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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8 세기 창작된 한국의 �천예록(天倪錄)』과 중국의 �난양소하록(灤陽

消夏錄)』은 모두 신선, 귀신, 요괴 등에 관한 짧은 이야기를 수록한 작

품이다. 이 작품들은 인간이 아닌 존재를 이야기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에 본고는 이 이야기를 ‘이류담(異類談)’이라는 용어로 포괄하였다. 본 

연구는 두 작품의 이류담을 유형에 따라 비교하여 작가의 이류 인식을 

살피고 나아가 이류담의 특징과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18 세기는 한국·중국에서 이류담이 활발하게 유통되던 시기였고, �천

예록�과 �열미초당필기(閱微草堂筆記)�는 이류담을 기록한 당시의 대표적

인 작품이다. 특히 �난양소하록�은 �열미초당필기� 합본의 첫 번째 책으

로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 생각된다.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은 창작 시

기가 비슷하고 이류담을 수록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비교 연구에 적합하

다. 

  본고는 이류와 인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중국 민속학 학자 유괴립(劉魁

立)의 '플롯 코어(情節基干)'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천예록�과 �난

양소하록�의 이류담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이류가 

인간보다 우월한 이야기로 수혜담, 권계담, 징벌담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 유형은 이류가 인간과 평등한 이야기로 교류담, 요구담, 평화공존담

이 이에 해당한다. 세 번째 유형은 이류가 인간보다 열등한 이야기로 퇴

치담, 해악담이 여기에 해당한다. 본 논문은 이들을 주제적 지향과 작가

의 이류 인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이어 이류담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이류담에는 구세주로서의 신선과 지

도자로서의 신선, 타자로서의 귀신과 지자(智者)로서의 귀신, 소외되는 

요괴와 인간성을 가진 요괴가 등장한다. �천예록』의 신선은 신통력이 있

는 구세주로서의 존재이며 �난양소하록�의 신선은 권위 있는 지도자로서

의 존재이다. �천예록』에서 귀신은 내보내야 할 존재이며 타자로 인식되

지만, �난양소하록�의 귀신은 대개 인간보다 통찰력이 좋고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지자(智者)로 인식된다. 심지어 배척받는 악귀에게서도 지적인 

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천예록』은 요괴를 철저히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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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반면 �난양소하록�은 요괴를 인간과 비슷한 존재로 보고 인간과 차이

가 나타나는 요괴를 경원(敬遠)하는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류담의 의미를 현실적 의미, 교화적 의미, 

모범적 의미 세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먼저 �천예록』은 말세 사상을 통

하여, �난양소하록』은 관장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

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예록』은 성리학 사상을 통한 이론적인 

해결방법을 제공한 반면, �난양소하록』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두 작품은 향유층을 확대하고 유교 이념을 통속

화하여 보다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있었다. 아울러 �천예록』

은 후세 야담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난양소하록』은 육조소설의 문체 

격식을 따라 후세 필기류 소설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에서 후대 

작품의 모범적이 되었다. 

주요어：천예록, 난양소하록, 열미초당필기, 이류, 귀신, 여우



- iii -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대상 ··························································································2

    3. 연구사 ····································································································10

Ⅱ. 이류담의 개념과 유형 ·····································································18

   1. 이류담의 개념 ··············································································18

    2. 이류담의 유형 ·············································································22

    3. 화소의 비중 ·························································································30

Ⅲ. 이류담의 유형별 비교 ·····································································37

    1. 우월형 ···························································································37

    2. 평등형 ····································································································55

   3. 열등형 ·····································································································68

Ⅳ. 이류담의 특징 ·······················································································78

   1. 신선, 구세주와 지도자 ·······························································78

    2. 귀신, 타자와 지자(智者) ·························································81

    3. 요괴, 소외와 동화 ··················································································87



- iv -

Ⅴ. 이류담의 의미 ·························································································91

     1. 현실적 의미 ···························································································91

     2. 교화적 의미 ···························································································93

     3. 모범적 의미 ···························································································95

Ⅵ. 결론 ·············································································································97

참고문헌 ··········································································································100

부록 ····················································································································108

Abstract ·········································································································113



- 1 -

Ⅰ. 서론

1. 연구목적

　본고는 동아시아 서사문학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8 세기 한국과 

중국에서 창작된 �천예록(天倪錄)�과 �난양소하록(灤陽消夏錄)�의 이류담

(異類談)을 비교·분석하여 그 특징을 밝히고, 의미를 규명하는 데에 연

구목적을 둔다. 

  인간은 늘 신비로운 사물이나 현상을 궁금해 하고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특히 외모나 성격이 인간과 비슷하면서도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해

서는 더욱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약 2000 년 전 중국에서 각종 요괴, 귀

신 등 신비한 사물을 기록한 저작인 �산해경(山海經)�이 출간된 이래로 

신선, 귀신, 요괴 등 사이비적(似而非的) 인간을 등장시킨 각종 지괴류 

소설이 유행하였다.

  한국에서도 사이비적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미 �수이전�이나 �삼

국유사�에서부터 신선, 귀신 등의 존재가 확인된다. 한국 서사 문학의 첫

머리라 할 수 있는 �수이전�의 「최치원」, �삼국유사�의 「지귀」 등의 

설화, 첫 소설인 �금오신화�의 「만복사저포기」 등에서 귀신과 영혼이 

등장한다. 어쩌면 이런 존재들은 서사의 출발과 함께 존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사이비적 인간을 '이류(異類)'1로 명명하기로 한다. 전근

대 사회에서 이류담은 인간이 가진 서사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간 삶의 양태 및 관념 형태를 재현하는 역할을 해왔다. 일반적으로 사

람들은 말하고 싶지만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이류담을 통해 말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현실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

서 이류담 연구는 인간의 서사적 관심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당시 

정치상과 문화상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 본고에서 이류(異類)는 인간의 모습, 혹은 인간의 사고방식이나 욕구를 가진 정체가 분

명한 비인간으로 규정한다. 주로 신선, 귀신, 요괴로 구성된다. 



- 2 -

2. 연구대상                           

  �천예록』은 조선 후기 사대부 임방(任埅, 1640~1724)이 편집한 것으

로2 창작 연대는 확실하지 않으나 대략 그의 만년에 지어졌다고 이야기된

다.3 �천예록�은 야담보다 넓은 장르인 필기류 �어우야담� 이후, 조선 시

대 창작된 야담집 중 가장 서두에 위치하는 작품으로 후세 야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편 �천예록�에는 신선, 귀신, 요괴, 이인(異人), 고승, 

여성 등 다양하고 특이한 대상의 이야기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괴이 서

사를 전문적으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다른 야담집과 차이가 있어 이류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천예록』

의 이본은 여섯 종이 있다.4 이본 대조를 통해 �천예록�에는 총 62 편의 

이야기가 수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5

2 1993년에 이신성은 처음으로 �천예록�의 작가를 이상우(李商雨)로 추정하였는데 1994

년에 김동욱과 진재교에 의해 임방(任埅)임이 확인되었다(김동욱, 「�천예록� 연구 천리

대본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5, 반교어문학회, 1994; 진재교, 「잡기고담의 저작연

대와 작자에 대하여」, �서지학보』12, 한국서지학회, 1994).

3 진재교는 �천예록�이 1714-1724년 사이에 지어졌다고 추정하였다(진재교, 「�천예록』

의 작자와 저작년대」, �서지학보』17, 한국서지학회, 1996). 김동욱은 이를 임방이 50세

(1689년)되는 6년간, 67세(1706년)되는 몇 달간, 또는 70세(1709년) 되는 3년간 등 

세 시기에 걸쳐 기록해 두었다고 추정하였다(김동욱, �한국 야담문학의 연구�, 보고사, 

2015).

4 일본 천리대(天理大) 도서관 소장본(61편), 김영복(金榮福) 소장 �최척전(崔陟傳)� 합

철본(44편), 미국 버클리대 소장 �해동이적(海東異蹟)� 내 �천예록초�(30편), 천리대 소

장 �어우야담� 소재 �천예록초�(21편), 최민열 소장 한글 필사본(14편), 정명기 소장 한

글 번역본(4편)이 이에 해당한다(정명기, 「야담 연구에서의 자료의 문제」, �한국문학논

총』26, 한국문학회, 2000, 30면 참조).

5 이 62편 이야기의 구성은 �천예록』의 가장 완전한 상태인 천리대본 수록된 61편과 김

영복 소장본 제1회 '지리산로미봉진(智異山路迷逢眞)'이다. 이 이야기는 천대대본에서 빠

진 이야기로 추정된다(임방 저, 정환국 역, �교감역주 천예록�,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21면.) �천예록』 수록 이야기 수에 관련해 정용수가 다른 의견을 제출하였다. 정용수는 

�고금소총(古今笑叢)�, �명엽지해(蓂葉志諧)�, �이향견문록(里鄕見聞錄)�에 소재한 일부 

이야기가 �천예록�의 이본으로 간주하며 �천예록� 소재 이야기가 총 66편이라고 주장하

였다(정용수, 「�천예록� 이본자료들의 성격과 화수 문제」, �한문학보』7, 우리한문학회, 

2002, 158면). 새로 발견된 4편의 출처는 �고금소총�인데, 이 4편의 이야기는 출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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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양소하록�은 청대 한림원서길사(翰林院庶吉士) 기윤(紀昀, 1724~1

805)의 5가지 필기소설의 합본 �열미초당필기(閱微草堂筆記)』의 첫 번

째 책이다. 총 6권이며 약 279편6의 이야기가 수록되어있다. �열미초당

필기�는 기윤이 건륭(乾隆)54년(1789년)부터 가경(嘉慶)3년(1798년)까

지 10년에 걸쳐 편집한 작품으로 괴이 서사를 수집한 대표적인 필기류 

단편 소설이다. 

  18세기 전후 중국에서 괴이 서사를 수집한 필기류가 많이 산생되었는

데 포송령(蒲松齡, 1640~1715)의 �요재지이(聊齋志異)�와 기윤의 �열미

초당필기�가 대표적이다.7  �요재지이�는 다채로운 필법과 저항의식 때문

에 출간 당시부터 큰 열풍을 일으켰고 문학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

에 대한 선행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고는 연구가 많이 축적된 �

요재지이�보다 그에 못지않은 중요도를 지니면서도 한국에서 선행연구가 

적은 �열미초당필기』을 연구대상으로 선택하여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작가의 신분과 개인 경험을 고려하면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을 

비교 대상으로 삼을만하다. 임방과 기윤은 모두 늙은 나이에 종일품8 관

천예록�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이 4편은 제목 작명법이 다른 이본과는 전혀 다르다. 이 

4편의 제목은 <浮談天子>,<妄發匠人>,<淫婦奸巧>,<蠢夫癡騃> 이며 나머지 이본에서 확인

되는 7글자 제목과 다르다. 따라서 새로 발견된 이야기를 �천예록�에 속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제목 작명법을 고려하지 않고 출전이 �천예록�으로 표시된 이야기를 

모두 합치면 85편까지 거론될 수 있는데(문성대, 「�천예록� 의 이본과 서사방식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6)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다. 따라서 본고는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받은 62편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6 도광 15년 간본을 바탕으로 편집한 상해고적출판사 판본을 기준으로 한다.

7 포송령은 평생 출세하지 못하여 하층민으로 살았는데 �요재지이』는 그의 의지와 분개

를 토로하는 책(孤憤之書)이다. 포송령이 �요재지이』의 서문에 창작 동기에 대한 쓴 글

이 있다. "여우의 겨드랑이 밑에 난 흰털을 모아 옷을 만드는 듯이 이야기를 모아서 �유명

록(幽冥錄)』의 속편을 만들고자 한다.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의지와 분개를 표현하기 위

해 책을 냈다." 集腋爲裘，妄續幽冥之錄；浮白載筆，僅成孤憤之書。(蒲松齡著, 朱其鎧編,�

全本新注聊齋志異』, 人民文學出版社, 2014, 聊齋自志 1면.) 때문에 학계에서 �요재지이』

의 창작 동기는 고분(孤憤) 에 있다는 주장이 많다. 반면 기윤은 한때 유명한 선비 집안 

출신이며 �사고전서(四庫全書)』 편집장으로 젊을 때부터 벼슬을 하였다. 기윤은 건륭(乾

隆) 십구년(1754년)에 진사(進士)에 급제하고 벼슬 생애가 시작하였다. 그때 기윤이 단

지 30세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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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을 하였고 모질(耄耋) 고령으로 살았다. 또한, 벼슬하는 동안 모두 부

침을 겪어 유배를 당한 경험이 있다. 심지어 임방은 유배지에서 사망하였

다.9 이처럼 두 작가의 비슷한 신분과 개인적 경험은 본고의 비교 연구에

서 많은 참고가 되었다.

  이야기의 풍부성을 고려하면 �열미초당필기』전문을 연구대상으로 삼

아야 하지만 �열미초당필기』는 �난양소하록(灤陽消夏錄)�, �여시아문(如

是我聞)�, �괴서잡지(槐西雜誌)�, �고망청지(姑妄聽之)�, �난양속록(灤陽

續錄)� 등 5 가지 책의 합본으로 총 24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00 편

이 넘는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는 62 편의 이야기가 수록된 �천예록』

과 양적으로 큰 차이가 있어 두 작품을 서로 비교하는 데 장애물로 작용

한다. 한편, �열미초당필기』는 1800 년에 이르러서야 한 책으로 묶이게 

되었다.10 이러한 사실을 생각하면 �열미초당필기』 전체를 연구대상으로 

삼을 경우, 비교 대상의 산생 시기와 비교 작품의 수가 서로 너무 큰 차

이를 보인다는 난점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열미초당필기』의 첫 책인 �난양소하록�에 주목하고자 

한다. �열미초당필기』 두 번째 책 �여시아문�의 서문을 통해 �난양소하

록�은 1791 년 전에 유통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11 또한 오파(吳波)는 

2008 년에 중국 국가도서관에서 기윤이 직접 표기한 흔적이 있는 �난양

8 임방은 82세(1721년) 나이에 귀후서 제조(歸厚署 提調, 종일품 관직)를, 기윤은 74세

(1797년) 나이에 예부상서(禮部尙書, 종일품 관직)를 맡고 1805년에 협판대학사(協辦大

學士, 종일품 관직)를 하였다.

9 경종 4년 가신, 고 수춘 임방은 김천으로 폄적하는 도중에 졸하였다. 향년 85세. 景宗

四甲辰, 故三宰水村任公卒于金川謫中, 壽八十五（大提學尹鳳朝撰, 『水村集』卷之十三 神

道碑銘, 『한국문집총간』149, 民族文化推進會, 1995, 278면).

10 1800년 기윤의 제자 성시언(盛時彦)이 다섯 편 원고를 한 부로 묶어 교감하고 기윤의 

교정을 받아 �열미초당필기오종(閱微草堂筆記五種)�이라는 제목으로 판각 발행하였다. 이

는 최초의 관각본이며 가경성씨간본(嘉慶盛氏刊本)(1800, 北京)이라고 한다. '열미초당'은 

기윤의 저택에 있는 서재 이름이다. 

11  �여시아문�의 서문은 적힌 시간이 "신해칠월(辛亥七月)(1791년)"이라고 기록되었다. 

내용을 보면 "�난양소하록』을 지었을 때 원고가 탈고되기 전에 벌써 시종 서점에서 몰래 

간행 되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曩撰《灤陽消夏錄》, 屬草未定, 遽爲書肆所竊刊, 

非所願也。)"라는 기록을 통해 �난양소하록』은 1791년 전에 유통되었다는 것이 분명하

다(紀昀 著, 汪賢度 校, �閱微草堂筆記�, 上海古籍出版社, 1980, 如是我聞序,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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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록』 필사본을 발견하여 작품의 필사 시기를 1790 년 전후로 추정한 

바 있다.12 따라서 �난양소하록�은 18 세기에 산생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소장 중국문언소설의 판본 목록에 따르면 �난양소하록�은 독

립된 작품으로 한국에 유입되기도 하였다. 유입 시기를 확인할 수 없지만, 

출판 사항 및 판식 상황이 현존 �열미초당필기』와 다르기에 독립적으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13 �열미초당필기』가 1800 년대 초·중반에 한

국에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는데14 �난양소하록�은 그보다 이른 시기에 한

국에서 유통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창작 시기와 

유입 상황을 고려해 �열미초당필기� 중 �난양소하록�을 �천예록�의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한국에서 �천예록�은 야담집으로, �난양소하록�는 필기소설로 분류된다. 

야담은 조선 후기의 기록 설화들을 대상으로 사용한다.15 반면 '필기'는 

한자 문화권에서 두루 사용된 보편적인 개념이다. �국어국문학자료사전』

에 의하면 야담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

에 관한 이야기로 야사(野史), 야승(野乘), 패사(稗史), 패설(稗說) 등의 

용어로 통용되기도 하나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는 설화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도 설화보다 실사(實事)에 치중한 면이 많다는 

점에서 설화와 구별된다."16라고 정의된다. 

  최근에는 패관소설, 패관문학, 필기, 패설, 잡록, 문헌설화, 잡기, 수필 

등을 '필기'와 '잡록' 두 부류로 정리하는 경향이 보인다. 잡록이라는 명칭

12 吳波, 張偉麗, 「國家圖書館藏《灤陽消夏錄》單行抄本及其文獻價値」, �中國文化硏究』

2020春之卷, 2020, 85면.

13 민관동, 유희준, 박계화 공저, �韓國 所藏 中國文言小說의 版本目錄과 解題』, 학고방, 

2013, 330-331면. 현존 �난양소하록』은 두 가지가 판본이 있는데 제목이 �난양소하록』

인 중국목판본과 �열미초당필기』에 들어간 중국석탑본이다. 두 가지 판본의 출판 사항을 

보면 목판본은 월동동문당(粤東同文堂) 교간하여 관혁도인(觀奕道人, 적가 기윤의 별호)

이 편찬한 것으로 되어있다. 석탑본은 중화도서관에서 출간되었고 적자 정보가 기윤으로 

되어있다.

14 이민숙, 「기윤의 �열미초당필기�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5면.

15 김현룡, �한국문헌설화�1 , 건국대학교출판부, 2000, 5면.

16 監修 李應百, 金圓卿, 金善豊, �國語國文學資料事典�, 한국사전연구사, 2000, 18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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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주제의 잡다함을, 필기는 견문의 단편적 기술이라는 양식적 특성을 강

조한 것이다.17 이를 통해 필기는 야담보다 좀 더 넓은 범주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야담은 필기류에 속한다고 판단된다. 김연호는 "조선 

후기 야담집 편찬자들의 야담 개념 속에는 '소설류(小說類)'의 의미가 내

포되어 있었으며, 사실의 기록인 잡기 외에도 허구적 이야기를 포괄한

다."18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렇게 실사에 치중하면서 소설의 허구성을 

가진 "견문을 잡기한 기록류의 범칭"19인 야담은 중국의 필기소설의 개념

과 비교해보면 그 유사성을 알 수 있다. 

중국의 필기소설은 "고대 소설의 한 유형으로 문언소설의 일종이다. 대

부분 수필형식으로 견문과 잡감(雜感)을 기록하여 완성된다. 종대 송기

(宋祁)는 최초로 '필기'라는 용어를 책 이름으로 활용되었고 그 후 소식

(蘇軾)과 육유(陸遊)가 �구지필기(仇池筆記)�, �노학암필기(老學庵筆記)�

등에서 사용하였다. 필담(筆談), 필총(筆叢), 수필(隨筆), 필여(筆餘), 잡

록(雜錄), 만록(漫錄), 담총(談叢), 총설(叢說) 등 모두 이 갈래에 종속시

킬 수 있다."20      

필기는 역사가 오래되고 범주가 큰 장르이다. 청대 �사고전서총목(四庫

全書總目)�의 잡설지속(雜說之屬)에서 필기는 "수필의 방식으로 의론, 잡

담 등을 기록하여 고거변증(考據辯證)의 목적인 문체"라고 규정하였다.21

또 �열미초당필기�의 정개희(鄭開禧) 발문(跋文)에서 필기는 "소설이지만 

정사(正史)와 같다"22라고 기술하였다. 이는 청대 필기소설의 고증학(考

17 곽미라, 「조선전기 筆記의 의식지향과 성격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면.

18 김연호, 「야담 장르의 변천 소고」, �우리어문연구』11 , 우리어문학회, 1997, 221면. 

19 곽미라, 앞의 논문, 1면.

20古代小說類別名。文言小說的一種。大多以隨筆形式記錄見聞雜感而成。宋代宋祁始以'筆記'

做書名, 后如舊題蘇軾的《仇池筆記》, 陸遊的《老學庵筆記》等均沿用。另有筆談,筆叢, 隨

筆, 筆餘, 乃至雜錄, 漫錄, 談叢, 叢說等, 大致均可歸入此類。(錢仲聯等編，�中國文學大辭

典�, 上海辭書出版社, 2000, 1998면.)

21 雜說之源, 出於論衡。其說或抒己意, 或訂俗譌, 或述近聞, 或綜古義, 後人沿波, 筆記作焉。

大抵隨意錄載, 不限卷帙之多寡, 不分次第之先後。興之所至, 即可成編。(四庫全書硏究所整

理, �欽定四庫全書總目�卷一百二十二, 中華書局, 1965, 1057면)

22 而大旨悉歸勸誡, 殆所謂是非不繆於聖人者也！雖小說, 猶正史也。(紀昀, 앞의 책, 鄭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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證學)적 특징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청대 필기소설은 "수필이나 찰기

의 서술 방식으로 써진 내용이 박잡(駁雜)한 저작으로 내용은 고거변증

(考據辯證)과 의론잡설(議論雜說)을 주로 하며 사사견문(史事見聞)과 서

술잡사(敍述雜事)를 겸유하는 것"23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필기소설은 유동문학적(流動文學的), 적층문학적(積層文學的) 

성격을 지니면서 문언으로 써지고 견문을 기술하는 동시에 고증학의 성

격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앞에 논의한 야담의 개념과 근본적

으로 동일하다. 그렇기에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은 장르적으로 볼 때 

모두 필기류 단편 소설로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작품은 각 나라의 대표적 이류담이다. 신선, 

귀신, 요괴 등 특이한 대상의 이야기를 많이 수록하고 있으며 내용 또한 

비슷하다. 둘째, 작가의 계층과 생애 경험이 유사하다. 두 사람은 모두 사

대부계층으로 유배 경험도 일치한다. 셋째, 두 작품의 출간 시기가 비슷

하다.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은 18 세기에 산출된 작품으로 연대 차이

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넷째, 두 작품의 장르가 동일하다.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은 모두 필기류 단편 소설에 속한다. 

두 작품의 판본 선정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천예록�의 이본 중에 가장 

주목받아야 할 것은 천리대본이다. 천리대본은 62 편 중 한 편을 제외한 

61 편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중에 처음 나온 완역본 역

시 천리대본을 기본으로 삼았다.24 그러나 천리대본은 오탈자가 많아 천

리대본 만을 연구대상으로 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정환국은 �교감역

주 천예록�에서 천리대본, 김영복 장본을 중심으로25 미국 버클리대, 천

禧序, 568면)

23 筆記就指以隨筆札記的著述方式寫成的體例隨意, 內容駁雜, 以考據辯證, 議論雜說爲主,而

兼及史事見聞, 敍述雜事壹類的著作。(岳永, 「淸代筆記觀初探」, 華東師範大學, 中國古代

文學, 博士學位論文, 2014, 2면)

24 김동욱 외, �완역 천예록�, 명문당, 1995년.

25 이본 중에는 천리대본이 가장 완전한 상태나 오탈자가 많아 편이며, 김영복 소장본은 

수록된 작품 수는 44편으로 상대적으로 적으나 오탈자가 적은 선본(善本)이다(임방 저, 

앞의 책,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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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대 소장 �천예록초』 이본을 참조하여 62 편을 교감하였다. 이 책은 4

가지 이본을 대상으로 교감한 것으로 비교적으로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본고는 이 책의 한문 교감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현존하는 사료 중 �난양소하록� 최초의 필사본으로 추정되는 판본은 중

국 국가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3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윤이 직접 

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남아 있어 생전에 사람을 시켜 필사하게 

한 후 본인이 직접 교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열미초당필기』 시리

즈 중 최초의 필사본으로 현존하는 단행본 중 가장 이른 시기인 건륭경

술(乾隆庚戌, 1790)년 전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26

  �난양소하록�은 별도의 간행본이 없기 때문에 합본 �열미초당필기』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열미초당필기』는 성시언(盛時彦)에 의해 출간된 가

경성씨간본(嘉慶盛氏刊本, 1800, 北京)은 최초의 관각본이다. 그 후에 도

광 13 년간본(道光十三刊本, 1833, 廣州), 도광 15 년각본(道光十五刻本, 

1835, 廣州), 그리고 광서 17 년광백송재연인본(光緖十七廣百宋齋鉛印本, 

1891, 上海)이 나왔다. 민국시기(民國時期)에는 문명서국(文明書局) 청

대필기종간본(淸代筆記縱刊本), 진보서국석탁본(進步書局石拓本), 회문당

서국상주본(會文堂書局詳注本)이 출간되었다.27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2012 년 말까지 충 71 개 출판사가 『열미

초당필기』를 출판하였다.28 1980 년 6 월에 천진고적출판사(天津古籍出

版社)가 문명서국 청대필기종간본을 영인하여 출판하였다. 이는 가장 최

근 출판된 판본이긴 하였으나 문명서국의 판본은 원문을 함부로 삭제하

여 편목의 수량이 도광 15 년목각본보다 분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어 선본

(善本)이라 할 수 없다.29 같은 해 9 월, 상해고적출판사(上海古籍出版社)

는 도광 15 년각본을 기본으로 민국 시기 3 가지 판본과 대조하여 명확한 

오탈자를 수정하여30 교감본을 출판하였다. 이 판본은 여러 번 재판된 신

26 吳波, 張偉麗, 앞의 논문, 84면.

27 錢仲聯 等編, 앞의 책, 1547면.

28 梁振剛, 「關於《閱微草堂筆記》的版本問題」, 『滄州師範學院學報』3, 2013, 4면.

29 上述幾種坊間通行的石印本對原書濫予刪削, 其條目遠少於道光木刻本。 (紀昀, 앞의 책, 

汪賢度머리말, 5면)

30 以淸道光十五年刊本作爲標點的底本, 也參考了文明書局《清代筆記叢刊》本, 進步書局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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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도가 높은 판본이다.31 이에 본고는 이 판본에 실려 있는 �난양소하록�

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한편 2009 년 이민숙이 �열미초당필기�를 한국어로 초역하였다.32 이는 

한국 최초의 번역본인데 37 편 작품만 수록되었다. 본고에서는 필요에 따

라 이 책 내용도 참고할 것이다.

印本, 會文堂書局詳註本等。(中略) 遇有明顯誤字, 徑行改正, 不一一出校。少數史實因紀昀

單憑記憶而誤書, 則作簡單的校訂文字, 用按語形式加黑括弧註於文下, 以供讀者參考。(紀昀, 

앞의 책, 汪賢度머리말, 5면)

31 梁振剛, 위의 논문, 4면.

32 기윤 지음, 이민숙 옮김, �열미초당필기�,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09. 



- 10 -

3. 연구사

조선 시대 한·중 필기류 단편 소설에 대한 비교연구는 대개 여성담33, 

치부담34, 신선담35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한·중 신선담 비교연구는 �청

구야담(靑丘野談)』과 �우초신지(虞初新志)』를 대상으로 한 왕종선의 

연구가 유일하다. 그는 �청구야담』과 �우초신지』에 나타난 신선의 형상

과 면모 및 작품에 내포된 현실적 욕망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

선담은 현실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흥미

성과 세교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야기의 양상을 단순히 

비교하는 데에 머무르고 있어 의미 분석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36

다음으로 본고의 연구 대상인 �천예록� 과 �난양소하록』이 실린 �열미

초당필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37 먼저 �천예록�에 

대한 한국의 연구 상황은 다음과 같다. �천예록�은 1979 년 오오타니 모

리시게(大谷森繁)가 �조선학보(朝鮮學報)� 91 집에서 해제를 발표하여 

학계에 처음 알려졌다. 본격적인 연구는 이신성에 의해 시작되었다.38 초

33 Chen, Yuanyuan, 「�靑邱野談』과 �三言』의 女性人物 比較硏究」,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5; 왕몽(王夢), 「조선후기 야담과 청대 필기소설의 여성담 비교」, 고려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34 송영란, 「�靑邱野談』과 �三言二拍』의 致富談 比較硏究」,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4.

35 왕정선, 「�靑丘野談』과 �虞初新志』 소재 신선담 비교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17.

36 왕정선, 위의 논문. 

37 한· 중 양국 이류에 대한 연구 근황은 아직까지 대부분 '이류교혼'에 머물고 있고 본

고와 크게 관련이 없어 생략하였다. 다만 II장의 이류 개념의 규정에서 그 의미만을 검토

할 것이다.

38 이신성, 「天倪錄硏究：女性人物野談을 中心으로」,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이신성은 �천예록』의 저자를 이상우로 추정하고 �천예록』에 소재한 10편 여성 인물 야

담을 대상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이때 여성은 자신과 세계와의 치열한 갈등에서 충명한 

지혜로 삶을 풀어나갔다. 그는 조선후기 신분제가 붕괴하는 현실을 여성중심의 시각을 바

탕으로 해석하였고 그 결과 �천예록�에 나타나는 여성중심적 사고는 사고의 다면성을 강

조하여 근대지향적 사고와 같은 연결선에 놓일 수 있다는 서사문학적 의의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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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연구는 작가론, 편찬 연대 고찰, 이본(異本) 고찰 등 서지학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39

이후에 이루어진 연구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작가의

식 및 사상 연구, 둘째, 서사방식 및 서사지향을 비롯한 야담적 위상 연

구40, 셋째, 서사 및 담론에 대한 연구,41 넷째, 기이성에 대한 연구이다. 

이 가운데 첫 번째와 네 번째 연구는 본고의 목적과 연관이 있으므로 보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김동욱42은 �천예록�의 「평월」을 통해 임방의 사상을 난세 극복, 현

실 초탈, 봉건사상의 탈피와 한계 세 가지로 정리한 바 있다. 김동욱이 논

의한 임방의 사상은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아 그 의미가 크다. 나경

민43은 �천예록� 작가의 편찬의식을 고찰한 결과 임방은 사실적이고 논리

적인 사상으로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편찬하였고 유교적 가치관을 내세우

며 현실대응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차남희44는 �천예록�에 

39 작가 및 창작 연대 고찰과 관련한 주요 선행연구로는 진재교(앞의 논문, 1996), 김동

욱(앞의 논문)이 대표적이다. 이본 고찰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명기(앞

의 논문), 정용수(앞의 논문), 문성대(앞의 논문), 김준형(「�天倪錄』原形再構와 享有樣

相 一考」, �한국한문학연구』37, 한국한문학회, 2006).

40 이강옥, 「�천예록�의 야담사적 연구-서술방식과 서사의식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

구』14, 한국구비문학회, 2002; 권기성, 「�천예록�의 서사구성과 서술방식 연구」, 경희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이승은, 「18세기 野談集의 서사지향과 서술방식-天倪錄과 

東稗洛誦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南宮潤, 「�天倪錄�과�東稗洛誦�

의 비교 연구」, 東國大學校, 國語國文學科, 碩士學位論文, 2009. 南宮潤은 �천예록�과 �

동패락송�의 서사방식을 비교해 �천예록�은 비현실을 제시하며 현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현실적 증명이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주장 하였다. 

