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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화합과 조화의 세계를 형상화했다고 여겨지는 한글장편소설에는 차별, 혐오, 적대,

폭력, 불화, 불행 등 삶의 부정적인 국면에 대한 이야기가 비중 있게 등장한다. 본 논

문에서는 그중에서도 ‘폭력’의 문제에 집중하여,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보은

기우록> 및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이를 기반

으로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가 취하고 있는 전략과 소설사적 의의를 규명하는 것

을 최종의 목표로 삼았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다층성에 대해 조망하였다. 한글장편

소설에서는 직접적이며 사적(私的)인 방식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폭력과, 작품 속 인물

행동의 근거가 되며 당대에 내재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구조적 폭력,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중층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폭력의 다층

적 양상을 작품 속 구체적인 예를 통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작품이 개인적인 폭력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구조적․사회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

고 있는지, 혹은 망각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한글장편소설이 어떻게 개인적․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즉 그 ‘문화적 폭력’으로서의 면모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 및 <명주보월빙>에 나

타나는 폭력의 형상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소현성록>에서는 양부인, 소현

성, 소운성, 소운명 등 가부장 또는 장차 가부장이 될 주인공들이 등장하여 제가(齊

家)의 도구로 폭력을 사용한다. 그리하여 폭력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관심과 문제

의식은 차단되고, 가부장의 폭력은 서술자와 주변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정당화된다.

<소현성록>은 폭력의 수단적 가치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 속에

서 폭력에 대한 정당화가 거듭될수록, 그 행위의 정당성에 의심이 생겨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폭력의 수단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실

을 드러내는 측면이라고 보았다.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에서는 폭력적인 인간을 등장시키고 이를 본격적

으로 문제 삼고 있다. 특히 폭력의 책임 소재를 찾고 화합하는 결말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폭력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보이는 것으로, <소현성록>과 구별된다. <유

효공선행록>에서는 부친 유정경이 유연을 향한 직접적 폭력의 가해자로 등장하지만,

작품은 지속적으로 유홍의 성격적 결함이 그 원천에 놓여있음을 강조한다. <유효공선

행록>은 폭력의 책임을 유홍의 성격적 결함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다만 유홍의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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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부터 시작된 유정경의 폭력이 가내의 여러 인물들을 향한 폭력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핍진하게 그리면서도, 이때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유연의 태도와 대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사태의 원인을 유홍에게 전가시키면서

도 유정경과 유연의 관계 회복에만 관심을 두는 결말은, 폭력의 참상에 대한 진정한

탐구와 반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작품의 결말에 제시되는 화합이 실은 공허한

것임을 드러내는 역설로 이어졌다고 보았다.

<보은기우록>은 부친의 폭력을 감내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유효공선

행록>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위연청은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작품은 위지덕

과 위연청이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피력하는 과정에서 폭력이 발

생하는 과정을 그려낸다. 이렇듯 <보은기우록>에서는 폭력의 책임을 위지덕에게만

전가시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폭력의 가해자로서 그의 반성에 진지

한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꿈’이라는 환상적 장치를 사용하되, 그 안

에서 위지덕으로 하여금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점, 이로써 회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점은 <유효공선행록>과 대조적이라고 보았다. <보은기우록>은 꿈을 통해 폭력을 추

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명주보월빙>에서는 충동적인 폭력의 주체가 각자의 불행에 힘입어 결탁해나가는

과정을 자세히 형상화한다. <명주보월빙>에서는 욕망의 결탁의 결과로서 폭력을 그

리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 결탁이 매우 충동적인만큼 취약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

음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한다. <명주보월빙>에서는 폭력의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세

력을 늘려나가면서, 피해자를 향한 폭력의 수위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형

상화해서 보여준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력에 희생되어 일상과

삶 전체를 말살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명주보월빙>은 폭력

적 인간의 회과나 그와의 화해보다는, 그것이 지닌 잔혹성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다

고 보았다.

제Ⅵ장에서는 폭력 서사가 독자의 몰입을 유도하고 흥미를 제고시키기 위해 공통적

으로 취하고 있는 서사 전략에 대해 탐구하였다. 제1절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가 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이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폭력의 주체와 대

상 모두에게 거리를 두게 하는 전략에 대해 살폈다. 폭력 서사에서 여성 폭력 주체는

폭력을 기계적으로 재생산하며 과잉된 형태로 표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자에게 폭

력을 ‘전이’시키는 것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병증’에 걸린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분노에 절어있거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 괴물이나 미치광이

와 흡사하게 그려지는데, 자극적인 이들의 모습에서 독자는 거부감과 매혹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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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낄 것이라고 보았다. 폭력 서사가 이와 같은 여성을 집중 조명하는 과정은, 여성의

폭력이 실은 구조와 사회, 집단, 혹은 그들에 의한 소외와 배제 등의 문제와 연루되어

있음을 망각하게 하고, 흥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폭력 서사가 폭력으로 인해 망가진 인간의 신체를 서사에 전면화하는 현상

에 대해 살폈다. 폭력의 피해자는 피가 낭자하고 뼈가 드러난 채로, 혹은 머리가 깨어

지거나 얼굴이 으깨어진 채로, 심한 경우에는 주검이나 육괴에 가까운 형상으로 서사

의 전면에 드러난다. 이때 처참하게 훼손된 등장인물의 신체는 독자에게 온전한 신체

를 상기시키도록 하면서 만족감과 우월감을 제공하여 독서를 지속하게 할 것이라고

보았다. 폭력 서사가 망가진 신체에 대한 자극적인 묘사에 집중할수록, 작품 속 폭력

의 경험을 특수하고 비정상적인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한편, 참혹하게 변해버린

신체가 사실은 부당하게 가해진 폭력의 결과이거나 구조와 사회에 의해 조장된 결과

일 수 있다는 자각을 방해할 것이라고 보았다.

제2절에서는 폭력 서사가 웃음과 화합하는 결말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들

이 겪는 불행을 망각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 살폈다. 폭력 사태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

던 주변인물들이 과거의 폭력 사건을 농담으로 재담론화하는 현상이 일부 확인되는

데, 이는 폭력의 순간들을 웃음과 뒤섞어 연출하면서 그 문제적 성격을 반감시킨다고

보았다. 한편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암시되는 행복한 결말은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 속

폭력이 만들어낸 비극에 온전하게 감정이입하는 것을 차단하게 하고, 이를 통해 작품

속 참상과 불행을 타자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보았다.

제3절에서는 한글장편소설 속 폭력 서사가 현실 반영을 통해 독자들의 몰입감을 제

고시키는 측면에 대해 다루었다. 특히 강력한 폭력의 담지자로 등장하는 가부장이 분

노에 매우 취약하거나, 가중사에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어리석은 인물로 그려진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가부장이 폭력을 ‘연좌’의 형태로 자행하고 폭력성을 과시하는

면모가 부각되기도 하는데, 폭력 서사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가부장의 형상을 묘사하

면서 여성 독자들에게 위안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어서 폭력이 발생할 때, 제삼자들이 개입하여 폭력 사태를 중지시키거나 가해자

를 향해 설득의 말을 하는 장면들이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제삼자들이 보이는

연대나 저항은 매우 미약한 수준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 피해자들이 끝내 방치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을 보여주면서 독자들에게 위로

와 안도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상의 전략을 통해 폭력 서사는 독자로 하여금 작품 속 폭력이 형상화하는 여러

문제들에 거리를 두게 하고, 작품 속 폭력의 주체와 대상들을 모두 타자화하도록 통

제해 왔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점에서 폭력 서사는 향유자들을 폭력에 안주하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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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었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 폭력 서사의 소설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먼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단편 가정소설을 함께 논

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등과 비교를 진행하였다. 특히 가

부장의 형상과 피해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글장편소설이 폭력의 근원에 대해 은폐하

고 있는 점에 대해 살폈다.

이어서, 한글장편소설 형성기의 작품인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등과의 비교를 통해, 폭력 서사의 통시적 변화를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소현성록>

이후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가 확대되며, 여성인물들이 부각되는 점에 대해 살폈

다. 더불어 이전 시기 작품들에서 볼 수 없는 폭력에 대한 다채로운 묘사, 풍부하고

핍진한 인물의 부정적인 내면에 대한 묘사, 망가진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관심

이 폭력 서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보았다.

주요어 : 폭력, 폭력 서사, 한글장편소설,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여성 폭력,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 <명주보월빙>, 폭력의 은폐, 타자

화, 여성 독자.

학번 : 2013-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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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 목적

한글장편소설은 벌열 가문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의 문제를

유교적 입장에서 가장 세련되고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는 작품군으로 논의되어 왔다.

규방소설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작품군이 상층 여성을 규방 속에 묶어두되 한편으로는

숨 쉴 틈을 마련해주는 윤리적 교육․교화의 수단으로 기능했다는 주장은,1) ‘착한 일

을 하면 흥하고 나쁜 짓을 하면 망한다.’2)라고 이야기하는 작품을 통해서 얻은 결과이

기도 했다. 한글장편소설이 독자에게 화합의 가치를 가르치고 이를 통해 윤리적 덕목

과 교양을 기르게 했다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3)

그러나 화합과 조화의 관계를 형상화했다고 여겨지는 작품에서도 차별과 혐오, 불

화를 찾아내는 일은 어렵지 않다.4) 한글장편소설은 서사의 많은 부분을 가문 내외의

다툼이나 논쟁을 형상화하는 데 할애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등장인물은 타인과의 반

목 속에서 불행한 삶을 경험한다. 작품별로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한글장편소설이 다

루는 차별, 혐오, 적대, 폭력, 불화, 불행 등 삶의 부정적인 국면에 대한 문제는 그 비

중을 감안했을 때 문제적인 수준임에는 틀림없다. 작품을 직접 읽어본 사람이라면 한

글장편소설이 등장인물의 행(幸)보다는 불행(不幸)에, 화합의 순간보다는 폭력이 자행

되는 순간들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특히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에 주

목하고자 한다.5)

폭력이 한글장편소설에서 막대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한글

1) 임형택, 17세기 규방소설의 성립과 <창선감의록> , �동박학지� 5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2) 한문본 <창선감의록>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착한 일을 하면 반드시 흥하고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점은 사람을 감동시켜 교훈이 될 만하다(然爲善者必昌, 爲惡者必敗, 有足

可以動人而懲勸者矣).” 번역문은 이지영 옮김, �창선감의록�, 문학동네, 2010, 19면에서 가져왔다.

3) 비교적 단순한 이야기 구조를 지닌 <완월회맹연>과 같은 작품이 방대한 분량(180권 180책)으

로 확대될 수 있었던 것도 ‘가족화합’과 ‘예(禮)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완월회맹연>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는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한

길연,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소명출판, 2009 참조.

4) 정병설은 화해와 조화의 인간관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여겨지는 <구운몽>을 대상으로 작품 속에

존재하는 차별과 적대, 혐오의 시각을 검토하고 이를 ‘인간담장’으로 논의한 바 있다(정병설, 조

선시대 차별과 적대의 이해를 위한 시론 , �일본학연구� 50,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7).

5) 본고에서 특히 ‘폭력’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 개념적인 특성상 한글장편소설이 다루는

삶의 부정적인 국면 중 구조적/개인적 문제, 가시적/비가시적 등을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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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편소설의 관심사가 마치 ‘예(禮)’나 ‘화락(和樂)’ 등에만 한정된 것으로 여겨져 온 까

닭은 작품들이 대개 행복한 결말의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거시적 통찰에 기인하는 것

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작품의 서두나 결말에, 혹은 중간에 일시적으로 등장하는 화합

의 장면이 작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불행과 불화의 이야기보다 중요하게 취급되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6) 한글장편소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었지만,

화합을 중시하는 독법이 유독 강조되어 온 것은 작품 속에 형상화되는 실질적인 인간

관계나 개인적인 삶에 주목하기보다는 유교적 가부장제나 가족제도라는 거대 담론의

입장에서 작품을 읽어 온 연구사적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는 한글장편소설의 존

재 가치에 대해 고민한 결과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작품

의 실상이 도외시된 것은 아닌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해 보인다.

설령 작품이 화합이나 예와 같은 윤리적 가치들을 핵심 문제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더라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해명되어야할 문제들이 남는다. 다양한 한

글장편소설에서 폭력이 다뤄지는데, 이들이 지향하는 바가 과연 화합이라는 하나의

가치로 귀결된 것인가? 독자들이 유념하거나 흥미를 느끼는 바가 작품이 지향하는 바

와 일치할 것인가? 거의 모든 작품에서 누군가의 삶은 반드시 참담한 지경으로 전락

하는데, 윤리적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는 반드시 그러한 방식이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방식은 한글장편소설의 장르적 문법이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한글장편소설과 관련한 폭력 연구는 개별 작품의

양상에 주목하되 여러 작품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거나 주력하고 있는 지점까지 고

려하면서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한글장편소설이 수 세기 동안 생명

력을 유지해 온 것이 독자층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작품 세계를 구축해 온 결과임

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작품 속에 만연한 폭력적인 장면들과 독자의 취향, 장르의 전

략 등을 관련시켜 이해하는 작업은 절실하다고 여겨진다. 교육적 기능에 대해 주목하

는 과정에서 통속적 장르로서의 본질이 간과되거나 축소되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조선후기 한글장편소설인 <소현성록>, <유효공선행

록>, <보은기우록> 및 <명주보월빙>을 대상으로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

상과 그 의미를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논의의 과정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점

은 폭력의 종류나 내용이 다양하다는 것보다 이를 서술하는 태도나 방식 등이 작품에

따라 편차를 보인다는 사실에 있다. 동일한 작품에서도 폭력의 주체나 대상에 따라

6) 정병설은 <구운몽>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두와 결말 부분에 테두리처럼 조금 나오는

연화봉 도량 장면에 주목하여 작품의 사상적 가치를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작품의 대부

분을 차지하는 양소유의 일생을 중심에 놓고 작품을 읽는 것이 올바른 독법이다.”라고 한 바

있는데(정병설, �구운몽도�, 문학동네, 2010, 165면), 작품의 주제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은 본고

의 착안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3 -

행위에 대한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폭력에 대한 묘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만으로는 그 의미를 단언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글장편소설이 다루는 폭력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종류의 다양함이나 출현의 빈번함에 주목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것이 어떻게 담론화되는가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특히 문학 연구가 현실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가능성을

탐색해보는 과정이라는 데 동의한다면 폭력적 인간을 등장시키고 그로 인한 참상을

그려내는 과정뿐 아니라, 책임의 소재를 묻는 방식이나 해결책을 마련해내는 과정에

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작품이 실제 조선사회의 현실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수준으로 연루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거시적인 고찰이 동반될 때 작품

속 폭력의 형상이 지니는 의미가 선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작품 속에서 폭력이 무슨 이

유로 발생하며 어떤 방식으로 자행되는가, 그 양상과 내용을 살피고자 한다. 나아가

작품 속 폭력이 이를 둘러싼 등장인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폭력이 초

래하는 문제적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반응이나 주변인물의 대응은 어떠한가, 해결책

이나 화해의 방법이 탐구되고 있는가 등을 살펴 개별 작품이 형성하는 담론의 양상에

주목하고 그 의미를 규명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폭력의 문제가 궁극적으

로 작품의 내용과 주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의 문제까지 두루 살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여기에 더해 폭력을 다루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서사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에 폭력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된 원

인에 대해 해명을 시도할 것이다.

작품 속에 일련의 이야기로 서술되는 폭력의 주체와 대상 및 이들의 관계, 폭력의

원인이나 결과, 주변인의 반응, 서술자의 평가 등을 총체적으로 지칭해야 할 경우에는

‘폭력 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7) 폭력을 둘러싼 관계를 지칭할 때 ‘가해자/피해자’

외에, ‘폭력 주체/폭력 대상’이라는 용어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가해자/피해자의 구

도가 지나치게 도식적이며, 이로써 은폐되는 지점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해자를 모두 ‘행위자’로 부르는 행위야말로 더욱 큰 문제를 은폐할 수도 있다.8) 또

7) ‘서사’는 서술 이론에서 매우 보편적으로 쓰이면서도 느슨하게 정의되어 온 경향이 있다. 본고

에서 사용하는 ‘서사’는 이야기의 서술을 뜻하는 ‘narrative’의 의미에 더하여, 독자들에게 특수

하게 전달되는 언술행위로서 담론, 즉 ‘discourse’의 의미까지를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정

의한다. 즉 사건의 서술이나 그것들의 관계뿐 아니라 화자(서술자)의 평가와 해석 등까지를 포

함하는 의미이다. 웨인 부스는 ‘discourse’를 작중 인물의 행위에 대한 화자의 평가나 해석, 작

자의 논평 등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해한 바 있으며, 제라르 주네뜨 역시 ‘서술된 담론’으로서

‘서사’의 의미를 정의한 바 있다. 서사와 담화(담론)의 개념에 대해서는 한용환, �소설학사전�,

문예출판사, 1999; 웨인 C. 부스, 최상규 옮김,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제라르 주네뜨,

권택영 옮김,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참조.

8) 이와 같은 점은 현실 세계의 폭력을 다룰 때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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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왕의 논의가 가해자/피해자 구도를 의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에 따

라 병용하기로 한다.

2. 연구사

그간 몇몇 작품이 폭력이나 폭력적 인간을 문제적 형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거나, 통속적인 장치들을 나열하여 오락성을 추구하고 있는 후대의 작품에서

폭력이 빈번하게 다뤄진다는 점 등이 논의된 바 있지만, 한글장편소설 일반의 문법

속에서 폭력의 문제를 이해하려고 한 논의는 눈에 띄지 않는다.9)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문제에 관심을 둔 경우로는

‘악인’이나 ‘반동인물’ 연구를 들 수 있다.10) 폭력을 악인에 의한 ‘반동 행위’라고 본

것이다.11) 폭력적인 행위를 보이는 인물들은 대개 여성들로 제시되었는데, 연구자들은

김홍미리, 여성주의 관점에서 ‘아내폭력’ 이해하기 , 김은경 외, �가정폭력―여성인권의 관점에

서�, 한울, 2009 참조.

9) 일부 ‘갈등(conflict)’ 연구에서 폭력을 다루기도 했다. 갈등의 과정 중에 폭력적인 행위가 동반

되기 때문이다. 다만 서사문학에서 ‘갈등’이라는 말은 그 쓰임새가 매우 광범위한 것에 비해 의

미나 범주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채 기능적인 면만이 강조되어 온 경향이 있다. 고전소설

분야에서도 갈등의 의미와 실질에 대한 별도의 정의 없이 다양한 사건의 우여곡절을 포괄하여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논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따로 다

루지 않았다. ‘갈등’의 의미에 대해서는 한용환, 앞의 책; 최시한, �소설, 어떻게 읽을 것인가�,

문학과지성사, 2010;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옮김,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Joseph

Carroll, “The Extremes of Conflict in Literature; Violence, Homicide, and War”, The Oxford

Handbook of Evolutionary Perspectives on Violence, Homicide, and War,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Robert L. Belknap, Plots,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등 참조.

10) 작품 속에 드러난 악인 및 반동인물의 형상에 주목한 연구, 악인의 등장을 새로운 소설사의

기점으로 이해한 연구, 악인 형상의 사적(史的)전개에 관심을 둔 연구 등이 있다. 관련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정하영, <심청전>에 나타난 악인상―뺑덕어미론 , �국어국문학� 87, 국어국문학회, 1987; 박희

병, 17세기 초 숭명배호론과 부정적 소설주인공의 등장 ,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상)�, 집문

당, 1998; 김수봉, �서사문학의 반동인물 연구�, 국학자료원, 2002;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반

동인물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조현우, 古小說의 惡과 惡人 형상에 대한 문화

사적 접근―초기소설과 영웅소설을 중심으로― , �우리말글� 41, 우리말글학회, 2007; 정환국,

17세기 소설에서 “악인”의 등장과 대결구도 , �한문학보� 18, 우리한문학회, 2008; 정선희, <조

씨삼대록>의 악녀 형상의 특징과 서술 시각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김현주, ‘악처’의 독서심리적 근거 ,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조혜란,

악행의 서사화 방식과 진지성의 문제―<현몽쌍룡기>를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23, 한국고

전연구학회, 2011; 신해진, <사씨남정기> 교씨의 인물형상과 의미―형상의 소종래를 중심으로

― , �고전과해석� 11,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1; 한길연, 대하소설의 남성 악인형 인물

연구 , �국어국문학� 164, 국어국문학회, 2013; 윤현이, <임씨삼대록>에 등장하는 악인(惡人)들

의 악행과 징치양상에 드러난 의미 , �한민족문화연구� 54, 한민족문화학회, 2016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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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제의 질곡 속에서 여성인물이 폭력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기제에 주목하거나

악녀의 인물 형상이 거둔 소설적 효과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폭력적인 여성인물들을 ‘악녀(惡女)’ 또는 ‘여성반동인물’ 등으로 부르고 이와 같은 인

물형이 탄생하게 된 사회문화적 상황과 문학적 전통에 주목한 논의들이 연구사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12)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우리는 여성인물의 폭력은 그 행위의

책임이 여성 자신에게 있다기보다 가부장제라는 기형적인 가족제도에 있는 것으로 이

해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후기가 양산했던 수많은 폭력적이고 악한

여성인물들은 가부장제를 존속시키기 위한 전략 속에서 탄생한 일종의 희생양이었다

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이 논의들은 대개 ‘악인’과 ‘폭력’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반성이 필

요해 보인다. 우리는 작품 속에서 폭력의 대상이었던 인물이 어느 순간 폭력의 주체

가 되는 경우를 적잖이 보게 되며, 작품 전체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선인’이면서 ‘주

동인물’임이 명백한 등장인물이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장면 또한 빈번히 마주한다. 폭

력을 향한 ‘악’의 시선이 은폐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논의들은 악녀의 형상이 소설의 흥미와 통속성의 제고에 기여

하고 있다는 점, 악녀의 징치양상을 통해 여성독자들의 행동을 규율하고 통제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된다는 점, 여성독자들이 악한 여성인물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도 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등 내면의 무의식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규명하여 폭력적인 여성 형상이 지니는 소설사적 의의를 일부 해명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13)

본격적으로 ‘폭력’이라는 개념으로 한글장편소설을 검토한 논의들이 이루어져 주목

된다. 정선희는 <소현성록>에 등장하는 남편들이 아내들의 상황이나 감정을 배려하

지 않고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주목하고 이를 ‘폭력적인 행위’라고 명

명하였다.14) 특히 신체적이고 직접적인 폭력행위뿐 아니라 심리적이고 간접적으로 자

11) 고전소설에서 ‘악인’이 규정되는 방식 또한 추악한 외모나 공격적인 행동 등에 의한 것임을 상

기했을 때, 악인과 폭력은 마치 불가분의 관계처럼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장시광, 앞의 논문, 2004;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 �한국고

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6; 한길연, 몸의 형상화 방식을 통해서 본 고전대

하소설 속 탕녀 연구―<쌍성봉효록>의 ‘교씨’와 <임씨삼대록>의 ‘옥선’을 중심으로 , �여성문

학연구� 1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7; 정선희, 앞의 논문, 2009; 김현주, 앞의 논문; 김수연, <창

선감의록>의 ‘개과천선’과 악녀(惡女) ‘무후(無後)’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

문학회, 2012 등.

13) 이와 같은 내용은 악녀 형상 뿐 아니라 여성 보조 인물들의 형상을 검토하는 논의에서도 언급

된 바 있다(정선희, 장편고전소설에서 여성 보조인물의 추이와 그 의미 , �고소설연구� 40, 한

국고소설학회, 2015). 한길연은 선악을 중심으로 한 인물분류 방식에 대한 회의적 시각에서 비

롯하여 ‘발산형 인물’이라는 새로운 인물유형을 창안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한길연,

대하소설의 발산형 여성인물 연구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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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폭력행위―오랫동안 버려두기, 일방적으로 구애하기, 오해하여 심하게 내치기

등―에 주목하고, 이 폭력에 대한 서술자나 주변인물들의 시선이 부정적이기만 한 것

은 아니라면서 여기에 덧씌워진 남성 중심적 시각을 읽어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집

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구조적인 폭력을 ‘은근한 폭력’, ‘소외시키기’ 등으로 보고 ‘비웃

음’, ‘회피와 배척’, ‘불용과 제거’ 등으로 세분화하여 살피기도 했다. 특히 삼대록계 소

설에서 이와 같은 ‘소외’가 두드러지는 것은 인간 본성을 억제하고 집단의 가치를 중

시하는 사고방식의 영향이라고 보았다.15)

한길연은 대하소설의 중요한 갈등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부갈등의 맥락에서 남편의

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담론들을 감지해내고자 했다.16) 특히 남편의 폭력과 관련한 일

련의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남편 폭력담’이라는 단위담을 추출하고, 이를 다시 신체

폭력담, 성적 폭력담, 언어 폭력담으로 나누어 그 양태와 의미를 고찰하였다. 한길연

은 대하소설의 폭력담이 남성 폭력의 실상을 고발하는 동시에 여성으로 하여금 현실

의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위안처로 기능하였다고 하면서, 폭력담에 내재한 체제순응

성과 반체제성을 동시에 지적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남성인물의 폭력성 자체에 주목

하여, <완월회맹연>과 같은 작품이 보여주는 폭력적 남성인물의 형상은 개인의 행동

양식을 문제 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부장제라는 제도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

이라 지적한 바 있다.17)

공혜란은 가문소설을 둘러싼 폭력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다뤄진 점이 없음을 지적하

며, 17-18세기 향유된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소씨삼대록> 연작, <유씨쌈대

록>, <현몽쌍룡기>․<조씨삼대록> 연작, <현씨양웅쌍린기> 등을 대상으로 여성인물

에게 가해진 구조적 폭력을 검토하였다.18) 요한 갈퉁(Johan Galtung)이 제시했던 ‘구조

적 폭력’ 개념을 수용하고, 조선후기 여성에게 가해졌던 가부장제와 신분제라는 양자의

구조 속에서 폭력의 양상과 의미를 논의하고자 했다. 공혜란의 논의는 최초로 ‘폭력’이

라는 개념을 도구로 가문소설 전체를 고찰하고자 했다는 점, 나아가 그것이 당대 여성

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독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 등을 논의했다는 점에

14) 정선희, <소현성록>에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시각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15)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서 개인이 소외되는 양상 연구 , �한국고전연구� 45, 한국고

전연구학회, 2019.

16)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

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17) 한길연, <완월회맹연>의 정인광 :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 �고소설연구� 35, 한

국고소설학회, 2013.

18) 공혜란, 가문소설의 여성 인물에 대한 구조적 폭력 연구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공혜란,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부부간 폭력의 대물림 고찰 , �외국문학연구� 69, 한국

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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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 논의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이해할 우려가 있는 점, 작품 속 여성인물들이 당하는 폭력을 모두 ‘구조적 폭

력’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이는 17-18세기 가문소설이 동일한 구조에 지배받고 있었다

는 전제로부터 비롯한 결과라는 점 등에서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규율하고 억압했던 가부장제의 이면에 대해 고찰하려는 일

련의 연구들이 계속되었다. 구선정은 <쌍천기봉>의 이몽창의 형상을 통해 남성인물

도 가문이나 국가에 의해 고통과 시련을 겪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바 있다.19) 이 과정

에서 남성인물을 향한 가부장의 폭력뿐 아니라 여성인물의 폭력에도 관심을 보인 점

이 특기할 만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회적 부작용으로 이해되

어 왔다. 개인의 행동양식이 그가 속한 사회의 영향을 받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개인이 겪는 문제들의 모든 기원이 사회와 제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작품 속에서 폭

력이 개인을 통해 자행되었을 때 그것은 인물의 성격이나 윤리적 감각, 그것을 형성

하는 데 영향을 미친 성장 과정이나 개인사적 정황 등과 분리된 채 논의될 수는 없다

는 뜻이다. 구조의 불합리함을 근거로 악의적인 개인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는 폭력

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완월회맹연>에 등장하는 여

성인물인 소교완을 중심으로 그가 보이는 폭력의 원인을 성장과정과 가문 내 진입과

정 및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설명해내고자 했던 논의는 주목할 만하다.20) 소교완의 경

우처럼 문학작품 속 인물에게서 포착되는 폭력적 형상은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사적인

문제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

폭력과 관련한 기왕의 논의는 여성에게 가해진 남성의 폭력을 고발하는 데에 주력

해 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문학과 그 연구가 ‘폭력성’이라는 속성을

남성의 전유물로 파악해왔다는 평가가 존재하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다.21) 그러나 이

와 같은 경향이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여성의 삶의 실상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역

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고전소설 연구 초기 단계에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주

어졌던 과업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삶에 드리워진 억압과 고통을 고발하는 것

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간의 문제를 주로 다루는 한글장편소설에서 남편의 폭

19) 구선정, 가부장제하 남성의 죄벌(罪罰)과 고통의 이면 , �한국고전연구� 29,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20) 한정미, <완월회맹연> 여성 인물 간 폭력의 양상과 서술 시각 ,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

전연구학회, 2012.

21) 심진경은 ‘가해자=남성, 피해자=여성’이라는 도식이 한국문학에서 폭력을 이야기하는 방식이었

음을 지적한 바 있다. 덧붙여 “폭력성은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한국문학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적이 없는, 남성적인 것으로 젠더화된 속성이었다.”라고 하였다(심진경, 여성 폭력의 젠더정치

학 , �젠더와 문화� 4,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2011,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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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이 이목을 끈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길연이 지적한대

로, 한글장편소설이 그리는 여성의 폭력은 질적․양적 측면에서 간과하기 어려운 정

도임에 틀림없다.22) 뿐만 아니라 소설 속 등장인물들이 겪는 불화의 상당 부분은 여

성인물들 사이에서 발생하며, 거의 모든 경우에 폭력의 주체 또는 대상이 된다. 우리

가 기억하는 고전소설 속 폭력적인 인물은 계모와 같은 여성일 가능성이 크다. 남성

의 폭력과 여성의 폭력을 같은 성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지만, 폭력의 주체로서

여성에게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다.

남성인물을 가해자로만 바라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23) 삶의 전 영역에서 전통

사회의 인간을 통제하고 규율했던 유교적 질서와 가부장제가 남성들의 삶에도 큰 영

향을 미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남성인물들은 과연 가부장이 될 수 있을 것인

가의 기로에서 내면의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체벌로 인한 육체적 고통을 겪기도

한다.24) 한글장편소설 속에 등장하는 아버지로서 남성은 딸보다는 아들에게 가혹하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성적 대립구조 속에서 이해하는 단편적인 도식에서 벗어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폭력’이 특정한 감정 상태에서 유발되는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면, 고전소설을 대상

으로 진행되어 온 감정 연구에서도 관련 내용을 포착할 수 있다. 정혜경은 장편소설

에 나타난 감정의 미학을 논의하면서 폭력적인 행위의 동인으로서 ‘분노’에 주목한 바

있다.25) 탁원정은 <쌍천기봉>의 여성인물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타인을 향

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여파가 자해나 육체의 병(病)으로 이어지는 양

상에 주목한 바 있다.26) 감정 그 자체가 폭력일 수 있음을 논의한 경우도 있다. 혐오,

적대 등 타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룬 경우가 예가 될 수 있다.27) 감정의 ‘서술’

에 주목한 조혜란은 <소현성록> 본전에서 긍정적인 감정의 묘사는 소략한 반면 슬픔

22) 한길연, 앞의 논문, 2010, 각주 12번 참조.

23) 구선정은 그간의 연구가 남성인물을 가해자로만 인식하면서 그 내면을 깊이 고찰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한 바 있다(구선정, 앞의 논문, 407-408면).

24) 이와 관련하여 이원수는 출생의 순서에 따라 계후를 정하는 장자상속제가 가부장의 자질을 담

보하는 데 약점이 있었으며, 이것이 장편소설 속 남성인물의 폭력적인 형상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이원수, <창선감의록>, 장자상속제와 사대부가의 고민 , �어

문학� 100, 한국어문학회, 2008, 289면). 관련 연구로는 조혜란, 개인과 가문 사이―<임씨삼대

록>의 임관흥을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한길연, 앞의 논문, 2013;

구선정, 위의 논문 등이 있다.

25) 정혜경, 조선후기 장편소설의 감정의 미학 : <창선감의록>,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현씨양웅쌍린기>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26) 탁원정, <쌍천기봉> 연작의 혼인담에 나타난 여성 인물의 분노 , �고소설연구� 39, 고소설학

회, 2015.

27) 박은미, 쟁투하는 정념과 분열되는 자아 : 가문소설에 재현된 여성/혐오―<소현성록>을 중심

으로 , �여성문학연구� 3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김정녀, <창란호연록>의 문제적 인물과

혐오의 시선들 , �한국학연구� 5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정병설, 앞의 논문, 201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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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노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세하게 묘사되는 양상을 포착하기도 하였다.28)

고전소설의 통속성이나 선정성을 다루는 연구에서도 폭력성이나 잔혹함이 부분적으

로 언급된 바 있다. 극단적이고 과장된 행위를 통해 과잉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멜

로드라마의 대표적 특징이며 한글장편소설이 이 멜로드라마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는

논의,29) <임씨삼대록>과 같이 통속성이 강한 작품에서 격한 감정의 표출이나 신체

절단 등과 관련한 묘사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감정의 과잉을 통한 잔인함의 정서가

유발되고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서술자의 취향’이라는 논의 등이 그 예가 될 것이

다.30) 이 연구들은 ‘폭력’ 자체에 큰 관심을 두지는 않았지만 자극적인 장면을 서사에

할애하는 장편소설의 서술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 시사하는 바가 크

다. 최근에는 단편소설 속 폭력성에 주목한 연구들도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31)

한국문학에 산재하는 ‘취향’으로서의 폭력성․난폭성 등에 주목한 연구들은 주로 신

소설 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다. 신소설의 흥미 요소나 통속성은 폭력 및 범죄 사

건의 서사화, 반복적으로 서술되는 선인과 악인의 대결 등으로 설명되곤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점들이 바로 신소설이 개척한 서사적 지평으로 거론되어 왔다.32) 이들 연구

에서 보여준 ‘폭력’과 ‘악(惡)’ 등에 대한 미학적인 접근은 본고에 좋은 시사점이 된다.

외국문학 연구에서도 폭력은 꾸준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고,33) 영화 등의 미디어

28) 조혜란, <소현성록>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

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29) 이지하, 18세기 대하소설의 멜로드라마적 성격과 소설사적 의미 , �국제어문� 66, 국제어문학

회, 2015.

30) 조혜란, 취향의 부상―<임씨삼대록>의 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 �고전문학연구� 37, 한국고

전문학회, 2010.

31) 김미령, <월영낭자전>에 나타난 폭력성의 양상과 의미 , �어문연구� 4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8; 송주희, <쳥암녹>의 다층적 폭력 양상과 의미 분석 , �어문연구� 96, 어문연구학회,

2018, 서경희, 가정 폭력의 실상과 해석의 간극, 그리고 효 담론의 작동 방식―<장화홍련전>

을 중심으로― ,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2019 등.

32) 김우창은 이인직의 소설 세계에 대해서 “인간관계는 거의 도덕이나 예의에 의하여 매개되지

않는다. (중략) 이인직의 세계는 윤리 부재의 원시상태라기보다는 완전히 황폐한 윤리의 세계

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난폭성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이렇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소설들이 살

인, 납치, 유기, 폭력 등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다는 뜻에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적인 관

계 자체에 계속적으로 폭력이 들어 있었다는 뜻에서이다.”라고 하였다(김우창,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1977, 85면). 이 외에도 권영민, 근대소설의 기원으로서의 신소설 , �문학사와

문학비평�, 문학동네, 2009; 이재선, �한국소설사�(근현대편1), 민음사, 2000;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이경림, 신소설에 나타난 ‘악’의 표상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등 참조.

33) 김미선, 클라이스트 노벨레에서의 폭력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임순희, 폭

력의 상상력과 20세기 여성 소설 : 비(非)폭력에서 대항폭력으로 , �영미문학페미니즘� 9, 한국

영미문학페미니즘학회, 2001; 최윤영, 폭력과 전도의 구조 속에 그려진 독일-현대-동화-영화 �

핀스터월드�의 분석을 중심으로 , �인문논총� 7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4; 김경희,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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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에서도 폭력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등이 검토된 바 있다.34) 양자 모두 폭력

과 관련해서 ‘여성’이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 이는 ‘폭력’이

라는 인간사회의 본질적이고도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 가장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해온

것이 ‘예술’이며, 어느 시대에나 ‘여성’은 계급을 막론하고 폭력에 취약한 존재에 속해

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듯 보인다. 특히 현재 한국문단이 ‘여성’과 ‘여성의 삶’에 드

리워진 폭력의 문제를 문학이 어떻게 재현(해야)하는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속되어 온 여성적 삶의 실질에 대한 논의나 그것의 문학적

재현에 대한 고전문학분야의 연구와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는다.35) 한글장편소설 거

의 모든 작품에서 여성이 폭력의 주체이자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상기했을 때,

이상의 논의들이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3. 연구의 시각

‘폭력(暴力)’은 경우에 따라 영어의 ‘violence’, ‘force’(혹은 ‘brute force’), ‘brutality’

등과 동의어로 취급된다. ‘폭력성’ 혹은 ‘폭력적’이라는 말 역시 ‘violent’, ‘brutal’,

‘aggressive’, ‘tyrannical’ 등의 번역어로 쓰이곤 한다. 한국어 사전에서 ‘폭력’은 물리

적 강제력을 뜻하는 말로 정의된다.36) 한편 독일어의 ‘gewalt’는 폭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권력이나 권능, 위력에 해당하는 말로도 쓰인다. 자연이 지닌 힘에 대해서도

성에 대한 폭력성과 주체화를 위한 매듭짓기 : 수잔 글래스펠의 �사소한 것들�과 그녀의 동료

배심원들 , �현대영미소설� 23,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 2016 등.

34) 최근의 국내 논의로 주혜정, 최양일 영화의 마이너리티 연구 : 공간의 폭력성을 중심으로 ,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임대희, 영화에서 재현된 폭력과 선악의 해체적 사유 연구 :

데리다의 해체이론과 영화 <폭력의 역사>(2005), <이스턴 프라미스>(2007)를 중심으로 , 단국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등 참조.

최근의 해외 연구로 Rachel Louise Shaw, “Making Sense of Violence : A Study of Narrative

Meaning”,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1, 2004; Rosie White, Violent Affect;

Literature, Cinema, and Critique after Represent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10; Joseph Carroll, op. cit.; Henry Bacon, The Fascination of Film Violence, Palgrave

Macmillan, 2015 등 참조.

35) 최근의 논의로 심진경, 새로운 페미니즘서사의 정치학을 위하여 , �창작과비평� 2017년 겨울

호; 조연정, 문학의 미래보다 현실의 우리를―문학의 정치적 올바름에 대하여 , �문장웹진�

2017년 8월호(https://webzine.munjang.or.kr/archives/140590); 조연정,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

2018년 한국 문학의 여성 서사가 놓인 자리 , �릿터� 2018년 8/9월호; 노태훈, 여성-서사-재현

의 ‘확대’와 ‘심화’―일련의 페미니즘 논쟁을 따라가며 , �문학과 사회 하이픈� 2018년 겨울호

등 참조.

36)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에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 넓은 뜻

으로는 무기로 억누르는 힘’. 국립국어원 제공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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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단어를 쓴다.37)

정치학적인 의미에서 ‘폭력’은 ‘고의로 한다는 의도성’, ‘피해자가 싫어할 것이라는

예측성’의 인지적 요소를 포함한다.38) 문화적으로는 불쾌함이나 불편함 등 심리적인

타격을 가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로 쓰이며, 이때 가해자의 의도성은 중요한 기준

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피해자 중심’에서 사태를 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危害) 행위 또는 사람의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유․무형의

세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39)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으로 사용하며, 폭력이 발생하

는 인간관계와 공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40) 특히 ‘여성폭력’ 등으로

폭력에 취약한 존재들을 명시하여 그 의미를 규정하기도 한다.41) 문학적으로는 ‘위반’

의 알레고리(allegory)로 이해되는 경우도 있다.42) ‘폭력’이라는 용어는 그것이 두루

사용되는 만큼 상황이나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될 여지가 큰 것이다.

‘폭력’이라는 용어가 그렇듯이 ‘폭력적’, ‘폭력성’ 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도 경우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티모시 브룩(Timothy Brook)에 따르면 고대 중국에서 형벌

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고통의 정도’가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멀어지는 정도와 관련

이 있었다.43) 한편 제임스 페인(James L. Payne)은 고대에는 고통과 죽음이 너무 흔

했기 때문에 타인의 생명에 지금과 같은 가치가 부여된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

다.44) 스티븐 핑커(Steven Pinker)는 중세 시대에 고문이나 이를 동반한 처형이 일상

을 구성하는 평범한 요소였으며, 동시에 대중의 오락이자 참여 스포츠였음을 강조하

37) 독일어의 ‘gewalt’의 쓰임에 대해서는 사카이 다카시, 김은주 옮김, �폭력의 철학�, 산눈, 2007,

7-8면; 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폭력비판을 위하여․초현실주의 외�,

도서출판 길, 2017, 79면 각주 2번 참조.

38)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 대사전 하�, 아카데미아리서치, 2002, 2540면.

3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1996, 38-58면, 188-192면.

40)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

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

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이하 법률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

지(http://www.moleg.go.kr)” 참조.

4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

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1호)

42) 조르주 바타유(Georges Bataille)에 의하면 죽음, 금기, 위반, 살해, 폭력 등이 에로티즘의 영역

안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문학이 이와 같은 체험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는 조르주 바타유, 조

한경 옮김, �에로티즘�, 민음사, 2009 참조.

43) 티모시 브룩 외, 박소현 옮김, �능지처참�, 너머북스, 2010, 110-133면.

44) James L. Payne, A History of Force, Lytton Publishing Company, 2004, pp. 30-43.



- 12 -

기도 했다.45) 폭력의 의미나 범주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은 오늘날의 여러 정황들을 통해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폭력은 시대적

으로도 그 범주와 의미가 달라져왔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적으로 새로

운 의미망을 형성해 가고 있다.46)

이와 같은 사실들을 염두에 둔다면, 전통시대 서사에 나타난 폭력을 이야기하는 것

이 과연 가능한가 자문하게 된다. 특히 어떤 인간 또는 그의 행위를 두고 ‘폭력적’이라

고 하는 것은 그것을 관찰하는 개인이 놓인 사회역사적 조건과 감수성에 따른 문제이

기도 하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

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직관적

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야말로 혐오와 차별,

폭력이 난무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미덕일 것이다.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확실한 사실은, 그것이 발생할 때 강제적인 힘, 즉 위력(威

力)이 작용․이동한다는 점이다. 의도적인 폭력은 대상을 향해 일정한 ‘영향

(influence)’을 전제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나 언어, 현상 등에 대해서

‘폭력’이라고 부를 때에는 ‘대상에게 인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라는

최소한의 조건이 고려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

우에는 강제력이나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폭력으로 느끼는지 여

부가 더욱 중요하게 취급된다. 폭력은 가해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상처를 남긴다.

폭력이 반드시 의도와 강제의 결과는 아니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주목이 되는 점

은 폭력적 주체의 ‘도덕적 본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간의 논의들에서는 폭력을 악인

의 행동 범주로 이해해온바, 이때 폭력은 상대에게 반드시 해악을 가하기 위한 의도

적 행위로 여겨졌다. 이 문제는 폭력을 극복하거나 추방시킬 방법과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본성으로서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연구는 원시사회를 향한 관심과도 맞물려 있는

데, 삐에르 끌라스트르(Pierre Clastress)는 원시사회에서 폭력은 구조 그 자체였고, 때

때로 부족 구성원들의 친교나 소속감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했다고 여겼다.47) 그는 폭

력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48)

45) 스티븐 핑커, 김명남 옮김,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사이언스북스, 2011, 243-247면.

46) 한국에서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1993년이고, ‘가정폭력방지법’이 마련된 것은 1997년이

라고 하니(권김현영, 여성주의 인식론과 반성폭력 운동 : 정체성의 정치를 넘어 , 이미경 외, �

성폭력에 맞서다�, 한울아카데미, 2009, 247면), 현재 우리가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일부는

인식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47) 삐에르 끌라스트르, 변지현․이종영 옮김, �폭력의 고고학�, 울력, 2002. 끌라스트르는 “원시 사

회는 교환의 공간이자 또한 폭력의 장소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같은 책, 269면).

48) 이와 같은 점을 정항균 역시 지적한 바 있다(정항균, �아비뇽의 여인들 또는 폭력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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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시 사회의 폭력을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견해들이 꾸준히 제기되었고, 가

장 영향력 있는 주장은 스티븐 핑커로부터 나왔다. 핑커는 폭력이 인간의 역사 내내

존재해 왔으며, 인간의 내면에는 본래적으로 악마와 같은 폭력성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49) 그리하여 폭력은 많은 경우 도덕과 정의의 과잉에서 비롯될 뿐만 아니라,

대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자행되어 왔다고 보았다.50) 핑커는 ‘악의 평범성’을 주

장하며 폭력과 같은 파괴적이고 위험한 행위 역시 대개 평범한 동기와 의도에서 비롯

된다는 사실을 피력했던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계보에 놓일 수 있다.51) 이

후 폭력에 대한 연구는 전범들의 심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흐름 속에서 지속되었고,52)

그 결과 악과 폭력은 다양한 얼굴을 하고 다른 수위로 우리의 주변에 존재한다는 생

각이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편 도덕성과 폭력의 연관성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이를테면 로제

다둔(Roger Dadoun)은 선행한 폭력이 후행한 폭력의 원인이 되고, 이 때문에 후자가

전자에 의해 정당화되는 양상을 포착한 바 있고,53) 사카이 다카시(酒井 隆史) 역시 폭

력이 발생할 것 같은 이유로 폭력이 행사되는 현상에 대해서 경계한 바 있다.54) 정항

균은 폭력을 정의하는 데 있어 폭력과 폭력의 무분별한 분출을 막으려는 ‘도덕적 본

성’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55) 공격성

은 불의를 혐오할 때 나올 수도 있다는 롤로 메이(Rollo May)의 지적 또한 경청할 만

하다.56) 이들은 모두 도덕적인 이유에서 저질러지는 폭력이 존재하며, 이로써 정당화

되거나 은폐되는 폭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 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대항폭력

혹은 예방폭력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맥락을 같이 한다. 한편 윤리적 판단 자체가 폭력일 수 있다는 주장은 주디스 버틀러

(Judith Butler)에 의해서 제기된 바 있다. 버틀러는 “우리가 항상 자기―동일성을 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7, 165면).

49) 스티븐 핑커, 김명남 옮김, 앞의 책.

50) 위의 책, 841면. 스티븐 핑커는 도널드 블랙(Donald Black)의 사회적 통제로서 범죄 를 중요

한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데, 핑커에 따르면 블랙은 살인의 흔한 동기가 “모욕에 대한 보복, 집

안싸움의 격화, 불성실하거나 자신을 떠난 연인에 대한 처벌, 그밖의 질투, 복수, 자기방어 행

위”임을 포착해냈다(같은 책, 165-166면).

51) 한나 아렌트, 김선욱 옮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한길사, 2017.

52) 이를테면 조엘 딤스데일(Joel Dimsdale)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뉘른베르크의 재판에 섰던 네 명

의 전범과 이들을 관찰․조사했던 의사 더글러스 켈리와 심리학자 구스타프 길버트의 기록을

토대로 악과 악인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했다(조엘 딤스데일, 박경선 옮김, �악의 해부― 나치

전범들의 심리분석�, 에이도스, 2017).

53) 로제 다둔, 최윤주 옮김, �폭력―‘폭력적 인간’에 대하여�, 동문선, 2006, 39면.

54) 사카이 다카시, 김은주 옮김, 앞의 책, 9면.

55) 정항균, 앞의 책, 154면.

56) 롤로 메이, 신장근 옮김, �권력과 거짓순수―폭력의 원인에 대한 탐구�, 문예출판사, 2013,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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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 유지해야만 하며 타자들 역시 그래야 한다고 요구하는 폭력”이 바로 윤리적

폭력이라고 하면서,57) 타인에 대한 윤리적 태도와 판단적 태도가 혼동되는 예를 포착

해내었다. 폭력이 선(善)의 완전한 반대자로서, 윤리적 결핍을 의미하는 악(惡)의 필연

적 결과라는 생각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졌다.

폭력적 주체에 대한 관심에서 나아가 폭력이 담론화되는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폭력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 폭력은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리스 매리언 영(Iris Marion Young)은 부정의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하기 위해

‘억압의 다섯 가지 형식’을 고찰하면서 그 중 하나로 ‘폭력’을 다루었다.58) 여기에서

그는 도덕과 정의에 관한 많은 철학적 논의들에서 폭력을 다루는 데 소극적임을 지적

한다. 폭력이나 괴롭힘을 범죄자나 극단주의자 등의 특정 개인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폭력을 억압으로 만드는 것은 폭력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수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주는 사회적 환경

에 있다.59) 폭력을 개인적으로 저지르는 도덕적 잘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견해는 폭력을 ‘구조’와 ‘시스템’의 문제로 이해한 몇몇 논의를 상기시킨

다. 아렌트는 권력은 정당화가 필요 없는 반면, 폭력은 정당화될지언정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하면서,60) 은폐되는 폭력의 존재를 지적한 바 있다. 갈퉁이 ‘개인적

(personal) 폭력’과 ‘구조적(structural) 폭력’ 개념을 제안한 이후로,61) 슬라보예 지젝

(Slavoj Zizek)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62) 지젝은 폭력을 ‘주관적

(subjective) 폭력’과 ‘객관적(objective) 폭력’으로 나누고, 객관적 폭력을 다시 ‘상징적

(symbolic) 폭력’과 ‘구조적(systemic) 폭력’으로 나누었다. 그에 따르면 주관적 폭력은

가시적인 것으로 정상적인 상태를 ‘혼란’으로 이끌어 쉽게 주목을 끄는 반면 객관적

폭력은 바로 그 ‘정상적인 상태’에 내재하고 있어 암흑물질과 같이 포착이 어렵다. 갈

퉁과 지젝은 우리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폭력에 사로잡혀 그와 같은 폭력의 분출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 즉 구조적 폭력에 대해 고찰하지 못할 것을

우려했다.

한편 억압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폭력이 생산되는 방식에 대해 주목한 연구들도 참

고할 만하다.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은 알제리의 식민지 현실을 통해 폭력의 본

질을 탐구하면서, 억압의 현실이 식민지인들로 하여금 지배자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57) 주디스 버틀러, 양효실 옮김, �윤리적 폭력 비판�, 인간사랑, 2013, 75면.

58) 영이 포착한 억압의 다섯 가지 형식은 ‘착취’, ‘주변화’, ‘무력함’, ‘문화제국주의’, ‘폭력’이다(아이

리스 매리언 영, 김도균․조국 옮김,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101-156면).

59) 위의 책, 148면.

60) 한나 아렌트, 김정한 옮김, �폭력의 세기�, 이후, 1999, 72-91면.

61)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969, pp. 167-191.

62)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옮김, �폭력이란 무엇인가�, 난장이, 2012, 23-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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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포)를 향해 폭력을 분출하도록 만드는 현상에 대해 포착한 바 있다.63) 핑커는

구조적으로 약자에 속하는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는 견해에 의심을 표하기도 했다.64) 그들이 분노를 표하는 대상은 사

회가 아니라 눈앞에서 자신을 업신여기는 개인일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조적 불합

리와 억압은 개인으로 하여금 폭력성과 공격성을 평등한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분출

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은 현실세계뿐 아니라 한글장편소설 속에서 저질러지는 폭력에

대해서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폭력이 담론화되는 방식과 구조적 폭력에 대한 논의들은 어떤 가시적인 폭력도 사

실상 구조적 폭력에 연루되어 있지 않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갈퉁이 개인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구분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 상당한 지면을 할

애해 설명하고 있는 것은,65) 결국 그 둘의 깊은 관계를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글

장편소설 속 폭력의 문제가 ‘구조’와 함께 논의되어 온 것도 이와 같은 논의들의 영향

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조선후기에 양산된 한글장편소설은 차별적 질서 가운데서

탄생한 문학이라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작품 속 인물의 폭력은 개인의 도덕적

인 잘못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글장편소설이 그리는 폭력의 문제

를 전적으로 당대의 차별적인 질서와 구조, 즉 신분제나 가부장제 등에 기원한 것으

로만 이해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개인의 행동은 철저히 개인적 판단의

결과일 수도 없지만, 전적으로 사회적인 영향에 의한 것일 수도 없다. 구조에 지나치

게 몰입하다보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상상하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제도는 그

자체로 폭력적일 수 있고, 제도가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폭력의 대상이 되는 일

을 막을 도리도 없다.66)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조선과 같은 신분사회에서 발생하는

63) 파농의 견해는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 단적으로 확인된다. “식민지 상황에서 원주민들은 자기

들끼리 싸운다. 그들은 서로를 은폐막으로 이용하며, 민족의 적을 이웃이 보지 못하도록 가리는

역할을 한다. (중략) 굶주림, 집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날 걱정, 아이 엄마의 말라붙은 젖가

슴, 해골처럼 비쩍 마른 아이들, 작업이 중단된 건축 현장, 까마귀들처럼 십장에게 매달린 실업

자들 등으로 인해 매일 살인을 저지르고 싶은 유혹이 시달리는 원주민은 이웃을 잔인한 적으로

보기에 이른다(프란츠 파농, 남경태 옮김, �대지의 저주받은 사람들�, 그린비, 2004, 311면).” 파

농의 폭력론에 대해서는 김대영, 프란츠 파농의 폭력론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참조.

64) 이는 도널드 블랙의 논저에 대해 분석하고 동의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스티븐 핑커, 김

명남 옮김, 앞의 책, 167-168면).

65) 갈퉁은 개인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이 경험적(empirically)으로 독립적인가, 구조적 폭력으로 점

철된 구조 내에서 개인적 폭력이 평균 이상으로 발생한다고 할 때 그 둘을 따로 떼어서 볼 수

있는가 등을 묻고, 두 형태의 폭력은 경험적으로 독립적이며, 한 쪽이 다른 한 쪽에 전제

(presuppose)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구조적 폭력이 구조적 폭력을 낳고, 개인적 폭

력이 개인적 폭력을 낳으며, 각각이 서로를 야기 시키기도 함을 강조하면서 각각의 폭력이 순

수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그 폭력의 “전사(pre-history)”나 “구조적 맥락(structural

context)”이 고려되지 않았을 때로 한정된다고 보았다(Johan Galtung, op. cit., pp. 17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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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모두 구조적 폭력으로 이해해 버린다면, 그 안에서 피폐해지는 개인의 삶에

대해서는 개선의 가능성을 상상하기 힘들다는 데 있다. 폭력을 자행하는 것이나 폭력

에 당하는 것이 모두 당연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폭력이 눈앞에서 벌어질 때 무엇보

다 중요한 통찰은 바로 그 원인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다. 한글장편소설

이 그리는 폭력을 시대적 상황과 결부시켜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 이유

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한다면,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그 의미를 따져

보는 작업은 한글장편소설이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폭력과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폭력

을 어떤 층위로 구축해내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두는 데서 시작해야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축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작품의 ‘서사’에서 어떻게 녹아들

고 있는가 하는 점을 규명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점이 다각도로 조명이 되어

야만 한글장편소설 속 폭력의 형상이 지니는 문학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가 공히 규명

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갈퉁의 논의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모든 폭력을 합법화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적(cultural) 폭력’을 포착해냈다는 사실인데, 이 점이 한글장편소설 연

구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때 문화적 폭력이란 내용상으로는 종교,

법, 사상, 언어, 예술, 과학 등으로 교육이나 매체를 통해 가해진다.67) 특히 가부장제

하에서 행해지는 폭력이 여성을 억압하고, 구조적 폭력이 이를 구조화하며, 문화적 폭

력은 그러한 관계를 내부화 시키면서 구조를 지속시킨다고 한 갈퉁의 지적을 상기하

면,68) 한글장편소설과 관련한 폭력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위해를 일으키는 개인적 폭

력, 구조로 작용하는 구조적 폭력, 이 모든 것을 합법화하고 내재화 시키는 문화적 폭

력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이 동반될 때 비로소 의미화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한글장편소설이 그리는 폭력에 대한 논의는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문제의식이 결여된 개인, 방관하는 주변인 등 폭력을 둘러싼 환경 전반에 대해 두루

고려하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인이 자행하는 폭력은 그의 도덕적인 결함이나

66) 이와 같은 구조적 폭력 개념이 지닌 문제에 대해서는 정항균이 논의한 바 있다. 정항균은 갈

퉁의 구조적 폭력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게 폭력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이유가

자칫 모든 것을 구조적 폭력으로 다루게 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 한병철의 견해에 동의

하였다(정항균, 앞의 책, 62-63면). 또한 정항균은 지젝의 구조적 폭력 개념이 자본주의 하의

노동자 계급을 동일한 범주로 묶어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로 만들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에 따르면 이들 사이에서도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존재하고, 모두가 동일한 수준으로 착취당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정항균, 앞의 책, 75-76면).

67) “직접적 폭력은 그 자체로 보복과 공격적인 소요를 일으킨다. 구조적 폭력은 그 자체로 반복

되거나 완성된 폭력을 낳고, 문화적 폭력 역시 반복과 완성을 통해 그 자체를 형성한다. 직접적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형성하는데, 문화적 폭력은 이러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시킬 수 있다

(요한 갈퉁,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87면).”

68) 위의 책, 101-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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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인 미성숙함, 성장과정의 문제 등에 전적으로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러한 개인사적 정황이 무시된 채 온전하게 해명될 리 없다. 한편 개인의 폭력이 저지

되지 못하고 반복, 재생산될 때 구조와 사회를 문제 삼지 않을 도리는 없다. 그러나

모든 폭력의 연원으로 구조를 지목하는 방식이 진실로 작품의 실상이나 의도와 맞아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언할 수 없다. 개인이 폭력을 행사할 때, 그것이 주체가

이미 경험했거나 경험 중에 있는 더욱 강력한 폭력의 결과가 아닌지에 대해서도 숙고

가 필요할 것이다.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에 대한 연구는 이러한 정황들이 폭넓

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폭력의 종류나 빈번함

그 자체에 주목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념과 분위기, 폭력적

주체의 본성이나 의도, 주변인물들의 시선과 반응, 책임의 소재를 묻거나 해결책을 모

색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을 서사화하는 서술자의 태도와 시각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

할 것이다.

4. 연구 대상

본고에서는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 <명주보월빙>의 네 작

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폭력’은 한글장편소설 대부분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확인

되는 문제이면서 그 형상화 방식 면에서 작품 별로 차이를 보인다. 연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한글장편소설 전반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할 테지만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상황이므로, 논의에 적합한 작품을 선별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간 폭력적인 장면들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아온 한글장편소설 작품은 적지 않은

편이다.69)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폭력적인 장면의 양적인 비중이나 내용상의 다양

성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것이 작품의 주제와 적극적으로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문

제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 <명주

보월빙>은 모두 작품이 지향하는 바와 폭력의 형상이 깊이 관련되어 있다. 작품 속에

폭력이 등장할 뿐 아니라 그것이 서사의 중심축에 놓이면서 문제적 상황을 유발하고,

이후의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뜻이다. <임

씨삼대록>이나 <창란호연록> 등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을 나열함으로써 이

에 대한 단순한 관심을 드러내는 방식과는 대조적이라 할 만하다.70) 또한 작품 속에

69) 한글장편소설 작품 중에서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유씸삼대록>, <보은기우록>, <완

월회맹연>, <명주보월빙>, <쌍천기봉>, <임씨삼대록>, <창란호연록> 등은 문제적 수준의 폭

력이나 잔혹함, 과잉된 정서 등이 거듭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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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장면이 등장할 때, 서술자의 반응이나 등장인물의 대응이 선명하게 포착될

뿐만 아니라 장면 자체에 대한 묘사도 풍부한 편이다.

이들 네 작품은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폭력이 서사의 중심에 놓인다는 점에서는 비

슷하지만, 그것을 형상화하는 방식 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함께 논의할 가치가 충분하다. 폭력의 주체, 대상, 주체와 대상이 맺는 관계, 폭력의

책임을 묻는 방식, 해결과 화해에 대한 전망 등에서 네 작품은 매우 다른 시각을 보

여주어 ‘폭력’을 상이한 형상으로 그려내고 있다. 요컨대 본고의 대상이 되는 네 작품

에서는 폭력이 매우 뚜렷하게 포착되면서도 그것을 묘사하는 방식이나 서술하는 태도

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작품 지닌 개별적 특징과 공통적 면모가

공히 규명될 수 있다면 한글장편소설이 그리는 폭력 형상화의 다층적인 세계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글장편소설에 대한 논의는 해당 작품군이 적어도 17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약 3-4세기 가량 생산․향유된 역사적 장르종이라는 점 역시 중요하게 취급

될 필요가 있다.71) ‘장르(genre)’는 독자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그 속성이 변화하거나

발전하기 때문이다. 기왕의 연구사를 검토해보았을 때,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네 작

품은 작품 형성 시기가 비교적 명확하게 고증되었으며, 작품성 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이른바 주요 작품이라고 할 만한 작품들이다. 이상의 작품들은 그 형성 및

향유 시기를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하더라도 <소현성록>이 17세기 중후반, <유효공선

행록>이 18세기 전반, <보은기우록>이 18세기 후반, <명주보월빙>이 19세기 전반

이후로, 각각의 작품은 한글장편소설사의 중요한 결절점에 놓여 있다. 또한 향유와 관

련한 다양한 기록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후편이나 파생작 등이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

어서 당대 독자들에게도 중요하게 인식된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소현성록>72), <유효공선행록>73), <보은기우록>74), <명주보월빙>75) 네

70) <임씨삼대록>과 <창란호연록>의 통속성, 자극적 취향에 대해서는 조혜란, 앞의 논문, 2010;

이지하, 인물형상화 방식을 통해 본 <창란호연록>의 통속성 , �한국문화� 34, 서울대학교 한

국문화연구소, 2004 등 참조.

71) 조선후기 장편소설사의 전개와 관련해서는 정병설, 조선후기 장편소설사의 전개 , 양포 이상

택교수 환력기념논총 간행위원회 편, �한국 고전소설과 서사문학� 上, 집문당, 1998 참조.

72) 15권 15책, 이화여자대학교 소장 한글필사본. 여기에서는 조혜란 외 역주, �소현성록� 1-4, 소

명출판, 2010을 활용한다.

73) 12권 12책,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한글필사본. 영인본인 김기동 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15-16, 아세아문화사, 1980을 활용하며, 인용문의 면수는 영인본을 따른다. 판독이 불가한 부분

에 대해서는 6권 6책의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한글필사본을 역주한 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

소 편, �고전작품 역주․연구 및 한국근대화과정 연구―고전소설(<유효공선행록>)�, 1995를 통

해 필자가 보완하였다.

74) 18권 18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본. 영인교주본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간, �영인교주 한국고대소설총서Ⅴ-Ⅵ 보은기우록�, 1977을 활용한다. 인용문의 면수는 영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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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하는 각 작품에 대한 주요 기록을 중심으로 연구

사를 조망한 내용이다.

<소현성록> 및 <소씨삼대록> 연작(이하 <소현성록>)은 늦어도 17세기 중후반에

는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으로 한글장편소설로서는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

다. 옥소(玉所) 권섭(權燮), 산수헌(山水軒) 권진응(權震應) 등의 기록을 통해 <소현성

록>의 창작 시기가 확정될 수 있었는데,76) 이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사는 일정한 기준

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권섭(權燮, 1671-1759)의 기록에서는 어머니 용인 이씨(龍仁

李氏, 1652-1759)가 ‘대소설 <소현성록> 15책’을 필사했다고 되어 있어, 적어도 18세

기 중반 이전에는 <소현성록>이 연작의 형태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고,77) 권진

응의 기록에서는 그의 어머니 은진 송씨(恩津 宋氏, 1676-1737)가 그의 남동생 요좌

(堯佐, 1678-1743)와 함께 필사했다는 기록이 보여, 적어도 1692년 전에 <한씨삼대

록>이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78) <한씨삼대록>은 <소현성록>의 파생작이므로,

<소현성록>(본전)은 그 무렵 이미 존재했다고 보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79) 뿐만 아니

라 이들은 모두 송시열의 직계 제자였던 권상하(權尙夏, 1661-1721)와 같은 가문의 일

을 따른다.

75) 100권 100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한글필사본. 교주본인 최길용․김영숙 교주, �(교

감본) 명주보월빙�, 학고방, 2014를 활용한다. 다만 본래 한중연 소장본은 78권이 낙질이다. 최

길용 교주본은 박순호 소장 한글필사본(36권 36책)의 28권을 통해 낙질 부분을 복원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교주본 4권, 520면(각주 1270번) 참조.

76) 최초로 권섭의 기록을 소개한 논의는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92이다. 이후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박영희, 장편가문소설의 향유집단 연구 , 한국고전문학회 편, �문학과 사회집단�, 집문당,

1995에서 구체적 시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77) 옥소 권섭이 남긴 ‘선비수사책자분배기(先妣手寫冊子分排記)’(�옥소고� 잡저 )의 기록에서 소

설 향유와 관련한 중요한 기록들의 일단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소현성록>에 대해서는 ‘대소

설’이라고 칭한 부분이 보인다.

“돌아가신 어머니, 증(贈) 정부인(貞夫人) 용인(龍仁) 이씨께서 손수 필사하신 책 중에서, 대소

설 <소현성록> 15책은 장손 조응(祚應)에게 주어 가묘(家廟) 안에 보관하고, <조승상칠자기>

와 <한씨삼대록>은 내 아우 대간군에게 주고, <한씨삼대록> 1건과 <설씨삼대록>은 여동생

황씨의 처에게 주고, <의협호구전>과 <삼강해록> 1건은 둘째 아들 덕성에게 주고, <설씨삼대

록>은 내 딸 김씨의 처에게 주니, 명가의 자손들이 대대로 잘 간수해야 할 것이다. 숭정 기원

후 세 번째 기사년 동짓달 25일 불초자 섭이 삼가 쓰다(先妣贈貞夫人龍仁李氏, 手寫冊子中, 蘇

賢聖錄大小說十五冊, 付長孫祚應, 藏于家廟內, 趙丞相七子記、韓氏三代錄, 付我弟大諫君, 韓氏三

代錄又一件、薛氏三代錄, 付我媒黃氏婦, 義俠好逑傳、三江海錄一件, 付仲房子德性, 薛氏三代錄,

付我女金氏婦, 名家子孫, 世世善護, 可也. 崇禎紀元後 三己巳至月卄五日 不肖子 燮謹書).” 무악

고소설자료연구회 편, �한국고소설관련자료집�Ⅱ, 이회, 2005, 129-130면.

78) 요좌는 1692년 숙부에게 입후하여 경사로 간다(박영희, 앞의 논문, 1995, 340면). 권진응의 서선

비수필한씨삼대록후(書先妣手筆韓氏三代錄後) (�산수헌유고�권7)는 무악고소설자료연구회 편, 위

의 책, 92-94면 참조. 이상의 기록과 관련한 논의로 박영희, 앞의 논문, 1995를 주로 참고하였다.

79) 정병설, 앞의 책, 1998, 192-195면;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돌베개, 2005,

174-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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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들로 당대 최상층 벌열층에 속했다. 따라서 이들의 기록은 한글장편소설이 실제 상

층 사대부 가문에서 향유된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또한 <소현성록>은 작품명이나 주인공의 이름이 등장하는 소설․가사 작품 등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형성된 파생작 및 관련 작품도 풍부하게 존재하

고 있어서 이후 소설사에 미친 영향력은 지대하다고 할 만하다. 요컨대 <소현성록>

은 한글장편소설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작품이다. 그 결과 <소현성록>의

연구사는 이본 및 연작 관계 연구, 가문 의식 및 주제 의식 연구, 갈등 구조 및 서술

시각 연구, 인물 형상 연구, 향유층 연구 등 소설사를 둘러싼 거의 모든 방면에서 다

양하게 축적되어왔다.80) 이 작품이 ‘폭력’ 관련 연구사에서도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80)이 절에서 언급된 것 외에 <소현성록> 관련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기동, �한국

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임치균, <소현성록> 연구 , �한국문화� 16, 서울대학교 한국

문화연구소, 1995; 문용식,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과 갈등의 의미 , �동아시아문화연구� 31,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1997;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 형상의 변화와 의미 , �국어

교육� 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의 , �고소

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 �여성문학연구� 1, 한국여성문

학학회, 1999; 조광국, <소현성록>의 벌열 성향에 관한 고찰 , �온지논총� 7, 온지학회, 2001;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 �외국문학연구� 12, 한국외국어

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2; 지연숙, <소현성록>의 주변과 그 자장 , �한국문학연구� 4, 고

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소, 2003;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고사, 2003;

장시광,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성문학

학회, 2004;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

전연구학회, 2005;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전성운, <소현성록>에 나타난 성(性)적 태도와 그 의미 , �인문과학논총� 16, 순천향대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인물 고찰 ,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본전

의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임치균,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

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정선희, 앞의 논문, 2007;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 �한국고전연

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허순우, <현몽쌍룡기> 연작의 <소현성록> 연작 수용 양상과

서술시각 ,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장시광, <소현성록>연작의 여성수난

담과 그 의미 ,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회, 2009;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

의 이면 : 반복서술을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정선희,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소현성록> 연작을 중심으로― , �배달말� 45, 배달말학회,

2009;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

회, 2010; 이주영, <소현성록>의 농담 기제와 그 의미 , �개신어문연구� 32, 개신어문학회,

2010; 정대혁, 소현성록 연작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1; 정선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되는 행복―<소현성록>의 화부인을 중심으로 , �동방학�

20,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家長)의 시원(始原)―<소현성

록>의 소운성 ,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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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와 같은 작품의 위상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소현성

록>이 한글장편소설의 폭력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

였다.

<유효공선행록>은 후편 <유씨삼대록>과 관련한 여러 기록들이 발견되면서 작품의

시기를 고증할 수 있게 되었다. <유씨삼대록>은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열하

일기>(1780),81)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의 <한중록>(1777),82) 유숙기(兪

肅基, 1696-1752)의 <제망실묘문(祭亡室墓文)>83) 등에 보여서 아무리 늦어도 18세기

전반 이전에는 창작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한길연은 유숙기의 기록과

부인 이씨의 생몰연대, 문집의 여러 기록 등을 근거로 1735년 이전에 작품이 존재하

고 있을 것이라고 보았는데,84) 이씨의 몰년이 1746년이므로 그 전에 <유씨삼대록>이

, �고소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정대혁, <자운가> 연구―<소현성록>과의 상호텍

스트성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서정민, 가권(家權) 승계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지향 ,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

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정선희, 17세기 소설 <소

현성록>연작의 여성인물 포폄양상과 고부상 , �문학치료연구� 3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정

선희, 초기 장편고전소설에서 가문ㆍ왕실의 관계양상과 그 의미 , �한국문화� 6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최기숙, 고소설의 감성 문법과 감정 기호―<소현성록>의 감정 수

사를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최윤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외모

묘사의 양상과 특징 , �고전과해석� 21, 고전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6; 강우규,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성 가장의 리더십과 그 의미 , �한국고전연구� 3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임치균,

<소현성록>의 여성 인물 연구―색(色)과 덕(德)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국학연구논총� 18, 택

민국학연구원, 2016 등.

81) <일신수필>에 관련 기록이 보인다. 연암이 열하에 간 것은 1780년이다.

“쌍림의 수레는 삼면을 모직 천으로 휘장을 만들어 말아 놓았고, 동서 양쪽에는 비단 주렴을

드리웠으며, 앞면에는 공단으로 햇빛을 가렸다. 수레 안에는 이불을 깔아 두고, 언문으로 된 �

유씨삼대록(劉氏三代錄)� 몇 권이 있는데, 비단 필체가 조잡할 뿐 아니라 책권도 떨어져 나가

고 헤졌다(車三面, 以綠毡爲帳而卷之, 東西垂緗簾, 前面以貢緞爲遮日. 車中置舖, 葢有東諺劉氏三

代錄數卷, 非但諺書麁荒, 卷本破敗).” 번역문은 박지원, 김혈조 옮김, �개정신판 열하일기�, 돌베

개, 2017, 312면에서 가져왔다.

82) “글을 일 치고 을 됴히 너겨 양 보며, 내게 봉셔(封書) 면 션비 각 셜운

을 일더니라. 뎡튝(丁丑, 1757) 겨울의 션비(先妣) 여 후 처엄으로 계뎨(季弟) 리고

드러오니 형뎨 만나 셜워 일 각며 말이 미면 눈물 이러니라. 그  드러와 �뉴시삼

대록(劉氏三代錄)�을 보고 (冊)말의 슬푸믈 보고 슬허기, 심(心事) 약(弱)야 그러가

일랏더니라.(혜경궁 홍씨,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 문학동네, 2010, 254-255면).” 혜경궁

홍씨의 <유씨삼대록> 독서와 관련하여서는 정병설, 왕실 가족이 겪은 비극―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3, 휴머니스트, 2006, 38면 참조.

83) 정병설에 의하면 유숙기가 그의 아내인 완산이씨(完山 李氏, 1697-1746)를 애도하며 쓴 <제망

실묘문(祭亡室墓文)>에 작품명이 보인다(정병설, “한글소설이 세상을 현혹한다”―조선시대의

소설 향유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엮음, �놀이로 본 조선�, 글항아리, 2015, 95면).

84) 유숙기의 기록에 완산 이씨가 생전에 조카 유언순(兪彦淳, 1715-1748)을 <유씨삼대록> ‘유백

경’과 비교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한길연은 완산 이씨의 언급이 그의 어린 시절(20세 이전)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추정 가능하며 이는 곧 1735년 전후일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하며 <유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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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따라서 <유씨삼대록>의 전편인 <유효공선행

록> 역시 18세기 초에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빠르면 17세기 말에도 향유가 가

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삼대록>이 관련 기록이 상당하고 신빙성도 높아서

중요한 작품으로 다뤄지는 만큼, <유효공선행록>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유효공선행록> 연구는 작품의 연작 관계를 밝힌 초기의 논의들로부터 주제의식이나

향유층 및 향유의식, 인물 형상이나 갈등 구조 등을 밝히는 논의까지 다양한 방면에

서 이루어져 왔다.85) 특히 작품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이 첨예하게 드러난다는

삼대록>은 빠르면 17세기 후반, 늦어도 18세기 초반에는 확실히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

았다(한길연, 대하소설의 자료사적 궤적과 공공화 방안 , �고소설연구� 43, 한국고소설학회,

2016).

85) 여기에서는 <유효공선행록> 관련 연구만을 언급한다. 김기동, 앞의 책; 김영동, <유효공선행

록> 연구 , �한국문학연구� 8,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85;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이승복, <유효공선행록> 에 나타난 효우

의 의미와 작가의식 , �선청어문� 19,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1991; 최길용, <유효공선행록>

연작 연구―<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의 작품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1992;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 �관악어문연구

� 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95; 양혜란, <유효공선행록> 에 나타난 전통적 가족윤리의

제 문제 ,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김성철, <유효공선행록> 연구 ,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최윤희, <유효공선행록>이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 �한국문학논

총� 41, 한국문학회, 2005; 조광국,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벌열가문의 자기갱신 , �한중인

문학연구� 16, 한중인문학회, 2005; 이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유효공선행록>과

<옥원재합기연>을 중심으로 , �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조광국, 閥

閱小說의 孝 具現 樣相에 대한 연구－閥閱小說 전개의 한 측면 : 柳孝公善行錄 , 嚴氏孝門淸

行錄 , 報恩奇遇錄 을 중심으로― ,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장시광, <유효

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 �배달말� 45,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2009; 조광국,

<유효공선행록>과 <옥원전해>의 옹서대립담 고찰 , �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장시광, 대하소설의 여성과 법―종통, 입후를 중심으로 , �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

전여성문학회, 2009; 김문희, <유효공선행록>의 인물에 대한 공감과 거리화의 독서심리 , �어

문연구� 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강우규, <소현성록>연작과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비

교 연구―‘혼인담’에 나타난 서술시각을 중심으로 , �어문논집� 52, 중앙어문학회, 2012; 정혜경,

앞의 논문, 2012; 이지하, 대하소설 속 親同氣 간 善惡 구도와 그 의미 , �한국문화� 64, 서울

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정혜경, <유효공선행록>의 孝悌 담론과 문제의식 , �우리문학연구

� 44, 우리문학회, 2014; 강우규, <유효공선행록> 계후갈등의 서술전략과 의미 ,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 2014; 김민정,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제도․혈연․이념의 상관관계 연구

,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정충권, 형제 갈등형 고전소설의 갈등 전개 양상과 그 지향

점―<창선감의록>, <유효공선행록>, <적성의전>, <흥부전>을 대상으로 , �문학치료연구� 34,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김문희,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과 독서 과

정 , �한국고전연구� 3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조혜란, <유효

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제(孝悌) 수행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유연과 정소저 부부를 중심

으로 ,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家

長權) 행사의 문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김문희, 고전소설

에 나타난 우순(虞舜)의 서사의 상호텍스트적 구성 방식과 기제 연구 , �한국학연구� 59,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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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 주목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작품 속 폭력에 노출된 인물의 우

울증에 주목하는 등 작품의 폭력성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점

에서 한글장편소설이 형상화하는 폭력을 논의하기에 매우 적합한 작품이라고 판단하

였다.

한편 <보은기우록>은 <명행정의록>과 연작관계를 이루고 있는 작품이다. 후편

<명행정의록>은 홍희복(洪羲福, 1974-1859)86)과 남윤원(南允元, 1834-1894)87)의 기록

에 보이는바, 19세기에 향유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88) 그러나 이전 시기의 소설 목록

에서는 보이지 않아 창작 시기를 18세기 후반 이전으로 끌어올리기는 힘들 것으로 판

단된다.89) 한편 전편인 <보은기우록>은 17, 18세기의 관련 기록 등에서도 전혀 보이

지 않다가 19세기의 기록인 �언문고시�의 <언문목녹>90)과 모리스 꾸랑(Maurice

Courant)의 �한국서지�(862번)에 이르러서야 보인다.91) <유효공선행록>과 더불어 사

후당(師候堂) 윤백영(1888-1986)이 남긴 해제에도 그 제명이 보인다.92) 이와 같은 기

록의 정황과 후편인 <명행정의록>의 창작 시기를 18세기 후반 이전으로 끌어올리기

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18세기 후반 무렵부터 유통된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초기에는 연작관계나 작품구조에 대한 논의만 진행되다가, 상인이

등장하고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인다는 점, 부자 갈등이 진지하게 다뤄진다는

점 등 때문에 인물형상 및 갈등 양상에 대한 연구가 최근까지 이루어졌다.93) 특히

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김민정,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우울증 발현 과정과 그 의미 ,

�동양문화연구� 28,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8 등.

86) 홍희복은 중국소설 <경화연>을 번역하여 <제일기언>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서문을 썼는데,

거기에 당대 유행하는 소설로 추정되는 작품의 목록이 있다. 박재연․정규복 교주, �제일기언�,

국학자료원, 2001, 21-24면 참조.

87) 남윤원의 생애와 <옥수기> 발문에 대한 논의로 김종철, <옥수기>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

위논문, 1985, 17-29면; 이은주, 신광수 <관서악부>의 대중성과 계승양상 , 서울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0, 95-96면; 박진백, 남일원의 <통해백팔사> 연구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17-22면 등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이상 논의의 핵심 내용이 김동욱, <임화정연>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33-37면에 정리되어 있다. 남윤원은 생애에 대해 정확히 알려

진 바가 없었으나 이은주는 <통해백팔사>의 기록을 바탕으로 남일원이 남윤원과 동일인물이라

고 보았고, 이후 연구들에서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88) <명행정의록>의 창작시기와 관련해서는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4-8면 참조.

89) 정병설은 <제일기언> 서문에 실린 작품 중에서, ‘<미소명행>, <조씨삼대록>, <충효명감록>,

<임화정연>, <구래공충렬기>, <곽장양문록>, <화산선계록>, <명행정의록>, <벽허담>, <명주

보월빙>’ 등은 앞 시기의 소설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일부 작품은 18세기 후반 또는 19

세기 전반에 창작된 작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129-130면).

90) �언문고시�의 <언문목녹>에 대해서는 강전섭, <언문목녹> 小考 , 사재동 편, �한국서사

문학사의 연구� 5, 박이정, 1995 참조.

91) 모리스 꾸랑, 이희재 옮김, �한국서지�, 일조각, 1994, 300면.

92) 홍현성, 사후당이 남긴 낙선재본 소설 해제의 자료적 성격 , �장서각� 32, 한국학중앙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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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기우록>은 <유효공선행록>과 더불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표출하는 분노가

매우 문제적이라는 점, 이 때문에 반복적으로 아들을 향한 체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한글장편소설과 폭력의 문제를 고찰하기에 매우 적합한 작품으

로 판단하였다.

<명주보월빙>은 <윤하정삼문취록>(105권), <엄씨효문청행록>(30권)과 연작 관계

에 있는 작품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최장편의 분량이라고 할 수 있다. <명주보

월빙> 역시 <언문목녹>과 �한국서지�(921번), <책열명록>94) 등에 그 이름이 보이

므로 18-19세기 무렵 창작․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18세기 목록에서 확인되지

는 않아서 더 이른 시기로 향유시기를 끌어올리기는 힘든 실정이다. 다만 최남선이

세책방을 조사하고 남긴 기록에도 제명이 보이므로,95) <명주보월빙> 연작은 한글장

편소설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널리 읽혔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96) 비교

적 후대의 작품이기 때문인지 <명주보월빙>은 그 분량이나 존재감에 비해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편인데, 작품의 구조와 연작관계, 인물형상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97) 연구의 선편을 잡은 이상택은 <명주보월빙>이 “극악무도한 적대 세력들이

93) <보은기우록> 개별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김기동,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

록>―이조연작소설의 연구(其一) , �도남 조윤제박사 고희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76; 이재춘,

<報恩奇遇錄> 硏究 ,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문용식, <報恩奇遇錄>의 인물 형상과

작품 구조 , �동아시아문화연구� 28,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6; 조동일, 한국고전소설에

나타난 父子 갈등 , �일본연구� 15,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0; 서정민, <보은기우

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 양상 , �관악어문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3; 조광

국, 앞의 논문, 2005; 최수현, 앞의 논문, 2005; 최수현, <보은기우록(報恩奇遇錄)>에 나타난 여

성의식 ,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최수현,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망모

(亡母) 추모 양상과 그 의미 ,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이지영, 앞의논문,

2015; 탁원정, 조선후기 고소설에 나타난 상인 형상과 그 의미―<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 �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김문희, 앞의 논문, 2016 등.

94) <책열명록>에 대해서는 유춘동, <책열명록>에 대하여 , �문헌과 해석� 35, 문헌과해석사,

2006 참조.

95) “(전략) 數十年 前지도 서울 香木洞이란 데-시방 黃金町 一丁目 사이ㅅ골-에 貰冊집 하나가

남아잇섯는데, 우리가 早晩間 업서질 것을 생각하고 그 目錄만이라도 적어 두려 하여 貰冊 目錄

을 벗겨 둔 일이 잇는데, 이 에도 實際로 貰 주든 것이 總一百二十種, 三千二百二十一冊(內에

同種이一三種四九一冊)을 算하얏습니다. 이中에는 尹河鄭三門聚錄은 一百八十六卷, 林花鄭延은

一百三十九卷, 明珠寶月聘은 一百十七卷, 明門貞義은 一百十六卷인 것처럼 長篇의 것도 적지

아니합니다.” 최남선, 조선의 가정문학(八)―各種小說類 , �매일신보� 1938년 7월 30일자 4면.

