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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관계윤리 양상을 분석하여 그 윤리적 성격과
의미를 논의하고, 조선사회 윤리 의식의 일단을 고구(考究)하며 대상 작품들의
소설사적 의의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윤리성은 내용미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리고 한
글장편소설에 유교적 이념 윤리가 잘 구현된 것처럼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한
글장편소설에는 이념 윤리와 어긋나고 길항하며, 이념 윤리를 이용하는 국면이
서사화 되기도 한바, 작품에 드러난 윤리 의식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면밀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글장편소설에서 높은 비
중으로 다뤄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맺기와 관련된 관계윤리의 문제에 집중
하여 그 양상과 특징, 그리고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한글장편소설 전반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워낙
방대한 작업인 만큼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각 세기를 대표하는 작
품을 선정,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것은
대록

연작,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소현성록 ,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

연작으로, 각각 17, 18, 19세기에 창

작, 향유된 대표적인 작품이다. 이 작품들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의가 있으
며 무엇보다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진지한 서술의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연구 대
상으로 선택하였다. 이에 세 연작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관계윤리 서사를 비교
분석하여 그 특징과 의의를 밝혔다.
Ⅱ장에서는 각 작품에서 관계윤리와 관련된 서사를 추출하여 관계 서사 단위
담 혹은 서사단락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 내 관
계인 부자 관계와 부부 관계, 그리고 가족 외 관계인 군신 관계와 노주 관계,
네 범주로 나누어 살폈다.
Ⅱ장의 내용을 토대로 중요한 관계윤리 서사를 선별하여 Ⅲ장과 Ⅳ장에서 집
중적으로 살펴보았다. ‘Ⅲ. 족내(族內)의 관계 양상’에서는 부자 관계와 부부 관
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 연작의 부자 관계 서사를 살핀 결과,

소현성록 은

가모장(家母長) 양부인의 뜻이 시비판단의 절대적 준거로 작동하였고, 소부 구
성원들에게 양부인에 대한 효(孝)는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인식되었다.
선행록 과

유효공

보은기우록 에서는 혼암한 부친의 학대에도 효행을 다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전개되었다. 이때

유효공선행록 의 유연은 지효(至孝)를 다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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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부친의 인정에 맹목적으로 집착하며 점차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윤리를 무
시, 희생시키는 양상을 보인 반면,

보은기우록 의 위연청은 부친에 대한 효

(孝)와 사회적 인의(仁義)를 모두 추구하고자 고투하였다. 다음으로 세 연작의
부부 관계 서사에 대해 살핀 결과,

소현성록 에는 성차에 따른 정도의 차가

있었지만 남녀의 사랑, 분노, 질투 등의 감정이 용인되고 이해되는 의식이 나타
났다.

유씨삼대록 은 여도(女道)에 어긋난 아내의 행동은 엄격히 규제되고, 비

규범적인 남편의 언행은 관대하게 용인되며 부부 간 위계성이 강하게 드러났
다. 반면

명행정의록 의 부부 관계는 앞서 두 작품에 비해 감성 교류가 중시

되면서 부부 간 상호적 윤리를 지향하는 의식을 보였다.
‘Ⅳ. 족외(族外)의 관계 양상’에서는 군신 관계와 노주 관계를 살폈다. 세 연
작의 군신 관계 서사를 살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현성록 의 소부 인물들은

불의(不義)한 군주에 대해 저항감을 지녔으면서도 가문의 존영을 위해 관직을
고수하는 양상을 보였다.
행정의록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

보은기우록 · 명

연작 역시 가문의 존영을 우선하는 경향이 보였지만, 두 작품에는

소현성록 과 달리 군신유의(君臣有義)에 대한 고민이 보였다.

유씨삼대록 에는

혼군(昏君)을 보필하기 위한 갈등이 그려지는데, 혼란스러운 조정을 척결하려는
의지가 표출되면서도 천수(天數)가 명분으로 내세워지며 가문이 우선되었다.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의 위부도 유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신하로서
의 사명의식을 보다 강하게 드러내며 때로 위험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해 나서
기도 했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시비, 기생 등의 하위주체는 주변인물로만 등장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현성록 은 하위주체에 대한 폭력적 시각이 두드러졌고,

소부 인물들을 그들을 비인간으로 취급했다.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에서 역시 하위주체가 제대로 조명되지 못하나
대한 폭력적 관점은 소거되어 있었다. 반면

연작

소현성록 과 달리 하위주체에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의 경우

하위주체의 내면이 생생하게 그려지면서 인격체로 존중되고 있었다.
Ⅴ장에서는 Ⅲ,Ⅳ장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세 연작에 드러난 관계윤리 의미
에 대해 논의했다. 첫째, 한글장편소설에 드러난 윤리 의식을 작품이 향유된 사
회의 규범과 제도, 사회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살폈다. 그 결과 도덕감정의 차등
화, 위계화가 유교적 위계질서를 형성, 유지하는 주요한 원리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세 연작은 윤리적 인물들이 부당하고 폭압적인 상황을 겪어내는
과정을 주요하게 다뤘다. 이때 폭압의 주체가 부모, 남편, 군주 등 관계윤리에
서 상위에 해당 되는 존재들이기에 간단히 부정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데, 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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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약자인 윤리적 인물들은 도덕성을 무기로 삼아 승리하는 서사를 만들어냈
다. 셋째, 한글장편소설에는 가문 이기주의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논의되어
왔는데, 가문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는 이기성과 연결되는 사정(私情)이 아니
라 공적 가치의 추구로 이해된 지점이 있음을 논증했다. 당대 공사(公私) 관념
에서 가문은 오늘날과 달리 공적 범주로 인식되었기에, 가문의 존영 추구가 사
욕(私慾)이 아니라 공심(公心)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었다.
Ⅵ장에서는 세 연작의 소설사적 의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17세기 향유된

소

현성록 은 동시대의 작품들과 달리, 규범 윤리에 어긋난 욕망을 품고 문제적
행위를 하는 인물들이 시인(是認)되는 윤리 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윤리 의
식에 기반하여 현실적 모습을 충실히 묘사하려는 작가적 충동이 작동할 수 있
었고, 사족층의 사적(私的) 욕망, 그것을 추구하는 지질하고 패려한 행태들이
생동감 있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 결과 세속적 감정과 욕망을 추구하는 새로운
선인군(善人群) 인물이 창안되었다. 18세기는 17세기 소설이 보여준 이념을 그
대로 계승하면서도 윤리적 관심이 강화되며 다채롭게 형상화된 시기이다.
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유

연작은 그 시기의 한 가지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으

로 관계윤리의 위계적 성격이 강화된 특징이 있었다. 특히

유씨삼대록 은 유

교 질서의 위계성을 예적 태도에 부합하는 정연한 언어로 잘 그려내어 고급한
상층의 독자들도 매료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19세기 향유된 것으로
보이는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연작은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 유교적 인의

(仁義)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성찰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갱신, 확대하려는 의
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특징은 지식층 남성이 장편소설 창작에 참여하고, 새로
운 사유와 사상의 전환을 보이는 소설들이 등장한 19세기 사회문화적 분위기에
서 형성된 것으로, 보수적 유교 윤리를 고수하면서도 가족윤리와 사회적 윤리
가 공존하고, 소외된 존재들과도 상호적 관계가 구축되는 세계를 그리려 했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주요어 : 소현성록, 유효공선행록, 유씨삼대록, 보은기우록, 명행정의록, 한글
장편소설, 조선후기, 유교윤리, 관계윤리, 도덕감정, 윤리의식, 가문의식
학 번 : 2010-3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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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1. 연구목적
윤리성은 고전소설 내용미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다수의 고전소설
은 유교 윤리의 토대 위에 창작되었다.1) 특히 상층이 향유했던 조선후기 한글
장편소설은 가문을 중심으로 유교 윤리가 구현되는 과정을 형상화한 장르로 여
겨지며, 이 장르 가운데 유교 윤리의 기반에서 벗어난 작품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그것은, 조선이 성리학적 유교 질서가 지배이념으로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며, 또한 풍속을 어지럽히는 허탄한 이야기라며 배격되던 소설
이 교화의 유용한 수단이라는 존재 이유를 지녀야 상층에서 수용될 수 있었던
시대적 분위기에서 기인한다. 소설에 대한 당대 독자들의 비평 가운데 긍정적
평가 내용이 대개 윤리적 계몽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 조
선의 독자들 역시 소설의 윤리성을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때문에
현대 연구자들도 한글장편 대다수 작품들이 상층의 규범적 세계관을 형상화했
다거나 충(忠), 효(孝), 열(烈)과 같은 유교적 규범을 구현함으로써 교육서의 역
할을 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소설에 드러난 윤리 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꼼꼼하게 따
져진 것 같지 않다. 물론 한글장편소설에 강하게 드러난 이념적 성격은 학계에
서 일찍부터 주목받아 빈번하게 논의되어왔다. 일찍이 작품에 짙게 드러나 있
는 권선징악, 복선화음류의 교훈성이 소설의 특징으로 주목받았고, 작품에 나타
1) 일찍이 장덕순( 한국문학의 연원과 현장 , 박이정, 1995, 278면)이 “한국문학은 윤리문학”이라는
관점에서 ‘권선징악’(勸善懲惡)을 “고대소설의 천편일률적 주제”로 규정한 이래, 고전소설의 선악
대립이 뚜렷이 드러나는 경향을 주목하여 ‘권선징악’의 윤리적 요소를 고전소설의 특징으로 논의한
연구들이 다수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강재철이 자신의 박사논문 ｢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전소설
｣(인하대 박사논문, 1993)을 확장, 강화한 권선징악 이론의 전통과 고소설의 비평적 성찰 (단국대
출판부, 2012)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고, 고전소설과 권선징악 (지촌강재철교술정년기념논총간행
위원회 편, 단국대출판부, 2013)에는 고전소설의 권선징악론을 다룬 다양한 학자들의 연구논문이
망라되어 있다. 정병설은 ｢고전소설의 윤리적 기반에 대한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93)에서 단편
영웅소설과 창선감의록 , 사씨남정기 와 같은 장편소설의 윤리적 기반을 비교 논의하였고, 박상
석은 ｢고소설 선악이야기의 서사규범 연구｣(연세대 박사논문, 2011)에서 고소설 다수에 선악 문제
가 다뤄졌다고 상정, 소설에 드러난 ‘선악이야기’ 구조의 서사규범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윤리학자
김태길은 일찍이 조선의 소설을 자료로 삼아 조선인의 윤리 관념을 거시적 관점에서 논한 바 있다.
김태길, 우송 김태길 전집 소설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 철학과현실사, 2010(원저 소설 문학
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 은 일지사에서 1977년 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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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유교 윤리적 성격, 사대부 의식, 상층의 가문창달의식 등 작품의 향유 배경
이 되는 조선 중후기 사회의 이념적 특징과 연관지어 논의한 연구가 다수 있
다.2) 그 결과 한글장편이 대개 당대 상층의 지배 이념이 구현된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통념이 굳어지며 한글장편의 도덕적 이슈는 점차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논의의 전제가 되어갔다. 그런데 과연 조선의 상층 사대부의 이념 지향이 한글
장편에 굴절 없이 구현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한글장편의 구체적 서사가 상층
사대부의 이념 윤리를 충실이 담지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 한글장편의 내용
미학이 모두 밝혀졌다고 할 수 있는가.
창선감의록 과

사씨남정기 와 같은 초기 장편소설은 선인군(善人群)과 악

인군(惡人群) 인물 구분이 뚜렷하고, 선인군 인물은 규범에 어긋난 행위를 좀처
럼 하지 않으며 윤리 이념을 고스란히 실현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그 작품들은
당대의 선악 관념을 체화한 인물들의 갈등 서사를 통해 유교 윤리 지향의 정당
성과 우월성을 각인시킨다. 그러나

소현성록 과 같은 소위 가문소설, 혹은 대

하소설로 지칭되기도 하며 대개 한글로 창작 유통되었던 거질의 장편소설의 경
우 선인군 인물로 분류될 법한 인물의 비윤리적이고 문제적인 행위가 심심찮게
발견된다. 이를테면

소현성록

연작의 중심인물 소현성은 고위관료인데도 조

정에서 불의한 상황이 벌어질 때 침묵하고, 그의 아들 소운성은 무죄한 아내들
에게 칼을 휘두르며 죽이겠노라 협박하며 폭압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유효

공선행록 에서 순임금에 비견되며 성인으로 칭송되는 유연은 효를 수행한다는
미명하에 아내와 아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부친과 동생의 악행을 정당화하는
데 비이성적일 정도로 집착한다.

유씨삼대록 의, 도덕적 수준이 높은 가문으로

형상화된 유부에서는 유옥영의 오만함을 길들인다며 남편 사강이 행하는 높은
강도의 물리적, 성적 폭력마저 독려한다.

창선감의록 이나

사씨남정기 와 달

리 한글장편의 중심인물들은 이념의 화신이 아니라 비윤리적 혹은 반윤리적 잘
못을 저지르는 불완전한 인간들이다. 그들이 겪는 갈등 상황은 외재적 악운, 타
인의 악행에 의해서 비롯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지닌 성격적 결

2) 이수봉, 가문소설연구 , 경인문화사, 1992; 이수봉 외, 한국가문소설연구논총 , 경인문화사,
1992;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연구 , 태학사, 1996;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
태학사, 2003; 조광국, ｢<소현성록>의 별열 성향에 관한 고찰｣, 온지논총 7, 온지학회, 2001; 조
광국, ｢<유씨삼대록> 가문창달 재론｣, 한중인문학연구 20, 한중인문학회, 2007; 조광국, ｢<유효
공선행록>에 구현된 벌열가문의 자기갱신｣, 한중인문학연구 16, 한중인문학회, 2005; 임치균, ｢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한국문화연구 13,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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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비윤리적인 언행을 하는 인물이 작품 내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비윤리적인 언행이 작품 내에서 용인되고 있어, 그 작품들이 규범적
인간을 내세워 높은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계를 그렸다는 평가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게 한다.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윤리적 태도 혹은 윤리에 대한
의식은 오늘날의 그것과는 물론이거니와 조선 당대 사대부들이 추구했던 윤리
이념, 윤리 지향과도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고는
이러한 지점에 관심을 기울인다. 물론 한글장편이 유교 윤리에 기반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한글장편 세계가 그리고 있는 세계의 ‘윤리’를
당대 지배층에 의해 이념화되고 담론화된 ‘윤리’와 구분 짓지 않고 동일한 것으
로 간주하는 시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글장편이 보여주
는 간극의 지점은 당대 조선의 현실, 이념서나 담론서에서 보이는 지향된 ‘윤
리’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당대인들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당대 현장의
윤리 감각, 감정, 관념, 인식, 태도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한다.
소설은 이념서도 담론서도 아니다. 문제적 사건이 구체적으로 서사화되는 과
정에서 논쟁적 상황이 발생하고, 이념서의 규범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상황들이 수없이 존재한다.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각 갈등 상황들이 발생하고
해결되는 국면이 유교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작품이 기본적으로 조선의 유교적 사회문화를 토대로 창작되었다는 사실을 전
제로 하면서도 작품들의 구체적 면면을 살펴보면, 당대의 이념적 지향에 도달
하지 못하거나 혹은 도리어 욕망 추구 과정에서 윤리 규범을 이용하는 등의 각
기 다른 국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념적 윤리로 해명되지 않는 삶의 국면들
이 작품마다 각기 다른 지향과 미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글장편의 인물
들은 현실의 인간들처럼 작품세계에서 욕망을 추구하며 생동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즉 조선사회가 지향했던 규범적 ‘윤리’와 한글장편에 그려진 ‘윤리’
간의 거리가 존재하므로 작품세계가 구축한 ‘윤리’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이러한 논의는 작품세계의 소설미학을 드러내줄 뿐 아니라, 조선
사람들의 일상적 감각에 접근하게 하여 한글장편의 문화․사회사적 의의를 밝히
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관계윤리’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우선 ‘윤리’(ethic) 혹은 ‘도덕’(morality)이라는 용어는 공동체적
규범이라는 의미와, 통찰과 숙고에 의한 의무 규범이라는 의미 두 가지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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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내포한 것으로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3) 이에 대해 안네마리 피퍼는 ‘윤
리’, ‘도덕’에 내포된 두 가지 의미를 나누어 관습·전통으로의 ‘윤리’(ἒθο )와,
그것을 통찰하고 숙고하여 행하는 선의 질로서의 ‘윤리성’(ἧθο )으로 개념을 구
분한 바 있다. 즉 ‘윤리’ 혹은 ‘도덕’은 “습관, 풍습, 관습 등을 포함하여 규범적
타당성을 인정받은, 인간 공동체에서 상호 승인 과정을 거쳐서 보편적 구속력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행위 모범들”을 말하고, ‘도덕성’(Moralität), ‘윤리
성’(Sittlichkeit)은 “통찰과 숙고에 의해 무조건적 요구(선)를 의무로 인식하는
행위의 질”을 의미한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4) 예컨대 조선시대 윤리 강상으로
일컬어지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조선사회가 승인하여 보편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행위 모범인 ‘윤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삼강오륜의 의미와 속성,
사회적 함의 등을 성찰하거나 그것에 대한 존재론적, 가치론적 판단에 대한 논
리를 다루는 경우 삼강오륜의 ‘윤리성’을 논의하는 것일 터이다.
한편 프랑케나는 윤리학의 성격에 대해 설명하며 ‘도덕적’, ‘윤리적’이라는 말
은 일상적으로 ‘옳은’ 혹은 ‘좋은’이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쓰이며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라는 말과 반대로 쓰이지만, 윤리학에서 ‘윤리적’, ‘도덕적’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옳은’ 혹은 ‘도덕적으로 좋은’을 의미하지 않고, ‘도덕과 관련
된’을 의미하며 ‘도덕과 무관한’(nonmoral), ‘윤리와 무관한’(nonethical)과 반대

3) ‘윤리’와 ‘도덕’ 두 가지 용어의 의미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것은 논자 각자가 논의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선택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가라타니 고진은 윤리21 에서 도덕이라는 말
을 공동체적 규범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윤리를 ‘자유’라는 의무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하겠다면서,
헤겔은 도덕을 주관적인 것으로 보고, 윤리를 습속 규범으로 생각했던 예를 들며, 도덕과 윤리의
용어 구분은 논자 특유의 것이지 일반적으로 두 용어가 통용되며, 중요한 것은 단어에 집착하는 것
이 아니라 그것으로 무엇을 말하는가를 분별하는 일이라 한 바 있다. 가라카니 고진, 송태욱 역,
윤리21 , 사회평론, 2011.
4) 윤리와 윤리성의 개념은 안네마리 피퍼(진교훈‧유지한 역, 현대윤리학 입문 , 철학과현실사, 1999
31~2면)의 정리를 참고했다. 안네마리 피퍼는 윤리학(Ethik)이라는 학문 명칭의 유래를 설명하며
그리스어 에토스(ethos)의 두 가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한다. 하나는 습관, 풍습, 관습을 의미하는 ἒ
θο 로, 교육을 통해서 고대 국가인 폴리스에서 통용되는 풍습에 자신의 행위를 일치시키는데 익숙
한 사람은 그가 보편적으로 승인되고 있는 ‘도덕률’의 규범들을 준수하는 한 “윤리적”으로 행위하
는 것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윤리적으로 행위하는 사람은 전래된 행위 규칙을 아
무 의심 없이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통찰과 숙고에 의해 그때그때 요구되는 선을 행하는데, 이 경
우 ἒθο 는 윤리적(ἧθο ) 성격이 되며 덕의 기본적 성품으로 굳어진다며, 관습, 전통으로의 ‘윤리’(ἒ
θο )와 그것을 통찰하고 숙고하여 행하는 선의 질로서의 ‘윤리성’(ἧθο )을 구분하였다. 라틴어 mos
의 경우도 그리스어 에토스 개념의 번역어로, 역시 풍습과 성격(Charakter) 양자 모두를 의미하며,
mos에서 독일어 Moral(도덕)이 유래했다 한다. 도덕, 윤리의 의미가 ἒθο 의 의미와 일치하는 데
비해 이것의 추상형인 도덕성(Moralität), 윤리성(Sittlichkeit)의 의미는 ἧθο 의 의미에 가깝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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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미를 가지는 것임을 강조한 바 있다.5) ‘윤리’라는 용어에 대한 본고의 관
점도 이를 따른다. 이는 메타 윤리적 접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메타 윤리학
은 어떤 행위가 옳은지를 제시하는 규범 윤리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규범 윤
리의 본성, 속성의 존재론적, 인식론적 지위, 그리고 도덕 개념들의 의미와 도
덕 판단의 논리를 다루는 것이다.6) 한글장편소설의 윤리를 논한다 함은 작품에
드러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작품 세계가 어떤 의식을 보여주는가에 대해 논한
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옳은 윤리’, ‘규범 윤리’인 측면보다
작품세계가 드러내는 윤리에 관한 의식, 즉 윤리적 논쟁점이 되는 이슈들에 대
해 작품세계가 보여주는 감정, 태도, 인식, 관념 등의 지점들이다.7)
그런데 한글장편소설에 드러나 있는 윤리의 문제는 인물의 자아 내면에 침잠
하거나 추상적 도덕법칙에 몰두하는 등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간
의 관계 맺기에서 드러나는 관계윤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바 역시 ‘관계윤리’이다. 이성에 의해 정립된 보편적 법칙성을 찾고
자 주체의 존재론을 깊이 파고든 서양 철학사의 전통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
계윤리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철학자는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이다.
그는 타자와의 윤리가 존재론에 앞선다며 타자와의 관계 중심으로 윤리 이론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그의 사상은 ‘타자윤리’, ‘타자의 철학’ 등으로 불리
었다.8) 레비나스는, 동일자 즉 주체는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 타자, 타인의 다
름, 타자성을 존중하여 다른 그 얼굴을 대면함으로써 나로부터 타자로 나아가
고 자신의 동일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여기서 윤리학이 출발된다고 주장하
였다.9) 이처럼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한 레비나스의 사상은 자아중심적 철학을
5) 윌리엄K. 프랑케나, 황경식 역, 윤리학 , 철학과현실사, 2003, 23면.
6) 규범 윤리와 메타 윤리에 대해서는 윌리엄K. 프랑케나, 윤리학 (위의 책, 13~36면); 서울대철학사
상연구소, 처음읽는 윤리학 (동녘, 2017, 17~46면) 참고.
7) 의식(Consciousness)은 정신 작용의 폭넓은 다양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 여기서는 인간
에게 특유한 심리적 활동의 총체로서, 인간의 지식, 감정, 의지, 나아가 ‘사고’라고 불리는 추리판단
등 일체의 활동을 포함하고, 물질 세계의 반영으로서 생긴 산물을 말하는 의미에 한정하여 사용한
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윤리 의식은 한글장편소설에 등장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작품세계
가 보여주는 감정, 태도, 인식, 관념 등을 포괄한다. 의식(Consciousness)에 대해서는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Metaphysics Research Lab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anford University, https://plato.stanford.edu/index.html); 철학사전 (철학사
전편찬위원회, 중원문화, 2009) 참고.
8) 레스비나스의 윤리 사상과 그것이 나오게 된 윤리학적 배경에 대해서는 김연숙, ｢레비나스의 타자
윤리에 관한 연구｣,(서울대 국민윤리교육과 박사논문, 1999); 김상록, ｢레비나스와 얼굴의 윤리학｣
( 처음 읽는 윤리학 , 동녘, 2017, 259~283면); 문성원, 타자와 욕망 (현암사, 2017) 참고.
9) 에마뉘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 김도형 외 역, 전체성과 무한 , 그린비, 2019, 26~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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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켜온 서양보다 관계윤리를 강조해온 동양 철학, 특히 유교 철학과 유사
점이 있다고 간주되어 유교 철학과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되기도 하였다.10)
주지하다시피 관계윤리는 유교 철학에서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숙인은 유교
철학의 관계윤리의 특징을 파고들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의 유교 윤리의 한계
와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다. 그는 유교 윤리에서 관계의 유대성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면서, 유교 윤리는 행위자의 사유나 초월적인 원리에 의해 연역
되는 것이 아니며, 유교적 주체는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도덕적 주체로서 타인
과의 관계를 통해 자기를 변형시키는 경험의 주체라 하였다.11) 한글장편소설의
윤리 문제에 접근할 때 이러한 관점은 유용한데, 유교 윤리의 사회문화적 배경
에서 창작, 향유된 한글장편소설의 주된 관심사 역시 관계윤리에 집중되어 있
기 때문이다. 소설에 나타난 관계윤리 의식은 당대 지향된 이념 윤리뿐 아니라
당대의 현실 윤리, 속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 통용된 관습적 윤리와도 관련
되어 있다. 한글장편의 서사에 현실태가 핍진하게 반영되어 있는 만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당대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각과 의식이 소설의 윤리 의식
을 형성하는 데 긴요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이념 윤리, 그리
고 현실 사회에 통용된 관습적 윤리와의 상관성에 주의하며 한글장편소설에 나
타난 관계윤리의 특징과 의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는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창작, 향유된 한글장편소설 가운데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진지한 서술의식을 보이는 동시에 문학사적으로도 중요한
의의가 있는 대표적 작품을 선정하여 이들에 나타난 관계윤리 서사를 다룬다.
선정한 작품은
명행정의록

소현성록 ,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

보은기우록 ·

연작이다. 대상 작품에 주요하게 드러난 윤리적 문제들, 작품의 중

심인물들이 일상에서 타인과 관계를 맺으며 빚어지는 문제들을 주목할 것이다.
모든 도덕은 역사적으로 형성되고 인간의 자유 이해에 따라 변화하는 규칙
기준으로서 항상 하나의 집단 도덕이다.12) 주지하다시피 한글장편소설의 윤리
적 기반은 유교 이념이며, 그 향유층은 비교적 장편을 향유할 만한 경제력이
10) 박연규, ｢유가적 몸과 관계적 자아｣, 양명학 28, 한국양면학회, 2011; 박연규, ｢레비나스의 ‘가
족’에서 분리와 거리두기의 관계윤리｣, 문화와융합 38, 한국문화융합학회, 2016. 한편 한길연은
레비나스의 ‘타자의 윤리학’을 원용하여 옥원재합기연 을 ‘타자의 서사학’이란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한길연, ｢18세기 문제작 <옥원재합기연> 연작의 재해석-‘타자의 서사’와 ‘포월의 미학’을 중
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8, 한국고전문학회, 2015.
11) 이숙인, ｢유교의 관계윤리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 한국여성학 15, 한국여성학회, 1999,
44~5면.
12) 안네마리 피퍼, 앞의 책,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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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층 주체들이다. 유교 윤리 담론을 생산하고 동시에 그것을 구현해야하
는 상층 사대부가의 구성원들인 것이다. 따라서 한글장편 세계가 그리는 윤리
를 논의하는 일은 조선의 상층 집단의 윤리 의식을 탐구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들이 생산해낸 윤리적 담론들에 대한 연구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많은 성
과를 낸 바 있으나 그것은 일종의 교리사(History of Doctrine;Dogmenge-schichte),
즉 고도로 자각적이며 추상도가 높은 체계나 교설, 학설, 이론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대부들의 담론서만 들여다본다면 조선의 윤리에 대해 교리사적 측면
만 보는 데 그치게 된다. 정작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들의 실생활은 윤리 이론,
교리, 학설 등에서 벗어나 구체적 상황 맥락에 따른 생활 감각, 감정, 태도 등
에 의해 영위되었을 텐데도 말이다.
그런데 한글장편소설을 통해서는 당대의 생활 감각, 감정, 태도 등 관념사
(History of Idea)에 접근할 수 있다. 즉 어느 특정인의 추상화된 사상이 아니
라, 어떤 문화권 또는 한 시대나 여러 시대에 걸쳐 통용되었던 생활 감각, 감
정, 태도 등 관념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13) 특히 한글장편소설은 당대 사
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유교 윤리, 즉 삼강오륜(三綱五倫)과 같은 관계윤
리와 관련된 갈등들이 중점적으로 서사화되어 있는 장르이다. 가문소설이라는
별칭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 중심가문을 둘러싼 갈등 서사가 주요하게 다뤄지
고 있어 삼강오륜으로 표상되는 조선의 관계윤리에 관련된 구체적 서사가 실감
있게 그려져 있다. 한글장편과 같이 현실에 대한 반영이 핍진하고 구체적으로
서사화된 텍스트는 당대 생활 감각이 풍부하게 담겨 있으므로 일종의 관념사,
조선의 생활감각, 실감에 가까운 윤리 관념을 논의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 생각
된다.
한글장편의 윤리를 논의하는 것은 조선의 윤리 관념사를 살피는 동시에 한글
장편의 내용미학의 특질을 밝히는 작업이기도 하다. 전술했듯이 한글장편의 내
13) 이 부분은 마루야마 마사오의 ｢사상사의 사유 방식에 대하여｣( 사상사의 방법과 대상 , 고재석 역,
소화, 1997, 13~50면)를 참고하였다. 마사오는 사상사를 교리사(History of Doctrine), 관념사
(History of Ideas), 시대정신 혹은 시대사조(Zeitgeist)로 범주를 나눈 바 있는데, 교리사는 가령
기독교의 교리사, 유학사, 불교 교리사와 같은 것으로, 이 유형의 사상사 대상이 되는 것은 고도로
자각적이며 추상도가 높은 체계나 교설이며 그 역사적 전개를 추적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연구
대상은 저명한 사상가나 학자들이 중심이 된다. 둘째 관념사(History of Ideas)는 어떤 문화권 또
는 한 시대나 여러 시대에 걸쳐 통용되었던 특정한 관념을 추출하고, 그것이 다른 관념과 결합하거
나 이탈하는 과정, 혹은 또 사회 과정에서 그 관념이 기능하는 방식의 변천을 추적하는 것이다. 시
대정신, 혹은 시대사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를 잡고 그 시대의 정치, 사회, 인간, 문학, 예술
등 여러 영역에서 나타나는 사유 방법의 상호 연관 내지 사회적․정치적 상황과의 연관을 종합적으
로 파악하는, 이른바 한 시대의 정신적 전체 구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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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미학에 있어 윤리의 문제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작품들이 물론 같은 유교 덕목을 공유하며 윤리적 공통감각
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윤리 문제에 대한 구체적 형상과 의식
이 각기 다르게 표현되어 다른 지향과 미감을 보여주기도 한다. 즉 한글장편소
설에 드러난 윤리 의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한글장편소설에 기대되었던 공통
의 윤리 감각과, 윤리 규범을 둘러싼 다른 층위의 감각들이 작품의 미감을 어
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한글장편소설을 보
는 관점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것인데, 이를테면
규범적 의식이 구현된 작품이라는 평가, 혹은

소현성록 이 상층의 이념적,

보은기우록 이 변화하는 세태에

부합한 의식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평가 등을 재고하게 할 것이며, 작품이 품
고 있는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게 될 것이다.

2. 연구사
논의를 위해

소현성록 ,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14) 이 세 소설 연작은 창작시기가 확정
된 바는 없지만 각각 17, 18, 19세기에 읽었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작품들로,
상층 독자층의 향유 사실이 뚜렷이 확인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향유자들이 이
작품들을 오락물로만 취급하며 가볍게 읽고 만 것이 아니라, 진지한 태도로 작
품의 윤리적 이슈들을 향유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현성록 은 일찍이 옥소 권섭 어머니 용인이씨(龍仁李氏, 1652~1712)의
필사목록이 공개된 뒤,15) 박영희가 이본 연구를 통해 본전 ｢소현성록｣과 별전
｢소씨삼대록｣이 합본된 15권 15책 이대본

소현성록 의 존재를 알리면서 필사

목록에 적시된 ‘소현성록대소설십오책’(蘇賢聖錄大小說十五冊)이
작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밝혔고,16) 정병설이

소현성록

의 필사시기를 1692년 이전으로 보다 구체화하면서,

소현성록

파생작인

연

한씨삼대록

소현성록 이 1692년 이

14) 선행연구에서 선본(善本)으로 규정한 이본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이대본 소
현성록 15권 15책, 서울대본 유효공선행록 12권 12책, 국도본 유씨삼대록 20권 20책, 한중
연본 보은기우록 18권 18책, 한중연본 명행정의록 70권 70책. 작품 인용 시 작품명과 권, 면
수를 기재한다.
15) 권성민(｢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2)이 권섭의 종형제 권진응의 문집
산수헌유고 (山水軒遺稿)에서 권섭의 어머니 용인 이씨가 자신이 손수 필사한 소설들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기록을 처음 공개하였다.
16) 박영희, ｢<소현성록> 연작 연구｣, 이대 박사논문, 1993, 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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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창작되었다는 것이 확정되었다.17) 그런데 정길수는

소현성록

연작의 본

전 ｢소현성록｣과 별전 ｢소씨삼대록｣은 작가와 창작시기가 나뉜다는 가설을 제
시하고, 현재 낙질로 전하는

한씨삼대록 의 내용만 봐서는 본전 ｢소현성록｣의

파생작인지 별전 ｢소씨삼대록｣까지 포함한

소현성록

연작 전체의 파생작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며, 1692년 이전에 창작되었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작
품은 본전 ｢소현성록｣이라 하였다.18) 설사 정길수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용인이씨의 필사목록에서 거론한 ‘소현성록대소설십오책’(蘇賢聖錄大小說十五
冊)은

소현성록

연작을 말하는 것이며, 그렇다면 연작 전체가 늦어도 용인이

씨 사망 이전인 1712년 전에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19) 별전 ｢소씨삼대록｣ 역
시 시기적으로는 17세기, 혹은 17세기와 10년 정도의 시간적 거리를 두고 창
작된 것이므로 17세기의 사회문화적 사유와 감각을 지닌 작품이라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20) 그리고 필사자이자 향유자인 용인이씨(1652~1712)의 생을 시
대로 굳이 구분하자면 18세기보다 17세기를 산, 17세기적 인물이라 간주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전과 별전이 합본된

소현성록 을 17세기를

품은 작품으로 인지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소현성록 은 초기 장편소설로 새로운 소설 전통을 창안했다는 평가를 받는
다.21) 이후 한글장편소설 시대라 할 수 있는 18세기에
록 형식의 소설들이 넘쳐난 데에는
이다.

소현성록 과 같은 세대

소현성록 이 큰 인기를 끌었기 때문일 것

소현성록 의 인기는 당대 창작된 다수의 방계 작품, 메타텍스트의 존재

로도 방증된다. 용인이씨의 필사목록에서

소현성록 과 함께 거론된 작품인 ｢

한씨삼대록｣은 소현성의 누이 소월영의 시가(媤家) 이야기이고, ｢영이록｣은 소
운성의 동서로 등장하는 손기의 이야기이며, ｢설씨삼대록｣은 낙질로 전하는 ｢
설씨이대록｣과 같은 작품으로 간주되는데 소운성과 형부인의 딸 소숙희 이야기
이다.22) 또한

여와전 과 ｢과부가｣와 같은 작품에는

론하고 비평한 구절들이

있다.23)

뿐만 아니라

소현성록 의 인물들을 거

소현성록

줄거리로 전체 내용

17)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 태학사, 1998, 192~4면.
18)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 돌베개, 176~7면.
19) 박영희는 필사 가능 시기를 추정하여 “(용인이씨가) 며느리를 맞은 이후에서 50세 전후의 시기
(1686~1700)”라 주장한 바 있다. 박영희, 앞의 논문, 45면.
20) 물론 사회문화적 사유와 감각이 반드시 세기에 따라 구별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고에서는 시기별
작품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유념하며 논의하고자 하기에 이러한 시대구분을 언급해둔다.
21) 정길수, 앞의 책, 186면.
22) 박영희, 앞의 논문, 182~212면.
23)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 보고사, 2003, 15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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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성된 가사 ｢자운가｣도 존재하는데,24) 이처럼 많은 파생작과 메타텍스트의
존재는

소현성록 이 당대 얼마나 큰 인기를 누리며 활발하게 향유되었는지 보

여준다.
유씨삼대록 의 경우 18세기 향유기록이 보인다. 박지원이 1780년 청나라에
갔을 때

유씨삼대록 을 봤다는 내용이

열하일기 에 기록된 까닭에, 일찍이

유씨삼대록 이 늦어도 18세기에는 창작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25) 그런데 이
후 정병설에 의해

한중록

氏, 1735~1815)가 1777년

가운데 한 편인 ｢보장｣에서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
유씨삼대록 에 대한 감상을 서술한 부분이 발굴되

면서 향유기록이 3년 앞당겨졌다가,26) 최근에 다시 그보다 몇 십 년이 앞선 기
록이 역시 정병설에 의해 소개된 바 있다. 유숙기(俞肅基, 1696~1752)의 시문
집

겸산집 (兼山集)에 실린 ｢제망실묘문｣(祭亡室墓文)이 그것인데, 1748년 지

어진 이 제문은 유숙기가 1746년 죽은 아내 전주이씨(全州李氏)를 위해 지은
것이다.27) 제문에는 전주이씨가 생전에 조카를

유씨삼대록

등장인물 ‘유백경’

에 빗댔던 일을 추억하는 대목이 나오니, 1746년이라는 전주이씨 몰년을 감안
할 때
있다.28)

유씨삼대록 이 늦어도 18세기 초반에는 창작되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유효공선행록 은

유씨삼대록 의 선행작이므로 역시 늦어도 18세기

초반에는 창작, 향유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유씨삼대록

역시

소현성록 과 마찬가지로 상층 사대부가에서 향유되었다.

혜경궁 홍씨는 내로라하는 상층 벌열가 사람이고, 유숙기나 그의 아내 전주이
씨 역시 상층 사대부가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유숙기는 높은 벼슬에 오르지는
않았으나 숙종 때 생원시에 1등으로 합격하고, 김창흡의 가르침을 받기도 한
노론 사대부이고, 아내 전주이씨 역시 세종의 아들 밀성군(密城君)의 팔대손이
자 숙영조 때 좌의정까지 했던 이관명(李觀命, 1661~1733)의 딸로 명문가 자
제이다. 그런데 향유층이 상층일 뿐 아니라 그 향유태도 역시 진지하다. 세자비
24) 정대혁, ｢<자운가> 연구: 『소현성록』과의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37, 2013.
25)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 교학연구사, 1983년, 815면.
26) 정병설, ｢왕실가족이 겪은 비극-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한국의 고전을 읽는다 3, 휴머니스
트, 2006, 38면.
27) 정병설, ｢한글소설이 세상을 현혹한다. -조선시대의 소설 향유｣, 놀이로 본 조선 , 글항아리,
2015, 95면.
28) 정병설이 유숙기의 제문을 소개한 이후 한길연이 그 제문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한길연은 제문에서 언급된 조카가 유언순임을 밝히고 유언순의 생몰년과 유백경에 빗댄 맥락을 살
펴 전주이씨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1735년 이전이었을 것이라며, 유씨삼대록 창작시기가 늦어
도 18세기 초반, 빠르면 17세기 후반이라 주장하였다. 정병설, 앞의 책, 2015; 한길연, ｢대하소설
의 자료사적 궤적과 공공화 방안｣, 고소설연구 42, 2016, 2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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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입궁한 혜경궁 홍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입궐한 여동생과 남동생을 마
주하여

유씨삼대록 의 슬픈 장면에 대해 언급하며 망모(亡母)의 슬픔을 말하

고, 전주이씨는 조카의 훌륭한 점을

유씨삼대록 의 등장인물에 빗대었다. 가벼

운 유흥거리로만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슬픔을 위로하고, 가문의 훌륭
한 인물을 칭찬할 때 인용할 만큼 자신의 일상과 유비(類比)시키며 진지한 태도
로 작품을 향유하고 있는 것이다. 정병설의 언급처럼 소설 관련 정보가 매우
드문 조선의 현실에서 특정 작품의 기록이 세 군데나 존재한다는 점은 그 인기
를 짐작하게 한다.29) 뿐만 아니라 그 향유자층, 향유 태도에서

유씨삼대록 이

“품격 있는 작품”으로 인정받은 정황을 가늠해볼 수 있다.30)
마지막으로

명행정의록

역시 향유기록이 존재한다.

보은기우록 과

명행

정의록 은 앞서 두 작품에 비해 이본 수가 많지 않으나 19세기 문인인 홍희복
(洪羲福, 1794~1859)과 남윤원(南允元)이
있다. 홍희복은 1835~48년에 걸쳐

명행정의록 의 향유기록을 남긴 바

경화연 (鏡花緣)을 번역하고 서문을 작성

하였는데, 서문에서 당대 유통되던 언문소설 제목을 나열하며
거론하였다.31)

한편 남윤원은

옥수기 (玉樹記) 발문에서

에 젼 람의 이르지 못 셜화”라 높이 평가하며

명행정의록 을

옥수기 를 “여항소셜

옥수기 의 “후진의 소셜을

이어 일우면 ｢님화졍연｣과 ｢명졍의｣로 더부러 양치 아니올 듯”하다고 서
술하였다.32) 이것은

명행정의록 을

임화정연 ,

옥수기 와 더불어 높은 수준

의 소설로 평가한 것으로 당대 소설 독서 경험이 풍부한 사대부 남성의 비평이
란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서정민이 주목하였듯

명행정의록 은 19세기 한문

학적 소양을 갖춘 남성들도 읽고 호평을 하는 등 한글장편소설이 당대 여성독
자에 국한되지 않고 상층에서 일반적으로 향유되었던 정황을 보여주는 작품이
다.33)
작가와 창작시기, 향유기록 등 개별 작품이 조선시대 창작되고 유통, 향유되
기까지의 구체적 실황을 알기 힘든 소설사의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록 ,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소현성

연작은 비

교적 다수의 향유 기록이 존재하는 덕에 향유시기와 향유양상의 실루엣을 그릴
29) 정병설, 앞의 책, 95면.
30) 한길연, 앞의 논문, 22면.
31) 관련 논의는 정규복의 ｢제일기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1984년, 79면)
참고.
32) 남윤원, ｢옥수기｣ 발문, 필사본고전소설전집 권11, 김기동 편, 아세아문화사, 1982, 745~7면.
33)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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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작품들이다. 각각 17, 18, 19세기 향유되었음이 뚜렷하고, 상층 남녀가
두루 향유했다고 추정되며, 작품에 대한 평가나 인물에 대한 평가를 보아 작품
이 진지한 태도로 사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작품은 작자와 필사
자, 독자를 포함한 상층 향유자들의 취향과 사유를 간취할 수 있는 대상이라
판단되어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다면 그동안 세 작품은 어떻게 논의되어왔는가.
록 · 유씨삼대록

소현성록 ,

유효공선행

연작은 한글장편소설의 대표작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매우 활

발하게 연구되었다.

소현성록 은 김기동이 소개한 이래,34) 박영희에 의해 작

품의 향유 시기, 양상, 문학적 특징, 그리고 파생작의 양상까지 총체적으로 본
격 논의된 바 있으며,35) 그 이후 작품의 주제, 인물, 구성, 배경, 이본, 수용 양
상 등 다방면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졌다.36) 장편소설 형성의 초창기 작품이기
34) 김기동, 앞의 책, 572~6면.
35) 박영희, 앞의 논문, 1993.
36) 소현성록 연작에 관한 개별 연구로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박영희, ｢<蘇賢聖錄> 連作 硏究｣,
이화여대 박사논문, 1993; 변진한, ｢고전소설의 탈유기성에 대한 연구-<소현성록>을 중심으로｣, 명
지대 석사논문, 2003; 노정은,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화 변이 양상｣, 고려대 석사논문, 2004; 정
상희, ｢<소현성록> 쟁총담의 서사 구성 방식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9; 손동국, ｢고전소설의
인물묘사와 유가적 사유와의 상관관계｣, 서강대 석사논문, 2011; 정대혁, ｢<소현성록> 연작의 수신
서적 성격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11; 임치균, ｢<소현성록> 연구｣, 한국문화 16, 서울대 한
국문화연구소, 1995; 문용식, ｢<소현성록>의 인물 형상과 갈등의 의미｣, 동아시아문화연구 31,
한양대 한국문학연구소, 1997;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 형상의 변화와 의미｣, 국어교육 98, 한
국국어교육연구회, 1998; 백순철, ｢<소현성록>의 여성들｣, 여성문학연구 1, 한국여성문학학회,
1999; 조광국, ｢<소현성록>의 별열 성향에 관한 고찰｣, 온지논총 7, 온지학회, 2001; 양민정, ｢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구 12, 한국외대 외국문학연구
소, 2002; 장시광,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11, 한국여
성문학학회, 2004; 전성운, ｢<소현성록>에 나타난 성적 태도와 그 의미｣,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16,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서경희, ｢<소현성록>의 ‘석파’ 연구｣, 한국고전연구 12, 한
국고전연구학회, 2005; 박영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공주혼의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한국
고전연구학회, 2005; 임치균,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인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3, 한
국고전연구학회, 2006;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본전을 중
심으로-｣,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조혜란,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박일용, ｢<소현성록>의 서술시각
과 작품에 투영된 이념적 편견｣, 한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임치균, ｢대장편소
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 ,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2007; 정선희, ｢<소현성록>
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조혜란, ｢<소현성록>의 보여주기 서술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17,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장시광, ｢<소현성록> 연작의 여성수난담과 그 의미｣, 우리문학연구 28, 우리문학회,
2009;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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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구운몽 ,

창선감의록

등과 함께 비교 논의되며 17세기 장편소설로서의

특징과 의의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37)
연작의 경우
다.38)

유효공선행록 과

유씨삼대록

유씨삼대록 이 먼저 이병기에 의해 학계에서 발굴, 소개되었

유효공선행록 은 김기동에 의해 학계에 소개되었는데,39) 이후 임치균이

두 작품의 연작관계를 밝혔다.40)
께 논의되기도

했으나,41)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은 이후 함

두 작품의 주제와 성격이 다른 까닭에 대개 각 작품

의 주제, 인물, 화소 등에 대해 각각 개별적으로 논의되어 왔다.42)

보은기우록

정선희,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 배달말 45, 경상대학교 배달말학회,
2009; 박대복·강우규, ｢<소현성록>과 요괴퇴치담에 나타난 초월성 연구｣, 한민족어문학 57, 한민
족어문학회, 2010; 이주영, ｢<소현성록>의 농담 기제와 그 의의｣, 개신어문연구 32, 개신어문학
회, 2010; 박은정, ｢‘소운성’을 통해 본 <소현성록>의 성장소설적 성격｣, 어문학 108, 한국어문
학회, 2010; 정선희,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되는 행복｣, 동방학 20, 한서대 동양고
전연구소, 2011; 김용기, ｢출생담을 통해서 본 가문의식의 발현 양상｣, 고전문학과 교육 21, 한
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1; 정선희, ｢고전소설의 주인공; 영웅호걸형 가장의 시원 -｢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이주영, ｢<소현성록>의 유불 대립과 공간 구성
의 함의｣, 국문학연구 23, 국문학회, 2011; 김용기, ｢<소현성록> 인물 출생담의 특징과 서사적
기능｣, 어문연구 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
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서정현, ｢<소현성록>의 유·불 대립에 나타난 조선조여성신앙의
현실과 그 의미｣, 어문논총 58, 한국문학언어학회, 2013; 서정민, ｢가권 승계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지향｣,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
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서정민, ｢<소현성록> 이본간의 변별적 특징
과 그 산출 시기｣, 인문학연구 101,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5; 박은미, ｢쟁투하는 정념과 분
열되는 자아｣, 여성문학연구 3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정선희, ｢초기 장편고전소설에서 가문·
왕실의 관계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화 69,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최기숙, ｢고소설
의 감성 문법과 감정 기호-<소현성록>의 감정수사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2015; 최윤희,
｢공간 중심으로 본 <소현성록> 일상의 풍경｣, 동양고전연구 64, 동양고전학회, 2016; 임치균, ｢
<소현성록>의 여성 인물 연구-색과 덕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학연구논총 18, 택민국학연구원,
2016; 최윤희, ｢<소현성록>에 나타난 외모묘사의 양상과 특징｣, 고전과 해석 21, 고전문학한문
학연구학회, 2016; 강우규,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성 가장의 리더십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3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조혜란, ｢고전소설에 나타난 군자형 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
구 3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37) 최귀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 월인, 1999;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 돌베개,
2005.
38) 이병기의 ｢조선어문학명저해제｣( 문장 2(8), 문장사, 1940, 215~31면)에 서명이 보이며, 이후 정
병욱이 낙선재본 소장 자료들을 소개할 때 유씨삼대록 도 함께 소개한 바 있다. 정병욱, ｢<낙선재
문고 목록 및 해제>를 내면서｣, 국어국문학 44-45, 국어국문학회, 1969.
39) 김기동, 한국고전소설연구 , 교학사, 1983, 648~53면.
40) 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14, 서울대 국문과, 1989.
41)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의 양상과 그 세계관 : <뉴효공선행록> <뉴씨삼대록>을 중심으로
｣,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 국문과, 1990; 최길용, ｢<유효공선행록> 연작 연구｣,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1992;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 태학사, 1996; 강우규, ｢〈소현성
록〉연작과 〈유효공선행록〉連作의 比較 硏究｣, 어문논총 52, 중앙어문학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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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행정의록

연작의 경우, 정병욱에 의해

보은기우록 이 먼저 1966년

중

앙일보 에 줄거리가 소개되었고 이후 낙선재본소설 목록이 소개되며 두 작품의
연작관계도 알려졌다.43) 김기동이 연작 관계에 대해 논의한 이후44) 서정민이
42) 유효공선행록 은 김기동에 의해 소개된 이래(앞의 책, 1983) ‘효우’(孝友)와 관련하여 주제론이
다수 제출되었다. 개별 연구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동, 앞의 논문, 1985; 임치균, 앞의 논문,
1989; 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선청어문 19, 서울대 국어
교육과, 1991; 임치균, ｢조선조 대하소설에서의 충·효·열의 구현 양상과 의미｣. 한국문화 15, 서
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94;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
연구 20, 서울대 국문과, 1995; 양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전통적 가족윤리의 제문제｣,
고소설연구 4, 한국고소설학회, 1998; 이지하,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한국고전여성문
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김성철, ｢<유효공선행록>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2;
조광국,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벌열가문의 자기갱신｣, 한중인문학연구 16, 한중인문학회,
2005; 정혜경, ｢<유효공선행록>의 효제 담론과 문제의식｣,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학회, 2014;
강우규, ｢<유효공선행록> 계후갈등의 서술전략과 의미｣,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 2014; 조혜
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
학회, 2015; 김민정,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제도·혈연·이념의 상관관계 연구｣, 경상대 석사논
문, 2015. 그밖에 인물, 화소, 독자 수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최윤희, ｢<유효공
선행록>이 보이는 유연 형상화의 두 양상｣, 한국문학논총 41, 한국문학회, 2005; 장시광, ｢<유효
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 경상대 배달말학회, 2009; 김문희, ｢<유
효공선행록>의 인물에 대한 공감과 거리화의 독서심리｣, 어문연구 3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강우규, ｢<유효공선행록> 계후갈등의 서술전략과 의미｣, 어문논집 57, 중앙어문학회,
2014; 김문희, ｢<유효공선행록>의 다층적 상호텍스트 서사 구성과 독서 과정｣, 한국고전연구
3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제 수행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연과 정소저 부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한편 유씨삼대록 에 관한 개별 논문은 다음과 같다. 김현숙, ｢<유씨삼대록> 연구｣, 이화여대 석사
논문, 1989; 이승복,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정-부실 갈등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 77, 한국
국어교육연구회, 1992; 조용호, ｢<유씨삼대록>의 서사론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1, 한국고전연구
학회, 1995;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조광국, ｢<유씨삼대록> 가문창달 재론｣, 한중인문학연구 20, 한중인문학회, 2007; 조광국, ｢고전
소설의 부부 캐릭터 조합과 흥미-<유씨삼대록>의 경우｣, 개신어문연구 26, 개신어문학회, 2007;
한길연, ｢<유씨삼대록> 죽음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한국문화 39,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설초벽” 연구｣, 국문학연구 19, 국문학회, 2009; 장시광, ｢<유
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총 5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한길연, ｢
<유씨삼대록>의 예법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34,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0; 한길연, ｢여성
교육과 부부갈등의 관련양상 연구-<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6, 서울대 인문학연구
원, 2011; 주형예, ｢<유씨삼대록>의 감정 규칙과 독서 경험｣, 열상고전연구 34, 열상고전연구회,
2011;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여성의 놀이문화 연구｣, 여성문학연구 28, 한국여성문학학회,
2012; 최수현, ｢<유씨삼대록> 속 이민족 여성의 형상화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
연구학회, 2012; 최수현, ｢<유씨삼대록>의 전고 활용 특징과 그 기능｣, 고소설연구 38, 한국고소
설학회, 2014; 한길연, ｢대하소설의 자료사적 궤적과 공공화 방안-<유씨삼대록>을 중심으로｣, 고
소설연구 42, 한국고소설학회, 2016; 황지현, ｢<유씨삼대록>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17; 이
지하, ｢대하소설 속 여주인공의 요절과 그 함의-<천수석>과 <유씨삼대록>의 경우｣, 어문연구
Vol.45, No.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7.
43) 정병욱, 앞의 논문,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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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작 양상의 특징을 논의한바 있으나,45) 이 연작에 대해서도 역시 각각 개별적
으로 연구된 것이 대부분이다.46)
한편 이 세 편의 연작은 같은 유형의 다른 소설들과 가문소설 혹은 삼대록계
소설로 분류되어 함께 논의되기도 했는데,47) 세 연작 가운데
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으로,

유효공선행록 과

소현성록 과

유

연작은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구성과 화소를 중심
보은기우록 은 모두 부자갈등이 주요서사를 추동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비교 논의된 바 있다.48)

소현성록 ,

유씨삼대록 ,

44) 김기동,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이조연작소설 연구｣, 도남조윤제박사 고희기념논총 , 형
설출판사, 1976.
45) 서정민, ｢<보은기우록>과 <명행정의록>의 연작 양상｣, 관악어문연구 28, 서울대 국문과, 2003.
46) 보은기우록 에 대한 개별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병욱,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낙선재본
소설의 몇 작품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을 찾아서 , 문학과지성사, 1976; 김기동, ｢보은기우록과 명
행정의록-이조연작소설의 연구(其一)｣, 도남조윤제박사 고희기념논총 , 형설출판사, 1976; 이재춘,
｢<보은기우록>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80; 이재춘, ｢보은기우록 연구｣, 한민족어문학 8, 한
민족어문학회, 1981; 문용식, ｢<보은기우록>의 인물 형상과 작품 구조｣, 한국학논총 28,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96; 조동일, ｢한국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자 갈등｣, 일본연구 15, 한국외대 일본
연구소, 2000; 최수현, ｢<보은기우록>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 이화여대 석사논문, 2005; 최수
현,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여성의식｣, 힌국고전연구 14,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최수현, ｢
<보은기우록>에 나타난 망모 추모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탁원정, ｢조선후기 고소설에 나타난 상인 형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앞의 작품들에 비해 명행정의록 은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데 보은기우록 의 연작으로 소개된 이
후 다음과 같은 논문들이 제출된 바 있다. 문용식, ｢<명행정의록>의 세대별 인물 기능과 갈등의 의
미｣, 국제어문 16, 국제어문학회, 1995; 서정민, ｢조선조 한글대하소설의 위상 제고 방식 연구<명행정의록>을 대상으로｣, 국문학연구 13, 국문학회, 2005; 서정민, ｢<명행정의록>의 여성 형
상화 양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서정민, ｢<명행정의록>의 서
술 태도 분화와 소설 서사의 위상 제고｣, 고소설연구 22, 한국고소설학회, 2006; 서정민, ｢<명행
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박순임, ｢<명행정의록>에 나타난 여성의 욕망｣,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1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한예민, ｢<명행정의록>의 전고 활용양상 연구｣, 한
국학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18.
47) 임치균, 조선조 대장편소설 연구 , 태학사, 1996; 문용식, 가문소설의 인물연구 , 태학사, 1996;
조용호,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6;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
작의식 , 태학사, 2003; 강우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13; 정혜경, ｢
조선후기 장편소설 감정의 미학｣, 고려대 박사논문, 2013.
48) 조광국, ｢벌열소설의 효구현양상에 대한 연구 : 벌열소설전개의 한 측면: <유효공선행록>, <엄씨
효문청행록>,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이지영, ｢한
국 고소설을 통해 본 한국역사문화의 트라우마와 치유-역사, 사회, 가족 ;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
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이수
희.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강
우규, ｢<소현성록> 연작과 <유효공선행록> 연작의 비교 연구｣, 어문논총 52, 중앙어문학회,
2012; 정선희, ｢조선후기 여성들의 말과 글 그리고 자기표현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한
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이주영, 늑혼을 둘러싼 사회 관계망과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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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행정의록

세 작품이 공유하고 있는 여성문학적 특징에 주목한 연구도 있

다.49)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의 관계윤리 의식을 논의하기 위해 선정한 작품들이 윤
리적 쟁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심서사에서 윤
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과 인물의 언행을 확인하고, 작품의 서술자와 등장
인물들이 그것에 대해 어떤 감정, 태도, 인식, 관념을 갖는지 면밀히 살펴볼 것
이다. 문제 상황에서 서술자와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관념과 인식, 도덕적 호오
(好惡)의 감정과 태도가 그 작품 전반의 도덕적 분위기, 도덕적 의식을 형성하
기 때문이다.
윤리적 쟁점이 문면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상황은 아무래도 선인과 악인 형상
이 충돌할 때일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선악의 대립, 악인으로 형상화된 인
물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배제한다. 선악의 갈등 양상, 악인의 악행과 그에 대
한 징치의 문제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많이 다뤄진바 그 양상과 의의
가 어느 정도 밝혀진 듯하다. 그런데 전술하였듯 한글장편소설의 인물들은 평
면적이지 않다. 소위 악인들이 개과천선(改過遷善)하여 좋은 삶을 영위하기도
하고 선인들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기도 한다. 특히 작품의 중심가문 구성원
들, 소위 주동인물 혹은 선인군 인물이라 분류되는 인물들이 도덕적으로 문제
적 언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품 내에서 여전히 유교 윤리의 실현자로 간주
된다. 악인군 인물의 악행과 징치 혹은 교화 과정이 작품에서 어떤 도덕관념과
감정으로 다뤄지는지, 더불어 선인군 인물의 문제적 언행이 어떤 도덕관념, 감
정으로 다뤄지는지 살펴야 작품의 윤리 의식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
인데, 현재까지 후자에 대한 연구는 소략해 보인다. 이에 본고는 한글장편에서
주동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심가문의 인물들을 특히 주목하고 그들이 다른 인물
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행하는 문제적 언행이 작품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살
피고자 한다. 중심가문 인물들의 문제적 언행에 대한 서술자의 의식, 그리고 작
품 내 다른 인물들의 의식이 드러나는 양상을 분석하는 가운데 작품이 내포하
분석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성현공숙렬기>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32, 국문학회,
2015; 강우규, ｢삼대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타난 공주혼의 유형적․시대적 특성과 의미｣, 한국고전
여성문학연구 3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49) 서정민, ｢조선후기 한글대하소설 속 여성의 시작 양상과 그 소통-<소현성록>,<유씨삼대록>,<명행
정의록>을 대상으로｣, 여성문학연구 2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0; 서정민, ｢대하소설 속 여성 침
묵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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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윤리적 의식지향이 드러날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우선 가족 내 관계 서사와 가족 외 관
계 서사를 살필 것이다. Ⅱ장에서 관계윤리 서사를 가족 내, 외로 나누어 관련
단위담 혹은 서사단락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그 내용을 토대로 중요한 관계윤
리 서사를 선별하여 Ⅲ장과 Ⅳ장에서 집중적으로 살핀다. 한글장편소설 서사
배경의 비중이 가족 내에 치중되어 있는 까닭에 분석대상 역시 가족 내의 도덕
적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부자 관계, 부부 관계 서사가 대개의 한글장편
소설에서 공통적 주요서사로 등장하기에 우선 세 연작의 부자, 부부 관계 서사
를 Ⅲ장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그밖에 주변서사이지만 도덕적 쟁점을 갖는
가족 외 관계 서사를 Ⅳ장에서 주목할 것인데, 군신 관계 그리고 사대부와 하
층의 관계 특히 노주(奴主) 관계가 그것이다. 이러한 관계들에서 드러나는 윤리
적 쟁점을 한글장편의 세계가 어떤 시각과 태도로 다루는지 살피기 위해, 작품
의 도덕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주체인 등장인물과 서술자의, 대상 쟁점에 대한
공감 여부와 쾌(快), 불쾌(不快)의 양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한다.
Ⅴ장에서는 Ⅲ, Ⅳ장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세 연작에 드러난 관계윤리의 의미
에 대해 논의한다. 도덕 질서의 위계화가 도덕감정의 위계화를 가져오고 그것
이 조선사회 지배구조로 작동한 현실, 약자의 무기로서의 도덕성이 갖는 의미,
사심(私心)이 아니라 공심(公心)의 작용에서 도출된 가문의식의 의미에 대해 살
핀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 세 연작이 소설사에서 갖는 의의에 대해 논의한다.
세 연작은 각각 17, 18, 19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소설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는 바 그 지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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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관계윤리와 서사의 흐름
윤리적 문제는 그 범주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윤리와 관련된 쟁점들은 우
리의 삶 곳곳에서 삶의 순간들과 얽혀있고, 소설에서 역시 서사 곳곳의 어떠한
관계, 어떠한 단위담에든 녹아 있다. 그런데 고전소설에서는 당대 사회가 중요
하게 취급하였던 규범 윤리, 삼강오륜(三綱五倫)과 관련된 문제가 내용의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신유의(君臣有義)․부자유친(父子有親)․부부유별(夫婦有別)․
붕우유신(朋友有信)․장유유서(長幼有序)의 오륜(五倫)과, 군위신강(君爲臣綱)․부위
자강(父爲子綱)․부위부강(夫爲婦綱)의 삼강(三綱)은 그 관계의 범주와 윤리적 관
점이 다르지만 ‘삼강오륜’(三綱五倫)으로 묶여 함께 일컬어지며 조선시대 관계
윤리의 규범으로 군림했고,50) 그것은 상층을 주독자층으로 한 한글장편소설 중
심서사에 반영되었다.
‘가문소설’이라고도 불리는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이 가운데 특히 가족 내 관계
의 문제, 즉 부자와 부부 간의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진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
해 이제는 주지의 사실이 된바, 특히 ‘혼사’(婚事)는 한글장편소설의 이야기들이
사건화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51) 혼사 이전과 이후의 사건들이 한글장편의 중
심서사로 전개되어 있어 부부 관계와 관련된 온갖 다양한 형태의 갈등 서사,
즉 혼인하는 남녀 간의 문제, 처처․처첩 간, 시집식구와 며느리 간, 처가식구와
사위 간의 문제가 펼쳐져 있다.52)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게 될 윤리적 쟁점 역
시 상층 가족 내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유효공선행록 과

보은기우록 은 부자 간의 문제가 중심서사를 이루며,53)

50) 본래 주나라 선조 후직(后稷)이 가르쳤다는 오륜(五倫)이 ｢맹자｣에 인용되며 알려졌는데 오륜은 상
호간 이뤄지는 인간관계를 중시한 규범이라면, 삼강(三綱)은 한대(漢代)에 와서 전제군주의 통치체
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위계적 질서를 강조한 규범이다. 그러나 우리 전통 사회에서는 ｢맹자｣에서
말하는 오륜의 실천적 의미도 삼강의 실천적 의미에 의해 상당히 왜곡되어 위계성이 강화된 형태의
규범으로서 ‘삼강오륜’(三綱五倫)이 함께 일컬어졌다. 우준호, ｢오륜과 삼강의 의미에 대한 재고찰｣,
중국학논총 18, 한국중국문화학회, 2004, 405면.
51) 이상택, ｢낙선재본소설의 혼사장애주지｣, 한국고전소설의 이론 , 새문사, 2003; 이창헌, ｢고전소
설의 혼사장애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7.
52) 송성욱은 한글장편소설의 서사문법을 논의하는 가운데 단위담을 설정하여, 애욕실현담, 부부의 성
대결담, 탕자개입담, 쟁총담, 시가 및 처가 구성원에 의한 박대담, 옹서대립담으로 그 유형을 추출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위담 유형은 결국 부부 관계에 귀결되는바, 한글장편에서 부부 관계
가 가장 핵심적인 제재임을 알 수 있다.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 태학
사, 2002, 21~62면.
53) 유효공선행록 과 보은기우록 은 부자갈등을 본격적으로 다룬 대표적 작품으로, 유학의 도덕적
딜레마 즉 고수(瞽瞍)와 같은 혼암하고 패악한 부친을 둔 자식은 어떻게 효를 이행해야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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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성록 ,

유씨삼대록 ,

명행정의록 은 부부 간의 문제가 중심서사를 이룬

다. 세 연작에서 부자, 부부 관계가 압도적인 비중으로 주요하게 다뤄지지만 앞
서 말했듯 윤리적 쟁점이 될 만한 요소는 이야기 곳곳에 퍼져 있다. 예컨대 ｢
소현성록｣ 본전에서 소현성이 과거시험을 보려 할 때, 부모의 지원에 힘입어
어렵게 과거시험장까지는 왔으나 답안을 쓸 능력이 모자라 낙담한 다섯 선비에
게 대리답안을 써주고 붕우(朋友)의 연을 맺은 사건은 작품의 주요 서사 전개에
별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독립단락에 불과하지만 소현성의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장면이다. 그리고 이 장면은 현재의 관점에서뿐 아니라 당대의 관점에서도 논
쟁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서술자가 이 일을 효심 가득하며
붕우(朋友)의 연을 소중히 여기는, 소현성의 성품을 보여주는 미담으로 서술함
에 따라, 작품이 ‘효’(孝)와 ‘신’(信)에 대하여 어떠한 윤리적 관점을 취하고 있
는지 생각해보게 한다.54)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고에서 작품에 드러난 윤리적 문제를 모두 다룰 수는
없다. 윤리적으로 쟁점화 할 수 있는 이슈는 거질의 장편소설 전반에 걸쳐 다
양한 층위로 존재하기에 한번의 연구로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없으며, 이미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부분도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선행연구에서
많이 논의해온 선인과 악인의 대립과 관련된 문제는 차치하고, 작품 내에서 긍
정적 관점으로 형상화된 중심가문의 중심인물에 주목하여 그들이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세 연작을 비교 논의
하기 위해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쟁점을 대상으로 한다.
작품의 윤리적 쟁점 문제는 우선 중심가문의 가족을 기준으로 그 안과 밖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한글장편소설이 가문소설이라 불리는 데서도 알 수 있듯
가문 내의 문제는 작품의 중심서사를 구성한다. 특히 혈연과 혼인으로 이루어
진 가문 일족 간의 문제가 중심서사를 이루는데,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 삼강(三
綱) 가운데 부자 관계와 부부 관계의 규범에 관련된 문제들, 즉 부모와 자식
간, 또는 부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그 밖에 형제 관계, 서모(庶母)와
의 문제를 서사화했다. 제재와 주제의 유사성으로 이 두 작품은 선행연구에서 함께 논의된 바 있
다. 조광국, ｢벌열소설의 효구현양상에 대한 연구 : 벌열소설전개의 한 측면: <유효공선행록>, <엄
씨효문청행록>, <보은기우록>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이지영, ｢
한국 고소설을 통해 본 한국역사문화의 트라우마와 치유-역사, 사회, 가족 ; 조선시대 장편한글소
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등｣,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54) 이에 대해서는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
회, 2009)과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2015)의
논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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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계, 동서(同壻) 간의 관계, 처(妻)와 처(妻), 처(妻)와 첩(妾)의 관계, 시부
모와 며느리의 관계, 장인·장모와 사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등 다양한 쟁
점들이 있다. 그러나 대개 이런 문제들은 부자, 부부의 관계에 종속된 경우가
많고, 여타의 문제들이 대상 작품 가운데 일부에만 드러난 경우도 있어, 세 연
작의 중심서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핵심의 문제, 즉 부모와 자식, 부
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도록 하겠다. 부자 관계, 부부 관계를 ‘족내
(族內) 관계’로 분류하여 논의한다.
그런데 주지시하다시피 한글장편소설에는 다수의 부자, 부부 관계가 설정되
어 복수(複數)의 단위담을 이룬다.55) 한 작품 안에도 복수의 단위담이 다수 전
개되는데 본고에서는 각 작품 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며, 갈등 정도가
심각하면서도 세 연작에 공통적으로 드러나, 대표성을 띠는 동시에 비교 논의
할 수 있는 관계 단위담을 추출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한편 중심인물들이 가족 외의 인물들과 맺는 관계는 서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만 작품의 윤리 의식을 논의하는 데 의미가 없지 않다. 우선 모든
작품에서 빠지지 않는 관계는 군신 관계이다. 중심인물들은 뛰어난 능력을 지
닌 동량지재(棟梁之材)로 형상화되거나 혁혁한 가문의 일족으로 등장하여 대개
군주의 총애를 받으므로 군신 관계가 반드시 설정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군신
관계는 한글장편에서 핵심서사를 구성하지 않지만 조선의 상층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며 그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소설에
그려진 군신 관계의 윤리적 쟁점을 살피는 것은 작품 내외의 윤리 의식을 파악
하는 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가문 내의 하위주체들, 즉 서얼, 노비, 기생, 궁인 등과의 관계가 있
다.56) 이들과의 관계는 물리적 공간으로의 가문 내에서 맺어지지만, 그들은 중
55) 단위담에 대해서는 송성욱, 앞의 책(2002) 참고.
56) 하위주체는 ‘서발턴’(Subaltern)의 번역어로 영국의 하급 장교를 지칭하는 용어였으나 안토니오 그
람시가 옥중수고 에서 패권을 장악하지 못한 집단이나 계급으로 그 의미를 사용하였다. 이후 스피
박이 그람시가 간과하고 있는 하위주체의 성별화 과정을 중시하고, 여성 하위주체의 삶과 그 삶에
대해 ‘말하기’의 문제, 즉 문화적 재현의 어려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며 다양한 분야에서
하위주체에 관한 담론을 이끌어냈다. 하위주체는 ‘지배담론에서 배제된 피식민지인, 이민자, 노동자,
소수자 및 여성을 포함하여 종속적 처지에 놓여있거나 주변화된 모든 인물’을 뜻하는 의미로 쓰이
며, 우리나라 문학계에서 역시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본고에서는 특히 조선시대의 여성 하위주체
에 주목한다. 하위주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했다.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외,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 , 로절린드 C. 모리스 편, 그린비, 2018;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하위주체로
서의 여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3(1), 한국여성학회, 1997; 박종성, 탈식민주의에 대
한 성찰-푸코, 파농, 사이드, 바바, 스피박 , 살림,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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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가문의 일족이 아니며 가문 내 대등한 일원으로 대우되는 것이 아니다. 즉
가족 외 관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는 중심인물의 첩이 되어 가
족의 연을 맺는 경우도 존재하지만 그들이 가족 구성원에 온전히 속한다고 보
기는 어렵다. 첩이 된 뒤에도 그들의 신분은 달라지지 않으며 노주(奴主)의 역
학 관계가 상존(尙存)해 있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이 중심
가문 인물들과 갈등 서사를 구성하는 시점에서는 가족 외부의 존재이기에 족외
(族外) 관계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하위주체와의 관계 서사 역시 작품에서 주변부에 위치하지만, 서얼, 노비, 기
생, 궁인 등은 중심가문의 일원들과 일상적으로 가깝게 지내는 이들로, 그들과
의 관계에서도 작품이 창작, 향유된 조선 상층의 일상적 생활 윤리의 일면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고에서 주목한 하위주체는 중심가문 노비
의 딸, 서얼 친인척, 기생 등인데 이들과 중심인물과의 관계를 ‘노주(奴主) 관
계’로 지칭하고자 한다. 첩이 되겠다며 자발적으로 찾아온 기생이나 서모의 조
카와 같이 엄밀히 따지면 노주 관계로 명명하기 애매한 관계도 있지만, 이들은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는 중심가문에 종속되어 중심가문 구성원을 주인으로 모
신다. 이처럼 가족 외 인물들과 맺는 관계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관계는
군신 관계와 하위주체와의 관계 즉 노주 관계이며, ‘족외(族外) 관계’로 분류하
여 살피고자 한다.
군주는 중심인물의 재능을 알아보고 총애하며 중심인물들은 군에 대해 일관
되게 충성심을 보일 것 같지만 작품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군주는 때때로 혼
암한 권력자의 모습을 드러내며 부당한 명령을 내리기도 하고 중심인물들은 그
러한 군주를 비난하거나 외면하기도 한다. 한편 중심인물들이 서얼, 기생, 노비,
궁인 등 하위주체들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태도는 오늘날 독자의 도덕 감각과
가장 큰 괴리감을 보이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하위주체의 삶은 오
랜 세월 지워져 있었던 까닭에 우리에게 여전히 낯선 영역일 뿐 아니라, 그들
의 신분적 상황은 오늘날 우리의 일상적 감각으로는 쉽게 접근되지 않기 때문
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지점에 유의하며 편폭이 짧지만 세 연작에 공통적으
로 전개된 군신, 노주 관계와 관련된 서사를 찾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57)
57) 가문 외 관계로 중심인물의 주변 친구 혹은 같은 관료로서 활동하는 동료들과 맺는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출정, 순무 등의 임무로 외정을 나갔을 때 마주치는 지방관, 백성,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
는 적장, 번국왕 등과의 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은 세 연작에서 함께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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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본장에서는 족내 관계 하위 항목으로 부자 관계, 부부 관계를 논의
하고, 족외 관계 하위 항목으로 군신 관계, 노주 관계를 논의하게 된다. 세 연
작에서 대응되는 관계 서사를 각각 뽑아 살펴봄으로써 작품 별 공통점과 차이
점이 드러날 것이다.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작품에 전체에 나타난 관계
간의 갈등 양상의 경개(梗槪)를 다음과 같이 정리, 제시한다.

1. 족내(族內)의 관계 서사
소현성록 ,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세 연

작의, 족내 관계로 분류한 부자, 부부 관계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한 표에 함
께 제시한다. 이 작품들의 중심서사는 가문 내 인물 구성원들이 다양한 인간관
계를 맺으며 구성되는데 특히 다수의 부부 관계 서사가 전개된다. 본고는 이
가운데 작품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갈등 서사이거나, 편폭은 짧되 갈
등의 정도가 심각한 관계 서사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른 관계와 구분이
용이하도록 논의 대상인 인물과 갈등 양상 내용에 ‘★’ 표시를 해둔다.
작

부자 관계

품

갈등 양상

부모

소월영

갈등 없음.

(一女)

소
현
성
록

부부

한생

소광-양부인
갈등 극대화. 양
씨가

소교영의

실절을 사약으로

본

벌함. ★
외적 갈등 없음.

전

양씨의

부부 관계
갈등 양상
서사화되지 않
음.

소월영의

발화에서 부부
갈등 언급됨.

★
-이파
(良妾)

소교영
(二女)★

이생

서사화되지 않
음.

-석파
긴 시간 동안

(良妾)

명령에

소현성

소현성의 내적갈

(子)★

등 미약하게 드

화수은

다양한 갈등을

석명혜

함.
여씨의 모략으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한 비중의 공통 서사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논의를 전개하기에 여의치
않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상 본고에서는 생략하고 이후 다른 지면을 통해 다른 방식으로 논의를 전
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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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부부가 갈
등하나 오해가
풀린 뒤 지음
러남. ★

의 관계가 됨.
여씨의 악행이
여씨

밝혀져 출거당
함.

윤씨

갈등 없음.

(養女)
소운경

서사화 되지 않
음.

(長子)
소운희

〃

(二子)
소운몽

〃

(五子)

유기
위씨

큰 갈등 없음.
서사화

되지

않음.

강씨

〃

홍씨

〃
임씨는
않은

곱지
외모로

소운명에 게
소

임씨

현

박대당하나 여
도를 지켜 종

성

국에는 인정받

록

소현성-화수은

음.
정씨의 모함으

소운명이 이옥주
별

를 학대한 일로

소운명

전

이옥 주

소현성에게 엄책

(八子)★

★

받음.

로 누명을 쓰
고 소운명에게
가장 큰 학대
를 당함.★
이옥주를 모함

정씨

민씨
국씨
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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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 밝혀
져 출거당함.
서사화
되지
않음.
〃
〃

서사화 되지 않

소운변

음.
서사화 되지 않

(九子)
소수정

음.

(長女)

〃

석씨

〃

성준

〃
소수아의 투기

소현성이 소수아
의

요씨

소수아

투기행위를

(三女)

경계함.

정화

로 갈등이 일
어난다는 사실
이 서술됨.
서족
소영을
소운성이 겁탈

소영★

하여

첩으로

삼음.

이후에

도

소운성은

소영에게 폭력
적 언행을 함.
★
명형공주 늑혼
이후 형강아가

소운성이 정념을
주체하지

못할

때마다 소현성의 소현성-석명혜

소운성

형강 아

(三子)★

★

엄책을 받음.

소운성을 피하
고

거부하자

소운성이 강한
집착을 보이며
갈등함.★
명현공주의 일
방적

명현
공주
★

구애로

소운성과 혼인
하지만

혼인

이후 명현공주
사망 직전까지
폭력적 언행을

서사화 되지 않

소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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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

주고받음.★
불화에서 화합

의 과정을 거
음.

〃

(四子)

쳤다는 사실만

소운의

설명됨.
서사화

(六子)
소운숙

〃

(七子)
소운필

〃

(十子)
소수옥

〃

(二女)

뉴씨

되지

않음.

성씨

〃

구씨

〃

유생

〃
시집 식구들로
인해 소수빙이
고초를

소수빙

갈등 없음.

(四女)

김현

겪자

소운성이 소수
빙을 데려오는
데 이 일로 부
부가

소수주

갈등 없음.
서사화 되지 않
음.
〃

(五女)
소운경-위씨
소운명-이옥주

〃
소수아-정화
〃
소운성-형강아
소세명이 도적이
되어 반란을 시
도하자 소운성이

소운숙-성씨

인종

소세현

양씨

소세량
소세필
정환
소세광

설경윤
설씨

소세명

가볍게

갈등함.
부부 간의 갈
등 없음.
서사화
되지
않음.
〃
〃
〃
〃

〃

죽임.
유

갈등 극대화. 유 유정경-경씨

효

정경의 학대에도 ★

공

효성을 잃지 않

(早死)
-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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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서갈등의 연
유연★

정씨

장선상에서 갈
등하지만

그

은 유연의 노력
이 지속되자 유
정경이 개심함.★
후반부 유정경이
유홍의

악행을

전후 화락함.

못마땅하게 여

알게 되면서 전

유홍

반부에 유홍에게
선
행
록

집중된

성씨가 유홍을

(良妾)
성씨

표면화되지 않

총애가

음.

감소됨.
유백경

갈등하지 않음.
유우성은
유연의

(系子)

조씨

서사화

되지

않음.

부친
인정을

유우성이 이명

받고 싶어 하나 유연★-정씨
유연은 유우성의
발호한

기지만 갈등이

성정을

유우성
★

혜에게 폭력적
이명혜

언행을 가하여
심각하게 갈등

싫어하여 갈등함.

함.

★
유세기

갈등 없음.

(出子)

소씨

갈등 없음.
진양공주가 늑
혼으로 유세형
과

갈등이 치열하

유
씨
삼
대
록

혼인하며

유세형이 진양공
주와 갈등한 일

유우성-이명혜

로 부모의 엄책

유세형
(二子)★

진양

게 전개됨. 유

공주

세형이 진양공

★

주의

인품을

알게 된 후 지

을 받음.

