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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씨삼 록>은 박지원의 燕巖集에서 구체 인 題名이 언 된 바 있어 

심을 모은 작품으로, 그간 많은 선행연구가 있었다. 삼 록 소설로서의 구조

 특징, 편인 <유효공선행록>과의 련 양상, 주요갈등의 의미구조, 작가와 

창작시기 등 다방면에서의 연구가 축 되어 <유씨삼 록>의 모를 살피는 데 

일조하 다.1)1)

1) <유씨삼 록>에 한 선행연구로는 이수 , ｢가문소설 연구｣, 동아논총 15, 동아

학교 출 부, 1978 ; 이수 , ｢<유씨삼 록> 연구｣, 동천 조건상박사 고희기념

논총, 형설출 사, 1988 ;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악어문연구 14, 서
울  국어국문학과, 1989 ; 김 숙, ｢<유씨삼 록> 연구-삼 기 구성을 심으로｣, 

이화여  석사학 논문, 1989 ; 송성욱, ｢고 소설에 나타난 父의 양상과 그 세계

-<뉴효공선행록>과 <뉴씨삼 록>을 심으로｣,  악어문연구 15, 서울  국어

국문학과, 1990 ; 임치균, ｢연작형 삼 록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1992 ; 이

승복, ｢<유씨삼 록>에 나타난 정-부실 갈등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 77,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1992 ; 최길용, ｢<유효공선행록> 연작 연구-<유효공선행록>과 <유씨

삼 록>의 작품  연 성을 심으로｣,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1992 ; 

조용호, ｢<유씨삼 록>의 서사론  연구｣, 한국고 연구 1, 한국고 연구학회, 

1995 ; 조용호, ｢삼 록 소설 연구｣, 서강  박사학 논문, 1995 ; 송성욱, ｢혼사

장애형 하소설의 서사문법 연구｣, 서울  박사학 논문, 1997 ; 박일용, ｢<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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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간의 연구에서는 <유씨삼 록>에서 주요하게 형상화되고 있는 ‘죽

음’에 한 문제에 해서는 별다른 조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씨삼 록>

에 한 온 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해서는 작품 속에 형상화된 죽음에 

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련하여 <유씨

삼 록>에 한 다음의 기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십셰의 실시(失恃)오니[혜경궁 모친의 죽음] (․․․) 제[혜경궁의 여동생] 

능히 셜워야 상인(喪人)의 모양을 고 계뎨(季弟)[혜경궁의 남동생 洪樂倫] 

불샹이 겨 서로 의지야 거리기 어룬치 니 계뎨 왕모(王母)긔 무휼

(撫恤)믈 밧고  민부인[혜경궁의 오라버니인 洪樂仁의 처]긔 거두시물 닙

으니 남(男妺) 고〃(孤孤)히 의지 업 형용을 각니 내 간담(肝膽)이 이우

러 못 닛더니라 을 일 치고 을 됴히 겨 양 보며 내게 셔( 書) 

면 션비(先妣) 각 셜운 을 일더니라 뎡튝(丁丑) 겨의 션비 여 후 

처엄으로 계뎨 리고 드러오니 형뎨 만나 셜워 일 각며 말이 미면 

믈 이러니라 그  드러와 뉴시삼 록(劉氏三代 )을 보고 (冊) 말의 슬푸믈 

보고 슬허기 심(心事ㅣ) 약(弱)야 그러가 일랏더니라 (버클리 본 <寶

藏> 133-134면)
2)2)

 작품은 <한 록> 이본의 하나인 버클리 본 <寶藏>으로, 惠慶宮 洪氏가 

자신의 여동생에 해 회상하면서 기술하고 있는 목이다. 혜경궁의 여동생

은 李復一의 부인으로, 그녀는 을축년( 조 31년, 1775년)에 모친 韓山李氏가 

운명하는 悲痛을 겪는다. 그 때 그녀는 열 살의 어린 나이로 상례치루기와 여

섯 살인 남동생 洪樂倫을 건사하기를 어른같이 하면서 모친을 잃은 지극한 

설움을 표출한다. 혜경궁은 모친의 이른 죽음과 더불어 어린 동생들의 애처로

운 모습을 떠올리며 간담이 부서지는 듯한 슬픔을 느낀다. 

삼 록>의 작가 의식 연구｣, 고 문학연구 12, 한국고 문학회, 1997 등이 있다.

2) 의 내용은 버클리 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寶藏>의 일부분이다. 이 책은 <한

록> 이본의 하나인데, ‘한 록’이라는 구체 인 제명 없이 ‘寶藏’이라고만 기록되

어 있다. 이  <유씨삼 록> 련 기록은 정병설 선생님께서 직  찾아내셨는데, 

필자에게 본 논문을 한 자료로 활용하라고 건네주셨다. 이 지면을 빌어 소 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정병설 선생님께 감사의 말 을 올린다. 한 정병설 선생님

께서는 이미 이 기록의 소재 여부에 해 간략히 소개하신 바 있다.(정병설, ｢왕

실 가족이 겪은 비극-혜경궁 홍씨의 <한 록>｣, 한국의 고 을 읽는다 3, 휴머

니스트, 2006,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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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혜경궁의 여동생은 평소 책읽기를 즐겼는데, 그런 그녀가 돌아가신 

모친을 생각하며 <유씨삼 록>에 한 말을 꺼내고 있다. 정축년( 조 33년, 

1777년) 겨울, 모친을 여  뒤 처음으로 혜경궁의 여동생은 남동생을 데리고 

혜경궁을 보러 궐에 들어온다. 그 때 이들 남매는 “셜워 일” 즉 모친의 

죽음을 생각하며 서로 물을 흘리는데, 이 자리에서 혜경궁의 여동생은 <유

씨삼 록>의 슬  내용을 언 하면서 더욱 서 퍼한다. 이처럼 <유씨삼 록>

의 향유 기록을 보면, 이 작품이 모친의 죽음이라는 상황과 직 으로 맞물

려 언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바로 <유씨삼 록>이 죽음의 형상화와 

한 련이 있음을 잘 보여 다.

실제로 <유씨삼 록>은 그 어느 고 소설보다도 죽음의 문제를 심도 있게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는 고 소설 가운데 매우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죽음은 그 구도 피해갈 수 없는 삶의 종착지로서 인간 구에게나 본질

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고 소설에서 그다지 환 받지 못하는 소재 다. 작

품 반에 한 가문의 최 연장자가 죽는 장면이 설정된다거나 작품 후반에 악

인형 인물들이 그 죄가로 죽는 목이 나오긴 하지만, 한창 활약하던 주인공

이 작품 반에서 사망하는 일은 거의 드물다. 죽음은 주로 주인공의 일 기

 구조를 완성하기 한 단계의 하나로서 기능할 뿐이었다. 이에 따라 고

소설에서 죽음에 한 본격 인 형상화는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3)3)

그런데 <유씨삼 록>에서는 작품 반에서의 핵심인물의 夭折과 작품 곳곳

에서의 가문구성원들의 반복되는 죽음을 통해 죽음에 한 문제를 면 으

로 부각시키는가 하면, 가족들의 지극한 정성으로도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모습을 통해 일상 인 죽음의 모습을 핍진하게 형상화하기도 하고, 죽음의 배

후에 도사리고 있는 권력의 문제 즉 죽음을 리하고 기억함으로써 권력의 

기반을 창출해내는 양상 한 심도 깊게 형상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를 각각 죽음의 ‘前景化’, ‘일상화’, ‘권력화’의 세 측면으로 나

어 구체 으로 검토해 보고, 이러한 죽음의 형상화 양상이 가지는 의미에 

3) 물론 <구운몽>에서는 주인공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국면에서 삶의 유한성에 

한 깊이 있는 성찰을 보여주는 목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는 말미 부분에서 

잠시 언 되며, 죽음보다는 삶의 문제에 더 이 맞추어져 있기에 이를 죽음에 

한 본격 인 형상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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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구해 보기로 한다. 이를 통해 고 소설 가운데 <유씨삼 록>이 지닌 

독자 인 의의를 확인하고, 향유층과의 련 속에서 이 작품의 창작방식에 

한 새로운 가설을 정립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4)
4)

2. 죽음의 ‘前景化’

부분의 고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壽福을 리는 것이 보통이다. 죽음에 

한 이야기는 개 작품의 말미에서나 잠시 언 된다. 그것도 어느 날 갑자

기 수명을 다 린 주역인물이 승천한다거나, 자손들에 둘러싸여 행복한 죽음

을 맞이한다는 식의 내용으로 개된다. 물론 장편소설에는 작품 반에 주인

공의 조부 혹은 부친이 죽거나,
5)
5)모친이 기세하는

6)
6)등의 죽음에 한 내용이 

일부 개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주로 주인공의 가문 혹은 출생의 배경을 설

명해주는 주변  인물로서 기능할 뿐이다. 장편소설 가운데 핵심인물의 죽음, 

그것도 夭折을 작품 반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는 경우는 거의 무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씨삼 록>에서는 가장 핵심 인 인물의 요 이 작품 반

에서 매우 비  있게 형상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품 곳곳에서 여타의 소

설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을 정도의 큰 비 을 두고 유씨 가문 주요구성원들

의 잇따른 죽음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먼  <유씨삼 록>에서 핵심인물이 요 하는 양상에 해 살펴보기로 하자. 

<유씨삼 록>의 핵심인물이 구인가에 해 논의가 분분할 수도 있지만, “진

양공주는 <유씨삼 록>의 구성에서 가장 핵심 인 역할을 담당하여, <유씨삼

록>을 가문소설 형태를 빈 ‘진양공주 ’이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요한 인물로 그려진다.”
7)
는7)선행연구의 지 에서 볼 수 있듯, <유씨삼 록>

의 실질 인 주인공은 진양공주라 할 수 있다. 그녀는 <유씨삼 록>의 등장인

물 에서 가장 비  있게 다 질 뿐만 아니라, 가장 이상화된 인물로 형상화

4) 이를 해 국립 앙도서  소장본 20권 20책 <유씨삼 록>을 상으로 논의를 

개하기로 한다.  

