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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

<하진양문록>의 서술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간 고전소설의 전지적 서술자에

결부된 통념 하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적 특징들을

새롭게 드러내고자 하였다. 나아가 각 작품이 지닌 서술의식의 변전을 통시적

으로 살피고, 그 특유의 소설미학을 미시적 서술의 층위에서 규명하면서 한글

장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Ⅱ장에서는 서사학의 이론적 흐름을 검토하며 연구의 시각을 설정하였다. 이

러한 이론적 검토 위에서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텍스트와 독자를 매

개하는 구체적인 양상 및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면

서 한글장편소설에서 특정한 서술의 방식이 촉진된 까닭을 탐구하고 이를 정당

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글장편소설이 조선후기에 창작되고

향유된 역사적 장르종인 만큼, 소설의 창작과 수용을 둘러싼 당대의 사회문화

적 맥락을 고려하며 텍스트의 형식적 특징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역사적 서사학

의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Ⅲ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 양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살펴보

았다. 구체적으로는 서술자가 소급 서술을 통해 하나의 사건에 관한 여러 인물

들의 입장을 부각시키는 양상, 내면 서술을 통해 인물들 간의 미묘한 역학을

드러내는 양상, 정보 제한을 통해 독자들의 몰입을 유도하고 감각적으로 장면

을 형상화하는 양상, 논평을 통해 독자들의 수용 방식을 조정하는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중심가문의 남성인

물 외에도 가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인물들에게 두루 조명을 비추며, 인물

의 내면과 관계의 역학에 특히 기민한 관심을 기울이고, 서사의 정보량을 조절

하여 독자들의 몰입을 유도하며, 독자들과의 이념적 유대를 도모하면서도 독자

들의 적극적인 향유와 참여를 자극하는 등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보였다. 이

와 같이 서술자에 주목한다는 문제의식을 통해 가시화되는 서술적 특징들을 면

밀히 살핌으로써 본고는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에 관한 이해를 보다 정교화 할

필요를 확인하였다.

Ⅳ장에서는 그 이해의 한 시도로서, 한글장편소설의 제작경위 대목을 중심으

로 각 작품의 서술의식을 비교 분석하며 그 차이의 의미에 대해 논하였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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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한글장편소설의 제작경위 대목에서 작품의 내용이 실존 인물들에 대한 사

실적인 기록임을 주장하는 ‘가상작가’의 형상을, 작가와 서술자를 분리하고 작

가와 작품 사이에 안전한 미학적 거리를 설정하면서 한글장편소설의 장르적 규

약을 마련한 장치로서 재해석하였다. 또한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훔쳐보거

나 훔쳐듣는 인물들, 목격자나 소문 등은 가상작가의 ‘전지적’ 서술을 합리화하

는 장치로 활용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때 네 작품의 제작경위 대목에는 일

정한 차이가 나타나는바, 본고는 이러한 차이를 한글장편소설이 생산되고 향유

되는 사회문화사적 맥락과 결부지어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사의

전개과정은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이 변용되는 가운데 다종다양한 흐름들이 병

존하는 다면적인 형태로 이해될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본고는 가상작가가 표

방하는 서술의식이 서술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종의 문체적 제약으로서

기능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실존하였던 인간들의 역

사를 기록하는 역사기록자를 표방하는 과정에서, 소설의 인물들이 현실적 인간

에 가깝게 형상화될 수 있었다고 논하였다.

Ⅴ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소설미학을 서술의 층위에서 재발견하면서 한글

장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화하고자 시도하였다. 동

시대 향유된 다른 서사장르들에 비해 한글장편소설에서는 구체적인 관계적 갈

등을 겪고 조정해나가는 인물들의 심리 변화가 세밀하게 서술된다. 본고는 서

술자의 섬세한 시선과 세세한 서술을 통해 가문 내 구성원들 간의 역학 관계가

사실적으로 재현되는 한편, 인물들이 겉과 속이 다른 입체적이고도 복잡한 존

재들로 형상화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특히 이러한 서술을 통해 여성인물이 복

합적 관계망 안에서 기민하게 처신하거나 자신의 내적 갈등을 감추고 적절히

타협하거나 때로는 은밀한 저항 심리를 내보이기도 하는 입체적인 존재로 형상

화될 수 있었으며, 이는 다양한 서사장르 가운데에서도 한글장편소설이 상층

여성 독자층에게 호소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한글

장편소설의 소설미학을 당대 독자들의 삶의 맥락과 결부시켜 해석하고, 네 편

의 한글장편소설이 내면 서술을 활용하는 다기한 양상을 분석하면서,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이 수 세기에 걸쳐 생산되고 향유되는 가운데 그 미학을 다각적으

로 발전시켜온 역동적 장르임을 보였다.

주요어 : 한글장편소설, 서술자, 서술의식, 서술미학,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 하진양문록

학 번 : 2016-3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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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목적

본 연구는 서술자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의식을 분석하고, 그

서술미학을 새롭게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의 소설

사적 의의를 형식론의 차원에서 재평가하고자 한다.

사대부 여성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는 점에서 규방소설이라고도 불렸던 한글장

편소설은, 연구사 초기에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과 교화의 수단으로 출현하였다거나

유교의 삼강오륜(三綱五倫)에 관한 교양서 및 교과서로서 기능하였다는 등 대체로

텍스트에 내재된 이념적 성격이 주목되었다.1) 특히 삼대록(三代錄)·양문록(兩門錄)·

세대록(世代錄) 등의 소설 구성이 가문창달 의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 장르를

17세기 중후반 이후 조선사회 전반의 가족체계 변화 및 사회 변동과 연동하여 해석

하는 논의 또한 다수 제출되었다.2) 이러한 연구들은 한글장편소설의 내용적 형식적

특성을 조선후기 사회의 유교 가부장제적 성격과 연관지어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소설의 향유적 측면보다는 창작 및 전파의 의도에 주목하여 한글장편소설의 성격과

그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 시각은 현재에 이

르러서도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이후로는 한글장편소설 연구에 있어 중요한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

졌던바, 독자층의 수요에 부합하며 향유되었던 통속적 장르로서 한글장편소설을 재

조명하는 논의가 그것이다.3) 한글장편소설이 지닌 문화적 향유물로서의 성격이 강

조됨으로써, 문화 향유의 주체로서 상층 여성 독자들의 존재가 보다 부각되는 한편

1)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 동방학지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김진세, 낙선재본 소설의 특성 , 한국학14,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2) 장효현, 장편 가문소설의 성립과 존재양태 , 한국학14,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이수봉, 한국가
문소설연구, 경인문화사, 1992;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태학사, 1996; 이승복, 고전소
설과 가문의식, 월인, 2000; 조광국, <소현성록>의 별열 성향에 관한 고찰 , 온지논총7, 온지학
회, 2001; 김종철, 17세기 소설사의 전환과 "가(家)"의 등장 , 국어교육112, 한국어교육학회,
2003;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임치균,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 한국고전연구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조광국, <유씨삼대록>
가문창달 재론 , 한중인문학연구20, 한중인문학회, 2007;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
의 이면: 반복서술을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27, 한국고소설학회, 2009a; 정선희, 17세기 후반 국
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소현성록>연작을 중심으로 , 배달말45, 배달말학회, 2009a. 한
편 한글장편소설의 ‘가문소설’로서의 성격을 비판적 관점에서 재론한 논의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
할 수 있다.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 고소설연구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서정
민, 가권(家權) 승계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지향 , 국문학연구30, 국문학회, 2014.

3) 정병설, 고소설과 텔레비전드라마의 비교 , 고소설연구18, 한국고소설학회, 2004; 이지하, 조선후
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 고소설연구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주형예, 19세기 한글통속
소설의 서사문법과 독서경험-여성이야기를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이지
하, 18세기 대하소설의 멜로드라마적 성격과 소설사적 의미 , 국제어문66, 국제어문학회, 2015a;
이지영, 통속문화의 맥락에서 접근한 고전소설 교육의 방향 , 국문학연구38, 국문학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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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장편소설을 적극적으로 향유하였던 향유층의 욕망이 텍스트의 해석과 평가 차

원에도 본격적으로 기입되기 시작하였다.4) 텍스트로부터 능동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내는 주체로서 여성 독자들을 재해석하는 시각으로의 전환은, 한국문학 연구 전반

에 걸쳐 이루어진 이른바 문화 연구(cultural studies)로의 전회와도 연관을 지니는

한편,5) 조선후기 여성들을 가부장제 유교 사회의 희생자로만 파악하는 것을 넘어

그 시대적 조건과 교섭하며 살아갔던 행위자로서 재인식하려는 시각의 변화와 긴밀

하게 결부되어 진행되었다.6) 이러한 연구시각은 상층 사대부의 가문의식이나 여성

에 대한 유교적 교화와 같은 이념적 성격만으로 충분히 포섭되지 않는 한글장편소

설의 특질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주목하며, 한글장편소설에 관한 기존의 이해를 갱

신해왔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 또한 후자의 연구사적 흐름과 맞닿아있다. 여러 가문과 여러

세대에 걸친 다수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복잡하게 얽힌 사건들을 전개하는 방대한

분량의 서사장르가 어떻게 독자들에게 흡인력과 호소력을 발휘하며 수 세기에 걸쳐

장르적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특정한 의도 하에 위에서 아래로 전파되었던

이데올로기의 매개물로서, 혹은 조선후기 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반영물로서 한글장

편소설을 설명하는 시각은 분명 일정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만으

로는 17세기에 출현한 한글장편소설이 수 세기에 걸쳐 꾸준히 창작되고 읽힐 수 있

었던 장르적 생명력이 충분히 해명되지 못하는 듯하다. 한글장편소설과 같이 방대

한 분량의 서사가 어떻게 독자들을 매혹시키며 20세기까지 꾸준히 향유되고 애호될

수 있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탐색되어야 할 중요한 문학사적 질문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기왕의 연구들은 대체로 한글장편소

설의 내용적 측면에 주목해왔으나, 본고는 소설의 형식적 측면에도 주목이 필요하

다고 본다. 즉, 한글장편소설이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며 긴 서사의 전개 내내 독

자들을 붙들어두기 위해 활용한 서술기법의 차원을 적극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4) 차충환, 고전 국문장편소설 향유자들의 작품 수용의식 연구 , 국어국문학149, 국어국문학회,
2008; 이경하, <하진양문록>의 애정갈등과 여성독자의 자기검열－남자주인공을 위한 변 , 인문논
총65,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1; 주형예, <유씨삼대록>의 감정 규칙과 독서 경험 , 열상고전연
구34, 열상고전연구회, 2011; 정혜경, 투기(妬忌)문화의 생산과 유통 채널, 한글장편소설 , 한국고
전여성문학회34,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17; 이지하, 조선후기 상층가문의 성(性)문화와 ‘연애’의
발견: <하진양문록>을 중심으로 , 반교어문연구52, 반교어문학회, 2019.

5) 문화연구는 소위 문학적 가치가 있는 정전 연구를 특권화하지 않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를 ‘의미
의 실천’ 측면에서 동등하게 다루면서 기존의 문학연구의 전제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심문하는 작업
으로, 한국문학 연구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주요한 흐름으로 등장하였다. 이인규, 문화연구로서의
문학연구 , 안과 밖1, 영미문학연구회, 1996; 이지양, 문화적 관점의 고전문학연구, 그 본질과 전
망 , 민족문학사연구37, 민족문학사학회, 2008; 강상순, 문화연구의 비판적 성찰 , 민족문화연구
5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0.

6) 이는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에서 이루어진 관점의 전환과도 관련된다. 기왕에 조선시대 여성들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희생자’로 이해되었으며 그들이 유교를 수용하고 내면화한 과정은 ‘교화의
증표’로서 이해되었으나, 2000년대 이후 동일한 현상은 여성 스스로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
적 수용으로 새롭게 해석되는 등 연구 시각의 대전환이 이루어졌다. 김정원, 북미에서의 조선시대
여성사 연구 동향 , 역사와 현실91, 한국역사연구회, 2014; 정해은, 한국여성사의 동향과 전망 ,
한국문화연구2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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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근래 한글장편소설의 형식 논의는 내용 논의에 비해서는 비교적 침체되

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기왕에 한글장편소설의 형식적 특질에 주목한 연구는 대체

로 그 방대한 분량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어 왔다. 연구사 초기부터 그 거질(巨帙)의

분량이 주목받기도 하였거니와,7) 국내 학계에 구조주의가 본격 소개된 이후로는 구

조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작품의 구조를 분석하여 그 의식층위를 도출하는 연구들이

잇따라 제출되기도 하였다.8)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한글장편소설의 장편화 원리를

비롯한 주요 창작기법이 밝혀지고 한글장편소설들 간의 의식성향과 그 향유층의 차

이가 섬세하게 분석되는 등 주요한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텍스트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며 세부적인 서술이 이루어지는 양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논의는 여전히 찾아보기 어렵다.

한글장편소설의 서사구조뿐 아니라 세밀한 부분에 관해서도 꼼꼼한 해석이 이루어

져야 한다는 오래된 문제제기는 여전히 연구사적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9)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형식 논의가 보다 미시적이고도 세부적인 서술의 차원으로

확장 및 심화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한글장편소설에서 형식과 의미의 결탁이 얼

마나 잘 달성되었는가를 따져보고 평가하는 작업 또한 긴요하다고 판단한다.10) 이

와 더불어 서사의 형식에 관한 이론적 흐름을 갈무리하고 연구의 시각을 정립한 위

에서 한글장편소설의 형식 논의를 보다 본격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11)

이에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형식적 특징을 미시적인 서술의 차원에서 구체적으

로 분석하고 그 서술미학을 본격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서술자는 서사에 관한 모든 것(존재, 상황, 사건 등)을 전달하는

텍스트 내 행위자로서, 작가와 독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매개하여 텍스트의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같은 내용일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서

술하는가와 관련된 서술의 방식은 무한히 다양하며, 그에 따라 독자의 수용 방식은

현격하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서술자에 관한 분석은 소설의 형식 분석인 동시

에 내용 분석일 수밖에 없으며, 서술자의 서술의식에 관한 분석은 궁극적으로 소설

의 미학적, 인식론적 기반에 관한 연구로 연결 및 확장된다.12)

7) 정병욱, <낙선재 문고 목록 및 해제>를 내면서 , 국어국문학44-45, 국어국문학회, 1969; 김진세,
앞의 글, 1991, 18면. 관련하여 17세기 중후반 최상층 사대부들이 물질적 풍요의 토대 위에서 ‘문화
사치품’으로서 장편의 소설을 향유하는 것이 여가문화이자 가족문화였다는 등 그 거질(巨帙) 형식
의 출현을 사회문화사적 토대 위에서 해석하는 논의가 제출되었다. 정길수, 17세기 장편소설의 형
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50-82면; 신재홍, 김만중 소설의 여성 인
물 형상에 끼친 가족 문화의 영향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1.

8) 이상택, <명주보월빙>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송성욱, 앞의 책; 정길수, 위의 글;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9) 송성욱, 한국 대하소설의 미학, 월인, 2002, 93면.
10) ‘형식과 의미의 결탁’이란 표현은, 17세기 장편소설이 “형식과 의미의 결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
다고 평가한 최기숙의 연구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8, 310면. 근래 한글장편소설 연구에서는 형식과 의미의 결탁을 ‘평가’하는 작업은 찾아
보기 어려운바, 대부분의 연구는 ‘내용’ 연구에 편향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식에 관한 분석이 이루
어지더라도 이는 내용에 관한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동원되는 실정이다.

11) 이에 관해서는 Ⅱ장에서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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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글장편소설 연구사에서는 서술자에 관한

본격 연구가 시도된 바 없다. 서술의 유형 분류 등의 규범적 논의를 한글장편소설

이라는 사례에 적용하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작품에 나타난 서술방

식에 주목하여 서술을 통해 발생하는 맥락적 효과와 그 의미 작용 등을 기술적으로

분석해나가며 한글장편소설의 실상에 접근해나간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실상 한글장편소설뿐만 아니라 고전소설 연구 전반에서도 서술자에 관한 본격

연구를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이는 내용에 대한 관심에 비해 형식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고전소설 전반의 연구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혹은 고전소설

연구에서조차, 고전소설의 서술자는 명백히 전지적 서술자이므로 그 세부적인 서술

의 양상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암묵적으로 전제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다. 이러한 진단이 사실이라면, 전지적 서술자라는 개념은 고

전소설에 나타나는 서술의 제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은폐하고

비가시화하는 데 활용되어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하겠다.

한편 이러한 연구의 현황은 현재 한국소설 형식론에서 통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

는 목적론적 이행도식과도 무관하지 않은 듯 보인다.13) ‘고전소설에서 근대소설로,

전지적 서술에서 제한적 서술로’의 도식적 이행구도는 고전소설의 전지적 서술자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과 전망을 결여한’, ‘절대적 가치판단에 맹종하는’, ‘비이성

적이고 비합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한편, 근대소설의 제한적 서술에는 이에 반대

되는 가치를 부여하면서 성립되어왔다.14) 이렇듯 근대를 특권화하는 인식론 하에서

12) 이 단락에서 서술자에 관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S. 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
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 로버트 숄즈·로버트 켈로그·제임스 펠란, 임병건 역, 서사문학의
본질(40주년 기념 수정증보판), 예림기획, 2007, 369면; Mieke Bal, Narratology: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Narrative,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2017.

13) 이러한 이행 도식은 한국문학사 서술에서 으레 확인되는 목적론적 시각과도 무관하지 않은바, 소
영현은 한국문학사 기술은 앞선 것과의 단절을 통해 새로운 문학적 경향이 등장한다는 식으로 기
술된다면서, 이를 한국문학, 한국문화, 나아가 한국사를 지배하는 “과도한 진보주의에 대한 신념”이
라고 평하였다. 소영현, 문학사의 타자들을 돌아보다 , 천정환 외 편저, 문학사 이후의 문학사,
푸른역사, 2013, 103면. 물론 고전소설 연구도 이러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관련하여 고전
소설 연구에서의 근대주의적 시각 및 소설중심론에 관한 반성적 고찰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정출헌, 고전소설 연구의 몇몇 국면에 대한 반성적 고찰 , 한국문학연구3,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연구소, 2002; 조현우, “초기소설사”에서의 역사와 허구의 관련 양상 , 
고소설연구24, 한국고소설학회, 2007. 이때 기왕의 단절론적 이행구도를 벗어난 새로운 이해를 모
색하는 데 있어, 구술성과 기록성의 이분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구술성과 기록성을 ‘연속체’로 이해
하면서 그 상호작용 속에서 ‘겹침’과 ‘혼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잭 구디(Jack Goody)의
견해를 발전적으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나수호, 구술성과 기록성의 관계에 대한 영어권 학자
들의 초기 탐구에 대한 소고 , 구비문학연구38, 한국구비문학회, 2014.

14) 권영민은 고전소설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화자가 모든 것을 서술하기 때문에 서술상의 시점
에 대한 인식은 중시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당대인들이 ‘사물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인식
과 전망을 지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합리적인 주체가 확립되지 못한 시대의 서사 양식에
서 볼 수 있는 담론적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고전소설에는 서술자나 시점이 중요하지 않
았으며 시점에 대한 자각 자체가 부재했다는 정연희와 황도경의 논의, 고전소설의 서술자는 ‘설화
적 세계의 존재’이며 서술자의 전능성에 제한이 부과되면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서술자의
위치가 정립되었다는 이행구도를 수용하고 발전시킨 권보드래와 김윤진의 연구 등은 권영민이 제
기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권영민, 개화기소설의 문체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5; 권영민, 개화기 소설의 국문체와 '-ㄴ다'형 문장 , 새국어생활7, 국립국어연
구원, 1997;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Ⅰ, 민음사, 2010; 정연희, 근대 서술의 형성, 월인, 2005;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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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전지적 서술자는 소위 근대적 서술기법의 대타자이자 영원한

미달태로서 위치 지어질 수밖에 없었다.15) 이러한 구도는 고전소설에 관한 실증적

인 분석을 결여한 채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전

소설에 나타난 실제의 서술기법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시도 자체를 등한시하게끔

하는 담론적 효과를 발휘해왔다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극복될 필요가 있다. 전지적

서술자 기법이 현재까지도 ‘가장 전통적이고 영향력 있는 소설적 장치’로 남아있다

는 점을 고려할 때,16) 고전소설의 전지적 서술자에 대해서도 근대소설에 의해 극복

되어야 했던 전근대의 유산으로만 평가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그 실상을 면밀히 들

여다보고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재평가하려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은가 한다.17)

이때 고전소설 가운데 독특한 서술기법이 나타나는 예외적인 텍스트만을 선별적

으로 조명하는 것은 통념의 부분적 수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18) 오히

려 전지적 서술자를 활용하는 고전소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통해서만이

통념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논의의 지평을 재구성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다

고 본다. 본고의 연구대상인 한글장편소설은 소위 전지적 서술자를 적극 활용하는

소설이라는 점에서, 기왕의 통념과 실제 텍스트의 간극을 점검하며 서술자에 관한

논의의 지평을 재설정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심화하기에 적합한 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분류상으로는 동일하게 전지적 서술자를 활용하는 소설들 사이에

나타나는 서술상의 차이를 분석하는 작업이야말로 긴요하다고 생각되는바, 그 차이

를 섬세하게 식별하며 의미화하는 것이야말로 고전소설 서술자에 관한 논의의 지평

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전지적 서술자에 관해 덧붙는 부정적인 통념 및 특정한 서술방식을 이상

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인식 등과 비판적 거리를 확보하면서, 실제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다양하고도 복잡 미묘한 서술 양상 자체를 분석의 대상으로 끌어올려 서

도경, 문체, 소설의 몸, 소명출판, 2015; 권보드래,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 소명출판, 2002; 김윤
진, 1900∼1910년대 소설에 나타난 종결어미 ‘-ㄴ다'에 대한 고찰 , 상허학보49, 상허학회, 2017.

15) 김흥규, 근대의 특권화를 넘어서, 창비, 2013, 207면; 김만수, 옛이야기의 귀환, 강, 2020, 5-6면.
16) 김태환, 누가 말하는가: 서술자의 역사 , 문학과사회26, 문학과지성사, 2013; 김태환, 전지성과
서술 형식의 역사 , 카프카연구35, 한국카프카학회, 2016, 55면; 조너선 컬러, 조규형 역, 문학이
론, 교유서가, 2016.

17) 최시한에 따르면 전근대 서사양식과 근대 서사양식 간의 연속성을 살피는 시도는 현대문학 연구
에서도 꾸준히 이루어져왔으나, 이러한 시도들은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1910년대를
전후한 시기에 국한되어 진행되었으며, 인칭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중심으로 시기 구분을 하는 데
천착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 위에서 최시한은 20세기 이전의 서술형식
을 ‘일대기 형식’으로 명명하고, 20세기 이후의 작가들이 이를 어떻게 계승 및 개혁하여 “당대의 현
실적 문학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모색”하였는지를 살폈다. 다만 그의 논의에서 20세기 이전의 서사
양식이 하나의 범주로 묶여 그 내부적 차이나 통시적 변전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20세기
이전의 서술형식이 ‘집단적이고 교술적’이며 ‘추상적 관념 위주’로 독자들을 ‘교화되어야 할 수동적
존재’로 가정하고 있다는 분석 등은 앞선 각주14에서 살핀 연구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최시한, 현
대소설의 형성과 시점 , 한국소설학회 편, 현대소설 시점의 시학, 새문사, 1996.

18) 고전소설 연구에서도 전지적 서술자로 일괄되지 않는 서술자의 변이, 시점의 활용 등에 주목한 연
구들이 왕왕 제출되어왔던바,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탈가문소설적 시각 또는 시점의 맹아 , 한국문화2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9a; 김
경미, <운영전>에 나타난 여성 서술자의 의의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2; 윤채근, 한문소설에 나타난 시선의 양상 , 어문논집53, 민족어문학회, 2006.



- 6 -

술자의 기능, 서술의식, 서술미학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때 한글장

편소설은 여러 가문과 여러 세대에 걸친 다수의 인물을 등장시켜 다양한 사건을 유

기적으로 엮어나가는 방대한 분량의 서사인 만큼 다채로운 서술 양상을 포함하고

있고,19)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 비교적 오랜 기간 창작 및 향유되어 왔으며 창작의

시점을 방증할 만한 주변 자료들도 다수 남아있어 그 변전의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

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20) 고전소설의 다양한 하위 장르 가운데에서도 서술자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본고는 한글장편소설 가운데 그 서술의 양상과 서술의식의 차원에서 주

목할 만한 특징을 보여주는 동시에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선정하여 서술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에 <소현성록>, <유

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 <하진양문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때 <소현

성록>은 17세기, <유씨삼대록>과 <옥원재합기연>은 18세기, <하진양문록>은 19세

기에 향유된 기록이 남아있는 만큼, 한글장편소설사의 통시적 흐름 속에서 서술 형

식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변화들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들 작품의 구체적인 서술 양상 및 서술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 등을 면밀히 분

석함으로써, 본고는 그간의 고전소설 연구가 주제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탓에

충분히 조명되지 못했던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적 특징을 새로이 드러내 보이고 한글

장편소설 특유의 서술미학에 관한 논의를 심화해보고자 한다. 특히 한글장편소설의

미학이 특수한 사회역사적 맥락 안에서 작동하였음을 가시화하면서 이를 정당하게

평가하고 역사화하고자 한다. 독자들을 끌어당기는 흥미로운 이야기로서의 한글장

편소설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서술방식에 대한 분석에서 시작하되, 궁극적으로는 한

글장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재평가하면서 한국소설 형식론에 새로운 시각을 제

시하는 데로 나아가는 것이 본 연구의 지향점이다.

2. 연구사 검토

고전소설 연구에서 형식 논의가 저조하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고전소설의 서술자

연구의 선편을 잡은 연구자는 김병국이다.21) 김병국은 구조주의 서사학을 참조하며

판소리 서사체의 특질을 문어체적 고전소설과 비교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문

어체적 고전소설의 서술자는 목소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흐르는 반면, 판

소리 서사체는 ‘서술자의 목소리와 시점, 인물의 목소리와 시점이 다양하게 조합됨

19) 조동일, 제4판 한국문학통사3, 지식산업사, 2012, 510-533면.
20) 정병설, 조선후기 장편소설사의 전개 , 양포 이상택교수 환력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한국 고전
소설과 서사문학上, 집문당, 1998a.

21) 김병국이 1979년 발표한 판소리의 문학적 진술방식 과 1981년 발표한 판소리 서사체와 문어체
소설 은 모두 한국 고전문학의 비평적 이해(서울대학교출판부, 2005)에 재수록되어 있으며 본고
는 해당 단행본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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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상호 침투 내지 공존’하는 특징을 지닌다. 이 연구는 초기 연구사에서 고전

소설 형식론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유형 분류를 통해 서술자에 관한 입론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고전소설이 문어체적 고전소설

과 판소리 서사체로만 대별되고, 문어체적 고전소설이 판소리 서사체의 특질을 부

각시키는 차원에서 동원되었다는 점은 문제적이다. 또한 판소리 서사체를 제외한

나머지 고전소설 전반을 일컫는 방식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사용된 ‘문어체적

고전소설’이라는 범주에도 재고가 필요하다. 그의 연구는 <홍길동전>과 <조웅전>

을 문어체 소설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분류 하에서라면 본고의 연구대상인

한글장편소설 또한 해당 범주 하에 일괄 포함된다. 그러나 한글장편소설을 이들 영

웅소설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실재하는 장르 간 차이가 고려되지 못하거니와, 각

장르의 고유한 서술적 특징을 설명하기에도 미진함이 남는다는 점에서 해당 범주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22)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반론을 제기하며 연구의 큰 그림을 그려야 했던 연구사 초

기와 달리, 현 시점에서는 보다 정교한 논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

다도 고전소설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르 간의 차이를 배제하거나, 각 장르 내

부의 통시적 변화를 배제함으로써 고전소설을 탈역사화하고 탈맥락화하는 인식론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전소설 내부에 다양한

하위 장르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지하면서도, 장르 간 비교 연구로 나아가기에 앞서

우선적으로는 개별 장르의 통시적 변전을 살피며 그 특질을 온전하게 규명하는 작

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한글장편소설 연구사에서 서술자에 관한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왔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비록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에 관한 본격적이고도 종

합적인 분석을 표명한 연구가 시도된 바는 없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자에 관한

논의가 꾸준히 축적되어왔던 만큼 이를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한글장편소설 말미의 ‘제작경위 대목’에 등장하는 ‘가상작가’와 서술자에

관한 분석을 결합시킨 논의, 둘째, 작품의 실제 서술 양상에 관한 분석을 통해 귀납

적으로 서술의식을 도출한 논의, 셋째, 주제론을 전개하는 가운데 해당 주제에 관한

서술자의 태도나 서술의식 등을 부분적으로 살핀 논의 등이 그것이다.

우선 첫 번째 흐름부터 살피고자 한다. 한글장편소설 말미의 제작경위 대목에 관

해서는 김진세와 이상택의 연구에 의해 그 분석의 시각이 정립되었다. 김진세는

<쌍천기봉>의 작품 말미에 작자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으나, 이는 사실 정보가

아닌 가탁(假托)의 방법임을 제시하며 이러한 방법이 출현한 까닭을 세 가지로 제

시하였다.23) 첫째, 당대 사회의 소설에 대한 기피와 경계로 인하여, 둘째, 상층의 횡

22) 이와 유사한 문제는 이후 연구사에서도 반복되었다. 이를테면 신태수는 <조웅전>, <주생전>,
<임진록>, <토별가>, <흥부전> 등을 토대로 고전소설의 ‘화자의 시점과 사물인식’을 분석하면서,
윤리적 당위론에 입각한 서술에서는 ‘집단적 시점’이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적 시점’
이 나타난다고 논하였다. 신태수, 고소설 화자의 시점과 사물인식 , 한민족어문학39, 한민족어문
학회, 2001. 그러나 해당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선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고, 작품의 일부분에서
도출한 특질들을 일반화하는 과정에서 각 작품의 장르적 특질 또한 고려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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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사회에 고발함에 있어 정면에 맞설 수 없기에, 셋째, 실제의 이야기처럼 들리

게 함으로써 강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등이 그것이다. 한편 이상택은 낙선재에

서 발굴된 한글장편소설이 중국의 번역이나 번안 소설이 아닌 조선의 창작물임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작품의 말미에 덧붙는 제작경위 대목에 주목하였다.24) 그는

<명주보월빙>을 비롯한 대다수의 한글장편소설이 작품의 말미에서 제작의 동기나

경위를 진술해놓는다면서, 이는 작가가 작품의 곳곳에 “그 얼굴을 드러내는 이른바

전지적 작가시점의 횡포”이자 고전소설 전반에서 발견되는 ‘보편적 현상’이라고 평

가하였다. 나아가 제작경위에 대한 서술은 작품의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종의

작품 전개 기법이라는 입론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는 한글장편소설 말미에서 작가와 창작경위가 제시되는 대목이 실제

의 사실 정보가 아니라 한글장편소설 특유의 작품기법임을 밝히고, 해당 기법을 당

대의 사회문화사적 맥락 안에서 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선구적 의의를 지

닌다. 다만 제작경위 대목을 고전소설 일반의 전지적 작가 시점의 횡포로 일축한

논의는, 해당 대목의 삽입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한 상세한 논의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의 횡포’라는 표현 또한

재고가 필요한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를 전지적 서술자로 규정하는 것과는 별개

로 서술자가 그 앎을 조절하여 서사를 끌고 나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면

이를 단순히 ‘횡포’로 치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후 이러한 시각을 계승하면서도 그 문제의식을 확장 심화한 연구들이 제출되어

왔다. 정병설은 <완월회맹연>의 제작경위 대목과 서사 전반의 서술을 관련지어 해

석하면서,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서술의식을 규명하였다.25) 그는 <완월회맹연>의

서술자가 근본적으로는 이야기꾼이면서 사관처럼 행세하는 ‘양면성’을 보이며, 이는

사실을 중요시한 당대의 문화의식과 결부되어 있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김동욱은

이러한 양면성 개념을 수용한 위에서, 19세기 소설 <임화정연>의 서술의식을 한글

장편소설의 사적(史的) 전개 속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는 <임화정연> 서술자에

게는 작품의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밝히려는 의지가 강하지 않고 도덕적 감계도 나

타나지 않는다면서, <임화정연>의 서술의식은 초기 한글장편소설에서 확인되는 역

사적 사실성과 규범적 포폄의식을 중시하는 역사기록자적 의식으로부터 분기되었다

고 평가하였다.26)

이상에서 살핀 논의는 한글장편소설 말미의 제작경위 대목을 작품기법으로 이해

하는 데에서 나아가 해당 대목에 관한 분석의 시각을 정립하고 그 이해를 심화하였

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특히 제작경위 대목과 실제 소설의 서술방식

사이의 연관성을 살피고, 제작경위 대목의 변화를 토대로 한글장편소설 서술의식의

통시적 전개과정을 분석하고자 한 시도는 서술자에 관한 본 연구에서도 계승 및 발

23) 김진세, 쌍천기봉 연구 , 관악어문연구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6.
24) 이상택, 조선조 대하소설의 작자층에 대한 연구 , 고전문학연구3, 한국고전문학회, 1986.
25) 정병설, 앞의 책, 1998.
26) 김동욱, 임화정연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a, 80-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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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 작품 말미에 등장하여

스스로를 작가로 밝히는 인물과 서술자를 개념적으로 분리하지 않은 지점은 재고가

필요하다. 제작경위 대목에 관한 분석이 긴요한 것과는 별개로, 제작경위 서술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인물과 텍스트 전반에서 서술 기능을 수행하는 행위자로서의

서술자를 동일시하는 오류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다수의 한글장편소설 말미에는

스스로를 작가로 밝히는 인물이 등장하여 제작경위를 밝히는 대목이 나타나곤 하지

만 이러한 대목이 부재하는 작품 또한 존재한다. 즉, 모든 서사 텍스트에 반드시 존

재하는 서술자와 달리, 스스로를 작가로 밝히는 인물은 작품에 따라 활용되거나 활

용되지 않을 수 있는 ‘작품기법’인 것이다.

다소간 모호하게 중첩되어 있는 두 개념을 분리하여 사유하기 위해서는 ‘가상작

가’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듯하다. 정병설은 작품 말미에 등장하는 작가 인

물을 가상작가로 개념화하면서, 허구적으로 꾸며진 가상작가는 ‘실제 작가’는 물론

이거니와 ‘서술자’와도 구별된다고 논하였다.27) 나아가 통상의 한글장편소설에서 가

상작가가 작품 말미에만 등장하는 것과 달리 <옥원재합기연>에서는 가상작가가 작

품의 중간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을 조명하면서, 이를 전지적 시점에서 탈피하여 인

물의 시점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서 새롭게 해석하였다.28) 한편 이지하는 <옥원재

합기연>에서 가상작가의 활용은 단순히 소설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독자

들로 하여금 소설을 하나의 대상으로 재인식하면서 현실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확

보하게 한다고 해석하였다.29) 또한 한길연은 <옥원재합기연>에서 제한적 시점의

단초가 보이고 있다면서, 이를 사전(史傳) 전통과의 결합을 통한 형식적 모색으로

의미화하였다.30)

위의 연구들을 통해 <옥원재합기연>의 문학사적 위상이 제고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가상작가와 서술자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탐구될 수 있었

다. 그러나 이 문제작에 관하여 제기된 다양한 해석과 평가는 한글장편소설의 형식

을 분석하는 시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해볼 지점을 남긴다. 이를테면 정병설은

고전소설에서 근대소설로 나아가는 도정을 상정한 위에서 <옥원재합기연>의 시도

를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옥원재합기연>의 예외적 성취를 강조하는 데에

는 유용하나, 여타의 한글장편소설에서 이루어진 시도들이 적실하게 의미화되지 못

한 채 남겨지고 고전소설에서 근대소설로의 발전론적 도식이 공고화되는 효과가 발

생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한편 이지하는 <옥원재합기연>의 실험적 성취를 인

정하면서도 그 완성도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평가는 형식에 관한

규범적 시각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또한 한길연

은 <옥원재합기연>의 실험적 성취를 분석하는 가운데 구술성이 강한 백화소설이

27) 정병설, 계축일기의 작가문제와 역사소설적 성격 , 고전문학연구15, 한국고전문학회, 1999b.
28) 정병설, 앞의 글, 1999a.
29) 이지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이하 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보고사, 2015에서 인용).

30) 한길연,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서사 양식 연구 , 고소설연구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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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성이 강한 문언소설의 영향을 받아 변화해나간 중국소설사의 발전구도를 참고

하였다. 그러나 <옥원재합기연>에는 오히려 전대의 한글장편소설에 비해 구술성의

흔적이 짙게 나타나기도 한다는 점에서 과연 해당 구도를 한글장편소설사의 맥락에

적용하는 것이 적실한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요컨대 위의 연구들을 통해 한글장편

소설의 서술자 분석에 있어 가상작가에 관한 분석이 긴요하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

었으나, 한편으로는 그 분석의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지의 문제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옥원재합기연>이 실제로 시도한 것과 성취한

것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작업과 더불어,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를 역사적

으로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각이 요청되는가에 관해 근본적인 사유

가 필요한 것이다.

이상 첫 번째 흐름에 속하는 연구들이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를 분석하는 데 있

어 작품 말미의 제작경위 대목에 주목하는 방법론적 특징을 공유하였다면, 다음으

로 살펴볼 두 번째 흐름의 연구들은 제작경위 대목은 논외로 둔 채, 작품의 실제

서술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한글장편소설의 서술 양상과 그 서술의식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특히 가장 이른 시기의 한글장편소설로 추정되어온 <소현성록>에 관

해서는, 작품에 나타난 ‘묘사’, ‘보여주기와 말하기’, ‘반복 서술’ 등의 구체적인 서술

양상에 주목하여 서술의식을 도출한 조혜란의 연구가 연이어 제출된 바 있다.31) 해

당 연구는 한글장편소설의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이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드러내며 형식 연구와 내용 연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만 <소현성록>에 대한 분석에 집중한 결과 해당 분석을 통해 도출된 특

질들이 과연 그 작품만의 특수성인지 다른 작품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르 일

반의 특징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점, 작품의 주요 대목인 제작경위 대목을

논외로 처리한 점은 아쉬움을 남긴다.

김문희는 개별 작품론 차원에서 한글장편소설 각각의 서술의식을 분석한 일련의

연구를 제출하면서도,32)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한글장편소설에 중층적 서술의식이 존재한다는 분석을 도출

하였다.33) 특히 후자의 연구는 여러 편의 작품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한글장편소설

에 관한 일반론을 시도해 개별 작품론이 지니는 한계를 방법론적으로 극복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만 한글장편소설이라는 장르의 ‘이중성’, 즉 여성들에 대한 교훈서

인 동시에 여성들의 욕망을 용인하는 오락적 독서물로서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여성의 덕을 강조하면서도 여성의 욕망을 반영하는 ‘중층적 서술’이 출현했다는 분

석의 경우에는, 한글장편소설이라는 장르에 관한 기존의 규범적 논의를 반복하는

순환론에 그칠 위험이 있다. 또한 논의의 과정에서 작품들 간의 차이와 장르의 통

31)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 한국고전연구13, 한국고전연구
학회, 2006;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 한국고전연구17, 한국고전연구학
회, 2008; 조혜란, 앞의 글, 2009a.

32) 김문희, <현몽쌍룡기>의 서술 문체론적 연구 , 고소설연구23, 한국고소설학회, 2007; <조씨삼
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 고소설연구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33)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중층적 서술의식 연구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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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적인 흐름에 대한 고찰을 배제한 채, 한글장편소설을 정태적인 장르로 의미화함

으로써 장르의 역동성을 드러내지 못한 점도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해서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을 ‘중층적’이라고 일반화하는 데에서 나아가, 각 작품

들의 서술의식 간의 차이를 보다 세밀하게 분석하며 통시적인 변전의 양상을 구체

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핀 두 번째 흐름의 연구들이 한글장편소설의 전반적인 서술 양상을

살피면서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서술의식을 귀납적으로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세 번째 흐름에 속한 연구들의 경우 특정 주제가 작품에서 어떻

게 형상화되는지를 분석하는 가운데 서술의 태도나 시각 등을 살피는 구도를 취한

다. 이를테면 남성인물의 폭력을 용인하는 서술자의 태도나 여성인물의 애정 욕망

을 긍정하는 서술자의 시선, 가부장제의 모순을 은폐하려는 서술자의 의식을 읽어

내는 등의 논의를 참고할 수 있는데,34) 대체로 한글장편소설의 이념적 성격을 밝히

는 데로 논의가 귀결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정

한 주제가 작품에서 다루어지는 방식을 분석하면서 ‘해당 주제에 관한 작가의 서술

의식’을 도출하는 구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주제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출되는 서술의식이란, 작품 전반을 아우르는 서

술자의 성격과 태도, 다시 말해 서술자의 서술 행위를 규정짓는 메타적인 층위에서

의 서술의식과는 그 층위를 달리하는 것이다.35)

이렇듯 서술의식에 관한 분석을 표방하는 연구들이 다수 축적되는 가운데에서도,

정작 서술자에 관한 본격적인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적이다. 이는

그간의 한글장편소설 연구사에서 텍스트와 독자를 매개하는 서술자의 서술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되며, 이를 통해 어떠한 서사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에 관

해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논의가 적층되어왔음을 드러내주기 때문이

다. 서술자에 관한 구체적 분석을 건너뛴 채 ‘특정 주제에 관한’ 서술의식을 추출하

는 데로 논의가 나아간 것은, 그간의 연구사에서 서술자가 그 자체로서 별도로 분

석이 필요한 연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해왔음을 방증한다.

34)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최호석, <옥원재합기연>의 남과 여 , 고전문학연구
23, 한국고전문학회, 2003;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 한국고전
연구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
각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a; 장시광,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 우리문학연구28, 우리문학회, 2009a; 장시광,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
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 어문논총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b; 정선희, <조씨삼대록>의 악녀 형
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b; 이지영, <화문
록>의 텍스트 형성 및 서술시각에 대한 고찰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김동욱, <이씨효문록>의 ‘효’ 관련 서사와 다층적 서술의식 연구 , 열상고전연구52, 열상
고전연구회, 2016b; 허순우, 국문장편 고전소설 <조씨삼대록> 속 노년의 모습과 그 함의－노년의
‘신체’와 ‘감정’에 주목한 서술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4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35) 본고의 이러한 ‘서술의식’에 관한 정의는, ‘향유자의 의식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작품의 구성
방식을 결정짓는 서술자의 성격과 태도’라는 정병설의 개념 정의를 원용한다. 정병설, 앞의 책,
1998, 44면, 66-82면. 해당 개념에 관한 보다 상세한 검토는 이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전개되는
Ⅳ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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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은 앞서 언급하였듯 고전소설 연구 전반에서 확인되는 내용 연구에의

편향성과 형식에 대한 관심의 저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겠으나,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유형 분류에 따르자면 전지적 서술자에 해당하므로 그 ‘권능’을 일일이 따

지고 확인하는 작업이 불필요하다고 치부된 탓도 있지 않은가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기왕에 전지성(全知性, omniscience) 개념이 다양한 서사 기법들로 가득

찬 ‘쓰레기장’처럼 사용되어왔으며, 이 개념 안에 버려진 것들을 되찾고 재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36) 실상 ‘전지적 서술

자’라는 개념은 한글장편소설에 드러난 서술적 특징을 섬세하게 포착하지 못하며

각 소설들 간에 분명히 존재하는 서술상의 차이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이제는 한글

장편소설의 텍스트 면면에 드러나는 서술의 다채로운 매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

하면서도 그러한 서술 행위를 아우르는 서술의식에 관해 고찰하며 작품들 간의 차

이를 분석하고 의미화하는 데까지 논의가 진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사 검토를 통해 도출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고는 선행연구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의 두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

고자 한다.

첫째, 본고는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서사학의 이론사적 흐름

을 파악하며 연구의 시각을 정립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서술자’라는 서사학적 개

념을 연구의 주제어로 삼는 만큼 서사학의 이론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

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특정한 형식의 우월성을 선험적으로 전제하고 이를 적용하

는 접근 방식으로는 한글장편소설의 형식적 특질들에 대한 온당한 해석과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떠한 시각에서 그 특징을 해석하고 평가할 것인지

에 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적으로는 서술자의 개념을 정립한 고전서사학을 살피며 한글장

편소설의 서술적 특징을 포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개념적 도구 등을 참

고하고자 한다. 나아가 고전서사학의 관심사와 방법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서사학의

흐름들을 참고하며 서술자에 관한 연구의 시각을 다듬고자 한다. 구조주의에 바탕

을 둔 고전서사학이 텍스트를 하나의 완결된 형식으로 다루며 텍스트의 정적 특성을

기술해왔던 것과 달리, 포스트고전서사학(postclassical narratology)은 텍스트 수용

과정에서의 역동성에 주목하는 한편 텍스트가 놓이는 역사적인 맥락을 주요하게 고

려한다.37) 본고는 다양한 갈래의 포스트고전서사학 가운데에서도 특히 맥락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는 흐름들을 참조할 것이다. 한글장편소설이 조선후기 사회라는 특수

한 시공간에서 창작되고 향유된 만큼 그 형식적 특질들을 정당하게 재평가하기 위

해서는 당대의 맥락에 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검토에 기반하여,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형식적 특징을 소설사적 맥락, 나아가 소

설이 창작되고 유통되던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역사적

36) Jonathan Culler, The Literary in Theory, Stanford: Standford University Press, 2007, pp. 183-202.
37) 안스가 뉘닝·베라 뉘닝, 조경식 외 역,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 한국문화사, 2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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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학을 시도하고자 한다.38)

둘째,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장르 내적 맥락을 고려하며 서술자에 관한 본격 연

구를 시도하면서 서술의식, 서술미학에 관한 분석으로 그 논의를 심화 확장해나가

고자 한다.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에 관한 종합적이고도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이루

어지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서, 타 장르와의 비교를 시도하기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

어야 하는 것은 해당 장르에 속하는 작품들 간의 내적인 비교 작업이라고 생각된

다. 이에 본고는 한글장편소설 가운데 문학사적 중요성을 지니면서도 장르사적 변

화의 국면을 적실하게 반영하는 작품들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서술의식 및 서

술미학 차원에서의 변전을 살피고자 한다.

이때 한글장편소설의 창작시기를 확정하기는 어렵고, 제반 기록들을 토대로 이를

추정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본고는 각 작품을 특정한

세기의 산물로 귀속시키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는, 한글장편소설사의 통시적 흐름

가운데에서 그 초기적, 중기적, 후기적 변모의 양상을 살피는 데 관심을 둔다. 본고

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네 편의 한글장편소설을 통시적으로 살핀다는 것은 곧

각각의 작품을 맥락화하며 역사화하는 작업이라는 점에서, 앞서 본고에서 비판하였

던바 한글장편소설을 비롯하여 고전소설 전반에 관하여 잔존하고 있는 탈역사적·탈

맥락적 인식을 상대화할 수 있는 주요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본 연구는

네 편의 한글장편소설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분석이나 그 작품을 선정하고 배열하

여 맥락화하는 데 있어 일정한 시각을 견지하여 하나의 체계를 제시하고자 하는 만

큼, 본고의 분석 결과는 이후 보다 많은 작품들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 수정되고 재

해석될 수 있는 하나의 ‘열린 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39)

이때 본고는 네 작품에 관한 통시적 분석을 시도하는 가운데 가상작가와 서술자

의 관계에 관한 분석을 논의에 포함할 것이다. 한글장편소설 말미의 제작경위 대목

이 사실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내용의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한 창작 기법이라는 논

의가 제출된 이후로, 실제 작품을 창작한 ‘실제 작가’와 작품 말미에 제시되는 ‘가상

작가’를 동일시하는 오해는 불식되었다. 그러나 스토리의 층위에 존재하는 인물로서

의 가상작가와 텍스트의 층위에서 서사에 관한 모든 것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기능

적 행위자로서의 서술자를 당연하게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한 연구는 왕왕 제출되어

왔다. 가상작가에 관한 분석을 서술자 분석으로 환원해온 연구사적 흐름을 교정하

기 위하여, 본고는 일차적으로는 가상작가와 서술자 개념을 분리한 위에서 서술자

가 텍스트 내에서 수행하는 기능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를 살피고자 한

다. 그러나 가상작가가 등장하여 작품의 제작경위를 밝히는 대목이 소설을 구성하

는 일부분이자 주목할 만한 작품기법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해당 대목을 제외한 채

38) 역사적 서사학(historical narratology)은 텍스트가 놓이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텍스트 형식의 역사
적 문화적 가변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텍스트의 형식 분석을 진행한다. 본고의 연구 시각에 관
해서는 Ⅱ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룰 것이다.

39) 통시적 분석의 필요성에 관한 서술은, 한국 고전 여성문학사 서술에 있어 사건 중심의 연대기적
서술의 필요성을 논한 이경하의 통찰을 참고하여 본고의 맥락에 맞게 변용한 것이다. 이경하, 여
성문학사 서술의 문제점과 해결방향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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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에 관한 온전한 상(像)을 그릴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가상작가의 활용은 서

사 전반의 서술과도 의외의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연관성의

구체적 내용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우선적으로는 가상작가와 서술자를 개념적으로 분리하여 서술자의

구체적인 서술 양상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를 상세히 분석한 다음, 제

작경위 대목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서술자와 가상작가의 관계를 따져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한글장편소설들 간에도 제작경위 대목의 활용에 있

어 상이한 양상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지니는 의미를 보다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관한 분석은 곧 한글장편소설의 통시적 전변을 살피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는 가상작가라는 장치가 지니는 소설사적 의의

를 재평가하는 한편, 한글장편소설이라는 장르의 역동성에 관해서도 새로운 이해의

시각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논의 순서

본고는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 <하진양문록>을 연구대상

으로 삼는다.40) 네 작품은 그간의 연구사에서 그 문학사적 의의가 공히 인정되어왔

거니와, 향유에 관한 제반 기록이 남아있어 창작과 향유의 시기를 비교적 명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한글장편소설사의 통시적인 흐름을 상정하며

논의하기에 적합하다. 또한 구체적인 서술의 양상 및 가상작가의 활용과 관련해서

도 주목할 만한 변개를 보여주는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한글장편소설사의 전개과정

에서도 중요한 기점에 놓이는 작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소현성록>은 장편소설 형성기의 대표적인 작품이자, 본격적인 한글장편소

설의 시대를 예고하는 작품이다.41) 옥소(玉所) 권섭(權燮, 1671-1759)의 어머니 용인

이씨(龍仁李氏, 1652-1712)의 필사 목록 가운데 그 제명이 확인되고, <소현성록>의

파생작인 <한씨삼대록>의 필사시기가 1692년 이전으로 비정됨으로써,42) 한글장편

소설 가운데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인 17세기 후반 이전에 창작 및 향유된 작품으로

추정되어왔다.43) 이렇듯 한글장편소설사의 가장 앞머리에 놓이는 작품으로서 <소현

40) 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 <소현성록> 15권 15책,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유씨삼대록> 20권 20책,
규장각 소장본 <옥원재합기연> 21권 21책, 동양문고 소장본 <하진양문록> 29권 29책을 선정하되
필요에 따라 다른 이본들 또한 참고한다. 각 이본과 관련해서는 소현성록(조혜란 외 역주, 소명
출판, 2010), 유씨삼대록(한길연 외 역주, 소명출판, 2010), 고전작품 역주·연구 및 한국 근대화과
정 연구(한국문화연구소 편,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7), 하진양문록(이대형 교주, 이회문화
사, 2004) 등을 참고한다. 작품 인용 시 작품명과 권, 면수를 기재한다. 하진양문록의 경우 교주
본은 장수를 기준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본고는 원문을 확인하여 면수로 일관되게 표기한다. 원문
은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다.

41)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 한국고전연구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3b.
42)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정병설, 앞의 책,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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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록>은 현전하는 한글장편소설의 ‘전형’을 창출하였다고 평가되는 것은 물론, 다수

의 파생작을 산출하였고 후대의 한글장편소설의 창작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참조 대

상으로서 역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소설사적 의의를 지닌다.44) 한글장편소설이

라는 장르에 있어 일종의 준거점으로서 역할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소현

성록>은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에 관한 본고의 분석에도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유씨삼대록>은 한글장편소설의 전성기였던 ‘18세기의 대표작’으로 평

가되며, 한글장편소설 가운데에서는 드물게 다양한 기록에서 그 제명이 확인되어

폭넓은 향유를 추정케 하는 작품이다.45) 일찍이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

일기>나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의 <한중록> 등에서 그 제명이 확인

되어 18세기 중후반에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고, 유숙기(兪肅基, 1696-1752)의 <제

망실묘문>에서 <유씨삼대록> 관련 기록이 발견됨에 따라 그 창작 시기를 18세기

중반으로 소급하여 추산할 수 있게 되었다.46) 그 향유의 흔적이 시대적으로는 18세

기부터 20세기까지, 계층적으로도 최상층에서부터 중인층까지 상당히 넓게 분포되

어 있는 만큼 상당한 인기를 끌었던 작품으로 추정된다.47) 더욱이 <유씨삼대록>은

43) 정길수는 <소현성록>의 본전과 별전이 시차를 두고 각기 다른 작가에 의해 창작되었을 것이라고
보면서 본전의 창작연대의 하한선은 1692년, 별전의 창작연대의 하한선은 1712년이라고 논하였다
(정길수, 앞의 글, 117-123면). 관련하여 고은임은 용인이씨 필사목록의 ‘소현성록대소설십오책’이라
는 구절에서 <소현성록> 연작 전체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 늦어도 용인이씨의 사망 이전에 연작
전체가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향유자 용인이씨를 “17세기적 인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는 점 등을 근거로 <소현성록>을 17세기 작품으로 보아 논의를 전개해도 무리가 없음을 밝혔다
(고은임,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9면). 본고는 본전과 별
전이 시차를 두고 창작되었을 가능성에 동의하나, 용인이씨 필사 시점에 이미 <소현성록>이 연작
전체로 향유되고 있었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한편 현전하는 <소현성록> 선본(善本/先本)
의 창작시기를 17세기로 확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서정민, <소현성록> 이본
간의 변별적 특징과 그 산출 시기 , 인문학연구54,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추가적인
자료가 발굴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본고 또한 현전하는 15권본을 대상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44) <소현성록>은 <한씨삼대록>, <설씨이대록>, <손천사영이록>, <화씨팔대충의록>, <옥선현봉소
설록> 등 한글장편소설 가운데 ‘가장 다양한 파생작’을 지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현성
록>에 대한 일종의 독후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운가>, 소현성의 자손으로 설정된 인물이 주인공
인 소설 <소대성전> 등을 통해서도 그 인기와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연숙, 해설: <소현성
록>의 성격과 위상 , 지연숙 역, 소현성록, 문학동네, 2015. 각 작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로
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지연숙, <소현성
록>의 주변과 그 자장 , 한국문학연구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3; 허순
우,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과 서술시각 , 한국고전연구17, 한국고전
연구학회, 2008; 김문희, <조씨삼대록>의 서술전략과 의미 , 고소설연구26, 한국고소설학회,
2008; 정대혁, <자운가> 연구–<소현성록>과의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37, 열
상고전연구회, 2013.

45) 정병설, 한글소설이 세상을 현혹한다–조선시대의 소설 향유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놀이로
본 조선, 글항아리, 2015.

46) 위의 글; 한길연, 대하소설의 자료사적 궤적과 공공화 방안–<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 고소설
연구42, 한국고소설학회, 2016a. <제망실묘문(祭亡室墓文)>은 유숙기가 그의 아내 완산 이씨
(1697-1746)를 애도하며 1748년에 지은 글인데, 이 가운데 완산 이씨가 생전에 조카 유언순
(1715-1748)을 <유씨삼대록>의 등장인물인 ‘유백경’에 빗대었던 에피소드가 확인된다. 한길연은 완
산이씨의 해당 발화가 유언순이 관례를 치르기 이전인 1735년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하
면서, <유씨삼대록>은 늦어도 18세기 초반, 빠르면 17세기 후반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완산
이씨의 발화 시점을 확증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안전하게 추산한다면 <유씨삼대록>은 늦어도 18세
기 중반 이전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7) <유씨삼대록>의 서명(書名)은 <옥원재합기연> 14권 본문 앞의 서목에서도 확인되며, 홍희복(洪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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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의 한글장편소설의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진양공주라는 독보적인 여성인물을 부

각시켰다는 점에서 ‘가문소설의 형태를 빌린 진양공주전’이라고도 평가되어왔던

바,48) 18세기의 한글장편소설이 전대의 서술의식을 어떻게 계승하면서도 변용하였

는지를 살피기에 적합한 작품이므로 논의에 포함한다.

다음으로 <옥원재합기연>은 규장각본에 남겨진 필사기록을 토대로 필사자와 필

사 시점이 규명됨으로써 그 창작 시기가 18세기 중후반 이전으로 추정되어왔고,49)

한글장편소설 가운데에서는 드물게 필사기에 실제 작가를 추정할 만한 단서가 남겨

져 있어 이를 토대로 작가에 관한 다양한 추정이 제기되기도 하였다.50) <옥원재합

기연>은 역사소설적 성격 및 여성소설적 성격과 관련하여서도 주목된 바 있으나,51)

본고의 논의에 <옥원재합기연>이 포함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다. 앞선 연구사 검토에서 제시하였듯 이 작품은 가상작가와 서술자

의 활용에 있어 특기할 만한 ‘문제작’으로 연구사에서 누차 거론되어왔다.52) 본고는

비슷한 시기에 창작 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유씨삼대록>과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전대의 서술의식을 실험적으로 계승한 작품으로서 <옥원재합기연>에 주

목해보고자 한다.

福, 1794-1859)의 <제일기언(第一奇諺)>(1835-1848) 서문의 서목, 1920년대 일제의 조선왕실 관리기
구인 이왕직(李王職)에서 만든 연경당 <언문책목록> 등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1975년 경북 북부지방
의 60대 이상 고전소설 독자층 1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원주의 연구에 따르면 총 10명의 독자가
<유씨삼대록>을 읽었다고 대답하였으며, 이는 <옥루몽>(12명), <창선감의록>(11명)에 이어 세 번째
로 가장 많이 읽힌 소설이었다(이원주, 고전소설 독자의 성향 , 한국학논집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
구소, 1975). 또한 한길연에 따르면 홍기원 소장본 <유씨삼대록>에 남겨진 필사기는 1902년부터
1903년까지 여성들이 <유씨삼대록>을 필사하며 향유한 양상을 보여주며, 최학(1950-)은 자신의 어머
니가 자신의 형제들에게 <사씨남정기>와 <유씨삼대록> 등의 소설을 들려주었다고 회고하였다(위의
글, 24-30면). 이상의 자료를 참고한다면 <유씨삼대록>은 19세기를 거쳐 20세기 중반까지 꾸준히 향
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48)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 고전문학연구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이외에도 진양
공주에 주목한 연구들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한길연, <유씨삼대록>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 한국문화3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이지하, 대하소설 속 여주인공의
요절(夭折)과 그 함의－ 천수석 과 유씨삼대록 의 경우 , 어문연구45,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전기화,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효 수행 , 여성문학연구41, 한국여성문학학회,
2017;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의 ‘이상화(理想化)' 양상 연구–<사씨남정기>의 ‘사씨'
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8; 김태영, <유씨삼대
록>에 나타난 ‘진양공주'의 성현(聖賢)화와 그 의미 , 열상고전연구회67, 열상고전연구, 2019.

49) 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은 1786년부터 1790년까지 3차에 걸쳐 단계적으로 필사되었다.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 , 한국학13,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한편 규장
각본 14권과 15권에는 다양한 소설의 서목이 실려 있는데, 해당 목록은 어떠한 작품들이 18세기 말
에 유통되고 있었는지를 확인케 하는 지표로서 기능해왔다. 김동욱,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 소
재 소설목록에 대한 고찰 , 고전문학연구47, 한국고전문학회, 2015;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
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171-176면.

50) 필사기와 작품 분석을 토대로 작가에 관한 다양한 추론이 제기된바, 여성작가 설, 이광사 설, 중인
신세대 계층설, 안겸제의 어머니 전주이씨와 주변 인물들의 공동창작 설, 강화학파와의 연관성 등이
그것이다. 엄기영, <옥원재합기연>의 작품세계와 연작관계 연구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51) 지연숙, <옥원재합기연>의 역사소설적 성격 연구 , 고소설연구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정병
설,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 한국문화2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8b; 이
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유효공선행록>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52) 정병설, 앞의 글, 1999; 이지하, 앞의 책; 한길연, 앞의 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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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진양문록>의 경우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 1865-1935)의

한국서지(1894)에 그 제명이 확인되는 것이 가장 이른 시기의 기록으로, 늦어도

19세기 후반 이전에는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53) 조선말에 세책본으로 유통되었

을 뿐만 아니라 20세기까지 꾸준히 향유되며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진양문록>을 “가히 소셜 중의 대왕이라”고 칭하는 1925년 <동아일보> 광고란

의 홍보문구,54) <하진양문록>을 <임화정연>과 더불어 가장 인기를 끄는 작품이라

고 언급한 김태준의 증보조선소설사(1939)55)의 기록이 확인되며, 실제로 1954년까

지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는 논의가 제출되기도 하였다.56) 이러한 점에서 <하진양

문록>은 기존에 상층 여성을 중심으로 필사를 통해 향유되던 한글장편소설이 보다

넓은 독자층에 의해 대중적으로 향유되는 변화된 국면을 대표할 만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57) 또한 <하진양문록>은 한글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 및 애정소설의

습합적 성격을 지닌 작품으로서 한글장편소설의 후기적 변모를 살펴보기에 적합하

고,58) 서술의식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변개를 보여주는 작품이므로 본고의 논

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본고의 구체적인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Ⅱ장의 예비적 고찰에서는 서사

학의 이론사적 흐름을 개괄하며 이후의 분석에서 활용하게 될 주요 개념들을 점검

하는 한편, 본고의 논의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이론적·경험적 연구를 참고

하여 연구의 시각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어지는 Ⅲ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양상을 본격적으로 살피

고자 한다. 특히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서사세계 내부에 편재하며, 서사세계를

독자에게 매개하는 과정에 상당한 개입성을 드러낸다는 특징을 중심으로, 그 서술

의 구체적 양상을 살피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를 분석할 것이다. 이러

한 분석을 통해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를 전지적 서술자로 라벨링하는 통념이 실제

53) 모리스 꾸랑, 이희재 역, 한국서지, 일조각, 1994, 468면. 필사본 <하진양문록> 가운데 러시아
동방학연구소본, 낙선재본, 세책 동양문고본 등 세 이본의 필사 시기가 공통적으로 무신년이다. 박
숙례는 러시아본과 낙선재본의 필사시기를 1848년 혹은 1908년으로 열어두는 한편, 동양문고본의
경우엔 ‘광무 4-5’년의 호적표를 뒤집은 종이에 필사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1908년으로 확정하였
다. 반면 김민조는 러시아본과 낙선재본에 비해 후대의 것으로 보이는 고대본이 1900년 필사되었다
는 점에서, 러시아본과 낙선재본은 1848년 필사되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박숙례,
<하진양문록> 연구 ,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1999, 7-15면; 김민조, <하진양문록>의 창
작방식과 소설사적 위상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14-29면.

54) <동아일보> 1925년 1월 20일자.
55) 김태준, 박희병 교주, 증보조선소설사, 한길사, 1997.
56) 유광수, 활판본 <하진양문록> 동미서시본에 대하여 , 열상고전연구42, 열상고전연구회, 2014.
57) 이대형은 <하진양문록>의 세책본인 동양문고본이 폭넓은 독자층의 확보를 위하여 통속적 흥미
위주의 서술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대형, 19세기 장편소설 하진양문록 의 대중적
변모 , 민족문학사연구39, 민족문학사학회, 2009.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후기적 변모를 살필 수
있는 작품으로서 <하진양문록>을 선정한 만큼 동양문고본을 토대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낙선재본을 참고한다.

58) 정병설, 여성영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傅張兩門錄)> , 고전문학연구19, 한국고전문학회,
2001; 이경하, 앞의 글, 2011; 장시광, <하진양문록>에 나타난 여성영웅의 정서와 이중적 정체성 ,
온지논총49, 온지학회, 2016; 이지하, 앞의 글,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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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에 나타난 복잡 미묘한 서술의 양상을 얼마나 단순화해왔는지 드러내 보이면

서,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에 관한 이해를 보다 정교화해야 할 필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Ⅳ장에서는 서술자와 가상작가의 관계를 살피며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의식

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글장편소설 말미에 덧붙는 제작경위 대목을 중심으로 각 작

품의 서술의식을 도출하면서, 제작경위 대목에서 가상작가가 표방하는 서술의식과

실제 서술 양상 간의 관계를 따져보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각 작품의 서술의식 간

의 차이에 주목하면서 서술의식의 통시적 변전을 살피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해당 작업은 앞선 Ⅲ장에서 살핀 한글장편소설의 서술 양상을 서술의식과 연

관하여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한글장편소설의 전개과정을 형식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데로 나아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앞선 논의의 토대 위에서 한글장편소설의 서술미학을 살

핀다. 17세기 소설 <주생전>, <숙향전>, <사씨남정기> 등과의 비교를 통해 <소현

성록>이 여타 소설들과 차별화되는 특징을 인물의 내면에 관한 서술자의 섬세한

시선 차원에서 재발견하고, 이어서 <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 <하진양문록>

등에서 이러한 내면 서술의 미학이 어떻게 전변하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

해 인물의 마음과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단히 예민한 관심을 기울이는 한글장편소

설이 상층 여성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던 까닭을 재구하면서, 한글장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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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예비적 고찰

본 연구는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에 관한 분석을 통해 한글장편소설의 서술미학을

새롭게 파악하고 고전소설의 형식 논의를 보다 진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

체적인 작품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Ⅱ장에서는 고전서사학과 포스트고전서사학의

흐름을 참조하며 연구의 시각을 마련하고자 한다.

서술자는 구조주의에 바탕을 둔 고전서사학의 흐름 안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고전

서사학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모든 텍스트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이론을 지향한

다. 그러나 그 이론의 보편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서사학적 분석에 맥락적 관점 및

역사적 관점을 결합시키는 이른바 포스트고전서사학이 출현하였다.59) 서사가 지니

는 보편적 특질들을 추출하고자 하였던 고전서사학과 달리, 포스트고전서사학은 각

각의 텍스트가 특수한 맥락 속에 놓인다는 역사적인 관점을 토대로 통시성을 강조

하는 등의 주요한 차이를 보인다.60)

본고는 고전서사학과 포스트고전서사학을 두루 참조하며 연구의 시각을 마련하고

자 한다. 소설의 형식 연구를 체계화한 고전서사학에서 도출된 ‘정교하게 세분화된

분석의 용어들’61)은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적 특질들을 재발견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텍스트의 서술 양상과 그 특징을 분석하는 과정에

서 고전서사학의 개념들을 주요하게 참고할 것이다. 다만 이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포스트고전서사학의 접근방식을 주요하게 참고하고자 한다. 한글장편

소설은 조선후기라는 특수한 시공간에서 창작되고 향유된 역사적 장르종이니만큼,

그 형식적 특질을 정당하게 평가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형식적 특징과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을 둘러싼 사회·문화·역사적 맥락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1. 고전서사학에서의 서술자 개념

서술자는 서술의 기능을 담당하며, 서사에 관한 모든 것을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자이다. 서사는 서술자의 서술 행위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독자들은 서술자

59) David Herman, “Introduction: Narratologies,” Narratologies: New Perspectives on Narrative
Analysis, edited by David Herman, Columbus: Th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99; 안스가 뉘
닝·베라 뉘닝, 앞의 책.

60) 구조주의에 기반한 서사학은 보편성을 추구하며 텍스트의 공통된 구조와 문법을 발견하려 시도하
였으나, 포스트구조주의 이후 점차 텍스트의 개별성과 특이성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서사이론이 전
개되었다. 특히 텍스트가 구체적인 역사적·문화적 상황 속에서 생산된다는 인식에 입각하여, 텍스
트가 지닌 ‘이데올로기적 생산물’로서의 성격에 주목하는 것이 주요한 흐름이었다. 김종갑, 서술이
론과 문학연구 , 석경징 외 편, 서술이론과 문학비평,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10-11면.

61) Herman, op. cit.,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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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매개를 통해 서사를 이해하게 된다.62) 이때 서술자가 때로는 다른 인물의 관점

에서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서술자(‘누가 말하는가’)에 관한 논의는 필연적으

로 초점화(‘누가 인지하는가’)의 문제와 결부되며, 서술자와 초점화자는 상호 의존하

며 서술의 상황을 함께 결정 짓는다.63) 다만 서술과 초점화를 이론적으로 명확히

분리한 것은 제라르 즈네뜨(Gérard Genette)의 논의에 이르러서였으며,64) 시점

(point of view) 개념을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전개되던 기왕의 서사론에서는 두 개

념이 분리되지 않고 논의되었다. 이에 본 절에서는 서술자의 개념이 확립되고 수정

되어가는 이론적 경과를 간략히 살피면서 본고에서 활용할 개념에 관한 기본적 이

해를 마련하고자 한다.

시점의 문제는 헨리 제임스(Henry James)와 그의 문제의식을 급진적으로 계승한

퍼시 러벅(Percy Lubbock) 이후 본격화되었다고 평가된다.65) 제임스는 재현의 핍진

성이야말로 소설이 지니는 최고의 미덕임을 주장하면서, 삶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행동의 장면을 포착해야 하며, 그에 관한 요약이나 설명을 늘어

놓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제임스를 비롯한 모더니스트 작가들은 반

영자 인물(reflector)이 바라보는 주관적인 세계를 소설을 통해 재현하고자 시도하였

다. 이들은 주관적 믿음과 감정에 영향 받는 인물의 ‘왜곡된’ 내면을 재현하려 시도

하면서, 전통적인 매개자로서의 서술자를 제거하고 서술자의 매개 없이 이루어지는

재현의 직접성을 선취하고자 실험하였다. 러벅은 제임스의 주장을 발전시켜 소설에

서 ‘보여주기와 말하기’를 극단적으로 구별하고 말하기가 보여주기에 비해 열등하다

고 제시하면서, 서술자에 의한 설명·요약·논평이 중심이 되는 소설들에 비판적 입장

을 보였다. 그는 서술자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반영자를 통해서 서사를 구성하려 시

도한 모더니스트 작가들의 작품에 주목하면서, 서술자는 죽었으며 서술자의 기능을

반영자 인물이 흡수했다고 주장하였다.

62) James Phelan and Wayne C. Booth, “Narrator,”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edited by David Herman, Manfred Jahn and Marie-Laure Ry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Bal, op. cit., p. 11. 많은 연구에서 서술자라는 기능적 존재를 인간에 가까운 형태,
즉 인격을 가진 주체로 상정하지만, 이렇듯 서술자를 사람의 형태에 가깝게(anthropomorphically)
가정하는 것이 적합한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서술자를 그/그녀 대신에 ‘그것’(it)으로서
호명하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Paul McCormick, “Narrator,” The Encyclopedia of the Novel
(Vol. 2), edited by Peter Melville Logan, Chicester: Blackwell Publishing Ltd, 2011, pp. 553-562;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145면. 본고 또한 기본적으로는 서
술자를 서사학적 층위에서 서술 행위를 담당하는 기능적 행위자로 파악한다. 다만 한글장편소설 서
술자의 경우 직접적으로 감정을 토로하거나 주관적 논평을 덧붙이는 등 상당히 인격화된 면모를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Ⅲ장 이후의 분석 과정에서는 텍스트에 서술자가 드러나는 방식에 따
라 ‘서술자 자신’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기도 함을 밝혀둔다.

63) Manfred Jahn, “Focalization,”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rrative, edited by David
Herm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94-108.

64) Gérard Genette, F igures III , Paris: Editions du Seuil, 1972. 즈네뜨의 해당 저서는 1992년 서사
담론(권택영 역, 교보문고)으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본고는 해당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65) Henry James의 “The Art of Fiction” (1884)과 Percy Lubbock의 The Craft of F iction (1921)에
관한 논의는 데이빗 허먼, 서술이론의 역사(1) , 제임스 펠란·피터 J 라비노비츠, 최라영 역, 서술
이론Ⅰ, 소명출판, 2015, 66-79면을 참고하였다. 제임스의 글이 놓이는 당대적 맥락에 관해서는 다
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조흥근, 헨리제임스의 <소설의 기술>: 프랑스 사실주의의 수용과 비판 ,
새한영어영문학47, 새한영어영문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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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관점은 이후 여러 각도에서 비판되었는데, 특히 ‘보여주기와 말하기’를 이

분법적으로 나누며 말하기를 열위에 두는 관점에 대해서는 웨인 부스(Wayne C.

Booth)의 반론을 참고할 수 있다.66) 부스는 스토리에 개입하고 논평을 가하는 서술

자 또한 특정 이야기에는 적합하고 예술적일 수도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논증

하였다. 또한 ‘보여주기’에는 서술자의 매개가 감추어져있을 뿐이며, 실상 소설에 있

어서 엄격한 의미에서의 보여주기란 일종의 환상일 뿐이라고 논하였다. 이를 통해

보여주기와 말하기로 서술 양상을 단순하게 양분하고 두 형식 간에 선험적인 우열

을 전제하는 ‘연역적 판단의 태도’가 지닌 한계를 비판하면서, 각각의 작품에서 다

양하게 나타나는 서술의 유형들을 본격적으로 탐문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편

프란츠 슈탄젤(Franz K. Stanzel) 또한 유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특정한 서술의

형식만을 이상적이라고 판단하는 견해를 비판하였다.67) 슈탄젤은 한 작품 안에서도

보여주기와 말하기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나타나므로, 두 형식 가운데 한 쪽이

보다 지배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한 작품을 규정하는 유형적 특질로 판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각각의 서술형식에서 서술자의 역할, 인적사

항, 입장 등을 조금만 바꾸어도 그 내용이 전연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서술상황

을 살피는 데 있어 서술자의 존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한다고 보았다.

위의 두 논의는 보여주기와 말하기로 단순화된 형식의 우열 구도를 해체하는 한

편, 소설의 형식론에 있어 서술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라르 즈네뜨 또한 보여주기와 말하기가 상반된 태도를 표명하는 듯 보

이지만 실상 대립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보여주기는 말하기의 한 방식으로 이해

되어야 한다는 논의를 제기하였다. 특히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관한 텍스트 비평이자 그 자체로 서사학의 이론서이

기도 한 서사담론의 경우, 서사 시간의 지속이라는 기준 하에 ‘요약’과 ‘장면’을

동위에 배치함으로써 보여주기와 말하기의 이분법적 우열 구도에 관한 규범적

(prescriptive) 관점을 기술적(descriptive) 분석을 통해 해체하였다고 평가된다.68)

서술자의 개념 또한 즈네뜨의 논의를 통해 보다 정교화 되었는데, 즈네뜨는 ‘누가

말하는가’와 ‘누가 보는가’의 문제를 구분할 필요를 제기하면서 서술과 초점화를 개

념적으로 분리하였다.69) 또한 기존에 일인칭과 삼인칭으로 대별되어온 서술자 분류

66) Wayne C. Booth, The Rhetoric of F i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1. 해당 저
서는 소설의 수사학(최상규 역, 예림기획, 1999)으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본고는 해당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67) Franz K. Stanzel, Typische Formen des Romans, Göttingen: Verlag Vandenhoeck & Ruprecht,
1964. 슈탄젤의 해당 저서는 소설형식의 기본유형(안삼환 역, 탐구당, 1982)으로 번역 출간되었으
며 본고에서는 번역본을 참고하였다. 본문의 전개 상 상론하지는 못하였으나, 슈탄젤의 논의는 이
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두 가지 서술형식(보여주기, 말하기)과 서술자라는 조건을 함께 고려한
위에서, 세 가지 유형의 서술상황(주석적 서술상황, 일인칭 서술상황, 인물시각적 서술상황)을 제시
하는 것을 논의의 핵심으로 한다.

68) 제라르 즈네뜨, 앞의 책; Martin Löschnigg, “Summary and Scene,”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edited by David Herman, Manfred Jahn and Marie-Laure Ry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69) 월리스 마틴에 따르면 “누가 쓰느냐” 하는 서술의 초점과 “누가 지각하느냐”하는 인물의 초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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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정확성을 지적하면서 두 기준의 교차를 통해 서술자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사건 참여 여부를 기준 삼아 서술자가 이야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는 이종 서술자

로, 이야기에서 하나의 등장인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동종 서술자로 나누었으며,

사건이 일어나는 서사세계에서의 서술자의 위치를 기준 삼아, 서술자가 바깥쪽 이

야기를 서술하는 경우와, 안쪽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우를 나누어 제시하였다. 나아

가 즈네뜨는 서술자가 서술적 기능 외에도 정서적이고 이데올로기적 기능 등을 담

당할 수 있음을 언급하면서, 소설에 따라 ‘더 개입하는 서술자’나 ‘독자에게 더 자주

말을 건네는 서술자’ 등 일정한 편차가 나타난다고 논하였다.

관련하여 시모어 채트먼(Seymour Chatman)은 서술자를 유형화하기보다는 일종

의 스펙트럼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였다.70) 채트먼은 서술자가 텍스트에 어느

정도로 드러나는가에 따라 ‘숨는 서술자’에서 ‘드러나는 서술자’까지 일정한 스펙트

럼을 상정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배경 묘사, 작중인물에 대한 판정이나 정의, 시

간적인 요약, 인물이 말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은 것의 제시, 논평’ 등의 활용에

따라 서술자가 독자들에게 지각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채트

먼이 제시한 기준은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를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데에도 유

용하다.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는 텍스트를 매개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그 존재

감을 드러내는 ‘드러나는 서술자’로 볼 수 있는데, 과연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한글

장편소설의 서술자가 숨겨지기보다는 드러나게 되는지에 대해 꼼꼼히 따져볼 수 있

으며, 이러한 서술자의 드러남은 어떠한 서사적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각 소설들 간

에 차이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편 즈네뜨가 서술자의 기능[‘누가 말하는가’]과 분리하여 제시한 초점화[‘누가

인지하는가’]에 관해서도 간략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다.71) 초점화란 서술의 내

용이 누구의 인지에 입각해있는가의 문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즈네뜨는 서사 정보

의 제한 정도를 기준으로 초점화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서술자의 정보량이

등장인물을 능가하는 비초점화(혹은 제로 초점화), 둘째,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인지·

지각·생각하는 것만을 말하는 내적 초점화,72) 셋째,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알고 있는

대한 변별은 그 전에도 없던 것은 아니나, 즈네뜨에 이르러 비로소 완전하게 발전했다고 평가된다.
월리스 마틴, 김문현 역, 소설이론의 역사, 현대소설사, 1991, 209면. 만프레트 얀에 따르면 즈네
뜨가 기존의 모델들을 전유하면서 보다 나아간 지점은 ① 초점화의 주체와 서술의 주체를 체계적
으로 식별했다는 점, ② 초점화의 하위분류로서 비초점화, 내적 초점화, 외부적 초점화 등을 나누어
제시했다는 데에 있다. Jahn (2005), op. cit.

70) Seymour Chatman, Story and Discourse,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8. 해당 저서는
한국에서 이야기와 담론(한용환 역, 푸른사상, 2012)으로 번역 출간되었으며, 본고는 해당 번역본
을 참고하였다. 한편 S. 리몬 케넌은 서술자를 유형화하는 네 가지 기준(“서술자가 속하는 서술 수
준, 서술자의 스토리 참여 범위, 그 역할을 지각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서술자의 신빙성”)을 제시
하며 그 기준이 교차 가능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S. 리몬 케넌, 앞의 책, 168-182면.

71) 얀에 따르면 이때 관점(perspective)이나 시점(point of view) 등의 용어 대신에 즈네뜨가 제시한
초점화(focalization) 개념이 여러 서사학자들의 동의를 얻은 데에는, 해당 개념이 시각에 한정되지
않고 인지(cognition) 전반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즈네뜨 또한 초점화
를 ‘누가 보는가’로 한정할 경우 시각에 편중되어 협소하다면서, “누가 인지하는가”로 대체하기도
하였다. Jahn (2007), op. cit.

72) 이때 내부적 초점화는 다시 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한 인물에게만 고정되는 초점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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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보다 적게 말하는 외부적 초점화가 그것이다. 이러한 세 종류의 초점화 가운데

한 종류만이 서사 전체에 걸쳐 일관되게 나타날 필요는 없으며, 다양한 초점화를

유동적으로 오가며 역동적인 패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관련하여 미케 발(Mieke

Bal)은 서사 텍스트에서 초점화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첫

번째 범주와 세 번째 범주를 서술자에 의한 외부적 초점화로 통합하면서 ‘내부적

초점화’ 대 ‘외부적 초점화’로 초점화 모델을 수정하였다.73) 해당 모델은 기존의 모

델이 설명할 수 없던 서술자-초점화자를 비롯하여 여러 모호한 초점화의 양상들을

포섭할 수 있는 범주로서 유용성을 지닌다고 평가되고 있다.74)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서술자 개념이 놓인 이론사적 맥락을 살피며 해당 개

념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를 마련하는 한편, 서술자에 관한 논의에서 필연적으로 함

께 논의될 수 있는 초점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간략히 개괄해보았다. 이때 즈네뜨가

지적한 서술자의 정서적 기능 및 이데올로기적 기능, 채트먼이 제시한 숨겨지는 서

술자와 드러나는 서술자의 스펙트럼 등은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의 존재 양상과 그

특징을 본격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주요하게 참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 포스트고전서사학의 발전적 수용

2절에서는 고전서사학의 인식론을 가시화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기왕의 서사

학을 수정하고 갱신해나간 포스트고전서사학의 이론적 흐름을 살피고자 한다. 구조

주의에 기반을 둔 서사학은 시공간의 경계를 초월하여 사회문화적 구속으로부터 자

유로우며 어떠한 텍스트에든 적용할 수 있는 보편 이론을 지향해왔다. 그러나 서사

학이 특수한 문화적 역사적 맥락 위에서 조형된 이론임을 지적하며 과연 이를 초역

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의식이 심화되는 가운데, 페미니스트 서사

학을 비롯하여 퀴어 서사학과 포스트콜로니얼 서사학 등 다양한 서사학의 흐름들이

출현하였다.75) 관련하여 구조주의를 기반으로 한 고전서사학 이후 발흥한 포스트고

전서사학의 다변화된 흐름을 ‘서사학들(narratologies)’이라는 명명을 통해 집약적으

로 표현한 데이비드 하먼(David Herman)은 포스트고전서사학이 단순히 고전서사학

의 한계를 폭로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고전서사학의 개념적 기반을 재고하고 그것

의 적용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학적 흐름임을 제시한 바 있다.76) 본고는 포스트고전

인물에게 옮겨갈 수 있는 가변적 초점화, 하나의 사건이 각기 다른 초점화자에 의해 보이는 방식으
로 같은 사건이 여러 번 서술되는 복수 초점화 등이 그것이다.

73) Bal, op. cit., pp. 132-153.
74) Jahn (2005), op. cit., p. 176. 이외에도 발은 초점화가 초점화의 주체(focalizer)와 초점화의 대상
(focalized) 사이의 ‘관계’의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초점화와 관련하여 초점화하는 주
체의 태도와 방식에 관해 주목할 필요를 제기하였다는 점은 주목되며, 이후의 본고의 연구에서도
주요하게 참조될 것이다.

75) 포스트고전서사학의 다양한 흐름에 관해서는 안스가 뉘닝·베라 뉘닝, 앞의 책, 1-47면을 참고할 수 있다.
76) Herman (1999),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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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학의 다양한 흐름 가운데에서도 맥락적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

서사학과 인지서사학을 중심적으로 참고하고자 한다.

우선 페미니스트 서사학은 소설의 형식을 분석하는 데 있어 소설 텍스트를 둘러

싼 맥락적 측면, 즉 소설이 생산되고 수용되는 조건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페미니스트 서사학은 섹스·젠더·섹슈얼리티 개념이 서사학

내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개념들이 포함되지 않을 경

우 남성 작가들의 서사전략만이 ‘보편’으로 특권화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기왕의

서사 연구에서 해당 개념들은 대체로 서사의 내용적 측면이나 독자 수용 측면에서

만 다루어져왔다. 그러나 페미니스트서사학은 ‘텍스트 시학’의 차원에서도 섹스·젠

더·섹슈얼리티가 중요한 변수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77) 나아가 소설 텍

스트뿐만 아니라 소설에 대한 이론 역시도 특정 젠더에의 편향성을 수반한다는 점

을 비판적으로 짚어내면서, 페미니즘의 렌즈를 통해 서사학이라는 이론 체계를 재

구성할 필요를 제기하였다.78)

관련하여 페미니스트 서사학의 주창자로 평가되는 수전 랜서(Susan Lanser)는

페미니스트 서사학을 향하여 에서,79) 고전서사학의 이론이 과연 어떤 텍스트에 토

대를 두고 있는지, 서사와 세계에 관한 어떠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였

다. 제라르 즈네뜨의 논의가 마르셀 프루스트의 소설을 다루면서 ‘보편적인 요소,

혹은 최소한 개체초월적인 요소들’을 식별하는 것을 목표하였던 데에서 드러나듯,

보편을 표방하는 서사학이 실상은 남성 중심의 젠더 편향적(gender-specific) 이론

이라는 것이다. 랜서에 따르면 남성 작가의 텍스트를 보편으로 승인하는 과정에서

고전서사학은 젠더에 관한 질문을 완전히 회피했으며, 이는 곧 맥락 의존적

(context-based) 변수들에서 비롯되는 차이들을 배제하였음을 의미한다. 랜서의 논

의는 텍스트가 생산된 환경이나 시대를 고려하지 않는 고전서사학의 ‘초역사적이고

탈맥락적’인 성격을 비판적으로 가시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80)

랜서와 더불어 페미니스트 서사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꼽히는 로빈 워홀(Robyn

77) Susan Lanser, “Gender and Narrative,” The Living Handbook of Narratology, edited by Peter
Hühn et al., Hamburg: Hamburg University, 2013; 가비 어레스·마리온 짐니히, 페미니즘 내러톨
로지 , 안스가 뉘닝·베라 뉘닝, 앞의 책, 52-103면. 고전문학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전기소설의 플롯에 내재한 남성중심성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김경미의 연구가 제출된 바
있다. 김경미, 전기소설의 젠더화된 플롯과 닫힌 미학을 넘어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0, 한국
고전여성문학회, 2010.

78) Ruth Page, “Gender,”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rrative, edited by David Herm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pp. 189-202.

79) Susan Lanser, “Towards a Feminist Narratology,” Style 20, 1986, pp. 341-63. 페미니스트 서사
학은 1960년대 제2물결 페미니즘의 영향 위에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1986
년 발표된 랜서의 글에서 ‘페미니스트 서사학’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고 평가된다.

80) 이에 앞서, 랜서는 서술자 분석에 젠더라는 변수를 포함시키고자 시도한 바 있다. 서술자의 서술
행위가 스토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제이며 서술자의 말은 인물의 말보다 훨씬 큰 권위를 가진다
는 점에서, 젠더라는 변수를 서술자 분석에 포함할 경우 실험적인 서사들이 서술자의 성별을 일부
러 교란하는 방식을 탐구할 수 있으며, 별다른 표지가 덧붙지 않는 이종서술자의 젠더를 독자들이
어떻게 가정하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 Susan Lanser, The Narrative Act: Point of View in Prose
F ic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 25 -

R. Warhol)의 경우에는 끌어들이는 서술자 이론을 향하여 에서 서술자를 두 유형

으로 분류하였던바,81) 서술의 수신자와 실제 독자 사이의 거리를 벌리는 ‘거리 두는

서술자’와, 서술의 수신자와 실제 독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끌어들이는 서술자’가

그것이다. 워홀은 19세기 중반 영국과 미국의 여성 작가들이 두 유형 가운데 후자

를 활용하여 독자들에게 직접 말을 걸고, 독자들이 서술자와 완벽하게 공감한다는

전제 위에서 서술하며, 소설의 인물들을 사실적으로 느끼게끔 서술하였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서술자의 활용을, 여성 작가들이 소설의 재현성을 확대하고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시도로서 해석하였다. 한편 워홀은 젠더화된 개입에서도 그

문제의식을 이어나간바,82) 앞서 살펴보았던 웨인 부스와 유사하게 ‘보여주기가 말하

기보다 반드시 나은가?’라는 질문을 제기하는 가운데 젠더적 관점을 기입하였다. 워

홀은 보여주기와 말하기 사이의 우열에 대한 관념이 문학 정전에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배제되어온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논하면서, 기법의 우열에 대한 관념

과 젠더적 편견 사이의 연결고리를 폭로하였다. 특히 19세기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

서 끌어들이는 서술자의 유형 및 서술자의 직접적인 발화가 자주 활용되는 까닭을,

당시 공적 담론장에서 발언권이 허용되지 않았던 여성들이 소설을 직접 진술의 장

으로 활용했을 가능성과 결부시켜 해석하면서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난 형식적

특징을 사회문화적 맥락 위에서 재해석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페미니스트 서사학의 흐름은 고전서사학의 토대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

하는 한편, 텍스트의 형식 분석에 섹스와 젠더를 적극적으로 기입하면서 여성작가

들의 소설에 나타나는 형식적 특징을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재평가하고

자 한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서사 형식을 젠더의 프리즘을 통해 재해석

하려는 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남성적 플롯(male plot)

과 대별되는 여성적 플롯(female plot)을 발견하려 한 시도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선형적 시간성에 도전하는, ‘서사의 파편화, 결말의 열려있

음, 불확실성’ 등의 요소들이 여성적 플롯의 자질로서 주목받기도 하였다.83)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 대해서는 점차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부분의 여성 작가들이 작품 창

작에 있어 선형적 시간을 활용하는 만큼 비선형적 시간과 복잡한 시간 배열 등을

‘여성적 특질’로 확정하기에는 경험적·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거니와, ‘여성만의 특수

한 경험’이 반영된 서사적 형식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전제 자체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84)

실상 랜서와 워홀의 연구를 포함하여, ‘여성’ 고유의 서사 형식, 이를테면 여성적

81) Robyn R. Warhol, “Toward a Theory of the Engaging Narrator: Earnest Interventions in Gaskell,
Stowe, and Eliot,” Papers of the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01, 1986.