41  박선아, 「�천예록�에 나타난 공포 정서의 서사성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강지연, 「�천에록� 환상담의 담론 체계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고영란, 「18세기 전후의 한일 저주담과 소문 ―�천예록(天倪錄)�과 �사이카쿠의 여러 지

방 이야기(西鶴諸国ばなし)�의 비교를 중심으로」, �日本語敎育』80,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7.

42 김동욱,「�천예록』 의 「평일」을 통해 본 임방의 사상」, �어문학연구』3, 상명대학

교 어문학연구소, 1995.

43 羅京敏, 「�天倪錄� 과 任방의 野談編纂意識」,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44 차남희, 「16,17세기 주자학적 귀신관과 �천예록�의 귀신관: 정통과 이단」, �한국정

치학회보』40, 한국정치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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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귀신관을 살피는 과정에서 불교 인과응보설 및 무속의 귀신 화복

설은 피지배층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국가

에서 묵인하였다는 결론을 얻었다. 

  대부분의 �천예록』연구는 그것의 신이성(神異性) 혹은 기이성에 착안

하여 이루어졌다. 박현숙45은 �천예록』을 지배하는 화두는 '기이'이며 기

이담의 특징은 현실화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실적 증빙을 통해 기이를 

매우 현실감 있게 느끼게 하고 기이한 이야기 속에 인간의 현실적인 문

제를 해결하거나 욕망을 실현하는 등의 현실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현주46는 �천예록』에 신이담이 나타나는 이유가 시대 상황 및 

작가의 개인적 인식과 취향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홍수, 전염병, 전란 

등 사회문제를 더불어 유배 경험이 있는 임방은 자신이 겪은 고통에서 

도피하기 위해 도교사상에 심취하여 신이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승은47은 �천예록� 소재 기이담의 사회적 의미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귀신이나 요괴로 가시화된 경우, 소망의 환상적 실현을 통해 현실

의 모순에 대한 비판의 기능을 하는 경우, 유가적 가치관을 표상하는 조

상혼령담이 다수 실려 있는 경우 등 세 가지로 나누었다. 구선우48는 �천

예록� 소재 이인담에는 전란으로 인한 상처가 형상화되어 있고, 변화된 

현실에 대처하는 처세인식, 그리고 동방민으로서의 자긍심이 담겨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형동49은 임방의 기이 수용방식을 두 가지로 정리하였다. 

하나는 평결을 통해서 이야기의 세계에 대해 동의를 표하거나 현실 논리

45 박현숙, 「�天倪錄�연구--神異要素의 分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박현숙, 「조선후기 야담의 기이성 연구—18·19세기 야담을 중심으로」, 인하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6 이현주, 「�天倪錄�所載 神異談의 서사와 미적 특질」,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47 이승은, 「�天倪錄�소재 奇異談의 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8 구선우, 「�천예록�소재 이인담의 양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36, 충남대학교 인

문과학연구소, 2009. 

49 유형동, 「임방의 기이 수용과�천예록�」, �동아시아고대학』34, 동아시아고대학회,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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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반박하고 부정하는 방식으로 유교적 이념이나 질서를 확인하

고 구현하고자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념적인 색채와는 무관하게 기이

함 그 자체로 수용하는 것이다. 

  �천예록』의 신이성에 주목하여 이루어진 비교문학적 연구도 있다. 이

소정50은 �천예록�과 박형서의 �새벽의 나나�를 대상으로 기이담을 비교

하였는데 �천예록�은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하여 귀신의 존재를 받아들이

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미자51는 �요재지이』와 �천예록』을 비교하는 과

정에서 17-18 세기 신이 서사의 등장 배경을 제시하고 '초월', '꿈', '환생'

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요재지이』와 �천예록』의 신이(神異) 서사 방식

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다만, 이 세 가지 서사 방식에 집중하여 두 작

품의 신이 서사를 충분히 고찰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원방초(Yuan Fangcao)52는 �천예록』과 �학산한언』을 비교하여 조선 

후기 야담집에 재현된 이계서사를 지상별천지, 신선세계, 저승세계 세 가

지로 나누어 당시 사대부들의 기이 인식, 자아 인식, 타자 인식을 고찰하

였다. 원방초의 연구는 두 작품의 특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요재지이』

를 언급하여 한·중 비교 문학의 측면에서 일정한 학술적 성과가 인정된

다. 한편 중국에서의 �천예록�연구는 주로 �요재지이�의 비교를 통해 이

루어졌으며 두 작품의 사상관념53, 평론54 비교 연구에 집중되어있다.

50 이소정, 「�천예록�에 나타난 기이담 연구-박형서의 �새벽의 나나�와 비교연구를 통하

여」, �시민인문학』27, 경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4. 

51 박미자, 「17~18세기 동아시아 한문 서사 속의 神異—�요재지이�과 �천예록�의 비교

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52  원방초(Yuan Fangcao), 「조선 후기 야담에 재현된 이계 서사의 고찰-�요재지이』 

와의 대비를 겸하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53 李旼靜, 「《聊齋誌異》和《天倪錄》比較硏究」, 山東大學, 中國古典文學, 碩士學位論文, 

2013; 공양(孔洋), 「중한일 지괴소설 비교연구—�요재지이�, �천예록�, �괴담�을 중심으

로」,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두 연구는 작가의 귀신관, 여성관, 애정관을 비교

하여 �요재지이�는 �천예록�보다 사상이 더 깊고 봉건사상에 저항하는 의지가 더 철저하

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울러 이러한 특징은 작가의 개인 경험 및 소속 계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54 鄧大情, 林淸, 「中韓古代小說自我點評之比較--以《聊齋誌異》和《天倪錄》爲中心」, �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47, 2014. 鄧大情은 �요재지이�의 평론은 작가 개인적 감정

을 표현하기 위한 것인 반면 �천예록�의 평론은 이야기의 진실성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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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열미초당필기�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겠다. 한국에서 �열

미초당필기� 연구는 강계철55이 선편을 잡았으나 아직까지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지 제출된 선행 연구는 주로 주제적 

측면56에 머물며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는 소략하다.57

중국에서는 일찍이 �열미초당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청대학자들

은 �열미초당필기�에 대해 고평하며 권계적인 주제 사상58, 진솔한 서사 

기법59, 다양한 취재60 등의 측면에서 �열미초당필기�를 긍정적으로 평가

하였다. 하지만 민국 시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열미초당필기�

연구의 침체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작품은 지나친 인과응보 사상이 침

였다. 

55 강계철, 「�열미초당필기� 의 애정관과 애정고사」, �中國硏究』19, 1997. 

56 민용기, 「�열미초당필기�의 주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57 구체적 작품 분석으로 이루어지는 연구는 학위논문에서 보이지 못하며 팽철호와 김홍

겸의 학술논문으로부터 실현하였다. 팽철호가 �열미초당필기� 「고망청지(姑妄聽之)」 하

나의 이야기와 박지원의 �열하일기�의 「호질(虎叱)」을 비교한 바가 있어 「호질」의 근

원 서사가 �열미초당필기�에 있다고 주장하였다(팽철호, 「燕巖의 (虎叱)과 닮은 글」, �

중국문학이론』6, 한국중국문학이론학회, 2005). 김홍겸은 �요재지이�와 �열미초당필기�

에 그려진 여우 형상을 비교하여 작가 창작 의도의 차이를 밝혀 �요재지이』는 "재주꾼의 

필법", �열미초당필기』는 "문장가의 필법"이라고 하였다(김홍겸, 「�聊齋志異�와 �閱微草

堂筆記�에 그려진 여우 형상 연구」, �中國語文論譯叢刊』19, 중국어문논역학회， 2007).

58 張維屛, �聽松廬文抄�: 故文達即於此寓勸戒之方, 含箴規之意……《閱微草堂筆記》數種, 

其覺夢之淸鐘, 迷津之寶筏乎? 觀者愼無以小說忽之。(朱一玄, �明淸小說資料選編下�, 南開

大學出版社, 2006, 1068면.) 蔣瑞藻, �小說考證�卷七: 且於勸懲之旨, 懇懇勤勤, 非尋常稗

乘所可比匹。(朱一玄, 위의 책, 1073면.) 鄭開禧: 大旨悉歸勸懲, 殆所謂是非不謬於聖人者

與！雖小說, 尤正史也。 (紀昀, 앞의 책, 鄭開禧序, 568면.) 盛時彦: 而大旨要歸於醇正，欲

使人知所勸懲。(紀昀, 앞의 책, 盛時彦序, 568면.)

59 閱微五種, 體例較嚴, 略於敍事, 而議論之宏拓平實, 自成一家, 亦小說之魁。(淸 邱煒萲, 

�五百石洞天揮麈�卷二, 『續修四庫全書』第1708冊, 淸光緖十年刻本影印, 上海古籍出版社, 

2002, 85면.) 余鴻漸, �印雪軒隨筆�: 若《五種》, 專爲勸懲起見, 敍事簡, 說理透, 垂戒切。

(朱一玄, 위의 책, 1070면.) 周桂笙, �新庵筆記�卷四: 用筆流暢, 剖理透辟, 洵稱結構。(朱

一玄, 위의 책, 1074면.) 余鴻漸, �印雪軒隨筆�: 初不屑於描頭畵角, 而敷宣妙義, 舌可粲花, 

指示群迷, 頭能點石, 非留仙所及也。(朱一玄, 위의 책, 1070면.)

60 盛時彦:《灤陽消夏錄》等五書, 椒詭奇橘, 無所不載, 洸洋恣肆, 無所不言。(紀昀, 앞의 

책, 盛時彦序, 568면.) 曾國藩:《閱微草堂筆記五種》,考獻征文, 搜神誌怪, 衆態畢具。(淸 

曾國藩, �曾文正公文集�卷一, 『國學基本叢書』第333冊, 台灣商務印書館, 1968, 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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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되었다는 이유로 비판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61 이후 1979년, 손

리(孫犁)62가 �열미초당필기�의 문학사상의 가치를 다시 긍정하였는데 이

를 시작으로 �열미초당필기� 연구는 번성기를 맞이하였다. 

초기 연구는 주로 작가론적 연구63 위주로 이루어졌다. 왕용린(汪龍麟)64

은 20세기에 이루어진 �열미초당필기� 연구를 사상 경향 평가와 예술적 

가치 평가의 두 측면에서 정리하였고, 오신신(吳晨晨)65은 21세기 �열미초

당필기� 연구의 특징으로 첫째, 문체 연구가 심화된다는 점, 둘째, 작가의 

창작 심리와 동기에 대한 탐구가 섬세하다는 점, 셋째, 텍스트 분석이 세

밀하다는 점, 넷째, 같은 종류의 작품과의 비교가 많아졌다는 점을 지적했

다. 이후 �열미초당필기� 연구는 거시적인 연구보다 주제, 내러티브 등 보

다 구체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다.66

�열미초당필기�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 역시 수행되었다. �열미초당필

기』와 �요재지이�, �신제해(新齊諧)�(즉 �자불어(子不語)�)67, �수신기(搜神

記)�68, �삼이필담(三異筆談)�69과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고, �열미초당필

61 魯迅: 然較之晉宋人書,則《閱微》又過偏於議論。且末流加厲, 易墮爲報應因果之談。(魯

迅, �中國小說史略�, 中華書局, 2014, 189면.) 郭箴壹: 過偏於議論, 且其目的爲求有益人心, 

已失去了文學的意義。(郭箴壹, �中國小說史 下�, 商務印書館1939版本複印, 上海書店出版

社, 1984, 445면.) 游國恩: 或者宣傳忠孝節義等封建倫理道德, 或者宣傳因果報應等迷信思

想, 充滿腐朽反動的內容。(游國恩等, �中國文學史 四�, 人民文學出版社, 1964, 232면.)

62 《閱微草堂筆記》是壹部成就很高的筆記小說, 它的寫法和作用, 都不同於《聊齋誌異》。 

直到目前, 它仍然在中國文學史上, 占有其他同類作品不能超越的位置。它與《聊齋誌異》是

異曲同工的兩大絶調。(孫犁, 「關於紀昀的通信」, �天津日報�, 1979年12月1日.)

63 賀治起, 吳慶榮, �紀曉嵐譜�, 書目文獻出版社, 1993. 周積明, �紀昀評傳�, 南京大學出版

社, 1994. 

64 汪龍麟, 「20世紀《閱微草堂筆記》硏究綜述」, �殷都學刊』1, 2000.

65 吳晨晨, 「21世紀以來紀昀《閱微草堂筆記》硏究綜述」, �皖西學院學報』33, 2017.

66 單秀全, 「《閱微草堂筆記》儒生形象硏究」, 山西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 周書宇,

「《閱微草堂筆記》復仇故事硏究」, 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2017; 馬曉楠, 「《閱微草堂

筆記》狐故事硏究」, 天津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8. 

67 何懿, 「《閱微草堂筆記》與《新齊諧》的比較硏究」, 四川大學 碩士學位論文, 2007; 袁

靜君, 「《新齊諧》和《閱微草堂筆記》鬼神世界對比硏究」, 重慶工商大學 碩士學位論文, 

2013; 單秀全, 「淺析《閱微草堂筆記》與《子不語》鬼儒形象之不同」, �名作欣賞』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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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육조(六朝) 필기소설70을 수용한 양상을 살핀 연구도 제출되었다. 

그 가운데 �요재지이�와의 비교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는데, 이들은 창

작 동기, 작가 의식, 주제 및 이미지, 서사 방식, 논평에 대한 연구로 나

눌 수 있다.71 이때 귀신 여우 등 이류를 주제로 하는 대표적인 비교연구

는 다음과 같다. 송세용(宋世勇)72은 �열미초당필기�에 나타난 귀신 이미

지를 �요재지이�와 비교해 기윤의 이성주의 정신을 긍정하였다. 이검봉

(李劍鋒)73은 �열미초당필기�와 �요재지이�에 등장하는 여우를 비교하여 

�요재지이�는 감성적 원형 인물이며 �열미초당필기�는 이성적 편형(扁形) 

인물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가위(賈偉)74는 두 작품의 이야기 구조, 인물 

형상, 예술적 기법, 사용 언어 등 다층적인 비교를 통해 �열미초당필기�

는 당시 �요재지이�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여우 이미지를 의식적으로 전복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사함(李思晗)75은 두 작품의 여우 이미지를 정

면 이미지와 반면 이미지로 나누어 살피고 그 차이는 작품 성격에 있다

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 �이솝 우화』와의 비교연구도 여우 형상을 고찰

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76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예록�과 �열미초당필기�에 대한 연구는 각

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작품에서 중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68 田雨璇, 「《搜神記》與《閱微草堂筆記》中的讖緯故事比較」, �唐山文學』8, 2018.

69 董曉, 「試論《三異筆談》兼與《閱微草堂筆記》比較」, �名作欣賞』14, 2014.

70 王文君, 「《閱微草堂筆記》與六朝筆記小說比較硏究」, 山東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

71 齊心苑, 「《聊齋誌異》與《閱微草堂筆記》比較論」, 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2017.

72 宋世勇, �《閱微草堂筆記》鬼神形象芻議�, 華南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2003.

73 李劍鋒, 「窺狐辨異-《聊齋誌異》與《閱微草堂筆記》比較硏究之三」, �蒲松齡硏究』1, 

1999.

74 賈偉, 「妖釋世俗理孤語人間情—《閱微草堂筆記》與《聊齋誌異》中'狐'故事的比較」, �

常州工學院學報(社科版)』6, 2010.

75 李思晗, 「《聊齋誌異》與《閱微草堂筆記》中狐形象比較硏究」, 遼寧師範大學, 中國古

代文學, 2018.

76 張國淸, 「中西作品中狐形象--《閱微草堂筆記》與《伊索寓言》之比較」, �滄州師範專

科學校學報』23, 2007; 範永雪, 卞良君, 「同中有異的狐形象—《閱微草堂筆記》與《伊索

寓言》之比較」, �忻州師范學院學報』3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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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동시에 두 

작품의 비교 연구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천예록�과 �열

미초당필기�는 각각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을 뿐, 두 작

품을 직접적인 비교 대상으로 삼아 진행된 연구는 소략하기 때문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조선 후기 한·중 필기류 단편소설 비교연구에 있어서 

연구사의 공백을 채운다는 의의가 있다. 나아가 비슷한 시기에 인접한 두 

나라의 유사한 장르 작품에서 동일한 주제를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정치

상과 문화상을 더 선명히 드러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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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류담의 개념과 유형

1. 이류담의 개념

이류담이란 '이류'에 관한 서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류의 사전적 정의

를 살펴보면, �한어대사전(漢語大辭典)�에는 ① 다른 종류 ② 짐승, 귀신 

등을 가리킴 ③ 옛날에 외족(外族)을 지칭함77으로 되어 있다.  �새우리

말 큰사전�에서는 ①다른 종류 ②다른 종목78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

럼 '이류'는 사전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핵심은 '주류 기

준과 다르다'는 점에 있다. 

'이류'에 대한 문헌 기록 및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묵자(墨子)�

「경하(經下)」에서 "이류는 비교할 수 없다. 헤아림이 다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79라는 구절이 확인된다. 이때 '이류'는 주로 다른 종류를 

의미한다. �열자(列子)� 「황제黃帝」에는 "이류들이 함께 섞여 있어도 

서로 싸우거나 물어뜯지 않았다."80, 송대 매요신(梅堯臣)의 �송허당직방

통판천주(送許當職方通判泉州)� 시에는 "이류도 미련이 있는데 인간만 욕

구가 있는가?"81라는 문구가 확인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류'는 짐승을 

지칭한다. 기윤는 �열미초당필기�에서 "그의 아버지가 나더러 이류로 간

주하지 않고 나랑 친하게 지내고 있다"82라고 서술하였다. 이때 '이류'는 

인간이 아닌 귀신, 요괴 등을 가리킨다. 앞서 확인한 문헌 기록을 통해 

이류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류를 "한편으로 인간과 유사한 속성을 지니지만 다른 한

77 異類：① 不同種類。② 指禽獸神鬼之類。③ 舊時稱外族。(羅竹鳳 主編, �漢語大詞典 7�,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1345면.)

78 신기철 ·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사전�, 서울신문사, 1974, 2666면.

79 異類不比, 說在量。(기세춘 역저, �묵자(墨子)�, 바이북스, 2009, 752면.)

80 異類雜居, 不相搏噬也。(김학주 옮김, �열자(烈子)�, 연암서가, 2011, 105면.)

81 異類尙有戀, 人獨安所求。(宋 梅堯臣, �宛陵集�卷五十六 「送許當職方通判泉州」, 『景

印文淵閣四庫全書』第1099冊, 台灣商務印書館，1988, 401면.)

82 其父不以異類視, 與我交甚厚。(紀昀, 앞의 책, 4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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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으로는 인간과 다른 근본적인 타자성을 지닌"83 것으로 규정하거나, 현

대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류(異類) 연구에서는 "외형이 한정되지 않고 인

간이 갖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힘과 신비한 능력을 가지는 비인간"84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왕몽(王夢)은 한·중 여성담 비교연구에서 "신선(神仙)

과 요귀(妖鬼)를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적 양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므로 '

이류'로 분류"85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이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홍(張泓)86은 �열미초당

필기�에 나온 이류시작(異類詩作)을 연구를 통해 '이류'를 짐승, 호(狐), 

귀(鬼)라고 정의하였다. 이외의 연구는 주로 이류혼(異類婚)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황경춘(黃景春)87은 "이류는 이른바 인간과 대응하

는 개념으로 현실적인 시점에는 동물, 식물을 가리키며 신화적인 시점에

는 신선, 귀괴 등 관념적인 대상"을 가리킨다고 주장하였다. 이려단(李麗

丹)과 호염려(胡艶麗)88는 "이류는 인간과 다른 종류로 자연계에서 실체

가 있는 조수초목(鳥獸草木), 그리고 환상 속에 있는 요괴, 귀신 등으로 

구성된다."라고 정의하였다. 당영(唐瑛)89은 "이류는 신선, 귀혼, 동식물의 

정매(精魅)"로, 엄천(嚴倩)90은 "의식이 존재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을 제

83 신이와 이단의 문화사 팀 저, �귀신·요괴·이물의 비교문화론�, 소명출판, 2014, 7면.

84 何裕琪,「한·중·일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류(異類)의 양상과 특성 비교 연구」, 고려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6면.

85 왕몽(王夢), 앞의 논문, 160면.

86 所謂異類,是指禽獸狐鬼之屬。(張泓, 「《閱微草堂筆記》中的異類詩作」, �齊齊哈爾大學

學報(哲學社會科學版)』10, 2015, 36면.)

87 所謂異類, 乃是相對於人類而言的, 在現實性視野中指動物、植物等, 在神話性視野中則指

神仙鬼怪等觀念性對象。(黃景春, 「人與異類婚戀的情節結構分析：兼談人仙戀與人妖戀情節

的異同」, �湖北民族學院學報�24, 湖北民族學院, 2006, 53면.)

88 異類指與人相異的鳥獸草木等大自然中的實體及妖、怪、鬼、神等幻想出來的種類。(李麗

丹, 「18-20世紀中國異類婚戀故事的敍事學硏究」, 華中師範大學, 中國民間文學, 博士學位

論文, 2008, 15면. 胡艶麗,「淸代異類婚戀小說敍事藝術硏究」, 齊齊哈爾大學, 文藝學, 碩士

學位論文, 2012, 3면.)

89 異類即指相對於人類而言的神仙、鬼魂、動植物精魅。(唐瑛, 「宋代文言小說異類姻緣硏

究」, 四川大學, 中國古代文學, 博士學位論文, 2006, 5면.)

90 抛除人類以外的所有的有生命的、無生命的物體, 而這些物就包含了有意識和無意識的物。

這些物都可以通稱爲"異類"。(嚴倩,「《聊齋誌異》異類婚戀敍事硏究」, 中國石油大學, 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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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한 모두 생명체와 비생명체"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도 이류혼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다만 중국에서 이류혼/

이류혼연(異類婚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이류교혼(異類交

婚)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김정신91은 한국 60~90 년대 이류교혼

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이류의 개념을 "인간 대 비인간"으로 규

정하였다. 문현선92은 "이류는 사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최유미93는 "이

류(異類)란 일반적으로 인간과 이질적인 류(類)를 가리키며 동물 외에도 

오니(鬼), 갓파(河童)와 같은 요괴를 포함한다"라고 정의 하였다. 

이처럼 이류의 개념은 한국과 중국에서 유사하게 정의된다. 이상의 논

의를 종합하면 이류를 '새와 짐승, 풀과 나무, 신선과 귀신, 요괴와 괴물 

등 인간과 다른 종류 혹은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류의 유

형을 자연계에 실제 존재하는 동식물과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신선, 귀

신, 요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본고는 타자로서의 이류에 주목하여 작가의 이류 의식을 밝히

는데 목적이 있기에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신선, 귀신, 요괴 등을 중심

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이때 사람의 모습으로 환화(幻化)할 수 있는 

동식물은 요괴로서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류는 소외된 대상으로 인간

이 아니면서도 인간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인간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거나 인간과 관계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작가의 이류 인식을 고찰하기 위해 이류 중 

정체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하였다. 작품에 형상화된 이류의 종류가 다르

다는 것은 작가가 각각의 이류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이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이류담을 '신선, 귀신, 요괴인지 잘 밝혀져 있는 이류를 중심으로 한 

古代文學, 碩士學位論文, 2015, 5면.)

91 김정신, 「異類交婚說話 硏究-人獸婚보티브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1994, 1면.

92 신이와 이단의 문화사 팀 저, 앞의 책, 「이류는 어떻게 사람이 되는가-중국 대중문화

의 이류연애담 (異類戀愛談)수용을 중심으로」, 397면.

93 최유미, 「�일본영이기�의 이류혼인담에 관한 고찰-후대설화와의 비교를 통하여」, 숭

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1면.



- 21 -

이야기'로 규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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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류담의 유형

'이류담'은 생소한 용어로 이류담의 하위 유형에 대한 논의 또한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에 이 장에서는 기존의 설화 분류 논리를 참조하여 본

고의 연구목적에 맞게 이류담의 유형을 설정하기로 한다. 

조동일은 주제가 특이한 설화와 상황이 특이한 설화라는 두 가지 기준

과 특이 정도에 따라 한국 설화를 8가지로 나누었다.94 이때 주제는 주인

공을 가리키며 특이하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분류 기준은 �천예록�과 같이 기이 서사를 위주

로 수집한 설화집을 분류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 �천예록�에 수록된 대

부분의 이야기가 모두 같은 종류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서대석은 조선의 문헌 설화를 고찰하는 과정에서 그 제재를 중심으로 

분류하고자 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의 문헌 설화는 인물류, 사건류, 잡화

류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신이성을 내포한 제재 역시 포함되었다.95 하

지만 서대석의 분류체계는 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한 이야기가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96 그렇기에 '이류담'만을 

연구하고자 하는 본 논문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김현룡은 한국문헌설화를 항목별로 분류하였다.97 그는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러 약 3 천 5 백 종에서 4 천 종의 이야기를 대상으로 분

94 조동일 외, �한국구비문학대계, 별책부록 I, 한국설화유형분류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12면. 

95 徐大錫, �朝鮮朝文獻說話輯要(I)�, 集文堂, 1991, 672면. 

1人物譚—14法術—143仙敎—眞人譚, 仙人譚, 仙女譚, 方士譚

1人物譚—15異物—151鬼神—神靈譚, 神人譚, 疫神譚, 魂靈譚, 鬼物譚

2事件談—26怪事—261異界—天界譚, 仙界譚, 冥府譚, 水府譚, 異響譚

2事件談—26怪事—262 命運譚, 招魂譚, 延命譚, 環生譚, 冥婚譚, 怪疾譚

96 서대석, 위의 책, 671면. 

97 김현룡, 앞의 책, 7-8면. 

1. 품성(品性), 2. 지혜(智慧), 3. 입신(立身), 4. 처세(處世), 5. 부인(婦人), 6. 가정(家

庭), 7. 애정(愛情), 8. 기녀(妓女), 9. 불교(佛敎), 10. 귀신(鬼神), 11. 무격(巫覡), 12. 

도선(道仙), 13. 신이(神異), 14. 몽사(夢事), 15. 동물(動物), 16. 해학(諧謔), 17. 기타

(其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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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작업을 시도하여 17 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각 항목은 다시 5, 6 개의 

소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이류와 관련된 항목은 총 9 개 있다.98 이와 같은 

분류의 문제는 항목이 무엇인가에 있다. 김현룡이 항목 분류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사실 모티프(motif)이다.99 모티프에 따른 분류100는 학계에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만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단일한 문학작품을 연구하는 과정에서는 김현룡의 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연구 범위를 넓힐 경우 문학 작품이 가진 고

유의 특성이 있으므로 각각의 작품에 위의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게다가 이러한 분류법은 극히 개괄적이어서 플롯이 비슷한 

이야기를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고에서 다루는 이류담은 플롯이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발견되기에 김현룡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어렵다

고 판단한다.  

  유형이 비슷한 설화를 비교하기 위해 중국 민속학 학자 유괴립(劉魁立)

은 '플롯 코어(情節基干)'라는 개념을 제기한 바 있다.101 '플롯 코어'는 

이야기의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자 같은 유형의 이야기가 공통적으로 지

98 10. 귀신(鬼神): (1)귀혼(鬼魂)/ (2)재생(再生)/(3)원귀(寃鬼)/(4)요귀(妖鬼)

   12. 도선(道仙): (1)신선(神仙)/(2)도술(道術)/(3)환술(幻術)/(4)도교(道敎)/(5)화랑(花郞)

김현룡, 위의 책, 8 면. 

99 모티프는 주제의 최소단위이다. 주제는, 일련의 모티프에서 표출화 혹은 재구성화되는 

것보다 추상적이어서, 더욱 일반적인 의미단위이다. 이를테면, 호프만의 �브람빌라 공주�

의 모티프는 거울이며, 그 주제는 몽환이다. 모티프는 정태적이거나 동태적일 수 있는데 

전자는 상태(state)와 관계가 있으며, 후자는 사건(event)과 관계가 있다(제럴드 프린스 

지음, 李寄雨, 金在容 옮김, �敍事論辭典�, 民知社, 1992, 154면과 266면).

100 모티프에 따른 분류 방법은 주로 아르네-톰프슨 분류제(Aarne-Thompson 

classifi-cation system, 준말 AT분류제)를 가리킨다. 옛날 이야기 연구에서는 분류 체

계의 표준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형마다 AT번호라고 불리는 번호를 할당해 색인 또는 목

록으로 활용된다. 물론, 하나의 이야기에 복수의 동기 유형이 해당하기도 한다. 

101 2001년, 유괴립은 중·일 민간 서사문학 줄거리 유형 심포지엄(中日民間敘事文學情

節類型專題研討會)에서 발표한 「民間敘事的生命樹——浙江當代"狗耕田"故事情節類型的形

態結構分析」논문에서 처음으로 '플롯 코어(情節基干)'라는 개념을 제출하였다. 그는 절강

성에 있는 모든 개가 밭을 가는 이야기를 모아 개별 분석을 통해 이야기의 내적 구조와 

구조간의 관계를 분석해 냈다. 구조 및 관계 분석을 통해 그의 형태학적 분류 사상을 표

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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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야 할 요소이다. 이는 모티프를 바탕으로 한 개념으로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모든 이야기를 여러 개의 '모티프체인(母題鏈)'102

으로 분해시킨 다음 비슷한 이야기의 '모티프체인'을 비교하여 합친다. 공

통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모티프체인'은 같은 유형 이야기의 '플롯 코어'

로 상정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같은 '플롯 코어'를 가진 이야기를 모두 

같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103

  앞서 확인한 ‘플롯 코어’개념은 전통 AT 분류제104에서 유형이 쉽게 

뒤섞인다는 단점을 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애동(施愛東)은 플롯 

코어 방식이 아르네(Aarne), 톰프슨(Thompson) 등이 주목하였던 외적

인 면부터 특정한 유형인 이야기의 내적 구조 및 논리까지 주목하게 되

었으며, 연구 시각을 '이야기'의 집합에서 '유형'의 부분 집합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105

  실제로 황경춘(黃景春)106은 유괴립의 이론을 사용하여 중국 고대 소설

에서 확인되는 이류교혼 이야기의 내용을 여러 개의 플롯 단위(情節單元)

102 개가 밭을 가는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개가 밭을 갈다-밭을 갈아서 이득을 얻다-

형이 모방하여 실패하다-개를 죽이다-개의 무덤에 식물이 나온다"라는 줄거리는 '모티프

체인'으로 볼 수 있다. 이 모티프 체인에서 플롯 코어가 되는 부분은 개가 밭을 가는 부분

이다. 그래서 이런 플롯 코어를 가진 이야기는 모두 개가 밭을 가는 이야기 유형으로 나

눌 수 있다. 그러나 이 모티프체인에 있는 다른 요소는 또 다른 이야기 유형으로도 나눌 

수 있다. (劉魁立,「民間敘事的生命樹——浙江當代"狗耕田"故事情節類型的形態結構分析」,�

民族藝術』, 2001, 67면.) 

103 其具體操作方案是:先將每個故事都拆分爲若幹組母題鏈, 然後, 對相近故事的母題鏈進行

比較, 合並同類項, 把最大數量的相同母題鏈視爲某壹故事類型的"情節基幹" , 依據這壹標準,

所有具備這壹"情節基幹"的故事即劃入該類型。(施愛東,「民間文學的形態研究與共時研究——

以劉魁立《民間敘事的生命樹》爲例」, �民族文學研究』, 2006, 10면.)

