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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심청전�은 눈먼 부친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희생한 심청이 죽

지 않고 살아나 황후가 되고, 또 그 부친도 눈을 뜬다는 내용으로, 크게 

보면 희생(犧牲)과 그 희생에 대한 보상(報償)이 스토리의 중심축을 이루

고 있다. 이것은 독자의 작품 이해와 의미 해석의 중심축이기도 하므로 

그 희생과 보상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것은 �심청전� 교육에서 

반드시 다룰 필요가 있는 과제이다.

심청의 희생과 그것에 대한 보상을 중심으로 이 작품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학습자가 장차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성격의 희생과 보상의 관

 * 이 논문은 2011년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이 지원하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

연구소가 수행한 “2011년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연구공모사업”의 성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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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 어떤 방식으로든 관여할 가능성이 있고, 그럴 경우 어떤 관점이나 

태도를 취해야 바람직한지 자신의 견해를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학습자는 어떤 가치를 위해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또는 타인이 어떤 가치를 위해 희생했을 경우 그것을 평가하고 그

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가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할 줄 알고, 공동체는 그것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동체가 갖추어야 할 체계라 한다면 

학습자들이 이러한 희생과 보상의 체계에 대해 나름의 견해를 갖출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사실 희생과 보상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그 희

생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발적이었는지, 그럴만한 일이었는지, 그 희생

에 대한 보상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지, 그 보상은 정당한지, 보상의 정

도는 적정한지 등등 검토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더구나 �심청전�처럼 

허구의 세계에서 일어난 희생과 보상의 관계가 적정한지를 따지는 일은 

희생과 보상의 행위 속에 작가 쪽이나 독자 쪽의 의식과 욕망이 개입되어 

있어서 더욱 복잡하다. 다시 말해 심청이 효를 위해 목숨을 희생하는 것

이 그럴만한 일이었는지, 심청이 용궁을 거쳐 생환하여 황후가 되는 일이 

합당한 보상인지 등1)을 따지는 것은 당대 현실의 이념 체계와 보상 체계

는 물론 이 체계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 당대인들의 의식과 욕망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당히 복합적인 일인 셈이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희생과 보상의 관계를 면밀히 따지기는 어렵지만 

공동체의 가치 지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따라

야 한다는 것을 �심청전�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나아가 이러한 사회적 약

1) 그 동안 �심청전� 연구에서 심청의 희생이 효의 이념에 비추어 검토하거나, 심청이 

생환하여 황후가 되는 것을 낭만적인 보상 또는 전망으로 본 것등은 넓은 의미에서 

희생과 보상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라 할 수 있다.(성현경, 1986; 박일용, 1994; 정출

헌, 1996. 등의 연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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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심청전�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며, 그것이 이 작품의 서

사 구조와 여하히 결부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것은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일

이다. 본고는 이 과제를 작품의 서사 전개의 분석을 중심으로 수행하되, 

희생과 보상의 내용이 당대 사회 현실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또는 그것

이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선행 연구가 있어왔으므

로 새로이 검토하지 않으며, 다만 서사 내적 기능에 초점을 두면서 그것

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아울러 희생과 보상의 문제가 

어느 시대의 공동체이든 등장하는 과제인 점을 고려하여 �삼국사기� 열

전의 ｢효녀 지은(孝女知恩)｣과 �삼국유사� 효선(孝善) 편의 ｢빈녀양모

(貧女養母)｣와 비교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효를 위한 희생과 그 보상을 

다룬 선행 작품들 중에 이 두 작품이 �심청전�과 유형상 근접하다고 보기 

때문이다.2) �심청전� 자료는 완판 71장본과 경판 26장본3)을 대상으로 한

다.    

Ⅱ. 희생과 보상의 서사 구조의 특징

�심청전�은 심청의 희생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는 이중의 보상 양상

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허구적인 서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상으로 심

청이 생환하여 황후가 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심청전�

창작과 유통 자체가 심청을 효녀로 기리는 정신적 보상 역할을 하는 것이

다. 이것은 효녀를 기리는 역사서의 전(傳)의 역할과 같은 것이다. 

