對策文) 세 가지를 물어서 상제(上第)는 바로 관직을 제수하고, 중제(中第)는 출신

하게 하고, 하제(下第)는 파하여 돌아가게 하소서. 또 도거과(道擧科)는 또한 나라를 다스

림에 의지하고 기대할 바가 아니니, 명경과와 진사과와 함께 모두 정지하소서.”(…후

략…)” (성백효 역주, 앞의 책, 81～84면).

109) 成宗實錄 권82, 8년 7월 24일 3번째 기사; 正祖實錄 권1, 즉위년 5월 28일 1번째 기

사; 正祖實錄 권52, 23년 8월 29일 1번째 기사.

110) 燕山君日記 권13 2년 3월 25일 4번째 기사; 中宗實錄 권12, 5년 12월 8일 2번째 기

사; 孝宗實錄 권19, 8년 11월 2일 3번째 기사; 肅宗實錄 권26, 20년 2월 2일 1번째 기

사; 英祖實錄 권98, 37년 11월 25일 2번째 기사.

111) 李瀷, 星湖僿說 권27, 楊綰試法 , “我國賢良之科, 靜庵趙先生所初也, 比之揚氏孝廉科,
煞不及也(우리나라의 현량과(賢良科)는 정암(靜庵) 조 선생(趙先生)이 시작한 것으로 양씨

(楊氏)의 효렴과(孝廉科)에 비하면 참으로 미치지 못한다).” 번역은 민족문화추진회 편, 
국역성호사설 Ⅹ, 1977, 395면에서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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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소설은 중원과 변방 사이의 차별적 인식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작품이 향유되던 조선후기에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 경

향(京鄕) 간의 격차가 점점 심해지던 상황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영 정조 이래 서울이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집중

된 기능을 가진 대도시로 발전하면서 서울과 지방, 경(京) 향(鄕)의 분기가 심

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112) 특히 과거 합격자에 있어서 이러

한 격차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과거제도는 능력 중심, 기회 균형, 지역

균등을 이상으로 삼았으나, 점차 지방 인재를 낙방시키고 서울 문벌 자제를 당

선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되었다. 특히 정기 시험인 식년시(式年試) 외에 특설 시

험인 별시(別試)가 급증하였다. 식년시는 지역할당제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별시

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별시의 합격자는 대부분 서울 출신이었다. 심지

어 영조 대에 이르면 50년의 치세 동안 식년시가 17번 열린데 비하여 별시는

112회나 열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13) 요로원야화기(要路院夜話記)는 조

선후기 과거제도의 운용이 서울의 문벌 가문에 의하여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다.114)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기 위하여 출신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선발하였던

중국의 사례가 인용되기도 하였다. 이익(李瀷, 1681～1763)은 서대명일통지(書

大明一統志) 에서 역대 중국 왕조의 인재 선발을 예로 들며 조선의 인재 선발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그러므로 한(漢)나라가 장안(長安)에 도읍한 200년 동안 허다한 공명(功名)을

이룬 자들은 모두 구주(九州) 출신들이고 장안 출신인 자는 곡영(谷永) 한 사람

에 불과하였으며, 후한 광무제(光武帝)가 낙양(洛陽)에 도읍하였지만 낙양 출신인

자는 곽하(郭賀)와 충고(种暠) 두 사람에 불과하였다. 당(唐)나라가 또 장안에 도

읍하였으나 역시 경사(京師) 출신은 한휴(韓休)와 한황(韓滉) 부자(父子), 제오기

112) 유봉학, 경화사족 지식인의 생활과 사상 ,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
1998, 161면.

113) 김태준, 과거제도와 동아시아 문학의 사회사 , 비교문학 별권, 한국비교문학회, 1998,
229～232면 참조.

