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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단편의 웅소설과 장편의 하소설에 해서는 향유층 및 서사문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었다. 하층에서 주로 향유한 웅소설과 상층에
서 주로 향유한 하소설 간의 향유층의 성향에 따른 차이 또는 단편 형식과 장편 형식의 구조
적 형태에 따른 차이 등으로 인해 두 소설장르는 전체적인 의식성향과 서사구조에서 큰 편폭을 
보임은 이미 선행 연구를 통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웅소설과 하소설 간의 차이에 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은 아
니다. 특히 웅소설과 하소설 간의 환상 체험에 한 비교 논의가 선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
다. 각각의 장르에서 환상 체험에 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 둘을 비교하여 체계적
으로 정리한 논의는 아직까지 없었다. 이 둘을 한자리에서 본격적으로 비교하는 장을 마련함으
로써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환상은 “등치적 리얼리티의 일탈”로서 환상과 미메시스의 결합은 독자의 지적, 잠재적 의식과 
반응하여 복잡한 서사효과를 가져온다는 논의,1)1)환상은 감추어진 욕망을 드러내거나 보여줌으로

* 서울 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1) 캐스린 흄, 2000 환상과 미메시스(한창엽 옮김), 푸른나무, 57-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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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문화적 질서의 근본 토 를 지적한다는 논의2) 로,2)환상은 당 의 실제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욕망들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에 흥미로운 상이 된다. 더욱이 
고전소설에서는 환상적 양식이 빈번히 등장하고 있기에 이는 더욱 중요하다. 고전소설에서 환상
적 양식은 인간의 근원적 심성의 구현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가운데, 작품의 의식성향에까지 
향을 미침으로써 작품 전체의 의미까지도 새롭게 규정짓는 준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웅소설
과 하소설에서의 주인공의 환상 체험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조명해 낸다면 두 작품의 근본적인 
의식성향 차이를 심도 있게 고찰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간 웅소설과 하소설의 비교 논의 가운데 그 구조적 차이를 선명하게 짚어낸 표적인 
연구로 김종철의 논의를 들 수 있다. 김종철은 웅의 일 기 구조를 구현함에 있어 단편의 
웅소설과 장편의 하소설의 가장 큰 차이는 분리 모티브의 유무에 있다고 보았다. 하층에서 향
유한 단편의 웅소설에서는 가족이 이산한 채 남주인공이 홀로 떠도는 분리 모티브 즉 유리(流
離) 모티브가 등장하는데 반해, 상층에서 향유한 하소설에서는 수용 계층의 현실적 경험과 일
치하지 않기에 이러한 모티브가 탈락되어 있다고 보았다.3)3)물론 장편의 하소설 중에도 분리 
모티브가 등장하는 작품이 있어 이러한 논의로 하소설 전체를 다 포괄할 수는 없지만,4)4) 부
분의 하소설에서 분리 모티브가 나오지 않기에 하소설을 큰 틀로 규정지을 때 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웅소설과 하소설의 구조적 차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분리 모티브의 유무와 더불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바로 환상 체험의 차이이다. 환상 체험이란 현실 공간이 아닌 
초현실적인 공간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체험들 혹은 초현실적인 공간에서 습득하 거나 본연적
으로 지니고 있는 신이한 능력을 현실 공간에서 발휘하는 일들을 통틀어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상 체험 중에서도 웅소설과 하소설에서는 남주인공이 이계(異界)에서 겪게 되는 
체험들 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단편의 웅소설에서는 유리 체험을 겪은 뒤 남주인공이 이계에서 이인(異人)을 만나서 신비
한 도술을 전수받는 장면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반면, 장편의 하소설에서는 이계에서 이인으로
부터 수학하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설혹 남주인공이 우여곡절 끝에 이러한 이계에 도달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이인으로부터 비법을 전수받지는 않는다. 이처럼, 이계에서의 이인으로
2) 로즈마리 잭슨, 2001 환상성-전복의 문학(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11-12면. 
3) 김종철, 1992 ｢19세기 중반기 장편 웅소설의 한 양상｣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이수봉 외), 경인문화

사, 73-94면. 
4) <창란호연록>, <옥원재합기연> 등은 하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남주인공의 분리 모티브가 잘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창란호연록>의 주향유층이 여항인층(閭巷人層)으로까지 내려갔고, <옥원재합기연>의 주향유
층은 상층 실세층(失勢層)이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할 수 있다.(졸고, 2005 ｢ 하소설의 의식성형과 향유
층위에 관한 연구｣, 서울 학교 박사학위논문, 1-261면) 그럼에도 다수의 하소설이 상층 집권층을 주
향유층으로 하고 있기에 하소설에서 분리 모티브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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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수학 장면의 유무는 웅소설과 하소설 간의 환상 체험의 가장 주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이외의 환상 체험을 보면, 웅소설에서 남주인공은 지속적으로 초현실적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는 양상이 펼쳐진다. 산신령, 용왕을 비롯한 온갖 천지신령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가운데, 신갑
(神甲), 신검(神劍), 신마(神馬) 등 각종의 신비한 장비들도 공급받는다. 반면, 하소설에서는 남
주인공이 초현실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 장면은 미소한 부분을 차지하며, 개 요도(妖道)를 물리
치고 용왕을 굴복시키는 등 초현실적인 존재들을 제압하는 양상으로 환상 체험이 전개된다. 그
렇다면 과연 이러한 차이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한편, 남주인공뿐만 아니라 여주인공이 겪는 환상 체험도 웅소설과 하소설 간에 많은 차
이를 보인다. 특히 환상 체험을 많이 경험하는 여성 웅의 경우, 이계에 이르는 목과 이계에
서의 수련 목 및 이계에서 배운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목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계에 이
르는 목 및 이계에서의 수련 목을 살펴보면, 단편의 웅소설에서는 여성 웅이 남복(男服)
을 한 채로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남성 이인을 찾아가며 이인으로부터 수학하는 것에 적극적이
다. 반면, 하소설에서는 부분의 작품에서 여성 웅은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여성 이인의 
도움을 받아 수동적으로 이계에 이르며 이인으로부터 수학하는 것을 꺼리면서도 마지못해 이를 
수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 이계에서 터득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목을 보면, 웅소설에서는 주로 자신의 존재
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지며 이러한 과정에서 친정 가문을 복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하소설에서는 주로 자신의 배우자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초점이 맞춰지며 이로 인해 시  
가문의 복원과 화에 기여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초기의 웅소설 중에는 여주인공이 수동적으로 이계에 이르거나 이계에서 터득한 신이
한 능력을 배우자를 음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후
의 주요한 많은 웅소설에서 여주인공은 자발적으로 이계에 이르며, 이계에서 터득한 신이한 
능력을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거나 친정을 복원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이는 웅소설에서 

하소설과는 다른, 여성 웅의 독특한 환상 체험을 만들어내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런 차이들 속에는 어떠한 의식이 반 된 것인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 논의를 통해 단편의 웅소설과 장편의 하소설 간의 환상 체험의 차이를 면밀하
게 고찰해 냄으로써 그 서사적 장치의 저변에 깔린 의식의 차이를 깊이 있게 분석해 낼 수 있
으리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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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상 체험의 차이
1) 남주인공의 경우

