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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文提要】

陳玄祐의 <離魂記>는 육조 志怪소설의 소재를 습용하여 중국 “離魂”1)류 소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한 작품으로 중국소설사에서 육조와 후대 서사문학을 연결하는 중

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고는 우선 이혼고사의 원형에 대해 알아보고 작품에 

나타난 다양한 창작기법을 분석해 그 우수성과 독창성을 찾아봄으로써 본편이 지닌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여 중국소설사상의 지위를 확립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 이 논문은 청주대학교 2016-17학년도 교내 특별연구과제(기본)에 의해 연구되었음.
**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중어중문학과 교수
1) “離魂”이라 함은 영혼이 몸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다 어떤 목적을 달성한 후 다시 

몸체로 돌아오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본고에서의 “이혼”은 모두 “離魂”을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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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중국 당대 문언단편소설에서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소재로 한 작품은 적지 않다.

그러나 《太平廣記》 358권에 수록된 陳玄祐의 <離魂記>는 비록 500자의 짧은 편

폭이지만 이혼을 소재로 중국소설사에서 육조와 후대 서사문학을 연결하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구성이나 줄거리 안배 및 인물의 성격묘사 등에서 뛰

어난 예술적 성취를 취득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더욱이 예법을 중시하던 봉건시대

에 기이한 상상을 통해 자유연애를 표방함으로써 후세 문인들에게 영감을 제공하여 

수많은 소설과 희곡의 재창작을 유발하였으며 심지어 詩詞에까지 사고의 폭을 확대

시킨 작품이다. 이에 본고는 <이혼기> 고사의 유래와 주제사상, 줄거리의 안배와 

구성 및 인물묘사 등 구체적인 분석 작업을 통해 본편이 지닌 중국소설사상에서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아울러 본고는 당대소설 개별 작품에 

대한 분석 작업의 일환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당대소설이 비록 육조 志怪소설의 전통

을 계승하였지만 魯迅이 지적하였듯이 작가의 “의식적 창작”을 통해 이전보다 한층 

성숙되고 발전된 “변화의 흔적”2)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작가 진현우에 관해서는 단지 편말에 작가가 唐 代宗 大曆(766~779)말년 소설 

속 인물인 張鎰의 조카이자 산동 萊蕪縣 현령인 張仲를 만나 이 이야기를 들었

다고 함으로써 대략 당 代宗(727~779)년간 사람으로 추정될 뿐 자세히 알 길이 

없다. 아울러 본편에 관한 연구로는 편폭이 지나치게 짧은 탓인지 대부분 離魂 소

재 문학작품과의 비교연구에 연용되거나 후대의 영향 관계를 언급하고 있을 뿐, 국

내의 專題 연구는 아직까지 없으며 중국에서도 작품의 지명도에 비해 연구 작업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상호 인용이 매우 심각한 편이다.3) 또한 본 연구의 텍스트는 

《太平廣記》를 저본으로 校補한 汪辟疆의 <唐人傳奇小說>(臺灣, 世界書局. 1983)

로 삼았으며 역문은 정범진의 《앵앵전》(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4)과 김장환⋅이

2) 鲁迅, 《中國小說史略》 第八篇,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1987.
3) <離魂記>에 관한 연구로는 熊明, <冉冉香魂逐君去>(《名作欣賞》, 2006. 23期), 劉筠,

<篇短波澜多离魂想象奇>(《新乡学院學报(社会科学版)》, 2008, 22卷 3期), 王麗, <從
‘離魂記’的創作特點看中國小說的演進之迹>(《語文學刊》, 2008. 13期). 劉秋娟, <淺析
唐代小說離魂記的重寫現象>(《乐山师范学院学报》, 2012. 27卷 1期). 劉天朋, <浅析
传奇小说离魂记的奇特艺术构思>(《山東農業工程學院學報》, 2017, 6期)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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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숙 등이 옮긴 《太平廣記》(학고방, 2004)를 참조하고 미흡한 부분을 추가하였음

을 밝힌다.

Ⅱ. 고사의 원형 탐색

당대소설은 한위시기의 필기소설과 宋元시대 통속소설의 중간 단계일 뿐 아니라 

문언에서 백화소설로 발전하는 교량역할을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설 발전의 흔적

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전시대 작품들과의 계승관계를 살펴 그 특징과 표현

수법 등을 비교함으로써 예술성의 차이를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혼기>는 이전시대 영혼불사와 천인감응의 사유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明 胡應

麟은 “倩女의 離魂이야기 역시 당인소설에서 나와 비록 매우 괴이하지만 육조에는 

이런 종류의 기록이 매우 많다”4)고 하여 그 제재가 육조소설에서 유래하였음을 밝

히고 있다. <이혼기>의 내용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天授 3년 淸河의 張鎰이 衡州에서 벼슬할 때 그의 딸 천낭과 생질 王宙는 어려

서부터 친하게 자라 자나 깨나 몰래 사모하는 사이가 되었고 장일도 친히 두 사람

의 혼인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후에 장일은 관리가 된 다른 사람에게 딸을 시집보

내기로 함으로써 왕주는 분하여 京師로 가는 배에 오른다. 그러나 야밤에 천낭이 

몇 리를 달려와 두 사람은 밤을 도와 蜀지역으로 피해 5년을 지내며 두 아이를 낳

는다. 후에 천낭이 부모에 대한 불효를 생각하여 일가족이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장

일은 딸이 돌아 왔다는 말을 듣고는 딸이 수년간 병으로 집에 누워 있기에 매우 놀

란다. 그러나 집안의 천낭은 기뻐하며 마중 나와 둘이 홀연히 하나로 합체가 되어 

비로소 사분한 것이 천낭의 혼이란 것을 알게 되고 그 후 자식이 장성하는 것을 보

며 수십 년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육체와 영혼이가 분리되어 있다는 관념은 이미 선진시기 死者와 함께 

부장품을 매장하는 의식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형체와 혼백 분리의 미

신관념은 秦漢이래의 黃老사상과 음양오행설 및 漢末 전입된 불교의 “輪回轉世”설

4) 胡應麟, 《少室山房筆叢》: ｢倩女離魂, 亦出唐人小說. 雖怪甚, 然六朝所記此類甚多.｣ 
北京, 中華書局,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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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으로 육조에 이르러 離魂 소재의 문학작품이 생산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위진남북조는 사회생산력이 어느 정도 발전하였지만 잦은 정권 교체와 동란으

로 은일풍조와 함께 부단히 자아의 정신적 추구를 탐색한 시기이다. 이 때문에 사

상 역시 활발한 발전을 이루어 문학예술의 번영을 이끌어 내었다. 특히 자아에 대

한 자각은 종교나 철학, 혹은 미신을 통해 생활의 위안을 삼는 방식의 하나가 됨으

로써 이혼 관련 소설 역시 이 시기에 다량으로 출현하게 되었다.