82) Robyn R. Warhol, Gendered Interventions: Narrative Discourse in the Victorian Novel,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Press, 1989.

83) Page, op. cit., pp. 199-200.
84) 이를테면 리타 펠스키는 플롯은 그 자체로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불변하는 것이 아님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플롯에 대한 부정 외에도 ‘수식, 재배치, 수정, 보완, 확
대’의 가능성이 열려 있으며, 플롯이 그 자체로 유연하고도 개방적인 성격을 지닐 수 있음을 강조
한다. 리타 펠스키, 이은경 역,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여성문화이론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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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롯, 여성적 서술자, 여성적 시간 형식 등을 개념화하고 이에 관한 적극적인 의미

를 부여하고자 시도하였던 페미니스트 서사학자들의 시도는 점차 기각되어갔다. 이

는 여성 작가의 텍스트에 나타나는 서사적 특질을 ‘여성적’인 것으로 의미화하는 시

각이 지닌 문제성, 즉 생물학적 결정론을 토대로 남/녀의 이분법적 젠더 모델을 강

화하며 ‘여성’을 단일한 집단인양 취급한다는 데 관한 문제의식이 점차 공유되었기

때문이다. 이분법적 젠더 규정을 넘어서 보다 다원화된(plural) 방식으로 젠더를 이

해하고, 젠더를 고정된 채 주어진 것으로 사유하는 대신 유동하며 수행(perform)되

는 것으로 인식하는 젠더 이론의 변화 속에서,85) 페미니스트 서사학 또한 작가의

성별에 따라 ‘여성 서사’와 ‘남성 서사’ 간의 본질적 차이를 전제하던 기존의 시각을

반성하고, 젠더와 서사 형식 간의 가변적인 관계(variable relations)에 주목하는 쪽

으로 점차 논의가 옮겨져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초기 페미니스트 서사학의 논의 대상이 19세기와 20세기의 영

국·미국·프랑스 등 서구권 여성 작가들의 정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왔다는 데 관

한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다양한 비-서구권의 여성 작가들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형식 논의 또한 제출되기 시작하였다.86) 아이러니하게도 고전서사학의 대상 편

향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출발하였던 페미니스트 서사학조차 또 다른 차원에서의

대상 편향성에 관한 문제제기를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기왕의 백인여

성 중심 페미니즘에서 누락된 유색인종 여성들의 경험과 이해관계를 가시화하면서,

젠더·인종·섹슈얼리티·계급 등이 복잡하게 얽힌 양상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한 교차성(intersectionality) 이론의 발전과도 무관하지 않다.87) 이와 같은 흐름을

전반적으로 고려한다면 페미니스트 서사학은 페미니즘 인식론 위에서 출발하였으

며, 페미니즘 이론의 변화에 지속적으로 영향 받으며 발전해가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인지서사학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88) 데이비드 허먼은 인지서사

학을 ‘마음과 서사의 연결망(nexus)’에 관한 연구로 정의한바, 이는 ‘서사가 어떻게

인간의 정신 작용과 결합하여 서사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가?’와 ‘서사가 어떻게

인간의 경험을 이해 가능하도록 만드는가?’의 두 가지 질문을 포함한다. 전자가 독

서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작용에 관한 탐구라면,89) 후자는 서사를 통해 세계를

85) 주디스 버틀러,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16.
86) Page, op. cit., pp. 200-201.
87) 한우리, 교차성: 역사, 방법론, 아니타 힐 , 비평과이론24, 한국비평이론학회, 2019.
88) 이정모에 따르면 인지서사학은 서사적 전회(narrative turn)와 인지 혁명(cognitive revolution)이라
는 두 가지 거대한 지적 전환 하에서 발전하였다. 이때의 서사적 전회란 인간이 경험을 이해하는
방식이 서사화의 경향을 지닌다는 것을 발견한 위에서 인간 세계 전반에 깃든 ‘서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지적 흐름으로, 소설과 희곡, 영화와 드라마 등은 물론이고 법률, 의학, 정치 등
생활의 전 영역에 스며들어 있는 서사화의 경향에 주목한다. 한편 인지 혁명이란 기존의 행동주의
심리학의 편향을 비판하고 ‘마음’에 주목하여, 마음의 개념을 재구성하여 경험과학적 연구 주제로
회복시킨 과학혁명을 이른다. 인지혁명은 인간 자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시도하는 다학제적 학문
으로서의 인지과학의 출현으로 이어졌으며, 인지서사학 또한 이러한 영향 안에서 출현했다. 이정모,
‘체화된 인지’ 접근과 학문간 융합 , 철학사상38,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0.

89) 이러한 점에서 인지서사학은 수용미학과 상당히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기는 하지만, 인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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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인간의 인지체계, 즉 마음의 기본 원리로서의 이야기에 관한 탐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질문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인지서사학은 특정 서사 기법

에 관한 독자들의 수용 방식에 관한 연구에서부터, 서사에 나타나는 등장인물과 사

건에 관한 독자들의 지각 방식에 대한 연구, 진화심리학 관점에 입각하여 서사의

출현과 서사의 기능을 추정하는 연구까지 상당히 다양한 연구 영역을 포괄한다.90)

이렇듯 다양한 연구의 경향성에서 확인되듯, 인지서사학은 느슨한 공통의 연구 관

심을 공유하며 탈중심적인 성격을 지닌 학제적 연구 분야로 볼 수 있다.

관련하여 인지서사학 연구자들은 인지서사학이 인지과학에서 제출된 모델을 일방

적으로 추수하기보다는, 문학 연구의 방법론을 토대로 모델에 대한 비판적이고도

실용적인 접근을 지향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리사 준샤인

(Lisa Zunshine)은 인지주의 문학 연구와 문학적 다윈주의(Literary Darwinists)를

구별해야 한다면서, 과학적 문학 연구라는 미명 하에 과학이 문학적 방법론보다도

문학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연구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91) 모니카 플루더닉(Monika Fludernik) 또한 문학연구가 인지과학의 하위

분과로 흡수되어서는 안 되고, 두 학문 사이에 대등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고 지적하였다.92) 인지서사학이 과학에 포섭되는 데 관한 우려는 인지과학의 영향

안에서 발전해온 인지서사학의 특징을 여실히 드러내준다고 하겠다.

현재 한국문학 연구에서도 인지서사학을 소개하고 인지서사학적 방법론으로 텍스

트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들이 점차 축적되고 있으나,93) 고전소설 연구에 본격적으

에서 도출된 모델과 프레임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방법론적으로는 주요한 차이를 지닌다. 브루노 체
르벡, 서사론의 인지적 전환 , 안스가 뉘닝·베라 뉘닝 엮음, 앞의 책.

90) David Herman, “Cognitive Narratology,” The Living Handbook of Narratology, edited by Peter
Hühn et al., Hamburg: Hamburg University, 2013; Lisa Zunshine, “Introduction to Cognitive
Literary Studies,”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Literary Studies, edited by Lisa
Zunshi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a.

91) 관련하여 보이드와 준샤인의 논쟁을 참고할 수 있다. Brian Boyd, “Brian Boyd responds,”
Philosophy and Literature 31, 2013. 다만 앞선 서술에서 제시하였듯 데이비드 허만(2013)은 보이
드 등의 연구를 인지주의 서사학의 한 흐름으로 포함시킨바, 인지주의 서사학 내부에도 진화심리학
에 기초한 서사연구(문학적 다윈주의)에 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Herman, op. cit.

92) 송민정, 문학 연구의 인지적 전환(1) , 독일어문학61, 한국독일언어문학회, 2013, 394면.
93) 한국문학 연구에서 인지시학에 비해 인지서사학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소략한 편인데, 이는 인지
서사학에 관한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이론서가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위의 인용한
송민정(2013)의 경우, 독문학계의 인지서사학을 소개하면서 인지서사학은 서사학의 관심을 ‘텍스트
자체’로부터 독자의 독서행위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으로 옮겼다고 논하였다. 송민정이 번역에
참여한 서사론의 새로운 연구 방향에는 브루노 체르벡이 저술한 인지서사학에 관한 별도의 장이
존재하는데, 체르백 또한 독문학 연구를 중심으로, 주제적으로는 독자의 텍스트 수용 문제를 중심
으로 인지서사학을 소개하고 있다. 브루노 체르벡, 서사론의 인지적 전환 , 안스가 뉘닝·베라 뉘
닝, 앞의 책. 다만 송민정의 글에서 지적하였듯,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인지서사학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문학 연구 내 인지서사학 관련 연구들
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수 있다. 황국명, 현단계 서사론의 과제와 전망 ,
인간·환경·미래4,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10; 황국명, 여행서사의 인지서사학적 접근
(1): 개념과 방법을 중심으로 , 동남어문논집35, 동남어문학회, 2013; 이정엽, 인지서사학 관점에
서 본 게임학 연구–<스탠리 패러블>을 중심으로 , 한민족어문학71, 한민족어문학회, 2015; 오영
진, 거울신경세포와 서정의 원리 , 한국언어문화50, 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노대원, ‘마음의 신
체화’ 양상에 관한 인지 서사학적 연구: 1960∼70년대 질병-치유 서사 분석을 중심으로 , 서강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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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용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이는 인지서사학 관련 저작이 국내 학계에 충분히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나, 신생 방법론을 전근대 텍스트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나 우려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인지서사학

의 통찰을 참고하여 한글장편소설을 분석함으로써 기존에 연구에서 충분히 조명되

지 못했던 한글장편소설의 서사적 특징이 새롭게 부각되고 이에 관한 심층적인 논

의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적극적인 참조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된다.

인지서사학 내부의 다양한 흐름 가운데에서도 본고에서 참고하고자 하는 것은 크

게 두 가지의 흐름이다. 첫 번째는 인지과학의 모델을 참조하며 고전서사학의 개념

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는 연구의 흐름이다. 관련하여 인지이론을 토대로 서술

(narration)과 초점화(focalization) 사이의 엄격한 분리를 해체하려 시도한 만프레트

얀(Manfred Jahn)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94) 서술과 초점화를 분리한 고전서사학

에서는 실제 독자의 독서과정이 거의 고려되지 않았으나 실상 독자들의 소설을 수

용하는 과정에서는 서술과 초점화가 상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얀은 독자의 수용

에서는 서술과 초점화가 각기 다른 범주의 정신적 작용을 거친다고 볼 수 없으며,

서술자가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바로 그 원리에 의거해 우리는 서술자가

묘사하고 인물이 인지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제시하였다. 나아가 인지이론에 기반

하여 ‘누가 보는가?’라는 초점화의 문제를 “누구의 정서·인지·사유에 서사텍스트가

맞추어지는가(orient)?”로 확대될 필요를 제기하면서 초점화 개념을 보다 정교화 하

였다.95) 독자들은 초점화자가 제공하는 특정한 종류의 지각의 창(perceptual screen)

을 통해 소설 속 사건과 인물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초점화는 독자들의 상상

적 인지를 인도하고 조종하며 조절하는 미묘한 조작의 수단으로서, 작가의 스토리

텔링과 독자의 스토리 이해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서 재평가되었다.

다음으로 본고에서 참고할 인지서사학의 두 번째 흐름은 인지과학이 빠지기 쉬운

비역사적 보편주의의 함정을 피해, 인간의 마음과 문학 텍스트 사이의 관계성을 역

사적으로 탐구하는 맥락주의적 인지서사학이다.96) 특히 리사 준샤인의 <홍루몽>

연구는 그 분석의 대상이 비서구권의 고전소설이라는 점에서 그 연구시각을 적극

참조해볼 수 있을듯하다.97) 준샤인은 인지과학의 ‘마음이론’(Theory of Mind)을 중

94) Manfred Jahn, “Windows of Focalization: De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a Narratological
Concept,” Style 30, 1996; “More Aspects of Focalization: Refinements and Applications,”
GRAAT 21, 1999.

95) 이때 얀이 제시한 ‘인지’의 개념에는 두 가지 차원, 즉 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을 포함하는 일상
적 차원에서의 지각적 인지와, 회상·상상·꿈·환영 등의 상상적 차원에서의 인지가 포괄된다. 이는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상상적 인지가 일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
루어진다는 인지과학의 연구를 반영한 것이다. Jahn (1999), op. cit. 이외에도 얀은 서사의 모든 단
락이 초점화되었다는 미케 발의 견해에 동의하면서, ‘비초점화–약한 초점화–주변적 초점화–엄격
한 초점화’의 스펙트럼 위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96) Lisa Zunshine, “What Is Cognitive Cultural Studies?” Introduction to Cognitive Cultural
Studies, edited by Lisa Zunshin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0.

97) Lisa Zunshine, “From the Social to the Literary: Approaching Cao Xueqin's The Story of the
Stone (紅樓夢)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The Oxford Handbook of Cognitive Approaches
to Literature, edited by Lisa Zunshin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5b, pp. 176-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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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18세기 말의 중국소설 <홍루몽>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데, 이때의

마음이론이란 ‘마음읽기’, ‘마인드리딩’ 등과 동의어로, 인간이 타인의 행동을 받아들

일 때 그 행동 이면에 근본적인 생각, 감정, 의도 등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인

간의 인지 구조를 이른다.98) 준샤인은 <홍루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젊은

여성인물이 부유한 남성인물이나 나이 많은 여성인물에 비해 고도로 발달된 마음읽

기 능력을 지닌다고 제시하였다. 나아가 마음읽기 능력이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과 관련을 지닌다는 인지과학의 가설을 원용하면서, 젊은 여성인물이 뛰어난 마

음읽기 능력을 발휘하는 <홍루몽>의 재현방식은 전근대 중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행동을 집안 내의 연장자 남성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행동해온 현실세계

와 무관하지 않다고 논하였다.

다만 준샤인의 연구는 ‘지위가 낮을수록 타인의 마음읽기에 적극적이며, 권력을

가질수록 타인과 자신을 연결시키지 않으려 한다’는 인지이론의 모델을 문학 텍스

트를 통해 확인하는 데에서 그치지는 않는다. 오히려 준샤인은 그 모델에서 어긋나

는 다수의 텍스트를 제시하고 그 불일치를 각 텍스트가 위치한 사회역사적 맥락 안

에서 해석하려 시도하면서, 인간의 인지구조와 특정한 시대의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서로 결부되어 있음을 논하는 데로 나아간다.99) 이러한 점에서 준샤인의 연구는 텍

스트를 특정한 시공간적 조건 위에 놓인 역사적 산물로 이해하면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대단히 복잡하고 역사적으로 위치 지어진 시스템’으로서의 인간의 마음을 탐

구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인지과학 모델의 초역사적 탈맥락적 적용을 정당화

하기보다는, 이를 활용하여 텍스트가 놓이는 특수한 맥락을 탐문하는 데로 나아가

는 연구의 방향은 본 연구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3. 연구의 시각

이상 본고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서술자의 개념을 파악하고, 고전서사학으로부터

포스트고전서사학이 분기하는 흐름을 살펴보았다. 특히 페미니스트 서사학 및 인지

서사학의 흐름에 속하는 구체적인 논의들을 통해 텍스트에 관한 서사학적 분석에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에 대한 고려가 결합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

토 위에서 본고는 고전서사학과 포스트고전서사학의 이론적 자원을 두루 참조하며

연구의 시각을 마련해보고자 한다.

98) 인간은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론’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타인과 함께하는 인간
의 거의 모든 경험은 ‘타인의 마음을 추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론 능력에 달려 있다. 현대
사회에서도 인간은 타인과 협력하며 의사소통하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조정하고 스스로의 이익
을 증진하는 데 이 능력을 발휘한다. 스티븐 핑커, 김한영 역, 빈 서판, 사이언스북스, 2017; 브라
이언 헤어·버네사 우즈, 이민아 역,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디플롯, 2021. 본고 또한 이후 논의
에서 해당 개념을 주요하게 활용하고자 하는바, 관련하여 Ⅴ장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룬다.

99) Lisa Zunshine, “Mindreading and Social Status,” Further Reading, edited by Matthew Rubery
and Leah Pri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9, pp. 25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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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본 연구는 특정한 하나의 이론을 선별하여 한글장편소설이라는 대상에 적용

하는 방법을 취하지는 않을 것인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사

적 특질을 충분히 정교하게 분석하고 정당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이

다. 이를테면 즈네뜨의 저작이 실상은 20세기 모더니즘 문학을 대표하는 프루스트

의 소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관한 정교한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즈네뜨의 저작에서 서사의 시간에 관한 이론은 가장 정치하

다고 평가되는데, 이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이 시간이라는 주제에

천착하는 소설이자 다양한 시간의 불일치와 시간의 복합적 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소설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100) 이를 고려한다면 특정한 이론을 한글장편

소설이라는 대상에 적용하는 작업보다 긴요한 것은, 한글장편소설이 지니는 독특한

서사적 특질을 귀납적으로 분석해나가면서 이에 관한 적실한 해석과 평가의 시각을

마련하며 한글장편소설의 이론화를 꾀하는 쪽이 아닐까 한다.

이에 본고는 고전서사학에서 도출된 분석의 도구들을 적극 참조하되, 기본적으로

는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의 존재 양상과 그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나가는 접근법

을 취하고자 한다. 이때 본고에서 주목하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는 상당히 드러

나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독자에게 매개하며, 그 매개의 과정에서 독자에게 정서적

이고도 이데올로기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본고는 한글장편

소설의 서술자가 소설 세계를 독자들에게 매개함에 있어 그 존재감을 어떠한 방식

으로, 어느 정도로 드러내는지, 인물과의 거리는 어떻게 조절하며 독자와의 거리는

어떻게 조절하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려 한다. 이는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의 유형

을 규범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서술자의 매개를 통해 서사의 해

당 맥락에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기술적으로 분석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는 서술자를 단순히 ‘누가 이야기하는가’의 차원에서 파악하는 것

을 넘어, 서술자가 텍스트와 독자를 매개하는 방식(‘어떻게 이야기하는가’)의 구체적

인 성격과 내용에 대해 탐문할 것이다. 즉,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무한한 가짓수

가운데에서도 특정한 하나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하여 독자들의 수용 방식을 조

절하는 서술자의 매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며, 서술을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

과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에서 본고는 포스트고전서사학의 시각을 참고하여 한글장편소

설이 창작되고 향유되던 맥락, 즉 한글장편소설이 익명으로 창작되어 상층 사대부

가 구성원들, 특히 여성들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는 맥락을 고려하고자 한다. 즉,

텍스트가 진공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콘텍스트 안에서 형성되고 향유

되었음을 고려하며 텍스트의 형식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시각은 본 연

구의 분석 대상인 한글장편소설이 조선후기 사회에서 창작되고 향유된 역사적 장르

종이라는 점에서 특히 견지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에 특정 서술

의 형식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질책’하기보다는, 실제 소설에 나타나는 서술의 실

100) 박진, 서사학과 텍스트 이론, 소명출판, 2014, 135-152면.



- 31 -

상에 주목하여 한글장편소설에 왜 이러한 형식이 촉진되었는가를 ‘탐구’하며 그 형

식을 정당하게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101) 이를 통해 기왕의 한국소설 형식론에

서 당연하게 전제되어온 통념들과 비판적 거리를 취하고 그 통념의 근거에 대해 되

물으며 소설의 형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고의 연구 시각은 역사적 서사학(historical narratology)의 관점과도 맞

닿아있다. 일찍이 플루더닉은 통시적 서사학(diachronic narratology)의 필요성을 제

기하면서 장르의 변화와 발전을 서술하는 거시적 시각에서 서사 형식의 변화를 포

착하는 통시적 접근이 시도될 필요를 제기한 바 있다.102) 그러나 이바 본 콘츤(Eva

von Contzen)은 그간의 통시적 서사학이 중세시대의 문학을 심각하게 누락시켜왔

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통시적인 접근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중

세의 서사 실천(narrative practice)에서 나타나는 형식과 기능을 설명할 수 있는 중

세서사학(medieval narratology)의 필요를 주창하면서, 문화적 역사적 맥락에 관심

을 기울이는 포스트고전서사학의 영향을 수용하여 중세 서사가 지닌 복잡성을 당대

적 맥락에서, 나아가 문학사적 맥락에서 꼼꼼하게 탐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103)

플루더닉은 이러한 콘츤의 시각을 역사적 서사학으로 개념화하면서, 기왕의 통시적

서사학이 역사적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서사학의 보편적인 범주에 천착한 것과 달

리, 역사적 서사학은 중세 서사들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이고도 ‘비-보편적’ 특질들

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고 정리하였다.104) 비록 한국소설의 형

식론에서는 통시적 서사학에 입각한 연구조차 충분히 축적되어있다고 보기는 어려

우나,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연구시각은 역사적 서사학에 보다 가까이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한글장편소설이 창작되고 향유된 맥락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서, 한글장편소설 특유의 ‘구체적이고도 비보편적인’ 서술적 특질들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에 입각할 경우, 한글장편소설이라면 으레 그러할 것으로 전제되

는 이른바 장르의 규범적 특징들을 당연한 듯 전제하지 않고, 어떠한 맥락에서 해

당 특징들이 출현하였는지를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그 변전의 과정을 살피는 역사적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를테면 한글장편소설은 내면 묘사가 전경화된 장르로서 이해

되어왔으나, 동시대에 유통된 다른 소설들에 비해 두드러지는 내면 서술이 한글장

편소설 장르에 출현하였던 계기는 무엇인지, 내면 서술이 강화된 소설을 향유하는

경험은 그렇지 않는 소설을 향유하는 경험과 어떻게 다른지, 이 장르에 속하는 작

품들 간에 내면 서술을 활용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없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게 된

101) 천핑위안, 이종민 역, 중국소설의 근대적 전환, 산지니, 2013, 336-337면.
102) 플루더닉은 전통적인 서사학에서 주목된 개념들(이를테면 초점화, 인물, 시제, 플롯 등)과 관련된
특정 기법이 언제 처음 사용되었으며 언제 보편화되었는가를 추정하는 작업과 더불어, 해당 개념들
자체를 재기능화(refunctionalization) 하는 것 또한 유의미한 접근이 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Monika Fludernik, “The Diachronization of Narratology,” Narrative 11, 2003.

103) Eva von Contzen, “Why We Need a Medieval Narratology–A Manifesto,” Diegesis 3, 2014.
104) Monika Fludernik, “Medieval Fictionality from a Narratological Perspective,” New Literary
H istory 5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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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한글장편소설의 말미에 나타나는 가상작가의 제작경위 대목은 한글장편소

설에 으레 덧붙는 작품기법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어

향유된 서사장르 가운데에서도 한글장편소설에 이러한 제작경위 대목이 특히 강조

되어 나타난 까닭은 무엇인지, 제작경위 대목은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한글

장편소설의 사적 맥락에서 해당 대목은 어떠한 변전을 보이는지 등을 따져 물으며

분석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때 한글장편소설의 경우 작자층에 관해서는 남겨진 기록이 부족하지만, 그 향유

에 관해서는 다양한 방증 자료들을 참고할 수 있다. 여성들의 소설 열독(熱讀) 현상

에 대한 비판적 기록을 통해 당대 여성 독자층의 소설에의 매혹과 탐닉을 역으로

재구성해볼 수도 있거니와,105) 소설의 필사 방식 및 필사후기, 원작 소설에 대한 비

평적 관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창작된 파생작 등을 토대로 당대에 한글장편소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향유되고 인식되었는가를 추론해볼 수도 있다.106) 조선후기 당

대의 기록은 아니나 실제로 한글장편소설을 향유하였던 여성 독자들이 소설을 어떻

게 향유하였는가에 관해 남겨진 20세기 이후의 인터뷰 자료 또한 주요한 참고가 된

다.107) 일정한 자료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자료들을 토대로 실제 독자들의

한글장편소설 수용 방식을 재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서술자에 관한 본 연

구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도 있다고 본다.108) 특히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의 경

우 텍스트의 매개 과정에서 그 존재감을 상당히 드러낼 뿐만 아니라, 소설의 의미

형성 과정에 독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당기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서 수용의 맥락을

105) 여성들이 다투어가며 패설을 읽으며 빚을 얻어서라도 패설을 빌려 읽는다는 채제공의 <여사서서
(女四書序)>의 언설이나, 여성들이 집안일을 게을리 하며 돈을 주고 책을 빌려보는 데 빠져들어 가
산을 기울이기도 하였다는 이덕무의 <사소절(士小節)>의 언설 등이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부녀들
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한글소설을 잘 읽는 사람은 10여 행을 한눈에 보아 줄줄 읽어 내려간다고
기록한 유만주의 <흠영(欽英)>의 기록 등을 통해 조선후기 여성들의 독서열을 확인할 수 있다. 본
고는 다양한 기록을 토대로 여성 독서 및 소설 창작을 다각적으로 살핀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한다.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 문학과 사회집단, 한국고전문학회, 1995; 정병설, 앞의
책, 1998, 171-222면; 한길연, 앞의 글, 2005, 199-249면; 조혜란, 조선시대 여성 독서의 지형도 , 
한국문화연구8,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5; 장시광, 조선 후기 대하소설과 士大夫家
여성 독자 , 동양고전연구29, 동양고전학회, 2007b; 이지하, 앞의 글, 2008; 이민희, 고소설 독서
주체로서의 사대부가(家) 여성 독자층에 대한 통시적 이해 , 국어국문학195, 국어국문학회, 2021.

106) 지연숙, 앞의 책; 지연숙, 앞의 글, 2003; 이지영, <창선감의록>의 이본 변이 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차충환, 앞의 글.

107) 1966년 8월 25일자 중앙일보 기사 <통독자 윤백영 여사가 말하는 그 내력과 일화들-낙선재 문고
와 더불어 반 세기>; 이원주, 앞의 글.

108) 물론 이러한 자료들은 실제 향유자들의 다기한 수용 양상 가운데 일부만을 비춰줄 뿐이다. 그러
나 본고는 자료의 ‘과대 대표’의 위험을 경계하면서도, 논의의 전개 과정에서 해당 자료들을 적극
참조하려 한다. 이러한 한계를 이유로 실제 독자들의 수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예증하는 자료들을
참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소설사에서 여성에 의해 주도된 최초의 대중서사물”로서의 한글
장편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한 적실한 분석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이지하, 앞의
글, 2015). 또한 본고는 논의의 과정에서, 다소간 추상화된 범주일 수밖에 없는 여성 독자(향유자)
범주를 활용할 것이다. 자칫 그 내부의 차이를 삭제하고 단일한 범주인양 오해될 수 있다는 범주화
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연구의 현 단계에서는 조선후기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조건 지워진 여성
들의 독서 실천을 보다 적극적으로 의미화하고, 열성적으로 소설을 향유하며 장편소설사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여성 향유자들의 존재를 문학사에 정당하게 기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한글장편소설의 독자 연구의 방향성에 관해서는 추후 별고를 기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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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기왕의 연구사에서도 한글장편소설을 분석하고 평가함에 있어, 주독자층으로 상정

되는 상층 여성 독자층의 존재를 주요하게 고려해왔다. 다만 한글장편소설을 유교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음험한 세뇌’의 매개물로서, 상층 여성들을 속박하면서도

살짝 늦추어 주어야 한다는 모순의 타협점에서 산출된 산물로서 해석하는 시각이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사실이다.109) 17세기 이후 조선사회에서 부계친족

집단을 중심으로 가문의식이 강화되는 가운데 여성의 지위에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

으며,110) <소현성록>과 같은 초기 한글장편소설이 실제 사회에 정착되지 않은 주자

가례식 혼인을 앞서서 재현하며 여성에 대한 가부장제의 억압을 정당화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111) 등에서, 한글장편소설의 이념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만큼이나, 현대의 연구자가 한글

장편소설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방식이 한글장편소설을 탐닉하던 실제 독자들의 향

유 방식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텍스트의 의미와 그 가

치를 평가하는 시도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112) 즉, 실제 한글장편소

설의 향유자들이 소설을 읽으며 느꼈을 즐거움과 만족감, 효용을 누락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분석하는 시도 또한 요청된다는 것이다.

한글장편소설이 창작 향유되던 조선후기의 시공간과 현재 한국 사회 간의 현격한

거리를 고려한다면, 텍스트의 이념적 성격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은 오히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소설 향유를 통한 독자층의 미적 체험을 재구하

는 작업이야말로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럼에도 본고는 분석을

진행함에 있어 한글장편소설의 주향유층으로 평가되어온 상층 여성들의 구체적인

삶의 맥락 안에서 한글장편소설의 향유가 지녔던 의미를 논구해나가고자 한다. 이

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을 적극적으로 향유하였던 향유자들을 일방적인 교화의 대상

자나 이념의 피해자로 위치시키는 해석에서 벗어나, 소설 향유라는 문화 실천이 이

들에게 지녔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조선후기 장편소설사의 전

개과정에 독자들의 ‘선택’이 지니는 소설사적 의의를 정당하게 재평가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에 관한 본 연구에서 수용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고려

109) 대표적으로 임형택, 앞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본문에서 사용된 ‘음험한 세뇌’라는 표현은 리타
펠스키의 논의에서 원용한 것이다. 펠스키는 평범한 여성들이 즐겨보는 여성잡지나 로망스가 여성
주의 학자들에게 저평가되어왔으나, 대중문화 연구에서는 이를 ‘음험한 세뇌의 한 형식’으로 비판하
는 데에서 나아가, “왜 이런 장르가 여성들에게 호소력이 있으며 여성의 욕망과 욕구에 무엇을 제
공해주는지를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논하였다. 리타 펠스키, 앞의 책, 91면.

110) 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훈상 역,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김은희, 한국의 부계
친족집단과 친족이론 , 정향진 외 엮음, 한국 가족과 친족의 인류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111) 김경미, 주자가례의 수용과 17세기 혼례의 양상－친영례를 중심으로 , 동양고전연구25, 동양고
전학회, 2006; 임치균,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 한국문화연구13, 이화여자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원, 2007; 정선희, 앞의 글, 2009a.

112) 본고의 이러한 문제의식은 여성 독자들의 로맨스 향유에 관한 제니스 A. 래드웨이의 연구와 그
이후 뒤따른 페미니스트 논쟁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참고한 것이다. Janice A. Radway,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91; 이정옥, 로맨스, 여성, 가부장제의 함수관계에 대한 독자반응비평 , 대중서
사연구25, 대중서사학회, 2019; 리타 펠스키, 앞의 책, 89-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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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한글장편소설을 향유하는 즐거움이 어떻게, 그리

고 왜 작동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으로써 기왕의 연구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상의 특질이 새롭게 가시화되고 한글장편소설의 고유한

소설미학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한글장편

소설 서술자에 관한 분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수용의 맥락을 지속적으로 고려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 입각함으로써 한글장편소설의 미학을 새로이 이해하고 한글

장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데까지 나아가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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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한글장편소설의 서술 양상과 효과

앞선 예비적 고찰을 토대로 Ⅲ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구체적인 서술 양상과 서

술을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고전소설의 전지적 서술자 활

용은 이야기의 전달방식에 대한 고민의 부재와 등치되곤 하지만, 실상 한글장편소

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면 서술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텍스트를 매개하고 있으

며, 그 매개의 방식과 개입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서사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방식을 자세히 살피면서 그간의

연구사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던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적 특질들을 새로이 부각

시키는 한편, 고전소설에는 이야기 전달방식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는 통념을 구

체적으로 반박하고자 한다. 이는 각 작품의 개별적 특징을 중심으로 그 서술의식의

변전을 통시적으로 살피는 Ⅳ장 논의의 밑 작업으로서도 기능할 것이다.

본고는 서술자의 위치를 기준 삼아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는바, 이는 크게 둘로 나

누어 살필 수 있다. 첫째, 서술자의 ‘텍스트 내에서의 위치’이다. 한글장편소설의 서

술자는 시공간의 한계 없이 어디에든 편재(遍在)하며, 심지어 인물의 내면세계에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듯 서술자가 누리는 무제한적 ‘편재성’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본고는 소급 서술과

내면 서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선 1절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소급

서술이 다양한 인물의 입장을 고려하며 서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향유하게끔 이끄는

양상을 살필 것이다. 이어서 2절에서는 내면 서술에 주목하되 기존의 연구사에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한글장편소설에서 인물의 내면 묘사가 풍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내면 서술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둘째, 서술자가 ‘텍스트와 독자를 매개하는 위치’이다.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는

텍스트를 매개함에 있어 독자들이 서술자의 존재감을 인지할 만큼 강한 ‘개입성’을

드러내지만, 이러한 서술자의 개입성은 기왕에 부정적으로 평가되거나 비판되었을

뿐 그 자체로는 분석의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고는 이러한 개입

을 통해 발생하는 서사 내적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특

히 한글장편소설에서 나타나는 서술자의 개입은 서술자의 담론을 독자들에게 일방

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오히려 독자들의 수용을 상당히 의식한 위에서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3절에서는 독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술자에 의한 정보 제한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피고, 이어지는 4절에서는 서술자

의 논평이 독자들의 해석과 판단을 자극하며 보다 적극적인 향유를 이끌어낸 양상

을 살피며,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에 관한 새로운 이해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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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급 서술을 통한 서사의 입체화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에 관해 가장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특징은 서술자의 편재성

(遍在性)이다. 서술자가 특정한 시공간적 좌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에나 존

재한다’는 것은 곧 모든 것에 대한 앎을 의미하기에, 이는 곧 전지적 서술자의 주요

한 특징으로 거론되어 왔다.

본고에서 주목하는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의 경우, 서사세계의 도처에 존재하며 서

술의 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시공간을 이동한다는 점에서 편재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는 ‘이/시시에/어시에/시/션시에’ 등의 시

간부사를 기점으로 서술 시점을 자유자재로 소급한다. 여기에서 활용되는 시간부사

는 단순히 화제를 전환하는 발어사(전환사)가 아니라,113) 시간을 소급하여 동시간대

에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건을 서술하는 기점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소

급 서술의 표지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시간을 소급하는 서술의 양상은 한글장편

소설을 포함한 고전소설 전반에서 확인되는바, 이에 주목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고

전소설에는 과거로의 전이 서술이 나타나는 일은 극히 드물다’114)는 기왕의 오해는

불식될 수 있었다.115) 그러나 고전소설의 다양한 하위 장르 가운데에서도 한글장편

소설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시간 운용에 관해서는 여전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116) 이러한 소급 서술을 통해 구현되는 서사적 효과에 관해서는 보다 심

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서

술자가 소급 서술을 통하여 시공간의 배열에 개입하는 방식을 살피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만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왕의 연구

사에서 이러한 서술방식을 개념화하는 방식은 논자마다 상이한데, 소급 제시,117) 시

113) 이명구는 구어체 화본(話本)의 출현으로부터 나타난 발어사는 청중들(독자들)의 주의를 돌리는
데 활용되었다고 논하였다. 이명구, 동아시아문학의 연구: 선, 명대소설의 비교문학적 연구－특히
발어사(화두전환사)를 중심으로 , 동방문학비교연구총서3, 한국동방문학비교연구회, 1997. 다만 해
당 연구에서는 한국의 고전소설에서 전환사를 기점으로 소급 서술이 이루어지는 양상과 그 서사적
효과가 충분히 다루어지지는 못하였다.

114) 이재선, 서사시간의 근대소설적 전환 , 인문연구논집2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8.
115) 신선희, 고소설에 나타난 시간서술 양상 , 고전문학연구9, 한국고전문학회, 1994; 신태수, 고
소설 시간의 유형과 상호 관계 , 국어국문학122, 국어국문학회, 1998; 정길수, 앞의 글; 김현주,
고전서사체에서의 시간의 성격 , 시학과 언어학9, 시학과 언어학회, 2005; 박상석, 고소설의 동시
사건 서술기법에 대한 사적(史的) 고찰 , 열상고전연구47, 열상고전연구회, 2015.

116) 이를테면 박상석은 <소현성록>에는 소급 서술을 통해 자세한 사건 전개를 보여주는 양상이 전
혀 활용되지 않는다고 논하였으나(박상석, 위의 글, 290면), <소현성록>에는 나타나는 해당 양상에
관하여 본문에서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정길수는 <창선감의록>에서 동일한 시간 축 위에
여러 인물들의 움직임이 포개지는 서술의 양상을 “시간의 중첩”과 그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의 역
전”으로 명명하며, 정교하게 구성된 시간의 중첩은 소설의 ‘장편화’에 기여했다고 논의하였다(정길
수, 위의 글, 165-172면). 본고는 이러한 서술로 인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를 보다 다각적으로 살
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바, 네 편의 한글장편소설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이상의 선행연구의 미
비점을 보완해보고자 한다.

117) 이지하는 <옥원재합기연>에 대한 분석에서 제라르 즈네뜨의 개념을 원용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과거로 거슬러 과거로부터 다시 서술을 시작하는 경우와, 인물에 의해 회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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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병치,118) 시간의 중첩,119) 동시사건 서술기법120) 등이 그것이다.121) 이때 각 개

념에 내포된 강조점 또한 각기 다르다. 우선, ‘소급 제시’의 경우 직선적인 시간의

흐름의 순차성을 거스르고 시간을 소급하여 과거의 사건을 제시하는 서사적 양상을

모두 포괄하는 상당히 넓은 범주로, 이를테면 인물의 회상까지도 포함한다. 한편

‘동시사건의 서술기법’이나 ‘시간의 병치·시간의 중첩’은 ‘소급제시’의 범주 안에 포

함되면서도, 서술 시점 자체가 과거로 거슬러가는 특수한 서술기법만을 한정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중 ‘동시사건 서술기법’이 동일한 시간 단위에

서 동시적으로 여러 사건이 일어나는 서사 내적 상황을 강조한다면, ‘시간의 병치·

시간의 중첩’은 그러한 서술을 통하여 주인공의 서사 내 여러 인물들의 시간이 병

렬적으로 겹겹이 제시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그렇다면 본고는 어떤 개념을 채택할 것인가? 우선 ‘소급 제시’의 경우, 본고에서

주목하는 서술 양상의 상위 개념에 해당하므로 해당 개념을 그대로 활용할 경우 논

의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제외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동시사건 서술기법’은 서

술의 소급적 성격 그 자체를 부각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간의 병치·시간의 중

첩’의 경우 서사 현상에 대한 기술적인 표현으로 서술자의 서술 행위에 관한 분석

적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에 본고는 ‘소급 서술’이라는 용어

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동일한 시간대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

는 사건들을 선적(線的)인 서사형식에 구현해내는 서술자의 서술 행위에 초점을 맞

춘 개념으로, 서로 다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서술하기 위해 선형적으로 전개되

는 서사 시간을 ‘되돌리는’ 서술의 소급적 움직임을 포착하면서도 서술자에 주목하

고자 하는 본고의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소급 서술은 상위 개념인

소급 제시와의 관련성을 드러내면서도 특수한 서술기법만을 지칭할 수 있다는 점에

서도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이와 같은 개념 정립 위에서, 우선 1항에서는 소급 서술을 크게 요약진술을 통한

소급 서술과 보여주기를 통한 소급 서술로 나누어 그 양상을 개괄한다. 이어서 2항

과 3항에서는 보여주기를 통한 소급 서술에 의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를 자세히

살피고자 한다. 2항에서는 중심 가문과 분리된 채 진행된 여성인물의 서사가 소급

서술을 통해 제시되는 양상을, 3항에서는 소급 서술의 중첩 양상을 각각 살피며 그

서사적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소급 제시의 양상으로 포괄하여 제시하였다. 이지하, 앞의 책, 222-225면.
118) 신선희, 앞의 글.
119) 정길수, 앞의 글.
120) 박상석, 앞의 글.
121) 박희병은 조선후기 전(傳)의 소설화 경향을 논하면서, 소설적 성향이 압도적인 <홍열부전>에는
시간의 ‘병렬’과 ‘소급’이 나타나며 이는 사건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서술방식이라고 분석하
였다(박희병, 조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3, 50-51면, 148면,
339-341면). 다만 병렬과 소급의 분류는 사실상 그 대상이 다수인가(‘병렬’), 단일한가(‘소급’) 여부
에 따라 나누어진 것이기에, 본고는 이를 ‘소급 서술’이라는 상위개념으로서 묶어서 제시하는 것이
보다 명료하리라고 본다. 한편 소급 서술을 통해 발생하는 ‘입체화’의 효과는 본고 또한 주목하는
특징인바, 본고는 선행연구의 논의를 계승하면서도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입체화의 구체적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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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외된 인물에의 관심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이 소급 서술의 형식을 통해

제시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해당 시점에서 일어

난 사건이 서술자에 의해 요약 전달되는 경우와, 둘째, 시간부사를 기점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뒤 해당 시점에서 본격적인 사건 전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것이

다.122) 전자를 ‘요약진술을 통한 소급 서술’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보여주기를 통한

소급 서술’이라고 명명할 수 있다. <소현성록>을 통해 각각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

피고자 한다.

[1] [소현성이] 이윽이 머뭇거리다가 날호여 거러 녹운당을 향니 표〃(飄飄)향

내와 쇄락(灑落)광월의 니 텬션(天仙)이 옥경(玉京)의 됴회더라.

이화시 질병이 [일]향 팀면(沈綿)야 쟝디(死地)의 갓가오시랑의 뭇

일이 업믈 보고 더욱 분노야 스로 죽고져나 소시 양 유(開諭)고 부인

이 로 와 보며 의약을 극진이 니 잠간 위로야 디내나 사곳 보면 연 톄

읍(涕泣)믈 그 부친과 오라비보면 눈물이 비니, 화공과 화형뎨 민망

야 시랑려 드러가 보믈 권즉 이 안을 단엄(端嚴)이 고 긔쥰졀(峻

截)히 야 일언도 답디 아니니 일이 업서 도라갈 분이라. 화시 셜옴과 분믈 이

긔디 못야 죽기분야 시랑의 무미 업지 팔삭(八朔)의 니러아조

곡긔긋천 디 이십일 박기라 장황쳔(黃泉)의 갓갑더니 불의예 시랑이 미안(未

安)미 이시나 모명(母命)을 슌슈(順受)야 드러오믈 보고 한 놀납고 역시 노

(怒)호와 금〃(錦衾)을 드러 머리고 보디 아니더니 <소현성록> 2권, 5-6면

[2] ㉠ 어시의 녀시 츌화(黜禍)만나 친당(親堂)의 도라가 부모보고 제 일을 고

니 부뫼 대로야 소샹셔해려며 녀시가(改嫁)야 보내려하더니 ㉡

각셜 셕부인이 친당의 온 수월 후 일개 영(英子)니 참졍 부뷔 지극 랑고

깃거며 셕시 냥(兩子)어드매 의 죡고 의 차 소가 거졀을 티 아니코

두 아댱셩(長成)면 죡히 아비리라 아랏더니 아닌 셕패 근친(覲親)와셔

소샹셰 아디 아닐 긔(氣色)의 언단(言端)이 슈샹야 셕시려 무라 던 말

을 니니 참졍이 대로(大怒) 왈, “내 소경을 졍인군(正人君子)로 아랏더니 엇디 이대

도록 무상(無狀)줄 아라시리오. 가지구박들 엇디 내 녀이런 곳으로 의

심야 제 식도 디 아니려 더뇨.” (…) ㉢ 이리십여일 후 비로소 셕시 

미 드러나니 양부인 샹셔로 하야곰 셕시려오라 시니 <소현성록> 3권, 50-51면

우선 [1]에 인용된 대목의 맥락을 제시하기 위하여 이에 앞선 서사의 흐름을 간략

히 살펴보겠다. 소현성의 서모(庶母) 석파가 거듭하여 자신의 조카 석명혜를 소현성

의 재취로 들이려 하자, 이를 알게 된 소현성의 첫째 부인 화수은은 석파에게 크게

122) 박상석, 앞의 글, 275-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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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낸다. 마음이 상한 석파는 소현성에게 이를 전하고, 소현성은 화수은의 무례함

을 꾸짖고 그녀의 침소에 발걸음을 끊는다. 8개월가량의 시간이 지난 뒤 소현성의

어머니 양부인이 소현성을 개유하여, 마침내 소현성이 화수은의 침소를 찾아가는

대목이 위에 인용한 대목의 도입부에 해당한다.

[1]에서 소현성이 화수은의 처소인 녹운당으로 향하는 동선을 제시하는 가운데,

서술자는 ‘이때’라는 시간부사를 기점으로 화수은의 상황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여

기에서 서술자는 소급 서술을 통해 화수은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 소현성으로부터

안부 인사조차 받지 못한 채 보냈던 지난 시간을 요약적으로 제시한다. 해당 대목

에서 소급 서술이 필요한 까닭은 소현성을 중심으로 한 서술이 전개되는 가운데 화

수은의 상황이 서술에서 배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사 내에서 소현성과 화수은

은 동일한 물리적 시간을 경험하였으나, 소현성이 녹운당에 발걸음을 끊음으로써

두 인물의 시간은 분리되어 진행된다. 해당 지점에서 서술자는 소급 서술을 통해

그간 화수은이 서러움과 분함과 함께 보낸 시간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화수은이

끝내 죽기를 결심하고 이십여 일 간 곡기마저 끊게 된 경과까지 서술한다.

이때 서술자는 소현성에게 초점을 맞춘 서술을 지속하면서, 그가 어머니의 권유로

다시 화수은을 찾아 대화하는 장면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순차적 서술을 시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즉, 이러한 서사의 흐름에서 서술자가 소현성을 중심으로 한

서술을 중단하고, 시간을 소급하여 화수은의 지난 시간에 대해 서술하는 것이 필연

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서술자는 ‘이때’라는 전환구를 기점으로 화수은의 지난 시간

을 소급하여 제시하고 있다. 화수은이 지나온 시간을 서술자가 요약적으로나마 서

술함으로써, 소현성이 화수은을 냉대하던 기간 동안 그녀가 지나온 외로운 시간과

그 과정에서 느낀 울분과 서러움의 감정이 텍스트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2]에서는 보여주기를 통한 소급 서술이 나타난다. [2]는 소현성이 석명혜와

혼인하고 여씨와 세 번째 혼인까지 올린 이후, 여씨의 음모로 석명혜가 친정으로

내쫓기게 된 사건과 관련된다. 여씨는 석명혜를 내쫓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첫째

부인인 화수은마저 내쫓으려 계교를 꾸미지만, 소현성이 그 계교의 실마리를 알아

차리면서 그간의 모든 의심스러운 정황이 여씨의 소행이었음이 밝혀지고 여씨는 소

부에서 쫓겨난다(㉠). 이렇듯 소현성이 여씨의 계교를 알아차리기까지 소부를 중심

으로 한 서사가 서술된 이후에는, ‘각설’이라는 전환구를 기점으로 시간을 소급하여

석명혜가 위치하는 석부 중심의 서술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수개월의 시간이 흘

러 아이를 출산한 석명혜는 소현성을 원망하지 않고 아이들이 자라면 아버지를 찾

게 될 것이라며 생각하며 석부에서 시간을 보낸다. 그러던 중 석부를 찾아온 석파

가 석명혜의 정절을 의심하는 듯한 소현성의 기색을 전하자, 석명혜의 아버지인 석

참정이 크게 분노하고 석명혜가 탄식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인용문에 생략된 ㉡과 ㉢ 사이의 서사에서는, 석명혜의 출산 이후 다시 4-5개월

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석참정이 사위인 소현성을 우연히 만나지만, 석참정이 말

을 시작하기도 전에 소현성이 어머니를 핑계로 급히 자리를 떠나버린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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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러, 서술자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열흘이 지난 시점에서야 비로소

여씨의 계교가 모두 드러나게 되었음을 서술하는데, 이는 곧 석부를 중심으로 한

소급 서술이 마무리되며 서술의 시점(時點)이 ㉠의 시점으로 합류함을 의미한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2]에서 소급 서술을 통해 제시되는 서사에서는, 석명혜 외에

도 그녀의 친정아버지인 석참정의 입장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등 석명혜의 친정인

석부라는 공간의 분위기가 아울러 서술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석

명혜가 소현성의 아내이자 소부의 며느리일 뿐만 아니라 석부의 귀한 딸이라는 점

이 부각되는 한편, ㉢ 이후로 전개되는 소현성과 석참정 간 갈등서사의 개연성이

강화된다. 소급 서술에서 드러나는 석참정과 소현성 간의 신경전은 ㉢ 이후의 서사

에서 소현성이 석명혜를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석부를 찾아와 석참정과 대면하는

장면에서 직접적인 갈등으로 표면화되며, 다시 시간이 지나 팔왕과 함께 석공의 집

에 이르러 석참정과 대면하는 지점까지도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된다. 이렇듯 <소

현성록>의 서술자가 소급 서술의 형식을 도입하며 소현성과 석참정 사이의 긴장을

주요하게 서술한다는 특징은, 18세기 이후 한글장편소설의 주요 단위담으로 부상하

는 옹서(翁婿) 갈등담을 예비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123)

이상의 두 인용문을 통해 <소현성록>의 서술자가 소현성의 서사를 중심적으로

제시한 뒤, 화수은 및 석명혜의 서사를 소급 서술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흥미로운 지점은 <소현성록>에서의 소급 서술이 인물들 간의 공간분리

로 인해, 보다 정확하게는 소현성이라는 중심 인물과의 공간적 분리로 인해 도입되

고 있다는 점이다. [1]에서의 화수은의 경우 소현성이 그녀를 찾지 않음으로써, [2]

에서의 석명혜의 경우 소현성의 오해로 친정으로 내쫓김으로써 소현성과의 공간적

분리가 발생한다. 이때 <소현성록>의 서술자는 소현성을 중심으로 서술을 전개해

나간 뒤, 해당 서술에서 포함되지 못하고 서술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화수은과 석

명혜 등의 서사를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방편으로서 소급 서술을 활용하고 있다.

두 여성인물의 서사가 완전히 누락되는 것이 아니라 소급 서술의 형식을 통해 추

가적으로 덧붙는다는 점은 그 자체로 <소현성록>의 서술자가 포괄하고자 하는 서

술의 대상이 소현성이라는 한 명의 주인공에게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낸

다. 서술자에게는 화수은이나 석명혜의 지난 시간들을 서술해야 하는 의무가 없거

니와, 설사 소급 서술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독자들이 서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에

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러나 서술자는 소급 서술을 통해 화수은과 석명혜의 지

나온 시간에 관해 굳이 서술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그녀들이 처한 상황 또한 인

지할 수 있게끔 이끈다.124) 이러한 서술은 <소현성록>의 서술자가 견지한 일종의

123) 옹서갈등담은 “18세기 장편소설사에 등장하는 가장 특징적인 이야기”로서 주목받아왔다. 송성욱,
18세기 장편소설의 전형적 성격 , 한국문학연구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a.

124) 정선희는 소현성과 화수은의 갈등이 제시되는 대목을 심도 깊게 다루면서, 소현성이 화수은을 오
랜 기간 찾지 않는 것을 ‘폭력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소현성록>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엄하게 다스
리는 행동이 권장할 만한 것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했다(정선희, 앞의 글, 2007, 458-461면).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면서도, [1]과 같은 소급 서술을 통해 독자들이 화수은의 상황을 보다 자세히 알게
되는 것은 독자들의 수용에 결코 간과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소급 서술을 통해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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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서술태도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125)

그렇다면 이 지점에 착목하여 소급 서술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에 대해 보다 진지

하게 고찰해볼 필요도 있을듯하다. <소현성록>에서 확인되는 소급 서술의 서사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상황 전반이 보다 상세하게 설명됨

으로써 서사적 개연성이 높아지며, 둘째, 순차적 서술에서 소외되었던 인물의 서사

가 부연됨으로써 독자들이 그 인물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소급 서술에 관

한 기왕의 논의에서는 서사의 개연성을 높인다는 첫 번째 효과만이 중심적으로 논

의되어왔으나, 본고에서는 두 번째 효과, 즉 서술에서 배제되어있던 인물의 입장이

드러나면서 인물의 개별적 서사가 강조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개연성 강화

에만 주목할 경우 소급 서술 대목은 생략되더라도 의미상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

는다고 판단되겠으나,126) 두 번째 효과에 입각한다면 소급 서술 대목은 그 자체로

의미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2항과 3항을 통해 이에 관한

논의를 심화해보고자 한다.

2) 여성인물의 행위성 부각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소급 서술을 통해 본격적인 사건 전개를 시도하는 경우를 다

수 찾아볼 수 있고 그 양상 또한 다채롭게 나타난다. 관련하여 <유씨삼대록>의 다

음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이공부매 길복(吉服)을 닙고 댱아로 향믈 보고 궁으로 도라오매 득궁인

이 다 분울(憤鬱)공죵시(終是) 입을 열미 업더니, 셕양의 부매 댱시마자 도라

오매 모든 샹궁과 궁애 협문(夾門)으로 조차 승샹부의 가 구보고 도라와 댱시의 졀미

(絕美)과 부마의 흔희(欣喜)믈 초 뎐니 공쥬 완이(莞爾)히 쇼왈, “댱뷔 을 일워

졀쳥아(靑蛾)어드매 엇디 흔희치 아니리오?” (…) 댱시로 부마의 계비(繼妃)봉

시니 태후 셩덕이 이흐니 됴얘(朝野) 열복(悅服)더라. 댱시 은명(恩命)을 샤은(百

拜謝恩)고 믈너 진양궁 나와 공쥬보고 이 일을 시 주니 공쥬 희열 왈, “낭〃 셩

은(聖恩)이 댱시의게 여시니 엇디 감격디 아니리오.” <유씨삼대록> 2권, 23-24, 26면

러나는 화수은의 사연을 확인함으로써, 임신한 상태로 8개월 간 남편의 방문을 받지 못하고 크게
꾸지람마저 듣는 화수은에게 동정심을 가지는 수용방식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화수은을 단
순히 패악한 아내로 그려내지 않고 일정한 이입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점에서, <소현성록>의
서술방식이 부부갈등에서 대단히 국소적인 지점들까지도 세세하게 서술하며 독자들의 감정적 공감
을 일으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더욱이 이후의 서사 전개에서 소현성이 자신
을 향한 화수은의 깊은 애정을 인정하며 그녀를 정성스럽게 간호한 끝에 해당 갈등 국면이 일단락
된다는 점 또한 이들 부부의 갈등서사에 관한 평가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5) 천핑위안은 중국의 문언소설에 나타나는 도치 서술이 동일한 이야기를 다루는 의화본(擬話本) 소
설에서는 순차서술로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이러한 변형이 청중들이 실마리를 잃지 않도록 하
기 위한 설서인(說書人)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천핑위안, 앞의 책, 390-394면.
이를 참고한다면, 소급 서술의 적극적 활용이란 기록성의 표지로 이해해볼 여지도 있다고 하겠다.

126) 박상석은 이와 같은 서술자에 의한 소급적인 요약 제시가 “전후의 장면이 독자의 머릿속에서 무
리 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면서, 해당 장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사건이 중요할 뿐이라고 논하였다. 박상석, 앞의 글, 277-2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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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인용한 대목은 유세형과 장혜앵의 혼례와 관련한 서사가 전개되는 가운데,

유세형의 첫째 부인인 진양공주에 관하여 나타난 소급 서술이다. 인용문에 앞선 서

사에서 유세형은 진양공주와의 늑혼(勒婚) 이후 원래 혼담이 오가던 장혜앵을 잊지

못하다가 상사병에 걸리고, 이를 알게 된 진양공주는 ‘부마는 두 처를 두지 않는다’

는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장혜앵과 유세형의 혼사가 성사되도록 적극적으로 나선다.

결국 진양공주의 도움으로 장혜앵이 유부에 들어오게 되는데, 두 인물의 혼례 장면

이 먼저 제시된 후 ‘이때’라는 전환구를 기점으로 시간을 소급하여 진양공주에 초점

화된 서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된다. 즉, 유세형과 장혜앵이 혼례를 올린 뒤 시가 식

구들 앞에서 문안인사를 올리기까지의 과정에서 배제되어있던 진양공주의 서사가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에서는 유세형이 장씨 문중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돌아와 궁인들과

대화를 나누던 진양공주가 장혜앵에게 부인의 직첩이 없다는 사실을 꺼려 장손상궁

을 통해 태후께 부인의 직첩을 봉해주기를 청하여, 태후의 칙지(勅旨)가 도착하기까

지의 경과가 차례로 서술된다. 만약 이러한 소급 서술이 없었다면 장혜앵이 문안인

사를 올리는 자리에 돌연 태후의 칙지가 이르는 장면이 전개되었을 것이고, 이 경

우에도 서사 개연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극적인 효과가 강화되었을 수

도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진양공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127) 어떻게 행

동하는지를 소급 서술을 통해 온전히 제시한다. 즉, <유씨삼대록>의 서술자에게 있

어 진양공주의 언행은 서술자의 요약 진술에 의해 대체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서술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유세형과 진양공주 부부 각각의 서사가 비등한 비중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

서, <유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는 유세형의 서사에 덧붙는 부수적인 서술 대상으

로서 ‘추가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세형만큼의 서사적 비중을 가진 서술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서사의 흐름을 주도하

고 서사 내적으로도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서 진양공주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인용문 [1] 이후 이어지는 서사 전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어지는 서사에서 장혜앵이 문안 인사를 올리는 자리에 진양공주가 참석하지 않자

유부의 구성원들은 진양공주가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곧이어

장혜앵의 직첩을 봉하는 태후의 칙지가 도착함에 따라 유부의 구성원들은 진양공주

의 성덕(聖德)에 깊이 탄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보자면, 비록 순서상으로는 유세형

127) 본문의 인용문에서는 생략하였으나, 실제 소설에서는 진양공주가 장혜앵에게 부인의 직첩을 내려
달라고 청하게 된 까닭이 진양공주의 발화를 통해 대단히 상세하게 제시된다. 진양공주는 장혜앵이
첩인 이상 자신을 섬겨야만 하며 자신은 공주라는 신분 상 첩의 지위인 장혜앵에게 몸을 낮출 수
없기에, 장혜앵을 자신과 ‘존비고하가 없는’ 동렬로 만들고자 부인의 직첩을 내려달라고 청하게 된
다. 이렇듯 <유씨삼대록>의 서술자는 소급 서술을 통해 진양공주의 예법에 관한 깊은 식견을 제시
하고 있으며, 이는 한길연이 논하였듯 <유씨삼대록>이 예법을 섬세하고도 깊이 있게 묘사하는 소
설이며 진양공주를 ‘성스럽고도 고귀한 성품’을 지닌 인물로서 형상화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한길
연, <유씨삼대록>의 예법(禮法)에 관한 연구 , 한국학연구3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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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혜앵의 혼례 서사가 먼저 제시된 후에 진양공주의 서사가 소급 서술을 통해

덧붙는 방식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소급 서술을 통해 진양공주의 성

덕이 부각되며 진양공주의 행위성이 강조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128)

이렇듯 소급 서술의 구체적 양상을 살필 경우,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를 읽어

낼 수도 있다. 다음으로 살펴볼 두 사례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니부인이 탄왈, “식이 모(慈母)의 의려지망(倚閭之望)을 념치 아니〃 진짓 블

쵸라. 셰긔 두 번 군졍(軍政)을 조디 아니미 가졍의 효을 딕희미니 삼의 츌우

(出遊)호긔(豪氣)나나 형의 승안(承顔)하실을 밋기 어렵도다.” 샹셰 흠신(欠

身) 왈, “긔질이 약여 츌유호긔 업고 군듕을 죵장긔(壯氣) 업미

어도로혀 모치늬 찬양시미 되리잇가.” 부인이 탄식부답(歎息不答)이러라. 후 영

화부귀(榮華富貴) 더여 셰경이 부풍후 위의초고 강시 공후의 부인이 되홀노

남시 태우의 원노샨쳔(遠路山川)의 분주믈 념녀고 일가형뎨 기리미 극더라.

이뉴태위 부친을 하딕고 죵쟈(從者) 수십 인과 말쟝(末將) 수삼 인으로 더브러

산쳔을 자 쳔(四川)의 니니 이 졍히 아미산(峨眉山)과 쳥셩산(青城山)과 젹갑산

(赤甲山)과 금병산(錦屛山)과 졍군산(定軍山)이 더옥 긔이고, 녕이플과 신긔즘

이 쳐〃의 이셔 인셰홍진(人世紅塵)을 망각디라. <유씨삼대록> 5권, 75-77면

[3] “낭군은 귀(貴客)이 오시니 영졉(迎接)여 쥬인의 도리쇼셔.” 그 쇼년이

이 말을 듯고 을 덥고 머리두로혀 의 오믈 보고 안셔(安舒)히 니러마자 녜

고 좌뎡매 피(彼此) 다 놀나고 의심니 아디 못게라 이 엇던 사인고.

챠셜(且說) 박쇼졔 부모라 가다가 도적을 만나 적(賊類) 니검(利劍)과 검차

(劍車)로 모부인을 범하믈 보고 사(死生)을 도라보디 아니코 나아가 비러 왈, “네

비록 적나 사이라. 일시 긔곤(飢困)을 디 못여 이런 일을 나 본

원업니 엇디 무고히 해코져 뇨. 다적되(賊盜) 네 어버이너 보

해코져 즉 네 음이 어더리오. 내 비록 업녀나 너조차 죵이

되어 금일 어미 살은 은혜갑흘 거시니 인명(人命)을 해치 말나.” (…) 뎜겸이 

일 초려(草廬)의 샹(相對)매 쇼뎨 져본이 분명이 뉴뉘뷔오니 뷔 져

보매 벅〃이 일흔 아미 박시라. 비록 의건(衣巾)이 밧고이고 모양이 다나 냥안

츄강(兩眼秋江)과 미우(眉宇彩色)이 박시 아니오 뉘 이런 사이 이시리오마

일시의 발셜미 됴티 아냐 다만 웃고 <유씨삼대록> 6권, 81-82면, 87면

128) 행위성(agency)이란 “사회적·문화적인 관습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성원들의 관계가 그 국면에 따
라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자율적인 선택이냐 억압적인 제약이냐 중 양자택일하는 식으로 말
할 수 없음을 인정”한 위에서 도출되는 개념이다. 이는 “매우 제약적인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조차
행위성이 발휘될 수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가부장적인 문화 관습 속에 있는 여성들의 삶의 다층성
에 주목하고, 그 안에서 발휘되는 그들의 주체적 역량을 인정”하는 데 적실하게 사용될 수 있다.
허라금, 여성의 행위성과 가족 관념의 재구성 , 철학논총67, 새한철학회, 2012. 해당 개념을 소설
속 인물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소간 조정이 필요하겠으나, 본고는 전근대 텍스트에 나타나는 여
성인물들을 현재의 시선에서 재단하지 않고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고 위치 짓는 데 있어 행
위성 개념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본다. 이를테면 <유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가 자신이 처한 여러
조건(특히 공주라는 신분)을 역-이용하고 재-활용하면서 이전의 소설 속 여성인물들에게서 발견하
기 어려운 행위성을 발휘한다는 점에 새로이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본고의 논의 진행 과정
에서 사용하는 행위성 개념은 이러한 개념 정의에 기반하여 활용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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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앞선 서사에서는, 유우성과 그의 두 아들 유세경, 유세창이 천촉 땅의 반역

을 평정한 뒤, 유세창이 홀로 남아 천촉을 유람하기를 청하고 허락받는 대목이 나

타난다. [2]에서 유세창만이 유부로 귀환하지 않자 어머니 이부인은 크게 근심하고,

유세창의 아내 남씨를 비롯한 유부 사람들은 그의 무사 귀환을 기다리게 된다. 이

러한 기다림의 끝에 유세창이 귀환하는 장면(5권의 89면)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것 또한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유씨삼대록>의 서

술자는 시간을 소급하여 유세창의 유람 서사를 서술한다. ‘이때’라는 전환구를 기점

으로 유세창이 일행과 헤어진 뒤 촉땅을 유람하며 마주하는 풍광을 구체적으로 서

술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때 [2]에서 유세창의 아내 남씨를 비롯한 유부 사람들의 두세 달여의 시간은

‘기다림이 극하더라’라고만 압축되어 처리되지만, 이와 동일한 시간에 진행되고 있

는 유세창의 유람 과정은 비교적 상세히 서술된다. 서술자는 남씨의 애타는 마음에

관해서는 별다른 서술을 하지 않는 반면, 유세창이 유람 과정에서 우연히 설생(설초

벽)을 만나 함께 돌아오기까지, 이들이 주고받는 대화와 이들의 변화하는 감정선에

대해서는 총 12면 분량을 할애하여 서술하고 있다. 같은 시간 단위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임에도, 서술자의 판단에 따라 각 사건에 관한 서술의 비중에는 큰

편차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비중의 차이를 통해 서술자가 남씨의 기다림보다

는 설초벽과 유세창의 관계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이렇듯 분리된 공간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되던 각각의 서사는 유세창이 설초

벽과 함께 다시 유부로 귀환하면서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된다.

한편 [3]의 경우에도 [2]과 유사하게 전환어구(‘차설’)를 기점으로 분리된 시공간에

서 진행되는 사건에 관한 서술이 나타난다. [3]의 인용 대목은 유세필과 박소저 부

부의 전사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맥락을 잠시 제시할 필요가 있을듯하다. 앞선 서

사에서 유세필이 아내인 박소저를 특별한 이유 없이 박대하여 부부가 불화를 겪던

중, 박소저의 친정아버지 박상서가 좌천되어 운남으로 향하게 되자 박소저가 아버지

를 좇아 유부를 떠나면서 유세필과 박소저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운남으로

향하던 길에 박소저 일행은 갑작스러운 도적의 습격을 받고 박소저가 도적에게 잡

혀가게 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부에서는 박소저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유세필을 순씨와 새로 혼인시킨다. 이후 유세필의 형 유세기는 산서, 하북, 하남 등

의 지역을 돌며 민심을 가라앉히는 공무를 수행하다가 산동 지역에 이르러 어진 선

비를 만나게 되는데, 그 선비와 만난 시점에서 소급 서술을 통해 유세기가 만난 그

선비가 사실은 유세기의 제수씨인 박소저임이 밝혀지게 된다. 이후 서사에서는 박

소저가 유세기와 함께 유부로 귀환하면서 유세필과 분리되어 진행되던 박소저의 서

사는 다시 유세필의 서사와 합류하게 된다.

이때 [3]에서 서술자는 유세기와 박소저가 만난 현재의 시점에서 서술을 멈춘 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박소저가 지나온 시간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현재의 장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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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 있는 인물인 박소저의 지난 서사를 소급적으로 서술한다는 점에서, 이는

영화의 플래쉬백(flashback) 기법을 연상시킨다. 만약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을 좇는

서술이었다면, 유세기와 박소저가 서로를 알아차리는 장면에 이어서는 두 사람이 대

화를 나누고 함께 유부로 돌아오는 데로 서사가 전개되었어야 한다. 이 경우 박소저

가 겪은 지난 고난은 박소저 자신에 의해 표현되거나, 박소저의 내면에서 회상되거

나, 혹은 소문으로 전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이 지점에서 서술을 멈추

고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 박소저가 그간 지나온 시간을 5면 분량에 걸쳐 직접적

으로 재현한다. 이에 따라 소설에서는 박소저가 도적에게 애걸하여 어머니를 살린

뒤 도적떼에 붙잡혀가던 중 남장을 하고 도망쳐 피신하는 과정, 도적에게 쫓기던 박

소저가 양태보라는 노옹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는 장면, 이후 양태보의 집에 얹혀

살며 그의 딸과 혼인을 약속하게 된 사정, 박소저의 명성이 산동 지역에 퍼지게 된

과정 등이 차례로 서술된다.

위에서 살펴본 두 사례([2], [3])는 유부의 남성이(유세창/유세기) 낯선 장소에서

(천촉/산동) 의외의 여성인물(설초벽/박소저)을 만나 유부로 함께 귀환한다는 점에

서 상당히 유사한 형식을 공유한다. 유부라는 경계 밖에서 별도로 진행되었으므로

서술자의 서술 대상에 포섭되지 못하던 설초벽·박소저 등의 서사는 유부의 남성을

만나 유부의 경계 내로 포섭된다. 이와 같은 시공간적 합일은 <유씨삼대록>의 중

심가문인 유씨 가문이 지닌 서사적 인력(引力)을 드러내면서, <유씨삼대록>의 가문

소설로서의 성격을 형식적으로 드러내준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여성들이 유부의 경계 안에 포섭된다는 결과를 확인하는 데에서 나

아가, 이러한 소급 서술을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를 보다 세심하게 살펴볼 필

요가 있다. 이를테면 [2]에서의 소급 서술을 통해 남부인의 애타는 기다림은 축소되

고, 유세창과 설초벽이 쌓아가는 관계성이 강조되는 것은 설초벽이라는 인물의 형

상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유세창의 후처가 되고자 하는 은근한 마음을 내비치

기도 한다는 점에서 설초벽은 얼마든지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여성인물이다.

그러나 서술자는 이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유세창에 눈에 비친 설초벽이 얼마

나 비범한 인물인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이에 따라 설초벽에게 덧씌워질 수 있

는 부정적 혐의는 옅어지고 우호적인 인상은 강화된다. 이후의 서사 전개에서 드러

나지만 설초벽은 유세창의 애정을 두고 남씨와 다투는 적국(敵國)으로 스스로를 위

치시키지 않고 그러한 구구함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인물로 나타나며, 심지

어는 유씨 부중 내 어떤 여성들에 비해서도 뛰어난 도량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그

려진다. “뭇니 뉴부 문듕의 뉘 이와 흔고”129)라는 서술자의 직접적 반문에서 드

러나듯, 서술자는 진양공주를 제외하고는 설초벽이 유부의 여러 여자들 가운데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기까지 한다. 이를 통해 보자면 서술자

의 설초벽에 대한 우호적 태도는 이미 [2]에서의 소급 서술이 활용되는 양상에서부

129) <유씨삼대록> 7권, 7면. 해당 대목에서 서술자는 진양공주는 논외라고 언명한 위에서, 설초벽이
유씨 집안 모든 부녀자 가운데 빼어나다고 평하고 있다. 이외에 <유씨삼대록> 6권에서도 설초벽의
충(忠)과 협기(俠氣), 효의(孝義) 등을 거론하며 그녀를 높게 평가하는 서술자의 논평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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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정향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3]의 경우 소급 서술의 대상인 박소저가 스스로 시가(媤家)를 떠나 친정 부

모를 좇기를 택한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소저가 유부로 귀환한

뒤에도 유세필과 박소저의 관계는 즉각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데, 이는 유세필이 박

소저의 처신에 강한 불만과 불신을 가지는 데에서 비롯된다. 유세필은 박소저의 생

환을 내심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그녀의 정절에 대해 지속적인 의심을 표하며 박

소저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언어폭력을 행사한다. 이렇듯 박소저의 귀환

이후에도 유세필과 박소저 부부의 갈등이 지속되는데 있어, 독자들이 앞선 소급 서

술([3])을 통해 박소저의 지극한 효성과, 그녀의 지략, 그리고 그녀의 정절을 이미

확인한 뒤 해당 서사를 향유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유세필의

의심과 불만에 동조하기보다는, 부당하게 박소저를 핍박하는 유세필에게 심리적 거

리를 유지하며 박소저에게 측은지심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소급 서술의

활용은 소설의 향유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130)

이상의 사례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에서 서술자가 시간을 소급하여 특정 인물과 관

련한 사건 전개를 자세히 보여주는 것이 그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관심과 긴밀히

관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소급 서술의 활용은 서술자가

서사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인물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가문

의 경계 내부의 특정한 주인공에게만 서술의 초점을 맞춰 순차적 서술이 이루어졌

다면 누락되거나 부차적으로 다루어져야 했을 여러 인물들의 서사는 소급 서술을

통해 서사에 포함된다.131) 이러한 서술방식은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한 명의 주

인공에게만 서술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문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두루

조명을 비추며 각각의 인물들의 처지와 입장을 포괄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소급 서술은 독자들의 수용 방식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하진양문록>을 통해 소급 서술이 소설의 곳곳에서 활용되

는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선 논의와는 달리 소급 서술이 나

타나는 대목을 직접 인용하는 대신, <하진양문록>에서 소급 서술이 나타나는 주요

대목을 도식화하여 제시하겠다.

130) 소급 서술이 실제 독자들의 수용 방식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영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
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이를테면 <유씨삼대록> 3권의 장혜앵에 대한 소급
서술에서, 친정으로 쫓겨난 장혜앵은 유세형이 진국공으로 봉해지고 진양공주가 여총재로서 활약한
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진양공주의 권세가 높으니 유세형이 ‘자신과 같이 내쳐진 계집’을 생각할
리 없다고 비관하며 슬퍼한다. 앞선 서사에서 장혜앵이 유세형과 진양공주를 이간질하다가 내쫓긴
만큼 독자들은 그녀의 불행을 흡족해하게 여길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장혜앵의 내적 독백에 서술
자의 비판적 논평이 덧붙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일부 독자들은 그녀의 처지에 연민의 감정을 가
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131) <유씨삼대록> 4권에서 민순랑에 관한 서사가 전개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와 유사하면
서도 본격적인 소급 서술의 중첩이 <옥원재합기연>에서 발견되기에,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옥원재합기연>을 다루는 3항으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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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진양문록>에 나타나는 보여주기를 통한 소급 서술은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누

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①에서는 여주인공 하옥윤의 가문인 하부의 서사가 먼저

서술된 이후에, 남주인공인 진세백에 관한 소급 서술이 이루어진다. 서술자에 의한

요약진술이 아니라 서술의 시점 자체를 이동시켜 본격적인 사건 전개를 보여주고

그 서술의 비중 또한 확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세백의 서사가 부수적으로 다루어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하옥윤에 대한 서술이 선행한 이후에 진세백에 대

한 소급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불우한 처지에 놓인 진세백이 하옥윤의 아

버지 하희지가 지닌 감식안에 의해 발굴되는 방식으로 서사에 처음 등장한다는 점

등은 주목된다. 이는 <하진양문록>이 남주인공의 가문이 아니라 여주인공의 가문

을 중심 서술 대상으로 설정하였음을 드러내주기 때문이다.

한편 ②와 ③에서 소급 서술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우선 ②는 하옥윤의 서사가

먼저 전개된 이후에 하옥윤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의 서사가 소급 서술되는 대목

이고, ③은 진세백을 중심으로 한 서사가 전개된 이후 그 서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

머지 인물들, 그 가운데에서도 하백화의 서사가 소급 서술되는 대목이다. 즉, <하진

양문록>의 서술자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다가도, 서술에서 누락된

인물들의 서사를 제시하기 위해 시간을 되돌리는 서술방식을 활용한다. 이로 인해

①
(1권)

하희지가 진세백을 우연히 만남 - (소급 서술을 통하여 진세백의 서사
가 제시됨) 진세백의 부모를 잃고 떠돌다 하희지와 만남 - 하희지가
진세백과 하옥윤의 혼인을 약속함

②
(3-5권)

진세백이 피신한 후 하옥윤은 자결을 시도하나 실패함 - 하옥윤이 다
시 물에 투신하자, 황룡이 나타나 하옥윤을 법선관으로 데려가고, 도사
가 하옥윤의 전생을 알려줌 - 하옥윤이 진법을 익히며 세상에 돌아갈
때를 기다림 - (소급 서술을 통하여 하희지와 하백화, 진세백 등의 서
사가 차례로 제시됨) 하부에서는 하옥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여기고,
하백화는 하영화 형제를 피해 가출함 - 하희지 또한 집을 떠남 - 진세
백은 개명하고 과거에 응시하여 급제함

③
(5-7권)

진세백이 하영화 형제를 피해 벼슬을 사직함 - 진세백이 하영화 형제
의 죄상을 밝히는 표문을 올림 - 하부가 몰락함 - (소급 서술을 통하
여 가출 이후의 하백화의 서사가 전개됨) 하백화가 우연히 물에 빠진
양소저를 구하고 혼인을 약속함 - 하백화가 조정에서 아버지와 자신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자 양소저와 이별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섬

④
(28-29권)

운남과의 전쟁 가운데 진세백이 병들어 죽을 위기에 처하였다가, 하옥
윤이 보낸 편지와 약을 전해 받음 - (소급 서술을 통하여 하옥윤이 선
계의 동자를 만나 선약을 건네받는 전말이 제시됨) 진세백이 편지를 보
고 하옥윤을 만나고 돌아옴

⑤
(29권)

전쟁 가운데 갑자기 음무광풍이 일어나 송나라 군대가 대승을 거둠–
진세백의 선정을 백성들이 찬양함 - (소급 서술을 통하여 하옥윤이 도
술을 부려 진세백을 도왔음이 제시됨) 하옥윤이 진세백을 은밀히 돕고
돌아와 소상궁에게 사건의 전말을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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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시간 단위가 하옥윤, 진세백, 하백화를 중심으로 다시 서술되며, 이처럼 거

듭된 소급 서술을 통해 <하진양문록>에는 여러 인물들의 시간이 병렬적으로 놓이

게 된다. 이와 같은 소급 서술은 <하진양문록>의 주요 인물들이 서로 분리된 공간

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도입되는 것으로, 이러한 서술을 통해 제각기 움직이는

하옥윤, 진세백, 하백화 등의 개별 서사가 부각되며 인물들 각각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이 확보된다. 특히 앞선 소설들과 비교할 때, <하진양문록>에서는 병

렬적으로 전개되는 여러 인물들의 서사가 남성 인물(의 가문)에로 일방적으로 종속

되기보다는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서 합류하는 양상을 보인다. 오히려 하옥윤의 서

사가 먼저 서술된 이후에 진세백의 서사가 서술된다는 점, 하옥윤의 결단으로 공간

적 분리가 이루어져 하옥윤과 진세백의 서사가 분리되어 진행되다가도 하옥윤이 다

시 인세로 돌아오는 선택에 의해 두 인물의 서사가 합류하여 진행된다는 점 등에

서, 하옥윤이 인물들 간의 시공간의 분리와 합류를 주도하는 인물로서 부각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②, ③의 소급 서술이 각기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되는 여러 인물들의 서사

를 두루 포괄하는 차원에서 활용되는 데 반해, ④와 ⑤에서 확인되는 소급 서술은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④, ⑤에서는 소급되는 시간의 단위가 비교적 짧

으며, 극적인 사건이 먼저 발생한 뒤 그 사건의 내막이 밝혀지는 방식으로 소급 서

술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대 운남 전쟁에서 큰 위기에 처한 진세백에게 기적과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소급 서술을 통해 그 기적이 다름 아닌 하옥윤에 의해 이루

어진 것이었음을 사후적으로 드러내는 서술방식이 반복된다. 이를테면 ④에서 진세

백은 전쟁 가운데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대원수의 직분을 부원수에게 대행하도

록 명하기까지 하는데, 이때 홀연히 화살이 날아와 떨어진다. 진세백은 화살 끝에

매인 편지가 하옥윤이 보낸 것임을 알고, 동봉된 약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며 편지

에 적힌 예고를 통해 적병의 기습에 대비하여 큰 승리까지 거두게 된다. 이어지는

서사에서는 하옥윤이 도관의 스승에게서 약을 얻어오는 과정이 소급 서술을 통해

자세히 제시된다. 한편 ⑤에서는 송나라 군대가 운남의 군대와 큰 전투를 벌이는

가운데, “호련 음뮈(陰霧) (四塞)고 광풍(狂風)이 작(大作)여 물결이

뫼”132)같이 일어나 적군이 크게 놀라고 적선(敵船)이 모두 뒤집어져, 송나라 군대가

승기를 잡아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어지는 서사에서는 소급 서술을 통해 하옥윤이

몰래 숨어 선술(仙術)을 부려 적군의 배를 엎어트린 것임이 제시된다.

이러한 ④, ⑤의 소급 서술에서는 특징적인 양상이 확인된다. 남성인물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기적이 발생하고 소급 서술을 통해 그 배후에 여성인물이 있었음을

드러내는 구도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소급 서술은 서술에서 배제되어 있던 인

물의 서사가 추가적으로 서술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한다. 이때의 소급 서술은

생존조차 불확실한 진세백을 살려내는 구원자이자 도술을 통해 나라 전체를 위기에

서 구해내는 영웅으로서의 하옥윤의 형상을 부각시키면서, 그녀의 비범함을 인상적

132) <하진양문록> 29권,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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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강조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운남과의 전쟁 이후 적군에게 ‘현인군자

이자 영웅호걸지사’로 인정받고 백성들이 그 성덕을 찬양하는 대상은 진세백이지만,

서술자는 소급 서술을 통하여 진세백이 누리는 영광의 배후에 기실 하옥윤의 결정

적 조력이 있었음을 독자들에게 드러내 보여준다. 이러한 소급 서술은 독자들로 하

여금 호기심과 의아함, 기대감을 품고 서사를 좇도록 만들며, 독자들이 목격한 기적

이 다름 아닌 하옥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사후적으로 확인케 한다는 점에서,

하옥윤의 영웅적 능력을 독자들에게 인상적으로 각인시키는 동시에 서사의 흥미를

제고하는 서술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133)

3) 사건에 관한 입체적 이해

2항에서는 소급 서술을 통해 본격적인 사건 전개가 나타나는 다양한 양상을 살피

고 그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소급 서술이 가장 복합적인 방

식으로 활용되는 작품인 <옥원재합기연>을 살펴보고자 한다.134) 특히 <옥원재합기

연> 특유의 소급 서술의 ‘중첩’ 양상을 살피기 위하여, 소세경의 이현영에 대한 초

혼(招魂) 사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이때의 소급 서술은 직접 인

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긴 분량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도식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유용하리라 본다.

133) 이때 하옥윤은 숨어서 은밀하게 도술을 부리며, 자신이 ‘여자’로서 수많은 생명을 죽인 것에 대해
탄식하기도 한다. 실상 하옥윤이야말로 전쟁의 승리를 이끈 진정한 전쟁 영웅임에도 전면에 나서지
않으며, 이는 하옥윤이 여성으로서의 자의식에 기인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렇듯 후반부의
서사에서 하옥윤의 여성적 정체성이 강화되어 나타나는 설정은 이후 Ⅳ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나, <하진양문록>이 지닌 장르습합적인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다. 하옥윤은 여성영웅과 여군자
의 결합적 성격을 지닌 인물로서, <하진양문록>의 후반부 서사에서 모든 여성들의 스승으로 대우
받으며 그녀와 적국(敵國) 관계에 놓인 명선공주를 개과시켜 가정의 화평을 이룩하는 등, 단편 여
성영웅소설 속 전쟁영웅과는 상이한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인물 설정의 측면에서, 하옥윤의 전쟁
개입이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개연적이라고도 하겠다.

134) 이지하는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소급 제시를 ‘인물과 사건에 대해 빠뜨림 없이 제시하기 위
한 소급 제시’와 ‘인물들의 회상을 통하여 사건이 다층적으로 해석되기 위한 소급 제시’ 등으로 나
누어 살폈다. 이때 후자는 본고에서 정의한 소급 서술 개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다루지 않되, 전
자에 관해서는 본고 또한 주목하는바 본고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소급 서술의 중첩 양상에
도 주의를 기울이며 선행연구를 계승 및 보완해보고자 한다. 이지하, 앞의 책.

서사의 전개 순서 소급 서술

①
※ 소세경이 이현영의 투신을 목격함.
죄책감에 괴로워하다 이현영을 초혼함. (1권, 117-134면)

② 소세경은 경공의 집에 머물다 소송의 적소로 향함. (1권, 134-136면)

③
소송이 적소에 불이 나 피신하고, 진인의 거처에 머물게 됨.
우연히 슬픈 곡성을 듣고 소세경을 발견함. (1권, 136-152면)

소급 서술
(→소송이 유배
를 떠나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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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자가 먼저 제시하는 것은 소세경의 서사(①, ②)이다. 해당 대목에 앞선 서사

에서 소세경은 우연히 정혼자인 이현영을 객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이현영을 희롱하자 그녀가 강에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소세경은 그

죽음을 지극히 슬퍼하고 자신의 경박한 처신을 후회하며 괴로워하던 중, 사마선생

의 조언을 듣고 이현영이 투신한 반강에서 그녀를 초혼하게 된다. 초혼을 마친 소

세경은 사마선생의 문하를 떠나 경공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경공이 유배를 떠남으

로써 다시 아버지 소송의 적소(謫所)를 찾아 떠나게 된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소세경에게 서술의 초점을 유지한 채, 소세경이 여러 고생 끝

에 아버지 소송을 만나는 장면으로 순차적으로 서술을 이어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

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서술자는 시간을 소급하여 소송이 유배지에서 보낸 지난

세월을 자세히 서술하기 시작한다(③). ‘션시의’라는 전환구를 기점으로 서사의 초점

을 소세경에게서 소송에게로 전환하는 한편, 서술의 시점을 소급하면서 소세경과

분리된 채 흘러온 소송의 지난 4-5년의 시간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정적

(政敵)인 여혜경 일파에 의해 소송의 거처에 불이 나게 된 정황과 소송이 우연히

진인을 만나 목숨을 건져 화산에 거처하게 된 경위 등이 차례로 제시된다. 그리고

어느 날 소송이 슬픈 울음소리를 듣고 찾아간 곳에서 소세경을 발견하는 장면에서

서술이 멈춘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소세경과 소송이 만나는 장면에서, 서술자는 다시금 ‘차설’이라

는 전환구를 통해 소세경이 아버지를 찾아 나선 길에서 겪게 된 갖가지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한다(④). 서술의 초점이 소송에게서 소세경으로 재차 이

동하는 한편,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번에는 소세경이 아버지를 찾아오는 과정에

서 겪은 사건들이 제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앞선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때 소세경

의 서사를 제시하기 위해 소급 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다. 서술자는

④ 소세경이 소송의 적소로 가는 도중 고난을 겪음. (1권, 152-159면) 소급 서술(→②)

⑤ 소송과 소세경이 재회하고 그간의 이야기를 나눔. (1권, 159-175면)

⑥ 반강에 투신한 이현영이 용궁에 다녀옴. (1권, 175-182면) 소급 서술(→①)

⑦
왕안석이 우연히 이현영을 구출하고, 왕안석이 이현영을 설득하여 두
인물이 부녀의 의를 맺고 살아감. (1권, 182면 - 2권, 12면)

⑧ ※ 이현영이 꿈에서 소세경의 초혼 장면을 목격함. (2권, 12-19면)

⑨ 왕안석이 건넨 옥원앙을 이현영이 받지 않음. (2권, 19-22면)

⑩ 왕안석이 꿈에서 반하수 부처를 만남. (2권, 22면) 소급 서술(→⑨)

⑪
※ 소세경이 이현영을 초혼하는 모습을 개봉부 추관이 목격하고 화
상을 그림. (2권, 22-23면)

소급 서술(→①)

⑫ 추관이 바친 화상을 여혜경이 이원의에게 보여줌. (2권, 23-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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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초점화된 서술을 지속하면서, 소세경이 겪은 고난을 부자간의 대화나 소세

경의 회상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술자는 부

자가 상봉한 지점에서 다시금 소급 서술을 통해 소세경이 겪은 고난의 구체적 경과

를 서술하기 시작한다. 요컨대 소세경과 소송의 서사는 부자간의 상봉으로 수렴되

기는 하지만(⑤), 그 과정에서 서술자는 소급 서술을 적극 활용하면서 각각의 인물

이 지나온 시간을 번갈아가며 상세하게 재현하는 것이다.