96) �언문후생록� 소재 목록에도 <명주보월빙>이 보인다. �언문후생록�을 소개한 정명기는 편찬

연대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여기에 실린 소설 목록은 세책본에 대한 것이라고 보았

다(정명기, 세책본소설에 대한 새 자료의 성격 연구―�諺文厚生錄� 소재 목록을 중심으로 , �

고소설연구� 19, 한국고소설학회, 2005).

97) <명주보월빙> 개별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상택, <명주보월빙>연구―그 구조

와 존재론적 특징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소설 연구 ,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 반동인물 연구 , �고소설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4;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 �한국고전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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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 말할 수 없는 흉모비계로 처참한 악행과 변란을 저질러댄다.”라고 하면서, 작품

속 “혼돈과 분열, 파괴와 잔학 행위” 등이 여타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그 수위가 심

상치 않음을 지적한 바 있다.98) 특히 100권 100책이라는 거대한 작품의 편폭이 말해

주듯, 비슷한 시기에 향유되었으며 폭력적 면모로 주목 받아온 <임씨삼대록>이나

<창란호연록>등 보다 그 수위와 비중의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적 형상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고의 논

의에 매우 적합한 작품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외에도 필요한 경우 17-19세기에 향유

되었던 여타의 한글장편소설 작품들을 다각도로 참고할 것이다.

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김은일,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양상과

의미 ,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등.

98) 이상택, 총론 : 한국 고전소설의 개념과 특질 , 이상택 외, �한국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20-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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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폭력의 다층성

폭력은 힘의 이동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폭력’을 다룬다는 것은 힘의 이동을 다

루는 것이다. 동시에 힘을 발휘하는 주체와 그 영향을 받는 존재, 힘의 형태와 내용,

이를 둘러싼 구조나 윤리적 문제와 정서적 반응 등까지를 함께 다루어야 한다. 이처럼

많은 조건과 변수들이 존재하다보니, 폭력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많은 견해들은 ‘폭력

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직접적인 정의를 내리기 보다는 주체와 대상, 폭력의 작동 원리

나 층위 등을 분석하여 그 다층적인 양상을 분리․해체하는 방법으로 폭력에 접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유념하면서 여기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이 지닌 다

층적이고 복합적인 양태를 여러 층위에서 조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갈퉁에 의하면 폭력은 크게 구조적(structural) 폭력과 개인적(personal) 폭력으로

나뉘며, 각각은 육체적인 것(physical)/정신적인 것(psychological), 의도된 것

(intended)/의도되지 않은 것(not intended), 드러난 것(manifest)/잠재하는 것(latent),

객체가 없는 것(without object)/객체가 있는 것(with object) 등의 차이에 따라 다시

분류된다.1) 갈퉁은 자연적 폭력,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 시간적 폭력

의 구분법을 제시하기도 했다.2)

중요한 것은 갈퉁이 제시한 각각의 항목과 조건이 배타적으로 존재하거나 인식되지

는 않는다는 점에 있다. 지젝이 객관적 폭력 중에서도 구조적 폭력에 대해 ‘암흑물질’

과 같다고 한 것은 그것의 실체가 아예 인식․파악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이듯

이,3) 폭력 연구에서 갈퉁의 구분법이 유용한 것은 폭력을 인식하고 해체해내는 과정

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 각각의 범주를 특정하거나 구분할 수 있다고 믿

기 때문은 아니다. 폭력의 범주를 설정하거나 그것의 종류를 따져보는 작업은 폭력에

관한 논의에서 핵심이 될 수 없고, 가능하지도 않다. 폭력 관련 논의는 피해의 양상보

다는 피해의 맥락에, 가해의 범주보다는 그 근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4)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을 살피는 일에도 이와 같은 고려가 필요해 보

인다. 폭력은 발생하는 즉시 현실의 다양한 문제들을 연루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가해

자와 피해자, 주변인들에게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가해자의 의도와 피해

자의 피해는 상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무관할 수도 있다. 어떤 폭력이 가시적 범주

1) Johan Galtung, op. cit., pp. 167-174.

2) 요한 갈퉁, 강종일 외 옮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들녘, 2000, 83-85면.

3)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옮김, 앞의 책, 24면.

4) 이와 같은 인식은 현실 세계의 폭력 관련 논의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고 있다. 김홍미리

는 아내폭력과 관련하여, “무엇을 아내폭력으로 볼 것이라는 질문에서 각종 연구들은 그것의

범주를 넓히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정작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폭력 근절을 지향하는

정의에 대한 탐구에는 인색하다.”라고 한 바 있다(김홍미리, 앞의 논문,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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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포착될 때 그 이면에는 비가시적이지만 더 심각한 폭력이 존재할 수도 있다.

어떤 현상도 포착되지 않는 상태 그 자체가 폭력일 수 있음은 물론이다.5)

따라서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폭력의 양상을 고찰하는 일은 그 자체로 폭력적인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작품 안에 등

장해 가시적으로 포착되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폭력 이외에도 그것을 배태한 당대의

구조, 문화 등에 존재하고 있는 폭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작품이

문제 삼고 있지 않지만 상정하고 있는 ‘정상’의 상태, 바로 그 속에 내재하는 폭력까

지를 고려해야만 한글장편소설이 형상화하는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폭력의 구체적인 형상에 관심을 두되, 나아가

작품이 그 책임의 소재를 묻는 방식, 여기에 주변인들을 개입시키는 방식 등에도 주

목하고자 하는바, 이때 현실의 문제들이 왜곡․과장되거나 축소․은폐되는 지점에 대

한 논의가 가능하려면 이와 같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정상’의 상태로 ‘내재’하고 있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구조적 폭력은 직관적

으로 포착하기가 어렵다. 물론 가부장제, 신분제 등 전통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차별

적 질서와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풍부한 논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한글장편

소설이 이에 대해 얼마나 유념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6) 따라서

한글장편소설이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서 ‘당대’에 대한 논의는 작품의 실상을 통해 귀

납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한편 앞서 지적했듯이 갈퉁이 제시한 모든 폭력을 합법화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문

화적 폭력’에 대한 인식도 필요해 보인다. 후술하겠지만 한글장편소설 속에서 폭력은

그 주체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정당화되거나 묵인되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그 문제

적 성격이 거론되기도 한다. 폭력적인 인간을 등장시켜 그의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

는 서사는 그러한 인간을 문제 삼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정작 이후의 서사에서

는 이를 어떻게 무마시킬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기도 한다. 심지어는 그와 같은 행동

의 책임에는 무관심한 경우도 있다.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등장인물들의 발화가

상반되기도 한다. 바로 이와 같은 지점에서 한글장편소설 지닌 ‘문화적 폭력’으로서의

성격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 하에서, 한글

장편소설이 다루는 폭력의 다층적 면모를 조망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5) 정항균 역시 특별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폭력‘행위’도 하지 않는 폭력도 존재할 수 있

다고 보았다(정항균, 앞의 책, 83면).

6) 김종철은 한글장편소설의 해석에서 가부장제가 마치 하나의 “원죄”처럼 인식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당대의 관점에 입각한 가부장제에 대한 평가 없이 그것을 모순의 원천으로만 인식

하는 것은 문제적이라고 보았다(김종철, 17세기 소설사의 전환과 ‘가(家)’의 등장 , �국어교육�

112, 한국어교육학회, 2003, 439-4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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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적 폭력

개인적 폭력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이다. 갈퉁의 분류법에

서 직접적 폭력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는 이를 단순한 개인적 행동이나 집단에 의

해 의도된 것이라 보았다.7) 지젝은 ‘가시성’의 여부를 두고 폭력을 구분하였는데, 이

때 가시적인 폭력을 ‘주관적 폭력’이라 부르고 ‘사회적 행위자’, ‘사악한 악인’, ‘억압적

공권력’, ‘광신적 군중’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자행되는 폭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8)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개인적이고 가시적인 폭력은 문학작품 속 등장인물의

신체와 정신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상처를 입힌다.

거듭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적인 폭력은 대개 구조적 폭력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한글장편소설의 문면에서 제시되는 폭력들은 모두 개인의 행위로 구체화 된

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한글장편소설이 다루는 개인적 폭력의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작품 속 폭력은 주로 형태의 유무에 따라 그 형상을 달리한다고

보고, 물리적 폭력과 비(非)물리적 폭력으로 나누어 살핀다. 이는 폭력 주체가 ‘힘’을

발휘하는 방식에 주목한 결과로서, 폭력의 대상이 입는 상처의 양상이나 크기와는 무

관하다. 심지어 폭력 주체의 의도와도 무관할 수 있다. 이를테면, 성적 폭력은 개인의

육체를 향해 힘이 발휘되므로 가시적으로 포착되지만, 피해자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더 크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가해자 역시 대상의 육체보다는 정신을

지배하려는 목적에서 성적 폭력을 자행하기도 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 폭력의 주체로부터 시작된 힘의 형태와 양상에 주목하여 폭력

의 양상을 구분해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논의의 방식은 이해의 편의를 위함이지, 각

각의 양상에서 다뤄진 폭력이 개별적으로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가해자를 논

의의 중심으로 놓고 폭력을 조망하는 작업이 피해자의 상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뜻

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나 상처만을 생각한다면, 폭력

의 형태나 양상을 구분하는 일은 아예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9) 본고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 고통을 규정하는 행위가 폭력적일 수 있음을 의

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7) 요한 갈퉁, 강종일 외 옮김, 앞의 책, 83면.

8)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옮김, 앞의 책, 38면.

9) 손봉호는 우리말에서 ‘아픔’과 ‘괴로움’을 구분하듯, 서구에서도 ‘pain’과 ‘suffering’을 구분하고

있음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 경우 전자는 육체적인 것, 후자는 정신적인 것이다. 그러나 고통

을 당하는 인간에게 양자의 경계는 그렇게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요소가 배제

된 아픔이나 육제적인 요소가 배제된 괴로움은 하나의 “이상형”일 뿐이라고 보았다(손봉호, �

고통받는 인간�,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24-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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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 폭력

폭력은 주로 “신체적” 사건이다.10) 우리는 어떤 것보다 신체를 공격하는 행위를 폭

력으로 느낀다. 폭력 중에서 가시적이고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폭력을 물리적인 폭

력이라고 했을 때, 이는 종종 신체적인 폭력과 같은 의미로 이해되곤 한다. 신체적인

폭력은 대개 폭행(暴行)이나 체벌 등 타인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한글장편소설에는 다양한 신체적 폭력이 나타난다. <현몽쌍룡기>에서 조공이 창기

들과 놀아난 큰 아들 조무에게 매질을 하는 것, <임씨삼대록>에서 옥선군주가 남편

임창흥에게 칼을 휘두르는 것, <완월회맹연>에서 소교완이 며느리 이자염을 쇠몽둥

이로 두들겨 패는 것 등 위력을 통해 대상의 신체를 공격하는 예는 셀 수도 없이 많

다. 한글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대한 논의가 신체적 폭력을 가장 우선적으

로 검토해야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신체적 폭력은 타인의 신체를 향해 위력이 직접적으로 가해질 뿐 아니라,

간접적인 방식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타인의 신체를 조종하거나 제어하면서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명주보월빙>에서 위부인과 유부인은 돈을 벌기 위해 광

천과 희천에게 비질을 하고, 말을 먹이거나 새끼를 꼬는 등의 노복(奴僕)의 일을 맡긴

다. <소현성록>에서는 위승상의 부인 방씨가 전실 소생에게 일부러 더러운 일을 시

키기도 한다. 이는 모두 타인의 신체의 자율성을 빼앗는 행위라는 점에서 신체적 폭

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로 폭력에 접근하면 감금이나

납치, 인신매매, 축출 등도 포함할 수 있다.11) 한편 독약이나 요약(妖藥) 등으로 타인

의 지각능력을 마비시키거나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키게 하는 장면 등이 보이는데, 이

역시 신체와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신체적 폭력의 일부이다.12)

신체적 폭력 중에서 그간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성(性)적 폭력이었다. 그 방

법상의 가혹함이나 정신적 충격의 정도를 감안했을 때, 성적 폭력을 일반적인 신체적

폭력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성찰에 기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법적인 의미에서

성폭력은 강간이나 간음, 성매매, 성적 착취 등을 의미하지만,13) 문화적으로는 성을

매개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신체적․심

리적․사회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위로 이해되곤 한다.14) 주지하듯이 강간과 같은 성

10) 롤로 메이, 신장근 옮김, 앞의 책, 224면.

11) 이와 같은 행위 역시 타인의 육체보다는 정신을 지배하려는 목적 하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12)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요약’의 문제에 집중한 논의로 한길연, 대하소설의 요약(妖藥) 모티

프 연구―미혼단과 개용단을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25, 한국고소설학회, 2008 참조.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참조.

14)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참조. 오늘날에는 여성에게 특정 성역할을

강요하는 것 역시 폭력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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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폭력은 “개인의 육체를 침해함으로써 가장 비육체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특수성을

지닌다.15) 성적 폭력에 대한 논의가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의 상처만을 다룰 수는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상당한 부분이 성적 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다. <소

현성록>에서 소운성은 서모 석파가 자신의 팔에 앵혈을 찍는 장난을 하자 이에 대한

반감으로 석파의 조카 소영을 겁간한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현몽쌍룡기>에도 보이

는데, 서모 화씨가 조무(용홍)의 팔에 앵혈을 찍는 장난을 하자 이를 없애기 위해 시

녀 앵을 겁탈한다. 이때 조무는 시녀 앵이 갑작스런 위협에 놀라 거부의 뜻을 밝히자,

“칼노 머리 버혀 자최 업시 리라.”라고 말하며 칼을 빼어들고 위협한다.16) 이렇

듯 높은 수위의 성적 폭력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온 반면에,17) 다른 남녀의 성관계 장

면을 엿본다거나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들은 비교적 소

홀히 다뤄져 온 듯하다.

굥불음졍(淫情)을 고져 나 어려온지라. 쵹(燭)을 임의 믈녀시니 부마

의 거동도 시 보디 못고, 경(鏡臺)의 야명쥬(夜明珠)를 여 들고 부마의

거동을 피니, 옥 용모의 봉안(鳳眼)이 그린 며, 반월텬졍(半月天

庭)과 녹빈방쳔(綠鬢方天)의 두발이 헛틀며, 깃 거린 봉(鳳)이라. 금(紗衾)을 가

가지 추혀 덥허시나, 옥 살히 빗최니 공어린 시 드리미러 보다가, 경

의 벼우가지 을 일우교져 나, 엇디 임의로 리오. 온가지로 음욕(淫

慾)을 지 못니, 은 분이 쳘골(徹骨)여, 누쉬 방방(滂滂)여 쳔만 시름을

여시니, 부매 쳬나 기만 기다려 공쥬의 음일(淫佚)거동을 보디 말녀

니, 분미 경의 더지고져 나 고 쳬니, 굥쥬부마의 여시믈

모로고, 그 몸을 시 보고져 여 졈졈 발치로 나려 금을 놉히 드디라. (<명

주보월빙>권24, 6-8면)

위의 인용문은 <명주보월빙>에서 문양공주가 자신에게 일말의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 잠들어버린 정천흥의 옷을 들춰 몸을 훔쳐보는 장면이다. 부인인 문양공주와 동침

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버려두는 정천흥의 행위 역시 일종의 성적 학대임에는 틀림

이 없지만,18) 음욕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의 옷을 들추는 문양공주의 행위 역시 성적

15) 조르쥬 비라렐로, 이상해 옮김, �강간의 역사�, 당대, 2002, 9면.

16) <현몽쌍룡기>권1, 44면. 이하 <현몽쌍룡기>의 인용문은 김문희 외 역주, �현몽쌍룡기� 1-4,

소명출판, 2010에서 가져왔다.

17) 장시광은 이와 같은 장면을 포착하여 ‘강간 모티프’라고 부르고 이에 대해 별도로 논의한 바

있다(장시광, 고전 대하소설의 강간 모티프 연구 , �국어국문학� 170, 국어국문학회, 2015).

18) 한길연은 부부 강간뿐 아니라 성적인 권리를 억누르는 것도 성적 폭력의 일부라고 보았는데

(한길연, 앞의 논문, 2010, 84-102면), 이와 같은 견해를 참고하면 정천흥이 문양공주와 동침을

하지 않은 것 역시 성적 폭력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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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성적 폭력과 관련해서는 여성을 가해자로 위치시키는 경우

가 매우 드물었는데, 이것은 남성과 여성의 위계와 관련된 구조적 폭력의 결과일 수

있다.

한편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여성 등장인물이 남복을 한 채 생활을 하는 화소가 적지

않게 등장하는데, 이때 그 실체를 모르는 남성인물이 여성인물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

도하는 장면이 보인다. 여성인물은 대개 극구 거부하지만, 남성인물은 동성(同性)이므

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의 성별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은 성적 폭력의 범주에서 다뤄질 수 있다.19)

온갖 성적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에서도 부부가 아닌 친족관계에서 음욕을 보이는

행위는 한글장편소설에서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폭력이 <유효공선

행록>과 <보은기우록>에서 보인다.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유홍이 자신의 형수이자

유연의 부인인 정씨를 흠모하며, <보은기우록>에서는 서모 녹운이 위연청에게 음욕

을 보인다. 이를 눈치 챈 유연과 위연청은 심각한 모욕감을 느낀다.

젊은 부부의 성관계나 잠자리를 엿보고 이를 가문의 일원들이 공유하는 장면도 종

종 보인다. <소현성록>에서는 서모 이파와 석파가 소현성과 화수은의 잠자리를 엿보

다가 화씨가 잉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장면이 등장한다. 젊은 부부의 잠자리를

엿보는 행위는 가문의 차원에서 행해지는 규찰(糾察)의 의미를 지닌다.20) 이들의 화

목은 곧 가문의 대를 잇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석파가 화수은의 잉태

사실을 곧바로 양부인에게 가서 알린다. 그런데 젊은 부부의 성관계에 대한 염탐과

관심이 늘 가문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석파는 유기가 부인 윤씨를 아낀다

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 둘의 잠자리를 엿본 뒤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소

현성의 부인 여씨는 석명혜에 대한 질투심으로 그를 곤경에 빠트리고자 석씨의 얼굴

을 하고 상서와 화씨의 잠자리를 엿본다. 이와 같은 행위는 오늘날의 관점에서도 문

제가 되지만, 작품 속 등장인물을 통해서도 그 부당함이 언급되기도 한다. 규찰, 규제

등의 미명 하에 행해졌던 행위들 속에 가려진 폭력성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명주보월빙>에서는 자녀를 생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부인과 유부인이 젊은 부부의 잠자리를 엄금하는 내용이 보이기도 한다. 이렇듯 성

적 폭력은 많은 경우에 구조의 문제와 깊이 연루되어 있다.

19) <소현성록>에서 소운명은 남장한 채 떠도는 이옥주를 만나는데, 친교를 빌미로 그에게 동침

을 강요한다. 소운명이 이옥주를 남성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

에 반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소운명의 태도는 매우 폭력적이다. 이옥주는 소운명의 강압적인 행

동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반대의 예도 존재하는데, <창선감의록>에서 윤여옥이 여성 행세

를 하며 엄월화에게 접근한 경우를 들 수 있다. 윤여옥은 누이인 윤옥화로 가장하고 엄월화 곁

에 머물며 그녀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적으로 희롱한다.

20) 이에 대해서는 전성운, <소현성록>에 나타난 성(性)적 태도와 그 의미 , �인문과학논총� 16,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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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사이의 내밀한 관계를 강제로 보게 하는 것 역시 성적 폭력이다. <유효공선행

록>에서 유우성은 아내 이씨가 잠자리를 거부하자 그 앞에서 두 창녀와 관계한다. 유

우성의 패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부인을 강제로 겁탈하기 위해 심한 폭력과 매질을

휘두르는 데까지 이어진다. <유씨삼대록>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 유우성의 셋

째 딸인 유옥영은 남편 사강이 창기들과 놀아난 것을 알고 창기들을 때리고 사강을

나무란다. 이에 유옥영을 내쫓았던 사강은 부친의 명을 받아 아내를 다시 데려오고,

기를 꺾기 위해 일부러 창기들과 노는 모습을 지켜보게 하는 등 패악을 부린다. <명

주보월빙>에서는 정천흥의 아우인 정세흥이 아내 양부인 앞에서 시첩 및 창녀들과

희롱한다. <임씨삼대록>에서는 설희광이 옥경군주를 옆에 두고 시비 쌍연을 친압한

다.21) 남편이 다른 여성을 강간하는 장면을 지켜보게 하는 행동은 여성에게 아주 심

각한 차원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 혐오감 등을 준다는 점에서 매우 수위 높은 성적

폭력에 해당된다.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다른 여성이 보는 앞에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층 여성이 느꼈을 수치심에도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한글장편

소설 속에서 성적 폭력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2) 비(非)물리적 폭력

물리적 폭력이 신체를 일차적인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어폭력은 인간의 정신을 일

차적인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언어폭력은 정신적 폭력과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

이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폭력에는 정신적 폭력이 동반된다.22) 정신을 지배하

기 위해 물리적인 폭력이 자행되는 순간들도 무수히 많다. 언어폭력과 정신적 폭력은

가해자로부터 시작된 힘의 양상이 물리적인 차원을 떠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사전적으로 언어폭력은 말로써 온갖 음담패설을 늘어놓거나 욕설, 협박 따위를 하

는 일로 정의된다.23)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직접적인 음담패설은 찾아보기 어려우나 타

21) 선행연구에서는 <명주기봉>의 이기현과 현월염, <쌍성봉효록>의 임계임과 유한유, <유씨삼대

록>의 사강과 유옥영, <옥란기연>의 임유와 장영혜 등을 예로 들면서, 이와 같은 설정이 투기

하는 여성을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한길연, 앞의 논문, 2010,

90-97면). 그러나 <유효공선행록>의 유우성과 이부인, <명주보월빙>의 정세흥과 양부인 사이

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듯하다. 두 여성은 투기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방자하고 천박한 남편을 경멸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남성인

물이 자신을 멸시하는 여성에 대해 일방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22)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정신적 폭력은 모든 폭력이 발생할 때 메타(meta)의 차원에서 발생

하는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23) 이와 관련하여 한길연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욕설 혹은 막말을 예로 들어 남편의 언어폭

력을 고찰한 바 있고(한길연, 앞의 논문, 2010), 공혜란은 냉담이나 폭언, 정절 모해와 시부모

모해를 예로 들어 비가시적 폭력의 일부로 다룬 바 있다(공혜란, 앞의 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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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성적인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이를 희화화하는 경우는 종종 보인

다. <소현성록>에서 석파가 운성이 팔에 앵혈을 찍은 것은, 운성의 성적인 이력을 공

개적으로 확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욕설이나 막말을 하는 경우와 명예를 훼손하거나 누명을 씌우

기 위해 사실과 다른 말로 타인을 음해하거나 명예를 훼손시키는 장면은 자주 보인

다. <소현성록>에서는 여씨가 여의개용단을 먹고 석명혜인 척하며 소현성에게 욕설

을 퍼붓고 사실과 다른 말로 그녀를 간음한 여성으로 만든다. 이 일로 소현성은 석명

혜의 정절을 의심하고 자식의 친자(親子) 여부까지 문제 삼는 발언을 쏟아내기에 이

른다. 한편 소운성이 운남에 출전하였을 때 만난 운남의 왕후 팽환은 운성을 유혹하

는 데 실패하자 그가 자신을 겁탈하려했다고 모함한다. 이 말을 들은 소현성은 그 자

리에서 소운성의 목을 베라고 명한다. <명주보월빙>에서 목운영은 정천흥에게 자신

을 겁탈했다는 오명을 씌워 정부로 들어갈 계획을 세운다. 이 때문에 정천흥은 부친

에게 엄책을 당한다.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유연이 부인 정씨에 대해 아들 유우성에

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늘어놓는다. 부인 정씨가 이미 칠거를 범한 인물이며, 자신을

배반하고 개가하려고 했으며, 시부인 유정경을 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탓을

아들인 유우성에게 돌린다. 이상의 언어폭력은 상대방의 심리와 정신 상태에 매우 큰

타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폭력이 동반되며, 어떤 경우에는 신체적 폭력 보다

훨씬 더 큰 위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24)

모든 폭력이 정신적 폭력과 분리된 채 논의될 수 없지만, 특별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도 타인에게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보은기우록>

에서는 위연청이 부친 위지덕이 손수 만들어준 고기반찬을 먹지 않는다. 이는 위지덕

이 직접 고기를 잡는 행위를 천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를 눈치 챈 위지덕은 모멸감

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마찬가지로 ‘침묵’이나 ‘무대응’ 역시 정신적 폭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글장편소

설에는 열렬한 구애를 벌이는 인물을 외면하거나, 자해 행위도 불사하며 의사를 표현

하는 상대방에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인물들이 종종 등장한다. <소현성록>에서 소

현성의 부인을 새로 들이는 일로 화수은이 곡기를 끊고 괴로워할 때, 소현성은 무대

응으로 일관한다. <명주보월빙>에서 문양공주가 정천흥을 향한 애정을 해소하지 못

24) <유씨삼대록>에서 유세필은 부인 박영아가 집을 나가 남복을 한 채 떠돌다 돌아오자 그의 정

절을 의심하는 말들로 그녀를 괴롭히기도 한다.

“날을 피딘 광동 도적과 살니〃, 이 가듕의셔 날을 피고 협실의 웅거미 아니 가냐?

비록 모친이 시나 이 곳 나의 안해라여 랑시미니 박공의 녀로 무단 사은 모

친이 이 디 아니실 거시어, 근본을 각디 아니고 젼후  실노 통니 내 엇디

가뷘 톄리오? 광동 도적의 비복이 칭명 뉴셰필의 쳬라 고 부모형뎨의 은양을 밧오며 날

을 구슈치 피니, 쇼 공논라.(후략)” (<유씨삼대록>권7, 16-17면) 이하 <유씨삼대록>

의 인용문은 한길연 외 역주, �유씨삼대록� 1-4, 소명출판, 2010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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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전긍긍할 때에도 정천흥은 일부러 모르는 체한다. 이때 침묵은 의사표현의 한

방식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구애 행위나 자해 등의 행위가 이미 폭력적이라는 혐의

를 벗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과 무대응, 침묵 등이 폭력적이

지 않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25)

따돌림이나 멸시, 적대적 태도나 일방적 분노, 혐오감 등도 정신적 폭력의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다.26) <유씨삼대록>에서 설초벽은 남성의 행세를 했던 일이 가내의 여

성인물들에게 회자되면서 희롱의 대상이 된다. <소현성록>에서 명현공주는 시부 소

현성을 비롯한 가내의 인물들에게 멸시와 혐오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한편 소운명의

아내 임부인은 추한 외모 때문에 남편에게 박대를 받는데, 집안사람들 역시 그의 외

모를 조롱거리로 삼는다. <명주보월빙>에서 가장 윤수는 아내 유씨와 그 소생 경아

의 성품에 대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정연이 셋째 아들 세

흥의 성품이 시험(猜險)하고 언어가 불경한 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언을 일삼는다.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나 명령을 하는 것 역시 심각한 정신적 폭력에 해당된다. 한

글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임금의 사혼(賜婚)이나 간택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27) 특히

주인공 남성인물은 정혼자가 있거나 이미 부인이 있는 상황에서 왕의 사혼을 통해 공

주나 군주를 처로 들여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소현성록>에서는 명현공주가

소운성을 보고 반해 천자를 설득해 부마간택령을 내린다. 이때 소운성은 이미 부인이

있어 불가하다는 핑계를 대지만 천자는 부친 소현성을 옥에 가두는 등의 방법으로 혼

인을 성사시킨다. <명주보월빙>에서 문양공주가 정천흥을 사모하게 되어 황상을 회

유하여 그를 부마로 만드는 것 역시 마찬가지다. <임씨삼대록>에서 옥선군주 역시

25) 한글장편소설에서 ‘침묵’은 긍정적 의미를 지닐 때도 있다. 서정민은 대하소설 속 여성의 침묵

이 자기 방어적 침묵과 적극적 선택의 결과로서의 침묵으로 대별된다면서 <유씨삼대록>에 나

타나는 진양공주의 침묵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서정민, 대하소설 속 여성 침묵의 양상과 그

의미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26) 이와 같은 태도들이 모두 폭력에 해당한다는 뜻은 아니다. 혐오나 적대적 감정이 지니는 순기

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다만 분노나 혐오, 적대적 감정들이 논리성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꾸며질 때, 그것은 폭력적 실체

를 감추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마사 누스바움은

“특정한 대상에 대해 특정한 사람이 지니는 특정한 분노의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

다.”라고 말하면서, 혐오에 대해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마사 누스바움, 조계원 옮김, �혐오와 수치심�, 민

음사, 2015, 143면, 200-214면).

27) 이는 실제 조선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던 듯하다. <한중록>에는 혜경궁 홍씨의 모친이 거듭

간택 단자를 올리지 말자고 하는 대목이 나온다. 재간택 때 혜경궁 홍씨가 다시 뽑히자 ‘요행

히’ 간택에서 빠지기를 바랐다고도 했다. 혜경궁 홍씨가 국혼을 피할 길이 없게 되자, “일업

시 국혼(國婚)이 되니 면실 길은 업고 위구(危懼)오시니 의복(衣服)의 이 되되 오시던”

부친을 회상하는 대목도 보인다(혜경궁 홍씨, 정병설 주석, �원본 한중록�, 문학동네, 2010,

164-1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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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흥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조왕의 사혼으로 임부에 들어가게 된다. 이

와 같은 폭력은 그 주체가 국가 혹은 황실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폭력의 주체로서 사회와 구조를 지목하는 경우라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혼

이라는 폭력적 행위가 초래한 여러 문제들을 작품 속에 그리는 과정에서는 그 책임의

소재를 개인의 본성에서 찾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따라서 작품 내에서는 이

와 같은 혼인의 방식이 갖는 불합리성보다, 그러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부도덕하고 자기중심적인 인물이 가내에 유입됨으로써 발생하는 주변인의 정신적 고

통을 비중 있게 다룬다.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인물이 가내의 다른 인물에 의해 혼인을 강요받거나 재가(再

嫁)의 위협에 시달리기도 한다. <명주보월빙>에서 유부인은 조카 유교아의 부탁을 받

아 광천에게 그와 강제로 혼인하도록 명하고,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유연의 부인 정

씨가 계모 계씨의 계략으로 재가의 위험에 빠진다. 전통시대에 혼인의 의사는 전적으

로 부모에게 달려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점들은 간과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된

다. 그러나 한글장편소설 작품에서는 이미 혼약을 인물에게 강제로 다른 인물과 새로

운 혼인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혼인을 앞둔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는 등

의 행위가 당대의 관점에서도 비례(非禮)에 해당된다는 내용이 다루어지기도 한다. 이

는 개인의 신의와 원칙을 저버리도록 강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정신적 폭력에 해당

한다.

살펴본 것처럼 한글장편소설에서 발생하는 개인적 폭력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

회적인 분위기나 관습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품 속

에서 폭력이 자행될 때 직접적으로 구조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피해자의 반응이나 주변인물이 개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암시적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폭력을 둘러

싼 다양한 조건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야만 할 것이다.

3) 재귀적(reflexive) 폭력

폭력은 대부분 자아와 대상 간의 적대적 관계를 상정한 상황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스스로를 향한 폭력은 폭력의 범주를 설정하거나 종류를 살피는 과정에서 다뤄지는

경우가 드물다.28) 앞서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을 물리적/비물리적 폭력으로 나

누어 살핀 것 역시 피해의 양상보다는 가해자를 통해 작용하는 힘의 양상에 주목한

결과인바, 필연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상상하게 하는 한계가 수반된다. 그

28) 정항균, 앞의 책, 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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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폭력의 주체가 동시에 대상이 되는 경우도 존재하며, 이때 힘의 양상은 물리적/

비물리적 차원으로 모두 작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폭력은 그 부정적인 영향력이 폭

력의 주체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는 점에서 ‘재귀적(reflexive)’ 폭력으로 명명할 수 있

다.

� 일변 니며 일변 셕파의 곳의 오니, 패 시랑을 보고 가을 두리며 머리

 의게 브드이저 왈,

“시랑은 쾌히 쳡을 죽이라. 시랑이 만일 죽이디 아니면 쳡이 반시 어댱검의

죽이리니 하리 약이나 먹고 죽으면 나으리라.”

셜파의 의  칼흘 혀 스로 디고져 니 비록 시랑이 총명나 엇디 밋

처 근본을 며 아모 연괸 줄 아디 못고 ,이러  경샹과 셔모의 칼 히믈

보고 십분 경아야 칼흘 아 적 좌편 손가락을 시처 크게 닷쳐 피 소사 흐니, 셕

패 놀나 첫 발악을 느추더니 시랑이 안을 평안이 고 손을 드러 흐 피 스

로 먹으니, 이 부모 혈육을 리디 아니랴 미라. (<소현성록>권1, 94-95면)

� 영주 쇼졔 모친과 님쇼져를 위로여 날이 기의 니르도록 을 못더니, 

등의 하리 밧긔 와 원광 공긔 등의 참변을 고고, 딕발셔 맛시믈

고니, 공놀나오미 쳥텬(晴天)의 벽녁(霹靂)이 일신(一身)을 분쇄(粉碎)망

극통원(罔極痛冤)이 일월(日月)이 회(晦塞)고 텬디함벽(天地陷闢)손으로

가슴을 치고 소쟝통(長痛)의 피를 토고 업더지니, (중략) 부인이 가슴을

허위여 피나고 머리들 두다려 여지기의 밋쳐 원상을 브르고 혼졀니, 공슈

로 더브러 구호황황(遑遑)여 즉시 시신을 라 가지 못여 노복의 무리

와 셔동을 보여 딕의 시신을 라 더니, 믄득 와 한님의 흉음(凶音)을

드르니 부인이 잠간 졍신을 혓다가 (此事)를 듯고 죽으려 디라.

(<명주보월빙>권3, 36-38면)

인용문 �는 <소현성록>에서 석파가 소현성의 부인 화수은과 불화를 겪은 일로 소

현성을 찾아가 칼로 몸을 베는 시늉으로 자해 소동을 벌이는 장면이다. 인용문 �는

<명주보월빙>에서 하진의 세 아들이 모함을 받아 옥사(獄死)하자, 형제인 하원광과

어머니 조씨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 가슴을 치고 피를 토하며, 머리를 두드리는 등

의 자해를 하는 장면이다. 남편의 비보에 결국 하진의 부인은 자결을 하기에 이른다.

물론 모든 자해 행위가 폭력의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자해 행위가 철저하게

사적인 행위로서 자아에게 심리적 안정이나 일상으로의 복귀로 귀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29) 그런데 한글장편소설에서 인물들이 행하는 자해 행위는 심리적 안정이나

29) 정항균은 옐리네크의 소설 �피아니스트�의 여주인공 에리카의 자해 행위를 통해 이에 대해 설

명한 바 있다(정항균, 위의 책, 113-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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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실존적인 차원의 결단이라기보다는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려

는 목적이거나, 억울함이나 원망을 드러내려는 대타적 행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를테면 앞서 살펴본 석파의 자해는 화수은이 자신에게 함부로 군 데 대한 억한 심정

을 해소할 길이 없자 소현성에게 직접 그 감정의 크기를 보이기 위한 행위였다.

자해와 자살, 자기부정 등의 재귀적 폭력은 일종의 정신현상이나 질병으로 취급되

어온 경향이 있다.30) 그러나 재귀적 폭력의 상당수가 실은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

는 현상이라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점을 감안하면,31) 한글장편소설 속 재귀적

폭력에 연루되어 있는 사회적․구조적 문제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작품이 형상화하는 재귀적 폭력은 개인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 부조리 또는 불합리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소현성록>에는 유흥이

라는 소년이 등장하는데, 그는 어머니 방씨가 이복 형제들을 시기하고 괴롭히자 이를

자기 때문이라고 여겨 자결한다.

유흥이 물러와 각되,

‘모친이 듯디 아니시니  일이 업디라. 혜아리건대 내 이시므로 모친이 이 

물(財物)로 앗기샤 이 거조(擧措) 시니, 엇디 내 몸을 인야 여러 동을 죽

이리오? 내 죽으면 모친이 불의지(不義之事) 망단(望斷)시고 냥형(兩兄)이 사라

조션(祖先) 후(後嗣) 보호리니, 내 갓 죽기 어려워 디류(遲留)다가 란

셰 동을 면 디하(地下)의 가 어 로 션군을 보오리오? 타일 이 형이 

환(生還)면 결단코 구(舊恨)을 두디 아냐 민(閔子)의 공슌을 니혀 모친을 평

안이 밧들니〃, 념녀 말고 리 죽어 디하의 가 부친을 뫼셔시리라.’

듀의(主義) 뎡고 필연(筆硯)을 나와  봉 글월을 닷가 노(奴子) 의산을 맛

뎌 왈,

“네 가져다가 아 제(弟)나 냥형(兩兄)을 만나거든 드리라.”

고 셔당의 드러가 칼 혀 멱 딜러 죽으니 나히 칠 셰라. (<소현성록>권5,

47-48면)

유흥은 아버지의 유언을 저버리고 형제와 누이에게 폭력을 일삼는 모친의 행위가

30) 자해 행동은 우울이나 불안 장애, 경계선 성격장애, 섭식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등의 정신과적 증상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 왔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성요안나․배유빈․김소정, 비자살적 자해에 대한 국내연구 개관 : 2000-2018년 연구들을 중심

으로 , �인지행동치료� 19, 한국인지행동치료학회, 2019, 252면 참조.

31) 사회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상(負傷)으로서 재귀적 폭력을 다룬 대표적인 논의로는

Christopher Scanlon and John Adlam, “Reflexive Violence”, Psychoanalysis Culture &

Society 18(3), 2013 참조. 조선시대 자살이 지닌 사회적 타살로서의 성격에 대한 최근의 논의

로 송병우, 조선시대 개인의 자살, 사회적 타살 , �동양한문학연구� 40, 동양한문학회, 2015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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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간하지만, 모친은 도리어 그를 꾸짖는다. 다른 형제들이

전부인의 재산을 독식하고 유흥을 굶주려 죽게 할 것이므로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

기 위해서는 그들을 없애야한다는 것이다. 유흥은 자신의 존재 때문에 모친이 ‘불의지

사(不義之事)’를 범한다고 여기고 자책감을 느껴 자결하기에 이른다. 유흥의 자결은

그의 어머니가 계모로서 지니고 있었던 전실 자식에 대한 적대감과 연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룰 여지가 있다. <완월회맹연>에서 장성완이 부모가 혼

약을 어기고 다른 인물과 혼인을 시키려 하자 스스로 낯가죽을 벗기고 귀를 자르는

것이나, <명주보월빙>에서 윤현이 금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전하였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결하는 것 역시 개인적인 결단에 가까워 보이지만, 부모의 강압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상황이 개입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구조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자기혐오나 자기경멸과 같은 실존적 감정으로 인한 자살이 실은 타인과의 불화나

이로 인한 억압적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과정이 작품에 고스란히 담기

기도 한다. <소현성록>에서 소운성은 형강아를 향한 일방적인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

고 병에 걸려 부친의 부름에도 응하지 않는다. 이에 분노한 소현성은 운성의 살갗과

살집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매질한다. 운성이 매를 심하게 맞은 것을 듣고는 차라

리 죽어 만 가지 생각을 그치기로 하는 형부인의 결심은 가내의 불화가 본인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자기혐오에 기인한다. 자신을 편애하는 감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어

지속적으로 명현공주를 자극하고, 부친 소현성에게까지 죄를 짓는 남편을 보며 차라

리 자신을 향한 마음을 그치기를 바라는 형부인의 모습이 반복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바로 그의 자기혐오가 실은 사회적인 상처임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글장편

소설 속 재귀적 폭력에 대한 논의는 바로 이와 같은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개인적 폭력을 물리적 폭력과 비물리적 폭력으로

나누어 살폈다. 이는 가해자에게서 시작되는 ‘힘’의 양상에 주목한 결과이며, 이는 피

해자에게 남겨지는 상처나 가해의 궁극적인 목적과는 무관할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

자가 일치할 수도 있다는 관점이 간과된다는 점에 문제를 느끼고 재귀적 폭력을 별도

의 항목으로 다루었다. 거듭 강조했듯이 이와 같은 고찰의 방법은 편의를 위한 것이

지 각각의 폭력이 개별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성적

폭력은 그것이 피해자에게 남기는 정신적인 충격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정신적 폭력의

측면에서 다뤄질 여지가 크고, 신체적 폭력이 가해지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언어폭력

을 피해가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의 폭력이 그렇듯이, 폭력은 어떤 경

우든지 발생하는 즉시 피해자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단일한 범주로서

다뤄지는 게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폭력’이라는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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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질에 따라서 매우 광범위하고도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며, 그 영향력은 전 생애에

걸쳐 발휘되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글장편소설이 형상화하는 폭력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현실 세계

의 폭력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매우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발생한다는 데 있다고 말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서는 이와 같은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

다. 또한 폭력은 그것이 발생하는 유형성(pattern)과 빈도에서도 매우 다양한 양상으

로 확인되는데, 단순하게는 연쇄적(serial)이거나 단발적(single/one-time)인 두 양상으

로 양분화 된다. 폭력이 연쇄적으로 재생산 될 때는 전후의 폭력이 인과적(causal)일

수도, 무작위적(random)으로 단순 반복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단언

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데, 논의 과정에서 이와 같은 점들이 총체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

지금까지 한글장편소설에서 개인의 행위를 통해 구체화되는 ‘개인적 폭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폭력이 가시적이고 직접적이며, 사적(私的)인 방식

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한글장편소설은 개인의 행위로서 폭력을 형상화하는 데 상당

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여겨진다. 작품 속에 형상화되는 개인적 폭력은 수적으로

다양하며, 양적으로도 풍부하다. 한편 개인적 폭력이 형상화될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하

는 사회적인 분위기나 관습 등이 전제되고 있다는 점 또한 포착해낼 수 있었다. 여기

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갈퉁은 구조적 폭력을 정치적․억압적․경제적․착취적 폭력으로 나누고, 구조적

침투, 분열, 붕괴 및 사회적인 소외 등에 의해 조장된다고 보았다.32) 발터 벤야민

(Walter Benjamin)은 승인된 폭력과 승인되지 않은 폭력을 구분하는 것이 ‘법’ 자체라

고 보고, 법이 모든 폭력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33) 이들은 모두 법이나 사회질서,

국가 등 근대적 ‘구조’에 내재한 폭력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견해가 일치

한다. 지젝이 구조적 폭력을 “정상적 상태에 내재하는 폭력”으로 이야기한 데서도 그

와 같은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34)

32) 요한 갈퉁, 강종일 외 옮김, 앞의 책, 84면.

33) 발터 벤야민은 “폭력 비판이라는 과제는 그 폭력이 법과 정의와 맺는 관계들을 서술하는 작업

으로 돌려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든 폭력과 법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발터

벤야민, 최성만 옮김, 앞의 책, 79-80면).



- 40 -

한글장편소설을 배태한 조선후기는 전제왕권의 시대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제와 신분

제가 사회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때 모든 인간관계에는 차별

적인 질서가 전제되었으며, 이는 제도(법)적․윤리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신분사회에서 죄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범죄 자체의 잔혹성보다는

범죄자나 피해자의 사회적 신분에 있었듯이,35) 조선시대에도 개인의 행위에 대해 법

적 처분을 내릴 때 개인의 신분과 성별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조선의 형법체

계 및 형벌에 대해 다룬 논의들이 신분이나 성별에 따라 법이 어떻게 차등적으로 적

용되었는가 하는 점에 착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과인 셈이다. 특히 최

근에는 �추관지�, �심리록�, �검안� 등의 기록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여성폭력의 문제

를 다룬 연구들이 다수 제출되었는데,36) 이들 논의가 설명하고 있듯 전통시대 여성이

법적․윤리적 속박과 억압 속에서 불평등한 삶을 살았다는 견해에는 재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37)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을 다룬 선행 연구에서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특히 가부장제와 신분제의 구조 속에서 이중으로 억압받았던 ‘여성’의 사회

적 지위에 주목하고, 조선후기에 양산된 한글장편소설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모두 구조적 폭력으로 다루기도 하였다.38)

그런데 작품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조선시대의 ‘구조’ 혹은 ‘구조적 폭력’에 대해 단

순화해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작품 속

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개인적인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폭력이

다. 개인의 폭력이 반복․재생산될 때 그것은 개인의 부도덕뿐 아니라 사회 부정의와

도 관련되어 있음은 자명하다. 그런데 한글장편소설의 서사는 폭력과 관련한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며, 이때 ‘구조’는 직접적으로 존재를 드러내

34) 슬라보예 지젝, 이현우․김희진․정일권 옮김, 앞의 책, 24-25면.

35) 조르쥬 바가렐로, 이상해 옮김, 앞의 책, 31면.

36) 김선경, 조선 후기 여성의 성, 감시와 처벌 , �역사연구� 8, 역사학연구소, 2000; 장병인, 조

선시대 성범죄에 대한 국가규제의 변화 , �역사비평� 56, 역사비평사 2001; 박경, 살옥 판결을

통해 본 조선후기 지배층의 부처 관계상―�秋官志� 분석을 중심으로― , �여성과 역사� 10, 한

국여성사학회, 2009; 백옥경, 조선시대의 여성폭력과 법―경상도 지역의 <檢案>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유승희, 조선후기 형사법의 젠더

gender 인식과 여성 범죄의 실태 , �조선시대사학보� 53, 조선시대사학회, 2010; 문현아, 판결

문 내용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아내살해 사건의 재해석―�추관지�사례를 중심으로 , �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2011; 박소현, 18세기 동아시아의 性(gender) 정치학―�欽欽新書�의 배우자 살

해사건을 중심으로 , �대동문화연구� 82,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3 등.

37) 조선시대 법체계의 문제점은 하층이나 여성이 차별을 받았다는 단순한 사실에 있는 것은 아니

다. 형률상의 차별보다 주목이 되는 것은 실제 판결을 내리는 자리에서 해당 사건들이 담론화

되는 방식이다. 가해자가 남성/남편일 경우, 구체적인 정황과 범행 동기 및 전례 등을 두루 살

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각주 36번의 논의들을 참조.

38) 공혜란, 앞의 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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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조적 폭력은 ‘정상’의 상태로 내재하고 있으며, 의식하지 못하

는 순간에 개인의 삶을 규율하고 억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로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작품 속 개인의 폭력을 구조와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나

기도 한다.39)

등장인물의 삶에 억압적으로 작용하는 당대의 구조에 대해 인식하더라도, 그 억압

의 양상이 관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 또한 특기할 만하다. 한글장

편소설은 작품의 배경을 가정과 가문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가족 관계로 그 범위를 제

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려해야 할 지점들이 적지 않다. 이를테면 처첩제의 존재

를 고려하면 같은 여성 사이에서도 지배―피지배 관계를 상정하기 어렵지 않다. 조선

사회가 첩에 대한 정처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내에서

정처의 지위가 높았는가는 단언할 수 없다. 몇몇의 기록에서 양반 남성이 가내 정처

의 지위를 보호하는 데 힘쓴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여성의 절대적인 처우에

신경 쓴 결과라기보다는 무리 없이 첩을 들이기 위한 방편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

능하다.40) 처첩 사이에 신분상의 상하 관계가 존재했고 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었

지만, 사족 남성의 권한(소유물)이라는 점에서는 동등하게 취급되기도 했다.41) 첩의

경우에도 ‘양첩’과 ‘천첩’ 사이에는 법적 차별이 존재했다.42) 서모(庶母)는 엄연히 아들

을 둔 아버지의 첩인 경우에도 모친의 예로써 대접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소현성

록>에서 서모 석파에게 예를 잃지 않는 소현성의 면모가 유독 부각되는 것은 이와

같은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한편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여성이 가장으로 행세하며 더 큰 영향력을 발휘

하기도 하고, 가부장으로 인정받은 존재도 어머니의 명을 거역할 수는 없다. <소현성

록>에서 양부인은 여성이지만 가내에서 지존(至尊)으로 존재한다. 가내의 인물들은

39)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장편소설에서 자행되는 개인의 폭력을 곧바로 구조적 폭력으로 이해하

는 방식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작품이 그리는 폭력의 실상을 포착해내기 위해서는 폭력의 주

체와 대상이 맺는 관계, 이에 대한 주변인물의 시각, 서술자의 평가와 태도 등을 통해 총체적으

로 접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구조의 문제를 내면화한 개인이

폭력을 저지르는 현상을 포착하고 이에 대한 성찰을 동반할 때, 비로소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인

식이 이뤄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40) 이 점에 대한 논의로는 정지영, 조선 후기의 첩과 가족 질서―가부장제와 여성의 위계 , �사

회와역사� 65, 한국사회사학회, 2004 참조.

41) 정지영에 의하면 간통이나 강간과 같이 여성의 성적 문제와 관련한 남편의 권한을 정할 때

‘처첩’은 동질적으로 간주되었다(정지영, 조선시대 첩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장치들―법전류의

첩 관련 규정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9.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73-76면).

42) �대전통편� 형전 에는 ‘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 조항을 따로 두었다.

이하 �경국대전�, �수교집록�, �대전통편�등 조선시대 법령자료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시

대법령자료(http://db.history.go.kr/law/)”를 참조하였다.



- 42 -

행동의 준거를 그의 평가와 판단에서 찾는다. 그런데 가부장제가 보호하려고 했던 것

이 ‘가부장’ 혹은 차세대의 ‘가부장’이며 소외된 것은 여성들뿐이었다고 단순화한다면,

작품 속에서 자질을 시험받으며 고통 받는 남성 주인공들의 삶은 설명될 길이 없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우성이 부친 유연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것은, 그의 광

패한 성격이 곧 가부장의 자질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부친의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당대의 제도와 구조를 한글장편소설이 얼마나 유념하고 있었는지도 확언할 수 없

다. 상층 남성이 하층 여성을 겁간하는 행위는 당대에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었으나,43)

<소현성록>에서 소운성은 소영을 강간하고도 당당하다. <명주보월빙>의 정세흥 역

시 마찬가지다. 조선시대에는 모든 형벌의 적용에서 ‘공적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

었지만,44) 한글장편소설에서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사적으로 화해에 이르는 장면

은 흔하게 보인다.45) 소설에 나타난 구조적 폭력의 문제는 몇몇 제도의 존재를 의식

하는 것만으로는 포착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갈퉁이 예술이나 언어, 사상 등을 그 내용으로 하는 ‘문화적 폭력’을

언급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46) 로제 다둔 역시 예술 작품에 형상화된 폭력의 여러 양

태를 고찰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술이 “폭력적 인간의 가장 확실한 지원자가 아닌지”

물은 바 있다.47) 갈퉁에 따르면 문화적 폭력은 구조적 폭력을 합법화는 수단이나 그

내용을 말하므로, 예술작품뿐 아니라 사상서나 규범서, 교육 등도 해당된다. 문화적

폭력은 개인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하는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자연스럽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하거나, 혹은 그것의 존재를 아예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48)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한글장편소설이 어떻게 개인적․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

고 있는가 하는 문제, 즉 그 ‘문화적 폭력’으로서의 성격에 더 큰 관심이 간다.49)

43) 장병인은 조선전기 강간범죄 처벌의 실제를 고찰하면서 지배층 남성이 관비, 사노의 처, 사노

의 딸 등을 강간했을 때 감형을 받은 경우가 많긴 하였으나, 부처(付處)형을 받기도 한 예가 있

음을 지적한 바 있다(장병인, 조선전기의 강간범죄―처벌사례에서 나타나는 위정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 �역사학보� 150, 역사학회, 1996, 112-115면).

44) 장병인, 앞의 논문, 2001, 243면. 물론 간통 현장에서 발각된 남녀를 죽인 남편의 경우, 남편의

원수를 살해한 부인의 경우 등에는 감면을 한 기록이 있어 사적 복수가 일부 용인된 정황이 포

착되기도 한다.

45) 이익은 ‘사화(私和)’의 행위가 곧 ‘패교(敗敎)’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원수의 집에서 뇌물을 받고 사건을 은폐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을 사화(私和)라고 한

다. 자제(子弟)로서 부형의 원수를 보복하지 못하니, 교화(敎化)의 퇴패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

다(故受賄扵仇家而故脫之謂之私和, 子弟而不報父兄之仇, 敗敎莫大也).” (이익, �성호사설�권11

인사문 살인법 ).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가져왔다.

46) 요한 갈퉁, 강종일 외 옮김, 앞의 책, 84면.

47) 로제 다둔, 최윤주 옮김, 앞의 책, 13면.

48)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구조적 폭력을 올바른 것으로서 또는 적어도 잘못된 것은 아닌 것으

로 보이게 하거나 심지어 느껴지게 만든다. (중략) 그 심리학적 메커니즘은 내면화이다(요한 갈

퉁, 강종일 외 옮김, 앞의 책, 4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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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성록>에서 양부인이 실절한 딸 교영을 죽이는 이야기는 개인적 폭력과 더불

어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중층적으로 작용하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양부인이 교영을 죽인 것은 개인의 판단으로 타인의 생명을 앗은 행위이기 때문에 개

인적 폭력에 해당되지만, 이 행위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절대적인 우위에 기대고 있

다는 점을 상기하면 역시 구조적 폭력에 깊게 연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양부인의

행위는 개인의 생명보다는 가문의 명예를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가문중심주의’에 기원

을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여성의 성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러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긴다는 점에서는 ‘남성중심질서’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한 교영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처벌을 내리는 모친을 거역할 수 없었던 데에는 ‘효’

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가문중심주의’나 ‘남성중심질서’. ‘효사

상’ 등은 ‘문화적 폭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소현성록> 속

교영의 죽음은 문화적 폭력․구조적 폭력을 내면화한 양부인이 자행한 개인적 폭력에

의해 비롯된 것이므로, 이때 가문중심주의나 남성중심질서 등을 논외로 한 채 양부인

의 행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본질을 비껴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내면화한 양부

인의 존재가 없었다면 교영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구조의 불합

리를 내면화한 양부인의 행위에 대한 작품의 시각에 관심을 두지 않을 도리가 없다.

한편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에서 부친 유정경과 위지덕이 아들 유연과

위연청에게 심각한 매질을 가하는 것은 개인적 폭력임에 틀림없지만, 이 폭력행위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가부장제의 합의에 기반하고 있

으므로 구조적 폭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명주보월빙>에서 정세흥이 부

인 양씨를 매일 밤 구타하는 것은 정세흥 개인에 의해 자행된 폭력이지만, ‘부부관계

의 일은 함부로 개입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양씨가 폭력 속에 방치된다는 점, 양

씨(여성)가 정세흥(남성)에게 순종하지 않아 초래된 비극으로 여겨진다는 점을 상기하

면 당대의 위계적 부부관계, 즉 구조적 폭력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같은 작품에

서 위부인과 유부인이 계후의 문제 때문에 광천 형제를 괴롭히는 것 역시 소생이 계

후자로 정해지느냐의 여부로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던 여성의 삶의 질곡을 반영한 결

과이기도 하다. 전실 자식을 괴롭히는 계모의 이야기가 매우 자연스럽게 한글장편소

설의 서사 속에 녹아들고 있는 것은, 못된 계모의 이야기를 양산해 온 당대의 문화적

폭력에 기인하는 바 크다. 작품이 진정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축소하거

나 은폐하고 있는 지점은 없는지 면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차별적 질서 위에 세워진 법질서가 그것 자체로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하

49) 이와 관련하여 갈퉁은 전체적인 문화를 폭력으로 범주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며, 어떤 문화의

특정한 단면을 문화적 폭력의 한 예로 다루는 방식이 적합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위의 책,

412면).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유념하면서 한글장편소설이 형상화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나, 그것을 향유하는 방식이 지닌 ‘문화적 폭력’으로서의 면모를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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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법 집행을 폭력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

이 갈리는 듯하다.50)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향해 법이 집행되는가 하는 문제

에 관심을 둔다면 작품 속에서 작용하는 법 집행이 폭력적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를테면, 작품 속 법질서는 정세흥이 양씨를 향해 벌이는 광패한 행

동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유정경이 유연을 향해 벼루를 던지는 등의 잔인한 행동

을 일삼는 것에도 무관심하다. 이는 곧 당대의 법질서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

에 대해서 대해 용인하거나 무관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인 예가 <명주보월빙>에 보인다. 작품 후반부에 등장하는 성난화는

정세흥의 처인 양부인을 살해하는 등 악행을 저질러 정부에서 출거당한 후, 하부에

들어가 하원창에게 약을 먹이고 정부인을 저주하는 등의 패악질을 계속한다. 하원창

과 하원상에 대한 음심을 풀 방법이 없자 결국엔 그들의 얼굴을 하고 오왕 세자를 죽

이는 패악질을 벌이는데, 이 모든 악행이 밝혀지자 결국 그는 황상에 의해 참수효시

를 당하게 된다. 성난화가 망설임 없이 처형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부와 하부에서

벌인 악사 때문이라기보다 그가 세자를 공격한 반역 죄인이기 때문이다. 한편 <유효

공선행록>에서 유홍은 유연을 모함해 부친과 형 유연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형수에게

음심을 품는 등의 행위로 그 폭력적 면모를 드러내지만, 그가 귀양을 가게 된 것은

가정 내에서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가 요정, 반염 등과 더불어 태자를 모해하

는 계획에 동참했기 때문이었다.

이때 세자나 태자는 ‘개인’이 아니라 황실과 그에 따른 지배체제라는 ‘구조’에 대한

환유적 표현이다. 그들은 작품 속 주인공들과 개인적인 관계망 속에 존재하면서 인격

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렇다면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구조는 개인의 폭력이 구조를

향해 분출될 때만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인물에게는 개과나 반성의

기회가 주어지며, 다른 인물들에게는 응징과 복수만이 가해지는 지점도 주목해볼 만

하다. 특히 이때 응징과 복수 역시 법질서에 기반한 ‘처형’의 형태로 가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다층적인 양상을 개인적 폭력과 구조적 폭

력, 문화적 폭력의 층위로 나누어 살폈다. 한글장편소설 속에서 자행되는 개인적 폭력

의 이면에는 그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이나 덕목, 관습 등이 내재하고 있다. 작품 속에

서 폭력이 자행되는 과정은 바로 그 덕목과 관습을 내면화한 주체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다. 현실사회의 폭력이 그렇듯이,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나는 폭력은 개인, 사회, 구

조, 문화 등의 중층적인 작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51)

50) 한글장편소설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에 대한 논의에서 ‘처벌’이나 ‘처형’의 문제가 소홀히 다루

어진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51) 이와 관련하여 갈퉁은 “직접적 폭력은 하나의 사건(event)이고, 구조적 폭력은 오르내림이 있

는 하나의 과정(process)이며, 문화적 폭력은 오랜 기간 동안 본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남아 있



- 45 -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는 대부분의 경우 개인이 자행

하는 눈앞의 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나간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구조의 영향력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자행한

폭력을 구조 때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구조적 폭력이 당대에 ‘내재’되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작품 속 인물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을 전면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바로 작품 속 개인의 폭력이 암시하고 있는 다층적인 폭력의 존재를 염두에 두되, 개

인사적인 정황이나 성격적인 문제 등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이 개인적인 폭력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폭력과 관련한 다

양한 구조적․사회적 문제들이 진지하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망각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관심을 둘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총체적으로 분석될 때 한글장편소설

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에 대한 온전한 의미화가 가능할 것이다. 작품이 진정으로 문

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며 축소하거나 은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관심을 두어

야만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 서사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으면서 기본적인 문화의 점진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하나의 불변형체(invariant)이자 ‘영구불변

의 것(permanent)’이다.”라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거쳐 직

접적인 폭력으로 향하는 “인과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요한 갈퉁, 강종일 외 옮김,

앞의 책, 419-420면). 이와 같은 갈퉁의 견해는 세 층위의 폭력 사이에 단일한 인과적 흐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성을 강조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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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폭력의 형상과 의미

지금까지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다층적 면모에 대해 조망하였다. 폭력에

관한 대부분의 논의들이 폭력을 개인의 잘못이나 과오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것

을 배태한 사회와 구조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글장편소설이 개인적인 폭력을 형상화하고 여기에 구조와 사회의 문제를 어느

정도 연루시키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작품의 총체

적인 의미가 반드시 작품(혹은 작가)이 의도한 결과이거나 그것과 합치될 때 획득되

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폭력 서사를 통해 환기되는 당대 현실의 여러 문

제들이 작품 속에서도 진정한 문제로 취급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

인다. 이상의 내용에 유념하면서, 이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본고의 대상이 되는 네 작

품 속에 나타난 폭력 형상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폭력을 둘러싼 주체와

대상의 특징 및 태도, 이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 서술자의 시각과 판단 등을 중심으

로 작품 내에서 폭력이 어떻게 담론화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소설은 역동적인 텍스트로서 그 안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어

떤 목소리에 귀기울이느냐에 따라 작품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 연구자는

이 다양한 목소리 중에서 확실하고 분명한 것뿐 아니라 균열의 순간에 새어나오는 미

약하거나 불안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1) 한글장편소설이 다

루는 폭력 서사에도 많은 목소리들이 존재하고 있다. 서술자를 비롯한 작품 속 주인

공들은 특정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집착적이라고 보일 만큼 반복적으로 문

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할 가치도 없다는 듯 가벼

운 제스처(gesture)를 취하기도 한다. 같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서도 보여주기 차원

에서 서술되는 내용과 말해주기 차원에서 서술되는 내용이 상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

다.2)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주제와 관련이 깊을 수도, 무관할 수도 있다. 본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요컨대 작품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 사건을 서술자와 등

장인물들이 의미 있는 사건으로 ‘담론화’ 하는가의 문제, 그 방식과 내용은 어떠한가

1) 텍스트의 중층성과 관련하여서는 테리 이글턴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참조할 수 있다. “이야기

중에 나타나는 둘러댄 부분, 이중성, 강조점 같은 것, 즉 직접 언표되지 않은 말이나 이상하게

자주 말해진 단어, 중복되거나 빠뜨린 언어 등에 주의함으로써 문학비평은 이차적 수정의 중층

을 조사해서 잠재텍스트의 어떤 부분을 밝혀낼 수 있다(테리 이글턴. 김명환․정남영․장남수

공역, �문학이론입문�, 창작과비평사, 2008, 223면).”

2) 이와 같은 점은 기왕의 연구에서도 주목한 바 있다. 김문희, 국문장편소설의 중층적 서술의식

연구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 반복서술을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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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작품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3)

이 과정에서 관건이 되는 것은 작품 속 폭력의 형상화 방식이 지니는 의미를 작품

이 지향하는 전체 주제나 의미와 통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작품의 모든

부분을 주제와 직결시킬 수는 없다.4) 다만 본고에서는 한글장편소설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을 폭력 서사가 차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으므로, 폭력 관련 부분을

해명하는 작업은 주제 파악의 과정과 분리될 수 없을 것이다.

1. 수단적 가치의 인정 : <소현성록>

<소현성록>은 연구가 매우 오랜 기간 축적되어 왔고, 그만큼 작품의 결이나 주제

의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된 바 있다. 작품의 주제의식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주의적 시각”을 표현하였다고 하거나 “상층의 벌열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는 작

품이라고 하는 등 상반된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5)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전과 별전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거나,6) 갈등의 축과 서술시각 사이에 존재하는 간극에 관심을 둔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다.7) 이와 같은 연구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소현성록>의

작품 성향이나 주제의식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8)

3) 이와 관련하여 대상을 서술하는 작자의 의식과 태도를 지칭하는 말로서 ‘서술의식’(박희병, �조

선후기 전의 소설적 성향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993, 148면), 서사화의 동인이

자 서사세계에 대한 이념적․감정적 태도의 복합적 표현체로서 ‘서술시각’(박일용, �조선시대의

애정소설�, 집문당, 2000, 22-23면) 등의 용어가 사용된 바 있다.

4) 정병설은 주제 파악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서술자나 주인공의 발언이 중요하게 취급되어

야 하지만, 언제나 주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정병설, 주제 파

악의 방법과 <구운몽>의 주제 , �한국문화� 64,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3, 322-323

면).

5) 여성주의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 연구로 정창권, <소현성록>의 여성주의적 성격과 의

의 ,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 �외국문학연구� 1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소, 2002 등이 있으며, 벌열의식을 드

러내고 있다고 본 연구로 조광국, <소현성록>의 벌열 성향에 관한 고찰 , �온지논총� 7, 온지

학회, 2001 등이 있다.

6)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

구학회, 2006.

7)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

연구학회, 2006.

8) 다만 작품의 본전과 별전의 작품 지향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정병설

은 전편과 후편의 자손 수록 순서가 다른 것으로 보아 각각의 창작 시기 및 작가가 다를 것이

라 보았고(정병설, 장편대하소설과 가족사 서술의 연관 및 그 의미 , �고전문학연구� 12, 한국

고전문학회, 1997, 239면), 정길수는 작품의 서문을 근거로 들어 본전과 별전의 작품 지향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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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작품이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문제를 다루는 논의에서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폭력과 관련하여 논의할 지점이 풍부하다는 뜻으로 이해

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소현성록>에서 비중 있게 형상화되는 폭력은 대부분

가내의 핵심인물에 의해 자행된다는 사실이다. 양부인, 소현성, 소운성, 소운명 등의

폭력이 매우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들은 모두 소씨 가문에서 가부장에 해당하는

지위를 거쳤거나 거치게 될 인물들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 점에 유념하면서,

작품이 그리고 있는 폭력의 형상과 그 의미에 대해 규명할 것이다.

1) 제가(齊家)의 도구로서의 폭력

<소현성록>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건은 양부인이 유배지에서 실절한 딸 소교영에

게 약을 내려 죽게 한 일이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자식에게 죽으라고 폭언을 내뱉거나

죽일 듯이 폭력을 자행하는 부모의 모습은 종종 보이지만, 양부인과 같이 자식을 정

말 죽이는 이야기는 드물다.9) 이 사건은 작품의 첫머리에 등장하여 이후의 서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10)

어머니 양부인은 교영의 실절을 안 순간 수치심과 화를 견디지 못하고 독주를 내려

자결을 명한다. 다만 “죽은 아비와 사랏 어믜게 욕이 미며 조션의 불을 깃치

니”11) 어찌 살려두겠냐는 발언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이 행위의 목적은 교영을

죽이는 것 자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부인의 명령은 교영의 실절 행위가 가문

에 오명(汚名)을 씌울 것이라는 판단으로 행해진 축출의 한 방식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12) 그렇다고 해도 양부인의 행위는 신체와 생명에 대한 교영의 자기결

정권을 박탈하면서 자행된 심각한 폭력이다.

“네 스로 네 몸을 각면 죽으미 타인의 촉을 기리디 아니려든 어 면목

르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아예 별개의 작자가 창작했을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한 바 있다. 그

근거로 각각의 남주인공 소경과 소운성이 상반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소경의 인물 형상

이 달라진 점, 양부인의 성격이 크게 바뀐 점, 별전인 <소씨삼대록>에만 장회(章回) 투식이 사

용된 점 등을 들었다(정길수, �17세기 한국 소설사�, 알렙, 2016, 278-281면).

9) 성적 방종을 이유로 자식을 죽음으로 내몬 이야기는 <장화홍련전>과 같은 단편소설에도 보인

다. 이 점에 대해서는 ‘Ⅴ. 한글장편소설 폭력 서사의 소설사적 의의’에서 자세히 다룬다.

10) 이와 같은 이유로 <소현성록>의 가문의식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양부인이 교영을 죽인 행위가

빠짐없이 다루어지고 있다. 양부인의 가권(家權), 치가(治家), 리더십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반

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1) 권1, 39면.

12) 선행연구에서는 양부인이 교영을 죽인 사건에 대해 ‘명예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공혜란,

앞의 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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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용샤(容赦) 두  나뇨? 내의 식은 이러티 아니리니 날려 어미라 일디

말나. 네 비록 뎍소(謫所)의셔 약므로 졀을 일허시나 도라오매 거졀미 올커 믄

득 서 만나믈 언약야 거듀(居住) 쳐 이에 자 와시니 이 날을 토목티

너기미라. 내 비록 일 녀나 식은 쳐티리니 이런 더러온 거 가듕(家中)의 두리

오. 네 비록 구쳔의 가나 니과 네 부친을 어 로 볼다.” (권1, 39-40면)

양부인은 용서해달라며 애걸하는 교영에게 ‘더러운 것’이라며 폭력적 언어로 매몰차

게 대한다. 실절을 하였으니 시가의 선산에는 묻힐 수 없게 되었다며 소부의 선산에

장사를 지내자는 소현성의 말에도 ‘더러운 딸’을 선산에 묻을 수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교영이 유배지에서 돌아온 날 밤, 손을 잡고 ‘정절을 잃었는가’ 물었던 양부인

의 태도를 생각해보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양부인은 자식을 향해 세상에서 가혹

한 훈육의 방법을 사용하고도 당당하다. 가문을 위한 결단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부인은 작품의 첫머리에서 가문을 위해서라면 자식을 죽이는 일도 마다하

지 않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등장한다. 양부인의 훈육관은 소부의 인물들의 자녀 교육

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점이 작품의 여러 국면에서 포착되는데, 이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일화가 바로 스승 단생과 관련된 사건이다. 소현성이 집에 들인 단생이

아이들에게 심한 체벌을 가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자 소현성의 첫째부인 화씨는 단

생이 방자하게 군다면서 단생에게 배우는 일을 중단하도록 한다. 그러나 석부인은 스

승이 매질을 한 것은 아이에게 잘못이 있기 때문이라며 도리어 아이들을 또 꾸짖는

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단생의 행위가 아니라 그에 대한 화부인과

석부인의 상반된 반응이다. 석부인은 살에 피가 흐를 정도로 호되게 자녀들을 매질하

였고, 이에 석파가 놀라 양부인, 소현성, 소월영을 찾아간다. 그러나 소현성은 별다른

반응 없이 웃을 뿐이었고, 소씨는 ‘어진 처사’라며 그 현숙함을 칭찬한다. 양부인 역시

단생과 석부인의 처사가 옳았음을 이야기하고, 화씨에게는 질책을 가한다. 화씨의 행

위는 가부장이 스승으로 삼은 단생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소현

성의 두 부인을 향한 양부인의 반응은 훈육의 과정에서 아이의 몸이 상할지라도 책임

을 묻지 않아야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서술자 역시 자식들을 옹호한 화부인의 행동

에 대해 ‘어미 된 사람이 이렇게 약하니 엄한 기운이 없다’고 하면서 화부인보다는 석

부인의 행위를 지지한다.13) 양부인에게서 시작된 훈육관은 며느리 석부인에게 이어지

며, 이는 다시 양부인과 서술자에 의해 긍정되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양부인의 훈육관을 물려받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소현성이다.

13)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정선희는 어머니로서 화부인이 부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보았다(정선

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되는 행복―<소현성록>의 화부인을 중심으로 , �동방

학� 20,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68-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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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성은 특히 셋째 아들 소운성에게 가혹한 아버지로 형상화된다. <소현성록> 별전

의 전반부에는 소운성의 성격과 기질을 설명하기 위한 몇 개의 삽화가 연달아 삽입되

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석파가 자신의 팔에 앵혈을 찍은 일에 분노한 운성이 석파의

질녀 소영을 겁탈하는 사건이다. 소운성이 소영을 겁탈하는 것은 심각한 성적 폭력으

로, 아버지 소현성은 물론이고 어머니 석부인 등을 분노케 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그

려진다.

이 사건이 가문 내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소운성이 형강아와의 혼인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운성은 형부인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

해 혼인을 주도하였는데, 석파가 이를 먼저 알고 석부인에게 말한다. 소영의 거취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던 석파는 소영이 수절하려고 한다는 말도 함께 전한다. 석부인

은 운성의 행동이 소현성의 분노를 살 것이라 짐작하고 이를 감추려하다가 발각되어

도리어 더 큰 화를 부른다. 소현성은 자식의 잘못을 감추려하는 석부인의 훈육 방식

을 문제 삼고 비슷한 급의 모자라며 폭력적인 언어를 내뱉더니, 운성 앞에서는 부자

의 의를 끊겠다면서 의관을 풀고 앉아 더러운 물을 직접 마시는 시늉까지 한다. 자식

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석부

인은 결국 운성에게 “형시, 쇼영 리고 살녀니와” 자신들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

면서 운성에게 죽음을 재촉한다.14)

그런데 주목할 점은 이와 같은 훈육의 과정에서 소영을 겁탈한 폭력적 행위 자체는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운성에게 잘못을 지적하며 빨리 죽으라고 재촉

했던 석부인 역시도 소영을 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 때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

고 일축한다. 양부인은 운성이 앵혈을 그대로 두었다면 유약한 것이라며 이를 두둔하

기까지 한다. 석파가 소영의 일을 소현성에게 말했을 때, 소현성은 운성에게 첩을 들

이면 그의 장래를 어찌 이르겠느냐며 거절의 뜻을 내비친다.15) 훗날 소영이 소부에

들어와 아들을 낳은 이후에도, 석부인은 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소부인에게 불편

한 기색을 드러내며, “저 뉴(類)쳔만 인이 이셔도 블관(不關)이다.”16)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했을 때,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삽화는 소영을 향한

소운성의 폭력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17) 소운성이 소영을 겁

14) “너 몹 나하시니 죽어도 죡거니와 네 부모 이러 들고 텬하 죄인이 되리니 사라

업디니 리 죽으라. 네 쇼영은 므 일노 겁틱며 형시 어 가 엿보뇨? 네 일로

브터 형시, 쇼영 리고 살녀니와 우리 뵈디 못리라.”(권5, 83면)

15) 태부인이 소영의 출신에 대해 옹호하면서 운성에게 신의를 지키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자 소현

성은 어쩔 수 없이 소영을 첩으로 들이도록 허락하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심하다’면서 불

쾌함을 드러낸다(권5, 91-92면).

16) 권9, 58면.

17)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 �어문학� 108, 한국어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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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에서는 당사자인 운성의 태도나 소영의 반응이 아니라, 소

운성을 훈육하는 소현성과 석부인, 이들을 설득해보려 하는 석파의 행위가 초점이 되

고 있다. 따라서 당초 석파가 소운성의 팔에 앵혈을 찍는 행위나,18) 이에 분노하여 소

운성이 소영을 겁탈하는 행위가 지닌 문제점은 서사의 관심에서 밀려나게 된다.19) 특

히 ‘소영’에게는 거의 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소영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언급도 없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소현성

록> 속 인물들은, 소영에 대한 소운성의 행위를 ‘폭력’이기 때문에 문제 삼는 것이 아

니라, 그것이 자식의 거센 기질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자식 교육은 제가(齊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소현성은 아들들이 자신이 없는 틈을 타 창녀들과 잔치를 벌인 일을 알게 되었을

때, 아들들을 결박하여 내당에 가두어 버린다. 아들들이 애걸하고 석파 역시 용서를

빌지만 소현성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심지어 이후로 몇 달이나 그대로 가두어 둔다.

이에 대해 화부인과 석부인이 원망하는 듯한 기미를 보이자, 양부인은 손자들을 불러

소현성의 행동을 두둔한다.

“식이 불쵸 어버의게 욕이 니니 어버이 이고 문호의 불을 기티

 식은 히 독(獨子) 두엇다가도 후 도라보디 말고 죽어야 일의 올디

라. 부텬뉸(父子天倫)이 비록 듕나 강녈 의 므드디 아닐디니 내 이제 일개

부인이나 쇼(自少)로 이 디 이셔 네 아비 만일 불쵸 내 당〃이 몬져 죽여

문호의 욕을 더으디 아니코 버거 내 죽어 셜우믈 니려 쥬의 뎡엿더니 (중략)

경은 븟그려 훈(訓子)되 어미 도로혀 다리 줄을 호고 아들은 제 죄

디 못야 후회 줄을 아디 못고 쳐 각〃 싀아비 과도히 너기니 엇디

 무리 녜의(禮儀) 모  아니리오? 내 아 모미 부 졍니 거리디

말고 물히 다려 열 아로 야곰 방  뎌 사의 욕 바드미 네의 부쳐

(夫妻)로븟터 다 못 나와 너의 부친 밋디 말어다.” (권5, 123-125면)

양부인은 불초한 자식의 존재는 어버이에게 욕을 끼친다면서, 그러한 자식은 “독

(獨子) 두엇다가도 후 도라보디 말고 죽어야” 옳다고 말한다. 자신의 아들 소현

성이 잘못을 저지른다면 망설임없이 먼저 죽일 마음을 먹었다고 말하며 굳이 ‘죽음’을

2010.

18) <소현성록>에서는 석파의 행위에 대해, “뎌의 긔운이 츙텬믈 보고 소기고져”했다고 말할 뿐

이다(권5, 59면). 운성이 석파의 장난에 대해 욕을 하자 서술자는, “운셩의 이티 넘나고

믜온디라.”라고 말하며 석파에게 동조한다(권5, 62면).

19) 상층 남성이 하층 여성을 강간했을 때 법적 처벌을 받은 예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감안하면,

소운성의 겁간 행위에 대한 관심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된다. 조선의 강간범죄의 처

벌사례에 대해서는 장병인, 앞의 논문, 199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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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하는 부분은 작위적으로 느껴진다. 자식을 훈육할 때에는 “부 졍니 거리디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는 양부인의 말은 그간 양부인과 소현성이 자식들에게 보

인 폭력적 면모를 상기시키기도 한다. 무엇보다 특기해야 할 것은 이 발언이 소현성

의 처사가 과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가내의 의문들을 의식한 결과였다는 점이다.

양부인은 소현성의 방식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20) 물론 소현성의 방식이란 양부인

에게서 물려받은 것에 다름 아니며, 그 시작에는 교영의 죽음이 놓여있다.

한편 소현성의 폭력적인 면모는 여성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소현성

은 세 명이나 되는 부인들과의 사이에서 수차례 불화를 겪는데, 이는 작품의 여러 국

면을 통해 형상화된다.21) 그의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첫째 부인 화

수은의 행동을 통해 극적으로 표출된다.

화부인은 둘째 부인인 석씨, 셋째 부인인 여씨가 소부로 들어올 때 석파와 심각한

불화를 겪는다. 석파가 혼인을 주도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에 석파에게 부인을 추

천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면 칼로 찔러 한을 갚고 자기도 죽어버리겠다는 식의 폭력

적인 언어를 퍼붓는다. 이 일을 알게 된 소현성은 화씨의 유모를 데려다가 심하게 매

질하고, 이로써도 분이 풀리지 않아 그의 처소를 찾지 않는 방식으로 화씨에게 고통

을 안겨준다. 홀로 버려진 화씨는 밤낮으로 울며 곡기를 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현성은 화씨에게 단 한 마디도 묻지 않는다. 화씨를 향한 소현성의 정신적 폭력은

화씨를 죽음으로 내몰 지경까지 약 8개월간 계속된다.

소현성은 화씨가 죽기 직전 그를 찾아가 교화의 말을 늘어놓는데, 그 내용을 요약

하자면 화씨가 서모를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현성은 모친 양부인도 석파를 함

부로 대하지 않으며 본인 역시 서모를 공경한다고 강조해 말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서 화부인이 석파와 “병구(竝驅)야 션(爭先)”22)을 하는 것은 당치 않다는 것이다.

소현성은 서모에 대한 불효를 빌미로 화씨에게 폭력적으로 굴었던 것이다.

20) 소현성이 이씨의 일로 운명을 죽일 듯 매질하자 운성이 양부인을 찾아가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도 양부인은 이를 거절한다.

졔이 서 놀나며 감히 간(諫)티 못고 운셩이 머리 두려 고간, 승샹이 드 톄 아

니〃 탹급(着急)믈 이긔디 못야 좌 리고 당의 드러가 태부인 주왈, “팔뎨 비록 되

(罪) 듕(重)나 야〃 엄을 당야 목숨이 슈유(須臾)의 이시니 대모의 구시 원

이다.” 부인이 완〃히 닐오, “저의 모(母子) 슉(菽麥)을 분면 사이니 오날

이실 줄 죡히 아라실라, 모 일이 아니〃 엇디 슈고로이 구리오.” (권12, 31-32면)

21) 소현성이 남편으로서 보이는 폭력적인 면모는 정선희가 상세히 다룬 바 있다(정선희, 앞의 논

문, 2007). 그런데 이때 남편의 폭력은 아내가 잘못을 한 경우(화씨)와 잘못이 없는 경우(석씨)

등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화부인의 경우에는 그가 “불공한 말을 한

잘못이 있어서이기에 소현성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한 바 있다(251면).

이와 같은 주장이 당대 부부관계가 놓인 조선 사회의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폭력

적인 행위를 용인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점은 문제이다.

22) 권2, 8-9면.



- 53 -

한편 셋째 부인 여씨는 임금에 의한 사혼(賜婚)의 형태로 소부에 들어오게 되는데,

소현성은 이 점을 마땅치 않게 여긴다. 양부인 역시 여씨가 여귀비의 친척이라는 점

을 들며, 임금에게 사양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물러난 소현성을 탓하며 불편해한다.23)

한편 여씨는 자신을 찾는 소현성의 발길이 뜸해지자 석부인을 향해 질투를 하기 시작

한다. 이에 석씨의 필적을 모사하여 양부인을 저주하는 문서를 만들고, 석씨의 소행인

척하며 양부인의 음식에 독을 넣기도 한다. 그러다 여의개용단을 먹고 석씨의 모습으

로 소현성 앞에 나타나 패륜적인 행동을 하는 지경에 이른다.

소현성은 마음 한편으로는 석씨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의심을 떨치지 못

한다. 석씨의 모습을 한 여씨는 소현성의 이름을 부르고 반말을 하더니 급기야는 석

씨를 간통한 여성으로 모함하고, 어머니 양부인과 소현성을 죽일 것이라며 협박한다.

석씨의 패악질이 이 지경에 이르자 소현성은 양부인을 찾아가 석부인의 죄를 다스리

겠다고 말한다. 소현성은 지난날 양부인을 해치려 하는 저주가 적힌 종이가 발견된

사건과 양부인의 음식에 독을 탄 사건을 언급하며, 석부인이 이에 대해 자백했으니

벌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모친을 위협하는 행위를 그가 벌였다는 것이 밝혀

진 바에야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소씨와 윤씨는 석씨가 그런 짓을 할 이

유가 없다며 소현성을 설득해보려 하지만, 분노가 치민 소현성을 말리기에는 부족했

다. 소현성이 “니 일긔 독쥬 먹고 살야 셕공의 가풍과 내의 분과 그 죄

쇽고 도라갈 들 두디 말디어다.”24)라며 폭력적인 언어로 석부인을 책할 때에도

석부인은 잘못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우 당당한 모습으로 일관하는데, 이 모습이 소현

성을 더욱 화나게 한다. 석씨가 내어준 혼서와 채단을 불사르기까지 하자 석파가 나

서서 소현성을 말리는데, 소현성은 본인이 “군신유의(君臣有義)와 모(慈母) 우러

 분이오, 부〃유별(夫婦有別)과 부유친(父子有親)은 아디 못”25)한다면서 일축한

다. 자신의 행동은 오직 어머니 양부인을 위한 것이며, 이때 부부의 정리나 부자지간

의 천륜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인이 내의 언어로 인야 녜 일로 됴희 공티(攻治)미어니와 내  뭇노니

이제 다른 사이 내 얼골 되여 이에 니면 부인이 가히 의심랴? 졍당(正堂) 작얼

(作孼)이 의심되여 부인을 지목(指目)미 업더니 날을 뇨? 만일 이럴딘대 그

 소견(所見)의 모(慈母) 해 쳐라도 감심(甘心)야 리고 살라미

냐? 내 원간 졔가(齊家) 잘못믈 비로 배라, 엇디 날을 뇨?” (권4, 15면)

23) 부인이 대경 왈, “네 임의 냥쳐(兩妻) 두고 엇디  쳐(娶妻)며, 다시 녀시 녀귀비의

친쇽(親屬)이라 결련(結緣)미 불가(不可)커, 내 엇디 양튼 아니코 모호히 물러오뇨?” (권

2, 79면)

24) 권3, 24면.