원래 중국의 최초의 이혼 관련 고사는 《山海經》의 <精衛塡海>처럼 원시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炎帝의 딸이 동해 파도에 쓸려 죽은 후 새가 되어 서산의 木石을 

물어다 바다를 메우는 이 고사는 정성과 집착에 감동하면 영혼과 물상이 서로 연계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원시 신화의 천인감응의 관념은 漢代의 장편 악부

시 <孔雀東南飛>에서도 보인다. 焦仲卿과 劉蘭芝 부부가 사랑을 이루지 못하자 각

각 죽어 그 정령이 鴛鴦이 되었다는 내용 역시 상상에 기탁해 영혼과 사물의 연계

성을 드러내고 있다. <搜神記> 11권의 <韓憑夫婦> 고사 역시 부부가 애정을 이루

지 못하자 殉死하여 원앙과 相思樹가 된 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사후 혼령과 현세 

物像의 연관성을 표출하고 있다. 이같이 중국에서는 이미 고대부터 강렬한 집착이

나 깊은 애정이 감응하면 현실 사물과 영혼을 서로 치환시키는 매체가 될 수 있다

는 사고가 존재하였다. 생사를 초월한 애정에 신기한 힘이 작용한다는 신화 형태의 

이러한 천인감응 관념은 이후 漢末에 전입된 불교 영혼불멸의 윤회설과 서로 결합

하면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있다는 “離魂觀”을 생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이

혼관은 점차 육신과 분리된 영혼이 다시 육체로 회귀할 수 있다는 문화배경을 형성

하여 위진시기에 이르러 초기형태의 이혼을 소재로 한 문학작품이 등장하였다.

중국의 고대 소설문학을 개괄할 수 있는 《태평광기》 중 위진시기 離魂型 소설은 

대략 10여 편으로 대부분 작가가 奇聞異事를 실록 방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예를 

들면 陶潛 《搜神後記》 10卷의 <求鏡>5)은 離魂관념의 초기 형태를 보여준다. 내

용은 잠을 자는 사이 영혼이 외출하여 하인에게 거울을 가져오라고 하는 등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특정한 감정까지 느끼다 다시 육신으로 환원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戴祚 《甄異傳⋅索紙》의 <王肇> 역시 유사한 내용이며, 《태평광기》

5) 일명 <匹夫匹婦>로 불리며, 《太平廣記》 358권 <神魂類>와 《法苑珠林》 116권에 <無名
夫婦>의 題名으로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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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권에 실린 《搜神記⋅馬勢婦》나 劉敬叔 《異苑⋅毛氏》 고사 등도 모두 이와 같

은 이혼 현상의 유사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신은 “이때에는 모두 장황

스럽게 귀신을 이야기하고 道의 영험함과 기이함을 칭한 까닭에 晉대부터 수대까지 

특히 귀신이나 지괴의 책이 많았다”고6)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이 비록 이혼의 일을 기술하고 있지만 그 의도는 지괴적인 

기이한 軼事들의 기록으로 편폭이 지나치게 짧고 줄거리가 간략하다. 그리고 그 서

사 중심이 혼백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는 사망과 영혼의 교섭 내용을 통해 인간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죽음 앞에서의 태도 등, 심령상의 안위를 얻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혼 소재 작품 중 南朝 宋의 劉義慶 소설집 《幽明錄》의 <龐阿>는 지극한 정성

으로 영혼이 분리되었다 결합하는 형태로 중국 고전소설 최초의 애정으로 인한 이

혼형 고사로 꼽힌다. 그 내용은 石氏 소녀가 龐阿의 모습을 몰래 훔쳐 본 후 좋아

하게 되어 영혼이 몸을 이탈해 방아에게 私奔을 하였으나 방아의 妻가 화를 내며 

질투하여 그녀를 묶어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러나 도중에 갑자기 연기로 변해 사라

지자 비녀가 그 사실을 石女의 부친에게 알리지만 딸이 집에서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놀란다. 후에 石女가 다시 방아에게로 사분해 오자 방아의 처가 다시 그를 결

박하여 석씨 집으로 갔을 때 그녀의 부친이 딸을 나오게 하자 역시 홀연히 사라진

다. 모두 괴이하게 여기며 비로소 石女의 영혼이 신체를 이탈하였음을 알게 된다.

1년 후 방의 처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방아과 石女는 끝내 혼인하여 부

부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 작품도 단지 남성의 미모에 미혹된 소녀가 이혼상태에서 애정을 추구하는 내

용으로 역시 서사의 중심은 기이한 일의 기록에 있다. 하지만 예교의 구속과 부모

의 반응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사모의 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꿈을 방불케 

하는 “非夢似夢”의 이혼 형식을 빌려 그 욕망을 획득하려 하고 있다. 즉, 마음이 소

원하는 곳에 정신이 이를 수 있다는 영혼불사와 천인감응설에 기초하여 애정을 추

구하는 지극한 감정을 이혼의 형식을 빌려 위로하는 일종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혼

고사의 초기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석씨녀의 부친도 “무릇 정심한 정감에 감

6) 魯迅, 《中國小說史略》: ｢凡此, 皆張皇鬼神, 稱道靈異, 故自晉訖隋, 特多鬼神志怪之
書.｣(第5篇 <六朝之鬼神志怪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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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하여 네 영혼이나 정신이 은연중에 도와준 것 같구나. 조금 전 사라진 것은 아마

도 네 영혼인 것 같구나.(夫精情所感, 靈神为之冥著, 滅者盖其魂神也)”라고 말하

여 지극한 정성이나 애정이 離魂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매체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

고 있다. 이에 대해 李劍國은 “무릇 생각이 깊고 감정이 절실하면, 마음이나 정신

이 그곳에 달려가며, 혹은 몽매에도 갈구하면 꿈속에서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여 문

득 몸이 마치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이 나를 잊는데, 이런 심리적 특징과 영혼관념

의 결합으로 이혼설이 있는 것이다”7)라고 하여 이혼설의 원류가 지극한 감정과 소

망에 귀납됨을 설명하고 있다.

천인감응설과 불교의 來世觀, 도교의 長生不老설의 영향은 육조시기 이혼 소재 

작품의 출현에 크게 기여하여 소설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육조시기에 지괴소설이 성행하였지만 소설발전의 각도에서 보면 이 시기는 

소설의 초보적 형성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는 성숙하거나 고도로 발전된 당송이나 

명청시대 소설과 비교할 때 거칠고 유치함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龐阿> 역시 내

용이 거칠고 개략적이며 제재나 예술적 구성과 언어의 표현기법, 인물묘사 등에서 

모두 후대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 하지만 애정으로 인해 영혼이 외출해 의중의 남

성을 찾아가는 독특하고 기이한 설정은 離魂고사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이후 

소재나 내용면에서 유사 작품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육조시기에 

생산된 이러한 이혼소재 고사는 작품의 심미가치를 중시한 당대 문인들의 손에 의

해 창작 기법과 수량상 커다란 발전과 성숙을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다.

