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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명주보월빙> 연작은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총 205권)으

로 구성된 조선후기의 최장편 연작소설로서, 한글장편소설의 성취가 집

약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윤・하・정 세 가문의

서사를 통해 현실의 유교적 규범이 개인과 가문의 운명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삶과 운명의 문제를 부각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명주보월

빙> 연작을 대상으로 작품의 서사적 특징을 분석하고, 작품에 나타난 운

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명주보월빙>의 서사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세 측

면에서 고찰하였다. 첫째, <명주보월빙>에서 윤・하・정 세 가문의 서사

는 가문의 대외적 위상과 상징성 등 공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

인다. 이는 각각 충효라는 이념적 상징성이 부각되거나[윤부], 정치적 시

련과 극복이 강조되며[하부], 신의를 중시함으로써 명문가를 실현하는[정

부] 서사로 집약된다. 둘째, <명주보월빙>은 규범적 인물과 탈규범적 인

물을 대립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당대의 이념과 이에 반하는 욕망을 조

명한다. 셋째, <명주보월빙>에서 초월계는 인간의 삶과 운명을 주관하는

신성한 공간으로 제시되며, 초월적 존재는 운명의 인도자로서 부각되는

양상을 보인다.

제Ⅲ장에서 <윤하정삼문취록>의 서사적 성격을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윤・하・정 세 가문의 서사는 ‘종통

계승과 원비의 문제’, ‘효와 애정의 대립’, ‘여성의 수난’이라는 가문 내부

의 문제에 주목하며, 가문의 지속과 번영에 관심을 기울인다. 둘째, <윤

하정삼문취록>은 규범과 탈규범, 선과 악의 경계에 선 ‘경계적(境界的)

인물’을 부각시킴으로써, 어느 한쪽으로 정의할 수 없는 다면적인 인물

형상을 보여준다. 셋째,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초월계는 중심인물들의

활약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적 측면이 강화된 경향을 보이며, 초월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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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은 환생 등을 통해 서사에 개연성과 흥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타

난다.

제Ⅳ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주보월빙> 연작의 운

명관과 유교규범이 결합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개인

의 운명과 가문의 운명, 사회적 규범과 초월계의 조응이라는 세 가지 측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명주보월빙> 연작은 개인의 운명이 유교

적 이념과 강하게 결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작중의 인물들은 대체로

운명을 인정하되, 수동적으로 운명에 순응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

으로 자신의 운명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대의

유교이념을 추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명주보월빙> 연작은 윤・하・정 세 가문의 부상(浮上)과 시련,

재도약을 다룸으로써 각 가문이 국가와 사회집단 속에서 그 운명을 지속

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가문의 운명은 가문구성원들의 화합을 통한

내부적 결속과 국가와 사회집단 속에서의 번영과 지속이라는 두 가지 측

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가문의 존속이 그 구성원들의 노력 여하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태도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초월계는 현실 투사체로서의 성격을 지

니며, 유교적 사회규범을 반영하고 수호하는 성격을 지닌다. 동시에 초월

계는 환생 등과 같은 인간의 초현실적인 소망이 충족되도록 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당대 향유층의 소망과 의식성향을 보여준다는

의의를 지닌다.

제Ⅴ장에서는 <명주보월빙> 연작의 소설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명

주보월빙> 연작은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창작경향과 특징을 잘 반영

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변화를 모색한 작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

닌다. 첫째, <명주보월빙> 연작은 상호의존적인 연작 관계를 보임으로써

전편과 후편의 서사적 지속성이 강화된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전편과

후편이 연작을 이루면서도 각각 독립적인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다른 연

작소설들과 대별되는 부분으로서, <명주보월빙> 연작의 특징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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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명주보월빙> 연작은 삼문록과 삼대록의 복합 양식을 완성함으

로써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던 조선후기 한글

장편소설의 창작경향을 반영한다.

셋째, <명주보월빙> 연작은 삶과 운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드러낸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표면적으로 조화로운 세계 속에서 가문

의 번영을 구가하던 전성기 소설들의 경향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문의 쇠락에 대한 불안감과 선량한 인물들의 삶이 보장되

지 않는 현실에 대한 회의, 전염병과 자연재해 및 사회제도의 문란에서

야기된 좌절감과 불안의식이 드러난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이러한 사

회적 제 현상 속에서 개인과 가문의 운명 및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작품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명주보월빙> 연작은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성취를 계승하

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작품으로서, 한글장편소설의 저류에 흐

르는 당대 향유층들의 삶과 운명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형상화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 운명, 죽음, 초월계, 유

교규범, 불안의식, 삼문록, 한글장편소설, 연작소설, 가문소설

학 번 : 2011-3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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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목적

본 논문은 <명주보월빙> 연작의 서사적 특징을 분석하고, 작품에 나

타난 운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

해 <명주보월빙> 연작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한글장편소설의

저류에 흐르는 당대 향유층들의 운명에 대한 관심과 소망, 삶의 자세를

확인하고자 한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총 205권)으

로 구성된 조선후기 최장편 연작소설로서,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성

취가 집약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한글장편소설 연

구의 초창기부터 주목받은 작품으로, 한글장편소설의 구조적 원리와 미

적 특질, 세계관 등과 관련하여 연구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작품이기도 하다.1) 작품의 규모가 그 질적 수준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

만, <명주보월빙> 연작은 방대한 규모2) 속에서 다양한 인물군상의 삶과

운명을 포착하며, 이를 정교하게 서사화함으로써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

의 복잡다단한 성격을 보여준다.

그동안 한글장편소설에 대한 논의는 작품의 창작원리,3) 연작소설의 존

1) 이상택, ｢<명주보월빙> 연구–그 구조와 존재론적 특징｣,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1981a(이상택, ｢<명주보월빙>의 구조와 존재론적 특징｣, 한국고전
소설의 이론Ⅱ, 새문사, 2003에 재수록).

2)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은 <임화정연>, <완월회맹연>과 함께 거
질의 작품으로서 고전소설 중 4대 소설로 일컬어진 바 있다(김기동, 한국고
전소설연구, 교학사, 1981, 733면).

3) 한글장편소설의 창작원리에 관한 주요 연구는 작품의 서사원리와 장편화 원
리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상택이 <명주보월빙>의 구조적 반복원리
와 미적 특질을 밝힌 이래, 임치균은 연작형 삼대록 소설의 구조적 특징과
장편화 원리를 고찰하였으며, 송성욱은 단위담을 분석하여 그 결합원리를 밝
힌 바 있다. 또한 정병설은 ‘편년의 원리’, ‘순환과 대칭의 원리’, ‘반복의 원
리’, ‘확대와 지속의 원리’ 등 한글장편소설의 주요 서사 원리를 고찰한 바 있
다(이상택, 앞의 논문, 1981a;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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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양상,4) 작품의 이념적・윤리적 문제,5) 상층사대부의 가문의식,6) 작품

의 향유층과 지향의식7)을 규명하는 등 다방면에서 전개되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바 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감정과 관계윤리의 문제,8) 폭

력의 문제,9) 환상성의 문제10) 등 연구의 주제가 더욱 확장됨으로써 한글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a).
4) 최길용, 조선조연작소설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 박영희, ｢<소현성록> 연
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임치균, 앞의 책, 1996; 이지
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허순우, ｢
<현몽쌍룡기> 연작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5) 정병설, ｢고전소설의 윤리적 기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정병설, ｢고소설의 서사과정에 대한 일연구–권도론을 중심으로｣, 고
소설연구 2, 한국고소설학회, 1996;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이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
의 효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조광국,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전해>의 옹서대립담 고찰｣, 고전문학연구 36, 한
국고전문학회, 2009; 조혜란, ｢악행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현몽쌍
룡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6) 이수봉, 한국가문소설연구, 경인문화사, 1992; 이수봉 외, 한국가문소설연
구논총 Ⅰ∼Ⅲ, 경인문화사, 1992∼1999; 이승복, 고전소설과 가문의식, 월
인, 2000; 조광국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벌열가문의 자기갱신｣, 한중인
문학연구 16, 한중인문학회, 2005; 조광국, ｢<유씨삼대록>의 가문창달 재론
｣, 한중인문학연구 20, 한중인문학회, 2007;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
–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7) 한길연,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2009.
8) 정혜경,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 :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현씨양웅쌍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9)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시각｣, 한국고전여
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
회, 2010; 공혜란, ｢가문소설의 여성 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 한국외
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최어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
상과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10) 김성룡,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송성
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환상적 표상의 몇 가지 층위｣, 성심어문논집 25,
성심어문학회, 2003; 조재현,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환상계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한길연, ｢대하소설의 환상성의 특징과 의미｣, 고전문학
과 교육 20, 한국고전문학과교육학회, 2010; 김서윤, ｢고전소설 ‘천상계’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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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소설의 다채로운 양상을 포착해 내고 있다. 이러한 연구 성과에 힘

입어 본 논문에서는 <명주보월빙> 연작을 대상으로 한글장편소설에 나

타난 운명의 문제를 새로이 조명해보고자 한다.

운명(運命)은 일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초월적 존재의

계시, 혹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길흉화복을 의미하며, 마치 직물이

씨줄과 날줄로 정교하게 짜여 있듯이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정교하고 빡빡한 직조물처럼 조직되어 있다는 생각을 반영하는 개념이

다.11)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에는 ‘명(命)’에 관심을 기울이며 인간의 삶

과 운명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다수의 작품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부

분에 주목해 한글장편소설 전체를 관통하여 운명을 다루고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삼는 <명주보월빙> 연

작은 대체로 운명을 인정하는 한글장편소설의 보편적인 경향을 따르면서

도, 운명에 동조하거나 혹은 운명에 역행하는 등 상이한 운명관을 지닌

인물들을 다채롭게 제시함으로써 한 작품 안에 다양한 운명관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시에 <명주보월빙> 연작은 유교이념에 입각해 가문의 지속과 번영

을 중시하는 가문소설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담지하며, 가문의 존속 여부

가 국가와의 관계 및 사회적 평판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탁월하게

형상화한 작품으로서 주목을 요한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윤・하・정
세 가문의 서사를 통해 현실의 유교적 규범이 개인과 가문의 운명에 미

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삶과 운명의 문제를 부각시킨다. 즉, 개인의

삶과 죽음을 통해 운명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개인의 운명과 가문의 흥

망성쇠가 연쇄작용을 통해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명주보월빙> 연작에서의 초월계는 유교적 이념과

결합하여 사회적 규범을 수호하고, 인간의 초현실적인 소망과 삶에 대한

면성과 그 소설교육적 의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강혜진, ｢고전
소설에 나타난 환상계의 형상화 원리와 의미–<구운몽>, <전우치전>, <옥
루몽>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11) 이강옥, ｢야담에 작동하는 운명의 서사적 기제｣, 국어국문학 171, 국어국
문학회, 2015, 320면; 이정우, 사건의 철학, 그린비, 2011, 3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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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의식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한글장편소설의 초월계에 관한 연구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 외에도 <명주보월빙> 연작은 연작이라는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주

목을 요한다. 그동안 <명주보월빙> 연작과 관련된 연구는 <명주보월

빙>과 <윤하정삼문취록> 각각에 대한 개별 작품론을 중심으로 수행되

었지만,12) 사실 두 작품은 상호의존적인 연작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새롭게 조명될 필요가 있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전편에서 수습되지

못한 서사가 후편에서 완결됨으로써 전편과 후편이 상호의존적인 연작관

계를 보인다. 이것은 개별 작품에만 주목할 경우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

이며, 다른 연작소설들과 대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 또한 <명주보월빙>

연작은 연작이라는 형식을 통해 ‘삼문록(三門錄)과 삼대록(三代錄)의 복

합양식’을 완성함으로써 작품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변화를 도

모한다. 이러한 부분에 주목할 경우, 작품의 서사적 특징과 창작방식, 작

품의 향유양상 등 심층적인 작품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른 연작소설들과 대비하여 한글장편소설의 존재 양상을 파

악하는 데에도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일차적으로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

록>의 서사적 특징을 살핀 후, 현실적 유교규범과 운명의 조응이라는 관

점에서 <명주보월빙> 연작 전반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형식

적인 측면에서 <명주보월빙> 연작이 지닌 의의를 함께 살필 것이다. 이

를 통해 <명주보월빙> 연작의 고유한 특징을 밝히고, <명주보월빙> 연

작이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 가운데 차지하는 위상을 새로이 규명해보고

자 한다.

12) <명주보월빙> 연작에 대한 개별 작품론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연구사 검토
에서 중점적으로 살폈다. 본 논문에서 작품을 지칭할 때, ‘<명주보월빙> 연
작’은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록>을 포괄하며, 독립적인 작품으로서
언급할 때에는 각각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으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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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사

<명주보월빙> 연작은 1960년대 후반 정병욱이 낙선재문고 목록 및 해

제를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되었다.13) 이후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과 파생작인 <엄씨효문청행록>에 대한 구체적인 해제

작업이 이루어졌으며,14)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

었다. <명주보월빙> 연작에 대한 연구는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

취록>에 대한 개별 작품론 위주로 진행되어 왔는데, 주로 1980년대를 전

후한 시기에 <명주보월빙>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1990년 이후

약 10여 년간의 공백기를 거쳐 2000년대부터 두 작품이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다. 이후 작품론과 주제론, 소재론 등의 측면에서 연구가 축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두 작품에 대한 이해가 심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

다. 그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숙은 <명주보월빙>의 등장인물과 갈등구조를 분석함으로써, <명주

보월빙>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을 제출하였다.15) 그는 ‘신성소설’과 ‘세

속소설’이라는 분류방식을 채택하여,16) <명주보월빙>이 신성문화에서 세

13) 정병욱, ｢낙선재문고본해제목록｣, 국어국문학 44·45합집, 국어국문학회,
1969(정병욱, 한국고전의 재인식, 홍성사, 1979 재수록).

14) 김기동, ｢<명주보월빙>｣, 국학자료 12, 장서각, 1973; 김기동, 앞의 책,
1981, 589∼593면; 729∼740면; 이상택, ｢<명주보월빙> 해제｣, 한국고대소설
대계(一) : <명주보월빙>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이상택, ｢<명주보월
빙>의 작품세계, 정신문화 1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b; 이상택, ｢<윤하
정삼문취록>; <명주보월빙>의 2부에 해당｣, 장서각전적 해제 40, 장서각,
1981d; 김진세, ｢<엄씨효문청행록> 연구 (一)｣, 한국고전문학연구, 신구문
화사, 1983.

15) 성숙, ｢<명주보월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9.
16) ‘신성소설’과 ‘세속소설’은 이상택에 의해 제시된 개념이다. 그는 일찍이 소
설사를 문화사와 연계하여 구조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작품의 ‘주지’,
‘갈등과 위기’, ‘위기의 극복 과정’, ‘주인공의 성격’ 등 작품 요소에 따라 ‘신
성소설’과 ‘세속소설’을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신성소설’은 ㉠ 작품의 주지
가 신선, 도술, 보응, 정수(定數) 등의 복합 형태로 나타나며, ㉡ 주인공들의
위기는 대개 천상에서 예정된 것으로, ㉢ 위기의 극복 역시 몽조(夢兆), 위기
음조, 기연절애(奇緣節愛), 이혼재생(離魂再生), 극적기봉 등을 통해 이루어진
다. 또한 신성소설의 ㉣ 주인공들은 천상적인 주재자의 의도대로 예정된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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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문화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현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진단한 바 있

다. 또한 작품의 갈등구조를 분석하며 가정적인 갈등을 통해 사회윤리에

순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의 대결이 부각되며, 정치적인 갈등은 충을

부각시키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의 연구는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명주보월빙>을

신성소설과 세속소설의 과도기에 놓인 작품으로 규정한 것은 작품의 성

격과 향유층을 이해하는 데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상택은 정밀한 분석을 통해 <명주보월빙>이 한국고전소설 연구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정립하였다.17) 그는

<명주보월빙>의 구조와 존재론적 특징을 규명함으로써 작품에 시현된

세계관과 존재론의 실상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숨은 신’의 존재에 착안

하여 ‘신성소설’이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규정해 논의를 전개하였다.18) 그

의 연구는 한글장편소설 연구의 이정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

를 지니지만, ‘충・효・열’이라는 유교적 이념에 의해 통제되는 인물들을

신성소설적 인물로 보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여부에 대해서는 다소 재고

의 여지가 있다.19)

명에 의해 움직일 뿐이며, 개성도 체취도 양감(量感)도 갖지 못한 투명인간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세속소설’은 ⓐ 종교적인 외경성과 신이성이 거의 제거
되었으며, ⓑ 강렬한 물질적・화폐경제적 가치관과 사회상을 드러낸다. 또한
ⓒ 개인적인 성취욕구 및 사회적인 모순에 의해 갈등이 발생하며, ⓓ 위기의
해결 방법 역시 현실적인 차원에서 모색된다(이상택, ｢고대소설의 세속화 과
정 시론｣, 고전문학연구 1, 한국고전문학회, 1971; 이상택, ｢고전소설의 사
회와 인간｣, 한국고전소설의 탐구, 중앙출판, 1981e).

17) 이상택, 앞의 논문, 1981a.
18) 루카치는 ‘신이 떠난 시대의 타락한 세계와 타락한 인간 사이에서 빚어지는
비극적인 대립상을 다룬 문학’을 소설로 규정한 바 있는데, 이상택은 <명주
보월빙>이 루카치의 장르 개념에는 부합될 수 없는 소설이라 보고 ‘신성소
설’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였다(게오르그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
설당, 1985; 루시앙 골드만, 숨은 神, 송기형・정과리 역, 연구사, 1986; 이
상택, 앞의 논문, 1981a, 126면).

19) 특히 <명주보월빙>의 주인공들은 이른바 신성소설에서 지적한 것처럼 내적
인 갈등 없이 단순히 예정된 운명을 통과하는 투명인간이 아니라, 내적 갈등
과 번민, 현실극복 의지를 지닌 생동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는 점에서 신성
소설적인 인물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자신의 의지로 삶을 개척하려는 인물
들의 형상은 후편인 <윤하정삼문취록>에서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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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길용은 석사논문에서 일반적인 연작소설의 성격을 밝힌 후, <명주보

월빙> 연작이 강한 윤리소설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사대부 귀족계급의

현세적 이상을 추구한 이상주의 문학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규정하였

다. 이후 그는 박사논문에서 연구범위를 확장하여 조선시대의 연작소설

을 다루는 가운데 석사논문의 성과를 반영하였으며, 추후 <명주보월빙>

에 대한 연구사만을 따로 정리한 바 있다.20) 그의 연구는 조선후기 연작

소설의 일반적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작

품의 독자적인 특징과 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일반론적인 범주에서 <명

주보월빙> 연작을 윤리소설적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 해석하여 아쉬움으

로 남는다.

부인식은 <명주보월빙>에 설정된 천상계의 성격을 수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21) 그는 천상계가 <명주보월빙>에서 수사학적 트릭으로 변

용되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를 작가의식의 측면에서 해석한 바 있다. 즉,

천상계의 구조적 의미가 존재론적 측면과 수사적 측면으로 분열된 것은,

신성문화와 세속문화의 과도기에 놓인 인간의 세계관적 혼란을 보여준다

고 본 것이다. 그의 연구는 수사학적 차원에서 작품을 분석했다는 점에

서 참신함을 인정받지만, ‘신성문화와 세속문화의 과도기’ 혹은 ‘세계관의

전환기’ 차원에서 작품을 분석한 것은 작품의 창작시기와 사회상이 그와

부합하는지 여부와 다른 작품들과의 관계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는 점에

20) 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최
길용, ｢연작형 고소설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최길용, 조선조
연작소설 연구, 아세아문화사, 1992에 재수록); 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
–<명주보월빙・<윤하정삼문취록>・<엄씨효문청행록>｣, 고소설연구사,
월인, 2002.

21) 부인식은 천상계를 ‘존재론적 측면’과 ‘수사학적 측면’으로 양분하여 분석한
바 있다. ‘존재론적 측면’에서 천상계가 지상적 삶의 모순과 불완전성을 극복
한 본질적인 세계이자 초역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면, ‘수사학적
측면’에서 천상계는 독자들이 허구의 비현실적인 세계를 무리 없이 효율적으
로 수용할 수 있는 ‘수사학적 트릭’의 성격을 지닌다고 보았다. 즉, 수사학적
인 측면에서 천상계는 초현실적・초경험적 문화 감응(感應)의 기저로 작용하
여, 작품의 변신 모티프나 요약 등과 같은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타당성을 지
닐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석하였다(부인식, ｢<명주보월빙>의 천상계에 대한
수사적 접근｣,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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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신중함을 요한다.

한편 박경숙은 ‘영웅의 일생’ 구조가 <명주보월빙>에서도 효과적인 인

물서술 방식으로 채택되었다고 보고, 영웅소설과 <명주보월빙>을 비교

하였다.22) 그 결과 영웅소설에서 두드러지는 ‘기아 모티프’나 ‘투쟁을 통

한 승리’ 등이 생략되거나 약화된 반면, ‘결연과정’과 ‘행복한 삶’에 대한

내용은 확대되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작품의 주역군에게 파행적

현실인식과 선민의식, 향락적인 삶의 방식과 극단화된 폐쇄성 등 18∼19

세기 벌열층과 유사한 의식지향을 보인다며, <명주보월빙>의 향유층을

경제적・정치적 몰락을 겪지 않은 상층 권력층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따

라 작품에서 기아 모티프가 생략된 것 역시 향유층의 경험적 한계 및 세

계관, 작품 수용방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명주보월빙>의 후편인 <윤하정삼문취록>과의 연계성을 고려할 경우,

재고의 여지가 있다. <윤하정삼문취록>의 경우, 주역군의 자손들이 부모

와 실리하고 파란만장한 시련을 겪는다는 점, <윤하정삼문취록>이 전편

의 서사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명주보월빙>의 독자층을

겨냥하여 창작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기아모티프’의

탈락만으로 작품의 성격과 향유층을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초기 연구들은 작품의 서사구조를 제시하고 작품성을 밝히며,

향후 논의가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심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후 <명주보월빙>에 대한 연구는 여성인물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는데, ‘여성반동인물과 여성수난담’,23) ‘여성의 감정

에 대한 고찰’,24) ‘폭력적 행위 주체로서의 여성’,25) ‘여우요괴・요승의 서

사적 의미’26) 등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장르지식을 활용

22) 박경숙,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인물형상화의 양상과 의미｣,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23)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고소설연구 14, 한국고소설
학회, 2002; 장시광,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한국학술정보(주),
2006;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한국고전여성문
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24) 김은일,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25) 최어진, 앞의 논문, 2019, 117∼1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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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편가문소설의 독법 및 타분야와의 융합적인 관점에서 고전소설의

활용방안을 논의한 연구가 제출되었다.27) 이상의 연구들은 <명주보월

빙>이 좀 더 다양한 방향에서 논의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를 지닌다.

한편 <윤하정삼문취록>에 대한 연구는 전편인 <명주보월빙>에 비해

다소 소략한 편이다. 일찍이 이상택은 <명주보월빙>과의 연계성에 주목

하여 <윤하정삼문취록> 또한 전편의 초월주의적 세계관을 계승한 작품

이라고 분석하였으며,28) 장시광은 <명주보월빙>에 이어 <윤하정삼문취

록>의 여성반동인물을 분석한 바 있다.29)

이후 <윤하정삼문취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영신에 의해 수행되었

다. 그는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여성가장’과 ‘남성가장’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하였으며,30) 등장인물들의 결연을 중심으로 혼사담을 분석하

26) 이후남,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요괴 연구–여우 신묘랑을 중심으로｣, 고
소설연구 48, 한국고소설학회, 2019; 채윤미, ｢한글장편소설의 요도・요승 형
상 연구 - <임씨삼대록>, <쌍성봉효록>, <명행정의록>, <명주보월빙>을 중
심으로｣, 이화어문논집 50, 이화어문학회, 2020.

27) 윤현이, ｢장르지식을 활용한 장편가문소설의 읽기전략 연구 : <창선감의
록>, <소현성록>, <명주보월빙> 읽기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8; 김경회, ｢고전소설을 활용한 온라인게임의 서사화 방안–<명주보월
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28) 이상택은 <윤하정삼문취록> 105권 중 1∼15권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여,
<명주보월빙>과의 연계성 및 작품의 구조적 반복원리를 고찰하였다. 하지만
후편의 도입부를 중심으로 작품 전체의 성격 및 전편과의 관계를 규정짓고자
하였기에 다소 간의 오류들이 발견된다(이상택, ｢<윤하정삼문취록> 연구–
<명주보월빙>과의 작품적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산문연구, 1981c; 이
상택, ｢<명주보월빙> 연작의 구조적 반복원리｣, 한국고전문학연구, 신구문
화사, 1983).

29) 장시광은 <윤하정삼문취록>의 여성반동인물들을 분석하며, 이들이 각각 ‘성
과 애정에 대한 욕망’, ‘자식에 대한 과애’, ‘과도한 질시’로 인해 반동행위를
일으킨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그는 전편인 <명주보월빙>과 비교하여, 종통
중심의 사고가 약화된 대신 자식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과도한 시기심의 문
제가 강조된 점을 포착한 바 있다(장시광, <윤하정삼문취록> 여성반동인물
의 행위양상과 그 서사적 기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
학회, 2004; 장시광, ｢<윤하정삼문취록>의 여성반동인물｣, 한국고전소설과
여성인물, 보고사, 2006, 223∼276면).

30) 정영신, ｢여성 가장의 역할과 기능–<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동방
학 1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7a; 정영신, ｢남성 가장의 역할과 기



- 10 -

였다.31) 그 결과 <윤하정삼문취록>에 상층사대부가의 권위의식과 벌열

화 욕망이 반영되어 있으며, 작품의 주제의식 또한 ‘상적한 가문과의 겹

겹 인친혼을 통한 벌열화의 완성’으로 귀결된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그

는 사대부가의 유교적 가정생활 및 상례 양상 등을 고찰함으로써 작품

분석의 외연을 확대하였다.32) 그의 연구는 <윤하정삼문취록>에 대한 연

구가 빈약한 가운데, 해당 작품의 존재 의의를 밝히고 다양한 측면에서

작품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혼사담을 부각시키기 위해 작품의 제명을 ‘尹河鄭三門聚錄’에서

‘尹河鄭三門娶錄’으로, 즉 ‘모을 聚’를 ‘혼인할 娶’로 바꾸어 사용한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33) <명주보월빙>의 결말부분과 <윤하정삼문취록>

의 도입부에 ‘세 가문의 본전들을 합하여 수제(首題)를 없애고 ‘윤하정삼

문취록’이라 한다’는 기록이 있거니와,34) 혼인담을 부각시키기 위해 의도

적으로 제목의 표기를 바꾼다면 혼인담 이외의 중요한 특징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작과의 관계 및 사건의 연속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개별 작품으로서 <윤하정삼문취록>에만 집중하였기

에 빚어진 문제라 할 수 있다.35) 따라서 작품의 성격과 특징을 규명하기

능–<윤하정삼문취록>을 중심으로, 온지논총 18, 온지학회, 2008a.
31)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인물 간 결연의 특성｣, 온지논총 
17, 온지학회, 2007b;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의 혼사담 연구｣, 한국외국
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b;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과 사대부가의 부
부생활, 학고방, 2010.

32)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사대부가의 유교적 가정생활｣, 동방
학 29,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3; 정영신, ｢<윤하정삼문취록>에 나
타난 사대부가의 상례 양상과 의미｣, 동방학 33,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
소, 2015.

33) 정영신, 앞의 논문, 2008b, 2면.
34) 시인(時人)이 다시 ‘뎡문셰록’을 일우, 임의 보월빙(寶月聘)이 윤・하・
뎡 삼문 셜홴 고로, ‘윤시삼셰록’과 ‘하문난월빙’을 아오라, 각각 슈졔(首題)를
업시여, 다만 ‘윤하뎡삼문{의}록(尹河鄭三門聚錄)’이라 여 후셰의 젼
니라. <명주보월빙> 권100

35) 다른 대표적인 예로 윤부의 위태부인과 조부인을 여성 가장으로 지목한 경
우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여성 가장은 <소현성록>의 양부인처럼 유복자
를 잘 양육하여 가문을 안정시키고 번영의 기반을 닦은 인물을 칭한다. 하지
만 위태부인은 전편인 <명주보월빙>에서 수차례 전실의 자손들을 위기에 빠
뜨리고 가문에 화란을 일으켰다는 점, 위태부인이 남편과 사별할 당시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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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후속 연구의 필요성 및 연작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1) 관련기록

<명주보월빙> 연작에 대한 기록은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

록>의 연작관계를 보여주는 작품 내 기록과 <명주보월빙> 연작의 향유

양상에 대한 외부 기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두 작품의 연작관계를 보여주는 작품 내 기록은 다음과 같다.

 시인(時人)이 다시 <뎡문셰록>을 일우, 임의 보월빙(寶月聘)이 윤・
하・뎡 삼문 셜홴 고로, <윤시삼셰록>과 <하문난월빙>을 아오라, 각각 슈졔

(首題)를 업시여 다만 윤하뎡삼문{의}록(尹河鄭三門聚錄)이라 여 후셰의

젼니라.36)

 공의 고집이 태과(太過)므로 긔 일흠을 (史冊)의 히니, 상이

셕(嗟惜)시고 됴얘(朝野) 그 튱효션(忠孝善行)을 후셰의 들니지 못믈

가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성한 아들들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그녀
를 여성 가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태부인과 조부인이 고부간이라는
점에서도 동일한 가문에 두 명의 여성 가장을 설정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록>이 밀접한 관
계를 지닌 연작이라는 점이 간과된 채, <윤하정삼문취록>만을 중심으로 분
석한 결과 야기된 것으로 보인다(정영신, 앞의 논문, 2007a).

36) <명주보월빙> 권100, 49면(5권, 667면).
인용문의 한자 병기는 최길용・김영숙 교주 교감본 <명주보월빙>(학고방,
2014)을 참고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하거나 오기(誤記)를 수정하였으며, 인용
문의 밑줄은 필자가 내용을 강조한 것이다. 인용문은 ‘<작품명> 권 수, 면
수(교감・교주본의 권 수, 면 수)’로 표기하였다. 예컨대 ‘<명주보월빙> 권
100, 49면(5권, 667면)’은 <명주보월빙> 100권의 49면과 최길용・김영숙의 교
감본 5권 667면에 실려 있다는 뜻이다. 이하의 인용문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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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여, 조초 <명쥬보월빙>을 일워 윤・하・뎡 삼문 졔인의 젹을 긔록,

질(子姪)이 로 이 문취록(門聚錄)을 일워 삼부 졔공(諸公)의 녀 혼취

(婚娶)와 그 츌인션(出人善行)을 긔록열의 나흘 긔록지 못믈 셕

(嗟惜)라.37)

인용문 은 <명주보월빙> 결말 부분의 기록이며, 인용문 는 <윤하

정삼문취록>의 시작부분이다. 인용문 을 통해 <윤하정삼문취록>이

<명주보월빙>의 후속편이라는 사실과 그 제명이 만들어진 과정을 알 수

있다.38) 또한 인용문 는 전편인 <명주보월빙>과의 관계 속에서 후편

인 <윤하정삼문취록>이 제작된 과정을 밝힘으로써 두 작품의 연작관계

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 외에 <명주보월빙> 연작 및 그 파생작인 <엄씨효문청행록>39)에

대한 문헌 기록은 다음과 같다.

37) <윤하정삼문취록> 권1, 2∼3면(1권, 1∼2면).
38) <명주보월빙>의 말미에 거론된 ‘뎡문셰록’, ‘윤시삼셰록’, ‘하문난월빙’은
실제로 창작되었을 가능성과 <명주보월빙>의 작자 혹은 필사자가 임의로 언
급한 허구의 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현전하는 소설목록 중 ‘뎡문셰록’ 등의
제명은 보이지 않지만, <윤하정삼문취록>에 언급된 작품명 중 ‘명월긔합록’,
‘쇼문명현츙의록’은 꾸랑의 한국서지에 각각 ‘명월기함록’, ‘소문명현충효록’
이라는 유사한 제목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볼 때 <명주보월빙>
의 말미에서 거론된 작품들 역시 실존 작품이었을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9) <엄씨효문청행록>은 현재 장서각본(30권 30책), 고려대 도서관본(16권 16
책, 1・4・5・15권 낙질), 경북대 도서관본(1권 1책), 미국 예일대 도서관본(9
권 9책)이 전하며, 장서각본이 선본(善本)으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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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기록 연대 문헌에 기록된 제명

①
<제일기언서>40)

(홍희복 著)
1835～1848년 “명쥬보월빙”

② <언문목녹>41) 1872년(추정)
“윤화졍문록”

“엄시효문쳥녹”

③
한국서지42)
(모리스 꾸랑 著)

1894년 간행

“921.명쥬보월 明珠寶月”

“914.윤하졍삼문록

尹河鄭三門聚錄”

“813.엄시효문졍록

嚴氏孝門正行錄”

④ <녈명녹>43)
1893년∼1910년

대 (추정)

“명쥬보월빙”

“윤하졍문록”

⑤
<연경당한문목록

부언문목록>44)
1920년

“明珠寶月聘”

“尹河鄭三門聚錄”

“嚴氏孝門淸行錄”

⑥
｢조선의 가정문학｣45)

(최남선 著)
1938년

“明珠寶月聘”

“尹河鄭三門聚錄”

“嚴氏孝門淸行錄”

⑦ 언문후생록46) 연대미상 “명듀보월빙”

[그림 1-1] <명주보월빙> 연작에 대한 문헌 기록

40) 류탁일 편, 한국고소설비평자료집성, 아세아문화사, 1994, 184면.
<제일기언서>는 <명주보월빙> 연작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보여주는 문헌
이다. <제일기언서>의 작성 연대를 통해 <명주보월빙>이 늦어도 19세기 전
반기에는 향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명주보월빙>이 거질의 작품
으로서 적지 않은 창작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9
세기 초엽보다 좀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

41) 강전섭, ｢언문목녹(諺文冊目錄) 小考｣,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5, 중앙
문화사, 1995, 2118∼2120면.
<언문목녹>은 편자 미상의 필사본인 언문고시에 수록되어 있는 국문
본 고서목록(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이다. 이 목록에는 <윤화졍문록>,
<엄시효문쳥녹>을 비롯하여 <구운몽>, <남졍긔>, <유시록>, <소
셩젼> 등 220종의 고서목록이 기록되어 있으며, <윤화졍문록>은 장서각
본 53책, 102책 두 종이 존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강전섭은 ‘壬申’이라는
필사기에 근거해 해당 기록이 1872년의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

42) 모리스 꾸랑, 한국서지, 이희재 역, 일조각, 1994, ⅲ∼ⅻ면; 286면; 304면.
43) 유춘동, ｢<책열명록>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35, 태학사, 2006, 191∼192
면. <녈명녹>에는 197종의 고전소설 제목이 실려 있는데, 이는 현재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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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자료 중 ①∼③은 19세기 중・후반의 기록이며 ④∼⑦은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기록이다. 특히 ⑤ <연경당한문목록 부언

문목록>은 창경궁 연경당에 소장되었던 언문책 목록으로, <명주보월빙>

연작과 그 파생작47)인 <엄씨효문청행록>48)까지 모두 궁중에서도 향유

되었음을 보여준다.

진 서목 중 가장 많은 작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언문목녹>의 222종
보다 25종 적은 것이다. <녈명녹>은 총 4권으로 이루어진 국조고사의
권3 말미에 부기되어 있으며, 책의 필사기와 배접지 등을 통해 1893년에서
1910년대에 필사된 것으로 보인다.

44) 천혜봉 외, 장서각의 역사와 자료적 특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6, 357
∼358면.

45) 최남선은 매일신보에 <조선의 가정문학>을 기고하며, 그가 수십 년 전 세
책가를 조사하고 세책 목록을 베껴 두었던 일을 언급하였는데, <명주보월
빙>과 <윤하정삼문취록>, <엄씨효문청행록>은 그 세책 목록의 일부이다.
그가 매일신보에 기고한 1938년의 시점에서 “수십 년 전”은 1910년대로 볼
수 있다. 그는 1907년에 신문관(新文館)이라는 출판사를 설립하였고, 1913년
부터 이른바 ‘육전소설(六錢小說)’을 기획・출판하는 등 소설의 유통에 관심
을 보인 바 있다(최남선, ｢조선의 가정문학｣, 매일신보, 1938(육당최남선전
집 권9, 현암사, 1974, 440∼441면; 정병설, ｢조선후기 장편소설사의 전개｣,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上, 집문당, 1998b, 255∼256면).

46) 언문후생록의 정확한 편찬연대는 알 수 없지만, 정명기는 여기에 실린 소
설 목록이 세책본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다(정명기, ｢세책본소설에 대한 새
자료의 성격 연구–諺文厚生錄 소재 목록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47) 박영희는 ‘파생작’에 대해 “전체 이야기 구조나 주제에 일치를 보이지 않고
부분적인 삽화나 인물, 사건을 제재로 취해서 이야기를 확장시켜 새로운 독
립작품을 형성한 것”이라 정의하였으며, 임치균은 “A작품의 인물과 사건을
일부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른 사건과 내용을 엮어 A와는 다른 B작품으로
존재하는 작품”이라 정의한 바 있다(박영희, 앞의 논문, 1994, 180면; 임치균,
앞의 책, 1996, 93면).

48) <엄씨효문청행록>은 <명주보월빙> 연작에 포함할 것인가, 혹은 제외할 것
인가 하는 문제로 논쟁적인 작품이다. ① 연작에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작품이
<윤하정삼문취록>에 연원을 두고 그 방계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점에
주목한다(정병욱, 최길용(1984, 2002), 유현주). 반면, ② 제외시키는 경우, 이
작품이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일부를 취하여 제작한 독자적인 작품이라고
보며(이상택, 최길용(1989)), <엄씨효문청행록>의 후편에 대한 기록을 통해
이 작품이 <금환재합연>과 새로운 연작관계를 형성한다고 보는 견해(김진
세)도 있다(정병욱, 앞의 논문, 1969; 최길용, 앞의 논문, 1984; 유현주, ｢<엄
씨효문청행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이상택, 앞의 논
문, 1981c; 김진세, 앞의 논문, 1983,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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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명주보월빙> 연작의 이본과 관련하여, ④ <녈명녹>과 ⑥ ｢

조선의 가정문학｣에 기록된 내용은 주목을 요한다. ④ <녈명녹>에는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록>이 각각 72권, 64권인 것으로 기록되

어 있으며, ⑥ ｢조선의 가정문학｣에는 <명주보월빙>이 117권, <윤하정

삼문취록>이 186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49) 100권이 넘는 작품

들의 경우, 그 이본이 매우 드문 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명주보월

빙>과 <윤하정삼문취록>은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

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이본과 서지

현재 알려진 <명주보월빙> 연작의 이본은 다음과 같다.

작품명 소장처 분량 비고

<명주보월빙>

① 장서각본 100권 100책
- 78권 1책 낙질

- 1986년 영인본 간행50)

② 박순호본 36권 36책 - 1986년 영인본 간행51)

③ 개인소장본52) 1권 1책 - 낙질본, 권43

<윤하정삼문취록> ④ 장서각본 105권 105책

- 유일본

- 15・33・39권 3책 낙질
- 1986년 영인본 간행53)

[그림 1-2] <명주보월빙> 연작의 이본 사항

49) 수십 년 전까지도 서울 香木洞이란 데–시방 黃金町 一丁目 사잇골–에 貰
冊집 하나가 남아 있었는데, 우리가 조만간 없어질 것을 생각하고 그 목록만
이라도 적어두려 하여 貰冊 목록을 베껴 둔 일이 있었는데, 이 때에도 실제
로 세 주던 것이 總 一二○종, 三,二二一冊(內에 同種이 十三種 四九一冊)을
算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尹河鄭三門聚錄>은 一八六卷, <林河鄭延>은 一三
九卷, <明珠寶月聘> 一一七卷, <明門貞義>는 一一六卷인 것처럼 꽤 長編의
것도 적지 아니합니다(최남선, ｢조선의 가정문학｣, 매일신보, 1938(육당최
남선전집 권9, 현암사, 1974, 441면).

50) 명주보월빙 1∼10, 고려서림, 1986. 장서각본 <명주보월빙>은 1980년에
활자화 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장서각본과 박순호본을 상호 교감하여 활자
화한 교감본 명주보월빙이 출판된 바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고전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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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보월빙> 연작은 <명주보월빙> 3종, <윤하정삼문취록> 1종이

현전한다. <명주보월빙>의 경우 그동안 장서각본과 박순호본 2종이 보

고된 바 있는데, 본고에서는 새로 발굴한 개인소장본 1종을 함께 다루기

로 한다.

① 장서각본 <명주보월빙>은 100권 100책의 한글 필사본으로, 전책(全

冊)이 1권 1책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明珠寶月聘’이며 권수제는 ‘명듀보

월빙’으로, ‘明珠寶月聘’은 ‘명주와 보월패로 빙물을 삼는다’는 뜻이다.

100권 중 78권이 낙질이지만 해당 부분의 내용은 박순호본 28권을 통해

그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전권이 거의 유사한 필체의 단정한 궁체로

필사되어 있다. 각 권의 분량은 대략 68∼76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당 11행 18∼25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매 권의 시작 부분이 전권의

마지막 한두 문장과 중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② 박순호본 <명주보월빙>은 36권 36책의 한글 필사본으로 된 완질본

이다. 권수제는 ‘명쥬보월빙’이며, 각 권의 분량은 적게는 60면에서 많을

경우 207면에 이르는 등 편차가 큰 편이다. 이는 16∼17권과 20∼33권의

필사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여러 권을 한 권으로 엮어 필사하는 과정

에서 분량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박순호본 한 권의 내용과 분

량은 장서각본 서너 권을 합한 것과 상응하는데, 특히 박순호본 28권은

장서각본 중 결권(78권)이 포함된 76・77・78권의 내용에 해당한다는 점

에서 주목을 요한다. 박순호본 28권은 세 권을 한 데 엮어 필사한 것인

데, 두 번째 권과 세 번째 권의 시작 부분에 각각 “◎” 표시가 되어 있

편, 명주보월빙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최길용・김영숙, 교감본
명주보월빙 1∼5, 학고방, 2014).

51) 월촌문화연구소편, 한글필사본고소설자료총서 10∼16, 오성사, 1986.
52) 현재 이본의 소장자이신 정병설 선생님께서 원본의 열람을 허락해주셨다.
이 지면을 빌려 소중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정병설 선생님께 감
사의 말씀을 올린다.

53) 윤하정삼문취록 1∼11, 고려서림, 1986. 이 작품은 1982년에 활자화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최길용에 의해 교주 작업이 이루어진 바 있다(한국정신문
화연구원 고전연구실 편, 윤하정삼문취록 1∼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2;
최길용 교주, 교주본 윤하정삼문취록 1∼5, 학고방,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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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길용은 이 경계를 토대로 박순호본 28권과 장서각본 76권, 77권을

비교하여 그 시작과 끝 문장뿐만 아니라 서사 내용 또한 완전히 일치한

다고 밝힌 후, 박순호본 28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장서각본 78권의 내

용을 복원한 바 있다.54)

한편 박순호본은 필사기들을 통해 1912∼1914년에 필사된 것을 알 수

있으며, 필사기는 다음과 같다.

권1 : 갑인(甲寅, 1914년) 월(四月) 일 군창(群倉, 군산) 듕 등셔(謄書)

권2 : 갑인(甲寅) 월(四月) 십육일(十六日) 등셔

권3 : 갑인(甲寅) 칠월(七月) 슌일(旬三日) 등셔(謄書)니 운무 즁 단문

(短文)여 외셔 낙(落字) 만오니, 보시니 물니(文理)로 보시고

글시 망측다 흉보시지 마시

권4 : 갑인(甲寅) 동월 슌일일(旬一日) 셩공여시나, 단문(短文) 셔역(書役)

극(極難)즁(中) 졍신 요요(搖搖) 어득여 글시 망측망측(罔測罔

測). 가락 업시 쎠시나 길○ 일치 말고 오오두고 졍(淨)이 보

고, 어더다 보시니글시 망칙다 망치 말고 물니(文理)로 눌너

보시소셔

권6 : 이 글시 형용은 ‘갈 지(之)’ 자(字) ‘가마귀 오(烏)’ 가 되엿, 글시

쥴 비틀러지기‘갈지’ 자가 되고, 검기‘가마귀 오’ 자가 되야시

니 우셤을 면고 말 되로 보쇼셔

대졔국(大韓帝國)은 일통쳔지(一統天地)로 만만쳔쳔(萬萬千千)쇼

54) 최길용은 박순호본 28권의 내용을 통해 낙질인 장서각본 78권의 내용을 복
원하면서, 복원의 타당성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다. ① 장서각
본 77권의 끝 문장이 “화셜 윤툥날마다 셕부의 왕여 져져를 보더라”
로 되어있는데, 박순호본 28권의 해당 부분 또한 “◎차셜 윤총날마다 셕
부에 왕여 져져를 보며 긔 녹봉을 옴겨 져져의 양미를 삼고”로 되어
있어 유사하다는 점, ② 장서각본 79권의 시작 부분이 “화셜 남창휘 잠간 노
긔를 플고 딘시를 보니 슈심을 여시미 긔려절승되 더옥 보암디
라”로 되어 있는데, 박순호본 29권의 시작부분 역시 “화셜 남창휘 잠간 노긔
를 플고 진씨를 보니 슈심을 여시긔려졀승되 더욱 보암지라”
로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또한 박순호본의 필사시기가
1912∼1914년(대한제국 임자년, 갑인년)이라는 점을 들어, 박순호본 28권이
장서각본 76・77・78권을 전사한 것이거나, 적어도 장서각본 계열의 전사본
을 저본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한 바 있다(최길용・김영숙, 교감본
명주보월빙 4, 학고방, 2014, 5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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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

이 은 밧비 등셔기로 오셔(誤書) 낙(落字) 만니 엿시니 말 되

대로 눌너 보쇼셔

권7 : 갑인(甲寅) 오월(五月) 일 군창 듕 등셔(謄書)

권8 : 갑인(甲寅) 윤오월(閏五月) 뉵십팔셰 수(壽) 됴창뇽 등셔(謄書)

명쥬보월빙 권지 팔 종(終)

권13 : 간신(艱辛) 등셔(謄書)엿시나 안혼(眼昏)도 심고 졍신도 혼모(昏

暮)여 오셔(誤書)와 낙(落字) 만흘 듯오니 단 붓그러오

명쥬보월빙 권지 십종

권14 : 셰(歲載) 갑인(甲寅) 동(冬) 십월 망일(望日)에 창농[뇽] 노수(老叟)

샤(寫) 우(于) 항남 셔실(書室)

명주보월빙 권지 십종

권15 : 명쥬보월빙 권지 십육 종

권16 : 명쥬보월빙 권지 십일 이 삼

권17 : 명쥬보월빙 십오 륙

권19 : 세(歲) 임자(壬子, 1912) 구월 일 등셰(謄書)라

권20 : 오십오

권21 : 오십뉵 칠 팔

권22 : 오십구 육십 육십일

권26 : 칠십일 이 삼

권27 : 칠십사 오 뉵

권29 : 팔십 일 이

권32 : 팔십구 구십 구십일

권33 : 구십이 사

박순호본의 필사기에는 ‘대졔국’, ‘임자’, ‘갑인’, ‘군창’ 등 필사시기와

필사장소, 필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6권 말미에 실린 “대졔국(大韓帝國)은 일통쳔지(一統天地)로 만만

쳔쳔(萬萬千千)쇼셔”라는 기록을 통해, 필사기에 실린 임자년과 갑인

년이 각각 1912년과 1914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55) 박순호본은 서로

다른 필체들을 통해 여러 인물에 의해 필사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1

∼14권의 필사기를 통해 68세의 조창룡이라는 인물이 1914년 4월부터

55)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는 1897년 10월부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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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무렵까지 군창[군산]에서 필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은

20세기 초반에 거질의 한글장편소설이 지방의 노년층 인물에게 향유된

정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글장편소설의 향유 양상을 이해하는 데 의

의를 지닌다.

박순호본의 필사기에서 특이한 점은 각 권이 순서대로 필사되지 않았

다는 점이다. 한 예로 필사기를 통해 19권(임자년, 1912)이 1권(갑인년,

1914)보다 먼저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6권부터는 대체로 저본

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책의 권수를 표시해 놓고 있어, 당시에 박순호

본의 저본이 되었던 100여 책의 이본이 유통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56)

③ 개인소장본 <명주보월빙>은 본고를 통해 학계에 처음 소개하는 자

료이다. 해당 자료는 1권 1책의 낙질본으로 43권에 해당한다. 다른 이본

들과 비교하여 그 내용은 장서각본 57∼58권과 박순호본 21∼22권에 해

당한다.57) 표지가 속지보다 크다는 점,58) 작품의 마지막 문장이 미처 마

무리되지 못한 채 제책되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본래 후반부의 내용

이 더 서술되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원래의 표지와 후반부 내용이

탈락되고 새로 표지를 만들어 수습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이본의 권수제는 박순호본과 마찬가지로 ‘명쥬보월빙’이다. 총 56

장으로 각 장당 13행 23∼27자 내외로 필사되었으며, 침자리를 두어 책

장을 넘기는 곳에 글자를 비워두었다. 마지막 장에 글자의 순서를 수정

한 협주가 보이며, 후반부의 내용이 탈락되었기에 작품에 대한 필사기는

56) 박순호본은 장서각본과 서두・결미가 유사하며 내용도 거의 같지만, 분권한
내용은 전혀 다르다. 한 예로 장서각본 1・2・3권의 내용은 박순호본의 2권
전반부에 해당하며, 박순호본의 마지막 권인 36권은 장서각본 98권 후반부터
100권 끝까지의 내용에 해당한다(최길용, 앞의 책, 1992, 109∼110면).

57) 개인소장본에서 다룬 부분은 사건구성상 <명주보월빙>의 절정 부분에 해당
한다. 이 부분에서 신묘랑과 구몽숙 등 악인들의 죄상이 밝혀지며, 시련을 겪
던 인물들이 비로소 신원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명주보월빙>의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
다.

58) 개인소장본의 표지는 38.2×20.3cm이며 작품의 내용이 적힌 속지는
35.7×19.5cm로 표지가 속지보다 좀 더 큰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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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지 않는다. 다만 51∼53면의 이면에 ‘셔젼셔문(書傳序文)’이 한글로

필사되어 있으며, 정미년(1847년 또는 1907년)에 필사되었다는 기록이

있다.59) 또한 뒷표지에 기록된 “庚寅”(1830년 또는 1890년)이라는 간지

(干支)를 통해서도 대략 이 이본이 필사된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 외에 이본의 표지 안팎에 ‘사객지공미(使客支供米)’60) 등에 대한 내

용이 간략히 기록되어 있으며, 뒷표지에는 관인(官印)이 찍힌 흔적이 보

인다. 이를 통해 이 이본이 하급 관원 등 관청과 관련된 인물이나 그 주

변인에 의해 필사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다.61)

④ 장서각본 <윤하정삼문취록>은 현전하는 유일본으로 105권 105책의

한글 필사본이다. 전책이 1권 1책으로 되어 있다. 표제는 ‘尹河鄭三門聚

錄’이며 권수제는 ‘윤하뎡삼문록’으로, ‘尹河鄭三門聚錄’은 ‘윤・하・정
세 가문의 모임 기록’이라는 뜻이다. 105권 중 15・33・39권이 결권이지

만, 결권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각 권마다 전권(前卷)의

내용을 요약 제시한 점 등을 통해 결권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 편이다. 전권(全卷)이 단정한 궁체로 필사되어 있으며, 각 권의 분

량은 대략 74∼77면, 글자수는 각 장당 10행 18∼20자 내외이다. 작품의

중간에 전편과의 관계 하에 인물을 소개하는 협주가 제시되어 있다.62)

또한 ‘하회를 성남하라’ 등 장회를 나누는 표현이 작품의 중간에 자주

59) 졍미(丁未) 원월(元月) 슌삼일(旬三日) 이의 셔젼셔문(書傳序文) 필셔. 헤노
라 촉(燭下)의 상업시 긔리오니 보시난 이 웃지 말고 김[짐]작 살피시압.
개인소장본 <명주보월빙> 권43, 53면의 이면.

60) ‘사객지공미’는 출장 중인 관원과 내외 사절을 접대하는 데 사용되었던 미곡
을 일컫는다.

61) 조선후기에 향유되던 소설들은 깨끗한 종이에 정갈하게 필사된 경우도 있
지만, 이면지에 낙서나 메모 등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다. 소설책 중에도 특히
세책소설에 낙서가 많은 편인데, 주로 남자 성기를 거칠게 그리거나 성교장
면을 그린 낙서에서부터 기초 한자나 한글 자모를 베껴 쓴 낙서, 졸필의 짧
은 한문으로 주인에게 경고한 낙서 등 낙서의 종류와 수준은 매우 다양하다.
19세기 말에 유통된 세책소설에는 대부분 낙서가 많은 편으로, 이를 통해 당
대 소설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정병설, 조선의 음담패설
, 예옥, 2010, 155∼156면; 유춘동, ｢세책본 소설 낙서의 수집, 유형 분류, 의
미에 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45, 열상고전연구회, 2015, 147∼173면).

62) 문화각 입번 례 녀션과 경희러니[경희규평졔왕 / 비 경시의 질라]
권68, 62면. 대괄호 속의 내용은 인물을 소개하는 협주에 해당한다.



- 21 -

나타나는 편이다. 장서각본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장회를 구분하는 표

현은 53권부터 매우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53권은 “아지 못게라. 이 셔

의 근본시말(根本始末)이 엇더사이며 숀시랑의 쥬의엇지 니민

고? 급급 하회셩남(下回省覽)진져”라고 마무리되어, 권말을 구분 짓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58권 이후로는 본문의 중간에 “하회셩남라.

어시의”로 이어져 권말이 구분되지 않으며, 바로 다음 사건으로 전환되

는 양상이 빈번하게 나타난다.63) 이러한 현상은 장서각본 <윤하정삼문취

록>이 다른 저본을 지닌 이본임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장서각본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록>을 주자료

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명주보월빙>의 경우 장서각본이 박

순호본에 비해 인물의 심리 묘사, 성격 묘사, 사건에 대한 서술 등이 좀

더 풍부하다는 점에서 주자료로 선택했지만, 필요에 따라 박순호본도 함

께 활용하기로 한다.

2) 연구방법

본 논문에서는 <명주보월빙> 연작의 서사적 특징을 분석하고, 작품

에 나타난 운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명주보월빙>

과 <윤하정삼문취록>은 조선후기 연작소설 가운데 작품의 내용과 형식

등의 측면에서 특징적인 작품이며, 각각 독립적인 작품으로서도 매우 개

성적인 작품이다. 이에 따라 <명주보월빙> 연작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

행하기 위해서는 각 작품의 특징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비교항목을

설정하여 각 작품을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명주보월빙> 연작의 전반적인 서사적 성격을 파악하고, 작품에

반영된 운명관과 지향 의식 등을 함께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제Ⅱ장과 제Ⅲ장을 통해 <명주보월빙>

과 <윤하정삼문취록>의 서사적 성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Ⅱ장과 제Ⅲ

63) <윤하정삼문취록>의 중반부 이후 약 14권(58, 64, 66, 68, 69, 70, 72, 76,
78, 84, 85, 96, 98, 99권)에 걸쳐 이러한 경향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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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는 각각 ‘가문서사의 성격’과 ‘인물유형’, ‘초월계의 성격’이라는 세

가지 항목을 설정하여 작품을 분석할 것이다. 첫째, 가문서사의 성격은

‘가문 외적 서사’와 ‘가문 내적 서사’로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가문 외적 서사는 가문 외적 영역, 즉 가문의 대외적 위상과 상징성 등

공적 측면이 강조된 서사를 의미하며, 가문 내적 서사는 가문 내부의 문

제, 즉 가문 내의 사적 측면이 확대된 서사를 의미한다.64) 둘째, 인물 유

형은 ‘대립적 인물 유형’과 ‘경계적(境界的) 인물 유형’으로 구분하여 작

품을 분석할 것이다. 대립적 인물 유형의 경우, 규범적 인물과 탈규범적

인물이 부각된다면, 경계적 인물 유형은 규범과 탈규범, 선과 악의 경계

를 넘나드는 인물들의 면모에 주목할 것이다. 셋째, 초월계65)의 성격은

각 작품에서 초월계의 위상과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점을 중점

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이때 초월계는 ‘천상계’와 ‘선계(仙界)’, ‘저승계’,

‘수궁계(水宮界)’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66)

제Ⅳ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인의 운명과 가문의 운

명, 사회적 규범과 초월계의 조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명주보월

64) 한길연은 한글장편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사건들이 ‘가문 내적 영역’과 ‘가문
외적 영역’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가문 내적 영
역은 가문 안의 일을 주로 다루며 사적 공간이 확장된 반면, 가문 외적 영역
은 조정의 일을 다루는 등 공적 영역이 확대된다. 가문 내적 영역에서는 주
로 애정 갈등 등 가문 내적 갈등이, 가문 외적 영역에서는 정치적 갈등 등의
가문 외적 갈등이 형상화된다(한길연, 앞의 책, 2009, 98면; 262∼270면).

65) 고전소설에서 초월계는 환상계 등으로 치환되어 연구되기도 했다. 초월계와
환상계 모두 같은 대상을 지칭하지만, 용어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환상
계는 환상[신이, 기이, 괴이]의 특성을 기저로 하며, 현실계와 뚜렷이 구분되
는 시공간적 법칙을 지닌 세계로 제시된다(조재현, 앞의 논문, 2006, 37면).
다만, ‘환상’이라는 용어가 동양에서는 주로 ‘기이함’과 관련하여 설명되었고,
서양에서는 주로 ‘반현실’과 관련되어 논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환상
계’라는 용어는 이질적인 감이 없지 않다. 또한 <명주보월빙> 연작의 경우,
작품의 성격상 천상계 등은 인간의 운명과 초월적인 섭리를 주재하는 공간으
로 제시되므로, 본 논문에서는 ‘초월계’라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고자 한
다.

66) 조재현은 고전소설의 환상계, 즉 초월계를 각각 ‘천상계’, ‘선계’, ‘수궁계’,
‘저승계’, ‘현실계의 경계 공간’으로 구분하여 환상계의 양상과 그 의미를 분
석한 바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범주 구분을 수용하여 초월계를 다루고자
한다(조재현, 앞의 논문, 2006).



- 23 -

빙> 연작의 운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첫째, 개인의 운

명은 작중 인물들의 운명이 발현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운명의 실현 및

이념의 추수’, ‘유교규범 하의 젠더 질서와 운명’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

고자 한다. 둘째, 가문의 운명은 가문구성원들의 내부적 결속에 따른 가

문의 흥망성쇠와 명예회복에 따른 가문의 존속이라는 측면에서 다룰 것

이다. 셋째, 사회적 규범과 초월계의 조응은 초월계의 작용이 유교규범과

결합하고, 초현실적인 소망을 반영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제Ⅴ장에서는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경향 속에서 <명주보월빙> 연

작의 특징을 살피는 가운데, ‘연작을 통한 서사적 지속성의 강화’, ‘삼문

록과 삼대록의 복합양식 완성’, ‘삶과 운명에 대한 고민과 성찰’에 대해

살핌으로써 소설사적 의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후기 소설

사에서 <명주보월빙> 연작이 차지하는 위상을 밝히고 한글장편소설 연

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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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명주보월빙>의 서사적 성격

1. 가문 외적 서사의 초점화

<명주보월빙> 연작은 윤・하・정 세 가문을 중심으로 서사가 구축되

며, 전편과 후편에서 세 가문은 비교적 고른 서사적 비중을 지닌다. 특히

연작의 전편에 해당하는 <명주보월빙>에서 윤・하・정 세 가문은 각각

‘충효의 실현’, ‘정치적 부침과 명철보신’, ‘우도(友道)의 실천’ 등 서로 다

른 화두를 지닌 채 독자적인 서사를 구축한다. 이들은 각각의 뚜렷한 개

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작품 내에서 서로 다른 상징적인 위상을 지닌다.

즉, 작품 내에서 세 가문은 하나의 단위로 기능하며 각 가문의 상징적

면모를 보여주는 셈이다. 이에 따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 가문의 서사

를 조망하고, 이를 초점화하는 것은 작품의 서사적 특징과 지향점을 밝

히는 데 효과적이라 볼 수 있다.

1) 충효 실현과 이념적 상징성의 부각

(1) 윤현의 순절과 충신가로서의 위상 확립

<명주보월빙>에서 윤부는 충효라는 대표적인 유교이념을 실현함으로

써 세 가문 가운데 가장 이념적 상징성이 부각되는 가문이다.67)

먼저 작품의 이해를 위해 윤부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8)

67) <명주보월빙>에서 윤부의 갈등은 1권부터 점진적으로 고조되며, 위태부인
과 유씨, 신묘랑 등의 음모로 인해 윤광천・윤희천이 강상죄로 유배되는 51
권에 이르러 절정에 달한다. 이후 약 74권까지 윤광천・윤희천 형제가 누명
을 벗고 가문의 화란을 종식하기까지의 서사가 전개된다.

68) 윤부의 가계도에서 윤부의 핵심인물은 붉은색으로, 하부와 정부의 인물들은
각각 하늘색과 연두색으로 표시하여 각 가문간의 결연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후에 다룰 하부와 정부의 가계도 및 역시 그러함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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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명주보월빙> 윤부 가계도

윤부의 인물들은 대체로 훌륭한 면모를 갖춘 것으로 제시되는데, 특히

윤현은 가장으로서 윤부를 보전하고 종통을 계승해야 할 책임을 지님과

동시에 송 조정과 운명을 함께하는 휴척지신(休戚之臣)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된다.69) <명주보월빙>에서 윤부가 충효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가문

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윤현이 금국에 사신으로 가 ‘순절’한 것에

서부터 비롯된다. 줄곧 군신의 예를 갖춰오던 금국이 세력을 키워 위협

해 오자 송 조정에서는 사신을 보내 금국과의 갈등을 해결하려 한다. 그

69) <명주보월빙> 말미에는 ‘윤현의 위국충정’을 기리기 위해 해당 작품을 짓게
되었음을 밝히며, 다시 한 번 윤현을 주목한 바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과 같다.
오회(嗚呼)라! 젼(此傳)을 일우면[믄] 명쳔공 윤션의 튱의디졀(忠義之
節)을 긔록며, 위국단튱(爲國丹忠)이 긴 명을 즈레 쳐 당당튱녈이 고
금의 희한(稀罕)졀겸퇴(切磋謙退)이 샤(史冊)의 일홈 오르믈
원치 아냐, 유표(遺表)의 긔 일홈 히시믈 간쳥여시(중략) 윤부 일긔
를 보아 하, 뎡 냥부로 졍의 골육며 명쳔공이 남강의 션유(船遊)다가
명듀(明珠)를 엇고 뎡・하 냥공은 보월(寶月)을 어더 의 빙믈(聘物)을 삼
아 윤・하・뎡 삼문 녀를 밧고와 연친디의(連親之義) 별(自別)믄 니르
디 말고 (중략) 윤부 셜화를 시작하・뎡 냥부 셜홰 연 가디로 들
아니라 평졔왕 뎡듁쳥 곤계(昆季)와 좌승상 하학셩 곤계 샤뎍(事跡)을 
가디로 올니고 슈졔(首題)를 명듀보월빙(明珠寶月聘)이라 시므로 (하략)
<명주보월빙> 권100, 64∼65면(5권, 672∼6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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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사신의 목숨을 장담할 수 없기에 누구도 적임자를 추천하지 못하고

선뜻 나서지도 못한다. 바로 이때 윤현은 죽음을 각오하고 금국에 사신

으로 가기를 자원하며, 자신의 사후를 대비해 집안일을 안배할 만큼 결

연한 의지를 다진다.

윤현이 금국에 이른 후, 금국의 왕 호삼개는 위력으로 윤현을 제압하

고자 다른 사신 일행들을 결박하여 옥에 가두고 형기구로 윤현을 위협하

며 항복할 것을 종용한다.

윤상셰 틱지(勅旨)를 바다 교위의 노흐니 오히려 이 편여 긔 죽으

믄 대로이 아니 넉이지라. 잠간 눈을 드러 보니 검극(劍戟)이 젼후좌우로

삼녈(森列)고 넙은 곤장과 긴 를 흉녕(凶獰)군무슈히 잡앗디라.

쇠를 달호며 온갖 괴이형위(刑威)를 베퍼 긔를 구속고져 지라. (중

략) [윤현의] 말이 당당고 긔(士氣) 싁싁쥰졀여 츄텬(秋天)긔품과

명월(明月)용홰(容華) 볼록 긔이니, 호삼개 더욱 황홀여 졔 신하를

삼고져 이 급니, 독형(毒刑)을 다가 듯지 아니면 죽이려 지라. 좌우

군졸을 명여 ‘쳘삭으로 결박라.’ 하니, 상셰 개연이 웃고 낭듕의 환약을 

여 입의 너흐니 군졸이 갓가이 오지라. 공이 봉안을 브릅고 대(大罵) 왈,

“이젹(夷狄)의 더러온 군죨이 감히 텬됴 대신을 욕되게 다! 맛당이 호삼

개를 결박하라!”