114) 같은 논문,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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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五琦), 허맹용(許孟容) 몇 사람에 불과하였다. 송나라는 변경(卞京)에 도읍하였

는데, 역시 경사 출신은 상민중(向敏中), 왕공진(王拱辰), 왕규(王珪), 여회(呂誨)

몇 사람에 불과하였다. 명나라는 북경(北京)에 도읍하였는데 북경 출신으로는 전

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없고, 그 외에 걸출한 대인(大人)으로 대사를 담당하고

대업을 세워 천고의 역사에 이름을 빛낸 자는 모두 천만리 머나먼 지역 출신으

로 기반도 없고 형세도 약하지만 단지 마음에 가진 재주로 하루아침에 황제의

지우(知遇)를 만난 자들이다. 김일제(金日磾)가 오랑캐의 포로로서 한나라에서 손

꼽히는 가문이 되었고, 장구령(張九齡)과 강공보(姜公輔)는 먼 지역의 서생(書生)

으로서 당나라의 재상이 되었으며, 구준(丘濬)과 양도(洋島)는 이민족의 후예로서

명나라의 명신(名臣)이 되었으니, 사람을 쓰는 데 재주를 중요하게 여겼지 출신

지역을 가리지 않은 것이 이와 같았다. 또한 주나라 말엽에 열국(列國)이 이리저

리 나뉘고 갈라져서 전쟁이 날마다 일어났는데 각자 국내의 인재만 기용해도 환

란을 종식시키고 공업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였으니, 그 걸출하고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인물을 하나하나 헤아려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역이 천여 리를 넘지 못하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 영역 안에서

태어나 살다 죽으니 지혜와 소견이 이미 깊지 못하다. 중세 이전에는 오히려 더

러 먼 지역 사람이 들어와서 재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런 길은 점차 끊어져 없

어지게 되었고, 높은 관직은 권문세가(權門勢家)가 다 차지하고 공경(公卿)의 자

리는 경사 출신을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 또 오늘날에 와서는 당(黨)이 네다섯

개로 나뉘어 명색(名色)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진실로 좋아하는 같은 편이 아니

면 비록 관중(管仲)이나 제갈량(諸葛亮) 같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생각조차 않

는다. 그러니 나라의 형세가 어떻게 저하되지 않을 수 있겠으며, 백성이 어떻게

곤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15)

115) 李瀷, 星湖先生全集 권55, 書大明一統志 , “是以漢都長安, 二百年間, 許多功名, 皆聚九
州之産, 而其爲長安人者, 不過谷永一人, 光武都洛陽, 其許多功名, 皆合聚九州之産, 而其爲洛

陽人者, 不過郭賀，种暠二人. 唐又都長安, 亦不過韓休及滉父子，第五琦，許孟容數人爲京師

人. 宋都於汴, 亦不過向敏中，王拱辰，王珪，呂誨數人爲京師人. 明都北京則了然無所聞也,

其餘傑鉅人當大事立大業照耀千古者, 莫非千萬里外孤根弱植, 只以方寸所有而一朝遇者也. 故

金日磾胡貉俘虜而爲漢閥閱, 張九齡姜公輔, 遐裔鯫生而爲唐輔相, 丘濬洋島遺種而爲明名臣,

用人之貴才而不擇地如此. 且如周末列國, 瓜分幅裂, 戰闘日起, 然各能用邦內材器, 亦足以弭

亂興功, 其磊落偉智, 可歷以數也. 至於我國, 封疆不過千有餘里, 人皆生且老於域內, 知見已

淺矣. 中世以前, 猶或遠人入爲宰相, 此道行且滅息, 軒貂莫非世卿, 輔佐不外京邑. 又至於今

日則黨分四五, 名色已定, 苟非所好, 雖有管葛之能, 不之計也. 國勢安得不卑, 生民安得不困.”

(한국문집총간 199) 번역은 이익, 성호전집 14, 김성애 역, 한국고전번역원, 201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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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은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를 보다가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

다. 이 책은 1458년 명(明)에서 이현(李賢) 등이 칙명을 받아 편찬한 인문지리서

로 중국 각 지역의 지리, 연혁, 풍토, 인물 등을 기록한 것이다. 그는 다양한 지

역 출신의 인물이 등용되었던 중국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높은 관직은 권문세가

(權門勢家)가 다 차지하고 공경(公卿)의 자리는 경사 출신을 벗어나지 않게 되

었”으며, “당(黨)이 네다섯 개로 나뉘어 명색(名色)이 이미 정해졌으므로, 진실로

좋아하는 같은 편이 아니면 비록 관중(管仲)이나 제갈량(諸葛亮) 같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등용되지 못하는 조선의 현실에 대해서 비판한다.