25) 권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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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부인이 소부로 돌아온 후에도 소현성은 어머니에게 해를 끼치는 부인은 데리고

살 수 없기에 내쫓았다고 거듭 말한다. 여성의 ‘불효’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때 소현성은 스스로 ‘제가(齊家)’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는 방

식을 드러낸다. 소현성에게 불효부를 징치하고, 이를 통해 자모(慈母)에게 불효하지

않는 것은 곧 ‘제가’의 일환인 셈이다.

소운성 역시 명현공주를 불효부로 여기고 그를 징치하고자 폭력을 휘두른다. 명현

공주는 소운성에게 반해 천자의 강제력을 동원해 형강아를 쫓아내고 그의 부인이 된

다. 이 때문에 소운성은 명현공주를 더럽게 여기고 아예 상대조차 하지 않는다. 집안

어른들의 질책을 받고 어쩔 수 없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기도 하지만, 그를 여전히

‘집의 죄인’으로 여긴다. 명현공주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소부에 들어온 것을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능멸한 처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26) 따라서 소운성의 명현공주를 향

한 박대와 폭력은 그것이 실상 자신을 업신여긴 데 대한 분노와 증오의 표출일지라

도,27) 표면적으로는 가문의 권위를 위협하는 존재를 징치하고 규율하려는 도덕적 태

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려진다.

명현공주는 자신을 보살피지 않고 형부인을 잊지 못하는 소운성에게 불만을 느낀

다. 특히 이 불만과 억울한 감정을 해소할 길이 없자 분노를 주변인물들에게 표출한

다. 가내에 여러 환란을 일으키는 명현공주를 두고 볼 수 없다고 여긴 소현성이 결국

황제에게 공주의 악행을 고하게 되고, 이에 분노가 치민 공주는 양부인과 소현성에

대해 공개적인 혐오의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28) 그러자 소현성은 이제 그럴만한 이유

가 생겼다는 듯 공주를 죽이겠다고 나선다.

“(전략) 공 금일 내의 편모(偏母)와 션친(先親)을 욕니 이 사의 올 배

26) 한길연은 명현공주가 박대 받는 근본적인 원인이 그가 ‘음녀’라는 데 있다고 보아 견해를 달리

하는 듯하다(한길연, 앞의 논문, 2010, 100면). 명현공주는 남편감을 스스로 선택하는 음란한 행

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음탕함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권세를 힘입어 가문과 가

내 어른들에게 교만하게 구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영희 역시 “<소현성록>에는

명현공주가 혼인과정부터 시종 신분적 우위와 군력을 이용해 소씨 가문을 유지하는 가부장적

규범을 깨뜨리는 것으로 형상화해서 공주혼의 부정적 속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라고 보았다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1면).

27)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항인 ‘2) 정당화의 반복과 실패’에서 자세히 다룬다.

28) 공 슈 놉피 것고 아미 거리며 크게 소 딜너 지저 왈, “셕현의 과 양문광의

은 너 등 간뷔 못 식을 나하 나의 일(一生)을 그 고 나죵은 거말노 님군긔

하리뇨?.” 태부인이 연 노 왈, “좌우인은 엇디 뎌 발부(魃婦) 드려 왓뇨? 니 등 미

러 내티라.” 공 대로야 난간을 박며 온갖 슈욕(羞辱)이 참혹디라. 태부인이 크게 노

야 셕부인으로 더브러 졍히 쳐티(處置)코져 더니, 믄득 승샹이 졔(諸子) 더브러 드러오거

, 공 뎌 보매 분긔대발(憤氣大發)야 더욱 고셩 왈, “필부(匹夫) 소경아, 네 므 연고

(緣故)로 내의 허물을 셩샹긔 소(讒訴)다? 내 널노 더브러  칼 죽으리라.” (권8, 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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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내 임의 위친발분(爲親發憤)야 며리 죽이려 매 엇디 말닐 쟤 이

시리오? 며리 비록 친식과 다나  슬해(膝下)라, 엇디 내의 댱듕의 잇디

아니며, 가듕(家中)의 더러온 일을 타인(他人)의게 들니미 불가(不可)나 내 가듕

(家中)의 집법슈(執法修行)믄 가히 빙옥(氷玉)의 비겨도 붓그럽디 아니리니,

공 내 집을 더러이니 만일 지저 도라 보내나 반시 긴 혀 놀녀 허언(虛

言)으로 소(讒訴)딘대 님군이 엇디 듯디 아니시리오? 이러 야 화근(禍根)

이 〃리니  녀염 녀와 달나 후(厚待)고 공경 적은 극진(極盡)려니

와,  다릴 적은 등한(等閑)이 못리니 엇디 금지옥엽(金枝玉葉)이라 야 요

(饒貸) 배 이시리오? (중략)

만일 사이 날노 과도(過度)타  쟤 이시면 이 부모 혜디 아닛 

라. 셰샹 사이 며게 어버이 욕뵈고 위셰와 호의  입을 봉 쟤 이시리오?

나의 위친의 비로서 이 거죄 나시니 히 과도탓 말을 드디언뎡 구챠 용녈며

불효읫 사이 되디 아니리니 고인은 부모 감지 위야 식을 무더시니 며

나의 부모 욕 슬하 죽이려 미 엇디 불가리오. 금일 명공의 치미 이에

니믄 각디 못 배라 감히 명을 밧디 못이다.” (권8, 69-71면)

집안의 일을 굳이 널리 알리고 공주를 죽이기까지 하냐는 석공의 말에 소현성은 위

와 같이 대답한다. 그는 공주의 갖은 악행이 집안사람들을 통해 들려왔을 때에도 자

신은 오히려 그들의 입을 단속하기에 힘썼고, 아들 운성을 죽이는 강상의 죄를 범하

려고 했을 때에도 그 뜻을 이루지 못했기에 가만두었다고 말한다. 다만 그 죄가 이제

“편모”와 “선친”에 이르니 이제는 공주를 죽이겠다는 것이었다. 명현공주를 향한 살해

의지가 ‘효’를 명목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소현성이 가내의 불미스러운 일이 타문(他門)에 들리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내 가듕(家中)의 집법슈(執法修行)믄 가히 빙옥(氷玉)의 비겨도 붓그럽디 아니리

니”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행동을 ‘제가’의 차원에서 이해하려는 행동은 주목을 요한

다. 더불어 “만일 사이 날노 과도(過度)타  쟤 이시면”, “과도탓 말을 드디

언뎡” 이라는 등의 발언을 통해 스스로의 행위가 지닌 과도함에 대해 의식하고 있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소현성은 명현공주를 징치하는 자신

의 폭력적 행동이 제가의 일환이므로 마땅하다고 여기면서도 끊임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기 확인의 과정을 통해 그는 자신의 행동이 감정의 결과

가 아니라 가문을 위한 합리적 판단의 결과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소현성록> 속 인

물들은 제가의 수단으로서 폭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 56 -

2) 정당화의 반복과 실패

살펴본 것과 같이 <소현성록>에서 폭력은 가부장에게 제가(齊家)의 수단으로 그려

진다. 이때 제가라 함은 자녀를 훈육하고 불효부를 징치하여 이로써 가문의 명예와

존속에 위협이 되는 요소를 처리하는 행위로 요약된다. 전통적인 주자학에서 부자친

(父子親)․군신의(君臣義)․부부별(夫婦別) 등이 실현되지 않는 것은 곧 ‘악(惡)’으로

여겨졌음을 상기하면,29) <소현성록>에서 가부장의 폭력이 망설임 없이 자행되는 것

이 일견 타당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성적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사통하기에 이른

교영의 처사나, 투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가부장에게 대드는 화수은과 명현공주의 행

동은 가부장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교정되어야만 했을 것이기 때문이

다.30) 양부인과 소현성 등으로부터 자행되는 개인적 폭력은 바로 여기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 제가의 수단으로서 효과적인 가치를 지닌 폭력은 작품 속에서 매우 의심 없

이 자행되고, 그 대상은 주로 가내의 인물들을 향해 있다. <소현성록> 속 폭력의 형

상이 문제적인 까닭은 가부장의 행위를 옹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폭력의 수단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그렇다면 가내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행해졌던 <소현성록> 속 인물들의 폭력은

합리적 판단의 결과이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사건을 면밀히 살펴보면 사태에 임

하는 주인공들의 태도가 매우 감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정적이라는 점 자체

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다만 작품 속에서 그 감정의 원인과 결과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이에 대한 주변인과 서술자의 반응이 어떠한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여기

에서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여, <소현성록>에서 폭력이 담론화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자 한다.

먼저 양부인이 교영을 죽인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

념에 부합한 결정이었으며, 이를 통해 치가(治家)에 성공하고 있는 것일까.31) 이 행위

를 두고 가문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여가장의 과단(果斷)이라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해석일 수밖에 없다. 조선사회는 여성의 성적 일탈에 대해 극도의 반감을

29) 이숙인, 조선 유학에서 감성의 문제 , �국학연구� 14, 한국학진흥원, 2009, 401면. 이와 더불어

이숙인은 “주자학의 체계에서 가족은 애정을 확인하고 사랑을 교환하는 감성과 감정의 공간이

기보다, 예를 실천하고 천리를 실현할 수 있는 이성의 공간”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숙인의

논의는 감성에 중심을 두면 이와 같은 선과 악의 정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한 데 핵심이 있다.

30) 이들의 행동이 감정이나 감성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감정

과 감성이 세계질서에 부응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선악(善惡)을 달리 규정했던 주자학적 관점에

서 보았을 때 그렇다는 뜻이다(위의 논문, 401면).

31) 대표적으로 양민정은 이와 같은 양부인의 치가(治家) 행위에 대해, “烈節의 절대적 덕목을 가

문 전체에 새롭게 구현시킴과 동시에 가문의 ‘父’의 상실로 초래된 가문 위기의 공백에 가문 질

서를 엄격하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하였다(양민정, 앞의 논문,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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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고 있었고 따라서 실절한 여성들이 자살을 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종용하던 사례가

존재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여성이 욕(辱)을 입었을 때 부모가 위협하

여 죽음을 종용하기도 했다는 �흠흠신서�의 기록은 여성, 특히 딸의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 가능했던 당대의 정황을 극명하게 보여준다.32) 여성의 성(性)적 방종에 대

해 조선사회가 지니고 있었던 강박증에 가까운 혐오는 수많은 규훈서, 열녀전 등의

존재만으로도 그 심각성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것이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실절

(失節)에 대한 누명을 쓴 것만으로도 심각한 모멸감을 느끼고 자살하기도 했던 정황

등을 감안했을 때,33) 양부인의 단호한 태도는 그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기보

다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된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과 작품 속에서 사건이 담론화되는 방식을 면밀히 살펴보면

현실 반영의 결과라고 단순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이 사건을 반복적으로 언급

하는 주변인물들의 태도와 분위기를 통해 양부인의 행위에 대한 회의와 원망의 시각

을 읽을 수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언필의 약을 촉야 교영을 먹이니 월영이 머리 두려 걸고 셕파 등이 계

하(階下)의 러 슬피 비러 살기 라, 부인의 노긔(怒氣) 등〃고 긔(使氣)

녈〃야 삭풍한월(朔風寒月) 니, 소은 눈물이 금포(錦袍) 저저 좌셕의 고이

입을 닷고  소 비 말을 내디 아니니 그 쥬의(主意) 아디 못너라. (권1, 40면)

양부인이 잔혹한 행위로 딸 교영을 사지로 몰아넣을 때 가문의 일원들은 모두 살려

줄 것을 애원한다. 매우 간략한 서술이지만, 머리를 두드리며 애걸하는 월영과 석파

등의 모습은 양부인의 처사에 대한 주변인의 반응을 포착할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된다. 교영은 어머니가 내리는 약을 먹고 죽게 되었을 뿐 아니라 소부의 선산에

도 묻히지 못하게 되는데, 이에 석파는 소현성을 찾아가 애원한다. 어찌 동기가 죽어

나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른 체 하냐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때 소현성의 반응이다. 소현성은 석파와 교영 등이 양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걸을 할 때도, “입을 닷고  소 비 말을 내디” 않는다. 슬

퍼하기는 하나 어떤 적극적인 의사표시도 하지 않은 것이다. ‘동기지정(同氣之情)’을

32) �흠흠신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김몽득 형사 사건은 양가(良家)의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갑자기 혹시 강간을 당했다는 시커먼 모함을 입게 되면 가문에 티가 되는 욕이 되어 부

끄럽고 분통스레 여겨 부모가 협박하여 죽게 함도 있고 처녀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判付曰,

金夢得獄事，良家未笄之女，忽遭強暴之汚，或被䵝䵢之誣，則玷辱家門，羞愧憤痛，父母之逼死

者有之，處子之自殞者有之).” 번역문은 정약용, 박석무 옮김, �흠흠신서� 3, 현대실학사, 1999,

110면에서 가져왔다.

33) 이와 같은 여성의 자살에 대해서는 송병우, 조선시대 개인의 자살, 사회적 타살 , �동양한문

학연구� 40, 동양한문학회, 201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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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운하며 그 박정함을 탓하는 석파에게도 어머니의 처사가 옳기 때문에 말리지 못 한

다는 취지의 말로 일축한다. 양부인도 딸 교영에 대한 사랑과 정이 적지 않으며 그

선택이 옳기 때문에 이에 대해 말릴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양부인의 행동에 대해

가문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과단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했던 것은 이와 같은 소현성

의 언급에 견인된 결과이기도 하다.

앞서 소현성은 15살 무렵 창기들과 함께 풍류를 즐긴 일로 양부인을 분노케 하는

데, 이 사건에 대한 양부인의 반응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소현성이 온화한 말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자 양부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 노기를 가라앉히고 다시 마음대

로 행동하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말로써 마무리한다. <현몽쌍룡기>에서 조공

이 아들 용홍이 기생과 풍류를 즐긴 일을 두고 음란하고 패려한 분별없는 행동이라며

용홍의 온 몸에 선혈이 낭자하도록 매질하는 장면,34) 소현성이 자신의 아들들이 창기

와 희롱한 일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을 몇 달씩 가두어두었던 장면 등을 상기하면,

양부인은 과연 소현성을 꾸짖은 것인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현성의 풍류 이야기는 교영의 죽음과 함께 <소현성록> 첫머

리에 나란히 배치되었다는 이유로 양부인의 훈육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삽화로 논의되

어 왔다.35) 그러나 두 사건 사이에 존재하는 수위의 간극은 쉽게 좁혀질 수 있는 것

이 아니다. 양부인은 교영을 죽였지만, 소현성은 쉽게 용서했다. 만약 이 두 사건을

연속적으로 배치한 것이 서술자의 의도라면, 이는 오히려 교영의 죽음을 과도하게 의

식한 결과로 여겨야 마땅할 것이다. 서술자는 양부인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부연해야

한다고 느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작품 속에서 교영의 죽음이 회

자되는 방식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은 승샹이 그 망(亡妹) 교영의 졔 디내고 소부인으로 더브러 슬허며 셕

파 등이 다 눈물을 흘녀 왈,

“니부인이 비록 그시니 죽기 샤야 가도와 두시면 참혹디 아닐낫다.”

졍언 간의 화셕 이인이 마초와 디나가다가 듯고 고이히 너겨 서 의려 아득

34) 공이 진목 즐왈, “네 금야 완월뎡 거죄 방탕려티 아니며 아븨 명을 듯고 지완여 요동티

아니니 불초 아니냐? 노뷔 여 등 형뎨 익여 일 벌여 가티미 업니 네 방

여 나히 거의 인지도 힐  믄득 랑을 밋고 십셰동치 무 욕이 됴동여 미여

쳔챵을 머리 마초고 동몽여 무식방탕이 낭고? 믈며 완월누 션인이 유완시던 곳

이라.  마 가디 못여 문을 간로 여디 아니거 네 감히 그곳의셔 음난 려지을

긔탄티 아니리오. 노부의 셩되 불초갓흔 음난려 무지인을 보면 타인라도 죽이고져 

이 나거는 믈며  식을 니리오? 부의 졍이 비록 난언나  로 마리라.” (<현몽

쌍룡기>권1, 64-66면)

35) 이와 같은 배치를 두고 양부인의 준엄한 태도가, “가문의 몰락을 막기 위해 자녀 교육과 치가

에서 유가이념을 준엄하게 지킬 수밖에 없는 홀어머니 양씨의 처지를 독자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박일용, 앞의 논문, 2006,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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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아디 못니 팀음야 각〃 침소의 도라갓더니 셕패 셕부인 침당의 오나 부인

이 죠용히 무러 왈,

“내 앗가 우연히 드니 셔뫼 이러 니시니 부인이 엇디 죽으시니잇가.”

셕패 부인의 단듕 언희믈 아나 니기 됴티 아냐 오직 웃고 닐오,

“엇디 죽으리오 염왕이  보내고 팀병이 질고(疾苦)니 됴로(朝露)  인

이 엇디 죽디 아니리오.”

셕부인이 쇼왈,

“셔모 날을 외(外待)다. 반시 연괴 잇거 엇디 긔이뇨.”

패 웃고 왈,

“내 엇디 긔이며 내  언제 부인을 소기더뇨? 진실노 질병의 빌라.”

셕시 크게 고이히 너겨 냥구히 팀음다가 왈,

“아니 존괴(尊姑) 〃(賜死)시냐.”

셕패 손을 저어 왈,

“고이코 고이 말 말나. 식 죽이 사이 어 잇뇨? 믈며 우리 부인 셩

덕과 니부인의 현텰므로 이런 일이 이시랴.” (권4, 99-100면)

인용문은 교영의 제사가 끝나고 소현성과 석파 등은 함께 슬퍼하며 교영에게 가해

진 벌이 가혹했음을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지나가다 이들의 대화를 듣게 된 소현성의

둘째 부인 석명혜는 나중에 석파를 따로 찾아가 교영의 죽음에 대해 묻는다. 석파는

“니기 됴티 아냐 오직 웃고”, 결국은 “질병” 때문이라며 거짓말을 한다. 이를 이상

하게 여긴 석부인이 단도직입적으로 양부인이 죽음을 명한 것이 아니냐고 되묻자, 석

파는 손사래까지 쳐 가며 부인한다. 석파의 거듭된 부정은 결국 석파가 양부인의 처

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지표가 된다.

셕시 셕파의 말이 발명(發明)나 긔(氣色)이 현뎌니 그 근본을 모나 그 죽

으믄 비명(非命)인 줄 명〃히 아라 보고 짐 닐오,

“셔모 말이 그다. 사이 식 치기 어려오니 요슌지(堯舜之子) 다 불

쵸디라. 만일 사오나온 실을 딘대 어딘 어버이 통야 죽이디 아니코 엇디

리오? 죽엄  거 살와 두면 이 음이 너모 인약(仁弱)야   업미

니, 셔모 식을 제 죄(罪)예 죽여도 사오납다 시니잇가.” (권4, 100면)

그런데 석부인은 발언을 꺼리는 석파를 통해서 교영의 죽음이 “비명(非命)”인 줄로

눈치 채고, 이에 대해 만일 자식이 사나운 행실을 한다면 “죽이디 아니코 엇디리

오?”라는 작위적인 물음을 건넨다. 죽일 만한데도 살려 둔다면 이는 마음이 약하여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일 뿐이라며, 사건의 전말을 듣지도 않고 그 마땅함을 운운하

는 석부인을 통해서 양부인의 결정은 정당성을 얻으려는 듯 보인다. 석파는 석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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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 ‘태임(太任) 같은 시어머니에 태사(太姒) 같은 며느리’라면서 석씨를 칭찬하면서

도, 교영이 죽게 된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끝내 사건의 내막에 대해

발설하지 못하는 석파의 모습은 교영을 죽음으로 내몬 양부인의 처사가 완전하게 이

해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판단에 기인한 결과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당시 이 일을 직접 목도하지 않은 가문의 일원들에게는 알려지지

도 않았던 듯하다. 작품의 말미에 이르러서야 소운성이 김현을 통해 교영의 일을 듣

게 되는 장면이 등장한다.

병뷔 김환을 수죄야 지니 김이 젼일 승샹의 누의 니한님 쳬 실졀(失節)

야 양부인이 약(賜藥)믈 아랏디라. 이에 운셩이 지믈 듯고 문득 미쇼 왈,

“명가고문(名家高門)의 봉관하리(鳳冠花履)  명부(命婦)도 실(失行)니 혹 남

 실톄(失體)미 잇다 그대도록 리오.”

운필이 왈,

“녀 부인이라 가히 망티 못려니와 남의 비례지은 금슈의 디나리라.”

병뷔  닐오,

“엇던 녀 명부(命婦)로셔 실졀(失節)던고? 가히 무상니 진짓 네 형의 

이랏다.”

어 다만 미〃히 웃고 왈,

“아니 멀니 이시니 형은 내 형을 짓디 말고 그 녀 짓고 근본을 알고

져 딘대 악댱(岳丈) 고야 보라.”

이인(二人)이 크게 고이히 너겨 삼 힐문 죵시 니디 아니니 이인이 도라

와 셕파려 슈말(首末)을 니니 패 마니 닐오,

“소부인의 아오 니부인이 여차〃〃하야 죽으시니 가(家內)예 말이 업서 낭군

이 모시나 외인(外人)은 모리 업 고로 김어 됴희미라소이다.” (권13,

92-93면)

김환은 운성이 자신의 형 김현을 비난하자 ‘명부(命婦)의 실행’ 운운하며 교영의 일

을 언급한다. 자리에 있던 운필과 운성은 자신의 고모가 되는 교영의 일인 줄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실절한 여성이라면 “진짓 네 형의 이랏다.”라는 식의 과격

한 언사로 대응하기까지 한다. 어떤 여성의 일인지에 대해 묻지만 김환은 끝내 대답

해주지 않고, 근본을 알고 싶다면 소현성에게 물어보라는 말만 남긴 채 돌아간다. 궁

금증을 견디지 못한 두 사람은 결국 석파에게서 일의 전말을 듣는다. 굳이 작품의 말

미에 가서 이 사건이 다시 언급된 것은 교영의 죽음을 과도하게 의식한 결과로 생각

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특히 “외인(外人)은 모리 업 고로” 김현이 ‘희롱’한 것

이라는 석파의 말은, 교영을 죽음으로 내몬 양부인의 처사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짐

작하기에 충분하다. “가(家內)예 말이 업서” 운성과 운필 등이 몰랐던 것이라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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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역시 가내에서 이 일이 어떻게 취급되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듯 <소현

성록>에서는 등장인물들이 교영의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끝내

사건에 대한 전말이 모두에게 해명되지는 않는다. 작품 속 서술자와 등장인물들이 교

영의 죽음을 의식할수록 도리어 그 죽음이 비명(非命)이었음이 드러나고 마는 역설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부인들의 불효를 징치하는 소현성의 태도에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보인

다.36) 전통시대 여성에게 요구되었던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시부모를

향한 ‘효’였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여성이 출가한 이후에는

친정부모보다는 시부모를 향한 ‘효’가 중시되었는데, 이것이 곧 친정의 명예와도 깊이

관련이 있었다.37) 시댁에 ‘효’를 행하는 것이 결국 친정에게도 ‘효’가 되는 이중의 억

압은 여성을 규율하는 효과적인 장치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성의 효를 형상화

하는 방식이 한글장편소설의 보수적 경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할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38) 바로 이와 같은 조선의 현실에 대한 이해에서 도출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고 작품을 보면, <소현성록>에서 가부장들이 불효부에 대해

징치를 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당대 관념과 합치되는 듯 여겨진다. 그러나 본고에

서는 이때 남성인물들에게서 분노나 혐오 등 감정적인 면모가 매우 분명하게 확인된

다는 점에 주목해보려고 한다. 앞서 지적했지만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

다. 이 감정에 대해 이유가 덧씌워지고 설명이 부연되는 현상이 주목된다고 여겨지는

데, 이와 같은 언술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 행위에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읽

히기 때문이다.39)

앞서 석부인을 내쫓을 때 소현성은 가문의 일원들을 위협하고 어머니를 모독했다는

이유를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석부인을 내쫓기 직전, 소현성은 석부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36) 소현성의 폭력적 면모가 ‘효’와 관련이 있다는 점은 정선희, 앞의 논문, 2007; 조혜란, 앞의 논

문, 2006 등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 정혜경은 이와 같은 점에 주목하여 소현성의 분노가 ‘도

덕적 분노’로 명명되고 있다고 보기도 했다(정혜경, 앞의 논문, 2012). 한편 이지하는 <소현성

록>에서 소현성의 서사 전체가 양부인에게 강한 영향을 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이지

하, 앞의 논문, 2015). 여기에서는 특히 소현성의 폭력적 행위가 ‘효’ 때문인 것처럼 ‘덧씌워지면

서’, 행위 이면의 실상을 감추는 현상에 주목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감추기의 과정은 실패하

고 만다.

37) 윤태후, 계녀서에 나타난 우암 송시열의 효사상 , �효학연구� 25, 한국효학회, 2017, 62면.

38) 이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39) 이와 관련하여 한나 아렌트의 언급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권력은 결코 정당화

(justification)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정치 공동체의 현존 자체에 내재한다. 권력이 필요

로 하는 것은 정당성(legitimacy)이다. (중략) 권력은 언제든지 사람들이 모이고 제휴하여 행

동할 때 생겨나지만, 그 정당성은 나중에 뒤따라올 어떤 행동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최초의 모

임에서 유래한다(한나 아렌트, 김정한 옮김, 앞의 책, 84-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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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이런 죄 무릅 어 면목으로 친당(親堂)읜들 도라가리오? 내 혀 모

명(母命)을 밧와 법 닐위디 아니코 셩교(聖敎) 닷가 비례지언(非禮之言)을

내디 아니므로 작야(昨夜)의 부인의 던 말을 채 발티 아니믄 그 앗기미 아니

오, 참졍의  본 배 아니라, 내의 티가(治家)의 더러온 일을 니디 아니미어니와

그 념치 이시면 복(腹兒) 거려 어 가리오? 니 일긔(一器) 독쥬(毒酒)

 먹고 살(自殺)야 셕공의 가풍(家風)과 내의 분(憤)과 그 죄 쇽(贖)고

사라 도라갈 들 두디 말디어다.” (권3, 23-24면)

석부인이 하던 말이라 함은 뱃속의 아이가 설생의 자식이라고 한 것을 뜻한다. 소

현성은 이 말을 굳이 양부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석부인이나 석참

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말을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싫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만약 염치가 있다면 독주를 마시고 자살해야 할 것이라며 폭언을 내뱉기도 한다.40)

소현성이 “내의 티가(治家)의 더러온 일”이라면서 석부인의 뱃속 아이에 대해 의식해

발언하고 있는 것은, 실상은 간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석부인을 내쫓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할지 석파가 물었을 때에도 ‘그 모

자(母子)’는 자신이 간섭할 바가 아니라면서 진짜 자식을 데려오라고 하는 등의 막말

을 내뱉는 데도 거침이 없다. 소현성은 석씨가 사통을 했고 현재 자신의 자녀로 알려

진 자식들이 친자식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에 매우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석씨를 내쫓은 것이 어머니 양부인을 비롯한 가문의 존위를 위협한 데 대한 대응이

라고만 보기 어려운 점은 석씨의 무고가 밝혀진 후의 소현성의 태도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여씨의 악행이 밝혀진 후 양부인이 석부로 가서 석부인을 데려올 것을 명하

자, 소현성은 어쩔 수 없이 혼서와 채단을 다시 만들어 보내고 직접 석부로 찾아간다.

이때 석참정이 무고한 자신의 딸을 내친 소현성에게 원망과 분노를 드러내자, “아

굿여 내 식인 줄 모니 아모리나 쳐티쇼셔.”라고 말하며 돌변한다. 아이의 친

자 여부를 굳이 또 언급하는 소현성을 통해서 여전히 석씨를 향한 의심을 버리지 못

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소현성의 행동에 대한 서술자

의 발언을 보자.

� 샹셰 본 텬셩(天性)이 과도(過度)기 삼가디라. 무관(無關)히 혼셔

불 디미 아녀 녀시 셕시 되여 나가실 적 셜가 사통(私通)며 식이 다 셜가의

식이라 니 비록 무상히 너기나 대신(大臣)의 명교(明敎)로 풍교(風敎) 더러이

디 아니랴 발셜티 아니나 아조 긋기 각야 그 식도 내의 골육이 아니니 더욱

혼셔 머물디 아니리라 고 깁흔 들 뎡야 혼셔 업시 니 타인은 다만 일시

40) 소현성의 이 발언은 <소현성록>의 서두에서 사통한 일이 발각되어 독주를 마시고 죽은 교영

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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셜분(雪憤)이라 더라 고로  어미 자 맛뎌 구박여 보내고 벽운당을

쓰러 자최 업시 니 소샹셔의 명현관대므로도 능히 디 못믄 다 셕쇼져

의 이 듕미러라. (권3, 26-27면)

� 원 샹셰 셕시 노야 미 아니라 참졍과 댱군이 혹 칼흘 드러 기

죽이려 며 참졍은 변 노미오. (권3, 69면)

서술자의 언급은 소현성의 행동이 왜 그토록 과도한 양상으로 나타났는가에 대한

해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현성의 천성에 대해 “과도(過度)기 삼가디라.”라고

말하는 것은 도리어 그 ‘과도함’을 의식한 결과로 읽힌다. 뿐만 아니라 소현성의 분노

는 양부인 또한 납득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이 작품 속 발언을 통해 확인되기도 한

다.41) 그러나 여씨에게 속아 석씨를 오해한 것에 대해서는 그의 ‘액이 무거워서’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석참정과 불화를 겪는 순간에 분노하는 소현성을 두고 굳이 ‘석씨에

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고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납득할 만한 설명이라고 보기는 어

려울 것이다. 여씨의 패악이 밝혀지고 석씨의 무고가 드러난 후에도 ‘액’에 대한 이야

기는 반복될 뿐이다.42) 서술자가 소현성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일수록

그 정당성의 존재 여부에 의심이 가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43)

이처럼 같이 작품 속 소현성의 폭력적 면모가 문제적인 까닭은 그것이 이성적인 처

사인 것처럼 꾸며진다는 데 있다. 이는 소현성의 행위에 동의하는 서술자가 존재함으

로써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점은 화씨와 석파의 불화를 다루는 데서도

41) 샹셰 앙텬쇼 왈, “쇼뎨 비록 무상나 유로 허언을 아냣니 엇디 사마다 밋디 아닛

뇨 결단야 그저 두디 못리니 국법으로 다리〃라.” 언미필의 면이   여 모젼이

매 노긔 강잉나 능히 억졔티 못니 미우의 묵〃 위풍이 쳐 북풍이 놉흠고 봉안은

더욱 몽농야 며 쳥긴 셩음은 졈〃 야 쟝 분긔 막힐 니 부인이 뎌 거동을

보고 시러곰  일이 업서 이에 것딜너 지저 왈, “셕시 쳐티믈 죠용히 의논 거시어

 엇디 져대도록 분긔 발야 내 알 불공뇨.” 샹셰 용화긔고 샤례 왈, “ 엇디

감히 방리잇고 다만 셕시 옥의 고사이다,” 부인 왈, “비록 셕시 그나 그 식이

잇고 엿니 엇디 쳔박히 옥 일우며 더욱 셕공의  보디 아니리오 아직 머므

러 그 식 나기 기려 사 후 내티미 가니라.” (권3, 21-22면)

42) 석파는 소현성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양부인에게, 이는

상서를 원망할 일이 아니며 “이 샹셔 원티 못 거시오, 다 녀시의 사오나옴과 셕부인의

회 가얍디 아니민가.”(권3, 50면)라고 말한다.

43) 정선희는 <소현성록>에서 서술자가 남편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함구하거나 묵인하는 장면

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소씨 가문의 ‘이기주의적 측면’이라고 보았다(정선희, 앞의 논문, 2007).

이와 같은 시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지만, 본고에서는 서술자와 주변인물들이 양부인을

비롯한 남성인물들의 문제적 행위를 무마시키는 데 주력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으로 그 부당함

이 드러나는 측면을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소부의 인물들은 정선희의 지

적처럼 “정당성이 이미 보장된 인물”이라기보다(478면), 반드시 ‘정당화가 되어야 하는 인물’이

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당화’는 성공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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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확인된다.

화씨는 소현성의 부인을 들이는 일에 대해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지내다가 결국 혼

절하고 만다. 이에 대해서도 서술자는 원래 화씨의 성품이 조급하고 심한 약질이라면

서 화씨의 탓을 한다. 화씨의 행동이 문제라는 시선에는 그녀의 행동이 ‘투기(妬忌)’의

결과라는 전제가 자리하고 있다. 투기하는 여성에 대해 한글장편소설을 비롯한 조선

시대 텍스트에서 확인되는 혐오와 배제는 이미 그 문제적 성격이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44) 특히 조선사회에서 여성의 투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은 남성 사대부에

게 가문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인식된 정황이 확인되기도 하는바,45) 작품 속 여성에

게서 투기의 기미가 보이면 용서의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는 예는 무수히 많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곡기를 끊은 채 생사를 오가는 화씨가 소현성에게 방치되는 것에

는 나름의 논리가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서술자는 바로 이 시각에 서 있다.

� 소시 등은 갓 병듕 사디 못가 슬허므로 알고 미음을 권, 화시 

내 먹디 아니코 죽으믈 결단니 이윽고 시랑이 의원을 리고 드러와 시녀로 야

금 화시 븟드러 딘(診脈) 후 약 지으라 의원을 보내고 병소의 머므러 뎌의 동

44) 주형예, <유씨삼대록>의 감정 규칙과 독서경험 , �열상고전연구� 34, 열상고전연구회, 2011;

정혜경, 투기 문화의 생산과 유통 채널, 한글장편소설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4, 한국고전

여성문학회, 2017 등.

45) 정지영이 �성호사설�권8 인사문 출처 의 기록과 한씨부훈 서문 등의 내용을 들어 이 점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정지영, 앞의 논문, 2004). 여기에서는 �성호사설�의 일부만을 소개한다.

“국법에 개가(改嫁)한 사람의 자손은 청직(淸職)을 허가하지 않으므로 사족(士族)이 그것을 부

끄러워한다. 그 유폐(流弊)는, 아내가 비록 절패(絶悖)한 행실이 있더라도 출처법(出妻法)이

없음을 핑계하여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자의 권리가 너무 중하여 가도(家道)가

없어진다. 내가 한악스러운 아내를 둔 자를 많이 보았는데, 일마다 억눌려서 감히 기를 펴

지 못하는 자는, 그 사람의 됨됨이로는 볼 것이 없으나 끝내는 집을 보전하는 주인이 되고,

혹 천성이 괄괄하여 서로 어울려 싸움질하여 반목하다는 나무람이 있는 자는 종신토록 고

민하고, 혼인을 지내지 못하며 괴란(乖亂)함을 숨기기 어려우니, 그 이해가 이와 같다. (중

략) 저 여자들은 천성이 불량하고 또 내쫓는 법이 없으니, 성인의 지혜라도 어찌할 수 없다. 그

투기하는 것은 진실로 이상할 것이 없으나 불효한 데에도 감히 보내지 못하니, 세도(世道)가 어

찌 떨어지지 않겠는가! 어떤 이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자는 죄 없이 내쫓김을 당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하는데, 이는 부녀를 위해 편들어 하는 말이다. 성인이 어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칠출(七出)의 제도를 만들었겠는가? 법이란 폐단이 없지는 않으나, 불효ㆍ불순하고

예의를 무너뜨리고 집을 어지럽히는 것이 더욱 해됨을 보지 못하였던가?(國法改嫁子孫不許

淸路, 故士族耻之. 其流之獘, 雖絶悖之行, 輒諉諸無出妻法, 不許離絶. 扵是女權太重, 家道不成,

余多見有悍婦者, 事事屈抑, 無敢出氣者, 其扵為人無足觀, 然終為保家之主, 或性不低下, 相與

闘閧, 有反目之誚者, 終身苦惱, 㛰姻不通乖亂難諱, 其利與害如此. (중략) 彼女性無良, 又無出

法, 雖聖智無奈何也. 其妬猜固無異也, 不孝而不敢去, 世道豈不每下乎. 或曰, 不然則女將無罪而被

出者多, 此為婦女左袒之說也. 聖人豈不慮此而立七出之制乎. 法未有無獘, 獨不見不孝不順敗敎

亂家之為尤害乎.”(이익, �성호사설�권8 인사문 출처 )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

DB(http://db.itkc.or.kr/)”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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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보매 일이 업고 (死生)이 듕(重)디라 그 경도과 패악믈 관셔(寬

恕)고 좌우로 여곰 일긔 미쥭을 가져오라 여 친히 약을 프러 온(溫冷)을

마초와 부인의 곳의 나아가 덥흔 거 열고 위로야 오,

“병이 듕(重)나 본 젹병(積病)이 아니오, 돌연히 어든 배니 연 회츈(回春)

려든 엇디 도로혀 심(心事) 샹오뇨? 한 곡긔(穀氣) 긋치면 능히 긔운을

보호티 못리니 강잉(强仍)야 마시라.”

화시 더욱 분노  말도 못고  먹디 아니니 시랑이 안(顔色)을 유화

(柔和)히 고 긔 약야 굿여 유(開諭)야 먹이고 손으로 그 어러

은 머리털을 고 그 쳑골야시믈 보매  탄식,

“뎌 나 듕히 너기미 이거 내의 믈미 인졍이 아니로다.” (권2, 13-14

면)

� 시랑이 원 화시로 더브러 은졍이 듕 그 허물을 노라 짐 몰

긔샹을 지어 면목을 보디 아니고 수죄미 잇더니 화시 뉘웃고  슬허 팀병

믈 보고 그 죄 관셔(寬恕)야 은근히 구호니 수십 일 후 화시 향차(向差)고

슌산(順産)며  (生子)니 시랑이 대희(大喜)야 더욱 의약(醫藥)을 극진

이 야 다 린 후 셔당으로 나와 싁싁미 처엄 니 (후략). (권2, 15-16면)

화씨가 혼절하자 소현성은 어쩔 수 없이 화씨를 구호하는데, 서술자는 그간 소현성

이 화씨에 대해 방치해 둔 일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고,46) “그 경도과 패악

믈” 너그러이 용서[寬恕]한 점에 대해서만 강조하여 말하고 있다. 서술자는 화씨의 행

동이 심각한 허물에 해당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소현성이 갑자기 다정하게

굴자 화씨는 더욱 분노하여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약 또한 먹지 않지만, 소현성은

도리어 “안(顔色)을 유화(柔和)히 고” 화씨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따뜻한 행동을

보인다. 서술자는 앞서 화씨에게 매몰차게 군 것 역시 “짐짓” 그러했던 것이라며 두

둔하기도 한다.

한편 소현성의 문제적인 태도는 명현공주를 향한 징치의 과정에서도 명백히 드러난

다. 그는 처음부터 명현공주를 탐탁지 않게 여긴 것으로 보이는데, 작품에는 이 지점

이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난다.

� 승샹이 슈명(受命)야 을 불러 궁으로 가라 니 이 피셕 졍 왈,

46) 앞서 언급했듯이, 소현성은 화씨에게 그의 잘못을 깨우치는 한편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마땅함

강조하는 발언을 일장연설로 늘어놓는데, 이는 원문으로 5면이 넘는 분량이다. 이 발언의 분량

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현성록> 전편에 걸쳐서 한 인물의 발언이

이토록 길게 서술된 예는 없기 때문이다.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은 가장 모범적인 인물로 추

앙되고 있는바, 그의 폭력적 행위를 해명하는 과정, 즉 ‘정당화’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요구된 결

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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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此) 우리 집의 죄인이라 황명을 거역디 못야 마자와시나 엇디 부〃지의

(夫婦之義) 뉴렴(留念)리오? 아 셰(盟誓)야 공로 더브러 일실(一室)의

쳐디 못리로소이다.”

승샹이 냥구커야 닐오,

“님군이 두시 거시 견마(犬馬)라도 듕히 너길디라. 모로미  고집디 말

고 공번된 일로 야 다시 내 몸의 불을 기티디 말라.” (권6, 35면)

� 후 가듕(家中) 쇼년(少年)이 더욱 공쥬 깃거 아니 존당과 모든 부인은

지극 은근고 승샹은 각별 두긋김과 흔연 업고 믜워며 미안도 업서 무

 말이 이시면 공경야 뭇고 그러티 아니면 죵일토록 이셔도 묵연(默然)며

부마의 박(薄待) 태심(太甚)되 아  모 야 관티 아니〃, 부매 더욱

공쥬 멸히 야 쟝 석 의 니매 (중략) 부인이 소 마 문왈,

“경이 식 그 나 줄 아다?” (권6, 46-47면)

명현공주와 결코 한 방에 머물지 못하겠다는 소운성에게 소현성은 ‘임금이 주시는

것은 개나 말 같은 것이라도 중하게 여겨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공변되게 처리하

여 “다시 내 몸의 불을 기티디 말라.”라고 엄포를 놓는다. 소현성은 운성과 명현공

주의 화목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인다. 심지어 “견마”를 운운하며, 그들이 불화가

임금을 진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해 자신에게 불행이 번질 수 있다는 것

을 의식하는 소현성의 모습은 그가 명현공주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미워하거나 미안해하지도 않았지만, ‘할 말이 없으면 종일토록 침묵하였다’

는 것 역시 명현공주를 무시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러니까 아예 존재 자체를 의식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머니 양부인은 일찍이 이를 눈치 채고 소현성의 태도를 지적

한 바 있으며, 석부인 역시 그의 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문제 삼기도 한다.47)

소현성의 태도는 주변인물들이 보기에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운성에게는 감정적인 대응을 경계하던 소현성이 도리어 스스로의 감정을 감추지 않

는 모습은 주목할 만하다. 명현공주가 황후를 통해 형씨 가문을 위기에 빠뜨렸을 때

에도 순간적으로 화가 치민 소현성은 급히 조복을 갖추어 입고 조정에 들어가 간언을

올리려 한다.

태부인이 탄식 왈,

“네 삼가 셩노 쵹범티 말고 일을 만젼히 라.”

소부인이 뎐도히 승샹을 잡고 말녀 왈,

47) 부인은 탄 왈, “팔 긔구(崎嶇)니 애 이긔디 못리로소이다. 쳡이 비록 안흐로 믜

오나 나타내 일 업거니와, 군  번 은근미 업시니 운셩이 샹공으로 인야 공쥬

더옥 박니이다.” (권7,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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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현뎨 샹의 거리매 불과 졍(私情)으로 아시고 불 우 기  일

이 이시리니 심도 가디 말나.”

승샹이 답왈,

“불연다 님군이 그시매 신해 죽기로 간미 도리라 이런 대의 엇디 혐의롭

다 고 입을 봉리오 져〃 근심티 마쇼셔.”

운셩이 알 나아가 고왈,

“쇼 비 딕북의 원찬나 명이 하긔 잇디라 현마 엇디리잇가 대인은 혼

군의 노 도〃와 불측 화 엇디 마쇼셔.”

승샹이 눈을 놉히 고 크게 지저 왈,

“네 감히 방 말노 님군을 훼방니 이 므 도리오 내의 간려 미 졍(私

情)이 아니라.” (권8, 62면)

이와 같은 행동을 두고 태부인과 소부인, 운성은 가문의 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감정

적 결정이라고 말한다. 임금이 ‘사정(私情)’으로 여길 수 있다는 소부인의 말은 소현성

의 행동에 대한 제삼자의 평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48) 운성이 거듭 공연한

말로 화를 얻지 말 것을 간하자 “내의 간려 미 졍(私情)이 아니라”라면서 재차

‘사정’을 언급하는 소현성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그는 굳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존재하지도 않는 평가를 의식하며 말한다. 앞서 명현공주를 죽이겠다고

나설 때도, “만일 사이 날노 과도(過度)타  쟤 이시면”, “과도탓 말을 드디

언뎡” 등의 말을 하며 ‘만일’의 평가를 의식한 바 있었다.49) 드디어 임금 앞에 나선

소현성은, 명현 공주가 소부에 들어와서 얼마나 ‘부녀자의 도리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으며 “그 죄상이 가히 츌뷔(黜婦) 될 이리잇가?”50)라고 힘

주어 말한다.

명현공주는 이미 혼인한 운성의 처 형씨를 내쫓고 황제의 권위를 통해 소부에 들어

온 인물이다. 혼인의 과정이 폭력적이었던 것은 물론이며, 소부 내에서도 여러 인물들

에게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 궁녀들과 앉아서 자랑을 늘어놓고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

기기도 한다. 그러나 명현공주를 향한 집안사람들의 태도 또한 폭력적이었다. 특히 가

장인 소현성은 명현공주를 향한 멸시의 시선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곤 했는데,51) 이는

가문 일원들에게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서술자는

48) 당대에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악덕의 기원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관점

은 퇴계 철학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윤천근, 퇴계철학에 있어서 도덕과 수양의

문제 , �퇴계학� 1,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1989, 154-156면 참조.

49) 권8, 71면.

50) 권8, 64면.

51) 이 점은 <완월회맹연>에서 정잠이 당파가 다른 이빈과 딸 정월염의 혼사에 대해서 너그러운

태도를 보인 것과 대비해 볼 수 있다(정병설, 앞의 책, 1998, 2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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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성이 죽을 지경인데도 명현공주가 투기하는 말만 하는 것을 두고는 ‘사람들이 모두

원수같이 여겼다’고 말한다. 공주가 다시 소부에 이렀을 때 소부인은 “므 변을 지으

려  오고?”52)라며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내며,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못 본

체한다. 명현공주의 폭력적 행위가 변명이나 해명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것과 대조적으

로 남편 소운성이나 아버지 소현성, 집안 여러 식구들의 공주를 향한 폭력은 작품 내

적 논리로 해명되고 있는데, 그 기원은 소현성의 태도에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소현성의 결정과 태도에 대해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작품의 곳곳에서 확인된다. 이

를테면 소운성이 명현공주와의 혼인을 앞두고 집으로 돌아간 형씨를 그리워하다가 죽

을 지경에 이르자 소현성은 생사를 관계치 않는 엄격한 모습으로 일관한다. 운성이

여색에 빠진 것을 잘못됐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운성이 곧 죽을 처지에 놓이자 운경

등은 할머니 양부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한다.

“내 엇디 셩의 명을 랑티 아니리오? 셰 난쳐니 만일 형시 려와 제의

증(愛憎)이 뎍듕티 아닐딘대 반시 공쥐의 노 니혀 갓 저 굿길  아니

라 홰 네 아비와 다 형참졍 밋고 형시의 명을 긋리니 이런 고로 네 아비 셩

의 인이 그되나 문호의 화와 형공 부녀의 명을 보호코져 야 졍(私情)을

쳘셕티 고 공의(公義) 구디 잡으니 내 엇디 졍도의 식으로 야곰 연약

히 졍(私情)을  뉴  니 이시리오.” (권6, 113-114면)

운성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일이 ‘난처’하다고 하는 양부인의 태도는 자

못 의미심장하다. 특히 양부인의 발언에서 주목이 되는 부분은, 운성을 용서하도록 소

현성을 설득한다면 ‘사정(私情)을 행하는 류’가 될 것이라 한 지점이다. 양부인은 소현

성의 행동이 “공의(公義)”를 위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말릴 명분이 없다고 여긴다.

소부 안에서 가중사를 처결하는 소현성의 결정이 곧 공의를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인

식이 확인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대목이 있다. 작품의 후반부에 운숙의 둘째 아들인 세명이

도적 무리의 장수가 된 일이 발각된다.

진왕이 텽파의 대경왈,

“현뎨 엇디 이러 약뇨? 식이 사오나오나 관셔(寬恕) 일이 잇거니와 이

그러티 아니야 나라흘 반여 토디(土地)로 도적의게 투항니, 온 역신(逆臣)

이라. 만일 이 말이 날딘대 홰(禍) 삼족(三族)의 밋리니 당〃이 그 슈급(首級)으로

 샤텬하 디라, 부(父子)의 졍(私情)을 인야 대화(大禍) 브리오.” (중략)

왕이 졍 왈,

52) 권8, 6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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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식을 인야 부모형뎨의게 화 깃치랴.” (권14, 71면)

운숙이 자식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천륜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마음에 대해 토로하

자, 운성은 ‘자식 하나 때문에 부모형제에게 화를 끼치려 하느냐’면서 ‘머리를 베어야

한다’며 단호하게 대응한다. 운성은 세명을 죽이는 일이 국가에 대한 충성이자 가문을

위한 결단임을 강조하면서 결국 그를 죽인다. 후에 운숙이 세명의 시신을 보고 눈물

을 훔칠 때에도 사정(私情)을 알고 의리를 모른다면서, 세명을 죽이는 자신의 행동이

공의(公義)를 위한 것임을 재차 강조한다.53) 이렇듯 작품 속에서 폭력이 끊임없이 정

당화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것을 ‘공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이었다.54)

<소현성록>에서 양부인을 비롯한 소부의 남성들은 자식 훈육, 불효부의 징치 등을

명목으로 폭력을 자행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자녀에 대한 분노와 혐오, 부인과 며

느리에 대한 멸시와 냉대 등의 감정이 담기게 되고, 작품은 이에 대해 은폐하려 하지

만 성공하지 못한다. 가문 내 다른 여성인물들에 의해 그 ‘폭력성’이 문제시되거나 의

문이 제기될 때 서술자나 다른 인물들은 그것이 얼마나 마땅한 처사였는지 반복적으

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해명이 지속될수록 그 ‘정당성’ 여부에 의심이 생기는 역설이

발생하고 만다. <소현성록>이 보여주고 있는 이와 같은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

하기 위해서는 주인공들이 저지르는 폭력의 정반대에 있는 폭력, 그러니까 정당화될

필요성이 없다고 서술되거나 아예 관심의 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폭력에 관심을 기울

여 보아야 할 것이다.55)

53) 정선희는 양부인이 교영을 죽인 일과 운성이 세명을 죽인 일을 함께 언급하면서, “집단 속에

서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즉 개인을 “소외” 시키는 양상이라고 보았다(정선희, 앞의

논문, 2019, 266-268면).

54) <소현성록>은 ‘폭력’을 일종의 처벌이나 형벌로 사용하며, 이를 주관하는 인물은 판관 또는

법관과 같은 지위를 부여받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마사 누스바움

이 제안했던 ‘시적 정의(poetic justice)’ 개념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마사 누스바움

지음, 박용준 옮김, �시적 정의�, 궁리, 2013). 그러나 누스바움이 말한 ‘시적 정의’는 문학 텍스

트 내에 존재하는 편견 없고 분별 있는 문학적 재판관에 의해 실현되는 정의라는 점에서 완전

하게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D. D. Wang이 말했던 ‘시적 정의’에 가까

워 보이는데, 그는 ‘시적 정의’를 서사적 연쇄 속에서 텍스트 내적으로 정의라고 합의된 관념에

유착된 정의라고 보았다. 이들의 견해 차이에 대해서는 최현주, 신소설의 범죄 서사 연구 , 서

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15면의 각주 39번 참조.

“The chivalric and Courtcase novel’s inquiry into the terms of public justice and social order

leads to a more challenging question about the terms of poetic justice and narrative order.

By poetic justice I mean an imaginary deployment as it coalesces with a consensual notion

of “justice”. By narrative order, I mean a verbal configuration that lays out the intelligibility

of a narrative activity, as such, instantiates the “order” of a social and ideological discourse.

Both are crucial ingredients in th dialectic of the law of representation and the

representation of law.” D. D. Wang, Fin-de-siècle splendor : repressed modernities of late

Qing fiction, 1849-1911,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p.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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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성록>에는 집안의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가 아예 소부에서 쫓겨나거나

죽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여씨와 정씨이다.56) 소현성의 셋째 부인 여씨는 둘째 부인

인 석부인을 모해하기 위해 위서를 조작하고 양부인의 음식에 독을 풀기도 하며, 여

의개용단이라는 약을 먹고 석씨인 체하며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기도 한다. 그러나 여

씨가 자행하는 폭력은 매우 단편적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그 영향력 또한 미미하다.

석씨의 얼굴을 하고 소현성에게 ‘방탕하고 더러운 행동’을 한 일로 석씨를 쫓아내는

데는 성공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행위의 영향력이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지만, 이

사건에서 문제로 다뤄지는 것이 여씨의 행위 자체보다는 패악질을 하는 여인을 석씨

로 착각한 소현성의 분노와, 이로 인해 석씨에게 자행되는 그의 폭력이라는 점은 부

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운명의 셋째 부인 정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는 소부에 온 뒤 이옥주의 아름

다운 모습을 보고 놀라 이부인을 투기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성생이라는 자를 통해

이부인이 정절을 잃었다는 허언을 퍼트려 운명을 속이기까지 한다. 이 일로 운명은

이부인과 그 소생까지 죽이려든다. 그러나 여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서술자와 주변

인물이 정씨의 행위 자체에 기울이는 관심은 적은 편이다. 오히려 본격적인 정씨의

악행이 시작되면서 서사의 초점은 ‘화부인’에게로 옮겨간다. 정씨보다 화부인이 더 분

노하고 이로써 이씨를 어떻게 처리할지 몰두하는 장면들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소현성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씨의 폭력행위 자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가부장과 성인 남성들이 없는 상황에서 화부인을 비롯한 가내의 여성

들이 가중사를 처리하는 방식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소현성록>의 서사

는 악인, 특히 악한 여성의 폭력행위에 대해 무관심하다.57)

선행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소현성록> 속 폭력의 형상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

면서 “이념을 극단적으로 고수”한 결과라고 지적하기도 했다.58) 양부인이 교영을 죽

인 것과 다른 여성인물들을 향해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 이는 곧 윤리적

문제에 대한 작품의 불균형한 태도가 반영된 결과라고 여긴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현성록>에서 폭력은 일관되게 가문 내 인물을 향해 수위 높게

자행된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아들의 잘못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죽이려

드는 소현성이 사위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고,59) 어머니 양부인은 화부

55) 여성 주체의 폭력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서술자가 보이는 관심의 수준이 달라지는데,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는 ‘Ⅴ. 한글장편소설 폭력 서사의 소설사적 의의’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56) 명현공주는 출거되기 전에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다.

57) 승상의 넷째 딸인 소수빙이 김현과 혼인 한 후 취씨와 위씨 등의 폭력적 행위에 의해 겪는 수

난에 대해서는 “긴 셜화히고 대강을 긔록노라.”(권13, 44면)라고 말하기도 한다.

58) 공혜란, 앞의 논문, 131-133면.

59) 소현성은 소수빙과 불화를 겪는 사위 김현에게 그 곤란함을 이해한다면서 여차하면 왕래를 하

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고, 양부인 역시 한생이 이간질로 윤부인과 유생의 사이에 불화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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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말로써 다스리며 ‘사랑함을 친딸같이’ 하는 위

로자의 역할까지 한다.60) 그들은 사위, 며느리 등 성(姓)이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한

없이 관대한 태도로 일관한다. 실절한 소교영을 망설임 없이 죽이거나, 시가에서 핍박

을 받는 소수빙을 소부로 다시 데려오는 장면 등은 그들이 철저하게 소부와 그 밖의

인물들을 다른 기준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61) <소현성록>에서 ‘폭력’은 명백하

게 권력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악인의 폭력행위가 미약하고 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악인에게 그러한 권력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62)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소현성록>에서 폭력은 양부인, 소현성, 소운성 등

주인공들에 의해 자행되며, 그것은 ‘훈육’, ‘효’ 등 가문의 존속과 관련된 ‘제가’의 문제

로 인식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제가의 문제는 곧 ‘공의’이므로 망설이거나 주저할 이

유는 없다. 따라서 폭력의 대상은 작품이 악인으로 규정하거나 결국 출거당하는 악녀

에 해당하는 것뿐 아니라, 자녀, 부인, 서모 등이 되기도 한다. 주인공이 자신의 행동

의 근거를 ‘공의(公義)’에 두는 순간에 폭력은 자행되고 그것이 대상을 향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63) <소현성록>에서는 폭력의 수단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고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했을 때 <소현성록>이 당대 예교의 전범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실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작품 속에서 개인이 자행하는 폭력적 행

위는 당대의 관념에 비추어보았을 때에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는

주변인물이나 서술자의 발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증명된다. 이를테면, 작품 속에서 교

영이 죽어나간 사건은 여성의 실절에 대해 엄격했던 조선사회의 구조적 폭력의 결과

로 그려지기보다는, 구조적 폭력을 내면화하고 과도한 행위로 옮겨낸 양부인의 행위

로 형상화된다. 요컨대 구조와 구조를 의식한 어머니의 ‘과도 교정’이 만나는 자리에

으키고, 윤부인이 토혈을 하는 등 심각한 상태로 치달았을 때도 그저 몇 마디 말로 꾸짖을 뿐

이다.

60) 양부인이 며느리의 위로자로서 형상화된다는 논의는 정선희, 17세기 소설 <소현성록>연작의

여성인물 포폄양상과 고부상 , �문학치료연구� 36, 한국문학치료학회, 2015 참조.

61) <소현성록>의 폭력이 족내 인물을 향한 수단으로서 성격이 두드러지는 점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특히 가문에 위협이 되는 문제들을 외부에서 찾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내부의 결속과 재정비를 통해 극복하려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62) 이와 같은 본고의 시각은 <소현성록>에 존재하는 불일치의 국면들에 대해 우연적이거나 무의

식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았던 이지하의 입장에 가깝다(이지하, 앞의 논문,

2015).

63) 정희진은 근대 사회의 집단 학살이나 여성 살해 등을 예로 들면서, 이때 폭력은 그 자체로 목

적의식적인 인간 활동이자 계획된 실천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더불어 테벨라이트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이성을 잃었을 때 폭력이 발생된다기보다 폭력에 의해 이성이 실현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다(정희진, �아주 친밀한 폭력�, 교양인, 2016, 86면). 이와 같은 시각은

<소현성록>에 나타난 남성들의 폭력을 이해하는 데 좋은 참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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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영의 죽음의 원인이 놓여있다. 그런데 작품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해내지

도 온전히 은폐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에서 본고에서는 <소현성록>이

자가당착에 빠지고 말았다고 본다. <소현성록>에서 정당화의 과정이 온전히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것은 결국 폭력의 수단적 가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진실을 드러내는 측

면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소현성록> 속 가부장이 가하는 폭력의 의도나 목적이 당대 규범과

합치된다고 해도 폭력이 결국 한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는 점에 주목해보면 쉽

게 묵과되거나 용인될 수는 없을 것이다. 도덕적 이유와 정의감 등에서 저질러지는

폭력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그것의 지나친 ‘폭력성’을 문제 삼고 있는 점은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의 결과이기도 하다. 물론 주변인물의 발화를 통해 그 부당함이 문제시되는

국면이 포착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현성록>에서 폭력은 작품 내적 논리

에 의해 끊임없이 정당화된다. 따라서 폭력행위가 화해나 반성의 대상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양부인은 교영이 죽은 것에 대해 슬퍼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

성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많은 남성인물들은 오해와 착각으로 여성인물에게 폭력을

가하고도 당당하다. 소현성이 여씨 때문에 석씨를 내쫓고 혼서를 불사르는 등의 극단

적인 행동을 하고도 “이제 다른 사이 내 얼골 되여 이에 니면 부인이 가히 의심

랴?”64)라고 반문하면서 떳떳함을 확인받고 싶어 했던 것은 스스로의 행동에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의식의 소산이다. 소현성은 자식들에게 폭력적인 훈육방식으로 일관하

고 부인들에게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하여 함부로 굴었지만, 서술자는 끝내 소

현성의 인품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지 않는다. 주변인물들 역시 그의 폭력적 행동을

이해하거나 거기에 동조한다. 현실 세계에서도 권력자나 권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공격적인 행동을 할 경우 선하다고 여기는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는데,65) 작품 속

인물들이 그렇듯 당대 독자들 역시 이와 같은 사고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을 것이다.66)

<소현성록>이 폭력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파생작 등 관련 작품

속에서 극복이 시도되고 있는 점을 통해 증명되기도 한다. <화씨팔대충의록>에서는

64) 권4, 15면.

65) 롤로 메이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반역자만이 무조건 악으로 여겨지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다. “이렇게 우리는 똑같은 행동이라도, 권력 밖에 있는 사람이 그 행동을 하면 처벌받아

야 할 공격적 행동으로 여기면서도, 권력자가 그 행동을 하면 선하다고 말한다(롤로 메이, 신장

근 옮김, 앞의 책, 184면).”

66) <소현성록>이 인물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 지점은 애덤 모튼의 설명을 통

해서도 그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애덤 모턴은 다른 사람의 악한 행동을 보고 이를 설명하

려는 이유로 그의 사고방식을 숙달해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았는데, 말하

자면 악한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연습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애덤 모턴, 변진경 옮김, �잔혹함에 대하여―악에 대한 성찰�, 돌베개, 2015, 41면). 이와 같은

설명은 <소현성록>이 향유자로 하여금 폭력을 학습하게 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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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소운성의 폭력과 소부 인물들의 적대에 시달리다 끝내 요절해야 했던 명현공주

의 비명에 대해 소현성에게 책임을 묻는다.67) 바로 이 점 때문에 <화씨팔대충의록>

이 <소현성록>을 “굴복”시키기 위해 쓴 작품이라는 점이 선행연구를 통해 지적되기

도 하였다.68) 한편 패악질을 일삼으면서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소운성은 <손

천사영이록>에 이르러 그 성격적 결함이 부정되기에 이르고,69) 불효부로 취급되어 소

현성의 언어적․정신적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던 화씨는 <자운가>, <과부가> 등을

통해 그 인물됨이 재평가되기도 한다.70) <소현성록>에서 ‘제가’를 명분으로 가해졌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파생작 등 관련 작품 속에서 다시 서술되고 있

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소현성록>이 가문 내에서 지존(至尊)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선한 인격으로 이해되

는 가장이나 소가장(小家長) 등이 여성이나 어린 아이, 하인, 서모 등 소외된 존재에

게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을 상세하게 담아내는 역설을 성취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71) 동시에 이들의 행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는 점 또한

중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목소리는 미약한 수준이므로 발화되는 즉

시 곧바로 묵살되거나, 그 내용이 일정하게 회자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과를 발

휘하지 못한다. 의심의 목소리는 폭력을 옹호하고 은폐하려는 자들에게 변명의 기회

를 주기 때문에 작품 내적으로는 폭력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로 기능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고통과 불행으로 이끈 폭력이 가문의 핵심 인물들

을 통해서 자행되었다는 것을 <소현성록>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점 때문에 작품이 지닌 남성 중심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여성독자들에게 꾸준히 읽힌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7) 지연숙, <소현성록>의 주변과 그 자장 , �한국문학연구�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문화연구소, 2003, 55면.

68) 지연숙은 이 점이 <화씨팔대충의록>에서 명현공주의 죽음과 관련하여 소현성을 비판하고 있

는 내용을 통해 극명하게 확인된다고 보았다(지연숙, 위의 논문, 54-59면).

69) <손천사영이록>에 대해서는 최현성, <손천사영이록>에 나타난 <소현성록>에 대한 시각 , 고

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참조.

70) <자운가>에 나타난 소운성을 향한 부정적 시각에 대해서는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보

고사, 2003; 정대혁, <자운가> 연구―<소현성록>과의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

구�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참조.

71) 특히 가부장의 부정적 면모가 묘사되는 점에 대해서는 ‘Ⅳ-3-1) 남성 주체의 과시적 폭력 묘

사’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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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성적 시각과 화해의 모색

지금까지 <소현성록>이 폭력을 가부장의 제가(齊家)의 도구로 형상화하고, 결국 수

단적 가치를 인정하는 결과에 도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살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

술자가 가부장의 행동에 동의를 표하고 있는 지점이 포착되는바, <소현성록>에서 폭

력은 정당화의 대상일 뿐 반성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작품 속 인물들과

서술자의 발화를 통해 정당화가 계속되는 것은 오히려 그 행위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반증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소현성록>은

그 수단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폭력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가치

의 유무에 의심을 갖게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간에 지속적으로 발생

하는 폭력에 관심을 갖고, 이 폭력의 피해자인 아들이 겪는 여러 문제 상황들을 예리

하게 포착하고 있다. 이 두 작품은 비로소 폭력적인 인간 형상을 진정한 문제로 취급

하고 서사를 이끌어가는 주요 동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은 유정경과 위지덕의 폭력적 면모가 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는 점에서, <소현성록>과 폭력에 대한 근본적 시각을 달리한다.

그런데 이 두 작품에서 주인공에게 폭력을 가하는 주체로 ‘부친’을 문제 삼고 있는

설정은 폭력이나 폭력적인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가내 지존이라는 가부장의 위치를 감안했을 때, 그 폭력적 행위에 대한 현실적

인 대응이나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당대의 관점으로는 비난

하거나 처벌하기 어려운 대상을 강력한 폭력의 담지자로 그려내고 있는 것은 오히려

작품이 폭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반증으로 읽힌다. 특히 이 두 작품이

가정에 초래된 참상의 책임 소재를 찾거나, 나아가 화해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

은 폭력 자체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확보한 결과로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은 함께 논의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연구자들은 대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구도 속에서 작품 속 갈등을 해명하려

고 하였다.72) 폭력적인 아버지가 반성에 이르는 결말 자체에만 주목한다면, 이 두 작

품은 별다른 차이점이 포착되지 않는다. 그러나 폭력의 원인이나 결과, 폭력의 상흔을

수습하는 과정, 이에 대한 서술자의 시선과 주변인물들의 반응 등에서는 상이한 점이

72) 굳이 이 두 작품을 한 장에서 다루는 이유는 성격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해석이 존재해

온 연구사를 다분히 의식한 결과이다. 두 작품을 함께 다룬 연구로 조광국, 閥閱小說의 孝 具

現 樣相에 대한 연구－閥閱小說 전개의 한 측면 : 柳孝公善行錄 , 嚴氏孝門淸行錄 , 報恩奇

遇錄 을 중심으로－ ,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

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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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다. 여기에서는 두 작품의 공통적인 문제의식과 상이한 문제 해결 방식에 유념

하면서 작품 속 폭력의 형상과 그 의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공허한 화해와 폭력의 지속 : <유효공선행록>

<유효공선행록>은 임치균에 의해서 <유씨삼대록>과 연작관계가 밝혀지는 한편,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과 성격이 논의되면서 본격화되었다.73) 이때 임치균은 이 작품

이 효행을 후세에 전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에서 쓰여졌다고 보았다.74) 이로써 이후의

연구들은 작품이 형상화하는 ‘효’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매달려 왔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유정경의 폭력적인 형상과 이에 순응하여 결국 부친을 개과시

키는 유연의 효성스러운 모습이 부각된다는 작품의 전체적인 성격에는 동의하면서도,

유연의 효행이 정씨의 불행과 우성의 비행으로 이어지는 점, 이로써 우성의 부인인

이씨가 불행에 빠지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요컨대 작품의

주제가 효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효에 대한 극단적인 추구를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얼마나 관념적인 것인가가 폭로되고 있다고 본 경우와,75) 작품의 주

제를 효라고 단일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우며 가부장의 행동을 통해 유발된 여러 문

제들이 부각되는 것은 곧 가부장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본 경우로 대별된

다.76) 이와 같은 의견 차이는 특히 작품의 후반부에 비교적 간략하게 제시되고 있는

유우성과 이씨의 서사에 대한 견해 차이와도 무관하지 않다. 부인 이씨를 대하는 유

우성의 형상은 기이할 정도로 광포(狂暴)하게 그려지는데, 이를 유정경-유연 부자의

불화와 관련시켜 이해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작품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이다.

이와 같은 점에 유념하면서 본고에서는 유정경-유연 부자의 불화를 통해 초래되는

다른 인물들의 불행과 갈등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작품이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유정경-유연 부자의 불화임이 틀림없지만, 유홍의 존재를 감안했을 때 작품이 제시하

고 있는 불화의 책임은 이 두 사람에게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갈등으로 인해 주변인물들이 겪게 되는 삶의 변화와 굴곡이 이후의 서사에서 비중 있

게 다뤄진다. 따라서 이 지점을 제대로 살펴야만 작품 속 폭력이 지닌 의미를 온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폭력이 난무하는 유부에서 자라난 유연의 아들 유우성

73)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9.

74) 위의 논문, 226면.

75)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5.
76) 양혜란, <유효공선행록> 에 나타난 전통적 가족윤리의 제 문제 ,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

설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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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부인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한글장편소설을 통틀어 가장 잔혹한 수준

으로 형상화되고 있어 주목을 끈다. 문제는 그 형상의 잔혹함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 내용이 작품 후반부에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소략하다는 등의 이

유로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77) 유우성의 폭력은 유정경과 유연의 갈

등이 해소된 이후, 그야말로 작품의 후반부에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중

요하게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왜 대단원의 결말을 바로 앞두고 그렇게 폭력적인 인

물 형상을 내세웠는가 하는 의문에 답을 내기 위해서 말이다.

(1) 성격적 결함에 의한 폭력

유정경은 부인이 죽은 뒤 서모 주씨, 장자인 연, 차자 홍과 함께 살고 있었다. 성품

이 편벽된 유정경은 연을 미워하고 홍을 편애한다. “댱의 졀칙효슌믈 낫비”78) 여

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홍이 범죄자인 요정의 뇌물을 받는 일이 발생한다.

간신 요정이 강형수의 처가 미색이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범하려하였는데, 그

만 강형수의 처 정씨가 자결을 하고 만 것이다. 강형수의 보복을 두려워한 요정은 유

정경의 차자 유홍과 결탁하게 되고, 유홍은 형 유연과 이 사건을 두고 쟁론할 것을

예상하고 지레 부친에게 참소를 한다.

앞서 <소현성록>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양부인이 교영을 죽인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이것이 작품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언

급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했을 때 <유효공선행록>의 세계가 요정이라는 간악무

도한 인간의 폭력으로 열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유홍과 유연의 불화가

시작되는 지점에 바로 요정의 패악질이 자리하고 있고, 이로써 비롯된 두 사람의 반

목이 가족과 가문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이는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러나 작품은 이 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오히

려 이 사건에 간접적으로 유홍을 개입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유

홍은 스스로 뇌물을 받은 일이 발각될까 우려하여 형 유연이 연루되었다고 부친에게

참소한다. 이 일로 유연은 부친에게 꾸짖음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의심과 불신을

받는 존재가 된다. 이 무렵까지만 하더라도 유연과 유홍 사이의 직접적인 갈등은 없

77) 작품에서 소홀하게 다뤄진 유연과 부인 정씨의 갈등에 관심을 두고 효제(孝悌)의 수행이 부부관

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 조혜란의 논의에서도 유우성과 이소저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분량도

매우 적을 뿐 아니라 독립된 인물로서의 이소저의 비중 역시 매우 적”다는 이유로 논의에서 제

외한 바 있다(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제(孝悌) 수행이 부부 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연과 정소저 부부를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각주 11번 참조).

78) 권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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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러다 유연이 자신의 부인 정씨의 처소 앞에서 유홍이 음심을 품은 가사를 읊

는 것을 목격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

유연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조용히 유홍을 불러 그의 행동에 대해 훈계한다. 더불

어 전일 강형수의 일로 뇌물을 받았던 일을 거론하며, 이를 고치지 않으면 용납지 않

겠다고 유홍을 강하게 책한다. 이에 억한 심정을 품은 유홍은 다시 부친을 찾아가 형

이 자신을 요정에게 뇌물을 받고 형수 정씨를 흠모한다는 내용으로 모함했다고 눈물

을 흘린다. 유홍에게 속은 유정경은 유연을 불러 벼루로 머리를 내리친다.

공답지 아니고 바로 부젼의 니니, 공이 노긔(怒氣) 엄열(嚴熱)여 친이 니

러공의 관을 벗기고 머리를 프러 손의 잡고 댱셔안 우희 옥셕연(玉石硯)으

로 곡직(曲直)을 뭇지 아니코 어즈러어 치니 공님의 유모의 말이 올흔 쥴 알되

참아 홍의 불인(不仁)을 니르지 못여 다만 소를 온화이 야 오,

“의 블효미 크거니와 죄 잇시면 시노로 댱(杖責)을 셔도 늣지 아니옵

거엇디 셩톄이럿틋 잇부게 시니잇가.” (권1, 50-51면)

유연은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도 부친 걱정뿐이지만, 유정경은 도리어 유연이 자

신을 조롱하고 공격한다며 분노한다. 유정경이 매질을 멈추게 된 것은 유홍이 죄를

나누겠다고 나서면서였다. 유정경은 유홍의 마음을 어질게 여겨 결국 유연의 죄를 사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자신의 능력과 인품으로는 결코 형 유연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유홍이 결국 유연을 없애고자 마음먹기에 이른다.

“샤군(舍君)의 대효(大孝)와 인후즁(仁慈厚重)문 내 본아오, 형뎨 화

목며 봉친 졔가문 인가의 경라. 비록 무식촌뷔라도 알녀든 물며 나 뉴홍

이 엇디 아지 못리오. 다만 각건남셰상의 나셔 군유(群類)압두고 

학(才學)이 내 우오르 리 없셔 바야흐로 남되여 븟그럽지 아니리니 그러무로

녜붓터 유를 고 양(兩)을 년탄(蓮嘆)이 이시니 내 문이 비록 강하나 젹연

도학이 형만 못 고 그 말단은 션비되여 열친 사군지도를 밧드니 날 니무

용이라. 엇디 즐겨 참을 리오? 그러므로 형을 업시여 영빈(潁濱)의 우

희 동(東坡) 잇단 말을 듯지 아니랴 니 대인긔 두 번 형의 허믈을 고여

긋치 님의 이러시니 그치지 못지라. 그죠흔 계교가라쳐 업시미 엇더

뇨?” (권1, 63-64면)

유홍은 부인 성씨에게 자신의 학문적 능력, 인성, 주위의 평가 등이 모두 형 유연보

다 부족하다면서, 이와 같은 이유로 부친께 여러 번 허물을 고하였음을 고백하고 있

다. 이미 상황이 이렇게 되었으니 아예 없앨 계책을 함께 궁리해보자는 뜻에서 한 말

이었다. 그러나 성씨는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면서 개탄할 뿐이다. 이와 같은 유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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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짐작한 유연이 과거에 응시하지 않으면서 유홍이 과거에 급제하게 된다.

과거에 급제한 후 기세등등해진 유홍은 부친을 더욱 부추겨 유연을 폐장(廢長)하기

에 이른다. 이때도 유연은 아버지의 허물을 줄이기 위해 양광(佯狂)을 한다. 일족들에

게 자신이 장자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것이다. 이 일로 부친의 미움을

산 유연은 부인과 함께 후당에 갇히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유정경이 유연에게 반복적인 폭력을 자행한 뒤에도 간헐적으

로 그를 안쓰러워하거나 걱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유정경은 유연을 가둔 지

십여 일 후 소식이 궁금하여 후당에 들르고, 이때 유연이 본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

고 감동을 받는다. 양광의 이유를 알았을 때는 눈물을 흘리며, 그 온화하고 효순함에

감동하여 유정경과 정소저를 다시 처소로 보내고 음식을 권한다.

이렇게 유정경과 유연의 사이가 나아지는 기색이 보이자 불안함을 느낀 유홍은 부

친에게 다시 유연을 참소하기 시작한다. 유연이 자신의 지위를 빼앗으려고 하며, 부친

을 죽이고 서모를 앗는 등 강상의 죄를 범하려 한다는 말에 유정경은 유연을 또다시

죽이려 든다. 그런데도 유홍의 참소는 그치지 않는다. 이후 천자의 사랑까지 받게 된

유연을 향한 유홍의 질시는 더욱 심해지고, 유연의 부인 정씨까지도 해할 계획을 세

운다. 유연은 유홍에게 속아 정씨를 매질하려 드는 부친을 설득하려고 나섰다가 더

큰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부친의 허물을 ‘자당(自當)’하고자 직접 정씨를 매질한다.

정씨는 거의 시신이 되어 정부로 돌아간다.79)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보건대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을 향한 신체적 폭력의

주체는 부친 유정경이지만, 그 폭력을 촉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모두 유홍에게서 비

롯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홍은 요정의 악행을 눈감아 준 대가를 받고 이를

형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부친에게 참소하고, 형수인 정씨를 향해 음심을

품은 일이 발각되자 도리어 형이 자신을 오해하여 모해했다는 등의 말로 부친에게 고

한다. 부친과 형의 사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일 때마다 거짓말로 그들을 이간질하기도

한다. 유홍은 직접적으로 유연을 향해 정신적 폭력과 언어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며,

부친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간접적인 폭력을 휘두르기도 한다. 작품은 이러한 유홍의

행동이 유연과 유정경 부자 사이를 이간질하여 유연 부부를 참혹한 폭력의 희생자로

만드는 과정을 상세히 보여준다. <유효공선행록>은 작품 속 인물에게 벌어진 참상에

대해 유홍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유홍이 왜 이렇게까지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일까 의문이 생긴다. 최초에

는 요정의 뇌물을 받는 등 스스로 저지른 부정에 대한 걱정과 이 일로 형과 “논

미”80) 있을 것이라는 의식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당장

79) 이때 정관은 아끼던 딸이 유혈이 낭자한 채로 집으로 돌아오자 매질을 한 사람이 누구냐 추궁

하고, 유연이 직접 매질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두 집안 사이의 갈등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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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후의 행동과 필연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작품에서는 유홍이 형의 능력을 시기하고, 부인의 훌륭함을 부러워하며,

부친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데 불안함을 느끼는 등의 이유로 유연과 정씨를 부친에게

참소하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유홍의 폭력적 면모가 성격적 결함에서 비롯된다

는 인식의 발로이기도 하다.81) 그는 ‘악인’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정신적․성격적 결함

이 있는 인물에 가까워보인다.82) 특히 형을 향한 열등감이 형수에게 번지고, 이로써

형수에게 음심을 보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한글장편소설 전체를 두고 보아도 매우

특이한 설정인바, 유홍이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형 유연

에 대해 부친에게 참소할 때에도, 그가 부친을 죽이고 서모를 음증(淫烝)하며 제수를

핍박하려 한다고 말한다. 유홍의 정신적인 상태는 단순히 악함이나 불인(不仁)함으로

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공더욱 각별 날이 대슌(大舜)이후 낫 효(孝子)를 내신지라. 엇디 범

인의게 비기리오만은 이론지 영모(永慕)미 안흐로 깁플 이오, 밧그로 궁과

미 업셔 야〃 안젼의 더옥 화긔(和氣) 자약(自若)고 홍은 샤침(私寢)의셔금

80) 권1, 9-10면.

81)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는 문제 상황이 등장인물들의 성격적 결함에서 온다는 지적은 연구 초창

기부터 지적되어 왔다. 임치균은 유홍이 유연을 폐장시키고 장자가 된 후에도 음해를 계속한다

는 점을 지적하여 그것이 ‘열등감’ 때문이라고 보았다(임치균, 앞의 논문, 1989, 217면). 이승복

역시 유홍이 유교적인 가치들을 학습한 인간임에도 유연과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보다 뛰어난 인물은 용납할 수 없다는 홍의 성격적 결함 때문”이라고

보았다(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 �선청어문� 19, 서울대학

교 국어교육과, 1991, 165면). 그러나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유홍의 인격 형성의 과정이나

성품이 유연의 인생을 참혹할 지경으로 망가뜨리는데도 불구하고 진지한 성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82) 유홍의 이러한 태도는 “연극성 성격 장애(Histrionic Personality Disorder)”의 성향이 짙어 보

인다. 정신질환진단 및 통계 메뉴얼(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에 따르면 연극성 성격 장애는 과장된 정서표현, 격렬한 대인관계, 자기중심적인 태

도를 보이는 한편, 타인을 교묘하게 조장하거나 끊임없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등의 행동 특징을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의 진단기준에 따른다(미국정신의학회, 권준수 옮김, �DSM―5 간편

정신질환진단통계편람�, 학지사, 2018, 727-728면).

1. 자신이 관심의 중심에 있지 않는 상황을 불편해함

2. 다른 사람과의 관계 행동이 자주 외모나 행동에서 부적절하게 성적, 유혹적 내지 자극적

인 것으로 특징지어짐

3. 감정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피상적으로 표현됨

4.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외모를 사용함

5. 지나치게 인상적이고 세밀함이 결여된 형태의 언어 사용

6. 자기극화, 연극성 그리고 과장된 감정의 표현을 보임

7. 피암시적임. 즉,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음

8. 실제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로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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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을 희롱고 가를 음영여 담쇠(談笑) 훈〃타가 부젼의 니즉 우〃히 슬픈

빗과 모언단이 사으로 여금 눈물 흐르믈 다지 못게 니 공이 무

여 댱(長子)의 승안화긔(承顏和氣) 의 슬픈 빗만 못가 의심더니,

길일(吉日)이 님형뎨 관를 가지로 졍고 당의 하직, 일공오도

록 이디 아니거홍이 니러나 부르답지 아니지라. (권1, 37-38면)

위의 인용문은 유홍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영위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사

적인 장소에서는 “금슬을 희롱고 가를 음영”하는 등 즐거운 삶을 살다가도, 부친

앞에서는 슬픈 빛을 나타내 사모의 말을 늘어놓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

게 했다고 하였다. 말하자면 그는 부친 앞에서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에 부친

은 유연의 ‘화기’보다는 유홍의 ‘슬픈 빛’에 마음이 쓰이게 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유홍의 성격에 대해 작품 내적으로 진지한 설명이 동반되지 않는

다는 사실이다. 작품 시작부터 유홍은 유연이 “효우관인(孝友寬仁)”한 것과 달리 “간

교암험(奸巧暗險)”하다고 했으며, 이로써 형제가 소원하게 된 것을 “텬의(天意)”라고

말한다.83) 유홍이 요정의 뇌물을 받아 유연을 모함할 때에도 “람이 욕심을 삼가지

아닐것.”84)라는 말로 유홍의 행동을 설명할 뿐이다. 유홍은 유연 못지않게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며, 간신의 무리가 유홍을 찾게 된 것은 그의 능력과 지위에 대한 표시

이기도 하다. 부인이나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는 유연이

부인 정씨와 아들 유우성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겪는 점과 대별된다.

한편 <유효공선행록>이 계후 갈등을 통한 부권의 확립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견

해가 있는데,85) 이는 작품 속 유홍의 폭력을 개인적 폭력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며,

구조적 폭력으로서 취급해야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단 한 명의 남성만이

가내의 지존(至尊)이 될 수밖에 없는 가부장제의 맹점은 필연적으로 가내에 존재하는

다른 여러 존재들을 소외시킬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품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듯이 일관되게 종통의 문제에 집착하는 것은 유연이지 유홍이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유홍은 스스로 종통이 되겠다는 욕망 그 자체에 의해

추동된다기보다는 형을 향한 시기와 질투, 잘못이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등에 의해 행동한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

이다.

<유효공선행록>이 참상의 책임을 유홍에게 묻고 있다는 것은 부친 유정경과 차자

유홍에 대한 주변인물 및 서술자의 태도가 상이하다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유정

83) 권1, 6면.

84) 권1, 10면.

85)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父의 양상과 그 세계관 ,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학교 국어국

문학과,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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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 유연에게 심한 폭력을 휘두를 때 그 원인이 유홍의 거짓말에 있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는바, 이를 향한 원망은 유홍을 향해 표출된다.