말을 맛며 팔흘 드러 군를 밀치며 죵용(從容)이 셧다가 약이 목을 넘으

피를 토고 구러지니 발셔 운명엿지라.70)

윤현은 형기구로 위협하며 사신의 의중을 엿보려는 금국 군신들의 비

루함과 불경함을 준절히 꾸짖고, 송 조정과 금국의 대치 국면을 반전시

키기 위해 미리 준비해 온 환약을 삼켜 자결한다. 윤현의 강렬한 죽음으

로 인해 금국은 인재가 즐비한 송나라에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닫고 사죄

하며, 송 조정은 윤현의 죽음을 계기로 각성하여 분위기를 쇄신하고 안

정을 도모한다. 세력을 키워 가던 금국의 위협으로 인해 위태롭던 송 조

정은 윤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상황을 반전시켜 전란 없이 금국을

평정하고, 제후 관계를 공고히 다지는 동시에 다시금 중원을 지키게 된

70) <명주보월빙> 권2, 14∼21면(1권, 51∼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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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후 윤현은 주변의 오랑캐들의 반란과 같이 송 조정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끊임없이 소환되고 추모되며, 그에 대한 기억은 조정의 군

신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한편 윤현이 죽음을 통해 충절을 상징하는 인물로 소환되고 추모됨에

따라 윤부 또한 충신의 가문으로서 그 위상이 더욱 높아진다. 즉 충절의

이미지가 윤현 개인에서 윤부라는 가문으로 확장되며, 윤부 역시 충절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가문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윤광천 형제의 효행을 통한 가문의 명망 강조

윤현이 죽음을 통해 충신가로서 윤부의 위상을 드높였다면, 그의 유복

자인 윤광천・윤희천 형제는 효행을 통해 가문의 명망을 드높인다. 윤광

천・윤희천 형제의 효성이 부각되는 것은 역설적으로 윤부에 자손들을

위협할 만한 심각한 가란(家亂)이 발생하였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당대의 규범상 효도는 가장 기본적인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효행

이 대외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칭송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역경과 고난을 인내하며 오로지 효행에 힘썼다

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윤부의 영광과 비극, 도약은 모두 윤현의 죽음에서 비롯된다. 윤현의

순절로 인해 윤현과 윤부는 대외적으로 충절을 대표하는 인물과 가문으

로 자리매김하지만, 가장인 그의 죽음은 내부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한다.

평소 자신의 소생인 윤수로 하여금 종통을 잇게 하고 싶었던 위태부인은

적장자인 윤현이 죽자 그의 부인인 조씨에게서 가권을 빼앗아 친며느리

인 유씨에게 넘겨주며, 시시때때로 유씨와 공모하여 윤현의 자녀들을 해

치려 한다. 위태부인이 지난 날 자신이 재실로서 느꼈던 소외감과 열등

감이 윤현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장시광은

‘후처 콤플렉스’라고 명명한 바 있는데,71) 위태부인과 유씨의 작란으로

71) 장시광은 재실 혹은 비종부로서 느끼는 소외감과 열등감에 대해 나탈리 에
니크가 제안한 ‘후처 콤플렉스’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분석한 바 있다. 나탈리
에니크는 서양소설에 나타나는 여성 주인공 중 본부인에 대응되는 제2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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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윤부의 가내 질서는 붕괴되며 윤광천・윤희천 형제는 목숨을 위협

받을 정도로 극심한 시련을 겪는다. 위태부인과 유씨는 아직 어린 윤광

천 형제에게 의식(衣食)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하고 지레 명이 다하도

록 보채며, ‘측간과 마굿간 청소’, ‘땔감 구하기’, ‘미곡 나르기’, ‘우마(牛

馬) 보살피기’, ‘새끼 꼬기’ 등 하인들도 어려워하는 천역을 쉼 없이 시키

고 매질하며 괴롭힌다. 특히 유씨는 평소에 동서지간인 조씨[윤광천 형

제의 친모]를 시기해온데다 자신을 박대하는 남편이 상의 없이 윤희천을

양자로 들이자, 남편에 대한 원망이 더해진 상태였다. 이에 위태부인 이

상으로 윤광천・윤희천 형제를 핍박하고 배후에서 여러 음모를 꾸밈으로

써 이들의 시련을 가중시킨다.

수차례의 무고(巫蠱)와 독살 시도, 자객 동원에도 불구하고 윤광천・윤
희천 형제가 효행을 온전히 하며 장원급제하여 명망을 떨치자, 위태부인

과 유씨는 윤광천 형제가 자손을 남기지 못하도록 부부 사이를 감시하

며, 부부가 한 순간도 화락할 수 없도록 보챈다. 위태부인과 유씨는 구실

을 잡아 윤광천과 윤희천의 아내들을 죽음에 이르도록 매질하여 내쫓거

나 누명을 씌워 유배 보내는 방식으로 윤광천 형제의 좌우를 제거한다.

아내들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윤광천과 윤희천은 아내를 위해 항변하지

못하고, 부부의 정의(情意)를 돌아보지 못한다. 오히려 윤광천은 위태부

인의 뜻대로 임신한 아내를 혼절하도록 매질하고, 윤희천은 아내를 죽음

에 이르게 했다는 의혹을 감수하면서까지 위태부인을 보호함으로써 효순

함을 다하는 데에만 경도된 모습을 보인다.72)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물리적・심리적 고통을 가하며 윤광천 형제를 극한으로 몰고 가는 위태

치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 콤플렉스를 ‘후처 콤플렉스’라 명명하였는데, 장
시광은 이를 조선시대의 종법제와 처첩제라는 제도의 모순 속에서 재실과 비
종부 등 소외자들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주목하여 작품을 분석하였다(장시
광, 앞의 논문, 2002, 116∼120면; 나탈리 에니크, 여성의 상태, 서민원 역,
동문선, 1999, 163∼231면).

72) 특히 윤광천이 위태부인의 겁박에 못 이겨 임신한 진성염을 매질하는 것은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이 부친의 명으로 인해 마지못해 임신한 아내를 매
질하여 출거한 장면을 연상케 한다. 효자의 대명사로 칭해지는 유연이 아내
와 자녀에게는 무정한 남편이자 아버지로 평가받는다는 점은 경직된 효도의
폐단을 보여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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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유씨의 모습은 모든 시련을 담담히 감내하며 효를 다하는 윤광천

형제의 모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윤광천 형제 부부가 뿔뿔이 흩어지자 위태부인과 유씨는 승부수를 띄

워 이들에게 집안 어른을 시해하려 했다는 강상죄를 씌우고, 소장을 올

려 관아에 윤광천 형제를 고발한다. 황제가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위태부인과 윤광천, 윤희천 3인을 대면케 하여 직접 국문하자, 윤광천은

가변(家變)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거짓으로 미친 척하며

광언망설을 내뱉고, 윤희천 역시 위태부인을 보호하려는 형의 심사를 짐

작하여 자신들에게 광증(狂症)이 있음을 고하고 죄를 구한다.

태감 등이 위시를 다려와 복명온, 샹이 즉시 뎐젼(殿前)의 브르라 시

고, 금의부의 가 윤태우 등을 블너 오라 시니, (중략) 태우 형뎨 금의부로셔

궐졍의 드러오조손(祖孫)이 면 딜졍믄 쳔만 의외라. (중략) 스로 

각건, 긔 형뎨 젼졍(前程)은 볼 거시 업거니와 조모의 험언(險言)을 쥬츌

죄를 면키 어려오니, 하리 양광실성(佯狂失性)여 조모의 말을 실(實)

오고 긔 형뎨 스로 죄뉼(罪律)의 나아가 셰샹만를 모로고져 시븐지라.

(중략) 인하여 긔긔괴괴(奇奇怪怪)광언망셜(狂言妄說)이 긋칠 줄을 아디 못

여, 혹 참참이 슬허 쳔항(千行) 누쉬(淚水) 옷깃젹실 젹도 잇고, 혹 쾌활

이 즐겨 손벽 쳐 우며 팔흘 버려 춤추어 거디 괴망측니, [윤희천]

그 형의 양광(佯狂)을 혜아려, 이리 아냐조모의 무근디셜을 실

(實)올 길히 업믈 라나, 긔도 마양광실셩미 듕목소시(衆目所

視)의 의심을 닐윌가 여 다만 눈을 낫초고 조모를 븟드러 톄읍뉴(涕泣行

流)여 일언을 미 업디라. (중략) 성교를 듯고 쳥죄 왈,

(중략)

“폐조손(祖孫)을 다 잡히샤 면딜졍라 시니 신 등의 져바 대악이

한미 상언(上言)과 오니 어이 발명거시 이시리잇고? 신의 형이 한미를

발검여 디르미 상시 이 아니오, 져치 광증을 발미라. 한믜 말이 그

르디 아니오니 신이 아냣노라 말을 못오니, 복원 셩샹은 신의 한미를 여

보시고 신 등을 쳐참효슈샤 텬하 블초자를 징계쇼셔.”73)

윤광천과 윤희천은 혹여 위태부인이 황제를 기만한 죄로 엄벌에 처해

73) <명주보월빙> 권51, 32∼48면(3권, 307∼3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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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까 염려하여, 위태부인의 진술에 신뢰성을 더하고자 광증을 앓는 것처

럼 꾸민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강상죄를 저질렀다며 자신들의 혐의를 인

정한다. 이러한 윤광천・윤희천의 모습은 흡사 <유효공선행록>의 유연

을 연상케 한다. 유연 역시 부친과 동생 유홍을 위해 양광실성한 척하여,

적장자인 자기 대신 동생 유홍이 가통을 잇는 것에 대한 시비를 잠재웠

던 것이다. 다만 유연의 경우 생명에 대한 위협 없이 적장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에 그쳤다면, 윤광천과 윤희천은 조모를 시해하려 했다는 강상

죄를 감당하고자 양광실성한 척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내던져 조모를 구

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윤부의 종손 형제가 강상죄에 휘말림에 따라 명문가로 거듭난 윤부가

사실은 가문의 존폐를 위협할 만한 심각한 가란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점

이 대외적으로 드러난다. 위태부인이 윤부의 종손인 윤광천 등을 ‘강상대

죄’에 얽어 고발함으로써, 위태부인과 윤광천 형제의 갈등은 가문 내부에

서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선을 떠나 황제가 주관하는 공식 석상에

서 다루어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과거에 윤부가 윤현의 순절로 인

해 충신가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킨 것과 마찬가지로 윤부에 또 다른 이미

지를 덧씌우는 계기로 작용한다. 즉, 황제가 윤광천 형제를 구하기 위해

이들을 삼자대면시킴으로써 위태부인의 불인함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순임금에 비견되는 윤광천 형제의 지극한 효성이 부각됨으로써 윤부는

‘효자 가문’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비록 윤부가 ‘강

상죄’라는 민감한 사안으로 화두에 올랐지만, 이는 윤광천과 윤희천의 품

성과 효성을 부각시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황제와 대신

들은 윤부의 사건을 다루며 불인한 조모로 인해 위기에 빠진 윤광천 형

제의 처지를 애석하게 여기고, 우선 이들을 강상죄로 유배 보낸 후 위태

부인이 반성하여 화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후 위태부인, 유씨와 함께 악사를 모의하던 요승 신묘랑의 죄상이

드러남에 따라 위태부인과 유씨의 죄상도 함께 밝혀지고, 윤광천 형제

역시 억울한 죄명을 벗고 신원하게 된다. <명주보월빙>에서 윤부의 서

사는 윤광천 형제가 신원하기 전까지 묵묵히 시련을 견디며 원망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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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다하는 서사가 주를 이루었다면, 신원 이후의 서사는 이들이 위태

부인과 유씨를 진심으로 감복하게 함으로써 집안의 화목과 평안을 다지

는 방향으로 전개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윤광천 형제가 위태부인과 유씨

의 병을 치료하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차적으로 초월계가 개입하여 완악

한 유씨를 진심으로 회과시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질병으로 인해 심신

이 가장 나약해진 순간에 위태부인은 윤광천 형제의 효성에 진심으로 감

복하여 과거의 악행을 반성하며, 완고했던 유씨 역시 초월계의 개입을

통해 양자 윤희천의 정성에 마음을 열게 된다. 윤광천・윤희천 형제는

효를 통해 가란을 다스림으로써 부친인 윤현의 뒤를 이어 대외적으로 윤

부의 위상을 높이고, 윤부가 충효를 아우른 상징적인 가문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한다.

2) 정치적 부침과 명철보신(明哲保身)의 강조

(1) 누명에 의한 역모 혐의와 신원

<명주보월빙>에서 하부의 서사는 정치적인 시련과 신원으로 함축된

다. 하부는 윤부, 정부와 더불어 명망 높은 가문으로 제시되지만 역적 누

명으로 인해 가문의 존폐 위기를 겪은 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복권된

다. 가문이 신원되기 전까지 죄인으로 몰락하여 유배지에서 지내며 하층

민들처럼 간고(艱苦)한 삶을 살았기에, 하부의 분위기는 다른 두 가문에

이해 비감(悲感)이 짙은 편이다. 윤부에서 윤광천과 윤희천은 가내의 변

란으로 인해 인고의 세월을 보내지만 여전히 명문가의 자손으로서 추앙

받는 명사의 지위를 누리고, 정부는 시종일관 호방한 부귀권세가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하부 역시 작품의 초반부에는 호방한 분위기를 보이지만,

역적 누명으로 인한 가문의 몰락은 하부 인물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다.

하부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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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명주보월빙> 하부 가계도

일찍이 하진은 적장자인 하원경을 비롯하여 하원보, 하원상 세 아들과

함께 관직에 나아가 명망을 누린다.74) 그러나 부귀권세 등을 혐의치 않

고 시시비비를 밝히는 강직한 성정으로 인해 간적들의 표적이 되고, 이

로 인해 비극이 시작된다.

하부의 몰락은 하진이 초왕과 김탁[김귀비의 부친]의 불의한 일들을

간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하진의 간언으로 인해 황제가 초왕과

김탁을 질책하자, 그들이 앙심을 품고 하부 일가를 해치기로 모의한 것

이다. 초왕과 김탁은 하진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외직으로 떠난 사이

황제에게 하진이 민심을 얻고 반역을 꾀하려 한다며 끊임없이 참소하는

한편, 하진의 세 아들[하원경, 하원보, 하원상]이 입번한 날 개용단을 써

이들이 황제를 해치려 한 것처럼 꾸민다. 참소를 믿지 않던 황제는 하원

경 형제를 오해하여 즉시 이들을 잡아들여 국문하고, 위사(衛士)를 보내

하진을 잡아오게 한다. 국문 과정에서 다수의 증언을 통해 이들의 무고

한 정황이 밝혀지지만 황제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결국 삼형제는 고

문 끝에 감옥에서 연이어 죽음을 맞는다. 삼형제가 죽은 후에도 김탁 일

74) 일찍이 하진 부부는 하원경, 하원보, 하원상, 하원광과 하영주 4남 1녀를 두
지만, 역적 누명으로 인해 하원경과 하원보, 하원상이 죽임을 당한 후 하원
광, 하영주 남매만을 슬하에 두게 된다. 이후 유배지에서 죽은 삼형제가 차례
로 환생[하원상, 하원창, 하원필]하여 하진 부부는 다시 슬하에 4남 1녀를 두
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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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은 하부를 몰살하기 위해 하진의 막내아들인 하원광까지 잡아들이며,

하진에게 역모죄를 연좌하고 이미 죽은 세 아들도 다시 참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원광의 정대한 변론과 윤부, 정부 인물들을

비롯한 충신들의 간언 덕분에 하원광은 무사히 풀려나고 하원경 삼형제

의 시신도 온전히 보전하게 된다. 다만 하원경 삼형제의 비보(悲報)가 전

해지자, 하원경의 부인이자 하부의 종부인 임성옥 역시 조용히 자결을

선택함에 따라 하부는 하루아침 사이에 장성한 세 아들과 종부를 모두

잃게 된다.

하진 부부는 세 아들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남은 자녀들과 함께

촉 땅의 유배지로 떠난다. 이들은 한풍(寒風)과 비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

하는 퇴락한 초옥에서 힘겹게 유배생활을 시작하고, 막내아들인 하원광

은 세 형들의 죽음 이후 하부의 장자가 되어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본

격적인 생활전선에 뛰어든다. 그는 과거에 귀공자로서 누리던 안온한 삶

을 잊고 오직 논밭에서 호미질 하고 소를 먹이며 쟁기질을 익힐 뿐, 사

대부로서 마땅히 수련해야 할 시작(詩作)이나 독서에는 마음을 두지 않

는다. 가문이 몰락하기 전에는 수련과 출사를 위해 시문을 익혔지만, 죄

인으로 몰락한 처지에 출사는커녕 의식주의 해결이 더 긴요한 현실적 문

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진 역시 명망 높은 재상이었지만 일시에 대

역 죄인으로 전락하고 자식들의 죽음을 경험했기에 아들에게 더 이상 학

문을 권하지 않고, 참화여생으로 자처하며 오직 남은 자녀들이 오래 살

기만 바라는 나약한 성정으로 바뀌어 버린다.

세월이 지나 황제는 황손의 탄생을 기념하여 대사면령을 내리고, 이때

를 틈타 정부의 정천흥은 초왕과 김탁 부자의 죄상과 하진 부자의 억울

함을 고한다. 과거 역모사건의 진상을 알게 된 황제가 분노하여 김탁 부

자의 죄를 묻고 당시에 공모했던 환관들을 추문하자 이들의 죄상과 하진

부자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황제는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현

신(賢臣)을 죽이고 귀양 보낸 과거를 반성하며, 하부를 신원케 하고 하진

을 정국공에 봉하여 경성으로 불러들인다. 황제가 무고한 신하를 죽인

것을 후회하자, 하진은 이전에 자신이 어질게 간언하지 못했기에 간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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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움을 산 탓이라며 모든 잘못을 자신에게 돌리고, 죽은 아들들은 다

운명이 궁박했던 것뿐이라 고한다. 자식들의 죽음을 겪은 데다 가문이

신원되기 전까지 죄인의 신분으로 오랜 시간 간고한 삶을 살았기에, 하

부는 시종일관 비극적인 정조에 휩싸이는데 이는 가문이 신원된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 <명주보월빙>에서 하부가 겪는 일련의 비극적인 사건

들은 정치적 부침으로 인해 시련을 겪었던 조선후기 가문들의 현실을 일

정 부분 반영한다. 작중에서 하부의 서사는 정치적 시련과 극복에 초점

을 둠으로써 다른 가문들과 구별되는 하부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선명하

게 부각시킨다.

(2) 복수를 통한 설한(雪恨)과 명철보신

<명주보월빙>은 윤・하・정 세 가문의 독립적인 서사가 서로 얽혀 있

는 양상을 보이는데, 하부의 서사만을 분리하여 본다면 영웅소설과 흡사

한 면모를 보인다.75) 하부의 서사가 정치적 시련에 의한 몰락과 가문의

신원에만 국한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가문의 몰락과 형들의

죽음을 지켜본 하원광은 자신의 가문을 극한까지 몰고 갔던 이들에게 철

저히 복수함으로써 통쾌함을 선사한다.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몰락’과

‘복수를 통한 공업의 성취’라는 면에서 하원광은 <유충렬전>이나 <조웅

전> 등 영웅소설의 주인공들과 강한 친연성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76)

하원광의 복수는 정적들이 소요사태를 일으키고 반란을 도모함에 따라

반란을 진압하고 조정을 안정시킨다는 공적 업무를 띤 가운데 이루어진

75) 차이는 있지만 선행연구에서도 <명주보월빙>을 영웅소설과 비교・분석한
바 있는데, 주로 남성인물들의 영웅적인 활약이나 ‘영웅의 일생’ 구조가 수용
되거나 변개된 양상에 주목하였다(성숙, 앞의 논문, 1979; 이상택, 앞의 논문,
2003; 박경숙, 앞의 논문, 1990).

76) 일찍이 이상택은 ‘영웅군의 시련과 자기갱신’에 주목하며, <명주보월빙>의
윤광천, 윤희천, 정천흥이 각각 ‘전쟁영웅적 자기갱신’, ‘성자적 삶의 갱신’,
‘전인적 삶의 갱신’을 보여준다고 분석한 바 있다(이상택, 위의 논문, 2003,
118∼135면). 그는 하원광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는데, 영웅소설과 견주어
본다면 하원광과 하부의 서사야말로 작품 내 다른 가문이나 인물들에 비해
영웅소설적 면모를 뚜렷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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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부의 신원과 동시에 자신의 죄상이 밝혀져 두려워하던 초왕은 자

신의 봉토(封土)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초왕에 대한 원한이 남달랐던 하

원광은 “역뎍을 쥬멸여 우흐로 국가 근심을 더옵고, 아로 신(臣)의

슈(私讐)을 갑고져 옵니”라며 출전을 자원한다.77) 결전 끝에 사면

초가에 몰린 초왕은 자결하려 하지만, 오랫동안 복수의 순간을 기다려

온 하원광은 그에게 자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초왕이 앙텬(仰天) 탄왈,

“ (중략) 이졔 계궁녁딘(計窮力盡)며 용댱(勇將)이 다 죽어시니, 텬의(天

意) 돕디 아니미 여거, 내 이졔 라 므엇리오?”

언파의 문(自刎)코져 더니, 원쉬 초왕 흉인을 친히 죽여 삼형의 원슈를

갑흐려 디라. 나시 을 워 초왕의 알피 가, 녀성(厲聲) 왈,

“흉뎍의 무상(無狀)미 셕년(昔年)의 튱현(忠賢)을 온가디로 여 내 집

의 참화를 치고, 셩쥬(聖主)의 일월디춍(日月之聰)을 가리와, 만고 간악역신

의 졍(情態) 극딘히 가디라. 스로 참남(僭濫)을 두어 나명(拿命)

을 역(逆)고, 초디(楚地)를 굿게 넉여 텬됴(天朝)를 항형(抗衡)코져 다가,

명망디화(滅亡之禍)를 (自取)니, 너의 죄를 니를딘천무석(千死無惜)

이오, 만사유경(萬死猶輕)이라. 엇디 형톄(形體)를 네 손의 맛니 이시리오?”

언미(言未)의 뇽텬검이 니곳의 초왕의 머리 마하(馬下)의 러디니, 원쉬

졸노 그 머리를 셩문의 다랏다가 황셩으로 가져가믈 니르고, 친히 그 복장

(腹臟)을 헤치고 념통과 간을 혀고, 창를 어 도듕의 바리라니, 임의

초왕이 죽으초국을 평(平)디라.78)

하원광은 초왕이 자결하려 하자 멀리서 말을 타고 급히 달려와 이를

저지하며, 초왕의 모함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울분을

토해내고, 그의 반역을 준절히 꾸짖은 후에야 직접 그의 머리를 베어 죽

인다. 이어서 그는 반역에 대한 징벌로 초왕의 머리를 성문에 달게 하고,

직접 그의 배를 갈라 염통[심장]과 간을 꺼내 죽은 형들에게 제사지냄으

로써 형들에 대한 복수와 공업을 동시에 이룬다. <명주보월빙>에서 하

원광의 과격한 면모는 죽은 형들에 대한 비통함과 원수들에 대한 형언할

77) <명주보월빙> 권37, 23면(2권, 528면).
78) <명주보월빙> 권45, 21∼23면(3권, 128∼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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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분노를 강조하며 이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그려진다.79) 초왕을

정벌한 공로로 하원광은 초평후에 봉해지며, 또 다른 원수인 김탁의 습

격으로부터 황제를 구함으로써 더욱 황제의 신임을 얻는다.

하부가 신원한 후 옥에 갇혔던 김탁은 탈옥하여 군사를 키우는 등 후

사를 도모한다. 그는 교외의 능묘를 배알한 후 돌아가는 황제의 행렬을

급습하여 왕권을 찬탈하려 하지만, 하원광이 목숨을 걸고 황제를 보호함

으로써 그와 격전을 벌인다.

좌우 산곡으로 좃듕쳡군병이 크게 납함(吶喊)고 다라 셩가(聖駕)

를 에워고 시셕(矢石)이 비오여 만됴문무를 다 뭇디르려 니, (중략)

뎍셰 급여 어가(御駕)를 범코져 니, (중략) 하매 뎍댱으로 졉젼 오합

(四五合)의 (중략)　좌비(左臂) 살흘 마피 흐르이연이 혀 더디고, 흐르

살흘 쇽쇽히 칼노 리쳐 바리니 (중략) 무슈뎍댱을 좌로 치고 우로 즛

쳐 압흐로 호며 뒤흐로 막나, 쳔병만마(千兵萬馬) 온하매 필단검

으로 졉젼거동이 신긔며, 용과 녀력(膂力)이 당셰 무이라. 뎍댱 오

십여인을 경의 버히고, 다만 털광도뎍으로 호기를 긋치디 아니더

니, 하매 몸을 오쳐 뎍댱의 우여 올나, 그 칼흘 아더디고

급히 털광를 벗기디르니 이 믄득 초왕으로 더브러 긔 삼형(三兄)을 참

(慘害)여 문호의 참화를 친 김탁 흉인이라. 당시 여긔 원(私

怨)은 니르디 말고, 그 죄악이 텬디의 관영(貫盈)여 흉역(凶逆)이 이치 낫

타나니, 일시를 살와두미 분완(憤惋)디라. 그 멱을 트러 잡고 큰 힘을 다여

마샹(馬上)의셔 휘두루기를 이윽이 다가 (중략) 난여 아셔 김탁의 머리와

슈죡(手足)을 버히고 그 를 갈나 창를 칼 여 먼니 더디며 념통을

두다려 업시고, 긔 올나 졔뎍(諸賊)을 버히고 항(降)굿여 죽

이디 아니여, 만흔 뎍당을 스로 흣터디게 (하략)80)

79) 하원광은 이미 초왕을 죽인 후, 그의 시신을 철저히 능욕하는 모습을 보인
다. 초왕의 머리를 베어 성문에 단 것과 그의 염통과 간을 꺼내 형들에게 제
사지낸 것은 반역자에 대한 처벌과 본보기, 가문의 원수에 대한 보복의 의미
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의 창자까지 꺼내어 길가에 버리게 한 것은 다소 과
도하다. 그가 형들에게 제를 올린 후 초왕의 간을 씹었다가 뱉어버리는 등의
모습은 <유충렬전>에서 장안의 만민들이 모여들어 정한담과 최일귀의 시신
을 저미고 물어뜯으며 분한을 푸는 모습과 유사한데, 이는 <명주보월빙>이
영웅소설에서 주인공들이 원수를 갚고 분노를 표현하는 방법을 반영한 것이
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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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탁의 갑작스런 공격으로 인해 황제의 행렬은 우왕좌왕하고, 황제의

호위장군들까지 부상을 당하자 하원광은 갑옷도 입지 않은 채 필마단기

로 적군을 헤치고 들어가 황제를 구해낸다.81) 그는 화살에 맞은 채 피를

뚝뚝 흘리는 순간에도 태연하게 팔뚝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고 흩날리는

화살을 칼로 막아내며, 전후좌우로 밀려드는 적군들을 무찌름으로써 황

제를 보호한다. 또한 정체를 숨기고 적군들을 진두지휘하던 김탁의 가면

을 벗겨내 그의 정체를 확인한 후, 황제의 난여 아래에서 직접 그를 베

어 죽인다. 대역죄인을 징치하고 자신의 손으로 오랫동안 꿈꿔 오던 복

수를 완성한 것이다. 위기의 순간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황제는 환궁하여

태자에게 하원광의 공로를 이르며, “딤이 하원광 곳 아니런들 딘실노 무

히 환궁믈 엇디 못여시리니, 금일 후원광을 여나 신뇨와 치

졉디 못리라”82)는 말로 그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드러낸다. 황제는

지난날 그의 형제들을 죽게 만든 것을 후회하고 자신의 실덕을 인정하는

데, 이는 하원광에게 그 어떠한 포상보다도 큰 의미를 지닌다. 황제의 발

언을 통해 그는 형제들의 무고한 죽음과 가문의 결백을 다시 한 번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명주보월빙>에서 초왕과 김탁은 국가의 명운을 위협하는 부정적인

세력이자 하부의 철천지원수로 그려진다. 윤광천, 정천흥 등도 뛰어난 인

물이지만, <명주보월빙>에서는 초왕, 김탁과 사적인 원한 관계로 얽힌

80) <명주보월빙> 권58, 10∼17면(3권, 502∼505면).
81) <명주보월빙>에서 황제의 형상은 <유충렬전> 등 영웅소설에서 우왕좌왕하
는 황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적군의 습격 속에서 황제는 초연하거나
당당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칼날이 옷깃에 닿자 대경실색하고 말도 하지 못
하는 나약하고 무능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는 오직 호위장군들과 하원광의
활약에 기댈 뿐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미 예전에 간신들의 참소로 하부
일가를 저버린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간신들의 참소에 현혹되어 정천흥 등
정부의 인물들을 의심하며 곤경에 빠뜨린다. 권력에 대한 강한 집념을 보이
며 끊임없이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영웅소
설에서는 이러한 황제를 희화화하거나 힐난하기도 하지만, <명주보월빙>은
황제의 권위를 존중하며 오직 충을 다하는 주인공의 면모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82) <명주보월빙> 권58, 18면(3권, 50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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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광에게 이들을 직접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비록 누명에

불과하지만 역적의 가문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지우지 못한 상황에서

하원광으로 하여금 초왕과 김탁의 역모를 대외적으로 처단하게 한 것이

다. 이는 혹여 하부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불

식시키는 동시에 황제와 조정을 구한 충신 가문으로서 하부의 위상을 드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초왕과 김탁의 죄상이 과거에 하부를 모함

했던 일까지 소급됨에 따라 하부의 억울한 ‘희생양’ 이미지가 부각되며,

그러한 억울함을 견디고 종묘사직을 지킨 충신가로서의 위상은 더욱 강

화된다. 이처럼 하부는 정치적 시련을 겪은 후 신원하여 정적들에게 복

수함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동시에 자손들의 안위를 염려하여

지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명철보신을 강조하는 등 윤부, 정부

와는 대별되는 서사적 특징을 보인다.

3) 우도(友道)의 실천 및 명문가 실현

(1) 우도(友道)의 실천과 대의 실현

<명주보월빙>에서 정부는 우도(友道)를 실천함으로써 윤부와 하부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대의를 실현하며, 출장입상 등을 통해 명문가로 거

듭난다. 정부는 윤부와 하부가 가문 차원에서 화란을 겪는 것에 비해 비

교적 평안과 복록을 누리는 가운데 두 가문을 지지하며 조력자 역할을

자임한다.

먼저 정부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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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명주보월빙> 정부 가계도

정부의 구성원들 중에서도 정연과 정천흥 부자는 대를 이어 우도를 실

천하며 윤부와 하부에 대한 조력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특히 정연

은 하부가 역적이라는 누명을 쓰고 멸문할 위기에 놓였을 때, 연좌될 위

험을 무릅쓰고 “하진의 역모지(逆謀之事) 젹실올진신등이 

를 당리이다”83)라고 간언함으로써 친우(親友)의 결백을 주장하며, 하

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는 하진이 하옥된 상황에서 그

의 세 아들이 국문 끝에 죽음을 당하자 직접 나서 이들의 시신을 수습하

며, 군사들의 경계망을 뚫고 하부에 찾아간다. 그곳에서 하진의 부인을

위로하고 남은 자녀들과 목숨을 부지하도록 당부하는 등 하부가 위기 속

에서도 최대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윤[윤수]・뎡[정연] 이공이 녕구(靈柩)를 안둔고 바로 하부로 오니, 군병이

겹겹이 에워디라. (중략) 드드여 시녀 등을 블너 부인 긔력과 쇼져 소식을

뭇고 부인긔 젼어 왈,

“쇼등이 존슈(尊嫂)긔 말을 고미 미안오나, 참화를 당와 밋쳐 녜

의를 히지 못옵고, 참변을 각오오붕졀(五內崩切)믈 지 못

83) <명주보월빙> 권3, 30면(1권, 1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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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니, 존슈혀 괴이히 넉이지 마르쇼셔. 안[하원경] 등의 참므

슨 말을 알외리잇고? 하날이 무심시고 신명이 블찰(不察)믈 통한옵

니, (死者)이의(已矣)라. 슬허여 밋길히 업니 이제퇴지[하진]

형의 부나 무키를 라라. (중략) 됴졍 의논이 하형[하진]의 튱졀을

져마다 칭원(稱冤)여 갈구(渴求)이 이시니, 간당(奸黨)이 간로 현인을

다 믓지르지 못오리니, 존슈궁텬지통(窮天之痛)을 으시고 죵시말(終

乃始末)을 보샤, 을 가야이 마르시고 쇼져의 어린 나상(傷)믈 념녀

쇼셔.”84)

정연은 시운이 막혀 불행이 닥친 것을 한탄하며, 하진의 부인에게 조

정에서 하진을 위해 전력을 다해 간언할 것이라며 안심시키는 한편 남아

있는 어린 자녀들을 위해 마음을 굳게 먹을 것을 재차 당부한다. 정연

등 다른 대신들의 간언 덕분에 하부의 사건은 남은 식솔들이 노비로 전

락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등의 화란 없이 서촉 땅으로 유배 가는 선에서

마무리된다.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하진 부부가 세 아들의 장례도 치르

지 못한 채 떠나게 되자, 정연은 그를 위로하며 삼형제의 장례를 무사히

치러 하부의 선영에 안장해 주겠다고 약속해 친우의 마음을 달랜다. 역

적을 비호하고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까지 치러 주는 것은, 본인

마저 역적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지만 정연은 개의

치 않고 친우의 비극을 애통해하며 신의를 다한다. 이는 정연이 우도를

중시한 것이기도 하지만 충신이 억울하게 모함당하는 불합리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대의를 밝히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죽음을 무릅쓰

고 친우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정연의 모습은 <명주보월빙>에서 진정한

우정과 신의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정연의 장자이자 정부의 종손인 정천흥 역시 부친 못지않은 의기와 담

략을 보여준다. 하부의 사건이 발생한 후, 그는 하부를 신원할 수 있는

증거물을 간직한 채 길시를 기다려 간신들의 죄상을 밝히고, 하부가 재

기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다. 정천흥의 도움으로 하부는 오

랜 누명을 벗고 다시 예전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었으며, 정천흥은 하부

84) <명주보월빙> 권3, 46∼49면(1권, 110∼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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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련 속에서 성장한 하영주가 수차례 화란을 당할 때마다 그녀를 구

조하여 하부 구성원들에게 은인과 같은 존재가 된다.

한편 가란을 겪던 윤부 역시 정연・정천흥 부자의 도움을 통해 가문의

명성이 실추되는 것을 막는다. 윤현의 죽음 이후 실질적인 가장이 된 윤

수[윤현의 이복동생]가 요약에 취해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자, 정

천흥은 그가 요약의 해를 피할 수 있도록 외직에 나가는 것을 추천한다.

즉 그를 윤부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훗날 그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

지 못했다는 혐의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요약의 작용이기는

하나 윤부의 가장이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윤부의 명망을 위

해 퇴로를 마련해 준 것이기도 하다. 또한 정연은 훗날 윤부의 가란이

진정된 후 죄인들을 처벌할 때 윤부의 어른인 위태부인 등이 연루되자,

이들을 처벌한다면 윤광천 형제가 세상에 행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위

시를 뎡(定配)치 마르시고 뉴시를 샤(賜死)치 마르샤, 윤광텬 형뎨로

여금 셩효를 온젼케” 해 달라고 여론을 조성한다.85) 그 덕분에 윤부는

집안의 어른이 공개적으로 시비의 대상이 되어 처벌받는 일을 면하고 존

엄성을 지키게 됨으로써 대외적인 체면과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정천흥은 평소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하부와 윤부를

위해 애쓰는 한편 자신을 해치려 했던 인물까지 포용하여 선도(善道)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 구몽숙은 평소 정천흥과 정부의 위세를 시

기하여 정천흥에게 역모 누명을 씌우고 정부 전체를 위협하지만, 정천흥

은 구몽숙의 죄상이 밝혀진 후에도 오히려 그가 극형을 피하고 공적을

세워 죄를 상쇄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몽슉을 구도리업셔 뎡히 쥬져즈음의 (중략) 평남휘[정천흥] 쥬 왈,

“구몽슉의 죄악은 관영오나, 원간 그 문학과 조츌어범뉴(出於凡類)

온디라. 신이 졀노 더브러 뎍디 아닌 혐극(嫌隙)이로, 신의 우튱(愚忠)이 본

국가를 위오(私事)를 도라보디 아니옵니, (중략) 신의 쇼견은

몽슉의 죄를 물시샤 안무샤를 삼으미 맛당가 이다.”86)

85) <명주보월빙> 권61, 35∼36면(4권, 13∼14면).
86) <명주보월빙> 권61, 44∼45면(4권,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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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죽는 것은 물론 가문 전체가 멸문당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정

천흥은 구몽숙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87) 이는 정천흥의

관대한 면모를 부각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

의 사사로운 혐원은 개의치 않는 공명정대한 장자로서의 면모가 두드러

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처럼 정부의 가부장[정연]과 그 후계자[정천흥]라는 상징성을 띤 인

물들이 우도를 지키며 대의를 수호하는 모습은 <명주보월빙>에서 정부

의 정체성과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연이 ‘문경지교(刎頸

之交)’라는 문자 그대로 자신과 가문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벗을 위해

부당한 현실에 맞섬으로써 우도를 실천하였다면, 정천흥은 자신과 가문

을 해치려 한 인물까지 포용하고 계도함으로써 더 큰 대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더욱이 이들은 상대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고심

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부가 억울함을 벗고 신원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윤부가 가란을 자체적으로 수습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성한 것, 구몽숙

이 공적으로 죄를 상쇄할 수 있도록 한 것 모두 결과적으로 이들이 명예

를 지킬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이는 사대부들에게 물리적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으로 정신적인 가치, 즉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

요한 문제였음을 짐작케 하며, 정연과 정천흥 부자가 곤경에 처한 사대

부들에게 적재적소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을 주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정연과 정천흥 부자는 모두가 시비곡직을 분명히 알면

서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 여론을 조성하여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의 인물들이 일신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조정에서 선

도자적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대의를 수호하는 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강

87) <윤하정삼문취록>에서도 정부의 인물들이 타인을 구제하여 선도(善道)로
이끌고 대의를 실현하고자 한 면모가 나타난다. ‘정운기’와 ‘원홍’은 각각 <명
주보월빙>의 ‘정천흥’, ‘구몽숙’에 대응되지만, 구몽숙과 달리 원홍은 끝내 회
과하지 못한 채 더 큰 악의 세력을 구축하고 결국 오랑캐들과 결탁한 끝에
비참한 죽음을 맞는다. <명주보월빙> 연작이 유사한 사건과 인물을 설정했
음에도 서로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은, 두 작품이 ‘대의실현’이라는 공통적인
화두 속에서 ‘포섭’과 ‘배제’라는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가진 것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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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출장입상과 정문(旌門) 포장(褒獎)을 통한 명문가 실현

정부는 정연과 정천흥 부자를 중심으로 당대의 명문가로 부상하는 기

반을 다진다. 명문가는 관직뿐만 아니라 학맥과 혼맥, 현조(顯祖)의 위업

을 계승할 수 있는 가문 구성원의 역량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

어지는데,88) 고전장편소설에서는 이를 ‘명가실현 서사’의 측면에서 접근

하기도 했다.89) <명주보월빙>의 중심가문인 윤・하・정 세 가문 모두

상술한 조건에 부합하지만, 윤부와 하부가 각각 가란과 정치적 부침을

겪은 후 필연적으로 가문을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과 달리,

정부는 시종일관 부려(富麗)한 명문가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왕후장상을

배출하여 가문의 영광을 높인다. 정부의 인물들은 대체로 유연하고 호방

한 기상을 지닌 것으로 묘사되며, 부귀에 대한 두려움을 드러내지 않는

데, 이는 하부가 신원하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 후에도 부귀를 두려워

하는 모습과 대비된다.

정부가 흥성해가는 과정은 흡사 <소현성록> 연작의 소부를 연상케 한

다.90) <소현성록>의 소현성이 유일한 아들로서 가문을 이끌어야 했듯이,

88) 김학수, 끝내 세상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삼우반, 2005, 8∼23면.
89) 김위경은 ‘명가실현 서사’에 대해 자신의 가문을 명문가로 만드는 것을 서사
의 주제로 구현한 것이라 정의하며, 명가실현 서사는 현조(顯祖)의 존재감과
문한(文翰)이 탁월한 후예들의 설정, 가문의 품격을 유지 계승할 수 있는 구
성원의 자질, 가문의 이름에 역행하는 문제적 개인 등에 주목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소현성록> 연작,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등의 ‘명가
실현 서사’를 분석하여 17세기 벌열층의 의식을 구명한 바 있다(김위경, ｢17
세기 장편소설의 명가실현 서사와 다층적 벌열의식｣,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7, 2∼3면; 45∼176면).

90) <소현성록>의 소부와 <명주보월빙>의 정부는 각각 ① 홀어머니가 설정된
다는 점[양부인, 순태부인], ② 소현성과 정연에게 다른 남자 형제가 없다는
점, ③ 소현성과 정연의 자녀 세대에 본격적으로 가문이 흥기한다는 점, ④
가장 뛰어난 아들[소운성, 정천흥]이 왕위에 제수되고, 공주와의 사혼으로 인
해 부부갈등을 겪는다는 점, ⑤ 반란 혹은 역모 혐의[소세명의 반란, 정천흥
의 역모 누명]로 인해 곤경에 처하지만 무사히 극복한다는 점 등 가문이 흥
기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부분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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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역시 독자(獨子)로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문을 책임져야 했으며,

소부와 정부 모두 자녀 세대에 이르러 왕후장상을 배출하는 등 본격적으

로 흥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연의 5남 2녀 중 정천흥은 가히 독보적이

다. 그는 정연의 적장자이자 정부의 종손으로서 부친과 함께 가문의 운

명을 짊어진다. 일찍이 그는 문과와 무과에 모두 장원급제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어린 나이일 때부터 ‘운남왕의 반란’과 ‘해북왕의 반

란’, ‘제국왕의 반란’을 차례로 평정하고, ‘평남후’, ‘북평공’, ‘제국왕’에 차

례로 봉해져 가문의 위상을 높인다. 정천흥이 문무에 능하지만 주로 전

공을 세워 가문의 입지를 다졌다면, 정연의 차자인 정인흥은 예부상서

등 주로 문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태자의 스승이 되어 가문의 명망을

높인다. 이 외에 정연의 다른 아들들 역시 문무의 영역에서 고르게 활약

함으로써 조정에서 정부는 더욱 공고한 입지를 다진다.

한편 정연의 두 딸[정혜주, 정아주] 역시 황제에게 직접 정문을 포장

받음으로써 정부가 명문가로 거듭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정혜주는

윤부와 정혼한 후 태자의 후비로 간택되자 부친을 하옥하겠다는 위협에

도 불구하고 사리로써 간하여 황제를 감동시키며, 정아주는 남편[하원창]

이 살인누명으로 인해 위태로워지자 등문고를 울려 진상을 밝히고 남편

을 구한다. 이들은 당대 여성들에게 중시된 ‘열절’을 지키기 위해 여성으

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일, 즉 절의를 지키기 위해 황제에게 부당함을

고하고 등문고를 울려 조정의 백관들 앞에 서는 일들을 기꺼이 감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은 각각 정문을 포장 받으며, 정부는 딸들의

열절을 통해서도 명문가의 입지를 굳힌다. 특히 여성들의 정문 포장은

친정뿐만 아니라 시댁의 위상도 함께 높인다는 점에서 남성들의 활약이

주로 자기 가문의 영예만 높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더욱이 정혜주와

정아주의 시댁이 각각 윤부와 하부로 설정된다는 점, 정부가 윤부・하부
의 조력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혜주와 정아주가 정문

포장을 통해 시댁의 명예를 높인 것 역시 정부가 윤부와 하부의 명예를

지켜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자녀들의 활약을 통해 차근차근 독보적인 명문가로서의 위상을



- 45 -

다지며, 이는 정부가 조력자로서 윤부와 하부 등 다른 가문들을 지지하

고 지탱해줄 수 있는 근간이 된다. 정부는 명문가로서의 영예를 누림과

동시에 그에 못지않은 책임 역시 소홀히 하지 않는다. 이는 조정의 공론

을 주도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벗들과의 우도를 중시하며 이들을

지지하는 동시에 유대가문들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할 것이다.

2. 대립적 인물 유형을 통한 이념과 욕망의 조명

1) 규범적 인물 배치를 통한 이념성의 강조

(1) 효행을 통한 규범의 강조

<명주보월빙>은 규범적 인물을 작품의 전면(全面)에 배치하여 상당히

보수적이고 이념지향적인 성향을 보인다. 이는 충・효・열 등 유교적 이

념에 충실한 인물들과 이들이 추수하는 사회적 규범을 강조하거나, 권도

를 행함으로써 인자(仁者)를 지키고 대의(大義)를 수호하는 인물들의 활

약을 통해 강조된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 배치는 앞서 언급한 각 가문의

성격과 상호조응하는 경향을 띤다. 즉, 윤・하・정 세 가문의 특징적인

서사가 가문 내 인물들의 성격을 규정하는 동시에 이러한 인물들의 성격

이 해당 가문의 서사를 규정하는 형태로 순환되는 양상을 띠는 것이다.

<명주보월빙>에서 윤・하・정 세 가문의 인물들은 모두 당대의 유교

적 규범을 추수하고 수호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입지와 가문의 명망을

높인다. 이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생사를 초월하여 사회적 규범과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데, 이러한 면모는 다소 교조적이고 이념만을 추수

하는 박제된 인간형으로 비치는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심리묘사 및 대화 등을 통해 이들의 번민과 인간적인 고뇌

또한 함께 살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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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천은 금국에서 순절한 윤현의 유복자(遺腹子)이자 윤광천의 쌍둥

이 동생으로, 숙부인 윤수의 양자가 된다. 그는 효성스럽지만 다소 과격

한 기질을 지닌 윤광천과 대비되는 인물로, “일동일졍(一動一靜)이 녜의

를 심(深思)고, 공(孔孟)을 스셩니도군(性理道學君子)”

로 묘사되며, “너그럽고 효슌여 효우를 힘며 셩니(性理)를 슈련여

만사의게 디나”91)는 인물로 제시된다. ‘효우에 힘쓰는 성리도학군

자’라는 인물평은 이후 그의 행적을 짐작케 한다.

윤희천은 숙부[윤수]의 양자가 된 후, 은악양선(隱惡佯善)한 양모 유씨

로 인해 혹독한 시련을 겪는다. 친부인 윤현의 죽음 이후 윤부는 위태부

인과 유씨에 의해 좌우되며, 그는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기 힘든

가운데 친모인 조씨와 형 윤광천, 누나 윤명아가 조모와 양모에게 속수

무책으로 학대당하는 것을 바라보며 괴로워한다. 친혈육이 생명을 위협

당하며 고초를 겪는 가운데 그는 친모와 양모 사이에서 효를 온전히 하

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양모의 악행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쓴다. 이에 양

모가 내린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스스로 해독하여 몸을 보전하며, ‘측간과

마굿간 청소’ 등 천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외지에서 양부가 돌아온 후에

는 양모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 광증(狂症)이 발작한 척하며 천역에 매달

린다. 그는 양모의 실덕이 드러날 때마다 형[광천]에게 ‘천하에 옳지 않

은 부모는 없다(無不是底父母)’며 오직 효를 다할 것을 권면한다. 이처럼

자신의 몸에 닥친 시련에는 의연히 대처하며 묵묵히 감내하지만, 친모인

조씨의 침소에서도 저주하는 요예지물(妖穢之物)이 발견되자, 그는 친모

의 안위가 위협받는 것과 양모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 사이에서 괴로워한

다.

공[윤희천] 크게 놀나 오,

“형댱의 니르시실시녀외(實是慮外)로소이다. 이 블과 간교비복(婢

僕)의 작용이어, 믄득 챵셜여 대인[윤수]긔 고, 반시 대단거죄

잇셔 아답디 아닌 단이 계시리니, 원컨형댱은 일지 마르쇼셔.” (중략)

공의 명견 달식으로 엇디 양모의 작용이믈 모로리오? 만일 부젼(父前)

91) <명주보월빙> 권13, 3∼4면(1권, 4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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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고대변이 이실디라. 망극한심믈 니긔디 못여 금번디를 물시(勿

施)기를 삼 간걸니, 부인[조씨, 윤광천・윤희천의 친모]이 그 디셩대효

(至誠大孝)를 긔특이 넉이고, 이 뉴시 일인(一人)의 작용 아니믈 알디

라.92)

형 윤광천이 모친의 침소에서도 요예지물이 발견된 것에 분노하여 숙

부에게 사실을 고하려 하자, 윤희천은 양모의 악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

기 위해 모든 일을 비복들의 탓으로 돌리고 형에게 재삼 함구할 것을 간

청하며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애쓴다. 조씨 역시 윤희천의 처지를 안타

깝게 여기고 사건의 배후에 위태부인도 개입되었을 것이라 여겨 이 일을

조용히 덮기로 한다. 이후에도 윤광천이 유씨의 강요로 인해 유교아[유

씨의 조카]와 혼인하며 유부를 원수로 지목하자, 윤희천은 자질(子姪)의

도리상 그러한 마음을 두는 것은 불가하다고 간곡히 간언한다.93) 그는

자신과 자신의 친혈육을 해치려는 양모의 악행이 심해질수록 번민하며

괴로워하지만, 오로지 효순함에 힘쓰며 양자 사이에서 자신의 도리를 다

하기 위해 애쓴다.

형과 함께 강상죄의 누명을 쓰고 유배되었던 윤희천은 신원하여 돌아

온 후, 양모를 죄수로 삼고 청현화직에 나오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혀 유

씨를 구하고자 하며, 유씨와 이혼하여 출거하려는 양부를 막아서고 설득

하여 유씨를 보호하는 한편 모자지의(母子之義)를 온전히 하고자 한다.

또한 악질에 시달리는 유씨를 살리기 위해 천지신명께 축원을 드려 유씨

가 회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양모와 함께 자신을 핍박

92) <명주보월빙> 권13, 15∼17면(1권, 492∼493면).
93) “금일 뉴공이 각 밧 혼인을 뇌뎡(牢定)니, (중략) 져믄 녀슉모 지휘
를 좃진, 필경 날을 죽이고 말니니, 뉴개 우리 집과 결원(結怨)이 아니되
랴?”
딕[윤희천] 언을 듯고 믄득 누쉬여우(淚水如雨)여 왈,
“형댱이 엇디 마 쇼뎨를 여 이 말을 시니잇고? 양뫼 비록 셩
덕이 브죡시나, 일인명(人命)을 살시업고, 형댱긔 쇼쇼 브
(不慈)미 계시나 딜(子姪)의 도리 이런 말을 아니셤 니, 후 이런
괴이한 을 두지 마르쇼셔.” <명주보월빙> 권21, 44∼45면(2권, 19∼2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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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던 윤경아가 시댁의 누옥에 갇히자 매일 왕래하며 우애로써 서서히 윤

경아를 감화시킨다. 윤희천은 가혹한 시련 속에서 묵묵히 효우를 실천하

는데 전념함으로써 훗날 가족들이 훼손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 이러한 그의 면모는 ‘효우’라는 이념에 경도되어 다소 경직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자신의 친혈육과 양모 사이에서 번민하는

모습 등을 통해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 외에도 <명주보월빙>은 윤광천, 정천흥, 하원광 등 서사의 전면에

서 활약하는 남성인물들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충효가 실현되는 서사

를 구현하며, 윤명아, 윤현아, 하영주, 정혜주 등 여성인물들을 통해 효와

열절의 다채로운 양상을 그려낸다. 이를 통해 <명주보월빙>은 규범적인

인물들을 작품의 전반에 배치함으로써 당대의 규범을 준수하는 한층 더

보수적인 의식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2) 권도(權道) 실현을 통한 대의 수호

<명주보월빙>에서 정천흥은 유교적인 규범을 준수하는 인물로 제시됨

과 동시에 권도(權道)를 통해 대의를 수호하는 면모를 보인다.94) 논어
에서 제기된 권의 “융통성 발휘” 문제는 맹자에서 공식화되었으며,95)

이후 학자들은 경권론(經權論)을 펼치는 가운데 “권은 곧 경일뿐이다(權

只是經)”라고 보고 경과 권이 서로 상통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96) 고전

94) 권도는 일반적으로 경(經)을 대변하는 정도(正道)・상도(常道)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이해되며, 논어, 맹자, 주역, 예기, 춘추공양전 등 다양한
문헌에서 그 용례가 보인다. 정도나 상도가 어떤 상황과 시대에서도 인정되
는 절대적인 것이라면, 권도는 상황과 시대에 따라 융통성 있게 변화하는 상
대적인 도리인 셈이다.

95) 맹자의 ｢이루장상(離婁障上)｣에서 순우곤이 물에 빠진 형수에게 손을 건
네 구해야 하는가 묻자, 맹자는 “물에 빠진 형수를 구하지 않는 것은 곧 승
냥이나 이리와 다를 바 없으니, 남녀가 서로 주고받음을 친히 하지 않는 것
은 ‘예’이고,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으로 건지는 것은 ‘권’이다(嫂溺不援，
是豺狼也. 男女授受不親，禮也. 嫂溺援之以手者，權也.)”라고 일컬은 바 있다
(맹자, 이루장상(離婁章上).

96) 박성규, ｢논어의 권(權) 개념｣, 철학사상 61,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
소, 2016,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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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에서도 권도의 윤리적 의미에 주목하여, ‘고전소설의 윤리적 기반’

및 ‘고전소설의 서사과정’에 권도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권도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97) 고전소설에서 권도는 충・효・
열 등 ‘명시적 덕목’과 구인(救人)에 해당하는 ‘묵시적 덕목’이 상충할 때

묵시적 덕목에 따라 행하는 경우를 가리키며, 비록 명시적 덕목을 행하

지 않았기에 행위 자체는 윤리에 어긋나지만 묵시적 덕목을 통해 또 다

른 덕목을 실현하기에 결과적으로 도에 부합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98)

<명주보월빙>에서 정천흥은 권도의 실현을 통해 더 큰 대의를 수호하

는 면모를 보여주며, 이는 다음과 같이 그가 곤경에 처한 하부와 윤부의

인물들을 은밀히 돕는 장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먼저 정천흥은

하부가 역모 누명으로 인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자, 이들을 모함한 이

가 권신(權臣) 김탁・김후 부자인 것을 알고 하부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

을 막기 위해 몰래 김후의 집에 쳐들어간다. 아직 등과하지 않은 소년이

한밤중에 조정 고위대신의 집에 쳐들어가 작란하는 일을 감행한 것이다.

공[정천흥] 무인디경(無人之境)치 드러가니 김휘 외당의셔 , 광활한

집의 금슈포장(錦繡布帳)을 라 지웠거, (중략) 김후상샹(床上)의셔 비

셩(鼻聲)이 우레거, 공(중략) 눈을 드러 살핀 즉 벽샹의 텰편이 걸녓거

, 손의 고 금금(錦衾)을 헤치고 그 머리를 눌너 안텰편으로 힘을 다

여 두다리니, 김휘 놀나 알프기 죽을 듯고 갑갑미 터질 니 (중

략) 김휘 댱어호치(長於豪侈)고 어부귀(生於富貴)여 (중략) 남달니 압흔

거못견여 더니, 쳔만 긔약지 아닌 듕벌을 만나 셩혈(腥血)이 님니(淋

漓)니, 그 인셰를 분간치 아니고, 본블미(不美)텬신이 벌을

주시민가 겁고 두려, 을 흘니고 고개를 그덕여 걸 왈,

97) 정병설, 앞의 논문, 1993; 정병설, ｢정도와 권도, 고전소설의 윤리 논쟁적 성
격과 서사적 의미｣,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정병
설, 앞의 논문, 1996.

98) 정병설은 고전소설에 나타난 권도의 개념을 정의하며, 문맥의 명시 여부에
따라 ‘명시적 덕목’과 ‘묵시적 덕목’으로 대립항을 설정한 바 있다. 즉 문맥에
명시된 ‘충・효・열’과 같은 덕목들은 명시적 덕목으로, ‘구인(救人)’처럼 문맥
에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는 것은 묵시적 덕목으로 구분하여 작품 속에서
권도가 구현되는 양상과 의미에 대해 분석하였다(정병설, 위의 논문, 1996,
243∼2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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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아옵니 텬신(天神)은 셩덕을 드리워 일명(一命)을 빌니시면 개과

쳔션여 용인치졍(用人治政)의 공의를 잡아 졍을 먼니고, 하딘을 아모려

나 도록 리니 그만여 샤(赦)쇼셔.” (중략)

공일일이 복초(服招)를 바드십분통(十分痛駭)지라. 죽이고져 시브

참고 요하(腰下)의 칼을 혀 그 장가락[中指]을 버혀 낭듕(囊中)의 너흐며

후리쳐 누이고, 입의 을 누고, 지져 왈,

“나하날의 잇지 아니고 도 잇지 아녀 운슈간(雲水間)의 잇거니와

네 이런 경계를 지고 다시 현인을 모진, 죽엄을 만단(萬端)의 고 여

부(汝父)가지 육장(肉醬)을 들니니 조심라.”99)

정천흥은 한밤중에 김후의 침소에 잠입하여 그의 얼굴을 깔고 앉아 철

편을 휘두르며, 평소에 현인을 배척하고 당류(黨類)를 만든 것과 하진 부

자를 모함해 사지로 내몬 것을 꾸짖는다. 비몽사몽간에 철편에 맞고 깨

어난 김후가 고통을 참지 못하고 연신 죄를 빌며 정천흥을 천신(天神)으

로 여겨 두려워하자, 정천흥은 그를 난타해 지난 죄상을 자백하도록 하

여 하부의 역모 누명 사건에 대한 전후수말을 파악한다. 이에 그는 김후

의 중지(中指)를 잘라 주머니에 간직하여 훗날 하부를 신원할 때 그의

자백에 대한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정천흥은 김후의 얼굴을 깔아

뭉개고 앉아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떠날

때에는 그의 입에 한바탕 똥을 누고 호쾌하게 꾸짖은 후에야 돌아온다.

정천흥이 떠난 후에도 김후는 여전히 천신이 자신을 벌한 것이라 여겨

두려워하며, 하부를 완전히 멸족시키려던 계획을 멈춘다.

하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생사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천신을 가장해

김후를 징벌한 정천흥의 행동은 통쾌함을 자아내지만, 그의 아우 정인흥

이 지적한 것처럼 “일이 뎡대치 아냐 무인심야(無人深夜)의 위고상(位

高宰相)을 그도록 미 온듕(穩重)치 못”100)다는 혐의를 피할 수 없

다. 어찌됐든 김후는 조정의 중신이며 부친 항렬의 연장자이기 때문에

연소배에 불과한 정천흥이 연장자의 집에 쳐들어가 그를 난타한 행위는

일차적으로 장유유서의 도리에서 어긋난 것이며, 천신으로 행세해 김후

99) <명주보월빙> 권3, 61∼67면(1권, 118∼121면).
100) <명주보월빙> 권3, 69면(1권,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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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렵게 만든 것 역시 군자의 몸가짐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정천흥

역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그는

김후를 경동(驚動)케 하여 더 이상 그들이 하부를 해치지 못하게 함으로

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간적들의 음모에서 충실한 신하를 구함으로

써 ‘구인(救人)’이라는 또 다른 대의를 실현한다.

한편 정천흥은 윤부의 윤광천・윤희천 형제가 위태부인 등에게 난타당

해 위태로운 순간에도 개입하여 이들을 구해낸다. 윤현의 죽음 이후 가

세를 장악한 위태부인과 유씨는 윤광천・윤희천 형제를 해치는 데 골몰

하며, 시시때때로 이들을 난타하고 모욕하며 견딜 수 없이 보챈다. 인근

에 윤광천 형제가 고초를 겪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정천흥은 두 형제가

무사한지 살피기 위해 윤부에 들렀다가 난타당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윤광천 형제를 목도하게 된다.

이뎡한님[정천흥]이 경(此境)을 목견(目見)갓 놀납고 악

아니라, (중략) 만일 약질이면 진(盡)지라. 만신(滿身)이 니고 스로 노발

(怒髮)이 지관(指冠)고 목진녈(目眥盡裂)여 경의 드리다라 뉴부인과

경며 태부인을 즛밟고 이공[윤광천・윤희천]를 구고져 의이시나, 

긔 외인(外人)이니 남의 집 부녀를 손으로 상오지 못거시오, 져 부인 등

을 가마니 두기통지라. (중략) 번 져 부인 등을 이 상오려 이

급니, (중략) 급히 남긔 올나 안뉴부인 모녀와 태부인을 녁녁히 구버보니

그 흉독흉포(凶毒凶暴)거동이 결단여 사을 죽이고 날 니, 두 손의

돌을 가로 드러 몬져 태부인을 치고 버거 뉴부인 모녀를 향여 돌흘 더지,

신긔한 죄 맛기를 엇지 버셔나리오. 돌이 가바의 위태부인과 경니마

를 마여지고, 뉴시가을 맛고 고 소진동니 (하략)101)

정천흥은 위태부인과 유씨 등의 잔인한 처사에 분노하지만, 윤광천 형

제를 구하기 위해 직접 타문(他門)의 부녀자를 상하게 할 수도 없고, 그

렇다고 그대로 지켜볼 수도 없어 가만히 꾀를 낸다. 그는 잎이 무성한

담장 밖의 소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숨긴 후, 위태부인과 유씨 등에게

차례로 돌팔매질을 하여 놀라게 한 것이다. 부지불식간에 공중에서 날아

101) <명주보월빙> 권8, 67∼69면(1권, 326∼3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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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돌에 맞은 후, 위태부인과 유씨는 우왕좌왕 하며 혹 귀신이 자신들의

불미지사를 벌한 것인가 두려워하며 더 이상 윤광천 형제를 난타하지 못

하고 몸을 사린다. 이러한 정천흥의 행동은 정도로는 처벌할 수 없는 인

물들을 처벌한다는 점에서 통쾌함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기지를 발휘함

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윤광천 형제를 구해내는 한편 위태부인과 유

씨에게는 인과응보에 따른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믿게 함으

로써 다소간 윤광천 형제에 대한 핍박을 늦추게 한다.

하부와 윤부의 인물들을 구하기 위한 정천흥의 행동은 비록 정도와 규

범에서 벗어난 부분은 있지만, 위태로운 지경에 놓인 충신과 효자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권도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권도를 통해 충신을 지킴으로써 훗날 조정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기

틀을 마련하며, 핍박당하는 효자를 구제함으로써 이들이 불인한 웃어른

을 감화시키고 화목한 집안을 꾸릴 수 있도록 한다. 정천흥은 하부와 윤

부에 대한 조력자의 소임을 감당하며, 권도를 통해 대의를 실현하는 동

시에 규범적인 인물들 가운데 생동감을 부여하는 인물로서 의의를 지닌

다고 볼 수 있다.

2) 탈규범적 인물의 전경화를 통한 욕망의 경계(警戒)

(1) 욕망의 좌절에 따른 심리 묘사

<명주보월빙>은 규범적인 인물들을 전면에 배치하여 보수적인 의식성

향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탈규범적인 인물들을 부

각시킨다. 이에 따라 탈규범적인 인물들의 형상이 더욱 생생하게 포착되

며, 이는 주로 욕망의 좌절에 따른 심리 묘사와 재물욕에 의한 악행의

중첩을 통해 형상화된다.

<명주보월빙>에서는 욕망의 좌절에 따른 심리 묘사와 관련하여 윤희

천의 양모인 유씨를 주목할 만하다. 유씨는 위태부인과 함께 윤부의 가

권을 장악하고자 화란을 부추기는 인물로, 그녀의 욕망과 좌절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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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묘사는 윤광천・윤희천 형제의 효성 못지않게 부각된다. 작중에서

유씨는 강한 집념의 소유자로 묘사되며, 그녀는 양자와 갈등을 빚는다는

점에서 <완월회맹연>의 소교완과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102) 소교완은

총명하지만 은악양선한 인물로, 자신의 친자[정인중]에게 종통을 물려주

기 위해 전실(前室)이 들인 양자[정인성]를 모질게 핍박하며 수차례 화란

을 일으킨다.103) 소교완이 뒤늦게 태어난 친자에게 종통을 물려주기 위

해 양자를 핍박한다면, 유씨는 의탁할 친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자를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된다. 이는 총명하지만 간힐(奸黠)한 유씨의 성품에

서 비롯된 부분도 있지만, 일차적으로는 자신을 외면하고 소외시키며 자

녀를 차별하는 남편[윤수]에 대한 원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이러

한 원망은 남편의 바람을 끊어놓고자 양자를 증오하고 학대하는 형태로

발현되며,104) 결과적으로 유씨가 당대에 요구되는 규범에서 벗어나 악행

을 거듭하게끔 만든다. 그녀는 시모(媤母) 위태부인을 충동질하여 윤광

천・윤희천 형제를 해치도록 하고, 남편의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개의치

않고 남편에게 요약을 쓰는 등 부부의 도리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또

한 양자 부부가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는 한편 양자를 해

102) <완월회맹연>(180권)과 <명주보월빙>(100권)은 모두 거질의 작품으로 양
자와 양모의 갈등이 서사의 주축을 이룬다. <완월회맹연>에서 정잠은 동생
[정삼]의 장자인 정인성을 양자로 들이고, <명주보월빙>의 윤수 또한 형[윤
현]의 차자를 양자로 들인다. 서사 분량상 소교완은 180권 중 164권(약 91%)
에, 유씨는 100권 중 73권(약73%)에 이르러서야 회과할 만큼, 두 작품에서
양모와 양자의 갈등은 상당한 비중을 지니며 서사를 추동하는 요소로 작용한
다.

