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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이 은 <성 공숙렬기(聖賢公淑烈記)>에 나타난 복심(腹心)으로서의 시비(侍

婢)인 난소와 주인인 여 부인과의 계성에 해 논의한 이다. 난소는 <성

공숙렬기>의 여성 반동인물인 여 부인의 시비로 여 부인의 계교를 함께 실행한

다. 이 과정에서 난소는 주인인 여 부인보다 더욱 극 으로 계교를 만들어 내

는 모습을 보인다.

<성 공숙렬기>의 표 인 반동인물은 여 부인과 임유린이다. 이외에도 한왕

이나 반 옥, 왕각 등의 반동인물이 등장하기는 하나 몇 권에 한정해 등장하는 

일회성 반동인물이므로 <성 공숙렬기> 체를 통하여 주동인물 임희린과 

* 경상 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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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는 인물은 여 부인과 임유린이라고 할 수 있다. 여 부인은 자신의 친자(親

子)인 임유린을 종통(宗統)의 자리에 올리기 해 노력하지만 임한주의 사랑을 

받는 양자(養子) 임희린1)에 의해 여 부인의 욕망은 매번 좌 된다. 이에 여 부

인은 임희린과 임희린의 아내인 주숙렬, 그의 아들인 임창흥을 향해 다양하고 

강도 높은 악행을 지속한다. 이 과정에서 여 부인의 지략을 함께 하는 이들이 

바로 여 부인의 시비들이다.

여 부인과 임유린의 악행은 <성 공숙렬기>의 주된 갈등을 이끌어낸다. 두 반

동인물의 행 로 인해 형제갈등, 계후갈등, 부부갈등과 같은 다채로운 갈등이 발

생하게 된다. <성 공숙렬기>는 이와 같은 다양한 갈등 속에서 늑혼(勒婚) 문제, 

종통(宗統) 문제, 성 (性的) 문제 등 흥미롭고 다채로운 내용이 서사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이처럼 다채로운 내용에 힘입어 선행 연구자들의 논의 역시 여러 

방향으로 다수 진행되었다. 

<성 공숙렬기>의 기존 연구는 주로 인물론,2) 속편(續篇)인 <임씨삼 록>과의 

연 성,3) 갈등담,4) 서사구조5)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성 공숙렬

1) 임희린은 숙부인 임한규의 친자로 임한규의 형인 임한주가 자식이 없자 임한주에게 입양

되어 온다. 임한주는 양자(養子)인 임희린의 뛰어남을 매우 아낀다. 이때 후처인 여 부인

이 들어오게 되고 임유린이 태어난다. 임한주는 친자인 임유린보다 양자인 임희린을 더욱 

아끼며 가족들의 반 에도 불구하고 양자인 임희린을 종통으로 고집한다. 이 과정에서 임

희린과 임유린의 계후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2) 김종철, 1996 ｢성 공숙렬기의 인물 형상에 하여｣ �한국문화� 18; 문용식, 1997 ｢<성

공숙렬기>의 인물 형상과 작품 구조｣ �국제어문� 18; 김문희, 2012 ｢<성 공숙렬기>의 ‘임

유린’ 서사를 읽는 재미｣ �한국고 연구� 25; 강우규, 2016 ｢삼 록계 국문장편소설에 나

타난 異國公主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유씨삼 록>과 <성 공숙렬기> 연작을 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21.

3) 최길용, 1986 ｢｢성 공숙열기(聖賢公淑烈記)｣ 연작소설(連作 說) 연구(硏究)｣ �국어국

문학� 95.

4) 장시 , 2007 ｢성 공숙렬기에 나타난 부부 갈등의 성격과 여성 독자｣ �동양고 연구�

27; 이 주, 2012 ｢조선 후기 가문 소설의 계후갈등 변이양상 연구: <엄씨효문청행록>, 

<성 공숙렬기>, <완월회맹연>을 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2.

5) 조 국, 2001 ｢고 소설에서의 사  모델링, 서술의식  서사구조의 련 양상: ｢옥호빙

심｣ ｢ 렬옥소삼 ｣ ｢성 공숙렬기｣ ｢ 천기 ｣을 심으로｣ �한국문화� 28; 이주 , 

2015 ｢늑혼을 둘러싼 사회 계망과 언 분석: <소 성록>, <유씨삼 록>, <성 공숙렬

기>를 심으로｣ �국문학연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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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시비(侍婢)에만 집 하여 고찰한 논의는 아직까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

했다.

다만 <성 공숙렬기>의 시비를 논한 것은 아니나 여타의 하소설에 나타난 

보조인물을 논의한 연구6)는 이미 진행되었다. 이  한길연7)은 <도앵행>의 재

치 있는 시비군에 해 논의한 바 있다. 이 논의에서는 행 의 주체성이 강조되

는 시비들에 집 하여 이들이 상층의 결함들을 보완하는 타  존재로서 의미

가 부각되었다고 보았다. 이 논의는 그 양상과 상에서 본고와 세부 인 차이

는 있으나 시비의 보완  성격을 강조했다는 에 본고와 일맥상통한다 하겠다. 

