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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蒲松齡의 ≪聊齋志異≫는 제재, 서사, 인물형상, 작가의식, 문화심리 등 여
러 면의 연구 가치를 지니고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그 중 남녀 사이의 ‘
情’1)을 다룬 작품들은 남성과 女鬼, 女狐, 女仙, 女妖 등 非人類 여성을 주
인공으로 설정했다는 자체만으로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고 다양한 논
의가 전개되었다.
중국에는 ≪聊齋志異≫에 관한 연구논문만 해도 총 1300여 편이 되며 연
구가 어느 한 방향으로 밀집된 것이 아니라 제재, 서사, 문화, 철학, 미학, 인
물형상, 작자의 창작의식 등 여러 면에 걸쳐 있다. 이에 비해 한국 학자들의
연구는 다양한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주로 여성인물과 愛情故事에 관한
* 고려대학교 국문학과 박사과정
1) 宋耕 <解構愛情話語-重讀 聊齋志異>: 여기에서 ‘情’은 情과 欲의 합일, 남녀지위의 불
평등, 일부다처 및 남녀 성별계선을 넘어서는 특징이 있다. (≪中國文化硏究≫, 2009.
春) 宋耕은 이러한 특징과 ‘愛情’이란 단어의 문화적 연원을 따져 이런 이야기를 ‘愛情’
으로 지칭하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라고 지적하였다. 필자 역시 이 주장에 동의하면서 愛
情을 포함한 모든 情을 주제로 한 작품을 ‘主情故事’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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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2), 작가의식 및 내면세계에 관한 연구로 집중되어 있다.3) 물론 중국에서
도 인물형상과 작자의식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수량이 많기에 생략
하기로 한다.
이상 연구 성과를 살펴볼 때 ≪聊齋志異≫에 수록된 主情故事는 현재까지
‘愛情故事’로 명명되었으며 그에 대한 연구도 작가의식을 비롯한 인물형상분석
과 애정관 도출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었다고 본다. 하지만 主情故事
는 남녀의 복잡한 욕망과 작자의 창작심리가 잘 반영된 작품인데 비해 작자와
작품자체에 대한 정신분석은 아직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면에
서 칼 융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이론을 인용하여 原型연구4)를 진행한 중국의
연구자 楊瑞는 ≪聊齋志異≫의 정신분석연구에 실마리를 제시한 개척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인용한 정신분석이론은 다양한 主情故事를 포섭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기타 이론으로 더욱 많은 작품을 분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2) 고숙희 <‘聊齋志異’에 나타난 女性人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6
박계화 <≪聊齋志異≫的愛情故事硏究>; 北京大學 해외석사논문, 1996. 5
이경미 <≪聊齋志異≫與日・韓志怪傳奇小說女性問題硏究>; 北京大學 해외박사논문,
2000. 5
민경아 <≪聊齋志異≫ 애정고사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8
이수연 <聊齋志異 愛情故事의 여성인물 유형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7
김현영 <聊齋志異의 비현실적 愛情故事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
정새로미 <≪聊齋志異≫의 愛情故事에 나타난 남성의 자기실현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0. 2
3) 정숙영 <≪聊齋志異≫ 狐狸精 故事 연구-내면사상 및 상징의의를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1
배병균 <愛情小說의 한 양상-≪聊齋志異≫의 경우>; ≪人文學志≫ 第11輯, 충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
김혜경 <『요재지이』에 나타난 蒲松齡의 작가의식>; ≪中國學報≫ 제35집, 한국중국학
회, 1995
鄭榮豪 <淸代 小說 속의 과거제도 비판과 지식인>; ≪中國人文科學≫ 제27집, 2003
노향숙 <≪聊齋志異≫의 女鬼를 통해 본 文人 내면세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6. 2
최병규 <『요재지이』 속의 性>; ≪중어중문학≫ 제43집, 한국중어중문학회, 2008
최병규 <『요재지이』 속의 「영녕」을 통해서 본 蒲松齡이 추구하는 理想的 여성>; ≪
人文硏究≫ 제57집,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9
4) 楊瑞 <解讀≪聊齋志異≫故事中的影子原型>; ≪北京大學學報≫ 1996년 제5기
楊瑞 <≪聊齋志異≫中的“阿尼瑪”原型>; ≪中國人民大學學報≫ 1996년 제6기
楊瑞 <≪聊齋志異≫中的母親原型>; ≪美國狄肯森學院 文史哲≫ 1997년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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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대신 그 후에는 중국의 기타 학자들에 의해 작품 속 남주인공과 작자 蒲
松齡의 심리를 분석하는 방향으로 치우치고 있다.5) 이에 본고는 라캉의 정신
분석학 이론을 인용하여 ≪聊齋志異≫ 중 主情故事를 세 갈래로 나누어 분석
하고자 한다.
정신분석학에 ‘팔루스 중심주의’의 혐의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여성
주의자들의 비판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하지만 실재계6)에 주목하는 후기 라
캉에 이르면 구조7)를 넘어서는 남성 지배구조-상징계의 바깥에 이르는 길을
열어 보여주기도 한다.8) 바로 거기서 라캉의 정신분석학은 반 오이디푸스적
5) 樂雲 <≪聊齋志異≫男女情愛心理透視>; ≪蒲松齡硏究≫ 2001년 제2기.
周怡 <人妖之戀的文化淵源及其心理分析-關于聊齋志異的兩个話題>; ≪明淸小說硏究≫
2001년 제3기.
吳索萍 <聊齋志異中奇幻女性形象的文化心理淺析>; ≪麗水師范專科學校學報≫ 2003
년 제1기.
黃晶 <“異史氏”的“心靈史”-論聊齋志異中的壓抑與幻想>; ≪蒲松齡硏究≫ 2004년. 제1
기.
王溢嘉 ≪古典今看≫, (臺灣, 國際文化出版社, 2006).
顔廷軍 <聊齋志異男性心態臆解>; ≪連雲港職業技術學院學報≫ 2007년 제1기.
寧莉莉 <聊齋志異中的愛情故事與古代文人心態>; ≪蒲松齡硏究≫ 2008년 제1기.
陶祝婉 <在夢幻中尋找自我拯救的力量-蒲松齡聊齋志異創作心理分析>; ≪浙江敎育學
院學報≫ 2008년 제6기.
劉希華 <從聊齋志異看蒲松齡的精神世界>; ≪湘潮(下半月)≫ 2008년 제7기.
