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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해 작품 해석의 다양

성을 모색하고, 학습자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능력 신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沈봉사>의 독자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고전소설 교육 제재의 선정 

범위 확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심청전>의 교육 내용은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에 치우쳐 있었고, <심청전>의 현대적인 재생산 작품은 그 다

양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외면받아 왔다. 고전소설 교육의 목표는 현재와 

단절된 과거의 것을 학습자가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에도 끊

임없이 소통하는 텍스트임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습자 역시 소통의 주체임을 자

각하게 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Ⅱ장에서는 고전소설의 소통 양상 경험을 위한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였다. 바흐친(M. Bakhtin)의 ‘대화 이

론’을 중심으로 상호텍스트성과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개념화하였으며, 텍스트 간

의 소통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패러디가 선행 텍스트와 의도적으로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고전소설과 패러디의 상호텍

스트적 읽기의 과정을 3단계로 설계하였다.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텍스트 간 대

화 관계의 확인-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분석-대화 관계 기반의 텍스트 의미 구

성’으로 진행하되,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한 세부 분석 범주는 서

사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인물의 형상화 양상’과 ‘서사적 상황의 구성 양상’

으로 설정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설정한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과정을 작품 분석의 틀로 삼

아 <심청전>과 <沈봉사>를 비교·분석하였다. 인물의 형상화 양상과 서사적 상황

의 구성 양상에 대한 인용과 변용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간의 

화제를 도출하여 <심청전> 기반의 <沈봉사> 의미, <沈봉사> 기반의 <심청전> 의미

를 구성함으로써 상호텍스트적 읽기가 텍스트 생산의 역사적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텍스트 의미 구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전략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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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형상화 양상에서는‘효’의 상징으로서 심청의 형상과 욕망을 추구하는 

심봉사의 형상을 통해 ‘심청은 비범한 인물인가?’, ‘심봉사는 아버지다운 인물

인가?’등의 화제를 도출하여 의미를 구성하였다. 서사적 상황의 구성 양상에서는 

‘심청의 인당수 투신’이라는 서사적 상황이 <심청전>에서는 ‘심청의 환생’, 

<沈봉사>에서는 ‘심청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에 주목하였다. 심청의 환생은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이원적 세계관에 의해 성립되지만, 이것이 배제된 근대적 사

유에서 심청의 환생은 불가능한 것이 된다. 환생한 심청과 상봉한 심봉사는 개안

을 하고, 심청의 죽음을 확인한 심봉사는 개안을 하지만 스스로 눈을 찔러 다시 

맹인이 되는 길을 택한다. 이를 통해 ‘심청의 희생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

가?’, ‘효의 실천을 위한 자녀의 희생은 적절한 선택인가?’등의 화제를 도출하

여 그 의미를 구성하였다.

Ⅲ장의 작품 분석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Ⅳ장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교육 설계는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를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고안하였다. 교육의 목표는 다음 세 가지와 같다. 첫째, <심청전>과 <沈봉사>의 

대화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작품을 수용한다. 둘째, 고전소설의 소통 

양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상호텍스트를 활용한 읽기 능력을 신장한다. 셋째, 의

미 구성의 주체로서 문학 작품을 비평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교육 방법은 전략 중심의 읽기 지도 절차를 참고하여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을 

학습한 후 읽기 전략을 적용하는 과정으로 구성하였다. 읽기 전략의 학습은 상호

텍스트적 읽기 사례를 조회함으로써 상호텍스트적 읽기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교

사의 시범을 통해 성공적인 읽기 전략의 적용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였다. 읽기 전

략의 적용은 스콜즈(R. Scholes)가 제안한 ‘읽기’, ‘해석’, ‘비평’ 등의 3

단계 활동을 참고하여, ‘텍스트 간 대화 관계 확인하기-대화 관계 분석을 통한 

화제 도출하기-의미 구성을 통한 반응 텍스트 생성하기’ 등 3단계의 순차적인 활

동으로 고안하였다. 단계별 활동은 인식과 이해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의 단

계로 나아가도록 설계하였으며, 단일 텍스트 읽기에서 복합 텍스트 읽기로 나아가

며 종합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 활동

을 통해 학습자 간의 생각을 공유하고, 의미 협응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의미

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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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해 지금까지 교육 연

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고전소설 재생산 텍스트를 교육 제재로 활용하는 방안

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덕적 가치에만 집중되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심청

전>의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 <沈봉사>를 상호텍스트로 활용하는 읽기 활동을 통

해 고전 <심청전> 읽기를 현대 <심청전> 읽기로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요어: <심청전>, <沈봉사>, 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적 읽기, 패러디, 고전소

설 교육

학번: 2020-22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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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이 연구는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과 채만식의 희곡 <沈봉사>1)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해 작품 해석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문학의 소통구조와 창조적 접근 방

법을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沈봉사>의 독자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고전소설 교

육 제재의 선정 범위 확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고전소설은 현재와 단절된 과거의 문학이 아니다. 고전소설은 현재에도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현재를 넘어 미래까지도 그 작품이 향유

되는 맥락과 더불어 끊임없이 재생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2) 그간 고전문

학과 현대 학습자 간의 ‘시공간적 거리감’은 고전문학교육 성패의 중요한 요소

로 간주되어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3) 그 방법은 다를지라도 학습자가 고전

1) 본 연구에서 다루는 채만식의 희곡 <沈봉사>는 <沈봉사>(1936)와 <沈봉사>(1947) 등 두 편이
다. 따라서 두 편을 통칭할 때 <沈봉사>로 표기하고, 7막극인 <沈봉사>(1936)는 <沈(7)>로, 
3막극인 <沈봉사>(1947)는 <沈(3)>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2) 윤종선(2011)은 엔터테인먼트, 인포메이션, 기타 등 세 분야로 나누어서 고전소설의 현대적 
수용 사례 현황을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드라마, 영화, 만화, 게임, 공연, 전시, 축제, 
광고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고전소설이 수용되어 재생산되고 있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품
은 <춘향전>과 <심청전>이며, <흥부전>, <토끼전>, <홍길동전> 등의 순으로 그 수용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2000년대 이후 <심청전>이 수용되어 변용된 사례는 총 21건에 달한다
(2011년 글 발표 당시 기준임). (윤종선, 「<심청전>의 현대적 수용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27-31면 참고.) 

3) 조희정(2006)은 ‘사실로서의 고전’을 접한 학습자에 의해 ‘해석으로서의 고전’이 만들어지는 
국면에 야기되는 문제가 ‘시공간적 거리감’이라고 말하면서, 학습자가 고전 텍스트를 접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고전에 접근하는 시각이 오늘날 고전 교육에서 ‘고전을 다루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희정, 「고전 리터러시의 ‘시공간적 거리감’ 연구」, 『국어교육』 119, 
2006, 66-67, 86-87면.) 

   고정희(2007)는 문학사 연구에서의 시공간적 거리감에 대한 미흡한 인식을 반성하고, 시공간
적 거리감에 따른 문학사적 구도를 마련하여 고전문학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고
전문학의 교육적 가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타자’라는 데서 극
대화된다고 하면서, 고전문학과 현대 독자 사이의 시공간적 거리감과 역사적 연계성으로 교직
되는 문학사적 구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고정희, 「고전문학의 시공간적 
거리감과 문학사적 교육」, 『고전문학과 교육』 14, 2007, 92-94, 115-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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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작품을 마주할 때 경험할 수밖에 없는 시공간적 거리감에 대한 인식이 고전

문학교육의 장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이다. 달리 말하면, 학습자가 직면하는 고전문학 작품에 대한 시공간적 거리감은 

작품 수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고전문학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저

하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고전문학은 ‘오늘날의 우리와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타자’4)라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삶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 연구 

또한 그러한 관점에서 고전소설과 현대적 재생산 작품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살펴봄

으로써 학습자가 문학의 ‘역사적 연계성’을 경험하고, 오늘날 고전소설을 읽는 

학습자 역시 고전의 수용과 더불어 생산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심청전>과 <沈봉사>는 문학사적으로 다른 시기에 생산·향유되었으며, 공동의 

창작물인 <심청전>과 달리 <沈봉사>는 채만식이라는 개인의 창작물이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다르다. 또한 채만식은 고전소설을 희곡 양식으로 변용함으로써 두 작

품 간의 장르적 차이를 만들어냈다. 소설과 희곡은 그 장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갈등의 서사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물론 여러 선행 연구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심청전>은 뚜렷한 갈등이 드러나지 않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5) 그러나 서사를 

추동하는 갈등을 인물 간의 외적 갈등만으로 한정 지을 수는 없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두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심청, 자신의 욕망 실현을 위해 딸을 죽음으

로 내몰게 된 심봉사 등의 내적 갈등은 사건 진행의 중심이 되며, 결말에서의 부

녀상봉을 통해 이러한 갈등은 완전하게 해소된다.6) 다른 한편으로는 뚜렷한 외적 

갈등의 부재가 오히려 희곡 양식으로의 변용을 가능하게 했다고도 할 수 있다. 김

윤식(2011)이 “등장인물, 줄거리 등의 극단적 단순성이 ‘소리’로 환원된 생명 

감각, 즉 판소리를 탄생시켰다.”7)고 말한 것처럼, 외적 갈등의 부재로 인한 단순

4) 고정희, 앞의 글, 92면. 
5) <심청전>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인물들 간의 직접적인 외적 갈등이 드러나

지 않는다. (정하영, 「심청전」,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511면.) 
   김윤식(2011)에 의하면 <심청전>은 인물 간의 갈등이 전무하며, 선인도 악인도 없는, 개성 따

위가 끼어들 수 없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갈등이 부재하는 구조 자체의 단순성을 
오히려 판소리라는 예술 발생의 근거로 설명할 수 있다고 김윤식은 말한다. (김윤식, 『한국문
학, 연꽃의 길』, 서정시학, 2011, 272-276면.)

6) 이상일(2015)은 <심청전>의 갈등이 심청의 효, 절대적 빈곤, 심봉사의 욕망으로 구성되는 자
아와 세계의 갈등이라고 하면서, 그 갈등의 형태가 미성숙한 심청의 자아의 성숙, 가난에 의한 
좌절과 가난의 극복, 심봉사의 결핍된 욕망 추구 등으로 나타난다고 논의한 바 있다. (이상일, 
「<심청전>의 갈등 요소와 갈등 구조 고찰」, 『문학치료연구』 37, 2015, 102면.)

7) 김윤식, 앞의 책, 2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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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극복을 위해 채만식은 장르를 희곡으로 선택하여 개작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8) 다시 말해서 <심청전>은 두드러지는 외적 갈등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중심 사건을 이끄는 인물들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

되는 갈등의 문학이며, 채만식은 서사에 내재된 갈등을 강화하거나 표면화하는 방

식으로 <심청전>을 재생산함으로써 새로운 주제 구현으로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인물의 창조9), 상세화된 장면 설정 등은 갈등의 문학인 희곡 장르의 특성과 무관

하지 않으며, 이는 <심청전>에 내재한 갈등을 전면에 드러내는 방식의 하나로 선

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沈봉사>가 공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레제드라마

의 성격을 띤다10)는 점도 소설과 희곡이라는 장르 차이에도 불구하고 <심청전>과 

<沈봉사>를 상호텍스트적 읽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고전소설 <심청전>을 읽는 오늘날

의 학습자에게 하나의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 될 수 있다. 현대 학습자와 고전

소설 <심청전>과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현대 작가의 생산물인 <沈봉사>를 통해 완

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반, 고전소설을 수용한 전문 작가의 재생산 텍

스트는 21세기의 독자가 몇백 년11)이라는 시간을 단숨에 뛰어넘지 않고 고전소설

에 접근할 수 있는 매개 텍스트12)로써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은 그 역

8) 채만식의 <심청전> 개작은 <沈봉사>라는 동명의 제목으로 네 차례 이루어졌다. 이 중 두 편
은 희곡, 두 편은 소설이나 소설 두 편은 미완으로 남았다. <심청전> 개작의 첫 작품이 1936
년의 희곡이라는 점에서 장르 전환의 의도를 이와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고 본다. 

9) <沈(3)>에는 <심청전>에 없는 송달, 홍녀 등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한다. 
10) <沈(7)>은 서막을 제외하고 총 7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희곡의 7막 구성은 널리 사용되는 

극작법이 아닌데, 이는 소설적 사건의 진행, 즉 시간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심
청전>이나 <심청가>보다 더 짧은 시간 내에 무대 위에서 보여져야 한다는 전제를 중요시 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극적 긴장감의 이완을 초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채만식은 연극의 대본
을 쓴 것이 아니라 레제드라마로서 <沈(7)>을 쓴 것이었다. (김일영, 「<심봉사>에서의 제재변
용양상 고찰」, 『국어교육연구』 23, 1991. 142-143면.)

11) 서유경(2015)은 판소리의 형성 시기를 17세기로 보는 관점, <심청전>의 경우 판소리에 선행
한다는 관점 등을 토대로 <심청전>의 형성 시기를 올려 잡아 17세기로 보았다. (서유경, 「<심
청전>의 근대적 변용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30(30), 2015, 46면.)

12) 강민규(2018)는 ‘매개’라는 개념을 ‘맥락’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고, 맥락을 내용으로 이루어
지는 매개 작용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매개 텍스트를 활용한 시 읽기 교육을 설계하였다. 강
민규는 독자의 시적 사유를 보조하는 텍스트를 ‘매개 텍스트’로 정의하고, 그 유형을 ‘참조 텍
스트’와 ‘해석 텍스트’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은 관점을 수용할 때 <심청전> 읽기를 위해 활용
되는 <沈봉사>는 <심청전> 해석을 위해 생산된 텍스트가 아니지만, 독자에 따라 <심청전> 이
해의 질료로 사용될 수 있는 참조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심청전>이 <沈봉사> 이해를 
위한 참조 텍스트가 될 수도 있다. (강민규, 「현대시 독자의 매개 텍스트 활용에 관한 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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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逆)도 성립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 및 문학교육 

현장에서는 수직적·일방적 영향 관계에 초점을 두어 왔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작품에 둔 초점을 독자로 옮길 경우 생산 시기와 무관하게 독자의 수용 시기는 달

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소통은 수평적·양방향적일 수 있다. <沈봉사>를 먼저 수

용한 독자가 <심청전>을 수용함으로써 두 작품 간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는 성립할 

수 있다. <沈봉사>가 <심청전>의 현대적 재생산 작품임에 분명하더라도 독자는 먼

저 수용한 <沈봉사>를 통해 <심청전>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상호텍

스트적 관계를 통한 의미를 새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심청전>은 창작되던 당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계속하여 향유되고 있는 살아

있는 텍스트이다. 고전과 현대적 재생산 작품의 역동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고

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전소설이 현재에도 끊임없이 소통하는 텍스트임을 확

인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심청의 ‘자기희생’과 ‘효’에 대한 능동적 

독자의 다시 읽기13) 과정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학습자들이 고전소설의 능동적 독

자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고전소설 다시 읽기는 꼼꼼한 읽기 및 온

전한 이해가 선행해야만 가능한 활동이다. 고전소설과 패러디 작품을 함께 읽고, 

고전소설의 전승과 변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고전소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 현

대 작가가 응답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독자 스스로의 응답 

역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분리하여 사고하는 오늘날의 

학습자들이 두 작품 간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과정은 문학사적인 흐름 속에 자신

도 위치하는 존재임을 자각하고, 고전문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고전소설의 끊임없는 생성·변화를 통한 계승은 일반적으로 능동적인 독자의 참

여로 이루어졌다.14) 고전소설의 다양한 이본은 그 사실을 입증한다. 이본의 다양

성은 고전소설 향유의 능동적인 소통 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주로 선본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텍스트

만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 소통 양상을 학습자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본 활용 교육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본 간의 비교는 궁극적으로는 동

적 고찰 － 전문 독자의 오장환 시 읽기 양상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1, 2018, 49-52면 
참고.) 

13) ‘다시 읽기’는 고전에 대한 이해에서 더 나아가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한 패러디 텍스트의 
생산 과정을 의미한다. 

14) 김종철, 「<춘향전> 교육의 시각」, 『고전문학과 교육』 1, 1999.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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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내용 구조 내에서의 변용을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에게는 동일

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학습한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또한 이본의 활용은 학

습자와 텍스트 간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완화하는 매개 작용에 있어서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그 생산 시기가 다르더라도 모든 이본은 학습자들에게 있어 

정확한 생산 시기를 알 수 없는 ‘오래된’ 문학일 뿐이기 때문이다. 고전소설을 

재생산한 현대 작품을 고전소설 교육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는 여러 연구자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심치열(2005)은 7

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의 고전소설 수록 현황을 살펴보고, 총 5종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박씨전> 학습활동을 살펴봄으로써 작품을 실제로 정독하는 일이 시

급하며, 그렇지 않다면 지식 전달에 불과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

한다.15)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경남(2010)도 7차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를 분석하

여 이는 지식 전달 또는 시험 대비를 고려한 구성이며, 고전소설 작품 감상은 중

심이 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를 드러냈다.16) 최진형(2010) 역시 문학 교과서에 수

록된 <흥부전> 학습활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고전소설 교육을 위해서

는 원전에 충실한 감상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강조하였다.17) 염은열(2016)은 고전

문학교육에서 ‘재미’라는 개념을 언급한다는 것은 고전문학교육의 위기와 관련

되어 있다고 하면서 교육의 과정과 결과로 ‘재미’를 경험하지 못함으로써 고전

문학의 가치 자체를 의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한다.18) 고전소설 교육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고전소설 교육의 흥미와 재미를 위한 다양한 논의들로 이어지

고 있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들에서 지적하고 있는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전소설의 현대 패러디 자료를 활용하여 적

극적인 문학 소통 양상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식 전달 위주의 고전소설 교

육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15) 심치열, 「문학 교과서에 나타난 고전소설 교육의 현황과 문제 － <박씨전>을 중심으로」, 『돈
암어문학』 18, 2005. 

16) 장경남, 「고등학교 교과서로 본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와 제언」, 『우리문학연구』 31(31), 
2010. 

17) 최진형, 「고전소설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문학 교과서 수록 <흥부전>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13, 2010.

18) 염은열, 「고전문학 학습의 경험과 재미의 문제」, 『고전문학의 재미와 흥미』, 도서출판 월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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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어과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 1종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심청전>을 제재

로 활용19)하고 있는데, 작품의 주제가 ‘효(孝)’라는 전제하에 구성된 학습활동

은 오늘날의 관점에서 주제를 평가하는 데에만 머물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제대

로 된 작품 읽기 과정 없이 <심청전>의 주제는 ‘효’라는 지식 차원의 정보를 학

습자가 그대로 수용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심

청전>이 교육 제재로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점, 더불어 그 활용 양상 역시 

잘못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를 통해 고전뿐만 아니라 현대 <심청전>20) 역시 교육 제재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밝히고,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교육 방법을 설계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심청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여 작품 해석의 다양성을 모색한다. 

둘째,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해 문학 소통구조와 창조

적 접근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상호텍스트적 읽기 능력을 신장한다. 

셋째, <沈봉사>의 독자적 가치를 확인함으로써 고전소설 교육 제재의 선정 범위 

확장을 제안한다. 

2. 연구사 검토 

2.1. 상호텍스트성 관련 문학교육 연구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문학교육의 이론적 논의는 김도남(2005)21)이 대표적이

다. 김도남은 단일 텍스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해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텍스트를 활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텍스트 이해 교육을 설

계하였다. 독자의 텍스트 이해는 인식·해석·이해의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단

19) <심청전>은 ‘4. 문학에 담긴 어제와 오늘’ 단원에 소단원 제재로 수록되어 있다. 심청이 남
경선인과 매신(賣身) 거래를 하고 출항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제재로 하여 주제인 ‘효’를 중
심으로 오늘날의 관점에서 인물의 행동을 평가하는 활동을 수록하고 있다. (이삼형 외 7인, 
「중학교 국어 3-2」, (주)지학사, 2020.)

20) 현대 <심청전>은 <심청전>을 패러디하여 창작된 영화, 애니메이션, 웹툰, 소설, 희곡 등 모
든 문화콘텐츠를 아우르는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21) 김도남,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박이정,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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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내재 텍스트를 순차적으로 구성하면서 이루어진다.22) 첫 단계에서의 인식 

텍스트는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 구성되는 것으로, 독자의 경험과 텍스트의 내용이 

인식 텍스트 구성에 영향을 준다. 이때 다중 텍스트 활용은 텍스트 내용의 인식, 

여러 관점에서 제시된 내용의 표상, 내용 파악의 곤란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인식된 내용을 토대로 텍스트의 의미를 찾는 해석 단계와 텍스트의 의미와 

독자의 생각을 결합하는 이해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호텍스트성은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김도남의 이러한 논의는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텍스트 이

해와 교육의 방법을 구체화하면서 다중 텍스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종류와 무관하게 텍스트 이해 과정을 일반

화하고 있는 점,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해의 과정을 순차적 과정으로 도식화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광복(2007)23)은 얀 아스만(Jan Assmann) · 알라이다 아스만(Aleida Assmann) 

부부와 라흐만(Lachmann, Renate)이 제시한 ‘기억’의 개념을 정리하고, ‘기

억’과 ‘상호텍스트성’의 연관성에 주목하여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

성’ 개념으로부터 교수법적 의미를 도출했다. 이광복은 문학 텍스트를 문화적 기

억의 공간으로 이해한 라흐만의 시각이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가치 있는 문화적 기

억으로 제한함으로써 지나친 확장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입장에 따라 

제시한 문학 수업의 특징은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문학교육을 

위한 제재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한 기억이 과거의 다른 문학 텍스트를 끌어들여서 새로운 텍스트의 의미를 창출한

다는 텍스트 생산 메커니즘에 대한 입장은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의미를 창

출하는 패러디 텍스트의 생산 원리를 설명하는 데에도 참고가 된다. 

국어교육 분야에서는 조고은(2010)24), 고은정(2012)25), 문찬란(2017)26) 등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조고은은 텍스트 간의 통시적 상관관계를 ‘종적 상호텍스트

22) 텍스트 이해 과정에서 독자가 구성한 마음속의 의미가 내재 텍스트를 이룬다. (김도남, 앞의 
책, 229면.)

23) 이광복, 「문화적 기억과 상호텍스트성, 그리고 문학교육」, 『독어교육』 39, 2007.
24) 조고은, 「동일 작가 작품군의 상호텍스트적 시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10.
25) 고은정,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26) 문찬란, 「<사미인곡>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교육 연구: 모티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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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슷한 시기에 한 작가가 쓴 텍스트 간의 연관과 긴장을 ‘횡적 상호텍스트

성’으로 개념화하고, 횡적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현대시 교육 연구를 진행하였

다. 이에 대해 고은정(2012)은 동일 작가 작품군도 발달사적인 측면에서 통시적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시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며 조고은의 입

장을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유사한 시기의 작품 비교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것, 동일 모티프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살피는 것 

모두 필요한 작업임을 강조하며 작가 내적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소설 읽기 교육

을 설계하였다. 두 연구는 동일 작가 작품군의 상호텍스트성을 공시적으로 볼 것

이냐, 통시적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관점 차이를 보이나, 작가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작품 해석에 중요한 참조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고 할 수 있다. 문찬란(2017)은 텍스트 내부에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고전시

가의 특징을 고려하여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 <사미인곡>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방

법을 설계하였다. 이 연구는 상호텍스트적 맥락 형성의 요소 중 모티프를 중심으

로 텍스트 내부에서 외부로 확대하여 학습자의 경험까지 나아가는 단계적인 상호

텍스트적 읽기 과정을 설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상호텍스트적 

읽기 과정에 참고가 된다. 그러나 <사미인곡> 꼼꼼히 읽기를 통한 텍스트 내부 탐

색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들에게 다음 단계의 읽기 자료로 6편의 고전시가를 

관련 텍스트로 제공하고 있어서, 학습 부담을 가중시키는 단계별 설계일 수 있다

는 한계가 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전홍(2015)27)의 현대시 교육 연구와 김영(2021)28)의 고

전시가 교육 연구가 대표적이다. 두 연구는 모두 상호텍스트성을 텍스트 간의 내

적 연결 관계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확장·이해

하여 독자 중심의 교육을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홍은 텍스트 간

의 관계로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과 독자에 의해 확립되고 형성되는 상호텍스트성

을 포함하는 ‘상호연관성’을 개념화하고, 구성주의 교육관을 바탕으로 독자의 

능동성을 강조한 현대시 교육을 설계하였다. 김영은 텍스트 의미 구성 과정으로서

의 상호작용성과 문학 감상 주체로서의 상호주관성을 ‘구성적 상호텍스트성’으

로 개념화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상호텍스트성 구성 양상을 분석하여 고전시가 감

27) 전홍, 「상호연관성 기반의 한국 현대시 이해 교육 연구: 한·중 현대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
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28) 김영, 「구성적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한국 고전시가 감상 교육 연구: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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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교육을 설계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성과 상호주관성의 개념 구분이 모호하여 

그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점은 한계로 보인다.

현대시의 상호텍스트성 활용 교육은 정재찬(2006, 2007, 2009, 2013)29)에 의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재찬은 현대시와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는 영화, 광

고, 대중가요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업 양상을 보여주거나, 문학사적으로 

무관해 보이는 작품 간의 관련성을 통해 문학교육의 내용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또한 독자가 자신만의 독자적인 상호텍스트성을 발견하고 생산해내는 작품 이해의 

실제를 보여줌으로써 문학적·문화적 문식성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학교육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문학 교수-학습 방법 연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실제 

연구와 현장 연구의 부족을 지적하고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활동 중심의 현대시 

교육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문학교육에서 주로 활용하

던 수렴적인 상호텍스트성을 넘어서 독자의 발산적 상호텍스트성 활용을 적극적으

로 유도함으로써 창의적인 작품 이해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류수열(2009)30)은 텍스트와 관계 맺는 독자의 상황을 절대적인 텍스트 

의미 결정 요인으로 보고, 독서 행위가 의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발산적 상호텍스트적 읽기 과정임을 강조한다. 류수열은 작가의 텍스트 구성 과정

에 맞춰있던 상호텍스트성 개념의 초점이 독자의 텍스트 이해로 이동하고 있다고 

하면서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에 더 관심을 기울이면서 독서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정재찬과 류수열의 논의는 상호텍스트적 읽기가 독자 중심의 창의

적인 읽기로 나아가야 하며, 그것은 곧 학습자 활동 중심의 교육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교육 설계에 참고가 된다. 

그 외에도 박지윤(2013)31)은 ‘징표’와 ‘변형’이라는 상호텍스트성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미디어 텍스트를 활용한 <봉산탈춤 제6과장>과 <구운몽> 읽기의 

실제를 보여주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이 연구는 독자의 흥미 유발과 스키마 확장

29) 정재찬, 「현대시 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 19, 2006; 정재찬, 「상호텍스트성을 통한 현대
시 교육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29(29), 2007; 정재찬, 「텍스트, 상호텍스트, 콘텍스트: 상
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문학교육의 실천」, 『독서연구』 21, 2009; 정재찬, 「문학 교수 학습 방
법의 성찰과 전망 -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활동 중심의 현대시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7(47), 2013.

30) 류수열, 「텍스트, 상호텍스트, 콘텍스트: <사미인곡>의 콘텍스트와 상호텍스트적 읽기」, 『독
서연구』 21, 2009.

31) 박지윤, 「텍스트 이해를 위한 상호텍스트 활용의 실제 - 문학 텍스트와 미디어 텍스트의 징
표와 변형을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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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상호텍스트 활용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그러나 읽기의 실제가 텍스트 간의 상호텍스트적 연관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만 그치고 있어서 미디어 텍스트의 활용이 흥미 유발을 위한 보조 자료 정도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고전소설 읽기에서 상호텍스트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동일한 관점을 취하면서도 상호텍스트의 활용을 통한 작품의 효과

적인 의미 구성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2.2. <심청전> 및 <심청전> 교육 연구

<심청전> 및 <심청전> 교육 연구는 긴 시간 동안 축적된 방대한 연구 성과를 가

지고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상호텍스트성’의 개념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는 

<심청전> 이본 연구와 이를 활용한 교육 연구로 제한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최운식(1982)32)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심청전>의 이본 연구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본의 계열별 내용을 사건 진행 순서에 따라 몇 개의 대소(大小)단락

으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작품의 공통단락을 추출하였다. 또한 계열별 이본의 특

색을 바탕으로 계열의 선후관계를 추정하는 작업을 통해 <심청전> 이본 연구의 기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유영대(1989)33)는 판각본과 필사본, 활자본, 판소리 창본을 대상으로 문장

체 소설, 초기 <심청가> 계열, 창본계 필사본 계열로 이본의 계통을 정리하고 작

품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장승상 부인 시비 따라가는 대목, 심봉사 신

분, 심청 동냥 박대 삽화, 인당수 투신 시 심청의 인간적 갈등 등의 네 가지 내용

의 유무를 판단하여 초기 <심청전>을 추정하기도 하였다. 이는 이전의 연구와 달

리 판소리의 확대 과정에 따른 향유층의 변동, 판소리의 성격 변이 등과 관련하여 

이본 간의 선후관계를 추정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 

정출헌(2003)34)은 150종이 넘는 <심청전> 이본의 변주는 향유 방식, 향유 시기, 

향유 초점이라는 세 개의 층위에서 일어난다고 하면서 전승 양상과 작품 세계를 

탐구하였다. 특히 향유의 초점을 심청에 두느냐, 심봉사에 두느냐에 따라 상이한 

변주를 일으킨다는 관점은 오늘날의 <심청전> 변주에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참고가 

32) 최운식, 『심청전 연구』, 집문당, 1982.
33) 유영대, 『심청전 연구』, 문학아카데미, 1989.
34) 정출헌, 「<심청전>의 전승 양상과 작품 세계에 대한 고찰」, 『한국민족문화』 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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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35) 또한 심청전 변주 양상의 다채로움은 생생한 민중 정서와 미적 성취 등에 

대한 향유층의 두터운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근·현대적 문예 양식으로 거듭 

재현되는 것도 이러한 관심의 지속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전소설과 

근·현대 문학의 경계를 없애고 고전소설의 전승 역사 안에서 근·현대적 변용 작

품을 포괄적으로 아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유경(2015)36)은 190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심청전>의 근대적 변용 양상을 

살펴보고, 고전소설의 다시쓰기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 작품이 풍부하게 재생산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것이며, 그것이 곧 작품의 가치가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심

청전>의 주요 서사 요소를 선정하여 원전과 개작본의 서사를 비교하는 이 연구는 

서사 요소 중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과정을 구체화하는 본 연구에서 참고가 된

다. 

<심청전> 이본을 활용한 교육 연구로는 서유경(2002)37), 김효정(2021)38) 등을 

들 수 있다. 두 연구는 <심청전> 이본의 파생 과정을 독자의 텍스트 수용에 초점

을 두고 살펴봄으로써 수용과 생산을 잇는 교육 설계를 보여주고 있다. 서유경

(2002)은 문학 작품이라는 낯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문학 수용의 과정을 

‘공감적 자기화’라고 개념화하고, 이본 파생은 수용자의 자기화 표현의 결과라

고 하였다. 서유경은 이본 전개 양상에서 수용자들의 공감적 자기화가 나타나는 

주요 지점을 구조화하고, 약 50여 종의 <심청전> 이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구체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문학교육의 방법으로 적용하기 위해 ‘관계 

짓기’, ‘자기화하기’, ‘표현하기’ 등을 설정하여 그 구체적 방법을 논의하였

35) 정출헌(2003)은 이에 대해 경판 <심청전>은 심청 중심의 향유, 완판 <심청전>은 심봉사 중
심의 향유에 가깝다고 부연하였는데, 이는 성현경(1999)이 판소리 문학본의 경우 <심학규전>
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한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심청전>의 변주도 이
와 같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데, 희곡의 경우만 살펴보더라도 채만식의 <沈봉사>가 향유의 
초점이 ‘심봉사’에 있다면, 최인훈의 <달아 달아 밝은 달아>(1979), 오태석의 <심청이는 왜 인
당수에 몸을 두 번 던졌는가>(1990), 이강백의 <심청>(2016) 등은 그 향유의 초점이 ‘심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출헌, 앞의 글, 11면; 성현경, 「<심청전>론」,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123면 참고.)

36) 다음 표는 서유경(2015)의 글을 참고하여 1900-1940년대 <심청전> 근대적 변용 양상을 정
리한 것이다. 이 당시의 <심청전> 변용은 대부분 원전과 유사하지만, 하얼빈, 댄스홀 등의 근
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점, 원전의 환상성이 약화되는 방식으로의 개작이 이루어진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중 가장 늦은 시기에 개작된 <沈봉사>는 미완의 소설을 제외하고, 등장인
물, 결말 등에서 이전까지의 개작보다 많은 변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유
경, 앞의 글, 52-6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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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연구는 이본 파생 과정을 독자와 텍스트의 적극적인 소통 결과로 보고, 문

학의 생산적 수용 활동을 위한 교육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텍스트의 재생산이 비판적 수용으로도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39), 이본 

작품명

장르·서사 
요소

심청전 잡극
심청왕후전 몽금도전 모던 심청전 모던 심청전 1936

沈봉사
1947

沈봉사

장르 소설 극 소설 만문만화 만극 희곡 희곡
시공간 
배경 송나라 신라 관서 황해도 조선 × 고려 초엽 고려 중엽

등장
인물 

沈봉사
곽씨 부인
심청
뺑덕어미
장승상 부인

沈學敎(심봉사)
沈靑(沈淸)
德孃(뺑덕어미)
장승상 부인 없
음.

장진사부인
(장승상 부인)

곽씨 부인 없
음
장승상 부인 없
음.

새 인물 추가
→ 왕후,
궁녀 김씨

곽씨 부인 없
음
장승상 부인 없
음.
새 인물 추가
→ 송달, 홍녀

심청의 
沈봉사 
봉양 

시기와
방법

육칠 세 일곱 살 륙칠 셰

열 살에 돈 벌
겠다는 의지 표
명, 열여섯에 
직업을 갖겠다
고 함. 

심청이 고무공
장에서 일하는 
돈으로 생활
함.

열두 살 
심청 

동냥 장면 
없음

공양미 
시주
약속 
계기

개천에 빠진 
沈봉사를 몽은
사 화주승이 
구해주고 시주 
약속을 받음.

원전과 유사
하지만 沈봉사
가 빠지는 환
경을 그럴듯하
게 바꿈. 

원전과 
거의 유사함. 

내(川에) 빠진 
沈봉사를 몽운
사 주지가 구해
주고 삼백원 
시주 받음. 

공양미 삼백석 
시주를 하고 
심청이 인당수
에 다녀왔지만 
개안 못 함. 

원전과 
거의 유사함. 

심청과 무관하
게 송초시네
에 가다가 내
(川)에 빠짐.

공양미 
구하는 
방법과 
둘러댄 
이유 

인당수 제수로 
자신을 팔고 
장승상 부인의 
수양딸로 간다
고 함. 

심청이 매신하
고, 친정가기를 
허락하지 않는 
먼 곳으로 시집
을 간다고 함.

원전과 
유사함. 

공양미 구할 
길을 알아보는 
장면에서 중단
됨. 직업소개
소를 찾아가는 
장면으로 추측 
가능함. 

병원비를 구하
기 위해 하루빈
의 댄스홀로 떠
날 것을 시사함.

원전과 
유사함. 

인당수 제수로 
팔았지만 넉 달 
동안 남경에 
다녀온다고 함. 

심청 
환세 
여부 

인당수에 투신 
후 용궁에 갔
다가 환세하여 
황후가 됨. 

원전과 
유사함. 

용궁 장면을 심
청의 꿈으로 서
술함. 배 밑창
에서 떨어진 널
빤지에 얹혀 삶.

미완이라 
없음. 

미완이라 
없음. 환세 없음. 환세 없음.

沈봉사의 
개안 

심청이 환세한 
후 심청과 심
봉사가 재회하
여 개안함. 

원전과 
유사함.

심청과 재회하
지만 개안하지 
못함. 

미완이라 
없음. 

미완이라 
없음. 

죽은 심청이 살
아 돌아온 줄 
알고 눈을 뜸. 
사실을 알고 沈
봉사가 자신의 
눈을 찔러 다시 
봉사가 됨. 

죽은 심청이 살
아 돌아온 줄 
알고 눈을 뜸. 
사실을 알고 沈
봉사가 자신의 
눈을 찔러 다시 
봉사가 됨. 

37) 서유경, 「공감적 자기화를 통한 문학교육 연구: <심청전>의 이본 생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38) 김효정, 「고전소설의 대화적 이해 교육 연구: <심청전> 이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
원, 박사학위논문, 2021.

39) 서유경(2002)은 텍스트에 대한 부정적 수용이 이루어진 결과를 ‘공감적 자기화’와 반대 개념
으로서 ‘반감적 자기화’라 명명했다. 그러면서 고전문학 향유에서 이루어진 공감적 자기화와 
달리 반감적 자기화는 문화적·시간적 차이가 큰 현대의 고전문학 수용자에게서 나타난다고 
시간적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고전문학 향유의 공감적 자기화 양상을 바탕으로 
현대 학습자를 위한 문학교육 방법론을 도출하고 있는 점은 논리적 모순으로 보인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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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을 통한 문학교육 방법으로의 전이 가능성만을 확인하였을 뿐 <심청전> 이본

을 활용하는 교육 설계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점 등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

다. 김효정(2021)은 고전소설 이본의 파생을 대화의 구조로 보고, 심청과 심봉사

를 중심으로 <심청전> 이본 변모에 나타난 대화적 이해 양상을 고찰하였다. 김효

정은 이본 파생이 공감과 아울러 대화적이고 비평적인 활동까지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공감에 기반한 동의뿐 아니라 해석적 비평으로 이어지는 반감이나 

의문 등을 포괄하는 대화 개념을 통해 이본 변모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본

을 활용한 대화적 이해의 교육 방법으로 직접 교수법과 탐구 학습 모형을 결합한 

‘안내된 탐구 학습’ 단계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고전소설의 이본을 활

용한 구체적인 교육 설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이본 간 비교는 궁극적으로는 동일한 내용 구조 내에서의 부분적인 변용을 확인하

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자들의 고전소설 학습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그 외에도 표현 교육에서 <심청전>의 이본 또는 현대적 변용 작품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서유경(2004, 2011)40)의 연구는 주목이 된다. 서유경은 고전의 재생

산 과정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고전에 대한 향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재생산

으로서의 표현 교육은 적극적인 고전문학 작품의 향유 방법임을 강조하였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비판적 읽기의 사례로 <몽금도전>을 살펴보고, 독서와 작문의 통

합, 문학의 수용과 생산을 아우르는 비판적 읽기의 제재로써 고전소설의 이본 혹

은 재생산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2.3. 고전소설의 현대적 변용 연구 및 <沈봉사> 연구

이 항에서는 고전소설의 현대적 변용 및 <沈봉사> 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연속성

당대의 향유자 역시 공감만이 아닌 비판적 수용을 통해서도 이본의 생산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대적 구분을 통해 문학 수용의 공감적 자기화와 반감적 자기화를 나눌 수는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심봉사의 골계적 형상화가 두드러지는 이본의 경우, 수용자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기화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심청의 희생에 대한 원인 제공
자로서 심봉사를 비판적으로 수용한 독자가 골계적 형상화를 통해 인물에 대한 부정적 평가
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보인다. (서유경, 앞의 글, 2002, 92면 참고.)

40) 서유경, 「고전의 동화적 재생산을 통한 표현교육 연구 - <심청전>과 <청아 청아 예쁜 청아>
를 중심으로」, 『고전문학과 교육』 8, 2004; 서유경, 「고전소설의 비판적 읽기를 통한 창의적 
독서 결과 표현 연구 - <심청전>의 개작본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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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에서 고전소설과 변용된 텍스트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론적 기반

으로 삼고자 한다. 

최인자(2008)41)는 디지털 시대의 고전 읽기가 변용된 텍스트로 간접화되는 경향

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고전 변용 텍스트 읽기 방식으로서 ‘상호매체적 읽기’와 

‘상호 문화적 읽기’의 방식을 제안하였다. 최인자는 고전 변용 텍스트들은 고전

이 다시 읽히는 해석의 역사에 위치하기 때문에 개별 텍스트, 또는 대체 텍스트로

만 수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변용 텍스트는 ‘문화적 기억’의 

공간이며, 변용 텍스트 읽기는 문화적 기억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는 입장은 앞서 

언급한 이광복(2007)의 논의와 동일한 관점을 견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오늘날의 삶과 맺는 관계와 기능에서 고전의 가치가 발생한다는 연속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고전과 변용 텍스트 간의 역동적인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배수찬(2004)42)은 고전 패러디 연구가 주로 현대문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별 작품론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전문학에 대한 배경과 문화적 맥락이 부족

한 상태의 연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전의 재창작이 ‘고전을 새롭게 이

해하기 위함’이어야 하며 단지 창작의 소재로 이용하여 ‘자기 이야기를 하기 위

함’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고전문학 자체에 내재한 교육적 가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고전 자체에 대한 예민한 문제의식과 공부가 필요하며, 패러디 

텍스트의 옥석 구별을 위한 고전문학 연구자들의 지혜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

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 고전과 패러디 텍스트에 함께 주

목하는 교육 설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고전소설과 문화콘텐츠와의 관련 양상을 통해 고전문학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논의한 황혜진(2005)43), 김효정(2011)44), 서보영(2014, 2017a)45), 서유경(201

41) 최인자, 「디지털 시대의 고전 읽기: 디지털 시대, 문학 고전 읽기 방식 - 고전 변용 텍스트
의 상호매체적, 상호문화적 읽기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19, 2008.

42) 배수찬, 「고전문학교육 연구의 방향 설정을 위한 시론 - 고전의 패러디 문제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32, 2004.

43) 황혜진, 「문화적 문식성 교육을 위한 고전소설과 영상변용물의 비교 연구 -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을 대상으로」, 『국어교육』 116, 2005.

44) 김효정, 「고전소설의 영상 매체로의 전환 유형과 사례」, 『고전문학과 교육』 21(21), 2011.
45) 서보영, 「고전소설 변용을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 연구: 학습자의 <춘향전> 변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33, 2014; 서보영, 「영화 <춘향전>의 <춘향전> 수용 양상과 이본
으로서의 특징 - 임권택의 <춘향뎐>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45, 20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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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등의 연구도 참고가 된다. 황혜진(2005)은 고전소설 <장화홍련전>과 영화 

<장화, 홍련>을 대상으로 ‘오이디푸스적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응답을 보여주

는 양상을 분석하였다. 황혜진은 수직적, 수평적 범주의 문화가 서로 교섭하는 교

집합 부분이 문화적 문식성 교육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서, 그 위치에 놓

인 고전의 현대적 변용물에 대한 교육적 의미를 탐색하였다. 고전 변용 텍스트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의 한 실현으로서 학습자와 

고전문학의 대화를 촉진하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전

의 현대 변용물이 적극적으로 문학교육의 장에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효

정(2011)은 고전소설을 영상 매체로 전환한 작품을 원작 종속 여부에 따라 원작 

종속형 스토리형과 독자적 스토리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원작을 특

정하기 어려운 영화나 드라마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고전소설의 전환 사례로 

유형화함으로써 고전소설 영상 매체 전환의 한계와 의의를 밝혔다. 서보영(2014)

은 고전과 고전 변용 텍스트가 이원화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교육 현장에 대한 문

제의식을 바탕으로 고전소설의 변용은 하나의 문화 전승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입

장에서 <춘향전> 변용을 통한 문화적 문식성 교육의 실제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

은 관점에서 서보영(2017a)은 임권택 감독의 영화 <춘향뎐>을 <춘향전>의 전승 맥

락에 있는 현재적 이본이라고 보고, 조상현 창본 <춘향가>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특징을 밝히기도 하였다. 서유경(2019)은 영화 <시실리 2km>의 서사 분석을 통

해 고전소설 <토끼전>과 <장화홍련전>이 영화에 내재한 문화원형임을 밝히는 연구

를 진행하였다. 서유경은 고전소설의 익숙한 서사가 문화원형으로서의 자질이라고 

하면서, 고전소설의 보편성, 문화적 전통성은 문화콘텐츠 생산의 원형이 되어 새

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게 하며 이것이 고전소설이 갖는 가치임을 논의하였다. 

이상의 논의들은 모두 고전소설이 현재와 단절된 과거의 문학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오는 전승 맥락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는 고전

소설 교육 현장에도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학습자 역시 고전소설 전승 맥락에 있

는 독자라는 점, 전승의 실현 양상인 고전소설의 변용 텍스트 및 문화콘텐츠가 교

육 제재로 적극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논의 

역시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학습자가 고전소설의 능동적 독자로 성장하는 것을 

도모하고자 한다. 

46) 서유경, 「문화원형으로서의 고전소설 탐색 － <시실리 2km>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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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만식의 <沈봉사>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황혜

진(2004)47)은 고전소설의 개작 텍스트는 고전 텍스트와의 대화의 산물이자 전통이

라는 지평과 개작자가 속한 사회의 지평이 융합된 결과물로서 의미가 있다고 말한

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심청전>의 전승 동력이 그 주제인 ‘효’에 있다고 보

고, 전승 주체인 채만식이 원전의 주제와 맺는 관계에 집중하여 작품을 분석하였

다. <沈봉사>에서의 효는 초현실적 힘과의 감응 관계를 잃고, 세속적 욕망의 수단

이 됨으로써 원전에서 가졌던 위상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는 근대적 지평에서 작가

가 인식한 세계의 비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곧 채만식이 <심청전>을 다시 쓴 

이유이자, <심청전>이 제기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인 것이다. 황혜진은 더 나아가 

개작 텍스트를 읽기와 쓰기와 통합된 산물로 보고, 채만식의 개작 텍스트는 고전

문학과 대화하는 하나의 모델로서 학습자에게 제시될 수 있다는 문학 교육적 의미

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전소설의 패러디를 통해 고전소설의 전승 방

식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관점과 일치하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이 외에도 김일영(1991)48), 배기정(1997)49), 황태묵(2003)50), 이경재(2004)51), 

공종구(2014)52), 임명진(2016)53), 정출헌(2018)54), 홍재범(2020)55), 신찬경

(2021)56) 등의 <沈봉사> 연구도 주목된다. 김일영(1991)은 채만식의 세 번에 걸친 

<심청전> 개작57)에 대한 제재 변용 양상을 고찰하면서 희곡으로의 장르 전환이 

<심청전>과 다른 비극적인 결말 유도를 가능하게 하였다고 논의하였다. 배기정

(1997)은 <심청전>의 공통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沈봉사>의 변용 양상을 확인하

고, 그 의미를 작가가 처한 시대적 현실을 바탕으로 이해하였다. <沈(7)>은 식민

지 시대에 대한 작가의 냉소적 자세를, <沈(3)>은 민족의 갈 길 찾기에 바쁜 해방

47) 황혜진, 「전승사의 관점에서 본 채만식의 <심봉사> 연구」, 『고전문학과 교육』 7(7), 2004.
48) 김일영, 앞의 글. 
49) 배기정, 「채만식 <심봉사>의 변용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연구』 29, 1997.
50) 황태묵, 「채만식의 고전 읽기와 그 의미」, 『국어문학』 38, 2003.
51) 이경재, 「<심청전> 패러디에 나타난 ‘심봉사’의 변이 양상과 그 의미」, 『한국학보』 30(3), 

2004.
52) 공종구, 「채만식의 <심봉사> 계열체 서사 연구」, 『현대소설연구』 55, 2014.
53) 임명진, 「채만식의 <沈봉사> 4부작 고찰」, 『국어문학』 62(62), 2016.
54) 정출헌, 「근대전환기, 고전서사 전통의 이월과 갱신: 채만식의 <심청전> 개작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 연구』 66, 2018.
55) 홍재범, 「채만식 소설과 희곡의 교섭 양상: <심봉사>의 경우」, 『한국현대문학연구』 62(62), 2020.
56) 신찬경, 「‘심봉사’의 욕망을 통해 본 희곡 <심봉사>(1936·1947)의 비극적 의미」, 『어문논집』 

91, 2021.
57) 1936년 작, 1944년 작, 1947년 작 <沈봉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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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시대상을 보여준다고 하면서 두 작품 모두 민족의 부정적 미래에 대한 암

시이자 상징이라고 해석하였다. 황태묵(2003)은 <沈봉사>라는 동명의 제목으로 발

표한 세 편의 작품을 ‘<沈봉사> 작품군’58)이라고 명명하고, 신재효본 <심청가>

와 비교하여 ‘낭만성의 제거와 현실성의 강조’를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았다. 또

한 ‘심봉사’를 식민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지식인과 민중으로 해석함으로써 

채만식의 창작 의도를 추론하기도 하였다. 이경재(2004)는 미완의 소설 작품을 제

외한 두 편의 희곡을 바탕으로 ‘심봉사’의 형상화가 세속화되는 양상을 논의하

였고, 공종구(2014)는 네 편의 <沈봉사>를 ‘<沈봉사> 계열체 서사’라고 명명하

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과 저항 의지로 작품을 해석하였다. 임명진

(2016)은 <沈봉사> 연작에 나타난 ‘자해 행위를 통한 안맹(眼盲)’에 집중하여 

그 의미를 딸의 희생에 대한 윤리적 각성과 세대 단절에 대한 풍자로 해석하면서 

<沈봉사> 4부작이 주체 형성 문제의 심각성을 첨예하게 드러낸 작품이라고 평가하

였다. 정출헌(2018)은 채만식이 창작의 새로운 돌파구를 고전의 재발견에서 찾았

던 것으로 보이나 <沈봉사> 개작은 근대소설의 서사 문법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개작하는 데 그침으로써 고전의 갱신에 실패했다고 비판하였다. 홍재범(2020)은 

채만식의 희곡 <沈봉사>와 소설 <沈봉사>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적 

영향 관계를 고찰하기도 하였다.59) 신찬경(2021)은 <심청전>에 내재되어 있던 욕

망의 문제성이 두 편의 희곡 <沈봉사>에서는 가시화되면서 그 비극성이 드러난다

고 하면서, 두 작품의 비극적 의미를 대비적으로 해명하기도 하였다.60) 

58) 1936년 작, 1944년 작, 1947년 작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59) 홍재범(2020)은 <沈(7)>에서 심봉사의 돌발적 자해 행위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면, <沈(3)>

에서는 자해 행위에 대한 서사적 개연성을 확보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 1944년 작 소설 <심
봉사>가 놓여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홍재범, 앞의 글, 292-293면.)

60) 신찬경(2021)은 두 작품에 나타난 ‘심봉사 자해 행위’의 비극적 의미에 대해 대비적인 해석
을 보여준다. <沈(7)>의 경우 욕망의 성취가 타인의 희생에 기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순을 
극대화한 것이라면, <沈(3)>은 주체의 욕망이 오히려 주체를 암흑 상태로 돌려놓았다는, 과도
한 욕망이 불러온 파국을 심봉사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해석하고 있다. (신찬경, 앞
의 글, 173면.)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을 심청에 대한 애정 유무를 근거로 이끌어내고 있어서 그 논리가 취
약해 보인다. 신찬경의 논리대로라면 <沈(3)>에서의 심봉사의 비극도 자신의 욕망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을 희생시킨 인물의 운명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또한 <沈(7)>이 
<沈(3)>에 비해 서사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심청에 대한 심봉사의 애정 묘사의 
유무를 서사의 분량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沈(3)>에서 심봉사의 욕망이 강조
된 것은 사실이나, 심청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 확인되기 때문이
다. 이에 대한 상술은 Ⅲ장에서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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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沈봉사>에 대한 이상의 논의들을 살펴본 결과 연구자들은 대부분 <심청전>의 행

복한 결말과 반대되는 <沈봉사>의 비극적 결말에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심청전>의 전승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이 아닌 채만식이라는 개인이나 작가가 처

한 시대적 상황 등에 집중하여 작품을 분석하고 있어서 고전소설과의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대한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작품의 교육적 활용에 대한 논의

는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고전소설의 

현대적 변용에 대한 연구와 <沈봉사> 연구를 참고하여 <심청전>과의 연속성을 고려한 

작품 간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해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 고전소설과 아울러 현대 

<심청전>까지 교육 제재로 적극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1) 완판 71장본 <심청전>61)

고전소설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학습자가 고전소설의 능동적 독자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읽기 텍스트는 학습자에게 친숙하여 읽기 곤란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작품 간

의 대화 관계를 이해하고, 인용과 변용 양상의 분석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가는 읽

기 과정이므로,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읽기 곤란도62)가 높다면 학습자들의 상호텍

스트적 읽기에 대한 기대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완판 71장본 <심청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이본들 가

운데 가장 널리 보급된 작품으로 <심청전> 이본의 큰 흐름인 완판계의 대표본이

며, 교과서 제재로도 해당 이본을 수록하고 있다. 또한 완판 71장본 <심청전>과 

<沈봉사>의 친연성도 확인할 수 있어서 상호텍스트적 읽기 자료로 가장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다. 

61) 김진영 외 5인 편저, 완판 71장본 <심청전>, 『심청전 전집 3』, 박이정, 1998.
62) 어휘나 표현, 서사 내용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학습자들이 읽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읽기 곤란도’라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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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만식의 <沈봉사>63)

채만식은 <沈봉사>라는 동명의 제목으로 총 4편의 작품을 창작하였다. 1936년 

『문장』에 발표하려 했다가 검열로 삭제당한 희곡(7막 20장), 1944년 『신시대』

에 발표하다가 중단된 중편 소설, 1947년 『전북공론』에 발표된 희곡(3막 6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949년 『협동』에 연재하다가 신병으로 중단한 미완의 소설 

등이 그것이다.64) 이 중 두 편의 소설은 미완의 작품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완결된 두 편의 희곡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두 편의 희곡은 그 결말은 유사하

나 인물 설정 및 세부 사건 등에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작가에 의한 고전 읽기의 

서로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동

일 작가의 두 작품 간에 발생하는 소통 역시 확인할 수 있어서 역동적인 상호텍스

트적 읽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沈봉사>는 완판본의 서사를 계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물 설정도 

대부분 따르고 있어서 <심청전>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자료로 삼기에 가장 적절하

다고 판단하였다.65) 또한 채만식이라는 작가가 학습자들에게 친숙하다는 것도 연

구 대상 선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이다.66) <沈봉사>는 소설에서 희곡으로 장

르를 변환하면서 판소리계 소설이 담지하고 있는 공연 예술적 특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작품이다. 기실 <沈(7)>은 희곡의 형태를 갖추

고 있으나 독서물로서의 레제드라마로 창작된 작품이기 때문에 <심청전>과 <沈봉

사> 모두 공연물과 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63) 채만식, <沈봉사>(1936), <沈봉사>(1947), 『채만식 전집 9』, 창작과비평사, 1989.
64) 김일영, 앞의 글; 공종구, 앞의 글 참고. 
65) 유인순(1985)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유인순은 경판의 심봉사는 유교적 이념에 부합하는 인물

임에 반해 완판의 심봉사는 뺑덕어미를 만나면서부터 희화적 사건을 연출하는 파락호에 지나
지 않는다고 비교하였다. 또한 심봉사와 뺑덕어미의 수작이 채만식의 희곡에도 상당 부분 드
러난다는 점을 들어 <沈봉사>가 완판계에서 그 재료를 취했다고 말한다. (유인순, 「채만식, 
최인훈의 희곡작품에 나타난 심청전의 변용」, 『비교문학』 9, 1985, 109면.)

66) 학습자들이 친숙한 작가의 새로운 작품을 대할 때의 인지적 부담은 낯선 작가의 작품을 대할 
때에 비해 덜한 것이 당연하다. 독자의 머릿속에 구성한 다양한 상호텍스트성이 텍스트 읽기
에 작동하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들은 채만식이라는 작가에 대해 이미 구성하고 있는 상호텍
스트성을 바탕으로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문학 교과서 10종 중 채만식의 소설은 <논이야기>, <미스터방>, <태평천
하> 등 세 작품이 5종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으며, <영웅 모집>이라는 희곡이 수록된 교과서도 
1종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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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봉사>는 인물 설정, 사건 구성 등 이야기 요소별로 섬세한 변용을 통해 <심청

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주로 작품의 

파격적인 결말 변용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변용의 의미를 논하고 있어서 <심청전>과

의 섬세한 상호텍스트적 읽기가 부족했다. 또한 작품 간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역사적 선후 관계를 중심으로만 파악함으로써 독자의 수용 시점에 따른 상호텍스

트적 읽기의 다른 양상은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본 연구의 상호텍스트

적 읽기는 고전소설 <심청전>과 그 패러디인 현대 희곡 <沈봉사>를 함께 읽음으로써 

<심청전>의 향유 양상을 전승사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심청전>의 현재 가치와 더불

어 지속적인 미래 가치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 나아가 독자의 수용 

시점에 따른 텍스트 간 역동적인 상호텍스트적 읽기 양상을 밝힘으로써 독자 중심의 

읽기 교육 설계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완판 71장본 <심청전>과 <沈봉사>의 친연성

<심청전>의 이본 중에서 <沈봉사>의 선행 텍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

게 논의된 바가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유인순(1985)은 심봉사의 인물 형상화 

및 뺑덕어미와 심봉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것이 완판본을 재료로 하고 있다고 논

의한 바 있나 심봉사의 희화화 및 뺑덕어미 관련 삽화는 한남본 계열 판본을 제

외한 여러 판본에서 확인67)되기 때문에 선행 텍스트 추정 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본 연구 역시 유인순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완판본 

<심청전>과 <沈봉사>의 친연성이 두드러진다고 보고 완판본을 <沈봉사>의 선행 텍

스트로 추정하고자 한다. 그러나 추정의 근거는 심봉사와 뺑덕어미 관련 삽화가 

아닌‘장승상 부인 대목’의 이본 간 비교를 통해 확보하고자 한다.68) 

 “지금 내 처지에 있어가지고 남에게 참고될 권언(勸言)을 한다는 것은 퍽 외람된 

일이요마는 군이 고전을 연구하는 데서 재출발하겠다는 것은 나도 찬성이라고 해두

67) 최운식(1982)의 이본에 따른 내용 단락의 유무를 정리한 표를 살펴보면 ‘뺑덕어미의 결합과 
가산 탕진’, ‘맹인연 소식을 듣고 뺑덕어미와 상경’, ‘뺑덕어미의 도주’ 등의 삽화는 송동본 
계열 판본, 완판본 계열 판본, 일사본, 가람본, <강상련>, 신문관본 등 여러 판본에 삽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운식, 앞의 책, 106-110면 참고.)