이익이 인용한 사례 중에서 몽옥쌍봉연록과 관련하여 강공보(姜公輔)의 사

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익은 당조에서 하방서생(遐方書生)으로 재상이 된

인물의 예로 강공보(姜公輔)를 들고 있다. 그는 안남 출신으로 덕종(德宗) 대 빈

공과(賓貢科)를 통해 동중서문화평장사(同中書門下平章事)에까지 오른 인물이

다.116) 그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는 황제에게 간언을 하였으나, 그

간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인물의 대표적인 예로 자주 언급된다.117) 한편 서

대명일통지 에서처럼 지역 균등의 이상을 실현하는 인재 선발과 관련하여 언급

되기도 한다.118) 몽옥쌍봉연록은 강공보처럼 안남 출신으로 당조에서 고관에

오른 인물을 허구적으로 꾸며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경향 차별에 대하여 간

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몽옥쌍봉연록은 변방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

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조선 후기에 심화되고 있었던 경

향(京鄕) 차별의 문제에 대하여 비판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익이 지적

하였듯이 당시 지역과 문벌에 있어서 인재 등용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었다.

8～360면에서 인용하였다.

116) 강공보는 몽옥쌍봉연록의 후편인 곽장양문록에 등장하여 장홍의 아들인 장혜를 돕

기도 한다(지연숙, 위의 논문, 1997, 28면).

117) 成宗實錄 권281, 24년 8월 4일 3번째 기사; 孝宗實錄 권1, 즉위년 8월 28일 3번째

기사; 英祖實錄 권66, 23년 8월 27일 2번째 기사.

118) 이춘영(李春英, 1563∼1606)도 金生起鳳字說 에서 강공보에 대해 이와 유사한 인식을

보여준다. 李春英, 體素集 下, 金生起鳳字說 , “張九齡起於韶石, 姜公輔家于日南, 是孰爲
之倡, 而文章節義, 卒爲唐室之名臣, 則孰謂遐方絶域之地, 不生傑特魁偉之人耶, 生勖乎哉.”

(한국문집총간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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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권문세가 특정 붕당 출신이 아니라면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여도

발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몽옥쌍봉연록은 인재 등용에 있어서 비교적

개방적인 당(唐)을 시대적 배경으로 삼아 안남 출신이지만 고관의 지위에 오른

주인공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인재 선발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라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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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조선후기 장편영웅소설 몽옥쌍봉연록은 ‘안남’이라는 공간이 전면에 부각되

는 독특한 작품이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공간은 서사구조를 형성하는 데 영향

을 미치며 갈등의 발생 및 인물의 형상화에 기여하고 주제를 구현하는 데 중대

한 역할을 한다. 본고는 몽옥쌍봉연록 속 공간의 양상과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공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작품의 새로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본격적인 탐구에 앞서 기존 이본을 새로 발견된 이본과 비교하여 연구에 적

합한 선본을 찾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완질본은 국도본, 러시

아본의 2종이 있었는데 숙대본이 새로 발견되었다. 세 이본 중에서 러시아본이

필사시기가 앞서는 데다 다른 이본에 없는 내용이 있으며, 비교적 오탈자가 적

기 때문에 선본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러시아본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필

요한 경우 다른 이본을 참고하였다.

Ⅱ장에서는 몽옥쌍봉연록의 공간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작품은 주인공의

공간 이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그는 복수를 위한 공간 이동, 정벌을

위한 공간 이동, 귀환을 위한 공간 이동을 차례대로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당

(唐), 토번, 안남 등이 핵심적인 공간으로 부각된다. 이 세 가지 공간은 각각 문

화적 중심, 문화적 주변, 문화적 경계로 묘사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에서 안남이 문화적 경계로 형상화된다는 것은 기존 소설에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독특하다.