쥬시본어진 으로 젹이인을 길어 졍의 갈 갓치 다가 이날 대공

의 즁(重責)을 닙어 뉴혈이 님니고 두골이 여져 번 누으눈을 감고 말

아니믈 보고 눈물을 금치 못여 홍을 지져 왈,

“공엇딘 고로 이거조여 환란이 나게 뇨.” (권1, 54-55면)

유홍의 참소 때문에 유연이 부친에게 매를 심하게 맞자 서모 주씨가 유홍을 찾아가

원망의 말을 전한다. 주씨는 일찍이 정실 부인이 죽고 유씨 가문에 들어 온 뒤에 두

공자를 모두 사랑하며 기른 인물로 묘사되는데, 그러한 주씨가 보기에도 유홍의 행동

은 과했던 것이다. 서모의 책망을 듣고도 유홍은 표정을 감추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데, 이것이 사태의 비극성을 더욱 심화시킨다. 형 유연을 향한 모해는 유홍 스스로조

차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음을 드러내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 셩시 쳥파의 모골이 송연고 한츌쳠(汗出沾背)니 양구(良久)의 왈,

“군엇긔 이런 말을 시뇨. 공의 특이시미 존문(尊門)의 만(萬幸)니

군만일 가지로 덕을 닷근즉, 이문왕이 잇고 쥬공이 잇시미라. 이 텬의 형뎨

나만 니르믈 듯지 못엿니 엇긔 믄득 싀긔픔어 어진 이고 동긔블

화(同氣不和)여 헛도히 악명(惡名)을 일흠녀여 명교(明敎)의 득죄(得罪)며 텬긔

신기의 용납지 못리오.” (권1, 64-65면)

� 바야흐로 홍은 우셔고 연은 아셰우고 현묘(顯廟)기맛, 공이 뎡

시블너 면젼의 니르러 시녀명여 뎡시의 홍나삼과 리상을 벗기고 일벌 쳥

의닙힌 후, 셩쇼져복(改服)여 교위에 안치고 뎡시녜(禮)바드라니,

셩시 황망이 양왈,

“쇼쳡은 져근 가문 쳔녀(賤女)라. 엇디 감이 〃튼 녜바드리잇고. 쥭기명

로 려이와 이 말삼은 감히 봉(奉行)치 못리로소이다.” (권2, 96-97면)

인용문 �는 유홍이 자신의 능력과 성품이 형 유연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

하게 깨닫고 아예 형을 없애버리자며 성씨에게 묘책을 물었을 때의 성씨의 반응이다.

결국 유연을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참혹한 말이 유홍에게서 나오자 성씨는 크게 놀란

다. “믄득 싀긔픔어 어진 이고 동긔블화(同氣不和)”하는 유홍의 행동이 명

교에 득죄할 일이라며 극구 말린다. 인용문 �는 유홍이 형을 폐장하고 스스로 장자

가 된 이후에 형수 정씨의 옷을 벗겨 부인 성씨에게 입힌 뒤 정씨의 예를 받으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이때도 성씨는 스스로 ‘작은 가문의 천한 여자’라고 하면서, 예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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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 없다고 눈물을 흘리며 거절한다. 성씨는 손윗동서인 정씨가 후원에 갇혀 지낼

때도 몰래 음식을 가져다주는 등 유연 부부에게 선의를 베풀기도 한다. 이렇듯 성씨

는 남편 유홍의 행동의 부당함을 자각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킨다.

이렇듯 주변인물의 원망이 모두 유홍을 향해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이와 같

은 작품의 설정은 유정경을 제외한 유문의 사람들이 모두 화란(禍亂)의 원인이 유홍

에게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런데 이들은 유연과 정씨의 불행에 깊이

우려를 표하면서도 유정경에게 직접 유홍의 비행과 거짓말을 알리는 데에는 매우 소

극적이다. 서술자가 유홍의 거짓말에 속는 유정경을 두둔하게 되는 설정은 이와 같은

주변인물의 태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다.

“연이 어졔 내 믈 여 니러나지 아냐냐?”

홍이 왈,

“형이 상대단치 아니냐 작야의 쇼로 더부러 문답기로 지금 지 못여

니라.”

공 왈

“이 반다시 너즐욕랏다.”

홍이 답지 아니코 현연(泫然)이 쌍누(雙淚)리오니 이홍이 그 부친

셩픔을 알연(自然) 격노(激怒)게 말을 미고 늘근 여이 람을 홀님

지라. (권1, 58면)

유홍이 쌍루를 흘리며 부친에게 참소하는 모양을 두고 모두 부친 성품을 알고 하는

짓이라며, ‘늙은 여우가 사람을 홀리는 것 같다’고까지 말하는 서술자는 유홍의 간악

함을 강조하는 한편 그에게 속는 유정경을 두둔하는 듯 보인다. 앞서 유홍이 울면서

부친에게 참소할 때도 그 모습을 보고 좌우의 모든 사람들이 눈물이 날 정도였다고

했는데, 역시 유정경이 속는 것을 두고 탓할 수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상기한바 유정경은 아들 유연에게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을 일삼으면서도

종종 그에게 안타까움을 느끼거나 감동하는 등 감정적으로 매우 풍부한 인간으로 그

려진다는 데 있다.

� 일변 말며 일변의 관을 졍히고 부친긔 뵈니, 공이 노머금고 말을 아

니〃. 공계하(階下)의셔 기리 (再拜)여 죄쳥고 듕계(中階)의 올나 명

을 기다릴 , 온슌얼굴과 츅텩(蹙蹐)거동이 거름 소의 나 죠심고

두려모양이 갓 람이 감츅아니라 귀신도 격동듯니, 뉴공이 비록

쇠간장과 돌이나 엇디말의 도로혀미 업리오. 잠간 노풀고 언어

통니, 공깃부미 망외(望外)라, 더옥 을 닷가 득죄(得罪)치 아니믈 원나 엇

디 능히 어드리오. (권1, 60-61면)



- 83 -

� 샹이 노긋치 못샤 도쥬 안치즉일 발라 시여 학계유

쥭기면나 듕댱(重杖)을 닙어 음이지 못고 멀니 젹거니 다시 도라오기

지 못고, 닌니(隣里) 종족(宗族)과 원근(遠近) 친쳑(親戚)이 앗기고 슬허

여 셩 밧긔 나와 위별(爲別), 홍 이 깃분 을 고치고 거듯 톄읍톄

니 학져 거동을 보고 손을 잡고 탄식 왈,

“한쌍 기러기 완젼치 못니 이다 우형의 블쵸(不肖)미라. 너야야어지

리 셤기고 조상을 륭(忠)으로 도와 션됴(先祖)욕(辱)지 말나.” (중략)

이윽고 뉴공이 니르러 학보고 왈,

“널노이러케 믄 다 노부의 연괴(緣故)라.”

고 오로만져 눈물 두어 쥴이 연이 러지니 야흐로 부의 졍(情)이라.

(권3, 238-239면)

유정경은 유연에게 모진 매질로 폭력을 행사한 뒤에도 궁금해 찾아간다. 이때 유연

이 더욱 공손한 언어와 삼가는 태도로 일관하자 분노가 풀어진다. 서술자는 이에 대

해 유정경이 “쇠간장과 돌”이라도 어찌 돌이킴이 없겠느냐면서 그가 평범한 인정

을 지닌 인물임을 강조한다. 인용문 �는 유연이 귀양을 가게 되자 유홍이 제족들과

함께 배웅을 하는 장면이다. 장차 떠나려는 유연을 보고 홍은 기쁜 기색을 감추고 거

짓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유정경은 “널노이러케 믄 다 노부의 연괴(緣

故)라.”라고 하면서 유연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흘린다. 서술자는 이것이 바야흐로 “부

의 졍(情)”이라고까지 한다. 유연의 귀양은 유홍과 유정경이 모략한 결과임을 상기

해보면 유연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는 유정경의 모습이나, 이를 두고 부자의 정리

를 운운하는 서술자의 모습은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서술자의 이와 같은 태도에는 유홍이라는 간악한 동생이 온갖 패악질을 하더라도,

유정경과 유연은 함부로 갈라놓을 수 없는 사이라는 시선이 반영되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작품은 유정경의 폭력적 행동은 유홍에게서 비롯된 것일 뿐 유정경 본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유홍의 패악질이 심각해질수록 오

히려 유정경을 향한 용서의 가능성은 커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유홍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나 그가 벌이는 악행에 대해 주변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유문에 벌어지는 참상에 일조한다. 따라서 부친 유정경은 어리

석고 우매한 가장일지언정 폭력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지는 않

는다. 오히려 작품은 지속적으로 유홍의 성격적 결함이 초래하는 폭력과 이로써 주변

인들이 마주하게 되는 불행, 불합리한 상황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유효공선행록>은 성격적 결함의 결과로서 폭력을 다루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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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책임의 전가와 폭력의 재생산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보면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유홍의 인격적 결함이 결국

부친 유정경을 현혹하고, 이것이 심각한 ‘폭력’을 초래하여 유정경-유연의 부자 관계

를 망가뜨리는 과정이 형상화되고 있다. 작품은 유정경의 폭력 그 자체보다는 폭력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는 유홍의 성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작품의 결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정경은 유연에게 심각한 폭력을 휘두르지만, 늘 순응하고 참는 아들을 보며 감동

하고 후회하면서 지속적으로 반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연이 적소에서 보낸 편지

가 두 사람의 화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다. 유연의 편지는 자기가 지금 죽으면

아버지에게 죄를 더할 것이며, 훗날 아버지를 후회하게 만들 것이므로 차마 죽지 못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유정경은 편지를 받아 읽은 후 눈물을 흘리더니, 자주 그 편지

를 내어본다. 결국 유정경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유연을 집으로 들이며, 정씨와

그 자녀 유우성 또한 함께 거처하도록 허락한다. 유우성이 유부에 이르자, 유정경은

그를 보고 기뻐하며 유연을 향해 자못 진심이 담긴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한다.

공이 우셩을 블너 어로만져 랑며 다시다라고 뎡부인을 쳥여 상셔와

좌(座)가지로 여 두굿기고 랑미 비업셔, 상셔의 손을 잡고 도로혀

쳐참여 눈물 흘녀 왈,

“노뷔(老父) 너의 부〃를 희지엇더니 금일 파경(破鏡)이 완합(完合)니 현부

노부의 젼일을 각지 말고 기리 오의 영화누리며 오노뷔 불명(不明)

일을 여시나 을 지 말고 부뷔 화목여 녯날 셔로 격엿던 거플어리

라.(후략).” (권9, 166-167면)

유정경은 유연 부부의 파경과 불행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정씨와 유연에게 과거의 일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화목하게 지내길 바란다고 하면

서도 거듭 자신의 불인했던 과거를 언급한다. 이로써 유정경과 유연의 관계는 회복된

듯 보인다.

유정경과 유연이 화해했으니, 작품에 드리워진 폭력의 그림자는 모두 사라진 것일

까. 앞서 언급했듯이 유정경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이 폭력의 직접적 대

상인 유연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의 여러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폭력에 대한 진정한 반성, 폭력이 초래한 상흔을 극복하는 일은 주변인들

의 삶에 드리워진 불행을 수습하는 과정과 별개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작품이

진정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유홍이라는 전제 위에서 본다면, 유홍과의 화해를 그

려내는 방식에 더욱 큰 관심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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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유연의 태도이다. 그는 본인과 부인 정씨가 겪

는 폭력의 시작에 유홍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유홍의 행동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다. 이 작품 속에서 기실 가장 큰 시련을 겪는 인물이 유연이 아니라

정씨처럼 보인다는 지적은,86) 작품 속에서 가장 문제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은 유홍이

아니라 유연임을 생각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유홍의 참소로 벼루로 머리를 맞을

때에도, 제족들 앞에서 양광을 할 때에도, 심지어 부인 정씨를 때려 내쫓을 때에도 유

연은 언제나 부친만을 생각한다. 부친의 면전에서 유홍을 탓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

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연이 혼자 있는 순간에도 전혀 유홍을 탓하지 않는 점은

기이하다. 유연이 유홍을 질책했던 것은 정씨를 향한 음심을 품고 가사를 음영하다가

발각되었을 때뿐이다. 이후로 벌어지는 여러 사태들에서도 유연은 아예 유홍의 존재

를 의식하지 않는다.

유연은 유홍을 신경 쓰지 않는 대신 아버지 유정경에게 관심을 쏟는다. 그는 오로

지 부친을 향한 ‘효’를 실현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유연이 유홍의 폭력적 태도에

도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잘못을 유정경이 알아서는 안 된다고 여

겼기 때문일 것이다. 유홍은 아버지 유정경이 사랑해마지않는 자식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유연의 대응은 부친의 마음만을 고려해 이루어진다. 불의를 행할지언정 부친에

게 뜻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는 유연의 행동의 준거가 된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보은

기우록>에서 위연청이 위지덕과 대립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의(義)’로

서 제시되고 있다는 점과 매우 차별적인 지점이기도 하다. 유연은 유홍의 거짓말에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고, 부친의 폭압을 견뎌낸다. 이렇게 해서라도 부친의 마음을 상하

게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다.87)

그러나 유연은 유홍이 거짓으로 일을 꾸미고 간신들과 작당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서도 함구했고, 결국 유홍은 귀양을 가게 된다. 그렇다면 유연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부친의 명예와 가성(家聲)에 누를 끼친 것이므로 불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유연은 왜 유홍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그러나 유연의 이와 같은 태도가 유정경의 폭력적 태도를 저지하고 그를 개과하도

록 기여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부친에게 죄를 더할까 모진 매

질을 감내하고, 양광을 하고, 부인을 내쫓기까지 하는 아들을 보면서 유정경은 지속적

으로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며, 마침내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86) 이지하, 앞의 논문, 2005, 170면.

87) 이에 대해 조혜란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효이며, 유교적 가부장사회에서는 부친인 가장

의 뜻을 살피는 것이 효로 인정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家長權) 행사의 문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162-163

면). 본고에서는 여기에 동의하지만, 그 ‘효’의 실효성을 따져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입장을 달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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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점을 감안하면 <유효공선행록>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유정경-유연 두 사람

의 관계 회복이고, 유홍을 용서하는 것이나 그와 화합하는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

아 보이기까지 한다.88) 후술하겠지만, 유연이 유홍과의 화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태도야말로 작품이 진정한 화합의 결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

부친밖에 모르는 유연은 부인 정씨, 아들 유우성 등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큰 관

심을 두지 않는다. 유연은 유정경에게 효를 행하기 위해 부인 정씨를 심하게 매질하

여 내쳤다. 아버지를 위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정씨를 향해

가해진 명백한 폭력이었다. 유정경에게 관심을 기울이느라 부인과의 관계를 전혀 신

경 쓰지 못하여 서모 주씨 등으로부터 충고를 듣기도 한다.89) 정씨가 유홍이 자신을

죽이려하는 것을 알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스스로도 감당치 못하는 상

황에서 귀찮게 하는 이가 누구냐며 신경질적으로 군다. 유연은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걱정 때문에 스스로의 정신과 건강을 망치는 한편 부인 정씨를 방치한다.

그러다가 유연은 우연히 정씨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바로 유홍이 매수한 공차가

유연을 죽이려하는 것을 알고 정씨가 그를 구하게 되면서였다. 둘은 다시 만나 금슬

지락을 누리는 등 화해에 이르는 듯했으나, 유홍이 유연에게 보내는 편지 끝에 정씨

의 부친 정관이 쓴 상소초를 베껴 보내면서 둘 사이에 다시 불화가 찾아오게 된다.

정관이 정씨와 우성을 다시 유부로 들여보내기 위해 직접 찾아왔을 때에도 유연은 폭

력적인 언어로 대응한다. 그렇다고 해서 유연이 정씨가 돌아오는 것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를 표하는 것은 아니었다. 유연이 부친을 비난했던 정관에 대한 원억한 감정을

정씨에게 ‘푸는’ 데에 목적을 둔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바로 이 점과 관련이 있는 것

이다.90) 그가 이토록 극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부친을 위한 ‘꾀’였다고 하더라도, 정씨

와의 화목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유연의 이와 같은 태도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정씨와의 사이에서 얻은 소생

유우성이 유부로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유연은 몸이 아파서 자주 거동하지 않고 칩거

하는데, 유우성이 자신을 걱정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다가도 돌연 안색을 바꾸어 신경

질적으로 구는 등 일관되지 못한 태도로 유우성에게 상처를 준다. 반복적으로 어머니

88)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소현성록>에서는 악인으로 규정된 인물들의 폭력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소현성록>에서 폭력은 곧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효공선행록>에

서 유홍은 악행을 전담하고 있기는 하나 악인으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그 폭

력적 행위가 초래하는 참상의 크기 등을 감안했을 때 그에 대한 서사의 관심이 적은 것은 특기

할 만하다.

89) “이 공와 상공이 가지 쳐(娶妻)여 돌시 지나니, 이 공발셔 농장(弄璋)의 경잇

거공부〃흔연담쇼도 듯지 못니, 아지 못게라. 쇼져의 무허믈을 보아 계시잇

? 듕심이 진즁고 혹말을 면려 시닛?” (권1, 81-82면)

90) 이 점 때문에 선행연구에서는 “유연은 겉으로는 정대한 군자인 척 하지만 실은 본심과 행동이

전혀 다른 야비한 인간이다.”라고 하였다(지연숙, 앞의 책, 2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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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정씨의 죄를 언급하고, 정씨와의 관계를 유지할 바에는 아예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라는 등의 막말을 내뱉기도 한다.91) 유연은 유우성에게 모친 정씨가 칠거를 범하였

으며, 자신을 배반하려고 했다는 점을 들어 “강상죄인(綱常罪人)”이라고 강조해 말한

다.92) 그러니 유우성과 정씨로 인해 가문이 망하고 말 것이라는 식이다. 유연이 아들

유우성에게 폭력적으로 군 것은 유정경이 유우성을 편애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

다. 유홍의 소생으로 정해진 장자의 자리가 우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여기고 불안

을 느낀 것이다.93) 우성이 유연의 학대에 시달리자 유정경은 결국 유연을 후당에 가

두어 벌을 주기에 이른다. 유연이 끝내 그치지 않자 유정경은 유연을 향해 매를 들게

된다.

대단원의 결말을 앞두고 유정경의 폭력이 다시 시작되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특

히 부인과 자식, 형제도 돌보지 않고 오로지 부친을 향한 마음만을 따라 살아온 유연

이, 바로 그 점 때문에 끝내 유정경의 미움을 사게 되는 설정은 비극적이기까지 하다.

유정경의 폭력과 원망에 시달린 유연은 어렵게 회복된 부자 사이가 아들 유우성 때문

에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후 유우성에게 더욱 폭력적으로 군다.

한편 부친의 일관되지 못한 태도와 학대에 가까운 훈육 아래 유우성은 불만이 많고

위험한 인물로 자라난다. 부친의 명을 거스르고 과거에 나간 우성은 결국 장원급제하

고, 그 기세로 창녀들을 불러 잔치를 벌인다. 우성은 어린 나이임에도 성적인 관심이

유별난데, 이는 수시로 부인을 훔쳐보는 데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일로 형 백경으로부

터 꾸짖음을 들을 때에도 형들을 향해 ‘형수들에게 눈이 가지 않더냐’고 되묻는 유우

성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전혀 문제를 의식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물론 부인을 보

고 싶은 마음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후 이부인를 대하는 모습은 그

가 반사회적 인간으로 자라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우성은 창기들과 놀아난 일로 부친에게 미움을 샀으나, 결국 스스로의 방자함을 이

기지 못하고 이부인를 겁탈하려 든다. 이 일을 눈치 챈 정씨가 꾸짖을 때에도 죄 지

은 바가 없다며 뻔뻔하게 굴더니,94) 결국은 강제로 부인의 앵혈을 없앤다.

91) “네 어미 죄 즁니 네 맛당이 어효측고, 다시 져 곳을 각지 말나. 만닐 모의 졍을

긋기 어렵고 날 보기 슬을진금일 도라가 어미위로고 두 일을 갈여 어즈러이

왕을 두지 말나.” (권7, 75-76면)

92) 권8, 113면.

93) 유연의 폭력이 단 한 명의 계후를 정할 수밖에 없었던 가부장제의 폐단과 밀접하게 연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94) 부인이 의 긔을 보고 깁히 염녀야 좌위 젹뇨을 블너 경계 왈, “오님의 엄부

의게 득죄여 졍의긋쳐시니럿연니 원컨슈이 쥭어 너의 밋친 거동과 상공

의 몰치이 니르믈 듯지말고하노라.” 생이 놀나 왈, “작죄미 업거모친이 엇

지 니럿하니니잇고.” (권10, 2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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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此夜)의 쇼져를 쳥여 금쟝 속의 드리고 은언(慇言)으로 달미인의 

이 더옥 쥰졀(峻節)니 발뵈지 못여 좌우로 쵹을 히고 외당의 이창을 블너 드

러오니, 이 시녀 초여금 쇼져의 침금(寢衾)을 여오라 여 이 챵을 소져 리

의 닛그러 나가 좌우로 협와(挾臥)여 왈,

“낭뉴의 은를 모니 이부〃의 운우를 모로미라. 이 시험여 이 녀

로 즐기고 이어 의게 밋리니 댱돌고이히 녀기지 말고 보라.”

니 쇼졔 무상이 녀겨 나가려 니, 이 쇼(冷笑)고 기리 원비(猿臂)를 늘

히여 쇼져의 손을 잡고 머무르니, 더옥 갓가온지라. 쇼졔 일업셔 다만 젼신을

슈려고 눈을 드지 아니나, 이창(二娼)이 음난(淫亂)미 긔탄(忌憚)업고 의 방

(放恣)믈 더옥 층양여 닐을 말이 업셔 소져곤이 지라. 쇼졔 블승심

이러라.

밤이 깁흔 후, 이 〃창을 여 보고 다시 쇼져핍근(逼近)려니, 소졔 그

더러온 형상을 목도(目睹), 엇지 이녀의 머문 침금(寢衾)의 나가 이거죠

감심(甘心)리오? 쥭기로 믈니치니 이 크게 노여 쳘여의로 어즈러이 치고

어 난간 아나리치니 긔졀여 인아지 못지라. 도로 안아다가 긔 침

쇼의 누이고 구안니, 계유 졍신을 여 을 머금고 븟그리믈 여 의샹을

졍돈, 이 그 태용광(色態容光)을 보며 광증 가온더옥 연여, 그 옥슈

를 잡고 팔을 혀 쥬표를 보니 님의 흔젹이 업지라. (권10, 299-302면)

유우성은 두 명의 창기를 부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관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들을 내보낸 뒤에는 이부인를 겁탈한다. 이부인은 강하게 거부하다가 우성이 휘두

르는 철여의에 맞고, 난간에 떨어지기까지 하여 아예 의식을 잃는다. 겨우 정신을 차

려 옷매무새를 다듬는 중에도 우성은 부인의 앵혈에 관심을 둔다. 이미 앵혈이 사라

졌음을 확인하더니, 웃으면서 “야의 금쟝 속의셔 은언으로 달되 더옥 쥰졀더니,

엇지 이녀의 머무침금의셔 의 핍박곤욕을 바다 쥬푀 흔젹이 업뇨?”95) 물

으며 비아냥대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우성의 태도는 그가 감정이 결여된 인물이 아

닌가 의심케 한다. 다음날 부인이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죠용이 유튼 못

여거니와 엇지 그리 상여던고?”96) 라고 말하며 놀라는 모습은 경악스럽기까지 하

다. 유우성은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스스로의 행동에도 자각이 부족한 반사회적

인간으로 자라난 것이다.97)

95) 권10, 303면.

96) 권10, 308면.

97) 장시광은 유우성이 이소저에게 보이는 폭력이 ‘타고난 색욕’ 때문이며, 이는 부부 관계 자체에

서 오는 수난임을 강조한 바 있다(장시광,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 �

배달말� 45,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2009). 유우성이 색에 집착하는 것은 맞지만, 유우성이 이

소저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은 색욕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유우성이 자라는 과정에

서 부친 유연의 폭력이 심각하게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한다면, 장시광의 해석에는 재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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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이 부친 유연에게 매질을 당하고 두 명의 창기가 쫓겨나는 등의 벌을 받자,

유정경은 이부인을 불러 친히 그의 병을 살필 것을 명한다. 폭력의 피해자를 재차 가

해자에게 보내는 행위를 꺼린 주씨가 유연을 통해 설득하려 하지만, 유정경이 유우성

을 과애(過愛)하는 줄 아는 유연은 어쩔 수 없다 말한다. 주씨와 유연이 우려한 대로

유우성은 자신을 간호하기 위해 찾아온 부인을 향해 다시 폭력을 휘두른다.

다만 시동의 무린가 여 눈을 감고 소를 계유여 를 구니, 소졔 져의 모

로믈 보고 나가믈 어려이 녀기마지 못여 를 들고 가의 나가니, 이 눈

을 드러 본니시라, 놀납고 분노여 발연작(勃然作色)고 그릇소져를 향

여 치니, 옥발이 이 바아지니 물이 소져의 몸의 우흐르지라. 쇼졔 안

(顔色)을 약(自若)히 여 그릇과 물을 거두어 업시고 믈너 샹머리의 셧더니, 

이 셩을 참지 못여 믄득 일더나 그 머리플처 손의 감아 바람의 부듸잇고 믈너

안져보니, 쇼졔 날호여 두발을 거두고 이 젼일지라. 경의 소갓가이 들

니〃 소여 지지 못고 모진 셩이 블이듯 여 좌우도라보와 칼을 어더 소

져르고나 맛쵸와 쵼쳘이 업니, 다시 쇼져긋어다가 상 우업지르고

쥬머긔로 치며 발노 박니, 쇼졔 그 거동을 흉히 녀겨 종용이 의 잡은 거플고

몸을 혀 상아리니, 이 닙 쇽의셔 욕

“교약요괴엿 계집이 나가지 아니코 엇지 눈의 뵈다.” (권11, 342-344면)

유우성은 부인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차 그릇을 들어 던진다.

그릇이 깨지면서 물이 부인의 몸에 흐르는데, 부인이 태연히 그릇과 물을 치우자 이

제는 부인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부딪치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이부인의 얼굴색이 한

결같자 칼을 집어 들고는 찌르려고 한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자 부인을 엎드리게

한 뒤 무수한 주먹질과 발길질로 핍박한다.

이렇듯 유우성은 치명적인 인격적 결함이 있는 인물로 자라난다. 부친의 엄책이 계

속될수록 그의 행동은 더욱 비정상을 향해 간다. 그 결과 그의 부인 이씨는 반복적인

폭행의 피해자로 처참한 삶을 살게 된다. 이때 이부인의 개인사적인 배경이나 친정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이제현의 손녀’라는 언급만이 보인다. 이부인에게는

인격이 거의 주어지지 않은 셈이다. 작품이 오직 유우성의 폭력적인 면모를 부각시키

기 위해 이부인을 등장시킨 것으로 이해해도 완전히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98)

여지가 있다.

98) 이 점은 유연의 부인 정씨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지하 역시 정씨가 불행을 겪는

과정에서 그 심리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통해 시부모와 남편의 뜻

에 순종하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당대의 지고지순한 여인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

다. 또한 이러한 여성을 등장시킨 것은 유연의 효행을 부각시키는 과저에서 정씨의 효를 “남편

을 따라가는 차원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한 결과라고 보았다(이지하, 앞의 논문, 2005,

179-1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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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 번 질문해보자. 유정경과 유연이 화해했으니 작품에 드리

워진 폭력의 그림자는 모두 사라진 것일까. 유연의 태도는 작품에 존재하는 폭력과

폭력적인 인간에 대한 진정한 용서, 또는 화해에 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99)

유연은 부친의 폭력을 일방적으로 감내하면서 심각한 토혈 증상에 시달리는 등 ‘병’

에 걸리게 된다.100) 토혈이 일종의 ‘신체화(somatization) 증상’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보면, 유연은 육체적인 측면보다 정신적 측면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었을 가

능성이 크다.101) 유정경의 폭력은 유연을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든 것이다. 이는 작

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말해지지 않고, 일차적으로는 그의 각혈과 우울을 통해 표현되

고 있다. 여기에 더해 그가 혐오하던 아들 유우성이 비정상적인 인격체로 자라나는

점 역시 피폐했던 유연의 삶을 증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연은 자신이 폐장되는 과

정에서 겪는 폭력을 거의 그대로 유우성에게 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우성

은 괴물 같은 인간으로 자라나 부인 이씨의 삶을 말살한다.102) <유효공선행록>의 이

야기는 유정경으로부터 시작된 폭력이 유연과 유우성을 통해 재생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찰은 작품 속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유정경은 유연이 우성

을 학대하는 것을 두고 “네 믄득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직접 말하기도 하며, 부

친의 모진 매질에 시달리는 우성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네 죄”가 아니라 “나의 부

화치 못”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103) 부친의 마음만을 행동의 준거로 삼았음

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부친은 그런 아들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여기게 되는 아이러니

가 발생하고 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은 유우성을 향해 자행했던 자신의

99) 박일용은 유연의 효를 통해 해소되는 것은 부자갈등 뿐이라고 하였는데, 그 역시도 유홍의 음

모가 밝혀지면서 가능했던 것이므로 기실 유연의 효행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보았다(박일용, 앞

의 논문, 163면). 본고 역시 여기에 동의하지만, 유연의 ‘효’가 실효성을 잃는 것은 유연의 행동

이 결국 유정경의 폭력을 재발시킨다는 데 있다는 입장이다.

100) 유연이 보이는 토혈증에 주목한 연구로 이지영, 앞의 논문, 2015; 탁원정, 정신적 강박증과

육체의 지병–국문장편소설을 대상으로 , �고소설연구� 41, 한국고소설학회, 2016 등이 있다. 탁

원정이 유연의 토혈증과 강박증의 문제를 연관시켜 이해한 것은 매우 적실했다고 여겨진다.

101) 신체화(somatization) 증상이란 우울이나 분노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적절한 방식으로 해소되

지 못할 때 해부생리학적으로 전혀 연관이 없는 신체적․정서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신체화 증상과 관련하여서는 최성일․김중술․신민섭․조병제, 분노표현방식과 우울 및 신체

화 증상과의 관계 , �신경정신의학� 4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1; 김모아․이영호, 분노신념

과 분노표현이 불안, 우울, 신체화, 정신병질, 자기애에 미치는 영향 , �인간이해� 34, 서강대학

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2013 등 참조.

102) 송성욱은 계후의 자리에서 밀려난 우성이 결코 악인이 아니며 큰 윤리적 잘못을 범하지 않는

다고 보고, 여기에는 계후자로서는 ‘은일자중’하는 인물이 적합하다는 서술자의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는데(송성욱, 18세기 장편소설의 전형적 성격 , �한국문학연구�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12면 각주 6번), 본고에서는 유우성에게 치명적인 인간적 결함이 있다고

본다.

103) 권11, 3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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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104) 유우성의 광패한 성품이 강조될수록, 유연은 폭력에

마땅한 이유가 있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작품은 말미에 이르러서도 유우성의 개과를

강조하고 여기에 유연의 엄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할 뿐, 유연의 반성에는 관

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유홍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유홍은 집에 돌아온 뒤에도 형과 부친을

향한 신뢰를 전적으로 회복하지는 못한다. 특히 유홍의 해배(解配)는 형 유연이 지속

적으로 상소를 올린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유홍은 끊임없이 자신이 장자에서 폐해질

까 노심초사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유홍은 결국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부친 유정경, 형수 정부인, 형 유연과

화해하고, 박태우 등과 강형수 등에게도 찾아가 사죄의 뜻을 내비친다. 이들은 모두

지난날 유홍의 과오를 잊고 따뜻하게 그를 맞이한다. 이들의 태도가 너무도 호의적이

어서 홍은 민망함에 한동안 두문불출하기도 한다. 유홍은 또한 우성을 보고 참괴함을

느껴 소임을 극진히 하는 등 진정으로 개과된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면 유홍과 유

연, 정씨 등은 진정한 화합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유연과 정씨가 각각 41세

와 40세의 나이로 요절하고, 강형수와 박창규마저 죽자 일족들은 갑자기 홍을 탓하기

시작한다.

이홍이 승상이 망무로븟터 친쳑이 덕옥 통여 셔로 니르,

“상국의 어질옴과 픔질노 엇지 슈(壽)를 득(得)지 못리오마, 도시 홍으로젹

상야 감슈(減壽)미라.”

고 사이 모도면 로이 지져 용납지 아니지라. (권12, 471면)

일족들은 모이기만 하면 유홍을 꾸짖는다. 하루는 홍을 잡아 “십죄니르고 댱

후”, “본향의 가 향민이 되게 라”면서 이를 갈고 욕을 퍼붓는다.105) 결국 유홍은

유연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질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작품이 진정으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유홍이므로 그와의 화해가 이뤄져야

작품이 진정한 대단원에 이를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유

정경과 유연의 관계 회복에만 관심을 두고, 그 둘의 불화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유홍

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특히 유연은 부친 외에 다른 인물과의 불

화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관심하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했을 때 유홍이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작품의 결말은, 폭력 혹은 폭력적인 인간과의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

104) 유연이 자신의 엄책이 있었기에 비로소 우성의 성품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부분이 작품의 말

미에 보인다. 이는 <소현성록>에서 가부장들이 스스로의 폭력을 제가의 수단으로 여길 뿐, 반

성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것과 닮아 있다.

105) 권12, 4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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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는 은유적 표현으로 읽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연과 유우성이 화해에 이르는 장면은 단 몇 줄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매우 현실성이 떨어지는 설정으로 진정한 화해에 관심을 둔 결과라고 보기는 어

려울 듯하다. 유우성과 이부인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부인은 유우성의 폭력적 행위

로 몇 차례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나는데, 유우성의 간호에 ‘감동’해 그와

화합을 이룬다.

<유효공선행록>의 서사가 폭력의 책임의 소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폭력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등장인물이

화합하는 대단원을 그려내고야 마는 작품의 결말은 폭력 이후의 삶에 대한 나름의 전

망을 담아내고 있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개인적 폭력이 자행되는 작품의

면면에서 구조의 문제가 암시되고 있는 점 또한 작품이 이루어낸 성취라고 생각된다.

다만 작품이 그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에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

이다. 유부에서 일어난 참상의 원천이 유홍에게 있다는 태도는, 기실 <유효공선행록>

에서 부인 정씨나 정관, 유우성과 이부인이 겪는 불행에 유연의 행동이 깊게 연루되

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전혀 책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서사를 이끌어 나간

다. 특히 작품의 말미에 이르면 유부에 초래된 모든 비극의 책임이 유홍에게 전가되

기에 이른다. 이로써 서사내적으로 폭력의 참상에 대한 진정한 탐구는 불가능해지고

화합 자체만을 중시하는 결말에 도달하게 된다. 폭력 사태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인

물이 요절하고야마는 작품의 결말이 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106) <유효공선행록>이

작품 속 폭력의 책임을 유홍에게 전가시키는 과정은 작품이 그리는 화합의 결말이 공

허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유효공선행록>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했으며, 작품 속 참상의 책임이 유연

에게도 있다는 인식은 파생작인 <황릉몽환기>를 통해서 증명되기도 한다.107) <황릉

몽환기>는 몽유록계 소설로서, 두 명의 몽유자가 등장하여 아황․여영, 태사․태임

등을 만나 이야기를 듣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때 마지막에 정씨 여인을 만나는데, 이

가 바로 유연의 부인이다.108) 그런데 이때 정씨는 유연이 적소에서 원사(怨死)하고 자

신은 유복자를 낳은 뒤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면서, <유효공선행록>이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꾸며낸 것임을 이야기한다. 정씨는 유연에 대해 “가엄의 소초보고 날을

106) 박일용은 이에 대해 “서술자가 표면에 내세우고 있는 이념이 서술자의 의도와는 달리 작중에

전개되는 여러 층위의 갈등을 완전하게 해소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작품이 갈등의 미해결

상태로 끝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박일용, 앞의 논문, 159면).

107) <황릉몽환기>는 장효현 역주, 고려대본 <황릉몽환기> ,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144-154면에 실린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108) <황릉몽환기> 속 정씨가 <유효공선행록> 유연의 부인 정씨라는 점은 지연숙에 의해 밝혀졌

다(지연숙, 앞의 책, 225-2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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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용납며 것츨 견집(堅執)하야 궤도와 권변사이리오?”라고 말하기도 한

다. <황릉몽환기> 속 정씨는 <유효공선행록>의 결말이 비약적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109)

유우성과 이소저의 화합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은 <유씨삼대록>의 서두 부분을

통해 증명되기도 한다. 연작 관계에 있는 작품에서는 전편의 이야기가 후편의 서두에

서 되풀이되거나 그 대강이 제시되는 것은 일종의 장르 관습이다. <유효공선행록>의

유우성의 일대기와 그 부모의 이야기 등은 <유씨삼대록>의 서두에서 요약적으로 제

시되면서, 두 작품의 연관관계를 증명하듯 이야기를 시작한다.110) 그런데 이 점을 감

안하더라도 <유씨삼대록>이 하필 찬향과 월섬의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는 것으로 작

품의 서두를 마련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유우성이 어사가 되어 항주에 갔을 때, 이웃 마을에 머물던 찬향과 월섬이 자사를

찾아가 어사의 옛 정인임을 아뢴다. 어사가 이 말을 듣고 가서 보니 바로 그가 함께

즐기며 날을 보내던 두 창기였다. 두 창기는 유연에 의해 매질을 당하고 교방에서 내

쫓겨진 후 항주로 와서 유우성에 대한 절개를 지키며 살고 있었다며 다시 받아줄 것

을 청한다. 그러나 유우성은 부형의 명령을 운운하며 거절한다. 두 창기가 경사로 쫓

아와 귀의할 것을 거듭 아뢸 때도 부친의 엄교를 언급하며 한사코 거절의 뜻을 밝히

는 것으로 보아 창기를 거두는 데 뜻이 없어 보인다. 두 여자가 결국 우성 앞에서 칼

을 빼내어 자결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나서야 우성은 긍정적인 대답을 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두 창기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로 주변인들이 하나같이 두

연인을 거둘 것을 종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두 여성을 거두어야 함을 강조하는 발언

은 이소저의 부친인 이각로의 입을 통해 발화된다. 이 말에 설득된 유정경의 명에 의

해 결국 두 여인은 우성의 첩이 된다.

서술자는 이와 같은 처사에 대해서 한사코 우성의 뜻이 아님을 강조해 말한다. ‘부

모가 사랑하시면 견마라도 평범하게 보지 않는 마음으로’ 두 여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두 여성이 이소저를 ‘노비가 주인 모시듯’ 했다는 발언

은 이 사태를 보는 서술자의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소저는 두 창기와 잘 지내

지 못하는 우성에게 화평하도록 힘써달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111) 우성이 훗날 개

109) 반재유는 이 작품이 불우한 여성의 이야기를 복선화음의 결말로 포장하고 남성의 시선에서

여성의 이야기를 기술했던 기존 서사 양식에 대한 문제의식의 소산이라고 보았다(반재유, <황

릉몽환기>의 서술태도와 작가의식―‘정씨’이야기를 중심으로― , �열상고전연구� 26, 열상고전

연구회, 2007). 특히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고찰해보았을 때

이러한 점이 두드러진다고 여겨지지만, 여기에서는 <유효공선행록>과의 관련성에 집중한 것이

다.

110) 이 점에 대해서는 최길용, <유효공선행록> 연작 연구―<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의

작품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1992 참조.

111) “향쟈의 군 이챵(二娼)으로 더브러 구든 약(盟約)이 쳥산과 댱하의 잇더니, 일됴(一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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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선하였으며 이로써 부인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내용이 <유효공선행록> 말미에

제시되기는 하지만, 이소저가 인격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인물로서 존재하다가 갑자

기 <유씨삼대록>에 이르러 두 창기와 우성의 화해를 주선하는 인물로 등장하는 점은

석연치 않을 뿐만 아니라 불편하기까지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설정은 <유효공선행

록>이 이소저와 유우성의 화해를 매듭짓지 못한 것을 과도하게 의식한 결과라고 생

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유효공선행록>은 작품 속에서 폭력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온전한 화합

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듯하다. 형식적으로는 화해에 이르렀을지라

도, 그것은 오히려 ‘화해의 불가능성’을 강조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유홍의 참소로

부터 시작된 유정경의 폭력은 유연뿐 아니라 부인 정씨, 아들 유우성과 그 부인 이씨,

그리고 유정경과 유홍 스스로에게까지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데, 작품은 이와

같은 폭력의 재생산 과정을 핍진하게 그리면서도, 그 원인이나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의 태도를 보이지 못한다. 참상의 책임을 유홍에게 전가시키고 화합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오히려 작품이 그리는 화합이 공허한 것임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

진다. 이 점은 파생작이나 후편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유효공선행록>

에서는 폭력의 문제적 성격을 핍진하게 그려내면서도 본질을 은폐․미봉하여 폭력을

지속시키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

2) 꿈을 통한 반성과 폭력 추방의 가능성 : <보은기우록>

<보은기우록>은 “구질서의 붕괴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정병욱의 평가 이래

로 조선후기 새로운 인간형의 등장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인식되어 왔다.112) 아버지

위지덕과 아들 위연청의 갈등이 심각한 차원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관심을

끌었는데, 특히 새로운 질서나 제도가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으로 표상되는 문학적 관

습과 달리, 유교적 가치라는 구질서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들로, 화폐경제라는 신질서

를 대표하는 인물이 아버지로 설정되어 있어서 여타의 한글장편소설 속 부자 관계와

는 차원이 다른 형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이야기되기도 했다.113) <보은기우록>이

대인(大人)의 구튝(驅逐)시믈 닙어, 피(彼此) 인연이 그처시나, 실노 냥녀(兩女)의 무죄(無

罪)미 극(極)고, 이녜(二女) 비록 쳔챵(賤娼)이나 사의게 허신(許身)미 업시 군의게

도라와 군을 위여 죽기로 졀(節)을 딕고 타셩을 좃디 아니니, 군 위 녈뷔(烈婦)어

, 당초 비록 엄명(嚴命)을 두려 디 못나 연쇼(年少) 녜 쳔신만고여 니로매, 대인이

임의 용샤(容赦)셔 가(家內)의 두시고 존당이 후(厚待)라 경계시거, 홀노 군이 

낙시니 인졍의 박미 심디라. 쳥컨 군 규(閨內)의 원언(怨言)이 업고 가 화평키

 힘샤 존당 경계 져리디 마르소셔.” (<유씨삼대록>권1, 32-33면)

112) 정병욱,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 , �고전문학을 찾아서�, 문학과 지성사, 1976, 233-26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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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을 받은 것은 폭력의 수위나 빈번함의 정도가 다른 작품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

준이라는 점, 부친의 폭력을 감내하는 아들의 형상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 등에 기인

한다.

작품 속 부자 갈등이 문제적이라는 동일한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에 대해 상반된 견해들이 제시되었다. 연구자에 따라 유교적 가치관을 고수한다

고 여겨지기도 하고,114) 새로운 시대의 가치관을 내세운다고 판단되기도 했다.115) 작

품에 대해 상반된 견해가 도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상기한바 부자간의 대립과 갈등

이 매우 치열하게 그려져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결과적으로는 아들 위연청이 과거

급제를 하고 가문을 일으키는 주역으로 활약하긴 하지만, 그것을 곧 위연청이 추구하

는 유교적 가치의 승리로 이해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은기우록>이 “화폐 이윤 추구가 현실적으로 묵인되면서 도덕

적으로 부인되는 이율배반적이고 과도기적인 현상”을 드러내는 작품이라는 절충적인

해석이 제시되기도 했다.116)

아버지 위지덕의 태도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하는 편이지만, 여전히 아들

위연청이 ‘효자’라는 점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보인다.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

우록>에서 효를 실천하는 아들의 고통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효’의 문제점을 부각시

키기 위함이라는 의문이 제기된 적은 있지만,117) 여전히 작품의 주제가 ‘효’라는 사실

에는 동의를 표했다.

작품 속 신체적 폭력은 위지덕에게서 일방적으로 시작되지만 이에 대한 위연청의

대응이 순응적이기만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본

고에서는 작품의 주제가 진정 ‘효’라는 가치로 통합될 수 있을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보은기우록>이 그리고 있는 ‘폭력’의 의미는 여타의 우순(虞舜) 서사를 변용하거나

차용한 작품들과 다름이 없는 것인지 진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앞서 <유효공선행록>의 유연과 비교했을 때, 위연청은 부친을 향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낸다. 이와 같은 점에 유념하면서,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부자의 대립을 통해 형상화되고 있는 폭력의 양상과 의미를 규명할 것이

다.118)

113) 조광국, 앞의 논문, 2005, 155면.

114) 이재춘, <報恩奇遇錄>硏究 ,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최길용, �조선조 연작소설 연

구�, 아세아문화사, 1992 등.

115) 조동일, 한국고전소설에 나타난 父子 갈등 , �일본연구� 15,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2000.

116) 하성란, 조선후기소설에 나타난 현실인식―특히 화폐경제인식을 중심으로 , 동국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0, 35면.

117) 이지영, 앞의 논문, 2015, 85면.

118) 여기에서는 부자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논의를 진행하는바, 위지덕-녹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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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치관의 대립으로 인한 폭력

기왕의 연구에서 위지덕을 지칭하는 말들로 ‘못된 아버지’, ‘문제적 부성(父性)’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위지덕과 위연청의 부자 관계에 대해 ‘악부효자(惡父孝子)’ 등의 표

현을 사용한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위지덕이 ‘악인’의 형상으로 이해되어 왔음은 부

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위지덕을 ‘악인’으로 규정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의 ‘폭력’은

악인의 행동 범주로서만 이해될 가능성이 크다. <소현성록>을 통해 확인했듯이 가부

장의 폭력은 마땅한 사유가 있으면 작품 내적으로는 용인되는 경우 또한 많다. <유효

공선행록>에서와 같이 부친의 폭력은 타인의 계교에 의한 것일 뿐 전적으로 부친에

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위지덕의 폭력이 진

정으로 그의 악한 성품에 기인하는 것인지 면밀한 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위지덕은 양반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푸줏간을 운영하며 살고 있다. 조선시대 푸줏

간 운영은 천역(賤役)으로 취급되었으며, 특히 도축을 담당하는 이는 천민에 속했음을

상기하면 매우 파격적인 설정이다.

대명 가뎡 년간에 양쥬 강현촌에 사람이 잇스니 성은 위요, 명은 덕이니, 번

대 한문(寒門) 자졔(子弟)로 오대(五代) 제(帝) 건문(建文) 초(初)의 한림학를 졀

(辭絶)고 그후 자숀이 쇠미(衰微)야 지덕의 고죄(高祖) 쳔슈년간의 쇼년등과(少

年登科)여 셕일(昔日事)로 년미슌(年未三旬)에 죠(早死)니 일로 죳삼대

를 발신(發身)업고 빈더니 지덕에게 이르러 각하되,

‘오대(五個代)를 한로(宦路)의 지 업고 독셔(讀書)에 일을 못보고 션죠로붓

터 집이 엿더니 다시 현달쳥년에 죠망니 베슬른 내 집에 불호지(不

好之事)요, 글 잘이 한갓 스로 괴로올 름이요. 혯 이름을 즁히 여겨 평생

궁권(窮困)을 감심(甘心)미 어리지 아니리요. 부상슈(富商財主)의 가음열며

평안미 낙이라.’ (권1, 7-8면)

위의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지덕은 무려 5대 동안 벼슬을 하지 못해 집안

이 점차 패망해가는 상황에서 다시 현달을 바라는 것은 가당치 않은 것이라 판단한

다. ‘글을 잘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괴로울 따름’이라는 표현은 가난한 선비에게 공부

가 도리어 가혹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여긴 위지덕의 생각을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위

지덕이 고귀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천역을 하게 된 것은 기존의 질서 속에 편입될 수

없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는 자진해서 택한 결과라기보다는 타의적 결과

부부 폭력이나, 위연청에게 가해지는 사혼 등의 구조적 폭력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

는다. 다만 이들의 폭력을 다루는 시각과 위지덕-위연청 부자 관계의 폭력을 다루는 시각 사이

에 일치점과 불일치점이 모두 포착되는데, 논의의 과정에서 이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하는 방

식을 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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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몇몇 선행연구에서도 이 지점에 주목한 바 있는데,119) 이 서

술이 중요한 까닭은 위지덕의 인물 형상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

다. 위지덕을 태생적으로 물질을 추구하는 파렴치한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를 곧 악인

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5대가 넘도록 공명과 부귀를 누리지 못한 가문의 일원인

위지덕이, 미래가 불투명한 글공부를 하며 평생 가난하게 사느니 부상재주(富商財主)

로서 평안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을 두고 악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가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한 후에는 사람들의 피를 빨아 먹어 재물을 취하는 등 악독

한 상인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다. 그러니까 그의 삶의 태도와 성격은 태생적이라기보

다는 후천적인 것이라 하겠다.120)

그런데 벼슬길과는 멀어지기로 다짐한 위지덕에게서 너무 똑똑한 아들이 태어난다.

아들 연청에 대해 곱고 정숙하며 욕심까지 없으니 ‘치산부가(治産富家)’할 재목이 아

니라고 말하는 위지덕의 말은 앞으로 부자가 겪게 될 갈등을 암시한다. 외숙에게서

수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위연청은, 위지덕이 우려했던 대로 그가 직접 푸줏간을

운영하는 것을 보자마자 그만둘 것을 간언한다.

부친이 ‘살육매매’하는 형상을 보고 있자니 세상에 낯을 들 수가 없다는 말에 위연

청은 내심 기쁘지 않았지만 바로 화를 내지는 않는다. 그저 외숙에게 가서 시구(詩句)

나 읊고 오더니 생각이 잘못되어 못쓰게 되었다고 할 뿐이었다. 그러나 위연청이 그

치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며, “오문(吾門)이 연(百年) 교목죡(喬木大族)으로 일

쳥엽이 잇거” “엇지 감히 엄위(嚴威)를 존졀”냐며 반복적으로 간언하여 위지덕을

분노케 한다.121)

둘의 대결은 다음날 위지덕이 손수 만든 고기 요리를 위연청이 먹지 않으면서 본격

화된다. 이 사건에서 먼저 짚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 위지덕을 대하는 위연

청의 태도가 ‘착한 아들’, ‘효자’로서 적절한가 하는 점이다. 아버지가 손수 잡아 온 고

기반찬을 먹지 않는 위연청의 행위는 그 자체만 본다면 위지덕에게는 심각한 모욕을

줄 수 있는 행위이다. 특히 앞서 푸줏간 운영에 대해 위연청이 간언을 하였을 때, 위

119) 문용식은 작가가 위지덕이 물질을 추구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이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하지 않은 결과라고 보았다(문용식, 앞의 논문, 287면). 최수현 역시 위연

청이 과거에 합격한 뒤 벌열 가문들이 제기하는 반발이 상세하게 그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

했을 때, 위지덕의 판단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내려진 것이라 보았다(최수현, <보은기우록> 연

구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7-38면).

120) 다음과 같은 서술에서도 위지덕의 삶에 대한 일말의 연민이 느껴지는바, 그것이 타의적인 결

과였다는 서술자의 암시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원의 하 금고 놀나오니 치 퍼러 여 깃븜도 모니 스로 독쟝(毒杖)의 죽인 아이

사라 급뎨(及第)거오히려 여(餘事)요, 누셰(累世) 과갑(科甲)이 허디고 스로 쥬

(財主)로 소님(所任)하매 지친(至親)과 원족(遠族)이 헛고 향환(鄕宦) 유(儒生)도 벗기

쳔여 니 엇디 친님 례로 각배리오. 아모리 쥴 모르디라.” (권10, 35면)

121) 권1,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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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덕이 그를 매질하는 대신 용서를 한 것은 둘 사이의 불화를 끝내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다음날 위연청에게 고기반찬을 손수 내준 것으로 보아 그가 아직 푸줏

간 영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을 것이라 짐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고기

를 먹지 않는 데 궁금증이 생겨 그 까닭을 묻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의 행위

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던 위연청은 별안간 초장왕(楚莊王)과 번희(樊姬)의 고사를

들며, 위지덕의 행위를 천하게 여기는 뜻을 직접적으로 내비친다. 그가 ‘여자보다 못

할 수 없다’ 운운한 것은 아버지 위지덕을 심하게 자극했을 것이다. 위지덕은 참지 못

하고 위연청의 피부와 근육이 다 상할 때까지 매질한다.

위연청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친의 그른 행동을 두고 보지 않고 간언하는 것이 진정

한 효(孝)라고 여겼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 이와 같은 생각은 전통시대 ‘간쟁(諫爭)’에

관한 논의에서 확인되는 바이기도 하다.122) 그러나 그 간언이라는 것은 본인의 생각

을 막힘없이 말하고 그 뜻을 펼치는 과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에 노

여움이나 쌓이지 않도록 부드럽게 ‘기간(幾諫)’하는,123) 즉 방법상의 문제나 예측되는

결과 또한 중시되는 행위였음을 상기하면, 위연청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기

도 어려울 것이다.124) 물론 위연청의 언행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위지덕을 자극했다고

해서 위지덕의 폭력이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위연청의 언행이 폭력적인 것과 위지

덕의 폭행을 연관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위연청을 향해 자행되었

122) 그 단적인 예가 �孝經� 諫諍章 에 보인다.

“아버지에게 간쟁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몸이 의롭지 못한 일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아버지가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자식으로서는 아버지를 간쟁하지 않을 수 없고,

임금이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는 신하로서 마땅히 그 임금을 간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러므로 의롭지 못한 일을 했을 때에는 간쟁하여야 하니, 아버지의 명령만 따른다고 또 어

찌 효도라 할 수 있겠는가?(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義. 故當不義, 則子不可以不爭於父, 臣不可

以不爭於君. 故當不義, 則爭之, 從父之令, 又焉得為孝乎.)”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

DB(http://db.itkc.or.kr/)”에서 가져왔다. ‘간쟁(諫諍)’의 의미와 사적 전개에 관해서는 조남욱,

유가의 간쟁론 전개에 관한 고찰 , �유교사상연구� 42, 한국유교학회, 2010 참조.

123) �論語� 里仁 편에 “부모를 섬기되 은미하게 간해야 하니, 부모의 뜻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음

을 보더라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않으며, 수고로워도 원망하지 않아야 한다(事父母幾諫, 見志

不從, 又敬不違, 勞而不怨).”는 구절이 보인다. 그 주석에는 ‘幾는 은미함이니, 은미하게 간한다

는 것은 <內則>에 이른바 “부모가 잘못이 있거든 氣를 내리고 얼굴빛을 온화하게 하고 음

성을 부드럽게 하여 간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내 말을 따르지 않음을 보더라도 더욱

공경하고 어기지 않는다는 것은 <內則>에 이른바 “간하는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더욱

공경하고 더욱 효도하여 기뻐하시면 다시 간한다.”는 것이다(幾微也, 微諫, 所謂父母有過, 下氣

怡色柔聲以諫也, 見志不從, 又敬不違, 所謂諫若不入, 起敬起孝, 悅則復諫也).’라고 했다. 번역문은

성백효 역주 �논어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6, 121면에서 가져왔다.

124) 이와 관련하여 조광국은 부모와 자식의 의견이 다를 때, 자식이 불가피하게 의견을 관철하고

자 하면 그 행동이 나름의 명분이나 정당성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부모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효로 보는 입장에서는 불효자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한 바 있다(조광국, 앞의 논문, 146-147면).

그런데 조광국의 논의는 결과적으로 부모의 인정을 얻어내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점에서는

본고와 의견을 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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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폭력의 원인이 아버지 위지덕의 악한 본성으로 단순하게 귀결되는 것에 재고가 필

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연청의 행동이 정말로 ‘효’

로서 그려지고 있는지, 서술자의 시선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흥미로운 점은 매질은 순식간에 끝나는 것처럼 단 한 두 줄로 짧게 서술되어 있는

반면, 아버지의 모진 매질에도 안색을 변치 않고 순종하는 위연청의 모습과 이 때문

에 위지덕이 심경의 변화를 겪는 장면이 장황하게 서술된다는 사실이다. 위지덕의 모

진 매질을 받아내는 위연청의 모습에 대해 서술자는 그 모습이 “정 업사도 녹

고”, “믜운 음도 눈스듯” 할 것이라 말한다. 위지덕 역시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

었다. 그 앞에서 위연청은 급기야 불초한 자신 때문에 매질로 부친의 몸이 상하는 것

이 슬프다며 눈물을 보이기까지 한다. 그 결과 위지덕은 아들의 모습에 감동하여 푸

줏간의 일을 직접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고, 연장과 푸줏간의 기구를 노비에게 맡긴

다.

그러나 부친이 푸줏간 일을 완전히 그만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위연청에게 이는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었다. 다만 부친을 진정시키기 위해 위지덕이 시키는 일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순순히 해낸다. 위지덕이 그러한 연청의 모습을 마땅히 여기고

사랑하는 빛을 보이면 그 틈을 타 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 간언에 위지

덕이 격노하기도 하고, 때때로 위연청을 매질하기도 했으나, 그의 삶의 태도에는 뚜렷

한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블의(不義)로 강탈(强奪)고 쳔역(賤役)을 친집(親執)”하

던 일이 점점 줄어든다.125) 이렇듯 위지덕의 변화된 모습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것

은 위연청의 간언이 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때문

에 위연청의 행동이 ‘효’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를 통해 위지덕의 악행이 교정되고 있

는 것이라는 논의들이 제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둘의 대립이 다시 시작되는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위연청이 길가에서 과자

금을 주워 잃어버린 사람(유한)에게 돌려주었는데, 이 사실을 위지덕이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원의 막디기고(莫知其故)여 곡졀을 시 드매, 본조각 은(銀)이라도 제

머리도곤 귀히 넉이거과금 일두평보디 못듕뵈(重寶)니 갑시 업거

하늘이 주거을 도로 주믈 드니 음이 바아디고 가삼이 터지니 오

길셔 죽엇다 흉보(凶報)드러도 이도록 아닐디라. 심듕(心中)의 각,

‘이 식이 물을 염히 넉이미 어려실 적브터 이샹더니 이런 인졍 밧 일을

니 당갈녁슈고(竭力受苦)가산(家産)을 다 을 주고 패가망신리로

125) 권2, 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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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믭고 통분미 블 가온화약을 드리친 보날 죽이고 시브나 사이 이러

청하(稱賀)블호(不好)믈 나타내디 못고 뉴한의 칭은숑덕(稱恩頌德)

믈 박졀치 못여 다만 선우음 우서 왈,

“연청은 낫 허랑이라, 착다 일홈은 됴커니와 패가절(敗家絶嗣)미 섥디 아

니리오.”(권3, 74-75면)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연청이 길가에서 주운 과자금을 돌려주었다는 말에

가슴이 터질 듯한 고통을 느낀다. 연청이 돌아오는 길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라는 서술은 그가 극도의 분통함을 느꼈다는 표현으로 이해된

다. 하늘이 준 것을 돌려준 꼴이니 “갈녁 슈고가산을 다 을 주고 패가망신”할

징조인 것이다. 이는 위연청이 길가에 버려진 재물을 보게 된 것을 두고 하늘이 자신

을 미워한 결과라 여기는 것과 정확하게 대조된다.126) 재물을 향한 상반된 시선에서

바로 이들이 질적으로 다른 삶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위지덕

에게 위연청의 행동은 절대 불가해한 것이므로 생각할수록 분노가 쌓여 죽이고 싶은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위연청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 돌로 두드리며, 이로

써도 화가 풀리지 않아 매를 가져다 육십 여 장을 내리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

지덕이 왜 그렇게 격분하여 폭력을 휘둘렀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원의 녹운려 이 말을 하고 쟝 분분(忿憤)니 운이 교언요(巧言妖色)으

로 가지로 참소 왈,

“소상공이 원의격분여 글만 닑고 물을 보면 눈썹을 모흐고 원슈로이

녀겨 브업도록 됴화니, 금은을 가져온즉 원의 가질 고로 짐즛 업시미오,

것로 공슌(恭順)쳬나 양 은은이 함호블토(含糊不吐)여 (事事)의

거리고 간 지 오지금 오디 아니니, 창누듀(娼樓酒肆)의 잠겻디라. 원

의 노쇠후박멸(撲滅)미 업리니 첩은 죽어 보디 말기쳥이다.”

원의 이 말을 듯고 셜샹가샹 흐니 과금 주머니 눈의 영 의 블이

나니 교아졀치(咬牙切齒)여 (兒子)기리더니, 명일 셕양의 이 도라와 추

이과뎡(追而過庭)의 당의 오로디 아니여 원의 마조 리다라 관을 벗기고 운고를

잡아 니갈고 지뎌 왈,

“블쵸 태예 됴히 였나 엇디 무셕현의셔 착톄 아니코 잡의 왓뇨?”

126) “평녯 사의 입의 돈이라 말을 아니코 안려 눈 알거아라 믈 올히 넉

이도로혀 물의 죵이 되엿더니 요이 져기 디긔펴오이 이거보게 니 이

하이 날을 뮈이 넉여 도쳐(到處)의 더러이미라.” (권2, 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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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가디록 공슌(恭順)여 잡은 손을 붓들고 온화히 고,

“블쵸(不肖)득죄(得罪)믈 아읍니 잠간 뇌졍의 위엄을 늣츄샤 전후(前後) 소

유(所由)고믈 용납쇼셔.”

원의 더옥 여 왈,

“무소희 잇리오. 하치 크고 죽어도 만나지 못듕보(重寶)를 귀신

이 주거날을 셜치(雪恥)여 됴킈 조차리고 창누쥬(娼樓酒肆)의 팀닉여

날노 여금 어제 모든 사의 조롱을 바다 브졀업쥬육(酒肉)을 허비니 너

두엇다가 패가망신(敗家亡身)하리라.” (권3, 75-76면)

인용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위지덕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것은 부친의 첩 녹운의

발언이다. 녹운은 연청이 주운 과자금을 돌려준 사건에 대해 듣자마자, 돈을 주인에게

돌려준 것이 아니며 지금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도 “창누쥬(娼樓酒肆)”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면 위지덕이 과자금을 돌려준 사실만으

로 위연청에게 분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들이 재물에 욕심 없음을 보고 화가 난

것은 맞지만, 후에 녹운의 참소로 돈을 숨겨 두고 창루에서 허비하였을 것이라는 데

생각이 기울자 분노를 견딜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위지덕을 재물에 눈이 먼 ‘악한’

으로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치 않아 보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히려 작품에서

는 위지덕의 분노에 나름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위연청이 평산당 상량문을 지어준 대가를 돌려주고 온 뒤 부친과 불화를 겪는 장면

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도감집에 귀신이 있다는 말을 들은 녹운은 그 집으

로 위연청을 보내 죽게 하려고 위지덕을 설득한다. 그러나 위연청이 그곳에 이르자

귀신들이 놀라 다 자리를 피해버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곧 귀가 길에 오르게 된

다. 바로 이 길에서 우연히 평산당에 들렀다가 상량문을 써주고 사례를 받게 되는 것

이다. 물론 위연청은 사례를 거절하고 돌아온다.

위연청이 멀쩡히 살아 돌아오자 분노가 치민 녹운은 상량문의 대가를 돌려주었다는

소식을 위지덕에게 전하며, 그가 천금을 몰래 받은 것이라 참소한다. 위지덕은 위연청

을 불러 돈을 허비치 말고 불리어 잘 간수할 것을 명하는데, 이미 천금을 돌려준 뒤

라 달리 해명할 방법이 없는 위연청은 부친에게 사실대로 고한다. 선비가 글을 짓는

데 돈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좌객 중에 시기하는 자가 많아 물리쳤다는 내

용이었다.127)

127) “과연 쇼강가의 문병(問病)고 귀로(歸路)의 평산당 낙셩연을 귀경고 샹냥문을 핍박(逼

迫)믈 만나 초초(憔憔) 챵졸(倉卒)거시 이믈 만나 윤필지녜(潤筆之禮)주, 션글을

디으매 갑바들 배 아니오, 좌이 싀긔니 만흐니 물니쳐 즉시 도라오이다. 가져오미

업이다.” (권5, 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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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셕연(淅然) 대로(大怒)거이 엄연(儼然) 졍(正色) 왈,

“셔뫼 말을 일흐며 톄면(體面)을 이디 아닛도다. 내 비록 무상(無狀)나 물

을 츅(私蓄)여 엄하(嚴下)의 은휘(隱諱)배 아니오, 셔뫼 이런 간녜(干與)

미 그 소임 아니믈 엇디 각디 아닛뇨?”

운이 대참(大慘)여 눈물을 흘니고 원의고져 여 닐오,

“쳡이 위연이 언급여 여차 엄을 밧오니 도시 원의 다신 타시로소이다.”

이 어히업셔 다시 말을 아니 니 원의 운의 요괴로운 거동을 보고 이 물

을 쵸고 져역졍여 짓가 대로여 퇴샹(退床) 대매(大罵) 왈,

“욕(辱子) 가디록 불쵸(不肖)여 과자금도 날을 공치고 스로 챡톄 더

니 이졔 은초고 쳥념믈 쟈랑니 셔모즐(叱責)여 아비역졍(逆情)

니 인(人子)의 도리냐.”

이 하당 쳥죄 왈,

“엄쇼의 간폐(肝肺)못디 못시니 감히 발명리잇고? 슈연(雖然)

이나 물 숨겨 엄젼의 은휘믄 금슈의 소위(所爲)니 쇼슈망망불초무샹(雖罔罔

不肖無狀)이오나 마 지 못리니 오딕 주바양죄쳥나이다.”

원의 더욱 노왈,

“바다 초믄 오히려 원녜 잇다 려니와 폐을 양믄 내 젼일(前日) 계을

거역미라.” (권5, 167-168면)

그러자 녹운은 이것이 위연청이 홀로 천금을 감추고 사재(私財)를 축적하려는 속셈

이라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위연청은 인용문에서처럼 서모에게 허황한 소리를 하여

체모를 잃는다고 면박을 주고, 실제 그러한 일이 있더라도 관여할 바가 아님을 생각

하라며 꾸짖는다. 이에 대해 위지덕은 재물을 감추는 것도 모자라 서모를 꾸짖고 부

친을 화나게 한다면서 더욱 노기를 보이지만, 위연청은 끝내 재물을 감춘 적이 없다

고 고한다. 이에 위지덕은 사례금을 받아 감춘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것은 자신의 가르

침을 어긴 결과라고 하면서 위연청을 매질하기 시작한다. 이때 위지덕이 말한 “젼일

(前日) 계”이라는 것은 과자금을 주워 마음대로 돌려주었을 때 꾸짖은 일을 가리키

는 것으로, 재물을 쉬이 여기다가는 패가망신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위지덕은 위연

청이 재물을 손에 넣었음에도 가져오지 않은 것은 재물을 사소하게 여긴 결과일 뿐

아니라, 자신이 당부한 내용을 무시한 결과이므로 분노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보면, 위지덕의 폭력적인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식의 태도가 작품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폭력의 책임이 위연청에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보은기우록> 속 서술자가 위지덕을 일방적으로 악하게

그리고 있지 않는 점에 주목해야 작품 속 폭력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리라 여기는

것이다. <보은기우록>의 서술자는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지덕의 상황을 보여

주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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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작품에서 위지덕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시점에 녹운의 참소가 놓여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녹운의 참소로 아들을 죽일 듯 구타하는 아버지 위지덕은 무식

하고 어리석어 보이긴 하지만 선천적인 악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복적으로 자신

의 당부를 저버리는 아들을 견디지 못하는 아버지 위지덕의 형상은 완전히 부정적으

로 그려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물론 작품의 초반부터 그를 향한 주변인들의

평가가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연청에게 있어 위지

덕은 극복의 대상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위연청으로 돌아가보자. 위연청이 아버지 위지덕과의 대립상황에서 과연

‘효’를 실천하고 있는 것일까. 선행연구에서는 대개 그가 아버지의 구타를 웃는 낯으

로 감내하는 데다가, 위지덕의 몸이 상할까 걱정하는 등 순응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그를 효자로 이해해 왔다. 심지어 그 모습이 비현실적인 수준으로 도덕적이어

서 도리어 관념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다. 아버지 위지덕의 신체에 난 종기를

입으로 빨아 치유케 하는 등의 모습이 백성을 깨우칠만하다 하여 황상이 교지를 내려

그 효행을 알리려했을 때도 부친의 과오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꺼려 상소를 올린

다.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는 부친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 위지덕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

풀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면모들만 본다면 위연청을 효자로 여기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128) 이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는 위연청의 지극한 효성에 감응한 위지덕이 개

과하여 아들과 뜻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였다.129)

그러나 위연청의 행동들을 ‘효’의 발현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심스럽

다. 앞서 언급했듯이 위연청은 아버지 위지덕의 행실에 대해 공격적인 언어로 그 부

당함을 이야기하였고, 녹운에게도 단정치 못한 태도와 언어로 일관한다. 비록 자신을

모함하는 인물인 데다가 천출(賤出)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소현성록>의 소현성,

<유효공선행록>의 유연 등이 그들의 서모에게 예우를 잃지 않는 점과 비교해보면 위

지덕의 행동에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보인다.130) 특히 위연청은 스스

로 옳다고 믿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친의 뜻과 상합(相合)하는가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부친의 뜻과 상반되어 아버지로부터 조언이나 꾸짖음을

받을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옳은 일은 끝내 해내고야 만다. 위연청이 거금의 획득

128) 이와 같은 위연청의 태도는 �論語� 子路 편의 이야기를 상기시킨다. 엽공은 공자에게 아버

지가 양을 훔치자 아들이 이를 증명한 이야기에 대해 묻는다. 그러자 공자는 이에 대해 “아버

지는 자식을 위하여 숨겨주고, 자식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겨주니 정직함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이다(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라고 하였다. 번역문은 성백효 역주, 앞의 책, 279면.

129) 이지영, 앞의 논문, 2015, 103면.

130) 녹운이 위지덕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서모와 동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작품에서도 녹운을 희첩(姬妾)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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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버지에게 묻지 않고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그

의 행동에 있어서 의(義)에 대한 의지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연청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바로 ‘의(義)’가 그 준거가

된다. 그리고 이는 물질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친의 뜻과는 상반되므로, 때때

로 부친을 진노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통해 미루어 보면, <보은기우록>

에서는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상이한 아버지와 아들의 구도를 통해 폭력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위지덕의 폭력은 바로 자신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가치관을

고수하는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의 표출인 셈이다.

이렇듯 위연청은 위지덕에게 일방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맞선다.131) 부친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스스로의 결정과 판단을 더욱 중시한다. 과자금을 주워 돌려준 일로

무석현 지현인 백양의 부름을 받고 그를 만났을 때는 그의 부탁에 힘입어 혼자 혼사

를 결정하기도 한다. 여타의 한글장편소설에서 불고이취(不告而娶)의 문제는 호방형

인물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화소로서, 남주인공의 방자함 혹은 활달함을 보여주는 기

능을 한다. 따라서 그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예외 없이 가친에 의해 엄격하게 다스려

진다.132) 조선시대 양반가에서 당사자에 의해 혼인이 결정되는 경우는 매우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범죄로 취급되기도 했다.133) 작품 속에서 불고이취가 ‘죄’로서 다스려지는

설정은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의 반영인 셈이다. 그런데 효의 화신처럼 이해되어 온 위

연청이 마음대로 혼사를 결정하는 점은 흥미롭다. 물론 백공의 청혼에 즉답을 한 것

은 아니고 나름의 이유를 들어 거절하는데, 그 내용 또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시의 위이 빗곳치디 아니코 사례여 오.

“노인(老大人)이 만금쥬옥(萬金珠玉)으로한문(寒門) 쇼(小子)가연이 구

시니 난망지위(難望地位)오, 손복(損福)영홰(榮華)라. 쇼엇던 사이완감

히 절여 밧드지 아니리잇고 만, 혼인이란 거문회(門戶) 샹젹(相適)고 사

이 가합니니, 대인은 명문화벌(名門華閥)이오, 쇼궁향(窮

鄕寒士)니 쳥운(靑雲)과 탁슈(濁水)의 난호이미 잇고, 녕쇼져신션(神仙)의 

죄 겨시니 쇼은 쇽(俗子)의도 밋디 못니, 블(不似)미 샹원(上元)과 봉

텩(封陟)의 비길지라. 대인이 비록 개회(介懷)치 아니시나 세샹의 시비(是非)

일윌 거시오, 쇼엄친(嚴親)이 당(在堂)시니 본분을 딕희고 과람(過濫)

131) 조동일은 이 점에 주목하여 위연청을 “반항형 아들”이라고 보았다(조동일, 앞의 논문, 107면).

132) 이를테면 <명주보월빙>에서 정천흥의 불고이취를 알게 된 부친 정연은 천륜의 정을 끊겠다

며 정천흥을 쫓아낸다.

133) 장병인에 의하면 사대부가에서는 일정한 혼인절차를 밟기 전에 동거를 하는 것은 간통죄로

취급되었으며, 현실적으로 혼인의 절차를 주도하는 ‘주혼자(主婚者)’가 부모이기 때문에 모든 혼

인에 부모의 동의가 필요했다(장병인, �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 휴머니스트, 20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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믈 먼니디라. 더럽고 식으로 귀문(貴門) 쇼져욕디 아닐디니 죽

기롭서 존명을 좃디 못바쇼임의 알미 으니 친의(親意)예 허치 아닐 바

감히 단(自斷)치 못후은을 허부오니 죄샤례이다.” (권3, 69-70

면)

위연청의 말을 요약하자면, 혼인은 “문회(門戶) 샹젹(相適)”해야 하는 일인데, 백공

의 집안은 “명문화벌(名門華閥)”이고 자신의 집안은 “궁향(窮鄕寒士)”이므로 적절

치 않다는 것이다.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더욱 흥미로운데, 부친이 계시기는 하나 이

처럼 문호가 맞지 않는 결혼을 허락할 리가 없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백소저는 “신션

(神仙)”, “쳥운(靑雲)”과 같은 “귀문(貴門) 쇼져”인데 반해, 자신은 “속인(俗人)”, “탁수

(濁水)”, “더럽고 식”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와 가문의 하찮음을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다. 그러다 백공이 먼저 허락하면 나중에 정식으로 구혼하겠다고 다시 간

청하자, “가친이 졀엄(切嚴)샤 쇼감히 (每事)쥬장(主張)치 못”한다면서 백

공의 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박복(薄福)”한 처지를 한탄한다. 백공 역시 위연청의

말에서 “음의 과망(過望)나 허치 못믈 보”았고,134) 거듭된 설득으로 승낙을 받

아내기에 이른다.

이 이말을 드르매 고개숙여 각,

‘부부(夫婦)오륜(五倫)의 근본이라 만일 불초용이(不肖容易)향곡 녀

만난즉 평을 그릇미여공의 쳥고위인이 가히 공경염즉 고 규슈의

아다오믄 화(才華)로조차 알디니, 구여도 엇기 어려온 바당면(當面)여

믈니치문 져근 녜(禮)고집여 큰 모(帽帶)그릇미라. 믈며 몽됴(夢兆)

각건션의져리미니 가치 아니나, 셩인(聖人)이 경권(經卷)을 두시니 일

졀(一節)을 집뇨(執拗)여 죵신(終身)의 뉘웃미 이시리오.’

가연이 을 두루혀 곳처 안쟈 고 왈,

“이 말을 듯건쇼진실노 다시 츄탁(推託)배 업디라. 비록 가엄의

고치 못고 즈레 허약(許約)미 인지되(人子之道) 아니나 죽기므���서 존명

을 밧드니 아직 통혼(通婚)치 마시고 조용히 쇼의 품고(稟告)믈 기리쇼

셔.” (권3, 5-6면)

자신의 거듭된 거절로 혼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부부 관계가 오륜의

근본임을 말하며, “불초용이”한 여성을 만나 평생을 그르치느니 지금 백공의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위연청의 태도는 자못 편의적이다. 아름답고 재주

도 뛰어난 백소저 같은 여인에 대해 “구여도 엇기 어려온 바당면(當面)여 믈

134) 권3,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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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치문” 큰 일을 그르치는 일이라는 발언이 흥미로운 까닭은, 바로 위지덕이 재물을

두고 했던 말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평생 구해도 보기 어려운 중보(重寶)를 노력 없

이 얻었때 도로 돌려주는 위연청의 행동이야말로 위지덕에게는 일을 그르치는 것

이었을 테다. 부친께 고하지 않고 혼인을 결정하는 것이 도리가 아님을 명확하게 알

고 있지만, 이 ‘도리’는 아름답고 훌륭한 여인 앞에서 가볍게 무시된다. 심지어 유연청

은 모친인 양부인의 유언과 몽중예언 등을 통해 이 약혼의 정당성을 얻으려하는 면모

까지 보이는데,135)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위연청의 해명이 반복될수록 그 결정의 정

당성에는 의심이 간다.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위연청의 모습이 극단적인 수준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고리대금업과 관련한 일화이다. 위연청은 부친의 명으로 장지휘를 만나 부친이

원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왔음을 알고 그래도 명을 따라야 할지 고민에 빠

진다.

야(此夜)의 젼젼불(輾轉不寐)고 반야번뇌(半夜煩惱)러니 가연이 도로혀 각

,

‘비록 간(諫諍)여도 윤허(允許)시미 만무(萬無)니, 션인이 권도(權導)로

허시매 대슌(大舜)이 고(告)치 아니코 대륜도뎡(大倫獨定)시니 곡녜(曲禮) 딥뇨

(執拗)고 승슌(承順)물 위쥬(爲主)여 대인 실덕(失德)을 돕고 허다 매원을

괄시즉, 이제 몸을 닥고 위친(爲親)여 념녀치 아니미니 방쳐결(放

恣處決)여 내 몸을 도라보미 아니오, 별난 거조로 야야긔 아다온 칭녜(稱禮)

드시게 즉 족히 사의 원망을 풀고 나의 뎐그미 업리니, 이곳이 고향

이 아니니 뉘 야야 본의(本意) 아니물 알니오. 선결 후 고고 스로 역명(逆命)

죄로 밧오리니 황개(黃蓋)나라흘 위여 고육계(苦肉計)를 니 가뎡(家

政)의 허물을 덥고 일시 벌(責罰)을 두릴 배 아니오, 쟝(杖責)이 엄듕나 맛

내 죽기의 님 아닌즉 엇지 번 듕장(重杖)의 저허 만구매명(萬口罵名)을 피치

아니코.’

구지 쥬위뎡나 뉴한려도 니디 아니터라. (권7, 219-220면)

그러다 결국 “비록 간(諫諍)여도 윤허(允許)시미 만무(萬無)니” 부친께 고

하지 않고 처리하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른다. 고향이 아닌 곳이므로 부친의 뜻을 가늠

할 수 있는 이가 없는 데다가, 결국 부친이 사람들에게 원망을 산 것을 해소할 수 있

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가친의 허물을 덮을 수만 있다면 책벌 따위는 두려워할 바가

아니라고 말하는 위연청의 모습에서는 끝내 옳다고 믿는 대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결

135) 최수현,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여성의식 ,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375

면의 각주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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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느껴진다. 함께 있던 유한은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후환을 생각하지 않

는 행동이라며 걱정한다.136)

“나의 이번 거죄 비록 위친박셩(爲親薄誠)이나 극히 방남활(放恣濫滑)고 젼

결(自專決事)여 고치 아닌 죄 듕니, 비록 프러진 사이라도 노미 덧덧거

엄졍의 셩노(盛怒)밧오미 그리 당연디라. 내 뉵니여 스로 혜여 죽으물

주셔도 감슈리니 네 브대 라가고져 거니와 시험여 니리라. 내 저즌 죄 듕

고 네 도금(到今) 칭(自稱) 노쥬(奴主)니 엄노(嚴怒) 진쳡지하(震疊之下)의 네

감히 셕년(昔年) 난잡히 구던 거조다시 줄노 긔약다. 여즉 내 인디도

(人子之道)폐고 네 상하디분(上下之分)이 업리니 가히 아라시라.” (권7,

224-225면)

그러자 위연청은 자신의 행동이 부친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

동하는 잘못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죽으물 주셔도 감슈”겠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위연청의 모습은 분명 여타의 한글장편소설에 보이는 아들의 형상과는 다르다. 어리

석은 아버지와 현철한 아들의 구도는 우순(虞舜) 서사를 차용한 고전소설에서 반복적

으로 확인되는 바이지만,137) 스스로의 판단에 대한 확신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부친

의 결정을 마음대로 뒤바꾸는 주인공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앞서 살펴보았

지만, <보은기우록>과 함께 논의되어 온 <유효공선행록> 속 유연 역시 혼암(昏暗)한

아버지 유정경 때문에 정신적․육체적 고난을 겪지만 그의 태도는 일관되게 순응적이

다. 유연은 부친이 옳지 못한 판단으로 자신의 가족과 가문을 위기에 몰아넣는 상황

에서도 뜻을 어기지 않는다. 그것이 부친을 위한 길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이와는 대

조적으로 위연청은 부친의 뜻보다는 스스로의 뜻을 우선한다. 물론 그가 부친에 대해

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위연청에

게 있어서 ‘효’는, ‘의’를 추구했을 때 결과적으로 획득될 수 있는 부차적인 가치에 가

깝다. 요컨대 위연청은 스스로 옳다고 믿는 것, 즉 ‘의(義)’를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

고 있으며, 부친 위지덕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다.

위연청과 유한이 예상했던 대로, 이 소식은 그들이 귀가하기도 전에 부친 위지덕의

귀에 들어가게 된다. 녹운은 다시 위연청이 창루에서 주색도박에 부친의 돈을 탕진하

고 있다고 참소를 하며, 자신에게 음심(淫心)을 보였다고 거짓을 보탠다. 반복적으로

136) 노쥐(奴主) 하쳐로 도라오매 뉴한이 가을 두려 왈, “샹공이 마 엇디 이런 일을 시고

후환(後患)을 각디 아니시잇고? 보신디계(保身之計)군의 디혜(智惠)뇨, 부신화(赴身

取禍)감심(甘心)믄 쇼복(小僕)이 졀위샹공(竊爲上公) 감불(敢不取)이다.” (권7,

223-224면)

137) 김문희, 고전소설에 나타난 우순의 서사의 상호텍스트적 구성 방식과 기제 연구 , �한국학연

구� 5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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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훈계를 거스르는 것도 부족하여 아버지의 아내를 탐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상

황에서 분노를 자제할 방법은 없었다. 위지덕은 위연청을 죽여 “조션의 욕을 덜고 가

문의 화면”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른다.138) 이 틈을 타 녹운은 위지덕의 손에 철

편을 쥐어주면서 매질을 부추긴다.

위연청이 부친의 매질을 받아낼 각오로 스스로를 ‘자전방자(自專放恣)’하다고 하는

것은 부친에게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수사 차원의 말만은 아니다. 위연청은 아버지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 행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역명한 죄를 받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결과였으므로, 위연청은 “동쟉

을 변치아냐 죠용이 의을 그고 타연이 털쟝”을 받아낸다.139)

이와 같이 위지덕의 폭력은 위연청을 향해 무자비하게 자행되지만, 서술자에 의해

그가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제시되며 개과의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암시된다. 위연청은 아버지 위지덕의 폭력에 온화하고 침착한 태도로 임하지만, 그것

이 충분히 예상되는 순간에도 스스로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한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또한 스스로가

믿는 ‘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위지덕은 동반자 또는 믿을 만한 상대가 되어주

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 천역을 자임하는 부친의 존재는 백공의 청

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한편 위지덕이 위연청을 매질을 할 때에는 언제나 ‘가문의 존속’이 그 명분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주목할 만하다. 위지덕은 물질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위연청이 결

국 멸문지화를 초래할 인물이라 여겼다. 녹운의 참소로 인해 위연청이 주색도박에 돈

을 허비하고, 모친을 음증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는다고 믿어 폭력을 행사하

는 위지덕의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그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만을 담아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 <보은기우록>에서는 위지덕을 극악무도하여

개과가 불가능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기보다는 그가 다만 ‘잘못된 방법’으로 가문의 존

속을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녹운에게 속아 순간적인 감정

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지른 폭력 앞에서 반복적으로 후회를 하는 위지덕의 모습은,

간악한 차자 유홍의 계교에 속아 유연을 사지로 몰아넣고 곧 후회하는 <유효공선행

록> 속 유정경과 닮아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보은기우록>은 삶의 태도와 가치관의 차이의

결과로 발생하는 폭력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할 듯하다.140) 두 사

138) 권7, 227면.

139) 권7, 233면.