103) <완월회맹연>에서 소교완은 계실(繼室)로서 자신의 친자에게 종통을 물려
주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양자를 핍박하는데, <명주보월빙>에서는 위태부인
과 유씨가 이러한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위태부인은 소교완과 마찬가지로
전실(前室)에 대한 열등감과 종통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종손인 윤광천 형제
를 핍박하며, 유씨는 가권에 대한 욕망과 남편의 냉대로 인해 양자인 윤희천
을 학대한다. 특히 ‘양자’와 ‘양모’라는 관계 속에서 유씨가 윤희천의 효성과
품성을 인정하면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자 윤희천에
게 혹독한 시련을 가하는 것은 소교완과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보인다.

104) 뉴시 태우[윤수]의 고집을 알거니, 고 분미 고희텬을 죽여 공의
라믈 고져 나 득지 못고, 공교로온 의밧그로 극진히 어진 쳬여
공(公, 윤수)으로 의심치 아니케 고, 가마니 희텬을 죽이고져 여 <명주보
월빙> 권4, 36면(1권,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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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 위해 신묘랑에게 가산을 탕진함으로써 삭망다례(朔望茶禮)까지 폐

하는 등 점점 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 특히 자녀의 생산을 막

고 제사를 폐한 것은 가문의 존속을 위해 가장 중시되던 덕목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양자에 대한 피해의식은 점차 양자를 미워하는 감

정 그 자체에 몰두하는 것으로 치달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그녀 자신의

내면과 현실을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윤희천이 온갖 핍박에

도 불구하고 효를 다하며 장원급제하자, 그녀는 “쥬야 죽이려 던 

허되믈 고 분나” 뭇사람들의 이목을 속이기 위해 기뻐하는 척

하며 분한의 눈물을 흘리고, 점점 수척해진다.105) 또한 내원 문을 닫아걸

고 강상죄의 누명을 쓴 윤광천・윤희천 형제에게 독한 태장을 내리던

중, 조정의 명사들이 이들을 구하기 위해 내원의 문을 깨치고 들어와 자

신의 악명이 드러나자 수치심에 분노한다.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수록 양자의 효성은 부각되고,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질수록 그토록 미워하던 대상은 추앙받는 현실 속에서 유씨는 깊은

좌절감을 느낀다. 이는 윤광천・윤희천 형제 부부가 신원하여 무사히 돌

아온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윤광천・윤희천 형제가 유배지로

떠난 후 위태부인과 함께 악질(惡疾)에 시달리던 유씨는 이들이 신원하

여 영광을 띠고 돌아오자, 자신이 평생 동안 심력을 기울인 일이 모두

허사가 된 것에 분노한다. 그녀는 “아조 죽어 골(白骨)이 딘토(塵土)되

여시므로 아던 댱시[윤희천의 재실] 완연이 라 호호(浩浩)영광을 

여 도라오믈 보고 분”을 느끼며,106) 하늘이 윤광천・윤희천 형

제를 죽여준다면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로 맹목적인 원망과 분

노, 절망감을 표출한다.

쇼[윤희천]의 도라와시믈 듯고 로이 못 죽이믈 한여, 마 못악담

이 삼구슈(三代仇讎)와 년쳑(百年大隻)이라도 이러치 못너니, 상하(床

下)의 졀믈 보고, 믄득 손으로 벼개를 밀치고 소딜너 왈,

105) <명주보월빙> 권18, 52면(1권, 685면).
106) <명주보월빙> 권71, 17면(4권,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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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슈(怨讐) 광텬 형뎨를 일만 조각의 져 죽이디 못고, 져희한업

영화를 여 도라오고, 나므죄로 남의 업악딜(惡疾)을 어더 이리 신

고(辛苦)고? 유유창텬(悠悠蒼天)이 광텬 형뎨 흉놈들을 죽여 줄딘,

그 고기를 맛보면 분을 플고 즉의 죽어도 한이 업리로다.”107)

유씨는 자신의 질병을 돌보는 윤희천 부부의 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여

전히 패악을 부리고 악담을 하는 등 더욱 모질게 대한다. 그녀는 화병

(火病)으로 인해 병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날마다 양자가 죽기를 절박하

게 소원하였기에 신명(神明)의 미움을 받아 병세가 더욱 악화된다. 이에

혀가 오그라들고 통증이 심하여 악담도 시원스레 못하고, 대소변도 편히

가리지 못하는 데다 창질도 더욱 심해지는 등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한

지경에 이르러 급기야 죽음을 바라는 처지가 된다.108) 이때 외직으로 나

갔던 남편 윤수까지 돌아오자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용납하지 않을 것임

을 짐작하고, 그동안 심혈을 기울였던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 자신

에게 악명만 남게 된 현실에 분노한다. 그녀는 결국 희천에게 울분을 쏟

아내다 결국 기절하고 만다.

이 뉴시 공의 도라오믈 듯고 긔를 졀통(切痛)여 줄 짐작, 익

봉잠의 효험이 디금가디 못믈 나 젼후의 긔 심녁(心力)과 보(財寶)

를 허비여 일도 쇼원의 영합미 업믈 각니 심장이 터질 ○○

[고], 아모리 독긔운을 다여 창후[윤광천] 형뎨 부부를 즐욕(叱辱)이나

싀훤이 고져 나, 혀 줄을 잡아 다는 니, 로 독심(毒心)을 프디

못여 셩악(性惡)이 블 니러나니, 니를 응믈고 쇼[윤희천]의 관을 벗기

디르며 쇠치로 시니, 도도히 뎍혈(赤血)이 소나(중략) 뉴시 ○[이]의

더옥 분노여 쇼의 머리를 잡아 벽의 브잇다가 분긔운이 막혀 것구러

디니109)

남편에 대한 원망과 양자에 대한 맹목적인 증오심에 사로잡혔던 유씨

는 죽을 고비를 겪으며, 꿈속에서 저승계와 천상계를 경험한 후에야 비

107) <명주보월빙> 권71, 20∼21면(4권, 317∼318면).
108) <명주보월빙> 권71, 60∼62면(4권, 349∼350면).
109) <명주보월빙> 권72, 16∼18면(4권, 344∼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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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소 맺혔던 마음을 풀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게 된다. 일찍이 그

녀가 양자를 핍박한 궁극적인 목적은 윤부의 가산을 친딸들에게 모두 물

려주고 남편에게 대항하여 자신이 원하는 양자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

나 그녀는 점차 양자인 윤희천을 해치는 것에 골몰하여 그녀가 원했던

결과들을 얻기는커녕 자신의 악명만 높이고 자녀들마저도 불행에 빠뜨리

는 결과를 낳고 만다. 그녀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 취했던 방법들이 모두

당대 규범상 용납되지 않는 것이었기에, 그녀의 소망은 자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으며 <명주보월빙>은 이를 통해 유씨가 겪는 분노와 좌

절감을 상세히 그려낸다. 이는 그녀의 품성과는 별개로 유씨가 처한 상

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며 일면 연민을 이끌어내기도 한다. <명주보월

빙>은 유씨가 다시 규범 내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겪는 분노와 좌절감에

주목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규범에서 벗어난 욕망을 경계하는 동시에

작품 내적으로는 생동적이고 문제적인 인물을 형상화하였다고 볼 수 있

다.

(2) 재물욕에 의한 악행의 중첩

<명주보월빙>에서 신묘랑은 3천년을 수련한 여우로 사람들에게 재물

을 받고 길흉화복과 전정을 알려주며 소원을 들어주는 요승으로 등장한

다.110) 그녀는 우환을 당하거나 자녀를 낳지 못해 고민하는 여인들의 소

원을 들어주고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등 신통력을 지닌 인물로 묘사되

는데, 재물 자체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점점 더 큰 악행에 가담하게 된

110) 셔쵹 쳥셩산 하의 암잇고 일개 녀도이시니 삼쳔 년 묵은 여이라.
젼후(前後)의 사잡아먹은 거시 이 넘고 변홰 블측(不測)여 사의 소
원이 이신 즉 원(願)을 좃며, 사의 화복길흉(禍福吉凶)과 젼졍만니(前程
萬里)를 거의 다 아라 크게 신통디라. 쵹인이 밧들기를 부쳐치 여 법
호(法號)를 금션법라 고, 별호를 신묘랑이라 니 상한쳔뉴(常漢賤流)의
허박(虛薄)무리와 호방(豪放)향환(鄕宦) 녀(女子)들이 우환(憂患)을
당거나 녀를 못보아 무리, 다 신묘랑의게 쳥여 효험을 보니, (중
략) 몽슉이 졔 팔를 뭇고져 보기를 구니 묘랑이 처음은 샤양더니 몽슉
이 던 금장도(金粧刀)를 글너 녜단을 삼으니, 묘랑이 장도의 욕심을 여
구을 보니 (하략) <명주보월빙> 권11, 35∼36면(1권, 423∼4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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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녀는 위태부인과 유씨에게 윤부의 종통을 빼앗을 수 있도록 윤광

천 형제를 없애 달라는 부탁을 받으며, 문양공주에게는 자신의 적국들과

그 자녀들을 모두 없애달라는 사주를 받고 악사를 도모한다. 이로써

윤・하・정 3부는 안팎으로 큰 화란에 시달리게 된다.
신묘랑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천명을 알면서도 이에 반하며 철저히

재물욕에 따라 움직이며 악행을 저지른다. 그녀는 윤부 유씨의 부탁을

받고 사주를 봐주며 수년 내에 악명이 드러나는 액운을 당할 테지만, 재

(齋)를 올리면 도액(度厄)할 수 있다는 말로 재물을 징색하는 한편, ‘보수

암’을 지어 민간 사람들에게 소원을 들어준다는 명목 하에 본격적으로

재물을 모으기 시작한다. 상층 여성들과 교류하며 신묘랑은 타인을 해치

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이 모두 천명에 반하는 것이며, 귀인을 함부로 해

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직 재물을 구하기 위해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척하며, 뒤로는 수년 내에 몰래 도망갈 궁리를 한다.111)

또한 유씨에게 부탁받은 요약이 수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공

로를 드러내기 위해 일부러 새로 약을 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척하

며 또다시 재물을 징색하는 등 계산적인 면모를 보인다. 작중에서 유씨

는 윤부를 장악하고 모든 계획을 진두지휘할 만큼 총명하고 영악한 인물

로 묘사되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묘랑에게

속아 가산을 탕진하며 결국 윤부의 노복과 전토를 파는 데까지 이른다.

이후 신묘랑은 유씨의 청탁대로 동서지간인 조씨[윤광천 형제의 모친]

를 해쳤다 이르고, 관음보살이 나타나 무죄한 이를 해쳤으니 재앙을 받

을 것이라 경고했다며 관음보살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재를 올려야 한

다고 유씨를 겁박한다.

111) 묘랑 흔연 위로 왈,
“만다 와 날이 잇니 부인은 번뇌치 마르쇼셔. (중략) 셰월이 쳔연
나 필경 소원을 일울 이시리이다.” (중략)
오년 악발각줄 알고 짐이리 니르니, 만일 악발각날이
어든 먼니 도망려 쥬의를 뎡고, 금은옥(金銀玉帛)을 징여 보슈암의
흐니, 뉴시 그 을 모로고 다만 견려 디라. <명주보월빙> 권13, 19
∼21(1권, 494∼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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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되 조부인을 거듕(車中)의셔 업고 르니 므겁기 뫼히 지른 ,

계오 고 암의 가 깁흔 방의 너코 칼노 일신을 셔 형톄도 온젼치 못

후, 먼니 걍슈의 오, 빈되 일신이 다 알픈 듕, 관음이 현셩 왈 ‘뉴시 비록

불공을 만히 여시나 무죄 사을 죽이 앙이 업디 아니리라’ 시거,

즉시 니러 블뎐(佛前)의 고두빈튝(叩頭頻祝)여 부인의 슈복(壽福)과 빈도의

무키를 비럿거니와 조부인 원혼(冤魂)이 념나왕(閻羅王)긔 발괄여 셜한(雪

恨)코져 가 시브니, 부인이 황금(黃金) 미곡(米穀)을 드려 크게 슈륙(水陸)

  복녹이 댱원가 이다.” (중략) 묘랑이 대희 왈,

“조시 원혼이 비록 함독(含毒)나 부인이 금보를 앗기지 아냐 셰(來世)를

닥고져 시니 부쳬 엇지 감동치 아니시리오? 빈되 명산 대쳔의 슈륙치리

니 부인은 믈우(勿憂)쇼셔.”112)

신묘랑은 조씨의 원혼이 염라왕에게 청하여 한을 풀고자 하는 것 같다

며, 재물을 많이 들여 재를 올리면 관음보살도 분노를 풀고 유씨의 복록

도 장원할 것이라며 유씨에게 다시 재물을 내놓도록 한다. 유씨 또한 훌

륭한 성품과 자질을 지닌 조씨가 자신으로 인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알기에 신명(神明)이 노했을 것이라 여겨 자신이 가진 패물을 모두

팔아 신묘랑에게 건넨다. 이처럼 신묘랑은 유씨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

재물을 편취하는 데 골몰한다. 신묘랑에게 저주와 살인 등을 사주한 이

들은 자신의 행동이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악사로

인해 신명의 노여움을 사 재앙을 입을 수 있다고 여겨 더욱 신묘랑의 말

에 현혹되고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신묘랑 역시 그러한 점을 공략하여

상대의 두려움을 배가시켜 재물을 모으는 데 혈안이 된다. 이 외에도 신

묘랑은 맏딸 윤경아가 남편에게 냉대받는 것을 염려한 유씨가 딸의 전정

을 편히 할 방법을 물을 때마다 재물을 요구하여 부요하던 윤부를 점차

궁핍한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다.

한편 신묘랑은 윤부의 가산이 기울어 더 이상 재물을 징색할 수 없게

되자, 본인이 직접 유씨에게 재물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위태부인과 유씨의 악사를 돕는 대가로 재물을 받는 데

그쳤다면, 윤부가 영락(零落)한 후에는 또다시 재물을 징색하기 위해 자

112) <명주보월빙> 권20, 6∼8면(1권, 724∼7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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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직접 악사를 설계하고 추진하며 유씨에게 제안하는 등 재물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경향을 띠게 된 것이다. 신묘랑은 남편[윤광천]에게 냉대

받는 유교아[유씨의 조카]를 설득하여 몰래 장사왕의 왕비로 개가시켜

금은을 챙기고, 윤부를 완전히 장악하여 자신의 분한을 풀고자 하는 유

씨와 유교아의 뜻에 부합하기 위해 점점 더 큰 악사를 모의한다. 그녀는

오직 재물을 얻기 위해 움직이며 예의와 염치, 사회 규범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이후에도 신묘랑은 유씨가 불의한 일로 재물을 얻은 기색을 눈치 채

고, 일부러 윤경아를 향해 불길한 꿈을 꾸었다며 수륙치재를 올려야 대

액을 소멸할 수 있다는 말로 불안케 한다. 그녀는 짐짓 귀신이 든 것처

럼 헛말을 하고 괴이한 거동을 보여 위태부인과 유씨, 윤경아를 요동케

하여 또다시 재물을 얻어낸다. 심지어 윤경아가 적국과 그 자녀를 해치

려 한 사실이 발각되어 시가의 옥중에 갇힌 중에도 그녀는 유씨에게 또

다시 수륙치재를 드려야 한다고 권한다. 유씨는 재물을 변통할 길이 없

어 윤부의 전답과 노복들을 팔고, 집안의 최고 어른인 위태부인의 처소

까지 허물고 기둥을 내다 팔아 신묘랑에게 재물을 바친다.

신묘랑은 주로 윤부의 악사를 돕는 가운데 적국과 자녀들을 모두 없애

달라는 문양공주의 청탁을 듣고 정부를 소요케 하며, 정치적으로는 구몽

숙, 김탁 등과 공모하여 조정의 질서를 위협하는 사건에 개입한다. 오직

재물욕에 이끌려 매사에 임하던 신묘랑은 결국 안팎으로 저지른 죄상이

모두 드러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채, ‘덩이 피조각이 화(化)여 괴

이기운이 되어 셔북간(西北間)으로 향’하는 것으로 작품에서 물러나는

데, 후편인 <윤하정삼문취록>에서 또 다른 파란을 일으킬 것을 암시한

다.113)

신묘랑은 지나친 재물욕과 탐욕으로 인해 파국에 이르렀지만, 그녀에

113) <명주보월빙> 권61, 58∼59면(4권, 22면). <명주보월빙>에서는 신묘랑의
죽음을 다루며, 이후 <윤하정삼문취록>에서 벌어질 사건의 내용들도 압축적
으로 제시하였다. 후에 신묘랑은 악사를 공모하던 유교아와 함께 각각 ‘여수
정’, ‘여혜정’으로 환생하여 윤부의 며느리가 됨으로써 화란을 일으키며, <윤
하정삼문취록>에서 상당히 비중 있는 적대세력으로 활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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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소원을 빈 인물들과 그 소원의 내용을 통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

인 것이든 인간의 보편적인 소원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소원

을 들어줌으로써 재물을 징색하는 신묘랑의 형상은 세속적 욕망의 결정

체를 보여준다. 그녀는 재물 자체에 대한 욕망으로 인해 동시다발적으로

악행을 저지르며, 가문과 국가 차원에서 큰 소요사태를 일으킴으로써 결

국 파국을 맞는다. 그녀는 천명과 사회적 규범을 무시한 채 철저히 자신

의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탈규범적인 인물이며, 그녀가 모든 것을 잃고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결말을 통해 규범에 대한 경계를 더욱 강화한다.

3. 초월계의 신성성 강화 및 진지성의 강조

1) 초월적 존재의 신성성 강화

고전소설에서 초월계는 대체로 ‘천상계’와 ‘선계’, ‘저승계’, ‘수궁계’ 등

으로 제시된다.114) <명주보월빙>에서 초월계는 작품의 도입부에서 후반

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국면마다 개입하여 서사의 향방에 영향을 미친

다. 특히 초월적 존재는 작품의 도입부에서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데,

이들에 대한 묘사와 작중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고 경건한 필치로 서술

된다. 이들은 윤・하・정 세 가문이 결연하고 연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며, 주요 인물들의 수호신이자 운명의 인도자로서의 역

할을 맡는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선관(仙官)과 용신(龍神)을 들 수 있

다.

선관은 작품의 도입부에 등장하여 윤현이 만리타국에 사신으로 가 타

국에서 절명(絶命)할 운명임을 일러주며, 그의 죽음 이후 윤부를 흥기할

쌍둥이 아들이 유복자로 태어날 것이라 예언한다.

114) 조재현, 앞의 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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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의 상셔[윤현] 부뷔 을 어드니 동남간(東南間)으로 좃오운이

집을 두르고 셔긔(瑞氣) 반공듕의 일위 션관(仙官)이 을 고 나려와 상셔 부

부를 향여 닐너 왈,

“그대 친셩효(事親誠孝)와 셩심인덕(誠心仁德)이 신명을 감동샤 귀(貴

子)를 주어 태허진군과 녕허도군을 으로 윤가의 리샤 문호를 흥긔(興起)케

아니라, 송요[됴]공훈(宋朝功勳)이 되리니, 일셰의 희한려니와 군의

(壽) 단(短)여 명년(明年)이면 텬궁의 도라올 거시오, 몸이 만리타국의 졀

명(絶命)리니 개옥동의 얼굴도 모를디라. 엇디 츄연(惆然)치 아니리오?”115)

(중략) 부인이 상셔의 단슈(短壽)믈 드르경악(驚愕)여 말을 못

고 상셔언언(言言)이 답더니, 션관이 작별 왈,

“셔로 모드미 갓가오니 텬당의 즐거오미 인셰의 비길 아니로, 만니타국

의 맛믈 한나 인력으로 밋아니라. 한(恨)치 말나.”

선관의 예언을 듣고 놀라며 비통해하는 부인과 달리, 윤현은 모친[위태

부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불효를 한탄할 뿐, “이 이실진

이블(死而不死)라. 텬슈의 뎡(定)믈 면리오?”라며 초연한 모습을

보인다. 이에 선관 역시 웃으며 쌍둥이 아들로 태어날 ‘황룡’과 ‘백룡’을

데려오고, 황룡과 백룡은 조씨의 품에 뛰어든다.116) 선관은 윤현의 사후

에 비록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숱한 고난을 겪겠지만, 마침내 영광을 누

릴 것이라 이르며 3일 후 자연히 자녀들의 빙물을 얻을 것이라 일러준

다.117) <명주보월빙>에서 선관은 담담히 ‘윤현의 죽음’과 ‘쌍둥이의 탄

생’이라는 두 가지 소식을 전하며, 세상사의 희비에 초연한 초월적 존재

115) <명주보월빙> 권1, 8∼11면(1권, 6∼7면).
116) <명주보월빙>에서 태몽은 윤광천・윤희천 형제에게만 나타나며, 황룡과
백룡 및 수많은 별들은 각각 윤광천과 윤희천 및 그들의 자녀를 상징한다.
훗날 위태부인 등의 지시로 쌍둥이 형제를 해치려던 구몽숙은 침상에 누운
두 사람의 모습을 황룡과 백룡으로 착각하여 손쓰지 못하고 사로잡히는데,
이를 통해서도 두 사람의 전신이 황룡과 백룡이었음을 알 수 있다.

117) 꿈속에서 선관이 윤현 부부에게 예언하는 장면과 관련하여, 장서각본과 박
순호본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장서각본에서는 ① 윤현의 사후 그의 부인
과 자녀들이 겪을 수난과 ② 쌍둥이 아들의 천정숙연, ③ 이들의 자손 및 ④
자녀들의 빙물 획득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지만, 박순호본에
는 이러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서각본이 일종의 예고를
통해 추후 사건 전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을 고조시킨다면, 박순호본은 내
용상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해당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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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윤현의 예정된 죽음으로 인해 작중의 분위기는

다소 비장한 느낌을 주지만, 선관은 감정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담

담하게 미래사를 전하며, 이후의 일을 안배함으로써 ‘운명의 인도자’로서

의 모습이 부각된다.

한편 용신은 윤・하・정 세 가문의 인물들이 남강을 선유할 때, 이들

에게 각각 ‘명주’와 ‘보월패’를 전하는 것으로 등장한다. 선관에게 예언을

들은 후, 윤현과 윤수 형제는 하진, 정연과 함께 남강에서 뱃놀이를 하던

중, 사방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한 비바람 속에서 적룡(赤龍)을 만

난다.

이날 션유여 시듀(詩酒)를 창화(唱和)더니, 홀연 운뮈(雲霧) (四塞)

며 광풍(狂風)이 대작(大作)여 급비 븟드시 오고 쥬즙(舟楫)이 업칠

니, 션인(船人)이 대황숑구(大遑悚懼)여 각각 기를 튝원(祝願)나

운뮈 션창(船窓)을 둘러 어둡기 칠야(漆夜) 지라. 아모리 줄 모르

오딕 윤・뎡・하 삼공(三公)이 조금도 요동치 아니더니, 문득 기만여댱

(萬餘丈)이나 젹뇽(赤龍)이 바로 강(江) 듕으로 소션창의 드니 그 셰

(勢) 산악고 우레소텬디 진동디라. 션창 졔인(諸人)이 창황숑구(蒼

黃悚懼)여 넉일코 인를 모르윤・뎡・하 삼인이 단연위좌(端然危

坐)여 눈을 옴기디 아니터니, 젹뇽이 바로 윤상셔[윤현]의게 다라드러 입

가온로셔 네낫 명쥬(明珠)를 토여 상셔의 금포(錦袍) 알노코, 다시

뎡・하 냥공(兩公)의 알패 나아가 보월(寶月佩) 줄식 비왓고, 삼공(三

公)을 향여 셰 번 머리 좃고 션창의 나려 즉시 강듕으로 드러가니 쳥풍이

니러나고 운뮈 소삭(消索)며 홍일(紅日)이 듕텬의 한가디라.118)

한가롭게 뱃놀이를 즐기며 시를 창화하던 평온한 풍경은 적룡의 등장

으로 인해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변한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구름과 안개에 휩싸여 깜깜해지고 거센 풍우가 몰아쳐 배가 거의 뒤집힐

정도로 위태로운 가운데, 거대한 적룡이 천지를 진동케 하는 우레를 동

반하며 강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뭇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

118) <명주보월빙> 권1, 12∼14면(1권,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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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하다 넋을 잃었을 때, 적룡은 윤현 형제와 하진, 정연 앞에 각각

명주 두 쌍과 보월패 두 줄을 내려놓은 후 조용히 사라진다.

적룡이 남기고 간 명주에는 각각 ‘진군빙’, ‘도군빙’이라는 글자가 새겨

져 있고, 보월패에는 ‘빙물’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렇듯 용신

은 윤・하・정 세 가문의 인물들에게 신물(神物)을 전함으로써 이미 신

의를 다진 세 가문이 자녀들의 결연을 통해 유대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두 쌍의 명주는 후에 윤광천과 윤희천의 빙물로 삼고,

하진과 정연에게 전해진 보월패는 정천흥과 하원광의 빙물이 됨으로써

용신이 전해준 신물은 <명주보월빙>의 주역군들이 천정연을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용신에 대한 뭇사람들의 경외심과 범접할

수 없는 신성함이 부각됨에 따라 용신이 주도한 세 가문의 혼사 또한 특

별한 의미를 지닌다. 넓은 의미에서 선관과 용신은 세 가문의 운명을 이

끌어주는 인도자이자 수호신의 역할을 겸하며, 윤・하・정 세 가문은 이

러한 초월적 존재들이 보살피고 인도하는 가문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부

여받는다고 볼 수 있다.

2) 환생과 참회를 통한 삶의 회복

(1) 환생을 통한 부자(父子) 인연의 회복

<명주보월빙>은 억울하게 죽은 하원경 삼형제가 다시 부모의 슬하에

환생하도록 함으로써, 끊어졌던 부자의 인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김탁과 초왕의 음모로 인해 역모죄의 누명을 쓴 하부는 하원경 삼형제가

죽임을 당하고, 하진과 남은 식솔들은 촉 땅으로 유배된다. 자식들의 참

상을 비통해 하며 회한에 잠겨 괴로워하던 하진 부부는 꿈속에서 세 아

들을 만나고, 조만간 장남과 차남은 슬하에 쌍둥이로 환생할 것이며, 삼

남 또한 수년 후 다시 태어나 부모를 모실 것이라는 말을 듣는다.

야(此夜)의 부부 냥인이 잠간 팀(就寢)엿더니, 홀연 등 삼인(三

人)이 드러와 부모긔 곡(拜哭)니, 공의 부뷔 황홀이 반갑고 슬프믈 니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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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여 붓들고 실셩쳬읍여 말이 업더니, 등이 뉴쳬(流涕) 왈,

“쇼등이 부모 교훈을 밧와 튱효를 듕히 아옵더니, 명되 긔구(崎嶇)여

흉참누명을 시러 인간의 최 스러지고, 셩상(聖上)의 일월지명(日月之明)

이 부운(浮雲)의 옹폐(壅蔽)시니, (중략) 원통믈 엇디 다 알외리잇고? (중

략) 상뎨(上帝) 비명횡(非命橫死)믈 어엿비 넉이샤 우리 등을 인셰(人世)의

다시 환도(還道)케 시니 쇼등이 발원(發願)여 다시 부모 슬하의 뫼시려

와 쇼형뎨몬져 (雙胎)되여 나고 삼뎨(三弟)슈년 의 나리이

다.”119)

하원경 삼형제는 자신들의 명도가 기구하여 김탁의 독수로 억울한 죽

음을 맞았지만, 옥황상제의 은덕을 입어 다시 세상에 환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이에 못 다한 부자의 인연을 잇고자 하진 부부의 슬하에

다시 태어나기를 간청했으며, 환생한 후에는 삼형제의 수복도 완전할뿐

더러 누명을 신원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라 부모를 위로한다. 하진 부부

는 죽은 아들들과 다시 부자의 인연을 잇게 된 것을 기뻐하며, 훗날 남

편[하원경]을 따라 자결한 맏며느리 임씨 또한 환생하여 한 집에 모이게

될 것이라는 말에 더욱 반가워한다.

이후 하진 부부는 꿈을 위안삼아 고된 유배생활을 견디며, 죽은 삼형

제를 꼭 닮은 아들들을 차례로 출산하여 지난날의 고통과 참상을 서서히

극복해 간다. 대체로 죽음은 살아남은 자에게 크나큰 상흔을 남기게 마

련이며, 특히나 자식의 죽음은 그 충격이 더욱 큰 법이다. ‘자하가 자식

을 잃고 슬피 운 끝에 눈이 멀었다[喪明之痛]’고 한 고사가 있거니와 ‘자

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준다. 자식의 죽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 상당할진

대, 그것이 억울한 누명에 의한 죽음이라면 부모가 남은 삶을 온전히 살

아가기 어렵다. 이는 하진 부부가 남아 있는 자녀들의 생사에 시종일관

불안해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업보로 돌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하원경 삼형제가 환생하는 것, 특히 하진 부부의 자녀로 환생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이 단순히 어딘가에서 다시 태어나

119) <명주보월빙> 권4, 53∼55면(1권, 157∼1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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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들의 환생은 억울하게 죽은 지난 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하원경 삼형제가 다시 세상에 환생한다는 것 자

체만으로도 하진 부부는 적잖은 위안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하원경 삼

형제는 부모의 슬하에 자녀로 환생하여 부자의 인연을 잇는다. 이것은

하진 부부와 하원경 삼형제 모두에게 지난 삶, 지난 생(生)에 대한 보상

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동시에,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하진

부부의 삶을 회복시켜 준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지닌다. 즉 초월계

가 끊어졌던 부자의 인연을 현실에서 다시 잇도록 함으로써 삶을 회복케

한 것이다.

한편 하원경 삼형제는 차례로 환생하여 성장한 후, 각자의 인연을 찾

아 결연한다.120) 부부가 함께 죽음을 맞았던 하원경과 임성옥은 각각 하

원상, 임몽옥으로 환생하여 다시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이들은 중간에

임몽옥의 혼사를 탐낸 목태부인과 주애랑으로 인해 고난을 겪지만, 모든

이들이 두 사람을 하원경과 임성옥의 후신으로 인정하며 이들의 천정연

을 지지하기에 무사히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된다. 하원상과 임몽옥의 결

연은 죽음으로 끝났던 과거의 비극과 슬픔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며, 지

난날 삼형제와 총부의 죽음을 일단락 짓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해 가는

첫 걸음으로서 의의를 지닌다.

(2) 초월계 체험을 통한 참회

<명주보월빙>에서는 초월계 체험 또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작품에

서 초월계 체험은 주로 인물들의 꿈을 통해 형상화되는데, <명주보월

빙>에서 가장 유의미하게 형상화되는 초월적 공간은 윤부의 유씨가 체

험하는 저승계과 천상계이다.

윤부에서 윤광천・윤희천 형제를 핍박하며 온갖 화란을 일으키던 유씨

는 자신의 과악이 밝혀진 후에도, 오히려 하늘을 원망하며 분한으로 괴

120) 사실상 환생한 삼형제 중 하원상의 결연만이 환생 이전의 서사와 연계된
다. 하원창과 하원필은 환생 이전에 혼인하지 않았기에 이들은 환생 후 자신
들의 인연을 만들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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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워하던 중 꿈을 통해 저승계와 천상계를 차례대로 체험한다.

시 뉴부인이 엄홀(奄忽)여 계명(鷄鳴)에 니르도록 인를 모르가온

, 일장(一場) 신몽(神夢)을 어드니, 긔를 우두나찰(牛頭羅刹)황건녁

(黃巾力士) 슈삼인이 잡아 일신(一身)을 의 얽으며 쇠로 두다려, ‘어셔

풍도디옥(酆都地獄)으로 가’ 고 구박니, 뉴시 험쥰산뇌(山路) 가디

른 곳으로 울며 더니, 곳의 니르러쥬궁패궐(珠宮貝闕)이 운소

(雲霄)에 다핫고, 허다 갑(甲士) 창검(槍劍)을 드러 문마다 셧, 쳣 문의

쥬필(朱筆)노 시명계(冥司界) 삼나뎐(森羅殿)이라 엿더라.

념왕(閻王)이 뉴시잡아 드리라 다 고, 무슈귀졸이 뉴시를 드러

듕듕쳡쳡(重重疊疊)문호를 디나 념나뎐(閻羅殿) 계하(階下)의 니, (중

략)

념왕이 슈죄(數罪)믈 마디 아니고 귀졸(鬼卒)다려 분부,

“뉴녀의 죄상은 범연곳의 비기디 못리니, 이졔 대디옥(大地獄)의 가도아

갈(蛇蝎) 호표(虎豹)와 온갖 더러온 즘가온너허 듀야로 보고 기여

못견게 고, 삭망(朔望)으로 잡아여 유확(油鑊)의 살므며 쇠치로 시고

검극으로 즛두다려 육장(肉醬)을 라 다시 살와여 대디옥의 드리쳐 두고

보믈 긋치디 말나.”121)

유씨는 자신의 악명만 높아진 채 윤광천・윤희천 형제가 영광을 띠고

돌아오자, 이들에게 악담을 퍼붓고 분노로 인해 심신의 병이 깊어져 혼

절하고 만다. 이때 꿈속에 험상궂은 황건역사가 나타나 유씨를 사슬로

얽어맨 채 쇠채로 두드리며 풍도지옥으로 끌고 간다. 지옥으로 이르는

길은 깎아지른 듯한 험준한 산길로 이어지며, 염라대왕이 관장하는 명사

계의 염라전은 운소(雲霄)에 닿을 듯한 험준한 곳에 위치한 것으로 묘사

된다. 유씨는 허다한 군사들이 창검을 들고 지키고 있는 중중첩첩한 문

들을 지나 염라전에 이른 후, 귀록(鬼錄)에 적힌 죄상에 따라 아비대지옥

(阿鼻大地獄)에 가두어 영원한 고통을 겪게 하라는 판결을 듣는다.

염라대왕이 이른바 ‘아비대지옥’은 뱀과 전갈, 호랑이와 표범 등의 짐

승들에게 주야로 보챔을 당하고 뜯겨 견디기 어렵고, 삭망(朔望)마다 기

름 솥에 삶겨 쇠꼬치와 검극으로 짓이겨지기를 반복하는 매우 무시무시

한 곳으로 묘사된다. 염라대왕의 판결을 듣고 아비대지옥으로 가는 길

121) <명주보월빙> 권73, 8∼11면(4권, 370∼3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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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곳도 평탄치 아냐 즌 굴헝[구렁] 아니면 긔구(崎嶇)산곡이로

, 무셔온 즘과 일홈 모로버러디 담아 브은 시 셔기다가, 사

을 보고 침노려”122)는 광경이 이어진다. 이에 유씨가 두려워 능히 걸

어가지 못하자 귀졸은 유씨의 등을 후려치며 앞으로 나아가길 강요하고,

가는 길마다 그녀와 악사를 공모하다 죽임을 당한 심복들이 앞길을 막고

원망하며 그녀를 괴롭힌다.123) 눈앞에 펼쳐진 두렵고 처참한 광경에 정

신을 차리지 못하던 유씨는 막 지옥에 들어서려던 순간, 영허도군[윤희

천]이 천지신명께 유씨의 명을 빌어 하늘이 유씨를 놓아주도록 했다는

전갈을 받고 풀려난다.

귀졸이 유씨를 데리고 왔던 길을 되돌아오자, 서기(瑞氣)가 어린 동남

쪽 하늘에서 청의여동이 학을 타고 내려와 유씨를 청하며, 그녀를 학에

태워 천상의 옥청궁(玉淸宮)으로 인도한다. 옥청궁은 삼청궁(三淸宮)의

하나로 옥황상제가 사는 곳으로 제시된다. 저승계의 염라전이 험준한 산

길을 끝없이 올라 이른 곳이라면, 천상계인 옥청궁은 신성한 동물로 여

겨지는 학을 타고 오를 수 있는 곳으로 제시된다. 지옥에서 풀려난 유씨

는 옥청궁에 이르러 엄구(嚴舅)인 윤공과 존고(尊姑) 황씨를 만나 지난

일들에 대한 경계를 들은 후, 천경(天鏡)을 통해 자신의 지난 악행들을

목도하게 된다. 이미 염라전에서 귀록(鬼錄)을 통해 자신의 전후 죄상을

들은 바 있지만, 천경을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악행을 직접 목도함으

로써 유씨는 깊은 수치심을 느낀다.

모든 시녜 뉴시다려 례라{라} 니, 눈을 드러 보엄구(嚴舅)와 존

고(尊姑) 황부인이라. 공과 부인이 뉴시를 안라 고 탄식 왈, (중략)

“우리 부뷔 너다려 회심(回心自責) 라 미 구셜(口舌)이 슈고로온 고

122) <명주보월빙> 권73, 11면(4권, 372면).
123) 뉴시 울며 여 디옥 밧긔 가 눈을 들, 교[유씨의 조카] 를 갈니여
시며 머리 로 나고, 일신의 피를 흘니고 우는 온, 온갖 튝(畜生)이
침노디라. (중략) 교바야흐로 셜운 말을 려 더니, 믄득 셰월・비
영・신묘랑 등이 다 몸의 피를 흘니고 나와 악울며, 져죽으미 뉴시 탓
시라 여 븟들고 원망며, 신묘랑은 다시 셰샹의 나 윤가를 어러여 보렷
노라 더라. 남녁 디옥으로셔 형봉이 다라 버힌 머리를 두다리며, (중략)
뉴시 심혼(心魂)이 비황(悲惶)믈 니긔디 못여 어린시 말을 못하, 귀
졸의 쵹믈 인여 뎡히 디옥의 들녀 더니 (하략) <명주보월빙> 권73,
12∼13면(4권, 372∼3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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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텬경(天鏡)을 빗최여 젼젼악(前前惡事)를 보게 고, 희텬의 대효를 알게

리라.”

언파의 시녀를 명여, 큰 거울을 드러 윤부를 빗최고 뉴시로 보게 라 

니, 뉴시 엄구와 존고의 말을 듯오한츌쳠(汗出沾背)니, 그 명을 거

역디 못여 텬경을 잠간 보, 윤공과 황부인이 기셰(棄世)므로브터 긔

위시[위태부인]를 와 블의(不義)를 던 거동이며, 챵후[윤광천] 형뎨를 치

고 조로던 형상과 의렬[윤명아]을 셔르져 농의 너허 형봉을 주던 모양이며,

뎡・딘・하・댱 쇼져를 온가디로 던 거동이 오히려 긔라도 니일이

잇거, 텬경의완연여 긔 모녀의 극악 흉참미 금즉여 뵈디라.

(중략) 뉴시 황황참괴믄 니도 말고, 긔 평은악양선(隱惡佯善)여 악

를 나, 가만며 공교믈 읏듬여 남을 시 긔이던 일이 다 텬경의

반졈 흐릿거시 업시 빗최고, (중략) 긔 병셰 위독쇼[윤희천] 단

디(斷指)여 긔 닙의 드리오거동이며, 쇼원님 슈목 이의셔 칠등을

버리고 혈셔로 튝를 분향튝여 양모의 딜양을 신믈 빌, 상텬(上

天)이 감동시뵈니, 뉴시 셕년(昔年) 챵후 형뎨를 죽이고져 니를 갈고,

이 돌치 뭉쳣던 악심(惡心)이 오날의 텬경을 보, 흉심(凶心)

이 츈셜(春雪)고 아 뉘웃브미 병츌(竝出)니, 도로혀 아모란 상(狀)이

업셔 어린시 섯더니 (하략)124)

천경을 바라보던 유씨는 자신이 저지른 잔혹한 악행을 차마 대면하지

못하고, 자신조차 잊었던 악행들이 천경에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보자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비로소 지난 잘못을 뉘우친다. 이에 윤공과

황씨는 유씨에게 돌아가 위태부인을 잘 개유하여 다시 악행을 범하지 말

라 당부하며, 감로수를 주어 유씨의 악심을 없애고 온몸의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한다. 옥청궁에서 윤공, 황씨와 작별한 후, 청의여동은 유씨를

일엽소선(一葉小船)에 망망대해에 띄우고, 유씨는 거센 물결에 놀라 꿈에

서 깨어난다. 유씨는 비로소 자신을 간호하던 희천의 손을 붙잡고 통곡

하며 지난날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유씨의 회과로 인해 윤

부는 마침내 화란을 진정하고 가족의 화합을 이룬다.

<명주보월빙>에서 유씨가 체험한 저승계는 지난 악행에 대한 징벌이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두려움이 고조되는 공간이며, 천상계는 반성과 참

124) <명주보월빙> 권73, 15∼20면(4권, 373∼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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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공간으로 구분되어 서술된다. 두 공간 모두 초월적인 공간으로 제

시되지만 천상계가 저승보다 우위에 있는 공간으로 묘사되며, 악행에 대

한 응징보다는 회과에 좀 더 큰 의미를 부여한다. 지난 악행에 대한 초

월계의 용서와 유씨의 반성은 양자인 윤희천의 효성에 의탁한 것이지만,

이는 징벌보다 회과에 좀 더 중심을 두고 포용하고자 하는 작품의 주지

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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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윤하정삼문취록>의 서사적 성격

1. 가문 내적 서사의 초점화

<명주보월빙>에서 윤・하・정 세 가문의 서사가 거시적인 관점에서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각 가문의 상징적인 의미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구

성되었다면, <윤하정삼문취록>은 세 가문의 내적 서사에 집중한다.

1) 종통계승과 원비(元妃)에 대한 관심

(1) 윤성린의 고행과 종통의 계승125)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윤부는 가란이 진정된 후, 진왕 윤광천과 승상

윤희천은 어른들을 모시고 많은 자녀들을 거느린 채 화락한 삶을 영위한

다. <명주보월빙>에서 윤부의 서사가 ‘윤현의 순절’ 및 ‘윤광천・윤희천
형제의 효성’을 통해 대외적으로 충효를 실현하고 이념적 상징성을 부각

시키는 방향으로 구성되었다면,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윤부의 서사는

가문 내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한다. 이는 윤성린의 종통계승과 윤창린

의 원비문제로 귀결된다. 먼저 각 인물들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윤부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6)

125) ‘윤성린의 고행과 종통의 계승’에 대한 서사는 그가 부모를 찾아가는 과정
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운명을 확인받는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는 ‘Ⅳ장
1절 개인의 운명과 죽음’에서 좀 더 자세히 살피기로 한다.

126)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윤・하・정 세 가문의 가계도는 전편에 비해 상당
히 복잡한 양상을 띤다. 최대한 작품의 내용에 충실하여 가계도를 구성하였
지만, 내용상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도 있기에 세 가문의 가계도와 자녀들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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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정삼문취록>에서 ‘윤성린’은 ‘윤현-윤광천’으로 이어지는 윤부의

종통을 계승할 적장자로 태어나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그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모와 헤어져 시련을 겪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전편인 <명

주보월빙>에서 그는 윤부의 종통과 가권을 욕심 낸 위태부인과 유씨로

인해 버려지며, 이후 <윤하정삼문취록>에서 13년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한글장편소설에서 대개의 경우 모종의 음

모로 인해 버려지거나 납치된 남자아이들은 큰 고난 없이 명문가에서 성

장하며 훗날 가족들과 상봉하지만,127) 윤성린은 가족들과 상봉하기까지

무수한 시련을 겪는다.

윤성린은 소문환에게 구조된 후 ‘몽룡’이라는 이름을 부여받는데, 가족

127) 일례로 <완월회맹연>의 장창린과 <윤하정삼문취록>의 소동문을 들 수 있
다. <완월회맹연>에서 장창린은 장헌의 아들로 도적의 난을 만나 부모와 이
별하지만, 명망 높은 이빈에게 양육된 후 무사히 가족들과 상봉한다. <윤하
정삼문취록>의 소동문 역시 연희벽과 요승 청선의 음모로 하부로 납치되지
만, 명문가인 하부의 귀공자로 성장한다. 다만 소동문의 경우, 가족들과 상봉
한 후 하부에서 무탈하게 지내던 것과 달리 본가에 귀환하여 계증조모인 여
태부인에 의해 시련을 겪는다.

[그림 3-1] <윤하정삼문취록> 윤부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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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상봉하기까지 그가 겪는 고행은 ‘몽룡으로서의 삶’에 집중되어 있

다. 그의 고행은 첫째, ‘소부에서의 시련’과 둘째, ‘해외 표류로 인한 시

련’으로 압축된다. 첫째, 소부에서의 시련은 그가 소문환에게 구조된 후

소부의 여태부인으로 인해 겪는 시련을 일컫는다. 여태부인[소문환의 계

모]은 끊임없이 소문환 부부와 그 자녀들을 해치려 하지만, 그때마다 몽

룡[윤성린]이 방비하고 저지하자 모든 분노를 몽룡에게 돌리며 그에게

부모를 찾아 떠날 것을 종용한다. 소부에서의 시련은 몽룡에 대한 여태

부인의 핍박과 학대로 점철된다.

둘째, ‘해외 표류로 인한 시련’은 몽룡이 부모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겪

는 고난을 통해 드러난다. 몽룡은 부모를 찾고자 황성으로 향하는 뱃길

을 떠나지만, 그의 여정은 번번이 풍랑에 막혀 목적지와는 전혀 다른 곳

으로 표류한다. 그는 ‘1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를 만날 수 없는 운명’이

라는 점괘에도 불구하고, 약 3년의 시간동안 ‘백두섬 → 일침국 → 동오

국’을 떠돌다 끝내 황성에 이르지 못한 채 다시 소문환이 있는 북해로

돌아온다. 비록 그의 부모찾기 여정은 실패로 끝났지만, 몽룡은 그 과정

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훗날 윤부의 후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13세가 된 후 그는 조부 윤현의 인도에 따라 비로소 가족들과 상봉하

게 된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윤현은 사후에도 생전의 권위와 지위

를 갖춘 채 가문과 자손을 돌보는 역할을 맡으며, 서사가 전개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추모의 대상이 되어 수시로 소환된다.128)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마다 자손들의 꿈속에 나타나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윤하정삼문취록>에서도 묭룡이 거듭된 시련

으로 실의에 빠지자 그를 위로하며 부모와 재회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준

128) 죽은 가부장이 사후에도 가장으로서의 의무에 충실하며 살아생전의 사회
적 역할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소설뿐만 아니라 야담에서도 빈번하게 발
견된다. 기문총화 등 18∼19세기 야담집에 등장하는 죽은 가부장들 역시
윤현처럼 가문과 가족을 돌보는 수호신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후에도 살아생
전 누렸던 권위와 혜택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인다. 최기숙은 이러한 상상력
의 배후에 야담 향유층의 중심이 사대부 남성이라는 문화적 조건이 자리해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최기숙, 처녀귀신, 문학동네, 2010, 4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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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위상(一位宰相)이 광의(廣衣大帶)로 학을 고 려와, ‘몽뇽아!’ 불

너 왈,

“너의 명되(命途) 긔구(崎嶇)여 네 부모의 회(厄會) 미진므로, 십삼 년

을 실니(失離)여 식과 부뫼 서로 참통비졀니 엇지 잔잉치 아니리오? 이

제 네 몸이 종장(宗長)의 듕믈 가져 쳔승귀(千乘貴子)로 누봉사(屢代奉

祀)녕(領)지라. 믈며 아손(我孫)은 하이 특별이 신 바 낫 현셩(賢

聖)이라. (중략) 나곳 이십칠 년 젼 니부상셔 금광녹태우 홍문관 태학

명쳔션윤공이니, 곳 너의 아비라. (중략) 너십삼 년을 부모 못자 통

할나 이제 다라즐겁고 영락(榮樂)미 당셰의 희한리니 엇지 부슉(父

叔)의 부안(父顔) 모로지통(至痛)의 비리오? (중략) 이제 가 니니 동

문 밧그로 나아가라.”129)

윤현은 몽룡에게 윤부의 누대봉사를 담당할 중임이 있음을 알려준 후,

아들인 윤광천의 꿈에 나타나 부자가 재회할 때가 되었음을 알려준다.

조부 윤현의 인도 끝에 몽룡은 가족들과 재회하며,130) 부친에게 ‘성린’이

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비로소 윤부의 종손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

하게 된다. ‘몽룡’으로서 겪었던 시련은 윤부의 후계자로서 가문을 이끌

어가야 할 ‘윤성린’이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통과의례’적 성격을 지니

며, 해외에 표류했던 경험 역시 훗날 국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든든한

129) <윤하정삼문취록> 권6, 46∼50면(1권; 116∼117면).
130) <완월회맹연>에서 정인성이 부모와 헤어진 후 다시 상봉하기까지의 과정
은 윤성린의 부모찾기 여정과 유사하다. 정인성 역시 가란으로 인해 가족들
과 헤어진다는 점, 해외[몽고국, 금국]에 표류하는 중에도 해당 조정의 내우
외환을 수습해 준다는 점, 천명에 의해 가족과의 상봉이 계속 미루어진다는
점, 조부의 인도를 통해 부친과 상봉한다는 점 등에서 정인성은 윤성린과 유
사한 행적을 보인다. 한편 김수연은 <완월회맹연>에 나타난 “텬 몽고”에
주목하여 <완월회맹연>의 작가가 해천 몽골과 서몽골을 구분하고, 몽골을
외이(外夷)로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당당하게 존재하는 외국으로 그림으로
써 세계사의 흐름과 대외 정세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인식을 보여주었다고
평한 바 있다(<완월회맹연> 4∼30권; 김진세 독해, 완월회맹연 1∼2, 서울
대학교출판부, 1987; 김수연, 18세기 국문장편소설 <완월회맹연>의 몽골 인
식｣, 고소설연구 46, 한국고소설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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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된다. 윤성린의 귀환을 통해 윤부는 종손을 잃었던 지난 화란의

그림자를 말끔히 지우며, ‘명천공–진왕 윤광천–윤성린’으로 이어지는

윤부의 종통을 지킴으로써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한다.

(2) 자질에 따른 원비 세우기

윤부의 서사에서 윤창린의 원비 문제는 윤성린의 종통계승과 더불어

중요한 문제로 거론된다. 윤창린은 승상 윤희천과 하영주의 장자로 윤성

린과 함께 윤부의 안정과 번영을 이끌어 나가는 인물이다. 윤성린의 결

연이 부모찾기 여정에서 파생된 결과물로서 천정연이라는 다소 관념적인

성격을 띤다면, 윤창린의 결연은 현실의 복잡한 문제들과 권도의 문제,

즉 원비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엄월혜[화벽], 철씨, 구숙아, 경난아 네

여성과 결연하는데, 이들의 결연은 혼사장애 및 애정갈등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준다.

특히 원비 문제와 관련하여 엄월혜의 경우, 이미 현숙한 인물이 원비

로 예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서를 바꾸어 원비의 지위에 오른다는

점에서 좀 더 문제적이다.131) 이러한 경우 원비의 지위에 있던 여성이

악행 끝에 징치되거나 죽음을 맞은 후, 희첩이던 여성이 본래의 신분을

회복해 원비가 되거나 정식으로 혼례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132)

엄월혜의 경우처럼 원비로 예정된 인물이 현숙함에도 불구하고 원비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 것처럼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엄월혜가 윤창린의 원비가 되는 것에 대한 타

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작품의 초반부터 두 사람의 운명이 필연적임을 암

131) 원래 엄월혜는 동오왕 엄백경의 딸로 태어나지만 간악한 노복에게 납치된
후 윤부의 시녀에게 양육된다. 우연히 부중에서 엄월혜를 만난 윤창린은 그
녀를 희첩으로 삼으려 하지만 엄월혜는 완강히 거부하고, 꿈속에서 여와낭낭
에게 두 사람이 천정연분이라는 것을 들은 후에야 비로소 결연한다. 이후 엄
월혜는 희첩의 신분으로 쌍둥이 아들을 출산하고 모진 시련을 겪지만, 본래
의 신분이 밝혀진 후 윤창린의 원비가 된다.

132) <현씨양웅쌍린기>의 윤혜빙, <옥난기연>의 진천주 등은 남성인물의 희첩
이 되었다가 본래의 신분이 사족이라는 것이 밝혀진 후 남성인물과 정식으로
혼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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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곤 한다. 가령 엄월혜가 윤창린의 희첩이 되는 것을 거부할 때 꿈속

에 여와낭낭이 나타나 두 사람이 천정연분인 것을 이르며, “일시 소셩지

위(小星之位)를 (恨)치 아니면, 타일 쳔승(千乘)의 상원이 되리라”133)라

고 예언하는 장면이나, 윤창린이 엄월혜와 결연하기 전 모친이 받았던

빙물을 신표로 주는 장면, 태운도인이 윤부 자녀들의 운명을 예언하며

엄월혜가 종국에는 윤창린의 원비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장면 등이 그

러하다. 특히 여와낭낭과 태운도인은 천명의 권위를 빌려 엄월혜가 천계

에서 이미 윤창린의 원비로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후에 원위가 바뀌

었을 때 제기될 수 있는 논쟁들을 사전에 불식시키고자 한다.

본래 가문 간의 혼약을 통해 윤창린의 원비로 예정되어 있던 인물은

구숙아인데, 그녀는 모친이 죽고 부친마저 유배 간 후 외사촌인 경난아

에게 혼사를 빼앗기는 등 기구한 처지에 놓인다. 구숙아의 혼사를 탐내

던 경난아는 개용단으로 가(假)구숙아가 되어 윤창린과 혼례를 치르는데,

문제는 바로 이 시점에서부터 발생한다. 원래대로라면 가구숙아[경난아]

가 원비로서 누려야 할 모든 권리를 누리고 인정받아야 하지만, 혼례식

때 그녀의 불인함을 꿰뚫어 본 윤희천이 그녀를 아들의 원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샹[윤희천]의 됴심경안광(照心鏡眼光)과 하부인의 지인(知人)영감(靈

感)으로신부보그 속이 어지지 아니믈 혜아려, 밧비 보고져 던 의

주러져 반졈 깃브지 아니나 (辭色)지 아니코 무(撫愛)여 그 잔잉졍

니슬피 넉이고, 텰시블너 압니르, 년(憐愛) 왈,

“내 현부몬져 고 구시몬져 빙(聘)지라. 피명문일(名

門一脈)이니 션후의논거시 업고, (중략) 서로 화우(和友)여 가되(家道)

기리 챵믈 보게 라.”

니, 승샹의 이 말이 구시로원비(元妃)라 아니코, 은은이 텰시로 야금

구시와 좌(座次)갓게 야, 챵닌의 듕궤(中饋)텰시로 가음알게 미,

(중략) 첫 은 구시를 여 당당이 원비로 닐라 텰시 비록 긔특나 임

의 실노 믈 쳘후다려 닐너시니, (중략) 이의 구시셤기라 닐고져 

엿다가, 금일 구시보참아 블인요녀(不人妖女)로의 원비를 존치

133) <윤하정삼문취록> 권9, 64면(1권,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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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고, 텰시로 야금 져의 졀졔밧지 못게 야 짐션후 례분명

이 닐지 아니니, (하략)134)

윤희천은 혼례식에서 가구숙아의 품성을 꿰뚫어 본 후 그녀를 원위로

인정할 수 없어 원비로 공표하지 않으며, 가구숙아에게 철씨[윤창린의

재실]와 선후를 의논치 말고 다만 화목하라고 권유한다. 가구숙아가 원

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그녀의 품성을 꿰뚫어 본 윤희천의 통찰력을

강조하고, 남의 것을 탐낸 악인형 인물의 소망을 좌절시켜 독자들에게

쾌감을 준다. 경난아는 가구숙아가 되어 성대한 혼례식을 치르고 윤창린

의 원비가 되어 다복한 삶을 누릴 것이라 기대하지만, 윤희천은 구숙아

가 삼년상 중인 점을 감안하여 가까운 친지들만 초청하여 혼례를 간소하

게 치르며 가구숙아의 불인함을 눈치 채고 그녀를 원비로서 공표하지 않

기 때문이다. 이는 진짜를 가장한 가짜의 경우, 의당 진짜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윤창린의 원위 문제는 가문 간의 신의 문제 및 자존심 문제로도

비화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미 구숙아를 윤창린의 원비로 맞겠

다고 약조한 상황에서 윤부가 그녀의 품성을 문제 삼아 이를 번복한 것

은 상대 가문에 큰 무례를 저지른 것이지만, 작중에서는 이를 윤희천의

통찰력이 남다른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의적인 측면보다

실리적인 측면, 즉 원비의 선후문제보다는 자질문제를 중시하는 현실적

인 태도가 드러난다. 충효와 신의로 명망이 높은 윤부일지라도 장자의

원비 문제에 관한 한 가문 간의 신의와 약속보다는 가문의 안위와 번영

을 좀 더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가란 속에서 위기를 겪

었던 윤부가 가문을 재정비하고 번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좀 더 확실하

게 가문의 인물들을 단속하고자 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가문을 쇄신

하고 그 위상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혹여 자질이 부족한 여성이 원위가

되었을 때 야기될 수 있는 혼란과 가문의 품격 하락 문제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134) <윤하정삼문취록> 권23, 48∼50면(2권,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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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윤창린은 윤부의 종손은 아니지만 윤희천의 장자라는 점에서 윤

부의 방계를 새롭게 열어가야 할 인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원비 또

한 막중한 역할을 맡게 되므로, 가구숙아처럼 가문을 혼란에 빠뜨릴 위

험이 있는 인물은 잠시라도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없도록 설정한 것이다.

구숙아의 자리를 빼앗았던 가구숙아[경난아]가 윤창린의 원위를 감당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원비로 예정되어 있던 구숙아가

현숙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경우 대개는 구숙아가 시련을 극복한

후 윤창린의 원비가 되는 것으로 마무리되겠지만, <윤하정삼문취록>에

서는 엄월혜에게 원비 자리를 넘겨준다. 엄월혜는 천명에 의해, 구숙아는

가문 간의 혼약에 의해 각각 윤창린의 원비로 내정된 바 있기 때문에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두 사람의 원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히

고심한 흔적을 보인다.

그 결과 경난아가 구숙아의 혼사를 빼앗는 서사가 삽입되었으며, 구숙

아가 죽은 것으로 알려진 사이 엄월혜가 윤창린의 원비가 되도록 서사를

전개하였다. 구숙아가 부재하는 동안 엄월혜는 자질이 뛰어난 쌍둥이 아

들을 출산하며, 동오국 공주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상당한 문벌을

갖추고, 윤창린의 원비로서도 손색없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에

윤부에서는 흔쾌히 엄월혜를 윤창린의 원비로 맞아들이며, 후에 구숙아

가 무사히 돌아오자 엄월혜, 철씨에 이어 그녀를 제3부인으로 맞는다. 윤

부의 어른들은 구숙아를 위로하며 비록 가구숙아[경난아]가 어진 인물이

었다 하더라도 엄월혜가 왕후(王侯)의 딸로서 색덕을 겸비하고 훌륭한

두 아들을 두었으니 원비로 삼았을 것이라며, 두 사람의 지위가 바뀐 것

은 안타깝지만 사세가 마지못한 일이었음을 들어 서로 화목하기를 권유

한다.135)

135) 호람휘[윤수] 신부[구숙아]의 옥슈(玉手)를 어로만져 왈,
“아부(我婦)창아[윤창린]의 슈빙고인(受聘古人)이니, 엇지 아시 조강(糟
糠)으로 다이 이시리오만은, (중략) 가칭(假稱) 구시, 니바 인면슈심(人
面獸心)이니, 졔 비록 어지다 일너도 엄시 임의 왕후지녀(王侯之女)로 덕
(色德)이 겸비고, 긔린 갓흔 냥(兩子)를 두어시니 가히 그 리를 밧고기
어렵거, 믈며 경시의 음오(淫汚) 무(無行)미냐? (중략) 금일 구약(舊
約)을 셩젼(成全)니 엇지 긔특지 아니리오? 연이나 너의 명문화벌(名門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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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사전개는 윤부의 도덕적인 부담감을 최소화하면서 천명에 따

라 엄월혜를 원비로 맞은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 즉, 윤부의 원위

문제는 가문 간의 혼약과 천명에 의해 내정된 인물이 다를 경우, 천명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물의 품성을 꿰뚫

어보는 집안 어른들의 통찰력 등을 앞세워 가문의 안위를 위해 원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최종적으로는 원위에 오른 인물에게 더 큰

영광을 부여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들의 경우 다른 인물들에 비해

뛰어난 자질과 품성을 갖추었으며, 왕과 제후에 필적하는 부귀명문가의

자손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이는 원위의 문제를 다루는 가운데 가문의

실리를 우선시하여 안팎으로 가장 뛰어난 인물을 영입함으로써 가문의

번영을 도모하고, 대외적인 위상을 함께 높이고자 하는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효와 애정의 대립 및 은원(恩怨)의 해소

(1) 불인한 의모(義母)에 대한 효성과 애정의 대립

<명주보월빙>에서 정치적 시련으로 인해 가문의 위기를 겪었던 하부

는 신원한 후, 하원광과 그 형제들의 활약으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

며, 후편인 <윤하정삼문취록>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시련을 모두 걷어내

고 명실상부한 명문세가로서 거듭난다. 먼저 하부의 가계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閥)노 위굴하등(位屈下等)미 인심의 불안나, 이셰(事勢) 마지 못
미니, 아부모로미 녀영(女英)의 슉신지풍(淑愼之風)을 직희여 원비를 존경
며 동녈(同列)을 화목여 규문의 화긔를 일치 말나.” <윤하정삼문취록>
권64, 6∼9면(3권, 3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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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정삼문취록>에서 하부의 중심서사는 3대 인물인 하몽성을 중심

으로 ‘효와 애정의 대립’ 및 ‘은원의 해소’라는 측면에서 부각되며, 하몽

성을 비롯한 3대 인물들은 전장에서의 활약 및 명문가와의 결연을 통해

성장해 가며 가문의 번영을 이끌어 나간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하몽성은 승상 하원광과 윤현아의 장남이자,

하부의 종손으로 제시된다. 하부의 가문 내적 서사 중 ‘효와 애정의 대

립’은 하몽성의 의모(義母)인 연군주에 의해 촉발된다. 연군주는 전편인

<명주보월빙>에서 하원광의 재실이 된 인물로 우람광패하고 안하무인이

지만, 남편 하원광에게는 지고지순한 애정을 보이며 순종하는 인물이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역시 연군주의 성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가

문 내 그녀의 위상이 자부(子婦) 항렬에서 부모 항렬로 옮겨감에 따라

그녀가 일으키는 크고 작은 소동은 가문의 적장자인 하몽성의 시련과 결

부되며, 가문 전체를 소란케 하는 일로 확대되곤 한다. 하몽성은 연군주

에게 효를 다하지만, 연군주는 시시때때로 호령하고 겁박하며 급기야 하

몽성에게 원치 않는 혼사를 강요하는 데 이른다.

연군주는 자신이 귀녕한 동안 조카 연희벽이 하몽성과의 혼사를 부탁

[그림 3-2] <윤하정삼문취록> 하부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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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일부러 하몽성을 연희벽의 처소로 안내한 후 순식간에 들이닥쳐

그가 불의를 저지른 것처럼 몰아세운다.

연부인이 흑면괴상(黑面怪狀)의 노긔(怒氣)여 급히 니러 이 경상을

보고 다라드러 사인[하몽성]의 관(冠)을 벗겨 바리고, 운고풀쳐 잡고 무수난

타며 지저 (중략) 익노(益怒) 왈,

“네 간사이 나속이미니 질녜(姪女) 이런 욕을 보고 반다시 죽으려 거

시니, 네 맛당히 ‘냥(百輛)으로 마져바리지 말니라’ 면 내 너의 죄사

려니와, 불연(不然卽) 너와 내 을 결단리라.”

고 셔도거동이 더욱 연(駭然)니, 사인이 안셔(安舒)히 왈,

“모친의 라 시로 오리니 식노(息怒)쇼셔.”

연부인이 그졔야 사인을 노흐며 관을 주어 라 니, 사인이 연쇼져[연희

벽]미 고이여 다시 와 뵈오믈 고고 밧비 쳥샤(廳舍)로 나오니 (하

략)136)

연군주는 갑자기 들이닥쳐 하몽성을 가차 없이 난타하며 연희벽과 혼

인할 것을 종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생을 결단하겠다는 말로 그를 겁

박한다. 기어이 하몽성에게 혼인하겠다는 확답을 얻어낸 연군주는 조카

에게 자신의 위엄을 자랑하고, 연희벽 역시 “슉모의 강녈시믄 대장부

의 풍(風)이시니, 하몽셩이 아모리 어려온 위인이라도 슉모의 위엄을 두

려 쇼질(小姪)을 후라도 감히 박멸(薄蔑)치 못리이다”[권14, 26∼

27면(1권, 276면)]라는 말로 연군주를 추켜세우며, 혼인 후를 도모한다.