臧國書 <聊齋志異․阿寶情節建構的心理透析>; ≪重慶工學院學報≫ 2008년 제8기.
申閱 <淚光中的自我陶醉-從聊齋志異的書生形象看蒲松齡的精神勝利意識>; ≪焦作大
學 學報≫ 2009년 제2기.
曾蕾・李衛東, <論聊齋志異中悍婦形象及蒲松齡的創作心理>; ≪現代語文(文學硏究版)≫
2009년 제3기.
陶祝婉 <“自薦枕席”:男性的需要和策略-聊齋志異非人類女性“自薦枕席”之擧淺析>; ≪文
敎資料≫ 2009년 2월.
肖世才 <落魄文人的白日夢-聊齋志異女妖故事中的男性心理探析>; ≪河南校育學院學報≫
2009년 제5기.
6) 홍준기 ≪라깡의 재탄생≫: 여기에서 실재란 인간의 사유가 상징계를 매개로 현실을 구
성한 후에도 항상 자투리로 남아 구성된 그 현실을 위태롭게 만드는 낯선 현실이고, 대
상a(실재적 대상 혹은 여귀)는 이 실재를 직접적으로 체현하는 요소이다. (≪라깡의 재
탄생≫,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74쪽. 이는 라캉이 언급한 삼계-상징계, 상상계,
실재계에서 가장 존재에 가깝지만 환상이 바닥을 드러내는 원인자체이다.
7) 여기에서의 구조는 건축에서 말하는 구조가 아니라 인간의 주체를 주체로 만들어주면서
주체를 위태롭게 하는 축을 가리킨다.
8) 조현설 <원귀의 해원 형식과 구조의 안팎>;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003년 제7집, 68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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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을 통해 상징계9)를 넘어서는 주체를 사유하기에 이른다. 이로부터 라캉의
이론은 환상적 이미지들을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이론이라 판단된다. 일례로
≪聊齋志異≫에 등장하는 환상적인 여성 이미지들은 남성지배구조하에서 억압
된 욕망이 이미지로 변형된 채 유가적상징계 혹은 실재계로 돌아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유혹되는 남주인공 및 작자 蒲松齡의 상징화상황은
또 다른 논지를 산출할 것이다.

Ⅱ. 환상적 실현과 해소사이
≪聊齋志異≫ 중 主情故事에서 남성과 非人類 여성들의 만남은 아무런 저
애 없이 쉽게 이루어지며 사랑의 진척도 아주 빠르다. 작품의 구체적인 흐름은
주로 아름다운 여인이 남주인공이 독서하고 있을 때에 창문으로 들여다보거나
장벽을 넘고 들어와 스스로 잠자리를 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胡四姐>, <綠
衣女>, <白秋練>, <香玉> 등 30 여 편의 작품들이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데
여인과 남주인공이 첫 만남부터 육체적 관계를 갖는 화소가 기타 소설에 비해
파격적이다. 반대로 남주인공은 유혹되는 자의 입장에서 무디고 나약하며 고지
식하기도 하다. 여인의 대담성과 남주인공의 무능이 비교되는 작품은 약 19편
정도인데 <小謝> 중의 陶生처럼 여인에게 조종되는 경우도 있고 <鴉頭> 중의
王文처럼 오직 눈물만 흘리며 지내는 남성도 있다. 심지어 <書痴>, <顔如玉>
등의 작품에서는 여인이 性에서마저 남주인공의 계몽스승이 된다. 이상 각 편
에서 여인의 적극성과 남녀의 환상적 만남을 가장 잘 표현한 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상생은 태산 사람인데 조용한 서재에 홀로 기거하고 있었다. -중략- 그때 갑
자기 어떤 여자가 담장을 넘어오더니 웃으면서 말을 건넸다. ‘수재께서는 무슨 생
각을 그리 골똘히 하십니까?’ 상생이 바라보니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는 마치 선녀
9) 홍준기 ≪라깡의 재탄생≫: 사람을 정의하는 여러 기표, 즉 ‘포유류․이성적․합리적’
등과 같은 기표가 상징계에 해당한다. (≪라깡의 재탄생≫,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67쪽. 이는 라캉의 세 체계 중 가장 본질에 가까우나 인간을 만들어주면서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으로 인해 인간을 소외시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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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았다. 그는 놀라고 기뻐하면서 그녀를 잡아당겨 방안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尙生, 泰山人. -中略- 忽一女子踰垣來, 笑曰:‘秀才何思之
尋?’ 生就視, 容華若仙. 驚喜擁入, 窮極狎昵.)10)
②어느 날 밤 우경이 책을 펴고 한창 글을 읽는데 갑자기 창문 밖에서 어떤 여
자의 칭찬 소리가 들렸다. ‘우상공께서는 참 열심히 하시네요!’ 그는 이런 깊은 산
속에 느닷없이 웬 여자일까 하고 생각했다. 바야흐로 의혹에 잠긴 사이 여자는 벌
써 방문을 밀치고 웃으며 들어오고 있었다. ‘정말 열심이시네요!’ 우경은 깜짝 놀
라 몸을 일으키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자는 녹색저고리에 긴 치마를 입고 있
었는데 가냘픈 몸매며 미모가 세상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었다. 우경은 그녀가 사
람이 아닌 것을 눈치 채고 굳이 사는 동네를 밝히라고 다그쳤다. ‘제가 사람을 깨
물거나 잡아먹지 못한다는 건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왜 그리 꼬치꼬치 캐
물으시는 거죠?’ 우경은 그녀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으므로 마침내 한 잠자리에 들
었다. 비단옷이 벗겨지면서 드러난 그녀의 허리는 채 한 줌도 되지 않을 만큼 가
늘었다.(夜方披誦, 忽一女子在窓外贊曰:‘于相公勤讀哉!’ 因念:深山何處得女子?
方疑思間, 女已推扉笑入, 曰:‘勤讀哉!’ 于驚起, 視之, 綠衣長裙, 婉妙無比. 于
知非人, 因訣里居, 女曰:‘君視妾當非能咋噬者, 何勞窮問?’ 于心好之, 遂與寢
處, 羅襦旣解, 腰細殆不盈掬.)11)
③어느 날 밤 상여는 달빛 아래 앉아 있다가 동쪽 이웃에 사는 여자가 담장 너
머로 자기를 훔쳐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름답게 느껴져 가까이 다가가니 그
녀는 미소를 지었다. 손짓으로 불렀더니 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지도 않았다.