기상합(知己相
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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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장혜앵

됨.★
사랑하는 부부

★

관계를 유지하

다가 장혜앵이
진양공주를 모
함한 일로 갈
등 발생. 장해
앵의 개심 이
후 관계 회복
됨.★
갈등이 표면화
남씨

되지

않으나

미온적 관계.
연애혼으로 부
부 관계가 좋

유세창

갈등 없음.

지만 유세창이

(三子)
설초벽

설초벽만 총애
하자 이를 꺼
려 설초벽 스
스로 유부 밖

서사화 되지 않

유세경

음.

(四子)
유세필

갈등 없음.

강씨

유설영

음.

(長女)
유현영

〃

(二女)

않음.
불화하지만 갈

박씨

등이 표면화되

순씨

지 않음.
갈등 없음.
서사화
되지

(五子)

서사화 되지 않

에 거주함.
서사화
되지

양관
양선

않음.
〃
사강의 방탕한

유옥영이 사강과
갈등하자 부모가

유옥영

사강 편을 들며

(三女)★

박대함.

태도와 유옥영
사강★

의 고집스러운
기질로 치열하
게 갈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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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

서사화되지 않음.

(長子)

설씨

양벽 주
★

서사화

되지

않음.
장설혜의 모함
으로 양벽주가
오랜 시간 유
현의

학대를

받음.★
유현이 장설혜
를

총애하다

장설 혜 장설혜의 악행
유현이 양벽주를
학대하자 유세형
의 엄책을 받음.

유현
유세형-진양

★

을 알고 출거
시키고

(二子)★

살해

공주

함.★
늑혼으로 혼인

(早死)

뒤 왕씨가 어
리석은 만행을
왕씨

하며
총애를

유현의
받지

못하다가 개심
한 뒤 관심을
받음.
소경문이 장인

유세형이 유영주
를 각별히 아끼

유영주

며 사위와 갈등

(長女)

유세형에 대한
소경문

에게 전이시키

함.
보
은
기
우
록

불만을 유영주
며 갈등함.

갈등 극대화. 위
지덕의 학대에도 위지덕-양잉잉
효성을 잃지 않 ★

(早死)

은 위연청의 노

-녹운

력이

(妓生妾)

위지덕

지속되자
개심(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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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연청★

백승설

갈등 없음.

心)함.★
위천보가 소예
이월 혜
★

주의 모함으로
이월혜를 오해
하여

갈등함.

★
좋은 부부 관
계를 유지하다
큰 갈등 없음.

위천보

소예 주

(長子)★

★

가

소예주의

악행이 밝혀져
출거되나,

소

예주 개심 후
복귀함.★
혼인 시 갈등.
명
행
정

위연청-백승설

의

낙선

혼인 이후 갈

군주

등 서사화 안

상빙심

됨.
갈등 없음.
혼인 전 위천

록

유가 장인 팔
위천유

큰 갈등 없음.

(二子)

장현교

왕에 대한 불

(문창

만을 장현교에

공주)

게 전이시키며
갈등하나 혼인
후 화락함.
교강선의 모함
으로 양현강을

위천강이 발호한

오해한 위천강

성정으로 사건을

위천강

양현강

이

일으키자 부모의

(三子)★

★

학대함.

엄책을 받음.

양현강을
누명

이 밝혀진 이
후

위천강이

사죄하여 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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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혼인 초 부부
간 화락하다가
교강선
★

교강선의 악행
이 밝혀져 출
거됨. 개과 후
위부로

돌아

옴.★
사몽성의 방탕
함으로 갈등이
위혜주
(女)

사몽성

빚어지나 위혜
주의

현명한

처신으로 갈등
의 강도 약함.

2. 족외(族外)의 관계 서사
족외 관계로 분류한 군신 관계와 노주 관계는 서로 관련되는 지점이 적기 때
문에 다음과 같이 분리하여 각기 다른 표로 제시한다.

1) 군신 관계
군신 관계는 관계 서사가 단위담을 이루지 않고 서사단락으로 짧게 구성되어
있다. 이 관계는 작품 전체에서 주변 서사를 구성하며, 서사 전개 상 가족 내의
관계와 같이 외적 갈등이 전면에 드러나기 힘든 관계이기에 중심인물과 군주의
갈등이 외적으로 드러난 경우가 드물다. 대체로 직접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으
면서 군주의 행태에 중심인물이 불만을 품거나 염려를 하는 양상을 보인다. 따
라서 군신 관계는 표면에 드러난 외적 갈등을 살피는 것 이상으로 군주에 대해
중심인물들이 보이는 의식을 면밀히 살펴야 작품이 취하고 있는 군신 관계에
대한 윤리 의식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세 연작의 군신 관계 양상의
대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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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품

중심가문의
(실질적) 가장

군주
송 태조

소
현
성

갈등 양상
서사화되지 않음.
태종이 태조의 태자 덕소를 죽인 일로 소현
성이 정사에 뜻을 잃음.

2대 소현성

송 태종

록

소운성에게 명현공주를 늑혼시키려 한 일로
대립.
소운성을 비롯한 소부 남성인물들 역시 태
종에 대한 불만 가짐.
유정경과의 갈등 없음.

유

1대 유정경

효

명 헌종

유연이 황제가 후궁에 침닉하여 황후를 폐

성화제

하고 태자를 멀리하자 상소하여 유배형을
받음.
유연과 갈등 없음.

공
선
행
록

유

2대 유연

3대 유우성

명 효종
홍치제

명 무종
정덕제

효종은 태자인 당시 유배지에 있던 유연을
만나 지기상합(知己相合)의 관계를 맺고, 제
위에 오른 뒤에는 어수지락(魚水之樂)의 관
계를 형성함.
유세형에게 진양공주 늑혼시킨 일로 유세형
이 천자에게 반감을 지님. 갈등 표면화되지

씨

않음.

삼

간신들에 의해 정사가 흔들리자 유세형이

대
록

4대 유세형

명 세종

간신을 척결하고 싶어 하나 진양공주 유서

가정제

를 보고 참음. 유부 남성들 불치(不治)에 대
한 불만 있지만 표면화시키지 않음.

보
은
기

1대 위지덕

우
록
명
행
정

명 세종

위연청이 벼슬에 올라 황제의 아들 팔왕의

가정제

전횡을 고발하여 황제의 총애 받음.

명 세종
2대 위연청

가정제
명 목종

황제와 지기상합의 관계.
간신의 전횡에 위부 사람들 물러나려 함.

- 31 -

융경제
장거정 전횡으로 위연청이 벼슬에 뜻을 잃
의

명 신종

록

만력제

고 노부 부양의 구실로 귀향함. 이후 자식들
이 정계에 복귀하게 되자 위연청은 부모를
신경쓰지 말고 적극적으로 간언하며 황제를
보필토록 충고함.

2) 노주(奴主) 관계
노주(奴主) 관계, 즉 중심인물과 하위주체의 관계 역시 작품 내에서 큰 비중
을 차지하지 않고 주변 서사로만 존재하고 있어 독립된 단위담의 형태를 갖지
않는다. 이 관계의 서사는 독립 서사단락을 구성하고 있거나, 부자 갈등 혹은
부부 갈등 단위담이 전개되는 가운데 종속된 장면의 형태로 존재한다. 본고에
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관계는 노주 관계에 한정하고 있으나, 그 이전에 우선
중심가문의 인물들이 노비 이외에 다양한 하위주체와 갈등하는 양상을 정리하
여 제시한다.
작
품

중심인물

하위주체

갈등 양상
석파가 소현성의 재취를 추진하자 소현성

소현성

소
현

화수은 유모

원위(元位) 화수은은 석파에게 노골적인 저
주를 퍼부음. 소현성은 화수은을 벌하기 위
해 그의 유모를 장 60대로 벌함.
양부인 처소에서 석씨의 글씨로 축사(祝辭)

〃

석명혜 시비

를 적은 흉물이 발견되자 소현성이 시비들
을 문초함.
소현성이 10일 이상 집을 비운 틈에 화수

성
록
화수은

소현성

외당 주부 이
홍

화수은 시비

운이 후원과 외당을 거닐고 싶어 했는데 외
당의 주부 이홍이 소현성의 허락을 받고 열
쇠를 넘기겠다 고집하니 화수은이 분노하여
이홍을 잡아 때림.
소현성이 귀가하여 위의 사실을 알게 되자

- 32 -

양부인

여씨 시비 계
선, 미양

이홍의 매질에 가담한 시녀들을 처벌함.
여씨가 다른 처(妻)들을 모함한 사실이 밝
혀지자 이를 도운 여씨의 시비 계선과 미양
을 양부인이 심하게 매질한 후 내보냄.
소운성이 석파가 장난으로 찍은 앵혈에 화
가 나 석파의 외족 소영을 겁탈하여 앵혈을

소운성

소영

없앰. 훗날 소영은 소운성의 첩이 되는데
이후에도 소운성의 폭언과 협박에 지속적으
로 시달림.
소영은 다른 기생들과 소운성이 연 술자리

소현성

〃

에 참여했다가 소현성에 의해 다른 창기들
과 함께 내쫓겨짐.
소운성에게 바쳐진 기생 다섯을 명현공주가

명현공주

소운현

소운성의 기생

서주자사 창첩
유영

결박하여 인체(人彘)를 만들고 심하게 때려
가둠.
소운현이 구주에 수의총마사로 가게 되었을
때 서주자사가 침닉해 있는 창첩 유영을 칼
로 벰.
소운명이 임씨와 혼인 후 임씨의 외모를 꺼
려 기생들과 방탕하게 지냄. 어느 날 술자
리에서 운명이 부른 기생들이 임씨의 외모

소운성

소운명의 기생

를 비웃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임씨는 질서
를 문란케 했다며 그들을 내쳐 운명에게 죄
를 묻게 함. 운명은 임씨의 행동에 분노하
는데 운성은 임씨의 꾸짖음이 마땅하다며
직접 두 기생을 꾸짖고 30장씩 때려 쫓음.
소부에 여승을 들인 양씨와, 불교를 배격하
는 소현성을 비롯한 소부 남성들이 갈등하

소운성

소부 문지기

는데, 양씨에게 직접 반발하지 못하는 소운
성이 여승을 출입시킨 문지기를 끌어 처벌
함. 이 일로 양씨는 손자 소운성이 오만방

소운현

화수은

자하다며 30여 대를 침.
시비 소현성과 양씨 모두 소부를 비운 때 화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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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집안 살림을 맡아 석명혜 자제들에게는
생활 용품을 인색하게 내어줌. 소운현이 소
운성 아이들이 지난 계절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시비 난의를 불러 비단을 꺼내오
난의

게 하였는데 난의가 머뭇거리다 꾸짖음을
당함. 난의는 악심을 품고 화수은에게 운현
에 대한 험담을 지어내니 화수은과 운현이
갈등함. 난의의 이간질을 알게 된 운현은
난의를 잡아 70여 대를 쳐 죽임.
소현성이 소운명 세 번째 부인 정강선이 둘

소현성

정강선 시비들 째 부인 이옥주를 모함할 때 도운 시비들
과 자객

옥난, 매섬, 영민과 자객 소의, 장기를 벌하
여 잡아 죽임.
식객 성영은 정강선의 사주를 받고 이옥주

소세필

소부 식객 성 와 사통하는 척 하였음. 이후 이옥주 아들
영

세필이 장성하여 지방 태수가 되었을 때 만
나게 되자 죽임.
유세형이 진양공주에게 불만을 품고 진양궁

유세형

진양궁 엄태감

의 화려함을 빌미 삼아 궁녀들을 벌하려하
자 엄태감이 나서 강력히 저항함.
장혜앵이 진양공주를 독살하려다 실패하는
데 이 과정을 알고 있던 장혜앵 시비 채운

유

장혜앵

시비 채운

이 사실을 유부에 고함. 장혜앵이 사옥에

씨

갇혔다가 진양공주의 관용으로 풀려난 뒤

삼

채운을 잡아 죽임.
사강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기생들과 즐기

대

유옥영

사강의 기생

사강

유옥영의 시비

록

유현

양벽주
월앵

자 부인 유옥영이 기생들을 잡아 침.
친정에서 지내는 유옥영의 고집스러운 성격
을 길들이기 위한다는 명목 아래 사강은 유
옥영 앞에서 시비들에게 수청 들 것을 요구

함.
시비 유현과 혼인한 장설혜가 양벽주를 모함하기
위해 양벽주의 시비 월앵이 내올 차에 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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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타고 그것을 마셔 눈이 멀고 병들어
감. 이 사건으로 양벽주를 오해한 유현이
양벽주 앞에서 월앵의 머리를 벰.
계영의 아우 계향이 언니의 원수를 갚기 위
장시랑

계영 아우

해 장설혜를 도와 장귀비를 꾀어 유세형을

계향

모함하는 하는 일에 적극 가담했다가 발각
되어 장시랑에게 처형됨.
계영의 딸 모란이 모친의 죽음에 대한 원수
를 갚기 위해 장황후의 시녀가 된 뒤 양벽

유현

계영 딸 모란

주를 모함함. 장황후가 양벽주를 궁에 들게
하여 괴롭힘. 이 일에 대한 복수로, 유현이
궁녀들을 훈련시킬 기회가 생기자 훈련과정
에서 모란을 벰.
왕씨가 유현과 혼인 이후 계속 박대 당하자
여의개용단을 먹고 양벽주로 변해 유현과

유현

양벽주 시비

동침함. 이 일로 화가 난 유현은 양벽주 탓
을 하며 양벽주 시비 10여 인을 잡아 때려
분풀이함.
유백경의 셋째 유세광 부부가 양자로 들어
와 장자 자리를 차지한 유세기를 공격하기
위해 모친 조부인의 음식에 독을 타고 그

유세기

유세광

부부 일을 유세기 부인 소씨에게 누명을 씌움.

시비

그런데 유세기는 세광 부부의 잘못을 은폐
하기 위해, 그들을 도와 독을 탔다가 소씨
의 덕에 감화되어 내부고발한 시비들을 도
리어 내쫓음.
유세광 아들 흥이 길가의 거지가 길을 피하
지 않는다며 때려 죽게 함. 유흥이 이 일로

유흥

거지

사형에 처해지지만 유세기의 간청으로 유배
형으로 감형 받음. 이후 흥과 그 모친 위씨
가 개과하여 흥은 3년 만에 해배됨.

보
은

위연청

백양의 죄수

무석현 지현 백양이 한여름 더위에 지친 죄
수들을 연민하여 목에 멘 칼을 풀어주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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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도록 명했는데, 간수들이 느슨해진 틈
을 타 죄수들이 도망간 사건이 있었음. 이
일로 백양은 옥에 갇히고 그 딸 백승설은
창루에 팔려가게 됨. 이때 도망한 죄수들은
훗날 절강의 도적떼가 되고 절강 안찰사로
파견된 백승설 남편 위연청에 의해 정벌됨.
녹운의 휘하에 있는 왕소삼이 위지덕의 명
기
우

을 받고 위연청을 철편으로 쳐 사경에 이르
위연청

왕소삼

게 함. 왕소삼은 이후 녹운과 위지덕의 재
산을 훔쳐 도망치다 도적떼에게 죽임을 당

록

함.
위지덕 첩 녹운이 왕소삼과 사통하며 재산
을 빼돌리는 것을 위지덕에게 들키자 위지
덕을 독살하고 재산을 챙겨 도망감. 훗날
위연청

녹운

위연청이 벼슬에 나아가 안찰사로 절강에
파견되었을 때 도적떼를 정벌하는데 우두머
리의 아내가 된 녹운을 만나 참수효시(斬首
梟示)함.
전편에서 부친 위연청을 괴롭혔던 형정을
유지휘가 잡아오자 위천보가 훼면단이(毁面

위천보

형정

斷耳)함.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위연청이 형
정에게 은자를 주고 처소를 정해주어 길에
서 죽는 것을 면케 함.
위천보가 절강, 섬서에 어사 출두하게 되었

명
행

위천보

정

섬서

지현의 을 때 섬서 지현의 죄과를 논하였는데, 지

첩 무릉선

현의 애첩 무릉선은 처벌하고 지현은 꾸짖
어 개과시킴.
섬서 지역에 창궐한 소화산 작당에 왕소삼

의
록
위천보

왕소삼

이 있었는데 위천보가 그들을 소탕하며 왕
소삼을 잡아 죄를 묻고 혀와 손을 벤 뒤 십
자 거리에 능지처사(陵遲處死)함.

위천강

교강선

위천강이 양추밀이 찍은 앵혈을 없애고자
외조부 노희의 시비 춘섬의 딸 교강선을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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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함. 교강성은 훗날 위천강 후처(後妻)가
되어 악행을 하다 개과천선함.
위천강의 첩이 되길 원하는 양대운을 교강
교강선

선이 인체(人彘)로 만듦. 양대운은 위천유의

양대운

약으로 치료받고 귀향했다가 훗날 돌아와
위천강의 첩이 됨.
양대운을 향한 폭력의 주범이 양현강이라

위천강

양현강

유모 오해한 위천강이 양현강을 찾아가 화를 냄.

춘파

이때 양현강 유모 춘파가 양현강을 변호하
다가 천강의 분노를 사 심한 매질을 당함.
양현강 시비 춘교는 교강선의 꾐에 넘어가
양현강을 모함하기 위한 일에 동참함. 춘교

위천강

양현강
춘교

시비

는 양현강이 석동천과 사통하며 위천강을
독살할 계획을 세웠다는 정보를 위천강에게
흘리고, 독을 탄 차를 위천강에게 내감. 양
현강에게 분노한 위천강이 그 자리에서 춘
교의 머리를 베고 양현강 앞에 내던짐.
사몽성이 위혜주 앞에서 창기희롱을 하다
급기야 마침 차를 내온 시비 경홍을 추행하

사몽성

경홍

며 자신의 수청을 들라 강요하니 경홍은 혀
를 깨물고 혼절함. 시비들이 구호하여 살아
나는데 이후 위부를 떠나 도가에 귀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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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족내(族內)의 관계 양상
1. 부자 관계
1) 절대적 준거로서의 가장
소현성록 의 세계는 아버지의 부재로 시작된다. 본전 서사의 중심인물 소현
성은 유복자로 태어나 아버지 혹은 가부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아버지 혹은
가부장이 되어간다. 이때 어머니 양부인이 가부장의 역할을 하며 아들을 단엄
한 군자로 키워낸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양부인은 대단한 성취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모(孟母)”에 비견되며 아비 없는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소부를 번
영케 한 양부인의 삶은 가히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58) 그러나 소부에
서의 삶이 양부인에게 처음부터 평탄하고 영화로웠던 것은 아니다.
양부인은 팔대 독자인 소광과 혼인하여 살았는데 서른이 되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다. 스스로의 의지로 석씨, 이씨 두 부인을 들이지만 그들도 잉태하지 못하
고, 수년 후 양부인 자신이 소월영, 소교영 내리 딸 둘을 낳는다. 그리고 셋째
를 임신하는데 산달이 가까울 무렵 소광이 갑자기 병사(病死)하여 남편 없이 아
들 소현성[소경]을 낳아 키우게 된다. 이때부터 양부인은 가장의 역할을 감당
하며 7세 된 소현성에게 친히 글을 가르치고, 음주와 여색을 엄금하는 등 자식
교육에 각별히 신경 쓴다. 양부인은 여성, 혹은 어머니로서의 정체성보다 엄부
(嚴父)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켜 간다.59)
58) “소공 기리 탄식고 왈 ‘우리 등이 가친(家親)이 아니 겨시고 모(慈母)의 교훈이 모(孟母)
의 리디 아니시 식이 현효(賢孝)티 못여 치시믈 받디 못고 도로혀 불쵸(不肖)미
심디라. 근 셰샹의 닙(立)할 실이 업니 븟그럽거니와 녀(妹女) 단졍 녀라 쇼뎨(小
弟)의 혼암(昏暗)과 디 아닌디라” 소현성록 1권 19면.
“소공 한으로 더브러 소임을 히매 십셰  디낸 쇼(小兒)로 (行事) 위의(威儀) 슈신(修
身) 군(君子)의 풍이 이셔, 비록 됴뎡(朝廷)의 큰 일과 어려온 죠셔(詔書)라도 죠용고 신속
야 일분 어려오미 업고 일마다 과인(寡人)야 대노원신(大老元臣)과 근 샹(宰相)이라도 밋디
못니 만(滿朝)며 텬(天子) 더옥 듕히 너기시니 일로조차 양부인의 어디미 모(孟母)의 
다 일더라” 소현성록 1권 34면.
59) 때문에 양부인을 ‘여성 가장’이라 일컫기도 하며 선행연구에서 엄부(嚴父)로서의 양부인 형상에 대
한 논의가 있어 왔다. 양민정,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가장의 역할과 사회적 의미｣, 외국문학연
구 12, 한국외대 외국문화연구소, 2002; 서정민, ｢가권(家權) 승계로 본 <소현성록> 가문의식의
지향｣, 국문학연구 30, 국문학회, 2014;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강우규, ｢〈소현성록〉에 나타난 여성 가장의 리더십과

- 38 -

엄밀히 따지면 부자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고 ‘부자유친’(父
子有親)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윤리 규범이다. 즉 남성들의 윤리 규범인 것이
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 규범은 남성에게 국한된 것만이 아니다. 많은 영역
에서 여성들이 배제되었고 남성문화가 곧 일반문화인 전통사회에서, 여성의 규
범으로 특정된 것이 아닌 경우 남성의 규범이 인간 일반의 것으로 간주되었다.
부자유친 역시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대표되는 윤리 규범이지만 기실 부(父),
모(母)와 자(子), 녀(女) 모두의 관계에 해당되는 규범이라 봐야 한다. 물론 여
성이 남편을 잃은 경우 아들을 따른다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지침이 부자유
친의 규범과 상충되기도 하는 등, 경우에 따라 윤리적 가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자유친’을 부모와 자식 관계 모두를 포괄하는 윤리로 봐
야한다는 것이다. 특히

소현성록 에서 가장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 양부인은

가장, 엄부의 역할을 자임하며, 자녀들과 모자/모녀가 아닌 부자/부녀에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기에 ‘부자유친’의 관계 규범에서 논의되어야 할 지점이 많다.
첫째 소월영과 셋째 소현성은 작품 내에서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며, 양부인
이 흡족해하는 자식들이다. 그들은 양부인과의 관계에서 ‘친’(親)함이 온전하다.
그러나 둘째 소교영은 양부인의 도덕적 기준에 못 미치는 행위를 하여 어머니
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적 인물이다. 그런데 자식 살해라는 이 극단적이고 잔혹
한 사건은 소설 내에서 공명정대한 일로 형상화된다. 이 사건은 이 작품의 부
자 관계윤리에 대한 관점을 잘 드러내고 있으므로 상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의 전말(顚末)은 이렇다. 소교영은 이기휘의 아들과 혼인을 하는데
이기휘가 역모에 휘말려 삼족(三族)이 멸문 당하고 며느리 소교영만 목숨이 보
존되어 유배형에 처해진다. 17세의 나이에 서주 땅으로 떠나는 교영에게 양부
인은 ｢열녀전｣을 건네며 수절(守節)을 특히 당부한다. 그런데 소교영은 모친의
당부를 배반하고 유배지에서 유장이란 자와 사통(私通)하여 삼 년을 연인 관계
로 지낸다. 소교영은 해배되자 유장에게 자신의 집을 알려준다. 유장은 소교영
을 만나러 소부를 찾아오고, 양부인은 두 사람의 사통(私通)을 직감한다. 이에
바로 교영을 불러 “친가(親家)의 불쵸(不肖) 녜(女兒) 구가(舅家)의 더러온 겨
집이 되여 텬디간(天地間) 죄인”이라며 엄히 꾸짖고 사약을 내린다.60)
교영은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지만 양부인은 냉엄한 태도로 더러운 것
을 집안에 둘 수 없다며 기어이 사약을 먹이고 만다. 이것은 양민정의 논의대
그 의미｣, 한국고전연구 3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6.
60) 소현성록 1권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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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씨 가문의 아버지가 부재한 상황에서 여가장의 역할을 확고히 보여준 사
건이며, 이지하의 논의대로 도덕성을 근거로 소부 가문의 위상을 대외에 확인
시키는 사건이었다.61) “내 비록 일 녀나 식은 쳐티”하겠다는 양부인의 말
에서도,62) 여자/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을 뒤로하고 가문 구성원을 제어하겠다는
의지, 즉 가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양부인의 강력한 의지가 보인다.
양부인이 딸에게 사약을 내린 명분은 소교영이 “실졀(失節)야 죽은 아비와
사랏 어믜게 욕이 미며 조션(祖先)의 불을 깃”쳤다는 것이었다.63) 사족
여성의 실절(失節)은 전통사회에서 부도덕한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과부가 된
딸이 남자와 사통했다 해서 죽음으로써 처벌한 것은 다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조선시대만 두고 보아도 초기에는 과부의 재가가 죄악시 되지 않았고,
후기에 이르러 사족 여성의 재가가 금기시되었지만 그 부당함에 대한 문제제기
는 지속적으로 있었다.64) 더욱이 남편 잃은 딸이 외간남성과 사통했다는 이유
로 모친이 딸을 죽이는 행위는 또 다른 도덕적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다.
사실 해배되어 귀환하는 소교영이 직접 자신의 집을 일러주며 유장을 찾아오
게 한 것을 보면 그 자신은 유장과의 관계가 친정에서 이해되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행위가 사약이란 극단적 처벌을 받을 만큼 큰 죄라 인식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약을 명하는 양부인에게 용서를 구하며 울부짖은 석파와 소
월영 역시 소교영의 과오가 죽일 정도의 일이라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작품 내 소부 인물들도 소교영의 실절에 대한 도덕적 판단이 달랐던 것
이다. 그러나 양부인에게 소교영의 행위는 죽어 마땅할 정도로 가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죄악이었다.
소현성 역시 양부인의 결정에 동감한다. 석파가 교영이 잘못하였다고 어찌
차마 죽이며 어찌 선산이 아닌 외딴 곳에 장사할 수 있냐며, 양부인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려는 소현성 앞에서 통곡할 때에도, 그는 어머니가 옳은 결단을 한
것이므로 말릴 수 없었다고 답한다. 어머니께서 “졍대(正大)기 시 고
로 그 산 튼 졍을 긋처 죽이”신 것이니, “올흔 일을 시 그쇼셔 간
61) 양민정, 앞의 논문, 117면; 이지하, 앞의 논문, 263면.
62) 소현성록 1권 40면.
63) 소현성록 1권 39면.
64) 성종 8년(1477) 재가한 여성의 자손에게 관료 진출을 제한하는 법령이 제정되는 등 성종 대에 이
르면 사족 여성의 성에 대한 규제가 공식적, 본격적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과부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논의도 함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마르티나 도이힐러,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아카넷, 2003, 379~85면);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27~87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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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 식의 도리 아니라.”는 것이 소현성의 생각이다.65) 소현성의 관점에서
도 소교영이 유정과 사통한 일은 사약을 받을 만큼 큰 죄악이며 어머니의 처단
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다.
전통사회 자식들의 생사여탈권은 가장에게 있었다. 경우에 따라 부모가 혹은
가장이 자식을 죽이는 행위는 인정받았다. 양부인은 소교영의 실절이 죽어 마
땅한 일이라 판단했고 그 판단대로 딸을 죽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아
들 소현성뿐 아니라 훗날 며느리 석명혜에게도 인정된다. 다음은 오랜 세월이
지나 석부인이 우연히 소교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사연을 짐작하는 장면
이다.
셕시[석명혜] 크게 고이히 너겨 냥구히 팀음(沈吟)다가 왈 “아니 존괴(尊
姑) 〃(賜死)시냐?” 셕패 손을 저어 왈 “고이코 고이 말 말나. 식 죽이
사이 어 잇뇨? 믈며 우리 부인 셩덕(聖德)과 니부인의 현텰(賢哲)므로
이런 일이 이시랴?” 셕시 셕파의 말이 발명(發明)나 긔(氣色)이 현뎌(顯著)
니 그 근본을 모나 그 죽으믄 비명(非命)인 줄 명〃(明明)히 아라 보고 짐 닐
오 “셔모(庶母) 말이 그다. 사이 식 치기 어려오니 요슌지(堯舜
之子) 다 불쵸(不肖)디라. 만일 사오나온 실을 딘대 어딘 어버이 통(痛
駭)야 죽이디 아니코 엇디리오? 죽엄  거 살와 두면 이 음이 너모
인약(仁弱)야   업미니 셔모(庶母) 식을 제 죄예 죽여도 사오납다 
시니잇가?” 셕패 쇼왈(笑曰) “텬하의 (對) 반시 잇니 손빙(孫臏) 오긔(吳
起)와 관듕(管仲) 악의(樂毅) 그 (對) 어덧고 녀 닐너도 쥬실(周室) 삼뫼
(三母) 이 어딜고 사오나온 거 닐너도 걸듀(桀紂)의 포악미 저울의 라
도 츄호(秋毫)도 더며 덜미 업리니, 이러므로 금텬하(今天下) 양부인의 
녈엄졍(猛烈嚴正) 현슉심과 셕부인의 쵸쥰(峭峻) 모디시며 통달(通達)미 진
짓 (對)라 가히 태임(太妊)  존고(尊姑)의 태(太姒)  며리이시니 녜
 쥬실(周室) 삼모(三母)러니 이제란 소시 이뫼(二母)라 사이다.”66)

석명혜는 소부에서 가장 뛰어난 며느리로 평가받으며 남편 소현성과도 지기
상합(志氣相合)한 인물이다. 소부에 시집간 이후 소부의 가풍(家風)에 부합하여
가장 잘 적응한 인물인데 인용문에 보듯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의 절
대적 권위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자식이 사나운 행실을 하면 어버이는 죽이

65) 소현성록 1권 41~2면.
66) 소현성록 4권 100~1면.

- 41 -

는 것이 마땅하다는 석명혜의 발언은 양부인과 소현성의 뜻과 일치하는 것으로
소부의 도덕관념을 대변한 말이기도 하다. 석부인의 답변에 석파는 양부인과
석명혜를 이상적 고부관계인 태임(太妊)과 태사(太姒)에 빗대며 맹렬, 엄정, 현
숙한 양부인에게 짝이 될 만한 초준(峭峻)하고 세차며 통달한 며느리라 평한다.
이처럼

소현성록 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형상화된 소현성과 석명혜 모두

양부인의 행위에 공감하고 동조한다. 자식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행위를 인정한
다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 우선 소교영의 실절이 죽어 마땅한 일이라는 인식과,
부모는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권한이 있다는 인식이 모두 있을 때 가능하다.
소월영과 석파 등의 인물은 교영의 실절이 죽어 마땅한 일이라는 데 전적으로
동조하지 않았지만, 소부가 지향하는 도덕성을 체화한 소현성과 석명혜는 양부
인의 행위를 정대한 일이라 긍정했다. 그리고

소현성록 의 서술자는 애초에

시가(媤家)가 멸문지화(滅門之禍)를 당할 때 소교영이 남편을 따라 순절(殉節)했
어야 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67) 이로써 보면 서술자 역시 소교영의 실
절은 더욱이 죽어 마땅한 일이라는 관점을 지녔으리라 추정된다. 한편 양부인
의 결정 권한 자체에 대해서는 작품 내의 그 누구도 반발하지 않는다. 그 이유
에 대해 전적인 동의가 어렵더라도 자식의 생사여탈권이 부모에게 속해있다는
데 대해서는 서술자와 소부의 인물들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68)
소교영에게 사약을 내린 사건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이후 서사에서도 양부
인의 권위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 소현성은 관례와 혼례를 이루고, 동량지
재(棟梁之材)로서 국가에 중용되면서 가장의 자격을 갖추게 되지만, 어머니 양
부인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실질적인 가장권을 양부인에게 계속 귀속시
킨다. 대개의 경우 양부인의 뜻이 곧 소현성의 뜻과 같으므로 모자가 갈등할
일은 없지만 소현성이 어머니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67) “만일 결단이 이실딘대 슬하의  식이 업고 외로온 약질(弱質)이 타향만니(他鄕萬里)의 표령(飄
零)니 엇디 가히 투(偸生)리오마” 소현성록 1권 20면.
68) 부자 간의 일은 아니지만 소현성록 14권에서 소운성은 조카 소세명이 역적 무리에 가담하자 가
문의 안위를 위해 부친 소현성의 허락을 받고 활을 쏘아 직접 세명을 제거한다. 이에 대해 소운성
의 동생이자 소세명의 부친인 소운숙은 슬퍼하면서도 가문을 위한 결정임에 동의한다. 가문 내 구
성원에 대한 생사여탈권이 부모(가장)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두 번째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조선시대 가장의 지위와 권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의 참고. 정지영, ｢조선시대 ‘가장’의
지위와 책임: 법전의 규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5(1), 한국가족학회, 2013; 정지영, ｢조선
시대 가장 지위의 구축과정과 국가-<조선왕조실록>의 가장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
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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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소현성 아들 소운성이 황제에게 늑혼의 명을 받게 된 일에서 비롯된
다. 이미 몇 년의 혼인 생활을 하고 있던 소운성은 어느 날 명현공주의 눈에
띄어 늑혼을 당하게 된다. 명현공주가 소운성과 혼인하려는 뜻을 완강히 드러
내자 천자(天子)는 운성에게 형부인의 출부(黜婦)를 명하고 명현공주와의 혼인
을 명한다. 이에 운성은 그 부당함에 강력히 반발하고, 소현성 역시 아들의 입
장에 동조하며 천자에게 표를 올려 불가(不可)하다는 뜻을 보인다. 그러자 황실
에서 노하여 소현성을 옥에 가둔다.
샹이 노(怒) 두로혀샤 시로 승샹[소현성]려 문왈 “딤이 경을 듕히 너겨
듀딘(朱陳)의 됴 고져 거 경이 고집히 츄(推辭)야 딤심(朕心)을 져
리니 엇지 신(臣子)되리오? 이제 다 회과(悔過)미 잇냐?” 승샹이 시
야 탄왈 “내 비록 무상(無狀)나 유(自幼)로 글을 닑고 국녹(國祿) 먹언
디 수십 년이라. 엇디 군신지의(君臣之義) 모리오? 고(此故)로 블감(不堪)
믈 간미오. 황녀 염(厭)히 너기미 아니라 셩샹(聖上)이 죄 리오시니 오
직 슌슈(順受) 이라. 비록 이러 샤 공쥬 내 집의 보내시나 므 쾌
미 계시리오? 대댱뷔 입의 말을 내매 매 르기 어려온디라. 내 임의 삼강오
샹(三綱五常)을 딕희니 부월(斧鉞)이 머리의 님나 을 두루혀디 못리니 
시 샹 회주(回奏)어다.” 시 감히 말을 못고  각되 ‘언(此
言)을 딘주(陳奏)즉 어딘 대신(大臣)이 텬노(天怒) 만나미 반리니 엇디
권되(權道) 업리오?’ 드여 도라와 다만 듯디 아니므로 주니 샹이 심(深
恨)샤 날마다 옥듕(獄中)의 사 브려 무샤 “형녀[형강아] 거졀다?”
시니, 승샹이 견집(堅執)야 허티 아냔 디 뉵일의 태부인 양시 글로 승샹을
되 ‘내 맛당이 식부(息婦) 듕(重愛)나 홀로 노모(老母) 각디 아닛
다? 집졀(執節)을 셰우미 이에 잇디 아니〃 아 고집디 말고 샹의(上意)
조차 문호(門戶)의 화 브디 말라.’ 대 승샹이 기리 탄왈 “내 양 편모(偏
母) 념녀야 딕논(直論)을 셰우디 못니 현마 엇디리오?” 드여 회셔(回
書) 닷가 방심(放心)시 알외엿더니69)

천자는 내시를 보내 소현성을 회유하려 하지만 그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그는 천자의 부당한 명에 저항하는 것이 오히려 군신지의(君臣之義)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가 삼강오상(三綱五常)을 지키는 일임을 강력히 주장한다.
부월(斧鉞)이 머리에 임해도 신념을 꺾지 않겠다는 굳센 의지도 드러낸다. 그런

69) 소현성록 6권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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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렇게 명분을 내세워 투철한 태도를 고수하던 그는 양부인의 서간 한 장에
순식간에 생각을 돌이킨다. 노모(老母)를 생각하여 천자에게 순종하고 문호(門
戶)에 화를 부르지 말라는 모친의 명에 더 이상 “직논(直論)”을 내세울 수 없었
던 것이다.
소현성은 편모를 모시고 있기에 직론을 펴지 못한다며 탄식한다. 천자의 명
에 아들 소운성이 원치 않은 혼인을 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며느리 형부인은
아무런 죄 없이 출부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니, 천자의 사혼(賜婚)은 아들과
며느리의 삶 모두를 훼방하는 불의한 일이었다. 그러니 이 일은 단순히 소운성
의 개인적 ‘호오’(好惡)의 문제를 떠나 공적 ‘시비’(是非)의 문제로 논박할 수 있
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소현성은 시비판단에 있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머니의 명령에 신념을 접고 부당한 명을 받든 것이다.
천자의 회유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던 소현성이 양부인에게만은 절대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의 태도를 보인 이 장면은 소현성의 효심을 잘 보여준다. 특히
매양 편모를 염려한다는 발언에서 아버지의 부재 가운데 홀로 자신을 키워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읽힌다. 소현성은 소부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생산이 오롯이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과, 그러한 역할을 훌륭히 해낼 어엿
한 아들을 키우기 위해 분투한 어머니의 삶을 잘 알고 있을 터이다. 뿐만 아니
라 상의(上意)를 좇아 소부에 화를 부르지 말라는 모친의 명에는 소현성 개인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소부 전체의 안위를 지키려는 가장의 책임의식이 복합적으
로 담겨 있다는 점 또한 잘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소현성은 감정적, 이성적
으로 어머니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고, 모자 사이 강력한 감정적 연대가 형성되
어 있던 것이다. 그것이 작품 내에서 소현성의 극진한 효성으로 미화되지만, 그
로 인해 어머니의 뜻은 다른 모든 가치를 압도하며 절대적인 것으로 군림한다.
그리고 그 결과 소현성이 추구해온 다른 가치들은 소외되고 만다.
결국 천자의 늑혼은 성사되고 형부인은 친정으로 쫓겨간다.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라도 소운성과의 혼인을 강렬히 원했던 명현공주는 남편 소운성뿐 아
니라 소부 사람들과 끊임없이 격렬하게 갈등하며 어린 나이에 병들어 죽어간
다. 유일하게 양부인이 주장하여 이뤄진 혼인이었으나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에
게도 이로울 것 없는,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어머니 양부인의 욕망을 대리한 인물로 형상화되었다는 평가와 같이70) 소현
성은 모친의 뜻을 훌륭하게 내재화하여 일평생 그 뜻에 반발한 적이 없는 인물
70) 이지하, 앞의 논문, 2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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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런데 바로 명현공주의 늑혼 사건에서 자신의 소신과 다른 모친의 명으
로 인해 내적갈등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내 양 편모(偏母) 념녀야
딕논(直論)을 셰우디 못”한다는 탄식의 “양”이라는 표현에서 양부인으로 인해
직론을 세우지 못한 일이 처음이 아님과, 그것이 공직에 임하는 관료로서 고민
거리가 되어왔다는 사실도 짐작할 수 있다.
이후에는 이러한 소현성의 내적갈등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장면이 등장하지
않지만, 태종이 태조의 아들이자 자신의 조카 덕소를 죽인 일을 알게 된 후 아
무런 저항 없이 관직을 유지한 것 역시 모친을 위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그는
천자가 무도하다고 판단하여 나랏일에 뜻을 잃지만 관직을 물리지 않는다. 불
의한 조정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서도 가문의 존영(尊榮)을 위해 벼슬을 그만
두지 못했던 것이다. 직무유기에 가까운 이런 태도는 가문의 유지와 번영을 중
시하는 모친의 뜻을 알기에 취했던 궁여지책(窮餘之策)이라 보인다. 집안 내의
일상사에서뿐 아니라 막중한 책임을 짊어진 국가 관료로서 공무를 수행할 때에
도 자신의 소신보다 모친의 뜻을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71)
그리고 이러한 소현성의 행위는

소현성록 에서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단순

긍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작품 내에서 소현성의 효성과 그 삶 전체를 선양하
는 데 근거가 되는 장면들로 기능한다. 따라서 공평무사한 관리로서의 도덕적
자질을 훼손시킬 만한 행위가 “효의 논리에 의해 군자적인 것으로 무마되며”,
“효성의 강조가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 화두”라는 평가가 가능하게 된
다.72)

소현성록 에서 어머니의 뜻, 가문의 존영은 국가적, 사회적 공의(公義)

보다 더 우선되어야 하는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73)
한편 ｢소현성록｣ 별전에서는 불교 숭상의 문제로 양부인과 소운성이 대립각
을 세우는 일이 발생한다. 소현성을 비롯한 소부의 남성들이 조정의 잔치에 참
여하며 집을 비울 당시 여승이 찾아와 소부의 화복(禍福)을 논한 일이 있었다.
여승은 소부 사람들의 관상을 보던 중 소운명의 부인 이옥주가 박명(薄命)할 상
이라며, 지아비와 떨어져 지내게 하여 적국(敵國)과 총애를 나누고 공양을 해야

71) 소현성이 태종의 조정에서 보인 처세에 대해서는 ‘Ⅳ-1. 군신 관계’에서 상세히 논의한다.
72) 이지하, 앞의 논문, 246면. 인용한 부분은 소현성이 편모 슬하의 유생들의 과거 답안을 대리로 써
준 점에 대해 분석한 대목이지만 관료 소현성의 삶 전체에도 적용할 수 있는 평가라 생각한다.
73) 이러한 의식은 소현성록 뿐 아니라 한글장편소설 다수에서 보인다. 따라서 이 작품만의 특징이라
하기 어려우나 시기적으로 앞선 소현성록 에서 전면화되면서 이후의 작품들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한다. 가문의식으로도 연결되는 이 지점에 대해서는 ‘Ⅴ-3. 공적(公的) 영역의 가문의식’에
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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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 늘어날 것이라 이른다. 그런데 마침 남성들의 귀가 소식이 들린다. 본디
소현성과 소씨 형제들은 배불의식(排佛意識)을 강하게 지니고 있어 천자에게도
억불정책을 간한 바 있었다. 이에 소부 여성들은 급히 여승을 내보내지만 때마
침 귀가하던 소운성이 여승을 보게 되면서 양부인과 날카롭게 대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상황을 알게 된 소현성은 어머니 앞에 나서 불도가 패도(覇道)임을 간하며
관료로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다. 양부인은 공손한 태도로 조리 있게 소신을
밝히는 아들을 기특히 여기며 그 입장을 이해하고, 여승의 권유로 준비하려던
수륙재(水陸齋)를 취소한다. 그러나 양부인이 이옥주의 박명(薄命)을 걱정한 화
부인의 간권(懇勸)에 따라 이옥주에게 소운명과 떨어져 자신의 수발을 수행토록
하면서 여승 출입 사건은 다시 불거진다. 이옥주를 만나지 못하는 데 불만을
가진 소운명이 형 운성에게 하소연하면서 운성이 여승의 뜻을 따르는 사태에
다시 화나게 된 것이다. 이에 운성은 여승을 들인 문리(門吏)와 시아(侍兒)를
잡아 중형(重刑)을 가한다. 그러자 양부인이 발연(勃然) 대로(大怒)한다.
“네 비록 외로이 편모(偏母) 리고 혼배 업나 한 만권 시셔(詩書)
닐거시니 리 알니〃, 네 일 위국인신(爲國人臣)야 긔실 명샹(名相)으로
덕위(德威) (海內)의 딘동니 무 졍(政事) 관명졍(寬大明正)기
쥬고 져근 졀목(節目)을 거리디 말미 대댱부의 긔샹의 가디라. 불되(佛道)
비록 패되(覇道)나  한(漢) 적브터 삼(三代) 려오니 젼고(前古)의 명공
(名公) 졍인(正人)이 만호 업시티 못여시니, 네 이제 근 졍(政事) 군
보국(事君輔國)미 올코 므 일을 새 법졔 내디 말며 불도(佛道) 려두어
제 소임을 평안이 고, 네 심히 슬흘딘대 친압히 슝샹을 아닐 이라. 엇디
슝샹 조차 논박며 의논을 과도히 리오. 내 샹시 깃거 아니 
녜 졍도(正道) 잡 명교(明敎) 딕회 배라 야 구야 말니디 아니 내
티 아니터니, 신승(信僧)이 니러 샹 보미 녕험(靈驗)니 셩인(聖人)도 악
(災殃)은 피야 면라 여시니, 셥셰(涉世) 쳐신의 경권(經權)을 이 야
도 해롭디 아닌 고로 슈륙(水陸) 일(一事) 일우려 더니, 이 네의 간
유리(有利)타 그치고, 니시 협실(夾室)의 옴기믄 쇽셜(俗說)을 혹미 구야
아냐 나의 슈죡(手足)티 두미러니, 운셩이 무 연고로 당 시 듕형(重刑)
을 더으고 말이 패만(悖慢)니 이 엇디 인(人子)리오. 내 이러므로 너 부
 통미로다.” (…) 태부인이 운셩을 불러 크게 수죄(受罪)고 왈 “너의
등의 (生死) 내 손 가온대 잇거 비록 노혼(老昏)나 네 엇디 감히 날을 압
두(壓頭)고 내의 환(使喚) 시(侍兒) 품(取稟)티 아니코 듕타(重打)니

- 46 -

만홀(漫忽) 죄 용샤키 어려오리라.”74)

양부인이 소현성을 불러 꾸짖은 내용을 살펴보면 소운성의 행위가 분노를 야
기했음을 알 수 있다. 양부인은 불도를 배척하는 소현성과 다른 생각을 지니고
있었지만 아들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그 뜻을 따랐던 것인데, 손자 소운성
이 여승 출입 문제로 패만하게 자신을 압두하자 노기를 보인다. 그런데 양부인
의 발언에는 논리적 어폐가 있다. 불도를 굳이 논박할 것 없이 그 전통을 인정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히면서도, 이옥주를 자신의 협실에 둔 이유에 대해서는
여승의 말과 무관하게 그저 수족같이 두고 싶어 결정한 사안이라 둘러댄다.
그러나 이미 소운성은 이옥주를 소운명과 떨어뜨려놓은 것이 여승의 권고에
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노뫼(老母) 평일 과인(過人) 졍도(正道)로 
샤 일 비례(非禮) 시더니 엇디 이런 일이 잇뇨”75)며 할머니 양부
인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다. 그런데 양부인을 직접 논박할 수 없으니 여승을
출입시킨 애꿎은 시종들만 벌한 것이었다. 따라서 소운성은 궁극적으로 양부인
에게 반발한 것이며, 이를 모르지 않은 양부인은 자신의 뜻에 맞선 손자의 방
자한 행동에 분노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때 양부인이 소운성을 꾸짖으며 자신
의 행위는 여승과 무관하다 한 것은 스스로도 속설(俗說)에 혹한 사실이 민망해
궁색하지만 둘러댄 것이었다. 그럼에도 여기서 양부인의 발언에 대해 그 누구
도 언급하지 않는다. 가장의 발언은 시비(是非)를 가릴 대상이 아니며, 이 사태
의 시비는 권위의 서열에 의해 압도된다. 가장의 결정이나 발언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은 패만하며 방자(放資)한 행위인 것이다. 그리고
양부인은, 너희들의 생사(生死)가 내 손에 달렸다, 언명하며 자손(子孫)들 앞에
서 자신의 힘을 각인시킨다. 소운성이 장책을 받고, 소현성, 소운성 부자가 함
께 효성스러운 태도로 오랜 시간 사죄해야 했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모친[가장]의 뜻이 시비판단에 있어 언제나 우선되는 기준이며, 자식
의 삶은 전적으로 부모의 결정에 따른다는 인식이 작품 문면에 고스란히 드러
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작품 내 인물과 서술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
(是認)되면서, 작품 내 양부인은 훌륭한 가장으로, 소부는 영화로운 가문으로
공고해진다. 그러나 한켠에서는 양부인의 결정으로 의녀(義女), 혹은 동생을 잃
은 석파와 소월영이 극도의 슬픔을 느껴야 했다. 소현성은 공직자로서 자신의
74) 소현성록 10권 96~9면.
75) 소현성록 10권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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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신에 반하는 언행을 하여 내적갈등을 겪기도 했으며, 불도를 배격하던 소운
성은 조모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수긍하며 순종의 태도를 보여야 했다. 양부인
의 결정에 대한 부정적 판단들이 때때로 포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
정적 지점들은 작품 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주목되거나 조명되지 않으며, 의
미 있게 음미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어머니, 가장으로서의 양부인은 작품 내
에서 언제나 훌륭하고 옳은 채로 존재하고, 그 결과

소현성록 에는 부모가 야

기하는 문제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양부인의 판단이 합리적으로 옳든 그르
든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가문 구성원 모두에 의해 시인되고, 그러한 현상이 효
행으로 형상화되면서 모친의 뜻은 모든 시비판단의 절대적 준거로 군림하게 되
었다.

2) 맹목적 효(孝)
유효공선행록 은 동아시아의 오랜 고사, 고수(瞽瞍)와 대순(大舜)의 이야기
를 모티프로 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고수와 같은 혼암(昏闇)한 아버지를 둔 효
성스러운 아들 유연이 아버지로 인한 고난에 어떻게 대응해 가는가가 강렬하게
전개된다.

유효공선행록 의 중심인물 유연은 작품 내내 서술자와 등장인물들

에 의해 순(舜)에 비견된다.76) 순은 어리석은 아버지 고수(瞽瞍)가 자신을 죽이
려 해도 끝까지 순종한 인물로 ‘효제’(孝弟)를 체화한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
는데, 이 작품에서 유연이 그런 인물로 등장한 것이다.
애초에 “싀험(猜險) 일편되여 잔잉 일이라도 능히  위인(爲人)”인 유정
경은 절직효순(切直孝順)한 유연을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77)
오히려 자신을 닮아 간교암험(奸巧暗獫)하여 아부에 능한 둘째 유홍을 좋아한
다. 유정경은 상황을 판단하는 안목도 결여되어 있다. 형을 시기하여 장자의 자
리를 욕망하는 유홍의 이간계에 쉽게 휘둘리며 지속적으로 유연을 학대하는데,
유홍의 전언에 대해 사실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유연에 대한 강도 높은 폭

76) 유연을 순(舜)에 빗대는 대목은 작품에 자주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유연의 사촌 유정세가 유연을
평가하는 다음 말에 그 점이 잘 드러나 있다. “신은 졍경의 촌이니 그 집 닐를 엇디 모르릿고.
연이 셩품이 효우(孝友) 밧근 나 거시 업고 크게 인(仁慈)여 닌니향당(鄰里鄕黨)이 다 져를
슌(大舜) 이후  으로 이르던 라, 져젹 졍경이 공연이 종족을 모화 폐댱(廢長) 변이
잇니 신 등이 일가의셔 참아 묵연이 잇지 못여 토고져 한즉”『유효공선행록』15권 158~9
면.
77) 유효공선행록 15권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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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서슴지 않는다.
유정경, 유연 부자의 갈등이 처음 불거진 것은 강형수가 제기한 송사에서 비
롯한다. 요정이 진사 강형수 처 정씨를 겁탈하려는데 정씨가 자결한다. 이에 강
형수가 요정을 고소한다. 그런데 요정이 담당 판결관인 유정경을 매수하기 위
해 그 아들 유홍에게 뇌물을 건네고, 유홍의 수작으로 유정경은 이 일을 무고
(誣告)로 판결하여 도리어 고소인인 강형수에게 유배형을 내린다. 유연은 그 판
결이 그릇되었다고 간언하지만 유정경은 불쾌함을 느끼고, 이때 유홍이, 형이
강형수 뇌물을 받아 부친의 옳은 판결을 비판한 것이라 거짓 고하면서 유연에
대한 유정경의 미움과 불신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유홍이 다시 유연을 모함하
자 급기야 유정경이 몸소 돌벼루로 유연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이후 유정경은 유홍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유연에 대한 오해를 쌓으며
폭력적 언행을 일삼는다. 일족들 앞에서 유연을 패륜아로 만들어 폐장(廢長)시
키는가 하면, 과거시험에 응시할 것을 강요하며 칼로 위협하고, 막상 과거에 합
격해 벼슬길에 오르게 되자 조정에서 다시 패륜아라 주장하여 유연의 유배를
청한다. 유연이 유배간 뒤에는 칼을 보내 자결을 명하기도 한다. 이처럼 유연을
핍박하는 유정경의 행위들은 모두 형을 없애고 장자권을 소유하려는 유홍의 모
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유홍을 편애하는 유정경이 유홍의 말을 전적으로 믿
고 따르며 유연에게 고통을 가하는데, 그 과정에서 유정경은 단 한번도 사리를
따져보거나 유연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하지 않는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친의 학대 속에서 유연은 소신껏 의견을 펼치
며 간언하던 의기(意氣)를 점차 잃어간다. 특히 유연의 관료 임명을 앞두고 조
정에서 패륜아 논쟁이 일었을 때, 부친이 직접 천자 앞에 나서 자신의 패륜 행
위를 거짓 고하자, 이때부터 유연은 부친에게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보
이기 시작한다.
후 부명(父命)을 슌종여 고이 거죠의 니르러도 거리미 업고 손을 
여 담논(談論)미 공의 명을 응여 념치 리고 젼뎡(前程)을 볼 일이 업셔
다시 토  업니, 이 형셰(形勢) 일업 간기 긋치고 은졍(恩情)
이나 온젼코 미라. 뉴공[유정경]이  핑계업셔 보기 긋치니 홍이 크
게 불쾌이 너기더라.78)

78) 유효공선행록 15권 17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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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은 이제 부친의 괴이한 거조에도 더 이상 간언하지 않고 부친의 은정이
나 온전히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리고 급기야 유홍의 음해를 들은
유정경이 아내 정씨를 출거시키라 명하자, 아내의 결백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한마디 발명(發明)하지 않고 순순히 부당한 명을 따른다.
각 임의 허실(虛實) 간 부형(父兄)을 능욕(凌辱)다 고 엄뷔(嚴父)
니르시 쳐(妻子) 다시 치 못 거시니 하리 블의(不義) 될지언졍 대인
긔 을 일치 아니리라 크게 을 졍고 단연이 고쳠(顧瞻)여 병셰(病勢)
뭇 일이 업니79)
“네  집의 온 지 삼 년의 음난무도(淫亂無道)여 연을 블의(不義)로 돕고
구고(舅姑) 능욕(凌辱)며 노복(奴僕)을 통(私通)여 강상(綱常)의 변(變)을
지으니 당〃이 법으로 쳐치 거시로 부형(父兄)의  보와 죄 샤고
몬져 슈십 댱을 치니 다시 뉴시의 신(信)을 각지 말나.” 셜파(說破)의 학
[유연]다려 왈 “뎡시 노복(奴僕)으로 치기 고이니 네 맛당이 집댱(執杖)
지어다.” 학 이말을 듯고 어히 업셔 우음이 지라, 머리 슈기고 왈 “명
(命)로 려니와 뎡시 병이 즁온  더은즉 죽으미 오니 졔 부형(父兄)
이 식 오온 줄은 모르고 우리 원망가 니 임의 치미 족니, 엇
지 하쳔(下賤)의 상된 거조 하여 션실기도(先失其道)리잇가. 복원(伏願) 인
은 삼 살피쇼셔.” (…) 드여 친이 려 쇼져 치려 니 학 그 허물을 
하리 당(自當)려 고 나가 오 “죄인을 치시미 엇지 대인 셩톄(聖體)
잇부게 리잇고. 욕 엄히 다리이다.” 드여 시녀 지져 왈 “쇼져 븟
들나.” 고 치되 발셔 홍의 긔을 알고 〃히 것거지게 힘을 여 치니 (
…)80)

는 정씨를 출거시키라는 부친의 명을 들은 유연의 내면을 서술한 부분이
다. 부친의 명이 불의(不義)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유연은 차라리
불의(不義)될지언정 아버지께 뜻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과 같이 다음날

유정경이 정씨를 불러 터무니없는 죄명을 거론하며 태장(笞杖)을 가해 내쫓으려
는 순간에도 내심 어이없어 하지만 정씨에 관한 거짓된 말들에 한마디 발명을
하지 않고 다만 부친의 눈치를 살피며 매를 감면시키려 노력할 뿐이다. 이때
이미 유연에게 상황에 대한 시비판단, 부인이 감당하는 고통의 무게는 부친의
79) 유효공선행록 15권 184~5면.
80) 유효공선행록 15권 18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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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을 얻는 일에 비해 중요하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초반에 간언을 마다않던 유연의 효제(孝弟)의 태도가 동생과 부친에게 반복적으
로 부정되면서 점차 시비판단은 묻어둔 채 맹목적으로 부친의 인정을 갈구하는
집착적 태도로 바뀌어 간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공적 관료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이어진다. 공직
에 나가는 계기부터 수행하는 공무의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 행위 동기가 모두
효제를 실현하기 위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출세할 뜻이 없던 유연이 애초
에 과거 시험에 응시한 것은 부친의 강권에 의한 것이었고, 해배된 뒤 조정에
나아가 공론에 참여한 것도 동생 유홍이 역모죄로 사형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
이었다. 그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 조정에 나가 적극적으로 유홍을 변론하여 이
미 언도된 사형을 유배형으로 감형시킨다. 이것이 공적 존재로서 유연이 수행
한 일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서술된 일로, 이로써 보면 공직 역시도 유연에게
는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물론 주지하다시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로 표상되듯 유
교 전통에서 가족적 윤리는 곧 사회 윤리와 이어진다고 인식되었다. 사회 윤리
를 실행하기 앞서 자신과 가족부터 돌아볼 것이 요청되었고, 수신하고 제가하
지 못한다면 국가적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 의심되었다. 그것은
자신을 성찰하고 가족 관계에서 수행하는 윤리적 태도를 사회와 국가로 확장시
켜야 한다는 당위가 전제된 사유방식이기도 하다. 즉 자신과 가족만을 위하는
데 국한 된 윤리가 아니라, 자신과 가족에 대해 지녔던 덕목, 근본적으로는 인
의(仁義)의 태도를 그 밖의 타자들에게도 미루어 행동할 것이 요청된 것이었다.
그러나 유연은 ‘효제’라는 가족 윤리를 고수하는 데 강박적으로 집착할 뿐, 효
제를 사회적 관계윤리로 확장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유연에게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자아만 존재할 뿐 사회적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다. 더욱이 유연이 윤리적 태도를 취하는 대상은 가족 중에서도 아버지와 동생
에게 제한되어 있다. 그의 아내와 아들에게는 오히려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언
행을 한다.
유연의 서사에서 보다 문제적인 것은 바로 그 지점이다. 유연은 오랜 시간
자신과 처자(妻子)를 희생시키며 모든 고난을 감내한 뒤 결국 부친의 마음을 돌
이켜 효성 깊은 아들로서 인정받는다. 또한 가문 내의 장자 지위를 회복하고
이산했던 가솔과도 재회한다. 오랜 인고(忍苦)의 시간이 보상받는 순간을 맞은
것이다. 그런데 그토록 열렬하게 대순의 대효(大孝)를 본받아 실행하던 아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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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은, 자신의 아들 유우성에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보인다. 부친에게서
가혹한 학대를 겪었기에 그 경험을 성찰적 사유로 승화시켜 이해심 깊고 자애
로운 아버지가 될 법도 하지만, 대물림하듯 그는 아들을 소외시키고 핍박하는
아버지가 되고 만다.81)
유우성은 부친 유정경에 의해 출거당했던 정씨가 남복개착(男服改着)하여 유
랑하다가 유연과 재회하여 임신하게 된 아이이다. 그런데 유정경이 유연 부부
의 동거사실을 듣고 분노하자 정부인이 다시 유연 곁을 떠나 수월암에서 홀로
유우성을 낳아 기른다. 몇 년 뒤 유정경이 개심(改心)하여 유우성과 정부인을
유부로 데려오게 하면서 유우성은 비로소 아버지와 대면하게 되고, 이때부터
부자의 연이 맺어지는데 첫 만남부터 유연은 유우성을 냉대한다.
샹셰[유연] 공[유우성]다려 왈 “네 어미 죄 듕니 네 맛당이 어(伯魚)
효측고 다시 져곳을 각디 말나. 만닐 모(慈母)의 졍을 긋기 어렵고 날 보
기 슬을진 금일 도라가 어미 위로고 두 일을 갈여  어즈러이 왕
(往來) 을 두지 말나.” 공 아연이 유쳬(流涕) 왈 “어미 이젼의 죄 지엇다
나 조뷔 임의 샤여 브르미 계시고, 슈졀(守節) 신고(辛苦)시믄 쳔신(天神)
이 감동리니 야얘 엇지 용샤치 아니시니잇? (孩兒) 쳐음으로 부 만나
죽을지언졍 가히 나지 못 거시오, 아 자모(慈母)의 졋 먹이신 졍을 가히
긋지 못디라. 모친이 만닐 어(伯魚) 모 진 쇼 어(伯魚) 효측
려니와, 모친의 은 졀(節)은 백옥(白玉)을 진니 엇진 고로 식이 되여 박
명(薄命)믈 슬허지 아니코 도로혀 리기 타연이 리잇가?” 상셰 졍 왈
“쇼의 교혜능변(巧慧能辯)이 여류(如流)믈  못 깃거 아니니 가 잡
말을 긋치라.” 인여 눈을 드러보니 난향이 즁계(中階) 리 셧지라. 졍셩 대
매(大罵) 왈 “ 소로   동 압희 잇고  녀도 당 아 니르지 못
거늘 산인(山人) 이고(尼姑)의 무리 감히 당하(堂下)의셔  동지 피리오?”
좌우로 난향을 구츅(驅逐)여 치니 우셩이 〃 거동을 보고 감이 말을 못고
81) 이지하는 ｢고전장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에서 유연이 아내와 아들을 대하는 방식을 논의하며 유효공선행록 이 유연의 효 방식과 그가 효를
행하는 대상만이 인정되는 배타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논하였다. 조혜란 역시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에서 유정경,
유연, 유우성까지 아내와 아들에게 폭력적인 아버지, 가장의 면모를 보여준 지점에 대해 논하였다.
이밖에도 유연이 아버지로서 보인 태도에 대해서는 박일용, 김문희, 이지영 등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박일용, ｢<유효공선행록>의 형상화 방식과 작가의식 재론｣,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 국문
과, 1995; 김문희, ｢유효공선행록의 인물에 대한 공감과 거리화의 독서심리｣, 어문연구 39, 한국
어문교육연구회, 2011; 이지영, ｢조선시대 장편한글소설에 나타난 ‘못된 아버지’와 ‘효자 아들’의 갈
등｣, 고소설연구 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 52 -

다만 머리 슉여 눈물이 좌셕의 러지거 샹셰 폐목이언와(閉目而偃臥)여
죵시 용납 긔이 업더니 날이 진반(進飯)  다〃라 강잉여 니러나 뉴
공의 됴반(早飯)을 피고 인야 시식(侍食)거 우셩이  경 등을 조 공
의 겻셔 식반나 음식이 목의 리지 아니〃 상셰 쇼아의 져치 샹심믈 불
쾌여 음식의 마시 업셔 더라.82)

유연은 공근(恭謹)하고 숙연(肅然)한 성품으로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잘 드러
내지 않는 인물이다. 그런 그의 성격답게 자신의 아들을 처음 대면했을 때도
반가운 마음을 내비치지 않고 범연(泛然)하게 행동한다. 군자의 근엄함을 유지
하려 한 것이겠으나 처음 만난 다섯 살의 아들을 대하는 태도로서는 매정하다
할 만하다. 군자가 지녀야 할 중도(中道)의 태도란 각 상황에 적합한 이(理)와
정(情)을 표하는 것인데 상황과 별개로 근엄한 태도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유연
의 모습은 오히려 군자답지 못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연은 아들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무심히 내뱉는다. 인용문
와 같이, 처음 본 아들에게 자신과 함께 지내려면 어머니와 인연을 끊으라고
강요하는가 하면, 효심에서 어머니의 무고(無辜)함을 변론하는 우성을 무조건
혼내기 일쑤이다. 유연에게서 이러한 냉대와 책망을 받은 유우성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시비 난향을 내쫓는 장면에 충격을 받고 차마 어찌할 줄 몰라 조용히
눈물만 흘리다 목이 메어 밥도 먹지 못한다. 그럼에도 유연은 어린 아이의 내
면을 헤아리지 않고 아들이 상심해 있는 그 상황을 그저 불편해 하기만 한다.
유정경의 주선으로 유우성에 이어 정부인도 돌아오게 되지만, 유연은 장인
정관에 대한 원한을 풀지 못해 정부인을 냉대한다. 그러던 어느 날 유연이 불
현듯 정부인의 처소를 찾는다. 그런데 이때 정부인이 일어나 자신을 맞지 않자
화를 내며 돌아가 우성을 불러 험담을 늘어놓는다. 다음은 그 장면이다.
상셰[유연] 우셩을 불너 왈 “ 쳐엄의 뎡공[정관]의 일을 여 네 모친을
거졀코 더니 대인의 명을 밧와 가(家內)의 두언 지 오고  쟉일(昨日)
묘(四廟)의 현셩(見省)여 명위(名位) 막거, 이졔 셰 안졍(安定) 후
네 어미 오히려 어즐어온 머리와 근심 로 샹뇨의 나지 아니며 날을
보 요동미 업고, 람을 여 죄인으로 일라믈 마지아니〃 아지 못게라.
내 죽오미 잇냐. 죽으미 업시 이 거조 믄 네 어미 그윽 의지 곳이
〃럿 미라.  아 이 말노 네 모친 젼여 을 너모 님타(任他)치 말
82) 유효공선행록 16권 7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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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날노 가부(家夫)로 알진 져러  거조 긋치게 지어다.” 공 쳥파
(聽罷)의 머리 두려 눈물 흘녀 오, “아 긔 명도(命途)로 지금 샤라
이런 거조와 망극 말을 오날 다시 듯오니 죽지 아니미 이로소이다. 외
조(外祖)의 일이 그르시나 엇지 참아 인이 각지 아니시고 갈가치 욕시믈
긋치지 아니시니잇가. 모의 변화치 못 경을 인이 문호(門戶)의 죄인으
로 밀위셔 번도 유어(柔語)로 대뎝시미 업고 구츅(驅逐) 말만 시다가
작일(昨日) 번연이 샤명(使命)을 젼시고 일 조강(糟糠)의 간고(艱苦)와 셩덕
(成德)의 어질믈 각지 아니샤 쳔 비쳡(婢妾)치 시며 조금도 뉴렴(留念)치
아니시니 뫼 무 으로 기(氣體) 여샹(如常)시리니잇가.” 크게 긔특이
녀겨 짐즛 졀(切責)여 믈니치니 공 드러와 식음을 폐고 눈물을 흘니〃
부인이 십분 고이히 녀겨 연고 무 〃답지 아닌 난향이 오 (…) 부인
이 기리 탄고 공 도라보아 왈 “이 네 어미 박명(薄命)이오, 너의 팔(八
字)니 샹셔의 그미 아니라. 식이 되여 어미 말을 듯고, 식음을 폐고 곡읍
(哭泣)미 (孝) 아니라 효의 지극 도리 아니〃, (孩兒) 모로미 아비
셤기 도리 네 엄친을 효측즉 비록 쳐의게 매몰나 대효(大孝) 일치 아
니리라.” 공 울고 왈 “(孩兒) 셰샹을 아란 지 칠년이라. 일즉 도 
이 즐겁지 아니코 시〃(時時)로 대인 엄 모친긔 밋  사라시미 이라.
엇지 참아 안〃(晏晏)리잇고.” 부인이 악연이 눈물 리오고 말을 아니터라.83)

유연은 정부인의 태도에 화가 나서 우성에게, 자신이 죽으면 의탁할 다른 남
자가 있기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라며, 자신을 지아비로 안다면 그런 행동을
금하라고 전하라 말한다. 앞서 유정경의 주선으로 정부인이 유부로 돌아올 때
역시 유연은 정부인에 대해 개가(改嫁)할 의사가 있는 추부(醜婦)라 공격한 바
있다. 장인이 개가를 도모한 일에 대한 앙심을 정부인에게 표출한 것인데, 정부
인의 높은 절개를 유연 역시 이미 알고 있음에도 추부 운운하며 지속적으로 정
부인을 모욕하고 있는 것이다. 정절을 중시하는 유교 사회에서, 더욱이 자신의
아이 앞에서 그 어미의 절개를 문제 삼는 것은 정부인과 유우성 모두에게 지독
한 폭언이 될 수 있다.
우성은 아버지의 과한 언사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외조가 잘못한 것은 있지
만 그럼에도 어머니는 절행(節行)하며 고생을 하였고, 오히려 어머니를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차근차근 대답한다. 실로 7세 어린 아이의 말이
라 하기 힘들 정도로 침착하고 조리정연한 발언이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을 드

83) 유효공선행록 16권 17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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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며 옳은 말을 또박또박 전하는 아들의 모습에 유연은 크게 기특해하지만
결코 그런 내색을 내비치지 않고 절책(切責)하여 물리칠 뿐이다. 어머니를 부당
하게 몰아세우며 매몰차게 험담을 퍼붓는 아버지의 모습에 크게 상처받은 우성
은 돌아와 울며 식음을 전폐한다.
이와 같은 유연의 행태는 아들의 입장이나 그 내면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불평한 마음을 기분 내키는 대로 배출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어떠한 선량한 의도도 교육적인 효과도 존재하지 않는다. 평소 군자를 자처하
며 윤리강상을 집요하게 따지고 효제를 실천한다는 명목으로 극단적 희생도 서
슴지 않았던 유연은, 그러나 자신이 부권(父權)을 갖게 되자 일곱 살에 불과한
아들 앞에서 자신조차 믿지 않는 혐의를 들어가며 아내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
고 있다. 그러한 언행이 아이에게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심각한 불안과 우울을
야기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그러나 아버지로서의 이러한 억압적이고 비정한 언행은 작품에서 부정되지
않는다. 특히 우성의 어머니 정부인조차 유연의 언행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
인은 다방면에서 유연과 동일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이는 여성으로 유연
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남성중심의 유교질서에 동조하고 공감하는 인물이다. 아
버지에게 상처받아 우는 아들에게, 그것이 네 팔자라며 변함없는 효를 행하라
당부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아들 유우성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남편 유연과 크
게 다르지 않다. 유연이 우성을 혼낸 연유를 듣고 “기리 탄식”한다거나, “악연
이 눈물을 리오”는 태도에서 정부인이 아들을 안쓰럽게 여기는 감정이 포착
되기는 한다. 그러나 아들의 상처에 공감을 표하거나 위로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어머니를 모욕하며 험담하는 아버지에게 항변하다 돌아왔음에도, 오히려 아
버지 편을 들며 대효(大孝)를 행해야한다는 훈교를 늘어놓는 어머니의 모습에,
결국 유우성은 설움에 겨워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으며 아버지가 어머니 험담할 때는 살아 있는 것이 한이라는 말을 쏟아내며
울분을 토한 것이다. 7세의 아이가 감당하기에 결코 가볍지 않은 고통의 무게
감이 느껴진다.
이처럼 아버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오랜 시간 고통을 겪었던 유연이
스스로 아버지가 되자, 어린 아들에게 자신이 겪은 비슷한 고통을 반복하여 재
생산하고 있는 국면은 성인군자라는 작품 속 유연의 평가에 의문을 갖게 한다.
아버지가 되어, 아들로서 겪었던 아픔을 자신의 아들에 대해 헤아리는 성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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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유정경의 그릇된 모습을 닮아갔기
때문이다. 유연은 작품 내에서 군자로 칭송되는 인물임에도 아버지로서 아들에
게 자애를 베푸는 데에는 인색했다. 그럼에도 아들을 향한 폭압적인 유연의 언
행은 작품 내에서 전혀 부정되거나 비판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유연은 내
내 성인 순(舜)에 비견되며 시종일관 칭송받는다. 유연이 아들에게 보이는 아버
지로서의 행태가 더욱 문제적인 이유는 바로 이 지점, 즉 작품 내에서 그런 행
태가 전혀 부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혼암하고 폭력적인 아버지 유정경은 고수(瞽瞍)에 비견되며 부정되었다. 자신
이 부여한 고통을 인내하며 시종일관 순종적 태도를 보이는 유연의 효심에 감
화되어 비로소 개과하지만 개과 이후에는 아버지로서 권위를 회복하지 못한 채
유연의 뜻에 따르는 무력한 처지가 된다. 반면 유연은 작품 내내 긍정적 지위
를 유지한다. 본 절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 아들 유연에게 폭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조차 서술자와 작품의 인물들은 유연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그를 여전히 훌륭한 군자로 인식하고, 서술한다. 5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처음 대면한 뒤 유아, 아동기에 지속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부정되며 책망받는
우성의 상처는 어머니에게조차 이해되거나 위로받지 못했다. 5년간 어렵게 홀
로 우성을 키우며 누구보다도 우성과 깊은 친밀도를 유지했을 정부인은 아들에
게 도리어 “너의 팔(八字)니 샹셔의 그미 아니라”며 남편의 부당한 언행을
긍정해 버렸다. 오로지 유정경만이 우성의 편에서 아들 유연의 과한 언행을 꾸
짖지만 전술했듯 유정경은 작품 안에서 부정되는 인물로, 그의 발언은 작품 안
팎에서 권위를 갖거나 적극적으로 공감되지 못한다. 더군다나 우성이 자라나
창기들과 어울리고 패악하게 아내를 겁탈함으로써, 엄히 가르치지 않으면 천하
경박자(天下輕薄子)가 될 것이라는 유연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이 사실로 입증되
기에, 평소 유연이 유독 우성에게 엄혹하게 대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정당화된
다.84)
유우성의 이부인 겁탈 사건은 유연과 유우성 부자 갈등을 최고조로 격화시킨
다. 유우성이 이부인에게 저지른 패행을 알게 된 유연은 우성과 희롱에 참여했
던 창기들을 매질하여 내보내고 우성 역시 살가죽이 떨어져 나가도록 심하게
매질한다. 유정경이 개입하여 상황이 종료되지만 유연은 우성을 용납할 수 없
84) “우셩이 비록 영민나 너무 발호(跋扈)여 공근(恭謹)한 품이 젹으니 만일 엄히 아치 아닌
함위텬하경박(陷爲天下輕薄子)리니 랑을 쥰졀이 실 오,  큰 그르시 아니〃 일 업시 문
한으로 쇼임케 시고” 유효공선행록 16권 1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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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후 계속 냉대하고, 우성은 아버지의 외면을 견딜 수 없어 출가를 결심한
다. 어머니의 만류로 곧 돌아오지만 돌아온 후에도 우성은 다시 유연에게 칠십
여장을 중타 당한다. 그리하여 유우성은 잘못을 뉘우치고, 엄형(嚴刑) 후 자신
을 보살피는 아버지 손길에 감동하여 경박했던 태도를 고친다. 이후 부자 관계
는 점차 우호적으로 변화하여 유연과 유우성의 갈등은 일단락된다.
그런데 이 부자 간의 갈등과 화해 과정에 대한 서술자의 평에는 유연의 자식
교육이 훌륭하다는 관점이 강하게 드러나 있다. 유연이 “식 치미 졍도(正
道)로 다리고 은혜로 합여 일젼된 위엄으로 협박미 업”었기에 우성
의 기운을 꺾어 단사(端士)를 만들고, 범 같은 성정을 고쳐 삼가고 조심하는 사
람이 되게 하였다는 것이다. 완(頑)한 아비[유정경]와 광(狂)한 아들[유우성]이
다 정도(正道)로 돌아갔으니 유연을 성인군자라 할 만하다는 것이 서술자의 견
해이다.85) 즉 서술자는 유우성과의 관계에 대한 유연의 언행을 전적으로 긍정
하고 있으며, 그 결과 유우성이 깨우침을 얻어 성정에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했
다고 여긴다. 그런 관점에서 훌륭한 인간인 유연의 이야기를 전개하였으며, 그
런 점에서 “유효공선행록”은 서술자의 일관된 관점을 잘 드러낸 제목이라 할
수 있다.
유우성이 이부인에게 행한 폭력은 실로 잔혹하고 끔찍한 것으로 유연의 엄혹
한 처벌은 마땅해 보인다. 유우성은 이부인 앞에서 두 창녀를 불러 관계를 가
진 다음, 사력(死力)을 다해 저항하는 이부인을 철여의로 어지러이 치고 몸을
끌어 내동댕이치는 등 잔인하게 폭행했다. 이부인이 피를 흘리며 혼절하자 기
다렸다는 듯이 정신을 잃어 무력해진 이부인을 겁탈하고, 앵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뒤에는 앞으로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며 득의에 찬 웃음을 짓는다.
그는 다음날 서조모 주씨에게 이부인이 많이 다쳤다는 사실을 듣고서 크게 놀
라기까지 하는데, 자신의 감정과 행위에 과하게 몰입한 나머지 상대가 그토록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유우성의 행위는
유연의 엄형이 당연해 보일 만큼 실로 잔인무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 이전, 우성이 폭력적 행태를 보이기 전인 어린 시절, 유연이 아들
에게 보인 태도에 대해서는 쉽게 긍정하기 어렵다. 유연의 부부 간 혹은 부자
85) “[유우성]이 계샹 샤은야 감격미 의 박혀 일삭의 쾌여 니러나고 부 화목여 가
화평니, 이 다 승샹이 식 치미 졍도(正道)로 다리고 은혜로 합여 일젼된 위엄으로
협박미 업니 우셩 흔 긔 최찰여 단(端士) 들고  범 흔 셩뎡을 곳쳐 삼가고 죠
심 람이 되게 야, 완(頑) 아비와 광(狂) 아이 다 졍도(正道)로 도라가니 엇지 쳔(千
代)예 셩인군(聖人君子)되믈 양리오.” 유효공선행록 16권 296~30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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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옹서 간의 갈등으로 어린 우성은 부친 유연에게서 공연히 언어폭력에 가까
운 말을 들으며 사는 게 한이라 느끼곤 하였다. 처벌적이거나 강압적인, 그리고
아이에게 반응적이지 못한 부모의 태도가 아동의 정서 발달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그 아이가 자라 폭력을 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을 감안할 때,86) 유연과 유연에게 동조하는 정부인의 태도가 오히려 유우성의
성격형성 과정에 폭력적 성향을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다.
작품이 창작, 향유된 전통사회에는 이러한 사유, 즉 부자 간 폭력의 대물림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이 부재했지만, 사도세자의 정신병증에 대해 서술하며 부자
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혜경궁 홍씨의 통찰에서 볼 수 있듯,87) 당대인들도 아이
의 정서발달에 부모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18세기
조선을 살았던 이덕무(李德懋) 역시

사소절 에서 아내와 자식에게는 비복에게

하듯 큰소리를 지르거나 쫓아 버린다는 등의 극단적 발언을 삼가야 한다 했는
데,88) 그것 역시 가장이 가족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에 대해 사유하
고 경계한 것이다. 모두가 혜경궁 홍씨나 이덕무와 같이 예리한 시각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이런 문제에 대한 경험적 인식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이 어린 아들 앞에서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고 관계를 끊자는 말을 거침없
이 해대는 유연은 당대의 관점에서도 결함 많은 가장, 아버지로 보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전술했듯이

유효공선행록

작품 내에서 유연이 유우성에게 보인 행

태는 ‘성인군자’라는 유연의 명성을 조금도 훼손하지 않는다. 서술자와 인물들
에게 유연의 언행은 전혀 문제될 바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효공선행록 의

세계에서는 인격적으로 완성된 인간상이라는 ‘성인군자’의 개념과, 가족들에 대
한 폭력 특히 아들에 대한 폭력은 무관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부자 관계에
있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만 집착적으로 주목할 뿐 부모가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 여기서 ‘부자유친’의 규범에는
철저하게 ‘부’(父) 중심적이며, ‘자’(子)의 입장은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86) 박성연,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 간 전이｣, 아동학회지 23, 한국
아동학회, 2002, 3면.
87) 혜경궁 홍씨, 정병설 역, 한중록 , 문학동네, 2010, 19~155면.
88) “아내와 자식에게 비록 여의치 않는 점이 있더라도 비복(婢僕)에게 하듯이 큰소리로 나무라서는
안 된다. 그리고 ‘쫓아 버린다’느니, ‘관계를 끊어 버린다’느니 하는 말을 한다면 그들에게 입힌 은
혜는 이미 미덥지 못하게 되고, 위엄도 또한 펴지지 않게 된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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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절｣(士小節) 권5, 어하(御下), 청장관전서
(靑莊館全書) 권29(한국고전번역원 데이터베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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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혼암한 아비 유정경에게 맹목적 복종을 하지만 아들에게는 강압
적인 유연이 성인군자로 추앙될 수 있었던 것이다.
유효공선행록 에는 효행의 주체 유연의 고통과 번뇌가 잘 그려져 있다. 때
문에 이 작품이 단지 효행을 선양하거나 그 당위성을 입증하려는 작품이 아니
라 ‘효’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효제 담론의 문제를 드러낸 작품이라는 논의가
있어 왔다.89) 분명

유효공선행록 에는 혼암하고 패악한 아버지를 둔 아들의

고통이 처절하게 드러나 있다. 어떤 아버지를 두었든 부자유친을 실행해야 한
다는 당위 아래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소설의 대응방식은 맹목적인 효행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유연은 아버지가 부여하는 어떠한 고난도 감내해내고 결국
아버지를 개과시키기까지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아버지 뜻의 부당성에 대
한 고민은 점차 사라져 갔고, 맹목적 순종의 태도만 강화되어 공적 정의감을
상실한 채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희생을 전가시켜 갔다. 아버지의 위치가 되자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 역시 고통을 부여하는 아버지가 되어버리고, 이런 상황
에 대해 유연도, 주변 인물도, 서술자도 문제의식을 보여주지 않는다.