정선희8)의 연구 역시 보조인물에 집 한 요한 논의  하나이다. 특히 이 연

구는 한 작품이 아닌 17, 18세기의 표 인 작품들을 선정하여 보조인물을 유

형별로 분류하고 그 의미를 짚어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필자 역시 이 의 논의9)에서 시비에 해 논한 바 있다. 필자는 < 천기 >과 

<이씨세 록>에 나타난 시비들을 각각 고찰하 는데, 이 두 논의는 그 상에는 

차이가 있으나 극 인 시비들을 심으로 하여 주인과의 계성에 해 논의

했다는 공통 이 있다. 이 은 해당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 부인의 보조하는 시비들은 이름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에 한정해서 살펴보

았을 때, 총 7명의 인물이 등장한다. 난소, 복향, 능소, 찬양, 양랑, 매, 춘교가 

그것이다. 이  복향, 찬양, 양랑은 언 은 되지만 특별한 역할을 행하거나 주체

 모습을 보이지는 않으므로 논의에서 제외하고 능소는 일회성 인물로 난소를 

보조하는 역할만을 수행하므로 역시 논의에서 제외한다. 매와 춘교는 여 부인

6) 한길연, 1997 ｢ 하소설의 능동  보조인물 연구: �임화정연�, �화정선행록�, � 씨양웅

린기�를 심으로｣,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 논문; 2006 ｢<도앵행>의 재치있는 

시비군 연구｣ �한국고 여성문학연구� 13; 정선희, 2011 ｢<조씨삼 록>의 보조인물의 양

상과 서사  효과｣ �국어국문학� 158; 2015 ｢장편고 소설에서 여성 보조인물의 추이와 

그 의미｣ �고소설연구� 40; 윤보윤, 2017 ｢< 주기연>의 보조인물 고찰｣ �어문연구� 93; 

김민정, 2019 ｢< 천기 >에 나타난 극  행동주체로서의 시녀｣ �온지논총� 61; 2020 ｢<이

씨세 록> 시비(侍婢)의 역할 변화와 그 의미: 홍연을 심으로｣ �고소설연구� 49.

7) 한길연, 2006 의 논문.

8) 정선희, 2015 앞의 논문.

9) 김민정, 2019 앞의 논문; 2020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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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비는 아니나 본래의 주인을 배신하고 여 부인을 따르는 시비들로 양상의 

차이는 있으나 서사에서 난소와 비슷한 역할을 행한다. 이에 논의에서 언 은 

하되, 주된 논의의 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본고에서는 여 부인의 복심(腹心)10)

이자 가장 주체 이고 극 인 양상을 보이는 난소를 주된 논의의 상으로 삼

았다.

하소설에서 시비(侍婢)는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히 시비는 주변 인물인 채로 논의의 심에 쉽게 올라오지 못한다. 이 논의는 

서사에서 배제된 시비의 역할과 그 양상을 살펴 그들의 목소리를 조 이나마 들

어보려 함에 그 목 이 있다. 본고에서는 난소의 극성이 드러난 양상을 먼  

살피고 이후에 난소가 표출한 욕망이 여 부인과의 계에서 비롯된 것이라 가정

하고 논의를 진행한다. 이후 난소의 극성과 욕망 표출이 서사에 어떠한 의미

를 지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은 서울  규장각 소장본 25권 25책으로 한다.

2. 난소의 극성과 ‘여 부인-난소’의 계

1) 난소의 극  면모

여 부인의 시비  가장 극 인 양상을 보이는 시비는 난소이다. 난소는 여 

부인의 시비로 1권 말미에 출 하여 황제에 의해 목숨을 잃는 15권까지 지속

으로 등장한다. 난소는 다른 시비들에 비해 극 으로 묘사되는데 그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나 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난소는 스스로 계교를 만들어내고 이를 실행한다. 난소는 여 부인의 골

경비자(骨骾婢子), 유제(乳弟)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여 부인이 특별히 아끼

는 시비이자 유모11)의 딸이라는 표 으로 볼 수 있다. 난소는 임희린의 정혼 소

10) 여 부인에게는 여러 시비가 있으나 이  복심(腹心)으로 일컬을 수 있는 시비는 난소뿐

이다. 난소는 여 부인을 최측근에서 보필하는 시비로 다른 시비들과는 그 양상에서 차이

를 보인다.



<성현공숙렬기>에 나타난 복심(腹心)으로서의 시비·35

식을 듣고 상심한 여 부인의 앞에 나타나 자신의 계교를 말한다. 난소는 첫 등

장에서부터 굉장히 극 인 모습으로 표 되어 있다.

문득 장을 들고 일 쳥의 상 아 부복여 작이 쥬 부인이 쳥컨 심

 허비치 시고 쳔비 힘을 허비치 아냐 쳔하 일통믈 보쇼셔 부인이 드

러 보니 이 골경비 난니 부인의 유졔라 부인이 탄 왈 네 지기일이오 미지기

이로  아 거시 져그나 만 지 못리오 나의 맛  도검상잉이라도 

쓸 곳이 업고 강병장이라도 부릴 곳이 업니 우흐로 존고의 일월지명이 쵸목의 

빗최시고 상공의 혜리시문 날노 블측 의심이 잇니 와   냥평의게 무

들 무 비교 쓰려뇨 더라(<성 공숙렬기> 1권, 75-76면)

난소는 계교를 행하지 못할까 고민하는 여 부인을 찾아와 자신의 힘을 허비하

지 말아 달라 청한다. 이와는 달리 여 부인은 소극 인 모습을 보인다. 시어머니

인  부인의 일월지명이 뛰어나고 남편이 자신을 의심하니 난소가 아무리 도검

상인( 劍霜 ), 강병맹장(强兵猛 )이라도 부려 쓸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난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한 세 가지 계교를 말한다.