이렇듯 소송과 소세경의 서사가 번갈아 소급 서술되는 가운데, 이현영에 관한 서

술은 반강에 투신한 지점(①)에 멈추어 있다. 만약 서술자가 소세경 소송 부자에게

서술의 초점을 유지한 채로 순차적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였다면, 소세경과 소

송의 재회 이후에는 이들 부자가 뜻밖에도 이현영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되는 데로

서사가 전개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술자는 소세경과 소송 부자에 관한 서술을 멈

추고, 다시금 ‘화셜’이라는 전환구와 함께 서술의 시점을 이현영이 반강에 투신하던

장면으로 되돌려 이현영의 서사를 상세하게 서술하기 시작한다.

이때 물에 빠진 이현영은 꿈속에서 용궁을 방문해 전당용군을 만난 뒤 회생하며

(⑥), 물에 떠내려 오던 이현영을 왕안석이 구하고 재차 자살을 시도하려는 그녀를

설득하면서 두 인물은 부녀관계의 의를 맺고 살아가게 된다(⑦). 왕안석의 집에서

지낸 지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뒤, 이현영은 꿈속에서 자신이 투신한 반강 근

처에서 누군가 자신을 향해 초혼하며 슬피 우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⑧). 그 사람

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백련임을 알아차린 이현영은 지극한 분노를 느끼지만 점

차 그의 절절한 애곡(哀哭)에 감동하게 되고, 제문(祭文)의 내용을 듣던 중 백련이

자신의 정혼자인 소세경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차리게 된다.

해당 장면은 소세경이 초혼을 하는 바로 그 시각에 이현영의 혼령이 초혼의 현장

에 방문하는 장면으로, 현실과 꿈이 신비롭게 겹쳐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러한 비현실적인 장면은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 정당화되는바, 각기 분리된 채 진

행되던 이현영과 소세경의 서사는 이현영의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 일시적으로 겹쳐

지게 된다(①+⑧). 독자들은 앞선 1권에서 이현영을 위한 소세경의 초혼을 이미 목

격하였으나, 2권에서의 소급 서술을 통해서야 소세경의 초혼을 이현영의 혼령이 목

격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다. 이에 따라 이현영에 대한 소세경의 초혼 행위

는 애도 주체인 소세경의 비극적 감상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실제의 청자이자 당

사자인 이현영에 의해 새로이 의미화될 여지를 남기게 된다.

한편 이현영이 반강에 투신하던 시점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이현영의 서

사 내부에도, 비교적 짧은 단위의 소급 서술이 포함되어 있다. 이현영이 꿈을 꾼 바

로 다음날 왕안석은 이현영에게 옥원앙을 건네며 그녀의 의중을 확인한다(⑨). 도대

체 어떠한 경위로 소세경과 이현영의 정혼의 상징물인 옥원앙이 왕안석의 수중에

들어간 것인지 해명되지 않은 지점에서, 서술자는 다시금 하룻밤의 시간을 되돌리

는 소급 서술을 통해 그 경위를 제시해준다(⑩). 이현영이 꿈을 꾸던 바로 그 밤에,

왕안석 또한 꿈에서 반하수 부처를 만나고 이후 자신의 정원 연못가에서 옥원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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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경의 제문을 얻게 되었음이 소급 서술을 통해 제시되는 것이다. 비록 하룻밤

사이라는 짧은 단위이기는 하나 이 또한 소급 서술로서, 이현영의 서사와 별개로

진행된 왕안석의 서사를 병치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

나아가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는, 다시금 소급 서술을 통해 이현영 외에도 제3

의 인물이 소세경의 초혼을 목격하였음을 제시한다(⑪). 여혜경 일파에 의해 줄곧

쫓기던 소세경은 이현영을 초혼하며 제문을 읽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자신의

정체를 노출하게 된다. 이를 우연히 엿들은 개봉부의 추관(推官)이 소세경의 모습을

화상(畫像)으로 그려 여혜경에게 바치고, 여혜경이 소세경의 화상을 이원의에게 보

여주면서 이로 인해 또 다른 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⑫). 요컨대 1

권에서 초혼을 행하는 소세경 자신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서술자 또한 별다른

실마리를 남겨두지 않지만, 실상 해당 장면은 이현영(의 혼령) 및 개봉부의 추관 등

에 의해 동시적으로 목격되었음이 소급 서술을 통해 차차 드러나는 것이다(①+⑧+

⑪). 서사 내 인물인 소세경 뿐만 아니라 독자들 또한 소세경의 초혼 장면이 처음

제시되는 지점에서는 목격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서사를 향유

하다가, 거듭된 소급 서술을 통해 해당 장면 안에 ‘이현영의 혼’과 ‘소세경의 화상을

그리는 추관’ 등을 배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같은 장면을 거듭 새롭게 파

악하면서 보다 역동적으로 서사를 향유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옥원재합기연>에는 큰 단위의 소급 서술 안에 작은 단위에 소급 서술이

중첩되고, 큰 단위의 소급 서술이 다수 병렬되어 진행되는 등 소급 서술의 중첩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소급 서술의 활용은 여러 인물들이 개별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소세경의 시간, 소송의 시간, 이현영의 시간, 왕안석의 시간, 추관의 시간 등)을 동

시에 서사 내부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서술자가 한 명의 주인공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는 대신, 여러 인물들에 의해 추동되는 다양한 갈래의 이야기를

서사 안에 포괄하고자 하는 데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소급 서술을

중첩시키는 것이 의도적으로 고안된 ‘형식’이라면, 이러한 형식의 도입을 통하여 어

떠한 서사적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옥원재

합기연>에서 소급 서술의 중첩 활용을 통해 주목할 만한 두 가지의 효과가 발생한

다고 본다.

첫째, 소급 서술은 한 장면의 의미를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만 해석되도록 고정시

키지 않고 다른 인물들의 입장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옥

원재합기연>에서 소세경의 초혼 행위는 소세경과 이현영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지

닐 수밖에 없다. 소급 서술이 없었다면, 소세경의 초혼 행위는 소세경에게 초점화된

서술로 제시되는데 그쳤을 것이고 물론 그 경우에도 서사의 개연성에는 전혀 문제

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옥원재합기연>은 서술의 초점을 단일 주인공에게만 맞

추는 대신, 소급 서술을 통해 사건에 연루된 상대 인물의 입장 또한 부각시킨다. 이

를테면 꿈이라는 매개를 통해 이현영이 소세경의 초혼 행위를 직접 목격하도록 설

정하면서, 같은 장면을 이현영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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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자신을 죽음을 애통해하는 소세경을 바라보는 이현영의 입장과 시각이 전면화

됨으로써, 독자들은 분노에서 감동으로, 그리고 의아함에서 놀라움으로 급변하는 이

현영의 감정을 좇으며 그녀의 입장에서 해당 장면의 의미를 재고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보자면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난 소급 서술은 서술에서 소외된 인물의

서사를 가시화하고 인물들 각자의 고유한 입장을 부각시키면서, 같은 장면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도록 촉구하는 서술기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급 서술은 하나의 장면 안에 연루되어 있는 여러 인물들의 서로 다른 입

장을 드러내면서, 이들을 개별적 서사를 지닌 고유한 존재들로 인식하게끔 한다.

<옥원재합기연>의 소급 서술은 한 장면 안에 포함된 여러 인물들이 각기 어떤 경

과를 거쳐 그 장면에 도달하게 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인물들이 동일

한 시간 단위를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체험하는 양상을 드러내준다. 특히 여러 인

물들의 개별 서사를 병렬하고 중첩하는 소급 서술을 통해, 인물들의 행위가 그 의

도와는 무관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인물들 자신은 의식하지 못한 채로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받는 등의 양상이 드러나게 된다. 이러한 서술은 단일 주인공에게 서술

의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인물들을 도구적으로 동원하는 소설에서는 나타날 수 없

는 서술방식이며, 인물들 간의 얽히고설킨 복잡한 역학관계를 상정한 위에서만 이

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역학관계를 표현하기 위해 도입되는 서술방식이다. 이에 주

목한다면 소급 서술의 중첩 활용은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는 다수의 인물들이 그

들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우발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을 서사라는 선적인 형식

안에 포괄하는 시도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을 통해 독자들은 한 명

의 주인공을 좇아 서사를 향유하기보다는, 여러 인물들의 관점과 인물들 각각의 고

유한 맥락을 두루 고려하면서 보다 입체적으로 서사를 향유하게 된다.

이상 본 절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소급 서술의 양상을 살피며, 소급 서

술이 서사적 개연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순차적 서술에서 소외되었던 인물에게

조명을 비추는 서술기법임을 논하였다. 소급 서술은 특정한 주인공(중심 가문의 남

성인물)을 중심으로 순차적 서술이 이루어졌다면 누락되거나 부차적으로 다루어져

야 했을 인물들, 이를테면 가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성인물들의 서사를 포괄하는

서술 형식으로, 후기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여성인물(의 가문)이 오히려 중심 서술 대

상으로 설정되는 양상 또한 확인된다. 이러한 소급 서술의 적극적 활용은 한글장편

소설이 한 명의 주인공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문을 이루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두루 조명하며 서로 다른 인물들의 처지와 입장을 드러내는 데 관심을 기울이는 장

르임을 보여준다. 나아가 소급 서술의 중첩 활용은 하나의 장면에 연루된 인물들의

다양한 입장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여러 인물들의 각기 다른 입장과 처

지를 두루 파악하며 보다 입체적으로 서사를 향유하도록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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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면 서술을 통한 인물 이해의 심화

인물의 내면 서술은 다양한 서사장르 가운데에서도 소설 장르만이 지닌 독특한

서술적 특징으로 거론되며 전지적 서술자의 표지로도 일컬어져왔다.135) 현실에서

타인의 속마음은 불투명하고 접근 불가능하며 오직 추론만이 가능할 따름이지만,

인물의 정신적, 심리적 작용을 텍스트에 매개하는 특정 소설들의 서술방식은 인물

의 정신적 삶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환상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특히 소설

속 인물의 정신적 삶에 관한 서술자의 ‘틀릴 수 없는’ 진술은 독자들이 인물에게 보

다 친밀감을 느끼고 감정이입 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136)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인물이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지 않는 감정과 생각 등을 포

함하여 인물의 내면세계 전반을 서술자가 자유자재로 투시하고 이에 대해 서술하는

양상이 확인된다. 관련하여 한글장편소설은 인물의 내면에 관한 상세한 묘사가 어

떤 고전소설보다도 전경화 되어있다거나,137) 서사의 편폭만큼이나 여러 인물군의 감

정이 밀도 있게 표현되는 장르로 평가되어왔다.138) 그러나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내면 서술의 구체적인 양상에 관한 분석, 즉 서술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태도

로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며, 이로 인해 어떠한 서사적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해서

는 여전히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듯하다. 실상 한글장편소설에서 인물의

내면이 서술되는 양상이 지극히 다양하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 또한 제각각인

만큼, 이를 나누어 살피며 논의를 보다 예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하여 근래 한글장편소설 연구에서 활발하게 전개되는 감정 연구의 흐름 또한

참고할 수 있을듯하다. 감정 연구의 이론적 발흥과 함께 소설에 나타나는 감정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한글장편소설은 다양한 인물군의 감정이 풍부하게 다루어진다

는 점에서 연구대상으로 크게 주목받아왔다.139) 그런데 감정 연구에서는 감정을 추

출한다는 대명제 하에 텍스트의 서로 다른 층위에 놓인 단서들(서술자의 서술, 인물

의 발화, 인물의 표정 등 신체 변화, 작품의 분위기 등)을 구분 없이 다루면서, 각

단어에 감정 점수를 매기고 그 빈도를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한다.140) 그러

나 이러한 접근에서는 인물과 서술자 등 서로 다른 텍스트의 구성 요소 간의 차이

가 고려되지 않으며,141) 무엇보다도 감정이 소설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다루어지는

135) 박희병, 앞의 책, 48-60면; Alan Palmer, “Thought and Consciousness Representation,”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edited by David Herman, Manfred Jahn and
Marie-Laure Ry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136) Marco Caracciolo, “Beyond Other Minds: Fictional Characters, Mental Simulation, and
“Unnatural” Experiences,” Journal of Narrative Theory 44, 2014.

137)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묘사담론 연구 , 서강인문논총28,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7면.
138) 정혜경, 고전소설의 감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9, 한국고전여성문학
회, 2019, 10면.

139) 정혜경,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현씨
양웅쌍린기>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최기숙, 고소설의 감성 문법과 감정 기
호–<소현성록>의 감정 수사를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140) 강우규·김바로, <소현성록> 연작에 나타난 감정의 출현 빈도와 의미－컴퓨터를 활용한 통계학
적 분석을 바탕으로 , 온지논총56, 온지학회, 20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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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문제가 누락되어버린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와 같은 아쉬움은 서로

다른 연구의 관심에서 비롯되는 차이, 즉 ‘감정’에 관한 연구와 ‘서술자’에 관한 연구

가 지닐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그러나

한글장편소설 특유의 소설미학을 정치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소설에서는 하나의

감정조차 무한히 다양한 방식으로 서술될 수 있다는 점, 같은 감정의 범주로 묶이

는 감정들조차도 사실은 넓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다는 점, 동일한 감정에 대한

서술조차 그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섬세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에 관한 본격적인 분석을 표방하는 만큼, 인물의

내면 서술의 구체적 양상, 즉 서술자가 인물의 정신적 심리적 삶을 ‘어떻게’ 매개하

며 이로부터 ‘어떠한’ 서사적 효과가 발생하는지의 문제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내면 서술의 특수한 국면을 그 자체로 부각시키면서

도, 이러한 내면 서술을 단서 삼아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의 특징과 성격을 분석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게끔 논의의 토대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우선 1항에서는 인물의 내면 서술 양상을 개괄하는 가운데, 하나의 장면에 연루된

여러 인물들 가운데 특정한 한 인물의 내면이 서술되는 양상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어서 2항과 3항에서는 여러 인물들의 내면이 번갈아가며 서술되는 양상을 살피고

자 하는바, 2항에서는 여성인물들의 내면이 번갈아 서술되는 양상에, 3항에서는 애

정관계를 이루는 여성인물과 남성인물의 내면이 번갈아 서술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이러한 서술을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1) 인물과의 심리적 거리 조절

한글장편소설에서 인물의 내면이 서술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142) 첫째, 내적 독백의 형태로 인물의 사유나 감정 등이 직접 인용되는 유형과,

둘째,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에 대해 서술하는 유형이 그것이다. 우선 <소현성록>의

사례를 통해 그 양상을 살피는 데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141) 정혜경은 고전소설에서는 인물의 감정이 서술자에 의해 전달되기 때문에, 감정의 주체가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혜경, 앞의 글, 2019, 17-8면. 실제로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인물
의 발화와 서술자의 발화가 섞여 경계가 모호하거나, 서술되는 감정이 서술자의 것인지 인물의 것인
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를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판단되며(초점화의 개념을 활용한다면, 서술의 주체는 서술자이되 특정한 감정을 느끼는 주체는 인물
일 확률이 높다), 가능한 범위에서나마 이를 구분하여 살피는 시도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142) 알란 파머에 따르면 전통적인 서사론에서는 인물의 생각과 의식 등을 발화(speech) 모델에 기반
하여 분석해왔으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언어화되지 않는’ 의식 및 인물의 감정이나 마음의 상태 등
에 관한 서술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기각되어왔다. Alan Palmer, op. cit. 본고는 서
사문학의 본질에서 제시된 간명한 분류를 참고하고자 한다. 서사문학에서 인물의 ‘내적 삶’을 제시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바, 첫째, 등장인물의 생각이 해석적 논평과 함께 서술
자를 통과하여 제시되는 경우와, 둘째, 보다 직접적이고도 극적인 형태의 내적 독백이 그것이다. 로
버트 숄즈·로버트 켈로그·제임스 펠란, 앞의 책,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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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시 모친의 이 화시 인물을 피려 믈 보고 렴(內念)의 우어 왈, ‘뎌 경도

투한(傾倒妬悍)녀반시 졸(醜拙)을 내리니 셕시 드러오믄 여반쟝(如反掌)이

로다’하더라. <소현성록> 2권, 36면

[2] 원부인이 다른 디 업더니 화시 톄읍(涕泣) 후 투(妬)야 부인의 말긋가부

와 셔뫼(庶母) 동심(同心)다 야 낭(孟浪)히 경도(傾倒)믈 보고 일심(一心)의 패

악(悖惡)히 너겨 뇌졍(牢定)니 엇디 애디 아니리오. (辭色)을 평안히 고 〃

코 잇더면 비록 팔왕 아냐 황뎨 니신들 셕쇼졔 드러 오리오. <소현성록> 2권, 40면

우선 [1]에서는 소월영이 마음속으로 하는 내면의 발화가 인용의 형태로 제시되는

데, ‘마음속으로[內念]’라는 표현을 통해 해당 발화가 직접 발설된 것이 아니라 인물

의 생각을 서술자가 제시한 것임이 드러난다. 인용문에 앞선 서사에서, 소월영은 자

신의 올케 화수은이 남동생 소현성에 비해 모자라는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어머니

양부인에게 자색과 인품 모두 뛰어난 석명혜를 두 번째 며느리로 들이기를 권한다.

이에 양부인은 며느리 화수은이 투기하는지를 살펴 석명혜를 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는데, [1]에서는 이 말을 들은 소월영이 ‘화수은이 투기하지 않을 리

없으니 동생의 혼사가 손쉽게 성사되리라’고 생각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대목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술자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채 소월

영의 내적 독백이 인용되고 있지만, 인물이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지 않은 속마음

을 서술자가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서술자의 매개를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2]는 [1]에 이어지는 대목으로, 소현성과 석명혜의 혼례를 허락한 양부인이

어떠한 속내로 그러한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서술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양부인은 소현성과 석명혜의 혼사에 별다른 의지가 없었으나, 화수은이 눈물을 흘

리며 남편과 서모를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패악하다’고 판단하여 석명혜와

의 두 번째 혼사를 결정하게 된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서술자가 양부인의 심

리를 제시하는 데에서 나아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논평까지 곁들인다는 점이다. 서

술자는 화수은의 패악함으로 양부인이 두 번째 며느리를 들이기로 결심하게 된 상

황이 ‘애달프다’면서, 만약 화수은이 스스로를 절제하여 부덕을 지켰다면 혼사를 주

선한 자가 황제였더라도 양부인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사후적인 가정

을 덧붙이고 있다. 즉, 여기에서 서술자는 양부인의 선택이 며느리인 화수은의 부덕

(不德)과 패악함에서 기인한 것임을 제시하면서, 화수은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자

초하였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엇디 애디 아니리오”와 “셕쇼졔 드러 오

리오” 등의 두 차례의 반문을 통한 논평은, 서술자의 존재감을 강하게 환기하는 한

편 질문의 형식을 통해 서술자의 판단에 독자들을 연루시키면서 독자들의 수용 방

식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1]과 [2]를 통해 살펴본 내면 서술의 두 유형은 서술자가 드러나는 정도에 있어

서는 일정한 차이를 보이나 기본적으로는 서술자의 매개에 의해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실상 두 유형의 내면 서술은 배타적이지 않고 실제 소설에서는 자주 혼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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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타나므로, 실제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내면 서술의 양상을 자세히 살피며

그 서사적 효과를 본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본 항에서는 기존

에 연구사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지점인, 남성인물의 내면에

대한 서술을 중심적으로 살피고자 한다.143) 특히 한 장면에 연루된 여러 인물들 가

운데에서도 남성인물의 내면만이 부각됨으로써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려 한다.

[3] 투목시지(投目視之)여 그 용뫼 환형(換形)여시믈 그윽이 가련이 넉이

졍이 업바의 측은지심(惻隱之心)도 범연(泛然)여 무심(無心) 무려(無慮)더라.

(…) 이 오히려 무류고 블평지심(不平之心)이 이셔 넌지시 니며 눈보아 사

이 업타 드러가보니 만분 위독여 침셕(枕席)의 려시니 심하(心下)의 참

담(慘憺)여 나아가 그 손을 잡고 증셰무나 답언이 업디라. 그 옥골빙(玉骨

氷姿)로일박명(薄命)을 쳐 그 명이 자 고뎌 믈 보매 긔 무신(無信)

박졍(薄情)미 심고 뎌의 졍참혹디라. 슬픈 의동(萌動)여 그 을 혀

보매 옥비의 혈이 단사(丹砂) 흐니 이보아도 인졍이 박고 잔잉미 심어(甚

於) 오긔(吳起)니 가연 탄식고 인여 그 몸을 어뎌 일신의 뎜육이 업고 

쵹뇌(髑髏) 되어시믈 샹심여 각‘이나의 말의 용심(用心)미 이흐여

죽기구(自救)미라. 편쟉(扁鵲)이 환(生還)나 회츈(回春) 기 어려오니 만

일 일호나 졍신을 슈습죠용이 유셰(誘說)여 음 도로혀미 내게 잇디 의약(醫

藥)의 잇디 아니리라’ (…) 이 이보매 어린하고 병이 이러사이

다 아디 못고 샹한(傷寒)으로 치료던 일이 도로혀 우음이 나고 쇼졔 죵시(終是)

니디 아냐 죽기뎡본심을 알매 더옥 블샹이 넉여 <유씨삼대록> 7권, 33-35면

[4] 공쳔만무심(千萬無心) 듕 목젼(目前)의 쇄옥낙화(碎玉落花)보매 반향(半晌)

을 어린듯다가 크게 불너 오, “차호통(嗟乎痛哉)라. 나 소군평이 젹불션(積不

善)을 여뇨. 살인쟈(殺人者死)한고(漢高)의 삼법삼댱(三法三章)의도 버서나

디 못니 내 죄가 차의예 사디 못리니 옥인(玉人)을 라 가지로 죽어 황원(荒

原) 아래 샤죄미 가도다.” 의이에 밋매 일시지간(一時之間)의 오촌단(五內

寸斷)여 호댱통(哀號長痛)의 인(人事)렷더니 이윽고 각, ‘효

(百行)의 근원이오 의그 이(所以)라. 내 당년의 만니(萬里)의 엄뎡(嚴庭)을 원뎍

(遠謫)여 죵(宗嗣)의 막대(莫大)와 부모의 쇽(嗣續)의 듕(重)미 일신(一身)의

탁(在托)니 비록 사을 져릴지언졍 불효의 죄인이 되디 아니리니 불인불의(不

仁不義)스로 감심(甘心)여 뎌라 죽디 못디라, 현마 엇디 리오. 명일

쥬개(酒家) 알면 거죄(擧措) 편치 아니리니 니 도라가려니와 내 지식이 쳔단(淺短)

여 녈부(烈婦)처엄의 아라보디 못고 일보기디완(遲緩)이 야 기 닐너 그

143) 고전소설의 감정 연구는 다소간 여성인물에 편향되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감정을 타고 흘러
나온 여성의 목소리에 집중함으로써 당대 서사문법과 지배담론에 가려진 인물의 감정과 문제의식”
을 찾아내고자 한 연구의 문제의식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된다(정혜경, 앞의 글, 2019, 17면). 그
러나 조선시대 가부장제 질서의 유지와 확산에 있어 감정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라
도, 남성의 감정은 어떻게 다루어졌으며 이것이 소설이라는 서사텍스트 안에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
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일 또한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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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命)을 구치 못니 쳔고의 박지인(薄行之人)이라. 옥인(玉人)이 알오미 잇냐?

명쳔(明天)을 치고 녹슈(綠水)증명니 이 몸을 임의(任意)치 못야 셥졍

(聶政)이 듕(仲子)갑흐미 그 아니라. 가군(家君)이 환쇄(還巢)야 북당(北堂)

의 ○고 일(一子)두어 ○○으로 갑흔 후 긔약여 이에 와 옥인을 져리믈

사례리라.’144) 말노조차 톄톄뤼(涕涕淚) 여우(如雨)여 의(衣袖) 저즈니 강패(江

波) 오열고 야텬(夜天)이 수(愁色)믈 보리러라. <옥원재합기연> 1권, 115-117면

우선 인용문 [3]은 <유씨삼대록>에서 유세필의 감정 변화가 곡진하게 전개되는

대목으로 이에 관한 앞선 서사의 맥락을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세필의

아내인 박소저는 남편 유세필과 순탄치 못한 부부관계를 이어가다가, 좌천된 친정

아버지를 좇아 운남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나 박소저는 이동 중 도적떼를 만나 납

치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유부로 귀환하게 된다. 친정을 좇아 떠난 박소저의 처

신에 대해 불만과 그녀의 정절에 대한 의구심으로 유세필이 박소저를 핍박하자 결

국 박소저는 크게 병드는데, [3]은 이러한 서사의 흐름 위에 놓인다.

인용문의 초반에서 서술자는 유세필의 내면에 대해 서술하면서 그가 박소저의 병

환에 전혀 마음 쓰지 않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유세필은 점차 변화해 가는데, 유부

전체가 박소저를 구호하려 애쓰는 과정에서 유세필을 아예 배제해버리자, 유세필이

오히려 무안하고 마음이 불편해져 스스로 박소저의 병세를 살피고자 마음먹게 된

것이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박소저를 보러 간 유세필은 위독한 박소저를 직접 보

자 자신의 박정함을 후회하고 슬퍼하며, 특히 박소저의 앵혈(鶯血)을 확인한 뒤에는

박소저를 연민하게 된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무심함에서 무안함, 후회, 슬픔, 연민의

감정으로 변해가는 유세필의 심리 변화를 세밀하고도 충실하게 서술하는 가운데,

자신만이 박소저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유세필의 내적 독백을 제시함으로써

그의 회심의 진정성을 강조한다. 이어서 유세필은 박소저의 몸을 살펴 아무도 발견

하지 못했던 등창을 확인하고 허탈해하면서도, 병의 원인을 말하지 않은 채 차라리

죽기를 결심한 박소저의 마음을 깨닫고 불쌍함을 느낀다. 이 대목은 그간 자신의

감정에만 골몰해온 유세필이 박소저의 마음에 대해 처음으로 생각하며 그녀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유세필의 내면에 관한 상세한 서술은, 유세필이 박소저를 냉대하다가 점

차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박소저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그녀를 연민하고, 마침

내 박소저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호하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전

달한다. 만약 유세필의 내면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박소저를 냉대하고 핍박하던 유

세필이 박소저를 중애하게 되는 변화는 개연성이 부족하고 갑작스럽게 느껴졌을 것

이다. 그러나 유세필에 초점화한 서술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의 내면이 변화하는

144) 해당 대목의 원문이 마모되어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다. 장서각본의 경우 1∼5권이 낙질이기에 해
당 대목의 원문을 확인할 수 없고, 연세대본의 경우 “그러나 이제할 일 업지라. 친정의 도라
가 일위여 션친을 공양고 공명을 유의치 말고 졀부의 원억을 구쳔타일(九泉他日)의 갑흐
리라”(78-79면)로 상당히 변개되어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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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기들이 단계별로 곡진하게 제시됨으로써 그가 회심에 이르게 되는 변화가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3]에 이어지는 서사에서는 유세필이 박소저를 적극적으로 구호한다

는 점에서, 유세필은 박소저를 병들게 한 원인 제공자에서 박소저를 살리고 부부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점차 변모하는 입체적 인물로 그려짐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용문 [4]의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소세경의 내면 변화가 중심적으로 나타

나는바, 관련 서사의 맥락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소세경은 아버지 소송의 유배

이후 은신(隱身)을 위해 여장을 하고 장파의 집에서 지내던 중 이부에 비자(婢子)로

끌려가게 된다. ‘백련’이라는 여성으로 위장한 소세경은 자신의 정혼 상대인 이현영

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는데, 이후 이원의가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남성임을 드러

내고 이부에서 도주하게 된다. 한편 백련(소세경)의 도주 이후 이현영은 자신의 혼

처를 두고 부모와 갈등을 빚던 중 가출하게 되고, 객점에서 우연히 백련을 만나게

된다. 소세경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이현영을 희롱하고 그녀의 절개를

시험하다가, 결국 이현영이 강에 투신하기에 이른다.

[4]는 이러한 서사의 흐름 위에 놓이는 대목으로, 소세경이 투신하는 이현영을 보

고 느끼는 감정이 중심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때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가 자

살을 결심하기까지의 이현영의 내면에 대해 상술하지 않고, 이현영의 투신을 목격

한 소세경의 내면 변화에 대해 상세한 서술을 이어간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러한

서술은 해당 장면에 관한 독자들의 수용 방식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서사에서 이현영을 다시 만나게 된 소세경은 그녀의 강개한 성격을

꺾고 그녀의 절개를 시험해보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채 그녀

의 몸에 손을 대고 자신과 함께 살자면서 이현영을 겁박한다. 해당 시점에서 이현

영은 백련이 자신의 정혼자인 소세경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거니와, 소세경

이 여장한 채 자신의 비자가 된 사정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 만약 서술자가

이현영에 초점화하여 그녀의 내면을 중심적으로 제시하였다면, 이현영으로서는 영

문도 모른 채 당하게 되는 백련(소세경)의 무례하고 패악한 행위로부터 느낀 분노

와 수치심의 감정이 강조되고, 끝내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심리적 동기가 보다 상

세하게 제시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이현영의 자살이 지니는 내적 필연성이 강조될

경우 소세경의 치기 어린 언행의 부적절함과 무례함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

한 서술 하에서라면 독자들 또한 소세경이라는 인물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지니

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에서 확인할 수 있듯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는, 그 자신으로서는 전

혀 예측하지 못했던 이현영의 투신을 눈앞에서 목격한 소세경에게 초점을 맞추어

그의 망연자실한 처지와 격정적 감정을 중심적으로 서술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소세경은 자신의 언행을 반성하면서 이현영을 따라 죽어 사죄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크게 울부짖는데, 이에 대해 서술자는 내장이 마디마디 끊어지는 듯[寸斷] 슬프게

부르짖고 통곡하며 인간사를 버렸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어지는 소세경의

내적 독백에서 그는 효(孝)야말로 모든 행실의 근원이므로 자신이 가문의 대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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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하는 책임을 외면한 채 지금 죽을 수는 없다면서, 상황이 곤란해지기 전에 빨

리 돌아가야 한다는 상황 판단을 내린다. 그러면서도 소세경은 자신의 경박한 행동

으로 인해 이현영이 죽게 되었다면서 자책하고, 이후에 다시 돌아와 이현영을 애도

할 것임을 다짐한다.

요컨대 이 대목에서 소세경이 울부짖고 통곡하는 모습을 그려내면서 소세경의 슬

픔과 참회의 감정을 주요하게 서술하는 선택은, 독자들로 하여금 소세경의 감정에

주목하게끔 이끈다. 특히 소세경이 이현영을 따라 자살하기를 포기하는 대목에서

제시되는 내적 독백은, 소세경이 살기를 결심할 수밖에 없는 내적 필연성을 부여하

면서도 이현영에 대한 진심어린 참회의 감정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

이 서술자는 소세경의 내적 독백을 인용한 직후, 그의 흐르는 눈물이 비가 내리는

것과 같다며 비유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강의 물결이 오열하고 밤하늘이 근심한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소세경의 슬픔의 진정성을 강조하면서도, 슬퍼하는 소세경의

모습 자체를 상당히 미학화 하는 전략적 수사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3]과 [4]에서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서술자의 서술과 인물의 내

적 독백이 적절히 혼용되고 그 서술의 분량 또한 확대되어 나타난다. 흥미로운 점

은 인물의 내면이 단일한 감정이나 사유로 고정된 채 제시되기보다는 그 세세한 변

화 과정이 중심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

지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보자면 내면 서술이란 인물의 변화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서술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내면 서술을

통해 인물이 현실의 인간과 가까운, 다면적이고도 유동적인 내면을 가진 존재로서

입체화된다는 점 또한 주목된다. 요컨대 내면 서술은 서사의 개연성을 높이는 차원

에서뿐만 아니라 인물 형상화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서술자가 과연 ‘누구’의 내면을

초점화하여 서술하고 있는가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서술자

는 병들어 누워있는 박소저나 강물에 뛰어드는 이현영의 내면에 대해 제시하는 것

이 아니라, 이들 여성인물을 곤경에 처하게 하고 죽음을 결심하게 만든 남성인물들

(유세필, 소세경)의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사건에 연루된 남성인물의 내면 서

술이 강화되고 특히 이들의 내적 변화가 상세하게 서술됨에 따라, 독자들은 남성인

물에 대한 상당한 친숙함과 이해심을 가지게 되는 동시에 이들의 변화를 독자들 자

신이 직접 확인하였다고 느끼게 된다.145) 상대 여성인물은 아직 알지 못하는 남성

인물의 ‘반성과 후회의 진정성’을 직접 목격한 만큼, 이들을 보다 잘 이해한다고 인

145) E.M. 포스터는 현실과 달리, 소설 속 인물들의 ‘비밀 생활’은 독자들에게 그대로 보인다는 점에서
사악한 인물에 관한 서술조차 독자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다고 논하였다. 소설이 “좀더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다룰 수 있는 인간을” 보여줌으로써 ‘통찰과 힘의 환상’을 제공해준다는 것이다. E.M.
포스터,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0, 73면. 한편 캐서린 갤러거는 서술자가 인물의
주관성과 의식 등을 묘사함에 따라, 독자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인물을 대단히 친숙
하게 여기게 된다면서, 인물들의 내면에 대한 접근가능성(accessibility)은 곧 허구성을 의미하지만
독자들은 그 접근가능성에서 비롯된 친숙함과 친밀성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논하였다. Catherine
Gallagher, “The Rise of Fictionality,” The Novel, edited by Franco Moretti,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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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한 채로 이후의 서사를 향유하게 되는 것이다.146) 이러한 점에서 인물의 내면에

관한 곡진한 서술은 독자들의 소설 수용 방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상황에 얽힌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특정 인물의 내면만이 부각될 경우 독자들

은 자연스럽게 그 인물의 입장을 중심으로 서사를 향유하게 되고, 다른 인물의 입

장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는 텍스트의 결을 거슬러 읽는 등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

야 하게 된다.

한편 인물의 내면 서술이 언제나 독자들과 인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아니며, 내

면 서술을 통해 독자와 인물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벌릴 수도 있다. 대체로 서사

내에서 부정적으로 형상화되는 인물의 내면이 제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을 단순히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에 관한 부정

적 판단의 논평을 덧붙이곤 한다. 이때 서술자의 논평은 독자들에게 공감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자 하는 일종의 선제적 차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비판적 논평이 덧

붙을 경우 내면 서술을 통해 독자들이 그 인물에 대해 보다 잘 알게 되더라도 해당

인물과 유대감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관련하여 <옥원재합기연>과 <하진양문

록>에서 그 대표적 양상을 살피기로 한다.147)

[5] 군평을 다시 매 면목이 업미 가히 인졍(人情)이오 뎌긔(奇子)로 

여금 타문의 관(甥館)을 빗내고 연이 위(客位)참예니 망녀(亡女)를 각

미 역(亦) 인정이로이 즘승이 이 두 가지의 마이 업서 곳의 인 거시 이

시니 대개 치마종(馳馬從駕) 수이여 혜경을 소기고 와 말이 그되면 부언(浮

言)을 등미 되게 여시니 망극(罔極) 급급(急急)미 부월하(斧銊下)의 님

다만 흉금이 젼(塡塞)여 한숨을 결을업시 티거동이 비컨대 에달흔 쇼

디라. 혹 그 이 망녀각가 넉이나 본아쟈야 어이 그 심통을 모

리오. <옥원재합기연> 5권, 10-11면

[6] 그윽이 혜오‘인니 됴졍(朝廷)의 오잇신 즉 됴졍을 업누지라. 우리 긔운

을 펴지 못고 상총(上寵)과 권세 다 져놈의게 아일지라. 져불과 하향궁유(遐鄕

窮儒)로 무셰(無勢)거우리가후문(大家侯門)의 문회(門戶) 혁〃고 형셰

당〃거져 궁지유로 불과 져근 글로 감히 뇽갑을 놉히 맛치고 됴교만

무녜(武藝)로 무과응여 상춍을 어더 우리압두(壓頭)니 엇지 분치 아니리

오.’ 쇼인(小人)의 오곡혜아림과 암(暗邪)각이 한갓 함인(陷人)기의만 골

몰니 진셰위 젼일 졔 집 문하의 숀으로 져의 화피여 도쥬든 진셰인 쥴

은 몽니(夢裏)의도 각지 아니고 한 용뫼 갓흐믈 고이(怪異)히 넉여 그 일홈이

다르고 진셰이 한갓 장하(帳下)의 독셔문사(文士)로만 알 이오 문뮈(文武)

겸전(兼全)믄 모로든 고로 의심이 도라가지 아니〃 져의 아득고 어두으미 여

146) 웨인 부스가 지적하였듯, 인물과의 정서적 거리가 좁아지는 것이 곧 인물과의 도덕적 거리가 좁
아지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점은 중요하다. 웨인 C. 부스, 앞의 책, 336-337면.

147)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 서술에 논평을 덧붙이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는 이후 4절에서 전개될 서술
자의 논평에 관한 논의와 다소 중첩된다. 다만 두 절의 논의가 완전히 배타적인 층위가 아니기도
하거니와 해당 지점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기에 적절한 범위 내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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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此)하니 히 우음즉더라. <하진양문록> 5권, 54-55면

위의 두 인용문에는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적 시선이 강하게 드러난

다. 우선 [5]는 이원의의 내면이 집중적으로 서술되는 대목이다. 이원의는 소세경의

혼인 상대가 자신의 딸 이현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앞

서 여혜경의 딸과 소세경의 혼사를 주관하겠다고 나섰던 것을 상기하며 곤란함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이원의의 내면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앞선 서사에

서의 이원의의 행적을 알고 있는 독자들이 이원의에게 경멸과 혐오를 느끼기에 충

분하다. 그러나 서술자는 이원의의 내면을 서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원의가 가져

야 마땅한 태도를 제시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서술자는 이원의가 소세경과 소송 부

자에게 수많은 잘못을 저지른 만큼 마땅히 면목이 없어야 하며, 이원의 자신이 훼

절(毁節)을 강요하여 수차례 자결을 시도하게 만든 딸 이현영을 떠올리며 참회해야

마땅하다는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요컨대 여기에서 서술자는 이원의의 내면을 텍스트에 투명하게 매개하고 사라지

는 것이 아니라, 이원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이원의를 ‘짐승’이라고 비하하는 데 더하여 그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마치 ‘애달픈

소’와 같다고 조롱하는바, 이는 객관적인 서술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서술자는 혹자는 이원의가 죽은 딸을 생각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하겠지만 이원의를

아는 자라면 어찌 그 심통을 모르겠냐고 반문하며, 서술자 자신이 지닌 ‘앎’의 우위

를 드러내며 이원의에 대한 판정을 확정 짓고 있다. 여기에서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을 낱낱이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인물에 대한 거리감을 확보하

고 이를 도덕적 우위로 전환시키면서 과시하듯 인물을 경멸하고 이 인물에 대한 독

자들의 혐오감을 부추기고 있다.148)

다음으로 [6]에서는 하영화의 내면이 집중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인용문에 앞선

서사에서 하영화 형제는 진세백에게 모함을 씌워 그를 죽이려 하지만 하옥윤의 개

입에 의해 그 계획은 실패하고 진세백은 목숨을 부지하여 하부를 도망치게 된다.

이후 진세백은 진세위로 신분을 위장하고 입신양명한다. 위의 인용문에서는 조정에

새로 등장하여 천자의 총애를 얻게 된 진세위(진세백)에게 강한 위협을 느끼는 하

영화의 심리가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제시된다. 여기에서 하영화는 자신의 혁혁한

가문에 비해 한미한 집안 출신의 진세위가 천자의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에 분노와

열등감을 가지고 진세위를 견제하려는 마음을 먹고 있고 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내면 서술만으로도 독자들이 하영화 형제들에 대해 심리적으로 거리를 두

148) 서술자는 서술 대상(상황, 사건, 인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위치를 잡는다. 이때의 거리에는 시
간적 거리, 언술상의 거리, 지적인 거리, 도덕적인 거리 등이 있으며, 특히 도덕적인 거리란 “나는
등장인물보다 도덕적으로 낫다, 혹은 뒤쳐진다”의 의미이다. 제럴드 프린스, 이기우 외 역, 서사론
사전, 민지사, 1992, 176면. 인물과의 정서적 거리가 좁아지는 것이 곧 인물과의 도덕적 거리가 좁
아지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논의는 여기에서 뒤집어 적용될 수 있다. 즉, 이원의와의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은 독자들이 이원의에 대해 도덕적으로 우월한 입장에서 이원의를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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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 충분한 듯 보이지만, 서술자는 하영화의 속마음을 인용한 직후 그에 대한 평

가를 덧붙이는 데로 나아간다. 소인(小人)이 남을 함정에 빠뜨리기에만 골몰하느라

정작 진세위가 진세백인 줄은 알아차리지 못하니 아득하고 어둡다고 논평하는 것이

다. 즉, <하진양문록>의 서술자는 하영화의 속마음을 텍스트에 매개하고 사라지는

대신 그에 대한 평가를 덧붙이고 있으며, 이는 하영화라는 인물에 대한 독자들의

심리적 거리감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서술자가 덧붙이는 ‘가히 웃음직하

더라’라는 논평은, 하영화를 두려워해야 할 악인으로 부각시키기보다는 아득하고 어

두워 비웃음당해야 마땅한 어리석은 존재로서 격하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서술자에 의한 인물의 내면 서술을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

에 관한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인물의 내면 서술은 서사 전

개의 개연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도 매우 주요하게 기여한

다. 내면 서술은 인물의 내적 독백과 서술자에 의한 내면 서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하여 나타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술자의 논평 등이 덧붙는 등 다종다양한 양

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 효과 또한 단일하게 규정할 수 없는바, 그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른 서사적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테면 유세필([3])과 소세경([4])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

을 충실히 좇는 방식으로 인물과의 거리를 좁히며 밀착된 서술을 전개하기도 한다.

이렇듯 인물의 감정과 생각이 곡진한 어조로 세세하게 제시될 경우, 독자들은 해당

인물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한 위에서 서사를 향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독자와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가 좁아지는 것은 곧 도덕적 거리감이 좁아지는 데로

이어지는바, 비판받을만한 언행을 한 인물일지라도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곡진하

게 서술할 경우 독자들은 인물을 보다 수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특히 본고에서

는 가해자라고 할 수 있는 남성인물의 내면이 집중적으로 서술됨으로써 그 가해의

문제적 성격이 희석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던바, 이를 고려한다면 내면 서술은 독자

들이 서사를 수용하는 방식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라고 하겠다.

한편 이원의([5])와 하영화([6])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인물

의 내면 서술과 이에 관한 서술자의 논평이 결합되는 양상도 확인된다. 한글장편소

설의 서술자는 인물의 내면을 투명하게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짐승’이나 ‘소인’

등으로 비하하고 부정적 논평을 덧붙임으로써 인물에 관한 도덕적 판단을 직접적으

로 노출하기도 한다. 이 경우 내면 서술은 이들 인물의 ‘추악한’ 내면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에 대해 서술자가 거리를 두고 논평하는 데 보다 초점이 맞추어지며,

이는 독자들과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도덕적 거리감을 벌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러한 내면 서술을 통해 강조되는 것은 인물의 내면 자체가 아니라, 인물의 내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태도와 판단,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호오의 감정 등이며, 이는

독자들의 수용 방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64 -

2) 사회적 상호작용의 세밀한 포착

한편 한글장편소설에서는 한 장면 안에 있는 여러 인물의 내면이 번갈아가며 제

시되는 양상 또한 다수 찾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개별 인물의 내면이 서술되는

경우와는 또 다른 서사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듯

하다. 우선 본 항에서는 선행연구에서도 주목된 바 있는, 여성인물들의 내면에 대한

서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찍이 조혜란은 <소현성록>에 나타나는 여성인물들 간

의 대화에 주목하여, “겉으로는 우아하지만 치열하고 복잡한 심리가 얽히는 장

면”149)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로 <소현성록>의 4권에 나타난 양부인과 위부

인, 설부인, 진부인 등 사돈 관계를 이루는 여러 명의 여성인물들이 대화를 주고받

는 장면에서 이들은 지극히 세련된 품행을 보여준다. 그러나 서술자가 인물들의 발

화 사이사이에 이들의 내면에 관한 서술을 병치함에 따라 우아한 대화의 이면에 깔

린 인물관계의 역학이 드러나게 된다.

[1] 이화평쟝 부인이 처엄으로 양부인을 보옵고 소·윤과 셕시구경매 

음이 차악(嗟愕)야 야흐로 그 녀(女兒)의 온젼히 복을 누리미 소참졍과 양부인

의 덕이며 쇼교(小姑) 등의 현심(賢心)의 힘닙은 줄 알고 좌(座)나 양부인 알

나아와 옷기념의고 사례 왈, “쇼쳡의 더러온 녀멀니규목(樛木)의 덕이 업고

갓가이님하(林下)의 풍업거(…) 현셰(賢壻) 슉녀(淑女)어드되 규합(閨閤)

의 함원(含怨)미 업서 쇼녀 일이 평안고 자녜(子女) 니 이다 부인의 일

월(日月) 신 덕(德澤)과 소·윤 냥부인의 보호신 은혜로소이다.” 양부인이 흔연

(欣然) 쇼왈, “어이 이런 말을 시뇨. 식뷔(媳婦) 내 집의 오므로 허믈된 일이 업

거무관(無關)히 (再娶)니 텬쉬(天數)어니와 년쇼(年少) 녀의 음이

불평미 이시니 이 곳 녜(例事)라 엇디 허믈이리오 (…) 믈며 여러 녀두어

당〃원비(元妃)의 이시니 엇디 돈(豚兒) 공경티 아니며 쳡이 편벽(偏僻)미 이

시리잇고. 금일 부인을 보오니 영(榮幸) 듕 티샤(致謝)믄 불가이다.” 셜파의 눈

을 드러 셜부인을 보니 유환졍뎡(幽閑靜貞)고 풍영쇄락(豊盈灑落)여 위의(威儀)

동지(動止) 크게 법되 이시니 십분(十分) 공경며 그 녀와 품격이 디 아니믈 그

윽이 칭찬더라. <소현성록> 4권, 61-63면

[1]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화평장의 부인 설씨는 화수은의 친정어머니이자 소현성

의 장모로, 양부인과는 사돈 관계에 있다. 양부인을 향한 설부인의 발화를 제시하기

149) 조혜란, 앞의 글, 2008, 237면. 조혜란은 <소현성록>의 구체적인 서술방식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제출해왔다. 우선 2006년의 논문에서는 인물의 감정 서술에 대해 살폈으며, 2008년의 논문에서는
묘사, 삽입문, 대화 등의 ‘보여주기 서술’에 주목하였다. 다만 전자의 경우에는 감정 서술 자체에 대
해서만 살폈을 뿐 이러한 인물의 감정에 대한 서술이 인물의 언행에 대한 서술과 부딪히며 발생하
는 효과에 천착하지는 않았고, 후자의 경우에는 논의 자체가 보여주기 서술에 초점을 맞추었던 만
큼, 대화의 과정에 얽혀드는 내면 서술에 관해서는 간단히만 언급되었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에 본
고는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심화해보고자 한다. 특히 인물이 겉으로 드러내는 사회적 언
행에 대한 서술과,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하고 복잡한 심리작용에 대한 서술이 얽혀드는
양상에 천착하여 이러한 서술을 통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에 주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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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서술자는 설부인의 내면에 대해 먼저 서술한다. 여기에서 설부인은 사돈댁

여성들, 즉 화수은의 시어머니인 양부인, 시누이인 소부인과 윤부인, 그리고 화수은

과 적국(敵國) 관계에 놓인 소현성의 둘째 부인 석명혜 등을 처음으로 보고 그녀들

의 뛰어남에 몹시 놀라면서, 자신의 딸이 무사히 혼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양부인과 시누이들의 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설부인은 소부의 여러 여성들 가

운데 자신의 딸을 위치시키며 그 됨됨이의 우열을 가리고, 자신의 딸이 열위(劣位)

에 있음에도 무사히 혼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파악한 위에

서, 자신이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에 입각해 사돈인 양부인을 향해 발화한다. 이어

지는 발화에서 확인되듯이, 설부인은 자신의 딸을 낮추며 양부인의 ‘해와 달 같은

덕’을 칭송하고 소부인과 윤부인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며 적절하게 처신한다.

그리고 이러한 설부인의 발화에 대한 양부인의 응답 역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

다. 우선 양부인은 석명혜를 둘째 며느리로 들이게 된 사정을 언급하며, 첫째 며느

리인 화수은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는 것 또한 어린 여자로서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예사(例事)로 넘긴다. 나아가 화수은이 소부에서 여러 자식을 낳았고 ‘첫째 부인’으

로서의 지위를 지녔음을 짚어내면서, 소부 내 화수은의 안정적인 입지를 제시하여

설씨를 안심시키고 있다. 이러한 발화에 이어서는 양부인에게 초점화된 서술이 이

어지는바, 양부인은 안사돈인 설부인이 며느리에 비해 훨씬 뛰어난 품격을 지녔다

고 보면서 설부인의 위엄 있는 자태를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양부인

또한 마음속으로 설부인의 인물됨을 평가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듯 설부인과 양부인의 대화 가운데 번갈아 제시되는 두 인물의 내면 서술을

통해, 독자들은 이들 여성인물들이 상대에 대한 기민한 파악 위에서 사회적으로 적

절하게 처신하는 양상을 확인하게 된다. 이를 고려한다면 위의 대화 장면의 묘미란

상층 여성들 간의 우아한 의사소통과 더불어 그러한 의사소통의 이면에서 작동하는

인물들의 치열한 심리적 작용, 특히 상대에 대한 평가가 내면 서술을 통해 드러나

는 데에서 비롯되는 듯 보인다. 여성인물들이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과정

에서 제시되는 인물들의 내면에 대한 서술은 이들의 대화가 상대에 대한 평가를 포

함하여 전반적인 상황 판단 위에서 수행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150) 독자들로 하여

금 두 가지 층위(인물들 간의 사회적 상호작용, 인물의 내적 심리)가 얽혀드는 양상

을 확인하게끔 이끈다.

이러한 견지에서 <유씨삼대록> 2권에서 진양공주와 장혜앵의 내면이 번갈아가며

서술되는 양상 또한 주목된다.

150) 이때 본고에서 사용하는 ‘사회적’ 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례에서의 ‘사회적’이라는 의미로 이
해되어도 큰 무리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어빙 고프먼의 ‘사회’에 관한 이해에서 원용한 것이다. 고
프먼은 사회가 객관적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상호작용하는 상
황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각자의 앞에 펼쳐져있는 잠재적인 상호작용의 지평을 의미한다고 보았
다. 어빙 고프먼, 진수미 역, 상호작용 의례, 아카넷, 2014;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
성사, 2015. 이때 본고에서 주목하는바, 한글장편소설이 일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상호작
용을 섬세하게 포착한다는 특징은 이후 Ⅴ장에서도 상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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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댱시 슈명(受命)여 단장을 초〃(草草)히 고 두어 시녀거려 진양궁의 니

니 공활누각(樓閣)과 의〃옥난(玉欄)이 듕〃쳡〃(重重疊疊)여 아모로 말

아믄 즐 모리러라. 궁녜(宮女) 인도여 태쳥뎐의 니러시위(侍衛) 궁인이

수플 흐여 뎐샹(殿上)으로 오르라 거(…) 공번 라보고 그 미모암

칭(暗稱)나 그 지(行止)유의여 놀나믈 마디 아니안을 뎡히 고 날호

여 니러 방셕을 피여 마즈매 댱시 공슈(拱手再拜)니 공공슌이 답(答

拜)여 극진이 읍양(揖讓)여 좌(座次)동셔(東西)로 뎡니 (…) 댱시 야흐

로 츄파(秋波)드러 공쥬보니 광(光彩) 일월 고 되 텬화(天花) 흐며 골

격이 빙옥(氷玉) 고 녜모동지(禮貌動止) 인듕셩현(人中聖賢)이오 규각(閨閣) 가온

군라 엇디 쇼〃 아리온 미으로 비우배리오. 좌우의 뫼신 궁비와 샹궁이

다 딘퇴쥬션(進退周旋)의 녜뫼 엄슉여 됴뎡명관(朝廷命官)과 대로원신(大老元臣)

흐니 그 거륵위의의 공쥬의 광휘(光輝)여 연 심긔 져상(沮喪)여 

음이 굴(屈)니 <유씨삼대록> 2권, 27-30면

인용문 [2]에 앞선 서사에서 유세형과 혼인한 진양공주는 자신과의 혼인 이전에

유세형과 혼담이 오고간 장혜앵이라는 여성이 있었고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유세

형이 상사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진양공주가 유세형과 장혜앵의 혼

사를 적극 추진하여, 장혜앵은 유세형의 둘째 부인으로서 유부에 들어오게 된다. 위

의 인용문은 진양공주와 장혜앵이 처음 대면하게 되는 대목의 일부로, 두 인물이

서로를 대함에 있어 어디까지나 예를 갖춰 공경하고 있는 까닭에 이들의 대화 장면

은 온화한듯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서술자의 내면 서술을 통해 독자들은 두 인물

이 마음속으로는 상대를 파악하고 판단하면서도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사

실을 알게 되고, 이 지점에서 해당 장면의 묘미가 살아난다.

[2]에서 나타나듯이 진양공주는 장혜앵을 처음 보자마자 놀라움을 느끼는데, 그

까닭은 인용문 이후로 이어지는 장손상궁과의 대화에서 사후적으로 드러나지만 장

혜앵에게서 ‘정대하지 못한 마음’을 읽어내고 유부에 화가 닥칠 것을 예감하기 때문

이다. 그러나 진양공주는 장혜앵과의 대화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예감을 전혀 내비

치지 않은 채 얼굴빛을 바꾸어 화평하게 장혜앵을 대접할 뿐이다. 한편 장혜앵의

언행 또한 공손하고 예에 합당한 듯 보인다. 그러나 서술자는 장혜앵을 초점화 주

체로 설정하면서 장혜앵이 진양공주를 둘러싼 진양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예리하

게 드러낸다. 이미 장혜앵이 진양궁에 들어서는 장면에서부터 서술자는 장혜앵의

시선을 좇아 진양궁의 광활한 누각과 아름다운 옥난간, 수풀같이 모인 궁녀들을 짚

어가며, 장혜앵에게 있어 진양궁의 풍경은 곧 진양공주의 압도적인 위세를 드러내

는 지표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인용문의 후반부에서 장혜앵이 눈을 들어 진양공주

를 바라보는 장면에 이르러서야, 장혜앵이 얼굴도 들지 못한 채 진양공주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두 인물 사이의 현격한 위차가 재확인된다.

이때 장혜앵이 눈을 들어 진양공주를 처음 바라보는 장면에서 장혜앵의 시선은

진양궁의 궁녀들이 진양공주를 모시고 있는 광경 전반을 향하는바, 이 또한 장혜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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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진양공주를 둘러싼 위세를 예민하게 인식함을 지시해준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장혜앵의 기가 꺾이고 마음이 위축되었다면서 그 내면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서술하

는데, 이러한 내면 서술은 장혜앵이라는 인물이 어떠한 내적 계기를 거쳐 이후 유

세형과 진양공주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예시(豫示)해준다는 점

에서 중요하다. 장혜앵의 진양공주에 대한 초점화에서 강조되는 것은 진양공주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진양궁이라는 세계이며, 이는 진양공주가 행사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공주의 위세 그 자체이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장

혜앵이 진양공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으레 적국 관계에 놓인 여성이 다른 여성

에 대해 느낄 법한 ‘투기’가 아닌, 마음이 꺾이고 기운을 잃었다는 표현(沮喪, 屈하

다)을 통해 굴욕감과 열등감의 감정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내면 서술

을 통해 장혜앵은 단순히 악한 본성을 지닌 악녀가 아니라,151) 진양공주의 위세에

비해 현격하게 열등한 자신의 처지를 인지하면서 극심한 굴욕감과 소외감을 지니게

된 다분히 현실적인 인물로서 형상화된다.

실제로 [2] 이후로 전개되는 서사에서는 진양공주를 만나고 돌아온 장혜앵이 자신

의 앞날을 생각하며 슬퍼하는 내적 독백이 제시되기도 한다.152) 여기에서 장혜앵은

자신이 재상가의 귀한 딸로 자라왔으며 빙폐(聘幣) 또한 먼저 받았음에도 ‘공주의

아래’가 되어 평생 ‘남의 천대를 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데 관한 깊은 슬픔

과 울분을 내비치며 눈물을 흘린다. 이러한 내면 서술을 통해 장혜앵은 진양공주와

의 신분적 격차에서 비롯된 열등감을 지닌 인물인 동시에, 둘째 부인으로서 시가(媤

家) 내에서의 스스로의 입지(立地)에 관해 근본적인 불안을 지닌 채 자신의 앞날을

타개하고자 하는 욕망을 지닌 인물로서 형상화된다.153) 이러한 내면 서술에 의해

독자들은 진양공주와 장혜앵 각각의 인물들이 처한 전혀 다른 입장과 처지를 고려

하면서 보다 입체적으로 소설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씨삼대록>에 나

타난 내면 서술은 여성인물들 간의 서로 다른 위치성을 첨예하게 드러내준다는 점

에서 특히 주목된다.

한편 <옥원재합기연>과 <하진양문록>에서는 여성인물들 간의 관계가 크게 강조

되어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앞선 한글장편소설과 달리 두 소설들에는 일부일처의

관계가 중심적으로 재현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다수의 여성인물들이 등장

151) 장시광은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여성반동인물에 관한 연구에서 ‘악인’ 대신에 ‘여성반동인물’이
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이유를, “반동인물은 현재적 시각에서 볼 때 ‘악인’이 아니라 ‘당대인’에게만
악인으로 보이는 것”이며 “선악의 관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논하였다. 장
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4면. 그러나 본고에서
<유씨삼대록>의 장혜앵을 악인(악녀)으로 지칭하지 않는 까닭은 그녀가 현대의 시각에서 악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유씨삼대록>의 서술자의 의도 또한 장혜앵을 단순한 악인으로 형
상화하는 데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장혜앵의 내면이 상당히 자세히 서술된다는 점
에 주목할 경우, <유씨삼대록>의 서술은 장혜앵을 악녀로 규정하기보다는 장혜앵이 놓인 조건 속
에서 그녀의 심리와 행동의 양상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152) <유씨삼대록> 2권, 33-34면.
153) 장혜앵이 “슬프다, 나의 뎐뎡(前程)이 어이 될고”라며 자신의 앞날을 한탄하는 대목이나(<유씨삼
대록> 2권, 34면) 진양공주에 대한 비방을 그만둘 것을 충언하는 유모에게 “나의 젼뎡(前程)을 도
모”하고 있음을 밝히는 대목 등을 참고할 수 있다(<유씨삼대록> 2권,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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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장면을 확인해보면, 그들의 내면에 대한 서술이 흥미롭게 얽혀드는 대목을 찾

아볼 수 있다.

[3] 이 구시(舅氏)셤기미 부모고 그 은양(恩養)을 닙어시매 덧덧시 샹녜예 구

(舅甥)이 아니라. 소졔 그 을 보아 의복을 다려 졍셩을 표고 찬품(饌品)을

졍결고 술을 아다이 비저 효표고 부뷔(夫婦) 인여 가지로 진알(進謁)

여 부연(赴宴)니, 어시(於是)의 경부 쇼년부인화장이 념념고 금(錦繡) 날

난여 봉관(鳳冠)을 빗내고 옥패(玉佩)울니니 (…) ‘뎌 소가 니쇼졔 비록 셕일

명문현샹(名門賢相)의 놉흔 예로 나셰 신묘예(神妙女)오 고가뉴풍(古家遺風)이라나

불인(不仁) 비부(鄙父)의 으로 무식 막부의 교(胎敎)야 댱(生長)의 볼 거시

바히 업거비록 고인(古人)의 졀(節)을 잡으나 도로의 뉴리(流離)여 규문(閨門)

의 츨 디 아니고 역녀(逆旅)의 맛나 심졍의 무례과 실의 패악

미 경경(梗梗)이 칼을 브러 남능히 지슈단으로 갓 슈졀(守節) 졍뷔(貞

婦)니 규문의 온젼부덕(婦德)의 녀로 아니고 졀조의 고상늠녈(高尙凜烈)

여 쳥송쥭흔 어려온 녀니 목강(木强)고 쵸쥰(峭峻)야 뉴 다사이라

엇더고’ (…) 모다 너무 박믈 괴이히 넉이고 즁듕(衆中) 별다믈 우이 넉이더니

다만 보니 옹용(雍容)동작의 셔셔(徐徐)년뵈(蓮步) 규구(規矩)의 맛자 움

이디 아닛어이 당의 올나 녜수(禮數)베프니 진퇴(進退)의 맛

과 녜졀의 슉슉(肅肅)미 경부인의 법도(法度)와 딘간 부인 식녜(式禮)므

로도 밋디 못니 식쟤(識者) 몬져 구연(懼然)거<옥원재합기연> 6권, 42-46면

[4] 시 옥등이 양쇼져보녜모(禮貌)와 현혜슉덕(賢惠淑德)이 비록 져의 망

쥬(亡主) 하소져만 못나 한 특츌여 장안(長安紫陌)의도 흔치 아닐지라 볼

젹마다 아다오믈 이긔지 못더니 호련 져의 쥬인 공로 약혼믈 희(大喜)

여 슉녀 어드믈 하날긔 례고 이후 당의 더욱 친밀여 쇼져랑고 우럿

졍이 진짓 쥬모(主母) 갓흔지라. (…) 이녀(二女)의 쳐신니 규즁쇼져(閨中小姐) 

흐니 양부 모든 부인과 소졔 랑고 공경여 졉이 바라넘으니 셔로 졍의(情

誼) 극진든지라. 이졔 의외의 참변을 만나 당〃히 별(辭別)을 지을지라 이의 

당의 드러가 후의(厚意)사례고 비로셔 환난(患亂)을 셜파(說破)고 슬퍼믈

마지 아니더라. <하진양문록> 7권, 29-31면

[3]에서는 경태사의 환갑 잔칫날, 조카인 소세경과 조카며느리인 이현영이 이를

축하하기 위해 경부에 방문하는 장면이 그려진다. 이현영은 소세경과 경태사의 관

계가 조카와 외숙부의 관계 이상이며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가깝다는 것을 알기에,

소세경의 뜻을 생각하여 의복을 정성스럽게 다스리고 찬품과 술을 준비하여 경부로

향한다. 한편 경부의 젊은 부인들은 화려한 복색과 장식으로 치장한 채, 이현영이

얼마나 대단한지 구경하고자 벼르고 있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경부의 젊은 부인들

의 내면에서 이현영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낱낱이 제시하는바, 이

들은 이현영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는 하나 무식한 이원의의 딸로 자라 배운

것이 없으며, 부모의 훼절 강요를 피해 스스로 규문 밖을 나갔으니 절개가 굳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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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온전한 부덕’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현영을 양가적으로 평가하

며 그녀의 절행(節行)을 깎아내리고 있다. 이후 초라한 교자에서 내린 이현영의 복

색이 지극히 소박하자, 구경꾼들은 이를 심부름꾼의 천한 옷과 같아 지나치게 박하

고 별다르다고 생각하여 우습게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이내 전도되는바, 구

경꾼 가운데 일부가 먼저 이현영의 행동거지가 모두 예(禮)에 합당함을 알아차리면

서 매우 놀라고 결국엔 모두가 이현영의 고상한 정신과 온화한 기품 등을 알아차리

면서, 이현영을 낮게 여기고자 했던 마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실상 특별한 사건도 전개되지 않는 해당 대목에서, 이현영을 지켜보는 경부 내 여

성들의 시각을 삽입함에 따라 이현영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변화해가는 과정이 텍

스트에 인상적으로 재현된다. 여기에서는 이현영의 명성에 반신반의하던 구경꾼들

이 이현영의 검소한 복색을 우습게 여기다가, 그녀의 동작과 행동거지, 얼굴, 골격

을 보며 감탄하고 끝내는 공경하게 되는 극적인 변화가 순차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앞서 살핀 소설들에서는 여러 인물들의 속내가 번갈아 서술되는 과정에서 역동성이

발생하였다면,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이현영에 관한 판단이 극적으로 변화하는 내

적 흐름 속에서 역동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현영을 맞이하는

경부의 젊은 여성들의 심리 변화는 비록 그것이 한 인물의 것이 아니고 집단화되어

제시되는 것이지만 서술자에 의해 상당히 자세하게 서술되는 반면, 이현영의 내면

은 인용문의 도입부에서만 극히 소략하게 제시되고 있다. 실상은 이와 같은 서술의

불균형조차 이현영의 형상화에 일조한다고 볼 수 있다. 남을 평가하기에 급급해하

는 경부의 젊은 여성들과 대조적으로, 이현영 자신은 그러한 평가에는 전연 무심한

채 다만 남편의 뜻을 존중하고 경태사에 대한 효를 수행한다는 본질에만 집중하는

초연한 모습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4]에서 번갈아 제시되는 인물들의 내면 서술은 하부의 시비(侍婢)들과

양부의 여성들이 서로에 대해 평가하고 인정하는 대목이다. 위의 인용문은 <하진양

문록>에서 양부에 머물던 하백화가 양부를 떠나며 양소저와의 기약 없는 이별을

하는 대목과 관련된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하백화를 모시는 옥매와 홍련 등이 양소

저를 비롯한 양부의 여성들과 맺었던 돈독한 유대관계에 대해 짚어주면서, 이들의

이별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서술자는 이들이 서로 사귀어 친해진 정의

(情誼)를 제시하는 가운데, 시비인 옥매와 홍련이 양소저의 예모와 품성에 대해 일

정하게 평가를 내렸다는 점, 그리고 양부의 부인들과 양소저 또한 옥매와 홍련의

됨됨이와 행동거지에 대해 일정한 평가를 내렸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를 통해 서술

자는 이들의 깊은 정의의 이면에는 서로에 대한 평가와 인정이 근거하고 있음을 드

러내면서도, 양소저가 하옥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는 시비들의 내적 판단을 기입함

으로써 <하진양문록>의 여주인공인 하옥윤의 뛰어남을 상기시키기도 한다.

이상 <소현성록>에서 사돈 관계의 양부인과 설부인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1]),

<유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와 장혜앵이 처음 대면하는 장면([2]), <옥원재합기연>

에서 경부의 여성들이 이현영을 구경하는 장면([3]), <하진양문록>에서 하부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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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들과 양부의 여성들이 서로에 대해 인정하는 대목([4]) 등을 통해 여러 여성인물

들의 내면이 번갈아가며 제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때 서술자가 겉으로 드러

나는 인물의 언행뿐 아니라 그 내면에 대해서도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은 여성인물

들의 세련된 품행과 그 이면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을 가시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즉, 한글장편소설을 향유함으로써 독자들은 인물이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적절한 처

신의 언행을 파악하면서도, 인물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심지어는 인물 자신조차

도 의식하지 못하는 속마음의 변화 과정까지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154)

한편 그 내용에 주목할 경우, 여성인물들의 내면이 번갈아 서술되는 대목에서는

특히 ‘상대를 어떻게 파악하고 평가할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실상 인간이 끊임없이 사회적 평가를 하는 지극히 사회적인 동물임을 고

려할 때,155) 소설 속 인물들의 내면 서술에서 이러한 양상이 확인되는 것은 인간의

인지적 특징을 인물 형상화에 적실히 반영한 현실적인 재현이라고도 하겠다. 중요

한 점은 이러한 상대에 대한 파악의 문제가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 스스로를 어떻

게 정위(定位)할 것인지,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의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 것으로 그

려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글장편소설의 내면 서술은 상대를 파악하고 상

황을 판단한 위에서 적절한 관계를 형성하려 하는 인물들을 형상화하면서, 독자들

로 하여금 인물들의 위치성과 그들이 구성하는 관계성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이끈다

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이후의 분석에서도 재차 살펴보게 될 것이다.

3) 관계의 긴장과 역학의 표면화

앞선 2항의 논의에서는 여성인물들의 내면이 번갈아가며 서술되는 양상을 집중적

으로 살펴보았으나, 한글장편소설에서 치열하고 복잡한 심리에 대한 서술은 남성인

물들 간이나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의 관계 등에서도 다수 확인되는 서술적 특징이

다. 3항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서 중요하게 다루는바 부부관계 혹은 애정관계에서,

여성인물과 남성인물의 내면이 번갈아 서술되는 대목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 양상과

서사적 효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소현성록>에서는 내면 서술이 남성인물

과 여성인물 각각의 입장을 더욱 풍부하게 드러내는 데 활용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1] 샹셰 그윽이 보매 좌와(坐臥)의 불평빗치 쳣고 미우(眉宇)의 근심이 야

혹 함노(含怒)고 혹 희허(唏噓)야 근심소회(所懷) 만단(萬端)이나

거날호여 문왈, “부인이 우환(憂患)의 빗치 졀니 가듕(家中)의 므일이 잇

냐?” 쇼졔 대왈, “쳡의 비박지질(菲薄之質)노 귀(貴宅) 덕업을 닙와 일신이 평안

니 다른 이 업친지의(思親之意)로 화긔(和氣) 라디니 다연괴(緣故)

154) 다만 소설이 실재하는 세계를 받아쓴 것이 아니라, 허구의 세계를 수행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라
는 측면에서 이를 보다 정확하게 표현해본다면, 이러한 내면 서술을 통해 ‘겉으로 행동하는 것과
그 내면이 일치하지 않는’ 인물들이 만들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Ⅴ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155) Brian Boyd, 남경태 역, 이야기의 기원, 휴머니스트, 2013, 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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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이다.” ㉠ 샹셰 심니(心裏)의 그 을 슷치고 다시 믓디 아니터라. ㉡ 원쇼졔

샹문(相門) 녀로 사아래 되디 아냣더니 일됴(一朝)의 소부의 드러와 화시의 능만

쳔(凌慢賤待)믈 바드일양(一樣) 화평시 디내 공손기힘더니 셕샹(席

上)의 불안말을 듯고 일이 괴로오믈 슬허 디 못듕 셕파의 화시

알면서 긔로 인연믈 더옥 고이히 너겨 죵야(終夜)토록 울억(鬱抑)야 자지 못

고 (…) <소현성록> 2권, 73-74면

인용문에 앞선 서사에서는, 집안 여성들이 모여 함께 술과 안주를 내어 즐기는 자

리를 갖던 중 석파가 소현성의 첫째 부인인 화수은을 희롱하여 그녀가 크게 화를

내는 사건이 발생한다. [1]의 인용문은 이날 귀가한 소현성이 서모 석파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뒤, 둘째 부인 석명혜의 근심이 가득한 표정을 살피며 그녀와 대화하는

장면이다. 석명혜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는 소현성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일신은

편안하고 다른 문제는 없다면서 친정 부모에 대한 그리움만을 내비칠 따름이다. 이

어서는 소현성이 마음속으로[心裏] 석명혜의 뜻을 알아차리고서는 더 이상 묻지 않

았다고 서술되는데(㉠), 여기에서 서술자는 소현성의 속마음에 대해 구구절절 서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석명혜의 뜻을 알아차렸다고 간략히 서술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을 통해 소현성이 석명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그녀가 표현하

지 않은 속마음까지 이미 유추하였다는 의미가 내포된다. 앞선 서사에 비추어보자

면, 소현성은 석파가 전해준 말에 미루어 석명혜가 화수은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리라 짐작하면서도 부인들 간의 관계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소현성록>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소현성의 공평한 제가(齊家)의 방식이기도 하거

니와 군자형 인물로서의 소현성의 형상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156)

그렇다면 소현성이 알아차렸다는 석명혜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이어지는 대목에

서(㉡) 서술자는 석명혜가 본래 지체 높은 가문의 딸로 태어나 누구의 ‘아래’가 된

적이 없음에도, 둘째 부인으로 소부에 들어와 첫째 부인 화수은의 능멸과 천대 속

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처지에 처하였음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석명혜가

소현성의 둘째 부인이기 이전에 높은 가문에서 귀하게 자라온 딸임을 드러내고, 이

를 그녀가 현재 놓인 상황과 대조하면서 석명혜가 처한 현 상황을 조명하고 있다.

이어서 서술자는 석명혜가 현재 친정아버지의 병환 소식에 슬퍼하고 있으며, 석파

가 자신을 소현성의 둘째 부인으로 들어오도록 주선한 것을 이해할 수 없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울적해하는 속내를 제시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점은 소설에서 석명혜는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어떤 인물에

게도 내비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석명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 곧 첫째 부인에 대한 비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감정을 노출하지 않

는 것은 둘째 부인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처신(處身)이기도 하다. 서사세계에

서 석명혜는 자신의 번민을 남편인 소현성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소부의 구성원 중

156) 소현성의 제가(齊家)와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대목을 참고할 수 있다. <소현성록> 2권,
57-58면, 89-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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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에게도 드러내지 않지만, 서술자의 내면 서술을 통해 독자들은 석명혜의 내

적 갈등을 들여다보게 된다. 이를 통해 석명혜가 느끼는 친정에 대한 그리움과 소

부 내에서의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스러움 등의 번민이 드러남으로써, 석명혜는 비

현실적으로 이상화된 부덕의 ‘표상’이 아니라 내면을 가진 인물로서 보다 현실적으

로 독자들에게 다가오게 된다.157) 요컨대 위의 장면에서 서술자는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숨기고 절제하는 석명혜의 처신을 그 자체로 모범적으로 그려내면서도, 그

녀의 내면적 고충을 제시함으로써 석명혜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의 여지를 넓혔다고

볼 수 있다.158)

한편 <유씨삼대록>에서 인물들의 내면이 번갈아 서술되는 장면에서는, 물리적으

로는 한 공간 안에 있는 두 인물 간의 현격한 심리적 거리가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2] 공가의 니디 아닌 긔(氣色)과 심지(心志)아라내어 이러명텰(明哲)

믈 드매 크게 긔특이 넉여 이 날 궁의 도라와 은근말과 위곡(委曲)치(致

賀) 츈풍(春風)이 므로녹으니, 공위인(爲人)이 금옥(金玉) 고 의 심지이 알

매 다만 (辭色)이 화평디언뎡 쳥아(靑蛾)드리워 음을 여러 관졉(款

接)미 업니, 부매 덕을 공경나 댱시 향의금셕(金石)이 되엿디라 공

쥬로 더브러 원앙(鴛鴦)의 노름이 업고, 공부듕(府中)이 부마의 유병(有病)미

긔 듕(重待)므로 비롯다믈 드고로 심하(心下) 블쾌고 부마의 지

(行止) 호일(豪逸)믈 더러이 넉여 긔이 엄슉여 의 졍이 이셔도 발뵈디 못디

라. 침상(寢牀)을 먼니고 댱손시로 가 상샹(床上)의 머믈워 밤을 디내니 이 

병이 낫디 아니믈 일고 각〃 상의셔 깃드리러라. <유씨삼대록> 2권, 16-17면

위의 인용문에 앞선 서사에서 진양공주는 자신과의 혼례 전에 유세형과 혼담이

오간 장혜앵이라는 여성이 있었으며,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유세형이 병에 걸렸

다는 사실을 알고 장혜앵이 유부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선다. 위의 인

용문은 이러한 정황을 알게 된 유세형이 진양공주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장면이

다. 유세형이 부드럽게 분위기를 주도하고, 진양공주가 화평하게 응대하는 위 대목

에서 외견상으로는 아무 갈등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인물 각각의 내면이 번갈

아 서술되는 가운데, 일견 화평해 보이는 장면에 깃든 깊은 심리적 골이 드러난다.

[2]에 인용된 대목에서 유세형은 진양공주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그녀의 덕을 공경

157) <소현성록> 12권에서는 석명혜가 자신의 둘째 부인이라는 위치성에서 비롯된 복잡한 심리를 가
졌음이 재차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는 자신의 딸이 둘째 부인으로 시집을 가는 사건과 관련된다.
이에 관해 서술자는, 석명혜가 둘째 부인으로 시집을 온 스스로의 경험을 빗대어 딸의 앞날에 대해
근심했음을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

158) 정선희는 석명혜가 여성이 지녀야 할 덕목을 스스로 실천하고 있으며, 특히 둘째 부인으로서 어
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며 이는 석명혜의 딸인 수빙과 수주에게서도 확인되는 자질이
라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여성인물의 형상이 ‘교육적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여성 독자들
로 하여금 “그녀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것이라고 논하였다. 정선희, 요구되는,
욕망하는 여성상－<소현성록>의 석부인 , 한국고전연구47, 한국고전연구학회, 2019a, 88-89면.
이러한 해석에 공감하면서도, 본고는 석명혜의 내면에 존재하는 ‘갈등과 불편함’에 관한 서술이 굳
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관해서는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 외에
도 이어지는 Ⅳ장과 Ⅴ장에서도 그 의미를 다시금 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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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도, 장혜앵에 대한 마음이 굳건하기에 진양공주와 동침을 할 마음은 없다. 따

라서 유세형은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는 핑계를 대며 진양공주와 같은 침상에 눕지

않는다. 한편, 진양공주는 유세형의 상사병을 자신과 관련짓는 주변의 오해에 불쾌

해하고 있으며, 유세형의 호방한 행동거지를 더럽게 여기고 있다. 이에 유세형이 설

사 자신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자 하더라도 이를 드러내지 못하게끔 상궁을 자신

의 침상에 머물도록 명한다. 이렇듯 진양공주와 유세형의 내면이 번갈아 서술됨으

로써 두 인물 모두가 사실은 상대의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은 상대와 동침할

생각이 없다는 냉랭한 마음을 지녔음이 드러나게 된다. 내면 서술을 통해 두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이 표현되고, 앞으로의 서사에서도 이들의 부부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 예측되는 것이다.159)

한편 <옥원재합기연>은 인물의 심리에 대한 서술이 매우 치밀하다는 특징을 지

니는데, 다음의 인용문에서도 이현영과 소세경 두 인물이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

서 변화하는 감정선이 대단히 곡진하게 제시된다. 다소 긴 분량이나 인용하여 자세

히 살피기로 한다.

[3] ㉠ 쇼졔 고요히 의 졀(切責)말을 드매 언니(言理) 슌슌여 물이 동

으로 흐르고 긔 쥰졀(峻節)고 합당여 반착(盤錯)이 서마니 죠금

도 뎌의게 의착(倚着)미 업고 단단이 괴참(愧慙)며 졀졀이 실톄(失體)미 허다히

긔 몸의 잇디라. 구연(懼然)고 참괴여 욕사무디(欲死無地)바, 대개 뎌즈음 산

후 유모로 더브러 슈작(酬酌)바뎨 드줄은 망(茫昧)고, 그관곡(款曲)

믈 감동고 형셰 브득여 거의 이 회화(誨化)연후의 일향(一向) 긔 화평고

졉미 경듕(敬重)여 형젹(形跡)이 업니 그 가온대 긔의 죄치부(置簿)

고 이리 벼줄 몽(夢寐)예도 디 아냐 다만 무평담(無事平淡)분이러

니, 이제 병으로말아마 크게 발단니 그윽이 긔농낙(籠絡) 듕의 두어 완인

(玩人)여 녀의 이 챡급(着急)고 튱동(衝動)후 발믈 보니 하 참괴고

하 이업니 고 흘 파 죽고져 나 일이 업고, 뎨 각별 분노며 가위(假

僞)여 소모딜고 긔운이 엄(嚴)믈 짓디 아니되 슉슉(肅肅)동작과 졍대

단의 톄톄위의일치 아니니 비로 붓그러오나 애은 곳인 업고 비록 노호오나

원망됴건이 업니 소회(所懷) 나 엇디 변(辨白)념티(廉恥) 이시리오, 

도량(度量)이 업디 아니고 이 당돌야 일이 일업연후에쾌단(快斷)미

소댱이라. 한슘도 나디 아니코 눈믈도 돕디 아냐 믁연(默然)이 목우인(木偶人)치 안

자 다 드분이라. ㉡ 이 말을 펴매 쇼졔 과도히 경괴(驚愧)여 거죄 평샹치 아닐

가 여더니 이러평온고 안셔(安舒)니 그 을 췌지(揣知)디 못여 졍고

문왈, “의 말이 엇더관(對)미 업뇨?” (…) 이 졈졈 좌(座)셜고

159) 실제로 장혜앵과 혼인한 직후 유세형은 진양공주에 대한 고마움을 금세 잊고 자신과 장혜앵의
인연에 ‘마가 낀 것’으로서 진양공주의 존재를 받아들이며, 서술자는 이러한 유세형의 급변하는 마
음에 대해 “셰샹 인심이 이러더라”라며 논평을 덧붙이기도 한다. <유씨삼대록> 2권, 21-22면.
앞선 1항에서 유세필의 내면 서술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유씨삼대록>은 유세필이나 유세형 등 젊
은 남성인물의 급격한 내적 변화를 상당히 적나라하게 제시한다. 이 소설에서 남성인물은 처음부터
온전하게 정대하고 바른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성격적 결함을 지닌 채 등장하여 점
차 변화해가는 모습이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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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手)집여 졍을 능히 억졔치 못고 말 듯기구(干求)니 니른바 쳑확(蚇

蠖)이 번 구브며 펴규구(規矩)로 위의 광풍(光風)나 졍이 동고 이 잇글니

매고 밀밀(密密)야 구든 쇠 도로혀 연고 바이 두터은 소음

의 야임 디라. (…) ㉢ 이 드러오매 크게 놀나고 크게 항복며 크게 공경며

크게 긔특이 넉여 단단이 동용(動容)야 심열셩복(心悅誠服)그 처엄의 근본을

진파여 도라가미 올타미처혁연대오(赫然大悟)여 밋디 못믈 차탄(嗟歎)

고 션비(先妣)의 말의 미처크게 구연(懼然)고 슬허여 이 탄식톄루(歎息

涕淚)믈 냥구(良久)에 다시 샤죄(謝罪)여 <옥원재합기연> 6권, 102-120면

위에 인용된 [3]은 <옥원재합기연>에서 소세경과 이현영 부부가 대화를 주고받는

대목에서 내면 서술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인용문에 앞선 서사에서 소세경은 이

현영이 자신의 동침 요구를 재차 거절하자 그간 자신이 이현영의 편협함에 관하여

품어왔던 생각을 표현하며, 특히 이현영이 출산 직후 산후병을 빌미로 차라리 죽어

버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던 일의 부적절함을 지적한다. [3]에서는 이러한 소세경

의 발화를 듣고 무척 놀란 이현영의 심리가 자세히 서술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이현영은 한숨도 쉬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은 채 ‘나무인형’처럼 가만히 앉아 있

어 평온하고 안서(安舒)한 듯 보이기까지 한다. 그러나 서술자의 내면 서술을 통해

(㉠) 실상 이현영이 놀라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죽고 싶을 만큼의 원통함 등 복합적

인 감정을 겪고 있음이 드러나게 된다.

이때 주목할 점은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가 이현영이 느끼는 감정을 섬세하고

곡진하게 서술할 뿐 아니라, 이현영이 느끼는 감정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현영은 그간 자신을 온화하게 대해온 소세경이 실상은

자신의 죄를 벼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가 동침을 청하며 자신을 희롱

하고 부추긴 뒤에야 그 속마음을 설파한다는 데 깊은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느낀다.

그러나 소세경이 자신을 꾸짖은 것도 아니고 그의 뜻을 엄숙하게 전달하였을 뿐이

기에, 이현영은 비록 부끄럽고 화가 나지만 소세경을 원망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이

현영의 내면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서술자는 일정한 논평을 덧붙이기도 한다. ‘소회

가 가득하나 어찌 변명할 염치가 있겠는가?’라는 반문을 통해 서술자의 주관적 판

단을 내비치는가 하면, 침묵한 채 가만히 있는 이현영의 모습을 제시하면서 이현영

이 깊은 생각[度量]이 없지 않고 뜻이 당돌하여 시원히 결단[快斷]한 것이라며 인물

평을 곁들이는 식이다.

이어지는 ㉡에서는 소세경이 이현영에게 속마음을 말해 달라 청하는 대목이 나타

난다. 이현영이 계속 침묵하자 소세경은 ‘이현영에 대한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말

을 해달라고 재차 요청한다.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지점부터 서술자는 서

술의 초점을 이현영에게서 소세경으로 이동하여 소세경의 감정에 대해 곡진하게 서

술하기 시작한다. 앞선 이현영의 내면에 관한 서술에서는 부끄러움과 원통함의 감

정이 부각되었다면, 소세경의 내면 서술에서는 소세경이 이현영에 대해 가지고 있

는 진중한 애정이 인상적으로 표현된다. 이를테면 소세경의 애정은 ‘간간하고 밀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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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굳은 쇠가 도리어 연한 떡 같고 가는 바늘이 두터운 솜에 덮인 것’과도 같다

고 표현되는바, 여기에서 서술자는 이현영을 향한 소세경의 애정을 시각적이고도

촉각적인 심상을 통해 감각적으로 비유하고 있다. 이러한 비유의 사용에서도 드러

나듯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는 존재감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인물의 내면을 텍

스트에 매개하기보다는, 매개의 과정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어서 인용문의 ㉡과 ㉢ 사이에는 이현영이 자신의 회포를 솔직하게 밝히는 대

목이 나타난다. 본문에는 인용하지 않았으나 해당 발화는 무려 15면에 걸칠 정도로

길게 나타나며,160) 이는 앞서 소세경이 9면161)에 걸쳐 이현영을 꾸짖고 자신의 회포

를 밝힌 것에 비해서도 훨씬 긴 분량이다. 이러한 이현영의 발화에는 과거 객점에서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났던 당시 이현영을 강에 투신하게끔 한 소세경의 언행에 대한

비판과, 소세경이 자신의 친정 부모를 모멸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 등이 포함된다.

이는 그간 소세경에게 은근하게만 자신의 의중을 전달하던 이현영이 상당히 솔직하

게 그 의사를 표현하는 대목이거니와, 앞서 소세경이 ‘편협하다’고 지적했던 이현영

의 언행이 이현영 자신의 입장에서 재의미화되는 대목이기도 하다.162) 이현영의 발

화 직후 서술자는 이현영의 말이 사리에 규합하고 그 예모가 당당하다면서, 과거에

객점에서 소세경을 만나 강물에 몸을 던졌던 시절의 이현영과는 완전히 다른 인물

이 되었다고 논평한다. 또한 부모에 대한 깊은 효성과 이현영의 청렴한 뜻과[廉潔]

굳세고 곧은 마음[剛直]을 강조하여 짚어내고 있다. 이에 이어지는 ㉢에서는 소세경

의 반응이 제시되는바, 이에 따르면 소세경은 이현영의 발화에 크게 놀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깊이 따르게[心悅誠服] 된다. 특히 소세경은 과거 객점에서의 자신의 잘못

된 행동을 반성하는 한편, 자신의 모친의 유지(遺志)를 이현영이 좇고자 하였다는

데에 크게 감동하여 그녀에게 사죄한다. 이러한 내면 서술을 통해 서술자는 기왕의

소세경의 마음이 이현영에 대한 애정을 주로 하였던 것에서(㉡), 이현영의 식견에

대한 감탄과 공경으로 변화하였음을(㉢) 드러낸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옥원재합기연>은 여느 한글장편소설에 비해서도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서술자의 서술이 길고 상세한데, 이는 서술자가 인물의 순간적 변화들

을 세세하게 포착하여 곡진하게 묘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의 변화가 어디에서 비

롯하였는지까지 세밀하게 맥락화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특징은 서술자의 개

입의 정도가 높다는 특징과도 무관하지 않은바,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는 인물

160) <옥원재합기연> 6권, 105-119면.
161) <옥원재합기연> 6권, 94-102면.
162) 이러한 <옥원재합기연>의 서술방식에서의 특징은 앞서 1절에서 논한 소급 서술의 특징과도 접
목시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인용문에 앞선 대목에서 소세경이 이현영을 꾸짖을 때 그것은 타당
한 근거를 가진 정대한 발화처럼 제시된다. 그러나 이현영이 자신의 입장을 설파함에 따라, 앞서
소세경이 이현영을 꾸짖던 발화의 내용은 상대화되고 독자들은 서로 다른 두 인물의 입장의 차이
를 생각해보게 된다. 이와 더불어 주목되어야 할 점은 <옥원재합기연>에서 이현영 소세경 부부가
단지 서로 간에 입장의 차이를 확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양자 모두 상대의 입장을 일정하게
수용하고 조율하면서 ‘서로 보조하며 덕행을 수련’하는 부부가 되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점이
다. 이와 관련해서는 <옥원재합기연>에 나타나는 대화체에 주목한 이지하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
다. 이지하, 앞의 책, 205-218면.



- 76 -

의 심리에 관한 논평을 덧붙이거나 특수한 비유를 통해 인물의 감정을 형상화하는

등 인물들의 내면을 서술함에 있어 상당한 공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내면

서술은 인물들 각자의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두 인물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교정하

고 마음속으로 묵혀왔던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두 인물의 대화 장면이 마무리되는 6권의 마지막에서

서술자는 부부의 대화가 모두 가(可)함을 얻었다면서 가히 ‘셰간계감(世間誡鑑)’이라

고 논평한다. 이에 미루어 보더라도 서술자가 두 인물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

해나가고 심리적 거리를 좁혀가는 과정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상호 간에 오해를 수정하고 스스로의 과오를 반성하며 상대를 이해해가는

대목에서, 인물들의 내면이 거듭 번갈아 서술됨으로써 인물들의 변화 과정이 설득

력 있게 형상화된다.