유효공

선행록 은 ‘부자유친’의 규범을 철저하게 아버지 입장에서 해석한 이야기인 것
이다.
이 작품에는 효행의 맹목성이 구체적이고 핍진하게 형상화되어 있어 그 장면
을 읽은 독자들이 효의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는 지점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작품세계의 인물과 서술자의 의식은 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동조하지 않고, 아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아버지를 두었을 때조차 효행
의 수행 가능성과 당위성을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데 동감한다고 보인다. 이 점
은 유연이 온당치 않은 공직자, 아버지 모습을 보이면서도 성인군자로서 추앙
되고, 순진무구한 아이였던 유우성이 아버지로 인해 겪은 고통과 번뇌가 작품
내에서 전혀 공감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데서 뚜렷해진다.

3) 인의(仁義)로 확대된 효(孝)
보은기우록 의 위연청 역시 혼암한 아버지로 인해 고난을 받으나 효행을 실
천하는 인물로 유연과 같이 작품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舜)에 비견된다. 이 작
89) 정혜경, ｢<유효공선행록>의 효제 담론과 문제의식｣, 우리문학연구 44, 우리문학회, 2014; 이지
영, 앞의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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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초점 역시 혼암하고 불의한 아버지를 둔 자식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
가에 맞춰져 있다. 고수(瞽瞍)와 같은 아버지 위지덕과, 순(舜)처럼 효순한 아들
위연청의 이야기가 보은기우록 의 중심서사이다.
위지덕은 사족(士族)이지만 선대에 이미 출셋길이 막혀 빈한한 가정에서 나
고 자란다. 때문에 애초에 학문이니 벼슬이니 하는 사족 신분의 삶에 관심을
끊고 부(富)를 축적하고자 주점과 푸줏간을 운영하며 많은 돈을 벌게 된다. 그
런데 아들 위연청은 상인의 정체성을 지닌 부친보다 사족의 삶을 지향하는 모
친 양잉잉을 닮았다. 더욱이 5세 때 부모를 떠나 외숙 양거인 밑에서 수학(修
學)하며 사족의 삶을 살게 되니 상인으로 자처하는 부친의 삶과 매우 괴리된
삶의 태도를 익히게 된다. 이처럼 삶의 근본적 가치 판단이 판이한 부자는 작
품 전반에 걸쳐 치열하게 갈등하게 되는데, 재물에 눈이 멀어 혼암한 아비 위
지덕[고수]의 행패에,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며 ‘효제’라는 유학적 가치를 완벽
하게 내재화한 아들 위연청[순]의 대응 양상이 펼쳐진다.
그런데 위연청의 고난은 예견된 것이었고, 경고된 바 있었다. 연청이 양거인
의 집에 머물던 시절 양거인과 그 아들 양현양과 함께 유람하다 한 도인을 만
나게 되는데, 그 도인이 위연청 앞날에 큰 액이 있으리라 예언한다.
도 왈 “허다 화이 만왕(魔王)으로 좃나리니 이 만왕으로 깃거 즉 다
른 폐 업시리라. 이 쳥염(淸廉)여 효도로 신(行身)코져 한즉 폐 날 거시오,
남의 거슬 혐의 아니며, 어버이를 랑치 말며, 미(微厄)을 피치 말고, 불의
(不義)를 혐의치 아니여야 마왕(魔王)계 득지(得之)여 평안리니 이 만젼
지계(萬全之計)라. 마왕(魔王)을 이르고져 되 면(對面)여 이르지 못노라.”
옥[위연청] 연(冷然)이 작(作色) 왈, “쳐음에 노(老師)로 쇽이미 아닌
가 엿더니 이럿틋니, 연즉 앙(災殃)을 면 쥭음만 갓지 못리라. 앙
(災殃)을 면여든 무엇시 쾌며 마왕지셜(魔王之說)은 더욱 무례(無禮)도다.”
도 박쇼(拍笑) 왈, “올타 〃〃. 공 잠간 화(禍厄)이 잇스 미리 헌(獻策)
여든 도로혀 쥰(峻責)니 일업도다.” 거인(巨人) 왈 “질아(姪兒)의 말이
션니 덕(德)을 닥가 하날의 보우(保佑)믄 잇거니와 블의(不義)로 막  어
 잇스리오.” 도 왈 “일은 그러거니와 문창(文昌)이 번 리 텬지(天地)
의 조화로 젼쥬(專主)거, 당금 말운(末運)의 됴와 도(道)로 펴리오. 우흐로
그 신긔(神奇)를 업눌너 용신(聳身)치 못계 고 가온로 요얼(妖孼)이 마장
(魔障)을 지어 마왕(魔王)을 죠학(助虐)니 이 화의 흿짓 일이라. 공 텬지간
진양졍과 문명지치(文明之治) 되어 텬지 작(對酌)며 일월(日月)을 환롱(幻
弄) 홀노 이 마왕(魔王)에게 버셔나지 못리니, 이 재 업시미 아니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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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업슨 연괴니, 명연(明年)으로븟허 살(殺厄)이 연쳡(連疊)여 일신(一身)을 구
쇽며 호흡을 음로 못고 일만지통(一萬之通)을 품고 눈 압 일쳔 위
믈 격거, 몸은 불의(不義)로 환(四患) 듕이 되고 살은 연양(煙煬)의 다호인
승이 되문 오히려 쇼(小事) 한못 병옥(氷玉) 갓튼지라. 도로혀 (害) 만
리니 쳥염(淸廉)치 말 미오. 그 슈(壽)의 오지(五行之厄)은 다 공의 쥭
을 이라. 원간의 무병업홰(無名業火)니 쇼시(小時) 흉 공 졍(正大)헌
덕(德)과 문필(文筆)의 신긔헌 힘이 쇼멸 거시오, 그후 붓 교(大敎) 바다 여
역(癘疫) 가온 오입(誤入) 불범졍(邪不犯正)이라. 공 졔어(制御)미 담
쇼(談笑) 간의 잇슬 것이오, 요긔로온 져쥬(咀呪)와 시긔(猜忌)의 지독믄 공
의 총명 이쓰리니, 화목표슈(火木土水) 네 가지 (災)오, 오직 금(金厄)이 잇스
니 도창금속(刀槍金屬)의 어려옴도 아니오, 오직 마왕(魔王)의 흉독헌 슈단이니
불효비례(不孝非禮)헌 (者)오면 려니와 효슌(孝順)헌 예도(禮度)로 면치 못
리니,  바아지고 살이 허여지며 심쥴이 허 혈육은 장(沙場)의 니고 신
체 진토(塵土)에 지고 이를 당여 도학문명(道學文明)과 경윤대(經綸
大才) 다 무용지물(無用之物)이라.” 일후 도인의 말이 올흐믈 알더라.90)

도사의 말에 따르면 위연청이 당할 액은 마왕에 의한 것으로, 청렴하게 효도
로 행신(行身)코자 한다면 폐가 날 것이고, 남의 것을 꺼리지 않고 어버이를 사
랑하지 말고 미액을 피하지 말고 불의를 혐의하지 않으면서 마왕(魔王)이 득지
(得志)하게 한다면 액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마왕’은 불교에서 수행을
방해하는 악귀를 말한다. 작품 속 도사의 말에 따르면 온갖 화액이 마왕으로부
터 비롯되는데, 마왕은 인간들이 선행을 멀리하고 악행을 도모할 때 기뻐하는
존재이다. 위연청은 전생에 문창성(文昌星)이었고 현세에도 그 재주와 도를 타
고났지만 그럼에도 마왕에게서는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액을 당하지 않으려
면 그 뜻에 부합해야 한다고 일러준다. 그러나 연청은 재앙을 피하더라도 도사
가 말한 삶은 죽음보다 못한 것이 아니냐며 거부한다. 이에 도사는 헌책(獻策)
을 했는데도 도리어 자신을 준책(峻責)한다면서, 연청의 신념대로 산다면 액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강조한다. 그러나 예도(禮度)의 태도를 바꿀 생각
이 전혀 없는 연청은 결국 극한의 고통에 마주하게 되고 그것은 부친 위지덕의
주도로 이행된다.
여기서 “쳥염(淸廉)여 효도(孝道)로 신(行身)코져 한즉 폐 날” 것이라는
예언은 의미심장하다. 앞으로 전개되는 서사에서 위연청의 청렴함과 효성스러
90) 보은기우록 1권 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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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은 연청의 훌륭한 점으로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바로 그 성격적 자질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연청의 현실 삶에서 발생하는 사액(死厄)은
위지덕에 의해 구체화된다. 위연청의 고난들은 아버지 위지덕에게 득지(得志)하
지 못한 데서 비롯하는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 축적을 해나가는
아버지에게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구현옹이 말한 마왕
은 위연청의 삶에서 위지덕으로 현신(現身)하여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구현옹
의 예언은 청렴함을 꺼리는 위지덕의 아들로서 청렴한 태도로 효도를 다하고자
하다가 죽을 위기에까지 처하는 위연청의 삶을 잘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서 ‘효도’란 맹목적으로 부친의 뜻에 동조하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의 인생은 유학의 도를 따르는 이가 불의(不義)한 부친
아래서 어떻게 효(孝)와 의(義)를 병행하여 실현해 나가는가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위연청과 위지덕의 갈등은 12세의 위연청이 외숙 집에서의 수학한 뒤 본가에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된다. 유학을 공부한 위연청은 사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기
에 가업(家業)을 부끄러워하지만, 위지덕은 상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매우 만족
하며 문자와 셈을 할 줄 아는 아들의 재능을 장사에 쓸 생각을 할 뿐 아들의
내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아버지가 백정의 일을 한다는 사실에 참다못한 위
연청은 아버지에게 푸줏간 일은 지나치게 천한 일이라 고하고, 이때 부자 간
처음으로 충돌하게 된다. 위지덕은 아들의 발언에 감정이 상하지만 적당히 꾸
짖고 넘어간다. 그런데 다음날 위연청이 고기반찬을 먹지 않으며 고집스레 사
족의 도리를 말하자 결국 분노하여 “아 교혜능변(巧慧能辯)으로 여러 번 내
명을 역(逆)니 반시 무덕(無德)히 글 닑은 라” 이르고 패가(敗家)할 장
본(張本)이라며 매를 들어 때린다.91) 그러나 위연청은 모진 매에 고통스러운 내
색 하나 없이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는다.
부자 간 처음 충돌한 이 사건은 가치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사족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대대로 어려웠던 집안 사정 탓에 사족의 삶의 태도를 버
리고 상인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위지덕과, 어려서 양거인에게서 양육되어 사족
의 정체성을 지니게 된 위연청 간에 푸줏간 일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일이었
다. 동물을 직접 도살하여 파는 일이 위연청에게는 천민의 일이었겠지만, 재산
축적이 삶의 목표인 위지덕에게 그것은 이문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알짜배기 장
사이기 때문이다. 위연청의 소식(素食)에 위지덕이 분노하였던 사건 자체는 작
91) 보은기우록 2권 3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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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일이었기에 금방 무마되지만, 서로의 가치관이 다름을 확인한 이 사건은 어
느 한 쪽도 설득되지 않은 채 갈등의 여지를 남긴다.
이처럼 위태로운 부자 사이는 위지덕과 좋은 금슬을 유지하면서도 위연청에
게 몰래 책을 사다주며 아들의 삶을 지지하는 모친 양잉잉의 중재로 아슬아슬
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양잉잉이 오래지 않아 사망하고 창기 녹운이
위지덕의 첩으로 들어와 소원한 부자 관계를 이간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본
격적으로 위기를 맞게 된다.
부자가 다시 격렬하게 충돌하게 된 것은 위연청이 부친의 심부름 길에 과자
금(瓜子金)을 발견하여 주인을 찾아준 일에서 비롯된다. 본디 그 과자금은 뉴한
이 가정(家丁)으로 있는 양태감 집안의 보물이었는데 뉴한 동생이 심부름으로
운반하다 잃어버리게 된 것이었다. 위연청이 과자금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었
다는 일이 그 지역 일대에 소문이 나면서 의인으로 칭양되고, 지현(知縣) 백양
의 눈에 들게 돼 그 딸 백승설과 정혼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뉴한은 위연청의
의로움에 반해 평생 그를 은인으로 여겨 따르게 된다.
그런데 이때 뉴한이 연청에게 고마움을 표하고자 양주 본가로 찾아와 위지덕
이 그 일을 알게 되면서 부자 갈등이 촉발된다. 뉴한은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위지덕 앞에서 연청의 선행을 상세히 고하지만 재물에 눈이 먼 위지덕은
아들의 선행을 듣고 기쁘기는커녕 도리어 분노를 느낀다. 본디 자신의 것이 아
니었음에도 과자금을 아까워하며 “음이 바아디고 가삼이 터지 ”하고,
“오(吾子) 길셔 죽엇다 흉보(凶報) 드러도 이도록 아닐” 것 같았던 것
이다.92) 그에게 위연청의 행위는 “인졍 밧” 일이었으며, 연청은 가산(家産)을
나누어 패가망신 시킬 자식일 뿐이었다. 위지덕은 밉고 통분한 마음에 아들을
보자마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아들을 칭찬하는 주변의 반응에 본심을
드러내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물러가고 드디어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과자
금 일을 들어 화를 분출하기 시작한다.
위연청을 꾸짖는 위지덕의 논리는 하늘이 준 보물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설치
(雪恥)하고자 가져오지 않고 창루(娼樓)와 주사(酒肆)에 침닉하여 사람들에게 조
롱을 받게 했으며, 부절없이 사람들을 대접하느라 주육(酒肉)을 허비하게 했다
는 것이다. 앞부분의 내용, 즉 위지덕을 설치했다는 것과 창루, 주사에 침닉했
다는 것은 녹운이 부자 간을 이간하기 위해 거짓으로 꾸며 모함한 말이고, 뒷
부분의 내용, 즉 그 일로 아들을 탓하다 사람들에게 도리어 조롱을 받고 접빈
92) 보은기우록 3권 75면.

- 63 -

객에 비용을 썼다는 것은 위연청이 돌아오기 이전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후자의 일은 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없었을 일이기에 위지덕의 분노는 근본적
으로 위연청이 과자금을 얻었음에도 자신에게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반
해 있고, 녹운의 이간질로 그 분노가 증폭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위지덕은 그 일에 대한 아들의 변을 들어볼 생각도 없이 분노를 분출하는 데
몰두한다. 말을 마치자마자 큰 돌로 위연청을 정신없이 구타한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 위연청은 거동을 조심하고 안색을 온화히 하여, 존체(尊體)가 힘들게 직
접 칠 것이 아니라 노자를 불러 법대로 장책(杖責)할 것을 간한다. 매를 받는
극한 상황에서도 예법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위지덕은 노자를 시켜 이어
치게 하는데, 십여 장에 응혈(凝血)이 흩뿌려지고 홍혈(紅血)이 흥건히 흘러넘
치는데도 위연청은 아픈 내색을 하지 않고, 육십여 장에 살이 문드러지고 적혈
(赤血)이 마구 쏟아지는데도 꼼짝하지 않는다. 뉴한이 도중에 끼어들어 매질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면 위지덕은 아들을 그대로 때려죽일 기세였고, 위연청은
그 혹독한 매질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맞아 죽을 참이었다. 이어 위지덕의 벗
들이 들어와 위연청에게 가해지는 중장(重杖)이 부당하다 지적해서야 비로소
“원의 비록 몹 셩이 반도 플니지 아녓시나 모든 지믈 만나 문득 제일 븟
그러”워하며 연청이 술을 먹어 패광(悖狂)을 부려 꾸짖고 있었노라 변명하며 그
만둔다.93)
이때 위연청은 효성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준다. 아버지가 분노에 휩싸여 폭력
적 행위에 불과한 매질을 하며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데도 부명(父命)이
라는 이유로 효순한 태도를 유지한다.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온화한 표정을
잃지 않는다. 육체가 부서지고 정신을 잃어가면서도, 자신의 편을 들며 위지덕
의 부당함에 저항하는 뉴한에게조차 모든 잘못을 온전히 자신에게 돌리며 부친
에게 무례를 범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가히 대효(大孝)를 행하는 대순(大舜)의
경지라 할 만하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일에 지나치게 큰 희생을 치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고수의 반복되는 살해시도에 매번 요령껏 도망쳐 목숨
을 보존했던 순과 비교해보아도 위연청의 행위는 어리석어 보인다. 이처럼 위
연청의 효행이 무모하고 맹목적이라는 시각이 작품 내에도 존재한다.
뉴한 쳥운 등이 다 대경실(大驚失色) 이 놀나지 아녀 우서 오
93) 보은기우록 3권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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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에 엇던 이 이시리오?” 도인 왈 “이 말기 극히 오려오니 군이 대슌
(大舜)의 (孝) 이시 대슌(大舜)의 디혜(智慧) 업서 (死厄)이 일노조차 
리니 스로 소 질괴(疾苦) 아니오, 급믈 구 자 긔특고 긔이니 텬긔
 엇디 누셜(漏泄)리오.94)

구현옹은 앞서 위연청이 어린 시절 양거인과 함께 만난, 위연청에게 마왕의
뜻에 따라야 액을 피할 수 있다 경고했던 바로 그 도인이다. 그는 위연청에게
대순(大舜)의 효(孝)가 있지만 그 지혜는 없어 사액(死厄)이 거기서 비롯될 것이
라 이른다. 순은 고수가 그를 죽이려 할 때마다 살아날 궁리를 하였는데 위연
청은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의 말처럼
위연청은 아버지에게 강도 높은 구타를 당하면서도 수동적인 태도로 감내하다
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에도 그런 태도가 견지된다.
과자금 사건 이후 다시 한번 그는 다시 부친의 뜻과 자신의 신념 사이 선택
의 기로에 서게 된다. 우연히 습득한 과자금을 주인에게 돌려준 것은 위연청에
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였다. 부친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 것이라는 생각도,
그 일로 부친이 그토록 분노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고민 없
이 행한 일인 것이다. 그런데 항주로 가서 빌려준 돈을 수거해 오라는 부친의
명을 수행하면서는 극심한 내적갈등을 하게 된다.
그가 부친의 고리대금업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은 항주로 가는 길 배 위의 사
람들에게 듣게 되면서이다. 위지덕이 만기(滿期)를 넘긴 자들에게 열 배에 달하
는 이자를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내기 위해 항주 지휘에게 강제 집행을 부탁해
집과 처자를 팔아 돈을 마련하게 하였다는 말에 위연청은 망연자실(茫然自失)해
한다. 부친의 고리대금업이 타인의 삶을 망가뜨렸다는 사실 자체도 위연청으로
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던 데 더해 자신이 직접 그 일을 거들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태를 알았다면 죽기로 간(諫)하여 보았으리라는 후
회를 때늦게 할 뿐이었다.
디휘 문권(文券)을 주며 뉴한려 왈 “임의 슈쵀(收採) 차시니 네 낭군이
명일(明日) 아로와 가져가라.” 한이 회보(回報)니 이 시 보건 도로소뎐
(道路所傳)이 도로혀 헐디라. 여러 민호(民戶)와 대쇼(大小) 푸의 흔튼 본젼
(本錢)이 오 냥으로 년년(年年) 푼리 거시 임의 오쳔 냥의 디낫시니 그 바들

94) 명행정의록 3권 8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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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며 뎡일(正日)던 초(招辭) 가지로 왓더라. 이 악연(愕然) 탄왈,
“이 흔 줄 아던들 처음 야야 면젼(面前)의셔 지녁간(至死力諫)여 혹쟈 회령
(回令)시믈 도모 거로 임의 슈명(受命)고 이에 왓시니 젼 졀온 인
시리 아니라 비록 야야 실덕(失德)시믈 나리와 미나 엇디 외오셔 가뎡
(家政)을 업뉼너 쳐리오. 이 스로 올흔 톄미니 진실노 만젼(晩全) 도
리 업도다. 댱 엇디 여야 가리오.” 야(此夜)의 젼젼불(輾轉不寐)고
반야(半夜) 번뇌러니 가연이 도로혀 각 ‘비록 간(諫爭)여도 올히 시
미 만무니 션인(聖人)이 권도(權道)로 허시매 대슌(大舜)이 고치 아니코 대륜
(大倫) 도뎡(調整)시니, 곡녜(曲禮) 딥뇨(執拗)고 승슌(承順)믈 위쥬(爲主)
여 대인(大人) 실덕(失德)을 돕고 허다 매원(埋怨)을 괄시즉 이 제 몸을 닥
고 위친(爲親)여 념녀치 아니미니, (此事) 방(放恣) 쳐결(處決)여 내
몸을 도라보미 아니오 별단 거조로 야야긔 아다온 칭녜(稱譽) 드시게 즉
족히 사의 원망을 플고 나의 뎐(自專) 그미 업리니, 이곳이 고향이 아
니니 뉘 야야(爺爺) 본의(本意) 아니믈 알니오. 션결(先決) 후 고고 스로 역
명(逆命) 죄로 밧오리니 황개(黃蓋) 나라흘 위여 고육계(苦肉計) 니
가뎡(家政)의 허물을 덥고 일시 벌(責罰)을 두릴 배 아니오, 장(杖責)이 엄듕
나 맛내 죽기의 님 아닌즉 엇디 번 듕장(重杖)을 저허 만구매명(萬口罵名)
을 피치 아니코.’ 구지 쥬의(主意) 뎡나  뉴한려도 니디 아니터라.95)
허다  사이 개개히 머리 좃고 손을 합여 “위원 활불대은(活佛大恩)으로
구산(丘山) 튼 물 리믈 만나 집을 복고(復古)고 쳐 듕봉(重逢)이
다.” 고 례로 나가니 문이 매고 길 녀 숑셩(頌聲)이 우레 흐니 셕년(昔
年) 소 뉴한을 금 줄 젹 흐 즐겨 믄 더으니, (白額) 회변(回變)여
활보살(活菩薩)이 되어시니  아이 어딜매 아뷔 일만 사오나오믈 덥흐미러라.
(…) 이 뉴한은 불의(不意)예 이 거조 보고 문셔(文書) 불디고 은을 줄
 손을 러 마 못니 이 물을 인미 아니라 주인을 위여 근심미로
 다 사이야 뉘 저 노쥬(奴主)의 심듕(心中事) 알이오. 소항 냥읍(兩邑)
의 부의 어딘 일홈을 득여 셔호 동남의 인인(人人) 평연더라. 노(奴主)
햐쳐(下處)로 도라오매 뉴한이 가을 두려 왈 “상공이 마 엇디 이런 일을
시고 후환을 각디 아니시잇고 보신디계(保身之計) 군의 디혜뇨, 부신
화(負薪取禍) 감심믄 쇼복(小僕)이 졀위상공감불(竊爲上公敢不取)이
다.” (…) 이 한의 가을 셔 알믈 괴로이 넉이고 튱심(忠心)을 가(嘉愛)
여 잠간 웃고 졍 왈 “나의 이번 거죄 비록 위친박셩(爲親朴誠)이나 극히 방
남활(放恣濫活)고 젼결(自專決事)여 고치 아닌 죄 듕니 비록 프러진 사
95) 보은기우록 7권, 219~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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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도 노미 덧덧거, 엄졍의 셩노(盛怒) 밧오미 그디 당연디라. 내
뉵니(陸離)여 스로 혜여 죽으믈 주셔도 감슈리니 (…)”96)

항주에 도착하여 출장 간 장지휘를 보름간 기다린 뒤 드디어 장지휘가 거둔
빚문서들을 받아보는데 과연 배 위에서 들은 말과 같이 처음 빌려준 돈 오백
냥이 오천 냥을 넘긴 상태였다. 더불어 빚을 받으며 형벌한 초사(招辭)도 같이
받아 보게 되니 위연청은 부친의 명을 받들어 불인(不仁)한 행태에 가담해야 하
는 상황에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결국 대순의 고사에 기대어,
자신은 역명(逆命)한 일로 중장을 받을지라도, 사람들의 원망을 풀어 부친에게
아름다운 칭예를 듣게 하는 권도(權道)를 쓰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장지휘에
게 부친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재물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급히
재물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며, 이자로 인해 패가(敗家)하거나
매자(賣子)하는 부작용이 있을 줄 몰랐다 거짓으로 변명하고, 빚 진 자들에게
본전만 받고 이자는 모두 돌려준다. 빚을 진 이들이 이자를 탕감받자 모두들
위지덕을 활보살(活菩薩)로 칭송해 마지않으니 위연청은 “아뷔 일만 사오나오믈
덥”는 어진 아들이 된다. 그러나 위부자를 잘 알고 있는 뉴한은 이 일은 위연
청이 자단(自斷)한 일이며 돌아가서는 위지덕에게 큰 화를 당할 것이라 염려한
다. 자신을 걱정하는 뉴한에게 위연청은 이번 거조가 비록 아버지를 위한 것이
나 자신이 멋대로 방자하게 결정한 것이니 부친이 죽여도 감내하겠노라 담담히
말한다. 위연청 역시 자신의 행위가 아버지의 노여움을 부를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뉴한과 위연청의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된다. 이때 녹운의 이간계가 더해져 위
지덕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녹운은 가정(家丁) 소삼에게 연청을 미행
하게 하여 연청의 일처리 과정을 모두 보고 받은 후, 연청이 돌아오기 전 미리
위지덕에게 위연청에 대해 거짓 이야기를 꾸며 이른다. 그 내용인 즉, 연청이
심부름을 가서 수금한 이자를 청루에서 주색을 즐기느라 모두 탕진했으며, 심
부름을 떠나기 전 녹운 자신에게 음심(淫心)을 보였다는 것이다.
기실 녹운은 16세의 나이에 위지덕의 첩으로 들어와 지내다가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위연청이 건장한 청년으로 장성하자 그 수려하고 청담한 외모에 반하게
된다. 볼수록 그에 대한 애욕이 커져 동침할 욕망을 품고 위연청이 위지덕과
부딪칠 때마다 은근히 편을 드는 등 연청의 마음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96) 보은기우록 7권, 22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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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마음이 거절당하자 상처를 받고 그를 없앨 계교에 몰두하게 된 것이었다.
위연청을 모함할 빌미를 얻기 위해 소삼에게 연청을 미행토록 시켰는데, 위연
청이 이자를 탕감하고 본전만 받아 돌아오게 되었으니, 연청을 모함하여 부자
간을 이간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에 녹운은 연청이 부친의 이자
를 창루에서 탕진해 돌아오는 데다 떠나기 전엔 자신에게 음심을 보이며 위지
덕을 위협하는 패륜적 언행을 하였다 모함하였고, 재물에 눈이 멀어 우둔한 위
지덕은 녹운의 이야기에 시비분간 없이 분노하게 된다. 그리하여 위지덕은 철
편을 들고 나서 항주 성 밖 토묘에서 아들을 부른다.
위연청은 성 밖에서 부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태가 심
상치 않음을 감지한다. 그리고 자신의 사액에 대해 예견한 구현옹의 말을 떠올
린다. 그러나 곧 “셩인(聖人)의 덕(德)이 업시 다만 보신(保身)던 일만 효측
(效則)면 이 반 식이라.”며, “부뫼 하이라, 엇디 죽기의 밋게 시리
오.”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친의 부름에 순종한다. 그런데 막상 토묘에 나아
가 철편을 보자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탄식한
다. 그러나 이때의 탄식 역시 부친의 흉완(凶頑)한 매명(罵名)이 만대에 이르게
됨을 걱정한 것이었다. 그는 철편이 내려쳐지는 순간을 마주하여서도 화색을
잃지 않고 여느 때처럼 단정한 몸가짐으로 태연하게 기다린다. 소삼이 휘두르
는 철편에 순식간에 몸이 부서지고, 수십 장에 의식을 잃게 되었으며, 팔십 장
에 이르러 온 몸이 으깨져 숨이 멎는다. 아비가 아들을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
는 위연청의 낙관, 부자지간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구현
옹의 예언처럼 대순의 달아나는 지혜 없음으로 위연청은 사경을 헤매게 된다.
이때 서술자 역시 “대슌(大舜)의 다라나믈 호디 아녓시니 신(申生)의 죽기
 엇디 면리오.”라 평하며 위연청의 융통성 없는 태도에 대해 지적한다.97)
한편 위지덕은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탕진하고 첩을 탐했다 생각되자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이성을 잃고 철편으로 아들을 치게 했으나 순식간에 그의 숨이
멎자 비로소 정신을 차린다. 아들이 윤강(倫綱)을 범해 자신을 해치려 했다니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막상 아들이 죽은 듯하니 곧 후회의 눈물을 흘리
며 매로써 훈계해 달라 했던 아들의 말을 곱씹는다. 이 대목을 보면 위지덕이
앞의 과자금 사건과 달리 살의까지 품게 된 것은 아들이 윤강을 범했다는 오해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98) 즉 위지덕이 패덕(悖德)한 수전노(守錢奴)이고
97) 보은기우록 7권 233~4면.
98) “엇디 죽으믈 급히 고. 매로 제 말로 치미 올흘낫다. 제 스로 뉸강(倫綱)의 작죄(作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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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아버지이기는 하나, 그리하여 재물 때문에 아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는 해도 재물 때문에 아들을 의도적으로 죽이기까지 할 인물은 아닌 것이다.
아들이 자신의 첩을 넘보며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모함이 극단적 폭력을 휘두
르게 하는 데 결정적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오해에서 비롯된 이 폭력사태는 위지덕의 재물에 대한 집착과 판단력 결여,
폭력적 성격이 어우러져 생겨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위
연청의 결연한 순종적 태도는 앞서 언급했듯 아집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때문
에 이 대목에서 서술자 역시 대순의 달아남을 배우지 않았으니, 부왕(父王) 헌
공(獻公)이 죽일 것을 알고도 도망가지 않아 팽형(烹刑)을 당한 신생(申生)의 처
지를 어찌 면하겠냐고 비평했던 것이다. 백승설이 이 사건으로 사경을 헤매는
위연청을 구하기 위해 구현옹을 찾자 그도 이 점에 대해 재차 비판한다. 자신
이 이미 면화보신(免禍保身)할 계교를 가르쳤고 연청의 재주와 지혜로는 어렵지
않게 면할 수 있는데, 신생의 작은 예도를 고집하다 불행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위연청이 위지덕의 명을 순순히 따랐다면 총애 받는 아들이 되었을 것이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아버지의 축재(蓄財)를 도왔다면 외아들이니 만큼 아버
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을 뿐더러 그 많은 재산도 고스란히 물려받아 풍요로운
삶을 편안히 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유학의 도를 추구하여, 남의
것을 탐내지 않았고 부당한 고리대금으로 인생이 파탄난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동시에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아버지를 기만할 수 없다는 규범적 의식
또한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사회적 불의를 야기하는 부친의 명
앞에서, 사회적 인의(仁義)와 부모에 대한 효(孝)를 모두 성심껏 추구하려는 딜
레마적 상황 가운데 위연청은 심각하게 갈등하였다. 그리고 결국 부친의 명을
따르는 일이 도리어 불효가 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부모가 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불명예를 얻게 될 상황에서는 부모의 뜻에 반하더라도 간언하여 그
일을 막는 것이 효행이라 생각한 것이다.99) 대순이 불고이취(不告而娶)하여 재
위에 올랐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행위가 선인이 허한 권도(權道)에 해당한다
생각하며 나름의 정당성도 확보하였다.
이로써 보면 아버지의 학대가 극에 달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는데도 절대적
나 내 음이 심히 참졀(慘絶)디라. 몬져 도라가니 너희 구호여 회(回生)거든 려오고
구치 못거든 조흔  안장(安葬)믈 밋노라.” 보은기우록 7권 235면.
99) 그것은 “부모가 기뻐하지 않으셔도 부모가 향(鄕), 당(黨), 주(州), 려(閭)에서 죄를 얻게 하기 보다
는 차라리 익숙히 간해야 한다.”(不悅, 與其得罪於鄕黨州閭, 寧孰諫.)는 사유에 가깝다. ｢명륜｣(明
倫), 소학집주 (小學集註)(성백효 역, 전통문화연구회, 201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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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의 태도를 고수한 위연청 역시

유효공선행록 의 유연처럼 융통성 없고 맹

목적인 효행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할 수 있다. 부친의 그릇된 판단에 간언을 했다가 지속적인 외면과 학대를 당
한 유연은, 스스로 “하리 블의(不義) 될지언졍 인(大人)긔 즐 일치 아니
리라 크게 음을 졍”한 뒤부터 철저히 부친에게 인정받는 일에 매몰되어 버렸
다.100) 부친의 뜻만을 추종하며 점차 자신이 지향했던 인의의 가치들을 잊어
갔다.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들을 돌보는 일, 또는 벼슬에 나아가 사회적 공의
(公義)를 실현하는 일이 부친의 뜻과 상반될 경우 가차 없이 다른 것들을 희생
시켰다. 그런데 위연청은 부친의 뜻이 자신의 또 다른 신념 즉 인의(仁義)라는
가치에 위배될 경우 후자의 것을 선택하고 그 대가로 부친이 행하는 끔찍한 폭
력을 감수한다. 위연청 역시 죽어가면서까지 순종의 태도를 고집하지만 부친의
뜻 자체에 대해서는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그 뜻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유학적 가치와 상반될 때 부친에게 간언을 하거나, 재량껏 자단하여 스
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동했다. 그것은 당장 부친의 장책을 받게 될 일이라도
아버지의 명예를 드높이는 일이기에 궁극적인 효행이라 믿었던 것이다.
위연청의 이러한 태도는 유연보다도 우순(虞舜)의 태도에 가깝다. 순은 아버
지의 지속적인 학대에도 효성스러운 마음을 견지하고, 때론 권도를 써 자신의
신념을 관철시켰다. 위정자가 되어서는 그 효제(孝悌)의 마음을 타인에게까지
미루어 사회적 인의를 실현시켜 성인의 반열에 올랐다. 위연청 역시 부친에 대
한 효심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사회적 장으로까지 확장시켜 타인의 삶을 연민
하고 걱정하며 능력에 닿는 한 보살피려 했다. 특별한 보물을 잃어버린 자의
안타까움을 염려하여 최선을 다해 보물의 주인을 찾았고, 효심 깊은 여성이 아
비를 위해 몸을 팔았다는 사연에 가슴이 아파 생판 모르는 이를 구했다. 아버
지에게 중장을 받을 것, 혹은 사액이 닥칠 것을 예상하면서도 고리대금으로 집
을 잃고 처자를 팔며 삶이 파탄난 이들을 연민하여 높은 이자를 모두 탕감하고
원금만 받고 말았다. 순의 경우처럼 위연청의 효행은 사회적 인의의 실현으로
까지 이어졌다. 벼슬에 나가 공적 지위를 획득하기 전부터 위연청은 사회적 자
아를 획득하고 실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함에 있어 자신
이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위험부담을 기꺼이 감수했다. 그의 ‘효’는 맹자가 도덕
률의 모델로 삼은 순의 삶, 즉 인을 행하는 실천의 근본이 효제라는 것을 보여
주는 동시에, 근본인 효제에 힘써 이를 다른 영역에까지 확장한 사례와 같다고
100) 유효공선행록 15권 18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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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101) 물론 위연청의 경우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러 순처럼 도
망치는 유연함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유효공선행록 의 유연과

보은기우록 의 위연청이 모두

순에 비견되었지만 각각 전개되는 그들의 서사는 매우 다른 지향을 지녔다 할
수 있다. 유연이 맹목적 효행을 수행하는 데 매몰되어 다른 관계들에서 바람직
한 유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면, 위연청은 부친의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인의를 실현시키며 궁극적으로 부친을 교화시키고자 노력했다. 자신이 희생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는 불효와 불의에 모두 저항하고자 분투하였고, 그 결과
입신양명(立身揚名)하여 부친의 이름까지 드높여 사회적 인정뿐 아니라 부친의
인정을 획득했다. 이로써 보면 위연청의 ‘효’는 인류 보편에 대한 ‘인’으로 확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위연청에게 있어 ‘효’란 부모와의 관계에
국한된 가치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 인간에 대한 보편적 사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점이 위연청, 나아가

보은기우록 의 작품세

계가 부자 관계에서 추구하는 윤리적 지향을 보여준다 생각한다.102)

2. 부부 관계
1) 정념(情念)에 대한 용인
｢소현성록｣ 별전은 소현성 자녀들의 부부갈등이 주된 서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 질적, 양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과 강도를 보이며 갈등하는 이들은
소운성과 그와 결연하는 소영․형강아․명현공주의 부부관계, 소운명과 그와 결연
하는 임부인․이소저․정강선의 부부관계이다. 이들의 갈등은 아내의 출거나 징치
로 귀결될 정도의 심각성을 띤 경우로 소부 전체가 이들의 갈등으로 한바탕 소
101) 장원태는, 맹자가 성인 가운데 순(舜)을 가장 많이 언급하며 순의 삶을 인륜의 표준으로 삼았는
데, 그것은 순의 삶이 인(仁)을 행하는 실천의 근본으로써 효제(孝弟)를 보여준 동시에, 효제의 실
천으로 보여준 인의 마음을 천하로 옮겨 확장한 사례이므로, 그 자체로 도덕률의 모범이 되기에 충
분했던 까닭이라 논의한 바 있다. 장원태, ｢맹자 성인론의 의미-제가 비판과 실천론을 중심으로-｣,
유교사상문화연구 제63호, 한국유교학회, 2016, 132면.
102) 한편 위연청과 아들의 관계는 후편 명행정행록 에서야 나타나는데 그 작품의 위연청은 감정적
치우침 없이 단엄한 모습을 보이고, 아내 백승설과의 관계에서도 아내를 희생시키는 일 없이 인의
를 실현하는 태도로 백승설을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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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을 겪는다.
소현성의 아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이는 단연 소운성이다. 소운성은 석부인
이 삼태성(三台星)을 삼키는 태몽을 꾸고 태어난 아들로 태생부터 비범하게 그
려진다. 학업에 게을러 장난만 치던 그는 8세에 이르기까지 글을 알지 못했는
데도 홀로 서너 달 동안 육도삼략(六韜三略)을 공부하여 그 뜻을 터득한다. 이
와 같은 어릴 적 일화는 소운성의 캐릭터를 잘 보여준다. 우선 그는 타인에 의
해 제어되지 않는 인물이며 타고난 재능이 있어 배우지 않고도 터득하는 바가
있다. 그리고 처음 스스로 집중하여 공부한 책이 병법서라는 점에서 문사(文士)
보다 무사(武士)의 기질이 농후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운성이 호방
한 영웅형 인물이라는 점은 이후 여러 장면을 통해 반복적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호방한 무인 기질이라는 데는 물리적 힘의 세기뿐만 아니라 거침없는
정념의 표출, 행동의 과격함이라는 성격적 특징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소
현성은 그가 “긔질이 넘나고 의 호방(豪放)여 쟝슈(將帥)의 긔운이 잇”
점을 꺼려 자주 훈계하며 경계한다.103) 소운성의 이러한 성격이 타인에게 가장
극단적으로 표출된 지점은 소영을 겁탈한 사건이라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Ⅳ
-2. 노주 관계’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미뤄두고 본 절에서는 과격한 성정의 소
운성이 부부 관계를 맺으며 벌어지는 양상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소운성이 14세가 되던 해 참정 형옥의 아들과 교유하다 어느 날 형참정 집에
서 우연히 형옥의 딸 형강아를 보고 마음이 동한다. 상사(想思)의 마음이 든 운
성은 외조부 석참정에게 혼인을 주선해 달라 부탁하고 석참정의 중매로 형소저
와 원하던 혼인을 하게 된다. 소운성의 행위는 예법에 어긋난 것으로, 그의 모
친 석명혜와 부친 소현성은 혼례가 치러진 이후에야 석파의 전언(傳言)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운성을 불러 호되게 벌하려 하지만 혼사를 흡족히 여
긴 양부인의 만류로 꾸짖는 데 그친다. 다행히 형강아는 여도(女道)를 잘 지키
는 만족스러운 며느리였기에 소부의 어른들은 비례(非禮)한 혼인의 방식에도 불
구하고 둘의 혼인을 기뻐한다. 그러나 “셩(盛色)을 엿보아 비례(非禮)로 혼인
을 구”한 일은 훗날 노년의 운성 스스로 일생을 돌이키며 가장 부끄러운 일로
꼽기도 했던 만큼 부도덕한 일로 여겨진다.104) 이처럼 인연의 시작부터 ‘예’(禮)
103) 소현성록 9권 12면.
104) 황제의 명으로 소부의 일대기를 작성하기 위해 파견된 포증과 여이간에게 소운성이 자신의 행적
을 남기는 일이 적절하지 않다며, 주표 찍혔던 일과 명현공주를 박대하여 죽게 한 일보다 형부에서
우연히 형부인을 몰래 엿본 일이 더 부끄럽다고 말한다. “왕이 소왈 ‘아들의 (行事) 죡히 후
셰(後世)예 뎐염디 아니니이다.’ 포증(包拯)과 녀이간(呂夷簡)이 우어 왈 ‘대왕이 아니 쥬표(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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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라 절제가 안 되는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된 소운성의 혼인생활은

소

현성록 의 그 어떤 남녀관계보다 가장 강렬한 정념이 분출되면서 극적 양상을
띤다.
사대부의 체면은 고사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자신의 욕구를 이리저리 분
출하는 소운성과는 반대로 형강아는 예를 갖춘 정숙한 인물이다. 서술자는 형
강아의 정숙함, 차분함, 진중함 등의 자질이 운성을 보필하는 데 더없이 좋다는
인식을 보이는데, 형강아는 엄부(嚴父), 엄사(嚴師)와 대등하게 언급되며 운성의
제멋대로인 성정을 다스려 과묵하고 진중한 군자가 되게 조력하는 현부(賢婦)로
추앙된다. 상층 사대부 여성의 마땅한 생활 태도를 체화(體化)하여 시가(媤家)
에서도 상층의 예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
는 태도 이면에 미묘하고 불편한 감정이 작품에 나타나 있어 흥미롭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여성인물에 대한 평가에 있어 선(善)/악(惡), 시(是)/비(非)
를 가르는 뚜렷한 기준 가운데 한 가지는 투기의 여부인데, 형강아는 투기하지
않는 ‘선하고’, ‘옳은’ 아내이다. 그런데 즉흥적 감정 표출에 거침없는 성정대로
호색의 욕망을 드러내는 소운성의 태도에 투기를 모른다고 자임했던 형강아가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된다.
이 흔연 쇼왈 “문군(文君)의 졍 비록 슬프나 오히려 부인도곤 나으리니
내 이제 뇽누봉각(龍樓鳳閣)의 듀인이 되매 권문샹가(權門相家)의 구혼(求婚)미
니도 말고 황샹이 부마(駙馬) 쟉위 리오실 거시니 부인의 평이 엇더리
오.” 형시 믄득 경아(驚訝)야 츄파 드러 을 냥구(良久)히 보고 함누묵연(含
淚默然)이어, 이  실언(失言) 줄 라 스로 언(言讖)의 해로오믈
뉘웃처 이에 옥슈(玉手) 잡고 위로 왈 “셕샹(席上)의 술을 과도히 먹고 브졀 업
 말을 만히 니 부인은 고이히 너기디 말라. 내 엇디 무신지인(無信之人)이
되야 녀의 원(怨)을 닐위리오.” 형시 내 답디 아니니 이 삼 관회
(寬懷)더라.105)

소운성이 혼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장원급제(壯元及第)하여 한바탕 잔치
를 벌이고 그날 밤 죽오당을 찾는다. 이때 운성은 득의양양(得意揚揚)한 마음에

標) 딕혔던 일을 아쳐고, 공쥬 박(薄待)믈 뉘우처 후셰인(後世人)의 박(薄行)타 긔롱을 드
가 두리미냐?’ 진왕이 대소(大笑) 왈, ‘이 죡히 븟그럽디 아니 형공 집의 가 당(內堂) 여어보
믈 븟그리노라.’” 소현성록 15권 86면.
105) 소현성록 5권 10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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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장원을 하여 높은 벼슬에 오를 테니 고관대작(高官大爵) 뿐 아니라 황실
(皇室) 여인도 취할 수 있다며 허세를 부린다. 이에 형강아는 함루묵연(含淚默
然)하는데, 순간 실언(失言)을 깨달은 운성의 사과에도 그는 쉽사리 마음을 풀
지 못한다. 짧지만 좀처럼 볼 수 없었던 형강아의 내면이 드러나 있는 장면이
다.
규범적 태도를 내면화한 형강아에게 투기는 경계해야할 ‘악’(惡)이고, 이후 운
성이 처첩을 취하는 상황에서도 그는 투기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장
면에서 형강아는 다처(多妻)를 취할 욕망을 드러내며 자신의 처지를 희롱하는
운성의 무심한 발언에 아픈 내면을 감추지 못한다. 운성의 발언이 득의(得意)한
마음에 허세를 떨고 희롱하는 데서 그칠 일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갓 혼인한 남편의 외정(外情)을 생각하며 이제 막 시작된 사랑이 감하
는 상황을 상상했으리라 생각해볼 수 있다. 게다가 비례를 무릅써 혼인할 만큼
자신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이가 자신에게 고통이 될 상황에 대해 자랑스레 농
을 쳤으니, 이토록 무신경하고 무공감하는 이의 사랑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형강아는 혼인을 하자마자 적국(敵國)을 마주하게 된다. 소운
성은 10세 나이에 석파가 찍은 앵혈을 없애기 위해 석파의 외조카 소영을 겁탈
한 일이 있었다. 석파는 이 일을 괘씸하게 여기면서도 운성에게 정조(貞操)를
유린당해 달리 시집보낼 수 없는 조카 소영을 운성의 첩으로 들이려는 생각을
품고 있다가, 혼례가 끝나자 운성이 형강아를 엿보아 혼인을 추진한 일과 소영
을 겁탈한 일을 모두 석부인에게 이른다. 이에 형강아는 혼인 직후 소영을 첩
으로 삼으려는 운성의 뜻을 알게 된다. 소영에 대해 묻는 운성의 질문에 형강
아는 세상사를 잘 모르고 나이가 어려 투기란 말을 알지 못한다고 답하지만,
형강아의 허락을 얻어 기뻐하는 소운성 앞에서 그는 미미히 웃을 뿐 더 이상
답을 하지 않는다. 형강아의 발언만 보면 운성의 취첩에 전혀 개의치 않은 듯
하지만 “미〃히 웃고 답디 아니” 한 행동에서 미묘한 지점이 포착된다.106)
물론 형강아는 좀처럼 투기의 감정을 표면에 잘 드러내지 않는 인물이다. 그
러나 소운성이 취첩한 이후 유쾌하지 않은 감정들이 오간다. 소영을 박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첩 간의 분위(分位)를 철저히 하며 거리를 두고, 소운성에게
소영의 처소에 들 것을 권하지만 그것은 투기심에 대한 결벽(潔癖)처럼 그려진
다. 운성은 취첩의 문제를 두고 끊임없이 형강아의 눈치를 보고, 형강아는 투기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눈치를 보는 운성의 태도를 의식
106) 소현성록 5권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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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먼저 운성에게 취첩을 권하는 식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투기’는 표면화
되거나 쟁점화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운성과 형강아 사이를 그림자처럼 드리우
며 미묘한 긴장감을 생성시킨다. 소운성은 형강아가 질투하지나 않을까 전전긍
긍하고, 형강아는 소영의 존재가 유쾌하지 않으나 혹여라도 투기한다는 오명을
얻을까 운성의 취첩을 애써 권한다.
여기서 투기의 감정은 온전히 부정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해와 제어의 대상
이 된다. 소현성의 며느리 가운데 가장 높은 인격을 지닌 인물로 평가되는 형
강아가 운성의 취첩 욕망에 눈물을 머금거나, 소영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불편
한 감정을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행위들이 부정적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물론
형강아는 투기를 본격적으로 행하지 않으므로 부정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
다. 그런데 형강아가 소부 며느리 가운데 양부인과 지기상합(志氣相合)하며 가
장 뛰어난 인물로 평가되는 인물임에도, 그러한 인물조차 적국으로 인한 불편
한 감정을 느끼는 면모가 그려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할 수 있다. 본고에
서 함께 다룰

유씨삼대록 과

명행정의록 의 형강아와 비견될 만한 며느리 캐

릭터 가운데 그런 감정이 포착되는 인물은 좀처럼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편 그 문제의 당사자인 운성은 아내가 그런 감정을 내비쳤을 때 미안해하고 사
과하며 불쾌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감정적 노력을 한다. 자신의 취처, 취첩의 문
제로 아내 마음이 상한다는 사실에 대해 적어도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다.
기실

소현성록

곳곳에서 여성의 투기 감정은 부정되지 않는다. 본전에서

울고 화내고 욕하며 투기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화수은은 작품 내에
서 악인군 인물로 그려지지 않는다. 그의 행위들이 훈계되고 교정되는 과정을
거치지만, 그런 행위를 하는 화수은 존재 자체는 부정되지 않으며 소현성의 원
위 자리가 작품 내내 고수된다. 양부인은 화수은에 대해 “셩되(性度) 쵸강(峭
强)나 위인(爲人)이 쳥개(淸介)고 이 놉하 족(士族)의 실이 잇”는 인
물로 평가하고,107) 시누이 소월영은 화수은이 투기할 때마다 따끔하게 충고를
하면서도 그 입장을 연민하며 갈등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다. 뿐
만 아니라 화수은의 막내딸 소수아 역시 모친을 닮아 투기심 많은 인물로 형상
화되지만, 악인으로 부정되지 않고 그 성정대로 존재한다. 혼인 이후 과하게 남
편을 속박한다는 이유로 소씨 형제들의 놀림을 받고, 부친 소현성에게 “투악(妬
惡)을 과(過)히 야 가셩(家聲)을 욕 먹이니 리 안젼(案前)의 뵈디 말라.”는
107) 소현성록 3권 9면.

- 75 -

꾸짖음을 듣는 등,108) 여도(女道)에 부합한 ‘아내’가 되게 하려는 가족들의 노력
에도 소수아는 끝내 교정되지 않는다.109) 지속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면서도
교정되지 않은 채, 여도에 어긋난 채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투기에 대한 이런 관점은

소현성록

전체에서 지속되는데, 투기를 가장 격

렬하게 표출한 명현공주의 행위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해가 보인다. 남편 소운
성이 창기를 가까이하자 명현공주는 그 창기 다섯을 인체로 만들어 운성이 격
노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 일로 두 사람이 격렬하게 충돌하는데, 이때 중재에
나선 한상궁은 “다만 투긔 부인의 덧〃 되”이며, “옥쥬(玉主)의 년쇼투졍
(年少妬情)이 샹(常事)라 가히 허물티 못 배”라면서 운성을 만류한다.110)
한상궁은 악인군으로 그려진 명현공주의 상궁이지만 사족 출신으로 인품이 훌
륭하여 운성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위와 같은 한상궁의 변론에 운성
역시 수긍하며 화를 거둔다. 여성의 투기에 대한 한상궁의 발언이 인정되고 있
는 것이다.
소운명의 셋째 부인 정강선이 둘째 부인 이옥주를 간부로 모해한 사건이 드
러나 소현성이 며느리 정씨를 불러 징치할 때 역시, 투기심보다는 그것으로 인
한 악행을 문제삼는 데서도 그러한 인식이 드러난다. 소현성이 밝히는 징치 이
유의 요지는, 세속 여자 중 투기 없는 사람이 적으니 투기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지만 투기심으로 사람을 해하고 지아비 총명을 가려 꾀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문제 삼는 것도 투기심, 감정 자체가 아니라 그러
한 감정에서 비롯한 악행이었다.111)
한편 운성이 청주자사가 상납한 창기들을 형제들에게 나누어 술자리를 즐기
다 이를 부친에게 들킨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 소현성은 창기들은 내쫓고 운성
과 그 형제들을 가두어 엄히 다스린다. 그 일 이후 아들들은 “일로조차 감히
방(放恣)티 못”하였다며, 이에 “각〃 부인은 암희(暗喜)더라”는 설명이 덧
108) 소현성록 12권 91면.
109) “쇼졔 부친의 죽으라믄 슌슈(順受) 거시로 투긔 능히 그치디 못니 부뫼   일이
업서더라” 소현성록 12권 94면.
110) 소현성록 6권 63~4면.
111) “녀의 투악(妬惡)은 칠거(七去)의 이시나 셰쇽(世俗) 녀 칠거(七去) 삼가 니 젹어 투긔예
안져  쟤 만 라도 오히려 부가의 용납여 사니  둘히 아니〃, 이 비록 투긔지심
(妬忌之心) 이실라도 혹 초강(峭强)고 방(放恣)야 그 스로 몸의 실덕(失德)고 매게 무
해(無害)고로, 구개(舅家)  관셔(寬恕)야 츌부(黜婦) 면 길히 잇거니와, 만일 음험(陰
險)고 간악(奸惡)야 사을 해야 디로 보내고 스로 냥션(良善)[] 톄 지어 지아 툥
(寵)을 요구며 지아 총명을 리와 요긔로온  딘대 비록 공쥬라도 구가(舅家)의 용납야
그 허믈을 초고 안향(安享) 리 업니, (…)” 소현성록 12권 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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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여진다.112) 투기의 혐의를 입을까 창기들과 풍류를 즐기는 남편들의 행태에
침묵하지만 실은 불쾌함을 느끼다가 그런 행실이 제어되자 남몰래 속으로 기뻐
하는 장면인데, 이는 여도를 훌륭히 내재화했다는

소현성록

여성들의 상황과

내면을 정직하게 보여준다.
즉 소부의 인물들은 투기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악덕이라 간주하지만, 투기심
이라는 감정과 그것으로 인한 행동을 나누어 인식하고 있고, 그 두 가지에 대
해 다른 도덕적 판단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감정이 행위를 하도록 이끄
는 강력한 추동요인이기에 두 가지는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 지점이 있으며, 감
정을 인정하되 그 감정으로 인한 행위를 막는 것은 궁극적으로 감정 자체를 규
제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현성록 의 세계도 결과적으로는 여

성의 투기, 여성의 내면을 억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성의 투기가 이해될 만한 감정, 즉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는 인식, 그 감정
에 대한 인정은 ‘투기하지 말라’는 규범을 회의하게 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조선의 유교적 도덕적 가치를 가장 보수적으로 담지하고 있다는 소설에서도 그
러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한편 소운성과 형강아의 관계에서 형강아의 규범에 어긋나는 내면은 이토록
미묘한 방식으로, 미미한 정도로만 드러났다.113) 그에 반해 소운성은 상층 남성
에게 요구되는 규범에 무관한 듯 행동하며 정념의 과잉을 보이는데도 그것이
인정되는 양상이 전개된다. 형강아와의 혼인부터 예법보다 자신의 정념을 우선
했거니와 이후 명현공주와의 늑혼으로 형강아와 이별을 맞이할 때에도 분노,
슬픔, 그리움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는다. 다음은 형강아와의 이별 상황에서 소
운성이 격정적 감정을 드러낸 장면이다.
형시 묵〃(默默)야 침소의 니니 [소운성]이 임의 기리다가 형시 
야 실셩톄읍(失性涕泣)이라 반향(半晌)이 디난 후 계유 말을 펴 오114)
은 다시 절여 오 “악부(岳父) 내 슬하의 졍을 닛디 마쇼셔
쇼셰(小壻) 몸이 도록 은혜 명심리이다. 군명(君命)이 엄시니 악모(岳母)
 다시 뵈디 못리니 평 유(遺恨)이로소이다.” 말로 조차 눈물이 
112) 소현성록 5권 126면.
113) 한편 명현공주의 노골적으로 과잉 표출된 부정적 내면은 처절하게 징치당했다.
114) 소현성록 6권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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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금포(錦袍)의 드니 승샹이 깃거 아냐 닐오 “금일 쇼뎨의 말이 박
니 형이 반시 심려니와 대댱뷔(大丈夫) 쳐셰매 일녀(一女子)와 일쳐
(一妻子)로 구〃히 슬허고 셰〃히 눈물을 드리오미 엇디 붓그럽디 아니리오.
형은 부녀 텬뉸(天倫)의 디 못미 샹(常事)어니와 [운셩은  안로 져
경샹(景狀)을 니] 내 그 약 불야 니 대댱뷔(大丈夫)의 눈물이 엇디
간대로 리미 이시리오.  별(死別)이 아니라 비록 음이 아연(啞然)나
비편(非便)미 불가(不可)되 이러 소슈의 형상을 니 쟝 옹셔(翁婿) 이인
이 티쇼(嗤笑) 바들가 두리노라.”115)

형강아와 이별하는 순간 운성의 슬픔은 절절하다.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리며
슬픔을 감추지 못하는 탓에 부친 소현성에게 타박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소운
성은 이후에도 형강아에 대한 그리움을 절제하지 못해 번뇌하다 상사병에 들고
만다. 그는 아내를 그리워하면서도 그러한 마음이 대장부답지 못하다는 자의식
에 괴로워한다. 이러한 내적갈등이 지속되다 병에 든 것이다. 운성의 상사병에
소현성은 남자가 여자를 상사(想思)하여 병이 났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며
혹독히 꾸짖는다. 소현성은 세 부인과 생활하며 원위 화수은의 처소에 8일, 다
른 두 부인의 처소에 각각 6일씩 머무르며 부부 관계에서조차 기계적인 공정성
을 중시했던 인물인 만큼 전부인을 사랑하며 병이 든 아들의 상황이 한심할 뿐
이었다.
이미 이별한 이를 깊게 사랑하며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건강까지 해친다
는 것은 ‘사정’(私情)에 치우친 행태로 경계해야할 일이다. 이러한 관점은 운성
스스로도 인정한다. 형강아가 그리워 형부를 찾아간 운성에게 장인 형옥은, 천
자의 명을 거스르고 형강아를 찾아왔으니 불충(不忠)이요, 부모 뵙기를 게을리
하니 불효(不孝)요, 역명하여 형부를 찾아 대화(大禍)가 우리 부녀에게 미치게
하니 불인(不仁)이라며, 자신이 차라리 딸을 죽여 화를 미연에 방지하겠노라 한
다. 장인의 고조된 반응에 황괴해진 운성은 그것이 ‘정론’(正論)이나 자신의
‘정’(情)을 헤아려주지 못한다며 서운해 한다. 운성은 자신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고 부정하지도 않지만 현재 그에게 중요한 것
은 옳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情), 즉 사랑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인 것
이다.
소현성과 형공의 생각처럼 마땅히 통제되어야 하는 운성의 정념은 그러나

115) 소현성록 6권 2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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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성록 에서 전적으로 부정되지 않는다. 소부의 인물들이 운성의 처지에 공
감하고 연민을 느끼며 그의 사랑을 이뤄주기 위한 행동에 나선다. 운성이 외가
에 간다며 형부에 가서 며칠 간 지내다 온 일에 대해 소부 사람들은 눈치를 채
지만 묵인하고, 상사병에 걸리자 형강아와 재회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상사병을
냉소하며 엄책하는 소현성에게 석부인은 형강아를 불러와야 한다는 주장을 강
력히 피력하고, 석파, 소월영도 나서 형강아를 데려오자고 소현성을 설득한다.
소부에서 시비판단(是非判斷)의 준거가 되는 양부인 역시 소운성의 처지를 이해
하고 연민한다.
결국 소운성이 상사병으로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이 황실에도 알려져 형강
아가 소부에 돌아오게 된다. 그 결과 소운성의 상사병이 낫고 모든 것이 해결
되는 듯했다. 그러나 형강아가 소부로 옴으로써 형씨에 대한 사랑을 숨기지 않
는 소운성의 태도에 명현공주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되고, 이에 형강아는 자신
만을 찾는 운성의 행태에 불안해하며 운성의 집착적 행동을 보다 강렬히 거부
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소운성과 형강아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친정에 가겠
다는 형강아의 발언에 운성은 성을 내고 만다.
부매 소왈 “부인이 방다. 나 소운셩이 비록 쳑촌셔(尺寸書生)으로 인
이 명현공쥬 쟝듕(掌中)의 이시나  슉(菽麥)을 분변니, 님군의 은
감히 졔어(制御)티 못려니와 엇디 형옥의 녀조차 졔어(制御)티 못리오. 그
 쇽졀업 말을 야 나의 노 도〃디 말라. (學生)이 신의(信義) 듕
히 야 그 후히 고 말이 슌나 본 이 부녀의게 굴닙(崛立) 배
아니라 그 임의 나의 쳐(妻子)로 평이 내 손 가온대 이시니 엇디 대로
츌입(出入) 이 잇뇨?” 언필의 안의 노긔 야 크게 소 디고 칼
흘 드러 알 노흔 바 산〃이 티니 분긔(憤氣) 임의 두우(斗牛) 게티딜디
라. 형시 심하(心下)의 (恨)이 무궁나  일이 업서 다시 말을 아니코 새박을
기려 승샹부의 니러 신셩(晨省)고 죵일토록 뫼셧다가 셕양(夕陽)의 도라오
니 부매 임의 이에 이셔 글 짓디라. 악연 이긔디 못 소이 긔(氣
色)이 흔연(欣然)티 아니〃  일이 업서 강잉(强仍)야 좌의 나아가 쵹을 
매 그 평안 일(一生)이 괴로와시 각니 엇더리오. 소 머금고 
마니 텬디(天地)긔 비로 반시 수이 죽어 부마(駙馬)의 념녀와 일 괴로오
니저리라 더라.116)

116) 소현성록 7권 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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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운성은 자기 분에 못이겨 형강아 앞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그나마 그
가 부인을 직접 폭행하는 일은 없다. 명현공주와의 대립이 극단으로 치달아 명
현공주가 철여의(鐵如意)로 소운성을 치고 칼로 찌르려할 때조차 그는 화를 내
며 자리를 피할 뿐 물리적인 힘을 가해 다투지는 않았다. 정실부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소운성이 물리적 폭력을 아내에
게 직접 가하지 않는다고는 하나

에서 보듯 무력 사용에 거침없는 소운성의

행위는 매우 위협적이다.
부인에 대한 소운성의 폭력적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후 명현공주
의 위협으로 목숨까지 위태로울 지경에 이른 형강아가 친정으로 돌아가고, 형
부에서는 소운성의 미련을 끊게 하고자 형강아의 죽음을 위장한다. 그런데 슬
픔에 휩싸여 형부를 찾았던 소운성이 진상을 파악하게 되고, 이에 분노가 솟구
쳐 칼을 꺼내 형강아와 함께 죽겠노라 발광(發狂)한다. 형참정이 바삐 나가 운
성을 달래서야 그 분기가 진정되는데, 이처럼 소운성은 “과격믈 스로 아나
셩 곳 나면 스로 졔어(制御)티 못”하는 성정인 것이다.117)
그런데 이처럼 형부인을 향한 과격하고 폭력적인 소운성의 행위에 대해 주변
인물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앞선 상황에서 형부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집기를 부순 행위는 서술자에 의해 짧게 언급되고 말 뿐이며, 작품 내에서 이
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으로 소현성은 소
운성에게 50대를 장책(杖責)하는데, 그 이유인 즉 명현공주를 찾으라는 어른들
의 충고에도 고집을 세워 형부인 처소에만 거하며 상사병에 들었기 때문이었
다. 소운성이 형강아에게 부린 행패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가 처
가에 가서 칼로 형부인을 겁박하는 상황에서도 장인 형참정은 소운성의 분기
(憤氣)를 진정시키기에 바쁠 뿐이었다. 소운성의 성질이 사납다는 이야기를 이
미 들은 상태에서 딸의 안위를 걱정하여 우선 운성을 달래려 한 것은 납득이
가지만, 그 순간 그렇게 반응했을 뿐 운성의 폭력에 대해 불쾌해하거나 딸을
염려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는다. 소운성의 기질이 호방하고 고집이 세서 멋
대로의 행동을 할 때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그런 점이 서술자나 주변인물들
로부터 비판받거나 지적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이 부인에게 폭력을 휘

117) 그 스스로도 자신의 과격한 성격을 인지하고 있다. 한차례 성질을 내고 난 뒤 마음을 가라앉힌
후에는 “은 이티 무상(無狀)니 죡히 오긔(傲氣) 박(薄行)을 감슈니 그 혀 용샤
라”며 형소저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기도 한다. 소현성록 8권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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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르는 것은 별달리 문제시 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소운성이 부인에게 직접
적이며 물리적인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거니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상황
맥락이 작품 내에서 이해 혹은 공감되고 있기 때문인 듯하다. 다시 말해 소운
성이 마주한 상황에서 그가 행하는 수위의 폭력적 행위가 작품 내에서 용인되
고 있는 것이다.
소운성이 분기탱천(憤氣撑天)하여 성을 내는 장면에는 공통점이 있다. 부인이
자신의 제어를 벗어나려 한 경우라는 점이다. 위의 상황들 모두 형부인이 소운
성의 구애를 거절할 때 발생한 일들이다. 명현공주와 소운성 사이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형부인이 소운성의 배려 없는 구애로 불안해지자 친정으로 돌아
가겠노라 말하니 소운성은 “님군의 은 감히 졔어(制御)티 못려니와 엇디 형
옥의 녀(女子)조차 졔어(制御)티 못”하겠냐며 “임의 나의 쳐(妻子)로 평이
내 손 가온대” 있다고 윽박지른다.118) 부인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매우 확고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내들이 자신의 통제력을 거
부하거나 벗어나려하는 경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다. 명현공주에 대해서도
비슷한 말을 하는데, 명현공주를 그만 용납하라는 형소저에게 소운성은 그가
혼인을 음란하고 무도(無道)하게 강행했다며 험담을 한참 하다가, “지아비 손의
평 호불(好不) 이시 아디 못니 내 고초(苦楚) 뵈리라”며 악감을 서
슴없이 내뱉는다.119) 제 아무리 황제의 딸이라지만 그 삶의 주인은 남편인 자
신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그러니 명현공주의 삶을 얼마든지 고통스럽게
해주겠다는 복수심이 서려 있다. 소운성에게는 아내들 삶의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고, 그런 사실을 언제라도 여실히 느끼게 하겠다는 권력의지가 공고하다.
그런데 소운성의 이러한 태도나 생각은 작품 내에서 전혀 비판받지 않고 당
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소운성이 과격한 행동으로 그 권력의지를 내비칠 때는
그 행동의 과도함, 지나침을 꾸짖는 경우가 있지만 그 내면의 인식, 생각은 근
본적으로 인정된다. 자신의 삶을 훼방하겠다는 소운성의 발언을 몰래 엿듣던
공주는 앙앙(怏怏) 분격(憤激)하여 밤새 흉독(凶毒)한 생각을 한다. 공주에 대한
소운성이 복수심과 복수의지는 실로 섬뜩한 면이 있고, 당사자로서는 더욱 그
러할 일이니 화가 나 흉독한 의사가 일어났다는 공주의 반응이 공감될 여지가
있음에도,

소현성록 의 서술자는 철저히 소운성의 편에 선다. 서술자는 공주의

반응 뒤에 바로, “슬프다! 금지옥엽(金枝玉葉)의 아다온 녀 엇디 이러 무
118) 소현성록 7권 32면.
119) 소현성록 7권 60면.

- 81 -

상(無狀)뇨?”라며 공주만을 비판한다.120) 즉

소현성록 의 서술자나 인물들은

부부 관계에서, 아내에 대한 남성의 강력한 권력과 그것이 실질적으로 발휘되
는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하며,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등 그것이 위협적이
고 과격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형국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반응한다.
남성인물의 애증(愛憎) 감정의 과잉분출이 소운성에게만 특화되어 인정된 것
이 아니라 작품 전반에 걸쳐 그러하다는 것은 소운명과 이옥주의 관계를 통해
서도 알 수 있다. 소운명은 임소저를 아내로 맞지만 아름답지 않은 외모에 불
만을 품고 있다가 어사 출두 시 이옥주를 만난다. 조실부모(早失父母)하여 남장
(男裝)으로 유리(流離)하던 이옥주를 만나 형제지의(兄弟之義)를 맺고 그가 여성
임을 알게 되자 바로 청혼하여 데려오는데, 운명의 행위는 불고이취(不告而取)
임에도 소부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소현성이 그 비례함에 화를 내지만 양
부인조차 재자가인(才子佳人)에게 이런 일은 많으니 선처(善處)하라 명하면서
혼인은 순조롭게 이뤄진다. 이후 운명이 가족들 앞에서도 이옥주에 대한 사랑
을 감추지 못하는 통에 형제들에게 곧잘 놀림 받지만 이옥주와의 관계, 옥주에
대한 운명의 정념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이처럼 강렬했던 운명의 사랑은 셋째 부인 정강선의 모함으로 이옥주
가 성영과 사통(私通)했다 오해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강렬한 증오로 바뀌어버리
고 만다. 이옥주를 오해한 소운명은 그를 죽여 설분(雪憤)하겠다는 의지를 불태
우게 되고 양부인, 소현성 등 어른들이 집을 비운 사이 이옥주를 심희당에 가
두어 학대를 자행한다. 이옥주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에 사통해 낳은 아들이
니 죽이겠노라며 칼을 들고 난입하는 등의 일들을 벌인다. 이때 석파의 만류로
미수에 그치고 형제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지만, 운명이 저지른 사달에 대해서
주변 인물들은 그 폭력적 행위 자체보다 무고한 이옥주와 아들을 해치려 한
‘불명(不明)함’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난한다. 소현성이 돌아와 정강선의 계략을
밝히고 소운명을 장책할 때도 소현성은 목숨보다 절의(節義)를 중시하는 이옥주
의 성품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그를 둘러싼 여러 사통 정황들이 얼마나 많은
허점이 있으며 비합리적인지 조목조목 분석한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모든 것
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소운명과 화부인에 대해 “아득히 [연]애(煙靄)의 
딘 배 되여 디 못  아냐,” 양부인의 명령과 형제들의 충고를 듣지 않
고 “무식(無識) 방(放恣)”하였다며 꾸짖는다.121) 여기서 소현성이 소운명을
120) 소현성록 7권 61면.
121) 소현성록 12권 30~1면.

- 82 -

비난하는 핵심은 무식하고 방자하다는 데 있다. 즉 인간의 진정한 면모를 알아
보지 못하는 불명(不明)함과, 불명한 주제에 주변 사람들의 명령이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성급히 처분하려 한 것이 소운명이 저지른 잘못이라는 것이다.
소운명의 무지함, 불명함, 그리고 그 무지에 바탕한 성급한 행위가 비판되고
있지만 무지한 것이 아니었다면 운명의 행위는 어떻게 판단되었을까. 이옥주가
진정 사통(私通)을 했고 그가 낳은 아이가 성영의 아이었다면 운명의 행위는 다
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되었을지 모른다. 운명을 말리거나 비난하는 말들에는 기
본적으로 이옥주나 아이의 생사결정권이 궁극적으로 남편인 운명에게 있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만약 그 혐의가 모두 사실이었다면 처자에 대한 폭력이
용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즉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처자의 생사결정권이 있으
며, 그들의 생명권은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언행을 하는가, 남
편, 부친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의해 존속될 수도 박탈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성과 아이의 경우 그 생명 자체가 존중받는 세계가 아닌 것이다.
소운성과 소운명의 사례에서 우리는

소현성록 이 남성인물의 정념이 강렬하

게 표출되는 것에 너그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형강아 등의 사례
에서 여성인물들의 감정 표출은 훨씬 절제된 형태로 드러나야 인정된다는 것,
그런데 투기의 감정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
부 관계의 남녀에게 이처럼 감정표출의 정도가 차별적으로 허용되고 용납되는
양상은 다른 고전소설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그런데

소현성록 에는 남

녀 모두의 사정(私情), 정념의 표출이 비교적 비난 없이 형상화되며 조명된다는
특징이 있다. 당대 윤리 규범에 비추어 문제될 만한 인물의 과잉된 감정이 규
범적 가치 판단 이전에 생생하게 그려지고, 그것이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비
난의 수위, 처벌의 수위가 그리 높지 않거니와, 그런 행위의 인물이 엄격하게
처벌되거나 악인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남녀의 처벌 수위에도 차별이 존재하지
만, 소현성이 정강선을 처벌하며 투기의 감정은 이해하면서도 그로 인한 악행
에 대해 용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듯, 무엇보다 악감(惡感)이 악행(惡行)으로
이어질 때에야 강력하게 처벌받았다. 말하자면 옳지 않은 감정에 대한 공감이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물의 정념이 작품 곳곳에 표출될 수 있었던 것이다.
소현성록 의 이러한 특징은 다음 절에서
뚜렷이 비교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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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삼대록 을 살피는 가운데 더욱

2) 위계성의 강화
유씨삼대록

초반에 집중적으로 조명되는 부부는 유세형과 장혜앵․진양공주

의 관계이다. 유세형은 13세 갑과에 급제한 후 장상서의 딸 장혜앵과 정혼을
한다. 그런데 정덕제가 유세형의 빼어난 자질을 보고 자신의 딸 진양공주의 부
마로 삼고자 정혼을 파기하게 한다. 유세형은 장혜앵과의 혼담이 오갈 때 이미
장혜앵과 만난 바가 있었다. 장혜앵의 아름다운 미모에 흡족하여 혼인날만 기
다리던 유세형은 황제의 일방적인 명에 의해 파혼하게 되자, 자신 때문에 수절
하게 된 장혜앵을 애틋하고 안쓰럽게 여기는 한편 황실의 권력을 앞세워 자신
과 장혜앵 사이를 방해한 진양공주를 못마땅해 한다. 혼례일 빛나는 외모와 고
아한 자태로 모두를 반하게 한 공주의 모습에도 불평함을 숨기지 않는다. 공주
역시 지인지감(知人之鑑)의 총명함을 지녔기에 유세형의 표정과 태도에서 불편
함을 읽고 서먹하게 대한다. 이렇게 유세형과 진양공주의 만남은 처음부터 어
긋나기 시작한다.
이 셋의 관계는

소현성록 의 소운성, 형강아, 명현공주의 관계 구도와 매우

유사하다. 소운성과 유세형은 각각 처음 혼인한 형강아와 장혜앵을 사랑하여
늑혼으로 맺어진 명현공주, 진양공주를 박대하면서 부부 갈등이 전개된다. 그러
나 여성인물들 즉 형강아[긍정적 인물]와 명현공주[부정적 인물], 장혜앵[부정
적 인물]과 진양공주[긍정적 인물]의 캐릭터는 정반대의 특징을 지니며 두 작
품은 부부 관계에 있어 상반된 의식지향을 드러낸다.