68) 최운식(1982)이 정리한 내용 단락별 비교표를 주로 참고하되, 본 연구는 이본 간 전체 내용 
비교를 중심에 두고 있지 않으므로 <沈봉사>의 선행 텍스트를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을 발췌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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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소. 그중에도 「춘향전」은 우리가 문학을 뜻하는 때에 반드시 한번은 속속들이 

씹어 맛볼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나는 생각하오. 나도 전에 「춘향전」고본(古本)을 

비롯해서 몇종 어름어름 읽기는 했으나 다시 한번 잘 읽으려 하는데 군이 수집해서 

다 보고 난 끝이면 내게도 좀 보내주면 좋겠소.”69) 

인용한 글은 1936년 조선일보에 실린 채만식의 글 일부이다. K군의 편지에 대한 

답장의 형식으로 쓴 이 글에서 채만식은 문학을 하는 이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써 <춘향전>의 꼼꼼한 읽기를 권하고 있다. 작가 자신은 <춘향전> 고본을 이미 몇 

종 읽었으며, 다른 이본도 구하여 읽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보아 채만식

의 고전에 대한 관심은 여러 종의 이본을 찾아 읽는 것까지 나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우리 문학에 대한 이해가 문학 하는 사람의 기본 소양이라는 인식도 

확인할 수 있다. 작가의 <심청전> 읽기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춘향

전> 읽기에 대한 이러한 글을 통해 볼 때, <심청전> 읽기 역시 여러 이본을 찾아 

읽는 꼼꼼한 읽기를 수행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음 [표 1]은 이러한 추정

을 토대로 어느 판본이 가장 <沈봉사>와 친연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어떤 하나의 판본이 바로 <沈봉사>로 이어졌다고 단정 짓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본

내용

한
남
본

송
동
본

완
판
본

신
재
효
본

沈
봉
사

(ㄱ) 심청은 일찍 모친을 잃고 부친의 양육을 받음. ○ ○ ○ ○ ○

(ㄴ) 심청의 비범성이 나타남. ○ ○ ○ ○

(ㄷ) 이웃 마을 부인의 각별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음. ○ ○

(ㄹ) 심봉사가 심청의 앞날에 대한 꿈을 꿈. ○ ○

(ㅁ) 장승상 부인이 백미 300석을 변상해주겠다고 함. ○ ○

(ㅂ) 심청이 장승상 부인에게 글(화상)을 남김. ○ ○

(ㅅ) 심청이 남긴 글(화상)로 그의 생사를 징험함. ○ ○

[표 1] <심청전> 이본과 <沈봉사>의 관계70)

69) 채만식, 「소설 안 쓰는 변명」, 《조선일보》 1936.5.26.∼30, 『채만식 전집 10』, 창작과 비평
사, 1989, 85-86면. 

70) 해당 이본에 (ㄱ)∼(ㅅ)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로 표기하고, 없는 경우 빈
칸으로 남겨두었다. (최운식, 앞의 책, 106-110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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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의 인당수 투신’ 사건을 기준으로 <심청전>의 서사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때, <沈봉사>의 후반부는 <심청전>과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표 1]은 서사 전반부 내용 중 <심청전>과 <沈봉사>의 친연성이 두드러지는 ‘심

청의 성장과 효행’부분71)을 중심으로 한남본 계열, 송동본 계열, 완판본 계열, 

신재효본을 <沈봉사>72)와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ㄱ) 심청이 일찍 모친을 잃고 부친인 심봉사에 

의해 양육되었다는 것은 전 계열의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ㄴ) 심청의 비범성

은 <沈봉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서사 후반부의 사건 구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심청의 재생이 없는 <沈봉사>에서 심청의 비범성은 전혀 언급되지 않는

다.73) (ㄷ)∼(ㅅ)은 장승상 부인과 관련된 사건에 해당한다. (ㄹ)은 장승상 부인

이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심봉사가 자신의 꿈을 장승상 부인 댁에 심청이 가마 

타고 갈 좋은 꿈이라고 해몽하고 있어서 장승상 부인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

다. 완판본에서 확인되는 (ㄷ)∼(ㅅ)의 내용은 모두 <沈봉사>에 반영되어 있다. 

이는 한남본, 송동본 계열과 신재효본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沈봉사>

가 완판본에서 그 재료를 취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장승상 부인 대목’의 

하위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수양녀 제안’, ‘거짓말’, ‘만류’, ‘제사와 망

녀대’, ‘포상’ 등의 다섯 가지 중에서 ‘포상’을 제외한 네 가지의 사건이 모

두 <沈봉사>에 포함되어 있는 점도 완판본을 선행 텍스트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

가 된다.74)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채만식의 고전에 대한 관심은 <沈봉사>의 창작으로 이

어졌으며, 특히 완판본 <심청전>의 전반부 서사를 수용하여 재해석함으로써 새로

운 주제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판소리는 조선 후기에서 일제강점기에 이

71) 최운식(1982)은 <심청전>의 공통 내용 단락을 크게 ‘심청의 출생-심청의 성장과 효행-심청
의 죽음과 재생-부녀상봉과 개안’으로 구분하였다. (최운식, 앞의 책, 111면.)

72) <沈봉사>의 선행 텍스트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가장 먼저 창작된 <沈(7)>을 <심청전> 이본
과 비교하였다. <沈(3)>은 채만식의 네 번에 걸친 <심청전> 개작의 흐름에서 생산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며, <심청전>의 다른 판본을 선행 텍스트로 하여 창작된 것이라고 보는 것
은 타당성이 부족하다. 

73) <沈봉사>에서는 심청의 비범성을 제거한 대신에 일상성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작
품의 주제 구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74) 김종철(2013)은 <심청가> 및 <심청전>에서 장승상 부인이 등장하는 사건을 다섯 가지로 정
리한 후, 다섯 가지의 사건이 세 단계에 걸쳐서 형성되었다고 논의한 바 있다. (김종철, 「<심
청가>와 <심청전>의 ‘장승상 부인 대목’의 첨가 양상과 그 역할」, 『고소설연구』 35, 2013, 
300-30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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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은 장르였다. 채만식은 <沈봉

사>를 통해 고전의 서사뿐만 아니라 판소리라는 장르 자체를 계승하여 활용함으로

써 판소리를 향유한 대중들과의 소통을 시도한 작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청전>

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해 텍스트 간의 소통 양상과 더불어 독자와

의 소통을 추구한 작품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성 이론과 패러디 이론, 읽기 교육 이론 등을 중심으로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수행하고, 이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문학 읽기의 능동적 독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설계하기 위한 

문헌 연구를 진행한다. 

먼저 Ⅱ장 1절에서는 바흐친(M. Bakhtin)의 ‘대화 이론’을 중심으로 상호텍스

트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독자의 의미 구성에 대한 어윈(W. Irwin)의 논의를 참고

하여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개념을 정의한다. 또한 패러디 이론을 중심으로 패러디

의 개념을 확인하고, 패러디의 소통 모델을 통해 패러디와 상호텍스트성의 관계를 

이해한다. 이를 통해 고전소설과 그 패러디의 상호텍스트적 읽기가 갖는 속성을 

알고, 2절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과정을 도출하기 위한 근거로 삼는다. 

Ⅱ장 2절에서는 1절에서 확인한 상호텍스트성과 상호텍스트적 읽기 이론을 바탕

으로 연구 대상인 패러디의 특성을 고려한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과정을 정리한다. 

패러디의 생산은 선행 텍스트와의 대화 관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상호텍스트

적 읽기는 그 생산 과정, 즉 대화의 과정을 역추적하여 종합적으로 의미를 구성하

는 것과 같다.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를 확인하고 의미를 구성하기 위한 상호텍스

트적 읽기의 과정은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토대로 작품 분석의 방법론을 제안한 박

건용(2001)75)의 논의 및 텍스트 이해 절차에 대한 문학교육 논의를 활용하여 도출

하고자 한다. 박건용의 방법론은 텍스트 간의 유사성을 확인함으로써 연관 관계를 

파악하고, 차이점을 통해 텍스트 간 대화의 의미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읽기 방법론을 도출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분명한 지시 연

75) 박건용, 「드로스테-휠스호프의 <유대인의 너도밤나무>에 나타난 ‘신 Schuhe’의 의미의 상
호텍스트성 이론에 따른 분석」, 『독어교육』 21, 2001a; 박건용, 「상호텍스트성 이론에 따른 
텍스트 분석의 한 유형」, 『독어교육』 22, 200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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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관계에 있는 고전소설과 그 패러디의 성격을 고려하여 방법론을 수정·보완하

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과정은 ‘텍스트 간 대화 관계

의 확인-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분석-대화 관계 기반의 텍스트 의미 구성’의 3단

계로 설정하고, 대화 관계 분석을 위한 세부 범주는 고전소설 이본의 생산 양상을 

연구한 서유경(2002)76)과 서보영(2017b)77)의 논의를 참고하여 ‘인물의 형상화 양

상’과 ‘서사적 상황의 구성 양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구상한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과정에 따라 <심청전>과 <沈

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수행하여 Ⅳ장의 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내용을 도

출하고자 한다. 서사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텍스트 간 대화 관계를 확인하고, 인

용과 변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작품 읽기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적으로 제시하

고자 한다. 대화 관계의 분석을 통해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를 도출하고, 화제를 

중심으로 <심청전> 기반의 <沈봉사> 의미 구성, <沈봉사> 기반의 <심청전> 의미 

구성 양상을 확인함으로써 다층적으로 텍스트의 주제를 확인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교

육 방법을 제안하여 고전소설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제고(提高)하고, 학습자

들의 적극적인 문학 향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략 중심의 읽기 지도 절차를 참고

하여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을 학습하고,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을 적용하는 구

체적인 활동을 구안하여 학습자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능력을 신장하고, 상호텍스

트 구성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 활동을 제안하고자 한다.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문학의 수용이 창의적인 재생산으로 이어지는 간접 경험을 

통해 학습자들 역시 수용과 생산의 주체임을 자각하는 문학 교육적 가치를 지닐 

것으로 기대된다. 

76) 서유경, 앞의 글, 2002.
77) 서보영, 「고전소설 삽화 재구성 교육 연구: <춘향전> 이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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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교육

의 이론적 배경

1. 상호텍스트성과 상호텍스트적 읽기 

1.1. 상호텍스트성의 개념

상호텍스트성 이론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바흐친(M. Bakhtin)의 대화 이론은 

19세기 러시아 소설의 대표 작가인 도스토옙스키의 연구 속에서 이론화된다.78) 그

는 인간의 의식과 언어는 사회적 상황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본질적

으로 대화적 특성을 지닌다고 말한다. 대화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인 ‘다성성(多

聲性)’은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는데, 다음 인용문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

다. 

  도스토옙스키 소설은 사실상 독립적이고 병합되지 않은 다양한 목소리들과 의식, 

진실로 다성적인 매우 정당한 목소리들로 특징 지워진다. …(중략)… 도스토옙스키

의 창조적 계획의 성격에서 볼 때 그의 주요 작중 인물들은 작가적 언술의 객체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 자체로서 의미 있는 언술의 주체에 해당한다.79) 

바흐친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개개인의 목소리를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그것

들은 작가에 의해 움직이는 수동적인 목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이 언술의 주체

로서 내는 소리는 ‘다성성’을 띌 수밖에 없다. 등장인물의 목소리가 독립적이라

는 것은 작가 역시 인물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대화하

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즉, 소설은 작가를 포함하여 다양한 언술 주체가 목소리를 

내는 다성적인 공간이며, 다성적 소설은 철저하게 대화적이다. 이러한 대화적 관

78) 바흐친은 『도스토옙스키 예술의 문제점』(1929)에서 도스토옙스키 문학의 분석·비평과 아울러 
‘대화 이론을’ 주창한다. 이 저서는 이전까지 동료의 이름을 빌려 출간했던 바흐친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한 최초의 책이다.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로부터 형식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
고 학계에서 물러나 있던 바흐친은 1929년의 저서를 수정·증보하여 『도스토옙스키 시학의 문
제점』(1963)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다시 출판한다. (김욱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이
론』, 문학과 지성사, 1988, 158면.)

79) 위의 책, 163면.



- 26 -

계는 인물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플롯, 구성, 주제, 이데올로기 등 소설의 

모든 요소 사이에도 대화적인 관계는 광범위하게 존재한다.80) 그러나 이러한 대화 

관계가 소설이라는 장르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인용문을 살펴보자.

  대화적인 성향은 물론 모든 담론의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는 생생한 모든 담론의 

자연스런 목표이다. 담론은 담론의 대상과 관계된 모든 면에서 타자의 담론을 만난

다. 그리고 이 타자의 담론과의 생생하고 강력한 상호작용을 피할 수가 없다.81)  

인용한 글은 토도로프(Tzvetan Todorov)가 상호텍스트성을 정의하기 위해 인용

한 바흐친의 말이다. 대화적인 성향은 담론의 특징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모든 

담론의 목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든 담론은 최소한 두 개의 주체들을 포함

하고, 주체 간의 잠정적인 대화를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82)  

이와 같은 바흐친의 대화성에 대한 논의는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에 의해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로 개념화된다. 크리스테바는 바흐친의 ‘대

화(dialogue)’와 ‘양가성(ambivalence)83)’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여서 글 쓰는 

주체와 이를 받아들이는 측, 그리고 외부 텍스트 등의 세 차원으로 텍스트 공간이 

구성된다고 하면서 말의 본래적 위상을 정의했다. 텍스트의 언어는 수평적으로 볼 

때 글 쓰는 주체와 그것을 받아들이는 양쪽 모두에 속해 있으며, 수직적으로는 그

것에 앞선, 또는 동시적인 문학 자료의 전체라는 것이다. 텍스트 담론의 세계에서 

주체는 담론 그 자체에 포함되고, 작가에 의해 다른 담론과 텍스트 속에서 융합된

다. 즉, 텍스트는 여러 텍스트의 결합으로 이루진 것이며, 텍스트 내에서 독자는 

적어도 또 하나의 텍스트를 읽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는 서로 다른 다양

한 인용의 모자이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의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의 흡수와 

변형에 지나지 않는다.84) 이와 같은 논의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담론은 최소한 

두 개의 주체들을 포함하고, 주체 간의 잠정적인 대화를 상정한다.”는 바흐친의 

논의와 연결된다. 그러나 상호텍스트성을 개념화하기 위해 사용한 ‘인용’, ‘흡

80) 위의 책, 160-166면. 
81) 츠베탕 토도로프, 최현무 역, 『(바흐친) 문학사회학과 대화 이론』, 도서출판 까치, 1987, 96면. 
82) 위의 책, 93-96면. 
83) 양가성은 텍스트 내에 역사가, 역사 속에 텍스트가 들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양가성은 

‘이야기 속에서 서로 만나는 두 개의 길’로, 바흐친은 문학 자료를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서의 
글쓰기, 혹은 다른 텍스트의 흡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텍스트를 모두 염두에 
둔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역, 「말, 대화, 소설」, 『세미오티케: 기호분석론』, 113면.)

84) 위의 책, 108-1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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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등의 용어는 바흐친 이론이 담고 있는 가치 평가적 대화의 역동성을 제거했

다는 점에서 바흐친 이론을 형식주의적으로만 해석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85) 

크리스테바 이후 츠베탕 토도로프(Tzvetan Todorov)는 개개의 언술이 다른 언술

들과 갖는 관계를 지칭하는 바흐친의 용어가 ‘대화 이론’이라고 하면서 ‘대

화’라는 용어 대신 크리스테바의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바흐

친의 이론을 고찰한다. 

 언어적 공동체의 어떤 일원도 타자의 입김이나 가치평가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타

자의 목소리가 들어 있지 않은, 랑그의 중성적인 단어들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 그

렇다. 언어적 공동체의 일원은 타자의 목소리를 통해 단어를 받아들이고, 이 단어는 

타자의 목소리로 채워져 있다. 이 단어는 타자의 의도가 배어 있는 다른 맥락으로부

터 그 자신의 맥락 안으로 들어온다. 그 자신의 의도가 이미 타자가 사용한 적이 있

는 한 단어를 발견하는 것이다.86)

인용한 부분은 바흐친의 도스토옙스키 작품에 대한 저서의 일부이다. 토도로프

는 이를 인용하면서 모든 언술은 언술 전의 모든 언술들과 관계하며, 이렇게 해서 

상호텍스트적인(혹은 대화적인) 관계들이 생긴다고 말한다. 그러나 ‘대화 이론’

이 지닌 ‘다가성(多價性)’을 함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상호텍스트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힌다. 토도로프는 대화와 독백, 산문과 시, 소설과 다른 

장르들, 문학과 비문학 등 대립적인 언술들에 대한 바흐친의 입장이 최종적으로는 

어떤 텍스트라도 언어의 재현적인 성격을 피할 수는 없으며, 상호텍스트성은 부재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85) 최현무(1987)는 크리스테바에 의한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들 사이의 상호 연관 관계를 지칭
하는 것으로 인용, 표절, 복사, 모방 등의 형태로 알려진 바 있으나, 이는 바흐친의 대화 이론
의 지극히 한 부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현무, 「미하일 바흐친과 후기 구조주의」, 『(바흐
친) 문학사회학과 대화이론』, 도서출판 까치, 1987, 272면.)

    박건용(2005)도 크리스테바에 의해 탄생한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개념이 바흐친 이론과의 실
질적 연관성과는 무관하게 쓰이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는 다분히 형식주의적-구조주의적 또는 
수사학적-수용미학적 관점에서의 규정이라고 말한다. 또한 바흐친 이론의 본질인 나와 타자라
는 주체 중심주의와 상호주관성을 상호텍스트성과 서로 배타적인 개념으로 대립시킬 뿐만 아
니라 상호텍스트성을 이유로 상호주관성을 제거해 버렸다고 비판한다. 박건용은 시대적 특성
에 대한 고려 없이 인용에 대해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바흐친 이론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한다. (박건용, 「상호텍스트성 이론의 형성, 수용 및 적용에 대한 연
구」, 『독어교육』 32, 2005, 361-368면.) 

86) 츠베탕 토도로프, 앞의 책, 7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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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논의들은 하나의 텍스트가 폐쇄적, 자족적인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필연적으로 상호텍스트성을 지닌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는 관련 텍스트와의 연관

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읽기가 필요하며, 그렇게 할 때 텍스트의 의미를 효과

적으로 읽어낼 수 있음을 확인하게 한다.87) 이와 같은 텍스트 구성에서의 상호텍

스트성에 대한 관심은 점차 그 초점이 독자로 이동하면서 독자의 상호텍스트성 구

성과 읽기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리파테르(M. Riffaterre)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관점은 독자를 중심에 두고 있

어서 주목이 된다. 그는 “세미오시스(semiosis)88)를 생산하는 비문법적 상수는 

상호텍스트성으로부터 유래한다.”89)고 하면서 텍스트 해석에 있어서 상호텍스트

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상호텍스트(intertext)를 영향이나 모방 관계에 

있는 문학 작품으로 단순하게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상호텍스트성

이 독자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라고 말한다.90) 독자는 텍스트와 해석항91) , 

상호텍스트92) 사이를 연결하여 의미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존재이며, 기호에서 기

호로의 전이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존재이다.93) 또한 상호텍스트성은 필연적으로 

텍스트성에 대한 독자의 경험을 보완하기 때문에 상호텍스트를 활용하지 않은 독

서는 완전하지 않으며 만족스러울 수도 없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한다.94) 이러한 

관점에 앞서서 그는 ‘이중 독서(double reading)’95)를 제안한 바 있는데, 해석 

87) 류수열, 앞의 글, 85면. 
88) 언어를 축어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미메시스’라면, 축어적 수용이 불가능할 때 해석자는 

‘세미오시스’로 이동하게 된다. 시를 감상하는 독자의 경우 축어적(미메시스적) 독서가 좌절되
면서 비유적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비유적 의미를 생성
하는 과정이 곧 세미오시스다. 그것은 개별 단어를 둘러싸고 있는 상호텍스트적 구조로의 회
귀를 포함하는 것이다. (미카엘 리파테르, 유재천 역, 『詩의 기호학』, 민음사, 1989, 284-285
면.)

89) 위의 책, 198면. 
90) M. Riffaterre, “Intertextual Representation: On Mimesis as Interpretive Discourse”, 

Critical Inquiry, 11(1), 1984, p.142.
91) ‘해석항’이란 텍스트의 표면적 기호를 해석하고 텍스트가 연상시키는 그 밖의 무엇을 설명해 

주는 기호를 말한다. 리파테르는 피어스의 말을 인용하여 어떤 기호가 대신하는 것은 기호의 
대상이며, 기호가 전달하는 것은 기호의 뜻이고, 기호가 야기하는 관념은 그 기호의 해석항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미카엘 리파테르, 앞의 책, 139면.) 

92) 미카엘 리파테르, 앞의 책에서는 ‘intertextuality’를 ‘간텍스트성’, ‘intertext’는 ‘간텍스트’
로 번역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intertextuality’는 ‘상호
텍스트성’으로, ‘intertext’는 ‘상호텍스트’로 표기한다. 

93) 미카엘 리파테르, 앞의 책, 277면.
94) M. Riffaterre, 앞의 글,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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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로서의 독자와 독자의 인지적 활동으로서 구성적인 상호텍스트성을 강조하면

서도, 성공적인 독서를 위해서 상호텍스트를 활용한 읽기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 

점은 학습자 중심의 고전소설 읽기 교육에서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검토한 결과, 상호텍스트성은 하나의 텍스트가 하나 이상의 다른 

텍스트와 맺는 대화 관계이며, 텍스트 해석 과정에서 독자에 의해 구현되는 적극적인 

읽기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 스스로 상호텍스트성 구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적절한 상호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텍스트의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 필수적이

다. 대화적 관계 하에 생산된 텍스트를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은 당

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은 독자 스스로 상호텍스트성을 구성하고 활용하는 읽

기 능력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개념을 토

대로 2항에서는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개념을 확인하도록 한다. 

1.2.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개념

이 항에서는 앞서 살펴본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토대로 읽기 이론을 살펴봄으

로써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개념을 정의한다. 이를 통해 고전소설 교육에서 상호텍

스트적 읽기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읽기의 개념은 텍스트를 중심에 두느냐, 독자를 중심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왔다. 전자의 관점에서 읽기는 작가가 전달하려는 의도를 정확하게 수용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때 독자는 하나의 독립된 실체인 글을 객관적으로 수용하

는 수동적인 위치에 놓인다. 반면에 후자의 관점에서 읽기는 독자가 주어진 글을 

통해 의미를 구성해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이때 독자는 적극적인 의미 구성의 

주체로 상정된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관점은 배타적일 수 없다. 읽기는 텍스트 

요인과 독자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의미 구성 과정이기 

때문이다.96) 

이와 같은 독자의 역동적인 의미 구성을 어윈(W. Irwin)97)은 ‘일관성

95) 이중 독서는 하나의 텍스트를 읽기 위해 상호텍스트성을 갖는 참조 텍스트를 함께 읽는 행
위를 말한다. 리파테르는 독자가 텍스트를 관련짓고 묶는 읽기 행위를 통해 더 많은 의미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M. Riffaterre, Text produc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3, p.251; 문찬란, 앞의 글, 18-19면 참고 및 재인용.)

96) 천경록, 이재승, 『읽기 교육의 이해』, 우리교육, 1997, 15-20면. 
97) Weiser, Irwin, “(Inter)textuality, Semantics, and Coherence”, Purdue University,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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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rence)’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일관성이 있는 텍스트와 그렇지 않은 텍

스트는 독자의 역할 수행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면서, 텍스트의 일관성을 구조적이

거나 언어적인 현상으로만 보는 것은 독자의 존재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한다. 어

윈에 따르면, 어떤 텍스트에 존재하는 여백이나 틈은 일관성이 없다는 신호일 수 

있으나, 달리 말하면 독자에 의한 일관성 창출의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된

다.98) 즉, 읽기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독자가 일관성 있는 의미를 구성해가는 복합

적인 과정이다. 

어윈은 일관성 있는 의미 구성을 위해 독자가 활용하는 방법을 세 가지의 개념

으로 논의하였는데, ‘내적 텍스트성(intratextuality)’, ‘외적 텍스트성

(extratextuality)’,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등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는 별개로 존재하지 않으며, 효과적인 의미 구성에 함께 작용한다.99) 다음 

[그림 1]은 어윈의 논의를 참고하여 읽기에서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나타낸 것

이다. 

㉮ 단일 텍스트 읽기 ㉯ 복합 텍스트 읽기 ㉰ 의미 협응 
5

㉱ 독자의 상호텍스트성 구성 

[그림 1] 읽기에서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

[그림 1]은 ㉮에서 ㉱로, 다시 ㉱에서 ㉮로 이어지는 의미 구성의 순환 과정을 

시각화하고 있으나, 독자의 의미 구성이 반드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은 아니다. 독자의 상호텍스트성은 ㉮∼㉰의 모든 단계에서 텍스트의 의미

를 구성하는 데에 작동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림은 단일 텍스트 읽기를 통한 

의미 구성이 관련 텍스트를 함께 읽거나 독자 간 의사소통을 통해 풍부해지고 정

교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상호텍스트성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는 것은 다른 

텍스트와의 관계에서 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며, 텍스트 간의 내용을 결합하는 과

정에서 독자의 상호텍스트성은 구성되고 갱신된다.100) 

293 132, 1988.
98) Weiser, Irwin, 앞의 글, 2-3면. 
99) 위의 글, 3-10면.
100) 김도남, 앞의 책, 92면.



- 31 -

㉮는 ‘내적 텍스트성’과 ‘외적 텍스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텍스트의 문

맥과 독자의 스키마를 기반으로 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어윈은 문

맥을 통한 의미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화제(topic)에 대한 배경지식의 부

족이 원인일 수 있다고 하면서 정치, 사회, 문화, 역사 등을 통한 맥락적 읽기가 

의미 구성에 필요함을 강조한다. 만약 필자와 독자가 공유하는 외적 맥락이 같다

면 의미 구성은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내적 텍스트성과 외적 텍스트성은 단일 텍

스트의 의미 구성에 작용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일 텍스트 읽기’로 규

정하였다. 그동안의 읽기 교육에서는 ‘내적 텍스트성’을 읽기 행위 속에서 자연

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제해 왔고, ‘외적 텍스트성’ 즉, 스키마 확장에 주

목해 왔다.101) 그러나 각각을 별개의 성질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읽기 

능력을 향상을 위한 접근 방식으로서 고려가 필요하며,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한 

이해의 확장은 내적 텍스트성과 외적 텍스트성의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접근 방식에 대한 논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림에서의 ㉯는 ‘상호텍스트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른 텍스트와의 영향 

관계 내에서 텍스트를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심청전> 읽

기에 적용해 볼 때, 현대의 학습자들은 문맥을 통한 <심청전> 읽기에 어려움을 느

끼는 데다가 작품의 외적 맥락과 학습자의 외적 맥락이 불일치하여 ‘단일 텍스트 

읽기’의 의미 구성에 곤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 바로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복합 텍스트 읽기’이며, 이때 제공되는 복수 교재로서

의 텍스트는 ㉮단계에서의 인지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단일 텍스트 읽기’가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효과적인 의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다. 

㉮, ㉯단계의 읽기는 독자 개인의 읽기 활동이기 때문에 의미 구성은 ㉰단계를 

거쳐 보다 정교화된다. ‘의미 협응’은 구성주의 문학 교육론의 관점으로, 문학 

작품의 해석에 대한 개별 독자의 다양성을 학습자 간 또는 교사와 학습자 간 협응

을 통해 의미를 확정 짓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한 텍스트의 해석은 독자의 

상호텍스트성(㉱)으로 구성됨으로써 다른 텍스트를 읽는 능력으로 전이된다. 

이상의 논의는 고전소설 읽기의 상호텍스트로서 고전소설의 패러디를 활용해야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고전소설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당대의 장르 간 교섭 양

상을 확인하는 것, 파생된 이본을 비교·이해하는 것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그

러나 고전의 의미 구성을 돕기 위해 다시 고전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의 인지적 

101) 김도남, 앞의 책, 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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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가중하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호텍스트성이 텍스트와 텍스트가 맺는 대화 관계를 의미한다면,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한 편의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대화 관계에 있는 다른 텍스

트를 참조하는 읽기를 말한다.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독자의 경험을 보완하고 확충

하는 읽기이다. 단일 텍스트 읽기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

해 보완되고, 독자의 텍스트 읽기를 통한 경험은 기존의 경험을 확충함으로써 다

른 텍스트 읽기로 전이된다. 텍스트 이해는 부분적인 접근을 통해 전체적인 내용 

파악과 의미 구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102) 같은 관점에서 단일 텍

스트 읽기가 부분에 해당한다면, 관련 텍스트를 함께 읽는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전체라고 할 수 있다.10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텍스트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독자의 상호텍스트성 구성하기로 정의하고, 고전소설과 명시

적으로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는 패러디를 활용한 읽기를 수행하고자 한다. 창의

적이고 생산적인 독서 활동은 적절한 의미 구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가능하

다.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이러한 토대를 마련하는 효과적인 읽기 방법이 될 수 있

다. 

1.3. 패러디와 상호텍스트성의 관계

앞서 살펴본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모든 언술이 다른 

언술과의 관계 내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에 따라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모든 텍스트를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고전문학의 생산은 작

가 개인의 창작을 통한 오늘날의 문학 생산 양상과 달라서 다양한 텍스트와 상호

텍스트적 관계를 맺으면서 생산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작가가 알려진 고

전문학 작품의 경우에도 당대에 생산된 여러 작품과의 교섭 양상을 보이는 것을 

보면, 작품 간의 침투는 고전문학 생산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이다. 따라서 고전소설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다양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다. 먼저 시조, 가사, 한시, 민요, 잡가 등 고전소설과 교섭 양상을 보이는 

102)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설 수업 절차 모형의 지도단계는 ‘텍스트에 
대한 개괄적 접근-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접근-텍스트의 종합적 재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같은 관점 역시 텍스트 이해의 과정을 부분적인 접근에서 전체적인 접근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17, 296-297면 참고.)

103) 김도남, 앞의 책, 262-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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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텍스트를 활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읽어낼 수 있다. 그 외에도 고

전소설의 이본 파생은 고전소설 향유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므로, 이본을 활용한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해 작품에 대한 수용자별 관점의 차이를 살펴볼 수도 있

다. 또한 고전소설의 향유가 창작되던 당대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어

지고 있어서 현대적으로 재생산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한 상호텍스트적 읽기도 

고전소설 이해의 폭을 확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고전소설의 다양한 상호텍스트 중에서 본 연구는 고전소설을 선행 텍

스트로 하는 패러디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패러디는 상호텍스트성을 그 본질적 

특성으로 한다. 그러나 상호텍스트적 연관 관계에 있는 모든 텍스트가 선행 텍스

트에 대한 패러디는 아니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패러디의 소통 양상을 통해 패러

디와 상호텍스트성의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패러디를 활용하는 상호텍스트적 읽기

의 차별성을 확인하고 상호텍스트적 읽기 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바탕으로 삼고자 

한다. 

린다 허천(Linda Hutcheon, 1992)은 패러디가 두 텍스트 간의 형식적·구조적인 

관계이며, 텍스트상의 대화 형식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거와 현대의 관계 맺음

을 통해 이중의 목소리를 갖는 패러디는 유사성보다 상이성(相異性)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텍스트성과는 구분된다. ‘비평적 거리를 둔 반복’이라는 정

의는 이러한 패러디의 특징을 내포한다. 또한 린다 허천은 텍스트에 담긴 작가의 

의도는 독자에 의해 추론될 때까지 잠재적일 뿐이라고 하면서 패러디의 이해에 있

어서 텍스트와 독자의 능동적인 의사소통 과정을 강조한다.104) 이는 후술할 패러

디의 소통 모델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린다 허천의 논의를 토대로 정끝별(1997)은 상호텍스트성과 구분되는 패러디의 

조건을‘원텍스트 전경화 장치’및 ‘원텍스트와의 대화성’등으로 정리한 바 있

다. 패러디는 독자가 지각할 수 있도록 원텍스트를 예시하거나 노출하는 전경화 

장치가 필요하며, 이것이 내재한 경우라면 원텍스트는 독자가 환기할 수 있는 사

회적 공인도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 패러디의 효과는 그것이 패러디임을 인식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텍스트 간의 대화성은 원텍스트와의 차이 강조를 통

해 획득되는데, 이는 원텍스트에 대한 기대의 충돌로 인해 독자의 기대 전환을 유

발한다.105) 

104) 린다 허천, 김상구, 윤여복 역, 『패로디 이론』, 문예출판사, 1992, 15-50면 참고. 
105) 정끝별, 『패러디 시학』, 문학세계사, 1997, 46-62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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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화(2008)는 정끝별의 논의를 참고하여 교육적 맥락에서 요구되는 서사 패러

디의 조건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① 패러디는 선행 텍스트와 분명한 연관 관

계를 지닌다. ②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선행 텍스트가 있어야 한다. ③ 패러디는 

선행 텍스트와 비판적 대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등이 그것이다.106) 즉, 패러

디는 선행 텍스트와의 비판적 대화를 통해 생산된 결과물이다. 따라서 패러디의 

이해는 텍스트 간의 비판적 대화를 역추적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는 적극적인 과

정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패러디는 의식적으로 선행 텍스트를 노출하여 상호

텍스트적 관계를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구현하는 문학적인 표현 양

식이다. 모든 패러디는 상호텍스트성을 갖지만, 상호텍스트성에 의한 모든 텍스트

가 패러디는 아니다.107) 즉, 상호텍스트성은 패러디를 포괄하는, 패러디의 상위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패러디는 지속과 변화, 권위와 위반의 혼합이며, 의도적인 

‘관계 맺기’의 과정이다.108) 다음 [그림 2]는 이러한 패러디의 생산과 수용 과

정을 보여준다.

       해독과정 심리 모방 인용의 심리 해독과정 심리 모방 인용의 효과

⇓ ⇓ ⇓ ⇓
원텍스트 패러디 작가 패러디 독자

패러디의 

완성

작가의 창작 의도   독자의 수용 능력

〈제1 소통과정〉  〈제2 소통과정〉

[그림 2] 패러디의 소통 모델109)

[그림 2]에서 ‘소통’은 바로 텍스트와 독자의 대화를 의미한다. 제1 소통과정

에서 패러디 작가는 원텍스트와 대화하는 독자이다. 제2 소통과정에서의 대화는 

생산된 패러디를 매개로 패러디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제1 소통

106) 이인화, 「패러디 기법을 활용한 서사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3-14면. 

107) Hannoosh, Michele, Parody and Decadence, Ohio State University Press, p.14; 정
끝별, 앞의 책, 47면에서 재인용. 

108) 김준오, 「문학사와 패러디 시학」, 『한국 현대시와 패러디』, 현대미학사, 1996, 30면. 
109) 정끝별, 앞의 책, 64면에서 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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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해독과정 심리’와 제2 소통과정의 ‘해독과정 심리’는 서로 다른 것이 

된다. 패러디 작가가 원텍스트의 독자로서 텍스트의 화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답

한 것이 패러디이며, 이 패러디와 독자의 대화가 패러디의 의미 구성에 이르게 한

다. 그림에서는 이 과정이 선조적으로 나타나 있으나, 제2 소통과정의 독자가 패

러디를 수용하면서 제1 소통과정의 원텍스트와도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

통 과정이 반드시 선조적일 수는 없다. 더구나 제2 소통과정에서의 의미 구성으로 

텍스트의 의사소통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제3, 제4의 소통으로도 나아갈 수 있

어서 위의 그림은 텍스트와 독자의 소통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단순화하여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화 주체의 교체가 발화의 명확한 경계를 창조

한다는 바흐친(M. Bakhtin)의 다음 관점은 구어와 문어 담화를 포괄하는 언어의 

소통 양상을 설명하고 있어서 패러디의 소통과정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된다. 

  담화적 소통 단위로서의 각각의 구체적인 발화의 경계는 발화 주체의 교체, 즉 화

자의 교대에 의해 결정된다. 일상적 대화에서 주고받는, 한 단어로 이루어진 짧은 

말부터 장편소설이나 과학 논문에 이르기까지 모든 발화는 절대적인 시작과 절대적

인 끝이 있다. 그 시작 전에는 다른 이들의 발화가, 그것이 끝난 후에는 그에 대한 

다른 이들의 응답적 발화가 있다. 화자는 타인에게 말을 넘기고 그의 능동적인 응답

적 이해에 자리를 내주기 위해 자신의 발화를 끝낸다.110) 

구어 담화에서‘화자’와 표현된 언어 행위로서의‘발화’는 문어 담화에서의 

‘작가’와 생산된 ‘텍스트’에 대응한다. 앞서 살펴본 패러디의 소통구조와 관

련지어 볼 때, 원텍스트의 작가로부터 패러디 작가로 그 발화 주체가 교체됨으로

써 발화의 경계는 결정된다. 그러나 이는 절대적인 시작과 끝일 뿐, 언어의 소통

구조에서 원텍스트는 그 이전에 존재하던 수많은 발화에 대한 응답적 이해의 양상

이며, 원텍스트의 작가가 넘긴 응답적 이해의 자리에 다시 패러디 작가가 자리한

다. 마찬가지로 패러디의 끝은 독자에게 능동적인 응답적 이해의 자리를 넘긴다. 

어떤 담화는 이전 발화에 대한 응답적 이해의 양상이며, 그 응답적 이해의 자리는 

언어적 소통구조에서 비워지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상호텍스트성이다. 그

런데 상호텍스트적 소통 양상은 패러디의 소통 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다음 

[그림 3]은 패러디의 소통 양상과 구분되는 상호텍스트적 소통 양상을 나타낸 것

이다. 

110) 미하일 바흐친, 김희숙, 박종소 역, 『말의 미학』, 도서출판 길, 2006, 3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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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과정의 상호텍스트성 수용 과정의 상호텍스트성

 ⇓   ⇓      ⇓
텍스트 1

텍스트 A ⇒ 독자 ⇒
텍스트 A 

의미 구성

텍스트 2

텍스트 3

⋮
텍스트 n

[그림 3] 텍스트 생산과 수용의 상호텍스트성

[그림 3]은 [그림 2]를 참고하여 구성한 가상의 ‘텍스트 A’에 대한 생산과 수

용의 상호텍스트성을 나타낸 것이다. 텍스트 A는 텍스트 1…n의 응답적 발화이며, 

텍스트 A는 독자에게 응답적 이해의 자리를 넘김으로써 의미 구성이 이루어진다. 

텍스트 1…n은 텍스트 A의 상호텍스트이며, 텍스트 A를 읽는 독자는 텍스트 1…n 

및 독자가 구성한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하는 읽기를 통해 텍스트 A의 의미를 구성

한다. 이는 패러디 소통 모델과 마찬가지로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 과정을 단순화

하여 보여주는 것일 뿐 그 과정이 선조적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상호텍스트

성은 일방적인 영향 관계가 아니라 텍스트 간의 대화이고, 텍스트끼리의 공명현상

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적 소통은 독자의 텍스트 A에 대한 의미 구성으로 종료

되는 것이 아니다. 텍스트 1부터 텍스트 n이 이전 텍스트의 영향 관계 내에서 순

서대로 생산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텍스트 1은 텍스트 2 해석의 전거가 되고, 텍스

트 1, 2는 텍스트 3 해석의 전거가 될 수 있으며, 텍스트 A의 의미 구성은 텍스트 

1…n을 통해 이루어진다.111) 

그런데 텍스트 A가 생산되는 과정에서의 상호텍스트성은 작가의 의도성과 비의

도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패러디와는 구분된다. 위의 그림에서 실선 

화살표( )는 의도적인 텍스트 간 연관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점선 화살표

( )는 의도성이 배제된 연관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상호텍스트성은 특정 텍

111) 안정오, 「텍스트언어학적 상호텍스트성 연구에 대하여」, 『독어독문학』 122, 2012, 1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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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간의 관계로 한정 지을 수는 없다. 이 중에서 생산 과정의 의도적인 상호텍

스트적 관계 맺음, 즉 실선 화살표가 나타내는 상호텍스트성이 바로 패러디이다. 

패러디는 선행 텍스트를 염두에 둔 창작의 방법이며, 의도적으로 선행 텍스트와 

패러디는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놓이게 된다. 

2.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과정

1절에서는 상호텍스트성과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개념을 살펴보고, 패러디와 상

호텍스트성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를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절에서는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Ⅲ장의 구체적인 

작품 분석을 위한 틀로 삼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텍스트를 읽는 것은 일종의 과정적인 성격을 지닌다.112) 상호텍스트

적 읽기 역시 단일 텍스트 읽기에서 복합 텍스트 읽기로 확장되면서 의미를 구성

한다는 점에서 과정적이다. 또한 텍스트 간 대화 관계를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작품에 대한 의미 구성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도 과정적이다.

스콜즈(R. Scholes)는 문학교육의 목표는 전통적 형식이 지닌 텍스트의 위력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효용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 궁극적으로는 텍스

트 생산 능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읽기와 쓰기는 상호작

용에 의해 완성되기까지는 미완인 채로 남아 있는 상보적인 활동이며, 교사는 학

습자들이 이 상보적인 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읽기’, ‘해석’, ‘비평’ 등 상호 관련된 세 가지의 기능이 이러한 교

육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활동으로 보고, 각각의 활동이 어떠해야 하는

지 논의하였다.113)  스콜즈의 접근 방식과 유사하게 구인환 외(2017)에서도 3단계

의 작품 수용 과정을 언급한다. 읽기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감상과 비평이 동일

한 궤적을 지닌 것으로 보고, 감상과 비평의 과정은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

112) 김정희(1999)는 읽기 행위의 과정적 측면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우선 독자가 읽은 내용
을 바탕으로 이어질 내용을 예상하고, 뒤에 읽은 것에 따라 앞선 내용을 재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읽기는 과정적이다. 또한 텍스트의 1차적인 수용이 언어적인 의미를 파악하
는 것이라면, 2차적, 3차적인 재읽기를 통해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읽기는 과정적이라
고 할 수 있다. (김정희, 「시텍스트 수용 능력 평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4면.)

113) 로버트 스콜즈, 김상욱 역, 『문학이론과 문학교육: 텍스트의 위력』, 하우, 1995,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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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설명한다. 따라

서 문학교육은 문학 작품을 이해·해석할 뿐만 아니라 평가할 수 있는 비평가적인 

안목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114) 김정희(1999) 역시 문학교육은 학습

자가 시 텍스트를 해석하고 비평하는 과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텍스트 수용 단

계를 점검하고 활성화해 주어야 한다면서 텍스트 수용 과정을 인식, 해석, 평가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115)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도 3단계의 읽기 

과정을 구상하되, 세부 단계는 박건용(2001)의 논의를 참고하여 설계하고자 한다. 

박건용은 바흐친의 상호텍스트성 이론을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에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4단계의 방법론116)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상호텍스트적 동위소의 확인

② 상호텍스트와 텍스트를 중재하는 제3의 항수 추출

③ 텍스트 간 상이함에서 생기는 긴장 관계의 파악 

④ 텍스트 간 대화의 의미 파악 

박건용은 바흐친의 대화 이론이 기호론과 해석학을 아우르는 텍스트의 모든 문

제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독자적이고 포괄적인 이론이라고 말하면서,117) 작품 분

석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4단계의 방법론을 위와 같이 제시하고 이를 적용한 

작품 분석의 실제를 보여주었다. 그 첫 단계는 상호텍스트적 동위소118)를 확인함

으로써 텍스트 간의 상호텍스트적 연관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둘째 단계는 

두 텍스트를 연결하는 의미상 공통의 항수를 추출하는 것으로, 이는 단지 동어 반

복이나, 동일한 사태의 발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다. 셋째 단계에서

는 텍스트 간 긴장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과거에 대한 비판과 미래에 대한 문제 제

114) 구인환 외, 앞의 책, 371-372면. 
115) 김정희가 제안한 3단계의 과정 역시 앞서 언급한 스콜즈의 텍스트 이해 과정에 대한 접근 

방식을 참고하고 있다. (김정희, 앞의 글, 16면.)
116) 박건용, 앞의 글, 2001a; 박건용, 앞의 글, 2001b.
    (박건용이 앞선 논문(2001a)에서 제시한 방법론의 3, 4단계는 후속 논문(2001b)에서는 그 

순서가 바뀌어 제시되고 있으나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간의 동위
소를 확인한 후 상이함을 비교함으로써 상호텍스트적 의미가 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앞선 
논문(2001a)의 순서를 따르고자 한다.)

117) 박건용, 앞의 글, 2001a, 346면. 
118) 박건용은 그레마스의 ‘이소토피’ 개념을 차용하여 한 텍스트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의 요소들

을 ‘상호텍스트적 동위소’라고 명명하였다. (박건용, 앞의 글, 2001b, 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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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인식하고, 마지막으로는 텍스트 간의 깊은 대화의 의미를 밝혀낸다.119) 이는 

작품 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단계별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

나, 본 연구에서 구상하는 상호텍스트적 읽기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沈봉사>는 <심청전>의 패러디로, <심청전>과 분명한 지시 연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상호텍스트적 연관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동위소의 확인 및 의미상 공

통 항수를 추출하는 단계는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써는 무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단계별 방법론을 일부 조정하였다. 

고전소설과 패러디의 상호텍스트성은 의도성을 기반으로 함을 앞서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호텍스트적 연관 관계를 확인하는 ①단계는 텍스트 간 대화 관계를 확인

하는 단계로 조정한다. 이 단계에서는 인물, 서사적 상황 등의 비교를 통해 텍스

트 간의 대화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하여 대화 관계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공통 항수를 추출하고, 상이함에서 발생하는 긴장 관계를 파악하는 ②, ③단계는 

텍스트 간 대화 관계를 분석하는 단계로 통합한다. 지금까지의 고전소설 패러디에 

대한 읽기가 주로 ‘차이’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에 고전소설의 수용 양상에 대한 

읽기는 부족하였다. 그러나 상호텍스트적 읽기가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를 확인하

고 그 대화를 복원하는 작업이라고 할 때, 대화의 화제는 ‘차이’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텍스트 간의 대화는 평가를 수반하며, 긍정적 평가는 텍스트의 인용, 병

합 등을 이끌고 부정적 평가는 변용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화 관계의 

분석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를 아우르는 담론 형성의 기반을 확인하는 과정

이 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인용과 변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의미 구성을 위

한 토대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박건용이 제시한 ④단계를 이어받아 

대화 관계를 기반으로 깊이 있는 대화의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구성

한다. 대화 관계 기반의 의미 구성은 역사적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양방향으로 이

루어질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3단계의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과정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확인

② 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분석 

③ 대화 관계 기반의 텍스트 의미 구성

119) 박건용, 앞의 글, 2001a, 350면; 박건용, 앞의 글, 2001b, 387-3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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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각 항에서 상호텍스트적 읽기 과정의 단계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1. 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확인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텍스트를 매개로 한 끊임없는 대화 관계 내에서 이루어진

다. 어떤 텍스트가 제기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으로서 또 다른 텍스트가 생산된다

는 점에서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한 의미 구성은 텍스트 간 대화 관계를 확인하

고, 그 관계 내에서 대화의 양상을 복원하는 과정이 된다. 

패러디는 현대와 과거의 관계 맺음을 기반으로 이중의 목소리를 내는 텍스트상

의 대화 형식이다. 과거의 텍스트가 던지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 패러디이며, 물음

과 응답을 이해하는 것은 텍스트의 역사성을 경험하는 것이다. 텍스트 간 물음과 

응답의 관계는 폐쇄적이지 않아서 텍스트를 읽는 독자는 끊임없는 대화적 관계 내

에 위치하며, 응답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가다머는 “진정한 경험은 자기 자신의 

역사성에 대한 경험”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험은 역사적 전승과 관계되어 있

다. 독자의 텍스트 이해는 그에 전수된 전승을 이해하는 것이다.120) 이해는 항상 

대화의 형식으로 존재하며, 이것은 언어라는 매개체 안에서 일어난다. 문화적 전

통은 텍스트로 존재하는 언어 현상이기 때문이다. 텍스트는 해석자와 텍스트의 대

화에서 비로소 진정으로 존재하게 되고, 해석자의 상황은 텍스트 이해의 중요한 

조건이다. 즉, 해석학적 순환은 텍스트를 매개로 한 끊임없는 대화인 것이다.121)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문화의 차원으로 확장한 독일의 라흐만(R.Lachman)의 논

의 역시 역사적 전승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는 ‘기억’을 텍

스트들 사이의 연결고리로 보고 상호텍스트성이 텍스트들 사이에서 펼쳐지는 기억

의 공간이라고 정의하였다.122)“설계된 기억의 공간으로서 모든 구체적인 텍스트

는 문화를 재현하거나 문화가 나타나는 거시 공간을 내포한다.”는 관점은 크리스

테바가 상호텍스트성을 텍스트들 사이의 일반적인 속성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의

120) 리차드 팔머, 이한우 역, 『해석학이란 무엇인가』, 문예출판사, 1988, 322-323면. 
121) 데이빗 호이, 이경순 역, 『해석학과 문학비평: 비판적 순환의 고찰』, 문학과 지성사. 1988, 

73면. 
122) 라흐만은 문학 텍스트는 ‘인위적 기억’이기 때문에 문학 텍스트에서는 다른 텍스트에 대한 

관계로부터 기억이 생성된다고 말한다. 결국 텍스트의 기억은 ‘상호텍스트성’에 다름 아니다. 
(이광복, 앞의 글,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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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구성의 책략123)으로 기능하는 특수한 속성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이 관점은 고전소설의 재생산을 전승사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라흐만이 말하는 기억은 단순 지식의 저장과 반복이 아니라 과거의 

다른 텍스트를 끌어들여 새로운 텍스트 의미를 창출하는 텍스트 생산의 메커니즘

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장르나 매체로 고전소설이 

재생산되고 있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논리이다. 즉, 고전소설이라는 문

화적 기억의 공간에서 새로운 텍스트가 생겨나고, 새로운 텍스트의 의미는 고전소

설에 대한 응답을 통해 새로운 맥락에서 재창출된다. 이것이 바로 고전소설 읽기

가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이유이며, 고전소설 교육이 당대적 가

치만을 그대로 전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전소설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 여기’의 독자와 소통하는 텍스트이다. 

또한 독자는 고전소설이 제기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을 통해 기억의 공간에서 새로

운 의미를 창출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게 된다. 즉,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을 아우르는 총체적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 

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확인은 선행 텍스트와 패러디 간의 대화성을 확인함으로

써 그 의미를 구성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이다. ‘문학적 언어’는 단순한 하

나의 점이 아닌 몇 개의 텍스트 표면의 교차, 몇 개의 문장, 즉 작가, 독자(등장

인물), 당대 또는 과거의 문화적 문맥 간에 서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터가 된

다.124) 대화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문학 텍스트는 하나 이상의 다른 텍스트와

의 대화 관계를 전제로 성립한다. 따라서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텍스트 간 대화 관

계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며,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에 대한 분석과 의미 구성으

로 나아갈 수 있다. 텍스트 간의 인용과 변용의 지점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둘 이

상의 텍스트가 상호텍스트적 관계, 즉 대화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

되어야 한다. 서사 텍스트에서 대화 관계는 등장인물과 서사적 상황을 비교함으로

써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서사 이론을 중심으로 인물과 서사적 상황 등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고전소설과 희곡125)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서사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마

123) 의미 구성의 책략으로써 라흐만은 상호텍스트성의 모델을 3가지로 제시했다. 반복, 기억, 
모방으로서의 참여의 모델, 선행 텍스트가 가진 흔적의 해체, 방어, 극복의 모델, 그리고 거
리두기, 권위 등을 통한 다른 텍스트의 전유 모델 등이 그것이다. (이광복, 앞의 글, 39면.)

124) 줄리아 크리스테바, 앞의 책, 106면. 
125) 채트먼은 영화가 매체적 특성상 미메시스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서술의 중개성이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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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하다. 사건, 인물, 배경 등에 따른 작품 읽기는 작품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채트먼(S. Chatman)은 서사물은 이야기와 

담론이라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야기가 서사의 내용이라

면, 담론은 표현의 형식이다. 서사 구조는 내용의 형식과 실체, 표현의 형식과 실

체를 내포하는데, 내용의 실체가 현실, 상상의 대상 등 모방될 수 있는 것들의 집

합이라면, 그 형식은 사건, 인물, 배경 등의 이야기 구성 요소와 그것들 사이의 

연관 관계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표현의 실체는 서사의 전달 매체이고, 그 형식

은 서사적 전달 구조를 말한다.126) 이 중 본 연구에서 중심에 두고자 하는 것은 

내용의 형식에 해당하는 인물, 사건, 배경 등의 이야기 구성 요소이다. 해석학적 

경험 고유의 변증법적 구조는 물음이 텍스트에 제기되고, 텍스트는 해석자에게 물

음을 제기하는, 대화의 물음-대답의 구조 속에 반영되어 있다.127) 서사의 인용과 

변용을 고전소설이 제기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의 표출이라고 한다면, 응답에 해당

하는 부분은 내용의 형식을 통해 또 다른 텍스트에 드러나기 때문이다. 

서사물의 이야기는 다시 사건들(events)과 존재하는 것들(existents)로 구분할 

수 있다. 채트먼은 서사적 텍스트의 시니피에(signifié)는 정확히 사건, 인물, 배

경 등의 세 가지이며, 시니피앙(signiflant)은 서사적 진술에서 이 세 가지를 나

타낼 수 있는 요소라고 말한다.128) 사건, 인물, 배경 등이 서사 구조 내에서 그 

특성을 부여받음으로써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야기

의 구성 요소를 참고하되, 그 구분은 채트먼의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는다. 사건

은 특정한 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인물의 행위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

정한 시·공간인 배경과 사건을 인물이 처한 서사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읽기의 

범주를 인물과 서사적 상황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서사는 인간과 인간이 주어진 

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한다. 화면 밖의 목소리에 의한 명시적 해설이 드러나는 작품
은 미학적 결함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대신 서술자의 주석에 상응하는 
것을 영상으로 시각화하여 전달하는 것이 영화의 독특한 기법이다. (박진, 『서사학과 텍스트 
이론』, 랜덤하우스중앙, 2005, 62면.)

    이와 같은 채트먼의 관점은 연극에도 적용된다. 연극의 경우 영화와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의 
대사로만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서술자는 없다(영화처럼 화면 밖의 
목소리를 통한 해설도 가능하다). 그러나 서술자의 주석에 따라 무대가 구성되고, 인물의 행
동과 대사 등이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희곡에 나타난 행동 지시문, 무대 지시문 등이 바로 
그 역할을 대신한다. 즉, 희곡은 서술자의 존재를 내포하고 있다. 

126) S. 채트먼, 김경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이야기와 담화』, 민음사, 1995, 20-29면. 
127) 리차드 팔머, 앞의 책, 324면. 
128) S. 채트먼, 앞의 책,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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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서술하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129) 서사 텍스트의 

읽기를 인물과 그 인물이 처한 서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이유이다. 