① 이계에서의 수학 양상 
단편의 웅소설에서 남주인공은 위기를 겪다가 신비한 능력을 지닌 도사(道士) 혹은 고승(高

僧)을 만나 그러한 이인(異人)으로부터 천문지리, 병법 등 온갖 비법들을 전수받는 목이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 표적인 예로 <유충렬전>의 경우를 들어보기로 한다. 유충렬은 부친이 
귀양 가고 모친과도 헤어져 떠돌다가 부친의 벗인 강희주의 도움으로 잠시 안존하나 강희주마저 
귀양 가고 다시 떠도는 신세가 되었을 때, 우여곡절 끝에 서해 광덕산 백룡사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곳은 단순한 절이 아니라 현세와는 질적으로 다른 신비스런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종일토록 가더니  고 다〃르니 압 큰 산이 잇스되 천봉만(千峰萬壑)이 츙쳔(衝天) 즁
의 오(五色) 구름이 구리봉의 어엿고 각(各色) 화초(花草) 만발(滿發)지라 장차 신령(神靈) 
산이라 고 차자 드러가니 경(景槪) 절승(絶勝)고 풍경(風景)이 쇄락(灑落)다 산(山行) 육
칠 일의 들이난 이 물소 잔〃고 뵈이난 이 쳥산(복山)만 울〃(鬱鬱) 쳥엽(복葉)을 더우잡고 
석양(夕陽)의 올나가니 수양(垂楊) 천만(千萬絲)는 춘풍(春風)을 못 이기어 동구(洞口)의 흔들거려 
늘여지며 녹죽창송(綠竹蒼松)은 우거진 가지의 조(百鳥) 춘졍(春情) 닷토왓다 층〃 화게상(花階
上)의 무(鸚鵡) 공작(孔雀) 넘노난듸 (…) 차점차점 드러가니 오 구름 속의 단청(丹복)고 휘
황 고루거각(高樓巨閣)이 질비야 일주문(一柱門)을 바라보니 황금 자(大字)로 서 광덕산 
용사라 두려시 부쳐거늘 산문(山門)으로 드러가니 (<유충렬전> 상(上), 349면)5)5)

우선 백룡사가 있는 광덕산은 오색구름이 가득하고 온갖 기화요초가 만발하며 앵무새와 공작
이 노니는 신령한 산이다. 이런 신비로운 산 가운데서도 육칠 일을 깊이 걸어 들어가 오색구름
이 자욱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곳이 백룡사이다. “이곳은 선경(仙境)이라”6)고6)서술자가 직접적
으로 말하는 목에서도 볼 수 있듯, 속세와는 다른 초현세적 공간 즉 이계 공간이다. 특히 이
곳은 공간 자체가 신비스러울 뿐 아니라 신이한 능력을 지닌, “생불(生佛)”7)이라고7)지칭되는 신
승(神僧)이 존재하고 있기에 그 신비스러움은 배가된다.

이미 유충렬이 올 것을 짐작하고 마중 나온 신승은 유충렬에게 온갖 신기한 도술을 가르쳐 
준다. 유충렬은 그 신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병셔(兵書)도 잠심(潛心)고 불경(佛經)도 

5) 이후 <유충렬전>에 관한 내용은  인 고소설판각본전집2에 있는 작품을 상으로 한다. 
6) <유충렬전> 상, 349면. 
7) <유충렬전> 상, 3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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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논(確論)”8)면서8)자신의 실력을 쌓아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유충렬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 웅’으로 거듭난다.

반면, 부분의 하소설에서는 남주인공의 이계 체험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예외적
으로 유리 체험을 겪은 뒤 이계 체험을 겪는 작품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하소설 중 매우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9)9) 개의 소설에서 남주인공이 이계에서 신비한 능력을 지닌 이인을 만나 
수련을 받는 장면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남주인공이 이계에서 이인으로부
터 도법을 전수받는 장면이 나오지 않는 것은 웅소설과 구별되는 하소설만의 중요한 특징이
라 할 수 있다.

간혹 남주인공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계 공간에 이르게 되는 화소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남주인공이 경험하는 내용은 단편의 웅소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일례로 <성현공
숙렬기>의 임희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임희린은 어렸을 때 계모인 여부인의 모해를 
받고 절벽에서 떨어져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때 수미산 활인암의 태허법사가 이를 예견
하고 제자 묘상으로 하여금 구름을 타고 가서 임희린을 구해 오게 한다.

우선 수미산의 최고봉인 자각봉에 위치한 활인암은 앞서 <유충렬전>의 백룡사와 마찬가지로 
세상과는 단절된 선경에 위치하는 곳으로 이계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태허법사가 
다음과 같은 이인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 활인암이라는 공간이 신성한 공간임을 더욱 확실히 보
여 주고 있다.

“몸이 비록 녀(女子ㅣ)나 (…) 무량(無量) 법녁(法力)이 건곤(乾坤)을 의 너코 우쥬(宇宙)
 쳐단(處斷) 슐(術)이 잇지라 당시(當時)의 나히 여(百餘) 셰(歲) 당여서도 일발(一髮)
이 불(不白)고 냥협(兩頰)이 도화(桃花) 니 안셔 삼십삼쳔(三十三千) 그윽 거 다 혀아
리고 만니장텬(萬里長天)의 깁흔 거 통니 (<성현공숙렬기> 2권)10)10)

여승인 태허법사는 건곤을 소매에 넣고 우주를 마음 로 할 정도의 신이한 도법을 지녔을 뿐
만 아니라, 백여 세의 나이에도 머리카락 한 올 희지 않고 두 뺨이 복숭아 빛인 모습을 간직하
고 있다. “션고(仙姑)”11)라고11)지칭되는 데서도 볼 수 있듯, 태허법사는 신승임을 잘 알 수 있다.

이처럼 임희린은 신승인 태허법사의 도움을 입어 이계 공간인 활인암에 오게 된다. 그런데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오게 된 임희린은 자신은 유가 이외의 불가 등에는 전혀 관
 8) <유충렬전> 상, 349면. 
 9) <창란호연록>에서는 남주인공 장희가 조주 태행산에 이르러 엄도사로부터 수학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이는 <창란호연록>이 상층의 의식을 반 한 작품이기보다는 여항인층의 의식을 반 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10) 본고에서 다루는 <성현공숙렬기>는 서울 학교 규장각 소장본 25권 25책을 상으로 한다.
11) <성현공숙렬기>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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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없다며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옳지 않으니 돌아가게 해달라고 태허법사에게 요청한다. 그
러나 태허법사는 임희린의 액운이 많이 남았기에 그가 수년간 이곳에서 지내야 액운을 피할 수 
있다면서 도술로써 그를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 이에 임희린은 돌아가고자 하나 마치 “운무(雲
霧) 즁의 잇 덧여 아모란 쥴 모로”12)기에12)“홀노 나아가지 못”13)고13)어쩔 수 없이 활인암에
서 지내게 된다. <유충렬전>에서 유충렬이 백룡사에서 머무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을 두지 않고 
오히려 안식처를 찾은 듯 기뻐하는 것과는 달리, <성현공숙렬기>의 임희린은 활인암이라는 공
간에 머무는 것을 매우 꺼림칙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머물게 되는 상황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
이다.