Ⅲ장에서는 이 작품의 공간이 수행하는 기능을 구조 갈등 인물의 세 가지

층위에서 고찰하였다. 1절에서는 공간 이동이 서사구조의 형성에 기여하는 바를

살폈다. 이 작품에는 이향과 귀향이라는 공간 이동의 반복이 서사구조를 이루고

있다. 2절에서는 공간적 대립이 갈등의 형상화에 기여하는 바를 살폈다. 이 작

품에는 선 대 악의 윤리적 갈등 대신에 지역 대 지역의 공간적 갈등이 핵심적

인 갈등으로 부각된다. 공간적 갈등은 ‘당(唐)과 안남의 갈등’, ‘장안과 광서의 갈

등’, ‘조정과 전장의 갈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갈등은 모두 중심과 주변의 갈등

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통하여 중심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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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일방적으로 요구되는 질서가 비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절에서

는 공간의 성격이 인물을 형상화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살폈다. 이 작품의 주인

공은 주변부인 안남으로부터 출현하여 중심부인 중원을 구원하는 영웅이다. 그

는 변방인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독특한 영웅성을 보여준다. 이는 일방적으로

중원의 입장에 서기보다는 원칙을 바로세우는 방법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것으

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변방인 영웅의 등장은 중심의 무능력과 폐쇄성에 대한

문제 제기의 성격을 지닌다.

Ⅳ장에서는 Ⅱ, Ⅲ장에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작품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절에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 변화’라는 면에서

공간의 의미를 살폈다. 고전장편소설에는 대부분 중국과 비(非)중국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경직된 화이관이 나타나는 데 반해, 이 소설에는 안남이라는 화(華)도

아니고 이(夷)도 아닌 모호한 공간의 등장으로 인하여 보다 유연한 화이관이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2절에서는 ‘경향(京鄕) 차별에 대한 반기’라는 면에서 공

간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 작품에는 안남 출신이지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주

인공이 등장하여 변방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지방 출신이 인재 선발에서 제외되는 당대 현실에 대한 비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지금까지 몽옥쌍봉연록의 공간에 주목하여 그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동시에 고전소설 공간 연구의 대상

을 확장할 수 있었다. 다만 이 작품을 후편인 곽장양문록과 함께 검토하지 못

하였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이 작품과 같은 독특한 공간이 나타나

는 소설이 출현할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보다 실증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 이 두 가지 작업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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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몽옥쌍봉연록 의 순차적 서사 단락

- 당(唐)의 대장군 이효일이 안남절도사가 되어 안남을 통일한 공으로 안남왕이

되었다.

1. 80년 후, 숙종이 안남에 조공을 요구하자 승상 장완의 셋째 아들 장홍이 이

를 해결한다.

2. 상서령 우필이 장완이 역모를 꾸민다고 참소하여 장가가 몰살당하고, 장홍만

유모 난영과 함께 촌주의 도움을 받아 중국으로 도망친다.

3. 장홍이 형주에 이르러 본향을 광서, 이름을 경홍이라고 바꾸고 벗들과 함께

구강으로 유람을 떠나 꿈에서 용왕의 주선으로 그의 딸과 정혼한다.

4. 경홍이 형주에서 진태우의 딸 진태강과 정혼하고 그 집에 기거하지만 그를

시기한 무리가 그를 죽이려고 하여 장안으로 떠난다. 경홍이 양양에서 죽을

위기에 처하나 노옹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5. 장안에서 과거에 급제하고, 곽자의를 따라 출정한다.

6. 진태강이 경홍의 원수를 갚고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형주 부자

이명춘이 진태강에게 구혼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납치하려고 한다. 진태강

가족이 악주의 형남 집으로 가까스로 도망친다.

7. 시녀 선앵이 형주의 동지를 탐지하여 진태강 가족이 다시 형주로 향한다.

8. 경홍이 진태강과 혼인하기 위해 형주로 가는 길에 노옹을 만나 은혜를 갚고

형주에서 진태강의 종적이 묘연하다는 소식을 듣는다.

9. 회양공주가 안남 표문과 경홍의 글이 유사하다는 것을 말하고, 대종이 회양

공주의 배필로 장홍을 염두에 둔다.

10. 곽자의의 딸 곽혜옥과 경홍이 우연히 만나고, 곽문영이 경홍에게 진태강보

다 구강 몽사의 인연을 먼저 맺으라고 권하지만 거절당한다.