난 여 오 쳔졍승인이나 인즁역승텬이라 니 부인과 노얘 일월지

이 〃시나 귀신도 측냥치 못 거시오 가히 오미 잇지 안이리니 쇼비 부인을 

여 노심 여 쥬사야탁여 니졔 비로소 상즁하 의 긔특  졍

여시니 원컨 안심물니쇼셔(<성 공숙렬기> 2권, 1면)

난소는 자신이 주사야탁(晝思夜度)하여 생각한 꾀를 여 부인에게 한다. 이

때 난소는 소극 인 여 부인과는 달리 자신의 계교는 귀신도 측량치 못할 것이

라며 극 인 모습을 보인다. 난소의 세 계교는 지독요사(舐犢夭死), 흉포극악

(凶 極惡), 심경담 (心境膽絶) 등의 추상 인 단어로 묘사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이후의 서사로 추측해 보았을 때 임희린을 납치하여 낭

떠러지에서 어 떨어트릴 계교와 이후 임희린을 독살할 계교 등으로 추측할 수 

있다. 

11) 난소의 어머니인 복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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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계교의 실행을 해 조력자를 동원한다. 난소는 계교의 성공률을 높이고

자 조력자를 동한다. 여기서 조력자는 주로 가족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난소

는 오라비인 삼복과 어머니인 복향을 조력자로 활용한다. 난소는 임희린의 아들

인 임창흥을 죽일 계교를 생각하고는 원활한 계교의 시행을 해 자신의 오라비

를 부른다. 난소는 자신의 오라비인 삼복에게 여 부인의 명이니 창흥을 죽일 것

을 명한다.

난 창흥을 궤에 허 니고 춍〃이 졔 오라비 복을  보고 왈 이 녀군

의 녕이니 거게 진심여 이  목젼의 셔져 쥭이라 복이 왈 약을 먹

여 쥭이나 칼노 질  쥭이나 신톄 이  남의 이목이 번다니 궤의 흔  슈

의 오면 만젼리라 쇠 왈 그리다가 라나면 엇지고 복 쇼왈 의 망경

된 말 〃나 어룬도 슈의 흔  죵 이 업려든 셰 유 궤쇽의 기와 일

인들 엇지 니오고 궤 지고 젼닙을 슉여 고 남강을 향여 닷더니(<성 공숙

렬기> 14권, 32-33면)

삼복은 난소의 말을 듣고 창흥을 궤에 넣어 바다에 빠트리려고 한다. 결과

으로 이 계교는 실패하지만 난소가 자신의 계교를 보완, 실행할 목 으로 가족

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난소는 오라비뿐만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인 복향도 계교에 이용한다. 복향은 여 부인의 시녀이자 유모로 스스로 

계교를 행하거나 계획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난소가 계교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에 복향과 논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12)

셋째, 난소는 계속되는 실패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 인 악행을 행한다. 난소

는 여 부인의 남편인 임한주에 의해 두 차례나 매를 맞는다. 임희린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임한주는 이것이 여 부인의 계교임을 확신하고 여 부인의 처소

인 경복루의 시비들을 모두 모은다. 임한주는 양랑, 복향, 난소 등 경복루의 모

든 시비들을 잡아 매우 친다. 이때 시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임한규가 임한

주를 말리니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하고 사건이 마무리된다.13) 이후 임희린이 돌

12) <성 공숙렬기> 2권, 2면. “난 이목을 두려 다시 말 못하고 이의 졔 어미 복향으로 더

러 규〃이 머리  와 심〃이 모의 종말이 하여오”

13) <성 공숙렬기> 2권, 12면. “이의 형장 긔구 쥰비여  쇼 호령의 경복  쥬지 냥

낭과 녀부인의 유모 복향과 비 난쇼 등을 잡아 라니 슈유의 당하의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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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듯하나 임희린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발생한 

한 사건으로 인해 난소는  한 번 매를 맞는다.

참졍이 리 호령여 난쇼 옥의 가도라 고 분긔 돌〃니 능히 진졍치 

못여  이 늠녈고 안이 규〃여 분탄 쇼 치지 아냐 왈  혼암

여 가즁의 변난이 여하니 일후지화 불가난측이라 하면목으로 조뎡의 셔리오 (

략) 경복  쥬지 냥낭 복향과 능쇼 찬냥 등 뉵칠 인을 아 뎡하의 니고 독약 

드린  난쇼 요인이라 참졍이 난쇼 보 안이 둥 고 잠미 거려 녀셩

즐 왈 네  공로 무 은원이 잇  텬고흉역을 뇨(<성 공숙렬기> 3권, 

17-20면)

임희린은 임한주와 임유린의 부자갈등과 그에 한 근심으로 병이 나게 된다. 

임한주는 이에 임희린을 직  간호하는데 이때 내당에서 보내온 죽에 문제가 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죽의 이상함을 치챈 임한주는 죽을 가져온 시비인 난

소를 찾아내고 난소는 다시 장을 맞는다. 이때 난소는 임희린이 자신에게 은

화(銀貨)를 주었고 여 부인 모자에게 명을 우라 명했다고 거짓을 말한다. 

이에 임한주가 로(大怒)해 난소를 죽이려 하나 사건을 덮자고 말하는  부인

의 명에 의해 난소는 경복루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에도 임한주는 난소를 죽이

려 하는 마음을 없애지 못하나 후일 임희린의 신원(伸寃)을 해 살려 두고 난

소는 임한주의 분노를 사 원방(遠方)에 내쳐지게 된다. 