소설의 여러 양상 중에서 이론가들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파악한 것은 사건과 인

물이다.130) 채트먼은 인물과 플롯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의미

가 없다고 하면서 사물적 요소 없이는 사건적 요소도 존재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

다. 이는 ‘우선’ 또는 ‘우세’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존재할 때 서사물이 성립

된다는 것이다.131) 소설 텍스트에서 한 인물의 발화, 행동, 의식, 지향 가치 등은 

크고 작은 사건의 발단과 전개 속에서 형상화되기 때문에, 인물 이해를 위해서는 

사건 파악이 병행되어야 하며, 역으로 인물에 대한 이해가 독자로 하여금 작품의 

서사구조와 주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한다.132) 

인물을 보는 데는 대립하는 두 관점이 존재한다. 그 하나가 인물을 존재로 보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인물을 행위에 귀속시켜서 그 의미를 축소하는 관점이

다.133) 리몬 케넌은 이 대립적인 견해를 절충하고 인간적이면서도 전체 구상물의 

일부로 존재하는 인물의 특수성을 기술하기 위해 스토리 층위와 텍스트 층위라는 

각기 다른 관점에서 인물을 볼 것을 제안한다. 또한 서사물의 종류에 따라 인물이 

우세(심리소설 등)한 경우와 행동(모험소설 등)이 우세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유연한 관점을 취한다. 더불어 같은 서사물이더라도 독자의 관심 방향에 따라 인

물에 대한 독법도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은 텍스트 이해의 중심은 독자이며, 텍스

트의 의미는 텍스트와 독자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다.134)

이야기의 요소는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각 요소 간의 역동적인 관계 맺

음에 의해 서사 텍스트를 구성한다. 인물을 통해 사건을 이해할 수 있으며 사건을 

통해 인물을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작품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사 텍스트 읽기에서 인물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작품과 수용자의 

상호작용은 인물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평가를 토대로 기존 인물의 형상을 유

129) 구인환 외, 앞의 책, 289면. 여기서 ‘인간’은 ‘인물’, ‘주어진 현실’은 ‘배경’, ‘살아가는 모
습을 서술’한다는 것은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30) 이상일, 「고전소설의 인물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4, 30면. 
131) S. 채트먼, 앞의 책, 135면. 
132) 이상일, 앞의 글, 30-31면. 
133) 한용환, 『소설의 이론』, 문학아카데미, 2000, 136면. 
134) 박진, 「리몬-케넌의 서사이론 - 서사시학과 텍스트이론의 접목」, 『현대문학이론연구』 18, 

2002, 127-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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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강화하거나 새롭게 하기도 하고, 선행 텍스트에 없는 인물을 창조하기도 한

다. 

서사적 상황에는‘사건’과 ‘배경’이 포함된다. 사건이란 어떤 상황을 변화시

키는 행위(actions)나 우발적인 사건(happenings) 등을 의미한다.135) 인물의 직접 

행위로 발생한 상황과 어떤 것에 의해 야기된 상황은 사건이 된다. 채트먼은 서사

적 사건들은 연관의 논리뿐 아니라 위계의 논리도 있다고 하면서 서사의 주요 사

건을 중핵 사건(kernels), 부차적인 사건을 위성 사건(satellites)으로 구분하였

다. 중핵 사건은 플롯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건으로, 생략될 경우 서사적 논리가 

파괴되는 사건을 말한다. 반면에 위성 사건은 생략할 경우 서사물이 미학적으로 

빈약해질 수 있지만, 플롯의 논리는 파괴하지 않는 사건을 의미한다. 즉, 중핵 사

건이 뼈대라고 한다면, 위성 사건은 채워 넣기, 정교화하기 등을 통해 그 뼈대에 

살을 붙여 중핵 사건을 완성하는 기능을 한다.136) 이러한 개념에 기대어 볼 때, 

<심청전>은 중핵 사건을 유지하면서 위성 사건의 첨가, 삭제, 변용 등을 통해 이

본 파생이 이루어졌으며, 중핵 사건의 변용 및 위성 사건의 첨가, 삭제, 변용 등

을 통해 새로운 의미 창출, 즉 현대적으로 재생산되어 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황성에서의 부녀상봉이 중핵 사건이라면, 심봉사가 황성 가는 길에 겪는 목욕 

중 의관을 잃는 사건, 방아 찧는 여인들과 희롱하는 사건 등은 서사의 흐름에 흥

미를 부여함으로써 전체 서사를 풍부화하는 위성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위

성 사건은 생략되더라도 <심청전> 전체 플롯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로 해

당 위성 사건이 없는 <심청전> 이본도 다수 존재한다. 

배경은 시·공간의 구현과 관련된다. 여기에서의 ‘시간’은 채트먼이 사건적 

요소로 언급하는 ‘시간’과는 다른 개념이다.137) 사건적 요소에서의 시간은 담론

의 시간과 이야기의 시간 사이의 관계를 통해 사건의 배열, 사건의 지속 시간, 사

건의 빈도 등을 드러내는 요소라면 서사적 상황으로서의 시간은 서사적 사건이 진

행되는 물리적 시점, 사회적 상황, 시대적 상황 등을 말한다.138) 채트먼은 언어 

135) S. 채트먼, 앞의 책, 21-28면. 
136) 위의 책, 61-65면. 
137) 채트먼은 이야기-시간이 사건들을 포함한다면, 이야기-공간은 존재하는 것들을 포함한다고 

말한다. 사건은 공간에서 일어나지만 공간적인 것은 아니며, 공간적인 것에 의해 수행되고 공
간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 것들이다. (위의 책, 115면.)

138) 시간적 배경은 이야기에서 행위가 벌어지는 시기를 의미한다. 역사의 어느 시대, 일 년 중 
어느 계절, 어떤 날 오전 또는 오후 몇 시 무렵 등으로 이야기 속에 나타난다. (이상섭, 『문
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1996, 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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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물에서의 공간이 추상적이라고 말한다. 이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서사물의 공간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가 서사물을 

읽는 동안 구축하는 정신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언어 서사물에서 공간을 드러내는 방식을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 언어적 

수식어를 직접 사용하는 법, 둘째, 스스로의 성질을 전달하는 대상을 지칭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러한 표준들과의 비유를 사용하는 법 등이 그것이다.139) 이러한 

세 가지의 언어적 방법을 통해 구현된 공간을 독자는 정신적 이미지로 떠올리고,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인물의 행위를 관련지음으로써 서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 배경이 사건과 인물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배경을 통해 사건

과 인물을 이해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이야기의 요소는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하나의 서사적 의미를 생산해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상호텍스트적 읽기에서 대화 관계를 확인하는 것의 의미를 밝히고, 대

화 관계 확인의 범주를 확정하기 위해 서사 이론을 검토하였다. 인물과 서사적 상

황 등의 비교를 통해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하는 것은 대화 관계 

분석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 항에서는 대화 관계를 분석하는 구체

적인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겠다. 

2.2. 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분석

인물과 서사적 상황의 비교를 통해 대화 관계를 확인했다면, 각각에 대한 인

용·변용 양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작품의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바흐친

(M. Bakhtin)은 말의 이해란 연관 지어진 두 텍스트 사이에 드러나는 끝없는 심연

의 깊이를 재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이해가 그 궁극에 이를 수 없음은 그 심연

의 깊이가 인류의 전 역사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미래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

았다.140) 텍스트의 이해는 연관된 두 텍스트의 대화를 이해하는 것이며, 텍스트가 

존재하는 한 대화는 종결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온전한 이해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바흐친의 입장은 궁극적인 이해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139) 채트먼은 첫째 방법의 예로 ‘거대한’, ‘어뢰 모양의’, 둘째 방법의 예로 ‘마천루’, ‘은색 밍
크코트’, 마지막 방법의 예로 ‘말처럼이나 큰 개’ 등을 언급하였다. (S. 채트먼, 앞의 책, 122
면.) 

140) 박건용, 앞의 글, 2001a, 3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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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텍스트 ‘사이’에서 발생함을 강조한다. 

 청자는 말의 (언어적) 의미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면서, 그 말에 대한 능동적인 응답

적 위치를 점한다. 청자는 동의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으며, 그 말을 보충하고, 응

용하고, 실행하려고 준비한다. 청자의 응답적 위치는 처음부터, 때로는 글자 그대로 

화자의 첫마디부터, 듣고 이해하는 과정 전체에 걸쳐 형성된다. 

 생생한 말, 생생한 발화에 대한 모든 이해는 능동적인 응답적 성격을 가진다. 모든 

이해는 응답을 내포하며,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대답을 낳는다. 즉, 청자는 화자

가 되는 것이다. …(중략)… 청자에게서 능동적·응답적 이해는 행동 속에서 직접 

실현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까지는 침묵이라는 형식의 응답적 이해로 남을 수도 있

지만, 그것은 말하자면 행위가 지연된 응답적 이해이다. 들은 것, 능동적으로 이해

된 것은 언젠가는 청자의 뒤따르는 말이나 행동 속에서 반향을 일으킨다.141) 

바흐친(M. Bakhtin)은 언어학에서 말하는 담화적 소통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하

면서, 실제적인 소통은 그보다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능동적인 과정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러한 소통은 구어와 문어 담화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142) 

구어 담화에서의 ‘말’과 ‘청자’가 문어 담화에서의 ‘텍스트’와 ‘독자’라

고 할 때, 독자는 텍스트에 대한 능동적인 응답적 위치를 점한다. 독자는‘동의’ 

또는 ‘비동의’하면서 텍스트에 대해 응답하게 되는데, 이것이 능동적인 이해의 

과정이다. 패러디는 선행 텍스트에 대한 동의 또는 비동의를 기반으로 보충하고, 

응용하고 실행한 능동적 이해의 양식이다. 선행 텍스트에 대한 ‘동의’는 인용 

양상, ‘비동의’는 변용 양상으로 구분하여 텍스트 간 대화 관계 분석을 위한 이

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세부 범주는 고전소설 이본의 생산 양상에 대한 서유경(2002)과 서

보영(2017b)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서유경(2002)은 서사 요소를 중심으로 <심청

전> 이본의 변화 양상을 살펴본 바 있다. 서유경은 <심청전> 이본의 생성 단계에

서 수용자에 의해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을 서사적 상황 서술 층위, 인물 층위로 

보고 공감적 자기화의 방식을 구조화하였다. 서술 층위에서는 서술의 첨가와 삭

제, 삽화 단위의 출입, 구조적 확장과 강화 등으로, 인물 층위에서는 형상의 변모

로 공감적 자기화의 양상이 드러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변형이 주제적 차원의 

자기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밝혔다.14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참고하

141) 미하일 바흐친, 앞의 책, 360-361면. 
142) 위의 책, 3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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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물의 형상화 양상’과 ‘서사적 상황의 구성 양상’으로 나누어 인용 양상

과 변용 양상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전소설과 희곡은 서술 층위의 유

지·변화를 상호텍스트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구 대상의 성

격을 고려하여 고전소설의 ‘삽화’와 희곡의 ‘장면’을 포괄할 수 있는 ‘서사

적 상황의 구성 양상’으로 읽기의 범주를 확정하였다. 아울러 서사적 상황의 변

용 양상 분석은 <춘향전> 이본의 삽화 재구성에 대한 서보영(2017b)의 논의를 참

고하여 ‘서사적 상황의 축소와 확장’, ‘서사적 상황의 첨가와 변개’로 구분하

여 텍스트 간의 대화 양상을 역동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144)

1) 인용 양상의 분석 

인용 양상의 분석은 선행 텍스트와의 동일성을 경험함으로써 서사 원형을 수용

하는 과정이다. 인물의 형상화 양상과 서사적 상황의 구성 양상에서 선행 텍스트

의 인용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패러디는 선행 텍스트와 동일성을 

확보함으로써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경제적인 표현 방법이다. 선행 텍스

트에 대한 익숙함은 독자의 친밀감과 신뢰를 불러일으키며, 패러디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145) 선행 텍스트의 의식적인 전경화는146) 독자가 고전소설과 패

러디 간의 연관 관계를 쉽게 파악하게 한다. 

패러디의 어원인 ‘paradia’에서 ‘para’는 ‘대응하는(counter)’ 또는 ‘반

하는(against)’이라는 의미 외에도 일치나 친밀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접두

어이다. 그러나 이 두 번째의 뜻이 무시되면서 종종 패러디는 선행 담론을 비판하

고 조롱하는 문학의 형식으로만 이해되기도 한다.147) 패러디는 하나의 텍스트 생

143) 서유경, 앞의 글, 2002.
144) 서보영(2017b)은 삽화가 장면들의 통합된 단위라고 하면서, 단위담과 삽화, 삽화와 장면은 

종적인 관계를 이룬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춘향전> 이본에서 삽화 재구성의 방식을 기존 삽
화의 삭제, 새로운 삽화의 첨가, 기존 삽화의 위치 이동, 기존 삽화의 축소, 기존 삽화의 확
대, 기존 삽화의 내용 변개 등 6가지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논의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전소설의 이본과 패러디 모두 선행 텍스트와의 대화 관계를 바탕으로 생산된다고 보고, 삽
화 재구성의 방식을 현대 패러디의 재생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차용하였다. 그
러나 본 연구에서의 ‘장면’은 삽화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이 아니라 고전소설의 삽화에 대응하
는 희곡에서의 부분을 설정하기 위한 개념임을 밝혀 둔다. (서보영, 앞의 글. 2017b.)

145) 정끝별, 앞의 책, 36면. 
146) 위의 책, 47면. 
147) 린다 허천, 앞의 책, 55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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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선행 텍스트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라는 소통으로서 문학사에 중요

한 척도를 제공한다. 패러디의 본질적 요소는 그것이 문화적 기억의 지속성을 근

간으로 하는 창작 원리라는 점이다.148) 즉, 고전소설과 그 패러디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하나의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생

산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더불어 텍스트 수용이 생산으로 연결되

는 문학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이 문화적 기억을 지

속적으로 이어나가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과정이 된다. 고전소설의 익

숙한 서사는 새로운 의미 부여를 통해 새로운 콘텐츠의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화원형으로서의 자질이라 할 수 있다.149) 

인용 양상의 분석은 고전소설의 보편성과 문화적 전통성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또한 선행 텍스트에 대한 패러디 작가의 ‘동의’를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선행 텍스트의 반복과 모방은 패러디의 형식적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패러디는 

새로운 의미를 구축한다. 독자가 패러디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패러디는 

새로운 담론 형성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용 양상의 분석은 작가의 선행 

텍스트에 대한 동의를 이해하는 동시에 독자가 패러디임을 인식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고전을 훼손하지 않고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채만식

이었기에 <심청전> 개작에서도 그 가치를 계승하는 방법을 고민했을 것이다. 작품

의 인용은 작가 채만식이 <심청전>의 문학적 가치를 무엇에 두고 있는지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영국의 셰익스피어의 여러 작품, 일본의 『원씨물어(源氏物語)』와 아울러 <춘향

전>도 그것들에 겨눌 만한 귀중한 고전이오. …(중략)… 좌우간 그렇게 해서 군의 

손으로 <춘향전>이 더 좋은 극본이 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되어 세상에 

나온다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겠소.   

 다만 부탁은 그것이 극히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말해 두오. 

 전번에 극작가 유치진 씨가 조선일보에 <춘향전>을 각색 발표하였는데, 그것을 전

부 보지 못하였으니까 시방 앉아서 어떻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춘향전>은 다른 것

과도 달리 그것 자신이 위에서 말한 대로 높은 문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되레 좋은 고전을 망신시키기가 쉽소. 마치 금강산의 풍경을 붓으로 써내

기가 매우 어렵듯이.”150) 

148) 정끝별, 앞의 책, 380-382면.
149) 서유경, 앞의 글, 2019, 442-443면 참고. 
150) 채만식, 앞의 글, 『채만식 전집 10』, 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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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글에서는 채만식의 고전소설에 대한 태도와 각색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다른 나라의 고전과 견줄 만큼의 가치가 우리 고전소설 <춘향전>에

도 있다고 단언한다. 또한 <춘향전>의 높은 문학적 가치를 금강산의 아름다운 풍

경에 비유함으로써 잘못된 각색이 오히려 작품의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음을 경계

하고 있다. 인용한 글의 발표 시기가 1936년이고, 동명의 <沈봉사> 4편 중 첫 작

품인 희곡 <沈(7)>을 『문장』에 발표하려 했던 시기 역시 1936년인 것을 보면, 

그 시기의 채만식은 고전의 가치를 수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구현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채만식의 반복적인 <심청전> 개작은 고전소설 작품 

중 특히 <심청전>에 대한 작가의 관심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두 편의 

희곡 <沈봉사>는 <심청전>의 주요한 화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서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텍스트 간 대화의 복원은 인용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시

작된다. 그를 바탕으로 변용의 지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1) 인물 형상의 유지 

인물 형상의 유지는 선행 텍스트와 패러디를 비교하여 인물 형상이 유사성을 확

보하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인물은 이야기에서 행동의 주체이

다.151) 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확인 단계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인물의 이름으

로 두 텍스트 간의 연관 관계만을 확인하였다면, 대화 관계의 분석 단계는 같은 

이름의 인물이 각각의 텍스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동일한 행동의 주체로 나

타나는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전체 서사에서 인물 형상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

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인물이 외부의 관찰 대상이라면, 성격은 그 인물이 내적 

속성이다.152) 따라서 인물의 형상이 유지된다는 것은 관찰 대상으로서의 인물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내적 속성인 성격이 얼마나 유지되고 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은 서술자가 인물을 직접 소개

하고 설명을 하거나, 인물의 행위나 대사 또는 심리를 통해 독자가 추론하게 하는 

등으로 구현된다.153) 그러나 희곡에서의 인물의 성격 구현은 후자의 방식만 가능

하므로, 독자는 서술자에 의한 직접 제시와 인물의 행위 등을 통한 간접 제시가 

151) E. M. 포스터,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50면.
152) 이상섭, 앞의 책, 141면. 
153) 위의 책, 142-14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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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곡의 대사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비교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형상의 유지

를 판단할 수 있다. 

정보미(2021)는 ‘효’의 가치화 양상에 주목하여 <심청전>을 기반으로 한 문화

콘텐츠를 분석하였는데, 여기서 가치화 양상 분석이란 해당 가치를 견인하는 주체

는 누구인가, 그가 가진 목적과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은 어떠한가, 그 행동의 결

과는 어떠한가 등을 종합하여 작품 전체의 태도를 고찰하는 것을 말한다.154) 즉, 

작품에서 추구하는 중심 가치가 주체인 인물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통해 작

품의 가치 지향성을 이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패러디에서의 인물 형상 

유지는 작가의 가치 지향과 무관하지 않다. 단, 서사적 상황이라 할 수 있는 인물

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에 따라 그 주제는 다르게 구현될 수 있다.

<심청전>의 전 이본을 살펴보았을 때 구체적인 성격의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심

청은 일관되게 효녀로 형상화된다. 지속적인 재생산을 거치면서도 심청의 효녀 형

상은 유지·강화되며, 심청의 인물 형상의 변화는 효녀라는 틀 내에서 이루어진

다.155) <심청전>은 인물의 대사, 서술자의 논평 등을 통해 심청의 효행을 지속적

으로 부각하는 작품이다. 다음 [표 2]는 완판 71장본 <심청전>156)을 심청의 인당

수 투신 사건을 기준으로 서사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고, 각각에서‘효’를 직

접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154) 정보미, 「고전문학 기반 문화콘텐츠의 가치화 양상 변화와 문학교육 - <심청전>과 희곡 
<심봉사>, <달아 달아 밝은 달아>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89, 2021, 387면. 

155) 서유경, 앞의 글, 2002, 80-86면. 
156) 본 연구에서는 완판 71장본 <심청전>을 축약하여 <심(완)>으로 표기한다. 
157) <심(완)>, 221면.
158) <심(완)>, 223면.
159) <심(완)>, 226면.
160) <심(완)>, 230면. 
161) <심(완)>, 231면. 
162) <심(완)>, 235면. 
163) <심(완)>, 236면. 
164) <심(완)>, 240면. 
165) <심(완)>, 241면. 
166) <심(완)>, 243면. 
167) <심(완)>, 245면. 
168) <심(완)>, 249면.
169) <심(완)>, 251면. 
170) <심(완)>, 2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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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부분은 ‘효’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부분만을 발췌한 것이다. 서사 

전반부에서 총 10회, 후반부에서는 총 7회 확인되는데, 심청의 ‘효’를 독자가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듯이 서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반

복하여 언급한다. 물론 ‘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작품 전체에서 심청의 

효행 묘사 및 그 행위를 칭찬하는 서술과 대사는 반복적으로 나타나지만, ‘효’

171) <심(완)>, 268면.
172) <심(완)>, 271면. 
173) <심(완)>, 274면. 
174) 밑줄은 연구자가 표시하였다. 

전반부 

⦁인사가 민쳡고 효이 출쳔고157)

⦁십오 셰의 당더니 얼골리 츄월갓고 효이 기고158)

⦁효녀로다 효녀로다 네 말리여 응당 그러 듯다159)

⦁션인드리 이 말을 듯고 효셩이 지극나 가긍다 며160)

⦁심쳥갓탄 쳔출지효녀가 엇지 부친을 속이랴만은 사셰 부득이라161)

⦁심소졔의 효셩과 심봉사의 일 신셰를 각여162)

⦁효셩이 지극다만은 네가 살어 셰상의 잇셔 하난 것만 갓할손야163)

⦁지극 네의 효셩을 레코져 나왓노라164)

⦁그는 위친여 효셩으로 죽고 나는 츙셩을 다더니 츙효는 일반이라 

위로코져  왓노라165)

⦁유리국 도화동의 사 십오 세 된 효녀 심쳥을 졔숙으로 드리오니166)

후반부 

⦁명일의 출쳔효녀 심쳥이가 그 곳슬 갈거스니167)

⦁도화동 사드리 심소졔의 지극 효셩으로 물의 져 죽으오물 불상이 

여겨 타루비를 셰우고168)

⦁출쳔효녀 심소졔는 당상 발 부친의 눈 기를 의이 야팔홍안이 시사

여귀여 슈국 고혼이 되야니169)

⦁출쳔효녀 심청이도 이별야 물의 져 죽난 양도 보고 살어거든170)

⦁효이 출쳔여 옛사의 지더니171)

⦁출천효 우리 황후 놉푸신 덕이 사의 덥피니172)

⦁당금의 황후 어지신 효셩과 부인의 착 마 오직키 구병라만은173)

[표 2] <심(완)>에서 ‘효’가 직접 언급된 부분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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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단어의 반복적인 직접 언급은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인물 형상의 유지는 심청의 효행을 중심으로 하여 심청을 포함한 중심인물

과 주변 인물의 형상화 양상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된다. 

다음 [표 3]은 <심(완)>과 <沈(7)>, <沈(3)>의 인물 형상화 양상을 비교·분석

하기 위해 <심(완)>의 인물을 서사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여 등장하는 순서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전반부 후반부

등장인물 

⦁심봉사

⦁곽씨 부인

⦁심청

⦁장승상 부인

⦁화주승

⦁남경선인

⦁심청

⦁옥진부인

⦁심봉사

⦁뺑덕어미

⦁남경선인(도선주)

⦁천자

⦁황봉사

⦁무릉태수

⦁방아 찧는 여인들

⦁안씨맹인

[표 3] <심(완)>의 등장인물 

일차적으로 이름이 같은 인물이 등장할 경우 동일한 인물로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이름이 같다고 해서 그 인물의 서사적 역할이 각각의 텍

스트에서 동일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표 3]과 같이 등장인물을 순서에 따

라 정리하는 것은 <심(완)>과 <沈(7)>, <沈(3)의 텍스트 간 인물의 형상화 양상을 

분석하기 위한 선행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사는 중심인물(main 

character)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독자 역시 그들의 행동과 심리를 따라 서사를 수

용한다. 고전소설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175) <심(완)>의 중심인물은 ‘심청’과 

‘심봉사’이다.176) 그 외 곽씨 부인, 장승상 부인, 화주승, 뺑덕어미 등을 주변 

175) 서보영, 「고전소설 <숙향전>의 보조 인물의 양상과 서사적 효과」, 『겨레어문학』 64(64), 
2020, 34면. 

176) 최래옥(1999)은 심청 못지않게 심봉사가 후반부의 서사 전개 및 주제에 있어서 중요한 인
물임을 강조했다. (최래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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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로 보고, 이러한 인물 형상이 <沈봉사>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Ⅲ장에서 구체

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서사적 상황의 인용 

인물 형상의 유지는 작품이 추구하는 가치의 주체를 중심으로, 그러한 형상이 

새로운 작품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인물이 행

위의 주체라면 사건은 인물의 행위로 구성된 이야기의 단위이다. 이야기는 사건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 분석의 기본 단위는 사건일 수밖에 없다. 사건이란 ‘인물이 

일으키거나 체험하는, 한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의 전이 혹은 변화’를 말한

다.177) 본 연구에서는 사건이라는 용어 대신 서사적 상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이는 인물의 행위와 행위의 결과가 드러나는 사건과 행위가 벌어지는 물리적 

시·공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사적 상황의 인용을 분석하는 것

은 사건과 배경 등이 얼마나 선행 텍스트와 유사성을 확보하는지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심(완)>의 서사적 상황을 먼저 살펴봄으로써 Ⅲ장의 비교·

분석을 위한 자료로 삼고자 한다. 

서사적 상황 중 우선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

선 <심청전>의 기본 서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운식(1982)은 <심청전> 각 

이본의 내용을 몇 개의 대소(大小)단락으로 나누고 해당 단락의 유무를 비교하여 

전 이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 단락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178) 

가. 심청의 출생

▶ 고귀한 가계의 만득독녀이다. 

▶ 선인적강의 태몽을 꾸고 잉태되어 출생한다. 

나. 심청의 성장과 효행

    성현경(2008)은 경판 24장본 내지 26장본 <심청전>은 명실상부한 <심청전>인데 반해, 판소
리 문학본 <심청전>들은 <심봉사전>이 되어 있다고 하여 심봉사의 위상을 강조한 바 있다. 
(성현경, 앞의 글, 101면)

177) 최시한, 『소설의 해석과 교육』, 문학과지성사, 2005, 86-87면. 
178) 최운식은 <심청전>의 내용 단락을 대단락, 소단락, 소소단락으로 나누어 한남본, 송동본, 

완판본 등 세 계열의 내용을 구분하여 공통단락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핵 사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대단락, 소단락에 해당하는 내용만 인용하고, 소소단락의 내용은 생략
하였음을 밝힌다. (최운식, 앞의 책, 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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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청은 일찍 모친을 잃고 봉사인 부친의 양육을 받는다. 

▶ 심청의 비범성이 나타난다. 

▶ 심청이 동냥, 품팔이를 하여 부친을 봉양한다. 

▶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미 300석에 몸을 판다. 

다. 심청의 죽음과 재생

▶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 심청이 용궁에 갔다가 용왕의 도움으로 꽃을 타고 돌아온다. 

라. 부녀상봉과 개안

▶ 심청이 황후가 된다. 

▶ 심황후가 부친을 만나기 위해 맹인연을 소청(訴請)한다. 

▶ 부녀가 상봉하고 심봉사가 개안한다. 

한편 장석규(1998)가 제시한 <심청전> 작품군의 11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다.179)

① 맹인 부친의 딸로 태어남. 

② 일찍 모친을 잃음.

③ 부친에게 양육됨.

④ 동냥으로 부친을 봉양함.

⑤ 상인에게 제수로 몸을 팔아 공양미를 마련함.

⑥ 물에 빠져 용궁으로 감.

⑦ 꽃 속에 담겨 환세함.

⑧ 황후가 됨.

⑨ 맹인잔치를 엶.

⑩ 부친을 다시 만남.

⑪ 눈 뜬 부친과 잘 삶. 

또한 서유경(2002)은 <심청전> 고유의 서사 구조는 화소의 세분 정도가 문제일 

뿐 본질적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면서 새로운 이본이 계속 파생되어도 이들이 

<심청전>으로 불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고유 서사 구조 혹은 단락이라

고 하였다. 그러면서 <심청전> 초기 계열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서사 단락을 정리

한 후 핵심 서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추출하였다.180) 

179) 장석규, 『심청전의 구조와 의미』, 박이정, 1998, 17면. 
180) 서유경, 앞의 글, 2002, 23-24면. 



- 55 -

1. 심청의 출생

(1) 심봉사 부부의 삶

(2) 심청의 출생

(3) 곽씨 부인의 죽음

2. 심청의 봉양과 죽음

(1) 심청의 양육과 봉양

(2) 공양미 삼백석에 몸팔아 시주

(3) 심청의 죽음

3. 심청의 환세와 부녀상봉

(1) 심청의 재생과 환세

(2) 부녀 상봉과 개안

(3) 후일담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심청전> 공통 서사 단락은 서사 구조의 뼈대 역할

을 하는 중핵 사건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사적 상황의 분석을 위한 

<심(완)>의 사건을 중핵 사건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전반부 후반부

사건

① 심봉사 부부의 삶

② 심청의 출생

③ 곽씨 부인의 죽음

④ 심청의 성장과 심봉사 봉양

⑤ 화주승과 시주 약속을 한 심봉사

⑥ 시주를 위해 남경선인에게 몸을 

판 심청

⑦ 인당수 투신 후 용궁에 간 심청 

⑧ 환세하여 황후가 된 심청 

⑨ 부녀상봉과 심봉사의 개안

[표 4] <심(완)>의 사건 

고전소설의 이본 파생은 고전소설 전승과 향유의 중요한 방식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본의 수는 그 작품의 인기를 가늠하게 하는 잣대이기도 하다. 이

본 생산자들은 <심청전>이 <심청전>이게끔 하는 사건, 즉 중핵 사건은 유지하면서

도 위성 사건의 첨삭 및 변용 등을 통해 작품에 대한 공감, 반감, 비판 등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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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품에 투영하였다. 서사적 상황의 인용 양상은 이와 같은 중핵 사건이 <심

(완)>과 <沈(7)>, <沈(3)>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텍스트 간 대화 관계 분석을 위한 <심(완)>의 시·공간적 배경을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전반부 후반부

배경

시간 공간 시간 공간

송나라 말년

봄

황주 도화동

인당수 

가을 

 오뉴월

수궁(용궁)

황주 도화동

황성 궁궐 

[표 5] <심(완)>의 배경 

고전소설의 이본 파생은 주로 줄거리 체계를 공유하면서 삽화의 개작을 통해 이

루어진다.181) 따라서 이본을 통해 인용과 변용 지점을 확인함으로써 개작의 지향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고전소설을 선행 텍스트로 하는 현대 패러디도 이와 마찬가

지이다. 단, 패러디의 경우 공유하는 줄거리 체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서사

적 상황의 인용을 분석하는 것은 텍스트 간의 공유하는 줄거리 체계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Ⅲ장에서는 지금까지 정리한 <심(완)>의 서사적 

상황을 토대로 <심(완)>과 <沈(7)>, <沈(3)>이 공유하는 줄거리 체계를 확인하도

록 하겠다. 

2) 변용 양상의 분석

변용 양상의 분석 단계는 인물과 서사적 상황을 중심으로 둘 이상의 텍스트를 

함께 읽으면서 인물 형상이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새롭게 창조된 인물은 없는지, 

서사적 상황이 축소되거나 확장되었는지, 또는 첨가되거나 변개되었는지 등을 분

석하는 단계이다. 인용 양상의 파악이 하나의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낯

선 텍스트에 대해 친숙해 가는 과정이라면, 변용 양상의 확인은 친숙함을 기반으

로 한 독자의 기대에 충돌을 일으켜 기대 전환을 유발하는 과정이다.182) 독자는 

181) 서보영, 앞의 글, 2017b, 30-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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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텍스트 간의 비동일성에서 오는 긴장감을 체험하게 된다. 패러디

는 선행 담론에 대한 차이를 지향하는 문학의 형식이다. 기존 텍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텍스트를 창조하는 것이므로, 모방 인용 및 확장과 아울러 전환과 변

용의 개념 또한 내포한다.183) 선행 담론에 대한 해석 주체의 태도에 따라 존경심

을 표시하기 위한 패러디가 있으며, 공격을 위한 패러디도 있다. 패러디는 텍스트 

간 동화(同化)와 이화(異化)의 순환적 반복 속에서 생성된다. 선행 담론의 특정 

부분을 강조하면서 동화되기도 하지만 차이를 부각하며 이화되기도 한다.184) 패러

디는 평범하지 않은 모순어법이므로 독자의 주의를 끄는데, 친숙성을 거부하는 낯

선 표현은 러시아 형식주의자들의 ‘낯설게 하기’와 연계성을 갖는다.185)

  언어들 간의 내적 대화에 의한 상호조명의 유형 중에는 재현하는 담론의 의도와 

재현되는 담론의 의도가 서로 싸우는 또 다른 유형이 있다. 재현하는 담론은 재현되

는 담론에 대해 투쟁하며, 재현되는 담론의 생산적인 도움을 얻기보다는 그 담론의 

실상에 대한 폭로를 통해 그것을 파괴함으로써 실제 대상들의 세계를 그린다. 이것

이 바로 패러디적 양식화의 본질이다.186) 

바흐친(M. Bakhtin)이 바라보는 패러디는 담론과 담론 간의 투쟁으로 정의된다. 

재현하는 담론이 패러디라면 재현되는 담론은 패러디에서 인용하는 선행 담론이

다. 그는 선행 담론의 폭로와 파괴를 통해 주제를 구현하는 것을 패러디 양식의 

본질로 본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패러디는 선행 담론에 대한 비판적 담론의 형식

으로 나타난 것으로, 텍스트 간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모방의 한 형식이면서도 

전통에 대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긴장 관계를 형성하는 패러디

는 보수적이면서 동시에 혁명적인 이중구조를 지닌다.187) 고전소설 읽기 교육에서 

패러디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전과 현대 작품이 공유하는 보편성을 

확인하는 것은 전통과 전통의 계승양상을 이해하는 과정이며, 패러디 작품의 특수

성을 규명하는 것은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작품 해석의 양상을 확인하는 과정

이 된다. 다시 말하면, 패러디를 활용한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동일성을 바탕으로 

서사 원형을 수용하는 것과 아울러 비동일성에서 오는 긴장감을 체험함으로써 텍

182) 정끝별, 앞의 책, 61면. 
183) 위의 책, 70면. 
184) 이인화, 앞의 글, 17면. 
185) 정끝별, 앞의 책, 43면. 
186)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 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187면.
187) 린다 허천, 앞의 책, 9∼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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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 간의 대화 관계를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은 채만식

이 <심청전> 개작에 대해 남긴 부기(附記)이다. 

  “이것을 각색함에 있어서 첫째 제호를 <沈봉사>라고 한 것, 또 <심청전>의 커다

른 저류(低流)가 되어 있는 불교의 ‘눈에 아니 보이는 힘’을 완전히 말살 무시한 

것, 그리고 재래 <심청전>의 전통으로 보아 너무도 대담하게 결막을 지은 것에 대해

서 필자로서 충분한 석명이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것을 믿고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다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한 태도로 집필을 한 것은 아닌 

것만을 말해둔다.”188)

채만식은 개작의 초점을 세 가지로 언급한다. 첫째, 제목의 변경, 둘째, 불교적

인 힘의 완전한 제거, 셋째, 파격적인 결말 구성 등이 그것이다. 개작의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았으나,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집필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

면서 개작의 초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이 바로 작가가 <심청전>과 차이를 두

고 변용한 부분이 된다. 선행 텍스트의 인용은 선행 텍스트의 내용을 환기시킴으

로써 극적이고 구체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선행 텍스트의 변용은 새로운 주제

를 구현한다고 할 수 있다. 

(1) 인물 형상의 변형과 창조

인물은 사건을 일으키는 행위 주체로, 이야기 전개에 영향을 미치는 동적인 요

소를 말한다. 또한 인물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전개에서 

어떠한 인간에 대한 언어적 지표를 생산해내는 것을 의미한다.189)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인물 형상의 변형이 생산된 언어적 지표에 새로운 해석을 더하여 수정을 

가하는 것이라면, 인물 형상의 창조는 사건 전개 필요한 새로운 인간에 대한 언어

적 지표를 생산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판소리계 소설은 작품 내부에서 인물 형상의 변형이 수시로 일어나기도 하고, 

전승 과정에서 창조된 인물이 새로운 서사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다음의 

(가)와 (나)는 작품 내부에서 인물의 형상이 변형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188) 채만식, <沈봉사>(1936) 附記, 『채만식 전집 9』, 창작과비평사, 1989, 101면.
189) 홍지연, 「서사의 인물 형상화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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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나라 말년의 황주 도화동의  사이 잇스되 셩은 심이요 명은 학규라 누셰 

장영지족으로 문명이 자자터니 가운이 영쳬야 이십안 안니 낙슈쳥운의 벼

살이 어지고 금장자수의 공명이 무어스니 향곡의 곤 신셰 원근 친쳑 업고 

겸여 안니 뉘라셔 졉랴마는 양반의 후예 실이 청염고 지조가 강

니 사마닥 군자라 층더라.190) 

(나) 여러 사드리 심봉사를 보고 고 져 봉사도 잔의 오난 봉사요 이의 봉사

덜 시게 던고 저리 안젓지 말고 방더러 졔 심봉사 그제야 안마의 헤

아리되 올쳬 양반의  종이안이면 상놈의 좃집이로다 고 긔롱이나 여 보리

라 답되 천리 타의 발섭여 오난 사다려 방 으라 기를  집안 

어론다려 듯 무엇시나 좀 줄나면 여주졔 고 그 봉사 음흉여라 주기

는 무어슬 주어 점심이나 어더 먹졔 점심 어더 먹으랴고 여 줄테관 글어
면 무엇슬 주어 고기나 줄가 심봉사 하하 우시며 그것도 고기사 고기졔마는 주

기가 쉬리라고 줄지 안이 줄지 엇지 압나 방나 코 보졔 올체 그 말리 반허

락이였다191)

(가)는 <심청전>의 시작 부분으로, 서술자에 의해 심봉사라는 인물의 특성이 소

개되고 있고, (나)는 맹인잔치를 가는 길의 심봉사가 방아찧는 여인들과 희롱하는 

장면이다. (가)에서의 심봉사가 점잖은 행실로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양반인 

것과 달리 (나)에서의 심봉사는 길을 가다 마주친 여인들에게 육담(肉談)을 늘어

놓으며 희롱하는 경박자일 뿐이다. 더군다나 (나)는 심청을 잃고, 뺑덕어미까지 

도망간 상황에서의 행동이기 때문에 (가)와 비교하면 ‘돌연한 일탈’192)이라고까

지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심봉사는 이본에 따라 모순된 인간 형상으로 그려지기도 

하고, 일관되게 골계적인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면서 향유 집단의 인물 수용 양

상을 보여준다.193) 이본의 파생 과정에서 새롭게 창조된 인물로는 ‘장승상 부

인’을 들 수 있는데, 초기 <심청가> 또는 <심청전>에 없었던 이 대목의 형성은 

19세기 후반일 것으로 추정된다.194)

190) <심(완)>, 211면.
191) <심(완)>, 263-264면. 
192) 최혜진(2000)은 판소리계 소설에서 인물의 성격이나 정서, 상황, 구조 등에서 돌연한 일탈

이 일어나는 경우, 웃음을 유발하는 중요한 서사 원리로 기능한다고 말한다. 급진적인 일탈을 
통해 골계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이 바로 판소리계 소설의 골계적 서사 원리이다. (최혜진, 
『판소리계 소설의 미학』, 역락, 2000, 144면.)

193) 서유경, 앞의 글, 2002, 86-87면 참고. 
194) 김종철, 앞의 글, 2013, 2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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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판소리계 소설은 이본 파생 과정에서 향유 집단의 작품 수용 방향에 따

라 인물 형상의 변형과 창조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본 파생 양상은 고전소설을 

선행 텍스트로 하는 현대 패러디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패러디 작가가 작품 수용

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인물 형상이 변형되고, 새로운 인물이 창조된다. 

다음은 (가)에서 (나)로 인물 형상이 변형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예이다. 

(다) 진소위활인지불은 곳곳마닥 잇난지라 마 이  몽운사 화주승 절을 즁창
랴 고 권션문 드러메고 나려왓다 청산은 암암하고 설월은 도라올제 셕경 빗긴 

질노 절을 차져가는 차의 풍편 실푼 소 사을 구라 거늘 화주승 자비
마의 소나난 곳슬 차져 가더니195)

(라) 탁발승  체…… 신수 고약스럽다. 좌우간 무엇인가나 좀 보고.196) 

(다)와 (라)는 개천에 빠진 심봉사의 살려달라는 소리에 대한 화주승(탁발승)의 

반응을 통해 그 형상을 파악할 수 있다. (다)에서의 화주승은 부처의 마음과 같은 

자비로운 형상을 가진 인물이다. 그런데 (라)의 탁발승은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린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어서 (다)의 자비로운 형상이 모두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사한 서사적 상황에 놓인 인물의 이름을 화주승

에서 탁발승으로 바꾼 것은, 두 인물의 형상이 다르다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 새롭게 창조된 인물로는 <沈(3)>의 ‘송달’을 들 수 있다. 심청의 

연인인 송달이라는 인물 창조를 통해 갈등 양상을 드러내고, 선행 텍스트와는 거

리를 둔 새로운 주제를 구현한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沈봉사>는 <심청전>의 중심인물인 심봉사를 제목으로 내세움으로써 <심청전>

을 의식적으로 전경화하고 있는데, 제목을 마주한 독자는 자연스럽게 <심청전>을 

떠올리게 되고, 그에 대한 스키마 역시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선행 텍스트의 전경

화 장치는 선행 텍스트를 환기하여 자신의 작품을 읽어달라는 패러디 작가의 강력

한 요구이기도 하다.197) 채만식은 독자가 <심청전>을 환기하면서 작품을 감상하길 

바라면서도, 심봉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심청전>을 재해석하였음을 제목을 통해 

195) <심(완)>, 226-227면.
196) <沈(7)>, 56면. 
197) 정끝별, 앞의 책,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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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전달한다. 따라서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에서 인물 형

상의 변형과 창조는 심봉사를 중심으로 하여 중심인물과 주변 인물의 형상화 양상

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된다. 

(2) 서사적 상황의 축소와 확장198)

서사적 상황의 변용 양상은 크게 소극적 변용과 적극적 변용으로 구분하였다. 

소극적 변용이 서사를 일부 수정하는 방식이라면, 적극적 변용은 서사적 상황을 

첨가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중 축소와 확장은 선행 

텍스트의 서사를 수용하여 일부 수정하는 소극적 변용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서사적 상황의 축소는 특정한 이유에 의해 선택적으로 일부 장면이 생략되거나 

또는 요약적으로 제시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해당 장면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

이 사라지면서 그와 관련된 사건이 생략되면서 축소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확장

은 기존 장면을 세분화 또는 상세화하여 그 의미를 풍부하게 하고, 장면의 묘사를 

구체화하거나, 서사 전개에서 어떤 부분의 중요성을 부각하기도 한다. 또는 부정

적인 장면을 확장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의도를 효과적으로 노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춘향전>의 암행어사 출두 대목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는 고을 

수령들의 모습을 나열함으로써 웃음을 줄 뿐만 아니라 당대 지배층을 비판·풍자

하는 효과를 거둔다. 다음 (가)와 (나)를 통해 인당수 투신 장면의 축소와 확장의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가) 공덜이 달여들여 지라고 집어이 심쳥이 긔가 막혜 여보시요 공임 우

리 부친 번만 불너보고 라 져 죽쏘리다 일각이 여츄이 어셔 번 부루

고 지거라 심쳥이 거동 보소 공중을 야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셔 번을 부

르던이 질어긔 낙슈적으로 치마을 무릅씨고 물의 소소리쳐 할 업시 져
나199) 

(나) 심쳥은 시가 급니 어셔 밧비 물의 들나 심쳥이 거동 보쇼 두 손을 장고 

이러나셔 날임 젼의 비난 말리 비난이다 비난이다 하날임 젼의 비난이다 심쳥

이 죽난 일은 추호라도 셥치 안이여도 병신 부친의 짐푼 를 젼의 풀야
198) ‘축소’와 ‘확장’ 등의 용어는 서보영(2017b)이 논의한 고전소설 삽화 재구성의 6가지 방식

을 참고하였다. 서보영, 앞의 글, 2017b. 
199) 강전섭 소장 낙장 42장본 <심청전>; 서유경, 앞의 글, 2002, 8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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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 죽엄을 당오니 명쳔은 감동셔 침침 아비 눈을 명명게 여 

주옵소셔 팔을 드러 슬허치고 여러 션인 상고님 평안이 가시고 억십만금 퇴

를 여 이 물가의 지거든 의 혼 불너 물 압이나 주오 두 활를  벌이

고 젼의 나셔보니 수쇄 푸린 물은 월리렁 출넝 뒤둥그러 물농울쳐 법큼은 

북젹 듸린듸 심쳥이 기가 키여 뒤로 벌덕 주져 져 젼을 다시금 잡고 기

절야 업듼 양언 참아보지 못네라 심청이 다시 졍신차려  수 업셔 이리나 

왼몸을 잔득 고 초폭을 무름고 츙츙거림으로 물너셧다 창 즁의 몸을 주

워 고고 아부지 나는 죽소 젼의 발리 짓칫며 구로 풍덩 져노

니200)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이 없다는 선인들의 재촉에 인당수로 뛰어드는 심청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의 심청은 마지막 소원으로 아버지를 세 번 부르고 인당수

에 투신한다. 그러나 (나)의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기도, 선인들의 

앞날에 대한 기원, 자신의 혼백을 위로해달라는 소망 등을 차례차례 말한다. 유언

을 마친 뒤에도 심청은 바로 투신하지 못하고 높은 파도에 놀라 기절하고, 정신 

차린 후 일어나 아버지를 외치며 투신한다. (가)와 (나)는 모두 심청의 인당수 투

신이라는 동일한 서사적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본 파생의 선후관계

를 무시하고 서사적 상황의 변용 양상으로만 비교한다면, (가)는 (나)의 축소이

며, (나)는 (가)의 확장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沈(7)>과 <沈(3)>에서도 

축소와 확장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탁발승  네에 그저 공양미 삼백 석만 올려보내시면야. (입을 비쭉) 그렇지만 

머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아까 샌님 말씀대로 행여 부처님께 거짓말하

시리다. 그러다가는 뜨자던 눈은 뜨지도 못하고 되려 귀가 먹고 벙어

리가 되지요. 더 잘못하면 앉은뱅이까지 되기 쉽소이다.201) 

(라) 탁발승  우리 인간끼리두 거짓말을 허구 속히구 허면 죄가 되거든 항차 인간으

루 부처님을 속혔단 큰 무서운 벌이 있을 줄 아시렷다요. 

심봉사  하 여부가 있나요. 

탁발승  만약에 거짓이 있다면 먼 눈이 마저 곯아빠지구. 

심봉사  먼 눈이 마저 곯아빠지구. 

탁발승  혀가 오그라져 벙어리가 되구. 

200) <심(완)>, 243-244면. 
201) <沈(7)>,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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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봉사  혀가 오그져 벙어리가 되구.

탁발승  곰배팔이에 앉은방이가 되구. 

심봉사  곰배팔이에 앉은방이가 되구. 

탁발승  그러다 죽어 유황불 지옥으루 가서 영겁의 고초를 받아야 허구. 

심봉사  그러다 죽어 유황불 지옥으루 가서 영겁의 고초를 받아야 허구. 

탁발승  부처님을 속힌 죄루. 

심봉사  부처님을 속힌 죄루.202) 

(다)와 (라)에서는 심봉사의 시주 약속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탁발승의 위협

에 가까운 당부를 확인할 수 있다. (라)에서는 탁발승의 대사를 심봉사가 반복하

여 재진술함으로써 그 서사적 상황이 (다)에 비해 확장되고 있다. 텍스트 생산의 

선후관계를 무시하고 서사적 상황의 변용 양상으로만 비교한다면, (다)는 (라)의 

축소이며, (라)는 (다)의 확장 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축소와 확장 양상

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Ⅲ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서사적 상황의 첨가와 변개203)

서사적 상황의 첨가와 변개는 앞서 살펴본 축소와 확장에 비해 텍스트 간의 차

이가 두드러지는 부분, 즉 적극적인 변용 양상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섬세

하고 꼼꼼한 읽기가 아니더라도 그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작가의 

개작 의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을 수밖에 없다. 어떤 텍스트에 대한 모방과 반복은 

표절에 불과하다. 패러디에서 확인되는 변용은 선행 텍스트에 대한 개작자의 비동

의, 즉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서사적 상황의 첨가는 선행 텍스트를 구체화·상세화하는 확장과는 구별된다. 

확장이 기존의 서사를 기반으로 하는 양적 변화라면, 첨가는 의도적으로 새로운 

사건을 추가하여 서사의 질적 변화를 수반함으로써 선행 텍스트와는 다른 주제 구

현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인물의 형상화 양상에서 언급했듯이 ‘장승상 부인 대

목’은 초기 <심청전>에는 없다. 심청의 효성을 부각하기 위해서였든, 심청의 효

를 공인하기 위해서였든, 양반층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든 그것도 아니면 전체 서

202) <沈(3)>, 176-177면.
203) ‘첨가’와 ‘변개’ 등의 용어는 서보영(2017b)이 논의한 고전소설 삽화 재구성의 6가지 방식

을 참고하였다. (서보영, 앞의 글, 201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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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재편하고 새로운 서사 세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든 그 첨가의 의미는 다양

하게 해석204)되고 있으나, 이는 작품의 의미 구성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서사적 상황의 첨가는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서사의 

흐름을 선행 텍스트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다. 또는 주제를 강화하거

나 서사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기도 한다. 이는 주제 구현을 목적으로 선

행 텍스트의 서사에 침투하는 것이므로, 첨가된 서사적 상황은 작품의 의미 구성

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沈(3)>에서는‘송달’이라는 인물을 창조함으로써 새로운 

서사적 상황을 첨가하고 있다. 

서사적 상황의 변개는 어떤 사건의 결과에 대한 원인이 다르게 설정되거나 이와 

반대로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의 결과가 다르게 드러나는 등 선행 텍스트의 

서사적 상황이 다르게 전개됨으로써 해당 사건의 성격이나 의미가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 이본의 파생에서 삽화의 변개는 서사의 전체 줄거리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삽화의 개연성을 확보하거나 상황에 대한 인물

의 반응 변화를 통해 서사적 의미를 변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205) 

(가) 니날 미명의 심쳥이 밥 어들어 나가셔 남촌으로 다 도라셔 북촌으로 향하여셔 

니 집 져 집 단일 젹의 심봉 혼 잇셔 심쳥을 기다리더가 마암이 간졀하

여206) 

(나) 일일은 월평 무릉촌 장승상 시비 드러와 부인 명을 바다 심소졔를 청거늘 

심쳥이 부친게 엿자오되 어룬이 부르신직 시비 기 단여오것난이다207)

(가)와 (나)는 심봉사가 개천에 빠지게 되는 이유와 관련된 서사적 정보를 포함

하고 있다. 심봉사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는 심청을 찾아 나섰다가 개천에 빠진

다. (가)에서는 심청이 동냥을 나가 이 집 저 집 다니느라 늦어졌다면, (나)에서

의 심청은 장승상 부인 댁에 가서 늦게 돌아오는 것으로 변개가 이루어졌음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본과 달리 패러디는 선행 텍스트와 의도적으로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맺는 생

산적이고 창조적인 표현 방식이며, 유사성보다 상이성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의

204) 김종철, 앞의 글, 2013, 298-299면 참고. 
205) 서보영, 앞의 글, 2017b, 123면. 
206) 김진영 외 역주, 김종철 소장 19장본 <심청전>, 『심청전』, 민속원, 2005, 56-58면. 
207) <심(완)>,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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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를 구현해 내는 하나의 문학적 기법이다. 따라서 패러디에서의 변개는 이본 파

생에서 나타나는 삽화의 변개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패러디에서 서사적 상황의 

변개는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선행 텍스트와의 거리를 확보하는 방식이며, 패러디

의 의도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자가 패러디임을 

인식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표현 방식이기도 하다. 다음의 (다)와 (라)는 심봉사

의 개안의 이유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서사적 상황의 변개 양상이 두드러지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 황후 보션발노 여 려와셔 부친을 안고 아부지 가 과연 인당수의 져 죽

어 심청이요 심봉사 작놀여 이게 웬 말리인야 더니 엇지 하 반던지 

박기 두 눈이 갈무러진난 소가 나면셔 두 눈이 활닥 발거니208)

(라) 장승상 부인  왜요, 알지요. (궁녀 김씨에게 손짓을 하며) 이애 심청아 어여 

오너라. 너이 아버지 오셨다. 

심봉사  엉? (또 한번 달리 놀라) 엉?

궁녀 김씨  (전계로 나오면서) 아버지. (매달리지 않고 무춤 머물러 선다)

심봉사  오오 심청아 어데 보자. (눈도 떴다. 껴안으려고 달려든다) 네가 띠어 

주려던 눈도 시방이야 떴다.209) 

(다)와 (라)는 모두 심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이다. (다)의 심봉사가 살아 돌아

온 심청을 만난 기쁨에 눈을 떴다면, (라)의 심봉사는 심청이 살아 돌아온 것으로 

연기하는 궁녀 김씨를 만나 눈을 뜬다. 심봉사의 개안이라는 서사적 상황이 서로 

다른 조건에서 이루어지면서 다른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Ⅲ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대화 관계 분석을 통한 텍스트 간 화제 도출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들의 관계 이론이다. 모든 텍스트는 선행 텍스트에 대한 

반응이며, 그것이 다시 다른 것을 지시하는 끊임없는 과정에서 백지상태로부터 출

발하는 의사소통은 존재할 수 없다.210) 언어사용은 근본적으로 말 걸기와 그에 대

208) <심(완)>, 268-269면. 
209) <沈(7)>, 100면. 
210) 안정오, 앞의 글,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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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응답으로 구성되는 대화적 원칙 하에 이루어진다. 개별 텍스트는 대화를 이루

는 하나의 구성 요소이며, 다른 텍스트와 내용 및 기능적 관련을 맺음으로써 완전

한 의미를 갖는 대화를 구성하면서 통합된 하나의 의사소통적 기능을 발휘한

다.211) 이러한 관점에 따라 텍스트 간 대화 관계 기반의 의미 구성은 대화 관계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화제212)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인 대화가 화제를 

중심으로 시작된다면,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대화의 결과물인 텍스트를 분석함으로

써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가 무엇이었는지 역추적하는 과정이 된다. 

박용익(2012)이 제시한 대화 구성의 최소 자질213)은 언어학적 개념 정의를 토대

로 하고 있어서 문학 대화의 양상과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를 통해 

화제를 도출하는 방법적 기준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된다. 

· 의사소통적 기능(혹은 말할 이의 의사소통 목적)

· 대화 기여(turn) 사이의 주제적 관련성 

· 최소 두 명 이상의 구체적인 의사소통 참가자

· 들을 이와 말할 이의 실시간적 역할 바뀜 

박용익은 대화 구성의 최소 기준으로 위와 같이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는 문학 텍스트와 독자의 대화는 현장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

211) 박용익, 「텍스트언어학의 이론과 응용: 신문텍스트의 대화성과 행위유형」, 『텍스트언어학』 
8, 2000, 223면. 

212) 언어학 또는 화용론에서의 화제(topic)는 주로 발화의 언급 대상을 가리키며, 이는 발화의 
구심점 역할을 한다. 문 단위의 화제(sentence topic)와 담화 단위(discourse topic)의 화제
를 구분하거나, 화·청자가 주목한 특정한 대상으로 보는 경우, 담화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명
제로 정의하거나, 담화의 제목이 곧 담화의 화제라고 보는 등 학자마다 그 견해가 다르다. 
(이정수, 「담화 화제의 본질에 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13(2), 2001, 180-181면; 이신형, 
「화제 중심의 텍스트 응집성 고찰」, 『청람어문교육』 45(45), 2012, 297면.)

    본 연구에서는 화제의 개념에 대한 연구들을 참고하되, 패러디의 소통은 즉시성이 없고 선
행 텍스트에 대한 독자(작가)의 말 걸기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패러디의 소통 모델을 참고하면 고전소설과 패러디 간 대화의 화제는 독자의 해독 심리에 의
해 형성된다. 즉, 텍스트 간 대화 관계에서의 화제는 독자로서의 작가가 대화 상대인 선행 텍
스트에 말을 건 지점이며, 이는 텍스트의 인용 또는 변용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상호텍
스트적 읽기에서의 화제는 인용과 변용의 지점을 비교함으로써 추론하는 방식으로 도출해야 
한다. 

213) 박용익, 「텍스트와 대화」, 『텍스트언어학』 33, 2012, 96면; 박용익, 『대화분석론』, 현문사, 
20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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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화자와 청자의 즉각적인 역할 교체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텍스트가 말을 거는 

화제에 대해(주제적 관련성) 독자와 텍스트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두 명 이상

의 참가자), 의사소통의 목적을 바탕으로 다른 텍스트 생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

서 텍스트와 독자와의 만남은 대화적이다.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대화 장면은 아닐

지라도 어떤 텍스트의 독자가 이후 다른 텍스트의 생산자가 되는 것을 화자와 청

자의 교체 양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바르트(R. Barthes)는 독자의 유형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 작품에서 안정적 의미를 취하는 ‘소비자’와 텍스트의 작가

가 되어 생산적으로 읽는 진정한 ‘독자’가 그것이다. 이 중 후자는 텍스트 분석

을 한다는 점에서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독자에 의해 텍스트의 의미가 구

성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독자의 적극적 읽기가 중요함을 말해준다.214)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패러디 작가는 선행 텍스트를 분석적으로 읽은 진정한 

독자이자 작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적극적 읽기의 주체로서의 독자는 선행 텍스트

의 의미를 안정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맥락에 따라 그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게 된다. 선행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읽기가 바로 화제에 대한 응답이며, 

화자와 청자의 교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화가 화자와 청자의 말 걸기와 

응답의 과정이듯이 문학 읽기는 주어진 텍스트의 화제에 대한 독자의 응답으로써 

대화가 이루어진다. 독자의 응답은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으며 적극적

일 수도 소극적일 수도 있다. 적극적인 형태의 응답은 새로운 텍스트의 생산으로 

이어진다. 