Ⅲ. 창작 기교

중국 소설은 당대에 이르러 이전의 창작 경험을 계승하면서도 단순한 기록에서 

탈피하여 작품의 심미가치에 중점을 두어 허구를 가미한 고사내용과 다양한 예술 

수법 등으로 발전과 성숙을 이루었다. 魯迅은 이에 대해:

7) 李劍國, 《唐前志怪小說史》: ｢大凡思深情切, 則或心馳神往, 或夢寐以求, 在夢想中實
現自己的目的, 以至于恍然若置身于彼間而忘乎此, 這種心理特徵和靈魂觀念的結合,
于是即有離魂之說.｣(天津, 南開大學出版社. 1984). 3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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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도 시와 마찬가지로 당대에 이르러 크게 변하였는데 비록 여전히 기이하고 

숨겨진 것을 찾아 기록하였지만 서술이 婉轉하고 문사가 화려하며 아름다워 육조

의 거칠고 개략적인 것과 비교하면 발전의 흔적이 매우 명백하다. 더욱 분명한 것

은 이 시기에 비로소 의식적으로 소설을 창작하였다는 것이다.(小說亦如詩, 至唐
代而一變, 雖尚不離搜奇記逸, 然叙述婉轉, 文辭華艶, 與六朝之粗陳梗概者較,
演進之迹甚明, 而尤顯者乃在是時則始有意为小說.)8)

이는 당대소설이 문학 형태상 지괴소설의 전통을 답습하여 연진되어 왔음을 설명

하고 나아가 육조소설과 구별되는 당대소설의 현저한 특징이 “의식적으로 소설을 

지은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작가의 의식적인 창작이 당대소설로 하여

금 다양한 문체를 구비하고 풍부한 제재와 파란 많은 줄거리, 엄밀한 구조와 서술

의 완정 등 다양한 예술 수법을 사용해 인물 형상을 선명하게 구현하는 성취를 취

득하였다는 것이다.

당대 이혼류 소설 역시 형식상 육조소설의 주제나 제재를 습용하였지만 종교 신

앙에 대한 인식 변화와 현실을 중시하는 생활태도로 인해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

함으로써 선명한 시대 특징과 문화적 내용을 구비한 많은 작품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생산된 이혼제재 소설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략 육신과 영혼이 분리

되었다 결합하는 “離魂型”과 영혼이 꿈속에 왕래하는 “夢魂型”, 그리고 영혼이 다시 

돌아와 죽은 몸이 살아나는 “還魂再生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9) 이러한 당대 이혼

류 소설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우선 “이혼과 애정의 결합”이라 할 것이

다. 다음은 줄거리의 안배와 구성상의 성숙을 꼽을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인물 형

상의 구체화와 성격을 통한 고사의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징은 

당대 이혼류소설로 하여금 원래의 육조소설에서 탈피하여 일종의 전형적인 독특한 

고사유형을 창조함으로써 당대소설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8) 魯迅, 《中國小說史略》 第八篇.
9) 이혼형으로는 《靈怪錄⋅鄭生》, 《獨異記⋅韋隱》, 《玄怪錄⋅齊推女》, 《陳玄祐⋅離魂
記》, 《廣異記⋅蘇萊》 등이 있으며, 몽혼형에는 《抒情詩⋅韋檢》, 《三夢記》, 《廣異記⋅
閆陟》, 《宣室志⋅侯生》, 《河東記⋅獨孤遐叔》, 《纂異記⋅張生》, 《北夢瑣言⋅劉道記幽
窗夢》, 환혼재생형에는 異苑⋅章泛》, 《異苑⋅徐女復生》, 《廣異記⋅劉長史女》, 《廣異
記⋅張果女》, 《原化記⋅劉氏子妻》, 《列異記⋅談生》, 《法苑珠林⋅張子長》, 《本事詩⋅
崔護》 등이 있다. 宋艶偉, 《唐人離魂小說硏究》. 遼寧大學碩士學位論文, 2012. 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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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이혼소재 작품 중에서 가장 대표작으로 꼽히는 <이혼기>를 통해 이러한 

특징들을 세밀하게 분석하려 한다.

1. 줄거리 안배와 구성

중국의 고대 문언단편소설의 특징은 대부분 짧은 편폭에 수십 년간의 일을 기술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그 속에 심각한 갈등이나 기복이 심한 내용을 포함

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이혼기>는 천낭의 어린 시절부터 혼인할 나이가 되고, 촉

에서 오년 및 그 후 40년의 세월을 합하면 대략 60년 이상의 기록이다. 이 때문에 

작가는 편폭의 할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두에서 고사 발생의 시간과 지역, 인물의 

신분 및 성격, 외모 등을 史傳體式10)방법으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대

부분의 편폭에 변화와 곡절이 심한 내용을 할애함으로써 중국소설의 창작기법상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창작방법은 작가로 하여금 정련된 문장 서술뿐 

아니라 의도적인 줄거리 안배와 구성을 필요로 한다. 이에 그 특징을 살펴본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혼기>의 원형은 劉義慶 《幽明錄》의 <龐阿>고사이다. 두 작

품 모두 극히 짧은 단편으로 여성이 애정을 위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사랑하는 

남성을 쫒아가는 비현실적인 줄거리가 서술의 핵심내용이다. 이러한 공통점을 지니

고 있지만 서사 구조상 커다란 차이를 형성하고 뿐 아니라 내용 역시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서술의 중심 내용을 보면, 본문이 약 290여 글자인 <방아>는 비록 처음과 

끝부분에 石氏女의 龐阿에 대한 애모의 감정을 약간 언급하고 있지만, 기타 편폭

은 괴이함의 서술에 집중하고 있다. 즉, 고사의 진행과정에서 애정부분은 거의 무

시된 채 인물이 홀연히 사라진 상황과 주변의 놀란 모습 등 이혼을 둘러싼 구체적 

정황에 치중함으로써 서술의 중심이 지괴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이혼기>는 비록 시간의 순서대로 고사가 구성되어 그 발전이 명확하

10) “史傳體”란 인물 전기를 기록한 사전문학에서 인물의 시간､ 성씨､ 가세､ 성격특징 및 

중요한 사적과 공과시비를 작가가 직접 간략히 서술하는 방법으로, 중국 고전소설의 인

물소개에 가장 흔히 보이는 수법이자 소설의 인물이나 사건이 실재하였음을 강조하여 

작품의 신빙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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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서사의 중심은 남녀의 애정에 집중되도록 의도적인 구성을 하고 있다. 우선 

본편의 구성은 대개 성년 이전과 이혼 이후 5년의 혼인생활, 그리고 그 후 40년의 

세 단계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고사발전에 필요한 간략한 인물 소개와 배경 설정이

며, 귀향 이후에 관해서는 단지 “그 후 40년간 부부가 모두 세상을 뜨고 두 아들은 

모두 孝廉科에 급제하여 丞尉벼슬까지 하였다(後四十年間, 夫妻皆喪. 二男並孝廉

擢第, 至丞尉)”라고 자녀들의 상황을 짧게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희극적 결말을 

원하는 일부 독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효과는 있지만 현대의 소설 기법에서 보

면 불필요한 사족이라 할 것이다.