희생과 보상의 관계가 작품의 서사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희생

과 보상을 순차적으로 서술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희생이 새로운 갈등을 

2) 예컨대 ｢손순매아(孫順埋兒)｣나 ｢동자삼(童子蔘)｣ 유형의 이야기는 희생의 주체가 

�심청전�과는 차이가 난다.

3) 경판본 중에서 26장본이 다른 본에 비해 결말 처리가 완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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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고, 보상은 희생 자체만이 아니라 희생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의 해

소와도 관련이 있음을 말한다. 다시 말해 희생 자체가 갈등의 산물이지만 

이 산물인 희생이 새로운 갈등을 유발하여 서사의 전개를 추동하며, 보상

은 이 갈등의 해소의 성격도 함축하는 것이다.

｢빈녀양모｣와 ｢효녀지은｣의 경우4)를 보면 지은과 빈녀는 모두 동냥으

로는 가난을 이길 수 없어 자기 몸을 노비로 파는 결단을 한다. 특히 빈녀

의 경우 흉년으로 동냥 자체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은 경제적 상황과의 갈등에서 스스로 천인(賤人)이 되는 희생을 통

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일단 노비가 되는 대가로 받은 곡식

으로 경제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으나 이로 인해 봉양을 받는 모친

의 심리적 고통이 서사의 새로운 갈등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전에는 음식이 거칠어도 맛이 달았는데 이즈음에는 음식은 비록 좋으나 

맛이 예전 같지 않고 오히려 뱃속을 마치 칼날로 찌르는 듯하니, 이것이 무

슨 뜻일까? (김부식, 이강래 옮김, 2007: 862)

빈녀의 모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발언을 한다. 모친 몰래 스스로 노비

가 되어 그 대가로 얻은 것이 새로운 문제를 유발한 것이다. 이에 지은과 

빈녀는 그 사실을 모친에게 고하게 되는데, 지은의 모친은 “나 때문에 네

가 종이 되었으니 차라리 내가 빨리 죽은 것이 낫겠다.”(김부식, 이강래 

옮김, 2007: 862)고 하며 통곡을 한다. 이는 효(孝)의 실천이 실천하는 쪽의 

자발성이나 진정성 등을 갖추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봉양을 

받는 부모의 용인(容認) 가능성을 갖추어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한다. 모친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고 빈녀가 “자기가 다만 어머니의 

4) 이 두 작품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디테일과 서술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이본 관계에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본의 차원에서 두 작품을 별개로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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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복(口腹)의 봉양만을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지 못했음을 탄식”(일연, 

이재호 역, 1982: 638)하는 것은 이를 말한다. 

그런데 빈녀가 겪게 되는 이 색난(色難)은 빈녀가 이를 반성한다고 해

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걸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흉년까지 겹쳐 

목숨을 부지하는 것 자체가 난제(難題)로 대두한 상황에 색난을 범하지 

않는, 즉 색양(色養)을 실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

문이다. 현실적으로 주어진 한계 내에서의 효, 즉 동냥으로 모친을 모시

는 것은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므로 현실적 한계를 넘어서는 효, 즉 

스스로를 노비로 파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고, 빈녀 쪽에

서 보자면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모녀가 서로 끌어안고 통곡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 점에서 보자면 자발적인 결단에 

의한 희생으로 효를 실천한 것은 구복의 봉양은 성취한 반면 색난의 문제

를 새롭게 제기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 결과로 인해 서사는 새로운 단

계로 나아가게 된다.

｢빈녀양모｣와 ｢효녀지은｣은 모두 이 새로운 문제를 공동체의 보상으로 

해결한다. 이 문제로 인해 모녀가 통곡하고 있는 것을｢빈녀양모｣에서는 

효종랑(孝宗郞)의 문객(門客) 두 사람이 목격하고 이를 효종랑에게 보고

함으로써 보상이 시작되고, ｢효녀지은｣에서는 효종랑이 직접 목격함으로

써 보상이 시작된다. 특히 ｢효녀지은｣에서는 효종랑이 지은을 노비로 산 

주인에게 몸값을 치러 지은을 양민으로 환원시켜 주는데, 이로써 그 모친

의 마음의 고통은 해소되고, 색난의 문제는 해결되게 된다. 색난의 문제

를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모녀의 통곡에 공동체가 감동하

여 화랑과 화랑의 낭도들과 국왕까지 나서서 그 희생에 보상을 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것이다. 

