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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조선 사 부의 열녀 인식

-奇文으로 재구성된 열녀  三韓拾遺 를 심으로-

김 보 람

본 논문은  三韓拾遺 (1814)를 분석 상으로 삼아 그것의 奇文

성격에 주목하고,이 시기 향랑 들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조선

후기의 사회 맥락 속에서 자 김소행(1765-1859)의 열녀 인식을

새롭게 규명해 보았다.

18세기의 향랑 문사들은 기본 으로 열(烈)이라는 유교 이념

의 칭송과 확산을 추구하 으나,향랑의 의를 서술하는 방식에서

는 차이를 보 다.한 편에서는 향랑의 의를 선산지역의 의열한

풍속과 연 시킴으로써,지역사회에서의 기반 유지라는 자신들의 욕

망 실 에 집 했다.다른 한편에서는 향랑이라는 행 주체의 천성

과 도덕을 강조함으로써, 다수의 하층민 여성들로 하여 자신들

도 향랑처럼 열행을 실천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게 하고,궁극 으

로 열 이념의 확산을 더욱 시하 다.

 삼한습유 의 김소행은 향랑의 열행을 칭송하고,나아가 열을 당

여성들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치로 여겼다. 후자의 향랑

문사들과 같은 맥락에서 하층민 열녀들의 천성과 도덕을 강조하

다.이는 당시의 지배 인 열녀 인식을 공유하는 모습이었다.그러

나 김소행은 향랑의 죽음 자체에 해서는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



었다.이 의 향랑 문사들은 향랑이 망설임 없이 쉽게 죽음에 나

아간 것으로 묘사했다면,김소행은 향랑이 억지로 죽은 것으로 보

고,애통한 죽음에 해 애도하는 모습을 보 다.

김소행이 지닌 열녀 인식의 성격은 조선 후기에 거의 유일한 열

행이 되어갔던 여성들의 자살과,그에 한 동시 다른 사 부들의

인식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났다.조선 후기 부분의 사

부들은 여성들의 자살을 한결같이 열로 찬미하고 정 으로 인식

하고 있었다.이에 반해 박지원(1737-1805),황윤석(1729-1791),이옥

(1760-1812),정약용(1762-1836)은 여성들의 자살을 비 으로 바라

보았는데,이는 당시로서는 외 인 인식이었다.그러나 이들의 비

은 하층 여성들까지 남발하는 죽음,그리고 원칙이 없는 죽음을

겨냥한 것일 뿐,열녀들의 죽음 자체를 부정한 것도,나아가 열이라

는 유교 가치를 부정한 것도 아니었다.김소행의 인식도 이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었다.

김소행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혼인이라는 설정을 통해 향랑의 원통

한 마음을 로하고자 하 다.이러한 혼인 설정은 기존 연구들의

설명처럼 ‘열녀’의 ‘개가’를 통해 통 열 이념에 항한 것이 아니

라,단지 원하던 남성과의 혼인을 통해 향랑의 원한을 풀어주려는

장치 다.김소행은 여성의 개가를 부정 으로 인식하 고, 반드

시 환생을 통해 향랑의 몸을 바꾸어야만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 기 때문이다.결정 으로 공자에 의해 혼인을 승인받

는다는 설정을 통해 향랑의 혼인이 결코 유교 이념에 반하는 것

이 아님을 분명히 하 다.김소행은 환생과 공자의 승인이라는 설정

을 통해 오히려 개가 의를 피해 가고자 하 다.

조선 후기 야담집에 실려 있는 사족 여성의 개가 이야기들과 비



교했을 때도 김소행은 당시의 지배 이념에 더욱 구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 다.이러한 김소행의 열녀 인식은 18세기를 거쳐 19세기

에 과부의 개가를 부정 으로 보는 사회 념이 확산되고,유교

정 이념이 하층민의 생활 속에도 깊숙이 스며들었던 당시의 사회

분 기를 반 한 것이었다.

 삼한습유 는 자의 진지한 사상 고민이 담긴 사실의 기록이

아닌 한 편의 ‘기문’이었기 때문에,이를 통해 그의 사상과 의도를

온 히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다만  삼한습유 에 담긴 19세기

한 사 부의 사유방식과 인식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며,본

고에서는 여성의 의에 한 인식을 심으로 살펴보았다.작품 속

에서 김소행이 이미 열녀가 된 향랑을 다른 남자와 혼인시킨 ,그

리고 그 과정에서 환생이라는 불교 장치를 사용한 등은 모두

표면 으로는 유교 이념을 벗어난 열녀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

일 수 있다.그러나 동시 다른 사 부들의 열녀 인식과의 비교,

나아가 당시의 사회상과 련하여 고찰해 본 결과,김소행은 당시의

지배 인 이념에 부합하는 열녀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김소행의 열

녀 인식은 근 를 목 에 두고 19세기 지식인들이 어떠한 사유방식

과 지향을 지니고 있었는지 악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

한다.

주요어:향랑,김소행,사 부,三韓拾遺,열녀 인식,奇文

학번:2011-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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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문제제기와  三韓拾遺 의 성격

17세기를 기 으로 조선 사회는 부계 심의 본격 인 유교화가

이루어졌고,1)사 부들은 이를 강화하고 정착시키기 한 노력을 다

방면에서 개하 다.17세기 이후 烈女의 증이라는 상도 이러

한 시 흐름으로 설명된다.2)특히 18세기 이후 하층 여성들까지

의를 실천하는 상은 유교 이념의 심화 내지는 변화를 단

으로 보여주는 상으로 이해되었다.이처럼 조선시 의 정 념

이 유교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긴 한 련을 맺고 있다는 은

일 부터 규명되어 왔다.3)

  종래의 열녀 연구는 조선 후기 열녀의 증가를 가능하게 한 사회

조건과 메커니즘에 주목했고,이와 련하여 많은 연구들이 축

되어 왔다.특히 조선 후기 사 부들의 열녀 담론을 주된 메커니즘

의 하나로 악하여 그것이 지니는 특징과 의의를 밝힌 연구들이

1)유교화가 가시 으로 본격화한 시기가 17세기라는 은 재 많은 학자들이 동

의하는 추세다.특히 가족제도의 변화와 련하여 17세기 변동론을 강조한 표

인 연구로는 최재석,1985｢17세기의 친족구조의 변화｣ 정신문화연구 24,

정신문화연구원,171-185쪽;최재석,1993｢조선 기 가족 친족제의 ‘재구조화’｣

 한국의 사회와 문화 21,정신문화연구원,1-52쪽이 있다.마르티나 도이힐러

한 17세기를 기 으로 조선의 생활사 분야,특히 가족제도에서 나타난 변화상

들을 통해 조선의 유교화의 실상을 상세하게 보여주었다.그에 의하면 조선의

유교화는 17세기에 정에 달했다.이에 해서는 Deuchler,Martina1995The

Confucian Transformation ofKorea:A Study ofSociety and Ideology,

HarvardUniversityPress,283-303쪽 참조.

2)강명 ,2009 열녀의 탄생 ,돌베개,471-520쪽;홍인숙,2001｢조선후기 열녀

연구｣,이화여 석사학 논문,1-2쪽.홍인숙에 따르면 17세기 반까지는 양

란이 직 인 계기가 되어 시 상황에서 의를 지키는 여성들이 압도 이

었으나,17세기 엽 이후에는 시 상황이 아닌 일상 인 실 속에서 열행을

실천하는 여성들이 등장하 다.

3) 표 인 논의로서 이옥경,1985｢朝鮮時代 貞節이데올로기의 형성기반과 정착

방식에 한 연구｣,이화여 석사학 논문;한명숙,1986,｢조선시 유교 여

성 의 원리론 고찰｣,이화여 석사학 논문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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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졌다.이혜순은 조선 후기 사 부들이 여성들의 열행이 지닌

사회 의의를 부각시켜 열녀 창작을 통해 사회 질서 회복을 추

구하 다고 보았다.4)이숙인은 열녀를 여성의 성을 개념화하고 이념

화한 역사 ‧문화 담론에 의한 여성 리의 메커니즘으로 악하

고,사 부들의 열녀 담론을 철학 으로 근하 다.이를 통해 여

성의 성이 ‘貞淫’‧‘德色’이라는 가부장 개념에 의해 통제되고

리되었음을 규명하 다.5)강명 은 조선의 건국과 함께 국가와 남성

지배층이 법과 제도,그리고 다양한 윤리 텍스트들의 생산과 유통을

통해 ‘성 종속성’이라는 념을 여성들의 뇌에 설치했고,그 결

과로서 나타난 여성들의 열행이 양란이라는 계기를 통해 본격 으

로 작동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 다.6)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조선

후기의 열녀 담론이 특정 지배 계를 강화하려는 목 에서 권력

계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이 규명되었다.이들은 공통 으로 열녀

담론을 역사문화 인 구성물로 악함으로써,열녀 문제를 열녀 개

인 뿐 아니라,그것을 구성하는 보다 큰 구조를 통해 조명하고 있다

는 에서 의의를 지닌다.

최근에는 조선 후기 열녀 서사들에서 재 된 다양한 열녀의 양상

과 그에 반 된 남성 사 부들의 열녀 인식의 변화를 규명하는 작

업들이 시도되어 열녀 연구의 폭을 넓혔다.7)그런데 이러한 연구들

4)이혜순,2002「열녀 의 입 의식과 그 사상 의의｣한국고 여성문학회, 조

선시 의 열녀담론 ,월인.

5)이숙인,2002「열녀담론의 철학 배경:여성 섹슈얼리티의 문제로 보는 열녀｣

한국고 여성문학회, 조선시 의 열녀담론 ,월인.

6)강명 ,앞의 책.

7)진재교,2000「이조후기 한시에 나타난 ‘열’의 시 상｣ 동문화연구 37,성균

학교 동아시아학술원;김경미,2008「조선후기 성 담론과 한문소설에 재

된 섹슈얼리티｣ 한국한문학연구 42,한국한문학회;박은정,2004「이옥 열녀

의 열 념에 한 소고｣ 동방학 10,한서 학교 동양고 연구소;박경주,2001

「18세기 명가사에 나타난 사 부가 여성의 순 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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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본 으로 조선 후기를 근 로 나아가는 를 마련한 단계로

인식하고,특히 19세기라는 시 를 세 해체 과정과 근 성 형성

과정을 보기 해,혹은 과정으로서의 근 를 보기 해 계속 주목

하 다.이런 문제의식에서 조선 후기에 나타난 열녀 인식의 변화는

종종 ‘근 이념의 해체와 근 로의 발 ’으로 해석되었다.그러나

이는 조선 후기의 열 념 역시 이 시기부터 시되어 온 열

념의 연장선에 있었다는 것,그리고 어디까지나 유교 이념을 체화

한 사 부들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것임을 간과함으로써 조선 후기

열녀 담론의 성격을 제 로 규명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은 조선 후기 사 부들의 열녀 인식을 당 의 역사 맥

락 속에서 살펴보고,그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한다.열 이념이 조선

시 지배 이념의 하나로 기능하 던 만큼,열녀 인식에 한 고찰

은 조선 후기 사 부들이 당시의 변모하는 사회에 응하여 지니고

있었던 고민과 지향의 한 단면을 보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해 金紹行(1765-1859)이 1814년(순조14)에 창작한  三韓拾

遺 -｢義烈女傳｣의 열녀 인식을 18세기에 향랑을 立傳한 아홉 편의

기들과의 비교 분석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1702년(숙종28)에

자결해서 1704년(숙종30)에 정려를 받은 경상도 선산의 하층민 열녀

향랑은 당시 사 부 문인들에 의해 례 없이 많은 주목을 받았고,

그 결과 향랑을 소재로 한 텍스트들은 18세기 부터 19세기 까

지 꾸 히 생산되었다.8)한 여성의 열을 둘러싸고 약 1세기 동안 이

128,국어국문학회.

8)1702년에 죽은 하층민 여성 향랑은 18,19세기 문사들에 의해 다양한 문학양식

을 통해 환생을 거듭하게 되었다.詩가 20편,傳이 10편,여기에 김소행의  삼한

습유 까지 포함하면 총 22명 31편의 작품이 향랑의 일을 소재로 한 이다.자

유롭게 만필 형식으로 을 써 놓거나 京鄕의 공식 문서에 향랑의 일을 기록해

둔 것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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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 재해석들은 사 부들의 열녀 인식이 공유되는 지 과 차이

나는 지 ,그리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잘 보여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기존의 향랑 들과  삼한습유 를 다룬 다수의 연구들은 19세기

와 근 의 계에 주목하여 18세기의 향랑 들과 19세기의  삼한습

유 를 단 으로 바라보았다.이들은 19세기 텍스트  삼한습유 에

서 18세기 향랑 들과는 구별되는 형식상,그리고 주제상의 발

인 면모들을 밝히는데 주력하 다.형식면에서는 열녀 에서 소설로

의 텍스트 자체의 발 양상을 밝힌 연구들이 있다.9)이 연구들은 향

랑 들의 양식에서  삼한습유 의 소설양식으로 발 해 가는 과

정에 주목하여 조선 후기의 문학사 의의를 밝히는데 주력하 다.

한편 텍스트에서 나타나는 여성 인식의 발 양상에 주목한 연구들

이 있다.조혜란은 향랑 들과  삼한습유 를 비교하면서 향랑 들의

인식은 여성의 열 의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 세 회귀 의식의 강화

이며 사 부 의식의 강조” 다면, 삼한습유 는 내용 으로 볼 때

“작가의 反사 부 의식의 노출”이라고 주장하 다.10)박일용은 18

세기에 향랑을 입 한 사 부들이 향랑의 죽음이 갖는 의열성을 부

각시켰다면, 삼한습유 는 향랑의 불우하고 비극 인 삶을 보상하기

해 쓴 것이며,이는 세질서에 한 비 이라고 보았다.11)장효

역시 향랑 들이 향랑의 의열에 한 추숭이었다면, 삼한습유 

9)조태 ,1983｢ 양식의 발 양상에 한 연구-열녀 유형과 발 된 逸士 을

심으로｣,서울 국어국문학과 석사학 논문;이춘기,1986｢향랑설화의 소설

화 과정과 변이｣ 한양어문 ;이춘기,1991｢삼한습유에 끼친 배경설화의 향｣

 한국언어문화 9,한국언어문화학회;박교선,1987｢향랑 기의 삼한습유로의

정착｣,고려 교육 학원 석사학 논문.

10)조혜란,1994｢삼한습유 연구｣이화여 박사학 논문,71-72쪽.

11)박일용,1986｢삼한습유를 통해서 본 김소행의 작가의식｣ 한국학보 42,일지

사,168-1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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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통 열을 월하는 열을 보이는 것으로,“ 세의 차별 질서를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근 로의 변환기에 있어 진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 다.12)

요컨 기존의 연구들은 열녀에 한 사 부의 인식이라는 면에

서 18세기의 향랑 들은 통 유교 념에 의한 열 추숭,19세기

의  삼한습유 는 그에 한 도 과 비 ,따라서 근 , 진 인

의의를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다.그러나 이들은 18세기에 생산된 향

랑 들 사이에서도 열녀 입 을 통해 추구하는 내용이 조 씩 달랐

다는 을 간과하 다.더욱이 기존 연구들은 18세기와 19세기를 단

으로 바라보고,특히 19세기를 근 와 결부시켜 이해하려는 역

사 시각을 제하고 있었다.그러나 18,19세기 조선에는 성리학

질서가 심화 ‧확산되어 민간에까지 침투해가는 상황이 개되

었고,향랑 들과  삼한습유 는 바로 이러한 분 기 속에서 생산된

텍스트들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본 에서는  삼한습유 라는

텍스트에 나타난 열녀 인식의 의미가 해당 역사 맥락에 더욱 충

실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과는 다른 시각에서 근해 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이 김소행의 열녀 인식을 근 질서를 극복한 진

된 것으로 평가한 주된 근거는  삼한습유 에서 열녀를 ‘개가’시켰다

는 이었다.나아가 이러한 설정은 김소행의 신분이 서얼이었다는

사실과 한 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되었다.즉 죽어서 열녀가

된 여성을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시키는 설정은 세 이데올로기

에 한 항과 도 이었고,이는 조선시 의 차별 질서 속에서 소

외받아야 했던 서얼이 울분에 찬 자신의 삶 속에서 창출해 낸 비

12)장효 ,2001｢삼한습유에 나타난 열녀의 형상｣ 한국고 여성문학연구 2,한

국고 여성문학회,1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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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이라는 설명이다.13)그러나 김소행이 서얼로서의 울분을

표출하여 작품에 반 시켰다는 주장은 추정일 뿐 이를 논증하기에

는 한계가 있다.다만 김소행은 서얼이었기에 자신이 작자임을 분명

하게 밝히면서  삼한습유 와 같은 ‘기이한’ 쓰기를 할 수 있었다

고 생각되는데,필자는 이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義烈女傳｣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으며 ｢三韓義烈女傳｣,｢香娘傳｣

이라고도 불리는  삼한습유 는 김소행이 열녀 향랑을 소재로 하여

신라 시 를 배경으로 창작한 작품이다.이 작품은 열녀 을 표방하

면서도 18세기의 향랑을 소재로 한 열녀 들과는 형식 ,내용 으

로 매우 다른데,이는 작품의 성격이 ‘기이한 (奇文)’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삼한습유 가 지어지게 된 경 를 밝힌 無怠居士의 발문

에 의하면,김소행이 비로 인해 길이 막 이웃집에 체류하던 에

무태거사가 향랑의 일을 강 이야기해 주며 한 편의 기이한 을

지어달라고 부탁한다.14)김소행은 “기이한 일을 하는 것은 괴이한

기록에 가까우니 나는 하지 않겠다”며 거 하다가 좌 이 모두 청하

니 단숨에 써내려갔다고 한다.15)金邁淳(1776-1840)도 발문에서 작

품에 해 “천하의 기이한 선비”가 지은 “천하의 기이한 ”이라고

평하 다.16)

한 작품의 도입부에 의하면 ‘삼한습유’라는 제목에는 ‘삼한에서

흩어져서 해 오던 기이한 이야기들을 주워 모아 강을 간추렸다’

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김소행은 그 에서도 가장 최근의 일로는

13)조혜란,앞의 논문,181-183쪽;박일용,앞의 논문,169쪽;장효 ,앞의 논문,

183쪽;김경미,앞의 논문,135-136쪽.