5) <소 성록>, <완월회맹연> 등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6) <완월회맹연>, <옥원재합기연>, <창란호연록> 등에서 이를 살펴볼 수 있다. 

7) 박일용, 앞의 논문,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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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핵심인물인 그녀가 <유씨삼 록>에서는 일

 죽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진양공주에 한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그녀는 유우성의 차남인 유세

형과 결혼하나 남편 유세형이 부마로 간택된 것에 많은 불만을 품게 됨으로

써 부부간 갈등을 겪는다. 이미 장혜 과 약혼했었던 유세형은 자신이 부마로 

간택됨에 따라 나라의 명으로 억지로 혼하게 된 것을 좋지 않게 여길 뿐만 

아니라, 장혜 과의 약혼 직후 이미 그녀를 면하고는 사모해 오던 터이기에 

진양공주와의 勒婚에 한 불만은 더욱 커져간다. 진양공주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결혼하여 유세형으로부터 냉 를 받지만, 철한 그녀는 곧 장혜 의 

존재를 알아내고는 장혜 과 유세형과의 혼사를 힘써 주선한다. 그런데 장혜

은 진양공주가 없었다면 자신이 유세형의 정실부인이 되었을 터인데 진양

공주로 말미암아 시집에서의 자신의 치가 라한 것에 불만을 갖고, 유세형

을 부추겨 그로 하여  진양공주에게 온갖 박 를 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은 

음식에 독약을 몰래 섞어 진양공주를 살해하려 한다. 진양공주가 이를 피해 

잠시 궐에 들어가 있는 사이, 유세형이 장혜 의 간교함을 알아채고 진양공

주의 진면목을 깨닫게 됨에 따라 진양공주와 유세형과의 갈등은 풀리게 된다. 

 진양공주는 河海와도 같은 성덕으로 장혜 마  감화시킴으로써 그 둘 사

이의 갈등도 해결된다. 남편 혹은 敵國과의 갈등을 진양공주는 철함과 자비

로움, 그리고 인내심으로써 풀어내고 있다.  

이러한 주된 갈등의 해결 외에도 그녀는 가문 안 으로 상당한 공헌을 한

다. 유씨 집안이나 왕실에서 일어날 숱한 사건들을 견하기도 하고 벌어진 

사건들을 능숙하게 해결하기도 한다. 특히 그녀는 양귀비가 하황후를 모함하

려 천자의 침소 주변에 하황후의 짓인 양 꾸며 妖物을 묻은 한 사건을 

밝 내고 해결함으로써 ‘女主公’의 지 에까지 오른다. <유씨삼 록>에서 다른 

등장인물들이 어느 정도의 결함을 노정하는 것과는 달리, 진양공주는 인

인 인물로 그려지면서 내외 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거의 완벽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안 으로 큰 공을 세웠던 그녀는, 

모친인 태후의 喪禮 후 몸이 쇠약해져서 25세의 은 나이에 죽게 된다. 여타

의 소설들에서도 자식으로서의 지극한 효성을 강조하기 해 부모상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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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공들이 병에 걸릴 정도로 몸이 허약해지는 상황이 개되기는 하지만 

죽음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런데 <유씨삼 록>의 진양공주는 남편과 

화락하며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모친상을 치른 뒤 쇠약해져 죽고 

마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진양공주의 죽음은 한 권 이상의 분량으로 장황하게 묘사된다. 그녀

의 죽음으로 인해 남편인 유세형을 비롯한 유씨 가문 체, 궐 안 의 왕족

과 료들, 그리고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나라 체가 슬픔에 빠지는 장면

이 상세하게 펼쳐진다. 더욱이 이 목은 체 20권  제 8권에서 나오고 있

다. 여타의 작품에서 서두 혹은 말미 부분에서 주변인물이나 핵심인물의 죽음

을 간략히 처리하는 것과 달리, <유씨삼 록>에서는 작품 간에 가장 핵심

인 인물의 죽음을 구체 으로 형상화하는 독특한 구조를 선보이고 있다. 

개 고 소설에서 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는 인물은 악인형 인물이다. 

그  진양공주와 마찬가지로 下嫁한 공주 혹은 군주 가운데 요 하는 인물

은, 자신의 국을 철퇴로 난타하는 등의 폭력을 일삼거나 시부모에까지 욕설

을 퍼붓는 등의 패악을 부리는 <소 성록>의 명 공주, <옥난기연>의 서릉군

주 등의 무도한 인물들이다. 비록 늑혼으로 하가하 다 하더라도 진양공주와 

같은 聖女가 일  죽는 작품은 거의 무하다.8)8)그런데 <유씨삼 록>에서는 

이례 으로 가장 정 인 인물로 형상화된 진양공주가 早死하고 있는 것

이다.

그런데 그녀의 죽음은 ‘돌연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그녀가 죽기 이미 

훨씬 부터 죽음을 암시하는 목들이 수차례 언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두 

를 들어보면, 가족끼리 모여 바둑내기를 하며 즐기는 화락한 장면에서 진양

공주의 요 을 암시하는 목이 나온다. 진양공주의 남편 유세형은 “바독 두

 죄 일(一代)의 무(無雙)니 (․․․) 긔국(棋局) 고하(高下) 공

의게 틀 쟤( ㅣ) 업”
9)
는9)당  최고의 바둑꾼이다. 가족들  유세형을 당

해낼 자가 없자, 유세형의 모친이자 진양공주의 媤母인 이부인은 진양공주에

8) 심재숙, ｢고 소설에 나타난 늑혼 삽화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 고소설사의 시

각(석헌 정규복박사 고희기념논총), 국학자료원, 1996, 873-907면. 

9) <유씨삼 록> 4권,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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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유세형과 바둑 결을 벌이게 한다. 이 결에서 그토록 의기양양하던 유

세형은 진양공주의 귀신같은 솜씨에 연달아 세 을 지고 만다. 이 때 다른 

가족들은 모두 즐거워하지만, 진양공주의 아주버니인 유세기와 시어머니인 이

부인은 진양공주의 神技에 가까운 바둑 실력을 보고는 이와 같이 빼어난 인

물을 하늘이 어  아끼지 않겠느냐면서 진양공주의 수명이 길지 않을 것을 

짐작하고 탄식한다. 

니뷔[유세기:유세형의 형] 만이 모부인(母夫人)[이부인]긔 고왈 “공쥬의 셩

심인덕(聖心仁德)은 아란 지 오라거니와 오히려 조 다 아디 못엿더니 일 

뎨(次弟)[유세형]와 바독 두 슈 보니 이 범〃(凡凡) 죄 아니라 그 손 

 죄홰(造化ㅣ) 쥬텬도수(周天度數) 안*여 딘단 쇼옹(邵雍)의 역니(易理)

와 복희(伏羲) 헌원(軒轅)의 군(行軍)믈 효측(效則)여 탕〃(蕩蕩)고 호〃

(浩浩)미 흡연(恰然)이 샹고(上古) 셩인(聖人) 흐니 엇디 말셰탁쇽(末世濁俗)

의 녀라 리잇고 (․․․) 이 난셰(春秋亂世)의 부(夫子ㅣ) 나시고 

닌(麟)이  아닌 나며 쇽졀업시 죽음 흐여 반시 오래디 아니 이다.” 부

인이 졈두(點頭) 왈 “오(吾兒)의 소견(所見)이 올타 범인(凡人)의 젹은 조도 

오히려 앗기거든 믈며 이치 이샹(異常) 신인(神人)을 텬되(天道ㅣ) 앗기디 

아니리오?” 인여 탄식고 즐기디 아니터라 (<유씨삼 록> 4권, 92-93면)

부부간의 바둑 결에서 아내가 남편을 이기는 목은 <소 성록>, <완월회

맹연> 등 여러 장편소설에서도 나온다.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남편을 이

김으로써 아내는 감춰져 있던 재능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을 박 하던 남편

의 코를 꺾음으로써 그 동안 억 렸던 한을 발산하기도 한다. 일례를 들어보

면, <완월회맹연>의 장성완이 자신을 박 하던 남편 정인 을 바둑내기에서 

이기는 장면에서, 가족들 모두 장성완의 뛰어난 재능을 인정해 주고 못 된 정

인 을 한 번 잘 혼내주었다며 통쾌해한다. 이처럼 여타의 소설에서는 이런 

장면이 가족들끼리 한 번 즐겁게 웃고 지나가는 장면으로서 기능할 뿐, 여주

인공의 죽음과는 별반 연 이 없다. 그런데 부부간의 바둑 결이라는 동일한 

모티 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씨삼 록>에서는 독특하게도 이것이 여주인공

의 죽음에 한 암시로 귀결되고 있다. 

 한 를 들어보면, 시를 짓는 목에서도 진양공주의 단명을 암시하는 

구 이 나온다. 유씨 집안 모든 부인들이 모여 시를 짓는데, 진양공주가 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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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가 무나도 빼어남에 모두들 감탄하고 있었다. 이 때 유세기, 유세형 등

이 우연히 지나가다 부인들이 연회를 연 것을 보고는 잠시 끼어들어 그녀들

이 지은 시를 구경하게 된다. 그런데 유세기는 진양공주가 지은 시를 보고는 

 다시 놀라면서 진양공주가 단명할 것을 더욱 확신한다.