요컨대｢빈녀양모｣와｢효녀지은｣은 희생을 통한 효의 실천과 이로 인해 

새롭게 생긴 갈등을 보상으로 해결하는 서사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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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두 작품에서 희생과 보상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희생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지만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고, 보상은 희생만이 아니라 새

로운 갈등의 해소까지를 포함하는 보상이며, 이 점에서 희생과 보상은 서

사 구조를 형성하는 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심청전�도 희생과 보상의 관계가 서사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앞

의 두 작품과 동일하지만 그 구체적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심청은 부친

의 개안(開眼)을 위해 부친 몰래 자신을 제물로 희생하기로 결정하고, 행

선(行船)이 임박하여 부친에게 실상을 알린다. 가난이 아니라 개안이 희

생의 주원인이며, 노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바치는 것이 희생의 

내용이라는 점에서 앞의 두 작품과 차이가 나며, 희생의 기대 효과인 개

안이 즉각 실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봉양의 대상인 심 봉사의 심리적 

고통은 희생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점에서도 두 작품과 차이가 난

다. 또한 심청의 희생에 대한 보상은 천상계가 주도하고, 보상의 내용도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세적 행복의 최대치에 육박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5) 그러나 심청의 생환이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고, 심

청이 생환하여 부친과 상봉함으로써 심청의 희생으로 유발된 심 봉사의 

심리적 고난이 해소되는 양상은 보상이 희생으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갈

등의 해소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앞의 두 작품의 경우와 일치한

다.   

｢빈녀양모｣와｢효녀지은｣과 비교하여 �심청전�의 희생과 보상의 관계

가 다른 것은 �심청전�의 서사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앞의 두 작품에서는 희생으로 인한 새로운 갈등이 드러나자 곧장 공동체 

전체로부터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갈등도 해소된다. 즉 희생의 효과와 희

생에 대한 보상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심청전�에서는 

5) 한편 경판 24장본과 26장본의 경우 심청과 심 봉사의 지상에서의 고난은 전생의 죄 

때문이다. 지상에서의 일정한 기간 동안의 고난은 전생의 죄를 갚는 것이다. 이 점에

서 경판본 �심청전�들과 두 작품은 큰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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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청에 대한 보상이 먼저 이루어지고 심청의 희생에 의한 효과, 즉 심 봉

사의 개안은 즉각 나타나지 않고 지연(遲延)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희생에 대한 보상을 선행(先行)시키고 희생의 효과는 지연시키는 서사 

구조가 무엇을 지향하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희생자 심청에 대한 보상의 선행(先行)

경판본과 완판본은 물론 필사본과 현재 전승되는 판소리 �심청가�까지 

모두 심청이 인당수에 투신한 이후의 서사의 전개는 심청의 희생으로 심 

봉사가 눈을 뜨게 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심청이 즉각 구조되

어 용궁으로 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는 심청의 희생 사건을 서술하

는 서술자가 심청이 희생한 목적이 여하히 달성되었는가보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더 관심을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심 봉사의 이야기를 완전히 미루어 두고 심청이 보상 받

는 이야기만 전개하는 것은 아니다. 경판본이든 완판본이든 심청이 구조

되어 용궁에 간 다음 심 봉사가 어떻게 지내는가를 잠시 서술한다. 그러

나 심 봉사에 대한 서술은 기본적으로 심청이 구조되고 용궁을 거쳐 지상

으로 나와 황후가 되고 맹인 잔치를 배설하는 틀 속에서 전개될 뿐이다.6)

서사 전체의 전개 차원에서 볼 때 �심청전�은 심청에 희생에 대한 보

상이 중심이 된 소설이라 할 수 있다. 편의상 완판 71장본을 중심으로 그 

양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 신재효의 �심청가�를 비롯하여 창본 중 심정순, 이선유, 정광수, 김소희, 강산제 계통

의 창본 등은 심청이 구조된 이후 지상으로 생환하여 왕비가 되고, 부친을 만나기 

위해 맹인 잔치를 열기로 하는 데까지 곧장 서술하고 있다. 심청이 황후가 되고 맹

인 잔치를 배설하기로 한 다음에야 비로소 심 봉사에 대해 서술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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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선(行船) 직전 심청의 효성에 감동하고 심 봉사의 처지에 공감을 한 

사공들이 심 봉사를 위해 재물을 지원함.