대화는 화제의 연속으로 이루어진다. 일상 대화의 화제가 대화 진행 과정 중에 

형성되고 즉흥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변성215)을 지니는 것과 달리 텍스트 간의 

대화는 선행 텍스트가 던지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화제

는 고정적이다. 패러디의 소통 모델에서 살펴보았듯이 패러디 작가의 해독 심리에 

따라 선행 텍스트가 던지는 화제는 다르게 파악될 수는 있지만, 텍스트 간의 대화

는 선행 텍스트의 해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상 대화와는 다르다. 

그러나 일상 대화의 결속이 화제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것처럼, 고전소설과 패러디

의 관계 역시 화제를 중심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대화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화제

를 도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의미 구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텍스트의 의미는 

214)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텍스트언어학의 이해』, 박이정, 2004, 207면. 
215) 노은희, 「본격적인 화제 전환을 위한 담화 표지 연구-‘다름 아니라’, ‘그건 그렇고’를 중심

으로」, 『화법연구』 20(20), 201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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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화제 도출 방식을 논리적으로 확정하고 모든 텍스

트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대화의 흐름을 

참고하여 문학 텍스트의 화제 도출 방법을 정리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대화의 

흐름은 크게 다음의 세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216)  

① 시작부: 대화 화제를 이끌어 냄. 

② 전개부: 이끌어 낸 대화 화제에 대해 화·청자의 발화가 진행됨. 

③ 종결부: 화·청자 간 전개되던 내용이 마무리됨.

패러디는 선행 텍스트와 대화의 종결로 생산된 결과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

소설과 패러디 간의 화제 도출은 일반적인 대화 흐름의 역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즉, 텍스트 간의 대화 화제 도출은 대화의 종결부라 할 수 있는 텍스트

를 시작으로 대화의 시작부를 역추적하는 과정이 된다. 스콜즈(R. Scholes)는 

‘읽기’가 ‘해석’과‘비평’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말한다. 

하나의 기능임과 동시에 지식으로서의 읽기는 장르적 지식과 문화적 지식에 기초

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식을 토대로 언어 자료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읽기다. 이

상적인 독자는 저자의 약호를 공유하고, 텍스트를 혼란이나 지체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그러한 독자는 몇몇 암시로부터 전체적인 세계를 구성하고, 틈새를 메우며, 

상호관련성을 이해한다.217) 스콜즈의 관점에 따르면 화제의 도출은 텍스트 내부의 

약호를 읽어내는 과정이다. 텍스트의 화제는 텍스트에 표현된 부분을 화제에 대한 

대답으로 간주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는데218) 어떤 텍스트의 화제를 파악하는 것은 

그에 대한 가설을 전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텍스트의 화제는 제목으로 분명히 

드러나기도 하고, 명백한 일련의 의미소들을 반복함으로써 설정하기도 한다. 이상

의 논의를 토대로 텍스트에 표현된 부분을 통해 가설을 전개하는 텍스트 간 대화 

화제 도출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대화의 결과물(텍스트)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 

② 결과물(텍스트)을 비교하여 대화의 지점 분석하기 

③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 도출하기 

216) 위의 글, 39면. 
217) 로버트 스콜즈, 앞의 책, 29-35면. 
218) 움베르토 에코, 김운찬 역, 『이야기 속의 독자』, 열린책들, 2009, 34면. 



- 69 -

①은 대화의 결과 생산된 텍스트를 선행 텍스트와 함께 읽으며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②는 선행 텍스트와의 비교를 통해 인용과 변용 지점을 분석함으로써 

대화의 지점, 즉 독자(작가)가 선행 텍스트에 말을 건 지점이 어디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③은 ②를 통해 독자(작가)가 말을 건 지점, 즉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말한다. 독자는 텍스트의 화제를 통해 해석의 일

관성을 결정하게 되고, 텍스트 간 대화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화제에 대

한 독자 스스로의 응답을 생각해봄으로써 창조적인 읽기로 이어질 수 있다. 

2.3. 대화 관계 기반의 텍스트 의미 구성

한 언어가 다른 언어들 속에서 지니는 대화 지향성은 담론 안에서 새롭고도 중

요한 예술적 잠재력을 창출한다.219) <심청전>에 대한 대화 지향성은 끊임없이 새

로운 담론을 형성하고, 새로운 문학 장르 또는 문화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다. 고

전소설의 패러디는 선행 텍스트와의 대화가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문학의 수용이 

텍스트를 매개로 한 독자와 텍스트의 대화 과정이라 할 때,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

하는 주체는 바로 독자가 된다. 따라서 상호텍스트적 읽기 역시 저자 중심의 대화 

양상을 분석해 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 중심의 비판적인 수용이 요구된다. 

텍스트 간 대화 관계에서 드러나는 구심적인 힘과 원심적인 힘의 작용을 독자가 

비판적으로 읽어냄으로써 텍스트의 최종적인 의미는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담론의 대화 지향성에 대한 바흐친(M. Bakhtin)의 견해는 끊임없는 담론의 형성이 

비판적 수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말이 대상을 향할 때 그것은 다른 말과 가치판단과 강조들 간의 대화로 인한 동요

와 긴장에 넘치는 환경 속에 발을 디디는 것이며, 그 복합적인 상호관계망의 안팎에

서 엮이는 가운데 그중 어떤 것과는 섞이고 어떤 것들은 피하며 다른 어떤 것들과는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런 모든 것들은 담론의 형태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면서 그 의미의 모든 층(層)마다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개개의 표현에 변

형을 가하며 전체적인 양식을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중략)… 말은 다른 말들

과 다양한 평가적 강조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공간 속에서 그 중 어느 요소들과는 조

화를 이루고 다른 요소들과는 대립하면서 그 공간을 통과하여 마침내 자신의 독자적 

의미와 표현을 획득함으로써 이 같은 대화적 과정 속에서 독특한 자신의 문체적 형

219) 미하일 바흐친, 앞의 책, 1988,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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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와 어조를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이다.220) 

바흐친(M. Bakhtin)에 따르면 담론의 대화적 관계는 복합적인 상호관계망을 형

성하고 있고, 이러한 관계는 병합, 인용, 생략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담론의 형태

에 영향을 미친다. 텍스트는 다양한 언어의 ‘평가적 강조’로 채워진 공간이며, 

조화 또는 대립하면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한다. 언어의 소통은 ‘평가’를 수반하

며, 평가적 견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담론의 수용 역시 평가를 수반하는 것은 

당연하다. 담론이 된다는 것은 언표가 되는 것이며, 작가는 언표의 주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221) 대립과 조화의 담론 형성에 대한 관점은 다음에서도 확인된

다. 

  담론의 주체가 행하는 모든 구체적인 발언은 구심적 힘들과 원심적 힘들이 동시에 

작용을 가하는 한 지점이다. 중심화와 탈중심화, 통일과 분열의 과정이 발언 속에서 

교차하는 것이다.222) 

담론 형성에 작동하는 구심적인 힘과 원심적인 힘은 선행 담론에 대한 동화와 

이화 작용을 거쳐 새로운 담론으로 구성된다. 작가의 대화 상대자는 다른 텍스트

이며 또한 다른 텍스트의 독자인 작가 자신이다.223) 대화적 담론은 주체로서의 작

가가 다른 텍스트, 그리고 다른 텍스트를 읽는 독자로서의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작가는 텍스트 실현에 협력할 수 있고, 해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독자를 예상하여 전략을 구사한다.224) 텍스트의 빈 공간은 독자에 

의해 채워지기를 기대하며, 해석의 주도권을 독자에게 넘긴다.225) 해석 담론은 최

종적인 말이 될 수 없다. 어떤 해석에 대해 누군가 응답하는 순간, 그 해석은 거

듭나기 때문이며, 해석의 주도권을 가진 독자는 텍스트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226)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해석의 주도권을 가진 독자의 해석 담

론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독자는 선행 담론과 텍스트 간의 대화를 통해 생산된 새

220) 미하일 바흐친, 앞의 책, 1988, 84-85면. 
221) 줄리아 크리스테바, 앞의 책, 113면. 
222) 미하일 바흐친, 앞의 책, 1988, 79면. 
223) 줄리아 크리스테바, 앞의 책, 140면.
224) 움베르토 에코, 앞의 책, 87면.
225) 위의 책, 82-83면. 
226) 이재기, 「바흐친의 대화주의와 읽기 교육」, 『동남어문논집』 41, 2016,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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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담론을 상호텍스트적으로 읽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주체이다. 마가렛 로즈

(Marget Rose)는 패러디를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네 종류의 독자를 가정하고, 가

장 이상적인 독자를 ‘원텍스트와 패러디 텍스트 간의 불일치로부터 패러디의 효

과를 인식하는 독자’라고 하였다.227) 대화 관계 기반의 텍스트 의미 구성 단계는 

두 가지의 담론 수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담론을 형성해내는 이상적인 독자를 가정

한다.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학습자의 주체적인 문학 향유 능력 및 태도는 함양될 수 있다.

의미 구성은 텍스트 간의 화제를 토대로 한다.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는 대화 

관계를 확인하고, 인용과 변용 지점을 분석함으로써 도출됨을 확인하였다. 고전소

설과 희곡의 대화는 인물과 서사적 상황을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살펴볼 수 있

다. 인물 형상의 유지를 분석하는 것은 작품이 추구하는 가치의 주체를 중심으로, 

그러한 형상이 다른 작품에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면, 인물 

형상의 변형과 창조를 분석하는 것은 선행 텍스트와 구별되는 가치 추구를 위해 

인물 형상에 새로운 해석을 더하거나 새롭게 등장한 인물은 없는지 살펴보는 과정

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행 텍스트의 서사적 상황을 인용함으로써 친

숙함을 만들고, 서사적 상황의 축소와 확장, 첨가와 변개 등의 변용을 통해 친숙

함에 대한 기대 전환을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주제를 구현한다. 이처럼 대화 관

계 기반의 의미 구성은 인물의 형상화 양상과 서사적 상황의 구성 양상을 분석하

여 도출한 화제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주제 구현 양상을 확인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1) 인물의 형상화와 주제 구현

인물 형상화 양상의 분석은 텍스트 간 인물의 형상이 유지되는지, 변형되거나 

새롭게 창조되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물에 대한 텍스트 간의 

대화가 어떤 화제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상호텍스트적 읽기에서 독자는 

대화를 통해 생산된 둘 이상의 텍스트를 읽고, 대화의 화제가 무엇인지 역추적하

는 위치에 놓인다. 더 나아가 텍스트를 통해 도출한 화제에 대해 스스로의 응답을 

227) Rose, Marget A., Parody/Metafiction: an Analysis of Parody as a Critical Mirror 
to the Writing and Reception of Fiction, London, Croom Helm, 1979; 정끝별, 앞의 
책 7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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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위치에 놓이기도 한다.

인물 형상의 유지는 인물의 내적 속성이라 할 수 있는 성격이 유사성을 확보하

는 것을 말한다. <심청전> 전승에서 ‘심청’이라는 인물은 그 구체적인 성격 제

시 방식이 다르더라도‘효녀’라는 틀 내에서 그 변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

한 인물의 성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이러한 성격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은 전승 과정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던 심청이라는 인물 형상화를 통

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이해하는 과정이 된다. <심청전>은 그 행위의 정당성

에 대한 의문과 당대 사회적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 등에도 불구하고 심청의 

효행이 중심이 되는 서사라는 것에는 이론(異論)이 없다.228) 심청의 효행이 없다

면 <심청전>의 서사를 이끄는 중핵 사건이 사라지고 만다. 따라서 심청의 효행을 

중심으로 인물 형상이 유지되는 양상을 살펴보고, 그를 통해 도출한 화제를 토대

로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인물 형상의 변형이 인물 형상을 새롭게 해석하여 수정을 가한 것이라면, 인물 

형상의 창조는 선행 텍스트에 없는 인물을 등장시켜 새로운 서사적 흐름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고전소설의 이본 파생 과정에서도 향유 집단의 수용 태도에 따라 인

물 형상이 변화되거나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 양상은 빈번히 일어났다. 인물은 

사건을 일으키는 행위의 주체이다. 채만식은 심청 중심의 서사인 <심청전>을 심봉

사 중심의 서사로 옮겼음을 밝힌 바 있다. 다음 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소설 「심청전」에 대하여 나는 일찍부터 미흡감(未洽感)을 품고 있던 자(者)

이었다. 구소설 「심청전」이 효라고 하는 것의 훌륭한 전범이라는 점, 즉 그 테마

에 있어서는 족히 취함직한 구석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한 개의 문학, 한 개의 

예술로서는 가치가 자못 빈약하다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었다. 구소설 「심청전」은 

제법 문학이나 예술이기보다는 차라리 한낱 전설의 서투른 기록에 지나지 못하는 것

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는지 모른다. …(중략)… 나는 구소설 「심청전」을 줄거리 

삼아 「심봉사」라는 이름으로 주장 인간 심봉사를 한번 그려냄으로써 새로운 심청

전 하나를 꾸며보겠다는 야심이 진작부터 있었고…”229)

윗글은 지병을 이유로 미완으로 끝난 1949년 <沈봉사>라는 제목의 두 번째 소설

에 남긴 작자 부기의 일부이다. 짧은 글에서 채만식의 <심청전> 개작 의도를 몇 

228) 고은임, 「부녀관계를 중심으로 읽는 <심청전>」, 『판소리연구』 50, 2020, 39-40면 참고. 
229) 채만식, 정홍섭 편, 『채만식 선집』, 현대문학, 2009, 159-1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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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심청전>의 주제인 ‘효’는 현재에도 가치가 있다는 

점, 둘째, <심청전>의 문학적이고 예술적인 형상화는 미흡하다는 점, 셋째, 그래

서 새로운 <심청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야심이 있었다는 점, 넷째, 새로운 <심청

전>의 중심은 인간 심봉사를 그려내는 것이라는 점 등이 그것이다. 작가는 문학적 

형상화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그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심청전>은 심봉사를 

중심으로 한 서사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沈봉사>에서 심봉사의 인물 

형상화 양상은 작가가 작품을 개작한 주된 목적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으며, 이본의 파생 과정에서도 다양한 심봉사의 형상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채

만식이 그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230) 따라서 심봉사를 중심

으로 한 인물의 변형과 창조 양상을 분석하여 인물에 대한 화제를 도출하고, 화제

에 대한 응답 양상을 이해함으로써 새로운 <심청전>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2) 서사적 상황의 구성과 주제 구현 

서사적 상황은 인물의 행위로 구성되는 사건과 그 사건이 벌어지는 시·공간적 

배경을 포괄한다. 서사적 상황의 인용 양상은 <심청전>의 중핵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사건과 배경이 얼마나 유사성을 확보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서사적 상황

의 변용 양상은 소극적 변용와 적극적 변용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

가 서사적 상황이 축소와 확장이라면, 후자는 서사적 상황의 첨가와 변개를 말한

다. 

텍스트의 각 부분은 전체 서사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대화 관계의 분석 단계

에서는 인용된 지점과 변용된 지점의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면, 이 단계에서

는 각 부분이 전체 서사의 의미 구성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선행 텍스트에서 인용된 서사적 상황이 각각의 텍스트에서 모두 같은 기능

을 하는 것은 아니다. 변용 양상과 함께 살펴보았을 때 인용의 의미도 분명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인용과 변용 양상을 통해 도출한 화제를 기반으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230) 서유경은 <심청전>은 ‘심청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므로, 처음에는 부수적인 인물이
었던 심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추가로 확대되어 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심
봉사 이야기’의 확대가 채만식에 와서는 심봉사 중심의 이야기로까지 변형되었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서유경, 앞의 글, 2002, 88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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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양상의 파악이 선행 텍스트와 유사한 서사적 상황을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서사의 원형을 경험하고 친숙함을 느끼는 과정이라면, 변용 양상의 확인은 친숙함

을 빗나가는 서사적 상황을 통해 긴장감을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 선

행 텍스트에 대한 친숙함 역시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데, 독자는 인용과 변용 양상

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면서 고전의 서사를 인용한 작가의 의도까지 인식할 수 

있다. 

고전과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생성되는 패러디는 고전이 말하는 주제에 대한 반

응이다. 텍스트의 이해는 텍스트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참여하면서 이루어지

기 때문이다.231)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은 선행 텍스트의 주제를 이해하고, 그 

주제에 대한 반응으로 구현된 새로운 주제를 이해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심청

전>의 전승 동력은 분명 그 주제인 ‘효’에 있고,232) 그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

히 유효하다. 스콜즈(R. Scholes)는 텍스트 해석이 필요한 이유로 독자 요인과 텍

스트 요인의 두 가지를 언급한다. 독자 요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같은 단순

한 이유로 읽기에 실패한 독자의 경우 해석의 단계가 요구된다는 것이고, 텍스트 

요인은 텍스트가 은폐하거나 불명확한 의미 층위를 포함하고 있어서 능동적인 해

석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스콜즈는 텍스트 요인에 집중하여 해

석의 단계를 부연한다. 독자가 텍스트를 읽어낼 수는 있지만 의미를 찾기 위해서

는 해석이 필요하며, 사건 요약에서 주제나 의미로 논의를 옮기는 것이 읽기에서 

해석으로의 이동이라는 것이다.233) 즉, 대화 관계에 있는 텍스트를 함께 읽고 의

미를 구성하는 것이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마지막 단계이며, 이는 학습자 스스로 

텍스트에 대한 응답을 구성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텍스트에 대한 평가는 주제에 

대한 응답의 형태로 표출되기 때문이다. 

3.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교육의 의의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해 작품 해석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문학의 

소통구조와 창조적 접근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학습자의 상호텍스트

적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전소설과 패러디의 상호텍스트

231) 리차드 팔머, 앞의 책, 304면. 
232) 황혜진, 앞의 글, 2004, 248면. 
233) 로버트 스콜즈, 앞의 책, 2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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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읽기는 고전소설과 그에 대한 해석 담론을 함께 읽는, 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확인과 복원의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독자는 새로운 해석과 응답의 주체로 서게 

된다. 해석 담론은 최종적인 말이어서는 안 되며, 최종적인 말이 될 수도 없

다.234) 어떤 해석에 대한 응답은 또 다른 해석과 응답으로 이어지면서 최종적 담

론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텍스트가 존재하는 한 그 텍스트와 대화 관계에 

놓일 미래의 독자는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이며, 해석 모태로서의 텍스트, 해석, 

그리고 해석의 진리는 영원히 지연되고 보류될 수밖에 없다.235) 따라서 상호텍스

트적 읽기는 텍스트의 이해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학습자 역시 새로운 응답

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데이비드와 앤(David & Ann, 1993)이 정리한 상호텍스트성

의 다섯 가지 교육적 효과236)는 상호텍스트성을 수용의 영역에만 초점을 두지 않

고, 생산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교육적 효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가 된

다. 

① 텍스트 구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 

② 독해와 작문의 정의를 세련시키고 확장시킨다. 

③ 독해와 작문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게 해 준다. 

④ 교실 활동에서 독해와 작문에 대한 인식의 자원으로써 상호텍스트성 사용에 미치

는 영향을 잘 보여준다. 

⑤ 사회적 중추와 정치적 과정 그리고 언어 자원에 대한 이해를 강화시켜준다.

데이비드와 앤은 상호텍스트성이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읽

기와 쓰기에 모두 관여하는 교육적 효과를 창출한다고 본다. 또한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이 언어의 소통구조를 이해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한

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교육적 효과에 동의하면서 <심

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로 기대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세 가지

로 정리하였다. 첫째,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텍스트 이해 

능력 신장을 도모한다. 둘째,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해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234) 이재기, 앞의 글, 44-45면. 
235) 위의 글, 45-46면. 
236) David Bloome and Ann Egan-Robertson, “The Social Construction of 

Intertextuality in Classroom Reading and Writing Lessons”, Reading Research 
Quarterly 28(4), 1993, p.330; 이상구, 『구성주의 문학교육론』, 박이정, 2002, 113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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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 생산의 통합적 시각 확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학습자들이 응답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문학 활동에 능동

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태도 함양시킬 수 있다. 각 항에서 구체적인 교육

적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1.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텍스트 이해 능력의 신장

문학 이해 능력은 학습자 스스로 문학 작품을 읽고, 그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 구성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킨다. 전통적인 문학

교육이 교사 중심의 지식과 정보 제공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과 회의는 교

사 주도의 정전 섭렵과 주해 체제를 텍스트 중심, 학습자 중심, 활동 중심으로 그 

방향을 돌리게 했다.237)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교육, 특히 고전소설 교육은 교사 

주도의 텍스트 분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또한 고전소설의 생산과 향유가 

상호텍스트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전으로 인정되는 단일 텍스트 

읽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작품의 성격을 반영한 이해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의 텍스트는 여러 텍스트의 영향을 받아 구성된다. 

이렇게 텍스트의 생산이 상호텍스트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이해도 상호텍스트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상호텍스트를 활용한 읽기는 단일 텍스트 읽기에서 어려움

을 느끼는 학습자들에게 비계를 제공하는 읽기 방법이며, 작품 이해 능력을 향상

시키는 방법이 된다.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문학 이해 교육은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를 확인하고, 

분석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학습자 스스로 

상호텍스트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텍스트적 읽기는 학습자들의 문학 이해 능력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야우스(H. 

R. Jauß)는 수용자가 가지고 있는 바람, 선입견, 이해 등 작품에 관계된 모든 전

제를 ‘기대 지평’이라고 명명하고, 이를 통해 수용자의 작품에 대한 이해 범주

가 결정된다고 보았다.238) 이 기대 지평이 바로 독자가 구성한 상호텍스트성이 된

다. 

문학교육은 학습자의 상호텍스트적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모

237) 정재찬, 앞의 글, 2009, 112면. 
238) 이상구, 앞의 책, 110-1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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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관련을 맺고 있다면, 상호텍스트적 능력의 신장은 문

학 감상뿐만 아니라 다른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에도 전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

사가 제공한 상호텍스트를 활용하여 작품을 이해한 학습자는 그것을 독자의 상호

텍스트성으로 구성할 뿐만 아니라 상호텍스트를 활용하는 읽기 방법도 습득하게 

된다. 학습자들은 비슷한 이야기에 몰두할 때, 무의식중에 상호텍스트성을 형성하

게 되고 문학을 탐색하는 방법을 학습하게 된다.239)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문학

교육은 학습자에게 주어진 텍스트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상호텍스

트적 능력 신장의 발판이 되어 텍스트 생산 원리에 따른 문학 감상 능력을 향상시

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3.2. 문학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의 통합적 시각 확보

상호텍스트성은 텍스트 생산과 수용에 있어서 사용자들이 지닌 다른 텍스트의 

지식에 의존하는 모든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적 도구이다.240) 이러한 관점에 따르

면 문학의 수용과 생산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어떤 텍스트의 수용이 창의적 생산

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텍스트는 다른 텍스트와의 관련성 속에서 그 의미

를 확보함으로써 독자에게 수용될 수 있다. 이는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수용이 창

의적 생산으로 이어진 패러디 양식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준다.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문학교육은 ‘문학 작품의 수용･생산 활동을 통

해 창의적인 문학 능력을 기르는 것’241)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수용 활동과 생

산 활동의 연계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 보인다. ‘문학’ 과목의 성취기준에는 

‘재구성’과 ‘창작’이라는 용어로 ‘패러디’와 ‘창작’을 그 내용으로 포함

하고 있으며,242) 10종 문학 교과서 모두 ‘재구성’과 ‘창작’이라는 용어로 교

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텍스트를 읽고 재구성하여 창작하는 일

련의 과정을 각각의 단절된 활동으로 구현하고 있어서 교육 내용의 연계를 통한 

실제적인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도달은 어려워 보인다. 현행 교육 내용은 패러디가 

창작 활동의 한 범주임을 간과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재구성’은 ‘패

239) 이상구, 앞의 책, 113면.
240) 이현호, 『한국 현대시의 담화·화용론적 연구』, 한국문화사, 1993. 72면. 
241) 교육부,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5], 123면.
242) [12문학02-05] 작품을 읽고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하거나 주체적인 관점에서 창작한다. 

(위의 책, 1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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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디’에 가까운 개념으로, 창작은 그와 별개의 창의적인 글쓰기로 구분하고 있어

서 수용과 생산의 통합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의 제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고전소설과 패러디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텍스트의 수용이 생산으로 이어진 구

체적인 사례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패러디야말로 고전의 수용 양상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것이다.243) 따라서 고전과 패러디를 함께 읽는 것은 학습자들의 창의적

인 문학 능력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또한 인용과 변용 지점

을 기반으로 텍스트 간 대화 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은 학습자의 흥미와 긴장감을 

유발함으로써 읽기 활동에 몰입도를 높일 수 있다.244)

패러디는 창작과 비평적 함의를 동시에 지니는 서사 전략으로, 패러디 작가들은 

곧 비평적 독자인 셈이다.245)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고전소설 패러디의 창작은 기

존 텍스트에 대한 치열한 비판 정신과 변증법적 진보 정신이 반영되어 이루어진

다. 기존 텍스트를 반복하되, 창의적 요소를 가미하는 창작 방법246)인 패러디의 

경험은 문학의 수용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양상의 간접 경험이며, 학습자들의 창작

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호텍스트적 읽기

가 반드시 창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텍스트 간 대화 관계

의 이해는 작품에 대한 학습자들의 반응을 형성한다. 반응 텍스트의 생성 역시 비

판적 수용을 통한 텍스트 생산 활동이며, 이러한 활동의 반복은 창의적 생산을 촉

진할 수 있다. 읽기와 쓰기는 모두 언어를 매개로 한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상호

텍스트적 읽기는 이러한 의사소통의 과정에 독자를 참여시킴으로써 문학의 수용과 

생산의 통합적 시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3.3.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태도 함양

고전소설의 패러디는 고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바탕으로 생산되었다. 따라서 

243) 배수찬, 앞의 글, 256면. 
244) 김미영(2005)은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게임에 빗대어서 소설교육에서 패러디 활용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 두 텍스트를 비교하며 차이와 유사성을 찾아내는 과정은 게임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재미나 긴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미영, 「패러디를 활용한 소설교육
의 방법」,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6, 2005, 320면.)

245) 위의 글, 323면.
246) 김영택, 박현이,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교육 연구 - 패러디 시 창작 교육 사례를 중

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1, 20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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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텍스트적 관계에 있는 선행 텍스트를 함께 읽는 것은 필수적이다. 현대적으로 

재생산된 작품을 통해 고전소설 읽기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으며, 함께 읽기를 

통해 두 작품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도 있다. 선행 텍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패러디를 먼저 읽은 독자의 경우, 작품 이해를 위해 선행 텍스트를 찾

아 읽는 상호텍스트적 읽기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패러디 생산의 대화 과정을 역

추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소설에 대한 새로운 읽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상

호텍스트적 읽기는 텍스트 생산의 역사적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텍스트 간의 역동

적인 대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상호텍스트성은 매우 중

요한 개념적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는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개

별 작품의 의미 실현에만 몰두해 온 경향이 있다.247) 문학교육의 목표가 문학을 

능동적으로 향유하고 문학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습자를 길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상호텍스트를 활용한 문학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고전

소설과 그 패러디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문학을 능동적으로 향유하는 하나의 양상

을 보여준다. 학습자는 이를 통해 능동적 문학 향유 양상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문

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고전은 공동체의 정신적 유산으로 항구성과 보편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또한 끊임없이 당대 문화를 받아들이며 변화와 생성을 통해 작품의 가치를 

이월해 왔다는 점에서도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고전에 담긴 익숙한 서사는 문

화콘텐츠를 생산하는 문화원형이 되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248) 영화, 연극, 

애니메이션, 소설, 광고 등 다양만 문화 양식에서 이루어지는 고전소설의 재생산 

은 오늘날의 학습자들도 경험 가능한 문화 전승 방식이 된다.249) 문화의 개념을 

‘전통’이라는 수직적 범주와 현재적 소통 속에서 일상적인 언어와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수평적 범주로 설정할 때, 두 문화가 서로 교섭하는 부분이 바로 문화적 

문식성250)이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다.25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패러디는 수직적 

문화와 수평적 문화가 교섭하는 곳에 위치한 문학 양식이다. 이는 문화적 맥락에 

따른 고전의 새로운 수용이며, 그에 대한 새로운 가치의 구현이다. 고전과의 대화

247) 이상구, 앞의 책, 113면. 
248) 서유경, 앞의 글, 2019, 442면. 
249) 서보영, 앞의 글, 2014, 77-78면.
250) 문화적 문식성(cultural literacy)은 ‘문화 분야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앎’으로 정의할 수 있

으며, 개인이 사회·문화적 소통에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문화 지식이라 할 수 있다. (박인
기, 「문화적 문식성의 국어교육적 재개념화」, 『국어교육학연구』 15, 2002, 26-27면.) 

251) 황혜진, 앞의 글, 2005,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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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산물이자, 과거 텍스트가 전승되어 온 지평과 개작자가 위치한 사회‧문화적 지

평이 융합된 결과물이다.252) 이러한 텍스트의 가치는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해 

학습자의 문화적 경험과 만나면서 다시 새로운 가치를 획득하게 된다. 

상호텍스트성이 단순하게 텍스트 간의 영향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단서 혹은 

표지로서 기능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독자의 의식 속에 공유되어 있는, 한 사회

의 독특한 문화적 기제로 설명될 때 그것은 폭넓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253) 상호

텍스트적 읽기는 문화 전승 방식을 경험하는 읽기 방식이다. <심청전>과 <沈봉사> 

모두 학습자의 수용 맥락과 거리가 있는 시기의 작품으로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수직적 범주의 문화를 수용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텍스트 간 대화 관

계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작품의 구현 양상

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학습자의 소통의 맥락, 즉 수평적 범주에

서 작품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냄으로써 수직적 문화와 수

평적 문화가 교섭하는 창의적인 읽기가 가능해진다. 고전문학의 재생산은 그 자체

로서 교육적 의미를 지닌다기보다는 다양한 해석 가능성의 한 실현으로서 학습자

와 고전문학의 대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주목을 요한

다.254)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텍스트 간의 소통을 경험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습득한 

문화 지식은 학습자들의 사회·문화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즉,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한 소통의 경험은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함

양함으로써 문학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주체로 성장하게 한다는 점에서 교

육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52) 황혜진, 앞의 글, 2005, 401면. 
253) 손진은, 「상호텍스트성을 활용한 시 교육 방법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29, 2005, 406

면. 
254) 황혜진(2005)은 고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통합할 수 있는 메타적 해석을 설정하거나, 기

존의 해석 논의에서 어떤 것이 타당한 해석인지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다양한 해석을 통한 현대적 재생산 작품은 해석학적 대화를 추동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있음을 주장한다. (황혜진, 앞의 글, 2005, 377, 3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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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과정

고전소설과 희곡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확인, 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분석, 그리고 대화 관계 기반의 텍스트 의미 구성으로 나아가는 3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이 장에서는 Ⅱ장의 논의를 기반으로 하여 <심(완)>과 <沈

(7)>, <沈(3)>의 인물의 형상화 양상과 서사적 상황의 구성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

펴봄으로써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한 텍스트 간 의미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Ⅳ

장의 교육 설계를 위한 상호텍스트적 읽기 교육의 내용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심청전>과 <沈봉사>의 대화 관계 확인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첫 번째 과정은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하

는 것이다. 이 절에서는 <심(완)>과 <沈봉사>가 대화 관계에 있는 텍스트임을 확

인하기 위해 인물과 서사적 상황을 비교하고자 한다. ‘심청의 인당수 투신’ 사

건을 기준으로 서사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하고255), 전반부와 후반부의 인물과 

서사적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1.1. <심청전>과 <沈봉사>의 인물 비교

 <심청전>과 <沈봉사>의 인물 비교는 Ⅱ장에서 정리한 <심(완)>의 등장인물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심(완)>과 <沈(7)>, <沈(3)>의 등장인물을 서사 

등장 순서에 따라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각각의 텍스트 내부에서 서사 전반부와 

후반부의 등장인물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는 서사 전반부와 후반부의 등장인물이 세 텍스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

을 비교함으로써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를 확인하였다. 

255) <심청전>과 <沈봉사> 모두 효의 구현 방식으로서 심청의 희생을 중심에 두고 인당수 투신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청의 인당수 투신’을 서사를 나
누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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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완)> <沈(7)> <沈(3)>

전

반

부

⦁심봉사

⦁곽씨 부인

⦁심청

⦁장승상 부인

⦁화주승

⦁남경선인

⦁심봉사

⦁곽씨 부인

⦁심청

⦁동리 여인 갑·을

⦁동리 소녀

⦁동리집 여인

⦁동리 처녀 갑·을

⦁탁발승

⦁귀덕어미

⦁선인

⦁장가

⦁장승상 부인

⦁심봉사

⦁귀덕이네

⦁탁발승

⦁송달

⦁심청

후

반

부

⦁심청

⦁옥진부인

⦁심봉사

⦁뺑덕어미

⦁남경선인(도선주)

⦁천자

⦁황봉사

⦁무릉태수

⦁방아 찧는 여인들

⦁안씨맹인

⦁심봉사

⦁뺑덕어미

⦁장승상 부인

⦁황봉사

⦁왕후

⦁장봉사(장가)

⦁궁녀 김씨 

⦁심봉사

⦁뺑덕어멈

⦁송달

⦁홍녀

[표 6] <심(완)>과 <沈봉사>의 인물 비교

[표 6]에서        로 표시한 인물은 해당 작품의 전반부에 등장한 인물이 후반

부에도 등장한 경우를 표시한 것이다. <심(완)> 전·후반부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

은 심청, 심봉사, 남경선인 등 세 명이다. <沈(7)> 전·후반부에 모두 등장하는 

인물은 심봉사, 장가, 장승상 부인 등 세 명이며, <沈(3)>은 심봉사, 송달 등 2명

만 확인된다. 서사 전체에 심청이 등장하는 <심(완)>과 달리 <沈(7)>과 <沈(3)>의 

후반부에는 심청이 등장하지 않는다. 심봉사는 <沈(7)>과 <沈(3)>에서 전·후반부 

모두 등장하는 것을 보면, 심청 중심의 서사가 심봉사 중심의 서사로 바뀌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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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예측할 수 있다. 굵은 글씨의 강조 표시는 <심(완)>을 기준으로 했을 때, 

<沈(7)>과 <沈(3)>의 동일한 등장인물256)을 나타낸 것이다. 서사 전반부를 살펴보

면, <沈(7)>에는 <심(완)>에 등장한 심봉사, 곽씨 부인, 심청, 탁발승, 선인, 장

승상 부인 등 모든 인물이 등장한다. 이와 달리 <沈(3)>에는 심봉사, 탁발승, 심

청 등 세 명만 확인된다. 서사 후반부의 경우 <沈(7)>에는 심봉사, 뺑덕어미, 황

봉사, 장가(남경선인) 등 네 명, <沈(3)>에는 심봉사, 뺑덕어멈 등 두 명만 확인

된다. 단순히 등장인물만 비교해 보아도 <沈(3)>보다 <沈(7)>이 <심(완)>의 서사

를 인용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완)>의 등장인물 중 전반부에서 동냥젖을 먹여주거나 밥 동냥 나간 심청을 

맞이하는 동네 사람들은 표시하지 않았다. 이들은 서술자에 의해 그 상황이 간략

하게만 묘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沈(7)>에서의 동리 사람들 및 동리 소녀, 처

녀들은 <심(완)>과 비교했을 때 등장하는 분량이 양적으로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

라 특별한 서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표시하였다. 또한 <심(완)> 

후반부의 용궁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경우에도 각각의 인물이 담당하는 서사적 

역할보다는 해당 삽화 전체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각각의 인물을 표시하

지 않았다. 

이상의 인물을 비교한 결과 세 작품은 ‘심청’, ‘심봉사’등 이름이 동일한 

등장인물이 여럿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텍스트 간 대화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심(완)>의 중심인물은 ‘심청’과 ‘심봉사’이다. 그 외 곽씨 부인, 

장승상 부인, 화주승, 뺑덕어미 등을 주변 인물로 보고, 이러한 인물 형상의 유지 

또는 변형 양상과 새로운 인물의 창조 양상을 <沈봉사>와 함께 분석함으로써 텍스

트 간의 화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2. <심청전>과 <沈봉사>의 서사적 상황 비교

서사적 상황은 사건과 배경으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텍스트 간의 대화성을 확

인하고자 한다. 다음 [표 7]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핵 사건을 중심으로 작품별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256) 이름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심(완)>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동일한 인물로 구분하
였다. ‘화주승-탁발승’, ‘남경선인-선인, 장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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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완)> <沈(7)> <沈(3)>

전

반

부

① 심봉사 부부의 삶

② 심청의 출생

③ 곽씨 부인의 죽음

④ 심청의 성장과 심봉

사 봉양

⑤ 화주승과 시주 약속

을 한 심봉사

⑥ 시주를 위해 남경선

인에게 몸을 판 심청

① 심청의 출생 

② 곽씨 부인의 죽음

③ 심청의 성장과 심봉

사 봉양

④ 탁발승과 시주 약속

을 한 심봉사

⑤ 시주를 위해 선인들

에게 몸을 판 심청

① 탁발승과 시주 약속

을 한 심봉사

② 임당수257)행을 결정

한 심청을 만류하는 

송달  

후

반

부

⑦ 인당수 투신 후 용궁

에 간 심청 

⑧ 환세하여 황후가 된 

심청 

⑨ 부녀 상봉과 심봉사

의 개안

⑥ 장봉사(장가)에 의해 

확인된 심청의 죽음

⑦ 거짓 심청을 상봉한 

심봉사의 개안

⑧ 자신의 눈을 찔러 다

시 맹인이 된 심봉사

④ 심청의 귀향을 기다

리는 심봉사

⑤ 거짓 심청을 상봉한 

심봉사의 개안

⑥ 자신의 눈을 찔러 다

시 맹인이 된 심봉사 

[표 7] <심(완)>과 <沈봉사>의 사건 비교

Ⅱ장에서 정리한 <심(완)>의 중핵 사건을 기준으로 하여 <沈(7)>과 <沈(3)>에 

나타난 동일한 사건에는 굵은 글씨로 강조 표시를 하였다. ‘심청의 출생’ 장면

부터 시작하는 <沈(7)>은 <심(완)>의 ①번 사건인 ‘심봉사 부부의 삶’만 제외하

고는 전반부 사건이 <심(완)>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沈(3)>은 <심

(완)>의 ⑤번 사건을 ①번 사건으로 배치하고, ①∼④의 사건을 과감히 생략함으

로써 ‘심청의 희생’과 관련된 사건을 중심으로 서사 구성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심(완)>의 중핵 사건을 중심으로 <沈(7)>과 <沈(3)>을 함께 살펴보

았을 때, 작품 전체 서사를 통틀어서 세 작품의 공통 사건은 ‘화주승(탁발승)과 

심봉사의 시주 약속’과 ‘남경선인과 심청의 매신(賣身) 거래’ 등 두 사건이다. 

<沈(3)>에서는 심청과 선인들과의 거래 장면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나 송달과 심

257) <沈봉사>에는 <심(완)>의 ‘인당수’가 ‘임당수’로 되어 있어서 작품에서 사용한 지명을 그대
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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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의 대화를 통해 매신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전반부의 사건이며, 심청의 인당수 투신 이후의 후반부에는 공통 사건이 보이지 

않는다. 

후반부에는 <심(완)>과 <沈(7)>, <沈(3)>이 공유하는 사건이 없다. <심(완)>의 

⑨번 사건인 ‘부녀 상봉과 심봉사의 개안’과 <沈(7)>의 ⑦번, <沈(3)>의 ⑤번 

사건과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사건은‘심봉사의 개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심(완)>과 유사하지만, 그것이 거짓 심청과의 만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는 없다. 그 외에도 <沈(7)>의 

⑦‘거짓 심청을 상봉한 심봉사의 개안’, ⑧‘자신의 눈을 찔러 다시 맹인이 된 

심봉사’사건은 <沈(3)>에서도 ⑤, ⑥번 사건으로 등장하는데, 등장인물은 전혀 

다르다. 유사한 사건을 결말에 배치하면서 인물 설정을 다르게 한 것도 텍스트 의

미 구성에 중요하게 참고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서사 전반부와 후반부의 배경을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으로 나

누어 살펴보았다. 

<심(완)> <沈(7)> <沈(3)>

전

반

부

시

간

송나라 말년

봄 / 겨울

고려 초엽 

봄

고려 중엽

늦봄 

공

간

황주 도화동

인당수 
황주 도화동 황주 도화동

후

반

부

시

간
가을 / 오뉴월 녹음이 우거진 때 가을(9월→늦은 가을)

공

간

수궁(용궁)

황주 도화동

황성 궁궐 

황주 도화동

송도 왕궁 

황주 도화동

예성강 어귀의 해변

[표 8] <심(완)>과 <沈봉사>의 배경 비교

[표 8]을 보면, 중국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심(완)>과 달리 <沈봉사>는 그 

무대를 국내로 옮겼다. 그러면서도 세부 지명은 ‘황주 도화동’으로 동일하다. 

세 작품 모두 심청이 인당수(임당수)에 몸을 던진다는 사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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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사 공간으로서의 ‘인당수’는 <심(완)>에만 등장한다. 또한 <심(완)> 전반

부에서는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는 동시 사건258)임에도 계절적 배경이 

한 사건은 ‘봄’, 다른 사건은 ‘겨울’인 부분이 존재하고, 후반부에는 여름을 

계절적 배경으로 하는 사건에 선행하는 가을을 배경으로 한 사건이 나타나기도 하

고 있어서 시간적 배경의 역할을 서사적 의미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와 같은 비합리적인 서사 시간의 배치는 <沈(7)>와 <沈(3)>에서는 찾아볼 수 없

다. 

그 외에도 후반부의 ‘용궁’이라는 공간이 <심(완)> 에만 있는 점, <심(완)>의

‘궁궐’과 유사한 성격의 공간이 <沈(7)>에는 ‘왕궁’으로 등장하지만, <沈(3)>

에는 없는 점도 살펴볼 지점이다. 또한 <심(완)>의 궁궐과 <沈(7)>의 왕궁도 공간

적 유사성과 달리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는 점도 작품의 의미 구성에서 중요한 부

분이다. 

이상에서 사건과 배경 등 서사적 상황을 비교한 결과, 세 작품은 서사 전반부에 

유사한 사건이 배치되어있는 점, 서사적 공간의 명칭이 동일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텍스트 간 대화 관계가 성립함을 알 수 있다. 2절에서는 인물과 서사적 상황

의 비교를 통해 확인한 인용 양상과 변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2. <심청전>과 <沈봉사>의 대화 관계 분석 

  2.1. 인용 양상의 분석

1) 인물 형상의 유지  

<심(완)>의 형상을 그대로 인용한 대표적인 인물은 ‘심청’이다. <심청전>의 

주제는 ‘효’이며, ‘심청’은 곧 ‘효’라는 상징성을 갖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 제목이 말해주듯, <심청전>은 심청의 서사를 중심으로 한다. 이본의 전 자료를 

258) 박상석(2015)은 특정 공간, 특정 인물 중심의 사건 묘사 다음으로 그와 같은 시간, 다른 공
간, 다른 인물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을 차례로 묘사하는 것을 ‘동시 사건 서술기법’이라
고 명명하였다. (박상석, 「고소설의 동시사건 서술기법에 대한 사적(史的) 고찰」, 『열상고전연
구』 47, 2015, 2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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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틀어 살펴보아도 심청은 일관되게 효녀로 형상화되고 있는데,259) <沈봉사>에서

도 그 상징성이 유지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현실성을 강화하는 형태로 인물을 

형상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물 짐 가마구도 공임 져문 날의 반포 조를 아니 물며 사이아 미물만 못

오릿가 아부지 눈 어두신듸 밥 빌너 가시다가 놉푼  집푼 와 조분 질노 쳔방

지방 단이다가 업푸러져 상키 쉽고 만일 날 구진 날 비바 불고 셔리친 날 치워 병

이 나실가 주야로 염여오니  나히 칠팔 셰라 아육아 부모은덕 이졔 봉 못면 

일후 불신 날의 통들 갑사오릿가 오날부텀 아부지는 집이나 직키시면 가 

나셔셔 밥을 빌어다가 조셕근심 덜게 오리다260) 

인용한 부분에서 7∼8세의 어린 심청은 동냥을 나가 밥을 빌어다가 아버지를 봉

양하겠다고 나선다. 심청은 눈먼 아버지의 불편을 걱정하고, 자신을 키워 준 부모 

봉양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성숙한 아이로 그려진다. 심청은 ‘장 귀이 될 사 ’

이며, ‘쳔지귀신이 도와주고 졔불보살이 음조’는 비범한 인물이기에 그 말과 

행동이 7∼8세의 일반적인 아이와 달리 성숙함을 보이는 데에도 타당성을 확보한

다. 

심청  아버지가 혼자 기다리시는데 저 혼자 먹을 수가 없어요. 

동리집 여인  오 그러냐? 그건 내가 깜박 못 생각했군. (혀를 찬다) 인제 나이도 어

린데 효성도 지극하구나. 몇 살이냐?

심청  열두 살이어요.261)

그에 반해 <沈(7)>에서 심청이 처음 동냥을 나가는 나이는 12세로 되어 있다. 

인용한 부분은 심청이 처음으로 동냥을 나가서 동리집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다. <심(완)>에서 동냥을 나가는 나이 무렵의 심청의 모습은 다음 장면에서 확

인할 수 있다. 

심봉사  게 있거라. 물 떠 가지고 오께. 

심청  내가 가서 떠와. 

259) 서유경, 앞의 글, 2002, 80면. 
260) <심(완)>, 221면
261) <沈(7)>, 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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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봉사  네가? 허어 그래. 

심청  (부엌으로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나온다) 자아 물. 

심봉사  우리 딸이 점점 착해 가는구나! 자아 그러면 먼점 물 마시고 그러고 나서 

떡을 먹어. 그래야 목이 메잖지. 

심청  (물을 마시고 떡을 집어 먹는다) 아버지는? 안 잡수?

심봉사  아버지? 아버지는 장에서 먹고 온 걸.262)

인용한 부분은 심청이 태어난 지 ‘그렁저렁 육 년’이 된 때를 시간적 배경으

로 한다. 여기서 심청은 아버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린 존재로 그려져 있

다. 심봉사는 장에서 사온 떡을 심청에게 먹이고 있고, 물을 떠오겠다는 심청의 

말에 기특해 한다. <沈(7)>에서의 심청은 초월적인 힘의 세계와는 거리가 있는 인

물이다. 동무들과 소꿉장난을 하고 어머니의 존재를 궁금해하면서 그리워하기도 

하는 어린아이일 뿐이다.263) 채만식은 어린 심청이 눈먼 아버지를 봉양한다는 사

실에만 집중하면서 그 나이를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7∼8세의 아이가 동냥을 

얻어 아버지를 봉양하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판단이 있는 것이다. 비록 눈먼 아비

일지라도 그 아버지의 보호가 필요한 심청의 연약함과 순진무구함은 인물에 대한 

현실성을 확보하고, 초월적인 힘이 제거된 세계에서의 인물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

한다. 

<沈(7)>에서 동냥을 나가는 나이가 늦어졌다고 해서 심청의 효심이 달라진 것은 

전혀 아니다. 이는 단지 현실성을 확보하고자 한 채만식의 의도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기 위해 남경선인에게 몸을 파는 심청의 모습은 <심

(완)>과 <沈(7)>이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을 보인다. 

 하로난 드르니 남경상고 션인더리 십오 쳐자를 사려다 거늘 심청이 그 말 반기 

듯고 귀덕어미 이 너어 사사랴 난 곡적을 무른직 우리난 남경션인으로 인당수 

지갈 제 제숙으로 제면 무변를 무사이 월셥고 십십만금 퇴를 기로 몸 

팔여는 처녀 이면 슬 앗기지 안코 주노라 거늘 심쳥이 반겨 듯고 나는 본촌 

일너니 우리 부친 안사 공양미 삼 석을 지셩으로 불공면 눈을 보리라 

되 가셰 철빈여 판출 기리 전이 업셔  몸 팔여니 나를 사가미 엇더
요264)

262) <沈(7)>, 44면
263) <沈(7)>의 제2막은 여섯 살 심청이 소꿉동무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천

자문을 외우고 있던 심청이 심봉사에게 어머니의 존재에 대해 묻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沈(7)>, 41-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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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은 눈을 뜬다는 말에 공양미 삼백 석 시주를 약속한 심봉사의 얘기를 ‘반

기 듯고’걱정하지 말라며 심봉사를 안심시킨다. 하지만 공양미를 구할 방도가 없

어 매일 정성으로 기도를 드리는 중에 남경선인들이 15세 처자를 산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몸값을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을 심청이 반겨 듣는 것은, 일

반적인 사고로는 불가능하다. 몸을 판다는 것이 곧 죽는 일임을 인지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청은 적극적으로 남경선인들과 거래를 한다. 그것

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시주를 약속하고 후회하는 심봉사의 말도, 15세 처자를 사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도, 몸값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남경선인의 말도 심청이 모두 ‘반

겨 듣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심청 행위의 목적은 오로지 심봉사의 안

위에 있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는 일은 일차적으로는 시주 약속을 지키지 못해 

오히려 벌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는 심봉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이며, 더 나

아가서는 아버지의 소망인 개안을 가능하게 하는 방도이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안

위를 추구하는 일이 곧 자신의 죽음임에도 어떤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는 태도는 

‘효’의 상징성을 갖는 인물로서의 당연한 형상화라 할 수 있다.265)

(가) 심청  (독백) 내가 나이 열다섯 살이니 그것은 되었고 값은 고하간에 불르는 

대로 준다니까 삼백 석을 달라면 그것도 줄 것이니 되었고 그런데 무엇

에 쓸랴고 사갈까? 쓰기야 무엇에 쓰든지 팔린 몸이 알 배 없겠지만 좌

우간 요행히 팔리기나 했으며 좋겠구만.

                      ⁝
심청  그럼 내가 마침 열다섯 살이니 사가겠소?266)

(나) 송달  남경으로 장사 가는 뱃사람들헌테, 공양미 3백 석에 임당수 제숙으로 몸

을 팔았다니 그게 정말이냐?

심청  ……

264) <심(완)>, 230-231면.
265) 조동일(1999)은 심청이 효를 실천하는 과정을 ‘투쟁’이라고 하면서, 이 투쟁이 다음과 같은 

연쇄식 삼단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법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고 
심청은 믿고 있었다고 말한다. ㉮ 효를 행하기 위해서는 부친의 눈을 뜨게 해야 한다. ㉯ 부친
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해야 한다. ㉰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기 위해
서는 죽어야 한다. ㉱ 그러므로, 효를 행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 (조동일, 「<심청전>에 나
타난 비장과 골계」,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287-288면.) 

266) <沈(7)>,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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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정말인가 보구나?

심청  그렇게나 허잖구서야 누가 날 우리 아버지 눈 뜨실 시주허라구 공양미 3

백 석을 주우.267)

채만식은 심청의 동냥 나가는 나이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현실성을 확보했다. 개

작의 목적이 현실성의 확보에만 있었다면 남경선인에게 몸을 팔기로 결정하는 심

청의 두려움과 망설임의 형상화는 필수적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

택하는 인간이 느끼는 당연한 감정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심(완)>에서와 

마찬가지로 <沈봉사>의 심청도 남경선인과의 매신 거래에서 단호하다. (가)는 귀

덕어미의 중개를 통해 남경선인을 만나게 되는 심청의 모습을 보여준다. ‘쓰기야 

무엇에 쓰든지’ 제값을 받고 팔리기만을 바라는 점, 제숙에 쓴다는 말을 듣고도 

망설임 없이 선인들과의 매신 거래를 하는 점 등은 <심(완)>에서 심청의 태도와 

유사하다. (나)는 송달을 통해 이미 남경선인과 심청의 매신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다. (나)에서는 남경선인과 심청의 거래 장면이 생략되어 있으나 심청

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송달에게 자신의 결정이 아버지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

을 전달하는 태도로 보아 효의 실천을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심청의 형상은 그대

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장승상 부인, 남경선인 등의 역할도 <심(완)>과 큰 차이 없이 유지·

계승되는데, 이들이 심청의 효를 강조하는 주변 인물이기 때문이다.

 

(가) 장승상 부인  오오냐. (같이 운다) 글쎄 어쩌면 사람이 그렇게도 무정하냐? 나

는 시방 방금 누가 와서 네가 공양미 삼백 석에 임당수 제숙으로 

몸을 팔었기 때문에 오늘 떠나느라고 이 야단이 났다고 해서 겨

우 알었구나! 그게 될 말이야. 어데? 네 효성이야 지극하다마는 

글쎄 기왕 그런 일이 있었거든 진즉 내게 와서 말을 했으면 내가 

그까짓 쌀 삼백 석을 꼈겠느냐?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를 안 

이후로 친딸이나 진배없이 여겨 왔는데 너는 나도 몰래 그런 일

을 저질러놓았단 말이냐?268)

(나) 선인 갑  보아하니 우리가 데려갈려는 저 심소저가 효성이 참으로 놀랍소. 그

러니 우리는 그 효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전량간 걷

어 모아서 저 봉사 양반이 한평생 굶잖고 살어가도록 마련을 해 주는 

267) <沈(3)>, 183면.
268) <沈(7)>,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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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어떻소. 그래 놓면 가는 심소저도 적이 마음이 뇔 것이고……269)

(가)는 장승상 부인, (나)는 남경선인의 인물 형상화를 보여준다. (가)는 심청

이 임당수 제숙으로 팔려 간다는 소식에 찾아온 장승상 부인의 대사이다. <심

(완)>에서는 시비를 보내어 심청을 부른다는 것만 다를 뿐 심청의 결정을 안타까

워하는 점, 공양미 삼백 석을 대신 지불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점, 심청을 딸처

럼 여겼다는 점 등은 모두 동일하다. (나)는 출항을 앞둔 남경선인의 대사 중 하

나이다. <심(완)>에서 “션인드리 그 경상을 보고 영좌 공논되 심소졔의 효셩

과 심봉사의 일 신셰를 각여 봉사굼지 안코 벗지 안케 모게를 여주면 

엇더하오”270)에 해당하는 부분이 대사로 변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심(완)>과 큰 차이 없이 유지·계승되는 인물 형상은 심청의 ‘효’를 부각한다. 

채만식은 비극으로서의 <심청전>의 성격에 주목했다고 말한다.271) 효의 실천을 위

해 죽음을 택하는 심청의 형상과 그 주변 인물의 형상을 유지함으로써 심청의 죽

음에 대한 작가의 새로운 해석을 도출한다.

 

2) 서사적 상황의 인용

박일용(2013)은 <심청전> 또는 <심청가>의 성립을 위해서는 최소한 다섯 가지의 

이야기가 필요함을 말한다. ① 심봉사는 개안을 위해 삼백 석의 시주를 약속하였

다. ② 공양미 마련을 위해 심청은 목숨을 팔았다. ③ 심청이 목숨을 판 것은 효

심 때문이다. ④ 효행에 대한 보응으로 환생한 심청은 황후가 된다. ⑤ 심청과 심

봉사가 재회하고, 심청의 효심에 대한 보응으로(또는 시주 때문에) 심봉사는 눈을 

뜬다. ①, ②는 <심청전> 성립의 전제 조건이며, ③은 ①, ②의 인과관계에 대한 

향유층의 해석이다. ④, ⑤는 해석을 바탕으로 한 향유층의 소망이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272) 앞서 살펴본 것처럼 <沈봉사>는 <심청전> 성립의 전제 조건인 ①, 

②를 만족한다. 아울러 그에 대한 해석 역시 ③과 일치한다. 

269) <沈(7)>, 79면. 
270) <심(완)>, 235면. 
271) “그 소재만은 넉넉 그리스 비극에 견줄만한 것이 있으면서도 막상 온전한 비극 문학이 되

지를 못하고 만 것은 여간 섭섭한 노릇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중략)… 이 대 비극 심청
전의 완성의 날을 위하여 토대에 한 줌의 흙을 보태는 의미 정도로 나는 실패를 자감(自甘)하
면서 즐거이 시험의 붓을 드는 것이다.” (채만식, 정홍섭 편, 앞의 책, 159-160면.)

272) 박일용, 「김연수본 <심청가>의 인물 형상과 미학」, 『판소리연구』 36, 2013, 3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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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여보시요 언의 쇠아들놈이 부체님게 적어노코 빈말것소 눈 나다가 안진
이 되게요273)

(나) 우리 부친 안사 공양미 삼 석을 지셩으로 불공면 눈을 보리라 되 

가셰 철빈여 판출 기리 젼이 업셔  몸 팔여니 나를 사가미 엇더요274)

인용한 (가)와 (나)는 <심청전> 성립의 전제 조건 ①, ②에 해당한다. (가)는 

심봉사가 화주승과 시주를 약속하는 장면이고, (나)는 공양미 삼백 석 마련을 위

해 심청이 남경선인과 매신 거래를 하는 장면이다. (나)를 통해서는 ③에 해당하

는, 심청이 목숨을 판 것이 효심 때문이라는 것도 확인된다. 다음의 (가)′와 

(나)′는 (가)와 (나)에 대응하는 <沈(7)>의 장면이다. 