14)무태거사, 三韓拾遺 ｢義烈女傳後跋｣“粵在歲甲戌春,因竹溪之滯雨隣 ,余請

作一部奇文,而具道香娘義烈事若干 .”

15)무태거사, 三韓拾遺 ｢義烈女傳後跋｣“傳奇之文,近於誌怪,吾不爲之矣.”

16)김매순, 三韓拾遺 ｢三韓義烈女傳序｣“吾宗竹溪 ,天下之奇士也.所撰三韓義

烈女傳 天下之奇文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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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랑의 일만한 것이 없고, 향랑에 한 들이 강만 보고 었

기 때문에 자신이 입 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7)이로 미루어

보면,김소행은 향랑의 일을 삼한에서 해져 오는 기이한 일 가운

데 하나로 여겼고,이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기이한 을 창작하 던

것이다.조선 후기에는 조정에서 기문이 僻書와 함께 이단시되었는

데,18)김소행은 서얼의 신분이었기에 비교 자유롭게 이러한 성격

의 텍스트를 창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처음부터 기이한 을 의도하고 창작되었던 을 고려할

때, 삼한습유 를 자의 진지한 사상 고민의 결과물로 평가하기

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그 다면  삼한습유 를 통해 19세기 사

부의 시 개 인 사상을 도출해 낸 기존의 연구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신에 텍스트의 기문 성격에 유의하면서 작가의 성

향,작품의 향유층,당시의 사회상 등 작품 외 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면, 삼한습유 에 나타난 19세기 지식인의 사유방식과 인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특히 열녀 향랑을 소재로 선택하여

창작한 만큼 열녀,그리고 여성의 의에 한 김소행의 인식이 드

러날 것이다.

먼 작가에 해 구체 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작가인 김소행

은 안동김씨 문 金尙憲(1570-1652)의 5 손으로,증조부 金壽徵

(1636-1706)이 서출이었던 이유로 庶孫으로서 평생을 살았다.김소

행의 문집이 남아 있지 않고, 그에 한 기록도 드물어 김소행의

생애와 사상에 한 고찰은 한계가 있다.다만 안동김씨 가문의 성

17) 三韓拾遺 권1“世稱三韓多異,雜出於傳記 ,多矣.歷世旣久,人各異聞,余惧

其亂而無統也.於是,網羅放失,採摭 聞,略存大槩,而其事之 近 ,無如香娘.

然而其文辭,不 槪見,余是以爲之立傳焉.”

18) 정조실록 정조 19년(1795)7월 25일(甲戌); 순조실록 순조 29년(1829)11월

17일(丁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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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과 교유 계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18세기 후반

안동김씨는 낙론 학맥에서 차지하는 상이 컸는데,낙론의 성립이

안동김씨 家學과 깊은 련성을 가졌고,안동김씨의 정치 힘도 여

기에 일부 근원한다고 볼 수 있다.19) 한 발문을 써 당 의 이

름난 고문가이자 유학자들인 洪奭周(1774-1842),洪吉周(1786-1841),

김매순 등과 평생을 교유할 정도로 친 한 사이 음을 고려할 때,

김소행은 노론 낙론 성향을 띠는 사 부 던 것으로 추정된다.여

러 사람들의 발문을 통해 김소행이 뛰어난 쓰기 실력을 겸비한

박학다식한 지식인이었다는 도 알 수 있다.작품의 창작 후기에

해당하는 ｢誌作記｣에서 드러나듯이 김소행은  삼한습유 를 통해 서

얼인 이유로 세상에 드러내지 못한 자신의 쓰기 실력과 박식함을

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자 하 다.20)

 삼한습유 가 한문으로 기록된 ,발문을 쓴 사람들의 성향,작

품의 필사 황 등을 통해 미루어 볼 때,21) 삼한습유 가 겨냥한 독

자층은 부분 집안내외의 남성 사 부 지식인층이었을 것으로 짐

작된다.그 다면 김소행은 향랑을 소재로 기이한 이야기를 개하

되 친분이 있는 동료 사 부들과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열녀 인식

을 반 하여  삼한습유 를 창작하 을 것이다.이와 같은 들에 주

목하여 조선 후기의 역사 맥락 속에서 등장한  삼한습유 와 그에

나타난 열녀 인식의 성격,그리고 19세기 지식인의 사유방식을 규명

19)조성산,2007 조선후기 낙론계 학풍의 형성과 개 ,지식산업사,305쪽.

20) 三韓拾遺 권3｢誌作記｣,“迹其以殆,自負宏辯博識,而無所試其才於世,欲思一

吐出胸中之奇,乃假託於義烈女, 以駴天下表萬世,行未始有莫能成之事,(中略)

則乃其自爲計也,非爲義烈女而作也.”

21) 삼한습유 의 이본은 모두 다섯 종으로 김소행의 후손들에 의해 내용은 물론

오자나 탈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치하게 한문으로 필사되었다.이는 안동 김

씨 집안 로 작품이 해져 내려왔음을 의미한다.이에 해서는 조혜란,앞

의 논문,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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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1장에서는 18세기 향랑 들에서 향랑의 열을 서술하는

방식이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과 그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다음으로

2장에서는  삼한습유 가 이 의 향랑 들과 공유하고 있었던 열녀

인식,즉 당시에 지배 이었던 열녀 인식을 반 하고 있었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3장에서는 이 의 기들과 구별되는  삼한습유 의

기이한 이야기와 허구 장치들 속에서 김소행의 열녀 인식이 발

되는 양상과 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그 과정에서 동 시기 사 부

들의 열녀 인식과의 비교를 통해  삼한습유 의 열녀 인식이 하는

치와 성격,나아가 그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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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18세기의 ｢향랑 ｣:교화와 천성‧도덕

향랑에 한 최 의 기록이라 여겨지는 趙龜祥(1642-1712)의 ｢香

娘傳｣을 바탕으로 향랑 이야기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선산 사람인

평민 향랑은 17살에 시집을 갔으나,성품이 괴 한 남편으로부터 버

림받아 친정으로 쫓겨 왔다.그러나 친정의 계모에게도 받아들여지

지 못해 숙부에게 의탁하게 되었다.그러던 에 숙부가 향랑을 개

가시키려 하여 시 으로 돌아갔으나,시아버지 한 그녀를 개가시

키려 하 다.이에 향랑은 ｢산유화｣한 곡조를 남기고 선산의 못에

몸을 던져 죽었다.이때가 1702년이다.이후 2년 뒤에 조정에서 향

랑에게 정려를 내렸다.22)

18세기에 향랑을 입 한 기들은 당시 선산부사 조구상이 1703

년(숙종29)에 쓴 것을 시작으로 18세기 말까지 총 아홉 편에 달했

다.조선시 에 한 명의 열녀를 둘러싸고 이 게 많은 기들이 창

작된 것은 유례없는 상이었다.여기에는 향랑이 하층민 여성으로

서 열행을 실천했다는 과 선산지방 열녀 다는 이 크게 작용했

던 것으로 보인다.기 하지 않았던 하층민 여성까지도 정 이데올

로기를 내면화하여 열행을 실천했다는 것은 당시 조선시 사 부

들에게는 무척 반가운 상이었을 것이다. 한 향랑을 입 한 작가

들 에 남지방 사족들이 지 않은 비율로 있었는데,이는 그들

이 선산의 열녀 향랑을 통해 어떤 특정 목 을 이루고자 했으리라

는 도 추측해볼 수 있다.실제로 남지방 사족들이 지은 향랑

들은 내용상 공통 을 지니고 있었는데,모두 로부터 의열한 선산

지역의 풍속을 강조하거나,향랑의 의가 선산의 吉再(1353-1419)

22) 숙종실록 권39,숙종 30년(1704)6월 5일(癸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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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되는 성 들의 교화의 결과라고 서술되고 있었던 것이다.열

녀 의 특성상 기본 으로 열녀의 행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제는 향랑을 입 한 사 부들에 동일했지만,보다 자세히 들여다보

면 이러한 일반 이고 추상 인 차원의 동기를 넘어선 구체 의도

와 맥락은 문인들마다 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 남지방 사족들로 향랑을 입 한 조구상,張瑠(1649-1724),

李光庭(1674-1754),尹光紹(1708-1786)의 기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실록을 보면 향랑이 죽은 후 2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 1704년에 좌

의정 李畬(1645-1718)의 건의에 의해 비로소 정표가 내려지게 된다.

조구상의 ｢향랑 ｣은 그 사이인 1703년에 지어진 것으로,조정에서

정표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향랑의 이름이 ‘湮滅’되

지 않도록  三綱行實圖 의 에 따라 과 그림으로 향랑의 일을

서술한 것이다.23)조구상은 향랑을 국가 열녀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

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이는 당시 선산부사라는 자신의 지 와

계가 있었다.조구상은 찰사에게 향랑의 일을 조정에 알려주기

를 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일선부( 재의 善山)는 로부터 충효 의의 선비들이 로 세

상에 알려져 가축까지도 의롭게 죽었다는 기림이 있었고, 상치

못한 무식한 아낙도 이와 같은 뛰어난 행이 있습니다.비록

옛 열녀에 비하더라도 어 이보다 낫겠습니까.그 일 처리함을

명백히 함과 조용히 죽음에 나아간 일은 묻 버리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그래서 감히 제가 보고를 올리니,엎드려 바라건데,조

정에 알려 그 무덤에 정려를 내림으로써 의열한 풍속을 고취시켜

23)조구상,｢香娘傳｣( 海叢 (冬)｢ 기류｣)“余惜其名湮滅而無稱,,玆以三綱行實之

例,圖其形而敍其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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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십시오.( 략)아!할아버지께서 이곳에 부임하셨을 때 의로운

소(義牛)가 있었는데,제가 이곳에 부임했을 때 향랑의 일이 생겼

으니,이 고장 사람들이 모두 기이한 일이라고들 합니다.24)

조구상은 충효 의의 선비들 뿐 아니라,심지어 가축과 무식한

아낙까지도 뛰어난 행을 실천했다는 것을 통해 로부터 의열한

선산지방의 풍속을 강조하 다. 한 자기 할아버지인 趙纘韓이 선

산부사로 있을 때에는 義牛가 있었다면,25)자기가 부임했을 때에는

향랑이 있었음을 다시 강조하면서 고장 사람들이 모두 기이하게

여긴다고 하 다.조구상은 열녀 향랑을 통해 자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산지역의 충효 의를 재차 강조하고 의열한 풍속을 고취시

키고자 향랑을 입 한 것으로 보인다.

장유는 ｢烈女 香娘傳｣에서 향랑의 죽음을 길재의 충 과 연결시

키고자 하 다.그는 논평하는 부분에서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왕조

교체 당시,두 임 을 섬길 수 없어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인 선산에

은거한 길재 선생의 개와,그것을 기리기 해 세워진 사당,그리

고 砥柱中流碑26)에 해 서술하 다.곧 이어서 바로 향랑의 열을

24)조구상,｢香娘傳｣( 海叢 (冬)｢ 기류｣)“余聞而惻愴,報於方伯曰:唯善爲邑,

自古忠孝節義之士,代有聞人,至於畜物,亦有義死之稱,而不料無識村氓之女,有此

卓節之行也,雖比於古之烈女,何以加此.其處事之明白,就死之從容,有不可泯滅 ,

故敢此牧報,伏望轉報于朝,旌表其塚,以樹義烈之風云.(中略)噫!王 之莅此府

也,有義牛焉,不肖之莅此府也,有香娘焉,鄕人皆稱爲異事云爾.”

25)조구상의 할아버지는 趙纘韓으로,그는 에 선산 부사로 부임하여 이곳을 다

스린 이 있었다.이때 어떤 소가 목숨을 걸고 호랑이에게서 주인을 구하 는

데,주인이 얼마 후 호랑이로 인해 얻은 상처로 죽자,소도 아무 것도 먹지 않

다가 3일 만에 죽은 일이 있었다.당시 조찬한은 이 소를 義牛라 하면서 이를

그림으로 그리고,그 사연을 어 ｢義牛圖｣를 펴낸 바 있다.이에 해서는 서

신혜 편역,2004 열녀 향랑을 말하다 ,보고사,114,139쪽 참고.

26) 국 하남성 황하의 류에는 기둥 모양의 돌이 있었는데 세찬 물살 속에서도

우뚝 솟아 있으며 흔들리지 않았다.이후로는 어지러운 세상에서도 의연히 개

를 지키는 선비의 비유로 ‘지주 류’라는 말을 사용했다.여기서의 지주 류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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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부인이 궁벽한 마을의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랐으나 ‘두 남편

을 섬기지 않는다(不更二夫)’의 뜻을 능히 알았다.( 략)하물며

그 죽음이 지주비 아래서 이루어졌으니,마치 길재 선생의 깨끗한

개에 감동한 듯 어 기이한 일이 아니겠는가?27)

장유는 향랑이 길재와 같은 마을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의 향을

받아 ‘열녀는 두 남편을 섬기지 않는다’는 뜻을 능히 깨달았다고 보

았다.특히 향랑의 죽음이 지주비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

연이 아니라 길재의 개에 감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 것에서

자가 향랑의 열과 길재의 개를 직 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장유의 가문인 仁同張氏는 표 인 남 사족 가

문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정은 ｢林烈婦薌娘傳｣에서 지주 류비와 길재에 한 장황한

설명을 삽입하면서 향랑의 죽음과 길재의 개와의 련성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향랑의 고향이 길재와 같은 鳳溪里라는 세간의 풍문

을 덧붙이고 있는 것도 그런 의도로 보인다.28)이 정은 향랑 뿐 아

니라 藥可29),의우,金澍30)등 선산 지방에서 일어난 의의 행 들

1587년(선조20)에 인동 감 柳雲龍이 고려 말의 冶隱 吉再의 충 을 기리기

해 세운 것이다.앞면에 국의 명필 楊晴川의 씨로 ‘砥柱中流’라 새겼고 뒷면

에는 西厓 柳成龍의 을 새겼다. 재 경북 구미시 오태동에 남아 있는 것은

1780년(정조4)에 다시 세운 것이다.이에 해서는 서신혜 편역, 의 책,146쪽

참고.

27)장유, 安齋先生文集 권4｢烈女香娘傳｣“今婦生長於窮閻下戶 而能知不更二夫

之義 … 況其死也 死於砥柱之下 而若有感於先生之風 又何寄哉.”

28)이 정, 訥隱集 권20｢林烈婦薌娘傳｣“婦一善之上荊谷里人也,或曰鳳溪人,

吉先生同里云.”

29)선산지방에서 약가는 고려시 열녀로 유명하다.약가는 조을생의 아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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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번다하게 기술하고 이들의 행이 선산 지방 선 들의 유풍에서

기인한 것임을 강조하 다.이는 다음의 목에서 더 구체 으로 드

러난다.

오산과 낙동강 사이는 옛날부터 의 있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여자의 성품도 인색하지 않고 짐승의 성품도 어리석지 않다고들

한다.내 생각에는 천지의 바른 기운이 이 땅에 모여서 이런 정신

을 기르되,사람과 동물,남자와 여자,귀한 이와 천한 이의 구별

이 없이 한 것이요,여러 선생께서 남긴 풍교와 의열이 고 을 진

동시켜 서로 감화를 일으킨 까닭인 듯하다.그 지 않더라도 임열

부가 지주비 아래에서 죽은 것은 얼마나 기이한가?31)

이 정은 로부터 오산과 낙동강 사이,즉 선산지역의 선비,

여자,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의가 있었음을 강조하고,이러한 의

는 사람과 동물,남자와 여자,귀한 이와 천한 이의 구별 없이 모두

남편이 변방에 수자리 살러 가자 약가는 고기를 먹지 않고 편안한 옷으로 잠자

리에 들지도 않았다.부모가 개가시키려 해도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지 않았다.