이때 난소는 다시 계교를 짜고 후일을 도모하며 ‘와신상담(臥薪嘗膽)’의 마음

을 품는다. 여러 사건으로 인해 임한주와 임희린 부자에게 복수심을 갖게 된 것

인데, 이후 여 부인과 임희린의 갈등이 차 심해지자 난소는 유린이 패업(霸

業)을 얻게끔 하리라 다짐하며 임희린의 아내인 주숙렬에게 자객을 보내기도 한

다. 그리고 임희린의 아들인 임창흥을 죽이려 궤짝에 넣어 납치하고 살인을 주

사하기도 한다. 난소의 지속 인 악행은 난소가 황제에 의해 목숨을 잃는 15권

까지 지속된다. 

니 잡아 형틀의 올닌  졔녜 고두 쥬왈 비 등이 노야 안젼의 작죄믈 닷지 못

오니 라건 죄을 알고 쥭어지이다 참졍이 노긔 셜상여 〃셩 왈 여등이 지요

지 셔졀구투의 젹은 로 인명을 코져나   희린을 명이 하의 잇고 

의 장즁의 잇지 아니〃 이  망냥의 슐을 그치고 다만 공의 거 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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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 부인의 보완책(補完策)으로서의 난소 

난소는 계교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주체성을 지녔으며, 이를 실행할 행동력과 

강단을 가지고 있는 시비이다. 난소는 자신의 계교가 발각됨으로 인해 임한주에

게 두 차례에 걸쳐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된다. 쫓겨난 난소는 마음속에 와신상담

(臥薪嘗膽)의 마음을 품는데 이때부터 악행의 강도는 차 커지게 된다.14)

난소는 임한주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자 한 가지 궁모곡계(窮 曲計)를 생각해

낸다. 서사의 흐름상 이 계교가 매를 포섭하여 주숙렬을 몰아낼 계교임을 짐

작할 수 있다. 난소는 임한주의 서매(庶妹) 소 의 시녀인 매를 이용하여 주

숙렬을 몰아내는 데에 성공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 부인과 임유린이 임한

주의 미움을 얻게 되자 난소는 다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낸다. 난소가 임한주

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 부인과 임유린을 보며 임유린이 패업(霸業)을 얻게 

할 것이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후 난소는 이미 쫓겨난 주숙렬을 죽

이기 해 자객을 보내기도 하고, 여 부인이 임희린의 아들인 창흥에게 독을 쓰

는 것에 실패하자, 스스로 나서서 창흥을 확실히 죽일 방법을 알고 있다며 창흥

을 궤짝에 넣어 납치하기도 한다.

이때 여 부인은 일반 인 반동인물과는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분명한 행  

목 을 가지고 있다는 이나 지속 인 계교를 행한다는 에서는 여타의 하

소설에 등장한 반동인물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계교를 행하는 부분에서 특이

이 나타난다. 여 부인은 계교를 행함에 있어 소극 인 면모를 수차례 드러낸다. 

① 부인이  드러 보니 이 골경비 난니 부인의 유졔라 부인이 탄왈 네 지

기일이오 이지기이로  아 거시 져그나 만 지 못리오 나의 맛 

 도검상잉이라도 쓸 곳이 업고 강병쟝이라도 부릴 곳이 업니 우흐로 존고

의 일월지명이 쵸목의 최시고 상공의 혜아리시문 날노 블측 의심이 잇

니 와   냥평의게 무들 무 비교 쓰려뇨 더라(<성 공숙렬

기> 1권, 76면)

14) 처음에는 임희린을 향한 일방 인 계교 다면, 이후에는 이와는 계없는 소 의 차에 

독을 넣거나 이미 쫓겨난 주숙렬을 죽이려고 하거나 임희린의 아들인 창흥을 죽이고자 

하는 등 악행의 정도가 심해지거나 범 가 넓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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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녀시  야이 안고 긔 침쇼로 도라오니 복향 난쇼 등이 용약여 

밧비 독약을 드리거 녀시 바다 아 닙 으려 더니 창흥이 각별 셩찬을 

먹이려가 여 교〃히 웃고 로 그릇 음식이 무어시완 날을 뵈지 아니

시니잇고 앗가 왕 모 쥬시던 귤 히 낭듕의 잇시니 여 왕모긔 드리〃이

다 며 손으로 부인의 잡은 약 그 기우려 머으려 니 그 거동을 보 

독고녀와 무측텬이라도 참아 핍박지 못 거시로 녀 억하심댱이라 잔잉

지심이 돈연이 잇지 아니터니 졀노 이  약죵을 리치  블치 니

러나 방즁의 삼열지라 창흥이 크게 놀나 쇼 이 지 난쇼 등이 그 

닙을 막아 쇼 못게 고 녀시려 왈 이곳의셔  작 못오리니 비 

리고 나 쳐치고 도라오리이다 녀시 졈두 왈 뒤  쳐치리니 모미 

목젼의 쥭여 업시고 도라오라 난 창흥을 궤쇽의 허 감히 압문으로 나지 못

고 뒤담 터진 굼그로 도망니라(<성 공숙렬기> 14권, 12-13면)

①의 본문에서 여 부인은 계교를 제시하는 난소의 말에 소극 인 응을 한

다. 남편인 임한주와 시어머니  부인의 지략이 뛰어나니 당하지 못할 것이라 

말하며 난소의 계교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 부인의 소극 인 응에도 

불구하고 난소는 로 들키지 않을 계교라며 임희린을 죽일 계교를 내놓는다. 