마지막으로는 <하진양문록>에서 내면 서술이 두 인물 사이의 애정관계의 역학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하는 데 활용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163)

[4] ㉠ 하시 그 경(景色)을 보고 감동쳐창(感動悽愴)여 경악(大驚嗟愕)급

히 문을 녈고 드러가 왕을 붓드러 바로 누이고 슈족(手足)을 만져보니, 피 흘너 상하

(床下)의 가득고 한〃(寒汗)니 믈 흐르듯며 슈족이 어름갓트며 신관니 환탈(換奪)

고 풍되(風度) 쳑골(瘠骨)여 한 쵹뇌(髑髏)되여시니 하시 이 모양을 목견(目見)

이다 긔 빌라, 졔 본규〃(赳赳) 댱부로 당〃긔운니 바다흘 삼킬듯고 웅

호(雄豪)용이 뫼흘 것구로 칠듯더니, 일병(一病)이 침면(沈綿)여 경(此境)의

이르러스믈 후회막급(後悔莫及)이라 참연(慘然自傷)여 옥누리고 (…) ‘비

록 타인이나 부〃도 골육이나 다르지 아니〃 부(師父)의 쥬든 약의 피화

여 쓰면 마른 간장을 눅이거시오 공허골졀을 (生)리니 졔 나위여 경

의 미쳐시니 엇지 살을 허러 갑기앗기리오.’고 가연(慨然)니 단도혀 좌비

(左臂)질너 혈을 바다 약의 타 닙의 드리오고 동졍을 살필 (…) ㉡ 왕이 바야

흐로 진녀군인 쥴 쾌히 다라 반갑고 놀나오미 쳥강지슐(天降之術)인 듯 하 신긔니

인 듯 깃분 거산 더지고 젹츅지한(積築之恨)과 만복분원(滿腹忿怨)니 광푸우(狂風

驟雨) 갓흐여 일언(一言)을 불(不開)고 분연(奮然)니 무거온 몸을 가야이 날녀 이

러나 벽상(壁上)의 걸닌 보검을 혀드니 (…) ㉢ 뇌졍(雷霆)갓튼 일장 분긔(憤氣) 츈셜

(春雪) 스듯 프러져 슬푸미 풍운집(風生雲集)니 긔운을 진졍하고 뇨임의 쓰러져 누

으며 그 셤〃옥슈(纖纖玉手)어루만져 희허댱탄(嘻噓長嘆)여 눈물을 흘녀 볘

젹시고 긔운니 져상(沮喪)여 말이루지 못니 하시 참연상(慘然自傷) 왈, “장

뷔 아녀여 이러틋 구〃(區區)리오. 가히 녕웅상(英雄宰相)이 아니로다.”

<하진양문록> 19권, 41-55면

163) 일찍이 이경하는 진세백을 통해 “사랑의 기쁨과 슬픔,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 절망과 분노
같은 사랑의 보편적 정서”가 잘 표현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지하 또한 <하진양문록>에서 남
성인물인 진세백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힌 ‘감성 주체’로서 나타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
였다. 이경하, 앞의 글, 2011; 이지하, 앞의 글, 2019.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진세백의 ‘감정’이 부
각되었으나, 실제 텍스트에서 진세백 등의 내면이 서술자에 의해 ‘어떻게’ 서술되는가에 관한 세밀
한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본고에서는 하옥윤과 진세백의 내면이 각기 어떻게 다르게 제시되
는지,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창출되는지 등을 살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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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 앞선 서사에서, 남성 하재옥으로 행세하던 하옥윤은 천자에게 자신

의 정체를 밝힌 뒤 사라지고 하옥윤의 정혼자였던 진세백은 그녀를 찾아 나섰다가

포기한 채 돌아와 명선공주와의 혼례를 앞두고 크게 병든다. [4]에서는 도관에 머물

던 하옥윤이 인세로 돌아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진세백을 구호하는 장면이 그려지

고 있다. 인용문의 서두에서는 하옥윤이 죽을 지경에 이른 진세백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자신의 선택을 자책하는 등 하옥윤의 감정적 반응이 자세하게 서

술되고 있다(㉠). 특히 하옥윤이 자신의 피를 내어 약에 섞는 대목에 삽입된 내적

독백에서는, 두 사람이 아직 혼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하옥윤이 이미 진세백과 자

신의 관계를 ‘부부’로 생각하고 있음이 드러나며 진세백을 살리려 하는 그녀의 간절

한 마음이 강조된다.

흥미로운 점은 진세백이 회생한 ㉡ 이후의 서사 전개에서는 진세백의 내면만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하옥윤의 내면에 대한 서술은 소략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에서는 정신을 되찾은 진세백이 하옥윤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가움과 놀

라움, 기쁨을 느끼다가 순식간에 그러한 감정이 한스러움과 원망으로 돌변하는 순

간이 그려진다. 이 장면에서 진세백의 급격한 감정의 전환은 그 자체로 하옥윤에

대한 절절한 사랑뿐만 아니라, 하옥윤이 사라져버린 뒤 그가 느낀 배신감과 상실감,

그리움 등의 감정까지 효과적으로 상기시킨다. ㉡과 ㉢ 사이의 생략된 대목에서 진

세백은 하옥윤의 목에 칼을 겨누며 배은망덕한 ‘대악찰녀’이자 ‘요물’을 죽이겠다며

소리를 지르다 쓰러지고, 깨어난 뒤에도 하옥윤을 노려보며 분노를 표출한다. 이에

대해 하옥윤이 미소를 지으며 진세백을 재차 부드럽게 설득하자 결국 ㉢에 이르러

서는 진세백의 분노가 ‘봄눈이 녹듯’ 풀어져 슬픔으로 변하고, 진세백이 하옥윤의

손을 어루만지며 탄식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제시된다.

인용문의 가장 앞선 대목(㉠)에서 살펴보았듯 하옥윤은 병든 진세백 앞에서 후회

하고 슬퍼하며, 그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 피를 낼 정도로

진세백을 위하는 인물이다.164) 그러나 막상 진세백이 깨어난 뒤의 서사 전개(㉡)부

터 하옥윤의 내면은 거의 서술되지 않고, 하옥윤이 진세백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

하는 경우도 없다. 이를테면 하옥윤은 자신을 요물이라고 부르며 분노를 표하는 진

세백에게 요물을 베어 영웅이 되라며 차갑게 웃으며, 분노와 배신감에 치를 떨던

진세백이 끝내 하옥윤의 손을 잡고 흐느끼자 하옥윤 또한 슬픔을 느끼면서도 겉으

164) 관련하여 <하진양문록>의 이본 간 차이를 참고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세책필사본 동
양문고본과 달리, 개인필사본 낙선재본에서는 ㉠ 부분에서 하옥윤이 진세백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축소되고 하옥윤의 내적 독백이 나타나지 않으며, ㉣ 부분에서 하옥윤의 반응 또한 ‘참연자상 왈’이
아닌 ‘잠소 왈’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자면, 동양문고본에서는 하옥윤이 진세백에 대해 애
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지는 않는 인물로 형상화되는 데 반해, 낙선재본
에서는 진세백을 향한 하옥윤의 애정을 확인할 만한 단서가 축약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낙선재본
<하진양문록> 15권, 66면-67면; 16권, 1-6면. 이러한 동양문고본의 변화에 대하여 이대형은 남성인
물이 진세백의 권위를 높이 위해 서술을 조정함으로써 대중성을 꾀한 것이라고 보았으나(이대형,
앞의 글), 변개를 통해 발생하는 구체적인 효과에 주목한다면 이는 남녀 인물 간의 연애적 감성을
강조하면서 대중성을 꾀하는 시도로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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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진세백을 가볍게 질책하는 등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며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서사세계 내에서 하옥윤은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

지 않고 진세백의 격렬한 감정 표현을 제어하는 쪽에 서 있지만, 서사 바깥의 독자

들은 내면 서술을 통해 겉으로는 냉랭한 듯 보이는 하옥윤 또한 진세백에게 깊은

애정을 지녔음을 알게 된다. 요컨대 <하진양문록>에 나타난 내면 서술은 두 인물

의 감정과 겉으로 드러내는 언행 사이의 간극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하며, 두 인

물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기울어진 애정관계와 이로부터 발생

하는 특유의 역학을 독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탐미하도록 이끈다.165)

이렇듯 본고는 <소현성록>에서 소현성과 석명혜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1]), <유

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와 유세형이 한 방에서 밤을 보내는 장면([2]), <옥원재합

기연>에서 소세경과 이현영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3]), <하진양문록>에서 하옥윤

이 진세백을 구호하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4]) 등을 살피며 여성인물과

남성인물의 내면이 번갈아 서술되는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앞선 2항에서 살핀 여성

인물들의 내면 서술에서 상대에 대한 파악의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진 것과 달리,

애정관계를 형성하는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에 대한 내면 서술에서는 두 인물 사이의

거리감과 친밀감, 애정과 갈등의 문제가 주요하게 다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본 절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내면 서술의 양상을 살피며, 내면 서

술이 독자와 인물 간의 거리를 조절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논하

였다. 사건에 연루된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특정 인물만의 내면을 충실히 좇는

서술이 이루어질 경우, 해당 인물에 대한 독자의 심리적·도덕적 거리가 좁혀지는 효

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서술자가 어떤 인물의 내면을 어떻게 조명하는가는 독자 수

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한편 여러 인물들의 내면이 번갈아가며 서술되

는 경우, 서사세계 내에서 인물들이 사회적으로 수행하는 언행과 그들이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을 교차하여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내면 서술은 관계

를 이루는 인물들 각각의 입장과 처지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

공해주며, 인물들이 이루는 관계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관계의 역학을 파악하게

끔 이끈다. 내면 서술이라는 형식에는 인물들 간의 관계에 관한 한글장편소설 특유

의 기민한 관심이 드러나는바, 이는 한글장편소설의 소설미학을 해명함에 있어 반

드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65) 이경하는 하옥윤의 특징을 ‘이성의 과다’, ‘애정기피증’, ‘공적 가치 지향’ 등으로 제시한 반면, 이
지하는 하옥윤이 수동적이나 진세백에 대한 연정을 품고 있다고 보면서, 하옥윤의 수동성을 ‘밀고
당기기’라는 연애의 묘미로 읽어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경하, 앞의 글, 2011; 이지하, 앞의 글,
2019. 본고는 이지하의 분석에 보다 가까운 입장에 서 있다. 본문에서 제시하였듯 하옥윤과 진세백
두 인물이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상이함에 따라 이들의 애정관계는 필연적으로 기울어지게 되며,
독자들은 애정관계에서 약자와 강자로 위치된 인물들 사이의 관계 역학에 주목하여 서사를 향유하
게 된다. 이때의 두 인물 간의 ‘밀고 당기기’란 인물들이 실제로 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독자들이
읽어내는 ‘효과’에 가까운바, 이에 관해서는 Ⅳ장과 Ⅴ장에서 보다 상세히 논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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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제한을 통한 서사적 흥미 강화

서술자를 서사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적 행위자로서 이해할 때, 정보

의 제한과 조절은 너무나 본질적인 서술자의 기능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고에서 주

목하는 지점은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서사에 관한 정보를 단순히 매개하고

사라지기보다는, ‘정보를 제한하고 조절하며 편집권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

를 텍스트에 드러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한글장편소설에는 서술자의 개입을 드

러내주는 표지가 곳곳에 노출되는데, ‘이러이러한’, ‘여차(如此)한’ 등의 생략어구를

통해 특정한 정보가 생략되었음을 드러내는 서술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렇듯 편집의

흔적을 남김으로써 서술자는 숨겨지기보다는 드러나며, 독자들은 텍스트를 매개하

는 존재로서 서술자의 존재를 지각하게 된다. 이렇듯 텍스트에 남겨진 흔적은 전지

적 서술자가 발휘하는 권능의 표지로 치부되고 그칠 수도 있지만, 그 양상을 면밀

히 살필 경우 한글장편소설에서의 생략어구가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며 각기 다른

효과를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서술자의 만연한 존재감을

재확인하는 것을 넘어, 이러한 서술자의 개입과 편집을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

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166)

이에 본고는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에 의한 정보의 편집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효

과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적으로는 서술자가 특정한 내용을 편집하였다는 표지

를 남기는 양상에 주목하되 그 편집된 내용의 성격에 따라, 1항에서는 이미 일어난

일에 관한 편집을 살피고, 2항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편집을 살핀다. 이어

지는 3항에서는 제한된 정보만을 지니고 있는 인물의 인지에 입각한 서술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보를 제한하는 초점화된 서술의 양상을 살핀다. 기왕의 한글장편소설

연구에서는 초점화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진바 없으나,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에

서 초점화가 다각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정보 제한의 주요한 수단일 뿐만 아

니라 주목할 만한 서사기법임을 보일 것이다.

1) 생략에 의한 서술의 효율화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앞선 서사의 전개를 통해 독자들이 이미 확인한 사건에 대해

인물이 발화할 경우, 서술자가 인물의 발화 내에 개입하여 반복적인 내용을 생략하

는 양상이 확인된다. 이때의 생략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반복을 피해 서사의 서술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166) 일찍이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사건을 먼저 제시한 뒤, 사건의 발생 원인과 진행 상황을 풀어가면서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서사의 구성방식이 주목된 바 있다. 정병설, 앞의 책, 1998, 73-74면;
송성욱, 앞의 책, 173-181면.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의는 한글장편소설에서 서술자가 일정하게 정보
를 제한하면서 서사에 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에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본고와
그 관심이 일치한다. 다만 선행연구가 단위담의 배치라는 플롯 구성에 주목하였다면, 본고는 서술자
가 ‘정보를 편집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서술함으로써 서술자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데 착안하
여 논의를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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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부인이 좌(座)명야 셕시당의 올리고 위로 왈, “가운(家運)이 불고

현뷔(賢婦) (厄)이 듕야 고이(怪異)거죄(擧措) 이시니 당초 무고(巫蠱事)와

티독(置毒)은 노신(老身)이 경으로 더브러 의심이 잇디 아니더니 쳔만의외(千萬意

外)예 녜시 단약(丹藥)으로그용뫼 되여 나가 여여니 경이 비록 총명

나 귀신이 아니어니 엇디 분변(分辨)리오.” <소현성록> 3권, 66면

[2] 니홍을 보고 알외, “노야의 샹원부인이 가듕(家中)을 둘너 편관(遍觀)코져 샤

협문과 원문(園門)을 열나 시니 샹공고니 열쇠주쇼셔.” 니쥬뷔 듯고 

니 분부 왈, “노얘(老爺) 오늘 저녀긔나 올 거시니 오셔든 열쇠너희주어 열게

리라.” 노복이 듯고 도라와 시녀야 닐오, “니샹공이 듯디 아니시고 여

차〃〃더라.” <소현성록> 4권, 105면

[3] “소용의 집의 가니 구형이 당논(黨論) 폄거시 잇거도적(盜賊)여 녀적의게

바치고 인여 용을 귀향(歸鄕) 보매 공부샹셔어드니 니로오믈 도라 졈졈여

군평의 잇거뎌의게 알외고 녀가져 뎌의게 공을 엇고져 여 여여여

녀죽게 엿더니 용이 환쇠(還巢)고 녀적이 진긔(盡氣)즈음의 군평이 비룡

승텬(飛龍昇天)니 젼일이 븟그럽고 새 됴흐믈 열고져 되 과연 여여소초(疏

草)로 드드여 군평과 다시 결원(結怨)여 화이 업니 민민(悶悶)즈음 여

여여 과 차환이 봉환 여의 내 비로소 공구블안(恐懼不安)여 울울블낙(鬱鬱

不樂)이러니 일일의 여잡혀 풍도(酆都)의 갓더니” <옥원재합기연> 10권, 32-33면

[1]은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의 셋째 부인인 여씨가 둘째 부인인 석명혜를 모해

하고자 개용단(改容丹)을 먹고 석명혜로 변하여 소현성 앞에서 음란하게 행동한 사

건과 연관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친정으로 내쫓겼던 석명혜는 사건의 전

모가 밝혀진 뒤 다시 소부로 돌아오게 되는데, 위에 인용한 [1]은 양부인이 며느리

석명혜에게 자신의 아들 소현성이 왜 여씨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는가를 해명하는

발화에 해당한다. 양부인의 발화에서는 여씨가 개용단을 먹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가 구체적으로 나열되는 대신에, ‘여차여차하니’로 생략되어 나타난다. 한편 [2]는

소부의 집사 이홍이 화수은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후원의 열쇠를 내어주지 않는 사

건에 관한 것이다. 외당의 일을 관장하는 이홍은 소현성이 돌아오면 허락을 받은

뒤에 후원의 열쇠를 내주겠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홍의 발화가 노복들에 의해 화수

은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여차여차하다’로 생략된다.

[1]과 [2]의 경우처럼 서술자가 남기는 생략의 표지(‘여차여차’, ‘이리저리’ 등의 생

략어구)가 텍스트에 노출될 경우 서술자는 숨겨지기보다는 드러나게 되며, 상당한

정도로 독자들에게 가시화된다. 스토리의 층위에서 실제로 한 인물이 다른 인물에

게 ‘여차여차’의 어구를 활용하여 발화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대화를 나누는 상대

인물은 ‘여차여차’에 담긴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즉, 대화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인물의 발화가 온전히 제시되어야 마땅하지만 서술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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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발화 내부에 개입하여 특정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개입은 텍스트의 내적 논리와는 무관하게,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

하지 않는 데 초점을 맞춰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서술자는 스토리 층위에서

의 개연성을 해치면서까지 인물의 발화에 과감하게 개입하여 편집권을 발휘하면서

서사 전개의 속도를 높이고 독자들의 독서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인용문 [3]의 경우에는 <옥원재합기연>의 서사 전반에 걸쳐 비부(鄙夫)로

그려지던 이원의가 자신이 그간 저지른 대악(大惡)을 반성하며, 아들 이현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술회하는 대목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이, 서술자는 이원의가

자신의 과오를 술회하는 발화 내부에 개입하여 그 자세한 경위를 생략하고 ‘여차여

차’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그의 회심에 결정적인 계기였던 꿈에 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생략한 채 ‘여차’와 ‘이리하여’ 등으로 편집해버리고 있다. 오래간 집을 떠났

다 돌아온 이현윤으로서는 아버지의 과거 소행을 자세히 알지 못하며, 아버지의 꿈

의 내용 또한 당연히 알 수 없는 처지이다. 그러므로 [3]에 나타나는 이원의의 발화

에 대한 편집은 실제 스토리상에서는 이원의가 이현윤에게 온전히 전달한 내용을,

서술자가 임의로 생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서술자의 편집은 직전의 서사

전개에서 독자들이 이미 자세히 확인한 내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해당 대목에서 부각되어야 할 부분은 과거에 이원의가 저지른 악

행이나 이원의가 꾼 꿈이라기보다는 이원의가 자신의 과거를 반성적으로 술회한다

는 사실, 즉 이원의의 개심(改心)이므로 서술자의 개입은 그 서술의 초점을 유지하

기 위해 이루어진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다음의 두 사례에서 나타나는 서술자의 편집 또한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일

견 유사하나, 그 편집이 이루어지는 맥락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공슈연(粹然) 용(改容)고 니러 샤(拜謝) 왈, “현이 블쵸(不肖)여 미

진므로 파패(婆婆) 이치 이 르치니 감격고 비창(悲愴)믈 이긔디 못니

믈며 양시는 현미(賢美)녀라 어디 박(薄待)리오마나히 졈고 음이 호탕

여 녀로 오래 샹여 잇디 못여 그러미오 본염박(厭薄)미 아니〃 념

녀(念慮)티 말나. 다만 나의 은우(隱憂)파패 임의 아라시니 엇디 긔이리오. 과연 모

월 모일의 모부인이 귀령하신 가 뵈옵다가 여차〃〃녀만나 그 긔질(氣質)

과 미뫼(美貌) 연 심혼(心魂)을 놀내니 (辭色)의 나타나믈 면티 못여 모부인이

깁히 (責)시니 감히 다시 뭇디 못고 도라와 (…) 심병이 금일의 니러시니 진

실노 임의(任意)로 음을 도로혀디 못디라.” <유씨삼대록> 9권, 26-27면

[5] “작츈(昨春) 모일 야(夜)의 여닐이 잇셔 교언영(巧言令色)으로 의 후

(醉後) 회(客懷)도〃니 이 과연 지식이 쳔단(淺短)므로 그 요악(妖惡)믈

심히 통한(痛恨)여 이리〃〃 즐퇴(叱退)여 쳥납(聽納)지 아니니 긔괴간참

(奸讒)니 한번 귀가의 들니반신반의여 진위히 실(覈實)치 못고 평

쇼망과 신셰 젼졍(前程)이 헷곳의 도라가믈 탄(歎)여 심회 연 조치 못지언졍

이런 변니 잇실쥴 엇지 여시리오.” <하진양문록> 2권, 59-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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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4]에서는 유현의 발화에 대한 서술자의 편집을 확인할 수 있다. 인용문의

앞선 대목에서 유현은 양소저와의 혼인 후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던 차에, 친정에

간 두 번째 어머니 장부인(장혜앵)에게 안부 인사를 갔다가 장부인의 조카 장설혜

를 보고 한 눈에 반한다. 장부인의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유현은 장설혜에 대한 상

사(相思)의 감정을 키우게 되는데, 이러한 기색을 알아차린 장부인은 장손상궁을 시

켜 유현을 깨우치도록 명하고, 이에 장손상궁이 유현을 찾아가 대화를 나누게 된다.

그 대화의 과정에서 유현은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토로하는데, 이러한 유현의 발

화 가운데 장설혜에 관한 내용의 일부가 삭제되어 나타난다([4]).

직전의 서사 전개에서 유현이 장설혜를 만나게 된 경위와 그녀에 대한 유현의 심

리적 반응이 상당히 자세하게 묘사된 만큼, 해당 발화에서 장설혜에 관한 묘사가

축약된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이미 앞선 서사에서 유현을 한눈에 반하게

할 만큼 ‘연연(娟娟)하며 요나(嫋娜)하여 절묘하게 어여쁜’ 장설혜의 모습이 묘사되

었으니, 이 대목에서는 ‘여차여차한 여자의 기질과 미모’로 축약하여 반복을 피하였

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의 생략은 단순 반복을 피하는 차원 외에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듯하다. 앞선 서사에서 유현이 장설혜와 마주친

장면에서, 장부인은 자신의 앞에서 규중처녀를 자세히 보는 행동은 비례(非禮)라며

유현을 크게 꾸짖는다.167) 여기에서 장부인은 유현의 행위가 예에서 어긋나는 행동

임을 정확히 지적하는데, [4]에서 유현의 발화 가운데 ‘유현이 장설혜의 외관을 자

세히 바라본 관찰’ 대목만이 선별적으로 생략된 것을 이와 연관 지어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유씨삼대록>의 서술자가 인물의 발화 가운데에서도 비례적

성격이 짙은 대목을 선별적으로 생략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도 있다.

한편 [5]에 인용한 <하진양문록>의 대목에서는, 진세백의 발화 가운데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다. 인용문에 앞선 서사에서 진세백은 하옥윤의 정혼자로서 하부에

머물던 중, 그 신분을 위장한 채 접근한 하옥윤의 의붓여동생 하교주와 수차례 잠

자리를 가지게 된다. 하옥윤에 대한 하교주의 참언에도 불구하고 진세백이 하옥윤

과의 혼사의 뜻을 저버리지 않자, 결국 하교주는 어머니 주씨와 오빠 하영화 등에

게 사정을 알리고 이들은 진세백을 죽일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기미를 알아

차린 하옥윤은 진세백에게 도망칠 것을 전언하지만, 차마 홀로 도망치지 못한 진세

백이 하옥윤을 찾아와 자신과 함께 떠날 것을 설득한다. [5]는 이때 나타나는 진세

백의 발화 가운데 일부로, 위에서 인용한 대목은 진세백이 하교주와 악연을 맺게

된 사정을 해명하고 한탄하는 대목에 해당한다. 그러나 서술자가 해당 발화에 개입

하여 ‘여차한’, ‘이리저리’ 등의 표현을 통해 중요한 정보들을 생략함에 따라, 진세백

과 하교주 사이에 일어난 사건의 진상이 모호해지고 진세백의 억울한 감정이 부각

되며 그의 과실은 다소간 감추어지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진세백의 발화에 관한 서술자의 편집 또한 앞선 서사 전개를 통해 독자들이

167) <유씨삼대록> 9권,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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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확인한 내용을 생략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진세백의 발화 이후로 이어지

는 서사를 살펴볼 경우, [4]와 유사하게 [5]에서 나타난 서술자의 편집 또한 일종의

윤리적인 검열의식이 작동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5]에 이어지는 대목에서 하옥

윤은 지난 일을 듣는 것이 몹시 놀랍고도 부끄러우니 더 이상 언급하지 말아달라며

말을 이어가는데, 여기에서 하옥윤이 진세백과 하교주 사이에 있었던 일을 놀랍고

도[傾駭嗟愕] 부끄러운[慙愧忸怩] 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관해 듣게 되는 상황

을 불편해 하고 있음이 제시된다.168) 이는 곧 비례(非禮)를 듣는 행위조차 자신에게

혐의를 더하는 것으로 여기는 염결한 태도라고 볼 수 있는바,169) 실제로 이어지는

서사에서 하옥윤은 모든 상황을 자신의 책임으로 떠안으면서 자결에의 뜻을 굽히지

않는 등 고결한 태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하옥윤의 언행을 고려한다면, 위에서 논

한 [4]와 같이 [5]의 경우에도 서술자가 진세백의 발화 가운데 비례적 성격이 짙은

대목을 임의로 편집하였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자의 개입은

진세백이 정혼자인 하옥윤 앞에서 그녀의 이복여동생인 하교주와의 관계를 구구절

절 해명하는 상황의 불쾌감을 중화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상 살핀 두 인용문([4], [5])에 나타난 서술자의 생략은 앞선 사례들([1], [2],

[3])과 마찬가지로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복 서술을 피하는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서술자에 의해 생략된 내용이 남성인물의 비례의 행위에

해당하고 그 비례적 성격을 훈계하거나 거리를 두고자 하는 여성인물들의 발화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 즉, 서술자가 서사세계

를 독자에게 투명하게 매개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주관적인, 그러나 동

시대적으로 공유되는 윤리적 필터를 장착한 채 매개한다고 해석해볼 수도 있는 것

이다. 특히 소설 속 여성인물이 보이는 비판적인 거리두기의 태도와 서술자의 편집

양상이 공명한다는 점은 주목된다. 이는 서술자가 여러 인물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인물과 보다 가까이 서서 서술하고 있는지, 어떤 인물의 윤리적 감수성에 보다 공

명하고 있는지를 가늠케 해주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서사적 긴장감과 몰입감 제고

앞선 항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는 스토리의 세계를 단순 매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개의 과정에서 일정한 편집권을 발휘하기도 하는바, 이는

168) <하진양문록> 1권, 32면.
169) 한글장편소설에서 여성인물들의 침묵은 음란한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 듣더라
도 귀를 가리고 피해야 한다는 여훈서 속 규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서정민, 대하소
설 속 여성 침묵의 양상과 그 의미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19-20
면. 관련하여 <논어> ‘안연’ 편에서 공자와 안연이 인(仁)에 대해 문답하는 대목에서도,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동하지 말아야 하
는 것이다.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라는 공자의 언술이 나타나기도 한다. 상대방
이 보인 비례(非禮)의 언행에 적극 응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리를 두면서 그러한 비례의 언
행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처신으로 여겨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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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상으로는 생략될 수 없는 내용을 서술자가 텍스트에 매개하는 과정에서 생략

편집하는 데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한편 한글장편소설에서는 독자들이 이미 아는

정보를 생략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즉,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관한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서술자가 개입하여 그 내용을 생략하는 양상 또한 확인된다. 이때에

도 서술자는 단순히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 내용을 생략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내

용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끔 생략의 표지를 남긴다.

[1] “여등(汝等)은 아디 못냐. 이 부듕의 쳥명공엄(淸明恭嚴)쟈다맛 승샹과

양부인이라. (…) 이 오인(四五人)의 아니 잇기 나의 만(萬幸)이라. 하이 

빌니시어이 시(此時)일흐리오. 승시(乘時)야 소뎨(掃除)면 화근이 업

리라.” 드여 모계(謀計)일우매 승샹의 가(佳客) 셩영이 본인물이 간교(奸巧)

디라. 뎡시 회뢰(賄賂)흐터 가듕 인심을 사고 금(金帛)을 셩영을 주어 여

차〃라더니 슬프다 니시의 운(厄運)이 닥텨오디라. <소현성록> 11권, 54-55면

[2] 영홰 왈, “야얘(爺爺) 진을 즁시니 능히 니간(離間)여 졔어길 업살지라.

원진니 아등(我等)의 심복환(心腹大患)이니 이타 졔어미 묘(妙)니 여

〃〃여 엄노(嚴怒)니르혀 진을 머무지 못게 리라.” 쥬시 왈, “블가다.

여즉 교심위(心憂) 젹지 아니리니 진을 (害)치 못리라.” 영홰 왈, “만닐 진

을 치독(置毒)여 쥭인 즉 혹 야얘 아르시면 우리 다 쥭일지라. 위닐은 못리

라.” 계화 왈, “후원(後園) 년지(蓮池) 강(大江)을 통여시니 져와 뉴완(遊玩)키일

커러 노다가 무심 즁 니 밀쳐 쥭이고 졔 스로 져 쥭다 미 엇더뇨.” 영홰 왈,

“이다 위(危殆)코 니(利)치 못계교라. 오즉 말로 엄젼의 고면 야얘 질노

(瞋怒)용납지 아니시리니 이 이타 졔어키 쉽고 교쥬비록 불쾌니 넉기시

나 졔 죄 아닌 쥴 발키면 관셔(寬恕)시리이다. 다만 옥윤을 긔이고 니 계(行計)

미 가니〃다.” 쥬시 그 말을 올히 넉이고 한 계화 등이 응셩(應聲) 왈, “이 계

(計巧) 신묘(神妙)타.” 일커르니 차(此事) 엇지된고? <하진양문록> 2권, 43-45면

[1]의 인용문은 <소현성록>에서 소운명의 셋째 부인인 정씨가, 소운명의 총애를

받는 둘째 부인 이씨를 내쫓기 위한 계략을 꾸미는 대목이다.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이 정씨는 자신의 계략을 알아차릴만한 집안의 어른들이 없는 상황을 절호의 기회

로 삼아 소현성의 가객(家客)인 성영을 통해 흉계를 꾸미는데, 여기에서 서술자는

정씨가 성영에게 전한 구체적인 지시의 내용을 생략하고 ‘여차여차하라’로 대체해버

린다. 이는 스토리상으로는 정씨가 성영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해야 마땅한 내용을

텍스트에 매개하는 과정에서 서술자가 임의로 편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집과 더불어 서술자는 이씨의 앞날에 관한 감상적인 예언까지 덧붙임으로써 서사

전개에 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한편 [2]에서도 이와 유사한 서술자의 개입 양상이 확인된다. 인용문은 하교주와

진세백 사이에 있던 일을 전해들은 하영화 삼 형제가 어머니 주씨와 함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는 대목이다. 해당 대목에서 하영화가 먼저 계교를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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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주씨가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이어서 하계화가 제시한 묘책에 하영화가 반대하

고 자신의 계교를 따라야 함을 설득하면서, 이들은 결국 하영화의 계교를 따르게

된다. 그러나 서술자가 하영화의 발화에서 계교의 구체적 내용을 편집함에 따라, 하

영화가 제안한 계교의 내용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여차여차하여 아버지의

화를 일으켜 진세백이 머무르지 못하게 하겠다’는 정도로만 제시된다. 이에 더하여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질문을 던지는 서술자의 논평까지 살펴볼 때, 서술

자는 하영화의 발화에서 해당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앞으로의 서사 전개에 관한 독

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계화 등이

‘신묘하다’며 일컬은 하영화의 계교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후 서사 전개를

통해 독자들에게 알려진다. 독자들은 진세백에게 모종의 흉악한 사건이 벌어지리라

는 사실을 ‘알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채로’ 서사를 좇게 되며,

이 과정에서 서스펜스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 살핀 [1]과 [2]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서술자는 인물의 발화에 개입하여

특정 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며, 그 정보란 다른 인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모략’을 어

떻게 꾸밀지에 관한 것이다. 이때 두 텍스트 모두에서 서술자는 “슬프다 니시의 

운이 다텨오디라”([1])라거나, “차엇지된고?”([2])라며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

하는 논평을 덧붙이기도 한다. 이러한 논평의 활용은, 서술자의 정보 차단이 앞으로

의 서사 전개에 대한 독자들의 몰입감을 제고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이때 모략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 인물들([1]의 이부인, [2]의 진세백)은

자신을 둘러싼 모종의 음모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반면, 독자들

은 이들에게 일이 벌어질 것을 알지만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는 채로

서사를 향유하게 된다. 이렇듯 ‘모략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보다는 많이 알지만, 또

‘모략의 주체’인 인물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소설을 향유하는 과정에

서 서스펜스가 발생한다.170)

한편, 인물의 발화 가운데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관한 정보를 서술자가 편집하는

양상 자체는 동일하나 생략된 내용에 관하여 주요한 차이가 나타나는 사례 또한 견

주어 살펴볼 수 있다.

[3] 드여 우봉거밧비 히니 쇼지(素紙)의 시, “현의 호방믈 인여

쇼쟝(疏章)의 홰(禍) 쟝문호망리니 만됴졔신(滿朝諸臣)가 출뎡군쟝(出征軍將)이

다 쥬공을 구나 안흐로 귀비의 소(讒訴)막디 못여 불측지홰(不測之禍) 쥬공긔

미리니 비(婢子) 급히 궐듕(闕中)의 드러가 하낭〃긔 샹의여 댱귀비다래여 쥬

공을 구고 내 표(表)황샹긔 올니고 여〃〃라.” <유씨삼대록> 12권, 8-10면

170) 이재선은 신소설에 나타난 ‘변혁의 양상’을 나열하는 가운데, 신소설에서는 ‘소곤소곤’, ‘끄덕끄덕’
과 같은 표현을 통해 모함과 간계의 내용을 독자들에게 숨기고 이후 작품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드러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제시하면서, 이러한 특징은 신소설이 지닌 상업주의적 시장성
의 반영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홍성사, 1982, 195-198면. 이러한 서술자의
개입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고취하는 기법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으나, 본고에서 살펴보았듯 이러
한 종류의 생략은 이미 한글장편소설에서부터 다수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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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히 엇디 못면 무어리오. 적의 뉴향젼곡(遺餉錢穀) 둔 거시 모쳐

여고 모쳐여되 이 다 머러 슈운(水運)치 못거시오 오직 진창 구쇼

곡의 둔 이시니 계요 수만곡(數萬斛)이라. 곳 적의 요해쳐(要害處)요 죡히 슈운이

쉬오니 내 몬져 어더 구급(救急)을 삼고져 되 그 속의 일을 엇디 못면 능티 못

리니 네 (行)여 여면 만젼(萬全)리라.” <옥원재합기연> 15권, 20면

우선 [3]에서는 진양공주가 남긴 글이 인용되는 가운데 부분적인 생략이 나타나고

있다. 진양공주는 자신의 사후 유부에 위기가 닥칠 것을 예측하고 그 위기를 대비

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데, [3]에서는 진양공주가 장손상궁에

게 남긴 글이 제시되는 가운데 장손상궁에게 지시한 행동 중 일부가 생략되어(‘여차

여차하라’) 나타나고 있다. 실제 편지에서는 온전하게 나타났을 내용을 서술자가 텍

스트에 매개하는 가운데 임의로 생략하였다는 점에서, 이때의 생략 또한 앞으로 전

개될 서사에 대한 흥미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

당 개입은 악인형 인물의 음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선인형 인물의 혜안에 관한 것

이라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1], [2]와는 내용적으로 주요한 차이를 지닌다.

[4]에서 나타나는 생략 또한 이와 유사하다. [4]는 소세경이 이주(利州) 지역의 통

판으로 발령난 뒤, 자신의 수하 수경에게 백성들의 기근 문제를 해결할 방책을 지

시하는 대목이다. 스토리상으로 이 장면은 소세경이 수경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해

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방향을 지시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서술자의 편집에

의해 텍스트에는 그 내용이 생략되고 있다. 이러한 생략을 통해 독자들은 수경이

앞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리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는 상태로

소설을 향유하게 된다. 전자의 앎을 통해 독자들은, 이후 서사에서 수경이 소화산

도적단에 입단하는 뜻밖의 선택 뒤에는 소세경이라는 배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

식하며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충분히 알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므

로, 수생이 도적단 내부에서 신임을 얻고 끝내 곡식을 탈취하기까지의 서사 전개를

흥미진진하게 좇을 수 있다.

이상 본고는 서술자가 인물의 발화에 임의로 개입하여 특정 내용을 생략하고 생

략어구를 남겨둠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특정 내용이 편집되었음을 ‘알게 하는’ 서

술방식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때 서술자가 특정 내용을 단지 서술하지 않는 것과,

독자들로 하여금 ‘특정 내용이 생략되었다는 사실’을 알도록 서술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 후자의 경우 독자들은 앞으로의 서사 전개에서 어떠한 일

이 벌어지리라는 사실은 ‘알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알지 못하

는 채로’ 서사를 향유하게 된다는 점에서, 향유에 있어 특수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

문이다. 이때 서술자의 생략이 악인들의 음모에 관한 것일 경우([1], [2]) 독자들의

서스펜스를 유발하고, 선인형 인물들의 혜안에 관한 것일 경우([3], [4]) 앞으로의

서사 전개에 관한 독자들의 기대심리를 고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개입과 생략은 일견 ‘전지적 서술자의 횡포’처럼 느껴질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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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으나, 실상은 독자의 서사 향유에의 흥미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

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한글장편소설의 독자 지향적인 성격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지

표로서 이해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한다. 이러한 서술방식이 상정하는 한글장

편소설의 수용자란 이데올로기의 수동적 교화 대상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이야기

의 세계에 빠져들 준비가 되어있는 열독자(熱讀者)에 가깝다. 이러한 서술자의 개입

과 편집은 온전한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독자들에게 읽히는 재미를 고

려하며 수행된다는 점에서,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지닌 이야기꾼적 성격을 드러

내준다고 볼 수 있다.

3) 초점화를 통한 감각적 장면 제시

이어서는 서술자의 개입이 직접적으로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서사의

정보가 조절되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이는 인물에의 초점화를 통한 서술로서, 서

사세계에 대하여 제한적 정보만을 지니고 있는 인물에게 초점화한 서술이 이루어질

경우 서사의 정보는 자연스럽게 제한된 채 서술될 수밖에 없다. 비교적 간단한 사

례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고자 한다.

[1] 좌(座) 연셕(宴席) 일인(一人)이 고셩(高聲) 대매(大罵) 왈, “운남 녀(此女)

하등지인(何等之人)이완감히 대국인(大國人)을 업슈이 녀겨 뎍무(敵無)양 위(僞)

뇨.” 듕인이 보니 기인(其人)이 일희 허리오 의 히며 신댱이 팔 쳑(尺) 오

촌(寸)이오 강용(剛勇)이 졀뉸(絶倫)며 미목이 슈려(秀麗)야 앙장표일(昻藏飄逸)

미 즁인(衆人)의 이목을 경동(驚動)고 무예 삼군(三軍)의 혀나니 이 곳 호위쟝

군 운셩이라. <소현성록> 11권, 47면

[1]에 나타나는 초점화는 운남과의 전쟁에 출전한 소운성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

서 서술자는, 소운성이 서사세계에서 주목되는 언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를 곧바로 소운성이라고 적시하지 않고 ‘한 사람’, ‘그 사람’ 등으로 호명하고 있다.

이는 서술자가 해당 인물이 소운성이라는 정보를 제한한 채, 운남국 사람들을 초점

화 주체로 설정한 위에서 이루어지는 서술이다. 송나라 군대를 도발하는 운남의 왕

후 팽환을 ‘큰 소리로 꾸짖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이어서 좌중의 사람들이 그 소

리를 지르는 인물을 바라봄에 따라 ‘가는 허리와 긴 팔을 가진 수려하고도 훤칠한

외모를 가진 인물’이 서사 전면에 나타나는바, 이 지점에 이르러서야 서술자는 그

인물을 정확하게 ‘운성’이라고 호명한다. 이는 소운성의 비범함을 효과적으로 강조

하는 서술방식이기도 하거니와, 서사의 몰입감을 높이는 서술방식이기도 하다. 서술

자가 운남국 사람들의 인지를 통과하는 서술을 채택함으로써, 독자들은 서사세계

내부에 위치한 운남국 사람들의 청각과 시각을 좇아 연석에서 큰소리로 팽환을 꾸

짖는 ‘수려한 외모의 인물’이 소운성일 것이라는 심증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서사를

향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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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공이) 맛참 형쥬(荊州) 슌무(巡撫使) 되어 슌, 시삼츈(三春)이라

풍경을 완상여 악양누의 올나 놀홍일은 셔령(西嶺)의 지고 옥퇴(玉兔) 동녕(東

嶺)의 오르니 광파(婆娑)여 누상의 조요(照耀)지라. 호련 쳥풍이 셔(西來)

며 슬피 부옥져(玉笛) 쇼쳥낭여 〃음(餘音)이 여원여쇼(如怨如訴)니 공이

〃윽이 듯다가 문왈, “시(是) 하인야오?” 시(侍者) 왈, “걸인니 달이 으〃양

불고 거문고도 타 위회(慰懷)나이다.” 공이 시로 기인을 불으니 이읏고 한 쇼년

니 드러와 알(拜謁)니 한낫 편발동(編髮童子)로 의복이 남누웅위긔상

과 동탕(動蕩)풍신(風神)니 왕후장상지격(王侯將相之格)이어공이 크게 놀나 이

러 답녜고 좌쥬어 안즈니, 원이 소년은 젼님(前任) 악(岳州) (刺史) 진

원경의 일(一子)라. <하진양문록> 1권, 7-8면

[3] 일〃은 하공이 외루(外樓)의셔 진으로 더부러 글도 지으며 쥬(酒杯)날녀

통음(痛飮)며 즐길 , 쥬시 냥녀(兩女)와 부(三婦)로 더브러 여어보다가 믄득

글 외오쇼드르음셩이 쳥월(淸越) 쇄락(灑落)고 운댱(雄壯) 굉원(宏遠)

여 창(滄海) 어룡(魚龍)이 읍쥬어리미 아니면 단혈(丹穴)의 봉(鳳鳥) 쇼로

화미라. 영화 등의게 니르러비록 쇼쳥아고 문니(文理) 연쇽나 불가

미 만커쥬시 먼저 읇든 무르니 이 곳 진이라. 쥬시 변(變色)고 닐커

러 왈, “진짓 귀인(貴人)이며 호걸이로다.” 거문고 쇼듯고 가이 나아가 발

안의셔 시 보니 이 자(四子)와 진낭으로 더브러 좌(座)니루고 담약

(自若)니 진이 포당건으로 혁도〃고 념슬단좌(斂膝端坐)여 금슬(琴

瑟) 농(弄)미 동탕(動蕩)풍진지 텬하긔남(天下奇男)이오 만고영쥰(萬古英俊)

이라. 쥬 모녜(母女) 진의 갓초 긔이믈 쳐음보황흘 긔(奇愛)여 이의 홀〃

(惚惚) 긔(氣塞)믈 면치 못고 교쥬망〃히 라보아 흠모믈 니긔지 못

더라. <하진양문록> 2권, 11-12면

한편 위의 두 인용문에서 <하진양문록>의 서술자는 진세백을 단도직입적으로 소

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물의 ‘청각적’ 인지를 통해 진세백을 묘사하는 방식을

택한다. 우선 [2]는 하희지가 자신의 사위가 될 진세백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자, 남

주인공 진세백이 소설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통상 고전소설에서는 인

물의 집안 배경부터 소개하면서 인물을 제시하지만, <하진양문록>에서는 여주인공

하옥윤의 아버지인 하희지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슬프고도 청량한 연주 소리를

듣고 그 음악의 연주자를 불러오도록 명함으로써 진세백과 만나게 되는 흥미로운

전개를 선택하였다. 여기에서 하희지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연주자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차리는 지인지감(知人之鑑)을 지닌 인물로서, 그 ‘쇼년’을 대면한 즉시

그가 뛰어난 기상을 지녔음을 확신한다. 즉, [2]에서 초점화 주체는 하희지이고 진

세백은 초점화 대상으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하희지의 청각적 인지와 시각적 인지

를 통해 (진세백으로 밝혀지는) 인물의 뛰어남이 묘사된 이후에야 ‘원래 이 사람은

진원경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함께 진세백의 내력이 소개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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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에 나타나는 초점화 또한 흥미롭다. 여기에서 초점화 주체는 하희지의 둘째 부

인인 주씨와 그녀의 딸 교주이며, 초점화의 대상은 [2]와 마찬가지로 진세백이다.

[2]의 경우와 유사하게, [3]에서도 주씨와 교주 등이 진세백의 빼어난 목소리와 그

가 연주하는 거문고 소리를 듣고 다가가서 진세백을 바라보게 된다는 점에서 청각

적 초점화에서 시각적 초점화로의 이동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그 목소리

가 진세백의 것이라는 사실을 곧바로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대신, 이를 알지 못하는

주씨에게 초점화한 서술을 이어간다. 이를 통해 주씨 모녀가 상쾌하고도 웅장한 목

소리를 듣고 놀라 홀리듯 이끌려 진세백을 훔쳐보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제시된다.

스토리상 주씨는 진세백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같은 집에 살면서도 그를 만난 적

은 없기에 그 목소리의 주인이 진세백임을 바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따라서 주씨는

자신의 아들들의 목소리와 말에 담긴 문리가 그 뛰어난 인물의 것에 미치지 못한다

고 여기고,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물은 뒤에서야 비로소 그가 진세백임을

알게 된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주씨와 교주 모녀는 거문고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다가가 진세백의 풍모를 확인하고 황홀해하며, 특히 교주는 진세백에 대한 흠모(欽

慕)의 마음마저 품게 된다. 이때 교주가 진세백을 몰래 훔쳐보는 장면은 일차적으로

는 진세백의 뛰어난 풍모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기도 하지만, 남성을 몰래 훔쳐보고

그 뛰어난 풍채에 반해 언니의 정혼자를 흠모하게 되는 하교주의 ‘음란함’을 독자들

에게 각인시키는 효과 또한 가져온다. 이러한 하교주의 형상은 고결한 정렬을 지닌

하옥윤과의 대비 하에서 하옥윤의 뛰어남을 강조하는 데로 귀결된다.

이상 <소현성록>과 <하진양문록>에서 초점화를 통한 정보 제한의 서술방식과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주목해볼 수 있을 듯하다. 첫째, 초점화는 단순히 정

보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초점화 대상이 되는 인물의 비범한 목소리와 풍채 등을

강조하는 효과로 이어진다. 초점화 대상 인물(진세백, 소운성)에 관하여 별다른 사

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조차 그 인물의 뛰어남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장면이 제시됨으로써, 해당 인물은 서사세계 내에서 현격하게 도드라지는 존재로서

독자들에게 인상적으로 각인된다. 둘째, 이러한 서술방식은 서술자가 인물의 첫 등

장부터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향유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주목

된다. 인물이 등장하였을 때 서술자가 그를 ‘소운성’ 혹은 ‘진세백’으로 곧바로 호명

하는 대신, 제한된 정보를 지닌 다른 인물의 인지를 통과하여 초점화 대상이 되는

인물을 제시함으로써, 독자들은 초점화 주체의 시선을 좇아 그 인물을 인지하게 되

며 초점화의 대상이 된 그 인물이 누구일지 잠시나마 추론하도록 요구받는다. 초점

화된 서술은 그 자체로 서술방식의 변주이기에 독자들의 수용 방식에 일정한 변화

를 촉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두 번째 효과에 관해서는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한데, 이는 초

점화를 통한 서술이 서사 전개의 묘미를 강화하는 기법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

해주기 때문이다. 제한된 정보를 지닌 인물에게 초점화한 서술이 이루어질 경우, 독

자들은 초점화 주체인 인물의 생생한 감각을 좇아 서사 내적 상황을 파악해나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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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 경우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공개하는 서술 하에서 이루어지는 수용 방식

과는 상이한 방식으로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는바, 관련하여 <소현성록>에서 여씨

가 석명혜로 변하여 등장하는 대목을 살펴보고자 한다.

[4] 향풍(香風)의 패옥(佩玉) 소니러나며 뒤흐로셔 일위 미인이 뇨〃뎡〃(夭夭貞靜)

이 나와 샹셔의 겻와 안며 왈, “쳡이 죄 즁커니와 샹공의 박(薄待) 너무 심니

쳡이 엇디 (恨)티 아니리오. 비록 셜가의 졍이 머므르고 복듕(腹中)의셜시의 골육

이나 낭군의 옥모화풍(玉貌花風)을 니리오.” 샹셰 머리두로혀 보니 이 곳 셕시라.

아다온 자월하의 더욱 귀신의 거우들 엇디 능히 분변(分辨)리오. 샹셰 뎌

보고 말을 드매 크게 고이(怪異)히 너겨 명모(明眸)졍히 야 냥구(良久)히 보고

말을 아니〃 셕시 갓가이 와 샹셔의 손을 잡고 머리무릅희 언저 왈, “낭군이 엇디

쳡을 몰히 뇨. 라건대 쇼쳡의 샹(相思)졍을 어엿비 녀기라.” 드여 방

탕(放蕩)고 더러오미 극디라. 샹셰 다만 긔괴(奇怪)코 고이히 너기믄 셕시 뎌럴리

만무(萬無)고 아니라 랴 매 용모(容貌) 셩음(聲音)이 분명고 다시 만삭(滿

朔)톄지(體肢) 의심되오미 업니 일단 경의(驚疑)믈 이긔디 못다가 (…) 녀시

침소의 도라와 외면단을 먹고 심복 시녀로 더브러 탄왈, “만일 내 이 약 곳 아니런들

마 누셜(漏泄)디라. 부인만 그리 아가 너겻더니 샹셰 역시 내 셕시잡

가 너기니 엇디 차악(嗟愕)디 아니리오.” 더라. <소현성록> 3권, 15-18면

인용문 [4]에서 서술자는 소현성 앞에 등장한 여성인물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한 명의 미인’으로 호명하고 있으며, 이어서 소현성의 눈으로 바라본 그녀가 소현

성의 둘째 부인 석명혜임을 제시한다. 실상 이 ‘미인’은 석명혜를 음해하기 위해 개

용단(改容丹)을 먹고 석명혜의 용모로 변한 소현성의 셋째 부인 여씨이다. 그러나

서술자는 이러한 정보를 차단한 채 소현성에 눈에 비친 미인의 등장을 서술하면서,

여씨의 계교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소현성에게 초점화된 서술을 이어나간다.

여기에서 석명혜(개용단을 먹은 여씨)는 소현성에게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소현

성의 소생이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소현성의 아름다운 외모가 그리웠다며 그의 무릎

에 눕는 등 평소의 그녀답지 않은 행동을 한다. 이에 놀란 소현성은 석명혜를 쳐다

보지만 소현성의 눈에 비친 상대는 분명 석명혜가 맞는바, 여기에서 서술자는 ‘귀신

의 거울’이라도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소현성

은 석명혜가 절대로 이렇게 행동할 리 없다고 여겨 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보고 있는 얼굴과 목소리, 심지어는 임신한 몸까지 석명혜임에 틀림없기에 크게 놀

라고 의심스러워한다. 인용문의 생략된 대목에서는, 소현성이 석명혜에게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자 석명혜가 철여의봉으로 소현성을 치려 하며 시부모를 욕하는

등 패악한 행동을 보이기까지 한다.

이때 <소현성록>의 독자들이 인용문의 앞선 서사에서 간략히 언급되고 지나간

개용단이나 회면단(回面丹)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면,171) 이러한 서사 전개는 상당

171) 인용문에 앞선 서사에서 여씨가 요괴로운 환약을 얻어 모종의 계교를 꾸민다는 사실이 미리 제
시되기는 하지만(<소현성록> 4권, 15면), 그 계교의 구체적인 내용이 미리 서술되지는 않으며, 여



- 91 -

한 혼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석명혜의 패악한 언행에 당황해하는 소현성과 마찬

가지로, 독자들 또한 앞선 서사에서 그려진 석명혜와 해당 장면에서의 석명혜답지

않은 석명혜 사이에서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지부조화

는 인용문의 후반부에서 여씨가 회면단을 먹는 장면을 통해 해소되는바, 앞서 등장

한 석명혜가 사실은 개용단을 먹었던 여씨였음이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다.

만약 서술자가 ‘개용단을 먹고 석명혜로 변한 여씨’가 처음 등장하는 대목에서부

터 그 인물이 여씨라는 사실을 적시하였다면 서사의 수용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을

까? 독자들로 하여금 석명혜처럼 보이는 인물이 사실은 석명혜가 아닌 여씨라는 사

실을 명확하게 알게끔 서술하였다면, ‘모든 정황을 이미 아는’ 위치에 서게 된 독자

들로서는 여씨의 속임수를 분별하지 못하는 소현성을 답답하게 여기고 그를 비난하

는 방식으로 소설을 향유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현성록>의 서술자는

소현성에게 초점화한 서술을 통해, 소현성의 인지를 중심으로 서사 내적 상황을 파

악하게끔 서술을 전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의심의 눈초리로 석명혜(로 분한 여씨)

를 바라보던 소현성이 분별에 실패한 채 혼란에 빠지고, 이튿날 무고한 석명혜로

하여금 친정으로 돌아가게끔 처분하게 되는 일련의 행동에 관하여, 소현성의 입장

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성이 부여된다.

이를 통해 보자면 초점화를 통한 서술은 독자들의 수용 방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술의 도구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모든 정보를 처음부터

아는 자의 위치에 독자들을 위치시키기보다는 소설 속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 안에

서 느끼는 감정을 독자들이 좇아가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독자들을 서사 내 상황으

로 가까이 끌어당기면서 흥미와 몰입감을 제고하는 서술기법이라고도 하겠다. 서사

내 어떤 인물들보다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서술자의 시선에 고정된 채 진행되는

서술에 비해, 제한된 앎을 지닌 인물의 인지를 통과하는 서술은 같은 장면이더라도

더욱 감각적이고 역동적으로 표현해낸다. 관련하여 <유씨삼대록>의 10권에서도 초

점화에 관해 주목할 만한 대목이 확인된다.

[5] (인전기가) 양쇼져겁칙(劫勅)고뎌 듁셜루 침상(寢牀) 밋업드엿다가 일이 공교

여 여러 부인이 모다 상을 옴기니 일이 패루(敗漏)여 여 라날 제 그 을 일

우디 못고 계영의 쳔금회뢰(千金賄賂)져리디 모여 양시해(害)코뎌 사

이 만코 심경황(驚惶)여 디 못고 잡힐가 니 라나 먼니 숨엇더니 처음

은 궁듕이 딘동여 홰블과 인셩(人聲)이 쟈〃니 뎐긔 오히려 음으 겁여 기동을

바 집 우업듸여 드니 뎐듕(殿中)의셔 숫두어리는 소나고 모든 군서로 웨

여 왈, “쥬공이 녕(令)샤 도적이 셔 라나실 거시니 슈고로이 엇디 말고 슌나(巡

邏)엄히 라 신다.” 니 졔군이 일시의 소응여 밧그로 헤여지니 뎐긔 

야흐로 계영의 방을 자가매 계영 등이 마자 방의 드리고 실계(失計)믈 크게 애

와 녀복(女服)을 밧고아 머므럿더니 믄득 무수 군병이 긔린각을 듕〃텹〃(重重疊疊)이

고 각(行閣)과 하난(下欄)을 낫나치 뒤니 뎐긔 이개 이셔도 디 못디라 쇽

씨가 개용단을 먹고 석명혜로 변하는 장면이 나타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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졀업시 군병의 잡히여 명이 경의 게 되니 심담(心膽)이 놀고 의궁진(窮盡)

여 일신이 함뎡의 들며 유확(油鑊)의 딘 고 <유씨삼대록> 10권, 70-71면

해당 대목은 유현의 둘째 부인인 장설혜가 첫째 부인인 양벽주를 음해하기 위하

여 일련의 사건을 조작하는 서사와 관련된다. 장설혜는 양벽주의 하녀가 올린 차를

마신 뒤 혼절하여 쓰러지는 연기를 하고, 심지어는 자객에 의해 위협당하는 사건까

지 조작하며 그 혐의를 양벽주에게 덧씌우려 한다. 그러나 장설혜의 계획과 달리

유세형을 비롯한 유부의 어른들이 양벽주를 의심하기는커녕 도리어 장설혜 자신의

입지가 위험해지자, 장설혜의 하녀 계영은 자신의 사촌인 인전기와 양벽주가 사통

하는 것처럼 사건을 조작하기에 이른다. 위에 인용문은 인전기가 양벽주를 겁탈하

는 데 실패하고 도주하자, 유세형이 직접 나서서 인전기를 포획하는 대목이다.

이때 주목할 점은 [5]에서의 초점화 주체가 해당 장면에서만 일회적으로 등장할

뿐인 부수적인 인물, 인전기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유세형이 군사들

에게 ‘집안을 수색하지 말라’고 명한 진짜 의도는 숨겨지고, 기둥 위에 올라가 초조

하게 상황을 살피는 인전기에게 초점화한 서술이 전면화 된다. 이후의 서사 전개를

통해 유세형의 명령이 사실은 인전기를 안심시켜 도주하지 않게끔 하려는 의도였음

이 드러나지만, 서사의 해당 지점에서는 이러한 의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소설 속 인물인 인전기는 물론이거니와, 서사 밖의 독자들 또한 유세형의 진

의를 미리 알지 못한 채 서사를 향유하게 된다.

이러한 서술방식이 더욱 흥미로운 까닭은 쫓기는 입장에 놓인 인전기가 초점화

주체로 설정됨으로써, 인전기가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감각하는 방식이 서사 전면에

재현되기 때문이다. 군사들의 대화를 엿들은 인전기가 유부 밖으로 도주하는 대신

계영을 찾아가고, 계영을 만나 여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에서 자신을 잡으러 온 군사

들을 맞닥뜨리기까지의 일련의 상황이 인전기에게 초점화된 채 서술됨으로써, 인전

기가 느낀 초조함이 안도감에서 공포감으로 전화되는 긴박한 전개가 효과적으로 강

조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위의 대목에서 인전기를 초점화 주체로 설정한 것

은 독자들의 읽는 재미를 고려한 서술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옥원재합기연>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초점화의 여러 효과들의 총화라고

평가할 만한 대목이 나타난다. 특히 초점화의 이동을 통해 여러 인물들의 인지와

감정이 번갈아가며 서술됨으로써 역동적인 서사 전개가 이루어지는바, 다소 긴 분

량이지만 그 양상을 상세히 살피기 위하여 필요한 대목을 인용하고자 한다.172)

172) <옥원재합기연> 연구사에서는 대체로 이 소설의 진지한 문제의식(윤리의식, 여성의식, 인간에 대
한 이해)에 주목해왔으나, 본고는 <옥원재합기연>이 그러한 진지성만큼이나 ‘흥미로운 읽을거리’로
서 기법적 차원에서도 상당한 성취를 이루었다고 본다. 관련하여 이지하는 <옥원재합기연>의 독특
한 형식적 특징이 내용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평가하면서, ‘대화체의 극대화, 시간 전이의 적극
적 활용, 삽화의 기능 확대, 가상작가의 설정과 서술시점’ 등의 네 가지 특징을 논한 바 있다. 이지
하, 앞의 책, 2015.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수용하면서, 초점화가 역동적 서사 전개에 활용되는
양상을 새로이 제시하여 <옥원재합기연>의 소설기법적 성취를 재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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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졔젹(諸賊)이 브디블각(不知不覺)의 녕(領袖) 셔 죽고 쇼졔 셔 몸을 혀

놉흔 거여시니 여여치(如醉如痴)여 황황(遑遑)이 함의 시신을 구여 라나

더니, 냥구 후 졍신을 졍여 보니 쇼져보디 못고 일위 텬신(天神) 튼 쇼년 남

편발(編髮)노 쳥산(靑山) 튼 눈썹을 거리고 별 튼 눈을 놉히 고 손의 져

칼흘 빗겨시니 위풍이 늠늠(凜凜)고 영긔(靈氣) 당당니 (…) 샹고(相顧) 실왈,

“조화야 아디 못리로소니 이 본경쇼졔 아니오 쇼년 장(壯士) 교듕(轎中)이 드럿

던가? 뎌 쇼년이 쳐 브디이 경쇼져구고 모도 우리죽이고져 가?” ㉡ 쇼

졔 텽의 녀셩(厲聲)여 , “나하명과 스의 교바다 급거건디

고 사오나온 거믈니치나나 산듕의 셩명(姓名) 업사이라. 너희 블의흉도(不義凶

徒)믓디려 니 가히 나아올 쟈여든 나아오고 믈너갈 쟤여든 믈너가라. (…)”

쇼졔 요(僥倖) 젹괴죽여시나 수십 호한(豪悍)을 능히 졔어길히 업고 뎌 궁구여

졸(窮寇餘卒)이 녕슈죽인 원슈노치 아닐디라 (…) ㉢ 홀연 산샹으로셔 두어 살히

년여 도적을 아 업지며 일인이 려와 대호(大呼) 왈, “쳥평셰계(淸平世界)의 강

되 엇디 횡여 흉악을 자셰(藉勢)리오? 하이 본사을 보여 흉도듀

니 네 능히 검하의 명을 도망다?” 셜파의 요하(腰下)의 비젼(飛箭)을 바혀 손의 드러

, “내 맛당이 셋재 션 놈의 왼눈을 맛티리라.” 언죵(言終)의 살히 급람을 조

차 매 임의 뎨 삼쟈마치니 졔젹이 창졸간(倉卒間) 황망급급여 눈을 뎡여

보니 기인이 앙앙(昻昻)여 구을 헤치고 학을 빗겻표표(飄飄)여 진애(塵埃)

버서 태허(太虛)의 올낫션픙도골(仙風道骨)이 반시 인셰 사이 아니어

너른 니마태악(太岳)을 샹고 큰 귀옥을 뭇거시니 골격의 귀듕과 긔샹의

현슉(賢淑)미 반시 쇽(俗子) 아니라. <옥원재합기연> 12권, 42-46면

[6]의 인용문은 도적떼에게 붙잡혀간 경빙희가 도적들이 방심한 틈을 타 도적떼의

괴수 주함을 죽이는 데 성공한 직후의 서사이다. 경빙희는 자신이 하늘의 명을 받

아 내려온 사람이라며 크게 소리쳐 도적들의 기선을 제압하지만, 도적들과의 대치

가 지속될 경우 결국 자신의 정체가 밝혀질 것이라 생각하여 이내 자결을 결심하게

된다. 바로 그때 산 위에서 홀연히 화살이 날아와 도적들을 공격하여 경빙희를 구

하는데, 활을 쏜 인물은 이후 서사 전개에서 이현윤으로 밝혀진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서사 전개 가운데 도적들이 초점화의 주체로 설정되는 부

분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같은 장면일지라도 어떻게 서술하는가에 따라 독자들의

수용방식이 판이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설의 부수적인 인물에 불과한 도적들

에게 초점화한 서술이 시도된다는 점은 주목된다. 우선 도적들은 자신의 우두머리

인 주함을 죽인 자가 남복을 입고 있음을 보자 애초에 자신들이 가마에 태워온 사

람이 경빙희가 아닌 ‘소년 장사’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도적들의 눈에 비친

천신(天神) 같은 소년이 사실은 여자의 옷을 벗어던진 경빙희임에도, 서술자는 그

사실을 차단한 채 도적들의 인지만을 전면에 내세워 서술하고 있다. 이렇듯 도적들

에게 초점화된 서술을 통해 그들의 경황없음과 황망함이 잘 드러나는 한편, 도적들

의 눈에 비친 경빙희의 위풍당당함과 영묘한 기운이 부각된다.

흥미로운 점은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가 이렇듯 도적들에게 초점화한 서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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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경빙희에게 초점화한 서술을 번갈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적들의 관

점에서 경빙희를 바라보는 서술(㉠)에 이어서는, 경빙희가 도적들을 바라보다가 비

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 심리 변화가 제시되고(㉡), 갑자기

등장하여 상황을 반전시키는 이현윤을 바라보는 도적들에게 초점화된 서술이 재도

입 된다(㉢). 이러한 초점화의 이동을 통해 인물들 상호 간에는 알 수 없는 서로의

속내, 이를테면 도적들이 두려움과 당혹감으로 우왕좌왕하는 중인데도 경빙희가 이

러한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상황을 비관하고 자결을 결심하는 양상을 텍스트

밖의 독자만이 알게 된다. 이로 인해 소설을 향유하는 독자들이 느끼는 긴박감은

더욱 고조되는바, 초점화를 통한 서술은 서사 전개에 박진감을 더하는 서술기법이

기도 한 것이다. 물론 <옥원재합기연>에서 나타나는 초점화의 이동이 보다 극적으

로 느껴지는 까닭은 순식간에 사람이 죽고 사는 극단적인 상황 설정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성인물이 지략과 용기를 발휘하여 현실적으로 타개하기 어려

운 극단적인 힘의 불균형을 타개해내는 대목이나, 그럼에도 압도적인 힘의 불균형

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을 결심한 시점에 남성인물이 등장하여 그녀를 구해내는 대

목 등은 그 자체로 스펙터클이라고 명명될 만하다.

특히 이현윤이 등장하는 대목(㉢)에서, 이현윤이 ‘인물’로서 서사에 등장하지 않는

다는 점은 주목된다. 홀연히 산위로부터 화살이 날아와 도적들을 쏘아 엎어지게 만

들고, 이어서 큰 목소리[大呼]가 도적들을 꾸짖으며 ‘세 번째 사람의 왼쪽 눈을 쏘

아 맞히겠다’는 호언장담을 실현한 뒤, 도적들이 당황해하며 그 사람[其人]을 바라

봄으로써, 이현윤은 비로소 구체적인 인물의 형상을 갖춘 채 서사에 등장하게 된다.

요컨대 <옥원재합기연>에서 이현윤은 그가 쏜 ‘화살’로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하고,

이어서 ‘큰 목소리’로서 실체화되며, 마지막으로 도적들에 눈에 비친 ‘선풍도골’의

모습으로 비로소 독자들에게 현현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서술자는 홀연히

나타난 그 인물이 이현윤이라는 정보를 독자들에게 숨긴 채 도적들이 느낀 황망함

과 두려움, 공포 등의 감정을 경유해 그 인물의 등장을 목격하도록 서술함으로써

이현윤의 영웅적 등장을 효과적으로 강조한다. 이토록 영웅적인 인물이 도대체 누

구인가에 관한 독자들의 궁금증과 기대감을 고조시킨 뒤에야 비로소 그 인물이 독

자들이 이미 앞선 서사 전개를 통해 알고 있던 인물인 이현윤임을 밝힘으로써,173)

이현윤에 관한 기존의 정보와 이 장면에서 그가 보인 영웅성을 결합하여 이현윤이

라는 인물에 관한 새로운 상을 형성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서사 내적 상황을 조망하며 바라보는 서술자의 시각이 아니

라, 서사 내적 상황 안에 놓인 인물이 그 상황을 감각하고 인지하는 방식이 서사

전면에 드러나게 된다. 나아가 ‘이현윤이 위기에 처한 경빙희를 구출했다’는 간략한

줄거리는 감각적이고도 실감나는 장면으로 구현된다. 따라서 초점화된 서술방식은

정보를 제한하여 전달하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둔 기능적 서술방식이라기보다는 독자

173) 인용한 대목 이후의 서사에서 서술자는 “인은 엇던 쇼년인고? 본니공자 윤필이라”며 이현
윤에 관한 서술을 시작한다.



- 95 -

들이 보다 흥미롭게 장면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서술기법이며, <옥원재합기

연>은 초점화를 통한 정보 제한을 극적인 서사 전개에 탁월하게 활용하였다고 평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본 절에서는 서술자에 의해 정보가 제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글장편

소설의 서술자는 내용의 반복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서사를 전개하기 위해, 혹은 앞

으로의 서사 전개에 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특정한 내용을 임의로

편집하기도 한다. 스토리상으로는 생략될 수 없는 내용을 텍스트와 독자 간의 매개

과정에서 서술자가 임의로 생략 편집하는 양상은 한글장편소설이 독자 수용의 맥락

을 강하게 의식하는 위에서 서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한정적인 정보를 지닌

인물에게 초점화한 서술을 통해 서사의 정보가 조절될 경우, 서술자의 시선에만 고

정된 채 진행되는 서술에 비해 같은 장면이더라도 더욱 감각적이고 역동적으로 표

현된다. 이상의 논의로 미루어보자면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상정하는 수용자란

이데올로기의 수동적인 교화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흥미로운 이야기의 세계에

빠져들 준비가 되어있는 열독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논평을 통한 독자와의 유대감 강화

서술자의 논평은 서사세계의 존재, 사건, 상황 등을 텍스트에 매개하는 것을 넘어

서는 서술자의 발화로, 서사의 어느 요소들보다도 서술자의 가치와 규범을 가장 분

명하게 전달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수사적이고도 이념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여겨진다. 일찍이 서술자의 논평은 서사의 ‘순수한’ 구성 요소가 아니고 객관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비판되기도 하였으며, 논평을 활용하지 않고 독자에게 모든 판단

을 맡겨두어야 좋은 소설이라는 규범적 인식이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174) 그

러나 논평 또한 소설의 구성 요소로서 소설의 다른 구성 요소들과 상호적으로 연결

되어 있으므로 소설의 수사학을 살피는 데 있어 함께 살펴야 한다는 문제제기와 함

께, 논평을 적극 활용하면서도 높은 문학적 성취를 이룬 소설들에 재주목하여 논평

이 발휘하는 다양한 서사적 효과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시도 또한 제출되기 시작

하였다.175)

관련하여 한글장편소설은 물론이거니와 고전소설 전반에서 서술자의 논평은 다수

174) Ansgar Nünning, “Commentary,”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edited by David
Herman, Manfred Jahn and Marie-Laure Ry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웨인 부스,
암시된 저자의 부활 , 제임스 펠란·피터 J 라비노비츠, 최라영 역, 앞의 책, 2015.

175) 이에 관해서는 Ⅱ장에서 살폈던바, 논평에 대한 ‘연역적 태도’를 비판하며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
해 논평의 효과를 분석하였던 부스의 논의, 서술자의 논평이 독자와의 거리 조절의 수단으로 활용
되는 양상을 분석한 워홀의 논의 등을 참고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조지 엘리엇의 소설에서 서술자
의 진술은 소설의 극적이고 묘사적인 측면들과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므로 그 효과를 통합적으로 살
필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켄 뉴튼의 논의 등을 참고할 수 있다. Ken Newton, “The Role of the
Narrator in George Eliot's Novels,” The Journal of Narrative Technique 3(2), 1973; “Narration
in Middlemarch Revisited,” The George Eliot Review 4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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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볼 수 있지만, 서술자의 논평 그 자체에 주목하여 그 기능을 분석적으로 살핀

논의는 매우 드물게 제출되어왔을 뿐이다.176) 논평의 활용을 고전소설의 ‘낙후성’으

로 낙인찍는 논의에 반론을 제기하며 고전소설에서의 논평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

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출되기도 하였지만,177) 이렇듯 서술자의 논평을 ‘축소’하는 방

식으로는 효과적인 반론이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은가 한다. 오히려 그 실상을 면밀

히 들여다보며 분석적으로 살핌으로써만이 논평에 대한 편향된 인식을 재구성하고

고전소설 특유의 미학을 드러내는 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고는 서술자의 논평을 고전소설의 본질적 특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 자

체로 분석이 필요한 대상으로서 접근하고자 한다. 한글장편소설만 하더라도 서술자

의 논평은 상당히 다채로운 양상으로 나타나거니와 논평의 삽입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 또한 각각의 맥락에 따라 상이하다는 점에서, 논평의 활용과 그 특징을 전반

적으로 살피는 시도는 보다 정밀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글장

편소설의 서술자는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중립적 관찰자라기보다는, 잦은 논평을

통해 서사 세계 내부의 인물과 사건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등 상당한 개입성을 보인

다. 이때 서술자의 해석과 판단은 한글장편소설 담당층이 공유하는 보편적 의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러한 논평을 동조하고 추인하는 자리에 독자를 위

치시킴으로써 의식의 공감대를 ‘구성’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술자의 논평이 독자들의 적극적 판단과 해석을 자극하는 계기로서 작동하였다고

볼 만한 양상 또한 소설사에서 확인된다. 그렇다면 서술자의 논평이 독자들에게 이

념을 부과하였다고만 해석하는 것 또한 서술자의 논평에 관한, 나아가 소설 독자들

의 수용방식에 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해석이자 한글장편소설에 관한 한 부정확한

해석일 수 있다.

이렇듯 복합적인 양상에 접근하기 위하여, 우선 1항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

는 다양한 유형의 논평을 개괄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이어지는 2항과 3항에서는 다

양한 논평 가운데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논평들을 별도로 다루고자 한다. 2항에

서는 가문 구성원들 간의 갈등 서사에 덧붙는 논평, 3항에서는 가문 구성원들에 대

한 비교 품평을 살피며 논평에 반영된 서술자의 인식과 의식지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에서 본고는 서술자의 논평만을 선별적으로 추출하기보다

는, 논평이 놓이는 독특한 서사맥락과의 관계를 고려하며 논평을 통해 발생하는 서

사적 효과를 면밀하게 살피는 접근법을 택할 것이다.

176) 최기숙, 앞의 글, 1998, 194-200면. 이에 반해 전(傳) 문학에 나타나는 논찬부의 논평은 연구사에
서도 중요하게 취급되어왔는데, 이는 전이라는 양식 자체가 포폄의 장르이기도 하거니와 논찬부에
서 작가의 입전의식과 포폄의식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작가의식을 논하는 데 긴요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논의를 한글장편소설에서 나타나는 서술자의 논평에 곧바로 적용하기에
는 무리가 있다. 전은 ‘사실의 문학’이며 전의 화자는 곧 작가이지만, 소설은 ‘허구의 문학’이며 소
설의 서술자와 작가는 구별되는 등 근본적인 장르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소설에 나
타나는 서술자의 논평은 논찬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로 서사 곳곳에서 활용되는 양상을 보이며 서
사의 매 국면에 관한 독자들의 수용방식을 조절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므로, 본고는 한글장편소설
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논평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177) 정출헌, 고전소설의 특징과 그 기원에 대한 변증 , 우리말교육현장연구1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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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 방식의 세심한 조정

서술자의 논평은 크게 이야기에 대한 논평과 담론에 대한 메타적 논평으로 나누

어 볼 수 있고,178) 이야기에 대한 논평은 다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설명하거나 해

석하는 논평, 서술자의 가치판단을 표현하는 논평, 이야기의 요소를 이야기 밖의 실

제와 연관 짓는 일반화의 논평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79) 고전소설에서는 특히

전고(典故)를 빌어서 인물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는 논평이 자주 발견되며,180) 이러

한 논평을 통해 독자들은 일일이 인물들에 대해 파악하고 판단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서술자의 논평을 준신(遵信)하는 방식으로 수월하게 서사를 향유하게 된다. 이

때 한글장편소설에서 나타나는 인물에 대한 논평은, 논평 외의 서사의 구성요소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서사의 맥락 안에 이물감 없이 배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1] 언필(言畢)의 자리의 나아가젼혀 쇼년의 젼도(顚倒)경샹으로 부인친합(親

合)야 셜만(褻慢)야 모던 말과 어슈(魚水)의 즐기미 업서 평안이 긔 침듕의 누

어 자고 신셩(晨省)라 니러 나가니 그 일년 밧타향(他鄕) 니(客裏)의 갓다가 도라

와 졍듕(情重)부인으로 일실의 쳐야 침듕(沈重)미 이 니 도로혀 밧긔 나셔 

일은 긔특디 아니코 그윽암일 가온대 졍대(正大)미 더욱 희한(稀罕)디라. 의논

컨대 뉴하혜(柳下惠) 미(微子)이대도록디 아니리라. <소현성록> 4권, 9-11면

[2] 형시 탄식고 말을 아니니 이 쇼왈, “그개탄미 다(多思)다. 요이 더위

진고 츄풍(秋風)이 나댱을 브치이니 졍히 평안히 누어 헐슉(歇宿)염니라.” 드여

번 람야 쵹(燭)을 고 댱(帳)을 디우니 공허다 셜화듯고 앙〃(怏怏) 분격(憤

激)야 급히 침뎐의 도라와 새도록 샹냥(商量)매 흉독(凶毒)의니러나니 슬프다 금

지옥엽(金枝玉葉)의 아다온 녀엇디 이러무상(無狀)뇨. <소현성록> 7권, 61면

우선 [1]은 소현성이 안찰사로서 강주 지역을 다스리다가 일 년 만에 집으로 돌아

온 뒤에 벌어진 상황을 그리는 대목이다. 여기에서는 소현성이 둘째 부인 석명혜와

대화를 나누고 각자 잠든 뒤 아침에 어머니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나가기까지의

행동이 제시되고 있다. 서술자는 소현성이 일 년을 집 밖에서 지내고 돌아와 정이

깊은 부인과 한 방에 처해 있으면서도 침착하고 중후한 태도를 보인다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적인 공간에서의 정대함이야말로 드물고 신기하다며 논평하고 있

다.181) 실상 위의 인용문에서 서술자는 논평 외에도 인물의 행동을 제시하는 데에

178) 본 절에서는 이야기에 대한 논평을 주로 살핀다. 다만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서술자의 서술 행위
자체에 관한 메타적 논평 또한 확인되는바, 특히 <옥원재합기연>에서 메타적 논평은 서술자가 판
단하기에 기록하거나 읽히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왜 서술하였는가에 관한 이유를 제시하며 서술 행
위를 정당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관해서는 이후 Ⅳ장에서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179) S. 채트먼, 앞의 책; Ansgar Nünning, op. cit.; S. 리몬 케넌, 앞의 책, 175-177면.
180) 김문희, 고전소설의 인물묘사와 독서미감 , 어문학120, 한국어문학회, 2013.
181) 이에 관하여 현대어역본에서 “그가 일년을 타향 객지에 나갔다가 돌아와 정이 깊은 부인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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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상당한 개입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를테면 소현성이 무엇을 하였는지(‘각자

잠을 취하고 새벽 문안 인사를 드리러 나갔다’)만을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소현성

이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부인과의 사이에 성적인 즐거움을 취하지 않았다’)를 굳

이 언급하는 데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서술방식에는 소현성의 행위가

당연하거나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매우 특별하고 비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소현성의 행실이 유하혜(柳下惠)나 미자(微子)보다도

뛰어나다는 논평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한편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인 판단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2]의 논평 또

한 살펴볼 수 있다. 해당 논평은 명현공주가 소운성과 형강아의 대화를 엿듣고 난

뒤 크게 격분하게 되는 지점에 삽입되어 있다. 서사의 해당 시점에서는 명현공주가

형강아에게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서술자는 ‘흉독

(凶毒)의’라는 표현을 통해 명현공주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선행하여 제시하고

있다. 즉, 논평의 형식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인물에 대한 서술에서부터 서술자의 판

단과 평가가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어서는 서술자의 ‘슬프다’는 감상과, 공

주의 성품이 버릇없고 함부로 행동한다[無狀]는 논평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다만 해당 논평이 놓이는 서사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경우, 서술자의 논평이

상당히 편향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인용된 대목에 앞서 명현공주가 엿들은 소

운성과 형강아의 대화에서, 소운성은 명현공주의 음란한 몸을 잘라 규방의 풍속을

다듬을 것이며, 평생 공주를 박해하여 황제와 황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공주로

하여금 평생토록 부부의 정을 알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소운성의

발화는 그 내용만으로도 잔인하지만, 해당 발화 이후 소운성이 형강아를 다정하게

챙기며 취침에 든다는 점에서 명현공주의 입장에서는 더욱 가혹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점에서 명현공주가 밤새도록 느낀 분노와 수치심, 한스러움 등의 감정이 자세

하게 서술되었거나, 혹은 서술자가 명현공주에게 동정심을 표하며 소운성의 잔혹함

을 비판하는 논평을 삽입하였을 경우, 이어지는 서사에 대한 독자들의 수용 방식은

복잡하게 구성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서술자는 명현공주의 속내를 ‘흉독하다’고 일

축하면서 귀하게 자란 공주가 어떻게 이렇게 ‘무상하냐’며 반문하고 있다. 이러한

반문의 논평은 서술자의 판단에 독자들을 연루시키면서, 독자들이 명현공주와 감정

적으로 가까워질만한 여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반면에 [2] 이후의 서사 전개에서 명현공주가 형강아를 죽이고자 그녀를 불러들이

는 대목에서, 서술자는 “가히 어엿브다 형시 이 엇더리오, 원비 위(位) 자

딤도 셜우려든 도로혀 명(命)을 촉냐”182)라며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방에 있으면서도 침착하고 중후한 것이 이 같으니 도리어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은 더욱 기특하지
않겠는가? 그윽하게 어두운 중에도 정대함이 더욱 희한하였다”라고 풀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도
로혀 밧긔 나셔 일은 긔특디 아니코 그윽암일 가온대 졍대미 더욱 희한디라’를 중간에
서 끊지 않고 하나의 의미구조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보아 이와 같이 해석한다.

182) <소현성록> 7권, 62면. <소현성록> 현대어역본에서는 ‘가히 어엿브다’를 “공주가 흔연하게 손을
이끌어 후원으로 가니 가히 어여뻐 보였다”로 앞 문장에 이어서 풀었으나, ‘어엿브다’는 ‘불쌍하다’
의 옛말로서 서술자의 감정 표출로 보는 편이 옳지 않은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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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은 독자들로 하여금 죽을 것을 알면서도 명현공주의 명을 좇아야 하는 ‘형강아

의 마음’에 대해 상상하고 그녀에게 감정을 이입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여성인물에 대하여 다소간 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듯 보이는 서술자의 감

정적 동조는, 이후의 서사 전개에서 명현공주가 남편 소운성을 비롯한 시가 식구들

과의 불화 속에서 소운성과의 잠자리 한 번 없이 열아홉 살의 나이에 요절하는 반

면, 형강아는 소운성과 60년을 함께 살고 자손 50인을 남기고 죽는다는 점과 연결

지어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이를 통해 보자면, [2]에서 나타나는 서술자의 논평은

명현공주의 패악한 행동과 그녀의 불행한 운명을 예고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소

설의 수용 측면에서는 독자들의 수용 방식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즉, 서술자는 논평을 통해 독자들이 명현공주에게 심리

적 거리감을 느끼고 형강아의 처지에 동조할 수 있게끔 개입하고 있으며, 이는 독

자들이 명현공주를 중심으로 소설을 향유할 경우 발생하게 될 ‘불필요한’ 감정적 소

모를 예방하고, 형강아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보다 수월하게 서사를 수용하게끔 이

끌어가는 것이다.183)

이렇듯 인물의 특정한 언행에 관한 판단의 논평 외에도, 인물이 서사에 처음 등장

하는 대목에서부터 인물평이 덧붙는 양상도 확인된다. <유씨삼대록>에서 유세형의

두 부인이 서사에 처음 제시되는 대목을 비교하며 살펴볼 수 있다.

[3] 니부샹셔 댱쥰이 삼일녀(三子一女)두어시니 녀(女兒) 혜이 경셩경국(傾城傾

國)(色)이 이셔 년이 십삼의 총명혜힐(聰明慧黠)미 밋리 업니 부뫼 랑믈

만금지보(萬金之寶)와 댱쥬보옥(掌中寶玉)의 비기디 못여 브흔 을 어더 동상(東

牀)을 빗내고저 나 쇼녀와 방블니만나디 못니 (…) <유씨삼대록> 1권, 73면

[4] 화셜 졍덕황뎨 쇼(小妹) 계시니 시년이 십이셰라 뇽죵옥골(龍種玉骨)이 범인과

현격고 츄슈졍신(秋水精神)이 뎨왕의 긔(氣脈)을 니어 싁〃 쇄락(灑落)풍

일월의 빗앗디라. 태휘 크게 랑시고 황얘 우시미 텬기우려 졉

시니 궁듕 노소와 삼쳔 분(粉黛) 태후와 샹의 을 엇고져 매 몬뎌 공쥬긔 슌

뎍기의(順適其意)니 그 위셰 궐듕(闕中)의 딘동더라. 공갓 외뫼 특이분

아니라 현셩(賢聖)덕되(德道) 하고 신이아이 귀신흐여 흡연이 토계(土

階) 우극양(克讓)던 인덕(仁德)과 남훈뎐(南薰殿) 샹(上)의 탄금(彈琴)던 셩

183) 고은임은 해당 논평에서 서술자가 철저히 소운성의 편에 서서 공주만을 비판한다면서, <소현성
록>의 서술자가 남성의 권력을 전적으로 인정한 위에서 다양한 폭력이 행사되는 상황에 대해서 관
대하게 반응한다고 분석하였다. 고은임, 앞의 글, 2019, 81-82면. 본고는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면서
도, 서술자의 ‘슬프다’는 감정 표현을 유의미하게 읽어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이러한 표현에는 명
현공주에 대한 비판적 태도보다는 오히려 그녀의 처신이 불러올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자가 느끼
는 안타까움의 감정이 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는 당대의 혼인 여성이 시가 내에서 무사히 자
리 잡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현실적이고도 현명한 처신의 방법에 관한 규범적 입장이 반영된 결과
이기도 하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소현성록>이 ‘이미 일어난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록’을 표방
하기에 서술자 또한 ‘인물들의 결말(명현공주의 경우에는 그녀의 비극적 죽음)을 이미 아는 채로
이를 기록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듯하다. 이러한 서술자의 위치에 관해서는 Ⅳ
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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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셔 유하(乳下)겨요 면므로브터 동〃(洞洞)졍셩과 쵹〃(屬屬)승슌(承順)

으로 뇽누(龍樓)의 근시(近侍)여 슈유(須臾)나디 아니니 엇디 문왕(文王)의

일삼(日三)시믈 죡히 귀타리오. <유씨삼대록> 1권, 77-78면

[3]은 유세형의 둘째 부인인 장혜앵이 텍스트에 처음 제시되는 대목이다. 여기에

서 서술자는 장혜앵이 성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위태롭게 할 정도로 뛰어난 미색을

지녔다고 소개하는데, 이는 장혜앵의 미모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이후의 서사에서

장혜앵으로 인하여 한바탕의 파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암시이기도 하다. 이때 서술

자가 무엇을 말하지 않고 있는가에 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서술자는 장혜

앵의 미모와 총명함, 혜힐함을 짚어내면서도, 그녀의 인품이나 덕성에 대해서는 충

분히 서술하지 않은 채 그녀가 귀하게 자란 딸임을 서술하는 데로 넘어간다.

이러한 서술방식은 [4]에서 유세형의 첫째 부인인 진양공주가 텍스트에 처음 제시

되는 대목과 비교할 때에 그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낸다. [4]에서 진양공주에 대한

서술은 장혜앵에 대한 서술에 비해 훨씬 자세한데, 이는 서술자가 진양공주의 혈통,

정신, 풍채, 위세, 외모, 도덕, 덕성, 효성 등을 차례대로 거론하며 진양공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진양공주를 독자들에게 처음

소개함에 있어 ‘한갓 외모의 뛰어남’을 넘어선 그녀의 훌륭한 품성을 공들여 서술하

고 있으며, 단순한 사실관계를 제시하는 것을 넘어서 진양공주의 인덕과 성효를 요

순(堯舜)에 비유하고 그 효성을 문왕(文王)보다도 낫다고 평가하는 등의 상찬까지

덧붙이고 있다. 장혜앵의 인품에 관해서는 별다른 평가가 덧붙지 않았던 것에 반해,

진양공주의 인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직접적인 평가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논평에는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입장과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물평은 단지 인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독자가 인물과

맺는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설 내 상황과 인물을 처음 인식하고 받아들

이는 독자의 입장에서 서술자에 의한 인물평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서 작용

한다. 이를테면 미모만이 부각되고 있으며 그 미모조차도 경성경국(傾城傾國)이라는

불길한 수식어와 함께 소개되는 장혜앵([3])과 달리, 진양공주에 관해서는 첫 등장

에서부터 그녀가 지닌 훌륭한 품성에 관한 논평이 상세하고도 확정적으로 제시되었

으므로([4]), 독자들은 이 인물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믿음을 지닌 채 이후의 서사

를 향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와 믿음은 실제로 전개되는 서사에서도 배

반당하지 않은 채 실현된다.