결국 8년 만에 남편이 돌아왔는데,때는 밤이었다.남편이 불 으나 약가는 문

을 닫고 열어 주지 않으면서,‘밤 에 혼자 있으니 문을 열어 수는 없다’했다.

결국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문을 열고 남편을 맞이하니 주 에서는 그가

의를 안다고 칭송하 다.약가의 일은  一善志 에 보인다.이에 해서는 서신

혜 편역,앞의 책,70쪽 참고.

30)고려 말기의 충신 김주는 본 은 선산,호는 籠巖이다.1392년에 명나라에 사

신으로 갔다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인 유씨에게

“충신은 두 임 을 섬기지 않는다 하 으니 내가 강을 건 가면 몸 둘 곳이 없

소”라는 편지를 쓴 후 국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일선지 에 그 내용이 보인

다.이에 해서는 서신혜 편역,앞의 책,70쪽 참고.

31)이 정, 訥隱集 권20｢林烈婦薌娘傳｣“烏山洛江之間 自古多節義男子,人 女性

嗇獸性蠢未爾.吾意天地之正氣萃于玆土,鍾英毓秀,無間於人物男女貴賤 ,抑其

諸先生之遺風餘烈,振動今古相感奮,有以也,不然,林烈婦之死於砥柱碑下,何其奇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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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지역 선 들의 의열한 유풍으로 인한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장유와 마찬가지로 향랑이 지주비 아래에서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서 향랑의 죽음을 길재의 유풍과 직 으로 연 시

키고 있었다. 남지방에서 평생을 독서와 교육으로 보낸 이 정은

安東府都訓長이란 자신의 지 에 걸맞게 향랑이라는 한 여성의 죽

음에서 남의 의를 재확인하고,길재를 비롯한 그 지역 선 들의

교화를 읽어내고 싶었던 것이다.

윤 소 한 안동부사직을 재임한 인물로,32)1728년에 지은 ｢烈女

香娘傳｣에서 향랑의 열행이 길재에 의해 감화된 것으로 서술하 다.

역사는 말하기를 고려 주서 야은 길재가 충성스러워 오산에 숨

어 삶을 마쳤다 하니,선산의 節烈은 유래가 오랜 것이다.이제 향

랑이 정 로 강에 빠져 들 지경까지 갔는데도 결심을 바꾸지 않았

으니, 개 아직도 야은 길재의 유풍이 있는 것이다.길재선생이

‘忠臣不事二君,烈女不更二夫’에 해 단호하게 말하 으니,이는

장래에 신하가 되고 부인이 된 사람을 감화시키는 바가 있다.33)

여기서 윤 소 한 유래가 오래된 선산지역의 열을 강조하고,

향랑의 의가 길재의 유풍을 직 으로 받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

조구상,장유,이 정,윤 소는 모두 남 사림들로,이들이 향랑

을 통해 선산지역의 의열한 풍속을 강조하고,향랑의 열행을 선산지

32)｢明齋先生狀文｣에 윤 소의 교지 안동부사 교지가 있다.｢명재선생장문｣은

윤 소가 1743년( 조19)에 작성한 명재 윤증의 家狀이다.

33)윤 소, 素谷遺稿 권4｢烈女香娘傳｣“贊曰,史稱高麗注書冶隱吉再之忠,隱於

金烏山以終,善之有節烈由來遠矣,今娘之貞,以至於入江而不化,蓋猶有冶翁之遺

風焉,翁之 固曰忠臣不事二君,烈女不更二夫,有以激 來爲人臣爲人婦 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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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선 들의 유풍과 꾸 히 연결시킨 것은 당시에 쇠퇴해져 가던

선산 재지사족들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한 설정이었다.34)역사 으

로 16,17세기에는 지방사회에서 수령을 정 으로 한 의 행정조직

외에 향 사족들이 심이 된 지배질서가 행해지고 있었고,사족들

은 ‘향권’이라고 하는 나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있었다.35)이러한

사족의 향 지배체제는 18세기 엽 이후 지방사회의 정치 변동

과 련하여 심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사족의 결속력이 약화되고

향론이 분열되는 가운에 사족은 수령의 지방지배에 동반자 지

를 상실하고 향권에서 소외되어 갔다.36)특히 선산부는 “조선 인재

의 반은 남에 있고, 남 인재의 반은 선산에 있다”고 할 정도

로,37)조선의 건국 이래 많은 인물들을 배출한 지방이다.하지만 선

산지방의 성세도 17,18세기를 넘어서면서 격히 쇠퇴하게 되었

다.38)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남 사림들은 門中,거주지, 는 연

고지 등에서 유력자로서의 체모를 유지하고자 하 고,이는 향랑의

의를 길재의 유풍과 연 시키고자 했던 조구상,장유,이 정,윤

소의 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한편 다른 향랑 작가들인 李夏坤(1677-1724), 金民澤

(1678-1722),兪漢寯(1732-1811),李安中(1752-1791),李鈺(1760-1812)

34)정출헌은 2002｢<향랑 >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선산지방 향랑이

‘국가 열녀’로 환생하기까지의 보고서-｣ 한국고 여성문학연구 3,한국고 여

성문학회에서 선산 지방 사족들이 향 사회에서 자신들의 지배력을 행사 ․ 유

지하고자 벌인 鄕賢 추숭 사업의 일환으로 향랑의 의가 길재의 교화에서 기

인한 것임을 집요하게 주장하 고,나아가 국가 열녀로 만들게 되었음을 주장하

다.

35)김인걸,1991｢조선후기 향 사회 변동에 한 연구｣,서울 학교 박사학 논

문.

36)김인걸,2004｢조선후기 향 사회에서 “유교 통”의 지속과 단 -향 사족

의 거향 변화를 심으로｣ 한국사론 50,서울 학교 국사학과,283쪽.

37)李重煥, 擇里志 권7,｢경상도｣“朝鮮人才半在嶺南,嶺南人才半在一善.”

38)정출헌,앞의 논문,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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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른 서술양상을 보 다.이들은 향랑의 의를 길재의 유풍

과 연 짓지 않을 뿐 아니라,향랑은 미천한 신분이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신 향랑의 열은 개인 천성에서 비

롯되었다고 보았다.이들은 아울러 향랑이 스스로 도덕을 알아 의

를 실천한 모습을 부각시켰다.먼 이하곤이 ｢書貞女尙娘事｣39)에서

향랑의 열에 해 논한 부분을 살펴보자.

아아!상랑은 궁벽한 시골의 한 여자이니 평소 어  시경 이나  

기 를 배우고 보모의 훈계를 들었을 것인가?그런데도 大義를

알아 우뚝 스스로 서서,죽는 것을 그 돌아가는 것처럼 여기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진실로 天性이 곧고 열한 것이 아니라면 어

이 게 할 수 있었겠는가?40)

이하곤은 향랑이 궁벽한 시골의 여자라 경 의 가르침이나 보모

의 훈계를 받지 못했을 것이며,그럼에도 열행을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貞烈한 천성이라고 보았다. ‘의’라는 도덕을 알고 스

스로 우뚝 서서 그와 같은 열행을 실천한 향랑의 도덕 주체성에

주목하 다.

김민택 한 ｢烈婦尙娘傳｣에서 이하곤과 유사한 서술방식을 보인

다.

39)이 은 제목에 ‘傳’임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체 인 체계가 과 매우

흡사하므로 으로 분류해 함께 다루고자 한다.여기서 尙娘은 향랑과 같은 인

물로 보아도 무방하다.

40)이하곤, 頭陀草 권16｢書貞女尙娘事｣“尙娘窮鄕一女子也,平日豈有詩禮之敎,

保姆之訓哉,能通知大義,卓然自立,視死如歸,以明其志,苟非天性貞烈,其何能如

是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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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는 여자의 교육이 갖추어졌다.스승이나 보모의 경계나 詩

書圖史의 가르침이 있어서 노리개를 차고 수건을 두르는 것에까

지 가 있지 않음이 없었다.이런 까닭에 의를 행하여 개를 지

키는 사람이 귀인 거족에서 많이 나왔었다.우리나라 각 지역 읍

지를 보면,왕왕 한미한 자손과 궁벽한 땅의 사람들이 물가에 몸

을 던지는 기이하고도 높은 행실이 이어지는데,귀인이나 거족은

도리어 보이는 것이 드무니,내가 윽이 이상하게 여겼다.상랑

도 궁벽한 시골의 천한 부인일 뿐인데,몸을 닦고 행실을 깨끗이

하여 조용히 죽음에 나아가기를 이와 같이 하 다.상랑 같은 사

람은 어 천성으로 이룬 것이 아니겠는가?어 스승에게 시서

를 배운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겠는가?41)

김민택은 읍지에서 여성의 교육이 갖추어진 귀인,거족 출신의 여

성들보다 그 지 못한 한미한 자손과 궁벽한 땅에 사는 여성들의

‘卓節之行’이 오히려 더 많다는 을 이상하게 여겼다.교육의 기회

가 상 으로 갖춰지지 않은 하층 여성인 향랑이 의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천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

향랑의 열이 천성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서술은 이안 과 이옥의

에서도 나타난다.먼 이안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향랑은 미천한 사람이다.아비는 땔나무를 지고 어미는 베를

짜는 것을 생업으로 했으니,향랑이 그 집에 나서 자라며 익힌 것

41)김민택, 竹軒集 권2｢烈婦尙娘傳｣“古 ,女敎備矣.有師傅保姆之戒詩書圖史

之訓,至於珩佩巾帨,靡不有禮.是以蹈義守節 ,多出於貴人鋸族.及覩東國州郡誌,

往往遐裔僻壤,投厓赴河,奇巍卓節之行接跡也.貴人鋸族,反鮮覯焉,余竊異之.鳴

呼!娘亦窮閻賤婦耳,能修身潔行,從容就死,如此.若娘 ,豈非得於天 也.噫!

豈盡由師傅詩書之敎也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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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것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그러나 이른바 우뚝한 옛 열부

도 어 향랑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랴.( 략)그 다면 향랑은

천성이 그러한 것인가?42)

이안 은 향랑이 미천하여 자라면서 땔나무 지는 것과 베 짜는

것 외에는 익힌 것이 없음에도 의를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를 그

의 천성에서 찾았다.이옥은 세속에서는 여자의 교육이 갖춰지기 어

렵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상랑은 미천한 사람이라 순하고 정숙하게 하라는 유모의 가르침

을 받거나  효경 ․  논어 ․  열녀  을 읽지는 못했어도 이

룬 것은 끝내 같이 우뚝하 다.바탕이 순수한 사람은 기다려

꾸미지 않아도 아름답다.43)

향랑은 세속의 비루한 사람이라 유모의 가르침이나 경 의 가르

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뚝한 의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향랑의

바탕이 순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이하곤과 마찬가지로 향랑이 스스로 ‘의’를 주장하는 면모가

이안 과 유한 의 에서도 그려진다.이안 은 향랑의 구체 인

개가 상 로 조씨네 아들이라는 허구 인물을 설정한다.다음 목

은 숙부가 부잣집 아들 조씨에게 개가할 것을 권유하자,향랑이 거

42)이안 ,｢香娘傳｣( 海叢 (冬)｢ 기류｣)“彼香娘賤人,父負薪,母織賣麻枲爲生,

而娘生長其家,其所習乃不過如此.然所 卓卓雖古烈婦,無以過何哉.(中略)然則

香娘其天性乎.”

43)이옥,｢尙娘傳｣(실시학사 고 문학연구회 역,2009 완역 이옥 집 ,휴머니스

트)“彼尙娘 ,鄙之人,未嘗有婉娩之敎,孝經論語烈女傳之授,其所成就,卒如彼

卓乎然也.質之純 ,不待飾而美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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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면서 말하는 내용이다.

에게 남편이 있는데 다시 시집간다면 열녀가 아닙니다. 진실

로 의로우면 가난하고 힘든 것도 즐겁고,의롭지 못하면 부귀라도

취하지 않습니다.어진 사람은 오직 의로움을 추구할 뿐입니다.44)

숙부는 조씨 집은 베 짜는 여자 종이 수십 명이고,농사짓는 남자

종도 수백 명이라며 재가 상 의 부유함을 강조하면서,향랑에게 그

집으로 개가하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편하게 살 수 있다

며 설득한다.45)그러나 향랑은 빈부가 요한 것이 아니라,의로움

이 사람의 賢否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거 한다.도덕을 강조하는 향

랑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한 의 에서도 향랑이 스스로 도덕을 내세우며 의를 실천

하는 면모가 부각되었다.유한 은 향랑이 주변 사람들의 개가 권유

에 스스로 도덕을 주장하며 거 했다는 내용을 강조하 다.이는

“숙부의 개가 권유에 향랑은 울면서 의로써 거 하 다”라는 부분

과,46)시아버지의 개가 권유에 향랑이 “몸을 남에게 허락했는데 둘

을 섬기는 것은 의가 아니니,제가 비록 미천하지만 그 게 하지 않

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47)

여기서 살핀 문사들은 체로 향랑의 열이 천성에서 기인한다고

서술하 고,동시에 향랑이 스스로 도덕을 주장하는 모습을 강조하

44)이안 ,｢香娘傳｣( 海叢 (冬)｢ 기류｣)“妾有夫再嫁,非烈女也,且苟義貧苦爲

樂,不義富貴有所不取,賢 惟義之趣.”

45)이안 ,｢香娘傳｣( 海叢 (冬)｢ 기류｣)“彼有織婢數十人,耕奴以百數,娘去必

不窮自織汲水鉏田,徒日理髮均粧,一指不動,衣食非所憂.”

46)유한 , 自著 권14｢善山二烈女傳｣“香娘泣以義拒之.”

47)유한 , 自著 권14｢善山二烈女傳｣“夫許身於人而二之,非義也,婦雖微賤不爲

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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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 주체의 천성과 도덕을 강조한 이러한 서술 경향은 선산

지역 선 들의 유풍을 강조했던 문사들의 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

이다.이러한 서술상의 차이는 향랑을 입 하고 그의 의를 칭송하

는 것을 통해 추구하는 방향이 달랐던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첫 번째로 살핀 문사들은 지역 사족 자신들의 自存을 더욱 요

시 여겨 향랑을 통해 그들의 욕망을 구 하고자 했다면,두 번째로

살핀 문사들은 열 이념 자체에 주목하고,그것의 사회 효과를 더

욱 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즉 신분이 미천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향랑도 내재된 천성과 도덕 주체성으로 인해 의를 행하

다는 을 부각시켜,같은 처지에 있는 다수의 일반 민들로 하여

자신들도 향랑처럼 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게 하고,궁극 으로

열 이념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 을 것이다.첫 번째로 살핀 문사

들도 기본 으로 이런 의도가 있었겠지만 자신들의 욕망 실 에 더

무게가 가해졌을 뿐이고,이것이 서술상의 차이를 만들어냈던 것이

다.향랑의 천성과 도덕을 강조한 사 부 문사들의 사상 성향이

체로 노론 낙론계열이었다는 도 이러한 차이에 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 22 -

二 .지배 열녀 인식의 공유

1.향랑의 烈行에 한 칭송

서론에서 이미 밝혔듯이  삼한습유 는 열녀 향랑 이야기를 기이

하게 재구성한 ‘기문’이다. 삼한습유 는 작품의 도입부만 향랑고사

에 근거하여 서술했을 뿐,나머지 부분은 고사와는 무 한 별

개의 이야기로,김소행의 상상력에 바탕한 독창 인 서사로 이루어

져 있다. 삼한습유 는 세 권으로 되어 있다.1권에서는 향랑고사를

수용하되,내용 으로 변개를 가하여 향랑의 비극 인 결혼과 죽음,

그리고 그 이후 신선이 되어 나타난 향랑의 일들을 서술하고 있다.

향랑이 환생을 통해 이 에 마음에 둔 남성인 효렴과의 혼인을 원

하자,이를 둘러싸고 벌어진 천상계 논쟁도 여기에 포함된다.2권에

서는 효렴과의 혼사를 둘러싸고 천군과 마군의 쟁담이 개된다.

3권에서는 향랑과 효렴의 결혼이 마침내 성사되고,그 후 향랑이 삼

국통일의 과정에서 결정 인 역할을 한 후 생을 마감하며 다시 승

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삼한습유 는 의 형식,내용,성격이 이 의 향랑 들과

확연히 달랐지만 향랑의 의에 한 인식에 있어서는 이 시기

문사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사회에서 공유되는 지배 인 인식을 보

다.이는  삼한습유 가 작품 반에서 여성으로서의 도리를 거듭

강조하고,그 속에서 향랑이 개가를 거부하면서 보인 열을 칭송하고

있었던 을 통해 알 수 있다.