유씨삼대록 은

소현성

록 과 달리 인물들의 정념에 호의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철저히 규제의 대상으
로 다룬다.
유씨삼대록 이 “진양공주전”이라 평가됐던바 작품 내에서 진양공주가 갖는
위상은 특별하다.122) 조선시대 소설들에 대해 비평적 시각이 드러나 메타텍스
트의 성격을 지닌

여와전 에서 고전소설 인물들 가운데 진양공주가 가장 뛰어

난 인물로 평가되었던 만큼, 당대 독자 사이에서도 진양공주는 여성인물의 전
범(典範)에 가까운 존재였다 할 수 있다.123) 따라서 그 캐릭터 자체가 작품의
의식지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진양공주의 언행에 대해 우선 살펴보
도록 하겠다.
진양공주는 유세형을 제외한 유부의 모든 가족들에게 환영과 사랑을 받는다.
122)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고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218면.
123)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 보고사, 2003, 175~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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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사가(私家) 입장에서는 황족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상황이 우려스러울 수밖
에 없다. 가문 내의 서열과 신분적 서열이 반대로 형성되어 있는 상황, 즉 며느
리는 자신을 ‘섬겨야’ 하는 존재인데 도리어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사람을 맞는
상황이 편할 리 없다. 가부장인 유우성도 현직 관료로서 황가의 위세를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인데다, 유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을 자랑으로 삼는
집안이니 황가 며느리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진양
공주는 예법에 맞는 언행으로 시댁 식구들의 호감을 얻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나 다른 이를 상사(想思)하는 유세형의 호감은 쉽사리 얻지 못한다. 혼례
이후 진양공주와 유세형은 데면데면하게 지내며 잠자리도 함께 하지 않던 중
유세형이 상사병에 들게 되고 공주는 그제야 장혜앵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리
고 진양공주는 위독한 유세형과, 자신 때문에 독수공방(獨守空房)하게 된 장혜
앵을 위해 둘의 혼인을 주선한다. 이때 진양공주의 태도는 매우 공명정대(公明
正大)하며 자애롭다. 객관적으로 볼 때 유세형과 장혜앵의 이별은 부당한 외압
(外押)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둘은 이미 정혼한 사이인데 황제의 명으
로 파혼하게 되었고, 심지어 장혜앵은 정혼자를 한번 마주했다는 이유로 정절
을 지켜 홀로 살아갈 상황이니 황제의 늑혼은 부당한 것이며, 이에 반발하며
진양공주를 홀대하는 유세형의 심정이 이해될 만하다. 그러나 진양공주의 입장
에서도 그 원망을 감당해야하는 것은 억울할 일이다. 전후 사정을 전혀 모른
채 부모의 명대로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혼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
양공주는 자신의 입장에만 머물지 않고, 이 혼례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일
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사태 해결에 나선다. 규방에 홀로 늙어
갈 장혜앵을 안쓰러워하고, 혼인을 하고서도 정혼자를 잊지 못해 병든 유세형
에 대해 신의(信義) 있는 행동이라 칭양한다. 이러한 진양공주의 입장은 태후
앞에서도 달라지지 않는다.
유세형과 장혜앵의 혼인을 허락해달라는 진양공주의 청에 태후는 “뎍국(敵
國)의 해를 모고” 하는 소리라며 반대한다.124) 이에 대해 진양공주는 장혜앵
의 어머니 마음을 생각해보라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를 언급한다. 혼례를
스스로의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자신과 장혜앵의 입장이 같음을 주
목하며, 타인의 상황에 동병상련(同病相憐)의 마음으로 공감하고 연대감을 표한
것이다. 태후에게 호생지덕(好生之德)을 베풀라 청하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갈 수 없다는 자신의 마음을 말한다. 이에 공주의 청이 받아들여져서 장혜
124) 유씨삼대록 2권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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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이 유부에 차위(次位)로 들어오고, 드디어 진양공주는 비로소 장혜앵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보게 되는데, 그때야 “니림보(李林甫)의 구밀복검(口蜜腹劍)”이
있다며 훗날 가정을 어지럽히고 유세형을 외입하게 할 것이라 염려한다.125) 막
상 만나 보니 장혜앵은 자신과는 다른 유형의 사람이었던 것이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진양공주의 주선으로 유세형은 사랑하는 사람과 재회하고 모두가, 심지
어 유세형까지도 그 덕을 칭송한다.
진양공주의 언행은 투기하지 말고 첩을 관대하게 은혜로써 대하라는 여성 규
범을 그대로 재현한 것으로 보인다. “부인은 행동을 함에 있어서 관대함과 은
혜를 베푸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질투하고 투기하는 것을 나쁘게 여긴다”는
내훈 (內訓)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듯하다.126) 그러나 진
양공주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도(女道)를 기계적으로 따르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진양공주의 행위에는 상대에 대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 즉 공
감의 마음이 바탕하고 있다. 장혜앵을 직접 대면하기 전까지는 편견 없이 상대
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려 했다. 자기중심성을 벗어나 공명정대하게 판단하
여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었고, 장혜앵과 뜻이 맞으면 지기(知己)가 되리라는
선의에 찬 기대감을 갖기도 한다. 그 결과 자신이 겪게 될 어려움은 뒤로한 채
먼저 여성으로서 공감과 연대감을 표하며 상대를 도운 것이다. 지나치게 이상
화되어 있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나 이상화된 지점의 근본에는 인정(人情)이
존재한다.
유세형은 장혜앵과 혼인 후 즐거운 나날을 보낸다. 진양공주는 법도에 맞게
장혜앵을 대우하지만, 장혜앵은 자신보다 높은 신분의 위엄 있는 원위(元位) 진
양공주를 꺼려한다. 그리하여 세형에게 자신의 서러움과 불편함을 토로하고 공
주의 언행에 대해 참언(讒言)하며 세형으로 하여금 진양궁에 발길을 끊게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유세형이 형제들에게 떠밀려 진양궁에 머물게 되는데, 그는 이
때를 틈타 평소 진양공주에게 품었던 악감을 분출한다. 진양궁의 화려함에 대
해 부덕(婦德)을 잃었다 지적하며 자신의 의복과 치장을 불태우고 집기를 부수
며 궁인 수백여 인을 잡아 벌을 내리려 한 것이다. 그러자 진양궁의 엄태감이
대항하고 나선다. 이에 유세형은 더욱 분기탱천하고, 남편의 권위를 앞세운 유
세형과 황실의 권위를 업은 엄태감의 충돌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125) 유씨삼대록 2권 30면.
126) “故婦人之行, 貴於寬惠, 惡於妬忌.” 인효문왕후, ｢내훈｣,
2003,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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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서 (왕상 편, 이숙인 역, 여이연,

그런데 이때 진양공주가 직접 나서 갈등을 중재한다. “단문쟝군녕(但聞將軍
令)이오 블문텬(不聞天子)” 즉, 단지 장군[진양공주]을 따를지언정 천자[부마
유세형]를 따르지 않으리라 말하며 부마 앞에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엄태감에게
진양공주는, 저[유세형]가 비록 무도(無道)하나 자신의 소천(所天)이니 어찌 궁
관(宮官)이 압두(壓頭)하겠냐며 엄태감을 꾸짖고 유세형 앞에 석고대명(席藁待
命)한 것이다. 진양공주의 행동에 엄태감은 물론 유세형도 당황스러워 한다. 취
중(醉中) 광심(狂心)이 깬 세형은 자신의 행패에도 품위를 잃지 않으며 겸허한
태도를 보이는 진양공주의 모습에 화를 낼 명분을 잃고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
껴 사과한다. 법도에 어긋나지 않는 그 언행의 ‘옳음’을 유세형도 인정할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127)
진양공주의 태도는 당대 규범 윤리의 관점에서 보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
다. 그리고 그것은 규범적 태도임과 동시에 관용과 배려의 태도이기도 하다.
소현성록 의 명현공주에게 볼 수 있듯, 그리고 엄태감의 주장에서도 알 수 있
듯, ‘공주’는 평범한 반가(班家)의 아내들과 달리 위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
다. 의지가 있었다면 진양공주는 유세형의 횡포에 반발해 오히려 그와 시가를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유세형에 대한 공주의 복종은 자발적이며 관용
적인 양보의 행위인 것이다.
이토록 관대하고 호연(浩然)한 진양공주의 태도는 앞서 말했듯 뛰어난 공감
능력과 배려심에 기반하는데, 또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유학적 주
체자로서의 적극적 자의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그 점은 다음의 진양공주
발언에서 잘 드러난다.
공 잠간 웃고 왈 “(…) 부〃듕졍(夫婦重情)은 임의로 못니 당금 나의
곤(困)과 댱시 득시(得時)미 다 명(命)이라. 내 임의 황고(簧鼓)와 모후(母后)
긔 혼 배 녜의(禮義)와 효졀(孝節)노 강보(襁褓) 면며 셩인(聖人)의 듕도(中
道) 딕희여 부귀와 품(才品)이 사의 흠경(欽敬) 배니, 엇디 도로혀 사
의 염박(厭薄)을 바드리오마 졍히 시운(時運)이 브졔(不齊)고 명(命)이 만히
박미니 댱시의 연괴(緣故) 아니라. 져 원며 업과뎌 미 엇디 구챠치 아니
리오. 뎨  샹문미(宰相門楣)의 미 가인(佳人)으로 풍뉴랑(風流郞)을 만나
년인연(百年因緣)을 원매 녀의 편협(偏狹) 의(意思) 날 흔 뎍인(敵人)
을 업시코 젼권(全權) 득춍(得寵)코져 도 이  샹졍(常情)이니 내 엇디 뎌
결워 위셰(威勢) 경(輕)히 닐위리오. 믈며 댱시 덕질(四德才質)노 슉녀의
127) 유씨삼대록 2권 49~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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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顯美)미 이신  내 맛당이 의동형뎨(義同兄弟)여 화동(和同) 셩
(聖事) 이시려니와 이치 어디〃 아닌  신민(臣民)의 미쳔(微賤) 투뷔(妬婦)
라, 내 엇디 뎌 죡가고 토아 왕희(王姬)예 존(尊)과 션뎨(先帝)와 태후(太
后) 교훈을 욕 먹여 스로 톄면을 손리오. 너 비 등은 와신상담(臥薪嘗膽)
여 부견텬일(不見天日)던 일을 효측(效則)라. 텬되(天道) 슌환(巡還)미 이
시리니 젹은 일을 개렴(慨念)미 가쇼롭도다.”128)
요슌(堯舜)과 부(夫子)의 셩덕(聖德)이 일톄(一體)시나 만난 배 다 고로
슌(舜)은 흉(四凶)을 업시 시고 부(夫子) 츈츄(春秋) 난셰(亂世) 고치디
못시니, 나의 만난 배 졍히 부(夫子)의 시졀을 일흐심과 가지니, 여등(汝
等)이 고(古事) 알고 시운(時運)을 아디 못도다. 내 비록 잔약(孱弱) 부
인이나 텬은(天恩)을 여 몸이 닌지(麟趾)의 깃드리매 왕희(王姬)예 귀과 쳔승
(千乘)의 존미 이시니 뎌 댱가 일녀의 화복(死生禍福)이 나의 일빈일쇼
(一嚬一笑)의 녀 구고(舅姑)의 존과 부마의 위엄이 다 일(一事) 유치
못 줄 모디 아니나, 도라보건 녀의 덕(四德)이 온슌(溫順)미 크고 귀
므로 교만치 아니믄 고인(古人)의 덕(德)이라, 믈며 춍(寵)을 토아 동녈
(同列)을 해미 간험(姦險)이 심디라. 다만 내 슈근신(修行謹愼)야 음이
고 고요믈 즐기니 엇디 셰샹 부운(浮雲) 흔 은(恩愛) 개렴(慨念)여
절노 결우리오.129)

장혜앵이 유세형에게 진양공주에 대한 참언을 하며 둘 사이를 지속적으로 이
간하자 혜앵의 유모는 이 일이 황실에 전해질까 염려스러워한다. 그에 대해 장
혜앵은 진양공주는 시속의 여자와 달리 인덕(仁德)이 뛰어난 인물이므로 황실에
말을 전하지 않을 것이라 답하는데, 이 대화를 궁인들이 듣고 공주에게 전하였
고 그러자 공주는

과

와 같이 답했던 것이다.

진양공주는 어려서부터 예의와 효절을 배웠으며 성인의 중도를 지켜왔다며
말문을 연다. 그러면서 재상집의 가인(佳人)으로 풍류랑을 만나 편협하게 적인
(敵人)을 없애려는 장혜앵의 마음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이해한다면서도,
그처럼 미천한 투부(妬婦)와 쟁총하는 일이 구차하고 체면이 손상되는 일이라
잘라 말한다. 장혜앵과 자신을 구별지으며 그와 상대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의
고귀함을 훼손하는 일이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의 이어지는 발화에서는

자신을 공자의 처지에 빗댄다. 시운(時運)이 공자가 시절을 잃은 것과 같으니
128) 유씨삼대록 2권 65~6면.
129) 유씨삼대록 2권 6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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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처럼 군의 은애(恩愛)를 개의치 않고 오직 수행근신(修行謹愼)하여 마음을
닦을 뿐이라 말한다. 자신을 공자와 동일시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당당히 드러
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공주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드러난다. 진양공주는 장혜앵의
사생화복(死生禍福)이 자신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과 본인이 지닌 권력의 실체
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진양공주의 위력은

소현성록 의 명현공주가 지닌

것과 다르지 않을 터인데, 명현공주는 소운성의 박대에 몇 차례나 형강아와 그
부친 형공, 뿐만 아니라 시부 소현성과 남편 소운성까지 해치려는 뜻을 부황(父
皇)에게 청했고, 실제로 명이 내려져 그들이 위험에 처한 바 있었다. 명현공주
와 다를 바 없는 위력을 지닌 진양공주는 그러나 힘의 권력보다 도덕권력을 추
구하는 삶을 택했다. 오히려 혹여 자신의 위력이 시가에 위해를 가할까 조심하
며 철저하게 며느리와 아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130)
한편 장혜앵은 합당하게 유세형과 혼인 절차를 이루다 황실 권력의 횡포로
파혼당한 인물이다. 진양공주의 배려로 성혼(成婚)하여 유세형과 재회하지만 진
양공주의 위엄에 위축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불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
의 불쾌감은 혼인 직후 시부모에게 문안하는 순간부터 표출된다. 외로이 심규
(深閨)에서 지낼 인생이었는데 공주의 은혜로 같은 항렬(行列)에 오르게 되어
감사할 따름이라며 더없이 겸손하고 온공하게 말하지만 어두운 낯빛으로 눈물
을 흘리고 만다. 애써 예적(禮的) 태도를 취하려 했지만 서러움, 억울함, 불쾌함
등의 감정들이 새어나와 버린 것이다. 이에 유우성과 이부인은 장혜앵의 내면
을 주시하게 된다.
내로라하는 반가(班家)의 규수(閨秀)로 예법에 맞게 혼인 절차를 이루던 중
무고하게 파혼당했다가, 파혼의 장본인인 진양공주의 시혜(施惠)적 처사로 차위
(次位)의 자리에 머물게 된 상황이 장혜앵에게 좋을 리 없다. 게다가 공주가 덕
을 베풀면 베풀수록 그는 선양되고 사랑받는 데 반해, 그 모든 것을 오로지했
어야 할 자신은 영원히 재하자(在下者)에 머물 것이라는 위기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혜앵은 오직 유세형의 사랑에 기댈 수밖에 없으니 세
130)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유세형이 자신을 폭행하자 태후를 시봉(侍奉)한다며 황가로 피신한다.
황실에서의 그는 태후를 모시고 학문에 매진하고, 뿐만 아니라 천자의 청으로 조정 내외의 일에 간
여하여 여러 공적을 세운다. 이러한 일들은 황제의 주도로 이뤄지고 황궁 사람들 역시 진양공주의
언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사가(私家)의 아녀자가 아닌 황실의 공주라는 특권을 지닌 여성이었
기에 ‘여성스럽지’ 못한 특별한 행보가 긍정될 수 있었다. 즉 시가(媤家)를 벗어나 황궁으로 돌아갔
을 때의 진양공주 행보에는 성차(性差)보다 신분의 문제가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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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마음을 얻기 위해 공주의 위세를 과장하고 그것에 위축된 자신의 마음을
한껏 가엽게 포장한다. 이에 역시 원치 않은 늑혼에 공주에게 원망과 불만을
지니고 있던 세형은 장혜앵의 감정을 십분 이해하고 공감한다. 자신의 감정이
유부 사람들, 특히 시부모에 의해 부정당하고 경계되면서 지속적으로 상처 입
는 장혜앵에게 세형은 유일한 영웅이다.
그러나 유부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 눈물짓는 장혜
앵의 모습이 유세형에게 강력히 호소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은 유부의
인물들과 서술자에게 강력히 부정된다. 서술자는 “셰형의 음이 외입(外入)
미 되어시니 부〃 이 엇디 두립디 아니리오”라며 세형과 혜앵의 관계를 “외
입(外入)”이라 규정하고 둘의 교감과 사랑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한다.131) 장혜
앵은 세형의 외입 대상에 불과하며, 세형과 온전하고 바른 부부 관계를 형성할
이는 진양공주인 것이다. 여기서 장혜앵과 유세형의 사랑은 그토록 절제되어야
할 ‘사정’(私情)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서술자뿐 아니라 유부에서도 공유되며, 결국 유세형이 진양공
주를 폭행함으로써 그들의 사정이 위험한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 처벌받는다.
이 사건으로 유세형은 태장을 받고 장혜앵은 출거(黜去)당하게 되는데, 이때 역
시 장혜앵은 예적 태도로 용서를 구하면서도 억울한 내면의 감정을 교묘하게
드러낸다. 기실 장혜앵은 타인의 감성에 짙은 호소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그
점에 유세형도 매료되었던 것인데, 출거의 상황에서 그는 불평한 마음을 조목
조목 드러내면서 애원(哀願)한 태도와 교태로운 자태로써 보는 이의 석목(石木)
간장을 녹인다. 그러나 이부인만은 장혜앵의 교태 이면의 위태로운 내면을 꿰
뚫고 있다. 구밀복검(口蜜腹劍)의 태도로 유세형의 마음을 홀린 것이 입신(入
神)의 경지에까지 올랐다며 감성에 호소하는 장혜앵의 태도를 냉소하고, 그 표
리부동(表裏不同)함을 엄중히 꾸짖는다.
그런데 장혜앵은 누군가에게 직접적 위해(危害)를 가한 적이 없다. 유세형에
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진양공주에 대해 거짓된 험담을 더했을 뿐이다. 장
혜앵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 진양공주를 오판하고 폭력을 휘두른 것은 유세
형이다. 그러니 장혜앵은 자신에게 내려진 벌이 과하다고 느꼈을 수 있으며, 그
억울함은 이해될 여지가 있다.

소현성록 의 문제적 여성들, 화수은과 명현공주

에 대한 소부의 처우를 비교해 볼 때도 그러하다. 그들은 시부모 앞에서 부정
적 감정을 곧잘 드러냈다. 화수은은 시서모인 석파를 향해 폭언을 퍼부었고, 명
131) 유씨삼대록 2권 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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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공주는 남편을 향해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불평한 마음을 노골
적으로 드러내며 여도(女道)를 크게 어겼으니 잘못의 경중을 따지자면 장혜앵의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받을 법하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일로 출거되지 않는
다. 한편 장혜앵은 물리적 악행을 행한 적이 없으며, 어른들 앞에서 예법에 맞
게 행동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했다. 유세형과의 관계에서 그를 매료시키고 진
양공주에 대해 험담한 것이 장혜앵 ‘죄’의 전부임에도 그는 유부에서 출거당하
고 만다. 이로써 보면 유부는 소부보다 구성원들의 감정을 엄격하게 통제하며
높은 수준의 규범적 태도를 요구한다고 보인다. 악행으로 직접 이어지지 않더
라도 불온한 감정 자체를 위험스레 여기며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고 있
는 것이다. 서술자 역시 “졍히 태양이 듕텬(中天)의 아 모든 샤긔(邪氣) 자최
 초디 못 ”다며 이부인의 판단을 지지한다.132)
감정, 소위 ‘사정’(私情)으로 일컬어지는 것에 대한 통제는 유세형에 대해서도
다르지 않다. 앞서 장혜앵과의 관계에서 유세형이 보인 태도에 대해 ‘사정’이니
‘외입’이니 언급된 것처럼 장혜앵에 대한 유세형의 감정은 일관되게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여중군자(女中君子)인 진양공주의 진가를 알아보는 판단력을 잃게 하
므로 장혜앵에게 외입하게 한 ‘사정’은 위험하고도 악한 것이다. 사정에 눈이
먼 세형이 저지른 가장 큰 과오는 진양공주를 폭행한 것인데, 앞서 보았듯 이
일로 장혜앵은 출거 당한 바 있다.
유세형은 부친 유우성이 장혜앵과의 만남을 금하고 진양궁에서 지내도록 명
하자 울분에 사무치게 된다. 모든 것이 진양공주 탓이라 생각되니 공주에게 분
을 옮겨, 연갑(硯匣), 서책(書冊) 등을 철여의(鐵如意)로 내려치고, 조석(朝夕)
밥상을 깨뜨려 두 세 번씩 올리게 한다. 한 달이 지날 때쯤엔 점점 노기를 더
해 공주에게 폭언하며 갈등을 부추기지만 공주는 자신의 불민불혜(不敏不慧)를
사죄하며 싸울 빌미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장혜앵이 그리워 헛헛한
마음이 된 유세형은 서모들과 술을 마시고 진양궁을 찾아 본격적으로 광폭한
마음을 풀어낸다.
셔모(庶母) 찬향 월셤을 자 말며 술을 어더 여러 잔을 먹으매 광심(狂
心)이 크게 니러나니 능히 치 누디 못여 홀연 매 쳐 진양궁의 니
니, (…), 부매 믄득 상 압 노힌 연갑(硯匣)을 드러 공쥬 치며 왈 “간악(奸惡)
132) 유씨삼대록 2권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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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뷔(妬婦) 구밀복검(口蜜腹劍)으로 사을 혹게 여 밧그로 셩현(聖賢)의 도
 일고 안흐로 금슈(禽獸)의 실을 여 무죄(無罪) 댱시로 여곰 심당(深
堂)의 죄인을 드러 나의 년금슬(百年琴瑟)을 희짓고 날노 여곰 부모긔 죄
 어더 블쵸(不肖) 식이 되게 니 투부(妬婦)의 죄악이 텬디(天地)의 득
디라. 엇디 통(痛駭)치 아니리오! 네 이제 우리 부〃의 허믈을 태후긔 알외여
임의로 쳐치라. 내  투부(妬婦)로 여곰 편히 못 죽게 리니 나의 이 말
이 셰(盟誓)여 헛말이 아니라. 만일 밋디 아닐진 은 증참(證參)을 뵈리
라.” 셜파(說罷)의 연갑(硯匣)을 더지고  칼을 혀 셔안(書案)을 쳐 왈 “나
의 부〃로 여곰 죵시(終始) 화락(和樂)믈 엇디 못게   널노 여곰 이
상(狀)치 리라.” 공 셩(聲色)을 부동(不動)고 단졍이 안자 일언(一言)을
답디 아니〃 부매 놉흔 노와 패려(悖戾) 욕이 측냥치 못여 다시 텰여의(鐵如
意) 드러치며 왈 “투뷔(妬婦) 셰(勢)  안공부(安空自負)여 나의 말을
람이 귀예 디남치 넉이니 내 금일 널노 더브러 치 죽을디언뎡 너의 항복
(降伏)을 밧고 그치리라.” 공 옷기 녀뫼고 안이 약여 칠뵈(七寶) 기우
러지고 옥채(玉釵) 아지나  안즌 좌 고치미 업서 입을 여디 아니〃,
이 궁인 수쳔여 인이 부마의 이 거조 보고 실창황(失色

怳)여 아모리

 줄 모거, 댱손샹궁이 니 뉴부의 드러가 부인긔 고왈 (…) 부인이 방듕
(房中)을 둘너보니 산호상(珊瑚狀)과 옥셔안(玉書案)이 남은 거시 업고 부마의
등〃(騰騰) 노긔(怒氣)와 공쥬의 칠보(七寶)와 옥(玉簪)을 보매  그며
몸 둘 곳이 업 디라.133)

진양공주를 향해 폭언과 폭력을 자행하는 유세형 앞에서 진양공주는 잠자코
그 행태를 감내한다. 세형은 집기들을 파괴함은 물론 연갑과 철여의로 공주를
치다가 장손상궁의 전언에 놀라 행차한 모친 이부인을 보고서야 비로소 폭행을
멈춘다. 세형의 폭력이 휩쓸고 간 방은 멀쩡한 게 없었고 공주의 차림새는 엉
망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이에 이부인은 즉각 공주 앞에 엎드려 청죄하고, 유우
성은 장졸 3천여 명을 모아 산장(散杖)을 펼쳐놓고 세형에게 70여 대에 달하는
태장을 가한 뒤 장혜앵을 불러 출거시킨다.
진양공주 폭행 사건은 유부에서 실로 심각하게 다뤄진다. 그도 그럴 것이 진
양공주는 황제의 누이인데다 훌륭한 인격을 갖춘 인물이기에, 그런 이가 폭행
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 사건이었다. 게다가 그 주범이 유세
형이기에 유부로서는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진양공주가 이 일을 계

133) 유씨삼대록 2권 77~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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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 세형을 떠나 황가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데서 알 수 있듯, 모든 핍박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던 관대한 공주에게도 역시 이 일은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외상(外傷)[trauma]이었다. 세형이 ‘사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토록 격렬하게
폭력적 방식으로 폭발시키는 것으로 서사가 진행됨에 따라, 역시 사정이란 위
험한 것이며 절제되고 관리되어 마땅한 것이라는 관점이 힘을 얻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작품에서 남성인물의 ‘가정폭력’ 자체는 부정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유세형의 행위가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고, 그 대상이
공주였던 까닭에 유부에서 심각하게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유우성의 형수
조부인은 태장을 가하는 유우성을 말리며 조카의 죄상이 해연(駭然)하지만 “이
블과(不過) 쇼년남(少年男兒)의 규듕(閨中) 쇼〃(小小) 실톄(失體) 오뉸(五
倫) 샹 대죄(大罪) 아니”니 그만 용서하라 설득한다.134) 세형을 죽일 듯 매질을
하는 유우성을 만류하며 한 말이기에 사태를 수습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는 사실을 감안하고 볼 때도, 세형의 행위에 대해 소소(小小)한 실체(失體)일
뿐 오륜(五倫) 상 대죄(大罪)는 아니라는 논리를 편 데는, 아내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허용될 만한 ‘실체’에 불과하다는 의식이 공유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
다. 그것은 작품 내 다른 남성들이 아내에게 행하는 폭력에 대해 작품이 어떻
게 다루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데서 더욱 명확해질 것인데 작품 전체에서 이러
한 관점은 지속적으로 견지된다. 이 사건 이외에도 유옥영과 사강, 유현과 장설
혜 사이에서도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바 이때 남성인물들은 부인들을 참혹하게
폭행하고 심지어 살해한다.
유옥영과 사강의 갈등을 살펴보자. 유옥영은 유우성의 셋째 딸로 빼어난 미
모와 뛰어난 재능을 지녔으나 기세가 강하고 숙녀의 덕이 부족한 인물이라 설
명된다. 13세에 사강과 혼인을 하는데 사강은 풍류방탕한 남자로 여색을 밝히
는 인물이었다. 몇 개월 지나 부부의 정이 소원해지자 호방한 사강이 기생들을
모아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기니, 옥영이 기생을 잡아 몹시 치고 사강에게 무
행패려(無行悖戾)하다며 화를 내는 일이 발생한다. 이 일로 사강은 노기(怒氣)
대발(大發)하여 옥영을 출거시키고, 옥영 역시 금수(禽獸) 같은 무리 감히 자신
을 내친다고 대거리하며 사부를 나선다.
서술자는 이 장면에서 사강에게 공감한다. 사강과 유옥영이 싸우는 도중 감
정이 격해져 욕을 하며 서로를 비난하는데, 상황을 설명하는 서술자의 태도가
유옥영에게 더욱 비판적이다. 유옥영이 혼인 후 언어가 방자하고 행사가 교만
134) 유씨삼대록 2권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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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며 그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옥영에 대한 애정이 식자 기생과
풍류를 즐기는 사강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어 서술
자는 옥영이 천성(天性)이 투협(妬狹)하고 투기(妬忌) 과도(過度)하다 논평하면
서 기생에게 매질한 일을 적극적으로 비난한다. 사강의 분노에 동조하며 “어
쇼져의 뎐도패악(顚倒悖惡) (行事) 보매”라 서술하고 있어 옥영을 “뎐
도패악(顚倒悖惡)”하다고 규정해 버린다. 서술자의 이러한 관점은 유옥영과 사
강의 관계를 그리는 내내 지속된다.135)
유부로 돌아간 유옥영은 가족들로부터도 환대받지 못한다. 남편에게 쫓겨나
와 울분과 서러움이 가득했을 터인데 친정 식구들은 어느 하나 그의 처지나 마
음을 이해해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모두 합심하여 사강의 편에 서 유옥영의
고집을 꺾으려 드는데 그것은 한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일〃은 술을 고 이 녀 잇그러 쇼져 잇 곳을 자 하영당으로 가니,
시 뉴쇼졔 츌화(黜禍) 만나 친당(親堂)의 도라오매 부모졔형의 엄(嚴責)을
밧고 하당의 내쳐 부모긔 뵈디 못니 슬프고 분미 골슈(骨髓)의 박혀 샤을
원망며 부모 여 식음(食飮)을 폐고 금금(錦衾)의 엿더니, 각디 아
닌 샤어 술을 미란(迷亂)이 고 의관(衣冠)이 브졍(不正)며 뵈(行步) 어
러워 드러와 몽농(朦朧) 안(醉眼)으로 쇼져 보고 믄득 금〃(錦衾)을 헤치
고 옥슈(玉手) 잡아 쇼왈 (…) “부인이 명문녜법(名門禮法)으로 샤을 망(責
望)미 듕나 스로 녜(禮) 모미 이 흐니 부〃존비(夫婦尊卑) 군신일
톄(君臣一體)라. 이 슈광(雖狂)나 열 번  의(義) 잇고 부인이 슈존(雖尊)
나 두 번 가(嫁) 녜(禮) 업니, 임의 의 가실(家室)이 되여 을 고 쟝
 엇디코져 뇨? (…) 쇼졔 언(此言)을 드니 샤 보 쾌히 번 질너
죽고져  어 그 손을 잡아시니 움이디 못고 갓 쵸독(楚毒) 노긔 샤
의게 여 블공(不恭) 즐욕(叱辱)이 디 아니 이 드 쳬 아니고 이
챵(娼)을 촉여 브니, 이 녜 난간의 나아와 녹의홍군(綠衣紅裙)의 졀셰아
미(絶世蛾眉)로 쇼져 라고 (四拜) 어 좌 주고 거믄고 이며
노래 블니〃 쳥아(淸雅) 가셩(歌聲)이 운(白雲)을 머믈고 펴〃 무슈 좌
듕의 번득이니, 쇼졔 긔운이 막혀 혼졀(昏絶)거 좌우로 약을 나와 구호라
고 시비(侍婢)로 졔(諸生)을 쳥니, 태우 셰창과  셰필이 몬뎌 니러
어의 거동을 보고 쇼왈 “적(赤子) 엇디 샤 이치 욕뇨?” 어 쇼왈
“내 욕미 아냐 평을 동낙(同樂)고져 이 거죄 이시니 냥형(兩兄)은 고이히 넉
이디 말나.” 이윽고 쇼졔 졍신을 거두어 대매(大罵) 왈 “여등(汝等)은 블과(不過)
135) 유씨삼대록 5권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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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부 교애(嬌兒)라. 엇디 감히 나의 브미 업시 좌의 갓가이 나아오리오? 믈너
가디 아닌  죄(死罪) 용샤치 아니리라.” 이녜 황공이 퇴니 어 머믈워
왈 “날이 져므디 아냐시니 더 노다가 날노 더브러 황혼의 긔 갈 거시라.” 태우
셰챵이 우어 왈 “량은 가히 호걸(豪傑)이로다. 미아(美兒) 녑〃히 고 진누
(秦樓)의 봉쇼(鳳簫) 브니 엇디 쾌치 아니리오? 우리 보 이 녀의 조
다 펴게 라. 번 구경리라.” 어 흔연이 가무(歌舞) 식여 즐기니, 니부인
이 이 말을 듯고 아다온 술과 향긔로온 안쥬 초아 보내며 뎐어(傳語) 왈
“낭군이 득죄(得罪) 투부(妬婦) 리디 아니샤 귀톄(貴體) 굴여 무시고
은 노래와 묘 춤으로 젹막(寂寞)믈 위로신다 니 감격믈 이긔디 못
여 쥬찬(酒饌)으로 즐기시믈 돕이다.” 어 블승감탄(不勝感歎)고 쇼져 도
라보아 우어 왈 “악모(岳母)의 현텰(賢哲)시미 이 흐 부인은 만의 나흘
효측(效則)디 못니 요슌지(堯舜之子) 블쵸(不肖)미 고이리오?” 태우형뎨
 혀 고 그 인믈을 애나 니 쇼졔 두루 이 흐믈 더옥 골돌(鶻突)더
라.136)

의 장면에서 사강은 창기놀음을 한다. 창기와 술에 취해 유옥영 앞에서 주
정을 부리는데 불쾌하고 분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뜨려하는 옥영을
붙들고, 자신은 얼마든지 다른 여인을 취해도 되지만 부인은 그럴 수 없다며
부부 간의 우열, 상하, 불평등한 위상을 각인시킨다. 그리고는 굳이 창기들을
불러 세워 옥영을 모욕한다. 옥영은 이런 치욕적인 상황에서 혼절하게 되는데
이때 사강이 취한 행태는 더욱 잔혹하다. 혼절한 옥영 앞에 유부의 형제들을
불러, 죽고 싶을 만큼 처참한 마음이 된 옥영을 희롱하게 한 것이다.
기실 유부를 찾은 사강에게 창기를 보낸 것은 유세형이었다. 여동생의 투기
를 꺾으라며 매부에게 창기놀음을 하라 자신의 창기들을 불러준 것이다. 여기
서 유옥영의 형제들은 옥영이 아니라 사강에게 동조하고 공감한다. 유세창과
유세필은 사강에게 “적(赤子) 엇디 샤 이치 욕뇨?”라 말하지만, 웃으
며[쇼왈(笑曰)] 말하고 있는 태도에서 알 수 있듯 이 발화는 사강을 탓한 말이
아니라 옥영을 희롱한 말이다. 약을 먹고 정신을 차린 옥영이 창기들을 대매(大
罵)하며 물러가라 명하는데도 유세창은 함께 창기들의 재주를 보자며 사강의
편을 든다. 그리고 이때 더욱 옥영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은 어머니 이부인이
이 자리에 주찬을 보내 사강을 응원한 것이었다.
여기서 옥영의 감정은 철저히 소외되고 공격당한다. 투기의 마음을 거칠게
136) 유씨삼대록 5권 17~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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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했다는 이유로 남편과 싸우고 쫓겨 간 친정에서 철저히 배반당한 것이다.
유옥영은 유순하지 않다. 불쾌한 일이 있으면 참지 않고 그 감정을 표출한다.
남편의 기생을 마구 치기도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남편에게 대거리하며 욕하기
도 한다. 이런 성격 탓에 서술자나 가족들에게 공감되지 못하는데, 옥영이 이렇
게 시댁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던 것은 친정이
위세 있는 가문이었기 때문이다. 기실 한글장편소설에서 위세 등등한 친정을
두고 있는 여성들은 혼인 후에도 친정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혹여 출거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 생계의 어려움은 겪지 않는
다. 오히려 삶의 고통을 야기하는 시댁을 떠나 친정에 돌아가 지내는 것이, 남
편이나 시부모와 갈등하고 있는 여성들에게는 그나마 편안한 여생을 보장받는,
그리 나쁘지 않은 결정처럼 보이기도 한다. 앞절에서

소현성록 의 이옥주가

임신한 채로 심희당에 갇혀 핍박받았던 상황은 친정이 부재했기 때문에 가중된
고통이었다. 이옥주의 친정 역시 유부와 같이 명문가였다면 물색없는 화수은이
라도 며느리 이옥주를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두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옥영
역시 자신의 거친 감정을 표출하며 지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남편에게 내쫓
기면서도 기세 등등 욕을 하며 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가 기댈 친정이 있
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렇게 기혼 여성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친정에서 옥영
은 공감 받지 못하고, 갈등 원인이었던 바로 그 창기놀음에 친정 가족들이 가
담하는 상황을 대면하게 된다. 여성으로서 투기와 불순(不純)이라는 과오를 범
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에게조차 철저히 부정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의 폭력적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친정 가족의 외면으로 이미 기세가 한
층 꺾인 유옥영이 시비들과 더불어 바느질하고 있는데 술에 취한 사강이 들어
와 시비를 희롱한다. 이에 옥영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자리를 벗어나려하
자 사강은 투기한다며 “상을 드러 쇼져 어러이” 친다.137) 이렇게 유옥영
은 친정에서 남편에게 심한 구타를 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친정 식구들
로부터도 용인된다. 서술자도, 주변 인물의 어느 누구도 이 상황에 대해 옥영의
고통을 헤아리거나, 연민하거나, 공감하지 않는다. 남성의 성적 폭력과 물리적
폭력은, 고집스레 정념을 드러내는 여성의 태도에 비해 별일 아닌, 아무것도 아
닌, 부정될 이유가 없는 행위인 것이다.
그런데 유부 사람들이 사강에게 이토록 관대하고 유옥영에게 이토록 엄격한
것은 유부의 도덕적 기준이 높고 까다롭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유부는
137) 유씨삼대록 5권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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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즉 외부인 사강에게 관대하고 내부인인 유옥영에게 엄격한 도덕적 자질
을 요구하기에 사태가 옥영에게 더욱 가혹하게 전개된 것이다. 유부에서는 사
위에 비해 딸에게 기대하는 도덕수준이 훨씬 높았고, 따라서 유옥영이 그 수준
에 미달하자 엄혹하게 대했던 것이다. 유부의 아들들, 유세형, 세기, 세필 같은
이들이 기생에게 침닉하거나 아내를 구타하는 등의 사강이 행했던 일들을 벌인
다면 전적으로 용인되고 긍정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앞서 살폈듯 유세형은 진
양공주를 폭행한 일로 태장 70여 대를 맞았고, 그 외의 정숙한 아내를 홀대하
거나 구타한 이들도 부모로부터 엄책을 받았다. 아들이든 딸이든 높은 수준의
도덕적 자질을 갖추도록 엄격히 훈육 시키는 것이 유부의 가풍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옥영에 대한 유부의 태도는 다른 자식들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 아들들이 잘못을 하여 부모로부터 엄한 훈육을 받는다
해도 그들은 가문 내에서 근본적으로 부정당하지 않는다. 대개의 경우 한글장
편소설에서 피가 흥건하고 살점이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매를 맞는 남성인물은
육체적 고통을 느낄지언정 그 내면은 상처 입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을 감수하고 나면 원하는 바, 이를테면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연 등의 성취
를 이루거나, 이후 자신의 욕망을 반성하며 마음가짐을 새로이 할 수 있는 충
분한 시간, 내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런 경우 남성인물은
정신적 외상[trauma]을 경험하거나 내적 고통의 과정을 겪지 않는 것처럼 보
인다. 반면 유옥영은 처절하게 자아가 붕괴되는 과정을 겪는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자 친정 식구들의 비난을 내면화하며 스스로를 부정하는 지경
에 이른다. 이념, 윤리, 관습과 괴리되어 내면에 소용돌이쳤던 감정들,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된 그 감정들을 스스로 소외시키고 외면하고 배반하여 유순한 태도
를 흉내 내서야 옥영은 주변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138)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행해진 사강의 폭력적 언행은 훈계라는 명목 하에 긍정
되고 조장되었다. 그것도 사강의 행태를 가장 비난할 법한 위치에 있는 처가
가족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이는 타자에게 관용적인 유부의 가풍을
고려하더라도

유씨삼대록 의 세계가 기본적으로 남성의 폭력에 대해 매우 관

대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여성의 투기와 불손함은 세상 모두로부터 비난받는
대과(大過)임에 반해 남성의 성적 방종과 폭력적 언행은 ‘규중(閨中) 소소한 실
138) 한길연 역시 사강과 갈등하던 유옥영이 심리적으로 무너진 데에는 친정 식구들의 공모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
국고전여성문학연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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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失體)’에 불과한 것이다.
부인에 대한 유부 남성의 폭력이 가장 극단적으로 행해진 사건은 유세형과
진양공주의 아들 유현이 장설혜를 죽인 일이다. 유현의 차위(次位) 장설혜는 원
위(元位) 양벽주를 음해하다 출거 당하는데 그 이후 시부(媤父) 유세형이 모반
했다는 모함을 하다 발각된다. 장설혜의 악행이 드러나자 유현은 처조부모이자
외조부모이기도 한 장공 부부 앞에서 별안간 칼을 꺼내 장설혜의 머리를 베어
버린다.139) 사적인 이유와 사적인 방법으로 아내를 살해한 것이다.
개인의 살인은 대개의 사회에서 법적, 도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현의 행위에 대해 서술자나 주변 인물들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장공 부부는
손녀의 죽음을 애달아하지만 유현에게 법적,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을 뿐 아니
라 원망의 마음조차 표출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세형이 진정어린 슬픔을 표하
며 조문한 점에 대해 감복하기까지 한다. 유세형 역시 아들이 며느리를 죽인
일을 듣고 “네 비록 위부복슈(爲父復讎)미나 군의 듕용지되(中庸之道) 아
니”라며 책망하는 데 그치고 더 이상 꾸짖거나 벌하지 않는다.140) 자신의 조카
를 잃은 장혜앵은 또 어떠한가. 이미 장설혜의 모친이 처형당하고 부친이 유배
간 상황에서, 장혜앵 자신의 부모님이 면책된 손녀 하나 보고 지내다 그 손녀
의 죽음까지 보게 된 상황이 참혹하다고 슬퍼하지만, “그 죄악은 형벌을 밧고
도 남”는다며 유현의 행위가 마땅하다는 사유를 보인다.141) 유현의 행위는 과
도한 일이기는 하나 작품 내에서 전적으로 부정당하지 않는, 공감될 만한 일로
형상화되어 있다.
유현의 살인이 이렇게 인정된 이유는 우선 장설혜의 악행이 강상(綱常)의 도
(道)를 어겼다는 데 있다. 장설혜가 적국인 양벽주를 모해하고 죽이려한 데 그
친 것이 아니라 시부 유세형을 죽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기실 양벽주를 해치려
했던 장설혜의 계략이 모두 폭로되어 출거될 때도 유현은 장설혜에 대한 미련
을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부친을 해하려 한 사실을 알게 되자 깊었던 사랑만
큼 큰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직접 처단했던 것이다. 그리고 서술자와 작품
내 인물들도 이러한 그의 생각과 감정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 시부를 해치려
는 시도는 죽어 마땅하다는 죄라는 것이

유씨삼대록 의 도덕관념인 것이다.

139) 장설혜는 유현의 둘째 모친 장혜앵의 조카이기에 장혜앵의 부모인 장공 부부는 유현의 외조부모
이기도 하다.
140) 유씨삼대록 12권 58면.
141) 유씨삼대록 12권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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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대 사적 복수는 어느 정도 허용되었다. 살인죄에 대한 법적 판결에서
도 인정될만한 복수 동기가 있는 경우 죄가 경감되는 일이 많았으며, 특히 부
모의 원수를 갚는 일은 인정되었을 뿐 아니라 권장되기까지 했다. 유현의 행위
도 부모를 위한 복수였기에 장부에서도 별 수 없다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유현이 살해한 이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이 그 행위를 용인하게 하
였다. 앞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귀속된 사람이고, 남편은 아
내의 생사여탈권을 가진 존재로 여겨졌다.

소현성록 에서는 그러한 인식이 남

성들의 발화에서 드러나지만 실행되지는 않았는데,

유씨삼대록 에서 그러한

인식이 실제의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다.
이 작품들이 창작, 유통되었던 조선후기 법정 기록을 보면 부부살해 사건에
서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되었던 것에 비해, 남편이 아내
를 살해했을 경우 대개 감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142) 조선시대 형법서
로 활용했던

대명률 을 보면, 남편이 처나 첩을 살해했는데 그 처나 첩이 남

편의 부모, 조부모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욕한 경우라면 형량은 장 100대에 불
과하다. 그러나 그 형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추관지 에

는 이이금이 아내 원매를 칼날로 찔러 죽인 사건에 대해 이이금을 처벌하지 않
고 감방(勘放)한 기록이 있다. 아내 원매가 시모에게 날마다 욕을 했다는 이유
가 참작되었기 때문이다.143) 이러한 판결에는 시부모에게 욕을 한 아내는 남편
에게 죽임을 당해도 별 수 없다는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보다 근본적으로 법
제 자체도 그러한 인식 위에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조선후기 상황을 고려
해보면 유현의 장설혜 살해가 작품 내에서 법적, 도덕적으로 처벌받지 않은 것
은 이상할 일이 아니다.144)
142) 조선시대 형법서로 활용했던 대명률 에서부터 아내가 남편을 살해했을 경우와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을 경우의 형벌이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즉 같은 이유로 상대를 살해했다하더라도 남편
은 교형에, 아내는 능지처사에 처하는 식이다. 뿐만 아니라 정조 때 법정 기록인 ｢추관지｣를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을 경우는 모두 감형 처리되어 아내를 죽인 일로 사형에 처해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다. 관련 논의는 박경, ｢살옥 판결을 통해 본 조선후기 지배층의 부처 관계상- 추관지 분
석을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10집, 한국여성사학회, 2007) 참고.
143) “六年忠州李二金, 刃刺其妻元每, 翌日致死, 實因被刺. 道啓, 元每之反唇罵姑, 無日不然, 則二金之
爲母刺妻, 有異私鬪, 律文中擅殺之妻, 罪止杖百者, 以其妻妾之於舅姑, 無論毆罵, 已犯死罪故耳, 歸之
擅殺, 亦有當律云. 曺回啓. 判付內, 大明律旣有妻妾毆罵夫之祖父母父母, 而夫擅殺者, 杖一百之文, 今
此二金之罪犯, 旣合是律, 則準律酌決, 實爲允當, 李二金, 依本律勘放.” ｢살처｣(殺妻), ｢윤상｣(倫常), ｢
상복부｣(詳覆部), 추관지 (秋官志)(박일원 편, 1781).
144) 한편 유현 첫째부인 양벽주는 유현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지 않지만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 양벽
주는 장설혜의 악행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인물임에도 장설혜의 소식을 들었을 때 통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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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세형과 진양공주, 장혜앵, 유옥영과 사강, 유현과 장설혜의 관계를 살펴보
았을 때

유씨삼대록 의 세계는

소현성록 의 세계보다 정념에 대해 엄격한 잣

대로 규제하려는 의식을 보이지만, 남편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는 훨씬 관대
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남녀 인물의 사랑의 감정은 ‘사정’, ‘외입’ 등으로 지칭되
며 절제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부정적 감정으로 인식되었으며, 여성인물의 투기
는 극악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반면 남성들이 분출하는 폭력적 행태는 그 수위
가

소현성록 보다 높으며, 그것은 서술자와 주변 인물에 의해 긍정되거나, 부

정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단적인 예로

소현성록 에서는 감정이 앞서 인연

을 이룬 소운성과 형강아 부부가 긍정된 반면,
인연을 이룬 유세형, 진양공주 부부가 긍정되었다.

유씨삼대록 에서는 예법대로
소현성록 의 소운성은 명현

공주가 악행을 하고 시부모를 모욕하는 강상지죄(綱常之罪)를 저질렀음에도 직
접적 폭력을 가하지 않은 반면,

유씨삼대록 의 유세형은 자신과 장혜앵을 이

간한다는 의심만으로 진양공주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했다.

소현성록

의 소수아는 비난을 받을지언정 평생 투기하는 마음을 고치지 않고 살 수 있었
던 데 반해,

유씨삼대록 의 유옥영은 오만하고 투기하던 마음이 속속들이 교

정되었다. 아내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는 일조차 허용되고,
그러한 행위들에 대한 회의적, 반성적 사유, 혹은 불쾌함, 공포감 등의 부정적
감정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로써 보면

유씨삼대록 의 세계는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정념, 사랑, 질투,

분노 등의 ‘사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강하게 규제하려 하지만, 성차의 위계
에 따라 철저히 차별적 징치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위계질서의
규범을 내면화하여 고아(高雅)한 예법을 수행한 ‘여중군자’(女中君子)를 공주 신
분으로 설정함으로써, ‘남성’, ‘사대부’ 중심의 위계질서를 강화시켰다. 즉 황가
출신의 최상층 신분으로서 도덕적 자질, 품위, 지혜, 관용을 갖춘 여성인물이
그러한 자질을 가장 빛나게 발휘하는 지점을, 온공한 태도로 남편의 질풍노도
의 시기를 감내하는 상황으로 세련되게 그려내면서, 사대부 남성 질서에 자발
적으로 복종하는 ‘상층’, ‘여성’의 ‘이상형’을 제안한 것이다. 그리고
록 의 인기는

유씨삼대

유씨삼대록 의 제안에 당대 많은 독자들이 호응했다는 것을 방

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낀다. 스스로도 직접 남편의 분노 대상이 된 경험이 있기에 자신도 언제고
다시 유현의 심기를 상하게 하여 장설혜와 비슷한 일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법하다. 양
벽주의 이러한 감정에 대해 유설영의 딸 양취옥만이 사촌오빠 유현의 행위를 모질고 사납다 평하며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과 감각은 작품 내에서 소수의견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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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한다.

3) 감성 교류의 부각
명행정의록 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부인 위천보와 이월혜․
소예주․낙선군주․상빙심 관계, 가장 치열한 갈등이 나타난 위천강, 교강선․양현강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우선 위천보는 차례대로 이월혜, 소예주, 낙선군
주, 상빙심과 혼인한다. 이월혜는 각로 이몽냥과 사부인이 뒤늦게 상서로운 태
몽을 꾸고 낳은 딸로 외모는 물론 덕행이 뛰어난 인물이지만 위천보와 혼인한
후 소예주에 의해 오랜 시간 온갖 모함과 위협에 시달린다. 한편 원위(元位)를
차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월혜 제거를 시도하는 소예주는 천하의 미색과 지
혜, 정숙함을 겸비했으나 호승심이 강한 인물이다. 우연히 위천보를 보자 그가
자신과 상대할 수 있는 유일한 남성임을 확신하고 그의 아내가 되려는 욕망을
품는다. 그리고 그 욕망을 위해 치밀한 전략을 세워 차근차근 이행해 나간다.
서사 전반(前半)의 위부에서 발생한 모든 불행한 일들은 소예주에게서 비롯된
것이며, 37권에 이르러 악행의 배후가 소예주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그것은 꽤 성공적으로 은폐된다. 한편 낙선군주는 오만방자하고 우매한 인물로,
소예주의 계략에 의해 위천보의 셋째부인이 되고, 혼인 이후에도 소예주의 꼭
두각시가 되어 이월혜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데 동참한다. 반면 상빙심은 구현
옹의 도움을 받아 도술을 익혀 위천보와 이월혜를 조력하다가 위천보의 첩이
되는 인물이다. 즉

명행정의록

37권까지의 전반부는 이월혜가 주동인물이자

긍정적 인물로, 상빙심은 그를 돕는 조력자로서 역시 긍정적 인물로, 소예주와
낙선군주가 부정적 인물이자 반동인물로 설정되어, 이들의 적국(敵國) 관계에
얽힌 이야기가 주요 서사로 전개된다.
이월혜와 위천보는 부친 사이의 약속에 따라 4세에 정혼을 하고 12세에 혼
례를 올림으로써 예법에 충실히 따른 혼인을 한다. 혼례 이후 이월혜는 매사에
순종하며 온유하여 시가 어른들이 흡족해 한다. 그런데 아직 나이가 어려 동침
이 지연된 상황이라 정작 위천보와 친분 쌓을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는 사
이 소예주가 진공 위연청의 승전(勝戰) 행진을 구경하러 나왔다가 우연히 위천
보를 보고 욕망을 품게 되면서 부부 사이 본격적인 위기가 시작된다. 소예주가
위천보와 혼인하기 위해 천정연(天定緣)을 꾸며내고 이월혜를 모함하기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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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천보와 이월혜가 혼인하고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위천보는 이월혜 처소
명성각을 지나다 난간에서 떨어진 붉은 종이를 무심결에 줍게 된다. 그것은 자
신의 처소를 지나쳐버리고 마는 임에 대한 야속함을 드러낸 시였다. 이에 위천
보는 이월혜가 동침을 허락받지 못한 상황에서 시에 춘심(春心)을 드러낸 것이
라 생각하고, “정정(貞正)한 숙녜”가 아니라는 판단에 꺼리는 마음을 갖게 된
다. 뿐만 아니라 위천보와 소예주의 혼례가 치러진 다음 새해 이튿날 소예주
처소에 화재가 발생한다. 그런데 화재가 일어나기 전 위천보는 이월혜가 방화
를 계획하는 듯한 기미들을 감지한 바 있었다. 명성각 근처에서 누군가를 해치
기 좋은 날이라 속삭이는 음성을 들은 데다, 화재 당일 이월혜 처소에서 적국
을 없애겠노라는 내용의 편지를 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로 위천보는
이월혜에 대해 의심하게 되지만, 여전히 아름다운 미모와 유한정정(幽閒貞靜)한
태도를 유지하며 소예주와의 재취(再娶) 소식에도 무념하게 대응하고, 자발적으
로 새 길복을 만들어 바치기까지 하는 모습에 의혹을 확신하지는 못한다.
한편 소예주와의 혼인 이후에는, 데면데면하여 가까이하기 힘든 이월혜와 달
리 아름다운데다 교언영색(巧言令色)으로 자신을 살갑게 맞아주는 소예주와 점
차 가까워지며 소예주 처소인 선연각을 찾는 일이 빈번해진다. 그러던 어느 봄
날 위천보가 명성각을 찾아 이월혜에게 함께 연구(聯句)를 짓자 제안한다.
쇼졔 쳔연(天然)이 좌(座) 물녀 졍용(整容) 왈, “앗가 쇼괴(小姑) 니러
촉광(燭光)이 달비 리온다 여 초고 도라갓니 쳡은 용잔(庸孱)지라 엇
지 완월음영(玩月吟詠) 소긔(小技) 잇시리잇가. 더옥 시 브며 운을 화
믄 후부인(后夫人)의 깁흔 경계라. 쳡이 가 깁히 즉히며 겸여 쇼학(所學)이
블민(不敏)므로 유시(幼時)로브터 음영(吟詠)미 업더니, 양 군 이브치
로 므시니 그 연고 닷지 못이다.” 학 심즁의 의심을 픔어 진실노
번 질졍(質正)코저 던지라. 그 언논(言論)이 양 이러 졍(正大)믈 보
 쾌히 번 뵈야 그 거동을 보고저 여 이의 낭즁(囊中)으로조 몬저 쇼시
(小詩)  조희 미러 왈, “이 이 글을 귀경연 지  넘어지라. 진실노 장
문(長門)의 부(賦)와 비(梅妃)의 시(詩)로 흡니 녀(才女)의 다온 풍
와 가인(佳人)의 다졍믈 감니 금야(今夜)의 원앙이 개 이 여시
니 한안(寒雁)이 집을 지 탄(嘆)이 업고 비취(翡翠) 니블의 봄이 더우니 근심
 놀난미 업리로다.” 쇼졔 눈으로 이 글을 보며 귀로 져 말을 드니 계교
(計巧)의 교밀(巧密)과 언단(言端)의 무례(無禮)믈 로(大怒)여 쇼허(巢許)
의 귀 며 관영의 돗글 버히고저 이 니러나니, 보기를 다지 아녀 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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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 홍노(紅爐)의 던지며 안안(晏晏)이 낫빗 거두고 초초(楚楚)이 옷깃
염의여 단슌(丹脣)을 미(未開)고 옥쇄(玉碎) 미토(未吐)니 뉴(柳麥) 화
원(花園)의 영(盈滋) 봄이 도로혀 셜텬(雪天) 한월(寒月)의 담 빗 밧고
앗지라. 빙봉(氷峰)의 약(盟約)이 예(冷銳) 랑고 츄상(秋霜)의 계지
(桂枝) 한품(寒風)을 움이지라. (…) 쇼졔 다만 례 왈, “옥은 가히 처도
믈드리지 못고  그나 굽히지 못거 쳡이 실이 비아(鄙亞)고 긔식
(氣息)이 쳔누(賤陋)여 음일(淫佚) 글노 군 관쳠(觀瞻)을 더러이니 감히 
답 념치 이시리잇가.” 학 처음  언단(言端)을 여 셔간(書簡) 일가지
힐문(詰問)코저 더니 쇼져의 이러탓 담단엄(冷淡斷言)여 한셜(閑說)을 졉담
(接談)치 아니믈보고 비록 그 글의 낭(孟浪)믈 짐작나 다시 브졍(不正)
셔간(書簡)을 뵈믈 브졀업시너겨 단(事端)을 발치 아니니 가히 앗다. (…)
만일 부인으로 이 당던들 온화이 례고 됴용이 답여 가 필쳬
(筆體) 가저 히 빙쥰(憑準)  학의 총명(聰明)으로 엇지 황연(晃然)이
빙셕(氷釋)지 못리오 쇼졔 과도이 고항(高亢)며 (每每)히 블염구악
(不念舊惡) 이 잇시므로 부인의 능강능약(能强能弱)고 능엄능화(能嚴能和)
믈 잠간 밋지 못미러라.145)

이월혜가 여도를 따지며 자신은 시를 짓지 않는다 답하자 위천보가 과거 자
신이 주웠던 시를 내보이며 질정(質正)한다. 이때 이월혜는 그 시의 출처가 자
신이 아님을 명확히 변백(辨白)하지 않고 불쾌한 마음에 그 시를 다 읽지도 않
은 채 불태우고 함구할 뿐만 아니라, 위천보가 재차 묻자 자신이 비아(鄙亞)하
고 천루(賤陋)하여 음란한 글로 군자의 눈을 더럽혔는데 답할 염치가 있겠냐며,
그 시를 마치 자신이 쓴 것인 양 말한다. 위천보의 입장에서 궁금해 할 만한
일인데 이월혜는 질문 자체에 모욕을 느껴 시원히 답하지 않고 회피함으로써
그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것이다. 위천보는 이월혜의 냉담단엄(冷淡端嚴)한 반
응을 보고 그 글이 허망한 것임을 짐작하지만 시원스레 의혹을 풀지는 못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서술자의 관점이다. 여성의 침묵과 감정은폐를
미덕으로 치부하는 장편소설 세계에서 긍정적 여성인물은 누명을 쓰고도 억울
한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출하거나 변명하지 않는다.146) 그로 인해 오해받고 심
지어 고난을 당하는 경우에도 이월혜처럼 침묵하면서 언젠가 결백이 밝혀지기
를 수동적 태도로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현대 독자들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지
145) 명행정의록 5권 20앞~3앞.
146) 여성의 침묵과 관련하여 서정민, ｢대하소설 속 여성 침묵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
연구 22,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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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런 태도는 여도(女道)에 부합(符合)한 모습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명행정

의록 의 서술자는 이런 태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술자는, 위
연청과 더불어 가장 뛰어난 인물로 형상화된 백승설과 비교하며, 만약 백승설
이 같은 입장에 처했다면 온화하고 조용히 답하여 그 시가 자신의 것이 아님을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이월혜가 지나치게 고집을 세워 상황에 따른 유연
한 대처를 못했다고 평한다.
여성인물의 침묵에 대해 이처럼 서술자가 의식적이며 직접적으로 비판한 경
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 지점이 다른 한글장편소설과 변별되는

명행정의록

의 특징적 면모라고 할 수 있다. 즉 한글장편의 여성들은 대개 모함 당한 억울
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변호하지 않는다. 때를 기다려 누욕(累辱)을 견디면 그들
의 억울한 누명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그제야 고난의 시간을 견딘 공로를 인
정받는 서사가 전개되며, 이때 여성들의 침묵은 미덕으로 칭양된다. 이월혜 역
시 여도(女道)를 성실히 따르는 여성인물이고, 이 작품의 서사구조도 전체적으
로 다른 소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이야기 속에서 서술자는 다
른 작품의 서술자와는 달리 이월혜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
다. 애초에 이월혜가 황당한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해명만 했더라도 그렇게 긴
시간 고난당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위천보도 어리석게 상대를 오해하며 소대
(疏待)하는 우(愚)를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서술자의 이러한 인식은 여성에
게 요구되었던 규범들, 변명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등의 행동규범이 구체적 상
황 속에서 무력하거나, 오히려 그릇된 결과를 야기하게 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나아가 한글장편소설에서 전범(典範)으로 추앙되곤 하는 긍정
적 여성인물의 성격적 오류가 지적됨으로써 당대의 여성 행위규범 전반에 대한
회의로까지 이어지는 지점이 발생한다.
한편 이월혜와 달리 위천보의 마음을 먼저 얻은 소예주는 남편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위월혜에게 냉담하게 거절당한 위천보는 설경(雪景)에 취해
풍정(風情)이 일자 소예주의 처소인 선연각을 찾는다. 소예주에게 함께 설경을
감상하며 시붕(詩朋)이 되자 청하니 평소 자신의 뛰어난 재주를 표현할 길이 없
어 안타까워하던 소예주는 이에 응하여 예술적 교감을 나눈다. 여성들이 문재
(文才)를 드러내지 않는 위부 분위기를 아쉬워하던 소예주에게 위천보의 제안은
놓칠 수 없는 기회였기에, 처음에는 겸양을 떠는 체하다가 위천보가 시구를 읊
자 곧이어 멋들어지게 화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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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의 일 아미(蛾眉) 졍(才情)이 발현여 셜(白雪)이 나라 춤추
믈 보고 부셜교염지(富說嬌艶之才) 두엇시믈 아라시나 이러 입신고 시격
(詩格)이  쳥졀고결(淸節高潔)여 가인녀(佳人才女)의 부양 격이 업서 그
이 쳥고(淸高)미 나타나믈 더옥 랑니 일(一杯) 은졍(恩情)이 이러 잇
지라. 소시 양 조 픔고 이튼 문쟝(文章學士) 맛나 번 진쇼유
(秦少游) 소쇼(蘇小妹) 다온 못거지 못믈  진공과 부인의 상경여
빈(相敬如賓)과 니쇼져의 졍졍단숙(貞正端肅)믈 보고 (此生)의 조 펴
 알게 미 어려올가 셕탄(自激自嘆)던 바로 금야(今夜)의 평 쇼원
을 닐우니 이 과연 쳔일시(千載一時)라 미 오날 소시 니미라. 임의 야
심(夜深)믈조 창을 다드며 장을 지워 침상의 나아가니 (色)을 앗기고 조
 놀나 과 옥을 앗기고 향을 어엿비 너기 졍이 원앙이 녹슈(綠水)의 교
경(交頸)고 비취(翡翠) 합환(合歡)의 연니(蓮理)엿시니 의 만종픙뉴(萬種
風流) 목왕(穆王)이 뇨지(瑤池)의 놀며 양왕(襄王)이 무협(巫峽)에  더으
, 쇼져 쳥고결(淸高潔白)여 평거(平居)의 춍(寵)을 오롯고저 던 바로
믄득 침셕(寢席)의 은졍(恩情)은 조금도 요혹(妖惑)미 업시니 가히 그 가지
허믈을 용셔미 올터라.  그 졍졍믈 더옥 가(嘉愛)나 사이 존지 엄
졍(尊至嚴正)지라. 믄득 벼 우서 경계를 두어 왈, “(…) 남아의 이 연
잇글니믈조 후박(厚薄)이 가니 비록 군을 친밀(愛待親密)미 더으나 
 득의(得意)믈 교춍(驕寵)치 말고 쇼심굴하(素心屈下)여 후(後)로 션(先)
을 리지 말며 조로 덕을 어긔지 마라. (…)” 소쇼졔 금일 평 조 토
고 지긔(知己) 군로 화락(和樂)여 앙앙득(揚揚自得) 가온 어(此語)
 드 경(頃刻)의 흉즁(胸中)에 쇼원이 놀고 후간의 연염(煙焰)이 퓌
디, 본 닐은 바도 시담(詩談)이오 입의 가득 이라. 복즁(腹中)의 뉵
통치 외모의 춘양(春陽)이 가득니 교활(狡猾) 쇼셩(笑聲)이 낭연 옥쇄
(玉碎) 셧거 오 “셰간의 을 알기 어려오니 뉘 부쳐 일간도 셔로 안
다 더뇨. 젹거(翟車) 졍실이 아니므로 그러니잇가. 쳡이 임의 졍삭을 밧드러
쇼국(小國)의 칭신(稱臣)믈 스로 분(分)을 평안이 너기니 감히 슴을 와
즁원(中原)을 엿볼 거시라. 군 이러 경계시니 초(草芥) 튼 은졍(恩情)
의 션후(先後)로 무 교심(驕心)과 예긔(銳氣) 길관 금야(今夜)의 홀연 겁시
니잇고.”  그 활연무려(豁然無慮) 말을 듯고 우셔 오147)

위천보는 뜻밖에 소예주의 뛰어난 문재를 마주하자 놀라움을 느끼고 사랑에
빠지게 된다. 소예주는 평소, 문예적 교감을 나눴다는 소소매(蘇小妹)와 진소유

147) 명행정의록 13권 12뒤~4앞.

- 105 -

(秦少游) 관계를 동경해오다가 스스로 동경하던 바를 이루게 되자 그 기쁨을 이
루 다 말할 수 없었다. 서로의 매력에 흠뻑 매료된 두 사람은 침상에 나아가
운우지락(雲雨之樂)을 나누고 이후 좋은 금슬을 유지한다.
소예주는 반동인물이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주체적으로 남편을 선택하고 원
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고투한다. 이 작품 전반부의 모든 갈등을 추동한 장
본인이며 위부에 환란을 가져온 인물이다. 모함, 납치, 강간, 살인 등의 일들을
배후에서 도모한다. 그러나 서술자와 주변인물들이 소예주에 대해 갖는 관점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의 장면만 보더라도 소예주의 언행은 불쾌감을 자아내

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력을 느끼게 한다. 자신이 소소매가 되고 위천보가
진소유가 되어 시붕이 되고자 희망하는 것이며, 위천보와 연구응대(聯句應對)하
며 뛰어난 시재(詩才)를 발휘하는 모습, 잠자리에서의 청고결백(淸高潔白)한 태
도와 언변까지, 위천보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 사랑스럽지 않을 점이 없다.
특히 소예주에 대한 서술자의 관점이 호의적이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인 인물
로 형상화된다. 위천보와의 잠자리에서 소예주는 평소 갖고 있던 욕망을 드러
내지 않고 “쳥고결(淸高潔白)”하게 “침셕(寢席)의 은졍(恩情)은 조금도 요혹
(妖惑)미 업”었다. 이에 서술자는 “가히 그 가지 허믈을 용셔미 올터라.”
고 평함으로써 소예주를 악독한 평면적 악인이 아니라 위험한 욕망을 품었음에
도 우아하고 품위 있게 본인의 매력을 발산하는 인물로 그린다. 뿐만 아니라
잠자리에서 자신의 총애에 기대어 교만하지 말고 차위의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는 위천보의 말에 내심 부아가 치밀어 오르면서도 소탈한 모습을 연출하며 상
대에게 큰 만족감을 선사하는 장면에서는, 소예주의 표리부동(表裏不同)조차 단
순히 부정할 수 없게 한다.
내면과 다르게 말과 태도를 꾸며 상대에게 영합하는 표리부동(表裏不同), 교
언영색(巧言令色)의 태도는 유교 전통에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유씨삼대록

의 유세형과 이부인이 며느리 장혜앵을 꺼렸던 것도 그가 예법에 맞는 어법을
구사하지만 그 내면에는 불평, 억울함, 질투 등의 정념이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리상응(表裏相應)은 이상적 태도에 불과할 뿐, 현실
에서는 표면에 드러난 바에 의해 평가되기 쉽다. 특히 유교 사회는 거친 내면
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혐오하는 예교 사회였으며, 상층의 생활양식은 예법
에 의해 지배되었다.

소현성록 의 소부 인물들이 화수은의 입장이나 마음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언행을 경계했던 이유는 거친 감정을
즉발적으로 표출하는 행태를 혐의하였기 때문이다. 화수은은 본심이 악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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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그 마음을 표출하는 방식이 예에 어긋난 인물이었기에 지속적으로 비판
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소예주는 그와 반대로 마음에는 질서를 거스르려는 야망과 그것을 위
해 타인을 희생시켜도 상관없다는 냉혈함을 지녔음에도 예교에 정합(整合)한 언
행을 할 줄 아는 인물이다. 상층 여성으로서 갖춰야할 예법, 품위, 세련됨을 두
루 갖춰 위험한 내면을 능숙하게 은폐시킬 줄 안다. 서사의 초반부터 그는 위
천보에게 마음이 동하자 스스로 숙녀(淑女)의 여교(女敎)를 지키지 못할 것을
예감한다. 이때도 서술자는 소예주에 대해 “쇼졔 긔개(氣槪) 고항(高亢)여 쳬
면을 엄히니 비록 랑미 폐부(肺腑)로 호나  위의(威儀) 일치 아
니”한다고 설명한다.148) 즉 소예주는 자신의 감정, 생각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
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히 알고 행동한다.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욕망이 사회적으로 용인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헤아려 모든 일
들이 표면적으로는 명분과 예에 어긋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
말하자면 소예주는 예교의 근원이 되는 도덕규범, 그 도덕규범의 근원이 되
는 도덕감정과 관계없이 예교의 기술적인 면을 훌륭하게 체화한 인물인 것이
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성격적 특징이 이 작품에서 표리부동 혹은 교언영색이
라 치부되며 전적으로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미덕으로 부각되고, 점증
적으로 악화되는 악행에도 불구하고 후일 개과천선(改過遷善)의 기회를 얻는 요
인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악행을 저지른 인물이지만 예를 아는 인물이라는 점
으로 인해 위부에서 배제되지 않고 포용되는 것이다.
이제 남성인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월혜와 소예주의 남편 위천보는
부부 관계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며 어떤 언행을 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작품 내의 시각과 태도는 어떠한가. 앞서 살펴본 두 작품의 남성인물들, 소운성
과 유세형에 비해 위천보는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부친 위연청
은 위천보에 대해 호색발양(好色發陽)하여 작은 일은 개의치 않으며 호승심(好
勝心)이 커서 고집이 센 면이 있다고 평한 바 있다.149) 이로써 보면 위천보는
“긔질이 넘나고 의(意思) 호방(豪放)여 쟝슈(將帥)의 긔운이 잇”고150) “
148) 명행정의록 3권 30앞.
149) “(此兒) 호발양(好色發揚)여 소(小事) 렴(介念)치 아니나 못 대의(大義) 가
지라. 나의 명(命)이 업시 비록 일방(一房)의 장쳐(長處)나 즈레 합근(合巹) 거죄 업리니
그러나 호승(好勝)이 태과(太過)고 고집이 편벽(偏僻)니, 몬저 을 기우린 곳의 변통(變通)이
업지라.” 명행정의록 3권 7앞~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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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뎡 후 두루혀디 아냐 브 음을 셰오니 이 가온대 고집이 극”한151)
소운성이나, “셩질이 호의호협(豪毅豪俠)여 쳥탁(淸濁)의 일흐미 업”고 “고집
과 편벽(偏僻)되미 이셔 댱공의 온화관(溫和寬大)과 다”른 유세형과 비슷
한 유형의 인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152) 즉 호방한 영웅형 인물인 것이
다.153) 그런데 작은 일을 개의치 않지만 자못 대의(大義)는 삼간다는 평과 같이
위천보는 구체적 장면들에서 소운성, 유세형보다 ‘대의’, 즉 규범에 가까운 언행
을 보인다.
우선 소예주의 계략으로 위천보가 이월혜에 대해 여러 오해를 품고 불편한
마음을 지녔을 때도 그 의혹이나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이월혜를 섣불리
공격하지 않는다. 혼인 초 위천보, 이월혜 부부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한 어른들
은 합방을 지연시키다가, 위천보가 소예주에 이어 낙선군주와도 혼인하게 되자
이월혜와 합방할 것을 허락하고 그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권고한다. 그리
하여 천보는 이월혜를 찾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춘심(春心)이 담긴 시편(詩篇)
일로 어색해진 두 사람은 쉽사리 정을 나누지 못한다. 위천보가 적극적으로 부
부의 도리를 강조하며 함께 잠자리에 들 것을 설득해도 이월혜는 냉담하게 반
응할 뿐이었다. 이때 위천보는 마음이 상하고 대로(大怒)한다. 그러나 그럴 때
조차 그는 위압이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정념에 사무쳐 자신을 피하는 형
강아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서슴지 않던 소운성이나, 진양공주에게 언어적, 물리
적 폭력을 가했던 유세형과 달리, 천보는 “녜(禮) 됴히 너기고 광(狂悖)
믈 피”하는 인물인 것이다.154) 호색발양(好色發揚)하고 호승심이 세며 고집이
편벽하다는 부친 위연청의 걱정이 무색할 만큼 그가 정념을 분출하거나 광폭한
행동을 보이는 일은 없다.
절세 미녀인 소예주를 재취로 취하게 되어서도 내심 자신의 복됨을 기뻐하지
만 내색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예주와 첫날밤을 보내던 날은 앞서 인용문

에

서 본 것과 같다. 밝은 달밤 감성적 분위기에 젖어 소예주와 수창(酬唱)하며 문
150) 소현성록 9권 11면.
151) 소현성록 5권 63면.
152) 유씨삼대록 1권 70~1면.
153) 장편소설의 인물들은 일정하게 전형적 성격을 띠어 유형 분류가 되어 왔는데, 그런 분류 기준에
서 보자면 소운성, 유세형, 위천보는 선인군 가운데 영웅형 인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물 유형
에 관한 논의는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146~54면) 참고.
154) “필경 대로(大怒)여 먼리 물너가 기리 돌챠(咄嗟) 탄(慨嘆)고 다시 침노치 아니나 종야(終
夜) 젼젼(輾轉)여 능히 안슈(安受)치 못나 종(從來) 경박(輕薄)히 핍박지 아니믄 진공의 가
치미 잇고   녜(禮) 됴히 너기고 광(狂悖)믈 피지라.” 명행정의록 12권 23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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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으로 교감하던 중 자연스럽게 육체적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색정적 욕구
가 앞서 격렬한 정념에 휩싸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 교감을 통해 상대의 재색
(才色)에 매료되면서 운우지정(雲雨之情)까지 나누게 된 것이었다. 소예주와의
관계에서 우선되었던 것은 정서적 교감이었다. 그리고 원위인 이월혜보다 앞서
동침한 점에 대해 염려하며, 소예주에게 위차(位次)를 존중하여 겸손하라 당부
하는 존지엄정(尊至嚴正) 인물이기도 했다.
이처럼 위천보는 부인을 예대(禮待)할 뿐 아니라 유람(遊覽) 시 만난 상빙심
과의 관계에서도 도리를 앞세운다. 부친의 약을 구하기 위해 구현옹을 찾던 중
모친이 머물렀던 창루(娼樓) 영신원에서, 구혼(求婚)의 뜻을 담은 상빙심의 시
편을 보고 호감을 느끼면서도 불고이취(不告而娶)하지 않는다. 욕망이 없지 않
았으나 공적 임무에 대한 책임감과, 부친의 고질병을 고치고자 하는 절실한 마
음을 앞세워 탐색하는 마음을 절제한 것이다. 상빙심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
고 그 재색(才色)에 블승탄복(不勝歎服)하여 만심애경(滿心愛敬)하지만 부명(父
命)을 얻지 못했기에 사례하고 돌아설 뿐이었다. 정식 혼례와 무관하게 호감 있
는 여성과 인연을 맺을 때도 부친의 뜻을 고려하는 위천보는, 이성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는 단엄한 군자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호색발양(好色發揚)한 인물이
라 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로써 보면 호색발양하고 호승이 태과(太過)하며 고집이 편벽하다는 위연청
의 위천보 평가는 박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다. 위천보는, 이러한 인물형으로 꼽
히는

소현성록 의 소운성,

유씨삼대록 의 유세형과 같은 영웅형 인물들처럼

내면에 일렁이는 정념이 있지만, 그들과 달리 그것이 비례(非禮)하게 표출되지
않도록 삼가고 조절한다. 그럼에도 위연청이 위천보를 “호색발양”한 인물로 평
한 것은 발양되기 이전의 그 내면에 이는 정념 자체에 대해 경계한 것으로, 그
만큼 아들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기준이 엄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연청은
보은기우록 과

명행정의록 을 관통하여 도덕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의 안목과 판단은 그것 자체로 권위를 가지며 작품의 지향을 보여
주기도 하는바, 위연청이 위천보를 보는 관점을 고려해볼 때

명행정의록 의

세계는 남성인물에게 높은 수준의 규범적 내면과 태도를 요구한다 할 수 있
다.155)
155) 그런데 한편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할 점은 위연청이 여성인물의 정념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
하다는 사실이다. 남성보다 여성에게 감정의 절제를 요구하며 사랑, 질투의 감정들을 내보이거나
그것으로 추동된 행동들을 경계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위연청은 소예주의 사랑과 질투, 그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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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행정의록 의 위부 인물 가운데 가장 문제적 인물로 그려지는 것은

위천강이다. 위천강은 위연청의 셋째아들인데 기질적으로 위천보와 흡사하다
설명되지만 한층 더 호기만발(豪氣滿發)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지녔다.156) 천
강이야말로 꽃을 보면 가지마다 다 꺾고자 하고, 옥(玉)을 보면 그릇마다 다 채
우고자 하는 호색발양한 인물로 호승심이 강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데 미숙하
다. 그러한 그의 성정은 앵혈을 없애기 위해 시비의 양녀를 겁탈한 사건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며,157) 첫째부인 양현강과의 강도 높은 갈등에서 역시 표출된
다.
위천강은 양현강과 혼인한 뒤 가족들 앞에서도 사랑의 눈길을 숨기지 못할
정도로 격정적 감정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다분히 일방적이며 자
기중심적인 것이었다. 강렬한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 양현강에게 잠자리를 강요
하고, 거부하는 현강과 몸싸움을 벌이다 두골을 깨뜨리는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힌다. 게다가 이후 재취(再娶)한 교강선이, 간부(姦夫)와 사통(私通)한 양 꾸
며 현강을 모함하자 성급히 그것을 사실로 믿어버린다. 그리고 사랑할 때와 마
찬가지로 일방적인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 폭력을 행사한다. 양현강의 눈앞에서
그 시비를 베어버리고 현강까지 죽이려 든 것이다. 이때 위천유와 문창군주가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기에 더 이상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양현강뿐 아니라 위부에 큰 충격을 안겨준다.
이 사건으로 위연청은, 동생을 제대로 선도(善導)하지 못한데다 그 죄과를 축
소, 은폐시키려했다는 이유로 위천유를 먼저 불러 장책(杖責)한다. 이를 말리는
양추밀에게 위연청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셜 양쇼뷔 간셔(奸書)의 올흐미 이셔도 뉵녜냥(六禮百兩)으로 마 졍실
(正室)이라. 맛당이 부모긔 고고 친쳑의 의논여 칠거지법(七去之法)으로 도라
보리니, 믈며 그 쳥빙지졀(淸氷之節)과 옥지도(白玉之道) (盲者), 즁
쳥(重聽)이라도 짐작려든 비 형(行刑) 칼흘 두로혀 살쳐(殺妻) 흉(凶
事) 타연이 코져 니 이 이젹(夷狄)이라도 귀 기우려 듯지 아니코 구쳬
(狗彘) 입을 다무러 여찬(餘餐)을 먹지 아닐지라.158)

서 비롯된 행위들에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개과천선하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
고 소예주의 서사는 위연청의 기대와 바람대로 전개된다.
156) 명행정의록 32권 33앞~4앞.
157) 이 사건은 ‘Ⅳ-2. 노주 관계’에서 자세히 다룬다.
158) 명행정의록 52권 4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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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눈여겨 볼 지점은 위연청이 위천강의 행위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한
대목이다. 위연청은 천강이 시비를 직접 칼로 살해한 일을 극력 규탄하고, 그에
더해 부인 양현강을 직접 살해하려 한 행위에 더욱 분노한다. 양현강이 간서(奸
書)를 주고받은 일이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의논하여 칠거지법(七去之
法)을 들어 출거시키는 것이 정실에 대한 합당한 대우라는 것이다. 위연청의 이
러한 발언에는 부인이 용서받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 해도 그 남편은 적법
한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며, 부인의 잘못에도 폭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확고한 의식이 담겨있다. 이는 간부(奸夫)와 사통했다는 의심
에 이부인과 아들을 죽이려 했던
직접 칼로 벤

소현성록 의 소운명, 악행을 저지른 아내를

유씨삼대록 의 유현의 행태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럴 수도 있

다’고 이해하거나, 가솔(家率)의 생사여탈권은 가장에게 속해 있다 인정하는 의
식과 매우 다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위부의 인물들은 위천강의 패행에 대한 준엄한 인식과 남성 폭력에
대한 남다른 의식을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 양현강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쏟는다. 물론 다른 작품들에서도 폭행당한 아내의 상처와 고통, 그 회복 과정이
자세히 서술되기도 한다. 그런데

명행정의록 에서는 피해 당사자의 내면이 보

다 곡진히 그려지면서 폭력의 심각성과 여성인물의 존엄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
각하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지점은 교강선의 악행이 밝혀지고 관계자들이 모
두 처벌되어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믿는 순간, 이제 양현강과 위천강이 화락
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은 순간 드러난다.
위부 어른들은 위천강과 양현강을 화해시키기 위해 장 70여 대의 벌을 받은
위천강의 몸조리를 양현강에게 맡긴다. 이에 양현강은 부도(婦道)를 깍듯이 지
키며 천강을 간호하지만 마음으로 천강을 용서하지 못해 외친내소(外親內疏)한
다. 이러한 양현강의 내면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위천유는 현강에게 넌지
시 그만 마음을 풀라 조언하는데 그 말에 그동안 숨겨왔던 속마음을 들킨 양현
강이 내적 번민을 하다 혼절하고, 이후로 사지가 마비되어 운신하지 못하는 장
애를 겪게 된다. 이때 뛰어난 의사이기도 한 위천유가 나서 양현강의 심리를
분석하며 그 내면의 고통을 위로하게 된다.
위천유는 사지가 마비된 병증을 심리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직접 양현
강과 마주하여 그가 어릴 적부터 오늘날까지 겪은 일련의 정신적 외상들을 분
석하기 시작한다. 양현강이 조실부모(早失父母)한 것부터 우처사의 집에 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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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居)하다 마을 무뢰배들의 겁탈 위협에 처했던 일, 혼례 후 위천강에게 겁탈
당하며 시달린 일과 최근 천강의 발검해거(拔劍駭擧)에 이르기까지, 위천유는
그동안 양현강이 겪어왔던 고통들에 대해 말하며, 이러한 충격적인 일을 겪으
면서도 그것으로 인한 심적 압박을 해소하지 못한 까닭에 신체적 병증이 나타
난 것이라 분석한다.159) 기실 양현강은 위천유의 말처럼 어린 시절부터 위기의
연속인 삶을 살았는데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를 드러낸 적이 없었다. 항상
여도(女道)에 부합한 규범적 태도를 고수하며 온화함 속에 내면의 상처를 숨겨
왔다. 그런데 위천유가 양현강이 오랜 세월 쌓아온 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고 그
삶을 이해해준 것이었다. 양현강은 자신도 미처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내면
의 울분을 위천유가 알아주자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여 마비 증세도 회복되어
간다.
한글장편소설에서 부부 갈등은 주된 테마 중 하나이다. 양현강과 같은 여성
인물이 적국과 남편에게 고난당하는 서사가 빈번하게 전개된다. 이때 여성인물
은 고난을 감내한 끝에 결백을 인정받고 규범적 여성으로 칭송되는 보상을 받
는다. 그 과정에서 내면의 고통, 그리고 그럼에도 어김없이 여도를 지켜내려는
의지가 서술되는데, 이 작품은 특히 ‘내면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확대 조명하고,
그것이 작중인물에 의해 세심하게 이해되고 치유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소현

성록 의 소월영은 소부 며느리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데 앞장
서면서도 여성의 고난은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것이란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유씨삼대록 의 여성들 역시 유세형, 장혜앵으로 인해 고난당한 진양공주를 연
민했지만, 황실로 떠난 공주가 스스로 돌아올 결심을 하기 전 여도를 거론하며
돌아올 것을 종용했다. 그런데

명행정의록 의 위부 사람들은 양현강의 내면의

문제를 그의 입장에서 염려하고 배려한다. 특히 위천유는 양현강 삶 전체의 아
픔에 대해 이해하며 그 마음의 울혈(鬱血)을 풀어주고자 했다. 더불어 위천강에
게 양현강이 시간적, 공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예대하라 조언하
며 양현강 앞날의 안녕을 염려해주었다. 이러한 위천유의 곡진한 ‘이해’가 양현
159) 실제로 정신적 문제는 신체적 징후로 나타날 수 있다. 이를 일반적으로 ‘신체화’(somatization)라
고 하는데, 이는 방어기제의 하나로, 정서적 고통 혹은 감정 상태들이 신체적 증상으로 바뀌는 현
상을 말한다. 미국정신의학협회(APA)에서 발행하여 정신병 분류 및 진단 절차에 사용되는 DSM-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에 따르면, 양현강의 사지가 마비된 현상은 신체화 가운데 ‘전환장
애’(Conversion Disorder)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환장애는 신경학적 질병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경 쇠약, 마비, 떨림, 근육긴장이상 같은 증상을 보이며, 심리적 혹은 신체적 스트레스나 외
상과 관련되어 나타난다. APA, 권준수 외 역,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DSM-5 , 학지사,
2015, 333~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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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마음을 움직여 그 분울한 내면이 위로되고 신체적 병증도 치유될 수 있었
던 것이다.
남성인물의 폭력에 대해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이토록 밀도 있게 그릴 수 있
었던 것은 폭력의 심각성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것이 개인에게 얼마나 치명적
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인식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아울러

명행정의록

의 서사는 인물 개인의 내면을 깊이 있게 조명하면서, 부부 관계에 있어 인물
과 인물의 내면이 어떻게 만나고 섞이며 분열하는지 구체적이며 생동감 있게
그리는데, 그럼으로써 부부 간 지켜야할 규범 너머의 감성 교류의 중요성을 보
여준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정념이 비교적 관대하게 인정되고, 남성의 폭력이
엄격히 부정되었다. 그 결과 부부 간 일방적 관계, 수직적 관계보다 상호적, 수
평적 관계가 형성되고 지향된 세계가 그려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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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족외(族外)의 관계 양상
1. 군신 관계
1) 의(義)의 상실
소현성록 에서 주목할 군신 관계는 소현성, 소운성 부자와 송태종(宋太宗)과
의 관계이다. 소현성은 일찍이 14세에 과거에 급제하고 이후 10년 만에 우승상
에 오르는 등 출세가도를 달린다. 태종은 소현성을 동량지재(棟梁之材)로 대접
하며 극진히 총애한다. 소현성 역시 총애 받는 만큼 나랏일에 충성을 다하는데,
태종이 태조의 태자 덕소(德昭)를 죽이는 일이 발생하자 천자와 조정일에 회의
를 느끼게 된다.
이적의 샹이 태(太子) 덕슈(德昭) 죽이[시]니 참졍[소현성]이 차아 탄왈
“만승(萬乘)의 긔업(基業)이 비록 크나 지친골육(至親骨肉) 잔해(殘害)믈 풀닙
티 니 뎨 곳 태조(太祖)의 태(太子)로 타일(他日) 뎍(籍)을 니을 쟤라. 그 죽
으미 명〃히 알니로다.” 불승(不勝) (恨)되 됴뎡(朝廷)의 구듄 팔왕 등도 
일이 업디라. 드여 [야반(夜半)] 쵹영(燭影事)도 시 듯고 믄득 마음을 셰
샹의 머므디 아니코 벼을 불의(不意)예 디 못여 소임(所任)의 나아가나
범(凡事) 동관(同官)의게 미러 보내고 죵일토록 입을 여러 시논(時論)과 졍
(政事) 다리디 아니니, 비록 벼이 놉고 명망(名望)이 듕나 과연 긔
(史記) 가온대 일홈이 업니 그 활연(豁然) 쳥아(淸雅)믈 가히 알니러라.160)

덕소는 송태조의 아들이자 당시 천자 태종의 조카이다. 송태조는 황위를 아
들 조덕소(趙德昭)가 아니라 동생에게 물려주었다.

