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이록〉의 성장소설적 연모와 교육적 함의 

l 머리알 

-소운성을중심으로-

<>>: 91> 
I 어리알 
ß. <영이욕〉의 성장소영석 엔오 고장융 위한 애정 
세시 

Dl <영이욕〉에 그혀진 소운성의 성장 과정과 인상 
셰엉의 의이 

W 교육적 항의 
v 벚융앙 

허순우 

성장소설은 미성숙한 주인공이 어띤 경험융 용해 성숙의 세계로 나아 

가는 과정올 형상화한 작용이다 성장소설의 주인공은 세계의 본질에 대 

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의 。}를다웅융 찾거나， 이숙하고 우지했언 상태에 

서 통과채의을 거치연서 :<fof를 발견하고 사회적인 조정의 성숙한 단계 

로 옮겨간다 또 진리와 가치판 동 추상적인 삶의 엉칙융 당색하기도 한 

1:j(박영식‘ 였1> 4131 교양소설， 입사소설 당색당 풍으로 울리기도 하는 

이툴 성장소설온 대부분 유년기의 인율을 중심에 두고 그들이 성숙의 문 

• 이회때까대억쿄 얻국훈화연구앤 연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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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올 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성장소설에서 딸H능 성숙이란 정 

신적인 성숙을 의이하므로 비록 옹은 어른으로 자라 유년기를 벗어났지 

만 정신적 성숙을 이루지 옷한 인울의 정신적 성장과정을 다룬 작용이 있 

다연 그 또한 성장소설의 엉위에 포항시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상고 있는 〈영이록〉에는 관례， 혼례를 다 치 

르고 육체적으로는 어른이 와었지만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주연인 

을과 마찰을 벚논 소운성이라는 인풀이 퉁장한다 소용성은 〈영이록〉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주인꽁 손기가 잠재원 능력올 찾기 위해 집을 떠나는 

겨기를 만드는 인물이고 작용에 지속적으로 퉁챔뼈 손기와 갈동을 겪 

거나 고난을 체험하연서 작용이 끝날 때는 옹천한 어른의 모습을 갖추게 

왼다는 접어 셔 주목할 만한 인울이마 

〈영이록〉은 아둔함 때문에 놀립을 받던 남생 주인공 손기가 출기수련 

을 허여 도술을 터득한 후， 그 능력올 활용해 국가적인 용을 세용으로써 

영얘를 회복하고 천새天flIj)의 자리에 좌정하는 내용의 소설이다 주인공 

이 도교의 최고 수장인 천사가 됨으로써 누구도 녕볼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라고 과거 자신을 모욕였던 동서에게 시원한 복수를 하는 내용운 조선 

시대 국문소설에서 보기 드운 것이다 그래서 작용 관련 연구도 주로 작 

용의 륙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않았다 직뿜폰을 시도한 것， 창작 원천을 

밝힌 깃 원작과의 관계률 논한 것 측k풍 성격올 고창한 것 문학 치료척 

판접에서 의미를 살펴본 것 퉁 다양한 연구가 있지만11 특히 이 작용은 

여타 고소설과 달리 도교적 요소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는 정 때문에 신성 

소셜， 도교소설로서 주욕을 받았고 그러연서 자연스럽게 주인공 손기의 

신이한 연모를 드러내는 데 초정이 맞춰져 있었다 

필자 역시 〈영이옥〉이 손기를 주인공으로 히는 이。)71라는 정을 부정 

1) 정영욕~100;)， 조희용떠731， 이상헥(1973)， 잉치균ümJl， 익냉 '1 (100<\)， 엄시헌2뼈 최 

용희(lJl(àl， 최용희때l(bl 허원게3)10). 최엉성 æ12) 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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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아니다 다안 〈영이록〉의 창작 배경이나 작중 인울 소용성의 

생격적 연모를 둥에 주옥혜보연 작풍올 새륭게 읽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 

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 2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용성에 

초정을 맞춰 〈영이흑〉융 그의 성징쩨 판한 소설로 읽어보려는 것이다 

고전문학의 경우 인울의 성장은 영용이 결실올 찾기 위혜 여행올 하는 

도중 시련을 겪지안 원조자의 도용으로 결국은 성꽁하게 되는 당색당 패 

턴과 가족관계 안에서 크고 작은 시련융 겪으연서 아벼지 세대의 엉도툴 

익혀가는 패턴이 대표적이다 설제 고전소셜을 대상으로 하여 성장의 의 

이올 찾아온 연구로는 다용과 갇은 것이 았는데 최기숙{I됐)은 〈긍땅올 

선〉과 〈깅원전〉을 기이한 형태로 세상에 태어 난 주인공틀이 자신의 정 

채성율 핫。f71는 당색당으호 보았고 서갱인(때n은 〈상강영앵록〉융 천 

하를 주유하고 학문적 성취흘 이룬 여성주인공들의 성장과정으로 보았다 

겁수연(:mJ)은 〈오유란전〉융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남성을의 정신적 성 

장당으로 보았으며1 박은정(:!)IO)은 〈소현성옥〉의 성장소설적 연모툴 소 

훈성에 초정 맞춰 살펴보았다 또 이유경(a!1D은 〈숙향전〉의 여성 성장 

당적 성격과 환상의 의이툴 고찰하였다 

이상의 연구을 중어 서도 ‘〈소현성옥〉율 소운성의 성장소설’로 본 연구 

는 대가족제도 하얘서 시앵확오를 겪으며 어른으로 성정뼈가는 소용성의 

성장과정융 큰 흐릉애 따라 짚어온 것으호 본 연구애 시사하는 바가 있 

다 그런데 선뺑 연구는 소용성의 성장 전안을 살여본 작엉으로서 의이가 

있지안， 작용 중반 이후까지 큰 연모융 보이지 않언 소용성이 욕정 지정 

얘 이르러 인격적으로 급격히 성숙하게 되는 까양‘ 대한 혜영이 영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소용성의 성장을 알하고 있어 아쉬용이 있다 그리고 

급격한 성장의 전환집에 놓여 있는 ‘소용성과 손기의 일화’에 대한 해석 

또한 충용히 이루어지지 옷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소용성의 급격한 성격 

연화와 생장의 웬인융， ‘소훈성과 손기 '1 일화’와 연결 지어 해석혜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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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소현성흑〉 연작 내에는 ’소운성과 손기의 일화에 대한 이 

야기가 충용히 제시되어 있지 않고 대신 그것에서부터 파생왼 ξ냉인 

〈영이록>2)에서 자세한 당을 찾올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영 

이록〉을 소운성의 성장에 관한 이야기로 읽어보려 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왼다 0 '8써l서는 〈영이록〉을 소올 

성의 생장당으로 살펴볼 수 있는 이유를 〈소연성록〉 연작과 연관 지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서슐할 것이다 그리고 띠장어 서는 〈영이록〉의 성장소 

설적 연모를 살펴보고 W장에서는 성장소설로서 〈영이록〉이 갖는 교육 

척 합의에 대해 서슐할 것이다31 

II. <영。l록〉의 성장소설석 연오 고창을 위한 배경 제시 

〈소현성록〉 연작" 중 후연 〈소써삼대록〉은 전편의 주인공이었던 소 

경의 자녀세대에 판한 이야기로 그들의 출생과 혼인， 사회 진출 동에 관 

한 이야기흘 통해 소씨 가문이 가문 내적 짚서를 공고히 하고 대외척으로 

위상을 드높이는 과정을 보여주는 작용이다 특히 소경의 여러 。}을 중에 

서도 셋셰 아들 소용성의 행보에 주목하여， 그의 출생， 혼안 사회적 성취， 

가운 내에서의 위치 확보 퉁올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소현성 

록〉 연작을 소운성의 성장당으로 읽는 것은 가능하다 

선앵연구〈박은정. a)]m에서는 〈소현성록〉 연걱써1 그려진 소훈성의 성 

2) <영이욕〉온 〈소현성옥〉 연작 속 소용성과 송기 영화‘융 소재로 취해 확대 창작한 

작생으호 〈소현성용〉 연작파는 파생관계에 잉대잉치균. 1\1B 347-3f:l). 

3) 논의의 대본으호는 선온으호 용용되는 이대용 )5권 15책 〈소현성욕〉과 장서각온 3 
연 3잭 〈영이용〉융 사용한다 

씨 〈소연성용〉 연각응 션연 〈소현성욕〉파 후현 〈소써상대욕〉으호 이푸어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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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파정올 ‘수학과 성 정체성 확립융 용한 성년화’， ‘혼인융 용한 시련과 사 

랑의 성숙’， ‘사회화와 공적 성취툴 용한 인격의 알냥이라는 쩨 단계로 나 

누어 검토하였다5' 첫째와 둘생 단계품 거지연서 아버지의 성숙한 인격 

을 닮아가고 가운융 싼성시켜 나갈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난 소용성이 최 

종적으로 공적 성취흉 용해 싼전한 사회인으로 자리 잡게 왼다고 본 것이 

다 이때 줄째 단계와 셋째 단계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손기와 소훈성의 

일화센에 대해서는 소용성이 대인판껴|가 이숙하여 손기흘 눌리긴 했지안 

도덕적 결함으로 불 수는 없으며， 직정적인 반성과 각성의 계기라기보다 

는 동서 솜기에 대해 새륭게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라고 하였다 

그런데 ‘소용성과 손기의 일화’는 〈소현성록〉 연작 내어 서 애애한 위 

치에 놓여 있다 선앵 연구에서 말한 바에 따르연 소용성은 두 언째 단셰 

에서 인격적인 성숙융 용혜 가운올 한성시켜 나갈 샤회 구성원으로 거듭 

났기 때문에 새 번째 단계인 공적 성취의 길로 나가기만 하연 왼다 그헌 

데 굳이 소운성이 동서를 조롱하는 이 일화를 그 싸l에 배치한 까닭온 

무엇일까.? <소현성톡〉 연작은 소옹성의 용앵항파 제어하기 어려운 기용 

에 대해 지속적으호 판심을 보인다 소용성의 호기로용융 바라보는 시각 

은 크게 두 가지인데 가운을 굳건하게 지켜 나갈 수 있는 힘으로 보아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 하나ψ'. 억(엉)。빠는 측연에서 보았올 때 경박 