비록 하몽성이 연군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연희벽과의 혼사를 수락

했다고는 하나 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한다. 연군주가 하몽성의 부

모 항렬이기는 하지만, 그 위로는 남편인 하원광과 원비 윤현아[하원광

의 친모]가 있으며, 하부의 가장 큰 어른이자 그녀의 시부모인 하진 부

부 역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하몽성은 하부의

종손으로서 가문을 이끌어야 할 인물이며 그의 배필 역시 종부로서의 품

격을 갖춰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즉, 하부에서 하몽성의 혼인은

다른 자손들의 혼사에 비해 그 중요성이 상당히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136) <윤하정삼문취록> 권14, 24∼26면(1권, 275∼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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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군주가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 조카의 청을 들어주고자 하

몽성과 연희벽의 혼사를 추진한 것은 시부모와 남편 등을 무시하고 방종

을 저지른 것이라 볼 수 있다. 하몽성 역시 연군주의 해거(駭擧)를 막고

효를 다하기 위해 순종하였으나 난감한 처지에 놓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조부모와 부친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섣불리 혼사를 수락한 것 자체가 경

솔한 행동이며, 조부모와 부친의 뒤에 숨어 혼사를 물리치는 것 역시 연

군주에게 식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이를 황

제의 사혼을 통해 해결해 간다. 황제가 사혼을 내림으로써 하몽성은 조

부와 부친의 뜻을 거역하지 않는 동시에 연군주의 명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하부에서는 혼인을 막지 못해 불행히 여기며 하몽성과 하

부의 앞날을 염려하고,137) 연희벽의 불인한 품질이 부각됨에 따라 하몽

성과 다른 숙녀가인들의 결연이 필연적인 것임을 암시한다.138)

하몽성은 의모에 대한 효를 다하기 위해 연희벽과 원치 않는 혼인을

치른 후, 그녀에 대한 애정까지 강요받는 상황에 이르자 분한에 휩싸여

괴로워한다. 연희벽 역시 하몽성의 애정을 얻지 못하자 하몽성을 윽박지

르며, 연군주와 하몽성의 갈등을 부추겨 그의 시련을 가중시킨다. <윤하

정삼문취록>서 연군주는 광패한 성정을 지닌 우부형(愚婦型) 인물이

집안의 어른이 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요사태에 대해 가감

없이 보여준다. 연군주는 하몽성에게 연희벽을 존중하고 그녀와 화락하

도록 강요하며 모질게 핍박하지만, 하몽성은 연군주에게 효를 다하면서

도 연희벽의 우악스러운 성정과 무례함을 감당할 수 없어 괴로워한다.

137) 조태부인 왈,
“션황(先皇)이 연시[연군주]혼여 계시나, 그도 오히려 실(再室)이라.
윤현부[윤현아]쳘부(哲婦) 슉완(淑婉)이 이시니, 그 불미(不美)고 악
(悖惡)거구석의 두엇거니와, 몽셩은 내 집의 큰 로 져위인이
아비 우히오, 종통(宗統)의 듕미 잇거, 연가 규[연희벽] 만일 그 슉모
[연군주]달마실진, 몽셩의 풍(才風)을 욕아니라 누봉(屢代
奉祀)녕(領)치 못리니 셩은도 이런 곳의감격지 아니도다.” <윤하
정삼문취록> 권14, 31∼32면(1권, 278면).

138) 하몽성과 연희벽의 혼인날 조태부인이 신부의 흉한 기질을 보고 한탄하자,
하원광은 몽성의 복록지상(福祿之相)은 완전한 반면 연희벽은 수복을 누리지
못해 몽성과 백년해로하지 못할 것이라며 모친을 위로한다. <윤하정삼문취
록> 권14, 50∼51면(1권, 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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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하몽성은 천연(天緣)에 따라 정월염, 표쇄영, 상숙영 등과 차례대

로 결연하지만, 연군주와 연희벽의 작난으로 인해 상심하며 지낸다. 연군

주는 조카의 충동질에 빠져 수시로 하몽성을 호령하는가 하면, 며느리들

을 다스린다는 명분으로 하몽성의 다른 부인들을 수시로 난타하고 보채

며 집안을 소란스럽게 만든다.

[연군주] 미란이 여 모든 며리브니, 뎡・표・상 삼쇼졔 슈명(受

命) 젼도(前導)니, (중략) 좌슈로 표시의 운발(雲髮)을 트러잡고, 우슈로 상

쇼져후려 업지니, 냥인(兩人)의 봉관(鳳冠)이 헤여지고 빈혜 두 조각의

바아지니, (중략) 표・상 이녀(二女)노코 뎡녀엄치(嚴治)여 위풍(威風)

을 뵈리라 여, 표시의 머리기둥의 브잇고, 상시의 몸을 허위여 옥셜 

살흘 믜여지게 믜치니, 붉은 피 낭믈 보고 노흐니139)

연군주는 날마다 여러 자부들을 호령하여 음주를 즐기며, 술이 취한

후에는 연희벽의 분한을 풀어주기 위해 하몽성의 다른 아내들을 불러들

여 난타하는 등 해괴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이에 하몽성은 아내들의

처지에 연민을 느끼면서도 나서지 못하고, 연군주에게도 효성을 다하지

만 연군주가 아끼는 연희벽에게는 끝내 마음을 열지 못한다. 결국 하몽

성은 연군주에 대한 효와 정월염 등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번민하며, 훗

날 연희벽의 죄상이 밝혀지고 그녀가 죽음에 이른 후에야 번민에서 벗어

난다.

특이한 것은 하부에 연군주의 행동을 제어할 만한 어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진 부부나 하원광, 윤현아가 특별히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다. 하진 부부와 하원광은 연군주를 권면할지언정 그녀의 과도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하원광의 원비이자 하몽성의 친모인 윤현

아 역시 연군주의 행실을 개탄할 뿐, 하몽성 등의 수난에 대해서는 별반

개입하지 않는다. 윤현아는 친아들과 며느리들이 자신의 적국[연군주]으

로 인해 고난을 당한다는 점에서 연군주와 대립각을 세울 법하지만, 굳

이 연군주를 상대하지 않는다. 다만 그녀는 모든 것이 운명임을 들어 며

139) <윤하정삼문취록> 권36, 17∼20면(2권, 306∼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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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들을 위로하고, 연군주와 연희벽을 원망하지 말라고 권할 뿐이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하몽성 부부의 수난은 ‘친모와 의모’, ‘원비와

재실’이라는 관계 속에서 윤현아와 연군주의 갈등으로 점화될 법하지만,

윤현아는 그림자처럼 물러나 있을 뿐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는다.140) 그

결과 하부의 서사는 연군주와 하몽성의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효와 애정

의 대립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하몽성은 연

군주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 불합리한 상황과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끝내

연희벽을 거부함으로써, 애정문제에 관한 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모

습을 보인다. 이는 효와 애정이 대립할 때 애정에 치우침으로써 효라는

규범과 감정에 기반한 인간의 욕망 중 욕망에 좀 더 경사된 경향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몽성의 서사는 다른 여성들에 대한 애정 못지

않게 연희벽에 대한 혐오가 크게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효를 넘어서는 모

습을 내보인다 하겠다.

(2) 은원의 해소와 원비의 문제

하부의 서사에서 은원의 해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부는 <명주

보월빙>에서 누명을 신원하고 자신의 가문에 참극을 끼친 간적들에게

복수함으로써 한을 풀지만, <윤하정삼문취록>에서 가문과 관련된 은원

의 문제는 하몽성과 정월염의 결합을 통해 다시 떠오른다. 하부는 간적

김탁의 참소로 인해 역적 누명을 쓰고 화란을 당하지만, 정천흥의 도움

으로 누명을 씻고 신원하여 가문을 회복할 수 있었다. 문제는 정월염이

은인의 딸이기도 하지만 원수 김탁의 자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정월염은 정천흥과 문양공주의 딸로, 문양공주는 하부를 참소하고 반

란을 일으킨 김탁의 외손녀이기도 하다. 즉 정월염은 황제의 외손녀이자

제왕 정천흥의 딸이기도 하지만, 역적 김탁의 자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존귀한 신분과 역적의 자손이라는 복합적인 신분을 지닌다. <명주보월

빙> 연작에서 하부와 김탁은 철천지원수로 그려진다. 하부가 김탁의 음

140) 이는 <명주보월빙>에서 윤현아가 원비로서의 위엄을 세우며 연군주를 교
화하고자 했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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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 인해 몰락한 후, 김탁 역

시 하원광에게 죽임을 당함으

로써 하부와 김부는 자손들끼

리도 원수라는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하

몽성과 정월염의 결연은 의미

하는 바가 크다.

하몽성은 관서지역의 질병과

재해를 다스리고 돌아오던 중, 선관의 계시를 통해 유리하던 정월염을

구조하고 그녀와 인연을 맺는다. 연희벽과 불화하던 하몽성은 그녀를 중

대하며 연모하지만, 후에 그녀가 제왕 정천흥과 문양공주의 딸이라는 사

실이 밝혀지면서 갈등을 겪는다. 정월염의 신분이 밝혀진 후, 하몽성의

부친[하원광]은 제왕 정천흥에게 조용히 월염을 종부로 맞을 뜻을 전한

다.

초공[하원광] 왈,

“미돈(迷豚)이 블초나 션형(先兄, 하원경)의 계후(繼後)로 누봉(累代奉

祀)녕(領)니, 종쟝(宗長)의 듕미 쇼뎨(小弟)의 몸으로 비치 못지라.

연시[연희벽] 블인(不人)으로종부(宗婦)라 닐라미 욕되며 측니, 각별

슉녀여 미돈으로 야금 조(內助)의 덕을 힘닙어 우(愚悖)

덜고 광망지긔(狂妄之氣)진압고져 지 못더니, 임의 형이 미

돈을 나모라 바리지 아니니 죵용히 냥가(兩家) 존당(尊堂)의 고고 뉵녜(六

禮)구(具行)여 녀로오가(吾家) 종부삼아 맛지고져 니 형의

은 엇더뇨?”141)

하원광은 광패한 연희벽을 종부로 일컫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며 육례

를 갖추어 정월염을 종부로 맞겠다는 뜻을 전한 후, 존당에도 그러한 뜻

을 고한다. 이미 연희벽을 하몽성의 정실로 맞은 상황에서 희첩으로 데

려온 정월염을 종부로 높이고자 한 것이다.142) 이에 대해 하몽성은 연희

141) <윤하정삼문취록> 권22, 60∼61면(2권, 38면).
142) 정월염의 신분이 밝혀진 후, 정실인 연희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첩으로

<하몽성과 정월염의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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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이 종부로서의 소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월염이 사

족 출신인 것을 기뻐하면서도 그녀가 원수[김탁]의 외증손인 것을 꺼려

혼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다.

태위 됴당(祖堂)으로 도라와 일(擇日) 보(報)믈 알고, 이의 부젼(父前)의

고왈,

“방일호신(放逸豪身)연고로 관셔도(關西行道)의 우연이 일쇼희(一

小姬)다려온 뎡부 녀니, 만일 니・양・경 삼비의 소진거리

거시 업, 이그와 달나 문양공쥬 소이오, 문양은 역(逆) 탁의 외손

(外孫)이니, 쇼실노 이불이 넉이라. 비록 대인이 흉적(凶賊)을 잡

으샤 우흐로 국가의 위믈 덜고 아로 원슈갑흐신 일이나, 쇼의 도린

션야야(先爺爺)의 지원극통(至冤極痛)이 조셰(早世)신 셜우믈 닛고, 흉적

원슈의 외증손(外曾孫)을 미 크게 블가지라. 쇼존당과 대인의 명을

밧들 이오, 간예(干預)치 아니미 맛당오혼(此婚)이 만분(萬分) 블

오니 존당과 대인은 져 역탁[김탁]의 외증손녜믈 각지 못시니잇가?”143)

하몽성은 김탁의 음모로 인해 백부 하원경 등이 죽임을 당하고 가문이

멸문지화에 빠졌던 일을 고하며 원수의 자손을 배필로 맞는 것이 불가함

을 고하지만, 그의 부친은 정월염이 은인 정천흥의 딸임을 강조한다. 하

원광은 정천흥이 김탁의 음모를 밝혀 하부가 신원할 수 있었던 것을 이

르고, 정월염이 비록 김탁의 외증손이기는 하지만 은인의 딸이자 선(先)

황제의 외손이라는 사실에 방점을 찍는다. 이에 하몽성 또한 부친의 뜻

을 받들어 정월염과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는다. 이들의 결합을 통해

하부의 원한은 어느 정도 해소된 듯 보이지만, 사실상 김탁으로 인해 장

성한 아들을 셋이나 잃었던 하진 부부는 원한과 비통함을 쉽사리 가라앉

히지 못한다. 이는 연희벽이 적국인 정월염을 모해하고자 미혼단을 썼다

가 발각된 대목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정월염을 박대했던 하진 부부

는 이를 한탄하며, 비록 요약의 작용이긴 하나 내심 정월염이 규방에서

맞았던 정월염을 원비로 맞이하려는 모습은 앞서 엄월혜가 신분을 회복한 후
윤창린의 원비가 되었던 것과 유사하다.

143) <윤하정삼문취록> 권23, 3∼4면(2권, 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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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지 못하고 도로를 유리한 것과 그녀가 원수인 김탁의 외증손인 것을

꺼렸다고 고백한다.144)

이처럼 하부의 서사에서 김탁에 대한 원한과 정천흥에 대한 은혜는 정

월염이라는 인물에게 투영된다. 하몽성은 원수의 자손과 혼인하는 것이

불가함을 고하는 과정에서 그녀가 은인의 딸임을 분명히 하여 타당한 명

분을 획득하며, 하진은 정월염을 꺼렸던 마음을 고백함으로써 남아있던

감정의 앙금을 털어버린다. 명분과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지난 은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정월염은 하부에 입성하여 하부

의 종부로서 종손인 하창현을 출산하고, 하창현이 하부의 종통을 계승함

으로써 하부는 지난 시련을 완전히 극복하고 과거의 은원을 해소한다.

3) 여성수난 및 인친가(姻親家)에 대한 포용

(1) 친정에 의한 며느리들의 수난과 구제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정부는 제왕 정천흥 형제들이 어른들을 모시고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며 평안한 삶을 누리는 모습으로 제시된다. <명주

보월빙>에서 정부는 가문이 와해되고 멸문당할 위기를 겪었던 윤부와

하부의 조력자 역할을 자임하며 대외적으로 우도와 대의를 중시하는 명

문가로 부상한 바 있다. <명주보월빙>에서 정부의 대외적인 성격이 강

조되었다면,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정부의 서사는 가문 내 여성들의 서

사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부의 가계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145)

144) “뎡시의 아다오믈 당쵸븟허 모로미 아니로, (중략) 뎡시비록 쥭쳥
[정천흥]갓흔 인군의 츌(生出)이오, 왕희(王姬) 쇼이나 문양공쥬의 쇼
탄(所誕)으로 역(逆) 탁[김탁]의 외증숀이믈 져기 측은고, 리그
초지시(初生之時)로븟터 금옥 심규(深閨)의 라남도 엇지 못여 (중략)
진실노 옥무하(白玉無瑕)뎡시의심미 남은 히 업게 엿지라.
(중략) 노부(老父)의 불명 혼암미 엇지 븟그럽지 아니며, 하면목(何面目)
으로 쥭쳥의 부형졔보리오?” <윤하정삼문취록> 권60, 10∼12면(3권,
314면).

145) 정부의 가계도에 나타난 인물들의 결연을 통해 각 인물들의 서사적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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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서사는 며느리와 딸들의 수난 및 인친가에 대한 포용으로 집약

된다.146) 특이한 점은 며느리들의 수난이 정부에서 일어나는 부부갈등,

을 짐작할 수 있다. <명주보월빙>에서는 제왕 정천흥과 정세흥의 결연 및
활약상이 부각된 바 있으며, <윤하정삼문취록> 역시 다른 형제들의 자녀들
보다는 정천흥과 정세흥의 자녀들에 대한 서사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주목된
다.

146)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들의 수난은 주로 부부갈등과 처첩갈등 및 계
후갈등에서 촉발된 고부갈등과 계모와 전실자녀의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리된다. 장시광은 <명주보월빙>, <완월회맹연>, <유씨삼대록> 등 한글장
편소설들을 중심으로 여성수난담을 분석하며, 여성들의 수난이 지난한 여성
의 삶과 가부장제의 질곡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평한 바 있다. 또한 그는 <완
월회맹연>과 <임씨삼대록> 등의 경우 초월적 존재를 통해 여성들의 수난이
해결되는 양상에 주목해, 여성수난담과 초월적 존재의 결합이 작품의 흥미를
높이고 이념성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장시광, 앞의 논

[그림 3-3] <윤하정삼문취록> 정부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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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첩갈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불인(不仁)한 친정 모친에 의해 비롯된다

는 것이다. 친정 모친에 의해 화란을 겪는 대표적인 인물로 조성난과 한

난주를 들 수 있다. 두 사람은 모두 정운기의 정실과 재실로,147) 이들은

서로 공경하며 화락하지만 친정의 모친으로 인해 시련을 겪는다. 특히

조성난은 조급하고 투한한 기질을 지닌 모친이 자신의 시댁[정부]을 모

욕하고, 자신의 적국을 납치하여 살해를 시도하는 등의 일로 인해 시댁

에서 수차례 난감한 처지에 놓이며, 급기야 모친이 벌인 악행들로 인해

투기하는 음부(淫婦)라는 누명을 쓰고 유배되는 등의 시련을 겪는다. 한

난주 역시 계모 관씨로 인해 혼인 전에는 원치 않는 혼인을 강요받고 죽

기 직전까지 난타당하며, 혼인한 후에도 유산하고 독살의 위협을 받는

등 시련을 겪는다. 이들의 수난은 딸의 전정을 위해 적국을 없애려는 임

씨[조성난의 모친]와 전실의 자녀를 해치려는 관씨[한난주의 계모]가 결

탁함으로써 점점 더 심각한 지경에 이른다.148) 대체로 혼인한 여성들의

수난이 적국의 모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친정

모친으로 인해 시련을 겪는 조성난과 한난주의 상황 및 이에 대한 정부

의 대처는 눈여겨 볼만하다.

조성난과 한난주의 모친이 벌인 소요사태에 대해 정운기를 비롯한 정

부의 구성원들은 조성난과 한난주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 한다. 조성난

문, 2008; 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
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장시광, ｢운명과 초월의 서사–<임씨삼대
록> 여성수난담의 성격｣, 고소설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장시광, ｢
대하소설 여성수난담의 성격–<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47, 동양고전학회, 2012).

147)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정천흥-정운기’ 부자는 상당히 유사한 성격을 지
닌 인물로 제시된다. 정운기 역시 문무에 능하며 위기에 처한 인물들을 적극
적으로 구제하는 등 부친과 유사한 행적을 보인다. 두 인물 모두 애정갈등을
겪는데, 정천흥의 경우 애정을 독점하고자 한 문양공주에 의해 부부갈등과
처첩갈등이 촉발되었다면, 정운기는 불인한 장모로 인해 아내들이 수난을 겪
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148) 장시광은 <윤하정삼문취록>의 여성반동인물들을 분석하며, 조성난의 모친
임씨와 한난주의 계모 관씨가 각각 ‘자식에 대한 과애’, ‘전실소생에 대한 질
시’로 인해 반동행위를 일으킨다고 분석한 바 있다(장시광, 앞의 논문, 2004,
223∼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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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서는 그녀의 난안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길 뿐 여전히 사돈가를

존중하며, 특히 정운기는 모든 정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난을

탓하거나 심각한 옹서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정운기는 장모 임씨가 문

양공주[정운기의 의모]의 지난 악행과 모친[이수빙]의 추모(醜貌)를 드놓

아 모욕하는 서간을 보내오자, 그것이 조성난을 출거시키려는 계략임을

간파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아내가 친정의 다른 사건에 휩쓸리지 않도록

마음을 쓴다. 이는 윤부의 윤세린이 자신을 질책하고 집안 어른들을 모

욕한 장모의 서간에 분노해 아내[설씨]를 출거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

습이기도 하다.149) 또한 조성난의 시부(媤父)인 정천흥은 조성난을 겨냥

한 간부서가 발견되자 자녀들 앞에서 즉시 이를 태워 며느리에 대한 신

뢰와 그녀를 지켜주려는 의지를 보이며, 조성난이 누명을 쓰고 유배 갈

때에도 그녀를 지지하며 애정을 보인다. 정천흥 등은 혐의를 돌아보지

않고 조성난을 구하고자 하지만 자칫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이것이 며느

리에게 폐를 끼칠까 염려하며, 다만 몸을 보전해 어른들이 믿는 바를 저

버리지 말라고 당부한다.150)

계모 관씨로 인해 끊임없이 위협을 받는 한난주에 대해서도 정부의 어

른들은 같은 태도를 취한다. 관씨는 한추밀[한난주의 부친]에게 몽혼단을

써 병세를 악화시킨 후, 정부에 한난주의 귀녕을 청하지만 한난주가 친

정에서 유산했던 데다 독살당할 뻔한 전적이 있기에 정부는 적당한 명분

을 들어 귀녕을 거절한다. 이에 관씨가 한추밀이 거의 죽음에 이르게끔

149)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정운기와 윤세린의 장모 임씨, 엄씨는 모두 성정이
조급하고 투한한 기질을 지닌 인물로 묘사된다. 두 인물 모두 딸에 대한 과
애로 인해 적국이 즐비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사위와 사돈어른들을 모
욕하는 서간을 보낸다. 이때 정운기가 냉정하게 상황을 주시하며 아내를 포
용하는 반면, 윤세린은 분노를 표출하며 아내를 출거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한다.

150) “부의 셩덕모로만난 극히 괴(怪駭)니, 우리 등이 혐의도
라보지 아니코 현부 구이 업리오마, (중략) 위셰로 법을 굽힌다 시
비면치 못이오, 부의 방신의 조금도 유익미 업지라. (중략)
악인이 스로 듕(自中)의 난(亂)을 일위환(患)을 기다리니, 현부
비록 위님나 옥보[부]방신을 보듕여 슬프고 괴롭다 고 쇄옥
낙화지탄(碎玉洛花之嘆)을 일위지 마라. 아등의 깁히 밋바져바리지 말
나.” <윤하정삼문취록> 권50, 67∼68면(3권, 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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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세를 악화시킨 후 한난주의 귀녕을 청하자, 며느리의 귀녕을 더 막을

수 없게 된 정천흥은 아내 윤명아와 함께 한난주를 구할 모책을 상의한

다. 정천흥 부부는 한난주를 귀녕시키는 척 가마를 보내고, 그녀를 후원

깊은 곳에 숨김으로써 한난주가 계모로 인한 화를 면하도록 한다. 이후

도적들이 한난주의 가마를 탈취해 갔다는 소식이 전해오자 정부에서는

한난주의 종적을 찾는 척하여 외부의 의심을 피하고, 그녀가 죽은 것으

로 위장함으로써 한난주의 안전을 보장한다. 대개 여성인물들의 경우 위

기가 닥쳤을 때 스스로 남장을 하거나 초인(草人)을 준비해 위기를 벗어

난다면, 정부의 경우 시부모가 며느리의 위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대

응한다는 점에서 다른 가문들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정부는 사돈가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조용히 수습하고 며느리들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데, 이는 조성난과 한난주가 정부라는 집단

안에 확실히 포섭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동시에 사돈가를

포용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흠 있는 사돈가를 포용

함으로써 정부의 관용과 가문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포용하

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은연중 이러한 문제의 발원지가 다른 가문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즉 모든 문제에서 자유로운 정부는 포용력 있

는 가문으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그러한 문제들로부터 선

을 긋고 일종의 우월한 가문의식을 드러낸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 딸들에 대한 연민과 경계

<윤하정삼문취록>에 나타난 정부의 서사 중 딸에 대한 연민과 경계는

주로 ‘여성’이라는 신분에 속박된 딸을 향한 아버지의 안타까운 감정을

통해 드러난다. 정천흥은 ‘정월염’에게, 정세흥은 ‘정숙염’과 ‘정화염’에게

각각 연민과 경계의 정을 보인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정천흥은 부모세대가 됨에 따라 이전의 호방한

기상보다는 진중한 군자로서의 면모가 더 부각되며, 자녀들 중에는 잃어

버렸던 딸 정월염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인다. 정월염은 제왕 정천흥과

문양공주 사이에서 태어나지만 아들을 원했던 모친에 의해 버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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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151) 숱한 고난을 겪은 후에야 하몽성의 도움으로 가족들과 상봉한

다.152) 그녀는 신분을 회복한 후 정식으로 하몽성과 혼인하지만, 하몽성

의 정실인 연희벽에게 끊임없이 핍박 당하며 결국 강상죄의 누명을 쓰고

출거당하기에 이른다. 정월염이 출거되어 오자 정천흥은 누구보다 애달

픈 딸의 억울함을 알면서도 하부에 대해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집안의

어른들을 위로하며 조용히 딸을 경계한다. 그는 “것[겉] 얼골이 타연(泰

然)나 심(內心)은 련지심(哀憐之心)이 층츌(層出)”하면서도, 아우

정세흥이 정부가 하부를 신원했던 일 등을 언급하며 하부의 처사를 비판

하자,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경계한다.153) 비록 딸의 처지에

연민을 느낄지언정 하부를 원망하지 않고 가중에서 딸을 조용히 보살피

며 길시를 기다리는 인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세흥 역시 다소 감정적인 면모를 보이지만 잘잘못 여부에 따라 딸에

게 연민을 보이거나 경계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장녀 정숙염의 처소

에 구창윤이 돌입한 사건과 정화염이 초강한 성격으로 인해 남편과 갈등

을 빚은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정세흥은 구몽숙의 아들 구창윤이 딸 정

숙염의 처소에 돌입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딸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151) <명주보월빙>에서 문양공주는 가문 내에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최상궁
의 권유로 딸[정월염]과 다른 남자아이를 바꿔치기한다. 그녀는 딸을 보내면
서도 주필로 딸의 몸에 생년월일 등을 기록하여 훗날을 기약하는데, 이러한
설정은 최상궁이라는 극악한 악인을 내세워 친모가 아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훗날 개과천선한 문양공주를 변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152) 정월염은 부모와 헤어진 후 상자(相者) 채민 부부에게 팔려가 양육되며,
가난에 시달려 도로를 유리하고 종살이를 하는 등 극심한 시련을 겪는다. 이
후 그녀는 하몽성에게 구조되지만, 그가 외직으로 떠난 사이 요승에게 납치
되어 불가의 제자가 되도록 강요받음으로써 목숨을 위협받게 된다. 절체절명
의 순간에 하몽성이 그녀를 구조하고, 그녀는 무사히 황성으로 들어와 일련
의 사건들을 겪은 후에야 가족들과 상봉한다.

153) “현뎨(賢弟, 정세흥) 의[하원광]로 교도(敎道)허미 관포(管鮑)와 죵
유(鐘兪)의 지음(知音)이믈 스로 닐더니, (중략), 우형(愚兄)이 셰의 무
리 비아(卑阿)믈 통완쟤, 사이 남의게 터럭 만치 은혜치
면 남이 닐을 나외[위] 업시 스로 닐라, 손손(子子孫孫)이 알게고,
활인대덕이 잇건 쳬여, 어질믈 자랑뉴실노 고이히 넉이니,
현뎨 엇지 이런 야속말을 뇨? (중략) 현뎨아답지 아닌 말을 다
시 닐지 말나.” <윤하정삼문취록> 권38, 68∼69면(2권, 3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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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몽숙의 아들과는 혼인시킬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다. 본래

구몽숙은 전작에서 소인배들과 결탁해 정부를 역적으로 몰아 위기에 빠

뜨렸던 인물로, 비록 개과천선한 바 있지만 정세흥은 여전히 그에 대한

분노를 지우지 못한 바 있다.154) 그는 “슉염을 죽여 탕의 마을 

리라”라고 하는가 하면, 딸을 죽이지 않더라도 “져의 진(自盡)믄 말

닐 이 업”다는 말로 강경한 뜻을 드러낸다. 하지만 정작 딸이 죽을 뜻

을 품고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그는 슬퍼하고 노심초사하는 부정(父

情)을 드러낸다.

츄연이 낫빗곳치고 편편(翩翩)광메(廣袂)로 녀아의 셤신(纖身)을 나오

혀 슬하의 교무(攪撫)며, 쳑연함쳬(惕然含涕)믈 닷지 못여 왈,

“슈한슈원(誰恨誰怨)이리오. 젼혀 여부(汝父)의 쇼활(疎闊)탓시라. (중략)

슈연(雖然)이나 참아 널노셔 구가의 결혼치 못리니, 녀아모로미 심

를 널니여 (死生)을 결의망녕도이 지 말고, 다만 심안졍

이 고 방신(芳身)을 가지록 쳥정(淸淨)여, 다시 인뉸셰(人倫世事)예

려 말고, 심규의 유발승(有髮僧)이 되어 평을 우리 슬하의셔 맛게 

.”155)

탕자에게 희롱당한 딸을 죽이려 하다가, 다시금 딸이 자진하는 것은

막지 않겠다고 하던 정세흥이 급기야 위태로운 딸을 보고 비통해하며 죽

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타이르는 것은 그의 심경변화와 딸에 대한

연민을 보여준다. 이후 정숙염이 심규에서 고독한 신세로 지내고 구창윤

또한 상사병으로 인해 죽을 지경에 이르자, 결국 그는 주변의 권고에 못

이겨 고집을 꺾고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한다. 다만 그는 정숙염의 혼사

를 허락하면서도 남은 딸들이 숙염처럼 근심을 끼친다면, 자신은 걱정과

분함 때문에 죽을 것이라며 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또 그로 인해

154) <완월회맹연>에서도 <윤하정삼문취록>과 마찬가지로 평소 멸시하던 이와
사돈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 <완월회맹연>에서 정염은 평소 정부의 은
혜를 입고도 배은망덕했던 장헌을 질시하는데, 장헌의 아들 장세린이 자신의
딸 정성염의 미인도를 보고 상사병에 걸리자 결국 우여곡절 끝에 장세린과의
혼사를 허락한다[권49∼권100].

155) <윤하정삼문취록> 권92, 12∼13면(5권,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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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태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정세흥은 초강한 성격으로 인해 부부갈등을 자초한 정화염에게는

엄격하고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정화염이 투기심과 초강한 성격으로 인

해 남편 윤청린과 갈등을 빚고 시댁을 원망하자, 정세흥은 윤부에 사죄

하고 정화염을 데려와 심당에 가두고 경계한다. 정화염은 부모의 매몰찬

태도를 원망하여 죽을 마음을 품고 식음을 전폐해 아사할 지경에 이르지

만, 정세흥 부부는 여전히 개의치 않고 시종일관 그녀를 경계한다. 부모

의 경계와 형제・자매들의 개유에 점차 마음이 누그러진 정화염은 남편

윤청린이 찾아와 여전히 중대하자 지난 과실을 반성하고, 부모와 집안의

어른들께 사죄한다. 이에 정화염의 모친들은 재삼 부부의 도리를 강조하

며, “비록 슉녀 현부란 말은 못드러도 투긔(妬忌) 발부(潑婦)란 말을 듯

지 아니면, 거의 부모의게 욕이 밋지 아니리니, 이거시 녀(女行) 덕

(四德)이오, 부모욕먹이지 아닛나나 마라”고 경계한다.156) 이는 비

록 여성의 부덕과 유순함을 강조한 것이기는 하지만, 딸이 규범에 어긋

나지 않고 평온히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기도 하다.

부모세대로서 정부의 대표적인 인물인 정천흥과 정세흥은 타인의 잘못

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현실에 통감하는 한

편, 딸이 초강한 성격으로 인해 남편과 갈등을 빚을 때에는 냉정하게 경

계하고 질책하는 모습을 보인다. 타 가문으로 인해 딸들이 겪는 시련에

대해서는 연민의 정을, 본인이 초래한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부녀의 인

연을 돌아보지 않을 만큼 냉정하고 엄격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핀 인친가에 대한 포용과 짝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타 가문의

경우에는 잘못의 경중에 상관없이 우호적이지만, 내 가문의 인물에게는

작은 잘못도 범연히 넘기지 않을 정도로 엄중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

기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보이는 한편 완전무결한 가문을 지향하는 면모

가 나타난다.

156) <윤하정삼문취록> 권103, 54면(5권, 4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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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적(境界的) 인물 유형을 통한 다면적 인물 형상화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규범적 인물과 탈규범적 인물 및 규범과 탈

규범, 선과 악의 경계(境界)에 선 인물들이 다채롭게 형상화된다. 규범적

인물과 탈규범적 인물들이 이념적 측면을 강조하는 한 축을 담당한다면,

규범과 탈규범, 선과 악의 경계에 선 인물들은 어느 한쪽으로 단정 지을

수 없는 인간의 복잡 미묘한 측면과 현실적 측면을 포착하는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한다.157) 본고에서는 규범과 탈규범, 선과 악의 경계에 선 인물

들에 주목하여 ‘경계적 인물’158)이라 명명하고, 이들이 작품 내에서 지니

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경계적 인물 유형은 크게 ‘규범적 남성인물

157)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유사한 인물유형들을 ‘소인형 인물’로 분류하거나, ‘상
대적 선악관’의 관점을 적용하여 이해하곤 하였다. <완월회맹연>의 장헌,
<옥원재합기연>의 이원의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은 작품 내에서 권
력의 위협에 따라 움직이며 추세이욕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그려진다. 본고에
서는 장헌, 이원의와 유사한 인물들에 주목하되, 규범과 탈규범, 선과 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그 중간지대의 성격을 지닌 인물에 집중하여 논의하고자 한
다.

158) ‘경계적(境界的) 인물’을 다룰 때 경계성이라는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경계성(liminality)’은 일찍이 트릭스터(trickster)의 ‘양면성’을 규정하는
주요한 특질 중의 하나로 거론된 바 있다. 반겝넵(Arnold Van Gennep)과 터
너(Victor Turner)에 의하면, 경계성은 원래 통과의례에서 이전의 사회적 지
위를 버리고 다시 새로운 지위로 사회에 편입하는 과정의 ‘중간 단계’를 뜻하
는 것이었지만, 트릭스터 연구에서는 모든 범주에 경계가 존재한다는 뜻으로
이해되었다. 트릭스터는 뛰어난 말재주와 기지로 남을 속여 이득을 취하거나
위기에서 벗어나는가 하면, 반대로 남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인다. 나수호는 이러한 트릭스터의 형상이 경계성의 바탕이 되며, 트릭스터
가 각각 ‘공간적・시간적・사회적 경계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공간적 경계
성’이란 트릭스터가 벌이는 일련의 사건이 ‘길’이라는 공간 속에서 무한한 가
능성을 제공받는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며, ‘시간적 경계성’은 과거에 대한 반
성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 없이 현재에만 집중하는 경향에 주목한 것이다. 또
한 ‘사회적 경계성’은 사회의 관습과 윤리 규범을 초월하여 사기를 치거나 잔
꾀를 부리는 트릭스터의 면모에 집중한 것이다(나수호, ｢한국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연구–방학중・정만서・김선달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1, 157∼195면).
본 논문에서는 트릭스터 연구에서 사용된 ‘경계성’이라는 개념에 유의하되,
규범과 탈규범, 선과 악의 경계선 상에 서 있는 인물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경계적 인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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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탈’과 ‘탈규범적 여성인물에 대한 이해 및 포섭’이라는 두 가지 측

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1) 규범적 인물의 일탈적 행위 조명

규범적 남성인물의 일탈은 주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다. 하몽성과 소

성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작품 내에서 두 인물 모두 규범적이고 이상적

인 인물로 그려지지만, 그 이면에는 아내에게 상당히 몰인정하고 잔혹한

모습이 발견된다. 특히 하몽성은 전작인 <명주보월빙>에서 부친인 하원

광이 부족한 아내[연군주]를 포용했던 것과 달리 자신의 성에 차지 않는

아내[연희벽]를 철저히 배격하며, 오로지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 거짓으

로 미친 척하여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다. 본고에서는 하몽성을

중심으로 규범적 인물들의 일탈적 행위를 조명하고자 한다.

하몽성은 부친의 재실인 의모(義母) 연군주의 강압으로 인해 연희벽과

원치 않은 혼인을 한 뒤 울울해한다. 연군주가 비록 광패한 성정을 지녔

으나 남편을 연모하며 순종하는 것과 달리, 연희벽은 고모의 위세를 등

에 업고 하몽성을 겁박하는가 하면 그가 다른 첩실을 들이자 신발짝을

벗어 남편의 뺨을 때리고 시부(媤父)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욕하는 등 만

행을 저지른다.159)

이에 하몽성은 “내 리 양광실셩(佯狂失性)여 연가[연희벽] 흉인

을 쾌히 난타고 을 싀훤이 리니, 오브터 존당의도 광인(狂人)

인 쳬여 가즁으로 의심이 업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일부러 미친 척하

며 해거를 일삼는다. 의모 연군주의 위세와 체면을 고려해 연희벽을 다

스릴 수 없었던 하몽성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크게 앓는 척하고 화병

159) 쇼연시 부지불각(不知不覺)에 다라, 졔 신을 버셔 태우의 을 즛우리
며, 녀성대즐(厲聲大叱) 왈,
“필부(匹夫) 몽셩이 무상여 슉질지간(叔姪之間)○[을] 죽이기로 니,
가뷔(家夫)라 고 랄 거시 어이 이시리오? 네 아비 원광이 훈(訓子)
도리 여(如此) 무상니, 내 비록 몸이 녀나 너불인(不人)을 보
면 아조 죽여 업시고 시브니, 엇지 소텬(所天)이라 리오?” <윤하정삼문
취록> 권19, 71∼72면(1권, 3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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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해 광증을 얻은 것처럼 행세한다.

그는 어른들이 약을 달여 입에 넣으면 뱉어 버리고, 의원들이 진맥하

려 하면 그들의 의관을 찢어버리는가 하면 노복들의 방에 가 밥을 달라

하여 먹고 자고, 길거리를 방황하며 아이들에게 희학질을 하는 등 가중

을 소요케 한다. 하부의 종손으로서 평소에 진중하고 효성스럽던 하몽성

이었기에 그의 급격한 변화는 온 집안사람들에게 충격을 불러일으킨다.

태위[하몽성] 부친(父親)긔 다라드러 왈,

“이 아니 됴흐며 긔 아니 됴흔가? 공은 엇던 사이완나엇던 도젹놈

이 눌넛거노흐라 엿고? 은혜 감격니 그달이 되어 졍셩을 다

리라.”

고 셔 뒤구을며 흙과 더러온 물을 쥐여 먹으며 칭찬 왈,

“태상텬(太上天)의 감노(甘露水)오, 연단(鍊丹)의 녕약(靈藥)인 듯 맛시 이

도록 이상고? 내 아니 학우등션(鶴羽登仙)여 텬상(天上)의 가리라.”

고 말을 맛며 당(內堂)으로 드리다니, 초공[하원광] 곤계 모친이 놀

나실가 잡으려 다가 밋지 못고, 태위 조모(祖母) 누은 상(床) 압나아가

춤추며 노브고 통곡니, 태부인이 쳔만 각지 아닌 광경을 보니, 놀나

옴과 악미 만심이 니니 (중략) 뎡국공[하진] 슉침(宿寢)루(內樓)

의 니러 작난하니 (중략) 창검[장검]을 집고 왈,

“아모라도 내 겻오면 죽이련다.”

니, 졔형뎨(諸兄弟) 눈물을 흘니고, 초공이 닐,

“칼이나 노코 작난라.”

니, 태위 장검을 세 조각의 고, 집 우여올나 노부니 (하략)160)

하몽성은 밖에서 희학질을 하며 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와 옷을 벗어버

리고 뜰 가운데 누워 큰소리로 웃고 헛소리를 하는 등 해괴한 거동을 보

인다. 이에 그의 부친이 조용히 말리며 한탄하자, 그는 부친을 몰라보는

듯이 굴며 베풀어 준 은혜에 감격해 아들이 되겠노라는 말로 부친을 기

함케 한다. 이어 뜰을 구르며 손으로 흙과 더러운 물을 움켜 마시는가

하면, 돌연 내당에 돌입하여 조모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다 통곡하고, 또

160) <윤하정삼문취록> 권20, 16∼18면(1권, 387∼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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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조부의 침소에 이르러 검을 짚고 누구든 곁에 다가오면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하몽성의 거동을 보고 부친이 침통해 하며 타이르자, 그는 장

검을 세 조각으로 꺾고 집 위에 뛰어 올라 노래를 부르는 등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행동으로 가중을 소요케 하고, 그의 부친은 “너로

다가셩쟤(者) 병들지라”라며 비통해 한다. 하몽성의 광패한 거동이

날로 심해져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자, 그의 부친은 참담한 심정으로 그

의 광증을 이르며 황제에게 하몽성의 벼슬을 환수해 달라고 간청한다.

하몽성은 과거에 정치적 화변을 겪은 조부와 부친의 아픔을 이해하며,

막 회복한 가문의 기대를 짊어진 종손으로서 뭇 사람들의 기대에서 한

치도 벗어난 적이 없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다른 이가 그의 광증을

의심하자, 그의 조부[하진]는 평소에 하몽성의 효성과 우애가 지극했던

점을 이르며, 결코 그가 양광실성하여 조부모와 부모에게 심려를 끼치고

동기와 친척들을 해코지할 리 없다는 말로 하몽성에 대한 의심을 일축한

다.161) 과거에 정치적 화란으로 인해 자녀들을 잃은 후, 자손 문제에 관

한 한 노심초사하며 모든 것을 자신의 적악(積惡)으로 돌리는 하진 부부

의 심사를 고려한다면, 자신의 분을 풀고 소원을 이루고자 양광실성하여

일탈을 꾀한 하몽성의 행동은 다소 경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몽성의 일탈, 즉 양광실성이 기실 연희벽에 대한 분을 풀기 위해 시

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광패한 행동은 연희벽을 대할 때 더욱 두드

러진다. 그는 일전에 연희벽과 다툼을 벌인 후, 그녀가 자신에게 문병을

오자 광증을 핑계 삼아 그녀를 난타한다.

태위 쇼연시의 흉믈 별넌 지 오아니라, 년뎡의셔 부친의 휘

(諱字)드노하 참욕고 긔타협(打頰)던 일을 분미 연 지

오지라. 그 요악히 굴물 보, 믜오미 층가(層加)여 봉안(鳳眼)을 놉히 

161) 뎡국공[하진]이 머리흔드러 왈,
“원[윤광천]이 몽셩으로 광증(狂症)을 의심나, 결단여 양광(佯狂)이
아니라. 져의 셩츌텬(出天)고 우지극던 바로 엇지 거미친 병을 발
여 우리와 졔 부모모고, 동긔와 친쳑을 욕여 간간이 칼과 돌흘 가
져 해코져 리오? 이상광증을 가져 져의 몸을 맛지니, 이 나의 젹
악(積惡)인가 노라.” <윤하정삼문취록> 권20, 29면(1권, 3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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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즐(大叱) 왈,

“우두나찰(牛頭羅刹)흉상발부(凶狀潑婦)어로셔 난 거시완죄

(死罪)몸 우짓고 갓가이 내 앞와 어기뇨? 니 물너가지 아니면

너 흉녀의 머리버혀 죄뎡히 리라.”

쇼연시 대로여 크게 욕(辱罵)니, 태위 텽파의 분용(憤湧)을 발여 연

시의 다리잡아 것구로 들고 다시 밧그로 나가니, 수풀치 모힌 시녜

뒤흘 조나 감히 갓가이 가지 못고, (중략) 태위 밧문을 나 동구(洞口)의셔

연시의 다리잡고 머리와 몸을 것구로 박기오(四五) 번의 연시의

흉독(凶毒)이나 아조 인바려 소못니, 비로소 노코 뒤구을녀

기수업시 다가, 닙 거젹을 어더 그 몸을 우덥고, 시녀 등을 도라

보아 왈,

“발부(潑婦)의 이 불관니 이리로셔 바로 연궁으로 도라보고 다시 가

의 드릴 의말나.”

며, 졔뎨(諸弟)다 드려보고 스로 옷버서바리고 젹신(赤身)

으로 노변(路邊)의셔 츔추고 노브며 손벽 쳐 크게 웃기마지 아니

니,162)

하몽성은 연희벽이 첩실 문제를 들먹이며 자신이 주색에 빠진 탓에 광

증에 걸린 것이라고 하자, 그동안 맺혔던 분을 풀고자 작정하고 연희벽

을 거꾸로 들쳐 맨 채 하부 밖으로 빠져나온다. 그는 동구 밖까지 연희

벽을 들쳐 매고 와 그녀의 머리와 몸을 거꾸로 땅에 메어꽂은 후, 그녀

가 정신을 잃자 비로소 땅에 내려놓은 뒤 그녀를 수차례 굴려가며 발로

차다가 거적때기로 덮은 후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다. 하몽성의

난타로 인해 연희벽은 간신히 명맥만 유지한 채 위독한 상황에 놓이지

만, 그는 자신을 뒤쫓아 온 시녀들에게 그녀를 가내로 들이지 말라고 경

고하고 그녀를 보살피려는 형제들까지 모두 쫓아버린 후, 벌거벗은 몸으

로 길가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손뼉 쳐 크게 웃는 등 해괴한 거동을 멈추

지 않는다. 결국 소식을 듣고 온 그의 부친이 하몽성을 저지하고 연희벽

을 돌봄으로써 연희벽에 대한 사건은 일단락된다.163)

162) <윤하정삼문취록> 권20. 22∼25면(1권, 389∼390면).
163) <윤하정삼문취록>에서 거짓 광증으로 인한 하몽성의 일탈은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는 광증을 앓는 척한 후,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광증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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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몽성이 연희벽을 난타한 것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광증을 핑계 삼아 이미 오래 전에 계획되었던 행동이다. 효성과 우애가

지극한 인물로 높이 평가받던 하몽성이 자신의 분을 풀기 위해 거짓으로

미친 척하여 정실을 밖으로 끌어내 죽을 만큼 난타한 것은 단순한 일탈

로 보기에는 과할 만큼 잔인한 부분이 없지 않다. 하몽성이라는 규범적

인물의 일탈은 ‘거짓 광증[佯狂]’과 ‘물리적인 폭력’이라는 두 가지 측면

에서 다른 작품들과 차이를 보인다.

대개 한글장편소설에서 ‘거짓 광증’, 즉 ‘양광(佯狂)’은 남성인물들이

‘효’를 실천하기 위한 차원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유효공선행

록>의 유연은 동생을 계후로 삼고자 하는 부친을 위해 광증을 앓는 척

함으로써 부친의 뜻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명주보월빙>의 윤광천과 윤

희천 역시 조모의 악행을 숨기기 위해 거짓으로 미친 척함으로써 조모를

보호한다. 이들은 모두 과실을 자신에게 돌리고 효를 다하기 위해 광증

을 앓는 척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윤하정삼문취록>의 하몽성은

오직 자신의 분한을 풀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광증을 앓는 척하며,

이러한 그의 행동은 과거의 참극으로 인해 심약해진 어른들을 비통케 하

는 등 불효에 가까운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앞선 작품들과 대조적인 모

습을 보인다.

또한 한글장편소설에는 부부갈등을 빚으며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남

편의 형상이 심심찮게 등장하는데,164) <유효공선행록>의 유우성이나

<유씨삼대록>의 유세형 등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부부갈등으로 인해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남녀 모두 선인형 주동인물군

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심을 피한다. 그는 연일 해괴한 행동을 벌임으로써 가
중을 소요케 하는 한편, 연희벽을 실컷 난타함으로써 분한을 푼다. 이후에는
평소 읽던 서책들을 모두 집어 던지며 뭇 형제들을 물리치는가 하면, 평소
유정하던 기녀들을 조부에게 자랑하며 방탕한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 심지어
광증을 핑계 삼아 평소 연모하던 표쇄영과 상숙영의 규방에 돌입해 이들과의
인연을 도모하는 등 그는 철저히 자신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며, 이후에는 돌
연 광증이 나은 척하여 이전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척 함으로써 지난
일들에 대한 시비를 피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인다.

164) 정선희, 앞의 논문, 2007; 한길연, 앞의 논문, 2010; 공혜란, 앞의 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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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속하는 부부에 한정되며, ‘남편과 아내의 기질 대립’이나 ‘요약’에 취

한 남편이 선량한 아내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폭력 문제는 선인형 인물들 간의 대립 또는 선량한 여성인물의

수난이라는 측면에서 다루어지며, 종국에는 남성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

하며 여성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는 쪽으로 마무리된다.

이와 달리 <윤하정삼문취록>에서 하몽성의 폭력은 선인형 남성[하몽

성] 대 악인형 여성[연희벽]의 기질 대립을 다루며, 폭력을 휘두른 남편

이 반성하거나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형 여성의 죽음으

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심지어 하몽성은 자신의 폭력이 연

희벽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임종을

지키는 것조차 괴롭게 여기며 전혀 애도하지 않는 비정한 모습을 보이기

도 한다.165) 이러한 하몽성의 모습은 대내외적으로 칭송받는 인물의 일

탈적 행동과 비인정한 면모를 부각시킴으로써 복합적인 인물의 면모를

그려낸다.

2) 선악의 경계에 선 인물들의 부상

선악의 경계에 선 탈규범적 여성인물들에 대한 조명은 조성난의 모친

임씨와 경난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중에서 임씨는 투한(妬悍)한 부

녀로 제시되며, 경난아 역시 현숙한 이를 시기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

들은 악행 끝에 주변인들에게 감화되어 포용되는 인물들과 달리 선과

악, 포섭과 배격의 경계에서 특별히 회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문

집단에 포섭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작중에서 임씨와 경난아의 행적은 사실상 악인형 인물에 가깝다. 임씨

는 다혈질에 다소 사나운 성정을 지닌 인물로 제시된다. 그녀는 위로 섬

165) 연시의 (死生)이 목금(目今)의 급므로 가즁 상다 영일졍의 모혓
다 지라. 관휘[하몽성] 이 말을 드나 조곰도 경동미 업셔 괴롭기를
니긔디 못나, (중략) 만여의(萬事如意)여 흉상누질(凶狀陋質)의 반반
(半生半死)쥭엄을 몽의도 각이 업더니 (하략) <윤하정삼문취록> 권
61, 43∼44면(3권, 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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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야 할 시부모와 남편이 있지만, 매사에 순종적이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내세우고 윗사람들에게 항거하는 인물형에 가깝다. 그녀는 딸 조성난이

적국들로 인해 남편[정운기]에게 박대 받는다고 오해하여 딸의 적국인

화보벽을 납치해 난타하고 살인을 도모한다.

“오날 요악찰녀(刹女)만편(萬片)의 바아 죽여 녀의 강적(强敵)을

업시고 필부의 녀쳔(賤待)원을갑흐리라. 요녜 져만(姿色)

을 가지고 어가 장부못어더 굿여 뎡[정운기]의 쳐실이 되어 녀와

총(爭寵)리오?”

(중략) 엄부인[임부인]166)이 졔시녀명여 화시의 유랑 시녀다 쳘쇄

(鐵鎖)고 암약(暗藥)을 먹이니, 졔시녜 아인(啞人)이 되지라. 화시 안이

싁싁고 말이 녈녈여 시러금 굴치 아니니, 엄[임]부인이 화시의 언

(言辭) 강항(强項)믈 괴로이 넉여, 쳥션을 도라보아 암약이 잇가 무니,

쳥션이 즉시 암약을 (茶)의 화(和)여 쇼져의 닙의 위력으로 퍼브으니, 후

셜(喉舌)을 넘으미 종(鍾)도 못여셔 화시 등이 언어통치 못니, 엄부

인이 쾌활믈 니긔지 못여 건장양낭(養娘)으로 야금, ‘드러 화시

머리로셔 등브터 왼몸을 혜지 말고 리 즛울혀 치라’ 호령이 풍(生風)니,

졔시비 긴 와 넓은 곤장을 잡아 칠 (중략) 젹혈(赤血)이 만신(滿身)니

그 참담(慘憺)거동을 능히 보지 못지라.167)

사실 조성난은 남편 정운기를 비롯해 적국인 한난주, 화보벽과도 화목

하지만, 임씨는 불순한 목적을 가진 다른 이들의 참소를 듣고 딸의 적국

을 직접 처단하고자 한 것이다. 이에 그녀는 귀녕 후 시댁에 돌아가는

화보벽을 납치해 거의 죽기 직전까지 난타하고 야산에 내다 버리게 하

며, 화보벽의 유모와 시녀들은 때려죽이라 명한다. 다행히 화보벽 노주는

건상을 살피던 조성난이 모친 몰래 사람을 보내 무사히 구조된다. 딸의

적국에게 분을 풀고 죽이려 한 임씨의 형상은 한글장편소설에서 쟁총으

166) 엄부인[임부인] : 조성난의 모친 ‘엄부인’은 ‘임부인’의 오기로 보인다. 그녀
는 1권 63면에 처음으로 등장하며, 해당 부분은 “경됴윤 조현숙은 (중략) 사
즁(舍中)의 부인 임시 이시니(하략)”라고 하여 그 성씨를 ‘임씨’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권46의 19면부터 아무 설명 없이 ‘엄씨’로 표기되고 있는데, 본고
에서는 처음의 설정에 따라 ‘임씨’로 표기하고자 한다.

167) <윤하정삼문취록> 권46, 50∼52면(3권, 15∼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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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적국을 모해하는 여성반동인물168)의 형상과 유사하다. 이러한

경우,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대결은 처-처, 혹은 처-첩 사이에서 벌어

지며 여성반동인물들에 대한 심판은 죽음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있다.169)

이에 반해 임씨는 자신의 적국이 아닌 딸의 적국[화보벽]을 없애기 위해

직접 나선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편협한

모친들이 딸의 부탁을 듣고 의기투합하여 악

사를 도모하는 경우도 있지만, <윤하정삼문취

록>에서 임씨는 딸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

게 자신의 사나운 성정을 드러내며 악사를 자

행한다. 그 결과 딸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은

오히려 딸에게 악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하

며, 조성난은 모친으로 인해 심적으로 큰 고

통을 겪는다.170)

이외에도 임씨는 당대 사족 여성들에게 중시된 규범을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태도를 보인다. 그녀는 딸이 남편에

게 박대당한다는 참소를 들은 후 분개하여 사돈가를 싸잡아 모욕하는 서

간을 보내는가 하면, 사위를 증오해 딸의 적국들을 죽이려 드는 등 과격

168)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반동여성인물의 형상과 특징에 대해서는 장시광,
앞의 책, 2006 참조.

169) <사씨남정기>의 교채란, <유씨삼대록>의 장설혜, <쌍성봉효록>의 교씨,
<임씨삼대록>의 옥선군주, <명주보월빙>의 유교아 등이 그러하다.

170) 한글장편소설에는 불인한 친정구성원들로 인해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는
여성인물들이 자주 등장하여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한길연은 작품 속에서
‘친가(親家)의 열세와 시가(媤家)의 우세’가 두드러지는 현상에 주목해 여성들
의 ‘친정에 대한 원죄의식’을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주로 <창란호연록>, <옥
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 등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옹서갈등담에서 두
드러진다. 친정에 대한 부끄러움과 친정을 멸시하는 남편에 대한 원망, 그리
고 자신의 존재로 인해 부모가 자꾸 누덕을 쌓게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등은 친정에 대한 여성들의 원죄의식을 더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한
길연, 앞의 책, 2009, 80∼89면).
<명주보월빙>의 윤명아・윤현아, <윤하정삼문취록>의 조성난 역시 ‘친정
에 대한 원죄의식’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다만 두 작품의
경우 장인들은 모두 군자형 인물로 등장하며, 불인한 장모의 존재가 독보적
으로 부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운기 부부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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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동을 일삼는다. 심지어 거짓으로 병을 칭해 딸의 귀녕을 청한 후에

는 시댁과 절연할 것을 강요하며, 자신의 뜻에 복종하도록 매질하고 겁

박하기까지 한다.171) 하지만 조성난이 사리로 고하며 자신의 뜻에 순종

치 않자, 사위에게 향했던 그녀의 분노는 딸 조성난에게 옮겨간다. 임씨

는 애초에 딸을 염려했던 마음과는 달리 자신에게 고분고분하지 않은 딸

을 길들이기 위해 난타하며, 홍안(紅顔)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이 억울하

다면 새로운 사윗감을 찾아주겠다는 말로 윽박지른다.

엄시[임씨] 우(又罵) 왈,

“불초녜(不肖女) 가지록 요악(妖惡)여 져의 불초죄각지 아니코 어

미만 그다 냐? 다만 너다려 뭇니 십삭(十朔) 교어미가 듕냐?

뎡운긔 젹(賊酋) 그리 관듕(寬重)냐? (중략) 하리 심규유발(深閨有髮)노

평을 어미 슬하의 안과(安過)미 엇지 됴치 아니며, 홍안을 공송(空送)미

셜울진너라고 너란 텬하의 낫 군영웅이 어업리오? 아모리면 오

랴? 내 이 졀뷔 되랴? (중략) 관겨(關係)치 아니니 아모나 갈희고

갈여 너의 쳥츈화미(靑春華美)공송(空送)치 아니리라.”172)

임씨는 딸에게 모친보다 남편을 더 중시하는 것이냐고 꾸짖으며, 홍안

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한스럽다면 천하의 영웅과 군자를 다시 가려줄

것이라며 굳이 절부가 될 필요는 없다는 태도를 고수한다. 이는 사족 여

성으로서는 할 수 없을 법한 패려(悖戾)한 언사이거니와 딸의 전정을 염

려하는 모친이 권함직한 내용도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당대의

사족 여성들에게 ‘절’은 일종의 경전처럼 작용했다는 점, 작중에서조차

여성반동인물들이 개가할 때 자신의 신분을 속여 초혼인 척했다는 점 등

171) 엄시[임씨] 녀보반기미 넘, (중략) 졀이 쳥비로소 와보
줄 노홉고 야속, 믜온 , 어여븐 지향치 못니, 증분(憎憤)이
일시의 넘노라 이번 온 김에 그 예긔(銳氣)질너 다시 구가의 나아갈 의
못고 죽이나 살오나 온갖 일을 다 긔 로 고져 여 (중략)
크게 소질으고 라드러 쇼져의 머리 우봉관(鳳冠)을 벗기처 더지고,
층층흑운녹발(黑雲綠髮)을 드러 손에 감고 셔안(書案)의 금쳑(紫金尺)
을 드러 녀의 일신을 어러이 두다릴 , (하략) <윤하정삼문취록> 권49,
5∼7면(3권, 69∼70면).

172) <윤하정삼문취록> 권49, 8∼11면(3권, 70∼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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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다면, 임씨는 자신의 분노에 휩쓸려 당대의 사회적 규범마저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작중에서

묘사되는 그녀의 행적은 악인형 인물에 가깝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살생도 불사할 여지가 있으며, 시부모 앞에서도 공손

한 며느리와는 거리가 멀다. 자신의 기분에 따라 친자식들에게 폭언과

매질을 일삼는 모습은 흡사 전실 자식을 대하는 계모형 인물들과 흡사하

다. 악인형 인물들조차 친자식에게는 절절한 모성을 보여준다는 점을 감

안한다면, 이러한 임씨의 형상은 매우 입체적이다. 그녀는 죄상이 밝혀진

후에도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으며, 남편의 책망에 “늙은 필뷔 뉘

참쇼를 듯고 게 무죄 잇다 더뇨? (중략) 니이(離離)무어시오,

졀혼(絶婚)은 무어시며 영츌(令黜)은 무어시뇨? (중략) 나두려 아닛노

라”173)라는 말로 완고한 태도를 보인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딸이 누명을 쓰고 유배가게 되자 분한을 견디지 못하고 더욱 포악

한 성정을 드러내며, 급기야 자신의 잘못을 딸에게 전가하고 현실을 외

면하는 모습마저 보인다.

“가군(家君)이 날노 더부러 아시결발(兒時結髮)여 부부의 진즁미 모년

(暮年)의 당도록 한 번도 견과(見過)미 업셔 발연을 보지 못엿더

니, 홀연 셩난의 란 후로븟허 부부간의 편날이 업다가 나종은 만셩셔

(萬姓士庶)의 지믈 듯고 가군의 구츅믈 맛나니, 원쇽담의 부모를 니

간(離間)자식이 잇다 니, 이 아반다시 니러닷다. (중략) 하나

업다 관겨랴만은 젼셰의 므업원으로 삼겨나셔 졔 연고로 날을 모년(暮

年)의 니러괴롭게 고?”174)

임씨는 비실(卑室)에 갇힌 후 자신이 고초를 겪는 원인을 모두 딸에게

전가하며, “엇지 져런 악녀를 나흘 쥴 알니오”[권78, 69∼70면]라는

말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성난이 신원하여 돌아온

후 모친에게 간곡히 정을 이른 후에야 비로소 딸을 돌아보며 딸이 고초

173) <윤하정삼문취록> 권78, 16∼17면(4권, 264면).
174) <윤하정삼문취록> 권80, 65∼66면(4권, 3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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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겪은 것을 마음아파 한다. 임씨는 자녀들의 효성 덕분에 비실에서 풀

려나고 다시 정당으로 돌아오지만, 그녀가 완전히 회과하여 자신의 성정

을 고쳤는가에 대한 문제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는다. 그녀는 자신의

분노가 풀린 후 지난 잘못을 사과하지만, 과연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을

때 그녀가 완전히 다른 면모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는 <명주보월빙>에서 위태부인과 유씨가 회과한 후, 완전히 다

른 인물로 거듭났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즉, 임씨는 자신 본연의 성정을

어느 정도 유지한 채 다시 조부에 포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경난아 역시 임씨와 마찬가지로 악인형 인물에

가깝게 서술된다. 경난아는 사촌자매[구숙아]의 혼인을 빼앗고 그녀를 죽

이려 하는가 하면, 시댁에서는 가(假)구숙아 행세를 하며 남편 윤창린의

다른 처첩[철씨, 엄월혜]을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된다. 이후 시댁에서 정

체가 발각된 후 출거되지만, 그녀는 출거된 후에도 적국인 엄월혜와 그

쌍둥이 자녀들을 모해하고, 심지어 엄월혜의 부친인 동오왕까지 독살하

려 한다. 대개 쟁총담의 경우 처첩간의 갈등은 적국을 모해하는 것에서

그치지만, 경난아는 적국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적국의 부친까지 독살하려

한 것이다. 그녀는 윤부로 돌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을 해치며,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기도 한다.175) 하지만 여전히 윤창

린에게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묘연하자, 그녀는 결국 규방 여인으로서

만인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면서까지 등문고를 올려 황제에

게 자신의 처지를 고한다. 그녀는 황제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다시 윤

창린의 곁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며, 죽더라도 다른 사람

은 섬기지 않을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이에 끝까지 경난아를

거부하던 윤창린도 마지못해 황제의 명대로 경난아를 수용하게 된다. 결

국 경난아는 지난 잘못을 반성해서가 아니라, 윤창린에 대한 절개를 지

켰다는 이유로 윤부에 다시 포섭된 것이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수많은 악행을 자행한 임씨와 경난아는 다른

175) 경난아는 출거된 후, 윤창린의 다른 부인인 엄월혜를 해치고자 하는 과정
에서 엄월혜의 시비[낭교]를 후원 연못에 빠뜨려 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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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에서 유사한 행적을 보인 이들이 철저히 심판받고 징치된 것과 달리

극적인 회과나 성품의 변화 없이 가문 내에 다시 포섭된다. 임씨는 악행

에도 불구하고 딸 조성난의 효성에 의탁하여 명부(命婦)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경난아는 출거된 후 살인을 저지르는 등 극단적인 죄를 범하

지만 끝까지 남편에 대한 절개를 지킨 점을 인정받아 다시 수용된다.176)

이들은 특별히 선한 인물이라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악인에 가까운 인물

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문 내에 다시 포섭됨으로써 선과 악의 경계

에서 선(善)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지닌 인물들이기도 하다. 사회적 규범

을 중시하는 가문의 영향력 속에서 임씨와 경난아는 <윤하정삼문취록>

의 돌출적인 인물형상을 잘 드러낸다고 하겠다. 이렇듯 <윤하정삼문취

록>은 전반적으로 규범적 인물의 승리라는 외피 속에서 일탈적 인물에

대한 흥미를 부여하며, 회과 없이 포용되는 탈규범적 인물들을 그려내어

오히려 현실에 부합하는 진정성 있는 서사를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176) 특히 경난아의 경우, 특별히 회과한 것도 아닌데다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시댁에 다시 포섭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아무
리 극악한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직접 살인하는데 이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
이다. 악행 후 회과하여 다시 가문 내에 포섭된 인물들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들의 악행은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거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
는 데 그칠 따름이며, 비록 살인을 사주한다 하더라도 모두 미수에 그치고
만다. 그러한 점에서 경난아가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
구하고 남편에 대한 절개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다시 수용되는 것은 ‘생명’을
중시하는 보편적 가치보다 ‘절’을 중시하는 사회적 규범이 더 중시된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달리 생각해 볼 여지도 있다. 작품 속 악인형 인물들이 노리는 대상은
대개 중심인물들이며, 이들은 목숨을 위협받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 <완월회
맹연>의 정인성이나 <명주보월빙>의 윤광천 형제, <성현공숙렬기>의 임희
린 등이 그러하다. 반면 경난아에게 살해된 시비 등 하층 인물들의 경우, 위
기에 처하면 죽을 고비를 쉬 넘기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한글장편소
설이 중심인물을 비롯한 상층인물들에게 관대한 반면, 하층인물들에게는 다
소 각박하며 생명을 다루는 데에도 상반된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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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월계의 위상 약화 및 흥미의 강조

1) 초월적 존재의 위상 약화

(1) 초월적 존재의 빈번한 등장과 신성성 약화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초월계는 <명주보월빙>에 비해 좀 더 속화(俗

化)된 경향을 보인다. <명주보월빙>에 등장한 초월적 존재[선관, 용신,

염라대왕]들이 운명의 인도자로서 신성함을 띠고 경외의 대상이 되었다

면, <윤하정삼문취록>의 초월적 존재들은 전편에 비해 그 신성성이나

경외심이 상당부분 탈각된 양상을 보인다. 이는 <윤하정삼문취록>에 상

당히 많은 초월적 존재들이 등장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윤하정삼문

취록>에는 전편에 등장했던 선관과 용신(龍神), 부처 등은 물론, 남두성

(南斗星), 월하옹(月下翁), 위진군, 금갑신(金甲山), 북니산 성황신, 금의도

동 등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은 주로 꿈속에 나타나 중심인물들

이 위기를 극복하거나 인연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며[선관, 부처, 월하

옹], 때때로 현실세계에 직접 현현하여 중심인물들의 운명을 예고하거나

전장에서 남성인물들이 공적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용신,

금의신장 등].

