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시간에 정리하기 좋은 고전소설 빈출 포인트.
제작 : 조남희(주간 리트 저자)

(실전에서 1순위는 맥락에 의거한 사실 일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1. 고전소설의 플롯.
고전소설은 대표적인 플롯들이 있습니다. 해당 플롯들을 간략하게라도 알고 있다면, 실전에서
낯선 작품을 독해하는 과정에서 ‘아 이거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를 빠르게 인식할 수 있어 작
품 맥락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영웅 서사
기본 구조 : 영웅의 신이한 탄생 → 외부 갈등 → 조력자의 도움 → 극복
일반적인 영웅의 특징 : 신이한 탄생, 많이 먹음, 뛰어난 능력 등
영웅 서사는 고전소설 중 가장 전형성을 띠는 유형입니다. 이와 같은 기본 구조를 알고 있다
면, 실제 시험에서 만약 영웅 서사 작품이 나올 때 지문에서 어떤 내용이 전개되는지를 빠르
게 파악하여 지문 독해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참고1) 평가원은 특정 장면을 출제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각 장면별로 중요한 지점은 탄생
이면 인물 내력 체크, 외부 갈등이면 갈등 요소 체크, 조력자 도움 장면이면 어떻게 도와주는
지 체크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참고2) 영웅 소설은 일반적으로 저런 기본 구조를 유지하되, 영웅의 특징은 소대성전(EBS 연
계 작품)과 같이 일반적인 영웅의 특징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영웅 소설도 종종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 이는 이 작품의 특이점이므로, 문제에서 물어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가볍게 생각
할만한 지점입니다.

- 간신 · 충신 & 처 · 첩
기본 구조 : 간신(첩)과 충신(처) 사이의 갈등 대체로, 간신으로 인해 충신이 고통받음. 이들의
갈등 양상에 대한 파악이 핵심적.
간신 · 충신 & 처 · 첩이 주된 작품은, 출제된다면 이 갈등 양상을 다룰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
다. 해당 서사임을 인식했다면, 정확하게 갈등에 초점을 맞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간신 · 충신 갈등이 첨예하게 나오는 소설이라면, 등장 인물이 어렷 등장할 가능성이 높
고, 각각의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모든 고전소설에서 인물 정리가 중요하지
만 간신 · 충신(이는 대가족으로 다양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처 · 첩에서도 동일합니다) 인물
정리와 주장 정리를 명확하게 하며 독해를 진행해야 합니다.

- 애정 서사
기본 구조 : 만남 → 혼사 장애 → 극복?!
애정 서사는 심플합니다. 우리가 독해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서사입니다. 애정 서사의 경우
는 혼사 장애의 원인, 즉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수능 기출 중, 운영전을 보면, 애정 소설에서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
요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원, 몽자류 소설
기본 구조 : 초월계 → 현실 → 초월계 / 현실 → 꿈 → 현실
이원, 몽자류 소설이라는 큰 틀 안에 영웅, 간신·충신, 애정, 권선징악 플롯이 진행될 수 있습
니다. 기본적으로 위에 제시된 각각의 갈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참고) 이원, 몽자류 소설의 특이점은 결국 이름 그대로 해당 소설의 구조(현-꿈-현)가 핵심입
니다. 작중 배경이 전환될 때는 필히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2. 보편적인 고전소설 핵심
- 고전소설도 소설이다.
⇒ 고전소설도 결국 ‘소설’입니다. 현대소설만큼 치밀한 경우는 드물지만, 결국 고전소설도 독
해 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 인물
1) 호칭 변화 파악 ⇒ 고전소설에서 지문 내용 파악 및 사실 일치 문항을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고전소설은 예로 김시습 = 김선비 = 김공 등과 같이 인물의 호칭이 다양하
게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인물 캐릭터 파악 ⇒ 해당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예로 사씨남정기의 경우 사씨, 유생, 교씨
등의 캐릭터 파악)
3) 인물 내면 심리 ⇒ 이는 소설이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4) 인물 간 관계, 평가 ⇒ 인물들 간 관계(박씨전의 경우 박씨와 용골대의 관계는..)를 파악하
고 특정 인물이 다른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 사건
⇒ 역시 고전소설도 ‘소설’입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며, 사건 중 갈등이 있다면, 여기서
인물 간 갈등(원인과 양상), 그리고 인물의 내적 갈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배경
⇒ 고전소설에서 배경 전환은 명확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사실 일치 포인트로 배경이 답을 결
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원론, 몽자류의 경우 공간 체크의 중요성은 높아집니다.

3. 몇 가지 팁
1) 고전소설에서 대화가 긴 경우는
특정 인물의 주장, 요약, 예언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정 인물의 주장일 경우 주장의 내용 및 주장 주체
요약일 경우 요약했다는 사실 → 표현상의 특징으로 물어볼 가능성 높음
예언 → 꿈에서인지, 현실에서인지 예언의 계시 배경 파악과 내용 파악
2) 풍자적인 내용을 담은 작품은 알아두면 좋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실학자(박지원) 등의 작
품과 조선 후기 대표적 작품들(흥부전 등)은 주제 의식이 명확하니 이런 작품은 가볍게 알아
두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치며
1) 위에서 제시한 내용은 실전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플롯에 대한 이해로 맥락을 빠르게 파악 + 핵심 요소 사전적 인지
⇒ 빠르게 파악한 맥락을 등에 업고 그 맥락상 중요한 포인트 + 인물, 사건, 배경 요소를 체
크하며 지문 독해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문 독해를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며, 선지
판단을 선지 구성 원리에 입각해 진행한다.

2) 해당 자료는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를 들었다는 전제하에 핵심을 컴팩트하게 정리한 자료입
니다. 제목처럼 컴팩트하게 자투리 시간(통학 시간, 혼밥, 화장실 등)에 반복해서 볼 자료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고전소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실전에서 위와 같이 최소한의 플롯
을 알고 있다면, 맥락 파악에 느끼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4) 해당 자료를 통해, 플롯과 핵심 요소를 익힌 뒤 그것을 기출 분석에서 스스로 찾아보며 납
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학은 독서에 비해 의식적으로 기출 분석을 근간으로 한 본인의
독해를 적용하기 수월한 영역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서, 고전소설 기출 분석을 잘 진행해,
지문 자체에 대한 익숙함과 선지 판단의 포인트를 스스로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 조남희(주간 리트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