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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17-18세기에 산출된 한국과 베트남의 전기소설인 〈운영전〉

(雲英傳)과 〈운갈신녀전〉(雲葛神女傳)을 비교분석하여 여성인물이 주체성

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인물의 욕망과 의식을 탐구하여 소설에 투영된 작가의 여성주의적 시각

을 고찰하였다.

17세기 초기에 출현한 〈운영전〉은 한국 고전소설의 걸작으로 평가받

아 왔으며 그 작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전기신보》는 18세기 베트남

전기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집이다. 《전기신보》에는 총 6편의 작품이 수록

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앞의 3편이 베트남 고전문학사에서 주목받은 여성문

인 단씨점(段氏點)의 저작이다. 특히 〈운갈신녀전〉은 여주인공의 주체성

실현과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과정을 잘 드러낸다는 점에서 당시 전기소설

작품들의 여성인물과 변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운영전〉의

여주인공과 흡사한 면모이다.

〈운영전〉과 《전기신보》의 〈운갈신녀전〉은 전기소설이라는 동일한

장르에 속하며, 각국의 전기소설 발전과정에 있어 후기에 해당하는 작품이

다. 이들 작품은 당시 비슷한 역사적·사회적·사상적 흐름 속에서 창작되었다

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여성을 중심인물로 내세워 그들의 문제를 다루면

서, 전시기의 전기소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으로 주목된다.

본고는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미적 특질을 비교 연구함에 있어 평등안(平

等眼)의 관점을 취하였다. 이는 특정 작품을 중심에 놓고 다른 작품을 그와

대비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 자기중심성을 벗어난 평등한 관점에서 텍스

트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각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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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여성의 주체성 실현을 비교의 잣대로 삼아 <운영전>과 〈운갈신녀

전〉을 비교분석하였다.

제III장에서는 여성인물이 주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에 따라서 주체성 실현

동기, 주체성 실현 과정과 그 과정의 결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했다. 운영

과 강선은 모두 신선이라는 출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이들이 주체성을 실현하고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동기는 그들이 직

면하고 있는 현실의 고독함과 내면적 공허함임을 밝혔다.

이들은 적극적인 구애 과정을 통해 주체성을 실현한다. 애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 두 여주인공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운영과 강선은 타인 혹은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주체성을 실현하

기도 한다. 〈운영전〉에서 운영은 궁궐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료 궁녀들과

강한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타인과 끊어진 관계를 복원하여, 가

부장적 사회 질서와 안평대군의 권위에 대해 대항하고, 주체성을 실현한다.

〈운갈신녀전〉의 강선은 울타리 밖으로 나와 다양한 외부 사람들과 바깥세

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때 강선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활약을

펼쳐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낸다. 이때 운영이 기존 삶의 공간 안에서 다른

이와의 사회적 유대를 통해 자기 삶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강선은 본인이 살

아온 삶의 범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재능을 발휘하며 주체성을 확

립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어 여성인물의 주체성 실현 결과를 고찰하였다. 두 작품의 여성인물은

모두 죽음이라는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운영은 죽음으로써 애정을 성

취하고 가부장적 지배이념과 안평대군의 구속에서 벗어나게 된다. 죽음 이

후 운영과 강선은 모두 본래의 신분으로 복귀한다. 그러나 천상에 복귀한

운영이 이전과 동일한 위치에 있다면 강선은 여신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민간 전설을 바탕으로 하는 베트남 전기소설의 장르적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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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베트남의 민속신앙인 여신 숭배 사상이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 두 여인이 지향하는 새로운 삶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운영이 사

랑에 더 큰 의미를 둔다면 강선은 무엇보다 개인으로서의 자립을 더 열망하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의 제IV장에서는 〈운영전〉과 〈운갈신녀

전〉에서 여성인물의 주체성 실현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살펴보았다. 〈운영전〉의 작가와 단씨점은 여성의 입장에 서서 여

러 방면에서 그들의 삶을 탐구하려고 한다. 이들은 여성인물들이 추구하고

자 하는 다양한 욕망을 서사를 통해 표출하고 그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다. 나아가 전통사회에서 규정된 여성의 정체성에 관해 문제를 제기함으로

써 여성인물의 정체성을 탐색하기도 한다.

주요어: 전기소설, 운영전, 전기신보, 운갈신녀전, 여성, 주체성실현, 여성

주의적 시각

학번: 2015-2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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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 목적

본 논문은 여성 주인공의 주체성 실현 과정을 중심으로, 각각 17세기와

18세기에 창작된 한국과 베트남 전기소설 <운영전>(雲英傳)과 《전기신

보》(傳奇新譜, Truyền kỳ tân phả, 쭈엔 끼 떤 파)1)에 실린 〈운갈신녀

전〉(雲葛神女傳, Vân Cát thần nữ truyện, 번 깟 턴 느 쭈엔)에 나타난 여

성 형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탐구하고, 이를 통해 작가의 여성주의적 의식

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국과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지는 않지만 문화의 측면에서

공통분모가 많다. 이는 양국이 한자문화권에 속하여 일찍이 중국의 영향을

받아 중국 문화를 수용해서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인의 사고방식 역시 불교와 도교 그리고 유교로부

터 큰 영향을 받았다. 문학에 있어서도 중국의 고소설이 한국과 베트남의

소설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전기소설이 그러하다. 전기소

설은 지괴·唐전기로부터 발전한 사적 맥락을 지니고 있으나, 동아시아 각국

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 것은 구우(瞿佑)의 《전등신화》(剪燈新話)이다. 이

소설의 영향 하에서 15세기에 한국에서는 《금오신화》(金鰲新話), 16세기

월남에서는 《전기만록》(傳奇漫錄, Truyền kỳ mạn lục, 쭈엔 끼 만 룩)이

등장하여 양국 전기소설과 소설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와 같은 작품들

은 각국의 고전소설의 발전과정에 있어 전기(前期)에 속해 있는데, 이 작품

1)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자를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본 논

문에서는 20세기 이전 베트남의 인명, 지명, 작품명 등을 ‘국문표기, 한문표기, 원어표기,

음성표기’ 순으로 하고 20세기 이후의 인명, 지명, 작품명 등은 음성표기와 원어표기만 한

다. 이하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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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비교연구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2) 그러나 《금오신화》와 《전

기만록》의 출현 이후에도 양국에서는 여러 전기소설 작품이 창작되었던

바, 후기(後期) 전기소설에 해당하는 작품들에 대한 비교 연구는 비교적 미

흡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에서 후기 전기소설 작품들은 이전 시기

작품과는 다른 면모를 지닌 여성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다. 후기 전기소설에

대한 비교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양국의 연구의 폭을 넓히고 특히 작품

에 나타난 여성인물에 대한 재해석을 위해 해당 시기에 속하는 작품들을 비

교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는 양국의 후기 전기소설인

<운영전>과 《전기신보》에 주목해보고자 한다.3)

<운영전>은 한국의 고전소설 가운데에서도 걸작으로 평가받는 작품이

2)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개종, 「韓·中·越 傳奇小說의 比較 硏究 : 《金鰲新話》.《剪

燈新話》․《傳奇漫錄》」,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4. 전혜경, 「韓·中·越 전기소설의 비

교 연구 - 《剪燈新話》·《金鰲新話》·《傳奇漫錄》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논문,

1994. 이학주,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예술적 특성 연구 -《剪燈新話》·《金鰲新話》·《加

婢子》·《傳奇漫錄》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1999. 박희병, 「한국·중국·베

트남 전기소설의 미적 특질 연구-《금오신화》,《전등신화》,《전기만록》을 대상으로」,

『대동문화연구』 3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정유진, 「한국·중국·베트남 傳

寄小說의 여성형상 비교 연구: 《金鰲新話》·《剪燈新話》·《傳奇漫錄》을 중심으로」, 인

하대학교 석사논문, 2002.

3)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운영전>과 《전기신보》는 각각 한국과 베트남의 고전소설사에

있어 세 번째 단계에 속하는 작품들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박희병에 따르면 한국

고전소설의 발전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첫번째 단계는 나말여

초에 시작되었고, 둘째 단계는 선초(鮮初)에, 셋째 단계는 임진왜란 이후에 열렸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소설사의 둘째 단계는 《금오신화》에서 비롯되었고, 셋째 단계의 작품으

로 권필의 <주생전>, 조위한의 <최척전>, 작자 미상의 <운영전>과 <영영전> 등이 속

한다.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67쪽). 한편, 베트남의 경우, 응우

엔 당 나(Nguyễn Đăng Na)에 따르면, 베트남 고전소설의 발전과정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계는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인데 이 시기는 전기소설의 태동기이다. 둘째

단계는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인데 이 시기의 소설은 비약적인 진전을 보였으며, 전기소

설은 절정기를 맞이하였다. 셋째 단계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로, 이 시기는 전기소설의

쇠퇴기로 간주되며 《전기신보》는 이 단계에 속한다. (응우엔 당 나, 『Văn học trung

đại Việt Nam』(베트남 중세문학)-1, 하노이, 하노이 사범대학교 출판(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sư phạm Hà Nội), 2014, 31-40쪽). 특히 베트남에서 전기소설의 문학적 특질을 설명

함에 있어 ‘환상성’을 중심으로 내세운 까닭에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작품성

이 떨어진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견해와 거리를 두며 이 연구를 통하

여 셋째 단계에 속하는 작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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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작자는 미상으로 남아있으며, 정확한 창작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학계에서는 대체로 17세기 초기 작품으로 보고 있다. 〈운영전〉은 전기소

설 가운데에서도 특히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을 등장시킨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전기신보》는 18세기 베트남 전기소설의 가장 대표적인 작

품집이다.4) 여기에는 <해구영사록>(海口靈祠錄), <운갈신녀전>(雲葛神女

傳), <안읍열녀전>(安邑列女傳), <벽구기우기>(碧溝奇遇記), <송백설화>(松

柏說話), <용호투기기>(龍虎鬪奇記) 등 총 6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앞의 3편이 단씨점(段氏點, Đoàn Thị Điểm, 도안 티 디엠)의 저

작임이 밝혀졌다. 단씨점의 3편의 작품 가운데에서도 〈운갈신녀전〉은 여

주인공의 주체성 실현과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

다는 점에서 당대의 전기소설 작품들의 여성인물과 변별되는 모습을 보여주

고 있다. 이는 〈운영전〉의 여주인공과도 흡사한 면모라고 판단된다. 그러

므로 본고에서는 단씨점의 세 작품 가운데에서도 〈운갈신녀전〉을 〈운영

전〉의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요컨대 전기소설의 발전과정에 있어 후기에 해당하는 작품들 가운데 한

국과 베트남 각국의 대표작인 〈운영전〉과 《전기신보》의 〈운갈신녀전〉

은 전기소설이라는 동일한 장르에 속하며, 당시 비슷한 사상적 흐름 위에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또한 여성을 중심인물로 세워 그들의 문제

를 다루면서, 전시기의 전기소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여성인물을 형상화했다

는 점에서도 공통적으로 주목된다.

본고는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미적 특질을 비교 연구함에 있어 평등안(平

等眼)의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이는 특정 작품을 중심에 놓고 다른 작품을

그와 대비하는 방식을 취하는 대신, 자기중심성을 벗어난 평등한 관점에서

텍스트를 읽으려고 하는 분석의 시각이다.5) 각 나라 문학의 독자성을 밝히

4) 도 티 하오(Đỗ Thị Hảo) 외,『Các nữ tác gia Hán Nôm Việt Nam』(베트남 한놈 여류

작가들), 하노이, 사회과학 출판(Nhà xuất bản Khoa học xã hội), 2010, 67쪽.

5) 박희병, 「한국·중국·베트남 전기소설의 미적 특질 연구 - 《금오신화》,《전등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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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목적 아래에서 영향의 수수관계에만 집착하는 것은 연구의 폭을 위축

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의 주체성 실현을 비교의 기준으

로 삼아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의 여성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

한 뒤, 역사적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의 여성의식의 단면을 읽어내고 아

울러 작가의 문제의식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지금까지 한국 고전소설과 베트남 고전소설의 비교연구는 여러 차례 이

루어졌지만 주로 김시습의 《금오신화》(金鰲新話)와 베트남 완서(阮嶼,

Nguyễn Dữ, 응우엔 즈)의 《전기만록》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관련하여

일본의 《오토기보코》(加婢子)까지 확대하여 동아시아 전기소설의 특질을

비교한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6) 다시 말해 한국-베트남의 고전소설 비교

연구사에서는 각국의 고전소설의 발전과정에 있어 《금오신화》, 《전기만

록》과 같이 전기에 속하는 소설들만 거론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들 작품을 중심적으로 다루어왔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흐름과 달리, 본고

는 한국과 베트남의 후기 전기소설에 속하는 <운영전>과 단씨점의 작품

〈운갈신녀전〉을 비교 논의하여 양국의 고전 소설에 대한 연구의 폭을 넓

히고자 한다.

<운영전>은 한국 고전소설 가운데에서도 대표작인 만큼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고찰되어 상당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며, 성현경7)과

《전기만록》을 대상으로-」, 『大東文化硏究』 36,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0,

39쪽.

6) 이와 관련된 주요 연구 성과는 각주 2번 참조.

7) 성현경, 「운영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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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민8)에 의하여 그 연구사가 별도의 논문으로 정리되기도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다각적인 방면에서 진행되었는데, 먼저 초창기 연구는 <운영전>

의 이본 문제와 작자 및 창작 연대9) 등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주로

논하였다. 나아가 작품론적·비교문학론적 시각에 의해 <운영전>에 대한 연

구가 점차 심화되기 시작하였는데, 작품론적 연구는 또 다시 작품의 내용에

관한 연구와 형식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내용면에서는 대체로 <운영

전>의 갈등양상과 비극성 규명10)에 주안점을 두거나 여성을 키워드로 삼아

여성주의적 관점11)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후의 연구들은 운영과 김

진사 외의 인물들12)이나 작품의 공간적 배경13) 등에 대해 주목하였으며, 심

8) 양승민, 「<운영전>의 연구성과와 그 전망」, 『고소설 연구사』, 도서출판월인, 2002.

9) 김태준, 『조선소설사』, 예문, 1989. 배원룡, 「<雲英傳>과 <英英傳>의 비교 고찰」,

『국제어문』 2, 국제대학교 국문과, 1981.

10) 소재영, 「운영전 연구 - 운영의 비극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1, 고려대학교 아세

아문제연구소, 1971. 성현경, 「雲英傳」, 『고전소설연구』, 일진사, 1990. 신경숙, 「<雲

英傳>의 반성적 검토」, 『한성어문학』 9, 한성대학교, 1990. 김명순, 「고전소설에 나타

난 비극성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1985. 박일용, 「雲英傳과 相思洞記의 비극적 성

격과 그 사회적 의미」, 『국어국문학』 98, 국어국문학회, 1987. 차용주, 「운영전의 갈등

양상에 반영된 작가의식」, 한국고소설연구회 편, 『한국고소설의 조명』, 아세아문화사,

1990. 이상구, 「운영전의 갈등양상과 작가의식」, 『고소설연구』 5, 고소설학회, 1998.

정출헌, 「雲英傳의 중층적 애정 갈등과 그 비극적 성격」,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출판, 1999. 최재우, 「<운영전> 갈등구조의 양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열상고전연

구』 29, 열상고전연구회, 2009. 고문묘, 「17세기 애정전기소설의 비극성 연구 : <주생

전>,<위경천전>,<운영전>을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석사 논문, 2010. 김나영, 「<운영

전>의 서사구조에 내재한 비극성: 신화적 서사패턴의 변용과 인간 욕망의 좌절」, 『영주

어문』 37, 2017. 김형석·류수열, 「비극성의 관점에서 본 고전소설 결말 구조 연구 -<이

생규장전>, <운영전>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58, 한국문학교육학회, 2018.

11) 성현경, 「우리 古典小說에 나타난 女性 - 雲英傳의 경우」, 『여성문제연구』 10, 효성

여대 여성문제연구소, 1981. 김연숙,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이

병직, 「운영전의 性 억압과 그 의미」, 『한국문학논총』 21, 한국문학회, 1997. 황윤실,

「17세기 애정전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주체의 욕망발현 양상」, 한양대학교 박사논문,

2000. 김경미, 「여성 서술자를 통해 본 운영전의 의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 한국

고전여성문학회, 2002. 박현주, 「<雲英傳>의 여성인물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2002. 김미선, 「<雲英傳>에 등장하는 여성인물의 내면의식 고찰 - 궁녀들의 시(詩)를 중

심으로」, 『우리文學硏究』, 우리문학회, 2009. 조홍매, 「<운영전>을 통해 본 여성 독자

층의 욕망」, 『태릉어문연구』 16,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0. 문범두, 「<운영

전> 궁녀집단의 사회적 성격과 작가의식」, 『한민족어문학』 75, 한민족어문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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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 혹은 문학치료학적 관점14)으로 <운영전>을 해석하기도 하였다. 형식

면에서는 <운영전>의 액자 구조와 서사 기법15)에 초점을 맞추어 이 작품을

검토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 <운영전>에 대한 비교문학론적

고찰은 여러 차례 진행되었지만, 이 연구들은 대부분 <영영전>을 비교대상

으로 선정하였다.16) 그 외에 <운영전>을 중국의 작품 (《태평광기》의 <곤

륜노>·<비연전>, 《전등신화》의 <녹의인전> 등)과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

되었으나 대체로 상호 영향관계를 밝히는 데 한정되었다.17)

12)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캐릭터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고소설연구』 28, 한국고

소설학회, 2009. 채연식, 「<雲英傳> 연구」, 동국어문학, 16, 2004. 김정숙, 「<운영전>과

<동선기> 속 악인 탄생의 의미」, 『한국고전연구』 21,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황혜진,

「고전소설 소재 인물의 역사적 삶에 대한 연구-<운영전>의 안평대군에 대한 실록의 기

록을 대상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안창수, 「<운영전>에 나타

난 규범과 일탈의 변증법」,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2011. 정규식, 「<운

영전>에 형상화된 안평대군의 인물 성격과 작품 세계」, 『동양한문학연구』 48, 동양한

문학회, 2017.

13) 김익환, 「<운영전>에 나타난 공간 배경의 의미」, 『우리말글』 33, 우리말글학회,

2005. 엄기영, 「<雲英傳> 수성궁의 공간적 성격과 그 의미」, Journal of Korean
Culture 18, 한국어문학국제학술포럼, 2011. 이지영, 「<운영전> 창작의 문학적 배경과 연

원」, 『국문학연구』 26, 국문학회, 2012.

14) 서은아, 「<운영전>의 인간관계 분석과 문학치료에의 적용」, 『문학치료연구』 11, 한국문

학치료학회, 2009. 김수연, 「운영의 자살심리와 <운영전>의 치유적 텍스트로서의 가능성

에 대한 시론」,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강상순, 「운영전의 인간

학과 그 정신사적 의미」, 『고전문학연구』 39, 한국고전문학회, 2011.

15) 윤해옥, 「운영전의 구조적 고찰」, 『국어국문학』 84, 국어국문학회, 1980. 김장동, 「운

영전의 시점과 시제의식」, 『한국문학연구』 8,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1985. 심치열,

「운영전의 서사체계와 주제의식」, 『어문연구』 8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6. 조용호,

「운영전 서사론」, 『한국고전연구』 3, 한국고전연구학회, 1997. 백완, 「운영전의 시간

구조 고찰」, 『겨레어문학』 24, 겨레어문학회, 1999. 정희정, 「운영전의 액자기능과 서

술 상황」, 『한국언어문학』 44, 한국언어문학회, 2000. 신재홍, 「운영전의 삼각관계와

숨김의 미학」, 『고전문학과 교육』 8,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구 청관고전문학회), 2004.

엄태식, 「<운영전>의 서술 양상과 그 의미」, 『고전소설연구』 28, 한국고소설학회,

2009. 유요문, 「<雲英傳>의 서술기법과 그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4.

16) 배원룡, 「雲英傳과 英英傳의 비교연구」, 『국제어문』 2, 1981. 정해주, 「雲英傳과 英

英傳의 구성 비교」, 『연구논문집』 2, 성신여자대학교, 1984. 김낙효, 「英英傳과 雲英傳

의 비교연구」, 『한국학논집』 1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0. 김현식, 「<수성궁몽유

록>과 <상사동기>의 비교 연구 」, 『홍익어문』 14, 홍익어문연구회, 1995. 손광주, 「운

영전 연구-영영전과의 대비적 고찰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석사논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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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본고의 논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선행연구를 검토

해보겠다. 우선 성현경18)은 〈운영전〉이 이지적이고 적극적이며 신의가 강

한 성격의 여성인물들을 등장시켜 여성의 재능·자유·권한을 인정하고, 나아

가 여성의 정욕과 자유의지에 따른 사랑의 성취와 실현을 긍정하는 소설임

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최초로 〈운영전〉의 여성인물 형상을 중점적으

로 논구해 나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김연숙은 성현경의 해석을

수용한 위에서〈운영전〉내에서 여성의 자유를 구속하는 공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여성인물들 간의 자매애적 결속력을 강조하면서 〈운영전〉

을 〈위씨절행록〉,〈홍계월전〉등과 같은 여성 주체적 소설로 평가하였

다.19) 그러나 성현경의 연구와 김연숙의 연구는 운영, 자란, 다른 동료 궁녀

들은 물론 무녀까지 포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운영이라는 인물

형상을 집중적으로 탐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황윤실20)은 17세기 애정전기소설에서 여성을 욕망의 주체로 파악하여 작

17) <운영전>에 대한 비교연구로는 송정애, 「운영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77. 김

현룡, 『한중소설설화 비교연구』, 일지사, 1977. 전용오, 『운영전의 비교문학적 연구』,

지식과교양, 2011. 호길·차충환, 「중국 고전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본 <운영전>의 인물

성격」, 『어문연구』 93, 어문연구학회, 2017 등이 있다. 대표적인 연구는 전용오의 『운

영전의 비교문학적 연구』이며 나머지 논의는 대체로 소략한 편이다. 전용오의 연구는

<운영전>을 중국의 《전등신화》에 있는 <녹의인전>에 기원을 두고 있는 작품으로 보

아 비교문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에서 그는 <운영전>과 <녹의인전>의 연관성

을 읽어내고, <녹의인전>과 다른 <운영전>의 가치를 제시하려 하였다.

18) 성현경, 앞의 논문.

19) 김연숙, 앞의 책, 169-194쪽. 이 연구는 변형된 순환구도, 재정의되는 선악의 개념과 반

전, 자연 여성의 통합적 이미지, 감금과 억압의 공간으로서의 집, 일인칭 회상형 서술자와

여성적 담화, 원환형(圓環型와)의 인물 구성과 자매애의 측면에서 〈운영전〉을 고찰하였다.

20) 황윤실, 앞의 논문. 이 연구는 〈주생전〉, 〈위경천전〉, 〈운영전〉, 〈영영전〉, 〈최척

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황윤실은 여성 주체를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 가부장적
질서를 그대로 따르려는 상징적 주체, ‚ 가부장적 질서에 회의를 느끼고 자신의 정체성

을 확립하는 상상적 주체, ƒ 가부장적 불평등 구조에 회의를 느끼면서도 결국은 그 속에

편입되는 脫상징 向상상적 주체가 그것이다. 이 연구는 운영을 왕권 지배 질서에서의 ‘탈

상징 향상상적 주체’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지배 질서의 모순을 직시하고 강력한 통치체제

인 왕권에 저항하지만 마침내 지배 이념을 부정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욕망이 좌절된 주

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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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속에서 그들의 욕망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살펴보았다. 그에 따르면 운

영의 궁극적인 욕망은 궁궐을 벗어나 일반사회에 진입하여 자유롭게 살면

서, 본질적인 여성성 즉 모성성을 되찾는 것이다. 조선시대는 가부장제라는

남성중심의 지배가 강화되었던 사회였기 때문에 궁궐 밖의 세계 역시 이 질

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황윤실의

견해는 운영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왕권 지배질서에서 벗어나 다른 가부

장제 질서 속에 편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로 귀결된다. 그러나 과연 운

영의 욕망이 바깥세상에 진입하여 일반 여성들처럼 살아가는 것에 그치는가

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다.21) 더군다나 이 연구는 여성성을 모성성으로

보아 운영이 모성성을 되찾고 싶어한다고 이해했다. 모성성이 남성의 지배

체계에 순응하는 이데올로기22)와 자주 결부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과연 운

영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모성성 회복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한편, 김경미는 〈운영전〉에 나타난 서술자 문제를 비교적 상세하게 논

의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운영전〉은 1인칭 여성 서술자를 내세움으

로써 여성 공간을 확보하고, 여성 내면에 대해 풍부한 서술을 하며, 여성인

물을 욕망의 주체로서 등장시키고 그 인물이 지닌 강한 자의식을 드러낼 수

있었다.23) 다만 김경미의 연구는 운영의 김진사와 사랑에 빠지기까지의 과

정을 중심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서사 전반에 걸친 논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연구사에서 〈운영전〉의 여성인물을 다룰 때 주

21) 이 글에서 일반사회를 일반 여성들이 생활하는 궁궐 밖의 세계이자 여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성성이 보존되고 있고, 모성성이 강조되는 구조로 여기고 있다. 또는 당시 여필

종부라는 사회 구조 속에서 조선시대 여성들에게 자신의 존재 의의를 확인할 수 있는 유

일한 통로가 생산적인 기능(아이 잉태·출산·양육)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운영의

욕망 역시 이 통로를 통해 본질적인 여성성(모성성)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2) 서강여성문학연구회편,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8, 120쪽. 이 책에 따르면 가

부장제 아래에서 모성이라는 단어는 중요하게 인식되었으며, 모성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한

여성들은 가부장제의 은밀한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 가치의 수호세력으로서의 역

할을 수행했다.

23) 김경미,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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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성이 중요한 키워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연

구들은 여성 주인공의 주체성 실현 과정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살피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물의 내면적 변화를 면밀히 고찰하지 못한 측면이 있

다.24) 따라서 본고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면서 여주인공이 지닌 다양한 욕

망을 밝혀보려고 한다.

이어서 《전기신보》에 관한 연구사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전기신보》

는 한국에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으며, 윤주필의 「베트남 《전기신보》

와 《신전기록》(新傳奇錄)의 우언소설적 성격에 대하여」25)를 통해 간략히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전기신보》의 마지막 두 작품인 <송백

설화>(松柏說話)와 <용호투기기>(龍虎鬪奇記)26)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전기

소설의 우언소설적 성향을 탐구했을 뿐이다. 그러므로 《전기신보》, 특히

여기에 실려 있는 단씨점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한국 내에서 전무한 상황이

라 볼 수 있다.

또한 베트남 내의 학계에서도 작품의 위상에 비해 〈운갈신녀전〉을 비

롯한《전기신보》에 관한 연구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 《전기신보》는 대부

분의 문학사 서적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며, 고전문학 연구계에서도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지 않아왔다.27) 지금까지 이 소설에 관련된 연구가

없지는 않았으나 대개 작품론적 관점에서만 이루어져온 결과, 특히 〈운갈

24) 김경미는 1인칭 여성 서술자를 통해 운영의 내면세계를 정밀히 분석하였으나, 이 연구는

김진사와 만날 때부터 사랑에 매료될 때까지의 과정에 나타난 운영의 내면적 변화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랑의 감정이 증폭되어가는 과정이 운영의 내면에서 서

서히 전개됨으로써 애초부터 불가능해 보이는 남녀주인공의 연애사건을 비로소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25) 윤주필, 「베트남 《전기신보(傳奇新譜)》와 《신전기록(新傳奇錄)》의 우언소설적 성격

에 대하여」, 『동악어문학』 63, 동악어문학회, 2014.

26) 《전기신보》에 실린 마지막 두 작품은 주제나 수법에 있어 앞의 것들과 크게 다르다.

또한 본문에서도 이 마지막 두 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부록(附)’임을 명시했다.

27) 레 뚱 럼(Lê Tùng Lâm), 「Văn bản truyền kỳ tân phả và mối quan hệ với các thần

tích(《전기신보》와 신적(神迹)들의 연관 관계)」, 하노이,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학교,

석사논문, 2011,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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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녀전〉에 대한 비교문학론적 고찰은 아직까지 없었다. 작품론적 연구는

세 가지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작가 단씨점과 작품 《전기신보》를

소개한 연구,28) 둘째, 기법을 중심으로 작품을 검토한 연구,29) 셋째, 내용에

관한 연구이다. 내용면에 있어서 먼저 연구자들은 주로 민속 문화 또는 민

간에서 전해온 이야기와 《전기신보》의 연관성에 주목하였다.30)「Mối Liên

hệ giữa truyền kỳ tân phả và lễ hội văn hóa dân gian(《전기신보》와 민

속 문화 축제의 연관 관계)」에서는 단씨점의 3편의 소설이 모두 전통적인

제사문화와 연관이 있으며, 〈해구영사록〉과 〈안읍열녀전〉은 역사 인물

을 모델로 한 소설들임이 밝혀졌다.31) 〈운갈신녀전〉은 베트남 민간에서

전해온 4대 불사신 중 한명인 유행공주(柳杏公主)에 대한 이야기인데 단씨

점은 한 지역의 전설을 바탕으로〈운갈신녀전〉을 창작하였으며, 이 소설은

베트남의 민속신앙인 다오 머우(母道, Đạo Mẫu)와 전통적인 조상숭배 의

례32)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관련하여 레 뚱 럼(Lê Tùng Lâm)은 〈해

28) 부이 티 티엔 타이(Bùi Thị Thiên Thai)는 「Đoàn Thị Điểm và truyền kỳ tân phả(단

씨점과 전기신보)」(응에 안(Nghệ An) 성, 『Tạp chí văn hóa Nghệ An』(응에 안 문화

잡지), 2010)에서 작가 단씨점과 작품 《전기신보》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응

우엔 티 하이 빙(Nguyễn Thị Hải Bình)은 「Khảo sát giá trị văn bản truyền kỳ tân

phả của Đoàn Thị Điểm(단씨점의 소설 《전기신보》의 가치에 대한 고찰)」(하노이, 인

문사회과학대학교, 석사논문, 2009)에서는 베트남 한놈(漢喃)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전기신보》의 3종의 이본을 소개하였다. 이렇듯 이들 연구는 대체로 《전기신보》와 그

작가 단씨점에 대해 소개하고 검토하였다.