본편이 편폭의 70% 이상을 할애하여 묘사한 곳은 혼과 육체가 분리된 사분 이

후의 오년 기간이다. 즉, 애정을 쟁취하기 위해 천낭이 용단을 내려 자유혼인의 이

상을 실현한 내용이 고사의 중심이자 묘사가 집중된 곳으로 작품의 주제사상이 표

현된 곳이다.

당대소설의 발전 흔적은 본편의 서사기법과 작품구성의 엄밀성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방아>에서 石氏女는 유부남을 애모하여 동기의 순수성이 결핍되었

으며, 남성의 석녀에 대한 애정 여부 역시 불분명고, 결말에서도 방아의 처가 갑자

기 병으로 죽어 석녀가 애정을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단지 정성이 지극하

면 신령이 도와준다는 신화적 관념을 강조한 것에 불과할 뿐 우연의 중복 처리로 

인정과 사리도 부족한 초기 소설의 형태를 여실히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혼기>는 남녀 애정을 중심으로 성격에 의한 고사발전을 유도하며 몇 

차례의 곡절을 삽입함으로써 작품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우선 靑梅竹馬의 남녀가 

서로 몰래 사랑하지만 부친이 다른 곳으로 혼사를 바꿈으로써 풍파가 일어난다. 희

망이 실망으로 변해 왕주가 떠나자 천낭이 애정을 쟁취하기 위해 과감하게 사분을 

하는 의외의 사건이 발생하여 고사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게 된다. 이 교묘한 안배

는 작품에 파란을 일으키는 효과를 주어 문장의 가독성을 증가시킨다. 아울러 슬픔

이 기쁨으로 전환되었지만 놀람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은 인물의 긴장된 심리에 대

해 밤을 도와 길을 재촉하는 묘사를 통해 불안감과 함께 미래에 대한 기대를 적절

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蜀地에서의 오년간의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하지만,

한편으로는 봉건 예교사회 속에서 골육친정을 무시한 죄책감으로 다시 곡절을 겪게 

된다. 즉, 부모를 버리고 떠나온 자신을 책망하던 천낭이 울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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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요청하면서 고사는 재차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한다. 인물 성격 내부의 이러한 

모순과 충돌은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인물 형상을 선명하게 하는 동시에 고사를 합

리적으로 전개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리고 왕주 부부가 집으로 돌아온 후 그동

안 집에는 또 다른 천낭이 병석에 누워 있음을 알게 되어 고사는 다시 미혹에 빠져

든다. 하지만 끝내 천낭의 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는 충격을 일으키며 고사는 끝을 

맺게 된다. 이같이 작가는 짧은 문자 속에 여러 차례의 파란과 곡절을 수용하면서

도 인정에 근거한 고사 진행으로 흥미 유발과 주제표현의 다중 효과를 취득함으로

써 작품의 가치를 더하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작가는 세밀하고 정제된 표현

뿐 아니라 적절한 줄거리 안배로 구성상 치밀함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면 천낭의 사분 당시 “어떤 사람이 강 언덕으로부터 급히 달려오는 소리

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배에 이르렀다”하고, 이어서 “천낭이 맨발로 달려왔다”는 표

현을 하고 있다. 즉, 여성이 한밤중(夜半)에 맨발(跣足)로 數里를 매우 빠르게(行

聲甚速) 달려왔다는 묘사를 통해 은연중 그녀의 신분에 대한 기이함을 드러낸다.

하지만 작가는 그녀의 진실한 정체를 알려주지 않은 채 고사를 진행하여 장일이나 

당사자인 천낭이나 왕주도 이를 모른 채 생활하게 된다. 한편, 집에 남겨진 실혼한 

천낭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생략함으로써 문장 함축을 최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편말에서야 비로소 장일의 입을 통해 “천낭이 병으로 수년째 규방에 누워 있다(倩

娘病在閨中數年)”는 간략한 언어로 그간의 상황을 게시한다. 그러나 돌아온 천낭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시각에서 그 상황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작품의 가치와 예

술적 생명력을 더하고 있다.

장일은 몹시 놀라며 급히 사람을 보내 조사하도록 하였더니 과연 천낭이 배 안

에 있었는데 안색이 화창한 채 심부름 온 사람에게 “아버님은 안녕하신지요?”라고 

묻는 것이었다. 심부름 온 집안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급히 달려와 장일에게 보고

하자 방안의 천낭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일어나 화장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는 

말없이 웃기만 하더니 나가서 서로 마중을 하였다.(鎰大驚, 促使人驗之. 果見倩
娘在船中, 颜色怡暢. 訊使者曰: ‘大人安否?’ 家人異之, 疾走報鎰. 室中女聞喜
而起, 飾粧更衣, 笑而不語. 出與相迎.)｣

우선 소식을 들은 장일은 매우 놀라워하고, 심부름한 집안사람은 의아하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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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집에 있던 천낭은 기뻐하며 일어나 옷단장을 하고 웃으며 이들을 맞이한다. 작

가는 동일한 사건을 세 방면에서 묘사하면서 환경과 신분에 어울리는 표정과 감정

의 다름을 묘사하여 변화의 다양함을 드러낸다. 아울러 그녀의 “기쁘고 화사한 안색

에서(顔色怡暢)” 蜀地에서의 결혼생활이 매우 화목하고 행복하였음을 드러내며 동

시에 “怡暢”의 표현에서 은연 중 소녀에서 부인으로 변모한 생리적 모습까지 그려

내고 있다.11) 이같이 작가는 상황에 따라 개략적이거나 의도적인 집중묘사를 적절

히 활용하여 작품의 예술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돌아온 천낭과 집에 남아있던 천낭이 하나로 합치는 모습에 대해서도 그

저 “홀연히 한 몸으로 합치면서 의상이 모두 겹쳤다(翕然而合为一體, 其衣裳皆

重)”고 표현함으로써 영혼과 육체의 거리감을 압축하여 고사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같이 작가는 진실과 허환이 교묘하게 교차되는 모호한 상황을 전개하여 의혹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흥미 유발하고, 후반에서야 그 내용을 보충 설명하여 이혼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안배는 전후 호응의 작용뿐 아니라 내용 

보완의 효과도 구비함으로써 고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작품 구조의 결합을 공고히 

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개략적인 윤곽 속에서도 작가는 이와 같이 중심요지

에 대한 집중묘사나 인과관계와 情理에 부합하는 적절한 줄거리 안배는 작가가 이

전의 軼事와 雜傳의 누적된 창작 경험을 계승하면서도 개략적인 것과 세밀한 것,

허구와 사실을 교묘히 배합한 의도적 안배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서사기법의 

운용은 작품의 완성도를 제고하여 당대소설의 성숙과 발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되고 

있다.