104 AT 분류제는 아르네-톰프슨 분류제의 약칭이다. 이는 세계 각지에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를 그 유형마다 수집·분류한 것이다. 안티 아르네에 의해 편찬되어 스티스 톰프슨

에 의해 증보·개정된 것으로부터 두 명의 이름을 취해 이렇게 불리고 있다. 옛날 이야기

의 연구에서는 분류 체계의 표준으로서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유형마다 AT번호로 

불리는 번호를 할당해 색인 또는 목록으로서 참조된다. 물론, 하나의 이야기에 복수의 동

기 유형이 들어맞기도 한다. (위키 백과)

105 施愛東, 위의 글, 10면.

106 黃景春, �中國古代小說仙道人物硏究』,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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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눈 뒤 논리적인 조합을 통해 이류교혼 이야기를 2 개의 플롯 코어로 

귀납하기도 하였다.

본고는 플롯 코어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야기의 내용을 플롯 단위로 분

석한 뒤 유형을 나누고자 한다. 그런데 모든 이야기에서 플롯 단위를 분

석하는 과정은 이야기 수가 적을 때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본 논문은 연

구대상으로 �천예록�, �난양소하록�을 선택하고 각 작품에 수록된 이야기 

중 이류담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플롯 코어 방법론에 따라 이류담의 유형을 나눠볼 것이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이야기에 나타난 플롯 단위를 분석한다. 

이때 기준은 서사학의 육하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육하원칙이란 '누가, 언

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이다. 이 과정에서 시간 및 장소는 이야기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배제하고 이야기 전개에 영향이 

큰 ‘무엇을, 어떻게, 왜’부분을 중심으로 플롯 단위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류담에 결말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결말 부분은 이야기 전

개의 종점이 되는 주요한 부분이므로 추가적으로 분석한다. 앞서 확인한 

분석요소들은 영어 소문자로 표시할 것이다. 동시에 이류의 종류에 주목

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적에 따라 이류의 정체 역시 분

석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류의 정체는 플롯 단위가 아니므로 구별하기 

쉽기 위해 영어 대문자로 표기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아래와 같이 5 가지 방면에서 플롯 단위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이류의 정체가 무엇인지 (이류 정체)

2. 왜 만나는지 (등장 이유)

3. 어떻게 만나는지 (등장 방식)

4. 만나서 무엇을 했는지 (행동)

5. 만남의 결과가 무엇인지 (결말)

  �천예록』에서 이류담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32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난양소하록』에서는 130편이 확인된다. 이에 총 162편의 이야기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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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플롯 단위를 분석할 것이다. 두 작품에서 분석한 모든 플롯 단위

는 아래 표와 같다. 

  

이류정체

A．신선류: A1 민간신앙신107 A2산신(山神) A3보살불(菩薩佛) A4역시인

물신 A5정체 불명한 신선

B. 귀신류: B1염라왕을 포함한 저승귀신 B2조상귀신 B3애인귀신 B4생전

에 인연 있는 귀신 B5정체가 분명한 귀신 B6정체가 불명한 귀신 B7

귀매(鬼魅) 

C．요괴류: C1여우 C2나무 C3괴물108 C4기타

등장이유

a. 인간 능동적 원인: a1불러옴 a2기도 

b. 인간 피동적 원인: b1 인간 실격 b2이류 건드림 b3기운 빠짐 b4병종

                    b5성품 끌림 b6정성에 감동받음

c．이류 적극적 원인: c1일러둠 c2은혜 c3권념(眷念)

d．이류 소극적 원인: d1원망 d2요구

e. 기우: e1실수 e2우연 e3숙연(宿緣) e4선업(善業)

f．동거: f1흉가 f2집을 빼앗기 f3동거 f4친구 f5부부

등장방식

g. 신내림: g1스스로 내림 g2부계(扶乩)로 내림

h. 현신: h1이변(異變) h2돌연 출현 h3낮에 현신 h4사귀기 h5불려옴

i. 목소리: i1목소리 듣기 i2대화 i3엿듣기

j. 우연히 만남: j1이계(異界) j2길에서 만남 j3처소 경유 j4통령(通靈)

k. 꿈에서 만남: k1이계(異界) k2꿈 k3영혼 탈출

행동

l. 퇴치 당함: l1퇴치 l2협상하여 퇴치당함 

m. 작란(作亂): m1난리를 일으킴 m2희롱 m3퇴치 실패

n. 요구 달성: n1복은 n2복수 n3토로 불평 n4생전 감정 n5부탁 

             n6기본 요구

o.교류: o1처세 방법 o2이계 이념 o3학술적 문제 o4진리 알림 o5논쟁

       o6잡담

p.권계: p1비판 p2풍자 p3권계

q.선지(先知): q1예측 q2천기누설

r.현령: r1비호(庇護) r2문제 해결 r3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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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에 있는 모든 이류담에서 이류의 정

체와 플롯 단위를 귀납한 표이다.109

다음으로, 플롯 코어의 개념을 이용해 이류담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예

컨대 �난양소하록』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다. 동갑 사촌과 불륜 

관계를 가진 여자가 임신하였는데 관왕묘 주장군(周將軍)이 한 짓으로 

전가하였다(b2 이류 건드림). 나중에 다시 애인과 몰래 만났을 때 주장

군이 갑자기 나타나(h2 돌연 출현), 남녀의 허리를 때렸다(t1 경계), 남

녀가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였다(y2 벌 받음).110 이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플롯 단위는 'b2 이류 건드림-h2 돌연 출현-t1 경계-y2 벌 받음'인데 

그 가운데 플롯 코어가 된 부분은 '인간 잘못했음-벌을 받음' 부분이다. 

본고는 위와 같은 플롯 코어를 가진 이야기를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여 '

107 성황신(城隍神), 뇌신(雷神), 토신(土神)을 비롯한 민간에서만 유행하던 신선은 이에 

해당한다. 

108 여기 나타난 괴물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인식된 괴물과 다르다.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으며 환화할 줄 알지만 외형은 인간이 아닌, 인간과 비슷한 성격이나 욕구를 지닌 존재

로 사실 요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생긴 것이 이상하기에 귀물로 지칭하였다.

109 각 편 이야기에 따라 요소를 정리한 것은 부록에서 표로 첨부할 것이다.

110 灤陽消夏錄(二) 제23번 이야기. (紀昀, 앞의 책, 29면.)

s.공동 생활: s1접촉없이 평화공존 s2간접적 접촉 s3혼인 및 애정 

            s4직접적 접촉

t.책임묻기: t1징벌 t2경고 t3원망

결말

u.분리: u1이류 도망 u2이류 스스로 떠남 u3이류 요구 달성하여 떠남 

       u4이류 어쩔 수 없이 떠남 u5이류 퇴치 당함 u6인간 복귀  

       u7인간 도피  u8꿈에서 깸

v.이류에게 준 영향: v1이류 신분에서 벗어나기 v2이류 벌 받음 v3사망

w.인간 수혜: w1피난 w2실적 도움을 받음 w3피병 w4예지 미래 w5장수

x. 인간의 태도: x1분노 x2부끄러움 x3놀라면서 무서움 x4개과천선 

               x5계시얻기

y.인간 해를 입힘: y1사망 y2 벌 받음 y3악행 발각됨 y4희롱 당함

z. z1평화 공존

표 1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이류담에 나타난 이류 정체와 플롯 단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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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담'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수혜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대표적이다. �천예록』에는 

「관동로조우등선(關東路遭雨登仙)」이라는 이야기 있다. 한 유생이 관동

으로 갔다가 길을 잃었다. 한 노인은 유생과 숙연이 있다고 궁궐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e3 숙연). 이 궁궐은 인간 세계가 아니었다(j1 이계). 

유생은 거기서 선녀와 결혼하여 등선(登仙)하고 아이까지 낳았다(s3 혼

인 및 애정). 하지만 유생은 고향을 그리워하여 어머니를 보러 인간 세계

로 다시 돌아갔다. 어머니의 지시대로 시골 선비의 딸과 결혼하였다. 3 년 

뒤, 신선의 사신이 유생을 찾아와 곧 난리가 난다는 편지를 전달하였고 

유생의 가족은 병자호란을 피할 수 있었다(w1 피난). 이 이야기에서 플

롯 코어는 "기우로 이류와 만남-화를 피하게 됨" 부분이다. 이러한 플롯 

코어를 가진 이야기를 '수혜담'으로 명명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에서 확인되는 이류담을 

아래와 같이 11 가지로 분류하였다.

1. 인간이 이류를 건드리거나 잘못해서 벌을 받는 경우-징벌담

2. 이류가 인간이 하는 행동에 간섭해 풍자, 권계, 비판 등의 방식으로 

   인간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말로 타이르는 경우-권계담

3. 인간이 이류를 만나 화를 피하거나 혜택을 받는 경우-수혜담

4. 인간이 우연히 이류로부터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거나 운세의 변화를

   알게 된 경우—천기누설담

5. 이류가 인간에게 퇴치당하는 경우-퇴치담

6. 이류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해악담

7. 이류가 자신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에 대해 인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부탁담

8. 인간이 이류의 잘못을 징벌하는 경우-역방향 징벌담

9. 인간이 이류와 간접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동거하는 경우-평화공존담

10. 인간과 이류 간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교류담

11. 이류에게 한이 있거나 요구가 있어 인간에게 설명하는 경우-요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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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1가지 유형은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에 수록된 이류담에서 확

인되는 플롯 코어를 정리, 분류하여 명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11가지 유

형 모두를 대상으로 두 작품의 양상을 비교하면 분량이 방대하여 논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이 11가지 유형은 하위유형으로 규정

하고 두 번째 기준을 적용하여 이들의 상위유형을 설정하고자 한다. 

  앞서 본 논문은 작가의 이류 인식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고 하였

다. 이를 위해 인간이 이류를 보는 시각과 이류를 대하는 태도를 확인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이류담 중에는 이

류가 인간 세상을 뒤집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상황도 존재하는데 

이는 어느 쪽의 힘이 더 강한가에 달려 있다. 그렇기에 인간과 이류가 보

여주는 힘의 강약은 인간이 특정 행동을 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다. 따라서 힘의 강약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앞서 확인한 11가지 하위 

유형을 3가지 상위 유형으로 귀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1가지 하위 유형을 상위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보다 우월한 이류를 대상으로 한 이류담으로 이류가 자신의 특

수한 힘으로 인간 세계에 간섭하는 이야기이다. 권계담, 수혜담, 천기누설

담, 징벌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인간과 평등한 이류에 대한 이류

담으로 이류가 인간과 별 차이가 없이 같이 교류하거나 공존하는 이야기

가 이에 해당한다. 요구담, 교류담, 평화공존담 등이 있다. 셋째, 인간보다 

열등한 이류를 대상으로 한 이류담으로 이류가 인간보다 힘이 약하거나 

배척된 존재로 나타난다. 부탁담, 역방향 징벌담, 퇴치담, 해악담 등이 여

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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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소의 비중

  앞선 논의를 통해 이류담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과 우월형, 평등

형, 열등형이라는 3가지 상위 유형 아래에 권계담, 수혜담, 천기누설담, 

징벌담, 요구담, 교류담, 평화공존담, 부탁담, 역방향 징벌담, 퇴치담, 해

악담 등 11가지 하위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천

예록�과 �난양소하록�에서 확인되는 이류담의 분포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

다. 동시에 이류담에서 등장하는 이류의 정체를 유형별, 정체별로 정리할 

것이다. 

1) �천예록』

  �천예록』의 전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천예록�에 수록된 62 편의 

이야기는 대부분 육하원칙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일종의 '이야기 서술구조

' 형식이다.111 그리고 두 편마다 짝을 이루어 '평왈(評曰)'로 평가하고 있

다. '평왈'은 작가의 개인적 판단을 통해 작품을 비평하는 것이다. 이때 짝

을 이룬 두 편의 이야기의 주제는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112

�천예록�은 이류뿐만 아니라 도사, 고승, 이인, 무당 등 신통성(神通性)

을 가진 사람도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런 비일상적인 인물들의 이야기

를 통해 �천예록�은 신이(神異) 주조를 보여준다. 한편, �천예록�에서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발견되기도 한다. 무사, 기생, 임금, 똑똑한 여성 등 

훌륭한 능력이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복을 받고 욕심이 많은 관리, 바보 

같은 양반, 무지막지한 아내 등은 비판이나 풍자의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처럼 일상적인 인물의 비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천예록�의 다층적인 

111 임방 저, 앞의 책, 29면 참조. 

112 정환국은 이러한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신선 세계, 도사들의 면모, 영험한 

고승, 재해 예견, 혼령의 음우, 귀신을 거느림, 태연한 이인, 기녀와의 사랑, 변신, 혼쭐난 

관리, 기회를 놓친 양반, 무서운 아내, 후손을 깨우침, 제삿날 나타난 혼령, 귀신 달래기, 

이인과의 대화, 요괴의 해코지, 흉가에서의 괴변, 원한 맺힌 구렁이, 하소연의 편지, 함부

로 헐뜯기, 죽은 어른과의 만남, 아깝게 놓은 요물, 무당과 굿, 무명 무사의 힘, 뜻밖의 횡

재, 괴물의 정체, 관운장의 신통력, 절개 지킨 꾀, 뜻밖에 얻은 관직. (임방 저, 앞의 책, 

3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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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천예록�은 현실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도 많이 수록하고 있다. 병자호

란, 임진왜란, 만력(萬曆) 33 년의 홍수 등 역사적 사건이 배경으로 등장

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리고 토정(土亭) 이지함(李之菡), 전우치(田禹

治) 등 유명인도 이야기에 등장한다. 이를테면 �천예록�의 이야기는 신비

로우면서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천예록』에 수록된 62 편 이야기 가운데 이류담에 해당한 것은 32 편113

이다. 다만 긴 이야기의 경우 두 개의 플롯 코어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가 확인된다. 따라서 이런 이야기는 두 가지 유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이야기는 총 3 편이며 이로 인해 본 논문은 �천

예록�에 수록된 이류담을 총 35 편으로 간주한다. 구체적인 이류의 정체 

분포 및 유형 분포는 다음과 같다.

113 이소정(이소정, 앞의 논문)은 �천예록�의 이야기를 신선과 귀신, 요괴에 관한 이야기; 

기인, 이인들의 이야기; 인정세태와 연애 이야기로 분류하였다. 그 가운데 신선과 귀신, 

요괴에 관한 이야기가 34편이라고 주장하였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류 역시 

주로 신선, 귀신, 요괴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소정의 연구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

리가 따른다. 본고는 이소정의 분류를 일부 수정하여 32편의 이야기를 이류담으로 간주

하였다. 이소정의 경우 신선, 귀신, 요괴 이야기를 하나로 분류하였는데, 본 논문은 보다 

세밀한 분류를 위해 정체가 불분명한 것은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高城鄕叟病化魚와 昇

平族人老作豬는 인간이 동물로 변신하는 이야기이다. 이는 인간이 변신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이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이 두 편은 이류담에서 제외하였다. 棲山寺

老翁陰佑의 경우 노인의 정체가 신선인지 귀신인지 분명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故相第蛇

魂作禍의 경우에는 죽은 구렁이가 남긴 기운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으므로 이 이야기 역시 

이류담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반면 樵氓海山脫水災, 龍山江神祀感子의 경우 

이소정은 분류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류가 나타나는 이야기로 본 논문은 이류담

이라고 판단하였다. 

분류 편수 비율(%) 신선 귀신 요괴

수혜담 8 22.9 5 3 -

퇴치담 6 17 - 3 3

해악담 6 17 -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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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는 각 하위 유형별로 이야기의 편수, 비율 및 이류의 정체별 분류 

상황을 정리한 표이다.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천예록�에서는 11

가지 유형의 이류담 중 10 가지가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혜담은 8 편으

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 유형은 퇴

치담과 해악담이다. 수혜담에 등장하는 이류의 정체는 주로 신선이며 퇴

치담과 해악담에 등장하는 이류의 정체는 모두 귀신과 요괴이다. 이류의 

정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분류하면 신선과 관련한 이야기는 8 편, 귀신

에 대한 이야기는 22 편, 요괴와 관련된 이야기는 5 편으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확인된다. 요괴 이야기는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며 

모두 퇴치담과 해악담에 속한다.

징벌담 3 8.6 2 1 -

교류담 3 8.6 - 3 -

요구담 3 8.6 - 3 -

부탁담 3 8.6 - 3 -

권계담 1 2.9 1 - -

평화공존담 1 2.9 - 1 -

역방향징벌담 1 2.9 - 1 -

합계 35 100 8 22 5

표 2 �천예록』 이류담 정체 및 분류 빈도 일람표

이류 편수 비율(%) 신선 귀신 요괴

우월형 12 34.3 8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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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양소하록』

  �난양소하록�에 수록된 이야기는 279 편이다. 이는 합본 �열미초당필기』

의 1203 편 가운데 약 1/4 에 해당한다. �난양소하록』은 많은 내용을 기

록한 수필로 �열미초당필기』의 다른 작품과 형태적, 내용적으로 동일하

다. 이야기가 일정한 서술 체제를 갖추고 있지만 �천예록� 만큼 엄격하지 

않다. 평론은 필요한 경우에만 서술하였고 각각의 이야기는 소제목이 없

다. 기윤은 자신의 경험과 취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난양소하록�을 집필

하였고, 이때 정보원은 주로 가족, 동료, 친구, 선생, 후배, 하인, 병사 등

이었다. �난양소하록�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공간적 배경이 전 중국을 대

상으로 하며 멀리 있는 신강(新疆) 우루무치(烏魯木齊), 이닝(伊寧), 운남(云

南), 귀주(貴州)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작품에 수록된 이야기들은 이류담이 대부분이다. 고승, 이인, 도사, 무

당, 정체가 불분명한 이류 등이 등장하고 신이성을 가진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단순한 인과응보 이야

기, 관직사회, 시와 문장, 사회에 모범이 될 만한 교훈적 일화, 은폐된 기

록, 지역 특산물, 보물, 특이한 경치, 의학, 자연현상의 과학적인 해석 등

으로 구성되었다. 단순한 인과응보 이야기는 이류가 참여하지 않지만 악

한 사람이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복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통해 권선징

악의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한편, 관직 사회에 관한 이야기는 기윤의 개인 경험과 관련이 깊다. 기

윤은 사돈의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신강으로 유배된 적이 있다. 이로 인

평등형 7 20 - 7 -

열등형 16 45.7 - 11 5

표 3 �천예록』이류 정체 및 인간과 이류 힘의 차이에 따른 빈도표

표 3 은 표 2 를 상위 유형으로 재분류한 것이다. 표 3 에서 인간과 이

류의 힘적 차이를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인간보다 우월

한 존재는 대부분 신선이며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는 대부분이 귀신인 

것을 알 수 있다. 요괴의 경우 모두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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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그는 관직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와 관련한 사건판결에 대한 이야기도 적지 않다. 특히 좋은 판결을 내린 

사건과 난건(難件)을 모두 기록하였다. 또한, 다른 문집에 수록되지 않은 

기이한 색채를 가진 시와 문장을 귀시(鬼詩), 신시(神詩)라고 생각하여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 밖에 효녀, 효자, 효부, 절부에 관한 일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는 일, 운명의 변덕스러움에 관련 기록도 확인된다. 특이한 

경치, 보물, 지역 특산물,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약방문도 신기한 견문으

로 여겨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인 해석이다. 신기루 현상, 무지개의 형성, 죽은 사람의 머리가 움직이는 

원리 등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 해석하였다. 그러나 과학으로 

해석이 어려운 특이한 현상은 귀신의 힘으로 해석하려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세상의 신기한 사건을 모두 기록하고자 하는 기윤의 의도를 

유추할 수 있다.

�난양소하록』에서 이류담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130 편이다. 이때 수필 

방식의 서술로 인해 같은 사람이 제보한 두 개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수

록하는 경우가 있다. �천예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이야기가 두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확인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총 3 편으로 

�난양소하록�에 수록된 이류담은 133 편으로 간주한다. 

분류 편수 비율(%) 신선 귀신 요괴

권계담 32 24 13 12 7

교류담 26 19.5 4 16 6

징벌담 19 14.3 5 9 5

천기누설담 11 8.3 4 6 1

퇴치담 10 7.5 - 8 2

평화공존담 10 7.5 - 3 7

수혜담 8 6 1 5 2

해악담 7 5.4 - 6 1

요구담 7 5.4 -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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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 는 각 하위 유형별 이야기의 편수, 비율 및 이류의 정체별 분류 상

황을 정리한 것이다. 11 가지의 이류담 유형 중 10 가지가 나타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역방향 징벌담은 없으며 �천예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천

기누설담은 상당한 비율로 나타난다. 권계담은 가장 많이 수록된 것으로 

전체 이야기의 1/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교류담은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천예록』에서 22.9%의 큰 점유율을 차지한 수혜담

은 �난양소하록』에서는 단지 6%로 다른 유형에 비하면 점유율이 적은 

편이다. 이류의 정체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분류하면 신선과 관련된 이야

기는 27 편, 귀신에 대한 이야기는 73 편, 요괴와 관련된 이야기는 33 편

이 확인된다. �천예록』과 마찬가지로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높은 비중을 

두고 기록하였다. 반면 �천예록�과는 달리 요괴 이야기과 신선 이야기가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위 표는 표 4 를 상위 유형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난양

소하록』에 나타난 이류담의 절반은 인간보다 우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선, 귀신, 요괴 등 다양한 이류들이 인간보다 우월

한 능력을 보이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다. �난양소하록�의 

이류담은 인간보다 열등한 유형이 매우 적게 나타나고 이는 주로 귀신의 

이야기다. 요괴의 경우 인간보다 우월, 평등, 열등한 이야기가 모두 존재

부탁담 3 2.1 - 2 1

합계 133 100 27 73 33

표 4 �난양소하록』 이류담 정체 및 분류 빈도 일람표

이류 유형 편수 비율(%) 신선 귀신 요괴

우월형 70 52.7 23 32 15

평등형 43 32.3 4 25 14

열등형 20 15 - 16 4

표 5 �난양소하록』이류 정체 및 인간과 이류 힘의 차이에 따른 빈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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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요괴가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나타난 �천예록』과 큰 차이

가 나타나는 지점이라 하겠다.

  아울러 표 3 과 표 5 의 결과를 비교하면 �천예록』에 등장하는 이류는 

대부분 인간보다 열등한 존재로 나타나지만 �난양소하록』의 경우 대부

분의 이류는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확인된다. 또한 표 2 와 표 4 의 결

과를 통해 �난양소하록』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권계담 유형이 �천예록』

에서는 반대로 가장 적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난양소

하록』에서는 20% 비중인 교류담도 �천예록』에서는 단지 8.6%를 차지

하였다. 이는 두 작품의 주제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다. 또한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이야기 유형은 권계담, 교류담, 

징벌담, 수혜담, 평화공존담, 요구담, 부탁담, 퇴치담, 해악담 등 9 가지로 

확인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의 공동 상위 및 하위 유형

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우월형 이야기로 수혜담, 권계담, 

징벌담이 있다. 둘째, 평등형 이야기로 교류담, 요구담, 평화공존담이 여

기에 해당한다. 셋째, 열등형 이야기로 퇴치담, 해악담, 부탁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위 유형을 기준으로 하위 유형 이야기 

중에서 주제 의식이 뚜렷하고 대표적인 이야기를 선정하여 비교·고찰하

고자 한다. 이때 특정 유형이 두드러지는 경우에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두 작품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는 부탁담을 제외한 

나머지 8 가지 하위 유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천예록�과 �난양

소하록�에 수록된 이류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근거로 이류담의 특징을 

밝히고 두 작가의 이류 인식을 고찰하여 이류담의 의미를 조명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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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이류담의 유형별 비교

1. 우월형

1）수혜담

  수혜담은 �천예록』에서 가장 많이 확인되는 유형이다. 인간이 이류와 

만나 화를 피하게 되거나 좋은 일이 생기는 형식으로 은혜를 받은 이야

기가 이에 해당한다. �천예록』에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류는 신선

과 귀신이며 신선이 대부분이다. �난양소하록』에는 신선, 귀신, 요괴 모

두가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존재로 확인되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귀신이다. 수혜담에서 인간이 은혜를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이 덕을 쌓고 선을 행해서 얻게 되는 경우와 둘째, 이

류와 인간의 생전 인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때 첫 번

째 경우는 이류 보은으로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에 나타나는 수혜담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이어 두 작품에서 확인되는 수혜담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겠다. 아

래 인용문은 �천예록』의 사례이다. 

㉠인조(仁祖) 때 가평군 어느 유생이 일이 생겨 관동으로 가게 되

었다. 

㉡가는 길에 비를 만나 갑자기 말과 시종이 모두 죽고 말았다. 

㉢유생이 울고 있는 동안 한 노인이 나타나 유생에게 투숙할 수 있

는 곳을 안내해주고 사라졌다. 

㉣유생이 걷다가 집주인 노인과 만나 아름다운 경치를 보았다.

㉤유생이 구경하는 동안 노인이 사라졌고 얼마 후 궁궐이 보였다. 

㉥대전 위에 앉아 있었던 노인이 이곳은 신선의 세계라고 하며 유

생을 진기한 음식으로 대접하고 자신의 딸과 결혼시켰다. 

㉦이후 유생 부부는 사이좋게 시간을 보냈다. 

㉧부부가 결혼한 지 반년이 되었는데 자식을 가지지 못하자 선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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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仙翁)이 유생에게 환골탈태할 수 있는 환약을 주었다. 

㉨유생이 등선(登仙)하고 아내는 연달아 사내 둘을 낳았다. 

㉩선계에 온 지 3 년째에 유생이 어머니를 뵙고 싶다 하니 선옹이 

전에 잃었던 말과 시종을 내어주며 다녀오라고 하였다. 

㉪유생이 집으로 돌아간 지 1 년 후,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한 시골 

선비의 딸과 결혼하였는데 금슬의 즐거움이 없었다. 

㉫다시 3 년이 지나 선옹의 심부름꾼이 유생을 찾아와 곧 큰 난리

가 난다고 가족을 데리고 피하라고 하였다. 과연 이듬해 병자 호

란이 발발하였다. 

㉫유생의 친구에게서 이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어느 길손이 나에

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關東路遭雨登仙)114

위의 이야기는 �천예록�의 대표적인 수혜담인 ‘관동로조우등선(關東路

遭雨登仙)’이다. '이야기는 서술과정에서 선계의 경치를 길게 묘사하며 유

생이 경험한 일의 기이성을 강조한다. 선웅이 유생을 자신 딸과 결혼시키

는 이유는 숙연(宿緣)115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숙연은 겉으로 보면 우

연과 다름없는 것이다. 유생이 관동에 가는 것, 선녀와 결혼하는 것, 활약

을 먹고 등선하는 것은 모두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는 평

범한 유생의 신분 상승 과정처럼 보이기도 한다. 작가는 평에서 "세상에 

114 임방 저, 앞의 책, 45-57 면, 393-398 면. 仁祖朝, 加平郡有一校生, 少未娶, 粗通文史. 

以事往于關東, 騎款段馬, 率一僮奴而行. 行到一山下, 中路遭雨, 半日霑濕, 僮奴忽然死于馬

前. 生不勝驚愕, 躬自曳屍, 置于路傍山側, 獨自掩泣, 跨馬而行. 行數里, 所騎之馬, 又仆地而

死. 艱關行李, 旣喪其偉, 又喪其馬, 前路杳然, 雨又不止, 孑孑徒步, 無以自達, 流涕不足, 逐

發痛哭……(中略)生歸後復三, 忽一日, 仙翁之使者到家, 携生二兒子而至, 傳仙翁及仙妻之書, 

其辭大意以爲, ‘明人世大亂, 將作汝所居之地人將魚肉, 故玆送使者. 汝隨此使者, 擧家入來’

云云. 生以其書意, 告友其友, 且出二子而視之, 其友見其兒, 竝淸瑩灑落, 如明珠玉樹. 生於是, 

告其母請行, 其母亦欣然許之, 遂盡賣田宅, 大會親戚磷里, 飮宴終日以相別, 擧家而去, 此則

乙亥歲也. 永絶音耗. 其明, 丙子大亂, 果作生之村里殆盡死亡焉. 加平之人老少, 皆言此事. 客

有親聞於其友, 而傳說於余如此. 

115 임방 저, 앞의 책, 48-49면, 395면. 내게 여식이 하나 있는데 이미 시집갈 나이가 되

었네. 혼처를 구했으나 아직 얻지 못하고 있었는데 자네가 이렇게 찾아왔으니 숙연이 있

어서일 걸세. 자네를 이곳에 붙잡아 두고 나의 사위로 삼고자 하네. (吾有女息, 旣笄矣, 求

婚不得, 汝之來此, 自是宿緣, 汝當留作吾女婿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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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없는 기우(曠世奇遇)"로 유생이 '쫓겨 내려온 신선(謫降者)'이라고 

추측하였다.116 이렇게 빠르게 신분이 상승한다는 일은 세상의 이치와 맞

지 않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야기에서 가장 기이한 부분은 ㉫과 같이 유생이 신선의 도움으로 화

를 피하게 된 부분이다. ㉪에서 유생은 선녀와 결혼하여 아이까지 가졌음

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권유로 시골 선비의 딸과 결혼하였다. 신선의 입

장에서는 배은망덕한 일로 볼 수도 있는데 신선은 유생에게 벌을 주는 

대신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그를 보호하였다. 이는 부모

에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즉. 유생이 효를 다했기 때문에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

다. 이처럼 유생 이야기에서는 효를 중요시하는 유교 이데올로기가 확인

된다.         

한편, 유생은 등선했는데도 병자호란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선옹의 도움

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는 유생이 진정한 신선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

여준다. 인간이었던 유생은 환약을 먹고 등선할 수 있었기에 신통력을 갖

지 못한 것이다. 이는 또한 전란은 신선의 힘을 통해서만 피할 수 있으며 

인간이 전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신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는 것에서는 

현실에 대한 절망을, 신선의 힘으로 위기를 벗어난다는 것에서는 신선의 

우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이야기는 불행한 현실에 절망하는 사

람들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을 보여주며 인간을 구해줄 신선이 

존재했으면 하는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천예록』의 수혜담 중 귀신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례도 확인된다. 

㉠고려 때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어느 선비가 길에서 재채기 소리를 들

었다. 

㉡자세히 들어보니 소리는 칡넝쿨 아래에서 나왔다. 

㉢종을 시켜 파보더니 죽은 사람의 해골이 발견되었다. 

116 임방 저, 앞의 책, 57면, 399면. 가평의 유생이 부인을 얻고 신선이 된 이 경우는 진

실로 세상에 다시없는 '기우(奇遇)'가 아닐 수 없다. 어찌 적강(謫降)한 자가 아니겠는가? 

참으로 기이하다! (至若加平校生之取婦登仙, 真曠世奇遇, 豈非謫降者歟? 異哉異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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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와 흙이 구멍을 틀어막는 데다 칡뿌리가 콧구멍으로 자라나 참지 

못해 소리를 낸 것이었다. 

㉤선비가 안 됐다 싶어 해골이 씻어 다시 묻어주고 애도사까지 써주었다. 

㉥밤에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났다. 

㉦자신이 전생에 죄를 지어 비명에 죽었는데 자손이 영락해서 해골마저 

흩어져 진토가 되었고 해골만 남았다고 하였다. 

㉧선비의 해골을 묻어주고 분향해준 은덕에 보답하기 위해 과거 시험의 

문제와 답을 알려줬다. 