(나) 행선 직전 무릉촌 장 승상댁 부인이 공양미 삼백 석을 대신 갚겠다고 

제안함.

(다) 인당수로 가는 도중 아황, 여영, 오자서, 초 회왕, 굴원 등이 심청을 격

려함.

(라) 인당수 투신 직후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구조되고 용궁으로 안내되어 

극진한 대접을 받음. 

(마) 무릉촌 장승상 부인이 강두(江頭)에 나가 제사를 지내 심청을 기림.

(바) 심청 용궁에서 모친과 상봉함.

(사) 도화동 주민들이 심청을 위해 타루비를 세워 기념함.

(아) 심청 연꽃을 타고 용궁에서 나와 송나라 황후가 됨.

(자) 황제가 심청을 위해 맹인잔치를 열어 부녀가 상봉하고 심 봉사 눈을 뜸.

(차) 심청은 태자를 낳고 그 부친은 결혼하여 득남하고 왕으로 봉해짐.

위에서 보듯 심청에 대한 보상은 두 가지로 병행되는데, 하나는 심청을 

구조하고, 황후가 되게 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이고 다른 하나는 심청의 

희생 자체를 기리는 것이다. 특히 심청의 희생이 알려지자 심청이 실제로 

희생되기도 전부터 보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희생의 목적, 

즉 심 봉사의 개안이 달성된 뒤의 부귀영화까지 서술하는 것은 이 작품의 

서술자가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주관심이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경판 

26장본의 경우 심청이 그 부친과 재회하고 심 봉사가 눈을 뜬 뒤부터 부

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후일담(後日譚)7)이 작품 전체 분량의 삼분의 일에 

해당되는데, 이는 �심청전�의 서사가 보상 위주임을 극명히 보여준다. 

7) 그 내용은 심현의 봉작과 결혼, 화주승이 있는 사찰의 중수, 고향 사람들에 대한 보

상, 선산 수리와 고향집 중건, 심현의 득남과 왕비 심청의 득남득녀, 심현의 별세와 

장례, 왕비 심청과 왕의 별세, 태자의 등극과 심현의 아들들의 등과와 출세 등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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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가 지향하는 이념을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당

연하나 희생의 목적이 여하히 달성되었는지의 여부보다 희생자에 대한 

보상에 관심을 우선 경주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

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효를 위해 희생하는 것 자체를 가치 있는 것으로 보아 그 효과 

여부와 관련 없이 보상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사실 

어떤 직접적인 효과를 기필(期必)하고 희생을 한다고 하면, 그 효과가 불

확실할 때에는 희생을 자발적으로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이럴 경우 공동

체의 이념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유교 이념을 표방한 조

선의 경우 효(孝)는 상하 모두 실천하도록 권장되었던 것인데, 그 직접적

인 효과를 예상할 수 있는 효만이 실현된다면 사회의 질서 유지는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물론 �심청전�이 효라는 유교 이념을 

옹호하기 위해서 창작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가치 있는 이념을 위해 희

생한 것 자체를 기리고, 그것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통용될 수 있는 관점인 것이다. 이 점에서 �

심청전�이 심청의 희생 자체에 대한 보상에 주된 관심을 보였을 가능성

은 있다. 특히 심청이 인당수에 투신하기도 전에 아황, 여영, 굴원 등이 

등장하여 심청을 기리는 발언을 하는 것은 이러한 관심의 발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빈녀양모｣와｢효녀지은｣에서 본 바와 같은 색난(色難)의 

문제, 즉 심청의 희생이 유발한 새로운 갈등을 해결하는 서사적 과정으로

서 보상 과정을 설정한 것일 수 있다. ｢빈녀양모｣와｢효녀지은｣에서의 빈

녀와 지은의 선택이 불가피한 것이었던 것과 같이 심청이 부친의 개안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이 자발적 희생