(가)′심봉사  (버럭 성을 내어) 아아니 여보 대사,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요? 사람

을 업수이 여겨도 분수가 있지. 그래 내가 아무리 무엇하기로니 영

험하신 부처님께 거짓말을 할까 봐서 그리우. 그런 소리는 두 번도 

내지 말고 어서 썩 권선문에다가 심학규 삼백 석이라고 적어요. 그

렇잖으면 당장 칼부림이 날 테니.275) 

(나)′심청  그러면 나를 사가시요. 나는 이 동리 심학규라는 장님의 딸인데 우리 

아버지가 앞을 못 보셔서 그걸 노상 한탄하시던 차에 몽운사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고 불공을 드리면 눈을 다시 뜨신다고 해서 권

선문에 적어까지 보내고 집안이 어려운 탓으로 여러 날이 되도록 공양

이 삼백 석을 절로 올려보내지 못했소. 그러니 내 몸값으로 몽운사에 

공양미 삼백 석 보내시요. 그리고 나를 데려가시요.276) 

인용한 (가)′와 (나)′는 앞서 살펴본 (가), (나)가 <沈(7)>에 인용된 장면이

라 할 수 있다. (가)′는 심봉사의 시주 약속 장면, (나)′는 심청이 남경선인과 

매신 거래를 하는 장면이다. 이는 <심청전> 성립의 전제 조건 ①, ②를 만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나)′에서도 ③에 해당하는 심청이 목숨을 판 것이 효심 때문임

을 확인할 수 있다. 

<심(완)>과 <沈봉사>에서 심청의 욕망은 조금도 자신을 향하지 않고, 맹목적이

273) <심(완)>, 227면. 
274) <심(완)>, 230면. 
275) <沈(7)>, 58면.
276) <沈(7)>, 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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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버지라는 존재를 향한다. 아버지의 욕망 실현이 곧 심청

의 욕망이 되어 죽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는 존재로 그

려진다. <沈봉사>는 근대적 사고를 기반으로 초월적인 힘을 제거했음에도 전근대

적인 심청의 형상은 유지한다. 이는 작가가‘효’의 가치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앞서 확인하였듯이 <沈봉사>의 전반부 사건은 확장, 축소 등이 있을 뿐 <심

(완)>과 동일한 성격의 사건이 유지되지만, 후반부의 사건은 <심(완)>과 <沈봉사>

가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는 심청의 효행을 드러내는 전반부의 사건을 그

대로 유지함으로써 후반부의 충격적인 결말 구성에 대한 비극성을 강화하고, 효의 

실천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작가의 의도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심(완)>의 공간은 지상계와 천상계를 오고 가면서 작품의 서사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 [그림 4]는 중심인물인 심청과 관련된 중핵 사건을 중심으로 

심청의 공간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

⇨
㈏

⇨
㈐

⇨
㈑ ㈒

⇨
㈓

천상 황주

도화동

인당수 수궁

(용궁)

인당수 황실

천상계 지상계 지상계 천상계 지상계 지상계

[그림 4] <심(완)>에서 심청의 공간 이동

(가)는 곽씨 부인의 태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심청의 전생 공간과 관련된다. 

심청은 ‘서황묘의 ’이었으나 득죄하여 (나)로 공간을 이동하여 심봉사와 곽씨 

부인의 딸로 태어난다. (나)에서의 심청의 효심은 어머니의 상실, 아버지의 장애, 

가난 등으로 인해 더욱 부각되고, (다)로의 이동을 결심함으로써 심청의 효심은 

더욱 극대화된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판 심청

은 인당수 제수(祭需)가 되어 물에 빠지고, (라)로 이동한다. (라)에서 극진한 대

접을 받으며 ‘광젼 옥진부인’이 된 어머니까지 상봉하게 된 심청은 ‘월노방

연의 기한’277)이 가까워지자 꽃봉오리를 타고 (마)의 인당수로 재생한다. (다)와 

(마)는 동일한 공간이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다)의 인당수가 죽음의 공간이라면 

277) ‘월노방연(月老芳緣)’은 달에 사는 월하노인(月下老人)이 맺어준다는 남녀 간의 인연으로, 
심청이 황제를 만나 혼인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정하영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3 심청
전』, 고대민족문화연구소, 1995, 162-163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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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는 재생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인당수는 지상계와 천상계를 매개

하는 공간으로써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에서 고국으

로 돌아오던 남경선인에게 발견된 꽃봉오리 속의 심청은 (바)에 이르러 황후가 된

다. (가)에서 (바)로의 공간 이동은 천상계와 지상계가 교차하며, 천상계의 질서

가 지상계에 작동하면서 인물의 지위가 상승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가)∼(바) 중에서 <沈봉사>에 인용된 공간은 (나)와 (다)이다. <심(완)>에서의 

‘황주 도화동(桃花洞)’은 그 이름만으로는 복숭아꽃이 만발한 도교의 이상향을 

떠올리게 하지만, 그 실상은 결핍의 공간이다. 동냥으로 겨우 생을 잇는 지독한 

가난의 공간이며, 심청이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를 잃고 장애가 있는 아버지

를 봉양하며 살아가는 힘겨운 공간이다. 결국 그 공간에서 심청은 가난과 아버지

의 장애라는 결핍 상황으로 인해 죽음을 결심하기 때문에 그 지명은 어찌 보면 반

어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심청은 (나)에 머물지 않고 (다)를 거쳐 (바)까지 

공간 이동을 통해 그 지위가 상승하고, 결국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결말

을 맞는다. 따라서 결핍의 공간이었던‘황주 도화동’은 심청이라는 효심이 출중

한 인물이 탄생한 이상적인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공간이 된다. (다) 역시 죽

음의 공간에서 재생의 공간 (마)로 그 성격이 변모한다. <沈봉사>에서도 ‘황주 

도화동’은 그대로 인용되어 구현된다. 이 공간은 <심(완)>과 동일하게 결핍의 공

간이다. 결핍 상황으로 인해 (나)에서 (다)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인물의 처지 역

시 그대로 인용되어 있다. 그러나 공간 이동이 결핍 해소로 이어지면서 공간의 성

격이 변모하는 <심(완)>과 달리 <沈봉사>의 (나)에서 (다)로의 공간 이동은 심청

을 죽음에 이르게 함으로써 결핍을 극복하지 못한 채 비극으로 마무리된다. 그런

데도 채만식은 왜 ‘황주 도화동’이라는 공간을 그대로 인용했을까? 그것은 심청

이라는 인물 설정과 관련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심(완)>의 형상이 <沈봉

사>에서 그대로 유지된 대표적인 인물은 ‘심청’이다. 황주 도화동은 결핍의 공

간이며, ‘천출지효(天出之孝)’가 탄생한 공간으로서의 성격은 그대로 지닌다. 

그러나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의 비극적 삶으로 인해 그 공간은 꽃

이 만발하는 곳이 아닌 안타까운 꽃이 희생되는 반어적인 공간이 된다. 마찬가지

로 ‘인당수(임당수)’ 역시 재생의 공간이 되지 못하고 죽음의 공간이라는 비극

성만 갖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인물의 대사를 통해 ‘임당수’라는 공간이 등장할 

뿐 임당수를 서사적 공간으로 하는 장면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공간의 성격 변화

와 무관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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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심(완)>에서 인용된 서사적 상황도 <沈봉사>에서 완전한 동일성을 확보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서사적 의미도 다를 수밖에 없다. 변용 양상을 함께 살펴

보아야만 <심(완)>과 <沈봉사>의 인용 양상에 대한 서사적 의미까지 함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2. 변용 양상의 분석

1) 인물 형상의 변형과 창조 

심청에 대한 텍스트 간의 대화는 효를 실천하는 인물임에 동의하면서도 <沈7>은 

그 행위에 합당한 합리적 나이를 설정하여 현실성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는 심청이 지닌 비범성 유무와 관련이 있다. 

 잇의 심낭자는 창 즁의 몸이 드러 죽은 졸노 알엇더니 오운이 영농고 이이 

촉비터니 옥져셩 말근 소 은근이 들이거날 몸을 머물너 주져 졔 옥황상졔 교

사 인당수 용왕과 사용왕 지부왕게 닛닛치 교시되 명일의 출천효녀 심쳥이

가 그 곳슬 갈거스니 몸의 물  점 못잔케 되 만일 모시기를 실수면 사용왕

은 쳔벌을 주고 지부왕은 손도를 줄거스니 수졍궁으로 모셔드려 삼연공궤 단장여 

셰상으로 환송라 교시니278) 

죽은 줄로 알았던 심청은 용궁이라는 초현실적 세계로 이동한다. 인용한 부분은 

심청의 환생이 인당수에 투신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반부의 심청은 모친의 상실, 부친의 장애, 가난 등으로 인해 힘든 삶을 살아가는 

일상적 인물로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청의 출생담에서 전생이 ‘셔황묘 

’임을 밝힌 것이나 남다른 성장 과정에 대해 서술한 것은 심청의 비범성을 강

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청이 죽음의 상황을 벗어나는 것은 태생부터 비범한 

인물이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沈봉사>의 응답은 다르다. “그러면 

심청이라는 소녀는 분명 죽은가보이다.”279)라는 왕후의 대사나 “청이는 죽은 혼

백이라두 인제는 여한이 없겠읍니다.”280)라는 송달의 대사는 지극한 효를 실천한 

278) <심(완)>, 245면. 
279) <沈(7)>, 97면. 
280) <沈(3)>,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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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라고 하더라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일 뿐임을 드러낸다. 

이본 파생에서도 효녀 형상이 유지, 강화되는 심청과 달리 심봉사의 형상은 특

정한 틀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같은 판본 내에서도 그 형상이 장면별로 다르

게 나타나기도 한다.281) <심(완)>과 <沈봉사>에서 심봉사의 형상도 그러한 관점에

서 비교가 된다. 

<심(완)>의 서두를 보면, 심학규는 양반의 후예로, 갑작스럽게 눈이 멀어 벼슬

을 잇지 못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청렴하고 강개하여 사람들

로부터 군자라고 불릴 정도의 긍정적인 성품을 지닌 인물로 소개된다.282) 그런데 

<沈(7)>은 심봉사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서막을 연다.

심봉사  허어뿔싸! 관격이 된 거로군! 그 찬 밥뎅이를, 어제 저녁에 먹다가 둔 찬 

밥뎅이를 먹더니만 관격이 되었어 관격이 되었어…….

                  ⁝
심봉사  저어 애기 저어 얼른 좀 애기. 

웃집 부인  애기를 어쩌라구요?

심봉사  얼른 와서 애기를 좀 낳아 주어요.

웃집 부인  아이구 망칙해라. 그게 무슨 소리요? 나더러 가서 애기를 낳아 달라니요. 

                  ⁝
심봉사  히히. (어깨를 으쓱으쓱 다리를 뚜벅뚜벅 부엌으로 가면서) 이히 얼씨구 좋

다, 히히. (열어놓은 부엌문에 이마를 부딪친다) 어이쿠! 그래도 좋다. 이

히 얼씨구 좋다, 이히. (또 돌아서서 귀를 기울인다)283)

인용한 부분은 <沈(7)> 서막의 일부이다. 해복 기미가 있는 곽씨 부인은 심봉사

에게 웃집 부인을 불러오게 하여 심청을 출산한다. 출산을 앞둔 아내가 진통하는 

줄도 모르고 급체했다며 호들갑을 떠는 모습에 이어 웃집 부인에게 허둥지둥 찾아

가서 어불성설로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까지 심봉사는 우스꽝스럽게 묘사된다. 심

청의 탄생에 기뻐서 히죽히죽 웃는 모습이나 조심성 없는 행동 역시 경망스럽다. 

<심(완)>의 심봉사도 서사 전개에 따라 점차 비속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281) 서유경, 앞의 글, 2002, 86면. 
282) “송나라 말년의 황주 도화동의  사이 잇스되 셩은 심이요 명은 학규라 누셰 장영지족으

로 문명이 자자터니 가운이 영쳬야 이십안 안니 낙슈쳥운의 벼살이 어지고 금장자수의 
공명이 무어스니 향곡의 곤 신셰 원근 친쳑 업고 겸여 안니 뉘라셔 졉랴마는 양반
의 후예 실이 청염고 지조가 강니 사마닥 군자라 층더라.” (<심(완)>, 211면.)

283) <沈(7)>, 29-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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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7)>의 경우에는 서막부터 그 비속함이 <심(완)>보다 강화되었을 것임을 예측

하게 한다.

 심봉사 정셰는 각지 안코 눈 단 말의 혹여 그러면 삼 석을 적어 가시요 화

주승이 허허 웃고 여보시요 의 가셰를 살펴보니 삼셕을 무신 슈로 것소 심봉

사 홰의 는 말리 여보시요 언의 쇠아들놈이 부체님게 적어 노코 빈말것소 눈 

나다가 안진이 되게요 사람만 업수이 여기난고 염에 말고 적의시요284)

 

인용한 부분은 심봉사가 몽은사 화주승에게 시주를 약속하는 장면이다. 가세를 

생각한 화주승은 심봉사의 시주를 만류하지만, 이는 오히려 심봉사를 부추기게 되

어 결국 권선문에 시주 약속을 적는다. 집안 사정을 생각지 않고 홧김에 시주 약

속을 하는 심봉사의 모습은 ‘실이 청염고 지조가 강니 사마닥 군자라 

층’는285) 인물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경솔하고 충동적일 뿐만 아니라 감

정적이기까지 하다. 서두에 소개된 심봉사의 성품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심봉사

의 갑작스러운 행동은 개안에 대한 간절함의 표출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심봉사의 충동적인 결정은 심청의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고난을 가중시킨다. 

심봉사  그거야 이를 말이요. 시주를 해야지 삼백 석이랬겠다? 원 그것쯤 가지고 그

렇게 어려우니 어쩌니 하시우? 원! 그러면 여러 말할 것 없이 내가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했소. 자아 권선문에다 적으시요. 

                             ⁝ 
심봉사  (버럭 성을 내어) 아아니 여보 대사,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요? 사람을 업수

이 여겨도 분수가 있지. 그래 내가 아무리 무엇하기로니 영험하신 부처님께 

거짓말을 할까 봐서 그리우. 그런 소리는 두 번도 내지 말고 어서 썩 권선문

에다가 심학규 삼백 석이라고 적어요. 그렇잖으면 당장 칼부림이 날 테

니.286) 

<沈(7)>에서는 <심(완)>보다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심봉사가 등장한다. 게다가 

공양미 삼백 석쯤 시주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며 허세까지 부린다. ‘칼부림’이라

는 위협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입장을 표출하는 심봉사의 모습은 <심(완)>

의 그것보다 비속하다. 

284) <심(완)>, 227면.
285) <심(완)>, 211면. 
286) <沈(7)>, 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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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봉사  (독백) 눈을 뜬다? 눈을 떠? 흐흐 근 사십 년 앞을 못 보고 고생하던 

눈을 다시 뜬다. 눈을 뜨고 광명을 다시 본다. 흐흐흐흐. 어이구 인제

는 살었다. 우리 어여쁜 심청이 얼굴도 볼 수 있으렷다. 시방처럼 손

으로 만져보지 않고 뜬눈으로 본단 말이지, 흐흐 가만 있자. 내가 그

해에 과거를 보러 서울로 가려다가 눈병이 나서 못 가고는 영영 눈이 

멀었겠다. 응, 그러면 눈을 떠가지고 다시 과거를 본단 말이야.

……287) 

(나) 심봉사  (신이 나서) 흐흐 눈을 뜬단 말이렷다. 눈을, 수십 년 만에 눈을 도루 

뜬단 말이렷다 흐흐. 번쩍 눈을 떠 광명천지를 다시 보아 흐흐. 과거

를 보아 급제를 해 벼슬을 해. 늦게나마 영광을 누려. 조상과 가문을 

빛내어 흐흐. (어깨를 들썩들썩) 얼씨구 좋다 흐흐. 우리 청이가 조옴 

기뻐허며 마누라도 지하에서나마 오죽 기뻐허리.288) 

(가)와 (나)에서는 탁발승에게 시주 약속을 한 후 눈을 뜰 수 있다는 생각에 한

껏 기대가 부풀어 있는 심봉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심(완)>의 심

봉사가 ‘눈을 뜬다’는 사실 자체를 욕망했다면, <沈봉사>에서는 눈을 뜬다는 사

실 자체가 욕망의 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개안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감

이 개안 자체에 대한 기대감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 심봉사에게는 눈을 뜨고, 

과거를 보아, 급제를 하여, 벼슬을 하고, 가문을 빛낸다는 욕망의 연쇄 작용이 이

미 완료된 것이다. 이러한 심봉사의 욕망은 (가)에 비해 (나)에서 훨씬 두드러진

다. (가)의 경우 눈을 뜨면 심청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이어 과거 급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반면, (나)의 경우에는 과거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무엇보다도 우선해 있기 때문이다.289) <沈(3)>에서 심봉사의 과거에 대한 욕망은 

제1막의 첫 장면에서부터 등장한다. 

287) <沈(7)>, 59면.
288) <沈(3)>, 177면.
289) 신찬경(2021)은 심봉사의 개안 염원 이유가 입신영달이라는 점은 두 편의 희곡 모두 동일

하게 공유하는 사실이지만 <沈(7)>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공존의식의 토대 위에 존재하고, 
<沈(3)>의 경우 오직 영광을 누리고 조상과 가문을 빛낼 그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
서 그 방향을 달리한다고 말한다. (신찬경, 앞의 글, 149-177면.) 

    그러나 이는 개작본 간의 비교일 뿐 <심청전>에서의 개안 욕망과의 차이를 드러내지 못한
다. 심봉사의 욕망은 개안 자체를 욕망한 <심청전>의 것과 방향이 다르며 그 정도가 <沈(3)>
에 와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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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자(孟子)』 공손추장(公孫丑章)의 대문을 구성지게 읽다가 

“과의니―”

하고 끝을 길게 빼다가 그친다. 그러고는 조금 후에 

“천하지부조묘장자ㅣ 과의니”

“천하지부조묘장자ㅣ 과의니”

하고 더듬는다. 

심봉사  (방에서) 허어 또 잊었구나 또 잊었어! 이 일을 어떡헌단 말인고. 이렇게 

잊어버리다가는 요행 눈을 뜨기로소니 무슨 수루 과거를 보드란 말인고, 

무슨 수로. (間) 천하지부조묘장자ㅣ 과의니, 천하지부조묘장자ㅣ 과의니. 

입에서 배앵뱅 돌면서두 생각이 아니 나는걸. 허어 거 참 온 그렇게 잊어

버리드람…….290) 

심봉사는 ‘천하지부조묘장자ㅣ 과의니’에 이어지는 『맹자(孟子)』공손추장의 

뒷부분을 끝내 외우지 못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요행히 

눈을 뜨더라도 심봉사의 과거 급제는 요원하다는 점, 둘째, 심봉사의 성급함이 오

히려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라는 점이 그것이다.291) 심봉사가 외우지 못한 ‘천하

지부조묘장자과의(天下之不助苗長者寡矣)’에 이어지는 부분은 “무익하다고 해서 

내팽개치는 것은 김매지 않는 것과 같고, 억지로 조장하는 것은 싹을 뽑아 올려 

주는 것과 같다. 조장하면 무익할 뿐 아니라 또 해를 끼치게 된다.”292)는 맹자의 

가르침이다. 이를 끝까지 떠올리지 못하는 심봉사의 모습은 『맹자』를 반복하여 

외움에도 불구하고 배움은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沈(3)>은 그 시작부터 심봉

사가 스스로의 욕망을 성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나친 욕망으로 인해 일을 그

르치게 될 것임을 맹자의 가르침을 인용하여 암시한다. ‘천하지부조묘장자’가 

될 수 없는 심봉사를 첫 장면에 등장시킴으로써 <심(완)>에서 경험한 행복한 결말

에 대한 관객(독자)의 기대감은 무너지게 되고, 심봉사의 성급함이 만들어낼 불행

한 사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심봉사의 형상은 ‘아버지다움’ 또는 ‘가

장다움’에 대한 화제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박일용(2013)은 심

봉사를 희화화하는 양상은 곽씨 부인과 심청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부각시키려는 

향유층의 의도가 내포된 것이라고 말한다. 단, 그 책임을 강하게 부각할 경우 자

290) <沈(3)>, 172면.
291) 방민호, 『채만식과 조선적 근대문학의 구상』, 소명출판, 2001, 187면 참고. 
292) “以為無益而舍之者, 不耘苗者也, 助之長者，揠苗者也. 非徒無益, 而又害之.” (맹자, 박경환 

역, 『맹자』, 도서출판 홍익, 2021, 98-1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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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적 희생의 숭고한 가치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그 방식은 간접적인 형태를 취한

다는 것이다.293) 가족 희생의 원인이 심봉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논평이 나타나지 않는 점, 가족의 희생과 관련하여 주변 인물의 부정적 

시선을 드러내지 않는 점 등은 그가 과연 가장다운 인물인가 또는 아버지다운 인

물인가에 대한 대답을 독자의 몫으로 넘긴다. 이와 마찬가지로 <沈봉사>도 가족의 

희생에 대한 심봉사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다. 그러나 <심(완)>과 달리 

심봉사의 개인적 욕망을 부각함으로써 심청의 희생에 대한 책임이 심봉사에게 있

음을 강조하고, 심청의 억울한 죽음이 아버지답지 못한 인물의 욕망으로 인한 것

임을 보여준다. 또한 ‘딸을 잡어 먹은 놈의 눈구먹’294)을 스스로 찌르는 심봉사

를 그려냄으로써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담아내고 있

다. 

인물의 등장 순서도 <심(완)>과 차이가 드러난다. 특히 <沈(3)>에서 심청은 1막 

2장에서만 잠시 등장하고 있어서 중심인물이라 하기 어렵다. <심(완)>과 <沈(7)>

에서도 심청의 등장이 심봉사와 곽씨 부인보다 뒤에 위치하지만 그것은 심청의 출

생 시기와 관련 있는 배열일 뿐 인물의 중요도와는 무관하다. 또한 작품 후반부에

서는 <심(완)>에서만 ‘심청’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沈(7)>과 <沈(3)>에는 심

청의 등장이 없다. 전반부 사건에서 심청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후반부에서는 

그 죽음을 이야기하는 인물들의 대사를 통해 심청이 언급될 뿐이다. 이처럼 심청

의 비범성은 제거되고, 가족의 희생에 대한 심봉사의 책임 소재를 밝힘으로써 등

장인물의 순서 역시 재배치되고 있다. 

남경선인의 역할도 재해석된다. 서사적으로 본다면 ‘인신공희’는 심청의 효가 

가장 최대치로 드러날 수 있는 사건이며, 남경선인은 해당 사건을 이끄는 인물이

다. 심청이 환세하여 높은 지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남경선

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들에 대한 비판도 제물을 바치는 행위에 대한 

비판도 <심(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295) 앞서 살펴본 것처럼 효를 드러내는 역

할로서의 남경선인의 형상은 <沈(7)>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沈(7)>에서

는 인신공희의 결과가 <심(완)>과 달리 나타나면서 남경선인에 대한 비판적인 시

293) 박일용, 앞의 글, 338-342면 참고. 
294) <沈(7)>, 101면.
295) 심청이 제물로 팔려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심봉사의 대사 “여보시요 동 사 절언 놈덜

을 그져 두고 보오.”에서만 비판적 관점이 확인되는데, 이는 부녀의 이별 상황을 애절하게 그
려내기 위한 장치인 것으로 보인다. (<심(완)>,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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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함께 드러내고 있다. 근대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인신공희’는 없어져야만 

하는 끔찍한 ‘악습’이며, 심청은 안타까운 희생자일 뿐이다.

 심청 바다로 향하고 서서 두어 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치맛자락을 둘러 쓰고 물로 

뛰어든다. 선인들 고개를 숙이고 장가는 북을 울리다가 악! 소리를 치고 엎드러진

다. 무대 급히 암전296)

인용한 부분은 심청을 임당수 제숙으로 바친 후 그 자리에서 쓰러진 도선주 장

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장가는 이때부터 눈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안맹을 하게 되

었다는 사연을 왕후와 장승상 부인 앞에서 이야기한다. <심(완)>에서의 남경선인

은 심청의 효심에 감동 받아 혼자 남을 심봉사를 위한 제물을 남겨두고, 장사 다

녀오는 길에는 심청의 넋을 위로하며 심봉사의 개안을 기원하기도 한다. 천자와 

심청의 연(緣)도 도선주에 의해 이어진다. 그런데 <沈(7)>에서는 ‘인신공희(人身

供犧)’ 행위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확인할 수 있다. 도선주 장가는 스스로 안맹

의 원인을 ‘출천효녀 심소저를 제숙으로 사다가 임당수에 제숙으로 넣은 천

벌’297)이라 생각하고, 왕후 역시 ‘당장 그러한 악습을 금하도록 하고, 만일에 

범하는 자 있으면 죽음으로 죄를 다스리’겠다고 말한다.298) 왕후는 자신들의 안

위를 위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남경선인의 행위를 부도덕한 행위로 결론짓는다. 

악습을 행하는 남경선인은 심청의 효를 드러나게 하는 인물이면서도 전근대적 사

고에 기반하여 억울한 희생양을 양산하는 악인의 면모를 가진 모순적인 인물로 변

모되어 형상화되고 있다. 

<심(완)>과 달리 새롭게 창조된 인물은 <沈(7)>의 왕후, 궁녀 김씨, 그리고 <沈

(3)>의 송달, 홍녀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합리적이고 현실주의적인 사고를 지닌 

심청의 연인 송달이 주목된다. 

심봉사  미륵사 부처님이 자고로 그렇게 영허시다는구나. 아무구 공양미를 시주를 

할 것 같으면 아니 낫는 병이 없구 못 곤치는 병신이 없다는구나. 

송달  절은 보잘것 없든데요. 

심봉사  절이야 아무려면 대수냐. 부처님 하나 영허시면 제일이지. 글쎄 앉은방이가 

일어서구, 곰배팔이가 팔을 펴구, 벙어리가 말을 허구, 하 그러구 장님이 눈

296) <沈(7)>, 96면.
297) <沈(7)>, 96면. 
298) <沈(7)>, 9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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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뜬다는구나. 눈먼 장님이 눈을 떠, 눈을 떠서 광명천지를 보는 구나. 얼

마나 영허시냐. 

송달  글쎄요. 

심봉사  그래 두말할 것 없이 나두 당장 그 자리서 시주를 했지. 그런 영허신 부처

님한테 시주를 했으니 눈은 떠둔 거 아니냐, 그렇지. 

송달  글쎄요. (間) 시주는 얼마나 허섰죠.299) 

심봉사는 집에 찾아온 송달에게 탁발승과 시주 약속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눈을 

뜬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들떠 있는 심봉사와는 달리 송달은 미심쩍다는 태

도로 일관하며 심봉사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보잘것없는 절, 미륵사를 불

신하는 송달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심봉사의 말도 부정한다. 그럼에도 심봉

사는 시주를 약속한 자신의 결정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하고 송달은 ‘글쎄요’라는 

대답을 반복하며 심봉사의 말에 동조하지 않는다. 

송달  (물끄러미 바라다보면서) 쌀 3백 석이 어디서 납니까?

심봉사  어디서 나느냐구.

송달  댁이나 저이나 번연히 아는데 3백 석은 고만두구 3백 줌두 없잖으세요. 

심봉사  딴은 참! (생각한다) 그래 참! 

송달  3십 석이라두 모를 텐데요. 청이는 어디 갔죠. 

심봉사  빨래허러. 

송달  그럼 청이두 없는 새 혼자서 그래섰군요. 

심봉사  (당황하여) 얘 달아. 

송달  네. 

심봉사  이거 큰일났구나. 어떡허면 좋으냐.300)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 채 눈을 뜬다는 기대감에만 들떠 있는 심봉사를 일깨워주

는 건 바로 송달이다. <심(완)>과 <沈(7)>에서 화주승(탁발승)이 떠나고 얼마 지

나지 않아 자신의 실수를 스스로 인지하고 당황하는 심봉사와는 전혀 다르다.301) 

299) <沈(3)>, 178면.
300) <沈(3)>, 179면.
301) <심(완)>과 <沈(7)>에서는 심봉사가 화주승(탁발승)을 떠나 보낸 후 삼백 석을 시주할 수 없

는 형편임을 바로 깨닫고 당황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 “화주승이 발랑을 펄쳐노코 제일
층 불근의 심학규 미 삼 석이라 적어가지고 직고 간 연후의 심봉사 즁을 보고 
다시금 각니 시주쌀 삼 석을 판출 지리 업셔 복을 빌야다가 도로여 죄를 어들 거시
니 이를 어이리.” (<심(완)>, 227-228면.); “부처님이 도승을 보내서 우선 내가 죽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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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심봉사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서 자각하게 해주는 인물이 <沈

(3)>에서는 필요하다. 쌀 삼백 석 시주 약속을 했다는 심봉사의 말에 송달은 심봉

사의 살림 형편이 그만큼의 쌀을 조달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고, 심청 없이 일을 

벌인 심봉사의 경솔함을 탓한다. 그제서야 심봉사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당황한

다. 심봉사의 성급함이 일을 그르치게 될 것임은 이미 첫 장면의 반복되는 경전 

외우기에 의해 암시되었다. 관객(독자)의 예상에서 어긋남 없이 심봉사는 탁발승

의 마치 상술과 같은 화려한 언변에 속아 성급하게 시주를 약속하는데, 그 실수조

차 깨닫지 못하고 눈을 뜬다는 환상에만 빠져있다. 개안에 대한 간절함에 의해 이

성의 눈조차 멀어 상황판단력까지 잃어버린, 신체적 불구를 넘어서 정신적 불구 

상태인 심봉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합리적인 송달과 대비되어 더욱 날카롭게 제

시되고 있다.

송달  부처님이 그렇게 영검스럽구 해서 눈을 뜨구 허신다니까 고만 눈 뜨신다는 생

각만 골똘허셔서 미처 뒷일은 생각을 못허시구서 그리신거죠. 그리시기두 쉽죠. 

심봉사  허! 내가 자소(自少)로 사람이 그렇게 일에 임해서 사려를 넓구 깊게 허지

를 못허는 사람이란 말야. 생각을 외곬으루만 허구, 번연히 다른 건 잊어버

리구, 그래서 낭패를 보기두 많이 했건만서두 타구난 천품이라 그걸 종시 

못 곤치다가 필경 또 이런 큰일을 저즐러 놓았으니 휘유!

송달  걱정허실라 마세요. 낼 행세가 못 닿아서 못 내는 거야 어떡허겠어요. 

심봉사  우리네 사람끼리두 빈말을 허구 속히면 죄가 되는 법인데 우황 부처님을 속

히다니 온전헐 것이냐. 

송달  부처님이 정말 부처님이시라면 가난허구 불쌍헌 사람 사정두 알아주실 테죠. 

심봉사  아니, 가난허면 가난헌 대루 아무 소리두 말구 앉었을 일이지, 어쨌다구 부

전부전 나서서 부처님을 속히느냐. 낼 힘두 없으면서 무슨 탁으루 권선장에

다 공양미 3백 석을 써놓느냔 말야. 그게 부처님 속히자는 수작이 아니구 

무어야. 네가 부처님이라두 그 짓이 꽤씸헐 거 아니냐. 

송달  지가 부처님이란다면, 저는 어루신네 같으신 이는 시주 한 되빡 아니 허셔두 

눈두 뜨게 해드리구 복두 많이 점지해 드리구 다 그러겠읍니다. 

심봉사  벌은 받아두었어. 꼼짝 못 허구 벌은 받아두었어. 

송달  온 벌이 무슨 벌이요.302)

을 구해 주신 것부터 영험하단 말이야. 응응 그래그래. 가만 있자 공양미 삼백 석이랬겠다. 
삼백 석 삼백 석을 몽운사로 올려보낼 터인데 삼백 석 (차차 얼굴이 변해 간다) 삼백 석 삼백 
석 어떻게 해 보내나. 허어 이거 야단났군. 이거 야단 났어! 응 이거 야단났어! 삼백 석을 마
련할 도리가 없는걸. 응 이걸 어찌냐!” (<沈(7)>, 59-60면.)

302) <沈(3)>, 179-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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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한 부분에서는 심봉사의 입으로 그 성품이 직접 제시되고 있다. 사려 깊지 

못한, 외곬의 타고난 성품은 그간 여러 차례 곤란한 상황을 만들었음을 말한다. 

송달로 인해 심봉사는 자신이 다시 한번 곤란한 상황에 빠졌음을 자각했으나, 여

전히 비합리적 사고를 이어간다. 송달은 개안에 대한 간절함으로 인한 심봉사의 

행동이 발생 가능한 일이었음을 이야기하며 위로한다. 또한 시주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이 되지 않아 못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득한다. 그러나 

심봉사는 자신의 성급한 결정에 대해 자책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부처님의 영험

함을 믿고 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이 탁발승의 화려한 언변에 속아 넘어갔다는 사

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천상계와 지상계를 구분하는 이원론적 사고

와, 천상계의 힘이 지상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은 심봉사가 비합리적 사고를 

이어가게 만든다. 

송달  공양미 3백 석 시주허구서 먼 눈을 뜨량이면 이 세상 웬만헌 장님 죄다 눈을 

뜨지 그냥 있을 상부르냐? 장님에두 부자가 많잖어? 그 사람들은 공양미 3백 

석은 말구, 3천 석이라두 시주를 헐 줄 몰라 아니 허며, 시주를 아니해서 눈

을 못 뜨나?

심청  넉넉헌 성세보담도 그 사람 정성이라야 헐 테죠. 

송달  정성이래야 허면 밤으로 정성이나 드렸으면 고만이지, 임당수 제숙으로 몸을 

팔아, 멀쩡헌 생목숨을 끊어가면서꺼정, 그여히 시주를 해야 헐 건 없잖으냔 

말야. 

심청  그게 여니 사람 못 따를 극진헌 정성 아녜요? 정성두 그만이나해야, 하느님이

랑 부처님이 감동이 되실 거 아니겠어요. 

송달  그래, 그럼, 그렇게 해서 가사 눈을 뜨신다구 치구, 그래 자식을 생으로 죽여

서 뜨는 눈이 그 부모로 앉어 질거워? 맘이 편허셔?

심청  장차 눈을 뜨시게 허는 것두 뜨시게 허는 것이려니와 그렇게라도 해서 공양미 

3백 석을 여일히 시주를 해드렸기망정이지 만약 못했어보세요. 그 사흘 밤 사

흘 낮을 두구, 꼭 상성허신 이처럼 부처님을 속였으니 그 벌로다가 먼 눈이 

마저 곯아빠지구, 혀가 오그라져 벙어리가 되구, 곰배팔이에 앉은방이가 되

구, 무서워허시믄서, 곧 자결을 허실 령으로 드시든 양이라니, 남의 자식 된 

몸으로 차마 그냥 보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걸 생각하믄 당장 그 괴롬을 풀

어드린 것만 해도, 제 목숨 하나 값은 넉넉히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인제 눈

꺼정 뜨시게 된다믄 그런 졸 도리가 어딨어요. 저 겉은 목숨 열도 아깔 것 없

조.303)

303) <沈(3)>, 183-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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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이 임당수 제숙으로 몸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송달의 대사에서도 

합리적인 사고는 두드러진다. 송달은 공양미 삼백 석 시주로 눈을 뜰 수 있다면 

부유한 맹인들은 모두 눈을 떴어야 한다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로 종교적 기

원의 비합리성을 비판한다. 그에 비해 심청은 공양미 삼백 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정성이 신을 감동시키기에 충분

하다고 믿는다. 송달은 설사 그런 일이 이루어지더라도 자식의 죽음과 맞바꾼 개

안이 과연 진정한 효도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그런데 심청의 결정은 단지 개

안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심청의 일차적인 목적은 아버지 심봉사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시주 약속을 지키지 않아 받을 벌에 대한 두려

움이 아버지 심봉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심청의 생각은 차라리 자신

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믿게 만든다. 그것을 통해 아버지의 개안까지 이

룰 수 있다면 그 죽음의 가치는 충분하다는 것이다. 

심청은 효를 행하기 위해 앞 못 보는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아버지를 큰 불행에 빠뜨려야만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인다. 효를 절대적인 것

으로 긍정하기 위해서는 효마저 부정해야만 할 정도로, 심청의 희생은 이율배반적

이며, 눈먼 아버지를 버리고 가는 심청의 결단은 잔인하기까지 하다.304) 그러나 

<심(완)>에서는 심청의 희생을 안타까워할지언정 희생의 이율배반적 성격에 대한 

지적은 없다. 채만식이 새롭게 창조한 송달은 심봉사와 심청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러한 희생의 이율배반적 성격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2) 서사적 상황의 축소와 확장 

서사적 상황의 축소와 확장은 선행 텍스트를 인용하면서도 ‘이야기하는 시

간’305)을 줄이거나 늘이는 변용을 가한 경우를 말한다. 대화 관계 확인 단계에서 

서사적 상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후반부 서사는 세 작품이 공유하는 줄거

리가 없어서 <沈(7)>과 <沈(3)>이 <심(완)>의 서사를 인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304) 조동일, 앞의 글, 289면. 
305) 리쾨르(P. Ricoeur)는 귄터 뮐러가 제시하고, 주네트가 다시 적용한 ‘이야기하는 시간’과 

‘이야기되는 시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은 책을 읽는 시간으로, 장수나 
줄 수 등을 세어 측정할 수 있는 시간이며, ‘이야기되는 시간’은 해, 달, 날 수로 계산되는 작
품 자체 속에서 날짜로 표시되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폴 리쾨르, 김한식·이경래 역, 『시간과 
이야기 2』, 문학과 지성사, 2017, 157-158, 1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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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따라서 서사적 상황의 축소와 확장은 서사 전반부의 변용 양상을 확인하

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서사적 상황의 축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심(완)>보다 이야

기하는 시간을 줄여서 축소된 장면으로 <沈(7)>이나 <沈(3)>에 삽입한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심(완)>의 삽화를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전체 서사를 압축적으로 제

시한 경우가 그것이다. 다음에서는 장승상 부인 대목의 축소 양상을 확인할 수 있

다. 

(가) 일일은 월평 무릉촌 장승상 시비 드러와 부인 명을 바다 심소졔를 청거늘 

심쳥이 부친게 엿자오되 어룬이 부르신직 시비 기 가 단여오것난이다 만일 가

셔 더듸여도 잡슈시던 나문 진지 반찬 시져 상을 보와 탁자 우의 두어스니 시장

시거든 잡수시요 부 나오기를 기다려 조심소셔 하고 시비를 러갈 

졔……306)

(나) 심봉사  (독백) 원 이애가 웬 일일까? 응 점심때가 못되어서 간 아이가 날이 

이렇게 저물도록 돌아오지를 아니하니 (멀리서 북소리 들려온다) 내

가 이렇게 시장해서 견딜 수가 없는데 어여 와서 밥도 좀 지어 주고 

하지 않고 무얼 하느라고 이리 더디담. (천천히 걸어서 하수로 간다) 

응, 그 댁 부인이 붙잡고 아니 놓나? 그렇더래도 그애 솔성이며 또 

애비를 생각하는 효심이 뿌리치고라도 발써 돌아왔을 텐데. 이거 원 

도무지 궁금해서 사람이 견딜 수가 있나. 어데 저만큼 나가볼까.307)

(가)는 <심청가>에서‘시비 따라가는 대목’으로 불리는 장승상 부인 삽화의 시

작 부분이다. 해당 삽화는 장승상 댁의 위엄있고 아름다운 풍경 묘사, 장승상 부

인의 수양딸 제안, 심청의 수양딸 제안 거절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심청의 용모와 품성,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심청의 효심 

등을 부각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장승상 부인 댁에 가서 돌아오지 않

는 심청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沈(7)>의 심봉사 대사이다. 심청과 장승상 부인이 

대면하는 (가)와 같은 장면은 <沈(7)>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그 댁 부인

이 붙잡고 아니 놓나?’라는 대사는 심청이 장승상 부인을 만나러 갔을 것이라는 

독자(관객)의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심청의 장승상 댁 방문과 늦은 귀가는 심봉

306) <심(완)>, 223면. 
307) <沈(7)>,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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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개천에 빠지는 사건을 만든다. <沈(7)>의 경우 심청의 인물됨을 부각하는 장

승상 부인 삽화를 대폭 축소하고, 다음에 이어질 사건에 대한 계기적 사건만을 인

물의 대사를 통해 간접 전달함으로써 사건 간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 

또한 (가)의 경우 심청의 긍정적 성격을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면, (나)는 심봉

사의 부정적 성격을 부각하고 있는 점도 살펴볼 부분이다. (가)에서 심청은 장승

상 댁으로 가기 전에 부친의 시장끼를 걱정하여 상을 차려두고, 안전히 있을 것을 

당부한다. 장승상 댁에 가서도 심청은 내내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는다. 

(가)를 포함하는 장승상 부인 삽화 전체를 보아도 심청의 성품은 지속적으로 부각

되지만, 심봉사의 성품을 알 수 있는 부분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나)

를 보면,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는 딸에 대한 걱정보다는 ‘시장해서 견딜 수

가 없는데 어여 와서 밥도 좀 지어주고 하지 않고’있는 딸에 대한 원망의 정서가 

앞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308) 

<沈(3)>은 심봉사 부부의 삶, 심청의 출생, 곽씨 부인의 죽음, 심청의 성장과 

봉양 등 전반부의 서사를 대폭 제거함으로써 전체 서사를 압축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심(완)>과 <沈(7)>의 심봉사가 심청을 기다리다 개천에 빠지는 것과 달리 

<沈(3)>의 심봉사는 심청과 무관하게 송초시를 만나러 가는 길에 개천에 빠진

다.309) <沈(3)>은 시주 약속의 계기가 되는 심봉사 낙상 사건의 원인에서 심청을 

완전히 제거하고 있다. 이처럼 <沈(3)>은 심청의 인당수 투신에 대한 원인이 심봉

사에게 있다는 것에 집중하여 전체 서사를 축소함으로써 서사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사건의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게 한다. 이는 심청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심

봉사에 있다는 비판적인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다. 

<심(완)>의 동리 사람들, 화주승 등 주변 인물이 등장하는 장면은 <沈(7)>과 

<沈(3)>에서 크게 확장되어 있다. <沈(7)>에서는 심청과 심봉사의 상황에 대해 연

민을 드러내거나 심청의 효심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동리 사람들의 비중이 <심

(완)>에 비해 높다. 

308) <심(완)>에서 심청을 기다리는 심봉사를 ‘ 곱파 등의 붓고 추워 이 여지고’ 있는 상
태로 묘사하고는 있으나, 이는 심청이 없는 심봉사의 힘겨운 상황을 부각하는 것일 뿐 돌아
오지 않는 심청을 원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沈(7)>은 장승상 부인 삽화 대신 심청을 
기다리는 심봉사의 상태 묘사 부분을 인용하여 장승상 부인 댁에 간 심청의 상황을 추정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심봉사의 부정적 성격을 부각하는 방식으로 대사를 만들어냈다. 

309) “그애 오기 전에 나는 그럼 송(宋)초시한테나 갔다 와야겠군. 간 지두 오랐구 허니 글 맥힌 
데두 보아달랄 겸.” (<沈(3)>,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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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심쳥이는 장 귀이 될 사이라 쳔지귀신이 도와주고 졔불보살이 음조여 

잔병업시 자라나 졔발노 거러 잔주룸을 지고 무졍셰월 약유파라 언의더시 육

칠세라 얼골리 국이요 인사가 민쳡고 효이 출쳔고 소견이 탁월고 인

자미 기린이라 부친의 조셕 공양과 모친의 졔사를 의법으로 할 졸을 아니 뉘 

안이 층찬리요310) 

(나) 심청  그럼 머리는 누가 빗겨 주니? 

동리 소녀  머리는 어머니가 빗겨 주지. 

심청  옷은 누가 해주구? 

동리 소녀  옷도 어머니가 해주지. 

심청  그럼 너는 누가 났니? 너의 어머니가 났지? 

동리 소녀  그럼 우리 어머니가 났지. 

                  ⁝ 
심청  (까막까막 생각한다) 나두 어머니가 좀 있으면.311) 

(가)는 6∼7세가 된 심청이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도 훌륭하게 성장하였음을 서

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나)는 6세의 심청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장면이다. <심(완)>에서의 심청은 6∼7세에 이미 눈먼 아버지의 끼니를 챙기고, 

예법으로 어머니의 제사를 모실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沈(7)>에서의 심청은 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머니라는 존재에 대해 호기심

을 가지게 되고, 자신에게는 없는 어머니라는 존재를 그리워하게 된다. 어머니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6세 아이의 모습이 순수하게 표현되어 있다. 6세의 아이가 부

모의 끼니를 챙기고 제사를 모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沈(7)>은 동

리 소녀와의 대화를 구체화함으로써 아이의 성장 과정을 고려한 인물 형상화로 현

실성을 부여하고 있다.312) 

(가)   두  네   지가니 질이 민쳡고 침션이 능난니 동 바누질

을 공밥 먹지 안이고 싹을 주면 바다 뫼와 부친 의복 찬수고 일 업난 날은 

밥을 비러 근근이 연명여 가니 셰월이 여류야 십오 셰의 당더니 얼골리 

츄월갓고 효이 기고 동졍이 안온야 인사가 비볌니 쳔녀질리라 가라

쳐 손야 녀중의 군자요 중의 봉황이라313)

310) <심(완)>, 221면.
311) <沈(7)>, 42-44면.
312) 12세의 심청이 동무들과 바느질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확장되어 있는 것도 이와 동

일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沈(7)>, 53-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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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청  오늘 해전에는 끝날 테지만 혼인날이 어느 날이길래 그렇게 재촉인고? 

귀덕어미  모레랍디다. 아이 참 우리 아기도 인젠 어여 좋은 배필을 골라 시집

을 가야 할 텐데, 호호. 

심청  (얼굴을 붉히며) 아이 유모도!

귀덕어미  저렇게 예쁘고 얌전한 색시한테로 장가오는 신랑은 누굴꼬! 그이도 

그렇게 예쁘고 얌전한 선비 도령님이겠지. 

심청  몰라, 나는 시집 안 가.314)

(가)와 (나)는 15세 심청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에서는 심청의 살림 솜씨, 성

품, 아름다운 외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행동이 빠르고, 삯바느질로 생계를 이을 

만큼 솜씨가 좋으며, 외모가 아름답고 효행도 뛰어난 심청은 군자나 봉황에 비유

할 만큼 비범한 존재로 성장한다. 그에 비해 (나)에서 심청의 능력은 크게 부각되

지 않는다. 심청이 바느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대화의 

주제는 바느질이 아니라 ‘혼인’에 치우쳐 있다. 15세의 심청에게 중요한 것은 

좋은 신랑감을 만나서 혼기를 놓치지 않게 혼인을 치르는 것이다. (나)에서는 <심

(완)>에서 부각되던 ‘천출지효’로서 심청의 비범성은 사라지고, 심청의 나이대

에 일어날 일반적인 인생의 사건을 부각한다. 심청 나이 15세는 죽음을 감당할 나

이가 아니라 좋은 인연과의 혼인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 하는 나이라는 것이

다. 

<심(완)>은 15세 이전 심청의 성장 과정이 소략하고, 심청은 시종일관 비범한 

존재로 서술된다. <沈(7)>의 중심인물은 분명 심봉사임에도 심청의 성장 과정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독특한 지점이다. 서사 전개의 중심이 15세로 성장한 심청

에 집중되어 있는 <심(완)>과 달리 <沈(7)>은 심청의 성장 단계별 과업의 성취 과

정을 보여주듯이 그 과정을 따라간다. 6세의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거나, 

12세의 소녀가 동무들과 바느질을 하며 도란도란 시간을 보내는 과정은 모두 <심

(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  두  네   지가니’, ‘셰월이 여류

야’315) 등의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그 성장 과정이 압축적으로 전달될 

뿐이다. 비범한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결심을 하지만 천상계의 도움

으로 더욱 비범한 인물로 재생한다. 그러나 일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평범한 15

세 소녀 심청은 ‘사바의 고해’에 태어나 짧은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

313) <심(완)>, 223면.
314) <沈(7)>, 64면.
315) <심(완)>, 2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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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6) 즉, <沈(7)>은 동리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을 확장하여 심청의 일상들을 

구체화함으로써 <심(완)>과 달리 심청이 평범한 인물임을 부각하고, 이를 통해 평

범한 일상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한 15세 소녀의 죽음에 비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다. 

‘화주승’은 심봉사의 내재된 욕망을 일깨우는 존재로 그 형상이 구체화되면서 

서사적 상황을 확장시킨다. 

  진소위활인지불은 곳곳마닥 잇난지라 마 이  몽운사 화주승 절을 즁창랴 

고 권션문 드러메고 나려왓다 청산은 암암하고 설월은 도라올제 셕경 빗긴 질노 

절을 차져가는 차의 풍편 실푼 소 사을 구라 거늘 화주승 자비 마의 소

나난 곳슬 차져 가더니 엇던 사이 쳔의 져서 거의 죽게 되엿거날 져 즁의 

급 마 구졀죽장 골리 암상의 철철 더져두고 굴갓 수먹 장상 실 달인  버

셔 노코 육 메투리 젼 단입 보션 훨훨 버셔 노코 고두누비 바지 져고리 거듬거

듬 훨신 추고 왈의으의 달여드러 심봉사 고쵸 상토 덥벽 잡어 엇우미야 건져노니 

젼의 보던 심봉사라 …(중략)… 불상오 우리 절 부체님은 영검이 만셔 비러 

안이 되난 일리 업고 구면 응나니 고양미 삼 석을 부체님게 올이고 지셩으

로 불공면 졍영이 눈 셔 완인이 되야 쳔지만물을 보오리다317)

인용한 부분은 시주를 위해 마을에 내려왔던 화주승이 물에 빠진 심봉사의 다급

한 목소리를 듣고 구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화주승은 ‘활인지불’이자 ‘자비
마’을 지닌 긍정적 인물로 평가된다. 개천에 빠진 심봉사를 구하기 위해 급히 

뛰어드는 모습 역시 위급한 사람을 구하려는 선의의 행동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

렇기 때문에 시주 후에도 심봉사의 개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화주

승의 행위를 불가능한 일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沈봉사>에서 그 형상이 변화되는데, <심(완)>의 ‘화주승’은 <沈봉사>에서‘탁

발승’으로 변경되어 명명된다.

(가) 심봉사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사람 죽네. 심학규가 인제는 영영 죽는다. 

사람 살리우. 심봉사가 개천에 빠져서 영 죽소……

탁발승  체…… 신수 고약스럽다. 좌우간 무엇인가나 좀 보고. (하수로 퇴

장)318) 

316) 지나가는 노승의 대사에서 심청의 비극적 삶이 암시된다. “허어 이 집에도 새 인생 하나가 
사바의 고해를 나왔구나! 너의 부모야, 자손을 보았대서 기뻐하리라마는 인간은 삼천세계에 가
장 업이 중한 것(고개를 끄덕거린다)”, <沈(7)>, 32면.

317) <심(완)>, 226-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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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봉사  네네, 그저 너무 기뻐서 불쑥 말이 나온다는 게 그렇게 나왔지요. 대

사 숭허물 마시고 좀 가르쳐 주시요. 이십에 먼 눈을 사십이 넘어 오십

이 되어서 다시 보게 된다니 그런 좋을 도리가 또 어데 있겠소. 대사. 

탁발승  도리가 있기는 있소마는 (생각한다. 방백) 이거 괜한 말을 내놓았다가 

딱지를 떼고 덤비는 데는 질색인걸!

                       ⁝
심봉사  네네, 내가 시방 성낸 것은 과히 괘념하지 마시우, 대사. 

탁발승  네에 그저 공양미 삼백 석만 올려보내시면야. (입을 비쭉) 그렇지만 

머 그럴 리야 없겠지만 아까 샌님 말씀대로 행여 부처님께 거짓말하시

리다. 그러다가는 뜨자던 눈은 뜨지도 못하고 되려 귀가 먹고 벙어리

가 되지요. 더 잘못하면 앉은뱅이까지 되기 쉽소이다.319) 

이 집 저 집을 기웃거리던 탁발승은 심봉사의 집이 시주할 여력 없는 가난한 형

편임을 확인하고는 돌아서는데 그때 심봉사의 살려달라는 외침이 들린다. 인용한 

(가)와 (나)의 상황을 연결하여 정리해 보면, ‘탁발승이 개천에 빠진 심봉사를 

구해주고 공양미 삼백 석 시주 약속을 받는다’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는데, 이는 

<심(완)>에서의 상황과 전혀 다름이 없다. 그러나 (가)에서 탁발승은 구조 요청의 

목소리를 듣고는 ‘신수 고약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심봉사를 구하는데, 생명을 

구하겠다는 생각으로 다급히 움직였던 <심(완)>의 화주승과는 그 태도가 전혀 다

르다. 불편한 상황에 직면한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나)에서 

심봉사의 눈먼 사연을 들은 탁발승은 개안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뜸을 들여 심

봉사를 조급하게 만든다. 적극적으로 방법을 알려달라고 매달리는 심봉사의 태도

에 당황한 탁발승은 대답을 미루면서 그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한다. 심봉사는 결

국 탁발승의 화술에 넘어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공양미 

삼백 석 시주 약속을 성급히 하고야 만다. 경솔한 심봉사와 달리 탁발승은 심봉사

의 두려움을 자극하면서 시주 약속에 대한 다짐을 받는 치밀함까지 보인다. 공양

미 삼백 석만 받으면 된다는 세속적인 대사와 ‘입을 비쭉’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생길 재앙을 나열하는 탁발승의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수행

하는 종교인으로 보기 어렵다. 

<심(완)>의 시주 약속 장면은 심봉사의 개안 욕망으로 이루어진다면, <沈(7)>의 

시주 약속 장면에는 심봉사의 욕망과 탁발승의 욕망이 마주한다. 여기서 두 인물

318) <沈(7)>, 56면.
319) <沈(7)>, 57-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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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욕망은 어느 쪽이 더 강하다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등하다. 갈등하지 않

는 대등한 두 욕망은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주 약속이다. 그러나 욕망 성취의 가능성이 탁발승에게만 있다는 것을 심

봉사는 알지 못하는 점이 비극의 시작인 것이다. 시주 약속의 과정은 욕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심봉사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그로 인해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

킬 수 있을 것이라는 탁발승의 기대감이 증폭되면서 <심(완)>과 달리 세속화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은 <沈(3)>에서 보다 강화되어 나타난다.

 

(탁발승, 사립문으로 기웃이 들여다보면서 잠깐 망설이다가 꽹과리를 울리면서 회심

곡을 외운다)

              ⁝
탁발승  아까 그 장님이 개울에 가 빠진 모양이지? 재수 없네. 저걸 모른 척허구 갔단 

동네놈들이 혹시 보드래두 욕을 할 것이구. 에잉 재수 없는 날은 이렇다니깐. 

(퇴장)

              ⁝
탁발승  (시치미를 뚝 따고 혼잣말로 절절히) 걸 본다치면 우리 절 부처님이 참 영

허시단 말야. 

심봉사  부처님이 영허시다구?

탁발승  그런 게 아니라 간밤에 부처님이 현몽을 허섰드랍니다. 

심봉사  응 현몽을 무어라구

탁발승  내일 오때가 지나서 도화동을 내려가거드면 불의의 재앙으로 죽게 된 창생 

하나를 구하게 될 테니 부대 명심허라구. 

심봉사  온 저런! 거 참 영허시군. 응, 여보 대사, 여합부절루 들어맞지 아니했소. 

허 희한헌 일두 다 있군. 미륵사 부처님이 그대지두 영허신 줄은 과시 몰랐

는 걸! 

탁발승  하 영허시단 말씀야. 치성을 잘만 드릴 것 같으면 아니 낫는 병이 없구 참. 

심봉사  아니 낫는 병이 없다. 

탁발승  앉은방이가 걸음을 걷구. 

심봉사  앉은방이가 걸음을 걷구!

탁발승  곰배팔이가 팔을 펴구.  

심봉사  곰배팔이가 팔을 펴구!

탁발승  벙어리가 말을 허구. 

심봉사  벙어리가 말을 허구! 그럼 장님은?

탁발승  장님은 눈을 뜨구. 

심봉사  눈을 뜨구! (탁발승의 팔을 잡아 흔들면서) 정말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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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발승  벙어리가 말을 허는데 장님이 눈을 못 떠요. 

심봉사  그래 진정 장님이 눈을 뜬단 말이겠다요?

                     ⁝
탁발승  우리 인간끼리두 거짓말을 허구 속히구 허면 죄가 되거든 항차 인간으루 부

처님을 속혔단 큰 무서운 벌이 있을 줄 아시렷다요. 

심봉사  하 여부가 있나요. 

탁발승  만약에 거짓이 있다면 먼 눈이 마저 곯아빠지구. 

심봉사  먼 눈이 마저 곯아빠지구. 

탁발승  혀가 오그라져 벙어리가 되구. 