“옥쥬(玉主)의 이 깁고 이 놉흐시믄 니도 말고 모 고상(高尙)시므로 

호연(浩然)이 이여 완듕(緩重)신 거시 젹으니 복(僕)의 두려 배라 시(詩)

 셩졍(性情)의 나니 가히 고치디 못시려니와 홀노 뎨(次弟)[유세형]의 복

(福)이 구원(久遠)티 못믈 감읍(感泣)옵니 옥쥬의 신명시므로 엇디 아

디 못시리오마 이런 말이 엇디 잇니잇고?"(<유씨삼 록> 8권, 9-10면)

 목은 진양공주의 시가 뜻이 깊고 높음은 말할 것도 없고 무 고상하

여 넓고 아득하니 진 한 것이 음에, 진양공주의 명이 오래지 않을 것이라

는 을 진양공주에게 은근히 내비치고 있는 목이다. 이에 진양공주 한 

자신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라 하며 유세기의 높은 식견에 탄복하면서 훗날

에는 지 과 같이 즐거운 날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 슬퍼한다. 바둑내기 장

면에서와 마찬가지로 作詩 장면에서도 진양공주의 빼어난 재주는 결국 그녀

의 단명을 암시하는 불길한 표지로 기능하고 있다. 이는 <명행정의록> 등에서 

여성들의 시작 활동에 한 목이 여성들의 재능에 한 호의  시선을 드

러내기 한 소재로 활용된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10)10)

이처럼 유사한 삽화들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소설에서는 그것이 죽

음과는 하등의 련이 없는 것과는 달리, <유씨삼 록>에서는 이러한 삽화들

이 진양공주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기능하고 있다. 진양공주과 련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죽음이라는 거 한 축을 심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진양공주의 돌연한 죽음도 필연 인 사건으로 여겨진다.

진양공주에 한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인물에 한 내용에서도 

죽음에 한 형상화가 여타의 작품들에 비해 비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우

리집 션셰(先世)의 슈(壽限)을 리시 니 업”11)다는11)작품 말미에서의 유세

10) 서정민, ｢<명행정의록>의 여성 형성화 양상｣, 한국고 여성문학연구 11, 한국

고 여성문학회, 2005, 279-300면.

11) <유씨삼 록> 20권,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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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말처럼, <유씨삼 록>에서는 유씨 가문의 구성원들이 여타의 작품에서와

는 달리 수명을 다 리는 인물이 그리 많지 않다.   

먼  작품 반에서부터 유연과 정부인 등의 죽음에 한 심상치 않은 

목이 나온다. 유연은, <유씨삼 록>에서 남주인공 의 한 명인 유우성의 부친

으로, 작품 반에서부터 그가 숙병을 앓고 있다는 목이 나온다.12)12)이런 유

연은 그 부친 유정경이 별세한 직후, 장년이 다 하지 않은 나이에13)죽는다.13) 

 연이어 유연의 부인인 정부인 한 많지 않은 나이에 별세한다.
14)14)이 뒤 

유연의 동생인 유홍과 유홍의 부인인 성부인의 죽음 한 연달아 서술된다. 

물론 <소 성록> 등에서는 주인공의 부친이, <옥원재합기연> 등에서는 그 모

친이 일  죽는 등 주인공의 부모  한 명이 반에 일  죽는 것으로 나오

는 작품도 있다. 그럼에도 <소 성록>에서는 주인공의 모친인 양부인이, <옥원

재합기연>에서는 주인공의 부친인 소송이 오랫동안 살아 그 자식들을 돌보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개 부모  한 명은 살아남아 주인공의 정신 인 버

목 역할을 한다. 작품 반에서 주인공의 부모가 동시에 죽는 경우는 드물다. 

그런데 <유씨삼 록>에서는 매우 이례 으로 그 부모가 둘 다 연달아 죽고 있

다. 그것도 수명을 다 리지 못한 채 말이다. 

간 부분 즉 작품의 7권에서는 유씨 가문의 종통인 유백경이 49세의 그리 

많지 않은 나이에 죽는 목이 설정되어 있다. 유백경은 유홍의 둘째아들로 

유연이 자신의 아들 유우성 신 가문의 종통을 잇도록 한 인물로서 집안의 

12) “(이각뇌) 일〃(一日)은 공(公事) 의논라 뉴태[유정경] 부듕(府中)의 가

니 태(太師ㅣ) 본 슉병(宿病)이 잇디라 각뇌(閣 ㅣ) 공복(公服)으로 와

시믈 듯고 강질(强疾)여 역시 공복을 닙고 쳥여 서로 볼(․․․)”(<유씨

삼 록> 1권, 5-6면) 

13) 유연이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언했을 때, 그 동생인 유홍이 “형이 야흐로 장

년(壯年)이 져므지 아냐 계시거늘 (․․․) 언에( 語ㅣ) 불길시니 언(

讖)의 해로오믈 삼가지 아니시뇨?”(<유씨삼 록> 1권, 37면)와 같이 말하는 

목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4) 정부인이 몇 세에 죽었는지에 해서는 작품에서 구체 으로 언 되지 않고 있

다. 그러나 그 며느리인 이부인이 자신이 죽어가면서 “우리 션부인(先夫人)[정

부인] 셩덕(聖德)으로 단명(短命)신 셜움이 지 지 믈이 진(盡)티 아니커

 쳡(妾) 흔 블혜(不慧) 인품이 엇디 감히 이런 복을 리〃오마 도시 

구고( 姑)의 뎍여경(積德餘慶)을 닙오미라.”(<유씨삼 록> 19권, 7-8면)라

고 말하는 목에서, 정부인이 단명하 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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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른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유우성이 세상에 나가 달하여 왕에 해

지는 등 한 을 림으로써 가문의 정치경제  측면에서의 지주 역할

을 하는 인물이라면, 유백경은 세상에 나서지 않으면서 도학군자로서 명망이 

높은 가운데 가문의 정신 인 지주 노릇을 해온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49세

에 죽는 것으로 설정된 것은 고 소설에서는 이례 인 일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미 부분에서도 유씨 가문구성원들의 죽음에 한 목이 연

달아서 상세히 형상화된다. 다른 작품에서는 비록 그 가문구성원의 죽음을 말

한다 하더라도 가문구성원이 모두 수복을 리고 운명하 다는 내용이 작품 

말미에 간략히 언 되는 것과는 달리, <유씨삼 록>에서는 수복을 린 인물

이 그리 많지 않은 가운데 가문구성원들의 죽음을 형상화한 부분이 19-20권에 

걸쳐 차례차례 상세하게 묘사된다. 우선 유우성의 부인인 이부인이 기세하고

(61세), 연달아 유백경의 부인인 조부인이 따라 죽으며(62세),  몇 년 뒤에 

유우성이 운명하고(65세), 유우성의 둘째아들인 유세형이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뜨며(48세), 그 이후로도 유세창(67세), 유세필(62세) 등 유우성의 자

식들과 그 배우자들의 죽음이 잇달아 펼쳐진다. “부풍휘[유세경] 홀노 나히 

팔십의 강부인으로 더 러  의 기셰(棄世)니 그 댱슈(長壽)미 형뎨

(兄弟) 듕 읏듬이러라.”15)라는15)서술자의 평가 로, 이  수복을 다 린 자는 

그리 많지 않다. 다른 작품에서 주요인물들이 80세까지 장수하는 것과 비교한

다면 말이다. <옥루몽>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사이 셰샹의 나 상슈(上

壽) 셰오 즁슈(中壽) 팔십이오 하슈(下壽) 뉵십이라.”16)라고16)서술자

가 다소 과장되게 논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 부분의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100세는 못 살아도 어도 80세 이상을 향수한다. 이와는 달리 <유씨삼 록>

에서는 80세 이상을 산 사람이 극히 드물다.

 다른 작품에서는 주요가문구성원의 죽음이 일률 으로 짧게 언 되는 

것과는 달리, <유씨삼 록>에서는 순차 으로 이를 서술함에 따라 그 사이사

이에 각각의 인물들이 병에 걸려 태롭기까지의 모습, 유언을 한 뒤 갑자

기 죽는 모습, 죽고 난 뒤에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이

15) <유씨삼 록> 20권, 49면.

16) 서울  규장각 소장본 <옥루몽> 14권,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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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죽음의 길목에서의 슬픔이 첩되면서 그 애 함은 강도를 더해가게 

된다.

특히 말미 부분에서 주목해야 할 목은 진양공주의 남편인 유세형의 죽음

이다. 유세형은 작품 체에서의 비 이나 요도에서 볼 때, <유씨삼 록>의 

남성인물 에서 가장 핵심 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17)17)<유씨삼 록> 체에

서 가장 핵심 인 인물이 진양공주라면, 그 남편인 유세형은 남성인물 에서 

가장 핵심 인 인물인 것이다. 그런 그가 48세에 죽는다. 그 형인 유세기가 

“하이 문희[유세형의 字] 흔 골격을 내시고 나흘 길게 아니시니 텬의(天

意) 가히 아디 못리로다.”18)라고18)제문에서 토로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 

그는 제 명을 렸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고 소설의 남주인공치고는 퍽 이

른 나이에 운명하고 있다.

이처럼 <유씨삼 록>에서는 작품의 핵심인물인 진양공주의 죽음이 작품 

간에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서두, 간, 결미 곳곳에서 여타 주요

인물들의 사롭지 않은 죽음이 포진해 있다. 이는 여타의 고 소설에서는 쉽

게 볼 수 없는 양상으로, <유씨삼 록>에서 죽음에 한 ‘前景化’가 이루어지

고 있음을 잘 보여 다. 이러한 경화는 바로 죽음에 한 문제를 본격 으

로 다루려는 의도와 연결되어 있다 할 것이다. 

3. 죽음의 ‘일상화’

<유씨삼 록>에서 죽음의 ‘ 경화’는 죽음의 ‘일상화’와도 깊게 맞물려 있다. 

여러 인물들의 죽음을 특화시켜 본격 으로 다루는 가운데 일상 인 죽음의 

모습이 곡진하게 형상화된다.  그것은 죽음에 한 깊이 있는 통찰과도 긴

하게 연 된다. 

우선, 주요인물들이 죽는 목에서 주목해야 할 은 여타의 작품과는 달리 

기 의 顯現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일례로 유세형이 죽어가는 

17) 유세형은 <유씨삼 록>의 핵심인물이라 할 수 있는 진양공주의 남편으로, 유씨

가문의 남성인물 에서 가장 큰 비 으로 그려지면서 가문의 존립이나 화에 

지 한 향을 미친다.    