2. 성격묘사

인물묘사 역시 대부분의 육조소설은 그 형상이 모호한데 비해 당대소설은 다양하

고 풍부한 예술 수법의 사용으로 비교적 선명한 인물성격을 그려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흔적은 이혼류 소설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 <이혼기>가 비록 육조 지괴

11) 《世說新語⋅惑溺門》에 韓壽와 賈充의 딸이 몰래 만난 정을 통하자 가충이 평소와 다

른 딸의 “즐겁고 화사한(怡暢)”한 모습(悦暢有異于常)에서 이를 알아차린 것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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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제재를 빌려 쓴 것이지만 당대의 현실주의 토양에서 작가가 의도적으로 인

물의 성격을 그려냄으로써 고사발전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이혼고사의 

독특한 전형을 창조함과 동시에 당대소설로 하여금 지괴소설의 유습에서 탈피하여 

소설발전을 이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혼기>에는 倩娘과 王宙 및 張鎰 등 세 명의 중심인물이 등장한다. 이 가운데 

천낭과 왕주는 정면인물이다. 우선 고사의 중심인 천낭에 대한 묘사는 작가가 직접

적으로 “용모가 단정하고 어여뻐서 무리 중에서 매우 뛰어난(端姸絶倫)” 소녀로 소

개하고 있다. 그녀는 일찍이 부친 張鎰이 청매죽마인 왕주와의 혼인을 허락하여 몽

매에도 항상 서로 마음을 주는 사이였다. 그러나 부친이 약속을 어기고 選官하는 

막료에게 그녀를 시집보내려 하자, “이를 듣고 매우 억울해 하며(女闻而郁抑)”, 왕

주가 떠나자 끝내 애정을 추구하기 위해 그를 쫒아가 私奔을 한다.

날이 저물어 배는 몇 리 떨어진 산 계곡 촌락에 머물렀다. 밤은 바야흐로 자정

이 되었으나 왕주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강 언덕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매우 급하게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순식간에 배까지 이르렀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바로 천낭이 맨발로 달려 왔다는 것이었다. 왕주는 놀라면서도 

미친 듯이 기뻐하며 손을 잡고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다. 천낭은 울면서 말하길:
“그대의 두터운 후의가 이와 같아 잠을 자나 꿈을 꾸나 잊지 못하였는데 지금 부

친이 나의 이 뜻을 빼앗으려 하고 또 그대의 깊은 정이 변하지 않음을 알기에 장

차 이 몸이 죽더라도 보답하고자 도망 나와 달려온 것입니다”.(日暮, 至山郭數里.
夜方半, 宙不寐, 忽聞岸上有一人行聲甚速, 须臾至船. 問之, 乃倩娘徒行跣足而
至. 宙驚喜發狂, 執手問其從來. 泣曰: ‘君厚意如此, 寢夢相感. 今將奪我此志,
又知君深情不易, 思將殺身奉報, 是以亡命來奔’.)

여성의 몸으로 한밤중에 맨발로 사랑을 쫒아 數里 길을 달려온 것은 애정을 지

키려는 간절함이다. 중매인을 통해 정식으로 초빙하면 妻가 되지만 몰래 사분하면 

妾이 되는(聘则为妻, 奔则为妾) 예교사회에서 관료집안의 외동딸로 대의와 윤리도

덕을 벗어난 私奔이라는 극단적 행동은 결코 선택하기 쉽지 않은 행동이다. 하지만 

그녀는 가정환경과 출신, 교양 등의 허울을 벗고 사회비난을 감수하며 이를 실행하

고 있다. 아울러 왕주에게 “부친이 자신의 뜻을 빼앗으려 하여 죽더라도 보답하려

고” 도망을 온’ 심경을 토로하여 전통적 예교의 압제에 대한 그녀의 반항성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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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 천낭의 이러한 행동은 애정에 충실한 순정과 과감하고 주관적인 성격을 그대

로 노출한 것으로 인물의 형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러나 왕주와의 사분 이후의 

묘사는 그녀의 또 다른 성격적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처는 언제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말하길: “제가 옛날 

그대를 배신할 수 없어 자식의 큰 도리를 버리고 당신을 쫒아 왔지요. 그리고 지

금까지 5년 동안 부모의 자애로운 은혜와 결별한 채 지내왔습니다. 함께 세상을 

살면서 무슨 낯으로 이렇게 홀로 살아가는지요?”(其妻常恩父母, 涕泣言曰: ‘吾曩
日不能相負, 棄大義而來奔君. 向今五年, 恩慈間阻, 覆載之下, 胡顔獨存也?’)｣

부모와 소식조차 끊긴 5년간 그녀는 항상 눈물을 흘리며 천륜을 저버린 자신을 

책망하고 있다. 이는 그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애정을 택한 것이지 오직 애정

만을 쫒은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또한 그간의 불효에 대한 마음의 짐을 토로함으

로써 그녀의 온순하고 다정한 일면을 표출하고 있다. 이같이 작가는 사분을 전후로 

당시의 사회관념과 인정에 부합하는 다층적 묘사를 통해 천낭의 형상을 구체화하고 

그 성격을 입체화 시키고 있다.

한편, 張鎰의 성격에 대해 작가는 서두에서 매우 간략하게 “얌전하고 조용하여 

친구도 드물었다(性簡淨, 寡知友)”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매번 ‘다음에 

천낭을 마땅히 그의 아내로 주겠다’(每曰: 他時當以倩娘妻之)”고 말한 약속을 저버

리고 다른 사람과의 혼사를 결정한다. 혼인 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약속을 파

기한 그의 독선적인 행동은 그가 신용이 없는 사람임을 보여주며 나아가 봉건사회

의 가부장적 전횡을 고발하고 있다 할 것이다.

당시 혼인 예제는 “부모에 의하지 않고는 남자나 여자 모두 자신의 뜻대로 아내

를 맞이하거나 시집 갈 수 없는”12) 봉건 규율이 엄연히 존재하였다. 더욱이 당대는 

高門 선호의 門第관념과 登科 중시의 功利주의 및 재물로 혼인을 구하는 賣婚풍

조까지 성행하던 시기로13) 장일의 이러한 행동은 자녀의 행복과 가족의 이익을 위

한다는 명분이었겠지만 그의 행동은 오히려 가족 간의 모순과 충돌을 야기함으로써 

12) 《孔子家語⋅嫁娶》: “男不自專娶, 女不自專嫁, 必由父母.”
13) 兪炳甲, <唐代小說에 나타난 婚姻觀 硏究>를 참조. 《人文科學論叢》, 청주대학교 인문

과학연구소, 199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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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이혼이라는 비극을 초래한다. 또한 후일 천낭의 이혼 사실이 세간에 알려질까 

두려워 비밀로 하는 모습에서 세인의 이목과 구설을 두려워하는 그의 소심한 성격

이 드러나고 있다. 이같이 작가는 인물의 특징적 행동을 통해 성격을 구현함으로써 

작품의 묘미를 더하고 있다.