또한, <성현공숙렬기>의 임희린은 <유충렬전>의 유충렬과는 달리 태허법사로부터 신기한 도
법이나 불법 등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이에 태허법사는 임희린이 도법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
음을 알고는 구태여 이를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시상(市上)의 가 효경(孝經)과 논(論孟)을 
”14)임희린에게14)보게 한다.15)15)그리하여 삼 년 후 이 절에 임희린의 부친인 임한주가 그 아들을 
찾으러 왔을 때 “공(公子ㅣ) 양(每樣) 빈승(貧僧)의 말을 헛도이 넉이고 독텬니(獨行天理)
 임(自任)려 ”16) 다는16)태허법사의 말에서 잘 알 수 있듯, 임희린은 이곳 활인암에서 줄
곧 홀로 유학을 공부한다. 이는 임한주의 물음에 한 임희린의 답에서도 잘 드러난다. 임한
주는 그간 삼 년 동안 임희린이 유학에서 손을 놓았을 것이기에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을 잊어버
렸을 것이라 걱정하면서 시험 삼아 시를 지어보게 한다. 그런데 임희린은 능숙하게 시를 지어 
바친다. 이에 임한주가 놀라며 “네 그 이 글을 노치 아니엿더냐?”17)라고17)묻자, 임희린은 “졔
가(난子百家)를 약간 보왓이다”18)라고18) 답한다.

이처럼, <성현공숙렬기>에서 남주인공은 이계에 와서도 도가 혹은 불가 등을 공부하지 않고 
계속해서 유가에 몰두한다. 신승은 단지 위기에 처한 남주인공을 일시적으로 구해줄 뿐으로 남
주인공을 가르치는 스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기에 <성현공숙렬기>에서
는 <유충렬전>에서처럼 이계에서 남주인공이 질적인 전환을 체험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곳은 남주인공이 잠시 위기를 피해 머물다 가는 장소로 설정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볼 때, 단편의 웅소설과 장편의 하소설에서 남주인공의 이계 체험은 

12) <성현공숙렬기> 2권.
13) <성현공숙렬기> 2권. 
14) <성현공숙렬기> 2권. 
15) 물론 태허법사가 천문비서 세 권을 임희린에게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 책들은 훗날 임희린의 배우자가 

될 규수에게 갔다가 다시 임희린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할 뿐, 임희린에게 특별한 비법을 전수하
지는 않는다.

16) <성현공숙렬기> 2권. 
17) <성현공숙렬기> 2권. 
18) <성현공숙렬기>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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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한 차이를 지님을 알 수 있다. 이계 공간에서 신비스런 체험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특히 
이인으로부터 수학하는가 하지 않는가는 웅소설과 하소설을 변별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단편의 웅소설에서는 이 목이 거의 빠짐없이 들어 있고, 장편의 하소설
에서는 이 목이 거의 부분 빠져 있다. 이에 따라 하소설에서는 비록 남주인공이 이계 체
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장면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계 공간에
서의 남주인공의 질적 전환의 여부는 웅소설과 하소설 간의 중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② 초현실적 존재와의 관계 양상
웅소설과 하소설 간의 환상 체험의 차이는 단지 이계에서 이인을 만나 수학하는 장면의 

유무로 끝나지 않는다. 이외에도 웅소설과 하소설에서의 남주인공의 환상 체험은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 우선 웅소설에서는 남주인공이 떠돌아다니는 과정 중에 초월적인 조력자를 만나 
구원을 받는 장면이 계속해서 등장한다. 반면, 하소설에서는 남주인공이 유람하거나 출정(出
征)하는 등의 장면에서 용왕을 혼내준다거나 요괴들을 처치하면서 자신의 위엄을 한껏 드러내는 
식으로 환상 체험이 주로 전개된다.

먼저 웅소설에 해서는 앞서 살펴본 <유충렬전>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유
충렬이 어렸을 때 그 모친의 꿈에 백발노인이 나타나 정한담이 유충렬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을 
예시하면서 홍선(紅扇)을 주어 화재를 피할 방법을 알려주고, 멱라수에서 유충렬이 자살하려 할 
시점에 청룡이 멱라수에 빠져 죽으려 하는 꿈을 꾼 강희주가 나타나 구해주는 등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반드시 초월적인 존재의 도움 혹은 계시에 의해 그는 죽을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또 그가 웅으로 거듭나기 위해 서해 광덕산 백룡사에서 고승으로부터 온갖 도법을 전수받
는 과정에서도 단지 고승에게만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모든 신성한 존재들이 
유충렬을 웅으로 만드는 데 일조한다. “천지(天地) 일월성신(日月星辰)이며 천명산(天下名山) 
신령(神靈)더리 모도 다 역(合力)니 그 됴와 민(英敏)물 뉘라셔 당리요”19)라는19) 목
을 통해 볼 수 있듯, 고승뿐만 아니라 천지신명, 일월성신, 천하명산의 산신령들이 다 유충렬을 
돕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가 얻게 되는 신이한 물건들에서도 마찬가지다. “일광주 용인갑”, “장셩검” “쳔사마”는 
본래 용궁의 물건들이다. 용인갑과 장성검은 용궁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거북이의 등 위에서 나
온 옥함(玉函)에 있던 것인데 도둑인 마철이 가져갔으나 그 위에 “남경 도원슈 유츙열은 탁(開
坼)이라”20)라는20)글귀를 보고 유충렬의 모친 장씨부인이 가져다가 물에 띄운 것이 우연히 백룡사
의 고승에게까지 흘러왔던 것이다. 고승은 이를 잘 간직했다가 제자인 유충렬에게 주게 된다. 
19) <유충렬전> 상, 349면. 
20) <유충렬전> 상, 3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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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이라 할 수 있는 천사마 또한 “옥황(玉皇)게셔 장군(將軍)을 명국(大明國)의 보 제 사
(四海) 용왕(龍王)이 몰을손가”21)라는21)고승의 말처럼 용왕의 조화로 인해 탄생한 용마이다. 그
렇기에 용인갑은 너무나 눈부시게 빛나 감히 적군으로 하여금 그 갑옷을 입은 유충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신갑(神甲)으로, 장성검은 저절로 움직이면서 세상의 어느 것이라도 
단칼에 베어버리는 신검(神劍)으로, 천사마는 천리를 하루만에 달릴 수 있는 신마(神馬)로 등장
한다.

이처럼 천지사방의 초현실적인 힘들이 모두 유충렬을 돕고 있다. 유충렬은 단지 이계에서 이
인으로부터 신비한 도법을 배우는 환상 체험뿐만 아니라 천지의 모든 신비로운 힘의 도움으로 

웅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하소설에서는 남주인공이 유람하거나 출정(出征)하면서 초현실적인 존재의 도움을 받

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존재를 자신의 힘으로 제압하는 양상을 보인다. 물론 하소설의 남주
인공 또한 간혹 초현실적인 힘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나는 장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장면은 극히 소략하다. 부분 남주인공의 환상 체험은 초현실적인 존재들과 겨뤄 승리하는 데 
중점이 주어진다. 바다의 용왕도 순식간에 제압하며 천 년 묵은 요괴도 순식간에 처단한다. 
웅소설에서처럼 환상 체험을 통해 남주인공이 웅적인 능력을 점층적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니
라 하소설에서는 이미 자신의 내부에 존재하는 신비스런 능력을 발현하는 양상으로 환상 체험
이 전개된다. 