상여가 굳이 건너오라고 요구하자 그제야 사다리를 타고 넘어왔고 드디어 잠자리
를 함께 하였다.(一夜, 相如坐月下, 忽見東鄰女自墻上來窺. 視之, 美; 近之,
微笑; 招以手, 不來亦不去; 固請之, 乃梯而過, 遂共寢處.)12)

이상 작품에서 묘사한 남녀의 첫 만남은 중국 고전문학작품에서 으레 보이
는 ‘첫눈에 사랑에 빠진다.’는 양상보다 한걸음 더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애정행각은 유가적상징계13)에서 만족되기 어려우며 오직 어느 한쪽이 환상
10) 蒲松齡, ≪足本聊齋志異≫ 卷二之 <胡四姐>, 臺北, 世界書局印行, 1975. 67쪽.
11) 蒲松齡, 위의 책 卷十三之 <綠衣女>, 402쪽.
12) 蒲松齡, 위의 책 卷三之 <紅玉>, 103쪽.
13) 김현영 <聊齋志異의 비현실적 愛情故事 연구>: 明·淸시대뿐만 아니라 고금을 막론하고
중국 전통사회에서 혼인은 사랑이 우선이 아닌, 사회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자식을 낳아
대를 이음으로써 부모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 부모가 한번 결정한 혼
사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성사되었으며, 부모가 동의하지 않는다
면 당사자의 사랑 여부에 관계없이 성혼될 수 없었다.(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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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미지로 변화하여 현실계로 개입해야만 실현이 가능하다. 즉 현실과 상상
이라는 두 극 사이에 존재하는 의식적·무의식적 혼합물인 ‘대상 a’14)로 나타나
야만 한다. ≪聊齋志異≫를 예로 든다면, 여우, 귀신, 선녀, 꽃, 나무, 벌, 물
고기 등의 非人類로부터 변화한 여인들이 바로 대상 a라고 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蓮花公主>의 공주, <淸鳳> 중의 淸鳳, <魯公女> 중의 魯公女, <紅
玉> 중의 紅玉, <蓮香> 중의 蓮香, <白于玉> 중의 자주색 옷을 입은 여인,
<黃英> 중의 黃英 등은 모두 非人類가 변화한 아름다운 여인들이다. 기존 연
구논문들은 이들 여성형상을 남성의 입장에서 해석한 경우가 많다. 여성형상
은 남성들의 잠재의식 속의 여성원형이다. 15), 여성들의 性적인 주동과 갈망
은 남권을 중심 이념으로 하는 이기적인 심리상태의 투영이다. 16), 남성들의
흥취와 리비도가 환상생활 중의 욕망으로 구성된 것이 여성형상이다. 17), 奇
幻女性은 남성욕망의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작자의 이상적인 여성형상이기도
하다. 18) 등등의 논지들이 그러한데 남성들의 심리상태에만 입각하여 환상적
인 여성형상을 정의한 아쉬움이 있다.
유교사회에서 여성은 피동적인 위치에서 여성의 본분을 지키고 가정에서의
의무를 완성해야만 사회에서 긍정적인 존재가치를 지닌다. 하지만 여성이 남성
을 유혹하는 존재로서 먼저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다면 남성에게 이중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곧 금기에 대한 매혹과 일탈에의 위험을 동시에 느끼도록 한
다. ≪聊齋志異≫ 중 主情故事에서 묘사한 남녀주인공의 만남이 바로 그러하
2), 19쪽.
14) 숀호머 지음・김서영 옮김 ≪라깡 일기≫: 아이의 욕망과 어머니의 욕망 사이에 간극이
벌어지면 그 간극에 의해 욕망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대상 a가 도래한다. 이는 상징적
현실에서 그 간극을 순간적으로 메우게 되는 모든 형상이기도 하다. (≪라깡 일기≫,
서울, 은행나무, 2006), 163쪽.
15) 周怡 <人妖之戀的文化淵源及心理分析>; ≪明淸小說硏究≫ 2001년 제3기, 61쪽
참조.
16) 顔廷軍 <≪聊齋志異≫男性心態臆解>; ≪連雲港職業技術學院學報≫ 2007년 제1기,
41쪽 참조.
17) 陶祝婉 <“自薦枕席”:男性的需要和策略-≪聊齋志異≫非人類女性“自薦枕席”之擧淺析>;
≪文敎資料≫ 2009. 2, 27쪽 참조.
18) 吳素萍 <≪聊齋志異≫中奇幻女性形象的文化心理淺析>; ≪麗水師范專科學校學報≫
2003년 제1기, 20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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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들 소설은 唐 전기처럼 이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환상적인
만남을 연속한다. 冥府에서 만나 부부가 된 남녀의 이야기 <水莽草>, 죽은 喬
娘이 무덤에서 아기를 안고 나오는 <喬娘>, 남자의 정성으로 여인이 환생한
<白秋練>, <香玉>, <晩霞> 등의 작품들이 그러한데 이처럼 生死를 초월한 만
남을 실현하기 위해 여주인공은 환상적 여인으로서 남주인공의 질서 바깥에 자
리하는 타자로 존재하며 중심의 서사가 아닌 환상의 서사로 처리된다. 이는 환
상적인 것을 여성적인 것과 등치시키는 사유방식으로서 사이드(E. said)가 말
한 여성은 남성적인 권력의 환상에 의해 만들어진 생물이다. 19)는 언명과도
일맥상통한다.
한편 여성들의 유혹은 잠재적으로 남성의 색욕환상을 뒷받침한다. 여기에서
색욕환상은 原幻想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최초의 욕망대상인 異性 부모
에 대한 성적인 욕망에 의해 낳아진다.20) ≪聊齋志異≫ 중 主情故事에 등장
하는 書生들은 겉보기에 무디고 순수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항상 이성에 대한
갈망으로 불타오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내면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는 순
간 일촉즉발하며, 그 성적 억압은 여인에게 유혹 당하는 표면 아래에서 마음껏
해소된다. 게다가 여인들이 모두 非人類이기 때문에 사귀기에 더욱 자극적이
며 意趣도 많다. 라캉의 정신분석학에 상징계-아버지의 엄령이나 윤리질서의 개입으로 인해 어머니의 젖가슴이 상실되면 이제 그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
니라 환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그러나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충동의 대상 혹
은 욕망의 원인이 된다. 21)는 이론이 있다. 이런 논리로부터 따져볼 때 이상
남주인공들은 어머니의 젖가슴을 상실한 성적 결여의 존재들이며, 그들은 환상
속에서 성적 상대를 얻음으로써 통일성과 전체성을 회복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들은 사회 금욕의 존재인 아버지의 금령으로 인해 위반에 직면하나 그 위반은
환상 속에서 자유로운 위반을 한다. 또한 이 위반은 性과 사랑의 경계선에서
이루어지기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도 자연스럽게 해소한다. 요컨대 라캉의 이
19) 에드워드 사이드・박홍규 옮김 ≪오리엔탈리즘≫(서울, 교보문고, 1995), 338쪽 참조.