王宙에 대해서도 작가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외모도 잘생겼으며 행동도 모범적

이었다(幼聰悟, 美容範)”고 설명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성격은 약속한 천낭과의 

혼인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다른 곳과 혼사가 결정된 대목에서도 드러난다. 즉 자

신의 혼인에 대해 속임을 당하고 인격적 모욕을 받아 “매우 분하고 원통해하지만

(宙亦深恚恨)” 그는 애정을 지키려는 어떤 주동적 행동이나 혼인 결렬에 대한 반박

도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심적 고통을 감춘 채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비통해 

하며(宙陰恨悲慟)” 취직을 명분으로 상심한 장소를 피하려 한다. 이러한 행동은 장

일의 행위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라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유순한 성격과 예교의 틀

을 탈피하지 못하는 사회순응의 모범적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천낭이 사분해 오자 “놀라면서도 미친 듯이 기뻐하는” 모습에서 그간 그

녀에 대한 깊은 애정과 파혼에 대한 억울함 등, 그동안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들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리고 천낭을 배에 숨긴 채 밤을 도와 달아나며 주야로 길을 재

촉함으로써 가족들이 쫒아 올까 두려워하는 당시의 급박한 심정을 매우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점차 애정을 지키려는 적극성을 드러내기 시작

한다. 이는 천낭의 사분이 그에게 자신감과 애정에 대한 강한 집착을 부여하는 동

기가 되었음을 암시한다. 이 때문에 후일 천낭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왕

주는 주동적으로 천낭을 배에 남겨둔 채 “홀로 먼저 장일의 집으로 가 지난 일을 

이야기하고 사과함으로써(宙獨身先至鎰家, 首謝其事)” 자신이 과거에 행하였던 일

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결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혼기>의 작가는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세부묘사와 고사전개를 통해 인물성

격을 구체화함으로써 육조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성취를 획득하고 있다. 이러한 묘

사기교는 작가의 의식적 창작의 소산으로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크게 제고하는 작

용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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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구와 상징성

<이혼기>는 영혼이 육체를 떠나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사분한 내용으로 현실 내

용보다는 기이한 이야기에 중점을 둔 당시 사대부들의 전형적인 오락성 문학이다.

이 때문에 작가는 고사의 신빙성을 제고하기 위해 편말의 의론부분에서 창작 과정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 줄거리가 서로 틀린 곳이 

많아 혹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가 하였다. 그러다 대력 말년에 내무현령 장중선

을 만났는데 그는 이 이야기의 시말을 자세히 이야기 해 주었다. 장일은 바로 장

중선의 당숙되는 사람이라 그 이야기를 세밀히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제 그로부

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여기에 적는 바이다.(玄祐少常聞此說, 而多異同, 或謂
其虛. 大曆末, 遇萊蕪縣令張仲, 因備述其本末. 鎰則仲規堂叔, 而說極備悉,
故記之.)｣

작가는 본편의 내용이 꾸며낸 것이라 여기다 진실성을 확인하게 되어 이것을 기

록하였다고 토로함으로써 기본적인 창작 의도가 기이한 軼事의 기록임을 밝히고 있

다. 이 때문에 천낭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주동적인 행동과 혼인제도에 반항하는 

내용은 작가가 처음부터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설혹 고사의 발전 과정에서 우연히 포함되었을지라도 기존 소재를 바탕으로 

“환상”이라는 중국식 낭만주의와 현실생활을 밀접하게 접목시켜 표출해 낸 것은 소

설 창작상의 커다란 성취라 할 것이다. 즉, “스토리가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법을 위배하는 현상이 있어야만 하고 이러한 법의 위배를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힘

이 개입되어야 하며”,14) “현실로 담아낼 수 없는 것들을 우회하여 풀어내주는 또 

다른 차원의 장치이자 현실적 억압을 해소하는 기제로 기능할 수 있는’’15) 환상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철학가이자 미학을 집대성한 헤겔 역시 예술 창조의 본령에 대해 “가장 

14) 토도로프(Tzteten Todorov)의 주장으로 최진아, 《당대 애정류 전기연구》(서울, 문학과 

지성. 2008. 240쪽)에서 재인용 함.
15) 崔眞娥, 《당대 애정류 전기연구》, 서울, 문학과 지성, 2008, 제4부 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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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출한 예술의 기능은 바로 상상”이며 상상은 “예술가가 생활에서 진정으로 심각하

게 느낀 것을 구체적 형상으로 표현해 내는 과정”으로, 진정한 예술형상의 창조는 

바로 “형상 思惟와 추상사유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예술 상상의 활동”이라 하였

다.16)

<이혼기>는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인물이 처한 상황을 독특한 예술적 상상력과 

결부시켜 높은 미학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작가는 우선 “부모의 명이나 매파의 말이 

없이 사사로이 남녀가 몰래 보거나 서로 만나면 부모와 나라사람 모두를 천하게 여

기는”17) 엄격한 예법사회에서, 혼인의 주재자인 부친의 돌연한 파혼 결정으로 이미 

마음을 준 사람이 있는 천낭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고통과 번민에 잠기는 상황

을 설정한다. 이는 당시 혼인제도의 불합리와 전횡을 폭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

유연애를 원하는 당시 청춘남녀의 억눌린 욕망과 고민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엄준한 예교 속박에 억눌려 자신의 욕망과 이상을 드러내지 못하는 현실

에서 작가는 “殺身奉報”라는 죽음을 초월한 애정을 기초로 혼백이 의중의 사람을 

쫒아가 사분하는 형태로 고사를 전개한다. 즉, 자신의 행복을 위해 생사를 걸고 감

히 전통의 속박을 깨어버리는 모습은 당시 혼인제도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자 봉건 

예교에 대한 정신적 반항이며 당시 부녀자들의 진실된 사유형태의 반영이라 할 것

이다. 이같이 작가는 상상이라는 예술형식을 통해 당시 여성들의 정신세계를 대변

하고 나아가 자유 혼인에 대한 이상과 갈망을 진실한 경계로 승화시킴으로써 생사

를 초탈한 애정의 정신가치를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집안의 병석에 누워있는 육신의 모습 속에는 부모가 혼인을 

주관하는 예법과 門第중시의 엄격한 봉건제도의 장벽에 갇혀 질식당한 채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당시 여성들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

이다. 또한 작가는 천낭의 합체과정에서 누가 영혼이고 육신이지에 대한 설명 없이 

단지 “홀연히 한 몸으로 합치면서 의상이 모두 겹쳤다”는 세절묘사로 영혼과 육체의 

차이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 현실과 이상, 인정

과 事理가 화합하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다.