<소현성록>22)의22)예를 보면, 남주인공 소현성이 요동 오랑캐가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출정하면서 용왕과 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용왕이 물을 건너는 병사들 때문에 시끄럽다 
하면서 진노하여 배를 전복시키려 하자, 파도가 흉흉하여 수천 척 전선이 매우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 이 때, 모든 병사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나 소현성만은 홀로 태연하다. 병사들이 바다에 
제사라도 지내자고 하나 소현성은 마음 놓으라 한다. 이 후 용왕이 적룡으로 변신하여 “닌갑(鱗
甲)을 빗기고 번게 눈을 브릅 며 여희쥬(如意珠) 고 입을 여러 벽녁(霹靂)  소
 디니 뫼히 믈허디며 바다히 허여디  셰(勢)로”23)23)배를 뒤집어엎으려 할 때도, 좌충우
돌하며 두려워하는 병사들과는 달리 소현성은 출정하러 가는 자신을 방해하느냐며 도리어 용왕
을 꾸짖는다. 그제야 용왕은 소현성의 어깨에 삼태성이 돋아있는 등 그 평범치 않은 모습을 보
고 놀라 홍포옥 (紅袍玉帶)를 한 관원의 모습으로 변모하여 소현성에게 청죄한다. 그러나 소현
성은 “네 임의 뇽신(龍神)으로 내 도(行途) 모니 업 짐 셜만묘시(褻慢藐視)미라”24)
라고24)꾸짖으면서 용왕을 잡아 철퇴로 수백 를 치고 놓아 준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병사들
21) <유충렬전> 상, 353면.
22) 앞으로 다룰 <소현성록>은 이화여자 학교 소장본 15권 15책을 상으로 한다. 
23) <소현성록> 11권. 
24) <소현성록> 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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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모두 소현성을 신인으로 여기게 된다.
<유충렬전>에서 용왕은 신갑, 신검, 신마 등을 유충렬에게 공급해 주면서 그의 웅성을 더욱 

배가시키는 조력자의 역할을 했다면, <소현성록>에서의 용왕은 오히려 소현성의 위엄 아래 굴복
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이 용왕을 만나는 환상 체험
은 용왕보다도 더 신성하고 우월한 힘을 지닌 소현성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데 그 주목적이 있
다 할 수 있다. 

또 소현성은 만유산에서 삼천 년이나 도를 닦은 신선인 도화진인이 마음을 그릇 먹어 개용단
(改容丹)과 미혼단(迷魂丹) 등의 요괴로운 약을 만들어 팔면서 세상을 어지럽히자, 직접 그곳을 
찾아가 도화진인을 꾸짖는다. 도화진인의 제자인 금갑신이 소현성을 혼내주려 하자 도화진인은 

보도군(靈寶道君)인 소현성을 자신도 어찌할 수 없다면서 금갑신을 말리고 소현성에게 공손히 
사죄한 뒤 이후 이러한 요약(妖藥)을 만들지 않는다. 소현성은 삼천 년 도를 닦은 신선도 제압
할 만한 신성한 인물로서 그려지고 있는 것이다.25)25)

이처럼 남주인공이 초현실적인 공간에서의 환상 체험을 통해 웅소설에서는 그의 웅성을 
계속해서 증폭시켜 가는 양상을 보인다면, 하소설에서는 이미 갖추어진 그의 웅성을 마음껏 
발현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웅소설과 하소설에서의 환상 체험의 주요한 차이라 할 수 있다.

2) 여주인공의 경우

단편의 웅소설과 장편의 하소설 간에는 남주인공의 환상 체험뿐만 아니라 여주인공의 환
상 체험도 많은 차이를 지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장(戰場)에 출정하여 공을 세움으로써 여성

웅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주인공의 경우에 각각의 환상 체험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26)26)여

25) <소현성록>의 또 다른 남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소현성의 아들 소운성 또한 전국을 유람하는 도중, 수
천 년을 묵어 인형(人形)을 이룬 뒤 산속의 절간을 차지하고 있는 여우, 뱀, 산계(山써), 거북, 사자 등
의 다섯 요괴를 처치하고, 다섯 요괴의 원수를 갚으려고 노인의 딸로 변신한 구미호를 두 토막 내어 죽
이는 등 그의 환상 체험은 요괴들을 물리치는 데 집중되어 있다.

26) 단편의 여성 웅소설의 경우에는 여성 웅에 관한 사건 자체가 작품의 거의 전부를 차지한다. 반면, 
하소설에서는 여성 웅에 관한 내용이 작품의 일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하진양문록>처럼 여성 웅이 
특화되어 이러한 내용만을 집중적으로 그린 작품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는 극소수의 경우이고 다수의 

하소설에서 여성 웅은 여러 주인공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등장하며, 이에 따라 그녀에 관한 사건은 
작품의 일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간 여성 웅에 관한 논의에서 하소설 속의 이러한 여성 웅은 제
외된 경우가 많았는데, 여성 웅에 한 좀 더 풍부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이러한 여성 웅들
도 포함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5권 5책의 <부장양문록>(이에 해서는 정병설, 2001 ｢여
성 웅소설의 전개와 <부장양문록>｣ 고전문학연구19, 한국고전문학회, 207-229면에서 심도 있게 다
룬 바 있다. 진지성과 핍진성이 부족한 단편의 웅소설과는 달리, 5권 5책의 <부장양문록>은 상 적으
로 사실성과 진지성이 두드러져 보이는 가운데 여성의식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밝혀내었다)도 매
우 문제적인 작품이기는 하지만, 웅소설의 범주에 넣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고 하소설의 범주에 넣
기에는 분량이 적은 감이 있어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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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의 여주인공 또한 환상 체험을 경험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 웅은 이계 공간에서의 수
학 목 및 이계에서 터득한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목 등에서 많은 환상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여성 웅을 중심으로 웅소설과 하소설에서의 여주인공의 환상 체험의 차이를 구체적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이계에서의 수학 양상
우선, 전장에 출정하여 혁혁한 공을 세우는 여성 웅의 경우, 웅소설이나 하소설을 막론

하고 모두 이계에서 이인으로부터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는 점에서는 흡사하다. 그러나 이계에 
이르는 장면, 이계에서 수학하는 장면, 이계를 떠나 활약하는 장면에서 웅소설과 하소설은 
많은 차이를 지닌다. 

먼저, 이계에 이르는 장면과 이계에서의 수학 장면을 중심으로 그 차이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다수의 단편의 여성 웅소설에서 여주인공은 남장을 한 채로 실력을 쌓기 위해 자발적으로 이

계에 이르며, 그곳에서 남자 스승으로부터 교육을 받게 된다. <홍계월전>, <옥주호연>, <이학사
전> 등에서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물론 웅소설 중에서도 <이 봉전>, <음양옥지환> 등에서는 여주인공이 절체절명의 위기 순
간에 여자 이인에게 구출되어 수동적으로 이계에 이르며 그곳에서 여자 이인에게 수학하는 양상
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이 봉전> 계열의 작품들은 주로 웅소설 초기에 형성된 작품
으로, 여성 웅의 활약상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후 의 <홍계월전> 계열 등 많은 작품에서 여주
인공은 자발적으로 이계에 이르러 남자 이인으로부터 수학하는 양상을 보인다.27)27)

그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면, <홍계월전>의 경우 홍계월은 장사랑 등이 반란을 일으키는 혼
란의 와중에 부모와 헤어져 우여곡절 끝에 여공에게 몸을 의탁하게 된다. 어려서부터 남복을 입
고 자란 홍계월을 남자로만 안 여공은 자신의 아들인 여보국과 함께 월호산 명현동의 곽도사에
게 가 두 아이들을 가르쳐 줄 것을 부탁한다. 곽도사는 신이한 능력을 지닌 남자 도인으로서 온
갖 병법과 각종 술법을 홍계월과 여보국에게 가르쳐 준다. 홍계월은 곽도사에게 가르침을 받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수학하게 된다. <옥주호연>에서도 세 명의 여주인공이 남
복을 한 채로 실력을 쌓기 위해 남자 도사를 찾아가 자신의 배우자가 될 세 명의 남성인물들과 

27) 민찬은 여성 웅소설을 크게 <이 봉전> 계열과 <홍계월전> 계열로 나눈 바 있다. <이 봉전> 계열은 
화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복으로 개착하며, 이러한 남복 개착 상태를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기에 공을 세운 뒤 곧바로 여성으로서의 신분을 밝히고 부녀자의 도리를 충실히 따르는 반면, <홍
계월전> 계열은 스스로 원해서 남복으로 개착하며, 이러한 남복 개착 상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운
데 공을 세운 뒤에도 여성으로서의 신분을 밝히려 하지 않으며 혼인 후에도 남편과 립하는 양상을 보
인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두 계열 중 <이 봉전> 계열이 <홍계월전> 계열보다 그 출현시기가 먼저일 
것이라 추정하 다.(민찬, 1986 ｢여성 웅소설의 출현과 후 적 변모｣, 서울 학교 석사학위논문, 1-1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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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학하며, <이학사전>, <위봉월전>에서는 비록 자신의 배우자가 될 남성 인물과 함께 수학
하지는 않지만 남복을 입고 스스로 남자 도사를 찾아가 배움을 청한다.