㉨그 선비가 노인의 지시에 따라 답을 써 장원을 차지하게 되었다. (臨場

屋枯骸冥報)117

  이 이야기는 ‘臨場屋枯骸冥報’으로 귀신이 선비에게 보은하는 이야

기이다. ㉡과 ㉢은 선비가 귀신과 우연히 만났다는 내용이다. 이 우연의 

시작은 ㉤과 결합하여 ㉨에서 장원급제라는 필연적인 결말을 얻게 되었

다. 과거 시험을 볼 선비에게 장원 급제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귀신은 

자신의 유골을 수습해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선비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주었다. 이를 통해 유골을 수습하는 일의 은덕이 얼마나 큰지 설명되는 

동시에 조상을 섬기는 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보은이 아니라 치상(治喪)에 있다. ㉦은 해골 주인의 유골이 흩어

져 있는 이유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죄인으로 자손이 영락한 관계로 장

117 임방 저, 앞의 책, 101-103 면, 411 면. 俗傳, 麗朝昔, 設認聖慶科. 有學子某者, 從遠

方赴舉, 日暮行山野間, 忽聞蔓草葛藟之下有作嚏聲者, 而無人焉. 某怪而訝之, 下馬入於葛藟

之下, 傾耳候之, 嚏聲出於葛根之下. 使僕堀視之, 有死人腦骼存焉, 而埃土塞其竅窾, 葛根從

其鼻孔而生. 嚏者, 蓋由其魂魄之不堪故也. 某爲之憫惻, 出其腦骨而淨洗之, 厚裹以紙, 埋封

於高燥之地, 以淨飯一盂, 奠于其下, 作文弔之而去. 其夕夢, 有一儒生, 白髮皤如, 來拜於某, 

而謝之日:“我有前世之罪, 死於非命, 子孫零替, 骸骨分離, 化爲塵土, 唯腦骨獨存, 委棄於荒

野蔓草, 而葛根穿鼻, 精魂未泯, 昏明不堪. 幸遇君子, 仁出於天, 憐其無舌, 垂憫不報, 埋我淨

地, 且享苾芬, 恩重山岳, 惠隆生成. 雖幽明路殊, 無以報大德, 一性猶存, 敢不思所以自盡乎?” 

仍爲某言曰:“今兹之科, 當出五言律, 題曰‘夏雲多奇峰’, 押峰. 吾爲君子, 預有所述, 君如

寫此以進, 則或得嵬捷.” 因書贈詩云: 白日到天中, 浮雲自作峰. 僧看疑有寺, 鶴見恨無松. 

電影樵童斧, 雷聲隱士鍾. 誰云山不動, 飛去夕陽風. 贈訖, 叩頭謝去. 某覺而異之, 因到京較藝, 

則所出題及韻, 與夢符合, 因用鬼作, 果得居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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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치르지 못하였다. ㉣은 귀신이 해골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칡넝쿨 

때문에 괴로웠다는 내용이다. 입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까지 불안하게 

된 것이다. 이는 상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자손이 반드시 조상의 

상례를 잘 치러야 한다는 훈계의 의미를 담고 있다. 

㉧에서는 귀신이 과거 시험의 문제를 선비에게 알려주는데, 이는 귀신

은 미래 일을 미리 알고 있다는 내용으로 귀신의 신통성을 강조한다. 이

러한 측면에서 귀신과 신선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작가가 조상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를 안전하게 저승으로 보내야 한다는 이류 

인식이 확인된다. 

  다음은 �난양소하록』의 이류 보은 수혜담이다. 

    

㉠내각학사(內閣學士) 영공(永公)은 병에 걸려 의원에게 진찰을 받았으나 

낫지 않았다.

㉡다른 의원을 불렀더니 앞서 진찰받은 약방문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아

무리 찾아도 없었다.

㉢영공이 이를 계집종의 잘못이라 생각하여 약방문을 찾지 못하면 매질하

겠다고 하였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약방문은 자기가 숨겼으니 계집종을 때리지 말하고 

하였다.

㉤그는 영공 덕분에 누명을 벗었던 자라고 하였다.

㉥약방문을 왜 숨겼는지 물으니 의원들이 서로 시기하기 때문에 보여주면 

분명히 자신의 빼어남을 내세우려고 반대 약물을 사용할 것이라고 대답

하였다. 또한 공이 복용한 약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부족하여 

아직 효력이 없는 것이라 하였다. 

㉦영공이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가 귀신인 것을 알아채지 못하였다.

㉧공이 나중에 온 의원에게 앞서 약방문이 분실되었다고 하였다. 

㉨결국, 나중에 온 의원에게서 전과 똑같은 약방문을 받게 되었다.

㉩공이 같은 약을 더 먹고 병이 나았다. 

㉪영공이 내게 이 일을 직접 말해주면서 이 귀신은 세상 물정을 잘 안다

고 하였다. （灤陽消夏錄二 3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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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는 영공이 귀신의 도움으로 병이 나았다는 이류 보은의 전형

적인 사례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확인되는 이류의 능력은 앞서 살핀 장도

령의 경우와 다르다. 병이 나은 이유는 ㉩과 같이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얻게 된 결과로 귀신의 힘으로만 획득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귀신은 의원

들의 행동 방식을 알려주었을 뿐이다. 즉, 귀신의 도움이 없어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귀신의 입을 빌려 말하면 신뢰를 더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 이야기의 귀신은 인간보다 우월하지만 이때의 우월함은 

초월성에 있지 않고 그의 통찰력에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

의 '세상 물정(世情)'에 있다. 이야기는 보은 서사지만 단순히 인과응보를 

강조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이는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인은 바로 공께서 얼사(臬司)로 계실 때 누명을 벗겨주시어 새 삶을 살

게 된 죄수입니다. (小人卽公爲臬司時平反得生之囚也)119

  위 인용문은 ㉤의 일부로 귀신이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다. 얼

사(臬司) 또는 안찰사(按察使)는 형사 사건을 재검토하는 관리로 지금 

검사와 비슷한 직위이다. 영공이 재직하는 동안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그의 누명을 벗어줬으니 그는 귀신이 되어서도 영공을 지키고 있었던 것

이다. 결국 이 이야기의 목적은 조정 관리들에게 올바른 벼슬의 방도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열미초당필기』의 서문에서 이야기한 

"사람에게 권선징악을 알게 해주었고(使人知所勸懲)", "요지는 권선에 있

다(大旨悉歸勸懲)"120 라는 창작 목적과 일치하며 관리 사회의 행동 수칙

118 紀昀, 앞의 책, 34면. 內閣學士永公, 諱寧, 嬰疾, 頗委頓。 延醫診視, 未遽愈。改延一醫，

索前醫所用藥帖，弗得。公以爲小婢誤置他處, 責使搜索, 云不得且笞汝。 方倚枕憩息, 恍惚

有人跪燈下曰:“公勿笞婢, 此藥帖小人所藏。小人卽公爲臬司時平反得生之囚也。”問:“藏藥

帖何意?”曰:“醫家同類皆相忌, 務改前醫之方, 以見所長。 公所服藥不誤, 特初試一劑, 力尚

未至耳。 使後醫見方, 必相反以立異, 則公殆矣, 所以小人陰竊之。”公方昏悶, 亦未思及其

爲鬼。 稍頃始悟, 悚然汗下。 乃稱前方已失, 不復記憶, 請後醫別疏方。 視所用藥, 則仍前

醫方也。 因連進數劑, 病霍然如失。 公鎮烏魯木齊日, 親爲余言之, 曰:“此鬼可謂諳悉世情

矣。” 기윤 지음, 이민숙 옮김, 앞의 책, 58-60면, 번역문 참고. 

119 紀昀, 앞의 책, 34면.

120 紀昀, 앞의 책, 1면, 盛時彦 序, 鄭開禧 序, 5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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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권계담

  권계담은 이류가 인간의 행동에 관여하여 인간이 바른 행동 방식을 갖

출 수 있게 권면해주는 이야기이다. �난양소하록』의 서문에서 권선이라

는 주제를 밝혔듯이, 권계담의 수록 비중이 가장 크다. 권계담에서 권계

의 주체가 되는 이류로는 신선, 귀신, 요괴 등이 있다. 권계의 방식은 직

설적인 비판, 우회적인 풍자, 진정한 도리 알려주기, 직접 제안하기 등이 

있는데 그 목적은 모두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여 고치도록 하는 데에 있

다. 이때 이류는 인간의 행동을 교정하는 주체로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나타난다. 

  반면 �천예록』에는 권계담이 한 편밖에 수록되지 않았다. 다음은 �천

예록』에 수록된 권계담이다.

㉠홍내범(洪乃範)은 평양의 문관이다. 

㉡그는 스스로 죽을 날을 예견한 후 장티푸스를 앓다 죽었다. 

㉢그런데 염을 풀어보니 홍내범이 살아 있었다. 

㉣홍내범이 깨어나 말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꿈속에 도깨비들이 모인 곳에 갔다. 

㉥관리가 전하기를, “당신은 부처를 욕하고 천당 지옥을 안 믿는 죄로 지

옥에 처넣어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내범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외치자 금빛 보살불이 나타나 내범을 

잘못 잡아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왕 왔으니 구경하고 가라고 하였다. 

㉧내범이 귀졸(鬼卒)에 따라 화목하지 않은 이를 다스리는 불목지옥(不睦

之獄), 말을 날조한 자를 다스리는 조언지옥(造言之獄), 세상을 속인 자

를 다스리는 기세지옥(欺世之獄), 또한 회진관(會眞觀)이라는 천당을 구

경하였다. 

㉨구경을 다 하고 보살이 세상 사람들이 불교를 믿지 않고 천당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고서 내범을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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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홍내범은 불교를 열심히 믿었다. 

㉪군자는 이상한 일을 찬술하면 안 되지만 이 이야기는 세상에 경종을 울

릴 수 있으니 붙였다. (菩薩佛放觀幽獄)121  

  이 이야기는 불교 신자 홍내범(洪乃範)이 사후 지옥에 다녀와서 다시 

살아난 이야기이다. ㉥은 보살불이 원래 잡으려던 사람이 불교와 천당지

옥설을 믿지 않는 전주 홍씨였다는 내용이다. 홍내범이 저승으로 가게 된 

것은 실수였다. 그렇다면 왜 하필 불교 신자인 홍씨를 잡아갔을까? 앞서 

확인한 이야기는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이다. 홍내범은 불교 신자였기에 

㉡과 같이 자신의 사망 시간을 예측할 수 있었고 ㉨과 같이 천당지옥을 

다니면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즉, 위 이야기는 불교 신자 홍내범의 

기이한 개인 경험을 통해 불교를 선교하는 데에 목적을 둔 전형적인 불

교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지옥과 천당에 대한 세부적인 묘사를 통해 신뢰를 높이려 했

다. 그러나 평을 통해 작가가 이와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이 확인

된다. 작가는 천당과 지옥이 매우 가깝다는 서술을 이유로 이 이야기는 "

황당(荒唐)"122하다고 평한다. 이러한 작가의 태도는 ㉪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21 임방 저, 앞의 책, 86-91 면, 406-408 면. 洪乃範，平壤文官也.(중략)於甲午間，得染

疾病危革，十許日而死，斂至棺上,(중략)尸忽自轉而墜.其妻驚而氣絶，家人遙見往救，乃覺

尸動，解以觀之，卽生矣.自言：夢至一處，官府甚嚴，吏卒列坐，牛頭獸面夜叉羅刹之屬，森

立庭下，踴躍而出，拿致于前.有黑衣吏，自堂上傳旨曰: “世有三敎，釋處一焉，地獄天堂，

乃徵人善惡者也.汝常詆佛，又不信天堂地獄，偏執己見，大言不顧，合付地獄，歷萬劫不出.”

言訖, 有鬼卒數輩，手持鋼叉，捽迫欲去.乃範大聲曰：“情實曖昧！”有金面菩薩笑曰：“誤

矣！此人當壽享八十三，官至同知而死，何爲而來也？”吾所追者，全州洪某也.雖然旣已到此，

可令一遭觀覽，以信于世.”(중략)乃範心常自負, 每誇於人. 其後, 享陞資, 一如菩薩之言. 

(후략)

122 임방 저, 앞의 책, 92면, 409면. 부처의 설에 근거해 본다면 천당은 하늘 위에 있어야 

하고 지옥은 땅속에 있어야 하는데, 홍내범은 지옥을 보고 천당으로 기는데 불과 수백 걸

음이었다고 하니 어찌 그리 가깝단 말인가? 나는 이 이야기가 '황당하다'고 단정할 수밖에! 

(釋氏之說, 則天堂在於天上, 地獄在於地下, 而洪範見地獄去天堂, 只是數百步, 何其近耶?(중

략)余總而斷之"荒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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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내범의 일은 부처가 사람을 속이는 이야기와 같다. 군자는 진실로 괴이

한 것을 말하거나 이상한 일을 찬술해서는 안 되리라. 그러나 송(宋)나라 

이주(李舟)도 또한 "천당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있다면 군자라야 그곳에 오

를 것이며, 지옥이 없으면 그만이지만 있다면 소인배가 거기에 떨어질 것

이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이로 미루어 보면 홍내범이 말한 일은 비록 세

상을 어지럽히는 일에 가깝지만 또한 세상에 경종이 될 만도 하다. 그러므

로 나는 이 말들을 적어 한퇴지(韓退之)가 '그 하나는 취하고 그 둘은 따

지지 않은 뜻'에 붙이고자 한다. (乃範之事, 似是釋氏誣民之說，君子固不當

語怪述異, 而宋李舟亦云:“天堂無則已, 有則君子登; 地獄無則已,有則小人入.” 

由此觀之, 乃範所云, 雖近於誣世, 而亦可以警世矣. 故余志其語, 以附退之’

取其一,不責其二’之義)123

  작가는 이 이야기가 석가가 사람을 속이는 이야기라고 평가한다. "공자

께서는 괴이한 것과 힘센 것, 반란과 귀신을 말하지 않으셨다(子不語怪力

亂神)"124라는 공자의 주장을 인용하면서 송나라 이주가 주장한 천당지옥

설을 인용하였다. 천당지옥설은 유교 이념과 맞지 않지만 세상에 경종이 

될 만한 이류로 기록한 것이다. 125

  다음은 �난양소하록』에 수록된 권계담 중 한 편이다.

123 임방 저, 앞의 책, 91면, 408면.

124 박종연 옮김, �논어(論語)』「술이(述而)」, 을유문화사, 2006, 203면.

125 천당지옥설의 출처는 이주(李舟)가 아니라 이단(李丹)이 언급했던 것으로 �당국사보

(唐國史補)』에서 확인된다. 李丹爲䖍州刺史, 與妹書曰:'釋迦生中國, 設教如周孔; 周孔生四

方, 設教如釋迦. 天堂無則已, 有則君子生; 地獄無則已, 有則小人入.' 聞者以爲知言.(唐 李肇，

『唐國史補』卷上，『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1035冊, 台灣商務印書館，1988, 424면.) 

다른 일화를 인용한 중국 사료와 비교해 보면 이단을 이주로 혼동하는 서술이 보이는데, 

그 작품은 �太平廣記』(宋 李昉), �吹劍録外集』(宋 俞文豹) , �捫蝨新話』(宋 陳善), �琴

堂諭俗編』(宋 應俊)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잘못은 두보(杜甫)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李肇國史補, 李舟好事, 與妹書曰: 釋迦生中囯, 設教如周孔; 周孔生西方, 設教如

釋迦。天堂無則已, 有則君子生; 地獄無則已, 有則小人入。(唐　 杜甫, 『杜工部草堂詩箋』

草堂詩箋卷十二,『續修四庫全書』第1307冊, 上海古籍出版社, 影印光緒黎庶昌刻本，97면.) 

이단의 일화는 많은 작품에서 인용되었으나 내용상으로 발화자의 출신과 시대를 제외하면 

�천예록』과 �태평광기』의 기록이 완전히 일치한다. 唐虔州刺史李舟與妹書曰: '釋迦生中

國, 設敎如周孔; 周孔生西方, 設敎如釋迦. 天堂無則已, 有則君子登; 地獄無則已, 有則小人

入.' 識者以爲知言. 出國史補." 라고 되었다. (宋 李昉，�太平廣記』第三冊 卷一百一釋證三, 

中華書局, 1961, 6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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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촌(北村) 정소선(鄭蘇仙)이 어느 날 꿈에 저승으로 갔다. 

㉡그는 염라왕이 어느 늙은 할미에게 공경스럽게 대하는 것을 보고 의아

하였다. 

㉢귀졸(鬼卒)이 해석하기를, “이 할미는 평생 동안 이기적인 마음이 한 

번도 생긴 적이 없어서 남을 가르치는 유학자보다 더 훌륭하니 이런 대

우를 받기 마련이다.”라고 하였다. 

㉣그 할미가 들어오기 전에 어느 관리가 있었는데 그는 왕에게 자신이 부

정부패한 적이 없어서 귀신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다고 하였다. 

㉤염라왕이 비웃기를, “부정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좋은 관리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면 물도 마시지 않은 목우(木偶)가 당신보다 낫겠다고 하였다. 

㉥관리가 자신이 공이 없지만 죄도 없다고 변명했더니 염라왕이 당신은 

곳곳에서 자신만 지키고 책임을 피하려 해 백성과 국가에 죄를 저질렀

다고 하였다. 

㉦또 국가가 3 년에 한 번의 관리 심사를 왜 하는지를 묻고 공적이 없으면 

죄가 있다고 자문자답하였다. 

㉧관리가 당황실색하였다. 

㉨염라왕이 웃으면서 "하지만 당신은 3, 4 등의 좋은 관리인 셈이다. 다음 

생에 관직을 잃을 정도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고 관리를 돌려보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 귀신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기심이 생기면 귀신의 꾸

짖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灤陽消夏錄一 10)126

126 紀昀, 앞의 책, 5 면. 北村鄭蘇仙, 一日夢至冥府, 見閻羅王方錄囚。有鄰村一媼至殿前, 

王改容拱手, 賜以杯茗, 命冥吏速送生善處。鄭私冥吏曰:“此農家老婦, 有何功德?”冥吏

曰:“是媼一生無利已損人心。夫利己之心, 雖賢士大夫或不免。然利己者必損人, 種種機械, 

因是而生, 種種冤愆, 因是而造；甚至胎臭萬, 流毒四海, 皆此一念爲害也。此一村婦而能自制

其私心, 讀書講學之儒, 對之多愧色矣。何怪王之加禮乎?”鄭素有心計, 聞之惕然而寤。 鄭又

言, 此媼未至以前, 有一官公服昂然入, 自稱所至但飲一杯水, 今無愧鬼神。王哂曰:“設官以治

民, 下至驛丞閘官, 皆有利弊之當理。 但不要錢卽爲好官, 植木偶於堂,井水不飲, 不更勝公乎?”

官又辯曰:“某雖無功, 亦無罪!”王曰:“公一生處處求自全, 某獄某獄, 避嫌疑而不言, 非負民

乎? 某事某事, 畏煩重而不舉, 非負國乎? 三載考績之謂何? 無功卽有罪矣!”宫大踧踖, 鋒梭

頓減。 王徐顧笑曰:“怪公盛氣耳。 平心而論, 要是三四等好官, 來生尚不失冠帶。”促命卽

送轉輪王。 觀此二事, 知人心微暖, 鬼神皆得而窺, 雖賢者一念之私, 亦不免於責備。“相在

爾室”, 其信然乎! 기윤 지음, 이민숙 옮김, 앞의 책, 30-34 면, 번역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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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야기는 지옥을 구경하다 돌아와 교훈을 얻었다는 내용으로 앞서 

살펴본 �천예록�의 이야기와 유사하다. 지옥설은 원래 불교적인 요소인데 

이야기에서는 불교적인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 ㉠에서 정소선의 신분과 

그가 꿈에서 저승으로 가는 이유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의 시점으로 두 

가지 저승 견문을 전달하였다. ㉢은 염라왕이 이기심이 없는 늙은 할미를 

공경하게 대접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위와 신분이 아닌 덕으로 사람을 판

단해야한다는 작가의 생각이 저승 이치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다. 

  ㉤과 ㉥에서 염라왕은 좋은 관리의 기준을 말해준다. 좋은 관리는 청렴

하면서 백성들을 위해 꼼꼼하게 근무하는 자이다. 이는 작가가 생각하던 

좋은 관리의 기준으로 보인다. ㉦에서는 국가 관리 심사에 대한 의미를 

밝혔다. 이를 통해 이 이야기의 목적이 관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임이 

분명해진다. ㉨에서는 관리에게 그는 3, 4 등의 좋은 관리로 다음 생에도 

벼슬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위로해주었다. 엄격함과 관대함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방법으로 부드럽게 권계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작가가 가진 관료 사회에 대한 견해를 표출하는 이야기이

다. 이에 관한 이치를 염라왕의 입으로 발화하는 방식으로 신빙성을 강화

시키고 있다. 상층 사대부인 기윤의 작품은 대부분 사대부계층이 읽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기윤이 예상 독자를 고려해 창작한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은 사람의 마음속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 귀신이 알고 

있다는 내용을 통해 군자는 자신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사대부가 아닌 일반인 독자에게도 권계 효과가 있는 부분이다.

  �난양소하록』은 �천예록�과 달리 수록된 권계담의 수가 방대하고 양태 

또한 번잡하다. 이에 권계담을 한 편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녕파(寧波) 오생(吳生)이 기생집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오생은 호녀(狐女)와 밀회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기생집에 가곤 하

였다.

㉢호녀는 오생에게 자신이 여자의 모습으로 환화(幻化)할 수 있으니 굳이 

돈을 주고 기생집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오생이 호녀의 말이 사실임을 알고 다시는 기생집에 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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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오생이 호녀에게 환화한 것이라 아쉽다고 하였다.

㉥호녀가 "성색(聲色)은 원래 환화이며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쁜 여자들은 

다 환화한 것이었다. 둘이 같이 보내던 좋은 시간이 길거나 짧거나 이별

해야할 때가 무조건 있고 예쁜 얼굴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모습을 잃는

다. 이 또한 다 환화가 아니겠는가? 왜 나만 환화인 것으로 생각하느

냐?" 라고 말했다.

㉦오생이 이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몇 년 뒤 오생은 호녀와 이별한 후 더 이상 기생집에 가지 않았다. (灤

陽消夏錄一 13)127

  이 이야기는 여우가 사람에게 올바른 길을 안내해주는 내용이다. ㉡에

서 이류와 인간이 만나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단순히 '호녀와 사귄다(暱

一狐女)' 4 글자로 둘의 관계를 개괄하였다. 이를 통해 호녀와 사귀는 것

을 이상한 일로 취급하지 않는 작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여우가 자

신의 모습을 환화할 수 있는 것은 �천예록』과 같지만, 앙화를 부리지 않

고 인간이 올바르게 살도록 도와주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야

기에서 호녀는 옳은 것과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직설적으로 가르쳐주는 

방법보다 오생의 취향에 맞춰 그가 스스로 깨닫게 하였다. ㉣과 같이 오

생을 만족시키고, ㉤과 같이 그의 호기심을 이끌고, ㉥과 같이 도리를 알

려주는 방법은 일반적인 설교보다 효과적이고 지혜로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에서 서술되는 여색(女色)의 본질에 대한 설명은 매우 논리

적이다. 호녀의 발언을 통해 작가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인데, 이는 작

127 紀昀, 앞의 책, 6면. 寧波吳生, 好作北里游。後暱一狐女, 時相幽會, 然仍出入靑樓間。

一日, 狐女請曰: “吾能幻化, 凡君所眷, 吾一見卽可肖其貌。君一存想, 應念而至, 不逾於黃

金買笑乎?”試之, 果頃刻換形, 與眞無二。遂不復外出。嘗語狐女曰: “眠花藉柳, 實愜人心。

惜是幻化, 意中終隔一膜耳。狐女曰: “不然。聲色之娛, 本電光石火。豈特吾肖某某爲幻化, 

卽彼某某亦幻化也。豈特某某爲幻化, 卽妾亦幻化也。卽千百年來, 名姬艶女皆幻化也。白楊

綠草, 黃土靑山, 何一非古來歌舞之場。握雨擕雲, 與埋香塟玉, 别鶴離鸞, 一曲伸臂頃耳。中

間兩美相合, 或以時刻計, 或以日計, 或以月計, 或以計, 終有訣别之期。及其訣别, 則數十而

散, 與片刻暫遇而散者, 同一懸厓撒手, 轉瞬成空。倚翠偎紅, 不皆恍如春夢乎? 卽夙契原深, 

終身聚首, 而朱顔不駐, 白髪已侵, 一人之身, 非復舊態。則當時黛眉粉頰, 亦謂之幻化可矣, 

何獨以妾肖某某爲幻化也。”吳洒然有悟。後數歲, 狐女辭去。吳竟絶迹於狎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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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호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이를 통해 호녀의 통찰력이 인간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징벌담

  징벌담은 인간이 이류에게 벌을 받는 이야기이다. 그 이유는 인간의 잘

못으로 인한 것과 인간이 이류에게 무례하게 굴어 벌을 받게 된 것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인간이 이류에게 무례하게 굴어 벌을 받게 된 이야기는 

신선의 사례에서 주로 나타나고, 인간의 잘못으로 벌을 받게 된 이야기는 

귀신의 사례에서 많이 등장한다. �천예록』에 수록된 징벌담은 총 세 편

이다. 이중 신선과 관련된 두 편의 이야기는 작가의 친구인 김문백(金文

伯)이 작성한 것으로 표기되어 평어에도 그의 초고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이는 작가 임방의 이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목적에는 부

합하지 않아 인간의 잘못으로 벌을 받게 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난양소하록』에는 신선, 귀신, 요괴가 인간을 징벌하는 이야기가 확인

된다. 19 편의 징벌담 중에서 요괴와 관련된 이야기는 5 편이 있고 모두 

인간의 무례로 인해 복수하듯이 인간을 처벌하는 것이다. 신선과 귀신의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이 모두 확인된다. 

  다음은 �천예록』의 사례이다.

㉠안동 김씨의 시조는 고려시대 태사(太師) 선평(宣平)이다. 

㉡김선평의 묘가 안동에 있다고 전해졌으나 찾을 수가 없다.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은 김공의 후손으로서 반드시 선조의 묘를 찾

겠다고 별렀다. 

㉣그가 안동으로 귀양 가자마자 묘를 찾기 시작하였는데 찾지 못했다. 

㉤어느 날 안동 관리 아무개가 고려조 재상의 무덤으로 전해진 묘가 하나 

있다고 지석(誌石)을 확인하지 않겠냐고 물었다. 

㉥청음은 좋다고 생각하여 준비를 하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지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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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관리의 꿈에서 그의 선조가 나타나 자신 선조의 묘인지도 모르

고 남의 선조 묘로 잘못 알려주니 불효 자손이라고 관리를 꾸짖었다. 

㉧그리고 지석은 묘 뒤쪽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불효한 죄와 김상공에

게 헛수고를 시킨 죄로 그를 때렸다. 

㉨통증은 달을 넘겨서야 비로소 차도가 있었다. 

㉩지석을 찾아 확인했더니 역시 그 관리의 선조였다. 

㉪꿈에서 선조가 청음을 ‘상공’으로 불렀는데 그 후 청음은 역시 상공이 

되었다. (苔頑孫數其妄錯)128

이 이야기는 자신 조상의 묘를 남의 조상묘로 잘못 알려준 관리가 선

조에게 혼나는 내용이다. �논어』에 “자기가 마땅히 제사지내야 할 귀신

도 아니면서 제사지내는 것은 아첨하는 것이다(非其鬼而祭之, 謟也)."129

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제사를 잘못지내는 것을 상당히 심각

한 일로 여긴다. 관리가 벌을 받은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귀신이 인간을 

징벌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귀신이어서가 아니라 조상이었기 때문이다. 귀

신과 인간의 관계는 귀신이 생전에 인간과의 관계와 관련된다. 같은 귀신

인데도 포섭할 대상이 존재하고 배척할 대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 

128 임방 저, 앞의 책, 203-205 면, 447 면. 安東之金, 東方大姓, 麗朝太師宣平, 卽其鼻祖

也. 世傳, 墓在安東, 而後代旣遠, 因失其所. 淸陰乃其後裔也, 尋常痛恨, 必欲得之. 及謫居安

東, 公擬遂宿願, 至誠搜覓, 深山古壟, 閱歷殆遍, 仆碑短碍, 磨洗無遺, 詢訪耆舊, 禱祝神祇, 

竟未能得. 一日, 本府品官某者, 告于公曰:“某面某山, 有一古墓, 其封甚大, 其體甚古. 俗傳, 

前朝宰相之墓, 意者, 此或太師之墓耶? 公何不開其誌石而見之?”公以爲然, 卽具奠撰文, 告

以爲求先墓, 將開誌石之意, 遍開墓前可以理誌之處, 終未有得. 公卽命還掩而歸. 是夜, 其品

官夢, 渠被逮至一處, 見有一人, 高臨倚卓之上, 儀貌雄偉, 似是高官貴人, 威嚴不敢仰視. 左右

曳入品官, 親自數之日:“我迺汝之先祖, 子孫雖存, 而香火已斷, 此則代繇遠, 不足責也. 今汝

生於斯長於斯, 而不知吾墓 之在斯, 不肖已極, 而汝又無狀, 以汝之先墓, 指爲他人先墓, 至使

金相公, 親自求誌墓前, 開士浪藉. 汝之不孝之罪, 實無所逭, 如汝頑孫, 置之何用?” 卽命杖

臀, 且枚且責之曰:“我之誌石, 豈在墓前乎?汝豈不聞誌之埋於墓後某地耶?” 枚至五十, 痛不

可忍, 卽命曳出. 旣覺, 夢中事, 了然明甚, 枝痛仍苦劇, 絶而復蘇. 經月始差, 往拜其墓, 爲文

以告, 穿得誌石, 與夢中所聞符合, 而讀其誌, 果其先祖也. 其品官, 往告于淸陰公, 如右云. 品

官之先祖, 稱淸陰爲相公, 其後, 竟踐台位, 神道其眞先知哉!

129 박종연 옮김, 앞의 책, 「위정(爲政)」,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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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은 청음이 멀리서 와 조상묘를 반드시 찾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

다. 이는 안동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의 조상묘를 모르고 있던 관리와 비

교된다. ㉧에서 관리의 선조가 그를 때리는 것은 자신 선조의 묘를 남의 

선조묘로 잘못 알려준 불효한 죄와 더불어 김상공이 헛수고를 하게 시켰

다는 죄도 있다. 이처럼 청음을 높게 서술하는 방법으로 청음과 관리의 

차이를 부각하였다. 청음과 관리를 비교하여 올바르게 조상을 모시는 법

을 보여주고 무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있다. ㉩은 지석으로 묘 주인의 신

분을 확인했다는 내용이다. 작가도 평을 통해 "지석을 빠뜨려서는 안 된

다(誌之不可缺)"130고 지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죽은 조상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있다. 

특히 ㉪에는 청음이 ‘상공’이 되기도 전에 관리의 선조가 그를 김상

공으로 부르는데, 이를 통해 귀신이 미래를 감지하는 능력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설정은 이야기에 신비로운 색채를 더하고 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으로 남는다는 말은 참으로 맞다. 영혼이 백년 천년

토록 흩어지지 않고 자손들과 대대로 서로 만나 볼기를 치기도 하고 가르

침을 주기도 하여, 산 사람과 똑같았으니 정말 기이하지 않은가? (人死而

有神, 則固也. 其神能千百不散, 與子孫相接, 至於笞罰教訓, 宛同生人者, 豈

不異哉?)131

위 인용문에서 작가는 조상 영혼의 존재를 긍정하였으나 죽은 자가 산 

사람처럼 나왔다는 것은 기이하다고 말한다. 이런 묘사를 통해 이야기의 

기이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산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작가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 태도는 앞으로 살펴볼‘무쉬

견안가망부(武倅見安家亡父)’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난양소하록』의 이야기이다.

130 임방 저, 앞의 책, 448면.