29) 응우엔 흐우 화(Nguyễn Hữu Hòa), 「Thế giới nghệ thuật trong truyền kỳ tân phả

của Đoàn Thị Điểm(《전기신보》의 기법)」, 응에 안성, 빙(Vinh)대학교, 석사논문, 2010.

30) 쩐 티 방 타잉&부이 티 티엔 타이(Trần Thị Băng Thanh & Bùi Thị Thiên Thai),

「Mối Liên hệ giữa truyền kỳ tân phả và lễ hội văn hóa dân gian(《전기신보》와 민

속 문화 축제의 연관 관계)」, http://www.vienvanhoc.org.vn.(베트남 문학 연구소), 2011.

레 뚱 럼, 앞의 논문.

31) 〈해구영사록〉은 해구(Hải Khẩu)촌, 기영(奇英, Kỳ Anh)현, 하정(河靜, Hà Tĩnh) 성의

한 사당에서 모시는 진조(陳朝) 예종(睿宗)의 후궁에 대한 이야기이고, <안읍열녀전>은

정유완(丁儒完, Đinh Nho Hoàn, 1670-1716)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부인은 중국으로

사신 가는 길에 목숨을 잃은 남편을 따라 자결하였기에 조정에서 그녀를 위해 사당을 세

워준다.

32) 쩐 티 방 타잉·부이 티 티엔 타이,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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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사록〉과 〈운갈신녀전〉 속 여성인물을 민간에서 전해진 전설 속에 등

장한 인물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검토하였다. 그의 연구는 대체로 궁녀 벽주

(〈해구영사록〉)의 가족 사항과 행적, 유행공주(〈운갈신녀전〉)의 생몰연

대, 고향, 가족사항 등과 같은 인물 관련 외부적인 요소에 초점을 두었을

뿐, 소설의 내용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33)

다음으로 《전기신보》의 여성인물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34) 대표적으로

〈운갈신녀전〉에 한해서 여성주인공을 다룬 올가 드로르(Olga Dror)35)의

연구가 있다. 이 논문은 여주인공의 성격 변화를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방

식으로 〈운갈신녀전〉의 서사 단락을 나누어 분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36) 또한 작가 단씨점과 여주인공 유행공주의 공통점을 밝히면서 소설

속에서 여성인물이 추구하는 바가 곧 작가 자신의 소망으로 볼 수 있다는

33) 레 뚱 럼, 앞의 논문.

34)《전기신보》의 여성인물에 관한 연구로는 하 투 히엔(Hà Thu Hiền),「So sánh nhân

vật nữ trong truyền kỳ mạn lục của Nguyễn Dữ và truyền kỳ tân phả của Đoàn Thị

Điểm(《전기만록》과 《전기신보》의 여성인물 비교연구)」, 하노이사범대학교2, 2013. 보

티번(Võ Thị Vần), 「Thế giới nhận vật trong truyền kỳ tân phả của Đoàn Thị Điểm

(단씨점의 《전기신보》속의 인물들」, 후에(Huế)대학교, 2016. 등 학사학위 논문 여러 편

이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공통적으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선, 텍스트 선정

의 문제이다. 이 연구들은 모두 응오 럽 찌-쩐 반 잡(Ngô Lập Chi-Trần Văn Giáp)에

의해 베트남어로 번역된《전기신보》즉, 『Truyền Kỹ tân phả』(1962)를 주요 텍스트로

삼아 단씨점의 소설을 분석하였다. 이 번역본은 《전기신보》의 6편 중 4편인 ◯1 <해구

영사록>, ◯2 <운갈신녀전>, ◯3 <안읍열녀록>, ◯4 <벽구기우기>를 번역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확인 결과, 해당 자료는 작품 전체에 대한 번역이 아닌 내용 일부를 생략하면서

번역된 것이었다. 또한 해당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들은 번역된 네 작품을 모두 단

씨점의 작품으로 간주한 채 논의를 전개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른 지점이다. 나아가 이

들 논문은 내용 분석의 측면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채 소개 수준에 머

물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35) Olga Dror, 「Doan thi Diem's 'Story of the Van Cat Goddess' as a story of

emancipation」, (단씨점의 〈운갈신녀전〉-여성해방에 대한 이야기),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3 (1), 2002.

36) 여기서 Olga Dror는 〈운갈신녀전〉을 총 13단락(I부터 XIII까지)으로 나눈 다음, I-XII,

II-XI, III-X, IV-XI, V-VIII, VI-VII과 같이 의미가 대조되는 단락들을 한 세트로 묶어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I-XII’세트는 ‘인간계에서 알려지지 않는 유행공주 - 조정과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유행공주’, 'II-XI'세트는 ‘천계에서 유행의 잘못 - 인간계에서

유행의 죄’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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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도 흥미롭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여주인공의 성격 변화는 본고에서 탐

구할 여주인공의 주체성 실현과정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으나, 올가 드로르

의 연구는 주인공의 내면적 성장과 주체성 실현 과정의 동기와 그 방식 등

을 심도 있게 고찰하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위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전기신보》와 〈운갈신녀전〉에 등장하는 여

성인물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특

히〈운갈신녀전〉의 경우, 여성인물의 주체성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은 이 소

설의 가치를 가장 잘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집중

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렇듯 지금까지 《전기신보》 또

는〈운갈신녀전〉에 대한 연구 성과는 한국 베트남 양국 모두에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운영전>과 《전기신보》에 대한 본 연구의 비교적

관점은 양국의 고전문학 연구 및 문화교류에도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한다.

본고는 이상의 선행 연구를 밑거름으로 삼아 <운영전>과 《전기신보》

〈운갈신녀전〉의 여성인물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

다. 본고의 구체적인 논의의 전개 방향은 다음과 같다. 제II장에서는 연구대

상인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의 개관을 검토하기에 앞서 연구사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전기신보》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겠다. 제III장에서는 여성

인물의 주체성 실현 과정에 따라서 두 작품의 여주인공 형상을 자세히 비교

분석한다. 제IV장에서는 제II장과 제III장의 논의 위에서, 소설 속 여성인물

이 추구하는 욕망과 이들의 정체성 탐구 과정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고찰하

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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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료 개관

본격적인 작품 비교분석에 앞서 본 장에서는 고찰의 대상인 <운영전>과

《전기신보》의 경개를 살피고자 한다. 특히 연구사에서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전기신보》 이본을 검토하고 그 작가인 단씨점 또한 본격적으로 소

개하고자 한다.

1. <운영전>

<운영전>은 조선조에 창작된 작자와 연대가 분명치 않은 소설이다. 작자

에 대한 기존 논의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작자를 유영으

로 보는 견해와, 또 하나는 미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먼저 논자들은 작중

인물인 ‘유영’을 실마리로 삼아 추적하였는데 김하명, 오오타니 모리시게(大

谷森繁) 등은 〈운영전〉의 작자를 청파사인(靑坡士人) 유영(柳泳)이라고 하

였고, 배원룡은 숙종 때의 선비 유영(柳渶)을 작자로 여기며 작품 속에 등장

하는 유영(柳泳)을 그의 가명(假名)이라고 보았다.37) 이에 반해 김기동, 정규

복, 소재영, 조용호 등은 유영을 하나의 허구적 인물로 보아 유영설을 부정

하고 그 작자를 미상으로 주장하였다.38) 지금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운영

전>의 작자를 미상으로 보는 데로 모아지고 있다.

한편 <운영전>의 창작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대개

17세기 저작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39) 먼저 김태준은 <운영전>과 <홍백

37) 김하명, 『조선문학사 : 17세기』, 한국문화사, 1995. 大谷森繁, 「雲英傳小考」, 『朝鮮學

報』 37·38 합병호, 天理大 朝鮮學會, 1966. 배원룡, 앞의 논문.

38) 김기동, 『李朝時代 小說論』, 宣明文化社, 1975. 정규복, 『韓國古小說史의 硏究』, 韓國

硏究院, 1992. 소재영, 앞의 논문. 조용호,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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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전>을 모두 선조·인조 연간에 저작된 것으로 추정하였고40) 오오타니 모

리시게는 유영의 일생을 추적해 유영이 만력 신축년(선조 34년, 1601)부터

광해군(1609-1622) 초기 사이에 지어진 것으로 보았다.41) 또 신경숙은 작품

의 배경인 만력 신축년(1601)으로부터 국립중앙도서관본 <운영전>이 필사

된 1641년 사이에 지은 것이라 보았으며, 특히 1616년에 수성궁(壽聖宮)이

재건되고 그 이름이 공인되었음을 고려할 때 저작연대는 1616년에서 1641년

사이로 좁힐 수 있다고 하였다.42) 그리고 조용호는 작품 서두에 표기된 기

년(紀年)과 《화몽집(花夢集)》의 기록을 근거로 <운영전>의 창작 시기를

1601년에서 1626년 사이로 추정하였다.43) 정출헌은 <운영전>이 <상사동

기>·<주생전>·<위경천전>과 같은 17세기 초를 전후하여 산출된 전기소설

들과 함께 묶여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17세기의 소설로 보고 있다.44)

요컨대 현재까지 <운영전>의 작자와 창작 시기에 관하여 대부분 연구자

들이 작가 미상설과 17세기 초반 창작설을 통설로 인정해왔다. 따라서 본고

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수용하여 <운영전>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누군가

가 17세기에 창작한 작품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

<운영전>의 제명은 <壽聖宮夢遊錄>45) 혹은 <柳泳傳>46) 등 다양하다.

하지만 이본의 상당수가 <운영전>이라는 제명을 쓰고 있고, 작품의 중심서

사가 운영의 궁정비화로 이뤄진 만큼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운영전>이라는

39) 이 견해와 달리 <운영전>의 창작 연대에 대하여 배원룡은 실존 인물 유영의 생존 시기

에 근거하여 그가 벼슬을 그만둔 숙종 15년(1689)으로부터 숙종 46년(1720)을 창작연대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원룡, 앞의 논문).

40) 김태준, 앞의 책, 65쪽.

41) 정규복, 앞의 책, 206쪽.

42) 신경숙, 앞의 논문, 5쪽.

43) 조용호, 앞의 논문, 123-124쪽.

44) 정출헌 외, 『고전문학과 여성주의적 시각』, 소명, 2003, 119-120쪽.

45) 김태준, 앞의 책, 65쪽.

46) 이와 같은 이름이 있는 것은 <운영전>이 일종의 몽중담으로 엮어진 데서 그 후대에 <수

성궁몽유록>이란 명칭이 주어졌을 것이고, <유영전>은 작중인물 중 유영을 중심으로 보

고 그 이름이 주어졌을 것이다. (정규복, 『한국고소설사의 연구』, 보고사, 2010, 1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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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이 통용된다.47) <운영전> 이본은 대략 30여 종이 전한다. 판본으로 전

하는 것은 없으나 많은 사본(寫本)들이 전하고 있다. 한문본으로는 국립도서

관소장본, 김기동소장본, 일본 천리대학소장본 등이, 국문본으로는 일본동양

문고소장본, 영창서관본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전>의 원본은 한문본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통설이다.48) 소재영에 따르면 한문 필사본들은 거의 대동소

이하여 이본 가운데서 별다른 내용상의 차이나 문제점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49)

다음으로 <운영전>이 출현한 배경을 살펴보겠다. 17세기의 조선 사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연이은 대전쟁으로 인하여 격변기를 맞이하였

다. 또한 전쟁으로 조선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황폐화를 야기했지만

성리학은 여전히 지배 이념으로서 명맥을 유지하였다. 문학적 배경에 있어

서 <운영전>은 한국 고전소설의 발전과정의 세 단계 중 셋째 단계, 즉 후

기에 해당하는 작품이다.50) 한국 소설사에서 17세기는 중요한 전환기로 인

식된다. 17세기 전란 이후 복잡하게 변모된 사회와 인식 체계 속에서 산생

된 전기소설들이 앞 시기와는 다른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전반기를 전후한 시기의 작품들은 전기소설 가운데 가장 발전된 모습을 보

이는 동시에 전기소설에서 이탈하는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서사

적 편폭의 확대, 소재의 확장, 현실 반영의 심화, 적대 인물과 같은 새로운

47) 정규복, 위의 책, 198쪽.

48) 정규복, 위의 책, 같은 쪽.

49) 소재영, 앞의 논문, 155쪽.

50) 한국 고전소설의 발전과정의 세 단계는 다음과 같다. � 나말여초는 소설이 처음으로 발

생한 시기이다. 발생기의 소설은 기본적으로는 설화와 구별되지만 설화와 연결되는 부분

도 없지 않다. 일연의 《삼국유사》에 수록된 <조신전>, <김현감호>, <백월산양성성도

기>(白月山兩聖成道記)가 그 대표적이다. ‚ 소설사의 둘째 단계는 《금오신화》에서 비

롯되는데 이 작품은 전단계의 소설들에 비해 비약적 발전을 이룩했다. 특히 서사적 편폭

을 확대함으로써 첫째 단계의 소설과 자신을 구분 짓고 소설사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ƒ 셋째 단계는 임란 이후의 시기인데, 이 시기에 한국 소설은 또 다른 비약을 이룩했으

며, 새로운 활력과 생동감, 새로운 영역의 개척에 의한 자기갱신을 보여주고 있다. 그 대

표적인 작품으로는 <주생전>, <최척전>, <운영전>, <영영전> 등이 있다.(박희병, 앞의

책, 67-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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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군의 등장51) 등을 통해 확인된다.

본 논문은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에 실린 〈운영전〉52)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해당 교합본(校合本)은 원본에 가장 가까운 정본

(定本)53)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三芳要路記』 수록 한문본

<雲英傳>을 저본으로 삼아 여타의 본을 참고하여 교합한 것이다.

다음으로 본고의 관심에 따라 여성인물인 운영에 초점을 두어 작품의 경

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13세 된 운영이 안평대군의 궁녀로 수성궁에 입궁한다.

◯2 안평대군이 운영을 비롯한 10명의 궁녀에게 시문을 가르치면서 궁 밖 출입을 금

한다.

◯3 17세 된 운영은 김 진사와 대군의 시를 화답하는 자리에서 그를 처음 만나게 되

는데 두 사람이 첫눈에 서로에게 반한다.

◯4 운영이 벽에 구멍을 뚫어 김 진사에게 연서와 금비녀 한 쌍을 건넨 뒤 무녀의

도움으로 김 진사의 답장 편지를 받는다.

◯5 대군이 10명을 불러 부연시를 짓게 하는데 운영의 시에 사모의 정이 있다는 것

을 눈치채고 추궁하지만 운영이 강력히 부정한다.

◯6 운영이 궁녀 5명과 함께 서궁으로 가게 되는데 진사에게 답장 편지를 보낼 방도

가 없어 내내 괴로워한다.

◯7 자란이 운영에게 몸이 허약해진 이유를 묻자 진사와의 사랑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8 자란의 도움으로 운영이 완사(浣紗)하러 갈 때 무녀 집에서 김 진사를 만나 그

에게 편지를 전하고 월담을 제안한다.

51)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92쪽.

52)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소명, 2005, 333-385쪽.

53) 박희병은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를 통하여 한국한문소설의 정본화(定本化) 작업을

시도한 바, 여러 이본들을 면밀히 대조하고 교감(校勘)하여 원본에 가장 가까운 정본(定

本)을 구성하였다. 그에 따르면 정본은 비록 원본 자체는 아니지만 합리적 추론에 의한

원본에의 수렴과정이자, 원본에 최대한 근사(近似)하게 다가가려는 기도(企圖)로 이해되어

야 한다.(위의 책,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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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 진사가 노비 특과 자란의 도움으로 서궁담을 넘어 운영과 밀애를 나눈다.

◯10 운영은 특이 진사에게 제안한 계략을 따라 궁궐 탈출을 모의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궁 밖으로 반출시킨다.

◯11 김 진사의 시가 대군의 의심을 받게 되자 그는 운영에게 당장 도망치자고 한다.

운영은 자란에게 도피 계획을 알리는데 자란이 그것을 만류한다.

◯12 궁녀들이 시를 지어 대군에게 올리는데 운영의 시가 또 다시 대군의 의심을 산다.

이에 운영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대군이 이를 저지한다.

◯13 운영은 진사에게 이별 편지를 전한다.

◯14 특의 누설로 운영의 보물 반출이 대군에게 알려지자 운영과 궁녀들은 문초를 받

게 된다.

◯15 궁녀들 모두 대군에게 운영의 무죄를 주장하는 초사를 올리지만 운영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 그리하여 운영은 별당에 갇히게 되고 마침내 그곳에서 자결한다.

◯16 결국 특은 함정에 빠져 죽고 김 진사는 식음을 전폐한 후 운영을 따라 죽는다.

◯17 만력 신축년 3월 16일 유영이라는 선비가 수성궁에 구경을 갔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든다.

◯18 잠에서 깬 유영이 김 진사와 운영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19 운영과 김 진사는 유영에게 자신들이 겪은 사연을 들려주며, 본래는 모두 선인

이었는데 죄를 지은 까닭에 속세로 내쳐졌음을 고백한다.

◯20 두 사람이 유영에게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후세에 전할 것을 부탁한다.

◯21 유영이 잠에서 깨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책자만 남아 있다. 유영은 그 책을

가져다 전국 명산을 돌아다닌다. 이후 그가 생을 마친 곳을 아는 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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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전기신보》와 〈운갈신녀전〉

《전기신보》는 단씨점의 작품집으로 알려져 있다. 작자의 생애가 작품 창

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작가가 분명한 소설의 경

우 작가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먼저 단씨점에 대하여 간략

히 소개하겠다. 단씨점은 베트남 고전 문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여성 학자이

자 여성 문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녀의 작품으로는 전기소설집 《전

기신보》와 베트남 고유의 장편 정형시인 《정부음곡》(征婦吟曲)54)이 있다.

단씨점은 어려서부터 인물과 문장, 재질이 뛰어나 아버지 밑에서 오빠와

함께 시문을 닦았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문재를 흠모하였는데 단씨

점은 오빠뿐 아니라 당시 몇몇의 명사(名士)와 여러 번 시를 화답하기도 했

다. 또한 중국 사신과 글재주를 겨루어 이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의

아버지는 유학자이지만 관직에 나가지 않고 안양(安陽, An Dương, 안즈엉)

현55)에서 한약방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오빠는 과거에 급제하고도 아

버지처럼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학생을 가르치면서 한약방을 했다. 단씨점

이 16세가 되던 해, 부친의 스승이었던 상서(尙書) 여영준(黎英俊, Lê Anh

Tuấn, 레 아잉 뚜언)은 그녀의 범상치 않은 재능을 보고 그녀를 양녀로 삼

아 당시 최고 권력가인 정주(鄭主, Chúa Trịnh, 주어 찡)56)의 궁에 들여보

54) 정부음곡(征婦吟曲)은 전쟁에 나간 남편을 그리는 부인의 애절한 심정을 담은 노래이다.

원래는 여(黎)왕조 말기의 문인 등진곤(鄧陳琨, Đặng Trần Côn, 당쩐꼰)이 악부 형식을

빌려 한문으로 창작한 것인데, 단씨점이 베트남 고유시가의 형식에 따라 쯔놈(Chữ Nôm)

으로 개작하여 원작보다 더 높은 인지도를 얻었다.

55) 현재 베트남 북부의 하이퐁(Hải Phòng) 성에 위치하고 있다.

56) 당시 베트남에서 여(黎) 왕조 부흥운동이라는 명분으로 여러 세력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

데 정(鄭)씨 세력과 완(阮)씨 세력이 있다. 이들 세력은 권력을 두고 끊임없이 다투었다.

결국 여왕조는 재건되긴 했지만 이름뿐이었다. 이 시기는 ‘여왕(黎王, Vua Lê)·정주(鄭主,

Chúa Trịnh)·완주(阮主, Chúa Nguyễn)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주(主)는 정씨 세력과

완씨 세력에 붙여진 명칭인데 이들은 베트남 북부와 남부에서 정권을 따로 만들었고, 왕

위를 물려주는 것처럼 자식에게 주(主)라는 직위를 물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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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고 했으나 단씨점은 이를 거절하고 아버지가 훈장을 하던 안양 현으로

돌아갔다.

1729년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 오빠도 사망했다. 그 후 단씨점

은 어머니, 새언니와 조카들을 보살피면서 가장의 역할을 해야 했다. 가족을

데리고 지금의 하노이 근교로 이사와 서당을 열었는데, 그의 학생들 중에는

과거에 급제한 자가 있을 정도로 훈장으로서도 명성을 떨쳤다. 그러다 1742

년 진사 벼슬의 완교(阮翹, Nguyễn Kiều, 응우엔 끼에우, 1695-1752)의 재취

로 들어갔는데, 결혼 후 한 달 만에 남편이 청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는 바

람에 3년간 혼자서 시집과 친정의 일을 모두 책임져야만 하였다. 청나라에서

귀국한 완교는 얼마 안 있어 다시 중부지방에 발령을 받았는데, 단씨점은 남

편을 따라 내려가던 길에 중병을 얻어 1748년 43세의 나이로 자식 없이 세

상을 떠났다.

다음으로 《전기신보》가 산출된 베트남의 시대 상황에 대해 고찰하겠

다. 작가 단씨점이 살았던 18세기는 베트남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

다. 사회·정치적으로는 봉건집단들의 지속된 권력 투쟁에 의해 나라가 분열

된 상태였으며57), 16세기부터 변질되기 시작한 봉건사회가 18세기 들어서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단씨점의 삶터였던 북부 지방은 황폐해졌고 거

의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지배계급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당시의 정권이 민

심을 잃게 되었고 이로써 백성들과 지배층의 갈등은 절정에 도달하였다.58)

날로 격화되어가는 이러한 사회적 모순 때문에 전 지역에서 민중들이 끊임

57) 이 시기는 ‘여왕(黎王, Vua Lê)․정주(鄭主, Chúa Trịnh)․완주(阮主, Chúa Nguyễn)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북쪽에는 실권은 정(鄭) 정권이 장악하였고, 남부에서는 완(阮) 정권

이 권력을 행사하였다. 정주와 완주는 실권을 장악했지만 여왕의 왕위를 찬탈하지 않았던

이유는 여왕조가 명나라와의 독립전쟁으로 수립된 왕조로서 수백 년 동안 천명(天命)을

받는 정통적인 지배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은 베트남 북부와 남부에서 정권을

따로 만들었고, 왕위를 물려주는 것처럼 자식에게 주(主)라는 직위를 물려주었다.

58) 레 찌 비엔(Lê Trí Viễn), 『Văn học Việt Nam từ thế kỷ X đến nửa đầu thế kỷ

XVIII』(10세기-18세기초의 베트남 문학), 하노이, 대학 및 전문대학 출판(Nhà xuất bản

Đại học và Trung học chuyên nghiệp), 1987, 86-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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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반란·봉기를 일으켰다.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18세기 베트남을 지배하는 이념은 곧 유교사상이

었지만59) 이때 사회적·경제적 혼란으로 인해 유교의 굳건한 자리가 흔들리

기 시작하였다. 유교사상이 점점 영향력을 잃게 되자 유자들은 경전 번역

등 경학(經學) 관련 저서를 많이 썼다.60) 이를 통해 유교 사상을 전파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당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연속된

내란은 당시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변화를 야기했기 때문에 기존 이념만

으로는 변모된 사회를 지탱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사회․문화적으로 혼란

스러웠던 당시의 시대 상황은 사람들에게 전통적 도덕관념들에 대해 회의를

안겨주었다.

이어서 《전기신보》의 문학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다. 이 소설은 베트

남 고전소설의 발전과정에 있어 셋째 단계, 즉 후기에 속한 작품이다.61) 이

59) 유학이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 후 1세기 무렵이었지만 13세기

이전까지 베트남은 완연한 불교적 사회였기에 유학의 영향이 매우 미미하였다. 13-14세기

에 접어들어서야 유교 사상이 적극적으로 운용되고, 15-19세기에 통치 이데올로기로 자리

매김하였다. 특히 15세기 후반 여성종(1460-1497)이 여러 억불숭유정책으로 유교가 전성

기를 누렸다. (응우엔 따이 트 주편 (Nguyễn Tài Thư), 『Lịch sử tư tưởng Việt Nam』

1(베트남 사상사 1), 하노이, 사회과학출판 (Nhà xuất bản Khoa học xã hội), 1993, 80

쪽).

60) 18세기에 베트남에서 유자들은 경학에 집중하는데 특히 유학 경전을 쯔놈(字喃, chữ

Nôm)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연가(演歌, diễn ca)로 다시 쓰기도 하였다. 그 목적은 유교

사상을 전파하여 유자 외의 대상들도 그것을 쉽게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관련 저술은

경전의 이의(理義)를 해석하거나 원본을 고증하는 저술, 경전의 내용을 절요(節要)하는

것, 쯔놈으로 번역하는 것 등이 있다. (르엉 미 반(Luong My Van), 「18세기 베트남과

한국의 유학 유입과 전개 과정 비교연구」, 『동서철학연구』 75, 한국동서철학회, 2015,

159-160쪽).

61) 응우엔 당 나에 따르면, 베트남 고전소설의 발전과정의 세 단계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단계(10세기- 14세기)는 전기소설의 태동기인데, 이때 베트남의 옛 신화와 전설을 모은

《월전유령집》(越甸幽靈集, 비엣 디엔 우 링 떱), 《영남척괴열전》(嶺南摭怪列傳, Lĩnh

Nam chích quái liệt truyện, 링 남 찍 꽈이 리엣 쭈엔), 고승담을 담은 《선원집영》(禪

苑集英, Thiền uyển tập anh, 티엔 우엔 떱 아잉) 등에서 ‘환상성’을 중요한 기법으로 사

용하고 있으며, 설화에 비해 인물 묘사 등에 있어 진전을 보이고 있다. ‚ 둘째 단계(15세

기-17세기)는 소설이 비약적인 진전을 보이는 동시 베트남 고전소설사의 새로운 장을 열

어주었던 시기이다. 이때 여(黎)성종의 《성종유초》(聖宗遺草, Thánh Tông di thảo,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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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소설은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는데, 작가 자신이 주변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일들을 즉시적으로 반영하려는 동향이 그것이다. ‘소견(所見)·

소문(所聞)’의 문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작가들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과 실제 인물을 문학 작품에 그려내도록 애썼다. 다시 말해 전대 전기

소설보다 현실성에 더욱 주목하여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하면서, 전기소설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적 동향을 드러내기 위

해 당시 단씨점, 범귀적(范貴適, Phạm Quý Thích, 팜 귀 틱, 1760-1825),

무정(武楨, Vũ Trinh, 부 찡, 1759–1828)과 같은 작가들이 전기라는 장르를

‘갱신(更新)’한다는 의미에서 자기의 작품 제목에 ‘신(新)’자와 ‘견(見)’자를

넣어 표시하였다.62) 단씨점의 《전기신보》, 범휘적의 《신전기록》(新傳奇

錄, Tân truyền kỳ lục, 떤 쭈엔 끼 룩), 무정의 《난지견문록》(蘭池見聞錄,

Lan Trì kiến văn lục, 란 찌 끼엔 반 룩)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작품

의 분량 면에 있어서 전단계의 소설보다 확대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내용면에 있어서 이 시기 문학은 개인의 목소리에 주목하며, 무엇보다

전대에 비해 여성의 삶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서 소설에 많이 등장시켰다는

특징이 있다.63) 이처럼 현실 반영에 주목하고 분량을 확대하는 것을 통해

18세기 이후의 작품들은 전기소설의 기본적인 형식에서 점점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단씨점 역시 이러한 문학적 흐름에 따라 창작 활동을 하여, 《전기

신보》를 탄생시켰다.

잉 똥 지 타오), 《전기만록》 등의 출현으로 베트남 전기소설은 절정기를 맞았다. 서사적

편폭의 확대와 한시 삽입, 창작의 목적의식 등의 면에서 이들 작품은 전 단계 작품에 비

해 전기소설로서의 완성도가 더 높았다. ƒ 셋째 단계는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인데 이

시기는 전기소설의 쇠퇴기로 간주된다.(응우엔 당 나, 앞의 책, 31-40쪽).

62) 쩐 티 투 히엔(Trần Thị Thu Hiền), 「Oan-giải oan trong văn học thế kỉ X-XIX」

(10-19세기 문학 속의 원(寃)과 해원(解寃) 문제), 하노이, 하노이 사범대학교, 박사논문,

2012, 51쪽.

