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졸업논문 소개  287

공을 세우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의 상사뱀 설화에서는 원한은 반드

시 풀어야 한다는 민중의식이 작동하여 상사뱀 설화가 인물전설담과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상사뱀 설화가 불교계 문

헌에 법화경 험담으로 수록되어 있다. 이 험담에서는 상사뱀으로 

변신한 여성과 그녀에게 사로잡혀 역시 뱀이 된 남성이 법화경의 

험으로 구제된다. 이는 불교의 윤회전생관이 반 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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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작 부분은 주로 작자의 못난 외

모 혹은 추구하는 학문을 역설적으로 평가한다. 전개 부분은 주로 자

기의 벼슬살이나 살아온 행적을 서술한다. 종결 부분은 주로 자신에

게 기언(寄言)하거나 자손에게 당부한다.

다음으로 자찬의 성행 배경에 해 고찰하 다. 한국 자찬은 서적

의 전래를 통해 중국 명·청 자찬에서 직접적인 향을 받았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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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자찬 성행의 외부적인 요인이다. 조선 후기에는 자기의식

의 발전에 따라 자기를 상화한 작품들이 다수 창작되었다. 이런 문

학적 배경 속에서 문인들은 이전의 정격화된 타찬에서 벗어나 새롭게 

자기를 입찬하여 자기의 삶에 해 성찰하는 자찬을 짓게 된 것이다. 

이는 조선 후기 자찬 성행의 내부적인 요인이다. 한편, 성리학이 발전

되면서 사당(祠堂), 당(靈堂) 및 서원(書院)이 발달하 는데, 이런 

사당, 당 및 서원에 사 부의 초상화를 걸기도 하 다. 이에 따라 

화상과 화상찬의 창작도 폭 증가하 다. 조선 후기에 이르자 문인

들은 변격적(變格的)인 자화상과 화상자찬을 창작하기 시작하 다. 

다음으로 자찬의 주제적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 자찬의 주

제는 크게 ‘삶에 한 자적적(自適的) 태도’, ‘수기(修己)의 추구’, ‘자

아(自我)의 긍정’, ‘자조적(自嘲的) 회고’의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삶에 한 자적적(自適的) 태도’의 자찬을 보았다. 자적은 스

스로 자신이 편안하고 적합한 경지에 처해 있음을 말한다. 본고에서

는 주로 탈속적이고 은자적인 삶을 택하는 유백증(兪伯曾, 

1587-1646)의 <자찬>(自贊)과 유유자적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유수(柳綏, 1678-?)의 <화상자찬>(畵像自贊)을 분석함으로써 자찬

에서 나타난 ‘삶에 한 자적적(自適的) 태도’를 살펴보았다. 이어서 

‘수기(修己)의 추구’의 자찬을 보았다. 본고에서는 주로 학문에 전념

(專念)함으로써 자신을 수양하는 송시열(宋時烈, 1607-1689)의 <서

화상자경>(書畵像自警) 및 양진 (梁進永, 1788-1860)의 <사진자

찬>(寫眞自贊)을 분석함으로써 자찬에서 나타난 ‘수기(修己)의 추구’

를 살펴보았다. 조선 후기에 자의식이 성장되면서 문인들은 자기의 

존재감을 스스로 깨닫기 시작했으며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한 일부 

문인들도 스스로 자기를 인정하는 길을 찾는다. 본고에서는 주로 옛 

성현과 연관시켜 자기를 긍정한 이언진(1740-1766)의 <화상자제>

(畵像自題)와 직접적으로 자부를 표출한 김만증(金萬增, 

1635-1720)의 <화상자찬>(畵像自贊)을 분석함으로써 자찬에서 나

타난 ‘자아(自我)의 긍정’을 검토하 다. 문인은 만년에 자신의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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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회고하면서 자찬을 창작하기도 하 다. 본고에서는 주로 이루지 

못한 학문을 자조하는 이선(李選, 1632-1692)의 <자찬>(自贊)과 

성공하지 못한 삶을 자조하는 김간(1646-1732)의 <화상자찬>(畵

像自贊)을 분석함으로써 자찬에서 나타난 ‘자적적(自嘲的) 회고’를 검

토하 다.

마지막에 주로 자찬의 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았다. 

문인들은 자찬에서 시서화의 통일을 통해 자기의 문격(文格) 내지 

인격(人格)을 나타내었다. 화상자찬 중에 보이는 시서화의 통일은 조

선 후기의 문예사를 확 하 다. 자찬 세계에서 보이는 시서화의 통

일을 고찰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다양한 문예적인 성취를 엿볼 수 있

게 된 것이다. 자찬의 주제는 자기의식의 발전에 따라 시 적으로 변

해왔다. 문인들은 다양한 자찬을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후손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는지 자문자답하 다. 조

선 후기에 자기의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자손들에게까지 

당부를 남긴 글쓰기는 자찬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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