140) 임형택 역시 <보은기우록>의 갈등 구조에 대해서 “천민적 가치관에 사대부적 가치관이 대결

하는 꼴”이라고 한 바 있다(임형택, 화폐에 대한 실학의 두 시각과 소설 , �민족문학사연구�18,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학회, 2001, 136면). 그러나 여기에는 위지덕을 ‘악’하다고 보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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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들의 ‘선악(善惡)’이 아니라,

‘다름’ 그 자체이다. 위지덕은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만, 그가 ‘악’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때 부친의 폭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추구하는 삶의 전망을 방해하는 행위로 그려

진다. 주인공 위연청에게 이는 ‘순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인내’의 대상이다. 위연청은

부친의 엄책을 견뎌내고 스스로 원하는 가치를 이루어 나간다.

(2) 고통의 경험과 회과(悔過)

위연청은 효성스러운 인물이지만 그의 행동 규범의 가장 큰 원칙은 ‘의(義)’에 있었

고, 이때 ‘의’는 부친을 향한 ‘효(孝)’보다 앞선 문제였다. 그는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의

를 좇는 일이 결국 부친에게도 효가 될 것이라 믿었던 듯한데, 이때 위연청이 생각한

‘효’는 부친의 내면보다는 부친을 향한 대외적인 평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유효

공선행록>의 유연과는 대조된다. 위연청은 부친의 뜻을 살피거나 심정을 헤아려 그를

편안하게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

과정에서 부친 위지덕의 가치관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141) 이 때문에 위지덕

은 부친의 가치관보다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중시하는 위연청에게 분노했고, 폭력을

자행했던 것이다. 따라서 <보은기우록>이 형상화하고 있는 폭력적인 아버지와 맞서

는 아들의 구도는 두 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삶의 태도의 차이를 표현한 것이라 여겨

진다. 그렇다면 이때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는 폭력의 문제는 위지덕으로부터 일방적

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고발하고 그를 단죄하는 데 그 목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은기우록> 속 폭력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위지덕이 작품 중반부터

왜 위연청을 향한 폭력을 그치는가에 대해 면밀하게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연청이 위지덕의 철편에 맞아 실신하여 버려진 뒤 위가에는 녹운과 위지덕만 남

게 된다. 이때 녹운은 음심을 품어 다른 남자와 사통을 하고 위지덕의 재물을 훔치는

데, 위지덕이 이를 눈치 채고 녹운에게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

운이 졈졈 도망각여 마니 금은진보(金銀珍寶)도적여 쇼삼과

넌지시 초원의 집안 거산(巨産) 념녀치 아니므로 모더니, 운이 쇼삼으로

푸와 졈방의 느리은(銀子)와 디식(脂飾)을 거두다가 초미 졈졈 만하 곳

장이 전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견을 달리한다.

141) 이 점이 문제라는 인식은 후편 <명행정의록> 속 위연청의 형상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된다.

위연청은 스스로의 행동이 오히려 부친에게 매명을 끼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이로써 자책하는

마음에 시달리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

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6-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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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매 드물 면치 못하여 눈츼를 알고 음흉모(淫行凶謀)비록 아지 못나 랑

는 쳔금 아도 죽도록 치거비록 춍(寵愛) 쇼쳡이나 엇지 할 쟤리오.

대로대분(大怒大憤)여 녀드러 온 머리풀쳐 고 분 을 즛울혀

왈,

“요괴로운 년이 누고주노라 나의 반젹공을 드려 모흔 바이대도록 도

적다?”

운이 독을 여 머리로 원의 가을 박구고 녀드러 발악 왈,

“내 엇디 알니오? 이반시 연청 낭군의 흉벗들의 도적미여엇지 일됴

의 흉악슈단으로 아쳐 죽이던 법을 내게 다.”

원의 쟛바졋다가 니러나 호흡을 쳔쵹(喘促)여 헐근더려 왈,

“너치미 무어시 어려우리오?” (권10, 13-14면)

위지덕은 녹운이 자신의 재산을 도적하고 있다는 의심에 이르자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다. 위지덕이 폭력적으로 굴자 “아쳐 죽이던 법을 내게 다”라고 말하며

발악하는 녹운의 모습에서 모진 매질로 죽어나간 위연청이 떠오른다. 위지덕은 아들

을 죽이고도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것이다. 위지덕으로부터 의심을 받자

녹운은 그것이 위연청 무리의 일이라고 거짓으로 고한 뒤 도망갈 계획을 세운다. 혹

여 위지덕에게 발각될까봐 스스로가 “식이 업고 부뫼 잇디 아니니 물을 졔츅

여 무어”겠느냐며 무고함을 주장하기도 한다.142) 그러다 아예 위지덕을 독살

할 계획으로 약을 먹여 쓰러뜨린다. 녹운은 그 길로 위가를 떠나고, 백소저가 위지덕

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다. 백소저가 준 약을 먹고 위지덕은 기절하여 꿈을 꾸게 된다.

잇원의 독슈(毒手)만나 혼이 유유여 곳의 니니 무슈귀졸야챼

우으며 으러 왈,

“네 악(行惡)을 무수이 문챵셩(文昌星)의 덕으로 음(陰司) (差使)

발치 아니엿더니 네 스로 오도다.”

고 결박여 곳의 이니 왕쟈 복사이 지져 왈,

“네 셔 디옥고초(地獄苦楚) 밧고 츅뉴(畜類)의 환(還生)여실 거시로문챵

셩의 젹션덕(積善行德)으로디금 무여 스로 요첩(妖妾)의 독슈(毒手)의 긴

명을 니 맛당이 니 슉(熟烹)벌을 거시로모쳠(慕瞻)여 문챵셩

을 위(爲子)엿고 도군(道君)이 약을 주워 문혜셩이 구호니 도라보나 사의

혈육을 글거 물을 들고 피라 니(利)구며 문챵셩이 뎍하(滴下)여

네 슬하의 폄도 손복(損福)영홰(榮華)여감히 혹형(酷刑)과 독쟝(毒杖)을

여러 슌 더으니 엇디 보복(報復)형벌을 아니리오.”

귀졸노 철편을 결둔니 원의 마 견디 못여 니 죽으미나 원고 소

142) 권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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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니 모다 쳐 웃고,

“네 쳘편이 어려움과 견기 어려움을 알건마 (兒子)의 옥보빙골(玉膚氷

骨)을 쇄샥(碎削)여 죽인다.”

더니 오 쟝은 계요 되매 공듕(空中)의셔 블너 왈,

“효뷔(孝婦) 하의 비소구소(九霄)의 못니 효의 아니 보지

못디라. 밧비 도라 보라 .”

옥틱(獄勅)이 렷다 니 모다 어 치거하 깃거 문 왈,

“문챵(文昌)이 뉘뇨.”

귀졸이 즐왈,

“그쳐 죽인 아이라.” (권10, 20-21면)

꿈에서 만난 귀졸과 야차들은 위지덕에게 호통을 친다. 위지덕이 지옥의 고초를 당

하지 않고 또 축류로 환생하는 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문창성 덕분이었는데,

스스로 이곳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에게 ‘숙팽’의 형벌을 내릴 것이라 엄포를 놓는다.

“사의 혈육을 글거 물을 들고 피라 니(利)구”는 악행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 적강한 문창성에게 혹형과 매질을 가했으니 가만둘 수 없다는 것이었다. 위지

덕은 하릴없이 귀졸에게 철편으로 난타 당한다. 이는 귀졸의 말을 통해 확인되는바,

위연청을 사지로 몰아넣은 데 대한 “보복(報復)”의 형벌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위지덕

을 돌려보내라는 소리가 들린다. 효부(孝婦)의 비는 소리와 효자의 낯을 보아서 돌려

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돌아오기 직전 ‘문창성’이 누구냐고 귀졸에게 묻

자, 그는 “그쳐 죽인 아이라.”라고 대답한다. 정신을 차린 위지덕 곁에는 백승설

이 있었다. 위지덕은 독약 즙물을 무수히 토하고 나서야 회생하여 소저를 알아본다.

“연청아, 사오나온 아비 오이야 너희 믈 니 너희 옥보방신(玉步

芳身)을 텰쟝의 , 내 모고 참연(慘然)미 업고 흉인(凶人)이 굴헝의 더뎟거

나오히려 다시 죽이믈 별넛디라. 음녀의 간(奸讒)을 신텽(信聽)여 네

듕(重)식을 강샹(綱常) 난호믈 의심엿시니, 만일 너희 어딘 벗의 말 곳 아니

면 엇디 리오? 더욱 흉완아비원망치 아니코 어딘 븡우(朋友)브탁여

나의 잔명(殘命)을 회(回生)엿거도로혀 악소년이 왓가 의심엿노라.” (권

10, 25-26면)

위지덕은 죽은 아들 위연청의 이름을 부르며 그간의 패악질에 대해 사과한다. 녹운

의 간언만을 믿고 아들을 의심한 데 대해 후회도 한다. 자신의 지속적인 학대와 폭력

에도 굴하지 않고 연청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게 하였다면서, 이에 대해 의심했던 일

에 대해서도 참회의 말을 늘어놓는다. 이렇듯 위지덕의 개과에는 꿈이라는 환상적인

장치가 매우 결정적인 기능을 한다. 꿈은 위지덕에게 폭력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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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끼게 하는 시공간이었으며, 그 위협적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준 존재가 곧 아들임

을 자각하게 하는 깨달음의 공간이기도 했다. 꿈은 위지덕의 개과에 인과성을 부여하

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때 위지덕이 꿈속에서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점이다. 철

편으로 가해지는 매질을 견디지 못해 빨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는 스

스로가 아들에게 얼마나 가혹하게 굴었는지 깨닫는다. ‘숙팽’의 형벌을 운운하며 웃는

귀졸과 야차 앞에서 겁에 질린 스스로의 존재가 얼마나 폭력에 취약한지 절감했을 것

임은 물론이다. 귀졸들이 “네 쳘편이 어려움과 견기 어려움을 알건마 (兒

子)의 옥보빙골(玉膚氷骨)을 쇄샥(碎削)여 죽인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지덕을 향해

가해진 형벌의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반복적으로 지적했듯이 한글장편소설 속에

서 그려지는 가부장의 폭력은 그 수위와 무관하게 공권력의 개입 대상이 아니다. 아

내와 자식에게 폭력을 자행하고 이로써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지라도 가부장에게 죄를

묻는 경우는 없다.143)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비록 꿈의 형태이긴 하지만 폭력적인

가부장 위지덕에게 보복으로서 ‘형벌’이 가해지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위지덕은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그 ‘고통’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스스로 자행했던 폭력의 참혹

함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수십 여 일이 흘러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위연청이 돌아와 죄인을 자처한다.

살아 돌아온 위연청이 문밖에 이르러 석고대죄를 한다는 말을 듣자 위지덕은 눈물을

흘린다. 죄를 지은 것은 자신이므로 위연청에게 무슨 죄가 있겠냐는 것이었다. 위지덕

의 개과는 과연 극적이었는데, 위연청과 함께 돌아온 유한 역시 위지덕의 흉악함을

잘 알고 있는 터라 그의 변한 모습에 크게 놀란다.144) 스스로 ‘금은을 사랑하던 마음

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위지덕은 정말로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인다.145)

위지덕이 삶에서 금전적인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점, 위연청이 가난이나

143) 당대 가부장의 폭력이 전적으로 용납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판 기록 등

을 통해 비추어보건대, 조선시대의 형법이 가부장의 폭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했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조선시대 형법 체계가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젠더(gender)적 불

평등에 대한 논의는 ‘Ⅱ. 폭력의 다층성’ 부분의 각주 36번 참조.

144) “뉴한이 비록 부귀영친(富貴迎親)을 가져 원의동듀(同住)줄 혜아리나 에거(恚擧)만

히여 범의 샹심고로, 의 대죄경을 보매 원의 흉악므로 무고죄

이실가 념녀여 노의 보보뎐경믈 보매 크게 놀나더니 이 말을 듯고 슈무족도(手舞足蹈)

고 (후략).” (권10, 37면)

145) 시듕이 탄 왈, “소(自少)로 닌미 머리도곤 더니 일노네계디 잔학(殘虐)엿

디라. 몽듕(夢中)의 신인(神人)의 벌(責罰)을 입고 금허(金許) 다 그믈 로니 금은(金

銀) 랑던 음이 소삭(消削)고 네 입신(立身) 현달(顯達)여 녹(財祿)이 스로 모히믈

보니, 실노 귀거시 업디라. 집안 물(財物)이 비록 음녜(淫女) 도젹여시나 오히려 무수

니 은 부쳐공경고 귀신을 효도여 나의 죄쇽고 너위여 복을 빌고져 

더니, 네 젹션(積善)라 미 이니미냐.” (권12, 69-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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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근 같은 현실적인 여러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점, 그리고 그것

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물질적인 필요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작품이 현실에 대한

이해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통해 위지덕을 개과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작품의 전체적인 주제와 상반되는 매우 피상적이고 낭만적인 설

정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꿈이 현실적인 인과성의 상실, 우연성의 남발 등의 대표

적인 장치로 이해되며, 이로써 고전소설 전반이 지니고 있는 구성상의 결점으로 인식

되고 있는 점을 상기해보면,146) 이와 같은 설정에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위연청이 폭력을 경험한 뒤 개과한다는 사실은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폭력

에 대한 문제제기와 해결책 등이 오히려 관념적인 차원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고 보

아야하지 않을까. 고통은 사적(私的)인 경험이다. 그중에서도 신체적 고통은 누구에게

도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사적인 것이다.147) 고통을 당하는 사람 역시 스스로

의 고통에 대해 정확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타인은 눈앞에서 그 광경을

보고도 고통의 정도나 수준을 짐작하기가 어렵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을 직접 당하거나 상상해보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다고 보는 입장

은,148) 바로 이러한 현실의 토대 위에 놓여있다. 따라서 위지덕이 꿈속에서나마 직접

폭력을 경험하고 난 후 회과에 이르게 된 것은 사실은 ‘고통’과 ‘공감(empathy)’에 대

한 매우 현실적이고도 예리한 통찰의 결과가 아닐까 한다. 특히 현실의 맥락에서 위

지덕을 향해 폭력을 가하는 방법은 ‘가부장’이라는 그의 지위를 감안했을 때 가능하지

도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하더라도 ‘폭력의 재생산’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볼 필요

가 있다. 작품이 제시하고 있는 ‘꿈’이라는 장치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내지 못

한 결과라기보다는 오히려 매우 현실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숙고한 결과에 가까워

보인다.

여기에 더해 위지덕이 꿈을 꾸기 전에 유일한 의지처이자 반려였던 녹운이 재산을

모두 도적하고 그를 죽이고 떠난다는 설정이 위지덕을 극단적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

는 점도 주목된다. <보은기우록>은 위지덕으로 하여금 위연청의 고통과 절망에 ‘공

감’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

다.149)

146) 이헌홍, 고소설의 리얼리티 문제와 송사 소설 , �문학한글� 5, 한글학회, 1991, 61면.

147) “우리가 알기에 가장 강렬한, 다른 경험을 모두 잊게 할 정도로 강렬한 느낌인 신체적 고통

의 경험은 가장 사적이며 그래서 누구에게도 전달할 수 없는 경험이다. 이것은 공적 현상에 적

합한 형태로 변형될 수 없는 유일한 경험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떤 다른 것보다 더 빨리, 더

쉽게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현실감을 박탈한다(한나 아렌트. 이진우 옮김, �인간의

조건�, 한길사, 2017, 123면).” 이 외에도 고통이 지닌 사적 경험으로서의 특징은 스케리(E.

Scarry), 월트스토프(N. Wolterstorff), 니체(F. Nietzsche), 모리스(David B. Morris)등의 언급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손봉호, 앞의 책, 56-60면 참조.

148) 손봉호, 위의 책,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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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과 유우성, 유연과 유홍의 화해가 매우 피상적인 차

원에서, 특별한 계기도 없이 순식간에 이뤄지는 점과 매우 대조된다. 특히 앞에서

<유효공선행록>이 작품 속에 벌어진 중층적이고 지속적인 비극과 불행에 대해 그 원

천적 책임을 유홍에게 묻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유홍을 용서하거나 그를 개과시

키는 데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고에서는 바

로 이 점 때문에 작품이 형상화하는 화합의 결말이 실상은 공허한, 형식적인 것에 그

치고 말았다고 본 것이다.

반면 <보은기우록>에서는 책임의 소재를 위지덕에게 전담시키고 있다고 보기 어려

운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연청을 향한 직접적인 폭력의 가해자로서 그의 개과

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위지덕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안겨줌

으로써 그의 진정한 개과와 반성, 후회를 이끌어내는 점은 책임을 묻는 과정이 형식

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브디블각(不知不覺)의 라드러 허리안고 을 다혀 손을 쥐고 등을 어로 만져

방셩대곡(放聲大哭)니 공곡(空谷)의 노희(老虎) 궁긔리고 심산(深山)의 (獅子)

소흐니 문(聞字) 대경(大驚)더라. 이에 오,

“내 아흉(凶悍)아비원(怨)치 말나. 죄알며 흉믈 니 너

무로 아비 나 보리오. 나의 그대도록 흉악(凶惡)믄 음녀(淫女)의 

소(讒訴)오, 목금(目今) 사라 너보믄 현부(賢婦)의 은혜라.”

고 안고 노틀 아냐 텰편으로 박살던 경(景色)을 니며 무수이 우니, 

감은각골(感恩刻骨)고 블승민망(不勝민망)여 스로 죄혜고 블효(不孝) 일

라 용셔심도 은혜오니 엇디 이런 과도거조시믈 단(百端) 권회(卷懷)

니 원의 혹곡 (或哭) 혹쇼(或笑)여 이에 언 듯고 흉셔(凶書) 보던 말과 필경 짐

살도주나 쇼졔 와 슈말(首末)과 몽즁(夢中) 귀어(鬼語)을 셰셰히 옴기니 

러 드매 녹운 소의 밋처영쉬(潁水) 멀니 귀고져 (중략)

쇼졔 은혜죵신의 갑흘 길이 업믈 탄니 거년(去年) 가 구믄 죡히 여라.

(권10, 38-39면)

위지덕은 위연청에게 지난 일을 직접 언급하며 진심으로 사과한다. 철편으로 위연

청을 난타하던 장면을 이르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는 위지덕의 모습은 폭력적으로

굴었던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꿈속에서 귀졸들에

게 들은 말까지 세세히 옮기는데, 이 역시도 스스로의 과오를 아들의 덕택으로 용서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이 작품이 현실적인 차원에서 위지덕

149) <명주보월빙>에서 유부인 역시 꿈을 통해 개과한다. 유부인의 꿈은 위지덕의 꿈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명주보월빙>을 다루는 부분에서 상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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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과를 형상화하고 있는 점은 그의 개과가 재물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못

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시듕이 고요 드르크게 로나 처음 은 잠간 허비(虛費)여 긔도구복(祈禱

求福)고져 엿더니 다 흣터 업시믈 쳥니 잠간 듕난(重難)나 의 말을 좃

디 아님도 어려워 답지 못고 침음(沈吟) 쥬져여(권11, 70-71면)

위연청은 부친이 변했다고 생각하고 “취렴슈니(取斂受利)던 문셔쇼화(燒火)

고 무역분쳐(貿易分處)바탕쳑(蕩滌)”하자 말한다.150) 그러자 위지덕은 인용문에

서처럼 쉽게 대답하지 못한다. 부친의 망설임을 눈치 챈 연청은 경사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재산은 다 옮기지도 못할 것이며, 타인의 도적함을 부추길 뿐이라 말

한다. 이대로 재산을 두는 것은 공연히 남을 주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며, 이미 자신에

게는 나라로부터 받은 집과 전답이 종신토록 다 쓰지 못할 만큼 있다고도 덧붙인다.

그제야 위지덕은 “오딕 네 로 일물도 날려 품치 말고 됴흘로 라”면서 위

연청의 뜻을 허락한다.151) 위지덕은 꿈을 통해 자신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반

성에 이르지만, 물질적인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다. 그가 위연청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허락한 것은 경사에 더 많은 재물이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

론적으로 말하자면 꿈의 경험이 위지덕이라는 인간을 완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와 악한 본성을 직결시키지 않은 결과이기

도 한바 매우 현실적인 설정이라고 판단된다. 요컨대 <보은기우록>에서는 꿈을 통해

위지덕의 개과에 인과성과 진정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폭력이 추방될 수 있는 가

능성에 대해 형상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52)

<보은기우록>이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보이면서도 꿈이라는 낭만적 장치를 사용하

고 있다는 한계는 위연청을 통해서 일부 극복된다고 볼 수 있다. 작품 속에서 위연청

이 위지덕이 개과하는 순간까지 인내했다는 사실은 그가 결국 이와 같은 행복한 결말

에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연청이 아버지의 폭력을 참아내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확실한 주장이 있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뒤지지 않는 목

표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위지덕이 폭력을 맹목적으로 감내한 것이 아

150) 권11, 70면.

151) 권11, 72면.

152) 다만 후편인 <명행정의록>에서는 위연청이 부친 위지덕에게 철편으로 맞았던 일 때문에 해

마다 병환에 시달리는 것이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이와 같은 설정에는 전

편에서 자행되었던 위지덕의 폭력에 대해 내적으로 완전한 해결에 이르지 못했다는 자각이 반

영되어 있다고 생각되기도 한다. 이는 폭력적인 인간을 진정으로 개과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

하지 않은 결과라기보다 그 과정이나 방법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소설사적 역량의 한계라

고 생각된다. 이 점은 소설사 전반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해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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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적극적인 항변의 과정으로서 인내해 내는 작품의 설정은, 그것이 일종의 ‘희생’

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전략) 부모눌너 제 을 셰우면 비록 집(事執)이 을흘디라도 효제지되

(孝悌之道) 안니어, 물며 인이 항금을 쥬시미 불의(不義) 육역(六逆) 공

아니라 다 각각 원(自願)여 취미오, 니거두시미 비례지(非禮之事)로

고혈(膏血)을 글그미 아니라 긔(飢寒)을 인하여 말을 조츠미니, 인심이 번복여

약간 효효원망이 잇다 나, 긋쇼의 도리 맛당이 도라와 문견(聞見)을 실

고(實告)고 소유(所由)품문(稟問)즉, 죠용 간(諍諫)의 이회텽(移思回

聽)샤 물구(勿咎)염즉 거, 광망급거(狂妄急擧)여 젼 쳐단고, 스

로 텬(天下)의 유명고 누덕을 친젼의 도라보니, 이어버이눌너 제 소

견을 미라. 경당(敬堂)도리도 글넛시니 믈며 친(事親)녜리잇가.

고로 인이 그 방과 젼믈 악벌(惡罰)로 다리이에 좌우의 요괴

로온 무리와 간악형젹이 음밀계교와 흉참소니, 증모(曾母)도 투져

(投杼)밋음이 잇고 일월도 졔명(除明)구을 만나니 간 춍명이 도로혀디

못시미 계시나 그쇼쳐변(處變)을 일허 스로 위물 바드미라. 더욱

쳘련과 제듕은 저 원슈인의 소슐이라 인이 엇디 아시리잇고. (후략)” (권11, 62-

면)

스스로의 행동이 “효제지도(孝悌之道)”가 아닌 줄 알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

모를 누르고 “제 소견”대로 행했다고 말하는 위연청은 스스로의 행동이 의미하는 바

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땅히 돌아와 본 바를 여쭙고, 조용히 쟁간하여

부친의 마음을 돌려야 했으나 마음대로 결정하여 행동하고 말았다는 위연청의 말은,

그의 행동에 대한 준거가 ‘효’에 있지 않다는 고백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는 위연청의

행동이 일방적 가치로서 주어진 ‘효’를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행해졌음을 보

여준다. 그의 순응은 스스로 옳다고 믿는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의

결과였다. 따라서 그는 희생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보은기우록>에서는 옳

다고 믿는 가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위연청에 의해 폭력이 재생산되거나 불행이

확산되는 결말은 초래되지 않는다. 특히 패륜적인 행동을 일삼고 폭력을 자행하던 이

봉명이나 악소년 등이 위연청을 통해 개과에 이르는 설정은, 그의 행동이 실질적인

효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153) 바로 이 점에서 <보은기우

록>은 <유효공선행록>과 대조되는 작품이라 하겠다.

153) 이봉명은 위지덕의 매질을 한마디 소리 없이 받아내는 위연청을 보고 개과에 이른다.

믄득 심혈이 녈니고 크게 감동여 위가고 기리 졀여 왈, “이라, 나 니봉명을 오

날 븟그럽게 니 금일노조챠 심팔년 무륜믈 븟그리니, 만일 군이 아니런들 내 종신토

록 금슈이뎍과 다름이 업낫다. 나의 스이오, 군의 죄인이라.” (권4,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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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보은기우록>에서 위지덕이 폭력을 자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녹운의 참소

라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 <보은기우록>에서 녹운은 참소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위지덕에게 철편을 쥐어주는 등 위부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그에

게 폭력의 책임을 일부 묻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은기우록>에서는 녹운의 반성이나 개과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 녹운은 위

연청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위부를 떠난다. 작품 속에서는 위부를 떠난 녹운에 대

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다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한 위연청에 의해 발견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녹운은 위연청에 의해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참수당해 생을 마친다.

녹운을 망설임 없이 처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반란군의 아내라는 국가적 반역 죄

인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가친을 배신한 여성일지언정 아들의 입장에서 그를 함부로

처벌하거나 죽일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법은 반성이나 개과의 기

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데, 개과의 기회를 차단하면 반성의 여부를 확인할 길도 차

단된다. 녹운이 위지덕에게 거짓으로 위연청을 참소하여 그를 사지로 몰아넣을 뿐 아

니라, 위지덕의 재산을 도적하고 그를 독살하려는 극악의 범죄를 저질렀음을 감안했

을 때, 후반부에 갑자기 등장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은 비약적으로 느껴진다.

이와 관련하여 후편 <명행정의록>의 서두에서 녹운과 함께 위연청을 모해하였던

소삼과 형정 등이 끌려오는 장면이 주목된다. <보은기우록> 속 미완의 문제가 후편

을 통해 극복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때도 용서나 반성의 기회는 주

어지지 않는다. 위지덕을 제외한 인물들에게 용서의 가능성은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녹운의 최후는, 차세대 가부장을 능멸했을 뿐 아니라 가부장을 버리고 도

망한 용부를 용서할 수 없다는 의식의 소산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폭력이 작용하고 있

는 지점이기도 하다. <보은기우록> 속 반성과 이를 통한 화해가 여전히 가부장 위지

덕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은 작품의 한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잔혹성에 대한 조명 : <명주보월빙>

<명주보월빙>은 이상택이 작품의 구조와 세계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 이후

로,154) <윤하정삼문취록>과 <엄씨효문청행록> 등과의 연작관계가 밝혀지고, 각각의

작품론이 제출된 바 있다.155) 그러나 <명주보월빙> 자체만 두고 보면 관련 논의가

154) 이상택, <명주보월빙>연구―그 구조와 존재론적 특징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155) 최길용, <명주보월빙> 연작소설 연구 ,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유현주, <嚴氏孝門

淸行錄> 硏究 ,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정영신, <尹河鄭三問娶錄>의 婚事談 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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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적은 편으로, 이중 대부분이 인물 형상에 관한 것이다. 특히 장시광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성 반동인물과 이로 인해 수난을 겪게 되는 여성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함

으로써 작품의 문제적 성격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156)

<명주보월빙>은 윤․하․정 세 가문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일

찍이 세 가문의 가장인 윤현과 하진, 정연은 명주(明珠)와 보월패(寶月佩)로 자녀들의

혼사를 이룰 것을 약속하는데, 이후의 서사는 각 가문에 닥친 다양한 문제들과 자녀

세대의 출장입상, 혼사장애 등을 상세히 그려내며 전개된다. 작품 속에서 폭력적인 행

동을 보이는 존재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윤부의 위부인과 유부인, 정부의 문양공

주와 성난화 등인데, 이들은 작품 속 서술자에 의해 ‘악인’으로 명명되고 있는 여성인

물들이라는 점, 남성 중심인물들과 가족관계에 있는 인물이라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따라서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폭력의 의미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우선적

으로 주목해야할 점은 폭력적 행위의 주체로서 ‘여성’이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는 가장에 해당하는 남성인물이 유일한 폭력의 주체로 비중 있게 그려지는

<소현성록>이나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 등과 대별되는 점이기도 하다.157)

<명주보월빙>에는 언급한 네 명의 여성인물 외에도 폭력의 주체로 윤경아, 유교아,

성난화, 위방, 구몽숙, 김탁, 김귀비, 한상궁, 묘화 등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주체

적인 의지에 의해 폭력을 행하기보다는 네 인물의 부탁이나 사주, 명령을 받아 그렇

게 된 경우가 많아 성격이 완전히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위부인

과 유부인, 문양공주와 성난화, 신묘랑 및 구몽숙 등을 중심으로 폭력의 양상과 그것

이 담론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작품 초반의 서사가 윤부와 하부에 드

리워진 비극을 형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부에서는 윤노공의 장자

윤현이 출전하였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자결해 버리는데, 이때 부인인 조부인은 쌍

아를 잉태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광천과 희천은 유복자로 태어나 계부(季父)인 윤수를

부친으로 알고 자란다. 하부에서는 하진의 세 아들(원경, 원보, 원상)이 김탁 등의 모

함을 받아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이로써 부친인 하진은 유배를 가고, 어린 원광

究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6) 장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 반동인물 연구 , �고소설연구� 14, 한국고소설학회, 2004; 장

시광, <명주보월빙>의 여성수난담과 서술자의식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

문학회, 2007; 김은일,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부끄러움의 양상과 의미 ,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157) <명주보월빙>에서도 정부의 가부장인 정연의 폭력이 일부 묘사된다. 특히 정연이 아들 정천

흥과 정세흥을 향해 훈육의 차원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소현성록>의 소현성을 상기시

킨다. 다만 <명주보월빙>에서는 여성인물들이 거대 악으로 다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중이

나 서사의 관심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여기에서는 여성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폭력에

대해 주로 다루고, 정연과 그 아들들의 이야기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언급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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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옥되기에 이른다.

한글장편소설에서는 관습적으로 작품의 첫머리에 주인공의 생활 기반이자 공동체인

가문과 그 일원들을 소개하는데, <명주보월빙>에서는 가문의 중심이 되는 인물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젊고 출중하며, 강

직한 인물들이다. 작품은 단순히 이들의 죽음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주

변인물들이 겪는 슬픔과 고통까지 매우 핍진하게 그려낸다. 조부인이 슬픔 속에서 쌍

아를 출산하고 조리도 하지 못하는 장면, 윤수가 형 윤현의 관을 붙들고 통곡하는 장

면, 삼년상을 지낸 후 광천과 희천이 윤수가 부친이 아님을 알고 친부의 존재를 묻는

장면 등에서는 윤현의 요절로 윤부에 드리워진 비극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하진의

부인이 세 아들의 부고를 듣고 자신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장면이나, 임부인이 남편

하원경의 관이 하부에 들어올 때 이를 지켜보다 통곡 실신하는 장면 등 역시 비통하

다 못해 처절하게 그려지면서 비극적 정조를 형성한다. 이들의 죽음은 전쟁(윤현)이나

간신의 모함(하진과 세 아들)이라는 부당한 현실의 결과로 그려지며,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 그렇듯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임이 강조된다. 이로써 <명주보월

빙>의 서사는 타락한 세계를 배경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158) 그리고 이와 같은 점은

앞으로 <명주보월빙>에서 펼쳐질 ‘잔혹한’ 이야기에 대한 일종의 복선으로 기능한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점에 유념하면서 작품 속 폭력의 형상과 그 의미에 대해 다루

고자 한다.

1) 충동적 결탁에 의한 폭력

<명주보월빙>은 윤부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윤노공에게는 두 부인 정실 황씨와 재

실 위씨가 있는데, 윤현은 황씨의 소생이고 윤수는 위씨의 소생이다. 윤현에게는 딸

명아가, 윤수에게는 딸 경아와 현아가 있다. 윤노공과 황부인이 죽자 위부인은 집안의

어른으로 득세하고, 자신의 아들 윤수로 종통을 이으려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자 윤현은 금국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전하였다가 자결하고, 부인 조씨만이 혼

자 남아 광천․희천 쌍둥이 남아를 출산한다. 위부인은 장차 이들이 종통을 앗을까

걱정하며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명주보월빙>의 전반부 서사는 위부인의 종통에 대

한 욕망에 견인되어 흘러간다.

일일은 위시 고식(姑媳)이 상여 조부인 모녀 업시계규(計規)를 의논,

158) 이상택은 이와 같은 <명주보월빙>의 세계에 대해, “신이 처음부터 부재했거나 숨어버린, 또

는 죽어버린, 비극적 세계임에 틀림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이상택, 총론 : 한국 고전소설의

개념과 특질 , 이상택 외, �한국고전소설의 세계�, 돌베개, 20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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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시 왈,

“엇디면 현뷔(賢婦) 긔자(奇子)를 (生)여 윤가 종통을 닛게 고 조시 모

녀를 아오로 업시후, 현부로 여곰 윤부 죵부(宗婦)를 삼아 일가(一家)의 듕망

(衆望)이 온젼케 고, 십만산(十萬財産)이 손으로 여곰 난호일이 업게여

부안락케 리오. (중략) 힘을 다고 계교를 의논여 조시 모를 아오로 육장

(肉醬)을 라 평의 밋친 분을 쾌히 고, 현뷔 블(不幸)여 을 두지 못

면 일가의 아다온 들을 어더 슈의 명녕(螟蛉)을 뎡면, 슈의 이오 나의

손니, 황시의 쇼손이 업셔지면 엇지 쾌치 아니리오.” (권3, 5-8면)

위의 인용문은 위부인이 유부인에게 그의 계획에 대해 말하는 부분이다. 조씨 모자

녀를 없앤 뒤 유부인으로 종부를 삼으며, 그에게서 아들을 얻어 ‘명령(螟蛉)’으로 정하

는 것, 그리하여 종통을 잇게 하는 동시에 재산을 나눠 갖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표

였다. 위씨는 유씨가 아들을 낳지 못하더라도 상관없다고 말하며, 그저 조부인 모자녀

만 없애면 된다고 강조해 말한다.

그런데 윤수는 조씨의 소생인 희천으로 계후를 삼는다. 이에 분노한 위부인과 유부

인은 희천을 매질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희천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광천이 있기 때문

에 슬하에 자식이 없는 유부인은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있음은 자명하다. 이를 자각

한 유부인은 희천과 광천, 심지어 조부인의 딸 명아까지 모두 없애기 위해 골몰한다.

광천 형제가 과거에 급제하거나 혼인을 하는 등 삶에 중요한 진전을 보일 때마다 그

들의 분노는 깊이를 더해 간다. 그리고 이 분노는 결국 무분별한 폭력행위로 표출된

다. 심지어 윤현의 딸 명아의 혼사를 방해하기 위해 위방이라는 자로 하여금 그녀를

납치․겁탈하게 하고, 광천과 희천 형제를 난타하고 밥을 굶기기도 한다.

평일 조부인을 굿여 난타(亂打)일은 업더니, 뉴녜 존고도도아 온가지로

참소여 일마다 악을 도으니, 위시 졈졈 흉포여 태우와 구패 나간 후 일삭이

계오 디나, 친히 를 들고 조부인긔 다라드러 차마 못말노 욕며 치기를 낭

(狼藉)히 니, 쳐음은 광텬 형뎨 아지 못더니 여러 번이 되엇지 모르리오.

태부인이 조부인의 운발을 러잡고 금쳑(金尺)을 드러 두골(頭骨)노브터 나리치며

슈죄(數罪), ‘간부(姦夫)를 드러와 화락고 샹셔의 죽으믈 슬허 아닛다.’며,

‘광텬과 희텬은 윤시 골육이 아니오, 간부의 식이라.’ 여, 마 듯지 못말을

무슈히 디라. (권7, 67-68면)

조부인도 예외는 아니었다. 유씨는 어머니 위씨를 부추기고, 위씨는 조부인의 머리

카락을 쥐고 금척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것도 모자라, 광천과 희천이 윤문의 자녀가

아니라며 조부인의 정절을 의심하는 말까지 내뱉는다. 정천흥과 성혼한 조부인의 소

생 명아가 친정에 돌아왔을 때는 위부인과 유부인, 유부인의 소생 경아가 합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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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인과 명아를 벙어리로 만들고자 독약을 먹인다. 위씨 고식(姑息)은 윤현의 자녀뿐

아니라 그들의 네 부인에게도 가혹한 폭력을 휘두른다. 유씨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네 부인 중 아무라도 위방에게 넘겨줄 생각을 하기도 한다. <명주보월빙>에서 가장

잔혹한 면모를 보이는 인물은 바로 이 유씨인데, 희천의 처 하영주를 결박하고 폭력

을 휘두르는 장면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흉억(胸臆)의 뎍튝(積蓄)믜오믈 플녀 , 깁으로 쇼져의 두 팔흘 뒤흐로 

고, 두 다리를 단단이 동히고, 쳥운 녹발(綠髮)을 플쳐 쇼져의 목을 휘감아

소를 못게 고, 텰편을 드러 강악(强惡)힘을 다여 머리로브터 낫과 몸

을 혜디 아니코 즛두다리기를 시작니, 텰편을 포집어 별학 디라. (중략)

인여 츈월을 각고 슬허 거, 뉴시 비영을 디극히 위로며, 하시를 궤듕의

너허 쇄금(鎖金)으로 잠은 후, 비영으로 여곰 심복튱학을 블너, 마니 닐오,

“네 본튱근여 대를 맛졈디라. 금일 큰 궤를 줄 거시니 남강의 가 물

의 드리치고 도라오면, 금으로 상샤미 각별리라.” (권47, 39-43면)

유부인은 하부인이 저항하지 못하도록 팔다리를 단단히 묶고, 머리를 헤쳐 목을 휘

감아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한 뒤 그녀를 구타한다. 이로써도 화를 풀지 못해 심복

충학을 시켜 궤 속에 가두어 강가에 버리고자 한다. 그렇다면 유부인이 이토록 잔혹

하게 구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씨의 욕망이 종통을 향한 것으로서 매우 단순하게 그

려지고 있다면, 유부인의 욕망은 중층적인 것으로 그려진다.

� 뉴시 쳑연(惕然) 탄식(歎息) 왈,

“존고(尊姑)의 가군(家君)을 위신 념녀와 쳡을 휼(愛恤)시셩덕이 가지록

더시니, 쳡을 골감은(刻骨感恩)여 졍셩과 힘을 다와 셩교를 밧들고져 오

, 일이 과 치 되디 아니오니 갓 심녁(心力)만 허비올 이라. 물며

가군이 쳡의 모녀를 노 보고, 전혀 쥬(主)광텬 형뎨와 조시 모녜라.

경를 셩가(成家)여 셕낭의 박악(嗟愕), 일분 잔잉히 넉이의업

스니 비인졍(非人情)의 갑거, 셕낭을 랑고 경를 본믜워니, 텬의

그런 인졍이 어이시리잇고? (후략) ” (권3, 8-9면)

� “명공이 원텬뉸(天倫慈愛) 남과 지 못여 경를 셩가(成家)

셕낭의 박를 엇게 고, 현를 대역(大逆)의 집과 뎡혼(定婚)여시나, 일시

희언(戲言)을 유신(有信)쳬시고, 공연이 하가를 위여 식을 폐륜지인(廢倫之

人)을 삼고져 시니, 쳡의 모녜 하리 칼죽어 명공의 을 쾌케 리라.”

(권3,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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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유씨는 가군 윤수가 자기 모녀를 ‘행로 보듯

하고’, 광천 형제와 조씨 모녀만을 사랑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다 인용문

�에서 볼 수 있듯 남편의 박대를 받는 경아의 불행에 한결같이 무관심하고, 현아를

대역죄인의 집안이나 마찬가지인 하부로 보내려 하자 유씨는 크게 분노한다. 현아를

하부로 보내느니 죽어 가군의 마음을 즐겁게 만들겠다는 유부인의 발언에서 그 감정

의 크기를 짐작할 수 있다. 유부인 내면의 가장 기본적인 층위에는 바로 가장 윤수를

향한 불만이 놓여있다. 따라서 유부인의 폭력은 종통 그 자체를 향한 욕망에서 비롯

되었다기보다는, 스스로 아들을 생산하지 못한 불안과 광천 형제와 조부인을 극도로

아끼면서도 자신을 혐오하고 친딸들의 불행에는 무관심한 가장 윤수를 향한 불만 등

이 뒤섞인 결과로 생각된다.

윤부의 가장인 윤수는 가내의 문제에 별 관심이 없는 데다가 눈치가 없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부인이나 경아의 성품이 곱지 못하다는 것은 알고 있

었다. 윤수는 유씨 모녀를 홀대하는 것도 모자라 유씨의 “생산(生産)”을 원치 않는다

고 하거나, 경아가 유씨를 닮아 가문의 “품질(品質)”이 아니라면서 이들을 향한 노골

적인 혐오를 드러낸다.159) 유씨가 윤부에서 홀대받는 본질적인 원인은 불인한 스스로

의 성품 때문이라는 점이 윤수의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기된다. 그러나 유씨 본

인은 불행의 원인을 종통을 생산하지 못한 채 광천 형제에게 그 자리를 내어준 데서

찾는다. 바로 이 지점에서 유부인의 폭력행위는 종통(의 생산)에 대한 욕망과 뒤섞이

며, 위부인과 작당하는 계기가 된다. 본질은 다르더라도 표면적으로 이들은 종통을 향

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들의 욕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등장인물이 지속적으로

폭력적 행위에 가담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가장 먼저 이들의 폭력적 행위에

가담하는 인물로 윤수의 딸 경아가 있다. 경아는 명아가 정천흥과 혼인을 하게 되자

모친에게 이를 망칠 계책이 있다며 의견을 내놓는다. 상처 후 절색을 구하는 위방에

게 명아를 보내고 금은을 갈취하기 위함이었다. 위부인과 유부인이 광천․희천 형제

를 매질하는 상황에서는 직접 금척을 들고 희천을 난타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유부인이 차녀 현아가 하원광과 혼인을 하게 되었을 때 이를 폐하고 권신 김후의 아

들과 혼사를 추진하려 할 때에도 경아는 현아를 압박하고 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모

친을 돕는다. 이후에도 조부인을 광천․희천 형제의 네 부인을 향한 폭력적 행위에

159) 태위 믄득 탄식 왈, “소뎨 실노 뉴시 산(生産)을 원치 아니니, 현맛모풍(母風)이

업거니와 경만히 그 어미를 달마 그 위인(爲人)이 우리 집 품딜(品質)이 아니니 와

이다.” (권1, 28-29면)

다만 경의 조각 심졍(心情)이 현슉믈 엇디 못여, 은악양션(隱惡佯善)고 투현질능(妬

賢嫉能)여 외 가지 못니, 그 부친 윤태위 의 어지지 못믈 아지 못나 양 나모

라여 왈, “용모거동(容貌擧動)이 일분(一分)도 우리 집을 담지 아냣다.” (권2, 73-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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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아는 지속적으로 힘을 보탠다.

그렇다면 경아는 왜 이들의 행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일까? 경아는 남편 석준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성혼 후 7년여가 지난 시점이지만, 남편은 갈수록 경아를 행로 보듯

하여 그들 사이에는 소생이 없고 경아는 슬픔과 원망으로 날을 보낸다. 조모 위씨가

태우 윤수에게 불쾌함을 드러내지만, 부부 사정은 임의로 못한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

이다. 모친 유부인의 지속적인 토로에도 불구하고 부친은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다. 경아는 석부와 윤부 모두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인물인 것이다. 혼인을 결정한 것

이 아버지 윤수인데, 그가 석준의 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지 않으므로 그

불행이 윤부와 완전하게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경아가 명아나 광천과 희천, 조부인

등에게 살의를 품는 이유는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

경아의 이와 같은 행동은 교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문제적 성격이 더욱 분명해

진다. 유교아는 유부인의 질녀로 윤광천에게 음심을 품고 유부로 들어온다. 광천이 이

를 천박하게 여겨 박대하자 유교아는 정부인과 진부인을 미워하여 위․유 두 부인의

흉계에 적극 가담하게 된다. 두 부인의 간부서를 만들어 정절을 모해하거나, 신묘랑으

로부터 요예지물을 얻어 무고를 일으켰다며 모함하기도 한다. 교아의 폭력행위는 스

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대상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아와 다르다. 경아는 스스로의

불행한 감정을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으므로 타인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으려는 듯

보이기까지 한다.160)

한편 위부인과 유부인의 행위에 가장 강력한 지원자이자 조력자로서 신묘랑의 존재

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신묘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구몽숙에 대해

서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부인과 유부인에게 신묘랑을 소개시킨 이가 바로 구몽

숙이기 때문이다. 구몽숙은 유씨의 조카로, 두 부인이 윤현의 딸 명아의 혼사를 망치

려고 작당을 하는 과정에서 등장한다. 유씨는 구몽숙으로 하여금 명아를 납치․겁탈

하게 하여 명아의 혼사를 망치도록 사주한다. 구몽숙은 급제한 이후에도 정․진 양가

를 해코자 벼르며, 유부인의 사주로 양공자의 침실에 칼을 들고 들어가 위협하기도

한다. 그런데 구몽숙은 어려서부터 정천흥 등과 교분이 깊은 인물이라는 점이 흥미롭

다. 유씨가 구몽숙을 불러 정천흥의 금슬을 해치자는 제안을 하자, 구몽숙은 ‘친우지

간이나 숙녀에 다다라는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며 기꺼이 합세한다. 그는 여색(女色)

160) 선행연구에서는 일찍이 위부인과 유부인, 경아의 유대에 주목하고, 이 유대에 ‘종통의 주변부’

라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장시광, 앞의 논문, 2004, 102면). 특히 경아에 대

해서는 조모와 모친, 자신으로 이어지는 여성의 유대를 중시하고 재실로 들어온 오씨와 그 자

녀들을 해하려한다는 점에서 종부권을 지키려는 인물이라고 덧붙였는데, 경아가 여성들의 유대

를 중시하고 있다는 지적은 그가 위부인과 유부인의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현상에 대한 결과적

서술이라고 여겨진다. 후술하겠지만 이들 사이의 유대라는 것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아가 분명한 이유 없이 조모와 모친의 폭력행위에 동참하

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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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향한 욕망으로 벗과의 신의 따위는 쉽게 저버리는 인물로 그려진다.

구몽숙은 이후에는 하영주에게 음심을 품게 되는데, 이때 신묘랑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 이 인연으로 신묘랑은 위부인과 유부인의 조력자가 된다. 그러나 경아가 유

부인과 가족 관계이면서 윤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라는 최소한의 공통점을 갖는

것과 대조적으로, 신묘랑은 그저 “상한천뉴(常漢賤流)의 허박무리와 호방향환

(鄕宦) 녀들이 우환을 당거나 녀를 못보아 무리”161) 등에게 도움을 주던

존재라고 했다. 그리고 신묘랑이 이들을 돕는 데는 금전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이유

나 원인이 나타나 있지 않다.

윤부에 위부인과 유부인이 있다면 정부에는 문양공주와 최상궁이 있다. 문양공주는

승전하고 돌아오는 정천흥의 풍모를 보고 반하여 상사의 마음을 키워간다. 이는 상당

히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식음을 전폐하고 한숨과 탄식으로 미칠 지경에 이른다.

어머니 김귀비는 황상에게 이를 고하고, 황상의 명으로 문양공주는 정천흥과 성혼하

게 된다. 그러나 정천흥은 아리따운 모습 속에 숨어 있는 요약함을 알아보고 공주를

박대한다. 이 때문에 문양공주는 정천흥의 세 부인을 향해 분노를 키우게 된다.

최형이 을 광구니, 영쳔인 댱후길이 효용(驍勇)이 졀뉸(絶潤)여, 몸을 공

듕의 초와 칼흘 법이 소향무뎍(所向無敵)이라. 최형이 즉시 다리고 문양궁의

와 최상궁다려 후걸의 죄 비상믈 니르니, 최녜 대희여 공쥬긔 고고, 몬져 황

금 일졍(一錠)을 주어 쥬(酒債)를 라 고, 셩공 후 부귀를 무궁히 누리리라 

여, 별원의 나아가 삼인(三人)을 죽이, 일시의 다 맛, 시신을 아조 츼워 여지

(如此之事)를 영영 타인이 모로게 십분 조심라 당부니, 후걸이 크게 깃거, 졔 

조를 밋고 언언(言言)이 응낙고 별원 근쳐의 가 드러갈 길흘 일일이 혜아리고, 최

상궁과 날을 맛초아 슈일 수, 후걸이 비슈를 고 별원으로 나아가니라. (권24,

18-19면)

최상궁의 계교로 자객을 보내보지만 윤부인의 현철함으로 계획이 무산되자 문양공

주는 다시 계략을 꾸민다. 이로써 문양공주는 정천흥과 밤을 보내고 회임하게 되지만

결국 사산하고 만다. 최상궁은 이 일을 통해 세 부인을 내쫓을 계략을 생각해내는데,

바로 그들이 요예지물을 문양공주 침소에 묻어 낙태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씌우는 것

이다. 이로써 세 부인은 황제의 질책을 받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화를 입게 된다.

윤명아를 없애려고 골몰하던 위부인과 유부인은 구몽숙, 김귀비, 신묘랑과 결탁하여

그를 양부인과 함께 석혈에 가둔다. 이들의 ‘협공내응(挾攻內應)’은 윤명아가 당할 바

가 아니었다.162) 문양공주의 분노가 노골적인 폭력으로 분출되는 것은 바로 신묘랑을

161) 권11, 36면.

162) “밧그로 귀비 잇고 안흐로 위 뉴 냥인이 협공응(挾攻內應)니, 윤부인 비승텬입디(升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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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게 되면서부터이다. 문양공주는 김귀비를 통해 신묘랑을 만난 후, 윤부인과 양부

인을 추경지에 빠뜨려 죽이려는 계획에 착수한다. 그리고 이 계획이 성공했다고 판단

되자 문양공주는 윤부인의 세 남매에게 암약을 먹이고 피농에 넣어 강물에 버리는 참

혹한 짓을 하기도 한다.

후에 정천흥에게 불고이취로 인연을 맺은 경숙혜와 그 소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을 때도, 문양공주와 신묘랑은 합세하여 그들을 납치․살인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정천흥을 흠모하던 운남공주 운영 역시 신묘랑과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되고, 그의 도

움을 받아 황제의 누이인 경선공주의 양녀(養女)가 되어 정천흥의 첩이 된다.

이렇듯 <명주보월빙>에서 폭력의 주체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지속적으로 규합하고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간다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결핍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욕망의 크기와 양상 또한 다르다. 위부인의 종통에 대한 욕망, 유부인

의 남편 윤수에 대한 불만, 경아의 결혼생활의 불행, 신묘랑의 재물에 대한 욕심, 문

양공주의 정천흥을 향한 애정의 갈구․아이를 잃은 슬픔, 구몽숙의 미인을 쟁취하려

는 욕망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주인공들을 해하려는 순간에는 마치 하나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 듯 강하게 결집한다.

물론 한글장편소설에서 폭력적 행위를 하는 인물들에게 여성 보조인물이나 남성 보

조인물이 등장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장면은 자주 보인다. 악녀와 요괴가 결탁하

는 것 역시 매우 흔한 설정으로,163) 한글장편소설은 대개 악의 세력을 선의 세력보다

수적으로 우세하게 그려낸다.164) <명주보월빙>에서 이들의 확산 및 결탁이 문제적인

이유는 내면에 존재하는 결핍의 원인이 다르고 적대감을 느끼는 대상도 상이한 상황

에서 너무도 쉽게 서로의 폭력행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다는 데 있다. 그들은 불행하

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행동하

는 결단력의 소유자들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이들은 충동적이다. 그들이 충동적이라

는 것은 불만이나 욕구, 욕망이 클 뿐 아니라 이로부터 비롯되는 특정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서적 상태에 놓여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165) 말하자면, 그들에게

入地)죄 업거니, 엇디 능히 면리오.” (권30, 43면)

163) 채윤미는 <천수석> 및 <임화정연> 연작에서 악의 세력으로서 요괴가 등장하고, 금전적 욕

망 추구를 위해 인간 사회에 개입하며, 악녀와 결탁하는 등 ‘악녀의 요괴화’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도교 서사의 입장에서 규명한 바 있다(채윤미, 「한글장편소설의 도교서사 연구-<천수

석> 및 <임화정연>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164) 이와 같은 구도는 <사씨남정기>에서부터 보인다. <사씨남정기>에서는 교씨에게 계교를 일

러주는 존재이자 사통하는 남성으로 동청, 이를 돕는 남성인물 냉진, 시비로 남매, 설매 등이

등장한다.

165) 사전적인 의미에서 ‘충동적’이라는 것은 한 인간이 욕망에 따라 추동됨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와 같은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동작․행위가 수행되지 않을 때 불안감이 수반되는 상태를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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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동’ 그 자체이지 행동의 ‘이유’가 아니므로, 각기 다른 삶의 국

면에서도 쉽게 결탁한다. <명주보월빙>의 서사가 작품 속 폭력에 대해 진지하게 책

임과 원인을 탐구하려는 듯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처럼 동기가 부족한 결탁은 사실상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곳곳

에서 드러난다. 특히 <명주보월빙>에서 가장 폭력적인 인물인 위부인과 유부인은 종

통을 향한 욕망으로 강하게 결탁되어 있는 듯 보이지만, 이들 사이에는 불신이 존재

하고 있다.

뉴부의셔 즉시 일여 보니, 길긔 신쇽여 일삭이 격여시니, 위뇌 뉴시다

려 왈,

“현뷔 광텬 형뎨를 죽이려 며 그 딜녀롭셔 뎡혼믄 엇진 고?”

뉴시의 딜녀의 소을 바로 고치 아냐 다만 웃고 왈,

“실노 망계(妄計)오, 가형이 광를 랑여 브녀셔(女壻)를 삼고져 

고 상공이 허니, 지 못나 일 업디라. 셰를 보아 희텬 부부와 뎡․진

등을 몬져 죽이고 광텬을 마업시코져 이다.”

위뇌 그러히 넉이나, 인졍의 거릿기미 이실가 념녀더라. (권21, 46-47면)

인용문은 유부인의 질녀인 교아와 광천 공자의 혼인을 주선하면서 위부인을 속이는

장면이다. 위부인은 교아를 자신들의 계교에 끌어들이는 것이 마땅찮다. 그가 유부인

의 질녀이므로 계교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

다. 이를 눈치 챈 유부인은 그것이 교아 때문이 아니라 가형과 상공의 뜻이라고 거짓

으로 고한다. 실은 교아가 광천을 흠모하여 혼인을 간절히 원한다는 사실에 유씨도

매우 곤란해하면서, 광천이 아름답기는 하나 “셩졍이 강고 쳐의게 박여” “공

연호령”이 잦고 “호쥬탐”이 심하다며 거짓으로 교아를 설득하려 했으나 실패하

고 말았던 것이다.166) 유부인은 자신의 계교가 실행된다면 불행한 삶을 살 것이 뻔한

데도 질녀와 광천의 혼인을 주선한다. 유부인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광천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부인이나 유부인, 경아 및 교아의 결탁이 사실상은 매우 취약하다는 점은 지속적

으로 확인된다. 광천과 유씨의 화락을 강조하는 유부인과 위부인의 행동에 화가 난

광천이 집기들을 부수는데, 이를 목격한 교아는 광천의 분기에 설움이 복받쳐 실신해

버리고 만다. 경아의 위로에도 교아가 원통한 마음을 거두지 못하자, 경아는 석준이

자신을 이유 없이 7년이나 박대했으며, 자신의 삶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다른

부인들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건넨다. 요컨대 교아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 이렇게까지 유별나게 구냐는 것이었다. 경아의

166) 권21, 3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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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에 진심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의 관심은 언제나 스스로의 불행에

있다.

한편 경아가 남편 석준이 오씨를 정실로 들이고 가사를 맡겼다는 데 분노하여 신묘

랑을 데려가 오씨를 없애고자 유부인에게 허락을 구할 때에도, 유부인은 조급히 서둘

지 말라는 말로 거절한다. 경아는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강조하며 거듭 청하지만,167)

광천 형제를 없앤 후에 도와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돌아올 뿐이다. 유부인은 딸 경

아의 불행에 크게 공감하고 남편 윤수가 여기에 무관심한 데 큰 분노를 느끼지만, 경

아의 일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아니다. 유부인은 교아가 광천에게 박대 받아 괴

로움에 힘들어 할 때도 위로를 건네기는 하지만 광천이 그럴 만하다고 여기고 진지하

게 마음을 쓰지 않는다. 타인의 고통과 불행에 온전히 공감하지 못하는 유부인의 모

습은 이들의 결탁이 실은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한

다. 유부인이 악사가 밝혀지고 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모든 책임을 위부인에게 떠

넘기려 하는 장면에서는 이들 사이의 결탁이 결코 견고하지 않다는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유부인은 위부인이 날마다 자신에게 패악부정지사(悖惡不正之事)를 가르쳤

다면서, “내 므죄로 혼즈레 죽으리오?”라고 혈서를 써 보이는 것이다.168)

한편 상기한 바와 같이 신묘랑은 구몽숙의 소개로 윤부에 들어오는데, 이는 조부인

삼모자를 해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가담한 결과였다. 애초부

터 그의 행동에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이다. 갖은 악사를 도모하고도 조부인

모자를 해치는 일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신묘랑은 거짓으로 ‘암자’를 짓는다며 둘러대

며, 이를 알지 못하는 유부인은 그렇게 3-4년을 흘려보내고도 별다른 효험을 보지 못

하고 금은만 허비하게 된다. 위유 양흉이 구파와 조부인을 없애는 일에 골몰할 때에

는, 우선 윤수를 미혹하게 만드는 일을 진행하자면서 ‘요약’을 구해오겠다고 하고 거

짓으로 약을 짓는 체하며 세월을 보낸다. 신묘랑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광천 형제나

네 부인을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 지속적인 거짓말로

위부인과 유부인을 속인다.

신묘랑은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여러 악사에 개입하는데, 운남공주 목운영을 도와

계교를 꾸며 정천흥의 첩이 되도록 돕고, 또 문양공주를 도와 정천흥의 자녀들에게

약을 먹여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등 정부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에서도 중요한 구심

점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양공주가 목운영을 죽이려고 할 때 이를 돕는 것 역시 신

묘랑이다. 이렇듯 묘랑은 재물에만 관심이 있는 존재이므로, 필요에 따라 공모자와

적대자를 수시로 바꾼다. 공주가 원하는 대로 정부의 여인들과 자녀들을 없애는 것이

167) 경탄식 왈, “소녜 맛슬하의 잇셔 한셔긔포를 모로미 아의셔 나올 이나, 쇼텬의 염

박며 강뎍이 득의여 명예 귀를 놀젹, 흉억이 노듯니, 맛치인 신셰 아니니잇

가?” (권22, 49-50면)

168) 권7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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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할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는, 망설임 없이 공주와 절교를 결심한다. 기미를 눈치

챈 최상궁이 금은필백으로 회유하자, 묘랑은 다시 공주를 “졍외가작(情外假作)”으로

대접한다.169)

이는 비중이 적은 인물들에게서도 일관되게 확인된다. 이를테면 위방이 정부인의

납치에 가담했다가 발각되었을 때는 모든 계교가 위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실토

해버리고, 후걸이 정천흥의 세 부인을 죽이려다 잡혔을 때에도 모든 일이 문양공주의

계교임을 털어놓는다. 유부인의 조카 구몽숙은 미인을 쟁취하기 위해 정천흥과의 신

의를 가볍게 버린 인물로, 아름다운 현아를 차지하고자 유부인을 속이고 계교를 꾸민

다. 요컨대 <명주보월빙>에서는 ‘충동적’인 폭력 주체들이 얼마나 쉽게 결탁할 수 있

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들의 결탁이 사실상 매우 취약한 기반 위에서 이뤄지고 있

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2) 점증(漸增)하는 폭력과 일상의 파괴

<소현성록>에서는 폭력이 훈육이나 징벌의 도구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폭력은 지

속적이라기보다 간헐적인 방식으로 타인에게 가해진다. 소현성은 아들들이 창기들에

게 빠져있거나, 아내가 모친에게 함부로 굴었다거나 하는 판단이 들 경우에 폭력을

행사한다. 물론 그들을 몇 달씩 가두거나 방치해 두는 방식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그들의 삶 전반에 걸친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효공선행록>이

나 <보은기우록>에서 유정경이나 위지덕은 타고난 성품이 폭력적인 인물인 것처럼

묘사되지만, 그들의 폭력 앞에는 매번 문제가 되는 새로운 사건이 놓인다.

이와 같은 점을 상기해보면, <명주보월빙>에서 폭력의 주체가 결탁을 통해 세력을

늘려가며 대상을 향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장면에 관심을 가질 필

요가 있다. 위부인과 유부인의 폭력은 종통에 대한 욕망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폭력

을 지속시키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았다.

� 뉴시 희텬을 친식을 삼안지 슈슌(數旬)의 공동동쵹쵹(洞洞燭燭)효셩이

모의 감미 업나, 뉴시 고요와 이목이 업즉 공를 블너 만단슈(萬

端數罪) 왈, ‘십 셰 전 쇼간흉요약여 태우긔 양 참고여 부모를 불화케 한

다.’ 여 혹 가를 욕살지의 이셔 간계를 각다 여, 그 몸을 혜지 아니코 강

악힘을 다여 치그 낫츨 상치 아니케 여 태위 모로게 니, 공구셰치

(九歲稚兒)로사되오미 셩츌텬고 역낭이 하니, 양모의 간험믈 모

르지 아니, 셩효를 다여 감동기를 랄 이오, 일호(一毫) 질원(疾怨)치 아니

169) 권43,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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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모긔도 괴로오믈 고치 아니니, 조부인이 지극 춍명고 광텬공남달니 신능

(神能)나, 오히려 뉴시의 그도록 믈 모르니, 뉴시 희텬을 칠 젹마다 사

이 보디 못곳의 가 치니 가듕(家中)이 모르더라. 공의 황황우구(惶惶憂懼)

미 일야 방심치 아냐, 양모의 독를 당면 알프미 극나 참기를 잘여, 화긔

여젼니 그 심회를 알니 업더라. (권4, 44-45면)

위의 인용문은 유씨가 희천을 계후로 삼은 뒤, 아무도 보지 않은 때를 틈타 상습적

으로 희천에게 매질을 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고요한 때’를 틈타, 이목이 없으면, ‘사

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희천을 친다는 표현에서 그 폭력이 매우 잦은 빈도로,

은밀하게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광천과 희천을 향한 폭력은 일상적인 곳까지 침투하는데, 단적인 예로 먹는 음식마

저도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위부인과 유부인은 두 공자가

먹는 음식에 독약을 넣고, 그들은 이를 알면서도 먹는다. 위부인과 유부인은 두 공자

의 일상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그들의 신체의 자유마저 빼앗는데, 그 과정은

그들에게 밤낮없이 천역을 시키고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집의 도라와 존당과 두 모친긔 뵈옵고 전토 화(貨賣)믈 고니, 태부인

이 은를 혜여 밧고, 뉴시 녀의 거쳐 모로믈 슬픈 가온나, 공의 쇄락(灑落)

미 날노 로오믈 믭고 분여, 태부인을 도도아 못 견도록 보기를 시작니, 냥

공를 즐타(叱咤)기니르지 말고, 긔괴(奇怪)한 쳔역(賤役)이 말셔동의셔 더

으니, 측간(廁間)과 마구(馬廏)를 츼이고, 싀초(柴草)를 식이며 강졍의 미곡을 날나오

라 고, 우마졔양(牛馬猪羊)을 보살펴, 한헐(閑歇)믈 엇지 못게며, 됴셕(朝夕)

음식은 반(麥飯)을 날이 반오의 일긔식 주어 먹으라 며, 밤이면 삿츨 이고 초

리(草履)를 삼겨 쳔역의 일분이나 염고(厭苦)미 이시면 장(笞杖)을 시작여 긔

진(氣盡)여 죽기를 죄오니, 조부인의 심장이 회기를 면리오마, 태부

인이 온 가지로 보니, 월누 문을 잠그고 조부인을 협실의 두고 쥬야 조르니, 공

형뎨 작인이 비상고 죄 만의 신긔므로 괴이쳔역이라도 본닉은 사

여 싀포(猜暴)호령이 나지 아냐셔 못미시나, 모친의 쳔단곡경(千端曲

境)을 슬허 형뎨 밤을 당면 쳬루비읍(涕淚悲泣)기를 마지 아니, 혀도 조모

와 슉모를 원망업디라. (권8, 57-59면)

광천과 희천은 측간과 마구를 치우고, 시초를 해오며, 미곡을 나르거나 집안의 가축

을 보살피는 등 집안의 막내 하인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한편 음식은 한 나절에 한

그릇씩 밖에 먹지 못하고 고된 노동에 착취당한다. 배불리 먹지 못하고 힘겨운 노동

을 하면서 잠깐이라도 싫은 기색을 보이면 매질이 시작된다. 광천과 희천의 삶은 두

부인에 의해 철저히 감시당하며 통제된다. 뿐만 아니라 겨울이 되어도 따뜻한 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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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않고 여름 옷(베 옷)을 입히며, 음식으로는 ‘언 재강과 찬 조밥’, ‘소금’ 등을 줄

뿐이다. 차가운 방에 불도 때지 못하게 하고 밤낮으로 일만 시킨다. 조부인에게도 침

선수질 등의 일을 수없이 시켜 밤에도 자지 못하게 한다. <명주보월빙>에서 폭력은

신체상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방식뿐 아니라, 음식을 통제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

탈하며 잠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일상적인 삶을 억압하고 말살하는 방식으로 자행

된다. 작품은 이처럼 위부인과 유부인으로부터 시작된 폭력이 점증적으로 그 잔혹성

을 더해가며, 광천과 희천, 주변인의 일상 깊은 곳까지 침투하는 양상을 매우 자세하

고도 곡진하게 그린다.

위부인과 유부인은 광천과 희천의 네 부인들에게도 천역을 시킨다.

긔 고식(姑息)의 블인(不仁)이 낫타날가 두리므로 쳔역을 식이, 일졀 남이 알

게 아니며, (四) 쇼져를 태부인 침젼의 일시도 나지 못게 고, 뉴시 하․

댱․이쇼져의 비홍(臂紅)을 날마다 상고여 딕를 원거(遠居)라 당부고,

(중략) 브그 금슬을 버혀 일졈 골육(骨肉)을 깃치디 못고, 쳥츈의 쇽졀업시

진(自盡)케 려 뎡고, 정․진 냥인은 비홍이 업셔시니 위뇌 딕희기를 더옥

엄히 여 부뷔 상키를 못게 고, 조로고 보미 긋칠 이 업니, 뎡․

딘․하․댱 쇼져의 비고신셰 혈육지신(血肉之身)이 보젼치 못거시로, 텬신

이 셩녀(聖女) 텰부(哲婦)를 마니 보호여 슈복을 누리게 나, 하쇼져화란의

상고 남다른 약질이라, 뎡시의 쳘옥디심(鐵玉之心)과 댱시의 송지긔(松柏之氣)를

바라지 못여, 옥골이 날고 슈경(瘦骾)여 보기 위나 뉘 잇셔 념녀리오. 어

등 부부 뉵인의 졍참졀(慘絶)미 가히 업더라. (권20, 8-11면)

끼니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으며 옷도 제대로 입히지 않고, 측간이나 마구를 치우게

하고, 새끼를 꼬게 하는 등으로 타인이 모르게 그들의 신체의 자유를 억압한다. 네 부

인을 향한 폭력은 가장 은밀한 곳에서 극심한 수준에 이르는데, 바로 그들의 잠자리

를 관리․통제하는 것이다. 위부인과 유부인은 광천 형제가 부부관계를 통해 혈육을

생산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시한다. 이들의 생산은 곧 그들의 종통을 향한 욕망에 방

해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날마다 하부인과 장부인의 앵혈을 확인하고, 이들이 부부관

계를 했는지 확인하며, 혹시 광천이나 희천과 가까워지는 기색이 있는지 수시로 감시

한다. 결국 광천이나 희천, 그리고 부인들은 먹고 자고 입고 쉬고 부부관계를 하는 일

상의 모든 과정에서 위부인과 유부인의 폭력과 감시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폭력이 끔찍한 것은 그것이 대상에게 일정 수위 이상으로 지속되면 피해자가 길들

여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쥬야(晝夜)로 조모(祖母)와 양모(養母)의 감화키를 바라고 셩효(誠孝)를 갈진(竭盡)

나, 포악호령과 독벌이 긋칠 이 업셔 혈육이 셩업니, 아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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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도 됴흔 모(謀策)이 업셔 근심이 만단이나, 조곰도 양모를 원이 업고 

긔 효셩(孝誠)이 브죡여 외오 넉이시믈 어든가 (自責)고, 모와 양부의 디

극졍을 도라보디 아니면 하리 번 죽어 가듕변난(家中變亂)을 보디 말고져 

나, 경신이 위대과 긔 죽날이면 양모의 패덕(悖德)이 더윽 드러날 고로, 단

괴로오믈 견여 슬프믈 초고, 오딕 명도(命途)를 탄며 가지록 효우(孝友)를 힘

, 모와 양모의 감화기를 바라더라. 댱공도라와 모친과 슉당의 뵈고 운학

당의 도라와 공의 누어시믈 보고 놀나 알곳을 믓다가, 두상(頭上)이 상여시

믈 보고 반시 뉴시의 일인줄 짐작고 오,

“금일은 하고(何故)로 머리를 리죄벌이 잇더뇨?” (권13, 49-50면)

효성스러운 광천과 희천은 끔찍한 폭력에 매일 같이 노출된 채로 수년을 참고 살아

간다. 그러나 효심으로 폭력을 견디는 것과 학습된 무기력은 다르게 취급되어야 하지

않을까. 희천 공자가 유부인에게 맞아 머리가 깨어진 채로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에도 광천은 “반시 뉴시의 일인줄 짐작고”, 무슨 이유로 맞았느냐고 묻는다. 광천

은 희천의 몰골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것이 유씨 때문이라는 사실에는 별로 놀라지 않

는 듯 보인다. 그들에게 있어서 폭력은 일상이었기에 그 자체로는 전혀 충격이나 공

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광천이 희천에게 “식이 유죄부뫼 장(責杖)

시미 예로, 조모와 슉뫼 아등 벌시믄 죄벌 유므를 니르디 아니시고 혈육이

상키를 그음시니, 진실노 보젼키 여려온디라, 나오히려 긔운이 댱셩거니와 너

약질의 쟝이 날 젹이 업니, 반시 죽으미 올디라.”170)라며 매질이 시작되

거든 피하여 사람이 많은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도록 일러주는 장면에서는, 이

들이 사실상 그들의 폭력을 저지하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이다. 광천은 자신이 먹는 음식에 요약이 섞여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고

거듭 먹는다. 고된 천역으로 피를 토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도 한 첩의 약도 먹지

않는데, “범연이 못 고칠 고질(痼疾)”171)이므로 약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야말로 자포자기의 상태인 셈이다. 따라서 서술자를 통해 광천 형제가 두 부인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언술이 반복될수록, 그들의 효성스러움보다는 피해자를 자책과 무

기력의 늪에 빠지게 하는 폭력의 잔혹한 속성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역설이 발생한

다.172)

한글장편소설에서 다뤄지는 폭력은 가족 구성원들에 의해 가해지는 가정폭력의 성

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 한글장편소설에서 ‘부부 성대결담’은 서사를 구성하는 중요

170) 권13, 51-52면.

171) 권23, 61면.

172) 광천과 희천이 보이는 무기력과 자포자기의 심정, 판단능력의 상실 등을 폭력의 원인으로 이

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느끼는 자책이나 무기력은 폭력의 원인이라기보다는 피해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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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단위담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지적을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173) 편

폭과 비중에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한글장편소설은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

력을 다룬다. 그런데 <명주보월빙>의 경우에는 유부인과 위부인 등의 조모 및 모친

으로부터 시작된 상하관계의 폭력이 워낙 강력하게 그려지고, 문양공주나 성난화 등

으로부터 비롯되는 동기관계의 폭력 또한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부부 관계에서 일어

나는 폭력은 매우 소략하게 다뤄진다. 이는 물론 광천이나 희천의 성품이 훌륭한 것

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천이 자신을

흠모하여 강제로 부인이 된 교아를 후대하도록 간청하는 정부인을 향해 폭력적인 언

어를 내뱉고 집기를 산산이 부순다거나,174) 진성염이 위부인과 유부인을 향한 원망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랑 등의 시비의 목을 베라고 명한다는 사실 등은 주목을

요한다. 정천흥 또한 자신을 속이고 숨어 지내는 경씨를 찾아갔는데도 만나주지 않자

유랑과 시녀들을 불러 폭력을 휘두른다. 유부인의 딸 명아는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

는 석준에게 수년 간 박대를 당한다. 이들의 폭력은 작품 내에서 관심의 대상조차 되

지 못하는데, 이는 그것에 대해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

다. 교아는 간악한 성품으로 억지로 윤부에 들어와 화란을 일으키는 데 일조한다는

점, 진성염의 원망이 모친을 향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효의 발현이라는

점 등을 상기하면 광천의 폭력은 오히려 마땅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

을 듯하다. 명아의 불행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아버지 윤수의 태도를 보면 석

준이 명아를 방치하는 것 역시 대수롭지 않게 보이기도 한다. <명주보월빙>에서는

위부인, 유부인, 문양공주 등의 거대 악을 상정하고 이들의 폭력에 큰 관심을 기울이

고 있어서 이들의 문제는 매우 사소한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유독 폭력적인 면모가 부각되어 여성인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

는 인물로 정세흥이 있어 주목된다. 정세흥은 본래 작품 속에서도 색욕이 강하고 기

질이 드센 것으로 그려진다. 번번이 부형의 질책을 받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정

세흥은 가내의 여러 일들에 크게 관심이 없으면서도 맘에 안 드는 것이 생기면 불같

이 화를 낸다. 서술자는 그 “쥰급과격(峻急過激)”한 성품은 문풍에는 없는 것이었다고

말한다.175) 이어지는 서술에서는 부형(父兄)이 나가기만 하면 미창들을 불러 모아 음

주가무를 즐기고 양소저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창녀처럼 대한다고 하면서 부정적인

173)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태학사, 2003, 77-87면.

174) 익셜. 시(時此)의 윤어왈, “나 윤원이 (此事)의 당여, 존명도 능히 슌슈(順守)

치 아니졔, 그말을 쳥납(聽納)랴? 내 그알오미 쳔연(天然)녀라 엿더니, 이졔

뉴시 후권믈 드르니, 투긔 업믈 랑여 어진 쳬미 심도다.(중략)” 언필의 노긔 대

발여 겻노힌 연갑을 쥬머괴로 산산 바고, 벽상의 칼흘 혀 좌셕을 쳐 왈, “쳔만인이

권나 내 고집을 두르혀지 아닐 거시오, 이 머리버히나 내 텬셩은 곳치지 못리니, 내 비

록 용우나 음악 발부를 이 리치 리라.” (권22, 1-3면)

175) 권75, 14-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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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을 드러낸다. 부친과 모친을 비롯한 주변인물의 발언을 통해 그의 ‘광망(狂妄)’하

고 ‘시험(猜險)’한 성품이 지속적으로 강조된다. 양부인은 그런 세흥을 한심하게 여겨

냉대하고, 세흥은 그 초강함을 제어하려는 목적으로 양부인에게 폭력적으로 굴기 시

작한다.176)

양시 태우를 보분한이 블니 , 을 강인며 믁연 뎡좨러니, 태

위 웃옷과 를 글너 쇼져 낫이 더디, 매 쇽의 션와 슌금 셔징(書鎭)이

드럿다가 쇼져의 낫다딜녀, 코의 피 소나, 쇼졔 나건을 드러 코의 피를 업시

고, 날호여 의 옷거두어 병풍의 거디라. (중략)

이 긔 말을 부담잡셜(腐談雜說)노 아라 답디 아니믈 더옥 통한여, 겻

노혓옥연갑(玉硯匣)을 드러 양시긔 더디고 디뎌 왈,

“간악녀장 참된 쳬여 내 말을 일언(一言)을 답(答)디 아냐, 스로

교긔(嬌氣)를 니긔디 못하니, 만일 부모의 랑시졍을 각디 아니면 아조

즛아 업시 아니랴.” (권75, 28-31면)

정세흥은 양씨를 노류장화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양씨에게 서진이 들어 있는 옷

을 던져 소저의 코에 피를 내고 벼루를 던져 가슴에 상처를 내는 등 심각한 폭력을

휘두른다. 특히 양씨를 향해 투악지심이 있다거나 가부(家夫)를 누르고자 한다며 광패

한 말을 내뱉기도 하는데, 양씨가 이에 대꾸하지 않자 곁에 있던 옥연갑을 집어 던지

며 “부모의 랑시졍을 각디 아니면 아조 즛아 업시 아니랴.”라고 하면서

끔찍한 말을 내뱉는다. 연갑에 맞아 양씨의 옷에 피가 솟아나는데도 정세흥은 시녀

월앵으로 하여금 주찬을 내어오라 명한 뒤 한 그릇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태위 이후 년일여 션삼졍의 드러와 며 날마다 졔창(諸娼)과 월으로 병좌

(竝坐)여, 양쇼져를 연고 업시 욕고 조로며 딧고 보기를 마디 아냐, 필경

은 쇠와 돌을 혜디 아니고 고요밤을 당면 즛두다리기를 시작여, 양시의

일신(一身)이 곳도 셩곳이 업게 , 홀노 얼골을 상오디 아냐 방인(傍人)

의 의심을 닐위디 아니더니, 일일은 태위 딘부의 가 술을 미란이 고 션삼졍으

로 드러 오더니, 창외의셔 잠간 드르니 오읍(嗚泣)소잇거, 죡용을 잠간 즁

176) 장시광은 양부인이 고난을 겪는 것이 남편 정세흥의 성욕 때문이라고 보았다(장시광, 앞의

논문, 2007, 323-325면). 정세흥이 성욕을 제어치 못하며 여색을 즐기는 것은 맞지만 이 때문에

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아니다. 양부인은 남편 정세흥의 평소 행실에 대해 불만이 있

었을 수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자세하지 않고, 결정적으로는 창녀 대하듯 자신을 대하는 데 분

노하여 그를 냉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냉대에는 남편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담겨있었을 것

임을 부정하기 어렵고, 이를 알아챈 정세흥이 양부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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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고 문틈으로 보니, 양시 긔게 즛마즌 곳이 두로 셩농(成膿)여 크게 덧나실

아니라, 유랑이 쇼져를 븟들고 슬허 울기를 마디 아냐 왈,

“쇼져양 여러 이목을 두려 쥬군의 디를 아모다려도 니르디 말나 시나,

근간의 쥬군의 시거죄 측냥치 못일이 만흐니, 실노 쇼졔 보젼실 도리 업

디라. 쳥컨본부의 이 쇼유를 고고 핑계를 어더 도라가샤이다.” (권75, 54-56

면)

이후로도 정세흥은 “연일” 월앵과 양씨를 쌍으로 겁박하고 괴롭힌다. 양씨가 순순

히 따르지 않자 정세흥은 밤마다 그를 때려 전신을 망가뜨린다. 정세흥의 패악질이

계속되자 시비 월앵은 자신의 존재가 주인에게 욕이 된다고 생각하여 목을 매었으나

미수에 그친다. 안타깝고 미안하게 여긴 양씨는 매일 밤 월앵을 찾는 세흥에게 그가

아프다고 둘러댄다. 그러자 세흥은 월앵을 불러다가 피가 땅에 고일 때까지 때린다.

양씨를 양한 정세흥의 폭력은 멈추지 않는다.

태위 월여를 양쇼져 보기의 골몰여, 역시 잠을 편히 못 고 바마다 술을 미

란이 고, 녀을 관졍(關情)믈 측냥 업시 니, 기운이 싀딘고 후

딜 젹이 만흔 고로, 쇼져���닛글녀 젹의 리치믈 당여, 무심결의 손이 침병 쇠

의 다딜녀가죡이 버셔디고 알프기 심니, 더옥 대로여 금노(金爐)의 픠엿블을

그릇드러 쇼져긔 나리 오니, 양시 급히 니러나두로 데기를 만히여 갓득

몸이 경의 스러질 거, 태위 오히려 분을 프디 못여 즘긔의 변쉬(便水)

가득여시믈 보고, 드러 양시긔 마이 더디, 월(月額)이 마피 흐르고 변쉬 쇼

져 일신의 가득이 져니, 방 듕의 블과 믈이 어러워 뇽문화셕(龍紋彩畫席)이 남

디 아니고, 연염(煙焰)이 득여 눈을 디 못디라. (권75, 64-66면)

정세흥이 자신을 거부하는 양씨를 힘으로 제어하려다가 침병에 부딪혀 손을 다치는

일이 발생한다. 화가 난 정세흥은 불을 피워둔 화로를 들어 소저에게 던지고 이로도

부족하여 변수가 가득한 요강을 양씨를 향해 내던진다. 양씨는 온 몸에 변수와 불을

뒤집어쓰고도 피할 길이 없다. 방안은 불과 물이 어지러워 그야말로 난장판이 된 형

상으로 그려진다. 정세흥이 시녀들을 불러 방을 정리한 후에 다시 양씨를 이끌어 잠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양씨는 죽기를 자분(自憤)하지만 정세흥

의 용력을 당할 기운이 없어 시신과 같이 변해버린다. 이때에도 정세흥의 관심은 오

로지 그와 화락하는 것뿐이었다.

이후 황상의 사혼으로 성난화를 취한 정세흥은 양씨와 월앵에게 더욱 가혹하게 군

다. 성난화는 신묘랑으로부터 약을 얻어 정세흥에게 먹이는데, 이 때문에 양씨를 향한

분노와 폭력이 극심해진다. 정세흥은 당초 양씨에게 임신한 몸을 보중치 못한다면 가

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니, 분만 시에는 죽이겠다고 돌변한다. 그리하여 결국 양씨를 채



- 135 -

석(彩席)에 말아 직접 연못에 넣어 죽이고 나서야 그친다. 이처럼 <명주보월빙>의 서

사는 광패한 남편 정세흥의 폭력이 점증됨에 따라, 이로써 부인 양씨의 일상이 처참

하게 망가질 뿐 아니라 그 인간성까지 말살당하는 과정을 핍진하게 보여준다.

<명주보월빙>에서 형상화된 정세흥의 폭력이 특히 주목을 요하는 것은 지속성과

반복성, 수위에 있다. 정세흥은 양씨에게 강도 높은 언어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을 매우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은밀한 방식으로 자행한다. 부형의 꾸짖

음이 두려워 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양씨를 괴롭히는데, 부친이 정세흥의 얼굴

을 보고 미간에 ‘살기’가 있다며 무슨 일을 낼 것이라며 경계하자 거짓으로 양씨의 손

을 진맥하는 척하며 부친을 속이기도 한다. 정세흥는 양씨의 시비 월앵과 유모 유랑

까지도 함께 괴롭힌다. 부친에게 엄책을 당한 이후에도 정세흥은 반성하지 않고 양씨

를 향한 분노를 키우기만 한다. 정세흥의 폭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이다.