16) 馬新國, 《西方文論史》(北京, 高等教育出版社, 2008). 221쪽.
17) 《孟子⋅滕文公》: ｢不待父母之命, 媒妁之言, 鑽穴隙相窺, 踰牆相從, 則父母國人皆賤

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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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작가는 허구와 환상의 외투 속에 이상과 현실을 교묘하게 결부시켜 당시 

인물들의 심각하고 진실한 감정을 재현함으로써 작품의 주제를 선명하게 하고 내용

을 더욱 핍진하고 감동스럽게 하는 무궁한 예술적 감동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바로 작가의 “의도적 창작”18) 활동으로 이루어 낸 환상 속에 진실을 표출한 

“以幻寫眞”의 기교로 본편으로 하여금 높은 예술성과 미학가치를 구비하게 만든 원

동력이라 할 것이다.

Ⅳ. 후세의 영향

<이혼기>는 육조 지괴소설의 이혼 소재를 모태로 허구와 현실의 교묘한 결합을 

통해 당시 인물들의 진실한 감정을 재현함으로써 봉건 혼인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

하고 자유혼인의 이상을 표방하고 있다. 특히 내용과 사상, 예술기교 등의 각 방면

에 높은 성취를 이루어 후대 이혼소재의 문학 창작에 전범을 제시하여 중국소설사

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이에 그 영향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이후 이혼소재 작품 연구의 참고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본고의 편폭을 고려

해 작품의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였음을 밝힌다.

<이혼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문학은 소설과 희곡이다. 동일한 제재뿐 아니

라 변형된 다른 유형의 창작도 계속되어 중국 서사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

다. 우선 이혼소재의 소설작품은 오대시기 孫光憲 《北夢瑣言》 7권의 <劉道濟幽窗

夢>,19) 송 洪邁 《夷堅志⋅甲志》 8권 <京師異婦人>, 명대 瞿佑의 문언단편집 《剪

燈新話》 1권의 <金鳳釵記>20), 2권의 <渭塘奇遇記>,21) 李昌祺 《剪燈餘話》 5권 

18) 明 胡應麟, 《少室山房筆叢》 36권 <二酉綴遺>: ｢凡變異之談, 盛於六朝. 然多是傳錄
舛訛, 未必盡幻設語. 至唐人乃作意好奇, 假小說以寄筆端.｣

19) 《太平廣記》 282권에 <劉道濟>, 《情史》 9권, 《艳異编》 22권에 《刘道济》의 제명으로,
《古今閨媛逸事》 7권에는 《離魂女子》로 기재됨.

20) 《情史》 9권은 《吳興娘》으로, 《綠窓女史》 7권 <冥感下>에는 <金鳳釵記>로, 凌夢初가 

개편하여 《初刻拍案驚奇》 23권에 《大姐魂游完宿願, 小妹病起續前緣》의 제명으로, 沈
璟은 희극으로 개편하여 《墮釵記》로 제명을 삼았다. 이와 유사한 작품으로는 唐温畲의 

《續定命錄》과 《太平廣记》 160권, 《情史》 10권에 <李行修>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1) 《綠窓女史》 6권 <冥感上>과 《廣艶異编》 22권에는 <渭塘奇遇傳>으로, 《古今閨媛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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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賈雲華還魂記》22)와 馮夢龍이 選錄한 《情史》 9권 <情幻>류의 <娟娟>23)을 꼽을 

수 있다. 이중 <金鳳釵記>와 <賈雲華還魂記>는 영혼이 다른 사람의 몸을 빌린 “借

体附魂”24)의 내용이다.

청대는 蒲松齡의 《聊齋志異》에 다수의 이혼고사가 실려 있는데 대표적인 <阿寶>

를 위시해 <葉生>⋅<连城> 및 《北梦琐言⋅刘道济幽窗梦》을 계승한 <王桂庵>⋅<寄

生>⋅<凤阳士人>, 몸을 빌리는 유형의 <長靑僧> 등이 있다. 凌夢初는 《金鳳釵記》

를 개편하여 《初刻拍案驚奇》 22권에 <大姊魂游完宿願 小姨病起續前緣>의 두 편

의 고사를 실었다. 이 가운데 《聊齋志異》는 이전의 창작 경험 및 명대 傳奇와 시

민문학의 영향으로 고사 구성의 완정성과 세절묘사의 정교함, 뛰어난 언어의 운용 

등 다방면에 걸친 예술창작의 노력으로 이혼고사를 더욱 성숙시켜 중국 고대문언소

설 최고봉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다.25)

<이혼기>를 기초로 희곡으로 개편한 작품 역시 宋元대부터 시작하여 부단히 재

창작되어 대량의 작품이 생산되었다. 예를 들면 이미 망실된 南戱의 <倩女離魂>

이후, 金代 董解元 《董西廂》 1권의 <般涉调⋅柘枝令> 중 <離魂倩女諸宮調>, 《南

九宫十三调曲谱》 4권에 沈璟이 <金鳳釵記>를 희곡으로 개편한 <墜釵記>, 원대 초

기 趙公輔의 잡극 <西鳳堂倩女離魂(佚)>와 이를 개편한 鄭光祖 <迷靑瑣倩女離

魂> 잡극, 명대 謝廷諒의 <離魂記(佚)> 傳奇, 王驥德 <倩女離魂(佚)> 잡극, 무명

씨의 <離魂記(佚)> 등 및 청대 査揆의 <桃花影>이 연이어 출현하였다. 이 가운데 

정광조의 <倩女離魂>은 <이혼기>의 사상적 지지를 계승하여 비록 인물의 이름이나 

시대배경 및 내용의 변화는 있지만 봉건예교에 대한 반항과 애정에 충실한 여성상

事》 7권에는 <夢中會合>의 題名으로 각각 실려 있다.
22) 《情史》 9권에 《賈雲華》로, 《綠窓女史》 6권 <冥感上>과 《艶異編》 21권 <冥感部二>는 

<賈雲華還魂記>로, 《古今閨媛逸事》 4권은 <假尸續緣>로, 周源清은 백화로 개편하여 

《西湖二集》 27권에 <酒雪堂巧結良緣>으로 각각 실어 놓았다.
23) 《情史》 9권, 《廣艶異編》 10권 <情感部>, 《古今情海》 17권 <情中幻>에는 <娟娟>으로,

《古今閨媛逸事》 4권은 <樹上題詩》로 실려 있으나 머릿말에 ｢楊儀田 <娟娟傳>｣으로 

기재됨.
24) 熊明은 <中国古代小说離魂故事范型的文化观照>에서 宋明시대에 출현한 이혼고사를 

“離魂入夢型”과 “借體附魂型”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中國文言小說研究》, 2008.
3). 150쪽.