5' 성장이라논 용어양 샤용하지는 앙았지안 〈소엉성욕〉 연작 속 소용성의 띤묘에 주 
육한 또 다용 연구호는 생선희I:m;，관 원 수 잉아 이 연구에서는 소옹성율 -충동객 

이지얀 후인 지에효용 가정이 되는 영용호걸 호 보있다 

6' <소현엉육〉 연악의 송기와 소용성의 잉화는 우연히 손윗용서 손기용 안난 소용성 
이 :vf 이유 엉이 자신융 피하는 것이 옷n뻐하언 i에 장인까시 손기의 인용융 갱 

1t냥}자 오기가 맡용하여 손기용 란히주능 장은 내용'1 이야기이다 소훈성옹 어수확 

한 손71용 공리기 위해 잉엠러 강정 엣놀이 예 시 짓기 내기얄 재안하여 손기용 안 

지하찌 인융고 ':1에으로 강융 m사망흩 주어 손기가 올용용 터뜨피깨 인든다 
7’ 슴생에 다'1 누어 잉(소용성 핑7f'의 손을잔고 용용어캉 g져 숨혀 안여러 S식이 
이사나 이 아에 용인*고 강안*여 햄의 풍씨 。1시니 스+호 얘등*고 이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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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겸손하지 옷한 자질로 보아 염려하는 것m이 그것이다 양연생이 있 

는 소용성의 이러한 성격은 그가 인격적으로 성숙한 온전한 어른이 원 후 

에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안， 미숙한 단계에 머울러 있을 때는 여러 문 

제을을 일으키고 그로 인해 주변인들이 어려융을 겪기도 한다 

그렇다연 인격적으로 미숙했던 소용성이 옹전히 밍음직스렵고 신뢰를 

받는 인울로 연모하는 계기는 무엇일깨 보통 인간의 인격적 성숙은 일 

회적인 사건에 의해 급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삶의 여러 국연을을 거 

치연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랭지안 소훈성의 성정써는 극적인 연 

이 있다 그리고 극척 전환의 지점에 ’소용성과 손기의 일화가 자리하고 

있다 

‘소용성과 손기의 일화가 소용성의 &에 있어 최종적인 성장의 전환점 

이라고 보는 까닭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자신의 기용을 주제하지 옷 

해 잘못과 반성을 반복하고 타인흘 함부로 대하던 소용성이 이 사건율 제 

기로 성숙하고 잭잉강 있는 어른으로 연모하며 더 이상 실수흘 하시 않기 

때문이다 인격적으로 이숙한 단계에서 소훈성은 부모의 눈올 속이고 어 

른들의 사랑을 이용15H순 방식으로 "k!의 뜻을 이룬다 그리고 장옷이 틀 

동 나연 순간 반성하지만， 곧 또 다른 잘옷을 저지른다 예을 들어 서모 

석파가 자신의 왈에 장난λ」아 앵혈을 찍자 소훈성은 서모의 친척인 소영 

올 겁탈하여 보란 듯이 앵혈을 지용다 석파가 자신의 살옷을 아어지 소 

껑에게 이툴 리 없다는 자신강이 있기 때운이다 또 형씨에게 반해 그녀 

냐의 후S 니용가 t더니 〈소현성욕> 6킨 잊쭉 

81 이런 석조훌 P용내 7다~'I 아니연 비욕 ?엄}의 대꺼 이시나 아융앙고 엣난 거시 

척으리니 에 모로미 똥 차어 7다연라 강논이 다 올~S:l 너오 엘훨*야 정논 
이 칙으니 요딩이 아라 고티라 〈소연성욕>5권 $옥 
용영의 잉사 이;티 녕나고 의온디라 숭i‘이 "1옥이 일 요g나 씬난 앙당*고 정되 

디 아니융 앙고 앙외예 내디 아냐 도석푼안 후 셔당으후 보내고 얀션성이 싱훈 상안l 

t야 슬피니 〈소현성욕.) 5켠 æ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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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아내로 잊이하려는 뜻올 써우고는 아어지 올래 외조부 석장정올 부추 

겨 얘파를 놓게 하여 혼헤률 이룬다 이후 아어지 소경과 어어니 석부인 

이 소훌성이 소영올 겁탈하고 영애의 외모에 반해 외조부를 부추겨 혼사 

를 이웠다는 상황을 알게 되어 꾸중융 할 때， 그는 지신의 질옷올 순순히 

반성하기보다 석파가 앵혈안 안 쩍었으연 두 가지 꾸중융 합찌 들을 일은 

없었올 것이라며 원DJ-을 한다91 

부부관계에 있어서도 소용성은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일판하며 아내율 

을 자신의 뭇대로 조종하려 한다 사혼하여 애정은 없고 오히려 이용안 

있었던 영혐공주와의 판계에서는 그어가 죽는 순간까지 냉정한 태도률 

일판한다 또 자신이 마용을 두어 혼인올 한 형써 소영과의 관계에서도 

아내률이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연 킬올 빼어 들고 죽이겠다는 위협을 

일삼는다101 특히 소영에 대한 소용성의 무해하고 거친 태도는 영현꽁주 

9) 꾸인이 이에 융제의 쭈러 정~융 엣E 훌융 가져오라 *고 용은S 쭈지저 싼 너웅 
윤찌 냐하시니 쭉어도 ‘H거니와 네 '1-모3 이러웃 인률고 연하 켜인이 <1리니 사 

라 훌 ‘ 1 엽송이니 1리 축으라 이1"영용 므슨 일노 갱혀*며 영시는 어익 가 엿효 
뇨 내 녁일흐 프터 영샤 쇼영 F리고 상녀니와 우리는 외디 옷*혀라 영파의 그걷슬 

드니 송상이 노웅 장간 구로혀 시녀호 *야앙￥인의 억는 바‘ 。R라 ，고널호여 
닝요인 아이도 7영 '1이 옷*거든 어 IJ) "s 억*려오 '1-인의 암호 조차 '?7의 션영 
율 앗져 내 f 연 억71 3 따*리니 ￥인용 드러기쇼셔 시녀는 연， i!f ￥인이 안안 

엉오의 l섬l청져iE 아니연 엇디 상과티 아니리오 내 비욕 엉융 억디 아니나 너7 

영 주삭융 냐하 소시 죠션의 죄인이 의니 어늑 연욕으」ξ 사g훌 '< I ~리오 드를l어 안 

셔히 니러 욕용 집에끄 드러기니 ~"'1 쏘 녕 그캉 술 앗고 운용 앗고 방의 드니 잉 
이 슐프고 늑1웃어 !f! 셔Il\-~ !!‘ 1 'fl게 상형 곳 아니 억어더연 쇼영융 으깐 잉 
겁획*이오두죄홍 써 닝으연양익타시라엇이 t용디 아니리오인;야앗가꾸요 

의 *시언 영상융 성각*니 ?음이 영아이는~):융 싹는 f 짜’l 톨고져 *이 ι1앤 
씌 넙융 영 곳 앙각*연 P융이 셔리미 ~ ït야 새도홈 융고 난간의 쭈혀더니 〈소 
현성육> 5연 KJ-Sl쭉 

10) 소우인이 운안 영'1 션잉 상-!-!l 앵온 적차 요f이 앵칙이 늬도*니 엇디요 잉이 

'1알 하히도 산연이 ”고 태산도 윤허<1‘니 쇼언이 비륙 신융 닥희여 섭명이 나 
시나 엇디 ￥녀흥 영혹S니 이시리잇고 ￥인이 냥쇼 싼 니캉디 암냐 너의 용인 의 
. 1 으승 다른 뜨더이오 잉이 장쇼*고 f 녕오익 영시는 가얻야。1 '1영디 옷S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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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죽고 난 후 ‘소훈성과 손기’의 일화가 시작외기 바로 전까지 이어진다 

그러므로 소훈성이 껴저런 체험과 가족틀의 충고를 용해 역지사지의 

자세를 배우게 되고.혼인과 관련원 일련의 시련올 용해 사령이 한충 성 

숙원 단계로 접어들었으며1 그러한 내연적 성숙의 경엉율 용해 다른 사 

랑이 되었다"(박은정，2)1α ffi)고는 보기 어엽다 부푸갈퉁을 흥해 조긍 

의 성장온 였올지 올라도 그는 아내의 중용융 경힘한 이후에도 여전히 제 

멋대로이고 기훈을 주셰하지 옷하는 이숙한 단계에 어울러 있기 때문이 

마 

그런데 이랬던 소운성이 ‘소용성과 슨기의 일화’ 이후로는 전혀 딴 사 

링이 원다 빈번히 우례한 앵동을 하고 그 때마다 반성옹 하며 기훈융 낮 

었다고 하지안 그때뿐이고 반성의 여파가 오래 지속되지 않았는데 이 일 

화 이후로 더 이상 소용성온 잘옷을 저지르지 않는다 

일오셔산한고 육‘l 후링*얘 영일의 부인으로 더므러 온부의 도랴오니 '!' 

후로 부인과 딩이 영가의 왕'1 빈 -"1'고 부뷔 화락*야 옹쟁이 날노 새로 

와 추녀올 7초 두고 영화용 누리나 냥가 부외 당초의 슐허*언 거사 연* 

야 경야 되니 우뭉@ 써웰의 두긋기미 융@고 잉이 ~'f k.져효 더브리 ? 