다음으로는 서사 내의 특수한 상황에 관한 논의를 보다 넓은 집단으로 확장시키

는 일반화의 논평을 <유씨삼대록>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5] 공잠간 둘너 피고 화열(和悅)이 수됴 별회(別懷)니후 몸을 니러 좌듕

의 하딕(下直)부마향여 (再拜)고 거을 두로혀 봉년(鳳輦)의 오

매 엄태감이 수십 환관으로 더브러 호위고 궁관 삼십여 인과 만여 인 궁노(宮奴)

와 수궁쳡(宮妾)이 마함(馬銜)을 년여 당번(幢幡) 우개(羽蓋) 좌우로 버러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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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威儀) 산악 흐다만 온 바가부의게 실졍(失情)여 댱신궁(長信宮) 이

이시니 야흐로 녀되오미 어려오믈 알니러라. <유씨삼대록> 3권, 9면

[5]의 인용문은 <유씨삼대록>에서 유세형이 아내 진양공주를 철여의로 구타한 사

건 이후, 진양공주가 다시 궁으로 돌아가 어머니 태후를 모시며 살아가기로 결심하

고 시부모에게 하직을 고하는 장면 이후의 대목이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진양공주

를 모시고 궁으로 돌아가는 삼십 명의 궁관, 만여 명의 궁노, 수백 명의 궁첩과 그

들을 태운 말들, 깃발, 푸른 덮개 등을 일일이 나열하며 그 위의(威儀)가 산과 같았

다고 묘사한다. 이어서 남편에게 정을 잃어 궁으로 되돌아가는 진양공주에게 장신

궁(長信宮)의 한이 있다면서,184) ‘여자 됨이 어려움을 알 수 있다’고 평한다. 이는 곧

진양공주라는 개별적 사례를 여성 일반의 운명으로 확장하는 일반화의 논평이다.

인용문의 전반부에서 진양공주의 위엄을 강조하여 서술한 것은 사실상 이러한 일반

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유씨삼대록>의 서술자는

‘이렇듯 높은 신분과 혁혁한 위의에도 불구하고’ 진양공주가 남편의 정을 얻지 못해

한스러운 처지에 이르렀다고 상황을 해석하면서, 이로부터 ‘여자 됨’의 어려움을 끌

어내는 것이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진양공주가 놓인 특수한 맥락들을 논외로 둔 채 진양공주가

처하게 된 상황을 그녀의 ‘여성 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며, 진양공주라는 한

여성인물의 문제를 여성들 일반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반화의 논평

은 특히 여성 독자들에게 호소력을 지녔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독자 자신과

진양공주라는 인물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차이들을 소거한 채 오직 ‘여성 됨’이라

는 공통된 정체성만을 매개로 독자들의 감정이입을 유도하는 서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논평은 <유씨삼대록> 서술자의 여성의식을 추론할 수 있는 중

요한 단서인 동시에, 이 소설을 향유하는 당대 향유층의 여성의식에 대해서도 가늠

해볼 수 있는 단서라고 하겠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5]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논평과 <유씨삼대록>의 곳곳에 나

타나는 인물들의 발화가 공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진양공주가 입궁 이후

여주공의 직품을 하사받아 모든 여성들의 으뜸에 위치하게 되었음에도 시어머니인

이부인에게 지극한 공경을 표하는 장면에서는,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구경꾼들[萬衆

耳目]이 “야흐로 녀되오미 어렵도다”185)라고 발화한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서

술자의 논평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렇듯 논평의 내용과 유사한 인식이 반복

적으로 나타나면서 그 인식을 강화한다는 점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제시하는 형식에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앞선 논평이 담론적 권

184) 이는 반첩여(班婕妤)에 관한 고사를 진양공주의 현재 상황과 자연스럽게 연관지어 해석하게끔 한
다. 한 성제(漢成帝)의 총애를 받던 반첩여는 조비연(趙飛燕) 자매로 인해 성제의 총애를 잃은 뒤, 스
스로 물러나 장신궁(長信宮)에서 태후를 봉양하며 지냈다. 반첩여는 자신의 처지를 ‘여름에는 사랑을
받다가 가을에는 버려지는’ 가을철의 부채[秋扇]에 비유하는 시를 짓기도 했는데, 인용문에 앞선 서사
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장신궁의 가을 부채’와 연결 짓는 진양공주의 발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185) <유씨삼대록> 3권,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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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지닌 서술자를 경유한 것과 달리, 이때의 논평은 정체도 모호하고 별다른 권

위도 없는 ‘구경꾼들’의 발화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듯 논평의 주체가 서술자에서

불특정 다수의 인물들로 변화함으로써, 앞선 서술자의 논평에서 의도한 ‘일반화’의

효과는 보다 공고해진다. 이를 통해 보더라도 [5]에 나타나는 논평은 서술자의 비범

한 통찰이나 교훈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다수의 독자들에게 이미 공유되는 인식을

재강화하는 방식으로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반화의 논평으로 보는 편이 적합하다.

이상 본고는 다양한 논평의 양상을 살피며, 각각의 서사적 맥락 안에서 논평의 삽

입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이때 한글장편소설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논평이 결합하여 확대되는 양상 또한 확인된다.

[6] 그 시운(時運)이 공참(孔慘)면 니원의 계쥐(啓奏) 비록 허탄나 공이 번 위

믈 면치 못거시오 일이 니디 못대 니원의 대홰(大禍) 바로 안을디라. 추뷔 어

득거머여 스로 섭흘 안아 블의 님엿거니문공 여음(餘蔭)이 멸(滅)치 아니여

긔특자녀두엇거년좌(緣坐)밋디 아니려한 쳐의 무식(無識)미 도로혀 복이

되어 일댱(一場) 화긔(禍機)번복(飜覆)여 일이 무니 니바 유복사은

션악 간의 길흉(吉凶)의 연이 반탄(反彈)미 되더라. <옥원재합기연> 7권, 59-60면

위의 인용문에서 서술자는, 여혜경의 명을 좇아 소송을 음해하는 상소문을 올리려

던 이원의의 시도가 그의 아내 공씨와 처남 공급사 등에 의해 발각되어 저지당하

고, 여혜경 또한 소송을 해치려는 음모를 포기하게 된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논평

하고 있다. [6]에서 나타나는 서술자의 논평은 앞선 사례들에 비해 그 논평의 대상

이 되는 상황의 맥락이 복잡하고 다면적이다. 이는 일차적으로는 여러 인물들이 연

루되어 있는 상황 자체의 복잡성 때문이며,186) 보다 근본적으로는 서술자가 이러한

복잡성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면서 상황 전반을 총체적으로 해석하고자 시

도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논평 서두부에서 언급되는 시운(時運)은 왕안국과 이정 등이 집권하고

여혜경의 권력이 쇠하게 된 정세 판단과 관련된다.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는 만

약 시운이 좋지 않았다면 이원의의 음해로 소송이 위태로워지거나, 혹은 이원의가

큰 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논평한다. 즉, 여혜경 일파의 권세가 쇠한 정치적 상황 덕

에 소송과 이원의 양쪽 모두 해를 입지 않은 채 적당한 선에서 상황이 무마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서 서술자는 이원의가 여혜경의 비위를 맞추고자 소송을 음

해하려 했던 정황을 ‘섶을 안고 불에 뛰어든 것’이라면서 포신구화(抱薪救火)의 고

186) 이 장면은 이원의와 공부인이 다투고 있는 현장에 공급사가 그 아들 공생 및 조카 석도연 등을
데리고 들어오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후 석도연이 이원의의 상소문을 빼앗아 읽는데, 그 글에는 소
송이 역모를 꾀하였다는 사실을 그의 친척 진담이 전해주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소송과 소세경
부자를 치죄할 것을 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실상 이 문건은 이원의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여혜경 일파가 작성한 뒤 이원의를 시켜 상변(上變)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의 서사 전개에서는 조
맹이 이원의를 찾아와 소송에 대한 모함 상소를 올리는 일을 멈출 것을 요청하고, 조맹은 여혜경을
구슬려 소송에 대한 모함 시도를 멈추게끔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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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통해 비유하는바, 이는 이원의가 여혜경이 짜둔 판 위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

는지도 모른 채 소송을 참소하다가 자멸(自滅)에 이를 수도 있었던 상황의 위험성

을 강조하는 논평이다. 이 과정에서 서술자는 이원의를 ‘어둡고 혼매하다’고 수식하

며 ‘추부(醜夫)’라고까지 호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호명에는 이원의에 대한 서술자의

부정적 감정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이원의에 대한 멸칭은 <옥원재합기연>의 서

술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기만 한 서술을 표방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한

편, 독자들로 하여금 이원의에 대해 거리를 두고 서사를 향유하도록 이끈다.

나아가 서술자는 이원의의 위태로운 상황을 타개한 것은 다름 아닌 ‘공부인의 무

식함’이었음을 제시하면서 상황을 새롭게 해석한다. 인용문 [6]에 앞선 서사에서 공

부인은 남편 이원의가 새로이 일을 꾸민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걱정하여 이를 자신의 오빠인 공급사에게 이른다. 그 과정에서 공부인

은 돌아가신 시부모를 들먹이며 이원의를 ‘몹쓸 것’이라며 욕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공부인의 언행은 분명 무식한 것이지만 바로 이러한 공부인의 무식함 덕에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서술자의 해석인 셈이다.187) 또한 서술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선하든 악하든지 간에 운이 좋고 나쁨이 반등한다면서 이원의의 사례를 일

반화하는 논평을 덧붙이기도 한다. 즉, 서술자는 공부인의 언행이 무식하다고 ‘평가’

하면서도 그 무식함 덕에 뜻밖에도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서 서사 내적 상황을 ‘해석’

한다. 나아가 이를 메타적으로 포괄하며 그 의미를 ‘일반화’한다는 점에서, 해당 논

평에서는 세 가지 층위의 논평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에서 서술자의 논평이 활용되는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

았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서술자의 논평은 서사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과 상당히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며 서사 내에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특히 서사의 전개

방향을 은근하게 암시하는 논평은 서사 전개에 개연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독자

들의 수용방식을 조절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

는 점은 한글장편소설에서 서술자의 논평이 ‘오류’로 밝혀지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

다는 점이다. 한글장편소설의 서사는 정확히 서술자의 논평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서술자의 논평은 서술자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서

술자와 독자의 유대관계를 재강화하는 계기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글장

편소설이 서술자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인식을 깨뜨리며 충격을 선사하

는 장르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서술자’의 활용을 통해 서술자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장르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서

술자의 특징은 한글장편소설이 ‘역사의 기록’을 표방하며, 서술자가 이미 일어난 과

187) 앞선 서사에서 공급사는 자신의 여동생인 공부인이 이원의를 욕하자, 해괴하고 난삽한 말을 그치
라고 꾸짖는다. 이때 공급사는 이원의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공부인에게는 ‘하늘과도 같은’ 남편이
라면서, 이원의를 공경하기는커녕 돌아가신 시부모님마저 들먹이는 공부인의 언사를 ‘무례하다’며
꾸짖는다. 공급사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서술자 또한 이러한 공부인의 언행을 무식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해괴하고 무식한 공부인의 성정 덕에 공급사 일행
이 이원의의 소행에 대해 알아차리게 되고, 이를 저지함으로써 큰 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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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하며 기록하는 ‘역사기록자’의 위치를

표방한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서술자의 논평은 서사 전개의

한가운데 삽입되고 있으나, 실상 이러한 논평은 담론 상으로는 모든 사건이 완료된

이후 사후적으로 덧붙는 것이므로 서술자의 판단과 해석이 서사 전개와 어긋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 가부장의 책임에 대한 환기

앞선 항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서 나타나는 서술자의 논평이 서술자의 절대적 권

위를 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양상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앞으로의 서

사 전개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독자들의 수용 방식을 조절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주

도면밀한 개입에 가까움을 제시하였다. 다만 논평이야말로 특정한 사안에 대한 서

술자의 시각과 입장 등을 독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서술자의 언술이라

는 점에서, 이러한 시각과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따져볼 필요도 있을듯하다.

이에 본 항에서는 부부 갈등을 비롯하여 가문 내 갈등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

는 서술자의 논평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고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서 나타나는

다종다양한 가문 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재현함에 있어, 가부장의 책임을 환기하

는 논평이 확인된다는 데 주목하고자 한다. 관련하여 가정소설과 달리 한글장편소

설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적 사건에 가부장의 책임을 묻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논의가 제기되었음을 참고한다면,188) 이러한 종류의 논평은 비록 간헐적으

로 나타나는 것이나 특기할만하다고 생각된다.

[1] 상셰 본텬셩(天性)이 과도(過度)기삼가디라 무관히 혼셔(婚書)불 디

미 아녀 녀시 셕시 되여 나가실 적 셜가사통(私通)며 식이 다 셜가의 식

이라 니 비록 무상(無狀)히 너기나 대신의 명교(名敎)로 풍교(風敎)더러이디 아

니랴 발셜(發說)티 아니나 아조 긋기각야 그 식도 내의 골육(骨肉)이 아니

니 더욱 혼셔머믈디 아니리라 고 깁흔 들 뎡(定)야 혼셔업시 니 타인

은 다만 일시(一時) 셜분(雪憤)이라 더라. 고(此故)로 자어미자 구박

여 보내고 벽운당을 쓰러 자최업시니 소샹셔의 명현관대(明賢寬大)므로도 능

히 디 못믄 다 셕쇼져의 (厄)이 듕(重)미러라. <소현성록> 3권, 26-27면

우선 [1]에 인용된 논평은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의 셋째 부인인 여씨의 계교로

인하여, 소부 내에 소동이 벌어지는 서사의 흐름 가운데 놓인다. 앞선 서사에서 석

명혜(로 변한 여씨)의 패악한 언행을 목격하고 깊이 분노한 소현성은 석명혜로 하

여금 자결할 것을 명하지만, 석명혜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현성의 명에 순응하지

않는다. 결국 소현성은 혼서와 채단 등을 태우고 석명혜에게 친정으로 돌아가게끔

188) 최어진,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201-2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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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하는데, 해당 인용문은 이러한 서사의 전개 뒤에 덧붙는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소현성이 내린 처분의 근거와 그 나름의 정당성을 구구절절 설명한 이후에, 이러한

상황 전반을 ‘석명혜의 액(厄)이 무겁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우선 서술자는 소현성의 천성이 과도한 것을 삼간다고 논평하면서, 그의 처분이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서사의 해당 지점에서 독자들은 여

씨가 거듭하여 석명혜를 해치고자 계교를 꾸민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개용단(改

容丹)을 먹고 석명혜로 변하였던 여씨가 소현성에게 패악한 언행을 한 뒤 돌아와

회면단(回面丹)을 먹는 장면까지 확인한 상태이다. 독자들은 소현성 앞에 나타나 음

란하고 패악하게 행동한 인물이 석명혜가 아닌 여씨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므로,

즉, 서사세계 내부에 위치한 소현성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으므로, 무고한 석명

혜에게 연민을 가지는 한편 소현성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다.

해당 지점에서 서술자는 마치 이러한 독자들의 불만에 대해 선제 대응하듯, 소현성

의 입장에서 해당 처분이 이루어진 맥락을 자세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흥미로운 논평은 인용문 후반부의 “소샹셔의 명현관대(明賢寬大)므로도 능

히 디 못믄 다 셕쇼져의 (厄)이 듕(重)미러라.”라는 논평이다. 흥미롭게도

해당 논평에서 서술자는 ‘소현성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문제 상황으

로 설정하고 있다. 물론 소현성에게 붙은 수식어는 그가 여전히 현명하고 관대한

인물임을 서술자의 진술로 확정함으로써 소현성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비판을 무

마시키는 듯 보인다. 그러나 서술자는 정작 화란을 일으킨 장본인인 여씨는 거론조

차 하지 않고 ‘소현성이 진실을 알아차리지 못함’을 문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

한 논평을 통해 소현성은 자연스럽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위치 지어진다.189)

인용문 이후의 서사 전개에서, 여씨는 소현성의 첫째 부인인 화수은마저 모해하기

위해 그녀의 외모를 한 채 기괴한 행동을 하여 화수은과 소현성과의 관계를 소원하

게 만든다. 해당 대목에서도 서술자의 논평이 삽입되고 있는바, 서술자는 성현군자

조차도 간사한 사람에게 속을 수 있다며 상황의 어쩔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소샹

셰 어디〃 아닌 거시 아니로가듕(家中)의 요괴로온 일이 이시니 엇디 홉디

아니리오. 연(然)이나 간인이 쳔방계(千方百計)로도 내 근 거울의 도망티

못디라. 번 소샹셔소김도 고이커엇디 두 번 소기리오.”190)라고 논평한다.

이러한 논평의 초점 또한 소현성이 여씨의 계교에 속는 상황에 맞춰지고 있으며,

서술자는 반문의 형식을 통해 소현성이 더 이상은 속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덧붙

189) 이때 양부인은 아들 소현성의 처분에 대해 의아해하며 소현성이 본 이가 석명혜가 맞는지, 혹시
도깨비는 아닌지 되묻지만, 소현성은 분명 석명혜를 보았다면서 자신과 함께 두 명의 서동(書童)
또한 석명혜를 보았음을 확인시킨다. 이렇듯 석명혜가 세 인물에 의해 목격되었음이 확인되자, 양
부인은 놀랍고 의아해하다가 결국 석명혜에게 친정에 갔다가 액이 다한 후에 돌아오라고 이른다
(<소현성록> 3권, 19-23면). 이 대목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양부인의 현철함이 강조되며, 양
부인이 아들 소현성에게 주는 치가의 교훈이 부각된다고 논의하였다(박일용, 앞의 글, 2006; 이지
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 반교어문연구40, 반교어문학회, 2015b). 해당
서사와 관련하여 양부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독법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되나, 본고는 서술
자의 논평에서 문제 해결의 주체는 여전히 소현성으로 설정되어있다는 데 주목해보고자 한다.

190) <소현성록> 3권,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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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후 소현성이 개용단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

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면 서술자는 화수은과 석명혜의 ‘액이 다하였다’고 논평하는

데,191) 이는 <소현성록>의 서술자가 두 여성인물들에게 닥친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

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소현성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케 한다.

이러한 서사 전개에 있어 서술자는 다른 부인들에 대한 투기심(妬忌心)으로 거듭

모해를 꾀하는 여씨를 비난하고 훈계하는 데 논평의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정 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치가(治家)의 주체로서의 소현성의 형상에 주목하게끔 논평을

가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논평은 여성인물의 안위가 남성인물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성의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가정 내의

분란을 서술함에 있어, 서술자가 투기의 주체인 여성을 비판하는 대신 가부장에게

치가의 책임을 상기시킨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일견 조

선시대의 가부장제에 관한 통념적 인식과 어긋나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남편이

현명하지 못하면 부인을 통솔하지 못하고, 부인이 현명하지 못하면 남편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남편이 부인을 통솔하지 못하면 위엄과 법도가 없어지며, 부인이 남

편을 섬기지 못하면 의리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작용하는 것이다.”라는 <여계(女誡)>의 내용을 떠올려본다면,192) 오히려 <소

현성록> 서술자의 논평은 유가적 전통에서 상정하는 모범적이고도 규범적인 부부

상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193)

가정 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관장하고 해결하는 책임자로서 남성 인물을 호출하

는 서술자의 논평은 여타의 한글장편소설들에서도 확인된다.

[2] 방이 그러히 넉이니 슬프다 동셔미분(未分)고 원앙댱니의 독슉공방(獨宿空

房)여 두음(白頭吟)을 을프며 도부(自悼赋)지어 다만 구고(舅姑)의 은(恩

愛)만 밋고 잇안시소(讒訴)의 참혹미 여니 셰간 녀댱부(丈夫)만

나디 못즉 이러디라. 채녜 이왕의 침윤부슈(浸潤膚受)로 방을 가 안시로 여

곰 실툥(失寵)매 근의 다톨 거시 업되 구고의 싀오(猜惡)여 구고와

댱부의 을 다 옴기려 매 밋기삼아 니시믈니치려 니 착착이 어그디

아니여 미 공교(工巧)고 일 마련미 샤특(邪慝)니 채경의 누이 아니면

엇디 이리 공교리오. <옥원재합기연> 3권, 76-77면

[3] 만일 이 방탕경박(放蕩輕薄)고 호탕음(好色蕩淫)즉 쇼져내 굴복

기 어려오졍대고 광명(光明) 딕(直白)여 효이 츌텬(出天)니 쇼졔 

못 경복(敬服)고 위의동작이 팀엄(甚嚴)믈 깁히 외탄(畏憚)여 스스로 괴거(怪

擧)모디 아닛고로 의 니바 블안며 (自責)미 잇던디라 스스로

191) <소현성록> 3권, 43-44면.
192) 왕상 편, 이숙인 역, 여사서, 여이연, 2003, 30면.
193) 이러한 소현성의 형상화는 어머니 용인이씨가 필사한 여러 소설들을 권섭이 자손들에게 분배하
는 가운데, 장손에게 <소현성록>을 물려주었다는 점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박영희는 이러
한 분배 기록을 근거로 <소현성록>이 18세기 사대부 남성들에게 공감을 일으키며 일종의 수신서
(修身書)로서 기능했음을 논하였다. 박영희, 앞의 글,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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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슌(遜順)미 되니 군덕이 이신 후악부(惡婦)와 찰녀(刹女)도 감슌(感順)

디니 텬하 부인녀의 투악방죵(妬惡放縱)믄 다 댱부의 어하(御下)치 못배니

엇디 무식녀(責)배리오. <옥원재합기연> 5권, 109-110면

우선 [2]는 왕방의 둘째 부인인 채씨가 첫째 부인인 안씨를 음해하고, 나아가 셋

째 부인으로 들어올지도 모르는 이현영까지 함께 처단하기 위해 흉계를 꾸미는 대

목에 덧붙는 논평의 일부이다. [2]의 논평에서 서술자는 안씨의 처지에 관하여 안타

까운 감정을 표한 뒤, 사건의 전말을 드러내면서 흉계를 꾸민 채씨를 비판적으로

호명하고 있다. 채씨를 ‘공교하고 사특하다’고 평가하는 데에서 채씨에 관한 서술자

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해당 논평에서 서술자

가 안씨가 맞닥뜨린 불행의 원인을 채씨가 아니라 남편인 왕방에게서 찾는다는 점

은 주목된다. 서술자는 안씨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시부모의 은혜에만 의

지하여 살아가는 처지임에도 채씨가 안씨를 참소한 것이 참혹하다면서, ‘여자가 장

부를 만나지 못하면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는 일반화의 논평을 덧붙이고 있다. 즉,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는 안씨가 처한 위기의 원인을 ‘장부답지 못한’ 왕방에게

찾고 있는 것이다.

한편 [3]에 인용한 논평에서도 이와 유사한 인식이 발견된다. [3]은 소세경과 이현

영이 부부가 된 이후에도 이현영의 거부 의사로 두 부부가 일정 기간 동침하지 않

다가, 소송이 아들 소세경에게 대장부로서 도량을 넓혀 정성으로 아내를 감복할 것

을 훈계한 뒤 소세경 부부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동침한 이후에 덧붙는 논평의 일

부분이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덕이 있는 군자에게는 악한 아내와 못된 여자마저도

순종한다면서, 부인 여자의 투기와 악행, 방종함 등은 모두 장부가 어하(御下)하지

못한 것이니 이는 ‘무식한 여자’를 탓할 것이 아니라고 논평한다. 이러한 논평은 인

용문에 앞선 서사에서 소송이 장부된 도리를 설파하며 소세경을 훈계하였던 내용과

일맥상통하거니와, 가정 내 부부갈등에 관한 서술자의 입장을 상당히 직접적으로

드러내 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때 [3]의 논평 가운데 ‘악부’와 ‘찰녀’ 등의 표현, 여성이 ‘무식하다’는 전제와 ‘순

종한다’는 귀결 등은 여성혐오(misogyny)를 드러내고 있으며, 부부 관계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성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 또한 여성의 행위성을 배제하는 듯 읽힌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194) 그러나 문면 그대로의 언술을 넘어서 해당 논평이 실제로

194) 최호석은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가 ‘여성은 교화의 대상이 되는 무식한 사람이며 남성은 무식
한 여성을 교화시키는 군자’로 보고 있다면서, 이는 당대에 팽배한 여성의 편벽된 기질론의 반영이
라는 점에서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시각이 지극히 남성적이라고 평가하였다(최호석, 앞의 글,
292-293면). 서술자의 논평에서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여성혐오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를 시대적 한계로서 지적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다만 <옥원재합기연>
서술자의 논평이 당대의 여성의 기질론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데 그치고 있는가는 되짚어볼만한 문
제다. 최호석은 서술자의 해당 논평을 문면 그대로 받아들였으나, 이러한 서술자의 논평이 겨냥하
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여성이 무식하다는 규정은 사실상 남성의 책임을 촉구하고 추궁하기 위한
수사적 강조에 불과하지 않은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해당 논평이 놓이는 서사
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며 그 맥락적 의미를 살피는 섬세한 작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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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는 수행적 효과를 따져볼 필요도 있다. 이 경우 “엇디 무식녀

배리오”라는 반문은 가정 내 갈등의 책임 소재가 여성에게 전가되는 데 대한 반론

을 제기하고, 남성 가부장에게 그가 지니는 권위만큼의 책임을 위임하고자 하는 의

도로 읽힌다. 군자에게 덕이 있다면 악부와 찰녀도 순종한다는 서술자의 논리에 따

르면, 악부의 ‘악부-됨’과 찰녀의 ‘찰녀-됨’은 그 상대 남성의 덕 없음을 드러낼 뿐

그녀들에게 내재한 속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2]의 논평에서도 나타났던 서술

자의 인식과 유사하게, [3]에서 확인되는 서술자의 논평 또한 부부관계의 문제에 대

한 책임 소재를 가부장에게 돌리면서 ‘가부장이 덕을 지녔는가’로 질문을 재설정한

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옥원재합기연>에서 소세경이 아버지 소송의 영향 하에

서 이현영과의 관계적 갈등을 조정해나가는, 이른바 ‘진정한-가부장 되기’의 과정이

중심적으로 그려진다는 점 또한 이와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하진양문록>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논평을 살피기로 한다.

[4] 슬푸다 하공의 위인(爲人)니 쥰엄졍(峻嚴正大)여 쳠지(諂詐之色)을 용납지

아니며 걸호(傑豪)장로셩되(性度) 과격고 너모 쇼탈(疏脫)여 범(凡事)의

명찰(明察)치 못니 진니 엇지 위치 아니리오. 하공이 쥬시 모녀(母女)의 옥윤을

리난 쥴 전혀 아지 못고 다만 진을 경쳔(輕賤)니 넉이가 여 억졔름이

오 진졍(眞情)을 모로고 긔을 살피미 업셔 옥윤과 진을 언〃(言言) 과(過愛)

미 져 모녀의 시심(猜心)을 도〃니 가히 한(恨)흡다. <하진양문록> 2권, 17-18면

위의 인용문에 앞선 서사에서 하희지의 둘째 부인 주씨는 자신의 소생이 아닌 딸

하옥윤의 정혼 상대인 진세백을 비난하며 파혼을 주장하지만, 하희지는 주씨의 말

에 동조하지 않고 하옥윤을 달랜다. 이러한 장면에 이어 제시되는 [4]의 논평은 하

부 내 상황에 대한 해석 및 하희지라는 인물에 대한 상당히 분석적인 판단을 포함

하고 있다. 우선 서술자는 하희지의 사람됨이 정대하기는 하나, 그 성품이 과격하고

너무 소탈하여 모든 일을 똑똑하게 살피지 못한다고 평한다. 이어서는 그 인물평의

근거를 제시하는바, 주씨가 하옥윤과 진세백의 파혼을 권한 저의는 자신의 소생이

아닌 하옥윤을 미워하기 때문인데도, 하희지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주씨가 진세

백을 천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만 오해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서술자는 하희지가 집안 내에서 오가는 미묘한 기미들을 주도면밀하게 살

피지 않고, 하옥윤과 진세백을 노골적으로 편애하여 주씨 모녀의 시기심을 돋우고

있다면서 서사 내적 상황을 평가한다. 이러한 해석과 판단의 논평을 경유하면서, 하

희지가 주씨의 말을 개의치 않고 주씨 앞에서 하옥윤을 다정하게 달래며 안심시키

던 장면은 역설적이게도 하옥윤에게 닥칠 위험을 가속화시키는 장면으로서 재의미

화된다. 더불어 이러한 논평의 앞뒤로 덧붙은 서술자의 감정 표현(“슬푸다”, “가히

한흡다”)은 독자들로 하여금 하옥윤이 처한 상황을 불안과 걱정의 감정으로 지켜보

게끔 이끈다.

[4]의 논평에서 흥미로운 점은 서술자가 주씨에게 비판을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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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희지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한다는 점이다. 서술자에 따르면, 하희지는 주씨의

본심을 살피지 않음으로써 주씨의 시기심을 돋우어 하옥윤과 진세백을 위험에 빠뜨

리는 장본인이다. 이러한 논평은 하부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인식하는 데

있어 하희지의 가부장으로서의 책임을 효과적으로 상기시킨다. 서사 내에서 하옥윤

과 진세백 등에게 위해를 가하는 주동자는 주씨와 교주 모녀, 영화 형제 등이다. 그

러나 서술자의 논평은 가문 구성원들 간에 갈등의 요소를 살피고 예방하지 못한 채

가문이 몰락에 이르게끔 방치한 하희지의 가부장으로서의 책임을 비판적으로 의식

하게끔 만든다.

실제로 <하진양문록>에서 하희지는 집안일[家中事]에 대해 지극히 무심하고 무능

한 가부장으로 재현된다. 심지어 진세백조차 예비 장인인 하희지가 ‘소활하여 자식

의 불인호상(不仁豪奢)을 알지 못하니 반드시 곽씨의 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탄식하

며,195) 하부의 몰락 이후에는 하희지 스스로가 치가(治家)에의 실패를 참회하는 대

목이 나타나기도 한다.196) 이러한 점을 통해 볼 때, <하진양문록>의 서술에서는 남

성 가부장의 치가에 대한 무능과 무관심에 대한 서술자의 비판적 의식이 보다 본격

화되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듯하다. 특히 [4]의 논평에서, ‘밝게 살피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진정을 모르고’, ‘기색을 살핌이 없어서’라는 등 하희지가 무엇을 하

지 않는지/못하는지에 대해 서술자가 거듭 거론한다는 점, 여러 인물들의 발화를 통

해 이러한 인식을 반복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에서 그 비판의식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4]의 논평은 앞선 [1]에서 <소현성록>의 서술자가 여씨를 비판하는 대신

소현성의 ‘알아차리지 못함’을 문제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논평과 일맥상통한다. 다

만 <소현성록> 서술자의 논평은 소현성의 ‘알아차리지 못함’을 석명혜의 액운(厄運)

으로 연결지어 해석하면서 이를 사람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운명으로서 수용하고

정당화한 데 반해, <하진양문록> 서술자의 논평은 남성 가부장의 ‘무능’을 보다 가

시적으로 문제화하고 있다. 또한 <소현성록> 서술자의 논평에서는 소현성을 문제

의 원인보다는 문제의 해결자로서 조명하는 의도가 강하게 읽히는 데 반해, <하진

양문록> 서술자의 논평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희지의 무능과 무관심 그 자체이다.

이는 <하진양문록>의 이후 서사에서 하희지를 대신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그의

딸 하옥윤의 형상이 전면에 부각된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하옥윤은 정

혼자 진세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동생 하백화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며, 끝내 몰락한 집안의 명예를 자신의 힘으로 회복하는 등

하부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주체로서 형상화된다. 이러한 점에서 하희

195) <하진양문록> 2권, 15면. 진세백의 발화에서 언급되는 ‘곽씨의 화’는 곽광(霍光)을 일컫는 것으
로, 곽광은 한 무제(漢武帝)의 신임을 받으며 20년 동안 국정을 좌지우지한 명신이었으나, 그의 사
후 아내 곽현(霍顯)이 자신의 딸을 귀인으로 만들기 위해 황후를 독살하였다가 곽씨 집안이 모두
주륙된다. 이에 앞서 하옥윤 또한 하부의 지나친 부귀영화를 경계하며 곽광을 언급하며(<하진양문
록> 2권, 5면), 이후 하희지가 자신의 처지를 곽광의 화와 비교하는 대목이 재차 등장한다(<하진양
문록> 7권, 32면; <하진양문록> 8권, 6면).

196) 대표적으로 <하진양문록> 7권, 24-26면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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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무능은 하옥윤의 행위성을 강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에서 가정 내 갈등을 서사화하는 데 있어 가부

장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서술자의 논평이 덧붙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가문 내 인물

들, 특히 여성인물이 주동자가 되어 다른 여성인물을 모해하는 갈등을 서사 전면에

재현하는 가운데에 삽입되는 이러한 논평은 일종의 배음(背音)처럼 깔리며 가부장

의 책임을 은근하게 환기한다. 물론 이러한 서술자의 논평이 갈등의 국면마다 나타

나는 것은 아니며, 서술자의 논평에서 이러한 가문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 배태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기제로서의 가부장제라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찾아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술자의 논평에서 문제의 ‘해결자’이자 동시에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서의 가부장 인물이 거듭 소환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이는 가문 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써 표면화되는 가부장제의

작동 오류를 재현함에 있어, 가부장이 그러한 오류들로부터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결백할 수 없다는 의식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가부장의 책임을 환기하는 논평은, 문제 해결 주체로서의 가부장 남성인물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는 데에서부터, 치가에 무능하고 무관심한 남성인물을 비판적으

로 조명하는 데 이르기까지 일정한 스펙트럼을 이룬다. 그리고 비교적 후대의 소설

속 논평에서는 비판적 문제제기가 보다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무능한

가부장의 자리를 대체하는 여성인물의 형상까지 나타난다는 점에서 그 변화의 통시

적 흐름을 상정해볼 수도 있을듯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현성록>과 연속성을 지닌

채 창작된 소설 <화씨팔대충의록>을 참조해볼 수도 있다. <화씨팔대충의록>은

<소현성록>의 설정을 비틀고 전유하여 창작된 파생작으로서, 이 소설에는 아들 소

운성을 제어하고 며느리 명현공주를 자애하고 감화시켜 자식 부부의 갈등을 조정하

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할 책임을 방기한 무능한 가부장으로서 소현성

을 재조명하면서 소현성의 치가에의 책임을 환기하는 장면화가 나타난다.197) 이렇

듯 아들과 며느리의 갈등에 관하여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가부장의 책임 문제

를 추궁하는 파생작이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한글장편소설 담당층 내부에서는 가부

장의 책임에 관하여 일정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그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이

해 방식에 있어서는 일정한 편차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의식

의 지향이 ‘가부장다운 가부장’을 요구하는 데 머물 뿐, 가부장제에 대한 구조적이

고도 체계적인 비판의식을 발견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는 한글장

편소설 장르의 핵심적 특징을 보여준다고도 생각되는바, 이에 관해서는 이후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197) <화씨팔대충의록>에는 <소현성록>의 명현공주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양현군주가 등장하지만
그 갈등의 전개 양상은 <소현성록>과 상이하다. <소현성록>에서 지속되는 갈등 끝에 소현성이 며
느리 명현공주에 대한 교화를 포기한 채 그녀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방관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반
해, <화씨팔대충의록>에서 화성원은 며느리 양현군주를 개과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소현성이 죽은 명현공주를 떠올리고 참연해하며 자신의 과거를 뉘우치는 발화까지 나타나
고 있다. 지연숙, 앞의 글, 2003, 50-59면.



- 111 -

3) 인물 품평과 위계적 질서 수립

이어지는 3항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여러 인물들을 비교하며 평가하는

논평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서술자의 인물 품평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

이 다른 인물들을 비교 품평하는 양상과 공명한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를테

면 한글장편소설에서는 가문 구성원들 여럿이 모여 한담을 나누는 가운데 가문 구

성원들에 대해 품평하며 그 우열을 논하는 장면이 일상의 화락(和樂)한 풍경으로

장면화되기도 하며,198) 이와는 반대로 가문 구성원들을 비교하며 평가하는 인물들의

발화가 열위에 놓인 인물의 열등감과 박탈감을 촉발하는 양상이 확인되기도 한

다.199) 이러한 특징은 일견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공공연하

게 공표되는 위계질서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한 가문의 화평이 이룩되지만, 이 질서

에 대한 불만을 지니는 인물이 출현하는 순간 갈등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결국 질서

의 확립과 안정화가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200)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인물 품평은 안정화된 질서의 확립을 지향하는 한글장편

소설의 의식세계를 가장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형식적 특질이라고도 하겠다.201) 그

간의 연구사에서 한글장편소설 속 인물들 간의 비교 품평은 많은 주목을 받아왔지

만, 서술자에 의한 비교 품평은 거의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소현성록>을 비

롯하여 <유씨삼대록>과 <옥원재합기연> 등의 작품에서는, 소설 내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비교 논평이 두드러지게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에 본고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동렬에 놓인 부인들, 며느리와 딸, 남편과 아내, 형제자매 등의

가족관계에 놓인 인물들에 대한 서술자의 비교 논평을 중점적으로 살피고자 한다.

우선적으로는 <소현성록>의 서술자에 의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논평되는 양상을

살펴보겠다.

198) 정병설, 앞의 책, 1998, 98-100면;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가독성 연구 , 한국고전연구19, 한국고
전연구학회, 2009b, 187-190면.

199) 정혜경, 앞의 글, 2017, 240-246면.
200) 정병설, 앞의 책, 1998, 168-170면; 주형예, 소대성전 과 소현성록 의 거리 , 동방학지187, 연
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9, 173면.

201) 위의 책, 169-170면. 본문의 논의에서는 벗어나는 내용이나, 이러한 서술자의 인물 비교 품평이 출
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생각해볼 수도 있다. 관련하여 중국의 백화소설 가운데 인물들에 대한 평가가
텍스트에 직접 삽입되거나, 인물들의 특징을 짧게 정리하여 나열한 인물표가 인쇄본에 삽입되는(<홍
루몽>) 등의 양상에 주목하여, 인물에 대한 평가가 소설 내부로 현현한 것은 진성탄을 비롯한 소설
평점본의 영향이라는 롤스톤의 논의를 참고할 수도 있다. 데이비드 롤스톤, 조관희 역, 중국 고대소
설과 소설평점, 소명출판, 2009, 333-360면. 그러나 한글장편소설의 경우 인물에 대한 비교품평이
‘서술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인물들 간에’ 이루어지기도 하며, 나아가서는 ‘소설 독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특징적이다. 오히려 한글장편소설이 창작 향유되던
사회사적 맥락, 특히 초기 한글장편소설의 주담당층이었던 상층 여성 독자층에 대한 고려 위에서 이
러한 특징을 해석하는 것이 보다 적실하지 않은가 생각된다. 이를테면 여성들이 혼인과 함께 여러 중
첩된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적절히 위치시키도록 요구받으며, 관계의 위계적 성격을 명민하게 파악하
고 적절히 순응하고 처신하도록 기대된다는 점 등을 ‘비교 및 위계화의 시선’과 연결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시각에 관해서는 Ⅴ장에서 보다 상세히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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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潤澤)믄 듕(海中) 구고 쇄락(灑落)풍뫼 텬듕(天中) 셤궁(蟾宮)

여 구름 귀밋과 셜긔뵈(肌膚) 의심컨대 비견리 업디라. 비록

위(四位) 쇼부인이 혀나나 그 무궁한 광와 업흐웍매디미 이시니

셕부인이 홀로 존고(尊姑)리디 아니다만 셕시쇼년(少年)이라 쟈약고

뇨라(裊娜) 졍뎡(貞靜)야 경영이시미나 그 고 어리로오며 풍완(豐婉)

매일분(一分)이나 밋디 못니 갓 풍뫼(風貌) 이분 아니라 동지(動止)

위의(威儀) 연히 법되 이셔 (…) 위엄이 갓 얼골 곱기의 십나 더으니 이야 진

짓 녀듕군왕(女中君王)이라. <소현성록> 4권, 57-58면

[2] 금일 악모(岳母)의 허믈을 보매 부인이 밧그로 사례나 심듕(心中)의 쇼(冷笑)

이 이시니 대강 형시 성덕이 특츌나 (內)의 이 믄 셕부인긔

밋디 못여 밧그로 흔연(欣然)나 사의 흠단(欠短)을 보면 심듕의 티부(置簿)미

명백니 셕부인은 안흐로 의 두디 아냐 비록 말쟈(末者) 비쳡(婢妾)이라도 졍셩

으로 치고 의지심(內外之心)이 야 사졉이 졍을 기우려 관인후덕

(寬仁厚德)그 허믈을 보면 졍도(正道)로 면(面責)디언뎡 뒷공아니며 속

을 두디 아니형시이러티 못여 잠간 간사(奸邪)품이 잇고로 진짓 셩

녜(聖女) 되디 못여 현텰(賢哲)부인이라 니라. <소현성록> 9권, 6-7면

[1]에서는 좌중에 모인 부인들의 시각으로 양부인을 바라보는 초점화된 서술이 이

루어지는 가운데, 양부인의 뛰어난 외양을 그녀의 딸과 며느리 등 아랫세대 여성들

과 비교하는 대목이 확인된다. 서술자는 양부인의 윤택한 풍모와 구름 같은 귀밑머

리, 흰 피부 등을 자연물에 비유하면서 양부인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나아가 이러

한 양부인의 아름다움에는 그나마 며느리 석명혜만이 비견될 정도이나 석명혜는 아

직 젊어 풍요로움과 완숙함에서는 양부인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하고 있다. 실상 양

부인과 석명혜는 이미 고부(姑婦) 관계로서 확고부동한 위계관계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기준으로 한 위계에서조차 양부인이 우위에 있

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라는 방법 자체가 그 대상들을 동일선상 위에

배치했을 때에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도리어 양부인의 권위를 약화시키

는 데로 이어질 수 있다. 이어지는 논평에서 서술자가 양부인의 ‘위엄’을 강조하는

논평을 덧붙이는 것은, 소부 내 여가장(女家長)으로서의 양부인의 위엄을 실추시키

지 않고자 하는 의도의 반영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2]에서는 비교를 통한 위계화가 아랫세대로 확장되어 석명혜와 그녀의

며느리 형강아가 비교 논평되고 있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석부인이 비첩(婢妾)조차

정성으로 가르치며 앞과 뒤가 한결같은 사람인 것에 반해, 형강아는 뛰어난 덕을

지니고 있기는 하나 속마음의 한결같음은 석부인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

다. 즉, 서술자는 석명혜와 형강아 간에는 단순히 고부 관계에서 비롯되는 위계 외

에도, 그 인품의 우열이 존재한다는 점을 비교를 통해 적시하는 것이다. 논평의 기

준과는 별개로 논평에 의해 확립되는 서열을 따져본다면, 석명혜는 앞선 [1]에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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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양부인과의 관계에서는 하위에, [2]에서 며느리인 형강아와의 관계에서는 상

위에 위치됨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인물 품평은 이미 성립되어있는 위계를 재확

인함으로써 이를 강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소위 적국(敵國) 관계에 놓인 부인들을 서술자가 비교 논평하는 경우도 있

다. 앞서 살펴본 고부 관계의 여성인물들에 관한 논평이 며느리에 대한 시어머니의

우위를 확인함으로써 애초의 고부 관계의 위계를 재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

과 달리, 한 남성과 결혼한 여러 부인들 간의 관계는 첫째 부인의 우위를 재승인하

는 방식으로만 작동하지는 않는다.

[3] 윤시와 소시의 텬(天生) 특용(特容)이 이에 들매 탈(奪色)고 화시더옥 셩

한 모란의 쇠한 두견화로 와이심 니 일좨(一座) 대경(大驚)고 (…) 화모월

(花貌月彩) 쥬렴 이예 녕농커셕소졔 금과옥식(金銙玉飾)으로 칠보드리워 나아

오매 유한뎡〃(幽閑靜貞)긔질과 뇨됴현텰(窈窕賢哲)풍되(風度) 소·윤 이인(二人)

의게 십 배나 승(勝)니 화시야 더욱 비겨 니리오. <소현성록> 2권, 50면, 55면

[4] 부인이 쇼(自少)로 단장의 번화거염(壓)히 넉이고 칠보쥬(七寶珠翠)

갓가이 아니던디라 가야온 깁오시 몸의 맛고 벌 댱복(章服)의 월패(月佩)

셩관(星冠)이 그 직품을 조차 간냑고 졍결미 완연이 진부 녕운뎐의 이실 젹 복

이라. 은 아미(蛾眉)와 별 흔 눈와 빙셜(氷雪) 흔 골격이 일셰안공고

빗난 귀밋과 혜힐(慧黠)풍만좌의 혀나니 여러 쇼고(小姑) 금쟝(錦裝)의 홀노

읏듬되믈 양티 아닐디라 그 밧 미을 어이 비우(比喩)여 일르리오. 뎌 흔

모(才貌色態)로 도로혀 진양공그 우거니 이 졍히 유(瑜)내고 냥

(亮)을 탄(歎)이 댱시긔 닐넘더라. <유씨삼대록> 18권, 19면

대표적으로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의 첫째 부인인 화수은과 둘째 부인인 석명혜

의 관한 비교 논평이 그에 해당한다. 인용문에 앞선 대목에서 서술자는 화수은과

소월영, 윤씨 등의 뛰어난 풍모를 제시한다. 그러나 [3]에서 초점화된 서술을 통해

드러나듯이 혼례에 참석한 손님들은 석명혜를 보자마자, 윤씨와 소월영조차 빛을

잃고 화수은은 순식간에 모란꽃에서 두견화로 강등될 정도로 석명혜의 아름다움이

압도적이라고 느낀다. 즉, 석명혜의 빼어남은 서사 내 인물들 모두가 알아차릴 만큼

명백한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이어서 혼례 다음날 문안 인사를 올리는 장면에서,

서술자는 석명혜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어진 풍채와 도량 또한 소월영과 윤씨에

비해서도 열 배나 뛰어나다면서, 화수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그 차이가

현격함을 직접적으로 논평하고 있다.202)

이렇듯 <소현성록>이 첫째 부인(화수은)에 비해 둘째 부인(석명혜)을 우월한 인

202) 둘째 부인인 석명혜가 첫째 부인인 화수은에 비해 현명하고도 뛰어난 인물로 형상화되는 ‘전도된
위계’는 서사의 후반부까지 이어진다. 화수은과 석명혜는 아내로서 남편을 대하는 방식, 어머니로서
아들을 가르치는 방식, 며느리로서 시어머니를 섬기는 방식 등에서 대조적으로 형상화되며, 그들
자신이 시어머니가 된 이후에는 며느리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어서까지 끊임없이 비교된다. 이러
한 특징에 관해서는 이후 Ⅳ장 및 Ⅴ장에서도 살피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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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설정함으로써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사이의 위차(位次)에 균열을 가하는 방

식으로 인물 품평을 가한다면, <유씨삼대록>에서는 둘째 부인(장혜앵)에 비해 압도

적으로 우월한 첫째 부인(진양공주)의 우위를 공고화하는 방식으로 논평이 활용된

다. 특히 진양공주와 장혜앵 사이의 위계는 진양공주가 죽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환기될 만큼 공고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4]에서는 문창군주가 시부모님을 위해 성대한 축수연(祝壽宴)을 열어 유부의 여

러 여성들이 잔치에 참석하는 장면이 제시된다. 흥미롭게도 [4]에서 장혜앵의 등장

대목은 앞선 [2]에서 양부인이 등장하는 대목과 상당히 유사하다. [2]에서는 잔치에

참석한 소부 여인들의 아름다움과 뛰어남을 묘사한 뒤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양부인의 우월함에 모두가 복종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4]에서도 잔치에 참석한

유부 여인들의 빼어남을 서술한 뒤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장혜앵의 빼어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자는 이렇듯 빼어난 장혜앵의 재모(才貌)와 색태(色態)

로도 생전의 진양공주에게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논평하며 진양공주의 압도적 우위

를 환기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다. 진양공주는 이미 요절하여 해당 장면에는 나타나

지 않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서술자는 진양공주를 환기시키며 장혜앵과의 근본적

인 차등을 재강조하는 것이다.

실상 진양공주의 독보적인 우월함은 진양공주의 생전 서사에서도 상당히 부각되

는데, 이는 <유씨삼대록> 7권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여기에서 진양공주의 비교

대상은 유세형의 둘째 부인인 장혜앵 외에도 동렬인 유부의 며느리들과 딸들 모두

를 포괄한다.

[5] 승샹의 녀부(女婦) 열사듕 슌시의논치 말녀니와 십인(十人) 듕 공쥬

텬디 판츌여 민이(自生民以來)로 셩지시야(性之始也)요 지죵야(色之終也)

니 감히 쥬옥화류(珠玉花柳)로 비우(比喩)여 의논배 아니오, 기여(其餘) 구인(九

人)을 니건흐억이 고으며 쇄락(灑落)히 빗나믄 소시오, 절묘히 고으며 연약히

로으믄 댱시오, 쳔연히 조흐며 아담히 슈려(秀麗)믄 남시오, 긔이히 고으며

표〃히 혀나믄 셜시오, 풍영(豐盈)경신(敬愼)고 싁〃이 빗나믄 강시오, 윤

고 쇼쇄(瀟灑)여 혜힐(慧黠)고 소아(騷雅)믄 박시니, 삼녀(三女)니진

셜영의 기품과 용뫼 셜시 고 현영의 한아(閑雅)고 쳔연긔질이 소시 고

옥영의 맛조게 고으며 아다오미 댱시 흐여 개〃(箇箇)히 경셩경국(傾城傾國)의

이 션아(仙娥)고 겸여 조와 덕이 고인(古人)의 디난디라. <유씨삼

대록> 7권, 83-84면

[5]에 나타나는 논평에서 서술자는 유우성과 이부인 부부의 딸과 며느리 열한 명

을 비교 논평하는 가운데 두 인물을 각기 다른 이유로 제외한다. 우선 순씨의 경우

에는 비교의 반열에 오르기에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열외로 처리된다

면,203) 진양공주의 경우에는 ‘아름다움의 시작이자 끝’이니 감히 비교하여 논할 수

203) 순씨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조혜란,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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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며 비교의 반열에서 제외되어 가장 위에 배치된다. 이어서 서술자는 소씨의 복

스러움, 장씨의 절묘한 아름다움, 남씨의 수려함, 설씨의 두드러지는 빼어남, 강씨의

씩씩함, 박씨의 슬기로움과 우아함 등을 짚어가며 며느리 여섯 명 지니는 각각의

특징을 짚어낸다. 나아가 딸 세 명에 대해서는 그 특징을 짚어내면서도 앞서 언급

한 며느리들 가운데 유사성을 지닌 인물과 대응시키고 있다. 이러한 서술자의 논평

은 순씨를 가장 아래에, 진양공주를 가장 위에 배치시킨 이후 나머지 여성인물들의

특징을 짚어내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인물 간의 위계를 재확인하기도

하지만, 아홉 명의 여성인물들의 다채로운 아름다움을 형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부의 흥성함과 화려함을 강조하는 효과 또한 가져온다.

한편 한글장편소설에서는 부부관계를 이루는 남성인물과 여성인물에 관한 비교

논평 또한 찾아볼 수 있는바, 대표적으로 <옥원재합기연>의 논평을 살핀다.

[6] 쇼졔 양 이 긔극히 비아(卑下)히 아로되 쇼년 풍졍(風情)으로 침변(枕

邊) 환밀(還密)졍분(情分)이오 깁히 항복고 경듕(敬重)여 당당젹거 부부

로 아디 아닛가 다가 의 말이 이곳의 밋니 마치 졍욕만 셜파(說破)던가 

여 골(刻骨)이 참괴(慙愧)고 원분(怨憤)여 듕간의 화합던 이 라디고 스

로 몸을 욕(辱)줄을 셜워 죽고져 이 동(萌動)되 쳘업시 자(自裁)믄

가치 아니니 산후(産後) 인병티(因病致死)려 니 비록 교옥치 정결나 

협(狹阨)한 부인이라 엇디 군평의 활연관통(豁然貫通)이리오. <옥원재합

기연> 6권, 63면

인용문에 앞선 서사에서 이현영은 출산 직후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며 식음을 전

폐하고, 유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차라리 죽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내비친다. [6]의

인용문에서 서술자는 이현영이 비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 근원적인 연유를 세세히

풀어 제시하고 있다. 서술자에 따르면 이현영은 남편 소세경이 자신을 침대에서만

가까이할 뿐 진심으로 아내로 대우하며 공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차에, 소세경

이 자신을 희롱하며 동침을 청하자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채 출산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렇듯 서술자는 이현영의 심리를 맥락화한 위에서, 그녀가 옥처럼 깨끗한

성품을 지녔으나 결국 협소한 도량을 지닌 여자이기에 도를 환하게 깨달은[豁然貫

通] 소세경에게 미치지 못한다면서, 이현영에 비해 소세경을 우월하게 평가하여 이

현영의 ‘좁고 막힌 마음’에 대해 거리를 두고 논평하고 있다.

이러한 논평에서는 소세경이 이현영에 비해 뛰어난 됨됨이를 지녔음이 강조되는

바, 이는 부부 관계에서 아내(이현영)에 대한 남편(소세경)의 우위를 재확인하는 데

로 귀결된다. 다만 해당 논평이 부부 간의 위계를 단지 아내와 남편이라는 위치성

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은 흥미롭다. 즉, <옥원재

합기연>의 서술자는 이현영이 아내이기 때문에 낮고, 소세경은 남편이기 때문에 높

다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품의 실제적 고하를 평가하고 있다. 논평 이후의

(醜貌) 연구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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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 전개에서 이현영의 발화를 우연히 듣게 된 소세경은 크게 놀라지만, 이를 전

혀 내색하지 않은 채 정성껏 갓난아이를 돌보고 이현영을 간병하며 지속적으로 이

현영을 설득하면서 부부 문제를 해결해나간다. 여타의 한글장편소설에서 남성인물

이 ‘편협한’ 여성인물을 ‘교정’하는 명목 하에 폭력을 활용하고 이것이 서사 내적으

로 손쉽게 정당화되는 데 반해, 소세경은 이현영의 오해를 풀고 자신의 진심을 전

달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인물로 형상화되는바, 이는 [6]의 논평에서 서

술자가 언급한 소세경의 ‘활연관통한’ 면모의 구체적 내용을 유추하게끔 한다.204) 이

와 더불어 앞선 2항에서 살펴보았듯 <옥원재합기연>에서 가부장다운 가부장을 요

구하는 논평이 확인된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옥원재합기연> 서술자에게 있어

남편이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것은 부부 간의 질서, 나아가 가문이라는 질서를 안

정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유씨삼대록>을 통해 형제자매 및 남매 관계에 놓인 인물들에 관

한 비교 논평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살피고자 한다.

[7] 쇼져의 강긔습(氣習)은 날노 라지고 (…) 븟그리고 조심여 온공(溫恭)

고 비약(卑弱)미 도로혀 형뎨 듕 심하니, 셜영쇼져상활(爽闊)미 남(男兒)의

습이 잇고 현영쇼져유한졍〃(幽閑靜貞)덕이 금옥(金玉)의 비배오 옥영은

쵸강(峭强) 뎐도(顚倒)녀러니 도금(到今)여 셩되(性度) 소즐고 온화여 완

연이 다사이 되어시니 <유씨삼대록> 5권, 31-32면.

[8] 뉴쇼졔 구가(舅家)의 나아가 구고(舅姑)긔 쳥죄(請罪)고 녀과 부덕을 지극히

닥그니 구괴 듕고 금슬(琴瑟)의 진듕미 승샹 삼녀 듕 읏듬이라. 대강 양

위인(爲人)이 소탈고 쇼졔 남의 기샹이 이셔 의 은졍(恩情)을 발뵈디 못

고, 냥한님은 돈후군(敦厚君子)로 쇼졔 유한졍뎡(幽閑靜貞)여 샹경여빈

(相敬如賓)고, 샤어풍뉴호걸(風流豪傑)노 쇼져의 소졸(疏拙)믈 만나 음의

졀차(切磋)고 의 긔탄(忌憚)미 젹으므로 졍이 더으미 이시니 대개 소졔 두 형

만 못미로온아(溫雅)고 단졍여 시졀 부녀의 여난 긔질이 범인(凡

人)의 비할 배 아니라. <유씨삼대록> 5권, 60-61면

[9] 원승샹 녀 팔인 듕 문질(文質)이 빈〃(彬彬)여 셩현을 뫼셤덕이

이셔 반뎜(半點) 히오미 업믄 니부와 냥한님 부인이니 션조 효문공을 품슈(稟

受)미오, 영웅이 개셰(蓋世)고 풍동탕(動蕩)여 대쟝부의 골격이 오로지 이

시믄 진공과 양부인이니 젼쥬 승샹을 습미오, 긔 츌인(出人)고 긔샹이

영오(穎悟)여 왕도(王導) 샤안(謝安)의 풍겸쟈녕능휘오, 노셩(老成)고

팀듕(沈重)여 언(言笑) 드믈고 희노(喜怒)블현(不現)여 누덕(婁師德)의 도

량을 가진 쟈북풍휘요, 의 긔질은 졀미(絕美)용모와 단엄(端嚴)긔샹이

204) 한편 <옥원재합기연>에서 이현영 또한 소세경의 개유와 시아버지 소송의 부드러운 가르침 속에
서 점차 어질고 덕망을 갖춘 여성으로 변해가는 인물로서 그려진다. 18권에 이르게 되면 서술자는
이현영의 숙덕(淑德)을 칭송하고 가히 소세경의 천생연분(天生緣分)이라고 논평하는 등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의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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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모부인을 달마 쥰슈(俊秀)고 아담며 소아(騷雅)고 단듕(端重)여 곡역후

(曲逆侯)의 아다옴과 뉴후(留侯)의 미모가져시니 <유씨삼대록> 6권, 40-41면

우선 [7]은 유옥영과 사강 부부의 갈등에 관한 서술의 일부분으로, 사강이 구타·

곤욕·질타 등의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유옥영을 길들임에 따라 유옥영의 성품

이 완연히 변하였음을 드러내는 서술자의 논평이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세 자매 가

운데 유옥영이 남편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조심조심하며 온순해하는’ 모습이 가장

심하다면서, 유옥영이 본래 성품이 강하고 버릇없었으나 그 성품이 소박하고 질박

하고 온화하게 변하여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서 유옥영의 변화를 다분히 긍

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술자가 유옥영을 그 자매인 유설영, 유현영 등

과 비교 논평하는 것은 유옥영의 극적인 변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유사

한 논평을 [8]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8]은 [7]에 이어지는 흐름에서 유옥영과 사강 부부의 갈등 서사가 마무리되는 대

목에서 나타나는 논평으로, 서술자는 유옥영이 두 언니에 비해 품성이 모자라지만

자매들 가운데 시부모에게 가장 사랑받고 또 남편과의 금슬이 가장 좋다고 평한다.

특히 서술자는 유부의 세 딸과 세 사위를 비교하면서, 사강의 풍류호걸다운 인품과

유옥영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이들 부부의 각별한 금슬의 원인을 찾고 있다. 이러

한 서술자의 논평은 최종적으로 유옥영과 사강 부부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심지어는 두 부부의 금슬이 ‘가장’ 좋고 유옥영이 시가에서 ‘가장’ 사랑받

는다는 평가를 확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간에 사강이 유옥영에게 가한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무마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문제적이다.205)

한편 [9]는 유세필과 박소저의 부부갈등에 관한 서사에서 어머니 이부인이 아들

유세필을 훈계하는 대목 이후에 삽입된 서술자의 논평이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원

래’라는 전환구를 통해 유우성과 이부인의 여덟 자녀들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유세

필을 가장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는데, 특히 유세필과 이부인 간의 돈독한 관계성을

제시함으로써 모자간(母子間)의 대화가 오가는 서사적 맥락 안에 해당 논평이 배치

되는 흐름을 자연스럽게 잇고 있다. 인용문 이후의 서사에서 서술자는 이부인이 막

내아들 유세필을 특히 사랑하였으나 박소저를 아내로 취한 뒤 금슬이 좋지 않아 걱

정하였다면서 다시 유세필 박소저의 부부 갈등에 대한 서술로 되돌아온다.

이때 [9]에서의 비교 논평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서술자는 성별에 따라 인

물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질’에 따라 유사하다고 평가되는 인물들을 짝지

어 논평하고 있다. 우선 서술자는 유세기와 유현영이 흠잡을 것 없이 훌륭한 덕행

205) 사강이 유옥영에게 행한 성적·언어적·신체적 폭력에 관해서는 한길연의 연구에서 섬세하게 분석
된 바 있다. 한길연은 사강이 유옥영의 성적인 욕망을 무화시키고 교정한다면서, 자신의 감정을 중
요하게 여기던 유옥영이 끝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에 맞춰 훈육되어가는 양상을 ‘내면의 식민화’로
서 해석하였다. 한길연, 앞의 글, 2010b. 본고는 이에 더하여 ‘유옥영 길들이기 서사’를 서술함에 있
어 서술자의 비판적 시각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오히려 유옥영에 대한 사강의 깊은 애정을 강조
함으로써 사강에게 상당한 면피의 여지를 주고 있다는 점, 두 사람의 ‘금슬’을 강조하는 논평을 통
해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 다분히 낭만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부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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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졌다고 평가하면서 이들은 할아버지인 유연을 닮았다고 평가한다.206) 이어서

유세형과 유설영은 호탕한 대장부의 성격을 지녔으며 아버지 유우성을 닮았다고 평

가하고, 유세필은 어머니 이부인을 닮아 우아하고도 단정한 기질을 지녔다고 평가

한다. <유씨삼대록>의 서술자는 고전소설의 인물묘사가 으레 그러하듯 전고를 끌

어들여 인물의 풍채와 도량, 외모 등을 간결하게 표현해내면서도, 독특하게도 유부

내 어른들, 즉 할아버지(유연)와 아버지(유우성), 어머니(이부인)와의 유사성을 제시

하면서 이들의 성격적 자질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인물 품평을 통해 이전 세대

와의 연속성이 부각된다는 특징은, <유씨삼대록>의 작가가 상당한 정도로 전작

<유효공선행록>을 의식하고 그 연속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위에서 인물을 설

정하고 서사를 설계하였음을 추론케 한다.207) <유효공선행록>에 이어서 <유씨삼대

록>을 향유하였던 독자들의 경우 세대를 타고 내려오는 성격적 유사성을 짚어내는

서술자의 논평에 공감하고, 세대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보다 흥미롭

게 소설을 향유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인물들에 대한 비교 품평은 과연 어떠한 서사적 효

과를 발생시키는가? 일차적으로 비교 논평은 인물들의 특징을 보다 명료하게 제시

해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한글장편소설에는 여러 세대와 여러 가문에 걸쳐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바, 이를테면 <유씨삼대록>에서 유우성과 이부인의 자녀들은 아

들 다섯 명과 딸 세 명으로 총 여덟 명이며, 비중에 차이는 있지만 소설에서는 이

들 모두에 대한 서사가 전개된다. 가문을 구성하는 다양한 인물들의 서사가 얽혀드

는 한글장편소설의 특성 상 독자들은 인물들 각각의 특징을 일일이 기억하기 어려

울 수도 있다. 그러나 인물들이 지닌 품성과 특징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서술자의

인물 품평을 통해, 인물들 각각의 개별적 특징이 보다 효과적으로 상기된다. 비록

인물들을 틀 지우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서술자의 비교 논평은 인물의 각각의

개성을 독자들에게 각인시키면서 그 존재감을 강화하는 효과 또한 가져왔다고 생각

된다. 요컨대 서술자의 인물 비교 품평은 방대한 분량의 서사가 전개되는 가운데에

다종다양한 인물들이 잊히지 않고 기억될 수 있도록, 거듭 인물들을 소환하고 호명

하며 이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하는 수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서술자의 비교 논평은 인물들에 대한 ‘관계적’ 관점을 강화하는 효과 또한

가져온다. 비교란 인물이 지닌 특정한 자질을 인물에게 본래적으로 내재된 것으로

서 제시하기보다는,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것으로서

206) 한편 12권에서 유세기의 치가 방식이 제시되는 대목에서 서술자는 유세기의 성품이 여동생 유현
영과 비슷하여 ‘유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임하처사(林下處士)라고 불렀다’고 서술한다(<유씨삼대
록> 12권, 73면). 이는 [3]에서 제시된 서술자의 인물 품평과도 유사한바, 한글장편소설에서 서술자
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물 품평은 인물들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평가와 공명함을 알 수 있다.

207) 이러한 서술자의 논평은 실제 소설에서의 인물 형상화와도 부합한다. 이는 <유씨삼대록>의 작가가
<유효공선행록>에서 나타난 윗세대의 인물들(할아버지 유연, 아버지 유우성, 어머니 이부인)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한 위에서, 이를 ‘의식적으로’ 계승하고 변용하는 방식으로 아랫세대 인물들(유세기와 유
현영, 유세형과 유설영, 유세필)의 성격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성격을 지닌 인물에게라면 충분히 일
어날 법한 ‘개연적인 서사 전개’를 설계하였음을 추론케 한다. 이러한 인물 설정에서 드러나는 세대
간의 연속성과 강한 계승의식은 <유씨삼대록>에 배태된 가문의식과 연관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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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는 방법이다. 인물을 단자화된 존재로 파악하기보다는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

속에 놓인 존재로 파악하게끔 이끈다는 점에서 비교 논평은 서사 내 인물들 간의

관계성을 부각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주목할 점은 이러한 관계적 관점이 인물

들 간의 우열을 가리고 그 관계를 위계화하면서 안정적인 위계질서를 가시적으로

구축하는 데로 귀결되곤 한다는 점이다. 서술자의 논평을 통해 드러나는 질서 확립

에의 지향은, 앞서 언급하였듯 한글장편소설이 손상된 질서를 회복하고 안정화하는

지향을 지닌다는 점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듯 인물들에 대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서술자의 인물 품평은 독자들로 하

여금 그 품평에 공감하고 동조하면서도, 그러한 품평의 형식을 전유하여 더욱 적극

적으로 소설을 향유하게끔 추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향유의 양상은 한글

장편소설의 다양한 파생작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바, 이를테면 <설씨이대록>과 같

은 작품에 나타난 연회 장면에서는 <소현성록>, <소문록>, <옥환빙> 등의 작품들

의 인물들을 두루 초대하였다는 설정 위에서, 설기수의 모친인 위씨가 여성인물들

을 1위부터 7위까지 서열화하여 평가하는 대목, 서술자가 남성인물들의 용모와 기

상, 인품 등을 두루 살펴 외모의 서열을 정하는 대목 등이 확인된다.208) 나아가 14

종 이상의 소설 속 인물들을 하나의 소설 안에 모은 비평소설 <여와전>에 이르게

되면, 문창성이라는 중심인물이 여러 소설 속 여성인물들을 비교 평가하며 그 위차

(位次)를 정하는 대목이 서사의 핵심 대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당대의 다양한

소설의 독자였던 <여와전>의 작가가 소설의 등장인물들을 비교하며 소설을 향유하

는 데 상당한 흥미를 느꼈음을 추론케 한다. 더욱이 <여와전>의 이본 가운데 문창

성의 비평을 부분적으로 변개하여 필사한 이본들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와

전>의 독자들 또한 스스로 비평하는 위치에 서서 그 품평의 내용에 동조하거나 반

론을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소설을 향유하였다고 추론해볼 수 있다.209)

이상 본 절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논평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서술자의 논평은 독자들의 서사 수용을 서사의 전개 방향과 일치

되게끔 조정하는 데 활용된다. 이러한 서술자의 ‘믿을 수 있는’ 논평은 한글장편소

설이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사후적인 기록을 표방하며, 서술자가 과거의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리하고 해석하며 기록하는 역사기록자의 위치를 표방한다는 점

과 무관하지 않다. 한편 논평의 내용적 측면에 주목할 경우, 한글장편소설에서는 가

문 내 갈등에 관한 가부장의 책임을 환기하는 논평과 가문 내 구성원들 간의 위계

적 관계성을 구축하고 강화하는 인물품평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러한 논평의 내용과 공명하는 파생작이 창작되고, 인물들에 대한 비교 품평을

소설의 핵심 원리로 삼는 비평소설까지 창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글장편소

설 서술자의 논평이란 독자들 나름의 해석과 판단을 자극하며 보다 적극적인 향유

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08) 지연숙, 앞의 글, 2003, 34-46면.
209) 지연숙, 앞의 글, 2000; 전기화, <여와전>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9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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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한글장편소설 서술의식의 변전

앞선 Ⅲ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 양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소급 서술을 통해 한 사건에 관한 여러

인물의 입장을 부각시키는 양상, 인물의 내면 서술을 통해 독자와 인물의 거리를

조절하고 인물들 간의 미묘한 역학을 드러내는 양상, 정보 제한을 통해 독자들의

몰입을 유도하고 감각적으로 장면을 제시하는 양상, 논평을 통해 독자들의 수용 방

식을 조정하며 독자들과의 이념적 유대를 도모하는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서술의 양상을 가장 손쉽게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은 ‘전지적 서술자’일 것이다. 전지

적 서술자는 시공간의 한계 없이 편재하며, 인물의 내면을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들여다보고, 서사 내 사건에 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인물과 사건에 대해 자유

롭게 논평을 가하는 특징을 지녔다고 평가되는바,210) 본고에서 살핀 네 편의 한글장

편소설 속 서술자는 모두 전지적 서술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개념이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의 특징을 포착하는 데 있어 최선의 개

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소설의 형식론에서 전지적 서술자라는 개념은 전근대에서 근대로의 이

행 구도와 결부되어 일정한 선입견에 침윤된 채 사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행 구도의 지배적 영향 하에 고전소설 연구에서조차 소설의 서술적 특징을 분석

함에 있어 ‘전지적 서술자로부터 얼마나 탈피했는가’라는 기준을 도입하기도 하였

다. 그러나 이러한 이행구도에 내재된 목적론적 인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한편, 전지적 서술자에 덧붙는 부정적 혐의들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반성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음은 앞선 서론에서도 논하였던 바다.

둘째, 전지적 서술자라는 개념은 실제 한글장편소설 서술자의 특성을 적실하게 설

명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Ⅲ장의 분석에 따르면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는 중심가

문의 남성인물 외에도 가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여성인물에게 두루 서술의

조명을 비추며, 인물의 내면과 관계의 역학에 특히 기민한 관심을 기울이고, 독자들

의 읽는 재미를 고려하여 서사의 정보량을 조절하며, 중립적인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논평을 통해 그 해석과 판단을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의 적극적인 반응을 유도

하고 자극하는 등의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전지적 서술자라는 개념은 서술자의 존

재 위상을 지시하는 개념일 뿐, 실제 텍스트에서 서술자가 ‘어떻게’ 텍스트를 매개

하는지의 문제를 누락시키며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지니는 이상의 특성들에 대

해서도 설명해주지 못한다.

210) Paul McCormick, op. cit.; Manfred Jahn, “Narrative Situation,”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edited by David Herman, Manfred Jahn and Marie-Laure Ry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p. 364; 폴 코블리, 윤혜준 역, 내러티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133-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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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전지적 서술자라는 개념은 본고에서 다루는 네 작품의 개별적 특징을 포착

하지 못하거니와, 작품들 간의 차이와 변화의 양상 또한 적실하게 설명해주지 못하

기 때문이다. 실상 앞선 Ⅲ장의 분석은 전지적 서술자라는 통념이 얼마나 더 정교

하고 복잡한 분석의 틀로 수정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에 다

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전지적 서술자라는 개념을 긍정하고 이

를 수용하기보다는, 각각의 소설들 간의 차이를 설명해낼 수 있는 대안적 시각과

개념을 개발하는 데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는 ‘전지성’의 개념을 포기할 경우 오

히려 서술에 관한 서로 다른 기능들을 보다 섬세하게 설명하는 대안적 개념들을 개

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제기와도 맞닿아있는 것이다.211)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는 각각의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적 특징을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는 대안적 시각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네 편의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서술

상의 특징을 보다 잘 설명하고 이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요

구되는가? ‘침체와 반복’, ‘천편일률성’ 등으로 폄하되곤 하는 한글장편소설의 고유

한 장르 내적 변화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시각이 도입되어야 하는

가? 한글장편소설을 일반화하여 각 소설이 지닌 개별적 특징을 사상하는 우를 범하

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각 작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이

론적 시각은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의식에 주목하고자 하는바,

이때의 서술의식이란 ‘서술자의 서술 행위가 어떠한 의식과 태도에 입각하여 이루

어지는가’의 메타적 층위를 지칭한다.212) 서술의식은 작품의 전반적인 서술 상황 및

서술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작가의 창작의식과 긴밀하게 연관되는

한편, 소설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및 향유의식과도 결부된다는 점에서 긴요한 문

제이다.213) 특히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의식을 분석하는 일이 긴요한 까닭은, 한글장

편소설이 ‘가상작가’라는 장치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조선후기의 다양한 서사장르 가

211) Jonathan Culler, op. cit., pp. 183-201.
212) 그간 고전문학 연구에서 ‘서술의식’이라는 용어는 다소간 포괄적이고도 모호한 방식으로 사용되
어 왔고 논자에 따라서는 별다른 개념 정의 없이 사용되었기에, ‘서술의식’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잠시 기왕의 논의를 점검하고 넘어가고자 한다. 비교적 최근 제출된 김동욱의 논의에서는 선행연구
에서 이루어진 서술의식·서술시각에 관한 개념 정의를 수용하면서, “서술자의 시점과 발화, 그리고
작품 속 서사세계에 반영된 서술자의 의식적 성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김동욱, 앞의 글, 2016a, 75면). 본고의 개념 정의 또한 김동욱의 것과 유사하다. 다만 김동
욱이 참고하였던 선행연구로 거론된 박희병의 연구의 경우, “작품의 서술방식과 서술형식을 결정짓
는 작가의 제반 의식”으로서 서술의식을 정의하였는데, 이는 ‘작가의식(창작의식)’과도 사실상 동일
한 의미라고도 볼 수 있다(박희병, 앞의 책, 148면). 이러한 개념 정의는 그 논의 대상이 되는 전
(傳)이 ‘사실의 문학’으로서 실제의 작가가 서술자와 일치하기에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
가와 서술자의 불일치를 전제하는 소설 연구에 있어서 서술의식과 작가의식은 분리되어 사용될 필
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선 1장의 연구사검토에서도 확인하였듯 다수의 소설 연구에서 ‘작가의 서
술의식’ 등의 용어를 활용하며 이는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표현이지만, 작가의 창작의식
을 지칭하는 것인지 서술자의 서술의식을 지칭하는 것인지 다소 모호하게 처리하면서 명확한 개념
정의를 회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하다. 전 장르와는 다르게 작자와 서술자의 분리가
전제되는 소설장르에서 보다 엄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작가의식과 서술의식 사이의 서
로 다른 층위를 구분한 위에서 명료한 개념 활용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3) 정병설, 앞의 책, 1998, 66-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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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데에서도 서술자의 위상을 상당히 독특하게 설정한 장르이거니와, 수세기에 걸쳐

향유된 만큼 그 서술의식의 통시적 변전 또한 확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글장편

소설의 서술의식에 관한 분석은 가상작가가 등장하는 제작경위 대목에 관한 분석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214)

앞선 서론에서 논하였듯 한글장편소설의 말미에는 스스로를 작가로 밝히지만 실

제 소설의 작가는 아닌, 이른바 가상작가가 등장하여 자신이 어떠한 경위로 작품을

지었는지를 밝히는 대목이 나타나곤 한다. 이와 같은 제작경위 대목이 실제 작품에

관한 사실 정보가 아니라 작품의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법’이라는 입론이 마련

된 이후,215) 해당 대목은 사실성 강화의 측면에서 특히 주목받았다.216) 다만 일정한

논의가 축적된 이후로는 후속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개별 작품의 서술

의식이나 서술전략을 다루는 연구들에서조차 제작경위 대목을 제외한 채 논지를 전

개해왔는데, 이는 해당 대목이 작품 말미에 관습적으로 덧붙는 대목으로서 실제 작

품의 내용과는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고 여겨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옥원재합기연>이라는 문제적 작품에 관한 연구를 통해 가상작가와 서술자 간의

연관성이 고구된 바 있는 만큼,217) 가상작가가 서술자의 서술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도 심화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실상 한글장편소설의 제작경위 대목에서 가상작가는 집필의 방식과 집필의 근거

및 집필의식 등을 적극적으로 드러내 보이며, 이러한 가상작가의 집필의식은 소설

의 실제 서술방식과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기도 한다. 또한 한글장편소설 작품들 간

에도 제작경위 대목을 활용하는 방식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지만, 그 차이가

내포한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218)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제작경위 대목을 한글장편소설에서 으레 활용되는 기법으로 단순히 추인하는

데 그치기보다는, 해당 대목이 특정한 효과를 위해 창안된 기법이며 한글장편소설

사의 사적 전개에 따라 변화하는 등 그 자체로 역사성을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분석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Ⅳ장에서는 제작경위 대목을 중심으로 작품의 서술의식을 분석하면서, 이를

앞선 Ⅲ장에서 살폈던 소설의 서술방식과 견주며 그 연관성을 살피고자 한다. 이러

한 작업과 더불어 각 작품 간에 나타나는 서술의식의 차이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그

214) 정병설, 앞의 책, 1998, 66-82면; 김동욱, 앞의 글, 2016a, 76-81면.
215) 김진세, 앞의 글, 1976; 이상택, 앞의 글.
216) 김진세, 한국 고전대하소설 연구–이씨세대록을 중심으로 , 관악어문연구8, 서울대학교 국어국
문학과, 1983; 임치균, 앞의 책; 정병설, 장편 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고전소
설의 창작시기와 창작과정에 대한 가설 , 고전문학연구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김경미, 말미기
록을 통해 본 장편대하소설의 특징 , 이수봉 엮음,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3, 경인문화사, 1999; 송
성욱, 앞의 책, 2003. 한편 김탁환은 해당 대목을 당시의 고전소설의 실제 창작 방법을 살펴볼 수
있는 단서로서 주목하기도 하였다. 김탁환, <쌍천기봉>의 창작방법 연구 , 관악어문연구18, 서
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3.

217) 정병설, 앞의 글, 1999a; 이지하, 앞의 책; 한길연, 앞의 글, 2006.
218) 드물게 김동욱, 앞의 글, 2016a에서 이러한 접근이 시도되었다. 다만 분석의 초점이 <임화정연>
이라는 작품에 맞추어져있는 만큼, 앞선 작품들의 흐름은 다소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본고는 네 편
의 한글장편소설을 대상으로 선행연구의 문제의식을 계승 및 발전시켜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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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해석해보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대상 가운데 <소현성록>에는 포증과 여이

간, <유씨삼대록>에는 성운, <옥원재합기연>에는 석도첨 등이 가상작가로 설정되

어 작품의 제작경위를 밝히고 있으나, <하진양문록>에는 특정 가상작가가 등장하

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일견 <하진양문록>만이 특이해 보일 수 있으나, 실상 가

상작가가 활용되는 소설들 간에도 주요한 차이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이들 간의

차이 또한 면밀히 살펴야 함은 물론이다.

1. 가상작가의 활용과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

총 15권으로 구성된 <소현성록>은 1권에서 15권에 이르기까지 그 표제가 <蘇賢

聖錄>으로 일관되게 나타나지만,219) 실상 그 안에는 <소승샹본뎐 별셔>라는 서문

과, 소현성에 대한 전(傳)을 표방하는 본전으로서의 <소현셩녹>, 소현성의 자손대

의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별전(別傳)으로서의 <소시삼록>,220) 소부 내에서

전해오던 기록이 세상에 전해지게 된 경위를 제시하는 <뉴문셩몽유록> 등 각기

다른 성격을 표방하는 기록물들이 각기 다른 분량으로 포함되어 있다.221) 가장 앞

머리에 배치된 <별서>에는 가상작가 포증과 여이간에 의해 <소현성록>이 제작된

경위가 제시되고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제작경위에 관한 서술이 본전 말미

와 별전 말미에서도 반복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이다.

219) <소현성록>의 표제는 일관되게 <蘇賢聖錄>으로 나타나며 각 권에 따라 “卷之一”, “卷之二” 등으
로 15권까지 일관된 체계로 나타난다. 권의 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전이 전개되는 4권까지
는 <소현셩녹권지일>, <소현셩녹권지이> 등으로 나타난다. 다만 별전이 전개되는 5권부터는 약간
의 차이가 있는데, 5권의 내제는 소현성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권수를 제시하면서도 별전임을 드러
내고(<소현셩녹권지오 별뎐삼록>), 6권부터 13권까지는 소씨삼대록이라는 제명을 드러내며(<소현
셩녹권지뉵 별뎐 소시삼록>, <소현셩녹권지칠 별뎐 소시삼록> 등), 14권과 15권은 소현성록 전
체에서의 권수만 밝히는 형태로 나타난다(<소현셩녹권지십>, <소현셩녹권지십오>).

220) 앞선 Ⅰ장의 각주에서도 언급하였듯 <소현성록>의 본전과 별전의 작자와 그 창작시기가 각기
다를 것이라는 논의는 거듭 제기되어왔으며, 본전과 별전의 상이성을 구체적으로 논한 연구들 또한
다수 제출되었다(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 한국고전연구12, 한국고전연구학
회, 2005; 조혜란, 앞의 글, 2006; 강우규·김바로, 소현성록 연작의 문체론적 고찰 , 인문과학연구
59, 강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2018b). 다만 본고는 <소현성록>이 다른 연작소설들과 달리 본전과
별전이 합본되어 전한다는 점, 이미 용인이씨(1652-1712)의 필사 시점에도 15권으로 향유되고 있었
으며 독자들에게도 본전과 별전을 합친 <소현성록>이 하나의 작품으로서 인식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15권본 <소현성록>의 구성에 대해 논하고 있음을 밝힌다.

221) <소승샹본뎐 별셔>은 <별서>로 지칭하며, <뉴문셩몽유록>은 <몽유록>으로 지칭한다. 본전만
을 지칭해야 하는 경우 ‘본전’으로, 별전만을 지칭해야 하는 경우 ‘별전’으로 지칭한다.

: 제작경위

: 전래경위

수제 <소현성록>

<별서> <소현성록>(본전) <소씨삼대록>(별전) <몽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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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제작경위가 삽입되는 위치를 볼 때에, 이는 마치 소현성을 중심으로 한 서

사(본전)와 소현성 자식 대의 서사(별전)를 감싸고 있는 액자처럼 배치된 듯 보이기

도 한다. 우선 <소현성록>의 가장 앞에 배치되어 있는 <별서>에서는 <소현성록>

의 제작경위가 집약적으로 제시된다.222) 이에 따르면, 학사 포증과 상서 여이간은

소현성의 행적을 기록하라는 인종 황제의 명을 받들어, 소현성의 일생에 관한 기록

을 바탕으로 전(傳)을 짓는다.223) 그러나 이들은 소현성의 삶이 공경 받을 만하기는

하지만 빛나고 화려한 사건은 없다고 판단하여, 소현성 자식 대의 이야기를 덧붙여

<소씨삼대록>이라는 별도의 제목을 붙인 뒤 수제 <소현성록>에 포함시킨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제작경위가 본전이 마무리되는 지점인 4권 말미에서도 간략하게 제

시되며,224) 15권 말미에서도 다시 나타난다. 특히 15권 말미에서는 포증과 여이간이

각 당의 기실(記室)들에게 소부의 일기(日記)를 내어오라고 명한 뒤 일기의 내용에

관해 소부의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까지 나타나는 등 그 경위가 가장 상세

하게 제시된다. 또한 포증과 여이간이 <소현성록>과 <옥환빙>을 비교하며 <옥환

빙>의 오류를 지적하는 대목이 삽입되어있기도 하며, 두 사람이 소현성과 소운성에

대해 지은 찬(讚)이 제시되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소현성록>이 황제의 명을 받

아 지어졌으며 소부의 일기 외에도 인척들의 집까지 두루 살펴보고 집필되어 거짓

으로 꾸민 바 없는 ‘공론(公論)’임을 강조하면서 마무리된다.

이렇듯 <소현성록>에서 제작경위 대목이 세 차례 반복 제시된다는 형식적 특징

외에 주목할 것은, <소현성록>의 가상작가가 실존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

이 <소현성록>을 전(傳)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황제의 명을 받아 <소현성록>을

집필하였다고 설정된 가상작가 포증(包拯, 999-1062)과 여이간(呂夷簡, 978-1044)은

실존하였던 북송 대 명신들이다.225) 특히 15권 말미의 제작경위 대목에서는, 통상의

인물전이 가까운 친족에 의해 작성되는 것과 달리 <소현성록>은 인종 황제의 명을

받은 신하들에 의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기록되었음이 강조되기도 한다. 이러

한 서술은 <소현성록>을 여타의 전들과 비교하여 차별화하는 수사적 효과를 가지

고 온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비교를 동원함으로써 (사실은 허구의 이야기인)

<소현성록>을 사실의 기록인 전과 동등하게 위치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상 제작경위 대목에서 포증과 여이간이 자신들의 기록을 거듭 전이라

칭하기도 하거니와 작품 말미에 논찬이 삽입되고 거짓 없는 서술을 강조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현성록>은 전의 장르적 특징을 분명히 인식한 위에서

222) <소현성록> 15권, 101면에서는 포증이 소현성에 대한 찬을 짓고, 여이간이 소운성에 대한 찬을
지은 뒤에, <별서>를 지었다면서 ‘실제 집필’의 순서까지도 상세하게 설정해두고 있다. 이에 따르자
면 별서가 가장 앞머리에 배치되어 있으나, 논찬을 짓고 난 이후에 집필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223) <소승샹 본뎐 별서>, 3면.
224) 이때 흥미로운 점은 4권에서 소세경의 죽음을 제시하고서 5권에서는 다시 소현성의 생존 시기로
서술 시점이 되돌아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4권 말미에 삽입된 제작경위 대목은 이러한 시간
적 왜곡을 정당화하는 기능 또한 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후 2절에서 <유씨삼
대록>에서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세대가 전환되는 방식과 더불어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225) 제작경위 대목을 포함하여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역사적 실존 인물들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를 참고할 수 있다. 박영희, 앞의 글, 1993, 131-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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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적극적으로 전유하고자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26)

한편 수제 <소현성록>에 가장 마지막에 배치된 <몽유록>을 통해서는 소부 안에

서 전해져오던 <소현성록>이라는 기록이 어떻게 독자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에 관한 전래경위가 제시되기도 한다. 이때 <몽유록>의 몽유자(夢遊者)로 등장하여

<소현성록>을 발굴하고 후대에 전하는 인물은 명나라의 개국공신인 유기(劉基,

1311-1375)로 설정되어 있다. 통상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에 관한 지식을 토대

로 성립되는 몽유록 장르에서는 허구적 인물이 꿈에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들

을 만나고 돌아오는 구도가 나타난다.227) 그러나 <소현성록>에 포함된 <몽유록>에

서는 (역사적 실존 인물인) 유기가 꿈에서 (허구의 인물인) 소운성을 만나고 돌아와

‘슈뎨 소현셩녹’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된 구도가 나타난다. 이는 몽유록의 장르적

특징을 전유하여 <소현성록>의 본전과 별전에서 제시된 이야기들을 실제 사실에

관한 기록처럼 인지하게끔 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몽유록>과 더불어 앞서 살핀 제작경위 대목까지 고려한다면, <소현성

록>은 다음과 같은 창작 및 전래의 경위를 표방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소부 내에

는 여러 명의 기실들이 매일 기록한 일기가 존재하였으며, 소현성의 기세(棄世) 이

후 여이간과 포증이 황명을 받아 소현성에 대한 전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소부의 일

기를 일차 자료로 삼고 소부 주변 친지들의 이야기와 대조 검토하여 <소현성록>을

집필하였고, 그 기록은 소부 내에서 전해오다 유실되어 명나라 유기에 의해 발견되

어 다시금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이때 기록의 주체로서의 가상작가와, 전승의

주체로서의 몽유자 모두 ‘역사적 실존 인물들’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허구적으

로 창조된 소설 세계’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사실의 전달을 본령으로

삼는 전 장르와 역사적 사실이나 실존 인물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삼는 몽유록 장

르는 허구적 이야기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이는 곧 ‘사실성’의 장

르로 하여금 ‘허구성’의 장르를 보족하도록 활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소현성록>은 여러 장치들을 활용하여 그 제작과 전래의 경위를 꼼꼼하

게 설정하면서 소부에 관한 허구적 이야기를 실존 인물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처럼

꾸며내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사실성을 강화하며 당대의 소설에

대한 기피와 경계에 대항하고 소설의 격을 높이고자 시도한 시도로서 해석하였

다.228) 나아가 소설이 역사를 가장하는 시도는 사실과 허구, 역사와 소설이 혼재하

226) 전(傳)은 전통적으로는 사실의 전달을 본령으로 삼는 사실의 문학으로서 인정기술(人定記述)-행적
부-논찬으로 구성되며, 객관적이고 사실적인[據事直書] 서술태도를 지향한다. 박희병, 한국한문학에
있어 <전(傳)>과 <소설>의 관계양상 , 한국한문학연구12, 한국한문학회, 1989; 박희병, 앞의 책.
한편 정길수는 <소현성록>의 여성인물 형상화 측면에서 전 장르의 영향을 논한 바 있다. 정길수,
앞의 글, 142-148면.