131 임방 저, 앞의 책, 207면, 4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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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머리 왕씨는 일찍 부모를 잃었고 그의 본가를 알 수 없었다. 고모 집

에서 잘라 고모부의 성씨를 빌려 왕씨라고 하였다.

㉡그는 성격이 매우 사악하고 모든 사람이 그를 무서워하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친구와 같이 묘원을 지나가다가 귀신들에게 

가로막혔다.

㉣대머리가 힘을 다해 싸우는 중 어떤 귀신이 자신이 대머리의 아비라고 

외쳤다. 대머리가 아비를 본 적이 없어서 황홀하였는데 또 다른 귀신은 

자신이 대머리의 아비라고 외쳤다.

㉤귀신들이 말하기를: "네가 어미에게 제사를 준비하지 않기에 그녀가 우리 

모두의 처가 됐어. 그래서 우리 모두 너의 아비야."

㉥대머리가 분노해 주먹으로 귀신들을 때리려고 애썼지만 빈 주머니를 때

리는 듯 때릴 수가 없었고 결국 지쳐 쓰러졌다.

㉦귀신들이 비웃기를, "평소에 사악한 대머리가 이제 지쳐버렸네. 우리는 

이웃들을 위해 분풀이하는 것이다. 뉘우칠 줄 모르면 다음에 또 여기서 

기다릴 테다"라고 하였다. 

㉧대머리가 힘이 다 빠져 더 이상 말을 꺼낼 수도 없었다.

㉨아침이 되어서야 귀신들이 사라져 친구가 겨우 그를 데리고 집에 갈 수 

있었다.

㉩돌아온 대머리가 기가 죽어 더 이상 꾀부리지 못하고 아내를 데리고 다

른 곳으로 도망갔다.

㉪이런 사소한 일을 기록할 필요가 없지만 이를 통해 인간이 처벌할 수 없

는 사람이라도 귀신에게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灤陽消夏錄四 

19)132

132 紀昀, 앞의 책, 69-70면. 王秃子㓜失父母, 迷其本姓。育于姑家, 冒姓王。凶狡無頼, 所

至童稚皆走匿, 雞犬亦爲不寧。一日, 與其徒自高川醉歸, 夜經南横子叢冢間, 爲羣鬼所遮。其

徒股栗伏地, 秃子獨奮力與鬭, 一鬼叱曰:  “秃子不孝, 吾爾父也, 敢肆毆!” 秃子固未識父, 

方疑惑間, 又一鬼叱曰: “吾亦爾父也, 敢不拜!” 羣鬼又齊呼曰: “王秃子不祭爾母, 致飢餓

流落于此, 爲吾衆人妻。吾等皆爾父也。”秃子憤怒, 揮拳旋舞, 所擊如中空囊, 跳踉至雞鳴, 

無氣以動, 乃自仆叢莽間。羣鬼皆嬉笑曰: “王秃子英雄盡矣, 今日乃爲鄉黨吐氣, 如不知悔, 

他日仍於此待爾。”秃子力已竭, 竟不敢再語。天曉鬼散, 其徒乃掖以歸。自是豪氣消沮, 一夜

擕妻子遁去, 莫知所終。此事瑣屑不足道, 然足見悍戾者必遇其敵, 人所不能制者, 鬼亦忌而共

制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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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 역시 귀신이 인간의 잘못을 징벌하는 징벌담이다. ㉡은 왕씨 

대머리의 악한 품질을 묘사하여 그가 벌을 받을만한 사람임을 시사하고 

있다. ㉣에서는 귀신들이 고아인 대머리에게 자신이 그의 아버지라고 하

였다. 그 이유는 ㉤과 같이 "대머리가 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기에 

그녀가 굶주림으로 떠돌아다녀 모두 귀신의 처가 되었(王秃子不祭爾母, 

致飢餓流落于此, 爲吾衆人妻)"기 때문이다. 이는 어머니 제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천예록』과는 달리 제사를 중요한 사건으로 여기지 않았다. 제

사와 관련 내용은 오직 귀신의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보면 위의 이야기는 일종의 골계담으로 읽을 수 있다.

㉦은 귀신이 그를 놀리며 경고한 말이다. 이웃들을 위해 대머리를 희롱

한 목적은 그를 뉘우치게 하려던 것이었다. ㉪에서 작가는 이러한 일을 

통해 얻은 도리를 제시하였다.

  아무리 사나운 사람이라도 그를 상대할 수 있는 자가 존재하고 인간을 

그를 제압할 수 없어도 귀신이라도 그를 혐오해서 제압할 것이다. (足見悍

戾者必遇其敵, 人所不能制者, 鬼亦忌而共制之)133

  위 인용문은 이 이야기의 핵심을 서술하고 있다. 귀신은 인간을 대신하

여 악한 사람을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귀신은 

인간보다 우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은 벌을 받은 대머리가 면목이 없

어 다른 곳으로 도망쳤다는 결말로 귀신이 인간에게 끼친 영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즉, 인간을 지켜보는 귀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이 

늘 자신 행동을 반성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주제 의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난양소하록』에 수록된 다른 징벌담 이야기이다. 

㉠유청원(劉靑垣)이 해준 이야기이다.

㉡불륜관계를 가진 사촌 형제인 남녀가 있는데 여자가 임신하여 어머니에

게 들통이 났다. 

133 紀昀, 앞의 책,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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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에게 밤에 거인이 와서 그녀를 눌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어머니는 거인을 요물로 생각하여 여자에게 비단 끈을 하나 주어 거인

이 오면 그의 발목에 묶으라고 하였다.

㉤여자가 몰래 끈을 관왕사 주장군의 발목에 묶었다.

㉥어머니가 분노하여 주장군의 소상을 발목을 부러질 정도로 때렸다.

㉦남녀가 다시 밀회할 때 주장군이 갑자기 나타나 남녀의 허리를 때렸다. 

그들은 통증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이를 두고 다들 신명의 명예를 더럽히는 벌이라고 하였다.

㉨남을 모함하는 자가 꾀를 잘 쓰지만 오히려 자신에게 화만 미쳤다. 이는 

바로 천도(天道)이다. 

㉩신령이 화가 난 것은 모함 때문인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灤陽消夏錄二 23)134

  이 이야기는 신명을 더럽힌 죄로 벌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에 제

시되는 내용만 볼 때에는 이류 복수의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과 

㉩에서 작가가 붙이는 평어를 통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복수라는 피상적

인 주제부터 벗어난다. ㉩에서 악한 마음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서술은 

앞서 살펴본 염라왕의 이야기의 '사람의 마음속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 귀

신이 안다'는 서술과 유사하다. 신선이 신선인 까닭은 그가 인간보다 훌

륭하기 때문이다. 신선은 규칙을 정한 자로 규칙을 위반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가가 제기한 '천도(天道)'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라 

하겠다. 즉, 작가는 천도가 무엇인지 독자에게 알려줌으로써 정직한 마음

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군자는 스스로 자기의 행동과 마음을 수양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134 紀昀, 앞의 책, 29면. 劉少宗伯靑垣言: 有中表渉元稹會眞之嫌者, 女有孕, 爲母所覺。飾

言夜恒有巨人來, 壓體甚重, 而色黝黑。母曰: “是必士偶爲妖也。”授以綵絲, 於來時陰繫其

足。女竊付所歡, 繫關帝祠周將軍足上。母物色得之, 撻其足幾斷。後復密會, 忽見周將軍擊其

腰, 男女並僵臥不能起。皆曰汚衊神明之報也。夫專其利而移禍于人, 其術巧矣。巧者, 造物之

所忌。機械萬端, 反而自及, 天道也。神惡其嶮巇, 非惡其汚衊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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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등형

1) 교류담

  교류담은 이류가 인간과 평등한 관계를 맺는 이야기이다. 이때 전제는 

이류가 앙화를 끼치지 않고 인간도 이류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이다. 교류담은 �천예록』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난양소하록』에

서는 두 번째로 많이 수록되었다. �난양소하록』에서 확인되는 교류담의  

주제는 처세 방법, 이계(異界) 이념, 학술 토론, 원인 해석, 잡담 등 다양

하다. �천예록』에는 세 편의 교류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이계 이념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교류담의 양적 비교만으로도 두 작가가 

보이는 이류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교류담

의 구체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다. 

  다음은 �천예록』의 이야기이다.

㉠옛날에 한 이름난 재상이 왕명을 받아 입궐하려는데 시간이 일러서 잠

깐 선잠이 들었다. 

㉡꿈에 궁궐로 가는 도중에 파자전교(笆子前橋)에서 걸어가고 있는 어머

니를 뵙게 되었다.

㉢왜 가마를 타지 않고 걸어가느냐고 물었더니 어머니는 죽은 사람은 세

상에 있을 때와 다르다고 하였다.

㉣어디로 가냐고 했더니 용산강(龍山江) 우리 집 종 아무개가 자기 집에

서 사당을 진설하니 흠향하러 간다고 대답하였다.

㉤재상이 자신 집에 시절마다 제사를 다 지내는데 왜 남의 집 사당에 갔

냐고 했더니 무엇보다 무당이 사당에서 하는 신내림은 제사보다 더 중

요하다고 답하였다.

㉥어머니가 떠나고 재상이 꿈에서 깨어났다.

㉦재상은 즉시 자신의 시종을 용산강 사당을 진설한 집으로 보내고 자리

에 앉아 기다렸다.

㉧얼마 후 종이 술에 취해 돌아와‘우리 집 대부인이 신이 내려 술을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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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해주셨고 파자전교에서 대인과 만났다’라고 말을 전했다.

㉨재상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어머니가 그곳 사당에서 흠향을 받은 일이 

진짜였음을 알게 되었다.

㉪즉시 그 무당을 불러 자신 집 사당에 많은 제수를 마련하여 모친을 흠

향했으며 이후 사시사철마다 사당에서 제를 올렸다.

㉫이 일은 최유원(崔有源)의 일로 전하기도 하는데 최공은 효자로 알려져 

있다. 이를 증명하는 시도 있다. （龍山江神祀感子）135

  이 이야기는 한 재상이 꿈에 흠향하러 간 어머니와 만나 이계(異界) 

질서를 듣고 신사(神祀)를 잘 올려주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에서는 어

머니가 이승과 저승의 법도가 다르다고 하였다. ㉣은 어머니가 종의 집으

로 흠향을 받으러 갔다는 내용이다. 재상은 이에 대해 궁금해 하였다. 제

사를 잘 챙겨줬는데 왜 남의 집에 갔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어머니는 신도(神道)에서는 무당의 신내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고 답하였다. 조정에서는 유교 이념에 어긋나는 무속, 음사(淫祠)를 일찍

부터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승과 저승의 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민간에서는 무속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이 이야기가 만

들어졌다고 생각된다. 이처럼 유교적 이념과 현실의 문제가 충돌하는 경

135 임방 저, 앞의 책, 329-331면, 485—486면. 昔有一名宰, 以承旨, 曉將赴闕, 具衣冠欲

出, 因其太早, 還復倚枕, 假寐夢. 己騎馬, 率導從向闕, 行至笆子前橋, 見其慈親徒步獨行而來. 

宰心驚, 卽下馬迎拜曰:“母親何不乘轎, 而徒步獨行乎?” 母曰:“吾是棄世之人, 與在世時不

同. 所以徒步而行矣.”宰日: “今將何往而過此?”母曰:“龍山江上居吾家奴某者家, 方設神祀, 

吾爲餐此而往矣.”宰曰:“吾家有忌辰祀及四時時享, 且有朔望節日等茶禮, 母親何至於往餐奴

家之神祀乎?”母曰:“雖有祭祀, 神道不以爲重, 獨以巫人神祀爲重, 若非神祀, 魂靈安得一飽

乎?”仍曰: “行忙不得久留.”告別飄然而去, 條已不見. 宰卽夢覺, 怳爾明白, 乃招一奴令

曰:“汝往龍山江奴某家, 分付趍今夕來現, 而汝須速急還, 必趍吾未赴闕之前也.”坐而待之, 

須臾, 奴果急還, 東方未明. 時當極寒, 奴先入竈間, 呼寒照火, 其伴奴在竈, 問曰:“汝能得喫

酒盃乎?”奴曰:“其家方大張神祀, 而巫女言, ‘吾家上典大夫人神, 降于其身.’ 聞吾之至, 

卽曰:吾家使喚之奴也! 招使傳命以大盃饋酒, 亦賜饌一器, 仍敎曰:“吾於來路, 逢見吾子於笆

子前橋道上矣.”宰在房中, 得聞奴私相傳說之語, 不覺失聲痛哭, 招奴詳問, 心以爲其慈親之往

饗神祀, 眞的無疑, 乃招巫女, 盛設神祀, 以饗其親, 仍於四時, 每行神祀焉. 或傳, 此乃崔有源

事, 崔公以孝聞於世, 李泳挽崔公詩曰: 屈原懷石過於忠, 以孝終身亦不中. 雖曰不中人莫及, 

思君顧我我顏紅. 無乃崔公死於孝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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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 지에 대해 작가는 평에서 답을 제시한다. 

  상고시대의 무당이 모두 경적에 실려 전하니 무당의 유래는 오래된 것

이다. 그러나 말세가 되면서 가짜가 많아져 거짓과 위선으로 세상과 이름

을 속하게 되었다. 세상의 온갖 기예가 모두 그러한데 무당이 특히 더 심

하다. (중략) 효자의 마음이었기에 이런 일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신사를 

행하게 되었으니 아마도 제지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上古有巫, 咸載在經

籍, 巫之作, 其來上矣. 然末世多偽, 假名欺世, 百技皆然, 而巫特甚焉……孝

子之心, 旣遇此境, 則因行神祀, 恐不可已也)136

  위의 인용문을 통해 무속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무속

이 최초로 나타난 상고(上古) 시기에 이들은 모두 진짜였지만, 지금은 대

부분 세상을 속인 자가 되었는데 이는 '말세'이기 때문이다. 무당은 원죄

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시대의 잘못으로 변모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인

용문 뒷부분에서 재상이 어머니께 굿을 해준 것은 효도하기 위한 것이라

고 하였다. 무속은 유교 사상과 어긋나지만 그 기저에 있는 효는 유교의 

핵심 사상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작가는 효를 바탕에 둔 굿에 부정적이

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작가는 이야기를 통해 유교와 민간 풍습이 충돌

할 때 해결책을 제시해준 셈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이야기의 핵심이 '이류와의 교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재상과 어머니의 교류는 어머니의 요구와 관련되

어있다. 저승의 법도를 알려주고 자신이 원하는 신사를 얻게 되었기 때문

이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의 핵심 역시 사후에 가족을 대하는 방식에 있

다고 하겠다. 

  다음은 �난양소하록』에 수록된 교류담이다.

㉠대동원(戴東原)이 해준 이야기이다.

㉡명(明)말 송(宋) 아무개라는 사람이 심산에 가게 되었는데 비를 피하고

자 어떤 동굴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136 임방 저, 앞의 책, 원문은 486면, 번역은 331-33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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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동굴 안에서 귀신이 있다고 들어오지 말라는 

소리가 났다.

㉣송 아무개가 당신은 어떻게 그 안에 들어갔냐고 묻자 자신이 바로 그 귀

신이라고 하였다.

㉤송 아무개가 귀신을 한번 뵙기를 청했으나 귀신이 음양의 기운이 충돌하

여 서로 불편할 것이라고 거절하였다. 

㉥귀신에게 왜 여기에 머물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귀신이 자신은 신종(神宗, 

1573-1620) 때의 현령(縣令)인데 관료 사회를 혐오해서 그만두었고 죽

어서도 염라왕에게 윤회시키지 말라고 청하였다고 하였다.

㉦귀신은 내세에서 했던 벼슬과 상응한 저승 관리가 되었는데 저승도 이승

처럼 알력 다툼이 있어서 자신의 무덤으로 돌아갔다고 하였다.

㉧그런데 무덤에 다른 귀신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참다 못 해 혼자 이곳으

로 왔다.

㉨여기는 쓸쓸하고 괴롭지만 관장 계략보다 낫다고 말하였다.

㉩이제 곧 이사할 테니 다시 이곳으로 오지 말라고 말한 뒤 대답하지 않았

다.

㉪송 아무개는 동굴 입구에다 '귀은(鬼隱)'이라는 두 글자를 써놓고 돌아왔

다. (灤陽消夏錄六 10)137

  이 이야기는 귀신과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다. 이때 귀신의 

발화를 통해 이계의 법도와 처세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서 귀

137 紀昀, 앞의 책, 107-108면. 戴東原言：明季有宋某者, 卜葬地, 至歙縣深山中。日薄暮, 

風雨欲來, 見巖下有洞, 投之暫避。聞洞內人語曰：“此中有鬼, 君勿入。”問：“汝何以入？”

曰：“身卽鬼也。”宋請一見。曰：“與君相見, 則陰陽氣戰, 君必寒熱小不安。不如君爇火

自衛, 遙作隔座談也。”宋問：“君必有墓, 何以居此?”曰：“吾神宗時爲縣令, 惡仕宦者貨

利相攘, 進取相軋, 乃棄職歸田。歿而祈于閻羅, 勿輪迴人世。遂以來生祿秩, 改註陰官。不虞

幽冥之中, 相攘相軋, 亦復如此, 又棄職歸墓。墓居羣鬼之間, 往來囂襍, 不勝其煩不得己避居

於此。雖凄風苦雨, 蕭索難堪, 較諸宦海風波, 世途機穽, 則如生忉利天矣。寂歷空山, 都忘甲

子。與鬼相隔者, 不知幾; 與人相隔者, 更不知幾。自喜解脫萬緣, 冥心造化。不意又通人跡, 

明朝當卽移居。武陵漁人, 勿再訪桃花源也。”語訖不復酬對。 問其姓名, 亦不答。宋擕有筆

硏, 因濡墨大書“鬼隱”兩字于洞口而歸。기윤 지음, 이민숙 옮김, 앞의 책, 119-121면, 

번역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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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 음양이 충돌하는 관계로 인간과 만나면 서로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

는 원시적인 귀신 관념이 표출된 것이다. 음양의 충돌은 귀신이 인간 세

계에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된다. 

  ㉥-㉧에는 귀신이 동굴로 온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귀신은 생전에 관

장 투쟁과 계략을 피하려고 관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였다. 사후

에는 인간 세계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저승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저승에도 이승과 똑같은 다툼이 있어 무덤으로 도망갔다. 그런데 무덤에

서도 다른 귀신들이 떠들어대는 것을 피할 수 없어 동굴로 왔던 것이다. 

이어 ㉩을 통해 동굴이 송 아무개에게 발견되어 거처를 옮겨야할 처지에 

놓인 귀신의 사정을 보여준다. 결국 귀신은 네 번이나 자리를 바꿔도 자

신이 원하던 편안함을 구하지 못하였다. 

  위 이야기는 귀신의 사례를 통해 은거(隱居)의 불가능성을 뛰어난 수

법으로 논하고 있다. 명대의 사건과 귀신의 입을 빌려 당대 관장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작가의 개인적 경험에 기인한다. 

작가는 �난양소하록』을 창작하기 이전에 관장 계략으로 유배당했고 이

후 �사고전설』편찬 때문에 다시 명을 받아 복귀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

다. 작가는 관장 다툼의 피해자로 위 이야기의 귀신과 같은 심정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결말에서 탈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다

는 절망감으로 표출되었다. 위 이야기에서 귀신은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역할일 뿐이다. 요컨대 작가는 빼어난 내용 선정과 창작 수법

으로 현실에 대한 불만과 절망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2) 요구담

  요구담은 이류가 한(恨)을 가졌거나 인간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 이

를 설명하는 이야기이다. 전자는 해원(解寃) 서사와 가깝고 후자는 조상

이 후인에게 제물을 청하는 서사로 나타난다. 사실은 이 두 가지 상황은 

서로 차이가 있으나 인간과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이루고 또 이류의 요

구로 인해 인간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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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담에도 요구라는 요소가 확인되나 요구담과는 차이가 있다. 부탁담

은 이류가 자신과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한

다. 이때 인간은 이류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준다는 점에서 이류보다 뛰

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요구담은 귀신이 후인에게 자신이 원하

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즉, 후인이 조상인 이류를 모시는 일이기에 인

간과 이류가 우열을 가늠할 수 없으므로 요구담으로 규정하였다.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에 수록된 요구담은 적은 편이다. 이중 대표

적인 작품을 한 편씩 선정하여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천예록』에 수록된 서사이다.

㉠연안 한 처사가 병을 앓다 죽자 두 귀졸이 저승으로 데려갔다. 

㉡어탁(御卓) 위에 앉은 왕이 처사의 이름을 듣더니 다른 사람과 이름이 

같아 잘못 데려왔다고 하였다. 

㉢처사가 나가려던 참에 왕이 한 가지 부탁을 하였다. 

㉣자기는 서울의 아무개인데 지금 입은 도포가 너무 낡았으니 자기 집에 

가서 새 도포를 보내 달라는 말을 전해 달라는 것이었다. 

㉤처사가 왕의 가족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왕이 자기가 

차던 옥관자 조각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처사가 귀졸을 통해 그 왕이 바로 염라왕이며 이름이 박우(朴遇)인 것을 

알아냈다. 

㉦다시 깨어나니 그가 죽은 지 3 일이 되었다. 

㉧처사는 박우의 집에 가서 사실을 말했는데 다들 의심하여 믿지 않았다. 

그러나 옥관자의 위치를 확인한 뒤 가족들이 처사의 말을 믿게 되어 새 

도포를 불로 태우고 보냈다. 

㉨그러고 나서 3 일째 되는 날 온 가족이 모두 박우가 집에 오는 꿈을 꿨

다. 

㉩박우는 박점(朴漸)의 증조부로 성품이 정직하다. 

㉪이 이야기는 내가 수양(首陽)에 있었을 때 최유첨으로부터 들었던 이야

기이다. (閻羅王托求新袍)138

138 임방 저, 앞의 책, 81-85 면, 405 면. 海西延安府, 有一居士, 忘其名. 一日, 得疾伏枕

呻吟, 白書忽見鬼卒數人, 至前曰:“地府追汝!” 卽以鐵鎖繫項而出, 行數十百里, 俄到一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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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 앞부분에 저승에 간 연안 처사에 대한 묘사는 앞서 살폈던 홍

내범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다. 불교 신자인 연안 거사가 저승을 구경하다 

다시 귀환했다는 내용은 홍내범 이야기와 같이 불교적 교화의 의미를 담

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뒷부분은 염라왕이 처사를 통해 새 옷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홍내범 이야기와 다르다. 또한 두 이야기에서 드러난 

이류와 인간의 관계 역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두 

이야기를 다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에서 염라왕이 가족들에게 새 도포를 보내 달라는 부탁은 사실 죽은 

조상이 후인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편 ㉧은 도포를 불

에 태우는 것으로 이는 귀신에게 물건을 보내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이

야기에서 염라왕은 귀신으로 여겨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난양소하록』

에서 등장하는 염라왕이 인간의 행동을 간섭하여 규정하는 신격을 가졌

다면  �천예록』의 염라왕은 후인에게 제사를 요구하는 귀신인 셈이다. 

  ㉤-㉨은 이야기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부분이다. 옥관자도, 감사하러 꿈

에 나타난 박우도 이 이야기의 신빙성을 높이는 서술인데 작가는 이를 

두고  '황당'하다고 평하였다.

  세상에 전하기를, 인조 때에 경상도 감찰사 김치가 죽어서 염라왕이 되

有城巍巍. 鬼卒引之, 入其城門, 又行數里許, 見有大宮殿, 弯崇依空. 到門, 鬼卒抉曳而入, 伏

於大庭下, 望見殿上, 有王者坐于卓上, 殿上左右諸官列侍, 吏卒百餘人, 奔走使令於前, 威儀

整齊, 號令嚴肅. 居士流汗浃背, 不敢仰視. 頃之, 有一吏立于殿前, 傳其命日 :“汝居何地, 姓

名云何, 紀若干, 所業何事? 并可细陳, 毋有所隱!” 居士戰慄而對曰:“姓某名某, 今幾歲, 世

居黃海道延安府, 而賦性愚鲁, 不能他業, 素聞慈悲念佛, 可免地獄之說, 平日只以念佛舍爲事

耳!” ……到門求見, 而阍不爲通, 朱門杳杳, 蹤跡齟齬, 獨立門墙, 日已斜矣. 忽遇一老僕, 懇

乞請見, 則卽入而告之, 顷之, 出而引入見, 二貴人坐於廳事之上, 使之坐於階下, 而問之曰:

“汝是何人, 有何所言?” 居士對曰:“某是海西延安居居士也. 於某月某日死, 入地府, 親見先

大監, 有如是如是之事, 敢來傳告.” 二人聞未及半, 大怒叱之曰:“何物老怪, 敢來吾門, 發此

妖誕之說也? 急急曳出!” 居士乃大言曰:“這間別有一段可驗之事, 如不符合, 則曳出尚未晚

也.” 其坐中一人曰:“有何可驗之事?” 乃告以玉貫子之事, 極其明白, 兩人始加疑訝, 遂出書

簏而見, 果於詩傳第三卷, 得玉貫子一片, 不錯一毫. 蓋其家, 於朴遇喪後, 失而未得者也. 始知

其不妄, 舉家號哭, 若初喪焉. 至於婦人盡召見細問之, 其家乃製新袍, 擇日行祭於靈座前, 焚

之. 祭之三日, 其家子女及居士, 皆夢見朴遇來謝送袍之意, 其家久留居士, 餽遺極厚, 往來不

絶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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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이 연안 처사의 말을 들어보니 이와 같다. 김치

가 박우를 대신했단 말인가? 염라왕이 어찌 그리 여러 번 바뀌었는가? (世

傳, 仁祖朝, 慶尚監司金緻, 死而爲閻羅王, 今聞延安居士之言, 又如此. 然豈

金緻代朴遇歟？閻羅王何其數易耶？)139

  작가는 염라왕이 여러 번 바뀌는 일을 비정상적이라고 인식하여 황당

하다고 하였다. 사람이 죽은 후 염라왕이 되었다는 고사는 중국 북조(北

朝, 386-581)의 정사(正史)에 기록되어 있다.140 그리고 청대 문학작품

에서 역대 염라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바 있다.141 즉, 염라왕이 바뀌

는 일은 중국에서는 왕왕 발생하는 일이지만 임방은 이를 황당하다고 서

술하였다. 

  다음은 �난양소하록』에 수록된 이야기이다.

㉠건륭 경오(庚午)년(1750), 관가 창고의 옥기가 사라져 각 농가를 수사

하였다. 

㉡상명(常明)이 검문을 받을 때 갑자기 아이 목소리를 내며 자신은 옥기를 

훔친 적이 없지만 사람을 죽였다고 하며 자신이 피해자의 영혼이라고 

하였다.

㉢또 자신의 이름은 이격(二格)이고 상원(上元) 시절 상명이 그를 유혹하

였지만 거절하자 자신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혼은 이것이 억울해서 항상 상명을 따라 다녔는데 처음에 상명의 몸이 

139 임방 저, 앞의 책, 409면. 한문 부분 구두점 표시에 오타가 난 필자 생각대로 바꿨다. 

따라서 번역문이 문제가 있어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다.

140 唐 李延寿, �北史』卷六十八，列传第五十六，中華書局, 1974, 2374면. 其鄰母見禽門

下儀衞甚盛，有同王者，母異而問之。其中人曰：”我來迎王。” 忽不見。又有人疾篤，忽驚

走至禽家曰: “我欲謁王。”左右問何王，曰: “閻羅王。”禽子弟欲撻之，禽止之曰: “生爲

上柱國，死作閻羅王，亦足矣。”因寢疾卒。子世諤嗣。

141 清 俞樾,  �茶香室續鈔』卷二十, 「趙文毅爲五殿閻羅」,『續修四庫全書』第1198冊, 

淸咸豐刻本影印, 上海古籍出版社, 2002, 554면. 유명한 사후 염라왕 된 사례는 수(隋)나

라 명장 한금호(韓擒虎)(字子通，538-592), 북송(北宋) 명신 범중엄(范仲淹)(字希文

989-1025), 한기(韓琦)（字稚圭，008-1075）, 재상 구준(寇准)（字平仲，961-102

3）, 명대 학자 조용현(趙用賢)(字汝師，1535-1595) 등이 있다. 



- 63 -

뜨거워 다가갈 수가 없었으나 요즘 점점 차가워져 상명의 몸에 붙게 되

었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고발할 때 쓰던 문서를 아직 찾을 수 있다고 하며 시신을 매장

한 위치도 알고 있었다.

㉥찾아보니 소송 기록이 존재하고 그가 가르쳐주었던 곳에서 시신을 발견

하였다.

㉦이격의 아버지를 불러와 상명과 대화하게 하였더니 상명의 몸 속에 들어

간 영혼이 이격이라고 하였다.

㉧이에 상명을 심문하였는데, 상명의 이름을 부를 때는 정신이 나간 모양

으로 상명의 목소리로 말을 하고 이격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이격의 말

투로 답하였다.

㉨서로 몇 번 변론한 끝에 상명의 죄가 밝혀졌다.

㉩상명의 죄가 밝혀지자 이격의 영혼이 아주 좋아했고 생전에 자주 하던 

떡 팔 때 외치는 소리를 냈다.

㉪이격의 아버지가 이격에게 어디로 가냐고 물으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만 그냥 가겠다고 답하였다. 

㉫이후 상명은 더 이상 이격의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灤陽消夏錄二 7)142

  위 이야기는 한이 있는 귀신이 해원을 위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나

타났다는 내용이다. 악귀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앙화를 끼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원한을 품고 죽은 귀신치고는 이격의 해원 방식이 아주 온화하다. 

142  紀昀, 앞의 책, 23면. 乾隆庚午, 官庫失玉器, 勘諸苑戶。苑戶常明對簿時, 忽作童子聲

曰: “玉器非所竊, 人則眞所殺。我卽所殺之魂也。” 問官大駭, 移送刑部。姚安公時爲江蘇

司郞中, 與余公文儀等同鞫之。魂曰：“我名二格, 十四, 家任海淀。父曰李星望。前歲上元；

常明引我觀燈歸。夜深人寂, 常明戲調我。我力拒, 且言歸當訴諸父。常明遂以衣帶勒我死, 埋

河岸下。父疑常明匿我, 控諸巡城。送刑部, 以事無左證, 議別緝眞兇。我魂恒隨常明行, 但相

去四五尺, 卽覺熾如烈焰, 不得近。後熱稍減, 漸近至二三尺。又漸近至尺許。昨乃都不覺熱, 

始得附之。” 又言初訊時, 魂亦隨至刑部, 指其門乃廣西司。按所言月日, 果檢得舊案。問其

尸, 云在河岸第幾柳樹旁。掘之亦得, 尙未壞。呼其父使辨識, 長慟曰: “吾兒也!”以事雖幻杳, 

而證驗皆眞。且訊問時, 呼常明名, 則忽似夢醒, 作常明語; 呼二格名, 則忽似昏醉, 作二格語。

互辯數四, 始疑伏。又父子絮語家事, 一一分明。獄無可疑, 乃以實狀上聞。論如律。命下之日, 

魂喜甚。本賣糕爲活, 忽高唱“賣糕”一聲。父泣曰：“久不聞此, 宛然生時聲也。問：“兒

當何往？”曰：“吾亦不知, 且去耳。自是再問常明, 不復作二格語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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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범인인 상명을 따라다녔고 그의 몸을 빌려 목

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을 때도 자신의 불행만 이야기할 뿐이었다. 결국 

이격이 원했던 것은 공정한 판결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난양소하

록』에 수록된 다른 요구담에서도 확인된다. 억울함을 품고 죽은 귀신이 

자신의 죽음과 관련하여 해명을 요구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는 관청

의 관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창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건판결의 합리

성을 강조하고 관장 이치 전달을 위해 산생된 이야기로 볼 수 있다. 