이 불가피하게 부친의 심리적 고통은 물론 자신을 위해 딸을 희생시켰다

는 죄의식(罪意識)을 불러 일으켰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심청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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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상을 강화하여 보상의 내용 중에 심 봉사의 심리적 고통과 죄의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포함시키는 방법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청이 

생환(生還)함으로써 심청으로서는 이효상효(以孝喪孝)의 딜레마에서 벗

어날 수 있고, 심 봉사로서는 딸을 희생시켰다는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심청의 희생이 그 부친을 비롯한 주변에 알려진 이후부터 심청

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시작되어 작품의 끝까지 지속되는데, 이는 이념적

으로는 효의 실천 자체에 대한 보상 의식에서, 서사적으로는 효를 위한 

희생이 가져온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Ⅳ. 심 봉사를 위한 심청의 희생 효과의 지연 

심청이 그 부친의 개안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은 개안이 

부친에게 절대적인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청의 동냥으로, 또 공

동체의 도움으로 심청과 심 봉사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은 가능했던 상황에서 심청이 그러한 결단을 내린 것은 부친의 안맹이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고, 또한 개안이 부친의 절실한 소원이었기 때문이

다. 심 봉사가 공양미 삼백 석에 개안의 희망을 건 것은 안맹으로 인해 물

에 빠져 죽을 위기를 겪은 직후이고, 심청이 부친의 이러한 희망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기로 한 것은 자신들의 처지에서 이것 외에는 다른 선택

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의 부녀(父女)간의 문답에서 이 

상황이 잘 드러난다.

“아버지 걱정 마시고 진지나 잡수시오. 후회하면 진심이 못되옵니다. 아버

지 어두운 눈을 떠서 천지만물을 볼 양이면 공양미 삼백 석을 아무쪼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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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몽운사로 올리리다.”

“네 아무리 한들 백척간두에 할 수가 있을쏘냐.” <완판 71장본8)> 152쪽

심 봉사 스스로 판단하기를 자신들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상황이어서 공양미 삼백 석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고, 심청은 백척간두에

서 한 발 내딛는 결단으로 자신을 희생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공양미 삼

백 석은 심청이 백척간두에서 한 발 내 딛는 결단으로 구해져 몽운사로 

올라갔고, 심청은 인당수에서 투신했던 것이다.    

약속과 이행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심 봉사는 화주승과의 약속

을 이행했고, 심청은 선인(船人)들과의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남은 약속과 이행의 관계는 공양미 삼백 석과 심 봉사의 개안의 관계, 표

면상으로는 화주승의 심봉사에 대한 약속과 그 이행만이 남은 것이다. 그

런데, 어떤 �심청전�도 공양미 삼백 석을 받은 화주승이 심 봉사의 개안

을 위해 불공을 드린다거나 부처가 직접 심 봉사에게 어떤 조치를 취한다

거나 하는 사연을 서술하지 않는다. 심청의 투신 이후 심 봉사와 화주승 

사이의 약속과 그 이행이라는 과제는 서사의 표면에서 사라지고, 심청과 

심 봉사의 마음과 독자의 기억 속에만 남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제에 대한 서사의 전개는 마치 심청과 부처 사이의 약속

과 이행의 관계처럼 진행된다. 완판 71장본에서는 옥황상제의 명으로 심

청이 구조되어 용궁에 머물다가 역시 옥황상제의 명으로 지상으로 나가

며, 경판 24장본과 26장본에서는 부처가 옥황상제에게 청하여 심청의 효

를 표창하는 보상을 하도록 하여 옥황상제가 심청과 심 봉사의 복록을 점

지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화주승을 매개로 하여 공양미 삼백 석

에 부처와 심 봉사 사이의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실제로는 심청이 공양미 

삼백 석을 자신의 목숨과 바꾸어 바쳤으므로 부처와 심청 사이의 계약이 

8) 완판 71장본. 김동욱 편(1975)에 수록된 것이다. 현대문으로의 전환은 인용자의 것임. 