18) <유씨삼 록> 20권,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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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보기로 한다. 유세형이 병에 걸려 태롭자 유세형의 아들인 유 , 유

은 후원에서 부친 몰래 단을 쌓고 기도한다. 두 아들이 이런 일을 벌일 것

을 짐작한 유세형은, 자식들에게 이는 천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유익함이 없고 

도리어 재앙이 있을 것이라며 만류한다. 그러나 유 은 끝까지 부친을 살리기 

해 기도하는데, 며칠 뒤 유세형의 언 로 큰 별이 떨어지면서 천둥이 치고 

풍이 부는 가운데 유세형의 主燈이 거꾸러져 떨어진다. 유 은 인사불성이 

된 채 가족들에게 부축을 받아 돌아오고, 유세형은 조용히 죽을 채비를 한다.

공[유세형]이 (…) 오공(五公子) 양을  한님(翰林)이 황망(慌忙)이 복

디(伏地) 공 왈 “네 형이 반시 어 가 괴거(怪擧) 니 리 라.” 

한님이 나와 두루 즈니 진․연 이휘(二侯ㅣ) 엄태감으로 더 러 인젹이 니디 

아닛 곳의 단(壇)을 뭇고 젼조단발(翦爪斷髮)고 텬디신기(天地神氣)와 극원

신(北極元辰)긔 공(公)의 명(命)을 비디라 한님이 나아가 부명(父命)을 뎐(傳)

니 진후[유 ] 죽기 그음고 단의셔 빌고 연후[유 ] 도라와 공의게 뵈

니 공이 탄왈(歎曰) “  등이 졍이 졀박나 텬수(天數) 아디 못도다 

유익미 업고 [유 ]이 칠일 졔 두(北斗)의 오일(五日)이면 앙(災殃)이 이

시리니 여등(汝等)이 볼디어라.” 모다 디 아니터니 과연 오일 삼경(三更)의 큰 

별이 남방으로 터 흘  공의 쥬등(主燈)의 러지니 그 소 우  고 소로조

차 풍(狂風)이 작(大作)여 칠등이 다 것구러지니 진휘 혼(魂魄)이 다 니

톄(離體)여 인(人事) 모니 좌 (左右ㅣ) 븟드러 도라오며 공이 쇼왈(笑

曰) “내 아 아븨 말을 듯디 아냐 유익미 잇냐?” 졔(諸生)이 읍톄여우(泣

涕如雨) 분이러라 일(此日) 공의 병이 침면(沈湎)니 스로 오라디 아닐  

알고 모든 형뎨 여 닐오 내 병이 댱 (危殆)니 일노 터 셔헌

(書軒)을 나 진부의 도라가 님군 주신 집의 가 됴용이 죽으미 가(可)디라.” 

(<유씨삼 록> 19권, 38-39면) 

의 목에서 볼 수 있듯, 부친 유세형을 살리기 한 유 의 효성스런 행

는 오히려 천명을 거역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성과 없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이와 유사한 목이 다른 장면에서도 거듭 나타난다. 진양공주가 모친인 

태후의 임종시에 천지신령에게 자신의 목숨으로써 모친의 목숨을 연장하기를 

빌 때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 제단 주변의 장막을 휩쓸고 태후의 주등을 

거꾸러뜨리는 목, 유백경이 혼수상태에 빠지자 그 양자인 유세기가 칼로 팔

을 베고 손을 깎아 생 을 유백경의 목 안에 흘려 넣었을 때 유백경이 잠시 



․ <유씨삼 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13

을 뜨고 자신의 목숨이 이미 다하여 돌아가려 하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다

며 만류하는 목, 진양공주가 죽어가는 목에서 유세형이 단을 쌓고 禳災하

려 하자 이는 하늘에 죄를 얻는 것이라며 진양공주가 만류하는 목, 이부인

이 태로움에 그 아들 유세형이 팔을 찔러 피를 내서 약에 섞어 이부인에게 

드리자 이부인이 자신의 병은 약으로 고칠 일이 아니니 쓸데없는 짓을 말라

고 당부하는 목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장면 직후 곧 해당인물은 죽음을 맞이하는데, 이러한 사건의 설정은 

고 소설에서 흔치 않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개의 소설에서도 주요인물들이 

사경을 헤맬 정도로 태로운 순간에 처하는 다 한 목이 나온다. 그런데 

이들은 곧 그 자식이나 사 ․며느리 혹간 배우자의 지극한 기도나 구호를 

통해 살아난다. 병에 걸린 부모 혹은 배우자를 살리려는 가족들의 至誠에 

하늘마 도 감동하여 사경을 헤매던 인물이 살아나는 경이로운 일이 펼쳐지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가족 간에 고조되던 갈등이 해결되기

도 한다.19)19)이처럼 다른 소설에서는 특정인물이 죽음의 기에 처하는 장면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로 주인공의 지극한 효성을 드러내기 한 장치로

서 는 인물들 간의 증폭되던 갈등을 해소하기 한 방편으로서 활용될 뿐, 

실제로 죽음과 직결되는 경우는 거의 무하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씨삼 록>에서는 병에 걸린 인물을 살리기 한 가족들의 정

성스런 행 는 아무런 성과도 낳지 못한 채 당사자는 곧바로 죽음을 맞이한

다. 이는 죽음은 인간의 손으로 어쩌지 못한다는 비극  인식을 깊이 있게 드

러내는 가운데, 실제생활 속에서의 일상 인 죽음의 모습에 한층 더 근 하게 

된다. 여타의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주인공의 효성의 부각이나 갈등의 해결수

단으로 활용되는 ‘수단’으로서의 죽음과는 달리, ‘존재’ 그 자체로서의 죽음이 

가감 없이 형상화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목숨을 되돌

릴 길 없기에, 죽음이란 항상 우리에게 불가항력 으로 다가오고야 만다는, 일

상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죽음의 형상과 상통한다. 

이에 따라 <유씨삼 록>에서는 소 한 사람이 죽어감에도 이를 어쩔 수 없

19) 일례로 <옥원재합기연>, <창란호연록>, <완월회맹연> 등에서는 사 가 사경을 헤

매는 장인을 침술로 구해냄으로써 이들 翁壻 사이의 고조되던 갈등이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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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의 안타까움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남겨두고 죽

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가족들의 슬픔을 덜어주기 해 임종 직 의 인

물이 보여주는 담담함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비하는 인물들의 슬픔이 짙게 

묻어난다. 일례로 유세형이 죽어가는 목에서, 형제자식들이 그가 보는 앞에

서는 좋은 낯으로 하지만 돌아서면 물로 옷깃을 시고 밤이면 교 로 

돌아가면서 유세형 곁에서 자는 모습, 유세형이 죽기 직 의 아  몸을 이끌

고 태연히 집안을 둘러보고 자신의 한평생을 회고하는 한편 부모의 행장과 

부인의 행장을 빠짐없이 정리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담담히 정리하는 모습 등

에서 이는 잘 형상화되어 있다. 이는 일상에서 흔히 할 수 있는 죽음과 

련된 이미지들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임종을 앞둔 인물이 가을날 국화꽃이 만발한 후원에서 시를 지으면서 

가족들과 원한 이별을 나 는 장면은 1권의 유연의 죽음에 한 목에서

부터 19권 유세형의 죽음에 한 목에 이르기까지 반복 으로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 보편의 애 한 심사가 섬세하게 형상화되

기에 이른다. 유세형과 련한 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공[유세형]이 로고 졔(諸子) 도라보아 오 “내 음이 심히 번난

(煩亂)니 쇼여( 輿) 타고 부듕(府中)을 도라보아 젼일(前日) 형뎨(兄弟) 모

다  닑던 곳과 (․․․) 선셰가묘(先世家廟)와 부모당(父母祠 )의 딕리

라.” 모다 말녀 왈 “병이 이러 듕(重) 고젹(古跡)을 보아 유익미 업고 텸

샹(添傷)미 쉬온디라 니 교(轎子)로 진부로 가 됴리만 디 못다.” 

 공 왈 “(死生)이 유명(有命)니 엇디 졀업 됴셥(調攝)기로 도라

가 음을 옹폐(壅蔽)리요?” 드여 복(官服)을 졍졔(整齊)고 남여(藍輿)

의 올나 셔당(書 )과 부용각을 두로보아 보고 졔의게 븟들려 당의 올나 하딕

고 려올 시졀이 구월(秋九月) 망간(望間)이라 람이 여읜 의 못고 

단풍이 비단댱을 친 여 경물(景物)이 졀승(絶勝) 계젼(階前)의 국화 만

발여 오운(五雲)이 잣  은 향 의슈(衣袖)의 득니 공이 믄득 남여

 머믈우고 화계(花階) 우 돗  펴고 형뎨로 더 러 안자 텬디경물(天地景物)

을 피며 좌우로  (樽) 향온(香醞)을 가져오라 여 친히 잔의 득 부어 

형뎨 권고 운(四韻) 일슈(一首) 지어 게 을 니 그 의 여시 

(․․․) 타일 오날 기럭의 례 젹으믈 슬허말나 (死生)이 슌식(瞬息) 

이로다 몸을 시러 녯집의 도라가니  구텬(九泉)의 놀고 자최 궐(鳳闕)의 

처지리로다 읇기 고 도라 셩의의 손을 잡고 오 “ 일 텬쉬(天數ㅣ) 

다고 (大事ㅣ) 거의라 녯날 즐기미 한단(邯鄲)의 이 되엿디라 곤계(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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季)로 결(永訣)하 과 술이 업디 못리니 형댱(兄丈)과 삼뎨(三弟) 일슈 

별시(別詩)로 내 음을 로라.” 졔공(諸公)이 잔을 마시고 공의 을 니어 

을 니 (․․․) 좌우 딜(子姪)과 시쟤(侍 ㅣ) 실셩톄읍(失性涕泣)믈 디 

못고 졔공의 (漏水ㅣ) 빗기 흘  가의 즈 공은  빗 변티 

아니터라 (<유씨삼 록> 19권, 40-42면) 

가족들은 몸조리할 것을 권하지만, 유세형은 이미 임종에 가까운 몸으로 몸

조리하는 것이 무엇이 요하냐고 하면서 복을 갖춰 입고 조상들의 가묘와 

부모의 사당, 그리고 자신이 머물 던 여러 처소들을 돌아본다. 그리고는 국화

꽃이 만발한 후원에 이르러 가족들과 술잔을 나 면서 자신의 한평생을 회고

하는 시를 읊는다. 그리고는 형제들에게 永訣하는 시를 부탁한다. 형제들이 차

례로 이별시를 읊을 때, 유세형은 낯빛을 바꾸지 않고 담담하지만 가족들은 

실성할 듯 물을 흘린다.