  ㉢은 상명이 남자아이를 유혹하는 내용으로 당시 사회의 남색(男色) 

열풍을 반영하고 있다.143 작가는 이러한 사회 풍조를 정상적인 일로 인

식하였고 이를 비판하는 태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난양소하록

�이 당대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평화공존담

  평화공존담은 인간과 이류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하는 이

야기이다. �난양소하록』의 평화공존담에서는 이류와 인간이 서로 어울려 

살며 마치 가족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거나, 같은 집에 거주하면서도 보지 

못한 척하며 서로 간섭하지 않는 양상이 확인된다. 본 논문은 이를 직접 

거주 형식과 간접 거주 형식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평화공존담에 

주로 등장하는 이류는 귀신과 요괴이다. 직접 거주 형식에는 주로 귀신이, 

간접 거주 형식에는 주로 요괴가 등장한다. 

  �천예록』에 수록된 평화공존담은 아래 제시된 한 편뿐이다.

㉠내 친구 박회장(朴晦章)이 벽동(碧潼)에 귀양 가 있을 때 들었던 이야

기를 전해주었다.

㉡나는 그곳의 수령과 친했는데 어느 날 그가 안명로(安命老) 집안에서 

일어난 괴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수령은 안씨와 이웃으로 살고 있고 그의 아버지가 이미 세상에서 떠난 

143 �열미초당필기』에 연동(孌童)에 대한 이야기 십여 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난양소하

록』에는 네 편이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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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오래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어느 날 명로가 없을 때 그의 집으로 들어갔는데 분명 명로의 아버지를 

보았다.

㉤순간 모골이 송연해지며 어찌 대낮에 귀신이 보일까 하고 당황하였다.

㉥그때 명로가 나와 수령의 새파란 안색을 보고 웃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자주 왕림하신 것은 그의 집에서는 늘 있는 일이

며 찾아오는 시기는 일정치 않으나 낮에만 나타나고 말과 행동은 평소

와 똑같다고 하였다.

㉧나는 이 이야기가 황당하다고 했더니 수령이 자기가 거짓말을 만들어내

는 사람이 아니라고 어째서 의심 하냐고 반문하였다. 

㉨나는 수령이 아주 정직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알기에 이 말을 믿고 

전하는 것이다. (武倅見安家亡父)144

  이 이야기는 죽은 자가 낮에 나타나 산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내용은 간단한 반면 이야기의 제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대

부분을 차지한다. ㉠, ㉡과 ㉧, ㉨은 모두 이야기의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

한 부분이다. 이는 작가가 이야기에 믿음이 가지 않아 강조하고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작가는 다음의 평에서 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144 임방 저, 앞의 책, 312-314면, 480-481면. 黃澗士人朴晦章, 卽尤庵門人, 爲師訟冤, 

調配碧潼郡. 庚中改紀後, 蒙赦而歸. 與余善, 爲余言. 在碧潼時, 與主倅相親, 主倅武人, 余忘

其名. 一日, 對坐閑話, 下吏入報, 謫人安命老, 將到配于此矣. 主倅言:“此人家極有怪事, 人

世所無.” 朴生日:“何事?”主倅日:“吾與安家, 比磷而居, 非獨命老相親, 亦識其父, 而其父

棄世, 已久矣, 與命老恒相往來, 一日, 往見命老對語, 命老適以事入內, 吾獨坐其外房, 忽聞自

外有曳大分土之聲, 到房外, 以手開窓入其面曰: ‘吾兒在此耶?’ 周視房中, 無命老, 卽還閉

其窓, 復曳分土, 入內而去. 吾視其面, 卽命老之父也. 吾便覺毛骨竦然, 自念, ‘無乃心神有傷

而怳惚耶, 何以白書見鬼如此?’殆莫能自定. 須臾, 命老出來, 見余神色驚慌, 笑曰:‘君無乃

見吾家大人耶?’ 曰:‘然. 是何故耶?’ 命老曰:‘君勿驚怪, 此乃吾家尋常事也, 大人於別世

後, 頻頻下臨, 或有逐日至焉, 或逐月至焉. 其疎數不定, 而不以夜, 常以書, 言語動作, 宛同平

日. 家間上下, 不以爲異, 而他人驟見, 則宜以爲訝’云云.” 朴生謂曰:“此語何其近誕耶?” 

主倅正色曰:“君以何故, 向安家空然做此妄語對人說道耶? 吾非誕者, 君何疑焉?” 朴生見主

倅甚忠實, 此是信傳, 非妄矣.



- 66 -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어 밤에 나타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물며 대낮에 나타난단 말인가? (중략)세상이 후대로 내려올수록 풍속이 

말단으로 흘러 인도(人道)가 혼란에 빠지니 신도(神道)도 이러한 것이 아

니겠는가? 이는 일상적인 이치가 아닌 것이다. 예로부터 들은 바가 없는 

일인 만큼, 이 일은 변괴로 돌릴 수밖에! (人死之神夜見, 固不可, 況晝見

乎？……世降俗末, 人道多亂, 神道亦無亂呼？此非理之常也, 古所未聞, 請歸

之於變亂焉)145

위 인용문을 통해 작가의 귀신 인식과 관련하여 두 가지를 확인 수 있

다. 우선, 작가는 귀신이 낮에 현신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라고 보았다. 이

처럼 귀신이 낮에 현신하는 이야기는 �난양소하록』에서도 확인되는데, 

이때 작가는 이를 불길한 일로 여기기도하고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

기되 한다. 임방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중국 전대의 문학

작품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문학작품에서 낮에 현신한 귀신

에 대한 묘사가 확인되기 때문이다.146

  둘째, 임방은 신도가 혼란에 빠졌다는 것을 '말세'의 탓으로 돌렸다. 귀

신과 인간을 뒤섞이는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여 '말세'의 징표로 간주한 

것이다. 즉, 이야기 자체는 귀신과 인간이 서로 어울리는 내용을 담고 있

지만 작가는 이를 '변란(變亂)'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귀

신을 타자로 취급하는 작가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난양소하록』의 경우를 보자.

㉠우리 집 석가산 위에 누각이 하나 있는데 여우가 그곳에서 50여 년 동

안 살았다.

㉡사람은 올라가지 않고 여우는 내려오지 않았다.

㉢무진(戊辰)년(1748) 7월, 밤에 금슬을 연주하고 바둑을 두는 소리를 들

145 임방 저, 앞의 책, 314면, 481면.

146 宋 洪邁,  �夷堅志』三志辛卷六「宋毅见亡父」, 『續修四庫全書』第1266冊, 上海古籍

出版社, 影印清影宋抄本, 2002, 79면. �夷堅志』三志壬卷五「范十五遇鬼」, 앞의 책, 

124-125면. 宋 郭彖, �睽車志』卷一 「張判院良臣漢卿說四事」, 『景印文淵閣四庫全書』

第1047冊, 台灣商務印書館，1988, 229-230면. 앞에 3편 이야기는 모두 낮에 귀신과 만

난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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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하인이 이 일을 부친 요안공(姚安公)에게 알려주었다.

㉤요안공은 이를 여우가 한 것이라고 알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하인에게 

너희들처럼 술 먹는 것보다 낫다고 말하였다.

㉥다음 날 나에게 서로 오래 화목하니 없었던 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였

다.

㉦아직까지 아무 이상이 없다. (灤陽消夏錄三 6)147

  이 이야기는 작가 기윤의 고향에서 일어난 일이다. 요안공은 기윤의 아

버지이다. ㉠을 통해 여우가 집에서 50년 동안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여우는 ㉢과 같이 금슬 연주와 바둑 두는 방식만으로 소란을 

피웠다. ㉤에서 요안공은 이런 행동이 술을 먹는 것보다 낫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집에 여우가 사는 것을 심상한 일로 취급하는 작가 의식이 드

러난다. 뿐만 아니라 �난양소하록』에는 여우, 목매(木魅, 나무 요괴)와 

같이 이류가 인간과 함께 집에 거주하는 이야기 몇 편이 더 확인된다. 이

야기에서 작가의 가족들은 모두 이류를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척(不聞不

見)하'는 태도로 그들을 취급하였다. 이것이 인간이 요괴와 어울리는 방

법인 것이다. 이는 이류와 경원하라(敬而远之)는 유교적 주장과 일치한다. 

  물론 �난양소하록』에는 여우 등의 이류와 애정 관계를 맺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하지만 결말은 모두 이류와 인간이 이별하여 분리되는 것으로 

그려지며 애정을 중심 화소로 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앞서 확

인한 기윤의 귀신 인식과 일치한다. 요컨대 기윤은 이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 역시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147 紀昀, 앞의 책, 41면. 余家假山上有小樓, 狐居之五十餘矣。人不上, 狐亦不下, 但時見意

扉無風自啟閉耳。樓之北日綠意軒,老樹陰森, 是夏日納涼處。戊辰七月, 忽夜中開琴聲棋聲。

奴子奔告姚安公。公知狐所爲, 了不介意, 但顧奴子曰：“固勝於汝輩飲博。”次日, 告昀日：

“海客無心, 則白鷗可押。相安已久, 惟宜以不聞不見處之。”至今亦絕無他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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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열등형

1) 퇴치담

  퇴치담은 이류가 인간에게 퇴치당하는 이야기이다. 퇴치당해야 할 이류

는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로 배척해야할 대상으로 등장한다. 이때 이

류는 인간과 공존할 수 없으며 인간이 그들을 퇴치하는 것이므로 인간보

다 열등한 존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퇴치담에 등장하는 이류는 귀신과 

요괴가 대부분이다. 

�천예록』에 수록된 퇴치담은 6 편이며 여타의 이야기보다 많이 확인된

다. 퇴치담에서 이류가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이유는 대부분 제사와 관련

된다. 이류를 퇴치하는 방법으로는 제사를 준비해주거나 이류의 부탁을 

들어주는 방식이 제시된다. �난양소하록』의 경우 퇴치담에서 인간과 이

류는 대부분 우연에 의해 만나게 되며 이때 이류가 등장한 구체적인 이

유는 서술되지 않는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천예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남(嶺南) 무사 이만지(李萬枝)는 용감하기로 유명했다.

㉡어느 날, 그가 집에 있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과 번개가 내려쳤다.

㉢흙덩이가 집안으로 밀려들어왔는데 그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기절하였고 겨우 구하였으나 그해 모두 병을 앓

아 죽었다.

㉤그 후, 그는 첨사들이 모두 귀마(鬼魔) 때문에 죽은 별해진(別害鎭)에 

부임하였다.

㉥부임하던 날 만지가 마루에 앉아 있는데 새벽에 나무 덩어리처럼 생긴 

귀물 셋이 나타났다.

㉦만지가 이들에게 ‘왜 나타났느냐 마음에 바라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

었더니 귀물이 배가 고프다고 대답하였다.

㉧만지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제일 앞에 앉은 귀물을 

내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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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물들이 소리를 지르며 사라졌다.

㉩다음날 무당을 불러 굿을 하며 젯밥을 차려주었다.

㉪이날 이후로 귀물들이 없어졌다. (別害鎭拳逐三鬼)148

  이 이야기의 앞부분은 모두 이만지의 용감함을 부각하고 있다. 작가는 

평에서도 "절등한 담력과 기력은 모두 쉽게 얻을 수 없는 일(膽勇絶人, 

俱不易得)"149이라고 서술하며 이만지를 칭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이야기는 기인전의 성격 역시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을 통해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에는 이만지가 부임하

기 전에 벌써 전임 첨사(僉使)들이 귀물 때문에 많이 죽었다는 내용이 

서술된다. 이때 귀물은 사람의 형태를 갖지 않는 이상한 이류이다. 귀신

도 아니고 사람으로 환화할 줄 아는 요 괴도 아닌 괴물인 것이다. 한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이다. 

괴물은 단순히 '배가 고프다(腹肌)'라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데, 이는 괴

물에게도 흠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귀신이 다시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다. 

이야기의 제목과 평에서 '주먹을 휘둘러 쫓았다(拳逐)'라고 서술하고 있

으나 사실 귀물이 다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의 내용과 같이 '큰 굿을 

148 임방 저, 앞의 책, 355-357면, 493-494면. 武人李萬枝, 嶺南人也. 爲人精悍强猛, 膽

氣絕倫, 眼睛青碧. 常自言:“平生無畏懼之心.'一日在家, 暴雨如注, 雷電大作, 大塊如盆, 流

入家中, 遍行房室軒廳竈庭行廊, 出入周流, 至於數三巡, 燁燁之光, 轟轟之聲, 震動天地. 萬枝

危坐臥軒, 毫無所懼, 自念, ‘吾無死罪, 豈被震擊?’俄以庭前大槐樹, 爲霆打粉碎, 雨收雷止. 

起見家中, 妻與子女, 皆室塞氣絕, 僅得救活, 其歲, 妻子女皆病沒. 仍卽上京, 從宦爲五衛將, 

得除北道別害僉使, 率妾赴鎭, 則前僉使累度死亡, 蓋內鬼魔也. 仍廢官舍, 而出住閭家, 已三

四等矣. 萬枝獨自恃精神氣魄, 使之掃廢舍入焉. 而到任之日, 使妾處于內, 萬枝獨處東軒廳上, 

明燈而坐. 二更許, 有一物自房而出, 有若木塊, 覆以黑袱者, 然不能見其面目, 對坐于前. 又有

二物, 相繼出來, 其狀一樣, 三鬼列坐, 與萬枝相對, 漸漸移坐逼近. 萬枝亦漸漸退坐, 至於後壁, 

更無退坐之地, 萬枝語之曰:“汝輩何樣鬼物, 而敢於佩符尊官到任之日, 如是出現耶? 汝若有

情願, 則吾當爲汝成之, 汝須直言也.”中坐一鬼, 有聲曰:“腹肌!”萬枝曰:“吾已聞汝所願, 

當盛設以饋, 須速退去!”卽誦呪言, 彈指作聲, 三鬼似有畏懼之形, 萬枝以手拳擊其首坐者, 其

鬼傾身避之, 不能中, 只擊廳, 萬枝手拳破傷. 三鬼齊曰:“逐客, 當去矣!”遂起下軒, 仍忽不見. 

明日, 招巫椎牛, 大設神祀, 三晝夜乃罷. 自此, 更無鬼魅作祟之患矣.

149 임방 저, 앞의 책, 357면, 4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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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大設神祀)'었기 때문이다. 앞서 「용산강신사감자(龍山江神祀感子)」

에서 이야기한 굿(神祠)의 중요성을 떠올리면 이 이야기는 귀신뿐만 아

니라 정체가 불분명한 귀물에게도 제사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다. 

  위 이야기에서 귀물은 인간에게 해를 끼쳤으니 배척해야 할 대상이 된

다. 이때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귀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

답을 '제사'라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 역시 귀물을 

타자로 취급하여 이들을 제자리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임방은 평(評)을 통해 자신의 귀신관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도 한다.

  보통 사람이 귀신을 만나 죽게 되는 경우는 귀신이 흉악한 짓을 해서만

이 아니라, 사람이 귀신을 너무 두려워하여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 (凡

人之遇鬼而死者, 非獨鬼惡, 人之畏鬼太過耳)150

  그런데 위 인용문에서 확인되는 귀신 인식은 다음에 분석할 �난양소하

록』 퇴치담에 나타나는 귀신 인식과 매우 유사하다. �난양소하록』에 수

록된 대표적인 퇴치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농(司農) 조죽허(曹竹虚)가 말해준 이야기다. 

㉡그의 집안 형이 흡현(翕縣)에서 양주(揚州)로 가던 길에 친구의 충고를 

무시하고 어떤 흉가에서 머물게 되었다.

㉢밤이 되자 어떤 얇은 물체가 문틈으로 들어오면서 여자로 변하였다. 

㉣조 아무개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자가 목매 죽은 귀신 흉내를 냈는데 조 아무개가 비웃으면서 두려울 

것이 없다고 하였다.

㉥여자가 또 머리를 떼어내 책상 위에 놓았지만 조 아무개는 여전히 무서

워하지 않았다.

150 임방 저, 앞의 책, 357면, 4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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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이 더 이상 부릴 재주가 없어 사라졌다.

㉧조 아무개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그 방에 묵었는데 귀신이 얼굴이 들이

밀자마자 조 아무개의 꾸짖는 소리를 듣고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혜중산(嵇中散)이 귀신을 만난 일과 비슷하다.

㉩호랑이가 취한 사람을 먹지 않는 이유는 취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기 때

문이다. 

㉪두려우면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정신이 흐려진다. 두려움이 없으면 마음

이 안정되고 정신이 온전하며 나쁜 기운이 침범할 수 없다. (灤陽消夏錄

一 22)151

제시된 이야기의 앞부분은 �천예록』과 비슷하다. ㉡에서 용감한 사람

이 귀신의 존재를 알고 그 집에서 머문다는 점에서 �천예록』과 유사하

다. ㉢-㉦은 귀신이 사람을 두렵게 하기 위해 재주를 부렸으나 효과가 

없어서 스스로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귀신은 늘 같은 곳에 머무르며 물리

친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 아무개 앞에서만 모습을 숨겼다. 

이처럼 이야기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를 피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에서는 두려운 마음만 없으면 귀신이 사람을 침범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이는 �천예록』의 평과 일치한다. 

  ㉨에서는 이야기를 혜중산의 일과 비교하였다. 혜중산 사건의 핵심은 

용감한 사람이 귀신을 퇴치했다는 것이다. 혜중산 사건은 �영귀지(靈鬼

志)』에 수록되었고152 후대 지괴류(志怪類) 작품에서 많이 인용되었다. 

151 紀昀, 앞의 책, 10면. 曹司農竹虚言: 其族兄自歇往揚州, 途經友人家。時盛夏, 延坐書屋, 

甚軒爽。暮欲下榻其中, 友人曰:“是有魅, 夜不可居。”曹强居之。夜半, 有物自門隙蠕蠕入, 

薄如夾紙。 入室後, 漸開展作人形, 乃女子也。曹殊不畏。忽披髮吐舌, 作縊鬼狀。曹笑曰:

“猶是髮, 但稍亂；猶是舌, 但稍長, 亦何足畏！”忽自摘其首置案上, 曹又笑曰:“有首尚不足

畏, 况無首耶!”鬼技窮, 倏然滅。及歸途再宿, 夜半門隙又蠕動。甫露其首, 輒唾曰:“又此敗

興物耶!”竟不入。此與嵇中散事相類。夫虎不食醉人, 不知畏也。大抵畏則心亂, 心亂則神渙, 

神渙則鬼得乘之。不畏則心定, 心定則神全, 神全則沴戾之氣不能干。故記中散是事者, 稱“神

志湛然, 鬼慚而去”。기윤 지음, 이민숙 옮김, 앞의 책, 42-44면, 번역문 참고.

152 �태평광기(太平廣記)』에 따르면 혜중산의 이야기는 �영귀지(靈鬼志)』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귀지』 원본은 실전(失傳)하여 확인할 수 없어 다른 작품에서 인용한 것만 

확인된다. �태평광기(太平廣記)』에는 "혜강(嵇康)이 금(琴)을 타고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키가 무척 크고 검은 옷에다가 칡으로 만든 허리띠를 차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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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귀지』는 동진(東晉)(317-420) 순씨(荀氏)가 편찬한 것으로 초대 

지괴류 소설이라 할 수 있다. 공교롭게도 �영귀지』와 �영귀지』가 수록

된 �태평광기(太平廣記)』는 한국에도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153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비슷한 귀신 인식이 드러나는 두 이야기는 

모두 혜중산 일화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두 이야기는 비

슷한 소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지만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천예록』은 귀신을 섬기(事鬼)는 일을 강조하고, �난양소

하록』은  마음을 수양(修身)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2) 해악담

  해악담은 이류가 앙해(殃害)를 부리는 이야기로 퇴치담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해악담에 등장하는 이류는 퇴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치담

의 이류보다 더 악한 존재로 볼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이류를 철저히 

배척하는 태도를 표출한다. 

  �천예록』에는 해악담이 전체 수록된 이야기 중 두 번째로 많은 편수가 

수록되어 있다. 반면에 �난양소하록』에 수록된 해악담은 7 편으로 다소 

낮은 편수가 수록되어 있다. 해악담에 등장하는 이류는 철저하게 배척을 

받고 인간과 공존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로 귀신과 요괴만 해당한다. 

  �천예록』에 해악담이 풍부하게 확인되는 만큼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류의 정체별로 한 편씩 살펴봐야 구체적인 양상 파악이 가능하다. 이에 

귀신과 요괴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해악담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귀신이 등장하는 해악담이다.

㉠죽전방(竹前坊)에 어떤 선비의 집이 있었다. 선비가 일로 출타하여 아내

혜강이 그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 불을 끄고 '내가 귀신과 빛을 다투게 된다니 부끄럽구나'

라고 하였다.(嵇康燈下彈琴, 忽有一人, 長丈餘, 著黑單衣革帶, 康熟視之, 乃吹火滅之, 曰: '

恥與魑魅爭光)"라는 내용이 있다. (宋 李昉, 『太平廣記』第七冊 卷三百一十七鬼二, 中華

書局, 1961, 2509면.) "神志湛然, 鬼慚而去"라는 구절은 �태평광기』에 안 보이며 실전된 

�영귀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153  민관동, 유희준, 박계화 공저, 앞의 책, 73면, 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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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아내가 문 앞에서 구걸하는 늙은 할미를 만났는데 그 할미는 나이가 많

아 보였으나 외양은 쇠약해 보이지 않았다. 

㉢김쌀을 할 줄 아냐고 물었더니 할미가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할

미를 집에서 머물게 하고 일을 시켰다.

㉣할미가 솜을 틀고 생사를 뽑고 마는 솜씨가 보통 빠른 게 아니어서, 하

루 작업량이 예닐곱 사람의 양을 해치우고도 남았다. 

㉤아내가 기쁜 나머지 음식을 차려 상을 내왔다. 

㉥하지만 며칠 지나자 마음이 처음과 달라져 대접이 달라졌다. 

㉦할미가 화가나 남편을 불러와 부부가 같이 벽 위에 감실(龕室)에 들어

가 음식 내오라는 소리만 들려주고 모습을 감추었다. 

㉧이때부터 방 안에 들어와 기색을 살펴본 친척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병

을 앓고 죽었다. 

㉨열흘도 안 되는 사이에 하인들이 모두 죽었고 선비의 아내도 대엿새가 

지나자 죽었다.

㉩끝내 아무도 그곳을 들어가 보지 못하였다고 한다. (士人家老嫗作魔)154

이 이야기는 집으로 거두어들이던 거지 할미가 귀마(鬼魔)로 변하여 

온 집안사람들을 죽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은 할미가 아내와 만나게 

된 계기를 서술한 문단이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

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는 할미가 집안에 해를 끼치는 이유를 ㉥과 

같이 자신을 대접하는 태도가 처음과 달리 소홀해졌기 때문이라고 서술

한다. 

154 임방 저, 앞의 책, 261-262 면, 465 면. 竹前坊有一士人家, 士人出外, 而其妻獨居. 一

日, 有老嫗過門來丐, 狀若尼嫗, 雖高, 而貌不甚衰. 士人妻招問:“能作女工否?”曰:“能!”

又問:“若留在以助工役, 則吾當饋朝夕, 使不行乞, 亦能否乎?”曰:“幸甚, 敢不從命?”士人

妻喜而留之, 使作彈綿引絲, 無不敏速, 一日之役, 能兼七八人之功, 綽然有裕. 士人妻大喜, 豐

饌以饋. 過六七日, 厚意稍怠, 漸不如初, 嫗有怒色, 一日, 勃然曰:“吾不可獨留, 當率吾夫翁

而來.”卽起出門, 俄而與一老翁偕至, 儀形如俗所謂居士者. 旣入門, 卽使空其壁上龕室, 而翁

嫗倏上入處其中, 便隱形, 而但聞聲責令供饋, 極其豐盛, 若少違忤, 則家中小者病死. 自下達

上, 親戚聞而往見, 則入者亦皆卽病死, 人莫敢窺. 才過旬日, 婢僕盡死, 士人妻獨存, 隧里望見

其家, 有烟氣而知其生. 後五六日, 烟絶, 始知其死, 而終無敢入者云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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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방은 평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덧붙인다.

  이익을 탐하다 화를 입은 일은 당연하다. 선비의 아내가 만약에 길쌈 

따위의 조그만 이익을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어찌 귀신의 수레에 실려 스

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데에 이르렀겠는가? 경서에도 이르기를 “스스로 

만든 화는 피할 수 없도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선비의 아내에게 해당

되는 말이다. (利之爲禍, 尙矣. 士人妻若非貪女工絲毫之利, 豈至於載鬼一

車, 自取覆滅哉? 經曰: ‘自作孼, 不可逭也.’ 士人妻有焉)155

임방은 온 집안사람들이 죽게 된것은 아내가 이익을 탐했기 때문이라

고 이야기한다. 할미와 만난 것은 우연이고 선비의 아내도 할미의 일하는 

솜씨에 대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임방은 이류인 할미보다 인간인 

아내의 잘못만 나무라고 있는데 이는 임방이 이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

고 배척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 즉, 사람이 악한 존재

를 피하기 위해선 자기 스스로 경계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 ㉨은 선비의 온 가족은 모두 병 때문에 순차적으로 죽었다는 내

용이다. 퇴치담과 해악담 중 귀신이 주체로 등장하는 이야기는 7 편이 있

는데 이 이야기를 포함하여 5 편이 질병과 관련된 것으로 확인된다.156

이는 실제로 선비 가족의 죽음을 이류가 초래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지

점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질병을 귀신의 탓으로 돌리는 이야기는 �천예록』

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당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귀신의 힘으로 돌리는 순박한 귀신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요괴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해악담이다.

㉠이회(李禬)는 어렸을 때 아버지를 모시고 평양 김영의 관아에서 살았다.

㉡어느 밤 이회가 혼자 책을 읽다가 낯선 여인이 나타났는데 이화가 이를 

의심하였다. 

㉢그녀가 말없이 방 안으로 들어와 모퉁이에 앉았다. 

155 임방 저, 앞의 책, 265 면, 467 면.

156 「操文祭告救一村」, 「出饌對喫活小兒」는 마마와 관련하고, 「一門宴頑童爲癘」은 

염병과 관련하고, 「任實士人領二卒」는 극병(劇病, 심한 병)과 관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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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가 그녀를 불러 가까이 오라고 하고 사랑한다는 시늉을 하였다. 그

녀도 좋아하며 웃었다. 

㉤이회는 그녀가 요물인 것을 알아차리고 그녀를 업고 밖으로 뛰쳐나오며 

서모(庶母)와 하녀를 불렀다. 하지만 밤이 깊어 대답이 없었다. 

㉥그녀가 이회의 목덜미를 깨물었다. 그때서야 그녀가 여우인 것 알게 되

었다. 

㉦통증 때문에 손이 느슨해져 이회가 여우를 놓쳐 버렸다. 

㉧이회는 이 일을 언급할 때마다 아쉬워하였다. (背負妖狐惜見放)157

  위 이야기는 이회가 여자로 환화한 여우를 잡으려고 하다가 여우에게 

물려 놓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비록 해악담에 속하지만 이

류인 여우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독특하다. 본 논문은 여우를 '악'

으로 생각하던 당대의 인식을 반영하여 이 이야기를 해악담으로 분류하

였다. 

  ㉡은 이회가 혼자 있는 방에 낯선 여인이 들어왔다는 내용이다. 이는 �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의 다른 이야기에서도 발견되는 장면이다. 이회

는 "기생 중에 이런 사람이 없다(妓生中無此人)"는 이유로 여자를 의심한

다. 그런데 낯선 여인을 보자마자 의심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난양소하

록』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반대로 앞서 살펴본 녕파 오생의 이야기와 

같이 오생이 낯선 여인이 여우인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사귀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천예록�에 수록된 위 이야기는 이회가 여인이 이류인 것을 눈치챘을 

157 임방 저, 앞의 책, 317-318 면, 481-482 면. 李禬宰相之子也, 登第官位亦顯. 其父爲

平安監司, 禬少時, 侍在營衙. 監司無正室, 只有一妾在內, 時值出巡, 營中皆空. 營衙後園墙外, 

有亭舍, 號稱山亭, 開一小門, 以通衙內. 禬率一通引小童, 獨處于山亭, 讀書做業. 一日, 讀至

夜深, 小童適出未還, 忽有開門而入者, 視之, 乃一少娥, 而衣服鮮明, 姿容妍妙, 詳其面目, 曾

所不見, 妓生中無此人矣. 便卽生疑, 默視其所爲, 娥入坐于房中一隅而無言. 試問其何許人, 

則微笑不對, 呼使近前, 卽起來坐膝前. 乃握其手, 撫其背, 陽示愛憐之意, 娥亦喜而笑. 心中明

知其妖邪, 非魔則狐, 而無可制之道. 良久, 執捉其身, 置諸背上, 堅負走出, 從後園門, 入于衙

中廳上, 急呼庶母及婢名. 時夜已深, 人皆熟寐, 未卽應對而出. 背上之娥, 以口噬禬項後甚猛, 

始知其爲狐, 而項痛難忍, 不得不少緩其手, 狐卽脫下于地, 仍忽不見. 禬每恨其無人出接, 以

致放手見失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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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부터 그녀를 퇴치하고자 하였다. ㉣에서 이회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

럼 행동한 것도 단지 그녀를 시험하는 행동일 뿐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위 이야기는 내용이 단순하고 결말도 흥미롭지 않지만 여우를 배척하는 

태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다음은 �난양소하록』에 수록된 대표적인 해악담이다. 

㉠우루무치(烏魯木齊) 호봉서원(虎峯書院)에서 목매어 죽은 죄인의 아내

가 있다.

㉡서원의 선생 진집례(陳執禮)는 어느날 밤 책을 읽다가 여자가 천장에서 

발을 내밀어 허벅지까지 내놓은 모습을 보았다.

㉢진은 그 일을 원래 알고 있기에 여자에게 "너는 간통 사건이 들통나서 

자살하였는데 나에게 복수할 것이냐? 나는 네 원수가 아니다. 나를 유

혹할 것이냐? 나는 평생 동안 유흥가로 가본 적 없으니 너는 날 유혹할 

수가 없다. 감히 내려온다면 몽둥이로 때릴 것이다."라고 소리쳤다. 

㉣여자가 발을 멈추고 한숨 쉬었다. 살짝 얼굴 보았는데 예뻤다.

㉤진은 칼을 들고 여자를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았다. 

㉥그 후 진집례에게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종이 바깥채에서 자는데 자주 잠꼬대를 하고 점점 병을 앓

아 죽어갔다.

㉧그 종은 자신을 따라 이만리 거리를 온 것이기에 진이 아주 비통하였다. 

㉨그가 임종할 즈음에 주인에게 좋은 여자와 인연을 맺어 이제 결혼하러 

가는 것이니 울지 말라고 하였다.

㉩진이 "나는 내 용기를 믿고 이사 가지 않았는데 너에게 피해준 것을 생

각하지 못하였다"라고 후회하였다. 