63) 응우엔 후에 찌(Nguyễn Huệ Chi), 『Văn học cổ cận đại Việt Nam từ góc nhìn văn

hóa đến các mã nghệ thuật』(문화적·예술적 시각에서 바라본 베트남의 고대와 근대 문

학), 하노이, 베트남 교육출판, 2013, 7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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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보》의 이본은 모두 4종이다. 3종은 베트남 한놈(漢喃, Hán

Nôm) 연구소에 소장되어 있으며, 1종은 베트남 국립도서관에 있다. 베트남

에서 지금까지 《전기신보》의 서지 사항을 검토한 연구는 응우엔 티 하이

빙(Nguyễn Thị Hải Bình)의 「단씨점의 소설 《전기신보》의 가치에 대한

고찰」(Khảo sát giá trị văn bản truyền kỳ tân phả của Đoàn Thị

Điểm)(2009)과 도 티 하오(Đỗ Thị Hảo)의 『베트남 한놈 여류 작가들』

(Các nữ tác gia Hán Nôm Việt Nam)(2010)이 있다. 이들의 연구는 한놈

연구소 소장본 3종의 서지 사항을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도 티 하오의 연

구에는 《전기신보》(傳奇新譜) (청구기호: A.48)의 원문이 부록으로 실려

있다. 그런데 최근 필자는 베트남 국립도서관 온라인 자료실을 통해 《전기

신보》필사본 1종을 새로 발견할 수 있었다.64) 따라서 본고는 선행 연구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한편, 국립도서관 소장본을 추가해 이들 이본의 서지 사

항을 정리하려 한다.65)

(1) 베트남 한놈 연구소 소장본

◯1 《전기신보》(傳奇新譜) (청구기호: A.48)

l 한문 목판본. 1책(冊), 183장(張), 10행(行), 20자(字). 크기: 25x15cm 표제(表題)

“傳奇新譜”, 내제(內題) “傳奇新譜”. 작가가 홍하단부인(紅霞段夫人)으로 명시되

어 있다.

l 표지에 간행 연도는 가륭66)(嘉隆)10年, 신묘년(辛未年, 1811)이고 낙선당(樂善堂)

64) 실물은 베트남 국립도서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확인할 수 없었다. 아쉬운 대로 기관 홈

페이지에 공개된 원문 자료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65) 이 밖에《속전기(續傳奇)》라 적힌 이본이 다른 문헌의 기록에서 확인되지만 현전 여부

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속전기(續傳奇)》라는 명칭은 완서(Nguyễn Dữ, 阮嶼)의 《전

기만록(傳奇漫錄)》의 성과를 잇고자 했던 단씨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속

전기》에 실린 6편의 작품 가운데 4편이 《전기신보》의 제명과 일치하는데, 그 근거로는

베트남의 유학자 관료 반휘주(Phan Huy Chú, 潘輝注 1755-1786)가 편찬한 《역조헌장유

지(歷朝憲章類誌)・문적지(文籍誌)》의 기록을 들고 있다. 그 기록에 따르면 《속전기》에

는 〈벽구기오(碧溝奇遇)〉, 〈해구영사(海口靈祠)〉, 〈운갈신녀(雲葛神女)〉, 〈횡산선국

(橫山仙局)〉, 〈안읍열녀(安邑烈女)〉, 〈의견굴묘(義犬屈猫)〉가 실려 있다고 한다.

66) 가륭(嘉隆, Gia Long, 쟈 롱): 베트남 완(阮) 왕조 초대 황제 완복영(阮福暎, Nguyễ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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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보관한 것으로 밝힌다.

l 총 6편으로 구성된다. 2페이지에는 목차가 나오는데, ◯1 <해구영사록>(海口靈祠

錄)·◯2 <운갈신녀록>(雲葛神女錄)·◯3 〈안읍열녀록〉(安邑烈女錄)이 각각 첫째, 셋

째와 다섯째 행에 큰 글씨로 표기된다. ◯4 <벽구기우록>(碧溝奇遇錄)은 더 작은

글씨로 두 번째 행에 표기된다. ◯5 <송백설화>(松柏說話)와 ◯6 <용호투기기>(龍

虎鬪奇記)는 제일 작은 글씨로 같이 네 번째 행에 표기된다. 또한 본문에는 ◯2

<운갈신녀록>과 ◯4 <벽구기우록>은 각각 <운갈신녀전>(雲葛神女傳)과 <벽구기

우기>(碧溝奇遇記)로, ◯5 <송백설화>와 ◯6 <용호투기기>는 그 앞에 부(附) 자를

넣어 <부(附)송백설화>와 ◯6 <부(附)용호투기기>로 기술된다.67)

l 본문에 구두점 표시가 없으며, <해구영사록>과 <안읍열녀록>의 설명으로 ‘문강

홍하 단부인 저, 가형 설암 담여보 비평’(文江紅霞段夫人著, 家兄雪庵談如甫批評)

이라는 말이 있다.68)

l 6편 중 오직 <해구영사록>에 탈자(29자)가 있긴 하지만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l <운갈신녀전> 뒤에 총평이 있다.

◯2 《속전기록》(續傳奇錄) (청구기호: VHv.2959)

l 한문 목판본. 1책, 90장. 표제 “續傳奇錄”, 크기: 24x16cm. A.48본과 같은 목판으

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l 간행 연도는 가륭(嘉隆)10年, 신묘년(辛未年, 1811).

l 수록 작품: 총 3편 ◯1 <해구영사록>· ◯2 <운갈신녀록>· ◯3 <안읍열녀록>이다.

Phúc Ánh, 응우엔푹아인)의 연호(재위 1802-1820)이다.

67) 한편 선행 연구에서는 목차 중간에 ‘附’ 자를 적어 넣는 이러한 표기 방식에 근거하여 원

작《전기신보》에 실린 단편은 ◯1 <해구영사록>·◯2 <운갈신녀록>·◯3 〈안읍열녀록〉세 편

뿐이고, 나머지 세 편인 ◯4 <벽구기우록>·◯5 <부송백설화>·◯6 <부용호투기기>는 후대의 편

찬자에 의해 추가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즉 후대의 편찬자가 목차의 빈칸에 이들 단편의

제목을 새롭게 새겨 넣었다는 것이다.

68) 설암과 담여보는 각각 단씨점의 오빠의 호(號)와 자(字)이다. 이 기록과 함께 그가 1733

년에 세상을 떠났다는 점에 근거를 두어 연구자들은 이들 소설의 창작 시기를 추측하였

다. (쩐 티 방 타잉(Trần Thị Băng Thanh), 「제승부인(制勝夫人)의 원형에 관한 연구」

(Nguyên mẫu Chế Thắng phu nhân), 『Hán Nôm』(한놈) 6, 하노이, 한놈 연구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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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2페이지에는 “한운정(閑雲亭, Nhàn Vân Đình, 냔 번 딩)”이라 새겨진 인장이 찍

혀 있다. 3페이지에는 간행 연도와 함께 저자인 홍하단부인(紅霞段夫人)69)이 명

시되어 있고, 그 옆에는 “한운정장(閑雲亭藏)”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4페이지에

는 목차가 나오는데 ◯1 <해구영사록>· ◯2 <운갈신녀록>· ◯3 <안읍열녀록>이 큰

글씨로 표기되어 있다. 5페이지에는 <해구영사록> - 완벽주(阮碧珠), <운갈신녀록>

- 유행공주(柳杏公主), <안읍열녀록> - 정완아실완씨(丁完亞室阮氏)와 같이 3편의

목록과 함께 여주인공을 소개한다.

l 한운정은 20세기 베트남의 저명한 유학자 쩐 주이 본(Trần Duy Vôn,

1906-1979)의 호인데, 이와 관련하여 학계에서는 다음의 3가지 설이 주장되고

있다. ◯1 한운정이 가륭 때 목판을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전기신보》를 찍었다

는 설, ◯2 A.48본(6편)이 되기 이전 한운정이《전기신보》의 원본을 찾았다는

설, ◯3 한운정이 하나의 책방을 가리킨다는 설이 그것이다.

◯3 《전기신보》 (청구기호: VHv.1487)

l 한문 필사본. 158장, 크기: 27x15cm.

l 필사 연도: 중춘(仲春), 사덕(嗣德)70) 17년 (1864). 앞서 언급한 2종의 이본과 달

리 여기서 화(Hoa, 華)와 시(Thời, 時)자71)를 피휘(避諱)하는 현상이 있다.

l 이는 찢어진 책을 다시 엮은 것으로 추정된다. <송백설화>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뒤에 책 제목과 필사 연도 및 저자를 명시하는 페이지가 나온다. 그 제목은

《전기신보》이고 저자는 “홍하단씨부인”이다. 그 목록은 ◯1 <해구영사록> ◯2

<운갈성적록(雲葛聖跡錄> ◯3 <송백설화> 그리고 부기(附記)로는 ◯4 <안읍열녀

록> ◯5 <용호투기> ◯6 <벽구기우록>이 있다.

(2) 베트남 국립도서관 소장 《전기신보》

◯4 《전기신보》 (청구기호: R.1611)

69) 단씨점의 호는 홍하여사(紅霞女士)이다.

70) 사덕(嗣德, Tự Đức, 뜨 득): 완(阮, Nguyễn, 응우엔) 왕조 4대 황제, 재위(1848-1883).

71) 사덕의 이름이 완복시(阮福時, Nguyễn Phúc Thì, 응우엔 푹 티)이고, 완(阮) 왕조 제3대

왕인 소치(紹治)의 어머니의 이름에 화(Hoa, 華)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 왕조 때 시

(時), 화(華)자 등을 피해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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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신보》

(A.48)

《속전기록》

(VHv.2959)

《전기신보》

(VHv.1487)

《전기신보》

(R.1611)

간행

및

필사

∙1811년

∙목판본

∙183장(25x15cm)

∙10행, 20자

∙1811년

∙목판본

∙90장

(24x16cm)

∙행수·글자

수확인 못했음

∙1864년

∙필사본

∙158장

(27x15cm)

∙행수·글자수

확인 못했음

∙1811년

∙필사본

∙157장

(29x16cm)

∙8행, 24-27자

l 한문 필사본. 157장, 크기: 29x16cm

l 표지에는 ‘文江紅霞段夫人著 (段氏點), 家兄雪庵談如甫批評’이라는 문구가 있고,

필사 연도는 가륭(嘉隆)10年, 신묘년(辛未年, 1811)이다.

l 총 6편 ◯1 <해구영사록〉 ◯2 <운갈신녀전> ◯3 <안읍열녀록> ◯4 <벽구기우

기> ◯5 <부송백설화> ◯6 <부용호투기기> 가 수록되는데, 책 가운데 각각 “영사(靈

祠”, “신녀(神女)”, “열녀(烈女)”, “벽구(碧溝)”, “송백(松柏)”, “용호(龍虎)”라는 표

기가 있다.

l 이는 A.48본과 거의 일치한다. 단 틀리거나 빠뜨린 몇몇 글자가 빨간 색으로 고

쳐졌는데, 필자가 확인해본 결과 이는 A.48본과 똑같은 글자로 수정되어있다. 뿐

만 아니라 문장을 끊어 읽기 위해 따로 권점을 표시하거나 고유명사를 구분하기

위해 그 글자 옆에 빨간 줄을 그은 부분이 확인되기도 하는데, 이는 후대의 독

서 흔적으로 짐작된다.

l A.48본과 같이 6편 중 <해구영사록>만 탈자가 있고, 이밖에 오자도 종종 발견

할 수 있다.

l A.48본과 달리 <운갈신녀전> 뒤에 총평이 없다.

지금까지 《전기신보》의 서지 상황을 고찰해보았다. 그 결과를 아래의 표

로 다시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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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수
6편

3편 6편 6편

수록

순서

목차 본문

◯1 <해구

영사록>

◯2 <운갈

신녀록>

◯3 <안읍

열녀록>

◯4 <벽구

기우록>

◯5 <송백

설화>

◯6 <용호

투기기>

◯1 <해구

영사록>

◯2 <운갈

신녀전>

◯3 <안읍

열녀록>

◯4 <벽구

기우기>

◯5 <부송

백설화>

◯6 <부용

호투기기>

◯1 <해구

영사록>

◯2 <운갈

신녀록>

◯3 <안읍

열녀록>

◯1 <송백설화>

◯2 <해구영사록>

◯3 <운갈신녀전>

◯4 <안읍열녀전>

◯5 <벽구기우기>

◯6 <용호투기기>

◯1 <해구영사록

◯2 <운갈신녀전>

◯3 <안읍열녀록>

◯4 <벽구기우기>

◯5 <부송백설화>

◯6 <부용호투기기>

공통

특징
∙표지에 ‘홍하 단부인 저’(紅霞段夫人著)라 고 적혀 있음

이들 이본에 실린 작품들은 몇 글자 다르긴 하지만 이야기 전개와 내용

에 영향을 끼칠 정도가 아니다.72) 본고는 네 개의 이본 중에 ◯1 번과 ◯4 번을

영인본으로 확인하였고 그 가운데, 《전기신보》 A.48본을 주요 자료로 택

한다.73) 그 이유는 한놈 연구소 소장본(A.48)과 국립도서관 소장본(R.1611)

72) Đỗ Thị Hảo, 앞의 책, 70쪽.

73) 베트남 한놈 연구소와 프랑스극동학원(法國遠東學院)은 같은 한문문화권에 속해 있는 베

트남·한국·일본의 한문 문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자료 수집·선정·

검토·정리 작업을 실행하였다. 이에 『越南漢文小說叢刊』 제1집(輯)(7책(冊), 1987)과 제2

집(5책, 1992)이 출간되었는데, 《전기신보》는《성종유초》(聖宗遺草)와《월남기봉사록》

(越南奇逢事錄)과 함께 제1집 2책에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 선정된 《전기신보》 텍스트

는 역시 이본 A.48이다. 또한 두 기관의 공동 작업에 의해 구두점 표시의 문제도 해결되



- 27 -

의 내용은 거의 일치하기는 하지만 필자가 직접 비교해본 결과, A.48본에

비하면 R.1611본에는 오탈자가 더 많은데다가 서지 상태에 있어 목판본이

훨씬 더 양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기신보》 A.48본에 수록된 〈운

갈신녀전〉을 〈운영전〉의 비교대상으로 확정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기신보》에 <해구영사록>, <운갈신녀전>, <안읍열

녀전>, <벽구기우기>, <송백설화>, <용호투기기> 총 6편이 수록되어 있지

만 그 가운데 앞의 3편만은 단씨점의 저작임이 확실하다. 앞 3편은 단씨점의

저작이라는 표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씨가보인 《단씨실록》(段氏實錄)과

완교가 아내를 위해 쓴 제문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단씨실록》에는 ‘《속

전기》에는 <해구영사>, <운갈신녀>, <안읍열녀>가 실려 있어 세상에 전

해진다는74) 기록이 있다. 이 소설들은 1735년 이전 단씨점에 의해 창작된 것

으로 추정된다. 이 세 작품을 제외한 나머지 3편은 《속전기》가 《전기신

보》로 다시 편집될 때 편찬자에 의해 추가된 작품으로, 그 작자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연구의 대상으로 확정한 〈운갈선녀전〉의 경개를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75)

① 운갈(雲葛, Vân Cát, 번 깟)마을의 여(黎, Lê, 레) 태공(太公)은 선행을 많이 하

는 사람이다. 그의 부인이 출산을 앞두고 갑자기 병에 걸리고 만다.

② 한 도인이 부인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집에 찾아온다. 그가 주문을 외우면서 바

닥에 옥도끼를 던지자 태공이 즉시 쓰러진다. 태공은 꿈속에서 하늘로 올라가

그곳에서 술잔을 깨뜨린 선녀를 본다.

③ 태공이 정신이 들었을 때 부인이 이미 딸을 무사히 출산하였고, 도인은 어디에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본A.48을 저본으로 삼되 구두점 표시는 프랑스극동학원의『越

南漢文小說叢刊』 傳奇類 , 第2冊을 참고하기로 한다.

74) “續傳奇有海口靈祠,雲葛神女,安邑烈女三傳行于世”. 《段氏實錄》.

75) 《전기신보》에 수록된 단씨점의 다른 두 작품인 <해구영사록>과 <안읍열녀전>의 경개

는 본 연구의 부록에서 간략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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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이지 않는다. 꿈속 하늘에서의 일이 떠오르자 공은 선녀가 강생했다고 생

각하여 딸에게 강선(降仙, Giáng Tiên, 쟝 띠엔)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④ 강선은 미모가 뛰어나며, 평소에는 규방에서 조용히 책을 읽거나 시 쓰는 것을

좋아한다.

⑤ 진공(陳公)은 태공의 친구이자 강선의 의부(義父)이다. 하루는 강선의 우울한 노

래를 듣게 된 태공이 진공 집의 화원에서 다락집을 지어 강선으로 하여금 그곳

에서 지내게 한다.

◯6 진공의 이웃 중에 늙도록 자식이 없는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가 복숭아나무 아래서

갓난아이를 발견하여 그 아이를 거두어 도랑(桃郎, Đào lang, 다오 랑)이라 부른다.

◯7 성년이 된 도랑은 강선을 보고 그녀의 자태에 반하여 부부의 연을 맺기를 청하니

두 공은 그것을 허락한다.

◯8 강선은 도랑과 결혼하여 아들, 딸을 낳은 후 21살 된 해에 갑자기 죽게 되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⑦ 도랑은 아내가 죽은 후 과거 공부를 그만두고 아들을 데리고 외딴곳에서 홀로

지낸다.

⑧ 강선은 천상에 돌아오지만 여전히 속세의 정(情)에 연연하여 늘 근심하고 눈물

을 흘린다. 상제께서 그녀를 가엾게 여겨 유행(柳杏, Liễu Hạnh, 리에우 하잉)공

주로 봉하고 인간 세상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허락한다.

⑨ 강선이 자기의 두 번째 기일에 가족들을 찾아가 본인이 적강된 선인임을 밝히

며, 부모에게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떠난다.

⑩ 가족과 헤어지고 강선은 남편을 찾으러간다. 도랑이 울면서 따라가고 싶다고 하

자 그녀는 수신제가(修身齊家)의 학문과 충효(忠孝)의 도리로 남편을 깨우친 뒤

길을 나선다.

◯11 이후 강선은 정처 없이 돌아다니면서 거만한 자에게 화를 입히고, 재물과 화폐를

가져와 기도하고 간청하는 자를 보우해주는데, 이렇게 얻은 돈과 비단은 집에 보내

부모님을 봉양한다.

⑪ 친부모, 양부모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그 아들이 성인이 된 다음 강선은 마음속

의 모든 미련이 없어져 천하를 주유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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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이때 강선은 유명한 선비들과 시를 화답하여 자신의 문예적 재능을 실컷 표출한다.

⑬ 이후 강선은 중부 지방으로 이거하는데 어느 날 복숭아 숲에서 한 젊은 서생과

만나 길을 잃었다는 핑계를 대며 하룻밤 재워달라고 청한다.

⑭ 서생은 그녀의 전 남편 도랑이 환생한 사람인데 전생에 대한 기억이 없어 강선의

부탁을 거절한다.

⑮ 서생은 복숭아나무에 남겨진 강선의 시를 읽고는 그 재능을 아끼는 마음이 생기

며 그녀를 연모하게 된다.

◯16 마침내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연분을 맺게 된다. 강선은 남편의 학업을 독려하여 그

로 하여금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가게까지 한다. 1년 후 강선은 아들을 낳는다.

◯17 어느 날 강선은 남편에게 자기가 죄를 짓고 인간 세상에 귀양 온 신선임을 밝히고, 이

제 그 기간을 마쳤으니 명령대로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며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된다.

◯18 이후 서생은 벼슬을 그만두고 옛 고향으로 돌아가 사는데, 평생 장가들지 않고

아들을 가르치면서 명성을 얻는다.

◯19 한참 뒤 강선은 상제에게 인간계에서 자유롭게 노닐던 나날을 되찾고 싶다고 청

한 뒤 또다시 속세로 내려온다.

◯20 이때 그녀는 능력을 한껏 발휘하여 선인에게 복을, 악인에게 화를 주는데, 두려

움에 떠는 백성들이 사당을 세워 그를 받든다.

◯21 조정에서 그녀를 요괴로 여겨 철저히 토벌하라고 명령한다. 관군이 순식간에 사

당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박살낸다.

◯22 얼마 뒤 나라에 역병이 창궐한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단을 만들어 기도하기

시작한다.

◯23 강선이 나타나 백성들에게 조정에 청하여 새로운 사당을 지으면 복을 내려줄 것이

고, 그렇지 않으면 모조리 죽게 할 것이라고 한다.

◯24 조정에서 그 일을 기이하게 여겨 사당을 창건하고 그녀를 ‘마황공주’(碼黃公主)로

봉한다. 마을 사람들이 사당에서 복을 빌면 항상 보응을 받았다고 한다.

◯25 이후 강선은 임금의 군사가 외적을 평정할 때 묵묵히 도와주어 많은 공로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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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 조정에서는 그녀를 ‘제승화묘대왕’(制勝和妙大王)으로 가증한다.

이상 본고는 <운영전>과 《전기신보》를 개관하였다. 특히 전술한 바를

통하여 작품의 출현 배경에 있어서 이들 소설이 산출된 17-18세기의 한국

과 베트남의 공통점이 확인된다. 첫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의 유사성이

다. 당시 조선에서 외적의 침략에 의한 양란이, 대월에서는 내부에서 일어난

병란이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양국은 사회적

으로 격변과 혼란의 시기를 겪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둘째, 두 나라에서

충효열, 정절 등 유교사상은 여러 방면에서 사회적·정치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전쟁·내란에 의해 기존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한 점도 유사

하다. 따라서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양국은 유교 사상이 지배 이념이었지만

사회적 혼란스러움 때문에 현실에 대한 자각과 기존 이념에 대하여 의구심

을 품는 등의 변화를 보였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셋째, <운영전>과

《전기신보》 출현 당시의 문학적 배경 또한 유사하다. 두 작품은 각국에서

모두 고전소설의 발전과정에 있어 후기에 해당하는 소설들이다. 이 시기 양

국의 전기소설은 내용과 형식면에 있어 갱신하는 면모를 보여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서사적 편폭이 확대되었으며, 전대 전기소설보다 현실적 색채가

더 농후하다는 등의 특징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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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여주인공 상대 남성 관계

〈운영전〉
궁녀

운영(雲英)

안평대군 주군-시첩

김(金) 진사 연인

〈운갈신녀전〉
선녀

강선(降仙)

유생 도랑(桃郎) 부부

젊은 유생 부부

III.〈운영전〉과 〈운갈신녀전〉에 나타난 여성형상

제II장에서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의 경개를 소개한 바 있다. 여주

인공의 주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각 소설을 살펴보면, 두 작품은

모두 ‘먼저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을 재인식하여 그것을 개척하고자 하는 자

극을 느끼는 여주인공 → 주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실과 이

상 사이의 갈등을 대면하는 여주인공 → 죽음을 택하여 현실을 마감하고,

사후에 재등장하여 이상을 실현하는 여주인공’의 틀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이들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을 아래 표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위에서 말한〈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의 서사 단계

에 따라, 첫째, 여주인공의 주체성 실현 동기, 둘째, 주체성 실현 과정과 그

갈등 양상, 셋째, 여주인공의 죽음과 사후 재등장을 통해 본 주체성 실현 과

정의 결과 등의 세 단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주

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의 인물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밝혀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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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주인공의 주체성 실현 동기

우선 주체성을 실현하기 이전에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의 여성인

물 형상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동

기를 읽어내고자 한다.

먼저 〈운영전〉의 운영을 고찰해볼 것이다.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김 진

사의 진술을 통해 운영의 정체가 밝혀진다. 그녀는 김 진사와 같이 본래 옥

황상제를 모시던 천상의 신선이었는데 김 진사가 귀한 과일을 몰래 운영에

게 주었다가 발각되어서 속세로 유배되어 인간 세상의 고통을 두루 겪는 벌

을 받게 되었다. 이로써 인간으로서 그녀의 삶이 시작된다. 먼저 인계에서

안평대군과 김 진사와 인연을 맺기 전까지 운영의 인생은 그녀가 무녀 집에

서 김 진사에게 건네준 편지에 세세히 담겨 있다.76)

“제 고향은 남쪽 지방이랍니다. 부모님은 여러 자식 중에서도 유독 저를 사

랑하셔서 집 밖에서 장난하며 놀 때에도 저 하고 싶은 대로 놓아두셨더랬어

요. 그래서 동산 수풀이며 물가에서, 또 매화나무와 대나무, 귤나무와 유자나

무가 우거진 그늘에서 날마다 놀곤 했어요. 이끼 낀 물가 바위에서 고기잡이

하던 아이들, 나무하고 소 치며 피리 불던 아이들이 아침저녁으로 눈에 선하

고, 그 밖에 산과 들의 모습이며 시골집의 흥겨운 풍경을 일일이 손꼽기 어렵

네요. 부모님은 처음에 《삼강행실도》와 《칠언당음》을 가르쳐 주셨지요.

열세 살에 주군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기에 저는 부모님과 헤어지고 형제들과

떨어져 궁중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77) (77쪽)

76) 이하 <운영전>의 원문 인용은 박희병 표점·교석, 『한국한문소설 교합구해』 수록 〈운

영전〉(소명, 2005)을 사용한다. 박희병·정길수 편역, 『사랑의 죽음』(돌베개, 2007)은 앞

의 교합본을 텍스트로 삼아 〈운영전〉을 번역한 것인데 본고에서 <운영전> 인용은 모

두 이 책에 출전을 두고 그 페이지 수만 인용문 끝에 밝힌다.

77) “妾鄕南方也, 父母愛妾, 偏於諸子中, 出遊嬉戱, 任其所欲. 故園林水涯, 梅竹橘柚之陰, 日以

遊翫爲事, 苔磯釣漁之徒, 樵牧弄笛之兒, 朝莫入眼, 其他山野之態, 田家之興, 難以手擧. 父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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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궁궐 생활을 시작하기 전 운영의 행복했던 시절을 잘 그

려내고 있다. 어린 운영은 가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자라고, 어디에

도 구속 받지 않고 바깥에 나가 놀거나 숲 속을 노닐곤 한다. 또한 아침저

녁으로 고기잡이하던 아이들이나 목동들과 같은 집 밖의 사람들을 구경하기

도 하고, 자연의 흥취에 빠지기도 한다. 운영은 자신이 즐겼던 것들이 일일

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다. 즉 궁궐이라

는 새장에 갇히기 이전 운영은 자유로이 집밖 세상으로 넘나들며 자연, 사

람과 소통하면서 지냈다고 볼 수 있다. 드넓은 공간에서 펼쳐지는 그녀의

삶은 비교적 풍요롭고 활기차며 자유분방하다.

운영은 가정교육 또한 받았는데, 그 학습서는 《삼강행실도》(三綱行實

圖)와 《칠언당음》(七言唐音)이다. 전자는 충․효․열 등과 같은 유교 이념

의 기본 덕목을 다룬 책이고 후자는 인문 교양을 높이는 서적이라 할 수 있

다. 조선조 유교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운영은 어릴 적부터

충신․효자․열녀 등 삼강의 모범이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전통

이념을 체득한다. 이렇게 볼 때 《삼강실행도》와 같은 서적은 일찍부터 운

영에게 지침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운영은 입궁하게 된다. 이

때 ‘열세 살에 주군의 부름을 받게 되었기에 부모님과 헤어지고 형제들과

떨어져 궁중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발언을 통해 입궁이 운영의 의사와 상

관없이 일어난 것임을 짐작하게 된다.

궁녀는 일단 궁궐에 들어오면 평생 왕실을 위해 봉사하면서 대궐 안의

제한된 공간에서 살아야 하였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궁중에 들어와 일생을

갇혀서 보내는 답답한 생활을 하였지만 자신의 희생으로 가족의 생계를 유

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다.78) 이를 통해 궁녀는 궁에 갇혀 지

初敎以 『三綱行實』, 『七言唐音』. 年十三, 主君招之, 故別父母遠兄弟, 來入宮

中.”(362-363쪽).

78) 이배용 외,『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청년사, 1999, 11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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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며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참고 살아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운영은 생계유지를 위해 궁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것

은 운영이 김 진사에게 한 “저희 부모님 재산이 많아 제가 이곳으로 올 때

의복이며 금은보화를 많이 싣고 왔어요.”79)(87쪽)라는 발언을 통해 알 수 있

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운영의 말 속에는 ‘대군의 부름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 명을 따라 궁궐에 들어오게 된 것일 뿐,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가족

들과 떨어져 살 일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명제가 내재된다. 따라서 이 대목은

고향에서 가족들과 지내면서 강한 속박을 받지 않았던 시절에 대한 운영의 아

쉬움과 상실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안평대군의 권위를 또한 잘 보여주고 있다.