작품 반부에서부터 반복 으로 형상화되는 이런 장면의 설정으로 인해, 

유씨 집안의 ‘후원’은 몇 세 에 걸쳐 죽어간 사람들의 추억이 겹겹이 쌓여지

는 특별한 공간이 된다. 유씨 집안 구성원들은 그곳을 거닐 때마다 에 함

께 시를 읊었던, 작고한 부모형제의 모습을 떠올리며 슬퍼하고, 얼마 뒤 자신 

한 그곳에서 가족들과 결하고는 세상을 떠나간다. 일상의 사소한 부분에

서 첩되는 죽음의 이미지를 포착해 냄으로써 죽음에 처하는 당사자와 그 

주변사람들의 애 한 마음을 깊이 있게 담아내고 있다. 이처럼 <유씨삼 록>

은 일상 인 죽음의 형상화를 통해 죽음의 국면에서의 슬픔의 정서를 곡진하

게 묘사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 인 죽음의 형상화를 통해<유씨삼 록>은 죽음에 한 깊이 

있는 철학  통찰을 담아내게 된다. 그것은 곧 숙명론  죽음 과 깊이 련

된다. 앞서 살펴보았듯, 가족들의 지극한 정성으로도 병에 걸린 인물들이 곧

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사건을 통해 죽음은 사람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것

이라는 인식이 작품 곳곳에서 구체 으로 녹아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인식

들이 인물들의 말을 통해서 구체 으로 表됨으로써 숙명론  죽음 은 더

욱 명시 으로 드러난다. 이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반

복 으로 언표되는데, 그 한두 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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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이 셰샹의 이시매 (生)은 긔야(寄也)요 (死)는 귀야(歸也)라 니 

번 도라가믄 고 (古今)의 면치 못 배라 우형(愚兄)이 엇디 홀노 면리오 다

만 두리는 바는 학발(鶴髮) 인(大人)긔 불효(不孝) 칠가 념녀(念慮)노

라.” (<유씨삼 록> 1권, 37면)  

② “(死生)은 유명(有命)니 스로 말암디 못여 텬뎡(天定)이 이시

니 엇디 분필(自憤必死)미 이시리오 내 거년(去年)의 을 지으매 녕(令

伯)[유세기]이 일을 짐쟉고 진양이  스로 아랏니 이 나의 텬명(天命)

이 진(盡)미오 상녜(喪禮)의 샹(傷)미 아니라.”(<유씨삼 록> 8권, 24면)  

①은 유연이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목의 일부이고, ②는 진양공주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고 자신의 남편을 

로하는 목의 일부이다.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해 보면, 죽음은 본의의 의지

와는 상 없이, 주  사람들의 소망과는 상 없이 이미 하늘이 정해놓은 것으

로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삶이 잠시 이 세상에 더부살이하는 것이라면 죽음은 

집으로 돌아가는 자연스런 것이니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요약된다. 즉, 타고난 수명은 인간의 손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죽음은 삶

의 당연한 귀결이라는 사고이다. 

물론 다른 작품에서도 결국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숙명론 인 

인식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죽음에 처하는 기의 순간마다 

주변사람들의 至誠에 의해 이를 극복함으로써 죽음이 불가피한 것이라는 인

식을 으로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씨삼 록>에서는 죽음은 인간의 

어떠한 행 로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다각도로 형상화함으로써 숙명론  

죽음 을 심도 있게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유씨삼 록>에서 일상 인 죽음

의 형상화에는 숙명론  죽음 이 그 근 에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죽음과 

련한 일상의 애 한 이미지들이 섬세하게 부각되고 있다.

4. 죽음의 ‘권력화’

<유씨삼 록>에서 죽음의 형상화와 련하여 주목해야 할 은 가문의 구

성원들이 끊임없이 死 를 추모하고, 사자는 가문이 존속되고 번성하도록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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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을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사자에 한 추모 혹은 사자의 활약은 단

순히 가정이라는 사  역에 국한되지 않고 조정 혹은 왕실이라는 공  

역으로까지 확장되어 나타난다. 이는 곧 유씨 가문의 화와 직 으로 련

된다.

먼  <유씨삼 록>에서는 일  죽는 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만큼, 가족들이 

그들을 떠올리며 추모하는 일이 일상의 곳곳에서 빈번하게 드러난다. 여타의 

작품에서도 작품 반에 운명한 인물이 있으면 해마다 돌아오는 제사나 자식

들의 과거 제, 혼례식 등이 있을 때마다 죽은 인물을 떠올리고 슬퍼하는 

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씨삼 록>에서는 죽은 자와 살아 있는 자의 구

분이 헷갈릴 정도로 죽은 자를 상기하는 목이 많다. 이  진양공주의 경우

에는 그녀의 사후에 개되는 다양한 사건들에서 빠짐없이 련되어 언 된

다. 진양공주 이 에도 유연, 유백경 등 유씨 가문의 주요인물들이 죽었지만 

이들에 한 추모보다도 진양공주에 한 추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남편

인 유세형의 피를 토하는 애 한 追悼에서부터 시부모, 자식, 동서, 시 이 등

의 물 어린 회상에 이르기까지 그녀에 한 추모는 <유씨삼 록>의 핵심  

주제라 할 만큼 빈번하면서도 상세하게 형상화된다.

그런데 그녀에 한 추모는 단순히 가문에 한정되지 않고 조정 혹은 왕실

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진양공주가 유씨 가문에서뿐만 아니라 왕실의 분란을 

잠재우고 여주공으로서 내외 명부를 총 하는 등 외 으로 큰 공헌을 하

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사후에도 계속해서 그녀를 회상하게 되는 것이다. 

진양공주의 두 아들인 유 , 유 이 제하 을 때의 일을 들어보기로 한다. 

진양공주의 조카인 천자는 늘 고모인 진양공주를 잊지 않고 있다가 그녀의 

두 아들이 과거에 장원 제하자 그 솜씨가 빼어남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金枝玉葉임을 아름답게 여기어 春坊學士․太子 人에 제수하여 자주 궁궐에 

출입  한다. 하태후는 자신이 황후 을 때 양귀비의 모해로 험에 처할 뻔 

했으나 진양공주의 명철한 식견으로 기를 모면했던 일이 있었기에 더욱 진

양공주를 간 히 그리워하다가, 그 두 자식이 과거에 제하자 내 으로 불러 

보고서는 그 외모와 자질이 공주와 흡사함을 보고 한편으로 반가워하고 한편

으로 슬퍼하면서 특별히 성 하게 물품을 하사한다. 이외의 궐 안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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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쥬공[진양공주]의 셩덕(聖德)으로 냥공(兩公子)의 닙신 홰(立身榮華ㅣ) 

이 흐믈 못보시니 엇디 비창(悲愴)티 아니리오”20)라고20)슬퍼하면서 유 , 유

 두 사람을 각별히 우 한다.

이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여타의 일들에서도 천자, 태후, 궁궐 안 의 사람

들은 진양공주의 성덕을 생각하고는 그녀의 사후에도 유씨 가문과 련한 일

이 생길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돕는다. 특히 태후는 진양공주를 생각하면서 유

씨 가문이 역모죄로 모함을 입는 등의 정치  기에 처할 때마다 지성껏 돕

는가 하면, 내외 명부들이 다 모인 親蠶 연회에서 진양공주를 회상하면서 유

씨 가문의 화로움을 특별히 치하하는 등 유씨 가문에 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러한 내외 인 추모의 방식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가문 구성원

들의 진양공주에 한 추모가 그 밖의 사람들의 그녀에 한 추모에도 향

을 미친다는 이다. 즉, 가문구성원들의 추모는 가문 밖의 사람들의 추모를 

이끌어냄으로써 그 추모의 범 가 외 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례

로 태후가 내외 명부를 청하여 연 친잠 연회 장면을 살펴보기로 한다. 진양

공주의 시어머니인 이부인은 “ 일(今日) 친(親蠶) 연회(宴 ) 당(當)

매 셕일(昔日) 공쥬 각니 비챵(悲愴)믈 이긔디21)못리로다”21)라고 말

하고는 유씨 집안 부인들을 맞이하는 태후 앞에서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진양공주의 동서인 설부인, 진양공주의 시 이인 양부인, 그리고 진양공주의 

딸인 문창공주 등도 진양공주를 생각하며 하염없이 물을 흘린다. 에 진

양공주의 모후인 장태후가 친잠 연회를 열었을 때 진양공주가 여주공으로 

해진 것을 축하했던 일이 있었기에, 오늘 하태후가 친잠 연회를 열자 이들은 

진양공주를 떠올리며 슬픔에 젖게 되었던 것이다. 이들은 돌아오기 직 에도 

에 친잠 연회가 끝난 후 진양공주가 자신들과 이별했던 곳을 지나면서 

새삼 서 퍼져 다시 물을 흘리는 등 곧 슬  표정을 감추지 못한다. 

본래 진양공주 생 의 성덕 때문에도 외 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양공주

를 기억하고 있지만, 유씨 집안의 부인들이 지극히 슬퍼하는 모습에 궐 안 

20) <유씨삼 록> 9권, 22-23면. 

21) <유씨삼 록> 19권,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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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도 곧 공주를 떠올리며 슬퍼하고, 태후 한 진양공주가 이 연회

에 없는 것을 슬퍼하게 된다. 그러면서 팔백 여명의 내외 명부들은 유씨 가문 

사람들이 빼어난 것을 탄복하면서 특히 진양공주의 자식들이 훌륭하게 된 것

을 치하하는가 하면, 태후는 진양공주를 생각하고는 이부인을 비롯한 유씨 가

문 여인들에게 특별히 진기한 보배를 하사하게 된다.