무엇보다 끔찍한 것은 양씨가 남편의 심각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그저 광인으로 취급하여 상관치 않거나, 애달프게

여기는 정도에 그친다는 데 있다.177) 아무도 적극적으로 세흥을 질책하거나 단속하지

않는 것이다. 부부 잠자리의 일은 타인이 함부로 관여할 수도 없고 알기도 어려운 것

이라서,178) 정세흥의 폭력은 입에 담을 수 없을 수준으로 지속되는데도 불구하고 어

느 누구에게도 저지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양씨가 자포자기에 이르는 것

은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유모가 친정에 이 일을 고하고 핑계를 얻어 돌

아가자고 애원할 때에도 집안사람들이 남편의 광패함을 모르는 것이 도리어 ‘영행(榮

幸)’이라고 말한다. 아름답지 않은 말이 친정에 이르면 부모에게 불효를 끼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혹자는 이를 양씨의 탓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래서 정세흥에게 난타당하는 중에 시모인 진부인이 갑자기 침실을 방문하자, 양씨는

특유의 강인함으로 머리를 가지런히 하고 의상을 바로 한 채 태연히 맞이한다. 정세

흥의 폭력은 광패한 그의 본성, 이를 단속하지 않는 주변인, 함구하는 양씨에 의해 지

속되는 것이다. 물론 양씨가 함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시댁에 효를 행하는 것이 친

정에도 효가 되었던 여성의 삶의 질곡, 가부장의 폭력을 용인하고 그 원인을 부인의

부덕(不德)에게서 찾던 당대의 관습 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세흥의 폭력은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77) 미미하기는 하지만 양부인을 향한 연민과 연대의 시선이 포착되기도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Ⅳ-3-2) 연대의 가능성’ 부분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178) 이 점은 작품 내 다른 부부들의 불화와 관련해서도 반복적으로 말해진다. 문양공주가 정천흥

이 자신을 박대하자 상에게 아뢰는데, 상은 부부의 “금슬 후박은 위셰로핍박지 못디라.”라

고 말하며 공주를 자제시킨다(권26, 41면). 문양공주와 정천흥의 불화를 눈치 챈 부친 정연이

이를 태부인께 고했을 때에도 태부인이 같은 말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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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를 향한 정세흥의 무자비한 폭력은 한 인간의 폭력이 방치되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참상은 부인 양씨 개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정

세흥으로 인해 양씨의 주변인물은 모두 불행해진다. 양씨에 대한 정세흥의 일상적인

폭력은 그저 ‘강인함이 싫다’라는 매우 감정적인 이유에서 시작되고 있다. 따라서 양

씨가 폭력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스스로 마련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작

품 내에서 정세흥의 개과는 천경을 통해 이루어지는바,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를 변화

시킬 방법은 모색되고 있지 못하다.

광패한 남성 주인공에 의해 삶을 말살 당하는 여성인물의 이야기는 한글장편소설에

서 자주 보인다. <유씨삼대록>에서 유옥영의 남편 사강은 유옥영이 재상가의 딸로서

시부모의 총애를 받자 말이 방자하고 행동이 교만한 데다가 성품이 편협하고 투기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유옥영의 앞에서 창기들을 희롱한다.179) 사강은 반복적으로

유옥영에게 이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다. 이를 견디지 못한 유옥영은 병에 걸려 앓다

가,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한 뒤에야 부부가 화락하게 된다.180) <소현성록>에서 화씨

는 지속적으로 소현성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고 이 때문에 박대 받는데, 스스로 뉘우

치고 반성하자 둘의 관계는 다시 회복된다. 그러나 정세흥의 폭력에는 달리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인물은 반성할 이유도 없다. 정세흥의 폭력은 작품 속에서 폭력 사태를

주도하는 여러 인물들의 결탁과는 무관하지만, 이유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폭력이

타인의 일상을 말살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상통하는 면이 있다. <명주보월

빙>에서는 지속적으로 폭력의 잔혹한 속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주보월빙>에서 악행을 주도하는 인물들의 최후는 어떻게 그려질까.

앞서 <명주보월빙>이 정의를 상실한 채 타락해버린 세계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야

기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 점에 비추어 보면, <명주보월빙>은 결탁을 통해 득

세하며 세계를 장악해가는 폭력적 주체들로 인해 타인의 삶이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

를 여실히 고발하고, 이를 통해 삶의 처절함과 비극성을 담아내는 작품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때 폭력은 피해자의 일상의 삶을 완전하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피

해자의 의지로는 결코 이를 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작품은 ‘천형(天刑)’의 방식으로

이들을 처벌하는 결말을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유부인의 개과에 ‘꿈’이라는 장치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이때 유부인은 직접 형벌을 체험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교아가 배를 갈

린 채로 울고 있는 모습과, 신묘랑이나 세월, 비영 등이 피를 흘리고 우는 모습 등을

보고 ‘두려워’한다. 이들이 하나같이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181) 자신이 저

179) <유씨삼대록>권5, 10면-60면.

180) 사강이 유옥영에게 자행한 폭력에 대해서는 한길연, 앞의 논문, 2010 참조.

181) “뉴시 울며 여 디옥 밧긔 가 눈을 들, 교를 갈니여시며, 머리 로 나고, 일신의

피를 흘니고, 우온, 온갖 튝(畜生)이 침노디라. (중략) 교바야흐로 셜운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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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른 행동을 ‘천경’을 통해 보고 돌아온 그는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어 차라리 죽고

싶다고 말하기도 한다. 따라서 유부인의 감정은 ‘후회’가 아니라 ‘슬픔’과 ‘부끄러움’이

주를 이룬다. 신묘랑은 유부인의 꿈속에서도 다시 세상에 나와 윤가를 어지럽히겠다

고 엄포를 놓는다. 한편 윤부와 정부의 인물들을 향해 갖은 폭력을 자행하고 역모를

꾀하기도 했던 구몽숙은 진광과 정천흥의 몇 마디 말에 용서받기도 한다.182) <명주보

월빙>에서 폭력의 원인을 탐구하거나, 이를 둘러싼 인물들의 진정한 관계 회복에 관

심을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신 폭력의 잔혹성을 조명

하는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듯 작품 속에서 폭력이 악인의 행동으로 형상화 되고, 그리하여 폭력의 책임

또한 악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너무 간편하고 손쉬운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문제가 되는 점은 이 과정에서 폭력의 원인이나 폭력적 인간의 기원에 대한 고

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나아가 이 작품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

나 화해의 방법에도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명주보월빙>이 그려내고 있는 폭력의 의의는 그것이 주체와 대상을 막론

하고 한 인간, 혹은 집단의 정신과 육체를 말살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잔혹성을 보

여준다는 데 있다. 특히 <명주보월빙>은 불행한 사람들의 분별없는 욕망이 분명한

이유 없이 결탁하여 행해지는 극단적이고도 집단적인 폭력에 의해, 한 인간의 삶이

철저하게 망가지는 현상을 포착해 냈다는 점에서 그 성취를 인정할 수 있다.

려 더니, 믄득 셰월 비영 신묘랑 등이 다 몸의 피를 흘니고 나와 악울며, 저죽으미

뉴시 탓이라 여 븟들고 원망며, 신묘랑은 다시 셰샹의 나 윤가를 어러여 보렷노라 더

라. 남녁 디옥(地獄)으로셔 형봉이 다라 버힌 머리를 두다리며, 뎡병부의게 잡혀 원억히 죽으

믈 원망니, 뉴시 심혼이 비황(悲惶)믈 니긔디 못여 어린시 말을 못고 (후략).” (권73,

12-13면)

182) 황상은 정천흥과 진광을 기특히 여겨, “딘광과 뎡텬흥이 몽슉을 구믄, 그 의기현심(義氣賢

心)으로 후(後嗣) 멸졀(滅絶)믈 잔잉히 넉이고, 현심을 발여 브살오고져미 아

다오니, 엇디 몽슉의 일명을 빌니셤디 아니리잇고?”라고 말하고, 몽숙을 안무사로 삼는다(권

61, 48-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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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폭력 서사의 전략

지금까지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 및 <명주보월빙>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그 의미 대해 살펴보았다. 이 네 작품은 작품에 폭력적 장면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폭력의 주체와 대상, 이에 대한 주변인물이나 서술자의

반응 등은 모두 상이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폭력과 관련하여 작품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다른 점도 주목된다.

한글장편소설 전체를 고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상의 분석은 네 작품의

수준이나 소설사적 위상을 감안했을 때 매우 유의미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

단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폭력의 속성에 대한 이해 방식과 그 수준에 편차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현실세계의 폭력을 환기시킨다는 사실이다. 이는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반드시 의도된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고, 폭력이라는 행동 양

식 자체가 지닌 문제적인 성격에 기인한 바 크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에 제기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한글

장편소설에서 개인의 삶이 망가지도록 방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글장편소설의 주

요 독자는 상층의 여성인데, 독자층의 성격과 작품 속에 만연해 있는 폭력적 장면들

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독자들은 작품에 나타난 폭력의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유념하면서 독서했을까? 여성적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논의되어 온 작품에서조차 폭력

이 난무하고 있는 점은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견하게 한

다.1)

관건은 작품이 의식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과 독자들이 유념하는 것이 언제나 일

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2) 앞의 논의에서도 작품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실제 이

야기 된 것 사이의 간극에 대해 일부 다루었는데,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작품에서

독자들이 흥미를 느끼거나 몰입하는 문제에 대해 단언하기가 더욱 어렵다. 분명한 것

은 한글장편소설사가 전개되는 수 세기 동안 폭력과 관련한 인물, 장면, 이야기 등이

작품 속에 빠짐없이 등장하게 된 까닭은 폭력 서사가 독자를 유인하는 핵심적인 기제

로 작용했던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일 것이다. 어떤 중요한 삶의 문제도 독자의

무관심 속에서는 문학적으로 풍부하게 형상화될 수 없을 것이다. 독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흥미의 문제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모든 서사의 전략이기도 하다.

1) <완월회맹연>을 예로 들 수 있다. <완월회맹연>의 여성적 성격에 대해서는 정병설, 18세기

조선의 여성과 소설 , �18세기연구� 2, 한국18세기학회, 2000 참조. <완월회맹연>의 폭력적 여

성 형상에 대해서는 한정미, 앞의 논문 참조.

2) 이와 관련하여 김종철은 “작품을 읽는 독자들은 실제로 작품 속에서 이러한 다기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지 도덕적 관념을 늘 되새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김종철, 장편소

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 ,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4, 4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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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에 유념하면서 이 장에서는 폭력 서사가 독자의 몰입을 유도하고 흥미

를 제고시키기 위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 탐구해 보고자 한다. 폭력

서사에는 개인의 삶이 피폐해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담기는데, 이와 같은 비극적인

서사에 독자들이 어떻게 참여하였는지를 밝히는 작업은 한글장편소설의 문법과 전략

을 파악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1. 폭력의 개인화를 통한 거리감의 확보

소설을 읽는 개인은 모두 다양한 삶의 경험을 가진 개별적 존재들이다. 조선시대에

는 삶의 양식과 경험이 오늘날보다 매우 단순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짐작 가능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시대의 독자층을 단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다. ‘기대지평’이라는 개념의 사용이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데 있다.3) 특히 폭력이 타인의 고통이나

불행과 직결된 부분임을 상기하면, 이에 대한 논의가 공감이나 감정이입의 문제임을,

그러니까 독자 개개인의 삶의 경험이나 감수성, 도덕성 등과 관련된 매우 복잡한 문

제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독자의 취향이나 반응에 대

한 연구가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여러 작품에서 공통적

으로 보이는 특정 요소들은 독자의 반응을 염두에 둔 전략적 장치일 것이라는 전제에

서 출발하면,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앞에 두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대개 여성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담이나 수난담이 여성 독자들

로 하여금 스스로의 경험이나 상황에 대입하도록 만들고, 이를 통해 동질감을 자아냈

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통해 폭로되는 가부장제와 조선사회의 모순에 대해 여성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물론 여성들은 자신과 비슷한 삶을 사는 소설 속 주인공들

에게 공감했을 가능성이 있다.4) 그러나 향유자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감정 이입

을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에 가까울 수도 있다. 독자의 경험 안에서만 향유될 수 있다

면, 문학은 이토록 오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독자의 욕망은

한 작품을 읽는 중에도 변화 가능하며, 이에 따라 감정이입과 거리두기가 유동적으로

3) 루샤오펑은 야우스의 기대지평 개념이 단 하나의 동질적인 기대 지평을 위치지음으로써 편파적

이 될 수 있음을 지적받았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루샤오펑,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역

사에서 허구로―중국의 서사학�, 길, 2001, 157면).

4)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소현성록>과 <유씨삼대록>의 발췌본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

발췌본들은 대개 작품 속 여성 등장인물들이 경험하는 갈등, 패악, 모해 등을 위주로 하는 ‘여

성 서사’였음을 지적한 바 있다(차충환, 고전 국문장편소설 향유자들의 작품 수용의식 연구 ,

�국어국문학� 149, 국어국문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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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뤄질 것이다. 말하자면 폭력 서사를 보면서 독자들은 폭력 주체의 입장에 감정이입

을 할 수도 있고, 폭력의 대상이나 관객의 입장에 설 수도 있다.5) 심지어 동시에 둘

이상의 대상에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다.

폭력으로 인한 한 인간의 삶의 파괴를 지켜볼 수 있는 것은 그로부터 거리감이 확

보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6) 화염 속에 있을 때는

고통스럽지만 불구경을 하는 것은 쾌감을 선사한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그간 간과

해온 것은 아닐까? 이와 관련하여 폭력이 세계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폭

력에 내재된 매력적이고 유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요소를 단호히 간과했기 때문”7)이

라는 언급은 특기할 만하다.

그간 이 문제에 관한 논의가 소극적인 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와 같은

접근이 폭력 자체에 대한 찬양이나 긍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일 것

이다. 그러나 한글장편소설에 만연한 폭력적인 장면들은 비중만을 보더라도 독자의

취향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대의 독자층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

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작품의 실상을 면밀히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야만 할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에 유념하면서, 여기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가 중점을 두는 지점이 무엇인지 살피고, 이를 통해 독자들의 ‘읽기’의 과정에 주

목해보고자 한다.

1) 여성 주체를 향한 병증의 시선

(1) 반복, 과잉, 전이되는 폭력

한글장편소설에서 폭력적인 장면이 펼쳐질 때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폭력의

수위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물론 적당한 수준의 폭력이라는 것은 형용모순에 가까운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까닭은 작품 내적으로 폭력의

원인과 이유를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독자는 작품 속 등장인

5) “While watching a violent scene, we may at times align ourselves with the perpetrator,

victim or the detached onlooker(Henry Bacon, The Fascination of Film Violence, Palgrave

Macmillan, 2015, pp. 17-18).”

6) 이와 관련하여 주인공의 비극적 처지가 강화될수록 독자는 도덕적 우월성을 느끼는 한편 비극

적 카타르시스를 맛보았을 것이라고 본 선행연구의 지적은 음미할 만하다(박일용,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소설사적 관련 양상―형성기를 중심으로― ,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181-186면). 여기에서는 독자가 그러한 감정을 느끼는 ‘과정’에 더 큰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이다.

7) 롤로 메이, 신장근 옮김, 앞의 책,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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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 자행하는 폭력이 잘 설명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것이 ‘사실적인가’ 판단한

다. 이 판단의 결과에 따라 감정이입을 할 수도 있고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다.

<소현성록>에서 실절을 이유로 양부인이 교영을 죽인 것은 과도한 처사이다. 이는

주변인물들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화부인이 집사인 이홍에게 자신

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폭력을 휘두를 때도, 그를 잡아 나무에 동여

매고는 더러운 물을 입에 붓는다. 자신의 말을 거역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화씨에게

전혀 공감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폭력의 수위가 문제적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폭

력이 매우 절제되어 있는 듯 보이는 <소현성록>에서도 이처럼 폭력은 자행될 때마다

그 수위가 대단히 높아서 주의를 끈다.

명현공주는 소운성을 사랑하지만 끝내 그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그래서 늘 결핍에

시달리며 분노에 절어 있다. 자신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소운성이 창기들과 어울렸다

는 사실을 알았을 때 공주는 화를 주체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창기들을 불러다 머리

털을 자르고 귀와 코를 베고, 또 손발을 자른 뒤 매질을 가하는 등 극형을 내리게 된

다.

부인이 더옥 분긔쳘골(憤氣徹骨)여 공를 노화리고, 대공의게 다라드러

머리로브터 왼몸을 혜지 아니코 즛두다리니, 분긔발발(憤氣勃勃)여 흉악히 날

치거동이 일희 사을 만나 무러 흔드형상이오, 조각 인졍(人情)이 업

니 나히 비록 늙으나 쇠패(衰敗)미 업서, 공를 두다리바의 피 소나고

일신(一身)이 상디라. (중략) 주인이 드른 쳬 아니고 어러이 두다리며

그 몸을 무러더 피를 고, 두발을 쥐여드며 벽의 부이져 별학 치 즛두

다리니, 두골이 여져 붉은 피 돌지어 흐르니 이러구러 요란디라. (<명주보월

빙>권4, 224면)

<명주보월빙>에서 위부인은 금척으로 광천과 희천을 번갈아가며 내리친다. 그러다

몸을 물어뜯고, 머리를 잡아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흡사

‘이리’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달려든다.

삼흉(三凶)이 대로여 위력으로 약을 퍼붓고져 쇼졔 약기 신뉴(新柳) 

격녈(激烈) 싁싁고 강녁(强力)이 업지 아니니, 맛입을 버리지 아냐

약을 밧지 아니니, 흉괴 뉴시 모녀와 비영 셰월노 더브러 쇼져의 슈족(手足)과 몸

을 나리누르며 이이 쥬머괴로 치기를 이 더니, (중략) 경승승(乘勝)

여 입을 어긔고 독약을 퍼 너흘, 긔운이 막혀 약물이 후셜(喉舌)을 넘지 못,

위뉴 등이 창황급급(蒼黃急急)히 셔르져 업시려 고로, 약이 못 드러가줄도

지 못고, 한업시 퍼 너허 옷젹시며, 간간이 옥면화협(玉面花頰)과 응지셜

부(凝脂雪膚)를 모진 손으로 쥬여더 곳곳이 붉은 피 돌지어 흐르고, 쇼졔 엄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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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숨을 두르지 못고 일신 슈죡(手足)이 어름 니 분명 죽엇줄 아

라, 큰 피농(皮籠)을 드려 쇼져녀흘, 셰월이 그 쵹금상(蜀錦裳)을 벗기고 비

영이 그 머리의 슈식보화(修飾寶貨)를 다 더 가지고, 뉴시 그 옷마벗기

려 , 현이 쇼졔 오나오지 아니믈 괴이히 넉여, 마니 경희뎐의 와 죡젹

을 가마니여 합장(閤牆) 뒤셔 여어보니 이 경상이라. (<명주보월빙>권10, 19-21

면)

위부인과 유부인, 경아는 명아에게 독약을 먹인다. 명아가 완력으로 거부하자 세 여

인은 명아의 입을 억지로 벌려 약을 밀어 넣고, 반복해서 때린다. 명아가 약을 목구멍

으로 넘기지 못하자 얼굴과 피부를 쥐어뜯기도 한다. 명아가 의식을 잃자 죽은 줄로

착각하고 농을 들여와 명아를 집어넣는다. 명아는 옷도 다 벗겨지고 머리의 장신구도

다 뜯긴 채 피농에 갇힌다. 이렇듯 한글장편소설 속 폭력은 상상 이상으로 ‘과잉’되어

나타난다.8)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성’이 폭력의 주체가 될 경우, 남성과 매우 대조적인 면이

보인다는 데 있다. 여성 폭력 주체는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대상에게 같은 이유로 ‘반

복적’인 폭력을 휘두른다. <소현성록>에서 명현공주는 소운성을 흠모하여 혼인하게

되지만, 운성이 자신과 화락하지 않자 분노를 키워간다. 자신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

서 창기들과 놀아난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들을 인체(人彘)로 만들어 버리고, 운성이

자신이 아닌 형씨만을 사랑하는 듯 보이자 그를 못에 빠뜨려 죽이려고 한다. 공주의

분노는 점점 크기를 더해가더니 급기야는 소현성을 살해하겠다는 의지로까지 확대된

다.

소현성은 물론 명현공주를 후대하지 않았고, 엄밀하게 말해 그를 무시한 것이나 다

름없었다. 특별히 좋아하거나 기뻐함도 없고 미워하거나 미안해함도 없었지만, 할 말

이 없을 때는 함께 있어도 침묵하기가 일쑤였다고 했다. 소현성은 소운성이 공주를

박대하는데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 어머니 양부인에게 꾸중을 들을 지경이었다.

운경이 형씨와의 관계를 생각해서 공주를 박대하지 말고 후하게 대우하라고 운성에게

반복적으로 조언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러한 소현성에 대한 공주의 마음이 좋았을 리

없다. 뿐만 아니라 소현성이 왕을 찾아가 공주의 만행을 간언한 데 대해 억한 심정이

생겨났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요컨대 명현공주는 운성이 자신을 박대하는

것 때문에 늘 분노해 있다. 그리고 이 분노는 자신의 불행을 방치하는 소부의 사람에

게 공격적 행위를 반복하게 하는 동인이 된다.

8) 이것은 한글장편소설이 다루는 여러 문제들이 다소 과장된 형태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지하는 극단적이고 과장된 행위를 통해 과잉된 감정을 표출하는 것

은 멜로드라마의 대표적 특징이며, 고전장편소설이 멜로드라마의 문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이지하, 앞의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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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기우록>에서 녹운은 위연청의 외모에 반해 음심(淫心)을 품고 접근했으나 거

절당한다. 그러자 도리어 그를 죽이려고 계획한다. 독약으로 여러 번 위협하였으나 현

명한 그가 알아서 잘 피하자, 부친 위지덕에게 자신에게 음심을 보였다고 모해하여

그를 사지(死地)로 몰아간다. <명주보월빙>에서도 위부인과 유부인은 조부인과 그 소

생을 향해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한다.

이들의 폭력적 행위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명현공주는 형부인, 소운성, 소현성 등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고, 녹

운은 위연청에게 거절을 당하는 순간부터 살의(殺意)를 품었으나 번번이 실현하지 못

한다. 위부인과 유부인도 광천 형제와 조부인 등을 살해하고 싶었지만 그 시도는 실

패를 거듭한다. 목적의 달성이 지연되기 때문에 폭력은 같은 대상에 대해 점차 수위

를 더해가며 반복된다. 이들의 폭력이 과잉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은 수위만의 문제는

아니며, 점차 수위를 더해가며 반복․재생산되는 문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여성의 폭력은 ‘폭력의 대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주목할 점이 있다. 소현성의 첫

째 부인 화수은은 투기가 심한 인물이다. 한글장편소설에서 투기하는 여성은 대개 가

혹한 처벌을 당하므로, 화씨의 고난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화씨는

소현성의 둘째 부인을 들이는 일에 석파가 지나치게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분노한

다.

화시 믄득 지저 왈,

“내 일 셔모로 원 업거 므 연고(緣故)로 날을 믜워 뎍국(敵國)을 쳔거

뇨? 셔뫼 만일 긋치면 말녀니와 나죵 내 원슈 디을딘대 젼졔의 어댱검(魚腸劍)

을 번 딜너 셜고 내  죽으리라.” (중략)

화시 대로(大怒)야 졀치(切齒) 왈,

“ 삼(三生) 슈인(讐人)이라. 만일 셕현의 을 려올딘대 당〃이 저 죽여

분을 플고 늘근 년이 텬앙(天殃) 닙어 죽으믈 보리라. 반시 셕녀 려와 슉질(叔

姪)이 동모야 부인과 우리 부쳐의 목숨을 긋려  계교로다.” (<소현성록>권

1, 92-94면)

석파를 마주쳤을 때 이미 화씨는 분노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지경이었다. 석

파는 서모이기는 하지만 엄연히 어머니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므로, 소현성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분노를 이기지 못한 화씨가 직접 ‘칼로 (석파를) 찔러 한을 갚

겠다’라고 하는 등 표독스럽고 폭력적인 말로 석파에게 욕을 퍼붓자, 석파 역시 억울

함을 견디지 못해 발을 구르며 통곡하기에 이른다. 지다가던 소현성이 석파가 괴로워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연유를 묻자, 석파는 칼을 빼들어 자결할 기세로 억울함을 호소

한다. 화가 난 소현성은 화씨의 유모를 데려다 장을 60대나 치는 중형을 내린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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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과하다고 여긴 석파가 도리어 소현성을 말릴 지경이었다. 화씨는 억울함에 치

를 떨며 밤낮으로 울고 곡기를 끊기까지 해 결국 병이 나지만,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는다. 소현성은 아예 이유조차 묻지 않고, 소씨는 석씨에게 화씨의 화는 풀리지 않

을 것이니 권하지 말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소부 사람들의 냉랭한 태도에 오히려 석

파가 멋쩍어할 지경이었다.

석파와 화씨의 감정 대결에서 주목할 부분은 둘의 감정이 서로에게 기인한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에 있다. 화씨가 진짜 병이 난 이유는 소현성에게 새 부인이 생길 것이

라는 사실과 이에 대해 명확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 소현성에게 있는 것이지, 혼인을

성사시키려하는 석파에게 있다고 보이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석파가 소현성과 자신

의 조카의 혼인에 열의를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소현성의 재취를 들이는 문제는 석

파가 결정할 수 있는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점은 화씨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화씨의 감정은 석파를 향해 과격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출된다. 소현

성 앞에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분노를 삭이거나 이불을 뒤집어쓰는 모습과 매우

대조적이다. 소현성에게 직접 분노를 표출하지 못하는 화씨는 애꿎은 석파와, 시녀 등

에게 분노를 퍼붓다가 결국 자기 자신을 방치하기에 이른다.

석파에게 함부로 대한 화씨는 소현성에게 질책을 듣고 결국 기가 꺾인다. 그러자

또 석파가 나서 혼사를 성사시키려 하자 진노한다.

졍히 지믈 마디 아니더니 촉을 혀매 샹셰 드러왓거, 화시 분을 디못

 뎌의 엄슉(嚴肅)믈 보매 발뵈디 못여 매로  가리와 눈물을 흘니며

냥(兩子) 수업시 두려 두 아 일시의 우디라. 샹셰 임의 아라보고 각별

본 톄 아니코 자리의 나아가 자니 화시 냥(兩子)의 셰(勢) 깁히 미더 두 아

 무궁히 텨 샹셔의 노(怒) 도〃, (중략) 화시 노긔(怒氣) 연(勃然)야

새도록 며 셔안을 야 자디 아니, 샹셔의 긔이 유환고 긔 약믈

보고 핑계 어들 연괴 업고  여러 날을 근노(勤勞)야 새오니 심히 혼곤(昏困)디

라. (<소현성록>권2, 26-27면)

홀로 방에 앉아 석파를 욕하던 화씨는 소현성이 들어오자 분노를 참지 못해 눈물을

흘린다. 그러다 곁에 앉은 두 아들을 구타하기에 이른다. 소현성이 이에 눈길조차 주

지 않고 잠자리에 들자 더욱 분노하여 반복해 아이들을 친다. 화씨가 남편을 향한 분

노를 어린 두 아들에게 분출하는 장면은 예사롭게 넘겨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여겨진

다. 화씨는 길복을 짓는 일로 소부인이 시녀를 보냈을 때에도 자신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소부인과 그의 시녀에게 윽박지른다.

한편 화부인은 홀로 소부에 남겨졌을 때 정씨의 계교에 속아 집안을 어지럽히게 된

다. 이 때문에 양부인과 소부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분노를 이옥주를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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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분출한다. 그는 이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꾸짖고 욕하는 것도 모자라 사당에 불

을 지르고 신위를 깨뜨리도록 한다. 이렇듯 화씨의 분노는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를

향하지 못하고 다른 대상을 향해 반복적으로 전이(轉移, transference)된다.9) 이때 피

해자는 분노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인 소현성, 양부인보다 상대적 약자인 석파, 소부

인, 시녀, 자녀 등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분노의 전이 현상은 형부인에게서도 확인된다. 형씨는 명현공주의 화(禍)를 입어 친

정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소부로 돌아온다. 형씨가 그리워 곡기까지 끊었던 운성은

돌아온 형씨가 사치를 한다면서 꾸짖는다. 소씨 가문이 수백 년 지속되는 동안 사치

한 사람이 없는데, 비로소 형씨에게 사치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니, 그러려거든 집을

나가라고 폭언을 퍼붓는다.

형시 텽파의 역시 졍 왈,

“쳡이 불민(不敏)야 셩민녜의(聖民禮儀) 샹오니 불승슈괴(不勝羞愧)이다.

연(然)이나 쳡의 칠보(七寶) 다리미 낭군의 오년(五年) 부마의 샤치 경샹과 우옵

기의 엇더뇨?”

드여 칠보 더니 그 (兒子) 알 니매 형시 손으로 미러 나가라 

니, 그 아 가디 아니다가 업더뎌 우디라. (<소현성록>권9, 42-43면)

형씨는 느닷없이 자신의 차림을 꾸짖는 운성에게 화가 난다. 그러나 운성에게 직접

적으로 분노를 표출할 수는 없기에 ‘부끄럽다’고 하면서도, 운성이 부마로 지내던 시

절을 생각해보라며 비꼰다. 그리고 아들이 다가오자 아이를 밀어 내친다. 아이는 매몰

찬 어머니의 태도에 놀라 엎어져 운다. 형씨의 분노가 결국 아이에게 폭력으로 되돌

아가는 순간이다.10) 운성은 아이를 향한 형씨의 태도가 자신을 향한 것임을 알았고,

이에 분노하여 아이를 더욱 심하게 때린다.11)

9) ‘전이(轉移, transference)’는 넓은 의미에서는 “심적 에너지가 하나의 심적 표상에서 다른 심적

표상으로 이동하는 현상”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주체가 정서적으로 집착하거나 사랑하는 대상

의 변화”를 가리키는 개념이다(막스 밀네르, 이규현 옮김, �프로이트와 문학의 이해�, 문학과지

성사, 1997, 23면의 각주 30번).

10) 물론 아이가 당하는 폭력에 형씨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초에 아이들을 매질한 것

은 형씨이지만, 형씨가 못마땅한 소운성이 아이들을 더욱 심하게 때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연좌’에 가깝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Ⅳ-3-1) 남성 주체의 과시적 폭력 묘사’ 부분에

서 상론하기로 한다.

11) 상셰 부인의 불열(不悅) (辭色)과 (兒子) 밀티며 부마 되 됴롱(嘲弄) 보고,

연 대로여 변고 지저 왈, ”내 비록 신의(信義) 딕회여 그 후(厚待)고 가권

(家權)을 맛디나 그 불과 내의 슈(手下)라, 그 일이 이시매 올 말노 치니 맛당이

디 아니코 불슌(不順) (辭色)과 방(放恣) 언어로 날을 죠롱며  밀티니,

이 날을 어린 나로 업슈이 너기미라. 교만(驕慢)코 방(放恣)미 엇디 명현공쥬의 디리

오? 그 임의 내 신의 밀티니 내  아 티디 못랴?” (<소현성록>권9, 43-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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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보월빙>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위부인과 유부인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종통의 문제는 광천과 희천에게 달린 것이며, 조부인이나 그 딸 명아 등과

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더 큰 문제는 유부인에게 아들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폭력이 자행되는 순간에 이 사실은 망각되고, 분노는 어김없이 여성인물들을 향해 표

출된다. 물론 광천과 희천도 지속적이고 심각한 폭력에 시달리지만, 주변인물들 역시

비슷하거나 더욱 심각한 폭력에 노출된다. 위부인과 유부인, 경아 등은 조부인과 그

자녀들을 해치려 하는 과정에서 시녀들에게 독약을 먹이거나 매질을 하고, 개용단 등

의 요약을 시험하여 그들을 위험 상황에 빠뜨리기도 한다. 신묘랑 역시 계교를 시행

할 때 차환이나 노자 등을 이용하며, 심지어 아무 망설임 없이 죽이기도 한다. 성난화

도 양부인과 소염난을 죽이기 위해 계교를 실행하면서 유모와 시녀 등에게 요약을 먹

인다. 시녀나 차완 등은 인격을 부여받지 못한 채 사지로 내몰린다. 이렇듯 그들의 폭

력은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제삼자에게도 해악을 미친다.

문양공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문양공주는 정천흥의 박대로 괴로운 삶을 살면서

그 원인을 정천흥의 부인들에게서 찾는다. 그리하여 김귀비, 최상궁, 신묘랑 등과 더

불어 그들을 해하는 데 몰두하게 된다. 정천흥은 본래 풍류남아인 데다가 매력 또한

넘쳐서 계속적으로 여성들의 환심을 산다. 본인 또한 부인을 새로 맞이하는 데 주저

함이 없다. 문양공주는 자신에게만 냉대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정천흥에 대한 분노

를 정천흥과 인연을 맺는 여성들을 향해 분출한다. 공주의 폭력적 행위가 본격적인

양상을 띠게 되는 것은 사산(死産)을 하면서인데, 말하자면 문양공주는 정천흥에 대한

원망과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내의 다른 여성들을 향한

폭력으로 전이시키는 것이다. 문양공주는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윤부인의 소생, 경부

인의 소생 등에게까지 옮긴다. 특히 그가 경부인의 소생을 데려다가 머리를 잡아 벽

에 부딪히고, 몸을 떨며 폭언을 퍼붓는 장면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12)

한글장편소설에서 이와 같은 장면은 매우 자주 보인다. <완월회맹연>에서 어머니

소교완이 양자 정인성을 들여 계후자로 삼은 데 대한 분노로 며느리 이자염에게 폭력

을 휘두르거나, <임씨삼대록>에서 옥선군주가 남편 임창흥의 첫째 부인 설성염에 대

한 질투로 주위 인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 등이 그것이다. 심지어 옥선군주는

12) 년 쳑(大隻)과 삼원라도 유의 비상코 어엿븐 용화(容華)를 보, 마 코져 

이 나디 아닐 거시로, 공쥬의 극악 흉참미 사갈(蛇蝎)의 모질기와 일희의 오나오믈 겸하

여, 녀후(呂后)의 됴왕(趙王)을 딤살(鴆殺)며 쳑희(戚姬)를 인톄(人彘) 드던 대악 투심(妬心)

이 잇디라, 엇디 유죽이믈 리미 이시리오? 발연이 드리다라 유의 머리를 잡아 벽의

브이며, 만면이 프르러 며 왈, “요악년이 각 밧긔 삼겨 기다리디 아닛식은 퍼

디워 나의 근심을 삼고, 부의 슈고를 허비뇨? 현긔 등은 슈삼셰(數三歲)나 거시녀

환을 맛져 죽엿거니와, 이런 거시야 열힌들 못 죽이랴?“ 이리 니르며 죽이기를 급히 니, 

쳐음은 크게 우더니 나죵은 소를 못고 슘을 쉬디 못여 거의 딘디라. (<명주보월

빙>권42,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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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성염을 해칠 용도로 구한 칼을 시험해보기 위해 시녀 다섯 명을 찔러 죽인다. <임

씨삼대록>의 목지란 역시 종종 감당하지 못하는 분노 때문에 주위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화를 내기도 하는데,13) 이 역시 폭력이 전이되는 한 양상

이다. 여성 주체의 폭력은 그것이 시작되었던 최초의 목적과 인과적으로 연결되지 못

한 채 반복적으로 제삼자에게 분출된다.

<소현성록>에서 소현성, 소운성, 소운명 등 남성인물이 자녀, 하인, 부인을 향한 다

양한 폭력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 내용도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

력, 정신적 폭력으로 다양하다. 그런데 남성인물의 폭력은 대개 쉽게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여성인물의 경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14) 남성인물들의 분

노는 감정의 원인이 되는 대상을 향해 매우 정확하게 분출되며, 단번에 목적을 그 달

성한다. 따라서 그들의 폭력은 반복적으로 발생할지언정 각각의 폭력은 단발적이다.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에서는 유정경과 위지덕이 유연과 위연청을 향해

매우 반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다. 특기할 점은 이 폭력이 대상에게 예외없이 파괴적

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유정경이나 위지덕이 아들을 향해 집기를 던지고 매질을

가할 때, 유연과 위연청은 도망치거나 피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연이 아들 우성

을 향해 폭력을 휘두를 때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부친의 폭력을 그대로 받아낸다. 순

응적 태도로 일관하는 아들 앞에서 유정경과 유연, 위지덕 등은 연민이나 안타까움,

미안함을 느낀다. 따라서 이들에게서 해결되지 않은 분노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순간적인 분노는 폭력적 행위로 분출되어 즉각적으로 해결되기 때문

에 재생산되거나 전이될 필요가 없다.

(2) 자기파괴적 폭력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에서 유정경과 유연, 위지덕 등은 분노하기는 하

지만 그 감정이 해소되지 못해 감정을 키우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들은 화가

13) 졔인이 무심이 나셧다가 져마다 ‘고고’ 고 아들은 어머니 부르고 긔졀 듯 잣바

져 어즈러이 덤벙이니, 흉녜 셩을 여 시랑 흔 쥬먹으로 덤벙이 쇼(小兒)들을 막

 두다리니, 혹 눈퉁이도 마며 코도 마 피 쇼나고 도 마 우름이 진동나, 흉물

(凶物)을 두려 감히 말니리 업더니, 믄득 당 시녜 분장을 격여 니로, “앗가 츼여의 담

실어온 녀 어 잇뇨? 부인 분뷔 계셔 보고 시니 드러가.”  모든 냥낭이 일시

의 목시 닛그러 알외니 좌우 관환이 쳥상의 올니믈 명니, 냥낭이 지란을 쳥상의 올녀 현알

 녜 품니 부인이 일견의 놀나오믈 면치 못니 기여 니르리오. (<임씨삼대록>권

10, 23-25면)

14) 양부인이 교영을 살해한 경우는 예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양부인의 가내 지위와 관련

이 있다. 즉 양부인은 소씨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자 여가장이기 때문에 가문 내 다른 남성들

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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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면 망설임 없이 아들을 난타하기 때문에 감정이 축적되는 예는 잘 보이지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로 여성들의 폭력은 대상들에게 온전히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소현성록>의 여씨나 명현공주는 화부인과 형부인에게, <명주보월빙>의 위부인이나

유부인, 경아 등은 조부인과 그의 혈육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지만,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몸이 상하고 망가질지언정 ‘공포’를 느끼거나 ‘고통’에 괴로워하지는 않

기 때문이다. 폭력이 결국 힘을 행사고자 하는 의지의 표출임을 상기했을 때, 대상에

게 위협을 주지 못하는 이들의 폭력은 사실상 파괴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다.

<명주보월빙>에서 희천은 위부인이 시노를 시켜 매질을 가했을 때 머리가 깨어지

고 다리를 칼로 베는 듯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비명 한번 지르지 않고 굳게 참아낸다.

유씨가 자신을 향해 연갑을 던졌을 때도 조용히 한삼을 떼어 머리의 피를 닦을 뿐이

다. 정혜주는 유씨 모녀가 후원에 가두고 밥을 굶길 때에도 태연하다. 음식을 먹지 못

해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되도록 저항 한 번 하지 않는다. 윤명아 역시 문양공주의 계

교에 의해 추경지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조금도 놀라지 않는다. 양씨는 남편

정세흥에게 맞아 코에 피가 흐르는 순간에도 수건으로 피를 닦을 뿐 동요하지 않는

다. 이들이 신세를 한탄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

이 당하는 폭력에 비하면 매우 형식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고통 그 자체에 주목하지 않는다. 대신 스스로의 불민함에 대한 자책이나 사태

를 미리 막지 못한 후회를 할 뿐이다. 폭력이 수위를 더해갈수록 극심한 정신적․신

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폭력의 가해자인 위부인과 유부인이다.

작품의 초반부터 위․유 부인은 조부인과 그 소생들에 대한 분노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반복적인 계교로 조부인과 그 소생,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까지 해하려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축적된 분노와 억한 심정은 이

들의 신체를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15)

뉴시 기리 늣겨 왈,

“내 허다 심녁(心力)을 허비여 광텬 등 삼모(三母子)를 죽이고져 , 일

도 과 지 못고 곳곳이 나의 오나옴만 드러날 이니, 하날이 날을 돕지

아니시미 이러심줄 엇디 알니오.”

경역시 슬허 텬도(天道)를 원(怨)며 졈졈 칼이 날노 층가(層加)

여, 뉴시 희텬을 고요히 면 니를 가라 고칼노 지르고져 , 츄밀의 냥

공랑믄 졈졈 더으니, 이 거동을 본더옥 믜오믈 형상치 못나, 은악양

선(隱惡佯善)여 오나온 거오픔으화증(火症)이 날로 셩여 왼

15) 이들 역시 ‘신체화(somatization)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신체화 증상은 특히

분노와 우울 등의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성일․김중

술․신민섭․조병제, 앞의 논문, 2001; 김모아․이영호, 앞의 논문, 201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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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알픈 , 광텬 등을 죽이고져 마이 블 니여 일일은 츄밀이 맛

친우(親友)의 집의 나아가고, 댱공외가의셔 조공이 금능셔 와시므로 현(拜

見)코져 조부로 가시, 공홀노 셔의 잇다가 안드러와 뉴시긔 뵈오니,

부인이 바야흐로 공등을 죽이고져 마칼흘 픔은 스스로 억졔미

만신(滿身)이 번열(煩熱)여 찬물의 슈족(手足)을 으고 안목(眼目)이 벌거여

안더니, 공낫빌화히 고 소를 낫초아 긔운을 뭇온, 뉴시 블분시비

고 겻노혓던 옥연갑을 드러 공의 머리를 향여 더지고, 다라드러 엇게를 므러

히니 피 소나 옷못고 머리 여져 붉은 피 소나디라. (<명주보월빙>

권13, 41-45면).

유씨는 양 공자를 향한 분노에 몸을 떨고 눈물을 흘리며, 화증이 날로 심해져 찬

물에 몸을 담그지 않으면 안 될 지경에 이른다. 때마침 광천이 찾아오자 유씨는 또

옥연갑을 던지고 어깨를 물어뜯는다. 유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자결하

려는 뜻을 내비치기도 한다.16) 문양공주 역시 정천흥이 자신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

자 스스로의 몸에 상처를 내려한다. 경부인을 죽이고자 할 때에도 이를 성사시키지

못할까 근심하여 식음을 전폐하고 잠도 자지 못한다. 유부인은 유배지에서도 희천 형

제를 향한 분노와 살의에 시달린다.

� 뉴녜 믭고 분창쳬(瘡處) 더옥 알혀, 은 한(恨)이 가의 막혀 경

의 칼노 디르고 시브믈 으, 목 우힘줄은 벌덕이고 만신의 버러디용약

여 혈육을 라, 더옥 졍신이 아득여 소를 크게 디르고 것구러

디니, 원쉬 조모(祖母)의 통곡믈 보고 심호니 비황(悲惶)여 조모를 븟드러 위로

고, 일변 낭듕(囊中)의 약을 여 의 가라 뉴시 닙의 드리오며, 비록 피육간(皮

肉間)의 버러지를 다 잡아 업시치 못나, 것로난 버러지를 손으로 우희여 업시

고, 시녀를 명여 다른 방샤 두어쇄소(刷掃)라 고, 조모와 슉모의 창딜이

이도록 믈 당여, 황황(惶惶) 경참(驚慘)믈 견디 못니, 쇽졀 업시 흐르

눈믈이 옷젹셔, 젼젼 긔 등이 블효대죄(不孝大罪)를 디음 여 슬허 디언

졍, 위뉴 냥흉의 과악(過惡)을 각여 원한이 잇디 아니니, 딘짓 대효 군라.

(<명주보월빙>권70, 17-19면)

� 쇼의 구병(救病)효셩이 엇디 창후의 태부인 구완졍셩만 못리오

마, 뉴부인이 창쳐를 브며 날마다 가을 두다리며, 쇼죽기를 졀박히 원

고로, 텬디신기의 믜이 넉이미 심여, 쇼의약을 착실이 , 귀머근 거시 잠

16) 뉴시 분노(憤怒)를 니긔디 못여 태우를 향여 큰 목침을 더디고, 벽샹의 걸닌 슈건을 가

져 스로 결항(結項)코져 , 악악히 오, “광텬 패요괴로운 뎨슈와 디각 업현

로 모의여, 무디모야(無知暮夜)의 날을 죽이려 니, 하리 내 스로 결리라.” (<명

주보월빙>권47, 18-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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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나으며 각증(脚症)이 덜니나, 별증(別症)이 나 못 견, 삼촌 셜(舌)이 쇽

으로 잡아다졈졈 오고라드러 그으니, 말을 로 못아니라, 후

셜이 칼노 흐알프고, 흉복의 큰 돌흘 드리온 , 일만 창인(槍刃)이 시

며, 대쇼변이 슌히 통치 못여 즈린 오좀과 구린 믈이 거리니, 뉴녀

의 셩악므로도 말을 싀훤이 못고, 알프미 이 디경의 밋니, 비록 창질과 버

러디 시거시 나으나, 마 못 견형상을 엇디 측냥리오, 주야 고통

셜우믈 디 못여 쾌히 죽고져 , 후셜이 더 알히고로 통곡도 로

못디라. (<명주보월빙>권71, 60-62면)

인용문 �는 유씨가 죄악이 밝혀져 유배를 간 뒤 자신을 찾아온 광천을 보고 살의

를 느끼는 장면이다. 유씨는 귀가 멀고 몸에 창상이 일어 인간 이하의 형상으로 변한

뒤에도 광천을 보자마자 칼로 지르고 싶어 못견뎌한다. 그러다 창처가 더욱 아리고

가슴이 막히는 등의 고통을 겪다가 정신을 잃고 만다. 이때 유부인의 몸은 버러지로

뒤덮여 있었다. 인용문 �는 유씨가 광천의 간호를 받으면서도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 괴로워하는 장면이다. 혀가 오그라들어 말도 하지 못하고, 극심한 흉통

에 시달리며 대소변도 온전히 하지 못한다. 유씨는 “즈린 오좀과 구린 믈”이 넘어

오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설움으로 나날을 보내면서도 혀가 아파서 소리 내어 울지도

못한다. 허다한 심력과 재보를 쓰고도 한 가지 일도 뜻대로 이루지 못한 자신의 신세

를 깨닫고는 심장이 터질 듯한 독기가 차올라, “니를 응믈고 쇼의 관을 벗기 디르

며 쇠치로 ”시는 등의 공격적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17)

<소현성록>의 여성들이 보이는 행동 또한 주목해 볼 만하다. 남편의 부인을 들이

는 일로 분노하는 화씨는 벅차오르는 울분으로 지속적으로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몸

이 상하여 혼절하기에 이른다. 화씨의 막내딸인 소수아는 작품에 등장할 때부터 그

성품이 드세고 거친 것으로 그려지는데, 투기가 매우 심하여 마음에 차지 않는 일이

있으면 목을 매 자결을 하거나 칼로써 자결을 시도한다. 남편 정생이 창기와 더불어

지내자 열사흘을 굶기까지 한다. 특히 화씨나 소씨는 작품에서 악인이라고 볼 수 없

는 인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글장편소설이 여성의 폭력을 다루는 방식에 일관된

지점이 있음을 짐작케 한다. 요컨대 한글장편소설이 그리는 여성인물들의 폭력은 대

개 자기파괴적으로 변화하여 주체에게 되돌아가는 특징을 보인다. 여성들이 분노를

표출 할 때 자기파괴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외의 수단이 여성에

게 주어지지 않았던 현실의 반영이기도 하다.18) 그러나 작품 속 여성인물들의 자기파

17) <명주보월빙>권72, 16-18면.

18) 이를테면 <한중록>에서는 혜경훙 홍씨의 모친이 부친과 싸우고 며칠씩 “폐식(廢食)”을 하였다

는 내용이 나온다(혜경궁 홍씨, 정병설 주석, 앞의 책, 158면). 여기에서는 자기파괴적인 모습이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 것이지, 이와 같은 현실의 맥락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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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적 폭력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파괴력이 자기에게만 해당되지 않으며, 그 양상 또

한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폭력이 끔찍한 것은 폭력의 주체와 대상, 주변인 모두가 폭력의 부정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데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자신이 휘두르는 폭력에 압도당

하기 시작한 인물은 급기야는 폭력을 기계적으로 반복 재생산하는 데 이르게 되며,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명주보월빙>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유부인은 현아가 하부로 들어가는 것을 꺼린다. 멸문지화를 겪은 하부로 들어가 불

행한 삶을 살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를 눈치 챈 유부인의 조카 구몽숙은 현아를

차지하기 위해 간부 행세를 하고, 현아는 혼인 첫날부터 남편 하원광에게 음녀로 낙

인 찍혀 5년 동안 불화를 겪는다. 현아의 불행은 하원광과의 혼사를 되돌리고자했던

모친의 행위에 기인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비극으로 다가온다. 유부인은

현아를 향해 물리적 폭력을 자행하기도 한다.

뉴시 비록 친(親生) 녀(女兒)의 말이나, 졀졀이 긔를 낫 둘 곳이 업게 믈

드르니, 독노긔(怒氣) 댱(百丈)이나 놉흐니, 져의 그르믄 각지 못고, 쳘골

(徹骨)분한이 쳘쳘여 도로혀 각, ‘텬디(天地)간 친며 귀미 친모녀

이 미 업거, 이졔 내 팔긔박여 친녜 슈죄(數罪)기를 이러니, 블

초무상(不肖無狀)여 셔의(齟齬)미 이므 엇디 아라시리오.’

노분(怒忿)이 튱격니 브디블각(不知不覺)의 겻노힌 셔징(書鎭)을 드러 쇼져를

두어 번 난타니, 머리와 팔히 듕상여 두골이 터져 피 난만이 흐르고, 팔의 깁 

가죡이 버셔디고, 응디(應旨) 셜뷔(雪膚) 읏쳐져 피 급히 흐르니, 태흉이 놀

나 급히 쇼져의 팔을 잡고, 뉴시다려 왈,

“이 본시로브터 조시 모를 각별이 츄앙(推仰)고 졍의무궁여 어미

와 대상브동(大相不同)믈 현뷔 닉이 알거든, 엇디 금일 브졀 업시 난타여, 져의

톄위 존듕믈 모로고 갓 식이라 여 거죄 괴이기의 밋쳣뇨?” (<명주보월

빙>권47, 2-4면)

현아는 광천 형제를 향한 모친의 패악질이 계속되자 눈물을 흘리며 간언을 올린다.

그러자 유부인은 현아를 서진으로 내려친다. 현아의 간언은 “졀졀이 긔를 낫 둘 곳

이 업게” 만드는 옳은 말이었기 때문이다. 현아는 두골이 터지고 팔의 가죽이 벗겨질

지경이 된다. 당초 유부인이 현아의 삶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가졌던 대목을 생각하

면 이와 같은 변화는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유교아는 윤광천에게 반해 윤부로 들어온다. 그러나 그에게 박대를 받자 익봉잠이

라는 약을 먹인다. 유교아는 장사왕의 처가 된 후 전장에서 윤광천을 다시 만나 그를

죽이려하는 순간에도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혹 다시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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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도 한다. 위부인 역시 본인의 계교를 실현하기 가장이자 아들인 윤수에게 익봉잠

을 먹인다. 유부인은 자신의 조카 교아를 계교에 이용하는 데 거리낌이 없고, 문양공

주는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심에 자신의 소생을 최상궁 오라비의 소생과 바꾸

기도 한다. 성난화 역시 정세흥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해 양부인과 소염난을 해하려

계획할 때, 정세흥에게 익봉잠과 현혼단 등을 먹여 정신을 잃고 병들게 만든다. 여성

인물들의 폭력이 자신들의 친자녀나 사랑하는 인물을 향하게 되는 것은 매우 의미심

장하다. 사랑의 대상과 폭력의 대상이 뒤섞여 있는 기형적 정신적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이들에게 망설임이나 주저함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수준이라면 왜곡된 형태이긴 하지만 폭력은 이 여성들에게 있어 일정한

자기표현의 수단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는 위부인과 유부인이 윤부로 들

어오는 여자마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문양공주가 적인(嫡人)으로 이름 지은 것

은 다 해치려 한다고 한 서술자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들은 ‘언제

나’ 화가 나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한글장편소설에서 여

성 폭력은 과잉, 전이, 그리고 자기파괴적 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병증(病症)’의 형태

로 전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병증’은 개인이 육체적․정신적 차원에서 기능상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는 현상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일정하게 벗어난 경우를

의미한다.19) 병증은 그 자체로 혐오스럽거나 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이 유기체의

형태를 망가뜨릴 경우나, 악덕(惡德)이 그 병의 원인이 될 경우에는 추함의 영역과 가

까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은 경청할 만하다.20) 분노에 눈이 멀어서 남편, 시부는 물

론이고 황상과 같은 지존(至尊), 연약한 어린 아이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여성 주체

의 존재는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형상화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행위가

‘윤리적’인 불쾌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독자들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할 것이라 짐

작해볼 수 있다. 독자들이 느꼈을 불쾌감에 ‘윤리적’이라는 명명이 가능한 것은 여성

인물들의 폭력행위가 ‘그래서는 안 되는’ 대상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불쾌감에 윤리

적인 이유가 덧붙여지는 순간 그것은 ‘혐오’에 가까워진다.21)

여기에 더해 ‘병’이라는 것이 매우 사적이면서도 은밀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도 관심이 필요하다. 타인의 병증을 알게 되거나 관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적 영

19) 카를 로젠크란츠 식으로 말하면 ‘내적 기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카를 로

젠크란츠, 조경식 옮김, �추의 미학�, 나남, 2017 참조.

20) 위의 책, 328면.

21) 나카지마 요시미치(中島 義道) 역시 “불쾌감이 생리적 불쾌가 아닌 ‘윤리적 불쾌’라는 점을 인

정하면, 불쾌는 혐오와 가까워진다.”라고 하면서, 이때 주체가 느끼는 불쾌감에 대해 “왜냐하면

나의 신념 상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나카지마 요시미치, 김희은 옮김, �

차별 감정의 철학�, 바다출판사, 2018,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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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개입하는 행위이므로 ‘관음증적’이다. 특히 작품 속에서 여성인물들은 병식(病識)

이 전혀 없는 상태로 그려지는데, 이와 같은 시선의 불균형은 향유자로 하여금 우월

감을 느끼게 했을 것이다. 작품 속 여성 폭력 주체들은 심각한 병에 걸려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증을 앓고 있는 인물들로 재현된다.22)

그리고 이때 독자는 ‘정상적 인간’으로서 우월한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키게 되는 것이

다. 타자에 대한 부정과 혐오의 감정을 확인하는 독서 과정은 자아로 하여금 확신과

긍정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다.

요컨대 한글장편소설 속 여성 폭력 주체의 ‘병증’은 기형에 가까운 외형, 정상적인

범주를 벗어난 듯 보이는 정신 상태,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폭력성 등으로 특화된다.

이와 같은 요소는 독자들로 하여금 동질감보다는 이질감을 불러일으킬 터인데, 이질

감이 인간에게 공포와 혐오를 불러일으키면서도 매혹을 유발한다는 견해는 지속적으

로 제기되어 왔다.23) 광기에 가까운 분노나 불안 등이 불러일으키는 불편함이나 혐오

감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다.24) 한글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들이 보여

주는 ‘병증’으로서의 폭력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독자들을 유인하는 기제가 되었을

것이다.25)

이와 같은 폭력 주체의 형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한글장편소설이 폭력을 ‘병

에 걸린 여성’이라는 ‘개인’의 문제로 축소․은폐시키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문

22) 병식(病識, insight into disease)이란 병에 걸려있다는 자각을 말한다. 병식의 결여는 정신증의

중요한 진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23) 이질감, 타자성이 주는 불안과 매혹에 대한 논의로 줄리아 크레스테바(Julia Kristeva)가 말한

‘아브젝시옹(abjection)’을 언급할 수 있다. 크레스테바에 따르면 아브젝트가 되는 것은, “동일성

이나 체계와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 “한계나 장소나 규칙들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가 어중간하

고 모호한 혼합물” 등이며, “반역자, 거짓말쟁이, 양심을 속이는 일, 파렴치한 강간자”, “피고름

으로 엉겨 붙은 상처, 땀이나 썩은 것에서 나는 달콤하고 자극적인 냄새”, “고름과 오물과 배설

물” 등이 예가 된다. 이것들은 역겨운 느낌을 주면서도 마음을 부추기고 홀리는 기묘한 낯섦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이 바로 아브젝시옹이다(줄리아 크레스테바, 서민원 옮김, �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21-26면; 조셉 칠더즈․게리 헨치, 황종연 옮김, �현대 문학․문화

비평 용어사전�, 문학동네, 1999, 57면).

24) 아서 단토(Arthur Danto)에 의하면 “혐오, 비천함, 공포, 역겨움”은 그 자체로 미학적 범주가

될 수 있다(아서 단토, 김한영 옮김, �미를 욕보이다 : 미의 역사와 현대예술의 의미�, 바다출판

사, 2017, 116면).

25) 우리 문학사에서 성격적인 결함이나 정신적인 기형성이 미학적으로 취급되어 온 경우로 <변

강쇠가>의 강쇠나 <장끼전>의 장끼를 들 수 있다. 김종철은 이 두 인물은 모두 “뒤틀린 성격

의 소유자”로서 금기를 어기거나 말도 안 되는 견강부회로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죽게 되며,

이와 같은 인물 형상이 독자들로 하여금 기괴함을 경험하게 한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김종철,

변강쇠가와 기괴미 , �판소리의 정서와 미학�, 역사비평사, 1996; 김종철, <장끼전>과 뒤틀림

의 미학 , 같은 책). 한편 우리 문학사에서 ‘불편함’과 같은 미적 특질이 특정 시기에 일정한 경

향을 띠고 향유되었다는 논의 또한 이뤄진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환국, 19세기 문학의 ‘불

편함’에 대하여-그로테스크한 경향과 관련하여 , �한국문학연구� 36,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

소, 200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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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재현과 관련한 논의에서 자극적인 묘사가 관심을 끄는 것은 자극의 수준보다는

관점의 맥락에 그 까닭이 있다.26) 이와 같은 점을 유념했을 때,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에서 폭력적인 여성들의 모습을 ‘괴물’처럼 자극적인 형상으로 그려내는 점은 문

제로 생각된다. 이들은 서술자에 의해 ‘이리’, ‘독사’, ‘승냥이’ 등의 난폭한 짐승으로 호

명되기도 한다.27)

여성인물들이 괴물이나 짐승처럼 재현되고 명명될 때, 그 존재 이면에 존재하고 있

는 구조와 사회, 집단, 혹은 그들에 의한 소외와 배제 등의 문제는 자취를 감춘다. 이

를테면 위부인과 유부인의 욕망은 중층적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가 ‘계후(繼後)’의 문

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는 점, 또 다른 일부는 남편(아들)의 무관심에 연원을 두고 있

는 점 등은 작품 속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한다. 위부인과 유부인이 폭력적 행

위로 의사 표현을 일삼는 것은 본인의 욕망을 설명하거나 충족시킬 기회를 얻지 못하

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 문제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문양공주가 사

혼의 형태로 정부에 들어온 이후 오랜 시간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방치되었다는

점, 교아나 경아의 불행이 남편들의 무관심과 학대에 연원을 두고 있는 점도 마찬가

지다. 병적인 여성의 존재가 서사의 전면에 드러날수록 그들이 그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다. 대신해서, 한글장편소설의 서사는 분노와 화로

인해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듯한 여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그의 수위 높은

폭력을 장면전개로 보여준다.28) 이 과정에서 독자는 자연스럽게 그의 행동을 관찰하

게 될 터인데, 미치광이 가까운 모습은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기는 하지만 그의 고통

이나 분노에 공감하는 것은 차단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글장편소설은 여성의 폭력을

개인의 정신적 병증의 결과로 그려내면서 그것이 사회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일종의

상흔이나 부상의 결과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29)

26) 자극적인 묘사는 그것이 독자의 눈길을 끄는 만큼 소비적 재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어떤

현상에 대한 소비적인 재현이나 독법은 그 자체로 윤리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오늘

날 문학과 예술에서 ‘시선’과 ‘재현의 윤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인식의 결과인 것이다. 현재 한국문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련 논의들은 노태훈, 여성-

서사-재현의 ‘확대’와 ‘심화’―일련의 페미니즘 논쟁을 따라가며 , �문학과 사회 하이픈� 2018년

겨울호 참조.

27) 김현주 역시 한글장편소설에서 ‘악처’들이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김현주, ‘악처’의 독서심리적 근거 ,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그러

나 이때 ‘악처’를 집단심리가 만들어낸 ‘가상적 존재’로 보았다.

28) 정병설은 장면전개에 대해 이야기의 전개와 연관되는 내용과 제시되는 내용 그 자체가 관심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았다(정병설, 앞의 책, 1998, 120면). 본고에서는 바로 후자의 경우에 주

목한 것이다.

29) Christopher Scanlon와 John Adlam은 재귀적 폭력(reflexive violence)에 대해서 그것이 성격

이상으로 다루어진 점을 지적하고, 실은 사회적인 소속, 배제, 억압, 지배 과정에서 입는 부상으

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라 보았다(Christopher Scanlon and John Adlam,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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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점에서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는 여성 독자들에게 여성 혐오의 감정을

부추기면서 그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망각하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겠다.

한글장편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병증이 추하거나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그려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장편소설 인물들이 보이는 ‘토혈증’ 등에 주

목하여 인물들이 지니고 있는 분노나 신경증․강박증적 증상이 몸으로 발현되는 현상

에 주목한 연구들이 있었다.30) 이념에 대한 강박이나 증오와 불안이라는 심리의 강박

을 지닌 인물들이 육체의 지병을 지닌 것으로 그려지는 한글장편소설의 문법을 읽어

낸 것은 적실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해당 인물이 작품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대

해 병에 대한 묘사의 층위나 그것이 자아내는 의미가 다르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컨대 기왕의 논의에서 토혈(吐血)의 증상을 보이는 인물로 거론된 <유

효공선행록>의 유연, <보은기우록>의 위연청 등은 모두 부친의 폭력에 사정없이 당

하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폭력의 피해자로서 피를 토하는 등의 증상으로 심하게 앓는

다. 유연은 토혈 증상뿐만 아니라 소매 자락이 다 젖도록 눈물을 흘리고, 종일토록 누

워만 있는 등 우울증 및 대인기피증적 증상을 보인다. 폭력의 가해자인 여성인물들이

열이 나거나, 몸을 떨거나, 종기가 나는 등의 증상을 겪는 것과는 그 형상화의 방식이

판연히 다르다. <명주보월빙>에서도 희천 등이 토혈 증상을 보이는데 이것은 분노나

신경증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의 토혈 행위는 처절하거나 비통할지언정 혐

오스럽거나 더럽게 그려지지 않는다. 오히려 유연이나 위연청, 윤부인이 겪는 토혈증

은 현재의 상황이나 인물의 감정 상태가 폭력으로 인해 “손쓸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나쁜 것을 극단적으로 표현”31)하거나, 그들의 도덕적 고결함이 상대방으로 인해 얼마

나 피폐해졌는가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들의 병증을 관찰

하여 즐거움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오히려 동정이나 연민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

다. 병에 걸린 듯한 여성 폭력 주체의 모습만이 혐오, 부정, 유희의 대상으로 그려지

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바로 여성 독자들이 여성의 병증을

온전히 향유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문학과 예술이 오랜 시간 여성에 대

한 잘못된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을 유지시키는 수단이 되어

왔으며,32) 예술의 향유자로서 참여하기 위해 여성은 자신을 남성과 동일시하거나 여

성을 대상화해야 했다는 지적들은 지속되어 왔다.33) 여성주의적 독법이 ‘저항하는 독

30) 정혜경, 앞의 논문, 2012; 탁원정, 앞의 논문, 2016; 이지영, 앞의 논문, 2015 등.

31) 가라타니 고진, 박유하 옮김,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도서출판b, 2010, 151면.

32) 팸 모리스, 강희원 옮김, �문학과 페미니즘�, 문예출판사, 1997, 32면.

33) Judith Fetterley, The Resisting Reader, Indiana University Press, 1978; 아네트 쿤, 이형식

옮김, �이미지의 힘�, 동문선, 2001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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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resisting reader)’를 강조하면서 시작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인한다.

뿐만 아니라 ‘악녀’가 등장하는 ‘가정비극’ 유형의 소설이나 ‘엽기적인 사건’을 다룬 소

설은 근대에 이르기까지 부녀자들 최대의 읽을 거리였으며,34) 부녀자 살인사건을 다

룬 소설이나 TV프로그램, 영화 등은 오늘날 여성들에게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35)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한글장편소설 ‘독서 주체’의 젠더(gender)가 남성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논의가 여

성 독자들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경

우 독서 주체는 실제 세계와 서사를 구분해 인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특정 정체성을

지닌 독서 주체가 작품 속 비슷한 존재에게 동질감을 느껴야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억압일 수 있다.36) 다만 개별 독자의 독서 과정을 추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글장

편소설 속 폭력 서사가 여성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 속 여성의 피폐한 삶으로부터 일

정하게 거리를 유지하여 그것을 전유하게 하는 한편, 억압적 현실을 망각하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글장편소설이라는

매체는 결국 현실 세계의 폭력이 지닌 문제점을 축소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글장편소설에서 여성 폭력 주체들을 ‘병증’을 지닌 존재로 그려내고 그

것이 심화되는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보여주는 서사 전략을 취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전략은 독자로 하여금 폭력의 주체로부터 일정한 거리감을 획

득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 보았다. 여성 폭력 주체를 향한 ‘병증’의 시선은,

결국 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면서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은

폐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2) 훼손된 육체의 전면화

한글장편소설 속 여성 폭력 주체는 폭력을 기계적으로 재생산하며 과잉된 형태로

표출하는 한편 폭력을 ‘전이’시키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자극적인 묘사는 독

34)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푸른역사, 2003, 87면.

35) 록산 게이는 라이프타임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거의 모든 드라마와 영화에서 어떤 종류이건 여

성 대상 폭력이 소재로 나오며, 불필요할 정도로 자세히 묘사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리

고 남녀를 불문하고 시청자들이 이러한 폭력의 묘사와 표현을 열렬하게 소비하고 있음을 이야

기하였다(록산 게이, 노지양 옮김, �나쁜 페미니스트�, 사이행성, 2016, 33-35면).

36) 폭력을 경험한 여성이 폭력 서사나 폭력적 사건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보여야한다고 생

각하는 것은 ‘피해자다움’이라는 틀 속에서 여성의 경험과 사고를 지배하려고 하는 또 다른 억

압의 구조일 수 있다. 오늘날 ‘피해자다움’의 개념은 주로 성폭력 범죄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에 대해서는 최성호, �피해자다움이란 무엇인가�, 필로소픽, 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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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로 하여금 거부감과 매혹을 동시에 느끼도록 하며 독서를 유도하는 장치가 되었

을 것이다. 폭력적인 여성을 흥미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과정은 여성의 폭력이 실은

구조와 사회, 집단, 혹은 그들에 의한 소외와 배제 등의 문제와 연루되어 있음을 망각

하게 하는 일종의 전략이기도 했다.

그러나 폭력이 타인의 삶을 말살하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으나 스스로의 취약함을

드러내기도 하고,37) 결국에는 주체를 정신적․육체적으로 파멸시키는 길이 되기도 하

는 통찰을 담아낸 것은 폭력 서사의 의의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통찰이 현실세계

로 통합되지 못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도록 한 데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폭력의 피해자들에게서 당대 독자들은 무엇을 읽어냈을까? 왜 폭력에 사

정없이 당하는 피해자들의 모습은 한글장편소설에 빠짐없이 등장하게 된 것일까? 이

절에서는 작품 속 등장인물에게 부여된 역할의 성격과 비중에 따라 그 피해의 결과가

다르게 그려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여기에 반영된 시각과 그 기원에 대해 탐구해보고

자 한다.

폭력 서사에서는 폭력을 통해 심각하게 훼손된 육체가 거의 예외 없이 등장한다.

� 드여 시노로 더브러 가 부친을 볼 승샹이 을 보매 니 좌우로 야곰

결박야 크게 지저 오,

“네 이제 어 면목으로 날을 와 보며 아비 반고 인뉴의 셔리오.”

드 큰 매 야 산댱 삼십 낫 노코 을 잡아 후 난간 알 내여노코

졸을 여 호령니  매예 피육이 러[디고] 피 흘너나니 임의 오십 댱의

니러 뎜〃 뎜과 득 피 승샹의 오 리 가디록 고찰니 졔이

망극야 걸 공이 듯디 아니디라. (<소현성록>권7, 39면-41면)

� 인여 탄식믈 마지 아니니 공의 양션과 순이 다 감분여 가지로 슬

허더니 일삭이 넘지 못여서 교의 흰 보덥혀 드러오니 일대경여

므르니 난향이 소져의 츌화(黜禍) 보믈 고니 콩이 크게 분노하여 교열고 보

니 쇼졔 혼졀엿디라.(중략) 드듸여 쇼져의 댱흔을 보니 십여 장을 맛다 나

뉴혈이 치 아니코 피육이 러디라. (<유효공선행록>권2, 99-100면)

� 인이 연고무러 미로소 의 티화물 보고 가지로 통곡더니 한이 갓

37) 한글장편소설 속 인물의 폭력적인 면모가 그 취약함의 표출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길연도 지

적한 바 있다. 한길연은 <완월회맹연>의 폭력적 가부장 정인성의 형상이 실은 자신의 내면을

감추기 위한 방어벽을 공고화하기 위한 강박증적 제스쳐일 수 있다고 보았다(한길연, <완월회

맹연>의 정인광 : 폭력적 가부장의 “가면”과 그 “이면” , �고소설연구� 35, 한국고소설학회,

2013,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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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러 유익지 아니코 구미 급물 라 궤덥허 디고 뉴격등은 오건과 텰편을

슈습야 갓가 오물조차 쇼져 우소로 와 바로 방듕의 드리매 븟드러 누이고 보건

만신의 피 겨 닙은 옷시 졈 빗치 업고 뉵이 단졀여시니 참형 바드물 보

디아녀 알디라. 댱쳐보건둔육이 쇄삭여 흰 분이오 아졎시니

화편의 슐이 잇셔도 구길히 업디라. (<보은기우록>권7, 238-239면)

인용문 �는 <소현성록>에서 운성이 공주의 화를 피해 숨어 지내는 형씨를 몰래

보고 돌아온 일로 부친 소현성에게 매를 맞는 장면이다. 운성은 매 한 대에 살갗과

살집이 떨어질 지경이었고, 50대에 이르러서는 소현성의 옷까지 피에 젖을 정도였다.

인용문 �는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의 부인 정씨가 유연에게 매질을 당한 후 참혹

한 형상으로 변해 정부로 돌아간 상황을 보여준다. 정씨는 ‘흰 보’에 덮혔으나, 피가

흘러 낭자한 채로 집에 돌아온다. 인용문 �는 <보은기우록>에서 위연청이 마음대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었다는 이유로 부친에게 철편으로 맞는 장면이다. “만신의 피

겨” 옷의 색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둔육이 쇄삭여” 뼈가 다 드러날 정도였

다. 앞서 이봉명이 위지덕에게 맞는 위연청의 모습을 보았을 때도, 그는 “점이 편편

이 러지고 셩혈이 줄지어 흐르”고 있었다.38)

� 사 형뎨 즉시 드러와 모친긔 초후의 와시믈 고여 잠간 츼시믈 고니, 딘

부인이 다른 당샤로 옴고, 녜뷔 나와 하후의 를 닛그려 병소의 드러와 쇼져를

볼, 초휘 뎨의 덥흔 거열, 피 흐르던 얼골의 약을 븟쳐 가죡이 다 상

여 만면이 다 읏쳐디고, 운발노 목엿던 국이 쳥화(靑華) 며 살히 러져

시니, 비록 냥안을 디 아냐시나 조각 피덩이를 누여심 니, 초휘 이 거동

을 보고 통완믈 니긔디 못니, 뎨의 손을 잡고 일장을 실셩톄읍 왈,

“심의라! 뉴녜. 내 누의로 므원쉬 잇관이 치 쳔고의 업형벌을 더어 강

슈의 이려 던고. 이 딘짓 구쉬(仇讎)로다. (후략)” (<명주보월빙>권49, 60-61면)

� 귀비 경시의 용이 툐셰믈 보, 믜온 이 동(萌動)여 급히 햐슈

라 니, 최상궁이 텰여의(鐵如意)를 들고 니러셔며, 슈십 궁큰 를 들고 일시의

집장할 , 공녜복을 버셔 후리치고 나리다라, 경쇼져의 녹발을 플쳐 놉흔 기동

의 여 고, 졔녀를 디휘여 만신을 혜디 말고 두다릴 , 경쇼져의 옥골 셜뷔

경의 읏쳐져 혈광(血光)이 만신니, 장의 맛려 , 살긔 등등디

라. (중략) 셜파의 분뇌 녈여 임의 혼도니, 맛기를 만히 여 만면이 혈광이

되엿고, 옥골셜뷔 곳도 셩곳이 업디라. 귀비와 공그 강녈언를 더

옥 분노여, 급히 셔릇고져 어러이 두다리니, 임의 시신이 기동의 달녀시

니 되 망연고, 아자(俄者)의 염 미쇼졔러니, 경의 덩이 육괴(肉塊) 되

38) <보은기우록>권4, 1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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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니, 인심 잇그 참혹경상을 마 보디 못리니, 견로 여금 눈믈

나리믈 금치 못리러라. (<명주보월빙>) 권54, 16-19면)

인용문 �는 위부인과 유부인에게 난타당한 이후 처참하게 변해버린 하씨의 육체를

보여준다. 하씨는 만면이 다 으깨어지고 살점이 다 떨어진 채로 마치 “핏덩이”의 형

상으로 누워 아버지 하원광을 맞이한다. 인용문 �는 문양공주와 최상궁이 경부인을

죽이기 위해 그 머리를 풀어헤쳐 기둥에 매단 후 철여의로 난타하는 장면이다. 경부

인은 만면이 핏빛으로 물들었으며 옥골설부가 한 곳도 성한 곳이 없는 채로, 그저

“덩이 육괴(肉塊)”가 된 참혹한 형상으로 그려진다.

이처럼 폭력에 당한 인물들은 피가 낭자하고 뼈가 드러난 채로, 혹은 머리가 깨어

지거나 얼굴이 으깨어진 채로, 심한 경우에는 주검이나 육괴에 가까운 형상으로 서사

의 전면에 나타난다. 물론 서사가 그 참혹한 형상을 매번 직접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직접적인 위해작용 없이 정신적인 폭력을 가하는 경우에는 신체적인 훼손이 동반되지

않기도 한다. <보은기우록>에서 위지덕은 아들 위연청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지만 이

로써 어떤 신체적인 해도 입지 않는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우성은 아버지 유연에

게서 지속적으로 폭력적인 발언을 듣지만 신체상에 위해를 입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작품에 따라 육체에 대한 관심은 편차를 보인다. <명주보월빙>에서는 신체적 폭력의

결과로서 난자당한 육체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반면, <유효공선행록>에

서는 그 정도가 덜한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은 피를 토하는 토혈증

의 증상을 보인다. 요컨대 한글장편소설이 그리는 폭력은 육체와 무관한 차원으로 상

상되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겠다.

훼손된 육체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성적 폭력을 통한 신체의

훼손일 것이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여성은 종종 남성에 의해 성적 폭력을 당하고, 심한

경우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목격하는 간접적인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성

적 폭력은 대개 남성의 강압 속에서 신체적 폭력과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 여

성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 곳곳에 상처를 입는다.

말을 아니코 짐양시 상요의 닛그러 운우디졍(雲雨之情)을 , 이 쳔

만 가디로 밀막고 디어블공(至於不恭)말이 만흐, 태우의 구졍(九鼎)을 경(輕)히

넉이용녁(勇力)으로 만의 일을 당길히 업니, 그믈의 걸닌 되어 움이지

못고, 이 그 입을 막아 소를 못게 니, 의 경의 죽고져 나 촌쳘(寸

鐵)이 업디라. (중략) 태위 대로여 좌슈(左手)로 을 단단이 잡고, 우비(右臂)를

느르혀 양시를 닛글, 쇼졔 비록 분완통(憤惋痛駭)미 측냥 업나, 연연약질(軟

軟弱質)이 태우의 댱(壯猛)이 닛글믈 당여, 츄풍 낙엽 치 휘브드치여 것구러디

믈 면치 못니, 태위 그 상믈 념녀치 아니고, 가야이 븟드러 과 가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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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니(衾裏)의 나아가고져 디라. (<명주보월빙>권75, 35-37면)

<명주보월빙>에서 정천흥의 동생 정세흥은 부인 양씨 앞에서 창녀들을 희롱하고,

양씨의 시첩인 월앵을 겁간하며, 결국 양씨까지도 강제로 친압한다. 정세흥은 월앵의

몸을 힘으로 제압하고, 손으로 입을 막아 소리도 내지 못하게 한 뒤 겁간한다. 이를

아니꼽게 여긴 양씨가 몸을 피하려 하자, 한 손으로는 앵을 잡고 다른 손으로 양씨를

끌어당겨 강제로 관계하려고 한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우성 역시 아내 이씨 앞에

서 창녀와 희롱하다 결국 이씨와 강제로 관계를 맺는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양손의

피육(皮肉)이 다 떨어지고 머리칼이 뜯기는 등 몸을 움직이지도 못할 지경으로 난타

당한다. 이들에게 가해지는 성적 폭력의 양상은 독자로 하여금 이들의 몸이 얼마나

심하게 상처를 입게 되었을지 보여주고 또 상상하게 했을 것이다.

한글장편소설이 이와 같은 식으로 훼손된 육체를 상상하는 방식은 다른 장면에서도

확인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남성인물이나 여성인물들이 피화(避禍)의 목적으로

길을 떠나 방황하게 되는 도로유리 모티프를 들 수 있다. 특히 여성인물들은 가내에

벌어진 화란을 피하거나 늑혼의 위협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장을 한 채 떠돌게

된다. 밖으로 여행할 일이 많지 않았던 여성인물들에게 떠돎은 그 자체로도 큰 고난

이거니와, 도둑이나 치한 등의 수많은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위험상

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 서사는 여성의 바깥 체험이 약질의 몸으로 당해내

기에 얼마나 수고스러웠는지, 그 결과로 몸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등을 보여준다.39)

그간 크게 주목하지 않았지만 한글장편소설이 보이는 신체 훼손에 대한 관심은 생각

보다 뿌리 깊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훼손된 육체가 ‘혐오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

을 것이다.40) 예술이 구현하는 혐오는 ‘미(美)’를 생각하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한 것이

39) 윤쇼졔 현으로 더브러 오 냥 은를 가지고 금능으로 향코져 더니, 일긔(日氣) 엄한(嚴

寒)고 청슈약질(청수弱質)이 원노(遠路)의 득달길 업더러, 삼촌 금년이 동셔를 불분

거늘, 현이 하류쳥의(下類靑衣)나 어려셔브터 옥규심합(玉閨深閤)의 죵여시므로

빙슈옥골(氷水玉骨)이라. 노(奴主) 셔르 븟드러 을 담대히 먹고 즉시 암혈을 나 길흘

나아갈, 가히 그믈의 버셔난 고기오, 농듕(籠中)을 면봉황(鳳凰)이라. (<명주보월빙>

권5, 37면)

소졔 심니(心裏)의 더러이 넉여 답도 아니고, 빙폐 오기 젼의 나려 여 가마니 노듀(奴

主)의 일습 남의를 일워 건복(巾服)을 개착(改着)고, 시야의 댱 셔간을 이루어 경가온

너흐, 반야삼경의 벽난의 손을 닛그러 뒤쟝원을 인여 운졔를 빗기 셰오고 급급히 넘어가니,

쇼져셰지후(生世之後)의 대로상(大路上)을 쳐음으로 으니, 강졍도 갈 길히 업,

(중략) 현를 일야지간(一夜之間)의 실니(失離)니, 일긔(日氣)졈졈 극열(極烈)이오, 노슈

지리, 빙옥질(氷姿玉質)이 일(一生)을 호화듕(豪華中)의 댱(生長)여 괴롭고 슬프믈

아지 못다가, 벽난 일비(一婢)를 다리고 은를 발셥믈 각니, 냥자(糧資)와 반젼(盤纏)

은 엇지여 가며, 이의 어가 잇고? (<명주보월빙>권8, 40-49면)

40) 손택은 이에 대해서 “매혹적인 육체가 외부의 공격을 받는 광경을 보여주는 모든 이미지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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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거나, 예술이 아름다울 때 ‘미(美)’를 그 예술의 미학적 성질의 하나로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는 일련의 생각들이 존재해 왔다.41) 그렇다면 폭력 서사는

훼손된 인간의 신체와 정신을 보여줌으로써 온전하고 완전한 신체와 정신을 상기시키

고, 이를 통해 독자에게 만족감과 우월감을 주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42)

독서 대중들에게 공포스럽거나 선정적인 것에 대한 취향이 있고 훌륭한 문학작품

역시 이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논의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43) 의문이 드는 것은 과연

독자들이 긍정적인 인물의 신체적 훼손에도 즐거움을 느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

와 관련해서 폭력의 대상이 된 인물의 작품 내적 위상과 성격(character)에 따라 훼손

된 육체를 드러내는 방식에 일정한 차이가 포착되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 뎐샹 뎐해 대경야 보니 그 녀 옥  얼골의 흑운  머리 프러 

 덥고 근 냥안(兩眼)의 눈믈이 어여시며, 의샹(衣裳)의 뎜〃 피 드러 경

샹이 마 보디 못너라. (<소현성록> 권7, 72-73면)

� 이 쥬시의 졀믈 듯고 불승참괴(不勝慙愧)야 샤례고 니시의 샹

다 믈 놀나 각,

‘내 죵용이 유든 못엿거니와 엇지 그도록 샹엿던고.’

의심야 니 협실의 니니 쇼졔 심히 븟그리고 괴로오나 경부도리 맛당

이 누어 대졉아닌 고로, 강잉(强仍)야 덥흔 거헤치고 이러 안옥면

(玉面)의 녹발(綠髮)이 어즈러오니 아리다온 거동과 긔이광(光彩) 암실이

으니 이 암연이 넉일코 쇼연이 흠(欽愛)야 다만 샹쳐보니 과연 듕

(重)지라. 심하의 뉘우쳐 그 옥슈잡아 희로니고져 , 좌우다 샹여

피육이 뫼어져 셩곳이 업니 스로 각골육이 장치 못고 긔뷔 응디 

어느 정도 포르노그라피이다. 그렇지만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담은 이미지들도 매력적

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끔찍한 광경에 마음이 끌리는 현상에 대해서 주목한 바 있다(수전 손

택,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 이후, 2004, 144-145면).

41) 아서 단토, 김한영 옮김, 앞의 책, 119면. 카를 로젠크란츠 역시 ‘추’가 즐거움을 생산해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학의 경우로 ‘똥과 피의 문학’이 여기에 속한다고 하였다(카를 로젠크란

츠, 조경식 옮김, 앞의 책, 130면).

42) <영자의 전성시대>와 같은 대중서사 작품에서도 강간당하는 여성인물이나 성산업 종사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이들의 신체적 훼손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성산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독자들은 그들의 성(性)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라 짐작 가능하

다. 이와 관련해서는 김현주, �대중소설의 문화론적 접근�, 한국학술정보, 2005 참조.