수성궁에 들어온 뒤 운영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안색이 이

화(梨花) 같고, 연지분을 바르지 않아도 타고난 자태가 어여쁘고 고왔던’ 그

녀는 날마다 헝클어진 머리에 꾀죄죄한 얼굴로 남루한 옷을 입은 채 뜨락에

엎드려 울었다고 토로한다. 운영이 고향을 그리는 정을 금할 수 없었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천하게 여겨 궁중에서 내보내도록 만들기 위해 일부러 외

모를 꾸미지 않은 것이다. 이는 운영이 가족들과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열

망도 함께 내포한다. 아울러 이때는 운영이 궁녀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

지 않았을 때로 자유로운 삶에 대한 한 가닥의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깊숙한 궁궐 안에서 운영은 예전과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곳에

서의 우울하고 무료한 나날은 그녀를 한녀(恨女)로 변하게 한다. 그 자세한

내용 역시 운영의 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급기야 서궁으로 옮긴 뒤로는 거문고와 서예에 전념하여 더욱 조예가 깊어

졌으니, 손님들이 지은 시는 하나도 눈에 차는 것이 없었지요. 재주가 이러함

79) “妾之父母, 家財最饒. 故妾來時, 衣服寶貨, 多載而來.”(3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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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여자로 태어나 당세에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운명이 기구하여 어린 나

이에 공연히 궁궐에 갇혀 있다가 끝내 말라 죽게 된 제 처지가 한스러울 따

름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한번 죽고 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이 때문

에 마음속 굽이굽이 한이 맺히고 가슴속 바다에는 원통함이 가득 쌓여, 수놓

던 것을 문득 등불에 태우기도 하고 베를 짜다 말곤 북을 던지고 베틀에서

내려오기도 했으며 비단 휘장을 찢어 버리기도 하고 옥비녀를 부러뜨리기도

했습니다. 잠시 술 한 잔에 흥이 오르면 맨발로 산보를 하다가 섬돌 곁에 핀

꽃을 꺾어 버리기도 하고, 뜰에 난 풀을 꺾어 버리기도 하는 등 바보인 듯

미치광이인 듯 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80) (78-79쪽)

위의 인용문은 운영이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장면이다. 창살 없

는 감옥과 같은 공간에서 자유를 잃어 분하고 답답해하는 한 젊은 여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운영의 가슴에 쌓인 한(恨)과 원통함은 숨

이 막히고, 권태로우며 건조한 궁중 생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놓던 것을 문득 등불에 태우고, 베를 짜다가 북을 던지기도 하는 운영은

마치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 그저 고목같이 썩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인다. 더군다나 그녀는 휘장을 찢거나 옥비녀를 부러뜨리고 꽃과 풀을 꺾

기도 하며, 술 한 잔에 흥이 오르면 맨발로 산보하기도 한다. 그런데 앞서

나열된 일련의 행동들이 모두 거칠고 과격하다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인간은 내면의 감정을 표현할 때 인체의 표정이나 행동으로 기쁨, 불쾌,

공포, 슬픔 등과 같이 다양한 심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인간의 육체는 감정

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물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핀 것처럼 운영은 온몸

으로 자기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이 대목에 이르러 입궁하기 전에 활발하고

자연의 흥취를 즐겼던 운영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폐쇄된 공간인 수성

80) “及徙西宮之後, 琴書專一, 所造益深, 凡賓客所製之詩, 無一掛眼, 才難不其然乎? 恨不得爲

男女之身, 而揚名於當世, 空爲紅顔薄命之軀, 一閉深宮, 終成枯落而已, 人生一死之後, 誰復

有知之者? 是以恨結心曲, 怨塡胸海, 停刺繡而付之燈火, 罷織錦而投杼下機, 裂破羅幃, 折其

玉簪. 暫得酒興, 則脫舃散步, 剝落階花, 手折庭草, 如癡如狂.”(3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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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이 그의 삶을 옥죄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쌓아둔 우울함, 답답

함, 속박감과 고독감이 운영을 짓눌렀으며, 아무에게도 속 시원하게 그것을

털어놓지 못한 운영은 자기의 심사를 난폭한 행동을 통해 해소시키는 것으

로 보인다. 결국 운영은 궁궐에 갇혀 있다가 끝내 말라 죽게 될 자신의 한

스러운 처지를 실토한다. 운영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궁궐에

서 벗어날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여 희망을 잃고 절망에 빠진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자유의 삶 혹은 자율성에 대한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 더욱 뚜렷이 부각되는 것이기도 하다. 운영은 본인이 원해서 희망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현실 자체 즉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로 움직이는 당시

사회체제가 운영이 억압된 삶에 놓이도록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때

운영을 직접 구속시키는 사람이 안평대군이다. 대군의 명대로 운영은 다른

아홉 명의 궁녀와 함께 교육을 받게 되고 학문에 종사하게 된다. 그는 궁녀

들을 훌륭한 문장가로 키우기 위해 그들에게 이백(李白)과 두보(杜甫) 등 당

시(唐詩) 몇 백 수를 익히게 한다. 하지만 그 전에 궁녀들은 필히 《소학언

해》부터 외워야 하며, 이어 《중용》, 《대학》, 《논어》, 《맹자》, 《시

경》, 《서경》 등을 통해 당시 도덕적 규범을 습득해야 한다. 이들 궁녀는

안평대군에 의해 지속적으로 예의범절을 익히고 조선조 지배이념의 틀에 걸

맞게 살아가야만 한다. 다시 말해 가부장적인 사회의 이념은 지속적으로 운

영의 인식 세계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그의 삶 자체를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다. 대군의 영향력은 아래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대군은 열 사람 모두를 매우 아껴서, 항상 궁중에 가두어 기르며 다른

사람과는 마주하여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날마다 선비들과 술을 마시고

기예를 겨룰 때조차 저희들을 한 번도 가까이 있게 한 적이 없으니, 외부인

들이 혹 저희들의 존재를 알까 염려했기 때문이지요. 이런 분부를 내린 적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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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녀가 한 번이라도 궁문을 나서면 그 죄는 죽음에 해당한다. 외부인이 궁

녀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죄 또한 죽음에 해당한다.”81) (37-38쪽)

(2) 집안의 일을 주군은 모르는 채 시첩(侍妾)들이 몰래 의논하는 건 충성스

럽지 못한 일이야.82) (69쪽)

(3) 더구나 천지가 하나의 그물 안에 들어 있으니 하늘 위로 오르고 땅속으

로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디로 달아날 수 있겠니?83) (92쪽)

(4) 궁궐 담장을 넘기만 하면 인간 세계의 즐거움을 알 수 있건만 그렇게

안 한 것은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였겠습니

까? 오직 주군의 위엄이 두려워 이 마음을 단단히 다잡고 궁궐 안에서 말라

죽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84) (99쪽)

위 인용문들은 수성궁에서 안평대군이 절대적인 지배권력을 지니는 인물

임을 입증하며 주인으로서 그의 위엄과 권력이 작품 전체에 녹아들어 있음

을 보여준다. 인용문 (1)은 운영의 발언이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열 명의 궁녀는 안평대군의 철저한 감시 아래에서 궁궐 안에서만 생활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 이로 인하여 광대한 숲처럼 넓었

던 운영의 삶의 공간이 한순간에 축소되는 동시에 나름대로의 자유가 강력

한 억압을 받기 시작한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대군의 명에 따라

학문과 기예에 전념하는 것이다. 이렇듯 궁궐은 운영을 비롯한 모든 궁녀를

81) “大君皆甚撫恤, 常鎖畜宮中, 使不得與人對語, 日與文士, 盃酒戰藝, 而未嘗以妾等一番相近

者, 盖慮外人之或知也. 常下令曰: “侍女一出宮門, 則其罪當死; 外人知宮人之名, 則其罪亦

死.”(339쪽).

82) “一家之事, 主君不知, 而僕妾密議, 心不忠矣.”(359쪽).

83) “且天地一網罟, 非陞天入地, 則逃之焉往?”(371쪽).

84) “一踰宮垣, 則可知人間之樂, 而所不爲者, 豈其力不能而心不忍哉? 唯畏主君之威, 固守此心,

以爲枯死宮中之計.”(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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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깥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유폐의 공간으로 입궁 후 운영은 전과 달리

산, 들, 그리고 사람과 단절된 채 지내야만 한다. 또한 ‘궁문을 나서면 그 죄

는 죽음에 해당한다. 외부인이 궁녀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죄 또한 죽음에

해당한다’라는 대목에서 안평대군이 궁녀들의 생사여탈권 또한 가지고 있었

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용문 (2)는 빨래하는 장소를 바꾸자는 자란의 의견을

놓고 궁녀들끼리 의논할 때 부용이 했던 말이다. 수성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결정권은 그 주인인 안평대군에게 있다는 것이다.

인용문 (3)은 운영과 김 진사의 도주 계획을 들은 자란의 반응이다. 그녀

의 발언을 통해 한번 수성궁의 일원이 되면 안평대군에게 영원히 예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 (4)는 운영의 애정행각

이 발견되어 안평대군이 서궁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때 은섬이 한 진술이

다. 은섬은 궁녀들이 궁궐 밖으로 나가지 못한 것은 그리 하고 싶지 않아서

가 아니라 주인의 위엄이 두려워서라고 이야기한다. 이 발언은 궁녀들에게

당시 사회가 규정한 남성의 주도와 여성의 종속이라는 인식이 이미 내면화

되었던 것을 보여주며, 이는 조선조에 존재했던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의 권

력구조가 드러나는 대목이라 하겠다.

요컨대 인간 세상에서 운영의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틀어진 것은 안평대

군의 등장 이후부터이다. 그는 정신적·물리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운

영을 구중궁궐에 갇히게 하고 ‘한녀’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앞서 서술했듯 입궁하고 나서 운영의 심리에 변화가 일어났음이

확인되는데, 그녀는 자유 혹은 자율성을 강하게 갈망하게 된다. 이것은 수성

궁에서 타자적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운영이 추구하는 이상인 동시에 삶

을 개척하려는 동기가 된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데 그 이

면에는 감옥 생활과 다름없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

는 것이다. 운영에게 이는 곧 주체성 실현을 유도하는 동기가 된다.

다음으로 〈운갈신녀전〉의 여성인물 강선을 살펴본다.《전기신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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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여주인공 중 오직 강선만이 출생담을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소설의 도

입부에 신이한 출생담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신한 여태공

(黎太公)의 부인이 만삭이 되었는데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한 도사가 나타나 병을 고쳐주겠다고 한다. 도사 덕에 여태공은

꿈속에서 상제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 연회 도중에 실수로 옥잔을 깨뜨려서

적강하게 되는 선녀를 보게 된다. 정신이 든 공은 이미 태어난 딸아이를 보

고 그 아이가 꿈속에서 본 선인이 강생한 것이라 생각하여 딸에게 강선(降

仙)이라는 이름을 지어준다. 이 대목은 여주인공이 본래 신선이었음을 암시

하며 이것은 운영과의 공통점이다. 두 사람은 모두 벌을 받아 인간 세상으

로 귀양 온 신선들이다.85)

강선이 자라매, 하얀 피부는 마치 기름덩이 같았으며, 머리카락은 윤이 나

서 거울과 같았다. 눈썹은 초승달 같고, 눈동자는 가을의 물결처럼 맑았다.

옛말에 ‘꽃에 비하면 말을 알아듣는 꽃이요, 옥에 비하면 향기가 나는 옥이

라’(比花花解語，比玉玉生香) 했는데, 이 말이 또한 족히 그 아름다움을 형용

한다. 강선은 늘 방 한 칸에 조용히 머물며 글자를 배우고 책을 읽었다. 퉁소

를 잘 불고 음률에 정통하니, 마치 상비(湘妃)의 기묘한 재주를 훔치고 농옥

(弄玉)의 뛰어난 재주를 차지한 것 같았다.86)

위 인용문에는 강선의 일상이 그려지고 있다. 그녀는 재색을 겸비하고

글공부를 좋아하며, 독서를 즐기는 여성으로 등장한다. 매일 다소곳하고 단

정하게 방안에서 머무르는 강선의 모습을 통해 그녀가 당시 양갓집 규수로

85) 도 티 하오(Đỗ Thị Hảo) 외,『Các nữ tác gia Hán Nôm Việt Nam』(베트남 한놈 여류

작가들), (하노이, 사회과학 출판, 2010, 839-859쪽)에서 한놈 연구소 소장본 《전기신보》

A.48의 영인본이 실려 있다. 이하 <운갈신녀전>의 원문 인용은 이 자료를 대본으로 삼고

인용쪽수만 표시한다.

86)“及長，膚白凝脂，髮光可鑑，眉彎新月，目湛秋波，古云「比花花解語，比玉玉生香」，亦足

以形容其美也。嘗靜居一室，學字觀書; 尤善簫彈，精音律，竊湘妃之妙技，占弄玉之高才.”

(〈운갈신녀전〉, 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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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통사회의 관습에 따라 정해진 틀 안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생각할 시간도 많아지는 법인데, 닫힌 공

간에서 홀로 지내며 주변을 들여다보면서 강선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다.

그 결과로 강선은 계절에 따라 바뀌어가는 자연 풍경을 보고 생겨나는

감정을 시(詩)와 사(詞)에 담는다.87) 규문 안에 있는 강선은 오로지 자연을

벗 삼아 주변 풍광에 자기의 마음을 의탁하여 표현하며, 봄, 여름, 가을, 겨

울에 대한 사(詞)를 지어 악기로 연주한다. 이때 그녀의 내면세계가 어떻게

표출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규방에서 조용히 글공부를 하면서 강선이 지은 사 네 편을 살펴보자.

◯1 春詞

春似畫, 暖氣微, 愛日遲

그림 같은 봄에 따뜻한 기운 조금 있고, 긴 해는 사랑스러운데

桃花含笑柳舒眉, 蝶亂飛

복사꽃은 웃음을 머금고, 버들나무 눈썹을 펴고, 나비는 어지러이

나는구나

叢裡黃鶯睍脘, 梁頭紫燕喃呢,

수풀 안 꾀꼬리와 들보의 보랏빛 제비는 지저귀는데

浩蕩春閨不自持，掇新詞

호탕한 봄 규방에서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새로운 노래를 짓노라

87) “한가롭고 일이 없는 날에는 봄꽃이 명미(明媚)하고 꾀꼬리와 제비가 다투어 울어대거나

여름 풍경이 처량할 때, 석류꽃과 연꽃이 다투어 아름답게 피어날 때, 가을밤 항아(姮娥)가

귀한 거울 함을 열 때, 겨울에 옥녀가 은화(銀花)를 뿌릴 때 강선은 경치를 대하며 생긴 정

(情)을 붓과 먹을 가지고 시로 쓴다. 사계절에 대한 사(詞)를 지어, 악기로 연주하며 즐기곤

하다.” (凡閒居無事之時，每見春花明媚，鶯燕爭啼，夏景凄涼，榴荷鬭艷，秋夜姮娥開寶鏡，冬
天玉女撒銀花，則對景生情，拈弄筆墨. 嘗作四序詞各一闋，被于管彈以自娛.) (〈운갈신녀전〉,

8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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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夏詞

乾坤增着鬱燠, 草裡青蛙閙 하늘과 땅이 더욱 무더워져 풀 속 청개구리는 시

끄럽고,

枝頭寒蟬噪, 聲聲杜宇惱 가지 끝에 쓰르라미 울고, 두견새는 소리마다 원망

하는구나

啞啞黃鸝咾, 頻相告 꾀꼬리는 꾀꼴꾀꼴 울며 자주 서로 고하는데

春主今歸兮, 如何好 봄이여 이제 지나가니 어찌할꼬

這般景色, 添起一番撩撩 이러한 풍경은 또 한 번 내 마음을 흔드네

幸祝融君鼓一曲南薰操, 親送荷香到 다행히 축융신이 남훈가 한 곡조를 타 친

히 보내온 연꽃 향기가 도착하니

前番傷心隨風盡掃 전번의 상한 마음은 바람을 타고 모두 쓸려가네

◯3 秋詞

水面浮藍山削玉 물 위에 떠있는 푸른 산은 옥을 깎은 것 같은데

金風剪剪敲寒竹 가을바람이 쌀쌀히 불어와 한죽을 두드리네

蘆花萬里白依依 갈대꽃 만 리에 희게 무성하고

樹色霜凝紅染綠 나무에 서리 엉겨 붉은빛이 푸른빛을 물들이는구나

瑩撤蟾宮娥獨宿 영롱한 섬궁의 항아 외로이 잠들어

瑤階獨步秋懷促 옥섬돌에 홀로 걸으며 가을의 회포를 재촉하지만,

不如徑來籬下菊 울 밑의 국화에게로 달려가

花香閒坐，撫瓠彈一曲 한가로이 앉아 꽃향기를 맡으면서 조롱박 어루만지며

한 곡조 타는 것만 못하는구나

◯4 冬詞

玄冥播令滿關山 현명신이 퍼져 관산에까지 가득하니

鴻已南還，雁已南還. 큰 기러기와 작은 기러기가 남쪽으로 돌아가네

朔風凜冽雪漫漫 삭풍은 살을 에듯 춥고 눈은 가득한데

遍倚欄杆,倦倚欄杆 두루 난간에 기대고, 지쳐 난간에 의지하네

擁爐尚爾覺青顏 화로를 끼고 있지만 오히려 청춘을 깨달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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坐怎能安，臥怎能安 앉은들 어찌 편안할 수 있으며, 누운들 어찌 편안할

수 있으랴

起觀姑射落塵間 일어나 풍진 세상에 떨어진 신선을 보네

花不知寒，人不知寒 꽃은 추운 줄을 모르고, 사람도 추위를 모르는구나

위의 사시사(四時詞)에서 볼 수 있듯 계절이 변할 때마다 강선은 자연

의 사소한 변화를 알아채고 주변 풍경을 마주하면서 마음이 예민해진다. 꽃

이 피어나고 나비가 어지러이 날며, 새들이 우짖는, 생기가 넘치고 기운이

도도한 봄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는 홀로 규방에 갇혀 있다. 그래서 스스로

의 마음을 자제하지 못하여 노래를 지은 것이다. 이어서 시끄러운 청개구리,

쓰르라미, 두견새와 꾀꼬리의 울음소리는 여름이 왔음을 알려 화자로 하여

금 변화한 계절을 느끼게 한다. 여름에 매미의 소리는 짝을 찾기 위한 애달

픈 울음이고, 두견새의 울음은 촉나라에서 쫓겨나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

해 원한에 사무친 망제(望帝)의 울음을 연상케 하는데, 이때 화자는 그것을

원망하는 소리로 들린다. 이어 가을에는 달이 밝은데 화자의 눈에는 외로이

잠이 든 항아의 모습이 보인다. 푸른 산, 한들거리는 흰 갈대꽃, 살살 불어

오는 바람, 그리고 고독한 달 모두가 쓸쓸한 가을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시

속에 이토록 아름다운 경관이 적적하게 묘사되는 것은 그 풍경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에 외로움이 짙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사(冬詞)에는 기러기가

등장하는데, 기러기는 금슬이 좋은 새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규방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화자의 처지와 대조되어 그녀의 고독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삭

풍이 살을 에듯’ 춥고 눈이 가득한 겨울날, 화자는 앉아서도 누워서도 마음

이 편안하지 않다. 시 속에 묘사된 풍경이 침울한 것 역시 그것을 마주하는

시인의 속내가 우울해서 풍경이 그렇게 그려진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강선이 지은 시를 살펴볼 때, 시적 화자가 주변 경치의 사소한

변화를 예민하게 인식하고 그렇게 인식된 변화들이 화자의 정서에 직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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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 시들은 사실상 강선의 독백이라 볼 수 있다. 강

선의 사시사에는 꾀꼬리, 두견새, 기러기 등 다양한 종류의 새가 등장하는데

강선의 시 속의 새들은 계절의 소식을 물어올 뿐만 아니라, 화자 내면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솔직한 심회를 표현하는 매개체이기도 하다. 화자는 사계

절의 풍경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규방에서의 고독과 애절한 마음을 노래하

고 있다. 시 속에는 봄-여름-가을-겨울로 지속적으로 바뀌어가는 계절, 바

삐 날아다니거나 울어대는 새들과 청개구리와 매미와 나비 등, 꽃과 버들나

무와 갈대 같이 조금씩 변해가는 식물들이 묘사되는데 이는 살아있는 생물

들의 분주함을 잘 그려내고 있다. 얼핏 볼 때 이처럼 자연의 수선스러운 움

직임이 홀로 규문 안에서 늘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강선과 상반된 것처

럼 보인다. 그러나 유심히 살펴보면 자연의 소리와 풍광 모두가 그의 내면

과 잘 조응하고 있다. 강선은 겉으로는 단조롭고 아무 변화 없는 일상을 지

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의 내면은 감정의 물결이 일기 시작하고 소리를 내

기 시작한다. 이로써 그녀의 처연한 심리적 상태와 고독감이 곡진하게 전달

된다.

한번 강선이 규방에서 홀로 곡조 연주하는 것을 태공이 우연히 듣게 되

고, 태공은 그 소리가 낭랑하고 참신하지만 노랫말이 기쁘지 않고 우울하다

고 느낀다.88) 그 우울함은 내면적 공허함과 고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이에 태공은 자기의 벗인 진공 집의 화원에 누각을 지어 강선

이 그곳에 살게 한다. 환경을 바꿈으로써 딸의 기분을 전환시키려는 의도에

서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리하여 강선은 그동안 홀로 지내왔던 규방을 떠

나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하지만 그곳 역시 폐쇄된 공간이기에

강선은 그전과 다름없이 홀로 지내면서 자연을 벗으로 삼아 외로운 나날을

지속해야만 한다. 이로써 강선에게 공허하고 고독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

은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사료된다.

88)“一曰，太公偶過庭前，聞彈聲響亮，調曲清新，傾耳聽之，不以爲喜，反以爲憂.”(〈운갈신

녀전〉, 8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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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상대 남성과 결연하기 전 강선은 가장인 아버지의 말을 순순히

따르며 전형적인 규수의 생활을 하여 수동적인 면모를 보인다. 규방 안에서

그녀는 아무 변화가 없어 그저 단조롭고 메마른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렇

게 혼자서 지내며 주변을 바라보고 사유함으로써 강선은 자신의 삶을 돌이

켜보게 된다. 이에 시를 지어 속마음을 드러내는데 그녀는 시를 통해 자신

이 경험하는 고독감과 내면적 공허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강선의 시와 노

래에는 고독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절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 이는 이후에

강선으로 하여금 주체성 실현을 추구하고 삶을 개척하는 것까지 나아가게

해준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양국의 작품에 등장한 운영과 강선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첫째, 출생 측면에서의 공통점이다. 이들

여인은 모두 천계에서 죄를 지었기에 인간 세상에 적강하게 된 선녀이다.

여기서 벌을 받아 내려왔다는 설정은 언젠가 다시 올라가서 신선을 회복함

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본다. ‘선인’이라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짓기 이전의

어떠한 온전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흠이 없는 온전한 세계로 올

라가기 위해 인간으로서 그들에게 과제가 주어진 것이다. 운영과 강선은 인

간계의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89) 현실에서 결핍된 것을 채워야 온전한 상황

으로 돌아갈 수 있다. 즉 이들이 현재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이는

두 사람이 현실을 재인식하면서 고독감·속박감·공허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로부터 시작한다.

운영과 강선의 두 번째 공통점은 고독한 존재라는 것이다. 이 두 여인에

게 허여된 삶의 공간은 오직 깊숙한 궁궐과 적적한 규방뿐이다. 본인의 현

실을 자각한 후 그들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적실히 토로하는데 가장 두드러

지게 나타나는 것은 고독감이라 할 수 있다. 운영이 강선에 비해 더 다채롭

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왔으므로 그가 느끼는 고독감과 속박감의 농도가 강

89) 〈운영전〉에서 김 진사가 유영에게 자기와 운영은 죄를 지었기에 속세로 유배되어 인

간 세상의 고통을 두루 겪는 벌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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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그것보다 더 진하다는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운영은 궁녀라는 특수한

신분의 제약 때문에 궁궐 밖의 세상에 대한 그녀의 바람이 더 절실해 보이

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이 느끼는 고독감의 근원은 크게 다르지 않다. 운영

과 강선의 고독은 대체로 타인과의 관계맺음과 소통의 결여로 인해 발생한

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인데 밀폐된 궁궐에서 지내게 된 운

영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바깥세상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지게 된다. 한편

규방에 갇혀 울타리 밖의 세계와 접촉이 적은 강선은 온몸으로 공허함을 느

끼게 된다. 이때 자연스레 그녀들에게 고독이라는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가 필요하다. 운영과 강선에게 고독은 오히려 자기 자

신을 성찰하게 만들었고, 이로써 자아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일종의 자극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리하여 고독을 넘어 현재의 삶과 다른 인생에 대한 갈

망이 그녀들을 주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끌어주는 첫 걸음이라 하겠다.

2. 여주인공의 주체성 실현 과정

앞서 양국의 작품에서 두 여주인공들이 삶의 지향을 되새겨 주체성을 실

현하고, 제한된 생활을 개척하고자 하는 갈망은 현실에 대한 재인식과 고독

한 심리로부터 싹텄다고 밝혔다. 여기서는 운영과 강선의 주체성 실현 과정

을 자세히 탐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체성 실현 방식과 그 경로에

일어난 갈등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두 작품에서 여주인공의 주체성 실현은

대체로 애정을 추구하는 과정과 타인과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하여 이루

어지므로 이 두 측면을 통해 그 실현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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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애정 추구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에서 여성 주인공들의 주체성 실현 과정은

연애 상대와의 결연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들 남성과의 교류가 여성

인물들의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1절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운영과 강선은 내면적으로는 변화가 일어났

지만,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당대 관습을 수용하는 여성의 이미지로 묘사된

다. 여기서 말하는 관습은 당시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와 제도 속에서 여성

의 순종과 복종을 미덕으로 삼았던 규범을 말한다. 즉 대군의 부름을 받아

수성궁에 들어온 운영은 처음에 궁중 생활에 대해 불만을 품었지만 결국 안

평대군의 명령대로 그곳에서 시문 학습에 몰두하게 되었다. 규방에서 지내

온 강선의 경우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른 외진 공간으로 이사하게 되었는

데 그곳에서도 역시 얌전하게 지내면서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이들은 제한

된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남성 인물과의 결연 이전 이들

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생각은 머릿속에 머무를 뿐이었다. 하지만 김

진사, 도랑과 서생을 만난 뒤 여주인공들의 내면에서만 존재하던 생각들이

점차 행동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먼저 운영의 주체성 실현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이는 무엇보다 그녀

의 애정 추구 과정을 통하여 가장 뚜렷이 드러난다. 조선에서는 17세기에

들어서 예서의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조선 후기에 유교적 가부장제가

사회의 저변까지 확립되었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운영은 소싯적부터 가정교

육과 안평대군에 의해 당대의 예의범절을 습득하였기에 이것은 그녀의 사고

방식을 규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애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김 진사와 결연

한 후의 운영은 당대 사회의 요구와는 다른 면모를 지닌 여성으로 부각된다.

김 진사와의 만남 후 운영의 성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고찰해보겠다. 연

애 상대가 나타나기 전까지 운영은 궁궐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마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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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갇힌 것처럼 한이 맺힌 채 외로운 나날을 보내면서 점차 시들어가기만

한다. 그러나 김 진사와 만나 그를 연모한 이후, 그동안 통제를 받아 억눌리

던 그녀의 심회가 표출되기 시작한다. 이에 운영의 성격도 보다 확연히 드

러나 개성 있는 여성인물로 등장한다. 김 진사를 만나기 전부터 심궁에서

그녀는 자신이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 자각을 하긴 했지만, 그와의 결연 이

후에야 투철한 자의식이 더욱 부각된다. 이전에 타인과 소통의 부재로 인해

운영은 가슴에 맺힌 한의 응어리를 풀지 못해, 혼자 속으로 끙끙 앓아 복잡

다단한 내면세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얼핏 볼 때 그녀는 자신에게 주

어진 현실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인다. 운영은 동료 궁녀들과

마찬가지로 대군이 시키는 대로 궁궐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오로지

유교 경전, 당시와 악기 배우는 것에 골몰한다. 이후 대군의 명령대로 다른

궁녀들과 같이 서궁으로 이사를 갈 때, 옥녀는 그곳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참으로 독서당(讀書堂)이라 할 만하다고 좋아하지만 이에 운영은 “궁궐의 벼

슬아치도 아니요 승려도 아니건만 이 깊은 궁궐에 갇혀 있으니, 여기는 참으

로 장신궁이라 할 만하구나.”라고 대꾸한다.

여기서 운영은 서궁을 장신궁(長信宮)과 비교하면서 처음으로 동료 궁녀

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표출한다. 장신궁은 장락궁(長樂宮) 안의

깊숙한 곳에 있으며, 전한(前漢) 성제(成帝) 때의 후궁인 반첩여(班婕妤)가

태후(太后)를 모시면서 외로이 지내던 곳이다. 반첩여는 시가(詩歌)에 능하

여 성제의 은총을 입었으나 후에 조비연(趙飛燕)에게 참소를 당한 불행한

운명의 여인이다. 따라서 장신궁은 버려진 사람을 가두는 밀폐된 공간을 의

미한다. 위의 발언을 통해 운영은 자기를 비롯한 다섯 사람이 외부와의 접

촉이 차단된 곳에 갇혀 있어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못마땅해 하고 울분을

토한다. 벼슬아치도 아니고 승려도 아닌데 자신이 왜 깊숙한 궁궐에 갇혀

지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본인이 처해 있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

는 것이다. 그녀는 안평대군에 예속되어 있으며, 당시 유교적 봉건 질서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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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신의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이는 안평대군과 궁

녀들의 관계가 명령과 복종이라는 수직적 관계로 구성되는 데에서 비롯된다.

운영은 안평대군의 명령에 의해 신체적 유폐와 이데올로기적 훈육을 동

시에 받는90) 현실을 인식하여 울화가 치밀던 차, 김 진사와 만나게 된다. 김

진사는 그녀에게 삶의 또 다른 모습을 경험하게 하고 현재의 억압에서 벗어

나게 해줄 수 있는 돌파구로 기능한다. 운영은 궁녀가 아닌, 한 여자로서 남

녀 간의 애정을 경험하며 현재와 다르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먼저 교제하고 싶은 의사를 표현하는

쪽은 운영인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운영은 김 진사를 보고 마음이 어지러워져 처음으로 이성에게 연애 감정

을 느낀다.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는 곧 외부로 반영되어, 그녀는 매일 문틈

으로 진사를 엿보다가 연모의 마음이 생긴다. 결국 그 감정을 더 이상 억누

르지 못하여, 연서와 신물을 준비해서 그에게 전할 방법을 모색한다. 마침내

술잔치가 열리는 날 대군이 김 진사를 부르는데, 운영은 깊은 밤이 될 때까

지 기다려 모든 손님이 술에 취한 틈을 타 벽에 구멍을 뚫어 그 구멍으로

편지를 던진다. 이때 첫 번째 연서에는 시 한 수와 신표인 금비녀가 있었다.

시를 통해 운영은 자신이 김 진사의 용모에 반하여 밤낮으로 그를 그리워하

여 가슴에 한이 가득 쌓여있음을 토로하고, 그와 ‘월하의 인연’을 맺기를 간

절히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91)

90) 강상순, 앞의 논문, 134쪽.

91) 운영의 시는 이러하다.

布衣革帶士, 베옷 입고 가죽 띠 두른 선비

玉貌如神仙. 옥 같은 얼굴 신선과 같지

每向簾間望, 늘 주렴 사이로만 바라보나니

何無月下緣? 월하노인의 인연 어이 없는지?

洗顔淚作水, 얼굴 씻으매 눈물이 물을 이루고

彈琴恨鳴絃. 거문고 타매 한스러움 현絃을 울리네.

無限胸中怨, 가슴속 원망 끝이 없어서

擡頭獨訴天. 고개 들고 하늘에 하소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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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진사에게 편지를 건네는 행위는 운영이 외부 사람에게 궁녀의 이름을

알리기만 하면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안평대군의 명령을 무시했음을 보여준

다. 그녀는 주인의 명을 어겨 바깥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인 김 진사에게 자

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수성궁에서 일방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 오직 안평대군이고, 그는 궁녀들을 자신의 가치에 맞게끔 온순

하게 교정시키려고 하는데, 운영의 이러한 행동은 그것에 대한 첫 번째 반

항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부터 그녀의 소극적인 면모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상대 또한 자기와 같은 마음임을 알게 된 운영은 답신을 보내기 위해 자

란과 의논하여 계획을 마련한다. 먼저 자란이 남궁 궁녀들을 설득해서 매년

빨래해오던 장소를 옮긴 후, 가는 길에 운영이 무녀의 집에 들러 김 진사를

불러내어, 두 사람이 재회하기로 계획한다. 그곳에서 운영은 두 번째 연서를

전하는데, 이 편지에서 운영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과 그

동안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원한까지 피력한다. 궁녀로서 궁 밖 사람

과 만나지 못하고 담장 밖의 세계로 나오지도 못하도록 억압된 삶을 살아가

던 그녀에게 김 진사는 단순한 연인을 넘어, 운영과 바깥세상과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연결고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김 진사를 향하는

운영의 마음은 더욱 애절하며, 이는 편지의 뒷부분에서 잘 드러나 있다.