김소행은 본문에서 “女義”,“婦道”라는 단어를 거듭 사용하면서

근 여성에게 요구되는 도리와 남녀유별의 원칙을 강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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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랑이 친정 부모에게 “하늘의 도는 남자가 되고 땅의 도는 여자가

되어,남자는 굽어 보살피고 여자는 받들어 섬기면서 집안의 도가

이루어집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김소행은 남자는 하늘,여자는

땅에 비유하며 그에 걸맞은 각각의 역할을 설명하 다.48)이러한 남

녀 계의 설정은 조선시 반에 걸쳐 지배 인 것으로,그 존재

론 근거는 陰陽 이론으로 설명되었다.이러한 논리의 기원은 고

국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국 후기의  易傳 에서 음양은 남

녀 계를 설명하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았다.즉 음양은 乾坤,男

女, 卑,貴賤,動靜,剛柔 등의 개념과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남녀

계와 역할을 규정짓게 되었고,이는 이후 조선은 물론,동아시아

유교 사회에서 남존여비를 지지하는 이론으로 활용되었다.49)특히

건곤의 남녀 유비 구조에서는 남자의 통솔과 여자의 따름이 자연스

럽게 도출되었는데,50)이는  삼한습유 에서 향랑의 죽은 혼이 효

렴을 찾아와서 “부인의 도는 뒤를 따르는 법이지 앞서면 안 되는 법

이지요”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51)이처럼 19세기

의 지식인 김소행은 이러한 음양이론에서 도출된 남녀 계의 유교

사유방식을 지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나아가 작품의 말미

에서 원효가 향랑과 효렴의 혼인 이후의 일에 해 말하면서 “부인

이 집에 거한 50여 년 동안 규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 부

분에서는 작가가 남녀의 공간분리,즉 ‘남자는 밖에서 여자는 규방

에서’라는 근 유교 념에 충실하게 향랑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2)

48)『三韓拾遺』권1“故乾道成男,坤道成女,覆育奉承而家道定矣.”

49)이숙인,2005 동아시아 고 의 여성사상 ,여이연,297-311쪽.

50)이숙인, 의 책,308-309쪽.

51)『三韓拾遺』권1“然以婦人之道,可後而不可先也.”

52)『三韓拾遺』권3“婦人居家五十餘年,身不出閨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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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통 도리에 한 강조 속에서 김소행은 여성의 개가에

해 부정 으로 바라보고 있었다.작품 속 향랑고사에 근거한 서술

이 끝나가는 부분에서 김소행이 직 등장하는 목이 있다.

나 에 죽계(김소행의 호)선생이 향랑의 묘를 지나가다가 ‘아,이

것이 죽은 의열녀의 묘이구나’하더니 시를 지으며 슬퍼했다.53)

향랑이 조정으로부터 정려를 받고 ‘의열’로 칭해진 후에 김소행이

향랑의 묘를 지나다가 시를 지으며 슬퍼했다는 목이다.김소행이

지었다는 시 내용 에 “남자가 문을 닫을지언정 여자가 어 지아

비를 바꾸리”라는 구 이 있다.54)이 구 에서는 주 의 개가권유를

물리친 향랑의 행 를 기리면서,여성의 개가를 부정 으로 바라보

는 김소행의 시선이 드러난다.작품 속에서 김소행이 직 등장하여

지은 시이니만큼 그의 인식이 직 으로 반 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작품 말미에 첨부된 작가의 창작 후기에 해당하는 ｢지작기｣에서

도 향랑이 개가를 거부하며 행한 열을 정 으로 바라보고 있는

김소행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하늘의 도는 사사로운 친함이 없어 항상 선한사람(善人)과 함께

하니,정려가 때맞춰 내린 것과 <산유화>한 곡조가 지 까지도

사람들 사이에 퍼져 하여 읊조리는 것이 그치지 않으며,부인들

이 모두 그를 해 물을 흘리는 것 같은 일은 그 선함이 보답을

53) 三韓拾遺 권1“後竹溪先生過其墓,題曰,‘嗚呼!此故義烈女香娘之墓.’因作詩

以傷之曰,….”

54) 三韓拾遺 권1“男兒猶閉戶 女子豈更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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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증거이다.55)

향랑에게 정려가 내려지고 <산유화>가 지 까지도 사람들에게

울려 퍼져 부인들이 향랑을 해 물을 흘리는 것은 모두 향랑의

선함에 한 보답이라고 하 다.개가를 거부하고 죽은 향랑을 “善

人”이라고 표 하며,그러한 선함,즉 의가 보답 받아 마땅하다고

한 것은 향랑의 열행을 극 으로 칭송하고 있는 것이다.

한 작품의 도입부에서 수 하려는 향랑의 뜻을 꺾고자 하는 조

씨네 아들이 등장하는데,56)그는 자기 집의 부귀와 권세를 내세워

향랑과의 혼사를 억지로 진행시키려 하 고,이에 향랑은 못에 뛰어

들어 죽는다.향랑이 죽은 후,조씨네 아들은 머리가 갈라져 ,코,

입 등에서 피를 낭자하게 쏟으며 잔인하게 죽는다.김소행은 ｢지작

기｣에서 이러한 조씨네 아들의 죽음을 언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

다.

무릇 자신의 큰 재산에 기 어 강포하게 굴며,남의 처첩을 빼앗

고자 하는 자는 그 죄가 죽어 족하다.하물며 곧은 믿음으로 의를

지키는 사람을 무고하게 죽 으니,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바이며,

사람과 신이 함께 죽일 바이다.비록 죽지 않았다고 해도 나는 반

드시 ‘죽었다’고 할 것이다.57)

55) 三韓拾遺 권3“天道無親,常 善人,若其旌閭之及時,而山有花一闋,至今散人

間,傳誦不已,婦孺皆爲之墮淚,此其報善之驗也.”

56)향랑의 구체 인 개가 상 로 조씨 아들을 설정한 것은 이안 의 향랑 에서

이미 나타난 것이었다.이안 은 앞 시기의 들과 달리 매우 자유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허구들을 가미해 서술하 다.이런 에서 기존 연구들은 이안 의

이 삼한습유의 모본이 되었음을 주장하기도 하 다.

57) 三韓拾遺 권3“夫挾其富豪,奪其强 , 奪人妻妾 ,其罪足以死矣.況使貞信

守義之人,無故而死,則天地所不容,人神所共戮.雖曰未死,吾必爲之‘死’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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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개가 권유를 물리치며 수 하고

자 한 향랑에 해 “곧은 믿음으로 의를 지킨 사람”이라고 표 한

부분이다.여기서도 김소행은 강한 수 의지를 보인 향랑의 열행을

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기 때문에 수 하려는

향랑을 방해하여 죽음으로 몰아간 조가의 아들을 천지가 용납하지

않는 죄인으로 여기며,그를 매우 잔인하게 죽게 했던 것이다.

나아가 김소행은 작품 말미에서 향랑의 열은 향랑이 죽고 난 뒤

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음을 강조하 다.이는 향랑의

묘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제사 지내는 상황

을 설명한 부분에서 드러난다.

한 할미나 가난한 여자,늙은 과부나 어린 부인,규방의 여자

나 밥 짓는 여종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는 의열낭자가 죽은 것

으로,자식은 없는 묘”라고 하 다.산골짜기의 물풀과 과수원의

과일을 미리 비하지 않음이 없었고,문장을 짓고 향을 사르고

목욕재계하여 를 엄하게 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에 맞춰 제사

를 지냈다.그것이 지 까지도 끊이지 않으니,節烈이 사람의 마

음을 감동시키고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깊다.며느리를 맞

은 집에서는 언제나 사흘이 지난 뒤 마을의 부녀들과 소매를 나란

히 하고 함께 가서 <산유화>를 같이 부르고,며느리에게 묘에

하도록 하는 것이 마을의 습속인데,그것이 오래 되었다.58)

58) 三韓拾遺 권3“而以至富媼寒女老寡幼婦閨女爨婢皆曰,‘此義烈娘子死,而無後

之墓也.’澗藻園果,無不 先,杼軸焚香,齋沐禮嚴,誠格歲時祀之,至今不絶,節烈

之感人心,入人心深矣.每娶婦之家,三日後, 里中婦女連袂同往,齊唱山有花,而

令婦拜墓,村里習俗,厥惟久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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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에 따르면,마을에 사는 여러 유형의 여성들이 향랑의 묘

를 정성스럽게 보살피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끊이지

않았다.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마을의 부녀들과 <산유화>를 함

께 부르고,향랑의 묘에 가서 하는 것이 마을의 오래된 습속이라

하 다.이는 김소행이 살았던 시기의 실제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이유에 해 김소행은 향랑의 의가 사

람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기 때문이라고 보았다.특히 부인들의 반

응이 유독 심했던 에 해서는 “그것이 땅의 도(坤道)로서 心形精

氣가 (향랑과)같은 종류이기 때문”으로 보았다.59)김소행은 향랑의

일이 특히 부인들이 감응하고 본받아야할 일로 인식하고 있었다.이

처럼 김소행은 열행을 당 여성들의 바람직한 행 로 강조하고 있

었는데,이러한 인식은 이 의 향랑 들과 같은 맥락에서 당시의 지

배 인 열 이념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었다.다만 김소행은 향랑의

죽음 자체에 해서는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는 3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2.도덕 주체로서의 하층민 열녀 향랑

김소행은 작품 속에서 많은 효부,효녀,열부들을 나열하지만,오

직 ‘貞義女’에 해서만 그의 삶과 죽음을 자세히 서술하 다.무엇

보다 정의녀 이야기는 체 이야기의 구조와 유기 으로 연결되는

내용도 아닐뿐더러,오히려 체 구조상 부조화가 느껴지는데도 매

우 장황하게 서술되고 있다는 에서 의문을 가지게 한다.정의녀는

향랑이 죽은 후 천상 존재가 되어 효렴과의 결혼을 원할 때 등장

59) 三韓拾遺 권3“婦人異甚,何則坤道,而心形精氣,同一類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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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정의녀 이야기의 강을 소개하면,정의녀는 달성 선비의 노

비의 딸로서 마을의 부잣집 아들과 혼약을 한다.그 남자와의 혼인

날짜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선비 주인이 정의녀의 미모에 반해 자신

의 신분 치를 이용하여 그녀의 부모를 박한다.결국 부모와

주변 사람들은 정의녀를 데려 가려는 주인을 죽이기로 공모한다.이

계획을 안 정의녀는 차마 그 게 할 수 없다며,주인을 따라 나서서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음을 노래한 시를 한 편 남기고 물에 뛰어들어

자살한다.이후 정의녀는 사후 세계에서 열녀로 받으며 지내는

인물이 된다.환생이 결정된 향랑은 그녀를 찾아가 같이 환생하여

혼약했던 남자와 결혼할 것을 권하지만,정의녀는 정 하게 거 한

다.김소행이 향랑 외 다른 하층민 여성인 정의녀의 일화를 장황

하게 삽입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60)

본문 속의 정의녀는 유한 이 ｢선산이열녀 ｣에서 향랑과 함께

기록한 실제인물인 비 愛月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악된다.61)먼

60)기존의  삼한습유 연구들은 ‘정의녀’이야기에 거의 주목하지 않았다.‘정의녀’

이야기를 면에서 다룬 논문 한 편과  삼한습유 체의 내용구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 언 한 연구들이 있는 정도이다.그러나 이에 주목한 연구들도

‘정의녀’이야기를 텍스트 내에서만 검토함으로써 삽입 이유와 의미에 해 단

편 으로 악했다는 문제 이 있다.조혜란은  삼한습유 연구 170-171쪽에서

‘정의녀’이야기의 삽입 이유에 해 향랑이 환생 ‧재가에 한 의지가 강하고

자신의 일에 극 이고 진취 인 인물이라는 것을 도드라져 보이게 하기 한

김소행의 장치로 설명하 다.서신혜는 2002｢｢삼한습유｣에서 정의녀 이야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언어문화 22,한국언어문화학회,181쪽에서 ‘정의녀’

이야기에서 이름에 기 되는 행실을 보이지 못하는 ‘양반’과,기 하지 않았던

‘노비’의 의에 부합한 행동의 설정은 기존 지배 세력이나 실 사회에 한

김소행의 극 부정이며 반항이라고 보았다. 191-194쪽에서 정의녀의 학

식,능력,행동의 이유를 요량자라는 남쪽 선비가 알아주었듯이 죽계 자신의 능

력과 행동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삽입했다고도 보았다.

61)조혜란은 앞의 논문 171쪽에서 정의녀를 ‘허구 인물’ 는 ‘향랑의 일생을 모

의 으로 각색한 인물’로 보았고,서신혜는 2004 김소행의 쓰기 방식과 삼한

습유 ,박이정,213-214쪽에서 김소행이 孤山 李惟樟(1625-1701)의  孤山集 권2

에 나오는 여종 이야기를 소설화한 것으로 보았다.이유장의 문집에서 여종이

죽기 에 지었다는 시와 유한 의 애월,김소행의 정의녀가 지었다는 시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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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 여성의 신분에서부터 체 인 서사구조까지 유한 의 과

동일하며 정의녀가 죽기 에 지었다는 시가 애월이 죽기 에 지

었다는 시와 같다.나아가 김소행은 정의녀 이야기가 끝나가는 부분

에서 “그 여자가 죽은 때가 향랑이 쫓겨난 때 으며,정려가 마침

향랑과 같은 날 내려졌다.사람들이 모두 그 기이함에 놀라면서 마

치 서로 짝을 이루는 것 같다고 여겼다.세상에서는 일선군의 두 열

녀라고 부르는데,이 여자가 그 한 명이다”라고 서술하고 있다.62)

유한 한 ｢선산이열녀 ｣에서 애월과 향랑을 함께 다루고 있으

므로 애월을 정의녀로 보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유한 의 애월 이야기를 김소행이 어떤 방식으로 각색했는지를

살펴보면 김소행이 다른 하층민 여성인 정의녀 이야기를 삽입한

의도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이를 해 유한 의 애

월 이야기를 살펴보자.京城人의 비인 애월이 동가네 아들과 약혼을

하 다.그런데 혼사 며칠 에 나타난 주인이 자신의 노비들을 모

두 면천시켜주면서 오직 애월만은 면천을 시켜주지 않고 그녀를 강

제로 데려가려 하 다.애월 부모의 애걸에도 주인은 듣지 않았다.

마침내 주인을 해치기로 계획한 부모에게 애월은 “제가 듣기로 주노

는 군신,부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신하는 임 을 죽일 수 없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없는데,혹 그런 일이 있다면 천지가 용서

하지 않을 것이며,이는 패륜하고 떳떳함이 멸하여 도가 없는 사람

자의 차이 외에는 거의 같은 것으로 보아 이들은 모두 같은 인물로 추정된다.

그런데  삼한습유 에서의 정의녀 이야기는 애월 이야기와 더욱 유사하고,애월

이 죽기 에 지은 시를 한 자만 제외하고는 그 로 옮겨온 것으로 보아 김

소행의 정의녀 이야기는 유한 의 애월 이야기를 각색한 것으로 보인다.김소행

이 이유장의 여종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지에 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후

의 인물 유한 이 이유장의 여종 이야기를 선산의 열녀 이야기로 각색한 배

경과 의도는 따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62) 三韓拾遺 권1“死在香娘被驅之時,而旌褒之典,適 香娘同日,衆咸嗟異以爲若

有所待,世稱一善郡二烈女,此其一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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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니다.만약 아버지가 듣지 않는다면 는 먼 죽고 보지 않을 것

입니다”하 다.63)아버지는 옳다 하 다.결국 애월이 주인을 따라

가다가 혼자 생각하기를,몸을 다른 남자에게 허락했음에도 그를 배

반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하다고 하여,낙동강 가에 이르러서 몸을

던져 죽었다.유한 이 기록한 기에서 애월은 주인에 한 도덕과

약혼자에 한 도덕을 온 히 하기 해 자살하 다.유한 은 향랑

의 도덕을 강조하 던 것과 마찬가지로 천민 여성인 애월이 도덕을

지키는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삼한습유 로 오면 유한 에서의 애월은 ‘정의녀’라는 이름으

로 소개되고 있다.유한 의 애월 이야기와 기본서사는 동일하나 김

소행은 더 많은 내용들을 첨가하고 허구 으로 각색하여 장황하게

서술하 다.그런데 김소행은 유한 에 비해 정의녀의 도덕을 한층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 다.마을의 부잣집 아들이 ‘정의녀’의

자색을 사모하여 강제로 취해 아내로 삼으려 하자,‘정의녀’는 다음

과 같이 말한다.

제가 비록 천인이긴 하지만 함부로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禮를

갖추어 오십시오.그 지 않으면 비록 나를 송사에 불러들인다 해

도 당신을 따르지는 않을 것입니다.64)

그러자 그 집에서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다.이 목에서는 비

63)유한 , 自著 권14｢善山二烈女傳｣“愛月曰,妾聞奴主 譬則君臣也,又父子也,

臣不可以弑君,子不可以弑父,或有焉則是天地所不容,敗倫滅常無道之人也,苟大

人不聽,兒願先死無見也,愛月曰,妾聞奴主 譬則君臣也,又父子也,臣不可以弑君,

子不可以弑父,或有焉則是天地所不容,敗倫滅常無道之人也,苟大人不聽,兒願先

死無見也.”