20) 임진수 ≪환상의 정신분석≫(서울, 현대문학, 2005), 179쪽 참조.
21) 홍준기 ≪오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자의 성≫(서울, 아난케, 2005), 13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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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으로 이상 환상적인 여성형상들을 해석할 때 이들은 남성의 나르시시즘적 자
아-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과 과대평가-로 인해 왜곡22)되어 만들어진 상상적
이미지라 할 수 있다.
이상 환상적 여인들을 前 오이디푸스 단계로의 복귀로 해석할 수도 있다.
클라인에 의하면 여자아이 역시 처음에는 어머니와 동일화하였다. 23)고 한
다. 그리고 여자아이의 질과 관련된 충동은 오이디푸스시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즉 여자아이는 생식기에 들어서서 비로소 어머니와 자신이
남근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남근선망을 갖게 되는데 처음에는 팔루스를 가
진 어머니를 전능한 어머니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버지(이성)이
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24) 이렇게 볼 때 이상 환상적인 여주인공들의 적
극적인 유혹은 어머니에 대한 애정적 표현과 성적 표현을 잘 구분하지 못하던
前 오이디푸스 단계로부터 오이디푸스단계로의 진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남녀가 육체적 합일이 이루어지는 순간 ‘아버지-어머니-아이’의 삼자관계가 와
해되고 ‘아버지-기표’ 아래 은폐되었던 ‘어머니-아이’의 이자관계가 드러난다.25)
곧 여성들은 남성들과의 육체적 합일을 통해 태초 어머니와의 합일-구순기로
복귀한 셈이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구체적사물이 아니라 타자의 인정을 받거나 타자의 욕망
을 욕망할 줄 알기에 동물과 구분된다. 특히 인간은 타자의 욕망의 대상이 되
기를 원하며 무엇보다 타자의 성적 욕망의 대상이 되기를 욕망한다.26) 이로부
터 ≪聊齋志異≫ 중 主情故事에 등장하는 적극적인 여인들은 타자의 불만족
22) 숀호머 지음・김서영 옮김 ≪라깡 일기≫: 환상은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변형이며 그
것을 변형시키는 주체는 주체의 욕망이다. (≪라깡 일기≫, 서울, 은행나무, 2006), 160
쪽.
23) 홍준기 ≪오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자의 성≫(서울, 아난케, 2005), 249쪽
참조.
24) 홍준기 ≪오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자의 성≫(서울, 아난케, 2005). 126쪽
참조.
25) 홍준기 ≪오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자의 성≫: 이성(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어
머니에 대해 강한 애착을 보였던 것의 유산이다. (≪오디푸스 콤플렉스, 남자의 성, 여
자의 성≫, 서울, 아난케, 2005), 253쪽.
26) 홍준기 ≪라깡의 재탄생≫(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7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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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러운 욕망을 이기적으로 욕망할 줄 아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
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과 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구성되기에 남성지배계층들의
환상 속에서 남주인공들이 원하는 환상적 이미지로 서사화 될 수밖에 없다. 이
런 환상적 서사 속에서 남주인공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소할 수 있고, 여
주인공들은 잠재적으로 前 오이디푸스 단계로의 복귀를 실현한다. 욕망은 미지
의 영역이고 변화하는 타자의 욕망에 의해 소외되기에 언제까지나 완전히 만족
될 수 없다. 그것이 실현 가능한 조건은 오직 ≪聊齋志異≫의 남녀주인공이
만끽했던 환상의 공간이다.

Ⅲ. 실재의 세계
≪聊齋志異≫에서 남녀 사이의 욕망을 긍정하고 성욕의 만족을 지향하는
이상과 같은 작품은 원만한 애정의 성취를 우선시하는 또 다른 경향과 맞물리
며 이성에 대한 추구를 인생의 전부로 간주하는 애정지상주의를 표현하기도 한
다. 남주인공은 이상적인 여인을 만나기 위해 때로는 부귀공명을 하찮게 여기
고 심지어 삶과 죽음, 저승과 이승의 경계도 초월할 수 있다. 저승과 이승을
초월해서라도 여인을 만나려는 남주인공의 癡情은 <靑鳳>, <魯公女>, <連城>,
<阿寶>, <巧娘>, <葛巾>, <雲夢公主>, <小謝>, <花姑子>, <香玉>, <白秋練>,
<晩霞>, <連瑣>, <水莽草>, <嬌娜> 등 14편의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한편 여
주인공은 상징계의 선을 넘어선 이상적 사랑의 대상이 된 남성을 통해서만 존
재의 의미를 확보한다. 또한 그들은 남주인공처럼 지나치게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애정과정자체만 중요시한다. 그 중 유가적상징계 안에서 좌절당한 일부
여인들은 귀신이 되어 욕구의 형태로 상징적 현실에 침입하여 남성의 상징화를
저애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남주인공이 여인에게 매혹되어 부귀공명을 이루
지 못하거나 기타 해를 입는 화소들이 그러한데 <雲翠仙>, <嫦娥>, <細侯>,
<阿霞>, <諷木匠> 등 소수의 작품에서 나타난다. 이상 남녀주인공의 애정행각
들을 구체적인 예문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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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략- 그녀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미 시집간 것을 알게 된 그는 화