반면, 장편의 하소설에서는 여주인공이 이계에 이르는 과정 및 이계에서의 수학 과정 모두
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주로 집안구성원의 모해 혹은 방탕한 외간 남자의 계략에 의해 
위기에 처하게 된 여주인공은 이인의 도움으로 이계에 이르나, 이도(異道)에 속하는 이계 공간에 
오게 된 것을 불안하게 여기면서 그곳에 머무는 것 자체를 꺼려한다. 하지만 그곳에서 수년간을 
지내야 액을 피할 수 있다는 이인의 말에 어쩔 수 없이 이계에 머물게 된다. 또 이인으로부터 
천문지리 등에 해 수학하는 것을 꺼려하나 이후 남편 혹은 약혼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
을 듣고 이를 배운다. 한편, 이들을 구해준 이인은 도법이 높은 여승이나 여도사로서 남성인 경
우는 거의 전무하다. 여주인공은 여성들만의 공간에서 수학하게 되는 것이다. <성현공숙렬기>의 
주소저, <임씨삼 록>의 설월염와 임월혜, <현씨양웅쌍린기>의 주소저, <화정선행록>의 풍소저, 
<하씨선행후 록>의 윤소저, <하진양문록>의 하옥주 등 다수의 하소설에서 이러한 양상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면, <성현공숙렬기>의 주소저는 남편의 계모인 여부인의 모략 및 방탕한 남성인
물인 반관옥 등의 계략에 의해 불길에 휩싸여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때 수미산 활인암의 
여승인 태허법사가 제자 묘상에게 주소저를 구해내어 구름을 타고 활인암에 이르도록 지시한다. 
그런데 활인암에 이른 주소저에게 태허법사가 천문지리, 육도삼략, 신약(神藥) 제조술 등을 가르
쳐주려 하자 주소저는 “쳡(妾)이 규즁(閨中)의 쳐(處)여 방젹지임(紡績之任)이 그 쇼임(所任)이
라. 비셔텬문(秘書天文)을 아라 므어 리오?”28)라고28)말하면서 이를 거절한다. 그러나 태허법사
가 훗날 주소저의 남편인 임희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하자 주소저는 마지못해 이를 배운다. 
이는 다른 작품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단편의 웅소설과 장편의 하소설 간에는 여주인공이 이계에 이르는 과정 및 이계
에서 수학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지닌다. 단편의 웅소설에서는 여주인공이 스스로 실력을 
쌓기 위해 이계를 찾아가는 양상을 보이며, 남복을 한 채로 남성 인물들과 함께 남성 이인으로
부터 수학하는 장면이 주로 등장한다. 반면 장편의 하소설에서는 여주인공이 자발적으로 이계
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분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여성 이인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아 
가게 되며, 천문지리 등을 배우는 것을 꺼리나 이인의 권유로 특히 남편을 위기에서 구해낼 방
편으로써 이를 배우게 된다.

② 신이한 능력의 발현 양상 
다음으로 이계 공간에서 습득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목을 보면, 웅소설에서는 개 

28) <성현공숙렬기> 1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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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주인공이 세상에 나가 이러한 위기를 진압함으로써 여주인공 스스로
의 명예를 드높이는 양상이 전개된다. 물론, 웅소설 가운데서도 <이 봉전>처럼 초기의 작품
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보다는 남편 혹은 약혼자를 음조하는 작품이 없는 것은 아니
다. 그러나 전장에 출정하여 여성 웅으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는 많은 작품들에서 여주인
공의 신이한 능력 발휘는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일례로 <홍계월전>의 경우를 보면, 홍계월은 때가 되어 세상에 나가 과거에 급제한 뒤 서달 
등이 반란을 일으키자 원수가 되어 출정한다. 이 때 적을 무찌르는 데 부원수로 출정한 남주인
공 여보국보다 홍계월이 훨씬 더 많은 공을 세움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녀는 유배 가 있는 부친을 구해내는 등 어렸을 때 헤어졌던 자신의 부모와 
상봉하고 무너져 내린 친정 가문을 복원시킨다. 자신의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는 한편, 친정 가문의 복원과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것이다. 이는 
<옥주호연>, <이학사전> 등 다수의 웅소설에서도 마찬가지다.

반면, 하소설에서 여주인공의 신이한 능력 발휘는 전쟁터에서 병이 들거나 적진에 밀려 위
기에 처한 남편 혹은 약혼자를 구하고 나아가 위기에 처한 시 을 복원하는 데 주로 초점이 맞
추어져 있다. 일례로 <성현공숙렬기>의 주소저를 보면 도사의 복색으로 출정하여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남편 임희린의 목숨을 구해주는 한편, 온갖 비법으로 반란군들을 물리친다. 이런 
과정에서 역도(逆徒)로 몰려 위기에 처해 있던 시  가문을 구원하게 된다. 그럼에도 자신은 산
간에 깃드는 적송자의 무리라 하면서 조용히 피세(避世)한다. 이처럼 주소저의 역할은 자신의 존
재를 부각시키기보다는 위기에 처한 남편 혹은 시 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이로 인해 시 에서 큰 접을 받기는 하지만 웅소설에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데 주목
적을 둔 여성 웅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다른 작품에서도 마찬가지다.29)29)

뿐만 아니라 장편의 하소설에서 여주인공은 이인을 만나 수학하는 이계 체험 이외에도 단
편의 웅소설에서는 볼 수 없는 다양한 환상 체험을 하는데, 이러한 체험이 여성으로서의 부덕
(婦德)을 공고히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 주목된다. 일례로 <성현공숙렬기>에서는 황릉묘(黃陵
廟)라는 또 다른 이계 공간에서 아황(娥皇), 여 (女英)을 꿈에 만나 부녀자의 도리에 한 가르