11. 대종이 경홍을 부마로 삼고자 하니 경홍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어 간택이 거

두어진다. 대종의 꿈에 태종의 귀인이 나타나 자옥을 찾는 사람이 회양공주

의 배필이 될 것이라고 한다. 경홍이 곡강에서 자옥을 얻어 원래의 성(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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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치고 부마 직첩을 받는다.

12. 장홍이 곽자의를 따라 토번에 출정한다.

13. 진태강은 장홍의 소식을 듣고 형주로 돌아온다.

14. 장홍이 남제후로 봉해지고, 안남으로 향해 우필을 죽여 부모의 원수를 갚고

촌주의 도움으로 부모형제의 묘를 찾아 제사 지낸다.

15. 경사로 돌아와 회양공주와 혼인한다.

16. 장홍이 회양공주의 도움으로 곽혜옥, 진태강과 정혼한다.

17. 장홍이 곽혜옥과 혼인한다.

18. 태후가 회양공주와 곽혜옥을 궁으로 불러 소첩여와 유귀인을 만나게 한다.

19. 진태강의 어머니 두 씨가 태후의 잃어버린 동생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장홍

이 진태강과 혼인한다.

20. 회양공주, 곽혜옥이 아들을 낳고, 진태강은 딸을 낳는다.

21. 태후의 어머니 노태부인과 태후가 죽고, 방황후가 병에 걸리자 유귀인이 득

세한다.

22. 장홍이 곽문영, 진홍경, 양추밀, 유시랑이 유람을 가자는 약속을 하지만 남초

왕 이헌이 며느리인 동오왕 신강의 딸을 출거하고자 하여 곽문영이 유람을

떠나지 못한다.

23. 장홍 일행이 동정호로 유람을 떠난다. 장홍 일행이 황릉묘에 배알하고, 회사

정에서 시를 지어 붙인다. 장홍 일행이 왕문중의 제자 법선사의 거처에 들러

오씨 모자를 만나 그들과 함께 산을 내려간다. 장홍 일행이 정체를 밝히라는

악주 유지부와 시비하다 조태우의 등장으로 정체를 밝히고, 동오왕 신강의

반란에 대해 듣는다. 유지부가 두씨 모자를 경사로 호송하고, 장홍 일행이 경

사에 도착한다.

24. 대력 8년 하(夏) 사월 장홍이 대종의 명을 받아 동오에 출정한다.

25. 장홍 군선이 동정을 지나 소주로 가는 중 흑무(黑霧)가 일어나자 구강용왕

과의 약속을 생각하고 제를 지낸다. 구강용왕이 제를 받고 소주가 아닌 무주

로 가라고 한다. 장홍이 병사가 잡은 물고기를 풀어주고 군선이 무주에 도착

한다.

26. 동오왕 신강이 딸의 죽음을 듣고 대로하여 병사를 일으키기로 하여 유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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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원수로 삼고, 교석을 대장군으로 삼는다. 유대량이 소주에서 매복하여

당병을 공격하려는 계교를 세웠으나, 장홍이 무주에서 정박하여 마외산에 진

을 치는 바람에 실패한다.

27. 영지척이 해중 번국에 조서를 보내 원병을 청하고 교석을 보내 당진의 세를

살핀다. 유대량이 오명정과 대란하에 각각 유철과 맹용을 매복시켜 당병을

대란하에 빠트릴 계교를 세우고, 장홍은 구층곡과 옥령산에 각각 곽영과 유

삼의를 매복시켜 동오군의 계교를 물리치고자 한다. 장홍의 계교대로 대란하

에서 유철과 맹용의 군대가 물에 빠져 위태로워진다.

28. 유철과 유삼의가 서로 형제임을 알게 되어 유철이 당병을 도와 동오군을 대

란하에 빠뜨린다. 유철이 어머니에게 그 일을 고하자 어머니는 자결하고 유

철은 몰래 당진(唐陣)으로 간다.

29. 신강이 마외산으로 와서 당군과 동오군이 접전하니 유대량이 요술을 부려

신병귀졸을 부르고 장홍을 돕기 위해 하늘에서 벽력성이 내려와 그를 물리친

다.