<명주보월빙>에서 초월적 존재들이 운명의 인도자이자 신성한 조력자

로서의 성격을 보였다면, <윤하정삼문취록>의 초월적 존재들은 빈번한

등장으로 인해 그 신성한 성격은 다소 반감되는 측면이 있으며, 속화된

존재로서 단순한 조력자의 형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심지어 초월적 존재

들이 중심인물들에게 질책을 듣거나 부림을 받는 등의 장면은 전편과 대

비되는 초월적 존재들의 위상을 드러낸다. 이는 단적으로 윤성린이 오악

신령을 꾸짖는 장면에서 극대화된다. 윤성린은 요인이 자신을 오악신령

이라 속이며 위협하려 들자, ‘오악신령이 어디에 있기에 요인이 가탁하는

것인가’라는 말로 요인을 꾸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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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인이] 이의 여셧 손으로 칼날을 번득이며 왈,

“나본이 오악산령(五嶽山靈)이러니, 일즉 텬명을 밧와 오셰표

보호더니, 이졔 여등(汝等)이 숑뎨(宋帝) 칙명(勅命)을 바다 봉왕(封王)

라 니러 믄득 군명(君名)을 져바리고 어진 사을 폐려 니, (중략) 텬뎨

(天帝) 노샤 날노 여곰 너희 머리버혀 블녕(不逞)을 징계라 시니,

텬뎨의 명을 밧와 이의 니럿니 무명셔(無名書生) 윤가 아희들은 신장

(神將)의 칼흘 양치 말나.”

(중략) 상텬(上天使, 윤성린) 요인(妖人)의 가지록 방무긔(放恣無忌)믈

어히업셔, 봉안(鳳眼)을 규졍(規正)고 잠미(蠶眉)거려 녀셩(厲聲) 왈,

“신명(神明)이 방(在傍)고 명촉(明燭)이 여쥬(如晝)거, 네 감히 상텬

(上天)을 가탁(假託)다? 오악신녕(五嶽神靈)은 어잇, 요인이 거즛

네 일홈을 비러 작난아지 못뇨?”177)

해당 장면은 오악신령을 가탁하는 요인을 알아보고 그를 준절히 책망

하는 윤성린의 특출한 면모를 부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숭배의

대상인 오악신령의 위신을 고려하지 않고 함께 질책한다는 점에서 초월

적 존재의 위상이 약화된 측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윤성린이 오악신령을

꾸짖자, 곧바로 금갑신이 나타나 배복(拜伏)하고 자신을 “쇼령(小靈)”이

라 일컬으며 훗날 요인이 각별히 천벌을 받을 것이라 고하는 장면과 북

니산 성황신이 자신을 “쇼령(小靈)”이라 일컬으며 요인들로부터 윤성린

을 구조하기 위해 20여 년간 기다렸다며 순종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윤성린의 존재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경외의 대상인 초월적 존재

들의 위상이 약화된 것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여성인물들 중 정월염과

조성난이 각각 금갑신에게 연희벽 노주의 혼령을 잡아가게 하는가 하면

[권62], 금의도동에게 악사를 벌이던 요승 청선을 잡아들이도록 하는 모

습[권74]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초월적 존재들은 경외심을 갖고 우러러보

는 존재이기보다는, 중심인물들의 뛰어난 자질을 입증하기 위한 존재로

서 기능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초월적 존재의 기능적 측면이

강화된 양상은 다음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77) <윤하정삼문취록> 권100, 9∼10면(5권, 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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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월적 존재의 기능적 측면 강화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초월적 존재의 기능적 측면이 강화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피 수 있다. 첫 번째는 남성인물의 입공(立功)

과 관련된 부분이며, 두 번째는 원비(元妃)로 대표되는 여성들의 위차(位

次)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한글장편소설에서 남성인물들의 입공은 남

성인물들의 활약과 가문의 번영을 다루는 가문소설의 성격상 빠지지 않

고 등장한다. 지략과 용맹을 갖춘 남성인물들은 본인의 능력으로 적진을

토벌하고 민심을 수습하기도 하지만, 초월적 존재들의 도움에 힘입어 공

적을 세우는 경우도 상당하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전자와 후자의

특징이 고루 나타나며, 특히 후자의 경우 <명주보월빙> 연작의 3세대

인물인 윤성린과 하몽성의 활약을 다루며 초월적 존재들의 기능적 측면

이 부각된 양상을 보인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윤성린은 청・제・연・낙주 사주(四州)의 수해

와 요얼(妖孼)들의 작란을 다스리고자 동토치수사가 되어 부임지로 떠난

다. 그는 수해지역에 이르러 요얼들을 물리치고 원혼들을 위로하여 민생

을 안정시키는 한편, 재난지역을 복구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7일 동안 제를 올린다. 드디어 제가 끝나던 날

금의신장(金衣神將)은 윤성린 앞에 현현하여 공손한 태도로 존경의 뜻을

보이며, 수해의 원인과 추후의 대비책을 일러준다.178) 그는 윤성린의 앞

에 나타나 자신을 ‘나탁태자’라 소개하며,179) 사해의 용신들과 교룡이 갈

178) <윤하정삼문취록> 권53, 21∼26면(3권, 163∼165면).
179) 나탁태자는 탁탑이천왕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교룡의 힘줄을 뽑아
활을 만들 만큼 용력이 뛰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부친이 나탁태자의 방
일함을 노여워 해 죽이려 하자, 나탁태자가 직접 검을 들어 자신의 뼈와 근
육을 일일이 잘라 이천왕에게 돌려주고 부자의 인연을 끊었다고 한다. 이후
관음보살이 그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소생시킨 후, 부자사이를 중재하였다고
한다. 나탁태자에 대한 이야기는 <서유기>와 <봉신연의> 등의 작품에 보인
다. <윤하정삼문취록>에 등장하는 금의신장을 나탁태자로 설정하고, 손오공
이 선계에서 작난을 일으켰던 사건 등을 언급하며 작품의 서사에 덧붙이고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한 것은 <윤하정삼문취록>의 향유층이 <서유기>와
<봉신연의> 등 중국소설을 향유하고, 일부의 내용을 차용하여 소설을 창작
하고 이를 향유하는 것에 익숙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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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빚고 교전이 치열한 탓에 지상계의 백성들이 수해를 겪은 것이라

알려준다. 본래 교룡은 항산(恒山)의 검붉은 이무기였는데 득도한 후 용

신의 반열에 오르자, 그를 동렬로 인정할 수 없었던 사해의 용왕들이 교

룡을 신선들의 선록(仙錄)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하여 갈등이 격화되었다

는 것이다.180) 이에 교룡이 분노하여 사해 및 중앙의 용신들과 결전을

치러 지상계의 인간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금의신장은 이 일로 옥황상제가 교룡을 엄벌토록 했다며 교룡을 제압

하는 동안 뇌정벽력이 진동하고 비바람 등이 거셀 테니 인근의 백성들을

멀리 피난시키고, 3일 후 수변에서 교룡을 잡아 공을 세우라 한다. 윤성

린은 금의신장의 말대로 백성들을 피난시킨 후, 3일 동안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다가 천기(天氣)가 안정된 후에야 수변에 나가 부상당한 교룡을

죽이고, 교룡에게 희생된 원혼을 위로하여 재난을 안정시킨다. 윤성린은

교룡으로 인한 재변을 겪는 동안 직접 나서서 활약하기보다는 사태의 추

이를 관망하는 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교룡과 용신들의 대결이 끝

난 후에야 이미 마련된 승리를 가볍게 거머쥐는 모습을 보인다. 즉, 교룡

과 용신들의 갈등에서 비롯된 재난은 초월적 존재들이 교룡을 제압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이는 오로지 윤성린에게 공훈을 부여하기 위한 일종

의 사건으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크다.

하몽성 역시 해동의 수적 비관철을 평정하기 위해 해동대도독이 된

후, 용신의 도움을 통해 공적을 세운다. 수적들이 영심강의 절해섬을 본

거지로 삼자, 하몽성은 영심강의 수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에 영심강

의 수신이 하몽성의 꿈에 나타나 엎드려 절하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뜻

180) 사해(四海)의 용신들이 득도한 교룡을 동렬로 인정하지 못하고, 천상계의
선록에서 교룡을 제외하고자 한 것은 신분에 관한 한 폐쇄적이고 완고한 시
각을 보여준다. 이미 득도하여 신격을 얻은 교룡의 입장에서 사해 용신들의
태도는 부당한 것이며, 먼저 갈등을 촉발한 것 역시 사해 용신들이지만 작중
에서는 모든 부정적인 혐의가 오로지 교룡에게만 투사된다. 사해의 용신들과
교룡의 교전으로 인해 인간들이 해를 입은 것은 양측 모두의 잘못임에도 불
구하고, 사해의 용신들은 난을 일으킨 교룡을 제압한다는 명목 하에 천상계
의 도움을 얻어 선(善)으로 묘사되며, 교룡은 일방적인 악(惡)으로 묘사된다.
이는 득도로 대변되는 능력보다는 신분 자체를 더 중시하는 시각이 초월적
존재들의 다툼에 투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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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전한다.

“쇼룡(小龍)은 강(江海)의 조고만 신녕(神靈)이라. 셩군(星君)은 텬상의 셩

신(星辰)이오, 디상의 영웅인걸이라. (중략) 이졔 귀디(此地)의 니

시니 만졸이 힘을 다여 돕거지어슈즁쇼츅(至於水中小畜)이 엇지

감히 높은 위엄을 범할 거시라 외람이 졔전(祭奠)으로쥬시니, 젹은 신녕이

감당치 못리로소이다. 쇼슈족(大小水族)이 다 셩덕을 감격여 반시 보

조(保調)믈 각옵니, 쇼교젼(大小交戰)의 님시응변(臨時應變)여 뇽

귱슈족(龍宮水族)이 힘을 한 가지로 여 돕쥴을 아쇼셔.”181)

영심강의 용신은 자신을 소룡(小龍)이라 일컫고, 하몽성을 천상의 성신

(星辰)으로 일컬으며 존경의 뜻을 표하고, 모든 수족(水族)들이 물심양면

으로 돕겠다고 약속한다. <명주보월빙>에서 초월적 존재들이 운명의 인

도자로서 등장했던 것과 달리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초월적 존재는 단

순한 조력자로 등장하는 경향이 강한데, 영심강 수신 또한 그러한 모습

을 보인다. 영심강 수신은 송 진영과 비관철 등의 수적들이 교전을 벌일

때, 적진에서 음운광풍(陰雲狂風)을 불러일으키고 비관철이 몰래 칼을 날

려 하몽성을 해치려 하자, 적룡으로 하여금 그 칼을 물리쳐 적장을 베게

하는가 하면,182) 밤중에 적군이 습격했을 때에는 홀연 사면에서 무수한

복병이 일어나게 하고 거센 바람과 검은 안개를 일으키는 등 적군을 혼

란케 함으로써 승리를 쟁취하게 한다. 영심강 용신의 도움으로 하몽성은

누대에 걸쳐 해동 일대를 장악했던 수적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공훈을 세

181) <윤하정삼문취록> 권97, 20∼21면(5권, 257면)
182) 믄득 음운(陰雲)이 긔(四起)며 광풍(狂風)이 작(大作)여 숑진상의
치니 장졸이 능히 슈미 도라보지 못고, 눈을 지 못여 각각 머리
고 산분궤(四散粉潰)니 도독이 무망(無妄)의 이 변을 만나 밋쳐 방
비치 못고 경실더니,  흑무광풍(黑霧狂風) 이로 조 큰 칼이 나
려와 긔 범코져 더니, 홀연 반공운무(半空雲霧) 이로셔 블빗갓흔 젹
뇽(赤龍)이 닌갑(鱗甲)을 거리고 쥬홍갓흔 닙을 버리고 갈기 쳐 칼흘
쳐 믈니치니, 칼이 믄득 비다라 젹진 삼장(三將)의 머리 년여 버혀 시쳬
 강두(江頭)의 나리치니 (중략) 이 칼은 비관쳘의 몸을 감초와 칼흘 날녀
텬장 삼인의 셩명을 앗고져 더니 뇽신이 보응미 명명여 그 칼을 아
 도로 젹진의 더져 젹장삼인을 일시의 버히미 되엿더라. <윤하정삼문취
록> 권97, 30∼32면(5권, 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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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다. 물론 작중에서 하몽성은 문무를 겸비한 인물로서 자신의 능력만으

로도 충분히 승리를 구가할 만한 인물로 묘사되지만, 해당 장면에서는

하몽성의 활약보다는 영심강 용신의 조력이 좀 더 두드러진다. 다만 영

심강 용신의 조력은 초월적 존재로서 용신의 면모와 그 신이성을 부각시

키는 것보다는 하몽성에게 영광을 부여하는 방향에 좀 더 집중된다.

즉, 윤성린과 하몽성의 입공을 다루는 장면에서 초월적 존재들은 이들

에게 복종하는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두 인물에 대한 경외심을 드러내

는 한편, 이들이 공적을 세워 영광을 구가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중심인물들을 부각시키기 위한 기능적 측면이 강화되었다

고 볼 수 있다.

한편 여성들의 위차와 관련된 원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초월적 인

물들이 개입하는 모습이 포착된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윤창린은 처

음에 구숙아와 정혼한 후 그녀를 원비로 들이기로 하지만, 경난아의 작

변으로 인해 구숙아가 실종되고 첩실로 들인 엄월혜가 동오왕의 잃어버

린 딸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엄월혜를 원비로 맞아들인다. 대부분의 한

글장편소설에서는 주로 불인한 원비가 폐출되거나 죽음을 맞은 후 현숙

한 재실이 원비가 되는 것으로 그려지지만, <윤하정삼문취록>은 윤창린

의 원비로 예정되었던 구숙아가 현숙하고 뛰어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원비의 자리를 내놓게 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이미 원비로 예정된 현숙한 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첩이었던 엄월

혜가 원비가 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윤하정삼문취록>은 초월계를

끌어들인다.

엄월혜가 윤창린의 희첩이 되는 것을 거부하려 하자, 여와낭낭은 엄월

혜의 꿈속에 나타나 그녀의 전정을 이르며 “그 금일 딤의 말을 긔록

여 진군의 을 조 일시 소셩지위(小星之位) (恨)치 아니면 타

일 쳔승의 상원이 되리라”183)라는 말로, 그녀에게 윤창린의 첩실이 되는

것을 사양치 말라고 권한다. 수년 내에 부모를 찾으리라는 여와낭낭의

예언과 설득 끝에 엄월혜는 윤창린의 희첩이 되기로 결심하며, 비록 부

183) <윤하정삼문취록> 권9, 63면(1권, 1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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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에게 알리지 못한 혼인이지만 신물을 나누는 등 예를 갖춰 윤창린과

결연한다. 이후 명천공 윤현의 벗인 태운도인 역시 윤부 자녀들의 운명

을 예언하며, 엄월혜가 윤창린의 원비가 될 것이라 예언한다.

“달졍[창린]은 부귀 문쳥[청문, 윤광천]의 아되지 아니려니와, 원비

되 리허즁지유실(虛中之有實)고, 쳔즁지대귀(賤中之大貴)야 규리(閨裏)

의 낫 셩인(聖人)이라. 초년이 비록 험흔(險釁)나 그 복녹(福祿)이 호호(浩

浩)리니, 엇지 일시 굿기거흠(欠事)라 리오? (중략) 구가[구숙아]

의 인연도 등한치 아니커니와, 텬뎡긔연의 례뎡할 바바야이 곳치지

못리니, (雙生)의 뫼(慈母, 엄월혜) 원비되고, 쳘부인이 둘되, 구

시연 뎨삼(第三)이 될지라. 두고 보면 내 말이 그지 아니믈 다라리

라. 이거시 희한연분이오, 상뎨 명신 니, 미인(百美人)과 쳔녀(千女

子) 드러와도 셩녀(聖女)의 우올으 리 업리라.”184)

태운도인은 윤창린의 인연들이 모두 중하지만, 천정기연의 차례는 이

미 정해져 있는 것이라며 엄월혜가 윤창린의 원비가 되고, 구숙아는 삼

비(三妃)가 될 것이라며 이는 상제가 명한 것이라 밝힌다. 엄월혜가 윤창

린의 희첩이 되기 전후에 여와낭낭과 태운도인이 각각 천명을 들어 예언

함으로써, 훗날 엄월혜가 원비가 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

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문 간 갈등이 소지가 있는 원위의 문제를 천정연

과 운명을 들어 해명하고, 초월계와 초월적 존재의 권위에 의탁해 본인

들이 원하는 원비를 세우고자 했다는 점에서 초월적 존재들이 현실적 필

요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활용된 또 다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84) <윤하정삼문취록> 권16, 47∼48면(1권, 306∼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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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생을 통한 서사적 개연성 및 흥미 부여

(1) 과보지사를 통한 서사적 개연성 부여

가) 천상계의 인연에 따른 결연과 고난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초월계의 작용은 작품의 서사에 개연성을 부여

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는 주로 전생의 과보지사를 활용하여 작중에

서 심각한 대립을 겪는 인물들의 서사에 갈등의 필연성과 서사적 개연성

을 부여하는 것으로 실현된다. 천상계의 인물들이 적강한 후, 천상계에서

의 인연을 통해 결연하고 또 갈등을 빚는 것은 정운기와 조성난, 원홍의

관계를 둘러싼 서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정운기와 조성난은 일찍이 정혼하지만, 조성난

을 연모하던 원홍이 지속적으로 두 사람의 결연을 방해함으로써, 조성난

은 수차례 곤경에 처한다. 원홍은 조성난의 모친 임씨의 조카로, 전형적

인 탕자형 인물의 행적을 보여준다. 그는 조성난과의 결연을 도모하기

위해 끊임없이 임씨에게 정운기를 참소하는 한편, 정운기와 조성난이 혼

인한 후에도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고 조성난이 귀녕하는 때를 틈타 납치

를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정운기가 원홍의 음모를 간파하고 아내를

신뢰함에 따라 그의 음모는 번번이 수포로 돌아간다. 이에 원홍은 시시

때때로 조성난의 모친[임씨]을 격동하고 악행을 부추겨 조성난의 처지를

곤란케 하며, 결국 조성난이 모친의 악사로 인해 투기와 강상죄의 누명

을 쓰고 유배 가도록 한 뒤 그녀를 탈취하려 한다. 원홍은 현실적으로

조성난과의 인연을 도모할 방법이 없기에, 조성난의 평판에 흠집을 내는

방식으로 그녀가 출거당하게 한 후 납치하여 인연을 도모하려 한 것이

다.

이후 조성난은 원홍 일당들에게 납치될 위기를 모면한 후, 남악 형산

의 위진군에게 구조되며 현생에서 겪는 고난이 전생의 과보지사에서 비

롯된 것임을 알게 된다. 전생에 정운기와 조성난은 각각 태을진인(太乙

眞人)과 태음성(太陰星)으로 천생연분이었는데, 적강하기 전 전당강 용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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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별연에 참석하였다가 원홍의 전신(前身)인 교룡태자와 얽히게 된

것이다. 본래 태을진인은 태음성에게 삼신산(三神山)에서 기다리도록 했

지만, 태음성이 자신의 미색을 자랑하고자 전당강 용궁의 전별연에 동행

하여 교룡태자[원홍]의 눈에 띄게 된다.

이 젼당왕의 뇽파심양강 즁뇽왕의 이러니, 심양왕의 아들 교룡

(蛟龍太子) 본셩이 오납고 악요음(悖惡妖淫)여 (중략) 이 날 맛

젼당 즁(海中)의 니러 누의를 볼  궁즁의 잔 연고를 무니, 뇽

(중략) 이의 잔여 젼별쥴을 강 니고, 음션녀의 긔특 모용

광(才貌容光)이며 (色態) 텬상 인간의 희한믈 못 칭찬니, 교룡이 이

말을 듯고 크게 흠모여 가만이 삼션(三仙)을 여어보고, 더옥 흠모여 이의

을(太乙)과 삼션이 젼당을 나 하계(下界)의 나리믈 보고, 그윽이 음의

인연을 도모코져 여 급급히 져도 하계 , 원가의 식이 되여 나시니 이

곳 원홍 쇼인(小人)이라.185)

방일한 교룡태자는 전당강의 용파인 누이를 방문하였다가 태음성의 자

색을 엿본 후, 그녀와의 인연을 도모하기 위해 함께 적강하여 정운기와

조성난의 결연을 방해한다. 자신의 험난한 운명을 한탄하던 조성난은 비

로소 자신이 전생에 자색을 드러내고자 진중하지 못했던 일로 탕자의 눈

에 띄어 현생에 허다한 작변을 겪게 된 것을 알게 된다. 곧 작중에서 조

성난이 고난을 겪는 것은 전생에 규중의 숙덕을 지키지 못하고 자색을

뽐낸 것에서 비롯된 셈이다. 조성난이 전생에 경솔했던 행동을 반성하며

자신으로 인해 모친의 실덕이 더 커진 것을 한탄하자, 위진군은 “녕위

(令慈闈) 부인의 젼후 실덕시기도 인녁(人力)의 미아니라”며

모든 것이 천명임을 이르고 길시를 기다리라며 위로한다. 이후 조성난의

고난은 원홍의 죄상이 밝혀지고 그녀의 누명이 신원됨에 따라 종결되며,

원홍은 음일하고 패악했던 전생의 행적을 그대로 반복하다가 처참한 죽

음을 맞는다.

<윤하정삼문취록>은 초월계를 통해 천상계 인물들의 인연과 과보지사

를 설정하여 정운기와 조성난의 결연을 다루는 동시에 원홍이 작란을 일

185) <윤하정삼문취록> 권73, 45∼47면(4권,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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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키는 것에 대한 서사적 개연성을 부여하였다. 탕자로 인한 중심인물들

의 혼사장애와 고난은 초월계의 개입 없이도 충분히 서사전개가 가능하

지만, <윤하정삼문취록>은 초월계와 조성난의 과보지사를 설정함으로써

여성들에 대한 보수적인 의식을 드러낸다. 즉, 현생에서 조성난이 고난을

겪게 된 궁극적인 원인을 방탕한 원홍[교룡태자]에게서 찾기보다는 전생

에 그녀가 유한(幽閑)한 덕을 지키지 못하고 용색을 뽐낸 것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진중하게 물러서 있지 않고 만인에게 자신을 드러

내 뽐내고자 하였기에 탕자의 눈에 걸린 것이며,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것

이라는 식의 서술은 여성을 유한정정(幽閑靜貞)한 대상으로 규정하고자

한 보수적인 의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나) 환생을 통한 악인들의 작란

<윤하정삼문취록>에서 환생을 통해 작란을 벌이는 대표적인 인물로

여수정과 여혜정을 들 수 있다. 이들은 각각 <명주보월빙>의 신묘랑과

유교아가 환생한 인물로, 작자는 연작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인물의

연계를 도모하고 이들이 주요 인물들에게 일관되게 반항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결의 강도를 더욱 높게 설정하였다.186) 신묘랑과 유교아는 <명주보

월빙>에서 화란을 빚어낸 인물들이다. 신묘랑은 윤・하・정 3부의 악사

에 깊이 관여하고, 김탁・형왕 등 반역자들과 결탁해 윤부와 정부를 멸

문시키려 한 바 있으며, 유교아는 윤광천의 3비로 윤광천의 냉대에 절치

부심하여 죽음을 위장하고 장사왕에게 개가해 반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두 인물 모두 윤부 인물들의 활약으로 죄가 밝혀져 죽음을 맞으며, 이후

<윤하정삼문취록>에서 각각 여수정과 여혜정으로 환생한다.

이들의 환생과 관련하여 <명주보월빙> 연작에서는 특히 신묘랑의 죽

음과 환생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제시한 편이다. 신묘랑의 죽음과 관련

하여 <명주보월빙>에서는 “묘랑을 버힐 졔 덩이 피조각이 화(化)

여 괴이긔운이 되어 셔북간(西北間)으로 향”했다는 서술이 보이며,

186) 장시광, 앞의 논문, 2004, 209∼2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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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신묘랑의 환생을 예고하며 그녀를 취씨의 꿈속

에 나타나게 한다. 신묘랑은 취씨에게 “내 셰연(世緣)이 진(盡)치 아

냣거즈레 셰상을 바리원혼(冤魂)이 의지곳을 못어더 더니,

부인의 이 되어 다시 셰상의 나 윤・뎡 냥문의 을 풀고져 이다”

라며, 윤부와 정부에 복수하기 위해 다시 취씨의 딸로 태어날 것임을 밝

힌 후 여수정으로 환생한다.187)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여수정과 여혜정은 사촌자매로 설정되며, 전생

에 자신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윤광천・윤희천의 자녀들과 결연한다. 전

생에 악사를 공모하던 이들이 사촌자매로 환생하여, 또다시 함께 악사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윤부의 자녀들과 이들의 결연은 과거에 신묘랑과

유교아를 죽였던 윤부가 한 번은 치러야 할 홍역과 같은 과제로서의 성

격을 지닌다. 여수정은 윤세린[윤희천의 차자]을 보고 사모하여 영능군주

라는 신분을 획득해 사혼으로 윤세린과 결연하며, 남편의 애정을 독점하

기 위해 원비인 설씨를 참소하고 요약으로 윤세린을 변심케 하는 등 소

동을 일으킨 끝에 죄상이 발각되어 출거당한다.

여혜정의 결연 역시 사촌자매인 여수정과 유사한 양상을 띤다. 여혜정

은 윤성린[윤광천의 장자]과의 혼사를 도모하기 위해 남장하여 학문을

익힌 후, 과거에 급제해 청현직을 역임하는 한편 기회를 틈타 황제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윤성린과의 사혼을 청함으로써 다시 규방 여성으

로 돌아간다. 여혜정은 바라던 대로 윤성린의 아내가 되지만, 남편의 외

면을 못 견뎌 하다 사통을 저지르고 끝내 출거되고 만다. 여혜정의 전신

이 윤광천의 3비였던 유교아이며 그녀가 윤광천에게 복수하기 위해 환생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혜정이 혼인 상대로 윤광천의 아들인 윤성린

을 선택하고 결국에는 불화하여 윤성린과 윤부 전체를 지독히 증오하게

된다는 설정은 전편과의 연계 속에서 필연적인 설정으로 보인다.

여수정과 여혜정은 전생의 원한을 갚기 위해 환생하여 윤부의 남성들

과 인연을 맺고 작란을 일으키지만, 결과적으로는 윤부에 큰 타격을 입

187) <명주보월빙> 권61, 58∼59면(4권, 22면); <윤하정삼문취록> 권8, 21∼23
면(1권, 15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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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지 못한 채 출거된다. 이후 이들은 죄인의 신분으로 형장에서 도망쳐

동오국까지 흘러 들어가 반란을 일으키지만, 이마저도 윤성린과 윤창린

에게 진압됨으로써 또다시 죽음을 맞는다.188) 작품 속에서 여수정과 여

혜정의 작란은 이들과 혐원이 짙은 윤부의 인물들에 의해 통제되며, 결

과적으로 윤부의 영화를 공고히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때 초월계는

신묘랑과 유교아를 각각 여수정과 여혜정으로 환생케 하여 전생의 과보

지사를 환기시키는 한편 각 인물들의 관계 및 서사에 개연성을 부여하

고, 악인들이 징치되는 과정을 통해 중심가문의 번영을 이끌어낸다고 볼

수 있다.

(2) 천정연(天定緣)을 통한 흥미 부여

천정연을 통한 중심인물들의 결연은 한글장편소설에서 일반적으로 나

타나는 설정이다. 천정연으로 맺어진 인물들은 양가의 정치적 갈등, 탕자

와 탕녀의 개입, 늑혼 등으로 인해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종국에는 이를

무사히 극복하며, 천정연은 서사를 확장하고 지속하는 동인으로 작용하

기도 한다.

<윤하정삼문취록>의 경우 천정연은 작품의 초반부와 후반부에 집중적

으로 분포된다. 초반부의 천정연은 중심인물들의 결연을 통해 제시되며

작품의 주요갈등과 결부되어 서사적 지속성이 상당히 긴 편이다. 반면

후반부에 설정된 천정연은 서사적 지속성이 짧은 일회성 에피소드

(episode)에 불과하며 등장인물을 늘려 서사를 확장하거나 서사전개에

흥미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윤성린과 엄선혜’, ‘윤창린과 엄

월혜’, ‘하몽성과 정월염’, ‘정운기와 조성난’ 등의 결연이 초반부의 천정

연에 해당한다면, ‘윤세린과 현소혜’, ‘구창윤과 정숙염’, ‘하몽성과 부지

188) 악녀가 남편의 애정을 얻지 못하고 개가하여 타국의 왕비가 된 후, 반란을
도모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다른 한글장편소설에서도 빈번하게 등장한
다. 대표적인 예로 <쌍성봉효록>의 교씨, <임씨삼대록>의 옥선군주, <조씨
삼대록>의 천화군주 등을 들 수 있다(한길연,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고전대하소설 속 탕녀 연구–<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회, 200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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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의 결연담은 후반부의 천정연에 해당한다. 그 중 ‘구창윤과 정숙염’의

천정연은 변주를 통해 서사적 흥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189)

<윤하정삼문취록>에서 구창윤과 정숙염은 각각 구몽숙과 정세흥의 아

들, 딸로 제시된다. 구몽숙은 전편인 <명주보월빙>에서 조실부모한 후

정부 등의 도움으로 성장하지만, 도처에 악사를 행하고 정부의 인물들을

시기해 역모 누명을 씌웠던 인물이기도 하다. 죄상이 밝혀진 후 구몽숙

은 오히려 자신이 모해하려 했던 정천흥에게 구제받으며, 그의 도움으로

개과천선한 후 정부의 인물들을 은인처럼 떠받들지만 과거를 완전히 잊

지 못한 정부의 인물들에게 외대(外待)받는다. 특히 정숙염의 부친인 정

세흥은 다혈질에 성정이 조급한 인물로, 매양 구몽숙을 대할 때마다 분

노하고 멸시하는 기색을 감추지 않는다.

구상셰[구몽숙] 비록 졔왕[정천흥]의 후덕을 닙어 뎡・딘 냥문(兩門)의 낫갓

둣거이 고, 셰교(世交)두터이 여 그 덕을 불망(不忘)나, (중략) 진

국공 쥭암[정세흥]은 호승(豪勝)이 과(太過)고로 만난 즉 멸시니, (중

략) 종시 노(解怒)치 아냐 보면 불평지(不平之色)이 즈니, 구공[구몽숙]

이 스로 졔 죄 즁니 감히 진공을 한치 못여 즁인공회(衆人公會)에 혹

만난즉 국츅(跼縮)여 양 몸둘 바를 아지 못니, (중략) 진공을 면 과

도히 두리며 져허지라.190)

정세흥이 시종일관 구몽숙을 꺼리고, 구몽숙은 매양 정세흥을 두려워

하는 상황에서 두 사람의 자녀가 천정연으로 맺어지는 것은 이후의 서사

적 향방에 대한 흥미를 자극한다. 구몽숙의 아들 구창윤은 부친의 과거

를 모른 채 정부의 자녀들과 교류하며 우연히 정숙염을 엿본 후 사모하

지만, 작중의 서술자는 “쥭암션[정세흥]의 츌즁호긔(豪氣) 결비타인

189) 구창윤과 정숙염의 결연은 앞서 3장 1절 ‘가문 내적 서사의 초점화’에서 간
략히 언급한 바 있다. 앞에서는 정부의 가문 내적 서사가 ‘여성 수난 및 인친
가에 대한 포용’을 다룬다고 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딸들에 대한 연민과
경계’ 항목에서 구창윤과 정숙염의 결연을 다룬 바 있다. 앞에서는 딸을 바라
보는 부친과 가문을 시각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항목에서는 두 사람의 결연
이 천정연으로서 지니는 서사적 효과에 좀 더 주목하고자 한다.

190) <윤하정삼문취록> 권90, 20∼21면(5권,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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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決非他人)이니, 엇지 이 갓흔 긔완현녀(奇婉賢女)두고 (중략) 구가

쇠잔문미(門微)의 불인요음(不仁妖淫)으로 지목구몽슉지가

져 동상(東床)의 유의하리오?”191)라는 말로 두 사람의 결연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기 때문이다. 구창윤은 부친의 과거까지 알게 된 후

번뇌하던 중, 만약 자신과 정숙염이 천정숙연이라는 증험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죽음을 불사하고 인연을 도모하겠다고 다짐한 후, 꿈속에

서 선인[月下翁]을 만난다.

시야의 일몽(一夢)을 어드니 (중략) 션인(仙人)이 홍(紅絲) 거드며 호호

히 쇼왈,

“녕쳥도군[구창윤]과 옥녀셩[정숙염]은 본 옥뎨 명신 텬졍가연(天定佳緣)

이로, 다만 도군(道君)이 발원(發願)을 잘못여 구상셔[구몽숙]의 젼셰의 조

고만 (事) 위여 브 구가의 탄여 쇠문(衰門)을 현달렷노라 고,

구상셔의 아들된 연고로 옥녀셩으로 인연이 라니, 엇지 텬도 원(怨)리

오? 슈연(雖然)이나 졍도(正道)로 연분을 일우고져  즉 그 어려오미 칠야(漆

夜)갓흐리니, 도군은 여여여 옥녀셩의 도장[규방]을 출입여 삼슉연

(三生宿緣)을 도모라. 비록 슌치 못여 진공[정세흥]의 놉흔 노 일위나 형

(兄) 졔왕[정천흥]은 관인군라. 반드시 기뎨(其弟) 유(解諭)여 셰월을

쳔연(遷延)나  슉연업(宿借緣業)을 셩젼기 어렵지 아니리라.”192)

꿈속에서 선인은 붉은 실로 구창윤과 정숙염을 맺어주며, 이들이 본래

영청도군과 옥녀성으로 옥황상제가 맺어준 천정가연이지만, 영청도군이

전생의 은혜를 갚고자 구몽숙의 아들로 태어난 탓에 두 사람의 인연이

어긋난 것이라 알려준다. 선인은 구창윤에게 정숙염의 규방에 출입하면

비록 진공 정세흥의 분노를 만나겠지만, 결국 인연을 이룰 수 있을 것이

라 알려준다. 하지만 선인이 말을 마치자마자 정세흥이 꿈속에서까지 노

기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 선인을 꾸짖으며, 결코 자신의 딸을 구몽숙

의 아들과 혼인시킬 수 없다고 강경한 뜻을 밝힌다.

꿈을 통해 선인에게 증험을 얻은 후 구창윤은 한밤중에 정숙염의 처소

191) <윤하정삼문취록> 권90, 43면(5권, 103면).
192) <윤하정삼문취록> 권91, 32∼34면(5권, 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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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돌입하며,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구창윤은 부친에게 혹독한 태장을

당하고 부친이 정부에 찾아가 육단부형(肉袒負荊)으로 사죄하는 모욕을

당하게 한다. 하지만 정세흥은 여전히 구몽숙 부자에게 분노하여 결코

딸을 구몽숙의 며느리로 삼을 수 없다며, 평생 슬하에서 늙히겠다고 고

집을 부린다. 이후 구몽숙 부자에 대한 정세흥의 분노는 점차 딸에 대한

연민과 슬픔으로 감정상의 전이를 보이며, 그는 부친과 형제들의 설득대

로 두 사람의 혼인을 허락한다. 다만 다른 자녀들이 모두 혼례를 치른

후에야 두 사람의 혼례를 치르겠다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마지막까지

앙앙한 뜻을 숨기지 않는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천정연을 통한 구창윤과 정숙염의 결연담은 결

연의 당사자인 두 인물보다 그들의 부모에게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

을 보인다. 한쪽은 능멸하고[정세흥] 다른 한쪽은 전전긍긍하는[구몽숙]

일방적인 관계는 일견 고양이와 쥐의 관계에 비견될 만하다. 정세흥이

평소 능멸하던 구몽숙과 사돈이 되는 얄궂은 설정193)과 주변 인물들의

반응은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는 독자들에게도 작품에 대한 흥미를 고조

시키며, 작품 후반부의 분위기를 더욱 유쾌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193) 평소 능멸하던 인물과 사돈을 맺는 설정은 <조씨삼대록>과 <완월회맹연>
등의 작품에도 등장한다. 이러한 경우 공통적으로 여성의 가문은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명문가로 제시되며, 남성의 가문은 부모가 소인형 인물로 제시
되는 등 다소 결함을 지닌 것으로 제시된다. <조씨삼대록>에서 진왕 조무는
양인광이 역모죄로 죽은 양세의 아들인데다 그가 딸 조월염의 규방에 돌입하
는 사건이 발생하자 분노하여 혼인을 완강히 반대하며, <완월회맹연>의 정
염 역시 딸의 미인도를 보고 상사병에 걸린 인물이 그동안 배척했던 장헌의
아들임을 알고 혼사를 반대한다. 다만 <조씨삼대록>의 경우 조무는 양세가
이미 죽었기에 그와 직접적으로 갈등을 빚지 않으며, <완월회맹연>의 장헌
또한 다소 능청스러우며 구몽숙처럼 완전히 개과천선해 성정이 바뀐 인물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염과 갈등을 빚더라도 그 긴장감은 <윤하정삼문취록>에
비해 약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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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명주보월빙> 연작의 운명관과 유교규범의 결합

1. 개인의 운명과 죽음

<명주보월빙> 연작은 개인의 삶과 운명 및 그에 따른 가문의 지속,

현실의 유교적 규범과 초월계의 조응 등을 통해 운명에 대한 관심을 드

러낸다. 일반적으로 운명(運命)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길흉화복’으

로 정의되며, 마치 직물이 씨줄과 날줄로 정교하게 짜여 있듯이 이 세계

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정교하고 빡빡한 직조물처럼 조직되어 있다

는 생각을 반영하는 개념이다.194)

동양철학에서 운명은 인격적인 요소가 상당히 배제되어 있는데, 서경
(書經) 등에 등장하는 ‘천명(天命)’195) 정도의 의미를 제외하면, ‘운(運)’

이나 ‘명(命)’ 자체에 주재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한 주체가 분명하지 않

다. 이는 서양철학에서 인격적인 주체[神]를 상정하고 인간의 삶이 신에

의해 운명(destiny) 또는 숙명(fate)으로 계획되었다고 보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196)

194) 이정우, 사건의 철학, 그린비, 2011, 348면; 이강옥, ｢야담에 작동하는 운
명의 서사적 기제｣, 국어국문학 171, 국어국문학회, 2015, 320면.

195) 동양철학에서 ‘천명(天命)’은 유가철학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이다. 천명은
주대(周代)에 정치적 개념으로 기초가 확립되었으며, 공자 및 맹자의 논설과
중용(中庸)을 거치면서 도덕적・윤리적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이후 천명은
시대적으로 한(漢)・당(唐)・송(宋) 왕조를 거치면서 우주론적인 해석과 아울
러 철학적인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천명은 예를 윤리적 표준으로 들고 왕권
신수설의 경향을 띰으로써 집권자들의 정치적 권력을 정당화했지만, 아울러
천의(天意)가 민의(民意)를 반영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왕권교체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또한 개인의 층위에서 천명은 인간의 현우(賢愚)・요수(夭
壽)・길흉화복 등을 결정한다고 봄으로써 운명론적인 경향을 띠며, 개인적인
천명은 불운한 국명(國命) 등 환경적인 천명의 영향으로 인해 다르게 실현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정되었다. 이처럼 천명을 비롯한 운명에 대한 논의는
국가・사회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에서 논의되었으며, 양자 간의 밀접한 관계
또한 인정되었다(유교사전편찬위원회 편, 유교대사전, 박영사, 1990, 1529∼
1530면; 정세근, ｢운명론의 개관과 그 윤리｣, 유교사상문화연구 70, 한국유
교학회, 2017, 252면; 박정윤, ｢왕충의 命定論(運命論)과 제한적 사유｣, 철학
연구 33,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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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에 대한 관점은 ‘운명을 인정하는 관점’과 ‘운명을 부정하는 관점’

으로 대별되며, 이는 동양철학에서 오랜 연원을 지닌 논어(論語), 맹
자(孟子), 묵자(墨子) 등 제자백가서에까지 소급된다.197) 이 가운데에

서도 운명을 인정하는 관점은 또다시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된다. 첫째,

운명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정명론적(定命論的)인 관점’과 둘째, 운명을

인정하되 인력과의 조화를 주장하는 ‘입명론적(立命論)인 관점’이 그것이

다.

첫째, 정명론적 관점에서 보면, 운명은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인식된다.198) 논어에서 공자는 덕망 높은 제자인 염백우

가 중병에 걸려 죽게 되자, 이를 인간의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운명

의 한계로서 인식하는 모습을 보인다.199) 또한 그는 “도가 행해지는 것

도 명이요, 도가 폐해지는 것도 명이다(子曰, 道之將行也與, 命也. 道之將

廢也與, 命也)”라며,200) 유교적 운명관으로 대표되는 천명이 사람에 의해

196) 서양철학에서 운명의 개념은 그리스 철학자들을 거쳐 스토아학파 철학자
들에게까지 계승되었다. 스토아학파를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fatum’은 현대
어의 ‘fate’, 즉 운명에 해당한다. fatum은 ‘말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fari’의
과거분사로, 신탁과 마찬가지로 신에 의해 이야기된 것이나 신이 명령한 것
을 뜻했다.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신의 명령은 결국 우주 전체의 질서 그 자
체였으며, 운명은 결정론적 질서로서 필연적인 자연법칙인 동시에 신의 예정
이나 섭리와 동일시되었다. 이에 따라 서양의 운명론은 숙명론(fatalism) 혹
은 결정론(determinism)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한편 서양의 기독교는 결정된
것 속에서 벌어지는 악을 설명하기 위해 ‘자유의지’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간
이 신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그 권한을 잘못 사용하였기에 악
이 발생하는 것이라 설명하기도 했다. 기독교의 참회와 고백, 속죄 문화는 이
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이정우, 앞의 책, 2011, 346∼357면; 오흥명, ｢운명적
사랑의 탐구–고대 그리스적 운명 개념과 칸트의 우주론적 이율배반을 중심
으로｣, 철학연구 62,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20, 41면; 정세근, 앞의 논
문, 2017, 237∼252면).

197) 동양의 운명론에 대한 논의 및 제자백가서에 나타난 운명관의 검토는 심
규철, ｢유・불・도 삼가(三家)의 운명론–명리학 운명론의 사상적 연원을 찾
아서｣, 주역철학과 문화 1, 한국역경문화학회, 2003, 451∼474면; 정재민, 
한국 운명설화 연구, 제이앤씨, 2009, 254∼292면 참조.

198) 정재민, 위의 책, 2009, 257면.
199) 伯牛有疾, 子問之自牖執其手曰, 亡之命矣夫, 斯人也而有斯疾也, 斯人也而有
斯疾也(논어 <옹야>).

200) 논어 <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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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될 수 없다는 인식을 보인 바 있다.201)

둘째, 입명론적인 관점은 맹자에서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202)

맹자는 마땅히 자신의 도리를 다한 후 천명을 논해야 한다는 ‘진인사대

천명(盡人事待天命)’의 입장을 취하며, 공자의 ‘외경적(畏敬的) 천명관’을

인간의 주체적이고 실천적 영역으로 진일보시킨 도덕적 운명관을 제시하

였다.203)

정명론적 관점과 입명론적 관점 모두 운명을 인정하되, 정명론적 관점

이 인간의 노력을 배제하고 운명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에 가깝다면, 입

명론적인 관점은 운명을 수용하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인

간의 실천적 노력을 좀 더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운명을 부정하는 관점은 묵자의 <비명론(非命論)>에서 대표적

으로 나타난다. 묵자는 천명과 운명을 거부하며, 빈부・치란(治亂)・수요
가 모두 정해져 있다는 유교적 운명관을 비판하였다. 그는 이러한 운명

관을 신봉하게 되면 모든 것을 운명으로 미루어 관리와 백성들이 태만해

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나라가 혼란해지고 백성들도 가난해져 위태롭게

될 것이라 여겼다. 이에 그는 운명을 배제하고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적

극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며 인력을 긍정하는 비명론을 전개하였

다.204) 이후 당대(唐代)의 유종원(柳宗元, 773∼819)과 유우석(劉禹錫,

201) 이 외에 논어 <안연>의 “살고 죽음은 명에 달려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死生有命, 富貴在天)”라는 언급은 운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대
표적인 문구이며, <요왈>에서 공자는 “명(命)을 모르면 군자라 할 수 없다
(子曰, 不知命, 無以爲君子也)”고 하며 도덕적 지성인인 군자가 되는 데 ‘지명
(知命)’이 필수조건임을 강조하였다(심규철, 앞의 논문, 2003, 454면).

202) 맹자의 운명관은 ‘입명(立命)’과 ‘정명(正命)’에 초점이 놓이며, 이는 맹자
의 <진심상>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맹자는 요수(夭壽)를 의심하기보다는
수신하며 명을 세워야 함(夭壽不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을 일컫고, 생사
의 문제를 초탈할 수 있다면 바로 입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세상의 모
든 일에 명이 아닌 것이 없으므로, 그 정명을 순순히 따라야 함(莫非命也, 順
受其正)을 강조한 바 있다(정재민, 앞의 책, 2009, 272∼273; 노사광, 중국철
학사(고대편), 정인재 역, 탐구당, 1986, 170면).

203) 심규철, 앞의 논문, 2003, 453∼454면.
204) 강봉수, ｢묵자철학에서 필연과 자유의 관계｣, 도덕윤리과교육연구 47, 한
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5, 37∼42면; 정재민, 앞의 책, 2009, 278∼2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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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2∼842) 역시 천명 자체를 부정하였으며,205) 명말(明末)・청초(淸初)에
이르러 왕부지(王夫之, 1619∼1692) 등 일군의 학자들은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는 ‘조명론(造命論)’206)을 체계화함으로

써 인간의 능동적인 면모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대체로 한글장편소설은 운명의 절대성과 불가피성, 고정성을 강조하는

정명론적인 관점을 취하는 경우가 많다. <명주보월빙> 연작 역시 거시

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명론적 관점에서 이해되는 인물과 사건들이 주를

이루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입명론적 태도와 조명론적 태

도를 보이며 운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인물들의 모습이 포착

되는데, 이는 <명주보월빙> 연작의 개성적인 면모로 이해할 수 있을 것

이다.

1) 운명의 실현 및 죽음을 통한 이념의 추수

조선후기의 한글장편소설에서 개인의 운명은 당대의 지배적 이념인 유

교이념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유교이념은 한글장편소설에서 공

고한 위상을 차지하며, <명주보월빙> 연작 역시 수많은 인물 군상들을

통해 충・효・열로 대표되는 유교이념의 공고한 가치체계를 보여준

다.207) 특히 <명주보월빙>에서 윤현과 임성옥의 서사는 개인의 운명과

205) 유종원은 <유고황질부(愈膏肓疾賦)>에서 “재앙을 복록으로 바꿀 수 있으
며, 굽은 것을 곧은 것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것은 천명에 달린 것이라기보다
우리 인간의 힘에 달린 것이다(變禍爲福, 易曲成直, 寧關天命, 在我人力)”라고
지적하였으며, 유우석은 사회적・자연적인 모든 사물이 ‘리(理)’・‘수(數)’・‘세
(勢)’라는 세 가지 요소의 제약을 받을 뿐, 천명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다고 한 바 있다(풍우, 천인관계론, 김갑수 역, 신지서원, 1993, 160∼162
면).

206) 조명론은 명대 태주학파(泰州學派)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왕간(王艮, 1483∼
1541)에 의해 제창되었다. 그는 ‘대인(大人)은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大人造
命)’는 논설을 통해 대인은 역경 속에서도 굳세게 일어나며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운명을 바꾸고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았다(원재린, ｢성호
이익의 ‘조명’론과 신분제 개혁 방안｣, 역사와실학 29, 역사실학회, 2006, 97
면).

207) 충・효・열은 조선시대에 중시된 대표적인 유교이념이며, ‘유교 이데올로
기’로 칭해지기도 한다. 이데올로기(ideology)와 관련하여 레이먼드 윌리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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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이념이 결합된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작중

에서 윤현과 임성옥은 충절과 열절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즉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길이 추모되는 상징적

인 인물로 거듭난다.

<명주보월빙>에서 윤현은 죽음을 통해 운명에 대한 강한 신념과 순응

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그는 꿈을 통해 자신이 명년에 만리타국에서 절

명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철저히 자신의 운명을 실현시키기 위

해 주어진 운명의 궤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뱃놀이 중 친우

들과 자녀의 혼사를 정하면서도 “녀를 셩(成娶)여 영효(榮孝)를 보

미 극히 두굿거오나 내 스로 이 위황(危慌)니 댱원(長遠)기를

라디 못가 노라”208)라고 하며 닥치지 않은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는가 하면, 금국이 조공을 폐하고 군사를 키워 위협해 오자 뭇 사람들

이 지목하거나 추천하기도 전에 위지(危地)에 사신으로 가기를 자청한다.

꿈속에서 죽음에 대한 계시를 받은 이후부터 죽음은 그의 삶에 그림자

처럼 따라다닌다. 그는 평안한 시절에도 늘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었

으며, 금국이 조정을 위협해오자 바로 이 순간이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임을 직감한다.

“반시 금년이 나의 명년(命年)이라. 타국의 가지 아니나 텬명(天命)을

엇디 도망리오? 셩현도 오을 면치 못시고 안(顔子) 단명시니

우형(愚兄)의 부박덕(不才薄德)으로 텬슈(天壽)를 엇디 도망리오? 이졔

이 길히 망연(茫然)나 도시(都是) 명얘(命也)라. 하과 귀신이 지휘

(Raymond Williams)는 ① 특정 계급이나 집단의 독특한 신념체계(the belief
system), ② 환상적인 믿음의 체계(a system of illusory beliefs), ③ 한 사회
에 의미들과 관념들을 제공해 주는 기호체계나 기호학적 체계라 정의한 바
있으며, 페터 지마(Pete V. Zima)는 이데올로기가 작게는 개인에서 크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 주체를 보호해 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조남현, 
소설신론,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208∼209면; 페터 V. 지마, 이데올로기
와 이론–비판적 인문사회과학을 위하여, 허창운・김태환 공역, 문학과지성
사, 1996; 레이먼드 윌리엄스,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박만준 역, 커뮤니케이
션북스, 2016, 92∼119면).

208) <명주보월빙> 권1, 28면(1권,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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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 엇디 면하리오? 현뎨(賢弟)모로미 슬허말고 위(慈闈)를 효봉고

일가 효우돈목(孝友敦睦)여 윤시 문호를 흥긔라.”209)

그는 타국에 가지 않더라도 천명은 피할 수 없다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고 동생에게 후일을 당부하며, 슬퍼하는 부인에게 오로지

효를 다하고 자녀들을 무사히 보살펴 달라고 당부한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이미 운명[죽음]을 따르기로 결심한 남편에게, 부인은 한나

라 때 소무(蘇武)처럼 살아만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지만,210) 그는

흉적의 욕을 당하기 전에 적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쾌히 죽을 것이라며

부인의 간절한 바람을 끊어 놓는다.

“인심이 고금이 다르고 이 소무(蘇武)의 댱긔(壯氣) 업니 십구 년을

니르디 말고 슈삼 년이라도 견지 못리니, 셰(事勢)를 보아 흉젹의 욕

(辱)이 님치 아냐셔 내 스로 젹의 을 요동(搖動)고 쾌히 죽으리니

부인은 의 도라오기를 라지 말고 몸을 보젼여 남은 셰월을 누리고 구

쳔(九泉) 타일의 동혈(同穴) 글이 되며 신위(神位) 집의 기를 기다리

쇼셔.”211)

윤현은 동생과 부인에게 천명을 피할 수 없으니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 말하는 동시에, 천명을 지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자신의 결

연한 의지를 표명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짐은 그가 사신으로 금국에 도

착해 적국의 군신들과 대면하면서 실현된다. 금국의 왕 호삼개는 윤현을

자신의 신하로 삼고자 형벌 기구들을 늘어놓고 그를 위협하는 동시에 부

귀영화로 회유하지만, 윤현은 서릿발 같은 기상으로 호삼개의 불경함과

비루함을 책망할 뿐이다.

작품의 설정 상 윤현 정도의 인품과 기량을 가진 인물이라면 적국의

209) <명주보월빙> 권1, 37면(1권, 23면).
210) 소무(蘇武)는 한나라 무제 때의 충신으로 흉노에 사신으로 갔다가 흉노왕
의 회유를 거부해 19년간 북해 부근에 유폐되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회
유하는 흉노의 제안을 거절하고 양을 치는 노역을 하다가 한나라와 흉노의
관계가 회복된 후 귀국하였다.

211) <명주보월빙> 권1, 46면(1권, 28∼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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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신들이 아무리 형벌 기구로 위협하고 겁박하더라도 충분히 적군을 감

화시키고 고국에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 테지만, 윤현은 그러한 길을 택

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이미 죽음이라는 운명이 주어졌기에 그는 담담히

웃으며 미리 준비해 둔 환약으로 자결함으로써 자신의 운명을 완성한다.

위급한 순간에도 그가 금국의 군신들을 호령하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

던 것은 자신의 운명을 충실히 완수해 낸 것에 대한 홀가분함으로 읽힐

수 있다. 차곡차곡 쌓아온 삶의 마지막 순간을 죽음으로 장엄하게 마무

리한 것이다.

개인적인 운명의 차원에서 윤현은 자신에게 닥쳐올 운명을 두려워하거

나 피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며, 운명에 적극적으로 다가

서는 용기와 운명애(運命愛)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윤현의 모습은

그의 운명관을 입명론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다

만 입명론이 운명을 인정하되 자신의 사명을 다할 것을 강조하는 데 그

친다면, 윤현은 여기서 나아가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

는 능동적인 자세와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불운한 운명에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담담하게 자신의 운명을 인정하고 그 사명을

다하는 동시에 자신의 운명을 완성하고자 한 것이다.212)

한편 대외적 차원에서 윤현의 죽음은 무력을 앞세워 송나라에 반역할

의사를 품었던 금국의 군신들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죽음을 초개

같이 여기고 충절을 다하는 윤현을 보고, 그와 같은 인재가 즐비한 송나

라를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또한 강력한 송나라의

212) 운명에 대한 윤현의 태도는 스토아학파의 운명론과 결부하여 해석이 가능
하다. ‘스토아적 운명론’은 자신이 겪는 모든 일을 우주의 섭리이자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 운명에 다가서며 운명을 사랑하는 것, 즉 ‘운명애(運命愛,
amor fati)’를 그 핵심사상으로 한다. 자신의 운명을 완성해가는 윤현의 모습
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맞섰던 그리스의 영웅, 헥토
르를 연상케 한다.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와의 결전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이
라는 것을 알고도 결연한 태도로 자신의 운명을 향해 나아간다. 이것을 호메
로스의 작품에서는 ‘hypermoron’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운명의 여신을 거
슬러서”라는 뜻이다. 즉, 운명을 넘어서는 것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윤현이 죽음을 피하기보다 오히려 죽음
에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감수하고자 했던 헥토르
와 일면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이정우, 앞의 책, 그린비, 2011, 333면; 3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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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 사신의 죽음을 문제 삼아 금국을 정벌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금국의 군신들은 세자와 대신들을 보내 사태를 수습하기로 한

다. 윤현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강렬한 기개와 충절을 드러냈으며, 대외적

으로도 금국의 군신들에게 함부로 대적할 수 없는 송나라의 굳건한 이미

지를 강화시켜주었다. 실제로 송 조정의 군신들은 윤현의 죽음 이후 정

신적으로 각성하여 금국에 대항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송 조정 정체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

되고, 군신 간의 연대 또한 더욱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윤현의

죽음은 흡사 송 조정의 재정비를 위한 ‘희생물의 죽음’과 같은 효과를 지

닌다고 볼 수 있다.213)

이 외에도 윤현은 자신의 사후에 벌어질 일들을 짐작하고 금국과의 갈

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유표를 준비하는 등 혜안을 발휘한다. 자

신에게 주어진 운명대로 죽음을 결심하고, 죽음을 앞둔 순간에도 그는

오로지 사직을 염려하는 신하로서, 황제의 강직한 충신으로서의 정체성

을 잃지 않는다. 윤현의 죽음은 송 조정과 금국의 군신들에게 강렬한 인

상을 남기는 동시에 양국이 팽팽한 긴장관계에서 벗어나 갈등 국면을 전

환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한다. 그 결과 윤현은 죽음 이후에도 잊히지

않고 충절의 상징으로 끊임없이 소환되며, 친우들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

에서도 꾸준히 추모의 대상으로 남게 된 것이다.

윤현의 죽음으로 인해 윤부는 충신의 가문이자 명문세가의 입지를 더

욱 공고히 하는데, 이는 윤현의 유복자인 윤광천 형제에게도 큰 자산이

된다. 따라서 윤현의 죽음은 역설적이게도 생명, 즉 새로운 시작 또한 내

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윤현의 죽음은 비극적인 개인의 죽음으로 그

치는 것이 아니라, 순절한 충신의 후손으로서 그의 자녀들이 활약하고

명예를 이어갈 수 있는 모태가 되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볼 때에,

213) 르네 지라르는 죽음의 원인과 상황에 상관없이 ‘죽는 자’는 언제나 전체 공
동체에 대해 ‘희생물’과 유사한 관계에 놓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단 한
사람의 죽음으로써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연대성이 강화되는 것은, 죽음의
위기에 처한 공동체가 희생물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재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았다(르네 지라르, 폭력과 성스러움, 김진식・박무호
역, 민음사, 2000, 3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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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보월빙>에서 윤현의 죽음은 대외적으로는 그가 충절을 지킨 인물

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가문을 흥기시키는 발판이 되며, 비극

적인 운명일지라도 자신의 운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 개인의 신념을

돋보이게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임성옥[하원경의 아내]의 죽음은 유교적 이념 추수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임성옥의 죽음은 당대의 관습과 이념을 따르고자 한 것

이었다는 점에서 충효를 위해 죽음을 선택한 남성들의 죽음과 같은 무게

감을 지니며 이념적인 성격을 띤다. 조선시대 양반 여성의 삶을 가장 강

력하게 규정한 규범은 유교적인 ‘삼종지도(三從之道)’와 ‘열(烈)의 윤리’였

다. 삼종지도의 윤리를 일상의 상식과 교육 및 제도를 통해 내면화한 여

성들은 자신의 정체성도 그에 입각하여 구성하였으며, 특히 열 윤리는

상당히 강화된 규범으로 작용하였다.214) 현실적인 이념과 관습의 측면에

서 남편의 죽음 이후 자결하는 것은 수긍할만한, 혹은 당대 집권층이 양

반 여성들에게 권장한 덕목이기도 했다.

<명주보월빙>에서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자마자 죽음을 선택하는 임

성옥의 모습은 일말의 거리낌이나 비판 없이 삼종지도와 열절을 내면화

한 여성의 단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작품 속에서 죽음에 대한 그녀의 두

려움이나 고통은 서술되지 않으며, 서술자는 그녀에 대해 ‘운명이 박하고

수명이 짧아 자녀를 두지 못하고 남편의 죽음을 따랐다며 그녀의 열렬한

절의가 고인을 압두할 만하다’215)고 그 의기(意氣)와 용기에 찬탄할 뿐이

다. 이러한 서술태도는 양반 지식인들이 열녀에 관한 글쓰기를 통해 어

떤 형태의 죽음이든 남성을 위한 여성의 희생과 자살을 찬미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216) 이는 시대와 문화를 불문하고 자살의 이면에 언제

나 강요 내지 부자유가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자살이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삶을 그만두는 행위처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살

214)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긔록과 ｢규한록｣의 경우｣, 고전
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266면; 홍인숙, ｢봉건 가부장제의 여성
재현–조선 후기 열녀전｣, 여성문학연구 5, 한국여성문학학회, 2001, 279면.

215) <명주보월빙> 권3, 38∼39면(1권, 105면).
216)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4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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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볼 때 어느 누구도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217)

또한 <명주보월빙>에서 임성옥의 자살을 다루면서 그녀가 홀로 감당

해야 했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체적 고통에는 무심한 채, 오직 남

편을 따른 죽음에만 주목한 것은 대개의 열녀전에서 여성인물의 굳은 의

지와 성품만을 부각할 뿐 여성인물을 아픔과 통증을 느끼지 않는 인간처

럼 묘사한 것과도 유사하다.218) <명주보월빙>에서 임성옥의 죽음은 하

부의 비극을 그리는 일환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녀의 죽음은 지극히

이념적인 성격을 띠며 열녀전 서술의 영향과 자장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

는 것이다. 이는 문학 텍스트가 필연적으로 사회적, 역사적, 제도적 기원

안에서 배태되며, 역사 문맥과 분리된 텍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데에서

기인한다.219) 고전소설의 주요 인물들이 대체로 모든 역경을 극복하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명주보월빙>에서 주요 남성인물의 죽음을

설정하고 또 남편을 따라 죽는 아내의 모습을 그린 것은 당대에 향유되

던 소설 역시 열녀전이 창작되고 전파되며, 여성의 열절을 더욱 강조했

던 사회 현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임성옥의 죽음은 서사전개의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닌다. 흔히 고전소

설에서 주요 여성 인물들의 자살 시도는 시도로 그치곤 한다. 이들이 자

살을 시도하는 이유는 주로 자신의 결백을 밝히거나 악한 등의 위협으로

부터 정절을 지키기 위함이며, 친정에 대한 원죄의식 등의 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에도 그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결을 감행한

다.220) 이들의 자살시도는 일시적인 액운으로 처리되는 경향이 강하며,

217) 게르트 미슐러, 자살의 문화사, 유혜자 역, 시공사, 2002, 231면.
218) 홍인숙은 조선후기 열녀전에 나타난 여성의 몸에 대한 문제를 다루며, 여
성의 신체가 남편의 간병을 위해 사용되는 국면에서 여성의 몸은 순종하는
몸으로 형상화 되며, 여성의 신체적 감각과 고통이 무화(無化)되어 서술되는
양상에서 여성의 몸은 자신의 감각과 고통을 말하지 않는 침묵하는 몸으로
나타난다고 본 바 있다(홍인숙, 앞의 논문, 2001, 284∼286면).

219) 루샤오펑, 역사에서 허구로,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역, 길, 2001, 252면.
루샤오펑은 역사가 필연적으로 서사적인 특질을 지녔음을 이해해야 하며,
역사의 총체성이나 거대 서사에 얽매이지 말고, 역사 혹은 이야기하기에 내
재된 이데올로기적・정치적 함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20) 한글장편소설에서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여성 인물들이 자결을 시도하는
일은 매우 드문 편인데, 한글장편소설의 서사관습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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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대체로 하늘의 계시를 받은 이인(異人) 등에게 구조되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다. 하지만 임성옥의 경우, 미리 구조될 만한 모든 계기

들이 차단된 채 그녀는 죽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가족들에게 발

견된다. 그녀의 죽음에 관한 한 천상계도 개입하지 않으며, 모든 우연성

이 배제된 채 그녀는 지극히 현실적 질서에 따라 죽음을 맞는다.

이처럼 임성옥의 서사가 일반적인 고전소설의 경향과 다른 양상을 띠

는 것은 서사전략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즉, 그녀의 죽음은 남편인

하원경과의 재결합을 준비하기 위해 서사전략적인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

다. 억울한 죽음을 맞은 하원경이 천상계의 도움으로 다시 환생할 운명

이었기에 그의 천정연분인 임성옥 또한 다시 태어나야 할 운명이었던 것

이다. 이에 임성옥은 열절을 지키는 차원에서 남편의 죽음을 따랐으며,

천상계 또한 두 사람의 운명과 인연을 완성하기 위해 그녀의 죽음에 개

입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임성옥의 죽음은 열절이라는 이념을 추수한

규범적인 측면과 천정연을 완성하고자 한 서사전략적인 측면이 결합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윤현과 임성옥 모두 당대의 이념을 체화하여 자신의 운명에 따라 죽음

을 선택하지만, 그 선택의 결에는 차이가 있다. 윤현의 경우 자신에게 주

어진 운명에 대해 고뇌하면서도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

각되지만, 임성옥의 경우 윤현과는 달리 운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자세나 의지가 부각되기보다는 남편의 죽음 이후 순절에

대한 당위성만 존재할 뿐이다. 이것은 당대 이념의 논리가 여성에게 좀

더 강고한 면모를 보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유교규범 하의 젠더 질서와 운명

<명주보월빙>에서 윤현과 임성옥의 죽음이 각각 운명의 실현 및 이념

의 추수라는 측면에서 부각된다면,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윤성린과 정

다. 즉 한글장편소설의 서사관습 상 주요 인물들의 삶은 철저히 보장되기에
이들이 죽음을 맞거나 자결하는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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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염의 ‘부모찾기 서사’는 당대 유교규범 하의 젠더(gender) 질서에 따라

그 삶과 운명이 분화되는 측면을 보여준다.221) 윤성린의 경우 부모찾기

서사를 통해 예고된 운명에 저항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모습

을 보이며, 그의 운명은 가문의 운명과도 직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

면 정월염의 부모찾기 서사는 시련으로 점철된 운명이라는 외피를 쓰고

삶을 위협하는 불안요소들과 하층민들의 곤궁한 삶, 여성으로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삶의 국면들을 그려내는 데 초점을 둔다.