심봉사  혀가 오그져 벙어리가 되구.320) 

구조를 요청하는 심봉사의 목소리를 들은 탁발승은 ‘모른 척허구 갔단 동네놈

들이 혹시 보드래두 욕을 할 것’을 걱정하여 심봉사를 구하지만, ‘재수 없는 

날’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다. 비속어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자신

의 평판을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탁발승은 종교적 구도와

는 거리가 먼 인물로 묘사된다. 그런데 심봉사 앞에서는 부처님의 영험함을 앞세

워 자신의 존재를 가장하여 드러내는 처세술을 보이고,321) 심봉사 역시 그 교묘한 

처세술에 넘어간다. <沈봉사> 개작에 대해 작가 채만식은 <심청전>의 밑바탕에 흐

르는 불교적인 사상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말한다.322) <심(완)>이 지닌 환상성을 

소거하고 현실성을 강화한 것323) 뿐만 아니라 세속화된 탁발승의 욕망을 관객(독

자)에게 노출함으로써 종교적인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는 것도 같은 관점에서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이다. 고난에 처한 중생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물질적 이

득을 취하기 위해 속이는 과정에서는 종교인 스스로 종교적 가치를 완전히 무화

(無化)시키는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보살의 2대 소

임은 ‘상구보리(上求菩提)’와 ‘하화중생(下化衆生)’이다.324)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그런

320) <沈(3)>, 174-177면.
321) 황태묵, 앞의 글, 215면.
322) “이것을 각색함에 있어서 첫째 제호를 <沈봉사>라고 한 것, 또 <심청전>의 커다른 저류(低

流)가 되어 있는 불교의 ‘눈에 아니 보이는 힘’을 완전히 말살 무시한 것, 그리고…” (채만식, 
<沈봉사>(1936) 附記, 『채만식 전집 9』, 창작과비평사, 1989, 101면.)

323) 정출헌, 앞의 글, 2018, 34면. 
324) 손병욱, 「한국불교의 대승보살도 실천을 위한 방안 고찰-상구보리와 하화중생의 문제를 중

심으로」, 『동아시아불교문화』 19(19), 2014, 224면.



- 114 -

데 탁발승은 거짓된 ‘하화중생’을 실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눈먼 중생에게 

눈을 뜨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중생을 구제하고 있으나, 그 이면은 중생의 간절

함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탁발승이 등장하며 외우는 <회심곡>도 주목할 부분이다. 탁발승의 

<회심곡>이 끝날 무렵 심봉사의 살려달라는 비명이 무대에 들린다. 이 노래는 대

중교화를 목적으로 서산대사가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불교 가사이다. 그런데 

<회심곡>에는 불교 사상과 아울러 유교, 도교, 무속을 비롯한 민간 신앙 등이 서

로 넘나들며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325) 특히 불교에 유교적인 요소가 자연스

럽게 가미되어 있는 장면에는 ‘효’의 중요성이 언급되기도 한다.326) 심청의 희

생은 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효심으로 설명된다. 심청이 효를 행하기 위해서는 아

버지의 눈을 뜨게 해야 하고,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공양미 삼백 석

을 구해야 하며,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고, 그러므로, 효를 

행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327) 이러한 삼단논법에 오류가 없다고 심청은 믿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한다. 그런데 탁발승이 등장하며 외우는 가사가 효의 가치를 

담고 있는 <회심곡>이라는 점은, 심청이 탁발승으로 인해 효를 실천하는 상황, 즉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회심곡이 끝날 무렵 심봉사가 개울에 빠지는 

서사적 배열도 이를 분명히 한다. <심(완)>과 <沈봉사>에서 시주를 성급히 약속하

는 것은 심봉사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심(완)>과 달리 <沈봉사>에서는 심봉사

의 심리를 자극하는 탁발승의 면모가 부각된다. 특히, <沈(3)>은 <沈(7)>보다 <심

(완)>의 내용이 축소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주 약속 장면은 <沈(7)>에 비해 확

장되어 있다.328) 왜 <沈(7)>보다 축소된 <沈(3)>의 희곡에서 탁발승 장면을 확대

하였는가. 그것은 인물의 세속적, 물질적 욕망의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 다음 [그

림 5]는 화주승(탁발승)의 세속화 정도를 시각화한 것이다. 

325) 남상득, 「회심곡에 나타난 佛敎思想의 混融 樣相」, 『한어문교육』 8, 2000, 203면. 
326) “일변(一邊)으로 념불(念佛)고 일변(一邊)으로 츙효(忠孝)소 구텬(九天)이 감응(感應)면 

요슌태평(堯舜太平) 아니볼가 불법(佛法) 어 일뎡(一定)며 요순(堯舜) 어 시이실고 념불
(念佛)면 불법(佛法)이요 충효(忠孝)면 요순(堯舜)이니 충효(忠孝)가져 입신(立身)고 념불
(念佛)가져 안양(安養)가새…” (이상보 편저, <회심곡>, 『한국불교가사전집』, 민속원, 1996, 
165면.) 

327) 조동일, 앞의 글, 288면. 
328) <沈(7)>에서 탁발승의 대사는 24번, <沈(3)>에서는 35번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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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완)> < <沈(7)> < <沈(3)>

[그림 5] 화주승(탁발승)의 세속화 양상

세 작품의 화주승(탁발승)의 등장 장면은 ‘지나던 승려가 물에 빠진 심봉사를 

구해주고 공양미 삼백 석 시주 약속을 받는다’로 간략히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심(완)>에서 종교인이었던 화주승은 <沈(7)>에 와서 세속화되면서 <沈(3)>에서는 

그 양상이 극대화된다. 겉모습만 승려일 뿐 속물적 근성이 가득한 인물 군상일 뿐

이다. 화주승이 탁발승으로 바뀐 것, <심(완)>과 <沈(7)>에서의 몽운사 승려가 

<沈(3)>에서는 미륵사 승려로 바뀌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속적 욕망이 강하게 투

영된 탁발승의 형상은 더 이상 승려라고 할 수 없다.329) ‘화주승’을 ‘탁발승’

으로 바꾸고, ‘몽운사’를 ‘미륵사’로 바꿈으로써 <심(완)>에서의 부처님 말씀

을 전하는 승려의 모습과는 거리를 두고, 표리부동의 새로운 악인 형상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심봉사가 탁발승의 말을 반복하여 따라하면서 선후창의 노래를 

하듯 대화를 이어가는 <沈(3)>의 장면은 탁발승의 위선과 심봉사의 어리석음을 효

과적으로 강조한다. 불필요할 수도 있는 대사의 인물 간 반복·교차를 통해 장면

을 확장하고 비극의 시작을 희화화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상황의 비극성을 강화

하는 극적 효과를 거둔다. 지금까지 <沈봉사>에 대한 논의들은 심청을 죽음에 이

르게 한 심봉사의 욕망에만 주목해 왔다. 개안에 대한 욕망이 <심(완)>과 달리 순

수성을 잃고 입신영달이라는 목적에 더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여기에 더

하여 탁발승의 세속적 욕망이 심봉사의 욕망을 부채질함으로써 새로운 인물상을 

구현해 내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서사적 상황의 첨가와 변개

329) 최윤영은 <沈봉사>의 탁발승은 불심 깊은 수도승이 아니라, 물욕에 눈먼 파계승으로 패러
디되었는데, 이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지 않음을 논의한 바 있다. 당대 시행
된 사찰령(寺刹令)은 사찰의 자주권을 박탈하였고, 이러한 종교탄압이 사찰을 이전과 같은 종
교 요람의 온상지로 존속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써 사찰에 소속된 스님들은 속화의 길을 
걸어야 했고, 채만식은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선행 텍스트의 화주승을 타락한 사기꾼의 이
미지로 형상화한 것이다. (최윤영, 「1930년대 희곡의 고전 계승양상: 채만식의 <沈봉
사>(1936)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7(3), 2012, 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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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적 상황의 첨가와 변개는 새로운 서사적 상황을 설정하거나 <심(완)>의 서

사적 상황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하는 경우로, <심(완)>과 거리를 두고 차이

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화 관계 확인 단계에서 서사적 상

황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을 때, 후반부 서사는 세 작품이 공유하는 줄거리가 없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서사적 상황의 첨가와 변개는 서사 후반부의 변용 양상

을 확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심(완)>에 없는 <沈(3)>의 송달과 홍녀의 등장은 새로운 서사적 상황의 첨가 

양상을 만들어낸다. <심(완)>은 뚜렷한 외적 갈등 대신 서사적 상황에 대한 각 인

물의 내적 갈등이 중심이 되는 소설이다. 그런데 <沈(3)>에서 심청의 연인인 송달

의 등장은 새로운 갈등 관계를 만들어낸다. 

(가) 심봉사  그럼 내 오늘 가 송초시 만나 아주 작정을 허구 오마. 

심청  무얼? 아버지. 

심봉사  너허구 달이허구 혼사 말이다. 구시월끼 가서 성례(成禮)를 지나두룩 허

자구.330)         

(나) 송달  (절망적으로 머리를 싼다. 이윽고) 사람이 박절두 허지, 매몰두 허지. 

아무려면 날더러 그런 상의두 한마디 아니허구서 야숙헌 사람두 다 있지. 

                  ⋮
송달  (미친 듯, 심청의 손목을 쥐고) 청아! 

심청  ……

송달  나는 어떻게라느냐? 나는. 

심청  (흐느껴 운다)

송달  정녕 갈 양이면, 나두 따라가, 너를 따라 죽구 말겠다. 청아. 

심청  이 세상에서 서루 아니 만났든 줄만 여기구, 잊어 주어요. 

송달  잊다니? 가슴에 뗏장을 얹는 날꺼지, 너를 잊다니.

심청  저 세상이나 가서 다시 만나, 이런 말 일르구. (송달의 팔에 이마를 실리고 

운다)331)      

(가)는 심봉사332)가 송달의 아버지인 송초시를 만나 혼삿날을 정하겠다고 집을 

330) <沈(3)>, 182면. 
331) <沈(3)>, 185-186면. 
332) 제1막 제2장의 무대 지시문 ‘심봉사의 얼굴은 끔찍 명랑하고 반대로 심청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어리었다.’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심봉사를 ‘끔찍’하다고 묘사함으로써 비판적인 
시선을 보낸다. (<沈(3)>,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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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서는 장면이고, (나)는 심청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송달과 심청의 이별 장면이

다. (가)를 통해서 송달과 심청은 혼담이 오가는 연인 관계임을 알 수 있고333), 

(나)는 심봉사를 위한 심청의 결정이 송달과 심청의 관계에 장애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심청은 왕복 4개월이 소요되는 항해에 제주(祭主)로 동행하는 조건으로 

공양미 삼백 석을 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심봉사는 그 말을 믿고 돌아올 날을 

계산하여 혼삿날을 정하러 나선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알고 찾아온 송달은 종교

적 기원의 비합리성, 이효상효(以孝傷孝)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심청의 이성적 판

단을 유도하여 그 마음을 바꾸려 한다. 그러나 확고한 심청의 태도를 바꾸지 못하

자 자신과의 관계 들어 심청을 감정적으로 설득하려 한다. 김종군(2007)은 주동 

인물의 남녀결연서사를 조선 후기 고소설 분류의 잣대로 삼아 애정소설, 가정소

설, 여장군계 소설로 유형화하고, <심청전>의 경우 남녀결연서사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예외 작품이라고 말한 바 있다.334) 환생한 심청과 천자의 결연은 심청의 효

행에 대한 보상의 일부일 뿐 서사적 갈등 구조와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같은 세 가지의 분류로 <심청전>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남녀결연서사가 없는 <심(완)>과 달리 <沈(3)>에서 송달의 등장은 애정 

중심의 서사 갈등을 만든다.335) <심(완)>에서 가장 애절한 장면은 심청과 심봉사

가 이별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후사를 부탁하며 담담히 떠나는 심

청과 달리 심봉사는 몸부림치고 통곡하면서 딸을 붙잡는다.336) 그런데 이와 같은 

부녀의 애절한 이별 장면이 <沈(3)>에서는 송달과 심청의 안타까운 이별 장면으로 

대체된다. 임당수행을 만류하는 송달과 이를 거부하는 심청 사이에서 발생하는 혼

사 장애 갈등은 심청이 임당수행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극복될 수 없다. 만약 심청

이 임당수행을 포기한다면, 출항을 약속한 남경선인과의 갈등, 시주 약속을 한 탁

발승과의 갈등, 그리고 눈을 뜬다는 희망에 들떠 있는 심봉사와의 갈등 등 여러 

333) 심청과 송달의 관계는 제2막 제2장의 홍녀와 송달이 나누는 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
다. 홍녀는 심봉사를 송달의 장인이 될 뻔했던 사람으로 지칭한다. “송달  저, 심생원, 심봉
사 그이가 말야. / 홍녀  장인 될 뻔댁?” (<沈(3)>, 191면.)

334) 김종군(2007)은 남녀결연서사가 작품 전체를 관류하는 애정 소설, 혼사 장애의 확대로 결연 
후 갈등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는 가정소설, 결연 과정이나 결연 후 남성의 대외활동에 적극
적 도움을 주는 여장군계 소설로 분류하였다. (김종군, 「고소설 유형의 형성과 변이 양상-남
녀결연서사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54, 2007, 117면.) 

335) <심(완)>과 마찬가지로 <沈(7)>에서도 애정 중심의 서사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336) 정지영, 「‘팔려간 딸’에 대한 불편한 기억: 1920~1990년 교과서에 실린 ‘심청 이야기’의 분

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7(1), 2011, 172-1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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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의 파생이 예견되기 때문에 심청의 결정은 쉽사리 바꿀 수가 없다. 

그런데 심청과 송달의 혼사 장애 요소가 이들의 혼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심봉사라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 더 정확하게는 공양미 삼백 석 시주 약

속으로 딸을 팔려 가도록 한 심봉사의 경솔함이 이들 관계에 장애 요소로 작용한

다. 먹고 살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탁발승도 재고(再考)를 권한 시주 약속을 하게 

된 순간, 심봉사는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든 심청이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봉사는 ‘딸을 판 아버지’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

고,337) 그 혐의를 심청의 죽음 이후에서야 깨닫게 됨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이다. 송달의 등장으로 드러난 세 인물의 갈등 양상은 다음 [그림 6]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6] 인물 간의 갈등 양상 

실선의 양쪽 방향 화살표( )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 양상이라면, 점선

의 양쪽 방향 화살표( )는 그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은 관계를 나타낸 것이

다. 심청과 송달의 갈등이 이별 장면을 통해 표면화되어 있다면, 심청과 심봉사, 

송달과 심봉사의 갈등은 이러한 갈등에 내포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별 장면을 통

해 아버지를 위해 연인과의 이별을 선택한 심청, 연인을 잃게 된 송달 모두 심봉

사와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추론만 가능하다. 아버지 심봉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청의 결정은 송달과의 갈등 야기하고, 이 갈등은 해소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심(완)>에 없던 남녀결연서사는 다음 세상에서의 만남을 

기약하는 심청의 대사와 그런 심청을 보낼 수밖에 없는 송달이 그 시련을 극복하

지 못하고 체념함으로써 비극적 결말을 강화하게 된다. 이처럼 송달이 심청의 결

정을 수용하면서 심청과 심봉사, 송달과 심봉사의 갈등은 서사를 추동하는 힘을 

잃고 만다. 송달은 오히려 심청의 죽음을 알게 된 심봉사가 받게 될 충격을 생각

337) 정지영, 앞의 글, 1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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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홍녀가 제안한 조건까지 수락하며 심봉사를 위로하기 위한 연극을 계획한다. 

홍녀  응? (송달의 팔을 잡아 흔들면서) 보기 싫은 년이 쫓어와 그러우?

송달  글쎄 어떡허자구 남을 쫓어댕기면서 이 성화를 멕힌단 말인가?

홍녀  호호호, 그래두 나는 총각이 좋아 꼭 죽겠는걸 어떡허우?

               ⋮
홍녀  청이가 살아온다면 어쩔 테요?338)

홍녀는 송달을 사모하는 주모이다. 송달에 대한 홍녀의 일방적인 애정은 그 마

음을 받아주지 않는 송달과 갈등을 일으킨다. 인용한 장면을 보면 홍녀의 지속적

인 애정 공세를 송달은 거절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홍녀는 죽은 심청만을 그리워

하는 송달에 대해 강한 질투를 표출하기도 하고, 송달은 그런 홍녀의 태도를 비난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의 갈등은 심봉사를 위로하면서도 홍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제안을 송달이 수용하면서 쉽게 해소된다. 결국 <沈(3)>에서 

새로운 인물 창조와 함께 드러난 갈등의 양상은 모두 딸을 팔아 자신의 욕망을 채

우고자 한 아버지 심봉사의 고통스러운 내적 갈등을 향해 수렴된다고 할 수 있다. 

서사적 상황의 변개 양상은 인물의 형상화 양상에서 분석되지 않은 사건의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 [표 9]는 작품 전반부와 후반부 사건의 

인과관계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다. 

원인 결과

전반부
심봉사가 화주승(탁발승)과 공양

미 삼백 석 시주를 약속함. 

심청이 심봉사의 시주 약속을 지

키기 위해 선인들에게 몸을 팖.

후반부
제물이 된 심청이 인당수(임당수)

에 몸을 던짐. 

<심(완)> 심청의 환생

<沈봉사> 심청의 죽음

[표 9] 사건의 인과관계 비교

<심(완)>은 사건 진행에 따라 그 배경이 비현실계에서 현실계, 현실계에서 다시 

비현실계, 그리고 다시 비현실계에서 현실계로 바뀌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행

과 불행, 명(明)과 암(暗)이 서로 바뀌어 나타난다. 불행한 현실을 폐기하고 행복

338) <沈(3)>, 190-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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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실을 만들려는 이 같은 재생적 순환 현상은 존재의 근원에 대한 원본사고(原

本思考)에 기반을 두고 있다.339)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적강 선녀 심청은 인당

수에 투신함에도 죽지 않고, 수궁을 거쳐 지상계로 돌아와 황후가 된다. 여기서 

인당수는 죽음의 공간이 아닌 더 나은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통과의례적 재생의 

공간이 된다. 

 잇의 심남장는 창 즁의 몸이 드러 죽은 졸노 알엇더니 오운이 영농고 이이 

촉비터니 옥져셩 말근 소 은근이 들이거날 몸을 머물너 주져 졔 옥황상졔 교

사 인당수 용왕과 사용왕 지부왕게 닛닛치 교시되 명일의 출쳔효녀 심쳥이

가 그 곳슬 갈거스니 몸의 물  점 뭇잔케 되 만일 모시기를 실수면 사용왕

은 쳔벌을 주고 지부왕은 손도를 줄거스니 수졍궁으로 모셔드려 삼연공궤 단장여 

셰상으로 환송라 교시니340) 

물에 빠진 심청을 ‘몸의 물  점 뭇잔케’ 모시라는 옥황상제의 이치에 어긋

나는 듯한 하교는 인당수에 빠진 순간 심청의 지위가 격상했음을 알게 한다. 지상

계의 질서에 따르면 심청의 인당수 투신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지만, 천상계의 질

서에 따라 세상으로 환송될 것이 예정된 심청은 죽음과 동시에 재생을 준비하게 

된다. 인당수에 빠진 순간 과거의 심청은 사라지고 새로운 심청으로 변모한다. 말

하자면 물을 통해 심청은 거듭나는 것이다. 물속에 빠져 죽은 것인데 결과적으로

는 산 것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은 효는 만물을 감화한다는 ‘효감만물사상’의 바

탕에 있다.341) 이와 같은 심청의 재생은 현실계와 비현실계, 지상계와 천상계라는 

이원적 세계관에 의해 성립되지만, 이원적 세계관이 배제된 현실 공간에서는 ‘출

천지효’ 심청이라도 그 재생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장봉사  네에 소맹은 눈이 멀어 물러나왔사오나 여당들은 아직도 그런가 합나이다. 

왕후  그게 글쎄 될 말인가? 내 상감마마께 품해서 당장에 그러한 악습을 금하도록 

하고, 만일에 범하는 자 있으면 죽음으로 죄를 다스리리라. 그러고 너는 응당

히 죄를 내릴 일이로되 이번의 걸인잔치가 죄인을 찾어 죄를 다스리람이 아니

요, 네 또한 천벌로 눈이 멀었기에 만분 용서하니 그리 알고 물러가거라. 

                                 ⁝

339) 최운식, 「<심청전>의 구조와 의미」, 『심청전 연구』, 태학사, 1999, 83-90면. 
340) <심(완)>, 245면.
341) 최래옥, 앞의 글,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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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  (장승상 부인을 보고) 그러면 심청이라는 소녀는 분명 죽은가보이다. 

장승상 부인  (눈물을 씻으면서) 네 아마도 그런가 합니다. 

왕후  그러니 그는 죽었다니 할 수 없으려니와 그 아비 되는 심봉사라도 이 잔치에 오

든지 거취를 알든지 해서 찾었으면 전에 우리가 상의한 대로 그렇게 해주련

만.342) 

<심(완)>에서 심봉사를 찾기 위해 왕후가 된 심청이 맹인잔치를 열어서 전국 맹

인을 불러들이는 것과 달리 <沈(7)>에서는 왕후가 맹인인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걸인잔치를 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왕후는 재생한 심청이 아닌 전혀 

다른 인물이다. 이 잔치에 찾아온 장봉사는 심청을 임당수로 데리고 간 선인 중 

한 사람으로, 왕후와 장승상 부인에게 심청의 죽음에 대해 증언하는 역할을 한다. 

그에 따르면 임당수에서 풍랑을 만난 일행은 심청을 제숙으로 바치게 되고, 그 순

간 갑자기 눈이 아프기 시작한 장가는 결국 안맹하여 맹인 장봉사가 되었다는 것

이다. 장봉사의 이야기를 들은 왕후와 장승상 부인은 심청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심청을 잃은 심봉사를 위로하기 위해 계획을 준비한다. <심(완)>과 <沈(7)> 모두 

심청은 ‘출천지효’의 상징이다. 그러나 천상계의 질서가 작동하지 않는 세계에

서의 심청은 임당수에 빠져 생을 마감하게 되고 <심(완)>에서의 현실계와 비현실

계의 순환구조는 파괴된다. <심(완)>에서의 물이 죽음과 재생, 선과 악의 의미를 

동시에 지니는 것343)과 달리 <沈(7)>에서의 물은 심청에게 죽음이고 악이 될 뿐이

다. 여기에는 <심(완)>이 가진 불교적인 세계관이나 초월적 구조가 틈입하지 못한

다. 이는 망자는 재생할 수 없다는 근대적 사유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다.344) <沈(3)>에서도 이러한 근대적 사유는 그대로 이어진다. 

심봉사  9월 9일이면, 이 애가 온다는 날짜가 하마 한 달이 지났는데 떠나기를 4월 

파일날 떠나구, 오구 가기 넉 달이면 넉넉허다구 했으니까, 8월 열흘 안에 

당도했어야 헐 게 아니라구?

뺑덕어멈  (입을 삐죽) 아무렴. 

                ⁝
뺑덕어멈  제를 지내는 데는 꼭 열여섯 살 먹은 숫계집아이를 제숙으로 고여놔야 헌

단 말야. 제숙으로 고여놓구는, 제를 지내구 나서는 계집 아이를 산 채루 

풍덩실 물에다, 임당수 천 길이나 되는 물에다 풍덩 산채루 집어넣는단 

342) <沈(7)>, 96-97면.
343) 최래옥, 앞의 글, 53면. 
344) 임명진, 앞의 글,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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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야. 그래야만 망나니 용왕이 고 계집아이를 늘럼 받아 삼키구는 직성이 

풀려, 풍랑을 거두구 그 덕분에 배가 무사히 건너구.345) 

<심(완)>과 <沈(7)>에서는 심청이 떠나기 전 제숙으로 팔려가는 사실을 심봉사

에게 알린다. 그러나 <沈(3)>에서 심청은 심봉사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여 선인들

과 함께 출항하였다가 넉 달 후에 돌아온다는 거짓말을 하고 떠난다. 약속한 넉 

달이 지나 다섯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심청을 기다리는 심봉사에게 뺑덕어멈

은 심청이 제숙으로 팔려갔으며,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심(완)>에

서는 현실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의 보상이 효를 행한 심청에게 주어졌다면, <沈

봉사>에서 효를 행한 심청에게는 그 어떤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출천지효(出

天之孝)’ 심청이기 때문에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환생과 그 이후의 보상이 이루

어지지만, <沈봉사>의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모습을 그대로 지닌 

인물 임에도 생환할 수 없다. 

심봉사  심청이가, 네 죽지 않고 그러면? 그러면? 오오 살어 있대요?

장승상 부인  네 살어 있어요. 

                  ⁝
궁녀 김씨  (전계로 나오면서) 아버지. (매달리지 않고 무춤 머물러 선다)

심봉사  오오 심청아 어데 보자. (눈도 떴다. 껴안으려고 달려든다) 네가 띠어 주려

던 눈도 시방이야 떴다. 

궁녀 김씨  아이구머니 숭축해라! (돌아서서 전 안으로 들어가며) 장님이라더니 눈

을 떴어요. (전 뒤로 퇴장)

                  ⁝
장승상 부인  아까 그건 거짓말 심청이고 그래서 심생원 눈을 뜨니까 질겁을 해서 

달어났다우. 그리고 정말 심청이는, 여보 심생원 정말 심청이는 임당

수에서 아주 영영 죽었……

심봉사  (자기 손가락으로 두 눈을 칵 찌르면서 엎드러진다) 아이구 이놈위 눈구먹! 

딸을 잡어 먹은 놈의 눈구먹! 아주 눈알맹이째 빠져바려라. (마디마디 사무

치게 흐느껴 운다) 아이구우 아이구우.346)

맹인잔치에 와서 심청을 만난 심봉사가 눈을 뜬다는 설정은 <심(완)>과 동일하

다. <심청전>의 맹인잔치는 헤어졌던 부녀가 상봉하고, 심봉사의 개안이 이루어질 

345) <沈(3)>, 187-189면.
346) <沈(7)>, 99-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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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맹인들까지 눈을 뜨는 ‘잔치’ 그 자체이다. 그러나 

<沈(7)>에서 심봉사가 재회한 심청은 왕후와 장승상 부인이 만들어낸 거짓 심청이

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그런데도 심봉사는 심청이 살아있다는 말에 기뻐하

고 살아온 딸의 모습을 보기 위해 그토록 원했던 눈을 뜬다. 그러나 거짓 심청을 

연기한 궁녀 김씨는 눈뜬 심봉사의 모습에 놀라서 도망을 치고, 심청의 죽음을 확

인한 심봉사는 스스로 눈을 찔러 다시 봉사가 된다. <심(완)>에서 심봉사의 개안

은 심청의 효성에 대한 보상의 일부이지만, <沈(7)>에서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

다. <심(완)>과 달리 심청이 희생한 일차적인 목적인 개안이 지연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347) 아버지를 위해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판 심청은 임당수 제숙이 되

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심청에 대한 보상은 있을 수가 없다. 아

울러 그 희생의 효과가 심봉사에게 미친다면 심봉사의 개안은 거짓 심청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한다. 따라서 거짓 심청을 만난 심봉사의 갑작스런 개안

은 심청의 효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는 심청의 상실로 인해 심

봉사의 욕망이 이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沈(7)>은 전반부의 많은 분량을 심청의 성장 과정을 따라가는 데에 할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심청이 여느 아이들과 다르지 않음을 보여줌으로써 그 

희생에 대한 비극적 효과를 강조한다. 주목할 점은 심청의 성장 과정에 함께 했던 

심봉사의 모습에도 있다. 비록 눈먼 아버지일지라도 떡을 사다 딸에게 먼저 먹이

고, 어머니의 존재를 그리워하는 어린 심청이 받을 상처를 걱정하고, 심청과 동무

들이 나누는 대화에 함께 하고 싶어하는 모습은 아버지로서의 심봉사가 어떠한 존

재인지도 부각하는 것이다. 심청을 잃기 전 심봉사의 욕망은 개안을 하여 과거를 

보고 입신영달하는 것이었다. 그 욕망은 심청의 상실을 전제하지 않은 욕망이었

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심청의 상실은 심봉사의 욕망을 입신영달에서 심

청의 생환으로 바꾸어 놓았다. 심청을 잃은 상실감과 심청에 대한 그리움은 심청

의 생환 소식에 눈을 뜨게 하였고, 살아 돌아온 심청의 얼굴을 보고자 했던 것이

다. 결국 왕후와 장승상 부인이 계획한 거짓 연극은 심봉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347) 김종철(2012)은 심청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심청의 희생에 의한 효과, 즉 심봉사
의 개안은 즉각 나타나지 않고 지연(遲延)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에 주목하여, 심봉사의 개안
의 지연은 그 지연의 시간만큼 심봉사와 심청에게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과 근심의 지속을 의
미하며, 서사의 전개상으로는 심청의 희생으로 인해 새로이 유발된 색난(色難)의 문제를 고통
의 감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김종철, 「희생과 보상의 
거리 - <심청전> 읽기의 한 방향」, 『국어교육연구』 30, 2012, 3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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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심청이 없는 현실을 뜬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폭력이 된 것이다. <沈(7)>

에서 궁녀 김씨의 어설픈 거짓 심청 연기가 왕후와 장승상 부인의 지시에 의한 것

이었다면, 다음의 <沈(3)>에서는 송달을 차지하려는 홍녀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거

짓 심청의 연기를 하게 된다. 

심봉사와 홍녀  (동시에) 왔어? 어디? / 아버지! (심봉사에게로 달려든다.)

심봉사  오, 내 새끼. 

홍녀  (심봉사의 팔을 잡으면서) 청이가 살아왔어요, 아버지. 

심봉사  (눈을 끔벅거리면서) 어디 보자 내 새끼. 

(순간, 심봉사 눈동자의 백태가 벗어지면서, 번쩍 눈을 뜬다)

                       ⁝
송달  청이의 극진헌 효성이 인제야 비로소 영험이 나타났읍니다. 아버님의 먼 눈을 

뜨시게 허자구, 임당수 제숙으로 몸을 팔아 (울면서) 공양미 3백 석 시주를 

헌 그 정성 그 효성이 인제야 비로소 영험이 나타났읍니다. 기뻐하세요. 청이

는 없어 섭섭허서두 그 극진헌 효성을 여겨, 기뻐허세요. 하늘이 무심헐 리가 

없지요. 만약, 눈을 못 뜨섰다면 부처님이 야속허지요. 청이는 죽은 혼백이라

두 인제는 여한이 없겠읍니다. 어르신네, 그 뜨신 눈으로 이 밝은 광명을 맘

껏 보세요. 자, 싫도록 보세요, 그대지도 뜨시구퍼 허시든 눈을 뜨시잖었어

요? 청이가 그대지두 뜨시게 해드리구 싶어 허든 눈을 뜨시잖었어요?

심봉사  (허탈되어) 그럼, 그럼, 우리 청이는 영영 죽구?

송달  죽었어두 살었으나 다름없읍니다. 만대나 살 효성 아녜요?

홍녀  지가 대신 따님 노릇 해 드리께요. 네?

심봉사  (맹렬히) 영영 죽어? 영영 우리 청이가 죽어? 이 늙어빠진, 송장 다 된, 아

무 소용두 없는 애비 하나 눈떠주자구, 그래 (광적으로) 우리 청이가 죽

어? 임당수 제숙으루 공양미 3백 석에 몸을 팔구서, 생주검을 했어? 응응? 

응응? (손가락 두 개를 벌려, 두 눈을 가리키면서) 이 눈구멍 때문에 자식

을 죽여? 천하를 주어두 아니 바꿀 내 자식을, 우리 청이를 생으루 죽여? 

응응. (이를 뽀도독, 가리키던 손가락으로 사정없이 두 눈동자를 찌른

다)348)

특별한 공간 이동 없이 도화동, 특히 심봉사의 집을 중심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沈(3)>에서는 심청의 죽음을 확인하는 공간 역시 심봉사의 집이다. 용궁이라는 

비현실적 공간이 <沈(7)>에서 사라졌다면, <沈(3)>에서는 왕궁이라는 비일상적 공

간마저 일상적 공간으로 바꾸어 놓는다. <沈(3)>에서 송달을 사모하는 인물 ‘홍

348) <沈(3)>, 194-1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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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는 상심한 심봉사를 위로할 꾀를 생각해 내는데, 바로 심청이 생환한 것처럼 

거짓 연극을 하는 것이다. 홍녀는 그 계획이 성공하면 첩으로 받아줄 것을 송달에

게 약속받는다. <沈(7)>에서의 궁녀 김씨가 왕후와 장승상 부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연극에 참여했다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거짓 연극을 꾸민 

홍녀는 심봉사를 붙잡고 적극적으로 거짓 심청 연기를 한다. 홍녀의 거짓 연기는 

심봉사의 눈을 뜨게 하지만 마마 자국이 있는 30세의 홍녀는 16세의 심청이 아님

이 금방 들통난다. <沈(7)>에서 심청은 출항 전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한 사연을 심

봉사에게 고백하고 떠나고, 심봉사는 심청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에 살

아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낼 뿐 생환에 대한 큰 기대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沈(3)>의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심청은 선인들과 출항하였다가 넉 달 후에 돌아

온다는 거짓말을 하고 떠났다. 막연하게 심청의 생환을 소망하는 <沈(7)>의 심봉

사와 달리 <沈(3)>에서 심청을 기다리는 심봉사는 심청이 귀환을 약속한 시간까지 

걱정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다. 심청이 떠난 후에도 ‘『논어』를 신이 나게 족족 

읽’을 정도로 심봉사는 여전히 ‘먼 눈을 떠 광명을 다시 보구 과거를 보아 급제

를 해서 벼슬을 해 영광을 누리어 조상과 가문을 빛’ 낼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있을 뿐이다.349) 그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눈먼 자이면서 진실에도 눈먼 어리석은 

존재로 그려진다. 심봉사의 초조함은 심청이 약속한 시간이 지나고서야 드러나고 

뺑덕어멈이 심청의 생환 불가능함을 이야기함으로써 심봉사의 어리석음은 폭로된

다. 눈을 떠서 과거를 볼 생각에 들떠 있던 심봉사에게 심청의 죽음은 기다리던 

시간과 맞물려 더 큰 충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심청의 생환 소식은 심봉사가 

가지고 있던 정보의 오류를 확인하는 순간이며, 자식을 죽음에 이르게 한지도 모

른 채 눈 뜰 생각에만 들떠 있던 죄책감을 씻어내는 순간이 된다. 심청이 살아 돌

아왔다며 아버지를 부르며 붙잡는 순간 심봉사는 이제 그 진실을 눈으로 확인하고 

어리석은 존재에서 벗어나기 위해 눈을 뜬다. 그것은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난 충

격적인 사건의 연속이 초래한 결과일 뿐이지 송달의 말처럼 심청의 ‘극진헌 효

성’으로 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심청의 효성이 빚어낸 결과라면 <沈(7)>과 

마찬가지로 그 보상의 시간이 지연된 것에 대한 해명이 불가능하다. 

<沈(3)>의 거짓 연극은 세 가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계획된 것이었다. 첫째, 송

달을 차지하고 싶은 홍녀의 욕망을 달성하는 것, 둘째, 심봉사의 상실감을 위로하

는 것, 마지막으로 그를 통해 심봉사에 대한 송달의 걱정을 더는 것 등이다. 이 

349) <沈(3)>, 186-1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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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연극의 첫 번째 목적이 홍녀라는 개인의 욕망에서 출발한 것은 <沈(7)>보다 

극 진행에 개연성을 부여한다. <沈(7)>에서 장승상 부인은 도화동을 떠날 때 ‘망

녀대’를 세우고 심청의 넋과 딸을 잃은 심봉사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렇기 때문

에 그 후 심봉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왕후와 장승상 부인이 갑작스럽

게 심봉사를 불러들여 거짓 연극으로 위로한다는 설정은 개연성이 현저히 낮아 보

인다. 채만식 역시 그러한 점을 간과하지 않고, <沈(3)>에서는 홍녀라는 개인의 

욕망을 집요하게 그려낸다. <沈(3)>에서의 거짓 연극은 홍녀의 욕망과 송달의 욕

망, 그리고 딸을 죽였다는 충격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려는 심봉사의 욕망이 충돌하

면서 파국을 맞게 되는 것이다. 

서사적 상황의 변개는 공간의 성격도 바꾸어 놓는다. <심(완)>에서의 공간 이동

은 인당수를 중심으로 죽음과 재생이라는 순환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

다. 도화동을 떠난 심청이 인당수에서 죽음을 맞게 되지만 수궁계를 거쳐 재생하

여 다시 인당수로 돌아와 궁궐에 당도해 황후가 된다. 현실계와 비현실계를 오고

가는 심청의 공간 이동은 곧 효의 화신으로서 심청이 보상을 얻는 과정이며, 작품

의 주제를 구현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沈(7)>에서의 공간 이동은 보상이 아닌 징

벌의 성격을 보이며, <沈(3)>은 특별한 공간 이동 없이 도화동, 특히 ‘심봉사의 

집’을 중심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沈(7)>의 심봉사는 <심(완)>과 마찬가지로 ‘장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서

울의 ‘왕궁’으로 향한다.350) 가는 길에 뺑덕어미까지 잃고 도착한 왕궁에서 심

봉사는 심청의 죽음을 확인하고 자책할 뿐이다. <沈(3)>에서는 왕궁까지의 이동 

경로를 모두 생략한 채 집에서 심청의 귀환만을 기다리던 심봉사가 심청의 죽음을 

확인하는 비극을 맞는다. 현실계와 비현실계를 넘나드는 공간 이동이 효에 대한 

보상의 과정이었다면, 비현실성을 제거한 <沈봉사>에서의 공간 설정은 효의 실천

과 그 보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간적 배경이 서사 내용과 조응을 이루는 양상도 <심(완)>과 차이를 보인다. 

<심청전>의 시간적 요소는 주로 계절적 이미지를 통해 드러난다. 사건과 시간적 

배경의 조응 양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고전소설에서 구현된 시간이 인물의 

심리, 사건 등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350) 관가에서 나왔다는 ‘군노’의 대사를 통해 확인된다. “아아니 그런 게 아니라 서울서 장님 
잔치가 열렸으니 곧 올라가서 참예하라는 전갈이요.” (<沈(7)>,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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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엄동셜 모진 날의 치운 조를 모로고 이 집 져 집 문압문압 드러가셔 근이 

비난 날리 모친은 셰상 바리시고 우리 부친 눈 어두워 압 못보신 줄 뉘 모르시

릿가351)

(나) 요록 버들가지도 조을닷시 휘느러졋고 춘됴는 다졍야 반졔 난 즁의 뭇

노라352) 

(다) 사관으로 여곰 일니 오월 오일 갑자일이리 소졔로 황후를 봉여 승상

의 집으로 모신 후의 길일리 당 전교시사353)

(라) 일일은 수심을 이기지 못야 시종을 다리고 옥난의 비겨니 추월은 발가 

산호발의 빗쳐들고 실솔은 실피 우러니354) 

(마) 연월일시 얼는 셔 가지고 나와보니 기러기난 간  업고 창망 구름 밧긔 

은수만 기우러졋다 다만 별과 달은 발가잇고 추풍은 삽삽다355)

(바) 날리 발근니 다시 나갈 졔 이 오뉴월이라 더우은 심고 은 흘너 한출

첨니356) 

인용한 (가)∼(바)는 시간 표현이 드러난 부분이다. (가)는 어린 심청이 동냥을 

나가는 장면으로, 몹시 추운 겨울날을 시간적 배경을 설정함으로써 심청의 안타까

운 상황을 부각하여 인물에 대한 연민을 불러일으키고, 효심을 부각한다. (나)는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팔아 남경선인들과 함께 떠나는 장면이다. 버들가

지가 흩날리고, 새들이 노래하는 봄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정함으로써 모든 생명이 

깨어나는 생동감 넘치는 봄의 순간과 죽음을 앞둔 심청의 상황을 대비하여 비극성

을 강화한다. 반면에 심청의 죽음은 재생과 연결되므로, 봄의 생동감이 심청의 미

래를 암시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다)는 구체적인 날짜를 통해 심청이 황후가 

되는 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음력 5월 5일이 풍년 기원 제사를 지내는 ‘단오’ 

명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심황후의 덕이 지즁사 년년

이 풍연’357)이라는 이후의 서술은 황후 책봉일이 단오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 

351) <심(완)>, 222면. 
352) <심(완)>, 238면.
353) <심(완)>, 254면. 
354) <심(완)>, 254면. 
355) <심(완)>, 255면. 
356) <심(완)>, 2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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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와 (마)는 심황후의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추월’, ‘실솔’, 

‘추풍’ 등의 가을 이미지를 통해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바)는 뺑덕어미를 잃은 

심봉사가 맹인잔치를 가기 위해 다시 길을 떠나는 장면으로, 한여름을 시간적 배

경으로 한다. 이는 앞서 심황후가 아버지를 그리워한 시간과 비교하면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심황후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황제는 바로 맹인잔치

를 배설(排設)하기 때문이다. 맹인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길을 떠나는 심봉사의 시

간이 맹인잔치를 배설하는 시간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전소설에서 구현된 시간은 인물의 심리, 사건 등을 효과적으

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시간의 논리는 중요하지 않다. 가을

이라는 계절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시간이라면, 뺑덕어

미를 잃은 후 희화화되는 심봉사의 형상은 만물이 가장 왕성하게 성장하는 여름이

라는 시간 속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시간의 논리적 모순은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가) 중문 안의 드러셔니 창 압푸 심은 화초 일난초 봉미장은 속입피 여나고 고루 

압푸 부용당은 구가 흔흔듸 하엽이 출수소의젼으로 놉피 셔 동실 넙젹 진

경은 쌍쌍 금부어 둥둥358) 

(나) 이 의 심봉사 홀노 안져 심쳥을 지달일 졔  곱파 등의 붓고 방은 추워 
이 여지고 잘 는 날어들고 먼 듸 졀 쇠북소 들이니 날 저문 졸 짐작고 

혼자는 말리   심쳥이는 무삼 일의 골몰며 날리 져문 졸 모르난고 주인

의게 잡피여 못 오난가 져물게 오난 길의 동무의게 잠착가 풍설의 가난 사
보고 짓난 소의 심청이 오난야 반기듯고 무단사 러진 엽창의와 풍설 셕

거 부드치니 심쳥이 온 자최 여 긴가 야 반겨 나셔면셔 심청이 네 오난야 

적막공정의 인적이 업셔니 헛분 마 아득키 속아구나359)

(가)는 심청이 찾아간 장승상 부인의 집 묘사이며, (나)는 그 시각 심청을 기다

리는 심봉사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와 (나)는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일어나

는 동시 사건이다. 즉, 이야기되는 시간은 같아야만 한다. 그런데 (가)는 난초의 

속잎이 피어나고, 연잎이 연못 위에 둥둥 떠 있고, 새가 날고 금붕어가 헤엄치는 

357) <심(완)>, 254면. 
358) <심(완)>, 224면. 
359) <심(완)>, 2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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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연한 봄의 풍경이라면, (나)는 심봉사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는, 눈과 바람이 

몰아치는 한겨울로 묘사되어 있다. 동시 사건임에도 이야기되는 시간이 서로 다르

게 구현된 모순이 발생한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와 (나)의 계절적 배경 역시 

서사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가)는 심청의 

인품을 부각하는 공간의 성격을 생기있고 아름답게 드러내기 위해 ‘봄’의 시간

을 구현했다면, (나)는 심청을 기다리는 심봉사의 불안함과 초조함을 강조하기 위

해 ‘겨울’의 시간을 구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심(완)>의 모순적인 시간 구현과 달리 <沈(3)>은 무대 지시문을 통해 시간적 

배경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제1막 제1장이 살구꽃이 활짝 핀 

‘3월 중순 화창한 봄날의 오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심청이 남경선인들과 

매신 거래를 한 후인 제1막 제2장에서는 꽃이 다 진 ‘4월 상순의 한낮’의 시간

을 배경으로 한다. 심청이 떠나고 돌아오지 않는 제2막 제1장의 시간은 낙엽까지 

거의 다 진 ‘9월 상순의 오후’이며, 심봉사가 심청의 죽음을 인지하는 제2막 제

2장과 제3막 제1장의 시간은 제2막 제1장과 같은 날인 9월 상순의 ‘석양’이 지

는 때로 되어 있다. 제3막의 제2장에서는 ‘늦은 가을, 황혼’의 시간 ‘효녀심랑

지사’라는 현판이 달린 누각 아래 스스로 안맹한 심봉사와 송달의 쓸쓸한 모습을 

보여주며 극은 마무리 된다. 만물이 생동하는 화려한 봄의 시간으로 시작하는 서

사는 늦은 가을로 시간이 진행되면서 점차 파국을 맞는다. <沈(3)>은 계절적 배경

뿐만 아니라 하루의 시간까지 섬세하게 조각하여 극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심(완)>의 시간이 개개의 사건과 조응하여 서사적 의미를 만들어냈다면, <沈(3)>

은 시간의 흐름과 서사의 비극적 전개가 조응함으로써 작품의 비극적 분위기를 고

조시킨다고 할 수 있다. 

2.3. 대화 관계 분석을 통한 텍스트 간 화제 도출

텍스트 간 화제의 도출은 일반적인 대화의 역순으로 진행된다. 인물과 서사적 

상황의 비교를 통해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했다면, 텍스트 간 인

용과 변용 지점을 분석함으로써 대화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는 텍스트에 표현된 부분을 화제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하여 가설을 전

개하는 과정이다. 인용과 변용 양상 분석에서 살펴본 부분은 곧 화제에 대한 응답

이며, 이를 통해 독자는 그것이 어떤 화제에 대한 응답이었을지 역추적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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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간의 화제는 도출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인물의 형상화 양상과 서사적 

상황의 구성 양상에 대한 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분석 내용이 화제에 대한 응답이

라고 보고, 그 응답을 정리함으로써 화제를 추론하고자 한다. 

다음 [표 10]은 화제 도출을 위해 인물 형상화의 인용과 변용 양상 분석을 통해 

텍스트 사이에서 확인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심(완)> <沈봉사>

인물의 

형상화 

양상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자기희생을 결단하는 효녀이다. 

⦁심청은 비범한 인물이다.

⦁심봉사는 개안에 대한 욕망을 가

진 인물이다. 

⦁주변 인물은 심청의 효를 부각하

고 칭송한다. 

⦁심청은 평범한 인물이다. 

⦁심봉사는 입신양명을 위해 개안

을 욕망하는 인물이다. 

⦁송달이라는 새 인물은 부모를 위

한 자녀 희생의 이율배반적 성격

과 종교적 신념의 비합리성 등을 

지적한다. 

[표 10] <심(완)>과 <沈봉사>의 인물의 형상화 양상 

[표 10]을 정리해 보면, 효를 실천하는 심청의 형상은 유지된다. 그러나 비범한 

인물과 평범한 인물은 효의 실천을 위한 희생에 대해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또한 희생의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는 심봉사의 욕망이 드러나는 양상은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포한 응답의 양상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부녀관계 주

변 인물의 형상화 역시 아버지를 위한 심청의 행위에 대한 응답의 산물로 볼 수 

있다. <심(완)>이 심청을 칭송하며 긍정적 목소리를 표출한다면, <沈봉사>는 비판

적 목소리를 내는 인물의 창조를 통해 서로 다른 의미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인

물 형상화 양상을 통한 텍스트 간 화제는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심청’은 비범한 인물인가?

⦁‘심봉사’는 아버지다운 인물인가?

다음 [표 11]은 화제 도출을 위해 서사적 상황 구성의 인용과 변용 양상 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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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텍스트 사이에서 확인된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심(완)> <沈봉사>

서사적 

상황의

구성 양상

⦁심봉사의 시주 약속으로 인해 심청이 남경선인과 매신 거래를 한다.

⦁자비로운 화주승은 물에 빠진 심

봉사를 구해주고, 공양미 삼백 

석 시주 약속을 받는다.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판 심청

은 인당수에 빠졌지만 재생한다. 

⦁심청은 천상계와 지상계라는 공

간을 이동한다. 

⦁황후가 된 심청과 심봉사의 상봉

으로 심봉사가 개안한다. 

⦁탐욕스러운 탁발승은 물에 빠진 

심봉사를 구해주고, 공양미 삼

백 석 시주 약속을 받는다. 

⦁공양미 삼백 석에 몸을 판 심청

은 임당수에 빠져서 죽음을 맞

는다. 

⦁심청의 공간 이동은 일상적 공

간에서 일어난다. 

⦁심청의 연인 송달의 등장으로 

인해 애정 갈등이 발생한다. 

⦁심청이 살아 돌아왔다는 거짓 

연극에 심봉사가 개안하지만, 

스스로 눈을 찔러 다시 맹인이 

된다. 

[표 11] <심(완)>과 <沈봉사>의 서사적 상황의 구성 양상 

[표 11]을 정리해 보면, 심청이 아버지 심봉사의 욕망 실현을 위해 공양미 삼백 

석을 받고 자신을 희생하는 서사적 상황은 동일하다. 그런데 인물의 화제에서 파

악하였듯이 비범한 심청은 재생하지만, 평범한 일상을 살던 심청은 죽음을 맞는

다. 따라서 심봉사의 개안은 부녀 상봉을 통한 개안과 딸의 죽음을 확인하는 개안

으로 전혀 다르게 형상화된다. 동일한 서사적 상황인 ‘심청의 희생’에 대한 서

로 다른 응답 양상을 통해 도출한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심청의 희생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효의 실천을 위한 자녀의 희생은 적절한 선택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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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물의 형상화 양상과 서사적 상황의 구성 양상을 정리하여 파악한 응답 

양상을 통해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를 역추적하였다. 3절에서는 이러한 화제를 바탕

으로 대화 관계에 기반한 텍스트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3. <심청전>과 <沈봉사>의 대화 관계 기반 의미 구성 

독자 중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텍스트 생산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앞 절에서 대화 관계 분석을 통해 도출한 화제를 중심으로 <심청

전>을 기반으로 <沈봉사>를 읽었을 때 작품의 의미와, <沈봉사>를 기반으로 <심청

전>을 읽었을 때 작품의 의미를 각각 살펴봄으로써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한 대

화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3.1. <심청전> 기반의 <沈봉사> 의미 구성

1) 인물의 형상화와 주제 구현 

(1) 심청의 평범한 일상과 비극성의 심화

여기에서는‘심청은 비범한 인물인가?’에 대한 응답 양상을 토대로 대화의 의

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심(완)>에서 심청은 비범한 인물이다. 주로 서술자의 목

소리를 통해 그 성품과 능력 등이 요약적으로 제시되는데, ‘적강 선녀’인 심청

은 ‘쳔지귀신이 도와 주고 졔불보살이 음조’는 ‘장 귀이 될 사’이기 때

문에 그 비범성은 당연시된다. 그러나 <沈봉사>의 심청은 비범성이 없는 평범한 

인물이다. 그 제목이 보여주듯이 <沈봉사>의 중심인물은 심봉사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沈(7)>의 경우 제1막은 젖을 먹는 어린 심청, 제2막은 6살의 심청, 제3

막은 12살의 심청, 제4막은 15살의 심청을 등장인물로 하여 그 성장 과정을 구체

화한다. 그 나이의 아이가 보여줄 수 있는 행동과 대사로 구성된 제1∼4막은 해당 

장면이 지나치리만큼 길어서 만약 극으로 상연된다면 관객의 집중력을 떨어트리는 

장면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심(완)>에 없는 성장 과정의 구체화는 작품의 비극

적 결말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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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천지효’, ‘효녀’, ‘효성’, ‘효행’ 등은 <심(완)>에 반복적으로 등장

하는 심청을 수식하는 말이다. 마을 사람들, 장승상 부인, 유가 이념을 표상하는 

혼령 등 모든 삽화는 심청의 효를 인정하고 보상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진다. 심봉

사로 인해 심청은 죽음을 택한다. 그러나 심봉사의 죄책감 또는 자식을 잃은 괴로

움 등은 작품 후반부에서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다. 자식을 죽음에 몰아넣은 부모

가 그럴 순 없다는 해석은 <沈봉사>에서 새로운 주제를 만들어내는데, 시종일관 

비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새로운 주제는 구현된다. 조동일(1999)은 이상이 

삶과 어긋날 때, 이상을 긍정하고 삶을 부정하려는, 이상에 맞도록 삶을 개조하려

는 노력에서 비장이 성립된다고 말한다. <심(완)>의 비장은 어떠한 희생을 각오하

고서라도 효의 이상을 긍정하고 고난을 초래하는 삶의 현실을 부정해야 하는 과정

에서 성립하고, 이를 통해 효의 윤리는 극단적으로 미화되고 숭고화된다. 심청의 

고난은 일시적인 것도, 쉽게 극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360) 어머니의 상실, 아

버지의 안맹, 그리고 가난까지 심청이 처한 중첩된 고난은 <沈봉사>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심청은 효의 이상을 긍정하기 위해 여전히 비장할 수밖에 없다. <심

(완)>과 달리 <沈(7)>에서는 심청의 탄생 순간부터 앞으로의 고난을 암시하고 있

어서 그 비장함은 더해진다. 

노승  (하얗게 늙은 도승 풍모, 마지막번 아기 울음 소리가 날 때에 사립문 안으로 끼

웃이 들여다보면서 독백―심봉사의 마지막번 대사와 병행이 된다) 허어 이 집

에도 새 인생 하나가 사바의 고해를 나왔구나! 너의 부모야, 자손을 보았대서 

기뻐하리라마는 인간은 삼천세계에 가장 업이 중한 것(고개를 끄덕거린다) 사

주 보시요…… 평생 사주팔자 보시요……361)

인용한 부분은 지나가던 길에 갓 태어난 심청의 울음소리를 들은 노승의 대사이

다. 심청의 탄생에 기뻐하는 심봉사의 목소리와 달리 노승의 대사는 심청이 고난

의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적강 선녀가 품 안에 드는 꿈을 꾸고 태어난 

비범한 인물 심청과 달리 <沈(7)>에서의 심청의 탄생과 그 울음소리는 노승의 대

사와 함께 암울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는 심청의 탄생과 곽씨 부인의 죽음을 서

로 연관시켜 심청의 탄생에 부정적 시선을 던지는 동리 사람들의 대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360) 조동일, 앞의 글, 286-297면 참고.
361) <沈(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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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덕어미  (치맛고리로 눈물을 씻으면서 큰길로 나와 상여가 간 뒤를 바라본다)

동리 여인 갑  (보고 섰다가) 자식이 아니라 원수다. 

동리 여인 을  그래! 저것만 아니 났으면 그렇게 죽지는 아니했지! 

귀덕어미  애기 났다길래 와 보았더니 좋아도 하더니만! (심청을 굽어다보면서) 마

지막 보아라. 인제는 너의 어머니도 아주 간다.362)

인용한 부분은 곽씨 부인의 장례를 지켜보는 동리 사람들의 대화이다. 심청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곽씨 부인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대사는 심청의 탄생이 곽씨 

부인의 죽음과 맞바꾼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축복받아야 마땅할 생명의 

탄생은 어미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한 원인이 되면서 부모와 자식이

라는 ‘천륜’은 ‘원수’의 관계가 되어 버린다. 그래서 곽씨 부인의 죽음을 안

타까워하는 사람들은 심청의 탄생이 축복이 아닌 재앙이었다고 규정하는 데에까지 

이른다. <심(완)>에서는 심청의 탄생과 곽씨 부인 죽음의 인과성이 전혀 거론되지 

않는다. ‘산후별증(産後別症)’으로 곽씨 부인이 죽음에 이르렀음에도 마을 사람 

모두는 뛰어난 성품과 재질(才質)을 지닌 곽씨 부인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에만 안타까워할 뿐 심청의 탄생에 대한 부정적 시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처럼 <沈(7)>에서의 심청의 탄생은 단순히 축복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마치 재앙인 것처럼 그려지고 있어서 심청의 고난이 쉽게 해결될 수 없을 것임을 

보여준다. 

배경음악으로 활용한 판소리도 심청의 평범한 일상과 어우러져 비극성을 강화한

다. 

(가) 막이 열리면 바람 섞여 눈이 내리고 무대는 비인 채 열린 부엌문에서 연기, 부

엌 앞에 큰 수캐 한 마리. 무대 뒤에서 심청가 중 「심청 밥 얻는데」로 중간까

지만 극저청으로 장구 없이 창을 댄다. 창이 끝나기 조금 전에 심청, 하수 후면

에서 등장. 철 지난 옷을 입고 팔짱 낀 팔꿈치에 바가지를 꼈다.363) 

(나) 전장이 암전(暗轉)할 때에 무대 뒤에서 「심청가(沈淸歌)」 중 심청 하직(沈淸

下直) (콜럼비아판 40412B면)을 장구 없이 극저청으로 창을 대다가 무대가 완전

히 회전했을 때 창이 그치고 급히 밝아진다.364)

362) <沈(7)>, 39면.
363) <沈(7)>, 47면.
364) <沈(7)>,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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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심청이 처음 동냥을 나가는 장면의 무대 지시문이고, (나)는 심청이 남

경선인을 따라 임당수로 출항하는 장면의 무대 지시문이다. 어린 나이에 삶을 이

어가기 위해 동냥을 나가고, 15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아버지를 위해 삶을 포기하

는 심청의 신산한 삶은 판소리가 배경음악으로 더해지면서 그 비극적 상황을 더욱 

처절하게 만든다. 관객이 판소리 <심청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정서를 작품 감상

에 끌어들임으로써 쉽게 극적 상황에 몰입하도록 하여 <심(완)>과 달리 펼쳐질 심

청의 운명에 대한 비극성을 심화하고 있다. 