이하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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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 셈이 된 것이다. 따라서 심청의 희생과 그 보상의 관계 속에 심 

봉사와 부처 사이의 약속과 이행의 관계가 포함되게 된 것이다. 앞의 3장

에서 본 바와 같이 심청의 인당수 투신 이후 서사가 심청에 대한 보상에 

우선한 것은 내적으로 이러한 포함 관계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심청의 인당수 투신 이후 등장하는 심 봉사의 행적 서

술은 심 봉사의 개안과는 거리가 멀다. 경판 24장본과 26장본은 심청이 

구조되어 용궁으로 간 뒤에 심 봉사의 행적을 서술하나 개안 여부를 중심

으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희생시킨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는 모습

만 보여줄 뿐이다. 완판 71장본은 심 봉사가 뺑덕어미와 살며 가산을 탕

진하고, 결국에는 고향을 떠나 타관으로 떠돌게 되는 신세를 그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맹인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가는 과정에서도 심 봉사는 골계

적인 언행을 하는 등 줄곧 비속한 길을 걷는다.   

희생자인 심청에 대한 보상은 즉각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보상이 

거듭되는 데 반해 정작 그 희생의 목적인 심 봉사의 개안은 맹인 잔치에

서의 부녀상봉 이후로 미루어진 까닭은 무엇인가? 심청의 희생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 최대의 것이었던 것만큼 그녀에 대한 보상도 최고 최대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러한 내용과 성격의 보상 속에 심 봉사의 개

안이 부녀 상봉 이전에 포함된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의 목적이었던 개안이 지연되는 것은 이 지연이 심청과 심 봉사의 그 

무엇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앞에서 ｢빈녀양모｣와 ｢효녀지은｣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효를 위한 자발

적 희생은 색난(色難)의 문제를 제기한다. �심청전�의 경우는 효를 위해 

천역(賤役)을 자원하는 희생이 아니라 생명 자체를 희생하는 것이니 색

난의 문제는 훨씬 심각하게 제기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심청의 인당수 투신 이후 서사의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심청의 인당수 투신 이후 심청과 심 봉사는 서로의 소식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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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모르고 지낸다. 심청은 옥황상제의 지시로 구조되고 생환하여 존귀한 

지위에까지 오르지만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옥황상제는 심 봉사를 눈 뜨

게 하지도 않고, 그의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지도 않는다. 심 봉사 역시 심

청이 떠난 뒤 심청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지 못한다. 그리하여 심청은 자

신의 희생으로 과연 그 부친이 개안(開眼)을 하고 제대로 살아가는지 근

심 걱정을 거듭하고, 심 봉사는 자신 때문에 딸이 죽었다고 하는 죄의식

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낸다. 

“(…) 유유창천이 살피시어 빈곤커든 눈이나 성하거나 눈을 보지 못하거든 

가산이 유여하거나, 제 어찌 애를 그대도록 사르며 죽을 곳에 나아갔으리

요. 슬프다, 자식이 병들어 죽어도 참혹하거든 나는 장병에 성효한 자식을 

비명원사케 하니 천지성신이 감동하시어 눈을 뜨게 한들 어찌 홀로 살아 

이 설움을 참고 견디리오.” 하며 이렇듯 주야로 청을 불러 통곡하니 인리 

사람이 그 우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더니 (…) <경판 26장본>9) 498쪽 

“(…) 아버지 나를 보내고 겨우 지낸 마음 문에 비겨 생각하는 줄은 분명히 

알거니와 죽었을 제는 혼이 막혀 있고, 살았을 제는 액운이 막혀서 천륜이 

끊어졌나이다. 그 간 삼 년에 눈을 떴사오며 동중에 맡긴 전곡은 그저 있어 

보존하시며, 아버지 귀하신 몸을 십분 보중하옵소서. 수이 뵈옵기를 천만 

바라옵고 천만 바라옵나이다.” <완판 71장본> 167쪽

앞의 인용은 심청이 떠난 뒤 심 봉사의 심적 고통을 보여주고 있고, 뒤

의 인용은 황후가 된 심청이 그 부친의 개안 여부를 궁금해 하고 부친의 

안녕을 염려하는 대목이다. 상호 소식이 돈절된 상황에서 두 부녀의 이러

한 심적 고통과 근심은 부녀 상봉 때까지 지속되는데, 이 고통이 지속되

는 시간의 연장은 심청의 희생이 초래한 새로운 문제, 즉 심청으로서는 

9) 경판 26장본. 김동욱 외 공편(1975)에 수록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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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를 위해 목숨을 버림으로써 효를 실천했으나 그 반대급부로 부친을 