앞서 Ⅲ장의 가문서사에서 살핀 것처럼 윤성린은 ‘윤공-윤현-윤광천’으

로 이어지는 윤부의 종통을 계승할 적장자로 태어나지만, 가란으로 인해

일찍이 납치되어 버려지며 다시 부모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숱한 시련을

겪는다. 그가 부모를 찾아가는 과정은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고 그 능력

을 발휘하며 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그는 약 3

년이라는 시간동안 ‘백두섬 → 일침국 → 동오국’을 표류하는데, 처음에

뱃길에 나서자마자 거친 풍랑으로 인해 뱃길이 막히고, ‘13세가 되기 전

까지는 부모를 만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점괘를 얻게 된다.

슌우평[術士] 왈,

“쥬즁졔인(舟中諸人)이 닉슈지화(溺水之禍)당리 업, 다만 무셩명슈

(無姓名秀才) 회(厄會) 비상여 하이 그 나히 십삼 셰 젼은 황셩을 드

지 못며, 부모지 못게 뎡엿거, 텬의(天意)거려 길올으

하이 벌시미니, 져 슈물에 들면 다란 사은 죽지 아니리이다.”222)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의를 어긴 탓에 뱃사람들까

지도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는 뱃사람들로부터 버려져 홀

로 백두섬에 남겨지고 극심한 굶주림 끝에 백두섬을 지나던 몽고인에게

구조되어 일침국에 이른다. 부모를 찾아 나서기 전까지 그는 단순히 비

221) 젠더(gender)는 남자냐 여자냐에 대한 심리적・사회적・문화적 영역으로
정의되며, 개인적・사회적 젠더 정체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구성
물이자 의미체계이다(앤 볼린, ｢젠더를 가로지른다 : 문화적 맥락과 젠더실천
｣, 여자 남자 그리고 제3의 성–젠더 역전과 젠더 문화, 노최영숙 역, 당대,
2001, 50면).

222) <윤하정삼문취록> 권4, 64∼65면(1권, 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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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지만, 뱃길 여정을 통해 조금씩 자신의 능

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일침국에 이르러 그는 일침국왕의 조력자가 되

어 창궐한 전염병을 잠재우고 요얼들의 재변을 해결하는 등 이전과는 다

른 신이한 면모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후 윤성린은 부모를 찾기 위해 두 번째로 뱃길에 오르지만, 또다시

거센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될 위기를 겪는다. 앞서 백두섬에서의 점괘

를 통해 13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를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적룡과 흑룡이 나타나 직접 그를 동오국으로 인도하며 다시 한

번 정해진 운명을 주지시킨다.

십삼 셰 젼은 능히 부모지 못거시오, 외(海外) 졔국(諸國)의 뉴락

(流落)거시니, 역텬명(此亦天命)이오, (중략) 웅쥬(雄珠)이의 머므르고

쥬(雌珠)오국군(吳國君) 궐뎡(闕廷)의 잇도다.223)

윤성린은 전편인 <명주보월빙>에서 부모 세대의 인연을 맺어준 용신

에게 인도받으며 아직 부모를 만날 때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동오

국에서 천정배필을 만날 것이라는 계시를 받는다. 하지만 수차례의 계시

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운명에 저항하여 세 번째 황성행을 감행하

며, 급기야 떠나기 전날 밤 갑작스런 병으로 위중해져 동오국에 남게 되

고 용신의 예언대로 동오국의 공주와 인연을 맺게 된다.

부모를 찾아 나선 3년의 시간 동안 그는 백두섬, 일침국, 동오국을 거

치며 거듭 3번이나 좌절을 겪지만, 요얼들의 작난과 재변을 다스려 잠재

된 능력을 발휘하는 등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보낸다. 이렇듯 윤

성린의 부모찾기 서사에서는 ‘3년의 시간’과 ‘3번의 시련’이 부각되는

데,224) 이는 그의 운명과 관련하여 함의하는 바가 크다. 대개 3년이라는

223) <윤하정삼문취록> 권5, 5∼6면(1권, 87면).
224) 예로부터 ‘3’이라는 숫자는 우리 문학에 친숙하게 등장한 숫자 중 하나이
다. ‘3’은 ‘크다’, ‘많다’, ‘빈번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완전수’로서 한민족
에게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온 숫자이기도 하다. 또한 문학에서는 ‘3년’이
나 ‘3형제’, ‘3가지 물건’, ‘3가지 사건’ 등으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최은경, ｢
한국 민담에 나타난 숫자 개념｣, 한국어문학연구 16, 이화여자대학교,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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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무엇을 이루는 데 충분하거나 오래된 시간이라는 의미로 쓰이며,

3번의 시련은 주인공의 고난, 이를테면 정해진 기한이 되어야만 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윤성린의 운명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비

록 부모찾기 여정은 실패로 끝났지만 윤성린은 그 과정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단단하게 성장하며, 훗날 부모와 상봉했을 때 윤부의 후계자로

서 부족함이 없는 자질을 갖추게 된다. 이후 윤성린은 예정된 운명대로

13세에 부모와 상봉하며, 비로소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윤부의 종통

을 지켜 가문의 번영과 창달에 일조한다.

부모찾기 서사에서 윤성린은 거듭된 좌절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운명에

맞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체념적으로 운명에 동조하

거나 순응하는 인물들과는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윤하정삼문취

록>에서 운명은 강고한 힘으로 그가 운명의 궤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성린은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고자 끊임

없이 운명에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윤성린의 태도는 인간의 지

혜와 노력으로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는 ‘조명론적인 관점’에서 해

석할 여지가 있다. 비록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운명의 절대성을 인

정하는 정명론이 지배적인 경향을 보이지만, 그 가운데 자신의 삶과 운

명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생동적인 인물 형상이 함께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월염은 제왕 정천흥과 문양공주의 딸이라는 존귀한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누구도 아닌 모친에 의해 버려져 가족들과 이별하고 자신의

모든 지위를 잃어버린다는 점에서 윤성린보다 더욱 비참한 처지에 놓인

다.225) 그녀는 관상가인 채민 부부에게 팔려감으로써 신분상의 몰락을

겪으며, 채민이 죽은 후에는 가난으로 인해 도로를 유리하는 지경에 이

른다. 또한 관채(官債)를 갚지 못해 방파와 함께 북해까지 도주하는가 하

리영순, 동물과 수로 본 우리 문화의 상징 세계, 훈민, 2006, 213∼223면).
225) <명주보월빙>에서 문양공주는 최상궁의 권유로 마지못해 자신의 딸과 다
른 남자아이를 바꿔치기 하는 것으로 서술되는데, 이는 최상궁이라는 극악한
악인을 내세워 친모가 직접 아이를 버리는 것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후일
에 개과천선한 문양공주를 변호하기 위한 설정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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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자라면서는 뭇 남성들로부터의 위험을 피하고자 다리를 절고 눈이

먼 병자로 행세하고, 일반 민가에서 종살이를 하는 등 하층민과 다를 바

없는 괴로운 삶을 영위한다. 부모와 상봉하기 전까지 정월염의 서사는

삶을 위협하는 현실의 횡포 속에서 살아가는 하층 여성의 불안한 삶을

그려낸다.

고된 삶을 살아가던 정월염은 가슴에 남겨진 ‘鄭兒’라는 주필(朱筆)을

의아하게 여기고, 친부모와 상봉하는 꿈까지 꾸게 되자 양모[방파]를 졸

라 결국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다.226) 이후 그녀는 관서안찰사로 부임한

하몽성에 의해 구조되는데, 그와의 만남은 정월염이 부모와 재회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227)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윤성린과

정월염 모두 잃어버린 부모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 하지만, 정월염은 여

성이기에 운신의 폭이 상당히 좁은 편이다. 윤성린이 비록 어리지만 정

절에 대한 위협 없이 수차례 뱃길에 올라 부모를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정월염은 보호받을 수 없는 하층 여성의 삶을 살았기에 도처

에 만연한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유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몽성의 등장은 그녀에게 일생의 반려자를 만났다는 것 외에도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조력자를 만났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여성의 부모찾기 서사에서는 현실적인 위협이 강조되는 가운데, 남성

과의 만남 혹은 결연 등 남성의 도움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셈이

다.

하몽성과의 결연 후에도 정월염은 부모와 상봉하기 전까지 숱한 고난

226) 인간이 출생의 비밀을 알려고 애쓰는 것은 자신의 출생 과정에 대한 확신
을 통해 심리적인 불안감과 사회적인 열등감을 잠재우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은 자신의 출생과정을 분명히 인지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위
치를 분명하게 인식하며, 공동체 의식과 마음의 안식처를 찾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다(김원익, 신화, 세상에 답하다,
바다출판사, 2009, 15면). 그러한 면에서 정월염은 자신의 출생에 대한 의혹
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현재 자신이 속한 집단에 소속
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227) 한글장편소설에서 부모와 이별한 여성들은 남성들과의 만남 혹은 결연을
통해 부모와 상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곤 한다. <현씨양웅쌍린기>의 윤
혜빙, <옥란기연>의 진천주, <벽허담관제언록>의 영현요 등은 모두 중심가
문 남성들과의 만남을 계기로 하여 헤어졌던 부모와 상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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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는다. 황성에 이르기 전 그녀는 명청법사에게 납치되어 불가의 제

자가 되기를 강요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가 하면, 황성에 도착한 후에

는 수시로 하몽성의 원비인 연희벽에게 난타당하고 수모를 겪는 등 모진

시간을 보낸다. 세사에 통달한 명청법사에게는 매서운 기상으로 그 불의

와 간사함을 꾸짖으며 저항했지만, 정작 우둔하고 어리석은 연희벽에게

는 원비와 첩실이라는 관계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다. 하부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던 정월염은 꿈의 계시로 하부를 찾

아온 부친 정천흥과 극적으로 상봉하며, 비로소 황제의 손녀이자 제왕과

공주의 딸이라는 존귀한 신분을 회복한다.

다만 특이한 점은 정월염이 부모와 상봉하기 전까지 부모에 대한 그리

움과 괴로움을 절절하게 토로하며 작중에서도 그녀의 심리묘사가 부각되

었던 것과 달리, 부모와 재회한 후에는 그녀가 상봉의 당사자임에도 불

구하고 그림자처럼 밀려나 있다는 것이다. 정월염과 정천흥의 부녀상봉

은 부친 정천흥의 관점에서 서술되며, 가족들과의 상봉장면 역시 정월염

의 심리묘사나 목소리는 소거된 채 가족들의 목소리만 제시될 뿐이다.

이는 앞서 윤성린이 부친 윤광천과 상봉할 때 부지중에도 천륜의 정이

동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심리가 자세히 묘사되었던 것과 대비된다.

윤성린과 정월염은 공통적으로 가족들과 상봉하기 전까지 숱한 고난을

겪지만, 가족들과 상봉한 후에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윤성린이 윤

부의 적장자라는 지위를 되찾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것과 달리 정월염

은 시댁이라는 공간에서 또다시 새로운 형태의 고난과 맞닥뜨리기 때문

이다. 이는 <명주보월빙> 연작의 부모찾기 서사에서 부모와 상봉한 이

후 남녀의 서사가 사회적 규범 하의 젠더 질서 속에서 분화되는 것을 보

여준다. 남성의 경우 부모와 상봉한 후 가문의 후계자로서 안정적인 삶

을 보장받으며, 모든 갈등과 고난이 해소되고 가문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일조하지만, 여성의 삶은 이와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여성의 경우 부

모와의 상봉이 모든 갈등을 해결해 주지는 못하며 결국 시댁에서의 고난

이 해결되어야 평안을 찾는 것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정월염의 서사는

부모찾기 과정을 통해 부모와 남성, 시댁에 종속된 여성의 삶의 질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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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윤성린과 정월염의 서사는 공통적으로 잃어버린 부모를 찾는

과정에서 자신의 운명을 확인하고, 그 운명에 저항하여 가족들과 상봉하

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지만, 부모와 상봉한 후에는 사회적 규

범 하의 젠더 질서 속에서 남녀의 삶과 운명이 분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고 할 수 있다.

2. 가문의 운명과 지속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가문의 번영은 당대의 사회 규범 속에서 가문

전체 구성원들의 노력과 행보에 따라 좌우되는 경향을 보인다. 작중에서

는 가문에 관한 한 별다른 운명이 예고되지 않는데, 이는 개인의 운명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예고되었던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가문과 가족은 해당 사회의 제도에 의해 구속되며, 가족의

형태 역시 시대의 변천 혹은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른 형태로 구성되기

마련이다.228) 이에 따라 각 가문들 역시 당대의 사회제도와 규범에 어떻

게 부합하는가에 의해 그 운명을 달리 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가문은

‘혈연(血緣)의 계승’229)과 ‘명문가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두 가지

228) 한국의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김두헌은 종족과 친족, 가계존속의 문제 및
관혼상제 등 한국의 가족제도에 대해 포괄적인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인류
학자인 이광규와 사회학자인 최재석 역시 포괄적인 방식으로 가족문제를 다
루었는데, 특히 이들은 방대한 양의 분재기를 조사하여 상속과 입양의 실상
을 구체적으로 살핀 바 있다(김두헌,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9; 이광규, 한국가족의 사적 연구, 일지사, 1977; 최재석, 한국가족제도
사연구, 일지사, 1983).

229) 혈연을 기반으로 한 종족의 연대는 조상을 숭상하는 종교적 의례집단으로
강화되어 4대조 제사를 중심으로 하는 8촌 범위의 친족조직을 소종(小宗)으
로, 그리고 파시조(派始祖) 또는 시조를 중심으로 한 대종(大宗) 등의 조직을
이루어 문중조직으로 삼았다. 유교전통에서는 후손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큰
염려로 삼았으며, 맹자 또한 “불효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후손이 없는 것이
가장 크다(不孝有三, 無後爲大)”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7세기 이후
신유학이 강화된 조선후기에는 오직 자신의 혈연적 연속성을 강조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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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통해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었다.230) 가문의 결속과 번영을 그린

조선후기의 한글장편소설 역시 가문의 품격을 유지하고 계승하는 구성원

들의 자질을 문제시하는 가운데,231) 후사(後嗣)의 문제를 다룸으로써 가

문의 탄생과 도약, 지속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윤・하・정 세 가문을 중심으로 각 가문의 부상

(浮上)과 시련 및 재도약을 다룸으로써 각 가문이 국가와 사회집단 속에

서 그 운명을 지속해 나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때 가문의 운명은

가문구성원들의 화합을 통한 가문의 내부적 결속과 국가와 사회집단 속

에서의 번영과 지속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된다. 특히 역모 혐의

등 부정적인 과거를 가진 가문의 경우, 신원과 빈민구제 등을 통해 가문

의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가문을 존속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 다음을 통해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화합과 반목에 따른 가문의 흥망성쇠

한글장편소설에서 가문구성원들의 결속은 혈연을 통한 가문의 계승 못

지않게 가문의 운명을 지속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으로 작용한다. 내부적

으로 가문구성원들의 결속이 선행된 후에야 가문의 기반을 안정적으로

다질 수 있으며, 가문의 내적 기반이 확보된 후에야 대외적인 가문의 도

약과 번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불협화음에 따른 자중지

란(自中之亂)은 대외적으로 확보된 가문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가문의 존속마저 위협할 소지가 크다. 즉, 가문구성원들의 화합과 반목은

가문의 흥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한

글장편소설에는 당대의 사대부들이 가문의 장래에 대해 고민했던 내용과

이들이 가문구성원들에게 기대했던 역할이 여실히 드러난다.232) 특히 계

이성(異姓) 양자를 허용하지 않고 혈연적 유대가 어느 정도 확보된 혈족 안
에서만 양자를 들였다(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한울아카데미, 2003, 229면; 금장태, 귀신과 제사–유교의 종교적 세
계, 제이앤씨, 2009, 97면).

230) 홍원식, 조선시대 가문의 탄생,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6, 32∼34면.
231) 김위경, 앞의 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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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문제는 그러한 사대부들의 관심사가 집약된 문제라 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한글장편소설에서 계후문제는 입후(入後)로 인해 발생하

는 ‘양모와 양자’의 갈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완월회맹연>, <성현공숙

렬기>, <엄씨효문청행록>233)은 계후갈등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들이

다.234) 세 작품 모두 양모가 뒤늦게 태어난 친자(親子)에게 가문의 적장

자 지위를 넘겨주기 위해 양자를 핍박하지만, 양자는 지극한 효성으로

양모를 감화시키며 정통론적 원칙에 입각해 입후자의 지위를 굳건히 지

킨다는 공통점을 지닌다.235) <명주보월빙> 연작 역시 전편과 후편에서

모두 계후문제를 다루는데,236) 특히 전편인 <명주보월빙>의 경우 앞서

제시한 작품들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232) 이원수는 ‘가문의 운명과 규문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사씨남정기>를 재
조명하며, <사씨남정기>가 가문의 장래에 대한 고민과 불안에 대한 해법으
로서의 규문의 역할을 형상화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이원수, ｢<사씨남정
기> 가문의 운명과 규문의 역할｣, 어문학 90, 한국어문학회, 2005, 303∼
311면).

233) <엄씨효문청행록>은 <명주보월빙> 연작의 후편인 <윤하정삼문취록>에서
파생된 작품이기도 하다. 두 작품 모두 엄부의 계후갈등과 반역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엄부의 반역 문제를 해결하는 윤부
에 초점을 두었다면,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반역사건 이후 자녀들의 행보
에도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34) <완월회맹연>의 ‘소교완-정인성’, <성현공숙렬기>의 ‘성씨-임희린’, <엄씨
효문청행록>의 ‘최씨-엄창’은 ‘양모와 양자’의 갈등으로 인한 계후갈등의 대
표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다만 <엄씨효문청행록>과 달리 <완월회맹연>과
<성현공숙렬기>의 경우, 후처가 친자를 낳은 후 전처가 들인 양자와 갈등을
빚는다는 점에서 ‘계모와 전실자녀’의 갈등으로 볼 여지도 있다.

235) 선행연구에서는 세 작품에 반영된 입후 제도의 특징에 주목하여 작품들
간의 의식적 선후관계를 고찰한 후, <엄씨효문청행록>이 두 작품에 비해 상
대적으로 더 앞선 시기의 입후 관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이현
주, ｢조선 후기 가문 소설의 계후갈등 변이양상 연구–<엄씨효문청행록>,
<성현공숙렬기>, <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2, 한민족어
문학회, 2012; 김서윤, ｢<엄씨효문청행록>의 모자 관계 형상화 양상과 그 의
미｣,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b, 277면).

236) <명주보월빙> 연작은 <명주보월빙>의 윤부와 <윤하정삼문취록>의 엄부
를 통해 서로 다른 계후갈등의 양상을 드러낸다. 엄부의 경우, 양모와 양자의
갈등에서 비롯된 일반적인 계후갈등을 다루지만, 윤부의 경우 계후갈등은 조
손・숙질・양모와 양자의 갈등이라는 좀 더 복합적인 갈등관계 속에서 다루
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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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보월빙>에서 윤

부의 계후문제는 ‘조손(祖

孫)’과 ‘숙질(叔姪)’, ‘양모

와 양자’의 갈등이 복합적

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갈

등은 위태부인과 유씨, 윤

광천과 윤희천을 중심으

로 나타난다. 계후문제를

다룬 다른 작품들의 경우,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적장자가 양자를 들이는 것과 달리 <명주보월

빙>에서 윤부는 적통(嫡統)이 끊어질 위기를 겪지 않는다. 윤부의 적통

은 ‘윤공-윤현-윤광천’으로 공고하게 이어지기 때문이다. 윤현이 후사를

두지 못한 채 금국에서 순절하자 윤부는 일시적으로 후사 문제를 겪지

만, 윤광천과 윤희천이 윤현의 유복자로 태어남에 따라 그러한 위기가

해소된다. 절손(絶孫)의 위기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부에서 계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비종통 계열의 여성인물인 위태부인과 유씨에게서

연유한다.237)

위태부인은 의붓아들이자 윤부의 가장인 윤현이 죽은 후, 친며느리 유

씨에게 자신이 지난 날 재실로서 느꼈던 상실감과 울분을 토로하며, 자

신의 자손으로 하여금 종통을 잇고 가산을 물려주고 싶은 소망을 밝힌

다.238) 일차적으로 윤부의 계후문제는 위태부인이 ‘전실의 자손’[윤광천]

237) 장시광은 종통의 자리를 앗으려는 위태부인과 유씨가 모두 비종통계열의
여성임을 지적하고, 이들이 윤현의 아내 조씨, 그 아들 윤광천 등 종통계열을
모두 없애고 자신의 계열을 종통계열로 변환하고자 한 양상에 주목하며, 이
를 ‘후처콤플렉스’로 명명한 바 있다(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116∼147면).

238) “엇지면 현뷔(賢婦) 긔(奇子)를 여 윤가 종통(宗統)을 닛게 고,
조시 모녀를 아오로 업시후, 현부로 여곰 윤부 죵부(宗婦)로 삼아 일
가(一家)의 듕망(衆望)이 온젼케 고, 십만산(十萬財産)이 손으로 여
곰 난호일이 업게 여 부(父子) 안락케 리오? 노뫼(老母) 초년브터
황시의 아거여 실(再室)의 욕되믈 고, 황시 현[윤현]을 몬져 나코
노뫼 슈년 후 슈[윤수]를 나흐니, 션군(先君)의 랑이 간격지 아니나 죵댱

[그림 4-1] <명주보월빙> 윤부의 계후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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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종통을 빼앗고 ‘자신의 자손’, 혹은 ‘자신이 원하는 자손’[양자]으

로 가통을 잇고자 한 데서 발생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위태부인과 윤광

천 형제의 ‘조손갈등’, 유씨와 윤광천 형제의 ‘숙질갈등’이 심화된다.

한편 유씨는 시모인 위태부인과 공모해 윤광천・윤희천 형제를 핍박함

으로써 가문 차원의 계후문제, 즉 윤부의 종통을 위협하는 계후문제를

부추기는가 하면, 남편 윤수가 자신과 상의 없이 조카[윤희천]를 양자로

들임에 따라 ‘양모와 양자의 갈등’을 겪는다. 유씨는 남편의 확고한 결심

으로 인해 윤희천을 양자로 들이지만,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인해 윤희천을 핍박하고 학대한다. 윤수가 윤희천을

입양한 계기 자체가 불인한 유씨에게 더 이상 자녀를 보지 않겠다는 의

지를 확고히 한 것인 만큼,239) 유씨와 윤희천의 모자관계는 시작부터 상

당히 위태로운 모습을 보인다. 윤수는 아내인 유씨를 철저히 배제하지만,

조카이자 양자인 윤희천에게는 정성을 다함으로써 혈연중심주의적인 태

도를 드러내며,240) 이것은 유씨와 윤희천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킨다.

유씨는 아들을 출산하여 자신을 지지해줄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자

하였지만,241) “팔(八字) 긔험(崎險)여 맛낫 남를 엇지

(宗長)의 듕므로양 현을 더고 일가의 듕(推重)이 현의 몸의 이시
니, 분고 믜오미 친히 칼노 디르고 시브나 능히 과 디 못다가, 션
균과 황시 기셰(棄世)고 (중략) 다만, 우리 고식(姑媳)이 졍을 펴고 심담(心
膽)이 샹됴(相照)니, 힘을 다고 계교를 의논여 조시 모를 아오로 육
장을 라 평의 친 분을 쾌히 고, 현뷔 블여 을 두지 못
면 일가의 아다온 을 어더 슈의 명녕(螟蛉)을 뎡면 슈의 이오,
나의 손니 황시의 쇼손이 업셔지면 엇지 쾌치 아니리오?” <명주보월
빙> 권3, 5∼8면(1권, 86∼87면).

239) <명주보월빙> 권1, 28∼29면(1권, 18∼19면).
240) 박경열은 고소설에서 기존구성원은 악행을 저질러도 악인이 되지 않지만,
부가구성원은 거의 모두 악인이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그는 악에 얽힌 인
식과 악의 기능을 분석하며, 기존구성원과 부가구성원의 인성을 바라보는 잣
대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가정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고 보았다. 이에 따른다면 유씨는 부가구성원에 지나지 않으며, 윤수는 기존
구성원인 모친의 지키기 위해 모든 잘못을 유씨에게 전가하고 그녀를 배제시
켰다고 볼 수 있다(박경열, ｢고소설의 가정갈등에 나타난 악행 연구｣, 건국대
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15∼16면).

241) 종법제가 강화되어 감에 따라 여성에게는 남성 가문의 혈통을 잇는 것이
중시되었으며, 여성은 가문 내 아들의 입지와 활약을 통해 비로소 남편 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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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여시나, 오히려 산의 길흘 바라어, 가군이 계후를 뎡여시

니, 이나의 비소원(非所願)이라. 이졔남를 엇지 못니 엇지 한

(恨)홉지 아니리오?”라며 좌절한다.242) 그녀에게 윤희천은 남편의 거부와

자신의 결핍을 상징하는 인물인 셈이다. 이에 유씨는 남편이 ‘선택’한 윤

희천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모자지간임을 내세워 자신의

울분과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들을 모두 윤희천에게 표출하며, 자신의

불행을 윤희천과 그 형제들의 탓으로 돌린다.243) 급기야 그녀는 윤희천

을 죽여 남편의 바람을 끊고 자신이 원하는 양자를 ‘선택’해 삼종(三從)

을 의탁하고자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위태부인과 유씨가 종통을 위협하고 계후문제를

일으킴으로써 당대의 가부장제와 종법제에 도전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만, 사실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가부장제와 종법제의 중심에 포섭되기를

원한 인물들이라는 것이다. <명주보월빙>에서 위태부인과 유씨는 후계

자로 세울 만한 혈육이 없기에244)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입후’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즉, 두 인물 모두 적통에 의해 정해진 종손, 혹은 남편이

선택한 양자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인물을 계후로

세워 ‘삼종’을 의탁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위태부인과 유씨의 모습은

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울프(Wolf)는 부계 가족 속에 존재
하는 여성의 혈연 가족, 즉 ‘자궁가족(uterine family)’에 주목하며, 여성을 철
저히 배제시킨 것으로 보이는 유교적 가부장제가 여성을 상당히 성공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던 근거를 자궁가족에서 찾기도 했다(Wolf, M., Woman and
family in rural Taiw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2, pp.37∼
38;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지성사, 1993, 79면).

242) <명주보월빙> 권12, 31∼32면(1권, 459면).
243) 누스바움은 분노에도 인지적・의도적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분노를 통해 해당 주체가 인생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만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유씨는 자신과 두 딸의 평안과 행복
에 가장 큰 가치를 두었기에 윤희천과 그 형제들[윤광천, 윤명아]을 바라보며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던 것이다. 그녀는 마땅히 자신이 누려야 할 행복이 양
자인 윤희천으로 인해 좌절되었다고 여기고, 본인 우위의 절대적인 위계질서
를 관철하기 위해 상대를 핍박하고 갈등을 유발한 것이라 볼 수 있다(마사
누스바움, 분노와 용서, 강동혁 역, 뿌리와이파리, 2018, 50면).

244) 위태부인에게는 윤수라는 아들이 있지만, 그녀는 손자 세대의 계승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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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라는 공고한 제도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현실의 질서

를 재정립하고자 했던, 가부장제 하 여성들의 ‘굴절된 욕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명주보월빙>에서 위태부인과 유씨의 굴절된 욕망은 그들의

존재 기반인 윤부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단적으로 이

들이 제사를 폐하는 것에서 드러난다.

뉴시 (중략) 누졔향을 궐며, 졔긔(祭器)를 다 파디라. 삭망으로 묘랑

을 주어 부쳐공양의 탕딘칼녁고, 삭망다례(朔望茶禮)를 폐니, 태위[윤광천]

정왈,

“조션(祖先) 졔향을 무고히 폐치 못리이다.”

고 말니니, 위시 대로여 만만슈욕이 블가형언(不可形言)이라. 태위 조모

의 흉패믈 보고 션조와 부공의 졔향 믈 비통더니, ‘샤묘(四廟)를 안

(埋安)렷노라’ 말의 하 어히 업셔 말을 못더니, 샤묘의 올나가 실셩톄읍이

라.245)

위태부인과 유씨는 요승 신묘랑에게 윤광천 형제를 없애 달라 사주한

결과 가산을 탕진하며, 급기야 제기를 팔고 삭망다례를 폐하는 지경에

이른다. 예기(曲禮下)에서 “군자는 비록 가난하여도 제기(祭器)를 팔지

않으며, 비록 춥더라도 제복(祭服)을 입지 않는다(君子雖貧, 不粥祭器. 雖

寒, 不衣祭服.)”라고 한 만큼 제사에 쓰이는 제기나 제복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히 간직해야 하는 것으로,246) 유교사회에서 제사가 지니는

상징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명주보월빙>은 위태부인과 유씨가 자신

이 원하는 계승자를 내세우기 위해 감행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윤부의 몰

락을 초래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이것은 윤광천과 윤희천 형제가 강상죄

의 누명을 쓰고 유배를 간 시점에서 극대화된다. 윤광천 형제가 유배된

후, 위태부인과 유씨는 제사를 폐한 채 가문의 전답과 노복들을 지켜내

지 못하며, 간사한 노복들이 제멋대로 윤부의 고택을 허물고 목재와 기

와 및 식정(食鼎)까지 팔아먹는 수모를 당한다.

<명주보월빙>은 윤부가 제사를 폐하고 세전하는 전답과 노복을 지키

245) <명주보월빙> 권64, 63∼65면(3권, 176∼177면).
246) 금장태, 앞의 책, 2009,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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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해 고택까지 허물게 된 일련의 과정을 그림으로써 점점 위태로워지

는 윤부의 운명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동시에 윤광천・윤희천
형제가 신원 후 돌아와 무너진 고택을 정비하고 흩어졌던 노복들을 소집

하며, 끊어졌던 제사를 다시 지내기 시작함으로써 가문의 운명이 다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명주보월빙>은 윤부를 중심으로 종통을 위협하는 ‘가문차원의 계후

문제’[위태부인-윤광천]와 부부갈등에서 비롯된 ‘개인차원의 계후문제’[유

씨-윤희천]가 결합되어 윤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포착한다.

이러한 계후문제는 자신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후사를 세

우고자 했던 가부장제 하 여성들의 굴절된 욕망을 보여주며 동시에 이들

의 욕망을 부정하는 보수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명주보월빙>은 ‘효’라

는 형식을 통해 가문의 운명을 위협하는 계후문제를 해결하며, 가문의

운명을 안정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들을 포섭하는

등 내부적 결속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247)

2) 명예회복에 따른 가문의 존속

(1) 신원과 복수를 통한 명예회복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명예회복에 따른 가문의 존속은 주로 대외적

인 이미지 쇄신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정치적 시련과 신원’ 혹은 ‘오

247) 가문의 내부적 결속은 그 실상이 어떠하든 가문의 안위와 존속을 위해 대
외적으로도 공고히 할 필요가 있었다. 다소 맥락은 다르지만 <한중록>에서
혜경궁 홍씨는 가문을 위해 숙부 홍인한이 정조의 등극을 저해했다는 혐의를
감싼 바 있다. 홍인한은 혜경궁 홍씨의 부친인 홍봉한의 이복동생인데, 그는
처음에는 형인 홍봉한을 따랐지만, 홍봉한이 실세(失勢)하자 그들이 이복형제
이며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정조 역시 혜경
궁의 친정과 홍인한의 집안이 서로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으
며, 혜경궁도 그가 권력의 움직임에 지나치게 민감하고 약삭빠르다고 부정적
으로 평가하였지만, 그녀는 한 가문의 일원으로서 가문의 명예와 안위를 위
해 숙부를 변호하였던 것이다(정병설, 권력과 인간, 문학동네, 2012, 283∼
2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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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汚名)의 극복’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통해 구체화된다. 대외적 이미지

를 쇄신함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는 것은, 과거에 가문의

운명을 위태롭게 할 만한 참화를 겪거나 가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만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개 역모 사건에서 비롯된

다. 역모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역모는 그 혐의 자체만으로도 가문의

존속 여부를 위태롭게 만들 만큼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

조선시대에 역모죄는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하여 처리되었다. 대명
률에 따르면, 역모, 즉 모반(謀反)을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자는 거열

형(車裂刑)에 처해졌으며, 역모죄는 가문 구성원들의 생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법전에서 명시한 연좌의 범위는 조부에서 손자까지 5대에 걸쳐

있었으며,248) 그 처벌은 교형(絞刑)・위노비(爲奴婢)・삼천리유배(三千里
流配)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249) 다만 조선의 경우, 중국과 다른 현

실을 고려해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 등의 국전(國典)을 정비

함으로써 연좌형의 제한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작업이 함께 이루어졌

으며, 국왕의 판단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다르게 적용되는 측

면이 있었다.

248) 일반적으로 연좌제에서 ‘삼족(三族)을 멸한다’고 할 때, 삼족의 범위와 관련
하여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를 살펴볼 만하다. 그는 삼족을 조
(祖), 부(父), 기(己)의 3세대에 걸친 친족이라 전제하고, 삼족의 범위가 위로
는 할아버지를 비롯한 조족(祖族), 옆으로 형제 및 그 소생인 조카 등을 포함
한 부족(父族), 아래로는 아들과 손자 등을 포함한 기족(己族)을 포괄한다고
밝히며, 근래의 사람들이 부족(父族)・모족(母族)・처족(妻族)을 삼족으로 오
인하여, 지금의 연좌가 곧 삼족을 멸하는 법인 줄 모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緣坐之法, 出於後世. 此蓋夷三族之例, 特不死耳. - 三世之族, 爲三族. 上及諸
父, 是祖族也. 旁及昆弟與其所生, 是父族也. 下及子姓, 是己族也. 今人誤以父
族・母族・妻族爲三族, 故遂不知今之緣坐, 卽夷三族之法). 정약용, 목민심서 
형전(刑典) ｢휼수(恤囚)｣ 참조.

249) 대명률에 따르면 모반사건의 경우,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는 거열형에 처
하며, 부친과 16세 이상의 아들은 교형(絞刑)에, 15세 이하의 아들과 모친・
딸・처첩・조부・손자・형제・자매・아들의 처첩은 공신 가문의 노비가 되게
하였다. 또한 백부・숙부와 형제의 아들은 삼천리 유배에 처하도록 하였다
(박철주, 역주 대명률직해, 민속원, 2014, 400∼404면; 심재우, ｢조선시대 연
좌제의 실상 : 연좌안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5, 규장각한국학연구
원, 2011, 89∼95면; 고민정, ｢조선후기 연좌제 운영을 통해 본 파계의 양상과
가계계승｣, 사학연구 124, 한국사학회, 2016,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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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보월빙> 연작은 역모사건에 연루된 두 가문을 다루되, 처벌의

실상은 다소 현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다만 역모사건에 연루된 하

부와 엄부가 각각 누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혹은 선대의 죄과

로 인한 오명을 극복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림으로써, 완전히

전락했던 두 가문이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가문의 운명을 지속하고자 하

는 지극히 현실적인 모습을 그려낸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하부와

엄부는 역모의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죽음을 맞은

후, 가문에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는 모습을 보인다. 두 가문 모두 역모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이들이 처한

상황은 조금 다르다. 하부가 누명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세 아들이 죽

임을 당하고 일가(一家) 전체가 험지로 유배되는 등 혹독한 곤욕을 치렀

다면, 실제로 반역을 일으킨 엄부는 선대에 미리 유표를 올려 후환을 방

비하고 과거의 공적을 인정받아 황제가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기 때문이

다. 억울한 누명을 쓴 하부가실제로 반역을 저지른 엄부보다 훨씬 더 가

혹한 시련을 겪는다는 설정은 현재의 시련과 훗날의 영화를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서사적 장치라 해도 다소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과거에 연루된 역모사건으로 인해 하부와 엄부는 가문의 명예를 회복

하고 국가와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각각 ‘신원’과 ‘오명 극복’이라는 과

제를 부여받는다. 조상의 명예와 사회적 지위가 각별했던 조선시대에 조

상이 정치적으로 처벌을 받고 그 명예가 실추된 것은 후손들에게 단순한

명예 실추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후손들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적으로 과거시험 답안지 제출 시, 응시생의

부친으로부터 증조부까지 3대의 이름 및 정치사회적 지위를 기입하게 했

던 조선시대의 관행에서도 발견된다. 즉 어떤 인물이 역적 또는 간신으

로 규정되어 추탈 혹은 고신 박탈과 같은 명예 처벌을 받게 되면, 그 불

명예와 불이익은 고스란히 자손들에게 전가되는 셈이다.250) 역적 또는

250) 현실에서 역적 혐의는 그 조상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생존이 걸린 문
제였다. 역적의 후손은 몇 대가 흘러도 역적의 후손일 뿐이다. 이에 따라 조
선후기에는 역적 혐의로 죽은 조상을 신원하기 위한 노력이 대를 이어 지속
되곤 했다. 대표적인 예로 오시수의 후손들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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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의 후손으로 낙인찍힐 경우, 그 후손은 과거시험 응시가 금지되어

관직진출이 불가능해질 수 있었고, 관직에 진출한다 해도 사대부 사회에

서 고립되어 청요직(淸要職)이나 사관직으로 진출하는 것이 봉쇄될 가능

성이 높았다.251) 환로가 막히는 것은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질 소지가 다

분했다. 따라서 조상의 명예가 훼손되었을 경우 이를 신원하는 것은 후

손들에게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 19세기의 대표적인 서식편람서인 유
서필지(儒胥必知)에 조상의 신원을 요구하는 정형화된 서식이 실려 있

다는 것은,252) 조상에 대한 신원이 조선후기에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진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253)

신원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의 아들 오상유가 1689년에, 손자 오성운이
1743년에 각각 격쟁하여 오시수의 억울함을 알렸으며, 1783년에는 증손자인
오석충이 격쟁하여 그의 관작을 회복시킨 바 있다(정병설, 죽음을 넘어서–
순교자 이순이의 옥중편지, 민음사, 2014, 170∼173면).

251) 강정인・장원윤, ｢조선의 과거사 정리담론 : 4대 사화를 중심으로｣, 한국
정치연구 23(2),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4, 16∼17면.

252) 유서필지(儒胥必知)는 조선후기에 널리 사용되던 공・사문서의 서식을
잘 정리한 책으로, 당시 지방 수령, 사족 및 서리,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에
서 작성해야 했던 여러 문서의 형식이 수록되어 있다. 유서필지의 편찬자
와 편찬시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대체로 서리 출신의 인물들이 편찬한
것으로 보이며, 편찬시기는 정조 9년(1785) 이후, 늦어도 헌종 10년(1844) 이
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서필지에 실린 문서 형식에는 국왕에게 직접 청
원하는 ‘상언(上言)’, 국왕이 거둥할 때 직접 징이나 북을 치며 올리는 ‘격쟁
원정(擊錚原情)’, 지방 수령에게 올리는 소장(訴狀)인 ‘소지(所志)’, 제수(祭需)
나 부의(賻儀)를 전할 때 함께 보내는 ‘단자(單子)’, 서리가 수령 등에게 올리
는 ‘고목(告目)’, 거래계약서인 ‘문권(文券)’, 어떤 사실을 알리는 ‘통문(通文)’
이 있다. 특히 유서필지의 서식 중 ‘격쟁원정’에는 ‘선조의 원통함을 씻기
위하여 올리는 격쟁원정(爲先雪冤事擊錚原情)’, ‘선조의 원통함을 씻은 뒤 관
작의 회복을 위하여 올리는 원정(爲伸雪後復官爵事原情)’, ‘족인의 아들을 입
후하기 위하여 올리는 원정(以族人之子入后事原情)’, ‘선영의 산송 때문에 올
리는 원정(爲先塋山訟事原情)’이라는 4개의 원정(原情) 서식이 수록되어 있으
며, 그 내용을 통해 격정원정 서식이 국왕에게 조상의 설원(雪冤)・관작 복
구・입후 등을 청원하거나, 산송 등을 탄원할 때 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전경목, ｢19세기 儒胥必知 編刊의 특징과 의의｣, 장서각 15, 한국학
중앙연구원, 2006, 134∼153면; 전경목 외, 儒胥必知, 사계절출판사, 2006,
146∼167면).

253) 진상원, ｢조선왕조 정치범의 신원과 추존 문화｣,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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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상의 신원은 한 개인에 대한 사면과 복권 등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신원을 주도한 세력에게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

다. 조상에 대한 신원은 과거의 정치적 사건을 재평가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과거의 처벌이 잘못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 가문에 ‘희생

된 군자 가문’이라는 도덕적 이미지를 투영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인

정해 주는 것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 인물에 대한 신원 요청은 주로

그 후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정치적인 입장을 함께 하는

동류들에 의해 제기되기도 했다.

<명주보월빙>에서 하부의 신원은 자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

라, 하부와 돈독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작중

에서 하부 일가는 서촉 땅으로 유배되어 물리적으로도 황성과 멀어진 데

다 이미 가문의 세력이 쇠하여 정계에 복귀할 가능성이 요원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하부가 정부의 도움으로 신원한 것은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

고 충의와 신의를 지키고자 한 정부의 특징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는 것

이기도 하다. 이는 하부라는 가문이 국가에 포섭되어 가문의 운명을 지

속하는 데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 및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였

음을 보여준다. 비록 하부의 신원은 정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하부의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대외적인 이미지 쇄신은 하원광을 통해 이루어진

다. 누명을 신원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몰락했던 가문을 정상적인 궤도로

끌어올리는 데 다소 무리가 있기에, <명주보월빙>은 출장입상과 정적

(政敵)에 대한 복수를 통해 하부가 대외적인 입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 사사로운 원한으로 인해 하부를 몰락시켰던 초왕과 김탁은 하부가

신원하자 위기감을 느껴 오히려 반역을 도모하고, 하원광은 이들의 반역

을 평정함으로써 천자와 조정을 구한 영웅으로 부상하는 동시에 충신 가

문으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하원광의 복수는 대외적으로 간신을 처단하고 황제에 대한 충의를 실

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조정 회의에서 초왕의 반역을 평정하

기 위해 출정을 자원하며, 김탁이 황제의 행렬을 급습하자 그를 죽임으

로써 황제를 보호한다. 즉, 그는 역적을 처단하는 공식적인 절차[조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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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역적을 징치하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 속에서 개인적인 복수

또한 완수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하부는 역모누명으로 인해 실추되

었던 가문의 명예를 회복한다. 누명일 뿐이지만 역적의 가문이라는 꼬리

표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하부는 초왕과 김탁의 역모를 대외

적으로 직접 처단함으로써 혹여 남아있을 수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완

전히 불식시키는 동시에 황제와 나라를 구한 충신 가문으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초왕과 김탁의 역모가 공개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하부는 간신들에게 모함 받은 희생양의 이미지가 부각되며, 황제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하부를 고난에 빠뜨렸음에도 목숨 바쳐 황제를 구

해 낸다는 점에서 그 충의를 인정받는다. 즉, 하부는 전장에서의 활약과

복수를 통해 역적과 간당으로 몰렸던 과거의 이미지를 역전시켜 간당에

게 핍박받은 고결한 군자 가문의 이미지를 확립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

에서 하부는 충신 가문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와 더욱 공고한 관계

를 맺음으로써 가문의 안위를 보장받지만, 역으로 국가에 포섭되어 가문

의 운명을 존속하기 위해 자녀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국가가 안긴 비극

역시 온전히 감당해야 했음을 볼 수 있다.

(2) 오명(汚名) 극복을 통한 명예회복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엄부의 경우 가문의 쇄신 문제는 다른 가문들

에 비해 훨씬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하부의 경우 역모혐의는 누명에 불

과했지만, 엄부는 자손이 직접 반역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해

지기 때문이다. 엄부의 반역 문제와 가문의 쇄신은 <윤하정삼문취록>과

그 파생작인 <엄씨효문청행록>에서 자세히 다루어진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엄부는 윤・하・정 세 가문 못지않은 충신 명

문가로 그려지며, 동오왕 엄백경은 엄부의 인물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인물로 묘사된다. 그는 일찍이 전공을 세워 동오왕에 봉해지며 널리 덕망

을 인정받지만, 세자이자 장남인 엄표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다. 엄표는

자신을 훈계하는 부모에 대한 원망과 박색인 아내에 대한 불만, 뛰어난

동생들에 대한 시기심과 반감을 보이며, 주색에 빠져 지내던 중 부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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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마저 외면하고 만다. 오국의 장래를 염려한 동오왕은 신료들에게 ‘엄

표가 보위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황제에게도 엄표가

전원에 돌아가 죄짓고 살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표를 올린다.254) 하지만

엄표는 이에 순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자신을 정벌하

러 온 숙부[엄백현]와 매제[윤창린]의 군사들에게 사로잡히자 자결한

다.255) 엄표의 반란으로 인해 엄부는 곤경에 처하지만, 황제는 동오왕이

생전에 엄표를 염려하여 특별히 유표를 남겼던 점과 엄부의 인물들이 반

란을 수습한 점을 감안하여 큰 벌을 내리지 않는다. 엄표의 반란과 그 진

압은 엄부의 지속에 대한 위협 요소가 가문 내부에 있다는 것과 그 해결

책도 가문 내부에서 스스로 구해야 한다는 것을 형상화한 것이다.256) 이

러한 예는 <소현성록>이나 <현몽쌍룡기> 연작에서도 보이는데, 두 작품

모두 불인한 자손들을 사전에 진압하거나 공식적으로 가문에서 축출함으

로써 책임을 면하고 가문을 보전한다.257)

254) 한글장편소설은 대체로 가문의 창달이나 번영, 지속을 지향하는 성격을 보
이므로 가족구성원 개인보다는 가문이나 가족 전체를 먼저 고려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그 집단 내부에 공유하는 도덕적 이데올로기나 가치관, 이념 등
이 존재하기에 이를 은연중에 강조하고 강요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소현성록> 등의 작품에서 가문의 명예를 위해 실절한 딸에게
독약을 내리거나, 반란을 일으킨 자손을 직접 처단하는 등 가문의 명예를 위
해 혈연을 얽매이지 않는 모습 등을 통해 형상화된다(정선희, 한국고전소설
의 생활문화와 감성, 보고사, 2020, 247∼273면).

255)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엄표의 행적은 <현몽쌍룡기>의 양세의 행적과 매
우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두 인물 모두 부친에게 수용되지 못한 채 악행을
일삼다 파국을 맞이하는데, 이들의 악행을 징치하는 과정에서 남주인공들의
뛰어난 면모가 강조된다. 곧 이들의 악행은 어긋난 부자관계로 인한 파국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인공의 뛰어난 자질을 강조하는 수단으로서 서사화된 측
면이 있다(조혜란, ｢악행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377∼390면).

256) 조광국, ｢<엄씨효문청행록>에 구현된 벌열가부장제｣, 어문연구 32, 한국
어문교육연구회, 2004, 243면.

257) <소현성록>에서 소운성의 조카인 소세명은 도적 수천 명의 우두머리가 되
어 반란을 도모하는데, 이를 알게 된 소운성은 자신이 직접 조카를 죽이고
난을 평정함으로써 반란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 가문의 안위를 지킨다. 또한
<현몽쌍룡기>에서 양공 역시 불인한 아들 양세를 처단하려다 실패하자, 공
식적으로 양세를 가문에서 축출함으로써 후에 양세가 반역을 일으켰을 때 그
혐의에서 벗어난다. 같은 집단 내에서 반역자 등 죄인이 발생했을 경우, 그
집단 차원에서 죄과를 분명히 밝히고 철저히 징치하는 것은 충효라는 대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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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반역으로 죽은 엄표의 자녀들이 보인 행보이

다.258) 엄표는 슬하에 엄봉문, 엄효옥 쌍둥이 남매를 둔 바 있는데,259)

엄표의 죽음 이후 이들은 선조의 공로 덕분에 연좌되지 않지만 스스로

부친의 죄를 감당하며 살아간다. 특히 엄봉문은 엄표의 장자로서 부친의

죄를 부끄러워하며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처사로 은거하며 이웃을 돌보

는 등 부친의 죄명을 씻기 위해 노력한다. 그는 물려받은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자처하며 빈곤함에 가까울 정도로 검소하게

지내며, 모친과 상의하여 ‘엄씨의협적선당’을 세우는 등 거리에서 구걸하

고 정처 없이 떠도는 이들과 빈궁한 이들을 구제하며 선행을 베푼다.

[엄봉문]이 믄득 츄연뉴쳬(惆然流涕)고 왈,

“(孩兒)쳔지간의 죄인이라. 혀 션왕부[先王父, 동오왕]의 젹

덕여음(積德餘蔭)으로 몸이 평안나 션친(先親)의 일을 각하온엇지

심골(心骨)이 경환치 아니며 션친이 더옥 죄루 가온참사(自縊慙死)

샤 인(人子)의 지통이 미지젼(未死之前)의 못지통이라. 무

음으로 인뉴의 츙슈(充數)여 무고람과 갓치 쳐신기조화리

잇고?”

(중략) 호시 쳥파의 크게 감동여 실셩타루(失聲墮淚)여 왈,

“내 이런 현심(賢心)이 이시오히려 아지 못니 엇지 블명

믈 감슈치 아니리오? 네 임의 몸을 닥고 인과 의슝샹미 여니

네 간로 먹고 쓰지 아닛바의 믈은 무어쓰리오? 맛당히 믈을

흣터 환가고독을 돌보며 빈궁(貧窮)을 구졔여 젹덕을 힘쓰미 엇더뇨?”

분 외에도 정치적인 안정성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한 일로 볼 수
있다(유인선, ｢<양문충의록>에 나타난 가문회복 방식과 그 의미｣, 국문학연
구 31, 국문학회, 2015, 214면).

258) 엄표의 반란이 진압된 후, <윤하정삼문취록>에서는 엄표의 자녀들이 재야
에서 처사의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그려지며,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이들
이 재야에서 덕망을 쌓고 빈민을 구제하며 부친의 죄를 속죄하는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본고에서는 엄표의 사후, 그 자녀들의 행적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진 <엄씨효문청의록>의 내용을 참고하여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259) 엄표의 쌍둥이 남매의 이름은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엄효정’, ‘엄효임’으
로 제시되며, <엄씨효문청행록>에서는 ‘엄봉효’, ‘엄봉임’으로 제시된다. <엄
씨효문청행록>에서 엄창은 형[엄표]의 사후에 조카들의 이름을 자녀세대의
항렬자에 따라 ‘엄봉문’, ‘엄효옥’으로 바꾸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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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쳥필의 례고 (중략) 산슈간(山水間)의 여 간 초샤(草舍)일

우고 쳔하의 집업뉴와 걸(行乞)거두어 곡셕[곡식]과 필

(疋帛)을 여 구환니 일이년지(一二年之內) 의 슉질의 어진 일홈과

의기듯고 궁곤뉴다 모드니 부지기(不知其數)오, 일홈여 ‘엄시

의협젹션당’이라 더라.260)

엄봉문은 세상에 나아가지 않고 처사로서 수련하며 빈민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부친의 죄를 속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소식이 경사에 전

해지자 황제는 그 의기를 인정하여 청현화직으로 그를 초빙하지만, 그는

끝내 죄인의 자식임을 이르며 죽기로써 거부한다. 이에 황제는 엄봉문에

게 ‘백운선생 송계자’라는 별호를 내려 그의 덕망을 기린다. 이처럼 그가

황제의 부름에도 불구하고 은거하며 이웃을 돌보는 데 몰두한 것은 부친

의 죄를 속죄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부친의 죄로 인해 가

문에 덧씌워진 오명을 극복하고자 한 이유가 가장 크다. 그가 입신양명

하여 세상에 이름을 떨친다면 부친의 죄명도 함께 회자될 수밖에 없으

며, 이는 엄부 전체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그는 산림에 은거하는 삶을 택하며 빈민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책

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부친의 잘못을 속죄하며 평생 동안 고

뇌하는 인물들과 관련하여, <임씨삼대록>의 임관흥, <양문충의록>의 양

인광을 함께 비교해볼 만하다.

<임씨삼대록>의 임관흥은 입신양명할 뜻을 품지만, 과거에 부친이 계

후갈등으로 인해 백부(伯父)를 모해하여 죽이려 했던 사건을 알게 된 후

과거를 포기한 채 처사로서 은거하며,261) <양문충의록>의 양인광은 부

260) 장서각본 <엄씨효문청행록> 권30, 5b∼7a면.
261) 조용호는 임관흥의 은거를 통해 임부가 도덕적인 표준가문으로서의 위상
을 드러내며, 자신들의 허물을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특별한 가문으로
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평하였다. 또한 조혜란은 임관흥이 윤리적 고뇌와 결
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처사행을 선택했으며, 이는 가문에 봉사하기 위한 것
이라기보다는 가문과 개인의 경계쯤에서 타협한 결과로 ‘성찰하는 개인’의 출
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해석한 바 있다(조용호, ｢삼대록소설 연구–<유씨삼대
록>・<임씨삼대록>・<조씨삼대록>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160∼167면; 조혜란, ｢가문과 개인 사이–<임씨삼대록>의 임관흥을 중
심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275∼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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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의 반역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이 임종할 무렵 황제에게 자신의 공적

과 부친의 죄명을 사적(史籍)에서 모두 지워 달라 간청한다.262) 엄봉문은

이 두 인물의 접합점에 서는데, 임관흥은 평생 동안 처사로 수련하며 황

제에게 그 도학을 인정받고 별호를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양인광은 반역

자의 아들이라는 주홍글씨를 감당하며 평생을 보낸다는 점에서 엄봉문과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임관흥의 경우 부친의 잘못이 가문 내에서 충분

히 수습될 수 있었다는 점과 부친이 회과한 후 존중받고 있다는 점에서

대역죄인의 아들로 남은 엄봉문과 차이가 있다. 또한 임관흥의 은거와

수양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과 달리 엄봉문은 수양하는 가운데

빈민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점에서 임관흥과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외에 양인광 역시 부친의 반역사실을 모른 채 입신양명하여 공명을 떨

친다는 점에서 처사로 은거하는 엄봉문의 행적과는 거리가 있다.

이처럼 <윤하정삼문취록>의 엄봉문, <임씨삼대록>의 임관흥, <양문

충의록>의 양인광의 서사는 부친의 죄로 인해 고통 받는 아들들의 서사

를 다양한 스펙트럼 속에서 핍진하게 그려낸다. 그 중에서도 엄봉문과

양인광의 서사는 소설 속에서 반역자의 아들을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262) <양문충의록>은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 연작의 파생작이다. 양인광
은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에도 등장하지만, 양부의 서사를 중점적으로
다룬 <양문충의록>에 이르러서야 부친의 반역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조부
[양공]를 부친으로 알고 지내던 중 꿈속에서 부친[양세]을 만나 과거의 진실
을 알게 되며, 그동안 부친의 존재를 몰랐다는 점과 부친이 반역죄로 죽었다
는 점 때문에 괴로워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는 자신의 임종에 이르러
황제에게 자신의 공적과 부친의 죄명을 역사기록에서 모두 지워달라고 간청
하며, <양문충의록>은 양인광이 가문의 영광과 오욕을 모두 안은 채 죽음을
맞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와 관련하여 강미선은 <양문충의록>의 서사가 ‘가문 콤플렉스’ 및 각

가문간의 ‘제가(齊家) 문제’를 첨예하게 드러낸다고 보았으며, 유인선은 ‘반역
과 공적의 등가교환’ 등 양부의 ‘가문회복방식’에 주목하여 <양문충의록>이
‘국가와의 강한 결속 지향 의식’을 보인다고 해석한 바 있다. 한편 <양문충의
록>은 파생작이라는 점에서 <명주보월빙> 연작의 파생작인 <엄씨효문청행
록>과 비슷한 위치에 놓이며, 두 작품 모두 반역자의 자손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강미선, ｢<현몽쌍룡기> 연작의 서사구조 연구｣, 어문
연구 38,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a; 강미선, ｢<양문충의록> 연구｣, 가톨릭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b; 유인선, 앞의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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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보여준다. 부친의 죄명에 대해 엄봉문은 처사로

은거하며 빈민을 구제하는 방식으로, 양인광은 공적을 세운 뒤 자신의

공적과 부친의 죄명을 역사서에서 모두 지우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두 인물의 행보는 서로 다르지만 부친의 죄에 대해 강한 책임감

을 느낀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특히 엄봉문의 경우, 빈민을 구제하는 것은 그가 자식으로서 부친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외적으로 엄부가 가문구성원의 도덕

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공

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엄봉문의 행적은 자신과 부친,

가문을 위해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 속에서 엄봉문의 행보는 사적으로는 부친에 대한

효를 다하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엄부의 엄격한 도덕성을 보여주며, 엄

부가 자신들의 허물에 대한 자정능력을 갖추었음을 부각시킨다고 볼 수

있다. 그가 처사로서 은거하면서도 빈민을 구제하는 등, 임관흥처럼 세속

에 완전히 관심을 끊고 개인의 수양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것은 부친의 죄

를 만회하고, 가문에 덧씌워진 오명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는

황제의 인정과 대외적인 평판을 통해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선대의 오명을 극복하기 위한 엄봉문의 노력은 엄부의 도덕적인

자정능력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엄부가 지난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와 지

속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가문이 영위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사회적 규범과 초월계의 조응

한글장편소설에서 초월계는 현실계[지상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유교이념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규범과 조응하여 작중 인물들의 삶에 깊

이 관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동안 초월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고전소

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으며,263) 영웅소설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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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향유층의 현실비판의식과 욕망’264)의 측면에서 조명된 바 있다. 또

한 전기소설을 비롯한 한문소설과 한글소설의 초월계를 논하거나,265) 초

월계의 작용을 ‘천(天)관념’과 관련하여 살피고,266) 환상계로 치환되는

‘초월계의 서사 공간’에 주목하기도 했다.267) 이 외에 장편소설을 중심으

로 초월계의 작용에 의한 환상성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 이를 현실 체제

와의 연관성 속에서 해석한 연구가 있다.268)

대체로 한글장편소설에서 초월계는 조선시대의 유교이념과 가부장제라

는 사회적 제도와 조응하며, 초월계의 작용은 표면적으로 이러한 사회체

제를 옹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한길연은 현실의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한글장편소설의 환상계[초월계]를 ‘천명적(天命的) 환상계’와

‘역천적(逆天的) 환상계’로 구분하고, 환상계가 현실논리에 따라 규제되며

현실의 모순을 봉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지적한 바 있

다.269) 또한 김서윤은 이념 재현 층위와 서사 실현 층위에서 천상계의

양면성을 분석하며, 천상계가 규범적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규범적 현

실에 대항하는 또 다른 차원의 현실을 그린다고 논한 바 있다.270)

<명주보월빙> 연작에 나타난 초월계 역시 선행연구에서 논한 것처럼

263) 이상택, 앞의 논문, 1981a; 김일렬, ｢고대소설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유교｣,
어문논총 8, 경북어문학회, 1973.

264) 성현경, ｢적강소설 연구｣, 한국소설의 구조와 실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81; 서대석,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제이앤씨, 2008; 김종철, ｢<옥수기>
연구–작품구조와 세계관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박일
용,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변주, 도서출판 월인, 2003, 28∼46면.

265)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장효현, ｢형성기 고전소설의
현실성과 낭만성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10, 민족문학사학회, 1997; 강상순,
｢고소설에서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15, 한국
고소설학회, 2001.

266) 이명현, ｢고전소설에 나타난 천관념 연구｣, 중앙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5;
유상숙, ｢초기 고전소설의 천관념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267) 조재현, 앞의 논문, 2006; 강혜진, 앞의 논문, 2020.
268) 김성룡, 앞의 논문, 2003; 송성욱, 앞의 논문, 2003c; 한길연, 앞의 논문,
2010; 장시광, 앞의 논문, 2011; 김서윤, 앞의 논문, 2015.

269) 그는 한글장편소설의 환상성을 분석하며, 왜곡되고 굴절된 환상계의 이면
에 응축된 현실의 모순을 적실하게 직시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한길연,
위의 논문, 2010, 504∼507면).

270) 김서윤, 앞의 논문, 2015, 56∼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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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체제를 재현하는 ‘현실 투사체’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명주보월

빙> 연작에서 초월계의 작용은 유교규범과의 결합 및 초현실적인 소망

의 반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선명하게 부각된다. 첫째, ‘초월계의 작용

과 유교규범의 결합’이라는 측면에서 초월계는 ‘충・효・열’로 대표되는

유교적 이념을 수호하고,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종법제를 옹호

하는 방향으로 서사를 추동한다. 또한 반란진압 등을 중심으로 화이론적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의식을 표출한다. 둘째, ‘초현실적인 소

망의 반영’과 관련하여 초월계는 ‘환생’이라는 서사 장치를 통해, 억울하

게 죽었던 자녀가 부모의 슬하에 환생해 다시 부자의 인연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사별로 인한 슬픔과 가족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다음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초월계의 작용과 유교규범의 결합

(1) 유교규범에 대한 지지의 양면성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초월계의 작용은 다른 한글장편소설들과 마찬

가지로 주요 인물들의 ‘운명에 대한 예고’, ‘선인형 인물들의 구조’ 혹은

‘악인형 인물들에 대한 징벌’과 ‘반란진압’을 다룬 대목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271) 이러한 초월계의 작용은 모두 당대의 지배적 이념인 유교

이념과 종법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체제의 영향력 하에서 발휘된다. 대체

로 한글장편소설을 비롯한 가문소설에서는 부계 혈통을 중심으로 조직되

는 가문의 번영을 중시하며, 초월계의 절대적 섭리를 내세워 가문의 위

기가 극복되는 서사를 통해 가부장제의 이념을 드러낸다.272) <명주보월

271) 전편인 <명주보월빙>의 도입부에서 주요 인물[윤현]의 죽음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운명을 예고하거나, 초월적 존재[적룡]가 윤・하・정 세 가문에 빙
물을 전하여 세 가문이 유대를 공고히 하는가 하면, 후편인 <윤하정삼문취
록>에서는 예고된 운명에 따라 부모와 헤어진 자녀들[윤성린, 정월염, 엄월
혜]이 시련을 겪고 성장한 후 가족들과 상봉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 외에도
선인형 인물들의 구조 및 악인형 인물들에 대한 징벌, 반란진압과 관련된 초
월계의 작용은 연작의 전편과 후편에 걸쳐 두루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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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 연작에서 특히 초월계는 양모와 양자의 갈등에 개입하여, 효순한 양

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당대의 규범[종법제]에 도전하는 양모를 징계함으

로써 유교적 규범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인다.273) 이는 <명주보월빙> 연

작에서 ‘유씨와 윤희천’, ‘최씨와 엄창’의 갈등을 다루는 가운데, 초월계가

양모인 유씨와 최씨를 징계함으로써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명주보월빙>에서 유씨는 시모인 위태부인과 함께 윤희천 형제를 학

대하며, 자신이 원하는 계후를 세우기 위해 이들에게 강상대죄를 씌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이를 좌시하지 않았던 초월계의

작용으로 인해 그녀 역시 귀가 멀고 종창을 앓는 등 죄과에 상응하는 신

체적 고통을 겪게 된다. 세간의 이목을 꺼려 주도면밀하게 양자 윤희천

을 해치려던 유씨는 결국 자신의 악명만 높아진 채 비참한 처지에 놓이

자 울분으로 인해 더욱 깊이 병든다.274) “텬뎡(天定)이 승인(勝人)이나

인듕(人衆)이 역승텬(亦勝天)”275)이라며 운명에 도전했던 유씨는 결국

‘천정승인(天定勝人)’을 넘어서지 못한 채, 하늘의 분노로 인해 듣지도 말

272) 김서윤, 앞의 논문, 2015, 90∼96면.
273) 장시광, 앞의 논문, 2011, 177면.
274) 뉴부인의 셩악(性惡)과 심홰(心火) 날노 더여, 신병(身病)의 로오미 만
흔디라. (중략) 뉴부인이 창쳐를 브며 날마다 가을 두다리며, 쇼죽
기를 졀박히 원고로, 텬디신기(天地神祇)의 믜이 넉이미 심여 쇼의
약을 착실이 귀 먹은 거시 잠간 나으며 각증(脚症)이 덜니나, 별증(別
症)이 나 못 견, 삼촌(三寸) 셜(舌)이 쇽으로 잡아다졈졈 오
고라드러 그으니, 말을 로 못아니라, 후셜(喉舌)이 칼로 흐
알프고, 흉복(胸腹)의 큰 돌흘 드리온 , 일만 창인(槍刃)이 시
며, 대쇼변이 슌히 통치 못여 즈린 오좀과 구린 믈이 거리니, 뉴녀의
셩악(性惡)므로도 말을 싀훤이 못고 알프미 ○[이] 디경(地境)의 밋니,
비록 창질(瘡疾)과 버러디 시거시 나으나 마 못 견형상을 엇디
측냥리오? 쥬야 고통셜우믈 디 못여 쾌히 죽고져 , 후셜이
더 알히고로 통곡도 로 못디라. <명주보월빙> 권71, 60∼62면
(4권, 333면).