(2) 심봉사의 이기적 욕망과 가족 관계의 파괴

여기에서는‘심봉사는 아버지다운 인물인가?’에 대한 응답 양상을 토대로 대화

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심(완)>에서의 심봉사는 한편으로는 점잖고 숭고한 

인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점잖지 못하고 비속한 인물이다. 심청의 비장한 희생

으로 심봉사의 숭고화는 절정에 이르고, 뺑덕어미를 만난 심봉사의 비속화는 또 

절정에 이른다. 이렇듯 심봉사는 처음부터 비속한 인물이 아니라 비속하고 골계스

럽게365) 된 인물이다.366) 심봉사의 이러한 골계적인 형상은 심청과의 상봉이 예견

되어 있기 때문에 <심(완)>이 갖는 비극성과는 무관하다. 골계화된 심봉사의 형상

은 있는 그대로의 삶의 현실을 긍정적으로 제시하여 독자들에게 웃음을 줄 뿐이

다. 

그러나 비극적 결말을 맞는 <沈봉사>에서는 심봉사의 골계적 형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초월적 힘이 사라진 세계에서 심청은 죽고 없기 때문

이다. 딸의 죽음 이후에도 아들을 얻을 생각에 들떠 있는 인물의 희화화는 효를 

앞세운 심청의 죽음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는가에 대한 의문마저 갖게 한다. 심

청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은 심봉사의 이기적인 욕망 앞에서 완전히 버려진

다. 

365) 조동일(1971)은 사회에서 굳어진 생각과 삶이 어긋날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비장과 골계
가 발생한다고 말한다. 굳어진 생각이 참되게 확고한 것이면, 이 훌륭한 생각에 맞게 삶을 개
조하려는 싸움을 전개하는데 삶의 개조는 어렵고 희생이 커서 비장이 성립한다. 그에 비해 
굳어진 생각이 무의미하거나 거짓되게 경화된 것이면, 이 허망한 생각을 급격히 파괴해 버림
으로써 삶을 긍정하는데, 생각의 파괴는 보다 쉽고 재미있어서 골계가 성립한다. (조동일, 
「한국문학(韓國文學)에 있어서의 골계(滑稽)」, 『국어국문학』 51, 1971, 117면.)

366) 조동일, 앞의 글, 1999, 299-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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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 여인 을  거 그러느니 누구 수양딸로나 주지?

동리 여인 갑  처음 그런 말을 하고 수양딸로 달라는 사람도 있었더라는데 안 내놓

겠답니다. 

동리 여인 을  왜 그럴까, 내주었으면 자식도 좋고 자기도 행결 편할 텐데. (물동이

를 이고) 난 그럼 먼점 가요. (길로 나와서 심봉사를 부른다) 나 따

라서 일루 오시요. 

심봉사  네 헴 원 이렇게 신세를 져서. 

동리 여인 을  신세랄 게 어데 있소! 그것도 다 한 동리 사는 의(誼)지. 그런데 누

구 수양딸로나 내주었으면 좋을 걸 왜 안 내주고 서로 고생을 허우. 

심봉사  네 헴헴 누가 이 똥오줌도 못 가리는 것을 데련들 가겠읍니까마는, 또 우리 

마누라가 이것을 하나를 날 양으로 명산대찰에다 갖은 정성을 다 들여가지

고 이거나마 하나 나 놓고는 필경 죽기까지 했는데 어렵다고 내 손으로 길

르지를 않고 남을 주어서야 땅 속에 묻힌 제 어미라도 원망스럽잖겠읍니까! 

그래서 그저 헴.367) 

인용한 부분은 곽씨 부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청을 데리고 젖동냥을 다

니는 심봉사와 동리 여인들의 대화이다. 동리 여인들은 심청을 다른 집 수양딸로 

보내지 않고 젖동냥을 얻기 위해 고생하는 심봉사를 의아해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다. 그런 동리 여인들에게 심봉사는 죽은 아내를 생각해서라도 심청의 양육에 대

한 책임은 자신의 몫임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다음 인용한 장면에서는 수양딸에 

대한 심봉사의 태도가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심청  몽운사로 공양미 삼백 석 오늘 보내게 되었어요. 

심봉사  응? 거 웬 소리냐? 어데서 나서 보낸단 말이냐? 응?

심청  장승상 부인이 주셨어요. 

               ⁝
심청  네, 그런데 그때 저더러 수양딸로 오라고 그러셔요. 

심봉사  수양딸로? 거 좋지, 그래서?

심청  그러시는 걸 제가 집에 앞 못 보시는 외로운 부친이 계셔서 그리할 수 없읍니

다고 그랬지요. 

심봉사  원 이애야. 거 괜히 그랬다. 네가 그런 댁에 가서 수양딸로 있으면 오죽이

나 좋았겠니!

             ⁝
심청  아이, 아버지도 별말씀을 다 허셔!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때 그런 말씀을 하

367) <沈(7)>, 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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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일도 있고 하길래 시방 갔다 왔지요. 수양딸로 들어가겠읍니다고, 그러니 

아버지 시주하신 것 삼백 석만 주시라고 그랬더니 선뜻 허락을 하시고 퍽 반

가워하셔요. 

심봉사  어어 거 참 잘 했다. 너 잘 되고 또 나 눈 뜨니 좋고 거 참 잘 되었다. 인

제 내가 겨우 맘을 놓겠다.368)

인용한 부분은 심청이 장승상 부인에게 수양딸로 가기로 하고 공양미 삼백 석을 

구했다고 심봉사에게 거짓말을 하는 장면이다. 여기에서의 심봉사는 동리 사람들

에게 심청의 양육에 대해 강한 책임감을 드러내던 그 인물이 아닌 것처럼 수양딸

에 대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다. 수양딸로 오라는 장승상 부인의 첫 제안을 거

절했다는 심청에게 괜히 그랬다며 아쉬워할 정도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심(완)>에서는 적어도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엿단 말리 쳔

문의 고히다”369)면서 잠시 간의 심리적 갈등을 드러내지만 <沈(7)>에서는 어떤 

갈등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어어 거 참 잘 했다. 너 잘 되고 또 나 눈 뜨니 

좋고 거 참 잘 되었다.”며 심청을 수양딸로 보내는 것에 대해 망설임 없이 기뻐

하는데, 시주를 하지 못해 받을 천벌에 대한 두려움마저 사라지고, 다시 눈뜰 생

각에 설레는 심봉사의 무책임한 태도만 드러날 뿐이다. 시주를 얻기 위한 탁발승

의 충동질은 눈을 떠서 과거를 보아 가문을 빛내겠다는 심봉사의 욕망을 머지않아 

실현 가능한 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승상 부인의 수양딸 제

안과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공양미 삼백 석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까지도 잊게 

만든 것이다. 수양딸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심봉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최선이자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어린 심청에 대한 아버지

로서의 책임감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해 버려지면서 심청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안타까운 현실에 이르게 한다. 

<沈봉사>의 관객(독자)들은 비속한 심봉사의 형상을 통해 효의 실천을 위해 목

숨을 버린 어린 심청에 대해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갖게 되고, 개인적 욕망에 대

한 집착으로 어린 딸을 사지(死地)로 몰아넣은 아비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갖게 

된다. 심청의 죽음과 그 죽음을 확인한 심봉사가 눈을 찔러 다시 맹인이 되는 것

은 효의 실천을 위해 생명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는 인식의 표출인 것이다. 

 심봉사의 덧없는 욕망은 <심(완)>에서 <沈(7)>, <沈(3)>으로 갈수록 강화된다. 

368) <沈(7)>, 69-70면.
369) <심(완)>, 2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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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효의 실천으로 포장된 심청의 죽음과 그 이면에 담긴 외부적 힘의 작용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은 그 죽음의 원인을 아버지답지 못한 아버지의 존재로 드러낸

다. 채만식은 새로운 <심청전>을 쓰면서 그 제목을 <沈봉사>로 함으로써 중심인물

이 심봉사임을 드러냈다. 그런데 왜 ‘沈봉사’라고 한자를 표기했는가? 중심인물

의 변화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그 제목이 ‘심봉사’여도 무방하다. 채

만식의 관심은 <심청전>의 비극성에 있었고, 그 흐름 역시 기왕의 <심청전>이 보

여주었던 상승 구조 대신 극단으로 치닫는 하강 구조를 보여주었다. “표제는 작

품의 내용의 초점이 되게.”370) 설정하는 채만식이라면 중심인물만 드러내는 것이 

아닌 중심내용 또한 제목에 담았을 것이다. 한자 ‘沈’의 표기가 바로 그것과 관

련된다. ‘沈봉사’의 ‘沈’은 ‘성씨’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沈’은 

‘가라앉다’라는 뜻을 가친 ‘침’이라는 음의 한자이기도 하다. ‘가라앉다’의 

사전적 의미는 ‘물 따위에 떠 있거나 섞여 있는 것이 밑바닥으로 내려앉다.’, 

‘성하던 것이 활기를 잃은 상태로 되다.’371) 등 모두 하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沈봉사>의 내용 역시 꽃다운 나이의 심청이 물 아래로 가라앉아 짧은 생을 

마감하고, 과거 급제에 대한 생각으로 들떠 있던 심봉사가 딸의 죽음을 인지하면

서 그 활기를 잃게 된다. 자식을 잃고 스스로 다시 눈먼 삶을 선택하는 심봉사의 

모습은 심봉사 집안의 몰락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채만식은 이처럼 

한자 ‘沈’의 중의성에 주목했다. <沈봉사>라는 제목은 일차적으로는 중심인물이 

‘심봉사’임을 보여주면서도, ‘심봉사’의 욕망으로 인해 구현될 비극적 서사 

세계 역시 암시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효의 실천에 대한 확실한 보상은 없

다. 그 가치는 지켜져야 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개인의 욕망으로 인한 또 다른 

개인의 희생은 비록 부녀관계일지라도 가족애와 효성 등 인륜적 가치를 훼손할 뿐

이다. 

2) 서사적 상황의 구성과 주제 구현

(1) 징벌의 과정과 하강의 서사 구조 

370) 채만식, 홍재범 편, 현대작가 창작고심 합답회, 《사해공론》 1937년 1월호, 『채만식 희곡집: 
극적인 것과 서사적인 것의 만남』, 호모루덴스, 2019, 477면. 

37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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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심청의 희생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의 양상

을 토대로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보상의 구현 양상은 향유층(작가)의 

세계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통 사회의 <심청전> 수용자들은 지극한 효성

에 하늘이 감응하여 복을 내린다는 것을 기꺼이 믿었고, 그 믿음은 용궁을 통해 

구체화 되었다.372) 그러나 초현실적 힘이 제거된 세계의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목

숨을 팔았지만 환생하지 못한다. 근대적 사고에서는 심청의 효심이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할 만큼 값지고 안타깝더라도 죽음을 초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죽음을 

초월하지 못한 심청에게는 더 이상의 보상도 주어질 수 없다. 

<심(완)>에서 후반부 서사가 보상 중심의 상승 구조인 것과 달리 <沈봉사>는 징

벌 중심의 하강 구조를 갖는다. 그 징벌은 심청의 죽음과 관련된 인물들에게 가해

지지만, 심청의 죽음 역시 하나의 징벌로 볼 수 있다. <심(완)>에서 심청의 행위

에 대한 보상은 제일 먼저 심청에게 나타난다. 인당수 투신에도 불구하고 용궁을 

거쳐 재생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보상이다. 이와 반대로 <沈봉사>에서 징벌은 

심청에서부터 시작된다. 심청의 죽음은 잘못된 효의 실천에 대한 징벌이자, 비합

리적인 판단에 대한 징벌이다. <沈봉사>에서는 심청의 환생 사건이 사라지면서 심

청은 중심인물의 지위를 잃는다. <沈봉사>에는 심청의 죽음에 대한 추모만 있을 

뿐 보상은 없다. 심청의 선택과 그로 인한 죽음은 이후 그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징벌로 연결된다. 심청을 임당수 제숙으로 데려간 도선주 ‘장가’가 또 다른 징

벌의 대상이 된다. 장가는 심청이 인당수에 투신하는 순간 쓰러진 후 그때부터 점

차 시력을 잃게 되고, 그 원인을 효녀 심청을 임당수 제숙으로 바친 천벌이라고 

믿는다. 

심청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심봉사 역시 징벌의 대상이 된다. 심청의 덕을 기리

고 심봉사를 위로하기 위한 거짓 연극은, 심봉사가 심청이 없는 현실을 뜬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폭력적 상황이 되어 버린다. 

(가) 심봉사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하수로 걸어간다. 눈은 눈알이 빠져서 아주 움

푹 들어가고 피가 흐른다) 아이구 아이구우 아이구우. 가자 가자아 망

녀대를 찾어가아 망녀대로 가자아373)

372) 황혜진(2004)은 심청의 효행과 보상은 인과율로는 해명할 수 없으며, 효행과 초월적인 힘의 
관계가 필연적이라고 믿는 주체에 의해 감응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황혜진, 앞
의 글, 2004, 251-252면.) 

373) <沈(7)>,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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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봉사  (계속하여) 이 눈구멍 하나 뜨자구? (얼굴이 온통 유혈, 피묻은 눈동

자를 움켜, 태질을 치면서) 이 원수의 눈구멍(땅바닥에 가 쓰러진다) 

원수의 눈구멍. (송달과 홍녀 좌우에서 부축해 일으키려 애를 쓰고 급

히 막)374) 

(가)는 <沈(7)>의 마지막 심봉사의 대사이고, (나)는 <沈(3)>의 마지막 대사이

다. 거짓 심청 연극을 믿은 심봉사는 생환한 심청의 얼굴을 보기 위해 눈을 뜬다. 

<沈(7)>의 작가 부기에서 ‘눈에 아니 보이는 힘’을 완전 말살 무시했다고 한 작

가의 입장과 달리 갑작스러운 심봉사의 개안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심

청의 상실에 의한 심봉사의 욕망 이동과 그 죽음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눈을 뜨게 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그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

할 수 없는 초월적 힘의 작용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도 ‘눈에 아니 

보이는 힘’을 무시했다고 말한 채만식은 왜 심봉사의 눈을 뜨게 했는가? 이것은 

비극적 결말을 위한 예비적 조건을 만드는 과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눈

을 뜰 수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토록 원하던 개안이 이루어졌음에도 다시 스스로 

그 눈을 멀게 하는 심봉사의 행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파국적 결말은 오이디푸스의 신화를 차용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많은 논

의가 이루어져 왔다.375) 비극적 현실 앞에 놓여있는 두 인물이 스스로 눈을 멀게 

한다는 점, 그 행위는 자기 징벌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두 상황은 분명 

유사하다. 오이디푸스의 행위는 운명을 지배하지 못한 인물의 좌절이면서 동시에 

신의 뜻을 행하는 방법이기도 했다. 나라에 든 재앙의 원인을 알기 위해 얻은 신

탁에서 라이오스 왕의 살해자를 찾아 징죄해야 한다는 신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沈(7)>에서 비극적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물은 ‘심청’이었다. 노

승의 예언도, 어미 죽인 딸이라는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림도 모두 심청의 비극적 

운명을 암시했다. 그런데 심청의 비극적 운명을 추동한 것이 바로 심봉사의 욕망

이었다. 심봉사는 개안의 욕망을 달성하지만 심청이 없는 현실을 자각한다. 심봉

사의 행위는 자신의 욕망에 대한 징죄이며, 개안이 초래한 불행에 대한 좌절이며, 

비극적 운명을 깨달은 체념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374) <沈(3)>, 196면.
375) 방민호는 <沈봉사>의 결말이 <오이디푸스 왕>의 결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면서, 두 행위

에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한다. 오이디푸스의 행위가 불가피한 운명의 작용 때문이라면, 심봉
사의 행위는 자기 욕망의 결과인 것이다. (방민호, 앞의 책, 188-1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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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갈등의 표면화와 효의 실천에 대한 문제 제기 

여기에서는 ‘효의 실천을 위한 자녀의 희생은 적절한 선택인가?’에 대한 응답

의 양상을 토대로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과거에는 부모를 위한 자녀의 

희생을 다룬 이야기는 흔한 것이었으며 실제로도 일어난 일이었기에376) 당대의 수

용자들에게 심청의 극단적인 효행도 공감과 감동의 영역 안에서 수용되었다.377) 

생을 포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이효상효의 문제도 재생과 보상 과정으로 모두 해결

되기 때문에 효의 실천을 위한 심청의 희생은 칭송되었으며, 그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송달의 등장으로 표면화된 애정 중심의 서사 갈등은 이러한 문제를 표면

화한다. 송달은 탁발승과 심봉사의 터무니없는 시주 약속을 심청보다 먼저 알고 

그 허황된 욕망과 비현실적 사고를 지적한다. 심봉사와 송달의 대화가 진행될수록 

심봉사는 실현 불가능한 약속을 했다는 현실을 인지하게 되지만, 개안에 대한 기

대감이 천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뀔 뿐 합리적 사고를 하지는 못한다. 송달의 합

리적 사고는 그 의도와 다르게 공양미 삼백 석에 대한 심봉사의 간절함을 부추긴

다. 

심봉사  …… 으으으 무서! 으으으 으으으 무서. 차라리 시방 이 당장 목을 매구 늘

어져 죽구 말지 그 죄를 어찌 다 받드란 말이냐 으응. 차라리 시방 죽구 말

어, 아까 빠져서 죽을 뻔헌 뒷개울에 가 텀벙 빠져서 죽구 말아야지 죽구 

말아야지. (비척거리고 토방으로 내려선다)

  (송달, 달려들어 만류한다)378)

인용한 부분은 심봉사의 천벌에 대한 공포심을 보여준다. 천벌을 받느니보다 차

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심봉사의 대사는 그 공포가 어느 정도인지를 짐작하게 한

다. 결국 송달의 설득은 심봉사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차라리 죽고 말겠다고 

나서는 무모한 행동을 만류할 뿐이다. 이것이 심청이 임당수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심(완)>에서 심청의 결정은 단호하다. 출항하는 날 

새벽닭 우는 소리에‘죽기는 섭지 안이여도 의지업신 우리 부친 엇지 잇고 가잔 

376) 정하영, 「심청가」, 『판소리의 세계』, 문학과지성사, 2000, 234쪽. 
377) 고은임, 앞의 글, 40면. 
378) <沈(3)>, 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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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고’379)라며 생각할 정도로 아버지에 대한 걱정뿐이다. 그러나 <沈(3)>에서 심

청의 심리적 갈등은 심봉사에 의해 심화된다. 

심청  …… 그 사흘 밤 사흘 낮을 두구, …(중략)… 무서워허시믄서, 곧 자결을 허

실 령으로 드시든 양이라니, 남의 자식 된 몸으로 차마 그냥 보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걸 생각하믄 당장 그 괴롬을 풀어드린 것만 해도, 제 목숨 하나 값

은 넉넉히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인제 눈꺼정 뜨시게 된다믄 그런 졸 도리가 

어딨어요. 저 겉은 목숨 열도 아깔 것 없죠.380) 

심청을 괴롭힌 건 자식을 앞에 두고 자결을 하겠다고 하는 심봉사의 철없는 두

려움이다. 인용한 부분은 임당수행을 결정하기까지의 심청의 심리적 고통과 갈등

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게 한다. 심봉사의 행위는 자식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다.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해 오지 않으면 자결하겠다는 간접적인 협박은 비현실적인 천

벌에 대한 공포보다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연인을 두고도 결정한 죽음

은 심청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이다. 심청의 결정을 만류하는 송달처

럼 심청 역시 시주와 개안의 인과관계를 믿지 않는다. 단지, 죽음을 결정한 상황

에서는 아버지의 개안을 기대하고 믿는 것만이 자신의 선택을 가치 있게 만든다고 

생각할 뿐이다.

심봉사의 이기적인 욕망과 투정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모습으로 드러나

고, 이는 심청의 심리적 갈등, 심청과 심봉사의 갈등, 심청과 송달 간의 갈등 등

을 야기한다. 심청은 갈등 해소의 방법으로 죽음을 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봉

사는 딸을 판 아버지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피

할 수 없다. 심청의 죽음과 심봉사의 개안은 맞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강요한 아버지 심봉사, 잘못된 선택을 한 딸 심청 모두 효의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가, 효는 일방적인 자녀의 희생이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고 있다. 

3.2. <沈봉사> 기반의 <심청전> 의미 구성

지금까지 <심청전>을 기반으로 한 <沈봉사>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텍스트 생산

379) <심(완)>, 233면. 
380) <沈(3)>, 1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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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사적 선후관계를 고려하면, <심청전>이 <沈봉사>의 선행 텍스트임이 분명하

다. 그러나 독자의 수용 시점으로 본다면 <심청전> 수용이 반드시 <沈봉사> 수용

에 선행한다고 볼 수 없다. 여기에서는 <沈봉사>를 읽은 독자가 이를 상호텍스트

를 하는 <심청전>을 읽는 상황을 가정하여 <심청전>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보고

자 한다.

1) 인물의 형상화와 주제 구현

(1) 심청의 주체성과 희생의 정당성 확보

여기에서는 ‘심청은 비범한 인물인가?’에 대한 응답의 양상을 토대로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沈봉사>에서의 심청은 아버지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효심이 지극한 인물임에는 분명하다. <심(완)>에서 심청의 선택도 동일하다. 그러

나 <심(완)>의 결정 과정에서는 그 주체성이 더욱 부각되고, 심청의 희생은 스스

로 정당성을 확보한다. 

심청  (강잉해서 웃는다) 아이구 아버지 참 잘 하셨수.381) 

인용한 부분은 심봉사의 무리한 시주 약속을 알게 된 심청의 대사이다. 지시문

에 있는‘강잉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억지로 참다. 또는 마지못하여 그대로 하

다.’382)이다. 심청은 아버지가 결정한 일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곡기까지 끊고 걱정만 하는 아버지를 위해 억지로 웃으며 마음과 다

른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심청은 자신의 목숨과 공양미 삼백 

석을 맞바꾸는 남경선인과의 매신 거래에서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아버지

를 위해 속마음을 숨기고 매신을 결정하는 심청의 행위를 효의 실천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그 희생을 온전히 자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심청이 반기 듯고 부친을 위로되 아부지 걱정 마르시고 진지나 잡수시요 후회
면 진심이 못되오니다 아부지 어두온 눈을 셔 천지만물을 보량이면 공양이 삼
석을 아무조록 준비여 몽운사로 올이리다383) 

381) <沈(7)>, 62면. 
382)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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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에서 심봉사의 결정을 심청은 반겨 듣고, 걱정하는 아버지를 안심시킨

다. 아버지를 위한 결정이 자신의 삶과 맞바꾸는 것이기에 그 결정은 쉬울 수 없

다. 그런데 자신의 희생을 결정하는 심청의 태도에서 <沈(7)>과 <沈(3)>에서와 같

은 심리적 갈등은 찾아볼 수 없다. 조동일(1999)은 <심청전>이 영웅의 일생이라는 

전승 유형을 소설화한 작품이라고 평가한 바 있는데,384) 자신 앞에 닥친 고난에 

망설임 없이 대응하는 태도는 일상적이고 평범한 인물 형상이기보다는 영웅의 형

상에 가깝다. 

이처럼 심청의 행위는 주체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희생의 가치는 더욱 

숭고하게 평가된다. <심(완)>에서는 인물의 대사, 서술자의 논평 등을 통해 심청

의 효행을 지속적으로 부각한다. ‘효’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부분은, 서사 전

반부에서 총 10회, 후반부에서는 총 7회 확인되는데,385) 심청의 ‘효’를 독자가 

잊지 않도록 상기시켜주듯이 서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반

복된다. 물론 ‘효’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작품 전체에서 심청의 효행 묘

사 및 그 행위를 칭찬하는 서술과 대사는 반복되지만, ‘효’라는 단어의 반복적

인 직접 언급은 작품의 주제를 강조하는 것임에는 분명하다. 

전반부에서는 서술자 외에도 장승상 부인, 남경선인, 이비(二妃)와 굴원 등이 

심청의 ‘효’를 언급한다. 장승상 부인은 수양딸 제안 거절 상황과 남경선인에게 

팔려가는 사실을 알고 만류하는 상황에서 ‘효’를 언급하는데, 두 가지의 상황이 

모두 아버지의 안위만을 생각한 결정임을 부각하여 심청의 효행을 강조한다. 특히 

공양미 삼백 석 대납 거절은 심봉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경선인들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한 결정으로써 심청의 지극한 효성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성숙한 면모도 

보여준다.386) 심청을 죽음에 몰아넣은 남경선인들이 ‘억십만금 퇴를 녀 고국으

로 도라’온 것이나 ‘사오의 경영 질’을 ‘수삼 일만의 득달’한 것도 모두 

심청의 덕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심청의 면모는 국모(國母)의 자리

에서 온 백성에게 덕을 베푸는 형상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장승상 부인의 제안

에 대한 두 차례의 거절은 심청의 효심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심청의 위상을 제

고(提高)하여 개인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숭고한 인물로 발돋움

하게 한다. 이비(二妃)와 굴원 등의 위로와 칭송 역시 심청을 만고의 열녀 충신인 

383) <심(완)>, 229면. 
384) 조동일, 앞의 글, 1999, 286면. 
385) 51면의 [표 2] 참고.
386) 김종철, 앞의 글, 2013,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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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음으로써 그 위상을 높인다.387) 

후반부에서는 천상계를 다스리는 옥황상제에 의해 죽음도 무릅쓴 심청의 효가 

다시 칭송되고, 심청의 죽음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남경선인과 심봉사, 그

리고 서술자에 의해 심청의 효를 찬양함으로써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덕목으

로써 효의 가치는 강조된다. 이와 같은 효의 형상화는 작품의 표면적 주제가 

‘효’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388) 효는 부모에 대한 조건 없는 희생이며, 심청의 

선택은 주체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더욱 숭고한 가치를 가진다. 

(2) 심봉사의 유아적 의존성과 부녀관계의 역전

여기에서는 ‘심봉사는 아버지다운 인물인가?’에 대한 응답의 양상을 토대로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부모와 자녀의 일반적인 관계는 양육하는 자와 

양육 받는 자의 관계이다. <沈(7)>에서 심봉사는 탁발승으로 인해 감추어둔 욕망

이 표출되기 전까지는 비록 장애가 있을지라도 아버지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어린 심청에 대한 양육의 책임을 보여주고, 어머니의 상실이 

심청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음을 쓴다. 또한 <沈(3)>에서는 심청의 

혼인을 주도하는 모습까지 보여준다. 그런데 <심(완)>의 심봉사 형상에서는 가장

으로서의 권위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보다 의존적이고 철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 가삼을 아 두다리며 머리 탕탕 부드치며 리궁글 치궁글며 업더지며 잡바

지며 발 구르며 고통며389) 

387) 박일용(2013)은 혼령들이 심청에게 한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에 주목한다. 열녀와 충
신의 등장은 심청의 효에 대한 보상임과 동시에 심청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 인물임을 드러냄으로써 효에 내포된 비극적 역설을 부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박일용, 
앞의 글, 336면.) 

388) 조동일(1999)은 비장을 통해 효의 윤리를 극단적으로 미화하고 숭고화함으로써 <심청전>의 
표면적 주제가 드러나고, 현실을 긍정하는 골계적 인식을 통해 이면적 주제를 드러낸다고 하
였다. (조동일, 앞의 글. 1999, 306면.)

    한편 박일용(2013)은 <심청전>이 표면적으로는 효(孝)라는 이데올로기를 부각하는 것으로 보
이지만, 실상은 그것이 극단적으로 강조되었을 때 나타나는 비인간적인 결과를 통해 효 이념
의 이율배반성을 드러낸다고 말한다. (박일용, 앞의 글, 336면.) 

389) <심(완)>,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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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우리 부친 날 밋기를 아달 겸 밋사오니 가 부친 곳 안이시면 이졔지 살어

스며 가 만일 업거듸면 우리 부친 나문 를 맛칠 기리 업사오며 오조의 사졍 

셔로 의지여  몸이 맛도록 기리 모시려 옵난니다390) 

(다) 이 의 심봉사 홀노 안져 심쳥을 지달일 졔  곱파 등의 붓고 방은 추워 
이 여지고 …(중략)… 심쳥이 온 자최 여 긴가 야 반겨 나셔면셔 심청이 

네 오난야 적막공정의 인적이 업셔니 헛분 마 아득키 속아구나391)

(가)는 곽씨 부인의 죽음을 대하는 심봉사의 모습으로,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

습이 흡사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 곽씨 부인과 심봉사는 부부관계

였으나 실은 곽씨 부인의 보호에 의해 심봉사의 삶의 보장되는 모자 관계와도 같

은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봉사에게서 엄마를 잃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읽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한 번도 보호자인 적이 없고, 가장이었던 적이 없던 심봉

사가 자신의 보호자를 잃고 어린 심청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는 상황은 심봉사에

게는 두려움을 야기한다. 심청에 대한 심봉사의 책임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심청

에게로 옮겨간다. 심청은 칠팔세가 되어서부터 부양의 책임을 들어 심봉사에 대한 

보호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부녀관계는 딸이 아버지를 보호하는 관계로 역전된다. 

(나)는 장승상 부인의 수양딸 제안을 거절하는 심청의 말이다. 심봉사가 심청을 

‘아들’로 여긴다는 것은 심청이 아버지의 보호자이자 가장의 역할을 맡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다)는 장승상 부인 댁에 간 심청을 기다리는 심봉사의 초조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역시 돌아오지 않는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의 안절부절못하

는 모습과 같이 형상화된다. 심청이 심봉사 곁을 비운 사이 심봉사는 개천에 빠진

다. 그것은 심청에게 온전히 자신의 삶을 기대고 있는 심봉사의 삶을 상징하는 것

과 같다. 심봉사에게 심청이 없는 삶은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것이

다. 심봉사는 심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모습

으로 딸을 삶의 일부로 소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92) 

이처럼 아버지로서 심봉사의 무능력함은 심청의 효녀로서의 모습을 강화하고 부

각한다. 표면적으로 부녀관계이지만 그 실상은 모자 관계로 기능하는 이 둘의 관

계는 심청이 아들과도 같은 아버지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390) <심(완)>, 225면. 
391) <심(완)>, 226면. 
392) 김수연, 「부녀 서사의 전통과 현대 콘텐츠의 서사적 분기」, 『문학치료연구』 61, 2021, 14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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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 표면적인 효의 실천은, 실은 자녀의 희생이기보다는 어머니의 희생에 가

깝다.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청의 모성성(母性性)은 국모로서 백성을 

보살피는 모성성으로 확대된다고 할 수 있다. 

2) 서사적 상황의 구성과 주제 구현 

(1) 보상의 과정과 상승의 서사 구조 

여기에서는 ‘심청의 희생은 어떤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의 양상

을 토대로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沈봉사>와 <심(완)>의 서사의 중심에

는 ‘심청의 죽음’이 놓여있다. 독자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심청의 선택을 따라가

면서 심청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고, 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애도하거나 죽음의 

원인 제공자에 대해 분노하기도 한다. 심청의 죽음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는 독자

의 태도는 <沈봉사>의 징벌 중심 서사를 만들어냈다. <沈봉사>에서는 심청을 포함

하여 심청의 희생과 관련된 심봉사, 장가(남경선인) 등이 징벌의 대상이 되는데, 

심청의 억울한 희생을 목격한 독자는 희생을 유도한 이들에 대한 참혹한 징벌의 

과정을 통해 그 죽음을 위로하게 된다. 

심청의 죽음을 확인하고 파국에 이르는 <沈봉사>의 서사는 심청의 자발적인 선

택으로 보이는 이면에 다른 이들의 욕망이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沈봉사>에서 확인한 타인의 욕망은 심청의 결정이 자발적이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강요를 거부할 수 없었던 어쩔 수 없는 희생임을 추론하게 한다. 15세 소녀가 느

낄 수밖에 없었던 심리적 압박감은 자신의 삶을 포기는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선

택을 안타깝게 여긴 또 다른 독자는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징벌 대신 심청의 죽

음을 무화시키는 방식으로 그 죽음을 위로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완)>은 

심청을 포함하여 심청의 희생과 관련된 이들에 대한 보상 중심의 서사로 이루어진

다. 그렇기 때문에 심청이 희생이 결정되면서부터 하강 곡선을 그리는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되는 <沈봉사>와 달리 <심(완)>은 심청이 인당수에 투신하는 순간부터 

상승 곡선을 그리는 방향으로 서사가 전개된다. 

심청의 효심에 대한 보상은 환생을 하여 황후가 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개인적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시주 후에도 눈을 뜨지 못한 심봉사의 개안에 대한 소

망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이루어지며, 더불어 전국 모든 맹인들의 개안까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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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심청과 심봉사에게 우호적이었던 모든 인물에게까지 포상이 내려질 뿐 아니

라 온 나라의 백성들은 심황후의 덕으로 태평성대를 누린다. 이처럼 심청의 효행

은 아버지를 위한 개인적 덕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칭송은 사회적 차원까지 

확대된다. <심(완)>은 서사 전체의 전개 차원에서 볼 때 심청의 희생에 대한 보상

이 중심이 된 소설이다.393) 희생에 마땅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당대 독자들

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충분했는데, 현재까지 논의되는 <심청전> 자료의 수가 

230여 종394)에 달하는 것도 이를 증명한다.

 

 일일은 옥황상제게셔 사용왕의게 전교시사 심소졔 월노방연의 기한이 갓오

니 인당수로 환송여 어진 를 일치 말게 라 분부가 지업시거늘 사용왕이 

명을 듯고 심소제를 치송 제 큰  숭이의 모시고 두 시녀로 시위여 조석공양 

찬물과 금수보를 만이 넛코 옥분의 고이 담어 인당수로 나올 사용왕이 친이 

나와 젼송고 각궁시녀와 팔선녀 엿자오되 소졔는 인간의 나어가게셔 부귀와 영

총으로 만만셰를 질기소셔395)

심청이 받는 첫 번째 보상은 죽음을 벗어나 다시 현실계로 환생하는 것이다. 인

당수에 빠진 심청은 용궁에서 귀한 대접을 받고 옥진부인이 된 어머니 곽씨 부인

과도 상봉한다. 그리고는 ‘월노방연의 기한이 갓오니’396) 다시 현실계로 돌아

갈 것을 재촉한다. 죽음의 공간이었던 인당수는 환생의 공간이 되고, 이후 황후가 

되어 심봉사를 만나고 심봉사의 개안까지 이루어지는 보상이 차례차례 이루어진

다.397) 

아버지 심봉사의 욕망, 탁발승의 욕망, 그리고 처녀를 제물로 바쳐 더 많은 경

제적 이득을 얻고자 한 집단의 욕망 등은 15세의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방식이 심청의 환생이며, 심청의 환생 이후 보상의 연속과 

효의 실천에 대한 끊임없는 칭송은 자발성으로 포장된 강제적인 희생에 대한 보상

393) 김종철, 앞의 글, 2012, 373, 379면. 
394) 서유경, 앞의 글, 2002, 8면. 
395) <심(완)>, 250-251면. 
396) 월하노인이 맺어준다는 남녀 간의 인연의 기한이 가까워온다는 것으로, 심청이 천자를 만

나 황후가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397) 김종철(2012)은 <심청전>의 서사구조가 희생과 보상의 관계라고 말하면서 심청의 희생 자

체가 색난의 문제를 일으키는 갈등의 산물이지만 이 산물인 희생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여 
서사의 전개를 추동하며, 보상은 이 갈등에 대한 해소의 성격도 함축한다고 말한다. (김종철, 
앞의 글, 2012, 3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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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공동체의 위로라고 할 수 있다. 

(2) 환상성의 개입과 현실 도피 

여기에서는 ‘효의 실천을 위한 자녀의 희생은 적절한 선택인가?’에 대한 응답

의 양상을 토대로 대화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沈봉사>가 현실의 문학이라

면, <심(완)>은 환상의 문학398)이다. <심(완)>은 심청이 중심인물로, 사건을 이끌

어가는 존재이다. <沈봉사>가 심봉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심청과 심봉사의 비극

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심(완)>은 심청이 모든 인물과 사건을 하나로 결합함으

로써 궁극적 의미를 수렴한다.399) ‘심청의 죽음’은 ‘환상성’이 개입함으로써 

<沈봉사>와는 전혀 다른 국면을 맞는다. 

<沈봉사>에서도 심청은 효를 실천하는 인물이다. <沈(7)>에서 심청의 ‘효’가 

직접 언급된 대사를 살펴보면, 전반부에서 총 9회, 후반부에서는 총 5회 심청의

‘효행’을 언급하면서 그 행위를 칭송한다.400) 그러나 ‘그래도 원 효성도 분수

가 있지’, ‘글쎄 효성도 좋기야 하겠다마는’ 등의 주변 인물 대사는 ‘효’란 

무엇인가 또는 ‘효’의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가 등의 물음을 던진다. <沈(3)>은 

‘효’를 언급하는 부분이 총 2회로, 단어의 사용 빈도는 <沈(7)>에 비해 현저히 

낮다.401) 이는 <沈(3)>이 <沈(7)>에 비해 등장인물의 수가 적고, 서사 또한 압축

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효의 실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沈

(7)>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심청의 임당수행을 만류하는 송달의 대사는 

‘목숨을 버리는 행위는 효도가 아니라 불효’라고 말함으로써 문제의식을 보다 

398) 강상순(2003)은 문학 연구에서의 ‘환상’의 의미 혹은 용법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는데, ① 
현실 속에서 현실적-합리적-정상적인 것과 공존하거나 대립하는 일종의 불가해한 신비 체험, 
② 가상적 허구를 통해 창조된 일종의 의도적 반현실, ③ 현실을 인식하고 구성하는, 인간의 
심리 속에 내재된 어떤 보편적 성향 등이 그것이다. 환상 문학으로서 <심청전>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강상순, 「고소설에서 환상성의 몇 유형과 환몽소설의 환상성」, 『고소설연
구』 15, 2003, 36-37면.)

399) 정하영, 「<심청전>의 主題考」, 『韓國 古典 小說 硏究』, 새문사, 1988, 464면. 
400) “나이도 어린데 효성도 지극하구나.” (<沈(7)>, 48면); “출천효녀가 그만한 정성으로 살신성

효를 했으니 하늘이 감동하셔서라도 오래잖어 눈을 뜨게 되리다.” (<沈(7)>, 84면) 등 효성, 
효심, 출천효녀, 출천대효 등의 표현이 심청을 수식하는 말로 여러 차례 반복된다. 

401) 심청이 임당수 제숙으로 몸을 팔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연인 송달이 심청을 만류하는 장
면과 심청이 살아 돌아온 줄 알고 눈을 뜬 심봉사에게 송달이 기쁨과 위로의 말을 전하는 장면
에서 확인된다. (<沈(3)>, 184면; <沈(3)>, 1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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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드러낸다. 이처럼 지극한 효를 실천한 심청은 그 효행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죽음을 맞는다. 이러한 <沈봉사>의 비극성은 <심(완)>에서의 환상성

을 통해 극복된다. 효의 실천을 위해 희생을 선택한 심청의 결정은 아무나 쉽게 

할 수 없기에 숭고하며 칭송받아 마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청의 인당수 투신이 

죽음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심청의 죽음은 현실적 사고로는 극복될 수 없는 사건이다. 여기서 개입

하는 것이 바로 환상성이다. <심(완)>의 후반부 사건은 환상적인 공간인‘용

궁’402)으로 이동하면서 ‘판타지(fantasy)’의 면모를 보인다.403) <沈봉사>에서

는 심청이 인당수(임당수)로 떠난 후 다른 인물의 대사를 통해 그 죽음이 확인될 

뿐이지만, <심(완)>에서의 심청은 인당수에 투신했음에도 옥황상제와 용왕의 분부

를 받은 선녀들에 의해 구조된다. 환상적인 공간의 설정은 심청을 죽음이라는 비

극적 사건에서 벗어나게 한다. 

환상성은 현실과 무관한 비현실의 세계가 아니다. 현실과 초자연적인 것의 대립

에서 준거가 되는 것은 현실이며, 초자연적인 것은 우발적인 것으로 현실 공간에 

도래한다. 즉, 환상성은 현실과의 관계에 존재한다.404)‘황주 도화동’은 결핍의 

공간이다. 아버지라는 한 개인의 욕망과 가난으로 인해 젊은 생명이 희생해야 하

는 지극히 현실적인 공간이다. 현실 공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 상황은 

의도적인 반(反)현실로서‘용궁’이라는 환상적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해결된

다.405) 심청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삶조차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놓여있

402) 고소설에서 ‘환상적인 것’은 천상·용궁·선계 등의 초월적 시공간, 옥황상제·용왕·염라대왕 등
의 신이한 인물, 신비한 꿈·인귀 교환·이계 체험 등과 같은 경이로운 사건 등 일상적 경험의 
현실에 비추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을 지시한다. 
(강상순, 앞의 글, 32면.)

403) <심청전>의 ‘환상성’을 받아들이는 당대인들의 인식과 오늘날 독자의 인식은 다를 것이다. 
그렇지만 ‘판타지(fantasy)’라는 장르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의 학습자에게도 환상성이 낯선 
것만은 아니다. 판타지와 고전소설의 환상성을 동일한 관점으로 놓을 수는 없다. 그러나 <沈
봉사>라는 비극의 서사를 기반으로 <심(완)>을 읽었을 때, 학습자는 그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
게 결여된 현실을 벗어나는 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판타지를 경험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위의 글, 24면 참고.)

404) 송진석, 「환상문학 - 시대적 불안의 표현과 극복」, 『불어문화권연구』 16, 2006, 63면.
405) 강상순(2003)은 환상이 전면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로 <흥부전>의 ‘박’을 언

급한다. 이는 궁핍한 현실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풍요로운 삶을 꿈꾸어 보게 해주는, 작가와 독
자들이 공모하여 창조한 공동 환상, 즉 반현실로서의 환상이라는 것이다. (강상순, 앞의 글, 40
면 참고.) 

     <심청전>에서의 ‘용궁’이라는 공간 설정 역시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해결 불가능한 현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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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환상 문학은 시간과 공간의 인간 

조건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 상상력을 통하여 죽음을 극복하고 삶의 의지를 회복

하는 이야기이다.406) 어찌 보면 환상 문학은 반현실 또는 비현실을 통해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문학이다.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세계의 

구현 및 경험은 수용하기 힘든 현실을 극복하는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 <沈봉사>

의 심청은 가족의 욕망과 종교적 믿음, 그리고 자본의 논리에 의해 희생되는 존재

이다. 그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감은 환상적인 서사를 통해 절대적인 

효의 화신으로 심청을 형상화함으로써 그 가치를 추앙하고, 희생을 막지 못한 공

동체의 불편한 책임감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407) 

난함을 잠시나마 벗어나게 하는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406) 송진석, 앞의 글, 82면. 
407) 2016년 초연된 연극 <심청>(극본 이강백, 극단 떼아뜨르 봄날, 2016.4.7.∼4.22.)에서는 인

당수 제물이 되기를 거부하는 ‘간난’을 설득하기 위해 <심청전>을 읽어주는 장면이 등장한다. 
이 작품은 <심청전>이 선주가 창작한 가상의 이야기라는 흥미로운 설정을 보여준다. 이 작품
에서 <심청전>은 선주의 설득 수단이자 제물에게 환상을 심어주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인
당수의 제물이 되더라도 죽지 않고 왕비의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환상은 가난으로 인해 제물
이 되어 팔려 온 처녀들에게는 죽음 이후의 더 나은 생활에 대한 기대를 낳고, 결국 죽음을 
택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선주는 여러 해 동안 인당수에 제물을 바치고 부를 축적하면서 그 
제물을 ‘마마’라고 섬겨왔다. 반복되는 <심청전> 읽기는 죽음을 앞둔 처녀들의 마음을 위로하
는 행위이다. 선주가 만들어 낸 <심청전>이라는 환상의 세계를 현실로 끌어들여서 제물에게 
환상의 세계를 동경하게 만들면서 선주는 부를 축적한다. 이 작품은 가족의 폭력과 자본의 
논리에 의한 인물의 희생이라는 비판적 시선으로 <심청전>을 다시 읽고 있다. <심청전>의 환
상성이 인물의 불안과 공포를 극복하도록 한다는 설정은 <심청전>을 환상 문학의 현실적 특
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 환상 문학으로 <심청전>을 읽고자 하는 관점과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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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교육

설계

1.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교육의 목표

문학교육에서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텍스트 간의 의사소통 양상을 바탕으로 한 읽

기를 넘어서 독자가 스스로 상호텍스트를 구성하는 읽기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

다.408)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이와 같은 관점은 그 중심을 텍스트에 두느냐 또는 독

자에 두느냐로 나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독자의 텍스트 읽기의 

한 방법으로 상호텍스트적 읽기가 제안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되, 독자 스스로 상호텍스트를 활용하는 읽

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과정으로써 텍스트 중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가 필요

하다는 관점을 취한다. 다시 말하면,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독자의 상호텍스트성 구

성에 바탕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구성된 독자의 상호텍스트성은 다른 텍스트를 읽

을 때 확산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Ⅱ장과 Ⅲ장에서는 글쓰기가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로 이루어짐을 알고, 대화 

관계 확인을 바탕으로 한 대화 내용의 복원이 상호텍스트적 읽기임을 확인하였다. 

독자 채만식은 <심청전>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기 나름의 해석을 바탕으로, <沈

봉사>(1936)라는 기호를 생산하였고, <심청전>과 <沈봉사>(1936)의 독자로서 채만

식은 다시 <沈봉사>(1947)라는 기호를 생산해낸다. 이러한 상호작용과 기호 작용

의 순환고리, 즉, 분리될 수 없는 수용과 생산의 연관 아래 <심청전>과 <沈봉사>

를 읽는 독자도 놓여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았을 때, 상호텍스트성은 어떤 텍스트

가 작성되거나 해석되는 과정에서 이전 텍스트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현

상으로, 모든 텍스트 본유의 성질이다. 이 관점에서는 텍스트의 의미도 저자에 의

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석자가 나름대로 해석해 낼 수 있는 것이므로, 텍스

408) 류수열(2009)은 작가의 텍스트 구성 과정에 맞추어져 있던 상호텍스트성 개념의 초점이 독
자의 텍스트 이해로 이동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전자를 수렴적 상호텍스트성, 후자를 발산적 
상호텍스트성으로 정의하였다. 류수열은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상호텍스트성을 모두 긍정적으
로 수용하여 상호텍스트성을 텍스트의 본성이자 독자의 능동적인 읽기 전략의 거점으로 두는 
고전시가 읽기의 실제를 보여주었다. (류수열, 앞의 글, 86-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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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를 통한 무한한 상호작용은 무한한 기호 작용이 되고 끝없는 순환고리 속에서 

진행된다. 따라서 어떤 독립적이고 완전히 창조적인 텍스트란 존재하지 않게 된

다.409) 독자가 텍스트를 읽는다는 것은 이러한 순환고리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고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텍스트 

이해 능력 신장 및 텍스트에 대한 창조적 반응 형성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읽기 교

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첫째, <심청전>과 <沈봉사>의 대화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작품을 수

용한다. 지금까지 교육 현장에서 <심청전>은‘효’라는 도덕적 가치를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주로 활용되었으며, <沈봉사>는 교육 제재로 전혀 활용되지 않

았다. 이것은 현재의 문학교육이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작품을 경험함으로써 총체

적으로 작품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창의적인 생산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텍스트 간의 인용과 변용의 지점을 확인하는 것은 

작품 감상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는 과정이다. 또한 인물의 재형상화 및 새로운 인

물의 창조, 서사적 상황의 변용 양상 등을 살펴봄으로써 작품 이면을 새롭게 읽어

내는 창의적인 사고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심청의 ‘효’

에만 집중되어 왔던 <심청전>을 새롭게 읽어낼 수 있고, <沈봉사>를 통해 고전소

설의 새로운 해석을 경험할 수 있다. 이처럼 학습자들은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

해 <심청전> 이해의 확장과 심화, 아울러 고전소설의 창조적인 읽기를 간접 경험

하게 된다. 

둘째, 고전소설의 소통 양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상호텍스트를 활용한 읽기 

능력을 신장한다. 문학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작품 감상 능력의 신장이다.410) 기

존의 읽기 교육이 단일 텍스트 이해 전략 중심이었다면 상호텍스트성에 기반한 읽

기는 텍스트에 대한 폭넓은 의미 구성을 통한 이해에 바탕을 둔다. 이는 주어진 

텍스트를 확장된 방법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며, 독자의 지식 구성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다.411) 그러나 이것이 교사 주도의 수동적인 형태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409) 안정오, 앞의 글, 99면. 
410) 박영목(2011)은 문학교육의 원리를 감상과 감동의 원리, 즐거움과 감동의 원리, 내면화의 

원리, 장르의 원리, 비평적 원리, 문화론적 원리 등의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이 중 감상과 
감동의 원리, 즐거움과 감동의 원리, 내면화의 원리 등 세 가지는 모두 학습자 중심의 문학 
작품 감상을 강조하는 원리여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박영목,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연
구』, 박이정, 2011, 430-434면.)

411) 김도남, 앞의 책,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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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도움을 통한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독자의 상호텍스트성 구성으로 나아가서 

학습자 스스로 적절한 상호텍스트를 활용하는 문학 이해 활동으로 발전될 수 있어

야 한다. 교사 주도의 교육은 텍스트의 분석적 이해에 효과적일 수는 있을지라도 

비판적·창의적 이해로 나아가기 어려우며, 학습자가 능동적 독자로 성장하는 것

을 방해할 수 있다.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대화는 글을 쓰는 주체, 이를 받아들이

는 독자, 외부 텍스트 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따라서 텍스트의 언어는 수

평적으로 볼 때 글을 쓰는 주체와 이를 받아들이는 측 모두에 속해 있으며, 수직

적으로 본다면 앞선 또는 동시적인 문학 자료의 전체라고 할 수 있다. 담론의 세

계에서 글을 쓰는 주체는 담론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체로서 작가는 

텍스트를 쓰는 과정에서 다른 담론과 융합된다. 이렇게 볼 때 텍스트의 언어는 수

평축(주체)과 수직축(텍스트-문맥)의 결합이며, 하나의 텍스트는 여러 개의 텍스

트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412) 다시 말하면 어떤 텍스트의 담론

은 다른 텍스트와의 대화 관계에서 형성되며, 독자는 하나의 텍스트를 읽으면서도 

대화적 담론의 융합 양상을 수용하며, 담론 융합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상호텍

스트를 활용하는 읽기 능력의 신장은 학습자가 담론 융합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

이 된다. 

셋째, 의미 구성 주체로서 문학 작품을 비평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

한다. 고전소설의 패러디는 달리 말하면 전문 작가의 비평 텍스트라고 할 수 있

다. 문학 작품을 감상할 때 비평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문학을 역동적으로 체험하

도록 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스스로 작품에 창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다.413) 메어쉬(Mersch, 1999)는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이 저자를 창조자로 보는 것

을 거부하는 것이며, 글쓰기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읽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모든 텍스트가 ‘어디선가 말해진 것’의 구성이라면 저자의 지위는 격하

되고, 반면에 독자 역할은 더욱 강화된다. 저자의 글쓰기는 창조라기보다는 말해

진 것을 ‘줍는’ 단순 행위일 뿐이므로 의미 생산의 주체는 저자가 아닌 독자가 

되기 때문이다.414) 스콜즈(R. Scholes)는 독자 중심의 문학교육에서 비평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비평’은 텍스트의 주제 비판 혹은 텍스트를 구축한 약호 그 

412) 줄리아 크리스테바, 앞의 책, 108면. 
413) 구인환 외, 앞의 책, 373면. 
414) Mersch, D., “Das Semiotische und das Symbolische. J.Kristevas Beitrag zum 

Strukturalismus.”, Zeitgenössische Denker II, Freiburg, Rombach, 1999, pp. 9-12; 
안정오, 앞의 글, 99면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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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비판을 포함하는 활동이며,415)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은 비평적 성숙의 결과

이다.416) 이는 전통적인 문학교육이 텍스트적 지식과 텍스트적 기법417)들을 소개

하는 데에만 집중했으며, 진정한 텍스트 능력418) 을 길러주는 데에는 실패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문학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여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

하는 감상의 과정은 구조상 비평의 과정과 일치한다.419) 따라서 문학교육의 최종 

목적은 독자로서의 학습자가 문학 작품을 비평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있

다.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고전소설과 전문 작가의 비평 자료를 함께 읽는 과정이

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비평 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다. 

2.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교육의 방법

이 절에서는 상호텍스트적 읽기 교육의 방법을 읽기 전략의 학습과 읽기 전략 

적용의 단계적 과정으로 살펴본다.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효과적으로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한 읽기 전략이다. 그러나 현행 교육과정에서는 상호텍스트

성을 ‘작품 감상 시 고려할 수 있는 맥락 중의 하나’로 정의할 뿐 읽기 전략으

로서의 활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관련 텍스트를 학습활동에 추가하거나 작품의 창

작 배경 등을 소개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상호텍스트성은 학습자들이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학 용어로만 보일 뿐이다. 제공된 관련 텍스트도 읽기 활동의 

도움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서 학습자들은 새로운 텍스트 하나를 다시 학습해야 하

는 인지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42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

로 <심청전>과 <沈봉사>를 활용하는 실제적인 교육 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한다. 

읽기는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이며, 의미 구성을 통해 독자 나름의 세계를 창출

415) 로버트 스콜즈, 앞의 책, 31면.
416) 위의 책, 50면.
417) 스콜즈는 시, 소설, 드라마 등을 소개하는 전통적인 과정은 시종일관 텍스트적 지식과 텍스

트적 기법 등의 텍스트성을 대상으로 인식해야만 했다고 말한다. (위의 책, 27면.)
418) 정재찬(2009)은 문학 수업이 해당 텍스트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급급할 뿐, 

텍스트 능력을 길러주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재찬, 앞의 글, 2009, 112면.)
419) 구인환 외, 앞의 책, 371면. 
420) 단원의 학습 제재인 정철의 <속미인곡>의 상호텍스트로 <사미인곡>(정철)의 일부와 <이소

(離騷)>(굴원)의 일부를 제공하고, <속미인곡>과 두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하고, 공통점과 차이
점을 이야기해보자는 학습활동을 구성한 문학 교과서를 예로 들 수 있다. (정호웅 외, 「고등
학교 문학」, 천재교육, 2019,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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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능력이다.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정신 작용으로서의 읽기 

활동은 전략 중심으로 전개함으로써 학습자의 읽기 능력 신장을 도모해야 한다.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반응 중심 교수-학습 방법과 대화 중심 교수-학습 방법421)의 

‘반응’과 ‘대화’의 개념에 주목하여 상호텍스트적 의미를 구성하고 비판적으

로 평가하는 전략 중심의 실제적인 학습자 활동을 그 교육 방법으로 한다. 작품 

읽기가 선행되지 않은 채 작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제대로 된 문학 작품 

감상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학습자들이 작품을 읽고 이해하고 비평하는 읽기

의 과정을 설계하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이해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

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읽기 전략의 학습과 적용을 위한 교육 내용은 상호텍

스트적 읽기 능력 신장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장면으로 선정하여 구성함으로써 

학습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박영목(2011)은 전략 중심의 읽기 지도 절차를 교사의 시범 단계, 교사 안내 중

심의 읽기 활동 단계, 개별 학생 중심의 독립적 읽기 활동 단계, 실제 읽기 상황

에서의 읽기 전략 적용 활동 단계 등의 4단계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도 절차를 구

체화하였다.422)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도 절차를 참고하여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전략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이 절에서 제안하는 수업의 과정은 물리적인 교

실 수업 시간의 한 차시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심청전>과 <沈봉사>를 상호텍스트

421) 최지현 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역락, 2008, 292-323면 참고. 
422) 박영목, 앞의 책, 232면. 

단계 활동 

1 교사의 시범
① 읽기 전략에 대한 교사의 설명
② 읽기 전략의 성공적인 적용 방법에 대한 교사의 시범 
③ 독해의 심리적 과정을 드러내기 위한 사고 구술 

2
교사 안내 중심 

읽기 활동 

① 읽기 과제의 수행을 위한 학생들의 책임을 점진적으로 증대
②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읽기 전략의 적용을 위한 연습 활동 
③ 학생들의 활동을 위해 교사는 기본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고,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지원하며 질문과 토론의 과정에서 적절한 피드백 제공 
④ 학생들은 소집단 혹은 전체집단 활동의 과정에서 사고 과정 공유

3 개별 학생 중심 
독립적 읽기 활동 

① 학생 개인별로 읽기 전략을 적용을 위한 연습 활동 
② 개별 학생들에 대한 교사 또는 동료 학생의 주기적인 피드백 제공 

4
실제 읽기 상황에서

읽기 전략 
적용 활동 

① 새로운 장르 혹은 구조의 글에 대한 읽기 전략의 적용 활동 
② 더욱 난해한 글에 대한 읽기 전략의 효과적인 사용 방법에 대한 학

생들의 발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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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읽는 전체의 과정을 하나의 수업 단위로 하여 설계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

은 수업 상황에 따라 여러 차시로 나누어서 운용할 수 있다. 