자식을 사지에 팔아먹은 사람으로 만든 죄의식10)과 심 봉사로서는 자기 

탓에 자식이 사지에 나아갔다는 죄의식의 해소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

다. 서사의 표면상으로는 이 죄의식은 심 봉사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데, 

완판 71장본에서는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마라 마라, 못하리라. 아내 죽고 자식 잃고 내 살아서 무엇 하리. 너하고 

나하고 함께 죽자. 눈을 팔아 너를 살 데 너를 팔아 눈을 뜬들 무엇을 보고 

눈을 뜨리.”  <완판 71장본> 155쪽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사오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사오니 죽여주옵소서.” <완판 71장본> 174쪽

앞엣것은 심청이 제물로 팔려간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심 봉사의 

반응이고, 뒤엣것은 맹인 잔치에 참석하여 황후 앞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이다. 부모의 처지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할지언정 그 역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고, 실제로 그러한 희생이 일어났을 경

우 부모 노릇을 잘못하여 자식을 희생시킨 죄의식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부녀가 서로의 소식을 모른 채 삼 년 동안 이러한 고통

과 죄의식에 시달리는 것은 서사의 차원에서 일종의 속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11) 심청의 생환이 심 봉사의 죄의식을 해소하고 아울러 눈을 

10) 물론 심청에게 이 죄의식은 표면화되지 않는다.  이 색난(色難)의 문제는 심 봉사와

의 이별 대목에서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므로 이 문제가 심청의 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1) 완판 71장본에서 심 봉사가 뺑덕어미와 놀아나고, 골계적 행위를 거듭하는 등 비속

한 행로를 보이는 것 역시 이러한 죄의식으로 인한 비통과 고통이 정반대의 모습으

로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경판본에서는 심청의 효행이 이 죄 값을 능가하

여 생환 후 왕비가 되는 등등의 보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옥황상제에게 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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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게 한 사실이 이 점을 잘 보여준다.

요컨대 심청의 희생에 대응하는 심 봉사의 개안의 지연은 그 지연의 

시간만큼 심 봉사와 심청에게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과 근심의 지속을 의

미하며, 서사의 전개상으로는 심청의 희생으로 인해 새로이 유발된 색난

(色難)의 문제를 고통의 감수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Ⅴ. �심청전�의 서사 구조와 그 의미 읽기

�심청전�의 서사 구조는 다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희생과 보상의 구조로 이해하는 것은 그 중의 하나에 해당한다. 그

렇다면 이러한 이해에서 학습자는 어떤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것인가?

서두에서 제기했듯이 가치 있는 희생과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정

상적 공동체라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가치에 헌

신하거나 희생할 줄 모르고, 또 그 가치를 위해 헌신하거나 희생한 사람

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러한 공동체는 정상적으로 운

영되거나 오래 지속되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나 역사상에 나타난 바로는 

희생과 보상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은 것도 사

실이다. 이 점에서 학습자가 희생과 보상 중심으로 �심청전�의 서사 구조

를 이해하고, 효라는 가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희생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심청이 그 내용이 여하하든 보상을 받는 것을 확인한다면 가치 있는 희생

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믿음을 인식하거나 강화할 수 있

다. 

가 “한갓 전생 죄만 다스리고 금생 효의를 조장치 아니하옴이 천조의 공정한 처분

이 아니옵고” (김동욱 외 공편, 1975: 497)라고 하는 데서 심청의 희생과 그 보상의 

관계는 전생의 죄 갚기 이상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심 봉사의 죄의식에 대해서는 최

동현, 최동현․유영대 편(1999: 410-4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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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학습자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의 희생이 부모 자식 사이에 새

로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의 희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

빈녀양모｣와 ｢효녀 지은｣에서 제기된 색난(色難)의 문제가 �심청전�에서 

증폭되어 등장하는 것은 이 문제가 시대를 막론하고 일어날 수 있는 보편

적인 문제임을 보여준다. 물론 이 작품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시하

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식의 도리를 다한다고 해서 효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것만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봉양의 대상인 부모를 견디기 

힘든 고통과 죄의식에 시달리게 할 수 있음을 이 작품은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이 점에서 이 작품의 희생과 보상의 구조는 학습자들에게 하나의 화두