64) 三韓拾遺 권1“雖賤人,不可奔也.求禮而來,不然雖速我訟,亦不汝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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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천인이지만 ‘’를 갖추어 혼인을 하고자 하는 ‘정의녀’의 의지가

강조된다.

다음 부분은 주인을 따라가는 날 약혼했던 남자가 와서 송하자

‘정의녀’가 말하는 부분이다.

몸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信이 아니고,

주인을 모시면서 명을 거 하는 것은 義가 아니지요.장차 둘 다

온 히 하려면 는 어 할 바를 모르겠어요.이 몸이 지 떠나

는 것은 그만둘 수 없으니,부디 빨리 아름다운 여자를 구하시고

는 생각하지 마세요.65)

이 목에서 ‘정의녀’는 약혼남에 한 ‘신’과 주인에 한 ‘의’를

모두 온 히 하고자 고뇌하는 모습을 보인다.이처럼 김소행은 ‘정

의녀’로 하여 ‘’,‘신’,‘의’라는 더욱 구체 인 도덕 덕목들을

시하게 함으로써 애월보다 더 도덕에 충실한 모습으로 그려냈다.

이러한 면모는  삼한습유 의 도입부에서 향랑을 주 의 어떤 인

물들보다도 유교 도덕에 투철한 인물로 형상화한 것에서도 드러

난다.한 로 향랑이 시집을 간 후 어느 날,그의 난폭한 남편이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와서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하 으나,향

랑은 조용히 거 하며 말했다.

신하는 임 덕분에 먹고,자식은 아비 덕분에 먹고,아내는 남편

덕분에 먹는 것입니다.아비와 자식은 은혜를 주로 삼고,임 과

신하는 의를 주로 삼고,부부는 의를 합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

65) 三韓拾遺 권1“以身許人,不踐非信也,服事主人,巨命非義也. 欲兩全,妾不

知所以裁之.此身此行,不可已也,勉之勉之,早求令女,無以妾爲念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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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략)의로써 은혜를 다하는 까닭은 배우자로 몸을 합했기 때

문이고,천지가 만물을 낳아 기르는 것은 건곤을 본받은 것입니

다.그러므로 인륜에는 아비와 자식의 계보다 큰 것이 없으나,

반드시 부부가 있은 다음에야 부자 계를 말합니다.( 략)지아

비가 아내에게 함부로 하지 않으면,아내도 지아비의 허물을 따

지지 않습니다.군자가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66)

이 목에서 향랑은 인간 계의 유교 윤리를 들어가면서 자신

을 함부로 하는 남편에게 부부 계의 올바른 도리,나아가 군자의

바른 몸가짐을 말하며 남편을 설득하고 있다.여기서 향랑은 도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의지를 철시키려는 인물로 묘사되는데,이는 향

랑의 도덕 주체성을 강조하기 한 김소행의 서술 방식으로 보인

다.이러한 의도는 김소행이 애월과 향랑을 ‘정의녀’와 ‘의열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호명하는 것에서도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작품 속에서 정의녀와 향랑의 형상화 방

식은 유사하게 나타난다.작품의 말미에서 김소행은 정의녀의 낙동

강 시와 향랑의 <산유화>를 직 으로 연결시키면서 “이들의 의,

,열은 진실로 서로 가깝다”고 하 다.67)이처럼 김소행은 하층민

여성인 정의녀와 향랑의 열이 지니는 성격의 유사함을 강조하 는

데,이는 다음 목에서 구체 으로 나타난다.

비록 마음을 가다듬어 공부를 하고 시서에 마음과 힘을 다했다 해

66) 三韓拾遺 권1“臣食於君,子食於父,妻食於夫,父子主恩,君臣主義,夫婦以義

合而有家.(中略)所以義盡恩,至配身合體,覆載生育,象于乾坤,故倫莫大於父子,

而必曰‘有夫婦然後有父子’.(中略)夫不慢妻,妻不訕夫,君子之所以造端是也.”

67) 三韓拾遺 권3“其義節烈固無間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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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집갈 나이가 되어서는 공부가 거의 없어지고 詩賦가 끊어졌

을 텐데 어디에서 이를 얻었단 말인가?그 신령한 마음,총명한

성품은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고,남다른 민첩함과 재능은 자연히

구비된 것이며,총명함이 미치는 바와 생각이 이르는 바는 뛰어나

고 우수하여,마땅히 용의 도를 분별하지 않음이 없었다.68)

이 목에서 김소행은 정의녀와 향랑의 의를 칭송하면서,그들

의 열을 시서나 시부의 결과보다는,하늘로부터 주어진 천성과 자연

히 구비된 재능으로 스스로 용의 도를 지켜 실천한 결과로 서술

하고 있다.요컨 김소행은 향랑의 도덕과 천성에 주목하 던 이

의 향랑 문사들과 같은 맥락에서 하층민 열녀들이 스스로 도덕을

실천하는 모습과 천성을 강조하고 있었다.즉,미천하고 어리석은

하층민 여성들도 내재된 천성과 도덕 주체성으로 뛰어난 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인식인데,이는 당시의 지배 인 인식이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인식은 당시의 사회 분 기와 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역사 으로 사 부 여성들과 달리 조선 후기 양인 이하 하층민

과부들은 상당수가 재혼을 한 것으로 나타나,열이라는 유교 이념

의 향을 실제로 많이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69)이는 이능화

가 “우리 조선 시골 마을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인근에 새 과부가 났

다고 들으면,곧 여럿이 공모하여 이를 취하 다.그 법식인 즉 미

68) 三韓拾遺 권3“雖潛心爲學,從事詩書,年甫及 ,用工無幾,風騷絶響,何從得

此:豈靈心慧性,出於天賦,異敏技能,自然具備,聰明所及,思慮所到,無不穎脫

解,裁宜執中.”

69)김건태,2004｢18세기 혼과 재혼의 사회사-단성호 을 심으로-｣ 역사와

실 51,한국역사연구회,218-220쪽;정지 ,2002｢조선후기 과부의 수 과

재혼-경상도단성 호 장에서 찾은 과부들의 삶-｣ 고문서연구 18,한국고문

서학회,18-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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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과부가 사는 곳,자는 곳을 탐지하여 두었다가,밤을 틈타 들어

가 등에 업고 나와,가난한 홀아비로 하여 하룻밤을 겁탈하게 하

여 짝을 이루게 하는 것으로 습속이 되더니,별로 괴이하게 여기지

도 않았고, 에서도 심히 하지 않았다”라고 하 던 데서도 드러

난다.70)이처럼 조선 후기의 하층 과부들은 상층 과부들에 비해 열

에 한 법 ‧이데올로기 규제,사회 인식,가문의 향 등에

서 상 으로 자유로웠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는 열녀

가 사회의 상층 뿐 아니라,하층에서도 빈번하게 출 하고 있었는

데,이는 18세기 후반,19세기 반의 시기를 살았던 徐瀅修

(1749-1824)가 증언하고 있다.

자고로 행과 열행의 실천은 개 가난한 집에서 나온 경우가 많

았고,벌열 가문에서는 거의 들을 수 없었다.그 콩잎을 먹는 자들

은 의리의 실천을 가볍게 여기고,고기를 먹는 자들은 그 사는 것

을 무겁게 여겨서인가?가난한 집의 사람이기 때문에 정려의 은

을 받는 경우는 한 백에 한둘도 되지 않는다.71)

사회 하층 여성들의 행의 실천은 서형수의 지 처럼 “정려의 은

을 받는 경우는 백에 한둘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실천한 행의 형태도 다양했는데,이는 洪良浩(1724-1802)

의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70)이능화(1926),김상억 옮김,1990 조선 여속고 ,동문선,246쪽.

71)서형수, 明皐全集 권8｢烈女金氏旌閭記｣“自古節烈之行,類多出於蓽門圭竇之

中,而閥閱之家,罕聞焉.豈藿食 輕蹈義,而肉食 重其生歟,以其蓽門圭竇也,故

旌殊之典,亦百不一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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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떳떳한 양심을 얻었으므로 항의 평범한 여자도 왕왕 행

할 수 있었으니,손가락을 잘라 피를 쏟는 자가 있었고,도 을

만나서는 신 죽는 자가 있었으며,사나운 짐승을 잡고 물린

이를 빼내는 자도 있었으니,역사의 기록에도 실린 바 되어 상

고할 수 있다.72)

이 목을 통해 민간의 하층 여성들이 다양한 형태의 행을 실

천하 던 상황을 알 수 있다.이처럼 조선 후기의 하층민 여성들은

상층 여성들에 비해 열 이념의 규제를 상 으로 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다양한 형태로 의를 실천하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었

다.조선 후기는 피지배층이 스스로를 도덕 주체로 자각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지를 철시키고자 했던 시 상황임을 고려

할 때,73)하층민 열녀들의 증가는 도덕 주체로서 자신들의 가치를

천명하고자 한 의지의 확산으로 설명될 수 있겠다.향랑과 정의녀

72)홍양호, 耳溪集 권14｢烈婦李氏旌閭記｣“盖得於秉彝之天,故委巷匹婦,往往能

之,有斫指而灌血 ,有遇賊而代死 ,有搏猛獸而脫牙吻 ,史傳所載可稽也.”

73)오수창과 김 민은 하층민 여성의 정렬을 조선시 의 성리학이라는 특징 인

지배이념의 작동원리 속에서 해석하고,열녀라는 행 주체의 주도성에 주목하

다.오수창은 춘향의 정렬을 ‘피지배계층이 조선시 성리학이 가진 통치 이

념의 보편성을 유하여 자신의 가치를 천명한 것’으로 보았고,김 민은 ‘지배

층이 활용한 성리학의 기제 즉 인간의 보편 ,도덕 완성 가능성이라는 기제

를 소외계층이 역으로 유하여 자신의 정치 활로를 모색한 것’으로 해석하

다.오수창,2012｢조선의 통치체제와 춘향 의 역사 성취｣ 역사비평 99,역

사비평사;김 민,2007｢정치사상 텍스트로서 춘향 ｣ 한국정치학회보 41-4,

한국정치학회 참조. 한 1854년 경 함경도 명천의 기생 君山月이 지은 가사로

남지방을 심으로 된 <군산애월가>에서 군산월이 자신의 신분은 기생

이지만 행실은 기생이 아닌 훌륭한 행의 소유자임을 토로한 것을 통해서도

하층민 스스로가 자신을 도덕 주체로 여기고 있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서지

은 이것이 단순히 특정한 기녀의 개별 특성으로 악하기 힘든 사회 ‧

시 상임을 지 하 다.이에 해서는 서지 ,2002｢조선시 기녀 섹슈

얼리티와 사랑의 담론｣  한국고 여성문학연구 5, 한국고 여성문학회,

305-30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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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러한 시 상황 속에서 열행을 실천한 하층민 여성들로,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김소행도 이러한 분 기 속에서

그들의 도덕 주체성을 극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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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기이한 이야기 속 열녀 인식의 발

1.향랑의 자살에 한 비 인식과 애도

2장에서 김소행이 이 향랑 들과의 연속선상에서 향랑의 개가

거부 행 를 정 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열을 당 여성들의 바람

직한 행 로 강조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그러나 김소행은 향랑

의 죽음에 해서는 다른 인식을 보 다.

앞서 지어진 기들에서는 체로 향랑이 죽는 것을 그 돌아가

는 것처럼 여겨 망설임 없이 쉽게 죽음에 나아간 것으로 묘사되었

다면, 삼한습유 에서 향랑은 죽음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내 갈등

을 겪고 있다. 삼한습유 의 향랑 고사에 바탕한 서술에서 향랑은

자살할까 결심했다가도 자살할 용기가 나지 않아,스스로를 애도하

며 참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74) 향랑은 “살고 싶어 하고,죽기 싫

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라고 말하며 삶에 한 욕망을 드러냈

다.75)이는 이 시기의 향랑 문사들이 의도 으로 배제했던 열녀

들의 죽음에 한 고뇌가 반 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삼한습유 는 향랑의 죽음을 표 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 다.이 시기 부분의 향랑 들에서는 향랑의 죽음에 해 자

발 으로 “조용히 죽음에 나아간 것(從容就死)”으로 묘사하고 이를

열로 칭송한데 반해,76)김소행은 향랑의 죽음을 “억지로 죽은 것(强

74) 三韓拾遺 권1“決意自裁而又恐傷勇,乃中夜悲泣,濡筆作自悼詩二首.”

75) 三韓拾遺 권1“好生惡死人之情也.”

76)열녀 텍스트의 서술들이 여성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표 을 쓰지 않고,그

신 여성의 자발 인 자살 행 를 묘사하며 칭송한 은 남성 가치 에 의한

희생양으로서의 메커니즘을 감추기 해서라는 지 도 있다.이에 해서는 김

종미,2002 동아시아 여성의 기원-열녀 에 한 여성학 탐구 ,이화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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死)”으로 보았다.77)일련의 기들이 향랑의 곧은 열을 더욱 부각시

키기 해 향랑의 죽음을 ‘종용취사’로 서술했다면,김소행은 향랑의

죽음을 열로 칭송하기 보다는 억지로 죽은 것으로 보고,이로 인한

원통함이 매우 심하다고 하며 애도하는 모습을 보 다.78)향랑의 수

에 해서는 정 으로 인식하면서도 향랑의 죽음에 해서는

무조건 열로 칭송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보인 것이다.그 다면

김소행은 여성들이 죽지 않고 개가만 거부해도 열이라는 인식을 지

니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김소행이 지닌 열녀 인식의 성격

을 보다 잘 드러내기 해 조선 후기 열녀들의 자살이 성행했던 상

황과 그에 한 동 시기 사 부들의 인식이 어떠했는지 살펴 볼 필

요가 있다.

조선 기의 실록과 행실도 등의 열녀 서사에서는 수 과 유가

장례의 실천이 열행의 주요 서술 내용이었고, 열녀로 표창될 수

있는 근거 다면, 종실록 이후의 실록과 조선 후기 열녀 서사들

에서는 이 에 요하게 언 되던 열행이 사라지고,자살과 타살을

포함하여 죽음이 거의 유일한 열행이 되고 있었다.특히 남편을 따

라 죽는 여성들 혹은 정 에 항하여 자결하는 여성들이 열

녀의 일반 인 형태로 받아들여져 국가로부터 포상되었다.17세기

이후에는 자결이 본격 인 열녀의 상징이 되었고,이는 18,19세기

로 가면서 더욱 심해지는 양상을 보 다.79)

18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인물인 이옥의 서술은 조선 후기 열녀의

죽음이 일반화되었던 상황을 보여 다.

학교 출 부,295쪽 참고.

77) 三韓拾遺 권3“夫寃結强死,精魂不散,而能自報其讐 有之.”

78) 三韓拾遺 권3“竹溪先生斷曰,香娘之死寃矣甚矣.”

79)강명 ,앞의 책,475-484쪽;박주,앞의 책,2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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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여성)은 정숙하고 음란하지 않아서,사족의 딸이 비록 례

만 치르고 과부가 되어도 다른 곳으로 시집가지 않는 법이 풍속을

이루어서 일반 서민 에 조 이라도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은 역

시 그 게 하 다.온 나라 안의 은 여인으로 소복을 입은 자들

은 모두 옛날 열녀이다.이에 남편을 따라 죽음을 택한 이후에야

정려를 하게 되므로,조선의 열녀는 모두 죽었고,살아서 정려문

을 빛나게 세운 자는 없었다.80)

이옥은 남편이 죽은 뒤에 과부가 되어 수 하는 여성들은 모두

옛날 열녀이며,당시의 상황에서는 남편을 따라 죽어야지만 열녀로

정려를 받는다며 “조선의 열녀는 모두 죽었다”고까지 말하 다.동

시 를 살았던 成海應(1760-1839) 한 세 가 내려오면서 옛날의

지조 있는 부인들에게는 없었고,성인도 논하지 않았던 따라 죽는

행 를 부인들이 으뜸으로 친다고 하며,당시 남편을 따라 자살하는

부인들이 많은 상황을 보여주었다.81)

열녀의 만연한 죽음은 이 상을 찬미하는 분 기와 함께 유지되

고 확산되었다.조선 후기에 량 창작되는 열녀 들을 포함한 다양

한 열녀 서사들에서 여성들의 자결은 한결같이 열로 찬미되고 있었

고,이러한 분 기는 개화기까지도 지속되었다.82)여성의 자살을 열

80)이옥,｢生烈女傳｣(실시학사 고 문학연구회 역,2009 완역 이옥 집 권3,휴

머니스트,198쪽.)“朝鮮貞而不淫,士族女,雖醮而嫠,不復適法,仍成俗.凡民之稍

知恥 ,亦爾.是遍國中,紅顔而衣素 ,皆古烈女.於是,擇死於夫 而後,乃旌之.