이처럼 진양공주 사후에도 그녀는 집 안 에서 추모되면서 외 으로 상

기됨으로써 유씨 가문은 그 명망을 유지하게 된다.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일로 끝나는 개인 인 것이 아니라 그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조 체에 변화

를 가져오는 사회 인 것이기에 변화된 구조를 조정하기 해서는 추모 식

이 필요하다는 지 로,
22)22)<유씨삼 록>에서는 사자에 한 추모가 단지 사

인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공 인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그것도 권력과 

긴 하게 연결되고 있다. 이 때 사  차원에서의 지극한 추모는 단순히 사  

차원에서의 추모로 끝나지 않고 공  차원의 추모를 이끌어내고 에서 주목

할 만하다. 진양공주의 내외 인 추모는 그녀가 죽은 뒤에도 유씨 가문의 

을 담보하는 기제로서 활용되고 있다. 

한편, 살아 있는 자들의 죽은 자에 한 내외  추모와 더불어 <유씨삼

록>에서 특이한 은 죽은 자 혹은 죽어가는 자들의 활약이다. 그것도 가정 

이라는 사  역에서가 아니라 정치 인 역 즉 공  역에서 말이다. 다

른 소설에서도 죽은 부모가 꿈속에서의 시를 통해 기에 처한 자식을 구

하는 등의 양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완월회맹연>에서 작품 

반에 죽은, 남주인공의 모친 양부인은 자식들의 꿈에 나타나 잃어버린 손자

들이 곧 무사히 돌아오게 될 것임을 알려주는가 하면, 자기 신 남편의 재취

로 들어온 소교완의 꿈속에 나타나 그녀에게 깨우침을 으로써 집안의 갈등

을 해결하는 데 기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는 주로 사 인 차원에 머물러 있

다. 설혹 공 인 일과 련된다 하더라도 사자가 정치사건에 직 으로 여

하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유씨삼 록>에서는 진양공주가 임종 직  遺表를 

남김으로써 사후에도 직 으로 기에 처한 가문을 구해내는 등 사자의 직

인 정치 참여가 형상화되어 있다. 

22) 국사편찬 원회 편, 상장례, 삶과 죽음의 방정식, 두산동아, 20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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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진양공주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미 앞날을 견하고 있는 진양

공주는 임종 직 에 앞으로 유씨 집안이 기에 처할 것을 짐작하고 자신의 

심복인 장손상궁에게 두 개의 편지를 하여 주면서, “이후 궁듕(宮中)의 

연괴(緣故ㅣ) 잇거든 이 보 가졍(嘉靖) 뉵 년의 첫 화젼(華箋)을 보고 가

졍 십삼 년의 둘재 보아 삼가 닛디 말나.”23)는23)당부를 남긴다. 

실제로 가정 6년에 궁 에서 장경 등의 환 세력이 弄權하여 조정의 료

들을 무단히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 진양공주의 남편인 유세형

은 죽을 각오를 하고 환 들을 목 벤 뒤, 임  앞에 나가 멋 로 환 을 처단

한 죄를 청하고자 결심한다. 가족들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장자인 유

만이 이 사실을 우연히 알고는 부친을 만류하며 물을 흘리면서 울부짖는

다. 이 경을 목도한 장손상궁은 공주의 말을 떠올리고 華箋 하나를 유세형

에게 받들어 올린다. 거기에는 잠시 기다리면 환 의 세력이 진정될 것인데 

지  병사를 일으켜 환 을 친다면 천자가 진노하여 유씨 가문 구족이 멸할 

것이니 덕으로 환 의 무리들을 감화시키고 문호를 보 하라고 유세형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진양공주의 친필로 쓰여 있었다. 이에 유세형은 모골이 송연

하여 환 을 처단하려는 생각을 게 된다. 이는 진양공주가 직 으로 정치

 사건에 개입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유서를 통해 남편의 정치  행로를 결

정해 으로써 사자로서의 진양공주의 치가 단순히 사 인 역에 한정되

지 않고 공  역에 련되어 있음을 보여 다.

이 뒤, 진양공주는 비록 죽은 몸이지만 실제로 임 에게 유표를 통해 간언

을 올림으로써 직 으로 공  역에 개입하게 된다. 유씨 가문은 진양공주

의 언 로 가정 13년에 인 기에 처하게 된다. 진양공주의 둘째아들

인 유 은 호방한 성품으로 이미 양벽주와 혼인하 으나 정이 그리 도탑지 

않던 차에, 우연히 만나 첫 에 반한 장설혜와 우여곡  끝에 혼인한다. 그런

데 장설혜는 유 의 정실부인이 되기 해 양벽주를 모해하여 갖은 란을 

일으킴으로써 결국 시아버지인 유세형에 의해 출거를 당하기에 이른다. 자신

을 내쫓은 유세형에게 원망을 품은 장설혜는, 유세형이 평소 오만방자한 성품

으로 역모의 뜻이 있어 출정할 때도 黃袍를 지어가지고 갔다고 친척인 장귀

23) <유씨삼 록> 8권, 37-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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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격동하여 그녀로 하여  천자에게 이를 알리게 하면, 자기 어머니의 表

弟인 홍신으로 하여  유세형이 집안에 군사를 두고 역모를 꾀하려 한다는 

표를 써서 천자에게 올리게 한다. 장귀비의 말과 홍신의 표에 혹된 천

자는 출정해 있던 유세형을 잡아오게 하고, 유씨 삼족을 다 잡아 가둔다.

이런 체 명의 기 순간에 장손상궁은 진양공주의 유언을 떠올리고는 

공주가 남긴 두 번째 화 을 떼어본다. 거기에는 호방한 유 으로 인해 집안

에 변고가 일어날 것임을 이미 다 짐작한 진양공주가 장손상궁에게 한시바삐 

자신의 유표를 천자에게 올려 집안의 박한 기를 모면  하라는 명령이 

 있었다.24)24)이에 장손상궁은 궁 에 들어가 신문고를 울리고 진양공주의 

유표를 천자에게 바치게 된다.

신쳡(臣妾) 진양은 돈슈( 首百拜)고 읍 뉴톄(泣血流涕)여 삼가 일  

표(表) 쥬샹폐하(主上陛下)긔 올니이다 (․․․) 복원(伏願) 폐하 죽은 신

하의 헛된 표문(表文)이 아름이 업다 마샤 이 간폐(肝肺) 비최신  국가의 

만(萬幸)이오 신(臣)이 구원(九原)의 셩은(聖恩)을 무릅미 호텬망극(呼天罔

極)리로소이다 (․․․) 이제 곡졀(曲折)이 잇 바 폐해 아디 못실 감히 

실(實事) 셰〃(細細)히 주(奏)옵니 신(臣子) 블 (不肖) 신(臣) 병부시

랑 뉴 이 일 젼시랑 댱원경의 녀(女) (再娶)니 그 실(行實)이 녜도

(禮度)의 어 나고 규문(閨門)의 참억(慘抑)이 크게 림(士林)의 들념디 아닌 

일이 잇 고로 신부(臣夫) 셰형이 그 블인(不仁)믈 통(痛恨)여 거(黜去)

여 그 과(改過)키 기리매 셰월이 임의 삼 년의 미첫디라 댱녜 원(怨)을 

품어 기모(其母)로 더 러 셰형 해기 고 그 표슉(表叔) 홍신을 다래여 고

변(告變)여 셩총(聖聰)을 리오고 요언(妖 )을 녀 후비(后妃)의 이목을 의

심  여 셰형을 죽인 후 말고뎌 니 신이 구쳔(九泉)의셔 읍 여 진실노 유

익디 아니코 잠간  말을 폐하긔 알욈만 디 못온 고로 댱손 비(婢子)로 

여곰 당돌히 신의 표 가져 텬감(天監)을 기리옵니 폐해 만일 신의 말을 헛

24) 드여 우 ( ) 거 밧비 히니 쇼지(素紙)의 시 “ [유 ]의 호

방(豪放)믈 인여 쇼쟝(訴狀)의 홰(禍ㅣ) 쟝 문호(門戶) 망리니 만됴

졔신(滿朝諸臣)과 뎡군쟝(出征軍 )이 다 쥬공(主公)[유세형]을 구나 안흐

로 귀비(貴妃)의 소(讒訴) 막디 못여 블측지홰(不測之禍ㅣ) 쥬공긔 미

리니 비(婢子ㅣ) 히 궐듕(闕中)의 드러가 하낭〃(娘娘)긔 샹의(相議)여 

댱귀비 다래여 쥬공을 구고 내 표(表) 황샹(皇上)긔 올니고 여〃〃(如

此如此)라 밧그로 됴뎡공논(朝廷公論)과 고쟈(告 )의 변지(大變之事) 

쥬공이 님시 쳐변시리니 비 안흐로 도모믈 더디 말나.” 엿고 깁의 

표   거시 잇더라(<유씨삼 록> 12권,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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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이 이실딘 셰형을 나 후 홍신과 변( 辯)고 인여 홍신을 져조시면 

간졍(奸情)을 셔〃 분간시리니 신이 엇디 갓 부〃(夫婦)의 졍(私情)을 

고 우리 종샤(宗社) 니  셰형이 진실노 모역지죄( 之罪) 이시나 둣덥허 구

코져   비록 셩샹이 죽은 신하 어엿비 이시 은혜 닙오나 조종(祖

宗) 텬지녕(在天之靈)의 음쥬(陰誅) 반시 밧올디라 엇디 감히 졍만 

각고 의(大義) 아디 못리잇고 (<유씨삼 록> 12권, 15-18면) 

진양공주의 유표에는 자신의 남편인 유세형이 모역죄로 참소를 입게 된 자

세한 경 와 자신이 결코 부부간의 사사로운 정 때문이 아니라 의를 해

서 유표를 올리는 것임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진양공주가 친필로 쓴 이 유표

를 보고 천자는 놀랍고 감동하여 식은땀을 흘리고 물을 떨군다. 그리고 공

주의 말 그 로 홍신과 유세형을 질하여 유세형이 죄가 없음을 밝 낸다. 