를 던지고 있다고 하겠다. 즉 심청으로서는 아버지의 개안을 위해서 자신

의 목숨을 희생해야만 하고 다른 선택지는 없는데 반해 심 봉사로서는 심

청이 실제로 죽을 경우 그 개안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므로 심청의 죽

음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순 관계를 여하히 극복할 것인가 하는 화

두이다. �심청전�의 경우 그것이 환상적이든 아니든 심청의 희생의 목표

였던 부친의 개안을 그 대가로 직접 보상하지 않고, 심청을 생환시켜 부

녀를 상봉케 하여 개안의 목표를 달성하는 우회적 서사를 조직함으로써 

이 모순을 돌파했다. 그러나 이 돌파는 참조 사항일 뿐 학습자 개개인이 

이 문제에 봉착한다면 개개인의 방식으로 이를 돌파해야 할 뿐이다. 심청

의 희생은 천상계의 도움으로 심청의 생환으로 귀결되었으나 심 봉사에

게 심청의 생명 희생은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것임이 밝혀졌으므로 이제 

학습자에게 심청의 희생 방식은 모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심청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심청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한 발 

내딛기로 선택한 생명 희생에 버금가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학습자 

각자가 백척간두에서 한 발을 내딛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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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은 학습자가 색난(色難)의 딜레마를 여하히 벗어날 것인가 하는 화

두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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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희생과 보상의 거리

- �심청전� 읽기의 한 방향 -

김종철

�심청 �의 서사구조를 희생과 보상의 계로 악할 때, 심청의 희생과 그것

에 한 보상은 단선 이지 않고 복합 인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서사구조는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성찰의 과제를 다.

�심청 �의 희생과 보상의 서사 구조는 �삼국사기�의  ｢효녀 지은｣과 �삼국

유사�의 ｢빈녀양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오래된 서사 구조 이어받으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심청 �에서 심청의 희생은 그 부친의 개안(開眼)을 

한 것이었으나 실제 보상에서는 심청의 희생에 한 보상이 먼 , 그리고 지속

으로 이루어진다. 반면 심청이 자신을 희생한 목 인 심 사의 개안은 심청

에 한 보상 이후로 지연된다. 심청에 한 보상 속에는 심청의 생환이 포함되

며, 이로써 자식을 희생시켰다는 죄의식에서 해방되면서 심 사는 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즉 심청의 희생으로 인해 유발된 심 사의 죄의식과 심청의 이효

상효(以孝喪孝)의 문제는 심청의 생환이라는 보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한편 

심 사의 개안이 지연되는 것은 자신의 문제로 인해 딸을 희생시킨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지속하는 것이어서 서사 으로는 일종의 속죄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심청 �의 서사 구조와 의미는 학습자들에게 바람직한 가치를 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함을 인식  하고, 나아가 부모를 한 자식

의 희생이 래하는 모순을 넘어서기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성찰  

하는 화두를 제공한다. 

[주제어] 심청 , 희생, 보상, 서사 구조, 효(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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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Distance between Self-sacrifice and Compensation

- Toward the Reading of Shimcheong-jeon -

Kim, Jong-Cheol

In this paper I analysed the narrative structure of Shimcheong-jeon as the 

relation between self-sacrifice and compensation. 

The compensation for Shimcheong take precedence over the effect on her 

father's recovering eyesight which is the target of her self-sacrifice. The 

compensation for Shimcheong includes her returning alive from sea, and this 

make her father be free from moral responsibility for his daughter's 

self-sacrifice.  But until Shimcheong returns alive, her's father should suffer 

moral responsibility for his daughter's death. So the compensation for 

Shimcheong including her returning alive is not only the reward for her 

self-sacrifice but also the narrative process which can overcome moral 

conflict in her father's mind and lead the whole story to happy ending.

Through reading this narrative structure as the relation between 

self-sacrifice and compensation, students can get a moral sense that a 

self-sacrifice for moral idea deserves compensation, and reflect on the ideal 

type of filial piety in the situation of no other choice but self-sacrifice.

[Key words] Shimcheong-jeon, Self-sacrifice, Compensation, Narrative 

structure, Filial pie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