故朝鮮之烈女,皆死,未有生而煥棹楔 .”

81)성해응, 硏經齋全集 권16｢爲麻田士人請褒烈婦金氏狀｣“孔子論婦人三從之義,

夫死從子,又著易之傳曰婦人從一而終,亦以守志爲懿,而未嘗及下從之烈,及夫世

級寢降,風節愈光,東國之俗,尤貞信婦人之烈,以下從爲 ,盖古昔貞婦之所未有,

而聖人之所未論,則節止於下從而無以復加之矣.”

82)개화기의 열녀 은 30편 정도 남아 있으며,열행의 양상도 남편을 따라 자결한

경우가 가장 많다.이에 해서는 김경미,2002｢개화기 열녀 연구｣ 국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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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표상으로 포장함으로써 미화하는 것은 당시 사 부들의 보편

인 인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열녀의 죽음에 한 보편 인 인식 틀 밖에 있었던 사 부

들이 주목된다.朴趾源(1737-1805),黃胤錫(1729-1791),이옥,丁若鏞

(1762-1836)이 그들이다.이들은 당시 여성들의 만연한 죽음에 해

비 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박지원은  經國大典 의 ‘개가녀의 자손은 문 과 무 의 직에

서용되지 못한다’는 조항이 일반 서민 여성들에까지 용하기 해

만든 법이 아닌데도,83)건국 이래 4백년간의 교화로 인해 양반이든

아니든 여성의 수 이 풍습이 되었다고 지 한 후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옛날의 이른바 열녀는 오늘날 도처에 있는 과부다.시골의 은

부녀들과 여항의 청상과부들까지도 부모가 완고하게 다그치지도

않고,자손이 서용되지 못하는 수치가 없는데도,과부로 수 하는

것이 개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여긴 즉,왕왕 한낮의 촛불을 스

스로 끄고,84)남편을 따라 무덤에 들어가기를 빌어,물에 빠져 죽

거나,불에 뛰어들어 죽거나,독약을 먹고 죽거나,목매달아 죽기

를 마치 낙토를 밟듯이 하니,열은 열이지만 어 지나치지 않은

가?85)

문학 132호,국어국문학회 참고.

83) 經國大典 ｢吏典｣京官職에 “失行한 부녀와 再嫁한 여성의 소생은 東西班職

에 서용하지 못한다.”고 하 다.

84)당시 풍속에 과부는 외간 남자와 한다는 의심을 받지 않기 해 거처하는

방에 낮에도 촛불을 켜 두었다.죽기로 결심했으므로 더 이상 그러한 구차스

러운 조치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85)박지원, 燕巖集 권1｢烈女咸陽朴氏傳｣“古之所稱烈女,今之所在寡婦也,至若

田 婦,委衖靑孀,非有父母不諒之逼,非有子孫勿叙之恥,而守寡不足以爲節,則

往往自滅晝燭,祈殉夜臺,水火鴆繯,如蹈 地.烈則烈矣,豈非過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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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을 통해 박지원이 살았던 시 의 여성들은 수 만으로는

열녀가 될 수 없었던 상황을 알 수 있다.박지원에 의하면 상층 여

성들은 물론 개가를 해도 별 무리가 없었던 하층민 여성들까지도

수 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다양한 방법으로 남편을 따라 죽음

을 선택하 다.하층 여성들에까지 죽음이 보편화된 상황을 알 수

있다.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박지원이 “마치 낙토를 밟듯이 하는”

여성들의 죽음에 해 지나치다고 보는 비 인 인식이다.

조선 후기의 학자 황윤석 한 천민 여성의 자살에 해 비

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었다.황윤석이 남긴 일기인  頤齋亂藁 에는

기생 杏兒에 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하루는 황윤석이 지인들과

강정을 유람하게 된다.이 때 지인이 여러 명의 기생들을 불러서

즐겼는데,오직 기생 행아만 오지 않았다.이에 지인이 노를 시켜

행아를 잡아 와,그 양손을 소나무 가지에 묶어 매달아서 벌주고 다

같이 이를 보며 조롱하고 비웃는다.황윤석이 용서해주는 것이 마땅

하다고 하여 마침내 행아를 풀어주자,행아는 소나무가 서 있는 언

덕의 벼랑 아래 강으로 몸을 날려 뛰어내린다.이러한 행아의 죽음

에 해 황윤석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행아는)이내 한 번의 희롱을 견디지 못하고, 작스 물에 빠져

죽는 것에 이르 다.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이 한다면 충신이 되

고 열부가 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행아는 진실로 편 하

고,미혹되며,어리석어서 함께 말할 가치도 없으나,본 바가 뜻밖

에 놀라워서 기록해 둔다.86)

86)황윤석, 頤齋亂藁 “今乃不耐一場戱劇,遽至溺死.人皆如此,則爲忠臣爲烈婦,

何難之有.渠固偏狹迷劣,不足掛齒,而所見錯愕,故記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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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석에 따르면 행아는 한 번의 희롱을 견디지 못하여 히 죽

었는데,사람들이 모두 이와 같이 쉽게 죽는다면,충신이 되고 열부

가 되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고 하며,빈정 는 어투로 말하 다.나

아가 쉽게 죽음을 선택한 행아에 해 편 하고 미혹되고 어리석다

고 하며 보다 직 인 비 을 가하 다.황윤석은 나아가 서얼,노

비,과부 문제는 우리나라의 세 가지 원통함이라고 지 하면서,부

녀의 개가 지에 해서도 비 인 시각을 내비쳤다.87)황윤석은

여성의 죽음 뿐 아니라,여성의 수 에 해서도 비 인 인식을

견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옥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의 열녀는 모두 죽었다”라고까

지 말하며,죽은 뒤에라야 정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해 비

인 시각을 보 다.그는 ｢生烈女傳｣을 통해 살아서의 삶 한 열녀

의 삶일 수 있다는 을 분명히 하 다.이옥은 살아서 남편에게 열

을 실천한 신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이어지는 논평에서 “다시 시

집갈 수 있는데도 가지 않는 것,이것이 열녀다”라며 열녀에 한

정의를 내렸다.88)

정약용 한 여성들의 자살에 한 비 논리를 개하 다.그는

｢烈婦論｣에서 아버지가 병들어 죽었다고 아들이 따라 죽는다면,그

아들은 효자가 아니며,임 이 죽었다고 신하가 따라 죽는다면,그

신하는 충신이 아닌 것처럼,남편이 죽고 아내가 따라 죽을 경우,

그것은 열이 아니라 소견이 좁은 것일 뿐이라 하 다.89)다만,자살

87)황윤석, 頤齋續稿 “我東有三寃曰,庶孼之無罪見棄,婦女之改嫁有禁,奴婢之世

傳賣買,是也.此天下古今所無而東俗獨有之,亦仁人君子所宜惻也.”

88)이옥,｢生烈女傳｣“女可更而不更,是爲烈女.”

89)정약용, 猶 全書 ｢烈婦論｣“厥 病且死,子從而死之孝乎.曰匪孝也.唯厥

不幸爲虎狼盜賊所逼迫,厥子從而衛之死焉則孝子也.君薨臣從而死之忠乎.曰匪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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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그것이 의에 합당한 경우여야 하며,그럴 경우에는 효자,충

신,열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90)정약용의 에서 열

부로 인정되는 의에 합당한 죽음이란 남편이 맹수나 도 에 핍박당

했을 때,아내가 남편을 지키다가 죽는 경우,자신이 도 이나 치한

에게 핍박당하여 강제로 욕보이려 할 때,이에 굴하지 않고 죽는 경

우,일 과부가 되었을 때,부모나 형제들이 자신의 뜻을 빼앗고

남에게 재가시키려 할 때,이에 항거하다가 역부족일 때 죽는 경우,

그리고 남편이 원통함을 품고 죽어서 아내가 남편을 하여 정상을

밝히려다가 함께 형벌에 처해 죽는 경우이다.91)정약용은 남편이 편

안하게 생을 마쳤는데도 부인이 따라죽는 것은 제 몸을 죽인 것일

뿐이며,이는 천하의 가장 흉한 일임을 거듭 강조하 다.92)이어서

의에 합당하지 않게 죽은 여성들에게까지도 국가에서 정려를 내리

며 표창하는 일에 해 비 을 가하 다.93)이는 당시에 정약용이

서술한 특정한 맥락에서의 죽음 외에도 단지 남편이 죽었다고 해서

따라 죽는 여성들이 많았으며,국가에서는 그러한 여성들까지도 열

녀로 간주하여 표창을 내린 상황을 알 수 있게 해 다.

열녀의 죽음에 해 한결같이 정 인 인식을 지닌 부분의 조

也.唯厥君不幸爲亂 所篡弑,臣從而衛之死,或己不幸而被虜,至虜庭强之拜,不屈

而死則忠臣也.曰然則夫卒妻從而死, 之烈,爲之綽其楔丹其榜復其戶,蠲其子若

孫繇役 何也.曰匪烈也,隘也.是有司 不察耳.”

90)정약용, 猶 全書 ｢烈婦論｣“夫天下之事之凶,未有甚於殺其身 也,殺其身

奚取焉,唯殺其身當於義是圖也.”

91)정약용, 猶 全書 ｢烈婦論｣“夫爲虎狼盜賊所逼迫,妻從而衛之死焉,烈婦也.

或己爲賊人淫人所逼迫强之汚,不屈而死則烈婦也.或蚤寡,其父母兄弟欲奪己之志

以予人,拒之弗能敵,以死則烈婦也.其夫抱寃而死,妻爲之鳴號暴其狀不白,竝陷刑

以死則烈婦也.”

92)정약용, 猶 全書 ｢烈婦論｣“今也不然.夫安然以天年終于正寢之中,而妻從

而死之,是殺其身而已. 之殺其身,當於義則未也.吾固曰殺其身,天下之凶也.”

93)정약용, 猶 全書 ｢烈婦論｣“而爲民上 ,且爲之綽其楔丹其榜復其戶,蠲其

子若孫繇役,是勸其民相慕效爲天下之凶也,惡乎可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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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사 부들과 달리 박지원,황윤석,이옥,정약용은 조선 후기 여성

들의 만연한 죽음과 그들을 열녀로 기리는 상황을 지 하고,이를

비 으로 바라보았다.이는 당시로서는 외 인 인식으로 볼 수

있다.향랑의 죽음을 비 으로 바라본 김소행의 인식도 이들과 같

은 맥락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들의 비 은 조선 후기에 도덕이 법보다 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그에 따른 사회 혼란에 해 우려를 표한 지식인들의 인

식과도 연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조선 후기에는 강상의 강조와

가까운 사람들 간의 인정과 도리가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법을 굽히

는 결이 잦아졌고,조선 후기 상당수 사람들은 이를 빌미로 살인

과 같은 극단 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었다.94)도덕에 바탕을 둔 사

인 복수의 범람과 그로 인한 사회 질서의 혼란을 구보다 우려

한 이가 정약용이었다.95)그러나 다산은 사 인 복수를 무조건 지

하지는 않았고, 신 복수의 조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보았

다.96)이는 다산이 여성들의 죽음을 비 하면서도 무조건 지하는

것이 아니라,죽음의 조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는 인식과 맞닿아

있는 것이었다.즉,사 인 복수를 부분 으로 허용하는 논리와 마

찬가지로,의에 합당한 경우의 죽음이라면 이를 허용함으로써,유교

사회의 윤리와 도덕의 근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과 이옥도 열녀의 죽음을 비 하면서도 죽음으로 열을 실

천한 여성들을 칭송하는 열녀 을 여러 편 남겼다.이로 미루어 보

면,이들의 비 역시 하층 여성들까지 남발하는 죽음,그리고 원칙

94)김호,2012｢조선 후기 강상(綱常)의 강조와 다산 정약용의 정(情),리(理),법

(法)- 欽欽新書 에 나타난 법과 도덕의 긴장｣, 다산학 20,다산학술문화재단,

9-27쪽.

95)김호,2013 정약용,조선의 정의를 말하다 ,성안당,192-196쪽.

96)김호, 의 책,199-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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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죽음을 겨냥한 것이지,열녀들의 죽는 행 자체를 부정한

것도,나아가 열이라는 유교 가치를 부정한 것도 아니었다.향랑

의 죽음을 비 으로 바라보면서도 그의 열을 칭송하 던 김소행

의 인식은 열녀의 남발하는 죽음을 비 하면서도 여 히 열 이념

속에서 사유하는 사 부들과 같은 맥락에 있는 것이었다.

‧정조 이후 조선사회에서는 京 ‧鄕으로의 사회 분기와 그

에 조응하는 京 ‧鄕으로의 학계 분기가 나타났고,그 가운데 여러

계열의 학풍과 사상 지향이 나타났다.97)같은 학 내에서도 다양

한 형태의 사상 분화가 이루어지고 있었다.이상에서 살핀 김소

행,박지원,황윤석,이옥,정약용도 이러한 조선 후기의 사상 분

기 속에서 각기 다른 사상 지향과 학맥을 지니고 있는 인물들이

었다.그럼에도 이들은 조선 후기 열녀의 만연한 죽음과 같은 사회

실에 해 유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에서 의미를

가진다.김소행은 여기서 더 나아가 향랑의 원통한 삶과 죽음을 애

도하며 기이한 장치를 통해 로해 주고 있는데,이는 다음 장에서

구체 으로 살펴보겠다.

2.환생의 설정을 통한 혼인 성사

 삼한습유 는 천상계와 지상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허구 장치들

을 끌어와 장황하게 이야기를 개하고 있지만,결국 이 모든 것은

향랑의 혼인을 성사시키기 한 것이었다.작품 반에서 김소행은

향랑을 죽음으로 몰아간 비극 인 상황들을 인지하고,그로 인한 향

랑의 비통한 감정들을 섬세하게 묘사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

97)유 학,1998 조선후기 학계와 지식인 ,신구문화사,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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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98)혼인 설정은 결국 향랑의 한 맺힌 삶에 한 로 다.특

히 김소행은 제 로 된 지아비를 만나지 못한 향랑의 불우함을 더

욱 참을 수 없었고,따라서 죽은 후에라도 새로운 상 와의 혼인을

통해 이를 풀어주고자 했던 것이다.99)

이를 해 작가는 도입부에서 ‘효렴’이라는 허구 인물을 삽입한

다.효렴은 향랑의 부모가 혼처를 구할 때 거론된 두 명의 인물

한 명으로 등장한다.효렴은 가난하나 어질고 행실이 바른 동쪽 집

자제 고,나머지 한 명은 부귀하나 어질지 못한 서쪽 집 자제 다.

향랑은 “사람의 어짊과 어질지 않음은 빈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 략)지아비의 재주 없음은 곧 의 불행입니다”라고 하며 동쪽

집 자제를 마음에 두었다.100)그러나 향랑은 어머니의 반 에 부딪

쳐 서쪽 집 자제에게 억지로 시집을 갈 수 밖에 없었다.향랑의 남

편이 된 서쪽 집 자제는 의가 없고 포악하게 행동했으며,향랑은

결국 죽음으로 내몰리게 된다.김소행은 이에 해 향랑이 부모의

뜻을 하게 여겨,그 밝은 지혜와 명함으로도 죽는 것을 면하지

못하여 매우 슬 다고 하 다.101)따라서 김소행은 생에서 부모의

반 에 의해 성사되지 못했던 효렴과의 혼인이라는 설정을 통해 향

랑의 원한을 풀어주고자 하 던 것이다.

지 까지의 연구들은 열녀 향랑을 다른 남자와 결혼시킨 설정을

98) 를 들어,홀로 시집살이를 하게 된 향랑의 외로운 처지,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생기는 두렵고 참담한 마음,그리고 어디에도 하소연 할 곳 없는

향랑의 망감 등을 구체 으로 서술하고 있다.

99)홍석주, 三韓拾遺 ｢書義烈女傳後｣“竹溪之於香娘也,盖不獨悲其死,而尤不忍

其不遇也.不忍其不遇於生,而冀幸其一遇於已死之後,其爲心亦已厚矣,其用意亦

良苦矣.”

100) 三韓拾遺 권1“人之賢否,不在於貧富.(中略)夫之不才,乃女之不幸,終風之

詩,可以鑑矣.”