송사 에 의하면 태종이 자

리를 비웠을 때 덕소를 황위에 올리자는 논의가 있어 태종이 불쾌감을 표하자
덕소가 자결했다 한다.161) 그런데

소현성록 에서는 태종이 덕소를 죽였고 더

욱이 태조도 태종에 의해 사망했다는 설정을 취한다. “야반(夜半) 쵹영(燭影
160) 소현성록 4권 47면.
161) “太尉四年, 從征幽州, 軍中嘗夜驚, 不知上所在, 有謀立德昭者. 上聞不悅, 及歸以北征不利, 久不行
太原之賞, 德昭以爲言, 上大怒曰; ‘待汝自爲之賞未晚也.’ 德昭退而自刎.” ｢위왕정미, 연왕덕소, 주왕
덕방｣(魏王廷美, 燕王德昭, 奏王德芳), ｢열전｣(列傳) 제삼(第三), 송사 (宋史) 권244(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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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가 바로 그것인데, 태조가 위독할 때 동생 조광의(趙匡義)[태종]가 문병을
갔는데 둘만 있는 상황에서 태조가 조광의에게 전위하였다 한다. 그런데 이때
조광의가 도끼를 땅에 던지는 모습을 촛불 그림자로 봤다는 소문이 전해져 태
조의 죽음이 태종에 의한 타살일 가능성이 이야기되었고,
일이 사실로 간주되고 있는

소현성록 에서는 이

것이다.162)

이것이 사실이라면 태종은 천자가 되기 위해 형과 조카를 죽인 패륜아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소현성은 그 패륜적 행위를 혐의하여 천자에게서 마음이 떠나
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조정에 나아가도 전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정사에 임
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일을 미루며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다. 서술자는 그렇기
때문에 소현성이 벼슬이 높고 명망이 중했어도 사기(史記)에 이름이 없는 것이
라 서술하며 “그 활연(豁然) 쳥아(淸雅)믈” 가히 알만하다 평한다.
그런데 소현성의 행위가 서술자의 평가처럼 긍정될 만한 일인가. 소현성은
과거 급제 후 충성된 신하로서 별다른 내외적 갈등 없이 공무에 임했다. 천자
의 명이기에 화수은과 석명혜 두 부인과 이미 혼인한 상태에서 여부인과 별로
원치 않은 세 번째 혼인을 올렸으며, 도적이 난을 일으킨 험지에도 기꺼이 출
정(出征)하여 어려운 임무를 수행하였다. 충성스러운 태도와 탁월한 업적으로
태종의 총애를 받으며 승승장구 벼슬이 높아져만 간다. 그러던 중 태종이 조카
이자 태자인 덕소를 죽인 사건과 대면하게 되고, 과거 태조의 죽음에도 연루되
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이다.
충성의 대상이 패륜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환멸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더욱이 소현성은 유학적 윤리 규범을 내재화한 인물이기에
어떤 이유에서라도 태종의 행위를 진정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적 변화 이후 소현성이 보인 태도는 유학적 이념을 지향하는 사대부답
지 않다. 높은 직위에 있는 결정권자로서 공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면
서도 벼슬자리를 고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물 다섯 이른 나이에 우승상에
임명된다. 여전히 천자는 그를 총애했으며, 소현성은 천자에게 환멸을 느끼면서
도 그 총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유학적 군신 관계는 기본적으로 ‘의’(義)로 맺어진 관계이다. 군
162) 황종희(黃宗羲)가 편찬한 명문해 (明文海) 권218의 ｢서송기수종고후｣(書宋紀受終考後)에 “송 태
조가 죽을 때 고명대신이 주위에 한 명도 없었으며 또 궁인(宮人)도 뿔뿔이 다른 곳으로 보내어 도
끼 소리와 촛불 그림자 사이에 의심이 들도록 만들었으니 이것이 그 의문점의 하나이다.”(太祖臨崩
之際, 顧命大臣無一人在旁, 而又散遣宫人, 使致疑于斧聲燭影之間, 此其可疑者一也.)라는 기록이 있다
(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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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예(禮)로써 신하를 대해야 하고 신하는 의(義)로써 군을 섬겨야 한다. 여
기서 ‘의’는 개인적 호오(好惡)와 사심(私心)이 아니라 유학적 ‘도’(道)와 관련된
것으로 ‘공의’(公義)에 가깝다 할 것이다. 그런데 소현성이 군주에게 보인 태도
는 어떠한가. 태종은 예를 잃었다. 소현성의 윤리적 기준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가 섬기는 이는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족 윤리를 잔인하게 파
괴한 인물이다. 그렇다면 신하로서 소현성은 의롭게 군주의 잘못을 간해야 마
땅하다. “남의 신하된 도리로서 임금의 잘못을 드러내어 간(諫)하지 않는다. 세
번 간해도 듣지 않을 때는 그곳을 물러간다.”고 했다.163) 이것이 유교 사회 충
성스러운 신하에게 요구된 마땅한 자세이다. 그런데 소현성은 간언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다. 녹봉을 받으며 더 높은 벼슬에 나아가면서도 그 임무를 성실
히 수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현성은 스스로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마련하지 않고, 서술자 역시 별다른 설명 없이 그의 행위가 활연(豁然)하고 청
아(淸雅)하다며 문제적 행위를 윤리적 인물이라는 소현성 캐릭터에 은폐시켜 버
린다. 그리고 소부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명문대가(名門大家)의 명성을 유지
하는 데 아무런 내적, 외적 갈등을 겪지 않는다.
그런데 이후 태종의 동생 명현공주가 소운성을 택부(澤夫)하면서 천자와 소
부와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일이 생긴다. 앞에서 살폈듯 소운성이 형강아와 혼
인한 이후 우연히 명현공주의 눈에 들어 늑혼을 당하게 된 것이다. 명현공주의
무례한 청혼에 분노한 운성이 극력히 혼사에 저항하면서, 그 아비 소현성 역시
부당한 천자의 명에 처음으로 반기를 들게 된다. 소운성과 형강아가 혼인한 지
이미 3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명현공주와 운성의 혼인을 위해 형강아를 폐출하
여 보내라는 것이 천자의 뜻이었다. 이에 소현성은 아내를 폐출할 때는 칠거지
악(七去之惡)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명분 없이 부귀를 탐내 아내를 버린다면 소
부가 욕을 듣는 것은 물론 천자의 덕(德)이 상할 것이라며, 자신의 뜻이 “
(四海) 공논(公論)을 ”함이라 재차 아뢴다.164) 그 일로 감옥에 갇힌 후에도
군신지의(君臣之義)와 삼강오상(三綱五常)을 일컬으며 자신의 행위가 군신지의
(君臣之義)를 기반으로 한 윤리적 행위라 주장한다.
기실 소현성의 주장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명현공주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미 3년이 지난 부부 관계를 깨뜨리고 젊은 나이의 형강아를 폐출시켜
163) “爲人臣之禮, 不顯諫, 三諫而不聽, 則逃之.” ｢곡례｣(曲禮), 예기 (禮記)(이상옥 역, 명문당, 2012,
167면).
164) 소현성록 6권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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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을 독수공방케 하는 것은, 형강아 개인에게도 그를 사랑하는 소운성에게도
매우 불행한 일일 뿐 아니라, 당대의 윤리강상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소현성
의 말처럼 부귀하고 영화로운 새 아내를 맞기 위해 칠거지악의 죄를 범하지 않
은 아내를 버리는 것은 신의(信義) 없는 일로 유교적 질서를 해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때문에 소현성의 주장은 아들이나 며느리의 개인적 행복을 위한 것만
이 아닌 사해(四海) 공론(公論)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합당한 주장을 내세우던 소현성은 한순간 자신의 뜻을 돌이킨
다. 어머니 양부인이 “샹의(上意) 조차 문호(門戶)의 화 브디 말라.”165)
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소현성은 매양 편모(偏母)를 염려하여 직론(直論)을 세
우지 못한다고 탄식하며 뜻을 굽히기에 이른다. 스스로의 생각이 바뀌어서도,
천자의 설득에 납득되어서도 아니라, 가문에 화를 부르지 말라는 모친의 명에
순종해야겠기에 내린 결단이었다. 이 국면에서 소현성이 충(忠)과 효(孝) 가운
데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느냐가 단적으로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효의 성격에는 가문의 유지와 번영이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소부에 시집 온 명현공주가 안하무인(眼下無人)의 언행을 하며 소운성
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소부 어느 누구의 마음도 얻지 못하던 가운데, 소
운성은 공주에 대한 불만과 함께 천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키워나간다. 소운
성과 명현공주의 갈등으로 드러나는 소부와 황실 간의 균열을 살펴보자.
부인[석명혜]이  일이 업서 탄왈 “네 말을 이러 하거니와 반시 대홰(大
禍) 나리니 공 날로 보건대 어딜고 아다오니 엇디 무단히 박(薄待)리
오?” [소운성]이 탄식 왈 “(慈敎) 비 여시나 아  각건대 형
시로 현격(懸隔)니 마 동낙(同樂)디 못리니, 쇼 스로 뎡심(正心)되
쳔챵(賤娼)이라도 음이 어딜면 동낙(同樂)고 귀인(貴人)이나 심디(心志) 브졍
(不正)면 동낙(同樂)디 아니려 니, 믈며 공쥬 싀랑(豺狼)의 음이오
일희 거동이니 님군과 동을 죽이려  문호(門戶)의셔 댱(生長)여시니 내
만일 후(厚待)야 그 디 더욱 방(放恣)면 반시 쇼 죽일 인물이니
처음의 멀리만 디 못나이다.” 부인이 아연냥구(啞然良久)의 왈(責曰) “신
(臣子) 국녹(國祿)을 먹으며 님군을 훼방미 온 난신(亂臣)이라. 네 엇디 망
녕된 말을 야 황야(皇爺) 욕리오? 내 아직 짐쟉야 죄 주디 아니거니
와 너 모미 팀묵(沈默)야 언필찰(言必察)며 필신(行必愼)야 조션(祖
先)과 부형(父兄)을 욕디 말나.” 이 묵연(默然) 샤례러라.166)
165) 소현성록 6권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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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혜가 아들 소운성을 불러 명현공주와 화락할 것을 명하는데, 운성은 공
주가 임군과 동생을 죽이려 하는 문호에서 생장하였다며 황실 전체의 윤리적
결함을 거론한다. 임군과 동생을 죽이려 한다는 말은 앞서 언급했듯 지금의 태
종이 형 태조를 시해했다는 의혹과, 이후 동생 조광미(趙光美)를 배척하다 죽게
한 일을 말한다.167) 태종이 황위에 오르기 전후 발생한 주변 가족들의 죽음은,
정치적 이해와 역학관계에 맞물려 많은 의혹을 자아내면서 태종의 정당성을 의
심케 했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 사
회에서 가족 간의 패륜적 행위는 황위의 정당성을 실추시키는 빌미가 된다. 이
러한 정치적 맥락을 감안할 때 소운성의 발언은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
를 야기할 만큼 위험한 내용이다. 때문에 석명혜가 아연실색하여 엄히 경계하
고 단속한 것이다. 그런데 송태종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소현성에게도 포착되었다. 다만 그는 진중하게 처세하며 위험한 생각을 발설하
지 않을 뿐이었다. 이와 같은 인식은 사실 소부 구성원 전체가 공유한 것이라
여겨지는데 다음의 장면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드러난다.
뎌 명현공 잠간 시셔(詩書) 아디라 믄득 부(自負) 무인(無人)야 내
라 닐오 “졔슉(諸叔)과 부마(駙馬) 의논이 지극 올시나 뎨 어딘이 이셔도
사오나오니 만니 당태종(唐太宗)이 소날왕비(巢剌王妃) 며 건셩(建成),
원길(元吉)을 샤갈니 엇디 무상(無狀)티 아니리오? 금셰(今世)예도 다시 잇가
졔슉(諸叔) 뭇이다.” 졔(諸生)이 흠신(欠身) 답왈 “공쥬의 고견(高見)이 올
신디라. 당태종(唐太宗) 소날왕비(巢剌王妃)  인면슈심(人面獸心)어니와
건셩(建成), 원길(元吉) 죽이믄  위미니 구여 그디 아니〃이다.” 니
원 졔쇠 다 찰심공손(察心恭遜)고 총민영호(聰敏穎悟)니 범(凡事) 무심
히  일이 업 고로 이예 혬의(嫌疑)예 간셥야 이리 니나 본심이 아니어
, 공  의긔(意氣) 비양(飛揚)여 우회(憂懷) 채 펴 오 “우리 셩샹
(聖上)과 태죄(太祖) 듕흥(中興)시니 외인(外人)이 닐오 ‘본은 태조 덕으로
득텬(得天)해라’ 니 이 엇디 우디 아니리오. 믈며 우리 황얘(皇爺) 뇽호
보(龍行虎步) 텬신(天臣)이라 다 아디라. 엇디 딘교역(陳橋驛)의 가 졔쟝(諸

166) 소현성록 6권 36면.
167) 조광미는 송태조 조광윤의 넷째 동생으로 송사 (宋史)에 따르면 태종 즉위 이후 정치적으로 배
척당하다가 교만 방자하여 모반을 일으키려 한다는 모함을 받아 파직되고 방주(房州)에 안치되었다
가 죽었다고 한다. ｢위왕정미, 연왕덕소, 주왕덕방｣(魏王廷美, 燕王德昭, 奏王德芳), ｢열전｣(列傳) 제
삼(第三), 송사 (宋史) 권244(中國基本古籍庫 [electronic Resourc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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將)을 부쵹여 위텬(爲天子) 태죄(太祖) 득텬하(得天下)미 이시리오?” 졔
(諸生)이 고히 너겨 갓 유〃 이라. 운셩이 격분 이긔디 못야
믄득 졍 왈 “고로 국가(國家) 티란(治亂) 흥망(興亡)은 부인 녀의 알 배 아
니라. 믈며 태조(太祖) 황얘(皇爺) 협마역(夾馬驛) 향긔와 대의 글과 딘교역
(陳橋驛)의 가 냥일(兩日)이 도며 오셩(五星)이 모 보고 졔쟝(諸將)이 인심
을 조차 황포(黃袍) 밧드러 드리니 엇디 부쵹시미리오? 공 녜의(禮義)와 인
(人事) 모시고 션뎨(先帝) 모욕며 조종텬하(祖宗天下) 간교히 어든
고드로 미뢰시니 이럴딘대 태조(太祖) 분명히 모신 배니 셩샹(聖上)이 졔쟝
(諸將)을 브쵹미로소이다.” 공 연(勃然) 대로(大怒) 왈 “부매(駙馬) 말을 간
대로 니 이 므 도리뇨? 무단히 황샹(皇上)을 모함니 만일 다릴딘대 뎡형
(正刑)을 도망티 못리라.” 이 십분(十分) 대로(大怒)야 눈을 놉히 고 말
을 고져 거 셕부인이 급히 을 지 (…) 공이 십분(十分) 경녀(驚慮)
야 셔헌(書軒)의 나와 을 불러 유(開諭)야 오 “사이 음을 지극
조심야 닷고 말을 간대로 아니며 직언(直言)도  고 니 내 앗가 드
니 네 공쥬로 더브러 힐난(詰難)미 잇다 니, 갓 혈긔(血氣)예 분을 인야
큰 홰(禍) 비 줄을 모니, 셜 공 발셜티 아니나 궁인이 듯고 언(此言)
이 대(大內)예 드러가면 샹의 드시미 손 뒤혬 디니 너와 내 머리 업
귀신이 되기 면리오? 뎌 공쥬의 무식 말이 임의 한심커 네 엇디 그 말을
죡수야 도로혀   되리오? 믈며 너와 내 텬수(天數) 도망티 못야
임의 됴신(朝臣)이 되고  그 녹을 먹으며 북면(北面)야 셤길딘대 엇디 감히
그 님군의 시비(是非) 구외(口外)예 내며 음의 죡디 못 일이 이신 님군을
원망랴? (…)”168)

소부 구성원들이 모여 시사와 예악을 논하던 중 명현공주가 대화에 끼어들어,
당태종이 아직 진왕이었을 때 태자인 형 건성과 아우 원길을 죽이고 스스로 태자
가 되어 형의 아내였던 소날왕비를 후궁으로 취한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묻는
다. 이에 소부의 남성들은 당태종이 소날왕비를 취한 일은 인면수심(人面獸心)이
나, 건성과 원길을 죽인 일은 사직(社稷)을 위한 일이니 그르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공주에게 혐의를 받을까 꺼려 둘러댄 말이고 본심이 아니었다. 이어
공주가 자신의 부친 태종의 업적을 높이며 태조를 깎아내리고 비웃자 운성이 참
지 못하여 그 그릇됨을 따지던 중 태종을 욕되게 하는 말을 한다. 이에 공주가
화를 내자 석명혜가 개입하여 운성을 꾸짖으며 사태는 봉합된다.
그런데 소부 구성원들은 공주 앞이라 차마 속내를 밝히지 못할 뿐 태종에 대
168) 소현성록 6권 69~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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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소운성과 다르지 않게 인식하고 있다. 서술자가 이들의 반응에 대해 혐의에
간섭하여 이리 말하나 본심이 아니었다 서술한 데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늦
게 퇴궐한 소현성이 이 사건을 듣고 운성을 불러 경계할 때에도 그의 생각 자
체를 교정하거나 꾸짖지 않는다. 이미 조정의 신하가 된 몸으로 어찌 군주의
시비(是非)를 입 밖에 내며 군주를 원망하느냐 경계할 따름이었다. 인용문

에

서 본 바와 같이, 내색하지 않을 뿐 소현성 역시 천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친까지 나서 경계하는데도 소운성은 여전히 명현공주와 심각하게 불
화하고 급기야 공주의 참소로 천자의 분노를 사게 된다. 이에 소운성은 물론 형
부 사람들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 이때 소현성이 나서 천자에게 공주의 무도
(無道)한 행태를 조목조목 고함으로써 화를 피하지만, 이 일로 천자에게 책망당한
공주가 한층 더 분노하여 시가 식구들, 특히 소현성과 양부인을 욕하는 지경에
이른다.169) 이에 소현성은 공주를 사옥에 가두고 국법으로 처리하리라 단호히
결단한다.
그동안 명현공주의 무례한 행동에도 일언반구(一言半句) 꾸짖는 일이 없던 소
현성이 이토록 결연히 처벌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모친 양부인을 욕보였기 때문
이다. 장인 석공이 찾아와 소현성의 결단을 말릴 때에 그는, 공주가 지아비를 죽
이려 꾀를 내었지만 미수에 그쳤으니 덮어두었는데 이제 편모와 선친을 욕하기까
지 하니 참을 수 없다 말한다. 팔왕이 찾아와 군신지의를 들어 개유할 때도 부
모를 욕한 일은 용서하기 어렵다 말하며 공주의 강상지죄를 벌해야 한다는 주
장을 굽히지 않는다. 아들을 죽이려 한 일은 덮어둘 수 있어도 모친을 욕한 일
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 소현성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때 양부인이 나서 공
주를 죽이지 말라 명하니 비로소 주장을 철회한다. 황실을 위한 충성된 마음에
서도 공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도 모친의 명령에 다시 생각을 돌이킨
것이다. 소현성에게 있어 모친의 뜻은 여전한 제일의 행위 규범이다. 그것은 소
현성의 신념, 의지, 감정에 절대적으로 우선하며 공적 가치와 윤리도 압도한다.
작품 내내 소부는 송황조의 번영을 함께 누린 가문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그들
169) 소현성이 천자에게 명현공주의 죄로 거론한 사항은 모두 여섯 가지로 다음과 같다. “공 임의
신의 집의 오시나 죠곰도 부녀(婦女)의 도리 아냐, 몬져 신의 어미로 좌(對坐)시고, 조 창
쳡(娼妾) 오인(五人)을 귀 갓고 코흘 버히고, 세재 운셩을 졍형(正刑)으로 버히시 비시고,
네재 형시 려와 모 동여 녀흐랴 시고, 다재 요무(妖巫) 쇼무신을 쳥야 운셩의 명
(命)을 고, 여재 신의 어미 욕시니, 폐하 기 혜아려 보쇼셔. 그 죄상이 가히 츌뷔
(黜婦) 될 이리잇가. 실노 그 목숨 보젼미 만(萬幸)이라.” 소현성록 8권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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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가문의 이익과 황실의 이익, 천자의 의지가 상합할 경우 황실을 위해 힘써 나
서지만, 불합할 경우 ‘군신유의’의 유학적 지향과 괴리된 행태를 보였다. 소현성
은 자신이 섬기는 군주의 패륜적 행위에 침묵하며 맡은 공직을 사임하지도 않은
채 직무유기의 태도를 보였다. 신념에 따른 주장을 내세우며 천자의 부당함에 맞
서다가도 가문에 화를 부르지 말고 천자를 따르라는 모친의 명에 순식간에 입장
을 바꿔 복종했다. 그 결과 소부는 번영했으나 공의(公義)가 설 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본디 군신 간의 ‘의’(義)란 백성들에게 인정(仁政)을 베푸는 왕도정치를 위한
것으로, 신하들은 군주가 인(仁)을 ‘추기급인’(推己及人)하여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야한다. 그러기 위해 유자(儒子)들은 “나아가서는 충성을 다할 것을 생각하
며, 물러나서는 임금의 과실을 바로잡을 것을 생각하여, 그 아름다운 것을 받들
어 따르고, 그 나쁜 것을 바로잡는다.”는 행동 윤리를 실천하고자 했던 것이
다.170) 이로써 보면 소현성은 천자의 인정(仁政)을 제대로 보필했다고 할 수 없
다. 더욱이 천자와의 관계에서 군신 간 윤리인 ‘의’(義)나 ‘충’(忠)이 우선적으로
추구되지 않았다. ‘효’(孝)에 대한 지향이 소현성의 국가적 사회적 활동의 중요
한 행동 기제였고, 따라서 효가 군신 윤리와 충돌할 때는 어김없이 전자를 우
선했다. 양부인이 추구한 것은 소부 구성원들의 안위와 가문의 번영이므로, 가
문의 안위와 번영에 방해가 될 경우 ‘충’, ‘군신유의’, ‘사회적 공의’ 등의 가치
는 외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현성이 작품 내에서 천자, 대신과 가족들
그리고 서술자에 의해 훌륭한 공적(公的) 인물로 칭양된 것을 볼 때,

소현성록

의 세계는 ‘군신유의’와 같은 사회적 윤리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
다 할 수 있다. 오히려 군신 관계를 통해서도 부모에 대한 절대적 복종을 미덕
으로 강조하며, 존속과 번영을 향한 가문의 욕망에 다른 윤리를 귀속시키고 이
용하는 행태를 인정하는 의식을 보인다.

2) 혼군(昏君) 보필의 갈등
유효공선행록 에서 유부는 유학적 가치 규범에 비추어 미흡한 지점이 많은
가문이었다. 우선 유부의 가부장 유정경은 혼암하고 편벽된 인물로, 시비판단에
서툴고 공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재
170) “進思盡忠, 退思補過, 將順其美, 匡救其惡.” ｢명륜｣(明倫), 소학집주 (小學集註)(성백효 역, 앞의
책, 1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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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하며 피의자의 위세에 굴종하고, 뇌물 받은 아들 유홍의 감언이설(甘言利說)
에 현혹되어 오히려 유가족을 벌주는 부당한 판결을 내린다. 더욱이 유홍은 뇌
물을 받아 부친 유정경의 판결에 부당하게 간여하고, 조정 농단 세력과 결탁하
는 등 이익 추구에 몰두한다. 그는 유교 규범을 지향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
에 구애되지도 않는 인물이다. 주동인물 유연만이 삼강(三綱)의 윤리를 실현하
기 힘든 패악한 환경에서 유자(儒子)로서의 삶을 추구하며 힘겹게 고투한다. 그
런데 유연의 고투는 부친과 동생, 가족 관계에 집중되어 있어 군신 관계와 관
련된 서사의 비중이 적다. 유연은 충간(忠諫)하였다가 유배를 당하기도 하지만
훗날 그 의로움을 인정받아 중용되고, 이후에는 천자의 총애를 받으며 공무에
임한다. 동생의 처형을 감형시키기 위해 공적 지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공의(公義)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하지만,171) 그것은 군주에 대한 의리를 배
반했다거나 ‘충’이란 윤리적 가치와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부의 이익과 번영이 황실 혹은 조정의 이익, 번영과 합치되는 설정이
지속됨으로써,

유효공선행록 에서 군신 관계는 주요 서사를 구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큰 틀에서 군신지의(君臣之義)가 논쟁적인 장면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유씨삼대록 의 유부는 유학적 질서와 윤리를 엄격히 준수하는 가문으

로 그려진다. 제가(齊家)의 책무를 맡은 이들은 가문 밖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하
지만 가문 내부의 사람들에게는 높은 윤리 기준을 강조하며 어떤 공동체보다도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록 에서 유연이 확보한 공적 지위는

유효공선행

유씨삼대록 에 계승되어 유부는 신임 받

는 명문대가(名門大家)의 지위에서 한 순간도 벗어나지 않는다. 유우성을 위시
한 유부 남성들은 순조롭게 과거에 급제하고 국가적 어려움에 적극적으로 나서
혁혁한 공적을 세운다. 황실의 부당한 요구가 없지 않았으나 소현성처럼 저항
하지 않고 복종하는 태도를 보인다. 천자 역시 기본적으로 유부를 매우 신뢰하
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는 관대하게 귀를 기울인다. 그런데 우호적인 군신 관계
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씨삼대록

곳곳에서 천자의 무능을 지적하는 대목들이

등장하며, 전체 서사를 통괄하여 유부가 황실보다 우월한 공동체로 그려진다.
여기서는

유씨삼대록 의 군신 관계, 군주과 신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나타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천자의 총애를 받아온 유우성은 유세형과 진양공주를
171)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家長權) 행사의 문제｣,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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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혼인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지자 처음으로 곤란함을 느낀다.

소현성록 에서 명

현공주 사혼(賜婚)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부의 상황이 유부에서도 펼쳐지게 된
것이다.
샹이 즉시 뉴승샹[유우성]을 패툐(牌招)샤 인견(引見)시고 뎐교(傳敎) 왈
“딤의 쇼 진양공 하가(下嫁) 년긔(年紀)로 부마 맛당히 디 못더니
태후낭〃(太后娘娘)  셰형을 보시고 셩심(聖心)의 합당(合當)샤 부마 뎡
시니 션은 지실(知悉)여 뉵녜(六禮) 구(具行)라.” 승샹이 대경(大驚)
여 돈슈(頓首) 왈 “식 아믄 아비만 흐 니 업니 신(臣子) 셰형이 용
우무지(庸愚無知)와 공믈이라도 블가옵거, 믈며 댱쥰의 녀로 뎡와 길
일(吉日)이 갓갑고 빙녜(聘禮) 여오니 비록 화촉지녜(華燭之禮) 미구(未
具)여나 져리디 못올디라. 부귀로 엇디 약(背約) 무신(無信)을
리잇고?” 샹이 변 왈 “공은 국가대신(國家大臣)이어 엇디 이런 말을 
뇨? 태휘(太后) 부마 시매 딤이 〃 의(意) 봉승(奉承)여 공쥬의 죵신대
(終身大事) 뎡리니 셰형이 댱녀 여시나 님군의  막디 못려든,
믈며 셩녜(成禮) 젼이니 엇디 됴고만 언약으로 군명(君命)을 블슈(不受)니 대
신(大臣)의 도리(道理) 아니로다.” 승샹이 황공 샤죄고 나오매 셰형이 샹소를
하 죵블윤(終不允)시고 틱지(勅旨) 리워 흠텬감(欽天監)의 길일(吉日)을
며 공쥬궁을 뉴부 겻 지으라 시니 승샹 부 텬은(天恩)을 외람(猥濫)
고 감격나, 셰형은 댱쇼져의 옥용(玉容)을 모여 손곱아 기리다가 쳔만
의외예 이런 일을 만나니 두샹(頭上)의 벽녁(霹靂)이 블의(不意)예 린  집의
도라와 사모(紗帽)와 됴의(朝衣) 버서 후리치고 모부인 무릅 아 누어 탄식 왈
“쇼 닙신양명(立身揚名)여 부모긔 영화 뵈고 황사(皇使) 만니(萬里)의 공
을 셰워 대댱부(大丈夫)의 을 쾌히 고져 더니 엇딘 고로 금댱슈막(錦帳繡
幕)의 아리온 손이 되여 구〃 쟉위의 괴로온 경을 당 줄 알니잇고. 믈
며 댱시 현문법가(賢門法家)의 녀라 임의 슈빙(受聘)야 례(采禮) 언약(言
約)이 굿더니 부귀로 져 리미 신(信)이 아니라 쇼 리 샥발피셰(削髮
避世)코져 이다.”172)

천자의 사혼에 유우성은 거절 의사를 밝히지만 천자는 엄히 명을 받들라 명
한다. 유우성은 이에 사죄하고 명을 따르나, 이미 정혼자 장혜앵의 미모에 반한
유세형은 마음을 다잡지 못해 모친 앞에서 차라리 삭발하여 피세(避世)하고 싶
다며 하소연한다. 유우성, 유세형 부자가 천은(天恩)을 외람(猥濫)하고 감격한다
172) 유씨삼대록 1권 80~2면.

- 123 -

는 서술자의 설명과 달리 기실 공주의 사혼은 유부를 당황시킨 명이었다. 유우
성은 사양의 뜻을 밝혔다가 천자의 엄지(嚴旨)에 승순(承順)하고 물러나고서도
황실과의 혼인에 큰 부담을 느끼는데, 특히 수절을 자처한 장혜앵의 앞날을 걱
정하며 불안해한다.
그럼에도 유부에서는 천자의 명을 받들고 진양공주를 며느리로 맞이한다. 그
리고 ‘Ⅲ-2. 부부 관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진양공주의 인품이 훌륭한 덕에 유
부와 황실 간의 갈등은 발생하지 않는다. 오직 혼인 당사자인 유세형만이 장혜
앵을 잊지 못해 진양공주와 극렬하게 갈등하지만, 그것은 세형의 개인적 과오
로 치부되면서 세형이 징치되고 공주가 옹호되는 형국이 벌어진다. 부부 갈등
이 진양공주와 유부, 황실과 유부의 갈등으로까지 확장되지 않는 것이다.
유씨삼대록 에서 역시 천자나 황실 자체가 긍정적으로만 그려지지 않는다.
천자는 후궁, 환관 무리에 미혹되어 황실의 문제나 정사(政事)를 그릇되게 판단
하기도 하는 결함 많은 존재이며, 때문에 유부에서는 때때로 황실과 거리를 두
기도 한다.
진공[유세형]의 오형뎨(五兄弟)와 양 등 삼인이 갈치 을 일치 아냣더
라 셔(子壻) 팔인의 문(文學)과 덕(德行)이 만일 시졀을 만나 티군민(致
君澤民)여 그 도(道) 펼진 죡히 텬하(天下) 어(御)여 국개(國家) 태평
고 이(四夷) 빈복(賓服) 거시로 님군이 그 님군이 아니오 시졀이 그 시졀이
아니라. 딘번(陳蕃) 니응(李膺)의 화(禍) 두려 쇽졀업시 아 거 초고 유〃
히 소임을 다려 댱야지음(長夜之飮)여 셰월을 보내니 그 군신졔회(君臣際會)
 아니미 엇디 앗갑디 아니리오173)
이  가졍(嘉靖) 십이 년이라 텬(天子) 졍(政事)의 게어샤 샹셔(祥瑞)
도(圖讖)을 슝샹(崇尙)시니 이 요란고 변방(邊方)이 조 반디라.174)

인용문

는 중양절이 되자 유부에서 잔치를 열어 온 가족이 즐기는 장면에

대해 서술자가 논평한 부분이다. 진공은 유세형이며, “진공[유세형]의 오형뎨
(五兄弟)와 양 등 삼인”은 유세형의 형제, 즉 유우성의 아들과 사위들을 말한
다. 각각 유세기, 유세형, 유세창, 유세경, 유세필, 양관, 양선, 사강으로 “셔
(子壻) 팔인(八人)”이다. 서술자는 이들 모두 문학과 덕행이 뛰어나므로 치군택
173) 유씨삼대록 7권 84~5면.
174) 유씨삼대록 11권 4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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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致君澤民)한다면 태평성대가 될 것인데, 훌륭한 군주와 좋은 때를 만나지 못
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고 평한다. 유부 구성원들은 신하로서 출중한 인
물들이지만 천자가 그렇지 못해 그들의 능력을 나랏일에 다 발휘하지 못한다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서술된 “딘번(陳蕃) 니응(李膺)의 화”는 소위 ‘당고지
화’(黨錮之禍)로 알려져 있는 일로, 후한(後漢) 환제(桓帝) 때 환관들이 정권을
전단(專斷)하자 진번(陳蕃)과 이응(李膺)이 이를 바로잡으려 하다 도리어 화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이 장면의 시간적 배경이 명나라 정덕제(正德帝) 시절인데
정덕제 역시 환관의 전단에 휘둘렸으므로 서술자는 당고지화를 언급하며 당대
황실의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인용문

은 시간이 흘러 정덕제가 사망한 뒤 즉위한 가정제(嘉靖帝) 때의

상황인데 가정제에 대한 평가 역시 좋지 않다. 가정제는 정덕제의 사촌으로 정
덕제가 익사 사고로 일찍 사망하여 후사가 없자 제위를 잇게 된 인물이다. 이
때 명나라는 북으로는 몽골, 남으로는 왜구 등 외세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는데
가정제는 도교에 심취하여 난정(亂政)을 치르기도 했으니 치세를 잘했다고 하기
어렵다.

유씨삼대록 의 서술자 역시 이러한 역사적 평가의 시각에서 천자가

정사에 게으르고 상서(祥瑞)와 도참(圖讖)을 숭상하여 주변 국가들이 자주 반란
을 일으킨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국의 혼란이 극심해지자 유세형이 나서 간신(奸臣)들을 척결하려
한다. 가정 6년에 귀비 장씨가 황후 시해를 시도하고, 환관들이 권력을 농단하
며 조정 관료들을 해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유세기를 비롯한 유부 형
제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생각하여 조정에서 물러나는데, 강개한
성정의 유세형은 국정 농단의 세력들을 베기로 마음먹고 아들 유관의 만류에도
결의를 굳히며 채비한다.
조정이 혼란하고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자 국은(國恩)을 입은 신하로서 그것
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나선 유세형의 태도는 충신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농
단에 대해 천자에게 간언을 해보았자 환관에게 침닉해 있는 천자는 아무런 문
제의식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 아래, 불의하게 농권해인(弄權害人)하는
무리를 직접 척결하고 이후 천자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결의는 죽음을 각오했
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유세형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위태로워지는 일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때 장손상궁이 진양공주의 서간을 유세형에게 전한다. 진양공주는
이미 세상을 뜨고 없지만 선견지명이 있는 그가 이런 사태에 대비해 유세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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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서간을 남겼던 것이다. 그리고 그 서간을 본 유세형은 결심을 돌이켜 조정
의 일에 간여하지 않기로 한다. 죽음을 결의할 만큼 굳은 마음으로 나서던 그
가, 아버지 안위를 걱정하는 아들의 만류에도 흔들리지 않던 그가 무엇에 설득
되었던 것일까.
‘툥 진양은 돈슈(頓首再拜) 진공 좌하(座下)의 올니니, 사이 셰샹의
나매 일일(一生一死) 고금의 면티 못니 진양이 엇디 홀노 면리오.
슈연(雖然)이나 공이 진양을 죽은가 아디 말나. 몸은 비록 죽어시나 음은 멸티
아냐 공의 신샹(身上)과 국가(國家) 위여 념녀니, 례감(司禮監) 진규
등이 오날이 이실 줄 모미 아니라 텬쉬(天數) 우리 종샤(宗社) 길게 아니샤
국(國脈)을  빌라. 진양이 엇디 하을 거역여 망녕도이 이 무리 버
혀 후셰 시비(是非)를 드리오. 진양이 국은(國恩)을 닙와 몸이 쥬공의 모텸
여 텬(天子) 뭇디 아니시 졍(政事) 업고 듯디 아니시 말이 업니 엇디
됴고마 죵뉴 졔어치 못여 후환(後患)을 리오마 젼두(前頭) 인(人
事) 혜건 국(國脈)이  환관의 손의 그 될디라. 금일 뎌 무리 업
시나 후일  다시 업리오? 시고(是故)로 믁연이 그쳐 진양의 몸이 몬뎌 진
니 이후 작화(作禍) 니디 못려니와, 공이 비록 위권(威權)이 태듕(泰重)
나 군신의 지긔(知己)시미 어슈(魚水)의 낙(樂)이 아니오 시졀이  아닌 줄
엇디 아디 못고 일시 튱분(忠憤)으로 화 도라보디 아니리오? 국(國事)
위여 공의 몸은 비록 앗기디 아니나 당샹(堂上)의 친(雙親)을 니미 가니
잇가? 공이 이제 긔병(起兵)여 환관을 친  일을 미처 일우디 못여셔 텬
진노샤 홰 구족(九族)의 미리니 국가의 유익미 업고 부졀 업시 몸이 죽어
필부(匹夫)의  업미 가티 아니〃, 공은 덕(德)으로 뎌 무리 감화여 쇼심
근신(小心謹愼)고 문호(門戶) 보젼믈 라니, 필연(筆硯)을 님여 졍신
이 황난니 만의 일을 고이다.’ 엿더라. (…) 드여 공쥬 셔간(書簡)을 깁
히 간고 긔 진뎡여 몸을 삼가 국(國事) 진심 분이러라175)

유세형이 의기(意氣)에 충만하여 목숨 바쳐 충성할 것을 진양공주는 알고 있
었다. 때문에 스스로의 목숨을 보중하라는 말 대신 천수(天數)를 따라 가문과
부모를 보존하라 충고한다. 즉 명나라 국맥(國脈)은 환관에 의해 끊어지리라는
것이 천수이기 때문에 일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노릇이고, 게다가 천자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 화가 유세형 본인은 물론 일족에게까지 미칠 것이니 부모를 생
각해 진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료로서 공적 책임을 다하며 국가를 바로세우
175) 유씨삼대록 9권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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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다 가문을 우선 보존하라는 것이 진양공주의 뜻이다. 국운이 이미 그렇게
정해졌다는 운명론적 사유와, 몸을 해치는 일이 불효에 해당한다는 유학적 효
(孝) 관념을 가문 보존 논리의 근거로 들어, 의기(義氣)를 가라앉혀 “덕(德)으로
뎌 무리 감화여 쇼심근신(小心謹愼)고 문호(門戶) 보젼믈 ”란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유세형은 사기를 진정시키고 진양공주의 조언에
따른다.
유씨삼대록 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그려진 진양공주의 생각은 작품 내외
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작품 내적으로 공주의 발언은 천자와 황가
의 인물들, 그리고 유부 구성원들에게 권위를 갖는다. 천자는 일찍이 공주의 재
능을 아껴 그가 잠시 황실에 돌아와 있을 때 총재(摠裁)의 직책을 내리고 궁사
(宮事)와 정사(政事)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유부에 위기가 닥칠 따마다 진양공
주의 선견지명은 빛을 발했다. 그리고 작품 외적으로도 훌륭한 인물, 성인과 비
견되는 인물로 인정되었다. 독자들은

유씨삼대록 을 ‘진양공주전’으로 읽고,

유씨삼대록 의 요절을 안타까워하며 그를

여와전 의 문창성으로 계승시켜 오

래도록 향유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조정의 환란 앞에서 이에 대항하려는 유세
형을 만류하며 몸의 보신과 가문의 보존을 말하는 진양공주의 사유 역시 작품
내외적으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국록(國祿)을 받는 대신(大臣)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마땅한 의무가 있다.
환관이 농단을 부리는 사태에 대해 천자가 좌시하고 있다면 국가 대신은 그 그
릇됨을 알리고 조정이 바르게 운영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인식하며 국가의 혼란을 적극적으로 수습하려
는 세형에게 진양공주는 천자의 진노를 사 가문에 화가 미칠 뿐이라는 논리를
폈던 것이다. 이러한 공주의 태도는 비판될 여지가 있다. 천자의 권력이 두려워
불의에 맞서지 않고 농권해인(弄權害人)의 사태를 방치하는 것이 충신의 태도라
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176)
이처럼 의(義)의 추구가 천자와의 대립을 불러오는 상황에서, 부모와 가문을
위해 의로움을 뒤로하고 보신(保身)을 선택한 것은 앞서 살펴본

소현성록 과

결과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엄숙한 태도로 유교적 이상주의를 표방
176) “어려운 일을 인군(人君)에게 책하는 것을 공(恭)이라 이르고, 선한 것을 말하며 사심(邪心)을 막
는 것을 경(敬)이라 이르고, 우리 군주는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해침[賊]이라 이른다.”(責難於君, 謂
之恭, 陳善閉邪, 謂之敬, 吾君不能, 謂之賊.)”는 맹자의 말에 따르면 진양공주의 태도는 적(賊)에 해
당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다. ｢이루장구상｣(離婁章句上), 맹자집주 (孟子集註)(성백효 역, 전통문
화연구회, 2000, 1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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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소부의 저간에는 일정한 부와 지위를 획득한 지배 계층의 세속주의 욕망
이 가문이기주의적 태도로 나타난다는 조혜란의 논의처럼,177)

유씨삼대록

역

시 ‘군신유의’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윤리 지향보다도 가문의 안위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천수’(天數)를 근거로 그것에 대한 정당화 논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르다. ‘천수’는 유가적 사유에 기반해 있는 관념으로, 유가
적 전통사회에서 천수는 천자일지라도 어찌할 수 없는 역사의 동력이라 여겨졌
다. 이에 따라 소설에는 영웅적으로 활약하던 중심인물들이 천수에 기대어 국
가적 위기를 외면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유씨삼대록

역시 이러

한 유가적 사유 안의 논리에서 서사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유우성 부부가 사망하자 그 자식들은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삶을 지양하
지만 그동안 부모를 위해 벼슬을 해왔다며 모두 사직한다. 다만 유세형은 천자
의 끈질긴 권유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끌려 다시 공직에 나아간
다. 그는 이때 공공연하게 불법을 저지르는 불의한 관원 20인과 권력을 남용하
는 사례감 환관 10여인을 처단하고 삼년 상 동안 미뤘던 국사를 일일이 해결한
다. 세형의 과감한 처단에 형 유세기가 걱정을 표하자 세형은 전일과 달리 지
금은 걱정 끼칠 부모가 안 계시니 사사로이 몸을 아껴 국가를 외면할 수 없다
고 말한다. 앞서 가정 6년 환관의 농단이 있던 때와 달리 자신의 몸을 바쳐도
걱정할 부모가 안 계시고 자신 또한 어차피 임종에 가까운 상황이니 신하로서
의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것이 군은(君恩)을 갚는
길이며 국사를 위한 길임을 실천해 보인다.
충과 효, 사회 윤리와 가족 윤리가 상호 충돌하는 지점에서

유씨삼대록 의

인물들은 대체로 가족 윤리인 효를 내세워 가문을 우선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양친이 사망한 뒤에는 유세형이 나서 망설임 없이 간신을 척결하였다. 그럼으
로써 유부가 공적 임무에 책임감을 갖고 사회적 윤리를 실현하는 가문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보면 그 방법이나 과정이 다소 단순하고 거칠지만
유씨삼대록 은

소현성록 과 달리 충과 효의 충돌과 같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

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작품 말미에는 혼란이 더욱 극심해지고 명나라의 국운이 다해가자,
그러한 사태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한 유부 구성원들은 사직하여 은둔해
지내기로 한다.
177)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반복 서술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7집,
한국고소설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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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개(國家) 요란여 각쳐의 도적이 벌 니러 나듯 고 안흐로 환슈(宦豎)의
작난이 셩디라. 진휘 연후 여 오 “국 이러 니 나라 녹을 먹으
나 국 보졍(輔政)티 못여 헌면(軒冕)의 영툥(榮寵)을 져리미 심고 
부형(父兄)의 덕을 욕먹이미라. 맛당이 벼을 드리고 믈너 실(私室)의 업듸여
난셰(亂世)의 문호(門戶) 보젼고 형뎨 휴슈(携手)여 경뇌(瓊雷)예(동파형뎨
폄덕 일) 니별이 업게 미 샹이라. 현뎨의 은 엇더뇨?” 연휘 공슈 왈
“형댱 말이 명텰보신지(明哲保身之策)이 지극고, 믈며 우리 션군(先君)과
션비(先妣)의 유(遺敎) 다 승습(承襲)믈 깃거 아니시 형셰예 잇글녀 마디못
여 을 셰우디 못엿더니, 이  타 믈너가미 맛당도소이다.”178)

유세형 사망 이후 유세형의 아들 진후 유관과 연후 유현이 사직을 결심한 것
이다. 혼란한 정치 상황에서 나라 녹을 받는데 국사를 보정(輔政)하지 못하면
군은(君恩)을 크게 저버리는 것이라는 인식은 “세상이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어
지러워지면 물러난다.”는 태도와 통한다.179) 현재 나라가 다스려지지 않는 상황
이므로 사직하여 물러나 백이와 같이 은둔하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이는 유관
의 말처럼 난세에 문호를 보존하는 방도이기도 하나, 군의 정치적 무능, 불인함
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소극적으로나마 대항하는 정치적 행위이기도 하다.180)
이 점 역시, 송태종의 불인한 행위에 대해 옳지 않다 생각하면서도 침묵한 채
벼슬자리를 유지하며 직무유기에 가까운 태도를 보인 소현성과 대조되는 측면
으로, 어느 쪽이 유가적 윤리 지향에 더 가까운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유씨

삼대록 의 세계 역시 다른 가치들보다 가문을 우선하는 인식을 담고 있지만
소현성록 에 비해서는 ‘군신유의’, 혹은 ‘충’의 의미에 대해 사유하고 추구한 면
모가 있다 할 수 있겠다.

3) 사명의식의 발현
보은기우록 과

명행정의록

연작의 군신 관계는 세 연작 가운데 유학적 이

178) 유씨삼대록 20권 53~4면.
179) “治則進, 亂則退.” ｢공손추장구상｣(公孫丑章句上), 맹자집주 (孟子集註)(성백효 역, 앞의 책, 94
면).
180) 김석근, ｢조선시대 군신관계의 에토스와 그 특성 –비교사상적인 시각에서-｣, 한국정치학회보
29(1), 한국정치학회, 1995, 109~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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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지향에 가장 근사한 것으로 보인다. 천자의 지위나 명성이 굳건한 가운데
외세의 침략이나 국내의 반란이 일어나면 충신들이 나서 국가적 위기를 타개하
고, 천자가 간신들에 의해 혼암해진 시점에도 충신들의 간언은 천자의 명철한
판단을 보필한다. 이 작품에서 천자는
화되는 일이 없으며,

소현성록 과 같이 불의(不義)하게 형상

유씨삼대록 의 천자보다 더욱 대신들을 존중하고 예대(禮

待)하는 태도를 보인다. 특히 중심가문 인물들의 간언에 귀를 기울인다. 따라서
중심가문 인물들 역시 국가 대신으로서 과감하게 간언하고, 천자에 대한 부정
적 인식을 드러내는 경우가 없다. 즉 천자와 위부 인물들 사이는 ‘어수지락’(魚
水之樂)의 군신 관계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연청은

보은기우록 에서부터 천자의 총애를 받는다. 이때 천자는 가정제

(嘉靖帝)인데, 장원으로 급제하여 큰 기대를 한몸에 받던 위연청은 어느 날 퇴
조하던 길에 원정(原情)하는 인물을 만난다. 그는 김형으로 그의 형 김협이 초
왕의 애첩 허미인의 아비 허유와 다투다가 맞아 죽은 일이 있었다. 이에 김형
은 형 김협의 살인죄로 허유를 고소했는데 허미인이 초왕에게 호소하여 허유를
풀어주게 했다는 것이었다. 초왕은 천자의 둘째 아들이므로 아무도 그의 전횡
(專橫)에 대해 문제 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 일로 김형은 억울함을 호소하
며 원정했던 것이다. 사정을 들은 위연청은 바로 다시 입조하여 천자 앞에서
허유의 행실과 초왕의 부당한 판결을 낱낱이 고한다. 위연청의 진언이 끝나자
천자는 대로(大怒)하여 초왕의 녹봉을 거두어 안치(按治)하고, 허유와 김협을
대질송원(對質訟寃)하여 검시상명(檢屍詳明)하게 한다. 입조했던 신하들은 황자
인 초왕을 탄핵한 위어사의 용감함에 놀라워하고 천자 역시 그 공명정대한 태
도에 감탄한다.
천자는 위어사의 태도를 칭찬해 마지않는다. 군의(君義)를 거스르고 귀척(貴
戚)을 폄론하는 신하가 없는데 위어사가 황자(皇子)를 면책(面責)하고 풍속과
교화를 가다듬었다며, 천자의 뜻에 반대하여 황실의 위계질서를 바로 잡은 원
앙(遠盎)과 장석지(張釋之)에 비한다. 자신의 아들 초왕을 탄핵했음에도 그 내
용이 공명정대하다며 위연청의 행위를 칭찬한 천자 역시 사심에 휘둘리지 않는
품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연청에게 상을 내린다며 장국구의 딸을
사혼(賜婚)한다. 그런데 위연청은 이에 대해서도 다시 천자의 명을 거스른다.
황지(皇旨) 사혼은 있는 일이지만 대직(大職) 각신(閣臣)에게 “상을 인여 계집
주믈 듯지 못엿”다며, 이는 자신을 견마(犬馬)같이 본 것이라 단호히 거절한
다.181) 불쾌감마저 느껴지는 위연청의 거절에 천자는 강직하다 재차 감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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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자신의 실례를 정중히 사과한다. 그제야 위연청은 가던 길을 돌려 천자
앞에 나아가 역명(易名)에 대해 청죄한다. 천자와 위연청이 보여준 이 장면은
“군주는 예로써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으로써 군주를 섬긴다”는 유학의 상
호적 군신 윤리를 잘 표현하고 있다.182) 그리고 이러한 군신 관계는
록 과

보은기우

명행정의록 전반에 걸쳐 지속된다.

이처럼 위연청은 백소저와 정혼한 상태에서 비례(非禮)한 사혼의 명을 받고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현성록 ,

른 군신 관계를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앞서 살폈듯이

유씨삼대록 과는 다
소현성록 의 소현성은

송태종의 명현공주 사혼을 거역하여 감옥에 갇혔다가 모친의 명으로 사혼을 받
아들였고,

유씨삼대록 의 유우성은 간곡히 사양의 뜻을 아뢰었다가 천자가 재

차 명하자 그대로 따랐다. 앞서 두 작품에서 천자는 신하들의 상황과 호오(好
惡)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하달하며, 신하는 그 명을
감히 거역할 수 없어 원치 않음에도 따랐다. 반면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연작의 천자는 신하의 뜻을 존중한다. 명을 내렸다가도 신하의 거절의사에 자
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고집하지 않고 실수했을 때는 사과하기도 한다.

보은기

우록 ․ 명행정의록 의 세계에서는 천자의 권력이 절대적, 일방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신하들은 천자에 대항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정도의 신권(臣權)을 보
장받는다.
한편

명행정의록 에서 천자가 위천보에게 낙선군주를 사혼하는 일이 발생한

다. 위천보와 이월혜 사이를 이간시키는 데 이이제이(以夷制夷)의 방편으로 쓰
기 위해 소예주가 낙선군주의 사혼을 주모(主謀)하는데, 소예주의 계교대로 낙
선군주가 위천보와의 혼인을 원하게 되고, 천자에게 사혼의 명을 청하게 되지
만 천자가 뜻대로 호응하지 않는다. 그러자 낙선군주는 꾀를 내어 위천보가 입
궐해 대취(大醉)한 틈을 타 미혼주(迷魂酒)를 먹이고 혼례 예식을 올린다. 정신
을 차린 위천보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자 분노하고 곧바로 상소하여 자
신을 포함한 이 사건의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 요청한다. 이 상황에서 천자는
군주의 해괴한 행동에 당황스러워하며 위천보를 독대한다.
“(…) 북극텬문(北極天文)이 그 엇던 곳이며 구즁금원(九重禁垣)이  엇던 즁

181) 보은기우록 13권 127면.
182)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팔일｣(八佾),
2001, 63면).

논어집주 (論語集註)(성백효 역, 전통문화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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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重地)완 외됴(外朝)의 입번 직쇼(直所)의 명칭 황손(皇孫)고 규아녀알
(閨兒女謁)이 언연(偃然)이 나와 셩지(聖旨) 가칭(假稱)며 음(淫事) 강박
니, (…) 엇지 이런 풍난예(弊風亂禮) 계집을 궁의 용납시리잇가? 당
적 안낙(安樂)이라도 이치 방미 업거 허물며 친왕(親王) 공 아니오,
타셩(他姓) 신의 쇼녜 감히 황지(皇旨) 가탁고 궁의 창궐믈 요(饒貸)
시리잇가? 이 불가문어닌국(不可使聞於隣國)이니 가히 소소(昭昭) 왕법과
명명(明明) 풍화 일(一刻)도 굽히지 못오리니 복원 셩상은 니 유(有
司) 명샤 신의 죄 엄히 다려 녜의지화(禮義之化)의 누가 업시 시고 쇼
위 낙션군쥬자 키 (查覈)샤 셩(聖代) 녜의(禮義) 가온 풍(悖風)
 계집을 니 왕법(王法)의 업게 소셔.” 언쥬파(言奏罷)의 옥면(玉面)의 미
미 분긔 엿시니 서리 하이 고슈(孤愁)고 눈우 달이 담거 옥뉼
봉음(玉律鳳音)이 격앙믈 더옥 쳥녀(淸麗)여 구쇼(九霄)의 학(笙篁)이오, 쳥
풍(淸風)의 옥젹(玉笛) 거 가히 직목(直木)을 굽히지 못며 옥(白玉)을 물
드리기 어려온지라. 만승의 목목(穆穆) 존위(尊位) 칠쳑 쇼년의게 유(開諭)
실 말이 나지 못시지라. (…) 상이 그윽이 난연(赧然)샤 왈 “경의 소사
(疏辭)와 언쥬(言奏)의 졀졀니직(切切理直)믈 짐이 엇지 모리오마 션뎨의
골육이 다만 두낫 젹셔(嫡庶) 공라. 짐이 불(不嗣)로 대통(大統)을 니으 혹
 궁의 함통 일이 잇실가 저허고로, 과연  션됴 비빙인즉 엄히
치지 못지라. 왕귀비 일디(一枝) 조상(早喪)고 그 유녀 궁의 거두
어  고혈(孤孑) 신셰 상의니 기졍(其情)이 가측(可惻)이라. (…) 이 귀비
의 쇼위(所爲)니 낙션의 혼  아니라. 그 다리고저  죄 귀비 당
리니 낙션이 엇지 원민(寃悶)치 아니리오? 고로 물시(勿視)즉 경은 남의 몸이
라. 혐의 업고  서로 친압(親狎)지 아냐시니 무 관계미 잇시리오? 경은 안
심직(安心察職)여 다시 고집 의논을 그치믈 바라노라.”  단용정(端容
正色) 쥬왈 “(…) 만일 셩상(聖上)이 신과 다못 군쥬 귀비 다려 국강(國綱)을
세우지 아니신즉 신이 스로 왕법의 나아가 죽기 리이다.” 상이  
유(開諭)샤 유온언(柔色溫言)으로 나종은 바로 빌으시듯 시  언논이
가지록 열직(烈直)여 귀비 조손(祖孫)을 토죄(討罪)여 닷토기 마지 아니니,
나죵은 믄득 변고  처 후뎐(後殿)의로 드시  물너 다시 궐하
의서 년여 다섯 번 쵸 올녀 항항니직(亢亢理直)미 문불가졈(文不加點)이라.
상이 크게 괴로이 너기샤 쇼 보지아니시고 총졍의 하교(下敎)샤 위의
소장을 여러보며 밧지 말고 환출급(還出給)라 시니183)

천자 앞에 선 위천보는 분노에 찬 태도로 낙선군주의 비례를 따져 엄정히 처
183) 명행정의록 11권 20앞~3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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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할 것을 간한다. 그러자 천자는 이 일이 낙선군주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제(先帝)의 후비인 왕귀비의 도움에서 비롯되었고 자신도 일말의 책임
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소(疏)를 물리라 타이른다. 그러나 위천보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왕법에 나아가 죽겠다는 극
단적 발언까지 한다. 이때 위천보는 천자 앞에서 분기에 찬 감정을 감추지 않
으며, 천자는 “목목(穆穆)한 존위”에도 불구하고 신하를 재삼 온화한 태도로 부
드럽게 개유하려 애쓴다. 물론 낙선군주가 위천보에게 행한 일이 황실의 품위
를 손상시키는 비례(非禮)한 행실이기 때문에 천자가 위천보에게 미안하고 부끄
러운 감정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일 듯싶다. 그러나 그 둘은 대등한 관계가 아
니며 천자는 무소불위(無所不爲)의 권력을 가진 지존(至尊)이다. 사건의 상황
맥락에서 책임소재가 황실에 있다 해도 그런 상황을 압도하는 신분질서가 있는
절대군주 세계에서

명행정의록 의 가정제는 위압적이기보다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천자가 “빌으시듯” 타이르고 위천보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열직(烈直)한 태도를 고수한 이 장면은 앞서 살펴본 두 연작과는 확실히
다른 군신 관계를 보여준다 하겠다.
이후 천자는 진공 위연청을 불러 이 사태를 타개하려 한다. 그런데 이때도
천자는 조심스러운 태도로 황실의 불미스러운 일이 위부의 삼엄한 가법(家法)을
어지럽힐까 걱정이라며 사과의 뜻을 먼저 전한다. 천자는 이어 자신은 선제의
태자가 아닌 입장에서, 선제의 혈육 낙선군주가 패행(悖行)을 저질렀다 해도 매
몰차게 처벌하기에 인정상 어렵다는 사정을 간곡하게 말하며 위연청의 승낙을
부탁한다. 낙선군주를 사혼시키기 위해 강압적으로 명령하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먼저 과오를 사과하고 인정에 호소하며 부탁하는 태도를 끝까지 취한다.
이에 진공은 군주의 패행은 황실을 위해서라도 바로잡아야하므로 일단 군주의
좌우 심복을 엄히 다스리고 군주를 뉘우치게 한다면 자신의 아들과 혼인시키겠
노라 답한다. 이에 천자는 기뻐하며 진공의 뜻에 의탁한다.

명행정의록 의 가

정제는 권력을 자행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신하를 예대하며 유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런데 실제 가정제는 여기서 그려진 것처럼 신하들과의 관계에서 합리적이
고 유화적인 태도를 견지한 것 같지 않다. 재위 초기에는 입경의례(入京儀禮)와
생부모에 대한 의례 문제로 신하들과 장기간 대립했고, 도교에 심취해 임인궁
변(壬寅宮變)을 야기했으며 엄숭(嚴嵩)의 난정(亂政)을 초래하기도 했다.

유씨

삼대록 도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황제 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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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지 않다. 이 작품에도 정치적 문제가 자세하게 서사
화되어 있지 않지만 가정제에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역사적 사건들이 배경으로
존재하며 간략히 언급된다. 그렇다면 구체적 장면에서 천자를 긍정적으로 형상
화하는

명행정의록 에서 이러한 국정혼란과, 그것을 야기한 주체인 천자에 대

해 어떤 관점으로 서술하는가. 우선 가정제가 사망하려는 시점에서 서술자가
가정제에 대해 설명한 대목을 살펴보자.
어시의 텬 비록 현슐(玄術)을 닷그시나 전강(殿講)을 총남(總覽)시고 구경
(九卿)과 셔죄(西曹) 봉공(奉公) 슌법(循法)여 감히 게그으지 못고 즁관(中
官)이 두려여 혹 졍(政事) 간예미 업고, 상 미명(微明)의 니러나 오
고(午鼓)의 니히 오히려 장쥬(章奏) 보시 믄득 오 항을 나리오시고 결단
이 졍상(正常) 다 올흔  당시고 신한(宸翰)이 더옥 쇄연시니 진실노 하
이 나리신 셩(聖主)러라. 방(方士) 왕금 등이 장(長生)의 약을 드리니 셩
미 극녈(極熱)지라. 조홰(遭禍) 발 병이 심신지라. 진공과 셔각노의 간
믈 조 요도(妖道)와 방(方士) 등을 버히고 의(太醫) 범진원이 쳥열지졔(淸
熱之劑)로 연여 진언(進言)여 셩휘(聖候) 평복(平復)시나 일노 인여 빌
  옥쳬(玉體) 로 흠화시더니, 가졍 십오 년 십일월의 상휘(上候) 더
옥 침즁(沈重)시니,184)

인용문에서 서술자는 가정제가 사망하게 된 원인으로 방사(方士)가 준 단약
을 지목하고 있다.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연작에는 도가적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그리고 있지 않음에도, 이 대목을 보면 천자가
도교에 심취된 상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연청이
천자의 건강에 직접적 해가 되자 요도(妖道)와 방사(方士)를 처벌했다는 것 역
시 그 점을 드러낸다. 그런데 천자가 도교적 요소들에 심취하는 데 도움을 주
거나 방조한 신하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적대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지만 정
작 그 주체인 천자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않는다. 인용문에서 보듯 천자가 비록
현술(玄術)을 닦으나 진실로 하늘이 내린 성주(聖主)라 평할 뿐이다. 임인궁변
과 엄숭의 농단 사건과 같은 일들이 설명되는 대목에서도 천자는 소거되고 사
건을 일으킨 궁인, 간신들의 행태만 간단히 서술되는 방식으로 천자의 무능력,
혼암함 등은 감춰진다. 천자의 얼굴이 드러나는 것은 위부 인물들과 대면하는
장면에서인데 이때는 더없이 현명하고 덕스러운 군자의 형상을 하고 있다. 즉
184) 명행정의록 54권 13뒤~4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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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행정의록 의 천자는 명나라의 역사적 인물과 상이하게 미화되었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 자체가 이 작품에서 천자의 존재가 어떻게 인식되는지 알려
준다.
그렇다고

명행정의록 의 천자 역시 이상적 군주라고 할 수는 없다. 구체화

되지 않더라도 요도와 방사에 미혹되고, 간신들의 농단에 휘둘린 사실들이 존
재한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엄숭에 의해 양계성이 사사(賜死)당한 일일 것이
다. 엄숭과 양계성 모두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로 이 작품에서 역시 두 인
물의 역사적 행위, 구도를 대체로 따르고 있다. 도교 제문을 잘 써 천자의 총애
를 받고 재상의 위치에까지 오른 엄숭이 권력을 남용하며 뇌물을 받고 아들의
불법을 감싸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다. 이를 양계성이 탄핵했다가 도리어 엄숭
에게 모함 받아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185) 양계성의 직절(直節)은 역사적으로
높이 평가받아

명사 (明史), ｢열전｣(列傳)에 입전되기도 하였다.

명행정의록

에서 양계성은 위연청의 친구이자, 위연청의 셋째아들 며느리 양현강의 아버지
로 등장한다. 작품에서 양계성이 엄숭의 모함으로 조사(早死)한 일은 양현강이
어려서 부모를 잃고 험난한 삶을 사는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이 정치적 사건
에서 위연청은 양계성과 다른 대응 방식을 보인다.
엄숭이 권력을 전횡한다는 사실은 위연청 역시 모르지 않았다. 이때 위연청
은 때마침 천자의 명으로 황릉(皇陵)을 봉심하려 가게 되는데 양계성과 작별 인
사를 나누며 엄숭의 일에 대해 이야기한다. 엄숭으로 인해 조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강직한 양계성이 참고 견디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 위연청은 간언을 하
다 죽은 굴원(屈原)과 악비(岳飛)의 전고를 말한다. 간언으로 사형을 당한다면
자신은 강직한 신하로 이름이 남아 명예로워지겠지만 그렇게 처분한 군주는 매
명(罵名)을 얻게 되니 궁극적으로 충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가 야기된다는 것이
다. 그러면서 보중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자신이 돌아온 뒤 같이 해결하자 설
득한다. 그러나 양계성은 자신이 간흉을 견딜 수가 없을 것이라 답하고, 이에
위연청은 그것이 양계성의 명운(命運)이라 여기며 더 이상 권하지 않고 떠난다.
그렇게 양계성은 엄숭을 탄핵하다 결국 목숨을 잃게 된 것이다. 이때는 위연청
이 황릉 봉심을 간다는 빌미로 조정을 비운 상태였기에 지기상합(志氣相合)한
동료 양계성이 피화(被禍)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도 대응할 필요도 없었다. 백부
인이 나서 양계성의 상례(喪禮)를 정성껏 치르고 가족들을 수습할 뿐이었다.
185) 엄숭의 일은 작품에 구체적으로 서사화되어 있지 않다. 전횡을 했다는 정도로만 간단히 서술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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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때 간신의 농단으로 충신(忠臣)이 죽는 불의한 일에 분노한 위천보
가 나서 엄숭을 다시 탄핵하고자 한다. 이에 백부인은 다음과 같은 말로 만류
한다.
“네 말이 신(臣子)의 직분이라 사이 그 올흔 도리  바의 엄뷔(嚴
父)라도 금치 못려든 믈며 뫼(慈母)며?  군 미구(未久) 환가(還家)신
즉 네 품쳐결(稟處決事)리니  엇지 일됴(一朝)의 지(行止) 치 넘
나미 잇시리오, 모 지친(至親)이라, 네 무  엇지 쇼견을 은휘리
오? 네 대인이 엇지 엄슝(嚴嵩)의 수십 년 오국(誤國)믈 보고 쇄두역간(碎頭力
諫)미 양원외에 직간코져 이 없산 사이며 스로 죽기 두려리오
부 텬시(天時) 아지라. 오직 하날을 슌(順)고 명(命)의 쳐시지라.
엄슝(嚴嵩) 부의 긔쉬(其數) 진치 아니니 만일 인력으로 업시코져 면 결연이
회쳥(回聽)믈 엇지 못 거시오, 회쳥(回聽)치 못 줄 알며 말을 나오믄 다만
일홈을 요구미라. 반다시 양공의 참형(慘刑)은 젼일 공과 총을 입지 아니려니
와 반다시 장지탄(長沙之歎)과 회양지(淮陽之恨)이 잇리니 존구(尊舅)의 불
효 치미 감슈휴년(減壽虧年) 니실지라. 스로 츙신이 되지 못지언졍
친젼(親前)의 블효 치지 아니믈 긔니, 무타(無他)라, 이 젼혀 지극 효심
이로 만일 불효 치나 국가의 일호(一毫) 유익(有益)미 잇실진 오히려
졍(私情)을 고렴(顧念)치 못려니와, 이 벅벅이 회쳥(回聽)치 못고 스로
화 고 님군의 실덕(失德)을 일희여 충효의 유해(有害)리니, 함구불셜(緘
口不說)여 즁야(中夜) 요벽강개미 이 연괴라. (…) 반다시 군 도라오시면
방(方士)와 요도(妖道) 용납지 아니시리니 그의  말을 나오  미처 너
 기다리지 아닐가 노라. 대져 원외랑의 직졀(直節)이 이 극진 신졀(臣節)이
로 만일 텬시(天時)와 운쉬(運數) 홰(禍) 이 지경의 밋 줄 알진 맛당이 긋
쳠즉니 일호(一毫)도 간젹(奸賊)을 휴손(虧損)치 못고 부모유톄(父母遺體)로
참형(慘刑)을 밧으며 군샹(君上)의 쳔고실덕(千古失德)이 된지라. 장부인의 죄
(內助) 비록 상셜(霜雪) 트나 잠간 즁도(中道)의 어긔미 잇니 만일 처음 권
던 인즉 도로혀 혈셔상언(血書上言)이 칭죄복(稱罪自服)리오 부뷔 다
도리 잡을지언졍 텬시(天時) 밋처 아지 못미니, 슬프다! 사으로 간담(肝
膽)이 믜여지믈 면며 양가 오 쇼조 아 이긔여 각지 못지라. 공(公
事)의 블미 이의셔 더미 업도다.”186)

백부인은 아들의 의기를 긍정하며 그 생각에 동의한다. 천자를 꾀어 오국(誤
186) 명행정의록 21권 32앞~3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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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하는 이들을 처결하고 견제하는 것이 충성된 신하의 도리라는 것이다. 그러
나 위연청도 천시(天時)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아들을 만류한다. 그 내용인즉 위
연청 역시 엄숭의 오국(誤國)을 모르지 않으나 엄숭 부자의 운수가 다하지 않았
다는 것을 알기에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위천보를 만류하는 백부인의
논리 역시

유씨삼대록 에서 유세형을 만류한 진양공주의 논리와 비슷하다. 환

관의 농단에 대해 “텬쉬(天數) 우리 종샤(宗社) 길게 아니샤 국(國脈)을 
 빌라.”며 유세형이 나서도 국운(國運)은 변하지 않고 유세형 자신과 가문
에 해가 될 뿐이라는 것이 진양공주의 주장이었다.187) 진양공주의 ‘천수’(天數)
혹은 백부인의 ‘천시’(天時)는 유학의 운명론을 상징하는 개념이다. 인의로운 마
음가짐으로 능력의 최대치를 발휘하여 사회적 책무에 최선을 다했다 해도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일은 비일비재(非一非再)하다. 그런 경우 천명(天命), 천
시(天時), 천수(天數)라 명명되는 운명론적 사유에 기대어 사태의 불합리성을
설명하는 것이 유학적 역사관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유씨삼대록 ,

명행정의

록 의 세계는 그런 관념에 기반해 있다.
그런데

명행정의록 의 인물들은

유씨삼대록 에서와 다르게 천시를 말하면

서도 신하의 직임이 무엇인지 강조한다. 앞서 위연청이 양계성과 작별하면서
열사직신(烈士直臣)이 되는 것이 인신(人臣)의 직분(職分)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백부인 역시 엄숭을 탄핵하려는 아들에게 신자(臣子)로서 옳은 도리를 하는 것
이라며 먼저 공감을 표한다. 역린(逆鱗)을 건드리는 위태로운 일이라도 직간을
하는 것이 인신(人臣)의 직분이며, 그 옳은 도리를 하는 일은 엄부(嚴父)라도
금하지 못할 일이라 말한다. 이러한 발언 뒤에 그럼에도 천시가 허락하지 않으
니 때를 기다리라 만류하지만, 신하의 도리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직간(直諫)에
대한 지향,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작품의 서술자는 위천보가 “우흐로 텬문(天文)을 못고 아로 인
졍(人情)을 침작여 명(命)을 슌(順)히 고  거리미 업”는 인물이고, 양
계성은 “오직 바 거 잡고 고든 거 직희여 앙(百殃)을 므쓰고 유확(硫
黃)의 다라들 이” 있는 인물이라며 위천보를 우월한 인물로 평한다.188) 양계
성에게 직간할 것을 권한 장부인과 위연청의 뜻에 동조하며 천시를 기다리자는
백승설을 비교 논평하면서도, 장부인은 인력(人力)을 과히 하였고 백승설은 천
시(天時) 밝히 알았다며 백승설을 고평(高評)한다. 즉 인력을 다하는 것보다 천
187) 유씨삼대록 9권 12면.
188) 명행정의록 22권 1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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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살필 줄 아는 인물을 더 뛰어난 인물로 평가하고, 따라서 매우 정당한 논
의라도 본인과 가문을 해칠 위험을 무릅쓰고 직간하는 것보다 천시를 읽고 때
에 맞게 진퇴하는 것이 더 훌륭한 태도라는 처세관을 지닌 것이다.189)
이로써 보면 군신 관계에 있어 천시를 중시하는 점은

유씨삼대록 과 비슷하

다. 그러나 이 작품이 신하의 도리, 직분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로 이후 위연청은 황릉 봉심에서 돌아와 추응룡과 함께 상소하여
엄숭 일파를 척결하면서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물론
작품 속 천자는 실제 가정제와 달리 위연청의 직간에 귀 기울일 만한 현명함과
덕스러움을 갖추었기에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말이다.
한편 만력제(萬曆帝)가 등극한 뒤 장거정(張居正)이 권력을 잡아 국정을 혼란
스럽게 하자 위연청이 나서 직간하지만 장거정에 대한 천자의 총애는 지속된
다. 이에 위연청은 결국 사직을 결심한다. “다스려지면 나아가고 어지러워지면
물러난다”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190) 때마침 위지덕도 연로해져서 노부를 모신
다는 구실이 명실상부(名實相符)하게 되어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 양주로 돌아간
다. 그러나 얼마 뒤 천자의 부름이 있어 그 아들들은 다시 조정에 오르게 되니
이때 위연청은 귀경하는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발(發行) 날이 님 진공이 삼 경계 왈 “나라흘 위여 집을 닛
니 츙(忠)을 셰우고져 즉 효(孝) 완젼치 못지라. 네 아뷔  이 모
미 아니로 일(日色)이 엄의 박시고  남다 회푀 이셔 님군의 은혜
져바리며 인신(人臣)의 의(大義) 혜니 나의 마지 못 라. 은 일홈을
요구고 놉흔 거죠 랑미 아니오, 항뇽유회(亢龍有悔) 주져 명쳘보신(明
哲保身)미 방(子房)갓고져 도 아니라. 츙(忠)을 져바릴지언졍 효(孝) 다
고져 믈 드여 이 길을 결단니 만졀(晩節)이라 여 위(慰藉)믈  실노
당치 못니 여등(汝等)의 졍경은 이와 갓지 아닌지라. 부모의 나히 졈엇고 날
노 더부러 다지라. 조곰도 졍(私情)을 권연(眷戀)치 말고 여부(汝父)의 나종
업믈 징계고 츙즉진명(忠則盡命)여 우흐로 삼조(三朝) 국은(國恩)을 갑흐며
아로 나의 죄 게 라.”191)

위연청 자신은 비록 효(孝)를 다하기 위해 군주의 은혜를 저버리고 인신(人
189)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56~9면.
190) “治則進, 亂則退.” ｢공손추장구상｣(公孫丑章句上), 맹자집주 (孟子集註)(성백효 역, 앞의 책, 94
면).
191) 명행정의록 70권 35뒤~6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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臣) 대의(大義)를 뒤로하고 사직했으나, 너희는 사정(私情)을 돌아보지 말고 충
즉진명(忠則盡命)하여 국은을 갚고 자신의 죄를 대신 씻으라 한 것이다. 위연청
은 사직하면서도 내적갈등을 느낀 바 있었다. 천자가 장거정 같은 권간(權奸)에
침닉해 있어도 결국엔 오래 집권하며 잘 다스리리라 예견했기 때문에 사직을
결심하긴 했지만, 당장 권간의 횡포를 외면하여 귀향했다는 부채감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천자의 부름으로 다시 귀경길에 오른 세 아들에게는 사정(私情)을
돌보지 말고 충성을 다하라 하였다. 자신이 미처 다 짊어지지 못한 사회적 책
무를 아들들에게 부탁한 것이다. 이러한 결말 역시 앞서 살핀 두 작품과 구별
되는 지점이다.
망국(亡國)의 기운에서 은둔하는 방식으로 가문을 보존한

소현성록 ,

유씨

삼대록 의 결말과 다르게 세 아들이 혼란한 정국 가운데 조정에 다시 진출하는
것으로 이 작품은 마무리 된다.