양 석일 굿기고 ~.!Lt언 일율 니g고 안식*고 엘연 우서 널오'1 공해 성 

커요 용인이라 *리니 혹 앙앙*나 대단*리잇가 ?니와 지어 À영 정녀는 양와 

상닝의 경인이라 엇디 갑<1 양은*리잇고아는 요÷이 쇼덩 엉슈01 너기이 얘잉* 

니 한싱!디라 창놀훌 다F아 시엉E져 *눈이다 소.'C인이 경원 고。I! 알올 앙나 

비욕 청엠인들 '1"- 의 지의로 엇다 흔0) 갖영 E디 잇‘r뇨 잉 항 쇼딩이 우연<1 예 
코져 *이 아냐 실효 예가의 엉도훌 셰우이니 손우꺼 앙녀의 후궁융 궁엉 셰우혀 

버<1니 딩에 예가*려 정업 *냐 축이이 옷g 영이 아니니이다 소￥인이 다안 희 

언으오 알고 우올 훈이라 쇼영이 아종 곡난 ’이의 안져 깐시히 드S디'1 낫잉이 
용연*야 성'1흥 '1 션의 드g니 영부인과 공~:f 다 축이려*니 영g갱이 구*다 
t앤디라 이제 생이 망*에 낭 Z릉 샤g용 석용 용7티 춧으리니 내 엇다 영년'1 

장그'1 혼씩이 외랴오 *야 ?후는 용생을 외 tQt -:;:니니 〈소엄성혹>9권 47-48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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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우리 외용융우I~야난거시라이제 잉각후니 그대도욕 핑니 아니티 그 

예S 앙융야는 본적마다놀냐오니 실로 냐의 ~8이냐고이히 너기더니라 

쇼찌 탄식 므당창니 잉이 쳐첩융 숨<1 거 ... 려 썩슈>1로*니 가"1 '1옥t디 

라 가융인이 다 칭찬 왈 〈소현성욕.) 9권 ill-7!)쭉 

인용운은 슨기를 업신여기던 소용성이 손기의 가족틀올 안난 후 더 이 

상 그를 피륨히지 않고 우얘 좋게 지냈다는 내용융 당고 있다 그런데 이 

내용안으로는 바로 앞 장연에서안 해도 소영을 죽이겠다고 질융 들고 날 

뛰거나 동서 손기가 어수룩해 보인다고 조흉하고 변하의 물을 벌주로 벅 

이려 했던 소용성의 개심을 개연성 있게 설영힐 수가 없다 〈소현성록〉 

연작에서는 그 까닭을 구채적으로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소운성의 개심 

에 관한 개연성의 부족함을 당시의 독자들도 느꼈던 것일까.? <영이록〉의 

작가는 〈소현성륙〉 연작 얀의 짧은 이야기인 ‘소훈성과 손기의 일화’를 

독립시켜 한 연의 이야기를 또별었다 

울툴 〈영이옥〉은 〈소현성톡〉 연작 가운데 소용성과 손가에 관한 일 

화’잘 치용하여 씬작과 달려 소용성과 손기의 깐재룡 역전시켜 손기륨 우 

위에 둔다는 정에서‘ 원작에 대한 반론 찌기 소설이여 손가가 주인용인 

소설이다 그래서 〈영이옥〉에 대한 연구틀도 대￥분 ‘슨기 의 연화에 주 

욕하는 형태였다1 \1 그런데 〈영이흑〉을 주인공 손기의 입장에서 a봐보 

연， 건l상진 동서인 소운성올 제압하여 자촌심을 회복→한 후 사회적으로 능 

력융 확장시켜 냐가는 내용으로 정리할 수 있지안 소용성의 엽장에서 바 

라보연 지나친 자흔강율 누그러뜨리고 새상과 화해하는 냉식올 터득해가 

III 에룡 장연 허씬기는〈영이혹〉용 손기가도교객 영용이 되어가능 과정용그린 쇼설 
이각고 보았으여(혀원71. 3nQ) 잉치균옹 손기가 가정까 가운의 운채용 해킬한 후 

사JI객 엄양옹 이푸는 킥정용 그런 소성로 보거냐(잉씨균 Ifml, 손기가 좌정융 극 
욕하고 영웅으-" 우푹 시산 극욕의 ‘장정식융 "1련한 서새잉'1균 :ml1라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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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설로 올 수 있다 성장당융 이성숙한 주인공이 성숙하는 과정을 당 

용 이야기라고 엉악하게 쟁의할 때， 용영 〈영이록〉 안의 소훈성은 관계 

맺기에 미성숙했던 사람에서 조화로운 판계 맺기를 할 출 아는 사함으로 

바뀌어 간다 그러니 〈영이록〉올 소운성의 성장당으흐 잉어보는 것은 가 

능하다 121 

Ill. <영이톡〉에 그려진 소운성의 성장 고냄과 환상 처l혐의 

의마 

l 소운성의성징괴엠 

소용성의 성장과정융 살펴보기 션에 간략하게 〈영이옥〉의 주인공인 

손기의 연모 파정율 언저 제시하연 다용과 같다 〈영이옥〉에서 손기는 

천상 영소보전 육항상제 이하 선관률의 정지 하에 엉금융 영안하게 할 잉 

우를 띠고 이￥상서 손일원의 아들로 태어난다 그런데 나이 l)Ol 되지 
전까지는 자신의 재주툴 안으로 강추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야 하는 훈 

영이다 도샤 일언선생으로부터 승기가 경진위지(~天aJ앤)하는 인울이 

훨 것이라는 얘언융 을은 행 참정은 그을 자신。l 가장 사랑하는 딸 형계 

아의 배옐로 잊아들인다 그러나 $살 이전의 손기는 일언선생의 예언과 

는 정 반대로 어리석온 바보애 가까운 상을 산다 사캅률과 어올라지도 

뭇하고 글재주도 없으며 잠안 자고 앙얀 억는 송기를 그나아 장인 형 참 

12) <영이욕〉파 〈소현성욕〉 연작온 각각21 혹링원 작용이므로 〈영이욕〉이 〈소현성 

욕〉 연작에 종속외는 것옹 아니다 이 강에서 〈소연성욕〉 연싹과.~l 싼째용 용얘 

〈영이륙〉에 ‘9한 논의의 영요성용 망한 것응 〈영이혹〉융 손기 증잉으호 잉지 앙 

고 소용성의 성￥압 중싱으호 입는 것에 대한 정셰용 -1경하기 위엉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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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과 아내 형계아 퉁은 따뭇하게 대해주지안， 장모를 비롯한 나머지 가족 

을은 드러내놓고 우시한다 이랬던 손기가 무례한 동서 소훈성에게 조홍 

양한 것을 계기로 가출올 하i!， 우연히 양구도사릉 얀나 천서를 수학한 

이후 신야한 도술을 행할 수 있는 선관으로 탈바꿈 한다 13) 그 후 집안의 

우환과 국가에 닥친 위기 퉁올 차례로 해결하며 천새天예)가 되어 황제 

도 함부로 하지 옷하는 최고의 지위에 오른다 

손기의 이러한 연모 역시 잡재되어 있던 자신의 능력을 찾고 갱채성올 

확립해가는 과정이라는 정에서 j성장1으로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출생 。，

정부터 훈영이 정해져 있었교 난관도 조력자의 도옴을 받아 쉽사리 극복 

하기 때문에 성장 파정에 담긴 의미를 진지하게 당색하기 어렵다 또 냥 

틀이 보기에는 모자라 보이지얀 손기 스스로는 뜻이 있어 내연에 무언가 

를 감추고 있는 듯한 모습이 작용 곳곳에서 노출되는 것14J도 그의 성장 

과정보다는 성공 자체에 판심을 기울이게 한다 당시 독자들도 우헤하고 

거안한 소운성을 제。혜논 홍왜한 복수와 그로 인한 우1치 역션이 주는 유 

혜효에 더 주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러한 용혜한 역전올 통해 

당대의 향유자들이 자신툴응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고 삶을 살아갈 힘올 

13J 손기의 도술 연아와 얀상'1엉 역시 그의 삶옹 이쩌놓는 기능융 얻다는 정얘서 소용 
성의 환상 셰잉과 유사하다 그러나 성장의 앙향이 다르다는 껑에서 >f이용 읽융 

수 잊다 인웅의 성장과 양상얘험이 갖는 의미는 다용 정애서 소용성의 성장과 안 

련하여 살펴용것이아 

141 용 져비 니딩연 7t 8. 기러기 도라7f은 샤영이 연장이라 닉잉의 ?의 집의 이션 디 

오인디라 새 쿄찍이 니ξ기용 당1야 앗<J이 정의 도라가고져 한1 그'1 친정 써 
나기융 어려'j! 거시니 ￥풍의 앙새 여러히니 이제 혼 겁혼 고융 청한야 어을작 

시연 내 iξ용'1 잇고져 t노라 〈영이욕> 1견 æ폭 

손잉이 석죠홍 강호고 어진 거슬 끼S양후야 거욕이 갑 가훈대 강i인:;: t연디 오헤 
더니 위연이 을의 나앗다가 어용의 그을 안낭?티 흙 71옹.~l 더러온 지최홍 강흩 짜 
'1 엉셔 *더라 〈영이옥.> 1잉 끼 η욕 

위 인용푼틀은 손기가 마냥 어리석온 인!퉁이 아니라 A 리 딴단용 앙 수 잉으며 내 

연애 우언가응 강추고 있다는 양시흥 주는 것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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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을 것이다151 그러므로 본고는 표연적으로 노출 왼 손기의 성~이 아 