101) 三韓拾遺 권3“香浪重父母之意,以其明智賢哲,而不免於沈淵而死,吁,可悲

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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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한결같이 향랑을 ‘개가’시킨 것이라 보았고,이를 통해 김소행

이 통 인 열 이념에 도 하고 당 에 새로운 여성 윤리를 제시

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하 다.102)그러나 김소행이 과연 열이라는

유교 이념에 반하는 ‘개가’를 의도하고 향랑의 혼인을 설정했는지

는 더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앞서 살펴보았듯이 여성들의 개가를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김소행이 다시 열녀 향랑의 개가를 의

도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무엇보다 반드시 환생을 통해 향랑

의 몸을 바꾸어야만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랑은 이 의 몸(前身)이 죽은 뒤에 효렴 앞에 나타나 윤회 성

(輪回大聖)과 태미천군(太微天君)이 자신의 몸을 새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이 몸은 곧 이 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이 몸을 인간 세

상에서 바꾸어 그 와 살,피부를 바꿨으니,부모,형제,고향 친

척들에게는 내 마음에 끝내 미안한 바가 있습니다.비록 이 몸을

바꿨다 할지라도 나이는 같으니 함께 늙는 것은 기약할 수 있습니

다.103)

102) 련 연구들은 많은 경우 향랑의 개가 문제에 을 맞추고 있다.이들은 김

소행이 향랑을 개가시킨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열녀라는 세 이데올로기로

포장된 향랑을 해방시킨 것”(조혜란,앞의 논문,315쪽),“ 세의 질곡을 벗겨 윤

회를 통해서라도 개가를 실 시킴으로써 당 에 여성의 삶에 한 윤리를 새롭

게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았다.(장효 ,앞의 논문,182쪽) 작품 속에서

개가를 한 향랑을 ‘의열녀’라고 칭하는 것에 해 “ 세 이념과 제도에 굴종되

는 ‘열’이 아니라, 세 이념과 제도를 뛰어넘는 ‘참된 사랑의 추구와 실 ’이

진정한 ‘열’임을 보여주려고 하 다”며 김소행의 변화된 열 념을 주장한 연구

도 있다.(장효 ,앞의 논문,183쪽)

103) 三韓拾遺 권1“然而此身便是前身不一,換此身於人世,易其骨肉肥膚,父母兄

弟鄕姓親族,則於我心終有所未安.雖換此身,年歲相符,偕 可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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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랑의 나이와 모습은 모두 이 과 같지만,향랑의 몸(身)은 바

어서(換)이 과 다른 몸으로 설정되었다.김소행은 향랑의 몸이 바

는 과정을 구체 으로 묘사함으로써,향랑이 이 과 다른 몸으로

혼사를 진행한다는 을 제하고 있다.

다음 목에서는 향랑의 몸을 바꾸어야만 혼인이 가능하다는 인

식이 드러난다.죽은 향랑은 천제에게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 결혼하

게 해 달라고 청하 고,이를 둘러싸고 천상계논쟁이 벌어졌다.이

과정에서 남화노선(南華老仙)이 다음과 같이 말한다.104)

진실로 향랑의 몸을 바꾸지 않고 혼인을 시킨다면,이보다 더

에 어 나는 일이 없을 것이니,그만두는 것이 옳습니다.만약 그

지 않다면,따르는 것이 옳습니다.105)

남화노선은 향랑의 몸을 바꾸지 않고 혼인을 시키는 것은 에

어 나지만,몸을 바꾼다면 향랑의 뜻 로 혼인을 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하 다.결정 으로 “만세의 모범”이라고 표 된 공자가106)“이

는 에 합당합니다.향랑은 음란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단을 내

렸고,107)결국 향랑은 환생을 통해 혼인을 하게 된다.김소행은 공자

에 의해 혼인을 승인받는다는 설정을 통해 향랑의 혼인이 결코 유

교 이념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그 다면 김소

행은 개가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오히려 환생과 공자의 승인이라는

설정을 통해 개가 의를 피해 가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때

104)남화노선은 莊周,곧 장자의 별칭.

105) 三韓拾遺 권1“誠使女身不換而嫁無悖於禮,則已之可也,如其未也,從之可也.”

106) 三韓拾遺 권1“孔子 萬世之師法也.”

107) 三韓拾遺 권1“是禮也,某氏之婦不淫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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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생이라는 불교 요소와 공자라는 유교 요소가 사상 갈등이

나 균열로 문제에 부딪치지 않는 모습은  삼한습유 가 김소행의 진

지한 사상 고민의 결과물이라기보다 기문 성격을 지닌 텍스트

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김소행의 의도와 련하여 당시의 사회 분 기를 살펴볼 필요

가 있다.18세기로 들어서면서 과부 던 여성이 계속 과부로 남아

있는 경우가 늘어났고,108)18세기보다 19세기에 홀아비들의 재혼율

이 감소하게 되는데,이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과부들이 재혼하지

않고 사는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109)이러한 상의

이면에는 과부의 개가를 천시하는 사회 분 기의 확산이 향을 미

치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특히 양반층은 물론 양인층에서

도 과부의 비율이 17세기 반보다 18세기에 증가하여 이후에도

체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110)이는 과부의 개가를 부정 으로

보는 사회 념,열이라는 유교 이념이 양반층 뿐 아니라 하층

민의 생활 속에도 스며들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이는 조선 후기

로 갈수록 양반가에서 시작된 유교 의례의 실천이 서민층까지 폭

넓게 확산되어 19세기에는 하층민들 사이에서도 일반화되는 상들

108)정지 ,앞의 논문,12-18쪽.

109)김건태는 18-19세기 단성지역 홀아비들의 재혼 황을 검토한 결과, 처가

사망한 후 3년 안에 재혼하는 홀아비의 비율이 18세기에는 29.1%,19세기에는

9.3%로 나타났고,6년 안에 재혼하는 홀아비의 비율은 18세기에 50.3%,19세기

에 31.5%로 나타났다.이를 통해 18세기보다 19세기에 홀아비의 재혼율이 낮아

졌음을 밝혔다.이러한 상이 나타나는 유력한 가능성 에 하나는 과부들이

개가를 꺼려하는 분 기가 더욱 강해졌고,그러한 상황에서 홀아비들은 재혼할

때 처녀를 부인으로 맞이해야 했다.그런데 부분의 부모는 자신의 딸을 홀아

비에게 출가시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따라서 홀아비들이 처녀를 부인으로

맞이하려면 사회 명망이 높거나 경제력이 든든해야만 했다.이러한 사정 때문

에 19세기 홀아비들의 재혼율이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이에 해서는

김건태,2006｢19세기 단성지역의 결혼 행｣ 고문서연구 28,한국고문서학회,

245쪽 참고.

110)정지 ,앞의 논문,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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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111)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는 성

리학 윤리질서가 확산되어 일반화되었음을 고려할 때,유교 이

념에 반하는 개가 의를 피해 가고자 한 김소행의 인식도 이러한

사회 분 기를 반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김소행이 향랑의 혼인을 설정한 것은 향랑이 생에서 마음

에 두었던 남자와의 혼인을 성사시켜 으로써,향랑의 마음에 맺힌

원을 풀어주기 한 것이었다.이러한 의도는 혼인 성사 이후 향랑

의 행복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혼인 이후

향랑과 효렴은 “기쁨과 사랑과 친함이 날로 깊어져”행복한 결혼 생

활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112)향랑이 두 번째 생을 마감하고

죽은 뒤에 薛聰智가 지은 제문에서는 이러한 의도를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이 맺 서 풀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한(恨),

원망(怨),원통함(寃)이다.여자의 마음이 맺히면 어 풀 수 있으

랴.뜻을 굽 어머니의 뜻을 좇았으니,한이 마음 속에 맺혔고,

사람을 만났으나 정숙하지 않았으니,원망이 마음 속에 맺혔고,

개를 지켜 물에 빠졌으니,원통함이 마음 속에 맺혔다.한 마음

에 이 세 가지가 맺 서 스스로 풀지 못했으니,여자의 마음이 실

로 살았을 때 있다가 죽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략)요

컨 몸이 다시 살아나서 동쪽 집의 남자와 결연하지 못했다면,

이 마음은 쉬지 못했을 것이다.113)

111)박종천,2012｢조선 후기 유교 가족질서의 확산과 의례 양상 -입후(立後)

와 입양(入養)을 심으로-｣ 퇴계학논집 132,퇴계학연구원,145-146쪽;박종

천,2010｢상·제례의 한국 개와 유교의례의 문화 향｣ 국학연구 17,한

국국학진흥원,371-372쪽.

112) 三韓拾遺 권3“如是三日,歡愛親日深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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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문에서는 향랑이 살아 생 에 마음에 맺힌 恨,怨,寃은 스스로

풀지도 못했고, 죽어서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는데,효렴과의

결연을 통해 비로소 쉴 수 있었다고 하 다.이 목에서도 김소행

이 향랑의 마음에 맺 있던 원한들을 풀어주기 한 의도로 효렴과

의 혼인을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김소행은 향랑의 개가는 부정하는 한편 그의 비극 인

삶과 애통한 죽음을 애도하고 있었으며,더 나아가 그것을 로하고

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여성의 열을 옹호하는 자신의 념에 반하

지 않는 방식으로 향랑의 원을 풀어주는 것,이를 해 김소행은

‘환생’이라는 장치를 사용하 다.환생을 통해 향랑의 몸을 바꾸어서

효렴과 결혼시키는 것은 개가도 아니며,동시에 향랑의 원통함을 풀

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다.그러다 보니 결국 오늘날의 독자

들 뿐 아니라,당 의 독자들에게도 ‘열녀’를 ‘개가’시킨 것이 되어

버려서 의도하지 않게 기존의 사유체계에 균열을 일으킨 것으로 여

겨졌다.

노론계열의 명한 문인이자 고 료 던 홍석주는  삼한습유 

발문에서 바로 이 지 에 못마땅함을 드러냈다.홍석주의 발문은 김

소행의 에 해 석연치 않아 하는 홍석주와 그 이유를 묻는 손님

의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진다.홍석주의 못마땅함은 법도를 벗어난

작품의 괴이함에 한 것도,한 가지 문체에 순 하지 않은 김소행

의 문장에 한 것도,표면 으로 유가를 희화화하는 내용들에 한

것도,부처의 입을 빌어 음란한 일을 가르친 것에 한 것도 아니었

113) 三韓拾遺 권3“人心之結而不可解 有三,恨也怨也寃也.女之心結,庸可解乎.

屈意從母,而恨結于心,愚人不淑,而怨結于心,勵節沉身,而寃結于心.一心之上,

結此三 ,而不可自解,則女之心,固可 不隨生而存,不隨死而亡.(中略)身不更

生結緣同家,則此心無休期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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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4)홍석주가 김소행의 에 해 못마땅해 한 결정 인 이유는

김소행이 향랑을 혼인시킴으로써 향랑의 열을 잃게 하 다는 데에

있었다.다음 목을 살펴보자.

비록 그 지만,향랑이 천고의 세월에 요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오로지 烈 때문이라네.배우자의 즐거움은 채 백 년도 안 되지만,

열 의 아름다움은 우주 끝까지 빛을 발하지.향랑으로 하여

것을 얻는 신,이것을 잃게 하 는데,향랑에게 있어서는 무

엇이 더 요하겠는가?바야흐로 향랑은 한 번 죽음으로써 스스

로를 깨끗하게 하 지.그 마음이 있던 바는 오로지 자신이 의리

를 온 히 하 음을 알리는 것 뿐이었고,그 시어미가 인자했는지

요란했는지,그 남편이 어질었는지 어리석었는지,자신이 불우했

는지 아닌지는 모두 그녀의 심사가 아니었네.( 략)구하여 드

날리게 하려다 다만 만 끼치고,구하여 화롭게 하려다 도리어

욕되게 하 으니,그 가 감히 죽계에게서 을 구하겠는

가?115)

114)작품 속에서 김소행은 음보살의 입을 빌어 남녀의 일은 인간의 큰 욕구라

는 을 역설하고,교감을 통한 남녀의 진정한 즐거움 등을 장황하게 설명하

다.홍석주와의 문답에서 손님은 이를 두고 “부처의 입을 빌어 천하의 음란한

일을 가르친 것(況假佛氏之口,而誨天下之淫乎)”이라며 비 한다.홍석주 한

이를 두고 김소행의 “실수(失)”라고 표 하며 객의 반응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

인다.이러한 반응은 19세기 반의 사회에서도 남녀의 일을 직 으로 서술하

는 것이 당 유학자들에게 불편하게 받아들여졌음을 보여 다.그러나 이것이

홍석주가 작품에 해 못마땅해 하는 결정 인 이유는 아니었다.

115)홍석주, 三韓拾遺 ｢書義烈女傳後｣“雖然香娘之所以見重千古 ,以其烈耳.伉

儷之歡,促于百年,而節烈之懿,光乎窮宙. 使香娘得彼喪此,於香娘又何重焉.方

香娘之以一死自潔也.其心之所在,惟知全吾義而已.其姑之慈囂,其夫之賢愚,其身

之遇不遇,皆非吾計也.(中略)求以揚之,而適以累之,求以榮之,而反以辱之,其誰

敢求榮于竹溪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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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주에 따르면 향랑은 죽음으로써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 고,

향랑의 심은 遇不遇를 떠나 오직 자신의 의리를 지키는 데에 있

었다.바로 이러한 열이 향랑이 오랫동안 칭송받는 까닭인데,김소

행이 그런 향랑으로 하여 배우자의 즐거움을 얻게 한 신,열의

아름다움을 잃게 하 다고 비 하 다.향랑의 불우와 죽음에 한

김소행의 애석한 마음은 배제한 채,향랑에게서 열의 아름다움만을

추구한 홍석주의 인식은 당 사 부들의 보편 인 인식이었다.이

런 에서 김소행이  삼한습유 에서 드러낸 ‘열녀의 원통한 삶과 죽

음에 한 애도와 로’는 당 사 부들의 보편 인 인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김소행의 열녀 인식이 지니는 성격은 동 시기 야담집의 여성

련 이야기들과 비교하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조선 후기 야담집

역시 편 자층과 주요 독자층이 남성 사 부 지만,116) 삼한습유 

와 같은 개인 창작물이 아니라 구연되는 민 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엮은 책이었기 때문에 편 자의 욕망이 상 으로 자유롭게 표

될 수 있었던 장르 다고 보인다.

당시의 야담집에는 상하층 과부들이 개가하는 이야기들이 등장한

다.역사 으로 조선 후기에 하층민 과부들의 이혼과 재혼이 빈번하

게 일어났던 상황을 고려하면,야담에 실린 하층민 과부들의 재혼

이야기는 당시 사회상의 반 정도로 볼 수 있다.그러나 사족 여성

들의 경우,그들은 조선 후기까지도 개가를 규제하는 법의 향 아

116)기존 연구들에서 조선 후기 특히 18,19세기 야담집 편 자의 상당수가 경화

노론계 문인이란 이 밝 졌다.이들에 의해 산출된 야담들은 그 가문 이야기

에서 구연되고 그들의 친인척이 제보한 것이며, 야담집 간 轉載에 의해 형

성된 경우가 많다.이에 해서는 김 진,1998｢조선후기 사 부의 야담 창작

과 향유의 일양상｣ 어문논집 37,안암어문학회;이강옥,2010｢야담의 개와

경화세족｣ 국문학연구 21,국문학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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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 있었다.1477년(성종8)에 왕은 세도가 날로 비속해지면서 여자의

덕이 정숙하지 못하게 되어 사족층 과부가 재가를 하는데,이는 가

문과 사회의 기강을 무 뜨리고 더럽힌다고 우려하며 “이제부터 재

가한 여자의 자손은 벼슬아치의 명단에 서지 못하게 함으로써 풍속

을 바르게 하라”고 조에 하 다.117)이것이 법제화되어 1485년

(성종16)에 공포되었는데,이른바 ‘재가녀자손 고법’즉 “실행 부녀

와 재가녀의 소생은 동반․서반직에 서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118)

이 법조항은 1865년(고종2)에 간행된  大典 通 에서까지 그 로 유

지되었다.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19세기의 야담집들에서는 사족여성

들의 개가 이야기가 실려 있어 주목된다.

조선 후기 3 야담집으로 알려져 있는  靑邱野談 , 溪西野談 ,

 東野彙輯 에서도 19세기 엽에 편찬된  청구야담 119)은 조선

후기의 가장 형 인 야담집이자 가장 발 된 형태의 것으로 알려

져 있다.120)따라서  청구야담 에 실린 사족 여성들의 개가 이야기

세 편을 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먼 ｢畏嚴 悍婦出失 ｣121)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안동 권진사의 아들이 처가에 다녀오던

비를 만나 객 에 들 다가 술을 마시다 취해 잠들었다. 을 떠

보니 소복을 입은 한 은 여인이 곁에 있었다.그 여인은 서울의

번화한 벼슬살이하는 집안의 딸로,14세에 출가하여 15세에 남편을

117) 성종실록 성종 8년(1477)7월 18일(癸未)“‘信,婦德也,一 之齊,終身不改.’

是以有三從之義,而無一違之禮.自世道日卑,女德不貞,士族之女,不顧禮義,或爲

父母奪情,或自媒從人,非徒自壞家風,實是有玷名敎,若不嚴立禁防,難以止淫僻之

行.自今再嫁女子孫,不齒士版,以正風俗.”

118) 經國大典 ｢吏典｣京官職 “失行婦女,及再嫁女之所生,勿叙東西班職.”

119) 청구야담 의 편찬자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신분상 노론계 사 부로 추정되

고 있다.