30. 장홍이 촉과 남만이 신강을 도우러 온다는 첩보를 듣고, 동오를 물리칠 계

책을 세우고, 신강이 장홍의 계략에 걸려 방심하여 구원병과 잔치를 즐긴다.

31. 당병의 급습으로 번왕들이 도망치고 신강이 진지에서 벗어나다 당병에게 계

속 쫓긴다. 장홍이 활을 쏘아 유대량을 죽이고, 신강이 도망치다 태자 신협과

중자 신형을 만나 수도 건평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32. 신강 일행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어선을 만나 물을 건너는데, 이 어부는

당의 상장군 이현의 부장 단언진이었다. 신강이 태자와 신하들을 도망치게

하고, 이현이 쫓아오자 신강이 바위에 있는 글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예감하

고 자결한다.

33. 장홍이 성으로 돌아와 번왕들에게 조서를 보내고, 번왕이 항복하여 본국으

로 돌아간다.

34. 장홍이 동오의 민심을 수습하고 경사로 돌아가고자 하나 열두 노옹의 청으

로 계속 머문다.

35. 촉이 초를 공격하여 대종이 검무총병 이자건과 표기장군 배공신을 보낸다.

36. 유귀인 일당이 장홍을 참소하여 대종이 삼부인을 궁에 가두고, 유귀인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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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공주를 참소한다. 방황후가 죽고, 유귀인이 가짜 조서를 만들어 회양공주를

압박한다.

37. 대종이 장홍에게 돌아오라는 조서를 보내고, 장홍이 변경의 상황을 이유로

갈 수 없다는 표를 올린다. 대종이 대로하여 장홍을 사사하라는 조서를 내리

고, 장홍이 명을 거역하고 장안으로 향하여 옥에 갇힌다.

38. 유귀인이 가짜 조서를 만들어 회양공주에게 자진하라는 명을 내리지만 회양

공주가 거부한다. 회양공주가 황자 이광령의 도움을 받아 대종에게 사연을

고하고, 대종이 유귀인을 죽이고 장홍을 옥에서 풀어준다.

39. 장홍이 칭병하여 취성산 집현촌에서 지낸다.

40. 촉의 맹분과 동오 태자 신협이 다시 반란을 일으킨다.

41. 대종이 옹왕을 명하여 장홍을 데려오게 하고, 장홍이 촉과 동오에 출정한다.

42. 장홍이 동오 태자 신협과 교석을 물리칠 계교를 세운다. 맹분이 태자 맹추

대신 중자 맹연을 세우고자 하나 맹분이 죽고 맹추가 왕위에 올라 장홍에게

항복한다.

43. 장홍이 교석을 죽이고, 교석의 장수들이 모두 물에 빠져 죽는다.

44. 장홍이 촉의 승경을 유람하고, 구강용왕을 만나 전생의 일을 듣는다. 장홍이

경사로 떠나며 제갈무후의 묘에 제를 지내고, 창주 군사의 원혼을 풀어준다.

45. 장홍이 장안에 돌아오고, 나라가 평탄하다.

46. 대종이 붕어하고 덕종이 즉위하자 장홍이 벼슬에서 물러 나가기를 청한다.

47. 진태강의 어머니가 죽고, 진태강이 이별을 슬퍼한다.

- 장홍의 자식들에 대한 소개

48. 이정기와 정열이 반역을 일으키나 장홍이 칭병하고 정벌하러 가지 않는다.

49. 곽자의가 죽는다.

50. 안남에서 장웅이 반란을 일으켜 장홍이 안남으로 돌아가고자 한다.

51. 장홍 일가가 장안을 떠나 남제에 이르러 역적 장웅을 물리치자, 조정에서

장홍을 안남왕으로 봉한다. 장홍이 안남을 잘 다스리고, 죽은 줄 알았던 누이

동생과 재회한다.

52. 장홍이 장안을 바라보는 누각을 세우고, 세자와 함께 장안에 조회한다.

53. 진태강이 병들어 죽고, 장홍이 진태강의 제문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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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장홍이 혜를 데리고 장안으로 가고, 혜가 장원급제한다.