여 부인의 소극성과 비되는 난소의 극성은 이후에도 드러난다.

②의 본문에서도 여 부인의 소극성은 드러난다. 여 부인은 임희린과 주숙렬의 

아들인 창흥에게 독약을 먹이려 한다. 하지만 창흥의 천진난만함에 마음이 약해

진 여 부인은 차마 자신의 손으로 독약을 먹이지 못한다. 이때 난소는 놀라 소

리를 지르는 창흥의 입을 막고는 자신이 이를 처리하겠다며 창흥을 궤짝에 넣어 

데리고 나간다.

여 부인은 이처럼 지속 으로 악행을 지르면서도 계교를 성공하지 못하거나 

소극 으로 응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속 으로 언 된 임한주의 의심과 일월

지명이 여 부인에게는 두려움으로 작용한 것이다. 여 부인은 임부(林府) 일가를 

두려워한다. 임한주의 뛰어남은 여 부인이 임부에 처음 들어온 시기에서부터 묘

사되었으며, 임희린 역시 여 부인의 모든 계교를 알면서도 ‘효’라는 이념을 지키

기 해 여 부인의 죄를 덮고자 한다. 

① 듀시 젹쇼로 가 듀시 쥭여 후환을 치려  도로  탄왈 희린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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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 신 별긔라 인간 범슐이 치 못로 내 참아 속슈텬여 이리 

곤뇌미 그림의 이 될지라 슈연이나 여등은 진심갈녁라 복향 등이 슈명이

퇴니 홉다(<성 공숙렬기> 10권, 33-34면)

② 쇼 이 단졀엿니 시 경을 라리잇가 참모의 이  말은 녀시 

발셔 살지심을 픔어시 가참 졍로 쇼통이 과져 미라 녀 부인이 일

단 구연지심이 업지 아니 임의 용셔치 아닐 은 구의라 장 쳑연 빗 

지어 유 안아 과실을 쥬고 달나 흥 울고(<성 공숙렬기> 11권, 46-47면)

③ 녀시 지 아니〃 녀시 방무긔여 각 존괴 외오 녁이시미 여

고 부뫼 용납지 아니시니 임의 독뷔 된지라 님가 노 도라오 날 쥭일 밧 

더으지 아니리니 아모커나 셩젼의 칼을 들게 가라 희린의 셩 노 셔하지통을 

보게리라 여 쥭기 기탄치 아니커니 무어 두리〃오(<성 공숙렬기> 12

권, 2-3면) 

④ 녀시 유린의 작용을 오히려 근심믄 타일 참졍이 환가 긔 모 만유

경이 믈경심 임의 셰여 반계 곡경으로 참모 부〃 냥인을 업시코 말 

엿지라  혜아리건 창흥을 머므면 참졍이 결단코 종댱을 유린의 긔젼치 

아닐 거시니 창흥은 니  님가의 난 이라 남  버이 블희 두지 못 

거시오 믈을 막으 흘 을트지 못 거시니 강 죄블가쳠이라 희린을 쥭이

나 창흥을 쥭이나 그 죄 굿여 더으지 아니리니 이졔 쟉 아니코 어디 

 기리〃오(<성 공숙렬기> 14권, 10-11면)

여 부인은 남편인 임한주와 임희린 부부, 그리고 임창흥의 뛰어남을 두려워한

다. ①의 본문에서 여 부인은 임희린 부부의 뛰어남을 한탄하며, ②의 본문에서

는 여 부인이 살해지심을 품은 와 에도 구연지심(懼然之心)의 마음을 놓지 못

함을 이야기한다. ③의 본문에서는 여 부인이 이미 임가에서 자신은 독부(毒婦)

가 되었으므로 죽기밖에 더하겠냐는 탄식이 드러나 있으며, ④에서는 창흥의 뛰

어남과 이미 희린을 모해한 자신의 죄에 창흥을 모해한 죄가 더해진다고 하더라

도 죄불가첨(罪不加添)이 되며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밝힌다. 

이처럼 여 부인은 지속 인 계교를 행하면서도 내면의 두려움을 끊임없이 표

출한다. 즉,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궁극 으로 갈망한 친자(親子) 임유

린의 패업(霸業)만이라도 얻기 해 발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여 부

인의 두려움은 곧 행 의 소극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 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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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을 보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난소이다. 난소는 여 부인이 가진 반동인물

의 한계를 보완하기 해 서사에 등장한다.15) 

난소는 여 부인의 계교를 보조하는 인물임과 동시에 여 부인의 한계를 보완하

는 인물이다. 서사에서 지속 으로 표출된 난소의 극성은 여 부인의 소극성을 

보완해 계교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기에 난소의 계교가 두 차례에 걸

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난소는 포기하지 않는다. 난소의 계교는 더욱 잔혹해

지며 그 범  역시 넓어진다. 주숙렬이 쫓겨나 웅으로서 활약하거나, 임창흥이 

기아(棄兒)가 되는 서사와 같이 <성 공숙렬기>의 가장 드라마틱한 서사의 시작

에 있는 계교가 바로 난소의 계교가 되는 것이다.

3. 욕망의 이(轉移)와 발

여 부인은 <성 공숙렬기> 1권 반부에 등장하여 서사의 마지막까지 악행을 

지르는 반동인물이다. 여 부인 외에도 몇몇의 반동인물이 존재하긴 하나, 서사 

체를 통하고 있는 반동인물을 여 부인으로 보는 것에 한 이견은 없을 것

이다.