닌 강추어져 있는 소훈성의 성장에 초성을 맞싹t 오안하고 미성숙한 인 

격을 지녔던 한 사립이 성숙한 인격체로 변모하는 계기를 살펴보려 한다 

소운성은 〈소현성록〉 연작 중 후연인 〈소써삼대옥〉의 주인공이다 보 

연적으로 국문장연 소셜은 침중하고 군자다운 인물을 작용의 주인공으로 

내세울 뿐 아니라， 비록 호기로용 인울을 주인공으로 다루더라도 부모에 

게 몇 벤의 꾸지캉올 듣거나 부부 강퉁을 겪으연서 자신의 기용을 낮추고 

침중한 인물이 되어가도록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다ilìl 그러나 소운성은 

일반적인 국문장현 소설의 주인공들과 성격 연화와 성장 과정에 있어 차 

이를보인다 

소용성 역시 〈소현성록〉 연죄에서 크고 작은 사건을올 경험하연서 슬 

픔을 앗보기도 했고 고흥을 경협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슬음과 고 

룡의 체헝이 삶 속에서 서서히 작용하고 있어서인지 그는 지칠 출 모르는 

에너지를 발산힌다 그 에너지는 가푼의 차원에서는 가문을 수호하는 데 

도용이 되므로 긍정적인 힘이라 할 수 있지안， 일상적인 대인관계 차원에 

서는 상대방을 어렵게 히는 지나친 기운이다 판헤률 올리고 혼헤툴 올 

리며 과거를 보는 퉁의 외적 성숙뿐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라고 

타인과의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척 성숙이 합께 이루어질 때 진정 

한 어른이 되는 것이라연， 아직 소훈성은 진정한 어른이 되지 못한 것이 

다 그래서 〈영이록〉은 소옹성이 여러 차례 고난올 겪으면서도 자신의 

기를 쉽게 꺾지 않는 이러한 연에 주목하여 소옹성과 슨기의 처지를 역전 

151 이러한 연오는 〈영이용〉 이온을 간의 치이가 손가의 영화설 요사하는 ￥훈얘서 두 
드러지여‘ 작냄 속 손71의 아내가 온가의 성공융 자신의 져지 억션으효 이혜혀눈 
오습으효 그리는 이용등이 었다는 정융 용해 양인안 수 있다{최용희‘ 111(l,) 

16) 호땅한 성격융 지년 주인공;.0 1 j츄모의 훈계와 용i츄 강퉁융 겪은 이후 자신의 기용올 

다스리고 어흔다용 오슐융 갖추게 되는 예는 〈현용쌍룡기〉의 조우 〈조써상대옥〉 

의 조운연 양인광‘ 〈잉희정 연〉의 정연경 퉁 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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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호에 손기의 성공과 영화를 그려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이록〉애서 소용성옹 행 장정의 악내 사위로 퉁장한다 바보 사위 

손기톨 옷마땅하게 여기언 형 참정의 부인은 자신의 뜻대로 호빵한 성격 

의 소용성융 사위로 맞는다 그런떼 형 장정은 소용성융 사위로 맞이$)'는 

과정에서 그의 기용이 지나치게 앵연하다며 주저얻다 111 앵혈하다는 것 

은 기운이나 가세가 용시 사납고 세찬 상태를 뜻하는 것으호 가족의 용 

얀으로 그 사캄을 받아틀에는 것에 대해 충분히 고인하거l 안드는 성용이 
다 

형 참정의 영려대로 소용성은 혼인융 한 후 처가 구성원들과의 판계에 

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자기 본위로 상황융 이끌어 간다 

외에 냥기 이시얘 장인이 .~I고 옷피 슐이 나시얘 쥬인이 짐작*야 붓‘r 

니 슈인의 껑이 잉의 후익에 늬도*거§ 그리 구투야 궁극히 ~로은 엇지 

요 붓그러오을 오오고 사요q옹 풋으호 능의 요혼 노용융 >1짓고져 *는도 

다 〈영이욕> I권 η쭉 

인용운옹 기족틀의 연하 뱃놀이 자리에 소운성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재 엇대로 각종 내기찰 제안하여 곤란한 상행을 만을자 형 한링이 소훈성 

얘게 진당과 농당올 반용 섞어 건넨 알이다 그언데 소용성은 이 알융 용 

정한 농당으효 흘려듣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타인의 갤책이나 나우랑 

에 기가 꺾이지 않올 안큼 자기애가 쟁}기 때문이다 

안하무인인 소용성은 장인 형 장정이 함께 있옴에도 월구하고 동서 손 

기 놓리는 일얘 열올 올리며 결국 손기로 -\여긍 율옴올 터뜨리깨 안든 

171 장정 안이앤응각1성다E 상자§ 보다아니*야내스싼로보니 소잉이 이육여상 

극*나 니 9. :11용이 잉녕*야 영'1 이상 u 고로 쥬허 t x.èJ- <영이욕> I킨 
$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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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그러한 손기를 조흉하며 재미있어 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형 장갱이 “희학을 긋치고 조용히 익쥬로 즐깅안 X 지 옷창다'"1씨라고 말 

을 하자 그져 야 소용성은 조홍을 그친다 손기의 코를 낭작하게 해주겠다 

는 X샌의 목표를 이푸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보연 이 상써 이 

를 때까지도 소훈성은 옴안 자랐지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잉올 

알수있다 

그러므로 그가 한 가운올 대표하는 온선한 인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가족 구성원틀과 조화로용 판계를 맺기 위해서는 그의 지나친 성질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영이록〉은 이를 위해 그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옷쨌던 새로용 차원의 고난을 경헝하게 함으로써 고 

난 앞에서 우기력올 경험하고 경손해지도록 한다 이때 고난은 장기적이 

고 단계적으로 변화플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천환을 이끌어 

내는 일종의 용과의례와도 같은 형태의 것이다 거칭 것 없언 소운성은 

도사가 되어 올아온 손기의 천지진동히는 도슐 앞어 서， 또 목숨과도 같은 

아틀이 요술사의 선슐에 걸려 사경올 헤매는 기이한 상황 앙에서 나약한 

인간으로서 우릎을 꿇고 눈율을 흘리게 원다 

손성이 각영 ~양티 아니융고 ~l :t융 의지창야 곡요율 쥬향니 그 소리 요 

요유유*야 바로 하g융 애티니 가는 구g 갖쳐디며 사검예 기럭이 다 놓 

나 니러 울고 ?융 얻링이 상상히 니러나 두던 우~I 버툴 닝히 다 찌러지거 

용 .，한닝 형에와소상셰 다니러 안~t ~장콧고슷그러칭야안자 듯더니 

쪼 셋'1 곡요훌 블너가익 강율이 소소고 큰 고기 나 위놀여 외~I 흩히 다 

"려지고 혼 우리 ξi이 공융의 섯올여 율거S 소상셰 이꺼의 일언올 기구 

치 옷창고 어린F시 안잣더니 송션잉이 져 율기홍 그지고 좌우용 도라보와 

g오'1 양부의 노~ol 엇디 ?는 풍뉴올 향리오 큰 욕올 7.져오라*야 손 

18) <영이욕.) 1권 !12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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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이 융혼 슴으로 욕’l 훌 장고 왼슴으로 옷기승융 혜여률고 니러셔 어양상 

과g 치니 그 소잉| 슐프고 장t야 융우흩 융냐는디라 용과 벌이 일시의 어 

융고 큰 아람이 급S 비용 모라요.1 강윤 터디며 용근 농과 거은 거욕이 ,1 
셔 쥐노니 빅 기우리디고 울경이 소소와 엉더갤 H여 오진 ~'I와 을난 

벤게블이 좌상의 섯도니 형가 셰영용 니캉도 알고 소상셰 비륙 성되 칙칙 

앵철*고 당낙이 장*나 경'1디 옷*야 TI ~ 악고 눈융 7리와 션’1 엉 '1 

여 호융융 영티 옷t더니 아이오 손션잉이 용'I~ 더디고 좌의 안주니 영 

캉이 영고 융결이 영*며 훌과 멸이 다시 용는디라 영i’옹 이 광경율 Çl~ 

여 손잉의 신:JI ! 조화S 경복*며 소상셔는 그 *는 .f~ 측냥티 옷~야 

*거 놀 〈영。|쪽>2권 :&:11쪽 

인용운은 손기가 도슐융 터득한 후 소용성과 다시 안난 자리에서 욕적 

CI11l1융 융어 첸지자연울올 요동하게 함으로써 소용성올 하여긍 눈울 

흉리게 만드는 장연이다 도사가 왼 손기가 욱적을 울자 갑자기 천지가 

진동하고 강율이 요동율 치며 기야한 장경이 열어지게 되고 。l에 놀란 

소운성은 귀를 악고 눈융 가린 채 땅에 엉드려 흉곡한다191 비록 용앵하 

고 당력이 샌 소용성이지만 자연의 it흥 앙애서 우려융애 떨며 어영게 왼 

일인지장} 헤아렬 수 없는 영한 상태에 빠진다 ̂ l-신의 능력껏 두려용융 

이져보려 *1만 실때$1는 것이다 

요술사의 주슐에 걸려 아들이 죽올 위기에 처하는 상황 역시 "1잔가지 

이다 아률이 요슐에 걸려 사경올 해애자 소훈성과 형써 부부는 의원올 

부르고 엄사와 우당올 푸르는 동 자신의 능력 벙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 

든 일율 하지안 실패한다 아틀의 욕송융 구할 방엉올 핫지 옷한 소용성 

은 끝내 눈울을 흥리는데 이는 확신했던 자신의 능력으로도 강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우려용의 마읍과 신비한 힘 앞에서 한 없이 싹}지는 마 

191호lHilitil은 욕 놓아 큰 소비로 우는 융융용 의이하으혹 이와 강이 뼈석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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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이 중칭되어 흘리는 눈율이다 

이형게 소용성은 극적으로 찾아온 실제를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실패 

를 경험하연서 낮아지고 싹}진다 이는 소운성이 아을을 살리기 위해 

‘강위훌 영리고 *1흘 져 션과홀 샤죄중며"JJ ， 손기에게 간결하는 장연 

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일련의 실때를 겪은 후 소용성은 자기중심적이었던 태도를 버린다 그 