㉪새 선생이 서원에 올 때 "무너지려는 바위나 담 아래 서있지 않는다"라

고 말하며 바로 다른 방으로 이사하였다. (灤陽消夏錄四 21)158

158 紀昀, 앞의 책, 70면. 烏魯木齊虎峯書院, 舊有遣犯婦縊窻櫺上。山長前巴縣令陳執禮, 一

夜明燭觀書, 聞窻內承塵上窸窣有聲。仰視, 見女子兩纖足, 自紙罅徐徐垂下, 漸露膝, 漸露股。

陳先知是事, 厲聲曰: “爾自以姦敗, 憤恚死, 將禍我耶? 我非爾讐。將魅我耶? 我一生不入花

柳叢, 爾亦不能惑。爾敢下, 我且以夏楚撲爾。”乃徐徐斂足上, 微聞嘆息聲。俄從紙罅露面下

窺, 甚姣好。陳仰面唾曰: “死尚無恥耶?” 遂退入。陳滅獨就寢, 袖刃以待其來, 竟不下。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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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앞서 살핀 조죽허 이야기와 비슷하다. 용감한 사람이 귀신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집에서 묵고 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조죽허 이야기에서는 귀신이 조죽허의 용기 때문에 퇴치 당

했고 앙화를 끼치지 못하였다. 하지만 위 이야기에서는 귀신이 진에게는 

해를 끼치지 못했으나 그의 종을 죽게 했다. ㉩에서 조죽허의 후회와 ㉪

의 새 선생이 이사 온 것을 통해 맹자의 "무너지려는 바위나 담 아래 서

있지 않는다(不立乎巖墻之下)159"라는 처세를 강조하였다.

  �난양소하록』에서 사람에게 다른 이유 없이 해를 끼치는 경우 대부분 

목매어 죽은 귀신(縊鬼)이 등장한다. 목매어 죽은 귀신이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설정인 것이다.160 이들이 악귀로 변하게 된 주요 원

인은 비정상적인 사망, 특히 자살이다. 이는 효경에서 나온 "신체의 모발

과 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손상해서는 안 된다(身體髮膚受

之父母, 不敢毁傷)"161 라는 유교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난양소하록』은 이러한 이류를 배척해야할 대상으로 그리고 있다.

日, 仙遊陳題橋訪之, 話及是事, 承塵上有聲如裂帛, 後不再見。然其僕寢於外室, 夜恒囈語, 

久而漸病瘵。垂死時, 陳以其相從二萬里外, 哭甚悲。 僕揮手曰: “有好婦, 嘗私就我。今招

我爲壻, 此去殊樂, 勿悲也。陳頓足曰: “吾自恃膽力, 不移居, 禍及汝矣。甚哉, 客氣之害事

也!” 後同六安楊君逢源, 代掌書院, 避居他室, 曰: “孟子有言: ‘不立乎巖墻之下。’”

159 김학주 역주, �맹자(孟子)』 「진심(盡心)」,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554-555

면.

160 紀昀, 앞의 책, 62면. 귀신이 방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둘의 상간 관

계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였다. 이것으로 사람에게 수치심으로 자살하게 하여 자신

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因悟鬼非不敢入室也, 將以敗二人之姦, 使愧縊

以求代也) 어젯밤 동성문 밖에서 묵었는데 목매어 죽은 귀신이 대여섯이 보았다. 아마 대

신자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昨宿東城門外, 見縊鬼五六, 自門隙而入, 恐是求代)

161 漢 孔安國, �古文孝經』, 知不足齋叢書本, 中華書局，199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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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이류담의 특징

  Ⅲ장에서는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에 나타난 인간과 이류의 관계를 

고찰하여 이류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두 작품은 이류

를 포섭하고 배척하는 태도가 모두 나타난다. 이때 이러한 태도의 차이는 

주로 이류의 정체에 따른 것이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이류담의 특징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앞서 이류담에 등장하는 이유

의 정체를 신선, 귀신, 요괴로 나눈 바 있다. 이에 각 이류의 정체별로 이

류담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1. 신선, 구세주와 지도자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에 등장하는 신선은 항상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나타난다. 다만 각각 우월한 점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

가 있다. 『천예록』의 신선은 신통성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인간보다 우

월한 존재로 그려진다. 이들은 재난을 예지하는 능력과 인간의 욕망을 실

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어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을 구하고 인간이 

바라는 것을 달성하게 해준다. 

내년에 인간 세상에 큰 난리가 일어나서 조만간 네가 사는 지역의 사람

들은 어육(魚肉)이 되고 말겠기에 사자를 보내니, 너는 사자를 따라 집안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들어오라. (明人世大亂, 將作汝所居之地人將魚肉, 故

玆送使者. 汝隨此使者, 擧家入來)162

수십 리의 모든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백성은 홀로 재난

을 모면할 수 있었다. (數十里諸村盡沒，而樵氓獨脫焉)163

벼슬아치는 점점 젊어지고 머리털도 새지 않았다. 그렇게 나이가 90 여 

살에 이르도록 아무 병도 없이 살다가 생을 미쳤다. (官人顏貌轉少, 鬚髮不

白, 年至九十餘, 無疾而終)164

162 임방 저, 앞의 책, 57면, 398면.

163 임방 저, 앞의 책, 98면, 410면.

164 임방 저, 앞의 책, 44면, 3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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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인용문은 �천예록�에서 신선의 도움으로 인간이 난리를 피하고 원하

는 바를 얻은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다. 각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선의 

도움으로 전란, 홍수를 피할 수 있었고 장수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이

는 사람들의 바람과 욕망을 구현한 것이다. 신선의 힘만으로 비현실적인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선의 형상에 신선이 인간보다 우월하

다는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천예록』의 신선은 구세

주와 같은 존재이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인간적인 면이 발견되기도 한다. 

일전엔 약간의 잘못을 저질러 잠시 인간 세상으로 귀양을 내려와 있었네. 

(曩有微過, 暫謫塵間)165

오늘 그대가 이 산을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예전의 은혜를 한번 갚고

자 한다. (今知君行過此山, 欲報舊恩)166

내게 여식이 하나 있는데 이미 시집갈 나이가 되었네. 혼처를 구했으나 

아직 얻지 못하였네. (吾有女息, 旣笄矣, 求婚不得)167

  위 인용문은 �천예록�에 등장하는 신선의 발화를 옮긴 것이다. 위와 같

이 신선 역시 잘못하면 벌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갚고자 하며 자식을 결

혼시켜야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신선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한 것

으로 생각된다. 신선이 가진 신통성과 인간적인 성격은 서로 충돌되는 것

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면 때문에 인간의 고통을 이해

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었다. 즉, �천예록』의 신선은 인간성을 지니면

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는 구세주로 볼 수 있다.

  �난양소하록�에 등장하는 신선은 성황신을 비롯한 민간신앙신과 부계

(扶乩)로 내린 신선이 대부분이다. 그들은 『천예록』에서 확인되는 별천

지에 사는 신선과 달리 인간과 같이 있으면서 인간을 지킨다. 이러한 측

165 임방 저, 앞의 책, 43면, 392면.

166 임방 저, 앞의 책, 43면, 393면.

167 임방 저, 앞의 책, 48면,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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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난양소하록�의 신선은 귀신과 일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선은 규칙을 만드는 자이며 인간 행동의 감시자이다. 그들의 

우월성은 신선이 가진 권위를 통해 나타난다. 신선은 공평과 정의의 화신

으로 신격(神格)을 가지고 있다. 지도자처럼 인간에게 이치를 알려주며 

인간의 행동을 간섭한다. 이치에 어긋나는 사람이 있으면 신선이 등장하

여 그를 처벌하거나 권계하는 것이다. 

시간마저 해마다 똑같을 수 없으니 물론 귀신일세. (夫天行不能無歲差, 況

鬼神乎！)168

신령이 화난 것은 오멸(汚衊) 때문인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혐오하기 

때문이다. (神惡其嶮巇, 非惡其汚衊也)169

  위 인용문은 �난양소하록�에 등장하는 신선이 사람에게 이계의 이치를 

알리는 부분을 옮긴 것이다. 이를 통해 신선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악한 

마음을 혐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계의 이치이며 인간이 알아

야 할 것으로 서술된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귀신'이라고 지칭하고 있으

나 여기에서 귀신은 신선과 비슷한 역할로 두 존재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선은 도리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인간의 행동과 사상을 

지도하는 존재이다.

  그런데 신선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폭력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난양소하록�에서 신내림으로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신선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주로 유머, 풍자, 우화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권계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예를 들어, �난양소하록�에서 신선에게 수명을 물어

본 자가 있는데 신선이 답을 알려줬다. 하지만 그날이 되어도 그 사람이 

살아 있어 신선의 예지가 틀렸다고 비난하였다. 신선은 "당신이 죽지 않

으려고 하니 나는 어쩔 수가 없죠(君不死, 我奈何)"라고 답하였다. 그날

은 그 사람이 모시던 명 건문제(建文帝)가 자살한 날이었다.170 당시 신

168 紀昀, 앞의 책, 29면.

169 紀昀, 앞의 책, 29면.

170 紀昀, 앞의 책, 22면.



- 81 -

하로서 나라가 망하고 군주가 자살해도 홀로 잘 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은 일이다. 단지 6 개 글자로 신선은 그 사람을 비웃은 것이다. 이와 같

이 부드러우면서도 유효한 비판 방식은 �난양소하록�에서 많이 확인된다. 

이처럼 �난양소하록�의 신선은 부드러운 방식으로 인간에게 도리를 전달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에 등

장하는 신선은 모두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나타난다. �천예록』에서는 

신선의 신통한 능력을 통해, �난양소하록�에서는 그들의 권위를 통해 우

월함이 나타난다. 또한 �천예록』에서 신선은 인간에게 구세주로서의 존

재인 반면 �난양소하록�에서는 지도자로서의 존재이다. 

2. 귀신, 타자와 지자(智者)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은 귀신과 관련한 이야기를 많이 수록하고 

있고 그 양상도 다양하다. 아울러 두 작품은 귀신을 포섭하고 배척하는 

태도가 동시에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천예록』에서 포섭의 대상으로 나타나는 귀신은 주로 염라왕과 조상

귀신이다. 아래 인용문은 염라왕에 관한 대표적인 이야기인 「염라왕탁구

신포(閻羅王託求新袍)」이다. 

내가 이곳에 들어온 지도 많은 세월이 홀렸구나. 그래 이 도포가 거의 다 

해져 솔기가 터질 지경이란다. 우리 집 식구에게 알려 새로 한 벌을 만들

어 보내도록 해준다면 참 다행이겠구나. (予入于此, 歲月已多, 所着之袍, 

幾盡弊綻. 傳告家人, 製一新袍送來, 則幸甚)171

바로 염라왕이시다. 성은 박(朴)이요, 이름은 우(遇)이니라. (乃閻羅王, 

姓朴名遇也)172

  위 인용문에서 염라왕은 제향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생전의 이름까지 

171 임방 저, 앞의 책, 82면, 405면.

172 임방 저, 앞의 책, 83면, 4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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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힌다. 인간이 죽은 후 염라왕이 되었다는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염라

왕은 귀신과 다를 바 없다. 이때 염라왕이 제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천예록』이 조상귀신과 비슷한 면모가 확인된다. 

꿈에서 본 선조가 청음을 '상공'이라고 지칭하였는데, 그 후 마침내 청음

은 상공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귀신의 신묘한 혼이 미리 알려준 셈이다. 

(品官之先祖, 稱淸陰爲相公, 其後, 竟踐台位, 神道其眞先知哉)173

내림굿이 아니라면 혼령이 어찌 한번이라도 흠향을 할 수 있겠느냐? (若

非神祀, 魂靈安得一飽乎)174

네놈의 불효한 죄는 실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도다. 네놈 같이 무식한 

자손을 두어서 어디다 쓰겠느냐? (汝之不孝之罪, 實無所逭, 如汝頑孫, 置之

何用)175

  위 인용문은 조상귀신과 관련된 �천예록�의 이야기 중 일부를 옮긴 것

이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조상귀신이 후손의 미래를 예지하고 그대로 이

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귀신은 주로 제사에 대한 요구와 후손의 

잘못으로 후손 앞에 나타난다. 그들은 신령으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

고 자신들의 소원을 달성하면 바로 떠난다. 이와 같이 조상귀신이 등장하

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인간과 귀신이 분리되는 결말이 확인된다. 조상귀

신은 비록 선조이지만 사후에는 인간과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천예록�은 조상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들을 

인간과 분리하여 내보내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살아 있는 인간은 죽은 자의 제사를 잘 챙겨야 한다. 그래야만 죽은 사람

들을 안전하게 저승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죽은 자를 저승으로 보

내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가 다시 인간 세상에 나

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근본적으로 귀신을 타자화하는 과정이

다.

173 임방 저, 앞의 책, 205면, 448면.

174 임방 저, 앞의 책, 330면, 485면.

175 임방 저, 앞의 책, 204면, 4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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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후대로 내려올수록 풍속이 말단으로 흘러 인도(人道)가 혼란에 

빠지니 신도(神道)도 이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는 일상적인 이치가 아

닌 것이다. 예로부터 들은 바가 없는 일인 만큼, 이 일은 변괴로 돌릴 수

밖에! (世降俗末, 人道多亂, 神道亦無亂呼？此非理之常也, 古所未聞, 請歸之

於變亂焉)176

  위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귀신이 인간과 공존하는 것은 정상적

인 일이 아닌 ‘변란'으로 여겨진다. �천예록』에서는 보통 인간과 귀신이 

만나는 이유가 뚜렷이 드러난다. 그러나 위 이야기에서는 귀신이 나타난 

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이 일을 '변란'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다. 이러한 태도 역시 귀신을 타자로 보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난란소하록』에 등장하는 염라왕은『천예록』과 사뭇 다르다. �

난란소하록』은 염라왕을 비롯한 저승 관리를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그려내며 신선과 비슷하게 묘사한다. 

사람의 마음속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 귀신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知人心微暖, 鬼神皆得而窺)177

저승에서 선악(善惡)은 전생과 관련되고 화복(禍福)은 내생과 관련된다. 

그래서 가끔 인과응보는 들어맞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冥司則善惡兼前生, 

禍福兼後生, 故若或爽也)178

  첫 번째 인용문은 �난양소하록』의 염라왕 이야기에서 확인되는 내용

이다. 저승의 이치를 알리는 염라왕은 앞서 분석한 신선의 모습과 차이가 

없다. 그는 저승 이치의 결정자이면서 이승 이치의 감시자로 그려진다. 

즉, 첫 번째 인용문에서 염라왕은 권위를 갖는 존재로 신격을 가지고 있

는 것이다. 이때 염라왕은 귀신적인 면모를 드러내지 않았다. 두 번째 인

176 임방 저, 앞의 책, 314면, 481면.

177 紀昀, 앞의 책, 5면.

178 紀昀, 앞의 책,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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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문은 저승 귀리(鬼吏)가 하는 말이다. 저승 귀리는 염라왕 아래서 일하

는 신하로 염라왕와 그 성격이 비슷하다. 이때 저승 귀리 역시 저승 이치

를 알리는 대상으로 신선과 비슷하게 그려진다는 점에 주목을 요한다. 즉, 

�난양소하록』의 염라왕과 저승 관리는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신선과 

비슷하게 그려지는 것이다.

  �난양소하록』은 대부분의 귀신을 포섭하는 태도를 보여주며 이들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였다. 작품에 등장하는 귀신이 인간에게 해를 

끼치기보다 진리를 알려주고 인간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는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승의 법률에 따르면 불효의 죄가 커 절대로 나처럼 행동하지 말길. (陰

律不孝罪甚重, 毋自蹈冥司湯鑊也)179

의원들이 서로 시기하기 마련이기에 보여주면 분명히 자신의 빼어남을 

내세우려고 반대 약물을 사용하겠다. (醫家同類皆相忌, 務改前醫之方, 以見

所長)180

  위 인용문은 �난양소하록�에 등장하는 귀신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올바

른 도리와 가치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부분을 옮긴 것이다. 이뿐만 아니

라 앞서 살핀 이격(二格) 이야기에서 아이가 한(恨)을 품고 인간 세계에 

나타나는데 앙화(殃禍)를 부리지 않고 관청에 진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해원하기도 하였다. 이 이야기는 관리들에게 올바른 판결의 중요성을 은

유적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이처럼 �난양소하록�은 귀신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모두 인간에게 깨달음을 준다. 요컨대 �난양소하록�에 등장하는 귀

신은 권계라는 서사의 목적을 심화시키기 위해 나타난 것으로 지자(智者)

와 같이 그려지는 것이다. 

   한편, �천예록』에서 배척의 대상이 되는 귀신은 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귀신들이다. 이들은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존재로 사람의 신령인 귀

신과는 다르게 그려진다. 

179 紀昀, 앞의 책, 3면.

180 紀昀, 앞의 책,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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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의 아내가 만약에 길쌈 따위의 조그만 이익을 욕심내지 않았더라면 

어찌 귀신의 수레에 실려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데에 이르렀겠는가? 

(중략)그러므러 일가의 모임에 큰 염병을 퍼뜨리는 아이가 들어왔는데도 

이를 알아차려서 공경하는 척하면서 멀리할 줄 모르고 꾸짖어 끌어내고 

때리기까지 하여 그의 노여움을 부채질했으니, 염병을 피하려고 해도 피 

할 수가 있겠는가? (士人妻若非貪女工絲毫之利, 豈至於載鬼一車自取覆滅

哉？(중략) 故一家之會, 不解敬而遠之, 及反詬而挽之擊之, 以益其怒, 雖

欲免得乎)181

  위 인용문은 작가가 난리를 일으키는 귀신에 대한 이야기에 붙인 평어

이다. 위 이야기에 등장하는 귀신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에 쫓겨내

야 할 존재이다. 하지만 그들은 무작정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이 먼저 그들을 도발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즉, 귀신의 출현은 인간 

실격(失格)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이러한 귀신을 만나면 자신부

터 반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인된다. 이러한 인식을 통해서도 귀신을 타

자로 취급하는 태도가 보인다. 

   �난양소하록』에서도 배척의 대상이 되는 귀신이 존재한다. 목매어 죽

은 귀신을 비롯한 흉가에서 자주 나오는 귀신이 그것이다. 

귀신이 방 안으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둘의 상간 관계를 사람

들 앞에서 드러나게 하였다. 이것으로 사람에게 수치심으로 자살하게 하여 

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因悟鬼非不敢入室也, 將以

敗二人之姦, 使愧縊以求代也)182

  위 인용문은 귀신이 꾀를 부려 자신을 대신하는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

이다. 그들은 비정상적인 사망으로 악귀(惡鬼)가 되었다. 이때 악귀는 특

정한 서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존재이다. 하지만 사람에게 권계를 주

181 임방 저, 앞의 책, 265면, 467면. 

182 紀昀, 앞의 책, 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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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귀신과 달리 악귀는 사람에게 교훈을 준다. 그들은 꾀를 부릴 줄 

아는 똑똑한 존재로 악귀에게도 지적인 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

에 인간은 악귀와의 대결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두려움이 없으면 마음이 안정될 수 있고 마음이 안정되면 정신이 온존할 

수 있고 정신이 온존하면 나쁜 기운이 침범할 수 없다. (不畏則心定, 心定

則神全, 神全則沴戾之氣不能干)183

  위 인용문은 기윤이 귀신과 상대할 때 군자가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 

언급한 것을 옮긴 것이다. 이는 인간이 악귀와 만날 때 활용할 수 있는 

해결책인 셈이다. 악귀와의 만남을 통해 인간은 덕행과 정기를 쌓고 마음

을 단단히 수련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의 귀신 인식을 살펴보았다. 이상

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천예록�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

지 않았으나 귀신을 타자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조상귀신과 염라왕을 

공경하는 것에서 인간과 귀신의 한계를 잘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보인다. 

동시에 정체가 불분명한 악귀는 철저히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며 타자로 

인식하는 것이다.

  �난양소하록』의 염라왕은 신선과 비슷한 존재로 그의 우월성이 강조

된다. 대부분의 귀신은 인간보다 통찰력이 뛰어난 존재로 그려지며 이를 

통해 �난양소하록�은 귀신을 포섭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귀신은 인간을 권계하는 지자와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한편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망한 악귀는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그

들을 통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며 악귀 역시 어리석은 존재가 아

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면 �천예록』에서는 귀신이 인간과 뒤섞이는 일은 정상적이

지 않으며 귀신은 내보내야 할 존재로 인식한다. 따라서 『천예록』의 귀

신은 타자로서의 귀신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난양소하록�에서는 대부분

의 귀신이 인간보다 통찰력이 뛰어나고 세상 물정을 잘 아는 지자로 그

183 紀昀, 앞의 책, 10면. 



- 87 -

려진다. 배척을 받는 악귀에게도 지적인 면이 있어 지자로서 귀신을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요괴, 소외와 동화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에 나타나는 요괴 인식은 차이가 크다. 이런 

차이는 특히 여우에 대한 태도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이목구비를 잘 살펴보았으나 여태껏 본 적도 없었고, 기생 중에도 이런 

아이는 없었다. (중략) 속으로 이는 요물로, 마귀가 아니면 여우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詳其面目, 曾所不見, 妓生中無此人矣(중략)心中明知

其妖邪, 非魔則狐)184

위 인용문은 『천예록』에 수록된 여우 이야기이다. 여기에서 요괴는 

악한 행동을 행하기 전에 이미 사람으로부터 배척을 받는다. 요괴는 그 

존재 자체가 문제시되어 인간 앞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불길한 대상이기 

때문이다. 

�천예록�에서 확인되는 요괴담은 세 편이며, 모든 이야기는 요괴가 도

망가는 결말로 마무리된다. 이는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자 여우는 바로 등에서 땅으로 뛰어내려서 한 순간에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狐卽脫下于地, 仍忽不見)185

구렁이는 곧장 문밖으로 나가 마당으로 내려가더니 수구문을 향해서 기

어갔다. (蟒卽出門下庭, 向水口門而去)186

위 인용문에서 여우와 구렁이는 자취를 감추고 수구문을 향해 기어가

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요괴는 인간과의 투쟁에서 항상 패배한다. 이들은 

184 임방 저, 앞의 책, 317-318면, 482면.

185 임방 저, 앞의 책, 318면, 482면.

186 임방 저, 앞의 책, 285면, 4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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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모습으로 돌아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결

말을 통해 인간의 모습으로 환화하는 것이 요괴들의 유일한 술책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천예록�에 등장하는 요괴는 귀신보다 힘이 약한 존재이

다. 요괴가 열등한 존재로 그려지는 것을 통해 임방이 요괴를 소외시켜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물론 세 편이라는 적은 

편수로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천예록�이 요괴를 

물리쳐야 할 존재, 소외시켜야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위와 같이 �천예록�이 여우를 비롯한 요괴를 배척하는 것과는 달리 �난

양소하록�은 여우에 대한 독특한 태도가 나타난다.

인간은 양성이고 귀신은 음성이고 여우는 인간과 귀신 사이에 자리한다. 

(人類陽, 鬼類陰, 狐介於人鬼之間)187

소설에 기재된 이류가 시나 문장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 중 이류의 정체

가 귀신과 여우일 때만 믿을 수 있다. 귀신은 원래 사람이고 여우는 사람

과 비슷하다. (余嘗謂小說載異物能文翰者, 惟鬼與狐差可信, 鬼本人, 狐近於

人也)188

위 인용문을 통해 기윤은 여우를 인간과 귀신 사이에 있는 존재이며 

인간과 보다 가까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두 

번째 인용문은 『난양소하록』에 서술된 내용은 아니지만 기윤의 여우 

인식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시나 문장은 귀신과 여우만 지을 수 있으며 이는 귀신은 원래 사

람이고 여우는 사람과 비슷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서술한다. 즉, 

여우는 인간과 가까우니 인간처럼 착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있다는 것

이다.

언니는 당황하지 마시오. 우리 자매는 모두 여우이고 언니의 효심에 감동

하여 매일 밤에 맷돌질을 도와주고자 하오. (嫂勿訝, 我姊妹皆狐也, 感嫂孝

187 紀昀, 앞의 책, 89면.

188 紀昀, 앞의 책, 149 면. 이 내용은 『열미초당필기』의 두 번째 책 『여시아문 2』에

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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心, 每夜助嫂轉磨)189

친구를 만나는 것은 마음으로 만나는 것이고 겉모습으로 만나는 것이 아

니다. (相交者交以心, 非交以貌也)190

엽여정(葉旅亭) 어사의 주택에 갑자기 여우가 나타났다. 낮에 소리를 내

어 주택을 비워달라고 하였다. (葉旅亭御史宅, 忽有狐怪, 白晝對語, 迫葉讓

所居)191

위 인용문을 통해 여우에 대한 기윤의 다양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여우는 인간보다 통찰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이러한 능력을 활용하여 인

간을 도와주기도 한다. 동시에 술수를 부려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역시 존재하는 것이다. 이때 기윤은 악한 존재를 물리치고 착한 존재와 

어울려 지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런데 기윤이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비단 여우 이야기에 한정되는 것

은 아니다. �난양소하록�에 등장하는 화요(花妖, 꽃 요괴), 목매(木魅, 나

무 요괴) 등의 요괴 역시 여우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윤이 여우에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이류에게 인격

을 부여하는 것에 기인한다. 이는 다음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로 오래 화목하니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척하면서 대해야 한다. (相安

已久, 惟宜以不聞不見處之)192

사촌형 안 씨,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한 여우와 친구로 지낸다. (安氏表

兄, 忘其名字, 與一狐爲友)193

위 인용문은 �난양소하록�에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여우를 대하

는 두 가지 태도를 서술한 것이다. 작가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척(不

189 紀昀, 앞의 책, 45면.

190 紀昀, 앞의 책, 90면.

191 紀昀, 앞의 책, 8면.

192 紀昀, 앞의 책, 41면. 

193 紀昀, 앞의 책,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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聞不見)' 하는 태도를 여우에게 취하고 인간을 도와주는 여우와 친구나 

애인으로 지낸다. 이처럼 �난양소하록�에서 호우(狐友)와 호첩(狐妾)은 

일상적인 현상이다. 

향교에서 일하는 왕반선(王半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여우 친구

가 한 명이 있었다. 그 여우는 작은 길흉화복을 예측할 때 대부분이 들어

맞아서 물어보러 사람을 보냈다. (儒學門斗, 有王半仙者, 與一狐友言, 小休

咎多有驗, 遣往問之)194

몇 년 뒤에 호녀가 작별하고 떠난다. (後數歲, 狐女辭去)195

그런데 친구인 여우는 인간이 깨우침이 필요한 순간에만 등장하고 애

인인 여우는 모두 인간과 사귀다가 분리되는 결말을 맞이한다. 이는 비록 

여우가 인격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인간과 분리된 존재라는 생각이 바탕

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과 요괴는 갈 길이 다르다(人妖異路)196

'라는 작가의 인식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에서 확인되는 요괴에 대한 인식을 살펴

보았다. 정리하면 �천예록』은 요괴를 소외시켜야할 존재로 인식하고 배

척하였다. 반면 �난양소하록�은 요괴를 인격을 가진, 인간과 비슷한 존재

로 인식하면서도 인간과 차이가 나타난다는 이유로 요괴를 경원(敬遠)하

는 태도를 취한다. 

194 紀昀, 앞의 책, 4면.

195 紀昀, 앞의 책, 6면.

196 紀昀, 앞의 책,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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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이류담의 의미 

1. 현실적 의미

1) 현실 불만 표출 

  �천예록�이 등장하기 직전인 17 세기 조선은 안팎으로 몹시 힘든 시기

였다. 선조 25 년(1592)의 임진왜란, 인조 5 년(1627)의 정묘호란, 인조 14

년(1636)의 병자호란 등 계속되는 전란에서 회복되기 전에 현종 11 년

(1670), 숙종 12 년(1685)의 심한 흉년이 들어 기근과 질병으로 100 만 여

명이 사망하였다.197 남은 사람들도 기아와 역병으로 인해 고통에 시달리

고 있었다. �천예록』은 혼란스러운 사회를 배경으로 삼아 비관적으로 불

만을 토로하였다. 

  임방은 사람과 귀신이 뒤섞이는 경우를 보면 태평 시절이 아니라고 하

였고198 귀신이 낮에 나타나는 것은 세상의 풍속이 말단으로 흘러 인도(人

道)와 신도(神道)가 모두 혼란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199 이류가 

인간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변괴이며 이런 변괴는 세상이 질서를 잃은 

말세(末世)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말세 사상은 현실에 대한 

실망과 불만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난양소하록』이 출현한 청대(淸代)의 지배세력 소수 민족으로 피지배

세력이지만 사회의 다수를 점하던 한족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이에 청나

라 정부는 한족에 대해 억압과 회유 정책을 번갈아 시행하였는데, 과거 

제도 등을 비롯한 명나라의 여러 제도를 시행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는 한인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문자옥(文字獄)을 일으키기도 하였다.200

197 鄭奭鍾, �朝鮮後期 社會變動硏究』, 일조각, 1983, 30면.

198 사람과 귀신이 어지럽게 뒤섞이는 경우는 태평한 시절의 일을 못 된다. 人神雜糅, 非

聖世事也。(임방 저, 앞의 책, 265, 467 면.)

199 세상이 후대로 내려올수록 풍속이 말단으로 흘러 인도(人道)가 혼란에 빠지니 신도

(神道)도 이러한 것이 아니겠는가? 世降俗末, 人道多亂, 神道亦無亂呼？ (임방 저, 앞의 

책, 314, 481면.)

200 馬積高, 『淸代學術思想的變遷與文學』, 湖南出版社, 1996, 2 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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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문학 및 사상에 대한 억압이 심하게 작동하던 시기인 것이다. 

그런데 기윤은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고전서』의 총책임자로 그의 사

상은 황실이 지향하던 주류 사상과 일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기에 �난

양소하록』에는 태평 시절과 건륭황제에 대한 찬송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양소하록』에는 관장 계략에 은유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이야기들이 수록되기도 하였다.201 이는 기윤이 지닌 사회적 책임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천예록』과 �난양소하록』은 모두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

한 작품이다. 이때 �천예록』은 말세 사상을 통해 인간적 관심과 배려를 

드러내고 있으며, �난양소하록』은 사회와 정치에 대한 책임감을 표출하

고 있다. 

2) 현실 문제 해결 

   �천예록』에서 확인되는 또 하나의 인간적 관심은 작가의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있다. �천예록』은 이류가 인간 세계에서 앙화를 일으킨 

것을 인간의 잘못으로 여기고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야 한

다는 유교적 수신(修身) 의식을 드러낸다. 임방은 서인-노론의 핵심가문 

출신이며, 우암(尤菴) 송시열(宋時烈)과 같은 학맥으로 송시열의 수기치인

(修己治人) 사상을 계승하였다.202 �천예록』에는 홍수, 지진, 마마 등 각종 

천재(天災)와 전화(戰禍)은 귀신 때문에 일어나지만 인간의 잘못부터 반성

해야 한다는 의식이 확인된다. 그렇기에 이류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인간 자신의 과실과 덕망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평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임방은 이처럼 질서를 잃은 세상을 되찾을 수 있는 해결책으로 수신(修身)

을 제시하였다. 

  또한 임방은 당시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유를 귀신의 힘 때문이라고 여

201 紀昀, 앞의 책, 108면. 못된 벼슬아치들이 이익을 탐하여 서로를 배척하고 알력 다툼

하는 것이 싫어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소. (惡仕宦者貨利相攘, 進取相軋, 乃棄職

歸田)

202 김문준,「우암(尤庵) 송시열(宋時烈)의 정치사상(政治思想)과 경세론(經世論)」,�우암 

송시열의 학문과 사상』,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08, 14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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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제사를 지내 귀신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천예록』에 나

타난 여러 이야기의 주제가 귀신을 섬겨야하는 이유에 집중되어 있는 원

인이기도 하다. 그리고「龍山江神祀感子(용산강신사감자)」에서 유교가 

배격하는 무속도 '효'를 전제로 수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요컨대 �천예록』

에서 강조된 수신, 제사, 효도 등 요소는 사실 현실문제에 대한 해결방법

으로 볼 수 있다. 