227) 서대석, 몽유록의 장르적 성격과 문학사적 의의 , 한국학논집3,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1975. 몽유록의 삽입 효과는 박영희와 임치균의 연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박영희, 앞의 글, 1993,
139-142면; 임치균, ‘소현성록’ 연구 , 한국문화1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1995.

228) 임치균, 앞의 책; 김경미, 앞의 글, 1999; 전성운, 16∼7세기 연의소설의 인식과 그 변화 , 고소
설연구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한편 송성욱은 제작경위 대목에서 소설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강
조하는 것은 작자가 소설을 교훈적 의도에서 창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나(송성욱, 앞의
책, 2003, 279-281면), ‘사실성’에 대한 강조가 곧바로 ‘교훈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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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던 시대의 소설이 지니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평가하기

도 하였다.229) 실상 소설을 창작하면서 전인 것처럼 위장하고자 하였던 시도는 전

기소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바, 당의 <이와전(李娃傳)>이나 조선의 <주생전(周生

傳)>, <최척전(崔陟傳)> 등의 작품 말미에서도 전(傳)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첨부하

여 의전(擬傳) 및 가탁(假托)의 외관을 취한 양상이 확인된다.230) 이러한 점에서

<소현성록>의 제작경위 대목은 이와 같은 ‘위장’, 즉 이야기의 허구성을 은폐하고

혹시 제기될지도 모르는 오해나 비난으로부터 작가를 보호하려는 수법을 계승하였

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소현성록>과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장편소설들과의 횡적 맥락 위에 <소현

성록>을 배치할 경우, 충분히 해명되지 않는 의문이 남는다. 17세기 출현한 주요

장편소설 가운데에서도 왜 유독 <소현성록>에서만 제작경위 대목이 강화되어 나타

났는지 되묻게 되는 것이다. <소현성록>과 더불어 17세기의 대표적인 장편소설로

평가되는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등에는 별전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기는 하

지만,231) 가상작가가 등장하여 제작경위를 강조하는 대목은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소현성록>의 세대록(世代錄) 형식을 본격 계승한 후대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작품

말미에 가상작가가 나타나 제작경위를 밝히는 대목이 계승되고 변용되고 있다. 이

렇듯 <소현성록>이 놓이는 종적 횡적 맥락을 고려할 경우 제작경위 대목을 소설에

대한 당대의 부정적 인식에서 비롯된 산물로만 해석하기엔 불충분해 보이며, 특정

한 의도 하에 도입되어 한글장편소설사의 전개과정에서 계승되어온 소설적 장치로

해석하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 그렇다면 해당 장치는 무엇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실제로는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켰는가?

본고는 장르 규약의 관점에서 제작경위 대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다.232) 오늘날의 독자들은 실제의 작가와 소설의 서술자가 불일치하며 소설은 허구

의 이야기라는 전제를 수용한 위에서 소설을 향유하지만,233) <소현성록>이 창작되

다 섬세한 논증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229) 김경미, 위의 글, 221면; 전성운, 위의 글, 53면. 이러한 해석은 루샤오펑의 인식과도 상통하는바,
루샤오펑은 당대(唐代)의 전기(傳奇)에서 ‘화자가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믿을 만한 역사 이야기로 읽
도록 유도하는 것은 역사와 허구 사이의 자기 의식적인 구분이 거의 없는 단계에서 흔하다’고 논하
였다. 루샤오펑, 조미원 외 역, 역사에서 허구로, 도서출판 길, 2001, 207면.

230) 김진세, 앞의 글, 1976, 49-50면; 박희병, 앞의 책, 78-80면. 한편 1762년 사도세자가 작성한 <중
국소설회모본>에 그 제명이 확인되는 <빙빙전>의 경우 소설 말미에 <슈월뎡몽유긔>와 <가운화
셔>가 포함되어 있다. <가운화서>의 마지막에는 ‘만력 기사년에 황명에 의해 병부상서 왕경유와 예
부시랑 마충원이 기록한다’는 언술에 나타나는데, 이때 만력 기사년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가상으로 덧붙은 제작경위 대목임을 알 수 있다. <소현성록>에 비해, 그 제작경위 대목과 서
사의 연관성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18세기 이전에 유통되었던 장편소설
가운데 드물게 몽유록을 포함하고 있고, 아직 작품의 국적(번역물인지 번안물인지 등) 문제가 확정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이에 관해서는 별고를 기약한다.

231) 정길수, 앞의 글, 130-131면.
232) 이 단락에서 사용한 ‘규약’이라는 용어는 필립 르죈의 ‘자서전의 규약’에서 그 통찰을 빌려온 것
이다. 특히 자서전 장르가 그 안에 포함된 형식적 요소들보다는, 오히려 그 텍스트를 둘러싸고 맺
어지는 ‘읽기의 계약’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 자서전의 작가는 사실만을 말할 것을 요구받으며(담화
생산의 규약) 자서전의 독자는 자서전 작가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독서를 하게 된다는
(독서의 규약) 점 등에 착안하였다. 유호식, 자서전, 민음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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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시점에는 이러한 종류의 장르 규약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소현성록>의 실제 작가가 ‘가상작가’라는 일종의 대리적 인물을 설정하면

서, 가상작가로 하여금 <소현성록>을 전(傳)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도록 설정

하였다는 점은 주목된다. 서술자와 경험적 자아로서의 작가 사이의 일치를 전제하

는 것이 곧 전(傳)의 규범적 특질임을 고려한다면, <소현성록>의 실제 작가는 ‘작

가=서술자’라는 전의 장르적 성격을 의도적으로 전유하면서 해당 등식의 가운데 ‘가

상작가’라는 허구적 존재를 기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작가≠서술자’로 작가와 서

술자의 동일시에 관한 등식을 변형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작가는 실제 작가와 서술자를 분리하는 형식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가상작가의 도입을 통해 <소현성록>의 실제 작가는 독자들의

가시권에서 사라지며, 작가와 작품 사이에는 안전한 미학적 거리가 발생한다.234) 독

자 수용의 차원에서도 <소현성록>을 ‘한낱’ 소설가가 지어낸 허구의 이야기보다는

역사적 기록으로서 수용할 경우, 독자들, 특히 사대부가 여성들이 이야기를 향유하

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윤리적 심적 부담감이 덜어질 수 있다.235) 즉, 제작경위 대목

은 작가와 텍스트의 관계, 독자와 텍스트의 관계, 그리고 텍스트를 매개로 독자와

작가가 맺는 관계의 성격을 안전하게 설정하였다는 점에서 작가와 독자 모두에게

유용한 장치였고, 바로 그러한 유용성으로 인해 후대 한글장편소설들에서도 계승되

233) 현대에는 독자와 작가가 작품을 매개로 맺는 장르적 규약이 확립되어 있으며, 이러한 규약이 지
켜지지 않는 경우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관련하여 제임스 프레이(James Frey)의 ‘회고
록’ <백만 개의 작은 조각들(A Million Little Pieces)>을 둘러싼 2000년대 초반의 논란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책이 대중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마약 중독과 범죄, 고통과 회복을 다루는
책의 내용이 작가의 실제 경험을 기록한 회고록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책에 쓰
인 대부분의 내용이 허구임이 밝혀지고 애초에도 ‘픽션’으로 출판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프레이
는 크게 비난받았으며 독자들의 소송까지 이어졌다. H. 포터 애벗, 앞의 책, 275-285면.

234) ‘안전한 미학적 거리’란 표현은 캐서린 갤러거(Catherine Gallagher)의 Nobody's Story의 논지를
정리한 박소현의 논의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갤러거는 18세기 여성 작가들에게서 나타나는 무명성
(nobody)의 전략을 이름을 얻기 위한[有名] 욕망과 연결지어 해석하는 대신, 오히려 ‘투명 망토’처
럼 당대의 출판계의 중심에 있던 여성 저자들로 하여금 ‘안전한 미학적 거리를 확보해주는’ 효과를
가져다주었다고 보면서, 이는 다양한 가상적 주체를 탈착할 수 있는 유연하고도 전략적인 자세를
가능케 하는 유목적 요새(nomadic fortress)라고 논하였다. 박소현, "아무도 아닌 이에게": 주소 불
명의 수신자 호명하기 , 영학논집30,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2010에서 재인용. 이러
한 논의에 기대어 보다 적극적으로 추론해본다면, 본고는 <소현성록>의 실제 작가(들)는 사대부가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작가가 가상작가(높은 권위를 지닌 남성 관료들)의 형상을 내세
워 작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는 방식으로 제작경위 대목을 확대하였다는 가설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이에 관한 실증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해당 추론을 본문에서 제시하기보다는, 이러한
창작 방식이 지니는 의의를 짚어내는 쪽을 택하였다.

235) 이와 관련하여 경북 북부 지역의 60세 이상의 고전소설 독자 19명을 대상으로 한 이원주의 연구
를 참고할 수 있다(이원주, 앞의 글, 1975). 해당 연구에서는 ‘자신이 즐겨 읽는 소설에서 전개되는
사건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느냐 허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사실이다’라고 답한 독자가
12명, ‘거짓이다 혹은 거짓에 가깝다’로 답한 독자가 5명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설문의 결과를 단지
1970년대의 60대 사가여인(士家女人)들이 소설의 허구와 사실을 구별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해당 질문이 ‘독자들이 평소에 즐겨 읽는 책’을 대상으로 제기되
었다는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앞선 문답의 과정에서 독자들이 ‘전(傳)은 읽지 말고 록(錄)을
보라는 말을 들었다’거나 ‘전책(傳冊)은 읽지 말라고 엄명(嚴命)을 받았다’, ‘전책은 시시하다’ 등으
로 답한 점, 록계 소설에 대해 ‘역사적 사실의 기록이 많고 비허구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록계 소설이 (‘시시한’ 전책과는 달리) ‘사실이라고 믿는 채로’ 향유할 수
있다는 장르 규약의 측면이야말로 주목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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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규약의 성립은 한글장편소설 특유의 서술방식을 출현시켰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우선 앞서 언급하였던 전기소설들에서 의전(擬傳)

의 외관이 간략히 덧붙은 것과 달리, <소현성록>의 경우에는 그 제작과 편찬 및

유전의 경위가 복잡하고도 정교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설정이 단지 작품 말

미에 외삽적으로 덧붙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서사 전반에서 서술이 이루어지는

양상과 상당히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를테면 <소현성록>의 서사에는

기실(記室)들이 등장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는 제작경위 대목의 설정과 자연

스럽게 연결된다. 즉, <소현성록>의 일차 자료로서 소부의 일기를 기록한 기실들은

제작경위 대목에서만 일회적으로 언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서사에서도 살아 움직

이는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실이 목격한 사건을 있는 그대로 쓰는 것

을 소현성조차 저지할 수 없었다는 대목이나,236) 양부인이 일기의 기록이 잘못되었

다면서 기실을 꾸짖었다는 대목 등이 그러하다.237) 밤낮으로 일기를 기록하는 기실

의 역할이란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史官)과 같다는 서술자의 직접적 설명이

제시되기도 하거니와,238) 실제 소설에는 각각 내당과 외당의 일을 기록하는 기실이

별도로 존재하는 등의 구체적인 설정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렇듯 가상작가가 소부 내의 일기를 바탕으로 <소현성록>을 지었다는 설정은

서사 내적으로도 상당히 정교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는 소부에서 벌어진 다양한

사건들이 ‘사후적으로 기록된 것처럼’ 서술하는 서술의 형식과도 긴밀하게 연동된

다. 앞선 Ⅲ장에서 살핀 소급 서술 또한 <소현성록>이 내당과 외당의 기실들이 기

록한 일기들을 근거 삼아 작성되었다는 설정과 자연스럽게 연동되어 해석될 수 있

다. 소부 내에 존재하는 다수의 기실들이 소부 내 인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

고 기록한다는 설정은, 다양한 가문 구성원들 각각의 입장과 처지에 조명을 비추는

‘공정한’ 서술 양상과도 자연스럽게 조응하는 것이다.

나아가 <소현성록>의 서사 곳곳에 서사의 진행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정보가 삽입되어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견지에서 살펴볼 수 있다.

드여 모든 딕(下直)고 옥교(玉轎)의 오매 〃시녀와 무수노복(奴僕)

이 옹위(擁圍)야 한어집의 니니 어마자 남반기며 슬허고 졍결(淨潔)

당을 서리저 머무다 한시 일이 평안고 (壽) 팔십의 션죵(善終)매 나라셔

녜장(禮葬)시고 어의 (次子)로 그 졔니으니라. 각셜 명현공한상궁이

도라가므로븟터 임의 듀셕동냥(柱石棟梁)이 폐(廢)디라. <소현성록> 8권, 49-50면

위의 인용문은 소부와 명현공주 사이에서 유일하게 균형을 잡고 소통을 매개해주

236) <소현성록> 8권, 44-46면.
237) <소현성록> 8권, 52-53면. 해당 대목에서는 기실의 기록 행위 자체가 부각되는 것은 아니고, 양
부인이 기실을 꾸짖는 것을 보고 명현공주가 무례한 언사를 하는 대목이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이
외에도 4권에서 소월영이 서당에서 내어온 일기를 보는 장면이 나타나기도 한다.

238) <소현성록> 7권,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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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한상궁이 공주 모시기를 포기한 채 하직하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50세

의 한상궁이 공주에게 하직을 고하는 스토리상의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미

래’에 관한 정보, 즉 한상궁이 80세까지 수를 누리다 죽고 남동생 한어사의 자식으

로 대를 이었다는 정보를 삽입하고 있다. 이는 스토리의 시점에서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사전 서술에 해당하지만, 그 서술의 내용과 서술이 이루어지는 방식은

이미 완료된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는 쪽에 가깝다. 이러한 사전 서술은 통상의 고

전소설에서 앞으로의 사건 전개를 예고하는 ‘예언’과는 전혀 상이하며,239) 오히려 역

사에 대한 기록을 표방하는 데에서 비롯된 결과에 가깝다. 즉, <소현성록>의 서술

자가 스토리의 진행 시점에 비해 지나치게 앞서 나간 정보를 제시한 것은, 인물들

의 말로에 이르기까지의 생애 전반에 관한 정보가 일기 등의 기록물의 형태로 이미

존재한다는 설정과 조응한다. 이러한 서술은 <소현성록>의 서술자가 기록물을 두

루 살피고 편집하는 편찬자로서의 위치를 드러낸 결과로도 볼 수 있다.240)

관련하여 <소현성록>에서 편지와 표문(表文), 절구(絶句) 등 다수의 삽입텍스트

가 직접인용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특징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해석해볼 수 있다.

<소현성록>의 삽입 텍스트는 서사적 맥락에 조응하며 적실하게 배치되고 있는바,

이를 통해 인물의 발화와 서술자의 진술로만 구성되는 담론에 변주가 일어나고 보

다 풍요로운 서사의 향유가 가능해진다.241) 삽입텍스트가 텍스트 전면에 노출됨으

로써 독자들은 서사세계 내부에 위치한 인물들과 동시에 삽입텍스트의 내용을 확인

하면서 현장감 있게 서사를 향유할 수 있게 되며, 서술자에 의해 요약 전달된 내용

을 전해 받는 대신 직접 그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서사 내적 상황에 관한 실감 또한

강화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삽입 텍스트의 활용은 그 자체로 일종의 1차

사료이자 증거자료로서 기능하며 <소현성록> 서술 전반의 신빙성을 높이는 데 기

여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소현성록>은 허구적 이야기를 사실에 대한 기록처럼 재현하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질문, 즉 공식 역사에서 왜 소현성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가에 관하여 오히려 그 부재의 사실을 입전 대상 인물의 청아한 성품을 강조하는

데 활용한다. 관련하여 <소현성록> 4권에서 송 태조의 아들 태자 덕소(德昭,

951-979)의 죽음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송 태종이 덕소

를 죽이자 소현성이 탄식하고 원망하였으며 이후 시국을 논하거나 정사를 살피는

239) 고전소설에서 예언이 반복 삽입되는 것은 ‘낭독 상황’과 연관되어 이해되기도 한다. 이기대, 낭
독 상황과 서술방식의 연관성에 관한 시론(試論)－17세기 고전소설의 향유 과정을 중심으로 , 우
리문학연구68, 우리문학회, 2020. 그러나 <소현성록>에 나타나는 사전서술은 오히려 ‘기록성을 표
방’하는 데에서 비롯된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을듯하다.

240) 이와 유사한 종류의 사전 서술은 <소현성록>의 서사 곳곳에서 발견되며, 본고에서 다루는 나머
지 세 소설들에서도 공히 발견된다. 이는 <소현성록>을 비롯한 한글장편소설이 ‘후세인에 의한 역
사기록’이라는 서술형식을 계승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241) <소현성록>의 다양한 삽입텍스트에 관해서는 조혜란의 연구에서 간략히 논의되었지만(조혜란,
앞의 글, 2008), 삽입 텍스트가 원문에 필사된 서지적 형식에 관해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삽입
텍스트의 인용에 있어서는 행갈이나 단을 내려 필사하는 등의 형식적 구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는 삽입텍스트의 독립적 성격을 드러내는 한편 독자 수용 차원에서는 그 자체로 향유의 리듬을
변주하는 계기로서 역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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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서술되고 있는데,242) 이에 대해 서술자는 “비록

벼이 놉고 명망이 듕나 과연 긔(史記) 가온대일홈이 업니 그 활연(豁然)

쳥아(淸雅)믈 가히 알니러라”243)라며 소현성에 대한 인물평을 가하고 있다. 여기

에서 서술자는 소현성의 맑고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 논평하면서, 바로 그러한 성품

으로 인하여 소현성이 공식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즉,

역사적 기록에 ‘허구적 인물’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역으로 인물의 청아한 성품을 강

조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평은 현전하는 <송사(宋史)>에 소현성에 관

한 기록이 부재한 까닭을 독자들에게 해명하는 시도인 동시에, 역사에서 빠진 부분

을 보충하여 채워 넣는다는 입전 의식을 표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자면, <소현성록>을 당대의 소설비판론을 의식하며 방어적

으로 구축된 담론 혹은 사실과 허구 사이의 인식 상의 혼란에서 비롯된 산물로서

해석하는 데에서 나아가, 오히려 허구와 사실의 흔들리는 경계를 적극적으로 활용

하여 창작된 소설로서 재평가할 수 있을듯하다.244) 본고는 <소현성록>이 실존 인물

과 사실적 장르 등에서 비롯되는 실감을 ‘허구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하면

서, 사실과 허구의 경계를 교란하며 ‘허구의 사실화’를 추구한 작품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245) 이와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소현성록>이 대상 차원에서의

‘사실에 대한’ 기록을 표방할 뿐 아니라, 서술방식의 차원에서도 ‘사실적인’ 기록을

표방한다는 점이다. 가상작가 포증과 여이간은 그 기록에 편향됨과 거짓됨이 없음

을 천명하면서 <소현성록>이 공론이라고 자평하는데, 이때 ‘공론’이라는 개념은

<소현성록>이 표방하는 공적인 서술의식을 집약하고 있다. 이러한 ‘공(公)’ 개념에

는 <소현성록>의 집필이 황제의 명을 받아 대신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그 기록이 거짓으로 꾸민 바 없이 공명정대(公明正大)하며 치우침 없이

공평(公平)하다는 의미가 함의되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술의 방법론에 해당하

는 공정성과 공평성의 측면이다. 관련하여 15권의 후반부에서는 포증과 여이간으로

부터 기록을 전해받은 소운성의 아들 소세광이 그 기록을 형제들과 돌려 읽으면서,

조상의 행적 가운데 “혹 아답디 아닌 곳이 이시나 샹명(上命)으로 두 샹이 지

242) <송사(宋史)> 卷244 ‘연왕덕소전(燕王德昭傳)’에는 덕소가 자결했다고 되어있다. 다만 성대중(成
大中, 1732-1809)의 <청성잡기(靑城雜記)>에서 덕소의 죽음에 관해서는 사람들 마음에 맞지 않아
야사에서 태종에게 악명을 씌운 것이라는 언급이 확인되고,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경세유
표(經世遺表)>에서는 송 태종이 덕소를 죽였다고 서술된 것으로 보아, 덕소의 죽음에 관해서는 다
양한 설이 유포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한국고전종합DB 참고).

243) <소현성록> 4권, 47면.
244) 이와 유사한 관점이 김동욱의 연구에서 앞서 제기되었다. 김동욱은 17, 18세기 한글장편소설에서
나타나는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은 “소설장르가 기존의 문학장르 체계 안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인
정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전 장르의 의식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김동욱, 앞의 글, 2016a,
80면. 본고의 관점 또한 이와 유사하나 본고는 이를 보다 적극적인 ‘전유’로서 해석하고자 한다.

245) 정길수는 17세기 장편소설을 비교 분석하는 가운데 <창선감의록>은 역사적 인물들이 대거 등장
하며 작품의 서사 전개와 실제 역사적 배경이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면서 ‘역사의 허구화’를 시도한
작품으로 평가하고, <소현성록>은 시간축이 허술하고 역사적 맥락과 작품의 서사 전개가 그다지
긴밀하지 않다고 평가하였다(정길수, 앞의 글, 2005, 82-92면; 124-127면). 본고는 이러한 평가에 공
감하면서도, <소현성록>의 경우 ‘허구의 사실화’를 시도한 작품으로서 재평가될 수 있음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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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니 엇디 감히 이리오”246)라며 탄식하는 대목이 나타난다. 해당 발화는 선조들

의 아름답지 않은 행적까지 낱낱이 기술한 <소현성록> 기록의 엄정성과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이는 제작경위 대목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본전 말미에서도

재차 강조되는 특징이다.

대강 뎐(傳) 짓쟤 혹 친쳑 딜(子姪) 이로셔 나므로 인졍(人情)이 편벽(偏僻)되여

션악을 과도히 거니와 소현셩녹을 갓 본부 일긔(日記)아니라 포공 녀공이 샹명

(上命)을 밧와시므로 일긔 혹 일편(一偏)된가 너겨 십분(十分) 방문야 그 연가(緣家)

결친(結親)의 집의 두로 듯보와 기듕(其中) 화·셕과 소·윤의 셰쇄(細瑣) 비밀과 니·셕의

눈의 본시 드러 문견(聞見)이 후 뎐을 지으니 이러므로 사의 그른

것과 올일이며 과도일이 위쟈(僞作)미 업니 고로 화부인의 뎐도(顚倒)과

운명 운현의 망녕(妄靈)되며 진왕의 극고집과 과도믈 죠곰도 위쟈티 아니〃 지극

공논(公論)이라 쳔츄(千秋)의 기 알디어다. <소현성록> 15권, 102-103면

여기에서는 <소현성록>이 엄밀한 사실 검증 위에서 엄정하게 기록되었음이 강조

되고 있다.247) 이에 따르면 통상의 인물전이 가까운 사람에 의해 쓰여 편향성을 지

니는 데 반해, <소현성록>은 황명을 받든 포증과 여이간에 의해 집필되었을 뿐 아

니라 일기의 편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친지들의 이야기와의 교차검증까지

마친 후에 지어졌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특히 화수은의 전도함, 소운명과 소운현

의 망령됨, 소운성의 극한 고집과 과도함을 조금도 거짓으로 꾸미지 않았다고 서술

되고 있는데, 이는 실제 <소현성록>의 서술 양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소현

성의 첫째 부인인 화수은의 경우 Ⅲ장에서 살펴보았듯 둘째 부인인 석명혜에 비해

열등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이렇듯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 사이의 위차를

뒤집는 인물 설정은 당대 독자들에게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248)

가상작가는 이러한 독자들의 반응을 예견하듯 서술의 진실성과 공평성을 강조하는

데, 이는 독자들의 불만을 미리 무마하고자 한 일종의 방어기제이기도 하겠으나, 동

시에 그런 불만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소현성록>이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있

는 그대로 기록하는 실록(實錄)의 방법론으로 서술되었음을 더욱 강조하는 수사로

서 읽어볼 수 있다.249)

246) <소현성록> 15권, 101면.
247) <소현성록> 15권, 102-103면.
248) 비평소설 <여와전>에는 <소현성록>에서 둘째 부인 석명혜가 첫째 부인 화수은보다 뛰어난 인
물로 설정된 데 대한 불만이 확인된다. 한편 <소현성록>의 이본 가운데에도, 원비와 차비의 분의
가 명실상부하지 않다는 데 대한 불만을 반영한 이본이 존재한다. <소현성록>에 대한 일종의 독후
감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가사 <자운가>에도 화수은을 석명혜와 동등하게 평가하는 시각이 확인되
는데, 이 또한 <소현성록>에서 원비와 차비의 위차가 역전된 데 대한 독자의 불만을 드러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연숙, <여와전> 연구 , 고소설연구9, 한국고소설학회, 2000; 서정민, 앞의
글, 2015; 정대혁, 앞의 글, 2013.

249) 이때의 ‘실록’이란, 반고가 사마천의 역사 기술 태도에 대하여 “그의 문장은 곧고, 그가 기술한
일들은 핵심을 찔렀으며, 미덕을 허위로 기술하지 않았고 악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실록(實錄)이
라고 부를 수 있다”고 논평하였던 데에서 가지고 온 것이다. 진재교, 한문소설과 기록전통과의 관
련성에 대한 몇 가지 문제 , 고소설연구11, 한국고소설학회, 2001, 104면에서 재인용.



- 132 -

이렇듯 제작경위 대목에서 표방된 서술의식은 <소현성록>의 실제의 서술 양상과

상호보족 한다. <소현성록>에는 소현성과 석명혜와 같이 훌륭한 인품을 갖춘 인물

들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앞선 Ⅲ장에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인물들조차도 완전무결

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마음의 갈등을 겪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는 등 지극히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인물들로 형상화되고 있다. 더불어 화수은이나 소운성 등 ‘전

도하고 망령되며 고집스럽고 과도한’ 면모를 지닌 인물들은 성격적 결함과 적나라

한 욕망을 드러내며 다양한 갈등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즉, <소현성록>의 세계는

높은 덕을 갖춘 인물들 간에 조화로운 질서가 구현된 이상적 세계와는 거리가 멀

고, 오히려 인품의 높낮이가 제각기 다른 다종다양한 인물들이 갈등하며 살아가는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들의 세계를 재현한 데 가깝다. 이러한 인물들에 대한 재현은

제작경위 대목을 경유하면서 투철한 기록정신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공평무사한 기

록으로서 의미화된다. 따라서 <소현성록>의 제작경위 대목은 서사 전반을 아우르

는 서술의식을 메타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작품의 서술을 정당화하고 의미화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소현성록>에서 표명되는 공정한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은, 소설 속 인

물들을 보다 입체적이고도 현실적으로 형상화하는 기제로서 작용하였다고도 해석될

수도 있다. 즉, <소현성록>에 동시대에 향유된 여느 소설들에 비해서도 살아 움직

이는 듯한 인물의 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허구적 이야기를 역사기록처

럼 꾸며야 한다’는 제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로 이해해볼 수 있는 것

이다.250) 살펴보았듯 <소현성록>은 단지 소설의 말미에 ‘이 이야기는 실재하였던

역사의 기록이다’는 주장만을 외삽적으로 덧붙인 것이 아니라, 허구적 이야기를 실

재 역사에 대한 사실적 기록처럼 재현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소설이다. 이러한

제약을 수용함으로써, 즉 ‘실재했던 인간들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 지켜

보고 기록한 사관의 시선을 가상적으로 상정함으로써, 역으로 ‘실존 인간을 방불케

하는 인물’이 형상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 따르면, <소현성록>은 가상작가라는 장치를 도입하여 실제 작가와

서술자를 분리시키는 한편, 역사기록자의 형상을 지닌 가상작가와 서술자를 일치시

키는 가운데 특유의 공적인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을 창안하였다고 볼 수 있다.251)

250) 지연숙은 <소현성록>의 “인물들이 살아 움직이고 생기가 넘친다”고 평한 바 있으며, 고은임은
<소현성록>에 인물에 대한 입체적 관점과 현실태를 반영하는 인물 서술기법이 나타난 것은 ‘작가
의 리얼리즘의 충동’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지연숙, 앞의 글, 2015; 고은임, 앞의 글,
2019. 본고는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화를 서술의식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251) 정병설은 <완월회맹연>의 서술자가 서술 대상 가문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자료를 취사선별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인물들을 준엄하게 평가하는 등 사관의 서술의식을 보인다고 논하였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가족사 서술과 유사한 서술의식을 보인다면서, 이를 “스
스로 허를 창작한다고 하지 않고 사실을 기록한다고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서술
태도를 취”하는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으로 개념화하였다. 앞의 책, 68-72면; 앞의 글, 1997b, 226
면. 본고에서 제시한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 또한 기본적으로는 해당 개념 정의를 수용한 것이나,
<소현성록>의 제작경위 대목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이를 다소 보완하고자 한다. 즉, 서술의 대상
차원의 사실성뿐 아니라 서술의 방법론에서의 사실성, 즉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꾸미지 않고
‘사실적으로’ 쓴다는 차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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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이란 <소현성록>의 가상작가가 표방하듯 사실에 대

하여 사실적으로 쓰기를 표방하는 직서와 직필의 서술의식이라고 볼 수 있으며,

<소현성록>의 실제 서술 양상은 이러한 서술의식과 상당히 조응하고 있다. 다만

<소현성록>이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에 대한 명확한 지향을 지니고 가상작가와 서

술자의 일치를 상당부분 실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설에는 이러한 서술의식

만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서술의 제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근본적으로 <소현성

록>이 서술을 통해 허구적 인물들의 세계를 ‘창조’해내며 독자들에게 읽히기 위해

쓰인 ‘소설’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앞선 Ⅲ장에서 살펴본바, 다각적으로 활용되는

내면 서술은 어떠한 정당화의 장치를 통해서도 해명되지 않는 특유의 소설적 서술

에 해당하며, 정보를 제한하여 이야기를 몰입감 있게 끌어가는 서술의 양상은 이야

기꾼의 기교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소현성록>에서는 이러한 서술자의 편재성

과 개입성조차도 큰 틀에서는 있었던 사실을 공적으로 기록하기를 표방하는 역사기

록자적 서술의식에 의해 견인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적 성향은 이후 논의

에서 <옥원재합기연>과 같은 소설의 서술자가 자신의 주관성과 감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양상과 비견됨으로써 보다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형식적 계승과 작가적 서술의식

작품의 곳곳에 제작경위를 반복 삽입하였던 <소현성록>과 달리, <유씨삼대록>의

제작경위에 대한 서술은 20권의 작품 말미에서 간략히 제시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소현성록>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 뉴시 졔인이 면〃브졀(綿綿不絶)여 문셩공(文成公)과 문튱공(文忠公)의 종(宗

嗣) 누(累代)의 치 번화(繁華)여 흥망(興亡)이 나라와 치 되니라.

㉡ 슬프다 뎐(此前) 사이 허물이 이시기게 고 튱효(忠孝)로 늘

잡으며 쥬(酒色)을 먼니고 위(位) 극여러 부인으로 모호디 아니고 형셰

브득이 나 고혹(蠱惑)미 업고 챵뉴(娼流)갓가이 아니며 허다 손(子孫)

이 〃로 가(家行)을 샹오디 아냐 물을 더러이 넉이고 신의두터이 니

엇디 시쇽(時俗) 됴고만 공명부귀로 미을 구며 부모형뎨경(輕)히 며 쳐

듕(重)히 여 몸의 〃로오믈 젼쥬(專主)무리로 여곰 이 가온죄

인이 아니리오. 슬프다 초공은 엇던 사이완오(五子) 치 영웅(英雄) 군

(君子)의 틀이 이셔 손은 건곤(乾坤)을 튝황(蹙惶)고 셰샹을 건질 죄 잇

뇨. ㉢ 내 아답고 심복(心服)믈 이긔디 못여 일만(一萬)의 나흘 긔록(記錄)

여 셰상의 뎐노라. 우왈 은쳥광녹태우(應天光祿大夫) 좌도어(左都御史) 셩운은

셰(世代)로 뉴문과 친배라, 초공 부뉵인(六人)의 특이실과 출인(出人)

모마 민멸(泯滅)티 못여 삼가 긔록니 쳔츄(千秋)의 지음(知音)디

어라. <유씨삼대록> 20권, 56-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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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삼대록>의 말미는 유부 후손들의 후일담(㉠), 교훈(㉡), 제작경위(㉢)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소현성록>에 비해 그 분량이 소략하기도 하지만, 특히 제작경

위에 대한 서술(㉢)은 <소현성록>과 비교하였을 때 주목할 만한 차이가 확인된다.

우선은 기록의 계기와 관련하여 차이가 확인되는데, 앞서 살펴보았듯 <소현성록>

은 인종 황제가 포증과 여이간 등의 관료에게 소현성의 행적을 기록하도록 명을 내

림으로써, 두 관료가 소부의 일기를 수습하여 소현성의 전을 짓고 그 자식 대의 별

전까지 짓게 된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반면, <유씨삼대록>의 가상작가 성운은 유

씨 집안과의 친분을 지닌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바, 그는 유우성과 그의 다섯 아들

의 특이한 행실과 출중한 재모가 아름답고 이에 심복(心服)하여 이를 기록하였다고

밝힌다. 즉, 성운의 집필은 황제의 명을 받아 공식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유씨

집안과 친하게 지내던 개인적 친분과 그 자신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 작업으로 설

정된 것이다. <소현성록>에 비해 <유씨삼대록>에는 텍스트에 공적 성격을 부여하

고자 하는 의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관련하여 작품의 제작 시점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후일담 관련 대목(㉠)에서

서술자는 번성하던 유부가 몰락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간략히 제시하면서 “누의

치 번화여 흥망이 나라와 치 되니라”라고 서술한다. 이에 따르면

유부는 명나라의 멸망과 함께 몰락하였으며, <유씨삼대록>은 그러한 몰락 이후 성

운이라는 유부 주변의 인물에 의해 작성된 기록으로 표방된다. 다만 이러한 서술을

신뢰한다면, 유부 내에서 벌어진 갖가지 사건들을 성운이 직접 듣거나 목격하는 것

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성운이 어떻게 <유씨삼대록>을 집필할 수 있었는가에 대

한 보다 자세한 해명이 필요해진다. 이를테면 <소현성록>에서 포증과 여이간이 소

현성의 아들 소운성으로부터 전해 받은 소부의 일기를 주 자료로 삼아 주변 친지들

의 증언 등을 참고하여 <소현성록>을 집필하였다고 제시되듯이, <유씨삼대록>에

서도 기록의 근거가 되는 제반 자료들을 어떠한 경위로 입수하였는지에 관한 설명

이 제시되어야만 가상작가 설정이 논리적으로 해명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흥미롭게도 <유씨삼대록>에는 현전하는 <유씨삼대록>이 어떻게 편찬되

어, 어떠한 경과를 거쳐 독자들에게 이르게 되었는지를 해명하려는 시도가 나타나

지 않는다. 이는 <소현성록>에서 일기를 기록하는 기실들을 서사 내부에 배치하고,

일기를 토대로 <소현성록>을 집필하는 가상작가를 실존 인물들로 설정하고, 다시

금 그 기록이 실존 인물에 의해 발견되어 전해지는 경과까지 덧붙이는 등, 겹겹의

장치를 통해 텍스트의 제작과 전래의 과정을 꼼꼼하게 설정한 것과는 상이한 양상

이다. <유씨삼대록>에는 텍스트의 제작 근거 및 전래의 경위를 설득력 있게 제시

해야 한다는 강박이 거의 부재하는 듯 보이는데, 소설에는 사관이 부수적으로만 등

장할 뿐이며,252) 제작경위 대목에서는 성운이 유부 내의 내밀한 사건들을 어떻게 일

일이 기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해명이 상세하지 않다.

252) <유씨삼대록> 3권, 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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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씨삼대록>의 전편인 <유효공선행록>과도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다. <유

효공선행록> 말미의 제작경위 대목에서 가상작가 강선백은 그의 선친(先親) 강형수

가 유연과 매우 두터운 친구사이[金蘭之交]였을 뿐만 아니라, 강선백의 서모인 난향

은 유연의 아내인 정부인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서모로부터 유부의 이야

기를 익히 전해들을 수 있었다고 밝힌다. 이에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유연과 유

홍의 이야기에, 난향으로부터 전해들은 유부 내 여성들의 이야기를 더하여 <유효공

선행록>을 기록하였다고 서술한다.253) 이러한 제작경위 대목은, 강선백이라는 유부

의 경계 밖에 놓인 인물이 어떻게 유부 내의 은밀한 사정들, 특히 규방이라는 내밀

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까지 속속들이 알고 기록할 수 있었던가를 나름대로 합

리적으로 설명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는 <유효공선행록>의 후편인 <유씨삼대

록>에서 가상작가로 설정된 성운이 유부의 내밀한 사건들을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점과 대비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씨삼대록>은 제작경위를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텍스트를 ‘사실

에 대한 기록’으로 표방하려 하는 의식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텍스트로 보인다.

작품 말미의 제작경위 대목에서는 성운이라는 인물이 가상작가로 등장하기는 하지

만, 성운은 자신이 어떻게 유부 내의 기록을 입수하여 그토록 세세한 장면들을 기

록할 수 있었는지를 ‘사실적으로’ 입증하려 하지 않으며, 다만 <유씨삼대록>의 교

훈적 가치를 자신의 제작 의도와 결부시켜 제시할 따름이다. 특히 <소현성록>의

가상작가인 포증과 여이간 등이 소부의 인물들에 대한 사실적이고도 공정한 기록을

천명하며 <소현성록>을 ‘공론’으로 의미화하고자 한 것과 달리, <유씨삼대록>의 가

상작가 성운은 자신의 기록의식 및 기록의 방법론을 표명하려는 자의식을 거의 내

비치지 않는다. 이를 통해 보자면 <유씨삼대록>은 <소현성록>을 비롯한 전대 한

글장편소설이 제시한 제작경위 대목을 계승하여 작품 말미에 포함시켰으되 이를 명

목상으로 계승한 데 가깝고, 제작경위 대목과 실제 서술의 연관성을 강화하는 데

큰 공력을 기울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흥미로운 점은 <유씨삼대록>의 제작경위 대목에서 성운이 스스로를 일인칭 ‘나’

로 칭하는 부분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소현성록>의 경우 가상작가 포증과 여이간

이 제작경위를 밝히는 대목에서조차 일인칭 주어는 활용되지 않고 삼인칭화하는 서

술이 나타나는바, 이는 <소현성록>이 공적인 서술의식을 지향한다는 점과 자연스

럽게 연동된다.254) 그러나 <유씨삼대록>에서 스스로를 기록 주체로 밝히는 가상작

가 성운은 “내 아름답고 심복믈 이긔디 못여”255)라며 일인칭 주어의 활용을 통

253) 규장각본 <유효공선행록> 6권, 72-73면.
254) 역사서의 논찬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군자왈(君子曰)’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되며 <사
기(史記)>에서는 ‘태사공왈(太史公曰)’의 형태로 계승되어 나타난다. 이주량, 사마천 사기의 필
법: 논찬에 의한 포폄의 확정 , 인문학연구42, 숭실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255) <유씨삼대록> 20권, 57면. 흥미롭게도 국립중앙도서관본과 달리 장서각본 및 한글박물관본 등에
서는 일인칭 주어 ‘나’의 활용이 나타나지 않으며 ‘기록’이라는 표현 대신 ‘찬’이라는 표현이 활용되
고 있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들은 필사자들에 따라 작품의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을 강화하고자 세
심한 변개를 가하기도 하였음을 확인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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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신의 주관성을 노출하며, 이는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의 약화를 방증하는 징

후로 읽히기도 한다. 이때 <유씨삼대록>에서 서술자의 일인칭주어 ‘나’의 활용이

나타나는 것은 해당 대목뿐이고 <유씨삼대록>의 전반적인 서술은 가상작가 성운의

시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곧 <유씨삼대록>의 가상작가

와 서술자의 불일치를 드러내주는 표지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일인칭 주어 ‘나’가

등장하는 <유씨삼대록>의 제작경위 대목(3면 분량)은 유부에서의 사건이 전개되는

중심 서사와 상당히 이질적인 담론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256)

그렇다면 제작경위 대목 외의 나머지 서사는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가? 우선 앞서

살펴본 <소현성록>에서 다양한 삽입 텍스트가 제시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유씨

삼대록>에도 행장과 제문, 표문, 조서, 편지 등 다양한 성격을 가진 삽입 텍스트들

이 직접 인용의 형태로 배치되면서 서술자의 담론을 변주하고 있다. 다양한 삽입텍

스트 가운데에서도 여타의 한글장편소설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는 제문과 행장이 적

극 활용된다는 점은 주목되는데,257) 이를테면 <유씨삼대록> 8권에는 유세형이 작성

한 진양공주의 제문이, 20권에서는 유세기가 작성한 유세형의 제문과, 예부시랑 이

몽양이 천자의 명을 받아 작성하고 유세기가 윤색한 유세형의 행장이 각각 상당한

분량으로 삽입되어 있다.

관련하여 <유씨삼대록>에서는 유부 내 인물들이 가문 구성원의 죽음 이후 행장

과 제문을 작성하는 과정이 상세히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19권에서는 죽음

을 앞둔 유세형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행장을 꺼내어 자신의 형제들과 여러 번 검토

하여 집필하는 장면, 유세형이 하태후가 내린 진양공주의 행장에 관하여 진양공주

의 어진 행실은 기록하되 신명한 행적에 관해서는 삭제한 뒤 이를 아들에게 전하는

장면 등이 확인된다.258) 이러한 장면은 포증과 여이간이 일기의 사실성을 따져보며

<소현성록>을 집필하던 과정과 일견 유사해 보이나, <유씨삼대록>의 경우 해당

작업이 가상작가의 집필과는 무관하게 유부 내 가문 구성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또한 유세형이 진양공주의 행적을 수정하는 대목에

서는, 진양공주의 행적이 ‘사실일지라도’ 지나치게 신이하여 후세 사람들이 믿지 않

고 의심하며 비웃을 수 있다고 판단한 부분은 삭제하는 등 편집의 방향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가상작가가 나서서 진양공주에 관한 서술이 사실임을 거듭 강조하지

않더라도, 오히려 유세형이 진양공주의 행장을 편집하는 장면을 통해 ‘믿기 힘들 정

도로 신이한 진양공주의 행적이 사실임’이 역으로 강조되기도 하는 것이다.

이때 제문과 행장 등을 자료 삼아 가상작가 성운이 <유씨삼대록>을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적극적으로 추론해볼 수도 있겠으나, 정작 제작경위 대목에서 이러한 연

관성은 표명되지 않는다. 이는 <유씨삼대록>이라는 소설에서 가상작가의 집필 근

256)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유씨삼대록>의 서술의식에 관한 분석은 앞선 1절에서 <소현성록>에 관
한 분석이 제작경위에서 표명되는 서술의식과 실제의 서술 양상 간의 관계를 따져보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

257)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속 제문(祭文)을 통해 본 바람직한 남성상 , 이화어문논집49, 이
화어문학회, 2019b, 86-87면.

258) <유씨삼대록> 19권, 35-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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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기록의 사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그다지 중

요한 문제로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종류의 삽입텍

스트를 통해 서사에서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를 따져보는 데로 논의의 초점을

이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양한 삽입텍스트 가운데에서도 긴 분량으로 삽입되는 제문과 행장 등은 서사의

흐름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제시되면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을 애도하고 그의 삶을 의미화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유씨삼대록>이 죽음의 문제를 상당히 본격적으로 다루는 소설이

자,259) 죽음을 서사구성의 원리로 활용하여 적절한 지점에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소

설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위치 내용

1권
유정경의 죽음 - 유연의 죽음 – 정부인의 죽음
(홍치제 붕어, 정덕제 등극)
유홍의 죽음 – 성부인의 죽음

7권
∼
8권

유백명의 죽음 – 유백경의 죽음
(정덕제 붕어, 가정제 등극)
태후의 죽음 – 진양공주의 죽음

19권
∼
20권

이부인의 죽음 – 조부인의 죽음 - 유우성의 죽음
유세형의 죽음 - 엄태감, 장손상궁의 죽음 - 초공의 창첩 찬향, 월심의 죽음
(10여년 뒤) 유세창과 유세필의 죽음 - 설씨와 박씨의 죽음
장상서 부부의 죽음 – 장부인(장혜앵)의 죽음
유세기의 죽음 - 유영주, 남씨의 죽음 – 유설영, 양관의 죽음 - 유현영과
유옥영의 죽음 - 유세경과 강씨의 죽음
(가정제 붕어, 융경제 등극 - 융경제 붕어, 만력제 등극)

<유씨삼대록>에서는 크게 세 지점에서 인물들의 죽음이 부각되고 있는바, 제1대

의 이야기(유우성 중심)와 제2대의 이야기(유세형 중심) 사이, 제2대의 이야기와 제

3대의 이야기(유현 중심) 사이, 그리고 제3대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며 서사가 갈무리

되는 지점 등이 그것이다. 특히 유씨 가문 내 인물들의 죽음과 황제의 죽음은 짝지

어 제시되는바, 이는 곧 새로운 황제로 상징되는 새 시대에서 유부의 새로운 세대

가 서사의 주축을 담당하도록 배치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자면 <유씨삼대록>에서 인물들의 죽음은 작품의 구성과 맞물려 상

259) 일찍이 한길연은 <유씨삼대록>에 그려진 다양한 죽음에 주목하여 이를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
였던바, 핵심인물이 요절하고 작품 곳곳에 가문 구성원들의 죽음이 나타나는 ‘죽음의 전경화’, 일상적
인 죽음의 모습을 핍진하게 형상화하는 ‘죽음의 일상화’, 죽음을 관리하고 기억함으로써 권력기반을
창출해내는 ‘죽음의 권력화’ 등이 그것이다. 한길연, 앞의 글, 2007. 이러한 선행연구를 수용한 위에서
본고는 소설 내에서 인물들의 죽음이 특정한 지점에 의도적으로 ‘배치’됨으로써 서사의 구성 원리로
서 작동하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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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의식적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소현성록>과도 비교하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의 서사가 마무리되는 본전의 4권 말미에

는 소현성의 말년과 죽음이 제시되지만, 이후 5권부터 전개되는 별전의 서사는 소

현성의 생존 시기로 서술시점이 되돌아가 그의 자식 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전개되

는 등 다소간 비유기적 서사 구성이 확인된다. 4권 말미에서 제작경위 과정을 제시

함으로써 이러한 시간적 왜곡을 해소하려 하지만,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세대

의 전환이 서사적으로 어색하게 처리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반해 <유씨삼대록>

은 세대록(世代錄) 형식을 계승하면서도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세대의 전환을

유려하게 처리하는데, 이는 가문 구성원의 죽음이라는 사건을 세대 전환 기점마다

배치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가문 구성원이 죽음을 맞이하고 남겨진 이들이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서사화 함으로써 비교적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의 서사

적 이행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유씨삼대록>이 단지 이야기를 전달

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관한 고민 위에서 구성된, 상당히 유기

적인 구성물임을 드러내준다.

이와 더불어 죽음을 앞둔 인물들에 의해 “믈셩이쇠(物盛而衰)고기변야(固其變

也)라”라는, 이른바 ‘만물이 흥성하면 쇠하기 마련이며 진실로 그 변화하는 것이 이

치’라는 동일한 발화가 세대를 거쳐 반복 인용된다는 점도 주목된다.260) 해당 발화

는 인물들의 세계관을 드러내주기도 하지만, 해당 발화 이후 발화 당사자를 포함한

인물들의 죽음이 연달아 제시된다는 점에서 서사적으로는 가문의 번영 이후 가문의

구성원들이 죽음을 맞는 하강의 서사 전개를 예시(豫示)하는 기능 또한 담당한다.

즉, ‘물성이쇠 고기변야’라는 언술은 즐거움과 슬픔,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 교차하는

<유씨삼대록>의 서사 구성 원리를 집약적으로 제시해주는 셈이다. 이외에도 “즐거

우미 비록 극(極)나 만영(滿盈)의 두리오미 업디 아니터니”261)라거나, “믈(物)이

득면 넘치고 즐거오미 극(極)면 슬프미 오니”262), “낙극비(樂極悲來)를 면

(免)티 못하미라”263)와 같은 발화 또한 소설의 구성과 공명한다고 볼 수 있다.

260) <유씨삼대록> 1권, 36면; 7권, 86면. 이러한 인물들의 발화는 가문의 지나친 번영을 경계하라는
맥락에서 나타난다. <유씨삼대록> 1권에서는 유우성이 이부총재에 오르는 등 가문의 융성함이 극
에 달한 지점에서 유연의 해당 발화가 나타나며, 곧이어 유정경, 유연, 정부인, 유홍, 성부인 등의
죽음이 제시된다. 한편 <유씨삼대록> 7권에서는 더욱 번화하고 화목해진 유씨 가문의 영광이 그려
진 직후 유백경에 의해 동일한 발화가 제시되며, 곧이어 유백명, 유백경이 죽음을 맞이하고, 곧이어
8권에서는 황제의 죽음과 더불어 태후의 죽음 및 소설의 핵심 인물인 진양공주의 죽음이 잇따른다.
관련하여 현대어역본에서는 원문의 ‘고기변야’를 ‘진실로 기틀이 변화하는 이치’라고 풀어 ‘기’를 기
틀(機)로 풀었으나 <사기(史記)> ‘평준서(平準書)’에서 전한의 사회상이 비판적으로 제시되는 가운
데 ‘사물이 번성하면 쇠하니 진실로 그것이 변화하기 때문이다[物盛而衰, 固其變也.]’라는 구절이 확
인되므로 그(其)로 푸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한다. 더불어 ‘사물이 성하면 쇠하게 되고, 시대도
극한에 다다르면 전변되어, 질박을 숭상하는 시대와 문채를 숭상하는 시대가 번갈아 나타나니 이는
사물이 끝에 이르면 다시 시작되는 변화의 이치라[是以物盛則衰, 時極而轉, 一質一文, 終始之變也.]’
라는 사마천의 논평에서는 해당 원리를 재강조하는 양상도 확인된다. 성균관대 동양사연구실, 사
기(史記) 평준서(平準書) 역주 1-2, 중국사연구13-14, 중국사학회, 2001; 사마천, 박일봉 역, 사
기 본기, 육문사, 2012.

261) <유씨삼대록> 7권, 4면.
262) <유씨삼대록> 12권, 71면.
263) <유씨삼대록> 20권,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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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유씨삼대록>에서 인물들의 죽음은 스토리의 층위뿐만 아니라 담론적 층

위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듯 보인다. <유씨삼대록>은 인물들이 죽음을 수

용하는 태도나 가문 구성원들의 애도 과정을 다각적으로 다룸으로써 죽음이라는 인

간 삶의 근본 문제를 진지하게 소설화하면서도, 인물들의 죽음을 새로운 서사를 추

동하는 서사 내적 계기가 되도록 배치함으로써 삶과 죽음, 흥성하는 것과 쇠하는

것, 즐거움과 슬픔이 교차하는 순환론적 세계관을 소설의 구성 원리로써 구현하였

다. 인물들이 발화를 통해 드러내는 ‘물성이쇠 고기변야’, ‘락극비래’ 등의 인식은 실

제 소설의 구성과 상당히 정합적으로 맞물리는바, 이는 <유씨삼대록>의 실질적 주

인공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서사적 비중을 차지하는 진양공주가 8권에서 25세의 나

이에 요절하는 사건을 통해 상징적으로 구현되기도 한다.264)

이때 <유씨삼대록>의 서사 내적 차원에서 진양공주의 요절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라고는 볼 수 없다. 서사 전개 가운데 진양공주의 인물됨이 너무 뛰어나 요절할 것

이라는 인물들의 발화가 거듭 제시되는 등265) <유씨삼대록>은 치밀하게 진양공주

의 요절을 예비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소설이기 때문이다. 실상 <유씨삼대록>의 구

성원리에 따르자면, 진양공주의 하가(下嫁) 이후 가문 내 위기와 갈등을 극복하며

화려함과 번성함이 극에 달해가던 유부의 서사가 진양공주의 죽음이라는 하강의 계

기를 맞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볼 수 있다. 더욱이 진양공주가 신인(神人)으

로 일컬어질 만큼 비범한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8권 이후의 서사 전개는

‘진양공주가 부재함으로써만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의 서사화이기도 하다. 즉, 진양

공주의 요절은 서사적으로 ‘필요’했으며, 그녀의 죽음은 인물들의 죽음을 통해 서사

의 추동력을 마련하는 <유씨삼대록>의 서사원리를 명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진양공주의 죽음 이후에도 <유씨삼대록>의 서술자가 그녀를 지속

적으로 상기시킨다는 점이다. 앞선 Ⅲ장에서 진양공주 사후에도 유부 내 여성인물

들에 대한 진양공주의 압도적 우위를 상기시키는 서술자의 논평이 나타남을 살폈듯

<유씨삼대록>의 서술의식은 진양공주라는 인물의 강력하게 정향된 양상을 보인다.

이를테면 10권에서 유부에 파란을 일으키는 장설혜의 악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에 삽입된 서술자의 논평이 단적인 사례이다. 서술자는 요순의 덕을 이은 진양

공주의 교화의 유풍이 유부의 여성들에 의해 면면이 보존되어 계승되어왔다면서,

진양공주와 이들 여성들의 관계를 “슌(舜)의 팔원팔개(八元八愷)와 공부(孔夫子)

의 칠십(七十子)”에 비유하며 유부 내 여성인물들을 계보화하고, 이러한 부덕(婦

德)의 계보가 장설혜로 인해 위험해진 상황의 심중함을 드러낸다.266) 진양공주 사후

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논평에조차 진양공주를 중심으로 하는 인식이 반영된다는

점은 서술자의 서술의식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남긴다. 이러한 특징은 물론 스토리

264) <유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가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녀의 죽음이 다루어지는 방식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고할 만하다. 박일용, 앞의 글, 1997; 한길연, 앞의 글, 2007; 이지하, 앞의 글,
2017. 본고는 서술자의 서술의식 내부에서 진양공주가 가지는 중요성 및 진양공주의 죽음이 담당하
는 서사적 기능과 그 효과를 중심적으로 논할 것이다.

265) 전기화, 앞의 글, 2016, 51-52면.
266) <유씨삼대록> 10권, 13면-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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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개와도 연관되는 것이기도 하다. 진양공주는 죽음을 맞이하며 두 통의 편지를

장손상궁에게 맡기는데, 이후 9권에서 유세형이 권력을 농간하는 환관세력을 처단

하려다 진양공주의 편지를 읽고 포기함으로써, 12권에서는 천자가 진양공주가 남겨

둔 표문을 읽고 유세형의 역모에 관한 의심과 오해를 거둠으로써 유부는 두 차례의

큰 위기를 모면한다.267) 진양공주가 남긴 두 통의 편지는 유부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서술자가 진양공주가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것 또한 자연스럽게 정당화된다.

나아가 진양공주에게 강력하게 정향된 서술의식은 소설 내 인물들의 발화와도 공

명하는 양상을 보인다. 실상 <유씨삼대록>에서는 유세형(아버지) 세대의 갈등이 유

현(아들) 세대에서도 유사하게 반복 변주되는데, 전반적인 상황의 상동성에도 불구

하고 비범한 통찰력을 지닌 진양공주가 부재하다는 차이로 인해 갈등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로 인해 진양공주의 죽음 이후의 서사 전개에서 유부의 가문

구성원들은 진양공주 생전의 사적을 상기시키며 상대의 깨달음을 촉구하거나 진양

공주를 대신해야 하는 스스로의 책임감을 되새기기도 하며,268) 유부에 닥친 위기를

진양공주의 부재와 연결지어 “만일 션비(先妣) 계시면 엇디 금일이 이시리오”라며

한탄하기도 한다.269) 이러한 인물들의 발화를 통해 <유씨삼대록>의 서사세계 내에

서 진양공주가 지니는 중요성이 재강조되며, 인물들이 처한 세계는 ‘진양공주의 죽

음 이후의 세계’로 의미화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유씨삼대록>의 서술의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살펴보았듯 <유씨삼대록>에는 제작경위 대목과 실제 서사의 서술 간의 연

관성이 약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상의 사실성을 입증하거나 기록의 방법론에

있어서의 사실적인 기록임을 표방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게 다루어지지도 않는다.

이는 <소현성록>과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으로, 두 작품의 차이는 소설이 창작되고

향유되는 환경의 변화와도 무관하지 않은 듯 보인다. 한글장편소설의 최전성기인

‘18세기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는 <유씨삼대록>은 <소현성록>에 비해 후대의 소설

이자 전작 <유효공선행록>에 이어지는 후작으로서 앞선 한글장편소설들의 토대 위

에서 창작되었다. 즉, <유씨삼대록>은 한글장편소설의 장르적 규약을 사실상 창안

하였던 <소현성록>과는 놓이는 맥락이 판이하며, 한글장편소설이 문화적 향유물로

서 자리 잡고 이 장르에 관한 독자들의 기대지평이 비교적 확립된 시점에 창작되고

향유된 작품으로 볼 수 있다.270)

이미 마련되어 있는 장르적 규약을 재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유씨삼대록>의 작가

267) 물론 진양공주의 편지만으로 유부 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12권에서
가까스로 유세형에 대한 모함이 해결된 직후, 유현은 아버지 유세형을 위태롭게 한 자신의 둘째 부
인 장설혜를 죽인다. 이후 장설혜를 모시던 계영의 딸 모란은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복수를 갚겠다
며 장황후에게 접근하여 유현의 첫째 부인인 양소저를 참소하고, 이에 현혹된 장황후는 양소저를
유폐시키기로 결정하는 등 사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격화되어간다.

268) <유씨삼대록> 10권, 54-55면.
269) <유씨삼대록> 13권, 30면.
270) 정병설, 앞의 글, 1998a, 250-252면; 정병설, 앞의 책, 2016, 121-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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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있어 가상작가와 서술자 사이의 연관성을 구축하고 제작경위 대목과 실제 서

술 간에 긴밀성을 꼼꼼하게 설정하는 것은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실상 <유씨삼대록>의 작가가 전대 한글장편소설들에 나타나는 제작경위

대목을 계승하여 활용한 것은 다분히 실용적인 선택이었을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

는 가상작가 설정이 실제 작가와 작품 사이의 안전한 미학적 거리를 확보해주고 독

자들의 소설 향유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실질적인 유용성을 지닌다는 점, 해당

장치를 계승하지 않을 경우 작가와 작품 및 독자 간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하

고, 소설의 서술에 있어서도 역사기록자의 서술 시각과 문체가 아닌 새로운 형식을

고안할 필요가 발생한다는 점 등에서 그러하다.

오히려 <유씨삼대록>의 작가에게 있어서는, 기존의 형식을 활용하면서 그 형식

안에 작가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완결성을 갖춘 하나의 작품으로 구현해내

는 것이야말로 중요한 문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의 문제의식이란 명목상의 가

상작가인 성운이 밝히는 집필 의도와는 완전히 별개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작품을

통해 구현되는 실제 작가의 고유한 창작의식을 이른다. 이를테면 <유씨삼대록>은

가족사 서술의 형식을 계승하고 있으나, 살펴보았듯 그 형식을 경유하여 사실상은

‘죽음에 관한 진지한 관심’, ‘사물이 성하면 쇠한다는 세계관’, ‘진양공주라는 독보적

여성인물에 대한 강한 정향성’ 등을 결합시켜 정합성을 갖춘 한 편의 소설로서 완

성도 높게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인물의 죽음과 같은 서사적 요소는 필요한

자리에 정확하게 배치되어 특정한 미학적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러한 배치

는 서사 담론의 구성적(構成的) 성격을 의식한 위에서 ‘하나의 전체’를 완결성 있게

이루어낸 결과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유씨삼대록>은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

을 계승하는 가운데, 실상은 작가적 서술의식을 완성도 높게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실험적 계승과 채록자적 서술의식

<옥원재합기연>은 <유씨삼대록>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작품 말미의 제작경위

대목을 계승 및 변용한 작품이다. <유씨삼대록>이 제작경위 대목을 명목상으로 남

겨둔 채 실질적인 서사 전개와 분리시킨 반면, <옥원재합기연>은 제작경위 대목의

설정을 서사 내적으로 끌어들인다. 통상 작품의 말미에나 등장하던 가상작가를 서

사 전개 가운데 주요 인물로서 등장시키는 실험적 시도를 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

로 인해 사실상 서사 전반의 서술이 재편되는바, 우선 소설 말미의 제작경위 대목

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그 송각의셔 옥원(玉鴛)을 일코 송각의셔 원앙을 합(再合)니 긔화신사(奇話神

事)민멸(泯滅)쟈 아니라. 일시의 일(一代才士) 셕도텸이 송봉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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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연(參宴)코 도라가 글을 지어 뎐(前事)긔록니 슈뎨(首題) 옥원긔연이라.

글을 짓즈음의 그 벗 슉당(叔黨) 소괘(蘇過) 보고 문평평이 윤여 셕시(昔

時)의 읏긔난 연기(記)고 소문(所聞) 소견(所見)을 더어 곰 쟝쟈(長者)의 소

견과 내가(內家)의 교망(翹望)믈 엇고져라271) 한거(閑居)디라 나아가 질문하니 영

빈이 군슉녀의 대효대졀(大孝大節) 대의대신(大義大信)을 감탄고 반탄의 문(文

辭)칭미(稱美)여 부혀 졈쥰(點竄)여 문윤니, 반탄이 희지우열지

(喜之又悅之)여 원우원년(元祐元年, 1086) 삼월 삭됴(朔朝)의 간(開刊) 옥원여

뎐파명화(傳播名華)의(意)이 미진고 문(文)이 여필니 후일의 부(附) 옥원뎐

셔지으니 대개 물유시죵(物有始終)고 시유본말(時有本末)이라. 셔(書)의 슈미(首

尾)초고 봉희 형뎨 남녀가(男娶女嫁)의 긔특셜홰(說話) 쇼셜의 이시니 호왈

슈뎨 십봉긔언이니 편으 그 대략만 초(抄)니라. <옥원재합기연> 21권, 73-75면

<옥원재합기연> 21권 말미에는 가상작가의 제작경위가 서술되고 <옥원전해>나

<십봉기연>과 같은 관련 작품들에 관한 간략한 소개가 덧붙는다.272) 제작경위에 따

르면 석도첨이라는 인물이 소세경과 이현영 부부의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옥원재합기연>이라고 이름 붙였고, 이 글을 석도첨의 벗 소과(蘇過, 1072-1123)가

윤색한 뒤 자신의 작은아버지인 소철(蘇轍, 1039-1112)에게 보여주었으며, 소철이

두 부부의 행적에 감탄하고 석도첨의 글을 칭찬하면서 다시금 윤색을 가하였다.273)

소과와 소철 등의 개입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일차 기록의 주체는 석도첨이고 서사

곳곳에서 석도첨이 기록하는 장면이 제시되기도 한다는 점에서,274) 석도첨을 <옥원

재합기연>의 가상작가로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할 수 있을듯하다.275)

271) 규장각본 원문에서는 “엇고져라” 뒤에 긴 공백이 나타나고 줄을 갈아 “한거디라”로 연결되는
데, 문맥상 어색함이 있다. 장서각본의 경우, “엇고져 그 계부 영빈(穎濱) 션소공(蘇公) (子
由) 마쵸아 긔(枳塞)으로 한거(閑居)디라 나아가”라며 그 문맥이 보다 상세히 나타난다. 규장
각본의 저본과 달리, 장서각본의 필사 저본은 완전한 형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서각본에서
는 인용문 말미의 “셔의 수미∼ 초니라”의 대목이 삭제되어 나타난다.

272) <옥원재합기연>의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짜여있어 보유작(補遺作)으로도 평가되는
<옥원전해>에서 제시하는 제작경위는 다음과 같다. 소세경과 이현영 부부에 관한 소문이 널리 퍼
지자 이과라는 인물이 이를 토대로 <원앙기>를 짓는데, 이과는 자신이 전해오는 이야기에만 근거
해 글을 지었을 뿐 일의 본말을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석도첨에게 글의 점찬(點竄)을 부탁한다.
이후 석도첨과 소과는 글을 개작하고 제목을 <옥원재합기연>으로 고치며, 소식, 소세경 등에게 이
글을 보여주게 되고, 경진수에게까지 이 글이 닿게 되면서 본격적인 사건이 전개되기 시작한다. 석
도첨에 앞서 이과라는 원작자가 있다는 설정은 <옥원재합기연>의 제작경위에서는 제시되지 않는
바, 본고에서는 <옥원재합기연>에 한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273) 가상작가 석도첨의 집안 설정은 실제 북송 대 석연년(石延年, 994-1041)에게서 가지고 온 것이며,
작품의 윤색을 돕는 인물로 설정된 소과와 소철 등 역사적 실존 인물에서 빌려온 것이다. 이외에도
<옥원재합기연>이 역사적 인물들의 행적을 수용해 인물 설정에 반영한 양상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지연숙, 앞의 글, 2001; 이지하, 앞의 책, 41-59면. 한편 주인공 소세경의
아버지로 설정된 소송은 북송의 실존 인물 소송(蘇頌, 1020-1101)을 모델로 삼은 인물임이 밝혀졌
고 소송의 자식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도 논의되었으나, 소송의 여섯 번째 아들 소와(蘇携)가 그의
아버지 소송의 문집 <소위공문집(蘇魏公文集)>을 편찬하였음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소세경이 소송
의 외아들로 설정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겠다. 류영표, 소송 후사료시 주석(Ⅰ) , 중국
학36, 대한중국학회, 2010.

274) <옥원재합기연> 7권, 67-68면; <옥원재합기연> 21권, 5면.
275) 석도첨은 다섯 형제 가운데 셋째이며 나머지 형제들과 더불어 한 무리처럼 등장한다. 이들은 일
을 꾸미고 재미있는 일을 구경하기 좋아하는 호사가(好事家)들로, 거의 한 사람과 같은 역할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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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가상작가로 설정된 석도첨은 소설의 여주인공인 이현영과 이종사촌지간으로,

<옥원재합기연>의 서사 내내 주요한 인물 중 한 명으로서 움직이고 있다. 앞서 살

펴본 한글장편소설들의 가상작가가 서사 전개 과정에서 주요한 인물로 등장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소현성록>에서는

가상작가 포증과 여이간이 소부 내 인물과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타나기는 하

지만 그 범위는 제작경위 서술로 넘어가는 점이지대에 국한되어 있으며, <유씨삼대

록>의 성운은 장르관습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동원된 인물이기에 그 비중이 축소되

어 있다. 그러나 <옥원재합기연>의 가상작가 석도첨은 소세경과 이현영 주변의 이

야기를 수집 및 기록하는 인물로서, 작품 말미의 제작경위 대목 외에 실질적인 서

사 전개에서도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276)

이렇듯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석도첨이 가상작가로 설정됨에 따라, <소현성록>

이나 <유씨삼대록>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서술상의 난점이 발생한다. 석도첨은

주인공들과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는 만큼, 일견 주인공들 주변에서 벌어진 사건들

을 기록하기에 적격인 듯 보인다. 그러나 석도첨은 주인공들과 동시대에 살아가는

평범한 인물일 뿐이기에, 그가 인간적 한계를 뛰어넘어 서로 다른 장소에서 동시적

으로 전개되는 사건들을 어떻게 모두 기록할 수 있었는가에 관한 해명이 필요해진

다.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유씨삼대록>에서 그러하였듯 제작경위

대목을 명목상으로만 남겨둔 채 실제 서사와 분리시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옥원재합기연>은 석도첨이 기록자로 등장하는 대목을 서사의 곳곳에 제시하면서

제작경위 대목의 설정을 실제 서사와 연동시킨다. 나아가 석도첨이 특정 장면들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는지를 합리적으로 해명하고자 시도한다. 이를테면 석도첨이

사건을 직접 목격하는 목격자로 설정된다거나, 다른 인물들에 의해 특정 장면이 목

격되고 전파되는 과정을 제시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277) 특히 소설의 마지막 권인

다고 볼 수 있다(한길연, 앞의 글, 135면). 실제로 소설에서 형제들이 목격하거나 엿들은 이야기들
이 <옥원재합기연>의 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별도의 설명을 거치지 않고서도 자연스럽게 정당화되
며, 21권에서 석도첨의 발화 가운데 “우리 등이 옥원합을 지으” 라는 표현이 확인되기도 한다.

276) 선행연구는 가상작가 석도첨의 활용 방식에 관하여, 전지적 시점에서 탈피하여 등장인물의 시점
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써 객관성과 사실성을 높이려 하였다거나(정병설, 앞의 글, 1999a, 95면), 가
상작가의 존재를 통해 사실성을 강조하면서도 가상작가에 의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전달되는 것임
을 인식시켜 독자와 작품 사이에 거리를 형성하였다거나(이지하, 앞의 책, 236-250면), 객관적 관찰
자로서의 가상작가를 설정하여 제한적 서술을 시도하는 한편 창조자로서의 서술자의 면모 또한 투
영하였다(한길연, 앞의 글, 2006, 146-147면)는 등 <옥원재합기연>이 가상작가를 서사 내 관찰자로
설정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고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특정한 관찰자 인물을 설정하는
방식이 소위 전지적 서술에 비해 높은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공히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고는
공적 서술의식을 표방하는 역사기록자가 아니라, 관찰자 인물을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관찰
자의 주관과 해석을 공공연하게 표출하는 계기로 작동하였다고 본다. 또한 <옥원재합기연>의 실제
서술이 과연 객관적인지의 여부도 따져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 <옥원재합기연>의 말미
에 나타난 제작경위 대목 및 <옥원재합기연>의 실제 서술 양상을 살피고,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관
계를 따져볼 것이다.

277) 대표적으로 13권에서 이주통판으로 부임하기 위해 길을 떠난 소세경이 묵던 점사(店舍)에 한밤중
에 이지란이 방문하는 사건을 살펴볼 수 있다. 남복한 이지란이 여성임을 눈치챈 소세경이 도리로
써 개유하자 이지란은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간다. 이에 서술자는 소세경의 엄정함과 이지란의 회
과(悔過)함이 아름답다며 평한다. 이때 공교롭게도 소세경과 이지란 사이에 오가던 대화를 세 사람
이 엿듣고 엿보고 있었음이 서술자에 의해 제시된다. 우선 소세경의 옆방에 머물던 가이(賈易)와



- 144 -

21권에서는 석도첨에게 주요 정보가 전해지는 경위, 즉 석도첨이 이현영과 소세경,

이현윤과 경빙희 부부 간의 사적이고 내밀한 일들을 어떻게 알고 기록할 수 있었는

지가 상세하게 제시된다.

셜패 셔셔 듯다가 갈오대 “에기라 호방(豪放)아무어알니, 내가 듯고 오리

라.” 더연이 오“한미 늙으니 두틈스러운 숨소큰일나리. 윤필이가 군평이 

가 넉이냐, 텬하괴물(天下怪物)이니 들녓다가큰일나리” (…) [설화가] 어두운 구

석의 늘근 몸을 리쳐 급히 슬슬 긔여 금금 가셔 기거도연이 졀도(絶倒)

왈, “올타 노괴(老姑) 미산(眉山)의 이실 적 군평의 외(內外) 모든 슬컷 본가 시

브다. 우리 등이 옥원합을 지으미산 거몰나 장 무미(無味)더니 고(此

姑)의게 됴히 어더듯게 엿다.” (…) 필연이 나히 졈고 몸이 가야온디라 와가 모

퉁이의셔 셜파의 거동을 보니 재 치마와 웃오버서노코 발을 벗고 상금상금 가셔

창 아래 업드여 드며 혹 몸을 벽의 드쳐 머리창의 다혀 동졍(動靜)을 보니 과연

닉고 묘리(妙理) 잇디라. 초지겻셰오고 다 드후 으로 와 닐오,

“공잠도 못자고 봄져밤의 의 소듯고 인여 신셩(晨省)라 가시더이

다.” 인여 개개셰셰(個個細細)히 보시 다 옴기니, 몰낫더니 과연 셜패 니도

업고 언변(言辯)도 유여(流麗)니 셕시 오랑(五郞)이 머리다혀가며 허리븟들고

등을 치며 녑흘 질너가며 웃소훤텬(掀天)니 <옥원재합기연> 21권, 21-23면

위의 인용문에서 석도첨 무리는 여종을 통해 이현윤과 경빙희의 침방을 염탐하도

록 시키는데, 이때 이현영의 유모인 설화가 나서서 자신이야말로 염탐의 적임자임

을 피력한다. 석도첨 무리는 설화의 나이가 많아 숨소리가 거칠 것이라며 만류하지

만, 설화는 기침이 날 때 들키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바닥에 엎

드리며 시연까지 해 보인다. 이에 석도첨이 포복절도하며 설화를 침방으로 보내자,

설화는 치마와 웃옷, 신발까지 벗고 조심스럽게 다가가 창에 머리를 대고 능숙하게

염탐하고 돌아와서는 자신이 보고 들은 일을 “개개셰셰히 보시” 유려한 언변으

로 전한다.278) 이로 인해 설화의 엿보고 엿듣는 능력을 신뢰하게 된 석도첨은 인용

문 이후의 서사에서 설화에게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이에 설

화는 소세경이 여장하고 신분을 위장한 채 이부에 숨어 살던 시절의 이야기부터,

갖은 우여곡절 끝에 소세경과 이현영이 혼례를 올리고 미산에서 합방하는 육담(肉

談)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이현영을 가까이에서 모시며 보고 들은 사건들을 구술한

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를 석도첨이 밤새도록 받아 적는 장면이 제시된다.

해당 장면이 마무리된 이후에서는 이현영의 어머니인 공부인이 자신의 딸 이현영

주광정(朱光庭)은 건너편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엿듣다 결국 벽에 구멍을 뚫
어 두 사람의 행동거지까지 엿보고 감복하여 이를 세상에 널리 전한다. 나머지 한 사람인 석명연은
이 사건을 통해 크게 깨닫고 개심(改心)하게 되는 바 이는 또 따른 에피소드로 비화되기도 한다.

278) 이때 설화가 능숙하게 옷과 신발을 벗고 창 아래 엎드리는 모습 또한 필연(석도첨 형제 가운데
막내)에 의해 관찰되는 것으로 서술되고 있다. ‘설화가 이현윤의 침방을 어떻게 훔쳐보고 있는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설화를 관찰하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옥원재합기연>에서는 필연이
설화를 관찰하는 장면까지도 꼼꼼하게 설정해둔 것이다.



- 145 -

과 사위 소세경의 부부생활을 훔쳐본 내용을 조카 석도첨 무리에게 전하는 장면까

지 나타난다.279) 공부인은 설화와 함께 창밖에 엎드려서 딸의 침방을 훔쳐보면서

사위의 은근하고 다정한 모습에 기뻐하고, 이후 자신의 조카 무리를 만나자 가슴을

두드리고 발을 구르고 웃으면서 소세경의 다정한 모습을 “녁녁히 형용”하기까지 한

다. 이렇듯 <옥원재합기연> 마지막 권에서는, 주인공들의 사실(私室)을 훔쳐보고

엿듣는 주변 인물들의 생생한 전언(傳言)이 가상작가 석도첨의 <옥원재합기연> 집

필의 자료로 활용되었음을 드러내주는 장면들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보자면, 석도첨은 <옥원재합기연>을 엮은 가상작가이자 그 자신이 사

건의 목격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떠도는 소문과 다른 사람들의 목격담을 전

해 듣고 기록 편집하는 채록자(採錄者)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선 제작경

위 대목과 더불어 생각해본다면, <옥원재합기연>은 석도첨 그 자신의 견문과, 주변

에서 건너들은 소문이나 목격담, 믿을만한 이야기꾼으로서의 설화의 기억과 구술

등 다양한 이야기를 토대로 석도첨에 의해 일차적으로 집필된 후, 소과와 소철 등

에 의해 윤색된 텍스트라는 설정을 취하는 것이다. 요컨대 <옥원재합기연>은 여러

사람들의 기억, 구술, 소문 등을 집필의 자료로서 활용하여 거듭 수정 편집된 텍스

트를 표방하며, 이때 이야기를 채집하여 기록하는 가상작가 석도첨은 얻어들은 것

을 바탕으로 짓는 자로서의 전통적인 ‘소설가’280)에 상당히 부합하는 인물형이라고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제작경위의 설정이 소설의 실제 서술 양상과도 적절하게 조

응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앞선 Ⅲ장의 분석 가운데, <옥원재합기연>에서 여러 인

물들의 서사를 병렬적으로 겹치며 제시하는 소급 서술의 중첩을 상세히 살펴본 바

있다. 이는 동일한 시간 단위에서 동시적으로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겹겹이 포개어

서술하는 것으로, 단일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 서사를 선형적으로 꿰지 않고 여러

인물들의 서사를 모두 포괄하는 서술방식이다. 이러한 서술은 <옥원재합기연> 제

작경위의 설정, 즉 <옥원재합기연>이 석도첨에게 각기 다른 경로로 전해진 이야기

들, 여러 개의 출처를 지닌 다양한 기억과 증언, 소문 등을 토대로 구축되었다는 설

정과도 조응한다.

한편 <옥원재합기연>이 구술 자료를 토대로 기록되었다는 설정은 실제 텍스트에

279) <옥원재합기연> 21권, 60-61면.
280) 사람들이 전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록을 남기는 인물 석도첨은, 현존하는 서지목록 가운데 소
설을 최초로 분류한 반고(班固, 32-92)에 의한 ‘소설가’에 대한 정의를 상기시킨다. 이때의 ‘소설가’
란 길거리나 마을에서 하는 이야기 등 ‘얻어 들은 것’을 바탕으로 ‘짓는’ 자로서, 작은 도리나 작은
지식으로 여겨질만한 이야기를 수집하는 존재이다. 박소현, 소설 개념과 허구성 , 일본문화연구
69, 동아시아일본학회, 2019, 108면; 방정요, 홍상훈 역, 중국소설비평사략, 을유문화사, 1994,
40-41면. 한편 빅터 메어는 픽션(fiction)이 ‘작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작가가 마음속에서 꾸며
낸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것과 달리, 중국의 ‘소설’은 어원상 ‘한담이나 일화’를 지칭하며 그다지 중
요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일어났음직한 일을 기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소설’의 기록자는
독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언제, 누구에게,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들었는지’를 밝히고자 애쓴다고 제
시하였다. 이러한 분류에 따른다면 본고에서 살피는 한글장편소설 가운데에서도 <옥원재합기연>은
‘소설’에의 지향이 가장 강화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빅터 메어, 중국 문학의 서사 혁
명: 존재론적 전제 , 김진곤 편역, 이야기, 小說, Novel, 예문서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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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양한 사회적 언어들이 나타나는 문체적 특징과도 긴밀하게 조응한다. <옥원재

합기연>에는 인물들 각각의 성격에 조응하는 말투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인물의 형

상화 또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소세경, 이현영, 경빙

희, 이현윤 등의 인물들이 대화를 주고받을 때에는 고상하고도 품격을 갖춘 대화가

긴 분량으로 제시되곤 한다. 이들의 어투는 전아하며 고사를 자주 활용하고, 상대가

직접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진의(眞意)를 읽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또한 상대의

논리를 차근차근 따져나가며 자신의 입장을 설파하는 등 그 말의 짜임이 논리적이

고, 특히 윤리적 논쟁을 벌이는 대목은 의론(議論)적 대화로 평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반면 이원의와 공부인 등이 주고받는 대화는 발화의 길이도

짧거니와 생생한 구어체의 입말로 구성되어 있고 비속어 활용도 잦은데, 이러한 어

투의 활용을 통해 인물이 효과적으로 형상화되며 보다 입체적인 장면화가 이루어진

다.281) 즉, 각각의 인물의 성격에 적실한 어투가 설정되고 이를 서술자가 텍스트에

그대로 노출시킴으로써(가상작가가 있는 그대로 채록하기를 표방함으로써), <옥원

재합기연>은 다양한 종류의 언어가 생동하는 울퉁불퉁한 언어의 질감을 가진 담론

으로 구성되는 것이다.282)

나아가 <옥원재합기연>의 서사 곳곳에서 서술자가 마치 한 명의 인간처럼 가시

화되는 양상 또한 제작경위의 설정과 조응한다. 실제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서술

자가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서술하면서 이를 정당화하는 메타적 논평을 삽입하는

경우가 발견되거니와,283) 서술자가 특정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기하

는 등 서술자의 서술 행위 자체에 대한 메타적 서술이 다수 나타난다.284) 이때 서술

자는 서사 내적 상황을 독자에게 단순 매개하는 기능적 행위자가 아니라 다분히 실

체적인 존재로서, 특정 내용을 기록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주체로서

가시화된다. 이를테면 이원의와 공부인의 부부싸움을 구경하러 이웃사람들이 산처

럼 모여드는 장면에 대하여 “긔관(奇觀)이 가히 희희믈 긔록디 못니”285)라는 서

281) <옥원재합기연> 7권에서 공부인이 남편 이원의를 몹쓸 놈으로 욕하며 ‘저놈’, ‘저것’ 등으로 부르
고, 이원의 또한 공부인은 ‘미친 년’이라고 부르는 부부싸움 대목을 대표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정
병설, 조선시대 부부싸움과 부부의 역학: <옥원재합기연> , 문헌과해석5, 1998c, 132-142면). 한
편 서사 중간에서 이원의가 개과한 이후로 이원의의 발화 방식은 크게 변화하지만, 공부인의 활달
하고도 ‘저속한’ 발화방식은 서사의 마지막까지 유지된다. 이를테면 21권에서 공부인은 아들 이현윤
이 며느리를 얻지 않아 노모(老母)인 자신이 고생한다면서, 이원의는 며느리를 골라도 “고이거
” 데려올 것이기에 그만 믿고 있다가는 “거문 머리 두산 되어도” 아들을 장가보낼 수 없을 것
이라며 한탄한다. 이현윤이 어머니의 무례한 말에 부끄러워하며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자, 공부인은
겁을 먹고 잘못하였다며 사죄한다. 이 장면을 보고 이원의가 크게 웃자, 이현윤은 아버지의 웃는
모습에 기뻐하고, 공부인 또한 웃으며 자신과 이원의 간의 각별하고도 진중한 애정을 자랑하며 아
들에게 취처(娶妻)를 권한다. 이 장면 또한 각 인물이 지닌 성격이 발화방식에 그대로 반영되어 매
우 생생한 장면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82) 이러한 특징은, 서로 이질적인 언어의식이 교차하고, 충돌하고, 섞이는 등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으로서 소설이라는 장르를 파악하였던 미하일 바흐찐의 논의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미하일 바흐
찐,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비, 1998.

283) <옥원재합기연> 3권, 77면; <옥원재합기연> 5권, 110면.
284) <옥원재합기연> 1권, 91면; <옥원재합기연> 1권, 160면; <옥원재합기연> 3권, 72면; <옥원재합
기연> 10권, 16면; <옥원재합기연> 14권, 106면.

285) <옥원재합기연> 1권,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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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서는 차마 기록하지 못할 정도로 그 상황이 우스꽝스럽고 한심하다는 서술자의

판단이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듯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기록 행위와 결부시키는

서술은 마치 서술자가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으되 이를 기록으로 남기지 않기

로 결심한 듯한 인상을 불러온다. 더욱이 “셕도텸이 이 즈보앗더니 엇디 기록을

아니리오”286)라거나 “도텸 등이 윤필을 긔탄(忌憚)여 올니지 아니니라.”287)라는

서술 등을 통해서는 그 기록 행위의 주체가 가상작가 석도첨으로 명시적으로 호명

되면서, 서술자와 가상작가를 상당부분 겹쳐놓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와 같이 서술

자가 구체적인 형상을 갖춘 ‘인물’처럼 가시화되는 서술은 <옥원재합기연>이 여러

목격자들의 구술담을 토대로 하는 기록이라는 설정과 조응하며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가 지니는 독특한 위상을 드러낸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보자면 <옥원재합기연>은 가상작가를 서사 내부에 위치시키

고 가상작가의 기록을 정당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사적 장치들을 마련한 실험적 작

품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옥원재합기연>이 제작경위 대목과 실제 서

사의 유기성을 강화한 작품인 것은 분명하지만, 소설의 서술자와 가상작가 석도첨

이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단적으로 서술자가 인물들의 속마음을 속속들

이 제시하는 내면 서술은 석도첨이 서술자로 철저하게 설정되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서술이다. 그러나 앞선 Ⅲ장에서 살펴보았듯 <옥원재합기연>에는 여느 소설

에 비해서도 내면에 대한 서술이 확장되어 있으며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낱낱이

드러내며 이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덧붙이는 양상이 자주 발견된다. 이는 인물들의

내면에 무제한적으로 접근하는 소설적 서술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다.

관련하여 <옥원재합기연>에서 “석도첨을 가상작가로 설정해놓고서도 엄격한 객관

적 입장을 취하지 못한 채 서술자의 서술 충동에 의해 전지적 시점을 노출”288)시켰

다는 선행연구의 평가는 그 불일치를 정확히 지시하면서, 이를 한계로서 평가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한계로 평가하는 것이 온당한가는 재고가 필요한 문제이다. <옥원재합

기연>이 제작경위 대목의 가상작가 설정을 서사 내부로 진지하게 수용하여 반영한

작품임은 분명하나, 가상작가로 설정된 석도첨이라는 인물이 지닐 수밖에 없는 인

간적 한계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객관적 서술을 시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

다. 오히려 실제 서술의 양상을 살펴보면, <옥원재합기연>은 석도첨을 가상작가로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서술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서사적 장치들을

마련하여 소설적 서술의 자유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쪽에 가깝다. 그 장치들이란, 앞

서 살펴보았듯 다양한 인물들의 규시(窺視)와 규청(窺聽) 장면 및 소문의 전파 경위

를 구체적으로 설정해둠으로써 석도첨이 직접 보고 듣지 않은 것을 기록할 수 있었

던 배경을 제시한다거나, 여러 사람의 기억, 구술, 소문 등 다양한 출처를 토대로

기록되었음을 표방하면서 다양한 시점(視點)의 도입을 정당화하는 것 등으로 나타

286) <옥원재합기연> 7권, 68면.
287) <옥원재합기연> 21권, 9면.
288) 이지하, 앞의 책,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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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 이를 고려한다면 <옥원재합기연>은 관찰자에 의한 제한적 서술을 목표하였

으나 이를 성취하지 못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여러 명의 관찰자들을 설정하면서

제한적 서술의 한계로부터 ‘합리적으로’ 벗어나고자 시도한 소설로 평가하는 것이

보다 온당하지 않은가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의식은 과연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까? 앞서 살펴본 <소현성록>과의 비교를 잠시 경유해 본다면, <소현성록>의 가상

작가 포증과 여이간은 기실들이 기록한 일기를 주자료로 삼되, 소부 주변 친지들의

구술담을 일기의 사실성을 검증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고 밝힌다. 이에

반해 <옥원재합기연>의 경우에는 설화와 석도첨 무리의 대화 장면에서 확인되듯,

구술 자료를 토대로 기록되었음을 서사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 한편 포증과 여이간

은 세간의 전(傳)이 가까운 친족에 의해 지어져 그 기록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

하면서 <소현성록>을 ‘공론’이라 자평하며 차별화하였으나, 흥미롭게도 <옥원재합

기연>은 정확히 포증과 여이간이 비판한 방식대로 쓰인 기록을 표방한다. 가상작가

석도첨은 이현영과 이종사촌지간으로 가까운 친족지간이거니와, 석도첨은 물론 그

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설화와 같은 구술자 또한 기록의 공정함이나 공평함을 피

력하는 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289) 요컨대 <소현성록>과 <옥원재합기연>의 서

술자는 그 위상으로는 동일하게 전지적 서술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가상작가와 서

술자를 일치시키려 시도하였다는 점에서도 유사성을 지니지만, 구체적인 서술의식

은 판이한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본고는 가상작가 석도첨을 매개로 구현되는 <옥원재합기

연>의 서술의식을 채록자적 서술의식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290) 다양한 구술 자료

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주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실어 나르면서 구술 자료의 편집과

재구성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서술의식은, 인물에 대한 호오(好惡)의 감정을 여과

하지 않고 드러내는 <옥원재합기연> 서술자의 편향적이고 감정적인 서술과 자연스

럽게 조응한다. 이와 더불어 “부녀의 열남바”291)를 상정하는 서술자의 논평이나,

<옥원재합기연>의 집필을 통해 “쟝쟈의 소견과 내가의 교망을 엇고져”292)하였다는

가상작가의 집필의식이 발견된다는 점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독자

들에게 읽히는 맥락을 의식하면서 특정한 의도 하에 서술 담론을 구성해나가는 작

가적 서술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보자면 <옥원재합기연>에는 채록자

적 서술의식과 작가적 서술의식이 나타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서술자의 주관성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전달하는 데

289) 구술 자료는 구술자의 판단과 해석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주관성을 근본적인 속성으로 지닌다. 함
현희, 구술사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 구술사연구1, 한국구술사학회, 2010; 윤택림, 구술
사와 역사학의 어색한 관계: 그 성과와 전망 , 구술사연구7, 한국구술사학회, 2016.