러냐 실패 앞어 서 좌절하지 않고 긍정의 힘으로 실패를 극복하며 화해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 하냐의 방법이 타인의 재능을 있는 그대 

로 인정õf는 것이다 nν에 자신올 최고로 여겼던 소용성이 타인의 알에 

구| 기율이고 타인을 칭찬한다 소훈성은 손기에게 도교의 도에 대해 가르 

칭을 구하기도 하고 황후에게 손기의 뛰어난 재주를 소개히여 국가의 위 

난올 극복하도록 한다 또 손기가 도융을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나선다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상뺑1도 얀족하게 되고 누군가의 보조자 혹운 동 

반자로서 항께 하는 일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이다 

소용성이 자얀에 빠져있는 고집불통의 상태에서 모두와 화해하고 조화 

를 이흘 수 있게 왼 인울로 성장했다는 사실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연 

은 소용성이 천사부를 방문허는 사건에서 찾을 수 있다 천시부 병종들이 

소용성 일행의 앞길을 악고 “이 일을 모걷 는 것들아i라고 호용하며 교자 

애서 내려 걸어가라고 하자 소훈성은 ‘우리 이제 이곳 혜연올 아디 옷창 

고 드랴앗다가 곤창을 보과라η11라고 웅대한다 이전 같으연 분노에 차서 

자신의 지위를 앞서 우며 칼을 휘두르고 고항을 질컸을 장연이다 그런데 

소운성은 천사부의 권위를 인정하고 영종틀의 알에 순순히 웅하며 부드 

렵게 상왕을 념긴다 이 장연은 원래 손기의 성공과 영화를 소운성에 대 

비시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왼 것으로 손기의 성공에 한껏 주늑 

20) <영이륙>Z건 %쪽 
21) <영이육.) 3'권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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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소옹성이 천사부의 위엉 앞에서 열 반웅을 옷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플 소운성의 성장이라는 판정에서 뻐}보연， 

감정융 다스리고 상황을 이성적으로 딴단할 줄 아는， 그리고 자신의 위치 

와 역항을 제대로 인지하는 인물로 소운성이 변모되었다는 해석이 가놓 

하다 

2 흰상 체협의 기능과 의미 

그렇다연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실패용 경영었지안 진정한 어튼이 되 

지 옷했던 소운성이 왜 지긍 이러한 실때훌 경험하연서 자신올 톨아보고 

타인과 공존하는 양법을 깨닫는 어은으로 자라게 원 것일까? 그 이유와 

의이를 본 논문에서는 환싱H환상 체험)’올 용해 생각혜보려 한다 

11 한껴의 자각괴 싱에 대한 안성 유도 

〈소현성옥〉 연작 속 소용성응 지냐친 앵동들 때문에 아어지 소껑에게 

종종 얘를 맞거나 훈계를 듣고 그 때마다 여러 차혜 용서를 빈다 그러나 

그러한 일틀온 소운성으로 하여긍 삶융 진지하게 받아틀이고 태도툴 전 

환하도록 하는 영향력올 끼치지 옷했다 이는 소운성과 손기의 일화’ 이 

전까지 소용성이 청 소영율 죽이겠다고 강융 틀고 날뛰고 아내툴융 재 엇 

대로 다스리겠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연 알 수 있다 또 송기의 어수룩 

t'융 보고 그플 강정 울7f에서 조흉하는 것 역시 아직 그가 옹션한 어른 

으효 자라지 옷었음을 보여준다 

소운성이 이처컵 갱신격으로 성숙하지 옷한 채 자신의 기용융 억제하 

지 옷하는 까닭을 앙서 자얀싱에서 찾았다 지혜와 용력을 겹비한 소용성 

온 관칙에 진출하는 것도 자신의 뜻대흐 사흔한 공주용 이워하여 결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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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게 만융으로써 내치는 것도 지래의 뜻대로 이루었다 그리고 외조부 석 

창정을 부추져 형씨와의 혼인도 소앙대로 이루었다 모든 일융 자신의 뜻 

대로 이루었으며1 자신에게 닥친 일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용성은 자안할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이라한 자만싱은 아버지의 힘으로 

도 강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늘 고인의 대상이 왼다 

그렇다연 엄한 부모도 억제시칠 수 없는 소용성의 자안심과 무례합올 

누그러뜨리는 앙법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영이록〉은 

소용성으로 하여긍 그가 그간에 겪어보지 옷했던 새로운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도록 한다 환상적 요소가 개입왼 고난을올 제시하는 것이 바로 그 

것이다 물론 손기의 도술이나 요슐사의 주술이라는 환상적인 체험올 겁 

하기 전에도 소운성은 귀신으로부터 해를 당힐 뻔했던 경험이 있다깅l 그 

헝지안 이전의 귀신 체험은 소용성이 잡향1 있는 ̂~I 풍에서 요괴가 나 

타난 것， 혹은 해로운 기용이나 정령이 소용성흘 장아가려 했던 수준의 

것이었다 

반연 〈영이록〉에서 소운성이 경험하는 환상적인 일등은 낮 시간에1 꿈 

이 아년 현실에서 그에게 직접 작용하여 그로 5뼈금 환상의 힘을 엔쟁하 

게 하고 자신의 우력을 수긍하게 하여 흰상의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 

게 안든다깅) 손기가 자연과 하나가 되어 환상적인 꽁간올 연충한 후 천 

지가 진동하도록 하자 용앵하고 당력이 샌 소운성은 자연의 요통 앙에서 

두려융에 떨며 눈율을 흉린다 그리고 씨의 능력으로는 아무 것도 헤아 

:121 공컴 깃거 긍외융 상*니라 쇼우신이 욕육'1계흉고 2 생으호 작엽*야 우III의 영 

긋기훌 벌ι1 이 날 상경의 그옥f 빙둡의셔 어려 융고 칭{용} 딩끄 귀좋융 호영* 

야 소용성의 다S 용도제로 상아 7f라 흥니 귀종이 영용 웃고 울너가 소잉의 자는 

곳의 니걷러 oþ슈E져 *더니 〈스현성복> 8권 g용 
231 환상용 잭판적 경험현실애서 언어날 수 없는 사건 및 그 사건올 육도언 사랑의 심 
리융 잉엉논 암호 그 안에는 인간의 욕망과 앙깨 우려용이 자리한다{깅생용 = 
5-3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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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 수 었다고 생각한다 요술사의 주슐에 철려 아툴이 죽융 위기애 처했 

을 때도 소용성은 아을의 옥숨윤 구할 방영을 찾지 옷하자 그틀은 끝내 

눈울올흩린다”’ 

〈소현성록〉 연작 속의 주인공 소웅성이 눈울올 흩리는 것은 낯션 일 

이다 그런데 〈영이록〉 속의 소운성은 고난 앞에서 연달아 눈물올 흩린 

다 이전까지 자안하고 신뢰해왔던 자신의 능력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껴달았기 때문에 흘리는 악악항의 눈울이자 두려용의 눈물이다 고난얘 

직연하여 눈물로 대용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고난파 

시련이 .:vf 째대호 파악할 수 없는 환상적인 힘과 결부되어 있기 예운이 
다 그러므로 〈영이록〉에서 환상은 소운성이라는 한 인간으로 허여금 자 

신의 한제를 자각하고 자신의 올아방” 하는 기능융 한다 

그런데 자신의 냐펙F엠}율 획엔하는 계기이자 손쓸 수 없는 두려용에 접 

하는 계기로 기능하는 소현성의 환상 얘험은 여타 고전소설에서 그려지 

는 환상의 양상과 써가 있다 대부분의 고소설 속 환상체험은 신이한 

존재로부터 도융을 받는 이야기 땅식올 용해서는 인울틀의 궁핍함융 채 

워주는 계기혹 또 유가적 인물틀이 흰상적 존재을올 징지 제압한다는 이 

야기 구조를 용해서는 그들의 선민의식이나 우월갑훌 드러내는 장치로 

(한걸연， aæ !a;! 기능한다 그런데 소용성은 환상체험올 흥해 도웅 대 

신 셰어짐올 경영하고 우월강 대신 겸손합올 강게 되는 것이다 

한상셰험과 눈울이 결합F는 O"þ상도 여타의 소섬과 '1<' 1가 있다 않은 

소설을에서 환상의 세계는 주인공의 눈울에 대한 보당으로 열린다 그리 

고 환상의 세계플 경험하연서 풍장인울을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올 갖 

241 한져푼화연애서 [냉옹 주로 기이안으호 표엄되어 왔는데 놀링고 드율며 낯성고 
용가해한 것융융 포한한아 또한 @{;.ll은 앤파와 이쪽， 요슬 웅의 뭇융 지니는 것 

으호 혜석되어 었다〈최기승 aut R-91 따라셔 소훈성의 이융이 요슬사의 주슐에 
절려 사경율 에얘는 것도 녕게 호연 연(잉)의 영역에 때당한다고 양 수 있다 



342 국어g훌연구 져29겁 

게 왼다 〈숙향전〉을 예로 을연 숙향은 눈울과 흉곡이라는 용로톨 용해 

신이한 환상의 세계와 접한다 그리고 t! Ĵ 세계 경험올 흥해 삶이 평탄 
하지 않더라도 감내하고 받。띔여야 한다는 용영올 받。뚱이게 되며 그 

곳에서 신이한 존재을올 안나 도융올 얻게 왼다(최기숙， :!l1a 4!Hl)) 흰 

상 쩨헝올 용해 삶의 의이를 회복하고 일종의 자신강을 얻게 되는 것이 

다 이는 〈최혀천〉의 이옥영， <사써남정기〉의 사정육에게도 유시하게 객 

용왼다 즉 그툴의 눈율이 생척인 써계를 열었고 그 속에서 상의 의이 

훌 찾는 것이다 그러나 소용성온 싼상 채힘을 통해 삶의 의이흘 찾고 자 

신강올 얻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셰험율 용해 자기 존재가 무너지는 경 

험율 하며 그에 대한 결과로 눈울융 훌리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영이옥〉이 남성융 〈숙향션>. <사써냥정기>， <최척 