43) 이와 같은 미적 특질을 ‘그로테스크’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필립 톱슨에 의하면 그로테

스크는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지나침과 과장, 비정상성 등을 특징으로 한다(필

립 톰슨, 김영무 옮김, �그로테스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27-39면). 볼프강 카이저는 그로

테스크에 불합리한 요소가 발산하는 우스꽝스러움뿐 아니라 불안하고 아득한 느낌에 의한 충

격도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볼프강 카이저, 이지혜 옮김, �미술과 문학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 아모르문디, 2019, 2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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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여 이러샹여시니 탄(自嘆) 왈,

“고인이 이른바 좋은 것이 더럽기를 수이 하고 지극히 귀한 것이 완전치 못하다

하니 정히 소저를 이름인저.” (<유효공선행록>권5, 284면)

인용문 �에서는 명현공주의 계교로 옥에 갇힌 형부인의 모습을 “옥  얼골”,

“근 냥안(兩眼)” 등의 서술로 표현하고 있다. 인용문 �에서는 유우성의 폭력으로

만신창이가 된 정부인의 모습을 “옥면(玉面)”과 “녹발(綠髮)”, “아리다온 거동”과 “긔

이광(光彩)”로 그려낸다. <명주보월빙>에서 문양공주에게 난타 당해 만면에 피

가 흐른 채 시신 같이 변해버린 경소저의 경우에는 훼손되기 전의 그의 육체가 얼마

나 아름다웠는지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폭력의 잔혹함이 서술된다.44) 유부인이 희천

을 향해 쇠꼬챙이를 찔렀을 때도 “도도히” 적혈이 솟아난다고 표현된다.45) 살집이 떨

어지고 옷이 찢어지고 머리가 깨어지긴 하지만, 이로 인해 깨끗한 피가 흩뿌려지거나

떨어지는 방식, 이를테면 ‘순혈(純血)’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그 훼손을 드러낸다. 작품

속에서 주역에 해당하는 인물들은 폭력을 통해 신체에 심각한 상처를 입기는 하지만,

오히려 서사의 전면에는 폭력 이후에도 훼손되지 않은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

난다.46) 이와 같은 묘사의 방식은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이들이 본래 지니고 있었던

아름다움이나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식의 소산이다. 폭력은 피해자의 몸을

훼손시킬지언정 아름다운 본질은 훼손시키지 못하므로, 몸의 훼손 또한 일시적인 것

으로 느껴지게 한다. 그렇다면 이들과 반대의 위치에 있는 인물들의 경우는 어떨까.

� 공일일이 복초(服招)를 바드십분 통(痛駭)지라. 죽이고져 시브참

고 요하(腰下)의 칼흘 혀 그 장가락을 버혀 낭듕(囊中)의 너흐며 후리쳐 누이고,

입의 을 누고, (중략) 후의 부인과 자녜 일시(一時)의 나와 보니, 만면(滿面)이 

빗치오, 손의 피 흘너시며, 방안이 후란여 성혈(腥血)이 님니고 물을 흘녀 악

취 코흘 거리니, 부인과 자녜 창황망극(蒼黃罔極)여 시녀로 상하(床下)의 을

쳐고, 리를 가라 누인, 휘 말을 못거, 부인과 녜 곡졀(曲折)을 삼 므른

, 휘 텬신(天神)의 말을 려 , 부뫼 듯고 급히 와보니 그 거동이 흉참(凶慘)

지라. (<명주보월빙>권3, 66면-권4, 1면)

� 공쳥듕(廳中)의 안독안(毒眼)을 브릅고 운영의 두발을 드러 손의 감

44) 경쇼져의 옥용화(玉容花態)와 빙아딜(氷姿雅質)이 의연이 셕년 윤․양 냥부인으로 등치

아니커늘, 쳥츈녹발의 힘힘히 독슈(毒手)를 닙어 치 러디고 옥이 바아디경계를 당여,

옥부방신(玉膚芳身)이 쇽졀 업시 유명(幽明)을 즈음친디라. (<명주보월빙>권54, 19면)

45) <명주보월빙>권72, 17면.

46) <현몽쌍룡기>에서는 옷이 조각조각 떨어지고 머리가 깨어지고 얼굴과 머리카락이 모두 엉겨

있긴 하지만, “츄파(秋波)의 옥뉘(玉淚) 일쳔 줄이나 흘넛거”이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눈동자

와 눈물을 강조하기도 했다(권1, 1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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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녀로 더브러 텰편을 드러 일신을 어러이 두다리며 디, (중략) 운영의

셜파의 독히 치기를 마디 아니니, 의 가죡이 읏쳐디고 셩혈(腥血)이 낭니,

운영이 본운남왕 일공쥬로 부귀(富貴) 듕(中) 댱(生長)여시니, 이런 독형을 견

여 보아시리오. 일신(一身)의 피 흐르고 얼골을 여 기의 니르러, 알프믈 니

긔디 못여 울며 걸여 잔명(殘命)을 라디라 나, 공일분 측은미 업셔

죽게 치니, 운영이 긔졀여 인를 모로디라. 공그제야 치기를 긋치고 손의 감

앗던 머리를 프러 노흐, 최녜 급급히 큰 삿휘말고 거리 바흐로 긴긴히 동혀,

군관 한튱을 블너 주, ‘먼니 바리거나 믈의 오거나 라’ 고, 금을 상니

한튱이 그 불의디(不義之事) 줄 알고, 급히 가디고 졔 집의 도라가 쳐다려 왈,

“이 쇽의 사이 이시니 딘심 구호(救護)여 오게 라.” (<명주보월빙>권54,

40-42면)

인용문 �는 정천흥이 윤부의 원수인 김후를 찾아가 철편으로 매질한 뒤 가운데 손

가락을 베고, 입에 똥을 누는 장면이다. 그는 피와 똥물이 뒤덮힌 채로 가족들에게 발

견된다. 인용문 �는 목운영이 문양공주의 궁으로 끌려와 철편에 맞고 얼굴을 쥐어뜯

겨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다. 심지어 이때 목운영은 제대로 옷도 갖춰 입지 못한

채 속옷 차림으로 끌려온다. 한편 <소현성록>에서 소운성과 놀아난 창기들은 명현공

주에게 코가 베이고 손발이 잘리는 형을 받는다. <보은기우록>에서 녹운은 전장에서

위연청을 만나 그 자리에서 참수효시를 당한다. <명주보월빙>에서 위방은 낯이 허물

어지고 머리가 깨진다. 이들은 작품 속에서 악인으로 규정되었거나, 악행을 전담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신체가 ‘변형’되거나 ‘절단’되며 ‘쥐어뜯기’거나, 심지어 ‘악취’

를 풍기기도 하는 것으로 그려진다.47) 비슷한 예는 다른 작품에서도 매우 손쉽게 찾

아볼 수 있다. <임씨삼대록>에서 폭력적 행위로 일관하던 옥선군주는 풍부인에게 잡

혀 똥을 찔끔거릴 정도로 몸을 다치고, 목지란을 죽인 대가로 시녀에게 두들겨 맞을

때에는 칼로 난자당하며, 얼굴이 상해 밭고랑처럼 되며 피부를 뜯기기도 한다.

이들의 신체가 이토록 잔인하게 ‘분해’․‘변이’되는 현상은 그들의 ‘죄’를 의식한 결

과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의 신체가 본래의 인간적 형태로부터 어느 정

도 멀어지는가는 곧 그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가를 의미하는 것이다.48) 따라서 이들의

47) <명주보월빙>서 양씨는 정세흥이 던진 요강에 맞아 온 몸이 변수로 젖지만, 그에게서 냄새

가 난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는다.

48) 유교사회에서 가장 잔혹한 형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의 형상을 아예 없애버리는 능지

형이었는데, 이와 같은 의식은 작품 속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이와 관련하여 티모시 브룩은 중

국에서 능지형이 가혹함의 등급에서 두 번째라고 하였다. 그는 1892년판 �옥력�의 부록 양률

십육조 의 기록을 근거로 최고형은 바로 희생자의 육체를 형체가 사라질 때까지 갈아서 소멸시

켜 버리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것은 현실법 체계에서는 불가능한 집행 사항이었지만, 이를 통해

서 중국인들이 최고의 형벌을 곧 육체의 ‘소멸’과 관련시켜 이해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

다는 점에서는 특기할 만하다(티모시 브룩 외, 박소현 옮김, 앞의 책, 2010, 43-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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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악이 만천하에 밝혀지고 그 대가로서 벌을 받는 결말부에서 신체의 해체와 훼손은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명주보월빙>에서 갖은 악사를 도모하고 실천했던 신

묘랑은 황상 앞에서 죄가 밝혀졌을 때 살을 깎고 불로 지지는 형을 받을 위기에 처하

고, 결국 머리를 베이고 수족(手足)을 이(離)하는 형벌을 받아 그 조각이 팔방구주로

흩어진다. 문양공주를 도왔던 최상궁 역시 쇠를 달궈 몸을 지지는 형벌을 받고, 유교

아는 머리와 수족이 잘려 길가에 내걸린다. 이들은 일종의 ‘천형(天刑)’을 받기도 하는

데, 위부인이 눈이 멀고 유부인은 귀머거리가 된다. 이들은 창질(瘡疾)과 함께 악취가

나는 병을 앓기도 한다. 광천이 유배지로 그들을 찾아갔을 때는 귀신의 몰골에, 만신

에 농즙과 버러지가 가득해 더럽고 추악하게 변해버린 것으로 그려진다. 절단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면 몸에 지울 수 없는 각인을 남기거나 극복 불가능한 방식으로 신체가

훼손되는 것이다. 우리 문학사에서도 이와 관련된 예를 찾아보기란 어렵지 않은데,

<콩쥐팥쥐>에서 계모가 젓갈이 된다거나, <변강쇠가>에서의 강쇠의 시체가 갈려 훼

손되는 것 등이다. <변강쇠가>에서 강쇠는 이른바 장승 동티의 결과로 온 몸에 부스

럼과 농창이 낭자하여, 피고름이 전신에 흐르고 냄새가 진동하는 것으로 그려지는

데,49) 이것은 금기를 어긴 데 대한 천형의 결과이다.

그러나 한글장편소설 속에서 이와 같은 훼손이 반드시 ‘악행’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

에서 문제적이다. <명주보월빙>에서 경아는 신묘랑를 시켜 남편 석준의 재실 오씨를

해할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오씨는 바위에서 떨어져 사지가 쇄분(碎粉)되기에 이른

다. 한편 성난화는 정세흥의 사랑을 받는 소염난에 대한 투기로, 그의 몸을 쇠로 지지

기까지 한다.

태위 보건놉흔 소남긔 쳥상녹의(靑裳綠衣)녀를 것고로 다라시며, 그

아금노의 슷블을 셩히 픠오고 넙은 편시(片心)을 무슈히 달화 일변 그 녀의

살흘 디디며, 식은 쇠를 곳쳐 달화 곳곳이 디디니, 닷곳마다 누린옥

고 기름이 줄디어 흐르니, 츈교쳘편을 드러 간간이 즛두다리니, 치 디나

곳마다 셩혈(腥血)이 님니(淋漓)고 피육이 읏쳐디나, 그 녀낫 벙어리와

목인 여 일셩을 개구치 아니코 맛기만 참혹히 니, 만일 목셕(木石)과 금쳘

(金鐵)이 아닌벅벅이 낫 시신이라. (중략) 급히 칼을 혀 들고 나리다라 

거그르며 신(身色)을 살피니, 털을 낫낫치 무주렷살조가시니, 피

곳곳이 엉긔여 두로 쳣고, 고은 낫치 기엿고 할쾨여 피 고랑고랑 흐르는,

슈건으로 입을 트러 막아시니 것로 독형(毒刑)의 알픔과 안흐로 호흡을 통치

못, 비분(悲憤)이 흉격(胸膈)의 막혀 되(生道) 망연(茫然)니, 쇽졀 업시

49) “작 놀나 옷을 입고 미음을 급히 고와 소금 타셔 너으며 왼몸을 만보니 이를 아득

물고 미음 들어갈 슈 업고 낭쟈부을 엄이 언의놈창야 피고름 독가 코 두를 슈

가 업다 병 일홈을 짓니 만가지가 넘나.” 신재효본 <변강쇠가>, 15면(김진영 외 편,

�실창판소리 사설집�, 박이정,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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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이 바아지고 치 러디미 쉬온디라. 의상(衣裳)이 살흘 가리오디 못

고 곳곳이 기름이 흘너시며, 옥골셜뷔(玉骨雪膚) 읏쳐디며 블의 디디여 형상이

참블인견(慘不忍見)이라. (<명주보월빙>권81, 26-29면)

소염난은 소나무에 거꾸로 매달린 채, 달궈진 편심에 몸이 지져지고, 이로써 몸에는

기름이 흘러 누린내가 진동한다. 여기에 더해 철편에 맞아 온몸에서 성혈이 솟아나고

피육이 으깨지기도 한다. 정천흥이 이 현장을 목격하고 소염난을 구출하여 보니, 털은

다 뽑히고, 살도 깎였으며, 입은 틀어 막힌 채였다. 소염난은 악행을 저지르거나 죄를

지은 인물이 아니며 시녀나 노복에 해당하는 인물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토록 참혹한 형상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가 작품 내에서 거의 인격이 주어지지 않

는 인물이라는 점과 관련이 깊다. 그녀는 작품 속에서 유의미한 행동이나 발언도 거

의 하지 않고 그저 정세흥이 흠모하는 ‘대상’으로서 존재하는데, 이와 같은 이유로 독

자들은 자연스럽게 거리감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인이 우연히 만

나 구하는 희주 역시 계모 위씨에게 “육장”이 될 지경으로 난자당하는 것으로 그려진

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우성의 아내 이부인이 참혹한 형상으로 그려진 것 역시

그가 작품 내 차지하는 위상이 미미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50)

신체가 가장 참혹한 형상으로 훼손되는 것은 하층에 속하거나 작품 속 역할이 미미

한 인물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소설 향유자로 하여금 ‘거리감’을 확보하게 하는 중요

한 기제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거리감은 독자들로 하여금 잔혹하고 끔찍한 장

면이 연속되는 폭력 서사에 몰입하게 만드는 한편, 폭력과 관련된 현실의 문제나, 구

조의 문제를 망각하게 한다. 현실 세계의 폭력을 다룰 때 피해의 수위와 양상을 지나

치게 강조하는 일이 여기에 개입된 다양한 문제를 은폐시킨다는 점은 반복적으로 논

의되고 있다. 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 외에 그것이 얼마나, 오래, 심하게 자행되었는

가 등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폭력의 경험을 비정상적이고 특수한 개인의 경험으로

치환시킬 뿐 아니라, 그 원인이나 맥락을 향한 관심을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51)

손택 역시 오늘날 사진 등의 매체를 통해 타인의 고통이 재현될 때, 관람자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그 자체가 주는 충격이나 불편함이 오히려 그 사진들

이 보여주지 않는 측면에 대해 간과하게 만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52)

자극적인 묘사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폭력의 대상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50)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긍정적인 여성인물의 신체 또한 ‘변형’이나 ‘분해’되는 현상이

확인된다는 점이다. <완월회맹연>에서 장성완이 스스로 귀를 자르고 얼굴 가죽을 벗겨 이목구

비를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된다. 이는 타인에 의한 훼손이 아니라 ‘자해’에 해당된다는 점에

서 그 층위가 다르다.

51) 김홍미리, 앞의 논문, 27면.

52) 수전 손택 지음, 이재원 옮김, 앞의 책, 3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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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장편소설의 서사 전략은 참혹하게 변해버린 등장인물들의 신체가 사실은 부당하

게 가해진 폭력의 결과라는 점을, 그 폭력이라는 것이 개인의 성격이나 악덕에 기원

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조와 사회에 의해 강요되거나 조장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독

자들로 하여금 상상하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글장편소설은 폭력의 파

괴력과 이에 따른 참상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면서, 폭력의 근원을 은폐하는 데

기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웃음과 화합을 통한 불행의 망각

지금까지 폭력 서사가 형상화하는 주체와 대상의 모습에 주목하여 향유자들이 여기

에서 무엇을 읽어냈을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장에서는 폭력 서사를 작품 내적

으로 재담론화하는 방식과 결말의 구조가 불러일으켰을 향유자들의 정서적 반응에 대

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1) 농담을 통한 재담론화

작품 속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인물들은 그 참혹함에 놀라기

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지만 쉽게 개입하지 못하며, 개입을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하다

고 여긴다. 주변인물들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폭력 사태를 관망하는 현상은, 폭력이라

는 문제적인 상황이 타인에게 주는 위협과 공포의 측면을 반영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서는 작품에서 직접 그 이유가 설명되기도 한다. 특기할 만한 부분은

제삼자의 입장에서 과거 폭력 사건을 재담론화하는 인물들의 태도이다.

� 셕패 역쇼 왈,

“낭군의게 돗 쳡이 다토록 아니 잇더냐.”

이 쇼왈,

“쳥 오챵은 이 명기라 엇디 인뎨(人彘)리오.” (<소현성록>권9, 39면)

� 평쟝이 우쇼 왈,

“다 니 아디 못거니와 소병부 쳥 오챵이 어 가니잇고.”

샹셰 응셩 답왈,

“쳥 기녀 임의 귀향얀디 오라거니와 명공의 긔롱시미 가티 아니토소이

다.” (<소현성록>권9,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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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 �는 <소현성록>에서 석파가 소운성에게 농담을 건네는 장면이다. 석파가

말한 ‘돼지 첩’이라 함은 운성과 희롱했다는 이유로 명현공주에게 코와 귀가 베여 인

체(人彘)가 된 창기들을 가리킨다. 인용문 �는 운현이 운성에게 농담을 건네는 장면

인데, 이때 언급한 ‘소병부의 다섯 창기’ 역시 명현공주에게 벌을 받아 인체가 된 창

기들을 말한다. 명현공주가 소운성에게 먼저 반한 뒤 황상의 힘을 얻어 소부로 들어

오게 된 후 심각한 박대를 받았다는 점, 이에 대해 가부장과 양부인 등의 거듭된 설

득에도 불구하고 운성은 끝내 명현공주와 하룻밤도 보내지 않고 그를 사지로 내몰았

다는 점을 상기하면, 명현공주가 다섯 창기를 인체로 만들어버린 사건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는 장면은 끔찍하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인체(人彘)를 만드는 형벌은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귀를 자르는 매우 잔혹한 처형 방식이다. 이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는 행

위가 가학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공이 현의 말을 듯고 다시 무러 왈,

“말은 다 올커니와 엇디 난의 혀 혀 혹형을 뇨.”

평쟝이 이에 말이 막히니 공이 즐왈,

“네 비록 리의 들 두디 아냐시나 말이 혐핍니 현인의 몰나 듯고 언

미 죄 크나 존당 시인이라 엇디 품미 업시 쳐살리오 방 일관은 도망티 못

리라.”

드여 삼십 댱을 텨 내티니 평쟝이 알프 고 다시 올나 시좌니 졔이 눈

주며 웃더라. (<소현성록>권12, 28면)

한편 평장 운현이 시녀 난의를 죽인 일로 부친에게 매를 맞자 모든 형제들은 이를

보며 웃는다. 운현은 자신의 일을 화부인에게 함부로 고했다는 명목으로 난의를 백

대나 치고 죽은 난의의 혀를 잘라버리는 가혹한 형벌을 내렸는데, 소현성이 방자하게

여겨 장을 친 것이다. 참혹한 형상으로 죽어간 난의나 이 일로 가부장에게 혹한 매질

을 받았던 운현을 생각해보면 형제들이 웃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소현성록>에서 폭력적인 사건을 언급하면서 농담을 주고받거나, 폭력이

벌어지는 장면에서 ‘웃는’ 주변인물들의 모습은 자주 보인다.53)

어시의 니시 원억(冤抑) 벗고 구고(舅姑) 툥(寵愛) 다시 니브나, 운명이

댱(杖責)이 듕(重)여 유병(有病)믈 블평(不平)야 더니 이 오라디 아냐

향차(向差)여 부친 쳥죄(請罪)니 승샹이 다시 일댱을 대(大責)고 그 죄

53) 선행연구에서는 <소현성록>에 나타난 농담이 “경쟁, 폭로, 격하”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고 보았다(이주영, <소현성록>의 농담 기제와 그 의미 , �개신어문연구� 32, 개신어문학회,

2010). 여기에서는 특히 폭력 사건에 대한 농담에 주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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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샤매, 이 심듕(心中)의 감격(感激)야 믈러 모친 뵈니, 부인이 눈믈 려 승

샹의 믈 며 가의 불명(不明)을 뉘웃더라 이 님시 보니 님시 향차

(向差)믈 티하(致賀)고 니셕 이패 다라 됴희며 우어 왈,

“낭군아 우리 말 고디 듯디 아니터니 엇더뇨?”

이 참안(慙顔) 브답(不答)이라 셕패 왈,

“낭군은 부인을 곤(困)히 시나 니시 낭군의 유병(有病)믈 려야 블안

시니 실로 녀랏 거시 고이디라. 비록 녀라도 내 면 엇디 일회나 념녜

도라가리오? 병이 듕(重)타면 더옥 깃브리로다.”

이 쇼 왈,

“셰샹의 조모 쟤  업리니 모딘 싀회니라.”

셕패 쇼왈,

“나 싀회라도 칼 들고 식 죽이려 드디 아니리라.”

이 쇼이 브답이라. (<소현성록> 12권, 43-44면)

<소현성록>에서 소운명은 정씨의 계교에 빠져 아내 이옥주를 오해하고 폭력적으로

행동한다. 이 일에 대해 알게 된 소현성은 운명을 매질하고, 운명은 한참을 앓는다.

인용문 �는 운명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들은 석파가 찾아가 농담을 건네는 부분이

다. 이파와 석파는 함께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씨를 일방적으로 학대한 것을 조

롱하며 비웃는다. 운명이 소현성에게 매를 맞자 폭력의 피해자인 이씨가 도리어 불편

해 했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도 덧붙인다. 그러자 운명은 석파에게 ‘모진

승냥이와 호랑이’ 같다며 원망을 드러낸다. 이때에도 석파는 자신이 아무리 모질어도

‘칼을 들고 자식을 죽이려 들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운명이 이씨와 그 자녀들에게 행

한 패악질을 언급한다. 석파가 운명이 지난날 이옥주에게 얼마나 가혹했는가를 직접

거론하면서 운명을 조롱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보면, 석파의 농담은 폭력을 가하는 남

성인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작용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석파는 작품 속에서 가장 생기 넘치는 인물에 속하

며 발언이나 행동에 있어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인다.54) 석파는 소부의 남성

인물들을 향해 농담을 던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여성이다. 석파가 여성이고, 서모이

며, 자녀를 낳지 못한, 소부에서는 중심보다는 바깥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은 그의

행동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도록 만든다. 특히 운성에게 소영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장면 등을 떠올리면,55) 석파가 소부 내에서 지니는 위상이나 서사

54) 석파의 인물 형상에 대해서는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

전연구학회, 2005 참조.

55) 석파가 운성에게 소영을 박대하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운성은 아무 곳에

도 쓸데없는 소영을 자신이 구제하여 팔자를 좋게 해주려 한 것인데 감사함을 모른다며 반발한

다. 그러자 석파는 그런 말은 삼척동자라도 곧이듣지 않을 것이라며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며



- 169 -

전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석파가 반복적으로 농담을 건네는 행위는 그가 폭력 사태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던 관찰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장면을 읽는 또 다른 관찰자

인 독자가 석파의 농담에 함께 웃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점

에 주목해서 석파의 농담을 다시 보면, 그의 발화를 통해 남성인물들의 지난 과오가

회자되고 이를 통해 작품이 비판적 시각을 확보하고 있는 지점은 미미하다고 생각된

다. 오히려 석파의 농담을 통해 폭력 사태가 심각한 수준으로 담론화되는 것은 차단

되고 사건이 일정하게 마무리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석파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남성인물들의 결함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기대고 있다.56) 석파의 발언을 통해

터져 나오는 웃음은 등장인물들에 대한 적대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동일시의 과정

에 가까워 보이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57)

운셩이 그 손을 잡고 을 어져 우어 왈,

“오뎨 진실노 약 남라 대댱부 내 알피 어둡고 뎨 올딘 그대록 구〃

랴 부인이 용납디 아니나 규방의 약 뎨골이 군 결우더냐 네 후 말을 졍

다히야 네의 그믄 스로 그라 야 녀 션복게 고 의리로 것딜러 닐오

 니샹셔 녕위 봉안고 니시의 걸식을 게 너겨 쥬림옥누 리고 봉관지녈의

두어 후니 비록 일시의 굿기나 은혜 듕 나 원젹으믈 수죄야 이럿틋 

라 니부인이 비록 말이 깁고 우인이 견강나 연 이말은 답야 입을 열리라.”

셜파의 모 형뎨 대쇼니 이  웃고 믈러오니 이 화부인이 니시 블러

샤례 왈,

“내 블명야 현부 곤케니 이제 뉘웃나 밋디 못디라. (후략).”

(<소현성록>권12, 46-47면)

<소현성록>이 폭력 사건을 재담론화하는 방식은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소운명은 병이 다 나은 후, 이옥주와 화해하려고 해보지만 이씨는 쉽게 마음

비난한다(<소현성록>권14, 89-92면).

56) 이와 관련하여 블라지미르 쁘로쁘는 “조롱당하고 있는 결함이 비도덕성의 성격을 띠지 않으며

혐오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때에만 웃음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

고 있는 사람의 결점이 타인의 사랑과 호감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이야기 한 바 있다(블

라지미르 쁘로쁘, 정막래 옮김, �희극성과 웃음�, 나남, 2010, 219-230면).

57) 이와 관련해서 존 버거는 여성의 농담은 “농담에 대한 그녀의 태도와, 농담 잘하는 여성으로

서 그녀 자신이 타인들로부터 어떻게 대접받기를 바라는가에 대한 표지가 된다. 단지 남자만이

그 재밌는 짓거리로 농담 그 자체를 즐길 수 있다.”라고 한 바 있다(존 버거, 최민 옮김, �다른

방식으로 보기�, 열화당, 2012, 55-56면). 이와 같은 견해는 석파의 농담이 남성을 향해 비판적

으로 작용하는 측면보다 본인의 지위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장치일 수 있는 점에 대해 생각하

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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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열지 않는다. 이에 대해 운명이 고민하자, 소운성은 ‘대장부’ 운운하며 운명이 부인

앞에서 구구하게 굴었다면서 나약함을 비웃는다. 어찌 규방의 아녀자와 ‘겨루기’를 하

겠냐는 것이다. 소운성의 발화는 이옥주가 겪은 고초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여기에는 여성을 폭력적으로 다루어도 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실제로 그의 삶

은 소영과 명현공주, 형부인 등 주변 여성인물의 삶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과정이기

도 했다. 운성이 말을 마치자 모든 형제가 크게 웃고 운명도 함께 웃었다고 되어 있

는데, 이는 이옥주가 당한 그간의 고초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생각

된다.

<소현성록>의 이와 같은 지점이 문제인 까닭은 다른 부분에서도 타인의 고통에 무

감각한 인물들의 폭력이 확인된다는 데 있다. 소현성과 의남매를 맺은 윤부인의 남편

유생은 첩을 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 남자들에게 비웃음을 산다.

한이 션 텨 대쇼왈,

“과연 혹미 심타 내의 부인이 뫼 구여 윤부인긔 리디 아니 내 화월

총관이 되여시니 네의 오졸(烏拙)미 가 아니가.” (<소현성록>권4, 23면)

특히 소부인의 남편인 한생은 이에 대해서 “오졸(烏拙)”하다고까지 표현하며, 소부

인을 찾아가 유생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다. 유생이 윤부인의 재주와 용모를 비천하

다고 여기며, 이로써 곧 첩을 얻을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 대화를 엿들은 윤부인은

유생이 자신을 천하게 여긴다고 생각해 토혈을 하는 등 심각한 신체적인 고통을 겪게

된다. 유생과 다투면서 이것이 한생의 희작임을 알게 된 윤씨가 한생을 찾아가 따지

는데, 한생은 웃기만 한다.

 시녀로 외당의 가 참졍을 쳥니 드러왓거  이에 졍고 닐오,

“그 언에 젹으니 이런  간셥디 아닐 배어니와 드른 배 이실 연고로 믓니

뉘 이런 간언을 뇨.”

드여 윤시의 말을 다 니니 참졍이 텽파의 웃고 왈,

“대단티 아닌 말이니 뉴형이 구여 변(辨白)리오? 이 불과 아 사이

일시 흥(興)으로 우랴 미오.”

현 고디 드러 쵹노시미니 피 서 웃고 파 름이로소이다. (<소현성

록>권4, 34면)

한생은 여전히 웃으면서 “대단티 아닌 말”이라면서 그저 한번 웃고 말면 될 일이라

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자 유생이 나서서 이 일로 윤씨가 피를 토하는 지경

에까지 이르렀으니, 한 때의 희롱으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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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하지만, 이 일은 한생과 월영이 양부인에게 꾸짖음을 듣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소운명이 임씨와 혼인을 한 후에도 운명은 임씨의 추모 때문에 그를 멀리하고 창기

들을 불러 모아 방탕하게 즐긴다. 그런데 이때 여러 형제들은 운명을 가련하게 여기

고, 함께 머물며 그 마음을 위로한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가듕이  님시 만난

 됴(嘲諧)고 심쳔을 바드며”58) 비웃었다는 서술은, 소부 사람들이 타인의 고

통에 얼마나 무감각한가를 여실하게 보여준다. 심지어 소부인은 임씨 앞에 직접 창기

를 불러 외모를 품평하게 하는 등 임씨의 현숙함을 시험한다는 핑계로 그에게 매우

폭력적으로 행동한다. 임씨가 현명하게 대처하자 소부인 역시 웃으며 장난을 그친다.

이렇듯 <소현성록>에서는 폭력의 순간들이 웃음과 뒤섞여 연출되면서 그 문제적 성

격을 반감시키거나 무화시킨다.

<소현성록>에서는 폭력을 가부장의 ‘제가(齊家)’의 수단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폭력의 문제적 성격에 대한 자각이 부족한 편이다. 작품 속에서 폭력은 가내

의 여러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으로 그려지며, 서술자는 이 점에 대해 지

속적으로 지지를 표한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형상화되는 모든 폭력 사건이 농담으로

재담론화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소현성록>에서 양부인이 실절한 교영을 죽음으로

내몬 사건은 매우 문제적인 형상으로 인물들의 입을 통해 회자되고, 형부인은 자신을

오해해 심하게 내친 소운성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작품 속에서

폭력 사건이 농담의 어조로 재담론화되는 경우는 폭력의 피해자가 악한 인물인 경우

또는, 역할이 미미하거나 계급이 낮은 인물인 경우가 많다.

한편 <유효공선행록>에서는 인물들의 폭력이 참혹한 수준으로 그려지고 이를 대하

는 주변인물들의 반응 또한 진지하다. 정씨와 우성을 향한 노골적인 혐오를 드러내는

데 주저함이 없던 유연은 우성을 향해 끝없는 막말을 퍼붓고, 이 때문에 부친 유정경

에게 다시금 매질을 당하기도 한다. 작품 속에서 폭력은 끊이지 않는다. 그런데 작품

의 말미에 이르러 주씨는 유연이 유우성을 보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비웃는

다.

쥬시 웃고 왈,

“샹공이 샹셔를 증념지(憎念之子) 되리라 더시니, 이졔 두굿기시문 엇지뇨?”

승샹이 쇼왈,

“만닐 그 거조야 다리지 아닌우셩이 엇지 오날이 이시리오.”

홍이 연고무러 알고 우셔 왈,

“질(姪兒)의 활달미 형댱(兄長)의 열곳 아니러면 진실노 졔어키 어렵

다. 〃만 그런 셩픔이 〃졔 엇지 이도록 변엿요? 사으로 여금 아지 못

58) 권9, 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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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다.” (<유효공선행록>권12, 441면)

전일에는 우성을 보며 증오하더니 이제는 즐거워하느냐는 주씨의 물음은 비약적으

로 변한 유연의 태도를 향한 비판적 발언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씨가 유연 부자의 참혹했던 과거에 대해 웃으며 대화를 건네는 장면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특히 우성을 향한 유연의 분노의 원인이 우성에게만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유연의 폭력에 당한 우성이 본인의 삶은 물론이고 부인 이부인의 삶까지 처참하

게 망가뜨렸다는 점 등을 상기하면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이때 유연은 자신이 그를

다스리지 않았다면 우성의 오늘날이 없었을 것이라며 매우 당당하고도 태연하다. 주

씨의 발언은 유연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기보다 작품을 웃음과 이를 통한 이완의 국

면으로 진입시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우성과 이부인의 이야기는 <유씨삼대록>에서도 되풀이된다. 유우성은 자신과 함

께 이부인를 농락하고 함부로 군 죄로 쫓겨났던 창기들이 찾아오자 매몰차게 거절한

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강상서는 일부러 두 여인과 유우성을 함께 자신의 집

에 가두고 밤을 새우게 한다.

아침에 방에 들어간 강상서의 부인은 유우성이 두 여인을 앉은 채로 밤을 지새우게

한 것을 알고 ‘매몰차다’고 말한다. “셜난당의셔 니부인을 물니치고 이챵으로 화락

시던 졍이 엇디 셔 변”였냐는 것이었다.59) 이 말을 들은 유우성은 어찌 사람의

단점을 면전에서 들추느냐며 웃으며 대꾸한다. 강상서 부인의 발언은 지난 날 이부인

을 물리치고 두 여인과 작패를 일삼던 유우성의 문제적 행동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지

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번 웃고 말 수준의 것일 뿐이었다. 특히 강상서가 일부러 세

사람을 가두도록 부인에게 시키고 밤을 새우게 한 점을 감안했을 때, 강상서 부부는

이소저의 처절했던 삶이나 비참한 과거에 대해서는 크게 유념하지 않는 듯 보인다.

유우성 역시 이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웃으며 답할 수 있었다.

한편 앞서 경사로 돌아온 유우성은 두 창기를 다시 만난 일을 이부인에게 말하기도

한다. 옛일을 생각하여 거절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생각하니 ‘너무 박절하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다시 츄심(推心)여 녯 인연(因緣)을 닛고 수 잉쳡(媵妾)을 추고져”60)

한다고 말한다. 이 발언은 서술자에 의해 ‘희언’으로 정의되고 있기도 한바, 이는 분명

히 유우성이 부인에게 농담을 건넨 것이다. 유우성이 두 창기와 함께 이부인 앞에서

벌인 광패한 행동이 과연 농담으로 발화될 수준인가에 대해서 서술자는 진지하게 고

려하지 않는다. 유우성은 농담을 던지고, 서술자는 동조할 뿐이다. 이들은 농담을 통

해 과거 사건이 지닌 심각성을 반감시키고 있는 것이다.

59) <유씨삼대록>권1, 25면.

60) <유씨삼대록>권1, 16-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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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보월빙>에서 광천과 희천은 위부인 등이 반복적으로 시키는 천역에 시달리는

데, 이를 본 석준과 정천흥이 그 장면에 대해 장인인 윤공 앞에서 대화를 나눈다. 그

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특히 석학사는 “비록 영웅쥰걸이 되려 브러 짐즛

그리지라도” 짐이 무거워 보였다며 농담조로 말을 건넨다.61) 그러자 정천흥 역시

웃으면서 그 참혹한 형상을 술회한다.

한글장편소설에서 등장인물들이 웃는 설정은 반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모든 웃

음이 진정한 웃음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는 없다. 한글장편소설 속 ‘웃음’은 일종의

수사법이라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폭력의 순간을 목도하는 때나 그것을 떠

올릴 때에도 무분별하게 수사적 의미로 웃음이 사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폭력의 심

각성을 깨닫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인물의 실행(失行)이나 과오가 ‘농담’의 수준으로

담론화되는 것은 당사자나 관찰자로 하여금 그 심각성을 망각하게 하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62) 엄밀히 말해 폭력 사건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로 폭력의 재

생산이며, 따라서 그것은 피해의 재생산이기도 하다.63)

요컨대 한글장편소설의 등장인물들은 지난 사건에 대해 웃으며 회고하거나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여기에 연루된 현실의 문제를 축소시키거나 은폐한다. 독자들은 작품

속 대화의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웃음’을 통해 과거의 잔혹했던 폭력 사건에 대해

일종의 망각을 경험했을 것이라 짐작 가능하다.

2) 행복한 결말에 대한 암시

지금까지 폭력에 관련한 내용들이 작품 속에서 ‘농담’이나 ‘희언’의 수준으로 재담론

화되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는 폭력의 당사자가 아니라 관찰자, 방관자에 가까

웠던 제삼자들의 발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았다. 물론

61) 셕쇼왈, “챵은 광텬 등의 싀초(柴草) 지고 단니양을 아니보앗냐? 비록 영웅쥰걸이

되려 브러 짐즛 그리지라도 과연 듕난(重難)여 뵈더라.” 뎡태위 미쇼왈, “싀초 지고 단닐

젹은 보지 아녀시나 극열우듕(極熱驟雨中) 강외(江外)의 미곡 지고 오다가, 길 츼운다 하고

하리를 밀치고 닷거, 우리광텬인 줄 아지 못고 가엄(家嚴)이 잡으라 보시니, 하리 

오인을 난타고 옷발발이 졋거, 보앗노라.” (<명주보월빙> 권9, 50-51면)

62) 김문희 역시 한글장편소설 속 여성들의 유머 담화에 대해서 “대상에 대해 날카롭게 펀치를 날

리는 것이 아니라 당위적 규범과 가치를 부드럽게 가격하기 때문에 화자와 좌중, 그리고 격하

대상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의 전복성이 완전하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다(김문희, 고전장편소설 속 여성들의 유머 담화와 웃음의 성격 , �여성문학연구� 41, 한국

여성문학학회, 2017, 204면).

63)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서 농담으로 폭력 사건을 재담론화하는 것이 결국은 2차 가

해와 다르지 않다고 본다. 폭력 사건에 대한 무분별한 담론화의 과정이 2차 가해로 번지는 경

우는 현실 세계에서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한글장편소설 속에서도 이러한 지점이 확인되는

것에 좀 더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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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과오를 들추는 과정을 통해 가해자의 실행을 문제 삼게 되므로 순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인 여건들을 감안했을 때 진지한 문제제기나 오명을 되돌려

주는 식의 재담론화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가능성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작품 속에서 수시로 ‘농담’의 방식으로 재담론화되는 폭력 사건들은, 결

국 사건에 가담하거나 방관했던 인물들에게 웃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문제

가 된다. 웃음을 통해 유발된 이완의 정서는 작품 속 인물들로 하여금 더욱 쉽게 화

합과 화해에 도달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했을 때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주인공에게 행복과 화합이 암

시된다는 사실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명주보월빙>에서는 등장인물의 발언이나

서술자의 발화를 통해 ‘천명’이나 ‘하늘의 뜻’을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 쇼졔 모친 간졀신 념녀(念慮)를 졀민여 안을 화(和)히 고 안셔(安舒)히

왈,

“윤형이 맛화를 지여시로 존당 부뫼 쇼녀를 위여 근심과 념녀를 노치

못시나, 사마다 그러리잇가? 원간 사의 슈(厄數)는 인력(人力)으로 

아니오니, 혹쇼녀 등이 타일(他日)의 굿기일이 잇셔도, 망의 잇든 아니오

리니, 위오디 아닌 을 미리 과려(過慮)치 마르샤, 졀념(絶念) 소려(消慮)쇼

셔. 만(萬事) 명(命)얘니이다.” (<명주보월빙>권16, 24-25면)

� 태위 위로 왈,

“만(萬事) 텬명(天命)이니 등의 회(厄禍) 괴이여 이런 일이 이시나, 

양 이리 고초올 거시 아니오니, 타일(他日) 가변(家變)을 딘뎡(鎭靜)고 모다 즐길

긔약이 업디 아니리이다.” (<명주보월빙>권52, 47면)

� “만(萬事) 텬얘(天也)라. 금일 경시의 화변(禍變)이 야시와 흡오나, 윤․

양․경 등이 본쳥츈조요(靑春早夭)상뫼 아니오니, 일시 변괴 놀납오나 혹

면동 엇디 알니잇고? 이러과회(過懷)샤 셩톄를 상오디 모르쇼셔.” (<명

주보월빙>권54, 7면)

인용문 �, �, �는 모두 <명주보월빙> 속에서 폭력의 피해자로 등장하는 주인공

들의 발언이다. 이들은 일관되게 ‘천명’ 등을 언급하며 현재의 어려움이 모두 일시적

인 것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정혜주는 윤명아를 향해 모든 일이 인력으로 미칠 바가

아니니 심사를 상하지 말라면서 위로한다. 윤광천은 위부인과 유부인이 곧 반성할 것

이라며 낙관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폭력이 피해자가 끊임없이 표현하는 낙관적 전망

은 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작품 속 폭력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신묘랑은 처음부터 자신이 조부인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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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녀를 해칠 수 없으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악의 세력

이 결국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예측은 신묘랑의 내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이와 같은 전망이나 확신이 무색하게 주인공들의 삶은 참혹하게 망가진다. 그러나 그

들이 정신적으로는 전혀 위해를 입지 않는 점에 주목해 본다면 예측이 전혀 틀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는 독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끝내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성품과 인내심을 지닌 인물들이라는 점을 상기시키

면서 작품에 몰입하도록 만들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에서 폭력의 주체로 등장하는 위지덕이나 유

연 등은 반복적으로 폭력을 저지르면서도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들은 폭력을 저지르고 곧바로 피해자인 아들을 찾아가 사과를 하

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장면에서 독자들은 그들의 폭력이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

는 점을 예감했을 가능성이 있다.

공이 그 온화(溫和)고 효슌(孝順)미 이 트믈 보다시 (責)말이 업셔

뎡쇼져침소로 도라가라 고 공당의 올녀 가이 좌(座)졍후 두어 그

릇 음식을 가져다가 먹으믈 권니 (후략). <유효공선행록>권2, 114면)

유정경은 사정없이 폭력을 휘두르다가도 유연의 온화함과 효순함에 감동하여 갑자

기 그 죄를 사하고 음식을 대접한다. 독자들은 어쩔 수 없는 부자의 정에 이끌리는

유정경의 모습을 보며 이들이 곧 화해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했을 것이다. 특히 유연

이 적소에서 보낸 편지를 반복적으로 꺼내어 보며 눈물을 흘렸다는 서술 등은 유정경

이 곧 마음을 돌려 유연을 용서할 것이라 기대하게 만든다.

이와 같은 장면은 <소현성록>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 셕부인 왈,

“현부 티 말나. 승샹이 온가 일을 공쥬와 힐난티 아니므로 보내고  그

 위(危殆)티 아니 아 고로 운(厄運)과 텬수(天數) 도망티 못게 니,

그 안심고 됴히 가 조각을 타 션쳐킈 라.” (<소현성록>권7, 90면)

� “텬되(天道) 쇼〃야 보응(報應)이 명〃니 내 임의 뎔로 젼(前生)의 원슈

로 자 금셰(今世)예 과보 바드니 엇디 타인을 리오. 일로조차 뎌의 날 해

 일이 분명니 오직 고초 겻고 원억(冤抑)을 감심(甘心)야 타일(他日) 텬일지

광(天日之光)을 기릴 거시라.” (<소현성록>권11, 64면)

인용문 �는 명현공주가 계교로 황상이 불렀으니 형씨를 데려가겠다고 했을 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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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성이 허락한 것을 두고 석부인이 건네는 말이다. 그는 소현성이 ‘위태롭지 않음을

아는 고로’ 허락한 것이며, 액운과 운수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니 ‘안심하고 좋게’ 가

라며 형씨를 안심시킨다. 인용문 �는 정씨의 흉계를 대하는 이옥주의 태도를 보여준

다. 정씨와 자신은 전생의 원수였으므로 정씨가 자신을 해치려하는 것은 지금으로서

는 감내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석부인이나 이옥주의 태도는 운명에 순응하는 듯

보이지만, 이때 운명이란 결국 스스로를 광명으로 이끌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

다. 따라서 운명을 생각하는 일은 현재의 폭력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된다.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이와 같은 장면이 매우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등장인물이 심각

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거나 이 때문에 불행을 겪을 때, 폭력과 불행은 일시적일 뿐이

라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 “이 다 쇼녀의 명되(命途) 다쳔미라, 신명을 탄며 사을 한리잇가마

 냥가(兩家)의 불(不孝) 비경믈 슬허나이다. 연이나 쇼녀의 (災厄)이 쇼

멸(消滅)  잇오리니 모친은 과도히 상회(傷懷) 불효(不孝) 더으지 마르

쇼셔.” (<임씨삼대록>권13, 62-63면)

� 댱시 맛당믈 고 거을 머초니 공 난두(欄頭)의 나와 우러〃 텬샹을

보니 옥영의 쥬셩(主星)이 빗치 읏〃여  조각 구이 리와시믈 보고 웃고

왈,

“이 샤부인 운쉬(運數) 블니(不利)여 일시 굿기나 가히 셰쇽 약으로 회두키 어

려오니 진양이 만일 가지 아닌  구치 못리라.” (<유씨삼대록>권5, 44면)

인용문 �는 <임씨삼대록>에서 설소저가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갖은 고초를 겪다가

모친을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건네는 말이다. 그는 스스로의 운명을 탓하면서도 ‘재

앙이 멸할 때가 있을 것’이라면서 모친을 안심시킨다. 안용문 �는 <유씨삼대록>에서

진양공주가 사강의 부인인 유옥영의 부음을 듣고 하는 말이다. 그는 ‘사부인의 운수가

불리하여 일시적으로 고생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구하러 가겠다고 말한다. 진

양은 유옥영의 수명이 남아있으므로 실제로 죽었을 리가 없다고 믿는다.

실제로 작품 속에 등장하는 폭력 사건은 등장인물들의 자의적인 회과나 타의에 의

한 개과천선 등으로 인해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은 고전소설이 취하고

있는 매우 전형적인 서사 문법이다.64) 이와 같은 관습적 결말에 익숙한 향유자들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형언하기 어려운 고초에 시달리는 순간에도, 그가 결국 행복한

64) 고전소설의 결말구조에 대해서는 서대석, 고전소설의 <행복한 결말>과 한국인의 의식 , �관

악어문연구� 3,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78; 서인석, 고전소설의 결말구조와 그 세계관 ,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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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 짐작 가능하다. 이와 같은

확신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삶이 철저하게 망가지고 피폐해지는 순간에도 책을 놓

지 않고 독서를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한글장편소설 폭력 서사를 향유하는 독자들이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겪을 고통과 후회, 불행의 감정을 일정 부분 망각했을 것

이라고 본다. 폭력의 참상을 망각하게 하는 것은 향유자 스스로의 불행에 대한 타자

화 과정이 되기도 한다. 작품 속에 형상화된 폭력과 그에 따른 불행 등은 현실 세계

향유자들의 그것과 닮아있을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품 속 인물들의

불행에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한글장편소설의 전략은 가부장제의 모순을 방

관케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현실적 위안을 통한 몰입감의 제고

지금까지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가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에 형상화된 등장인물

들의 불행과 고통을 망각하게 하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았다. 폭력 서사는 농담을 통

해 화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또는 행복한 최후의 결말을 상기시기는 방식으로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겪는 불행에 온전히 감정이입하는 것을 차단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폭력 서사가 한글장편소설에 빠짐없이 등장하게 된 것은 그것이 독자들의

‘몰입’을 유도하는 면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한글장편소설이

당대 주요 독자층인 여성 일반의 경험과 삶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글장편소설 작품 속에서 문제가 되는 폭력은 ‘가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

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징적이다.65) 따라서 폭력 서사가 여성들의 삶의 문제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 짐작해볼 수 있다. 조선시대 여성의 삶의 영역

은 가정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주거와 생활이 가정이라는 협소한 공

간으로 한정될수록 그 안에 존재하는 위계는 더욱 공고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이와 같은 관계의 경직성은 다시 여성의 삶을 규율하고 억압하는 굴레가 되었을 것이

다. 한글장편소설의 서사는 바로 이와 같은 가정 내 관계에 전적으로 의존해 이야기

를 이끌어 나가면서 당대 여성 일반의 삶을 반영해 나간다. 이와 같은 점에 유념하면

65) 김종철은 17세기 소설에 그려진 생활공간으로서 ‘가(家)’에 대해, “동성(同姓) 혈족(血族)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족의 공동체로서의 가문(家門)보다는 하나의 단위 조직으로서 가족”이라고 정

의한 바 있다(김종철, 앞의 논문, 2003, 403면). 본고에서 말하는 ‘가정’은 김종철이 말한 ‘가(家)’

의 개념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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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여기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가 당대 여성 삶의 여러 질곡과 현실적인

문제들을 담아내고, 이를 통해 몰입감을 제고시키는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남성 주체의 과시적 폭력 묘사

한글장편소설이 가내의 폭력을 다루면서 가정 속에 존재하는 여러 불합리와 모순을

일부 담아내는 기능을 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작

품에서 그 불합리와 모순의 주체이면서도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가부장이

비중 있게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소현성록>에서는 폭력의 권한 역시 가부장에게만 주어지는 현

상을 포착해낼 수 있다. <유효공선행록>이나 <보은기우록>에서는 가부장의 폭력이

작품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소략하기는 하지만 <명주보월빙>에

서도 가부장에 의한 폭력이 다뤄진다. 이들은 대개 자녀와 부녀자의 잘못을 바로잡고

가내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가(齊家)의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 그런데 가내

유일한 폭력의 담지자인 그들이 실은 가내의 일에 무관심하며, 어리석고 몽매한 인물

로 그려지기도 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심지어 그들은 순간적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해 폭력을 자행하기도 하는데, 어떤 국면에서는 분노의 원인이 불문명해 보이기도

한다. 이는 남성인물들의 폭력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 추구되고 있는 것은 아

닌가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가부장

을 폭력을 주체로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환기되고 있는 현실적 문제들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소현성록>에서 소운성은 형씨를 향한 상사병에 걸린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운현

이 몰래 형씨를 데려와 윤부인의 집에 맡겨 둔다. 운성은 점점 병이 나아 형씨를 몰

래 찾아가곤 한다. 어느 날 황제가 소현성과 운성을 부르는데, 운성은 명현공주에 대

한 억한 심정으로 임금의 잔치에서 먹을 일이 없으니 가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하인을 통해 부친에게 복통 때문에 참석이 어렵다는 말을 전한다. 소현성은 운성이

일부러 자리를 피한다는 것을 알고, 운성의 병세가 비록 죽게 되었더라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린다.

승샹이 문왈,

“네 츈이 의구니 어 알터뇨?”

이 황망(慌忙)이 러 고왈,

“ 실노 병드러 약을 다리믄 시뇌 본 배니이다.”

승샹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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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처엄은 오려다가 도로 안터라 니, 긔 므 디러뇨?”

운셩 왈,

“ 므 일노 오려다가 도로 아니 오리잇가? 실노 낭한 말이라, 뉴 슉

 본증이니이다.”

소공이 대로 왈,

“네 졀〃이 날을 소기 배 시험티 아닌 일이 업 내 짐 모 톄니

네 가디록 이러 도다.”

이 운현이 구 슌시(巡視)고 도라완 디 계유 수월이라.  의 뫼셔시

므로 두리오 이긔디 못더니, 이 오직 티 발명야 소긴 일이 업세라 

거, 승샹이 좌우로 야곰 운현을 잡아 리와 니고 엄문 왈,

“네 이번 도의 반시 형시 다려와실 거시니 바로 알외라.”

이 인이 실노 고코져  마 못믄 부형의 위엄을 과도히 두리미라.

(<소현성록>권8, 56면)

황제의 술자리에 참석하기를 거부한 이유로 부친에게 끌려간 운성과 운현은 형씨를

몰래 데려온 일과 왕래한 일로 매질을 당한다. 부친에게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한 운

성이나, 그런 운성을 도운 운현의 행동은 소현성을 분노하게 했을 것이라 짐작 가능

하다. 소현성의 감정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소현성은 운성의 병세가 나아지고 있으며, 강정의 윤부인댁을 자주 왕래하는 것을

보고 형씨와 만나고 있으리라 짐작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운성에게 직접 묻기까지

한다. 운성이 뜻을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라며 의심스러운 대답을 하자, 그 말이 거짓

이라는 점 역시 대략 눈치 채게 된다.66) 그런데 당시 소현성은 ‘탄식’만 할 뿐 화를

내거나 꾸짖지 않았다. 그러다 복통이 있다는 거짓말로 부친을 속이고 황제의 부름에

응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자, 갑자기 형씨의 일까지 꺼내들고 화를 낸다. 운성의 형

세가 죽게 되었어도 반드시 데려오라는 말과, 구구절절이 자신을 속이며 시험하지 않

는 일이 없다는 그의 말에서 살기 어린 분노가 느껴진다. 결국 운현과 운성이 모두

매를 심하게 맞아 왕의 부름에 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면, 소현성의 폭력이 지존

의 부르심을 거역하는 방종을 바로잡으려는 목적에서 행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

다.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소운성을 향한 소현성의 분노는 운성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심각한 폭력으로 표출된다. 소현성은 운성을 향해 ‘화풀이’를 할 순간을 벼르

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까지 하는데, <소현성록>은 바로 이 지점을 포착해서 보여

준다.67)

66) 승샹이 탄왈, “내 아 말이 비록 유리나 그 가온대 반시 유졍지인(有情之人)을 두고 왕반

(往返)미 잇니, 네 모미 말을 며 부모 간대로 소기디 말나.” (권8, 52면)

67) 이덕무의 �사소절�에는 자제나 비복의 과오를 흉중에 간직하였다가 때를 지나서 꾸짖는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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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주보월빙>에서 정세흥은 광패한 행동 때문에 부친에게 지속적으로 질타를

받는다. 정천흥이 불고이취한 죄가 발각되자, 진부인은 그의 어미라는 이유로 소당으

로 내려가게 된다. 그런데 이때 진부인은 천흥보다 세흥을 걱정한다. 세흥이 과급하고

무식함이 천흥보다 세 번은 지나므로, 자신을 다시 소당에 머물게 할 위인이라는 것

이었다.

“쇼나히 오륙셰 넘으므로브터 엄젼의 증분(憎憤)시식이 되어, 시노(侍

奴) 하리(下吏) 등의도 쇼자쳐로 로 슈장(受杖)리업사올디라. 일신(一身)이

셕목(石木)이 아니라, 양 혈육이 셩업고, 쟝흔(杖痕)이 몸을 허물 짓기를 면

치 못니, 이도록 신 후 졍이 쇼로 인여 괴로오실 바업오리니, 브졀

업시 념녀치 마르쇼셔.” (<명주보월빙>권43, 44-45면)

세흥은 자신의 성품 때문에 부친의 엄벌이 내려질 것이라 걱정하는 모친 앞에서 인

용문과 같이 말한다. 스스로 다섯 살 이후로부터는 부친의 “증분(憎憤)”하는 자식이었

다고 말하는 세흥의 형상은 일차적으로는 부친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적인 그의 성

격을 부각시킨다. 그러나 이어서 “양 혈육이 셩업고, 쟝흔(杖痕)이 몸을 허물

짓기를 면치 못”하였다는 내용에 이르면, 광망한 성품보다는 그가 부친의 폭력에 얼

마나 자주 노출되었는가에 대해 더 큰 관심이 쏠린다. 그가 부친의 엄책을 두려워하

지 않는 것은 성품에 기인하는 바 크지만, 그것이 반복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세흥에게 부친의 분노와 매질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못한다. 정세흥의 패

려하고 과격한 성품은 부부 관계에서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며 멸문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는 그의 성품이 작품 내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뤄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대

목에서 세흥을 향해 일상적으로 폭력을 자행했던 부친 정연의 행위가 포착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흥의 성장 과정과 성격 형성에 부친 정연의 훈육 방식이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현성록>에서는 남성들의 폭력에 대한 서술자의 동조와 묵인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주체들의 모습은, 실은 분노를 제어하지 못한 결과이거나 일

방적인 오해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부분이 작품의 곳곳에서 포착된다. 자녀나 여성들

의 감정 분출을 가부장적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보고, 폭력적 행위를 통해 교정

하려 했던 <소현성록>의 주인공들은 오히려 스스로의 사사로운 마음[私心]을 온전하

대해 경계한 대목이 있다.

“자제(子弟)나 비복(婢僕)이 우연히 과오를 범했을 때에는 즉석에서 경계하거나 꾸짖고 흉중에

간직하지 말라. 후일 다른 과오를 범했을 때에는 전일의 과오를 열거하여 시끄럽게 꾸짖어서

는 안 된다(子弟婢僕, 偶有一過, 當卽地戒責, 勿留胷中. 或於它日, 又作它過, 不可歷提前過, 呶呶

督責也).” (�靑莊館全書�卷27, 士小節 上) 이하 �사소절�의 번역문은 “한국고전종합

DB(http://db.itkc.or.kr/)”에서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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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감추지 못하는 존재로 형상화된다. 그 비중에는 차이가 있지만, <명주보월빙>에서

도 비슷한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다. 주자학에서 사심에 치우치는 행위야말로 비도덕

에 가까웠음은 재차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68) 사사로운 마음이나 분노를 온전히

감추지 못하는 남성인물들의 형상이 본격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

만, 이를 통해 환기되는 남성들의 부정적 면모는 독자들로 하여금 몰입감을 제고시키

는 기능을 했을 것이다.69)

앞서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이 정씨와 유우성에게 폭력적 언어로 일관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유부로 회귀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에 가능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유

연은 정씨의 아버지 정관이 부친 유정경을 욕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씨를 마땅

히 내쫓을 빌미가 없다는 데 분노하는 듯 보인다. 정씨는 친정으로 쫓겨나 재가(再嫁)

를 하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남복을 하고 떠돌이 신세를 자처하였기 때문이다.

“네 어미 게 속현므로븟터 칠거(七去)범니, 대인이 구츅(驅逐)이 계

시고 분믈 어긔지 못여 과도거조닐워시나, 녀의 도린(道理ㄴ)

엇지 엄구(嚴舅)와 가부(家夫)쥭을 곳의 치살미 이시리오? 임의 나반

의니혀고 가이 이시나, 졍리 솟뎧릏 노소 됴쥬서 거두어두엇

더니 이졔 젼일 일던 말을 드르면치 못지라. (중략) 너의 두면 모

의 작변이 오문을 망후 그칠 거시니 부지졍을 용납지 못지라. 니 어미

다리고 도라가 다시 모란 말을 들니지 말나.” (<유효공선행록>권8, 111-114면)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연은 유우성에게 모친 정씨의 행실이

“칠거(七去)”를 범하였다고 말한다. 이미 자신을 배반하고 개가할 뜻이 있으니 다시는

대면치 못하리라 말하기도 하고, “엄구(嚴舅)와 디아비 죄인”, “강상죄인의 계집”

이라며 욕설을 퍼붓는다.70) 유연은 유우성에게 화를 내기 위해 정씨의 과실을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이 점은 유연 스스로의 발언을 통해서 증명되기도 한다.

� 상셰 크게 불쾌(不快)여 아나가 소를 졍이 여 왈,

“인 뎡공긔 쳥죄(請罪)실 단(事端)이 업니 엇지 각지 아니시니잇가?

68) 이와 관련하여 �近思錄集解� 治本 에 실린 다음의 대목이 중요하게 거론된다. “명도선생이

신종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천리의 올바름을 얻고 인륜의 지극함을 다한 것은 요순의 도

이고, 사사로운 마음을 써서 인의의 한쪽에 의탁한 것은 패자의 일입니다(明道先生, 言於神宗

曰, 得天理之正, 極人倫之至者, 堯舜之道也, 用其私心, 依仁義之偏者, 霸者之事也).” 번역문은 “동

양고전종합DB(http://db.cyberseodang.or.kr/)”에서 가져왔다.

69) 한길연 역시 남편 폭력담이 당대 부부간에 발생했을 법한 다양한 폭력적 실상들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으며, 또 이를 통해 새로운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당대

여성들의 바람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라고 보았다(한길연, 앞의 논문, 2010).

70) 권8, 112-1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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뎡관이 무샹말노 우리 부함(陷)고 노가(改嫁)려니 이대

인과 소안공미라. 그 쳐음 쳐우리 과도나 〃죵 일은 졔 그른지라, 엇

지 인이 쳥죄시며 냥으로 마올니이시리잇가? 아뷔 연좨 의게 밋미

당〃니 뎡년무죄나 뎡관의 쳐이지라 조금도 분쥬연괴 업이

다.” (<유효공선행록>권7, 45-46면)

� “우셩은 무죄로 구츅뇨?”

샹셰 왈,

“우셩은 유라, 무죄니이다.”

공이 고셩 왈,

“그러면 엇지 구츅뇨?”

상셰 다시 졀여 왈,

“져비록 죄 업나 졔 어미 죄 유의게 밋미니이라.” (<유효공선행록>권

8, 122면)

유연은 분노를 일으킨 대상인 정관을 상종하지 않으려 하고, 그를 인간 이하로 취

급하고 있다. 정씨를 미워하는 이유는 정씨 때문이 아니며, 아버지 정관에게 죄가 있

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뷔 연좨 의게 밋미 당〃”기 때문이다. 또한 정씨의

소생인 유우성에게는 바로 그 어미의 죄를 물어 끊임없는 폭력과 폭언으로 일관한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딸이, 어머니의 죄를 아들이 이어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이는 역방향으로도 작용하는데, 유우성의 행동이 광패해질수록 정씨의 품질을 의심하

는 듯한 발언이 지속되는 현상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유연은 ‘연좌(緣坐)’에 의한

폭력을 매우 당연하게 여긴다.71)

<명주보월빙>에서는 악한 여성인물들의 폭력을 비중 있게 형상화하고 있어서, 가

부장을 비롯한 남성인물의 폭력은 소략하게 다뤄지는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

성인물들이 ‘연좌’로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은 곳곳에서 보인다.

정천흥이 불고이취로 혼인을 한 경숙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친정으로 피신한

다. 정천흥이 부인과 아이를 보기 위해 경부로 찾아가지만, 장인 경공이 보여주지 않

자 갑자기 검을 빼어들고 집기를 부수더니 욕설을 쏟아낸다. 딸을 두고 세가에 팔아

부귀를 도모하려 했으니 그 행태가 추하고 더럽다는 식의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급

71) ‘연좌’의 문제는 당대의 법질서와의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도 있다. ‘연좌안(緣坐案)’, ‘자녀안

(恣女案)’ 등의 존재가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조선 형법 체계에서 연좌는 ‘十惡’과 같

은 대역죄에 제한적으로 적용됐으며, 제도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기도 했음이 지적

된 바 있다(심재우, 조선시대 연좌제의 실상 : �연좌안�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문화� 55, 서

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1). 특히 여기에서는 바로 이 ‘연좌’가 사적인 관계에서, 개인

적인 판단 하에서 상습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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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야는 만 리라도 따라가서 경부인을 베어 버리겠다는 패륜적이고도 위압적인 말로

경부의 사람들을 위협한다. 정천흥은 결국 경숙혜를 만나게 된다.

“네 부인이 죡부녀(士族婦女)로, 셩(性行)이 공교롭고 간(奸詐)여 쳥의

하쳔(靑衣下賤)의 픔질(品質)이 잇셔, 가부(家夫)를 블경(不敬)며 범(凡事)를 

(恣行)여, 내 을 엿보고 거셔간으로 소(蘇州) 가믈 일라 하딕고, 이

졔 후졍(後庭)의 감초여시니 아니 이곳이 소냐? 내 본간악교사(奸惡巧詐)녀

를 통한분(痛恨憤駭)니, 이 반시 너의 몹졋먹어 쳔인(賤人)이 디아

비 밧버릇슬 달므미라. 모로미 여듀(汝主)의 죄의 신으로 벌을 바드라.”

(중략) 이쇼졔 셩졍(性情)이 졍(冷靜) 녈일(烈日)여 기 위풍으로도 구쇽기

어려온 고로, 짐유랑을 듕티여 그 졀민초조(切憫焦燥)믈 보려, 경시 맛

소샤죄미 업고 안곳을 곳치디 아냐, 홍슈를 뎡히 자 병부의 거동을

못 보듯, 그 호령을 못 듯듯, 옥안(玉顔)이 더옥 담(冷淡)니, 한월(寒月)이

빙셜(氷雪)의 바, 송(松柏)이 츄상(秋霜)을 엿, 말 븟치기 어려온디

라. (<명주보월빙>권36, 71-73면)

정천흥은 자신을 만나지 않으려 결심했던 경숙혜에게 배신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

는 경부인에게 직접 화를 내지 않고 “짐짓” 유모를 중치하여 그 “졀민초조(切憫焦燥)”

함을 보고자 한다. 경부인의 성품이 냉정하여 직접 다스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정천

흥은, 주인의 죄를 대신 받으라고 말하며 유모를 반주검이 될 때까지 매질한다. 경부

인은 겉으로 단정히 앉아 얼굴색을 바꾸지 않지만, 정천흥의 매질이 계속될수록 유모

가 위태로워질까 초조해 한다. 정천흥은 경숙혜에게 직접 화를 내는 것보다 그를 먹

이고 기른 유모를 벌하는 것이 그에게 더욱 큰 고통이 되리란 점을 알았던 것이다.

유모를 매질하고 난 뒤에는 다시 또 시녀 등을 불러 “언언(言言)이 다 쇼져 신으로

라 여, 쇼져로 여금 욕되고 괴롭도록” 한다.72)

하원광은 자신의 동생이자 윤희천의 부인인 하씨가 윤부의 여인들에게 맞아 주검이

되어 돌아오자, 이에 대한 책임을 부인 윤현아에게 묻는다. 그가 하씨에게 폭력을 휘

두른 유씨의 딸이기 때문이다. 하원광은 현아에게 악인의 딸과 다름이 없다고 하거나,

악인(유씨)을 칼로 쑤시고 소매(小妹)처럼 짓두드려 죽여 그 원수를 갚겠다며 폭력적

언어를 내뱉는다. 유씨가 가장 윤수가 없는 틈을 타 음정(淫情)을 이기지 못해 흉음지

사를 벌였을 것이며, 현아 역시 그와 더불어 배부(背夫)를 달게 여길 것이라고 말하기

도 한다. 하원광은 유씨의 죄를 현아에게 묻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긴다. 어머니의

죄를 딸이 이어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글장편소설에서 남성인물들은 감정을 해소하는 자체에 목적을 두고 폭력

72) 권36, 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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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휘두르기도 하고, 감정이 뜻하는 만큼 해소되지 않을 때 ‘연좌’를 빌미로 관련 인

물들에게 폭력을 자행한기도 한다. 이를테면 <명주보월빙>에서 정세흥은 양부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귀녕한 것을 빌미로 유모와 소저를 따라갔던 시녀들을 맹타하

고, 양부인의 강인함을 제어하기 위해 시첩 월앵을 상습적으로 겁박한다. <소현성록>

에서 소운성은 형씨의 앞에서 아이들을 심하게 매질한다. 그는 형씨를 직접 때리거나

학대할 수 있지만, 형씨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아이들을 매질하는 것이다. 소

운명 역시 이옥주의 정절을 의심하고 그를 죽이려하는데, 그가 해산했다는 사실을 알

고는 자식까지 죽이려 든다. 어미가 죄인이므로 자식 또한 죄인이라고 여기기 때문이

다. <명주보월빙>에서 윤광천은 부인 진성염의 강직함을 꺾기 위해 시비의 목을 베

라고 명한다.

남성인물은 여성인물에 대해 불만이 있거나 분노를 느낄 때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

고 하녀나 유모 등에게 벌을 준다. 여성인물들이 자신과 가까운 인물들의 고통에 민

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남성인물들 또한 알고 있기 때문이다.73) 또한 여성인물들로

하여금 아버지나 어머니의 죄를 이어받도록 하는 것은 대개 그 감정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다. 요컨대 남성인물들이 ‘연좌’의 형태로 여성인물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그들의 폭력이 매우 강력한 형태로 보다 광범위한 대상을 향해 가해질 수 있음을 ‘과

시’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장면이 반복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는 것은 가부장

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드러나는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74)

이상의 내용이 일종의 비판으로 이해될 수 있는 까닭은 실제 가정 내에서 이와 유

사한 가부장의 폭력이 문제로 여겨졌던 정황이 포착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

내훈� 부부장 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기도 하다.

남편에게 허물이 있으면 자세하게 간하되, 그 이로움과 해로움을 전술함에 얼굴빛

을 온화하게 하고 말을 완곡하게 해야 한다. 만약 남편이 크게 화를 내거든 진정이

된 후에 다시 간해야 하니, 비록 매를 맞는다 해도 어찌 감히 원한을 품으리오. 남

편은 소임이 높고 아내는 낮으니, 혹시 때리고 꾸짖는다 해도 분수에 당연한 것이

73) 이를테면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이 운성을 매질하자 이를 지켜보는 화씨가 더 고통스러워하

는 장면이 있다. 화씨는 견디다 못해 자결을 시도하기도 한다(권12, 32-33면). 여성인물들은 자

신과 관련된 인물들이 폭력을 당할 때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가 된 것처럼 고통스러워한다. 이

에 남성인물들은 전략적으로 주변인물들을 공략하는 것이다.

74) “불천노(不遷怒)”의 문제는 유가의 감정 수양에서 매우 중요한 화두이기도 했다. �論語�의 雍

也 편에 보이는 다음의 구절이 근거가 된다. “애공(哀公)이 “제자 중에 누가 배움을 좋아합니

까?” 하고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안회(顔回)라는 자가 배움을 좋아하여 노여움을 남에게

옮기지 않으며,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았는데, 불행히도 명(命)이 짧아 죽었습니다. 지금은

없으니, 아직 배움을 좋아한다는 자를 듣지 못하였습니다(哀公問, 弟子孰爲好學? 孔子對曰, 有

顔回者好學, 不遷怒不貳過, 不幸短命死矣. 今也則亡, 未聞好學者也).” 성백효 역주, 앞의 책, 15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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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가 어찌 잠시라도 말대답을 하고 성을 낼 수 있겠는가.75)

남편의 허물을 지나쳐서도 안 되지만 그것을 간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

고 있다. 완고하지 못한 어법으로 간언을 했다가는 매를 맞거나 “때리고 꾸짖는다 해

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가부장이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원인 제공자로서 부인의 단정치 못한 태도만을 문제 삼았던 정황을 확인할 수 있다.

남편을 무시함이 정도를 넘으면 꾸지람을 듣게 되고 분노가 그치지 않으면 회

초리가 뒤따른다. 무릇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의리로써 화친하고 은혜로써 화합하는

것이다. 매질이 있게 되면 무슨 의리가 있을 것이며, 비난이 난무하는데 무슨 은

혜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은혜하는 마음과 의리가 다 없어지면 부부는 헤

어질 수밖에 없다.76)

“매질”이 있을 때면 의리와 은혜가 상실될 것이라는 언급은 무분별한 폭력을 경계

하는 것으로 읽히지만, 그와 같은 상황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했던 이면의 정황을 짐

작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이때에도 “남편을 무시함이 정도를 넘으면”이라고 해서 가

부장의 폭력의 원인을 부인이 제공한다는 일관된 시각을 보여준다. 이는 실제 세계에

서 가부장의 아내를 향한 폭력이 매우 빈번하게 자행되었으며, 그것이 마치 가부장의

참을성을 자극한 결과로 이해되었다는 점, 이로써 가부장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마

땅한 처사로 취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남편이 스스로를 향한 ‘무

시’에 얼마나 취약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이덕무는 �사소절�에 아래와 같은 대목을 남겨 가부장의 폭력적 행위를 경계

하기도 하였다.

� 자녀(子女)ㆍ제질(弟姪)ㆍ부첩(婦妾) 등이 죄과를 범했을 때에는 죄과의 경중에

따라 본인을 대해서 친절하게 경계하거나 호되게 꾸짖을 것이며, 비록 매를 때리더

라도 위엄과 사랑을 병행하라. 그리고 여지없이 끊는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알게

해서도 안 된다. 세상에는 혹 분노를 참지 못해 남에게 그 죄과를 말하는 자도 있는

데, 이것은 이간질이 스며들기 쉽고 윤리(倫理)가 멸망될 징조다. 그 분노가 설사 지

극한 애정(愛情)에서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역시 조장해서는 안 된다.77)

75) 소혜왕후, 이경하 주해, �내훈�, 한길사, 2011, 156면.

76) 소혜왕후, 이경하 주해, 앞의 책, 161면.

77) “子女弟姪婦妾輩, 若有罪過隨其輕重, 諄諄面戒, 或切責之, 雖至楚撻, 須當嚴愛幷至. 不可出決絶

之言, 亦不令他人之, 世或有不勝其恚, 向人說其過惡. 此䜛間易入, 而倫理將滅之兆也. 其所惱怒,

雖或出於至愛之情, 漸亦不可長也.” (�靑莊館全書�卷29, 士小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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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夫婦) 사이에는 미세한 과실을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꾸짖기가 쉽다. 그러

나 조용히 경계해야 하고 큰소리와 사나운 얼굴로써 서로 나무라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에는 부모가 걱정하고 자녀가 상심하게 되니, 위로는 부모를 생각하고

아래로는 자녀를 가엾게 여겨 각자 뉘우치고 깨달아서 화평하기를 노력해야 한다.78)

� 어린이에게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함부로 꾸짖지 말고 마구 때리지 말라. 마구

때리는 사람은 몸의 중요한 부분을 구별하지 않게 된다.79)

“위엄과 사랑을 병행하라”, “마구 때리지 말라”, “조용히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는

등의 언급에서 훈육과 폭력을 구분하려고 했던 노력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의

경중에 따라” 훈육의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서술 등을 통해 종합해보면, 이는 역설

적으로 훈육과 폭력이 무분별하게 행해졌던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이덕무는 “아내와

자식에게 비록 여의치 않는 점이 있더라도 노복(婢僕)에게 하듯이 큰소리로 나무라서

는 안 된다. 그리고 ‘쫓아 버린다’느니, ‘관계를 끊어 버린다’느니 하는 말을 한다면 그

들에게 입힌 은혜는 이미 미덥지 못하게 되고, 위엄도 또한 펴지지 않게 된다.”80)라고

도 하고, “화가 난다고 남을 책망할 때 그의 눈, 입, 머리, 낯, 걸음걸이, 말소리를 지

적하여 도둑, 귀신, 오랑캐, 독사, 여우, 승냥이, 개, 돼지 등 천한 물건이나 옛날의 악

한 사람에 비유해서는 안 된다.”81) 등의 언급을 통해 분노의 상황에서 저지르기 쉬운

언어폭력에 대해서도 경계한 바 있다. 한글장편소설에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폭

력적인 언어로 분출하는 가부장들의 존재는 바로 이와 같은 현실을 여실히 반영한 결

과인 것이다.

가부장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 원인으로 지적한 문제들 또한 실체가 분명치 않

거나 속임수의 결과라는 점이 작품 속에 상세히 표현된다. 이와 같은 부분 역시 한글

장편소설이 미약하게나마 가부장이 자행하는 폭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

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이들은 사태의 전말을 충분히 파악해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사실에 현혹되어 분노를 터뜨리기 일쑤다. <명주보월빙>에서 윤수는 광천 형제가 참

혹한 폭력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도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거나, 몸

이 아프다는 등의 본질을 흐리는 말을 내뱉는다. <소현성록>에서 소현성이 석부인을

78) “夫婦之間, 微細之過, 皆所易知, 故督責易生. 然從容規戒, 不可厲聲暴色, 互相咎怨. 當此之時也,

父母爲之憂歎, 子女爲之傷恨, 須宜上念父母, 下憐子女, 各自悔悟, 以抵于和也.” (�靑莊館全書�卷

27, 士小節 上)

79) “卑幼雖有過失, 勿亂罵, 勿散歐. 散歐者, 不辨要害也.” (�靑莊館全書�卷29, 士小節 中)

80) “妻子雖有不如意, 不可疾聲詬罵如婢僕, 而輒出逐棄決絶之語. 恩旣不孚, 而威亦不數.” (�靑莊館全

書�卷29, 士小節 中)

81) “凡因怒責人, 不可指摘其眼口頭面行步聲音, 譬擬以盜賊鬼魅蠻夷虺蛇狐豺犬豬可惡可賤之物及古

之惡人.” (�靑莊館全書�卷29, 士小節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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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여 내쫓은 일이나, <보은기우록>에서 위지덕이 녹운의 말만 듣고 위연청을 매

질한 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글장편소설에서 남성인물들이 자행하는 폭력은 현실

세계의 남성인물들을 폭력이 지닌 문제점을 환기시키면서 작품을 읽는 여성 독자들에

게 위안을 제공했을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2) 연대의 가능성

독서라는 현실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문학작품을 읽는 독자의 지위는 사태에 직접

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는 ‘관찰자’의 입장에 가장 가깝다. 폭력이 자행되는 순간, 혹은

폭력 사태가 종결되고 난 이후 직접적인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닌 주변인물들의 반응

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명주보월빙>에서 윤부의 가장인 윤수는 본래 눈치가 없는 데다가 요약을 먹은 이

후로는 가내에 일어나는 여러 일들에 대해 자각하지 못한다. 분노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위부인을 보고 위로를 건네는 윤수에 대해, 서술자는 “등신 

츄밀”이라고 말하기도 한다.82) 윤수의 몽매함 때문에 가내의 인물들이 학대와 폭

력에 시달리고 있다는 인식은 집밖의 사람들에게서 먼저 포착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정혜주의 오빠인 정천흥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윤수를 찾아간다. 위부인과

유부인이 가내에서 패악질을 저지르며 광천 형제를 비롯한 그들의 부인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이에 대해 처치해달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윤수는 그럴 리가 없다는 태도로

일관한다.

병뷔 안을 곳쳐 우문 왈,

“합해 그그러시거니와, 각각 친부(親府)로 못 가게 명시미 너모 박시고,

죄당쥬륙(罪當誅戮)인번 죽이미 가거, 존문 법녕은 죽기도곤 어려이 다리

시니, 그 거쳐를 보오대리시(大理寺)의 셰번 더은지라. 금일 결단여 을 듯

고져 고로, 븟거러온 낫드러 쳥알미오, 합의 녕젼(令前)의 옥문을 치

고 형극을 업시믄 쇼의 당돌죄어니와, 뎡형죄인(正刑罪人)이라도 죽이기 젼의

음식 주믄 당연고, 존문의 시바사의 이상히 넉일 라, 쇼이 외인으로

믓기 괴이커니와, 원은 므죄로 혈육이 상고, 큰 남긔 다라 상토를 프러 무

거운 돌노 눌너 두어 계시니잇고? 쇼등은 문견이 고루와 그런 형벌은 듯도 보

도 못여시니, 합하그 변고를 니르쇼셔.” (<명주보월빙> 권23, 38-39면)

그러자 정천흥은 “죄당쥬륙(罪當誅戮)인번 죽이미 가거, 존문 법녕은 죽기

도곤 어려이 다리”고 있다고 말한다. 형벌이 정해진 죄인이라고 해도 죽기 전에 음

82) 권18, 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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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는 그의 말에서, 정혜주를 비롯한 윤부의 인물들이 얼마나

참혹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외인”으로서 말하기가 이상하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대체 윤수가 왜 가만히 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는 폭력으로 인해 삶을 말살당하고 있는 윤부의 인물들에게 연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의 피해자들을 향한 정천흥의 적극적인 태도는 곳곳에서 확인된다.

이뎡한님이 경을 목견갓 놀납고 악아니라, 긔 집이 관인

후덕을 슝상여 하쳔비복이라도 져도록 일이 업고, 의 보지 못던 경

이니 경의 목슘이 진듯지라. 만일 약질이면 진지라, 만신이 니고 스로

노발이 지관고 목진녈여 경의 드리다라 뉴부인과 경며 태부인을 즛밟고

이공를 구고져 의이시나, 긔 외인이니 남의 집 부녀를 손으로 상오지

못거시오, 져 부인 등을 가마니 두기통지라. (중략) 장원의 돌을 혀

의 너코 급히 소남그로 치다르니 뉘 알니오. 급히 남긔 올나 안뉴부인 모녀

와 태부인을 녁녁히 구버보니 그 흉독흉포거동이 결단여 사을 죽이고 날

니, 두 손의 돌을 가로 드러 몬져 태부인을 치고 버거 뉴부인 모녀를 향여 돌흘

더지, 신긔죄 맛기를 엇지 버셔나리오. (<명주보월빙>권8, 67-69면)

정천흥은 위부인과 유부인, 경아가 합세하여 광천과 희천을 철편으로 난타하는 장

면을 보고 크게 놀란다. 만신이 떨리고 눈이 찢어질 듯 놀라서 당장이라도 개입하여

두 공자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긔 외인이니 남의 집 부녀를 손으로 상

오지 못거시오”라고 되뇌인다. 외인인 자신이 나서서 사태를 해결하기에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생각이 이에 미치자 정천흥은 돌을 들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두 부인과 경아를 향해 던진다. 돌은 위태부인과 경아의 이마와

유씨의 가슴에 명중한다.

정천흥이 윤수를 찾아가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 역시 바로 직전에 처참한 광

경을 목도했기 때문이었다.

마니 핀위태 어를 철편과 쇠마치로 머리브터 만신(滿身)을 두다리니, 피

돌디어 흐르일셩을 브동고 마, 딕왕모의 손을 밧드러 만단걸(萬端哀

乞)여 난화 맛기를 비, 흉소를 디르며 졈졈 더 치다가, 가을 돌노 즛울혀

치다가, 맛돌히 구을너 맛지 아니니 셩을 니긔지 못여, 일희 낣고 승냥이 용

모양 , 뉴시 다라 딕를 어 두로며 지,

“광텬 젹(賊子)를 존괴(尊姑) 약간 벌(笞罰)시, 네 존당(尊堂)을 원망

고 형의 신으로 마디라 독을 브리니, 너도 마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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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어러이 돌노 즛마으나 딕블변안(不變顔色)여 그 손을 븟드러 닛브

시믈 비러 왈,

“블초(不肖) 등이 유죄(有罪)에 다리실디라도 시노(侍奴)로 장실지니 친히

닛브시게 시리잇가?”

뉴시 독의 셩을 니긔지 못여 손으로 드며 니로 물고, 위노어를 것고로

여 들고, 뉴시 칼흘 드러 딕의 팔흘 디르니 뉴혈(流血)이 돌지어 흐르디라.

휘 경을 보분긔(憤氣) 두우(斗宇)를 치디라. 큰 돌흘 드러 위시의 뒤

를 향여 번 치니 맛친지라. 흉셩을 니긔지 못여 뉴시로 더브러 냥인(兩

人)을 아조 맛려 어를 놉흔 남긔 달고 를 드더니, 난업돌히 나라 노

호의 머리를 비발치 울히니, 골이 여져 소를 고고 것구러지니, 년

여 엿 번을 쳐 거의 만신(滿身)이 아지게 되니 아조 긔고, 셕상셔 니

르러 두로 쟈 셔로 만난지라. (<명주보월빙> 권23, 17-19면)

정천흥은 위부인이 철편과 쇠망치로 광천을 난타하는 장면을 목격한다. 곁에 있던

희천은 나눠 맞기를 애원하고, 위부인은 흉한 소리를 내며 점점 더 세게 내려친다. 곧

합세한 유부인은 손으로 피부를 뜯고 이로 물더니, 결국 광천과 희천을 거꾸로 매달

고 칼로 난자하기까지 한다. 이 광경을 목도한 정천흥은 분개하여 돌을 던져 위씨의

머리를 깨뜨린다. 머리에 돌을 맞은 위씨가 거꾸러지지만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돌

을 던진다. 두 부인이 갑작스럽게 날라 온 돌에 맞아 정신을 잃은 틈을 타 정천흥은

만신에 피를 뒤집어 쓴 광천 형제를 데리고 도망간다. 정천흥은 참혹하게 변해버린

광천 형제를 앞에 두고 눈물을 흘린다.

정부인은 유교아의 계교를 피해 떠도는 중에, 장사 해월촌에서 우연히 남희주가 계

모 위씨에게 매를 맞는 장면을 보게 된다.

남긔 것구로 달니기를 님여, 임의 엄홀여 슘잇시신이 되어시니, 유모 시녀

다 가도왓고 노쇼비(老少婢子)는 다 위시의 심복이 되엿고, 혹 인심(人心) 쇼관

(所關)으로 쇼져를 앗기 리 이시나, 위시의 포악(暴惡)믈 두려 감히 구리 없더

니, 쳔만 긔약디 아닌 뎡쇼져 위시를 즐(叱責)고 쇼져를 다려가, 신샹(身上)의

건복(巾服)이 잇고, 풍신용홰(風神容華) 딘셰(塵世) 쇽인(俗人)과 도믈 보, 반

시 하날이 희쥬의 잔잉믈 펴 신인(神人)을 보여 아사가므로 아라, 위시의 흉험

대악이나 말을 못고 것구러졋다가 (후략). (<명주보월빙>권39, 54-56면)

희주는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시신과 다름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난타 당한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것은 소저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가 아니다. “위씨의 포악(暴惡)믈” 두려워한 나머지 누구도 쉽게 나서지 못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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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인이 나서서 위씨를 질책하고 희주를 구한다.