가 불길처럼 치솟아 저도 모르게 큰소리로 부르짖었다. ‘아하, 왜 예전의 언약을
잊어버린 거지?’ -중략- ‘의리 없는 인간 같으니, 그래 아직도 나와 만날 염치가
있나요?’ ‘그대가 나를 배신한 것이지 내가 언제 당신을 배반했더란 말이오?’ 아하
가 말을 이었다. ‘부인을 내친 것은 나를 배신한 것보다 더 심각한 일입니다. 조
강지처에게도 그토록 의리 없이 구는 인간이니 다른 사람에겐 오죽하겠어요?’ -중
략- 경생은 그때부터 몰인정하다는 평판이 나돌아 나이 사십이 되도록 아내를 얻
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가세도 나날이 기울어 항상 친구나 친척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는 처지가 되었다. (-前略- 見其已適他姓, 憤塡胸臆, 大呼:‘霞娘! 何忘舊
約?’ -中略- ‘負心人何顔相見?’ 景曰:‘卿自負仆, 仆何嘗負卿?’ 女曰:‘負夫人甚于
負我! 結髮者如是, 而況其他? -中略- 景以是得薄幸名, 四十無偶, 家益替, 恒
趁食于親友家.)27)
②이때부터 소녀는 밤마다 그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풍목수도 말을 아껴 자신
을 숨겼지만 차츰 시간이 흐르는 사이 마침내 정체를 드러내게 되었다. -중략- 이
윽고 공사가 끝나 풍 목수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소녀는 벌써 들판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풍목수가 사는 마을은 군성에서 그리 멀지 않았으므로 그
녀는 마침내 동행으로 그의 집까지 따라갔다. 하지만 집안에 들어서고 나니 식구
들은 그녀의 모습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풍목수는 그제야 소녀가 사
람이 아닌 것을 알아차렸다. 몇 달이 지나는 사이 정력이 나날이 쇠약해진다는 느
낌이 들자 그는 더욱 두려운 심정이 되었다. 이리하여 무당을 불러다 푸닥거리까
지 했지만 무슨 짓을 해도 그녀를 물리치는 효험은 없었다. (自此夜夜至, 初猶自
隱, 后遂明告. -中略- 旣而工滿, 馮欲歸, 女已候于曠野. 馮所居村, 離郡固不
甚遠, 女遂從去. 旣入室, 家人皆莫之睹, 馮始知其非人. 迨數月, 精神漸減, 心
益懼, 延師鎭驅, 卒無少驗.)28)
③다음날 저녁 깊은 밤, 경거병이 촛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려 준비하던 참이었
다. 갑자기 건물 뒤쪽에 있는 문의 빗장이 벗겨지며 ‘꽝’하고 문을 여는 소리가 들
려왔다. 얼른 일어나 무슨 일인지 살폈더니 사립문이 반쯤 열려져 있고 잠시 후부
터는 아주 희미하게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서 건물 저편으로부터 불빛이
다가왔다. 걸어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청봉이었다. -중략- 경거병은 문밖에 꿇어
앉아 그녀에게 호소했다. ‘소생이 험악한 귀신도 피하지 않았던 것은 실로 당신
때문이었소. 다행히도 이곳에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 한번만이라도 당신의 손을 잡
고 당신의 웃음을 보게 해주시오.’(次夜, 更深, 滅燭欲寢, 聞樓後發扃, 辟之烹
然. 急起窺覘, 則扉半啓, 俄間履聲細碎, 有燭光自房中出. 視之 則靑鳳也. -中

27) 蒲松齡 위의 책 卷五之 <阿霞>, 301쪽.
28) 蒲松齡 위의 책 卷十三之 <馮木匠>, 6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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略- 生長跪而致詞曰:‘小生不避險惡, 實以卿故. 幸無他人, 得一握手爲笑, 死不
憾耳.’)29)
④나중에 소문을 들어보니 여자가 갑작스럽게 죽었다고 하므로 그는 탄식하며
애도하여 마지않았다. 노공은 고향이 멀었기에 때문에 딸의 영구를 절에다 안치시
켰는데 바로 장우단이 공부를 하는 곳이었다. 장우단은 신명을 받들듯이 정성스럽
게 아침이면 그녀의 영전에 반드시 향을 피우고 음식물을 공양하며 제사를 지냈
다. -중략- 어느 날 저녁 그가 등불을 밝히고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드니 노공
의 딸이 미소를 머금고 등잔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깜짝 놀란 장우단이 황급히
일어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여자는 ‘당신의 깊은 정에 감격하여 제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남녀가 밀회한다는 혐의를 무릅쓰면서까지 당신을
만나러 온 것입니다.’ 장우단은 매우 기뻐하면서 드디어는 잠자리에서의 쾌락까지
도 함께 나누게 되었다.(後聞女暴卒, 悼歎欲絶. 魯以家遠, 寄柩寺中, 卽生讀所.
生敬禮如神明, 朝必香, 食必祭, 每酹而祝曰:‘-省略-’ 一夕, 挑燈夜讀, 忽擧首,
則女子含笑立燈下. 生驚起致問, 女曰:‘感君之情, 不能自已, 遂不避私奔之嫌.’
生大喜, 挽坐, 遂共歡好, 自此無虛夜.)30)
⑤어느 날 밤 향옥이 몹시 처참한 모습으로 방안에 들어서면서 울부짖었다.
‘당신은 손안에 든 물건도 지키지를 못하면서 새로운 것을 바라시나요? 이제 우리
는 영영 이별하게 됐어요.’ -중략- 이튿날 즉묵현에 사는 남씨라는 이가 하청궁에
들어와 이리저리 거닐며 구경을 하던 중 백모란 한 그루에 마음을 빼앗기더니 그
대로 파헤쳐서 옮겨 가고 말았다. 황생은 그제야 향옥이 꽃의 요정임을 알고 슬퍼
하여 마지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남씨가 옮겨간 모란꽃은 하루하루 시들더니 결국
말라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황생은 회한에 사무쳐 ‘哭花詩’ 오십 수를 지었
고 날마다 꽃을 파간 구덩이 앞으로 가 향옥을 추모하며 눈물을 흘렸다.(一夕, 女
慘然入曰:‘君隴不能守, 尙望蜀耶? 今長別矣.’ 問:‘何之?’ -中略- 次日, 有卽墨
藍氏, 入宮游矚, 見白牡丹, 悅之, 掘移徑去. 生始悟香玉乃花妖也, 悵惋不已.
過數日, 聞藍氏移花至家, 日就萎悴, 恨極, 作哭花詩五十首, 日日臨穴, 涕洟其
處.)31)

<阿霞>에서 景生은 처를 쫓아내고 阿霞만 기다리다가 阿霞를 얻지 못할뿐
더러 낙방하여 40이 되도록 짝이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靑鳳>에서 남
주인공은 귀신이 되어 버린 여인의 손을 한번 잡아보고 죽는 것만으로도 만족
29) 蒲松齡 위의 책 卷一之 <靑鳳>, 29쪽.
30) 蒲松齡 위의 책 卷三之 <魯公女>, 112쪽.