29) 물론 장편의 하소설 가운데서도 여성 웅의 능력 발휘가 남편이나 시 을 구원하는 것으로 한정되지 
않는 작품도 존재한다. <화정선행록>의 경우, 여주인공 풍소저는 비록 탕자의 모해를 피해 비자발적으
로 이계 공간에 이르게 되지만, 이후 자신의 배우자인 남주인공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하면서 여성의 
자의식을 깨쳐가고 결국은 가정을 벗어나 자신만의 독자적인 공간으로 떠나는 문제적인 양상을 보인
다.(이에 해서는 졸고, 2002 ｢탈속공간을 지향하는 여성 웅에 관한 소고｣ 국문학연구 7, 국문학회, 
325-355면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 <하진양문록>의 경우에도 비록 비자발적으로 이계 공간에서 이르
러 수학을 하게 되나, 그 이후의 과정은 자신의 능력을 십분 발휘하는 가운데 남주인공과의 첨예한 
립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수의 하소설에서 여주인공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남편 혹은 시
을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한 것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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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을 받는 한편, 돌아가신 시어머니 성부인으로부터 시 을 위기에서 구해낼 것을 당부 받는 등
의 목이 전개된다. 이러한 체험 직후, 여주인공은 자신이 이계에서 배운 신이한 능력을 남편
을 음조하고 시 을 위기에서 구해내는 데 사용하게 된다. 하소설에서 여주인공의 환상 체험
은 주로 남편 혹은 시 의 안존과 화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이계에서의 환상 체험을 통해 습득한 여주인공의 신비한 능력의 발휘 목이 웅소
설에서는 주로 자신의 존재의 부각 및 친정 가문의 복원과 밀접히 연관되며, 하소설에서는 남
편에 한 음조 및 시  가문의 안존과 화로 귀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3. 환상 체험의 차이가 지니는 의미
앞서 단편의 웅소설과 장편의 하소설에서의 남녀 주인공의 환상 체험의 차이에 해 살

펴보았다. 그렇다면, 웅소설과 하소설에서 이와 같이 환상 체험이 차이를 지니게 되는 원인
은 무엇일까? 

다양한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가장 큰 원인으로 향유층의 취향의 문제와 긴밀한 관련
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존의 두 소설 간의 비교 논의에서도 향유층의 의식에 주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로 하층에서 향유되었던 웅소설과 상층에서 향유되었던 하소설 간의 주인공
의 환상 체험의 차이가 지닌 의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향유층의 의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향유층의 의식에는 단지 전통적 의미에서의 계급의식뿐만 아니
라 계급적 잠재의식 즉 아비튀스30)도30)투 되었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환상적 양
식에는 앞서 살펴보았듯, 단지 실제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욕망까지 내포되어 있기에 
이 둘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웅소설과 하소설의 환상 체험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
는 것은 각각의 향유층이 실제적으로 느꼈을 혹은 잠재적으로 투 하고픈 웅의 이미지와 긴밀
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이러한 차이가 지니는 의미에 해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기로 
한다.

30) ‘아비튀스’는 ‘개인적’ 생각, 인성,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 사고, 인성, 의식을 제한하는 ‘집
단적’ 경험 및 인지의 틀이다. 그러므로 아비튀스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집단적 계급의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계급적 잠재의식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현택수 외, 2002 문화와 권력-부르디외 사회학의 이해
(2판), 나남출판, 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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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주인공의 경우 

우선 남주인공의 환상 체험의 차이에 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웅소설의 남주인공의 
환상 체험과 관련해서, 과연 웅소설을 주로 향유했던 평범한 민중들의 구미에 맞는 남주인공
은 어떤 인물이며, 그러한 남주인공이 어떠한 서사 과정을 거쳐 웅이 되기를 그들은 바랐을까
를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평범한 그들에게 적합한 웅적 이상형은 그들처럼 매우 평범
한 보통의 인간이었을 것이며, 그러한 보통의 인간이 웅 중의 웅으로 거듭나는 구조적 패턴
을 그들은 선망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그들 자신의 처지와 소망을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남주인공의 형상으로서 말이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 그들처럼 부족한 자질을 지닌 ‘결여태’로서
의 남주인공이 ‘질적인 비약’을 할 수 있는 서사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하루아
침에 부모를 잃고 이곳저곳 떠돌면서 걸식하던, 제 로 배움의 기회를 갖지 못 했던 남주인공이 
순식간에 웅으로서의 질적인 비약을 한다는 설정은 현실 공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웅소설에서 환상 공간, 즉 초(超)현세적인 공간이 요청되는 목이라 할 수 있다. 이계에
서 이인을 만나 수학하는 목은 여러 모로 부족한 남주인공이 질적인 비약을 꾀하기 위해 반드
시 필요한 구조적 장치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환상적 장치가 웅소설에서 빠져 있다면 많은 독자들은 자신들처럼 별다른 배
움의 기회를 갖지 못 하던 남주인공이 나라의 위기를 단숨에 평정할 수 있는 웅으로 변모하는 
서사 진행에 동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남주인공이 처음부터 천상에서 하강한 인물
로 설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처럼 별다른 배움의 기회도 없이 떠돌던 남주인공의 ‘경이
적인 변신’은 환상 공간에서나 가능한 일이었을 수 있다. 따라서 ‘결여태’로서의 남주인공이 ‘질적 
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계에서의 수학 장면’이라는 구조적 설정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할 수 
있다.

이 밖의 환상 체험도 독자들의 시선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자들 중에는 자
신과 흡사한 처지에 있던 평범한 남주인공이 이계에서의 배움을 통해 순식간에 웅으로 거듭나
는 것에 해 왠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졌을 수도 있다. 비록 이계에서의 환상 체험이 수년이
라는 긴 세월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부분의 소설에서 이 부분은 그리 길게 
서술되지 않는다. 부분 이인을 만나 온갖 비법을 전수받았다는 내용이 압축적으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매우 짧은 듯한 인상을 준다. 따라서 독자들의 경우에는 남주인공의 이러한 
질적 변모 과정을 매우 순간적이라 느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서사 진행상 계속해서 남주인공의 

웅성을 증진시키는 여러 환상적 장치들이 필요했을 것이다. 웅소설에서 남주인공을 도와주
는 여러 신이한 존재 혹은 장비들을 계속해서 포진하고 있는 점 또한 결여태로서의 남주인공을 