290) 이때 본고에서 지칭하는 ‘채록자’는 구연되는 이야기를 단순 기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술되
는 이야기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취사선택하고 변개하며 기록하고 편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 조선후기 이야기판에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서술하는 편저자(編著者)에 가깝게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강옥, 천예록의 야담사적 연구 , 구비문학연구14, 한국구비문학회, 2002.

291) <옥원재합기연> 5권, 110면.
292) <옥원재합기연> 21권, 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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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이러한 두 종류의 서술의식이 상충한

다기보다는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판단의 구체적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앞선 Ⅲ장에서 재차 지적하였듯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는

인물에 대한 호오를 숨기지 않고 인물의 인품의 고하에 따라 서술 태도를 극단적으

로 달리하는 등 상당히 주관적인 서술 태도를 보인다. 이를테면 서술자는 인물의

호명에조차 주관성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바, 이원의가 개과하기 이전의 서사에서

서술자는 그를 니원의·원의 등으로 존칭 없이 부를 뿐만 아니라 적자(賊子)·축생(畜

生)·이추(李醜)·추부(醜夫)·차적(此賊)·즘승·짐승벌레 비부(鄙夫)·용부(庸夫) 등 다양한

비어(卑語)를 동원하여 경멸적으로 호명한다. 서술자는 이원의의 아내인 공부인 또

한 추물(醜物)·추부(醜婦) 등으로 부른다.293) 이러한 멸칭을 통해 인물에 대한 서술

자의 경멸과 혐오의 감정은 텍스트에 그대로 노출되며, 이는 독자들의 수용 방식에

도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전지적 서술에서 객관적 서술로 나아가는 발전적 도식을 상정할 경우, 이러한 주

관성은 전지적 서술자의 ‘횡포’이자 일종의 퇴행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글장편소설의 장르 내적인 맥락 위에서 이를 살핀다면, 이러한 주관성은

<소현성록>과 같은 앞선 한글장편소설이 가상작가라는 매개를 통해 표방한 공적인

서술의식, 즉 공정성과 공평성을 지향하던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과 갈라지면서 고

유한 ‘개성’을 드러내는 지점으로 평가될 수 있다. 더욱이 앞선 Ⅱ장에서 역설하였

듯 서술기법 자체에 우열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이야기에 적합한 기

법이 있는 것임을 상기한다면, 오히려 논해져야 하는 지점은 이러한 서술자의 어조

와 태도가 서술자가 매개하는 서사와 잘 어울리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본고는 <옥원재합기연>의 서술자가 보이는 주관성과 개입성은 제작경위 대목의

설정에 조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소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효

과적으로 전달해내는 형식이라는 점에서 형식과 의미의 결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다고 본다. 이는 서술자가 그 감정과 편향 등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서술방식이

‘변화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옥원재합기연>의 서사 내적 상황과 맞물려 역동적

인 의미 생성의 과정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옥원재합기연>에서 서술자의 태도는

서술 대상의 성격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서술자는 비속한 인물들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낮추어 보는 시선으로 그들을 비하하며, 인품을 갖춘 인물들에 대해

서술할 때에는 고상한 용어들을 동원하여 그들을 높이는 등 상당히 차별적이고도

불공정한 태도를 취한다. 이를테면 서술자에 의해 ‘이추’나 ‘비부’ 등으로 호명되던

이원의는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크게 회심한 후에는 ‘이공’으로 호명되며, 이원의

293) 한길연은 18세기 한글장편소설 <창란호연록>, <옥원재합기연>, <완월회맹연>에 나타나는 소인
형 장인의 인물형상화를 살피며, 서술자가 이들을 ‘한노, 이추, 장축’ 등으로 폄하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김동욱은 <쌍성봉효록>의 서술자가 교소교를 일관되게 ‘음교’라고 호명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길연, 앞의 글, 2005, 65-66면; 김동욱, 앞의 글, 2016a, 110면. 이러한 선행연구에서는 서술
자의 인물 호명방식을 부정적 인물의 형상화 방식과 관련하여 언급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본고는
서술자가 인물에 대한 개인적 호오의 감정을 드러내며 공정한 사관의 서술 태도로부터 이탈하는
양상을 서술의식의 변개를 드러내주는 단서로서 의미심장하게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150 -

의 언행을 서술하는 데에도 고상한 어휘가 활용되기 시작한다. 즉, <옥원재합기연>

의 서술자는 이원의가 추태를 부리는 장면에서는 이원의를 경멸하고, 이원의가 개

과한 이후에는 이원의를 존중하는 등 서사 내적 상황에 맞춰 기동성 있게 태도를

바꾸고 자신의 판단을 숨기지 않으며 인물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듯 서술자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를 표방하는 대신, 서술자 자신의 해

석과 판단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텍스트를 매개함으로써 소설의 수용

방식에도 주요한 변화가 야기된다. <옥원재합기연>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독자는 서

술자의 평가에 편승하여 이원의를 비하하고 경멸하는 데 동조하다가 이원의의 개과

이후에는 기왕의 판단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직면하게 된다. 즉, 이원의에 대해 일

방적으로 도덕적 우위에 서던 관계를 재조정하면서 역동적인 소설 향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흥미로운 점은 <옥원재합기연>이 이원의 외에도 다수의 변화하

는 인물들을 형상화하는 소설이라는 점이다.294) 여주인공 이현영 또한 편협하고 고

집스러운 성격에서 점차 넓은 덕을 갖춘 인물로 변화해가며, 서사 내에서 가장 뛰어

난 인물로 평가되는 남주인공 소세경조차 아버지 소송, 아내 이현영, 처남 이현윤

등과의 거듭된 대화 속에서 자신의 고집을 깨닫고 반성하며 변화하는 인물로 그려

진다. 서사 후반부의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이현윤과 경빙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러한 인물들이 겪는 변화는, 타인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아집을 인정하고 반성하

면서 점차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그려진다. 이렇듯 다양한 인물들이 겪는 내적 변화

는 서술자의 섬세하고도 치밀한 내면 서술을 통해 설득력 있게 형상화되며, 서술자

의 주관적인 논평을 통해 효과적으로 의미화된다.

4. 가상작가의 제거와 이야기꾼적 서술의식

지금까지 살펴본 세 편의 한글장편소설의 제작경위 대목에서는 각기 다른 가상작

가의 형상이 등장하였다. <소현성록>의 포증과 여이간, <유씨삼대록>의 성운, <옥

원재합기연>의 석도첨 등은 서술 대상이 되는 주인공들과의 친소(親疎) 관계나, 기

록을 남기게 된 계기와 경위, 기록을 남길 수 있었던 근거 등에 있어 일정한 차이

를 보였다. 그러나 <하진양문록>에서는 가상작가 인물이 나타나지 않으며 기록의

경위나 기록의 근거 등도 제시되지 않는데, <하진양문록> 29권의 말미 대목을 인

용하면 아래와 같다.

하비 초(自初)로 영통(靈通)슬긔로 젼두(前頭事)기리 혜아려 스로 근신

(謹愼) 처결(處決)여 문호(門戶)의 위망(危亡)을 보지 아니려 더니 가화(家禍)로

좃다시 셰상의 나와 국가의 공(大功)을 셰워 업쳐친 문호회복고 텬의(天

294) 이지하, 앞의 책, 71-87면; 송성욱, 앞의 책, 2002, 193-199면; 한길연, 18세기 문제작 <옥원재합
기연> 연작의 재해석 , 고전문학연구48, 한국고전문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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意)도로혀 진왕으로 더부러 텬졍인연(天定因緣)을 일워 뉵십년 로(偕老)의 영화

부귀 무궁(無窮)고 자녜(子女) 션〃(詵詵)니 이른바 텬셩지효(天性至孝)오 만고의

희한지(稀罕之事)라. 진비의 쵸셰(超世)실과 신이조민멸(泯滅)키 앗가

와 하공부녀의 웅략(雄才大略)을 만의 하나흘 긔록여 후인(後人)으로 여금

진비 평젹(行跡)을 알게 노라. 진하 냥가(兩家) 숀이 션〃여 진비 숀과

공쥬 숀니 일셰의 유명니 장귀국고 기 숀은 경(京師)의 머무러 〃

로 공명부귀 긋치 아냐 면〃부졀(綿綿不絶)더라. <하진양문록> 29권, 65-66면

여기에서는 하옥윤의 일생을 요약하는 평어와 더불어 기록의 의도 및 하옥윤과

진세백 자녀들의 후일담이 간략히 제시되고 있다. 기록의 의도와 관련하여서는 하

옥윤의 뛰어난 행적과 신이한 재주가 사라지는 것이 아까워 이를 기록해 후세 사람

들에게 전한다고 서술한다. 이와 같은 서사 말미 대목은 앞서 살펴본 다른 한글장

편소설들과 유사해 보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를 지닌다.

우선은 내용적 차이이다. 앞서 살펴본 <소현성록>의 제작경위 대목에서 가상작가

는 서술의 대상이 된 중심 가문을 현양하고 가문의 주요 남성인물의 빛나는 행적을

기록하여 남긴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인물 및 그 가문에의 편향성은 진양

공주라는 여성인물에 대한 강한 정향성이 나타나던 <유씨삼대록>에서조차 관철되

었다. 한편 <옥원재합기연>의 가상작가는 소세경과 이현영 부부의 신기한 이야기

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하여 남긴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진양문록>의 말미에서

서술의 초점은 철저하게 여성인물 하옥윤에게 맞추어져 있다. 이는 작품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앞선 Ⅲ장에서 살펴보았듯 실제 <하진

양문록>은 여성인물의 가문인 하부에 대한 서술에서부터 시작되어 서사 전개 내내

하옥윤의 뛰어남을 부각시키는 다양한 서술기법을 활용하는 소설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형식적 차이이다.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의 경

우 가상작가로 하여금 집필의 과정 및 집필의 의의를 밝히도록 설정하였으나, <하

진양문록>에는 가상작가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작품 말미에 나타난 집필의 의

도와 자녀 세대의 후일담 등은 서술자의 언술로 제시될 뿐이다. 별도의 가상작가

인물이 설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곧 가상작가가 ‘어떻게’ 기록을 남길 수 있었는지,

그 자료의 출처나 제작경위 등을 제시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하진양

문록>에서는 이에 관한 서술이 일체 나타나지 않는다.295) 그렇다면 가상작가의 부

재가 실제 서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볼 필요가 있을듯하다.

앞선 작품들을 살피며 가상작가가 소설 말미에 관습적으로 덧붙는 장치 이상의 의

미를 지니며 실제 서술에도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제시하였던바, 가상작가가

부재하다는 특징 또한 서사 전반의 서술방식과 일정한 연결성을 지니리라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295) <하진양문록> 27권에서 하옥윤이 명선공주를 치죄한 후, 표(表)와 더불어 가중(家中) 일기(日記)
를 황제와 황후에게 올리는 장면에서 ‘일기’의 존재가 드러나기도 한다. 다만 이는 소재적으로 등장
하는 것이기에, 작품의 제작경위를 사실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차원에서 활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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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하진양문록>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특징은 하옥윤과 진세백의

은밀한 애정 싸움을 ‘엿보거나 엿듣는 존재들’이 텍스트 내에 부재하다는 점이다.

앞서 살핀 <소현성록>에는 소부의 외당과 내당의 일기를 기록하는 기실들의 존재

가 부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은밀한 부부관계를 엿보고 개입하는 가문 구성원들

이 서사 곳곳에 포진해있다.296) <유씨삼대록>에서도 간접적으로나마 사관의 존재가

드러나고, 이부인이 첩실들로 하여금 아들 부부의 사실(私室)을 “밤마다 탐지”하도

록 시켜 그 불화를 전해 듣는 대목이 나타나기도 한다.297) 한편 <옥원재합기연>의

경우, 설화와 이부인 등이 소세경 이현영 부부와 이현윤 경빙희 부부의 은밀한 사

실을 엿보는 장면이 직접적으로 재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상작가 인물

에게 이야기를 전하는 과정까지 꼼꼼하게 제시되고 있다. 물론 위의 소설들에서 매

장면마다 목격자 인물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엿보고 엿듣는 인물들

의 존재가 드러나는 주요 장면들을 통해, 독자들은 가상작가에 의해 해당 기록이

남겨지기까지의 경위를 자연스럽게 상정해볼 수 있게 된다.

이렇듯 부부 간의 은밀한 장면을 엿보는 인물들이 배치된 양상은 한글장편소설

장르 특유의 부부 관계에 대한 재현 방식으로 볼 수도 있으며, 조선후기에 부부관

계가 공적인 가문의 문제로 담론화되는 실제의 경향성이 소설에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298) 다만 본고에서 주목하는 바는, 소설에서 엿보는 인물들이 담당하는

서사 내적 기능이다. 엿듣고 엿보는 인물들은 곧 밀폐된 공간에서의 비밀스러운 장

면이 ‘어떻게 가상작가에 의해 기록되어 전해질 수 있었는가’를 합리적으로 해명해

주는 핵심 매개로 기능한다. 가상작가로 설정된 인물이 신적 존재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인간인 한, 그 인물이 부부 사이의 내밀한 사생활을 직접 보고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를테면 <옥원재합기연>의 가상작가 석도첨이 아무리 이현영의 가까

운 사촌지간이더라도, 이현영 소세경 부부가 침실에서 어떤 말들을 주고받으며 어

떻게 신체적 접촉을 하는지를 직접 보고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석도첨이라는 인물이 지닐 수밖에 없는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서술이 이루어지

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서사 내적 장치가 요구되는바, <옥원재합기

연>의 경우에는 그 장치로서 이현영의 평생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유모 설화라는

인물을 활용하였다. 요컨대 규시(窺視)하고 규청(窺聽)하는 주변 인물들의 존재는,

가상작가의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는 서술, 이른바 전지적 서술을 해명해주고 합리

296) <소현성록> 1권, 73면; <소현성록> 2권, 77면; <소현성록> 7권, 56면; <소현성록> 11권, 75면 등.
특히 석파의 목격자적 시선에 대해서는 정길수, 앞의 글, 197-198면을 참고할 수 있다.

297) <유씨삼대록> 6권, 41면, 44면.
298) 신방규사(新房窺伺)는 한국의 오래된 풍속의 반영으로, 작품의 국적을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로까
지 제시된 바 있다. 김진세, 이조(李朝)후기 대하소설 연구: 완월회맹연(玩月會盟宴)의 경우 , 한
국소설문학의 탐구, 한국고전문학회, 1978, 112면.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가문 구성원들의 엿보
기(窺視) 문화에 관해서는, 권력의 집중화를 방지하고, 사생활의 영역에 닫혀 있던 부부생활을 공론
화하며, 성적인 장면을 간접화하여 전달하는 ‘완충 장치’라는 해석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해
석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전성운, <소현성록>에 나타난 성(性)적 태도와 그
의미 , 인문과학논총16,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최기숙, <현씨양웅쌍린기>에 나타
난 “부부 관계”와 “결혼 생활”의 상상적 조율과 문화적 재배치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0, 한국고
전여성문학회, 2010; 주형예, 앞의 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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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주는 근거로서 활용되어왔던 셈이다.

그러나 <하진양문록>에는 가상작가가 부재하기 때문에, 하옥윤과 진세백의 애정

갈등을 엿보거나 엿듣는 인물들을 설정할 필요도 사라진다. 인간적 형상을 지닌 ‘기

록자’로서의 가상작가가 설정되지 않음으로써, 그 기록자가 특정 장면을 어떻게 기

록할 수 있었는지의 경위를 일일이 해명해야 할 필요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된 것이

다. 이는 곧 가상작가 인물이 지니는 ‘인간적 한계’를 초월하는 서술이 어떻게 가능

했는지를 해명하지 않고도 서술자가 전지적 서술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누리게 됨

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하진양문록>에서는 목격자나 가상작가와 같은 중간의 매

개 인물들을 거치지 않고, 서사 내적 상황이 독자에게로 곧바로 전달되는 서술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술을 통해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가? 이는 곧 매

개적 인물들을 경유하지 않은 채, 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두 인물의 비밀스러

운 언행을 독자들이 몰래 엿보고 엿듣는 위치에서 서사를 향유하게 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를테면 아래의 대목이 대표적이다.

“종시 원(願)을 일우지 못면 녈번 버혀도 굴치 아니리라.” 인여 분년(奮然)니 하후

의 관을 벗기고 글너 겁칙(劫勅)기급히 니 하후의 뮈여지고 어

져 셰(勢) 위급지라. 하휘 일쌍 명안(明眼)을 기우려 진을 보고 일장(一場)을 차게

웃고 문득 진언(眞言)을 외오며 몸을 치듯더니 호련 촉홰(燭火) 흔들니고 일진

풍(冷風)이 늠〃며 오무지하후두루고 셔긔(瑞氣) 방즁의 득니 (…)

하휘 금녕(金鈴)을 흔드니 졔장(諸將)이 일시의 드러오며 즉(卽刻)의 홍광(紅光) 셔

긔(瑞氣) 스러지고 명촉(明燭)이 휘황고 하휘 쥬벽(主壁) 교의(交椅)〃 좌여시니

긔운니 삼엄(森嚴)거진이 하후 셰요(細腰)안아더니 다시 보니 다만 하후의

슈침(繡枕)을 안아지라. 진이 놀나며 어히 업셔 무류(無聊)히 믈너안어린다시

바리보며 셔로 긔이 블호(不好)지라. 졔장이 앗가 관경을 보지 못여시나 양인

(兩人)의 긔을 보고 의혹더라. (…) 진이 거즛 원슈의 병을 살피쳬여 머리

도 집흐며 숀도 잡아 능히 나지 못니 하휘 더욱 민망믈 이긔지 못여 더라.

<하진양문록> 12권, 58-61면

위의 인용문에 앞선 서사에서, 하재옥이 사실은 남장(男裝)한 자신의 정혼자 하옥

윤이었음을 알게 된 진세백은 하옥윤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애달프게 호소하지만,

이미 진세백이 명선공주와의 혼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에 하옥윤은 진세백의 구

애를 거듭 거절한다. 이에 인용문에 나타나듯, 진세백은 하옥윤의 냉담한 태도에 분

기충천하여 그녀를 겁측하겠다며 달려들고, 하옥윤은 진세백을 비웃으며 도술을 부

려 위기를 모면한 뒤 여러 장수들[諸將]을 불러 모아 진세백의 행동을 제어하려 한

다. 그러나 진세백은 하옥윤의 곁을 떠나지 않은 채 장수들 앞에서 하옥윤의 병색

을 살피는 체 하며 그녀의 머리를 짚고 손을 잡는 등,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하옥윤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그 조건을 역이용하면서 그간의 절친한 우정을 빙

자하여 자유로운 신체 접촉의 빌미로 삼는다.

애정 갈등이야 여타 한글장편소설에서도 공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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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해당 갈등이 ‘어떻게’ 재현되는가에 있다. 이 대목에서 서술자는 하옥윤과

진세백이 ‘비밀스럽게’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고, 모두가 보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아무도 몰래’ 은밀한 애정갈등을 지속하는 서사 내적 상황을 제시한다. 여기에서

진세백과 하옥윤의 애정 갈등을 엿보거나 엿듣는 인물은 없으며, 이들의 갈등에 개

입하는 어른이나, 잡담 등을 통해 이를 공론화하는 가문 구성원 등은 설정되어 있

지 않다. 목격자나 소문 또한 사후적으로도 덧붙지 않는다. 즉, 하옥윤과 진세백의

갈등은 가문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게 미혼 남녀 간의 문제로 재현되고 있다.299)

더욱이 하옥윤은 남성으로 위장한 채 전쟁에 대원수로 출전해있는 상황이므로, 군

중의 이목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기도 하다. 실제로 서사에서는 “이

러구러 날이 졔장(諸將)이 문안(問安)니 긔(氣色)을 감초더라”300)라거나,

“니러구러 닭이 울고 동방이 녈니거졔장이 문안니 양인니 긔을 감초더

라”301)라는 등 두 인물이 주변의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둘만의 비밀스러운

기색을 감추는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진세백이 하옥윤의 비밀을 알게 되

는 12권부터 하옥윤이 천자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며 죄를 청하는 14권에 이르

는 서사에서, 진세백과 하옥윤의 애정 갈등은 텍스트 내에서는 다른 인물들의 눈을

피해 지극히 비밀스럽게 전개된다. 이들의 갈등을 지켜보는 것은 오로지 텍스트 밖

의 독자들뿐이므로, 독자들은 어떠한 매개도 없이 직접 그들의 비밀을 훔쳐보는 듯

한 관음적 시선을 향유하게 된다.302)

이렇듯 진세백이 하옥윤의 정체를 알아차리면서 본격화되는 두 인물의 애정갈등

은 소설 속 다른 인물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은밀하게 이루어지면서도, 둘만의 공간

에서는 상당히 격정적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앞선 Ⅲ장에서 살펴보았

듯 진세백이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호소하거나, 자신의 진심어린 애정을 곡진하게

표현하며 간청하는 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진세백과 하옥윤

이 ‘다른 인물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행동할 때’와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행동할 때’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면서, 독자들 자신이 이들의 갈등을 직접 훔쳐보는 듯한 관음

적 향유를 경험하게 된다. 이는 앞서 하옥윤이 남장(男裝)한 채 하재옥으로서 진세

백과 교우를 쌓아가는 네 권 분량의 서사 전개에서, 서사 내 인물들은 모르는 하옥

윤의 비밀을 오직 서사 바깥에 위치한 독자들만이 공유하면서 누리는 비밀스러운

299) 이지하, 앞의 글, 2019, 190-191면.
300) <하진양문록> 13권, 12면.
301) <하진양문록> 13권, 29면.
302) 일찍이 주형예는 <하진양문록>에서 하옥윤에 대한 시각화가 나타난다면서, 이러한 시각화된 장
면이 대중독자들의 ‘볼거리에 대한 욕망’을 충족시켜주었다고 제시하였다. 해당 논의는 19세기 세책
독자들의 소설 향유에 내재되어 있는 “관음적 관찰자, 구경꾼, 대리 경험자로서의 즐거움”을 지적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주형예,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
장의 성격 , 고소설연구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다만 여성인물에 대한 시각화는 <하진양문록>
보다 앞선 소설들에서도 익히 발견되기도 하거니와, 실상 한글장편소설에서는 남성인물 또한 시각
적으로 대단히 미학화된 방식으로 형상화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관음적 향유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사례로 보기 어렵지 않은가 한다. 이에 본고는 <하진양문록>에서 확인되는 독특한 관음증적 향유
의 핵심은, 가상작가나 목격자 인물 등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독자들이 직접 관음하는 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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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유의 연장선에 놓이는 것이기도 하다.

<소현성록>과 같은 전대의 한글장편소설에서 매개적 인물들을 설정하여 독자와

서사 내적 상황 간에 거리를 벌리고, 사관들이 기록한 이야기나 다른 인물이 보고

전해준 이야기를 ‘전해보는(전해듣는) 자’의 위치에 독자의 자리를 마련한 것과는

달리, <하진양문록>은 매개 장치들을 제거함으로써 서사 내적 상황을 직접 보고

듣는 위치로 독자의 자리를 재설정하였다. 따라서 <하진양문록>에서는 하옥윤과

진세백 간에 애정 다툼이 격화되거나 농밀한 애정 표현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서

사 내적인 ‘완충장치 없이’ 독자들이 직접 마주하게 된다. 이를테면 가문 구성원들

의 잡담을 통한 공론화 장면 등도 경유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애정갈등에 관한 수

용 방식은 독자들 각자의 몫으로 사적인 영역에 남겨지게 된다. 이는 <하진양문

록>이 연애적 감성을 중심적으로 다룬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은 바, 두 미혼 남녀

의 관계는 유교의 삼강오륜의 규범적 관계 내부로의 포섭을 전제하지만 완전히 포

섭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장장 23권의 서사가 지속된다. 이전의 한글장편소설에서

남장 여성의 설정을 활용하며 간간이 다루어져왔던 연애적 감성이, <하진양문록>

에 이르러 장편의 서사로 본격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애초부터 정혼자이며

결국에는 혼례를 올린다는 설정은 독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연애적 관계에서 비롯

되는 특유의 갈등과 긴장을 탐미하도록 이끈다.

이러한 특징을 <하진양문록>의 서술의식과 연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

진양문록>의 서술자 또한 앞서 살펴본 한글장편소설들의 서술자와 마찬가지로 서

사 전개 내내 인물과 상황에 대해 논평하며, 서사 말미에 이르러서는 주인공의 생

애를 기록하여 후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는 의식을 드러내는 등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과 완전히 결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표문, 조서, 편지 등 다양한 삽입텍

스트가 활용되는 것 또한 앞선 한글장편소설들과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형상을 지닌 역사기록자로서의 가상작가 인물이 부재하다는 점은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된다. 살펴보았듯 한글장편소설의 가상작가는 그 기록이 ‘어떠한 자료를 토대로

어떠한 의식에 입각하여 이루어졌는가’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며, 이는 일종의 규범

적 서술의식으로서 실제 서술방식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하진양문록>

에서는 가상작가의 형상이 등장하지 않는 만큼 가상작가의 집필의 태도와 방법론

등에 관한 서술 또한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서술자의 서술 행위를 메타적으로 규

정하면서 특정한 서술방식을 지향하게끔 추동하는 장치가 부재함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하진양문록>에서는 서술자가 관습적으로 역사기록자를 흉내 낸다고

하더라도, 실제의 서술에서는 독자들의 읽는 재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이야기

꾼적 서술의식이 지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선 Ⅲ장에서 살펴보았듯 <하진양문

록>에는 인물의 흥분과 분노, 수치심, 사랑 등의 격정적 감정에 대한 서술이 자세

한 데 반해 그러한 감정에 대해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식의 논평은 드물다. 또한 초

점화의 활용을 통한 감각적인 장면 제시를 비롯하여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흥미를 자극하는 다채로운 서술방식이 기교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 양



- 156 -

상은 <하진양문록>의 이야기꾼적 서술의식을 여실하게 드러내준다.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에서는, 후기 한글장편소설에 이르러 제작경위 대목에 관한

서술이 약화되는 양상을 사실화 지향에의 약화로 평가하기도 하였다.303) 그러나 이

러한 평가는 두 가지 차원에서 되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한다. 우선은 ‘사실화’

라는 개념에 관해서다. 사실성은 다양한 층위에서 규정될 수 있는 개념으로, 실재했

던 역사에 관한 기록인 것처럼 가장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실감 외에도, 인간의 인

지상정(人之常情)을 긍정하고 이를 생생하게 서술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핍진성 또

한 사실성의 주요한 축을 이룬다.304) 실상 먼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왕후장상들의

이야기가 조선의 향유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이유는 그것이 실제 사건에 대한 역사

적 기록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향유자들이 그 먼 곳의 이야기로부

터 자신의 현실과 맞닿는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305) 앞서

살펴보았듯 <하진양문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규범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그 감정에 휩싸인 인물을 구체적이고도 생생하게 그려내는 소설이다. 그렇다면 <하

진양문록>과 같은 후기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역사에 관한 기록처럼 보이고자 하는

사실화 지향성은 약화된 반면, 인간의 인지상정을 핍진하게 그려내고자 하는 핍진

성에의 지향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제작경위 대목이 삽입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에 관한 해석의 문제이

다. 앞선 논의에서 본 연구는 현전하는 한글장편소설의 가장 앞머리에 놓이는 작품

인 <소현성록>에서 활용된 제작경위 대목이, 작가와 작품, 독자 사이의 관계를 설

정하는 등 일종의 장르 규약을 마련하였다는 관점 하에 그 변전을 살피고자 하였

다. 이러한 제작경위 대목이 후대 한글장편소설에서 변용되며 계승되었다는 점은,

사실에 대한 기록‘인 듯’ 서술하고 사실에 대한 기록‘인 듯’ 향유하는 것이 한글장편

소설을 창작하는 작가에게나 향유하는 독자 모두에게 유용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러

나 <하진양문록>에서는 가족사 서술의 형식과 역사기록자의 문체는 계승되면서도,

가상작가가 전면에 나서 작품의 제작 경위와 그 근거를 밝히는 대목은 형식적으로

조차 계승되지 않고 제거되었다. 이는 <하진양문록>이 창작 및 향유되던 시점에는

장르 규약을 명시적으로 표명할 필요가 사라졌음을 짐작케 한다.

303) 임치균은 <소현성록>과 <유씨삼대록>과 달리, <임씨삼대록>의 가상작가는 후인(後人)으로 모
호하게 처리되고 서사의 결말 또한 영웅소설과 유사하게 가문의 번성으로 마무리된다면서, 이를 사
실화 지향성의 약화로 평가하였다. 임치균, 앞의 책, 184-191면.

304) 조혜란은 위의 각주에서 인용한 임치균의 논의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을 차용하는 사실화 지향성
외에도 핍진성을 별도로 논해야 함을 제기한 바 있다. 조혜란, 취향의 부상: <임씨삼대록>의 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 고전문학연구37, 한국고전문학회, 2010. 핍진성이란 일반적으로 ‘텍스트에 대해
신뢰할 만하고 개연성이 있다고 독자들에게 납득시키는 정도’로 정의되며, 서사학 사전에서는 ‘서사
내적 상황과 인물들의 행동이 독자들의 이데올로기와 합치하거나, 혹은 독자들의 세계관에 합치함
으로써 성취되는 리얼리즘의 효과’로 정의하고 있다. Brian McHale, “Verismilitude,” Routledge
Encyclopedia of Narrative Theory, edited by David Herman, Manfred Jahn and Marie-Laure
Ry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 p. 627.

305) 이지영은 필사후기 분석을 토대로, 한문 식자층이 소설의 서사와 역사적 사실의 일치 여부에 관
심을 두는 것과 달리 한글장편소설의 필사자들은 사실에의 일치 여부보다는 소설 속 허구적 인물
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논하였다. 이지영, 조선시대 한글장편소설에 구현된 가상세계로서
의 역사 , 고소설연구50, 한국고소설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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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창작의 측면에서 <하진양문록>은 한글장편소설의 새로운 창작 방법론이 요

구되던 시점에 다양한 장르의 습합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창작된 소설로 볼 수 있

다.306) 실상 <하진양문록>의 여주인공인 하옥윤은 남복(男服), 문무장원 급제, 참전

과 전공을 통한 가문의 명예 회복 등으로 이어지는 여성영웅의 전형적인 행적을 따

르는 인물인 동시에, 갖은 우여곡절 끝에 23권에 이르러서야 정혼자인 진세백과 혼

례를 올리는 애정소설의 여주인공이기도 하다. 또한 하옥윤은 황실 내 갈등을 해결

하여 ‘섭정 여총재 여주공’으로서 궁중을 교화하고, 혼인 이후로는 진세백과 명선공

주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열녀전>을 지어 명선공주를 교화하여 가문의 안정을 이

루어내는 여성군자형 인물이기도 하다.307) 요컨대 <하진양문록>은 한글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 애정소설 등을 습합하여 창작되었으며, 여러 장르의 서사 전개나 인

물 설정 등을 선택적으로 취사하고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창작된 소설이다. 그 습합

의 과정에서 제작경위 대목이 탈락한 것은 자연스럽다고도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소설에 대한 당대 인식의 변화 또한 주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의 소설론이 진가(眞假)의 문제에 치중했던 것에 반해 조선후기의

소설론은 소설의 허구성을 인정한 위에서 소설의 본질을 현실의 반영성에서 찾고

소설의 기법에 대해 논하는 등 소설에 대한 인식이 점차 심화되는 변화가 확인된

다. 기실 19세기에 이르러서는 남성 사대부들이 기명(記名)으로 한문장편소설을 창

작하고 그 소설들이 한글로 번역되어 널리 읽히기까지 하였다.308) 18세기에 세책과

방각이 출현한 이후 19세기 중반 무렵 조선에 전국적으로 십만 이상의 방각소설이

유통되었고 이와 유사한 양의 세책 소설이 유통되었다는 추산을 고려하더라도,309)

<하진양문록>은 허구의 이야기를 짓고 향유하는 문화적 분위기가 현저하게 일반화

된 맥락 위에 놓인다고 볼 수 있다. 한글장편소설사의 내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19

세기에 이르게 되면 한글장편소설은 이미 수세기에 걸쳐 창작되고 향유되어온 장르

이니만큼, 그 장르의 지위와 규범 등이 확립되지 않아 이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새

로이 정립해야 했던 17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조건 위에 놓여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작경위 대목의 부재는 해당 대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는지의 여부

가 소설의 창작 및 향유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 장르 규약이 확립된 상

306) 정병설, 앞의 글, 2001; 이경하, 앞의 글, 2011; 장시광, 앞의 글, 2016; 이지하, 앞의 글, 2019.
307) 이때 하옥윤이 ‘여주공’ 직첩을 하사받는다거나, 이후 명선공주를 감화시켜 집안의 화평을 이루는
행적 등은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와 상당히 유사하다(전기화, 앞의 글, 2016, 49면). 한편 김민조
는 하옥윤의 형상이 19세기에 사대부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한문장편소설 속 여성인물에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서유영(徐有英, 1801-1874)의 <육미당기(六美堂記)>에 나타나는 백운영의 행적과
대단히 유사하다면서 <하진양문록>이 <육미당기>에 미쳤을 영향을 지적한 바 있다(김민조, 앞의
글). 이러한 논의까지 참고한다면 <유씨삼대록>이 <하진양문록>의 창작에 영향을 미치고, 다시
<하진양문록>이 <육미당기>의 창작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연쇄적 영향관계를 추정해볼 수 있다.

308) 김경미, 소설의 매혹, 월인, 2003; 이기대, 19세기 한문장편소설 연구 : 창작 기반과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한편 사실성을 근간으로 하는 필기에서 출발한 야담문학
은 점차 사실성을 확인하는 논증대목을 제거하고 허구적 가치를 인정하며 ‘문학적 진실성’을 추구하
는 데로 나아가는 바(김준형, 사실의 기록과 야담의 진실성 , 동방한문학39, 동방한문학회, 2009),
이러한 야담 문학의 변화 또한 한글장편소설에서 확인되는 변화와 유리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309) 정병설, 앞의 책, 2016,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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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을 방증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하진양문록>의 말미에 가상작가가

등장하여 작품 제작의 근거와 경위를 세세하게 밝히는 대목이 부재하다는 형식적

특징은 소설이 창작되고 향유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와 유리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이상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말미에서 가상작가가 등장하여 작품의 제작경위를

밝히는 대목을 중심으로 각 작품의 서술의식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는 첫째, 한글장편소설 서술의식의 통시적인 변전을 살펴

보았다.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초기 한글장편소설에서 강하게 표명된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에 대한 지향은 한글장편소설사의 전개과정에서 변용되고 전유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한글장편소설의 통시적 흐름에서 주목되는 것은 역사

기록자적 서술의식에 대한 강한 지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화하는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다.310) 이렇듯 제작경위 대목에 착목하여 서술의식의 변화를 살피고자 한

시도는, 내용적 측면에 주목하여 한글장편소설사를 살피고자 한 연구들과 더불어311)

18세기 이후에 본격화되는 한글장편소설사의 전개과정을 해석하는 데 참조될 수 있

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본고는 네 작품만을 대상으로 그 제작경위 대목의 차이를

서술의식과의 관련 하에 통시적으로 살피고자 하였던바, 이러한 분석의 시각은 보

다 많은 작품들과의 비교를 통해 검증되며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으리라고

본다. 특히 제작경위 대목을 실험적으로 변개한 <옥원재합기연>과 같은 작품의 성

취를 고려할 때, 실제 소설사의 전개 과정은 단선적으로 정리될 수 없는, 다종다양

한 흐름들이 병존하는 다면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반드시 고려될 필

요가 있을 것이다.312)

한편 이러한 방향성은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서사 전반의 ‘역사적 사실성에서

소설적 허구성으로의 변화’를 상기시키기도 하는데,313) 한글장편소설에서 확인한 서

술의식의 변전 또한 이러한 거시적인 흐름 안에 놓인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

나 본고는 이러한 흐름을 참고하면서도 한글장편소설이 놓이는 특수한 맥락을 중심

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17세기 조선의 한글장편소설이 역사기록자적 서술

310) 김동욱, 앞의 글, 2016a, 81면.
311) 정병설, 앞의 글, 1998a; 송성욱, 앞의 글, 2003b; 송성욱, 앞의 글, 2003b; 한길연, 앞의 글, 2005.
312) 이지하, 앞의 책, 17면. 이때 <명주보월빙>에서도 <소현성록>의 경우와 유사하게 가상작가의 기록
의 공정성이 설파되고 있으며, <쌍천기봉> 및 <소문록> 등은 <옥원재합기연>과 유사하게 그 복잡
한 창작 경위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김경미, 앞의 글, 1999, 218-219면; 김탁환, 앞의 글,
179-185면). 한편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 등은 <유씨삼대록>의 경우와 유사하게 가상작가를
형식적으로 계승하되 그 실질적 연관성을 약화시킨 듯 보이며, <임씨삼대록>, <유이양문록>, <임화
정연> 등은 <하진양문록>의 경우와 같이 가상작가를 제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임화정연>의 경우
관련작 <쌍성봉효록>에서 <임화정연>의 제작경위를 제시하며 그 가상작가를 밝히는 대목이 확인되
지만, 이는 <임화정연> 텍스트 내부에서 제시된 것은 아니므로 해당 유형에 포함하였다. 이상의 흐
름이 크게 ‘허구의 사실화’ 계열에 해당한다면, <창선감의록>과 유사하게 ‘사실의 허구화’를 시도하는
흐름 또한 한글장편소설 내부에서 또다른 주요 계열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한글장편소설의 역사
수용 양상에 관해서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임치균, 18세기 고전 소설의 역사
수용 일양상－<옥환기봉>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313) 루샤오펑, 앞의 책; 앤드루 플랙스, 중국 서사론 , 김진곤 편역, 앞의 책,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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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표방하는 것과, 7세기에서 9세기의 당(唐)의 전기(傳奇) 작가들이 이야기의

허구성을 부인하고 사실성을 주장하는 것의 의미가 완전히 동일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제작경위 대목을, ‘허구적 이야기

가 역사를 가장하는 것’으로 표면적으로 해석하거나 ‘역사와 허구의 구분되지 못한

시대의 산물’로 자연화하는 해석 등을 넘어, 이러한 장치가 도입된 까닭과 이를 통

해 발생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등을 탐구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고려 위에서 본고는 둘째, 한글장편소설의 제작경위 대목을 작가와 소설,

소설과 독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일종의 장르 규약을 마련하는 장치로서 재해석하

였다. 특히 본고는 <소현성록>이 장편소설사의 가장 앞머리에 놓이는 작품 가운데

하나이자, 이후 수 세기를 걸쳐 창작되고 향유되었던 한글장편소설의 장르적 규범

을 확립한 전범적 소설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소현성록>의 제작경위 대목

을 창작과 향유에 관한 일종의 규약을 설정하고자 한 시도로서 이해하고, 해당 규

약이 후대의 소설들에 이르러 계승 및 변용된 양상을 살피며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

자 하였다. 특히 제작경위 대목에 관한 지속적인 변개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해당

규약 또한 그 자체로 ‘역사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때 제작경위 대목의

변전을 통시적으로 탐구함에 있어 소설에 관한 당대적 인식 및 소설이 창작되고 향

유되는 환경의 변화를 더불어 해석함으로써, 소설의 형식과 소설이 창작되고 향유

되는 맥락 간의 긴밀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논의는 소설의 형식 변

화를 사회문화사적 맥락과 연동하여 살피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서사학

의 시론(試論)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아가 본고는 셋째, 한글장편소설 말미의 제작경위 대목과 실제 소설의 서술방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기왕의 연구사에서 제작경위 대목을 작품기법으로 이해

하는 시각이 정립된 이후, 제작경위 대목은 그 자체로는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

고 관례적으로 덧붙는 장치 정도로 이해되어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본고는 작품

말미에서 가상작가가 표방하는 기록에의 태도 및 기록물에 대한 인식 등이 실제의

서술 양상과도 연관성을 지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특히 가상작가가 표방

하는 서술의식이 서술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종의 문체적 제약으로서 작동하였

으며, 이러한 제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동시대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던 한글

장편소설 특유의 미학이 창출될 수 있었음을 논하였다.314) 즉, ‘허구를 구성하는’ 소

설 장르가 ‘사실을 재구성하는’ 전(傳) 장르를 표방하며 구성과 재구성의 경계가 뒤

섞이는 지점에서 한글장편소설 특유의 서술방식이 출현하였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한글장편소설의 전형을 창출하였다고 평가되는 <소현성록>에서는, 허구

적 이야기를 역사기록처럼 꾸며야 한다는 ‘제약’을 수용함으로써 소설의 실제 서술

314) 조재룡은 20세기 프랑스 작가 레몽 크노(Raymond Queneau)가 동일한 일화를 99가지의 문체로
변주하였던 시도가 ‘잠재’와 ‘제약’의 실험과 맞물려있음을 지적하면서, 제약의 실천을 통해 크노는
잠재성을 밀어붙이며 형식들을 재고안(再考案)하였다고 논하였다. 레몽 크노, 조재룡 역, 문체 연
습, 문학동네, 2020. 문체적 제약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잠재성이 발굴될 수 있다는 시각은 본 연구
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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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도 중요한 수행적 효과가 발생하였다.315) 앞선 논의에서는 인간적 욕망과 인간

적 한계를 지닌 복잡하고도 입체적인 인물의 형상화를 이와 관련지어 논하였거니

와, 한글장편소설의 주요한 특징으로 일컬어지는 심화된 내면 서술 또한 이러한 견

지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비슷한 시기에 향유된 서사장르들 가운데에서도 왜 한글

장편소설에는 특히 심화된 내면 서술이 출현할 수 있었던 것일까? 본고의 논지에

따르자면 이러한 특징은 한글장편소설 특유의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과의 관련 하

에서 해석될 수 있다. 살펴보았듯 <소현성록>은 작품 말미에 ‘이 이야기는 실재하

였던 역사의 기록이다’는 주장만을 외삽적으로 덧붙인 것이 아니라, 허구적 이야기

를 실재 역사에 대한 사실적 기록처럼 재현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이야기이다.

즉, 해당 제약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위에서, 단지 이야기를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방불케 하는 이야기’를, 단지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존 인간을

방불케 하는 인물’을 만들어내고자 시도한 결과물인 셈이다.

요컨대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는 살아있는 인간들의 역사를 목격하고 기록하는

역사기록자로서 분해야 하며, 소설 속 인물들은 각자의 내적 계기를 지닌 채 생동

감 있게 움직이는 현실적 인간으로 창조되어야 한다. 본고는 이러한 제약을 실천하

는 과정에서 출현한 산물로서, 한글장편소설 특유의 심화된 내면 서술을 이해할 수

도 있다고 본다. 실상 <사기(史記)>와 같은 역사서에서도 역사가가 역사적 인물의

입장이 되어 그 상황과 심리를 생생하게 표현하는 ‘대언(代言)’의 서술방식이 나타

나는 등 소위 문학적 서술방식과 역사적 서술방식의 이분법이 확정적이지 않으며

유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316) 소설이 역사기록을 표방하는 가운데 인물의

내면 서술이 심화되어 나타난 것을 역설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내면 서술과 같

은 ‘소설적’ 서술방식317)에 의거하여 한글장편소설의 인물들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성을 지닌 입체적이고도 복잡한 존재로서 ‘현실적’인 인간에 가깝게 형상화될 수 있

었던바, 이어지는 Ⅴ장에서는 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315) 이때의 ‘수행적’이란 개념은 본래 역사기록이 아닌 <소현성록>을 역사기록‘처럼’ 서술하는 과정
이 특정한 효과를 발생시켰다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이다. 수행성 개념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언어
의 수행성 개념을 참고할 수 있는바, 언어가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단순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
어를 통해 발화 대상을 존재하게 하고, 발화 내용을 행동으로 실현하도록 이끄는’ 등 현실을 만들
어내고 구성해내는 효과를 지칭한다. J. L. 오스틴, 김영진 역, 말과 행위, 서광사, 2011; 조주영,
"주체" 없이 행위성을 설명하기 , 시대와 철학25,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4.

316) 안예선, 사서의 《춘추》 계승 의식과 문학성의 상관성 , 중국문학연구43, 한국중문학회, 2011;
심은경·김원중, 회음후열전 의 문학적 서사구조를 통해서 본 사마천의 서술 시각 검토 , 중국학72,
대한중국학회, 2020.

317) 박희병은 전(傳)과 소설의 장르적 특징을 규명하는 가운데, 사실의 전달을 본령으로 삼는 전의
서술자는 겉으로 드러난 인물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내면에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반면 소설의 서
술자는 신처럼 전지전능하게 인물의 내면을 직접 관찰하고 묘사할 수 있다면서, 내면 서술을 ‘소설
적 서술’로 제시한 바 있다. 박희병, 앞의 책, 48-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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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한글장편소설의 서술미학

지금까지 본고는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 <하진양문록>을

중심으로 한글장편소설의 다채로운 서술 양상을 살피고, 그 서술의식의 변전이 지

니는 의미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논의 위에서 Ⅴ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소설미학을 규명하며 한글장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재평가하고자 한다.

과연 한글장편소설의 고유한 소설미학이란 무엇인가? 기왕의 연구사에서 한글장

편소설의 ‘장편화’에 주목한 다수의 연구들이 제출되었던 까닭은, 다른 서사장르와

변별되는 한글장편소설만의 고유한 형식적 특질을 그 압도적인 서사의 편폭에서 찾

았기 때문이다.318) 그러나 장편화 원리를 분석한 연구는 한글장편소설에 대한 독자

들의 매혹을 한글장편소설의 구조적 반복에 숨겨진 ‘작은 차이’에서 설명하는 데로

귀결되었으며,319)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미시구조’를 갖춘 세 작품에 대한 비교 분

석을 통해 그 ‘차이’의 의미를 향유층위의 차이로 해석한 연구가 제출되기도 하였

다.320) 이후 무수한 개별 작품론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한글장편소설 장르의 구체적

실상은 점점 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으나,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과연 한글장편

소설 장르 특유의 소설미학이 규명되었는가는 되짚어볼 만한 문제다. 특히 다양한

서사장르 가운데에서도 한글장편소설만이 지니는 고유한 미적 자질은 무엇인지, 이

러한 자질이 한글장편소설에 대한 향유자들의 애호 및 미적 체험과는 어떻게 연동

되었는지 등에 관해서는 여전히 적극적인 탐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탐구는 곧 ‘다양한 서사양식이 각축하던 17세기 소설 장에서 한글장편소설

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가’라는 문학사의 중요한 질문과도 연동

된다.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였다고 추정되는 소설들 가운데에서도 ‘전체적인 작품

완성도나 서사 기법이 뛰어나다고 보기 어려운’ <소현성록>이 가장 대표적인 장편

소설의 형식으로 자리 잡았던 까닭에 관해서는, <소현성록>의 장편화 방식이 모방

창작에 용이하여 대량 양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단순한 구성방식이

수용에도 용이하였기 때문이라는 논의가 제출된 바 있다.321) 창작과 수용의 차원을

모두 고려한 듯 보이는 분석은 일견 정합적으로 보이지만, 본고는 질문을 이렇게

수정하여 던져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과연 당대의 독자들이 한글장편소설을 ‘선택’

하였던 까닭은 무엇인가?322) 17세기 이후 소설의 주독자층으로 부상하여 이후 소설

사의 전개에 혁혁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되는 상층 여성 독자들이 하필이면

318) 송성욱, 앞의 책, 2002, 40-45면.
319) 정길수, 앞의 글, 2005, 221-222면.
320) 한길연, 앞의 글, 2005.
321) 송성욱, 앞의 글, 2003a, 243면; 정길수, 앞의 글, 2005, 13-16면, 223-225면.
322) 고은임은 <사씨남정기>나 <창선감의록>과 달리 <소현성록>에서는 “세속적 욕망과 이념적 윤리
사이를 오가는 인물들이 인정”되며 이러한 “<소현성록>의 윤리감각에 당대 독자들이 더 공감”했다
면서, 인물 형상화 측면에서 <소현성록> 유형이 소설의 주도권을 잡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
다. 고은임, 앞의 글, 2019, 198면. 본고는 ‘소설사적 주도권’을 ‘독자들의 공감’과 관련지어 해석한 데
동의하며, 이를 보다 구체화된 질문의 형태로 제기하면서 소설사의 전개과정을 재해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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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성록>의 유형을 ‘선택’한 까닭을 창작과 수용의 용이함으로만 해석하고 넘어

가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분석이라 생각된다. 과연 <소현성록>을 위시한 한글

장편소설이 다른 서사장르가 주지 못한 ‘무엇’을 독자들에게 주었던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되물어볼 필요가 있다.

Ⅴ장에서는 이에 관한 탐구를 진행하며, 특히 서술의 차원에서 한글장편소설의 소

설미학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세부적인 서술의 양상에 주목하는 것은 창작의 측면

에서는 작가가 어떠한 지점들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의미를 부여하며 서술하고자

하였는지를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그리고 향유의 차원에서는 독자들이 이렇듯 ‘사소

한’ 단서들을 어느 정도로 포착하는가에 따라 작품을 즐기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점

에서 긴요하리라고 생각된다.323) 관련하여 이른바 낙선재본 소설의 마지막 독자로

도 알려진 윤백영(尹伯英, 1888-1986) 여사가 한글장편소설에는 감정표현이 풍부하

며 일거일동을 섬세하게 그려 읽을수록 끌려들게 마련이라고 하였던 언급을 참조하

더라도,324) 인물의 언행을 그려내고 감정을 표현하는 등의 미시적이고도 세부적인

서술의 차원에서 한글장편소설의 미학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본고의 시도는 나름의

타당성을 지니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다양한 서술의 양상 가운데에서도 한글장편소설 고유의 소설미학을 대

표할 수 있을 만한 서술 양상은 무엇인가? 앞선 Ⅲ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 내면

서술이 다기하게 활용되는 양상을 살폈으며, Ⅳ장에서는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과

심화된 내면 서술 간에 일정한 연관성을 상정할 수도 있음을 논하였던바,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내면 서술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그간의 연구사에서도 한글장편소

설은 여느 소설과 비교했을 때에도 인물들의 내면에 대한 서술이 세세하고 내면 묘

사가 전경화된 장르로서 주목받아왔다.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인물의 심리에 대

한 섬세한 분석은 여성 문학적 특질로 평가되기도 하였으며,325) 통상의 사건전개 중

심의 고전소설과는 차별화되는 특징으로서 인물에 대한 사실적 형상화의 결과이자

의미의 다면화의 가능성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326) 최근에는 여러 인물군의 감정

이 밀도 있게 포함되어 있고 일상감정과 생활문화 등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한글장

편소설이 감정연구의 대상 자료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327) 인물의 내적 발화가

확대되고 여러 인물군 가운데에서도 특히 악인의 내면에 대한 서술이 매우 자세하

게 이루어진다는 데 주목한 연구328) 및 친족 관계를 이루는 인물들 간의 ‘다루기 힘

323) 제임스 우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삶에 깃든 두루뭉술한 세부사항’에 주목하는 일은 드문 반
면, 문학은 우리에게 그러한 세부사항을 알아차리는 법을 가르친다고 제시하였다. 나아가 이렇듯
문학이 우리를 ‘삶을 좀 더 잘 알아차리는 사람’으로 만들면, 우리는 이를 삶에서 실습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는 ‘문학에 나타난 세부사항을 좀 더 잘 읽는 독자’가 되고, 이것은 다시 우리를 ‘삶
을 잘 읽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논하였다. 제임스 우드, 설준규 외 역, 소설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창비, 2011, 76-77면.

324) 1966년 8월 25일자 중앙일보 기사 <통독자 윤백영 여사가 말하는 그 내력과 일화들–낙선재 문
고와 더불어 반 세기>.

325) 정병설, 앞의 책, 1998, 226-228면; 정병설, 앞의 글, 1998b.
326) 이지하, 앞의 책, 113-114면.
327) 정혜경, 앞의 글, 2013; 정혜경, 앞의 글, 2019.
328) 김동욱, 앞의 글, 2016a; 최어진,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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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감정들’이 재현되는 방식에 주목한 연구 또한 제출되어왔다.329) 이러한 선행연구

를 참고한다면, 한글장편소설에는 다양한 인물의 내면이 곡진하게 서술되고 그 서

술의 분량 또한 확대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내면 서술에 있어 특히 주목할 만한

서사장르라고 볼 수 있을듯하다. 다만 이러한 특징을 한글장편소설의 자연적 특성

으로 승인한 채 논의를 전개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

한 한글장편소설 <소현성록>과 비슷한 시기에 출현한 작품들을 간략히 살피는 데

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해보려 한다.330)

1. ‘마음읽기’하는 인물의 형상화

애정전기소설의 경우 남녀 간의 애정이라는 감정을 주요하게 다루는 장르이므로

인물의 내면 서술이 여느 서사장르에 비해서도 섬세하게 나타나리라고 짐작해볼 수

있다. 17세기 애정전기의 대표적인 작품 <주생전>에서는 남성인물 주생과 여성인

물 배도 선화 등이 애정을 추구하는 인물들로 형상화되고 있으며, 삽입시와 편지

등을 통해 인물들의 심리가 표출됨으로써 인물의 내면이 미학적으로 전시되는 양상

이 확인된다. 이러한 삽입시와 편지 등의 매개물을 통해 인물들이 지닌 애정과 그

리움 등의 감정이 절절하게 표현되기는 하지만, 이는 인물들이 직접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전달하는 발화의 변형된 형태에 가깝다. 전기소설에서는 인물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만큼 서사에는 인물들의 감정과 욕망이 생동하지

만,331) 이는 서술자가 인물의 내면을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텍스트에 매개하는 내면

서술과는 별개의 차원인 것이다.332)

요컨대 <주생전>에서는 인간의 애정 욕망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나 서술자

에 의한 내면 서술 자체는 심도 깊게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나마 간헐적

329) Ksenia Chizhova, Kinship Novels of Early Modern Kore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1.

330)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주생전>, <숙향전>, <사씨남정기>을 비교 대상 작품으
로 선정하였다. 조희웅 송원효준, <숙향전(淑香傳)> 형성연대 재고–일본측 자료를 중심으로 , 
고전문학연구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정출헌, 17세기 국문소설과 한문소설의 대비적 위상 , 한
국한문학연구22, 한국한문학회, 1998; 정길수, 앞의 글, 2005; 장시광, 17세기의 소설 장르에 나타
난 애정에 대한 욕망과 그 속성–<주생전>과 <소현성록> 연작을 중심으로 , 온지논총13, 온지
학회, 2005; 엄태식, 애정전기소설의 서사 문법과 결말 구조 , 동양학53, 동양학연구원, 2013; 류
준경, <사씨남정기>를 통해 본 소설사의 전변의 한 국면－사씨 형상의 형성배경과 의미 , 국문
학연구31, 국문학회, 2015. <주생전>, <숙향전>, <사씨남정기>는 각기 박희병 정길수 편역본, 이
상구 편역본, 류준경 편역본을 참고하였다.

331) 박희병은 전기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특징을 고독감 내면성 소극성 문예취향 등으로 제시하
였다. 특히 내면성과 관련하여서는, 전기적 인간이 대단히 외로운 존재이기에 적합한 대상을 만나
면 자신의 ‘깊은 속’을 상대에게 드러내 보이며, 시(詩)나 사(詞), 편지 등을 통해 ‘놀라울 정도로 솔
직하게 내면을 표출’한다고 논하였다.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33-55면.

332) 강상순은 전기소설의 서술자가 기이한 사건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의사보고자적(擬似報告者的)
거리를 취하면서도 주관적 공감을 투사하는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이러한 양가성으로 인해
‘전지적 서술을 막는’ 우회적이고 제한적인 서술이 출현하였다고 논하였다. 강상순, 전기소설의 해
체와 17세기 소설사적 전환의 성격 , 어문논집36, 안암어문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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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는 내면 서술은 주생에게 편향되어 나타난다.333) 이를테면 주생이 선화

를 보고 한눈에 반하는 장면이나, 주생이 자신의 속마음을 숨긴 채 배도에게 선화

에 대해 캐묻는 장면 등에서는 주생의 심리에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특

히 노승상 댁에 머물던 주생이 선화의 침실에 찾아가는 대목에 삽입된 내적 독백은

그의 충동적 행동에 필연성을 부여해주고 있다. 한편 주생이 배도 앞에서 선화를

향한 연모를 숨기는 대목이나, 어쩔 수 없이 배도 곁으로 돌아온 뒤에도 선화를 그

리워하는 대목 등에서는 그의 은밀한 심리가 대단히 간결하게 서술되는 양상이 확

인된다. 인물의 내면이 언행을 통해 ‘표출’되거나 시사(詩詞)를 통해 ‘전시’되는 전기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상대를 향해 표출될 수 없고 전시되기도 어려운

내밀한 심리가 자세히 서술되지 못한 것은 당연한듯 보인다.

한편 17세기에 출현한 중단편 한글소설 <숙향전>에서도 내면 서술이 거의 부각

되지 않는다. 서술자는 인물의 정신적 삶에 대해 곡진하게 서술하지 않는데, 이는

<숙향전>의 인물들이 자신의 속마음을 대체로 입 밖으로 소리 내어 표현한다는 점

과도 관련된다.334) 인물의 감정과 생각이 인물 자신에 의해 표현됨에 따라 인물들

의 속마음은 소설 속 다른 인물들에게도 공유된다. 혹 인물이 표현하지 않은 속마

음이 있더라도 마고할미나 용왕 등 신적인 존재들이 이를 간파하며 드러내기 때문

에 <숙향전>에서는 상당히 공공연한 의사소통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특징은 <숙

향전>의 운명론적 세계관과도 무관하지 않은바, 실상 이 소설에서는 인물들이 드러

내지 않은 속내는 물론이거니와 인물들의 운명 자체를 꿰뚫어보는 신적 존재들의

주재 하에 숙향과 이선 두 주인공이 그 운명을 완성해나가는 서사가 전개된다.335)

이때 신적인 존재들은 두 주인공에게 그들이 겪는 고난이 운명을 완성하기 위해 필

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과정일 뿐임을 지속적으로 일깨운다. 따라서 <숙향전>에는

숙향과 이선이 겪는 현실적 고난과 갈등이 상당히 부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들 인물의 내적 삶이 곡진하게 서술되는 양상을 찾아보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17세기에 출현하였으나, 비교적 분량이 확대되고 <소현성록>과 유사

하게 가족관계를 중심적으로 다루는 장편소설 <사씨남정기>에서는 내면 서술이 보

다 확대되어 나타난다. 우선 소설의 중심인물인 사정옥은 겉과 속이 일치하는 정대

(正大)한 인물로서 형상화되고 있는데,336) 교채란의 계교로 인해 시가에서 쫓겨나

333) 임형택은 <주생전>의 작가가 주생의 편에서 배도에 대한 일종의 공범의식을 지녔음을 문제적으로
지적하였으며, 김경미는 <주생전>에 남성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플롯이 반영되어 있다면서 전기소설
의 플롯에 내재된 남성 중심성을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임형택, 전기소설의 연애주제와 <위경천전
(韋敬天傳)> , 동양학22,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92; 김경미, 2010, 앞의 글. 본고는 이러한 분
석에 동의하며, 선택적 내면 서술의 측면에서도 주생에 대한 서술의 편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334) <숙향전>에는 내면 서술이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단편적으로만 활용될 뿐이다.
<숙향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체로 감정이나 생각 등을 겉으로 드러내어 표현하는데, 대표적으
로 숙향이 사향의 음모로 남승상 댁에서 쫓겨난 뒤 물가에서 탄식하며 우는 대목이나, 숙향이 남승
상 부부와 친부모를 차례로 만나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대목 등이 그러하다.

335) <숙향전>에 나타난 신적인 존재들의 형상과 이에 투영된 운명론적 세계관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최기숙, 앞의 글, 1998; 이상구, <숙향전>에 나타난 선계의 형상과 작가의
식 , 남도문화연구31, 남도문화연구소, 2010. 본고는 <숙향전>에서 인물의 내면 서술이 자세하지
않다는 특징과 <숙향전>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무관하지 않다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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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강에 이르는 대목이나, 수월암에서 관음찬을 마주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

등에서는 그녀가 겪는 내적 고뇌가 주요하게 다루어진다. 천도(天道)에 대해 회의하

는 사정옥의 발화를 통해 그녀의 속내가 직접적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그녀가 겉

으로 드러내지 않는 내밀하고도 사적인 감정, 이를테면 교채란에 대한 원한이나 유

연수에 대한 원망 등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사정옥의 형상화 방식은 전

(傳)의 인물 형상화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전의 인물들은 내면과 외면이 통일

되어 있으며 그 불일치를 상정할 수 없다는 특징으로 인해 특유의 비장함과 고상함

을 지니며, 사정옥 또한 이러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337) 이렇듯 <사씨남정기>

의 서술자가 변화하는 사정옥의 감정이나 생각 등을 섬세하게 포착하기보다는 그녀

의 정대한 언행을 중심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사정옥은 외면과 내면이 일치하는 군

자(君子)형 인물로 형상화되며 독자에 따라 어떠한 가치든 투영할 수 있는 기표이

자 이념의 담지자로서 기능하게 된다.338)

오히려 <사씨남정기>에서는 여러 인물 가운데에서도 유연수의 내적 독백이 가장

자주 제시된다. 처음에 사정옥에 대한 교채란의 참소(讒訴)를 믿지 않고 도리어 교

채란을 의심하던 유연수가 점차 사정옥에 대한 의심을 굳히기까지 그 마음이 변화

하게 되는 기점마다 유연수의 내적독백이 삽입되고 있다. 그에 따라 서사 내에서

유연수의 변화가 설득력 있게 제시되고 서사 전개의 개연성 또한 강화된다.339) 인

물의 내면이 자세히 서술되면 독자들이 그 인물의 정신에 보다 가까이 다가설 수

있다는 점에서, 이양오(李養吾, 1737-1811)와 같은 독자가 <사씨남정기>를 유연수

를 중심으로 독해한 것 또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독법이라고 하겠다.340)

한편 <사씨남정기>에는 중심인물이 아닌 설매, 냉진과 같은 부수적 인물들의 내

적 독백 또한 삽입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 자체가 곡진한 서술의 대상이 되는 것

은 아니지만 이에 관한 서술을 통해 이들이 향후 취하게 되는 행동의 개연성이 강

화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부수적 인물들의 내면에 대한 서술이 확대되었다는 특징

은 주목되는데, 이는 이미 하늘에서 정해진 운명을 좇아 인물의 서사가 완성되는

336) 서사 초반부에 사씨가 교씨의 거문고 연주를 듣고 <예상우의곡> 연주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교씨는 사씨의 ‘본의’를 왜곡하여 유연수에게 전한다. 이 대목에서 서술자는 “경계의 말을 건넨 것
은 다만 바르지 못한 소리가 장부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까 걱정한 것일 따름이지 어찌 다른 뜻이
있었겠는가?”라고 논평하며 사씨에게는 추호의 ‘투기심’도 없음을 강조한다. 이는 사씨의 언행과 사
고, 마음 등 인격 전반이 정대하며 그 이면에 숨은 의도가 ‘없음’을 확정짓는 서술이다.

337) 박희병, 앞의 책, 1993, 215-217면.
338) 류준경은 <번언남정기인(飜諺南征記引)>를 토대로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이 사씨를 단순히 부
녀자의 도덕을 체현한 여성을 넘어 보편적 윤리성을 체현한 이상적 인간형으로 이해하였다고 논하며,
작가 김만중의 의도 또한 사씨를 도덕적 주체로서 형상화한 데 있었다고 보았다. 류준경, 앞의 글.

339) 유연수는 교씨가 처음 사씨를 참소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교씨를 의심하다가, 이후 교씨와 그의
아들 장주를 저주하는 글이 사씨의 필체로 적힌 것을 발견하고서야 사씨에게 의심을 품게 되며, 이
후 장진을 만나 사씨의 옥가락지를 발견했을 때에조차 의심을 억누르려 한다. 즉, 유연수가 사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반복될 때마다 그의 내면이 서술됨으로써 유연수의 변화 과정이 설
득력 있게 그려진다. 한편 사씨를 내친 이후 점차 교씨에 대한 의심을 키워가는 대목이나, 유배에
서 풀려나고 우연히 시비 설매를 만나 저간의 사정을 모두 알게 된 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사
씨를 지극히 그리워하는 대목 등에서도 유연수의 변화가 내적 독백을 통해 설득력 있게 제시된다.

340) 이양오의 <사씨남정기후서(謝氏南征記後敍)>에 관해서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최윤희, 18
세기 독자 李養吾의 <사씨남정기> 독법 , 동양고전연구69, 동양고전학회,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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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향전>의 세계와 달리, <사씨남정기>는 인물들의 욕망과 감정, 의지 등에 의해

서사의 전개 방향이 결정되는 지극히 ‘인간적인’ 세계임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러

한 점에서 내면 서술이란 인물의 내적 계기를 제시하고 인물의 앞으로의 선택을 예

시(豫示)함으로써, 인물 중심의 서사세계를 구축하고 인물들에게 행위성을 부여하는

데 핵심적으로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17세기의 여타 소설들과 더불어 <소현성록>을 비교 고찰한다면,

과연 <소현성록>은 독특한 내면 서술의 특징을 구현했다고 볼 수 있는가? 우선

<소현성록>에는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빈도로 내면 서술이 나타나

며, 그 서술 또한 대단히 자세하다.341) 물론 앞서 논한 소설들과, 대장편 분량의

<소현성록> 간의 서사적 편폭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내면 서술의 빈도와 분량 등에

있어 양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질적인

측면에서도 <소현성록>의 고유한 위상이 발견되는가? ‘어떠한’ 인물의 ‘어떠한’ 내

면이 ‘어떻게’ 서술되는지 그 양상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더라도, <소현성록>은 세

기준 모두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은 내면 서술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의 복수성이 눈에 띈다. 앞선 Ⅲ장에서 상

론하였듯 <소현성록>에서는 한 장면 안에 있는 여러 인물들의 내면이 번갈아 제시

되는 장면이 다수 확인된다. 이는 곧 여러 인물들의 심리를 두루 조명하고자 하는

서술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을 지향하는 <소현성록>

서술자 특유의 공평함의 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내면 서술의 형식 자체는 앞서 살

펴본 소설들과 다를 바 없으나, 다양한 인물들의 내면이 번갈아 서술되며 인물들

각각의 입장이 드러나는 가운데 서사 내적 상황에 입체감이 부여되는 것이다.

나아가 ‘어떠한’ 내면을 ‘어떻게’ 서술하는가의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특징이 발

견된다. <소현성록>에서는 인물들 간의 미시적 상호작용이 그려지는 가운데 각 인

물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지극히 미세한 변화들이 세세하게 서술된다. 특히 인물

들이 상대의 눈치를 보며 그 속마음을 미루어 짐작하는 양상이 세세히 서술되는데,

이는 여러 인물들의 내면을 번갈아가며 서술하는 특징과 맞물리며 한글장편소설 특

유의 섬세한 내면 서술을 가장 잘 드러내주므로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샹셔보니 잠간 드러시되 번열(煩熱)야 오그고 가을 드러내야 누어

시나 시동(侍童) 시녜(侍女) 다 난간 밧잇디라. 셕시 그 쵹샹(觸傷)가 두려

나아가 오드여 덥흐니 샹셰 문득 야 보고 즉시 오녀미고 벽을 도라 누으

니 원샹셰 셕시노(怒)야 미 아니라 참졍과 댱군이 혹 칼흘 드러 기

죽이려 며 참졍은 변(變色)노미오 셕시 것로 평안(色)을 지

으나 그 가온대깁히 쳐 유심(有心)믈 슷치고 몬져 발셜(發說)야 뎌의

답 아닛욕(辱) 볼가 야 스로 낙(冷落)빗도〃니 셕시이 영민(英

敏) 소통(疏通)녀라 믄득 아라보고 짐모톄야 온슌고 야 친

근히 구호(救護)미 이십여일의 니라되 <소현성록> 3권, 69-70면

341) 조혜란, 앞의 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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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드여 쇼영을 브니 영이 옥면홍안(玉面紅顔)으로 아미(蛾眉)긔 그려 당하

(堂下)의 니매 이 오히려 미심(未審)야 낭모(兩眸)로부인을 피니 형시

현텰(賢哲)아니라 극히 영오(穎悟)디라 긔(氣色)을 슷치고 미쇼며 이에

명여 당의 오라 고 은근이 후(厚待)되 녀의 절기의 다라몸을 움이

디 아니커이 쇼이문왈(笑而問曰) “비록 쳔(賤)나 엇디 너모 거만(倨慢)시뇨.”

형시 크게 우이 너겨 만히 혜오뎌의 이 반드시 뎔로계비(繼妃)의 위(位)

주고져 미로다 야 다만 답디 아니〃 이 아름다온 부인을 두어시나 첫 졍이 믄

득 리기 어려온디라 쇼영을 동녘 초당(草堂)의 두고져 디 무궁되 곰 형시 

음이 불평(不平)가 의려(疑慮)야 옥침(玉枕)의 누으락 닐낙 야 혹 은[근]약(慇

懃自若)고 혹 눈썹을 긔여 혜아리거형시 긔샹이 녀의게 굴(屈)믈

깃거 아냐 말을 아니코 오래 안잣다가 기리 탄식니 이 경문(驚問) 왈, “부인이 므

연괴(緣故) 잇관탄식뇨.” 형시 념용(斂容) 왈, “쇼쳡이 비박지질(菲薄之質)

로 외람이 군의 건즐(巾櫛)을 밧드러 셩문의 의탁니 (…) 쳡으로실신지인(失信

之人)이 되샤 근심을 더긔 미 도시(都是) 죄라 (…)” 이 텽파(聽罷)의 심졍이 영

민(英敏)디라 녀의 말로조차 젼연히 긔이 현뎌(顯著)야 강권(強勸)줄 알고

심하의 참괴(慙愧)고 우어 <소현성록> 5권, 106-108면

[1]과 [2]에는 두 명 이상의 인물들의 내면을 번갈아 서술하는 양상이 나타나며,

특히 상대의 속마음을 추론하는 인물들의 속마음이 서술되고 있다. 우선 [1]은 소현

성의 셋째 부인인 여씨의 계교로 둘째 부인인 석명혜가 친정으로 내쫓겼다가 모든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고 난 뒤 다시 소부로 돌아온 이후의 서사에 해당한다. 석부

에서는 무고한 딸을 친정으로 내친 사위 소현성을 괘씸하게 여겨 석명혜를 돌려보

내기를 꺼리지만, 남편의 병환이 깊다는 소식에 석명혜는 소부로 돌아온다. 소부로

돌아온 직후 석명혜는 소현성을 정성스럽게 간병하는데, [1]은 이와 관련된 대목으

로 여기에서 서술자는 소현성과 석명혜의 속내를 번갈아가며 서술하고 있다. 우선

소현성은 처가 식구들이 자신에게 분노를 표현한 데 앙금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니

와, 자신을 돌보는 석명혜가 겉으로는 평안한 체 하지만 속마음에 맺힌 바가 있으

리라 짐작한다. 이에 소현성은 석명혜가 자신과의 대화를 거부할지도 모른다고 걱

정하면서, 석명혜 앞에서 일부러 냉담한 체한다. 흥미로운 점은 석명혜가 이러한 소

현성의 속내를 눈치챘음에도 ‘짐짓 모르는 척하고’ 온순한 태도로 소현성을 돌보는

데에만 힘쓴다는 점이다. 인용문 이후로 이어지는 서사 전개에서 소현성은 석명혜

의 지극한 정성과 그녀의 분별력에 감동하여 마음을 풀게 된다.

[1]에서 서술자는 석명혜와 소현성에게 번갈아 초점화하며, 이 인물들이 상대의

마음을 추론하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동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술

을 통해 독자들은 인물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언행과 드러내지 않은 속마음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며 소설을 향유하게 된다. 실상 인물의 외적 삶과 내적 삶의 불일치

는 ‘소설적’ 인물의 주요한 특징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지만,342) 여기에서 소현성과 석

명혜가 표리부동한 소설적 인물이라는 점보다도 중요한 점은 이들이 상호 간의 표

https://blog.daum.net/thddudgh7/1652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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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부동을 ‘전제한 위에서’ 의사소통하는 양상이 그려진다는 점이다. <소현성록>에

서는 인물들이 상대방의 기색을 읽어내며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을 추론해내는 내적인 흐름이 세세하게 서술된다. 이렇듯 인물이 상대의 속마

음을 추론하며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양상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도 대단히 일상적

으로 수행되는 ‘눈치보기’와 크게 다르지 않거니와,343)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지니는

사회적 인지능력이 소설의 인물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도로 사회화된 종으로서 인간은 타인을 해석함에 있어 겉으로 드러난 언행뿐만

아니라 상대가 표현하지 않은 생각과 감정, 바람, 신념 등을 섬세하게 고려하여 타

인의 마음을 추론해내는 소위 ‘마음읽기’ 능력을 발휘하며, 이는 복잡한 사회 환경

에 대한 일종의 적응 기제라고 볼 수 있다.344) 현실에서 다분히 직관적으로 수행되

는 상대의 마음에 대한 추론의 과정이 소설의 대화 장면에 세세하게 서술되고 있다

는 점은, 곧 <소현성록>이 인간 마음의 작동방식에 예민한 관심을 지니고 이를 서

술에 반영하였음을 드러내준다. 이에 본고는 인물의 미세한 내적 흐름과 인물들 간

의 역학관계를 포착해내는 서술방식이야말로 한글장편소설 특유의 섬세한 내면 서

술의 미학이 발현되는 지점이라는 입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인물들 간에 마음

읽기가 수행되는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 논의를 예각화하고, 이러한 서술이 이루

어짐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본격적으로 논하도록 하겠다.

[2]는 소운성과 형강아 부부에 관한 서사의 일부분으로, 두 인물의 혼인 이전에

소운성이 겁탈하여 관계를 맺었던 소영이라는 인물이 주요한 화두이다. 소운성과의

혼인 직후 소영의 존재를 알게 된 형강아는 소운성에게 소영을 거둘 것을 권하고,

이들 부부가 소영을 불러들이는 장면이 [2]에 나타나 있다. 인용문의 도입부에서 확

인되듯 소운성은 형강아가 소영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관찰하고 있으며, 형강아는

소운성이 자신을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채로’ 소영을 맞이한다. 소운성은

형강아가 소영의 절을 받을 뿐 절을 하지는 않자 이를 거만하다고 지적하는데, 형

강아는 소운성의 발화를 듣자마자 소운성이 소영을 가까이 두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채며 이를 ‘우습게’ 여긴다. 소운성이 자신의 속내를 차마 먼저 말하지 못한 채

탄식만 하고 있자, 형강아는 스스로의 죄인 됨을 자처하면서 소영을 첩으로 둘 것

을 권하게 된다. 소운성은 형강아가 억지로 그 말을 꺼냈다고 짐작하여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그가 원하던 바대로 소영을 첩으로 들인다.

이러한 서사 전개에서 서술자는 소운성과 형강아 부부가 서로의 마음에 대해 추

342) 박희병, 앞의 책, 1993, 53-60면; 215-216면.
343) 허재홍·박원주·김승주, 눈치개념 연구 , 인문과학연구33, 인문과학연구소, 2012.
344) 앞선 Ⅱ장에서도 살폈듯 인간은 의사소통의 상대를 마음에 의해 생명력을 유지하는 존재로 생각
하며, 그 마음에 대한 내면 시뮬레이션을 생성하는 인지적 능력을 지닌다. ‘초사회적 종’으로서의
인간은 특별히 정교한 마음읽기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능력을 발휘하며 타인의 믿음과 의도를
분별하며 타인과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능력은 마음이론(Theory of Mind), 마음읽
기(mind reading) 등으로 불리는데, 본고는 가장 직관적인 표현으로서 ‘마음읽기’를 채택한다. Lisa
Zunshine, “Theory of Mind and Fictions of Embodied Transparency,” Narrative 16, 2008, pp.
65-92; Boyd, 앞의 책; 스티븐 핑커, 앞의 책; 장대익, 울트라 소셜, 휴머니스트, 2017; 브라이언
헤어·버네사 우즈,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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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하고 이에 대해 반응하는 양상을 번갈아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면 서술을 통

해 독자들은 두 인물이 겉으로 드러내는 외적 반응과 더불어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속마음까지도 파악하게 되며, 두 인물 간의 은근한 긴장 또한 알아차리게 된다. 이

때 [2]에서 소운성과 형부인 모두 상대의 마음을 읽어내고는 있으나, 두 사람의 마

음읽기가 유발하는 행위에는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소운성은 형강아의 행동을

살펴 그녀의 속내를 추론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녀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

는다. 오히려 소운성은 자신이 미루어 짐작한 형강아의 속내에 관한 자신의 평가를

드러내어 표현하며(“비록 쳔나 엇디 너모 거만시뇨”), 이러한 소운성의 발화는

형강아로 하여금 소운성의 의도에 맞춰 행동하도록 만드는 수행적 효과를 발휘한

다. 반면 형강아의 경우 소운성의 마음에 대해 추론하고 이를 우습게 여기기도 하

지만, 그러한 평가를 발설하기는커녕 자신이 그의 속마음을 ‘안다’는 사실을 드러내

지도 못한다. 오히려 형강아는 소운성이 체면을 상하지 않게끔 자신의 죄를 청하며

소운성의 의중에 맞춰 행동하고 있다.

즉, 위의 인용문에서는 형강아와 소운성 모두 마음읽기 능력을 발휘하지만 해당

능력은 전혀 상이한 행위로 굴절되어 드러난다는 점에서, <소현성록>에서 나타나

는 인물들의 마음읽기에는 그 관계의 불평등한 성격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

다. 물론 부부 관계에 내재한 권력관계를 폭로하는 데 <소현성록>의 의도가 있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소현성록>의 의식지향은 이러한 불평등을 당연한 전

제로 수용한 위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신하는 것이 여성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며,

가문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도 바람직한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데 가깝기 때문이

다. 이를테면 [1]에서 석명혜는 소현성의 본의를 모두 알아차리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 따져 묻거나 그의 편협함을 교정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이 상대의 마음을 안

다는 사실’을 전혀 내비치지 않은 채 그저 남편을 간병하며 아내된 도리를 수행할

뿐이다. 이는 [2]의 형강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남편의 저의를 속으로

는 비웃으면서도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은 채 정확히 소운성이 원하는 바대로

먼저 행동해줄 뿐이다.

이러한 여성인물들의 겉과 속 다른 이중성은 내면 서술이라는 형식을 경유하며

드러나게 되는바, 이를 통해 보자면 내면 서술이란 인물들 간의 권력의 작동방식을

예민하게 포착해내는 서술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현성록>에서 인물

들이 서로의 마음을 추론하는 내면의 흐름이 섬세하게 서술된다는 표면적 사실을

넘어, 이 인물들이 구성하는 관계의 성격과 그 관계에서 처한 각자의 위치에 따라

그 능력이 각기 다르게 구현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때 부부관

계에 있어서 상대의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대의 요구에 자신의 언행을 맞추

고 적응시키도록 요구되는 쪽은 남편이 아닌 아내 쪽이라는 점에서, 마음읽기 장면

은 관계의 위계적(位階的) 성격과 그에 내재한 불평등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술에서 미루어보자면 <소현성록>의 서술자는 인물들이 이루는 관

계의 성격과 권력의 작동방식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이를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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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앞선 Ⅲ장에서 살폈듯 <소현성록>에서 인물들을 비교하며 수직적으로 위

계화 하는 논평이 확인된다는 점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상 <소현성록>의 여성인물들은 시가(媤家)라는 공간 안에서, 남편을 비롯한 시

가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 자신을 정위(定位)해나가는 가운데 지극히 구체적인 갈등

을 겪고 조정해나가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점에서 <소현성록>의 서술자가 관심을

가지고 형상화하는 것은 바로 이런 종류의 관계적 인간들과 그들이 관계에서 겪는

구체적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주목할 점은 소설에서 관계의 하위에 위치한

인물이 상위에 위치한 인물의 마음을 성실하게 추론하고 이에 맞추어 적절하게 행

동하는 것이 상위의 인물에게 더 강하게 예속되는 데로 귀결되지만은 않는다는 점

이다. 아내가 남편에 대한 마음읽기를 잘 수행할수록 주변의 인정을 얻고 끝내는

가정 내에서 명예롭게 대우받으며 안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 즉 주어진

위계질서를 충실하게 좇아 자신의 분의(分義)를 지킬수록 오히려 질서 내부에서 안

정적인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 <소현성록>에서 제시되는 ‘낙관적’ 전망이

다.345)

이를테면 <소현성록>에서 석명혜는 다른 부인들에 비해 자신이 홀로 돋보이는

일이 없게끔 시녀를 시켜 정당(正堂)에 다른 부인들이 나와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정도로 주도면밀한 인물로 형상화되며, 이에 대해 서술자는 적국(敵國)들과 겨룬다

는 오해를 사지 않고 자신만 칭찬받지 않기 위함이라며 그 의도를 정확하게 풀이하

는 논평을 덧붙이기도 한다.346) 소설 전반에 걸쳐 석명혜는 여러 중첩된 관계 속에

서 자신을 적당하게 위치시키기 위해 지극히 예민한 감각을 발휘하는 여성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소현성록>에는 이러한 석명혜의 서사와 더불어, 소

현성의 첫째 부인임에도 끝내 가부장 소현성과 시어머니 양부인에게서 완전한 신뢰

를 획득하지 못하는 화수은이나, 소부에서 내쫓기는 셋째 부인 여씨의 서사가 나란

히 놓인다는 점이다. 이는 석명혜의 며느리인 형강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형

강아의 서사는 소운성에게 하가하였다가 외롭고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명현공

주의 서사와 나란히 놓이고 있다. 즉, 석명혜와 형강아는 시가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여성이 행해야 하는 처신의 방법을 체현하는 인물들이자, 혼인을 통해

소부로 편입되었으나 끝내 소부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하는 다른 여성인물

들과 대비되는 인물군이기도 하다. 향유자들은 석명혜와 형강아 등 <소현성록>에

서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는 여성인물들이 복잡하고 첨예한 인간관계 안에서 어떻게

처신하는지,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읽고 기민하게 반응하는지 등의 그 구체적인 양

상을 확인하면서, 규범적인 여훈서가 포괄해주지 못하는 유용한 처신에의 기술을

익힐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347)

345) 특히 [1]에서 살핀 석명혜의 경우 그녀의 딸 소수주가 황후의 자리에 오르고 아들 소운성이 왕의
작위를 받게 됨에 따라 <소현성록> 15권에 이르러서는 첫째 부인인 화수은보다도 높은 위치에 자
리하게 된다. <소현성록> 15권, 16-17면.

346) <소현성록> 2권, 89면.
347) 조선시대의 여훈서는 출가외인론(出嫁外人論)에 입각하여 시집 중심의 인간관계에서의 순종을 강
조하며, 여성의 노동력과 집안 관리 능력을 요구하고, 다른 여성에 대한 투기를 금지하고 극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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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소현성록>을 규훈서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데, 이는 내면 서술이라는

형식을 통해 여성인물들이 그 속마음과는 다르게 사회적으로 적절하게 처신‘해주는’

사회적 수행성을 발휘하고 있음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2]에서 살펴보았듯 형

강아는 소운성을 ‘크게 우습게’ 여기면서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이중성을 발휘하

는 인물이며, 석명혜 또한 그러한 이중성을 지닌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앞서 살펴

본 [1]에서 석명혜는 오해로 인해 자신을 친정으로 내친 소현성에 대한 서운함이나

원망의 기색을 전혀 내비치지 않지만, 이후 4권에서는 이 사건에 관한 깊은 앙금을

지녔음을 드러내기도 한다.348) 해당 장면에서 석명혜는 표면상으로는 자신의 어리

석음과 그릇됨을 즉각적으로 인정하며 소현성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듯 행동하지

만, 소현성은 석명혜의 표리부동을 눈치챘다고 서술되며 서술자 또한 석명혜의 차

가운 얼굴빛과 그 말에 담긴 조롱과 분노의 기운을 짚어내고 있다. 이렇듯 복종하

지만 ‘진심으로 복종하지는 않는’ 여성인물들의 은밀한 비웃음이 담긴 속내, 차가운

어조와 눈빛 등이 세세하게 서술됨으로써,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이미 작동하고 있는 약자의 정치성이 포착된다.349)

이렇듯 <소현성록>에서는 가문의 질서 내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여성인물들일

지라도, 그녀들이 삶의 구체적 국면마다 겪는 구구한 관계적 갈등 및 이에 대한 미

시적인 저항과 타협의 역사가 인물들의 서사 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

앞서 제기하였던 질문, 즉 ‘18세기 이후 소설의 주 독자층으로 부상한 여성 독자층

들이 왜 <소현성록>을 선택하였는가’라는 질문에 관한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내

면 서술을 통한 인물 형상화와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소현성록>에서

는 외면적으로는 순종의 외관을 취하는 여성인물의 은밀한 심리에 대한 서술을 통

해, 석명혜나 형강아와 같이 소설 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여성인물들

조차 그 속을 완전히 알 수는 없는 이중적인 인물들로 형상화된다. 이른바 악인형

여성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요구되는 것만큼이나,350) 이른바 선인형 여성인물들

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선악의 도덕적 자질이 아닌, 그

인내를 요구하는 등의 특징을 지닌다. 김언순, 조선후기 사대부 여훈서(女訓書)에 나타난 여성상
형성에 대한 연구 , 한국교육사학28, 한국교육사학회, 2006; 조선 여성의 유교적 여성상 내면화
연구–여훈서와 규방가사를 중심으로 , 페미니즘 연구8, 한국여성연구소, 2008. 그러나 현실의 여
성들이 이러한 규범적 담론을 습득하는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에서의 처신에의 감각을 얻
기란 불충분했을 것이다. 관련하여 한길연은 한글장편소설이 현실과 동떨어진 규훈서에 대한 여성
들의 불만을 담아내고 있다고 논하기도 하였다. 한길연, 여성교육과 부부갈등의 관련양상 연구-
유씨삼대록 을 중심으로 , 인문논총66,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348) <소현성록> 4권, 15-18면. 이지하는 해당 장면에서 석명혜가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여성의식의 발
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논하였다. 이지하, 앞의 글, 2015b. 그러나 본고는 석명혜가 소현성에게 은근
하게 자신의 불만을 흘리며, 소현성이 이를 캐묻고 책망하자 겉으로는 완전히 복종하는 체하면서도
그 말 안에 조롱의 기운을 담는 양상을, ‘악자의 정치성’이 발현되는 장면으로 해석해보고자 한다.

349) ‘약자의 정치성’이라는 개념은 제임스 스콧의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전상인 역, 후마니타스,
2020)에서 착안하여 본고의 논의 맥락에 맞게 변용한 것이다. 스콧은 힘없는 자들끼리 나누는 소
문, 험담, 설화, 노래, 몸짓, 농담, 극 무대 등에 주목하면서, 권력관계에 연관되어 있는 ‘미시적’ 밀
고 당기기 과정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은 자연화나 정당화와 같은 어떤 정태적 견해도 옹호할 수
없게 만든다고 논하였다.