천〉이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환 

상 째엉이 필요한 순간올 뻐}보는 8서k풍 간의 엽장의 i써 서 기언하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문에”서 환상은 보용 현설적으로는 우재하지안 심리척 

으로 실재하는 욕앙이 가시화되는 지정에서 발생한대최기숙.， =4) 그 

랭기 때문에 어려용에 처한 인울툴이 고난이나 궁명의 간절한 해소률 바 

랄 때 환상 체험올 하게 왼다 소용성의 환상 셰헝 역시 약자였언 손기의 

능울과 육망이 계기가 되어 이루어졌다 그영기 때문에 손기의 영장에서 

보연 〈영이록〉 속의 환상적 국연툴옹 자신을 회복하고 상에 대한 긍갱격 

인식융 부여받는 계기가 왼다 

그런떼 소훈성은 현실에서 손기에게 고난올 가한 옐로 그의 W샘 동 

창히여 역천원 처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므룩 소운성의 환상 에험은 여 

타 인울틀의 그것과 달리 두려용과 공포 실때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한 

계융 *벼고 경손해지는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상융 용해 

설왜용 셰험했다고 해서 환상 셰험이 소용성의 싫에 의이가 없는 것옹 아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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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 셰험 이전의 소훈성이 비록 혼인융 하고 아버지가 되고 명부상서 

벼슬에 오르는 둥， 겉으로 보이는 모습온 어른이지안 지신의 내연올 툴여 

다 툴 계기를 갖지 옷혔고 율"f를 "fof정얘성을 확팎에 옷했기 때문에 

청소년기에 머물러 있었다연 그는 환상셰험이라는 극적인 방언올 흥해 

자신용 들여다보되 특히 자신의 익k한 부분과 대연하고 인정하게 왼다 그 

러므로 〈영이륙〉에서 소훈성이 찌헝하는 tPJ-.은 X써과 대연하고 자신 

의 한계를 자각송}는 용과의뼈1에 해당한다 

a 성숙과 회빼로 fI"하는 톨호 

지나치게 호l상였던 기가 꺾이고 자기중심적인 마용도 내려놓게 원 소 

훈성은 겸손이라는 덕옥융 지니게 원다 소용성은 자신이 평소 잘 알지 

옷했고 연아하지 옷했던 ‘도교와 도술’이라는 대ιι에 호기심올 느끼고 어 

린이이처럽 궁긍한 것을 손기에게 묻는다 유가적 씬서와 현실애 판한 일 

이라연 스스로 잘 안다고 자신했을 소용성이지안 도슐이라는 미지의 영 

역， 흰상의 영역에 이르러 겸손한 배융의 자세로 성근히는 것이다 

스스로 한계툴 자각하고 왜소함을 느껄 때 인간이 보영 수 있는 여러 

정서적 안용 중 소운성은 겸손항을 드러낸다 절망한 수도 있고 화훌 낼 

수도 있을 텐데 그는 깨끗이 자신의 한계잘 인정한 후 그 대상올 알아가 

25) 용과의찌는 사회와 9혀>1는 싼.1 영상용 ￡인히능 전이 샤이로 환앤되는 용힘으l 

세 악연으로 이우어시는째Am성 ,.., GEmO> 저 선정수 역 am 히， 소용성의 씬 
상 셰엉은 이 아정과 일치언마 안 갱소년용 예상으호 하는 씬상소셜이 한리의 순 

간 얀상세혜에 톨어서연서 경이호용과 아읍아용훌 경엄하는 것융 특징으로l나영용 

íDll: 372)하는 데 뻗써‘ 〈영이육〉얘서 소용성'1 용리는 우허용 혹옹 싱때양 경험 
허Ie 것으로 그혀진아 이는 소용성의 육세석 욕성이나 샤회적 위쳐흉 고여하였용 
... 그의 성장이 갱소년아 갱년의 중간당셰 옹에서 이우어'1기 예문이라고 용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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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함으로에 스스로 회복의 길을 찾는 것이다 안약 소용성의 용과의례가 

환상적 차원에서 벌어지지 않고 현실적 차원어 서 발생했다연 소훈성은 

여전히 자신올 굽히지 않고 누군가와 대결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데 워낙 강력하고 초월적인 환상 세계의 힘을 경험했기 때문에 소운성은 

인간적으로 성숙하고 타인과의 화해를 모색할 수 있게 왼 것이다 그러므 

로 환상 셰영과 환상 세계 그 자체는 그의 성장과정에서 고용과 실패의 

시간이자 장소로 기억되겠지만， 환상 체험이 갖는 상징적인 의이는 긍정 

적이다 

울흔 〈영이록〉은 도교의 도샤가 왼 손기의 입을 벌어 말하고 있듯이i 

유가와 도교 어느 쪽을 연드는 것도 아니며， ‘~J' 자제를 강조하는 작용 

도 아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갈퉁이라는 현실적인 운제에 대한 고민어 서 

시ξ녕뼈， 일상적인 삶 속에서 알생한 소용성과 손기의 갈퉁올 도교적 환 

t‘이라는 방엽을 흥원하여 해결해온 작용이다 그러나 흰상 체험’이 단지 

손기의 승리와 소운성의 패애를 드러내는 더 서 끝나지 않고 인물의 성장 

과 인울 간의 화해3에 용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 ξ냉에서 환상’은 의미 있 

는장치가원다 

환상 체힘이 모두 끝난 이후 〈영이록〉의 바곁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소현성록〉 연작에서 소운성은 아버지 소경을 도와 올냥국 정멸에 나선 

마 이때 소운성의 늠름한 오습을 보고 참정 위콩은 ‘멍이 또 멍을 나흐니 

현성꽁의 영웅으로 용성올 두애 아비는 공영Z고 아훌은 한신?투야 안 

고의 비창리 업도다."'!l)라고 하여 소훈성이 아버지 소경 닮옴을 칭찬한다 

지냐치게 호방했던 기용을 다스렬 줄 알게 왼 소용성이 늠름한 %낸?이 되 

21;) 직냉의 경알은 소웅성이 자신융 낮추요 상대땅용 인정하논 것과 송기가 소g성의 

과오용 용서하고 자신용 박대혔언 가축툴융 두루 포용하는 것으호 이루어진아 흰 

상 셰엉융 용얘 소용성온 자기용 낮추고 손기늠 자신강올 회엠함으혹써 모두흥 포 
용양 수 잉논 이용융 잦게 딩 것이다 

Z7) <소현성욕> 11권 )2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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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아버지 소경에 근성한 언을효 성장하였다는 평가흘 받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웅안정한 모습율 벗어버리고 아버지와 같온 인울로 성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국문장연 소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아들의 모습이라 할 

때， 서사 내적으로 소용성은 바랑씩한 방향으로 성'*하게 왼 것이 용영하 

다"" 그리고 그러한 성장융 이루어내는 과정 에서 그로 하여긍 딴단한 아 

집올 깨뜨리고 세상과 화혜할 수 있도욕 유도한 ‘환앙 셰헝은 그훌 진정 

한 어른의 세계로 이끄는 용호로서 의미를 강는다 

W 교육적 항의 

성장소설은 유년기에서 소년기흘 거쳐 성인의 써계로 잉훈'1는 한 인 

울이 겪는 내연적 잘둥과 정신적 성장‘ 자신올 울러싸고 있는 세계에 대 

한 각성의 과정올 주로 하고 있는 ξ냉으로 정신적‘ 육체적인 성장의 과 

정올 표연적으로 드러내는 것융 옥표로 한대한용환.， l!æ 쟁) 그러므로 

성장소성은 기성세대나 사회재도와 갈둥하거나 자신의 현실에 대해 인식 

하연서 지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틀에게 적합한 독서 자료이고 성 

장소섣은 읽는 것안으효도 교육척 효과가 크다 

대부훈의 성장소설은 불완전하고 이숙한 존재가 완전하고 성승한 존재 

로 연화해71는 과정올 당는데， 이러한 작용올 읽으연서 옥자 역시 스스로 

28) 샤격인 영역에서 아어지의 위씨는 용격인 영역에서 사회적 규엉이나 엄에 예앙하 
여 성장아정에서 아어지는 사헤아의 용료가 의는에 소옹성 역시 아어지의 오습용 

g융으포얘 옹진한 성악과 사m화 원 요융융 드러낸아 그런에 보흉 주인공이 적절 

한 교%에념융 지닌 강허한 아새지의 영향 아래 있다연 그의 앙장파정에 연다혼 

‘상영이 나타냐시 않융 것(나냉갱 am 115- 18;)이라는 기대와 얄리 소용성이 상왜 

용 비풋한 다"t한 방양융 경~하깨 >1논 것온 그의 기갱이 도한지선 연오용 지닝 
아어지 소경이 제양하기에도 념시는 연이 있기 예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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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식 전환을 경험하게 왼다 한연 성장소설은 기존 세계에 대한 새로 

훌 인울의 연업을 유도하기도 하연서， 기존 가지 체계나 문화 양식에 대 

한 비판 또한 가능하게 하므로(김영선‘ aXJZ :)E) 독자의 능동적인 사고를 

울러일으키기도한다 

〈영이록〉응 손기를 주인공으로 히는 챔에기는 하지안， 서사의 한 촉 

을 할애하여 자기중심적이던 소운성이 실패흘 경힘으로써 타인을 이해하 

고 조화륨게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해가는 과정을 알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장소설의 기본 요건에 부$닝}는 2햄에다 그리고 〈영이록〉은 소옹성 