275) <명주보월빙> 권22, 71면(2권, 67면). 이상택은 ‘하늘의 뜻을 인간이 거역
하기는 어렵지만 인간이 무리를 지어 집단적으로 대항하면 오히려 하늘을 이
길 수 있다는 믿음[天定勝人, 人衆亦勝天]’은 현세적 지상적 삶에 대한 무한
한 애착을 보여주는 것이며, 유씨 등의 일관된 도전은 천리 또는 신에 대한
도전, 혹은 선전포고라고 해석한 바 있다(이상택, 앞의 논문, 2003, 153∼154
면).



- 159 -

하지도 못하고 종창에 벌레가 들끓는 등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다. 그녀의 신체적 질병과 고통은 악행에 대한 일종의 천형(天刑)으로서

의 의미를 갖지만,276) 그녀는 그러한 천형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으

며 더욱 더 완고한 태도로 윤희천의 죽음을 바랄 뿐이다.

결국 그녀는 꿈속에서 저승계와 천상계를 두루 거친 후, 천경(天鏡)을

통해 자신의 과악(過惡)을 목도한 후에야 비로소 지난날들을 참회한다.

이는 <완월회맹연>의 소교완이 꿈속에서 천상계를 방문한 후 자신의 잘

못을 뉘우치고 그간 자신을 괴롭히던 감정의 응어리를 풀어낸 것과 유사

하다.277) 이처럼 <명주보월빙>의 초월계는 사회제도와 규범에 순응하지

않는 인물에게 징계 차원에서 신체적 고통을 겪게 하고, 또 초월계 경험

을 통해 자신의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현실 체제에 순응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윤하정삼문취록>의 최씨 또한 친자의 가출과 신비한 꿈을 통해

극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인물이다.278) 최씨는 엄창을 양자로 맞은 후 만

276) 한길연은 대하소설에서 악인형 인물의 악행에 대한 천형(天刑)으로서 종창
모티프가 활용되는 것에 주목한 바 있다. 한 예로 <완월회맹연>의 소교완은
양자인 정인성을 해치려는 시도가 거듭 좌절되고 자신의 악행이 밝혀진 후
종창을 앓으며 고생하는데, 그녀가 앓는 종창은 일종의 천형으로서 악취가
진동하고 종창 부위에 벌레가 들끓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에 대해 한길연은
종창이 인간에 의한 형벌이 아닌, 하늘에 의한 형벌로서 권선징악적 구도를
선명히 각인시키는 동시에 독자들에게도 선악과 관련한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전한다고 보았다(한길연, ｢대하소설 속 종창 모티프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6,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7b, 260∼261면).

277) <완월회맹연>에서 소교완은 쉽게 자아상을 수정할 만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이 계속 강조되며, 그녀는 천상계 방문이라는 다소 극적인 설정을 통해 자
기객관화의 과정을 거친다. 그녀는 자신이 전생에 정잠과 양씨 사이에 부당
하게 끼어든 존재였으며, 정잠과 정인성이 깊은 인연으로 인해 현생에 양부
와 양자가 되었다는 점, 자신이 정인성과 악연이었다는 점을 알게 된다. 또한
천상계에서 친정어머니인 주씨와 전부인인 양씨를 만나 ‘지금 뉘우쳐야만 친
아들 인웅을 살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식을 위해 회심하게 된다. 천상계
방문과 전생담을 통해 소교완은 자신의 존재를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하며,
친아들에 대한 깊은 모정을 통해 개과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김서윤, ｢<완월
회맹연>에 나타난 천상계의 특성과 의미｣, 한민족어문학 68, 한민족어문학
회, 2014, 371∼372면; 김서윤, ｢고소설 개과 서사의 전개 양상과 의미｣, 국
어교육 152, 한국어교육학회, 2016a, 78∼80면).

278)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최씨와 엄창의 계후갈등은 105권 중 96∼101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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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아들 엄영을 낳자, 자신의 친자가 종통을 잇지 못하는 것에 한을

품고 엄창 부부를 핍박하며, 이들을 모함하여 유배보내는 데까지 이른다.

하지만 엄영은 자신의 존재로 인해 모친의 악행이 심해지는 것을 괴로워

하며, 모친이 회과하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겠다는 편지를 남기고 가출한

다. 최씨는 아들을 염려하면서도 양자인 엄창을 모해하는 데 몰두하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넋이 유유히 날아가 엄창 부부의 적소에 이르는 꿈

을 꾼다.

꿈속에서 그녀는 철저한 타자로서 꿈속의 세계에 개입하지 못한 채,

자신이 미처 몰랐던 전후 상황들을 지켜보게 된다. 꿈속에서 최씨는 자

신이 보낸 자객으로 인해 친아들 엄영까지 위태로워진 것을 보고 절규하

며, 자신이 보낸 자객이 사실은 천년 묵은 칠미호(七尾狐)였다는 것을 알

고 두려워한다. 그녀는 혼절한 엄영을 간호하는 엄창에게 달려들어 해치

려 하지만, 선관이 나타나 꾸짖고 우선(羽扇)을 부치자 최씨의 넋은 또다

시 바람에 날려 낯선 곳에 이른다. 저잣거리에서 그녀는 자신이 보낸 자

객들이 모두 죽은 것을 목도하고, 죽은 이들에게 쫓기다가 꿈에서 깨어

나게 된다.279)

최씨의 꿈은 천상계에서 유씨가 마주했던 ‘천경’과 유사한 기능을 한

다. 꿈속에서 그녀는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부유하다가 자신이 사주한

악행의 자초지종을 목도하며, 천신은 그녀에게 순리를 거스르는 것을 경

고한다. 곧 최씨가 자신의 친자에게 종통을 물려주고자 양자를 해치려

한 일이, 천신에 의해 순리에 어긋나는 일로 명명된 것이다. 혈통론에 입

각해 정통론적 종법제를 위협하는 것을 순리에 어긋나는 것, 곧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라 명시함으로써 초월계는 현실체제의 정통론적 종법제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후 최씨는 “하이 엇지

날을 도으지 아니시미 이도록 심시리오?”라고 한탄하면서도 꿈속의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며, 특히 최씨의 초월계 체험에 대한 내용은 <윤하정삼
문취록>의 파생작인 <엄씨효문청행록>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어진다.
이에 본고에서는 <엄씨효문청행록>에 나타난 최씨의 초월계 체험을 중심으
로 살피고자 한다.

279) 장서각본 <엄씨효문청행록> 권26, 19a∼2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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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되뇌고 두려워하며, 점차 아들에 대한 염려와 그리움으로 인해 회

심에 이른다. 꿈을 통한 초월계의 작용이 최씨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

고 아들에 대한 모정과 그리움을 자극하여 그녀가 완악한 성정을 돌이킬

수 있게 한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초월계와 여성인물들의 강한 친연성을 지적한 것처

럼,280)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유씨와 최씨는 초월계의 작용을 통해 이

전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인물로 변화한다. 초월적 체험 이전까지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윤리적 규범과 현실 체제에 위배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

임없이 현체제에 도전하고 저항하였지만, 초월적 체험 이후에는 기꺼이

자신이 가졌던 욕망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현체제에 포섭되고자 한다. 초

월적 체험을 통해 이들이 가졌던 현실적인 고민과 불만들은 모두 무화된

다는 점에서, 초월계의 작용은 현체제에 도전하는 여성들을 일방적으로

굴복시키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한글장편소설에서 신분이 높거나 가문 내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한 인물들의 경우에는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징벌받기보다는 개과의

과정을 통해 가문에 수용되는 편이다.281)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유씨

와 최씨 역시 초월적 체험을 통해 회과함으로써 ‘어머니’로서의 지위를

280) 한길연은 선인형 여성인물과 악인형 여성인물이 각각 ‘천명적 환상계’, ‘역
천적 환상계’와 긴밀한 관계를 보인다고 논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천명적
환상계는 선인형 여성인물들이 질적 성숙을 도모하고 안돈할 수 있는 공간으
로 그려지며, 궁극적으로 이들이 가진 현실적인 불만을 해소하여 여성들이
기존의 체제에 더욱 순화되게 하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반면 역천적 환상계
는 악인형 여성인물들이 자신의 숨겨진 욕망을 발산하는 과정에서 괴물화되
고 이방인화 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한길연, 앞의 논문, 2010,
493∼504면).
유씨와 최씨의 경우 악인형 인물에서 선인형 인물로 거듭난다는 점에서, 초
월계의 작용은 악인형 여성인물들이 괴물화되고 이방인화되는 징치 양상보다
는 현실에 대한 갈등을 무화시키고 기존의 체제에 순화되도록 하는 ‘천명적
환상계’와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281) 김수봉은 서사문학의 반동인물 연구에서 반동행위의 결말 구조를 각각
‘패배적 결말’, ‘화해적 결말’, ‘성공적 결말’로 구분하고, 사회적 신분이나 가
문 내 지위가 높은 반동인물들의 경우 ‘화해적 결말’이나 ‘성공적 결말’ 구조
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한 바 있다(김수봉, 서사문학의 반동인물 연구,
국학자료원, 2002, 129∼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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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지 않고 가문 내 어른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며, 양모가 감화된 덕

분에 윤희천과 엄창의 효성도 대외적으로 빛을 발하게 된다. 이러한 결

말은 비록 부모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자녀가 일방적으로 승리하고 부모

가 패배하여, 가정의 내적 질서가 파괴되고 비극을 초래하는 결말은 옳

지 않다고 여긴 사고방식이 반영된 것이다.282) 초월계의 작용은 기존의

체제를 수호하고 옹호하는 일면에 가족의 화합을 지향하는 작품의식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화이론적 국가질서에 대한 보수성과 불안의식

<명주보월빙> 연작은 ‘간신과 이적(夷狄)의 반란 진압’, ‘초월적 존재

들 간의 주도권 쟁탈전’ 등을 통해 초월계가 유교규범과 긴밀히 조응하

는 양상을 다루며, 중심과 주변, 화(華)와 이(夷)의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

인다. 화이론(華夷論)은 일명 중화사상(中華思想)을 이른 것으로, 중화사

상은 지리적・문화적 요소 외에 도덕적 정치사상, 즉 왕도정치(王道政治)

라는 요소 등을 근거로 화와 이를 구별하는 분별의식을 내포한다.283) 이

에 따라 중화사상은 왕도정치를 행하는 천자[華]의 덕화로 ‘사이(四夷)’를

포섭하고자 하는 동시에 화와 이를 차별하는 배타적인 성격을 함께 지닌

다. 즉, 화이론은 화[華, 중국]와 이[夷, 변방국가]의 위계질서를 엄격히

하며, 화의 정통을 계승한 존재로서 황제와 그 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

는 방향으로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고전소설에서 화이론은 대체로 <유충렬전>, <소대성전>, <조웅전>

282) 김수봉, 위의 책, 2002, 146면.
283) 나바 토시사다(那波利貞)는 中華思想에서 화이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지
리적・문화적’ 요소를 제시하는 한편, 도덕적 정치사상에 입각한 왕도정치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왕도정치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한족(漢族)이었기에, 중화
사상은 화이사상으로도 지칭된다. 이후 중화사상, 혹은 화이론과 관련하여,
‘지역・종족・문화’의 세 가지 요소는 중화와 이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해
되어 왔으며, 특히 ‘문화적 요소’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那波利貞, 中
華思想, 岩波書店, 1936; 박지훈, ｢송대 화이론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0, 99∼103면; 우경섭, ｢송시열의 화이론과 조선중화주의의 성립
｣, 진단학보 101, 진단학회, 2006, 260∼2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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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웅소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284) 이러한

영웅소설에서 초월계는 정통을 계승해 온 중국 황제의 권위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화를 지지하는 인물들에게 확고한 우위를 부여하며 화이론적

국가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맡는다.285) 그리고 이는 주인공이 황제와

조정을 배반한 간신과 이적들을 평정하는 군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

난다. 서술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글장편소설 역시 중심인물들이 반

란을 진압하고 이적을 감화시키는 등의 군담을 통해 국가질서를 수호하

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이 정치적으로 몰락한 소외

된 인물들이었던 것과 달리, 한글장편소설의 중심인물들은 현체제의 혜

택을 받고 있는 상층의 인물들이다.286) 이들은 전장에서의 활약을 통해

화이론적 국가질서를 수호하며, 이들이 수호한 국가질서는 다시 이들에

게 충신, 혹은 충신가문이라는 영예를 부여한다. 이로써 한글장편소설의

284) 대부분의 영웅소설들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며 화이론적 국가질서를 옹호
하는 성격을 보이지만, 이와 전혀 다른 면모를 지닌 작품도 존재한다. 16세기
후반 이전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최고운전>은 신라를 배경으로 한 작
품으로서, 중국의 화이론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지배권력과도
불화를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특별한 위상을 지닌다(정길수, ｢한국 고전소설
에 나타난 ‘중화주의’｣, 국문학연구 15, 국문학회, 2007, 132∼134면; 김유진,
｢<최고운전>의 서사특성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2∼48면).

285) 김서윤은 <유충렬전>, <소대성전>, <조웅전> 등 영웅소설을 중심으로 천
상계의 양면성을 살피며, 이념 재현의 층위에서 ‘화이론적’ 국가질서를 옹호
하는 의식이 나타나는 한편, 서사 실현의 층위에서는 소외된 인물들[유충렬,
소대성, 조웅]이 현실의 제약을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능력 본위의
국가 질서 변화를 지향하는 의식을 드러낸다고 분석한 바 있다(김서윤, 앞의
논문, 2015, 56∼67; 96∼114면).

286) 영웅소설과 한글장편소설의 주인공들이 처한 상반된 처지는 초월계의 개
입 등의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영웅소설의 경우, 주인공들이 이계에서
수학하며 초월적인 조력자에게 구원받는 장면이 계속 등장하는 것과 달리,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길
연은 영웅소설에서 지속적으로 초월적인 존재에게 도움을 받는 양상은, 물질
적・정신적으로 궁핍함을 경험했던 민중들에게 그들의 잠재된 욕망을 해소하
고 대리만족을 주는 기제로 작용했을 것이라 보았으며, 한글장편소설의 초월
계는 상층의 유가적 합리주의 및 그들의 선민의식과 우월감을 드러내는 기제
로 작동하였을 것이라 추론한 바 있다(한길연, ｢영웅소설과 대하소설의 주인
공의 환상 체험의 차이와 그 의미｣, 한국문화 4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
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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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인물들은 화이론적 국가질서와 상보적인 관계를 이룬다.

<명주보월빙> 연작의 주요 남성인물들은 여러 차례 간신과 제후, 이

적들의 반란을 평정하며, 이 과정에서 초월계는 이들에게 적극적인 지지

를 보낸다. 대표적인 예로 <윤하정삼문취록>에서 하몽성이 해동 수적

(水賊) 비관철을 진압하는 대목을 들 수 있다. 작중에서 비관철과 그의

수하들은 용력이 뛰어나지만 매우 흉포한 데다 비정상적인 외모를 지닌

것으로 묘사된다.287) 비관철은 낯빛이 검고 콧구멍이 셋인 데다 어금니

가 튀어나오고 신장은 십 척이 넘을 정도로 크고 용력이 과인한 인물로

제시되며, 그의 수하 중 하나인 노각은 두 귀에 뿔이 돋고 키가 삼척에

불과하지만, 팔 힘이 세서 백근 철퇴를 능히 휘두르는 인물로 묘사된다.

작중에서 비관철과 그의 수하들에 대한 묘사는 특이한 외모를 희화화하

고 과인한 용력과 뛰어난 재주조차 부정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서술은 은연중 이들이 마땅히 징치되어야 할 존재라는 시각을 드러낸다.

작중에서 하몽성은 “셩텬(聖天子)의 일월혜(日月惠澤)을 져바려 망녕

되이 즁원(中原)을 엿보고져 ”288)는 비관철의 무리를 준절히 꾸짖고

이들을 일거에 소탕하며, 영심강의 용신 또한 하몽성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며 송 조정의 군대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초월계 역시 송

조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화이론적 국가질서를 긍정하는 보수적

인 시각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눈여겨 볼 것은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요괴로 환생한 간신이

287) 홍범젹의 칠손의 니러 비관쳘이 나니, 얼골이 흉악여 낫빛치 먹장지
듯고, 코굼기 셰히오, 엄니 브돗고, 나롯시 창갓흐며, 신장이 십쳑
이 지나고 몸픠 셰 아이나 고, (중략) 녀력(膂力)이 과인여 만부부당지
용(萬夫不當之勇)이 잇더라. (중략) 슈하의 삼장(三將)이 이시니, 갈온 노각・
찬・비후쳘이니, 비후쳘은 비관쳘의 아이[弟]라. 얼골이 웅장고 쇼우
레 갓흐며, 큰칼 쓰기잘여 만군즁(萬軍中)이라도 장슈 머리 버히기플
버히 듯며, 은신법(隱身法)으로 츌입거(出入去來)의 사이 아지 못게
죄 잇고, 노각은 용뫼 흉한며 두귀의 이 도다시니 니바 노각
(鹿角)이오, 킈 젹어 삼쳑(三尺)이 지 못며, 팔 힘이 강장(强壯)여 근
쳘퇴능히 쓰며, 찬은 진법이 졍슉(整肅)며 구궁팔괘(九宮八卦)와 팔문
오(八門五行)이며 진퇴교젼(進退交戰)의 젼승니, 능히 젹업
더라. <윤하정삼문취록> 권97, 14∼15면(5권, 255∼256면).

288) <윤하정삼문취록> 권97, 23면(5권, 258면).



- 165 -

훗날 또다시 ‘오랑캐로 환생’할 것을 예고하는 문제적인 대목이 등장한다

는 것이다.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징치되었던 악인형 인물들이 환생하여,

자신과 혐원(嫌怨)이 있었던 이들을 모해하는 등 전생과 유사한 행적을

보이다 죽음을 맞는 이야기가 등장하곤 한다. 이는 주로 악인형 여성인

물들의 서사에서 자주 발견되는데, <양문충의록>의 문양공주와 <명주보

월빙> 연작의 신묘랑, 유교아가 그러하다.289) 하지만 <명주보월빙> 연

작에서 김탁의 환생은 악인형 남성인물이 요괴로 환생한 후, 다시 오랑

캐로 환생할 것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앞선 사례와 다른 문제적인 지점을

내포한다.

<명주보월빙>에서 김탁은 하부에 역모누명을 씌운 후 반역을 일으킨

끝에 죽임을 당하며, 후편인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산돼지 요괴로 환생

하여 백성들을 해치는 등 작란을 벌이다 또다시 죽임을 당한다. 대체로

환생하는 경우 악행 끝에 죽임을 당하더라도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경

우가 일반적이지만, 김탁의 경우 짐승 요정(妖精)으로 환생한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인간 이하로 격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충신을 모해

하고 반역을 일으키는 등 국가의 지배질서 자체를 흔들었던 그의 전적을

고려할 때, 황제의 왕도정치와 화이론적 지배질서에 도전한 그의 행위가

인간답지 못하며, 짐승・요괴와 별다를 바 없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읽힐

수 있다.

산돼지 요괴로서 죽임을 당한 김탁은 다음과 같이 자신을 징치한 정운

기의 꿈속에 나타나 자신의 원한을 이르며 훗날 복수할 것이라 예고한

다.

289) <양문충의록>에서 문양공주는 양부에서 작란을 일으키고 반역에 가담한
후 사형당하며, 최씨로 환생한 후에도 전생과 같은 행보를 보인다. 강미선은
이러한 환생 모티프가 인물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신분을 바꾸거나 다른 사람으로 위장하는 ‘인물 바꾸기’의 극단적인 형태를
제시한 것이라 해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모습을 바꾸어 재등장한
인물이 독자들에게 새로운 재미와 자극을 부여하며, 등장인물에 대한 부담감
을 줄여주는 동시에 악인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효과를 지닌다고 하였
다(강미선, 앞의 논문, 2010a, 122∼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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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此夜)의 슌검이 아즁(衙中)의셔 슈침(睡寢)더니, 몽혼(夢魂) 가온

무슈음혼원(陰魂冤魄)이 니러 은혜례더니, 홀연 비풍(悲風)이

긔(四起)며 석상(夕上)의 버힌 요졍이 압와 크게 쇼질너 왈,

“본너희 부와 원업, 너희 부젼후의 셰(在世)의 두 번을

쥭게 니, 이 엇지 젹은 원리오만은, 상텬(上天)이 너희 부원복을 두터

히 마련신 연고로, 나의 원혼이 감히 원(私怨)을 갑지 못고, 궁편국지(窮

偏局地)의 친 원(怨)을 송조(宋朝)의 갑흘 길히 업니, 반시 니졔 쥬

변막(邊漠, 고비사막) 북한(北漢) 가의 먼니 드러가 다시 사의게 투(投

胎)여여 나셔, 숑조(宋朝) 강산(江山)을 장즁(掌中)의 희롱고, 너희 후숀

으로 여금 숀숀이 노안비슬(奴顔婢膝)여 신(臣下)되게 리라.

연이나 후일이 아직 머러시니, 너희 부(父子) 보복을 아지 못거시니 

달오믈 니긔지 못여, 일시 탄몽(誕夢)을 비러 니노라.”

슌검[정운기]이 로여 급히 요하(腰下)의 보검(寶劍)을 혀 다시 요졍을

버히고져 니, 급히 몸을 돌쳐나갈 졔 보니, 얼프시 니마 우희 ‘역(逆)탁’ 두

분명고, 가의 호금(胡金) 두 분명더라.290)

김탁은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정천흥 부자에게 연거푸 징치당한 후,

정운기의 꿈에 나타나 복수를 다짐하며, 훗날 북쪽 변방 끝에 멀리 들어

가 다시 투태 환생하여 송 조정을 희롱하고 정운기의 자손들을 굴복시켜

신하로 삼겠다고 예고한 뒤 사라진다. 전생과 차생(此生)에서는 정천흥

부자에게 욕을 당했지만, 다음 생에 다시 환생하여 자신이 당한 모욕을

그 자손들에게 갚아주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산돼지 요괴의 이마와 가슴에 각각 ‘역탁’, ‘호금’이라는 글자가 선명했

다는 것은, 송 조정의 고위대신이었던 김탁의 위상이 현격히 낮아진 것

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가 산돼지 요괴로 환생한 것은, 황제

를 배반하고 국가질서를 위협한 그의 행위가 짐승 요괴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그가 짐승 요괴에서 또다시 오랑캐로 환

생할 것이라 예고한 것은, 오랑캐 역시 징치되어야 할 존재로서 짐승 요

괴와 대동소이하다는 보수적이고 완강한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

다. 이러한 면에서 김탁의 환생은 그의 위상이 점차 격하되는 것을 통해

290) <윤하정삼문취록> 권71, 45∼47면(4권,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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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론에 입각한 차별의식을 서사에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김탁이 훗날 호금의 오랑캐로 환생할 것이라는 예고 속에

서 현질서 체제의 동요와 불안의식이 감지되기도 한다. 김탁의 도발에

정운기는 천수(天數)를 살펴 훗날 이적들로 인해 국운이 위태로워질 것

을 염려하면서도 천기를 누설하지 못하고, 종신토록 홀로 국가를 염려하

기 때문이다. 현재 송나라 안팎에 발생한 반란과 재해는 모두 윤・하・
정 세 가문을 중심으로 한 영걸들에 의해 해결되고 있지만, 먼 훗날 닥

칠 국난(國難)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난은 강성해진 이적들에 의한 것으로 설정된다. 역사적으로도 송나라

는 요(遼)・서하(西夏)・금(金) 등 북방의 이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렸

으며, 금(金)에 의해 강남으로 밀려난 남송대(南宋代)에는 화이분별의 관

념이 더욱 강화되기도 했다.291)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초월계는 주요

인물들이 간신들과 이적들의 화란을 모두 진압하도록 하여 표면적으로

화이의 질서를 공고히 하고 송 조정의 국가질서를 옹호하는 모습을 보이

지만, 그러한 보수적인 의식의 틈새로 현체제의 동요에 대한 불안의식이

표출되기도 한다. 이는 간신이 오랑캐로 다시 환생할 것이라는 예고와

이러한 오랑캐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인식으로 구체화된다. 오랑캐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중국의 황제를 중심으로 한 화이의 지배질서 체제

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현재 공고해 보이는 지배질서

에 대한 동요와 불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득도한 교룡을 동렬로 인정하지 못하는 용신들이 천상계의

지지에 힘입어 교룡과 혈투를 벌이고, 이러한 갈등이 지상계의 재해와

직결되는 대목 역시 중심과 주변의 갈등, 차별과 적대의 측면에서 해석

이 가능한 부분이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초월계는 현체제를 옹호하

고 수호하는 가운데, 화이론적 시각을 보이며 황제를 중심으로 한 질서

를 구축하는 이면에 현체제의 동요에 대한 불안감 역시 표출한다고 볼

291) 지두환, 조선시대 사상사의 재조명, 역사문화, 1998, 118∼119면; 우경섭,
앞의 논문, 2006,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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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2) 초현실적인 소망의 발현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초월계는 유교적 사회규범을 반영하고 수호하

는 동시에 인간의 초현실적인 소망이 충족되도록 하는 서사적 장치로 기

능한다. 작중에서 초월계의 작용을 통해 인간의 초현실적인 소망이 발현

되는 양상은 하부의 서사 중 ‘하원경 삼형제의 죽음과 환생’ 부분에 집중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원경 삼형제는 간신들에

의해 역모누명을 쓰고 죽음을 맞지만, 억울한 죽음을 인정받고 부모의

슬하에 환생하여 다시 부자의 인연을 잇게 된다. 이들의 환생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기도 하지만,292)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째, 하원경 삼형제의 환생은 자녀의 죽음이라는 참극을 겪었던 하진

부부를 위로하기 위해 안배된 서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하진 부부에게

하원경 삼형제의 죽음은 ‘자녀의’ ‘억울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평생 동안

극복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죽음 자체가 주는 충격도 크지만 그것이

다름 아닌 ‘자녀’의 죽음이라는 점, 그리고 그러한 죽음이 ‘억울한 누명’

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죽음으로 인한 비극성은 더욱 강화된다. 하원

경 삼형제의 죽음으로 인해 하진은 자긍심을 가졌던 자신의 지난 삶을

모두 부정하며, 그의 아내 조씨는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자결을 감행한

다. 한 순간에 들이닥친 불행이 하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동시에 남

은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한 것이다. 자녀의 죽음 이후 하진 부부의 기억

은 죽은 자녀들과 함께 하던 과거의 시간에 고정되며, 죽은 자녀들과 다

시 부자의 인연을 잇고픈 소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에 하진 부

292) 인과응보의 원리가 철저히 작용하는 고전소설의 세계에서 억울한 죽음은
용납되지 않으며, 혹 죽음을 맞은 경우에는 반드시 환생하여 보상받도록 한
다. 위기상황에 처한 선인을 돕는 천상계의 개입은 초월계에 대한 관심보다
는 인간의 현세적 관심이나 소원의 성취를 합리화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라
볼 수 있다(박영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죽음인식｣, 이화어문논집 13, 이화
여대 이화어문학회, 1994, 397∼4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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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시름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이때 초월계가 개입한다. 죽은 자녀

들이 하진 부부의 꿈속에 나타나 다시 부모의 슬하에 환생할 것을 예고

한 것이다. 이로부터 하진 부부는 비로소 상념에서 벗어나 삶의 의지를

되찾기 시작한다. 실제로 태어난 아이들이 죽은 자녀들과 방불한 모습을

보이자, 하진 부부는 새로 태어난 자녀들이 하원경 삼형제의 환생이라

여기며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대체로 고전소설에서 선인(善人)의 환생은

억울한 죽음을 맞은 개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부각되지만, <명주보월

빙> 연작에서 하원경 삼형제의 환생은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하

는 차원에서 부각되며, 이는 죽음을 초월하여 부모와 자녀의 인연을 지

속하고자 하는 인간의 초현실적인 소망이 발현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하원경 삼형제의 환생은 가족회복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보인다

는 점에서 당대 향유층들의 의식성향을 엿볼 수 있다. 작품에서 하원경

삼형제가 ‘어디에’ 환생했는가 하는 문제는 초월계의 성격과 향유층들의

의식성향을 살필 수 있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하원경 삼형제는 죽음 이후 다시 전생과 동일한 부모의 슬하에 자녀로

태어난다. 이것은 환생의 의미가 단순히 죽음을 당한 인물들에 대한 보

상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만약 환생이 단지 억울한 죽음

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띤다면, 굳이 죄인의 신분으로 곤궁한 처지에 놓

인 부모의 슬하에 환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생에서 더욱 부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덕망 높은 귀족 가문의 후계자로 환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명주보월빙> 연작은 그러한 길을 택하지 않는다. 작중에서

하원경 삼형제는 하진 부부의 슬하에 다시 태어남으로써 끊어졌던 부자

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하원경 삼형제가 하부에 환생

한 것 자체를 보상차원에서 이해한다면, 즉 부자의 인연을 다시 잇게 된

것을 보상의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왜 보상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가

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는 이생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보다도,

가족으로 맺어진 인연 자체를 중시하는 의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고전

소설이 당대인들의 삶과 소망을 투영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원경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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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환생은 초월적인 힘을 통해서라도 끊어진 가족의 인연을 회복하

고 싶은 바람과 가족의 평강을 희구하는 의식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초월계는 현실에서는 성취 불가능한 인간의 소

망을 드러내고 이를 소설적으로 성취케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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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명주보월빙> 연작의 소설사적 의의

조선후기는 일명 ‘소설의 시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소설들이 창

작되고 향유된 시기이다. 15세기에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된 후, 소설은

급속도로 성장하였으며, 한문소설이나 중국소설이 번역되어 읽히거나 한

글로 소설이 창작되는 등 그 저변이 확대되었다.293) 소설의 향유와 관련

하여 16세기에는 <삼국지연의>, <초한연의>, <수호전> 등 조선후기 장

편소설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중국 장편통속소설들이 유통되어 왕실

과 민간에서 읽혔다.294) 조태억(趙泰億, 1675∼1728)의 <언서서주연의

발>은 여항의 부녀자들이 <서주연의>를 한글로 번역하여 돌려보던 정

황을 잘 보여준다. 중국소설이 수입・번역・향유되는 과정에서 조선후기

의 소설은 ‘한글장편소설의 형성기’이자 조선사회에 ‘소설의 바람’을 불러

온 17세기를 맞음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7세기는 조선후기 소설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 ≪금오신화≫의 뒤를 이어 <주생전>, <최척전>, <운영전> 등

한문전기소설과 몽유록, 우언소설 등이 대거 창작되었으며, <최치원전>

등 단형의 영웅소설들도 두각을 보였다. 하지만 17세기는 다양한 문학적

양식들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한글장편소설이 부상한 시기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295) 이전까지 한글장편소설은 <사씨남정기>, <구운몽>,

293) 채수(蔡壽, 1449∼1515)의 <설공찬전>이나 낙서거사(洛西居士) 이항(李沆,
1473∼1533)의 <오륜전전> 서문(1531)을 통해 한문소설이나 중국소설이 한
글로 번역되어 읽히던 정황을 짐작할 수 있다(정병설, 한글고전문학수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9, 179∼182면; 윤주필, ｢16세기 사림의 분화와 낙
서거사 이항의 <오륜전전> 번안의 의미｣, 국어국문학 131, 국어국문학회,
2002).

294) 허균(許筠, 1563∼1618)의 <서유록발>의 한 대목을 통해 당시에 이미 <서
유기>, <삼국지연의>, <오대잔당연의>, <수호전> 등이 수입되어 읽혔음을
알 수 있다(허균, <서유록발(西遊錄跋)>,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제13권
(한국고전종합 DB)).

295) 정병설, 앞의 논문, 1998b;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사씨남정
기>・<구운몽>・<창선감의록>・<소현성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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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선감의록>296) 등의 영향 하에 창작된 것으로 파악되었지만,297) 권섭

(權燮, 1671∼1759)의 옥소고(玉所稿)와 권진응(權震應, 1711∼1775)의

산수헌유고(山水軒遺稿)에 실린 기록을 통해 17세기 말 이전에 이미

한글장편소설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298) 이들의 기록을 통

해 늦어도 1690년대 이전에 15책 분량의 <소현성록>과 그 파생작인

<한씨삼대록>이 존재했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외에도 <설씨이대록>,

<의협호구전>, <조승상칠자기> 등에 대한 향유 기록을 통해 이 시기에

이미 장편소설이 굳건한 기반을 형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조선후기의 소설이 상업의 발달과 함께 성장하였다는 것은 주지의 사

실이다. 조선은 양란(兩亂) 이후 전쟁의 상흔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급격

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맞았으며, 집권층들은 사회적 동요를 수습하

기 위해 예학을 발달시키고 유교적 명분관을 강화하는 한편 가부장적 질

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였다.299) 특히 마르티나 도이힐러 등의 학자들은

가부장제가 공고해진 동인으로 ‘신유학의 정착’을 꼽으며, ‘상속’과 ‘제사’,

‘입양’ 등이 종법제를 정착시키는 데 주효한 방법이었다고 보고, 제사의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a;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
개, 2005.

296) 현재 <창선감의록>의 작자는 조성기(1638∼1689) 또는 김도수로 추정되는
데, 조성기에 대한 행장 및 조재삼(1808∼1866)의 송남잡지에 의거하여 조
성기를 작자로 보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다(김태준, 박희병 교주, 교주 증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1990;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
록>｣, 동방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이지영, ｢<창선감의록>
이본 변이 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정길
수, ｢<창선감의록>의 작자 문제｣,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297) 진경환, ｢<창선감의록>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1992, 271면.

298)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32
면;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 정병설, 앞의 논문, 1998b, 247∼249면.

299) 송성욱, ｢18세기 장편소설의 전형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원 한국문학연구소, 2003a; 정길수, 앞의 책, 2005; 김수연, ｢<화씨충
효록>의 문학적 성격과 연작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1
∼152면; 미야지마 히로시, 양반–역사적 실체를 찾아서, 노영구 역, 강,
1996, 209∼2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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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례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및 친족체제를 함께 살피기도 했다.300) 이러

한 제 현상을 반영하던 시기에 향유된 장편소설 역시 주자학적 혈연주의

의 윤리의식과 이에 기반한 가부장제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며, 좀 더 보

수적이고 이념적인 성향을 띤다.301)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

현성록>으로 대표되는 17세기의 장편소설들은 당대의 문제의식을 상층

의 시각으로 풀어냄으로써 이상적인 사대부상과 가문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지만, 이와 동시에 선악의 절대적인 대립을

통해 그 윤리를 지키는 것이 절대선이라는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교조적

인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17세기의 소설이 시대적으로 이념과 윤

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았던 배경과 무관하지

않다.

18세기는 ‘소설의 전성기’로서 주목을 요한다. 이 시기 소설의 열독(熱

讀) 현상은 세책과 방각이라는 새로운 유통방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여사서서(女四書序)>를 통해 1740년대

이전에 세책집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덕무(李德懋, 1741∼1793)

의 사소절(士小節)과 유만주(兪晩柱, 1755∼1788)의 흠영 등을 통해

18세기 후반기의 소설 향유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302) 특히 <옥원재합

기연> 권14와 권15의 표지 이면에 첨부된 소설목록은 해당 작품들의 창

작 하한선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조선후기 소설사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

요한 자료이다.303) 목록에 실린 소설들은 <옥원재합기연>의 필사시기인

300)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의 유교화 과정–신유학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
꾸었나, 너머북스, 2013, 18∼22면; 마크 피터슨, 유교사회의 창출–조선중
기 입양제와 상속제의 변화, 김혜정 역, 일조각, 2000, 171∼178면.

301) 17세기에는 아직 상업적인 세책가가 등장하지 않았기에 장편소설은 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대부가 여성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 이 시기 사대
부가 여성들이 소설의 독자로 부상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사대부 남성들이 소
설의 교화적 기능을 인식하고 선별적으로 소설 독서를 허용했던 배경과 무관
하지 않다(박영희, 앞의 논문, 1995, 352∼353면).

302)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 Ⅱ, 이회문화사, 2005,
246∼281면; 정병설, 앞의 논문, 1998b, 250∼252면; 정병설, ｢조선후기 한글
소설의 성장과 유통–세책과 방각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100, 2005; 김하
라, ｢유만주의 <흠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303) <옥원재합기연>은 전주이씨 덕천군파(德泉君派)의 지파인 함풍군파(咸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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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0년경 서울에서 유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중 <유효공선행

록>・<유씨삼대록> 연작,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은 18세기의

대표적인 한글장편소설로 일컬어진다. 특히 180권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지닌 <완월회맹연>은 단일작품 중 최장편 소설로서 여성작가의 존재 및

집단창작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소설사에 중요한 족적을 남긴

작품이기도 하다.304) <완월회맹연>의 존재는 이미 18세기 무렵부터 거

질의 작품들이 창작될 수 있는 기반과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

주며, 연작소설로서 최대 규모를 지닌 <명주보월빙> 연작의 창작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연작과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

연> 등으로 대표되는 18세기의 한글장편소설들은 단선적이고 절대적인

선악의 대결구도에서 탈피하여 현실의 제 국면에서 심화된 윤리의식과

이념의 문제들을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은 특히 “18세기 장편소설

에서 가장 공을 들여 고안한 이야기”라고 평가되는 옹서갈등담에 잘 드

러난다.305) 군자형 사위와 소인형 장인의 대립을 보여주는 옹서갈등담은

부부갈등과 부자갈등, 정치적 갈등 등 다방면으로 확장되고 심화되는 모

君派) 12대손 이영순(李永淳)의 처 온양정씨(溫陽鄭氏, 1725∼1799)를 중심으
로 하여 그의 며느리, 손자며느리, 증손자며느리가 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옥원재합기연>은 1786년부터 1790년까지 5년에 걸쳐 필사되었는데, 필사시
기와 과정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최초의 필사소설이기도 하다. 자료의 몇몇
부분에 후대에 개장(改裝)되었다는 기록이 있지만, 정병설은 목록이 적힌 면
지(面紙)가 필사시기의 것에 가깝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그는 권14 뒤
쪽 표지 안에 삽입된 면지의 이면에 신국빈(申國賓, 1724∼1799)이라는 인물
이 보낸 편지가 있다는 점, 권15의 앞쪽 배접지에도 정미년 3월에 보낸 편지
가 있다는 점을 들어 권14와 권15의 목록이 본문이 필사되던 1790년 무렵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
한 일고찰–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권 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0; 김동
욱,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 소재 소설목록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47, 한국고전문학회, 2015; 정병설, 앞의 책, 2016, 171∼176면).

304)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a.
305) 송성욱, 앞의 논문, 2003, 7∼17면; 정병설, 앞의 책, 1998a, 146∼157면; 이
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59∼66
면; 한길연,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2009, 92∼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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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보인다. 창작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명주보월빙> 연작 역시

18세기의 단위담 중 하나인 옹서갈등담이 다양한 형태로 변이되어 수용

된 모습을 보여준다. 또한 옹서갈등담은 정치적 갈등과 긴밀히 맞물려

나타나는데, 이는 17세기 중엽부터 18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격심했던

당쟁을 지켜본 작가들의 견해가 소설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라 해석되기도

한다. 이 외에도 18세기의 작품들은 ‘남녀의 성대결담’을 별도로 고안하

여 무조건적으로 남성에게 순종하기보다는 부당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저

항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306) 이처럼 18세기에는 한

글장편소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향유계층도 확대되는 등 양적으로나 질적

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거두었으며, 18세기 중반 이후에는 영웅소설과의

교섭, 재학소설적 경향, 세정소설적 경향 등 한글장편소설의 분화양상이

감지된다.

한글장편소설은 19세기 전반에도 계속 창작되고 향유되었지만 근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쇠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307) 이 시기에는 <명행정의

306) 이지하, 위의 논문, 2001, 71∼75면; 서정민, ｢대하소설 속 여성 침묵의 양
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한길
연,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는 옹서대립담 연구 : 여주인공의 입장을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김서윤, ｢<현씨양웅쌍린기>에 나
타난 여성 인물의 신분 위상과 부부갈등｣, 정신문화연구 38(1), 한국학중앙
연구원, 2015.

307) 모리스 쿠랑의 한국서지(1894)와 최남선의 기록을 통해 장편소설의 거점
이 되었던 세책가가 1890년경에 희귀해졌다가 1910년대에는 거의 한곳 남짓
이나 남아있을 정도로 쇠퇴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홍희복(1794～1859)
의 <제일기언> 서문을 통해 19세기 초・중반에 이미 장편소설의 상투성에
비판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장편소설의 쇠퇴와
관련하여 장효현은 소수의 노론 벌열 가문에 권력이 집중된 19세기 이후 보
편적 수준의 가문의식이 쇠퇴하고 가문소설의 향유 영역도 축소된 것으로 보
인다며, 가문소설로 대표되는 장편소설의 쇠퇴기를 19세기 전반 이후로 제시
한 바 있다. 정병설은 쿠랑의 기록과 당대의 사회적 정황을 고려하여, 좀 더
구체적인 시기를 특정하였다. 그는 장편소설이 19세기 전반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이래 1860년 이후 잇따른 양요와 개항, 민란 등 내우외환 등으
로 인해 급격히 퇴조되었으며, 19세기 후반 무렵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고 보았다(모리스 쿠랑, 한국서지, 이희재 역, 일조각, 1994; 최남선, ｢조선
의 가정문학｣, 1938, 매일신보(육당최남선전집 9, 현암사, 1974, 440∼441
면); 장효현, ｢장편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정신문화연구 44, 한국정
신문화연구원, 1991; 정병설, 앞의 논문, 199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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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삼강명행록> 등 교양서적의 특징이 강화된 작품들308)과 <낙천등

운>, <보은기우록>, <화씨충효록> 등 세정소설적 경향을 지닌 작품들

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외에도 남영로(南永魯, 1810∼1857)의

<옥루몽>을 비롯해 <임화정연>, <하진양문록> 등이 큰 인기를 끌며

20세기 초에 구활자본으로 수차례 간행된 바 있다.309) 구활자본으로 출

판된 작품들이 대부분 단편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 작품들이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활자로 간행될 만큼 큰 인기를 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심능숙(沈能淑, 1782∼1840)의 <옥수기>, 김소행(金紹行,

1765∼1859)의 <삼한습유>, <청백운> 등 강한 작가의식을 특징으로 하

는 한문장편소설이 창작되는 등310) 19세기는 침체되었다고 평가받는 장

편소설이 활로를 모색하는 가운데 다양한 문학사적 현상과 함께 여전히

잠재력을 보여준 시기라 볼 수 있다.311)

<명주보월빙> 연작은 이러한 소설사적 흐름 속에서 전대의 서사전통

과 창작경향을 수용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창작되고 향유

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음에서 각각 ‘연작을 통한 서사적 지속성의 강

화’, ‘삼문록과 삼대록의 복합양식 완성’, ‘삶과 운명에 대한 고민과 성찰’

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308) <명행정의록> 등 교양서적의 특징이 강화된 작품들의 경우, 한시의 삽
입・지리서와 도학서 등 전문서적의 수용 등 재학소설적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당대에 활기를 띤 고증학적 학문 풍토와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서
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309) 최호석, ｢활자본 고전소설의 총량에 대한 연구｣, 고전문학연구 43, 한국
고전문학회, 2013; 김동욱, ｢<임화정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40∼41면.

310) 전성운, ｢19세기 장편한문소설의 특징과 창작 배경｣, 조선후기 장편국문
소설의 조망, 보고사, 2002, 353∼382면; 전진아, ｢<청백운>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34면; 장효현, ｢<옥수기>의 작품세계와 심능숙
의 세계관｣, 한국한문학연구 44, 한국한문학회, 2009; 김유진, ｢<삼한의열녀
전>의 창작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173∼181면.

311) 조혜란은 우리나라 소설사에 있어 19세기는 고전소설의 쇠퇴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설을 쓰는 역량의 난숙기로서, 본격적인 소설 시대의 도래를 예고
하는 시기라고 그 시대적 의의를 적극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조혜란, ｢<옥루
몽>의 서사미학과 그 소설사적 의의｣, 고전문학연구 22, 한국고전문학회,
2002, 2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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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작을 통한 서사적 지속성의 강화

<명주보월빙> 연작은 현전하는 최장편 연작소설(총 205권)로서, 조선

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창작경향과 특징을 잘 반영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변화를 모색한 작품으로서 의의를 지닌다.312) 연작소설로서 최대 규모를

지녔다는 것이 작품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완월회맹연>

등의 작품들이 방대한 분량에도 불구하고 생동감 있는 인물 묘사와 정교

한 사건의 구축을 통해 능숙하게 작품을 완성하고 뛰어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명주보월빙> 연작 역시 내용과 형식의 측

면에서 한글장편소설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의 최대치를 모색하였을 것

이라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 연작소설들은 전편과 후편이 연작을 이루면서도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룬다.313) 이와 관련하

여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연작, <현몽쌍룡기>・<조씨삼대
록> 연작과 같은 삼대록계 연작소설과 <현씨양웅쌍린기> 연작을 주목

할 만하다. 삼대록계 연작소설의 경우, 전편에서는 개인이 가문의 완성

기반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후편에서는 이미 마련된 기반 위

에서 가문의 번영과 창달을 이루는 과정을 제시함으로써 일관된 주제의

식을 읽을 수 있다고 분석된 바 있다.314) 또한 <현씨양웅쌍린기> 연작

312) 그동안 선행연구에서는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이 공유하고 있는 창작원리
를 밝혀냄으로써 한글장편소설의 공통구조 및 존재 기반을 추출해 내는 성과
를 거둔 바 있다. 이상택은 기능소의 이원적 대칭관계에 따른 ‘구조적 반복원
리’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의 존재론적 미학원리를 밝혔으며, 임치균과 조용호
는 삼대록 소설을 대상으로 ‘전편과 후편의 구조적 특징’ 및 ‘장편화의 원리’,
‘주제화 방식’을 고찰한 바 있다. 또한 송성욱은 ‘단위담의 반복적 전개양상과
결합 원리’를 밝혔으며, 정병설은 ‘편년의 원리’, ‘순환과 대칭의 원리’, ‘확대
와 지속의 원리’ 등 한글장편소설의 주요 서사원리를 고찰하였다(이상택, 앞
의 논문, 1981a; 임치균, 앞의 책, 1996; 조용호, 앞의 책, 1996; 송성욱, 앞의
책, 2003b; 정병설, 앞의 책, 1998a).

313) 송성욱은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연작화 경향에 주목하여 연작소설의
유형을 각각 ‘반복형’, ‘발전형’, ‘완성형’, ‘파생형’으로 구분하고, 연작화 경향
을 당시의 소설 창작 방식과 관련하여 이해하기도 했다(송성욱, ｢대하소설의
연작 유형에 대한 시론｣, 국문학연구 3, 국문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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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진보적 성향에서 보수적 성향으로 관심이 이동하였으며, 구조적

인 측면에서도 전편과 후편이 서로 상이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지적된 바

있다.315) 이들 작품들은 모두 전편과 후편이 일관되거나 상반된 의식지

향을 지니며, 독립적인 작품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하나의 연작으로서도

작품마다 독특한 미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비하여 <명주보월빙> 연작은 전편과 후편이 독립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작품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명

주보월빙> 연작은 전편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서사가 후편에서 완결되는

등 전편과 후편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띠며, 연작을 통해 서사적 지속

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구체적으로 <명주보월빙> 연작의 3

대(代) 인물인 윤성린과 정월염이 전편에서 가란(家亂)으로 인해 실종되

었다가 후편에서 온갖 시련을 겪은 후 가족들과 상봉하는 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316)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윤성린과 정월염의 실종 및 가족상봉을 다룬

부분은 위의 표와 같다. <명주보월빙>에서 윤성린과 정월염의 실종은

314) 임치균, 위의 책, 태학사, 1996; 문용식, 가문소설의 인물연구, 태학사,
1996.

315) 이지하, ｢<현씨양웅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316) 최길용은 <명주보월빙> 연작이 “전편에서는 부분적으로 어떤 사건을 완결
짓지 않은 채 후편으로 미루어놓기도 하고, 후편은 이를 잇대어서 사건을 발
전시켜 나가기도 한다”고 지적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유보함
으로써 <명주보월빙> 연작의 전・후편이 지닌 독특한 관계와 그 의미에 대
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최길용, 앞의 책, 1992,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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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부와 정부의 가문 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기 시작하는 작품의 중반부

에 설정된다. <명주보월빙>에서 윤성린은 ‘윤공-윤현-윤광천’으로 이어

지는 윤부의 종통을 계승할 후계자로 태어나지만, 윤부의 종통과 가권을

차지하려는 위태부인과 유씨의 음모로 인해 태어나자마자 납치되어 버려

지며[36권], 정월염은 정천흥과 문양공주의 딸로 태어나지만 가문 내에서

자신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아들을 원했던 모친[문양공주]에 의해 버

려진다[56권]. 이후 윤성린은 명환(名宦)인 소문환에게 구조되고, 정월염

역시 상자(相者)인 채민 부부에게 양육되지만, 그러한 사실만 명시될 뿐

<명주보월빙>에서 이들에 대한 서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며, 윤성

린과 정월염은 여전히 실종된 채로 작품이 종결된다.317) 갈등이 해결된

후에도 잃어버린 자손들이 여전히 실종된 채 전편의 서사가 종결된다는

것은 <명주보월빙> 연작이 다른 연작소설들과 대별되는 지점을 뚜렷하

게 보여준다. 이것은 <명주보월빙> 연작의 전편과 후편이 다른 연작소

설들에 비해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이루며, 서사적 연속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명주보월빙>의 초중반부에서 실종된 후 중단되었던 윤성린과 정월염

의 서사는 후편인 <윤하정삼문취록>의 초반부에서 재개된다. 윤성린과

정월염은 <윤하정삼문취록>의 4권과 5권부터 다시 등장하며, <윤하정삼

문취록>은 이들이 실종된 시점부터 사건을 전개함으로써 이들이 부재했

던 시간 동안의 서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다소 도식적이지만 <명주

보월빙> 36∼100권에 해당하는 윤성린의 실종 이후 서사는 <윤하정삼문

취록> 4∼6권의 내용에 대응되며, <명주보월빙> 56∼100권에 해당하는

정월염의 실종 이후 서사는 <윤하정삼문취록>의 5권・18∼21권의 내용

에 대응되는 셈이다. <윤하정삼문취록>은 윤성린과 정월염이 이미 가족

과 상봉한 후,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소급하여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317) 윤성린과 정월염 모두 중심가문의 분쟁 속에서 실종되며, 특히 윤성린의
경우 그가 한 가문의 장래와 운명을 짊어진 종손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가 크다. 종손이 가문 내 화란으로 인해 버려진다는 것은 해당 가문의 위기
와 갈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며, 가문의 운명과 존속 차원에서 개인적 차
원 이상의 비극성을 담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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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된 시점부터 이들이 고난을 겪고 가족들과 상봉하기까지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그 결과, <윤하정삼문취록>은 윤성린이 납치되어 버려진 후, 소문환에

게 구조된 과정 및 그가 부모와 상봉하기까지 고군분투한 과정을 여실히

그려낸다. 윤성린은 13세가 된 후에야 부모를 만날 수 있다는 운명에 저

항하여 부모를 찾아 나서며, 그 결과 ‘백두섬-일침국-동오국’을 차례로

표류하며 고행을 겪은 끝에 비로소 시운(時運)과 맞물려 부모와 상봉하

게 된다. 정월염의 서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월염 역시 모친에게 버려

진 후 채민 부부에게 팔려가고, 생활고로 인해 도로를 유리하며 종살이

를 하는 등 비참한 하층민의 삶을 영위하던 중 하몽성에게 구조되며, 그

와 결연함으로써 가족들과 상봉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윤하정삼문취

록>은 윤성린과 정월염이 실종된 시점부터 이들이 가족들과 상봉하기까

지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다룸으로써, <명주보월빙>에서 공백으로 남은

이들의 서사를 보완한다. 일반적으로 조선후기의 연작소설들은 전편과

후편의 서사시간이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중첩되지 않지만, <명주보월

빙> 연작은 전편에서 공백으로 남은 서사를 후편에서 보완함으로써 전

편과 후편의 서사시간이 일부 중첩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명주

보월빙> 연작의 서사적 지속성은 강화되며, 두 작품은 상호의존적인 관

계를 보이며 연작으로 함께 다룰 때 서사적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옥원재합기연> 연작318) 또한 전편과 후편이 상호의존적인 관계

를 보인다는 점에서 <명주보월빙> 연작과 함께 주목할 만하다. 선행연

구에서는 <옥원재합기연>과 <옥원전해>의 관계가 일반적인 연작들과

달리 전편에 대한 후편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지적하며, <옥원전해>

에 ‘파생작’319)과 ‘보유작’320)이라는 용어를 부여하기도 했다. <옥원재합

318) <옥원재합기연> 연작은 <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 <십봉기연>으로
구성되었는데, <십봉기연>은 <옥원재합기연>과 <언문고시> 등에 실린 소
설목록에 제명이 보이지만 현재 실물이 전하지 않는다.

319) 양혜란은 ‘전해(箋解)’가 “간단한 구조 속에서 그 앞부분에서 해결이 안되
었거나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해석하거나 해결해 주는 글”이라는 점을 들어,
<옥원전해>가 전편인 <옥원재합기연>에서 특이한 소재나 관심 있는 부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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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연> 연작은 전편에서 ‘소세경과 이현영’, ‘이현윤과 경빙희’의 결연담을

다루되 주로 소세경 부부를 중심으로 한 옹서갈등을 다루었다면, 후편에

서는 이현윤의 부부갈등과 옹서갈등을 주로 다룬다. 이에 대해 양혜란은

후편인 <옥원전해>의 작자가 “자손대의 이야기를 새롭게 창작하기보다

는 전편에서의 미진하거나 흥미의 여운으로 남겨진 부분을 확장시켜 전

편의 두 쌍의 남녀이야기를 같은 비례로 완결하고자 이런 구성을 택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했다.321) 또한 이지하는 “효와 애정 간의 문제를 통

해 입장차에 의한 인간의 심리적 갈등을 다루던 전편의 문제의식이 <옥

원전해>에 와서 더욱 심화되었다”322)고 분석하였으며, 엄기영은 <옥원

재합기연> 연작이 가문의 몰락과 회복, 벌열화의 과정을 전편과 후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그려냈다고 평하기도 했다.323)

<명주보월빙> 연작과 <옥원재합기연> 연작은 전편과 후편이 상호의

존적인 관계를 보인다는 점에서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옥원재합기연>

연작이 전편에서 미진하게 다루어졌던 이현윤의 부부갈등과 옹서갈등을

다루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명주보월빙> 연작은 전편에서 공백으로

남은 자녀들의 실종 및 가족상봉 서사를 완성하고, 자녀들의 서사가 후

편에서 새롭게 확장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전편과 후편이 각각 21권과 5권인 것에 비해, <명주보월빙> 연작의 전

편과 후편은 각각 100권, 105권으로 대등한 규모를 보인다는 점도 눈여

겨 볼 만한 부분이다. <옥원재합기연> 연작에서 전편에 비해 후편의 규

모가 눈에 띄게 적은 것은, 후편이 전편의 미진한 서사를 보완하는 데

적출해 초록한 것이거나, 혹은 전편에서 미심쩍거나 해결이 불투명한 이야기
를 중점적으로 계속하고자 창작된 ‘파생작’이라고 보았다(양혜란, ｢18세기 후
반 대하장편가문소설의 한 유형적 특징–<옥원재합기연>, <옥원전해>를 중
심으로｣, 한국학보 75, 일지사, 1994, 57∼61면).

320) 정병설은 <옥원전해>가 <옥원재합기연>에서 미진하게 서술된 부분을 보
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아 ‘보유작(補遺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
다(정병설, ｢<옥원재합기연> 해제｣, 고전작품 역주・연구 및 한국 근대화과
정 연구(Ⅰ-1),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7, 6∼7면).

321) 양혜란, 앞의 논문, 1994, 59면.
322) 이지하, 앞의 논문, 2001, 12면.
323)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의 작품세계와 연작관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1, 6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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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와 달리 <명주보월빙> 연작은 일차적으

로 전편에서 이산했던 가족들이 후편에서 상봉하는 서사를 완성함과 동

시에, 실종되었던 자녀들이 각지를 유랑하며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고 인

연을 맺는 서사를 마련함으로써 후편의 서사가 가족상봉 이후에도 다방

면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한편 <명주보월빙> 연작의 전편과 후편의 관계가 다른 연작들과 구별

되는 것은 <명주보월빙> 연작의 창작방식과 관련하여 볼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한글장편소설들이 해당 작품 안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모두 마

무리한 채 서사를 종결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명주보월빙> 연작은

전편에서 윤성린과 정월염의 실종 서사를 설정할 때부터 후편을 염두에

두고 창작되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324) 즉, <명주보월빙> 연작이 후편의

제작과 서사의 구체적인 방향, 이를테면 윤성린과 정월염의 고난 및 가

족상봉 이후의 서사까지 설정된 채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명주보월빙> 연작의 전편과 후편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지니

면서도 서로 다른 미감을 보인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명주보월빙> 연작의 기획과 창작에 다수의 인물들이 참여했

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정병설은 <완월회맹연> 연구를 통해 한

글장편소설의 집단창작 가능성을 논한 바 있는데, 그는 2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여 기획, 집필, 수정 등을 나누어서 하는 ‘공동창작’과 작품의 앞부

분과 뒷부분을 각기 다른 사람이 집필하는 ‘연속창작’을 아우르는 용어로

‘집단창작’이라는 용어를 고안한 바 있다.325) 한글장편소설의 집단창작

324) <옥원재합기연> 연작 역시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는 사건들이 존재한다.
이지하는 작중에서 소세경 부부의 자녀들을 사마강의 아들, 한충언의 딸과
정혼시킨 후 한충언의 딸이 행방불명되어 혼인을 늦추게 되었다는 언급이 보
인다는 점, 소세경의 아들 소봉성을 화재로 잃고 찾지 못한 채 서사가 종결
된다는 점을 들어 작자가 창작 단계부터 속편을 염두에 두고 창작했을 것이
라 추정한 바 있다(이지하, 앞의 논문, 2001, 11면).

325) 집단창작과 관련하여 이유원(李裕元, 1814∼1888)의 임하필기(林下筆記)
는 이광사(李匡師, 1705∼1777) 가문의 형제와 숙질들이 제삿날 제사를 잊고
소설을 창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소설의 공동창작 관행이 실재했음
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또한 <옥수기>의 발문에서 죽은 작가의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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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에 대한 추론은 <명주보월빙> 연작의 창작방식 및 작자 문제를

다루는 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명주보월빙> 연작이 개인이 창작하기에는 다소 거질(총 205권)의 작

품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후편인 <윤하정삼문취록>이 전편의 설정

을 충실히 계승하면서도 ‘죽음’이나 ‘초월적 존재’ 등에 대해 다른 미감을

보인다는 점,326) <윤하정삼문취록>이 자체적으로 서사를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인물설정과 사건전개에 몇몇 오류를 보인다는 점327) 등은 주목

을 요한다. 이러한 부분은 <명주보월빙> 연작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

인물에 의해 창작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기획 의도와 전반적인 작품 설정

등을 공유한 인물들에 의해 집단창작 되었을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즉,

<명주보월빙> 연작은 기획과 창작단계에서 전편과 후편의 서사를 안배

하는 가운데, 전편에서 수습되지 못한 사건이 후편에서 종결되도록 함으

로써 서사적 지속성을 강화하였으며, 전편과 후편이 상호의존적인 관계

를 맺으면서도 집단창작을 통해 서로 다른 미감을 취하는 방향으로 창작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모는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이어 소설을 ‘이어 이룬다’고 한 표현이 보이는데, 이는 중국 작품인 <재생
연>이 진단생에 이어 양덕승 부부에 의해 완결된 사례를 고려할 때, 작품의
연속창작 가능성을 보여준다(정병설, 앞의 책, 1998a, 215∼220면; 정병설, ｢
낙선재본 <재생연전> 연구｣, 관악어문연구 16, 서울대학교국문과, 1991; 이
유원(李裕元), ｢언서고담(諺書古談)｣, 임하필기(林下筆記) 권29,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1).

326)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죽음의 경우, <명주보월빙>은 ‘윤현의 죽음’, ‘하
원경 삼형제의 죽음’ 등을 통해 비극적인 정조를 강화하지만, <윤하정삼문취
록>에서는 대체로 수한(壽限)에 따른 일상적인 죽음을 다룬다. 이에 따라
<윤하정삼문취록>의 분위기는 진지하고 애상적인 정조가 지배하는 <명주보
월빙>에 비해 비교적 평온하게 흘러가는 편이다. 또한 초월적 존재와 관련하
여 <명주보월빙>에서는 이들의 신성한 성격이 부각되었다면, <윤하정삼문취
록>에서 이들은 단순한 조력자에 지나지 않으며 오히려 주요 인물들에게 질
책당할 정도로 그 위상이 격하된 모습을 보인다.

327) 한 예로 <윤하정삼문취록>에서 탕자형 인물인 원홍은 이미 권51에서 부인
이씨를 출거한 바 있지만 권78에서 이씨는 여전히 등장하여 원홍과 갈등을
빚는다. 또한 권69에서 여화정은 윤월화를 협실에 가둔 채 여태부인의 위세
를 빌려 소성과 동침하여 앵혈점을 없애지만, 윤월화가 실종된 후 권79에서
또다시 앵혈점을 들먹이며 소성을 겁박한다. 이 외에도 인물 설정과 관련하
여 동일한 인물이 각각 다른 부부의 자녀로 설정되는 등의 오류가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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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2. 삼문록(三門錄)과 삼대록(三代錄)의 복합양식 완성

조선후기 고전소설이 장편화를 꾀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복수 주인

공의 구도를 통해 사건을 확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는 일명 ‘삼대록

(三代錄)’과 ‘양문록(兩門錄)’ 구조를 통해 잘 나타난다. 삼대록 구조는 중

심가문의 3대에 걸친 인물들의 활약상 위주로 서사가 전개되며, 그 과정

에서 두 세 가문의 혼인을 다룸으로써 등장인물을 확대하고 국가와 가

문, 개인 사이의 복합적인 갈등과 해결과정을 주로 다룬다. 대부분의 한

글장편소설들이 연작을 통해 이와 유사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유효

공선행록>・<유씨삼대록> 연작처럼 후편에서 ‘○○삼대록’이라는 제명

을 내세운 작품들을 일명 ‘연작형 삼대록 소설’로 지칭하기도 한다.328)

이러한 연작형 삼대록 소설은 주로 전편에서 특정 가문의 한 세대를 중

심으로 하여 가문완성의 기반을 마련하며, 후편에서는 이미 마련된 기반

위에서 해당 가문의 자손들이 가문의 번영과 창달을 구현하는 것으로 분

석된 바 있다.329)

삼대록 구조가 중심가문을 단일가문으로 한정하고 그 가문의 이야기를

삼대(三代)로 확장시켜 가는 구조를 취한다면, 양문록 구조는 두 가문을

328) <유효공선행록>・<유씨삼대록> 연작과 더불어 <소현성록>・<소씨삼대
록> 연작, <성현공숙렬기>・<임씨삼대록> 연작, <현몽쌍룡기>・<조씨삼대
록> 연작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329) 임치균은 연작형 삼대록 소설의 구조적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1) 대대 명문 가문에 한 아이가 태어난다. 2) 부모 중 한 사람을 잃는다. 3)
어려서부터 매우 뛰어난 재능을 보인다. 4) 커가면서 고난에 처하나 극복한
다. 5) 가문이 안정된다. 6) 다시 5)에서 이룩한 것을 무산시킬 수도 있는 갈
등이 생긴다. 7) 스스로 해결하고 5)를 확인한다. 8) 자손이 뛰어나다. 9) 자
손들이 부부・처첩갈등에 빠지나 각각 극복한다. 10) 대외적 위기를 해결하
여 가문이 대내외적으로 완성된다. 11) 자손 중의 하나가 황후가 된다. 12)
10)까지의 모든 것을 무산시킬 수 있는 갈등이 일어난다. 13) 쉽게 해결되고
가문은 계속되는 영화를 누린다(임치균, 앞의 책,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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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가문으로 설정하여 등장인물과 사건담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서사의

확대를 도모한다. 양문록 구조의 작품들은 일반적으로 ‘○○양문록’이라

는 제명을 지니며, 각 가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서로 결연하는 과정에

서 고난을 극복하고 가문의 영달을 이루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330)

<하진양문록>과 <부장양문록>, <유이양문록> 등이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히며, <하진양문록>과 <부장양문록>은 영웅소설, 특히 여성영웅소설

과도 친연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331)

이러한 연작형 삼대록 소설과 양문록 소설은 장편화를 꾀하는 과정에

서 분화된 흔적을 보이는데, 이는 <임씨삼대록>과 <유이양문록>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임씨삼대록>은 연작형 삼대록 소설 가운데 삼대

록 구조가 한 가문을 벗어나 다른 가문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

며,332) <유이양문록>은 양문록 소설들이 주로 이대록(二代錄) 구조를 보

330) 이수봉은 가문소설의 형태를 ‘누대형(별전・연작)’, ‘양문형’, ‘당대형’으로
구분하고, 양문록은 ‘양문형 가문소설’에 해당한다고 본 바 있다. 현전하는 양
문록으로는 <곽장양문록>, <김이양문록>, <부장양문록>, <유이양문록>,
<이조양문록>, <최호양문록>, <하진양문록>의 7종이 있다. 이 외에 현전하
지는 않지만 이가세고(李家世稿)에 해평윤씨가 <백계양문선행록(伯季兩門
善行錄)>을 저술했다는 기록이 보이며, 규장각소장본 언문고시(諺文古詩)
의 <언문목녹>에 <계양문녹>, <녀설양문녹>, <최진양문녹>의 제명이
보인다(강전섭, ｢<언문목녹> 소고｣, 한국서사문학사의 연구 5, 중앙문화
사, 1995, 2019∼2140면; 이수봉, 한국가문소설연구, 경인문화사, 1992, 196
∼198면; 한길연, <백계양문선행록>의 작가와 그 주변 : 전주이씨 가문 여성
의 대하소설 창작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27, 한국고전문학회,
2005; 김은일, ｢양문록계 소설의 서사구조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31) 서대석, ｢<하진양문록>｣, 한국고전소설작품론, 집문당, 1990; 이대형, ｢19
세기 장편소설 <하진양문록>의 대중적 변모｣, 민족문학사연구 39, 민족문
학사연구소, 2009;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
학연구 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채윤미, ｢<부장양문록> 연구–여성 인물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조광국, ｢<유이양문록>의 작
품세계–서사구조와 결연장애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설학
회, 2008.