명행정의록 에는 국록(國祿)을 받는 관료로서

이행해야할 사회적 책무를 무겁게 느끼며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해나가고자 하
는 인물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앞서 살핀 두 작품에 비해
‘군신지의’의 근본적 지향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구했다 할 만하다.

2. 노주 관계
1) 하위주체의 비인간화
소현성록 에서 문제시되는 장면 가운데 하나는 소운성이 석파가 찍은 앵혈
을 없애기 위해 석파의 외족 소영을 겁탈하는 장면이다. 선행연구에서 논의되
었듯 이는 한글장편소설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남성 인물들의 폭력성
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192) 앞서 살폈듯이 소운성은 혈기가 왕성하고 의사
(意思) 호방(豪放)하여 장수의 기운이 있는 인물로 형부인에게도 폭력적인 언행
을 한 바 있다. 10세의 어린 나이에도, 호승심이 강하고 남에게 제어되는 것을
참을 수 없어하는 그는, 어느 날 서조모 석파가 앵혈을 찍은 일로 화가 나 석
파의 외조카인 소영을 겁탈하려 마음먹는다.

192) 정선희,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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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 셰예 니러 셕패 뎌의 긔운이 츙텬(衝天)믈 보고 소기고져 야 일〃
은 여러 쇼져[들] [] 듀뎜(朱點), 운셩이 겨 이시 타  내라
니 셩이 무심코  낸대 셕패 우김질로 혈(生血)을 딕으니 이 급히 스
되 셔  드러 옥비(玉臂)예 되 되엿디라. 셕패 대쇼왈 “그 하 사오나
오니 혈(生血)로 보람야 두고 부인을 엇긔리라.” 공 (…) 홀연 고 쇼
왈 ‘셕패 날을 보채니 내  계규(計巧)[로 뎌] 속이리라.’ 야 몸을 니러 안
흐로 드러가 일희당 동산의 올라 구버보니 셕파 업고 셕파의 기 바 쇼영이
난간 밧긔 가 노니 쇼영은 셕파의 외족(外族)이라, 부뫼 구몰(俱沒)니 패 려
다 길러 종요로온 사을 어더 맛디랴 니, 나히 십이 셰오 뫼(才貌) 졀셰(絶
世)더라. 운셩[이] 셕파 믜워 심듕(心中)의 우서 오 ‘내 당〃이 쇼영을
쳡 사마 혈(生血)을 업시 리라.’ 몸을 좌 난간의 니러 쇼영을 녑  동
산의 니러 쇼영을 저혀 왈 “네 만일 소야 발악딘대 부친 고고 너
죽이리라.” 쇼영이 소 못니 이 깃거 친믈 고 당부 왈 “네 심도 말
을 누셜티 말나 내 타일의 널로 금차항녈(金釵行列)을 삼으리라.” 셜파의 크게
웃고 흘 보니 혈(生血)이 업디라. 환희야 셔당으로 도라오니라. 쇼영이
불의(不意)예 운셩의 핍박믈 닙고 넉시 놀라 어린 야 다만 우더니, 셕패
니러 보고 연고 무 쇼영이 울며 왈 “앗가 삼공 니러 무단히 핍박
니 엇디 노흡고 셟디 아니리오?” 셕패 급히 보니  듀렴(朱點)이 업디라.
크게 놀라 뇌뎡(雷霆)이 만신(滿身)을 분쇄(粉碎) 시 안자다가 도로혀 대쇼왈
“믭고 믜온 낭군을 승샹 고면 큰 죄 닙을 거시니 발셜티 말 거시로다.” 드
여 쇼영려 만이 “네 심도 이런 말을 구외(口外)예 내디 말라.” 고 
후 거 모 톄고 디내라 심듕의 이 업시 너기며, 운셩을 본적마다 보
채여 승샹 고렷노라 저히니, 이 비록 민망나 디 아니코 발명(發明)
믈 쥰졀히 니 셕패 싀트시 너겨 이후 희롱도 아냐 려두니, 운셩의 
이티 넘나고 믜온디라193)

소운성은 석파의 처소 일희당에 혼자 있던 소영을 위협하여 겁탈한 뒤 첩을
삼아주겠노라며 발설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자신의 앵혈이 사라진 것
에 “환희”하여 돌아간다. 소영은 크게 놀라 울면서 석파에게 운성이 무단히 핍
박하니 화나고 서럽다고 말한다. 석파는 소영의 앵혈이 사려졌음을 확인하고
청천벽력(靑天霹靂)을 맞은 듯 충격에 빠지지만 이 일이 운성의 부친 소현성에
게 알려지면 운성이 감당키 어려운 벌을 받을까 염려하여 함구한다.
193) 소현성록 5권 59~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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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에서 소영의 입장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다. 놀라고 무섭고 서러워
우는 소영의 모습이 급작스럽게 겁탈당한 어린 소녀의 내면을 전부 보여준 것
이라 하기 힘들 것이다. 이후에도 소영은 지속적으로 폭력의 대상이 되는데 그
때도 역시 소영의 목소리는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한편 소운성은 위협하며 겁
탈할 때부터, 첩을 만들어주겠노라며 입단속하며 떠날 때까지도 소영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철저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집중한다. 그 욕망이
라는 것도 석파에게 앵혈을 찍히며 느꼈던 수치심과 굴욕감을 벗어나겠다는 것
에 불과하다. 그 보잘것없는 목적을 위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12세 소녀의 신
체를 착취했던 것이다. 부모 잃은 소영의 보호자를 자처하여 좋은 데 시집보내
주겠노라 생각했던 석파 역시 소영의 앵혈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
지만 소영의 내면을 보살피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복수로 자신
의 조카를 겁탈한 운성이 밉다는 데에 더욱 감정을 쏟는 듯하다. 한편 서술자
도 “운셩의  이티 넘나고 믜온디라”며 소운성에 대해 비판하지만 이 서
술 역시 피해자 입장에서 느낄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논평이
라 생각된다.
다른 인물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소운성이 14세가 되어 참
정 형옥의 자제들과 친하게 어울리다 그 집에서 우연히 형옥의 딸 형강아를 보
고 호감을 갖게 된다. 소운성은 외조부에게 부탁해 형강아와의 혼인을 추진하
는데, 이 사실을 운성의 부친 소현성은 혼례가 치러진 뒤 알게 된다. 더불어 소
영을 겁탈한 일도 알게 되어 아들을 불러 꾸짖는데 이 과정에서 양부인이 소현
성을 만류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쇼영의 일은 비록 단졍티 아니나 그 긔샹(氣像)이 아름답거 엇디 기리 
뇨? 운셩이 이제 혈(生血) 곳 티 딕혀시면 이 잔약(孱弱)미니 이 허
믈 말나. 오직 규슈(閨秀) 여여 보믄 그거니와 과(改過)미 이시리니 그만
야 샤라.”194)

소현성록 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로 군림한 양부인의 발언이다. 소운성이
소영을 겁탈하여 앵혈을 없앤 일은 단정치 않으나 기상이 아름답다는 것이다.
앵혈을 지켰으면 “잔약(孱弱)미니”라 말한 것으로 볼 때 아름답다는 의미는
기상이 활달하여 좋다는 의미에 가까운 것 같다. 이처럼 운성이 소영을 겁탈해
194) 소현성록 5권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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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혈을 없앤 것은 기상이 활달히 작용한 일이기에 탓할 게 아닌 것인 반면 규
수 형강아를 엿본 일은 잘못되었으니 반성할 일이라 말한다. 오늘날의 관점에
서는 소영에게 행한 일이 훨씬 심각한 패행이라 여겨지는데, 양부인은 운성이
혼전에 형강아를 엿본 일이 보다 심각한 비례(非禮)라 여기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과 큰 간극을 보이는 이러한 인식은 물론 중세의 신분질서에서 비롯된
다. 소영은 석파의 외족이므로 신분이 양민인데 반해 형강아는 사대부 집안 형
부의 어엿한 규수이니, 소영의 신체가 유린된 일보다, 형강아의 모습이 외간남
자에게 엿보인 일이 더욱 비례한 일이었던 것이다. 소운성이 소영을 버리지 않
고 첩으로 취했으므로 더욱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이 작품의 인식이다. 소영
은 이후 형강아에게도 소운성의 첩으로서 인정받고 소부에서 함께 지낸다. 그
러나 첩이 된 뒤에도 때때로 소운성의 폭력에 시달린다. 소운성은 석파 혹은
형강아에게 불만이 있을 때마다 만만한 소영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샹셰 투목(投目)으로 부인을 보고 십분 미온(未穩)야 짐 쇼영을 블너 됴
복(朝服)을 벗기라니 쇼영이 평일 부인의 은덕(恩德)을 감격고  그 간대
로 보디 아냐 어위며 렬(猛烈) 장 두려 비록 랑나 공경던디라.
며 샹셰 평일 부인과  셔 저려 말 적이 업다가 금일 이 광경을 보고
히 샹공긔 죄 어들디언뎡 부인긔 그 너기 밧디 아니랴야, 드 톄 아
니코 듬댱 이로 드러 당(內堂)으로 피니 샹셰 임의 과심히 너겨 스로 됴
복(朝服)을 벗고 난간을 볘고 누니, 형시 야흐로 금년(金蓮)을 움여 댱 안
흐로 향니 이 노왈 “나 이 싀회(豺虎) 아니로 엇디 사이 보고 피
미 풍(生風)뇨? 형부인이 안자 계셔도 운셩이 해든 아니리라.” 형시 드
 톄 아니코 드러가더라. 이 야(此夜)의 셔당의셔 쇼영을 브니 영이 칭탁
(稱託)고 가디 아닌디라. (…) 이 잠쇼(潛笑)고  닐오 “형시 가야
이 졉디 못 쳐오. 은인이라 리니 혹 블합(不合)나 대단리잇가? 니
와 지어 쇼영 쳔녀(賤女) 블과(不過) 상님(桑林)의 쳔인(賤人)이라. 엇디 감히
방리잇고마 요이 쇼딜(小姪) 업슈이 너기미 태심(太甚)니 한심디라.
칼흘 다마 시험코져 이다.” 소부인이 경왈 “고이 말을 말나. 비록 쳔
쳡(賤妾)인들 부〃의 지의(志意)로 엇디 마 죽일 디 잇뇨?”  왈 “쇼딜(小
姪)이 무단히 해코져 미 아냐 실로 졔가(齊家)의 법도 셰우미니, 손무(孫武
者) 합녀(闔慮)의 후궁을 군법 셰우려 버히니 딜(姪兒) 졔가(齊家)려 쳔쳡(賤
妾) 나 죽이미 못 일이 아니니이다.” 소부인이 다만 희언(戲言)으로 알고 우
을 이라. 쇼영이 마 곡난 이의 안자 시히 드디라. 낫발이 숑연(悚然)
야 각 ‘젼의 드니 형부인과 공 다 죽이려니 형참졍이 구다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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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라. 이제 셩이 발매 날  사은 석은 플티 죽으리니 내 엇디 쳥년의
칼그 혼(魂魄)이 되리오?’ 야 후(此後) 운셩을 피야 니니 이 더
옥 노야, 일〃은 셔당의셔 “쇼영을 잡아오라.” 니 영이 셕파의게 고대 셕
패 대경(大驚)야 보내디 아니대 샹셰 크게 노야 후로 죽일 을 아조
결얏더니,195)

소운성과 형강아가 부부싸움을 하여 냉전 중인 상황에서 운성이 술에 취해
중당에 들어온다. 운성은 형강아를 불편해하며 보란 듯 소영에게 조복을 벗기
라 명하는데, 소영은 첩에 불과한 자신이 형부인 앞에서 감히 운성의 수발을
들 수 없다 여기고 자리를 피해버린다. 그런데 다음날 숙모 소부인이 부부 갈
등에 대해 언급하자 운성은, 형강아는 정실부인이라 가볍게 대할 사람이 아니
니 자신과 불합해도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소영은 “상님(桑林)의 쳔인(賤人)”
인데 방자히 구니 칼날을 다듬어 시험코자 한다 말한다. ‘상님’(桑林)은 남녀가
야합하는 뽕나무 숲을 이른 말로, 상님(桑林)의 천인(賤人)이라 함은 소영을 일
컬어 정실이 아니라 야합하여 얻은 천한 첩이라 이른 것이다. 그런 천한 이가
감히 자신의 명을 거부했으니 칼로 처단하겠다 한 것이었다. 소부인은 희언(戲
言)으로 취급하며 웃고 말지만 당사자인 소영은 우연히 이 대화를 엿듣고 공포
감을 느낀다. 일전에 형부인과 심하게 갈등하던 소운성이 형부인과 아들을 모
두 죽이겠노라 발광하던 일을 알고 있던 소영은, 자신과 같은 이는 운성에게
썩은 풀같이 죽을 것이라 생각하며 기를 쓰고 운성을 피해 다닌다. 소영은 자
신이 소운성의 기분과 의지에 따라 언제든 아무렇지 않게 살해당할 수 있는 처
지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화풀이 대상인 소영이 계속
보이지 않자 소운성은 분노가 쌓여 “죽일 을 아조 결”한다.
이 갈등은 소영을 보호하는 석파와 소운성의 갈등으로 이어졌다가 결국 석파
의 강력한 항의에 소운성이 소영을 죽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 약속하며 끝난다.
그러나 소영은 이후에도 소운성에게 천첩으로 취급당할 뿐 아니라 소부 내 다
른 구성원들에게도 철저하게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 소운성은 소영과의 사이에
서 낳은 아들을 두고 형강아 아들과 비교하며 “엇던 산금야슈(山禽野獸) 려
왓뇨?”라는 비하적 농담을 태연히 하는가 하면,196) 석부인은 소부 여성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소운성의 처첩이 모두 훌륭하다는 칭찬을 듣고서, 며느리 형

195) 소현성록 9권 46~8면.
196) 소현성록 9권 5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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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에 대한 칭찬은 사양치 않겠지만 소영에 대한 치하는 괴롭다며 “저  뉴
 쳔만 인이 이셔도 블관(不關)이다.”라 답한다.197) 석부인이 소영을 바라보
는 시각은 상님(桑林)의 천인(賤人)이라는 소운성의 관점과 다르지 않고, 소영
을 끔찍한 폭력의 피해자가 아닌 운성의 앵혈을 없애기 위한 도구로 인식했던
양부인의 시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소현성록 에서 창기를 보는 시각이 드러난 지점도 단편적이나마 존재한다.
대부분의 한글장편소설에서 창기는 배격의 대상이다. 남성인물들의 애정 대상
으로 창기가 등장하는 경우는 드물며, 창기를 외정(外情)의 상대로 삼는 남성인
물은 작품 내에서 비난받기 일쑤이다. 창기는 고결하고 준엄한 한글장편소설의
중심인물들이 관계하기에는 너무 천한 존재였던 것이다. 한글장편소설의 이런
기본적 분위기를 감안하며

소현성록 에 등장한 창기에 대해 살펴보자.

소운성에게 청주자사가 명창 열 명과 말 세 필을 보내온다. 이에 운성이 다
섯 명은 형제들에게 나누고 다섯 명을 별채에 머물게 해 풍류를 즐기곤 했다.
이 소식에 화가 난 명현공주가 창기들을 불러 잘잘못을 따지지도 않은 채 머리
카락과 귀와 코를 베고 손발을 잘라 인체(人彘)를 만들고서 매질하여 냉궁에 가
둔다. 이 일로 명현공주는 소운성과 크게 갈등하는데, 이 사건에서 아무런 죄
없이 잔인한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다섯 창기의 목소리는 완전히 소거되어 있
다. 작품 내에서 그들의 입장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
소운성이 명현공주를 향해 분출하는 분노에도 창기들에 대한 걱정, 연민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소운성의 분노는 다만 자신이 “거린 거 임의로 잡
아다가 인뎨 ”었다는 사실, 자신이 소유한 무엇을 함부로 망가뜨렸다는
사실에 집중되어 있다.198) 자신이 창기들을 곁에 두었기 때문에 아무 잘못 없
는 이들이 잔인무도한 폭력을 당했다는 책임의식도 미안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공주를 보필하는 한상궁이 겨우 소운성을 진정시키고 다섯 창기를 풀어
주는데 그들은 모두 병잔지인(病孱之人)이 되어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서술된다.
서술자는 이어 “일시 투부(妬婦) 다 공쥬 쾌히 너기더라”는 설명을 덧붙여
투기하는 여성들이 잔인하게 창기를 폭행한 공주에게 공감한다는 사실도 알려
준다.199)

소현성록

어디에도 창기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대변하는 목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소운성과 명현공주는 물론 서술자
197) 소현성록 9권 58면.
198) 소현성록 6권 61면.
199) 소현성록 6권 6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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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창기에 대한 연민을 보이지 않는다. 서술자는 애초에 창기들의 얼굴을 보
여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인간성이 말살된 서사도구로 활용할 뿐이다.
세월이 지나 석파가 유람을 갔다가 돌아온 소운성을 오랜만에 만나 희언을
주고받으며 한 말은 더욱 몰인정하다.
이 크게 웃고 닐오 “조모(祖母)의 날 보챌 연괴 나시니 긴 날의 괴로오
어이 견리잇고? 내게 여 쳡이 업고 초영 이로소이다.” 셕패 역쇼 왈 “낭
군의게 돗 쳡이 다토록 아니 잇더냐?” 이 쇼왈 “쳥 오챵(五娼)은 이 명
기(名妓)라, 엇디 인뎨(人彘)리오?”200)

소운성이 유람하며 겪은 이야기를 풀어놓던 중 석파는 낭군에게는 돼지 첩
다섯이 있지 않냐고 농담을 건넨다. 돼지 첩이란 명현공주에 의해 귀와 코가
베이고 손발이 잘려 인체(人彘)가 된 다섯 창기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에 소운
성은 그들은 명기(名妓)이지 돼지가 아니라 답하나 역시 농조를 띠고 있다. 한
순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처참하게 신체가 훼손된 사람들을 두고 돼지 첩이라
부르며 희언을 주고받는 행위는 대상을 철저히 비인격화하고 비인간화할 때나
가능하다. 이 대화에서 석파도 소현성도 창기들을 자신과 같은 인간으로 인식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소영, 창기와 같이 신분이 비천한 여성에 대해

소현성록 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물론 소영과 창기 사이에도 넘어설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한
다. 소영은 양민이며, 겁탈을 당한 뒤에는 소운성의 첩이 되어 아이도 낳고 안
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201) 그러나 소영은 석파의 조카인데다 석파
가 직접 거둬 키운 인물임에도 그 신체가 함부로 유린되었으며, 첩이 된 뒤에
도 소운성의 학대에 시달려야 했다. 소부 일족과 어울리며 ‘천인’(賤人)이라는
비칭을 일상적으로 공공연하게 듣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소운성이 소영을 죽

200) 소현성록 9권 39면.
201) 소영과 창기의 차이를 양부인의 발언에서 단적으로 간취할 수 있다. 소운성이 소영을 겁탈한 사
실이 소부에 알려진 뒤 석파가 소영을 운성의 첩으로 삼아줄 것을 소현성에게 말하자, 소현성이 난
색을 표하는데 이때 양부인이 나서 소현성을 설득한다. 이 대목을 보면 소영은 노류장화(路柳墻花)
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부류이며 선량하니 이미 연을 맺은 소영을 첩으로 삼아 운성이 신의를 지키
게 하라 말한다. “태부인 왈 ‘불연(不然)다 노류쟝화(路柳墻花) 불관(不關)거니와 뎨  태
우의 손의 디미 업서 동말지녜(同末之女)오, 인물이 냥션(良善)니, 믈며 네 당〃 샹국(相國)
으로 교화 니혀매 튱졀(忠節)을 권며 효졀(孝節)을 흥긔리니 너의  신(信)을 딕희게
리니, 엇디 고집리오?” 소현성록 5권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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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겠노라 소란을 피울 때, 석파 이외의 어느 누구도 나서 말리지 않는 데서 확
연히 알 수 있듯, 소부 일족에게 소영은 그들과 같은 부류의 인간이 아니었다.
한편 창기는 천민 가운데서도 가장 천시당한 이들로,

소현성록 의 다섯 창기

는 부당하고 참혹한 폭력을 당해 평생 귀와 코, 손과 발이 없는 장애인으로 살
아가야 할 처지가 되었다. 이들은 작품 내에서 인간으로 그려지지 않았다. 작품
내 어떤 인물도 창기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서술자는 명현공주와 소
운성의 갈등이 극대화되는 계기와 명현공주의 악독함을 보여주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써 그들을 활용했을 뿐이다. 그들의 인격은 철저하게 소거되어 있었다.
이로써 보면

소현성록 의 세계는 하위주체를 차등화하고 비인격화한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인격체로 형상화된 하위계층을 찾아보기 힘들
며, 단편적으로나마 등장하는 그들에 대한 인간적 연민, 감정이입의 요소 역시
잘 드러나 있지 않다.

2) 종속된 존재의 하위주체
유씨삼대록 의 유옥영과 사강의 관계에 대해서는 ‘Ⅲ-2-2) 위계성의 강화’
에서 이미 살핀 바 있다. 유옥영은 고집이 세고 오만하여 숙녀의 덕이 부족하
다 여겨져 사강과 혼인 이후 처절하게 ‘숙녀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 중
사강이 옥영의 투기를 제어한다는 명목 하에 옥영 앞에서 시비들을 추행하는
장면이 나온다. 옥영이 친정으로 출거되어 몇 개월 간 계속 사강과 갈등하던
중 해가 바뀌어 새해 설날이 되자 옥영 홀로 시가에 못가고 유부에서 시비 홍
련, 부용과 함께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이때 사강이 들어와 옥영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곁에 있던 홍련과 부용을 추행하기 시작한다.
어 흥(醉興)을 인여 홍년의 손을 잡고 부용의 무릅흘 볘고 누어 왈 “궐
듕(闕中)의 드러가 쥬(賜酒) 과(過醉)고 도라오매 이 야디라. 여
등(汝等)은 믈너 가디 말나.” 이 녜 대황(大遑) 감히 치디 못디라. 쇼
졔 경(此境)을 보매 연 변고 니러 피코져 니,202)
어 듯기 마매 그 온공(溫恭)미 젼일(前日)과 도(乃倒)믈 깃거나
죠곰도 용셔미 업서 분연이 니러나 크게 지저 왈 “투뷔(妬婦) 감히 듕(醉
202) 유씨삼대록 5권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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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 녀로 친근믈 노여 간사이 미니 엇디 그 졍(情態) 모리오?”
드여 상을 드러 쇼져 어러이 치고 홍년 부용 등을 좌우의 두어 친근
경(景色)이 이 업니, 쇼졔 분(忿駭)믈 이긔디 못더니203)
느즌 후 어 드러오니 눈믈을 거두고 니러 마즈매 어 이 날은 술을 그치고
됴용이 누어 말이 화평니 쇼졔 더옥 공경여 감히 눈을 드디 못디라.
어 짐 부용 등을 부니 이 녜 어의 희롱믈 보고 다 피여 오디 아니〃
어 쇼져려 왈 “그 이녀(二女) 초아 가부(家夫) 외(內外)니 이 엇
딘 도리뇨?” 쇼졔 숑연(悚然)여 구겁(懼怯)히 왈 “이 실노 쳡의 아디 못
배니 군 스로 브쇼셔.” 어 변(變色) 왈 “부인의 투긔(妬忌) 고치디
아니미 이 흐니 의 광망(狂妄)믈 치 말나.” 언파의 노긔 표동니 쇼졔
만이 일이 욕되믈 슬허나 면강(勉强)여 부용 등을 블너 지저 왈 “여등
(汝等)이 엇디 샹공 명을 거역여 노쥬(奴主)의 분(分)이 업뇨?” 이 녜 머리
숙이고 말이 업니, 어 이 녀로 여곰 환(使喚)을 식여 날이 져믈매 쇼져
려 니 “홍년 등이 뫼(才貌) 아다오니 이 침변(枕邊)의 무류믈 위로
코져 니 부인이 허락다?” 쇼졔 어히 업나 음의  블관(不關)디
라. 쾌히 답 “군의 임의대로 실디니 엇디 쳡려 무시리잇고?” 어
왈 “그러나 부인의 녕(令)이 업 즉 이 녜 슌죵치 아니리니 친히 니미 방해롭
디 아니토다.” 쇼졔 각 졔 나의 투긔(妬忌) 졔어노라 광패(狂悖) 가
온 거죄 이 흐니 하리 이녀(二女) 맛뎌 내여 보내여 셜만(褻慢) 거조
보디 아니리라. 여 이 녀 블너 닐오 “샹공이 너희 외당의 신임(信任)콰
져 시니 금야로브터 나아가 녕(令)을 거역디 말나.” 어 즉시 이 녀로 더브러
외당의 나아가매 쇼졔 야흐로 샹미 즈즐디라 나가믈 다이 넉이더라.
어 외당의셔 이 녀 십분 툥(寵愛)여 십여 일을 드러가디 아니터니204)

사강이 취해 들어와 홍련의 손을 잡고 부용의 무릎을 베고 눕는다. 이에 둘
은 대황(大慌)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한다. 이어 유옥영 앞에서의 사강의 추행
은 계속되고 다음날도 옥영의 처소에 들어와 홍련과 부용을 불러 급기야 옥영
에게 시비들이 자신의 잠자리에 들게 하라는 명을 내리라 요구한다. 유옥영은
사강의 요구대로 나오기를 꺼리는 시비들을 불러 사강의 명을 따르지 않는다며
꾸짖고 외당에 가서 사강의 잠자리를 모시라 명한다. 이때 시비들의 입장은 잘
드러나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를 살펴보면 이 상황에 대해 굉장히 곤

203) 유씨삼대록 5권 28~9면.
204) 유씨삼대록 5권 29~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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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스러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강의 손길에 대황(大慌)하고, 그의 희롱
을 피하며, 옥영 앞에서 머리를 숙여 말이 없다. 자신들이 섬기던 유옥영 앞에
서 그 남편 사강이 성적인 접근을 하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그
들에 대한 서술은 여기까지 제한적으로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홍련과 부용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더 이상 알 수는 없다. 이 장면에 등장하
는 유옥영, 사강도 물론이거니와 서술자 역시 시비들의 내면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한편 유현이 갈등 끝에 장설혜를 살해한 사건도 앞 장에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런데 그는 첫째부인 양벽주와의 갈등이 극렬할 때 양벽주의 시비 월앵을 죽
인 적이 있었다. 장설혜가 죽서루에 가 양벽주와 환담하던 중 시비 월앵이 내
온 차를 마시고 혼절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는 본디 장설혜가 양벽주를 모함
하기 위해 미리 차에 독을 타 넣은 것이었다. 장설혜는 해독약을 먹고 깨어나
지만 오래도록 병석에 눕게 되고, 유현은 양벽주가 월앵을 시켜 장설혜를 중독
시킨 것이라 여겨 죽이고자 한다. 그러던 중 양벽주의 글씨로 인전기라는 남성
에게 보낸 연서(戀書)를 발견하게 되고 유현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
월이 차 밧드러 나아오매 이 연 작(作色)고  칼을 혀 을
상두(床頭)의셔 버히니 놀난 피 쇼져의긔 리고 의 머리  러지니 이
슈급(首級)을 쇼져의게 더뎌 왈 “부인은 뉴의 무지믈 용샤고 심복 시녀의
머리 보라.” 쇼졔 이 보매 심담(心膽)이   흐여 능히 긔운을 슈습디
못고 역시 좌의 업더뎌 혼졀니, 원샹궁이 미처 을 구티 못고 급히 시슈
(屍首) 어 내고 일변 쇼져를 븟드러 구며 샤인을 여 오 “공 엇
딘 고로 진듕(陣中) 젼댱(戰場)의 군법(軍法)  규구(規矩)로 무죄 시아(侍
兒) 규방의셔 참시니 아디 못게라, 무 쥬의(主義)시뇨?” (…) 이 원샹궁
을 도라보아 웃고 왈 “앗가 위연이 칼을 희롱여 을 버히니 야흐로 뉘웃
니 궁희 고이히 아디 말디어다. 뎌 양시 내게 조 사이니 뎌를 과도히 랑
고 날을 소원미 우리 션비(先妣)를 각미 아니로다.” 원샹궁이 졍 왈
“(…) 이제 양부인을 보뎡(保定)매 혀 덕이 잇고 허믈이 업믈 경복(敬服)
여 이 션비(先妣)의 뷔(子婦)오 공의 졍실(正室)이라. 여곰 비의 존경
여 밧드 배러니 공 엇딘 고로 부인긔 노흐온 을 비의게 옴겨 금일 
을 버히시고 니어 비 호령시니 아디 못게라, 비 자 버히고뎌 시
니잇가? 노쥬지분(奴主之分)이 군신(君臣) 흐니 (死生)의 거역디 못디라.
죄 이시면 명뎡언슌(名正言順)이 다리시미 원(願)이로소이다.” 공 을 
초아 샤례 왈 “궁희 엇디 언을 뇨? 션비(先妣) 님망(臨亡)의 우리 형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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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희의게 의탁시미 그 튱의(忠義) 아시미라. 이제 감히 능만며 계(戒
責)미 아니로, 심듕의 괴로온 회푀 이셔 친미 궁흰 고로 말이 슈습(收拾)
믈 일흐나 본심이 그러티 아니니 궁희 허믈티 말디어다.” 인여 삼 유
(開諭)고 나가니, 이 궁듕(宮中)이 샤인이 을 버혀 양시 호령믈 드매
블승차악(不勝嗟愕), 진공의 셩되(性度) 엄고 이 고집여 샤인이 댱시
 후 미안(未安)믈 속의 두어 랑이 도(乃倒)니 극히 서어 부 간
으로 (每事)의 깁히 치부(置簿)니 그 관쳐 닐너 알외미 가티 아냐 합개
(闔家) 공의게 언을 고티 아니고, 샤인을 본 졀(切責)여 연고 힐문
(詰問)니 이 흐 말으로 “듕(醉中) 고이 거조 믈 쳔만 후회노
라.” 여 본심을 니디 아니〃, 모다 웃고 왈 “‘항쟈블살(降者不殺)’이라 니
다시  말이 업도다.” 더라. 이 양쇼졔 샤인이 월을 죽이고 나가믈 보매
눈믈을 흘니고 원샹궁을 여 오 “쳡의 앙얼(殃孼)이 태산(泰山) 흐여 무
죄 시비 쳡의 죄로 죽고 궁희의게 (責)이 밋게 니, 진실노 안면(顔面)이 둣
겁고 셰샹의 투(偸生)미 구챠디라. 댱 일신(一身)을 엇디 쳐치여야 가
리오?” 원샹궁이 위로 왈 “부인은 과도히 용녀티 마쇼셔. 텬되(天道) 슌환
니 언마여 공 르시리오? 다만 쟤(死者) 부(復生)티 못리니 의 인
이 잔잉토소이다. 쇼졔 탄식고 후로 심신이 다 비월(飛越)여 사이 겻
업면 긔운이 혼미니 모든 궁인과 원샹궁이 나디 못더라.205)

유현이 양벽주의 처소 죽서루를 찾아 태연히 환담을 주고받다가, 별안간 차
를 내온 월앵의 머리를 베어 양벽주에게 그 머리를 던진다. 놀란 양벽주가 기
절하고, 곁에 있던 원상궁이 양벽주를 구완하며 유현에게 무죄한 시아를 죽이
는 이유가 무엇이냐 항변한다. 유현이 월앵을 죄없이 죽였다는 사실과, 비자를
죽일 일이 있다면 그 죄를 명분과 사리에 맞게 다스려야한다는 사실을 조목조
목 따져 말한다. 이 급작스러운 사건에서 원상궁만이 유현의 무도한 폭력에 온
전한 정신으로 합리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양벽주는 유현이 준 약을
먹고 정신을 차리자 분한 마음에도 그 앞에서 꼼짝 없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유현이 자리를 뜨자 비로소 원상궁에게 울며 자신의 죄로 무죄한 시비가 죽고
원상궁이 책(責)을 받게 됐다며 한스러움을 토로한다.
월앵은 이 작품에서 한 명의 인간으로 온전히 형상화되어 있지 않다. 이 장
면에 등장해 유현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월앵에 대한 서사의 전부이다. 비록
이 장면에서 월앵 자체는 인격체로 형상화되지 않았지만 그 죽음은 주변 인물

205) 유씨삼대록 10권 4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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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연민된다. 원상궁이 무죄한 죽음에 대해 항변하고, 양벽주는 자신을
탓하며 그 죽음을 애도한다. 월앵의 삶은 유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는
언제든 죽여도 아무 거리낄 것 없는 천민에 불과했지만, 적어도 함께 생활했던
원상궁과 양벽주에게 월앵은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 살아 있는 인간이었다.
홍련과 부용, 그리고 월앵에 대한 태도는 다소 다르게 느껴진다. 이들의 서사
가 워낙 짧고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 장면들만으로 시비들을 취급하는 이 작품
의 시각과 태도를 충분히, 확신을 갖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단편적으로나마 이
장면들을 토대로 살펴보자면, 홍련과 부용이 당한 성적 폭력에 대해 연민과 공
감을 표하는 인물이나 서술은 없었다. 반면 월앵의 죽음에 대해서는 심리적, 물
리적 거리가 가까웠던 이들의 항변과 애도가 표현되었다. 그리고 “궁듕(宮中)이
샤인이 을 버혀 양시 호령믈 드매 블승차악(不勝嗟愕)”라는 서술에
서 진양궁의 궁인들이 월앵의 죽음을 무감하게 느끼지 않았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고한 죽음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술김에 고이
한 거조를 했다는 유현의 변명에 유부 사람들은 어이없어 할 뿐 죄 값을 치르
게 하지 않고 없던 일처럼 넘겨버린다.
이로써 보면

소현성록 에서만큼 하위주체들이 폭력적으로 타자화되고 있지

는 않지만, 이 작품에서도 그들의 성(性), 신체(身體), 심지어 생명까지도 존중
받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유씨삼대록 의 하위주체들 역시 주인의 기분에 따라

어떻게 취급되든 상관없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품위 있고 점잖
은 태도를 고수하려는 유부 인물들과 서술자의 성향이 하위주체를 대하는 태도
에도 이어져 그들에 대한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이다.

3) 하위주체 내면의 형상화
소현성록 에서 석파가 소운성의 팔에 앵혈을 찍어 성적수치심을 유발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명행정의록 의 직사 양추밀은 위천강의 팔에 앵혈을 찍어 희

롱한다.
일일은 양직 츄밀긔 일합(一合) 혈(鶯血)을 진봉 리 잇거 홀연 공
 속여 긔롱코져 니 가마니 의 녀코 협문으로 니니, (…) 좌슈로 공
의 팔을 히며 우슈장지(右手長肢)의 혈(鶯血)을 흐억히 믓쳐 으니 셜산(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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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의 홍되(紅桃) 홀연이 러져지라. 한님은 상고로 그 거동을 슈상여
므 이 잇 듯믈 의심고, 상셔 긔 지여본 일이라 홀연 다라 말
니고져 나 밋쳐 말을 못여셔 이 보고 혀  왈, “가졍지훈(家庭之訓)을 신
통이 밧와시니 가히 한 제라 리로다.” 공 쇼활지라. 쳔만 무심 즁 
경한(大驚大恨)여 치고 니러셔 왈 “긔롱도 할 일이 잇니 남의 요괴로온
장속(裝束)을 고 엇지 일신들 견리오? 형장이 만일 니제로셔 업시여 쥬지
아닌즉 장형 아냐 존속이라도 견지 못시리이다.” 직 박쇼(拍笑) 왈 “네 형
도 이 가지고 오 견여 제 조로 업시여시니 네 능진 금일이라도 멸
젹(滅迹)리니 엇지 날다려 뭇뇨?” 한님이 문득 졍왈 “형장이 엇지 노셩(老
成)치 아닌 긔롱을 고  고이 말을 여 갓득 호방(豪放) 아희 도도시
니잇가? 비록 신변(身邊)의 두미 블나 시  이 경계 지여시니 입
장(入丈)미 머지 아니려든 엇지 업시 각을 졔 감히 리잇가?” 니 한님
은 젼혀 진공을 품슈(稟受)여 총명(聰明)이 귀신 갓흔고로 공의 오졸(傲拙)치
못므로 이 거조 인여 넘난 각을 가 미라. 공 다시곰 팔을 보와 만
분불열(萬分不悅)니 언쇼(言笑) 긋치고 노긔 여 한믈 마지 아니나 직
 웃기 긋치지 아니코 만단(萬端) 긔롱나 종시 웃지 아니코 치고 당으
로 드러가니206)

무심하게 있다가 갑자기 앵혈이 찍히자 위천강은 매우 놀라고 한스러워한다.
주지하다시피 앵혈은 여성의 성적 순결을 보여주기 위한 소설적 장치인데, 종
종 남성인물에게 찍어 희언의 소재로 삼기도 한다. 앵혈은 여성의 신체와 성을
통제하는 도구로서 쓰였던 것이기에, 앵혈이 찍힌 남성들은 그것이 유희에 불
과하더라도 자신의 신체와 성 역시 여성과 같이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 성적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존재하는 위치, ‘여성’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는 셈이므로 남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도전이자 훼손으로 받
아들이는 것이다.207) 때문에 앵혈을 빨리 없애려 하는데, 여기서도 당장 없애라
며 화를 내는 위천강에게 양추밀은 형 위천보가 그랬듯 네 재주로 없앨 수 있
다고 놀린다. 그런데 이때 위천유가 양추밀을 제지하고 나선다. 앵혈을 없애기
위해서는 성관계를 해야만 하기에 양추밀의 말은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어린
위천유에게 여색을 취하라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천유는
양추밀에게 고이한 말로 가뜩이나 호방한 아이를 도도지 마시라 한다. 기실 위
206) 명행정의록 33권 11뒤~3앞.
207) 조혜란, ｢고소설에 나타난 나성 섹슈얼리티의 재현 양상｣,
2005, 3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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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유가 양추밀을 제지하며 한 말은, “공의 오졸치 못므로 이 거조 인여
넘난 각을 가 미라.”는 서술자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 양추밀이 아니라
위천강에게 비례(非禮)한 생각을 하지 말라 경고한 것에 가깝다.
그러나 위천강은 앵혈을 없앨 궁리를 하다 일전에 봤던 교강선을 생각한다.
교강선은 위천강의 외조 백공의 시비 춘섬의 양녀로서 본디 사족의 딸인데 어
릴 적 불운하게 부모를 잃어 춘섬이 거둬 기르게 된 사연이 있었다. 위천강이
외조부 댁에 갔다가 우연히 춘섬과 함께 있는 교강선을 보고 그 아름다운 외모
와 사족 같은 태도에 간혹 생각이 났는데, 이때 앵혈을 없앨 상대로 떠올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긴다.
공 츈셤의 양녜(養女)라 여 하쳔(下賤)으로 아지라. 그 작인이 하류(下
類)의  업믈 고이히 너기고 슬허 연고 몰나 임의 예지 니러
엇지 헛도이 도라가리오? 이의 문을 잡아 흔드니 안흐로 걸녓거 힘 한번 밀
치니 문이 러지고 골희 나려지니 한번 여 방즁의 드니 교랑이 벽녁(霹靂) 갓
흔 소 듯고 혼비산(魂飛魄散)여 흣터진 졍신을 거두어 잠간 보니 옥 갓
흔 쇼년이 우음을 먹음어 완연이 드러셧지라. 졍혼(精魂)이 비월(飛越)여 일
신(一身)이 무력니 업더져 졍신을 찰히지 못거 방약무인(傍若無人)히 나아
가 븟드러 니혀고 시 보니 더옥 아다온지라. 랑오믈 니긔지 못 
혀 다라나 피가 여 사 단단이 잡고 일너 왈 “나 상부 공로 졍훈(庭
訓)이 엄즁시고 셩교(聖敎) 스니 엇지 너의 좀얼골을 보고 비례(非禮)
리오만은, 맛 마지 못 연괴 이셔 네 몸을 비러 나의 비상(臂上)의 괴로
온 표졈을 업시코져 미라. 너의 쳔인으로 츈셤의 양녜(養女) 되엿다가 나의 옥
갓치 졍양 몸을 네게 허니 엇지 못 영홰라. 심(生心)도 거리지 말나.” 교
랑이 비로소 두 번 마조쳐 본 공라. 그제야 다라 젼일의 그 옥안션풍(玉顔仙
風)을 가마니 흠션(欽羨)미 이시나 동방화쵹(洞房華燭)의 마민즉 바라 넘은
깃부미어니와, 반야(半夜)의 겁칙(劫勅)여 그 언에(言語) 경멸믈 차두갓치 
믈 보니 놀납고 분믈 니긔지 못여 쇼 못고 뉴(淚水) 비 갓흐니 공
다시 뭇지 아니고 핍박기 급히 니 엇지 셤셤약질(纖纖弱質)이 강장효용
(强壯豪勇) 힘을 당리오? 속졀업시 미홰(未開花) 광풍(狂風)의 븟치이믈 면
치 못니 망극여 비러 왈 “쳡이 하쳔(下賤)이 아니라. 엇지 창녀갓치 겁칙(劫
勅)믈 바드리오? 만일 종신의 바라지 아닐 언약을 아닌즉 오보(五步) 안의 피
로 리리라.” 공 쇼왈 “네 창녀와 비(婢背) 아니나 임의 츈셤의 녜(女)니
엇지 쳔인(賤人)이 아니리오? 연이나 네 몬져 분여 죠미 업고 규녀의 몸을
 몬져 흐리워시니 타일 실즁(室中)의 슉녀 맛고 뇽방(龍榜)의 계지(桂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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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면 금(金釵) 일면을 엇지 허치 아니리오만은 가법(家法)이 엄슉니 위고년
다(位高年多)기 젼 감히 쳡잉(妾媵) 두  발구(發口)리오.” 교랑이 쾌
허락이 업믈 보고 쥭고져 여 왈 “쳡이 비록 족(士族)이로라 니지 못나
엇지 람의 일야 핍박믈 닙어 바리믈 감심리오?” 드여 부이져 쥭고져
니 공 왈 “ 사의 희롱믈 인여 홍졈(紅點)을 고 마지 못여 이 거
죄 이시나 가졍(家庭)의 녜도(禮道) 츄락(墜落)믈 븟그리니 두 번 오지 못
거시오.  거두믈 조만을 긔약지 못리니 다만 마음이 가온 잇지 아니믈 언
약노라.” 교랑이 읍왈 “일시 말노 언약나 무어 빙거(憑據)리오?” 공
쇼왈 “여즉  일슈장(一首盟章)을 쥬리니 의심치 말나.” 고 핍박기
더옥 급히 니 교랑이 단(白檀) 방(防遮)나 알노 엇지 돌을 젹리오.
초협의 한졈 봄비 냥인(兩人)의 두 졈 단사(丹砂) 씨지라. 교랑이 하놀납고
어이 업니 쥭은 듯여 쇼 못지라. (…) 교랑이 흣허진 졍신을 겨요
모화 그 쓴 글을 보건 쳬격이 쳥신과 필법의 영농미 눈을 놀고 인즉
쳥산녹슈(靑山綠水)의 언약이 이시나 창녀와 가희 쥰 바 갓흐여 조곰도 긔
미 잇지 아니니 비록 족(士族)이믈 븟그려 니지 못여시나 이도록 경멸
믈 보니 닯고 분여, 일변 그 옥안영풍(玉顔英風)과 문장풍(文章風流) 텬하
(天下) 다 도라도 맛나기 어려오믈 도로혀 다 듯여 다만 무슈히 우더니,
홀연 뉘웃쳐 각 ‘ 텬하(天下)의 공믈노 부모  긔약이 업고 몸을
아모 곳의 밋 쥴 아지 못거 져의 독등 풍광으로 아다온 긔약을 스로
허니 임의 쥭지 못즉 인(此人)의 지날 업고로, 더옥 힘이 약여 명졀
(名節)을 셰우지 못여시니 날노 게 너겨 시(詩)의 쳔(賤待)미 이 갓흐
니 만일 놉흔 졀(節)이 부족하믈 업슈이 너길진 타일 부모  비록 화쵹의
못간 빗나믈 어더도 셔로 보나 쾌미 업리니 엄 결단을 뵈야 공경(恭敬)을
일위리라.’ 졍히 각더니,208)

위천강이 교강선의 방에 난입하여 겁탈하는 이 장면에는 위천강 못지 않게
교강선의 입장이 서술되어 있다. 위천강은 자신의 정체를 알린 후 앵혈을 없애
야 할 사정이 있으므로 상대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겁탈하는 상황에서 자신
의 특정 목적을 위해 상대를 도구로 이용한다는 사실을 당당히 알리며, 천인(賤
人)인 네가 옥같이 정양한 내 몸을 상대하는 것은 너에게 영화로운 일이라 한
다. 괴한이 자신의 방에 난입해 들어올 때부터 공포에 질려 정신이 없었던 교
강선은 위천강의 말에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인다. 몇 번 위천강을 마주치며
그 옥안선풍(玉顔仙風)에 호감을 느끼고 그와 혼례를 한다면 분에 넘치는 영광
208) 명행정의록 33권 19뒤~22뒤.

- 153 -

이라 여겼지만, 한밤중에 나타나 자신을 멸시하며 겁칙하니 놀랍고 분해 눈물
을 비같이 흘린다. 여기서 교강선의 복잡한 내면이 드러난다. 호감을 느끼던 상
대이지만 이처럼 자신의 의지와 감정이 무시된 채 폭력적이고 비례(非禮)한 방
식으로 연을 맺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울며 빌어도 연약한 몸으로 그 압도
적인 힘을 당해내지 못하리라 생각되자, 종신(終身)에 버리지 않는다는 언약이
라도 해달라 부탁한다. 이에 위천강은 천인(賤人)이란 점을 강조하며 거듭 멸시
하고, 혼인을 하고 과거에 급제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가법(家法)이 엄숙하니 위
고연다(位高年多)하기 전엔 취첩하기 어렵다는 애매한 대답을 한다. 이에 두 사
람의 실랑이가 이어지다 결국 위천강은 교강선을 겁탈하고, 홍상(紅裳)에 언약
시 두 수를 쓰고 사라진다. 교강선은 언약시에서 자신을 창녀나 가희와 다를
바 없이 취급했음을 보고 다시 모멸감을 느껴 애달고 분해 한참을 운다.
그러나 교강선은 오로지 정절을 지키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인 듯 여기는 여
느 여인들처럼 겁탈 당한 일로 자결하지 않는다. 자신의 신분과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상대의 지위와 가풍을 명확히 파악한 뒤 매우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을 한다. 자신이 비록 사족이긴 하지만 부모를 잃고 시비의 양녀로 있는
처지에서 위천강과 같이 좋은 가문의 미남자를 만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원치 않았지만 이미 겁탈을 당한 이상 죽을 생각이 아니라면
위천강의 아내가 되는 것이 자신의 삶에 이롭다 생각한다. 결심이 서자 천대받
지 않기 위해 열녀처럼 자결을 위장하고 결국 계획이 성공하여 위천강의 두 번
째 부인이 된다.
교강선이 겁탈 당한 이후 자발적으로 위천강의 아내가 되고자 노력했다 해
도, 그리고 교강선이 이후 악행을 저지르는 인물이 된다 하더라도, 그가 이 장
면에서 드러낸 고통의 감정들은 그 의미가 감소되지 않는다. 특히 앞서 살핀
소설들과 비교해도 낮은 신분의 여성이 겪는 성폭행의 상황에서 피해자의 입장
이 이토록 자세히 서술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더욱 특기할 만하다. 교강선
은 낯선 남자의 폭행에 겁에 질렸으며,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 성적도구로 취급
되고 있다는 사실, 상대가 자신의 인격을 무시하고 유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
확히 인식하고 “닯고 분여” 통곡한다.
그리고 이 일은 이후 위부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때 위부 사람들은 매우 엄중
한 태도로 이 사건에 접근한다. 우선 교강선이 목을 매 자결을 시도하자 백공
은 교강선을 구호하고, 사건 현장에서 위천강의 언약시를 발견해 사태를 짐작
한 뒤 위천유에게 알린다. 이에 위천유가 천강을 불러 이 사건에 대해 추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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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꾸짖는다. 천강은 일이 이렇게 발각되자 겁을 먹고 병에 들고 만다. 이후 부
친 위연청이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되자 위천강을 엄호했다는 이유로 위천보, 위
천유까지 포함해 삼형제를 엄히 장책한다. 앵혈을 찍었던 양추밀은 자신의 장
난에서 비롯된 일이기에 위천유가 앞서 했던 경고를 생각하며 무안해한다.
위천강이 위부에서 이토록 엄히 징치된 것은 교강선의 신분이 천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천강은 천인인 줄 알고 범했으나 기실 교강선은 천인이 아
니었고, 이 사실을 위부 사람들도 알게 되자 위천강의 행위가 더욱 엄중하게
취급되었던 것이다. 교강선이 첩이 아닌 두 번째 부인으로 위천강과 혼인할 수
있었던 것도 이후 그가 친부(親父)를 찾아 사족임이 증명되고 친부가 나서 위부
와의 혼인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분이 어떤가에
따라 수습되는 양상이 다른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을 대하는 위부의 태도가 유달리 진중하고 엄중하다는 사실
은 작품 내 다른 인물들의 평가에서도 확인된다. 이후 위연청의 딸 위혜주에게
반한 사몽성이 혜주와의 혼인을 추진해 달라 부친 사희광에게 부탁하자, 사희
광은 방탕한 아들이 도덕적 기준이 높은 위부에 장가가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
하며 이 사건을 떠올린다. 위천강이 앵혈을 없애기 위해 양녀를 겁탈한 일로
사생(死生)이 위태로울 정도의 엄책을 받았던 일이, 위부의 도덕적 수준이 얼마
나 높고 엄정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보면 위부가 타가문에 비해서도 이 사건을 얼마나 심각하게 인식하고 진지하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위천강의 패행을 심각하다 여기는 것은 피해자
의 피해 정도를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로써 보면 위부 사람들이
피해자의 입장, 낮은 신분 여성의 고통을 등한시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강선은 위천강의 차위(次位)가 되자 원위(元位)인 양현강을 없애려는
계획을 세운다. 그러던 중

소현성록 의 명현공주가 창기들의 몸을 훼손하여

인체(人彘)를 만들었던 것과 같이 위천강을 위해 수절한다며 찾아온 창기 양대
운을 결박하여 유혈이 낭자하도록 매를 치고, 머리카락과 귀와 코를 벤다. 그런
데 이는 양대운을 투기해서가 아니라, 양현강이 양대운을 투기한다는 모함을
하기 위해 개용단을 먹고 양현강 얼굴로 변신하여 행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알게 된 위부 사람들은

소현성록 의 소부 사람들과 달리 창기인 양대

운을 구하고자 애쓴다. 양대운을 숨겨주고 있던 뉴한과 그 부인 진숙인이 그를
살리려 애써 치료하고, 위천유 역시 양대운의 일을 알게 되자 자신이 만든 약
을 내어 그 상처를 치유하게 한다. 양대운은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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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수용하지 않는 위부의 가풍을 극복하지 못해, 뉴한이 후히 주는 금은을
받고 행리를 차려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가 위천강을 위해 오랜 시간
수절하자 위연청은 양대운을 불러올 것을 허락하고, 막상 양대운을 마주하고서
는 그간 배격했던 감정을 내색하지 않고 친절히 대한다.

소현성록 의 창기들

와 달리 양대운은 위부 사람들에게 고통을 느끼고 사랑을 하는 한명의 인간으
로서 대우 받고 있는 것이다.
명행정의록 에서 가장 방탕한 남성인물인 사몽성은 위혜주와 갈등하다가 시
비를 추행한다. 이 장면은

유씨삼대록 의 사강이 홍련과 부용을 추행한 장면

과 비슷한데 사건의 진행 과정은 매우 다르다.
이 한님[사몽성]이 갈믈 인여 (茶) 구 쇼져 시녀 경홍이 옥완
(玉椀)의 향다(香茶) 밧쳐 들고 딘젼(進前) 궤헌(餽獻)니 녹군홍초(綠裙紅綃)
의 묘딜(妙質)이 경영여 니홰(梨花) 츈우(春雨) 엿 지라. 한님이 믄
득 눈을 기우려 보기 냥구히 다가 즉시 밧디 아니고 쇼져 향여 쇼왈
(…) 경홍이 의  밧디 아니코 눈 주믈 경황딘겁(驚惶唇怯)여 몸이 침상의
안 나 본 위부의 죵(從事) 라. 곡반(穀盤)의 졀(節次)와 비쥬(婢
主)의 디엄 녜(禮) 문견(聞見)의 관슉(慣熟)엿디라. 그릇 밧지 아닌 젼 감
히 믈너나지 못여 옥완금(玉椀金臺) 슈로 밧들고 머리 숙여 럿더니
믄득 언을 드 혼(魂魄)이 비월(飛越)고 심황낙담(深惶落膽)여 면이
여토(如土)고 은 바 디 못거, 한님이 짐 쇼져 보 분을 도〃
와 거동을 보고져  손으로 그 잡으며  손으로 경홍의 손을 닛그니 홍이
하날이 문허져 일신을 누며 벽녁(霹靂)이 나려 골톄(骨體) 쇄분 나
녜 잡아 그 바린 물이 한님긔 이고 잡은 거 친 노쥬(奴主)의 톄
면이 방믈 각고 다만 죽기롭서 손을 혀 그 압 노코 고두(叩頭) 왈
“노쥬디의(奴主之義) 부디졍(夫子之情)이 잇디라. 엇디 아비 상통(相通)
며 어미와 젹쳡(嫡妾)이 되리잇가? 쳔비(賤婢)의 머리 버히시면 가히 우음을
머금고 칼흘 밧오려니와 감히 쥬군(主君)의 근시(近侍)믄 삼죡(三族)을 쥬륙
(誅戮)시나 봉명(奉命)치 못리로소이다.” 한님이 쇼져 격동도 위나 경
홍의 옥안화(玉顔花態) 녈슉려(烈肅魅麗)여 교옥의  아니믈 보고 이미 
을 동엿디라. 엇디 드리오? 쇼 즐왈 “너의 노(奴主) 언필칭녜도(言必
稱禮道)니 공문(孔門)의 뎨(弟子) 결영이(結纓而死)믈 효측가 보리라.”
이의 구박여 닛그러 나오혀니 경홍이 일시디간(一時之間)의 간담이 촌촌(寸寸)
이 바아디 바 힘이 약니 혹 한님의 위엄을 버셔나디 못고, 쇼져 침상
의 몸으로 비쥬디분(婢主之分)을 일흘가 황겁여 믄득 혀 므러 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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긔졀여 리의 업더져 혼니, 쇼졔 한님의 긔거난음(奇擧亂淫)므로조
셔연(徐然)이 니러 협실노 피엿디라. 한님이 혹 홍이 거 막힌 쳬가 
시 보니 혜 허져 입 밧긔 빗최고 말(四末)이 궐(瘚冷)여 형(自形)기
 녈이 엿디라. 비로소 놀나 소여 어라 니 년쇼시(年少侍兒)
 두려 나아가디 못고 유랑이 드러와 경홍을 닛그러 난하쇼실(欄下小室)노 가
모든 시녜 눈물을 흘니고 구호더라. 한님이 져 일개 쇼비(小婢)의 결단이 이
치 녈여 칼과 노히 아니로 형(自形)여 죽기의 밋쳐시믈 놀나고 무류
고 (…) 시 등다려 경홍의 (死生)으로 무니 슈루(垂淚) 고왈 “홍이 비
록 잠간 도(生道) 어더시나 혀 허 어음(語音)을 일우디 못고 니 므러
약음(藥飮)을 밧디아니니 스로 죽기 결단미러이다.” 쇼졔 시 혜란을 도
라보아 왈 “네 가히 경홍의게 내 말노 젼라. 노(奴主) 셔로 을 아니 엇
디 고집히 죽기 결단리오? 네 비록 일 쳥의(靑衣)나 태산을 홍모(鴻毛)의
더질  아니라. 보신(保身) 계교 각  업디 아니리니 굿여 죽어
쾌미 업다 라.” 더라.209)
잇 경홍이 병이 즁고 심녀 쓰기 다히 여 명조셕(命在朝夕)인 고로
실니여 어 집으로 가니, 홍은 쇼져 복심(腹心) 시라. 유아이탄(由我而死嘆)
을 그윽이 슬허 장(粧臺)와 셔연(書筵)을 님 츄연이 각기 금치못니
무의 소로조 비파 슬허 갓더라.210)

사몽성은 장인 위연청이 자신을 공개적으로 고발한 일에 앙심을 품고 다양한
방식으로 위혜주를 괴롭힌다. 위혜주는 남편의 분풀이에도 정숙한 태도로 비례
함을 고할 뿐 애써 갈등을 피한다. 그러자 사몽성은 위혜주를 도발하기 위해
마침 시중을 들고 있던 경홍을 추행한다. 남편의 도발에도 혜주는 냉담하게 대
처하며 자리를 피하려 하고 사몽성은 기어이 경홍과 잠자리를 가지려하는데,
이때 부부싸움에 끼어 무력하게 겁탈의 위기에 처한 경홍의 입장이 서술된다.
경홍은 겁에 질려 사색이 되어서는, 하늘이 무너져 몸을 누르며 벼락을 맞는
듯한 위기감을 느낀다. 손을 잡아 이끄는 사몽성에게 삼족(三族)을 주륙(誅戮)
해도 근시(近侍)하는 명은 받들지 못하겠다 고하지만 이런 경홍의 말을 전혀 개
의치 않는 사몽성은 끝내 경홍을 침상으로 이끌고, 이에 경홍은 자신의 혀를
깨물어 혼절하고 만다.
소현성록 과

유씨삼대록 에서 보다시피, 사대부 가문의 남성들이 시비를

209) 명행정의록 62권 25앞~8앞.
210) 명행정의록 63권 1앞.

- 157 -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일이 심상하게 그려지고, 시비와 같이 성적 자결권이 박
탈된 여성들은 인격조차 부재하는 것처럼 취급된 작품이 많다는 점에서, 시비
경홍의 내면이 이토록 구체적으로 조명된 것은 특기할 만하다.

명행정의록 의

서술자는 비인격적 존재로 인식되었던 시비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그에게 숨결
을 불어넣음으로써, 시비 경홍을 한 명의 ‘인간’으로 그려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홍의 위중한 상태를 걱정하며 눈물을 흘리는 동료 시녀들의 마음, 화
를 입은 경홍을 걱정하며 자책감을 느끼는 혜주의 마음이 서술되면서 경홍은
한갓 도구화되고 물화된 존재가 아니라 주변인들과 관계를 맺고 교감하며 생활
한 한 명의 주체로 위치하게 된다.
훗날 경홍이 이러한 정신적 외상을 경험한 후 사부에 돌아가지 않고 도가에
귀의하는 장면이 서술된 것 역시 이 작품이 하위주체에 대해 각별히 마음을 쓰
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신분이 낮고 비중이 낮은 인물의 미래에 대해서도
서사적 설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서사 전개 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
다. 경홍은 사몽성과 위혜주의 갈등 장면에서 이미 서사적 역할을 다했다. 이후
경홍의 삶이 그려지지 않더라도

명행정의록 의 서사가 전개되는 데 아무런 지

장이 없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설정은 부당한 폭력을 경험한 그가 사부에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느
끼게 한다. 경홍의 삶이 염려되고 보살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하위주체를
형상화하는 방식에는, 경홍이 기능적 역할의 서사적 도구에 불과한 존재가 아
니라 희노애락을 느끼는 인격적 존재, 다른 등장인물과 교감하고 독자의 감정
이입 대상이 되는 인격체라는 의식이 전제되어 있다.
이처럼

명행정의록 은 교강선, 양대운, 경홍과 같이 신분이 낮고 힘이 없는

이들의 감정과 생각에 관심을 기울였다. 폭력의 상황에 처한 그들의 내면이 상
세히 서술되었고, 중심인물들은 그들의 아픔에 공감과 연민을 표했다. 하위주체
에게도 행복한 결말을 부여하는 서사가 마련됨으로써 그들의 삶이 존중되었
다.211) 이로써 보면

명행정의록 은 하위주체의 인격이 소거된

하위주체의 인격에 무심한
품이라 할 수 있다.

소현성록 이나

유씨삼대록 과는 확연이 다른 의식지향을 보인 작

명행정의록 에서는 비천한 신분의 인물들 역시 삶을 영위

하는 한 명의 인간, 하나의 주체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211) 교강선은 위천강과 혼인 후 원위 양현강을 제거하기 위해 악행을 자행하여 징치되지만, 이후 개
과천선하여 다시 위부에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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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관계윤리의 의미
1. 위계화된 도덕감정
이제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장편소설에는 수직적 관계 윤리에 따라 위계
화된 윤리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유학적 사회 질서가 세계에 대한 차등적 인
식 하에 형성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유교 윤리는 차등성이 당연한 세
계에서 어떻게 사회를 가능한 한 평화롭고 안정되게 구성하여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위에서 형성되어왔다. 선진(先秦) 유학은 종법상의 서열에 따라 아래
가 위를 범하지 않고 위는 아래를 보살핀다는 윤리강상을 요체로 삼아, 폭력적
전제군주에 맞서 성인군주론을 내세운 모럴폴리틱(Moralpolitik)의 성격을 지닌
다.212) 유학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유학의 본령은 전제왕권이 강화된 한대
(漢代)의 차등성과 일방성이 강조된 삼강(三綱)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인간관계
를 중시하는 선진 유학의 오륜(五倫)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되기도 하고,213)
혹은 유학의 차등성은 만물 각자의 본성과 삶의 방식에 맞게 배려하여 결과적
으로 질적, 실제적 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의의가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되기도 한다.214)
이러한 논의들은 유학이 지닌 긍정적 의의를 음미하게 하지만 실상 차등적
질서를 인정한 토대 위해 구축된 유학 윤리는, 현실 세계에서 차등성을 보완하
기보다는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하며 상호적, 평등적 관계를 배제하고 차단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다. 공자가 인간 상호간의 권위 차이에
대해 신분의 귀천보다 도덕성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고는 하나, 유학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자질의 차이에 따른 자연적 불평등을
인정하며,215) 이러한 기본 사유는 유학이 지배질서, 세속적 윤리로 작동하는 과
정에서 차별적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데 유리했다. 유교 사회의 제도와 법률
등 사회 전반의 것들이 철저히 신분질서 하에 구성되고 작동했음은 주지의 사
실이다. 그런데 유교의 차등적 질서는 비단 사회 구조, 제도, 법률 등에만 국한

212) 김상준, 맹자의 땀 성왕의 피 , 아카넷, 2011, 185~222면.
213) 우준호, ｢五倫과 三綱의 의미에 대한 재고찰｣, 중국학논총 18, 한국중국문화학회, 2004.
214) 홍성민, ｢주자의 윤리학에서 차등적 배려의 정당성｣, 중국학논총 43,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2014.
215) 이영찬, ｢유가의 불평등 이론｣, 사회사상과 문화 1, 동양사회사상학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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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문제가 아니다. 당연하게도 당대를 살아간 인간들의 ‘감정’도 차등화시켰
다.
유교적 관계윤리에서 ‘감정의 적절성’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날의 ‘감
정’(感情, emotion)이란 말로 완전히 번역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용 의

첫 장에서 ‘정’(情)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으며, ‘중절지화’(中節之和)는 감정의
적절한 상태가 ‘도덕적 가치’[達道]로 확장된다는 점을 표방하고 있다.216) 그런
데 ‘감정의 적절성’, 즉 ‘적절한 감정’이란 관계를 맺는 주체들에게 모두 같은
형태를 요하지 않는다. 주체들은 관계 맺는 대상에 따라 각기 다른, ‘적절한 감
정’을 취해야 한다. 남성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취해야하는 감정과, 부인과의
관계에서 취해야하는 감정에서 ‘적절성’의 양상이 다르다는 말이다. 이를 본 절
에서는 ‘위계화된 도덕감정’이라 지칭하며, 특히 한글장편소설에 드러난 ‘위계화
된 도덕감정’이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도덕감정’은 윤리적 문제를 접할 때 형성되는 감각, 감정을 말한다.
‘도덕감정’(Moral Sentiments)은 일찍이 서양철학에서 제출된 개념으로 홉스의
이기적 윤리학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샤프츠버리(3rd Earl of Shaftesbury)와
허치슨(Francis Hutcheson)에 의해 제기된 이후 데이비드 흄(David Hume)과
아담 스미스(Adam Smith), 칸트(Immanuel Kant)에 의해 계승 발전된 개념이
다. 흄과 아담 스미스는 도덕적 선과 악은 이성보다 감정에 의해 구별되며, 타
인의 감정에 대한 공유가 완전히 성립할 경우 그 감정을 동기로 하는 행위의
도덕적 시인(是認)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217) 다시 말해, 도덕적 판단은 생래
적인 감정에 의해 결정되며, 타인의 ‘공감’이 자신의 도덕 판단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도덕 판단이 감정에 의해 우선
결정된다는 주장은 이후 여러 실험과 연구로 이어져 과학적으로 입증됨으로써
인간의 도덕감정에 대한 이해를 새로이 하였다.218) 도덕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
216) 홍성민, 감정과 도덕-성리학의 도덕 감정론 , 소명출판, 2017, 128면.
217) 데이비드 흄, 이준호 역, 인간본성에 관한 논고 제3권 -도덕에 관하여 , 서광사, 2009; 아담 스
미스, 박세일․민경국 역, 도덕감정론 , 비봉출판사, 2012.
218) 도덕 판단이 감정에 의해 우선 결정된다는 주장은 선악 판단이 이성에 의한 것이라는 서구 철학
의 오랜 전통적 사유, 그리고 사회질서의 성립 근거가 인간의 이기적 본성에 있다는 홉스의 설명에
대한 반박에서 배태된 것으로, 이후 도덕론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고, 오늘날 도덕심리학
연구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에는 생물학, 뇌과학, 심리학의 분야에서도 인간의 도덕
성을 주목한 연구들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진화생물학 분야에서는 다른 감정들과 마찬가지로, 도
덕적 판단에 관여하는 감정 역시 진화 과정을 거친 인류의 유전 형질에서 비롯된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통설이 되었고, 뇌과학 분야에서도 도덕적 판단은 감정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뇌 부위와 관련
돼 있다는 연구가 널리 알려진 바 있다. 진화생물학과 뇌과학 분야의 대표적 연구로는 스티븐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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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특히 심리학자 조나단 하이트의

바른마음 을 주목할 만한데, 그는 진

화생물학, 뇌과학 등의 연구결과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다양한 인지실험과 인류
학적 관찰 연구를 통해 도덕성의 범위는 문화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도덕적
판단에 있어 감성이 이성에 앞선다는 견해, 즉 ‘직관[감정]이 먼저이고 전략적
추론[이성]은 그 다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조나단 하이트의 연구는 흄의 논
의, 즉 도덕 판단은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논의에 대한 증거를 찾는 과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토대로 오늘날의 윤리적 논쟁, 정치적 논쟁을 어떻
게 이해하고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시사점을 제시하였
다.219)
이처럼 서구 지성사는 근대에 이르러서야 도덕 판단의 근거로 감정을 적극적
으로 주목한 데 반해 동양의 유학은 일찍이 감정을 도덕론에 적극적으로 끌어
들였다. 본디 유학적 윤리규범은 ‘도덕감정’을 전면적으로 내세우며 형성되었다
고 할 수 있다. 서양에서 논의된 ‘도덕감정’은 도덕적 판단에 감정이 우선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동양의 유학에서는 인간의 감정 자체에 도덕적 가치를 부여
하여, 사단(四端)과 같은 특정한 감정들을 ‘도덕감정’으로 간주했던 데까지 나아
갔다. 공자는 ‘인’(仁)이 인간관계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친밀감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맹자는 ‘인의예지’(仁義禮智), ‘사덕’(四德)의 실천을 유학의 종
지(宗旨)로서 정립시켜, 사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의 사단(四端)과 같은 도덕감정들을 적절하게 획득해야
한다고 보았다. 맹자에 이르러 타고난 자연 감정이 덕(德)의 시원이라고 보는
정서주의 도덕론의 관점이 명확해진 것이다.220)
더욱이 심성론 방면에서 당시 동아시아 학계의 높은 수준을 구가했던 조선
성리학의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 또한 도덕감정에 대한 논의라 할 수 있다. 사
단과 칠정의 심성론적 위상과 관련하여 조선 성리학의 양대 산맥인 퇴계학파와
율곡학파 모두 양자를 감정으로 보는 데는 동의한다. 다른 점이라면 퇴계학파
는 사단을 ‘도덕감정’이라는 특별한 감정으로 자리매김시켜 ‘일반감정’인 칠정과
분리하려한 데 반해, 율곡학파는 이를 거부하고 사단은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
발현된 칠정이 ‘적합성’[中節]을 획득한 상태일 뿐이라고 본 것이다.221) 요컨대
커, 빈 서판 (김한영 역, 사이언스 북스, 2004); 마이클 S. 가자니가, 왜 인간인가? (박인균 역,
추수밭, 2009) 참고.
219) 조너선 하이트, 왕수민 역, 바른마음 , 웅진지식하우스, 2015.
220) 정용환, ｢공맹유학의 도덕 감정론｣, 철학연구 128, 대한철학회논문집, 2013, 224면.
221) 박원재, ｢인지상정의 윤리학 : 유교적 규범론의 재음미｣, 500년 공동체를 움직인 유교의 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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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든 율곡이든 윤리의 시원이 인간의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기본 전제는 공유
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교 윤리는 인간 일반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형성, 발전되
어 왔다. 그리고 구체적 현실에서 감정은 인륜의 차등적 친소관계에 따라 차별
적으로 드러날 뿐 아니라, 그래야만 마땅하다는 사유를 전제한다. 이러한 사유
는 특히 주자(朱子)에게서 두드러지는데, 주자는 인륜의 차등적 친소 관계에 적
절히 부합하는 사랑만이 중절(中節)의 감정이고 도덕감정으로 승인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性)과 도(道)의 측면에서 만물이 동등하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동등하면서도 차등적인’ 인륜의 질서가 없을 수 없는 것이고, 그 인륜의 질서
에 부합하도록 감정을 운용할 때 화(和)와 달도(達道)의 경지가 이룩될 수 있다
는 것이다.222) 주자학을 신봉하던 조선시대 사대부들에게도 인륜의 차등적 친
소관계에 따른 차별적 감정은 ‘감정의 적절성’에 기본 요건이 되었다. 유학적
윤리는 감정의 위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평등이 아닌 차별이 유교 사회의 윤
리적 이념의 전제이다.223) 그런데 감정의 위계화는 친소 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것만은 아니다.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위상에 위치해 있
느냐에 따라 지녀야 하는 감정의 형태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 조선의 유교 사회
가 지향하는 바처럼 보인다.
Ⅲ, Ⅳ에서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부자, 부부, 군신, 노주 관계에 대해 살펴
본 바 있다. 관계 양상과 지향에 있어 구체적인 차이를 보이지만, 앞서 살핀 세
연작은 공통적 의식 기반을 토대로 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서는 그 공통점을
주목하여 한글장편소설의 세계 전반이 보여주는 도덕감정의 특징과 의의를 논
의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 위계차가 가장 큰 ‘노주(奴主) 관계’에서부터 접
근해 보겠다.
‘Ⅳ-2. 노주(奴主) 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글장편소설의 중심은 철저
히 상층으로 설정된 중심가문 구성원을 향해 있고 하층의 인물들은 중심서사의
보조적 역할로 등장하여 오롯한 인격으로 형상화되지 않는다. 하위주체가 ‘능동
적 보조자’로서 활약하는 작품들도 있지만 보조자 그 이상을 보여주는 작품은
없다.224) 이와 같이 ‘하층의 소외’ 자체가 한글장편소설의 장르적 특징이라 할
글항아리, 2014, 237면. 조선사회 사단칠청론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윤사순, 조선, 도덕의 성찰
-조선 시대 유학의 도덕철학 (돌베개, 2011, 72~107면) 참고.
222) 홍성민, 앞의 책, 151면.
223) 김상준, 앞의 책, 265면.
224) 한길연, ｢大河小說의 능동적 보조인물 연구 : 『임화정연』,『하정선행록』, 『현씨양웅쌍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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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데, 이는 그것대로 한글장편소설의 하층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본고
에서 주목한 하위주체들은 중심인물과의 갈등 상황에서 대개 피해를 입는 인물
들이었다. 작품에 따라 피해 정도, 피해 상황, 서술자와 인물들의 피해자에 대
한 태도 등이 다르게 형상화되었지만, 모든 작품에서 피해자가 된 하위주체들
은 인격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하위주체에게
피해를 입히는 이들은 중심가문 구성원들인데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야기하고
서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
소현성록 에서 명현공주에 의해 사지가 절단된 다섯 명의 창기는 철저하게 인
격을 박탈당해 물화된 상태로만 존재했으며, 그나마 하위주체의 인격성이 주목
된

명행정의록 에서 역시 시비들은 가문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인식되는 것이

예사로운 일이었다. 위천강이 무고(無辜)한 시비 춘교의 목을 벤 일도 처벌되지
않았다. 폭력적 과거(過擧)에 대해 가문 내의 어른들로부터 책망이나 장책(杖
責)을 받지만, 그것은 상층 신분으로서 마땅히 갖춰야할 예를 잃었기 때문이라
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된 조처는 아니었다. 상
층 신분의 가해자들은 피해 당사자들에 대한 죄의식을 갖지 않으며, 그 행위에
대한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다. 사지가 절단되거나 생명을 잃는 등
의 매우 심각한 수준의 피해상황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낮은 신분일
경우 그 사건에서 피해자의 존재는 사라진다. 사건의 수습과정 동안 피해자의
입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소설에 나타나는 이러한 장면들은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던 당대 사회를
반영한다. 우선 조선시대 규범서에서는 하층에 대한 상층의 윤리적 태도를 논
한 부분을 찾아볼 수 없다.

예교 (禮敎)에 “예(禮)는 사(士)에 그치고 서인(庶

人)까지 미치도록 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서인은 비천하고 빈부가
같지 않으므로 예를 일률적으로 재단(裁斷)할 수 없다는 데에서 나온 것이라 해
석된다.225) 그런데 이는 기본적으로 유학 윤리가 철저히 사대부 중심의 관점에
서 구성된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이 구절은 근본적으로 일률
적인 예를 강요할 수 없는 서인의 생활상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
로 예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것은 동시에 예법으로 대우받지 못한다는 의미
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즉 서인들은 사대부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예적(禮的)
질서에서 배제된 존재들인 것이다.
연작을 중심으로｣, 서울대 석사논문, 1997.
225) “禮不下庶人” ｢곡례｣(曲禮) 상(上), 예기 (禮記)(이상옥 역, 명문당, 2012, 1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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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실 사대부가 하층민에 대해 지켜야할 예를 논한 담론도 찾아보기 어렵다.
규범서들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지켜야할 행동양식에 관련한 지침들로
가득한 반면, 낮은 사람에 대한 높은 사람의 행동양식은 구체적 내용 없이 ‘솔
선수범’(率先垂範)의 추상적 지침으로 갈음된다. 이것은 유학적 질서를 구성한
주체 즉 사대부들이 철저히 그들만의 관점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규범을 마련했
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철저한 신분 상하 질서의 틀 내에서 위계상 아랫사람에
대한 예는 불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사대부가 가장 미천한 하위주체들을 대할
때 지켜야할 예란 존재할 필요가 없었고, 그러한 구조와 사회문화적 틀 내에서
하위주체에 대한 감정적 노력은 더욱 할 리가 없을 터이다.
존비상하(尊卑上下)의 차별적 질서는 당대 조선의 현실 법제 구성에도 선명
히 드러나 있다. 조선에서 기본 법전으로 사용된

대명률 (大明律),

경국대전

(經國大典)의 여러 처벌 조항들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치죄(治罪)의 정도
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226)

대명률직해 (大

明律直解)의 조항들을 보면 특히 노비와 상전 사이 범죄가 일어날 경우 노비와
일반 양인의 관계보다 훨씬 차별이 심했는데, 상전의 노비에 대한 범죄는 가볍
게 처벌하고, 노비의 상전에 대한 범죄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법제가 일반적
이었다. 이를테면 가장(家長)이나 가장의 기친(朞親) 및 외조부모가 노비를 구
타했을 때 죽이지만 않으면 벌을 받지 않았고, 반면 노비는 가장에게 욕을 하
기만 해도 교형(絞刑)에 처해지는 등 엄혹한 처벌을 받았다. 주인집 사람에 의
해 노비가 죽더라도 과실치사(過失致死)인 경우 죄를 묻지 않았다.227) 노비에
대한 가장의 구속력은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고, 노비의 육체는 철저히 가
장에게 종속된 것이란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그나마 법제에는 노비의 죽음에 대해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 존재했으
나, 조선의 현실에서 그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었을지는 의문이다. 특히 명종대
부터는 노비가 상전에게 행한 범죄가 강상지죄(綱常之罪)로 인식되어 형벌이 더
욱 엄혹해졌으나 상전이 노비에게 행한 범죄는 감경되어 상전에게 더욱 유리하
게 처리되어 갔다.228) 18세기의 왕실을 보더라도 사도세자가 궁인들을 죽인 일
226) 조창희, ｢동양 전통사회의 사회통제방식｣, 한국사회과학연구 39(1), 청주대 사회과학연구소,
2017, 106면.
227) 구덕회, ｢대명률과 조선 중기 형률상의 신분 차별｣, 역사와 현실 65, 한국역사연구회, 2007,
69~70면. 한편 조선에서는 경국대전 을 제정하면서 형률은 대명률 을 쓰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문형진, ｢대명률 전래와 한국적 변이 양상｣, 국제지역연구 6(3),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
센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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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잦았는데 그것이 공론화되거나 처벌된 적이 없었다. 심지어 사도세자의 아
들을 낳은 양제(良娣)가 세자에게 맞아 죽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 일에 대해 어
느 누구도 책임 지지 않았다.229) 권력자 앞에서 하위주체의 존재가 얼마나 하
찮게 취급되는지 알려주는 단적인 예이다.
소설 속에서도 가문 구성원의 횡포로 인해 무죄한 노비가 죽더라도 그 문제
가 가문의 울타리를 넘어 공론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가해자들이 공적 판단과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다. 하위주체에 대한 폭력의 주체자가 여성인물인
경우는,

소현성록 의 명현공주,

명행정의록 의 교강선과 같이 악행을 저지르

는 인물들이기에 그들의 악행이 축적된 끝에 징치되는 서사가 전개되지만, 남
성인물인 경우는 대개 중심가문의 자제들로 설정되는데, 그들은 가문 내부에서
어른들로부터 장책을 받는 정도로 처리될 뿐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위주체
의 인격성을 주목한

명행정의록 에서 그나마 무고한 피해자의 입장을 주목하

여 그 피해상황을 회복시키고 수습하려는 노력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그들이 저지른 폭력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
다.