55. 장홍과 두 부인, 순종이 죽는다.

- 안남왕성충본기에 대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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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梦玉双凤缘录》的空间认识研究 

赵惠珍

首尔大学 研究生院

国语国文系 国文学专业

本文旨在通过考察韩文长篇小说《梦玉双凤缘录》中的空间和叙事以探究作品

中的空间认识。并以此为基础，对作品进行更深层次探讨的同时，探索本作品的空

间认识在当时社会所具备的意义。

小说的空间并不是对实际空间的直接反映，而是对当时小说享有层的空间认识
的投映，《梦玉双凤缘录》同样亦是如此。在作品中，广大的“东亚空间”登场，且

可以推断出小说中展现的这一空间反映了朝鲜后期人们对东亚的认识。尤为值得关
注的是，这篇小说中将空间设定为安南。这一特殊设定体现了和以前小说不同的空

间认识。

同时，空间在叙事中并不是一个独立的存在，而是和其它构成要素有机地联系

在一起。因而，为了能够更好地了解小说中出现的空间认识，我们有必要对空间的

面貌以及空间与其它构成要素之间的关系进行考察。

第二章中通过对《梦玉双凤缘录》中的空间移动面貌的探讨，分析了大部分事

件发生的核心空间以及该空间的具体面貌。小说中，主人公张弘进行了“复仇的空

间”、“征伐的空间”及“归还的空间”之间的移动。各种空间纷纷登场，其中大部分事

件发生的核心空间是唐、吐蕃、安南。“中原外部空间”的设定中体现了朝鲜人的“天

下观”。唐被描述为文化的中心，外族国家被描述为文化的边缘地带。安南虽在唐境

内，却是外族生活且儒教文化未扎根的空间。此空间接近于“华夏的世界”，却不属
于“华”；又接近于“夷狄的世界”，却又不属于“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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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三章中通过分析《梦玉双凤缘录》的空间和叙事结构、矛盾表现以及人物设
定之间的关系来揭示这篇小说中的空间认识。

小说《梦玉双凤缘录》中互为对照的空间是越南和唐。这两个空间的相遇形成

了作品的叙事结构。在安南成为“压迫的空间”之后，主人公逃亡到了可以消除压迫

因素的唐。对于主人公来说，唐曾是“自由的空间”。但是，在他借助唐的力量消除

了安南的压迫因素之后，唐变成了“压迫的空间”。因此，主人公返回了安南。如同

此般，主人公离乡和返乡的反复形成了作品的叙事结构。

这篇小说中登场的核心矛盾是地域对地域之间的空间矛盾。其中可以分为藩镇
和朝廷的矛盾、京城和地方的矛盾以及朝廷和战场的矛盾。藩镇和朝廷的矛盾源于

唐和安南间的朝贡问题。京城和地方的矛盾起因于长安出身的同学对伪装成广西出

身的主人公的威胁。而朝廷和战场的矛盾的产生则是因奸人的陷害皇帝欲杀主人公

所致。

人物的形象也和空间有着密切的关系。主人公张弘可以说是具体体现作为“边缘
空间”的安南的人物。他虽是汉族，但却将安南视为自己的故乡。主人公通过空间移

动，实现了“为安南的英雄”到“为天下的英雄”的转变。但是，独特之处在于，他在

成就了英雄业绩之后，都遭到了所在空间的排斥。因而，张弘可以称作是“边缘英

雄”。

第四章中考察了《梦玉双凤缘录》中的空间认识所具备的意义。第一，展现了

古典小说中出现传统的“天下观”的变化。在古典小说中，“天下”可以两分为“华夏世

界”和“夷狄世界”，这两个世界一般来说是严格区分的。但是，在这篇小说里，安南

——这个“边缘空间”的登场赋予了崭新的认识。可以说，这是受到了朝鲜后期“天下

观”正在变化的影响。第二，提到了京乡差别的问题。这篇小说中，边疆出身却通过
自我能力通过科举考试的主人公的登场间接批判了地方出身者在科举选拔中被剔除

的社会现状。

关键词: 《梦玉双凤缘录》, 空间, 安南, 中心和周边, 边缘英雄, 天下观, 

京乡差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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