“주렴 사이로 바라보면서는 곁에서 모실 인연을 만들고 싶었고, 꿈속에서

뵈었을 때는 장차 잊지 못할 사랑을 이뤄 보고 싶었어요. (중략) 배꽃에 두

견새 우는 소리며 오동나무에 밤비 내리는 소리를 서글퍼 차마 들을 수 없

었어요. 뜰 앞에 가녀린 풀이 돋아나고 하늘가에 외로운 구름이 날리는 모

습 역시 서글퍼 차마 볼 수 없었지요. 병풍에 기대앉기도 하고 난간에 기

대서기도 하여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며 하늘에 호소해 보건만, 낭군 또한

저를 생각하고 계셨는지요? 다만 한스러운 것은 이 몸이 낭군을 만나 보기

도 전에 돌연 죽지 않을까 하는 것이어요. 그리 된다면 천지가 다한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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슴속 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요, 바다가 마르고 바위가 문드러진다 해도

품은 한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입니다.”92) (79-80쪽)

위의 인용문에서 운영은 김 진사와 부부의 인연을 잇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만약 그와 만나지 못한 채 먼저 죽게 된다면 자신

의 한스러운 몸과 원통한 마음이 영영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적는다. 또

한 운영은 김 진사에게 두 번째 신물인 옥색 금가락지를 주면서 죽음으로써

그를 받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렇게 볼 때 수성궁 안에서 외

롭고 권태로우며 무료한 나날을 보내온 운영에게 김 진사와의 애정을 성취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운영은 ‘진사의 귀에다

대고 속삭여’ 단도직입적으로 월담을 제안하기에 이른다.

“저는 서궁에 있어요. 낭군께서 밤을 틈타 서쪽 담장을 넘어 들어오시면

삼생 동안 다하지 못한 인연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93)(81-82쪽)

(중략) 저는 등불을 끄고 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 기쁨이야 짐작하시겠

지요. 밤이 지나 새벽이 가까웠습니다. 뭇 닭들이 새벽을 알리자 진사는 즉

시 일어나 떠났습니다. 이때부터 밤이면 들어와 새벽에 나가는 일이 날마

다 되풀이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정은 더욱 깊어져 이젠 우리 스스로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94) (86쪽)

운영은 진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면 자기와 만나서 운우지정을 나

92) “以簾間之望, 擬作奉箒之緣; 以夢中之見, 將續不忘之恩.(...) 梨花杜鵑之啼, 梧桐夜雨之聲,

慘不忍聞; 庭前細草之生, 天際孤雲之飛, 慘不忍見. 或倚屛而坐, 或憑欄而立, 搥胸頓足, 獨訴

蒼天, 不識郎君亦念妾否? 只恨此身未見郎君之前, 先自溘然, 則地老天荒, 此情不泯, 海枯石

爛, 此恨難消.”(364쪽).

93) “妾在西宮, 郎君乘暮夜, 踰西墻而入, 則三生未盡之緣, 庶可續此而成矣.”(365쪽).

94) “(...) 妾滅燈同枕, 喜可知矣. 夜旣向晨, 群鷄報曉, 進士旣起而去. 自是以後, 昏入曉出, 無夕

不然, 情深意密, 自不能知止.”(3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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눌 수 있을지를 세세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 제안은 무녀의 집에서 즉흥적

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운영에 의해 의도된 것에 가깝다. 일반 청춘남녀

가 사적으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예교에 어긋나는 일인데, 하물며 궁

녀라는 특수 신분을 가진 여자가 비밀리에 외간 남자를 심궁까지 들이는 것

은 어떠하겠는가. 이는 당시 통념화된 내외 윤리에 대한 반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궁궐의 담장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표상으로서 현실체라

는 점에서 상징적이다.95) 게다가 전에 안평대군이 “궁녀가 한 번이라도 궁

문을 나서면 그 죄는 죽음에 해당한다. 외부인이 궁녀의 이름을 알게 되면

그 죄 또한 죽음에 해당한다.”(38쪽)96)라고 했는데, 이러한 발언을 염두에

둔다면 두 사람은 목숨을 걸고 위험하고 무모한 행동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마침내 서궁에서 운영과 진사는 애정을 나누게 되며, 운영이 그 ‘기쁨은 이

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표현한다. 이어 두 사람의 만남은 비밀리에 지속적

으로 이루어진다. 정절관념은 조선시대에 와서 가장 중요한 여자의 덕목97)

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은 김 진사와 사랑을 나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한 훼절이지만, 궁중 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신체적·정신적으

로 괴로워했던 운영은 진사와 결연 이후 살아갈 목적이 생겨 활력을 되찾게

된다.

또한 두 사람이 교제하는 동안 운영은 안평대군의 의심을 두 번이나 사

게 되는 위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이때 그녀의 대응 방식을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우선 안평대군은 운영이 지은 부연시에서 임을 그리워하는 그녀

의 뜻을 읽어내어 의심을 하지만, 그녀의 재주를 아끼는 마음에 심문하지는

않는다. 이에 운영은 즉시 엎드려 울면서 “시를 짓는 중에 우연히 나온 말

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지금 주군께 의심을 받으니 첩은 만 번

95) 정환국, 「16세기 말 17세기 초 사상사의 흐름 속에서 본 <雲英傳>」, 『한국고전여성문

학연구』 7, 2007, 286쪽.

96) “侍女一出宮門, 則其罪當死; 外人知宮人之名, 則其罪亦死.”(339쪽).

97) 서보경, 「동아시아 열녀 담론 재고」, 『우리문학연구』 51, 2016,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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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유감이 없나이다.”(43쪽)라고 한다. 여기서 운영은 시를 짓다가 우연

히 그렇게 되었을 뿐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군의 의심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다. 한번 서궁에 찾아온 안평대군은 꽃

이 핀 것을 보고 궁녀들에게 시를 지으라고 하는데, 유난히 운영의 시에 연

모의 정이 드러나 있음을 눈치챈 대군은 운영이 생각하는 사람이 김생이냐

고 직접적으로 묻는다. 그러자 그녀는 울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군께 처음 의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싶었으나 제 나이

아직 스물이 못 되었고 부모님을 다시 보지 못한 채 죽는 것이 너무도 원

통하여 구차히 목숨을 부지하고 고통을 참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하오

니 지금 또 의심을 받고 보니 한 번 죽는 것을 어찌 애석히 여기겠습니까?

천지 귀신이 삼엄하게 늘어서 있고 시녀 다섯 사람이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건만 더러운 이름이 유독 제게만 돌아오니 첩은 이제 여기서 죽어 마땅

합니다.”98) (93쪽)

말을 끝내자 운영은 바로 비단 수건으로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 시도를

한다. 여기서 운영은 자신의 연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안평대군 앞에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하여 당당하게 거짓말을 한다. 이때 끝까지 변명하는

운영의 모습에서 그녀의 내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영

이 자신의 연애사에 대한 진실을 이미 알고 있는 모든 동료 궁녀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운영은 청춘남녀의

자유로운 결연이 인간의 본성을 따르는 것일 뿐, 죄가 아니라고 여긴다. 그

리고 같은 여자이자 궁녀로서, 동료 궁녀들도 자신의 심정을 이해하고 똑같

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와 그들 사이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녀는 궁

98) “主君一番見疑, 卽欲自盡, 而年未二旬, 且以更不見父母而死, 心甚寃痛, 偸生苟活, 忍而至

此, 又今見疑, 一死何惜? 天地鬼神, 昭布森列, 侍女五人, 頃刻不離, 淫穢之名, 獨歸於妾, 妾

今得死所矣.”(372-373쪽).



- 53 -

인들 앞에서 그러한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운영은 안평대군의 의심이 자기에게

추명(醜名)을 씌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운영이 전통적인 도덕률을 어겨

서 외부 남자와 사통하는 것이 잘못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또한 허위적 발

언을 하는 것 자체가 역으로 운영이 스스로의 연애사가 당시 도덕 기준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운영이 당대 유교윤

리의 권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평대군의 의심에 대한 그녀의 대처 방

법은 겉으로는 절대 권력자의 명령을 따라 행동하거나, 혹은 지배이념을 순

응적으로 수용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운영은 두 번의 거짓말로

주군을 속일 뿐 아니라, 김 진사의 도주계획에 동의하여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 모든 재물을 궁 밖으로 운반하기까지 한다. 여기서 주인인 안평대군에

대한 충절과 김 진사와의 사랑 중, 그녀는 과감히 애정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 조선왕조의 지배층은 종법적 국가-가족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가부장의 통제를 벗어난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최대한 억제하고자 하

였다.99) 거기다가 운영은 궁녀이므로 그녀에게 가해지는 제약은 더욱 심하

다. 궁녀들은 폐쇄적인 궁중에서 일평생 지내야 하는 제약에 얽매인 애처로

운 인간상이고, 그들은 궁에 들어가는 순간 궁을 소유한 사람의 여자가 된

다.100) 따라서 운영을 포함한 궁녀들은 안평대군에게 충절을 지킬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는 바로 운영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김 진사와의 관계를 맺으면서 그녀는 끊임없이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쪽으로

만 향하게 된다. 그 이유는 이러한 상황에서 김 진사가 늘 자유를 갈구해온

운영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유일한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김 진사

와의 사랑은 운영으로 하여금 관습의 경계를 넘어서게 하고, 이를 통해 나

99) 강상순, 앞의 논문, 133쪽.

100) 김용숙, 『이조궁중풍속의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1974, 39-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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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의 자율성을 획득하게 해주는 힘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현실과 그녀가

추구하는 이상이 충돌하게 된다. 안평대군이 운영이 살고 있는 현실의 화신

이라면, 김 진사는 그녀가 지향하는 이상의 상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현실

은 그녀에게 의식주가 완전히 보장된 수성궁에서 주인의 명을 따르며, 당시

여성 특히 궁녀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 즉 정해진 테두리 안

에서 맞춰가면서 무리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 진사와 만난 후

그녀의 내면은 잃어버린 자율성을 그리워하며 자꾸만 이상을 좇아가게 되

어, 그 테두리 안에서 탈출하고 싶어한다. 제1절에서 서술했듯 그 동기는 운

영의 고독하고 공허한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운영은 결국 애정 욕망

을 억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구함으로써 기존의 삶을 개선하기로 마음

먹는다. 이후 그녀의 행동과 자세가 더욱 능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운영 스스로 자신의 애정 행각이 당시 윤리의식이나 관습 하에서 용납되

기 어려운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외간 남성을

연모하여 먼저 다가가서 연서를 보내고, 안평대군을 속이면서 그 남자와 궁

밖에서 밀회를 한 뒤 그를 궁궐에 불러들여 애정을 나누기도 한다. 더 나아

가 두 사람은 도망칠 계획을 세우면서 수성궁에서 완전히 벗어날 준비까지

한다. 이렇듯 연애 감정이 고양될수록 그녀의 행동이 점차 과격해짐을 엿볼

수 있다. 수성궁이라는 공간은 통제를 명령하는 안평대군의 권위, 또는 가부

장제 사회가 규정한 제도의 힘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법도에

맞지 않게 외간 남자와 교제하여 남녀의 사랑을 나누는 운영의 행각은 가부

장제 질서의 굴레 안에서 정면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몸부림처럼 읽힌다. 즉

그녀는 훼절을 하면서까지 위험하고 발칙한 사랑을 추구하여 자기의 신체와

정신을 통제하려는 당시 예법에 대한 반발심을 표현하고 있다. 안평대군과

의 관계에 있어 운영은 선택을 받는 자이자 조종을 당하는 대상이다. 그러

나 김 진사와의 관계에서 그녀는 선택하는 자이며 자신의 욕망을 숨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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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출하는 여성으로 형상화된다. 이로써 운영은 더 이상 타자가 아닌 하나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운영의 주도

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돋보인다.

이상 〈운영전〉에서 애정 추구를 통해 주체성을 실현하려는 여성인물

운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운갈신녀전〉에서 강선의 주체성 실현 과정

을 검토해보겠다. 이 작품에서 강선의 상대 남성으로는 도랑과 서생이 나오

는데, 그녀와 도랑의 혼인은 소설의 전반부에서 묘사되고, 서생과의 결연 및

혼인 서사는 소설 후반부에서 전개된다. 강선은 운영과 마찬가지로 먼저 애

정을 추구하는 것으로 주체성을 실현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두 번째 혼인에

서 단적으로 나타나 있다. 첫 번째 혼인에서는 상대 남성과의 혼인 과정을

비롯한 강선의 삶 전체가 관습 안에서 진행되는데, 이와 비교하여 두 번째

혼인에서 그녀의 주체성 실현 과정이 더욱 잘 드러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선 첫 혼인에서 강선의 삶부터 탐구할 필요가 있다.

규방에서 나가 강선에게 닥쳐오는 현실이 바로 도랑과의 혼인이다. 강선

은 이웃집 아들 도랑과 인연을 맺는데 작품에서 그들의 결연 과정과 혼인은

비교적 소략하게 서술된다. 도랑은 범상치 않은 강선의 자질과 법도를 잘

지키는 그녀의 행실을 보고 먼저 청혼을 한다. 강선의 아버지 여태공이 흔

쾌히 허락한 후 두 사람이 혼례를 치르게 된다. 시집에 온 강선은 ‘시부모를

효심으로써 섬기고 남편을 대함에 유순하게 하니 자못 관저(關雎)101)의 풍모

가 있다. 다음 해에 아들을 낳을 길한 꿈을 꾸고, 후년에는 다시 딸을 낳는

경사를 맞는데’102), 그녀는 21살이 된 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게 된다.

당시 대월의 가부장적 사회에 있어 부녀자들이 삼종지도(三從之道), 출가

외인(出嫁外人), 여필종부(女必從夫), 일부종사(一夫從事) 등의 규범을 따라

101) 관저(關雎): 관저는 《시경》 주남(周南)의 맨 처음에 나오는 편명으로, 문왕의 후비(后

妃)의 덕을 노래한 시다. 여기서 강선은 문왕의 후비처럼 덕행을 갖추는 여자임을 뜻한다.

102)“女歸于夫家，事公姑以孝，處良人以順，頗有關睢之風。明年，遽得熊羆吉夢，後年復有門

楣佳慶.” (<운갈신녀전>, 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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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하는데103) <운갈신녀전>에서 강선의 첫 번째 혼인을 기술하는 대목이 길

지는 않지만 예의범절을 잘 체현하고 당시 관습에 충실한 그녀의 모습이 충분

히 묘사된다. 이 혼인은 당사자인 강선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그녀의 아버

지, 의붓아버지와 도랑, 즉 남성들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강선은 최선

을 다해 시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남편을 잘 섬기며 대를 이을 아들까지 낳는

다. 그는 옛날 문왕의 후비 못지않게 덕행을 갖추는 여성으로 그려진다. 이

렇듯 강선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성에게 부여한 역할들을 완수해낸다. 이

대목에서 강선은 당시 전통사회의 이념에 의해 규정되고 표준화된 하나의 여

성으로 등장할 따름이다.

이때 강선에게 허여된 활동 영역은 ‘시집’이라는 공간일 뿐이고, 혼인 이

후 그는 누군가의 며느리, 아내, 그리고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된다. 다시 말해 당시 강선에게 주어진 삶의 공간이 전과 같이 극

도로 제한적이며, 그녀의 개인적인 생각이 언급되지도 않고 중요하게 여겨지

지도 않는다. 규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느끼던 고독과 공허감이 채워지기도

전에 그녀에게 ‘혼인’이라는 인습을 씌우고 강선에게 부덕을 성실히 실천하

는 것만을 요구한다. 당시 사회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강선은 온

삶을 바치게 된다. 결국 도랑과 혼인한 후 강선은 더 이상 홀로 지낼 필요

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고독하고 공허한 내면에 대한 문제가 여전

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효부와 양처라는 표준화된 여성 이미지 뒤에 그

녀의 모든 개인적인 감정과 사유가 가려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의 후반부에서 강선은 앞서 묘사된 여인상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혼인에 관한 서사는 아주 간략한 데 비해 여기서 상대

남성과의 결연 과정, 즉 그녀의 애정 추구하는 과정이 보다 구체적으로 서

술된다. 두 번째 혼인에서 선녀의 상대는 젊은 선비로 환생한 그녀의 전 남

편이다. 서생은 나이가 겨우 스무 살이고 뛰어난 용모와 재주를 가지고 있

103) 판 께 빙(Phan Kế Bính), 『Việt Nam phong tục』(베트남 풍속), 하노이, 냐남출판

(Nhã Nam), 2014, 48-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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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늘 학업에 열중한다. 그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형제 없이 홀로 지내

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였다. 복숭아 숲에 놀러간

강선은 고서와 경륜을 안고 있는 서생을 만나게 되는데 그 장면은 다음과

같다.

선녀가 속으로 기뻐하며, 멀리서 서생에게 말하였다.

“첩은 꽃을 구경하려고 산책을 나왔다가 너무 멀리 와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

대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대의 집에서 하룻밤 의탁하고 싶습니다. 원컨대 노

남자처럼 도리에 치우쳐 행실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마시고 오직 성인처럼 자

신을 믿는 자세를 본받는다면 첩은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서생은 그녀를 춘정을 느끼는 유녀로 의심하며 듣지 못한 체하고 달아

나듯 가버렸다.104)

위 인용문에서 강선은 서생을 만나 길을 잃었다 하며 그의 집에 하룻밤

머무르기를 청한다. 본인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가 반한 남자

에게 길을 잘못 들었다고 거짓말까지 하여 먼저 접근하는 것이다. 두 사람

은 초면인데도, 여자가 아무 거리낌 없이 남자에게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직

접적으로 이야기한다. 나아가 선녀는 선비를 설득하기 위해 고서에 등장한

노남자(魯男子)와 유하혜(柳下惠)105)의 이야기를 끌어들이기도 한다. 그는

104) “仙主暗喜，遙謂生曰：妾因踏青看花， 遠來迷路、 君家何處？ 借宿一宵， 願勿執魯男子

之所偏，惟效和聖人之自信，則妾不勝頂戴也。這少年疑是懐春遊女，佯爲不聞，趨而去

之.”(<운갈신녀전>, 851쪽).

105) 노남자 이야기는 《공자가어》 권2 〈호생(好生)〉에 나온다. 노나라에 홀로 사는 사람

이 있었는데, 이웃 과부도 홀로 살고 있었다. 밤에 폭풍우로 과부의 집이 무너져, 과부가

이 남자의 집에 와서 의탁을 하고자 하니, 남자가 들여보내 주지 않았다. 과부가 말하기

를 “그대는 왜 유하혜(柳下惠)가 했던 것처럼 아니하는가? 유하혜는 미처 성문에 들어가

지 못한 여자를 품어 주었는데도 사람들이 문란하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니, 남자가

말하기를 “유하혜는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나는 할 수가 없다. 나는 나의 불가함으로써

유하혜의 가함을 배우고자 한다.” 하였다. 유하혜는 한겨울 밤에 곽문(郭門)에서 잘 때에

함께 묵던 여자가 추위에 얼어 죽을까 봐 품에 안고 옷으로 덮어 주었는데 아침이 될 때

까지 문란한 일이 없었다고 한다. 즉 노남자는 행실이 아주 깨끗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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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에게 노나라 남자처럼 너무 지나치게 행실에 집착하지 말고 도리를 잘

지킬 자신이 있다면 유하혜(柳下惠)같이 행동하여 자기를 집에 들이라고 권

한다. 이때 선비는 그녀가 춘정을 느끼는 유녀(遊女)라고 생각해서 그냥 가

버린다. 행실이 지극히 바른 한 유생의 이러한 반응은, 당시의 이념으로 비

추어볼 때 여자로서 강선의 행각이 얼마나 부적절한지를 잘 보여준다. 강선

은 남자를 유혹하려는 여자로 생각되어 단번에 거절당한 것이다. 그러자 선

녀는 생이 다니는 길에 일폭화전(一幅花箋)에 시를 한 편 써서 일부러 복숭

아나무에 남기고 떠난다. 시의 내용은 사랑하는 님을 향하는 애절한 마음과

그를 위해 긴 시간 동안 곧은 절개를 지켜왔음을 실토하는 것이다.106) 이렇

듯 강선은 거절을 당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도를 모색하여 서생의

관심을 끌어 자신의 마음을 알리려 노력한다.

한편 시를 보게 된 서생은 시문에 능통한 여인이 있다는 것에 놀라워하

며 이안(易安)107)과 숙진(淑眞)108)이 되살아나도 우열을 가리지 못하리라 감

탄한다. 생은 선녀의 뛰어난 시재에 반하여 그녀를 연모하게 되고 화답시를

지어 자신의 마음을 전한다. 서생은 그녀가 귀한 집안의 여식이라 생각하면

서, 자기의 천한 처지 때문에 감히 통매(通媒)하지 못함을 슬퍼하는 심정을

106) 강선이 지은 시는 이렇다.

艷質天然不假栽， 천연의 본질이 심지 않아도 고우니

芬心貞守幾年來， 수년간 향기로운 마음으로 절개를 지키네.

豈容塵俗等閒見， 어찌 지저분한 속세의 무리가 보는 것을 용납하겠는가?

直待春君次第開. 다만 봄 오기 다려 차례로 피어날 뿐이니

素女相知長我照， 소녀(素女)가 나를 알아줘 길이 비추어

風姨傳信為誰媒？ 바람이 소식을 보내 누구를 위하여 중매 서는 것인가?

早知流水無情戀， 일찍이 흐르는 물이 그리워하는 마음 없음을 알았다면

莫遣飛紅逐客杯. 붉은 꽃 날려 보내 나그네 술잔을 쫓지 않았을걸

107) 이안(易安, 1081-1141 추정): 이안거사(易安居士)를 가리킨다. 이청조(李淸照)의 호이고

금석문 연구가 조명성(趙明誠)의 아내다. 송대에 크게 유행했던 서정적인 운문으로서 음

률에 맞추어 노래로 불리는 사(詞)를 주로 지었다.

108) 숙진(淑眞): 송나라 여류 문인인 주숙진(朱淑眞)이다. 유서 거사(幽棲居士)라 자칭한다.

영리하여 글을 잘 읽었는데, 시정(市井)의 민가(民家)에 시집가 억울하게 뜻을 얻지 못하

여, 근심하고 원망한 시(詩)가 많았다. 저서 《단장집(斷腸集)》·《단장사(斷腸詞)》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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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표현한다.109) 생은 숲 속으로 들어가 선녀를 찾고 싶으나 실수할까봐

걱정만하다가 망설임 끝에 잠깐 사방을 돌아보고 집에 돌아가는데, 며칠 연

이어 섭섭해 하고 서운해 하며 선녀 생각만 한다. 결국 그는 선녀에 대한

연모의 마음을 가누지 못하고 자신의 회포를 다시 시에 담는다. 그는 자신

이 그녀의 마음을 알아챘는데도 중매쟁이가 없어서 인연을 놓쳤다 생각하고

한스러워 하며 시름에 잠긴다.110) 이렇게 선녀는 처음에 각박한 거절을 당

하지만 시 한 편으로 남자를 상사병에 들게 할뿐더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를 다시 찾으러 나서게까지 만든다.

마침내 두 사람은 재회하게 된다. 이때 선비는 자신이 복이 없고 가난한

데다가 재주가 없고 엉성해서 차마 그녀를 경모하고 의부할 수 없다고 하

자, 선녀는 그를 설득한다.

“첩의 마을은 관가의 옆에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셔서 집안이 매

우 쓸쓸했습니다. 혼인날을 기다리는 것을 본받고자 했으나 다로(多露)111)의

109) 이때 서생이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昨見瑤池殿外栽， 전에 요지전 밖에 심어진 것 보았는데

如何仙種落塵來？ 어찌 신선의 씨앗이 떨어져 속세에 왔겠는가?

滿前凡草閒無語， 궁전 앞 범상한 풀 가득한데 조용히 말이 없고

獨傍幽蘭空自開. 그윽한 난초 곁에 외로이 서서 쓸쓸히 꽃 피웠네

絃管風光應取笑， 관현의 품격이 웃음거리 될까

朱門狂浪敢通媒； 감히 분수 넘어 주문(朱門)에 통매하겠는가.

相逢林下增惆悵， 숲 속에서 마주치니 슬픔 더하여

欲醉羅浮一酒杯. 나무의 술 한 잔 마시고 취하고 싶구나.

110) 서생의 심정은 아래의 시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萬種相思鎭日栽， 만 가지의 상사를 온종일 심는데

  尋芳忍負此番來;     이번에 꽃을 찾으러 오니 어찌 저버릴 수 있는가

數行錦字人如在， 몇 줄의 비단에 쓰인 글 보니 마치 그대가 있는 듯하고

一陣春風花正開。     한바탕 봄바람에 꽃들이 활짝 피네

垂顧重蒙君有意， 그대가 마음이 있음을 깨달았고

牽期錯恨我無媒; 때를 놓치게 된 한은 내가 중매쟁이가 없기 때문이네

吁嗟奇遇成烏有， 아! 기이한 만남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렸으니

愁海茫茫輙渡杯 망망한 시름 바다를 오로지 술잔으로 건너네

111) 다로(多露): 《시경(詩經)》 〈소남(召南) 행로(行露)〉에 “이슬이 흠뻑 내린 길을, 아침

저녁으로 다니고자 하지 않으랴만, 이슬이 많아 옷이 젖는다고 말을 하노라(厭浥行露 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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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을 당할까 깊이 염려하여, 지난 날 번화한 곳에서 자취를 없애고 숲 속으

로 옮겨와 살았습니다. 당신을 보니 풍채가 좋은 어진 선비이며, 소탈한 참된

선비이기에, 혼기를 놓칠까 두려운 생각이 일어나서 스스로 복숭아를 던지는

부끄러움을 무릅썼습니다. 만약 당신께서 성적(聲跡)을 꺼리지 않고 혼약을 맺

는 것을 허락해주신다면, 어찌 삼생 향화(香火)의 인연임을 알지 못하겠습니

까?112)

인용문에서 처음에 선녀는 자기가 선녀라는 사실을 감춘 채 남자가 받아

들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지어낸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으니 세상에

홀로 남겨진 자기도 선비와 같은 처지임을 슬며시 알려주며, 풍채가 좋고

어질며 참된 유생을 보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에게 먼저 다가갔음을 밝

힌다.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후 선녀는 부부의 인연을 맺자는 제안을 한다.

여자가 자기가 연모하는 남자에게 먼저 청혼을 하는 것이다. 애정을 성취하

는 과정에서 남자 인물이 소극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반면, 여성 주인공은

남자보다 늘 한발 앞서고 적극적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혼인 제안을 받

은 서생은 중매자를 구해오겠다고 말하고, 이에 선녀는 다음과 같이 답한다.

“장부가 일을 행함에 있어 반드시 이처럼 고집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 탁문

군(卓文君)이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진가를 알아보았으나 이에 대해 이야기하

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권도를 행함을 부러워했습니다. 홍불기(紅拂妓)113)는

不夙夜 謂行多露)”라고 하였는데, 이는 여성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 돌아다니면 몹쓸

일을 당하게 된다며 스스로를 경계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강선은 혼인할 생각이 있었으나

몹쓸 남자를 만나서 기만을 당할까봐 걱정하는 것을 말한다.

112) “妾縣傍之官家也. 怙恃雙亡，門庭冷落. 欲效十年之待字, 深慮多露之見欺, 昨者泯迹繁花,

移居林內. 見君翩翩吉士, 洒洒眞儒，故動起摽梅之思，自冒投桃之恥. 倘君子不嫌聲跡，許

結絲蘿，安知不是三生香火姻緣也?” (<운갈신녀전>, 853쪽).

113) 홍불기(紅拂妓): 수나라 말의 권상(權相)인 양소(楊素)의 시기(侍妓) 장출진(張出塵)을

가리킨다. 그녀는 붉은 먼지떨이(紅拂)를 들고 서 있다가, 계책을 설하러 양소를 찾아온

이정(李靖)을 보고 첫눈에 반했다. 그의 선비다움과 기개를 보고서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안 출진은 양소의 집을 몰래 나와 그가 묵고 있는 여관으로 직접 찾아가 그에게 몸을 허

락하고 함께 도망쳤다. <규염객전>(虯髥客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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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있는 자를 사랑하였으나, 후세 사람들은 그가 예를 뛰어넘었다고 흉보지

않았습니다. 첩과 그대는 위로는 고할 부모가 안 계시고 아래로는 의지할 친

척도 없습니다. 지기(知己)가 서로 만나서 말 한마디가 예가 되는데 어째서 중

매를 구하겠습니까?”114)

위 인용문에서 선녀의 능동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옛날에

과부 된 탁문군(卓文君)이 사마상여(司馬相如)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반해서

한밤중 도주한 후 그의 아내가 되었던 이야기와 장출진(張出塵)이 이정(李

靖)의 선비다움과 기개에 반해 몰래 나와 함께 도망친 일을 예로 들면서,

후세 사람이 그들을 흉보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탁문군과 장출진은 한번 본

남자의 매력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와 함께 도주한다. 여기서 사회

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랑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했던 여인들에 대해 말

하는 선녀의 마음가짐이 엿보인다. 이는 선녀 스스로가 두 여인의 행각을

예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보지 않을뿐더러, 상대방과의 사랑을 위해서라면

자신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당시 사회에서 남녀가

혼인하려면 거쳐야 할 혼인 의례 가운데 하나가 중매자를 보내는 것이다.