명행정의록 에서 피해자가 되는 하위주체, 즉 위천강에게 겁탈당하는 교강

선, 역시 위천강에게 살해당하는 시비 춘교, 사몽성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경홍
등 피해를 당해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이 존재하지만 정작 가해 당사자들은 어떠
한 죄책감이나 뉘우침을 표출하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감정
적 부채감도 갖고 있지 않으며, 이는 상층신분이 하층민을 대하는 감정의 일반
적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하위주체에게 폭력을 행한 일로 상층 인물의 명
예가 훼손되는 일은 없다. 그런 일은 상층이 갖춰야할 도덕적 행위 규범과 무
관한 일처럼 다뤄진다.
반면 군신 관계에서는 어떠한가. 군신 관계는 주지하다시피 ‘군신유의’(君臣
有義)로 표상되는 규범이 존재한다. ‘Ⅳ-1. 군신 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글장편소설 속 중심인물들 모두가 군주에게 진정성 있게 의(義)를 다하는 것은
아니었다. 세 연작에서 군주와의 관계는 대체로 소략하게 다뤄졌는데, 그 소략
228) 예를 들어 죄지은 노비를 관에 고발하지 않고 주인이 멋대로 죽인 경우 대명률 에는 주인을 장
100대로 처벌하고 노비의 가족을 놓아 양인이 되게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조선중기에는 이를 수
정하여 피해 노비의 가족을 양인으로 놓아주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구덕회, 앞의 논문, 73~4
면.
229) ｢폐세자반교｣에는 사도세자가 내관과 내인 백여 명을 죽였다는 기록이 있다. 사도세자의 가학적
폭력에 대해서는 정병설, 권력과 인간 (문학동네, 2012, 141~52면)에 자세히 논의되어 있다. 사
도세자가 내관 김한채와 총첩 빙애를 죽인 일은 한중록 에 잘 나타나 있다(혜경궁 홍씨, 정병설
역, 문학동네, 2010, 78~80면, 99~100면).

- 165 -

한 중에도

소현성록 의 소현성은 군주를 불의(不義)하다 여기면서 직간(直諫)

하지 않고 벼슬자리만 유지했다.

유씨삼대록 과

명행정의록

역시도 군주가

정사(政事)에 혼미해지거나 조정이 혼란스러운 순간 중심가문 구성원들이 그 사
태를 외면한 경우들이 있었다. 이때 그들은 가문의 존립과 번영을 우선했으며
사회적, 공적 책무는 가문의 이익 다음의 일로 취급했다. 중심가문 인물들은 정
도의 차이가 있지만 작품 서술자의 평가와 달리 유교 윤리 규범에 따라 공의
(公義)를 우선하는 인물들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세 연작에서 군주는 썩 훌륭한 인물이 아니다. 환관이나 간신들의 농
단에 휘둘리고 황실 일원들의 사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신하들의 의견이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늑혼(勒婚)을 진행하곤 한다. 황가는 중심가문보다, 황
제는 중심가문의 가장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설정되어 있으며, 따라서
황제의 치세에는 중심가문 일원들의 보필이 반드시 필요하다. 유학적 세계에서
군주는 덕치(德治)를 시행하는 성군(聖君)이어야하지만 실제 제위(帝位)를 차지
하고 있는 군주들은 무력을 장악한 존재들이며 언제고 폭군이 될 수 있는 인물
들이다. 그리고 군주의 폭력성을 견제하고 보필하며 덕치를 담당하는 주역은
중심가문의 일원들인 것이다.
군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근본적으로 유학의 담당층인 사대부적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상준에 의하면 유교의 창건자들은 ‘폭력에 대한 윤리적 혐오
감’이라는 새로운 감성을 중국 문명에 최초로 이념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들이
다. 유학이 발생한 공맹시대, 즉 춘추전국시대는 전쟁의 시대였고, 이때 친족적
유대와 제후, 봉신 관계의 결합에 기초했던 주(周)나라의 봉건체제는 쿠데타,
부친 살해, 친족 살해, 국왕 살해 등 무력에 의한 권력교체가 빈번하게 일어났
으므로, 폭력의 주인이 현실 군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때 폭력적 질서에 대
항해 전쟁 귀족의 폭력성을 순화시킬 질서를 이념화하여 구축해간 것이 유자
(儒子)들이며, 그들에 의해 유교 윤리는 생성, 발전되어 갔다.230) 사대부 계층을
형성한 유자들은 군주에게 요순우탕(堯舜禹湯)의 성군에 대한 이상적 이미지를
창출, 요구해왔지만 기실 스스로가 덕치의 담당자임을 자임했고, 자신들의 도덕
적 우월성을 의심한 적이 없었다.
한글장편소설의 세계에도 군주와 사대부에 대한 이러한 관점이 투영되어 있
다. 도덕성을 추구한다는 중심가문 일원들은 혼암(昏闇)하고 때론 패도(霸道)한
군주들을 보필함으로써 자신들의 높은 도덕성과 유능함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
230) 김상준, 앞의 책, 144~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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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군주의 폭력성을 전제한 상태에서, 그 폭력성을 다독이고 절제시키며 군
주들을 예적 질서의 수호자로 교도하는 스승의 태도로 군주들을 대했다. 그러
한 정서적 우월감은 가문의 존속과 번영이라는 중심가문 내부의 당위를 외부적
으로도 증명하는데 활용되지만, 사회 국가적 의(義)가 가문의 이익과 맞서는 순
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 가문이기주의에 귀결되고 만다. 이어지는 ‘3. 공적
(公的) 영역의 가문의식’에서 자세히 논하겠지만 ‘가문’은 한글장편의 세계에서
가장 우위의 가치를 갖는다. 정치적 위계에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대부들은
도덕적 위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고자 유교 윤리에 부단히 몰두했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위계를 전복할 만한 자존감을 지켜나갔다.
한편 세 연작에서 부부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갈등했다. 작품마다 정도의 차
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남성인물의 과오에 훨씬 관대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
다. 여성인물들은 대개 선인군(善人群)과 악인군(惡人群) 인물로 대별되며, 악인
군 인물의 악행은 징치되고 선인군 인물은 애초에 악행을 저지르지 않는다. 대
부분의 경우 여성들은 성녀 혹은 악녀로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남성인물의 경우 중심가문의 자제들이 부부 관계에 있어 온갖 폭력적 행위를
하지만 그 인물이 작품 내에서 부정되거나 악인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그들은
훗날 명문가의 명실상부한 가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그들의 폭력적 과거(過擧)
는 젊은 날의 객기 정도로 치부되며 훌륭한 인물이라 평가되는 데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
조선시대 부부 관계에 대한 윤리는 ‘별’(別)로 표상된다. 오륜(五倫) 가운데
수평적 관계 윤리라 일컬어지기도 하는 ‘부부유별’(夫婦有別)은 실상 그 내용에
서부터 위계적 규범 태도를 요한다. 조선시대, 부부 사이의 유별함에 대해서는
이이(李珥, 1536~1584년)의

격몽요결 (擊蒙要訣)의 논의가 유명한데, 이이는

부부 사이 정욕(情慾)이 부부유별을 그르치는 데 가장 큰 요인이라 여기며 서로
공경할 것을 주장했다.
“부부 사이에 이부자리 위에서 정욕을 멋대로 푸는 일이 많아 그 위의를 잃고 있
다. 부부가 서로 육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서 서로 공경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다.
이와 같이 하고서 몸을 닦고 집안을 바르게 하는 일이 또한 어렵지 않겠는가? 반
드시 남편은 온화하면서 의리로 통제하고 부인은 순종하면서도 정도로 따라야 한
다. 부부 사이의 예의와 공경심을 잃지 않은 다음에야 집안일을 다스릴 수 있
다.”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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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이이는 부부유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공경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했는데, 부부가 서로 공경해야 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
으로 부여된 지침이었으나 공경함의 내용은 성별에 따라 달랐다. 이이의 글에
서 보이듯, 남편은 온화하면서 의리로 통제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순종해야 하
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윤리 담론은 이이만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당대의 일
반 윤리에 가깝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 유학의 기본서로 통용되었
던

소학 (小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소학 은 당대 양반층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어릴 적부터 널리 배웠던 텍스트로 남녀노소(男女老少)를 막론하고 조
선의 양반층이 공유하고 지향했던 윤리 담론이 담겨있다.

소학 의 해당 부분

을 살펴보자.
사혼례 에 말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초례할 대에 훈계하기를 ‘가서 네 내
조자를 맞이하여 우리 종묘의 일을 계승하되 힘써 선도하기를 경으로써 하여 선
비를 잇게 할 것이니, 너는 떳떳함을 두어라’ 하면, 아들은 ‘예, 그러겠습니다. 행
여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거니와 명령을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한다. 아버지가 딸
을 시집보낼 적에 훈계하기를 ‘경계하고 공경하여 이르나 늦으나 구고의 명을 어
기지 말라’고 한다.232)

여기서 아들과 딸에게 전하는 가르침에 차이가 있다. 부부 간 “공경”[敬]하
라는 동일한 가르침이 중요하게 언급되었으나, 아들에게는 공경함으로써 선도
하라[朂帥以敬]는 지침이, 딸에게는 경계하고 공경하라[戒之敬之]는 지침이 다
르게 언급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 해설된 ‘집해’(集解)를 보면 이 구절이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진씨가 말하였다. “남편의 도리는 몸을 공경하여 그 아내를 선도함에 있고, 아내
의 도리는 몸을 공경하여 그 남편을 받듦에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231)“夫婦之間, 衽席之上, 多縱情慾, 失其威儀. 故夫婦不相昵狎, 而能相敬者甚少. 如是而欲修身正家, 不
亦難乎. 必須夫和而制以義, 妻順而承以正, 夫婦之間, 不失禮敬, 然後家事可治也.” 이이, ｢거가장제팔｣
(居家章第八), 격몽요결 (擊蒙要訣)(한국고전번역원 데이터베이스 제공). 번역은 이종묵의 부부
(문학동네, 2011, 108면)를 따랐다.
232) “士昏禮曰, 父醮子, 命之曰, ‘往迎爾相, 承我宗事, 朂帥以敬, 先妣之嗣, 若則有常.’ 子曰, ‘諾. 唯恐
不堪, 不敢忘命.’ 父送女, 命之曰, ‘戒之敬之, 夙夜無違命.’” ｢명륜｣(明倫) 제이(第二), 소학집주 (小
學集註)(성백효 역, 앞의 책, 12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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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례할 적에 ‘힘써 선도하기를 공경으로써 하라’하였고, 어버이가 딸을 시집보낼
적에 ‘경계하고 공경하라’ 한 것이니, 부부의 도가 이에 다하였다.”233)

집해에서 부부(夫婦) 각각의 지침인 ‘욱솔이경’(朂帥以敬)과 ‘계지경지’(戒之敬
之)는 “남편의 도리는 몸을 공경하여 그 아내를 선도함에 있고, 아내의 도리는
몸을 공경하여 그 남편을 받듦에 있다.”고 풀이되었다. 즉 부부는 서로 공경해
야 하지만 공경의 목적은 다르니, 남편은 공경하며 아내를 이끌어야 하고, 아내
는 공경하며 남편을 받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륜 가운데 하나인 ‘부부유별’의
실현은 ‘공경’하는 태도로 남편은 아내를 이끌고, 아내는 남편을 받드는 행위를
통해 이뤄진다. 이밖에도

소학 에는 부부유별과 관련된 구체적 지침들이 서술

되어 있지만, 부부가 서로에게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지침은 ‘욱솔이경’(朂帥
以敬)과 ‘계지경지’(戒之敬之)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성별에 따라 다른 목적이 수반되는 “공경”은, 성별에 따라 다른 감정
을 허용하게 된다. 상대를 이끌어갈 때 갖춰야할 될 감정과, 받들 때 갖춰야할
감정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이이의

격몽요결 을 다시 살펴보자면 “온화하

면서”라고 서술되어 있지만 아내를 대하는 남편은 상대를 통제하고 가르치는
주체이므로, 권위를 잃지 말고 도덕적 우월감을 유지해야한다. 반면 아내는 남
편을 따라야한다 하니 남편의 것과 불일치하는 생각과 감정은 남편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될 것이기에 은폐하거나 억제해야한다.
한글장편소설에서 이러한 규범 사고는 작품의 기본적 토대가 된다. 다만 모
든 남편들이 아내를 통솔하고 제어하는 의무와 권리는 지니지만, 모든 남편들
이 도덕적 우월성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부부 관계에 있어 감성의 성숙도가
높은 것은 오히려 아내 쪽인 경우가 많다. 단적인 예로 남편이 지독한 횡포를
부린 뒤 사과의 뜻을 밝히지 않으면서도 아내의 이해를 바라는 경우가 많으며,
아내들은 대개 그러한 상황을 감내하면서도 남편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며 사
태의 잘못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는 감정 봉사를 해야만 했다. 부부 간의 상
호적 교감이 강조되며 여성의 내면이 가장 존중된 작품으로 보이는

명행정의

록 에서조차, 위천강의 폭력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양현강이 정작 가해자 남
편 앞에서는 그로 인한 슬픔, 분노, 원망의 마음을 표출할 수 없었던 데서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더욱이 극단적으로는 여성의 생사여탈권이 남편에게 있
233) “眞氏曰 夫之道敬身以帥其婦 婦之道在敬身以承其夫 故父之醮子曰勉帥以敬 親之送女曰戒之敬之
夫婦之道盡於此矣”｢명륜｣(明倫) 제이(第二), 소학집주 (小學集註)(성백효 역, 앞의 책, 1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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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인식이 드러났는데,

유씨삼대록 의 유현이 부인 장설혜의 목을 벤 행위,

그리고 그것이 작품 내에서 시인된 사실에서 그러하다.
조선시대 부부 간의 수평적 관계를 강조한 담론들이 있으며, 이를 두고 조선
의 부부 관계를 상호적이며 수평적 관계로 해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렇게 부(夫)와 부(婦) 각각에게 허용, 인정되었던 행위 뿐 아니라 감정의 종류
와 수위조차 명백히 달랐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의 소설에 나타난 부부 관
계를 수평적이라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소설에 재현된 현실은 당대
지식인의 담론서들보다도 조선후기 상층 일반의 현실태와 가까울 것이라 생각
된다. 소설에서 부부 관계의 위계적 성격을 단적으로, 혹은 일상적으로 보여주
는 것은 남성의 아내 폭력에 대한 의식에서이며, 그것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
난 것은 아내의 생사(生死) 문제가 남편에게 귀속된다는 의식이 드러날 때이다.
그렇다면 조선후기 사회가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 그 현실태를 소설과 비
교해 살펴보자.
앞서 ‘Ⅲ-2-2) 위계성의 강화’에서 장설혜 살인 사건에 대해 논의하며,

추관

지 (秋官志)의 사례를 들어 조선시대 부부 간의 살인 사건의 경우 남편에게 관
대한 처분이, 아내에게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는 차등적 현실에 대해 서술한 바
있다. 특히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 대한 처분은

대명률 (大明律)의 법률 조항

자체가 관대하게 규정되었을 뿐 아니라 현실 법적용에 있어서는 그보다 훨씬
가볍게 처리하는 일이 많았다.234)

추관지 에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을 경우

모두 감형 처리되어 아내를 죽인 일로 사형에 처해진 사례가 단 한 건도 없
다.235) 이처럼 아내 살해가 엄중히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근본적으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 아내의 신체를 소유할 권리가 남편에게 있다는 인식이 저
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대한 법제와 법적용은 남편들의 폭
력이 횡행하는 데 일조했을 것이다.
추관지 의 사건들이 무지한 양민들의 일이며, 유교적 교양이 풍부한 사대부
가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
나 사대부가의 가정 폭력, 가족 살해 문제는 가문 내로 은폐되어 공론화되지
않았기에 더욱이 견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추관지 에서 정조는 아내를

234) 문현아, ｢판결문 내용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아내살해 사건의 재해석: <추관지(秋官志)> 사례를
중심으로｣, 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2009.
235) 박경, ｢살옥 판결을 통해 본 조선후기 지배층의 부처 관계상- 추관지 분석을 중심으로｣, 여성
과 역사 10, 한국여성사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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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인 남성의 형을 감형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남편의 분기(憤氣)에
맞아 죽은 아내는 지아비가 자신을 죽인 일로 사죄(死罪)에 걸렸다는 사실을 안
다면 “제 남편을 살려주세요. 비록 목숨으로 갚게 하지 않더라도 조금도 원통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며, 그것은 죽고 사는 것보다 윤강(倫綱)이 크기
때문이라 하였다.236) 정조가 판부한 내용에는 아내에게 행해진 남편의 모질고
잔악한 폭력에 대한 공분(公憤), 처참하게 맞다가 죽음에 이른 아내에 대한 연
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잔인무도한 이 사건에서 정조는 피해자에게 공감하지
않은 채 가해자 남성의 입장에 서 있다. 아내라면 자신의 남편이, 그가 자신을
때려죽였다 하더라도, 사형에 처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인식, 남편을
위하는 마음이 죽음보다 큰 윤강(倫綱)이라는 인식이 정조에게 확고했던 것이
다.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를 때려죽인 일은 면죄 가능한 일이며, 맞는 아내는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남편의 안위를 걱정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정조의 도덕관념이다. 그리고 이는 비단 정조만의 생각이 아니었을 것이
다. 이러한 의식을 지닌 사람들이 가부장으로 있는 사대부가에서, 그들이 아내
에게 분노가 치밀었을 때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했을지, 그들이 평소 고담준론
(高談峻論)으로 논하는 유교적 예법이 실생활에서 솟구치는 격렬한 감정을 어느
정도로 견제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조선후기 상층에서 많이 읽힌 한글장편
소설에 아내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그토록 흔하게 장면화되고,237) 그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식된 소설적 현상이 소설적인 것만은 아닐 것이다.238)
다음으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세 연작에서 부모와 자식 간
갈등의 양상과 정도가 각기 다르게 드러나더라도 공통적으로 부모의 위상은 절
대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소현성록 의 양부인은 딸의 실절을 책하며 사약을

내리고, 아들 소현성이 황제의 부당한 명에 맞서는 것을 만류하는 등 논쟁적
행위를 하지만 작품 내에서 그의 도덕적 우월성은 확고부동한 위상을 갖는다.
유효공삼대록 과

보은기우록 의 아버지들은 작품 내에서도 혼암하고 패악하

다고 평가되며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존재들이지만, 부자 관계의 파국을 책
236) “判付內, 殺人者償命, 非但用國法, 益亦爲死者雪冤也, 今也爲人妻者, 被打於其夫, 邂逅至死, 而其
夫將因此坐死矣, 死者有知, 其必曰 ; ‘願活我夫, 而雖不償命, 毫無寃言.’ 此倫綱大於死生故也.” ｢살처
｣(殺妻), ｢윤상｣(倫常), ｢상복부｣(詳覆部), 추관지 (秋官志)(박일원 편, 1781).
237) 이에 대해서는 한길연, ｢대하소설에 나타나는 ‘남편 폭력담’의 양상과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
구 2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참고.
238) 한편 조선의 왕실에서조차 부인에 대한 남편의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한중록 에 잘 기록되어
있다. 사도세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세자빈 혜경궁 홍씨에게 바둑판을 집어던져 혜경궁
홍씨 눈이 다쳤다는 내용이 보인다. 혜경궁 홍씨, 한중록 , 앞의 책, 2010, 9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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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고 회복시켜야하는 것은 철저히 아들의 몫으로 주어진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공경해야 하는 존재’라는 외피는 부정되지 않는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유학에서 감정의 문제는 일찍부터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
왔다.

소학 에는 부자유친(父子有親)의 예법에 대해 예에 부합하는 구체적 언

행(言行)은 물론 지녀야할 마땅한 감정까지 성실하게 서술되어 있다.
｢예기｣에 말하였다. “효자로서 <부모에게> 깊은 사랑이 있는 자는 반드시 화한
기운이 있고, 화한 기운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쁜 기색이 있고, 기쁜 기색이 있
는 자는 반드시 온순한 용모가 있으니, 효자는 옥을 잡은 듯이 하며, 가득 찬 것
을 받들 듯이 하여 성실하고 전일하여 감당하지 못하는 듯이 하며 장차 잃을 듯
이 여기니, 엄숙하고 위엄이 있으며 엄연하고 씩씩함은 어버이를 섬기는 바가 아
니다.239)

효자가 갖춰야할 바를 서술하며 특히 감정적 태도에 대해 지침을 내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효자라면 화한 기운[和氣], 기쁜 기색[愉色], 온순한 용모[婉
容]가 있다며, 엄숙하고 위엄 있고 엄연하고 씩씩한 태도[嚴威儼恪]는 어버이
를 섬기는 바가 아니라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효자는 기본적으
로 “깊은 사랑이 있는 자[有深愛者]”를 말하는 것으로 ‘사랑[愛]’이라는 감정을
요한다. 효자의 태도와 행실에 대한 규범 근저에는 부모에 대한 사랑이 필수적
인 것이다. 이 대목에 대해 진씨(陳氏)는 “화기와 유색과 완용은 모두 사랑하는
마음의 발로이고 (…) 엄숙하고 위엄이 있으며 엄연하고 씩씩하여 사람으로 하
여금 바라보고서 두렵게 함은 이는 성인(成人)의 도(道)요 효자의 도가 아니
다.”라고 풀이하고 있는데,240)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자식은 영원한 ‘미성인’이
며, 자식은 부모를 대할 때에 사랑의 감정과 온화한 태도를 고수해야한다는 인
식을 보여준다.
반면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지켜야할 관계 규범은 무엇일까.

소학 에서는

부자간의 관계에 있어 부모가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찾아보기 힘들다. 기실
‘친’(親)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상은 부모를 위한 효행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점
239) “禮記曰, 孝子之有深愛者, 心有和氣, 有和氣者, 必有愉色, 有愉色者, 必有婉容, 孝子如執玉, 如奉
盈, 洞洞屬屬然, 如弗勝, 如將失之, 嚴威儼恪, 非所以事親也.”｢명륜｣(明倫) 제이(第二), 소학집주 (小
學集註)(성백효 역, 앞의 책, 83면).
240) “陳氏曰, 和氣愉色婉容, 皆愛心之所發, 如執玉如奉盈如弗勝, 如將失之, 皆敬心之所存, 愛敬兼至,
乃孝子之道. 故嚴威儼恪, 使人望而畏之, 是成人之道, 非孝子之道也.”｢명륜｣(明倫) 제이(第二), 소학
집주 (小學集註)(성백효 역, 위의 책,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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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자식이 부모님을 뵐 때의 몸가짐부터, 부모님께 세숫물을 올리는 방
법, 음식을 드리는 방법, 앉을 자리를 준비하는 방법 등 매우 세세한 부분까지
도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241) 부모가 지켜야할 것으로는 어린아이를 가르
치기 위해 스승을 잘 가려야 한다거나, 부모는 먼저 솔선(率先)해야 한다는 정
도의 내용이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여기서 효(孝)란 부모에 대한 정
신적 복종과 물질적 봉양을 의미하는 것이며,242) 부모를 향한 자식의 일방적인
‘효’(孝)에 집중된 부자 관계윤리가 조선사회의 규범 윤리였다. 특히 여기서 주
목할 점은 부모를 대하는 자식의 감정과 감정적 태도에 대해서는 세세한 지침
들이 마련되어 있는 데 반해,243)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감정에 대해서는 별다
른 지침이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소학 은 아동을 위한 수신서이기에 아동의 행위 규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며, 조선 사회가 부모로서 갖춰야할 윤리적 태도에 아주 무심한 것은 아니
었다. 주지하다시피 유학자들에게 수신제가(修身齊家)는 중요한 수행과제였으며
수신을 위한 지침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 솔선수범하는 권위 있는 부모, 가
장이 되기 위한 노력들이 없지 않았으며 이때 역시 적절한 감정의 획득과 표출
의 문제는 중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자 관계에서 있어, 여러 방향에서 견제되
고, 경계된 자식의 감정에 비해 부모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을 것이라
생각된다.
유효공선행록 과

보은기우록 에 이러한 지점이 매우 잘 드러나 있었다. ‘Ⅲ

-1.부자 관계’에서 살폈듯 유정경과 위지덕은 자신들의 아들 유연과 위연청을
패악하게 학대하는 우매하고 완악한 부친으로 등장하는데, 그들의 부당하고 가

241) 예를 들어 다음과 같다. “부모와 舅姑가 장차 앉으려 하시거든 자리를 받들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가를 청하며, 장차 눕는 자리를 고치려 하시거든 長者는 자리를 받들어 발을 어느 쪽으로 뻗으
실 것인가를 청하고, 젊은 자는 牀을 잡고 모셔 앉으며, 모시는 자는 안석을 들고 자리와 대자리를
거두며, 이불을 매달고 베개를 상자에 넣고 대자리를 걷어 보로 싸서 둔다.(父母舅姑將坐, 奉席請何
鄕(向), 將衽, 長者奉席請何趾, 少者執牀與坐, 御者擧几, 斂席與簟, 縣(懸)衾枕, 斂簟而襡之.)” ｢명륜｣
(明倫) 제이(第二), 소학집주 (小學集註)(성백효 역, 앞의 책, 73면).
242) 한관일, 「조선시대 <소학>의 효 사상」, 『한국의 청소년문화』15,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10, 105면.
243) 이러한 측면이 잘 드러나 있는 소학 의 구절을 하나 더 소개한다. “효자가 어버이를 섬김에 평
소 거처할 때에는 그 공경을 극진히 하고, 봉양할 때에는 그 즐거움을 극진히 하고, 병환에는 그
근심을 극진히 하고, 초상에는 그 슬픔을 극진히 하고, 제사에는 그 엄숙함을 극진히 하니, 이 다섯
가지가 갖추어진 뒤에야 어버이를 섬길 수 있는 것이다.(孝子之事親, 居則致其敬, 養則致其樂, 病則
致其憂, 喪則致其哀, 祭則致其嚴, 五者備矣然後, 能事親.)” ｢명륜｣(明倫) 제이(第二) 소학집주 (小學
集註)(성백효 역, 위의 책, 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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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한 폭력 앞에서 유연과 위연청은 육체적 고통을 감수할 뿐 아니라 부친을 향
한 감정적 노력을 멈추지 않는다. 유홍이 유연에 대해 한 험담을 곧이듣고 화
가 난 유정경은 유연을 불러 다짜고짜 옥석연으로 구타한다. 유연을 부르자마
자 불문곡직(不問曲直) 몸소 연을 폭행하는 유정경의 행위에서는 어떠한 사랑
도, 훈육의 의도도 찾아볼 수 없다. 그저 주체할 수 없는 화를 폭력적 행위로
해소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연은 온화한 성색을 유지하며 예적 태
도를 실천하는 데 여념이 없다. 부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기에 불
평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온공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위연청 역시
마찬가지이다. 위지덕의 폭력은 그 강도가 심해 살인행위에 가까웠다. 위연청은
위지덕의 명으로 휘둘린 철편에 맞아 사경을 헤매게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조
차 자신의 죽음으로 부친이 흉완(凶頑)한 매명(罵名)을 얻게 될까 걱정하며 화
색을 띤 얼굴을 고치지 않는다. 부친이 내리는 벌의 이유도 정도도 합당하지
않은 상황에서조차 유연과 위연청은 부친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감정적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지점이 효자임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 부모와
자식의 위계질서에 따른 차등적 예도(禮度)는 상황을 압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 상황이란 것이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극단적 학대가 벌어
지는 폭력적 사태라 해도 말이다.
조선시대 부자 관계의 일방성이 가장 극단적이고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은
영조와 사도세자와의 관계가 아닌가 한다. 물론 평범한 가정의 부자 관계가 아
니라 정치적 권력이 얽혀 있는 임금과 세자의 관계이기에 이들을 이해하기 위
해서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다. 그러나

한중록 에는 사도세자의 어린 시절

일상이 상세하게 서술된 가운데, 왕실 인물들이기 이전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
의 문제, 강력히 위계화된 도덕감정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아들의
생각과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것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분출하
는 아버지의 언행에 아들이 겪는 괴로움이 핍진하게 서술되며, 결함 많은 아버
지와 그것으로 상처 입은 아들의 내면이 폭로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시대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으로 당대 부자 관계 현실의 일면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된다.244)
이처럼 한글장편소설에서 노주 관계, 군신 관계, 부부 관계, 부자 관계는 모
두 철저한 위계질서가 상정되어 있고, 그 질서에 따라 상호 허용가능한 감정의
244) 영조와 사도세자 관계에 대해서는 한중록 (혜경궁 홍씨, 앞의 책, 2010)과 정병설의 권력과 인
간 (문학동네, 20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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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질, 수준도 철저히 위계화되어 있다. 위계의 격차가 가장 큰 관계는 사
대부와 하위주체와의 관계이며, 위계의 격차가 가장 적은 관계는 부부 관계라
생각되는데, 그 격차가 크든 적든 위계성 자체가 전복되는 일은 없으며, 상위
인물들의 부당한 폭력 앞에서 하위의 인물들은 공순한 태도를 보여야 함은 물
론 감정 봉사까지 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때 하위 위상의 인물들에 대한 상위
위상 인물들의 난폭한 감정 표출과 폭력적 행위는 작품 세계에서 수용되고, 관
용되었다. 다만 한글장편소설에서 군신 관계에 있어 군주의 비례한 행위는 서
술자와 인물들에 의해 비판되는 경우가 존재했는데,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사
대부 중심의 관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소설의 세계가 당대 현실을 직서(直敍)한 것은 아니지만 소설은 창작, 향유된
시기의 통념을 담고 있다. 각기 다른 시기의 세 연작에서 공통적으로, 하층민을
상대하는 사대부, 신하를 상대하는 군주, 아내를 상대하는 남편, 아들을 상대하
는 아버지의 권력은 감정의 영역까지 강고하게 장악하고 있어 상위 주체자들은
감정적 자유로움을 누렸다. 각 관계에서 상위 위상을 차지하는 이들이 지향하
고 따라야할 유교적 규범은 존재하지만 그들을 견제, 감시, 제어하는 장치는 부
재하거나 느슨하므로, 실상 상위 위상의 인물들이 ‘중용’과 거리가 먼 격정적
감정을 토로하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용인되었다. 유교적 윤리 규범에 따
른 감정표출의 절제는 하위 위상의 인물들에게 더욱 강력히 요구되었다. 그리
고 이렇게 소설에 뚜렷이 나타난 도덕감정의 위계성은 조선이 지향한 규범 윤
리, 조선 현실 사회의 작동 체제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유교 사
회의 강력한 위계적 감정 장악 방식은 닫힌 감정 사회, ‘엄격한 감정체제’를 구
성하였으며, 조선의 위계적 질서가 오랜 시간 유지되는 데 일조(一助)했으리라
생각된다.245)

2. 도구로서의 도덕성
감정이 철저히 위계화된 엄격한 감정체제에서, 그렇다면 하위 위상의 주체들
245) 윌리엄 M. 레디는 어떤 정치체제이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범적인 감정질서, 즉 ‘감정
체제’를 갖추어야 하는데, 강력한 감정관리 도구를 제공하는 ‘엄격한 감정체제’는 규범적 감정에 흔
쾌히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감정고통을 유발하고, 감정의 일탈을 금지함으로써 인간의 가능성
을 부인하기 때문에 거부해야 하는 체제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윌리엄 M. 레디, 김학이 역, 감정의
항해 , 문학과지성사, 2016, 189~2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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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절에서는 자식, 아내, 신하의 위상에 있는 인물들이
상위 위상의 군주, 부모, 남편이 야기하는 갈등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살필 것이
다. 물론 본고에서 다룬 관계 가운데 위계 차가 가장 큰 것은 노주 관계이지만,
살핀 바와 같이 한글장편소설에서 하위주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그들
의 주체적 자의식이 충분히 조명되지 않기에 우선 다른 세 관계에 집중해보고
자 한다. 세 연작에서 가장 주요하게 전개되는 서사는 하위 위상의 긍정적 인
물들이 부당하게 폭압적 상황에 처했을 경우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하는가이
다. 이때 폭압의 주체는 부모, 남편, 군주 등 관계 윤리에서 상위 위상에 자리
한 이들이고, 그 때문에 유교 윤리를 내재화한 하위의 긍정적 인물들은 상대를
간단히 부정하거나 적대할 수만은 없다. 한글장편은 이 지점을 본격적으로 파
고든다.
군신, 부부, 부자 이 세 관계 가운데 군신 관계는 다른 두 관계와 다른 성질
을 띤다. 순자(荀子)에 이르러 군신지의(君臣之義)가 부자, 형제, 부부 등 다른
윤리와 함께 천리(天理)와 같은 이치로 강조되었고, 한대(漢代) 이후 신하가 군
주에게 일방적으로 충성해야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지만, 공·맹의 선진유학(先秦
儒學)에서 군신지의는 군주와 신하가 서로 지켜야 하는 상호 윤리였다. “군주는
예(禮)로써 신하를 부리고, 신하는 충(忠)으로써 군주를 섬긴다”는

논어 의 구

절이나,246) 군주가 큰 잘못이 있는데 반복해서 간언을 올려도 받아들여지지 않
으면 군주를 교체할 수 있다는 맹자의 ‘역위’(易位), 혹은 탕(湯), 무(武)가 걸
(桀), 주(紂)를 토벌한 일을 긍정한 방벌론(放伐論) 등에서, 공자와 맹자가 군신
관계의 상호 윤리성을 강조했음을 알 수 있다.247) 그리고 이러한 사유는 군신
지의가 일방적 윤리로 자리 잡힌 이후에도 유학 담론으로서 힘을 잃지 않았고,
“이른바 큰 신하는 도로써 군주를 섬기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직을 그만
둔다.”는 태도가 가능했다.248) 군신 관계는 부자, 부부 관계와 달리 하위 위상
의 존재, 즉 신하의 입장에서 군주와의 관계를 거부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한글장편소설에 그려진 군신 관계도 이러한 사유가 바탕이 된다. 앞 절에서
살폈듯 폭력성을 내포한 군주보다 도덕적 우월함을 지닌 중심가문의 인물들은
동량지재(棟梁之材)로서 조정의 대신이 되고 군주의 신임을 얻는다. 군주가 우
246)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 ｢팔일｣(八佾), 논어집주 (論語集註)(성백효 역, 앞의 책, 63면).
247) ‘군신지의’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우준호,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의미(意味)에 대한 연구(硏究)｣
( 중국학연구 82, 중국학연구회, 2017, 382~389면)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248) “所謂大臣者, 以道事君, 不可則止.” ｢선진｣(先進), 논어집주 (論語集註)(성백효 역, 위의 책, 21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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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하거나 불의한 일들을 벌이게 되면 중심가문의 인물들은 그 부당함에 대해
간언하고, 군주의 오판에 의해 벌어진 사건을 수습하곤 한다. 이때 대개 군주들
은 다른 신하보다 중심가문의 인물들에게 의지하며 그들의 간언을 더욱 경청한
다. 군주가 간신들에게 침혹되어 간쟁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경우, 인물들에게는
그 상황을 벗어나 출정(出征)을 가거나 관직을 그만두어 불의(不義)한 일에서
도피할 여지가 마련되기도 한다.
소현성록 의 소현성은 천자의 불의한 결정에 복종하거나 그것을 묵인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친 양부인에 대한 효심에서 비롯한 행위로, 어찌되었든 소현
성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조정을 어지럽힌 환관을 척결하고자 했던
유씨삼대록 의 유세형, 권력 농단의 주범 엄숭을 탄핵하려던

명행정의록 의

위천보 역시 천시(天時)가 아니라는 가족들의 만류에 설득되어 때를 기다리기로
하지만 그것 역시 자신과 가문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내린 결단이었다. 그리
고 정치적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조정 일에 뜻을 잃은 경우 그들은 난즉퇴(亂
則退)의 자세로 처세하였다. 때문에 중심가문 인물들이 군주와 심각하게 갈등하
는 일은 많지 않고, 그들은 혼암한 군주를 모시는 신하로서 목숨을 건 투쟁의
방식을 고수하지 않으면서도 우월한 도덕성을 유지한 채 존립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부자, 부부 관계는 군신 관계와 달리 천륜(天倫)으로 규정되며 피할
수 없는 관계로 간주되어왔다. 자식과 아내는 상위 주체인 부모와 남편이 아무
리 과도하게 억압적이며 폭력적이어도, 하늘을 피할 수 없듯 그들에게서 벗어
날 수 없다는 인식이 공고했다. 유학의 윤리 규범을 충실히 이행하자면 부모나
남편의 패행에 반발하거나 항의해서도 안 된다. 말하자면 부자, 부부 관계에서
는 상위 주체인 부모와 남편이 인(仁)과 의(義)를 해치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맹자가 걸(桀), 주(紂)를 잔적지인(殘賊之人)이라 지칭했던 것처럼 그들을 비난
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하위 위상의 인물들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가. 한
글장편의 세계에는 이러한 상황에 던져진 인물들의 고투가 곡진히 드러나 있
다. 부친과 남편의 폭압적 행태가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그러한 부친과 남편을
져버릴 수 없는 아들과 아내의 인정투쟁기가 전개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대표
적으로 부자 관계에 대해서는

보은기우록 의 위연청, 부부 관계에 대해서는

유씨삼대록 의 진양공주의 사례에 주목한다.
‘Ⅲ-1-3) 인의(仁義)로 확대된 효(孝)’에서 살폈듯 위연청은 우매하고 악독한
부친 위지덕으로 인해 온갖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하기도 하지
만 한 치의 원망 없이 오롯이 그것을 감내한다. 그러나 위연청의 효성은 부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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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뜻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위연청은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데 혈안이 된 부친의 명에 저항하며 수금해야할 돈을 오히
려 백성들에게 돌려준 탓에 위지덕의 화를 사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구현옹의 경고대로 청렴한 태도를 버리고 부친의 뜻에 따라 불의한 일을 거리
끼지 않았다면 부친과 갈등할 일도, 부친에게 학대당할 일도 없었을 터인데, 위
연청은 예도의 태도를 고수하고 극단적 고통을 감당했다. 이때의 효(孝)는 단순
히 부친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다.249) 이는 다음의 효의식에 가깝
다.
부모가 향(鄕)·당(黨)·주(州)·려(閭)에서 죄를 얻게 하기 보다는 차라리 익숙히 간
해야 하니, 부모가 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여 종아리를 쳐 피가 흘러도 감히 미
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공경을 일으키며 효도를 일으켜야 한다.250)

즉 부친이 사회적 보편 도덕에 어긋나는 불의한 일을 할 경우 자식 된 자는
그것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옳지 않음을 간하여 부모가 불의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행이라는 말이다. 앞서 논의하였듯

보은기우록 에서 효

(孝)란 부자 관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의(仁義)를 추구하는 데까
지 연결되는 효(孝)인 것이다.
이처럼 맹자의 도덕철학에 가까운 윤리 지향을 보이는 위연청의 효행담은,
가족 내 관계 윤리에 머물며 약자를 희생시키고 사회적 공의(公義)와도 대립했
던

유효공선행록 의 유연의 서사와 달리, 자기희생을 감수하며 사회 일반에

통용되는 보편 도덕 원리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윤리적 서사로 오늘날에도 음
미할 요소가 있다. 그리고 위연청이 보인 태도, 즉 부친의 명에 따라 불의에 영
합해야 재앙을 면할 수 있다는 권고에 대해 “앙을 면하 쥭음만 갓지 못”
다며 죽음을 무릅써 예도(禮道)를 고수하였던 태도는 최선을 다해 유교적 윤리
규범에 부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태도는 “삶도 내가 원하는 바요, 의(義)
도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얻을 수 없을진댄 삶을 버리고

249) 명행정의록 의 구현옹 역시도 부친 위지덕의 명을 따르는 일에 대해 불효비례(不孝非禮)한 자이
면 하겠지만 효순(孝順)한 예도(禮度)로는 하지 못할 것이라 말한다. 즉 부친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이 오히려 효순(孝順)한 일이라는 것이다. “마왕(魔王)의 흉독헌 슈단(手段)이니, 불효비례(不孝非
禮)헌 (者)오면 려니와 효순(孝順)헌 예도(禮道)로 면치 못리니” 보은기우록 1권 29면.
250) “不悅, 與其得罪於鄕黨州閭, 寧孰諫, 父母怒不悅而撻之流血, 不敢疾怨, 起敬起孝.” ｢명륜｣(明倫),
소학집주 (小學集註)(성백효 역, 앞의 책,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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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義)를 취하겠다.”는 맹자의 태도와 상통하며,251) 불의한 일을 할 바에는 차
라리 죽겠다는 결연한 유자(儒子)의 ‘견사불경기수’(見死不更其守)의 정신과 같
다. ‘죽음 앞에 지키고자 하는 것을 바꾸지 않는다’[見死不更其守]는 정신은 바
로 유자들이 그토록 강조한 ‘지조’(志操)인데, 이것은 말과 칼을 박탈당한 유자
의 신분으로서 그들의 명예를 견지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반폭력
사상과 결사적 저항 정신이 결합한 정신이다.252) 위연청은 야만적 처벌이 있을
줄 번연히 알고 있음에도 빈자(貧者)를 약탈하는 데 동참하라는 부명(父命)에
맞서다 결연히 죽어갔다. 그의 육체는 철편에 바스라져 죽어갔지만 그는 도덕
적 승리자이며 따라서 미련해 보이기도 하는 그의 행위가 칭양되며 인정받았던
것이다.
한편

유씨삼대록 의 진양공주는 어떠한가. 진양공주는 유세형과 혼인한 뒤

그의 박대와 폭력에 시달린다. 기실 진양공주는 황족이기에 전적으로 하위 위
상의 인물이라 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는 유부에 하가한 후 철저히 자신의 정
체성을 유부의 며느리, 유세형의 아내에 국한시키며 시가에서 하위 위상의 역
할을 자임한다. 그리고 며느리와 아내로서 시부모의 경계에 순종적인 태도를
보이고, 남편의 무도한 횡포에도 온화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 여도를 철저히 내
재화한 예법의 화신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나 진양공주가 보이는 규범적 태도는 관습, 전통으로서의 규범을 무심히
따르는 ‘윤리(ἒθο )’적 태도라고만 볼 수 없다.253) 전술하였듯 예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옳은’ 그 태도의 기저에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사유에서 비롯된 인(仁)의 마음이 바탕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부(擇夫)의 선택
권이 박탈된 채 운명이라 여기며 혼인 혹은 파혼당해야 하는 여성의 처지, 그
동병상련(同病相憐) 마음에서 진양공주는 장혜앵과 유세형의 혼인을 추진했고,
시가와 남편을 존중하며 친정에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 온갖 갈등
을 마주했을 때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취했다. 근본적으로 타인을 향한 사랑,
어진 마음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251) “生亦我所欲也, 義亦我所欲也, 二者, 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고자장구상｣(告子章句上), 맹
자집주 (孟子集註)(성백효 역, 앞의 책, 331면).
252) 김상준, 앞의 책, 2011, 279~84면.
253) ‘Ⅰ.서론’에서 정리 하였듯 ‘윤리(ἒθο )’는 “습관, 풍습, 관습 등을 포함하여 규범적 타당성을 인
정받은, 인간 공동체에서 상호 승인 과정을 거쳐서 보편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 행위 모범
들”을 말하고, ‘도덕성’(Moralität), ‘윤리성’(Sittlichkeit)은 “통찰과 숙고에 의해 무조건적 요구(선)
를 의무로 인식하는 행위의 질”을 의미한다. 안네마리 피퍼, 앞의 책, 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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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양공주가 보여준 태도는 조선 여성들의 전범이 되기에
충분했다. 뿐만 아니라 진양공주의 언행은 여중군자(女中君子), 성인(聖人)의 경
지에 비견된다. 장혜앵의 지속적인 모함으로 유세형의 오해와 박대, 학대를 받
는 고통의 순간에도 진양공주는 자신의 처지가, 공자가 때를 못 만난 상황과
같다며 스스로 공자(孔子)와 견주는 인식을 보인다.254) 이때 진양공주는 비록
본인이 잔약한 부인이지만 왕희(王姬)이기에, 장혜앵의 사생화복(死生禍福)이
자신의 일빈일소(一嚬一笑)에 달려있고, 시부모와 남편 역시 자신의 영향력 아
래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본인의 위력(威力)을 모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그것에 대항하는 유학적 윤리를 추구하
였다.
이때 진양공주의 태도는 스스로 자처했듯 폭군에 대항하는 유자(儒子)에 가
깝다. 앞 절에서 살폈듯이, 유교의 창건자들은 ‘폭력에 대한 윤리적 혐오감’이라
는 새로운 감성을 이념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들로 무력을 장악한 군주에 대항
하여 예적 질서를 구축한 자들이다. 이들은 힘의 논리를 부정하고 인의(仁義)에
기반한 예적 질서를 추구한다. 여기서 진양공주는 위력을 휘두를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철저히 유교적 윤리를 지향하며, 여자의 사덕(四德)을 자신
이 따를 미덕으로 삼는다. 그리고 폭군[유세형]에 대항해 시운(時運)을 얻지 못
한 공자와 같이 수행근신(修行謹愼)하는 삶을 택한다. 진양공주는 무력의 소유
자인 ‘황족’이자, 유교 질서에서 타자화되고 소외되어 온전한 주체가 되지 못한
‘여성’으로, 유교의 창건자인 남성 유자들에 비해 유교 질서에 거리감을 느낄
법한 존재이지만, 유교 윤리를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아 유학적 정신을
실현하였다. 스스로 무력을 내려놓고 하위 위상의 역할[여성]을 자임하여 철저
히 유교 정신을 따름으로써, 불의에 맞서 힘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도덕성에
의한 승리를 성취하였던 것이다.
위연청과 진양공주는 부자 관계와 부부 관계에 있어 모두 약자의 위치에 있
는 존재들이다. 그들은 유교 질서와 윤리를 지향하며 자신의 삶에서 진정성 있
게 최선을 다해 윤리적으로 살고자 한 인물들이다. 따라서 폭군과 같은 부친과
남편을 만나서도 위계질서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명예를 지키고자, 폭력
적 상황이 강화될수록 도덕성을 더욱 철저히 공고히 해 나갔다. 그리하여 언어
적, 물리적 폭력에 시달리고 목숨이 위험해지더라도 무저항의 자기희생적 태도
를 고수했다. 이들에게 도덕성은 자신의 명예에 직결되는 것으로 목숨을 걸고
254) 유씨삼대록 1권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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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왜 이토록 자신을 희생시켜가며 부친과 남편에게 순종했는가.
위연청은 부친의 학대 앞에서 미련할 만큼 순종적이었다. 대순(大舜)의 효가 있
지만 대순의 지혜가 없어 사액(死厄)이 일어날 것이라는 구현옹의 적실한 비판
처럼, 위연청은 부친 위지덕이 폭력을 휘두를 때 저항하거나 도망치지 않았
다.255) 순(舜)은 부친 고수의 살해위협에 마주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그 위험에
서 벗어나 죽음을 모면하는데 반해, 위연청은 부친의 극단적인 폭행에도 온화
한 표정으로 당하고만 있었다. 때문에 위연청의 비범함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현옹조차도 위연청의 행동에 답답함을 표했던 것이다. 진양공주는 어떤가. 진
양공주는 남편의 학대가 심각해지자 결국 황실로 피난가지만 남편 유세형의 부
당한 분노와 폭력 앞에서 일호(一毫)의 불평도 없이 온화한 태도를 유지했다.
부부 관계, 혹은 고부 관계에서 황족이라는 신분적 위력을 발동시킨 적이 없다.
이들은 자신들이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없지 않음에도
왜 이토록 자기희생적인 태도를 고수하였는가.
신변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조차 융통성이 없이 상대에게 순종하며 윤리적
지향을 고수하는 이들의 태도는 답답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들의 행위
를 무용하거나 혹은 비합리적이거나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이
들은 당대 이념을 철저히 고수하면서 일종의 ‘이념적 이익’(Ideal Interest)을
획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자신의 세계에서 인정투쟁에 성공하는 카리스마적
인물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념적 이익’(Ideal Interest)이란 막스 베버가 사용한 개념으로 김상
준은 이 개념을 유교의 ‘예’(禮)의 성격과 연결 지어 논의한 바 있다.256) ‘이념
적 이익’은 신앙심과 경건함과 같이 서구사회 사회적 자산의 하나로 권위 획득,
신뢰 획득을 위한 수단이요 무기인데, 조선시대 신분 유지 및 상승의 무기였던
‘예’ 역시 ‘이념적 이익’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적, 윤리적 영역
과 관련되어 있으며, 현세적 이익 추구와 관련된 ‘물질적 이익’과 화해 불가능
한 동기를 지니고 있어 현세적 보상과 연결되지 않는 듯 보인다. 그러나 종교
적 관점에서 현세는 불의로 가득 차 있고, 불의가 만연한 현실은 종교적, 윤리
255) 명행정의록 3권 88면.
256) 김상준(앞의 책, 2011, 234~71면)은 막스 베버의 “이념적 이익” 개념을 포착하고 그것을 유학
적 윤리와 연결시켰다. 이 부분의 설명은 김상준의 책을 정리하여 참고하였다. 김상준은 “Ideal
Interest”를 “이념적 이해(利害)”라 번역했지만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여기서는 “이념적 이
익”이라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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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논리에 의해서만 의미를 찾게 된다. 이때 종교적, 윤리적 논리 즉 ‘이념’이
전통으로 전화(轉化)하여 현세적 힘을 발휘하게 되는 시대가 오는데, 전통화한
종교는 항상 강력한 정치적 권위와 관련되게 마련이고, 그럴 경우 이념적 이익
은 현실에서 물질적 이익과 관련된 결과를 얻는다. 조선시대 ‘예’ 역시 그러한
데, 예란 유교에서 그 자체가 가치목적적 행위이지만, 예법을 지킨다는 것은 신
분 유지 및 상승의 무기일 뿐 아니라, 예송 논쟁에서 보듯 정치투쟁의 무기이
기도 했던 것이다.
위연청과 진양공주가 마주한 세계는 불의의 세계였다. 그런데 불의를 주관하
는 주체자는 그들이 섬겨야하는 존재였고,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거나 부정, 저
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유교적 예를 철저히 수행하며 윤리적 태도의 극
치를 보여주었다. 이 하위 위상의 인물들이 불의한 세계에 대응할 수 있는 유
일한 무기가 예적 태도, 혹은 도덕성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도덕성은 유
교 사회의 ‘이념적 이익’으로써 그들이 ‘성인’(聖人) 혹은 ‘여중군자’(女中君子)로
군림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했다. 온갖 고통을 당하는 무력한 약자가 도덕성이
란 무기를 갖고 승리하는 서사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서사적 승리자인 위연청과 진양공주는 현실세계의 ‘위연청’과 ‘진양공
주’들에게는 패배의 굴레를 씌운다. 그들이 취한 도덕성, 유학적 예란 불의한
상위 주체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예적 태도를 철저히 고수하는 것인데, 극
단적 폭력 상황에서 그런 태도를 고수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러한 태도를 고수하면 고수할수록 상위 주체와 하위의 주체 간 위계질서는 더
욱 공고해지고, 위계적 도덕감정의 골은 깊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엄격한 감정
체제가 경화되어 갈수록 하위 주체에 대한 타자화, 폭력적 상황은 강화되어 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연청과 진양공주의 도덕성은 그들 개인의 삶에 유용한
무기이지만, 현실에서는 그 무기의 칼날이 약자들을 향하게 되는 위험을 내포
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257)
257) 한편 이러한 서사가 그것을 향유했던 독자들에게 부정적 영향만 끼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지하는 대하소설이 지닌 멜로드라마적 특성을 논의하며, 대하소설이 대중서사물로 체제순응적인 성
격을 지니면서도 분열된 시대의 모순을 포착해내고, 특히 상층 여성들의 욕망과 고민을 반영하여
그들에 의해 주도된 문화적 행위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김현진 역시 중세 로맨스의 현재성
에 대해 논의하며 로맨스 읽기가 여성독자의 자립과 자의식 형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재니스 래드웨
이(Janice Radway)의 연구를 주목한 바 있다. 래드웨이는 미국의 중산층 여성들이 가부장제 이데
올로기를 담지한 로맨스를 열독하는 현상을 연구하며, 그들의 독서행위가 저항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하였다. 여성 독자들은 로맨스 읽기를 결혼제도 안에서 그들이 처한 타자 지향의 사회적 역할
을 거부하고 그들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전투적이고 보상적인”(combativ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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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적(公的) 영역의 가문의식
한글장편소설은 가문 내부의 문제를 핵심 제재로 하면서 가문의식을 드러내
는 내용적 특질을 지니고 있다. 이 점은 선행연구에서도 풍부히 논의되었고, 본
고에서 관계윤리 양상을 분석하면서도 충(忠)과 효(孝)가 가문의식과 어떻게 연
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한글장편에 가문의식이 왜 이토록 중요하고도 지속
적으로 다뤄지는지에 대해서는 당대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논의되어 왔다. 조
선의 가문의식이 강화되는 정치적 상황은

주자가례 의 실천이란 의미를 지니

지만 한편으로 가문이 상층 삶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게 했는데, 이러한
정치적 분위기가 소설에도 반영되었다고 본다.258) 즉 한글장편소설의 창작, 향
유 시기인 17세기 이후 조선 사대부 사회에서 남녀균분 상속제가 깨지고 종법
제가 강화되면서 ‘적통’(嫡統) 혹은 ‘가통’(家統)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상층벌열의 가문의식이 강화되어갔던 현실 속의 문제가 한글장편소설
에서 전면에 부각되었다는 것이다.259)
구체적으로는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정체

를 사대부층의 정치의식, 산림과 벌열 의식 등으로 논하며 이념적, 의식적 차원
에서 연구한 작업들이 있었다.260) 그런데

소현성록 에 대해서는, 작품에 소부

compensatory)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글장편소설 연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을 유
념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이지하, ｢18세기 대하소설의 멜로드라마적 성격과 소설사적 의미｣, 국제
어문 66, 국제어문학회, 2015, 213~7면; 김현진, ｢로그르 왕국의 관습과 로맨스 문법｣, 인문학
의 성찰과 전망 , 사회평론, 2018, 137~70면; Janice Radway,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c1991,
p.211.
258) 송성욱, 조선시대 대하소설의 서사문법과 창작의식 , 태학사, 2003, 222면.
259)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르 , 돌베개, 2008, 105~6면.
260) 송성욱, ｢고소설에 나타난 부의 양상과 세계관｣,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 국문과, 1990; 이승
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선청어문 19,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1; 이승복,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정-부실 갈등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
육연구회, 1992; 임치균, ｢연작 <유씨삼대록> 연구｣, 홍익어문 10·11합, 홍익대 홍익어문연구회,
1992; 최길용, ｢<유효공선행록> 연작 연구-<유효공선행록>과 <유씨삼대록>의 작품적 연계성을 중
심으로-｣,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1992; 박일용, ｢<유씨삼대록>의 작가의식 연구｣, 고
전문학연구 12, 한국고전문학회, 1997; 조광국,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벌열가문의 자기갱신｣,
한중인문과학 16, 한중인문과학회, 2005; 조광국, ｢<유씨삼대록>의 가문창달 재론｣, 한중인문학
연구 20, 한중인문과학회, 2007.

- 183 -

의 번영과 창달에 대한 세속주의적 욕망이 드러나 있다며 그것을 사족 이기주
의, 가문이기주의라 보는 관점이 대두하기도 했다.261) 한글장편소설의 가문의식
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다른 것은 우선 대상 작품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
만 기실 연구경향의 변화, 한글장편을 보는 연구자들의 관점이 변화했기 때문
이기도 하다. 장편소설이 이념적 성향이 강하다는 연구 관점 하에서 작품에 나
타난 이념성, 의식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해 오다가, 소설에 나타난 인간 욕
망의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하면서 가문의식을 욕망의 문제와 결부시킨 논의들
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비근한 예로
요소는

소현성록 에서 보인다는 가문이기주의적

유효공선행록 을 분석할 때도 감지된다.

한글장편소설은 유교적 이념성이 강하게 드러난 장르라 인식돼 왔는데, 강력
한 세속적 욕망, 즉 유교 사회에서 그토록 경계하는 ‘사욕’(私慾)이랄 수 있는
가문이기주의가, 그토록 유교적 이념지향이 강하다는 소설 장르에 선명히 나타
난다는 점은 해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가문이기주의는 인욕(人慾)을 지양하
고 천리(天理)에 나아가고자 하는 유교적 이념지향에 위배되는 듯 보이기 때문
이다. 소설은 인간 욕망이 충돌하는 갈등의 장르이기에 당대 현실이 반영된 것
이라는, 반영론적 관점에 의한 분석들이 존재하지만, 한글장편 장르가 추구하는
이념지향에 위배되는 듯 보이는 ‘가문이기주의’가 작품 내에서 적극적, 직접적
으로 추구될 수 있었던 내적 논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선행연
구에 의하면 이는 이념과 욕망의 충돌이며, 현실 인간의 삶이 반영된 결과라고
이해되고 마는데 그것만으로는 해명에 미진한 지점이 있다.
가문의 존영이 문제시되는 경우는, 가문 구성원이 군주의 명에 불복종하여
정치적 위해를 입을 만한 상황, 혹은 가문 구성원이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할 경우라 할 수 있다. 살펴보았듯 세 연작의 중심인물들은 때때로 군
주의 불의(不義)에 대면하고 직간(直諫)하거나 물러나야 할 상황에 처하지만 가
문의 존영(尊榮)에 대해 고민하며 불의를 묵인한다. 혹은 개인의 욕망을 추구하
다가 가문의 가장과 갈등하기도 한다. ‘가문의식’은 작품 속에서 사회적 공의(公
義)에, 혹은 개인의 욕망에 대립적인 무엇으로 그려지곤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작품 속에서 가문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가문의 번영과 창달’이라는 한글장편
261) 정길수는 소현성록 의 가문의식에 대해 배타적 사족 이기주의, 김경미는 유교적 세속주의의 관
점에서, 조혜란은 가문이기주의라는 관점에서 분석한 바 있다.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 돌베개, 2005, 354~66면;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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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의 가문의식은 이념적 지향의 문제인가 욕망 발현의 문제인가.
우선

소현성록 에서 가문이 위험에 처한 순간들이 있었다. ‘Ⅳ-1-1)의(義)의

상실’에서 살핀 바와 같이 소부는 군주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다. 당태종이
불의하게 제위에 오르자 소현성은 환멸을 느껴 조정 일에 뜻을 잃고 소극적 태
도로 일관하며, 소운성은 명현공주 앞에서 태종의 과오에 대해 비판하기도 한
다. 소부 인물들은 충성을 바쳐야할 대상인 군주가 근본적으로 불의하다고 인
식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해 간언하거나, 혹은 벼슬에서 물러나 자신의 뜻을 지
키는 행위를 하지는 않는다. 명현공주 늑혼 명령에 비로소 불복종의 태도를 취
해보지만 문호(門戶)에 화를 부르지 말라는 양부인의 명령에 결심을 돌이켰다.
이처럼 소현성의 태도에서 우리는 윤리적 신념보다 가문의 존영이 우선되고 있
음을 살핀 바 있다. 소현성은 어떠한 가치나 신념보다 모친의 뜻을 삶의 기준
으로 우선하는데, 그것이 그의 효(孝)를 드러내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모친의
뜻은 궁극적으로 가문의 번영과 창달로 연결되고, 따라서 그의 삶에서 역시 가
문의 존영은 우선되었던 것이다.
이렇듯 가문의 존영에 대한 추구가 중심인물들에게 최우선의 과제가 되는 양
소현성록 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상은
과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한 가치로 다뤄진 바 있다.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

연작에서도 역시 가문의 존영 문제는 매우 중요
유씨삼대록 에서 역시 군주는 의로운 인물이 아니

며 혼암하고 강압적 면모를 지닌 존재로 그려졌다. 소부 인물들과 달리 유부
인물들은 군주에 대한 반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으며 철저히 군주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고, 환관의 전횡으로 조정이 어지러울 때조차 대신의 자리에 있으
면서도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때도 양친(兩親)을 위한다는
명분, 즉 가문을 지켜야한다는 이유가 구실이 되었다. 유부가 공적 책무에 나설
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가문에 위해(危害)가 되지 않는 선에
서 이뤄진다. 역시 공의(公義)보다 가문의 존영이 우선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본 인식은
난다.

명행정의록 의 군신관계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

명행정의록 의 군주는 위부 인물들을 총애하며 그들의 간언에 귀를 기

울이는 모습을 보였고, 위부 인물들은 그에 부응하여 군주에게 자신의 주장을
올곧은 태도로 전개하기도 하였다.

명행정의록 은 직간(直諫)이 신자(臣子)의

직분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결말에 이르러 위연청은 천자의 부름에
나아가는 아들들에게, 충(忠)을 세우고자 한다면 효(孝)를 완전케 하지 못하는
법이라며 사정(私情)을 돌아보지 말고 국은을 갚으라 당부하였다. 그러나 엄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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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단(專斷), 장거정의 권력 농단(隴斷) 사건 등과 같은 굵직한 정치적 사건
에 있어 위부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천시(天時)를 기다린다는 명분으로
물러나 있을 뿐이었다. 국가의 대신으로서 사회적 책무에 대해 원론적인 공감
을 표하면서도 정작 책임을 다해야하는 구체적 상황에 처해서는 천시(天時)를
운운하며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세련되게 정당화하
였다. 결과적으로 가문의 존영을 우선하는 서사구조를 띤 것은 다른 소설과 크
게 다르지 않았다.
즉 세 연작에서 가문의 번영과 창달은 가장 우선되는 가치임에 분명하며, 그
것은 공적 자아를 지닌 인물들의 사회적 책무와 대립항에 놓여 있는 사욕, 세
속적 욕망을 드러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작 작품 내에서 가문은 사적 영
역으로만 간주되지 않기에 가문의 존영 문제를 사욕(私慾), 세속적 욕망, 가족
이기주의의 발현으로만 보는 시각이 적실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 연작에
서 ‘가문’은 공적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글장편소설의 남성인물들이 국가적 책무 혹은 윤리적 신념 등을 실현
하려 할 때 부모에 대한 효, 혹은 가문의 존영 문제로 망설이다 입장을 철회한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 사례들만 보면 가문의 문제가 공적 영역과 대립항에
놓여 있는 사적 영역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관점을 달리하
여 가문 구성원들 개인의 감정, 욕망과의 관계에서 보면 가문이 공적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현성록 에서 개인의 욕망을 가장 극단적으로 단죄한 경우는 양부인이 실
절(失節)한 소교영에게 사약을 내린 사건이다. 딸에게 사약을 내린 양부인의 처
사에 대해 석파와 소월영은 슬픔을 표한 데 반해 소현성은 모친의 결단에 옳은
일이라 동조한 바 있었다. 그는 양부인의 처사에 통곡하는 석파에게 어머니 천
성이 굳세고 맹렬하여 딸에 대한 정을 끊어 정대함을 취한 일이라 설명한다.
여기서 소현성은 모친이 딸의 실절에 대해 처단한 것이 ‘산 튼 졍(情)’을 끊
어 취한 정대(正大)한 일이라며, ‘정대함’과 ‘정’(情)을 대립시키고 있다.262) 양
부인은 실절한 소교영에게 가문의 명예를 더럽힌 죄를 물어 죽음을 요구했으
니, 여기서 ‘정대함’이란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이며, ‘정’이란 딸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옳은 일이고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
로 용서하는 것은 정, 즉 사사로운 정에 연연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262) “텬셩(天性)이 견강(堅剛)고 녈〃(熱烈)야 졍대(正大)기 시 고로 그 산 튼 졍(情)
을 긋처 죽이시니” 소현성록 1권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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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현성록

연작에서 정념을 가장 강렬히 표출한 소운성은 명현공주와의 늑

혼으로 형부인과 헤어져 지내게 되자 어찌할 수 없는 상사(想思)의 마음으로 형
부를 찾아간 적이 있었다. 이때 운성은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사정’(私情)이라
일컫는다. 형부인과 이미 혼인한 사이였지만 이 당시 형부인은 소부에서 출거
된 상태였고, 만나는 것도 금지된 관계였기에, 집안 어른들의 뜻을 거역해 사정
을 따랐다 말한 것이다.263) 또한 소운성의 장인 형참정 역시 ‘사정’이라는 용어
를 사용한다. 운성이 형부인을 찾은 것에 대해 불충(不忠)하고 불효(不孝)하며
불인(不仁)한 행위라 책망하며, 운성 때문에 집안에 화가 미칠 것이니 신하로서
“졍(私情)”에 유념하여 역명(逆命)할 수 없기에 차라리 딸을 죽여 무사(無事)
케 하겠다 말한다.264) 딸을 죽이겠노라는 과격한 형참정의 말은 기실 딸 형부
인이 아니라 소운성을 꾸짖고 경계한 것인데, 소운성이 운성과 형강아를 파혼
시킨 황제의 명을 어기고 형강아를 만나러 온 상황에 대해 위기감을 표한 말이
다. 사정에 얽매어 딸을 보호하다 역명의 혐의를 받느니 차라리 딸을 죽이겠다
는 뜻인데, 형참정의 이 발언에는 가문의 명예를 우선하여 딸을 죽인 양부인과
유사한 인식이 드러나 있다. 이로써 보면 ‘정’(情)/‘사정’(私情)은 개인적 감성,
욕망을 가리킨 말로 그 대립항에는 ‘가문의 명예’, ‘가장의 명령’이 자리하고 있
다.
유씨삼대록 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남성인물이 여성인물에게 느끼는 사랑을
‘사정’이라 명명한다. 특히 “부부(夫婦) 졍(私情)”이라 하여 부부 사이의 정,
사랑을 사정으로 일컫는다. 대개 “구괴(舅姑) 랑시고 일이 평안니 엇디
부〃(夫婦) 졍(私情)을 뉴렴(留念)리오”,265) “신이 어지〃 못여나 부〃(夫
婦) 졍(私情)을 크게 넉여 낭〃을 긔망(欺妄)리잇고”,266) “쇼졔 갓 부〃
(夫婦) 졍(私情)을 디 못미 아니라”267) 등과 같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
었다. 즉 부부 간이라도 그 사이의 내밀한 정, 사랑은 절제하고 지양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구괴(舅姑) 랑”, “낭〃[태후]”
등이 사정과 함께 서술되면서 시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뜻 등이 사정의 대립항
에 위치하고 있어, 가문 어른들의 마음, 생각, 의지 등은 사정이 아닌 다른 것
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3)
264)
265)
266)
267)

“졍(私情)을 억졔티 못야 이에 니러시나” 소현성록 6권 78면.
소현성록 6권 82면.
유씨삼대록 2권 43면.
유씨삼대록 3권 105면.
유씨삼대록 5권 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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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행정의록 의 ‘사정’은 다른 문맥에서 쓰인다. 앞서 언급했듯

명행정

의록 은 공직자로서의 사명의식이 보다 강하게 드러난 작품인데, 사정은 이 공
적 업무의 대립항으로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부부간의 내밀한 정에 대해서는
‘정’(情), ‘은정’(恩情), ‘구정’(舊情) 등으로 지칭되면서 부정적 의미의 ‘사정’(私
情)이 사용되지 않는다. “츙신(忠臣)이 효(孝子) 되지 못믄 몸을 나라의 허
 집을 결을여 도라보지 못미라. 네 아니 졍(私情)으로 (大事)
 젼일(專一)치 못미 잇냐.”와 같이 국사(國事)의 대립 항으로 자주 쓰이
며 국가 대사를 집행할 때는 사정을 지양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인다.268)
그러나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전술하였듯

명행정의록 에서도 가문의 ‘사

정’은 서사적으로 가장 우선되고 혹은 배려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테면 위연
청이 천자 앞에서 무례히 행동하는 사위 사몽성에 대해 엄중한 태도로 사정을
고려하지 말고 벌하라 청하자, 천자가 오히려 “경의 년교(百年驕客)이어
비록 대의(大義) 잡으나 엇디 졍(私情)이 너모 박졀(迫切)리오?”라며 위연
청의 ‘사정’을 배려해준다.269) 위천유는 출정(出征) 시 어머니의 병세가 심각하
다는 사실을 알고 군영(軍營)을 참모들에게 맡긴 뒤 이틀 간 어머니 건강을 축
수(祝手)한 일이 있었다. 이에 자신이 사정(私情)을 우선하고 국사(國事)를 미뤘
다며 부친께 엄책(嚴責) 받을 것이라 염려하자 참모가 오히려 천유의 효성을 치
켜세우며 그 행위를 옹호한다. 위부 인물들은 공사(公事), 국사(國事)를 우선해
야 한다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드러내지만 주변사람, 주변상황이 그들의 사정을
고려해주면서 결과적으로 가문과 부모를 우선하는 서사가 전개된다. 그리고 그
런 양상은 서사 내에서 긍정되었다.
그렇다면

소현성록 과

유씨삼대록 과 같이 사정(私情)이라 일컬어지는 개

인의 감정, 욕망과 길항관계에 있는 듯 그려지는 가문의 명예, 부모의 뜻은 어
떻게 인식되었던 것인가. 기실 유학적 공(公), 사(私) 관념은 윤리적 가치 개념
이 소거된 채 영역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근대적 개념과 다르다. 일찍이
미조구치 유조가 중국의 공과 사를 논의한 데서 알 수 있듯, 전국 말에서 후한
시대 ‘사’는 ‘자환’(自環), 즉 ‘스스로 에워싸다’의 뜻이고, ‘공’은 ‘사를 등지다’
[背私]의 뜻에서 ‘공동’(共同)의 의미와 함께 ‘평분’(平分)의 의미가 내포된 것이
었다. 통일국가 성립 후에는 ‘공’이 군주나 관부 등 지배기구에 관련된 개념이
되었다. 이러한 공·사 개념은 송대에 이르러 천리(天理)와 인욕(人慾)의 개념과
268) 명행정의록 57권 25앞.
269) 명행정의록 62권 3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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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며 도의적 개념으로 굳어갔다. 즉 공(公)은 평분(平分)=도의(道義)=천리
(天理)로 연결되며, 사(私)는 간사(奸邪)=인욕(人慾)으로 연결되는 인식이 굳어
진 것이다.270)
조선의 경우도 중국의 유학적 사유와 다르지 않았다. 정주학(程朱學)이 본격
적으로 들어와 자리 잡은 뒤 공과 사는 천리[공]와 인욕[사]으로 구분되는 것
으로 인식되었는데, 이때 국가에 대한 충(忠)과 가정의 효(孝)는 모두 천리(天
理)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즉 가정의 효도 천리에 의한 것이면 공이고, 국가에
대한 충도 천리에 의거하지 않으면 사욕이라는 논리가 조선 사대부들의 일반적
인 충효관(忠孝觀)이었다.271)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가에 대한 충과 가문의 효가
충돌할 때가 생기는데, 조선시대에 이 문제는 진지한 논쟁의 대상이었다.
현종 때 김만균이 병자호란으로 죽은 조모를 기린다는 이유로 청나라 사신
접대 임무를 거부한 일이 있었다. 김만균의 행동에 대해 사의(私義) 때문에 공
의(公義)를 가볍게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송시열은 김만균처럼 해야
천리에 근거한 인륜을 보존할 수 있다며 김만균을 옹호했다. 사의 안에도 천리
의 공과 인욕의 사가 나뉘는데, 김만균의 사의는 효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기에
천리의 구현이라는 것이다.272) 조선 사대부들은 이러한 논리를 전개하며 충보
다 효가 앞선다는 담론을 지속적으로 생산해갔다. 즉 국가적 범주에 비하면 사
적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의(私義)에도 천리에 부합하는 것이 있는
데 인륜의 근본 윤리인 효(孝)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렇게 효는 ‘천리=공’
적 범주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관념은 한글장편소설에서 가문이나 부모에 대한 효를 내세우며 국가
적 책무를 회피하는 양상에 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한다. 가문 내의 문제들
가운데서도 부모와 무관한 가문 구성원들 개인의 감정과 욕망은 사정, 사욕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부모를 향한 효와 관계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공의
로 인식하는 것이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윤리 관념인 것이다. 따라서 작품 내
부적으로 부모를 향한 효를 구실로 가문을 우선하는 태도는 사욕에 기반한 이
기적 태도가 아닌 천리를 추구하는 정당한 태도라 할 수 있었다. 한글장편소설
은 이러한 의식기반 하에 창작, 향유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관점에서 가문이

270) 미조구치 유조, 정태섭․김용전 역, 중국의 공과 사 , 서신원, 2006, 13~97면.
271) 안영상, ｢불교와 천주교의 비교를 통해 본 조선 성리학 사회의 효윤리의 철학적 기반 –리일분수
론을 중심으로-｣, 유교사상연구 37, 한국유교학회, 2009, 100면.
272) 안영상, 위의 논문, 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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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주의에 가까워 보이는 행태들이 작품에 당당하고도 적나라하게 그려질 수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가문을 공적 영역의 것으로 인지하는 경향은 아무래도 남성보다 여성
에게서 보다 더 간취되는 것 같다. 이제껏 논의했듯 효, 가문의 문제가 천리에
부합한다는 기본 논리가 마련되어 있지만 사족 남성들에게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의 공적 영역, 천리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많고 다양하게 산적해 있다. 반면
여성들에게는 가문 밖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상적으로 그들이 마주하
는 공적 문제, 천리와 관련된 문제는 가문 내부의 것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
가문의 문제를 국가‧사회적 문제와 대비시켜 사적인 것으로 사유하기도 하는 남
성들에 비해 여성들에게 가문의 문제는 곧 공적 문제의 전부일 수 있다는 것이
다.
이러한 양상은 여성들이 잠시 시가(媤家)를 떠나 친정에 머물려 할 때 ‘해골
을 빌어’ 가고자 한다는 말을 하는 데서도 드러난다고 생각된다.273) 본디 ‘해골
을 빌다’는 의미의 ‘걸해골’(乞骸骨)이란 용어는 신하가 임금에게 사직을 청할
때 사용하는데,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아내가 남편이나 시부모에게 아내 소임을
그만두는 것을 청할 때 쓰인다. 늙은 신하가 벼슬에서 물러나며 심신은 모두
군주에게 바쳤으니 뼈만은 돌려달라는 의미를 담아 하는 말인데, 여성들 역시
이러한 심정으로 해골을 빌어 가고자 한다는 청을 했던 것이다. 시가[가문]와
아내 혹은 며느리의 관계를 임금과 신하의 관계로 유비시킨 용법으로 여성들에
게 시가[가문]가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보면 한글장편소설의 가문의식을 논의할 때 특히 조선의 사대부 남성
의 의식 성향과 긴밀하게 연결지어 바라보는 관점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김만균에 대한 논쟁에서 조선시대 사대부 남성들이 효의식, 가문의식을
공적 범주로 인식했던 사례를 보았다. 그런데 김만균 논쟁에서는 효의식 혹은
가문의식이 사회, 국가적 가치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팽
팽한 긴장감, 논리적 쟁점이 존재했다. 하지만 한글장편소설에서 두 가지 가치
가 충돌할 경우 양쪽이 길항하는 서사가 전개되는 경우는 드물고, 가문에 대한
지향이 압도적으로 강하게 드러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명행정의록 에는 가

문을 돌아보지 말고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는 지향이 드러나 있어 달리 볼 여지
273) 유씨삼대록 에서 진양공주가 유부를 떠나 황궁에 돌아가려할 때 “골을 비러 궐듕(闕中)의 드
러가 모녀의  졍(情)을 다시 닛고져 니”(3권 6면)라고 말한다. 이러한 용법은 한글장편소설
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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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지만, 대개의 작품에서 사회, 국가적 영역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다. 이러
한 점을 감안해볼 때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가문의식은 당대의 관념을 내포하
고 있으면서도, 남성에 비해 사회, 국가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여성들의
사유방식에 가깝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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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소설사적 의의
지금까지 세 연작을 중심으로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관계 양상을 살피고 그
것을 토대로 작품 세계의 관계윤리가 갖는 의미를 탐구해보았다. 여기서는 세
연작의 윤리 의식이 작품 미학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 조선후기 소설사
에서 세 연작이 갖는 의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소현성록 은 장편소설로서는 이른 시기의 작품이다. 주지하다시피 17세
기는 소설사 전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의록 ,

소현성록

구운몽 ,

사씨남정기 ,

창선감

등의 걸출한 장편소설들이 창작, 향유되면서 장편소설의 시

대가 열렸다. 초기 장편소설 가운데

소현성록 은 이후 창작된 장편소설의 대

표적인 형식으로 자리 잡았고 이후 소위 ‘가문소설’이라 불리는 한글장편소설의
전범으로서 영향을 끼쳤다. 이 시기 작품들은 임병양란으로 혼란한 조선사회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던 상층이 지배 이념을 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했다
고 논의된 바 있다.274) 사회사적으로 17세기는

주자가례 의 예법이 확산되는

동시에 적서차별의 강화, 남계 혈통 중심의 혼인제도 변화, 종모법(從母法) 실
시, 종자(宗子)에 의한 제례독점, 입후제도의 일반화, 장자차등분급의 재산 상속
제 등 종법제 중심의 가부장제가 점차 자리 잡아가던 시기이다.275) 이러한 시
대적, 사회적 배경 하에서 소설에 가정과 가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고, 17세
기 작품은 어떠한 방향으로 형상화하건 가부장제적 유교 이념을 배면에 깔고
있다는 것이 17세기 장편소설을 보는 일반적 시각인 것이다.276) 기실 이전 시
기의 주류 장르라 할 수 있는 전기소설과 달리 17세기 본격적으로 등장한 장편
소설들은 당대의 지배이념에 대해 회의하거나 길항하지 않고 지배이념을 적극
수용하며 그 가치를 존속, 강화하는 경향이 짙다. 이 때문에 소설을 배격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상층 지식인들은 소설의 대중 감응력에 주목하여 장편소설을
일종의 ‘지배 이데올로기 유포 수단’으로 이용하고자 소설을 창작하고 소설의
향유를 긍정하기도 했던 것이다.277)

274)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 과정 , 2005, 340~68면.
275) 최재석, 한국가족제도사연구 , 일지사, 1966; 이이효재, 조선조 사회와 가족 , 한울아카데미,
2003; 마르티나 도이힐러, 이훈상 역, 한국 사회의 유교적 변환 , 아카넷, 2003.
276)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국면｣, 한국고전연구 8, 한국고전연구학회, 247~8면.
277) 정길수, 위의 책, 3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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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앞에서 상세히 논의한 바와 같이

소현성록 에서는 당대의 규범 윤리

와 꽤 큰 간극이 보이는 윤리 의식이 간취된다. 김경미와 조혜란의 지적처럼
소설에 형상화된 생활의례만 두고 볼 때도

주자가례 의 의례에 어긋난 지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이를테면 소부를 중심으로 소부의 며느리들은 친영제에 따른
혼인생활을 하는 반면 소부의 딸 소월영은 1년 중 8개월을 남편과 함께 소부에
머물러 있는 등 친정과의 친연성을 떳떳하게 드러내는 양상을 보인다.278) 이와
같이

소현성록 에 나타난 윤리 의식의 특징은 동시대 작품

남정기 ,

구운몽 과

사씨

창선감의록 과도 다른데 이 지점에 주목해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

다.
인물 형상에 있어
다.