여 부인은 임한주의 조강지처인 성 부인이 죽자 임한주의 계실(繼室)로 임부

에 들어오게 된다. 이때 여 부인의 용모와 그 재질(才質)은 매우 뛰어나게 묘사

되어 있다. 여 부인은 자신의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의모(義母)의 신분으로 

자신의 자식이 된 임희린을 과애(過愛)한다.16) 하지만  부인과 임한주, 임한

15) 정선희(2015)는 여성 보조인물의 역할 의 하나로 서사가 매끄럽게 진행되게 하며 활력

을 불어넣는 것임을 밝혔다. “즉 소설의 여성주인공들은 상층여성들이었기에 어떤 행동

을 스스로 하는 데에 제약이 있었고, 특히 악녀들의 경우 심하게 악한 행동을 하거나 하

층민들과 자유롭게 연계하는 것이 부 하 기에, 그러한 역할을 여성 보조인물들이 담

당하게 된 것이다.” 정선희, 2015 앞의 논문, 192면.

16) <성 공숙렬기> 1권, 49면. “녀 쇼졔 바야흐로 년이 십뉵이라 화용월 졀승고 질이 

오여 민쳡다릉 효 구고와 화목 장며 하의 은  병야 족모도 년쇼 녀

의 경 미 업고 만의 무블하니 셩이 원군의 진동고 허믈며 희린을 과

미 일호 셩부인긔 리미 업서 그 모  부인긔 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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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는 여 부인의 안 이 다름을 간 한다.17) 여 부인이 계교를 행하기 이 부터 

임부(林府)에서는 그의 간악함과 구 복검(口蜜腹劍)을 치채고 있었던 것이

다. 이로 인해 임한주는 여 부인과 그의 소생인 유린을 못마땅해 하고 여 부인

은 자신과 유린을 무시하는 임한주에게 분노해 계교를 모의하기 시작한다.18) 이

때 계교를 시행하기 해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시비인 난소이다.

난소는 자신의 계교를 극 으로 시행하는데 이러한 난소의 극 인 행동에

는 그의 욕망이 자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난소의 욕망은 처음에는 명확히 드러

나지 않다가 임한주에게 수차례 매를 맞은 이후부터 서사에 언 된다. 

난소의 욕망은 두 차례에 걸쳐 표출된다. 하나는 임한주를 향한 와신상담(臥

薪嘗膽)의 마음이고, 그 다음은 임유린을 패업(霸業)으로 이끌게끔 하겠다는 다

짐의 마음이다. 주지할 은 이 두 가지 욕망 모두 여 부인이 직  수난을 겪

는 시기와 일치한다는 이다.

임한주를 향한 난소의 복수심이 처음으로 드러난 시기는 난소가 임한주에게 

장(杖)을 맞은 시기이다. 이 시기는 난소가 두 번에 걸쳐 장(杖)을 맞은 시기인 

것과 동시에 여 부인이 시가에서 쫓겨난 시기와 일치한다. 여기에서 단순히 난

소가 임한주에게 매를 맞았기 때문에 복수심을 갖게 되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의

문 이 있다. 처음 장을 맞은 시기에는 난소의 복수심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

다. 그 다면 그 욕망이 발생한 원인을 여 부인의 상황에도 을 맞춰 살펴보

아야 할 것이다. 

17) <성 공숙렬기> 1권, 49면. “부인과 쳐 부뷔지인 지감이 니루와   지라 엇지 

그 외 교식믈 모로리오 탄믈 마지 아니며 참졍의 조심경안 으로 그 심간을 

능히 비지라”

18) <성 공숙렬기> 1권, 68-69면. “녀 부인이 연옥  을 어드 참졍이 비록 쳘장

심이 이 도라지미 동뉴 가 고 희린은 스로이 믈 가 기고 긔 

모 이 집의 읏듬이 될가 라더니  밧 참졍의 집심이 쳘셕 기의 니믈 드니 

가히 그 고집을 난인이 러도 당치 못 거시오 ( 략) 긔 모만 무용지물이라 그윽

히 심즁의 돌〃 노긔 교집여 스로 니 며 을 지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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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교 

번호
권 계교 내용

계교로 인한 

여 부인의 수난 상황

계교로 인한 

난소의 수난 상황

난소의 

욕망 표출 여부

1 2권 임희린 납치 변화 없음19)
임한주에 의해 

장(杖)을 맞음
드러나지 않음

2 3권 임희린 독살
임한주에 의해 여 부인이 

친정으로 출거(黜去)됨

임한주에 의해 

장(杖)을 맞음

드러남

‘와신상담’

3 6권 소  독살
임한주가 임유린을 매로 

침20)

임한주에 의해 

쫓겨남

드러남

‘임유린 패업’

4 10권 주숙렬 살해 변화 없음 변화 없음 드러나지 않음

5 11권 임창흥 납치 변화 없음 변화 없음 드러나지 않음

<표 1> 난소의 계교로 인한 상황과 욕망 표출 여부

의 표는 난소가 개입된 여 부인의 계교를 정리한 것이다. 서사의 반부 난

소와 여 부인이 계획한 계교는 모두 임희린을 향해 있는데, 첫 번째 계교는 성

공하고 두 번째 계교는 실패하게 된다. 두 번째 계교가 실패하자 여 부인을 의

심한 임한주는 그를 친정으로 출거(黜去)시킨다. 첫 번째 계교가 발생했을 시기

에는 임한주가 여 부인에게 분노했으나  부인의 만류로 더 이상 죄를 묻지 못

한다. 하지만 두 번째 계교에서 크게 분노한 임한주는 여 부인을 출거시키기에 

이른다. 이후 임희린의 간곡한 청을 이기지 못한 임한주는 여 부인을 용서하고 

다시 임부로 데려오기는 하나 이미 쫓겨난 이 있는 여 부인의 명 는 바닥

에 떨어지고 만다.