하지만 선녀는 이것을 필요 없는 절차로 판단한다. 그녀가 고서에 등장한

두 여인의 일을 예로 드는 것은 혼인에 있어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제일 중요

하므로 불필요한 절차를 무시해도 된다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함이

다. 마침내 서생은 설득을 당하여 두 사람은 집에 돌아가 달빛 아래 약속을

맹세하고 하늘에 절을 하며 부부의 연을 맺는다. 이렇듯 강선의 두 번째 혼

인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혼인에서 강선은 구애 과정을 통해 주체성을 실현하는 동시에 기존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렇듯 강선에게 도랑은 그녀가 살아야

114) “丈夫行事，何必若是其執也？夫文君識貨，而談者皆羨其行權；紅拂愛才，而後世不疵其越

禮。妾之與君，上無父母之可告，下無親戚之可依，知己相逢，一言爲禮，奚求蹇修爲

哉？”(<운갈신녀전>, 8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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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현실을 대변해주는 인물이라면 이후에 만난 서생은 그녀가 추구하는 이

상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첫 혼인에 비해 서생과 결연할 때 강선의 주도적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상

대 남성에게 자신의 존재를 먼저 드러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여성인물

의 발화량의 증가이다. 첫 혼인에서 도랑은 담장을 넘어 강선의 존재를 먼

저 알아보고 그녀의 올바른 행실에 반해 아내로 삼고 싶어한다. 하지만 두

번째 혼인에서 강선은 운영처럼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남성에게 먼저 접근하

여 제 존재를 알린다. 고백과 혼인 제안마저 강선의 몫이다. 이로써 첫 혼인

과 달리 상대 남성과의 관계에서 강선 또한 선택받는 자에서부터 선택하는

자로 탈바꿈하여 스스로를 정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때 여주인공의 발화가 많이 늘어나는 점도 주목할 만하

다. 첫 혼인에서는 도랑이 그녀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는 순간부터 강선이

생을 마칠 때까지의 서사에는 그녀의 발언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

다. 이는 인생에 대한 강선의 결정권이 그녀 본인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이

다. 아버지와 도랑 등과 같은 주변 남성에 의해 그녀의 삶이 규정되는데 여

기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의 결정을 순순히 따르는 강선의 수동적인

면모와 미미한 존재감을 보여줄 뿐이다. 이는 두 번째 혼인에서 서생과 결

연할 때 자신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그녀의 모습과 사뭇 다르다.

상대 남성에게 접근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시재로 그를 유혹하고, 자신의 말

을 따르도록 설득하여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에는 능동적으로 나서는 강선의

모습이 확인된다.

이상으로 구애하는 과정에 있어 운영과 두 번째 혼인에서의 선녀를 다루

어보았다. 운영과 선녀는 결혼관 및 연애관에서 당시의 전통적 가치관에 반

하는 주도적이고 주체적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들 여성은

모두 당시 도덕적 규범을 넘어서서 자신의 의지와 이상에 따라 배우자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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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을 선택한다. 작품 속에 두 여성은 현실에서의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삶

에 대해 거부하여, 먼저 상대남자에게 다가가서 만남을 주도한 다음 자신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결국 바라는 대로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

구애하는 과정에 있어 운영과 선녀 모두 상대 남성에 비해 강한 적극성과

높은 주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담한 구애 행위는 단순히

남편 혹은 연인을 찾는 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를 통해 스스로 본인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여기서 두 여인은 관습과 대결하여 전통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면모를 보

이지만 그 일탈의 정도가 조금 다르다. 강선과 서생의 경우 부모의 부재라

는 조건 하에 인습을 깨는 혼인을 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 가족의 반대 등

과 같은 그들의 결연에 장애물이 될 만한 요인이 제거된 상태에서 애정을

성취하는 것이다. 이때 이들이 대결하는 관습은 가족과 같이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일반적인 통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운영은 자신의 애정 추구를 방해하는 요소를 정면으로 극

복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유교사상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체제의 질서

를 철저히 지킨 당시 조선사회와 그 질서를 보다 더 강화시키려는 수성궁과

그곳의 주인 안평대군이다. 운영이 강선과 달리 궁녀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

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그녀와 대립하는 대상이 아주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로써 두 여인이 모두 사회적 규범을 어겨 주체적으로 애정을

추구하여 자신의 주체성을 확립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 운영이 강선

보다 더 강력한 일탈 행위를 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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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외부 및 타인과 관계 맺기

앞서 볼 수 있듯 애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운영과 강선은 자발적 행위,

자기결정 등을 통해 주체성을 획득하고자 한다. 하지만 구애 행위 외에도

두 여주인공은 타인, 외부 세계와 관계를 회복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맺음으

로써 주체성을 실현하고 삶을 개척해나가려고 한다.

먼저 〈운영전〉에서 그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제1절에서 언급했듯 적

막한 수성궁에서 운영은 고독감과 내면적 공허함이라는 현실에 직면한다.

입궁하기 이전 고향에서 운영은 규방에 있을 때 가족들의 사랑을 받아 그들

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고, 밖으로 나갈 때는 바깥세상의 풍경과 사람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생활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궁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 들어온 이후 그녀가 유지해온 모든 관계가 단절된다. 게다가

그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운영 스스로가 일부러 주변 사람들을 멀리하기도

한다. 김 진사를 연모하게 되었지만 그와 만날 방도가 없자 운영은 혼자서

끙끙거리며 고민한다. 다른 동료 궁녀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자신의 깊숙한 이야기를 꺼내려 하지 않는 그녀는 오롯이 혼자인 것이다.

못마땅하고 억압적인 현실에 대하여 혼자 불만족하고, 혼자 반항하고 있다.

자란이 운영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주고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나서야 운영은 속엣것을 다 토해내기로 한다. ‘자란 또한 원망을 품고 사는

여인’이라서 운영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머금으며, 시는 진정한 마음에

서 우러나오는 것이라 속일 수 없다고 말한다. 이렇듯 자란이 동료의 말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제

1절에서 〈운영전〉에서 여주인공의 고독의 근원이 소통의 결핍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서 운영은 자란으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궁녀들과 대화를

하여 감정적인 교감을 나눔으로써 자기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인 고

독감과 내면적 공허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들 궁녀의 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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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형성 과정은 자란이 운영을 소외된 상황에서 꺼내려고 할 때부터 시작되

는데 이때 그녀의 발언이 주목할 만하다.

(1) “여자로 태어나, 시집가서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거야. 네가 사모하는 이는 어떤 사람이니? 네 모습이 날로 예전만 못해지는

게 보기 안쓰러워 진심으로 묻는 것이니 숨기지 마.”115) (48-49쪽)

(2) 이미 속세로 내려왔으니 산속의 외딴 집이든 들녘 마을이든 농사짓는 집

이든 생선 파는 가게든 어느 곳이라도 좋겠건만, 하필 깊은 궁궐에 갇혀 새

장 속의 새처럼 꾀꼬리 우는 소리에 탄식하고 푸른 버들을 마주하여 한숨을

내쉬는 것이 우리네 신세로구나. (중략) 우리 열 사람은 유독 무슨 죄를 지었

기에 오래도록 적막한 궁궐 깊숙한 곳에 갇혀 지내며, 꽃 피는 봄이건 달뜨

는 가을이건 외로이 등불을 짝하여 혼을 사그라뜨리고 청춘을 헛되이 보내다

가 죽어서까지 공연히 한을 남겨야 하는 걸까? 타고난 운명이 기박하다 해도

어찌 이리 심한 지경에 이를 수 있을까. 인생은 한번 늙으면 다시 젊어질 수

없으니, 너도 다시 생각해 보렴. 이제 맑은 시내에서 목욕하여 몸을 깨끗이

한 다음 태을사에 들어가 머리를 조아려 백 번 절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여

신령의 도움으로 내세에서는 이런 괴로움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지 내게 무슨

다른 뜻이 있겠니?116) (67-68쪽)

인용문 (1)은 자란이 운영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도록 유도하

는 대목이다. 자란의 발화를 통해 운영이 그녀 역시 같은 처지에서 자신과

함께 부당함과 고통을 받는 친구라는 것을 깨닫고 쉽게 마음을 열게 된다.

115) “女子生而願爲有家父母之心, 人皆有之. 汝之所思, 未知何許情人, 吾悶汝之形容, 日漸減舊,

以情悃問之, 幸須毋隱.”(345-346쪽).

116) “謫下人間, 旣在塵寰, 則山家野村, 農墅漁店, 何處不可, 而牢鎖深宮, 有若籠中之鳥, 聞黃

鸝而歎息, 對綠楊而歔欷. (...)吾等十人, 獨有何罪, 而寂寞深宮, 長鎖一身, 春花秋月, 伴燈消

魂, 虛抛靑春之年, 空遺黃壤之恨? 賦命之薄, 何其至此之甚耶! 人生一老, 不可復少, 子更思

之, 寧不悲哉! 今可沐浴於淸川, 以潔其身, 入于太乙祠, 扣頭百拜, 合手祈祝, 冀資冥佑, 欲免

來世之如此苦也, 豈有他意哉?”(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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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운영은 자란에게 그동안 자신이 겪은 괴로움을 토로한다. 이후 서궁

사람들이 모두 그녀의 일을 알게 되자 운영은 남궁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고 당부한다. (2)는 빨래하는 장소를 옮기기 위해 자란이 남궁 사람을 설득

하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그녀는 운영을 도와 김 진사와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최종 목적을 감추긴 하였지만, 그녀의 진술 속엔 궁녀로서의 삶의

현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참된 인식이 담겨 있다. 그는 또한 운영과 마찬

가지로 원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다. 하지만 이때 남궁 사람 중 오

직 소옥만이 자란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부용, 보련과 금련은 안평대군의 위

엄을 두려워해서 참여하지 않겠다고 거절한다. 마침내 비경이 그리워하는

님을 만나지 못해 죽어가고 있는 운영의 일을 이야기하자 모두 마음을 바꾸

어 동참하기로 한다. 앞서 자란이 말한 궁녀로서의 원한이 가득한 삶과 그

현실을 넘어서려는 운영에 대한 이야기가 더해져 다른 궁녀들에게 보다 큰

호소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운영의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궁녀들은 강한 동질성을 느끼게 되고 그들 내에 유대감이 흐르기 시작한다.

이렇게 형성된 연대감은 처음에는 자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며, 이어

서 서궁 사람들을 합류시키고 마지막으로 남궁의 다섯 궁녀에까지 확장된

다. 결국 공감대가 바탕이 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의 삶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볼 수 있게 된다. 이로써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사실 궁녀들은 궁중 생활에 불만을 가

지고 있었지만 당대 사회 질서, 규범과 안평대군의 막강한 권위 때문에 그

러한 삶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불만을 제일 먼저 폭

로하고 기존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운영이었다. 운영의 ‘한

(恨)’을 이해한 궁녀들은 자신들도 그녀와 다름없는 현실을 살아가고 똑같은

한녀(恨女)임을 되새기게 된다. 이때 그녀들은 궁녀로서 당시 적대적인 사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인식하게 된

다. 운영과의 유대감뿐만 아니라 여성인물들의 주체 의식도 함께 확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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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 결과 처음에는 대군의 위엄이 두려워 수동적인 여성상에 매여

무조건적으로 그의 명을 순응하던 궁녀들은 대담하게 그 명령에 거역하기까

지 하며, 운영이 추구하는 바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로 결심한다. 이는 그

녀들에게 운영을 돕는 것은 본인들의 ‘한’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방

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궁녀들의 연대감의 형성과 확장이 그들

의 주체 의식에 큰 영향을 끼친다.

운영은 현실 속에서 억누를 수밖에 없는 감정에 괴로워하기보다는 자기

의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당시 가부장적 사회와 주인

안평대군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도덕규율로 그녀들의 정체성을

정의 내리려고 하고, 의존적·수동적인 여성을 만들려고 한다. 이러한 억압

속에서 혼자의 힘으로는 자신의 주체성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지키고 실현하

여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이때 동료 궁녀

들과 생긴 연대감이 운영에게 주체성을 획득하여 경계를 넘는 사랑을 실현

하게 해주는 방어와 같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서로에게 의지하여 궁녀들은

끝까지 운영과 그녀의 사랑을 지켜주려고 한다. 이는 운영과 김 진사의 일

이 발각되자 서궁의 다섯 사람 모두가 안평대군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올

려, 책임을 지려고 운영 대신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는 대목을 통

해서 입증된다. 이렇게〈운영전〉에서는 등장 여성인물들의 유대감이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입궁 이후에 매일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운영에게 궁

녀들과의 강력한 연대감은 타인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는 동시에 이를

통해 주체성을 실현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한편 〈운갈신녀전〉의 강선은 운영과 마찬가지로 타인 혹은 외부세계와

의 관계맺음을 통하여 자기 주체성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어서 그 양상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전술했듯이 신녀 강선은 두 번의 혼인을 거쳤기에 상대 남성과 두 번 헤

어져 인간 세상을 떠나게 된다. 도랑과의 첫 혼인에서 강선은 스물한 살이



- 68 -

된 해에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죽어 다시 하늘에 올라가게 된다. 두 번째

혼인에서는 결혼 이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자 그녀가 서생에게 자신이 선인

임을 밝히고 이제 유배기간이 다 되었으니 천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통보

하고 떠난다.

강선은 하늘로 돌아간 이후부터, 아직 속세의 인연을 다하지 못하고 정(情)에

연연하는 까닭에 영소(靈霄)에서 시중을 들 때 수심하여 눈살을 찌푸리고, 요

지(瑤池)에서 모일 때엔 옥 같은 볼에 눈물을 쏟았다. 신선들이 그녀를 가엾

게 여겨서 상제께 호소하니, 상제는 유행공주(柳杏公主)로 봉하고 인간 세상

으로 내려가는 것을 허락했다.117)

위의 인용문은 첫 번째 혼인이 끝난 다음 강선이 다시 인간계로 하강하

게 되는 배경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 첫 번째 천계 복귀 이후 강선은 인간

계에 대한 연민과 애착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 서사에 재등장하게 되는 것이

다. 두 번째 혼인에서 서생과 헤어지고 다시 하늘로 돌아온 후 강선은 상제

에게 “오년 동안의 공안(公案)을 완성했으니 이제 자유롭게 노닐면서 풍진

세상에서 옛날 유람을 되찾고 싶다”고 청하자 상제는 수락한다. 이때 강선

이 속세로 내려오는 것은 적강을 당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그녀의 의지에 의

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인간 세상에 재등장하여 강선은 다른 사

람과 바깥세상과 관계를 맺어 주체성을 한껏 드러내게 된다. 이때 강선의

주체성 실현은 첫 번째 남편과 이별 후의 재등장과 두 번째 혼인이 끝난 후

의 재등장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먼저 첫 혼인 이후 천계에 복귀하고 다시 인간계로 하강한 강선의 행적

을 살펴보겠다.

117)“女自身歸帝鄉之後，以塵緣未滿，不能忘情，侍靈霄則愁攢春眉，會瑤池則淚彈玉臉，群仙

見而憐之，訴于上帝。帝封爲柳杏公主，仍許下塵.” (<운갈선녀전>, 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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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 뒤로 선녀는 한가로이 노닐다가 미인으로 둔갑해 달 아래서 옥소를

불기도 하고, 노파로 변신해 지팡이를 짚기도 하였다. 무릇 사람들 중에서

무례하고 거만한 자에게 재앙을 내렸으며, 재물과 화폐를 가져와 기양(祈

禳)하고 간청하는 자를 보우해주었다. 그렇게 얻은 돈과 비단은 모두 집으

로 실려와 어버이를 봉양한다.118)

(2) 그 뒤로 강선은 구름을 타고 정처 없이 떠돌며 한가로이 음풍농월(吟

風弄月)을 즐겼다. 사방의 이름난 강산, 성도와 사찰 등 고을마다 시를 남

기지 않은 곳이 없었다. 화려한 곳이 생각나면 동경(東京)119)으로 돌아가고

장안(長安) 일대를 매일같이 오갔다. 괴가(槐街)，보천(報天)，횡정(橫亭)，

동진(東津)120)이 그러한 곳이어서 그가 어디로 갈지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었다.121)

위의 인용문들은 속세에 다시 내려올 때 강선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이때 강선은 예전과 달리 어떠한 체제에도 속해 있지 않은 여인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을 뚜렷이 알고 있어 그 일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속세로 내려오는 것이

다. 혼인 전 규방에서 조용히 지낸 강선은 결혼 후 며느리와 아내로서의 본

분에 충실하였다. 이로 인해 정작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제대로 못한 강선

은 하강하자 부모를 봉양하는 일에 애쓴다. 선녀 또한 마음껏 도술을 부리

면서 자유로운 생활을 하는 여인으로 그려진다. 거만한 자에게 화를 입히고

118) “自此雲遊不定, 或假體美姝, 吹玉簫於月下; 或化形老嫗, 倚竹杖於道傍. 凡人以言辭戲慢者,

多被其殃； 以財幣禳求者，復蒙其佑。所得金錢緞帛， 皆載歸以爲家庭之奉.” (<운갈신녀

전>, 844 쪽).

119) 동경(東京): 승룡(昇龍, Thăng Long, 탕 롱)의 다른 이름이다. 탕롱은 지금의 하노이(河

內, Hà Nội)를 가리킨다.

120) 괴가(槐街), 보천(報天), 횡정(橫亭), 동진(東津): 당시 하노이의 명소들이다.

121) “此後, 仙主浪行踪於駕霧乘雲, 肆逸興於吟風弄月, 凡四方名山大川，城省寺刹，無不留題

紀勝. 後復起繁花之想，返駕東京，常往來長安間，如槐街， 報天， 橫亭， 東津, 無日不至,

常人莫之測焉.” (<운갈신녀전>, 845-8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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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과 화폐를 가져와 간청하는 이를 보우해주는 대목에서 그녀의 능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해서 받은 돈과 비단은 집에 가져가 양친이 돌아가실 때

까지 봉양하는 데 사용된다. 뿐만 아니라 공부의 뜻을 접은 남편을 찾아가

서 그가 대장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하도록 채근하고 떠난다. 그런

데 가족을 방문하는 것은 잠깐일 뿐이다. 이후 양친과 남편이 세상을 떠나

고 아들이 성인이 되어 마음속에 더 이상 미련이 없어지자 그녀는 가족들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판단을 내린 다음 인용문 (2)에서처럼 홀로 천하 유

람에 나선다. 선녀는 명승지를 두루 다니면서 구경하고 마침내 한 산골 집

을 신선의 집으로 삼아 그곳에서 참선하면서 경치를 감상하는 자유로운 삶

을 영위한다. 이때 그곳을 지나간 당대 최고 학자인 풍극관(馮克寬, Phùng

Khắc Khoan, 풍 칵 코안)122)이 우연히 선녀의 시와 노래를 듣게 되어 그녀

의 훌륭한 재주에 감탄과 찬미를 보낸다. 그와 짧은 만남을 가져 시 몇 구

절을 주고받은 후 자신이 ‘유행공주’임을123) 밝히고 사라진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강선은 구름을 타서 온갖 명승지를 방문하여, 시

를 읊조리면서 자연을 만끽한다. 묵고 싶은 곳에서 머무르고 흥취가 일어나

면 또 길을 떠난다. 이후에 화려한 곳을 찾아가다가 동경에 이른 선녀는 다

시 풍극관(馮克寬) 등 세 명의 유명한 문장가와 만나게 된다. 그들이 술을

마시면서 시를 짓는데, 이때 연회를 주도하는 사람이 강선이다. 선녀는 시제

(詩題)를 낸 뒤 기구(起句)를 지어 그들을 이끌었고 마지막에 결구를 짓는다.

이외에도 그녀는 다른 문제를 내어 자신의 시에 화답하라고 하기도 한다.124)

122) 풍극관(馮克寬, 1528-1613): 여(黎) 왕조 때 최고의 학자이다. 그는 1597년 명나라에 사

신으로 갔다가 거기서 조선의 사신으로 온 이 수광을 만났다는 기록이 있다.

123) 작품 속에서 선녀는 ‘유행공주’라는 이름을 직접 알려주지 않고 수수께끼로 남기고 사라

진다. 그녀는 길에 쓰러진 나무에다가 네 글자 ‘묘구공주(卯口公主)’를 새겼는데 그것을 본

풍극관이 묘구(卯口)에다가 ‘木’자를 첨가하면 ‘유행(柳杏)’이 된다고 하면서 그녀가 유행

공주임을 알게 된다.

124) 이때 강선이 “三魚鱻鱠，樓前會众欵三人(물고기 세 마리 싱싱한 회로 누각 앞 세 사람

을 만나 대접하네)”을 지었는데, 이에 대해 명사들은 “兩亇竹筵，湖上延朋看兩月”(대나무

두 그루로 돗자리를 만들어 호숫가에 벗과 함께 두 개의 달을 구경하네); 또는 “一月色澄

明，興此只堪成一對(하늘에 뜬 달 하나 그 빛이 청아하니 흥겨운 마음 담아 글귀 하나 겨



- 71 -

명사들은 그녀의 시가 훌륭하여 기격이 범상치 않다고 평가하면서 감탄을

금하지 못한다. <운갈신녀전>에서 강선과 명사들의 시를 화답하는 장면은

비교적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을 통해 여주인공의 문필 능력

이 강조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들 남성과의 관계 속에서 그녀의 존재감

이 뚜렷이 발산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몇 달 후 세 선비가 그곳을 다시 방문하였는데 선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시 한 편을 발견하였다. 그 시의 내용은 이러하다.

雲作衣裳風作車， 구름으로 옷을 짓고 바람으로 수레 삼아

朝遊兜率暮煙霞; 아침에는 하늘을 저녁에는 강산을 유람하는데

世人欲識吾名姓， 세상 사람이 내 이름을 알려고 한다면

壹大山人玉夐花125) 나는 하늘의 신선, 경화란다

위의 시는 강선이 현재 자신의 삶을 함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

서 정처 없이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녀의 자유로운 삶의 모습이 다시

금 확인된다. 또는 시 속에서 그녀가 자신의 이름인 경화(瓊花)를 남기는 것

으로 제 존재를 당당하게 알리고 떠난다. 이렇게 강선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공공연히 발휘하여 존재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전술했듯 두 번째 혼인에서 강선은 스스로가 그 상대 남성을 정하고 행

복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 하지만 선녀는 남편과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자기

가 본디 신선이었음을 밝히고 이제 적강기간이 끝났으니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남편을 떠나버린다. 이후 강선은 상제에게 인간세상에서 노

닐고 싶다고 말씀을 올리고 다시 하강하게 된다. 이때 강선은 계속해서 능

력을 최대한 펼쳐 자신의 존재감을 또다시 확실히 입증한다. 그는 선인에게

우 지었네)로 화답한다.

125) 여기서 ‘壹(일)’과 ‘大’가 합치면 ‘天’이 되고, ‘山’과 ‘人’이 합치면 ‘仙’이 되며, ‘玉’과 ‘敻’

이 합치면 ‘瓊’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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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을, 악인에게 화를 내리고, 자신을 요괴라 여겨서 토벌하려는 조정의 세력

을 이기며, 후에 왕을 도와 외적을 물리치기도 한다. 이처럼 강선은 아예 바

깥세상으로 나와 자신의 활동 영역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점에서 운영과 차

이를 보인다. 특히 속세에 다시 내려온 이후부터 강선은 두드러진 활약을

펼치며, 풍극관과 다른 선비와 일반 백성 등과 같이 다른 사람과 접촉할 때

마다 끊임없이 자신의 이름과 존재를 알리려는 점이 주목을 요한다. 그는

행방을 감추기 전에 자신의 정체에 대한 시나 수수께끼 등을 남겨놓는다.

즉 강선이 먼저 타인과 짧은 만남을 가지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실력을 최

대한 발휘하여 깊은 인상을 남긴 다음 사라진다. 이렇게 상대방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 궁금증을 충분히 유발한 다음에야 본인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다. 이것은 작품 속에서 반복된 패턴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그녀의 이

름과 존재를 상대방의 머릿속에 각인시킨다. 이는 〈운갈신녀전〉에서 여주

인공이 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자기의 주체성을 주장하기 위한 자기만의

특유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의 여주인공들은

애정 추구라는 방법 외에 타인 혹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형성을 통해 주체성

을 실현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이전

에 수성궁과 규방 안에서 외로움과 내면적 공허함을 느끼던 운영과 강선은

타인과의 유대를 추구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 본다. 인간은 사회

적인 존재인 만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고 성장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운영은 다른 궁녀들과 강한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타인과 끊어진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서 당시 가부장적 사회 질서와 안평

대군의 권위에 대해 대항하여, 주체성을 실현한다. 이때 그녀들의 관계 형성

은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궁궐 안이라는 제한적 공간에서만 이루어진다.

이와 달리 강선은 아예 울타리 밖으로 나와 다양한 외부 사람들과 바깥세상

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렇듯 운영에게 궁궐 밖의 세계가 꿈꾸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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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그친다면 강선의 경우 그것을 실현하는 단계에 이른다고 할 수 있다. 다

시 말해 운영은 기존 삶의 공간 안에서 다른 이와의 사회적 유대를 통해 자

기 삶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강선은 본인이 살아온 삶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

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재능을 발휘하여 주체성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3. 주체성 실현의 결과로서의 죽음

앞에서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의 여주인공 주체성 실현 동기와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운영과 강선의 주체성 실현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운영과 강선의 주체성 실현 과정은 일차적으로 몇 가지의 공통적인 결과

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애정 추구와 타인, 외부세계와의 관계

맺음을 통해 이전에 느꼈던 외로움과 내면적 공허함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

다. 둘째, 두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이루었으나 그것은 현실 속에서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셋째, 두 여주인공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에도

서사에 재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죽음은 앞서 벌어진 일련

의 과정의 최종적인 결과이며, 이는 작품 속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

고 있다. 이 절에서는 운영과 강선의 죽음과정과 그 의미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운영은 마침내 자결을 택하였고 이와 달리 강선의 죽음은 첫 번째 혼인

에서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갑자기 죽는 것으로, 두 번째 혼인에서 그

녀의 죽음은 ‘하늘로 돌아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제 이들 여성의 죽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찰해보자.

먼저 운영의 죽음의 과정부터 살펴보겠다. 운영의 자살을 초래하는 원인

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신과 김 진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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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정사가 발각되자, 운영은 안평대군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군의 은혜가 산과 같고 바다와 같건만 정절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저의 첫째

죄입니다. 전후에 지은 시로 주군의 의심을 받았으면서도 끝내 바른대로 아뢰

지 않은 것이 둘째 죄입니다. 서궁의 죄 없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함께 죄를

받게 된 것이 셋째 죄입니다. 이 세 가지 큰 죄를 지었으니 제가 산들 무슨 면

목이 있겠습니까? 혹여 죽음을 늦추신다면 마땅히 자결하겠나이다.”126) (102쪽)

마침내 별당에 갇힌 날 밤, 운영은 비단 수건에 목을 매어 자결한다. 안

평대군에게 올린 초사에서 그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세 가지 죄를 나

열하면서 더 이상 살 면목이 없음을 자백한다. 만약 대군이 살려주더라도

스스로가 자결하겠다는 의사도 극명하게 밝힌다. 즉, 그녀의 자살 행위는 죄

의식에 기인하며, 스스로가 죄를 지었기에 스스로를 벌주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 죄목은 �훼절한 죄, ‚안평대군을 속인 죄, ƒ동료 궁녀들에게

피해를 준 죄 등이다. 앞서 안평대군에게 거짓말을 할 때 운영이 죽음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했다면, 여기에서는 죗값을 치르기 위해 죽음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운영은 목매달아 자결하기로 작심한다. 다만 이

초사에서 운영은 정절을 고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랑에 관한 이

야기 혹은 김 진사와의 연애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는다. 이는 연인의 목숨

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운영의 자살은 수절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자 동료 궁녀들을 위한 의리의 실천이며, 동시에 사랑하

는 상대 남성을 위한 희생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운영의 자살 행위는 오직 죄의식에서만 초래된 것이 아니다. 김

진사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에서 운영은 후세에 그와 다시 만나 삼생의 연분

126) “主君之恩, 如山如海, 而不能苦守貞節, 其罪一也; 前後所製之時, 見疑於主君, 而終不直告,

其罪二也; 西宮無罪之人, 以妾之故, 同被其罪, 其罪三也. 負此三大罪, 生亦何顔? 若或緩死,

妾當自決矣.”( 3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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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을 희망을 전한다. 이번 생에 그와 함께하고 싶으나 사회적 현실이 이

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후세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여기서 운영에게는 현

재 삶에 아직 미련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김 진사와의 애절한 사랑은

운영에게 현재를 계속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녀는 안평

대군의 의심을 받게 된 이상 죽은 뒤에야 재앙이 그칠 것이라 토로한다. 즉

궁녀 운영에게 김 진사와의 사랑은 고단한 현실을 견디게 해줄 원동력이기

도 하지만, 이 감정은 유교적 지배 이념의 자장 안에 놓여 있는 두 사람을

법도를 어기는 죄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넘어 사지로 몰아넣는 원인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한 운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진 나머지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 앞서 언급

했듯 애정을 성취하기 위하여 운영은 규범을 어기고 김 진사와 밀애를 나누

면서, 적극적으로 관습과 대결한다. 하지만 그 일이 발각되어 지배이념의 표

상이자 현실의 벽인 안평대군과 대면하게 되자 왜소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지배이념의 압도적으로 강한 힘은 운영의 좌절을 야기하고 마침

내 그녀를 무력하게 만든다. 여기서 운영의 자결은 비록 관습을 온전히 거

부하려는 도전을 성공적으로 끝내지 못했지만 그녀 스스로가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준다. 이렇듯 자결 행위는 운영으로 하

여금 제 삶의 주인으로서의 주체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킨다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운갈신녀전>의 여성 주인공의 죽음에 대해 논하겠다. 강선은

운영과 같이 끝내 사망하게 되지만, 그녀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르다. 첫 번째 혼인에서 강선의 죽음은 “3월 3일에 그녀

는 21살이란 젊은 나이에 아무 병 없이 갑자기 죽게 된다.”127)라는 대목에

서처럼 간략히 묘사된다. 강선이 이렇게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죽음을 맞

이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비의지적 죽음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혼인

에서 그녀는 남편에게 귀양 기간이 다 되어서 하늘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한

127) “時三月初三日，女忽無病而殂，青年纔二十有一.” (<운갈신녀전>, 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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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홀로 남겨진 그의 남편은 자기를 버려둔 채 먼저 떠난 아내를 그

리워하면서 애원(哀怨)의 시를 짓는데, 그 시 속에는 “이번 생에는 사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을 이미 저버렸네” 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은 강선의 죽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강선은 이번에도 역시 비의지적 죽음을 맞이한다. 이

로써 강선의 죽음은 운영의 그것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운영의 죽음이 자발적 죽음이라면 운갈의 경우는 비자발적 죽음

이라 볼 수 있다. 운영은 죄의식과 개인적 욕망의 좌절 때문에 자결의 결심

에 이른다. 그녀는 당시 물리적이면서도 심리적인 감옥인 궁궐에서 법도를

어긴 궁녀로 낙인찍히고 자기의 사랑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다. 언

뜻 볼 때 운영의 자결은 그녀가 처한 삶의 질곡에서 자신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단지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운영 스스로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바꾸게 해주는 하나의 방편이자 주체성 확립을 위

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강선의 죽음도 기존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

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의 혼인에서 강선은 두 번 모두 남편과 가족들

을 두고 먼저 떠난다. 운영의 죽음과 첫 혼인에서 강선의 죽음은 현실을 완

성하는 죽음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운영은 궁녀로서 죗값을 치르고 추명

을 남기지 않도록 궁궐 안에서 생을 마감하고, 강선은 완벽한 현모양처로

살다가 규방에서 죽게 된다. 이는 두 사람이 관습 안에서 죽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두 번째 혼인에서 강선의 죽음은 가정이라는 제한적인 좁은 공

간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그녀가 추구하는 이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상에서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의 여성 주인공의 죽음을 고찰하

였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사후 세계까지 확장된

다. 죽음 이후 두 여인이 소설 속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운영

전〉과 〈운갈신녀전〉에서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공존하여 소설의 배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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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것은 전기소설의 장르적 관습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전기소설의

서사 배경은 죽음 이후까지 다루므로, 전기소설의 인물 또한 죽음을 초월해

서 만남을 가질 수 있다.128)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재등장하고 그것은 어

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먼저 죽음 이후 운영의 재등장을 살펴보겠다. 운영의 자결 후 김 진사

또한 그녀를 뒤따라 죽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원래 선인이었는데 죄를 지어

적강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다시 천상으로 올라간 두 사람은 결국 황제의

용서를 받게 되고 사랑을 지속한다. 그리고 틈을 내어 옛날에 노닐던 수성

궁을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선비 유영과 만나게 된다. 둘은 지난 일을 회상

하면서 자신들의 애정사를 털어놓는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세히 기술하

여 책을 만들어 유영에게 건네주면서 세상에 영원히 전해 없어지지 않게 해

주기를 당부한다. 이는 운영이 자기 입으로 살아온 삶을 진솔하게 토로함으

로써 유영과 후세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의 원통과 한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아봐달라고 호소하는 것과 같다.