25) 陸炳熙, <论聊斋志異对唐代小说的超越>(《聊斋志異研究》, 2004: 3).



陳玄祐 <離魂記> 硏究 43

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소설과 희곡 이외에 <이혼기>는 다른 문학체계에도 사유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창작의 사고를 보편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시가보다는 

대부분 개인감정 위주로 서술한 詞의 형식에서 직⋅간접적으로 많이 연용 되었다.

秦觀의 <調笑令⋅離魂記>26)은 직접적인 인용으로, 姜夔의 <踏莎行⋅自河东来,

丁未元日至金陵, 江上感梦而作>27)은 간접적인 사유로 본편의 영향관계를 보여주

고 있다.

이와 같이 비록 일부 작품은 散佚되었지만 다양한 문학체재에서 이혼을 제제로 

다룬 작품들은 거의 모두 직⋅간접적으로 <이혼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중국 고전소설을 제재나 내용으로 분류하며 “이혼형”을 유형의 한 형태로 

인식하고 함으로써28) 본 작품이 중국소설 발전사상 이전과 후대를 이어주는 작용

과 함께 후대의 문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결론

본고는 지괴 전통을 계승하였지만 독특한 예술성취로 중국 이혼류 소설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한 <이혼기>에 대해 그 원류와 창작기법을 살펴봄으로써 소설사적 의의

와 가치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중국의 이혼류 소설의 초기 형태는 대부분 죽음과 연관된 기이한 軼事가 

서사의 중심으로 대부분 실록 형식으로 간략하게 기술한 것이었다. 그중에 《유명

록⋅방아》는 비록 거칠고 개략적이지만 애정으로 인해 혼이 육신을 벗어나 활동한 

최초의 이혼형 고사로서, 이혼이라는 독특하고 기이한 설정이 소설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제공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소재들이 당대에 이르러 종교 신

26) ｢深閨女兒嬌復痴, 春愁春恨那復知. 舅兄唯有相拘意, 暗想花心臨别時. 離舟欲解春江
暮, 冉冉香魂逐君去. 重來兩身復一身, 夢覺春風話心素. 心素, 與誰語. 始信别離情
最苦. 蘭舟欲解春江暮, 精爽随君歸去. 異時携手重來處, 夢覺春風庭户.｣

27) ｢燕燕輕盈, 鶯鶯嬌軟, 分明又向華青見. 夜長争得薄情知, 春初早被相思染. 别後書
辭, 别時时針線, 離魂暗逐郎行遠. 淮南皓月冷千山, 冥冥歸去無人管.｣

28) 葉德鈞, 《小說戱曲叢考》, 北京, 中華書局,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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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에 대한 인식 변화와 현실 중시의 생활태도 및 작품의 심미가치를 중시한 문인들

에 의해 커다란 발전과 성숙을 이루게 되어 <이혼기>가 탄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혼기>가 비록 육조 이혼고사의 제재를 습용하였지만 그 서사의 중심이 이혼현

상과 애정을 결합한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짧은 편폭에 적지 않은 파란과 곡절을 

수용하면서도 情理에 부합하는 매끄러운 고사발전과 정제된 묘사, 그리고 전후 호

응의 배치가 이전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성숙된 창작 특징임을 발견하였다.

인물묘사 역시 작가가 직⋅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인물성격을 선명하게 구현함으

로써 생사를 초월한 애정과 자유 혼인에 대한 이상을 진실한 경계로 승화시킴으로

서 주제표현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특히 당시의 불합리한 혼인제도를 고발하

고 봉건 예교에 대한 반항을 표출함으로써 억압받는 당시 부녀자들의 사유형태를 

반영하여 시대 특징과 문화 가치 전달에 일조를 하고 있음도 읽어내었다. 또한 虛

와 實, 幻과 眞을 이상과 현실에 교묘하게 결부시켜 심각하고 진실한 감정을 재현

한 독특한 서사기법은 높은 예술 감염력과 참신한 미학가치를 구비함으로써, 문학

창작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여 중국소설의 분류에 “離魂型”이란 유형을 형성하는 초

석이 되었음을 찾아내었다.

후대의 영향으로는 소설과 희곡에 동일한 제재의 수많은 재창작을 유도하였을 뿐 

아니라 여타 문학 영역에도 이혼이라는 사유형태와 “以幻寫眞”의 창작방법을 제공

하여 중국문학 창작에 전면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하였다.

이같이 진현우의 <이혼기>는 기존 소재에 작가의 의식적인 창작노력을 가미하여 

예술 수법상 이전과 후대 작품을 연결하는 교량역할을 하였으며, 창작방법상 새로

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중국 소설의 성숙과 발전에 크게 공헌을 한 점에서 본편의 

가치는 재평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혼류” 문학작품의 구체적인 시대의식이

나 후대 작품과의 비교연구 및 연진과정에 대한 연구 작업은 다음으로 미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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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文提要】

This paper focuses on the origin and writing creative techniques

and affirms the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 novel Li Hun Ji written

by Chen Xuanyou, a forerunner who has developed Chinese Ghost

novel and obtained unique achievement on the tradition of the Weird

Fictions during the Six Dynasties.

The early form of the novels in the genre of Li Hun (the body

without the soul) in China was the strange anecdotes described in

the form of historical narrative. You Ming Lu⋅Pang A, a rough

story, was the first Li Hun story describing a soul still alive just

because of love after leaving the body. And the unique setting of Li

Hun provided a new method for the novel development. Whe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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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ing genre passed to Tang Dynasty, the Li Hun Ji was born as

the result of great development and maturity of the literary people

who lay the emphasis on the aesthetic value of the works, along

with the cognition to religious belief and the life attitude towards

reality.

As to the description of the character, the writer, through direct

and indirect methods, showed the character vividly and demonstrated

the ideal of the love beyond life and death and freedom of marriage

and successfully expressed the theme. The novel, in particular,

accused the marriage system of its unfairness at that time,

expressed his resistance to the feudal ethics, reflected the thinking

forms of the oppressed women, and convey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imes and cultural connotation. The real appearances and

feelings were revealed in unique narrative techniques through the

clever combinations between fiction and reality, fantasies and truth,

and ideal and realities. This unique narrative technique, with both a

high artistic appeal and a new aesthetic value, not only guided the

new way in literary creation, but became a basic of pattern of Li

Hun in Chinese novels classification.

In addition to attracting many recreations of the same subject on

novels and dramas, the impact of the novel on future generation

provided a Li Hun thinking form and a writing method of “reality

described as fantasy” in other literary fields, which had a profound

effect on Chinese literary creation.

Chen Xuanyou’s Li Hun Ji acted as a bridge in artistic skills by

adding writer’s conscious effort to the existing material. The novel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and maturity of

Chinese novel by suggesting a new direction in the creative method

and the value of this novel needs revalu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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