이로 인해 유씨 가문은 기에서 벗어난다. 

“공쥬의 시(生時) 셩덕(聖德)은 니도 말고 님망(臨亡)의 이 흔 션견

(先見)이 이셔  구 분 아니라 뉴시 종족 쳔여(千餘) 인을 살오니 합문

(闔門)의 은혜 망극디라.”25)라고25)유세형이 그 아들 유 에게 말한 로, 진

양공주는 죽어서도 생시와 마찬가지로, 오히려 생시보다도 더 인 힘을 

발휘하면서 유씨 가문을 구해내고 있다. 죽은 자가 남긴 유표라는 형식을 통

해 그 신이하면서도 진실된 면이 한층 더 부각되면서 큰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천자가 친히 높은 가르침을  진양공주에게 감사를 표하는 제문

을 쓴 뒤 성 한 제물을 하사하면서 부상서로 하여  진양공주를 제사지내

게 함으로써 유씨 가문의 화는 더욱 더 높아진다. 

한편, 진양공주 이외에도 그 남편인 유세형은 임종시의 유언을 통해 유씨 

가문의 정치  입지를 공고히 한다. 나라의 주석지신인 유세형이 숙병으로 목

숨이 태롭자 천자는 친히 行幸하여 유씨 집안에 이르게 된다. 유세형은 유

표를 올려 마지막으로 천자에게 간언하면서 결하게 되는데, 이 때 천자는 

앞으로 유세형을 신하여 나라의 兵權을 맡아 국사를 짊어질 사람을 천거해 

 것을 부탁한다. 유세형은 신하를 아는 자는 임 만한 사람이 없으니 천자

가 스스로 가리면 된다 말하지만, 천자는 지  천하의 인재가 유씨 집안에 다 

모여 있다 하면서 유씨 집안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거론하며 유세형의 후임

25) <유씨삼 록> 12권, 43-44면. 



․ <유씨삼 록>의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23

자로서 합한가를 물어본다. 천자가 거론하는 인물들마다 불가한 연유를 고

하던 유세형은, 천자의 물음이 자신의 셋째아우인 유세경에게 이르자 사실을 

숨기지 않고 그가 지혜와 모책이 드넓으니 자신을 신할 임자라고 아뢴다. 

이에 천자 한 유세경에게 병권을 맡길 것을 결심하게 된다. 죽어가면서 유

세형이 천자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상당한 진실성을 담보하면서, 자신의 

사후에도 유씨 집안의 정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유씨삼 록>에서는 사자의 외 인 추모, 사자의 정치  활약을 

통해 죽음이 권력의 문제와 깊숙이 련되어 있음을 보여 다. 사자를 추모하

는 것은 단순히 사 인 차원의 소박한 회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외

인 숭배를 통해 공  차원의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으며, 사자는 사람들

의 기억 속에 살아남아 죽어서도 그 존재 가치를 잃지 않고 오히려 사자만이 

지닌 독특한 신비로움으로 큰 힘을 발휘하면서 가문의 존립에 인 향

을 끼칠 수 있음을 형상화하고 있다. 죽음은 권력을 창출하는 략  기제로

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5. 결론  

<유씨삼 록>은 여타의 작품과는 다른 독특한 방식으로 죽음을 형상화하고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것은 크게 죽음의 경화․일상화․권력화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첫째, 죽음의 경화는 핵심인물의 夭折과 

가문구성원의 반복  죽음을 통해 죽음의 문제를 서사의 주요한 소재로 부각

시키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둘째, 죽음의 일상화는 주변사람들의 온갖 

정성으로도 피할 수 없는, 삶의 당연한 귀결로서의 숙명론 인 죽음을 통해 

일상 인 죽음의 모습을 핍진하게 그려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셋째, 

죽음의 권력화는 死 의 내외  추모와 사자의 정치  활약을 통해서 사자

는 단지 사  차원에서 소박하게 회상되는 존재가 아니라 외 으로 상기되

는 가운데 그 존재가 부각되면서 한 가문의 존폐를 결정짓는 정치  기반으

로서 작용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다면 이러한 죽음의 

형상화를 통해 <유씨삼 록>이 지니게 되는 독특한 의의는 무엇일까? 특히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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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체에서 극단 으로 미화되어 있는 진양공주의 죽음은 어떠한 의미를 내

포하고 있는 것일까? 

일차 으로 죽음에 한 독특한 형상화를 통해 <유씨삼 록>은 고 소설에

서 ‘죽음’이란 소재에 한 새로운 지평을 개척했다는 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실 소설에서는 <유씨삼 록>에서 나타나는 일상화된 

죽음이 퍽 평범한 것일 수 있다. 고 소설과 달리 기 의 顯現이 이루어지지 

않는 소설에서는 죽음은 인간의 손에 의해 어 할 수 없는 것으로서 주

요인물들이 도 에서 죽는 일이 허다하다. 죽음은 일상 그 자체로 그려지는 

가운데 죽음에 한 본격 인 조명이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

다. 반면, 죽음에 한 면 인 형상화를 꺼렸던 고 소설에서는 죽음은 개 

주인공의 일 기 구조를 완성하기 한 서사구조의 맨 마지막 단계로서 기능

할 뿐, 죽음 그 자체를 본격 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 이는 <유씨

삼 록>이 속해 있는 장편소설도 마찬가지다. 장편에서는 여유로운 지면을 확

보함으로써 단편에서는 형상화되지 않는 다양한 양상들을 섬세하게 다룸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을 찾아보기 어렵다. 

<유씨삼 록>은 고 소설에서 터부시되던 죽음의 문제를 면 으로  실

에 가깝게 재 해내고 있다는 에서 일단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일상 인 죽음의 모습뿐만 아니라 권력화된 죽음의 모습을 통해 죽음

과 권력의 계를 심도 있게 형상화하고 있다는 에서 <유씨삼 록>에서의 

죽음의 형상화는 더욱 그 의미는 갖는다. “권력구조를 다지려는 정치  사자 

숭배는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꺼지지 않는 불길로 타오르고 있다.”는 서두로

부터 시작하여 사자에 한 지극한 숭배가 권력의 창출과 한 련이 있

는 을 막 한 史料를 통해 구체 으로 입증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볼 수 

있듯,26)26)죽음은 권력을 생성하고 강화하며 유지하는 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죽음 자체가 권력을 낳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권력 사이에 개재되어 있

는 고도의 연출과 정 한 형식을 통해 권력이 창출된다는 을 傳係 敍事를 

통해 규명한 최근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27)27)실존인물을 바탕으로 한 고 서

26) 올라  라더 著․김회상 譯, 사자와 권력, 작가정신, 2004. 

27) 이승수, ｢죽음의 수사학과 권력의 상 성-傳係 敍事를 심으로｣,  동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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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는 권력 창출과의 한 련 하에 죽음을 다루는 고도의 수사학이 

존재하고 있다. <유씨삼 록>은 비록 역사서사는 아니지만 고 소설  사자

를 내외 으로 추모하도록 하는 혹은 사자가 사후에도 정치 으로 활약하

도록 하는 정교한 서사  장치를 통해 죽음과 권력과의 상 성을 구체화시켜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 다면 <유씨삼 록>에서 여타의 작품과는 다른, 죽음에 한 독특한 형

상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진양공주의 죽음이 집 으로 부각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극단 일 정도로 미화되어 있는 진양공주는 

요 하며, 그녀에 한 지극한 추모와 사자로서의 그녀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것일까? 이러한 원인과 련하여 <유씨삼 록>의 향유층이 공주가 하가한 집

안과 한 련이 있으며, 이런 기반 하에서 작가는 공주가 하가한 특정 집

안의 실제 家門史를 재구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  <유씨삼 록>의 향유층이 공주가 하가한 집안과 한 련이 있는 

에 해 검토해 보자. 부부갈등을 주로 분석한 선행연구에서도 “진양공주를 

이처럼 극단 으로 미화시키는 것은 이 작품의 향유층이 진양공주의 신분과 

한 련이 있기 때문이라 추정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술자가 진양공

주처럼 왕가에서 하가한 공주나 궁녀 등 왕실 주변의 인물들의 의식을 반

하여 작품을 형상화했기 때문에 진양공주의 모습이 이처럼 그려진 것이라 추

정할 수 있는 것이다.”
28)

라고28)논함으로써, 이 작품의 향유층이 실제로 하가한 

공주와 하게 련되었을 가능성을 언 한 바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죽음

의 형상화는 이러한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 다. 죽음의 형상화 목에서도 

여타의 인물에 비해 진양공주에 해서 이라 할 만한 조명이 이루어지

고 있는 을 통해 볼 때, <유씨삼 록>의 향유층이 하가한 공주와 한 

련이 있을 가능성은 더욱 증폭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서론에서 살펴본, 혜경궁의 여동생이 <유씨삼 록>을 읽었다는 버

클리 본 <보장>의 기록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유씨삼 록>을 향

유했던 혜경궁의 친정인 豊山洪氏 가문은 선조의 첫째공주인 貞明公主가 하

50, 2005, 323-352면. 

28) 박일용, 앞의 논문, 2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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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집안이다. 혜경궁의 6  조 할아버지인 永安  洪柱元는 바로 정명공주

의 남편인 것이다. 따라서 혜경궁의 여동생이 <유씨삼 록>을 읽었다는 기록

과 혜경궁의 친정이 공주가 하가한 집안이었다는 사실 두 가지를 결합한다면 

<유씨삼 록>의 향유층에 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29)29)이는 바로 

<유씨삼 록>의 독자층이 공주가 하가한 집안과 긴 히 련되어 있음을 구체

으로 보여 다. 