사씨남정기 와

소현성록 의 인물들은 유교 이념, 규범 윤리와 거리가 있
창선감의록 의 인물들은 선인과 악인의 구분이 뚜렷하다.

악인들은 교화되어 개과천선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선인들에게선 악한 지점, 윤
리 이념에 어긋난 지점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279)

소현성록 의 긍정적 인

물들은 그렇지 않다. 양부인은 가문 유지와 창달에 삶의 목적을 둔 사람인 듯
그것과 충돌하는 가치들을 경시하거나 배격한다. 딸의 실절(失節)에 한 치의 망
설임 없이 사약을 내렸으며,280) 황제의 부당한 늑혼 명령에 저항하는 소현성에
게 신념을 버릴 것을 명한다. 소현성은 유복자로 자라나 모친의 명에 절대적으
로 순종하며 위정자로서의 공적 임무를 방기하기까지 한다. “내 양 편모(偏
母) 념녀야 딕논(直論)을 셰우디 못니 현마 엇디리오?”라는 발언에서
모친의 뜻과 공직자로서의 신념이 충돌할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단적으로
278) 소현성록 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 김경미는 “유교적 이상주의를 내세우는 작품이라기보다는 가
문의 지속과 번창을 꿈꾸는 유교적 세속주의를 내세우는 작품”이라 평한 바 있으며, 조혜란은 “엄
숙한 태도로 유교적 이상주의를 표방하는 소부의 저간에 흐르는 욕망은 일정한 부와 지위를 획득한
지배 계층의 세속주의에 다름 아님”이라 논한 바 있다. 김경미, ｢주자가례의 정착과 <소현성록>에
나타난 혼례의 양상｣,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26면; 조혜란,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102면.
279) 사씨남정기 와 창선감의록 의 주역인물들이 다른 고전소설에 비해 성리학적 이념 이상에 얼마
나 어떻게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정병설, ｢고전소설의 윤리적 기반에 대한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1993)에 분석되어 있다.
280) 소교영의 실절(失節)은 당대의 윤리 규범을 범한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겠지만, 실절한 자녀
를 사약으로 처벌하는 것 역시 당대 윤리 관념에서조차 당연한 것이라 하기 어려울 듯하다. 소교영
이 유배지를 떠나며 정인(情人)에게 친정집을 알려주며 찾아오라 한 것을 볼 때, 소교영 역시 자신
의 행위로 모친이 그토록 엄혹하고 극단적인 처벌을 내릴 것이라 짐작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데,
양부인의 처벌은 당대 일반 관념에서도 지나치게 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결정은 가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문의 명예를 지키려는 의식이 과도하게 작용한 것으로 윤리적 측면에서 논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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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다.281) 소운성과 소운명은 정념을 이기지 못해 정실부인 형강아와 이옥
주에게 고난을 겪게 하거나, 폭언, 폭행을 가한다. 화수은은 다혈질적 성격을
드러내며 남편의 재취(再娶)에 질투심을 드러내고 서모(庶母)에게 폭언을 하거
나, 아랫사람에게 괴팍하게 구는 등 여도(女道)와 거리가 먼 인물이지만 소현성
원위(元位)의 자리를 흔들림 없이 견지한다. 그리고 소부 사람들은 자신의 일족
에 의해 부당한 폭력에 희생되는 기생, 시비와 같은 하위주체들의 고통에 무감
하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이 작품 안에서는 긍정되고 그런 인물들이 모인 소
부는 모두가 선망하는 훌륭한 가문으로 그려진다. 오늘날의 감각은 물론 소설
이 창작, 향유되었던 당대 유교적 지배 이념, 윤리의 이상과도 꽤 큰 간극이 존
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간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소현성록 이 진지하게 유

교적 이상주의를 표방한 작품이라는 관점을 견지해도 좋은 것인가.

소현성록

에는 욕망에 대한 추구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그리고 그 욕망은 동시대 작품
인

구운몽 ,

사씨남정기 ,

창선감의록 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뤄진다.

구운

몽 에는 욕망이 한껏 펼쳐진 듯하지만 그 욕망으로 인한 치열한 갈등은 드러나
있지 않다. 양소유가 황제의 늑혼으로 위기를 겪지만 그것 역시 당사자 난양공
주의 배려와 양보로 쉬이 해결되고, 그 밖에 양소유의 욕망을 저해하는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여성과 사랑을 하는 양소유의 욕망은 큰 어려움 없이
충족되고 그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여성 인물들은 양소유와도 혹은 서로 간에
도 갈등하지 않는다. ‘차등적 질서’가 존재하는 가운데 언제나 약자에 대한 강
자의 ‘배려’를 통해 갈등이 무화(無化)되고 화락(和樂)에 이르는, 화합과 화락의
세계인 것이다.282) 이 조화로운 세계는 양소유를 위해 존재한다. 양소유를 둘러
싼 인물들은 자신의 욕망이랄 것 없이 양소유의 욕망을 욕망하는, 현실이 아닌
환상의 인물들이며, 따라서 양소유의 욕망이 부정되는 일이 없다. 이런 경우 욕
망의 문제성, 각기 다른 욕망을 지닌 인간들의 관계 맺음에서 시작되는 윤리적
갈등은 애초에 논의될 필요가 없다.
한편

사씨남정기 와

창선감의록 에는 윤리 이념에 위배되는 욕망을 지닌

인간과, 윤리 이념과 일치된 욕망을 지닌 인간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다.
규범을 경시하고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들은 악인으로만 존재하며, 선인군 인물
281) 소현성록 6권 14면.
282) 정길수, 앞의 책, 345~8면; 정병설, ｢주제 파악의 방법과 <구운몽>의 주제｣ , 한국문화 64,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3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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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윤리적으로 문제될 법한 내면을 지니지 않는다.

사씨남정기 의 유연수는

무고한 사씨를 폐출시켜 고생시키지만 그것은 무지에서 비롯된 과오이며, 사씨
를 오해하는 동안에도 배신감,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고 끝까지 예대(禮對)한다. 무고히, 오히려 선의를 베풀다 모함받아 폐출되어
온갖 고난을 겪는 사씨는 고통 속에서도 여도(女道)를 잃지 않으며 원망하는 마
음을 품지 않는다.
창선감의록 의 인물도 마찬가지이다. 계모의 학대에도 꿋꿋이 효행을 실행
하는 화진에게서는 내적갈등을 읽을 수 없다. 긍정적인 여성 인물들에게서도
타인에 의해 야기된 고통에 대한 원망도, 처첩 간의 질투심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소설의 중심인물들은 주어진 지배 체제, 윤리와 충돌하는 욕망이 없는 존재
들인 것이다. ‘종심소욕불유구’(從心所欲不踰矩)라는 유교적 관념을 체화(體化)
한 인물들이다.

창선감의록 의 윤여옥, 진채경은 복장전환(服裝轉換) 등의 예

법에 어긋난 행위를 하지만 그 내면의 의도가 악하지 않고, 다른 윤리적 가치
를 위해 예를 굽혀야 하는 상황을 만나 잠시 취한 방편이니 권도(權道)로 이해
될 법한 일들이다.283) 선인군 인물들이 타인에 대해 이(理)에 합하지 않은 격정
적 정(情)을 드러내는 장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에 어긋나는 발언을 하거나,
이기적 욕망에 휩싸여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일 역시 일어날 리 없
다. 권도를 취하는 경우에도 그 기저의 감정은 언제나 옳다. 선인군 인물들이
문제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문제적 감정을 품는 일은 없는 것이다.
즉

사씨남정기 와

창선감의록 의 인물들은 선인군인가 악인군인가에 따라

지닌 감정 자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선인군 인물은 선한 감정을 지니고 있
기에 그들의 욕망이 윤리 규범에 어긋나는 일이 없는 것이다. 마치 사단(四端)
과 칠정(七情)을 나누어 이(理)에 해당하는 사단(四端)에 의해서만 추동되는 인
물들처럼 형상화된다. 그러한 인물들이 사정(私情)에 좌지우지되는, 더 나아가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인물인 악인들과 갈등하고 고초를 겪다 결국 사필귀정
(事必歸正)의 결말을 맞는 서사가 전개된다.
양소유의 입신양명(立身揚名)과 애정 욕망을 전적으로 긍정하며 충족시켜주
는 환상적 세계인

구운몽 이나, 선인과 악인이 뚜렷이 양분되어 권선징악의

주제의식을 예학서처럼 정연(井然)하게 풀어낸

사씨남정기 ,

창선감의록 과

같은 작품들은 서로 방향은 달라도 관념적 인물들을 서사화했다는 점에서 유사
283) 소설에 나타난 권도(權道)에 대해서는 정병설, ｢정도와 권도 , 고전소설의 윤리 논쟁적 성격과 서
사적 의미｣( 관악어문연구 20, 서울대 국문과, 199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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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반면

소현성록 의 인물들은 이와 다르다. 기본적으로 선악이 이분

화되고 사필귀정 결말의 구도를 취한다는 점은 같지만,

소현성록 의 선인군

인물들은 이(理)에 합치되지 않은 감정, 사정(私情)을 지닌 존재들로 그들은 문
제적 욕망을 품고 문제적 행위를 한다. 가문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불의(不義)
를 외면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상대가 자신의 감정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폭언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다. 현실적, 일상적으로 취하게 되는 표리부동
(表裏不同)의 태도를 인정하며, 남편의 재취에 불만을 품고 남편과 시모에게 비
례(非禮)한 행위를 한 화수은이나, 여승의 출입과 관련하여 조모의 결정에 우회
적 비판을 가한 소운성과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 내면을 교정하려 하기보
다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을 예법에 맞게 고치는 데 더욱 힘을 쓴다.

소현성록

의 인물들은 유연수, 사정옥, 화진, 진채경 등과 같이 관념적 윤리의 화신이
아니라, 지향하는 윤리적 이상과 실존하는 감정과 욕망 사이를 오가는 현실적
인간인 것이다.
이러한 인물 형상의 차이, 인물 형상에 대해 작품이 보여주는 의식의 차이는
작품 간의 윤리 의식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서조모의 조카를 겁탈하
고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적 행위를 했던 소운성 같은 인물이

사씨남정기 와

창선감의록 의 세계에서 긍정적 인물의 위상을 차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물
의 행동에 대한 사회적 공인, 인물의 언행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 여부
가 다르게 드러난 세계라면 다른 윤리 의식의 세계라 할 수 있는 것이다.284)
그러나

소현성록

역시 동시대 작품들과 같이 유교적 가부장제 윤리를 긍정

하고 옹호하는 의식 기반을 지닌 소설임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유교적
윤리 규범에 어긋난 감정을 품은 선인군 인물들의 지질함, 패려함 등이 생동감
284) A. 매킨타이어는 문학작품에 나타난 인물평가 술어의 개념 변화를 포착하여, 사회 변화로 인해
한때 사회적으로 공인되었던 행동뿐 아니라, 이전 시대의 도덕적 틀로 규정했던 개념들도 변화한다
는 사실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일례로 도덕적 평가가 담겨있는 술어 ‘좋음’(good)의 원조격인 ‘아가
토스’(αγαθός)라는 용어는 호머의 작품에서 귀족의 역할과 관련된 사실을 서술할 때에만 사용되며,
아가토스(αγαθός)하기 위해서는 전시에나 평화시에나 용맹하고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성공
적이어야 한다. 귀족이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면 ‘훌륭한’(good ; αγαθός) 것이며, 그것은 그들
이 만약 노예 여자를 탈취하건 아니건 여전히 그러하다. 호머의 시대는 역할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있음을 모두 인정하였고 질서에 따른 기능적 역할을 수행한다면, 즉 왕이 통치하는 능력이 있고,
병사가 용맹하며, 아내가 복종한다면, 이처럼 자신에게 고유한 특정 기능을 수행한다면 ‘훌륭
한’(good ; αγαθός) 것이다. 그러나 호머 이후 ‘아가토스’(αγαθός)라는 용어는 신분에 따른 역할과
관계없이 개인적 자질을 표현하는 개념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처럼 인물을 평가하는 술어의 개념
변화는 인물 형상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드러내고, 그것은 곧 윤리 의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A. 매
킨타이어, 김민철 역, 윤리의 역사, 도덕의 이론 , 철학과 현실사, 2004, 39~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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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중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은 리얼리즘 충동에 의한 결과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당대의 윤
리적 지향과 거리가 먼, 말하자면 사대부층의 사적 욕망,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
한 행태들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작가가 사대부들의 실생활을 폭로하여 비
판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현실적 모습을 충실히 묘사하려는 작가적 충동이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엥겔스가 리얼리즘의 가장 위대한 승리라 일컬은 바
있듯, 정치적 보수주의자 발자크가 자신이 좋아하던 귀족에 대해 그 몰락상을
그토록 예리하고 신랄하게 그려내 결과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향과 다른 작품
을 창작한 것과 같이,285)

소현성록 의 작가는 자신의 의식지향과 무관하게 당

대를 사는 인간들을 상세히 관찰하여 그 현실태를 구체적이고 핍진하게 그려냈
던 것이 아닐까. 때문에 상층 일상사의 면면들이 세밀하게 그려지고, 인물에 대
한 입체적 관점, 현실태를 반영하는 인물 서술 기법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 한
다. 그리고 그것은 이후 장편소설 전반에 지속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
시 말해

소현성록 에서 선인군 인물이 새롭게 창안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그런데 선인군 인물들이 품고 있는 욕망은 세속적 삶에 속해 있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벼슬, 재물, 훈육, 내외법과 관련된 작품의 서술 의식을 분석해, 엄
숙한 태도로 유교적 이상주의를 표방하는 소부의 저간에는 일정한 부와 지위를
획득한 지배 계층의 세속주의 욕망이 흐르고 있다는 조혜란의 논의대로286) 작
품 내에서 세속적 욕망은 부정되지 않고 긍정된다. 소현성을 위시한 소부 인물
들이 송태종의 불의함에 대해 인지하고서도 모른 척 외면하는 행위에 효(孝) 이
념을 덧씌우지만 기실 그것은 소부를 유지, 번영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동조한
것이다. 소운성, 소운명의 뜨거운 정념이 부정되지 않고, 아내에 대한 폭력적
행위가 남편이 갖는 권력으로 인정된 측면 역시 당대 세속적 현실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이때 여성의 욕망 역시 드러나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그려진 지점들이
존재하는 까닭에 그것이 여성주의적 요소로 읽히기도 했다. 이를테면 다처제
하의 질투의 감정이 이해, 위로되거나, 소월영이 친정 소부에 자유롭게 드나들
며 소부에서 일어난 갈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무엇보다 작품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로 절대시되는 이가 여성인물인 양부인이라는 점에서 그런 논의가 있
어왔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질서가 공고한 사회에서 작품에 여성의 처지, 욕
285) 아르놀트 하우저, 백낙청·염무웅 역,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4, 창작과비평사, 2011, 65~8면.
286) 조혜란(2009), 앞의 논문, 1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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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이 드러난 점은 그것대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지하의 논의처럼

소현성록

에 드러난 여성들의 욕망 역시 상층 사대부 여성, 그 가운데서도 가문 내 기
득권을 잡은 ‘어머니’의 욕망에 초점이 맞춰진바, 여성 보편의 욕망과 거리가
있다.287) 이때 양부인이 욕망을 추구하는 양상이 자신의 가문, 자식 이외의 타
자들을 차등화시키는 데서 더 나아가 소외, 배제시키는 방식에 가깝기에 유교
적 윤리와도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소현성록

중심인물들의 이러한 특성은 작품 내에서 긍정된다. Ⅲ,

Ⅳ에서 상술했듯 서술자는 중심인물들의 문제적 행위를 다양하고 자세하게 그
려내지만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그 정도의 언행은 소부 인물들의 도
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가문을 위해 다른 윤리적 가치들을 희생시킬 수
있으며, 처첩제 하에서 처첩 간 질투는 인지상정이고, 가부장은 가족 구성원들
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이 당연하며, 남성들의 가정폭력은 지양되어야
할 일이나 있을 수 있는 실례(失禮)에 불과하다는 것, 그리고 기생과 시비와 같
은 하위주체들의 삶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태도가 서술자의 윤리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런 행위들을 하는 인물들은 여전히 악하지 않
은, 혹은 선하거나 훌륭한 인물로 서술될 수 있었다.

소현성록 은 유교 윤리가

이상적으로 구현된 세계라기보다, 유교 윤리 기반 위에 속세를 사는 인간의 세
속적 감정과 욕망, 특히 ‘소부’라는 상층가문 구성원들의 세속적 감정과 욕망이
인정되는 세계인 것이다. 그리고 유교 윤리는 오히려 이러한 인물들의 욕망에
봉사하는 양상까지 보인다. 가문의 이득을 향한 욕망이 효(孝)로 인식되는 등,
세속적 감정과 욕망을 품고 그것을 발현, 실현시키는 인물들이 부정되지 않고
긍정적으로 그려지는 가운데, 세속적 감정, 욕망이 발현, 실현되는 데에 윤리
이념들이 이용된다.
소현성록 과 같이 유교적 윤리를 지향한다며 세속적 감정과 욕망을 추구하
는 인물들이 긍정되는 이 세계는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어 이후 반복 재생산되
면서 일군의 한글장편 가문소설 유형이 마련되게 된다. 이념의 화신인 관념적
인물들이 등장하여 교훈서를 서사화한 듯한

사씨남정기 ,

창선감의록 의 세

계보다, 세속적 욕망과 이념적 윤리 사이를 오가는 인물들이 인정되는 세계인
소현성록 의 윤리 감각에 당대 독자들이 더 공감했던 것이다.288)
287) 이지하, ｢<소현성록>의 이중성에 내재된 욕망의 실체｣, 반교어문연구 40, 반교어문학회, 2015.
288) 정길수는 17세기 소설 구운몽 , 창선감의록 , 소현성록 의 형성 과정을 논의하며, 형식적, 주
제적 측면에서 이후 소설사의 주도권을 잡는 것은 세 소설 가운데 소현성록 유형이라고 하였다.

- 198 -

다음으로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은 후편

연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유

유씨삼대록 이 1746년 이전 읽힌 기록

이 있어 늦어도 18세기 전반에 창작됐으리라 추정된 작품이다.289) 사회사적으
로 18세기는 17세기의 흐름을 이어받아 종법제 중심의 가부장제가 더욱 강화
된 시기이며, 소설사적으로는 장편소설의 전성기라 일컬어지는 시기이다.

소현

성록 의 후예라 할 수 있는 장편소설들이 다양하게 창작, 향유되며 한글장편소
설의 시대를 열었다. 18세기 등장한 세책과 상업적 방각소설이라는 새로운 소
설 유통방식에서도 18세기 소설의 성행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290) 특히 잘 알
려져 있다시피, 부녀자들이 패설을 숭상하는 것을 능사로 삼아 소설이 천여 종
에 이르게 되었고, 비녀나 팔찌를 팔거나 빚을 내서라도 세책 소설을 빌려 읽
는 풍토를 개탄한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글이나,291) 역시 한글소설을
탐독하며 집안일을 방치하고 가산을 탕진하는 여성들의 행태를 비판적으로 서
술한 이덕무(李德懋, 1741~1793)의 글은292) 당시 여성 독자들이 책읽기에 얼
마나 심취해 있었는지 잘 보여준다. 1790년경의 기록일 것으로 알려진
합기연

옥원재

소설 목록에 현전하는 한글장편소설의 대다수가 있다는 사실 또한 소

설사에서 18세기가 갖는 위상을 말해준다 하겠다.293)
다양한 작품들이 창작되었던 만큼 서로 다른 의식지향을 지닌 작품들, 이를
인물 형상화에 있어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정길수, 앞의 책, 313~68면.
289) 정병설, ｢한글소설이 세상을 현혹한다. -조선시대의 소설 향유｣, 놀이로 본 조선 , 글항아리,
2015, 95면.
290) 18세기 조선사회 소설 성행의 실상에 대해서는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
출판문화원, 2016, 121~9면) 참고.
291) “竊觀近世閨閤之競以爲能事者, 惟稗說是崇, 日加月增, 千百其種. 儈家以是凈寫, 凡有借覽, 輒收其
直, 以爲利.婦女無見識, 或賣釵釧, 或求債銅, 爭相貰來, 以消永日, 不知有酒食之議․組紃之責者, 往往皆
是.” ｢여사서서｣(女四書序), 번암집 (樊巖集) 권33(한국고전번역원 데이터베이스 제공).
292) “諺翻傳奇, 不可耽看, 廢置家務, 怠棄女紅. 至於與錢而貰之, 沈惑不已, 傾家産者有之, 且其說皆妬
忌淫媟之事, 流宕放散, 或由於此. 安知無奸巧之徒, 鋪張豔異之事, 挑動歆羡之情乎?” ｢부의｣(婦儀), ｢
사소절｣(士小節) 7, 청장관전서 (靑莊館全書) 권30(한국고전번역원 데이터베이스 제공).
293) 서울대 규장각 소장본 옥원재합기연 에 부기된 소설 목록은 다음과 같다.
권14: 명녹, 비시명감, 완월, 옥원합, 십봉긔연, 신옥긔린, 뉴효공, 뉴시삼록, 니시셰록, 현
봉의록, 벽허담관졔언녹, 옥환긔봉, 옥닌몽, 현시냥웅, 명쥬긔봉, 하각노별녹, 임시삼록, 소현셩
녹, 손방연의, 녈옥쇼봉, 도, 미삼션녹, 록, 녀와뎐
권15: 벽연의, 탁녹연의, 셔쥬연의, 녈국지, 초한연의, 동한연의, 당젼연의, 삼국지, 남송연의, 북
송연의, 오툐연의, 남계연의, 국됴고, 쇼현셩녹, 옥쇼긔봉, 셕듕옥, 소시명녹, 뉴시삼록,
님하뎡문녹, 옥인몽, 셔유긔, 튱의슈호지, 셩탄슈호지, 구운몽, 남졍긔
옥원재합기연 의 소설 목록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정병설, 앞의 책, 17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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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면 상층 집권층의 규범적 세계관이 담긴
과 고민이 담긴

완월회맹연 , 상층 실세층의 방황

옥원재합기연 , 여항인에게까지 향유층이 확산되는 가운데 변

화하는 세태가 반영된

창란호연록 과 같은 서로 다른 지향의 작품들이 함께

공존하며 향유되었던 시기이기도 하다.294) 구현된 의식지향의 구체적 양상에
차이가 있더라도 18세기 한글장편소설은 당대 사회적으로 강화되었던 종법적
가부장제를 배경으로, 가문사를 제재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 경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 소설들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17세기 소설이 보여준 이
념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한층 더 강화하며 유교적 이념과 관련된 윤리적 관
심을 강하게 드러냈다.295) 그러나 늘어난 소설 수만큼이나 그러한 관심을 드러
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다채로워졌는데, 선과 악의 절대적 대립을 통해 윤리의
당위성을 설파한

창선감의록 과 같은 전 시기의 소설과 달리 선의 여러 요소

들을 대립시키며 다양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윤리적 대응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소인형 장인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남성과, 부친에
대해 효(孝)를 다하는 여성이 부부가 되어 갈등하는 옹서갈등담과 같이 선악을
섣부르게 가를 수 없는 윤리적 이슈가 본격적으로 고안, 전개되기도 했던 것이
다.296)
이처럼 윤리적 관심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이 다채로웠던 18세기 소
설 가운데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은 그 한 가지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이라 생각된다. 이 연작은, 두 작품이 연작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유씨 가문
을 배경으로 하여 유정경부터 유건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전개되는 부권의
정당성의 확보 문제와 ‘유씨가문의 창달’이라는 주제가 연작 전체에 구현되어
있다고 논의한 연구도 있으나,297)

유효공선행록 이 형제갈등과 부자갈등이 중

294) 한길연, 조선후기 대하소설의 다층적 세계 , 소명출판, 2009, 260~364면.
295) 송성욱, ｢18세기 장편소설의 전형적 성격｣, 한국문학연구 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문학
연구소, 2003, 22면.
296) 이에 대해서는 송성욱, 위의 논문 참고. 한길연은 이 점에 착안하여 18세기 소설들 가운데 ‘옹서
갈등담’이 확대된 완월회맹연 , 옥원재합기연 , 창난호연록 세 작품의 서로 다른 의식 층위를
논하였다. 한길연, 앞의 책, 2009.
297) 유효공선행록 과 유씨삼대록 을 함께 묶어 연작으로서의 특징과 의미를 논의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송성욱, ｢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의 양상과 그 세계관-<뉴효공 선행록> <뉴씨삼대록>을 중심
으로｣, 관악어문연구 15,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0; 임치균, ｢연작 <유씨삼대록> 연구｣,
홍익어문 10․11합, 홍익대 홍익어문연구회, 1992; 최길용의 ｢<유효공선행록> 연작 연구-<유효공
선행록>과 <유씨심대록>의 작품적 연계성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107, 국어국문학회, 1992;
조광국, ｢<유씨삼대록>의 가문창달 재론-전편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20, 한
중인문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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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되는 가운데 계후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것과 달리

유씨삼대록 은 부부

갈등의 문제가 핵심 서사로 전개된 까닭에 작품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이해, 분
석한 논의가 더 많다. 그도 그럴 것이 두 작품은 소재, 주제적 차원에서만이 아
니라 서술태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작품의 분위기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
다.
특히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윤리 의식을 드러내는 방식에서 서술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유효공선행록 은

소현성록 과 같이 중심인물의 문제적 측

면을 가감 없이 드러내었다. 이미 살펴보았듯 특히 성인군자로 추앙된 유연의
경우에도 아내와 아들에게 아집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비례(非禮)한 폭언을
하는 등의 문제적 장면이 적나라하게 그려졌다. 그를 성인군자라 칭하는 서술
자와 주변 인물의 평가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 정도로 유연의 성격적 결함들이
장면화되면서 유연을 훌륭한 인물로 형상화하려는 서술의식이 작품 내 서사 현
장과 괴리된 지점이 자주 발견되었던 것이다.

소현성록 에 대해 논하며 언급

했던 서술의식과 괴리된 리얼리즘의 충동이 이 작품에서도 강하게 간취된다.
반면
작인

유씨삼대록 은 정연한 서술의식이 작품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인다. 전
유효공선행록 과 달리

유씨삼대록 의 서술자는 문제적 장면에 대해 개

입하여 논평하면서 ‘보여주기’(showing) 부분의 의미를 제한하고 교정(敎正)하
는 역할을 한다. 이때 서술자는 유교적 예법, 예적 질서를 중시하는 관점을 보
인다. 유부 인물들의 논쟁적 언행이 장면화된 후에는 서술자가 나서 그것에 대
해 변명하고 정당화함으로써 유부의 윤리적 위상을 논리적으로 더욱 견고히 하
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유씨삼대록 이 점잖고 진

지한 예적 분위기를 형성한 데 기여했다고 보인다.298) 이와 같이
은

유씨삼대록

유효공선행록 과 달리, 서술의식이 강력히 추동되어 작품의 인물과 서사를

장악하며 정돈되고 짜임새 있는 서사가 전개되도록 견인한 작품으로 보인다.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에 나타난 관계윤리에 대한 의식에는 유사점
이 존재한다. 부자, 부부, 군신 관계에서 위계성이 강화된 양상의 윤리 의식을
보인다는 점이다. 성별, 나이, 신분 등에 따라 남성, 어른, 높은 지위 인물의 문
제적 행위가 높은 수위로 드러나면서도 그것에 대해 용인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반면, 여성, 아이, 낮은 지위 인물에게는 훨씬 엄격한 예적 태도가 요구되었다.
298) 유씨삼대록 에는 일찍이 인물들이 예학서에 부합한 언행을 하는 장면들이 구체화되어 있어 당
대 예법에 대한 각별하고 진지한 관심이 돋보인다고 논의되었다. 한길연, ｢<유씨삼대록>의 예법에
관한 연구｣, 한국학연구 34,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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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주관계에 있어 하위주체에 대한 중심인물들의 태도와 서술의식은
성록 의 그것과 크게 변별되지 않았다.

소현

소현성록 의 중심인물들에게서 기생,

시비에 대해 노골적인 괄시의 태도가 포착된 데 비해
적 반응이 잘 나타나 있지 않았는데, 이는

유씨삼대록 에서는 감정

유씨삼대록 의 인물과 서술자가 하

위주체에 대해 전향적 태도를 보인 것이라 이해되기보다 그들을 관심 밖에 둔
결과로 생각된다. 부정적 감정을 경박하게 표출하는 것을 꺼리며 품위 있게 점
잖은 태도를 고수하려는 유부 인물들과 서술자의 성향으로 볼 때, 그들의 존재
자체를 무심히 여기는 태도를 고수한 것이라 생각되는 것이다.
노주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작품에 비해 위계성이 강화되었다 말하기 힘들지
라도 다른 관계에서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경향은 뚜렷해 보인다.
록 의 중심서사로 전개된 부자 관계 서사는

유효공선행

소현성록 보다 한층 더 강력하게

효(孝)를 절대적 가치로 끌어올렸으며, 효행을 수행한다는 미명 하에 다른 가치
들을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행태에도 불구하고 유연은 작품 내의 인물들과 서술
자에 의해 대순(大舜), 성인군자(聖人君子)로 추앙되었다.

유씨삼대록 은 부부

관계의 성차에 따른 위계성이 뚜렷했는데, 남편 유세형보다 높은 신분의 진양
공주는 부부 관계에 있어 자신을 철저하게 성적 정체성에 귀속시켰다. 스스로
신분적 우위의 위상을 버리고 삼종지도(三從之道)의 여도(女道)를 수행하였고,
이 지점이 작품 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되면서 진양공주는 조선 소설사상 최고의
여성인물로 평가되었다.299) 반면 유옥영의 투기하는 태도에 대해 유부 인물들
과 서술자가 보여준 인식에서 잘 알 수 있듯,

소현성록 에서 이해되었던 아내

의 정념, 특히 투기의 감정과 태도는 매우 엄격하게 단죄되었으니, 남녀의 성차
에 따라 허용되는 언행, 감정의 차는 더욱 격차가 벌어졌다 할 수 있겠다. 군신
관계에 있어서도 군주의 권위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태도가 나타났다. 물론 군
주의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는 전제왕권을 배경으로 하는 한글장편소설에 공통
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작품 간 차이가 존재하는데,

소현성록 의 소현성을

위시한 소부 남성들은 송태종에 대해 강상지죄(綱常之罪)를 범한 불의(不義)한
군주로 인식하고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군주의 불인(不仁)함에 대한 저항감을
표출하는데, 유부 남성들은 군주의 권위나 자격에 대해 의심하거나 회의하지
않는다. 환관, 간신들의 권력전횡으로 조정이 문란해진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하지만 비판의 시선이 천자에게까지 향한 적은 없다. 서술자 역
시 천자의 혼암함에 대해 서술하면서도 천자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평설을 하지
299) 지연숙, 장편소설과 여와전 , 보고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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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유부의 천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보필해야 하는 대상, 군주로서의
권위를 의심받지 않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의 세계는 관계윤리의 위계성이 강화된 특

징을 보였지만 이것이 18세기 소설 전체를 대표하는 특징이라 하기는 어렵다.
전술하였듯 18세기는 많은 수의 소설들이 창작 향유된 만큼 각기 다른 의식지
향을 보이는 다양한 작품들이 존재했다. 특히 주독자층인 여성들의 의식과 취
향에 상응하는 작품들도 다수 창작되었다. 일찍이 여성 소설적 성격이 주목되
었던

옥원재합기연 은 주체적 여성 이현영의 활약이 두드러진 작품으로, 여성

의 입장과 내면이 진지하고 핍진하게 그려져 있어 여성 억압적 윤리 규범을 오
히려 여성의 것으로 향유한 지점까지 보여준다.300)

현씨양웅쌍린기 와

명주

기봉 과 같은 작품에는 다양한 부부 갈등이 전개되며 여성의 욕망이 발랄하게
드러나기도 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도적, 이념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남성의
권위에 대항하여 여성이 가진 인격체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서사가 마련되기
도 했다.301) 18세기는 다양한 편폭의 작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소설의
시대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유씨삼대록 은 유교 질서의 위계성을 예적 태

도에 부합하는 언어로 잘 그려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때때로 세속적인 욕망
을 거친 언행으로 드러내는

소현성록 의 인물들과 달리 유교적 교양을 습득하

여 세련된 언행을 구사하는

유씨삼대록 의 인물들은 관계마다의 위차를 설정

하고 예법뿐만 아니라 감정까지도 철저하게 위계화시켰고, 서술자는 이를 정연
하고 품위 있는 언어로 해명하고 변호한다. 이와 같이 지배질서를 공고화하는
의식이 유교적 품위를 갖춰 서사화 된 까닭에 혜경궁 홍씨와 같은 고급한 상층
의 독자들도 거부감 없이 유씨삼대록 에 사로잡혔던 것이 아닌가 한다.
소설의 시대라 할 수 있는 18세기를 지나 19세기에 이르면 장편소설은
쇠퇴의 분위기에 접어들게 된다. 19세기 중반 무렵부터는 병인양요(丙寅洋擾,

300) 정병설, 「옥원재합기연 작가 재론: 조선후기 여성소설가의 한 사례」, 『관악어문연구』 22, 서
울대 국문과, 1997; 정병설,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21, 서울대 한국문
화연구소, 1998; 이지하,「옥원재합기연 연작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1; 이지하, ｢고전장
편소설과 여성의 효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5; 한길연, 앞의
책, 2009.
301) 이지하, ｢현씨양웅쌍린기 연작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92; 졸고, ｢명주기봉의 애정 형
상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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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6년), 신미양요(辛未洋擾, 1871년)와 같은 외환과 1862년 임술민란(壬戌民
亂)과 같은 내환이 겹치면서 새로운 장르적 모색을 해야할 시점에 장편소설은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그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302) 그럼에도 19세기 전
반에는 남성 작가들이 기명(記名)으로 소설을 창작, 향유하는 현상이 두드러지
게 나타난다. 근기 지방의 사대부 출신, 향촌 사족층, 서얼 등의 남성 작가들이
소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역량을 동원해 소설창작에 임하며
소설사에 새로운 전기(轉機)를 마련했다.303) 김소행(金紹行, 1765~1859)의
한습유 (1814), 남영로(南永魯, 1810~57)의
(沈能淑, 1782~1840)의

삼

옥루몽 (1832~40년경), 심능숙

옥수기 (1835~40년경), 서유영(徐有英, 1801~?)의

육미당기 (1863) 등과 같이 한문으로 창작된 장편소설들이 다수 등장하며 18
세기 주류를 이뤘던 가문중심 주제의 한글장편소설과 다른 장편소설 양식이 출
현하게 되었다. 이 작품들은 유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불교, 도교적
세계관에 경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지식과 소설의 결합, 대안적 이념 모색, 섹
슈얼리티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등 새로운 면모를 보였다.304) 이 작품들에 대
해서는 한문으로 쓰인, 남성 식자층 문학 전통의 맥락에서 이해하며, 한글장편
과 다른 서사전통에서 자주 논의되었으나, 남성작가들의 출현은 19세기 소설사
전체에 있어 중요한 현상으로 한글장편소설과의 영향 관계가 포착되는바 주목
해두어야 한다.305)
홍희복(洪羲福, 1794~1859)이 ｢제일기언서｣(第一奇諺序)에서 지적했듯, 주인
공의 출생, 가족 이산, 혼사 장애, 혼인, 처첩 갈등, 간신이나 음녀의 악행, 규방
에서의 수작과 갈등, 가정의 변고와 주인공의 귀양, 부처나 귀신 따위의 신이한
것의 도움, 말년의 부귀공명과 가정의 화락 등으로 요약되는 고전소설의 유형
성은 19세기 한글장편소설에도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19세기 소설들은 서사 전
개에 있어 그 이상의 창안을 보여주지 못했다.306)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창작되었으리라 추정되는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그런 한계 안에 놓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연작 역시 서사적으로는
보은기우록 과

명행정의

302) 정병설, ｢조선후기 장편소설사의 전개｣, 한국고전소설과 서사문학 , 집문당, 1998, 245~62면.
303) 김경미, 19세기 소설사의 구도와 한문소설의 전개 , 보고사, 2011, 17면.
304) 위의 책, 13~80면.
305) 옥루몽 , 옥수기 , 육미당기 와 같은 소설들은 한글로 번역되었고 특히 옥루몽 은 근대에 들
어와 상업출판으로 여러 차례 간행되었을 뿐 아니라 ｢강남홍전｣, ｢벽성선｣ 두 작품이 파생되는 등
대중적 인기를 얻기도 하였다. 장효현, ｢옥루몽의 문헌학적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1981.
306) 정병설, 위의 논문, 260면.

- 204 -

록

연작은 전시기와 달리 유교적 지배 이념이 현실 사회의 운영 원리로서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유교적 관점을 견지하면서 그런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진지하게 고민된 작품이다. 곳곳
에서 지배질서의 균열이 가해지는 세태 속에서 대안이 되는 새로운 세계관이
아니라 전통적 유교 이념을 고수하면서도, 변화하는 세태에 대해 진지하게 고
민하고 규범 윤리를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해석하기도 하면서 전향적인 대
응을 보여주었다.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

보은기우록 은 사(士) 계층에서도 경제적 가치

가 중시되는 세태의 상황이 그려졌다. 위지덕과 위연청의 부자갈등은 근본적으
로 가치관의 갈등이라 할 수 있는데, 벼슬에 뜻이 없고 재산 축적을 삶의 목적
으로 삼은 부친의 가치관에 맞서 아들이 유학적 삶의 태도를 지향하는 가운데
갈등이 생겼다. 사족으로서 부(富)에 대한 욕망을 드러내며 푸줏간을 운영하고
고리대금업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위지덕은 장편소설에 있어 실로 새로운 인물
형상이다. 그간 장편소설에서 은폐하거나 등한시하며 등장시키기 꺼렸던 인물
형상을 전면에 배치하고, 물질주의가 대두한 세태를 서사전개의 장 안에서 본
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근대지향적 작품이라 논의되기도 했다.307) 그러나
위지덕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가치관, 생활태도, 세태의 흐름이 부정적으로 그려
지고 그것에 대항한 유자(儒子) 위연청의 분투가 중심 서사를 이루며 유교적 이
념, 규범 윤리를 고수하려는 의식지향이 강하게 드러나 있어, 근대로 이행하는
세태가 반영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근대를 지향한 작품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은기우록 은 또한

유효공선행록 과 함께 대순(大舜)과 고수(瞽瞍)의 고사

를 서사화한 작품으로 논의되어왔지만, 두 작품이 보여준 효(孝) 의식은 같지
않았다. 유연의 효행은 철저히 부친, 가문 위하기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그것에
지나치게 몰입하여 부친과 형제를 제외한 이들의 관계에서 인의(仁義)를 추구하
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위연청은 부친에 대한 효를 사회적 관계망에서 인
의를 실현하는 일과 연결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인의의 근본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닌 효관념을 지니고 있었다.

307) 정병욱, ｢이조말기 소설의 유형적 특징-낙선재본소설의 몇 작품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을 찾아
서 , 문학과지성사, 1976; 문용식, ｢<보은기우록>의 인물 형상과 작품 구조｣, 동아시아문화연구
28, 1996; 조동일, ｢한국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자 갈등｣, 일본연구 15, 한국외대 일본연구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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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와 같은 효관념은 맹자의 사유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효는 본디
가족윤리로서, 가족을 벗어나 보편윤리로 확장되지 않으며, 의로움과 별개의 것
이거나 경우에 따라 의로움에 대립하는 윤리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308)
그런데 맹자는 인륜의 표준으로 성인을 강조하면서, 특히 순(舜)을 가장 많이
언급하여 그의 효제를 인륜의 근본으로 치켜세운 바 있다.309) 맹자는 순을 윤
리적 전범으로 제시하며, 그의 효제는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측은지심(惻隱之
心), 즉 내면의 인(仁)이 발현되어 실현된 것으로 이해하고, 이처럼 부모 자식이
라는 특별한 관계에서 확인되고 길러진 측은지심은 다른 이에게로 확장되어 일
반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310) 맹자가 순의 위대함을 일컬을 때 주목한 것은
부친과 동생의 악행에도 그들을 사랑하며 관계회복의 희망을 놓지 않고 효제를
실현했던 태도, 그러한 그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삶의 태도가 위정자로서 인의
(仁義)를 수행하며 덕치(德治)를 베푸는 데에도 근본적 기반이 된 지점인 것이
다. 맹자에게 순의 삶은 인을 행하는 실천의 근본이 효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근본인 효제에 힘써 이를 다른 영역에까지 확장해 나간 사례가 되는
것이다.311)
보은기우록 의 위연청이 실현한 효 역시 맹자가 순에게서 찾은 바처럼 부자
관계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 관계에게까지 확대되었다. 부친에 대한 인
(仁)의 마음은 곤경에 처한 타인을 연민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그 마음의 발현
으로 역설적이게도 부친에게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후회
하거나 부친을 원망하지 않았다. 위연청의 마음은 맹자가 해석한 순의 마음과
상통하고 있는 것이다. 순을 통해 강조된 맹자의 효관념은 신유학 형이상학의
토대가 되고 이후 지속적으로 동아시아 지성계에 영향을 끼치며 조선 유학 담
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312)

보은기우록 의 서사에 이러한 맹자적 효관념

과 상통하는 의식이 드러나 있으며, 이러한 의식은

소현성록 과

유효공선행

308) 묵자는 이 특수하고 제한적인 관계에 근거한 도덕 이론의 한계, 효제(孝弟)라는 가족윤리에 기반
을 둔 논리로는 보편적인 행위의 규범을 끌어낼 수 없다 비판한 바 있고, 순자는 효제와 의로움은
별개이거나 서로 대립할 수 있는 일이니 효제는 작은 행실[人之小行]이라 주장한 바 있다. 장원태,
｢맹자 성인론의 의미｣, 유교사상문화연구 63, 한국유교학회, 2016, 133면; 신정근, ｢고대 중국
‘인(仁)’ 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철학과 박사논문, 1999, 242면.
309) 장원태, 위의 논문.
310) 이동욱, ｢맹자 효(孝) 개념의 윤리적 확장성에 대한 연구｣, 태동고전연구 27, 한림대학교태동고
전연구회, 2011.
311) 장원태, 위의 논문, 132면.
312) 이동욱, 위의 논문, 2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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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에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은기우록 의 특징적 지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연작에 전개된 군신 관계에서 역시 유교적 이상을 추구하려는 의식이
보다 강하게 드러나 있었다. 우선 천자의 형상이 다른 연작에서보다 신권(臣權)
을 존중하며 신하를 예대(禮待)하는 존재로 그려졌다.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연작은 명(明)의 가정제(嘉靖帝)와 만력제(萬曆帝)를 차용하여 등장시키면서도
역사적 실존 인물의 실체와 관계없이, 상호적 군신 윤리를 지향하는 새로운 인
물로 그렸다. 여기서 천자는 특히 위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뜻을 일방
적으로 강압하지 않고 그들의 간언에 경청하는 태도를 보인다. 물론 이 작품의
군주들도 환관(宦官)과 간신(奸臣), 방사(方士)의 술수에 빠지는 어리석은 면모
를 띠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들로 조정이 혼란스러워지는 국면에서는 최종 책
임자인 천자의 존재가 서사에서 사라지는 방식으로 ‘성주’(聖主)의 이미지는 보
존되었고, 예로써 신하를 대하는 천자와 그런 천자에게 충성을 다하는 유교적
군신 관계의 이상향이 부각되었다.
부자 관계와 군신 관계에 대해 이 연작이 보여주는 의식은 남성 사대부들이
논의해왔던 유교적 규범 윤리에 가까워 보인다.

유효공선행록 의 유연과 달리

위연청의 효행에서는 맹자의 효담론과 흡사한 지향이 보이고, 위부 인물들을
예대(禮待)하는 천자의 형상에서는 신권론을 주장하는 사대부 남성들의 바람이
읽힌다.313) 물론 다른 소설들에서도 효담론과 신권론과 같은 조선의 보편적 윤
리의 지향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의 외피만 가볍게 취해지기도 했던 것과
달리,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연작은 이와 관련하여 인물과 장면을 구체적

으로 생생하고도 풍부하게 형상화하면서 사대부 남성들의 사상적 지향에 가까
운 의식을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였다.
한편 여성인물에 대한 관점은 조선후기 유교적 윤리 규범과 괴리되는 측면이
있어 흥미롭다. 위연청의 부인 백승설이 남장하거나 혼전 내외지법(內外之法)을
어기고 연청을 간호하는 등의 권도(權道)를 쓰는 것에 대해 혐의를 두지 않았으
며, 특히

보은기우록 의 작품 말미에 등장한 설소아와 장미주가 구혼을 위해

313) 남성 사대부들은 조선 초기부터 신권론을 주장하며 왕도정치 구현에 대해 진지한 논의들을 진행
해왔고,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이 창작, 향유된 19세기만의 사상적 특징으로 보기 어렵다. 작품
에 드러난 신권론에 대한 사유가 19세기의 사상을 드러낸다기보다, 이 시기 식자층 남성 작가들이
장편소설 창작과 향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현상과 관련된다고 보인다. 신권론에 대해서는 다음
을 참고. 김석근, ｢조선의 ‘건국’과 ‘정치체제 구상’에 대한 시론적 접근｣,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
7(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08; 연명모, ｢조선조 초기 ‘臣權論’의 정치사상적 논거와 구조｣,
한국행정사학지 24, 한국행정사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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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지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도 전향적 관점을 보였다.314)
이러한 관점이 이어지는데,

보은기우록 과 달리

명행정의록 에도

명행정의록 의 배경과 사건

은 유교적 예법을 중시하는 전통적 상층 가문을 토대로 하고 있음에도 여성인
물에 대한 전향적 관점이 드러난다. 소예주는 여성으로서 당대 질서에서는 정
당하게 추구할 수 없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타인을 해치기까지 하는 사악한 행
위를 하면서도 몸에 익힌 세련된 화법과 예법을 품위 있게 구사하는 매력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었고, 이 때문에 위천보를 향한 소예주의 욕망은 부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결과 부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여성인물의 내면을 표출하는
문제의 필요, 중요성이 제기되면서, 남녀 사이 위계성을 벗어나 서로 생각과 감
성을 교류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는 과정이 서사화될 수 있었다.
보다 독특한 점은

명행정의록 이 하위주체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다. 기생, 시비 등의 낮은 신분의 인물들이 상전의 조력자, 악행의 실행자,
혹은 일방적 피해자로 기능적 도구로만 그려진 것이 아니라, 눈앞에 벌어진 사
건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인격적 존재로 형상화되었다. 상층 신분
남성의 성폭력에 공포와 수치, 모멸감을 느끼는 교강선과 경홍의 내면이 드러
났으며, 별안간 무고히 육체를 난자당한 양대운의 고통은 위부 인물들에 의해
연민되고 치유되었다. 이 작품에서 하위주체들의 내면이 조명되며 그 생각과
감각이 그려지면서 그들은 온기가 감도는 한 명의 인간으로 존재했다. 다른 작
품들에서 탈각된 하위주체들의 ‘인격’이

명행정의록 에서 인정되면서 그들에

대한 윤리적 태도에 대한 문제도 더불어 제기된 것이다.
이로써 보면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연작은 부자 관계와 군신 관계에 있

어서는 유교적 윤리에 대한 강한 이념적 지향을 보이는 한편 부부 관계와 노주
관계에 대해서는 여성, 하위주체의 입장에서 유연한 의식을 보여 흥미롭다. 서
로 달라 보이는 이 두 가지 방향의 지향은, 그러나 유교적 인의(仁義)에 대해
진지한 태도로 성찰하고 그것을 확대시키려는 의식이 보인다는 점에서 일관성
을 갖는다. 즉 다른 가치와 충돌할 때조차 맹목적으로 고수되는 효가 아니라

314) 설소아와 장미주는 지인 사이로 모두 위연청을 반려자로 마음에 두게 된다. 사대부 계층의 여성
들임에도 부모에게 구혼할 뜻을 비춰 구혼의 행위들을 하는데, 그 비례함을 혐의한 위연청에게 거
절당하지만 이후 그들은 각자 나름의 삶을 살아간다. 이들의 행위 자체가 추앙되거나 전적으로 긍
정되지 않지만 다른 장편소설에서처럼 악인군 인물의 행위로 치부되지 않으며, 징치되지 않는다.
그들의 부모가 딸의 뜻을 존중해 구혼 행위에 동참하고 조력한다는 점에서도 여성의 구혼행위가 인
정되는 세계임을 보여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최수현의 ｢<보은기우록>의 구성과 갈등구조 연구｣(이
화여대 석사논문, 200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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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인의(仁義)와 함께 구현되는 효행이 그려지며, 군신, 부
부 관계에서 위계성이 약화되는 한편 상호적 관계가 지향되고, 존중받지 못했
던 하위주체에게 인격이 부여되는 등의 양상은, 높은 신분, 위차, 성에 비해 차
별적 대우를 받았던 존재들도 그들과 다르지 않은 같은 인간이라는 의식,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의식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윤리 의식
은 철저히 유교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작품에서 부정되거나 소홀히 다뤄졌
던 부분들, 여성과 하위주체의 욕망과 내면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조명한
점에서 특기할 만하지만, 어디까지나 유교적 차등화의 원리 안에서 허용된 수
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315)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의 이와 같은 특징은 19세기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에서 형성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19세기는 소설의 작가, 독자층의 폭이 한층
넓어지면서 대외적으로는 소설을 배격하던 남성 사족들조차 소설에 대한 긍정
적 인식을 드러내며 창작과 향유에 참여하던 시기이다. 그들은 소설을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드러낼 만한 문학양식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여 기명으로 소설을
쓰고 비평하였다.316) 이 시기 남성작가들의 한문소설에서 한글장편소설의 ‘가문
의식의 강화’, ‘구조적 반복의 원리’와 같은 장르 관습의 영향이 발견되는데, 한
글장편소설에서 역시 한문소설의 서술기법들이 적극적으로 차용된 사례들이 보
인다.317)

명행정의록 에서 한시와 전문서적이 활용되고, 주석쓰기 등의 서술기

법이 쓰여 재학소설적 성격을 띠게 된 것도 한문텍스트의 영향을 받은 결과이
다.318)
서술기법의 변화뿐만 아니라 관계윤리 의식의 새로운 지점 역시 19세기 소설
들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세계관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시기 소설들
에는 이전 시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유와 사상의 전환이 보인다. 이를테
면

삼한습유 는, 전통적으로 남성 사대부들의 취향에 맞게 열녀전으로 입전되

315) 이는 주자(朱子)의 ‘리일분수설(理一分殊說)’의 의미, 즉 모든 생명체를 인간의 윤리적 배려 대상
으로 설정하면서도 관계의 원근에 따라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 즉 ‘같으면서도 다른 배려’를 하는
실천적 규범이 서사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仁)의 실천에 있어 현실적으로 차별화가 필요하지
만, 근본적으로 만물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이념이 ‘리일분수설’이라 할 수 있는데 보은기우
록 ‧ 명행정의록 연작에는 후자의 측면, 근본적으로 만물을 존중하고자 하는 의식이 다른 작품에
비해 잘 드러나 있다 생각된다. 주자(朱子)의 ‘리일분수설’에 대해서는 홍성민, ｢주자의 윤리학에서
차등적 배려의 정당성｣( 중국학논총 43,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2014) 참고.
316) 조선후기 소설의 성행과 소설관이 변화해간 현상에 대해서는 김경미, 소설의 매혹 (월인, 2003,
26~98면) 참고.
317) 이기대, 19세기 조선의 소설가와 한문장편소설 , 집문당, 2010, 251~74면.
318) 서정민, ｢<명행정의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6, 137~5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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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향랑 이야기를 유교의 형식 윤리를 비판하고 기층(基層)의 시선으로 소설
화한 작품이라 평가되는데, 여기서 김소행은 향랑을 환생, 재가시킴으로서 열녀
의 의미를 재해석했다.319) ｢절화기담｣, ｢포의교집｣과 같은 작품에서는 그동안
타자화되었던 하층 여성의 욕망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320) 이와 같이
여성, 하위주체에 대한 전향적 의식이 나타난 소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19세
기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상층 여성 인물의 애정 욕망이 금기시되고, 하위주
체가 배제, 소외되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한글장편소설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글장편소설이 전대 조선이 보유했던 이념적, 문화적 활기를 발전적으로 계
승하지 못하고 더 이상의 창안을 이루지 못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평가
는 일견 타당하다.321)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연작 역시 유교 이념을 강하

게 고수하며 중세적 예교 세계를 견지하려는 의식으로 인해 시대에 역행하는
작품으로 읽히는 지점이 있다. 그러나 유교적 윤리 의식을 고수해야 한다는 보
수적 관점 안에서나마, 최선을 다해 인의(仁義)의 근본적 의미에 대해 성찰하고
세속에서 통속화된 윤리 관습에 대해 반성, 갱신한 지점이 있는바, 그리하여 가
족윤리와 사회적 윤리가 공존하고, 소외된 존재들과도 상호적 관계가 구축되는
세계를 그리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319) 조혜란, 19세기 서얼 지식인의 대안적 글쓰기 삼한습유 , 소명출판, 2011, 250~61면.
320) 이에 대해서는 조혜란, ｢19세기 애정소설의 새로운 양상 고찰｣,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
회, 2003; 박길희, ｢19세기 소설에 등장하는 하층여성의 일탈과 그 의미｣, 배달말 57, 배달말학
회, 2015.
321) 서정민, 앞의 논문, 1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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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이상으로 본고는 한글장편소설에 나타난 관계윤리 양상을 분석하고 그 윤리
적 성격과 의미를 탐구했다. 한글장편소설은 조선후기 유교 이념 기반 위에서
그것을 적극 수용하고 그 가치를 온존, 강화하는 방향으로 창작, 향유된 장르이
다. 때문에 한글장편소설의 이념적 성격이 일찍부터 주목받았으며, 유교 윤리적
성격, 사대부 의식, 상층의 가문창달 의식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그
결과 한글장편소설은 상층의 이념이 구현된 세계를 그리고 있다는 통념이 굳어
지고, 그러한 관점 안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경향이 짙어졌다. 본고는 이런 관점
에 의문을 제기하며 논의를 시작했다.
그 의문은 작품을 막상 읽어보면 이념 윤리와 거리감 있는 의식지향이 작품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에서 비롯했다. 한글장편소설에는 중심인물의 비례(非
禮)하고 무도(無道)한 언행이 작품 세계에서 시인(是認)된 사례들이 다수 발견
된다.

소현성록 의 소현성은 고위관료인데도 조정에서 불의(不義)한 상황이 벌

어질 때 침묵하고, 그의 아들 소운성은 무죄한 아내들에게 칼을 휘두르며 폭압
적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훌륭한 인물로 선양되는 것이다. 이
처럼 한글장편소설에는 이념 윤리와 어긋나고, 길항하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
는 인물의 행위가 그려지고, 그것이 시인(是認)되는 국면이 서사화 되기도 한
다. 따라서 작품에 드러난 윤리 의식에 대해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었다. 본고는 그 점을 주목하여 오늘날의 윤리 의식뿐 아니라 당대 사대부들
이 추구했던 이념 윤리, 규범 윤리와 간극을 보이는 지점들에 초점을 맞춰 논
의하고,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한글장편소설 전반을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워낙
방대한 작업인 만큼 17세기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각 세기를 대표하는 작
품을 선정하여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연작,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소현성록 ,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이 그것인데, 이 작품들은 각각 17,

18, 19세기에 창작, 향유되었다고 그 시기가 밝혀진 대표 작품이며, 문학사적으
로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리적 문제에 대해 진지한 서술의식
을 보인다는 점에서 선택하였다.
Ⅱ장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세 연작의 서사 가운데 관계윤리와 관련된
서사를 추출하여, 관계윤리 서사 단위담 혹은 서사단락을 간략히 정리, 소개하
였다. 가족을 중심으로 가족 내 관계인 부자 관계와 부부 관계, 그리고 가족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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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군신 관계와 노주 관계, 네 범주로 나누어 살폈다.
Ⅱ장의 내용을 토대로 중요한 관계윤리 서사를 선별하여 Ⅲ장과 Ⅳ장에서 집
중적으로 살폈다. ‘Ⅲ. 족내(族內)의 관계 양상’에서는 부자 관계와 부부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 연작의 부자 관계 서사를 살핀 결과,

소현성록 에서는 가

모장(家母長) 양부인의 뜻이 시비판단의 절대적 준거로 작동하였고, 양부인에
대한 효(孝)가 가장 우선하는 가치로 그려지면서, 국가, 사회적 윤리가 간과되
었다.

유효공선행록 과

보은기우록 에서는 우순(虞舜)과 고수(瞽瞍)의 고사(故

事)와 같이, 포악한 부친의 학대에도 효행을 다하는 아들의 이야기가 전개되었
다.

유효공선행록 의 유연은 지효(至孝)를 다하는 과정에서 부친의 인정에 맹

목적으로 집착하며 점차 다른 존재들과의 관계윤리를 무시, 희생하는 양상을
보은기우록 의 위연청은 부친에 대한 효(孝)와 사회적 인의(仁

보였다. 반면

義)를 모두 추구하고자 고투한바, 인류 보편에 대한 인(仁)으로까지 효(孝)의 가
치를 확대시켰다. 두 작품은 같은 고사를 서사화했으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방
향의 윤리 지향을 보이고 있었다.
세 연작의 부부 관계에 대해 살핀 결과,

소현성록 에는 성차에 따라 정도의

차가 있었지만 남녀의 사랑, 분노, 투기 등의 정념이 용인되고 이해되는 의식이
나타났다.

유씨삼대록 은 여도(女道)에 어긋난 아내의 언행이 엄격히 규제되

고, 무도(無道)한 남편의 언행은 관대하게 용인되면서, 부부 간 도덕 감각의 위
계적 격차가 큰 세계가 만들어졌다. 반면

명행정의록 에서는 앞서 두 작품에

비해 부부 사이 감성 교류가 섬세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여성인물의 감성과 욕
망이 조명, 인정되면서 부부 간 상호적 윤리를 지향하는 의식이 짙게 드러났다.
‘Ⅳ. 족외(族外)의 관계 양상’에서는 군신 관계와 노주 관계를 살폈다. 세 연
작의 군신 관계를 살핀 결과,

소현성록 의 소부 인물들은 가문의 번영과 창달

을 위해 군주의 불의(不義)에 굴종하며 공적(公的) 책무를 저버리는 양태를 보
였다. 그럼에도

소현성록 에서 그들은 훌륭한 공적(公的) 인물로 칭양되었다.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연작 역시 군주

에 대한 충성, 국가적 공의보다 가문의 존영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두
작품에는

소현성록 과 달리 군신 간의 윤리에 대해 고민하고 성찰하는 지점이

발견되었다.

유씨삼대록 에는 혼군(昏君)을 보필하기 위한 유부 인물들의 갈등

이 그려졌는데, 천수(天數)가 명분으로 내세워지며 가문의 안위가 우선되었다.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에서 역시 가문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천시(天時)가
거론되었지만, 신하로서의 사명의식이 보다 강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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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장편소설에서 시비, 기생 등의 하위주체는 주변인물로만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세 연작에서도 그러한데,

소현성록 의 세계에서 하위주체는 인

격이 탈각되어 있었고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하위주체에 대한 노골적인
멸시와 폭력적 시선이 강하게 드러났다.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역시 하위주체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으나,
적 관점은 소거되어 있었다. 반면

연작에서

소현성록 과 달리 노골적인 폭력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에서는 하위주체의

내면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중심인물의 공감적 태도가 진지하게 드러나면서, 하
위주체가 온기 있는 인간으로 형상화된 특징을 보였다.
Ⅴ장에서는 Ⅲ, Ⅳ장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세 연작에 드러난 관계윤리의 의
미에 대해 논의했다. 세 연작은 관계 양상과 윤리 지향에 있어 구체적인 차이
를 보이기도 했지만, 공통적 의식 기반을 토대로 하고 있었다. 세 연작에 공통
적으로 나타난 관계윤리의 의미를 살핀 결과 다음과 같이 조선후기 관념사
(History of Idea)에 접근할 수 있었다. 첫째, 한글장편소설에 드러난 윤리 의
식을 작품이 향유된 사회의 규범과 제도, 사회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 강력
히 위계화된 도덕감정의 실상을 밝혔다. 조선의 유교 윤리는 인간 일반의 감정
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형성, 발전했으며, 관계 속의 위상에 따라 다른 감정의
형태를 요구했다. 이러한 지점이 한글장편소설에 구체적으로 서사화되어 있었
는데, 상위 주체들의 격정적이며 위험한 감정은 관대히 용인된 데 비해 하위
위상 주체들의 감정 표출은 매우 엄격히 규제되었다. 이처럼 유교 윤리가 감정
의 차원까지 철저히 장악하여 도덕감정을 차등화, 위계화하는 방향으로 발전되
었기에, 조선사회가 차별적 질서를 오래도록 공고히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도덕성이 약자의 강력하고 실질적인 무기가 되는 양상이 세 연작에 구
체화되어 있었다. 세 연작에서 윤리적 인물들이 부당하고 폭압적 상황을 겪어
내는 과정이 주요하게 다뤄지는데, 폭압의 주체가 부모, 남편, 군주 등 관계윤
리에서 상위에 해당되는 존재들이기에 간단히 부정하거나 대항할 수 없었다.
이때 무력한 약자인 윤리적 인물들은 폭압 주체에 대해 도덕적 태도를 철저히
고수하여 종국에는 상대의 인정을 받는 방법으로 승리하는데, 그들의 서사적
승리는 현실의 위계질서를 더욱 공고화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셋째, 한글장편소설에는 가문이기주의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논의되어 왔
는데, 가문의 이익을 추구하는 태도는 조선시대에 이기성과 연결되는 사정(私
情)이 아니라 공적 가치의 추구로 이해된 지점이 있었다. 당대의 공사(公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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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은 오늘날과 달라 가문의 문제가 공적(公的) 범주로 인식되기도 했기에, 작품
의 인물들은 사욕(私慾)이 아니라 공심(公心)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나름의 내적
논리 하에서 가문의 존영을 절대적,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태도를 정당화했다고
생각된다.
Ⅵ장에서는 소설사적 의의를 살피며 세 연작의 미학적 특질을 논의했다. 17
세기 향유된

소현성록 은 동시대의 작품들과 달리, 규범 윤리에 어긋난 욕망

을 품고 문제적 행위를 하는 인물들이 시인(是認)되는 윤리 의식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윤리 의식에 기반하여 현실적 모습을 충실히 묘사하려는 리얼리즘 충
동, 작가적 충동이 작동할 수 있었고, 사족층의 사적(私的) 욕망, 그것을 추구하
는 지질하고 패려한 행태들이 생동감 있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 결과 동시대
작품,

사씨남정기 ,

창선감의록

등에 존재하지 않는, 세속적 감정과 욕망을

추구하는 새로운 선인군(善人群) 인물이 창안되었다. 18세기는 17세기 소설이
보여준 이념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윤리적 관심이 강화되며 다채롭게 형상화
된 시기이다.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은 그 시기의 한 가지 경향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관계윤리의 위계성이 강화된 특징이 있었다. 특히

유씨삼

대록 은 위계적 질서가 공고히 구축된 서사가 예적(禮的) 태도에 부합하는 정연
한 언어로 세련되게 그려짐으로써 고급한 상층의 독자들을 매료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19세기 향유된 것으로 보이는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연작은 윤리 의식이 변화하는 세태 속에서 유교적 인의(仁義)에 대해 진지한 태
도로 성찰하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갱신, 확대하려는 의식을 드러냈다. 이러한
특징은 지식층 남성이 장편소설 창작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유와 사상의 전환
을 보이는 소설들이 등장한 19세기 사회문화적 분위기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
수적 유교 윤리를 고수하면서도 가족윤리와 사회윤리가 공존하고, 소외된 존재
들과도 상호적 관계가 구축되는 세계를 그리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고는
보은기우록 · 명행정의록

소현성록 ,

유효공선행록 · 유씨삼대록

연작,

연작에 나타난 관계윤리의 양상과 의미를 밝혔다.

한글장편소설에 이념 윤리가 강하게 구현되었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작품을 분
석하여 사회문화적 의미를 고구했다. 한글장편소설은 현실에 대한 반영이 핍진
하고, 다양한 국면이 구체적으로 서사화되어 있기에 조선시대의 생활감각, 실감
에 가까운 윤리 관념, 감정, 태도 등 관념사를 고구하는 데 유용한바, 본 연구
는 조선후기 상층의 관념사에 접근한 작업이기도 했다. 그 결과 도덕질서의 위
계화가 도덕감정의 위계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다시 조선사회 지배구조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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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실, 약자의 무기인 도덕성이 갖는 의미, 사심(私心)이 아니라 공심(公心)의
발로라 정당화될 수 있었던 가문의식의 의미를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아울러
조선후기 소설사의 흐름 안에서 기존에 해명되지 않았던 각 작품의 미학적 특
질을 드러내어 작품의 성격을 선명히 한 의의가 있다.
한편 17세기에서 19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을 중심으로 관계윤리를 살피는 가
운데 각 시대의 특징적 현상을 통시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었으나 미처 거기까
지 논의가 확장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거질 분량의 작품을 다루
다보니, 작품 곳곳에 나타난 윤리적 쟁점을 모두 논의하지 못하고 주요한 서사
만을 추출하여 논의한 아쉬움이 있다. 추후 거시적 관점과 섬세한 접근을 아우
르며, 조선후기의 관계윤리 특징과 의미를 통시적으로 살피는 작업과, 본고에서
다루지 못한 윤리적 쟁점 서사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작업을 진행해나가려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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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학논총

18, 한

국중국문화학회, 2004
______, ｢군신유의(君臣有義)의 의미(意味)에 대한 연구(硏究)｣,

중국학연구

82, 중국학연구회, 2017
이동욱, ｢맹자 효(孝) 개념의 윤리적 확장성에 대한 연구｣,

태동고전연구

제

27, 한림대학교태동고전연구회, 2011
이수희. ｢공주혼 모티프의 모티프 결합 방식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19, 한국

고전연구학회, 2009
이승복,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우의 의미와 작가의식｣,

선청어문

19,

서울대 국어교육과, 1991
______, ｢<유씨삼대록>에 나타난 정-부실 갈등의 양상과 의미｣,

국어교육

7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92
이영찬, ｢유가의 불평등 이론｣,

사회사상과 문화

1, 동양사회사상학회, 1998

이숙인, ｢유교의 관계윤리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

한국여성학

15, 한국여

성학회, 1999
이재춘, ｢<보은기우록> 연구｣, 영남대 석사논문, 1980
______, ｢<보은기우록> 연구｣,

한민족어문학

8, 한민족어문학회, 1981

이주영, ｢<소현성록> 인물 형상의 변화와 의미｣,

국어교육

98, 한국국어교육

연구회, 1998
______, ｢<소현성록>의 농담 기제와 그 의의｣,
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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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신어문학

______, ｢<소현성록>의 유불 대립과 공간 구성의 함의｣,

국문학연구

23, 국

문학회, 2011
______, ｢늑혼을 둘러싼 사회 관계망과 전언 분석 -<소현성록>, <유씨삼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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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학연구

32, 국문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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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한국고소설학회,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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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어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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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헌, ｢고전소설의 혼사장애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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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균, ｢유효공선행록 연구｣,

관악어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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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조선조 대하소설에서의 충·효·열의 구현 양상과 의미｣.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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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소현성록> 연구｣,

한국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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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한국

고전연구학회, 2006
______, ｢대장편소설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한국문화연구 , 이화여대 한국문

화연구원, 2007
______, ｢<소현성록>의 여성 인물 연구-색과 덕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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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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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광, ｢<소현성록> 여성반동인물의 행위 양상과 그 의미｣,

여성문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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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유씨삼대록> 여성수난담의 성격과 서술자의식｣,

어문논총

51, 한

국문학언어학회, 2009
______, ｢<유효공선행록>에 형상화된 여성수난담의 성격｣,

배달말

45, 경상

대 배달말학회, 2009
장원태, ｢맹자 성인론의 의미-제가 비판과 실천론을 중심으로-｣,
화연구

유교사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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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소현성록>에 나타난 성적 태도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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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2005
정규복, ｢제일기언에 대하여｣,

중국학논총

1, 고려대 중국학연구소, 1984

정대혁, ｢<소현성록> 연작의 수신서적 성격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11
______, ｢<자운가> 연구: 『소현성록』과의 상호텍스트성을 중심으로｣,
전연구

열상고

37, 열상고전연구회, 2013.

정병설, ｢고전소설의 윤리적 기반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93
______, ｢정도와 권도 , 고전소설의 윤리 논쟁적 성격과 서사적 의미｣,
문연구

관악어

20, 서울대 국문과, 1995

______, 「옥원재합기연 작가 재론: 조선후기 여성소설가의 한 사례」, 『관악
어문연구』 22, 서울대 국문과, 1997
______, 「옥원재합기연의 여성소설적 성격」, 『한국문화』21, 서울대 한국문
화연구소, 1998.
______, ｢주제 파악의 방법과 <구운몽>의 주제｣ ,

한국문화

64, 서울대 규장

각 한국학연구원, 2013
정병욱, ｢<낙선재문고 목록 및 해제>를 내면서｣,

국어국문학

44-45, 국어국

문학회, 1969.
정상희, ｢<소현성록> 쟁총담의 서사 구성 방식 연구｣, 서강대 석사논문, 2009
정선희, ｢<소현성록> 연작의 남성 인물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

구학회, 2005
______, ｢<소현성록>에서 드러나는 남편들의 폭력성과 서술 시각｣,
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

14,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7

______, ｢17세기 후반 국문장편소설의 딸 형상화와 의미｣,
학교 배달말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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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말

45, 경상대

______, ｢가부장제하 여성으로서의 삶과 좌절되는 행복｣,

동방학

20, 한서대

동양고전연구소, 2011
______, ｢고전소설의 주인공; 영웅호걸형 가장의 시원 -｢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______, ｢조선후기 여성들의 말과 글 그리고 자기표현 -국문장편 고전소설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______, ｢초기 장편고전소설에서 가문·왕실의 관계양상과 그 의미｣,

한국문화

69,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5
정용환, ｢공맹유학의 도덕 감정론｣,

철학연구

128, 대한철학회논문집, 2013

정지영, ｢조선시대 ‘가장’의 지위와 책임: 법전의 규정을 중심으로｣,
화

가족과 문

25(1), 한국가족학회, 2013

______, ｢조선시대 가장 지위의 구축과정과 국가-<조선왕조실록>의 가장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3

정혜경, ｢조선후기 장편소설 감정의 미학｣, 고려대 박사논문, 2013
______, ｢<유효공선행록>의 효제 담론과 문제의식｣,

우리문학연구

44, 우리

문학회, 2014
조광국, ｢<소현성록>의 별열 성향에 관한 고찰｣,

온지논총

7, 온지학회,

2001
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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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_____, ｢<유효공선행록>에 구현된 벌열가문의 자기갱신｣,

한중인문학연구

16, 한중인문학회, 2005
______, ｢고전소설의 부부 캐릭터 조합과 흥미-<유씨삼대록>의 경우｣,
문연구

개신어

26, 개신어문학회, 2007

______, ｢<유씨삼대록> 가문창달 재론｣,

한중인문학연구

20, 한중인문학회,

2007
조동일, ｢한국고전소설에 나타난 부자 갈등｣,

일본연구

15, 한국외대 일본연

구소, 2000
조용호, ｢<유씨삼대록>의 서사론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회, 1995
______, ｢삼대록 소설 연구｣, 서강대 박사논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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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과학연구

39(1), 청주대

사회과학연구소, 2017
조혜란, ｢19세기 애정소설의 새로운 양상 고찰｣,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

학회, 2003.
______, ｢고소설에 나타난 나성 섹슈얼리티의 재현 양상｣,

고소설연구

20, 한

국고소설학회, 2005
______, ｢<소현성록> 연작의 서술과 서사적 지향에 대한 연구｣,

한국고전연구

13, 한국고전연구학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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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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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소현성록>에 나타난 가문의식의 이면｣,

고소설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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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______,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가장권 행사의 문제｣,
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

3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5

______,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제 수행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유연
과 정소저 부부를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______, ｢고전소설에 나타난 군자형 인물에 대한 고찰｣,

한국고전연구

33, 한

국고전연구학회, 2016.
주형예, ｢<유씨삼대록>의 감정 규칙과 독서 경험｣,

열상고전연구

34, 열상고

전연구회, 2011
지연숙, ｢<소현성록>의 공간 구성과 역사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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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Relational Ethics in
Korean Classical Long Novel
Ko, Eunim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aspects of the relational ethics
that show in Korean Full-length Novels, examine the facets of the ethical
awareness of the Joseon society in discussing their ethical character and
meaning, and bring light on the significance that the discussed titles hold in
the history of novels.
Ethicality takes up a major portion of the esthetics related to the content
of Korean Classical Long Novel. However, as Korean Classical Long Novel
also include in their narrative such aspects as are at variance and compete
with ideological ethics and rather take advantage of it, the ethical awareness
which appears in the novels need to be meticulously discussed from new
perspectives. In this light, this study focuses the issue of relational ethics
related to interpersonal relation that carries heavy weight in Korean Classical
Long Novel and discusses its aspects, characteristics, and meaning.
It should be desirable to analyze the entirety of Korean Classical Long
Novel for the discussion, but since it involves such a vast task, the study
chooses for its discussion those titles selected as representing different
centuries

between

the

17th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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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19th

century.

They

are

Sohyeonseongrok,
Yussisamdaerok,

the
and

dilogy
the

of
dilogy

Yuhyogongseonhaengrok
of

Boeungiurok

and
and

Myeonghaengjeonguirok, which were major titles which were created and
enjoyed in the 17th, 18th, and 19th century, respectively. Thus, the study
sheds light on their characteristics and significance by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narratives of relational ethics commonly seen in the three
dilogies.
Chapter Ⅱ, which extracts narrative related to relational ethics from the
different titles, presents brief summaries of the relevant episodes or narrative
passages. Focusing on family, the study divides its examination into the four
categories of father-son or spousal relationship in the family and the
monarch-vassal or slave-master relationship outside the family.
Extracting the important relational ethics narratives based on the content
of Chapter Ⅱ, the study focuses its review on Chapter Ⅲ and Chapter Ⅳ.
Chapter Ⅲ ― The Aspects of the Relationships within a Tribe’ discusses the
father-son relationship and the spousal relationship. The review of the
father-son relationship narratives from the three dilogies shows that in

Sohyeonseongrok, the will of Lady Yang, the matron, served as the absolute
reference in judging right or wrong and filial piety toward Lady Yang is
perceived by the members of the So family. Yuhyogongseonhaengrok and

Boeungiurok present a story of a son who fulfills his filial duty in spite of
the abuse from his uncouth father. Yuyeon in Yuhyogongseonhaengrok
blindly sticks to the recognition from his father as he fulfills his utmost filial
piety, thus eventually disregarding and sacrificing the relational ethics
involving other persons, whereas Wi Yeon-cheong in Boeungiurok strives in
pursuit of both the filial duty to his father and social merciful justice. The
examination of the spousal relationships that appear in the three dilogies
shows that Sohyeonseongrok reveals the perception in which love, fury, and
jealousy involving men and women are tolerated and understood, despite
the gender differences. Yussisamdaerok shows that the wife’s behaviors
which violate the female decorum are strictly regulated, whereas the
husband’s speech and behaviors outside the norm are generously tole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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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s revealing a

manifest spousal

hierarchy.

In contrast,

the

spousal

relationship from Myeonghaengjeonguirok prizes emotional bonding more
than that in the two other titles, upholds the reciprocal ethics for a married
couple.
‘Chapter Ⅳ ― The Aspects of the Relationships Outside the Tribe’
examines the monarch-vassal relationship and the master-slave relationship.
The review of the monarch-vassal relationships in the three dilogies shows
that despite their antipathy toward the monarch, the So family characters of

Sohyeonseongrok stick to their government posts for the glory of their
family, and the Yu family in the dilogy of Yuhyogongseonhaegrok and

Yussisamdaerok, who dutifully submits to the absolute imperial authority,
connives at the turmoil in the royal court, saying that he’d rather bide his
time now that his family’s well-being is at risk. The Wi family in the dilogy
of Boeungiurok and Myeonghaengjeonguirok appears similar to the Yu
family but shows stronger commitment as a vassal, often risking his life for
the country. In Korean Classical Long Novel, the subordinate personalities
such as maid or courtesan usually appear as minor characters, whereas the
subordinate personalities in the world of Sohyeonseongrok are treated by
the characters of the So family as subhuman. Also in the dilogy of

Yuhyogongseonhaengrok and Yussisamdaerok, the subordinate personalities
are neglected, but the repressive perspective on those subordinates is
eliminated as is not the case with Sohyeonseongrok. Meanwhile, in the
master-slave relationships in Boeungiurok and Myeonghaengjeonguirok, the
subordinates appear respected as humans, as their interior topography is
described.
Expanding on the analysis made in chaptersⅢ and Ⅳ, Chapter Ⅴ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the awareness of the relational ethics which
shows in the three dilogies.
First, the chapter examines the ethical
awareness which shows in Korean Classical Long Novel in the relationship
among the norms, systems, and reality of the society that enjoyed the
literary works. It seems that as a result, the differentiation of the moral
sentiments works as the major principle that forms and maintain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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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ucian hierarchy. Second, the three dilogies deal mainly with how the
ethical personalities are put through unjustified and oppressive conditions.
Here, the inflicters of the oppression take up the top posts in the relational
ethics as parents, husband, or monarch, they cannot be denied or resisted
easily. So, the ethical characters who are powerless underdogs weave
narratives in which they cinch victory with their morality as their weapon.
Third, focusing on the face that Korean Classical Long Novel reveals a
family-centric attitude, the study demonstrates that the pursuit of the family
interest should be perceived as the pursuit of public value and not as the
pursuit of personal emotions. As the contemporary notion of public and
private perceived family as a public domain as is not the case today, people
could understand the pursuit of family glory as deriving not from personal
greed but from the public ideal.
Chapter Ⅵ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the three dilogies in the history
of novels. Sohyeonseongrok, which was enjoyed in the 17th century,
portrays the ethical awareness that recognizes those characters who engage
in problematic behaviors while harboring desires at variance with the ethical
norm, as was not the case with other contemporary titles. The authorial
impulse committed to a faithful representation of the real pictures, the novel
could vividly depict even the personal desires of the families of gentleman
scholars and the shabby and ferocious behaviors involved in their pursuit. It
resulted in the invention of the new character of ‘the debonair man’ who
pursued both worldly feelings and desires. The 18th century was a period
that carried the ideology revealed in the 17t century novels but in which
ethical interest was strengthened and embodied in diverse forms. The dilogy
of Yuhyogongseonhaengrok and Yussisamdaerok are the works that
represent one single tendency found in the period and show
characteristically strengthened hierarchy of the relational ethics. It seems that
the titles fascinated the upscale readers as well by excellently depicting the
hierarchy of the Confucian order with a language that matched the attitude
grounded on manners. Last but not the least, the dilogy of Boeungiurok
and Myeonghaengjeonguirok, which were apparently enjoyed in the 19th
century, demonstrate their commitment to seriously reflecting on the
Confucian merciful justice in the midst of the changing times and rene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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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xpanding it in a realistic manner. These characteristics were formed in
the sociocultural atmosphere of the 19th century in which the male
intellectuals participated in the writing of the full-length fiction and that saw
those novels which revealed new thinking and a shift in thought. The public
ambience is significant, in that while sticking to the conservative Confucian
ethics, it tried to describe a world that saw the coexistence between family
ethics and social ethics and built reciprocal relationships with those isolated
person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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