명나라 중엽부터 학술계에서 이학(理學)과 심학(心學)은 실용성이 없

다는 주장이 나오며 '경세치용(經世致用)' 학설이 등장하였다. 청대에 들

어 사회 변동을 실제로 체험한 학자들은 실용성이 없는 이학과 심학의 

단점을 실감하여 학문의 실용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때 '경세치용' 학설

은 학술계의 주류로 떠올랐다.203

�난양소하록』 역시 실용성을 강조하는 작품이다. 그렇기에 �난양소하

록』은 현실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공한다. 예컨대 사건을 

심사하고 판결할 때, 효와 정절을 함께 지킬 수 없을 때, 부계로 길흉을 

예측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

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난양소하록』은 실생활과 밀접한 상황

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강구하며 실용성을 높였다. 즉, �천

예록』이 문제에 대한 이론적 해결책을 제시했던 것과 달리 �난양소하록』

은 실용성을 바탕에 둔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2. 교화적 의미

1) 향유층의 확대

  �천예록』이 나온 18 세기에 조선은 엄격한 서적 통제 정책을 시행하

여 �난양소하록』과 같은 야담집을 대량으로 출판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야담은 한문으로 기록된 사대부계층의 문학이지만 한글 번역을 통해 여

성들에게까지 그 향유층을 넓혔다. �천예록』의 이본은 여섯 부가 확인되

는데, 한문 필사본 4 부, 한글 필사본 2 부로 구성되었다. 이때 한글본 최

203 齊心苑，앞의 논문, 36 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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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열본의 필사자는 서상궁으로 궁중 여인들도 �천예록�을 향유했음을 보

여준다. 정보라미의 연구에 따르면 정명기본 한글 필사본은 11 세 어린 

소녀에 의해 향유, 필사되었던 정황이 확인되기도 한다.204

  �난양소하록』의 창작 동기는 백성을 교화하는 것 이외에 청년 유생에

게 시범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는 �난양소하록』의 많은 이야기

가 관장, 안건 판결, 그리고 수신의 중요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여시아문(如是我聞)』 서언에서 �난양소하록』은 마무리

하기도 전에 벌써 시중에 원하지 않게 유통되었다는 서술이 있다.205 이

는 작가의 예상보다 �난양소하록』이 널리 읽혔음을 보여준다. 이후에는 

관각본이 출판되어 일반 백성들까지 �난양소하록』을 향유할 수 있었다. 

2) 유교 이념 통속화

  �천예록』은 현실에 주목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유교 이념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비현실적이면서도 현실에 바탕을 둔 이야기였기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유교 이념 역시 현실에 바탕을 둔 것

으로 당대인들이 이를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처럼 �천예록』의 이류담은 유교 이념의 통속화에 도움을 주었다. 

  청나라의 유교는 성리학을 극도로 강조한 조선과 달리 유·불·도 삼

교가 융합하는 특징을 보인다. 즉 불교와 도교를 도입하여 유도의 도덕관, 

가치관을 강고하게 구축한 것이다. �난양소하록』에서는 유, 불, 도 삼교

가 공동으로 적용된 원만한 세상의 모습을 그려낸다. �난양소하록』에서 

불교의 인과응보, 윤회설, 지옥설, 도교의 부계(扶乩) 등은 사람을 교화하

는 역할로 수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민간 신앙에서 나오는 성황신(城隍

神), 뇌신(雷神) 등도 망라하여 수록하고 있다. 

  한편 �난양소하록』에는 "신도설교(神道設敎)"라는 말이 여러 번이 나

204 정보라미, 「정명기 소장 한글 번역본 �천예록』의 개편 및 향유 양상 연구」, �한국

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361 면.

205 屬草未定, 遽爲書肆所竊刊, 非所願也。(紀昀, 앞의 책, 如是我聞序,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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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데 이는 기윤의 이류 인식을 투영할 수 있는 개념이다. '신도설교'는 

귀신을 교육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난양소하록』은 불교, 도교, 

그리고 민간 신앙을 생활 윤리의 일부로 보고 부정하지 않았다. 불교와 

도교에서 나타난 이념들을 도구로 삼아 유교 사상을 전달한 것이다. �난

양소하록』은 교화의 목적만 달성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긍정적 

자세로 포용하였다. 이러한 포용적 태도는 유교 이데올로기의 통속화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3. 모범적 의미

�천예록』은 초대 야담집으로 후세 야담의 창작에 많은 영향을 주었

다. 이전에 창작된 비슷한 야담집으로 성현의 �용재총화(慵齋叢話)』, 유

몽인의 �어우야담(於于野譚)』이 있으나 이들은 일화, 소화, 잡록의 성격

을 지니는 필기류로 서사성이 강한 �천예록』과는 일정 정도 거리가 있

다.206

�천예록』 이후 이류담을 중심으로 기록한 야담집은 없지만, 이류담을 

일부 내용으로 삼은 서사성이 강한 야담들에서 �천예록』의 영향을 찾을 

수 있다. 조선 후기 �잡기고담』, �동패락송』, �계서잡록』의 작자 임매

(任邁), 노명흠(盧命欽), 이희평(李羲平)이 임방 가문과 관련이 있음은 

기존연구에서 밝힌 바 있다.207 임방을 비롯한 서인-노론계 문인들은 야

담에 대한 관심을 임방을 한 줄기로 하여 전승하고 있었다. 따라서 『천

예록』의 이류담은 후세 야담의 모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난양소하록』이 출간된 청대 학술계는 복고(復古) 경향이 있었다. 기

윤이 살았던 건륭(乾隆) 시기는 성세(盛世)로 고거학(考据學)의 전성기

였다.208 �난양소하록』은 이야기의 폭이 짧고 서술이 간결하여 육조소설

206 김영진, 「조선후기 사대부의 야담창작과 향유의 일양상」, �야담문학연구의 한단계』, 

1, 보고사, 2001, 295면. 

207 임만은 임방의 손자로, 노명흠은 임방의 외손자 홍봉한(洪鳳漢)의 제자로, 이희평의 

고조부는 홍봉한의 장인으로 다 임방 가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김영진, 앞의 논문,  

293-312면 참고, 羅京敏, 앞의 논문, 10-12면 참고)

208 양계초는 청대 고거학을 4 단계로 나눈 바가 있다. 청대 초기는 계몽기(초생), 건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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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六朝小說)의 문체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기윤이 일부러 옛 격식을  

추구한 결과이자209 건륭(乾隆) 시기 학술계의 복고 사조와 깊은 관련이 

있다.

�난양소하록』이 출간된 이래 당시 『요재지이』의 영향으로 전기류가 

중심이 되는 문풍이 바뀌었다. �난양소하록』은 중국 후세 필기류에 새로

운 모범이 된 것이다. 허추타(許秋垞)의 �문견이사(聞見異辭)』, 허원중

(許元仲)의 �삼이필담(三異筆談)』, 유월(兪越)의 �우대선관필기(右臺仙

館筆記)』와 �이우(耳郵)』, 허봉은(許奉恩)의 �이승(里乘)』 등의 소설

은 창작 동기나 체제의 측면에서 기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

다.210 요컨대, �천예록�은 물론 �난양소하록』 역시 후대 작품에 전범으

로 남았던 것이다. 

가경은 전성기(정지), 도광(道光)과 함풍(咸豊) 이후는 분화기(변화)와 쇠락기(멸망)다. 

一. 啓蒙期(生)；二. 全盛期(住)；三. 蛻分期(異)；四. 衰落期(滅) 凡在社會秩序安寧, 物力

豊盛的時候，學問都是從分析整理一路發展。乾嘉期間考證學所以特別流行，也不外這種原因

罷了。(梁啓超，�中國近三百學術史』，五南圖書，2013，23 면, 35 면.) 

209 梁結玲, 「紀昀的小說文體與乾嘉學術」, �文化與詩學』,01, 2018, 71면. 

210 이민숙, 앞의 논문, 21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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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고는 한국의 �천예록』과 중국의 �난양소하록』의 이류담을 분석하여 

이류담의 특징과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의 이류 인식을 밝

히고자 했다. 

  Ⅱ장에서는 유괴립(劉魁立)의 '플롯 코어(情節基干)' 개념을 사용하여 

인간과 이류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이류담을 권계담, 수혜담, 천기누설

담, 징벌담, 요구담, 교류담, 평화공존담, 부탁담, 역방향 징벌담, 퇴치담, 

해악담 등 11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이류가 가진 힘의 강약을 

기준으로 11 가지 하위 유형을 설정하였다. 하위 유형은 다시 인간보다 

우월한 이류가 등장하는 우월형, 인간과 동등한 힘을 보여주는 평등형, 

인간보다 열등한 양상을 보여준 열등형의 세 유형으로 통합하여 고찰하

였다. 우월형에는 수혜담, 권계담, 징벌담을, 평등형에는 교류담, 요구담, 

평화공존담을, 열등형에는 퇴치담, 해악담을 귀속시켰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분류한 유형을 바탕으로 각 유형이 보여주는 주

제적 지향을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의 이류 인식을 살펴보았다. Ⅳ장

에서는 Ⅲ장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류담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이

류담에 등장하는 이류의 양상을 중심으로 구세주로서의 신선과 지도자로

서의 신선, 타자로서의 귀신과 지자로서의 귀신, 소외되는 요괴와 인간성

을 가진 요괴로 개괄하였다. 

  신선의 경우, �천예록』과 �난양소하록� 모두 신선에게 포섭되는 태도

를 취하며 신선이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로 나타났다. �천예록』의 신선은 

신통력을 지닌 구세주적 존재인 반면 �난양소하록�에 신선은 권위를 가진 

지도자적 존재이다. 귀신의 경우, �천예록�의 경우 귀신을 포섭하거나 배

척하는 태도가 모두 나타난다. 염라왕과 조상귀신은 포섭해야할 대상으로, 

정체가 불분명한 귀신은 배척해야할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조상귀신

을 저승으로 내보내야 할 존재로 여기며, 앙화를 일으킨 귀신은 퇴치해야 

한다는 인식을 통해 �천예록』은 귀신을 타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난양소하록』의 염라왕은 신선과 같이 그려졌고 그의 우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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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난양소하록�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귀신을 포섭하였으

며 다만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악귀는 배척하였다. 귀신을 대부분 지자(智

者)로 간주하고 악귀조차도 지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요괴의 경우 �천예록�은 요괴를 불길하고 소외시켜야할 대상으로 인식하

여 배척한 반면, �난양소하록�은 요괴를 인간과 비슷한 존재로 인식하여 

요괴를 존경하면서도 멀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Ⅴ장에서는 이류담이 지니는 의미를 현실적 의미, 교화적 의미와 모범

적 의미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천예록』에서는 전란과 재해로 인해 시달

리던 인간에게 관심을 보이며 이류와 인간을 뒤섞인 세상을 말세로 여기

는 비관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인간의 문제로 

여기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修身)과 제사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난양소하록』은 당시 문학·사상계의 심한 억압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감으로 관장 계략에 대한 불만을 은밀히 표출하였다 했다. �

난양소하록』은 당시 유행하던 경세치용(經世致用) 학설에 따라 현실문

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공하였다. 실생활에 밀접한 상황을 제

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 방법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실용성을 높이려한 것

이다.  

   �천예록』은 향유층이 사대부에 한정되지 않았고 여성들로까지 확대

되었다. �난양소하록』 또한 작가의 예상을 넘어서서 시중에 널리 유통되

었다. 이는 향유층의 확장으로 두 작품의 교화적 의미가 더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한편 �천예록』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대한 관심을 통해 유교 이념을 통속화하였다. �난양소하록』은 유, 

불, 도 삼교 및 민간신앙을 융화시키는 포용적인 태도로 유교 이념을 통

속화하는 데 기여했다.  

  『천예록』은 서인-노론계 문인에게 야담에 대한 관심을 심어주어 후

세 야담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난양소하록』역시 청대 학술계의 복고

(復古) 경향에 따라 육조소설의 문체를 모방하여 유행하던 문풍을 바꾸

고 후세 필기류 소설에 큰 영향을 끼쳤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천예록』과 중국의 �난양소하록』에 수록된 이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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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 분석하여 비인간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했으나 두 

작품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을 통

해 비인간적 존재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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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 1] �천예록』 플롯 단위로 요소 정리

제목 정체 등장이유 등장방식 사건 결말(이류/인간) 분류

01 誌異山路迷逢真 A2 c2，e3 j1 n1 w5 수혜담

02 關東路遭雨登仙 A5 e3 j1 s3 w1 수혜담

10 樵氓海山脫水災 A5 e2 i3 q2 w1 수혜담

11 臨場屋枯骸冥報 B6 e2/c2 j2/k2 n1 w4 수혜담

28 招後裔教以真的 B2 b6 k2 r2 w2 수혜담

57 送使宰臣定廟基 A4 c1 h2 r2 w2 수혜담

58 見夢士人除妖賊 A4 c1 k2 r1 w1 수혜담

32 操文祭告救一村 B4 e3/b1 j2/k2 l2 u5/w3
수혜담

퇴치담

07 閻羅王托求新袍 B1 e1 k1 n6 u3 요구담

29 生日臨要救飢腸 B2 d2 h2 n6 u3 요구담

30 忌辰會羞攝弊衣 B2 d2 h2 n6 u3 요구담

41 鄭公使權生傳書 B5 d2 k2 n5 u8 부탁담

42 元令見許相請簡 B5 d2 k2
n5

o2
u8

부탁담

교류담

31 出饌對喫活小兒 B5 b2/d2 k2 l2, n5
u5/w3

u3

부탁담

퇴치담

14 任實士人領二卒 B6 e2 j2 l1 u5/w3 퇴치담

40 武人家蟒妖化子 C4 d1 h1 n2 u5 퇴치담

55 關北倅劒擊臭眚 C3 f1 h1 l1 u5 퇴치담

56 別害鎮拳逐三鬼 C3 d2 h1 l1 u5 퇴치담

47 背負妖狐惜見放 C1 e2 h1 m3 u1 해악담

48 手執怪狸恨開握 C4 e2 h1 m3 u1 해악담

35 士人家老嫗作魔 B7 e2 h2 m1 y1 해악담

36 一門宴頑童為癘 B7 e2 h2 m3 y1 해악담

37 李秀才借宅見怪 B7 f1 h1 m1 u7 해악담

38 崔僉使僑舍逢魔 B7 f1 h1 m1 u7 해악담

27 苔頑孫數其妄錯 B2 b1 k2 t1 y2 징벌담

43 毀裂影幀終見報 A1 b2 k2 t1 y2 징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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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난양소하록』 플롯 단위로 요소 정리

44 議黜院享旣被禍 A4 b2 k2 t1 y1 징벌담

45 士人逢湖南死師 B4 e2 h3 o6 u2 교류담

50 龍山江神祀感子 B2 e3 k2/g2 o2 x5 교류담

08 菩薩佛放觀幽獄 A3 e1 k1 o2 u6 권계담

46 武倅見安家亡父 B2 f3 h3 s4 - 평화공존담

13 西平鄉族點萬名 B6 a1 h5 t1 v2 역방향징벌담

제목 번역본제목 정체 등장이유 등장방식 행동 결말(이류/인간) 분류

一·02 滄州劉士玉孝廉 狐語 C1 f2 i2 p1 u2/x2 권계담

一·03 愛堂先生說 鬼嘲夫子 B1 e3 j2 p2 u2/x1 권계담

一·07 滄州城南上河涯 呂四遭報應 B3 c1 k2 p3 u2 권계담

一·09 獻縣令明晟 李公遇仙 C1  f4 h4 r2 x3 권계담

一·10 北村鄭蘇仙 夢入陰司 B1 e2 k1 p1 u6 권계담

一·13 寧波吳生 狐女幻變 C1 f5 h4 p3 u2/x4 권계담

一·14 交河及孺愛 鬼談理學 B5 e2 j3 p2 u2 권계담

一·16 天津某孝廉 騎驢少婦 B7 e2 j2 p1 u2/x3 권계담

一·19 陳雲亭舍人言 台灣驛使 B7 b1 i2 p1 x2 권계담

二·03 相傳有塾師 嘲俗儒 A4 e2 j3 p2 - 권계담

二·05 宋按察蒙泉言 扶乩問壽 A5 a1 g2 p2 x2 권계담

二·21 獻縣老儒韓生 韓生 A1 e1 k1 p3 u6 권계담

二·36 朱靑雷言 靑雷寓言 B6 e2 j2 p2 u2 권계담

二·43 景州戈太守桐園 月夜一女子 B6 f3 h2 p2 u2 권계담

二·47 四川毛公振翧 亡叔寄語 B2 c1 j2 p3 x2 권계담

三·08 河間馮樹柟 祈夢呂公祠 A4 a2 k2 p1 - 권계담

三·10 束城李某 依樣壺蘆 A5 a1 g2 p2 x2 권계담

三·30 有扶乩者,自江南來 臥虎山人 A5 a1 g2 p3 x5 권계담

三·35 張明經晴嵐言 打包僧 C1 f2 i2 p2 - 권계담

三·42 王半仙嘗訪其狐友 狐友說夢 C1 f4 h4 o2 x5 권계담

三·44 余官兵部時 墨吏伏誅 C1 c2 i1 p3 u5/y2 권계담

三·46 滄州揷花廟尼 菩薩心腸 A3 c1 k2 p3 w2 권계담

四·01 臥虎山人降乩 戒狂生 A5 a1 g2 p3 x3 권계담

四·23 武邑某公 叱道學 C4 b1 i1 p1 x3 권계담

四·34 浙江有士人 負心當得報 A1 e2 k1 o2 x5 권계담

五·18 滄州樊氏扶乩 河工某官 A4 a1,b1 g2 p1 x2 권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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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23 李又聃先生言 窮達有命 A1 a2 k2 p3 - 권계담

六·30 南官鮑敬之先生言 讀書應知禮 A5 b1 k2 p1 - 권계담

六·49 孫虛傳先生言 某公 B1 b4 k3 p1 u6 권계담

五·24 海陽李玉典前輩言 李玉典言 A3

B6

b1 i1

i2

p1

n3

-

x3

권계담

요구담

四·25 佃戶張天錫 戲溺髑髏之報 B2 b2 h1 n2

o2

u3/y2 징벌담

권계담

一·17 德州田白巖曰 白岩寓言 B7 e2 j2 m1 u1 퇴치담

一·20 葉旅亭禦史宅 眞人降狐怪 C1 f2 i2 l1 u5 퇴치담

一·22 曹司農竹虛言 鬼不足畏 B7 f1 j3 l1 u5 퇴치담

二·14 屠者許方 鬼飮酒 B6 e2 j2 l1 u5 퇴치담

二·16 董文恪公未第時 鬼畏人 B6 f1 j3 l1 u1 퇴치담

二·32 先姚安公言 女鬼撕卷 B6 e1 h2 l2 u5 퇴치담

四·28 申蒼嶺先生 姑虐婦死 B5 d1 i2 l2 u5 퇴치담

四·47 田村徐四,農夫也 讓産徐四 B6 e2 j2 m1 u2 퇴치담

六·09 南皮許南金先生 南皮許南金 C3 e2 h2 l1 u5 퇴치담

五·30 姚安公在滇時 鬼魅淳良 B6 e2

b1

h2

k2

l2

p3

u5

u7

퇴치담

권계담

一·23 董曲江言 土神護妻 A1 b2 g1 t1 y2 징벌담

一·43 淸苑張公鉞 老桑樹 C2 b2 h1 t1 y2 징벌담

二·12 有賣花老婦言 貞狐 C1 b2 i1 t3 y3 징벌담

二·23 劉少宗伯靑垣言 嫁禍於神 A4 b2 h2 t1 y2 징벌담

二·26 景城有劉武周墓 陳雙 C1 b2 j3 m2 y4 징벌담

二·42 杜林鎭土神祠道士 土神祠道士 A1 b1 k2 t2 y2 징벌담

三·32 奴子魏藻,性佻蕩 魏藻遇羅刹 B7 b2 j2 m2 x4 징벌담

三·36 甲見乙婦而艶之 甲乙丙 A1 b1 k2 p1 y2 징벌담

四·18 沙河橋張某商販京師 精魂晝見 B3 b1 h3 t1 y2 징벌담

四·19 王禿子幼失父母 王禿子 B6 b1 j3 m2 x4 징벌담

四·37 女巫郝媼 女巫郝媼 C1 b2 g1 t1 y3 징벌담

五·13 關帝祠中 周將軍 A4 b1 k2 t1 y2 징벌담

五·26 余在烏魯木齊時 冥罰 B5 b1 k3 t1 y2 징벌담

五·39 膳夫楊義,粗知文字 義與义之爭 B1 b2 k2 o5 y1 징벌담

六·04 先姚安公曰 白以忠役鬼 B6 a1 h5 m1 y2 징벌담

六·06 乾隆己未 鬼神有無之辯 B6 b1 k2 o5 y2 징벌담

六·12 先祖有莊, 曰廠里 狐精戲報 C1 b2 i1 m2 y4 징벌담

六·20 里人張某,深險詭譎 鬼欺禿項馬 B6 b1 i1 m2 y4 징벌담

一·27 莆田林教諭霈 羅洋山人詩 B6 e2 i1 o3 y1 교류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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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44 穎州吳明經躍鳴言 泥塑判官 B1 e2 j3 o1 u4 교류담

二·45 族祖雷陽公言 冥吏答問 B1 e2 - o2 x5 교류담

二·48 毛公又言   鬼囚 B1 e2 j2 o4 u2/x3 교류담

三·17 烏魯木齊又言 巴拉 B4 e3 k2 o6 u8 교류담

三·37 益都李詞畹言 木客論詩 C2 e2 i2 o3 u2 교류담

三·41 勵庵先生又雲 縊鬼懺悔 B6 e2 i2 o6 v1 교류담

四·11 再從兄旭升言 二姑娘 C1 b5 h4 o4 x5 교류담

四·22 德郞中亨 白晝見鬼 B6 e2 i1 o4 u7 교류담

四·33 安氏表兄,忘其名字 狐友談道 C1 f4 h4 o1 - 교류담

四·26 又佃戶何大金 鬼念子孫 B2 c3 h2 o2 u2 교류담

五·06 田白巖言 鬼訟 B4 a1 g2 n3 x5 교류담

五·14 謂鬼無輪回 冥吏話輪回 B1 b4 k3 o2 x5 교류담

五·15 星士虞春潭 司祿神語 A1 e2 j2 o4 x5 교류담

五·16 張鉉耳先生之族 狐妾 C1 f5 h4 o4 - 교류담

五·20 長山聶松巖 相交以心 C1 f4 i2 o1 x5 교류담

五·21 肅寧老儒王德安 膽怯見鬼 B6 b1 i1 o4 u7 교류담

五·27 朱靑雷言 鬼亦大佳 B6 e2 i1 o3 - 교류담

五·37 里人王驢耕於野 白晝見鬼 B4 b3 h3 o6 y1 교류담

五·50 寧津蘇子庚言 正直聰明之神 A5 b1 k3 o5 u6 교류담

五·52 孤樹上人 野狐聽經 C1 b5 i2 o4 - 교류담

六·02 宏恩寺僧明心言 老僧入冥 B1 e2 k3 o2 x5 교류담

六·10 戴東原言 鬼隱 B6 e2 i2 o1 u2 교류담

六·11 陽曲王近光言 巧對 A5 a1 g2 o3 - 교류담

六·27 先祖寵於公 陳太夫人 B2 c1 h2 n4 - 교류담

六·37 王蘭洲嘗於舟次 王蘭洲懺悔 A3 b1 k2 o4 - 교류담

二·07 乾隆庚午 二格 B5 d1 g1 n2 u3 요구담

三·09 史松濤先生 幹仆辯 B4 d1 g1 n3 y1 요구담

三·20 禦史某之伏法也 死有余憾 B5 d1 h3 n3 u2 요구담

四·46 先叔儀庵公 婦撻夫有理 C1 f3 i2 n3 - 요구담

五·11 余督學閩中時 古寺鬼語 B6 d1 i1 n3 u2 요구담

六·05 從侄虞惇所居宅 鬼求公論 B6 e2 i2 n3 u2 요구담

一·47 王孝廉金英言 啞鬼 B5 d2 j3 n5 v1 부탁담

五·29 三叔父儀南公 狐鬥 C1  b5 h2 n5 v3 부탁담

六·40 烏魯木齊八蠟祠道士 七千錢 B5 d2 k2 n5 - 부탁담

二·11 外祖張雪峰先生 鏡中之影 C1 f2 h1 s1 u7 평화공존담

一·08 獻縣周氏仆周虎 狐狸緣 C1 f5 h4 s3 u2 평화공존담

一·30 福建汀州試院 古柏 C2 f3 h1 s1 z1 평화공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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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20 靑縣農家少婦 農家少婦 B3 c3 h2 n4 z1 평화공존담

三·06 余家假山上有小樓 夜聞琴棋聲 C1 f3 i1 s1 z1 평화공존담

四·12 先太夫人外家曹氏 癡鬼 B3 c3 j4 n4 x5 평화공존담

四·29 董曲江遊京師時 俗氣逼人 C1 f3 i3 p2 - 평화공존담

四·31 汪閣學曉園 紅衣女子 C2  f3 h1 s1 z1 평화공존담

四·50 吳侍讀頡雲言 兩妻爭座 B6 f1 i1 s2 x5 평화공존담

六·39 德淸徐編修開厚 應舉之狐 C1 f3 j3 s1 z1 평화공존담

一·18 獻縣吏王某 鬼算 B1 e2 i3 q2 - 천기누설담

一·45 滄州潘班 老杏樹 C2 f3 i1 s3 u4 천기누설담

二·30 老僕魏哲聞其父言 某生 A1 e2 i3 q2 - 천기누설담

三·16 烏魯木齊 烏魯木齊 B2 e3 k2 q1 w4 천기누설담

三·31 廣西提督田公耕野 孟夫人 B3 e3 k2 q1 w4 천기누설담

四·02 姚安公未第時 說扶乩 A5 a1 g2 q1 w4 천기누설담

四·16 農夫陳四 自汙救人 B1 e2 i3 q2 - 천기누설담

五·54 史少司馬抑堂 暮生子 B2 e3 k3 q1 w4 천기누설담

六·46 戴戶曹臨 戶部郞中 B1 e3 k1 q2 w4 천기누설담

六·47 東光霍易書先生 祈夢得詩 A4 a2 k2 q1 w4 천기누설담

六·50 董文恪公老仆王某 欠債必還 A1 e2 i3 o2 x5 천기누설담

二·34 內閣學士永公 鬼藏藥方 B4 c2 h2 n1 w3 수혜담

二·41 於氏,肅寧舊族也 智卻魏忠賢 B2 c1 k2 r2 w1 수혜담

三·15 先太夫人乳媼廖氏言 賣面婦 C1 f3 j2 r3 w2 수혜담

四·05 獻縣史某 捐金拒色 A2 e4 i1 r1 w1 수혜담

四·17 外舅馬公周箓言 戰疫鬼 B6 c2 k2 n1 w3 수혜담

四·49 沈觀察夫婦並故 不忘舊情 C1 c3 h2 r3 w2 수혜담

五·08 愛堂先生嘗飮酒夜歸 馬逸 B4 c2 h2 n1 w1 수혜담

五·31 余兩三歲時 泥孩 B2 c1 k2 t3 w1 수혜담

二·25 奴子劉四 劉四 B6 b3 j2 m2 y1 해악담

三·45 前母張太夫人 繡鸞 B7 b3 h1 m2 y1 해악담

四·03 先外祖居衛河東岸 度帆樓縊鬼 B5 f1 h2 m1 y3 해악담

四·21 烏魯木齊虎峰書院 縊鬼魅人 B5 f1 j3 l1 y1 해악담

六·03 滄川瞽者劉君瑞 林鬼遇鬼 B6 b1 i1 m2 y4 해악담

六·21 妖由人興,往往有焉 妖由人興 B6 b1 h2 m1 x3 해악담

六·43 余次女適長山袁氏 黑驢啖人 C3 e2 h1 m1 y1 해악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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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heterogeneous stories in 

Cheonyerok(天倪錄) and Luanyang Xiaoxia Lu(灤陽消夏錄) 

XU YIYAO

Program in Comparative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s Cheonyerok (天倪錄) and Chinese Luanyang Xiaoxia Lu (灤

陽消夏錄), created in the 18th century, refer to works that contain 

short stories about hermits, ghosts, and monsters. The works tell 

the stories of non-human beings. In this paper, these stories were 

included in the term 'heterogeneous stories(異類談)', and by 

comparing the heterogeneous stories of the two works according to 

types, the paper aimed to reveal the authors’ perception on 

heterogeneity and characteristics and meanings of the 

heterogeneous stories.

  The 18th century was a period when heterogeneous stories were 

actively distributed in Korea and China. Cheonyerok and Yuewei 

Cottage Notes (閱微草堂筆記) are representative works of the time 

when heterogeneous stories were recorded. In particular, Luanyang 

Xiaoxia Lu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important work as the first 

book of Yuewei Cottage Notes combination. Cheonyerok and 

Luanyang Xiaoxia Lu have similar creation periods and are 

representative works that contain heterogeneous stories and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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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table for comparative research.

  In the review, the concept of 'plot core(情節基干)' was introduced 

by Liu Kuili(劉魁立), a Chinese folklore scholar,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eterogeneity and humans. As a result, 

heterogeneous stories of Cheonyerok and Luanyang Xiaoxia Lu were 

classified as follows. The first type is a story in which heterogeneity 

is superior to humans, and includes benefit stories, warnning stories, 

and punishment stories. The second type is a story in which 

heterogeneity is equal to humans, such as exchange stores, 

requesting stories, and peaceful coexistance stories. The third type 

is a story in which heterogeneity is inferior to humans, such as 

eradicating stories and harm stories. This paper examined them 

focusing on thematic orientation and the authors’ perception on 

heterogeneity.

  Subsequently, the characteristics of heterogeneous stories were 

derived. In the heterogeneous stories, hermits as saviors, hermits as 

leaders, ghosts as other people, ghosts as mans of wisdom, alienated 

monsters, and monsters with humanity appear. Hermits in 

Cheonyerok are beings as saviors with magical power, and hermits in 

Luanyang Xiaoxia Lu are beings as authoritative leaders. In 

Cheonyerok, ghosts are beings that need to be sent out and 

recognized as others, but ghosts in Luanyang Xiaoxia Lu are usually 

perceived as mans of wisdom who have better insight than humans 

and who know the world. Even the rejected evils show the 

intellectual side. While Cheonyerok thoroughly rejects monsters, 

Luanyang Xiaoxia Lu regards monsters as beings similar to humans, 

and also takes an attitude of keeping at a respectful distance from 

the monster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meanings of heterogeneous stories 

were derived from three aspects: realistic meaning, edifying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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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emplary meaning. First, Cheonyerok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reality through the thought of the world beyond one's time and 

Luanyang Xiaoxia Lu through criticism of the director. To solve the 

problem, Cheonyerok provided a theoretical solution through the 

thought of Sung Confucianism, while Luanyang Xiaoxia Lu tried to 

suggest a concrete and practical method. In addition, both works 

expanded the enjoyment class and popularized Confucian ideology to 

edify a wider range of people. Cheonyerok had a lot of influence on 

future storytelling, and Luanyang Xiaoxia Lu became an example of 

later works in that it followed the stylistic formality of the Six 

Dynasties Notes and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future notes novels.

keywords : Cheonyerok, Luanyang Xiaoxia Lu, Yuewei Cottage Notes, 

heterogeneity, ghost, fox

Student Number : 2016-2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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