둥년(中年)의 부인이 명부의 복을 초고 십이삼(十二三)은 연약녀를

놉흔 남긔 달고, 친히 텰편을 드러 머리로브터 일신(一身)을 혜디 아니코 즛두다리

며, 간간이 니를 가라 왈, (중략) 이리 니르며 힘을 다여 두다리니, 머리 어져 피

흐르고 만신이 적혈이 님니여 경의 딘(盡), 보기의 경악아모도 구

리 업셔, 그 부인 겻시녀 오뉵인(五六人)이 이시입을 여일이 업고, 면모(面

貌)의 살긔(殺氣) 등등여 독(毒蛇)의 거동이오, 일희 형상이라. 뎡쇼졔 이를 보

위뉴 냥부인이 더욱 각이 나디라. (<명주보월빙>권39, 26-28면)

정부인은 ‘독사’와 ‘이리’와 같은 중년의 부인이 어린 소녀에게 매질을 가하는 장면

을 보고 위부인과 유부인을 떠올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희주에게 다가가 그를 구

출하게 된다. “인명(人命)이 슈유(須臾)의 잇양을 보고 힘힘히 그져 디나리오?”라

고 되묻는 정부인의 모습에서 피해자를 향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느껴진다. 폭력의 피

해자였던 정부인이 또 다른 피해자인 희주를 구출하는 이 장면은 피해자를 향한 연대

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창황(蒼黃)이 검쟝 소래와 드러가니 원의싀랑(豺狼) 치 허위고 갈호(蝎

虎) 치 소래여 이 치믈 셤고 저의 은인은 의건(衣巾)을 그르고 업

여시니 옥부방신(玉膚芳身)이 피 가온겨 호흡 소도 업니 의심컨죽엇

거노(奴者) 오히려 매메여 향니 피 먼니 디라. 죽기을고

뎐도(顚倒)히 라드러 매를 아샤 거 먼니 더지고 실셩통곡(失性痛哭) 왈,

“은인 상공아, 하거죄(此何擧措)니잇고? 쇼뎍을 살오시오 쳔금귀톄(千金貴體) 이

망극화(禍)바드시니, 이런 줄 아던들 쇼인은 비록 죽으나 상공긔 년누(連累)치

말나소이다.” (<보은기우록>권3, 78-79면)

위연청이 우연히 주운 과자금을 주인인 유한에게 돌려준 일로 부친 위지덕에게 매

를 맞고 있을 때, 문득 한 사람이 달려든다. 유한이었다. 유한은 자신의 은인인 위연

청이 피가 땅에 고일 정도로 매를 맞고 있는 형상을 보고는, “죽기을고 뎐도

(顚倒)히 라드러 매를 아샤” 멀리 던진다. 유한의 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그

는 과자금을 찾아준 위연청에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감사의 마음만으

로 위급한 순간에 몸을 던져 타인을 구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은기우록>에서는

감사의 마음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유한의 형상을 통해 피해자를 향한 연대의

가능성을 포착해 보여준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어려움에 빠진 인물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구출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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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주 보인다. <명주보월빙>에서 도로유리하던 윤명아는 혜원니고에게 구제되고,

물에 빠져 사경을 헤매던 정부와 진부의 아이들은 한충과 소문환 등에 의해 구출된

다. 경부인이 문양공주에게 살해되었을 때 궁녀 태섬은 시신을 침소로 옮겨 구호하기

도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폭력의 피해자를 향한 시댁식구들의 동정어린 시선이나 위

로의 말에 주목하기도 했다.83) 그러나 폭력이 자행되는 순간에 직접 개입하여 이를

저지시키는 장면은 매우 드물다. 특히 부부 관계를 포함한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관계의 성격이나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의 특성 때문에 타인이 이를 눈치 채기

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폭력이 개인의 삶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데도 주변인들이 이

를 눈치 채지 못하거나, 알아채더라도 쉽게 개입하지 못하는 작품 속 상황은 현실 세

계의 이러한 정황들이 여실하게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

장편소설에서는 폭력 사태에 개입하여 피해자를 구출하는 인물들을 포착해 보여준다.

만약 이것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는 독자들에게 더욱 큰 위안을 제

공했을 것이라 짐작 가능하다.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사태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가해자를 향해 반복적으로 문제

를 제기하는 인물들도 종종 보인다. <유효공선행록>에서 서모 주씨는 작품 속 남성

인물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때마다 만류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앞서 유홍이 형

유연을 향해 참소의 말을 늘어놓을 때나 유연이 부친 정씨를 방치할 때에도 주씨는

나서서 부당함을 말한다.84) 물론 이 발화 행위가 실제 영향력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유홍은 끝내 형을 사지로 몰아넣고, 유연 역시 정씨를 내치기 때문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주씨는 끝까지 유부의 남성들에게 설득의 말을 그치지 않는다.

“낭군의 말은 괘커니와 져 니쇼졔 년쇼아(年少兒)로 지극약질(弱質)이어낭

군이 각 아냐 핍박(逼迫)니 임의 신상(身上)의 병이 되엿지라. 고 여지

아니커븟그려 그런가야 위로고 그 얼골을 보니 머리 여져되 엉긔엿고 면뫼

(面貌)상여 프르고 블거시니 상공이 져 거동을 보시면 엇덜가 시부니잇? 상공이

츈(春秋) 졍셩(鼎盛)고 가(家內)의 분면홍쟝(粉面紅粧)이 슈풀 여시며 옥

관녀졍(玉館麗亭)의 고됴(高造)와 십년(十年) 독쳐(獨處)의 한이 〃시되 맛

희쳡이 업믄 공의 보라, 상공의 풍되 공우히오, 긔상의 쵸월미 공의

발알 아니오, 위인의 위즁미 공만쳔여도 반불급(反不及)이로삼부인

과 금(琴釵) 십이쥬초지 아니시믄 이도 말고 평결발그모부인긔

83) 한길연은 <유씨삼대록> 유문의 식구들이 남편의 폭력에 당한 양벽주를 찾아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감싸는 등 동정어린 시선을 보낸다는 점에 주목한 바 있다(한길연, 앞의 논문, 2010,

80-81면).

84) 유홍의 부인 성씨 역시 남편이 형 유연을 향해 패악질을 반복하자 용납 받을 수 없는 일이라

며 그 부당함을 말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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졉이 녜 밧기 업거낭군이 구유업지아냐셔 희쳡을 다 쵸고 뎡실을 쟝욕

(傷辱)여 병신을 그니 노인이 쳥시(聽視)여 심지라, 공무념치로 긔

운을 부리뇨.” (<효공선행록>권10, 306-308면)

위의 인용문은 유우성이 부인 이씨에게 폭력을 자행하고 강제로 동침하는 등의 패

악질을 부리자 주씨가 건넨 말이다. 물론 그는 끝내 자신의 과오에 대해 자각하지 못

하고 다시 또 이부인에게 폭력을 자행하는 점에 주목해보면, 주씨의 이 발화는 실질

적인 영향력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주씨의 질책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우성은 이부인을 찾아가 그 상한 모습을 보고 일말의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점

에도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주씨의 발화가 그의 행동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명주보월빙>에서 정세흥의 패악질에 대해 모친 진부인이 보이는 반응에도

주목해볼 만하다. 정세흥이 양부인에게 광패하게 군 일이 문제가 되자, 정천흥은 모친

을 찾아가 세흥이 잘못한 것이 맞지만 양씨에게는 ‘하늘’과 같은 존재이니 부친의 처

사가 오히려 둘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닐지 의심이 된다고 말한다. 양씨를 따

로 머물게 하는 것은 세흥의 분노만 키울 것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모친은 정색하며

정천흥의 그런 생각이 ‘미친 세흥’의 기운을 돕는 것이며 잘못된 생각이라고 질책한

다. 그리고 다시는 양씨를 세흥에게 보내어 맞는 모습을 볼 수는 없다고 강조해 말한

다. 정세흥의 편벽된 말이 도리어 모친을 자극함으로써 그 부당함을 드러내는 흥미로

운 장면이다.85)

“셰흥의 광망(狂妄)오나 풍신 홰 타인의 바랄 아니오, 양슈를 보

고 구타오믄 일편도이 져를 할 아니라, 양슈의 너모 강녈신 연괸가 나

니, 녀븍어인(伏於人)이라. 셜가의 블합들 온슌비약(溫順卑弱)미 디

극부되어, 이졔 양슈삼뎨 알오믈 밋친 범과 샤갈치 넉이며, 비록 언어 간

의 박졀믈 낫타디 아니오나, 은은이 빗최미 잇고로 광망더옥 심화

를 오미니, 자위양슈를 온슌 화열믈 경계시고, 작야를 다시 일디 마르

쇼셔.” (<명주보월빙>권76, 61-62면)

정천흥은 계속 세흥의 행동이 광망한 것과 별개로 양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

85) 그런데 이와 같은 대화를 정세흥이 우연히 엿듣고 다른 여인을 취하여 쾌락을 누리리라 다짐

하게 되는 점, 이로써 양부인을 죽음으로 내몰 성난화가 정부로 들어오게 된다는 점을 상기하

면, 양부인을 보호하려는 시댁 식구들의 행위가 역설적으로 그녀를 죽음으로 내모는 위기를 초

래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시댁 식구의 입을 통해 피해자를 향

한 공감과 연대의 태도가 포착된다는 점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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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 이에 다시 모친을 찾아가 세흥이 양씨를 구타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세흥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한다. 남편을 “밋친 범”이나 “샤갈”같이 여기니 이

는 경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도 덧붙인다.

“녀되오미 디극히 구코 어려오믈 가히 알니로다. 양쇼부의 옥이 틔 업과

어름이 은 로, 어이 하곳이 이시리오마, 너의 졍이 과도여 양

로강녈다 나모라니, 원민치 아니리오.” (<명주보월빙>권76, 187면)

모친은 정천흥의 말을 듣고는 ‘여자 됨’이 지극히 구차하고 어렵다며 비꼰다. 양씨

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정천흥이 찾아와 나무라길 바라니 어찌 원망스럽지 않겠느

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발언이 시댁 식구, 특히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서 나온다는 점

은 음미할 만하다. 무엇보다 “녀되오미 디극히 구코 어려오믈 가히 알니로다.”라

고 시작되는 진부인의 발언은, 피해자 양부인과 발화 주체인 진부인이 같은 ‘여성’이

라는 공감대에 기반한 결과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진부인은 결국 양씨를 찾아가

‘이열기심(以悅其心)’하여 신상에 해롭지 않게 하라며 그를 진정시키기는 하지만, 이는

진심으로 양부인의 생명을 아낀 까닭이었다. 그는 양부인을 향해 공감과 연대의 태도

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명주보월빙>에서 하부인은 윤부에서 심각한 폭력에 시달리지만, 이 일을 결

코 친정에 알리지 않는다. 이를 친정에서 알게 된다면 하부로 출가한 윤명아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는 피해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의지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평가될 필요가 있다. <소현성록>에서 석파가 끊임없

이 소영의 거취를 문제 삼는 것 역시 혈연관계를 의식한 결과일 수는 있지만, 그를

향한 공감과 연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살펴본 것처럼 작품 속에서 폭력이 자행될 때, 주변인이나 피해자들이 폭력의 대상

을 향해 연대의 태도를 취하는 장면은 적지 않다. 안타깝게도 이 연대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고, 실제로 피해자들의 처지에 극적인 변화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

다. 주변인물들의 연대에는 때때로 용기보다 명분이 더욱 중요한 요건이 된다.86) 그러

나 폭력을 근절시키거나 폭력의 주체를 즉각적으로 반성에 이르게 하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를 향한 연대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폭력 사태를 지켜보는 제삼

자에게 필요한 자세일 것이다. 특히 작품 속에서 인물들이 고난을 겪으면서도 서로

연대하거나 저항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을 상기했을 때,87) 이 점은 더욱 비중 있

86) 광천 형제가 유부인이 현아를 김중광과 강제로 혼인 시키려 할 때, 희천이 중광에게 응징을

하는 장면이 보인다. 이때도 중광이 현아의 방에까지 들어와 엿보는 등 패악질을 했기 때문이

며, 현아가 이미 하문과 약혼을 한 상태라는 점이 중요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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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실 세계의 폭력을 담론화하는 자리에서도 저항의

몸짓들이 과소평가되곤 한다.88) 그러나 피해자를 향한 공감과 연대의 태도가 폭력의

상흔을 극복하는 한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일 수 있다는 점에 주

목해야 할 것이다. 실효성과는 상관없이 말이다. 만약 당대 여성들의 삶에 폭력이 만

연해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들이 끝내 방치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작품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점은 여성 독자들에게 위로와 안도감을 제공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

능하다. 한글장편소설은 바로 이와 같은 점에서 독자들의 몰입을 유도해내면서 폭력

서사를 빠짐없이 담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한글장편소설이 형상화하는 폭력은 파괴적 속성을 드러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

에서, 폭력적 인간을 양산하고 일부 용인한 가부장제의 모순을 고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남성인물의 폭력이 현실 세계에서와 마찬가지로 은폐되거나 용인되는 정

황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현실 고발의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

니라 작품 속 폭력의 문제를 대하는 등장인물들과 서술자는 다양한 시각을 드러내 보

이고 있는데, 이렇듯 하나의 작품 안에서 여러 견해들이 상충하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흘러나오는 현상은 그 자체로 전복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89)

그러나 소설이 공식 문화 속에 받아들여지고 이용되기까지 한 정황을 보았을 때,

전복성이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수준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다.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에 한글장편소설은 통속 장르에 속했고, 이는 곧 이 작품들이 ‘재미’

를 담보해야만 존재가치를 입증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했

듯이 통속적인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진지한 성찰과 문제의식이 담길 수는 있지

만,90) 조선후기의 소설 향유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작품의 교훈적인 가치나 전복적인

의미의 유무 보다는 ‘재미’의 유무가 더욱 중요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폭력 서사

가 한글장편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제공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의 측면 때문이라기보다, 그것이 독자들을 즐거움과 안도감, 우월감의 영역

87) 장시광은 <명주보월빙>에서 고난을 겪는 인물들이 서로 연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

로 그들이 고난을 겪는 데 대한 고민이 없이 묵묵히 참아낸다는 것을 들었다. 시조모나 시모,

동렬에게 원한을 품는 것은 유교적 질서 내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므로 그렇게 그려져 있

다는 것이다(장시광, 앞의 논문, 2007, 338면). 송성욱 역시 <소현성록>에서 희생자로 설정된

여성들이 전혀 저항을 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송성욱, 앞의 논문, 2003. 20면). 그러나 장시광이

말한 ‘인내’의 행위는 연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송성욱이 말한 ‘희생자’는

주요 여성인물에 한정된다. 여기에서는 폭력 서사 전체를 두고 보았을 때, 미약하게나마 인물들

에게서 연대와 저항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88) 김홍미리, 앞의 논문, 22면.

89) “한 텍스트는 진실에 대한 공식적 견해와 상충되거나 혹은 문학적 순환 내에서 논쟁을 불러일

으킬 때, 전복적인 것이 된다(루샤오펑, 조미원․박계화․손수영 옮김, 앞의 책, 158면).”

90) 박혜숙, 여성영웅소설과 평등․차이․정체성의 문제 , �민족문학사연구� 31, 민족문학사학회,

2006,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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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견인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학이 현실에서 그 전복성을 통합시킬 수 있었느냐의 여

부로 가치가 매겨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한글장편소설이 작품의 여

러 장치를 통해 현실 고발을 시도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는 중요한 성취가 될

수 있다. 독자가 의식했느냐의 여부와 무관하게 말이다. 통속적인 재미를 추구하는 것

과 진정한 의식의 추구하는 과정이 완전히 구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반복되는 지적

들은, 한글장편소설의 폭력이 독자에게 재미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현실의 여러 문

제를 환기하는 기능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한다. 폭력을 은폐하고 정당화

하려는 시도들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 문제적 성격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다.

다만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는 폭력의 참상이나 그 파괴력을 보여주되 그것을

병리적인 ‘개인’, 특히 여성이나 악인의 문제로 축소시킨바, 현실의 모순을 축소시키거

나 은폐시켰다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 또한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가

전복적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현실의 구조나 제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폭력적

개인에 대한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폭력적인 개인은 많은 경우 작품의 말미에

단죄 당하거나 출거되는 방식으로 사라지는데, 이때 현실의 여러 문제도 함께 사라진

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말이다. 한글장편소설의 전복성이 현실에서 통합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소설 향유자들로 하여금 작품 속 폭력이 형상화하는 여러

문제들에 거리를 두게 하고, 작품 속 폭력의 주체와 대상들을 모두 타자화하도록 통

제해온 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글장편소설이 지닌 ‘문화적 폭력’으로서

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요컨대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는 결

국에는 향유자들을 폭력에 안주하도록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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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한글장편소설 폭력 서사의 소설사적 의의

지금까지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 및 <명주보월빙>을 중심으

로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과 의미를 독자와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한글장편소설은 현실의 문제들을 환기시켜 몰입감을 강화시키면서도 폭력적 존재들을

통해 혐오나 기괴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상기시킨다. 폭력의 결과로 인해 난자당한

육체나 변형되어버린 신체를 서사에 부각시켜,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와 혐오를 동시

에 자극한다. 폭력 서사가 제공하는 자극은 그 부정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현실과의

관련성 속에서 향유자들을 강하게 매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오히려 현실

이나 구조 자체에 대한 관심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결국 폭력 서사는 작

품 속 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독서를 유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요컨대 폭력 서사는 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키면서 폭력이 만연한 세계에

안주하도록 독자들을 길들여 온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형상이 소설사에서 지니는 의

미를 조망하기 위해서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검토가 유효할 것이라 판단하였

다. 첫째, 한글장편소설과 비슷한 시기에 향유되었으면서도 폭력에 대해 상반된 문제

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고전소설 작품(군)이 존재하고 있는가. 둘째, 한글장편소설 작

품 속 폭력의 형상을 통시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소설사적 전개와 함께 포착되는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가.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글장편소설과 마찬가지로 가

정 폭력을 주로 다루면서도 상반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일부 가정소설 작품에 대해

살펴보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글소설

의 본격적인 장편화의 기점에 놓여있는 형성기의 작품, 이를테면 <구운몽>이나 <사

씨남정기>, <창선감의록> 등에서 폭력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통

해 대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은 질문을 통해 소설사 내부에 존재하는 여타의 작품들을 횡적․종적으로

교차 검토하는 작업은,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형상에 대한 소설

사적 의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폭력의 근원에 대한 은폐

한글장편소설이 가문, 가정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다룬다는 점

에 주목해보면,1)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폭력 및 범죄 사건을 서사의 중심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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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는 가정소설을 떠올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특히 한글장편소설 중에서 <사씨

남정기>나 <창선감의록>을 가정소설의 범주에 포함시켜 다루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작품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주요 공간이 ‘가정’이라는 곳에 한정된다는 점, 그 안에 존

재하는 구성원의 갈등을 핵심으로 다룬다는 점 등에 기인하는 듯하다.2)

본고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가정소설에서 주목되는 점은 바로 등장인물들의 갈등이

폭력적인 행위로 구체화된다는 데 있다. 가정소설에서 폭력의 주체로 등장하는 인물

은 첩이나 계모로 특화되는데, 이들은 본처나 전실 자식을 모해하거나 내쫓고, 심지어

죽인다. 그리하여 결말에 가서는 폭력을 자행한 인물은 벌을 받고,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던 인물은 신원된다. 이와 같은 거시적인 틀에서 본다면, 폭력의 형상과 관련하여

한글장편소설과 가정소설은 다르게 논의될 수 없는 듯 생각된다. 권선징악이나 인과

응보의 가치관이 일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앞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한글장편소설에서도 개별 작품이 형상

화하는 폭력은 폭력의 내용이나 화합하는 결말보다는 폭력 주체를 향한 서술자의 시

각, 주변인물의 태도, 화합에 이르는 방법이나 과정 등에서 의미 있는 변별점들이 확

인된다. 이와 같은 점에 유념하면서 여기에서는 가정소설 중에서도 비교적 초기의 작

품이라고 여겨지는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을 중심으로 폭력의 형상과 의미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3) 앞서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는 폭력 주체를 향한 병증

의 시선이나 육체에 대한 자극적인 묘사 등을 통해 폭력의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시키

고 있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가정소설에서는 상대적으로 폭력의 근원에 대한 관

심이 형상화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가부장의 형상의 측면’과 ‘폭력 사태를 해결

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는바, 여기에서는 특히 이 두 가지 측면에 유념하면서 비교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장화홍련전>은 한글본과 한문본이 모두 존재하며, 필사본, 방각본, 활자본이 모두

남아 있어 그 인기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본에 따라 내용상에 상당한 변화가

1)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다루는 작품군으로 일부 전기소설이나 영웅소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들은 국가적으로 용인된 폭력이 자행되는 ‘전쟁’이나 혹은 이에 준하는 위

급상황이라는 특수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2) 민족문학사연구소에서 편한 �한국고전문학작품론�, 휴머니스트, 2017에서는 가정소설 의 항목

을 두고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장화홍련전>, <채봉감별곡>을 다루고 있으며, ‘가정

소설’이 “특별히 조선 후기에 일반화된 일부다처제라는 문제적 가족 구성에서 벌어지는 가정

내 구성원 간의 갈등을 다룬 일련의 작품군”이라고 정의하였다(같은 책, 180-181면). ‘가정소설’

은 갈등을 벌이는 인물들의 관계와 내용에 따라 ‘처첩형(쟁총형) 가정소설’과 ‘계모형 가정소설’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 개념이 분류체계로서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어 쟁총형 고소설, 계모형 고소설 등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가정 내 폭력 사건’을

다룬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비교를 진행할 것이므로 ‘가정소설’의 개념을 쓰기로 한다.

3) 김재용은 계모형 고소설 중에서도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콩쥐팥쥐전>이 초기 유형에

속한다고 보았다(김재용, �계모형 고소설의 시학�, 집문당,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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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그 계열 및 계통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편인데, 대개 결말 구조에 따라 작품

의 성격과 향유층이 달라진다고 보고 있는 듯하다.4) 다만 계모의 흉계로 전실 소생인

장화와 홍련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며, 여기에 신임 부사가 개입해 사건을 해

결하게 된다는 이야기는, 초기 계열에서부터 후대 이본에 이르기까지 두루 확인되는

공통점이다. 현재 가장 이른 시기의 것으로 한문본인 박인수본(1818)이 거론되고 있는

데, 이는 국문본의 축약본이라고 전한다. 여기에서는 박인수본을 논의 대상으로 삼는

다.5)

한편 <김인향전>은 한글본만 전해지며, 필사본과 활자본이 있다. 연구 초기에는

<장화홍련전>아류작 정도로 취급되다가 최근에 그 독자적 성격과 미적 특질을 평

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6) 특히 설화적인 토대 위에서 창작된 <장화홍련전>과 대

조적으로, 인물성격이나 행위가 구체적으로 그려진다는 점에서 작품의 소설적 인식과

성취가 논의되기도 했다.7) 이와 같은 점에서 본고에서는 <김인향전>을 통해 새롭게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8)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에서 가장 먼저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계모의 흉계로

전실 소생이 죽게 된다는 극단적 설정이다. 계모는 그 외모나 성품, 장화 홍련과의 관

계 등에 대한 묘사에서 이본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장화와 홍련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장화가 임신을 한 것으로 꾸며 가장에게 알리고, 결국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

에서는 공통적이다. 계모는 흉계로 가부장을 속여 장화를 죽이고, 홍련은 이를 알고

자결한다. <김인향전>의 계모는 노파와 짜고 인향에게 돌메밀떡과 구렁이 고기를 먹

여 임신한 것으로 꾸민다. 이를 알게 된 부친 김좌수는 아들 인형에게 인향을 죽이라

고 명하고, 인향의 죽음을 알게 된 동생 인함은 자결한다. 계모들의 흉계는 배좌수와

김좌수의 딸들을 모두 사지(死地)로 내몬다.

4) 특히 이 작품은 실제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그 소재적 원천의 특성상, 역사적 성

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초기 계열과 재생담이 추가되는 등 허구적 성격과 흥미가 강화된 후

대의 계열로 나뉜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장화홍련전>의 전반적인 성격과 연구사에 대

해서는 이헌홍, 장화홍련전 , 화경고전문학연구회 편, �고전소설연구�, 일지사, 1993, 585-599

면; 한국고소설학회 편저, 장화홍련전 , �한국고소설강의�, 돌베개, 2019, 277-282면을 참조하

였다.

5) 박희병․정길수 편역, �봉이 김선달�, 돌베개, 2018에 실린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인용문은 역주

본의 면수를 따른다.

6) 한상현, <김인향전> 주인공의 인격적 성향과 가정비극의 상관성 , �고전문학연구� 17, 한국고

전문학회, 2000; 이금희, �김인향전 연구�, 푸른 사상, 2005; 윤정안, <김인향전>의 의미 형상

화 방식―<장화홍련전>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 �국어국문학� 152, 국어국문학회, 2009 등.

7) 이지하, <김인향전>의 인물형상화와 작품지향성의 관계―<장화홍련전>과의 비교를 토대로―

, �동양고전연구� 38, 동양고전학회, 2010.

8) 여기에서는 신해진 선주, �조선후기 가정소설선�, 월인, 2000에 실린 활자본 <인향전>을 대상으

로 한다. 인용문은 역주본의 면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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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후에 대한 집착과 전실 자식에 대한 미움 등으로 모해를 계획하는 계모는 <명주

보월빙>에서도 보인다. 이들은 전실 소생인 윤현의 아들인 광천과 희천에게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갖은 천역을 시키는 등 지속적인 폭력을 휘두르지만, 그들

은 결코 죽지 않는다. 물론 작품 속에서 이들을 향한 살의(殺意)가 반복적으로 형상화

되며, 실제로도 살인을 도모․실천하기는 하지만, 조력자의 구출 등에 힘입어 죽음을

면하게 된다. 그런데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에서 전실의 소생은 모두 죽는다.9)

장화와 홍련, 인형과 인함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작품의 극단적인 설정은 결국 이 가

정의 비극이 은폐될 수 없으리라는 선언이기도 한바, 한글장편소설과 매우 대조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하겠다.

주목되는 부분은 딸들의 죽음을 결정한 이가 계모가 아니라 가부장, 즉 배좌수와

김좌수라는 점에 있다.10) <장화홍련전>에서 배좌수는 딸 장화가 유산을 했다는 계모

의 말만 믿고, 행실이 쓸데없다며 용추(龍湫)에 떠밀어 죽일 것을 명한다. 물론 이 살

해 행위는 부친 배좌수가 아니라, 그와 계모 사이에서 태어난 필동에게 전담된다. 필

동의 발에 떠밀려 장화는 죽게 된다. <김인향전>에서는 정씨의 계교를 도왔던 노파

가 인향이 행실이 부정하여 임신하였다는 소문을 낸다. 소문이 자자해지자 정씨는 인

향이 외간 남자와 사통한 편지를 꾸며내어 김좌수에게 보인다. 분노하는 김좌수 앞에

서 정씨는, 계모인 자신에게 돌아올 비난을 걱정하는 척하며 도리어 먼저 죽겠다고

억지를 부린다. 하릴없는 김좌수는 결국 인형을 불러 인향을 데려다 연못에 넣으라고

명한다. 이렇듯 장화의 죽음과 인향의 죽음에 이들의 부친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 <소현성록>의 양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실절한 여성을 향해 매우 엄

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극형을 내린다. 물론 이것은 철저히 그들의 도덕적 판단에서

비롯된 사적인 형벌이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양부인의 경우가 오히려 예외

적이다. 자식에게 죽으라고 폭언을 퍼붓거나, 죽일 듯이 매질을 하는 가부장의 모습은

매우 빈번히 보이지만, 실제로 자식을 죽이는 예는 한글장편소설에서는 보이지 않는

다. 이를테면 <명주보월빙> 등에서는 위부인과 유부인의 행위에 가부장 윤수가 적극

적으로 가담하지 않는다. 이때 가부장 윤수는 몽매하고 무심한 면이 있긴 하지만, 자

식을 향한 폭력에는 결코 개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목이 되는 것은 <유효공선행

록>이나 <보은기우록>이다. 이 두 작품에서는 지속적으로 가부장이 폭력을 행사하고

9) 이와 같은 극단적인 설정은 전실 자식이 딸, 즉 ‘여성’이라는 점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어룡

전>의 경우에는 전실 자식이 아들로 등장하는데, 역시 내쫓기기는 하지만 죽지 않는다.

10) 서경희는 <장화홍련전>에서 배좌수의 결정에 의해 딸(장화)의 죽음이 결정되는 것은 여러 이

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면서, 작품 속 장화의 죽음은 “궁극적으로 배좌수에 의한 살해이

다.”라고 하였다(서경희, 가정 폭력의 실상과 해석의 간극, 그리고 효 담론의 작동 방식―<장

화홍련전>을 중심으로― , �온지논총� 58, 온지학회, 2019, 116면).



- 200 -

결국 자식을 향한 살해 의지를 표출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정경과 위

지덕은 유연과 위연청의 생사에 관해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

런데도 유연과 위연청은 죽지 않는다. 지속적인 학대를 받고도 이들이 죽지 않기 때

문에, 가부장은 폭력을 반복할지언정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하고 후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식을 향해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가부장은 결국 그가 개과천선하

게 될 것이라는 일종의 암시로 읽힌다. 거듭 지적했듯이 가부장의 개과천선과 반성,

이를 통한 화해는 작품이 서사의 대부분을 할애하며 묘사했던 그의 폭력적 행위를 망

각․은폐하는 결말로 이어지고 만다.11) 또한 한글장편소설에서는 가내에서 여성인물

들에 의해 화란(禍亂)이 일어날 때, 가부장 등의 남성인물들은 요약을 먹고 사리판단

능력을 상실하거나 아예 자리를 비우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이는 가부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한 설정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에서는 딸들이 잇따라 죽어버림으로써 가부장

의 개과천선의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결말에 가서 배좌수를 어떻게 처벌/용서

할 것인가를 두고 이본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

한 결과일 것이다.12) <김인향전>의 김좌수는 딸을 연달아 잃은 슬픔에 시달리다가

병들어 죽기까지 한다.13)

특히 <김인향전>에서는 가부장에 대한 한층 더 문제적인 시각을 보여준다. 바로

인향의 죽음에 인향의 친오빠이자 장남인 인형을 개입시키는 것이다.

“누의야! 내 말을 들어 보아라. 우리 삼남매 모친을 일즉 리별하고 슬흠을 금치

못하는 중에, 모친의 경계하시는 말삼을 심중에 메쳐 계모에게 행여 득죄할가 염레

하고 지내더니, 읏지하야 네가 행실이 부정하여 아해를 배엿단 말이 원건의 낭자하

여 아바님셔 ‘너을 죽이라’하시고 날노 하여금 ‘자바오라’ 하신니, 진실노 실행함이

잇는요? 네 몸을 본즉 잉태한 것 모양 갓흐니 신명으로 그러한지 모로거니와, 이런

변이 어대 잇단 말이야?” (449면)

인형은 부친과 계모 정씨의 말만 믿고 인향의 실절을 의심한다. 그는 부친 앞에 가

11) 양부인에게 자녀 살해의 역할이 부여된 것은 그가 ‘여성’이라는 점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앞

에서 <소현성록> 속 폭력의 의미를 다룰 때에는 작품 전체의 맥락에서 폭력이 수단적 가치로

사용되는 측면에 집중하다보니 이 점에 대해서 소홀히 다룰 수밖에 없었다.

12) 배좌수의 처벌과 관련한 결말구조의 차이와 의미에 대해서는 서경희, 앞의 논문 참조.

13) “좌수 이러구러 주야로 심회(心懷)가 불평하더니 우연이 병이 들거날, 인형이 백방으로 약을

쓰나 일분도 효험 업는지라. 병든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리별허니 (후략).” (461-462면)

이 점에 대해 이지하는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가련한 부친의 형상을 통해 ‘면죄부’를 주는 설

정이라고 하였다(이지하, 앞의 논문, 158면). 그가 죽어버림으로써 처벌의 장(場)에 소환되지 않

는 점에서는 그렇게 볼 여지도 있으나, 여기에서는 한글장편소설과 대조되는 지점으로서 ‘반성’

과 ‘회과’의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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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향을 살려줄 것을 간청하지만, 이는 동생의 목숨을 아껴서이지 그가 결백하다고

여기기 때문은 아니다. 인용문에서처럼, 인형은 배가 부른 인향을 보고 잉태한 것 같

긴 하지만 병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식의 애매한 말을 내뱉을 뿐이다. 결국 인향

을 데리고 길을 나선 인형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 동생 앞에서도 부명을 거스르면

불효가 될 것이나, 인형을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못 된다면서 망설인다. 망설이

는 오빠 앞에서 인향은 제 발로 연못에 뛰어든다.

이와 같은 인형의 형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인향전>이 억울한 인형

의 죽음에 가부장 김좌수뿐만 아니라 인형으로 대표되는 차세대의 가부장까지 연루시

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향에게 자초지종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부친 앞에서 동생을

대신해 반박도 하지 않는 한편, 막상 동생을 죽이는 일 앞에서는 감정에 연연하는 인

형의 형상은 우유부단한 가부장에 대한 은유로 읽힌다.14) <김인향전>은 이와 같은

인형의 인물형상을 통해 김씨 가문의 비극이 언제든지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경고의 메

시지를 전한다. 인형은 아버지 김좌수를 꼭 닮았기 때문이다.15)

가정에서 일어나는 비극에 대해 가부장을 통해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은 곧 가부장

제 자체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특히 한글장편소설 속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가부장을 연루시키지 않으려하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확인

되는 것과 달리, 가정소설은 폭력의 담지자이자 근원으로 가부장을 호명한다. 이에 가

부장은 계모와 함께 공적 처벌의 장으로 소환되어 끌려오거나, 이를 면하기 위해 그

전에 죽어버리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글장편소설에서는 가부장제

가 초래한 다양한 문제들, 이를테면 계후 갈등이나 쟁총, 여성의 정절이나 투기에 대

한 강박 등으로 인한 폭력을 서사의 전면에서 다루는 한편 가부장을 강력한 폭력의

담지자로 등장시키면서도, 가부장을 처벌의 장으로 소환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로지 여성 폭력 주체만이 처벌의 장으로 끌려오며, 이때도 그 행위에 대한 발본적

인 차원의 접근은 이뤄지지 못한 채 개인에게 그 책임이 전가된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책임 전가의 과정은 공격적이고 흉물스러운 인물 형상, 자극적인 묘사 등에

주력함으로써 해당 행위로부터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상기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기도

하다. 한글장편소설이 폭력 서사가 폭력의 근원을 은폐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편, 장화와 홍련, 인형과 인함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과정과

관련해서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 가장 먼저 주목되는 지점은 폭력의 피해자인

14) 이지하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면서 “그의 이러한 성격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여리고 착한 성품

으로서 동정 받을 여지가 있지만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하기에는 현격한 결격사유가 된다.”

라고 지적하였다(이지하, 앞의 논문, 146-147면).

15) 물론 작품 속 문제가 인형의 남편이 되는 유한림에 의해 해결된다는 점은 작품이 가부장제를

옹호하는 결말로 치닫고 말았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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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화와 인형이 직접적으로 스스로의 억울함을 표현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글장편소설에서 폭력의 피해자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은 결코 그 참상에 대

해 스스로 발설하지 않는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유효공선행록>이나 <보은기우

록>에서 유연과 위연청은 부친 유정경과 위지덕의 무차별한 폭력에 당하지만, 타인에

게 이 일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의 인물이 개입

하려고 하면 그 부당함을 말하며 말리기까지 한다. <명주보월빙>에서도 광천과 희천,

그 아내들은 계조모(繼祖母)인 위씨나 계모(季母) 유씨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일말

의 불평도 하지 않는다. ‘불출구외(不出口外)’와 ‘불가사문어타인(不可使聞於他人)’의

정서는 작품 속 폭력의 피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심지어 광천 형제는 가

부장이자 계부인 윤수에게 오명을 씌울까 걱정하여, “하리 계뷔 먼니 나가시면 가

간(家間)의 아모 일이 이셔도 계부의 허물은 되디 아닐디라.”라고 하며 자신들이 당한

폭력에 대해서 함구한다.16) 가끔 스스로의 비참한 삶에 대해 회의하는 모습을 보이기

는 하지만, 거듭 지적한 바와 같이 그 어조는 자책이나 회한에 가깝다. 이들은 시종일

관 가내의 문제가 집밖에 퍼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다. 이와 같은 태도는 한글장편소

설 속 여성들에게서 두루 발견되는데, 이를테면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의 부인 정

씨가 남편의 핍박을 견디는 것은 친정에 불효를 끼칠까 걱정해서였다. <명주보월빙>

에서 양씨는 남편 정세흥이 이유 없이 패악질을 일삼는데도 한 마디 항의의 말도 하

지 않는데, 남편을 비천하게 여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내에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은 이유가 더 크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보면, <김인향전>에서 인향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

었을 때 계모를 향해 적극적으로 항변하는 설정이 주목된다.

“우리가 아모조록 부모가 갈아치시는대로, 일서도 놀지 아니하고 뒤방의 갓쳐 잇

셔 부모의 령을 한번도 어기미 업삽고 조곰도 득죄하미 읍거날, 소녀를 이와 갓치

박대하고 모함험이 심할지라도 한번도 아바님을 뵈옵고 고한 배 업사운대, 이와 갓

치 몹쓸 말노 모함하여 죽이러 하니 이다지도 박절하옵잇가? 이제 나을 세위 놋코

칼노 배을 가르시면 자연 알 거시오니, 내 사지를 저 가로 상에 거러 두면 지나가

는 행인이라도 이내 죄가 잇고 업는 것슬 알 것시니, 소녀의 소원대로 하여 주업시

면 죽은 혼이라도 원이 업게삽나이다. 게모는 나 죽은 후의 아바님 뫼시고 만수무강

하시오.” (452면)

인향은 계모를 향해 몹쓸 말로 자신을 모함한다며 거세게 항변한다. “나을 세위 놋

코 칼노 배을 가르시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사지를 찢어서 대로변에

걸어 두라는 식의 과격한 언사는 인향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장화홍

16) <명주보월빙>권4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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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전>의 장화가 한 마디 변명도 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것과도 대조된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태도는 사건 해결의 과정에서 그들이 원귀의 형상으로나마 직접

억울함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장화와 홍련은 원귀가 되어 고을에 부임

하는 부사들을 지속적으로 찾아가 억울한 죽음을 하소연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이때

부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공권력’을 상징한다. 인형과 인함 역시 군수를 찾아가

억울함을 호소한다. 인향 자매를 죽인 정씨를 향해 “악독한 게집년아!”17)라고 외치는

군수 정두용은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공권력의 태도를 보여준다.

한글장편소설에서는 가정 내 폭력 사건에 공권력이 개입되는 순간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공주’의 불행에 왕권이 개입하는 일은 종종 보이는데, 이때 왕실은 공권

력이기 이전에 공주의 친정이라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 <소현성록>에서 명현공주 운

성과 형씨를 왕에게 참소하여 그들이 하옥되는 것이 예가 될 수 있다. 한글장편소설

이 형상화하는 왕가의 ‘사혼’이 부정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바로 이렇듯 공주가 친정

의 위세를 이용한다는 점과도 관련이 깊은 것이다.18)

<유효공선행록>이나 <명주보월빙>에서도 공권력의 개입이 전무하다고 보기는 어

렵다. 그러나 <유효공선행록>에서 유홍은 단순히 형 유연을 향한 폭력의 가해자가

아니라 태자를 모해하는 국가적 반역 죄인이다. 따라서 천자가 유홍을 벌하고 유배를

보내는 것을 유문의 문제에 개입하기 위함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명주보월빙>에

서도 위부인이나 유부인, 구몽숙 등은 정․진 양부를 공격할 뿐만 아니라, 황상에게

약을 먹이는 등의 반역 행위를 일삼은 결과로 처벌을 받는다. 이들 작품에서는 가정

폭력의 가해자와 국가 반역자를 일치시키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처벌을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장화홍련전>과 <김인향전>의 비극은 철저히 가정 내에 한정되어 있다.

계모와 부친을 통해 초래된 딸들의 잇따른 죽음은 참혹한 일이지만, 공적인 영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살인사건은 당대에도 범죄였으므로 공권력이 개

입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한글장편소설에서는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 해석하려는 움직임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본 바이기도 하다. 이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폭로와 고발

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가정 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과정이 가부장에게 일임되었던 당대의 현실에 기인하는 면이 클 것이다.19)

17) <김인향전>, 466면.

18) 한글장편소설에서 공주의 형상에 대해서는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정선희,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의 공주/군

주 형상화와 그 의미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등 참조.

19) 이와 관련하여 새비지 랜도어는 조선에서는 식구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가장에게 그 처벌권

이 주어졌고, 법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처벌을 가했다고 한 바 있다. “The hea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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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성록>에서는 양부인이 실절을 이유로 교영을 죽이기까지 하지만, 공권력의

개입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20) <유효공선행록>이나 <보은기우록>에서는 가부장이

아들을 향해 폭력을 휘두르지만, 고을의 부사는 물론이고 주변의 어떤 인물도 나서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스스로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인 아들과 화해

하는 과정은 지극히 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장화 자매와

인향 자매는 고을에 부임하는 부사와 군수를 찾아가 호소한다. 이들은 스스로의 비극

에 공권력을 개입시킨다. 힘겹게 호명된 공권력이 비극적 사태의 책임을 계모에게 전

가시키거나 애매한 결말로 마무리되고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지만, 이 두 작품이 가정

의 문제를 사회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일로 여기고 있다는 데 대해 반론을 제기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21) 이렇듯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가 폭력의 근원을 은폐․

용인하고 있다는 사실은 가정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선명하게 확인해 볼 수 있

다.

2. 폭력 서사의 확대와 여성인물의 부각

형성기 한글장편소설인 <구운몽>과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등은 작품의 주

제나 성격 면에서 보았을 때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는 논의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

러나 17세기에 이룩된 소설사적 전환을 언급하는 자리에서는 <소현성록>과 함께 거

의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다.22) 17세기에 이르러 통속적 영웅소설과 가문소설의 구조

가 공통적으로, “주인공이 현실 질서의 틀 안에서 낭만적으로 욕망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형상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심리적 보상감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지평을 전환

했음이 지적되기도 했다.23) 낭만적 구성과 현실 초월 욕구 등이 반영된 이 작품들을

모두 ‘통속적’이라는 틀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the family is supposed to punish smaller offences as he thinks fit, either by rod or fist, the

law only providing the severe forms of punishment for the bigger crimes(A. Henry

Savage-Landor, Corea or Cho-sen, The Land of the Morning Calm, William Heinemann,

1895, p. 243).”

20) 엄밀히 말하면, 양부인의 판단은 공의(公義)에 의한 것이므로 양부인 자체가 공권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1) 이헌홍, 앞의 논문, 597면; 윤정안, 계모를 위한 변명―<장화홍련전> 속 계모의 분노와 좌절 ,

�민족문학사연구� 57,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15, 76면.

22)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局面 : <사씨남정기>․<구운몽>․<창선감의록>․<소현성록>

을 중심으로 ,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박일용, 가문소설과 영웅소설의 소

설사적 관련 양상―형성기를 중심으로― ,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정길수, �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2005 등.

23) 박일용, 위의 논문, 1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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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통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지만, 본고에

서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폭력’과 관련해서는, 이들 작품에서 상이한 특성들이 포착

되어 주목된다. 특히 <소현성록> 이후로 한글소설이 본격적인 ‘장편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다양한 소설적 기법들이 모색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폭력 서사와 관련

한 형성기 한글장편소설과 본고에서 다루는 네 작품 사이의 차이점에 관심을 둘 필요

가 있다. 여기에서는 특히 ‘폭력 서사의 본격화’와 ‘폭력 주체의 변화’에 유념하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구운몽>의 세계는 유독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다.24) <구운몽>에서는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여기에 별다른 제

제도 가해지지 않는다. 전쟁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이때 강조되는 것은 전쟁이라

는 폭력적 행위의 참상이나 잔인함이 아니라, 이를 통해 만나게 되는 새로운 인연이

다. 양소유와 팔선녀는 화합과 예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산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구운몽>은 폭력을 중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지 않을 뿐, 작품 속

에 폭력이 부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25) 다만 <구운몽>에서는 차별적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주인공들에 의해 폭력이 진정한 ‘폭력’으로 문제되지 않을 뿐이다.

<구운몽>에서 차별적 인간관계의 근원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은 바로 이와 같은 점을

간취한 결과라 하겠다.26) <구운몽>이 화합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읽히는 이유는 주요

인물들 사이에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폭력이 자행되지 않다는 점과 관련이 깊다고 생

각된다. 앞서 한글장편소설이 다루는 폭력은 주로 개인적 폭력이며, 그 중에서도 신체

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이 비중 있게 형상화되고 있다고 하였는데, <구운몽>에서는

이와 같은 폭력이 그려지지 않거나, 그려지더라도 소략한 차원에 그치는 것이다. 어떤

가시적인 행위도 포착되지 않는 상황 역시 폭력일 수 있다는 전제에서 본다면, <구운

몽>에서는 개인적 폭력의 ‘실체 없음’이 가장 큰 폭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씨남정기>에서는 교씨라는 여성인물의 폭력으로 인한 참상이

가시적으로 서사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27) <사씨남정기>는 유연수의 정실인 사정

옥이 스스로 자식을 출산하지 못하는 것을 문제로 여겨 교채란을 첩으로 들이면서 이

야기가 시작된다. 교씨의 단정치 못한 행동을 사씨가 지적하는데, 이에 앙심을 품은

교씨가 폭력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한다. 교씨의 폭력은 처음에는 유연수에게 모함을

하는 수준이었으나, 사씨에게 태기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는 낙태시키는 약으로

그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고, 동청이라는 기실(記室)과 사통하며 유연수를 기만하기

24) <구운몽>의 평화롭고 조화로운 세계에 대해서는 정병설, 앞의 책, 2010 참조.

25) 정병설, 앞의 논문, 2017.
26) 위의 논문, 61면.

27) 후술하겠지만, 한글장편소설에서 폭력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야기에서 여성인물이 주체

가 된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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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인 장주를 동청이 죽일 것을 알면서도 사씨를 내쫓기

위해 방기하는 등 극악한 모습을 보인다. 심지어 유연수마저 제거하기 위해 천자에게

모함을 하여 유배를 보내기에 이른다. <사씨남정기>에서 주목할 점은 작품이 형상화

하는 폭력이 교씨와 동청 등 악인에게 전담되었다는 것이다. 긍정적 주인공인 사씨는

어떤 폭력행위와도 무관한 인물이며, 유연수도 미혹함이 부각되기는 하지만 폭력을

저지르지는 않는다. <사씨남정기>는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여성인물을 등장시켜 작품

속에 선명한 ‘갈등’을 설정하는 한편, 뚜렷한 선악구도를 설정하여 작품의 흥미를 배

가시키고 있는 것이다.28) 이는 교씨가 결국 결말에 이르러 교수형에 처해지고 까마귀

의 밥이 된다는 설정과 상부한다. <사씨남정기>에서 폭력은 교씨가 처단됨으로써 사

라진다.

<창선감의록>에서는 보다 복합적인 양상의 폭력이 확인된다. 이는 <창선감의록>

이 다양한 가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화욱에게는 세 부인이 있

는데 첫째 부인이 심씨이고, 소생으로 화춘이 있다. 둘째 부인 요씨는 빙선을 낳고 죽

으며, 셋째 부인인 정씨가 진을 낳는다. 화욱은 심씨와 춘이 성품이 악하여 꺼리고,

정씨와 진, 빙선을 사랑한다. 그러다 화욱이 엄숭의 모함으로 유배를 가고, 얼마 후

정씨와 화욱이 차례로 죽는다. 가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심씨와 춘은 정씨, 진, 빙선

을 향해 폭력을 자행한다. 화춘과 심씨는 일방적인 억압과 습관적인 매질로 이들을

괴롭힌다. 그러다 춘은 조씨와 통정을 하기에 이르는 등 패악질을 일삼게 된다. 한편

화진의 정혼자인 윤옥화와 남채봉, 윤옥화의 남동생 윤여옥과 혼인하게 되는 진채경

등은 혼인 전에 모두 부친이 정적의 모함을 받아 유배를 가거나, 간신의 늑혼 위협에

빠져 갖은 고초를 겪는다. 화춘의 첩이 된 조씨는 춘의 정실인 임씨를 모해하고, 진의

부인 남씨를 살해하려 하기도 한다. 작품은 화부, 윤부, 남부, 진부 등에 가해지는 폭

력을 다각도로 그려낸다. 이렇듯 <창선감의록> 속 폭력이 <사씨남정기>와 대별되는

지점은 바로 폭력이 가문 내외로부터 동시에 다양한 인물에 의해 발생한다는 데 있

다. <창선감의록>에서는 <사씨남정기>에서보다 한층 더 복잡하고 다기한 갈등 상황

을 설정하고, 다양한 폭력 주체를 통해 이야기를 풍부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다.29)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회개를 하는 것으로 결말이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테

면 윤여옥은 작품 속에서 주요한 간신으로 등장하는 엄숭의 딸과 혼인을 한다. 엄숭

의 아들 엄세번은 윤여옥의 누이 윤옥화를 강제로 취하려 했던 인물임에도 말이다.

살펴본 것과 같이 <사씨남정기>와 <창선감의록>에서는 아예 가부장이 부재하고

있거나 그와 다름없는 상황이 설정되고, 여성 주체의 폭력이 주로 다뤄진다. 이때 폭

28) 조현우, <사씨남정기>의 악녀 형상과 그 소설사적 의미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3, 한국

고전여성문학회, 2006.

29) <창선감의록>의 중층적 갈등 구조에 대해서는 박일용, <창선감의록>의 구성 원리와 미학적

특징 , �고전문학연구� 18, 한국고전문학회, 20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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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가시적 형태로 작품에 형상화되지만, 악인이나 여성에게 전담되고 있다는 점에

서 여전히 주변적인 문제에 가깝다. 그런데 <소현성록>에서는 가부장이 폭력의 담지

자로 등장한다.30) 가부장의 폭력은 작품 내에서 공개적인 방식으로, 어떤 국면에서는

과시적으로 자행된다. <소현성록>에 이르러 작품의 절대적인 분량이 확대되는 한편

작품의 ‘주인공’인 가부장의 폭력을 형상화하면서 비로소 폭력 서사의 본격화가 시작

되는 것이다. 이때 작품 속 폭력은 가부장의 도구로 등장하며, 반성이나 화해의 대상

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사씨남정기> 등에서 폭력행위에 가부장을 개입시키지 않으

려는 움직임은 그것이 문제적이라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 따라서 <소현성록>에서

폭력을 가부장의 도구로서 형상화하는 것은 단순히 폭력이라는 행위에 대한 이해의

결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수단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소현성록>에서는 가부장의 폭력이 지닌 문제를 역설적으

로 드러내게 된다. <소현성록>의 성취는 바로 여기에 있다.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에서는 가부장의 행동 양식으로서 폭력을 서사에

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책임 소재나 화해를 모색하는 등의 반성적 시각을 확

보한다. 그러나 가부장을 강력한 폭력의 가해자로 등장시키면서도 그에게 적극적으로

책임을 묻거나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가부장

을 향한 질타의 시선을 본격적으로 서사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가부장

의 폭력행위는 가혹하게 그려지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망각된다. 여기에는 가부장의

자발적인 반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한글장편소설에서 폭력행위가 망각되지 않는 경우는 폭력의 주체가 여성일 때이다.

앞선 논의에서는 <소현성록> 등에서는 폭력이 ‘수단’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따라서

악한 여성들에게는 그 ‘수단’조차 주어지지 않는 현상을 포착해낼 수 있다고 보았다.

폭력은 곧 권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폭력 서사에서 여성은 대개 폭력의 ‘대

상’으로서 존재하면서 서사내적 지위를 확보한다. 그런데 <명주보월빙>에서는 폭력행

위가 여성들에 의해서 전담되고 있어 주목된다. 여성이 폭력행위의 가장 강력한 주체

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변화는 단순히 여성인물과 관련된 서사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만을 의

미하지 않는다. <명주보월빙>을 통해 보면, 위부인과 유부인, 문양공주와 신묘랑 등

은 능동적인 행위 주체로 서사의 전면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한편, 이들의 행위는

서사 내에서 비로소 문제적 상황을 일으키고 이후의 서사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30) 송성욱은 작품의 초반부에 1세대 가부장인 유희, 화욱, 소경이 일찍 죽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

는 점에 주목하여, <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이 “가장권의 공백”이라는 특징을

공유한다고 보았다(송성욱, 18세기 장편소설의 전형적 성격 , �한국문학연구� 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여기에서는 작품에서 폭력 서사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때 가부장의 존

재와 개입 여부에 주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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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작품 속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사건은 거의 모두 여성인물들의 폭력행위에 의해

촉발된다. 따라서 <명주보월빙> 내에서 차지하는 행위의 분량 역시 위부인과 유부인

이 압도적으로 많다. 소설사의 전개 속에서 폭력의 ‘대상’으로서 존재하던 여성이 폭

력을 통해 비로소 ‘주체’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역설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여성은 반

복적으로 폭력을 일삼으면서 매우 선명하게 자신의 행위를 가시화하고, 의미화한다.31)

이와 같은 여성 주체들은 결말부에 이르러 죄상이 밝혀지고 단죄된다.

폭력적인 여성인물에 대한 집중적인 서사화의 과정은 그 내면에 대한 묘사가 매우

자세하고 다채로워지는 현상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 공고 통한(痛恨)미 흉금(胸襟)의 치여, 만일 셰(生世)의 뎡병부로

화락디 못면, 후(死後)의 원혼(冤魂)이 되어 디하(地下)의 명목(瞑目)디 못

디라. 무궁노분(怒憤)을 풀 곳이 업셔 쥬야(晝夜) 가이 믜, 병부의 풍

긔상이 안듕(眼中)의 삼삼여 그리오미 밋칠 젹은, 상부 신혼셩졍디시(晨昏省

定之時)의 그 얼골을 본, 념치를 일코 눈이 러질시 고 바라보아, 반가온 ,

노호은 , 슬픈 , 은 , 모양여 디향치 못거동이 연 듕목(衆目)의

아라 뵈이니, 금휘 잇다감 공쥬의 긔을 보고 한심 통여, 다시 남후의 문양궁

왕를 아른쳬 아니더라. (<명주보월빙>권42, 34-35면)

� 뎡히 아모리 줄 아디 못여, 장이 놀며 분안목(眼目)이 뒤룩여 못

셩악이 블 니하니, 텬(天子) 아냐 옥황(玉皇)이라도 두리온 이 업셔, 오나

온 말이 혀치 들먹들먹니, 고태우를 흐러 죽이고 셩샹 쳐블명믈 셜파

고 닷고져 시브나, 디 못여 분노를 으, 몸이 니이고 니 갈니여 태

우를 무셔이 보눈이 고죽일 니, 태위 조모의 형상을 보긔를 죽이고

져 아니라, 텬졍의 원망이 밋기 쉬온디라. (<명주보월빙>권51, 57-58면)

� 시노를 명여 쇼를 잡아 오라 니, 이 뉴시 공의 도라오믈 듯고 

긔를 졀통여 줄 짐작, 익봉잠의 효험이 디금가디 못믈 나, 젼후의 

긔 심녁(心力)과 보(財寶)를 허비여, 일도 쇼원(所願)의 영합(迎合)미 업

믈 각니, 심장이 터질 고 아모리 독긔운을 다여 창후 형뎨 부부를 즐

욕(叱辱)이나 싀훤이 고져 나, 혀 줄을 잡아 다니, 로 독심(毒心)

을 프디 못여 셩악(性惡)이 블 니러나니, 니를 응믈고 쇼의 관을 벗기 디르

며 쇠치로 시니, 도도히 뎍혈(赤血)이 소나, 쇼알프믄 닛치고 부인 병톄

더을 바를 절민여 모친을 븟드러 상셕의 편히 누우시믈 청여 왈, “블최(不肖

子) 죄 이실딘시노로 여곰 장(杖責)시미 올커, 어시 셩톄 닛브시믈 각

31) 여성의 존재가 ‘폭력’이라는 행위를 통해 각인되는 이 과정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씨남정기>에서부터 시작된다(조현우,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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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아니시니잇고?” (<명주보월빙>권72, 16-18면)

인용문에서는 <명주보월빙>에서 폭력행위의 주체로 등장하는 문양공주, 위부인, 유

부인 등의 내면이 자세하게 서술되고 있다. 특히 분노나 증오 등의 단순한 감정을 표

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가온 , 노호은 , 슬픈 , 은 ”이라고 하

여 정천흥을 향한 공주의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태우를 흐러 죽이고

셩샹 쳐블명믈 셜파고 닷고져 시브나” 뜻대로 되지 않아 분노를 참아야만

하는 위부인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은 주목된다. 또한 심력과 재보를 소진하

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도 쇼원(所願)의 영합(迎合)미 업믈 각니, 심장이

터질 ”하다는 서술 역시 현실적인 차원에서 감정을 서술하려고 했음이 확인되는 부

분이다. <사씨남정기>에서 교씨가 폭력행위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적’이라거나 ‘비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은, 바로 그가 극단적으로 이익만

을 중시한다는 면모 때문이었다.32) 이는 악한 여성에게 ‘인격’이 주어지기보다 ‘역할’

이 주어졌던 것이라고 이해해볼 수도 있다.33) 그러나 인용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듯이, <명주보월빙>에서 폭력의 주체로 등장하는 여성들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감정

의 소유자로 형상화된다. 이는 인물 형상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한편 그를 뚜렷한 인

격의 소유자로 만든다. 이를테면 유부인은 남편 윤수에 대한 불만, 딸들의 불행한 삶

에 대한 걱정, 종통에 대한 욕구, 금전에 대한 욕심 등을 복합적으로 지닌 인물로 그

려진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내면의 다층적인 욕망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가시화된

다. 유부인과 같은 인물이 형상화되는 것은 폭력 서사를 통해 여성 인물이 부각된 결

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34) 한편 앞선 논의에서는 폭력 서사를 통해 참혹하게 변

해버린 신체가 서사의 전면에 등장하기도 하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본고에서

다룬 작품들에서는 <사씨남정기>나 <창선감의록>에서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망

가진 신체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다. 요컨대 <소현성록> 이후의 작품에서 폭력 서사

는 인물의 내면과 외양에 대한 관심을 본격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여성인물의 폭력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분출되며 재생산된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한글장편소설이 비슷한 이야기를 단

위로 하여 이를 반복적으로 제시하면서 분량을 늘려가는 점과 관련이 깊다.35) 따라서

32) 강상순, <사씨남정기>의 적대와 희생의 논리 , �고소설연구� 12, 한국고소설학회, 2001, 138면.

33) 박일용 역시 교씨의 형상에 대해 “가부장제 이념의 표상인 사씨의 고난을 보다 뚜렷하게 부각

시키는 구성적 장치”로서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박일용, <사씨남정기>의 이념과 미학 , �고

소설연구� 6, 한국고소설학회, 1998, 226면).

34) 특히 한글장편소설에서 인물의 긍정적인 내면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화합의

세계를 형상화하고 있는 <구운몽>에서 인물들의 내면이 거세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35) 대하소설의 서사 단위로서 단위담에 대한 논의는 송성욱, 앞의 책, 200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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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서사는 한글장편소설이 내용과 형식면에서 팽창을 시도함에 따라 그 분량이 점

차 확대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한글장편소설의 절대적인 분량이 늘어나는 현상, 폭력 서사의 본격화, 여성

인물의 부각은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인물의 내면

에 대한 묘사가 폭력적인 여성을 통해서 풍부해진 점, 또한 폭력의 주체와 대상을 통

해서 철저하게 망가진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묘사가 서사의 전면에 부각되는 등

기법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 등은 한글장편소설사가 전개되면서 이룩한 성과가 분

명하다. 한글장편소설 속 폭력 서사는 통시적으로 보았을 때 내용의 다양함과 묘사의

풍부함을 통해 그 편폭을 늘려갔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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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조선후기 상층 여성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던 한글장편소설은 최상층 벌열 가문을 배

경으로 벌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의 문제를 유교적 입장에서 충실하게 담아내

고 있는 작품군으로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이 작품들은 향유자들에게 화합의 가치를

가르치고 윤리적 덕목과 교양을 기르게 하는 교화의 수단이 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정

설을 이루었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거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타인과의 불화 때문에

불행한 삶을 경험하고, 이때 ‘폭력’이 빠짐없이 등장하여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다. ‘화합’을 강조하는 이야기가 왜 ‘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고에서는 폭력의 문제를 몇몇 작품의 특징이나 후대적

경향으로 다루던 기왕의 연구사를 반성하고, 개별 작품에 나타난 폭력의 다양한 형상

에 관심을 두는 동시에, 한글장편소설 일반의 서사 전략과의 관계 속에서 폭력 서사

의미를 해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한글장편소설이 소설 속 인물들의 삶을 이야기

하고 여기에 독자들을 개입시키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

하였다. 본고에서는 연구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폭력의 형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는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보

은기우록> 및 <명주보월빙>을 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의 내용과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다층성에 대해 조망하였다. 작품이 직

접적으로 서사화하고 있는 개인적 폭력, 작품이 직접 문제 삼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작품 속 인물 행동의 근거가 되며 당대에 내재하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구조적 폭력,

이 모든 것을 합리화하는 문화적 폭력까지를 두루 살피고자 했다. 그 결과 한글장편

소설에 나타난 폭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작품이 개인적인 폭력을 형상화하는 과정에

서 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구조적․사회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지, 혹은 망

각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한글장편소설이 어떻게

개인적․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즉 그 ‘문화적 폭

력’으로서의 면모에도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제Ⅲ장에서는 네 작품에 드러나는 폭력 형상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였다. 작품

속에서 폭력이 무슨 이유로 발생하며, 어떤 방식으로 자행되는가, 그것이 등장인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서술자의 반응이

나 주변인물의 대응을 통해 작품이 형성하는 담론의 양상까지를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폭력이 초래한 비극에 주목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찾는 방식, 가해자의 반성을

이끌어내는 방식 등의 차이에도 주목하고자 했다. 특히 작품 속에서 개인적인 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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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행되는 구체적 국면에 주목하되, 이때 폭력적 주체가 근거를 두고 있는 당대 규범

이나 문화, 관습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구조적 폭력의 실체에도 다가가고자 했다.

제1절에서는 <소현성록> 속에서 폭력이 가부장에게 도구로 주어지고, 공의(公義)

실현의 수단으로 등장하는바, 수단적 가치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그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살폈다. <소현성록>에서는 양부인, 소현성, 소운성, 소운명 등 가부장 또는 장차

가부장이 될 주인공들이 등장하여 자녀 훈육이나 불효부를 징치하는 제가(齊家)의 도

구로 폭력을 사용한다. 그 결과 폭력의 원인이나 결과, 그 폭력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가부장의 폭력은 서술자와 주변인물의 반복적 서

술을 통해서 정당화된다. 여성인물이나 일부 주변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가부장의 폭

력에 대한 저항과 의심의 목소리가 미미하게 포착되기는 하지만, 결국 주인공과 이를

지지하는 서술자에 의해 묵살된다. 그러나 정당화가 반복될수록 작품 속 폭력에 대해

그 정당성을 의심하게 되는 역설 또한 발생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현성록>에서처

럼 폭력의 수단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진실을 드러내는 측면이라고

보았다.

한편 <유효공선행록>과 <보은기우록>은 가부장의 폭력이 서사를 이끌어나가는 주

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특히 이 두 작품이 폭력의 책임 소재를

찾고 화합하는 결말을 보이는 것은 폭력에 대한 반성적 시각을 확보하고 있는 지점으

로, <소현성록>과 구별된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제2절에서는 두 작품의 공통적

인 문제의식과 상이한 문제 해결 방식에 유념하면서 작품 속 폭력의 형상과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절 1항에서는 <유효공선행록>에서 책임을 전가하고 화해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인 태도가 결국 폭력의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 살폈다. <유효공선행록>

에서는 부친 유정경이 유연을 향한 직접적 폭력의 가해자로 등장하지만, 작품은 지속

적으로 유홍의 성격적 결함이 초래하는 폭력과 이로써 주변인들이 마주하게 되는 불

행과 불합리한 상황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폭력의 책임을 유홍에게

묻고 있다고 보았다. 모든 사태가 원천적으로 유홍에게서 비롯되었다는 태도는 작품

내내 견지되는데, 이 때문에 <유효공선행록>에서 부인 정씨나 정관, 유우성과 이소저

가 겪는 불행에는 유연의 행동이 깊게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전혀 책

임을 묻지 않는 방식으로 서사가 진행된다. 작품 속에서 폭력의 책임은 유홍에게 전

가되고, 유정경과 유연의 관계 회복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서, 서사내적으로 폭력의 참

상에 대한 진정한 탐구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따라서 <유효공선행록>이 그리는 화해

는 공허한 수준이며, 이로써 작품 속에서 폭력은 재생산되며 지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제2절 2항에서는 <보은기우록>에서 꿈을 통해 반성에 이르는 폭력 주체를 형상화

하고, 이를 통해 폭력을 추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그리고 있는 점에 대해 살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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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은기우록>에서는 부친의 폭력을 감내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유효

공선행록>과 매우 유사한 설정을 보이지만, 유연과 달리 위연청은 부친에게 일방적으

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력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폭력은 위지덕과 위연청이 각각 스스로 옳다고 믿는 삶

의 태도를 피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보은기우록>에서 폭력은 전

적으로 위지덕에게 책임이 있다기보다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가치관의 차이에 기

인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여기서 부친의 폭력은 단순히 악인의 행동 범주로서 물리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추구하는 삶의 전망을 저해하는 행위로 형상

화된다. 따라서 위연청은 ‘효’로서 일방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적절하게

대립각을 세우면서 뜻하는 바를 이루어나간다. <보은기우록>에서는 위지덕에게 책임

을 지우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연청을 향한 직접적인

폭력의 가해자로서 그의 개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보았다. 특

히 ‘꿈’이라는 환상적 장치를 사용하되, 그 안에서 위지덕으로 하여금 고통을 경험하

게 하는 점, 이로써 회과를 이끌어내고 있는 점은 <보은기우록>이 폭력을 추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제3절에서는 <명주보월빙>이 폭력의 잔혹성 자체에 관심을 두고 있는 점에 대해

살폈다. <명주보월빙>에서는 충동적인 폭력의 주체가 그들 각자의 불행에 힘입어 점

차 세력을 확장해가는 결탁의 과정을 보여주고, 그 결과로서 주인공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핍진하게 그리고 있다. 이때 폭력적인 주체의 결탁은 그것이 충동적인만큼 취

약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작품의 면면에서 드러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보았다. <명주보월빙>에서는 폭력의 주체들이 지속적으로 세력을 늘려나가

고, 이에 따라 피해자를 향한 폭력의 수위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이때 폭력 서사는 폭력이 등장인물의 일상을 처참하게 망가뜨리는 과정을 형

상화하면서, 결코 피해자 스스로의 의지로는 이를 피할 수 없음을 묘사해 보여준다.

이것은 폭력의 책임 소재나 화합하는 결말보다 폭력이라는 문제적 행위가 지닌 잔혹

성에 대해 관심을 둔 결과라고 보았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네 작품에서 폭력은 매우 상이한

형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일정하게 현실세계의 폭력을 환기시키고

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성취를 이루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는 작품이 그

렇게 의도한 결과라기보다 ‘폭력’이라는 행위 양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적인 성격에 기

인한 바가 크다고 보았다.

제Ⅵ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에 폭력 서사가 빠짐없이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을 내리고자 했다. 이를 위해 폭력 서사가 독자의 몰입을 유도하고, 흥미를 제고시

키기 위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서사 전략에 대해 탐구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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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에서는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가 폭력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이로

써 독자들로 하여금 폭력의 주체와 대상 모두에게 거리를 두게 하는 전략에 대해 살

폈다. 제1항에서는 폭력 서사가 폭력을 ‘병에 걸린 여성’의 문제로 축소․은폐시키는

지점에 대해 살폈다. 여성 폭력 주체들은 분노에 눈이 멀어서 폭력을 반복․재생산하

는 것은 물론이고, 하층 인물이나 어린 아이들과 같은 상대적 약자에게 부정적인 감

정을 전이시키기도 한다. 심지어 주체하지 못하는 분노 때문에 신체에 이상증상을 느

끼거나, 자기파괴적으로 폭력을 분출하기도 한다. 특히 아들이나 남편, 시부는 물론이

고 지존(至尊)까지 공격하는 여성들의 모습은 작품 속에서 ‘이리’, ‘독사’ 등의 동물로

호명되는바, 이는 여성 폭력 주체가 ‘괴물’처럼 형상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 요

컨대 여성의 폭력은 ‘병증’의 형태로 전유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독자는 정상적인 인

간의 자리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병에 걸린 듯, 괴물처럼 변해버린 여성존재들이 자아

내는 이질감과 혐오감, 흥미로움과 매혹 등을 향유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괴물이나 미

치광이에 가까운 여성의 존재는 그 이면에 존재하고 있는 구조와 사회, 집단, 혹은 그

들에 의한 소외와 배제 등의 문제를 연루시키지 못한 채 흥미의 대상으로 전락한다는

점에서,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은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한글장편소설은

여성의 폭력을 개인의 정신적 병증의 결과로 그려내면서, 그것이 사회적인 상흔이나

부상의 결과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제2항에서는 폭력 서사가 폭력의 결과 망가진 신체를 전면화하는 현상에 대해 살폈

다. 폭력 서사는 거의 모든 경우에 폭력으로 인해 피폐해진 개인의 육체를 전면화하

여 보여준다. 이들은 피가 낭자하고 뼈가 드러난 채로, 혹은 머리가 깨어지거나 얼굴

이 으깨어진 채로, 심한 경우에는 주검이나 육괴에 가까운 형상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이 망가진 개인의 신체는 독자에게 온전한 신체를 상기시키도록 하면서 만족감과

우월감을 제공한다. 특히 작품 속에서 신체가 가장 참혹한 형상으로 훼손되는 것은

하층에 속하거나 작품 속 역할이 미미한 인물에 한정된다는 사실은, 소설 향유자로

하여금 ‘거리감’을 확보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 보았다. 자극적인 묘사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거리를 두게 하는 한글장편소설의 서사 전략은, 처참한 형상으로

망가진 등장인물의 신체가 사실은 부당하게 가해진 폭력의 결과이거나 구조와 사회에

의해 조장된 결과일 수 있다는 인식을 차단할 것이라고 보았다. 무엇보다 이들의 신

체가 처참하게 망가질수록 폭력은 비정상적이거나 특수한 경험으로 취급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한글장편소설이 폭력의 파괴력이나, 이에 따른 참상을 개인적인 문제

로 축소시키면서 폭력의 근원을 은폐하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제2절에서는 폭력 서사가 웃음과 화합하는 결말을 통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 겪는

불행을 망각하게 하는 과정에 대해 살폈다. 제1항에서는 폭력이 자행되는 순간이나,

폭력 사태가 종결되고 난 후 주변인물들을 통해 과거의 사건이 농담으로 재담론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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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현상을 다루었다. 이와 같은 재담론화의 방식은 폭력의 순간들을 웃음과 뒤섞어

연출하면서 폭력의 문제적 성격을 반감시키는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 한편 폭력이 자

행되는 순간에 터져 나오는 웃음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역시도 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겪을 고통과 후회, 불행 등의 감정을 타자화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보았다.

제2항에서는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행복한 결말이 암시되면서 인물들이 겪는 폭

력의 심각성을 망각하게 하는 현상에 대해 살폈다. 무엇보다 한글장편소설 속 문법에

익숙한 독자라면 이 모든 이야기가 화합의 결말로 이어질 것을 알고 있을 것이기에,

등장인물들이 처한 고난이나 불행의 작중상황에 안심하고 몰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도 주목하였다.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암시되는 행복한 결말, 주인공들의 강인함

등은 독자들로 하여금 작품 속 폭력이나 그것이 그려내는 참상에 온전하게 감정이입

하는 것을 차단하게 하였을 터인데, 이는 결국 스스로의 불행에 대한 타자화의 과정

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고 보았다. 결국 폭력 서사가 담아내고 있는 웃음과

화합하는 결말은 독자로 하여금 폭력의 잔혹함이나 끔찍함을 인내하게 하는 달콤한

장치가 되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제3절에서는 한글장편소설 속 폭력 서사가 현실적 위안을 제공하여 독자들의 몰입

감을 제고시키는 측면에 대해 다루었다. 제1항에서는 가부장이 폭력을 자행하는 과정

에서 그것이 실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 결과이거나, 실체가 분명치 않은 문제에 대

한 것이거나, 속임수의 결과라는 점이 작품 속에 상세히 형상화된다는 점 등을 통해

가부장의 부정적 면모를 형상화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살폈다. 특히 남성인물들은 ‘연

좌’를 통해서 폭력을 ‘과시적’으로 확산시키는 점이 반복적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강한

현실 환기의 기능을 하면서 위안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제2항에서는 작품 속에서는 미미하게나마 제삼자들이 개입하여 폭력 사태를 중지시

키거나 가해자를 향해 설득의 말을 하는 장면들을 통해 피해자를 위한 연대의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때 제삼자의 행위는 실질적인 효과를 발

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해자들이 끝내 방치되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을 보여준다

는 점에서 독자들에게 위로와 안도감을 제공했을 것이라고 보았다. 한글장편소설은

바로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독자들의 몰입을 유도해내면서 폭력 서사를 빠짐없이 담

아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한글장편소설 폭력 서사의 소설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제1절에서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한글장편소설과

단편 가정소설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장화홍련전>, <김인향전> 등과 비교

를 진행하였다. 특히 가부장의 형상과 피해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한글장편소설이 폭

력의 근원에 대해 은폐하고 있는 지점에 대해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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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에서는 한글장편소설 형성기의 작품인 <구운몽>, <사씨남정기>, <창선감의

록> 등과의 비교를 통해 폭력 서사의 통시적 변화를 고찰하고자 했다. 특히 <소현성

록> 이후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가 확대되며, 여성인물들이 부각되는 점에 대해

살폈다. 더불어 이전 시기 작품들에서 볼 수 없는 폭력에 대한 다채로운 묘사, 풍부하

고 핍진한 인물의 부정적인 내면에 대한 묘사, 망가진 인간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관

심이 폭력 서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보은기우록> 및 <명주보

월빙>을 대상으로 폭력의 형상을 고찰하고 그 의미를 독자와의 관계 속에서 해명하

였다. 이를 통해 개별 작품이 형상화하는 폭력의 면모에 주목하면서도 여러 작품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한글장편소설의 서사 전략

과 그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한글장편소설이 형상화하는 폭력은 파괴적 속성을 드러

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폭력적 인간을 양산하고 일부 용인한 당대의 문제점

을 고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폭력 서사가 한글장편소설에 반복적으로 등장

할 수 있었던 것은 폭력이 제공하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의 측면 때문이라기보다,

그것이 독자들을 즐거움과 안도감, 우월감의 영역으로 견인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은 폭력 서사가 실제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분명히 확인해볼

수 있다. 요컨대 한글장편소설의 폭력 서사는 독자들을 폭력에 안주하게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폭력은 고전문학사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도 될 만큼 중요하고 거대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네 편의 한글장편소설을 다루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한글장편소설사의 전개와 관련하여 폭력 서사를

보다 다각도로 조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소박한 차원의 논의에 그친 것은 아

쉽다.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주장한 바와 관련해서는 다른 작품들의 예를 통해 풍부

하게 논증되어야 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 이와 같은 문제가 후속 논의를

통해 보완될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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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presentation of Violence in

Korean Classical Roman-Fleuve

Choe, OChi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forms and meaning of violence in Korean

classical roman-fleuve, focusing on the works Sohyeonseongrok (蘇賢成錄),

Yuhyogongsunhangrok (劉孝公善行錄), Boeungiurok (報恩奇遇錄) and

Myeongjubowoelbing (明珠寶月聘).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hapter 2 reviewed the violence that appears in Korean classical roman-fleuve.

In Korean classical roman-fleuve, personal violence, structural violence, which was

inherent in the society of that time and forms the basis of the actions of the

characters in the roman-fleuve, and cultural violence, which justifies all of the

above, function within a tiered system. This thesis examined the multi-level

aspect of the violence in the violence narratives by analysing specific examples in

each work.

Chapter 3 analyzed the forms and meaning of the violence featured in all four

works. In Sohyeonseongrok, protagonists who are the head of the family or

soon-to-be head of the family, such as Lady Yang, So Hyeon-seong, So

Woon-seong and So Woon-myeong, use violence as a tool for governing the

household, disciplining their children or undutiful daughters-in-law through

violence. Therefore, the cause or result of the violence they commit are never

questioned and the violence is instead repeatedly justified by the narrator and the

supporting characters. However, this continuous justification of violence within the

work paradoxically evokes more doubt about the justness of the violence. Despite

this, Sohyeonseongrok clearly regards violence as a tool for the establishment of

public justice. As a result, the narrative of violence in the work principally



- 233 -

demonstrates the effectiveness of violence. Like this, Sohyeonseongrok appears to

acknowledge the practical value of violence as a tool.

In Yuhyogongsunhangrok, it is Yu Jeong-kyeong who directly commits violence

against his son Yu Yeon, but the narrative continuously focuses on how the

violence arises as a result of Yu Hong’s character flaws and the troubles suffered

by those around him because of this. In other words, the narrative places the

blame for the violence on Yu Hong’s personal weaknesses. However, although the

work vividly depicts the way in which the violence first committed by Yu

Jeong-kyeong as a result of Yu Hong’s lies leads to instances of violence that

affect more members of the family, it fails to question the attitude or response

adopted by Yu Yeon which is the primary cause of this. The conclusion of the

work, which focuses only on the fact of Yu Jeong-kyeong and Yu Yeon’s

reconciliation, eliminates any potential within the work for true examination of, or

reflection on, the terrible consequences of violence. As such, the work’s conclusion

merely reveals the meaninglessness of the characters’ reconciliation as the violence

in Yuhyogongsunhangrok is left unresolved.

Boeungiurok, is similar to Yuhyogongsunhangrok in its depiction of a

protagonist who is forced to endure the violence of their father. However, the

protagonist of Boeungiurok, Wui Yeon-cheong, does not submit to his father but

actively retaliates against him. The violence is therefore incited by Wui Ji-deok

and Wui Yeon-cheong each demonstrating their commitment to the belief that

they are in the right. Boeungiurok does not put all the blame for the violence on

Wui Ji-deok but shows interest in his penitence as the direct perpetrator of the

violence. Although this revelation is framed as occurring within a ‘dream’, Wui

Ji-deok experiencing suffering and this leading to his penitence distinguishes the

work from Yuhyogongsunhangrok. Boeungiurok offers the potential of violence being

quelled by using a dream as a literary device.

Myeongjubowoelbing portrays impulsive agents of violence spurred on by their

sufferings gradually securing power by banding together as well as depicting in

great detail the violence committed against the protagonists as a result of this. Of

course, the more impulsive the conspiracy, the weaker its foundation. As the

agents of violence continuously expand their power, the level of violence inflicted

on the victims also escalates to an extreme degree. The narrative of violence in

Myeongjubowoelbing shows violence being mercilessly inflicted on victims w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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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ire lives are shattered, revealing the cruelty of violence. It can be argued that

Myeongjubowoelbing shows more interest in the atrocity of violence than the

repentance of the perpetrator or reconciliation between perpetrator and victim.

Chapter 4 of this thesis attempted to explore the narrative strategies adopted by

all four violence narratives to immerse the reader and enhance the entertainment

value of the narrative. The first subchapter examined the Korean classical

roman-fleuve violence narratives’ strategy of reducing the violence to the problem

of a specific individual, thereby distancing the reader both from the agents and

victims of violence. The first part of this subchapter studied the way in which the

violence narratives reduce the violence to, or cover it up as, the problem of ‘a sick

woman’. The female agents of violence in Korean classical roman-fleuve are

portrayed in a manner akin to monsters or maniacs, which has the effect of

estranging and fascinating the reader. The violence narratives fail to connect the

dramatic images of these women to underlying problems in the surrounding

structures, society or community, or to the alienation and marginalization of

women promoted by them, and reduces the female agents of violence to a source

of amusement.

The second part of this subchapter analyzed the exhibition of the bodies

damaged by violence in the violence narratives. The descriptions of injured bodies

arouse in the reader a sense of satisfaction and superiority by reminding them of

their own wellbeing. The graphic depictions of mangled bodies make the reader

regard the experience of violence within the narrative as an isolated, unusual

experience specific to the affected individual. This holds the reader back from

recognizing that the pitifully broken bodies of the victims in the narrative might

be the result of unfairly inflicted violence or a consequence promoted by real

contemporary structures and society.

The second subchapter investigated the process of the otherization of the

affliction suffered by the characters in the violence narratives through

contemptuous laughter and a conclusion of reconciliation. On some occasions,

either during the moment an act of violence is committed or sometime after the

act, a derisive comment is made about the violent event. This tone of mockery on

the subject of violence waters down the problematic nature of the violence.

Likewise, the repeated implication of a happy ending will likely have prevented

contemporary readers from fully empathizing with the tragedy created b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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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olence in the narrative, which this thesis deemed problematic as it could lead to

a sense of detachment from one’s own afflictions which become ‘otherized’.

The third subchapter dealt with the way in which the violence narratives in

Korean classical roman-fleuve make readers more deeply immersed in the

narrative by reflecting their contemporary social reality. In particular, the heads of

the household, the main perpetrators of the violence within the works, are depicted

as being prone to anger, indifferent to household affairs or simply ignorant.

Another element that stands out is the way in which violence is flaunted by the

perpetrators and proliferated through the phenomenon of ‘collective punishment’.

These factors encourage the reader to question the head of the household, who is

portrayed as a negative figure, and will thereby have offered some comfort to the

female readership. Furthermore, on some occasions, a third party will physically

intervene or try to persuade the perpetrator with words in an attempt to put a

stop to the violence. Although the solidarity and protest offered by the third

parties are feeble attempts which usually have no real impact, their intervention

will have provided readers some comfort by showing that the victims were not

completely neglected.

This thesis argues that through the strategies explained above, Korean classical

roman-fleuve violence narratives allowed contemporary readers to become

complacent about violence by reducing the violence to the personal problem of the

affected individual and preventing the reader from connecting it to the problems of

the real structures and society around them.

Finally, chapter 5 of this thesis contemplated the fictional significance of

violence narratives in Korean roman-fleuve. First, it compared them with short

Korean novels that also deal with violence within the family, such as

Janghwahonryeonjeon (薔花紅蓮傳) and Kiminhyangjeon (金仁香傳), and, focusing

on the characterisation of the heads of the household and the victims’ attitudes,

examined the aspects that are concealed in Korean roman-fleuve violence

narratives in relation to the source of the violence. Then, by comparing the four

texts chosen for this thesis with early forms of the Korean roman-fleuve such as

Gueunmong (九雲夢), Sassinamjeongi (謝氏南征記) and Changseongamirok (彰善感

義錄), this thesis investigated the expansion of the roles of female characters in

corresponden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violence narrative. In comparison to

17th century fiction, narratives that were developed after the public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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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hyeonseongrok, the era of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roman-fleuve,

contain more diverse descriptions of violence, richer and more vivid descriptions of

the inner workings of morally questionable characters and increased interest in

damaged human minds and bodies.

Keywords : violence, violence narratives, Korean classical novels,

Roman-fleuve, Sohyeonseongrok(蘇賢成錄), Yuhyogongsunhangrok(劉孝公善行

錄), Boeungiurok(報恩奇遇錄), Myeongjubowoelbing(明珠寶月聘), structural

violence, cultural violence, female r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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