이라는 인울의 성장 과정을 그리는 땅식에 있어서1 교훈적이거나 교화적 

인 태도로 독자에게 그의 성장 과정올 따라가라고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영혀있는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직F용은 소운성의 실때와 회복의 과정올 

독자에게 던져주었l 그 안에애 실패를 성장의 의미로 읽는 것은 독자의 

몫으로 남져두었기 때운이다진) 

〈영이록〉은 또한 상반왼 두 인울의 성장과정을 ̂J이한 방식으로 이야 

기 하고 있다는 접에서 성장의 과정과 의미에 대한 비교가 가능한 핵스트 

이기도 하다 인간의 성한l란 다00'한 셰기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호 이 

루어질 수 있융올 보여주기 때운이다 어떤 독자는 〈영이록〉을 잠재해있 

던 능력용 발견하고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슨기의 성공파 생장의 이야기 

로 읽을 수 있다 또 어떤 독자는 오만방자했던 소용성이 자아의 틀을 깨 

고 눈을올 흘리며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에 주목하여 읽을 수도 있다 온 

논문에서는 손기가 아닌 소용성의 실패와 성장의 양상을 집중적으로 고 

찰하였다 그러나 이 작용은 교안했던 사람이 겸손해지는 과정과 지신감 

없었던 사험이 자신강을 회복하는 이횡햇쩨)의 성장을 그리고 있는 작 

291 <영이욕〉용 소용성21 성장당으호 읽는 것은 특자의 선찍이다 그간의 연구 껑앵얹 
흉얘서도양수 잉웃이 이 직냉유 건'11진 홍서 소훈성얘 대@손기의 용쾌한 획수 

당으호 잉히는 경우가 대￥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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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임이 분영하다는 정에서 다‘&한 판정에서 성장의 의 01 핫]1왈 시도해 

불수있는택스트이다 

게나가 〈영이록〉은 ‘도술’과 ’도교‘ 퉁의 소재률 활용합으로써 서사에 

재이흘 더하였다"1 서사에 재미훌 더하는 이런 요소등이 소설의 외미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설사 주채가 우겁더라도 쉽게 얽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연서도 ‘환상’으로 용갱휠 수 있는 ‘도술’ 동의 요소가 흥미꺼리에 어 

울지 않고 퉁징엔울툴의 성장과 연모의 계기로 중요하게 각용하고 인율 

각각의 삶에 끼치는 영%에 크기 때운에 의이가 있다3]) 

또얻 〈영이록〉은 국문장연 고선소설이 문학 교육의 대상으로 충용히 

환용되고 있지 못한 현 상￥뻐 국문장연 고전소설과 판련원 ξk웅의 폭 

융 확대할 수 있다는 정에서도 의이가 있나 소용성의 성장이 갖는 의이 

툴 좀 더 심화시켜 이해하기를 원하는 독자는 〈영이쪽〉 창작의 배경이 

원 〈소현성득〉 연ξk깨 대해 판싱융 기율일 수 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문장연 고전소설이 주옥하는 가족 관계와 가운， 성장과 연요 성공의 

의이 풍올 생각뻐용으로써 국문장연 고전소설의 션반척 욕성이나 쩨계관 

융이해한수있는것이다 

불흔 고전문학에서 지헝F하고 있는 성장의 도달정이나 개녕응 오늘 우 

리 사회나 문학이 지헝F5논 옥표정이나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오늘날에 

는 용과쩌의를 거친 후 한 순간애 어룬이 되는 것보다 정진적인 성숙올 

311 <영이욕〉의 도교적 요소용 단시 셔사에 찌이g 이하는 요소호얀 호아서는 안 '1 
며 고소성융 유가석 도억주의'1 한성 혹은 상흥 사대'1"가으1"-수적 이에융포기호 
안 이얘혜서는 얀 씬다는 에세시9 션안하능 것이라고 영가한 연구도 잉대외용회‘ 

3)1Ck!l 
311 갱소년 소설의 경우 대개 잉상에서 앙리인 한상 공ζ애서 용파제의영 경엉하연서 

성장6운 파정{나냉1!. JJII ' Ej-l성l융 그리는세 〈영이용〉 역사 혐싱에 대한 비 

아죄 성한보다 %에 징중하고 있으여 ，~상적 요소등 성장'1 찌기호 상l 있다능 

잉에서 어타의 칭소년 성상소성과 유샤한 연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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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가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대깅화11， :lXE 282) 또 아버지로 대표 

되는 제도 속으로 연잉외기를 희 'J하고 계용하는 것보다는 독자틀이 세 

상을 알아가고 당색해가는 과정에서 영마나 성숙해지는가를 중요하게 여 

긴다 그렇기 때문에 정인군자가 되고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인공 

의 성장 방헝F이 온션히 수긍되기는 어려올 수 있다 

고전 택스트플 오늘날의 란점에서 얽올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식의 '1이는 교육 과정에서 다시 쓰기와 같은 새로운 활동을 통해 극복 

해야 할 부푼이다잉) 연하어 서의 충격과 아틀의 질병 동 몇 차허l의 흰상 

적 고비를 소훈성으로 허여금 겪게 했지만， 오늘날의 독자툴운 그것을 계 

기로 소운성이 호기와 아집을 옛어버리고 침묵， 진중한 군자로 거듭난다 

는 설정이 미흉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 또 소운성의 성장이 궁극적으로 

지뺨}는 지정이 아버지 세대의 삶올 본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기 

어려올 독자도 있융 수 있다331 그러나 누구라도 소용성의 지나진 행동이 

개선되지 않윤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바랑직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 

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모습으호 그를 연화시킬지에 대 

한 새로운 모색은 독자의 몫으로 냥는 것이다 변화 과쟁을 새홉게 고인 

32) 청소년의 소섣 읽기는 이스트에 대한 교싱석 경엉과 이얘 의한 구성적 읽기동 지향 
힐 휠요가 있다 청소년톨온 q스드얘 대한 비영적 얘석완안 아니라 이러한 얘석의 

양상융 g현하논 앙똥‘ 즉 비영석 에셰이 쓰기 안흥융 용해 익스트에 대한 이혜용 

보다 용우하게 구연한 수 있기 예운이다 따닙}서 청소년 소설교육은 궁극적으호 익 

스트얘 대한 이해 i내얘서 그쟁 것이 아니라‘ 이혜의 양'J올 g현하려는 하동융 

지향혜야 한대션주씬 a:æ :f8-lÐl 
33) 현대운학에 나타난 아어지와 자녀 찬계의 경우용 살여보연 규엉적 질서 혹은 경직 
원 이성이 강력하게 작용혀냥 아어지의 세계용 우정하l' 대신 강성적인 어어니의 
세계용 준거로 받아툴이는 경우도 있고 아어지용 왜쇼하제 그업으로써 권력격인 
가장용 중싱으포 하는 기존의 가혹서사와는 다흔 겔용 모색하는 경우도 었대정예 

경(찌JHJI 생) 고전문학과 현대문학 안얘서 양견힐 수 있는 아어1 얘 대한 이러 

한 인식 ，)이는 공 오능날의 욕가가 소용성의 성장 옥표지정에 대혜 동의하지 옷 
양 가능성올 보여주는 엘에가 영 수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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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독자도 있융 수 있고 도달정에 대해 고민하는 독자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측앵율 용혜 독자 또한 바랍직한 상의 가지에 대혜 생각해보고 성 

장할 수 있다는 정애서 〈영이흑〉올 성장소설로 읽어보는 것온 충분히 의 

미가 었다애 고전운학 교육이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1 그리고 인 

간올 인간답게 하는 인간화 교육￡로서의 문학교육이 되어야 한다{깅대 

행， 찌껴)고 할 때， 인간의 성장이나 융바른 상의 태도 퉁애 대한 고민은 

인간 이해의 한 방엉이기 예문이다3;1 

또한 〈영이륙〉온 고전소설에 퉁장하논 인툴툴얘 대해 고정관념을 g 

수 있고 인간 존재 자체의 웅완전잉h에 대해서도 생각해불 수 있는 작용 

이다 흥부 놀부나 홍쥐 필쥐처럼 고선 작용 속 인물을온 반드시 선약으 

로 구분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수용자가 있다연 선악율 판단내려 

기 어려웅 소용성이라는 인울올 만남으로써 고전소설이 그리고 있는 욕 

34) 청소년은 q스드의 내용융 우죠건 앙’댄이는 것이 아냐 하 q스트의 의이에 '1한 
거리두기혼 용해 "1영켜인 운학 읽기용 수앵힌다 이예 갱소년용 소성의 내용과 자 

신의 상올 연깨X 어 보는 과정용 용해 자신의 삶에 대안 성한올 하게 원이{선주요 
xα :mJ 그잉기 예푼에 〈영이욕〉이 오8용 샤는 욕'"의 싱셰 상파는 다소 거리 
가 있능 성장의 견치용 세안하고 잉어도 엉쟁소성호서 잉힐 수 잊논 가능성이 있 

다 
15) 소용성의 성쌍 펴생과 익이용 이빼하고 받아률이는 정도에 잊어 〈영이육〉이 정착 
향유>1었언 앙대2p깅 X자와 현대 싹자의 싱'1석 정서객 거리능 혼재양 수밖에 었다 

그러나 앞서도 양<1였듯이 성장의 도당 지갱이 아버지얀 g는 것‘이라는 성에논 

이견이 있융 수 있으나 거만였던 인l!<>1 실때용 용해 정신적으로 생장하게 치는 

'1정 지예와 그것이 갖는 의이에 대혜서는 연대 옥자등도 충￥'1 공강하고 이예앙 
수 잉으리라 생각한아 고정운학 직H웅융 ... "하는 에 잉어 ·정서은 용리든 사회 용 
화의 연펴에 따라 연하지 마련이으포 (충링) 에양 문화 속으요 동어가셔 각용올 이 