19) 여 부인이 계교를 지르자 임한주는 여 부인을 홀 한다. 하지만 임한주가 여 부인을 홀

하는 것은 여 부인이 계교를 행하기 이 부터 발생한 상황으로 계교로 인한 수난 상황

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화 없음’으로 표기하 다. 이는 계교 변호 4와 5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이에 반해 계교 번호 2와 계교 번호 3에서는 임유린이 임한주에게 매를 맞거나 

여 부인이 시가에서 쫓겨나는 등 반동인물의 수난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다.

20) 임유린이 매를 맞는 것이 여 부인의 직 인 고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임유린과 

여 부인은 일심동체로 항상 함께 계교를 행하며, 그 목  한 같다. 한 여 부인은 임

유린이 매를 맞게 되자 심각한 정신  충격을 받고 죽으려는 마음을 먹기도 한다. 그러므

로 임유린의 수난 상황이 여 부인의 수난 상황과 그 맥이 다르지 않다고 단하여 다음

과 같이 표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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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서술자는 여 부인을 용서한 이유를 태부인의 명과 난소가 나다니지 못함

과 여 부인이 자신의 명 를 찾고자 요구했기 때문임을 밝힌다.21) 해당 사건의 

발생이 여 부인의 명 를 떨어트렸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음으로 표출된 

난소의 욕망도 마찬가지이다. 난소가 임유린이 패업을 이끌게끔 하겠다고 다짐

하는 장면은 임한주가 ‘소  독살 사건’의 배후로 여 부인과 임유린을 의심하여 

유린을 불러내 매를 치는 장면에서 등장한다.

시 졍이 당의 최 허진 지 오 고로 난 방심여 실의 슘어더니 

이의 탄왈 노야 니 바 텬지 작 싈긔잇고 일월지 이 〃시나 비 믈

신지경여도 우리 공로 여  업을 진 못실진 결단코 몸을 쥭여 고

인의게 례리니 녀군은 방심쇼셔 부인이 탄식부답이러라(<성 공숙렬기> 6

권, 47면)

임한주는 유린을 외당으로 불러 매를 친다. 여 부인은 임한주가 유린을 찾자 

불안해하며 시녀를 보내 외당을 감시하게 한다. 이때 여 부인은 자신을 홀 하

며 유린을 차별하는 임한주를 원망하는데 이를 본 난소는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

도 임유린이 패업을 얻게 할 것이라 여 부인에게 다짐한다. 여 부인 역시 매를 

맞고 온 유린을 보고 분노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을 마음을 갖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복수심을 키우기도 한다.22) 여 부인의 수난이 발생한 시기와 난소의 

욕망이 발 된 시기가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계교 번호 4, 5를 확인했을 때 더욱 명확히 알 수 있다. 여 부인의 명

가 실추되거나, 임유린이 매를 맞고 이에 충격을 받은 여 부인이 죽기를 결심하

는 수난 상황에서는 명백히 드러나던 난소의 욕망이, 이후 계교가 성공하는 시

기에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 부인과 난소는 주숙렬을 살해하고

21) <성 공숙렬기> 3권, 53-54면. “부인 명로 믈시여 지 아니나 난쇼 등이 감히 

즁〃의 나단니지 못고 녀시 명  요구믈 인여 난쇼을 원방의 치노라”

22) <성 공숙렬기> 6권, 51-52면. “시 녀 부인이 의 젼어와 그 상쳐 보 쳔만 로 

홰불이 병녈여 오 칠졍이 〃치 타 니 븟들고 호읍여 분 필코 더니 

스로 로여 왈 구텬의 쓸 맛보고 년을 셥 우 엇더니  을 닐 시

니 우리 힘힘히 모 쥭어 져의 쾌히 이믈 보리오 유린을 어로만져 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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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객을 보낸다. 주숙렬은 태허 법사의 도움으로 살아남지만 주숙렬이 죽었다

고 단한 여 부인은 이를 기뻐한다. 앞의 계교와는 달리 여 부인은 이 계교로 

인해 수난을 겪지 않는다.

임창흥의 독살, 납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 부인은 유린을 종통(宗統)

으로 삼기 해 창흥에게 독약을 먹이려 시도한다. 이때 계교에 실패한 여 부인

을 신해 난소는 창흥을 납치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발생에도 여 부인은 별다

른 타격을 입지 않는다. 임부의 모두가 여 부인을 의심하나 범인을 확정 지을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난소는 주인이 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는 

을 확인할 수 있다.23) 한 주지할 은 난소가 표출하는 욕망이 여 부인의 

욕망과 완 히 일치한다는 이다. 임한주를 향한 복수심을 꿈꾸는 것도, 임유린

이 임희린을 몰아내고 종통의 자리에 오르는 것 모두 여 부인의 개인  욕망이

지 난소의 개인  욕망으로 보기는 어렵다. 난소가 이러한 욕망, 계교로 인해 얻

을 개인  이득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여 부인을 해 난소가 지향하

는 것이고, 결론 으로는 여 부인의 욕망이 난소에게 이(轉移)되어 발 되었

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인이 원하는 바를 해 극 인 양상의 

시비가 이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타의 작품에 형상화된 반동인물의 시비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를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난소와 같은 반동인물의 시비의 욕망이 표출된 경우는 <성

공숙렬기>의 난소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의 시비에서도 그 사례를 찾을 수 있

다. 하지만 그들의 욕망에 개인  동기가 명백히 밝 져 있는 것과 달리 주인의 

욕망이 이된 난소의 경우에는 그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 

< 천기 >의 옥란은 남성 주동인물인 이몽창과 성  계를 맺는 시비이다. 