31) 蒲松齡 위의 책 卷三之 <香玉>,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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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며, <香玉>에서 남주인공은 이미 죽은 花妖를 위해 시 50수를 지어 날마
다 눈물을 흘리며 제도를 하고, <魯公女>에서 남주인공이 이미 죽은 여인을
위해 정성들여 제사를 지낸 결과 여인이 다시 현실계로 찾아와 書生과 잠자리
를 같이 하는 등의 장면들은 모두 남주인공들이 아름다운 여인을 위해서라면
도덕에 어긋나는 일도 저지르고 심지어 생명까지 무릅쓰는 애정성취의 행각들
이다.
이상 작품들은 非人類 여성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과 구조에 말려
드는 남주인공의 좌절과 욕망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 구조를 넘어서는 여성의
욕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 여인들은 저승과 이승의 세계를 넘
나들 듯 유가적 상징계의 안과 밖을 넘나들면서 못 다한 애정을 이루고야 만
다. 라캉의 이론으로 바라볼 때 이들 여주인공들은 상징계안에 억압되어 있던,
그러나 상징계에 달라붙어 있던 오이디푸스 이전 상태의 출현으로서 남성지배
구조 안에 출현한 바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내재하는 외부라는 점에서 이 분
열적 주체의 출현으로 인해 상징계는 흔들리고 남성지배구조는 재조정된다. 이
는 <魯公女>에서 장우단이 아름다운 魯公女에게 매혹되어 스스로 과거시험을
그만두는 대목- 장우단은 시험을 치러 갈 때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그녀를 데려
갔기 때문에 밤에만 길을 갈 수 있었다. 장우단이 擧人을 선발하는 향시에 응
시하려 했더니 여인은 이렇게 그를 만류한다. ‘당신은 복이 없어서 헛수고만
하시게 될 거예요.’ 장우단은 그녀의 말을 듣고 시험 칠 생각을 단념했다. 考
試, 亦載與俱, 然行必以夜. 生將赴秋闈, 女曰:‘君福薄, 徒勞馳驅.’ 遂聽其言
而止.) -에서 잘 표현된다. 그리고 <阿霞>에서 阿霞가 景生을 유혹한 후 그가
처를 쫓아내자 약속한 시일에 나타나지 않고 景生이 과거에 낙방하도록 만든
다. 이처럼 非人類 여성들은 남성을 위주로 한 서사 내에 종속적으로 존재하
면서 그들 기존의 질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과연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상징계를 초월한 절대적 신과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유한한 인간에게 있어 절대적 신이 개입한 상징계
가 거짓 범주는 아니다. 하지만 인간이 언어의 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경계는 오직 죽은 후에 충만한 실재의 세계로 완전히 귀환한 후에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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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것이다. 여성들은 흔히 자신이 남근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자신의 아버지
나 남편 혹은 아들을 통해 보상받고자 하는 소외된 욕망에 시달린다. 하지만
非人類가 변화한 여인들이 되돌아온 실재계32)는 무의식으로부터 되돌아온 욕
망이 완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마련된 상상력이 열린 공간이다. 요컨대 ≪聊齋
志異≫ 중 主情故事에서 魯公女를 비롯한 여인들은 모두 현실에서 실현할 수
없었던 애정행각을 환상적 실재계에서 마음껏 실현하고 있다. 한편 남주인공의
색적환상은 여인의 실재적 진입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심적 전제로
된다.

Ⅳ. 상징적 주체의식의 투영
≪聊齋志異≫에 수록된 主情故事에는 남주인공이 아름다운 여인과의 만남
을 이룬 후 그녀의 도움으로 의식, 공명, 재부를 얻는 작품들도 있다. 예를 들
면 <封三娘>에서 가난한 秀才 孟安仁은 祭酒 집안의 딸 范十一娘을 얻은 후
鄕試와 會試에 잇달아 급제하고 翰林의 관직에 오르며, <阿寶>에서 巨富의
딸인 阿寶는 孫子楚의 지성에 감동하여 부모의 반대를 물리치고 그와 결혼한
다. 그 후 孫子楚는 進士가 되어 翰林의 관직을 얻고 阿寶는 임금의 상을 받
는다. 이와 같이 남녀의 만남이 좋은 결말로 매듭짓는 작품들은 <蓮香>, <辛十
四娘>, <伍秋月>, <荷花三娘子>, <雙燈>, <胡四娘>, <汾州狐>, <宦娘>, <阿
綉> 등 19편이 되는데 여인이 남주인공의 구제자로 나타나거나 또 다른 美婦
를 찾아주기도 하며 집안 살림을 해주고 아이를 낳아주는 등 여러 면에서 표현
된다.
①그런데 그 해의 시험관은 묵은 문제들이 표절의 폐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생
각하여 과거에 보통 나오던 문제들은 죄다 치워버리고 모조리 반대로만 문제를
냈다. 문제지가 돌려진 다음에 보니 일곱 개의 문제 모두가 손생이 준비한 것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그는 이 시험의 장원이 되었고 그 다음해에는
다시 진사에 급제하여 사림을 제수 받게 되었다. 황제는 그의 평범하지 않은 내력
32) 각주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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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듣더니 친히 그를 불러서 얘기를 들었다. 손생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아뢰자 황
제는 매우 기뻐하면서 그에게 큰 상을 내렸고 나중에는 다시 아보를 접견하고 그
녀에게도 많은 상을 내렸다.(時典試者廬熟題有蹈襲弊, 力反常經, 題紙下, 七藝
皆符, 生以是掄魁. 明年, 擧進士, 授詞林. 上聞其異, 召問之, 生具啓奏, 上大
嘉悅, 後召見阿寶, 賞賚有加焉.)33)
②그해에 정효사는 호은대의 힘을 빌러 무난히 수재에 합격하고 고을의 학교에
들어갔다. 이듬해 학사가 내려와 과시가 치러지고 있을 때 호공이 별안간 세상을
떴다. 정효사는 상복을 입고 아들들과 똑같이 거상했기 때문에 시험에 참가할 수
가 없었다. 이윽고 탈상이 되자 사낭은 남편에게 돈을 내밀며 서둘러 보궐 시험에
참석하여 유재의 명단에 들길 권했고 아울러 이런 당부도 곁들였다. -후략-(是年,
程以公力, 得入邑庠. 明年, 學使科試士, 而公適薨, 程縗哀如子, 未得與試. 旣
離苫塊, 四娘贈以金, 使趨入遺才籍, 囑曰:‘-省略-.’)34)
③종자미는 자식이 없는 것이 언제나 걱정이었다. 하루는 상아의 뱃속에서 별
안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상아는 곧 왼쪽 옆구리를 칼로 가르고 아
이를 꺼냈는데 과연 우람하게 잘생긴 사내아이였다. 얼마 뒤 상아는 또 임신을 했
고 이번에는 오른편 옆구리를 가르고 딸아이를 끄집어냈다. 아들은 아버지를 쏙
빼어 닮았고 딸은 어머니와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었다. 훗날 그들은 장성하여 세
가의 자식들과 혼인을 했다.(宗常患無子, 嫦娥腹中忽聞兒啼, 遂以刃破左脇出
之, 果男, 無何, 復有身, 右破右脇而出一女. 男酷類父, 女酷類母, 皆論昏于世
家.)35)

이상 작품의 결말은 남성주체가 최초의 근친상간 적 욕망을 포기하는 상징
화 과정의 결과이다. 분리 이론으로 설명하자면, 라캉이 얘기한 분리의 두 번
째 의미 즉 주체는 대상a가 주체와 타자가 갖고 있는 결여나 빈곳을 채우는
무의미한 대상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고 이 대상a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는
것 36)으로 볼 수 있다. 실재계는 일종 遍在하는 미분화된 덩어리로서 우리의
상징화 과정을 통하여 주체로서의 자신을 구분해내야 한다.37) ≪聊齋志異≫
에서 여인들이 남주인공을 유혹한 승리는 그것을 남주인공의 출세와 부귀를 위
33) 蒲松齡 위의 책 卷二之 <阿寶>, 83쪽.