332) 임치균이 <임씨삼대록>의 삼대록 구조가 중심가문을 벗어나 다른 가문으
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지적한 이후, 조용호는 <임씨삼대록>이 양문
록적 경향을 띤다고 밝힌 바 있다(임치균, 앞의 책, 1996, 234면; 조용호, 앞
의 책, 1996, 190∼19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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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것과 달리 삼대록 구조를 취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인 양상을 보여준

다.333) 즉, 삼대록 작품들의 경우 삼대록 구조가 단일 가문에서 복수 가

문으로 확대된다면, 양문록은 두 가문의 이대록 구조가 삼대록 구조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이러한 연작형 삼대록과 양문록 작품들의 구조

및 장편화 경향이 잘 반영된 작품이다.

333) 조광국은 양문록 계열의 분화 가능성을 시사하며, <부장양문록>, <하진양
문록>이 양문록 및 이대록의 서사구조를 지닌다면, <유이양문록>은 삼문록
을 지향하며 삼대록의 서사구조를 지닌다고 분석한 바 있다(조광국, 앞의 논
문, 2008, 183∼187면).

윤부 하부 정부

1代 윤현・윤수 하진 정연

⇓

윤현의 殉節(1∼2권)

유복자(윤광천・윤희천)의
탄생

역적누명과 귀양

세 아들의 죽음
(3∼31권)

親友들과의 혼약

친우들의 죽음과 몰락
(1∼7권)

2代 윤광천・윤희천 하원광 정천흥

⇓

위태부인・유씨의
家亂(2∼74권)

윤광천의 자녀 실산

(子윤성린)*(36∼100권)

형제들의 억울한

죽음

가문의 신원과

복수(3∼58권)

정천흥의 결연과

활약(6∼60권)

정천흥의 자녀 실산

(女정월염)*(56∼100권)

3代 윤성린・윤창린 하몽성 정현기・정운기

윤성린의 부모찾기*(1∼6권)

윤성린・윤창린의 결연과

활약(9∼101권)

하몽성의 결연과

활약(14∼97권)

정월염의

부모찾기*(5∼21권)

정현기・정운기의 결연과
활약(1∼81권)

[그림 5-2] <명주보월빙> 연작의 삼문록과 삼대록의 복합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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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보월빙> 연작은 ‘윤하정삼문취록’이라는 후편의 제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윤・하・정 세 가문을 중심으로 하는 ‘삼문록 구조’를 취하는

동시에 이 세 가문을 중심으로 ‘삼대록 구조’를 갖춘다는 특징을 지닌다.

즉, ‘삼대록 구조와 삼문록 구조가 결합된 복합적인 양식’을 취함으로써,

가문 중심의 횡적 구조와 세대 중심의 종적 구조가 확대된 방대한 규모

의 장편소설로 나아가는 기반을 설정한 것이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윤・하・정 세 가문을 중심가문으로 설정하여 각각 삼대록 구조를 갖춤

으로써, 일견 세 개의 독립적인 삼대록 작품을 한 데 모아 결구한 것 같

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복합적인 세 가문의 인물구성과 사건구

성 방식, 세련된 장편화 기법은 서사를 고안한 작자의 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었음을 드러내며, 이는 <명주보월빙> 연작이 그동안 축적된 한글

장편소설의 풍요로운 기반 위에서 창작된 것임을 짐작케 한다.

작품 속에서 윤・하・정 세 가문은 서사적 측면이나 분량의 측면에서

대등한 비중을 차지하며, 서로 겹혼

인을 맺음으로써 제시한 그림과 같이

겹삼각혼의 양상을 보인다. 이에 더

해 윤・하・정 세 가문과 결연하는

‘진・장・양・이・소・엄・조부’ 등

주변가문들의 서사를 부연함으로써

<명주보월빙>과 <윤하정삼문취록>

의 서사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채롭

게 확장된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윤・하・정 세 가문은 서로 연대하는 가운데

각각 개성이 뚜렷한 독립적인 서사를 구축하며, 어느 한 가문도 중심에

서 벗어나지 않고 서로 대등한 비중을 지닌다. 이러한 경향은 세 가문의

대외적 위상과 상징성이 부각된 <명주보월빙>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

타난다. <명주보월빙>에서 윤부는 충효의 실현을 통한 이념적 상징성이

부각되며, 하부는 정치적 부침과 신원의 서사가 강조된다. 또한 정부는

조력자로서 우도를 실천하며 명가를 완성해 나간다.334) <명주보월빙>은

[그림 5-3]

<윤・하・정 3부의 겹혼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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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문록 구조를 취함으로써 세 가문을 주인공으로 하되 서로 다른 성격과

상징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적인 서사를 구축한 세 가문은 결연

을 통해 공고한 유대관계를 다지며, 세 가문의 서사는 상호 교섭하는 가

운데 한 작품 안에서 조화를 이룬다.

또한 삼문록 구조 속에서 윤부와 하부의 겹혼인을 통해 부각된 변이된

형태의 옹서갈등담도 눈에 띈다. 대부분의 옹서갈등담335)은 ‘군자형 사위

–소인형 장인’,336) 혹은 ‘군자형 사위–군자형 장인’337)의 갈등을 다루는

334) 선행연구에서 윤현이는 장편가문소설의 읽기 전략을 고찰하며, <명주보월
빙>의 경우 ‘계모형 인물의 모해담’[윤부], ‘처처모해담’[정부], ‘간신모해담’[하
부]이 주류를 이룬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명주보월빙>에서 윤・하・정
세 가문의 서사가 각각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한 본 논문의 견해와 유사
한 맥락을 보인다. 다만 본 논문의 경우, 세 가문의 외적 서사에 주목하여 각
가문이 지닌 대외적 성격과 상징성을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편 윤현이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모해의 정도가 훨
씬 강하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전대 작품의 패턴에 익숙해진 독자들을
몰입시키고 강도 높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윤현이, ｢장르지식을 활용한 장편가문소설의 읽기전략 연구 : <창선감
의록>, <소현성록>, <명주보월빙> 읽기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210∼214면).

335) 한글장편소설에서 옹서갈등은 주요가문의 남성인물이 장인 혹은 장모와
갈등을 겪고, 이것이 부부갈등, 부자갈등으로 비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옹서
갈등에 대한 연구는 양혜란이 <옥원재합기연> 연작과 <창란호연록>에서 옹
서갈등이 남녀결연의 장애요소이자 핵심갈등이라는 것을 밝힌 후, 학계의 관
심을 끌게 되었다. 이후 송성욱이 옹서대립담의 유형적 특성 논의에 큰 틀을
제시하고, 대하소설 단위담의 하나로 옹서대립담을 설정하여 각 작품들의 공
통적인 서사항을 추출한 바 있다(양혜란, ｢<옥원재합기연> 연구｣, 고전문학
연구 8, 한국고전문학회, 1993, 306∼308면; 양혜란, 앞의 논문, 1994, 66∼72
면; 양혜란, ｢<창란호연록>에 나타난 옹-서, 구-부간 갈등과 사회적 의미｣,
연민학지 4, 연민학회, 1996, 315∼321면; 송성욱, 앞의 책, 2003b, 120∼125
면; 송성욱, ｢<옥원재합기연>과 <창난호연록> 비교 연구,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200∼204면).

336) 군자형 사위와 소인형 장인의 갈등과 관련하여, 정병설은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소인 형상의 탐색에 주력하면서 옹서갈등의 외연
을 조선후기의 정치 현실과 연결한 바 있다. 한길연은 <명주기봉>, <옥원재
합기연>, <창란호연록>, <양현문직절기> 네 작품이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
는 옹서대립담’을 담고 있음을 적시하며, 여성의 입장에서 각 작품에 드러난
‘한의 미학’과 그 편차를 살폈다. 이후 그는 박사학위논문에서 일정 부분을
할애하여 <창란호연록>,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을 대상으로 ‘소인
형 장인이 등장하는 옹서대립담’의 유형성 논의를 심화시키기도 했다(정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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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이때 군자형 사위는 중심가문의 인물로, 소인형 장인이나

군자형 장인은 주변가문의 인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옹서갈등담은 중심가문과 주변가문의 대립과 갈등의 측면에서 그려지며,

중심가문의 인물인 군자형 사위의 입장과 시각을 옹호하거나 부각시키는

경향을 보인다. 군자형 사위가 소인형 장인과 갈등을 빚는 경우 이러한

시각은 일견 납득할 만하지만, 문제는 군자형 사위가 군자형 장인과 갈

등을 빚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 경우 장인이 부친의 과오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사위는 아내까지 배척하며 분노를 표하고, 군자형 인물이라는 평

이 무색할 만큼 장인에게 무례한 언동을 보인다. 한 예로 <유효공선행

록>의 유연은 장인이 부친의 비행을 지적하자, 장인에 대한 반감으로 아

내를 거부하며 아들까지 멀리한다. 그는 회과한 부친과 주변 어른들의

권유에도 감정의 앙금을 씻어내지 못한 채 상당히 오랫동안 갈등을 지속

하며, 장인이 세 차례에 걸쳐 사과하고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쏟아낸 후

에야 주변의 중재를 받아들여 장인과 화해한다.

이처럼 어느 한 쪽의 편향된 입장이 부각된 것은 작품에서 두 가문이

각각 중심가문과 주변가문으로 설정되어 서사상의 비중과 작품 내 위치

가 대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변가문으로 제시된 처

가의 위상은 극도로 왜소화된 경향을 보이며, 시부(媤父)의 역할이 극대

화된 것과 달리 장인의 입지는 약화된 경향이 강하다.338) 이로 인해 옹

서갈등이 발생할 경우, 군자형 장인은 사위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 : <완월회맹연>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4, 국문학연구회, 2000, 250∼252
면; 한길연, 앞의 논문, 2003; 한길연, 앞의 책, 2009, 45∼58면).

337) 조광국은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전해>를 대상으로 ‘소인형 가부장이 등
장하는 옹서대립담’, 즉 소인형 부친을 둔 ‘군자형 사위’와 ‘군자형 장인’의 갈
등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그는 두 작품이 소인가문의 문제를 형상화하
고 군자 가문으로 쇄신하는 과정을 그리는 가운데 지나친 가문이기주의가 작
동하고 있음을 밝히고, 이에 내재된 폭력성의 폐해를 지적하였다. 그의 논의
는 옹서대립담의 또 다른 측면을 주목함으로써 논의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한
편 작품의 해석을 심화시켰다는 의의가 있다(조광국,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전해>의 옹서대립담 고찰｣,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176∼182면).

338) 한길연, 앞의 논문, 2003,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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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불합리한 상황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바로 이러한 지

점에서 <명주보월빙> 연작의 흥미로운 부분, 즉 서로 대등한 비중을 지

닌 중심가문 간의 갈등은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하는 점이 드러난다.

대체로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주요가문들 중에서도 특히 중심이 되는 가

문이 등장하며, 가장 중심이 되는 가문 위주로 서사가 전개된다. 주요가

문들 중에서도 중심가문과 주변가문으로 그 위계가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와 달리 <명주보월빙> 연작은 윤・하・정 세 가문이 모두 중심가문으

로서의 비중을 지니며, 각각의 관계에서 어느 한 가문도 주변가문으로

전락하지 않은 채 대등한 위상을 지닌다. 또한 상술했듯이 이들 가문은

겹사돈을 맺음으로써 연대의식을 굳건히 하는 동시에 상호관계 속에서

시가와 처가로서의 입장을 두루 경험한다. 세 가문의 남성인물들은 모두

영웅호걸 혹은 성현군자로 묘사되며 대외적으로도 가문 차원에서 공고히

결속하지만, 가족문제에 관한 한 한 치도 양보하지 않고 첨예하게 대립

한다. 이는 <명주보월빙>에서 ‘군자형 사위’[윤희천]와 ‘군자형 처남’[하

원광]의 갈등이라는 변이된 형태의 옹서갈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다.

<명주보월빙>에서 윤희천과 하원광은 모두 성현군자형 인물로 제시되

며, 각각 윤부와 하부의 명운을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두 인물이 대립하

는 근본적인 원인은 윤희천의 양모인 유씨의 악행에서 비롯된다. 윤부와

하부는 겹사돈 관계에 놓인 만큼 두 가문의 인물들은 매우 복합적인 관

계를 맺는다. 유씨에게 하원광은 사위인 동시에 양자인 윤희천의 처남이

며, 하영주는 며느리인

동시에 친딸 윤현아의

시누이이기도 하다. 일

반적인 경우라면 더없

이 소중한 인연을 통해

두 가문의 화합을 도모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유씨가 이러한 관계들

<윤부> <하부>

윤현아 부부 하원광
윤수 하진

남

매

처남-매부

시누이-올케

남

매

유씨
윤희천系 하영주

조씨
부부

[그림 5-4] <윤・하부의 겹혼인에 따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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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시하고 자신의 입장만 살펴 하원광과 하영주를 사위, 며느리로서만

대하는 데 있다. 사위인 하원광은 딸 윤현아의 일생을 의탁할 인물로서

중대하지만, 며느리 하영주는 양자인 윤희천과 함께 제거해야 할 대상으

로 간주하고 핍박함으로써 수차례 죽을 위기를 겪게 만든 것이다. 누이

동생의 위기를 수차례 목도한 하원광은 유씨에 대한 맹렬한 분노를 숨기

지 않고, 윤희천 역시 자신의 양모를 모욕하는 하원광에게 반감을 드러

냄으로써 두 인물의 갈등은 증폭된다.

초후[하원광]의 말이 디 아냐셔 쇼[윤희천] 몸을 니러 안흐로 드러가

며 왈,

“블여 권문셰가의 간악녀로 필연고로 망측욕셜이 친젼(親

前)의 밋니, 내 비록 용우나 엇디 결워 져의 부모를 그만치 욕디 못리오

마, 구디의(舅甥之義)를 각거시 아니라, 녕엄(令嚴)으로 가친(家親)으

로 디극친위(親友)믈 공경여 말도 아니거니와, 내 죽디 아냐시초

휘 졔 누의를 아사가 타문(他門)의 보고져 니, 하녀[하영주] 발부기형

(其兄)의 디휘를 드러 부난뉸(背夫亂倫)며 가(自家)를 욕라 권여 이

치 참욕을 치니, 비록 아모 곳의 분을 프디 못나, 발부의 본 이 초후

와 딘, 만 조각의 져 이 분을 셜치 못하랴?”

초휘 대로 왈,

“여(汝妹, 윤현아)쳔고의 업악인[유씨]의 이로, 내 오히려 일

만 조각의 디 아냐 살녓고 편히 두엇니, 네 아(我妹)를 랴 면 여

(汝妹)를 갓 이리오? 골도 남기디 아니코 아조 분쇄리라.”339)

윤희천은 간악한 여자를 배필로 맞은 탓에 모친께 모욕이 미쳤다며,

자신이 하원광과 겨뤄 하공 부부를 모욕하지 않는 것은 옹서관계이기 때

문이 아니라, 하공이 부친의 지극한 친우이기 때문이라고 응수하며, 일부

러 상황을 곡해하여 하원광과 하영주에게 갈등의 책임을 전가한다. 이에

따라 하원광 역시 윤현아가 천고에 짝이 없는 악인[유씨]의 딸이지만, 자

신은 편안히 살려 두었다며 만약 윤희천이 자신의 누이동생을 해친다면

자신 역시 그의 누이[윤현아]를 해쳐 백골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분노

339) <명주보월빙> 권71, 29∼32면(4권, 321∼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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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표한다.340)

두 인물 모두 양모에 대한 효와 동기에 대한 우애를 중시한다는 점에

서 정당한 분노를 드러낸다. 이때 작중에서는 부친들[윤수, 하진]을 개입

시키지 않음으로써 두 가문의 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운데,

문제 상황을 충분히 다루며 윤희천과 하원광이 각각 시가와 처가의 입장

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은 어느 한쪽도 자신의 입

장을 굽히지 않은 채 팽팽하게 대립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옹서갈등담에

서 주변가문에 속한 장인이 중심가문에 속한 사위에게 사죄하여 갈등을

수습하는 것과 대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작중에서 윤부와 하부는 각각

중심가문으로서의 자존심과 위상을 지키며, 어느 한쪽이 먼저 양보하거

나 사과하지 않은 채 자신의 가족을 위해 철저히 맞서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두 가문 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비화되는 양상을 띠기도 한다. 특히

윤희천은 양모와 관련된 문제에 처가가 관련된 순간, 양모를 위해 심혈

을 기울이는 반면 처가와의 관계는 철저히 무시하는 차별적인 태도를 보

이며,341) 이는 친동기의 안위에 관한 한 처가에 배타적인 하원광 역시

340) 주목할 것은 하원광과 정천흥 모두 누이동생을 윤부에 시집보냈지만, 유씨
의 악행으로 인해 윤희천과 하원광이 연쇄적인 갈등을 빚는 것과 달리 정천
흥은 갈등 사태에 대해 비교적 여유롭게 대처한다는 것이다. 하원광이 누이
동생의 고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분노한 것과 달리, 정천흥은 유폐된 누
이동생의 처소를 수리하고 돌보아 줄 뿐, 유씨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윤
부의 구성원들과 언쟁을 벌이지 않는다. 이처럼 정천흥이 여유있는 태도를
취하며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심각한 시련 없이 명문가
로서의 위상을 지켜왔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윤부와 하부 역시 가문이 안정
화되고 명문가의 반열에 안정적으로 진입한 후에는 과거와 비슷한 사건이 반
복되더라도 관대하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다. 즉, 가문의 기반이 불
안정한 시점에서는 다소 조급하고 예민한 모습을 보였다면, 가문이 안정적인
궤도에 오른 후에는 어떤 상황을 겪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341) <유효공선행록>의 유연 또한 윤희천과 같은 모습을 보인다. 그는 친족관
계[부자・형제관계]와 처족관계[옹서・부부관계]에서 전자를 훨씬 더 중시하
는 태도를 취한다. 부친과 아우의 문제에 장인과 아내가 관련되는 순간, 그는
매번 친족관계에 심혈을 기울이는 반면 처족관계는 철저히 무시한다. 그가
아내와 장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서는 장인이 지적한 부친과 아우의 죄
상을 인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유씨 가문의 부정적인 면을 인정해야 했으므로
그는 이를 외면하고 장인과 아내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던 것이다(조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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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이다. 이 과정에서 딸이자 며느리로서 두 가문 사이에 낀 하영

주와 윤현아가 약자로서 가장 큰 괴로움을 겪는다. 윤희천과 하원광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여성인물들의 고통도 가중되는 동시에 자기 가문과

그 구성원들의 안존을 위해 다른 가문을 배척하는 가문중심주의와 이기

주의적인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다.

결국 이들의 갈등은 조력자 역할을 담당한 정부에 의해 중재되며, 서

로 용서를 구하지 않은 채 다소 흐지부지하게 마무리된다. 이는 중심가

문 간 ‘효’와 ‘우애’의 논리가 충돌할 때, 두 가문의 체면을 지키는 선에

서 갈등이 격화되고 확대되는 것을 막고자 제3자가 개입하여 상황을 종

료하고 갈등상황을 중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윤희천과 하원광의 갈등

은 확실한 사과나 화해의 과정 없이 정부의 중재 및 윤공과 하부의 경계

속에서 봉합되며, 결과적으로 두 가문은 각자의 자존심을 지킨 채 갈등

국면을 넘어서는 것으로 제시된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전편인 <명주보월빙>이 삼문록 구조를 통해

윤・하・정 세 가문의 개성적인 서사를 구축하고 중심가문 간의 갈등을

통해 변이된 형태의 옹서갈등담을 포착했다면, 후편인 <윤하정삼문취

록>은 이미 설정된 삼문록 구조에 삼대록 구조를 결합함으로써 좀 더

확장된 서사를 다채롭게 보여준다. 즉, <명주보월빙> 연작은 후편을 통

해 각자의 성격이 뚜렷한 윤・하・정 삼문의 삼대 서사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윤부의 경우, ‘윤현・윤수 → 윤광천・윤희천 → 윤성린・윤창린’으로
이어지는 삼대의 서사는 ‘윤부의 충효와 종통의 계승’에 초점이 맞추어진

다. <명주보월빙>에서 윤현의 충의와 윤광천・윤희천의 효성이 윤부의

이념적 상징성을 부각시켰다면, <윤하정삼문취록>은 실종되었던 종손

[윤성린]의 귀환을 통해 잠시 위태로웠던 윤부의 종통이 순조롭게 계승

되는 것을 서사화한다. 또한 하부의 경우, ‘하진 → 하원광 → 하몽성’으

로 이어지는 서사를 통해, ‘정치적 부침으로 인한 시련과 가문의 재정비’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벌열가문의 자기갱신｣, 한중인문학연구 16, 한중
인문학회, 2005, 165∼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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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일관된 주제를 그려낸다. 특히 전편에서 정치적 시련으로 인해 적

장자[하원경]가 죽음을 맞은 후, 하원광이 실질적인 적장자 역할을 감당

하면서도 자신의 장자를 맏형의 계후로 삼아 하부의 종통을 잇게 한 것

은 적장자에 의한 가문 계승이라는 명분론적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정부는 ‘정연 → 정천흥 → 정현기・정운기’로 이어지는 서사

를 통해 전편과 마찬가지로 ‘포용적인 조력자 가문’으로서의 면모를 유지

한다. 이는 가문 외적인 측면에서 위기에 빠진 유대가문을 돕는 것 외에

내부적으로는 인친가에 대해 포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삼문록과 삼대록의 복합 양식을 취함으

로써, 삼문록을 통해 전편에서 형성된 세 가문의 화두가 후편에서도 여

전히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것을 보여준다. 이는 전편과 후편의 긴밀한

관계 및 서사적 지속성의 측면에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명주보월빙> 연작은 ‘삼문록과 삼대록의 복합 양

식’은 한글장편소설이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한 산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3. 삶과 운명에 대한 고민과 성찰

1) 조선후기 명(命)에 대한 관심

조선시대에 명(命)에 대한 논쟁은 제자백가서 등의 수용과 더불어 동

양의 사상적 측면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는 대체

로 운명을 인정하는 관점을 취하되, 운명의 절대성과 고정성,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정명론(定命論)’과 운명을 인정하되 인력과의 조화를 중시하는

‘입명론(立命論)’이 부각되었다. 특히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으로

대표되는 맹자의 입명론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인간의 실천적

노력에 주목함으로써 조선시대 문인들의 관심을 받았으며, 조선후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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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주희(朱熹, 1130∼1200)의 ‘기수론(氣數論)’

역시 맹자의 입명론과 궤를 함께 한다.342)

조선후기에 전개된 운명론은 동양의 사상적 측면 외에도 양란 이후의

사회적 동향 및 명나라의 쇠락과 청나라의 부상이라는 국제 정세가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희의 명론(命論)은 조선시대의 문인들에

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조선이 신유학을 건국이념으로 채택하고,

주희의 주자가례를 모범으로 삼아 종법질서를 강화하고자 했던 맥락

과 무관하지 않다.343) 더욱이 주희는 오랑캐로 인식되던 금나라에 의해

송나라가 황하 유역을 상실한 남송대(南宋代)에 활동하였기에,344) 그가

주장한 기수론은 청나라의 침입과 명・청 교체기를 거치며 유사한 입장

에 놓였던 조선의 문인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

다.

조선후기의 운명론은 현실의 모순과 제 문제들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

고,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운명[天命]을

342) 주희는 명(命) 개념을 천리(天理)와 기수(氣數)로 해석하였다. 그는 인간에
게 천리를 따라야 할 존재론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기수의 쇠락으로 인
해 시대적・개인적 조건이 열악해지더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인사를 처
리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일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에 비로소 하늘을 탓하
고 기수에 원인을 돌릴 것을 주문했다. 이때 ‘기수’는 ‘우주적 기(氣)의 운수
(運數)’를 의미하는 말로서 인간의 노력과 무관하게, 혹은 인간의 지극한 노
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거나 개선할 수 없는 개인적・역사적 사건이나 상황
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용어이다. 주희는 ‘인간의 역사가 우주적 기운 변
화의 큰 흐름을 의미하는 기수에 맞춰 진행된다’고 보는 우주론적 연대기의
관념을 대체적으로 수용하였지만, 그것이 지닌 지나친 결정론적・운명론적
함의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기수론이 지닌 운명론적 성격에 대한 비판적 관
점은 조선의 유학자들에게도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최정연, ｢조선후기 유교
지식인의 명(命)론｣, 한국실학연구, 37, 한국실학학회, 2019, 441면; 박권수,
｢조선후기 象數學의 발전과 변동｣,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73∼76
면).

343) 조선의 신유학 수용을 통한 사회제도의 변화상 및 종법제의 정착과정 등
에 대해서는 마르티나 도이힐러, 앞의 책, 2013; 지두환, 앞의 책, 1998 참조.

344) 주희는 금나라에게 황하 유역을 강점당한 현실을 인정하되 이를 가변적인
기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천리를 분명히 밝혀 인심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실천방법으로 삼강오륜을 기본으로 하
는 의리명분론을 제시한 바 있다(지두환, 위의 책, 1998, 1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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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되 인간의 노력을 함께 강조하는 관점이 부상하였다. 일찍이 이이

(李珥, 1536∼1584)는 <수요책(壽夭策)>을 통해 인간의 수요(壽夭)는 타

고난 품기(稟氣)의 후박에 의해 정해지지만,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른 양

기(養氣)를 통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관점을 취한 바 있다.345)

이후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함에 따라 조선의 문인들 사이에서 주희의 기

수론이 부상하기 시작했으며, 기수론은 입명론에 동조하는 관점에서 전

개되었다.

기수론은 인간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들을 설명해

주는 유용한 논리로서 정명론적인 성격을 내포하며, 명나라와 청나라의

왕조교체 및 청나라의 중원 장악이 공고해진 현실에 대한 조선후기 문인

들의 복잡한 내면을 보여준다. 이단상(李端相, 1628∼1669)과 송시열(宋

時烈, 1607∼1689)은 명나라의 멸망을 직접 경험한 후, 그로 인한 충격을

우주론적 연대기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현실을 받아들이고자 했으며,346)

이규상(李圭象, 1727∼1799)과 정범조(丁範祖, 1723∼1801) 또한 청나라

의 지배가 100년 이상 계속되는 가운데 오히려 상황이 안정되자 이를 천

지대운의 변화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설명하기 시작했다.347)

345) 이이는 ‘품기(稟氣)’가 맑다[善]고 해서 반드시 후한 법이 없고 또한 ‘품기’
가 탁하다[惡]고 해서 반드시 박한 법도 없다며, 품기의 청탁이 인간의 선악
을 좌우하지만 선악이 반드시 품기의 후박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
았다. 그는 덕망 높던 안연(顏淵)이 요절한 반면 도적이었던 도척(盜跖)이 장
수한 것을 예로 들며, 인간의 수명이 타고난 품기의 후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품기를 어떻게 보존하고 배양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함으로써, 기를 수양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이이, <수요
책(壽夭策)>, 울곡전서(栗谷全書) 습유 권5(한국고전종합 DB); 정재민, 앞
의 책, 2009, 274∼278면).

346) 이단상은 <기제주목사리후서(寄濟州牧使李侯序)>를 통해 명나라의 멸망을
‘시운에 의한 필연’으로 설명하며, 우주론적 연대기의 이론 속에서 소옹(邵雍)
의 원회운세론(元會運世論) 등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송시열 역시 당대의 세
운이 쇠퇴하면서 음기가 많아졌기에 오랑캐가 중원에 발호한 것이라 해석한
바 있다(이단상, <기제주목사리후서(寄濟州牧使李侯序)>, 정관재선생집(靜觀
齋先生集) 권14(한국고전종합 DB); 송시열, <석실선생어록(石室先生語錄)>,
송자대전(宋子大全) 권212(한국고전종합 DB); 박권수, 위의 논문, 2006, 81
∼83면).

347) 이규상은 <세계설(世界說)>을 통해 청나라가 중원을 장악한 것은 근본적
으로 오회(午會)의 운이 다하여 음의 기운이 강성해졌기 때문에 일어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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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해진 운명을 부정하며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인이 운명을

창조할 수 있다고 보는 ‘조명론(造命論)’348)이 제기되기도 했다. 조명론에

서 주목되는 것은 천명을 하나의 이치로 파악한 것이다. 즉 인간이 반드

시 지켜야 할 윤리도덕의 절대성과 불변성, 보편성을 뒷받침해 주던 천

명이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제어되고 조절될 수 있는 대상으로 상대

화된 것이 조명론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349) 이익(李瀷, 1681∼1763)은

이러한 조명론을 개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조명(造命)>이라는

글을 통해 인간에게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강조

하였으며, 신분적 제한을 넘어서 임금과 재상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

[士庶人] 역시 노력을 통해 운명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350)

이 외에 운명 자체를 부정하는 ‘무명론(無命論)’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한습유>351)의 작가로 알려진 김소행(金紹行, 1765∼1859)은 <원명

(原命)>이라는 글을 통해 ‘운명은 없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운명을 부정

하는 관점은 그의 한문소설 <삼한습유>에도 잘 나타난다.352) 홍석주(洪

항력적인 사건으로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정범조는 <기수론(氣數論)>을 통해
청 왕조가 안정되어 날로 번영하는 것은 기수의 진행에 따른 역사의 필연적
형세로서, 성인이 다시 태어나도 바꿀 수 없는 명으로 주어진 것이라 주장하
였다(정범조, <기수론(氣數論)>, 해좌집(海左集) 권37(한국고전종합 DB);
박권수, 위의 논문, 2006, 83∼87면).

348) 조명론은 명대(明代) 태주학파(泰州學派)의 대표적인 학자였던 왕간(王艮,
1483∼1541)에 의해 제창되었으며, 명말・청초에 활동한 왕부지(王夫之, 1619
∼1692)에 의해 체계화 되었다.

349) 풍우, 앞의 책, 1993 참조; 원재린, ｢성호 이익의 ‘조명’론과 신분제 개혁 방
안｣, 역사와실학 29, 역사실학회, 2006, 97∼98면.

350) 이익, <조명(造命)>, 성호사설(星湖僿說) 권3(한국고전종합DB); 정재민,
앞의 책, 2009, 283∼291; 최정연, 앞의 논문, 455∼458면.

351) <삼한습유>는 김소행이 1814년(순조14)에 창작한 작품으로, <옥수기>,
<옥루몽>, <육미당기> 등과 함께 19세기의 대표적인 한문장편소설이다.
<삼한습유>에 대한 연구는 일찍이 향랑 고사의 소설화 과정, 작품의 구조
및 의미, 작자의식, 문헌수용양상, 향랑의 재생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진
바 있는데, 조혜란은 이를 총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과 해석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조혜란, ｢<삼한습유>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352) <삼한습유>의 창작과 관련하여, 이기대는 김소행이 명(命)에 대한 반발로
소설을 창작하였으며 향랑의 재생은 기존의 명에 대한 반론이자 새로운 명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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奭周)는 운명을 부정하는 그의 견해에 대해 천도(天道)를 무시하고 인력

으로 하늘에 강요하는 일이라며 비판한 바 있는데, 현재 김소행의 <원

명>은 전하지 않지만 주변 인물들의 기록을 통해 그가 운명보다 인간의

노력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다.353)

조선후기 운명에 대한 논의는 대체로 운명과 인력의 조화를 중시하는

입명론과 기수론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해진 운명을 거부하고 인간의

노력을 통해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 조명론과 무명론이 함께 부각된 것으

로 보인다. 조선후기 운명론에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주목한 것은 당

대의 사회적 동요상 및 현실적 고난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이는 현실

적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운명의 소관으로 돌리기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삶을 개선하고 운명을 개척하고자 한 당대인들의 태도가 반영된 것

이라 볼 수 있다.354) 이러한 운명론의 전개는 인간의 삶을 다루는 소설

의 운명관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명주보월빙>

연작의 운명관 역시 당대의 사회적 변화상과 운명에 대한 논의의 연장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운명에 대한 고민과 불안의식의 발현

(1) 운명에 대한 고민과 인간의 의지 부각

조선후기 소설에서 운명은 일반적으로 ‘예언구도’와 ‘숙명론’이 결합되

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83∼95면).
353) 홍석주(洪奭周)와 홍길주(洪吉周)의 기록에 의하면 김소행은 <원명(原命)>
이라는 글에서 ‘무명론(無命論)’의 관점을 취하였다고 한다. 비록 그의 글은
현전하지 않지만, 홍석주의 <무명변(無命辨)>, 홍길주의 <수여난필(睡餘瀾
筆)>을 통해 그 대략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김유진, 앞의 논문, 2016, 127
∼130면; 최치현, ｢연천 홍석주의 연천집(淵泉集), ｢잡저상(雜著上) 역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70∼82면).

354) 이강옥은 사람의 힘과 의지를 부각시키는 조선후기 야담에 운명적 요소가
그에 못지않게 나타나는 현상을 해명하며, 운명이 비관적 처지에 놓인 주인
공들을 위로하는 서사적 기제로 작용하는 동시에 주인공들이 좀 더 긍정적인
처지를 창출하는 계기나 발판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목한 바 있다(이강옥,
앞의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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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다루어진다. 예언구도와 숙명론이 결합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7세

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창선감의록>과 <숙향전>을 들 수 있다.355) <창

선감의록>에서 예언구도는 남채봉의 수난을 중심으로 ‘여성 수난’과 결

합된 양상을 보이며,356) <숙향전> 역시 관상가 왕균이 숙향의 험난한

운명을 예고함으로써 숙향의 고난이 집중적으로 부각된다.357)

예언구도와 숙명론이 여성 수난 구도와 결합되는 양상은 한글장편소설

에서도 나타난다. 한 예로 <임씨삼대록>의 경우, 여성수난담을 통해 숙

명론과 예언구도가 긴밀하게 조응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358) <임씨

삼대록>은 여성수난담을 통해 가부장제로 대표되는 지배적 질서를 옹호

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때 초월계는 유교적 이념의 구현보다는 작품에

대한 흥미소로서 작용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359) 이는

<명주보월빙> 연작과 <완월회맹연>처럼 초월계가 유교적 이념을 구현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는 작품들과 대비되는 부분으로,360) 한글장편

소설에서 초월계를 형상화하는 데 내부적으로 편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에서 운명은 피할 수 없는 것, 반드시

355) <창선감의록>과 <숙향전>의 예언구도와 숙명론에 대해서는 정길수, 앞의
책, 2005, 158∼167면 참조.

356) <창선감의록>에서 남채봉의 서사는 초반에 설정된 동정호 선녀의 예언에
따라 충실히 전개되며 그 과정에서 부모와 헤어진 후 심각한 고부갈등과 동
서갈등을 겪고 목숨을 위협받는 등 남채봉의 수난이 부각된다.

357) <숙향전>의 도입부에서 관상가 왕균은 숙향의 관상을 보고, 그녀가 5세에
부모와 이별한 후 15세까지 다섯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험난한 운명을
겪을 것임을 예고하며, 이후 숙향의 삶은 정해진 운명의 궤적을 따라 흘러가
는 것으로 묘사된다(이상구 역, 숙향전・숙영낭자전, 문학동네, 2010, 20∼
21면).

358) 장시광, ｢운명과 초월의 서사–<임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 고소설
연구 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359) 위의 논문, 2011, 172∼179면.
360) <명주보월빙>에서 유씨는 저승과 천궁 체험을 통해 자신의 과악과 양자
[윤희천]의 효성을 깨닫게 되며, <완월회맹연>의 소교완 역시 꿈속에서 죽은
모친에게 훈계를 듣고 양자[정인성]의 효성과 전생의 일들을 깨닫게 된다.
<명주보월빙>과 <완월회맹연>에서 초월계는 양모들의 반성을 통해 중심인
물들의 효가 구현되도록 함으로써 유교적 이념을 수호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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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되는 것으로 그려지곤 한다. 이에 따라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운

명관 역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 정명론적 운명관이 지배적인 것

으로 이해된다. 운명 자체를 긍정하는 것은 한글장편소설의 보편적인 경

향이지만, 각 작품들마다 운명을 다루는 데 나름의 편차가 있다는 사실

역시 주의할 부분이다. 모든 한글장편소설이 정명론적 운명관을 지니며

작중 인물들 역시 예정된 운명을 그대로 통과하는 ‘투명인간’에 불과하다

고 본다면,361) 한글장편소설의 보편성에 가려진 개별 작품들의 독특한

미감을 감별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명주보월빙> 연작

은 개인의 층위에서 운명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가진 인물들을 제시함으

로써 개성적인 면모를 드러낸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개인에 대한 운명관은 입명론적 관점과 조명

론적 관점이 혼재된 경향을 보인다. 입명론적 관점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수용하고 오직 그 도리를 다하는 것을 강조한다면, 조명론적 관

점은 자신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가고자 하는 사고를 반영한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운명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윤현과 윤

성린을 통해 단적으로 드러난다. <명주보월빙>에서 윤현은 선관에게 자

신의 운명[죽음]을 예고 받은 후 오히려 초연한 태도로 그 운명에 적극

적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보인다. 그는 이역만리에서 절명(絶命)할 것이라

는 운명을 회피하지 않고, 조정에 대한 충의를 지키기 위해 직접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예고된 자신의 운명을 완성한다.362) 이와 대조적으로 <윤

하정삼문취록>에서 윤성린은 운명에 저항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는 13세가 되기 전에는 부모를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운명에 저항한 결과 수차례 해외에 표류하는 등 시련

361) 이상택, 앞의 논문, 1971.
362) 운명에 대한 윤현의 태도, 즉 입명론적 태도는 서양철학의 ‘스토아적 숙명
론’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스토아적 숙명론은 용기 있게 운명에 직면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불행을 담담하게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겪는 모든
일을 우주의 섭리이자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오히려 내가 운명에 다가서
는 것, 그리고 불운한 운명마저도 사랑하는 것이 스토아학파 숙명론의 골자
이다. 이러한 스토아학파의 사유는 ‘운명애’를 그 핵심 사상으로 한다(이정우,
앞의 책, 2011, 3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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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겪지만, 이 과정을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며 자신의 삶을 능동적으로

이끌어가는 인간상을 보여준다. 작중에서 윤현과 윤성린을 통해 드러나

는 입명론적 태도와 조명론적 태도는 이들이 단순히 정해진 운명 속에서

삶의 여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와 고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가문의 경우 정해져 있는 운명이 제시되기보다는 가문 전체 구성

원들의 노력과 행보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명주보월

빙>에서 윤부와 하부는 각각 가란과 정치적 누명으로 인해 가문의 존속

여부조차 위협받지만,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자손들의 대외적 활약을 통

해 위기를 극복하며 가문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또한 <윤

하정삼문취록>의 엄부는 비록 엄표의 반역 문제로 인해 큰 타격을 입지

만, 엄표의 아들이 부친의 죄를 만회하고자 평생 동안 빈민을 구제하는

데 헌신함으로써 가문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력한다. 이는 가문의 운

명이 개개인의 운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가운데, 국가와의 관계 및

당대의 사회 규범과 상호작용하며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명주보월

빙> 연작에서 가문의 운명은 각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개인의 운명과 조

응하는 동시에 한 가문 집단 전체의 노력과 의지가 중시된다는 점에서

조명론적 태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보다 현실적인 태도를 반영한다

고 볼 수 있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하나의 작품 안에 다양한 운명관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채로운 작품이다. 이는 조선후기에 전

개된 운명론의 흐름이 소설과 호응하여 하나의 작품 속에 형상화된 것으

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명주보월빙> 연작은 삶과 운명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으로서 그 의의를 적극적으로 인정할 수 있

을 것이다.

(2) 삶에 대한 불안의식의 발현

<명주보월빙> 연작은 삶과 운명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는 동시에 향유

층들에게 잠재된 불안의식을 드러낸다. 이는 한글장편소설이 당대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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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국면들을 형상화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제Ⅴ장의 도입부에서

한글장편소설의 시대적 경향을 살핀 것처럼, <소현성록> 등 17세기의

작품들이 체제를 정비하고 이념을 정립하는 과정을 소설화하였다면, <유

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 등 18세기의 작품들은 이념

의 정립과 함께 가문의 영광을 그리며 현실의 제 국면에서 심화된 윤리

의식과 이념의 문제를 드러낸다. 한글장편소설은 전성기를 거치며 내용

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완숙한 경지를 이루었으며, 이는 <명행정의록>,

<낙천등운>, <보은기우록> 등 19세기의 작품들이 다양한 방향으로 분

기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한글장편소설이 이룩

한 완숙한 경지를 계승하는 동시에, 가문의 영광을 다루면서도 제 국면

의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관심을 기울인다.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명주보월빙> 연작은 표면적으로 전대의 작품들처럼 가문의 영

광을 그리지만, 이면적으로는 점차 쇠락해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과 그로

인한 동요 의식을 드러낸다. 이는 대표적으로 <명주보월빙>에서 중심인

물들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다. 작중에서 ‘하원경 삼형제의 죽음’은 간신

의 모함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건과 결부된 억울한 죽음이라는 점에서 그

비극성이 강화된다. 한 가문의 종손[하원경]을 비롯해 장성한 아들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고, 후사를 도모해야 할 종부마저 자결케 함으로써 <명

주보월빙>은 순식간에 파국을 맞이 한 하부의 비극적 참상을 그려낸다.

이러한 양상은 일반적인 한글장편소설의 서사적 경향과 대별되는 부분이

기도 하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중심가문의 안위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며,

그 구성원들은 일시적으로 유배가거나 하옥되는 등의 시련을 겪을지언정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비록 <완월회맹연>의 정

흠 역시 황제에게 충간(忠諫)을 올리다 죽음을 맞지만, 그의 죽음은 자신

과 가문의 충절을 한층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모함으

로 인해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당하고 가문의 몰락을 초래한 하원경 삼형

제의 죽음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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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명주보월빙>의 서사는 화란을 겪은 하부가 대외적인 위상을 드

높일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 가문이 신원된 후 하부는 반역을

일으킨 정적들에게 철저히 복수하는 동시에 공명을 취하며, 자손들이 출

장입상하고 황실 등 벌열 명문가와 겹겹이 혼사를 맺음으로써 부귀영화

를 향유한다. 하지만 이러한 영광의 순간에도 하부의 인물들은 참혹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참화여생’이라는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재확인할 뿐이

다. 이미 가문의 영예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

기에 하부의 인물들은 현재의 영화 속에서도 극도로 조심하는 태도를 보

이는 것이다. 이러한 하부의 서사는 부귀영화의 이면에 가려진 쇠락과

몰락에 대한 불안의식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쇠락과 몰락에 대한

불안의식이 역으로 <명주보월빙>의 서사에서는 가문을 더욱 더 현창케

부각하는 서사적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명주보월빙> 연작은 선량한 인물들의 삶은 보장된다는 한글장

편소설의 서사적 논법이 약화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예로 <명주보월

빙>의 오왕 세자와 <윤하정삼문취록>의 동오왕 엄백경을 들 수 있다.

두 인물 모두 온후한 인품을 지닌 정대한 군자이지만, 악인의 간계에 의

해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거나363) 수한(壽限)이 짧아 이른 나이에 죽음

을 맞는다. 대체로 신분이 고귀하고 선량한 인물들의 경우, 중심가문과

연대하며 이들 역시 복록과 수한을 보장받지만 <명주보월빙> 연작은 그

러한 서사적 경향에서 빗겨간 모습을 보인다. 이는 <명주보월빙> 연작

이 한글장편소설의 서사에서 공고했던 서사적 논법과 경향성이 허물어지

고 있는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주

보월빙> 연작에서 중심가문과 그 구성원들의 안위는 더 이상 절대적으

로 보장되지 않으며, 선량한 이의 삶을 보장하는 ‘복선화음(福善禍淫)’의

363) 오왕 세자는 하부의 인물들에게 황족 시해 누명을 씌우고자 한 성난화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본래 성난화는 정세흥의 재실이었는데, 정부에서 출거된
후 신분을 속여 오왕의 양녀가 된 인물이다. 성난화는 설빈군주라는 신분으
로 하원창과 혼인하지만, 끝내 외면받자 앙심을 품고 하부에 찾아온 오왕 세
자를 죽여 하원창에게 누명을 씌운다. 이처럼 오왕 세자는 훌륭한 품성과 자
질을 갖춘 인물로 묘사됨에도 불구하고 작중에서 불의의 죽음을 당하는 인물
로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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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도 완벽히 통용되지 않는다. 이는 현실의 모순을 투영하되 이상적인

삶과 소망의 구현이 가능했던 한글장편소설이 그러한 경향성의 일면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한글장편소설에서 통용되고 보장되던 논

리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조선후기 소설 향유층들의 현실인식 및 불안

했던 조선후기의 사회상과도 관련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명주보월빙> 연작에는 역병(疫病) 등의 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의 재변(災變) 및 고리대금과 관채(官債) 등으로 인해 고통받던 민중들

의 삶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주로 중심인물들이 민심을 수습하기 위

해 안무사(按撫使)로 떠나거나 도로를 유리하는 과정에서 목도하는 것으

로 그려진다.364) 실제로 숙종대에서 철종대에 이르는 조선후기에는 대규

모의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많은 경우 1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다.365) 민중들은 홍수와 가뭄, 해

364) <명주보월빙>에서 윤희천은 반란을 평정하러 가며 지나는 고을마다 전염
병 등으로 인한 시체들을 일일이 묻어주며 염귀와 요얼들을 물리치고[86권],
정천흥은 담양에 전염병이 돌자 염질을 쫓는 부적을 보내 구몽숙이 백성들을
위무할 수 있도록 한다[91권]. 또한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윤성린은 해외를
표류하는 동안 흉귀를 물리침으로써 일침국의 전염병 문제를 해결한다[4∼5
권]. 이 외에 자연재해로 인한 참상 역시 작품의 곳곳에 형상화 된다. <윤하
정삼문취록>에서 윤성린은 청・제・연・낙주의 네 지역에 대규모 홍수가 발
생하여 고을이 매몰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동토치수사로 부임하여
백성들을 위무하고, 수해를 일으킨 교룡을 잡아 희생된 원혼에게 제를 올리
며 수개월 동안 무너진 고을을 복구한다[53권]. 정운기 역시 산돼지 요괴의
작란으로 인해 사천 등지가 황폐해지고 폐읍이 되자 요괴를 제압하여 놀란
민심을 수습하고 희생된 원혼들에게 제사를 지내준다[71권].

365) 1699년(숙종25)에는 수년에 걸친 기근과 전염병으로 인해 약 25만 명이 넘
는 사망자가 발생하여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된다. 또한 영조 치
세의 18세기 전반기는 전염병이 가장 맹위를 떨치던 시기로, 이 시기 전염병
으로 인한 인적 손실은 양란으로 인해 입었던 인적 피해 못지않았다고 한다.
1733년과 1756년에는 1∼5만 명의 사망자를 낸 전염병이 발생하였으며, 1742
년과 1743년에는 사망자가 6∼7만 명에 이르는 전염병이 엄습하기도 했다.
특히 1749년에는 전국에서 50∼60만 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는 기록이 조
선왕조실록 영조25년 12월 4일 기사에 보인다(是時癘疫起自西路, 自夏至冬延
及八路, 民死者殆五六十萬, 故有是命). 전염병은 영조 치세 이후에도 간헐적
으로 계속되었으며, 1799년(정조23)에도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12만 8천
명에 이른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영조실록, 권70 영조 25년 12월 4일 무인
(戊寅)(조선왕조실록 DB); 조광, ｢19세기 민란의 사회적 배경｣, 19세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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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자연재해는

필연적으로 전염병과 기근 등의 문제를 야기하여 민중들에게 큰 부담과

피해를 주었다.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전염병과 자연재해는 요괴들의

작란에 의한 것으로 설정되는데, 작중에서 요괴들의 파괴적인 힘과 그에

대한 두려움은 전염병과 자연재해가 야기하는 황폐한 삶에 대한 민중들

의 두려움을 투영한 것으로 보인다.366) 전염병과 자연재해에 대한 단위

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인물들의 비범한 능력을 강조하는 차

원에서 설정되지만, 그 이면에는 전염병과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는 민

중들의 삶을 포착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외에도 <명주보월빙> 연작은 여성인물의 수난을 그리는 과정에서

고리대금과 관채로 인한 폐해를 포착한다.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정월

염은 모친[문양공주]에게 버려진 후 채민 부부에게 양육되지만, 채민이

일찍 죽은 뒤 관채를 갚지 못하자 양모와 함께 북해 지역으로 도주한다.

하지만 관문(關門)에서 이들을 추적하던 관병들에게 붙잡히고 이들 모녀

는 타향 땅에서 하옥될 처지에 놓인다. 다행히 이들은 부모를 찾아 유랑

하던 윤성린의 도움을 받아 관채를 갚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만 이번

에는 고리대금의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세간과 식정(食鼎)까지 빼

앗기고 급기야 정월염은 빚을 갚기 위해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녀가 종

살이를 하며 지내는 관서지역은 전염병이 크게 돌고 요괴의 작란이 횡행

하며, 인심이 극악해 부자간의 인륜을 버리고 부부가 서로 잡아먹는 아

비규환의 장으로 묘사된다. 정월염의 수난은 제대로 된 삶을 꾸리기 위

해 노력하던 민중들의 노력이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 삶의 의지를 상실하

게 했던 조선후기 사회상의 한 단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표면적으로 조화로운 세계 속에서 가문의 번영

전통사회의 변모와 민중의식,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197∼200
면).

366) 김성룡은 <장인걸전>, <김원전> 등에 나타난 요괴의 환상이 성에 대한
당대인들의 억압된 공포를 드러내는 인식적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한 바 있는
데, 요괴가 전염병과 자연재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양상 역시 전염
병과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심이 요괴에게 투영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김
성룡, ｢고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구 15, 한국고소설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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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가하던 전성기 소설들의 경향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

에는 가문의 쇠락에 대한 불안감과 선량한 인물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회의, 전염병과 자연재해 및 사회제도의 문란에서 야기된 삶

에 대한 불안감과 좌절감이 드러난다. 이는 조선사회가 양란 이후 파괴

된 삶의 현장을 복구하고 재정비하며번영을 구가하는 가운데 점차 심화

되던 정치적 갈등과 제도의 문란, 거듭되는 재변(災變)으로 인한 불안감

과 무기력함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상 속에서 <명주

보월빙> 연작은 개인과 가문의 운명,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드러낸 작품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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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명주보월빙> 연작은 <명주보월빙>, <윤하정삼문취록>(총 205권)으

로 구성된 조선후기의 최장편 연작소설로서, 한글장편소설의 성취를 보

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본 논문에서는 <명주보월빙> 연작의 서사적

특징을 분석하고, 작품에 나타난 운명관과 초월계의 성격을 규명함으로

써 <명주보월빙> 연작이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 가운데 차지하는 위상

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논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명주보월빙>의 서사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세 측

면에서 고찰하였다. 첫째, <명주보월빙>은 가문 외적 서사에 집중해 외

부에서 바라본 윤・하・정 세 가문의 위상과 상징성을 선명하게 부각시

킨다. 그 결과 세 가문의 서사는 각각 ‘충효라는 이념적 상징성’이 부각

되거나[윤부], ‘정치적 부침’으로 인해 명철보신을 중시하고[하부], ‘우도’

를 실천하며 명문가를 실현하는[정부] 서사로 집약된다. <명주보월빙>에

서 세 가문의 서사는 서로 다른 화두를 지닌 채 독자적인 서사를 구축하

며, 각각 뚜렷한 개성을 보임으로써 작품 내에서 서로 다른 상징적인 위

상을 지닌다. 둘째, <명주보월빙>은 규범적 인물과 탈규범적 인물을 대

립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이념과 욕망을 조명한다. 작중에서 규범적 인

물이 유교적 이념을 충실히 체화하고 권도를 통해 대의명분을 수호하였

다면, 탈규범적 인물은 욕망이 좌절된 후 다시 규범 내에 수용되거나 징

치됨으로써 당대의 강고한 현실 규범을 드러낸다. 셋째, <명주보월빙>에

서 초월적 존재는 운명의 인도자로서 신성성이 강조되며, 초월계는 환생

과 참회를 통해 삶의 회복을 이끄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제Ⅲ장에서 <윤하정삼문취록>의 서사적 성격을 고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하정삼문취록>은 윤・하・정 세 가문의 가문 내적 서사

에 집중하여, ‘종통계승과 원비에 대한 관심’[윤부], ‘효와 애정의 대립 및

은원의 해소’[하부], ‘여성수난과 인친가의 포용’[정부]이라는 가문 내부의

문제에 주목한다. 특히 <윤하정삼문취록>의 서사는 전편인 <명주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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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 서사적 지속성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둘째, <윤

하정삼문취록>에서는 규범과 탈규범, 선과 악의 경계에 선 ‘경계적 인물’

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인다. 규범적 인물과 탈규범적 인물들이 이념을

강조하는 한 축을 담당한다면, 경계적 인물들은 어느 한쪽으로 정의할

수 없는 다면적인 인물 형상을 보여준다. 셋째, <윤하정삼문취록>에서

초월계는 전편에 비해 좀 더 속화된 경향을 보인다. <윤하정삼문취록>

에서 초월적 존재들은 중심인물들의 뛰어난 자질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

적 존재로서 기능하는 측면이 강화되며, 초월계의 작용은 환생 등을 통

해 서사에 개연성과 흥미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제Ⅳ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명주보월빙> 연작의 운

명관과 유교규범이 결합하는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개인

의 운명과 가문의 운명, 사회적 규범과 초월계의 조응이라는 세 가지 측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명주보월빙> 연작은 개인의 운명이 유교

적 이념과 강하게 결합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작중의 인물들은 대체로

운명을 인정하되, 수동적으로 운명에 순응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적극적

으로 자신의 운명에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대의

유교이념을 추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유교규범 하의

젠더 질서에 의해 남성과 여성의 삶과 운명이 분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명주보월빙> 연작은 윤・하・정 세 가문의 부상과 시련, 재도

약을 다룸으로써 각 가문이 국가와 사회집단 속에서 그 운명을 지속하는

것에 관심을 기울인다. 가문의 운명은 가문구성원들의 화합을 통한 내부

적 결속과 국가와 사회집단 속에서의 번영과 지속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

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역모 혐의 등 부정적인 과거를 가진 가문의 경

우, 신원과 빈민 구제 등을 통해 명예를 회복함으로써 국가와의 관계 속

에서 가문을 지속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것은 가문구성

원들의 노력을 통해 가문의 운명을 적극적으로 꾸려가고자 하는 태도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초월계는 현실 투사체로서의 성격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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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며, 초월계의 작용은 ‘유교규범과의 긴밀한 조응’ 및 ‘초현실적 소망의

반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선명하게 부각된다. 전자의 경우, 초월계

는 유교적 이념을 수호하고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종법제를 옹

호하는 방향으로 서사를 추동한다. 또한 반란 진압 등을 중심으로 화이

론적 국가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보수적인 의식이 표출되기도 한다.

한편 후자의 경우, 초월계는 ‘환생’과 같은 서사장치를 통해 죽음과 그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식을 드러낸다. 특히 작품에 나타난 하

원경 삼형제의 환생은 자녀의 죽음이라는 참극을 겪었던 하진 부부를 위

로하기 위해 안배된 서사로서의 의미를 지니며, 가족회복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당대 향유층들의 의식성향을 엿볼 수 있다.

제Ⅴ장에서는 <명주보월빙> 연작의 소설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명

주보월빙> 연작은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창작경향과 특징을 잘 반영

하는 동시에 독자적인 변화를 모색한 작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

닌다. 첫째, <명주보월빙> 연작은 전편과 후편이 상호의존적인 연작관계

를 보임으로써, 연작을 통해 서사적 지속성이 강화되는 한 경향을 보인

다. 이것은 전편과 후편이 연작을 이루면서도 각각 독립적인 작품으로서

존재하는 다른 연작소설들과 대별되는 부분으로서, <명주보월빙> 연작

의 특징을 보여준다.

둘째, <명주보월빙> 연작은 ‘삼문록과 삼대록의 복합양식’을 완성하였

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명주보월빙> 연작의 삼문록 구조는 윤・
하・정 세 가문의 개성적인 서사를 구축하고 각 가문에 상징성을 부여함

으로써 작품의 서사를 더욱 입체적으로 부각시킨다. 또한 삼대록 구조는

삼문록 구조를 통해 형성된 세 가문의 중요한 화두가 자손 세대에도 여

전히 유효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전편과 후편의 긴밀

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처럼 삼문록과 삼대록의 복합양식은 한글장편소

설이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한 산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명주보월빙> 연작은 삶과 운명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드러낸

다. 조선후기에 전개된 운명론은 현실의 모순과 제 문제들에 대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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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민하고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전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운명을 인정하되 인간의 노력을 함께 강조하는 관점이 부상하였다. <명

주보월빙> 연작은 조선후기에 전개된 운명론의 흐름이 소설과 호응하는

것을 보여준 작품으로서도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명주보월빙> 연작은 당대 향유층들에게 잠재된 불안의식을 드

러낸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표면적으로 조화로운 세계 속에서 가문의

번영을 구가하던 전성기 소설들의 경향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문의 쇠락에 대한 불안감과 선량한 인물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는 것에 대한 회의, 전염병과 자연재해 및 사회제도의 문란에서 야기

된 불안감과 좌절감이 드러난다. 이것은 양란 이후 점차 심화되던 정치

적 갈등과 제도의 문란, 거듭되는 재변으로 인한 불안감과 무기력함 등

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이러한 사회적 제 현

상 속에서 개인과 가문의 운명 및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드러낸 작품

으로서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명주보월빙> 연작의 서사적 성격

을 분석하고, 개인과 가문의 운명이 초월계 및 현실의 유교규범과 어떻

게 조응하는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명주보월빙> 연작은 한

글장편소설의 성취를 계승하는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한 작품으로

서, 당대 향유층들의 삶과 운명에 대한 고민을 형상화 한 작품이라는 점

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명주보월빙> 연작은 무궁무진한 연구주제를 지닌 매력적인 작

품이기도 하다. 특히 <명주보월빙> 연작에서 보이는 ‘죽음’은 여전히 문

제적이며, 다른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를 좀 더 본격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외에 연

작의 존재 양상과 관련하여 파생작인 <엄씨효문청행록>과의 관계 및

<현몽쌍룡기> 연작 등 파생작을 남긴 다른 연작소설들과의 비교 연구도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실상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

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충함으로써 조선후기 한글장

편소설의 연작 연구를 구체적으로 고구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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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yeong-ju-bo-wol-bing(明珠寶月聘) series is the longest

series novel(total of 205 volumes) in the late Choseon Dynasty. The

series, consisting of Myeong-ju-bo-wol-bing(明珠寶月聘) and

Yun-ha-jeong-sam-mun-chwi-rok(尹河鄭三門聚錄), is a representative

work that shows the achievement Korean classical novels attained.

Through the narratives of three families ― Yun, Ha, and Jeong

family, the Myeong-ju-bo-wol-bing series focuses on how the actual

Confucian norms affect on the fate of individuals and families, and

thereby highlights the issues of life and fate. This dissertation

attempted to analyze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Myeong-ju-bo-wol-bing series, and investigate the view of fate and

the nature of the transcendental world expressed in the work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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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of this disserta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II,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Myeong-ju-bo-wol-bing are considered from three aspects as

follows. First, in Myeong-ju-bo-wol-bing, the narratives of the three

families tend to emphasize public aspects such as the external

prestige and symbolic importance of the families. This tendency is

intensely revealed in each narrative. The ideological symbols of

loyalty and filial piety are emphasized in the narrative of the Yun

family. The narrative of the Ha family stresses political trials and

overcoming. The narrative of the Jeong family displays this tendency

in that the family remains to be a prestigious family by placing value

on faithfulness. Second, Myeong-ju-bo-wol-bing shows the ideology

of the era and the desires against it by highlighting the normative

and non-normative figures in contrast. Third,

Myeong-ju-bo-wol-bing presents the transcendental world as a

sacred space where the fate of human beings is governed, and the

transcendental being is highlighted as a guide of fate.

In Chapter III, th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Yun-ha-jeong-sam-mun-chwi-rok ar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the narratives of the three families in

Yun-ha-jeong-sam-mun-chwi-rok focus on continuation and

prosperity of family, looking into the internal issues of the families

such as succession issues, conflicts between filial piety and love, and

suffering of women.

Second, Yun-ha-jeong-sam-mun-chwi-rok highlights ‘liminal

figures’ who stand on the boarder between conformity and deviance,

between good and evil. Thereby it captures complex and subtle

aspects of human beings in reality and formalizes multifaceted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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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in Yun-ha-jeong-sam-mun-chwi-rok, the transcendental

world tends to function as a means of emphasizing the performance

of the main characters, and the action of the transcendental world

enhances probability and interest to the narrative through methods

such as reincarnation.

Chapter IV examines how the view of fate and the Confucian

norms are combined in Myeong-ju-bo-wol-bing series based on the

previous analyzations. This can be viewed from three aspects:

‘personal fate’, ‘destiny of family’, and ‘correspondence between social

norms and the transcendental world’. First, in terms of personal fate,

the Myeong-ju-bo-wol-bing series shows how fate of individual is

strongly combined with Confucian ideology. Although the characters

in the work generally accept their fate, they do not passively conform

to or avoid but actively approach their own destiny, which results in

following the Confucian ideology of the time.

Second, the Myeong-ju-bo-wol-bing series deals with the rise,

trials, and another leap forward of the three families to show how

each family continues the destiny in the state and society. The

destiny of the family can be understood from two aspects: the

internal solidarity through the harmony of the family members, and

the prosperity and continuity in the state and society. This shows

that the destiny of a family can be changed depending on the efforts

of its members, and is related to the activeness to shape their own

destiny.

Third, in the Myeong-ju-bo-wol-bing series, the transcendental

world acts as a projection of reality, reflecting and protecting the

social norms of Confucianism. Simultaneously, the transcendental

world functions as a narrative device that fulfills the surreal desires

of human beings such as 'reincarnation'. It therefore reflec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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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s and consciousness of the readers of the time, which gives

importance to this work.

Chapter V examin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Myeong-ju-bo-wol-bing series. While reflecting the tendency of

creation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novels in the late Choseon

Dynasty, the Myeong-ju-bo-wol-bing series pursues changes in its

own way as well. This work has following significances. First, the

Myeong-ju-bo-wol-bing series shows a tendency to strengthen the

narrative continuity through the series by establishing interdependent

relationship between the first work and its sequel. This

interdependency distinguishes this series from other novel series in

that a preceding work and its sequel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in

most cases. This feature is meaningful as it reflects one aspect of

the writing trends of Korean novels in the late Choseon Dynasty.

Second, the Myeong-ju-bo-wol-bing series shows the sophisticated

lengthening method of Korean novels in late Choseon Dynasty

through the combination of Sam-mun-lok(三門錄, stories of three

families) and Sam-dae-rok(三代錄, stories of three generations). This

is meaningful as it shows that the Myeong-ju-bo-wol-bing series

constantly tried to change in order to find a new direction based on

the richly accumulated traditions of Korean classical novels.

Third, the Myeong-ju-bo-wol-bing series reveals concerns and

reflections about life and fate. The Myeong-ju-bo-wol-bing series

seemingly follows the trend of novels in their heyday when families

prospered in a harmonious world. On the other side, however, it

reveals the anxiety and frustration caused by the worries of decline

of the family, the skepticism about the reality that good people are

not rewarded, and the anxiety and frustration caused by epidemics,

natural disasters, and disturbances in the social system.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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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eong-ju-bo-wol-bing series is a significant work that reveals

concerns about the fate of individuals and families, as well as life

and death amidst these social phenomena.

To conclude, Myeong-ju-bo-wol-bing series is a remarkable work

that attempts new changes while inheriting the achievements of

Korean classical novels in the late Choseon Dynasty, and also

represents the interests and concerns about lives and fates of the

readers at th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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