그런데 독자층이 공주가 하가한 집안과 한 련을 지닌다면,  작품 

자체로도 공주가 하가한 집안에 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작가 한 공주가 

하가한 집안과 련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최상층 집단에서 벌어진 일

들을 최상층 독자의 구미에 맞게 핍진하게 담아내려면 작가 한 최상층 집

단에 속할 때 그 집단에 한 일을 제 로 형상화해내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

이다.30)30)따라서 작가 한 공주가 하가한 집안과 긴 한 련이 있는 인물로

서, 그러한 작가가 공주가 하가한 특정 집안의 가문사를 목격하고 이를 토

로 <유씨삼 록>을 재구했을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기실 ‘진양공주의 죽음’이라는, 고 소설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의 설정

은 단순히 ‘낯설게 하기’라는 서사기법으로만 한정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  권선징악  이데올로기의 인 향 하에

서도 간혹 상 인 가치 을 드러냄으로써 선악의 이분법 인 구도로 한정

되지 않는 작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핵심인물의 요 ’이라는 참

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은 고 소설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그것도 남에 

29) 물론 이 기록 하나로 향유층을 단정짓는 것은 무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작품의 

주된 의식과 이에 련된 문헌 기록이 긴 하게 호응하고 있기에 이러한 기록은 

요한 의미를 가진다 할 수 있다.

30) <유씨삼 록>에서는 손님이 官服을 입고 오면 주인 한 아  몸임에도 불구하

고 복으로 갈아입고 맞이하고, 비록 공주가 하가하 다 하더라도 부마의 형제

들이 공주를 볼 때면 名帖을 드리고 뵙기를 청하는 등 사소한 부분에서도 법

에 한 구체 이고 섬세한 형상화가 이루어져 있다.  여타 인물과 공주와의 

화 부분에서도 공주에 한 존  양상이 그 어느 작품보다 잘 형상화되어 있

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유씨삼 록>의 작가는 최상층의 법을 잘 아는 인물

로, 최상층에 속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앞으로 죽음의 형상

화 측면뿐만 아니라 법의 형상화 측면에서도 <유씨삼 록>을 구체 으로 조명

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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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타살된다거나 어쩔 수 없이 자살한다거나 하는 극 인 상황도 아니고 

특별한 연고도 없이 단지 모친의 상례를 치른 뒤 죽는 것으로 말이다. 따라서 

당 의 소설 창작 행 속에서 이를 단순히 상상의 산물 그 자체로서만 그려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장 이상화된 인물의 요 , 그것도 

인 인 성품을 지닌 공주의 요 을 형상화한 것은 당  소설의 상상  구도 

속에서가 아니라 실제 사건의 소설  변용 속에서 가능했으리라 추론할 때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작가가 실제로 특정 집안의 가문사를 

목격하고 이를 토 로 <유씨삼 록>을 재구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 작품이 공주가 하가한 특정 집안과 련되었을 가능성은 죽음의 

형상화 방식에서 드러나는 의식  지향성에 한 면 한 검토를 통해서도 추

정 가능하다. 앞서 단순히 공주 혹은 왕실의 입장을 고려하여 <유씨삼 록>에

서 공주에 한 추모와 사자로서의 공주의 활약이 부각되어 있는 을 검토

해 보았다면, 공주가 하가한 집안의 입장을 고려해서는 공주의 때 이른 죽음

에 한 내용들이 어떻게 형상화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

러한 집안의 입장까지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면, 이 작품의 작가가 공주가 

하가한 특정 집안과 련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작품에서 드러나는 

의식  지향성은 바로 작가의 입장과 긴 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주가 하가한 특정 집안에서 공주가 요 하는 사건을 겪었고 이러

한 집안의 사람 군가가 혹은 이 집안과 긴 한 련을 지닌 군가가 장편

소설을 썼다고 가정해 본다면, 그 내용은 어떠했을까? 그것은 <유씨삼 록>과 

퍽 흡사한 내용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죽음의 경화, 일상화, 권력

화 세 측면과 련시켜 검토해 보도록 하자. 

먼  진양공주의 죽음 앞뒤로 유씨 가문 구성원의 죽음이 반복 으로 포진

되어 있는 것은 특정인물의 죽음 그 자체를 실제로 형상화했을 가능성과 더

불어 공주 이외의 인물들의 죽음을 연속 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죽음은 공주

에게만 한정되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면 구나 다 겪는 보편 인 것

임을 보여주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이는 숱한 

인물들의 반복 인 죽음의 형상화, 즉 ‘죽음의 경화’와 련되는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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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죽음의 일상화’와 실제 가문사의 재  가능성을 련시켜 생각해 

보자. 죽음의 일상화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 있듯, 가족들의 온갖 정성에도 불

구하고 사경을 헤매던 인물이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거나, 죽음은 집으로 돌아

가는 것과 같은, 삶의 자연스런 귀결이라는 숙명론  인식 속에서 일상 인 

죽음의 이미지들이 가감 없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런 논리 로라면, 공주의 죽

음은 공주 스스로의 명에 따른 것이지 공주가 하가한 집안에서 잘못한 문제

가 아님을,  공주가 하가한 집안에서 공주의 죽음을 막기 해 온갖 노력을 

했지만 숙명 인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을 力說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죽음의 경화와 더불어 죽음의 일상화는 공주의 죽음

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평범한 일상의 

죽음 그 자체를 형상화함으로써 말이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권력화’와 실제 가문사의 재구 가능성을 련시켜 생각

해 보자. 죽음의 권력화는 앞서 살펴보았듯, 유씨 가문에서는 사자 에서도 

특히 진양공주에 한 지극한 추모를 통해 그녀에 한 내외  숭배를 불

러일으키고, 진양공주 한 사후에도 정치  활약을 통해 유씨 가문이 존립하

고 번 토록 하는 데 결정 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실

제로 공주가 하가한 특정 집안에서 공주의 죽음으로 왕실과의 연결고리가 사

라진 상황이라도, 그 가문구성원들은 계속해서 자기 집안이 공주가 하가했던 

집안임을 외 으로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공주에 한 지극한 추

모는 바로 왕실과의 사라진 연결고리를 되살리는, 즉 공주의 존재를 외 으

로 환기시키는 작업의 일환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죽은 공주를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게 함으로써 집안의 번 을 계속 으로 꾀하려는 의도와 련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공주가 죽은 뒤에도 그 향력이 살아있어 집안의 

정치  존립에 힘을 보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소설에서처럼 유표를 남김으

로써 사자인 공주가 직 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형식으로 표출되었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죽음의 경화, 일상화, 권력화 세 측면에서 드러나는 의식  지향성을 

실제 가문사의 재구 가능성과 련시켜 본다면, 이들 각각은 특정 집안에서 

요 한 공주의 죽음에 한 책임을 무마해 보려는 한편, 공주가 죽은 뒤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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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과 연결된 끈을 지속하려는 욕망과 하게 련되어 있다고 상정해 볼 

수 있다. 실제로 특정 집안에 하가한 공주의 요 과 그에 한 그 집안사람들

의 입장을 반 하여 이 작품이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

는 것이다. 죽음에 한 본격 이면서도 심도 있는 형상화가 가능했던 것 

한 실제 사건을 재구한 데서 기인한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는 앞으로 

좀 더 확실한 자료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문제겠지만, 작품에서 드러나는 의

식  지향성은 향유층에 한 구체  기록과 더불어 이러한 추론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상으로, 본고에서는 죽음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 <유씨삼 록>이 고 소설 

에서 죽음에 한 형상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과, 이 작품이 실

제 가문사를 재구하여 창작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버클리 본 

<보장>에서 혜경궁의 여동생이 그 모친의 죽음과 련해서 <유씨삼 록>을 읽

었다는 기록과 혜경궁의 친정이 정명공주가 하가한 집안이었다는 사실을 통

해 이러한 논의들은 한층 더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차후 작가에 한 

구체 인 자료가 발견되어 실제 가문사의 재구 사실이 확증된다면 더욱 바람

직하겠지만, 향유 기반  작품의 의식  지향성에 한 검토를 통해 <유씨삼

록>이 공주가 하가하 다가 요 한 집안의 특정 가문사를 재 했을 가능성

을 타진해 볼 수 있었던 , 이런 실제  사건의 재  속에서 고 소설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죽음에 한 심도 있는 형상화가 가능했으리라는 을 짚

어볼 수 있었던 에서 본고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앞으로 <유씨삼 록>의 

작가와 련한 구체 인 기록들을 찾는 작업과 더불어 고 소설 반에서의 

죽음에 한 담론들을 좀 더 면 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필자 : 서울 학교 기 교육원 임 우강사) 

주제어 : 유씨삼 록, 죽음, 죽음의 경화, 죽음의 일상화, 죽음의 권

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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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 of encapsulation and meaning of death in 

Yussisamdaerok(劉氏三代 )

Han, Gil-Yeon *
31)

Yussisamdearok deals with the problem of death more than any other 

novels. This is very distinctive feature among classic novels which do not 

deals with the problem of death in the full scale.

The mode of encapsulation of death in Yussisamdearok is assorted to the 

image of foreground of death, generalization of death, and empowerment of 

death. The foreground of death makes its appearance in early death of 

heroine or frequent death of family. The generalization of death makes its 

appearance in description of death in destiny and in real description of usual 

face of death. And the empowerment of death makes its appearance in 

description of determination of a family's fate as political base in remembrance 

of the dead. 

Yussisamdearok has a meaning in opening up in new land of the 

problem of death in classic novels. Especially the novel shows three modes 

of the foreground of death, generalization of death, and empowerment of 

death in description of early death of princess Jinyang, the memorial of her, 

and the activity of her as the dead. These make the reasoning of the 

readers and creators of this novel are connected to lower rank family to 

whom the princess marry with. We can corroborate the actual fact of the 

family of Hyegyenggung(惠慶宮) Hong(洪) is the family to whom the 

princess Jeongmyeng(貞明公主) marry with in real.

Key Words : Yussisamdearok, death, the foreground of death, the 

generalization of death, the empowerment of death

*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Seoul Nation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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