34) 蒲松齡 위의 책 卷八之 <胡四娘>, 419쪽.
35) 蒲松齡 위의 책 卷十一之<嫦娥>, 573쪽.
36) 홍준기 ≪라깡의 재탄생≫(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132쪽 참조.
37) 숀호머 지음・김서영 옮김 앞의 책, 15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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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거름으로 인식하는 상징계의 질서와 타자의 욕망 안에 있다. 즉 작품의 앞
부분에서 남주인공이 여인들의 유혹에 의해 자아(주체)를 상실한듯하나 여인
들은 남주인공의 자아욕망의 대명사와 대체물에 불과하다. 그리하여 이야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여인들의 실재인 부분 충동과 관련된 대상 a를 현실 속에 드
러낸다. 한편 남성주체는 점차 대상a가 환상적 믿음을 주는 상상적 대상에 불
과하고, 충족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결여자체라는 것을 깨닫고 오이디푸스적 주
체로 자신을 상징화한다. 그 재구축되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이고 문화
적 질서이다. 다시 말해 주체에게 완벽한 향유를 제공하는 대상 a는 오직 환
상 속에서만 존재하며, 주체가 상징계에 진입함으로써 타자와 분리되면 그때부
터 대상 a는 충동 그 자체가 아니라 충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38) ≪聊齋志
異≫ 중 主情故事에 등장하는 남주인공들이 대상 a에 해당되는 여인과 배필
을 맺은 후 부귀공명을 이루어 ‘陽盛陰衰’의 가부장적 문화 분위기를 구축하는
과정이 바로 남성주체의 심리변화의 반영이다. 한편 상상계로의 역 전이를 한
여인들은 사랑과 증오 혹은 애정과 공격성이라는 극단적으로 대립된 정서 사이
에서 분열된 주체로서의 모습을 보이지만 그는 다시 아버지의 이름에 의해 승
화된다. 곧 곡절 끝에 사랑을 이룬 여인이 가난한 書生의 내조자로서 남편을
돕는 형상으로 활약한다. 특히 선녀, 여귀, 여우 등이 변화한 여인들은 기약
없이 남주인공을 찾아왔다가 부담이 아닌 도움을 주고 떠나거나 초능력을 발휘
하여 내조를 하기도 한다.
이상 작품들의 이면에는 애정의 획득 자체를 인생의 최종목표로 보지 않는
작자 포송령의 욕망도 잠재하고 있다. 포송령은 몰락한 선비 집안 출신으로 가
문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소망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弱冠의 나이가 되기
전에 으뜸으로 현, 부, 도의 시험에 합격한 이래 대단한 희망과 포부를 지니고
연속 과거시험에 응시했지만 끝내 그가 꿈꾸던 벼슬길에는 나아갈 수 없었고
일생동안 빈곤에서 허덕여야 했다. 이처럼 포송령은 현실에서 실패한 삶을 살
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심리적 보상염원이 ≪聊齋志異≫의 창작을 자극한 것
이다.
38) 홍준기 ≪라깡의 재탄생≫(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13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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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송령은 부귀공명에 대한 좌절과 혼탁한 세태에 대한 울분을 여러 작품 속
에 담아냄으로써 울분의 해소와 정신적 위안을 구하려 했으며 이런 동기는 남
주인공이 아름다운 배필을 얻으려는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포송령의 입장에
있어서 미인의 획득은 書生이 공명을 아직 이루지 못했을 때 그것의 대체물로
우선 주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이로부터 남주인공의 미인획득에 이은 부귀공명
의 실현은 포송령의 상징적 주체의식이 투영된 결과임을 감지할 수 있다.
≪聊齋志異≫ 중 主情故事에 등장하는 남주인공들은 대체로 사회적 지위가
낮거나 생활이 궁핍한 書生이다. 아름다운 여인들은 이런 남자와 배필을 맺기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견지하며 때로는 죽
음도 마다한다. 심지어 명문 규슈나 재치 있는 미인도 한미한 신분의 남자와
결혼하도록 권유받는 형상으로 부각된다. 예를 들면 <靑梅>, <瑞雲>, <封三
娘>, <姐妹易嫁> 등의 작품들이 그러하다.