천상에서는 김 진사와의 사랑이 이루어졌으나 운영에게는 여전히 원한이

깊이 새겨져 있는 듯 보인다. 수성궁을 다시 찾아갈 때 이러한 운영의 심정

이 잘 드러난다. 옛 궁전은 운영에게 청춘을 가둔 공간이고, 열렬한 연애의

현장이다. 더 나아가 자기의 삶을 각성하고 그것을 개척하고자 하는 의지를

일으켜준 곳이기도 하다. 안평대군의 궁궐을 재방문시 그녀는 살아 있을 때

처럼 사곡과 시를 지어 자기 내면을 표출한다.

(1)

重深處別故人 깊고 깊은 곳에서 임 이별한 뒤

天緣未盡見無因 인연은 다하지 않았건만 만날 길 없었네.

爲雲爲雨夢非眞 우리가 나눈 사랑 정녕 꿈이던가

128) 이학주, 앞의 논문,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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幾番傷春繁華辰 화려한 봄날에 얼마나 자주 마음 상했던고.

消盡往事已成塵 지난 일은 이미 먼지 되어 사라졌건만

空使今人淚滿巾 지금도 괜시리 눈물 적시네. (33쪽)

(2)

故宮花柳帶新春 옛 궁궐의 버드나무와 꽃은 새봄을 띠었고

千載豪華入夢頻 천 년의 호사 자주 꿈에 보이네.

今夕來遊尋舊跡 오늘 밤 놀러 와 옛 자취 찾노니

不禁珠淚自沾巾 눈물이 수건 적심 금치 못하네. (109쪽)

(1)은 유영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전 운영이 지은 사곡이다.

노래를 마친 후 운영은 탄식하며 울음을 삼키지만 구슬 같은 눈물이 얼굴

가득히 흘러내린다. 유영은 운영의 노래의 격조가 맑고 뛰어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이 슬프고 청량하다고 평한다. 이어서 소설의 끝부분에서 사연

을 다 말한 운영은 (2)를 읊조린다. 이 시에도 운영의 슬픔과 한이 서려있다

는 점에서, 이 소설은 눈물로 시작하고 눈물로 끝난 이야기라 볼 수 있다.

비록 ‘지난 일은 이미 먼지가 되어 사라졌건만’ 자꾸만 그녀의 꿈속에 재현

된다. 운영은 가슴 속에 쌓인 감정을 ‘원한’이라 표현하며, 영영 잊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눈앞에서 호화롭던 수성궁이 폐허로 변해버린 모습에 안타

까워하면서 옛일을 떠올리니 아직 풀리지 못한 한 때문에 눈물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눈물을 흘리느냐는 질문에, 김 진사는 “우리 두 사람 모두

원한을 품고 죽었기에 염라대왕은 우리가 죄 없이 죽은 것을 가련히 여겨

인간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하려 했습니다.”(107쪽)129)라고 답한다. 이를 통

하여 운영이 원한을 간직한 채 죽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부각된다. 이는

자유롭게 연인을 선택하고 그와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통이고, 정해진

법도의 틀에 몸을 끼워 맞추느라 정신적·신체적으로 가두어진 것에 대한 억

129) “吾兩人皆含怨而死, 冥司怜其無罪, 欲使再生人世.”(3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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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함이었을 것이다.

앞에서 언술하였듯이 그녀는 안평대군에게 본인의 세 가지의 죄를 인정

한 후 자결을 결심한다. 하지만 김 진사의 발언은 두 사람 모두 죄가 없음

을 암시하고, 운영은 그 말에 반박하지 않는다. 비록 이들의 무죄는 염라대

왕의 판단, 즉 저승의 기준으로 판단된 것이지만 이로써 두 남녀가 자기의

진정한 사랑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그것에 의미를 두려고 함이 드러난다. 운

영이 김진사와 함께 자신들의 사랑 이야기를 유생인 유영에게 들려주고, 후

세에 남겨달라고 부탁한 이유 또한 이와 일맥상통한다. 만약 사회 규범을

일탈하는 사랑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불륜 혹은 불명예한 일로 여겼다면,

그렇게 부탁하지 못했을 것이다. 후세에 영영 널리 전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의 사랑에 의미를 부여하고, 쌓인 원한을 풀려는 의욕의 발현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운갈신녀전〉에서 강선도 운영과 마찬가지로 죽은 이후 작품 속

에 재등장하는데, 이때 인간세상에서 펼치는 그녀의 활약은 제2절에서 자세

히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재등장은 앞의 것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강선의 정체성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때 선녀는 지세가 좋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 내려와 능력을 한껏 발

휘하여 선인에게 복을 내리고 악인에게 화를 내리며, 이를 두려워한 백성들

은 사당을 세워 그녀를 받들기 시작한다. 조정에서 처음에는 그녀를 요괴라

고 여겨서 금군과 술사(術士)를 휘동하여 사당을 무너뜨리고 강선을 물리친

다. 그러나 얼마 뒤 한 지역에서 역병이 창궐하게 되는데, 마을 사람들이 두

려워하여 단(壇)을 세워 기도를 올린다. 그때야 선녀가 나타나 사나운 목소

리로 말한다.

“나는 하늘에 사는 선녀로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 너희는 조정에 청해 사

당을 새로 지어라. 마땅히 재앙을 없애고 복을 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모조리 죽게 할 것이다.”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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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녀의 위력과 신력을 기이하게 여긴 조정은 사당을 창건하라고 명한다.

이후 선녀는 마을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 들어주고, 임금의 군사가 외적을

평정할 때 묵묵히 도와주면서 많은 공로를 세우며, 조정에서 그녀를 <제승

화묘대왕>(制勝和妙大王)로 가증(加贈)하고 강선은 영광스럽게 사전(祀典)에

배열되기도 한다. 이렇게 강선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존재감을 드러낸

다. 그녀는 자기가 살았던 기존 삶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일탈하여 그 누구

에게도 어떤 질서에도 예속되지 않은 채 자아실현을 한다. 이를 통해 자립

에 대한 그녀의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강선은 다방면에서 활약하며 자신

의 주체성과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여성이 단순히 사회적 권력에 의해 착취

되거나 조정되는 존재가 아님을 명시한다. 이로써 그녀의 몸은 어디에도 얽

매여있지 않아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강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딸, 아내, 며느리 혹은 엄마라는 이름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을

위한 자유로운 삶을 꾸리는 것이다. 이렇듯 사후 강선은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며, 여러 사람과 관계를 맺고 바깥세상에서 대사회적으로도 관계를

형성하여 자기 이상을 실현하고 추앙의 대상이 된다. 즉 강선은 본인의 삶

의 중심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죽음 이후 운영과 강선은 모두 본래의 신분으로 복귀된다는 점에서 흡사

하다. 그러나 천상에 돌아간 운영이 적강 이전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반면, 강선은 전과 달리 인간계에서 사람들이 받드는 여신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전기신보》의 나머지 두 작품인 〈해구영사록〉과 〈안읍

열녀전〉에도 여주인공이 죽은 후에 신이 되어 사당에 모셔지고 사람들로부

터 영묘한 신으로 추앙받게 되는데, 이는 베트남의 토속신앙 중 신녀 숭배

신앙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운갈신녀

130) “我乃上天仙女，顯聖凡間，汝輩請命朝廷，重創新廟，我當除災降福，轉禍爲祥。否則使汝

一方終無噍類矣.” (<운갈신녀전>, 8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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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경우 강선이 주체성을 획득하고 사회의 중심이 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후에 운영과 강선은 다시 등장하게 된다. 천상에서

운영은 애정을 성취하고 인간계의 고통 중 하나인 가부장적 지배이념과 권

위적인 주인 안평대군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사후에도

운영에게는 애정이 중요한 가치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강선의 경우 남

녀 사랑에 관한 흔적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를 통해 두 여인이

지향하는 새로운 삶, 즉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운영이 사랑에 더 큰 의미를 둔다면 강선은 무엇보다 개인으로서의 자립을

더 열망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이 밖에 운영과 강선의 죽는 횟수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서사

에서 운영이 한 번 죽는 것과 달리 강선은 여러 번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

듯 몇 차례 죽음을 거쳐 재등장하는 강선의 형상은 몇 차례 죽음을 넘는 한

국 무속신화의 주인공인 바리공주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바리공주의 이러한

과정은 일종의 통과제의로 볼 수 있다. 바리공주는 죽음의 과정을 통해 성

숙해가는데 이는 한 미완의 존재가 완성된 존재로 나아가는 인간 성숙의 과

정이자, 개인이 신격으로 승화되어 가는 과정이다.131) 마찬가지로 〈운갈신

녀전〉의 강선은 두 번 죽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재등장할 때마다 이전 생애

에서 보여주었던 모습보다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첫 혼인에서 순

종적인 태도를 보였던 강선이 목숨을 잃은 뒤 서사에 다시 등장할 때에, 그

녀는 주체성을 실현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다른 강선’으로 나타난다. 이어

서 두 번째 혼인에서 강선이 죽음을 겪은 후 재등장할 때 그녀는 완전한 자

유를 누리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여신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강선

의 죽음은 바리공주의 그것같이 한 미숙한 상태에 있는 개체의 죽음이자,

보다 고양된 존재로의 새로운 탄생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132) 〈운갈신

131) 차옥숭, 「한국 여신신화와 여성정체성」, 『종교연구』 45, 한국종교학회, 2006, 6쪽.

132) 강진옥, 「무속신화와 일상의례를 통해서 본 여성의 종교성」, 『여성신학논집』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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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전〉에서의 죽음은 〈운영전〉과 같이 여주인공의 주체성 실현을 더욱 돋

보이게 하는 장치이자 여주인공이 신적인 존재로 승격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있다.

화여자대학교, 1995,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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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여성형상을 통해 본 작가의식

앞의 제III장에서는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의 여주인공 운영과 강

선의 주체성 실현 과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장에서는 작가

의식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두 작품 모두 당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서 나

온 산물이므로 시대의 변화와 그 시기에서 살았던 인간의 삶을 반영하며,

나아가서 작가 의식이 투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두 작품의 작자들은

특히 여성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서사의 중심에 놓으며, 여

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간주한다. 아울러 여인의 삶을 자세히 탐색하고 있다

는 점에서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은 여성을 위한 소설이라 해도 무방

하다. 이와 같이 앞 장에서 검토한 여주인공들의 주체성 실현과 삶을 개척

하는 과정을 통해 작가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고찰해볼 수 있다.

여성주의는 페미니즘과 동일한 개념인데, 현대적 의미의 페미니즘은 여

성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며 출현했다. 2차 세계대전 후 시몬 드 보봐르

(Simone de Beauvoir)는 “여성스러움”, “가정적인” 등이 자연적인 여성의

속성이 아니라 여성의 자유를 제한하고 여성 본연의 모습을 완전히 펼칠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인위적 창조물이라고 비판한다.133) 페미니즘은 남성중심주

의의 지배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지향하고, 주체로서의 여성의 확립에 두고

있다.134) 박명희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여성인물에 대한 해석이나 이해를 새

롭게 하는 시각으로서 전통적으로 고전소설에 제시된 남성의 여성에 대한

133) 1949년에 발간된 『제2의 성』(The Second Sex)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

다. “우리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자로 되어간다. 어떠한 생물학적, 심리학적, 경

제학적 운명도 여자로서의 한 인간이 사회에서 제공해주는 모습을 결정할 수 없다; 이것

을 만들어내고, 남성과 여성으로 표현되는 거세된 환관 사이를 매개하는 것은 바로 문명

전체이다.”(Simone de Beauvoir, The Second Sex, Harmondsworth, Penguin, 1972; 이동
수, 「여성의 주체성에 관한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해석」, 『한국사회과학』21, 서울대

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9, 113쪽에서 재인용).

134) 이동수, 위의 논문, 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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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여성의 주체성과 정체성에 대한 전형성 등에 전복하는 새로운 가치관

이라고 설명한다.135) 또한 이지하에 따르면 여성주의는 여성이 인식의 주체

로서 적극적으로 자아를 찾아가려는 시각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136)

이렇듯 여성주의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씩 상이하나, 위의 논의

를 바탕으로 본고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이다. 여성주

의적 시각이란 대체로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여성에 대한 이해와 관심에

의한 여성의 재발견과 그들의 주체성,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을 의미한다. 이

는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화된다. 첫째, 여성인물

들에 큰 관심을 기울여 그들의 욕망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둘째, 작품 속에서 여주인공들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끊임없이 탐색해나가

며 인물의 정체성에 대한 재인식을 불러일으킨다.

1. 여성인물의 욕망 긍정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의 작가는 여성인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

이며, 그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식하여 탐구한다. 〈운영전〉의 작

가는 운영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직접 토로할 수 있도록 1인칭 시점으로 이

야기를 전개한다. 이는 작가가 여성의 입장에서 서술하려고 했음을 의미한

다. 한편 여성 작가로서 단씨점 역시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인물을 탐구하려

고 한다. 두 작품의 작자는 여성인물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그들의

욕망을 발견하게 되고 이에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이는 <운영전>의

작자와 단씨점이 보여주는 여성주의적 시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운영

135)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1990.

136) 이지하, 「고전소설과 여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전망」, 『국문학연구』11, 국문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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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운갈신녀전>에서 여주인공이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은 무엇인가. 조

선조 사회는 예교를 삶과 연결시켜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없애는 것(存

天理, 滅人欲)’을 수양의 목표로 세워놓으면서 욕망의 절제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남녀 간의 사랑, 이성 간의 만남 등이 금기시되었다. 특히 궁녀인 운

영에게는 그 통제와 지배가 곱절이 된다 할 수 있다. 강선은 어릴 적부터

유학 경전을 체득하였기 때문에 남녀 간의 사사로운 만남이 법도에 어긋나

는 행위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은 억눌리면 억눌릴수록 마음속

숨겨진 욕망을 꺼내려고 애쓴다.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에서 첫 번째

로 확인할 수 있는 여주인공의 욕망이 곧 남녀 간의 사랑이다. 애욕은 인간

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운영과 강선은 당시 관습을 어겨 애정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모습을 보인

다. 수성궁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당대 도덕적 규범과 안평대군의 권위

에 철저히 통제받고 개인적 욕망이 완전히 묵살된 궁녀 운영은 외간 남자

김 진사와 비밀리에 위험천만한 사랑을 해나간다. 여기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그녀의 강한 추진력과 주도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운영은 자기 삶에

가해진 여러 겹의 강고한 억압을 거부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에서 벗

어나려는 행동까지 적극적으로 하였다. 이성에 대한 욕망의 분출은 일차적

으로는 주인 안평대군의 권위에 맞서는 행위이고, 나아가 관습의 경계를 허

무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강선의 경우 두 번째 혼인에서 마음에 드는 남성을 유혹하려고 유녀(遊

女)와 다름없는 온갖 행각들을 벌인다. 그러고 나서 전통 혼례의 모든 절차

즉 육례(六禮)를 무시한 채 달 아래서 사랑을 맹세하여 부부의 연을 맺는다.

더구나 남편과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인간계에 다시 하강하는 것은

강선의 강렬한 애정 욕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두 여인은 당시 자기들

이 처해 있는 현실이 못마땅하고 불만족하였기 때문에 애정 욕망을 실현함

으로써 기존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구애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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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영은 강선보다 더 강력한 몸부림을 쳤다 할 수 있다. 홀로 떠돌아다

니는 강선보다 운영은 궁녀라는 신분으로 보다 더 철저한 통제와 감시 하에

목숨을 걸고 금기를 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운영과 강선의 애정 욕망은 단순히 ‘사랑’이 아닌 ‘억압받지

않는 사랑’을 갈망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들 여성은 상대 남성을

선택하는 것부터 오로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에 충실할 뿐이며, 결연 과정

에서 여성이 주도적인 모습을 보인다. 상대 남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만남

을 주도하여, 교류하고 이별하는 결심까지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의 의지가

중요시된다. 운영과 강선이 추구하는 애정은 사후의 세계나 천상과 같은 비

현실계에서가 아닌 바로 현세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또 다른

공통점이다. 운영은 비록 김 진사와의 사랑이 이루어졌지만 죽은 후에 벌어

진 일이기 때문에 여전히 한을 품은 것이고 강선은 첫 혼인 이후 하늘에 올

라갔는데도 현세의 사랑을 아직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시 인간세계에

내려온 것이다.

이를 통하여 여성인물의 애정 욕망을 긍정하는 작가들의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작품에서 작가는 애욕 자체에 초점을 둔다기보다는 그러

한 욕망을 현실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여주인공의 주체성 실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궁궐에 갇혀 있는 운영에게는 그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경계를 넘는 애정을 추구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존재감과 주

체성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강선의 경우, 그가 다시 하강

하여 법도에 맞지 않는 만남과 혼인을 하는 것은 인간계에 대한 정을 잊지

못한다는 이유로만 설명하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이전에 강선은 규방에

있을 때부터 도랑의 선택을 받아 첫 혼인을 하게 되고, 효부양처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온전히 타의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 남

성과의 두 번째 만남과 혼인에서 그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은 기존

의 수동적인 삶과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그녀의 욕구가 발현된 것이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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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두 번째 혼인에서 강선은 전에 해보지 못했던 남성에게 접근, 고백, 청

혼, 그리고 이별을 고하는 것 등 전부 자신의 의지대로 하려 한다. 즉 운영

과 강선은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나름대로 자기결정권을 실현

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성 인물 혹은 애정은 그들이 향하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봐야 한다. 이

렇게 작가들은 애정 욕망의 배면에는 여주인공들의 자기 주체성 실현과 삶

을 개척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여성인물들이 사회적 문법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에서 일어난 자각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자각을 갖게 되므로 그들은 자

신이 원하는 바가 확실해지는 동시에 삶의 목적도 명확해진다. 운영은 조선

시대의 여성일 뿐만 아니라 궁녀라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는 인물이다. 궁녀

운영은 자신의 주인 안평대군에게 예속된 비첩이기 때문에 그녀에게 요구된

의무와 도덕적 규범들이 더욱 철저하고 강렬하다.137) 안평대군이 궁녀들에

게 시문 교육을 시킨 까닭은 당대에는 그가 만족할 만한 문장가가 없어서이

다.138) 즉 그는 자신의 문예취향에 맞는 인재를 키우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엄격한 규범들로 그들의 행위와 감정까지 통제하고 박탈하려고 한다. 이렇

게 운영과 궁녀들은 주군이 정해놓은 목적을 위해 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 즉 운영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안평대군과 같

은 권위적인 존재에 정신적·육체적으로 종속되었기 때문에 주체성을 상실하

게 된 것이다. 남에게 의존하거나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무력함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을 겪게 되면 우리는 의존과 무기력을 벗어나 잃어버린

137) 조선시대의 궁녀는 당시 소속궁의 가사를 담당하고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더욱이

왕(혹은 세자·왕자)의 여인으로서 주군의 애정 대상 내지는 노리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궁녀로서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의무요 숙명이다. (정길수, 「〈운영전〉의 메시지

-캐릭터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고소설연구』28, 2009, 82쪽).

138) 이는 대군이 궁녀들에게 말하는 다음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늘이 재주를 내리시

매 어찌 남자에게만 넉넉하고 여자에게는 인색하게 하셨을 리 있겠느냐? 지금 세상에 문

장으로 이름을 내세우는 이들이 적다고는 할 수 없으나 모두 그만그만한 수준이어서 우

뚝 빼어난 이가 없구나. 너희들은 분발하도록 해라!”(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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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을 찾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된다.139) 여기에서 운영은 각성하여 현실

을 인식하고 자신의 주체성을 되찾으려고 저항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앞 장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수성궁에 갇혀 있는 운영은 자기 자신을 성

찰하며,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자각하고 불만스럽고 원망스러워한다. 이

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 체계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게 되

고 비판 의식과 현실 부정의식을 동시에 드러내기도 한다. 그녀는 그곳에서

벗어나는 삶을 꿈꾼다. 김 진사와의 결연은 탈출구이자 그 위계질서에 대한

반발심이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운영으로 하여금 물리적으로는

여전히 수성궁에 감금되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당시 관습과 정면 대결하여 모

든 규범에서 완전히 탈피하려는 것이다. 더군다나 김 진사와의 연애는 애정

을 추구하는 욕망을 표명하는 한편 이를 연결고리로 삼아 단절된 바깥세상

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소망을 내재한다. 여기서 운영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서 물리적인 자유를 희구한다. 제III장 제1절에서 서술했듯 운영은 늘 궁궐

보다 더 자유로운 삶을 열망한다. 따라서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녀

는 연인인 김 진사와 함께 수성궁에서 탈출 계획까지 도모한다. 계획은 실

패했지만 그러한 마음을 먹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궁녀로서 운영의

큰 의식 변화를 반영한다. 마지막에 안평대군이 자신의 목숨을 살려줬을 때

만약 운영이 자결을 하지 않았다면, 사랑을 포기하고 다시 예전과 같은 한

스러운 생활로 돌아가야만 했을 것이다. 여기서 그녀의 자결은 현실 앞에

자기 인생에 대한 주체성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운영은 유영에게 “재주가 이러함에도 여자로 태어나 당세에

이름을 날리지 못하고, 운명이 기구하여 어린 나이에 공연히 궁궐에 갇혀

있다가 끝내 말라 죽게 된 제 처지가 한스러울 따름이었습니다.”(78쪽)하고

토로한 바 있다. 이 대목에서 자립에 목마른 그녀의 모습이 다시 한 번 확

인된다. 더구나 자신의 문필 능력에 관하여 그는 궁녀 자신들의 탁월한 기

139) Peter Bieri, 문항심 역, 『삶의 격』, 은행나무, 2014,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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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비록 대군에게는 미치지 못했지만, 음률의 청아함과 구법(句法)의 완숙

함은 성당 시인들의 울타리를 엿볼 만했다고 밝힌다. 즉 운영 본인이 자신

이 남성들에 비해 뛰어난 문예적 실력의 소유자임을 분명히 의식하고 그것

에 대해 자긍심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남자들처럼 더 넓은 세상에서 입

신양명을 바라는 것이다. 남성처럼 독립된 개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이 운영의 갈망이다. 여기에

서 그녀가 당시 남성의 활동 영역을 넘겨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할 수

만 있다면 사회에 진출하여 활동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하고 싶은 그녀의 의식이 드러난다.

한편 <운갈신녀전>의 강선은 자유로운 삶을 위해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점에서 운영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도랑과의 첫 혼인에서

강선은 당대 규범을 준수하며 순리대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러나 작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두 번째 하강 이후 그녀의 활약을 그려내는

내용이다. 시집가고 나서 강선의 역할과 지위는 남자의 가정에만 국한되어

있었지만 인간계에 다시 내려온 후, 활동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 전통사회에

서 여성에게 종속성을 규정하려는 인식이 강하게 드러나며, 여성 자신의 독

자적인 삶의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강선은 과감하게

시집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 어떠한 체제에도 속해 있지 않은 여인으로 등장

한다. 그녀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뚜렷이 알고 있어 그 일

들을 실천하기 위해 다시 속세로 내려오는데 이때 강선은 바깥세상에 몸을

던져 홀로 천하 유람에 나서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존재

감을 당당하게 나타낸다.

강선은 천하주유하면서 당시 유명한 선비들과 교류하게 되어 자신의 재

능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제 존재감을 확실히 알린다. 〈운영전〉에서 운

영과 다른 궁녀들도 강선처럼 문인과 재주 있는 선비들을 놀라게 하는 뛰어

난 문예적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선비들이 부연시의 작자에 대해 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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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안평대군은 우연히 길에서 얻어온 것이라며, 어떤 사람이 지은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답한다.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채 운영과 궁녀들의 존

재 자체가 묻히게 된다. 주군의 절대적 권력으로 인해 그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을 공공연히 발휘하여 존재감을 드러내는 강선과 다른

면모라 하겠다.

기존의 삶에서 벗어난 강선은 외부 세계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끊

임없이 자신의 존재와 주체성을 표출한다. 그는 문장가들과 관계를 맺기도

하고,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화를 입히는 것과 같이 그 세

상의 일에 관여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전에 규방에서 혼자 지내면서 글공부

에만 몰두하는 고독한 강선의 삶의 모습과 판이하다. 한편, 앞 장에서 서술

했듯 궁궐에서 지내는 운영은 동료 궁녀들과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타인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여 예전보다 나은 궁중 생활을 이룰 수 있었다. 타인,

바깥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이 성장해나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운영과 강

선에게 허여된 공간적 범위에 차이가 있지만, 작가들이 사회적 유대를 갈망

하는 여성인물의 욕구를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확인한 것처럼 운영과 강선이 모두 구속 받지 않는 삶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추구하는 자유는 단

순한 생존의 조건이 아닌 가치로서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들

은 모두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을 갈망한다. 특히 이

들이 실현하는 자유는 애정 영역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여러 방면으로 확장

된다. 능력 발휘의 장에 대한 욕구가 이에 속한다. 이것은 애정 욕망만이 두

드러지게 나타난 전대 전기소설의 여성인물과 구별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전기소설에 와서야 한국과 베트남에서 애정주체로서의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전대 각국의 대표적 소설인 《금오신화》

와 《전기만록》140)에도 여성인물들이 애정 욕망을 실현하는 데에 능동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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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적극적인 점에서 운영과 강선과 흡사하다. 《금오신화》에는 <만복사저

포기>의 처녀 귀신, <이생규장전>의 최랑, 《전기만록》에는 <목면수전>

(木綿樹傳)의 섭경(葉卿), <서원기우기>(西垣奇遇記)의 두 여인, <도씨업원

기>(陶氏業寃記)의 도씨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여성인물은 귀신으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부각된

〈운영전〉과 《전기신보》의 여주인공과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앞에서 운

영과 《전기신보》의 여성들은 탈속적인 것보다 현실세계에서의 사랑과 삶

을 더 중시한다고 서술한 바 있다. 이는 전대에 비해 이 시기 작가들의 현

실 중심적 사고가 투영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전대 소설의 여성인물이 오

로지 애정욕망만을 추구한다면 〈운영전〉과 《전기신보》의 인물들은 보다

다양한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에서 이 시기의 전기소설은 서

사적 편폭이 확대됨에 따라 전시기 소설보다 여성인물의 발화가 늘어난다.

이로써 전대 여성인물보다 더 복잡하고 풍부한 내면세계를 그려내 그들의

다양한 욕망을 비추어볼 수 있게 되었다.

《금오신화》에서 김시습은 기본적으로 중세 가부장제의 전통적인 여성인

식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못했지만 유교적 윤리 규범에 우선하는 휴머니즘이

나 저항정신은 당대의 통념을 벗어나는 진전된 여성인식의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141) 따라서 〈운영전〉에서 작가가 보여주는 여성인물의 애정욕망을

긍정하는 태도는 김시습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베트남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전기만록》에서 완서는 비록 주체적인 여성을 내세

우긴 했지만 작품 끝에 작가의 평설에는 대체로 이들 여성의 부도덕성을 비

난하여 그들을 경계의 대상으로 여긴다. 이렇듯 완서의 소설에서는 〈쾌주

의부전〉(快州義婦傳)의 열녀 예경(蘂卿)이나 〈남창여자록〉(南昌女子錄)의

140) 완서의 《전기만록》은 박희병에 의해 번역되었다. 그 책은 『베트남의 기이한 옛이야

기』(돌베개, 2000)이다.