웅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편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이런 환상적 장치가 갖추어졌을 때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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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凡人)인 남주인공이 웅으로 질적 비약하는 서사 구조의 정당성이 입증될 수 있고, 또 평범
한 독자인 그들 스스로도 웅으로 변모하는 남주인공에 감정을 이입하여 작품을 즐길 수 있었
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이러한 과정은 하층으로서 느끼는 열등의식 혹은 결핍감의 리 표출일 수도 있다. 
남주인공은 천상에서 하강한 신인으로 설정되어 있고 계속해서 온갖 초현실적 존재로부터 도움
을 받는 선택받은 존재로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겉으로 보면 일종의 선민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남주인공은 왜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특히 초현실적 존재들로부터 끊임없이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일까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뒤집어 본다면 그 이면에는 
그 스스로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 남주인공이 환상 체험을 통
해 계속해서 신비한 능력이나 초현실적 장비들을 갖추어가는 과정은 역설적으로 부족함 혹은 결
핍함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를 현실에서는 충족
시킬 수 없기에 초현실적 체험을 통해서 충족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민중들 스스로 
지니기 쉬운,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상층에서 배제되었다는 인식, 또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는 인식이 반 된 것이며, 이를 환상 체험 속에서 역설적
으로 보상받게 함으로써 일종의 리만족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물질적으
로 정신적으로 계속해서 궁핍하기만 한 민중들의 의식이 웅소설의 환상 체험 속에 교묘하게 
녹아들고 있으며, 이를 환상적 서사 장치를 통해 역으로 실현시킴으로써 그들의 잠재된 욕망을 
어느 정도나마 해소해 주고 있는 것이라 추론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상층에서 향유한 장편의 하소설을 보면 거의 부분 남주인공이 이계 공간에서 수학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간혹 이계 공간을 체험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수학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설정은 하소설의 주향유층인 상층의 취향을 고려한 것이
라 추정해 볼 수 있다. 상층은 배움의 기회를 그 어느 계층보다도 많이 누린 계층이다.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운데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좋은 스승 아래에서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 스스로 이미 자신들이 세상에 나가 뜻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구미에 맞는 남주
인공은 이미 자신의 뜻을 펼치기에 필요한 자질을 두루두루 갖춘 인물일 것이다. 따라서 하소
설에서는 웅소설에서처럼 남주인공이 굳이 이계 공간에서 질적인 비약을 경험하는 서사적 장
치가 필요치 않게 된다. 행여 상층 중에서도 남들보다 부족한 능력을 지닌 자가 있을 수도 있겠
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층 사람들보다는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겉으로라
도 우월하다는 것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모든 것을 두루 갖춘 자족적
인 주인공의 모습에 상층의 다수가 공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즉, 하소설에서 ‘자족태’로서
의 남주인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은 상층의 취향과 밀접히 연관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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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이 이계에서 이인으로부터 수학하는 장면은 상층의 삶의 방식 혹은 의식세계에 근거했을 때 
사족이기 쉽기에 부분의 하소설에서 이 목이 등장하지 않으며, 혹간 남주인공이 이계에서 
이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온다 하더라도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장치로만 설정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하소설에서 이계에서 이인으로부터의 수학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로 유가
적 합리주의에 기초한 상층의 의식성향과도 관련이 깊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웅소
설, 하소설을 막론하고 이계 공간이란 부분 깊은 산 속에 위치한 절이나 암자로, 그곳에 존
재하는 이인 또한 고승(高僧)이거나 도사(道士)인 경우가 부분이다. 즉, 이계 공간은 불교 혹
은 도교의 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따라서 유교를 중시하던 조선후기 사 부들이 이런 이
계 공간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상층 중에서도 내면으로는 불교 혹은 도교에 
심취하는 부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유가적 순일주의에 어긋나기에 이
계에서 수학한다는 건 자체가 그들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 역에서 주로 활동
하며 유가주의 원칙에 충실했던 상층 남성들에게는 그들 스스로의 모습이 투 된 남주인공이 이
계에서 수학하는 목이란 퍽이나 껄끄러운 부분이었을 것이기에 이 부분이 가급적 생략되어 있
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하소설에서 남주인공이 용왕, 요괴 등을 제압하는 환상 체험 또한 상층만의 독특한 
의식성향이 그 기저에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항상 초현실적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하
는 웅소설의 남주인공과는 달리, 하소설의 남주인공은 초현실적인 존재마저도 제압하는 인
물로서 그려지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자의 우월의식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상층으로서 그들이 선천적, 후천적으로 누렸던 부귀와 권력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는 것
이다.

그런데 현실 공간에서뿐만 아니라 초현실적 공간에서도 그들 스스로가 최고의 우위를 점하기
를 꿈꾸는 것은 어쩌면 상층의 과도한 선민의식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들이 표방하는 유
가적인 세계는 매우 현실적인 세계이다. 상층은 이런 현실적인 세계에서 기득권을 쥐고 화를 
누리고 있는 계층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들은 현실 세계가 아닌 즉 
환상 공간에서도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그것은 유가적인 이상으로 도가적인 혹은 
불가적인 세계를 제압할 수 있다는 과도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 유한한 현실 
세계에서 그들의 화가 끝나더라도 또 다른 공간에서 원한 화를 누려 보고 싶다는 그들의 
잠재된 욕망과 결부지을 수 있다. 현실 세계는 시간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한정되어 있는 유한
한 공간이다. 반면 초현실적 공간은 현실 세계와 달리 시간의 흐름이 없거나 매우 더딘, 무한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현실적 공간에서마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것은 상층으로서 누
리고 있는 현세의 유한한 화를, 현세를 벗어났을 때도 원히 유지해 보기를 바라는 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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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된 욕망과 결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여주인공의 경우 

다음으로 여주인공의 환상 체험의 차이가 지니는 의미에 해 분석해 보기로 한다. 우선 
웅소설이나 하소설을 막론하고 여주인공 특히 전장(戰場)에 나가 활약하는 여성 웅의 경우에 
이계에서 이인으로부터 수학하는 장면이 공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하층이나 상층을 
막론하고 여성이 전쟁터에 출정하는 등의 공적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질적인 비약이 필요하
다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후기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여성
이 공적 역에 참가한다는 것은, 특히 남자들만의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전장에 참가한다는 것
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단편의 웅소설에서는 여주인공이 남복을 한 채 여성 스스로 이계 공간을 찾아가서 
배우자가 될 남성 인물과 함께 남자 스승으로부터 수학하며, 그 배움의 결과가 스스로의 능력을 
보여주거나 친정의 위신을 복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는 타의에 의해 이계 공간
에 이르게 되며 여자 스승으로부터 수학하고 그 배움의 결과가 주로 배우자를 살려내거나 시
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진 장편의 하소설과는 판이한 목이다.

웅소설에서의 여성 웅의 이러한 환상 체험은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상을 구현하
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여성을 단순히 남편이나 시 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는 주체적인 인물로 형상화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당 에 매우 
중시하 던 ‘남녀칠세부동석’의 윤리는 깨지고 있다. 배움을 위해서는 이런 윤리적인 잣  정도
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층의 여성들보다는 규범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던 하층 여
성들을 염두에 두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할 수 있다. 

또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성 웅상이 웅소설에서 가능했던 것은 하층의 여성들의 삶
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그들은 스스로의 육체노동을 통해 특히 규방을 벗어난 바깥에서의 
다양한 노동을 통해 상층의 여성들보다 훨씬 더 육체적으로 강인할 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면모
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인물들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제적인 노동을 통해 그들은 삶을 살아가
는 다양한 지혜를 얻었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소설에서 여주인공이 위기에 처해 규방에서 죽
기를 자처할 때 그러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을 일러주는 인물들도 바로 시녀들
이다. 직접적인 육체노동을 통해 실천적인 삶을 살았던 하층 여성들의 모습이 투 되어 웅소
설에서도 여성 웅의 모습이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하층 여성들이 느꼈을 극도의 열등의식 즉 하층이라는 신분에다 여성이라는 성별
로 인해 느꼈을 열등의식을 리 표출해 줄 수 있는 기제로서 이러한 능동적인 여성 웅의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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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작동했을 수 있다. 실제로는 가장 열등한 위치에 있었던 하층 여성의 독자들을 위해 소설 
속에서나마 여주인공이 가장 뛰어난 활약을 하면서 온갖 부귀 화를 누리고 남성마저도 호쾌하
게 제압하는 양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억눌린 잠재의식을 해소하게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물론 웅소설에서도 <이 봉전> 계열의 초기 작품에서는 여주인공의 환상 체험이 하소설
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내적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수용된 문화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발전적이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31)는31)주장, “주제의식은 여성
웅소설의 유형별 전개에서 정도가 깊어져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상승·전개된다.”32)는32)주장
로, 점차 후 로 갈수록 여성 웅이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모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홍계월전> 계열 등의 여성 웅소설의 표작이라 할 만한 후기의 작품
에서는 초기의 여성 웅소설과 달리 여주인공의 환상 체험은 매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면모를 
보이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처음에는 웅소설의 여성 웅의 형상 또한 기존의 이데올
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하 으나, 민중들이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 이런 여성 웅에 공감을 하지 
못하 기에 점차 그들의 구미에 맞는 여성 웅상이 형성되어 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그리하
여 후 의 웅소설에서는 하소설과는 확연히 다른 여성 웅의 환상 체험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하소설에서는 여성 스스로 이계 공간을 찾아간다는 설정 자체가 규방 안에서의 부덕
(婦德)을 중시하는 상층의 여성들에게 적합하지 않기에 어쩔 수 없이 타의에 의해 이계 공간에 
이르게 되는 과정이 설정됨으로써 단편의 여성 웅에서 볼 수 있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면모는 
사라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그녀들은 자신들이 병법이나 천문지리를 수학하는 것을 
꺼려하면서도 이후 남편 혹은 시 을 돕기 위해 마지못해 이를 배우는 모습을 보인다. 결국 그
녀들이 이계 공간에서 터득한 신이한 능력은 남편이나 시 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귀결되고 있
다. 이런 과정에서 ‘남녀칠세부동석’의 윤리 또한 철저히 고수된다. 여성 웅은 여성인 스승으로
부터 배움을 얻을 수밖에 없는 양상을 보임으로써 규범적인 면을 매우 중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하소설 중에도 단편의 웅소설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파격적인 여성의식을 선보이는 
작품이 존재하기도 한다.33)33)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작품들은 정형화된 규범적 틀 속에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성 웅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환상 체험을 통해 여성
만의 자의식이 싹틀 수 있기에 황릉묘라는 또 다른 환상 공간에서 여도에 한 훈계를 듣게 한
다든지 하는 등의 양상을 통해 하소설에서는 환상 공간에서마저도 여성의 욕망을 경계하고 있
음을 잘 볼 수 있다. 이는 단편의 웅소설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여주인공의 환상 체험을 
31) 여세주, 1981 ｢여장군소설의 고소설 연구｣, 남 학교 석사학위논문, 120면.
32) 전용문, 1988 ｢여성 웅소설의 계통적 연구｣, 충남 학교 박사학위논문, 38면.
33) 물론 앞서 각주 29에서도 논한 바 있듯이 장편의 하소설 전체가 모두 이런 여성 웅을 그려내고 있는 