①우리 집의 그 셋방살이하는 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아가씨가 좋은 낭
군을 만날 생각이 없다면 모르려니와 만약 훌륭한 서방님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장생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吾家客, 非常人也. 娘子不欲得良匹則已; 欲得良
匹, 張生其人也!)39)
②범십일낭은 균성 지방 국자감 좨주의 딸이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미모가
뛰어났는데 특히 시 짓는 재주가 빼어나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났다. 청
혼하는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부모는 딸에게 선보이고 스스로 선택하게 했는데
그녀의 눈에 차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중략- 절을 돌며 구경을 마치자 십일낭
은 삼낭을 자신의 수레에 태웠다. 손을 잡고 문밖으로 나서던 그들은 마침 지나가
던 수재와 마주치게 되었다. 대략 열일곱 여덟 살 가량으로 보이는 그는 아무 장
식이 없는 순수한 무명 두루마기 차림이었지만 풍채가 훤칠하고 생김새가 남자다
웠다. 삼낭은 슬거머니 수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은 장차 한림원에 들어
갈 인재로군요.’ 그 말에 십일낭도 그에게로 힐끗 눈길을 던졌다.(范十一娘, ■城
祭酒之女, 少艶美, 騷雅尤絶. 父母鐘愛之, 求聘者철令自擇, 女恒少所可. -中
略- 眺覽一周, 十一娘便邀同車, 携手出門, 見一秀才, 年可十七八, 布袍不飾,
而容儀俊偉, 封潛指曰:‘此翰苑才也.’ 十一娘略晲之.)40)
39) 蒲松齡 위의 책 卷六之 <靑梅>, 305쪽.
40) 蒲松齡 위의 책 卷八之 <封三娘>, 3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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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재치 있는 미인이나 명문규슈를 가난한 신분의 남자에게 짝 지워주
는 작품들은 미인으로 서생의 궁핍을 채워주려는 작자의 보상심리를 확연히 드
러낸다. 포송령의 의식 속에 미인은 지덕이 뛰어나나 때를 못 만난 書生들의
배필이 되어야 마땅하며, 非人類마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화시켜 현실세계로
끌어 들이고 싶은 작자의 과분한 욕망은 작품 속 書生들의 저애 없는 미인획
득을 통해 쉽게 실현된다.
존재를 유지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욕망의 본질이다. ≪聊齋志異≫
중 主情故事에서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의 시재에 감탄하여 그를 좋아한다거
나41) 타계의 미녀들이 적극적으로 남주인공을 찾아오도록 한 설정이 바로 타
자로부터 지식에 대한 인정, 더 나아가 남자로서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작
가 자신의 욕망이 굴절된 표현이다. 이는 남아로 태어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입신양명을 이루고 뭇 여성들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대장부다운
삶을 꿈꾸려는 팔루스적 욕망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때문에 ≪聊齋志異≫에
수록된 主情故事 중 남주인공의 환몽세계는 작자 자신의 욕망과 환상이 투사
되고 되비치는 상상적 거울이며 가부장적 가문 이데올로기 하에서 촉발되고 구
조화된 역사적인 욕망의 한 형식이다.
라캉은 상징화 과정 자체를 ‘팔루스적’이라고 묘사한다. 환상을 통해 실제로
상상적 팔루스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그것을 ‘상징적
으로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42) 라캉에게 있어서 근친상간을 금지하
고 상징계의 법을 도입하는 과정은 무의식이 형성되는 순간이며, 팔루스가 무
의식을 조직·편성하는 중심 기표로서 설정되는 지점이다. 한편 프로이드가 오
이디푸스적 욕망이 포기되는 과정에서 발견한 두 번째 아버지-(절대적 힘을 가
진 원초적 아버지)-가 됨으로써 아들들이 부족의 여자들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
41) 예를 들면 <連城>에서 連城이 교생이 바친 시에 감동하여 생활비에 보탤 돈을 보내주
자 교생이 감동하여 하는 말-“連城我知己也!”-이 그러하다. 유사한 예로 <西湖主>, <連
瑣>, <白秋練> 등의 작품도 있다.
42) 숀호머 지음・김서영 옮김 ≪라깡 일기≫: 팔루스는 어머니의 욕망을 충족시킬 것으로
가정되는 대상을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상상적이며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는 인
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다. (≪라깡 일기≫, 서울, 은행나무, 2006), 10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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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법에 종속되지 않는다.43) 이는 오이디푸스적 아버지와 더불어 모두 정신의
영역에서 초자아로서 가능하다. 곧 작품 속의 남성주체가 어머니의 팔루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상징화 과정이 바로 작자의 이미 완성된 상징적
주체의식이 만들어낸 ‘걸작’이다.

Ⅴ. 맺음말
정신분석학에서 욕망을 지지해주는 것은 환상이지 대상은 아니다. 다시 말
해 욕망의 충동은 존재하지만 진정한 욕망의 대상은 없다.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환상 속에서 욕망대상을 떠올리는지도 모른다. 문제
는 주체가 환상을 통해 外傷과 실제의 충격을 완화하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 하면 환상은 정신적 현실의 영역 안에 존재할
뿐이고 순간적인 만족을 주는 대상 a는 객관적으로 ‘無’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聊齋志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主情故事는 남녀주체의 완전한 욕
망을 충족시키는 환상의 무대를 구축함으로써 흥미 있는 논의의 실마리를 제시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초의 욕망이 原幻想을 낳고 환상은 현실적인 욕망
을 인도하지만 그것의 한계로 말미암아 다시 고유의 욕망과 향유의 주체로 태
어난다고 할 때44) 이상 主情故事는 욕망-환상-환상 가로지르기-상징화 과정
을 가장 잘 구축한 작품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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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라깡의 재탄생≫,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2), 1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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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本文引用拉康的精神分析法集中分析了《聊斋志異》中的主情故事。
到拉康的後期，他的理論会展开超越結構的男性支配結構卽象徵界的道
路。拉康的精神分析学也就是从那兒开始通过反俄狄浦斯计划思维超越象
徵界的主體。
笔者根據拉康不同角度的理论，把《聊斋志異》中的主情故事分成三
大類。卽以男女幻想性肉體结合为主的故事、以超越現實的爱情为主的故
事、突出女性智慧和男性出仕发达的故事。在第一種类型中女性诱惑者自
私地慾望他者的不足慾，但是因为她们的慾望與男性的慾望维持从属关
系，所以她们只能被刻画成男性幻想中所希望的幻想體。在这种幻想性敍
事中男主人公很自然地消解俄狄浦斯情结，而女主人公潜在地返回到前俄
狄浦斯阶段。在第二種类型中男主人公为了與自己心爱的女性结合, 把功
名置之度外，甚至超越生死。而女主人公在幻想性实在界充分实现现实中
所不能得到的爱情。在第三種类型中男性主體逐渐體会到女性卽对象a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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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過是给予幻想性信念的想象对象，从而把自己象征化为俄狄浦斯主體。
而男主人公所实现的功名和富裕則是作者蒲松龄的象征性主體意识的投影。
通过以上分析，可以说《聊斋志異》中的主情故事很好地構筑了慾望
-幻想-橫跨幻想-象征化的过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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