2.1.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의 학습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의 학습 단계에서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상호텍스트성과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개념을 확인하도록 하고,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의 시범을 

통해 학습자들이 성공적인 읽기 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1) 상호텍스트적 읽기 사례의 조회

상호텍스트적 읽기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읽기 전략의 학습은 불

가능하다. 상호텍스트적 읽기 사례의 조회는 학습자들이 상호텍스트성을 발견함으

로써 상호텍스트적 읽기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과정이다.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있

는 텍스트의 사례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개념 이해를 돕는다. 이 과정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습자들이 귀납적으로 읽기 방법을 추론하는 과정이다. 이

를 통해 ‘상호텍스트적 읽기’라는 개념 용어가 주는 학습 부담감을 줄이고 읽기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읽기 사례는 학습자의 수준을 고

려하여 선정하되, 장르를 고전소설에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다. 상호텍스트적 읽

기는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를 이해하는 과정이며, 그것은 소설이라는 장르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례 선정을 소설에만 한정 지을 경우 상호텍스트적 읽

기가 소설 장르의 학습에만 적용되는 전략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다. 읽기 사례를 

조회하는 활동은 학습자가 활동 내용을 인지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423)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여 그 관계를 확인하

게 할 수도 있고, 학습자들에게 친숙한 이야기와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있는 텍스

트를 제공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의 개념 이해를 도울 수도 있다. 다음은 현대시 

두 편을 활용한 개념 학습 활동지이다. 개별 학습지로 운영할 수도 있고, 모둠별 

423) 2015 국어과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등 모든 영역의 교
수·학습 방법에서 학습자들의 실질적인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적절한 사례를 활용하도록 안
내하고 있다. (교육부,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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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통해 현대시를 보고 떠오른 작품을 모둠 구성원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할 

수도 있다.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있는 작품의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

이 목적이 아니므로,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개념 이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학습자들이 떠올린 이야기를 활용하여 둘 이상의 텍

스트를 함께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상호텍스트적 읽기임을 이해하도록 지도

한다. 

활동 주제 상호텍스트성 발견하기

활동 방법 다음 두 편의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이야기를 각각 정리해 봅시다. 

1

흥부 부부가 박덩이를 사이 하고 
가르기 전에 건넨 웃음살을 헤아려 보라. 
금(金)이 문제리, 
황금(黃金) 벼이삭이 문제리, 
웃음의 물살이 반짝이며 정갈하던 
그것이 확실히 문제다.              

- 박재삼, <흥부 부부상> 중에서

▶ 

2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눈 아래 보았을까나. 그러면 그때마다 
일렁여 오는 푸른 그리움에 어울려, 흐느껴 물살 짓는 어깨가 얼마쯤 하
였을까나. 진실로, 우리가 받들 산신령(山神靈)은 그 어디 있을까마는, 산
과 언덕들의 만 리(萬里) 같은 물살을 굽어보는, 춘향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晶)빛 임자가 아니었을까나.          

- 박재삼, <수정가> 중에서

▶ 

[표 12]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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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는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사례로 학습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활동지이

다. 처음 작품은 제목에서 고전소설 <흥부전>을 연상하게 한다. 그 내용 역시 흥

부 부부가 박 타는 장면을 인용하고 있어서 학습자들은 <흥부 부부상>과 <흥부전>

의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다음 작품은 첫 작품과 달리 제목만으로 

관련 작품을 떠올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시상 전개 과정에서 ‘춘향’

이라는 인물이 언급됨으로써 <춘향전>과의 상호텍스트적 연관 관계를 이해하게 된

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텍스트 간의 대화는 새로운 텍스트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학습자들은 이해할 수 있다. 주어진 현대시 텍스트를 학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므로, 상호텍스트성과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이해하는 범

위에서 작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친숙한 이야기를 통해 읽기 사례를 조회한 다음에는 본시 학습에서 다룰 <심청

전>과 <沈봉사>의 사례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두 텍스트가 공유하는 

장면을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공통점을 파악하고 그를 통해 상호텍스트적 연관 관

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심봉사의 시주 약속 장면 

<심청전>
 “여보시요 언의 쇠아들놈이 부체님게 적어노코 빈말것소 눈 나다가 안진
이 되게요 사만 업수이 여기난고 염에 말고 적의시요.” <심(완)>

<沈봉사>

 “아아니 여보 대사,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요? 사람을 업수이 여겨도 분수가 
있지. 그래 내가 아무리 무엇하기로니 영험하신 부처님께 거짓말을 할까 봐서 
그리우. 그런 소리는 두 번도 내지 말고 어서 썩 권선문에다가 심학규 삼백 석
이라고 적어요. 그렇잖으면 당장 칼부림이 날 테니.” <沈(7)>

[표 13]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사례 2

[표 13]의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사례는 화주승(탁발승)과 심봉사의 시주 약속 

장면 중에서 심봉사의 대사만을 일부 발췌하여 제시한 것이다. <심청전> 등장인물

을 알고 있는 학습자의 경우 <沈봉사>라는 제목만으로도 두 작품의 관련성을 파악

하게 되고, 그에 대한 스키마 역시 자동으로 활성화된다.424) 인용한 부분은 표현의 

424) Gunning(2005)이 제시한 읽기 전 단계의 인지 전략에는 미리보기, 배경지식 활성화, 읽기 
목적·목표 정하기, 예측하기 등이 있다. (Gunning, T. G. Creating Literacy Instruction 
for all Students(5th), Allan and Bacon, 2005; 최지현 외, 앞의 책, 161면에서 재인용.)

    이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沈봉사>라는 제목은 읽기 전 단계에서 <심청전>에 대한 배경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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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있으나 화자는 심봉사, 청자는 화주승(탁발승)이며, 심봉사가 화주승(탁발

승)에게 공양미 삼백 석 시주 약속을 권선문에 적도록 하는 동일한 발화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어진 사례를 통해 유사한 서사적 상황을 공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물의 대사 역시 동일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학습자들은 두 텍

스트 간의 연관 관계를 이해하게 된다. 사례를 제공하고, 교사가 질문을 통해 학

습자의 대답을 유도함으로써 사례를 조회할 수도 있고, 다음 [표 14]와 같은 활동

지를 활용할 수도 있다. 

활동 주제 공통점을 통한 상호텍스트성 발견하기

활동 방법 다음의 대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심청전>
 “여보시요 언의 쇠아들놈이 부체님게 적어노코 빈말것소 눈 나다가 안진
이 되게요 사만 업수이 여기난고 염에 말고 적의시요.” <심(완)>

 <沈봉사>
“아아니 여보 대사, 그건 어떻게 하는 말이요? 사람을 업수이 여겨도 분수가 
있지. 그래 내가 아무리 무엇하기로니 영험하신 부처님께 거짓말을 할까 봐서 
그리우. 그런 소리는 두 번도 내지 말고 어서 썩 권선문에다가 심학규 삼백 
석이라고 적어요. 그렇잖으면 당장 칼부림이 날 테니.” <沈(7)>

▶ 두 대사를 통해 확인한 공통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말하는 이와 듣는 이는 누구인가?

2. 발화의 목적은 무엇인가?

3. 인물의 대사를 참고하여 이야기의 상황을 추론하여 작성해 봅시다.

4. <심청전>과 <沈봉사>의 관련성을 1∼3번 문항을 참고하여 작성해 봅시다. 

[표 14]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사례 3

을 활성화하게 하고, <심청전>이라는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한 읽기 목적 또는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고전소설 <심청전>의 제목을 <沈봉사>로 바꾼 이유를 확인하며 
읽자.’, ‘<심청전>과 <沈봉사>는 어떤 부분이 같고, 다른지 파악하며 읽자.’ 등이 가능하다. 
또한 독자는 <심청전>이 심청을 중심으로 한 서사인 것과 달리 <沈봉사>는 심봉사를 중심으
로 한 서사일 것임을 예측할 수도 있다. 즉, 제목을 통한 선행 텍스트의 전경화는 독자의 읽
기 전 활동이 선행 텍스트를 기반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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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활동지에서는 ‘상호텍스트성’ 또는 ‘대화 관계’라는 용어 대신 ‘관

련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텍스트 간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는 어려

운 문학 용어가 주는 학습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나, 교사는 ‘관련성’이 곧 두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를 확인하는 것임을 설명해 줄 수 있다. <沈봉사>의 경우 

말하는 이는 ‘심학규’, 듣는 이는 ‘대사’라고 언급되어 있으나 <심청전>의 경

우에는 해당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대사’라는 인물이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는 학습자도 있을 수 있다. <심청전> 전체 서사를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가 아

닐 경우 발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의 내용 이해 정도를 

확인한 후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비계 질문을 제공하여 사례를 조회하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심청전>과 <沈봉사>의 공통점에 기반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함으로써 학습자들은 상호텍스트적 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2)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의 시범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의 시범은 읽기 전략의 성공적인 적용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이다.425) 앞서 제시한 상호텍스트적 읽기 사례를 활용하여 읽기 전략의 적용 

방법을 시범 보일 수 있다.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텍스트 간 대화 관계를 확인하

고, 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학습자들은 텍스트 간 대

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해하기 곤란해할 수도 있다. 대화라고 하면 화·청자의 

교체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일상 대화를 떠올릴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텍스트 간의 대화와 일상 대화는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이해

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먼저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일상 대화의 특징이 무

엇인지 정리하도록 한다. 이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텍스트 간 대화는 일상 대화와 

어떠한 점에서 같고 다른지 추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앞서 살펴본 읽기 사례를 

떠올리며 활동하도록 안내하고, 학습자 스스로 대답을 찾을 수 있도록 방향을 이

끄는 질문을 제공할 수 있다. 텍스트 간의 의사소통을 학습자들이 이해했다면, 주

어진 텍스트를 통해 대화의 화제를 도출하는 시범을 보임으로써 대화의 결과물인 

텍스트를 통해 대화의 과정과 내용을 역추적하는 읽기 전략을 학습하도록 한다.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인물의 형상화와 서사적 상황 구성의 인용과 변용 지점을 

분석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읽기 전략이다. 각각의 읽기 전략 활용 양상을 시범을 

425) 박영목, 앞의 책, 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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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고, 학습한 전략을 다음 단계의 적용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지도한

다. 

2.2.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의 적용

스콜즈(R. Scholes)는 문학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읽기’, ‘해석’, 

‘비평’ 등 3단계 활동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426)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의 적

용은 이러한 스콜즈의 논의를 바탕으로 3단계로 구상하되, Ⅱ장에서 확인한‘읽기

에서 독자의 의미 구성 과정’을 고려하여 단일 텍스트 읽기 전략에서 시작하여 

복합 텍스트 읽기 전략의 적용으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또한 학습자 간 대화를 통

해 타당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427) 읽기 활동에 대한 반응 텍스트를 생

산하는 비평 활동을 통해 작품 감상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의 적용 단계는 학습자 스스로 상호텍스트성을 구성하여 

다른 텍스트 읽기에 전이할 수 있는 읽기 능력을 향상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읽

기 전략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제안하되, 학습자 수준, 교실 여건 등

을 고려한 읽기 활동이 되도록 한다. 활동은 ‘텍스트 간 대화 관계 확인하기’, 

‘대화 관계 분석을 통한 화제 도출하기’, ‘의미 구성을 통한 반응 텍스트 생성

하기’ 등 세 가지 읽기 전략을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각 단계는 별

개로 존재하는 활동이 아니라 순차적인 활동이므로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의 적

용 단계를 미리 안내할 필요가 있다. 

1) 텍스트 간 대화 관계 확인하기

대화 관계 확인하기는 상호텍스트적 읽기 과정의 첫 단계로, 표면적으로 드러나

는 인물과 서사적 상황 등을 비교함으로써 텍스트 간의 연관 관계를 확인하는 전

략이다.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인물도 각각의 텍스트에서의 서사적 역할은 다를 수 

있다. 서사적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동일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각각의 텍스트에

426) 로버트 스콜즈, 앞의 책, 27-28면.
427) 작품을 읽고 개인적인 의미를 생산한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공감 영역을 확보한 

정합성 있는 단일 의미를 산출하는 것이 구성주의적 관점에 의한 학습자 중심의 문학교육 체
계이다. (이상구, 앞의 책, 1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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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학습자들은 이 단계에서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며, 표면적인 정보만으로 텍스트의 의미를 규정할 수는 없음

을 이해해야 한다. 

대화 관계의 확인은 텍스트가 공유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발췌한 부

분을 통해 공유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제공하거나, 질문 없이 모둠별 

토의를 통해 공유하는 정보를 파악하도록 할 수도 있다. 질문 없이 모둠별 토의를 

진행하는 경우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낄 때 적절한 질문을 통해 정보를 찾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 [표 15]의 활동지는 심청이 남경선인과 매신 거래를 하는 장면의 대사를 

발췌하여 대화 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을 구성한 것이다. 활동을 위한 문항은 인물, 

서사적 상황 등에서 두 텍스트가 공유하는 정보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

며, 마지막 문항에서는 두 텍스트가 대화 관계로 성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텍스트 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두 텍스트는 시각 장애인 아버지를 둔‘나’라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 ‘나’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 석이 필요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 

조달이 어렵다는 점, 그래서 ‘나’는 대화 상대자(남경선인)에게 자기 자신을 팔

기를 원한다는 점 등의 공유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나’는 ‘심청’이고, 대

화 상대자는 ‘남경선인’이지만 대사 자체에서는 인물의 이름에 대한 정보가 등

장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청’이나 ‘남경선인’을 찾도록 유도할 필요는 

없다. 이 활동은 두 텍스트가 대화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는 활동이며, 대화 관계

는 텍스트 간의 공유하는 정보를 파악하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이 활

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화 관계를 확인하는 활동에서는 같은 정보를 공유하는 두 텍스트의 관계를 표

절로 오인하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상호텍스트적 읽기 사

례를 조회하고, 읽기 전략의 시범을 통해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에 대해 학습한 상

태이므로, 그에 대해 다시 상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패러디라는 개념 용어를 

활용할 수도 있다. 패러디는 반복과 차이가 동시에 구현되는 문학적 표현 방식이

다. 다양한 분야에서 빈번하게 활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패러디라는 용어가 학습

자들에게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다음 단계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과정을 설

명함으로써 텍스트 간에 공유하는 정보가 각각의 텍스트에서 반드시 동일한 의미

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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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제 <심청전>과 <沈봉사>의 대화 관계 확인하기

활동 방법 다음의 두 대사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심청전>
“㉠우리 부친 안사 공양미 삼 석을 지셩으로 불공면 눈을 보리라 
되 가셰 철빈여 판출 기리 젼이 업셔  몸 팔여니 ⓐ나를 사가미 
엇더요” <심(완)>

 <沈봉사>

 “그러면 나를 사가시요. 나는 이 동리 심학규라는 장님의 딸인데 ㉡우리 아
버지가 앞을 못 보셔서 그걸 노상 한탄하시던 차에 몽운사 부처님께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고 불공을 드리면 눈을 다시 뜨신다고 해서 권선문에 적어
까지 보내고 집안이 어려운 탓으로 여러 날이 되도록 공양이 삼백 석을 절로 
올려보내지 못했소. 그러니 내 몸값으로 몽운사에 공양미 삼백 석 보내시요. 
그리고 ⓑ나를 데려가시요.” <沈(7)>

1. ‘나’는 누구인지 추론해 봅시다. 

▶

2. ㉠과 ㉡을 통해 알 수 있는 ‘나’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비교해 봅시다. 

2.1. ‘나’의 아버지가 처해 있는 공통적인 상황은 무엇인가?

▶

2.2. 2.1에서 확인한 상황에 대한 ‘나’의 아버지의 태도는 각각 어떻게 다른가?

㉠:

㉡: 

3. 위의 대사에서 ‘나’의 집안 형편을 알 수 있는 부분을 각각 찾아서 써 봅시다. 

<심청전>: 

<沈봉사>: 

4. ⓐ와 ⓑ를 통해 알 수 있는 ‘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봅시다. 

4.1. ‘나’가 듣는 이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

4.2. ⓐ와 ⓑ를 참고하여 ‘나’의 성격을 추론해 봅시다. 

5. 1∼4번에서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여, <심청전>과 <沈봉사>가 ‘대화 관계’에 있다는 근거
를 인물과 사건 등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이상 정리해 봅시다. 

①

②

③

[표 15] <심청전>과 <沈봉사>의 대화 관계 확인하기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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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전>과 <沈봉사>에서 심청의 매신 거래는 심청의 효를 최대치로 드러나게 

하는 사건이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두 텍스트에서 공유하고 있는 심청과 

심봉사가 처한 서사적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심청의 형상을 살펴봄으로써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할 수 있다. 

2) 대화 관계 분석을 통한 화제 도출하기 

대화 관계의 확인이 공유하는 정보의 표면적인 확인으로 이루어졌다면, 대화 관

계 분석을 통한 화제 도출은 대화의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

하는 과정이다. 두 텍스트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부분이 각각의 텍스트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텍스트의 의미

는 부분과 부분의 결합을 통해 구성되므로, 유사한 부분과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

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학습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대화 관계의 분석은 텍스트 간의 인용과 변용 지점을 분석하는 활동이다. 

이를 토대로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를 도출할 수 있다. 

다음 [표 16]은 <심(완)>과 <沈(7)>을 이야기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정리하여 

텍스트 간의 인용과 변용 지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활동지이다. 

(가)는 <심(완)>이며, (나)는 <沈(7)>이다. 학습자들이 주어진 서사적 정보만으로 

인용과 변용 지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활동지에는 작품의 제목 대신 

기호를 표시하였다. 11개의 서사적 상황 중에서 5개의 상황은 완전히 일치하는 동

일한 부분이며, 1개의 상황은 ‘화주승’이 ‘탁발승’으로 바뀌어 있어서 유사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그 외 5개의 상황은 인물, 서사적 상황 등이 전혀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가)와 (나)의 동일한 부분과 유사

한 부분을 서로 다른 색의 펜으로 구분하여 표시함으로써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

를 확인할 뿐 아니라 인용된 지점과 변용된 지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활

동을 통해 전체 서사의 인용과 변용의 지점을 확인한 후에는 발췌한 텍스트를 통

해 인용과 변용 지점을 분석하고 텍스트 간의 화제를 도출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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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제 <심청전>과 <沈봉사>의 인용과 변용 지점 확인하기 

활동 방법

▶ 이야기 순서에 따라 정리한 (가)와 (나)를 읽고, 다음 활동을 해 봅시다. 
1. (가)와 (나)의 동일한 부분을 점을 잇는 검은색 선으로 표시해 봅시다. 
2. (가)와 (나)의 유사한 부분을 점을 잇는 파란색 선으로 표시해 봅시다.
3. 1번과 2번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에 빨간색 동그라미를 표시해 봅시다.

(가) (나)
심청이 심봉사와 곽씨 부인의 딸로 태어

난다. ⦁ ⦁ 심청이 심봉사와 곽씨 부인의 딸로 태어
난다. 

심청은 일찍 모친을 잃고 봉사인 부친의 
양육을 받는다. ⦁ ⦁ 심청은 일찍 모친을 잃고 봉사인 부친의 

양육을 받는다. 
심청이 동냥, 품팔이를 하여 부친을 봉양

한다. ⦁ ⦁ 심청이 동리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
머니를 그리워한다. 

심청은 장승상 부인의 수양딸 제안을 거
절한다. ⦁ ⦁ 심청이 동냥, 품팔이를 하여 부친을 봉양

한다.
공양미 삼백 석 시주를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화주승의 말에 심봉사는 시주를 
약속한다.

⦁ ⦁
공양미 삼백 석 시주를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탁발승의 말에 심봉사는 시주를 
약속한다.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
미 삼백 석에 몸을 판다. ⦁ ⦁ 귀덕어미는 혼기가 찬 심청의 혼례를 걱

정한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 ⦁ 심청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공양
미 삼백 석에 몸을 판다. 

심청이 용궁에 갔다가 용왕의 도움으로 
꽃을 타고 돌아온다. ⦁ ⦁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진다.

심청이 황후가 된다. ⦁ ⦁ 황후가 맹인잔치를 열고, 장봉사를 통해 
심청의 죽음을 확인한다. 

심황후가 부친 심봉사를 만나기 위해 맹
인잔치를 연다. ⦁ ⦁ 장승상 부인은 황후와 함께 거짓 심청을 

내세워 심봉사를 위로하고자 한다. 
심청과 심봉사가 상봉하고 심봉사는 개

안한다. ⦁ ⦁ 거짓 심청을 만난 심봉사가 개안하지만 
자신의 눈을 찔러 다시 봉사가 된다. 

4. 1∼3번 활동을 바탕으로 (가)와 (나)의 인용과 변용 지점을 요약하여 정리해 봅시다.

▶ 인용: 

▶ 변용: 

[표 16] <심청전>과 <沈봉사>의 인용과 변용 지점 확인하기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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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과 변용 지점을 통한 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분석은 대화의 화제 도출로 이

어진다. 일반적인 대화가 화제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상호텍스트적 읽기

는 대화의 결과물인 텍스트를 통해 화제를 역추적할 수밖에 없다.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을 위해서는 화제를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독자는 텍스트의 

화제를 통해 해석의 일관성을 결정하게 되고, 화제에 대한 응답을 살펴봄으로써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화제를 파악하는 것은 텍스트에 대한 

가설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화제는 제목으로 분명히 드러나기도 하고, 

명백한 일련의 의미소들을 반복함으로써 설정하기도 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음 ㄱ

∼ㄷ의 3단계의 화제 도출 방법을 학습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고, 텍스트 읽

기에 적용하여 대화의 화제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ㄱ. 대화의 결과물(텍스트)을 읽고 내용 파악하기 

ㄴ. 결과물(텍스트)을 비교하여 대화의 지점 파악하기 

ㄷ.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 도출하기 

다음의 (가)와 (나)는 <심청전>과 <沈봉사>의 전혀 다른 결말을 보여주는 장면

이다. (가)는 황후가 된 심청을 만난 심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이고, (나)는 <沈

(7)>에서 심청의 생환 소식에 눈을 뜬 심봉사가 그것이 거짓임을 알고 스스로 눈

을 찔러 다시 맹인이 되는 장면이다. [표 17]은 (가)와 (나)의 장면을 통해 대화

를 분석하여 화제를 도출하는 활동지이다. 

(가)와 (나)는 ‘심청의 인당수 투신’이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 

‘심봉사 개안’의 원인이 서로 다르다는 점 등을 확인함으로써 작품의 주요한 서

사적 상황에 대한 텍스트 간의 서로 다른 구성 양상을 통해 그 화제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활동지 1∼8번의 문항 구성은 (가)와 (나)의 장면을 토대로 인물

에서 서사적 상황으로 그 대화 관계를 분석해 가는 과정을 학습자가 따라갈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각 문항의 답을 구하는 과정은 텍스트의 인용과 변용 지점을 분

석해 가는 과정이며, 그를 통해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를 도출할 수 있다. 상호텍

스트적 읽기는 텍스트 생산의 선후관계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가)와 

(나) 중 어느 하나의 텍스트를 기준으로 삼지 않도록 문항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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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황후 보션발노 여 려와셔 부친을 안고 아부지 ㉠가 과연 인당수의 져 

죽어 심청이요 심봉사 작놀여 이게 웬 말리인야 더니 엇지 하 반던지 

박기 두 눈이 갈무러진난 소가 나면셔 두 눈이 활닥 발거니, <심(완)>

(나) 심봉사  심청이 소식이요?

장승상 부인  네, 심청이가…… 자세 들으시요, 죽지 않고. 

심봉사  심청이가, 네 죽지 않고 그러면? 그러면? 오오 살어 있대요?

장승상 부인  네 살어 있어요. 

                 ⁝
장승상 부인  왜요, 알지요. (궁녀 김씨에게 손짓을 하며) 이애 심청아 어여 

오너라. 너이 아버지 오셨다. 

심봉사  엉? (또 한번 달리 놀라) 엉?

궁녀 김씨  (전계로 나오면서) 아버지. (매달리지 않고 무춤 머물러 선다)

심봉사  오오 심청아 어데 보자. (눈도 떴다. 껴안으려고 달려든다) 네가 띠어 

주려던 눈도 시방이야 떴다. 

궁녀 김씨  아이구머니 숭축해라! (돌아서서 전 안으로 들어가며) 장님이라더

니 눈을 떴어요. (전 뒤로 퇴장)

                    ⁝
장승상 부인  아까 그건 거짓말 심청이고 그래서 심생원 눈을 뜨니까 질겁을 

해서 달어났다우. 그리고 ㉡정말 심청이는, 여보 심생원 정말 심

청이는 임당수에서 아주 영영 죽었……

심봉사  (자기 손가락으로 두 눈을 칵 찌르면서 엎드러진다) 아이구 이놈위 눈

구먹! 딸을 잡어 먹은 놈의 눈구먹! 아주 눈알맹이째 빠져바려라. (마

디마디 사무치게 흐느껴 운다) 아이구우 아이구우. <沈(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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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제 <심청전>과 <沈봉사>의 화제 도출하기 

활동 방법 (가)와 (나)의 두 장면을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1. (가)와 (나)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은 각각 누구인지 정리해 봅시다. 

(가): 

(나):

2. (나)의 ‘궁녀 김씨’는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인지 정리해 봅시다. 

▶ 

3. (가)와 (나)의 심청이 인당수(임당수)에 투신한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하여 정리해 봅시다. 

▶ 

4. ㉠과 ㉡을 통해 알 수 있는 심청의 ‘인당수(임당수) 투신’ 결과를 각각 서술해 봅시다. 

㉠: 

㉡: 

5. (가)의 심청을 만난 심봉사, (나)의 궁녀 김씨를 만난 심봉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서술해 봅시다. 

▶

6. (나)의 심봉사가 (가)의 심봉사와 달리 자신의 눈을 손가락을 찌르는 이유는 무엇인지 생
각하여 정리해 봅시다. 

▶

7. (가)와 (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봅시다. 

- 공통점: 

- 차이점: 

8. 7번 문항을 참고할 때, (가)와 (나)의 대화의 화제는 무엇이었을지 추론해 봅시다. 

▶

▶ 

▶

[표 17] <심청전>과 <沈봉사>의 대화 화제 도출하기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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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에서 주어진 1∼7번 문항을 문제없이 해결한 학습자라고 할지라도 8번 

문항에서 화제를 추론하는 것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학습자들이 앞서 안내한 

화제 도출 방법을 다시 상기하도록 하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7번 문항에서 학습자가 정리한 공통점은 두 텍스트가 동의한 부분이고, 차

이점은 동의하지 않은 부분을 서로 다르게 구성한 것임을 확인하도록 한다. 화제

는 반드시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와 (나)의 장면을 통해 학습자가 내린 결론을 적어보도록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청이 아버지를 위해 한 행동이 서로 다른 결과로 이어졌으므로, 심청의 행

위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작성해 보거나 발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인별로 활동

지만을 작성하도록 하기보다는 다른 학습자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를 유

도하는 것이 좋다. 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의 경우 동료 학습자의 발표 내

용을 통해 학습에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428) 학습자의 생각을 정리한 것

이 심청의 행위에 대한 응답의 양상이 됨을 알려주고, 그러한 응답을 통해 학습자

들이 ‘심청의 행위는 바람직했는가?’ 더 나아가 ‘효의 실천을 위한 심청의 희

생은 적절한 선택인가?’등의 화제를 중심으로 텍스트와 대화한 것임을 알 수 있

도록 안내한다. 아울러 텍스트 간의 대화도 인물의 형상화와 서사적 상황의 구성 

등에 대한 독자(작가)의 응답으로 시작되어, 다른 텍스트의 생산으로 이어진 것임

을 알 수 있도록 한다. 

3) 의미 구성을 통한 반응 텍스트 생성하기 

의미 구성을 통한 반응 텍스트 생성하기는 학습자 중심의 비평 활동과 관련된

다. 헤르나디(P. Hernadi)는 비평가들이 해야 할 일을 요약하면서 해석의 세 가지 

원칙을 피력하는데, 이는 독자로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태도와도 다르지 않아서 

의미가 있다. 문학 작품의 비평적 이해를 위해서는 작가가 말하는 것, 텍스트에 

감춰져 있는 것, 독해를 통해 드러나는 것 등의 세 가지에 주목하는 것이 필요한

데,429) 이는 본 연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과정과도 다르지 않다. 대화 관계를 

428) 학습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은 사고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자신의 반응을 재고하거나 
가치를 발견하게 하며, 새로운 사실을 발견함으로써 반응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다. (박영목, 앞의 책, 446면.) 

429) 김춘희(2001)는 이 세 가지 원칙은 세 형태의 해석학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서 그 
첫 번째가 ‘무엇이 어떻게 얘기되고 있는가를 해설하는 것’이고, 다음은 ‘무엇이 왜 감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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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여 텍스트 간 화제를 도출하고, 화제를 기반으로 이면에 감춰진 의도를 이

해함으로써 텍스트가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지 종합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것이 

상호텍스트적 읽기이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는 주체는 독자이다. 작품의 내용을 독자가 비판적으로 

읽어냄으로써 텍스트의 최종적인 의미는 구현된다. 대화 관계의 분석을 통해 작품

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이를 토대로 비평적인 의미 구성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 

활동은 텍스트 간 대화의 의미를 구성하고 비평하는 단계이다. 다양한 반응 텍스

트를 생성하도록 하여 독자 스스로의 상호텍스트성 구성에 도움이 되도록 진행한

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과 비평문 작성하기, 주제 수용을 바탕

으로 책 표지 만들기, 쟁점의 확인과 평가를 위한 토론하기 등 세 가지 방법을 제

안하여 학습자들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능력 및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의 신장을 도

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교육 설계는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의 학습과 적용을 

통해 학습자 스스로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을 활용하는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므로,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에 적절한 부분을 발췌하여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1)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과 비평문 작성하기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하기는 둘 이상의 텍스트를 함께 읽고, 그 의미를 확인

함으로써 주제를 수용하는 활동이다. 학습자들은 주어진 활동에 대한 답을 찾아가

면서 상호텍스트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는 방법을 익히게 될 뿐만 아니라 주어진 텍

스트와 다른 응답을 구상해 봄으로써 비평적 관점으로 작품을 수용하게 된다. 활

동지는 텍스트 간 의미 구성을 위해 필요한 비계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심청전>

의 경우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원문 대신 현대어 번역을 활용할 수 있다. 현대어 

번역을 제시할 경우 언어를 통해 확인되는 작품 생산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거할 

수 있어서 학습자들이 고전소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정보가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에 방해 요소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하기 활동지의 사례는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처음은 

<심청전>에 없는 장면과 <沈봉사>에 없는 장면을 각각 제시하여 활동을 구성하였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누구를 통해서 밝혀지는지를 탐사하려는 노
력’등이라고 설명한다. (김춘희, 「비평의 본질로서의 예술성과 비평의 제문제」, 『인문언어』 2, 
2001, 1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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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각각의 텍스트에 없는 장면을 살펴보는 것은 서사적 상황의 첨가 양상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 된다. ‘심청의 인당수 투신’사건 앞뒤에 배치된 두 상

황을 통해 학습자들은 서사적 상황의 첨가가 텍스트 의미 구성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동일한 서사적 상황에 이어지는 서로 다른 결말을 제시하고 텍스트 

간 비판적 대화의 의미를 구성하는 활동을 제시하였다. 특히 각각의 상황에서 인

물의 심리를 비교하여 이해하는 활동은, 주어진 두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앞서 있

는 사건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결말로 인해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음을 학습자들이 이

해하는 과정이 된다. 다음 [표 18]과 [표 19]는 이상에서 살펴본 상호텍스트적 의

미 구성하기를 위한 활동지의 예이다. 



- 173 -

활동 주제 <심청전>과 <沈봉사>의 의미 구성하기 

활동 방법
다음 (가)는 <심청전>에 없는 장면이고, (나)는 <沈봉사>에 없는 장면이다. 
(가)와 (나)를 함께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가)

송달  (미친 듯, 심청의 손목을 쥐고) 청아! 
심청  ……
송달  나는 어떻게라느냐? 나는. 
심청  (흐느껴 운다)
송달  정녕 갈 양이면, 나두 따라가, 너를 따라 죽구 말겠다. 청아. 
심청  이 세상에서 서루 아니 만났든 줄만 여기구, 잊어 주어요. 
송달  잊다니? 가슴에 뗏장을 얹는 날꺼지, 너를 잊다니.
심청  저 세상이나 가서 다시 만나, 이런 말 일르구. (송달의 팔에 이마를 실

리고 운다), <沈(3)>

(나)

 잇의 심낭자는 창 즁의 몸이 드러 죽은 졸노 알엇더니 오운이 영농고 
이이 촉비터니 옥져셩 말근 소 은근이 들이거날 몸을 머물너 주져 졔 
옥황상졔 교사 인당수 용왕과 사용왕 지부왕게 닛닛치 교시되 명
일의 출천효녀 심쳥이가 그 곳슬 갈거스니 몸의 물  점 못잔케 되 만일 
모시기를 실수면 사용왕은 쳔벌을 주고 지부왕은 손도를 줄거스니 수졍
궁으로 모셔드려 삼연공궤 단장여 셰상으로 환송라 교시니, <심(완)>

1. (가)와 (나)는 각각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봅시다. 

(가):

(나): 

2. ‘심청의 인당수 투신’에 대한 텍스트 간의 대화로 (가)와 (나)의 상황이 각각 첨가되었다고 
할 때, (가)와 (나)에서 ‘심청의 인당수 투신’의 의미는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가):

(나): 

[표 18]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하기 활동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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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제 <심청전>과 <沈봉사>의 의미 구성하기 

활동 방법
(가)와 (나)는 [앞부분의 줄거리]에 이어지는 두 작품의 결말 부분이다. (가)와 
(나)를 함께 읽고, 주어진 활동을 해 보자. 

[앞부분의 줄거리] 앞을 보지 못하는 심봉사는 어느 날 딸 심청을 마중 나가다가 개천에 빠
진다. 길을 가던 승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심봉사는 공양미 삼백 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승려의 말에 시주 약속을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심청은 선인들의 안전한 항해
를 위한 제물로 자신의 몸을 팔아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하여 시주하고 인당수에 투신한다. 

(가) (나)

“… 남경션인덜게 삼 석의 몸을 팔이여서 
인당수의 졔숙으로 져 죽사오니 그 의 
십오 셰라 눈도 지 못고 자식만 이러싸
오니 자식 팔어 먹는 놈 이 셰상의 살어 
 업사오니 죽여 주옵소셔” …(중략)…
“아부지 가 과연 인당수의 져 죽어 심
청이요”
 심봉사 작 놀여 이게 웬 말리인야 더
니 엇지 하 반던지 박기 두 눈이 갈무 
러지난 소가 나면셔 두 눈이 활닥 발거
니, <심(완)>

“영영 죽어? 영영 우리 청이가 죽어? 이 늙
어빠진 송장 다 된, 아무 소용두 없는 애비 
하나 눈떠주자구, 그래 (광적으로) 우리 청이
가 죽어? 임당수 제숙으루 공양미 3백 석에 
몸을 팔구서, 생주검을 했어? 응응? 응응? 
(손가락 두 개를 벌려, 두 눈을 가리키면서) 
이 눈구멍 때문에 자식을 죽여? 천하를 주어
두 아니 바꿀 내 자식을, 우리 청이를 생으루 
죽여? 응응. (이를 뽀도독, 가리키던 손가락으
로 사정없이 두 눈동자를 찌른다.)” <沈(3)>

1. [앞부분의 줄거리]를 참고하여, (가)와 (나)는 각각 어떤 상황인지 정리해 봅시다. 

(가):

(나): 

2.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심봉사의 심리를 비교해 봅시다. 

(가):

(나): 

3. (가)에 대한 비판적 대화로서 (나)의 의미와, (나)에 대한 비판적 대화로서 (가)의 의미를 
구성해 봅시다. 

(가):

 

(나):

[표 19]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하기 활동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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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이 대화 관계에 기반하여 텍스트의 의미를 구성하고 작

품의 주제를 수용하는 활동이라면, 비평문 작성하기는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

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다.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호텍스트적 읽기가 

텍스트 간의 대화를 이해하는 과정임을 학습했다면, 학습자들은 비평문 작성하기 

활동을 통해 텍스트와 대화하는 주체로서 텍스트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된다. 감

상과 비평은 읽기의 과정이라는 면에서 동일한 궤적을 지닌다. 문학 작품을 감상

하는 과정은 비록 세련되지는 않을지라도 비평의 과정과 다르지 않다.430) 

비평문 작성하기는 지금까지 독서 감상문 쓰기의 형태로 문학교육에서 꾸준히 

이어온 읽기 후 전략 중 하나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문학 영역에서는 문학의 

생활화를 경험하는 교실에서의 활동으로 문학 독서 노트 쓰기, 감상문 쓰기, 비평

문 쓰기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쓰기 활동이 어떤 점에서 다른 활동

인지, 각각의 글쓰기에는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없다.431) 만약 구체적인 안내가 없이 활동을 진행할 경우, 이 세 가지 활동에 대

한 학습자들의 결과물은 유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막

연한 감상문 쓰기 대신 비평적인 사고를 촉진할 수 있는 질문을 제공함으로써 작

품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0]의 비평문 작성하기 활동지는 [표 19]의 의미 구성 활동지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앞서 텍스트 간의 비판적 대화의 의미를 확인한 학습자들은 인물과 

서사적 상황 등에 대해 자신의 관점에서 평가해 봄으로써 작품에 대한 감상을 정

리할 수 있다. 그 과정을 통해 텍스트와 적극적으로 대화함으로써 자신만의 응답

도 구성할 수 있다. 비평문 작성하기 활동은 개별 활동으로 진행한 후 학습자들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텍스트의 의미가 독자에 의해 최종적으로 구현되는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 활동은 정답이 있는 활동이 아니므로, 작품을 

토대로 한 개별 독자의 다양한 감상은 모두 수용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해야 

한다. 독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문학 작품 감상에 대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태

도를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30) 구인환 외, 앞의 책, 371면.
431) 교육부, 앞의 책, 130면. 고등학교 문학 영역에서는 ‘감상문 쓰기’를 문학에 관한 태도 함

양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3∼4학년의 문학 영역에서는 ‘독후 
활동으로서 생각과 느낌 표현하기를 지도할 때에는 전형적인 감상문 쓰기 외’의 활동이 필요
함을 설명하고 있어서 모순이 있어 보인다. 효과적인 감상문 쓰기 활동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안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교육부, 앞의 책,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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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주제 <심청전>과 <沈봉사>를 읽고 비평문 작성하기

활동 방법
주어진 작품을 읽고, 인물과 상황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담은 비평적인 글을 
써 봅시다. 
<심청전> <沈봉사>

“… ㉠남경션인덜게 삼 석의 몸을 팔이여
서 인당수의 졔숙으로 져 죽사오니 그 
의 십오 셰라 눈도 지 못고 자식만 이러
싸오니 ㉡자식 팔어 먹는 놈 이 셰상의 살어 
  업사오니 죽여 주옵소셔” …(중략)…
“아부지 가 과연 인당수의 져 죽어 심
청이요”
 심봉사 작 놀여 이게 웬 말리인야 더
니 엇지 하 반던지 박기 두 눈이 갈무 
러지난 소가 나면셔 두 눈이 활닥 발거
니, <심(완)>

“영영 죽어? 영영 우리 청이가 죽어? 이 늙
어빠진 송장 다 된, 아무 소용두 없는 애비 
하나 눈떠주자구, 그래 (광적으로) 우리 청이
가 죽어? ㉠임당수 제숙으루 공양미 3백 석
에 몸을 팔구서, 생주검을 했어? 응응? 응
응? (손가락 두 개를 벌려, 두 눈을 가리키
면서) ㉡이 눈구멍 때문에 자식을 죽여? 천
하를 주어두 아니 바꿀 내 자식을, 우리 청
이를 생으루 죽여? 응응. (이를 뽀도독, 가리
키던 손가락으로 사정없이 두 눈동자를 찌른
다.)” <沈(3)>

1. <심청전>과 <沈봉사>의 ㉠을 참고하여, 딸로서 ‘심청’이 한 행위에 대해 평가해 봅시다. 

2. <심청전>과 <沈봉사>의 ㉡을 참고하여, 아버지로서 ‘심봉사’라는 인물을 평가해 봅시다. 

 

3. 1번과 2번의 평가를 토대로 두 작품의 결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3. 작품의 결말을 다시 쓴다면 어떤 내용을 담고 싶은지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해 봅시다. 

[표 20] 비평문 작성하기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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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제 수용을 바탕으로 책 표지 만들기 

복합 양식 텍스트432)를 생산하는 활동은 문화·매체 문식성 확장을 위한 국어교

육의 내용으로 다양하게 제안되어 왔다.433) 주제 수용을 바탕으로 책 표지를 만드

는 활동은 작품에 대한 감상을 시각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의 복합 양식 텍스트 생

산 활동이다. 이 활동은 읽은 글에 대한 감상을 그림으로 표현함으로써 학습자들

의 읽기 후 활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글쓰기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반응 텍스트를 생성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체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작품에 대한 반응 텍스트를 생성하는 활

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 차시 활동으로 복합 양식 텍스트 생산 활동을 구상하였

다.434)  

책 표지는 독자의 책 선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작

품의 내용, 특히 주제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광고 문구를 활용하여 디자인해야 한다. <심청전>과 <沈봉사>의 책 표지를 각각 

디자인하도록 함으로써 각각의 작품에 대한 주제 수용 양상을 드러낼 수도 있고, 

두 작품을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는 것을 가정하여 표지 하나에 두 작품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사는 작품에 대한 주제를 바탕으로 

432) 하나의 텍스트 안에 문자,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기호가 복합적으로 결합
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텍스트로, ‘단일 양식 텍스트’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김지연, 「디지털 
필자의 문식 실행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3, 20면.)

433) 이지영(2013)은 복합 양식 중심 독후 활동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만화로 표현하기, 인상적인 
장면 그리기, 마인드맵 그리기 등을, 중등학교의 경우 독서 프레젠테이션, UCC 제작하기, 블
로그 제작하기 등의 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이지영, 「학교 현장의 매체 기반 독서 교육 내용 
연구: 복합 양식성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30, 2013, 109-111면.)

    최지현 외(2008)에서는 광고 제작하기, 홍보 포스터 제작하기, 인터넷 문학 사전 제작하기 
등의 활동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최지현 외, 앞의 책, 
357-385면.)

434) 최지현(2007)은 매체 언어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은 매체적 실현에 초점을 둔 이해‧표현 활
동으로, 언어의 매체성에 대한 인식을 교육의 기본 전제이자 내용으로 삼는다고 말한다. (최
지현, 「매체언어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탐구 – 문화‧매체 문식성 개념을 중심으로」, 『국
어교육학연구』 28, 2007, 147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매체적 실현에 초점을 둔 이해‧표현 활동을 추구하되, 
학습자들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 학습과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작품의 감상 실현 방법으로
서 복합 양식 텍스트 생성하기 활동을 구상하였다. 매체를 활용한 문학교육은 매체가 중심이 
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며, 매체를 교육하기 위한 활동도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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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표지를 만들도록 안내하고, 이 활동이 실제 책을 출간하기 위한 디자인 활동이 

아니라 작품에 대한 반응 텍스트를 생성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압축적으

로 디자인하여 작품의 의미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양하도록 설명한다. 이 

활동은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여 학습자들의 작품 수용 양상을 파악하고, 책 표지 

디자인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의 경우 작품 수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함으로써 학습자의 작품 이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책 표지는 자유롭게 디자인하되, 몇 가지의 유의 사항435)을 안내하여 학습자들

의 작품에 대한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이해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다음 [표 21]은 책 표지 만들기 활동지의 예이다. 

활동 주제 <심청전>과 <沈봉사>를 감상한 후 책 표지를 만들어 봅시다. 

유의사항

1. 하나의 작품을 선택하거나, 두 작품을 한 권의 책으로 출판하는 상황을 가
정할 것.

2. 선택한 작품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을 표지 배경(그림)으로 구상할 것.
3. 적절한 위치에 작품 제목을 넣을 것.
4. 책을 광고할 수 인상적인 문구를 넣을 것.
5. 작가와 출판사명(창작하기)을 적을 것.

책 표지 디자인

[표 21] 책 표지 만들기 활동지 

435) ‘유의 사항’은 활동지에 명기하고,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한다. 비평하기 
활동을 고려한 유의 사항을 적절하게 포함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표 21]은 그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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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의 확인과 평가를 위한 토론하기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는 비평적 사고를 촉진하는 토론의 논제가 된다. 대화 관

계를 분석하고 화제를 도출한 활동지를 활용하여 화제 중심의 토론을 진행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에 대해 오늘날의 입장에서 새로운 응답

을 생산해낼 수 있다. 텍스트의 화제를 논제로 하는 토론은 과거의 텍스트가 던지

는 질문에 대해 학습자들이 생산한 새로운 응답을 주고받는 장이 된다. 

<심청전>은 ‘효’의 가치를 긍정하고, 효의 실천에 대한 최대치의 보상을 제공

함으로써 효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작품이라면, <沈봉사>는 ‘효’의 가치를 긍

정하면서도, ‘효’의 실천에 대한 보상 대신 파국으로 이어지는 비극적 결말을 

통해 효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동일한 서사적 상황에 

대한 <심청전>과 <沈봉사>의 서로 다른 해석은 오늘날의 학습자들에게도 많은 이

야깃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효’의 가치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沈봉사>는 <심

청전>과‘효’의 실천 방식에서 동일성을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도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오늘날의 관점에서 토론 가능한 쟁점을 도출

하고 작품의 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끌어 낼 수 있다. 학습자들

은 무엇이 바람직한‘효’의 실천 방식인지, 부모와 자식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

지 등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나누면서 자신과 사회를 돌아보는 기회를 얻게 된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말하기 

활동이다. 논제에 대한 학습자들의 주장과 근거는 <심청전>과 <沈봉사>에 대한 비

평적인 감상의 결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작품의 내용을 참고하여 학습자들이 논

제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교사가 도움을 제공한다. 토론

자를 결정하여 토론을 진행하고, 청중들도 토론을 경청하며 논제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논제에 대한 양측의 주장과 근거는 모두 <심청전>을 새롭

게 이해하는 비판적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토론 후에는 토론 내용을 정리하

여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심청전> 또는 <沈봉사>의 장면을 선정하여 바꿔 써 보

는 심화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 활동은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학 교육과 화법 교육을 통합하는 총체적인 언어 활동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

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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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지금까지 본 연구는 <심청전> 해석의 다양성을 모색하고 <沈봉사>의 교육 제재

로서의 독자적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를 수행하고, 그것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심

청전>은 현재에도 다양한 콘텐츠로 재생산되고 있는 살아있는 텍스트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에서 <심청전> 교육이 ‘효’라는 도덕적 가치 수용에만 집

중되어 있는 점, 다양한 현대 <심청전>이 교육 제재로서 활용되지 않는 점 등은  

<심청전>의 소통 양상을 학습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해 왔다. 본 연구

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Ⅱ장에서는 바흐친(M. Bakhtin)의 ‘대화 이론’을 중심으로, 상호텍스트성은 

하나의 텍스트가 하나 이상의 다른 텍스트와 맺는 대화 관계이며, 독자의 텍스트 

해석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읽기를 통한 의미 구성에서 독자의 역할을 

강조한 어윈(W. Irwin)의 논의는 상호텍스트적 읽기의 개념 정의 및 문학 교육적 

필요성 확인에 참고가 되었다.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부분에서 전체로의 텍스트 이

해 원리에 부합하며, 독자의 상호텍스트성을 구성·갱신하는 토대가 된다. 텍스트 

구성이 상호텍스트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텍스트 이해 방법도 상호텍스트성을 바

탕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단일 텍스트 읽기로 얻을 수 있는 경험은 상호텍스

트적 읽기를 통해 보완되고, 독자의 텍스트 읽기를 통한 경험은 기존의 경험을 확

충함으로써 다른 텍스트 읽기로 전이된다.

특히 패러디를 활용한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텍스트 수용이 생산으로 이어지는 

문학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으며, 학습자 개개인이 문화적 기억을 

이어나가는 주체임을 알게 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패러디의 

본질적 요소는 그것이 문화적 기억의 지속성을 근간으로 하는 창작 원리라는 점이

다. 학습자는 고전소설과 패러디의 서사적 동일성을 확인함으로써 고전소설의 보

편성과 문화적 전통성을 수용할 수 있다. 아울러 선행 텍스트에 대한 새로운 해석

이 만들어내는 비동일성을 통해 긴장감을 체험하고, 작품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고전소설과 패러디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는 텍스트 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한 독자의 상호텍스트성 구성하기로 정의하

고, 대화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이해하는 상호텍스트적 읽

기의 과정을 ‘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확인-텍스트 간 대화 관계의 분석-대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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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기반의 텍스트 의미 구성’의 3단계로 설정하였다. 

Ⅲ장에서는 Ⅱ장의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심청전>과 <沈봉사>를 비교·분석하

는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수행하였다. 텍스트 간 대화 관계는 인물, 서사적 상황 

등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다. 각 텍스트의 등장인물과 사건, 배경 등을 이야기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동일한 이름의 인물이 등장하는 점, 서사 전반부에 유사한 사

건이 배치되어있는 점, 서사적 공간의 명칭이 동일한 점 등을 바탕으로 텍스트 간 

대화 관계가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인물의 형상화와 서사적 상황의 구성

에서 확인되는 인용과 변용의 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텍스트 간 대화의 

내용을 분석적으로 확인하고, 텍스트 간 대화의 화제를 도출하였다. 텍스트 간 대

화의 화제는 텍스트에 표현된 부분을 화제에 대한 응답으로 간주하여 추론할 수 

있다. 인물 형상화 양상을 통한 화제는 효의 상징으로서 심청의 형상과 욕망을 추

구하는 심봉사의 형상을 통해 도출하였다. 서사적 상황의 구성 양상을 통한 화제

는 ‘심청의 인당수 투신’ 사건이 <심청전>에서는 ‘심청의 환생’, <沈봉사>에

서는 ‘심청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에 주목하여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한 네 

개의 화제를 통해 <심청전> 기반의 <沈봉사> 의미와 <沈봉사> 기반의 <심청전> 의

미를 다층적으로 살펴봄으로써 Ⅳ장의 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내용으로 삼았다. 

Ⅲ장의 작품 분석을 교육 내용으로 하는 Ⅳ장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교육 설계는 

텍스트 간의 대화 관계를 학습자들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고안하였다. 교육의 목표는 다음 세 가지와 같다. 첫째, <심청전>과 <沈봉사>의 

대화 관계를 이해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작품을 수용한다. 둘째, 고전소설의 소통 

양상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상호텍스트를 활용한 읽기 능력을 신장한다. 셋째, 의

미 구성의 주체로서 문학 작품을 비평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목표 실현을 위한 실제적인 교육 방법은 전략 중심의 읽기 지도 절차를 참고하

여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을 학습한 후 읽기 전략을 적용하는 과정으로 구상하였

다.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의 학습은 읽기 사례를 활용하여 귀납적으로 추론하도

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자 하였다. 또한 교사

의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 시범으로 읽기 전략의 성공적인 적용 방법 또한 학습

하도록 하였다. 

상호텍스트적 읽기 전략의 적용은 스콜즈(R. Scholes)가 제안한 ‘읽기’, ‘해

석’, ‘비평’ 등 3단계 활동을 참고하여, ‘텍스트 간 대화 관계 확인하기’, 

‘대화 관계 분석을 통한 화제 도출하기’, ‘의미 구성을 통한 반응 텍스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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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등 세 가지 읽기 전략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활동을 고안하였다. 단계별 

활동은 인식과 이해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설계하였으

며, 단일 텍스트 읽기에서 복합 텍스트 읽기로 나아가며 종합적으로 의미를 구성하

도록 하였다. 또한 개별 활동뿐만 아니라 모둠 활동을 통해 학습자 간의 생각을 공

유하고, 의미 협응 과정을 거치면서 합리적인 의미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화 관계 확인하기 단계에서는 주어진 텍스트가 공유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

도록 비계 질문을 담은 활동지를 구성하였다. 대화 관계 분석을 통한 화제 도출하

기 단계에서는 텍스트 간의 인용과 변용의 지점을 파악하고, 주어진 장면을 토대

로 화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학습자가 따라갈 수 있도록 8개의 문항을 포함한 활동

지를 설계하였다. 마지막으로 의미 구성을 통한 반응 텍스트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상호텍스트적 의미 구성과 비평문 작성하기, 주제 수용을 바탕으로 책 표지 만들

기, 쟁점의 확인과 평가를 위한 토론하기 등의 활동을 통해 학습자의 문학 감상 

능력 신장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를 통해 지금까지 교육 연

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고전소설 재생산 텍스트를 교육 제재로 활용하는 방안

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덕적 가치에만 집중되어 다양성을 확보하지 못했던 <심청

전> 교육 내용을 도출하고, <沈봉사>를 상호텍스트로 활용하는 읽기 활동을 통해 

고전 <심청전> 읽기를 현대 <심청전> 읽기로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그러나 <심청전>과 <沈봉사>의 상호텍스트적 읽기가 궁극적으로는 독

자의 상호텍스트성 구성으로 이어지고, 다른 텍스트 읽기 능력으로 전이될 수 있

다는 가설에 대한 검증이 없는 점은 보완할 점으로 남는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상호텍스트적 읽기 방법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의미 구성 양상을 확인하고, 이를 

기존의 교육 방법인 단일 텍스트 읽기를 통한 의미 구성 양상과 비교하는 교육 실

험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을 때, 지금까지의 제안과 논의가 더욱 의미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육 실험을 통한 논의의 검증은 후속 연구를 기약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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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Intertextual Reading Education of 
<SimCheong-Jeon> and <Simbongsa>

 Jungmi, Yoon
The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versity of interpretations of 
works and enhance learners' intertextual reading ability through the 
intertextual reading of <SimCheong-Jeon(the Tale of SimCheong)> and 
<Simbongsa(the Blind Sim)>. In addition, the author of this paper would 
like to propose an extension of the selection range of educational materials 
of the classical novel by confirming the independent value of <Simbongsa>. 

To this end, in Chapter II, a literature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intertextuality theory, parody theory, and reading education theory, etc. 
Intertextuality and intertextual reading were conceptualized with focus on 
Mikhail Bakhtin's 'Dialogism', and the process of intertextual reading was 
designed in three stages by confirm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arody and 
intertextuality. Intertextual reading consists of confirmation of the dialogue 
relationship, analysis of the dialogue relationship, and semantic construction 
of texts, but the category of detailed analysis was set based on the 
narrative theory. Through this, it was revealed that intertextual reading is a 
strategy that can be effectively used in semantic construction of tex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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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ardless of the historical order of text production.   
In Chapter Ⅲ, a intertextual reading was performed comparing 

<SimCheong-Jeon> and <Simbongsa>. First, the characters, events, 
backgrounds, etc. of each text are listed in the order of the stories. It was 
confirmed that the dialogue relationship between texts is established based 
on the appearance of the person with the same name, the arrangement of 
similar events in the front part of the narrative, and the fact that the name 
of the narrative space is the same. Second, the topic of intertextual 
conversations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intertextual citations and 
transformational aspects in detail. The topic of intertextual conversations 
can be inferred by considering the part expressed in the text as a response 
to the topic. Third, the topic through the characterization aspect was 
derived through the image of ‘SimCheong’ as a symbol of ‘HYO(孝):filial 
piety’ and the image of ‘Simbongsa’ who pursues desire. Lastly, the topic 
through the compositional aspect of the narrative situation was inferred 
from the fact that the ‘Throwing herself into the Indangsu(sea)’ appears 
‘Reincarnation of SimCheong’ in <SimCheong-Jeon>, but ‘the death of 
SimCheong’ in <Simbongsa>. Through the four topics derived in this way, 
the meaning of intertextual dialogues was examined from various aspects, 
and it was used as the educational content for the educational design in 
Chapter IV.   

In the intertextual reading education design of Chapter Ⅳ, specific 
activities were devised for learners to understand and analyze the dialogic 
relationship between texts. The three goals of education are as follows. 
First, effectively accept the work by understanding of the dialogic 
relationship between <SimCheong-Jeon> and <Simbongsa>. Secon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mmunication aspects of classical novels, 
improve the reading ability using intertexts. Lastly, cultivate the ability to 
critically appreciate literary works as the subject of semantic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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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ucational method to achieve the goal is conceived as a step-by-step 
process of learning the intertextual reading strategy and then applying the 
reading strategy to improve the learners' practical reading ability and 
literary appreciation ability.  This study proposes a way to utilize the texts 
reproducing classic novels, which have not been dealt with in educational 
research yet, as educational materials through the intertextual reading of 
<SimCheong-Jeon> and <Simbongsa>. Also, it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derived the educational contents of <SimCheong-Jeon>, which failed to 
secure diversity because it focused only on moral values, and extended the 
reading of <SimCheong-Jeon> to modern <SimCheong-Jeon> through 
reading activities using <Simbongsa> as an intertext.

Key Words: <SimCheong-Jeon>, <Simbongsa>, Intertextuality, Intertextual 
reading, Parody, Classical novel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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