예하논 것까 지끔 이 시예에도 보연석으포 혼찌하논 정서호 캉고 냐오는 것1세유 

정 :!ll(): æ쟁)으| 두 71지 학융 영엠어| 대안 il려가 이루어져야 한아고 양 예 성장 
의 핑요성'1 의이에 대한 꽁강융 이끌어 내는 것은 보연적 정서용 인식 찍엔하는 
'1껑이 원 것이아 그리고 다시쓰기는 당대 '1 운화 속에서 용어가셔 씩생용 이해한 

다고 히더~I ':;: 혹쩍야기 어허운 갱서의 간극융 요능냥의 안정에셔 애용재 이때예 

보는 격극적인 격엽으로서 의이가 잉다1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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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척인 인간유형을 체험하고 고전소설에 대한 선입견올 얼어낼 수 있다 

소용성온 분명 한 가운올 대표하는 악중한 책임을 말은 긍정적인 인율이 

지안 다듬고 깨어져야 할부용이 많은부정적인 인울로 〈영이록〉에서 그 

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술한 것처렁 환상 셰험의 양상파 의미도 

여타 고소설어서 볼 수 있는 것과는 치이가 있기 때문에 고소설에 동장하 

는 환상의 다t생올 이혜할 수도 있다 

애초 〈영아록〉올 창작한 작가는 손기의 용혜한 복수와 앵욕융 알하기 

위한 장치로 소웅성이 실패와 화절을 앗보게 썼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 

로 소훈성의 실패와 좌절에서 인간적인 연모와 성장율 읽는 것은 옥자의 

몫이다 〈영이옥〉이 성장소성로서 갖는 교육적인 합의는 바로 이러한 지 

정， 소운성을 손기에게 패배한 실패자로 봉 것인가， 아니연 손가와 함째 

동안 생장한 사랑으로 흘 것인개}는 선택의 자유를 독자얘재 던져주었 

고 선택융 하기 위해 옥자는 또 한 번 삶과 사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벼 

재 하고 그 파정에서 성숙옹 경험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정에서 찾을 

수있는것이다 

V 맺옴말 

〈영이욕〉은 우둔한 인울이었언 손기가 자신의 장재된 능력융 인식， 알 

휘허여 대내외칙으로 생꽁하는 과정율 그린 소설이다 그런데 슨기가 그 

러한 능력융 발휘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를 동서인 소용성의 격동에 

서 찾고 있으며， 신이한 능력 획득 이후 소운성에 대한 !복뉴수와 상황 역전 

의 재미흘 추구하는 서사 속에셔 지속적으로 소옹성올 풍장시키고 있으 

므로 절반의 주인공은 소운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영이옥〉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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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얘초 〈소연성록〉 연작 속 ’소운성파 손기의 일화에서 파생되었다 

는껑과우판하지 않다 

펠자는 〈소현성록〉 연작 속 소용성과 손기의 임화가 소용성율 중심 

에 두고 보았올 때 소운성이라는 인물의 연화와 성숙올 가르는 용기정에 

놓여있지안 단순 일화로 재시됨으로써 의이와 개연성율 충분히 얻지 옷 

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웬작의 의미흥 보충할 만한 여지가 있는 파생 

작 〈영이욕〉얘서 그 당을 찾아보고자 였다 

〈영이록〉에 관한 연구가 그간 손기의 영용성파 도교적 신이성융 드러 

내는 데 초정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소훈성의 성정f이라는 연모는 조영 

되지 옷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능력 개일과 성공안이 성장으로서 의미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툴 통해 어른이 되어가는 것도 인격적 성숙의 

한 측연이라고 보아 소올성의 성공당으로 〈영이옥〉을 얽어보았다 그리 

고 실패를 용해 소용성의 성장을 이끌어 냉 수 있는 장치로서， 환싱’이 

갖는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직냉에 동장한 환상적 장치틀은 손기의 

신이성을 드러내연서 동시에 소운성 스스로 우역힘을 깨닫게 하는 계기 

로 작용하였는데， 그 결과 소용성은 자신의 능역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압에서 스스로 한계용 인정하고 눈울올 흘리는 모숭율 보였다 그러 

나 거안하고 우려1하던 소용성이 실패를 용해 자신의 한계툴 인정하연서 

도 'f절하지 않고 협력과 화해를 몽해 상앙율 개선해냐가려 한다는 정에 

서 성장의 연모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성장당은 다잉맨 갈둥올 경험하연서 X싸정체성올 찾。}가는 과 

정에 있는 청소년기 학생률로 하여긍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는 

정에서 의마가 있으며 그러한 사고 과정이 일방적인 수용에 있지 않고 비 

판적인 독서툴 용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정에서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고 보았다 소훈성이 도달한 궁극적 성장의 지점이 유쿄적 군자로 묘사되 

는 아버지을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독자의 정서에 잊지는 않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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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그러한 정의 경우 성장의 의미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으 

로 다시 쓰기를 항 수 있는 부분으로 열어 툴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영이록〉은 손기의 성공과 소훈성의 실패흘 통해 일차적으로는 손기의 

생장올 알하지만， 내연올 들여다보연 실패를 용해 겸허해지고 인격적으 

로 성숙해가는 소훈성의 이야기를 독자 스스로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구조 

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악양한 옥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영。1 

록〉은 선약으로 판기릉 할 수 없는 소훈성과 같은 현실적인 인울형올 통 

해 그의 연화와 성숙을 이야기 하고 있다는 정에서 고전소설에 대한 선엽 

견올덜수있는가치 또한있다고보았다 

이 논의를 흥해 〈영이옥〉을 뻐보는 연구의 관정이 더 다뺑{지고 

이 작용이 갖는 교육적 항의와 앙용 방법 동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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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이혹〉의 생장쇼성적 연요와 교육적 앙의 355 

〈영야혹〉의 성장소썰객 연요와 교육객 합의 

- 쇼운싱을중심으로( 

허순우 

온고는 소훈성용 중심으로 하여 〈영이학〉의 성장소설찍 연오흩 얽어온 것이 

다 성장의 의이와 관련하여， 장찌능력 개안이나 대외잭 성공안이 성장으효서 의 

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예용 홍애 어§이 외어가는 것도 인져적 성숙익 한 싹 

연이라고 보앙다 소옹성온 강한 기헨과 거안한 성용이 용셰가 되어 손기와 직 

접적으료 강동하게 <1고 성예흉 정헝하쩌 왼다 그러나 소용성의 설폐는 인울의 

좌정로 이어지지 않고‘ 실예의 수용과 갱ξ 그리고 아혜의 단계g 이어진다 소 

운생이 자신의 실매에 좌절하지 않묘 주연인툴과， 세상과 아해하는 것이 가능했 

던 껴g용 그에깨 주어진 고t“1 앵상‘과 경우핀 성격의 것이기 예운이다 

〈영이용〉용 성장소성적 판점에서 잊어보는 것은， 교육적 욕연에서 용 예 다 

양얻 성장 양상용 운학용 용혜 생엉으로애 온자가 자신의 상용 안성하여 자야정 

찌성융 핫아강 수 있다는 정얘서 우엇보아도 의이가 있다 그리고 장재능릭의 

양현파 실예용 용한 정신씌 성육 중 어띠앤 것에 더 가시용 동 것인지에 대한 

독자 스스호의 연단용 유도하는 영린 띠스트호서도 의미가 있다 또한 아버지의 

앤서얘 순용뼈가는 소용생의 성장 킬안과 판연혜서는 "1판석 잉기가 가능하며 

선악과 강용 이운업으호는 성영휠 수 없는 소운성의 안간형용 용혜 끄선소성의 

인용에 대한 이에의 혹도 잉힐 수 있는 교흘션 의이가 있야 

[주찌어! 성장소성(성장낚) 실에， 양상 아얘 자아정애성 핫기， 에연적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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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t 

A혹없s as a 'Growth Nov하’ a녕 ’많tnlti，이laIIrr때ica.ti.，이S’ m 

<Youngirok> 

Focus on the character, 'So-Woon-Sung' 

f1r. Soor'MJo 

<YOU째i떠‘〉 야lOWS an exteOOE었 descri !XiOl1 al:oJt the relatiooship 

어%엉1 SOO때\l & Sowα){lsung frun <Scl1yunsu맹1야‘>. In 

<sà‘，yun잉I영에‘>， as S“'OCI'ISUrtg ex!X'riences a change of clα""" by 

relatiooshiD with 혀mki， a chance to grow is made. Hoι:ever， the 떠atiooship 

betw어1 뼈51! two "뻐n characters was desoibed fragmentaryily in 

<SOOyunsung얘‘>. Inste쩌 of the fragrrentruy scenes, <Y wngird‘> gives a 

de1ai1어 descriαion of their r녕allOo약lip. 10 this literaty wcrk. he 어so，，'" 

뻐nself by failures. Facing the 따"dshÎp he can‘ t OVercome, SoWQOOSUrlg 

c:orre; to accept his limits 에th 띠s rea1ization. he doesn’t get frus띠ted By 

αα::eratil1g with α생earα"애 비n a!찌 U씨ng a balanced life. he hin생f 

starts to rr때‘e the situati여1 irrpuve. If growth rreans nol ooIy 이영aymg 

one’ s ""'"띠lçaαteities or ootward success, OOt 쩌50 reaIizing one’s 

inadeqWICY by 때1"，용， the change that Sowoonsung shows in <Y，ω때irok> 

m외‘es this work seen as a growth oovel. A story alntt growth like this 야'" 

>s mearu명fUJ I:wxause it can m에<e aOO4escent sb‘lents. woo are 00 the way 
IDfi띠 then생ves， think alxut the rreaning 여 life 

[J(ey w이ùsl Growth No'd. f이뻐-e， fantasy, recαx:iliation. fi떠îng identity, 

미tiCOI"，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