것은 아니나 다수의 작품에서 이런 양상을 보이기에 이를 일반화시켜 논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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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하층 여성의 잠재된 욕망을 한껏 풀어주는 점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장편의 하소설에서 
남주인공의 호쾌한 환상 체험을 통해 상층 남성의 특권을 호기롭게 과시하게 하는 점과도 조
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웅소설과 하소설에서의 남녀 주인공의 환상 체험 속에는 향유층의 의식이 밀도 
있게 반 되어 있다. 그것은 그들의 체험 속에 존재하는 혹은 의식 속에 잠재된 욕망의 투 인 
것이다.

4. 결론 
고전소설에서 환상적 양식은 인간의 근원적 심성의 구현과 긴밀히 맞물려 있는 가운데, 작품

의 의식성향에까지 향을 미침으로써 작품 전체의 의미까지도 새롭게 규정짓는 준거가 될 수 
있다. 특히 환상적 양식은 현실을 반 하는 거울인 동시에 현실에서 말할 수 없는 감춰진 욕망
까지도 비춰낼 수 있기에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전제 하에 단편의 웅소설과 장편의 
하소설 간의 남녀 주인공의 환상 체험의 차이와 그 의미에 해 살펴보고자 하 다.

먼저 남주인공을 보면, 웅소설에서는 이계(異界)에서 이인(異人)에게 수학하는 장면이 반드
시 나오는데 반해, 하소설에서는 이러한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또 웅소설에서 남주인
공은 끊임없이 초현실적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는 반면, 하소설에서는 주로 초월적인 존재들을 
제압한다. 이는 평범한 민중들이 주로 향유했던 웅소설은 ‘결여태’로서의 남주인공이 ‘질적 비
약’을 할 수 있는 서사적 장치가 필요했고, 상층에서 주로 향유했던 하소설에서는 ‘자족태’로서
의 남주인공이 ‘질적 비약’을 할 서사적 장치가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웅
소설에서 지속적으로 초월적 존재로부터 도움을 받는 양상은 물질적·정신적으로 궁핍함을 경험
했던 민중들에게 그들의 잠재된 욕망을 해소케 함으로써 리만족을 주는 기제로, 하소설에서 
초월적 존재를 제압하는 양상은 상층의 유가적 합리주의와 함께 그들의 선민의식과 우월감을 드
러내는 기제로 작동하 을 것이라 추론하 다.

한편, 여주인공의 경우에는 웅소설에서는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남복(男服)을 한 채로 남자 
이인을 찾아가 수학하는 반면, 하소설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여자 이인의 도움을 받
아 수동적으로 이계에 이르러 수학한다. 또 웅소설에서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
해 이계에서 터득한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친정을 복원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하소설에서는 주로 자신의 배우자를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 신이한 능력을 발
휘하며 이로 인해 시  가문을 복원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하층에서 주로 향유했던 웅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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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별다른 제약 없이 여성의식을 드러내고 있지만, 상층에서 주로 향유했던 하소설에서는 
여성에 한 규범적 제약 속에서 부분적으로 여성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웅소설에서도 <이 봉전> 계열의 초기 소설에서는 여주인공의 환상 체험이 하소설
과 유사하나, <홍계월전> 계열 등 여성 웅소설의 표작이라 할 만한 후기 작품에서는 초기 
웅소설과 달리 여주인공의 환상 체험은 매우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형태로 변모해 나갔던 것임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처음에는 웅소설의 여성 웅의 형상 또한 기존의 이데올로기에서 자
유롭지 못하 으나, 민중들이 자신들의 모습이 아닌 여성 웅에 공감을 하지 못하 기에 점차 
그들의 구미에 맞는 여성 웅상이 형성되어 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제 양상을 통해 웅소설과 하소설에서의 남녀 주인공의 환상 체험 속에는 향유층
의 실제적인 의식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욕망까지도 투 되어 있는 가운데 각각의 작품의 서사구
조 및 의식성향에 지 한 향을 미치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웅소설과 하소
설에서의 환상 양식에 한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를 토 로 두 장르 간의 차이를 보다 
정치하게 밝혀나가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웅소설, 하소설, 환상 체험, 이계, 결여태, 자족태, 여성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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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fference and Meaning of Fantasy Experience of Heroes 
in Hero Novels and River Novels 

Han, Gil-yeon *
34)
The fantasy style in classic novels is relative to realization of original nature of 

human. It can prescribe the whole meanings of the story as it influence to the 
inclination of consciousness of each novels. This thesis surveyed the difference and 
the meaning of fantasy experience of heroes and heroines in hero novels and river novels.

Heroes in hero novels certainly discipline under prodigy in the celestial world, but 
in river novels there is no scene like this. And heroes in hero novels get helps 
from transcendent existence, heroes in river novels on the other hand forestall 
transcendent existence. In hero novels that mainly common people read, heroes as 
‘deficiency’ needed structural mechanism that can do ‘qualitative leap’, but in river 
novel that mainly higher classes enjoyed, heroes as ‘sufficiency’ didn’t need narrative 
mechanism that can do ‘qualitative leap’. 

Meantime, heroines in hero novels volunteer to attire as men and discipline under 
male prodigy, on the other hand heroines in river novels get helped at the moment 
of serious crisis from female prodigy and arrive passively to celestial world and take 
lessons. And in hero novels, they stretch their wings in order to reveal their 
existence and recover their own native home, but in river novels, heroines stretch 
their wings in order to rescue their own lover or husband and recover the family of 
husband as the result. These mean that hero novels that common people enjoyed 
reveal woman consciousness without specific restriction, river novels upper classes 
enjoyed on the other hand reveal somewhat woman consciousness in the criterion 
and restriction to the higher woman class.
Key Words : hero novels, river novels, fantasy experience, celestial world, deficiency, 

sufficiency, woman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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