141) 정유진, 「한국·중국·베트남 애정전기의 여성과 애정」, 여성문학연구8, 한국여성문
학학회, 2002, 3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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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설(氏說)처럼 의(義)에 충실하고 절개를 잘 지켜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여성들을 찬양하는 반면, 앞서 말한 관습을 넘어서는 여성들이 남성인물의

변화나 깨달음의 발판으로 기능할 뿐, 그들의 능동적인 모습에 대하여 작가

가 부정적인 시선을 보이고 있다. 즉 이 소설은 유교적 윤리규범의 실천과

강한 이데올로기적 교화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142) 이와 달리 유학자이지만

여성인 작가 단씨점은 《전기신보》에서 〈안읍열녀전〉과 〈해구영사록〉

의 완씨 부인과 벽주와 같이 당시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키는 여성을 칭송하

는 한편, 강선과 같이 주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대담하게 기존 질서에서 벗

어나는 여성인물에 대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시각과 옹호적인 태도를 가지

고 있다. 무엇보다 같은 여자로서 단씨점은 여성들의 내면세계와 그들의 욕

망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그녀의 소설에서는 관습 안에서 자신의 본

분에 충실한 여성이든 인습에 저항하는 여성이든 모두가 신중하고 귀한 존

재로 그려지는 것이다.

여기서 운영과 강선은 관습의 제약과 부정적인 현실을 뛰어넘어, 적극적

으로 자기의 삶을 개척하려는 의지와 주체성을 주장한다. 그들은 타인의 의

지에 이끌려 가는 것을 거부하며 타자 특히 권위적인 존재에게 벗어나서 자

립하고 싶어 한다. 이들 여성은 하나의 개체로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도

하고 싶은 의지가 뚜렷하다. 여기서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한 개인

으로 인정받고 싶은 인물들의 욕구가 드러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작가의 긍

정적인 태도도 함께 표출된다.

142) 정유진, 위의 논문, 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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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성인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제III장에서 여성인물의 주체성 실현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이 과정은 궁

극적으로 여성인물들의 정체성 탐구를 위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운영전〉의 작가와 단씨점은 여성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며, 그것을 재인

식하게 된다. 나아가 독자로 하여금 여성의 정체성을 다시 인식하는 과정에

동참하게 만든다.

운영과 강선의 정체성 탐구는 현실을 자각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당시

사회는 특정한 도덕규범으로 여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이 현실에 불

만을 표시하고 못마땅한 이들 여성은 그것이 자신의 참된 정체성이 아니라

는 것을 동시에 깨닫게 된다. 그럼 먼저 당대 지배이념이 여성으로서 운영

과 강선에게 강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겠다.

앞서 제II장에서는 〈운영전〉과 《전기신보》의 창작 배경을 설명하며,

당대 조선과 대월은 모두 유교사상을 지배이념으로 채택했다고 밝힌 바 있

다. 유교적 지배이념은 엄격한 예법으로 여성들을 속박하며 이들의 정체성

을 규정하려 한다. 따라서 한국과 베트남에서 유교 이데올로기에 의해 그려

진 이상적 여성상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당시 봉건사회는 충·효·열 이념과 삼종지도(三從之道) 등과 같은 도덕규

율로 여성을 남성에 종속시키고 여성은 비천하고 약한 존재로 정의한다. 이

렇게 전통사회에서 만들어진 신념이 가부장적 질서 안에서 남성의 지위를

높이고 여성의 지위를 약화시켜 남성 지배, 여성 종속의 구도를 양극화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인식하게 했다. 또한 사덕(四德)으로 규정된

여성의 수신과 행위 규범이 여성의 능력에 대해 편견을 드러내며, 그들의

능력을 한정시킨다. 반면에 유가에서 요구하는 남성의 수신은 자기 자신으

로부터 시작하여, 개별적 능력에 따라 제가, 치국, 평천하 등 가정 밖의 영

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143) 즉 유교사상이 정의한 여성의 정체성은 남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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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된 존재,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 능력을 발휘할 필요가 없고 타의적인

삶만 살아가는 존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렇듯 여성의 정체성은 절대적이고

표준화되며,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여성들에게 강요된 ‘모범적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유교사상에 기초한 엄격한 예교범절은 여성들의 삶

을 지배한다. 〈운영전〉에서 운영과 궁녀들은 철저히 안평대군에 종속된

존재로 등장한다. 이들의 예속적이고 타의적인 삶은 이러하다. 안평대군이

수성궁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궁녀 10명을 모아서 경서와

시문을 교육시킨다. 즉 그는 이들 궁녀를 사회와 완전히 단절시켜 그들을

자신의 이념적 틀에 맞는 인간으로 만들려 한다. 일종의 인간 형성 실험장

같은 곳은 만든 것이다.144) 이에 운영은 여성으로서 당대의 윤리 인습을 지

켜야 할 뿐만 아니라, 궁녀라는 특수한 신분 때문에 더욱 강한 억압을 받는

다. 운영은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이다. 이전에 대군이 궁녀들에게

부연시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비경, 부용 등 다른 궁녀들이

대체로 정절을 지킬 뜻이나 임금을 향한 정성과 같이 덕과 의로써 교화하려

는 기상(氣像)의 시들을 지어 칭찬을 받았다. 이와 달리 오직 님을 그리워하

는 마음이 드러나 있는 운영의 시는 대군의 말대로라면 마땅히 심문을 받아

야 한다. 결국 대군은 그녀의 재주가 아까워 잠시 놓아둔다고 하지만 이를

통하여 운영의 내면까지 철저히 지배하려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봉건적

인습에 예속된 그녀에게는 개인적인 감정과 자유로운 사유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절대적 지배자의 권력 행사와 당시 지배이념이 운영의

삶을 옭아매는 것이다.

한편, 당시 대월의 사회상은 조선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대월에서 유교

사상과 이에 따른 모든 규범들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강력한 힘을 보일 뿐,

143) 이화인문과학원, 앞의 책, 207-215쪽.

144) 박일용, 雲英傳과 相思洞記의 비극적 성격과 그 사회적 의미 , 국어국문학98, 국어국
문학회 1987,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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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베트남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았기 때문에, 유입된 유교적 도덕관념은 주로 관리나 학자와 같은

지배계층의 여인들에게 적용되었을 뿐, 일반적으로 월남 여인들은 자유로웠

다.145) 즉 당시 베트남에서 유교사상의 영향력이 조선의 그것에 비해 더 느

슨하다고 볼 수 있다. 단씨점은 당대 저명한 유학자인 만큼 유교에서 규정

하는 여성의 ‘모범적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한편, 생전 민간들과 가까이 지

낸 시간이 있었기에 그들의 생활방식 또한 긍정하고 적극 수용한다. 그러므

로 단씨점은 〈해구영사록〉과 〈안읍열녀전〉에서처럼 유교적 지배이념을

충실히 이행한 여성들을146) 등장시키는 동시에 〈운갈선녀전〉의 강선처럼

그 모든 규범에서 온전히 벗어나는 파격적인 여성인물을 형성할 수 있는 것

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 강선에 비해 운영은 물리적·정신적으로 보다 철저

하고 강력한 압박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운영에게 허여된 삶의 공간은

오직 깊숙한 궁궐이기 때문에 강선에 비해 운영의 자기 정체성 탐구는 제한

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에서는 여성인물

들의 정체성 탐구를 통해 여성의 정체성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

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임을 입증한다. 즉 두 소설에서 제시하는 정체성이라

는 것은 외부 혹은 타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주

어진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두 작품에 나타난 운영과 강선의 정체성

문제에 대해 논하겠다.

145) 유인선, 「월남 전통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 『아세아연구』2, 고려대학교 아세아문

제연구소, 1982, 172-179쪽. 이 논문에 따르면, 17세기 후반 하노이에 주재하고 있던 사뮤

엘·바론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무어인이나 중국인과는 달리 이 나라 사람들은 여자를

남의 눈으로부터 감추지 않는다.’ 또한 작자 미상의 중국인 저술인 『安南志原』의 서문

에도 월남 여인들은 남자들을 피하지 않고 자유로이 걸어 다닌다고 적혀 있다.’(172쪽).

146) <해구영사록>에서 진(陳) 왕조 예종(睿宗)의 후궁 벽주는 임금과 병사들을 구하기 위

해 자기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헌신의 미덕을 구현한다. 한편 <안읍열녀전>의 완씨 부인

은 죽은 남편을 따라 자결하여 열녀로 이름을 떨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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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성 정체성에 대한 유교 지배이념의 정의를 살펴보았다. 하지만

가부장제 사회가 규정하는 여성의 정체성이나 속성은 여성 자신의 주체성이

배제된 허구적인 것이다. 여성의 정체성이나 여성적 속성은 무한히 다양할

수 있지만 여성은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여성성을 가장(假裝)하면서 자신의

본 면목을 잃고 일개 타자로서 살아가게 된다.147) 여기서 운영은 예교범절

로 그려진 여성 형상이 자신의 진면목이 아님을 깨닫는다. 현실을 직시한

운영은 당시 자신에게 부과된 삶의 부당함과 불합리성을 점차 인식하게 되

고 그 당위성을 거부하기 시작한다. 이리하여 그녀는 맹목적으로 당시 도덕

규범의 잣대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는 기존 이념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행동하여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정립해나가고자 한다. 소설

속에서 나타난 성장해가는 그녀의 모습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운영은 처음에는 주인이자 지배자인 안평대군의 절대적 권위와 엄격한

궁중 규범을 잘 따랐다. 그는 내심 궁궐 생활에 대해 만족해하지 않았지만

그저 애써 버티고 한탄하였을 뿐이다. 이때 운영은 소극적이고 순응적인 여

성으로 등장한다. 이후 운영은 학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세계

관을 형성해간다. 안평대군이 자신의 문예적 취향에 맞는 문장가를 창출하

려고 궁녀들에게 교육을 시킨다. 이 학습 과정을 통해 체득된 것들이 본인

의 개인적 경험과 만나 운영을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때 그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의구심과 불만을 드러내고 자

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 이때 운영과 궁녀들은 뛰어난 시문으로 능력

을 돋보여 당시 최고의 문장가들을 감탄하게 한다는 대목이 나온다. 앞 절

에서 서술했듯 운영은 남자라면 입신양명할 만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

다고 토로하며, 자신이 남성들 못지않은 문예적 능력의 소유자임을 강조한

바 있다. 운영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발휘할 줄 아는 것이다. 또한

운영은 현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목숨을 담보로 하여 자기의 욕망

147) 박혜숙, 앞의 책,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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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실하기로 한다. 이에 그는 안평대군의 명을 어기면서까지 적극적인 구

애를 펼친다. 그 결과, 일시적이나마 궁궐 안에서 운영과 그가 원하는 상대

남성의 애정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그녀는 주체성을 획득하고, 이전과 달리

능동적인 여성으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들은 여성이 남성보다 뒤떨어진 존

재가 아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지배이념에 의해 규정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반격이라 할 수 있다. 운영의 성장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그가 자결을 결심하

는 것이다. 안평대군이 궁녀들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다. 운영과 김 진사의

연애가 발각될 때, 다른 궁녀들의 호소력 높은 초사 때문에 안평대군은 운영

을 별당에 가둘 뿐, 그녀에게 죽으라는 명을 내리지 않는다. 그러나 운영은

비단 수건으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극단적인 방법이지만 그녀의

자결은 운영이 자신의 목숨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운갈선녀전〉은 〈운영전〉과 마찬가지로 정체성을 탐색하여 여

주인공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여태공의 딸로 태어나 규수로서의 삶을 사는 강선의 모습이다. 그녀는

규방에서 지낼 때부터 첫 혼인이 끝날 때까지 관습에 순응하는 여인으로 그

려진다. 둘째, 유행공주로 다시 인간계로 하강하는 강선이다. 이때 애정 추

구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맺음을 통해 강선은 전과 달리 주체적이고 적극적

인 성격을 보인다. 더 나아가 그녀는 오로지 자신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혼

인에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해 계속 새로운 삶을 꿈꾼다. 이에 강선은 아예

바깥세상으로 나와 천하주유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다. 셋째, 제승화묘대왕(制勝和妙大王)으로 만백성과 당시 조정의 추앙의 대

상으로 등장하는 강선이다. 이때 강선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여신

이자 외적을 물리치는 수호신이다. 여기 와서 강선은 독자적인 주체성을 획

득하고 당시 관습 혹은 지배이념 등으로는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된다.

이렇듯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강선의 성장해가는 모습이 운영과 유사하다.

그러나 세 번째 단계에 와서 강선은 운영과 판이한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 98 -

두 여주인공은 마침내 천상의 신선이라는 신분으로 복귀하였다는 점에서 공

통적이지만 운영이 예전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면 강선은 이전보다 더

높은 신격으로 좌정한다. 이때 강선은 온전한 신녀로 등장하는데, 인간에 의

해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강선 자신이 인간계를 통제하는 존

재로 변주되어 나타난다. 조정에서 강선을 토벌하려고 사당을 무너뜨릴 때

강선은 역병을 돌게 만들고 백성들을 두렵게 만든다. 그녀는 또한 그들에게

사당을 새로 짓지 않으면 모조리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하기도 한다. 이 대

목에서 그녀는 신력(神力)으로 재난을 일으키고 조정과 백성 등 모든 인간

을 두렵게 함으로써 신으로서의 위력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강선은 주체성

획득을 넘어 지배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선의 형상을 어

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이는 두 가지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기소설의 장르적 측면

이다. 베트남 전기소설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민간에서 전해온 이야기

속에서 소재를 얻어 소설을 창작하여, 민속 문화의 맥을 잇고자 하는 데에

서 발견된다.148) 당시 베트남 전 지역에는 성모(聖母) 유행에 관한 전설들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생전 평민들과 가까이 생활하였던 단씨점은 그러한 이

야기를 듣고 이를 수용하여 〈운갈신녀전〉을 창작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로써 단씨점은 베트남 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전기소설이라는 외래 문

학 장르 속에 자국의 고유문화를 담아낼 수 있었다. 이는 베트남 전기소설

의 독특한 면모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문화적 측면이다. 〈운갈신녀전〉과 〈운영전〉은 모두 천상의 존

재 즉, 선녀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두 작품의 저면에는 각 민족의 고유한 문

화적 전통이 깔려 있기 때문에 작품 속에 형상된 여주인공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때 〈운갈신녀전〉에서 강선의 신으로의 좌정담으로

끝을 맺어 그녀를 파격적인 이미지로 등장시킨 것은 이른 시기부터 형성된

148) 쩐 티 방 타잉·부이 티 티엔 타이, 앞의 글, http://www.vienvanhoc.org.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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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인의 여신, 특히 모신 숭배신앙(다오 머우, Đạo Mẫu, 母道) 에서 비

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이 〈강선전〉이 아닌 〈운갈신녀전〉

이라는 데에서부터, 이 소설은 여신에 관한 이야기임을 암시하고 있다. 다오

머우는 ‘어머니의 길’, ‘어머니의 이치’ 등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고대 베트

남 사람들은 어머니의 이미지를 우주와 자연의 질서 속에서 발견하였고 그

런 어머니를 성모(聖母)라고 불렀다.149) 현재까지도 음력 3월이 오면 유행

성모의 은혜를 기리기 위한 모신 숭배 의식을 거행하기도 한다. 작품 속에

서 운영에 비해 강선의 신적 성격이 더 현저한 것도 이와 관련되어 있을 것

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단씨점은 형식적으로는 전기소설이라는 장르를 선

택하고, 내용적으로는 오래전부터 구전된 여신의 이야기를 수용한 위에서,

현실 자각을 통해 여성 주체성과 정체성에 대한 단씨점 자신의 의식을 보태

어 〈운갈신녀전〉이라는 작품을 창작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의 작가들은 운영과

강선을 여성으로서 독립된 개별 자아로 여겨, 그들의 주체성 실현 과정을 드

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 정체성 문제까지 탐색하는 데로 나아갔다. 운

영과 강선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정체성에 반문하며, 끊임없이 스스로의 진정

한 정체성을 확인하려 한다. 이들 여성인물은 모두 주체성 실현이라는 방법을

통해 정체성을 정립해나가고 삶을 개척한다. 즉 운영과 강선은 여성의 정체성

이 다양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들

이다. 이렇듯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에 나타난 두 여주인공의 정체성

탐색과 자아 성장 과정은 당시 관습이나 지배이념 혹은 지배자에 의해 규정한

여성 정체성이 보편적이거나 절대적이며, 불변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149) 손노선·쩌우 티 투 튀, 「베트남 무속과 무당들의 접신현상」, 『한국무속학』28, 한국

무속학회, 2014, 337쪽. 또한 이 논문에 따르면 베트남의 무속에서의 성모체계는 ‘모사부

(母四部)’ 또는 ‘모삼부(母三部)’로 설명할 수 있다. 모사부는 ‘천·(天)·산(山)·지(地)·수(水)’

이고, 모삼부는 ‘천·(天)·산(山)·수(水)’이다. 인간계인 지부를 뺀 나머지 천·산·수를 삼신어

머니라고 한다.(365쪽).



- 100 -

V. 결론

본 논문은 17-18세기에 산출된 한국과 베트남의 전기소설인 〈운영전〉

과 〈운갈신녀전〉을 비교분석하여 주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

인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하고, 그들의 욕망과 의식을 탐구하여, 소설

속에 투영된 작가들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고찰해보았다.

두 작품의 여성인물 주체성 실현 과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제

II장에서는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을 비롯한 《전기신보》의 경개를

살펴보았다. 17세기에 출현한 〈운영전〉은 한국 고전소설의 걸작으로 평가

받아 왔는데 그 작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전기신보》는 18세기에 베

트남 고전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문인 단씨점에 의해 창작된 소설집

이며, 여기에 실린 작품 가운데 〈운갈신녀전〉은 여성의 주체성 실현 문제

를 제기한 소설이다.

제III장에서는 여성인물의 주체성을 실현하는 과정에 따라서 주체성 실현

동기, 구체적인 주체성 실현 과정과 그 결과로 나누어 논의를 전개했다. 먼

저 제1절에서는 운영과 강선의 출생과 주체성 실현 동기를 살펴보았다. 이

들 여성은 신선이라는 출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이들

의 주체성 실현과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동기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

는 현실의 고독함과 내면적 공허함에 있다.

제2절에서는 여성인물의 주체성 실현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먼

저 운영과 강선은 적극적인 구애 과정을 통해 주체성을 실현한다. 애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 이들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여성인물들은 타인 혹은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주체성을 실현한

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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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운영전〉에서 운영은 궁궐에서 같이 생활하

는 동료 궁녀들과 강한 유대감과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타인과 끊어진 관

계를 복원한다. 이 과정에 당시 가부장적 사회 질서와 안평대군의 권위에

대해 대항하여, 주체성을 실현한다. 〈운갈신녀전〉에서 강선은 다양한 외부

사람들과 바깥세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활

약을 펼쳐 존재감을 드러낸다. 운영이 기존 삶의 공간 안에서 다른 이와의

사회적 유대를 통해 자기 삶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강선은 본인이 살아온 삶

의 범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간에서 재능을 발휘하면서 주체성을 확립하려

고 한다.

제3절에서는 여성인물의 주체성 실현의 결과를 고찰하였다. 죽음 이후

운영과 강선은 모두 본래의 신분으로 복귀된다는 점에서 흡사하다. 그러나

천상에 복귀한 운영이 적강 이전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 있다면, 강선은 전

과 달리 인간계에서 사람들이 받드는 여신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천계에서 운영은 애정을 성취하고 인간계의 고통인 가부장적 지배이념

과 안평대군에 의한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두 여인이 지향

하는 새로운 삶이 차이가 있는데, 운영이 사랑에 더 큰 의미를 둔다면 강선

은 무엇보다 개인으로서의 자립을 더 열망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제IV장에서는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에서 여성인물의

주체성 실현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작가의 여성주의적 시각을 살펴보았

다. 〈운영전〉의 작가와 단씨점은 여성의 입장에 서서 여러 방면에서 그들

의 삶을 탐구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작가들은 여성인물들이 추구

하고자 하는 다양한 욕망을 서사를 통해 표출하고 그것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또한 여성인물의 정체성 탐구 과정을 그려냄으로써 전통사회에서

규정된 여성의 정체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들의 진정한 정체성에

대해 재인식하게끔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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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본 논문은 여성인물의 주체성 실현 과정에 초점을 두어 17-18세기

에 창작된 한국과 베트남의 전기소설 〈운영전〉과 〈운갈신녀전〉의 여성

형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당시 양국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고 작가들의 의식을 도출해보았다. 이는 장차 두 나라의 고전문학 비

교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한국과 베트남의 후기

전기소설을 연구하는 데에 있어서 본 연구는 〈운영전〉과 〈운갈신녀전〉

에 한정해 논의를 전개하였기 때문에 같은 시기에 출현한 다른 작품들까지

검토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당시 소설 속 여성인물들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

겨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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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1) <해구영사록>

① 벽주(碧珠, Bích Châu, 빅 쩌우)는 진(陳, Trần, 쩐) 예종(睿宗, Duệ

Tông, 주에 똥)150)의 후궁이며, 기개가 드높고 용모가 요염하다.

② 벽주는 임금의 시를 화답하여 문필력을 드러낸 뒤 왕의 총애를 얻게 된다.

③ 나라가 어수선해지자 그녀는 <계명십책>(鷄鳴十策)을 써서 왕에게 바친다.

④ 임금은 대신의 간언을 거절하고 적을 얕잡아 보아 직접 원정해서 남쪽에

있는 나라 점성(占城)을 치려고 한다.

⑤ 벽주는 왕이 위험에 빠지고 백성의 삶이 어려워질까 염려되어 표문(表文)을

올려 임금을 설득하려고 한다.

⑥ 임금이 그 표를 응대하지 않자 벽주는 나라와 임금을 걱정하는 마음에

침식(寢食)을 폐하고 결국 왕의 원정에 동행시켜줄 것을 청한다.

⑦ 임금의 행진이 남해에 이르러 풍파를 만나 배를 세우는데, 그 날 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교룡이 왕의 꿈속에 나타나 왕을 위협하면서 여자 한

명을 달라고 한다.

⑧ 임금이 잠에서 깨어나 비빈들을 불러들여 요상한 꿈 이야기를 전하자,

벽주는 신하와 아내로서 의(義)를 실현하기 위해 교룡의 사람이 되겠다

고 나선다.

⑨ 바다에 투신하기 전에 벽주는 예종에게 백성을 사랑해야 하고 나라를 위

150) 진조(陳朝)는 1225년에서 1400년까지 존속한 베트남 왕조다. 예종(睿宗)의 재위 기간은

1372년 - 1377년이다.



- 109 -

한 장기적인 계책을 세워야 한다는 등의 말을 남긴다.

⑩ 임금이 벽주를 위해 초혼문(招魂文)을 짓고 제사를 지낸 뒤 병사를 이끌

고 원정에 나섰으나 마침내 적의 꾀에 빠져 함락된다.

⑪ 200년 후 여(黎, Lê, 레) 성종(聖宗, Thánh Tông, 타잉 똥)151)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벽주가 그의 꿈에 나타나 억울하게 죽게 된 자신의 처지를

털어놓으며, 성종에게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청한다.

⑫ 벽주가 성종에게 바다 속을 환히 비추는 명주를 건네주는데, 그 덕에 성

종은 남해 바다의 신인 광리왕(廣利王)의 거처를 알게 되어 교룡의 죄를

고하고 교룡을 처벌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낼 수 있다.

⑬ 결국 힘을 잃게 된 교룡은 달아나야만 했고 벽주의 한도 풀리게 된다.

◯14 벽주의 시체가 물 위에 떠오르는데 생전의 미모가 그대로 남아 있다. 성

종은 그녀를 위해 황후의 예법으로 장사를 치르고 사당을 세운 다음, 시

한 수를 짓는다.

◯15 성종이 쓴 시에는 예종을 폄하하는 구절이 있어 벽주는 다시 그의 꿈에

나타나 시의 내용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못하다고 한다.

◯16 성종은 예종에 대한 변함없는 벽주의 마음에 감동하여 시를 고치고, 서

울로 돌아온 뒤 사당을 크게 건립하고 그녀를 ‘제승부인’(制勝夫人)으로

봉한다.

(2) <안읍열녀전>

① 정완(丁完, Đinh Hoàn, 딩 호안)이라는 진사가 아들이 없어서 완(阮,

Nguyễn, 응우엔)씨 가문의 딸을 후처로 들인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며

151) 여조(黎朝)는 1428년부터 1788년까지 지속된 베트남 왕조이다. 성종(聖宗)의 재위 기간

은 1460년 - 149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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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 시가를 주고받곤 한다.

② 부인이 시를 짓느라 매일 같이 늦잠 자는 남편을 타이르는데, 이후 그는 부지

런한 사람이 되고 청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된다.

③ 남편과의 遠別을 앞두고 병이 든 부인이 남편을 배웅하는 길에 근심과 슬픔을

담은시를짓는다.

④ 공은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 화답시를 읊은 후 옷을 벗어 신표로 삼아 부인에

게 준다.

⑤ 혼자 남은 부인이 자기의 마음을 <感懷詩>, <北風歌>, <征車行> 등 3편의

시에 기탁한다.

⑥ 연경(燕京)에서 정완은 병이 들어 생을 마치게 되고 조정에서는 그를 형

조좌시랑(刑曹左侍郎)으로 추증한다.

⑦ 부인이 남편을 따라 자결하려 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그치고, 이후 예를 갖추

어 남편의 장례를 치른다.

⑧ 부인은 남편이 그리워 울음을 터뜨리는데 불현듯 공이 나타나 자기가 지

금 상제의 일을 돕고 있는데 그동안 일이 많아 부인을 찾아갈 틈이 없었

다고 말한다.

⑨ 그녀가 회포를 털어놓자 공은 위로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고 사라진다.

⑩ 공의 소상(小祥) 날이 되자 부인이 방에서 남편이 준 옷으로 목을 매어

자살한다.

⑪ 조정에서는 부인을 위해 사당을 세우고 그를 ‘정렬부인(貞烈夫人)’으로

봉한다. 이후 그 사당은 마을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는 곳으로 이름

을 얻는다.

⑫ 몇 년 뒤 하(何)생이라는 사람이 정렬부인의 사당을 방문하여 시 한 수를

적고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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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하생의 시에 정완을 잘못 평가하는 내용이 있어서 부인은 하생의 꿈속에

나타나 자기 남편의 충성과 절의에 대해 이야기한다.

⑭ 이에 부인은 그 시의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하생에게 앞으로 현달

하겠지만 말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한다.

⑮ 하생은 부인의 말씀을 받아들여 잠에서 깨어나 사당에 가서 시를 고쳐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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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female characters in Unyeongjeon

and Ungalshinnyeoj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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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female characters represented

in the 17th-18th century Korean jeongi novel(傳奇小說) Unyeongjeon (운

영전, 雲英傳) and Vietnam jeongi novel Ungalshinnyeojeon (운갈신녀전,

雲葛神女傳). The paper focuses on analyzing the feminist perspective

depicted in these novels through women’s consciousness and desires by

identify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how these female characters

create their identities.

Unyeongjeon is an early 17th-century novel, widely regarded as a

masterpiece of Korean classical literature. Jeongishinbo (전기신보), on

the other hand, is an exemplary 18th-century Vietnam anthology.

Jeongishinbo is a collection of 6 literary works, where first 3 are written

by an outstanding Vietnamese female writer Doan Thi Diem(단씨점, 段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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點). Among them is the novel Ungalshinnyeojeon that, unlike other

jeongi novels of that time, depicts a clear process of female identity

creation and life improvement in a way similar to Unyeongjeon.

Unyeongjeon and Ungalshinnyeojeon are both classified as classical

novels and both were written during the latter years of classical novel

development period in Korea and Vietnam. These novels are similar due

to the fact that they were both written in the similar historical, social

and ideological conditions. Furthermore, these novels are both similar in

the way they place female characters in the center of narrative and

focus on addressing their problems, very much unlike other classical

novels of that period.

This paper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East Asian jeongi novels

aesthetics from the perspective of equality. From this perspective, both

novels focus on analyzing the identities of female characters in

Unyeongjeon and Ungalshinnyeojeon as equal identities instead of

comparing and contrasting them against each other.

The third chapter focuses on studying the female characters’ identities

by defining the motivation behind their identities’ creation, the creation

processes and the end results. Un-yeong and Gang-seon were both born

as Taoist hermits and both were motivated to improve their lives and

form their identities due to the loneliness of the reality they were living

in and their internal emptiness.

Both characters created their identities while actively pursuing love.

They also contributed to their identities formation through interaction

and creation of relationships with other characters in their worlds. In

case of Unyeongjeon, the female protagonist rebuilt broken 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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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others around her and confronted the patriarchal social order by

forming strong relationships and affectionate ties with her fellow court

ladies living in the palace. In case of Ungalshinnyeojeon, the female

protagonist clearly identified her presence and actively displayed her

abilities by forming direct relationships with outsiders by stepping

outside the fence around her house. As Unyeong worked toward

improving her life through social interactions at the place where she

lived, Gang-seon worked toward establishing her identity by escaping

the place where she lived and displaying her talents in a new place.

Both characters met the same fate – death. By dying, Un-yeong

achieved her ultimate goal of winning affection and escaping the

restraints of Grand Prince An-pyeong’ patriarchal ideology. Both

Un-yeong and Gang-seon returned to their original statuses after death.

However, as Un-yeong returned to her previous heavenly life,

Gang-seon becomed a goddess. Gang-seon becoming a goddess is

characteristic of Vietnamese classical novels and was influenced by the

Vietnamese folk tales that focused on the idea of goddess worship.

Furthermore, both heroines pursued completely different lives. As

Un-yeong focused more on the matters of love and heart, Gang-seon

strove for independence above all.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bove research, the fourth chapter

examines the feminist point of view of the Unyeongjeon and

Ungalshinnyeojeon’s writers. Both writers focused on exploring the lives

of their female protagonists in various ways. They both expressed the

desires of their female characters through a positive narra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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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ed the issue of female identity in the traditional society.

Keywords: Jeongi novel, Unyeongjeon, J eongishin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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