350) 한길연, 대하소설의 발산형(發散型) 여성인물 연구-<완월회맹연>의 ‘박씨’를 중심으로 , 한국고
전여성문학연구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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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들이 발휘하는 기민한 상황판단과 뛰어난 현실 적응력에 차원에서의 재조명 또한

필요한 것이다.351)

그렇다면 이러한 소설의 향유는 독자들에게 어떠한 경험이었을까? 앞서 살펴보았

듯 <소현성록>에는 상대의 표정, 몸짓, 분위기 등의 기색을 파악하며 그 마음을 읽

어내어 정교하게 의사소통하는 인물들이 형상화되고 있으며, 이는 인물의 내적 변

화에 대한 세세한 서술을 통해 구축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독자들은 인물

들의 언행과 그 속마음을 견주게 되는 것은 물론, 인물들 간에 작동하는 미묘한 알

력 관계와 은근한 기류 변화 또한 파악하며 서사를 향유하게 된다. 이러한 견지에

서 <소현성록>의 향유는 공감과 이입의 경험이기도 하였겠으나, 관계에서의 예민

한 위치 감각과 처신의 기술,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들을 읽어내며 이루어지는 정교

한 의사소통의 기술 등을 훈련하는 과정이기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352) 특히 시가

라는 사회적 공간 안에서 자신의 내적 갈등을 감추고 적절히 타협하며 때로는 은근

한 저항 심리를 내보이기도 하는 <소현성록> 속 여성인물들의 형상은, 복합적 관

계망 안에서 적절하게 처신하며 자신을 정위해나가야 했던 상층 여성들에게 특히

호소력을 발휘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353)

한편 인물의 겉과 속을 지속적으로 견주며 소설을 향유하는 경험은, 독자들로 하

여금 인물의 진짜 의도나 숨겨진 욕망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추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한글장편소설 애독자에 의해 창작된,

소설들에 대한 비평소설 <여와전>을 참고해볼 수 있다. <여와전>의 작가는 문창

성이라는 인물의 입을 빌어 여러 소설 속 여성인물들을 비평하는 가운데, 석명혜가

‘첫째 부인의 대악(大惡)을 드러내면서 은근히 자신의 덕을 뽐내려 하였다’면서 <소

현성록>에 서술되지 않은 석명혜의 숨은 본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비판

한다.354) 이는 곧 독자가 소설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인물의 ‘진짜

속마음’을 추론하는 등 적극적인 마음읽기를 수행하며 소설을 향유하였음을 보여주

는 단서이다. 이를 통해 본다면 소설을 향유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에 매개된 인물들

의 속마음을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타인의 마음을 읽어내는 인물들의

마음’을 메타적으로 들여다보는 경험은, 독자들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마음읽기

351) 정선희 또한 기왕의 한글장편소설 연구사가 ‘악한 여성이나 문제적인 여성’에 주목해왔음을 지적
하며, ‘바람직한 여성상’으로서 <소현성록>에 나타난 석명혜의 형상에 새롭게 주목하였다. 그리고
석명혜가 ‘당대 사회가 요구하던 여성상’인 동시에 ‘여성들이 욕망하던 여성상’이라는 점에서, 석명
혜를 ‘입체적 인물’이라고 평가하였다. 정선희, 앞의 글, 2019. 다만 본고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석명
혜가 체현하는 ‘이중성’에 주목하여 그 입체적 성격을 살피고자 한다.

352) 관련하여 본고의 관점과 유사하게, 한글장편소설의 향유를 독자들의 현실의 문제에 대한 시뮬레
이션의 관점에서 접근한 정혜경, 앞의 글, 2017을 참고할 수 있다.

353) 조선후기 양반 여성들이 사회적 관계망 속에 위치한 행위자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이 여
성사 연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한효정,
16세기 한 양반가 부인의 재산축적과 소유의식 , 고문서연구36, 한국고문서학회, 2010; 김현숙, 
조선의 여성, 가계부를 쓰다, 경인문화사, 2018; 최기숙, 조선후기 양반 여성의 사회적 평판과 인
정구조 재성찰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4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1.

354) 국립중앙도서관본 <여와전>, 17면. 해당 논평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지연숙, 앞의 글, 150-1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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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도록 이끌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이는 독자가 소설을 향유함에

있어, 소설의 인물을 다분히 현실적 인간에 가까운 존재로서, 단순화할 수 없는 복

잡한 욕망과 숨겨진 의도 등을 지닌 입체적인 존재로 인지하였음을 역으로 드러내

준다고도 하겠다.355)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소현성록>은 인물들 간의 미시적인 상호작용 과정에

서 발생하는 심리의 세세한 작용까지 섬세하게 서술하는 특징을 지닌다고 볼 수 있

다. 이는 감정과 욕망을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내면에 대한 서술 자체는 그다지 자세하지 않던 <주생전>이나, 인간의 세계가

신들의 세계에 포위되어 있어 인간의 내적인 삶이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던 <숙향

전>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또한 <사씨남정기>에서 유연수의 내면이

중심적으로 조명되는 가운데 여성인물들이 특정 가치를 담지하는 표상으로서 재현

되는 양상과도 차이를 보인다. <소현성록>에서는 인물들이 상대의 기색을 살펴 속

마음을 추론하는 양상이 세세하게 서술되고 있으며, 인물들 간의 권력관계에 의해

그 속마음에 대한 추론이 전혀 상이한 행위로 굴절되는 양상까지 포착된다. 무엇보

다도 <소현성록>에서는 훌륭한 인품을 지닌 인물조차 겉으로 드러내는 언행과 속

마음 사이에 일정한 간극을 지닌 복잡한 존재로서 형상화되는바, 이는 인물의 내면

에 대한 서술자의 섬세한 시선을 통해 구축된다.

2. 내면 서술의 미학과 그 다변화

전 절을 통해 <소현성록>의 인물들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대의 속마음에 지

대한 관심을 보이고 그 마음을 추론하려 하며, 서술자가 인물들의 심리 작용의 세

세한 국면을 포착하여 서술한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간 한글장편소설의 내면 서술

이 섬세하다는 논의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으며, 그 섬세함이란 대체로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서술이 길고 자세하다는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본고는, 상대

의 눈치를 보며 그 숨겨진 속마음을 추론하는 등 인물의 미세한 심리적 작용을 서

술자가 세세하게 포착하여 서술하는 데에서, 즉 그 ‘시선’의 섬세함의 차원에서 내

면 서술의 미학을 재발견해보고자 시도하며 이러한 서술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를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내면 서술의 양상은 후대 한글장편소설에서 다변화하는바, 본

절에서는 구체적인 전변의 양상을 검토하며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유씨삼대록>에서도 <소현성록>에서 살펴본 것과 유사하게 부부 간의 기

울어진 마음읽기의 양상이 나타난다. 앞선 논의에서 거듭 언급하였듯 <유씨삼대

록>에서 가장 이상화되는 인물인 진양공주의 경우, 유세형과의 혼인 직후 유부의

가풍에 맞춰 며느리이자 아내로서의 도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오

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진양공주는 유세형의 행동거지와 자신을 향한 눈빛 등에서

355) H. 포터 애벗, 앞의 책, 2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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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기미를 눈치채고, 급기야 유세형이 크게 앓아 눕자 시부모에게 간청하여 유

세형이 병에 걸린 근본 원인을 알아낸다.

[1] 공탄왈(歎曰), “부마의 지(行止) 십분(十分) 이샹여 흔연(欣然)가온날보

눈이 여견싀호(如見豺虎)여 됴흔 이 업니 엇디 긔을 모리오. 이러도

음이어셔 심병이 니러나시니 앗가 구고(舅姑)긔 뭇온즉 문답이 여시니 엇디

구여 무리오. 댱시마자 부마의 음을 위로고 규방의 원을 업시름이라.

보모아직 이런 말을 말나.” 니 샹궁과 궁애(宮娥) 그 현덕을 탄복더라. (…) 태휘

더옥 슬허 쳥뉘(淸淚) 환난시니 공모후격동(激動)여 통졀(痛切)시미 이 

흐시믈 보오매 개 박졍(薄情)가부위여 계교(計巧)베프매 모낭〃이 텬셩

(天性慈愛)버혀 긔망(欺罔)미 블효(不孝)늣겨 역시 옥누(玉淚)려 (…) 공

궁인을 시위여 이에 니러 다 뎐문 밧긔 두고 홀노 드러와 부마볼 일삭

(一朔內) 용뫼 환형(幻形)고 긔이 엄〃(奄奄)니 번 보매 놀나고 개탄(慨歎)믈

이긔디 못여 (辭色)을 환이 고 무러 왈 <유씨삼대록> 2권, 7면, 13면

[1]의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진양공주는 유세형이 자신과의 혼인 이전에 혼담이 오

가던 장혜앵에 대한 그리움으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부마(駙馬)는 두

처를 둘 수 없다는 국법을 어기면서까지 유세형과 장혜앵의 혼사를 성사시키려 한

다. 이를 위해 어머니 태후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박정(薄情)한 남편을 위해

계교를 행하는 자신이 큰 불효를 저지르고 있다고 느끼지만, 끝내 태후의 허락을

얻어낸다. 유부로 돌아와 유세형을 찾아간 진양공주는 그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것을 보고 놀라고 못마땅해 하지만, 이를 내색하지 않고 그의 안부를 물으며 장혜

앵과의 혼사 소식을 전한다.

이러한 서사 전개에서 진양공주는 남편의 속마음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그의 억눌린 욕망을 파악해내고 이를 성취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

로 나서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진양공주가 ‘누구’의 마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하고 있는가에 주목할 경우 그녀에게 어떤 인물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

는지, 그녀에게 어떠한 정체성이 최우선시 되는지를 유추할 수 있다. 위의 인용문에

서 보자면 그 대상은 진양공주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니 태후가 아니라,

진양공주가 아닌 다른 여성에 대한 그리움으로 상사병에 걸린 남편 유세형으로 설

정되어 있는 것이다.356) 진양공주는 태후가 총애하는 공주이자 황제의 신뢰를 받는

누이로서 황실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지니고 있음에도, 혼인을 기점으로 그녀에게는

유세형의 아내로서의 수행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설정됨을 알 수 있다.

실상 <유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는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모습을

356) <유씨삼대록> 8권에서 진양공주가 어머니 태후의 마음을 살펴 자신의 감정 표현을 억누르는 대
목을 대조고찰 가능하다. 이 대목에서 진양공주는 황제의 죽음 이후 쇠약해진 태후의 모습에 큰 슬
픔을 느끼면서도 내색 않고 태후를 위로한다. 자신의 슬픔을 표출할 경우 어머니가 더욱 슬퍼할 수
있다는 점을 헤아려, 어머니의 마음에 비추어 자신의 슬픔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는 진양공주가 충
실하게 마음읽기를 수행하는 대상은 어머니 태후이며, 그녀의 최우선의 정체성이 ‘태후의 딸’로서
재설정됨의 표지로도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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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인다. [1]에서 나타나듯이 자신에 대한 어머니 태후의 사랑을 격동시켜 유세

형이 뜻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것에 죄책감과 회의감을 느끼면서도 끝내 태후를 설

득하여 유세형과 장혜앵의 혼사의 필요성을 설득한다거나, 상사병으로 죽을 지경에

이른 유세형에게 개탄의 감정을 느끼면서도 이를 내색하지 않은 채 혼사 소식을 전

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진양공주의 이중성, 즉 그녀의 속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겉

으로 화평한 기색을 유지하며 남편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는 행동방식은 서사 내

에서 인물들이 진양공주의 덕에 탄복하는 계기로 작동한다. 이로부터 <유씨삼대

록>이 제시하는 부덕(婦德)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살펴본 <소현성

록>에 제시된 여성의 처신법과 상당히 유사해 보인다.

반면 유세형은 진양공주의 마음에 대해 고민하기는커녕, 자신이 황제의 권력에 의

해 부당하게 늑혼(勒婚)의 피해자가 됨으로써 장혜앵과의 인연이 어긋나버렸다고

생각하며 스스로의 감정에 몰입하는 인물형이다. 이를테면 인용문에 앞선 서사에서

유세형은 진양공주 앞에서 술을 마시다 눈물을 흘리고, 이어서는 술상을 박차고 나

가 난간을 배회하고 누각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보며 장혜앵에 대한 상사(相思)의

감정을 온몸으로 표출하기도 한다.357)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진양공

주에 반해, 유세형은 스스로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누설하는 인물

로 상반되게 재현되는 것이다. 이후 장혜앵과의 혼사가 성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금세 건강을 회복한 유세형은 자신이 말하지도 않은 기색과 마음을 진양공주가 알

아차리고 명철하게 처리하였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는데,358) 이 대목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유씨삼대록>에서는 진양공주와 유세형 부부 간에 스스로의 감정을 처리

하는 데 있어, 나아가 상대의 마음을 추론하는 데 있어 현격한 불균형이 존재함을

예리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만 소설 내에서 가장 높은 덕을 지녔다고 칭송되는 여성인물인 진양공주가 전

체 20권 가운데 8권에서 요절하는 설정을 고려한다면, <유씨삼대록>은 여성의 이

상적인 처신에 마땅히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믿음을 소설화

한 <소현성록>과는 상이한 소설미학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유씨삼대

록>은 인간 생에 깃든 근본적 아이러니를 다루는 쪽에 가까운데, 이는 진양공주의

요절을 통해 상징적으로 구현되기도 하지만 그녀의 생전 서사 곳곳에 내재되어 있

는 것이기도 하다. 이를테면 진양공주는 유세형과 장혜앵 모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이후 장혜앵의 모해로 유세형에게 구타당하는 치욕을 겪는바, 이는 진양

공주의 선한 의도에 반하는 아이러니한 결과이다. 또한 진양공주는 유부에서의 치

욕을 피하고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궁으로 돌아가지만, 궁내에서의

활약으로 의도치 않게 여주공의 지위에 오르고 어려 우여곡절 끝에 유부로 영광스

럽게 귀환하게 된다. 한편 진양공주는 어머니 태후의 죽음 이후 25세의 나이에 요

절하지만, 죽음 이후에도 서사 말미에 이르기까지 유부 내 인물들에게 지속적으로

357) <유씨삼대록> 1권, 106-110면.
358) <유씨삼대록> 2권,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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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되며 서사에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즉, 진양공주의 서사에서는 ‘좋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반드

시 나쁜 것이 아니어서, 사실상 그 좋고 나쁨을 판정하는 것 자체가 무상해지는 측

면이 있다. 진양공주가 자주 거론하는 ‘천명(天命)’ 또한 그녀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

하게 닥쳐오는, 그 자체로는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는 사건들을 직면하고 받아

들이는 데 활용하는 일종의 인식론적 개념에 가깝다. 앞선 Ⅳ장에서 살폈듯 이러한

진양공주의 서사가 소설의 중심에 자리함으로써 <유씨삼대록>은 권선징악이나 복

선화음과 같은 단선적인 인과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문제적 소설이 되며, 이는

여성의 바람직한 처신을 다루는 교훈적 소설로서 <유씨삼대록>을 해석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행복한 결말, 가문에 대한 강조, 여성에 대한 교화 등의 세 가

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던 <소현성록>과 달리, <유씨삼대록>에서는 진양공주의 요

절과 함께 이 결합이 균열하면서 통속적 세교(世敎)로부터의 일탈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359)

한편 <유씨삼대록>에서는 부부 관계 외에도,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물들 간의 마

음읽기가 이루어지는 양상이 세세하게 서술되고 있다. 특히 마음읽기가 위계의 역

방향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즉 상위자가 하위자의 마음을 읽는 데 능숙한 반면 하위

자가 상위자의 마음을 읽는 데 게을러 갈등이 발생하는 양상이 주목된다. 대표적으

로 유세필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부인이 더옥 경혹(驚惑)여 오, “네 임의 그 현미(賢美)믈 알오이치

니 더옥 고이디라. 뎡코 큰 병인이 아니면 금슬이 블화(不和)미어엇디 말을

며 어버이속이다.” 학쥬슌(朱脣)의 옥치(玉齒)비최여 웃고 왈, “임

의 모친 휵(生育)시믈 밧와 몸의 병이 업믄 부뫼 아시배오, 뎌뮈워

미 업믄 듕인(衆人)의 보배라. 이제 당의 자최 잠간 드므러 됴(朝事)의 분망

(奔忙)믈 믄득 의심시니 실노 우민(憂悶)와 도로혀 뎌괴로아 이다.” 부인

왈, “(…) 네 홀노 형뎨 듕 업즈니 결연이 박(薄待)미어홀노 쳥고(淸高)

여 녀(女色)을 블관(不關)이 넉이쳬니 이가식(假飾)미라. 비록 규방의

구〃히 침닉(沈溺)디 아니나 녜로올 거시어언어샹졉(相接)디 아니〃 부(我

婦)의 슈(愁色)과 네 거동을 어이 몰나보리오. 반시 소회(所懷) 잇고 졍이 믈미

니 모의 친(親)으로 엇디 은휘(隱諱)미 잇뇨?” <유씨삼대록> 6권, 38-40면

유세필과 박소저가 혼인 이후 사년 여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소원한 기색을 보이

359) 이종필은 17세기에 접어들면서 고전소설사에 ‘행복한 결말’이 처음 출현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이
러한 행복한 결말의 출현과 함께 가문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여성인물들에게 새로운 책무를 부과
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통속적 세교’는 <사씨남정기>에서 완성되어 후대 가문소설로 이어
진다고 제시하였다. 이종필, ‘행복한 결말’의 출현과 17세기 소설사 전환의 일 양상 , 고전과 해석
10,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1. 물론 진양공주의 사례를 제외하면, <유씨삼대록>에 그려지는
대부분의 여성인물들의 서사는 <소현성록>과 마찬가지로 통속적인 세교의 사례에 부합한다. 그러
나 통속적 세교에 균열을 가하는 진양공주의 서사가 소설의 중핵을 이루고 있으며, 앞선 Ⅳ장에서
살펴보았듯 <유씨삼대록>의 서술의식이 진양공주에게 강력하게 정향되어있다는 점 등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진양공주의 사례에 주목한다.

https://hanja.dict.naver.com/#/entry/ccko/45e446e8a6b941729175d3b6e3a29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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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세필의 모친 이부인은 난향 등을 시켜 유세필 부부의 소원함을 확인하게 된

다. 이에 인용문 [2]에서 나타나듯이 이부인은 아들을 불러 그의 진심을 따져 묻지

만, 유세필은 화평한 채 아무런 문제없음을 위장하며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한다. 이

부인은 유세필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 있으면서도 부모인 자신에게조차 숨긴다며 꾸

짖는데, 여기에서 이부인은 유세필의 ‘가식’, 즉 겉으로 드러내는 말과 행동이 속에

품은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간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촉구하

고 있다. 이부인이 유세필의 태도를 가식이라고 단정하며 본심을 추궁하는 것, 즉

상대가 스스로 밝힌 속마음이 자신이 유추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상대를 꾸

짖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부인이 유세필과의 관계에서 어머니로서 상위에

위치해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인용문 [2]에 이어지는 서사에서도 유세필의 가식이 여타 어른들에 의해 간파되는

양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후 친정아버지 박상서가 파직당해 좌천되자 박소저

는 부모를 좇아가겠다고 청하여 시아버지인 유우성의 승낙을 받는다. 이를 알게 된

유세필은 마음속으로는 박소저의 처신에 불쾌해하고 장인인 박상서가 자신에게 허

락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리끼면서도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겠다고 답한다.

그러나 유우성과 박상서는 유세필이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하고 있음을 즉시 알아차

린다.360) 이렇듯 집안의 어른들은 유세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고 예리하게 간파하

는 반면, 정작 유세필은 어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 별다른 공력을 기울이지 않

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유세필은 부모의 마음을 살펴 그 뜻을 미리 받들어 따르

는 자식 된 도리를 수행하지 않으며,361) 부모의 질책을 모면하기 위해 본심을 감추

고 겉으로만 예를 차리는 표리부동한 문제적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흥미롭게도 <유씨삼대록>에는 유세필 외에도 유현과 소경문 등 이중성을 보이는

남성인물들이 다수 제시되며, 이들의 이중성은 주변 인물들에 의해서도 포착되어

주요한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17권에서 전개되는 소경문과

문창군주의 갈등 서사에서, 소경문은 장인인 유세형이 자신을 몽고의 양성공주와

혼인시키도록 주선한 것에 대하여 앙금을 가지고 문창군주를 깊이 사랑하면서도 일

부러 그녀를 박대한다. 유세형은 소경문의 그러한 행위가 자신에 대한 분노에서 비

롯되었음을 정확하게 파악한 위에서, 자신에 대한 불만을 옮겨 문창군주를 박대하

는 소경문의 행동이 부적절함을 직접적으로 지적한다. 양성공주 또한 소경문이 자

신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문창군주를 박대하는 것은 대장부의 행사가 아

니라면서, ‘속임수를 그치고 가식하는 행동을 그치라’고 충언한다.

이렇듯 겉과 속이 다른 문제적 남성인물들의 형상과 이들을 둘러싼 갈등의 재현

360) <유씨삼대록> 6권, 53-54면.
361) <논어> ‘학이’ 편에서 공자와 자유와의 문답(“子游問孝, 子曰, 今之孝者, 是謂能養. 至於犬馬, 皆能
有養, 不敬, 何以別乎?”)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학에서의 ‘효’란 부모에 대한 정신적 공경을 의미한
다. <소학>의 ‘명륜’ 장에서도 부모의 뜻을 좇아야 한다는 증자의 ‘효’ 개념이 제시되는데(“曾子曰, 孝
子之養老也, 樂其心, 不違其志, 樂其耳目, 安其寢處, 以其飮食, 忠養之. 是故父母之所愛亦愛之, 父母之
所敬亦敬之. 至於犬馬盡然, 而況於人乎.”), 여기에서 ‘그 뜻을 어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주자는 부모
의 ‘뜻에 앞서 맞아 받들어’ 어김이 없게 하는 것[不違其志, 先意迎承, 使無違逆也]이라고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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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곧 <유씨삼대록>이 인간의 이중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이를 인물 형상화에 적

극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씨삼대록>의 서사 내에서 인물의 이중성이란 소

위 악인형 인물이 아닌, 지극히 보통의 인물들에게도 수시로 발견되는 특징이며, 이

로 인해 소설에서는 상대의 속마음을 추론하기 위한 인물들 간의 치열한 심리적 공

방이 전개되기도 한다. 때로는 유세필의 서사에서와 같이 적극적인 마음 읽기가 잠

재적 문제를 가시화함으로써 더 큰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소경문의 서사에서

처럼 상대의 마음을 추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갈등의 국면이 전환되는 경

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볼 때 <유씨삼대록>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속마음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를 둘러싸고 전개될 수 있는 다각적인

갈등 양상을 흥미롭게 서사화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옥원재합기연>에서는 두 인물이 상호 간에 수행하는 마음읽기에 관한 서술이

여느 소설보다도 상세하고도 곡진하게 나타난다. 이는 <옥원재합기연>의 인물 심

리에 대한 서술이 심층적이고도 분석적이라는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3] 쇼졔 그 관곡(款曲) 졍대(正大)믈 감격디 아니미 아니로혀도 말이 긔 부

모의 년치 아니고, 위로미 만단(萬端)이로친(思親)회포위문(慰問)미

업디라 깁히 그 을 알고 심두(心頭)의 희허(唏噓) 툐턍(悄愴)여 뎐두(前頭)기

리 슬허고 근심감히 그 소회(所懷)베프디 못니 이 쇼져의 심(心

事)거울치 비최단의거론(擧論)미 업더라. <옥원재합기연> 5권, 106면

[4] 쇼졔 을 알오임의 대륜(大倫)을 매 거실은(恩愛)와 이 관슉

(慣熟)면 긔 소회도 가랍(嘉納)야 그 부모용셔거시로되, (百事) 관

대며 일단의 박졀(迫切)야 그 으로혜아려 보디 아니야 긔 부모알

고 의 부모원 모믈 이 노호아고, 그 부모의 과실(過失)을 골(刻骨)이

븟그려 뎌의 금슈(禽獸)치 아줄을 븟그려 양 죽어 모고져 고, 이 심복

(心服)졍(情)이 업일시 풍졍(風情)으로 긔졉가 의심던 의

의 금일 환연무심(歡然無心) 듕 말을 도로혀 곡쳐 드러 그 을 졉어 의

을 아줄노 아니 녀강 션회(旋回)니 가오나 견(堅塞)곳이 잇고,

부인의 망부(望父)이 예셔 극미 업니 쇼져의 쳥졍(淸淨) 고결(高潔)

므로 은(索隱)을 몽(夢寐) 초월(楚越)노 알오며 오히려 냥인(良人)의 듕졍(重情)

을 라믄 이러니 그 어려운 인 줄 알니러라. 은 대톄디라 이무심고

대강 쇼져의 노야 미 그 부모로 빌미믈 알고 댱(將來)보아 쳐변(處變)코

져 웃고 유(解諭)여 오<옥원재합기연> 6권, 25-26면

위의 두 인용문에서는 이현영과 소세경 부부의 갈등이 나타나는바, 이를 자세히

살피기에 앞서 해당 대목이 놓이는 맥락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옥원재합

기연>에서 이현영은 정혼자인 소세경과 갖가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혼례를 올

리지만,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아버지 이원의를 속인 채 혼인하였다는 사

실에 깊이 괴로워한다. 이현영은 이러한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소세경과의



- 179 -

동침을 거부하던 중 소세경의 설득 끝에 그와 동침하게 된다. 동침 이튿날 피를 토

한 채 쓰러진 이현영은 자신의 ‘죄악’을 언급하고, 소세경은 그녀를 다정하게 위로

한다. 인용문 [3]은 이러한 서사 전개에 이어지는 대목으로 여기에서 이현영은, 소

세경이 ‘무엇을 말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에 주목하여 그의 속내를

추론하고 있다. 이현영은 자신을 위로하는 소세경의 말이 정답고 친절하며 마땅하

기까지 하지만, 자신을 괴롭게 하는 핵심 원인, 즉 자신과 친정 부모님의 관계 단절

에 관해서는 그가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는 데 주목한다. 앞선 대화에서 이현영이

죄악을 거론한 것은, 자신이 친부모와의 천륜조차 끊은 채 소세경과 부부가 되어

살고 있는 것에 관한 죄책감을 이른 것이지만, 소세경이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자

그가 여전히 이원의에 대한 혐원(嫌怨)을 지녔음을 눈치챈 것이다. 한편 소세경은

이현영의 속마음, 즉 자신이 먼저 이원의와의 화해 가능성을 기약하며 이현영을 달

래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알면서도’ 이를 행하지 않는다.

위의 장면에서 이현영과 소세경 두 인물이 겉으로 보이는 언행 가운데 문제의 소

지가 될 만한 부분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겉으로 표면화되지 않는 갈등

은 서술자의 내면 서술을 통해 가시화되며, 이들 부부가 겪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

인은 이원의에 대한 입장차에서 비롯되었음이 드러난다. 정작 두 인물이 주고받는

대화에서 이원의는 거론되지도 않지만, 바로 그 언급되지 않는 방식으로 두 사람의

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발휘하고 있음이 내면 서술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듯

이현영과 소세경이 서로의 마음을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상대에게 바라는 바가 좌

절되고 또 상대의 바람을 의도적으로 좌절시키면서 부부 간의 긴장과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양상이 포착된다.

이어지는 6권에서도 이러한 갈등은 해소되지 못한 채 지속된다. 6권의 서두부에

서 이현영이 소세경에게 과거 시험 준비를 권하자, 소세경은 이현영의 식견과 재량

에 감동하고 그녀에 대한 애정이 샘솟아 이현영을 희롱하며 동침을 청하지만 이현

영은 성을 내며 돌아 누운 채 원통해한다. 인용문 [4]는 이에 이어지는 대목으로,

여기에서 서술자는 이현영의 심리를 상세하게 풀어 서술하고 있다. 서술자에 따르

면, 이현영은 소세경이 자신과의 대륜(大倫)을 맺어 진정으로 가족이 되었다면 자신

의 친정부모 또한 진심으로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가 보기에 소세

경은 본인의 효성은 지극하면서도 자신의 친정부모에 대한 효성은 알아주지 않으

며, 다른 곳에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의 친정부모에게만큼은 박절하게 굴고 있다. 이

현영은 소세경이 자신의 친정을 금수처럼 여긴다고 생각하여 분노와 괴로움을 쌓아

가던 차에, 성적 희롱마저 듣자 왈칵 성을 내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서술자는 ‘곡쳐 드러’라는 표현을 통해 이현영의 생각이 소세경의 본의

를 곡해(曲解)한 이현영의 오해일 뿐임을 명확하게 지시한다. 이현영이 소세경의 마

음을 모두 안다고 생각한다고 있으나 실상은 자신의 오해를 상대의 마음에 덧씌운

것(“그 을 졉어 의 을 아줄노 아니”)일 뿐이라고 짚어내면서, 소세경

의 본의는 그렇지 않다고 서술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술자는 이현영이 속마음을 빙



- 180 -

빙 돌려 말하니[旋回] 그 성품이 슬기로운듯하지만 실상은 굳게 막혀있다[堅塞]면

서, 예에서 어긋나는 행동은 극히 싫어하면서도 남편의 깊은 애정을 바라는 이현영

의 모순적이고도 복잡한 심리에 대해 분석적으로 논평하고 있다. 이렇듯 <옥원재합

기연>의 서술자는 이현영의 마음을 세세하게 서술하면서도, 이에 공감하거나 이입

하는 대신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 그녀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한편 소세경의 경우에는 이러한 이현영의 마음을 모두 ‘알고 있다’고 제시되는바,362)

이는 앞선 [3]에서 소세경이 이현영의 속마음을 거울처럼 훤히 들여다보았다고 서

술된 것과 유사한 양상이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 이현영은 소세경의 마음을 집요하게 추론하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소세경의 본의를 곡해하는 인물로 형상화되는 반면, 소세경은 이현영의

마음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현영의 추론까지도 메타적으로 파악하여

‘모두 알고 있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앞서 살펴본 <소현성록>과 <유씨삼대록>에서

여성인물의 마음읽기 능력이 부각되었던 것에 반해,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이현영

의 마음읽기 능력의 한계가 강조되는 반면 이현영의 마음을 꿰뚫어보면서도 그녀를

달래고 타일러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 하는 소세경의 뛰어난 마음읽기 능력이 강

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선 Ⅲ장에서 살폈듯 <옥원재합기연>에서 소세경이 스스로

의 덕행에 힘쓰는 가운데 이현영과의 관계적 갈등을 살피고 이를 조정하려 애쓰는

인물로서 형상화된다는 점, 서술자가 이러한 소세경을 훌륭한 도덕적 인격을 갖춘

군자로 평가한다는 점 등에 미루어본다면, 이 소설에서 상대의 마음을 섬세하고도

정확하게 추론하는 능력은 군자의 소양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옥원재합기연>에서 군자형 인물로 형상화되는 이현윤과 소세

경, 두 남성인물의 소통 양상에도 주목해볼 수 있다. 이현영과 소세경의 관계에서

이원의에 대한 소세경의 태도가 핵심 문제로 작동하였듯, 매형과 처남 관계를 이루

는 두 인물의 관계에서도 해당 문제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5] “오(吾輩)는 일편(一偏)도이 인아지친(姻婭之親)으로 니디 못리니 믈며 인

친을 겸미냐? (…) 내 나히 졈고 디식(知識)이 노모여 십년을 셥녑(涉獵)유가

셔(儒家書)도 챵(該暢)디 못니 믈며 신농유방(神農遺方)을 엇디 알니오마심산

(深山)의 이시니 초목(草木)의 셩을 닉이 보아 약셩(藥性)을 젹이 아니 병환을 논증

여 양의(良醫)내게 보라. 의논여 약을 짓게 리라.” 니은 본이디지(生

而知之)니 임의 구시(舅氏)의 소뎐(所傳)으로 소이 가(自家)의 심원(深怨)을 아더

니 목금(目今) 경관의 곡진과 졍녜의 돈독미 표리(表裏) 병텰(倂撤)여 인언의 요

원(遙遠)죵시 집의 나아올 이 업믈 알매 그 가뎡의 소작(所作)이 등한티 아니

362) 이때 소세경이 이현영의 마음을 꿰뚫어본다고 서술되기는 하지만, 정작 이원의를 향한 소세경의
본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세세히 서술되지 않는다. 실제로 소세경이 이원의에 대한 자신의 태도
를 반성하고 이원의를 진심으로 장인으로서 대우하기 시작한 것은 10권에 이르러서이다. 만약 6권
의 서술 시점에서 이원의를 향한 소세경의 본심이 서술되었다면 소세경은 감정적 앙금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이원의를 장인으로 대우하지 않는 소인(小人)으로 각인되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서술자가
이현영의 마음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제시하면서도 소세경의 마음에 대해서는 다만 ‘이현영의 마음
을 모두 안다’고만 제시한 채 넘어가는 것은 명백히 소세경에게 편향된 전략적 서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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믈 니 일시지간의 심뒤(心頭) 뉵뉵(忸忸)여 <옥원재합기연> 10권, 7-8면

[6] 이에 좌(坐)뎡(定)고 말, 뉵니(忸怩)미 안희 잇고 참괴(慙愧)미

밧긔 나타나니 찬연이 신(神色)을 일코 구연(久延)히 머리수겨 히 말을

일오디 못하거한님이 니공의 튜회(追悔自責)의(謝意)듯디 아녀시

나 그 회셩(回省) 통각(洞覺)줄은 거의 디긔(知機)고 연 이왕지(已往之事)

니랑의 아로미 된 줄 혜아리며 긔 총총이 도라오매 니이 총명니 그 을

안 줄 거의 짐쟉니 (…) 니이 비록 한님의 을 짐쟉나 그 졀골(切骨) 유심(有

心)믈 아디 못더니 이제 그 말이 미매 긔운이 올나 옥면이 홍예고 빗난 안

광의 노긔(怒氣) 표동(表動)믈 초디 못니 그 가뎡의 소위각건대 이 당연

디라. 망극고 참괴미 아 이긔디 못좌셕의셔 문경(刎頸)고 (自裁)

여 샤죄고 시븐디라 (…) 니이 욕무디(欲死無地)믈 보매 긔 을 뎌의

게 뵈미 효션(善待)미 아닌 줄 라 극히 튜회(追悔)여 즉시 화열어

(和悅於色)고 집슈샤죄(執手謝罪) 왈, “윤필아 쇼뎨의 젼도무식(顚倒無識)믈 용샤

라. 내 만만이 그엿노라.” <옥원재합기연> 10권, 51-52, 59-60면

[5]의 앞선 서사에서 이현윤은 이원의의 병세가 심각하자 의사를 찾아 나서는데,

의사의 집에서 우연히 소세경을 만나자 아버지의 환후(患候)를 전하며 눈물을 흘린

다. 이에 대한 소세경의 응답이 [5]에서 제시되는바, 소세경은 이현윤을 위로하면서

의사를 통해 자신에게 증상을 전해주면 의약 처방을 통해 돕겠다는 뜻을 밝힌다.

그러나 이현윤은 소세경의 다정한 위로에 담긴 진의(眞意)를 즉각적으로 알아차린

다. 소세경의 말뜻은 곧 이원의와의 직접적인 만남은 회피하고 싶다는 것임을 파악

한 것이다. 이현윤은 소세경이 이렇게 행동하는 데 미루어볼 때 이원의가 소세경에

게 저지른 과오가 중대할 것이라고 짐작하고는 사례를 표한 뒤 돌아온다. 즉, 이 장

면에서 소세경은 자신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으며, 이현윤은 소세경이 직

접 드러내지 않은 그의 의중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다.

이어지는 서사에서 이원의의 병환이 악화되어 거의 죽기에 이르자, 소세경은 침술

을 발휘하여 이원의를 살린 뒤 자리를 피한다. 꿈에서 지옥을 다녀온 이원의는 대

오각성(大悟覺醒)하여 이현윤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고, 이로 인해 이현윤은

자신의 아버지가 과거 소송과 소세경 부자에게 저질렀던 악행의 전모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이원의의 창독(瘡毒)과 눈병이 여전히 심각하자 이현윤은 염치 불고하

고 소세경을 다시 찾게 되는데, 이에 이어지는 대목이 [6]에 나타난다.

[6]에서 소세경은, 얼굴을 들지 못한 채 말을 이루지 못하는 이현윤의 안색을 살

핌으로써 그가 본격적인 말을 꺼내기 전부터 이미 이원의가 개과천선하였고, 그로

인해 이현윤이 이원의와 소세경 간의 과거사를 모두 알게 되었으며, 이원의에 대한

소세경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현윤이 알게 되었으리라는 사정 전반을 정확하게 추론

한다. 이러한 소세경의 추론은 앞서 살펴본 이현영과의 대화에서와 마찬가지로 메

타적 성격을 지닌다. 그 추론이 ‘소세경의 마음을 추론하는 이현윤’의 마음에 대한

추론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한편 이현윤 또한 소세경과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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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세경의 얼굴빛과 눈빛을 바라보며 이원의를 향한 소세경의 분노의 깊이를 짐작하

는 한편 그러한 분노 또한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여 깊이 부끄러워하며 눈물을 흘린

다. 이러한 이현윤의 모습을 본 소세경은 자신의 태도가 이현윤에게 부당하다는 사

실을 깨닫고 즉시 사죄의 뜻을 전한다.

여기에서는 소세경과 이현윤에게 초점화된 서술이 번갈아 활용되면서, 두 인물이

상대가 내비친 표정과 눈빛 등의 기색을 기민하게 파악하며 상대의 속마음을 정확

하게 추론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또한 이들의 대화는 상대가 언어화하여 표명하지

않았으나 행간에 담아 전달한 진의를 정교하게 읽어내고, 이에 정확하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의 대화는 상대의 의중을 알아차리고 이에 반응하

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발화의 방식이 관계와 상황의 고유한 맥락에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고맥락적 의사소통에 가깝다. 두 인물은

직설적인 표현을 거치지 않고도 정확한 의사소통에 성공하는바, 이러한 대화 장면

은 <옥원재합기연>이 두 인물을 뛰어난 인품을 지닌 군자로 형상화하는 것과도 무

관하지 않다. 상대의 마음을 제멋대로 오해하는 인물에 비해,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

고도 고차원적으로 추론하며 이에 예민하게 응답하는 인물일수록 이른바 훌륭한 인

격을 지닌 인물로 형상화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인물들 간에 행간을 읽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정교한 의사소통

을 미학화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옥원재합기연>이

인간의 ‘마음’에 깊이 천착하는 소설이라는 점과 관련되어 중요한 의미를 발생시킨

다. <옥원재합기연>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인물들의 미묘하고도 복잡한 속마음이

세세하게 서술됨에 따라,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세한 기류 변화가 섬세

하게 포착된다. 이러한 내면 서술은 인간의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에 관한 근본적인

관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네 개의 인용문에서 거

듭 살펴보았던 인물 소세경의 서사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다.

소세경은 서술자에 의해 그 군자다운 풍모가 지속적으로 상찬되는 인물이면서도,

이원의에 대해 쌓인 깊은 앙금을 털어내지 못해 주변 인물들과 갈등을 빚는 인물로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핀 소세경과 이현영·이현윤 남매 사이에 전개되는 치열한 마

음읽기의 과정이 모두 ‘이원의에 대한 소세경의 마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데

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소세경은 이현영과의 혼인 이후로도 장인인 이원의를 진

심으로 수용하지 못하며, 아버지 소송의 명에도 불구하고 이원의와의 관계를 개선

하지 않은 채 문제 해결을 회피하다가, 인용문 [6] 이후로 이어지는 이현윤과의 대

화를 통해서야 변화한다. 물론 이에 앞서 이원의의 개과천선이라는 사건이 선행하

지만 소세경의 마음 변화는 이원의가 개과하였다는 데에서 비롯되지는 않으며, 이

현윤과의 대화 가운데 소세경이 스스로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함으로써 비로소 이

루어진다. 소세경은 이현영을 애정하고 이현윤을 공경하면서도 이원의라는 문제가

가시화될 때마다 방어적으로 반응하고 외면하다가, 해당 대화를 통해서야 비로소

자신이 지닌 편협함과 지나친 고집을 인정하면서 그 태도를 바꾸는 인물로 그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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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보자면 <옥원재합기연>에서는 뛰어난 마음읽기 능력을 지닌 소세경

또한 마음의 상처와 응어리를 지닌 다분히 현실적이고도 인간적인 인물로 형상화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세경은 타인의 마음을 추론함에 있어 뛰어난 능력을 발휘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파악하지 못하다가, 이를

깨닫게 된 뒤에야 변화한다. 즉, <옥원재합기연>에서 소세경은 이원의를 회과시키

는 성인적 주체로 형상화되기는커녕, 스스로의 내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이원의

와의 화해를 지연시키다가 이현윤과의 대화를 통해서야 비로소 자신의 지나친 고집

을 깨닫고 변화하는 인물이다. 이를 통해 보자면 이원의와 소세경의 옹서(翁婿) 갈

등에서는 가해자였던 이원의의 회과만큼이나 그 악행의 피해자였던 소세경의 마음

의 문제 또한 주요한 문제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통상의 고전소설에서 주동인물

의 초인적 선행에 의해 반동인물이 교화되는 형태로 개과 서사가 전개되는 것363)과

는 큰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라고 하겠다. 이렇듯 소세경의 마음의 문제를 주요하게

다루는 소설로서 <옥원재합기연>은 서로 다른 마음이 충돌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 소세경의 마음이 변화하는 과정을 내면 서술을 통해 곡진하게 풀어가고 있

다. 상대의 속마음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이루어진 의사소통 끝에 갈등이 조정

된다는 점은, Ⅳ장에서 살폈듯 <옥원재합기연>이 인간의 변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

는 소설이라는 점과 더불어 해석될 필요가 있다.

<하진양문록>에서는 <소현성록>이나 <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과는 사뭇

다른 내면 서술의 양상이 확인된다. 이는 우선적으로는 <하진양문록>의 인물관계

구도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진양문록>에서는 하옥윤과 진세백 두

주인공이 처음 만난 1권에서 혼례를 치르는 23권에 이르기까지, 두 인물이 서로의

정혼자이기는 하지만 혼례를 올리지 않은 상태로 관계를 이어간다. 앞서 살펴본 세

편의 한글장편소설이 혼례를 통해 형성되는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식, 매

형과 처남, 장인과 사위 등 친족관계 안에서의 첨예한 갈등을 다루는 데 반해, <하

진양문록>은 두 미혼 남녀 인물의 관계를 중심축으로 삼아 서사를 확대한 것이다.

그렇다면 <하진양문록>의 서술자가 관심을 기울여 구현하고자 하는 지점은 무엇인

지에 주목하며 하옥윤과 진세백의 내면 서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7] 진이 약(藥)을 친(親)니 다려 맛보고 원슈게 나오니 원쉬 비록 슬히 넉이나 마

지 못여 먹거진이 다른 람을 식여 맛보라 여 먹은 후 나오니 원쉬 미

우(眉宇)긔여 약 음오납다 고 졉구(接口)치 아니〃 진이 의심이 더

욱 동여 범(凡事)살피그 눈츼모로리오마(辭色)지 아니코 슈일

후 병셰 더으니 능히 병을 이긔지 못여 람의게 붓들녀 좌와(坐臥)나 원쉬

다른 람은 갓가이 아니고 다만 진을 기다려 붓들려 이러 아며 람을

치우고 병장(屛帳)을 두룬 후의야 쇼변을 보니 무졍지인(無情之人)은 무심(無心)

나 오즉 진이 유심(有心)더라. <하진양문록> 12권, 21-23면

363) 김서윤, 고소설 “개과(改過)” 서사의 전개 양상과 의미 , 국어교육152, 한국어교육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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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왕이 돈연(頓然)이 경복(敬服)고 셕연(釋然)이 감동여 삼(再三) 죄(謝罪)

고 겨유 병풍을 집고 나유(羅幃)의 나아가 겻쓰러져 누어 그 셤슈(纖手)다

시 잡고 기리 탄왈, “그식노(息怒)라. 그위여 간이 슬고 말나 흉

즁(胸中)의 만쳡(萬疊) 시이 가득나 셔리담고 좌우도라보나 말 붓칠 곳이 업

니 심한(深恨) 분예(憤恚)여 반년지(半年之內)의 나의 장긔 다 쇼삭(消索)여

잔명(殘命)이 실낫 갓여 (死生)이 슈유간(須臾間)의 잇거(…) 그모질고

오나오미 싀호(豺虎)갓도다. 우리 비록 화쵹지녜(華燭之禮)닐우지 못여시나

은 그소텬(所天)이어든 감희 당면(當面)여 욕기긔탄(忌憚)치 아니리오.”

하시 어희 업셔 함소(含笑) 왈, “날노불의(不義)라 거니와 공은 여자로 말암

아 상병(相思病)을 닐위여 자진필(自盡必死)여 무후졀(無後絶嗣)코니

이 홀로 의(義)라랴.” <하진양문록> 20권, 5-9면

우선 [7]은 하재옥이 하옥윤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게 된 진세백이 하재옥을

유심히 관찰하는 대목이다. 서융과의 전쟁에서 대원수 하재옥의 뛰어난 전술로 송

나라가 승기를 잡을 즈음, 진세백은 생포한 군졸로부터 하재옥이 여자라는 말을 듣

게 된다. 이에 진세백은 하재옥의 정체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그 언행을 면밀히 관

찰하기 시작하는데, 위에서 인용한 [7]은 이러한 맥락 위에 놓인다. 진세백은 하재

옥이 진세백이 맛본 탕약은 꺼리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이 맛본 탕약은 거부한다거

나, 오직 진세백에게만 곁을 허락한다거나, 대소변을 볼 때에 병풍으로 가린다는 점

등에 주목하며 의심을 점차 확신으로 바꿔간다. 그러나 진세백이 하재옥의 언행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은 하재옥의 속마음을 추론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하재옥이 여

성인지 남성인지를 분별하기 위함일 따름이다.

이어지는 서사 전개에서는 피상적인 추론의 양상마저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하

재옥이 남장(男裝)한 자신의 정혼자 하옥윤이라는 사실을 진세백이 확인한 이후부

터 서술의 초점 자체가 하옥윤에게 끈질기게 구애하는 진세백과 그에게서 거리를

두려 하는 하옥윤 사이의 애정 전선 쪽으로 맞추어지기 때문이다. 실상 <하진양문

록>의 남주인공 진세백은 상대의 심사를 살피며 자신의 진의를 행간에 은근하게

담아내는 정인군자(正人君子)형 인물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여주인공에게 사로잡

혀 여주인공을 성적으로 원하며 헌신하는 로맨스 소설의 남주인공에 가깝다.364) 진

세백은 자신의 애정을 절절하게 표현하면서 하옥윤에게 그녀의 속마음을 알려달라

고 애걸하며, 하옥윤의 거절은 진세백의 적극적인 구애를 더욱 자극하는 계기로 작

용한다.365) 이렇듯 진세백이 하옥윤을 향한 격정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하옥윤

이 그를 달래거나 제어하는 식의 구도는, 진세백이 하옥윤의 정체를 알게 된 12권

이후로 두 인물이 혼례를 올리는 23권에 이르기까지 반복 연장된다.

특히 [8]은 진세백이 공주와의 혼인을 앞둔 채 하옥윤에 대한 그리움으로 죽을 지

364) Radway, op.cit.; 도널드 시먼스·캐서린 새먼, 임동근 역, 『낭만전사』, 이음, 2011, 92-100면.
365) <하진양문록> 12권, 50면-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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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이르자 하옥윤이 진세백을 살리고자 인세로 돌아온 직후의 대목에 해당한다.

진세백은 돌아온 하옥윤에게 원망과 분노를 표하며 소리를 지르다가 쓰러지는데,

이후 하옥윤이 부드럽게 설득하자 그녀의 손을 잡고는 자신의 간이 스러지고 창자

가 마를 정도로 그리워하였다며 애달픈 속내를 구구절절 표현한다. 이러한 진세백

의 발화 내용은 흥미로운바, 그는 하옥윤을 향한 애달픈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자신

의 건강이 좋지 못하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점잖지 못한 행동을 무마하고자 하는

한편, 남편으로서 대접받고 싶은 마음 또한 드러내는 등 자신의 지질하고 구차한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렇듯 진세백의 속내는 그 자신의 발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하옥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이는 인물의 내면을 서술자가 매개하여 제시하는 것과는 상이한

효과를 발생시킨다. 만약 진세백의 속마음이 서술자의 내면 서술을 통해 제시되었

다면 두 인물 사이의 긴장감이 강조되면서, 하옥윤이 과연 진세백의 속마음을 기민

하게 알아차리고 관계적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졌

을 수도 있다. 그러나 [8]에서 나타나듯 <하진양문록>의 남주인공 진세백은 하옥윤

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표현하는 인물이다. 이는 자신의 감정

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하옥윤을 사랑하는 진세백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사세계 내부에서 하옥윤이 진세백의 마음을 추론할

필요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실상 하옥윤과 진세백의 관계에서 인물들이 상대의 마음을 추론하며 은근하고도

정교하게 의사소통하는 장면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종류의 의사소통

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진세백은 자신의 속내를 하옥윤에게 표현하고 구애하며

직접적으로 그녀의 애정을 호소하는 인물이며, 이렇듯 겉과 속이 일치하는 진세백

이 자신의 속내를 하옥윤 앞에서 매번 적나라하게 드러냄에 따라 하옥윤은 진세백

의 심중을 훤히 알게 된다. 실상 <하진양문록>에는 상대를 사랑하는 쪽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누설하면서 상대의 확답을 간청하는 가운데 점점 더 약자

의 위치에 처하게 되는, 즉 더욱 사랑할수록 더욱 약자의 위치에 처하게 되는 애정

전선 특유의 역학(dynamics)이 흥미롭게 서사화 되고 있다. 이러한 하옥윤과 진세

백의 관계는 유교적 인간관계에서 자연화된 형태로 부과되어온 부부 간의 위계와는

별개로 작동하는, 애정 전선에서 형성되는 특수한 강약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자면 <하진양문록>의 서술자는 복잡다단한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

물들 간의 미시적 상호작용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데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역동적인 애정관계 역학을 흥미롭게 제시하는 데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인다

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하진양문록>에서는 진세백과 하옥윤의 혼인 이후의 서사에서도, 앞서 살

핀 한글장편소설들과는 상이한 갈등전개가 나타난다. 이는 우선적으로 진세백이 혈

혈단신의 고아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하옥윤은 혼인 이후에도 시가

내의 복합적 위계구조 안에서 적응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한편 하옥윤은 여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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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소설 속 여성인물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지닌 영웅이자 높은

위치에 거하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하진양문록> 21권에서 하옥윤은 황

후에 관한 음해 사건을 해결한 뒤 궁중을 총괄하여 다스리는 여주공(女周公) 총재

(冢宰)로서 임명되면서 상벌을 자임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고, 황후에게는 자

매로, 황후를 제외한 모든 여성들에게는 스승으로 대접받게 된다.366) 23권에서의 진

세백과의 혼례 이후에는 진세백의 둘째 부인인 명선공주와 일정한 갈등을 겪기도

하지만, 명선공주에 대한 하옥윤의 교화는 지극히 당연한 서사 전개의 수순이자 하

옥윤의 부덕과 위의를 재강조하기 위한 계기에 불과하다.

이러한 설정들은 여성인물이 혼인 이후 마주하게 되는 다양하고도 첨예한 관계적

갈등 속에서, 상대의 의중을 추론하고 현명하게 처신하며 스스로를 정위(定位)해나

가는 문제가 <하진양문록>에서는 그다지 긴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하진양문록>은 하옥윤이 치열하게 상대의 마음을 읽어낼 필요와 부담을

없앤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하옥윤이 진세백의 유일하고도 변함없는 사랑

의 대상으로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는 첫째 부인의 위차(位次)를

점하며 가정 밖에서는 여총재로서 실질적인 권력을 지니고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인

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하진양문록>의 서술 또

한 하옥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설의 향유는 다소간 하옥윤에게 고착

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소설에는 진세백과 관계를 맺는 하교주나 명선공주 등의 여성인물들도 등장

하지만, 이들은 하옥윤을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다소간 도구적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이들의 내면은 주요한 서술 대상으로 다루어지지도 않는다. 서사 초반에서 하옥윤

은 하교주와의 대립 가운데에서 정숙한 여성으로서의 우위를 부여받고, 서사 후반

부에서는 명선공주와의 대립 속에 현숙한 여성으로서의 우위를 재차 부여받는다.

이러한 여성인물들의 분할 위에서 독자들은 하옥윤을 중심으로 소설을 향유하게끔

유도되는바, 다른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서사를 독해하기 위해서는 서사의 결을 ‘거

슬러 읽는’ 별도의 노력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이렇듯 하옥윤과의 심리적 유대가 강화될수록 <하진양문록>을 향유하는 경험은

강한 심리적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는 하옥윤이라는 여성인물이 전반부

의 서사 전개에서는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여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는 주체이자 후

반부의 서사에서는 모든 여성들의 스승으로서 대우받으며 나라 안팎의 화평을 이룩

해내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이때 하옥윤이 서사를 주동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주인공

366) 앞선 Ⅳ장에서 <하진양문록>의 하옥윤이 <유씨삼대록>의 진양공주를 상당부분 참조한 인물임을
언급한 바 있다. 다만 <하진양문록>은 <유씨삼대록>의 인물 설정을 뒤집는 방식으로 전유하였다고
도 볼 수 있는데, <유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가 유세형의 첫째 부인이자 황제의 딸로서 훌륭한 덕
을 가지고 주변을 교화한다면, <하진양문록>의 하옥윤은 비록 공주의 신분은 아니나 결과적으로는
공주보다도 높은 위차에 거하며 진세백의 첫째 부인으로서 둘째 부인인 공주를 교화하는 주체가 된
다. 이러한 차이에 주목한다면 부인으로서의 위차, 신분의 위차, 덕의 높낮이 등이 모두 일치하는
방식으로 형상화되는 <유씨삼대록>이 비교적 보수적인 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진
양공주가 25세의 나이에 요절하는 데 반해 하옥윤은 마지막 권에 이르러 80세에 수명을 마친다는
점 또한 중요한 차이인바, 이는 <하진양문록>이 지향하는 통속적 세계관과도 조응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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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혼례를 통해 규범적 부부관계에 진입한 이후

에조차 남편 진세백에 대한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인물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

될 필요가 있다. 서사 말미에 이르기까지 하옥윤을 향한 진세백의 애정표현은 지속

되며, 진세백의 변함없는 사랑은 내면 서술의 형식을 통해서도 거듭 강조된다. 즉,

<하진양문록>은 한글장편소설에서 으레 다루어왔던 부부관계를 애정관계로 재해석

하면서 여성인물을 관계의 우위에 배치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소설에서 남녀 간의 애정이 주요한 화두로 등장한다는 점은 애정 담론이

활성화된 조선사회 전반의 문화적 분위기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진

양문록>이 그려내는 하옥윤과 진세백의 애정관계는, 한문소설에서 특화되어 나타나

는 ‘불륜적 애정관계’나,367) 기방의 풍정을 배경으로 산출된 애정가사가 다루는 ‘남

성의 애욕 분출’과는 상이하다.368) 우선 <하진양문록>에서 진세백과 하옥윤이 정혼

관계이며 이후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부부 관계에 진입한다는 설정은, 독자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연애적 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유의 갈등과 긴장을 탐미하도록 이끈

다. 더욱이 진세백은 하옥윤에게 사로잡혀 그녀를 향한 성애적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구애하면서도 하옥윤의 능력과 인품에 경복하는 인물로 형상화되며,369) 하

옥윤은 진세백의 곡진한 애정표현에 냉소를 보내거나 부부 간의 사정(私情)을 우습

게 여기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진세백과의 관계에 있어 언제나 심리적으로 우위에

서서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다양한 관계적 갈등 속에서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며 정치적으로 현명하게 처신하

는 <소현성록> 속 여성인물이 여성 독자들에게 현실적인 저항과 타협의 기술을 제

시해주었다면, <하진양문록>의 여주인공 하옥윤은 독자들, 특히 여성 독자들에게

심리적 고양감과 우월감을 제공해주는 판타지적 인물에 가깝다. 한편 <소현성록>

에서 여성인물이 남성인물의 가문 내 질서에 적응하여 안착하는가의 여부가 실질적

생존의 여부로까지 연결되었던 것과 달리, <하진양문록>의 경우 여성인물의 시가

에의 적응 문제를 배제한 채 여성인물의 가문을 중심으로 그 명예로운 회복의 과정

을 전면화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그 자체로 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서술미학의 변

화를 보여주는 한편, 한글장편소설이 독자들에게 즉각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해

주고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문화 향유물로서 충실하게 기능하게 된 소설사적 국면을

드러내준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고는 서술자의 섬세한 시선과 세세한 서술의 차원에서 한

글장편소설의 소설미학을 재조명해보고자 하였다.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는 인물들

간에 미시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변화를 텍스트에 세

367) 김경미, 음사소설의 수용과 19세기 한문소설의 변화 , 고전문학연구25, 한국고전문학회, 2004.
368) 길진숙, 상사가류 가사에 나타난 사랑의 수사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369) 이를테면 [8]에서 진세백의 반응을 표현하는 데 ‘경복(敬服), 감동(感動)’ 등의 단어가 활용된다는
점은, 진세백이 하옥윤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여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하옥윤의 뜻에 항복하고 그녀의 뜻에 순종하는 로맨티스트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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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매개하는바, 이러한 서술에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관계의 역학에 관한 깊은

관심이 반영되어 있다. 서술자가 인물들의 미세한 변화를 포착하는 섬세한 시선을

지녔다는 특징은, 앞선 Ⅳ장에서 논하였듯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인물들의 일거

수일투족을 관찰하여 기록하는 역사기록자를 표방하는 데에서 비롯된 수행적 결과

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서술에 의거해 한글장편소설에는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으며 상대방 또한 그러할 것이라고 전제한 위에서 소통하는 ‘가식적인’ 인물들,

상대의 어조와 표정, 몸짓 등을 예민하게 감각하며 언어적 표현 이면의 진의를 파

악하며 소통하는 인물들이 형상화될 수 있었다. 이는 곧 소설의 인물들이 종이인형

처럼 평면적인 존재가 아니라 양감을 지닌 존재로서 입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러한 서술방식은 한글장편소설사의 전개 과정에서 풍부하게 변용되었으며, 이렇듯

다변화된 서술미학은 한글장편소설의 장르적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것이 본고의 논

지이다.

다만 이와는 별개로, 이렇게 형상화된 인물들이 구성하는 소설 세계의 성격을 고

려할 때 이를 긍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즉,

입체적인 인물을 형상화한 한글장편소설의 성취는 인정하되, 그 소설세계란 결국

가문의식을 강화하며 유교적 가부장제 이념을 상층 여성들에게 세뇌하는 방향으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하는 원론적인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본고는 그 가능

한 의문에 대하여 본 Ⅴ장뿐만 아니라 앞선 Ⅲ장과 Ⅳ장의 논의를 아우르는 응답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는 한글장편소설을 정전화하면서 그 문학사적 위상을 굳히고

현재적 의의를 강조하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본고는 앞선 Ⅱ

장에서 실제 독자들의 소설 향유를 통한 미적 체험을 적실하게 설명하는 분석에 대

한 지향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연구의 시각을 상기한다면 해당 논의는, 한글장편

소설의 미학이 특수한 사회역사적 맥락 위에서 작동하였음을 가시화하면서 이를 정

당하게 평가하고 역사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해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상 한글장편소설의 서사 구성이 가문의식의 강화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이 장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이룬다. 그러나 본고의 논의를 통해 드러났

듯 한글장편소설의 면면을 들여다볼 때에 실제 소설의 서술 양상은 이러한 이해에

반드시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그러한 통념에 균열을 일으키는 양상

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이를테면 <소현성록>에서 순응과 타협을 통해 가문의 질

서 내부에 안착하게 되는 여성인물이 본심을 감추고 복종을 연기하는 은밀한 이중

성을 드러내는 서술을 생각해볼 수 있다. 더욱이 무능한 가부장을 대신하여 딸이

가문을 회복하는 주체로 부상하는 <하진양문록>과 같은 소설까지 고려한다면, 가

문의식이란 전복적인 서사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활용되기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백 년에 걸쳐 창작되고 향유되어온 장르로서 한글장편소설이라는 장르 내부에는

일괄적으로 단언하기 어려운 다양한 의식지향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는 한글장편소설에 대한 평가란 단순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전제

할 필요가 있다. 거시적인 서사구조에만 주목할 경우 누락될 수밖에 없는,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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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텍스트의 미시적 서술에 다기한 양상으로 기입되어 있는 의미들을 얼마나 촘

촘하게 읽어내는가에 따라, 나아가 한글장편소설 내부의 통시적 변전을 얼마나 적

실하게 포착하는가에 따라 평가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한글장

편소설의 이념성에 대한 평가는 보다 정교한 접근을 요구한다.

우선 한글장편소설의 미시적 서술 양상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한글장편소설의

서사세계가 세세한 의미로 가득 찬 세계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글장편소

설의 섬세한 서술방식은 가문 내 구성원들 간의 첨예한 갈등과 미시적인 상호작용

을 포착하고, 그 가운데에서 미묘한 저항과 타협의 기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행위

자로서 여성인물들을 형상화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한글장편소설에

서 인물이 가문을 구성하는 성원이자 구조의 일부로서 존재하며, 특히 여성인물의

경우 혼인을 기점으로 시가(媤家)의 복합적인 위계구조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

가는 존재로서 위치지어진다는 점과 관련된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인물에게 있어

가문은 사적인 공간이기는커녕 공적인 사회생활의 장에 가깝다. 서술자가 세심한

시선으로 짚어내는 인물들의 표정과 눈빛, 자세와 몸짓, 어조와 분위기 등에 대한

서술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으며, 여성인물들에게 있어 자신을 둘러싼 세계의 ‘의

미’를 명민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은 자신의 품위 유지와 사회적 생존

에 있어 긴요한 문제로 작용한다. 요컨대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는 가문 구성원들

간에 오가는 미세한 기류 변화를 세세하게 서술하면서 인물들의 관계에 관한 중요

한 정보값을 기입하고 있으며, 소설 속 여성인물이 자신을 둘러싼 관계들의 기류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자신의 처신을 결정하는 문제는 곧 스스로의 가문 내 정위(定

位)의 성패를 결정짓는 문제로서 그려지는 것이다.

이때 본고에서 살핀 초기 한글장편소설에서 긍정적으로 형상화되는 여성인물은

가문의 위계화 된 질서 내부에서 자신의 위치를 기민하게 파악하고 적응하면서 궁

극적으로는 질서 내부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질서를 재생산하는 데 공모하는, 이

른바 가부장제와 교섭하는 인물형이라고 볼 수 있다.370) 구조적인 시각에서라면 이

러한 여성인물들 또한 가부장제의 희생자로 분류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시각은 소

설 속에서 기민한 상황판단과 뛰어난 현실 적응력을 발휘하며 가문 내부에 안착하

는 인물들이 가부장제와 맺는 관계의 복잡성을 누락할 위험이 있다. 순응과 저항이

라는 양극단 구도로 적실하게 포착하기 어려운 이러한 여성인물들의 형상화는, 현

실의 삶에서와 마찬가지로 사회문화적 관습, 제도, 질서 등과 ‘다양하고 복잡하게’

관계 맺는 여성의 행위성371)을 상당히 현실적으로 반영한 문학적 재현에 가깝다.372)

본고의 분석에 비추어 볼 때, 한글장편소설에서 그 다양성과 복잡성은 크게 두 가

370) 데니즈 칸디요티, 가부장제와 교섭하기 , 낸시 홈스트롬 엮음, 유강은 역, 사회주의 페미니즘,
따비, 2019. 관련하여 조선후기 여성들의 가부장적 교섭을 살핀 연구로는 다음의 연구 참고. 하여
주, 조선후기 양반여성의 친정가문 일원의식 고찰 , 조선시대사학보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371) 허라금, 앞의 글; 성민경, 조선후기 젠더의식의 복합성에 대하여: 『三宜堂稿』를 중심으로 , 민족
문학사연구77, 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한경희, 박완서 작가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372) 이지하, 18,9세기 여성중심적 소설과 여성인식의 다층적 면모－국문장편소설과 여성영웅소설의
여주인공 형상화 비교 , 고소설연구31, 한국고소설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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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층위로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첫째로 한글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은 가문의 구속력 하에 놓인다는 점

에서는 공통적이지만, 그러한 영향 하에서 각기 다른 선택을 내리며 개별성을 드러

냄으로써 다양성을 구성한다. 한글장편소설에는 외모나 성품, 친정 가문의 위세, 혼

인 순서에 따른 부인으로서의 위계 등에 있어 제각기 다른 조건 위에 놓인 여성인

물들이 대거 등장한다. 이때 내면 서술은 이들 인물이 자신의 조건에서 비롯된 나

름의 내적 갈등을 겪고 있음을 제시하면서, 각각의 인물들에게 내적 필연성을 부여

해주는 장치이다. 특히 <소현성록>이나 <유씨삼대록>과 같은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여성인물들이 서로의 차이를 예민하게 의식하며, 가문이라는 사회적 공간 안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정위할지, 다른 여성인물과는 어떠한 관계를 형성할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양상이 세세하게 서술된다. 이를 통해 여성인물들이 서로에 대해 판단하

는 방식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등이 드러나면서 여성인물들이 개별화되고, 이

들이 이루는 관계에도 긴장과 역동이 부여된다. 요컨대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여성인

물이 가문이라는 공적인 사회생활의 장 안에 진입하면서 다른 여성인물들과 종적·

횡적으로 형성하는 관계의 양상이 섬세하게 재현되고 있다. 이렇듯 복잡다단한 관

계에 깃드는 갈등과 긴장, 질투와 인정과 공경 등 역동적인 감정의 제 양상에 재주

목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둘째로 한글장편소설에서의 여성인물들은 대체로 가부장제에 대한 순응과 저항이

라는 이분법적 대립 안에 위치시킬 수 없는, 복합적이고도 입체적인 인물들로 형상

화되고 있다. 이를테면 한글장편소설에서는 가문 질서 내부에 무사히 안착하는 여

성인물일지라도 그 과정에서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과 굴욕감, 남성 가부장을 바라

보는 시선에 깃드는 불만과 은근한 저항 심리 등이 세세하게 서술되고 있다. 이러

한 서술을 통해 여성인물은 겉으로 드러내는 언행과 일치하지 않는 속마음을 지닌,

시시각각 변화하는 내면을 지닌 복잡하고도 입체적인 존재로 형상화된다. 특히 복

종과 공경을 연기하는 여성인물이 표정과 어조를 통해 은근하게 드러내는 불만과

조롱의 기운을 세세하게 짚어내는 서술은 일상의 수준에서 작동하는 약자의 정치성

을 포착해낸다. 이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순응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법한 여성인물

의 행동에는 ‘순응’을 초과하는 다른 함의들이 배태되는바, 여성인물의 내면에 약동

하는 반발의 심리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순응의 외피를 쓴 은폐된 ‘저항’이며, 그

반발심을 드러내지 않고 적절하게 처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은 안전한 ‘타

협’으로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한글장편소설의 세세한 서술방식은 위계

적 권력관계 내부에서도 작동하고 있는 밀고 당기기의 과정을 포착해내는 방법이

자, 단순화된 이분법으로는 적실하게 설명될 수 없는 인물들을 형상화할 수 있었던

핵심 기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세부적 서술에 담긴 의미를 적실하게 읽어내는 것과 더불어, 한글장편소설

장르 내부의 변화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 충실한 마음읽기를 수행하는 여성인물이

가문 내에 안착하는 서사를 제시한 <소현성록>과 달리, 탁월한 마음읽기 능력을



- 191 -

체현한 여성인물의 요절을 통해 인간 생의 아이러니를 다룬 <유씨삼대록>이나, 마

음읽기 능력을 여성의 생존기술이 아닌 군자의 소양으로 재해석하면서 인간의 변화

가능성을 심도 깊게 다룬 <옥원재합기연>, 상대의 속내를 기민하게 읽어낼 필요가

없는 조건 위에 여성인물을 재배치하며 부부관계의 위계를 애정관계의 우위로 재해

석한 <하진양문록>에 이르기까지, 본고는 내면 서술 가운데에서도 상대의 마음에

대한 추론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착목하였을 뿐임에도 작품들 간에 상당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견 가문이라는 배경 안에 비슷해 보이는 인물들이 등장하고 유사해 보이는 사

건들이 반복되는 듯 보이는 한글장편소설은 가부장제 윤리를 강화하는 대동소이한

소설군으로 오해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유사한 형식을 재활용하

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그 내용을 변개하고 재조합하며 전혀 상이한 소설미학을

구성해나갔음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차이는 앞서 살펴보았듯 각 작품의 서술의식의

변화, 나아가 한글장편소설이 창작되고 향유되는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 것이었다. 이는 한글장편소설의 전형을 창출하였다고 평가되는 <소

현성록>의 소설미학을 이후의 소설들이 반복 승인하는 대신, 작가 자신의 문제의식

을 투영한 새로운 소설미학 및 독자층의 취향에 부합하는 소설미학을 개발하며 변

화해나갔음을 보여준다. 미시적 서술에조차 각기 다른 관점과 입장을 반영하며 서

술미학을 다변화해나간 한글장편소설의 장르적 역동성이야말로 이 장르가 수세기에

걸쳐 창작 향유되며 조선후기 소설사를 주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이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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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이상 본 연구는 한국소설 형식론의 목적론적 이행구도 하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였던 한글장편소설의 형식적 특징들을 새롭게 드러내고 이를 당대의 사회문화

사적 맥락 안에서 재해석하면서, 한글장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규명하고자 하였

다. 서술자는 작가와 독자를 매개하며 텍스트의 의미 형성에 개입하는 중요한 형식

적 요소이나, 그간 고전소설의 서술자는 전지적 서술자로 분류되는 데 그쳤을 뿐

그 자체로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본고는 고전소설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을

설명해주지 못하는 전지적 서술자 개념의 문제성을 지적하면서, 고전소설의 서술

양상에 관한 보다 섬세하고도 기술적인 분석의 필요를 제기하였다. 이때 고전소설

의 다양한 하위 장르 가운데에서도 한글장편소설은 조선후기 문학사의 대표적인 장

르로서 수세기에 걸쳐 창작 향유되어 그 통시적인 변전을 살필 수 있고, 거질의 서

사적 편폭을 지녀 다채로운 서술의 양상을 분석하기에도 적합하다는 점에서 서술자

에 관한 연구에 적합한 연구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고는 장르사적 대표성 및 문학사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소현성록>, <유

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 <하진양문록>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한글장편소설

의 서술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서술자의 서술행위를 규정

짓는 메타적인 서술의식의 변전을 통시적으로 살피고, 한글장편소설의 소설미학을

서술의 층위에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지점에 주안점을 두었던바, 우선 본 연구가 서술자에 관한 본격 연구를 표방하는

만큼 서사학의 이론적 흐름을 파악한 위에서 연구의 시각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

음으로는 작품 말미에 가상작가가 등장하여 작품의 제작경위를 밝히는 대목이 한글

장편소설의 주요한 작품기법임을 고려하여, 가상작가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효과

를 살피고 가상작가와 서술자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Ⅱ장에서는 고전서사학에서 포스트고전서사학에 이르기까지 서사학의 이론

적 흐름을 검토하며 연구의 시각을 설정하였다.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가

텍스트에 드러나는 서술자이며 독자들을 텍스트에 가깝게 끌어들이려 하고 독자들

의 서사 수용방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는 등의 특징을 지닌다는 점에

서, 서술자가 텍스트를 매개하는 구체적인 양상 및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

과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한글장편소설이 조선후기 사회에

서 창작되고 유통되었던 만큼,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소설의 창작과 수용을

둘러싼 당대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텍스트의 형식적 특징을 해석하고 평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본고의 연구 시각은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

가 지닌 특질을 역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서사

학의 문제의식에 맞닿아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Ⅲ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 양상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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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작업은 고전소설에는 서술기법이 중요하지 않다는

오해를 텍스트 분석을 통해 교정하면서 한글장편소설의 주목할 만한 서사적 기법을

부각시키는 작업인 동시에,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우선 서술자의 텍스트 내 위치에서의

‘편재성’에 주목하여 소급 서술과 내면 서술의 양상을 살피고, 다음으로는 텍스트와

독자를 매개하는 위치에서의 ‘개입성’에 주목하여 정보 제한과 논평의 양상을 살피

고자 하였다.

1절에서는 소급 서술의 양상과 이를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그간 한글장편소설의 소급 서술에 관해서는 개연성을 강화한다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져왔으나, 본고는 소급 서술을 통해 서술에서 배제되었던 인물에 대한 조명

이 이루어짐으로써 인물들 각자의 입장이 누락되지 않고 서사에 드러나게 되며 독

자들의 관심이 환기된다는 데 주목하였다. 특히 사건을 직접 보여주는 방식의 소급

서술이 강화된다는 것은 곧 서술자가 관심을 기울여 서술하는 대상이 단일 인물이

아닌 다수의 인물들로 확장됨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또한 소급 서술이 인물의 행위

성을 부각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살폈으며, 하나의 사건에 연루된

다양한 인물들의 입장을 중첩해나가는 소급 서술을 통해 보다 역동적인 서사 향유

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보였다.

2절에서는 인물의 내면 서술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간 한글장편소설은 여느 고전

소설에 비해서도 내면 묘사가 섬세하고 전경화 되어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이에 본고는 그 논의를 심화하고자 내면 서술의 양상을 다각적으로 살피는 한편,

내면 서술을 통해 발생하는 서사적 효과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본고

는 내면 서술이 인물의 형상화 차원에서 중요하게 기능하는 한편, 독자 수용의 차

원에서 독자와 인물의 심리적 거리를 조절하는 데 있어 긴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여러 인물의 내면이 번갈아 서술되는 양상에 주목하여, 이러한 서술

이 관계를 이루는 인물들 각각의 입장과 처지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맥

락을 제공해주며 관계의 역학을 효과적으로 가시화한다고 제시하였다.

3절에서는 서술자에 의해 정보가 제한됨으로써 서사적 흥미가 강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자는 생략어구를 통해 특정한 정보를 삭제했다는

표지를 남기는바, 이는 앞선 내용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앞으

로의 서사 전개에 관한 독자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기 위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후

자의 경우 서술자의 생략 흔적이 텍스트 상에 남겨짐으로써, 앞으로 사건이 전개될

것은 ‘알지만’ 동시에 정확히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모르는’ 채로 서사를 향

유하는 과정에서 서사적 긴장감이 제고됨을 논하였다. 한편 한정적인 정보를 지닌

인물에게 초점화한 서술을 통해 서사의 정보가 조절될 경우, 보다 감각적이고 역동

적인 사건 전개가 가능해지고 서사의 박진감이 강화됨을 보였다. 이렇듯 다양한 양

상으로 확인되는 서술자의 정보 제한은 한글장편소설이 독자 수용의 맥락을 강하게

의식하는 위에서 서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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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에서는 서술자의 논평에 대해 고찰하였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서술자의 논평은

서사의 다른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논평의 삽입을 통

해 발생하는 다양한 효과를 구체적인 서사의 맥락 안에서 살피고자 하였다. 이에

다양한 유형의 논평이 결합되며 독자들의 수용방식을 조절하고 서사 전개의 설득력

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양상을 살폈다. 한편 독자들의 동조를 전제한 위에서 이루

어지는 반문 형식의 논평은 독자들을 서사 내적 상황으로 끌어들여 보다 적극적으

로 서사를 향유하게끔 이끈다고 보았다. 나아가 서술자의 논평과 공명하는 파생작

의 창작 양상을 살핌으로써 본고는 서술자의 논평이 독자를 수동화한다는 통념과

달리, 한글장편소설의 논평은 오히려 독자들 편에서의 해석과 판단을 자극하며 보

다 적극적인 향유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보였다.

이어지는 Ⅳ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의식을 분석하였다. 앞선 Ⅲ장의 경우

각 작품의 개별적 특징을 상세히 논하기보다는 한글장편소설의 다채로운 서술 양상

과 서사적 효과를 그 자체로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에

Ⅳ장에서는 각각의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적 특징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그 차이를 의

미화하기 위하여 각 작품의 서술의식에 주목하였다. 특히 한글장편소설의 작품 말

미에 가상작가가 등장하여 제작경위를 밝히는 대목을 실제 소설의 서술 양상과 비

교하며, 각 작품의 서술의식의 변전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1절에서는 <소현성록>의 작품 말미에서 가상작가가 등장하여 작품의 제작경위를

상세하게 밝히는 대목이 실제 서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소현성록>에서는 실존 인물과 사실적 장르 등에서 비롯되는 실감이 허구의 사실

성을 입증하는 데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가상작가에 의해 표명되는 서술의식이 실

제의 서술방식과 상당부분 조응하고 있다. 본고는 <소현성록>에서 가상작가라는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실제 작가와 서술자를 분리시키는 한편, 역사기록

자의 형상을 지닌 가상작가와 서술자를 근접시키는 가운데 특유의 공적인 역사기록

자적 서술의식이 창안되었다고 논하였다. 이러한 서술의식에 입각함으로써 다종다

양한 인물군상에게 두루 서술의 조명이 비추어질 수 있었고, 인물들이 보다 현실적

인간에 가깝게 형상화될 수 있었다고 보았다.

2절에서는 <유씨삼대록>의 제작경위 대목과 실제 서사 사이의 연관성이 희박하

며, 서사 말미의 가상작가와 실제 서술자가 사실상 분리되어 있음을 보였다. <유씨

삼대록>에서는 서술의 초점이 맞추어지는 세대가 전환되는 기점마다 가문 구성원

의 죽음이 제시되면서 서술의 초점 전환이 매끄럽게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는 <유

씨삼대록>이 서사 담론의 구성적 성격을 의식하며 인물들의 죽음을 정교하게 배치

하여 구성되었음을 드러내준다고 보았다. 또한 진양공주라는 인물의 요절 서사에는

작품의 핵심적인 세계관이 응집되어 있다고 보았다. 기존의 가족사 서술 형식을 재

활용하면서도 그 안에 작가의 고유한 문제의식을 담아 하나의 전체로서 완결성 있

게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본고는 <유씨삼대록>이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을 계승하

는 가운데 작가적 서술의식을 완성도 높게 구현하였다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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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에서는 <옥원재합기연>이 제작경위 대목의 설정을 서사 내적으로 끌어들여

통상 작품의 말미에나 등장하던 가상작가를 서사 전개 가운데 등장시킨 실험적 작

품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옥원재합기연>에는 이러한 설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다

양한 서사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바, 본고는 가상작가가 주변 인물의 구술담을

전해 듣고 기록하는 장면을 중심적으로 살피며 채록자로서의 가상작가 형상에 주목

하였다. 나아가 <옥원재합기연>의 채록자적 서술의식이 실제의 서술 양상, 이를테

면 서술자의 사적 주관성이 강화되고 이질적인 언어들이 상호 공존하는 양상 등과

조응함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서술자의 주관성과 개입성은 제작경위 대목의 설정과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소설의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옥원재합기연>에는 채록자적 서술의식과 작가적 서술의식이 조화를 이루

고 있다고 보았다.

4절에서는 <하진양문록>에 가상작가가 작품을 제작한 경위와 근거에 대한 서술

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구체적 인물의 형상을 지닌 가상작가가 사

라지고, 주인공들의 사사로운 일상을 훔쳐보며 가상작가의 기록 근거를 뒷받침해주

던 매개적 인물들 또한 사라짐으로써, 독자들은 서사 내적 상황을 직접 엿보고 엿

듣는 위치에서 서사를 향유하게 된다고 보았다. <하진양문록>의 서술자는 서술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서술의 자유를 누리며 독자들의 흥

미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서술기법을 활용하는바, 이는 곧 이야기꾼적 서술의식

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논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변화는 소설이 창작되고 향유되는

맥락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각 작품의 서술의식을 통시적으로 살펴본 위에서, 본고는 초기 한글장편소

설에서의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에의 지향과 소설 속 인물들의 입체적 형상화 사이

에 일정한 상관관계를 상정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특히 허구의 이야기를 역사적

사실처럼 꾸미고, 허구의 인물을 실제 인간처럼 재현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가

운데, 인물의 내적 변화와 인물들 간 관계의 역학을 섬세하게 포착하는 서술이 출

현할 수 있었다는 논의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역사기록자적 서술의식에의

지향이라는 ‘제약’은 섬세한 내면 서술 및 현실적으로 형상화된 인물들을 출현시키

는 계기로 재해석될 수 있으며, 한글장편소설의 전개과정은 이러한 제약을 수용하

고 전유하며 재고안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논하였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소설미학을 미시적 서술의 층위에서 재발

견하면서, 한글장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우선 1절에서는

<소현성록>과 비슷한 시기에 창작 향유된 소설들을 비교하며 <소현성록>에 나타

나는 내면 서술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소현성록>에서는 인물들이 상대의 기색을

살펴 속마음을 추론하는 양상이 세세하게 서술되고 있으며, 인물들 간의 권력관계

에 의해 그 속마음에 대한 추론이 상이한 행위로 굴절되는 양상 또한 포착됨을 보

였다. 이와 같은 인물의 내면에 대한 서술자의 섬세한 시선을 통해, 겉과 속이 다른

인물들, 특히 사회적 수행성을 발휘하며 은밀한 저항 심리를 드러내기도 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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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들이 형상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이어서 2절에서는 <유씨삼대록>, <옥원재합기연>, <하진양문록>에서 인물들 간

의 마음읽기가 재현되는 상이한 양상을 살피며, 한글장편소설에서 인물의 내면과

관계의 역학에 관한 관심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면 서술의 미학이 다변화되었음을

제시하였다. 내면 서술 가운데 상대의 마음에 대한 추론이라는 국소적인 양상에 주

목하였음에도 작품들 간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된다는 점은 한글장편소설이라는 장

르가 그 미학을 다변화하며 발전해왔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한글장편소설의 장르

적 역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본고는 여성인물의

입체적 형상화 및 서술미학의 다변화와 같은 특징들이야말로 한글장편소설이 수세

기에 걸쳐 독자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임을 제시하며 한글장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평가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 본고는 서술자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의

식과 서술미학을 재검토하였다. 우선 본고는 고전소설의 서술자가 전지적 서술자로

일괄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던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다양

한 서술전략과 그 서사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한글장편소설이 창작되고 향

유되는 맥락을 주요하게 고려하며 형식적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제작경위 대목을

작가와 독자 간에 장르적 규약을 고안한 장치로서 재해석하는 한편, 한글장편소설

이 상층 여성 독자층에 애호되며 조선후기 소설사를 주도해갈 수 있었던 까닭을 내

면 서술의 형식 차원에서 규명해보았다. 이를 통해 그간의 연구사에서 다소간 과소

평가되어왔던 한글장편소설의 이야기로서의 매력을 강조하고, 그 소설미학을 독자

들의 삶의 맥락과 결부시켜 해석하면서 한글장편소설의 소설사적 의의를 재평가하

고자 하였다. 이는 한국소설 형식론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해온 목적론적 이행도

식과 반성적 거리를 확보하며 작품의 실상과 그 작품이 놓이는 맥락을 고려하여 서

사의 형식적 특질을 분석한 시도라는 점에서, 역사적 서사학의 한 사례로서 의미를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한글장편소설 연구가 확장 심화되어가는 가운데

에서도 다소간 답보 상태에 있던 형식론의 필요성을 환기하였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의의를 지닐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본 연구는 한글장편소설 네 편을 중심으로 시도된 시론적 연구에 불과한바,

본고에서 제시한 한글장편소설의 서술양상, 서술의식, 서술미학에 관한 분석은 그

자체로 열린 체계로서 기능하며 보다 많은 작품들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 정교하게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술자에 관한 논의는 고전소설의 다양한 하

위 장르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확장 및 심화될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구체적인 논

의들을 통해 고전소설의 서술자에 관한 논의의 지평이 재설정된 이후에는 고전소설

의 형식에 관한 보다 다채로운 논의가 전개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관해서

는 후속 논의들을 통해 보완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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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f the Narrator in Korean Lineage Novels 
of the Late Joseon Dynasty

Jeon, Gihwa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the narrator in Korean lineage novels—

particularly in Sohyeonseongrok (蘇賢聖錄), Yussisamdaerok (劉氏三代錄), Ogwonjaehapgiyeon 

(玉鴛再合奇緣), and Hajinyangmunrok (河陳兩門錄)—and to reevaluate the significance of 

this genre in Korean literary history. Based on a dichotomy of the modern and 

premodern, previous studies on the forms of the Korean novel tend to regard the 

omniscient narrator in premodern Korean literature as irrational, lacking a reasonable 

understanding of the world. This study reconsiders this biased understanding by 

reanalyzing the narrator in Korean lineage novels, an important literary genre of the late 

Joseon dynasty written and read from the seventeenth century through the twentieth 

century. By scrutini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alled omniscient narrator of Korean 

lineage novels, this study is intended to dismantle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not 

only premodern Korean novels but also the omniscient narrator and to reassess the 

narrative techniques and aesthetic value of this genre.

The second chapter of this dissertation presents the perspective of this study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of both classical and postclassical narratology. This review draws 

on not only the concepts and analysis tools of the structural analysis of narrative but 

also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narratology, which interprets and evaluates the formal 

features of a text with consideration of the socio-cultural context surrounding its creation 

and acceptance. For example, there is almost no evidence about the writers of Korean 

lineage novels, but many novels following the generic convention of this genre were 

produced from the seventeenth to the nineteenth century. The textual evidence indicates 

that these novels were widely read and transcribed by upper-class female reader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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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ts at the existence of anonymous female writers.

The third chapter presents a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how the narrator of each 

novel tells the story and what narrative effects that causes. The narrator in Korean 

lineage novels: 1) pays careful attention to female characters who step outside the 

boundaries of the family [家門], in addition to male characters in the central family of 

the novel’s story; 2) describes the characters’ minds in extreme detail and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dynamics between the characters; 3) controls the amount of information 

to immerse readers in the story; and 4) stimulates readers to actively make their own 

judgments and interpretations of the characters. These features have not received 

sufficient attention in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omniscient narrator, 

indicating that this concept is not precise enough to explic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or of Korean lineage novels. It, therefore, is necessary to further refine the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narrator of this genre. 

The fourth chapter probes the differences between the narrators of the four novels by 

examining the narrators’ relationships with the imaginary chronicler character [假想作家] 

in each novel. In the generic conventions of Korean lineage novels, one or two 

characters who identify as the writer suddenly appear at the end of the novel and argue 

that the story is a chronicle of historical figures. The use of this imaginary chronicler 

not only gives the novelist a safe aesthetic distance from the text but also lowers the 

entry barriers for readers with negative perceptions of fictional stories. Although the 

chronicler character does not function as the narrator of the whole novel, it exerts 

normative influence on the narrative style. The imposition of constraints required to 

fabricate the fictional story like a historical record results in the genre’s unique narrative 

style, such as the narrator’s equitable attention to all characters and the construction of 

complex, flawed characters, which makes the story more believable. From a 

chronological perspective, changes in the use the chronicler character can be found: in 

the early novel Sohyeonseongrok, the characters publicly claim that the record is true 

and fair, whereas in the late novel Hajinyangmunrok, there is no presence of a 

chronicler character, which results in the changes in the narrator’s attitude and tone. 

This study argues that this diachronic change is closely related to shifts in the 

socio-cultural contexts in which the novels were produced and read. 

The aim of the fifth chapter is to elucidate the literary achievements of Korean 

lineage novels in narrative poetics and, in doing so, reinterpret the history of the 

Korean novel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Unlike other contemporary narrative 

genres, the narrator in Sohyeonseongrok describes not only the characters’ subtle fa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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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s, postures, gestures, tones, and moods but also their inner lives. This detailed 

narration can be understood as a result of the narrator mimicking the strict, meticulous 

chronicler. In this novel, a virtuous, married woman carefully watches her husband’s 

unstated signals, reads their meanings, and behaves appropriately, following her 

husband’s will; consequently, she settles within the family. In contrast, another woman 

who fails to properly position herself within the family meets her death. The elaborate, 

nuanced narration realistically portrays the power dynamics between family members and 

discloses to readers the virtuous, married woman character’s subtle resistances and secret 

emotions, not only her inner agony but also her slight contempt for her husband. This 

chapter presents the argument that the narrator’s microscopic gaze resonated with the 

upper-class female readership under the influence of a patriarchal, hierarchical Confucian 

society. 

The later novels retain the narrator’s microscopic gaze and the meticulous narration of 

the characters’ inner lives, but these novels do not repeat the aesthetics of 

Sohyeonseongrok. Yussisamdaerok, Ogwonjaehapgiyeon, and Hajinyangmunrok each 

situate a female character in different conditions and emphasize different themes: 

Yussisamdaerok elegantly depicts the irony of human life, Ogwonjaehapgiyeon 

convincingly depicts the belief that people can change, and Hajinyangmunrok describes 

the dynamics of romantic relationships. These differences among the novels, which allow 

readers to experience diverse aesthetic experiences, contrast with the earlier 

understanding of Korean lineage novels as a stagnant genre that never matched the 

achievements of early novel Sohyeonseongrok. These differences instead evidence the 

dynamic, diverse changes within this genre and its anonymous but remarkable writers 

and its passionate female readers, who were also anonymous but powerful enough to 

influence the history of the Korean novel. 

keywords : Korean Lineage Novels, narrator, narrative strategy, female readership, 

Sohyeonseongrok, Yussisamdaerok, Ogwonjaehapgiyeon, Hajinyangmun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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