120)임완 ,2004｢이조후기 3 야담집의 편찬의식｣ 한국의 철학 35,경북 학

교퇴계연구소,117쪽.

121)이우성 ‧임형택 역편,1978 이조한문단편집 上 ,일조각,234-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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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고,아버지도 일 돌아가셔서 오빠에게 의지해 살고 있었다.오

빠는 성격이 남달라서 세상의 습속을 좇아 법에 구애되어 어린

이를 혼자 늙게 하고 싶지 않아서,개가할 곳을 구하려 하 다.

그러나 문 에서 가문을 더럽힌다고 반 하 고,이에 오빠는 가마

와 말을 비하여 동생을 몰래 싣고 성문을 나섰다.정처 없이 다니

다가 취해 잠든 권진사의 아들을 발견하고,그에게 동생을 맡기고

돌아갔다.마침내 권생은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된다.이 이야기에서

는 과부로 살아가는 동생을 불 히 여겨 가문의 반 에도 불구하고

동생의 개가를 몰래 추진하는 오빠의 모습을 볼 수 있다.이 때 오

빠는 성품이 남달라 세상의 습속을 좇지 않고 법에도 구애되지

않는 성격으로 묘사된다.이로 미루어 보면,당시 습속과 법에서

는 사족 여성의 개가는 가문을 더럽힌다는 인식이 강해 기시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이야기인 ｢憐孀女宰相囑窮 ｣122)에서는 과부 딸을 개가시

키는 아버지가 등장한다.어떤 재상의 딸이 시집간 지 1년도 못되어

남편을 잃고 친정에서 살고 있었다.재상은 과부가 되어 성통곡하

는 딸이 안쓰러워 자기 집에 드나드는 무 에게 딸을 몰래 재가시

켜 북 으로 가 종 을 감추고 살라고 하 다.그 후 재상은 주

사람들에게 딸이 자결하 다고 하고는 이불로 시체 모양을 만들어

그 시가의 선산에 안장하 다.이 이야기에서도 딸의 개가를 몰래

추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그는 주 사람들에게 딸

이 죽었다고까지 말하며 딸의 재가 사실을 숨기고자 하 다.

｢逢奇緣貧士得二娘｣123)에서는 개가를 하여 첩이 된 양반집 여성들

이 등장한다.어느 가난한 선비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한 미녀가 그

122)이우성 ‧임형택 역편, 의 책,226-228쪽.

123)이우성 ‧임형택 역편, 의 책,229-2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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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첩이 되겠다고 따라왔다.몇 달 후 그 첩이 한 미녀를 데리고

와 선비에게 첩으로 삼도록 하 다.그 후 가난했던 선비는 벼슬자

리에 오르게 되었다.사정을 알고 보니,첫 번째 첩은 청상과부 는

데,아버지인 李同知의 뜻에 따라 어느 날 거리에 나가 처음 만나는

남자를 따라온 것이었다.두 번째 첩은 이동지와 친한 어느 재상

의 딸로서 역시 청상과부 는데,헛장을 지내고 선비의 집으로 보내

진 것이었다.벼슬은 그 재상이 주선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이야기들에는 공통 이 존재한다.사족 여성의

개가는 모두 그 집안의 남성 가장에 의해 몰래 추진되었다는 이

다.이는 당시 사회에서 사족 여성의 개가가 가문의 명 를 실추시

키는 일인 것은 물론,주 로부터 상당한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었

음을 보여 다.그럼에도 딸의 죽음을 가장하면서까지,그리고 자신

들과의 연을 감수하면서까지 과부들을 개가시키려는 남성 가장의

의지가 돋보인다.이런 일들이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는지의 유무를

떠나서 사 부 편자가 사족 여성들의 개가 이야기를 취사선택하여

수록하 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이는 사족 과부들의 불 한

처지를 헤아려 죽음을 가장하면서까지 개가시켜주고 싶은 사 부들

의 욕망이 표출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이에 반해 김소행은 향랑

의 혼인이 유교 이념에 어 나지 않는 것임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당시의 지배 이념에 보다 구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삼한습유 는 이 까지 열녀 의 소재로 활발하게 이용된 열녀

향랑 이야기를 기문으로 재구성하 는데,본 에서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김소행의 열녀 인식을 규명해보았다. 삼한습유 는 형식

으로는 물론 내용 으로도 이 까지의 향랑 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 는데,특히 향랑의 죽음을 애도하는 모습과 향랑을 다른 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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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시킨 것을 들 수 있다.그 과정에서 환생이라는 불교 장치도

사용하 다.이 모든 것은 표면 으로는 격 인 열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지만,기문이라는 텍스트의 성격과 아울러

동시 다른 사 부들의 열녀 인식과의 비교,나아가 당시의 사회상

과 련하여 고찰해 본 결과,김소행은 당시의 지배 인 이념에 부

합하는 열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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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상에서  삼한습유 에 나타난 김소행의 열녀 인식을 텍스트의

기문 성격을 고려하여,이 시기의 향랑 들과 동 시기 사 부들

의 열녀 인식과의 비교를 통해,그리고 당시의 사회사 인 맥락 속

에서 그 성격을 규명해 보았다.논문의 략 인 내용은 다음과 같

다.

18세기에 꾸 히 재생산된 여러 편의 향랑 들에서는 향랑의 열

을 서술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하나는 향랑의 열

을 길재의 유풍,선산지역의 의열한 풍속과 연 시킨 서술이고 다

른 하나는 향랑이라는 행 주체의 천성과 도덕을 강조한 서술이다.

이러한 서술상의 차이는 향랑을 입 하는 것을 통해 추구하는 내용

이 달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으로 보았다.첫 번째로 살핀 문사들은

지역 사족 자신들의 自存을 더욱 요시 여겨 향랑을 통해 지역사

회에서의 기반 유지라는 그들의 욕망을 구 하고자 했다면,두 번째

로 살핀 문사들은 열 이념의 확산이라는 사회 효과를 더욱 시

했던 것으로 보인다.즉 신분이 미천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향랑도

내재된 천성과 도덕 주체성으로 인해 의를 행하 다는 을 부

각시켜 같은 처지에 있는 다수의 일반 민들로 하여 자신들도

향랑처럼 할 수 있다는 자각을 갖게 하고,궁극 으로 열 이념의 확

산을 추구하 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삼한습유 가 이 의 향랑 들과 같은 맥락에서 당시의

지배 인 열녀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측면을 살펴보았다.작품

반에서 김소행은 여성의 통 도리를 강조하는 속에서 여성의 열

행을 칭송하고,나아가 열을 당 여성들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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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여기고 있었다. 한  삼한습유 는 하층민 열녀들의 천성과 도

덕을 강조했는데,이는 미천하고 어리석은 하층민 여성들도 내재된

천성과 도덕 주체성으로 뛰어난 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김소행

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3장에서는  삼한습유 의 기이한 이야기 속에서 김소행의 열녀 인

식이 발 되는 양상과 그것이 지니는 성격을 규명해 보았다.김소행

은 당시의 지배 인 열녀 인식의 연장선에서 향랑의 열행을 칭송하

지만 향랑의 죽음 자체에 해서는 다른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 의 문사들이 향랑의 죽음을 “從容就死”로 서술하며 향랑이 망설

임 없이 쉽게 죽음에 나아간 것으로 묘사했다면,김소행은 향랑의

죽음을 “强死”로 보고 애통한 죽음에 해 애도하는 모습을 보 다.

이는 향랑의 죽음을 무조건 열로서 칭송하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었

다.

김소행이 지닌 열녀 인식의 성격을 보다 잘 드러내기 해 조선

후기에 여성들의 자살이 거의 유일한 열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과

그에 한 다른 사 부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조선 후기 부분의

사 부들은 여성들의 자살을 한결같이 열로 찬미하고 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다.이에 반해 박지원,황윤석,이옥,정약용은 조선 후

기 여성들의 남발하는 죽음과 그들을 열녀로 기리는 상황을 지 하

고 이를 비 으로 바라보았다는 에서 당시로서는 외 인 인

식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이들의 비 은 하층 여성들까지 남발하

는 죽음,그리고 원칙이 없는 죽음을 겨냥한 것이지 열녀들의 죽는

행 자체를 부정한 것도,나아가 열이라는 유교 가치를 부정한

것도 아니었다.향랑의 죽음은 비 으로 인식하면서도 그의 열은

정 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김소행의 인식도 이러한 맥락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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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김소행은 여기서 더 나아가 혼인이라는 설정을 통해 향랑의 원통

한 삶과 죽음을 애도하고 로하고자 하 다.종래의 연구들은

이러한 혼인 설정을 한결같이 ‘열녀’를 ‘개가’시킨 것으로 보고, 통

인 열 이데올로기에 한 김소행의 도 으로 해석하 다.그러나

김소행은 여성의 개가를 부정 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반드시 환

생을 통해 향랑의 몸을 바꾸어야만 혼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소행이 개가를 의도하고 향랑의 혼인을

설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았다.결정 으로 공자에 의해 혼인을

승인받는다는 설정을 통해 김소행은 향랑의 혼인이 결코 유교 이

념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 다.그는 오히려 환생과 공자

의 승인이라는 설정을 통해 개가 의를 피해 가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사족 여성들의 개가 이야기를 수록하고 있는 조선 후기 야

담집과의 비교를 통해 김소행의 열녀 인식이 지니는 성격을 더욱

구체 으로 살펴보았다.야담에 실린 이야기들의 사실 여부를 떠나

야담집의 사 부 편자가 사족 여성들의 개가 이야기를 취사선택하

여 수록하고 있다는 에 주목하 다.여기에는 사족 과부들의 불

한 처지를 헤아려 죽음을 가장하면서까지 개가시켜주고 싶은 사

부들의 욕망이 반 되어 있다고 보았다.이와 비교했을 때 김소행은

향랑의 혼인이 유교 이념에 어 나지 않는 것임을 거듭 강조함으

로써 당시의 지배 이념에 보다 구속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

었다.이러한 인식에는 18세기를 거쳐 19세기에 과부의 개가를 부정

으로 보는 사회 념이 확산되고,열이라는 유교 이념이 하층

민의 생활 속에도 깊숙이 스며들었던 당시의 사회 분 기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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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으로 보았다.

 삼한습유 는 진지한 사상 고민이 담긴 사실의 기록이 아닌 한

편의 기문이었기 때문에, 자의 사상과 의도를 온 히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가 아니다.다만  삼한습유 에 담긴 19세기 한 사 부의

사유방식과 인식의 일면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하며,본고에서는 여

성의 의에 한 인식을 심으로 살펴보았다. 삼한습유 에서 이

미 열녀가 된 향랑을 다른 남자와 혼인시킨 ,그리고 그 과정에서

환생이라는 불교 장치를 사용한 등은 모두 표면 으로는 김소

행이 유교 이념을 벗어난 열녀 인식을 지향한 것으로 보일 수 있

다.그러나 기문이라는 텍스트의 성격을 염두에 두고,동시 다른

사 부들의 열녀 인식과의 비교,나아가 당시의 사회상과 련하여

고찰해 본 결과,김소행은 당시의 지배 인 이념에 부합하는 열녀

인식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하 다.다만 환생이라는 불교 장치

를 사용한 ,그리고 작품 곳곳에서 발견되는 도교 ,토속 요소

들은 김소행의 사유방식이 유가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다는 을

나타내며,이에 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겠다.

김소행의 열녀 인식은 근 를 목 에 두고 19세기 지식인들이 어

떠한 사유방식과 지향을 지니고 있었는지 악할 수 있는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한다.특히 여기서 규명한 김소행의 정 념은 근

의 정 념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는

데,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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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PerceptiononVirtuousWomenofa

LiteratusinNineteenth-CenturyJoseonKorea

-FocusingontheSamhanseubyu(三韓拾遺)-

Kim,Boram

DepartmentofKoreanHistory

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perception ofthe Literatus Kim

Sohaeng(金紹行,1765-1859)onvirtuouswomen(yeolnyeo烈女)as

described in his work Samhan seubyu(三韓拾遺, Collected

MemorabiliaofAncientKorea),whichisabiographyofvirtuous

womenreconstitutedasaneccentrictext(kimun奇文)composed

in1814.Themaincharacterofthisstoryisavirtuouswoman

named Hyangnang(香娘).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perception of the Collected Memorabilia of

AncientKoreaonvirtuouswomenanditsmeaninginthesocial

contextofthelateJoseonDynasty(1392-1910).Tothisend,this

thesisfocuseson itseccentriccharacter,comparing with nine

piecesofbiographiesofHyangnangproducedintheeighteenth

century.

BiographiesofHyangnangproducedintheeighteenthcentury

intended to spread "chastity(yeol 烈) ideology" by prai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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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ngnang'schastity.However,theydifferedinthewaythey

described hervirtue.On one hand,Hyangnang's virtue was

considered to be influenced by the virtuous custom ofthe

Seonsan(善山)region.Theseauthorsintendedtomaintaintheir

politicalbasein thelocalcommunity.On theotherhand,the

innatenatureandmoralityofHyangnangweredescribedasa

leadingcauseofherchastity.Encouragingotherordinarywomen

thattheycouldalsopracticevirtuethroughtheirinnatenature

andmoralitylikeHyangnang,authorsinthisgroupconcentrated

moreonthespreadof"yeolideology".

IntheCollectedMemorabiliaofAncientKorea,Kim Sohaeng

praisedHyangnang'schastity,regardingitasadesirablevalue

womenhastomaintain.Healsoemphasizedtheinnatenature

andmoralityoflowerclasswomenwithasimilarintentionwith

thatofagroup ofauthorsofHyangnang'sbiography in the

eighteenthcentury. However,Kim Sohaengshoweddifferencein

theperceptionofHyangnang'sdeathitself.Whereasauthorsin

theeighteenthcenturydescribedthatshedecidedtokillherself

willinglywithoutanyhesitation,Kim Sohaengbelievedthatshe

wasforcedtodieandlamentedherdeath.

The characterofKim Sohaeng's perception becomes more

apparentincomparisonwithotherliterati'sperceptionondeath,

especiallysuicideofvirtuouswomen,aprevalentphenomenonin

lateJoseon society.Mostoftheliteratimaintained apositive

stance toward women's killing themselves,praising them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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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rtuous women.In contrast,Park Jiwon(1737-1805),Hwang

Yunseok(1729-1791),YiOk(1760-1812),JeongYagyong(1762-1836

) made a critical approach,and this was an exceptional

perceptionatthattime.However,theircriticism waslevelledat

death withoutprinciple,andrampantdeath even among lower

classwomen.They deniedneitherthedeathitselfofvirtuous

women, nor Confucian value of chastity. Kim Sohaeng's

perceptionwasinasimilarcontextwiththesescholars.

Moreover,Kim Sohaeng attemptedtoconsolethetragiclife

anddeathofHyangnangthroughemployingamarriagesetting.

Contrary to contemporary studies which viewed the marriage

setting as a "remarriage" ofa virtuous woman,thus as a

challengetotraditionalconceptofchastity,thistypeofmarriage

setting wasmerely atechnicaldevicetorelieveHyangnang's

unresolvedfeelings.BecauseKim Sohaenghadnegativeattitude

towardwomen'sremarriageandemphasizedoverandoverthat

marriagecouldtakeplaceonly when Hyangnang changed her

bodythroughrebirth.Thesettinginwhichmarriageisapproved

by Confucius reaffirms thatHyangnang's marriage does not

violateConfucianbelief.

Comparedwiththestoriesofupperclasswomen'sremarriage

illustratedintheunofficialhistoricalstoriesinthelateJoseon

period,Kim Sohaeng seemed to be more fettered by the

dominant ideology of his time. Throughout eighteenth to

nineteenth-century Joseon,Confucian value ofchastity dee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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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etratedevenintothedailylifeoftheordinarypeople.Kim

Sohaeng's perception reflects this late Joseon society's

atmosphere.BecausetheCollectedMemorabiliaofAncientKorea

was an eccentric text,it is impossible to get a holistic

understandingoftheauthor'sthoughtsandpurposes.However,

partialaspectsofhisperceptionandviewsmayberevealed,and

hisperspectiveonwomen'schastitywasparticularlyaddressed

inthisthesis.Onthesurface,Kim Sohaeng'sview onvirtuous

women seems to be againstConfucian ideology in thathe

marriedoffanalreadyapprovedvirtuouswomenHyangnangto

anothermanandusedBuddhistdeviceofrebirthintheprocess.

However,examining his perception in comparison with other

literati'sperspectivesonvirtuouswomenandinrelationwiththe

social situation during the time, it has shown that Kim

Sohaeng'sview onvirtuouswomenwasinaccordancewiththe

Confucian ideology of his time.This provides a clue for

understandingliterati'sthoughtsandaimsinnineteenth-century

Koreainthefaceofmodernsociety.

KeyWords:Hyangnang,Kim Sohaeng,literati,Samhanseubyu

(三韓拾遺),virtuouswomen,kimun(奇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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