옥란은 이몽창에게 버림받자 개인  복수를 해 이몽창의 아들인 이윤문을 죽

23) 난소가 욕망을 드러내는 시기가 난소가 수난을 겪게 되는 시기와도 일치하는 것은 사실

이다. 하지만 첫 번째 계교 상황에서 난소만이 수난을 겪을 때는 욕망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이후의 계교 상황에서 주인인 여 부인이 죄를 받을 때에 시비가 그 죄에서 벗어나

지 못했을 것이라는 일반 인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여 부인이 고난을 얻게 되는 시기와 

난소의 욕망 발  시기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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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이몽창의 아내인 소월혜를 모해한다. 이때 소월혜를 모해하는 옥란의 성  

욕망은 난소와 달리 명백히 드러나 있다.24) 이는 <이씨세 록>의 홍연도 마찬가

지이다. 홍연 역시 난소와 마찬가지로 여성 반동인물인 노몽화의 시비로 등장한

다. 홍연은 난소나 옥란과는 달리 자신의 주인이 죽은 뒤 주인을 신해 계교를 

시행한다는 특이 이 있다. 개별  양상의 차이는 있으나 홍연도 옥란과 마찬가

지로 개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추후에 주인인 노몽화에게 으로 

충성하는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해 난소의 욕망은 옥란이나 홍연과 같은 부정  양상의 시비와는 달리 

주인의 욕망이 이된 형태로 시비에 의해 발 된 ‘표면  욕망’임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표면  욕망이라 할지라도 주동인물의 시비에게서는 주인을 향한 충

심25)을 제외하고는 개인  욕망이  표출되지 않는다.26) 그 성격에 따라 욕

망의 발 에 차이가 난다는 에 주목한다면 난소가 표출하고 있는 표면  욕망 

역시 구의 욕망으로 비롯된 것이든 간에 시비가 단순히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는 이유만으로 서사 속에 부정 으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난소를 향한 

부정  시각은 결국에는 여 부인을 신해 죽음에 이르는 난소의 결말과도 

한 연 성을 지니게 된다.

24) “옥란이 후에 그 남성에게서 버림을 받자, 그 남성의 아내에게 복수를 한다는 설정은 야

담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모습인데, 이는 야담의 편찬자인 남성은 여종의 목소리를 거세

한 반면, 사 부가 여성 향유층이 많은 하소설에서는 여종의 바람이 문면에 드러나 있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시 , 2010 ｢< 천기 > 여성수난담의 특징과 그 의미｣ �한국

고 여성문학연구� 21, 197-198면.

25) <성 공숙렬기>의 비경, 열 , 상운, 매송 등은 여성 주동인물인 효장공주나 주숙렬의 시

비들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다. 극 인 시비로 형상화된 열 , 상운, 매송의 

경우에도 자신의 욕망이 행 의 매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향한 충성심이 행 의 

매개가 된다.

26) 이처럼 주동인물의 시비들은 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인  욕망을 드러내지 않는 경

우가 부분이다. < 천기 >의 홍아와 운교는 여성 주동인물 소월혜의 시비로 소극 인 

소월혜를 신해 많은 갈등을 함께 해결해나간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들의 개인  욕

망은 드러나지 않으며, 충성심만이 제시될 뿐이다. “홍아와 운교가 죽으려는 주인을 극

으로 말리려는 모습과 주인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고 간언하는 행동은, 달자의 역할

에서 벗어나지 않는 소극 인 시녀들과 상  계층의 소유물로 작용하는 객체  인물들과

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김민정, 2019 앞의 논문, 1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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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설  특징: 결론을 신하여

난소는 여 부인의 욕망이 그 로 이(轉移)된 인물이다. 난소는 임부(林府) 

일가를 향한 분노를 여 부인을 신해 표출한다. 여 부인의 욕망이 투 된 난소

는 이를 행동으로 구체화한다. 이 과정에서 여 부인의 욕망은 마치 난소의 욕망

인 것처럼 발 되었으며 이에 난소는 더욱 주체 으로 변해 여 부인의 책사(策

士)로서의 역할을 행한다. 난소의 입으로 표출된 이른바 ‘난소의 욕망’과 ‘난소의 

극성’27)은 이후 난소의 결말에도 큰 향을 미친다.

여 부인은 임희린의 의모(義母)이다. 임희린이 효자(孝子)로 남기 해서, 즉 

임희린의 효를 공고히 지켜내기 해서는 여 부인의 생존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기에 서술자는 여 부인이 생존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만 계교를 지르도록 

만든다. 여 부인은 남편인 임한주에게는 직 인 계교를 행하지 못하고 임한주

의 아들, 며느리, 손자 등 자신의 아랫사람에게만 계교를 행하는 모습을 보인다. 

한 이 과정에서 지속 으로 소극 인 모습으로 등장하며, 남편이나 아들인 임

희린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표출하기도 한다. 결정 으로 여 부인은 사 부 여성

에게 필연 으로 요구되었던 정 만큼은 지켜내며28) 생존을 한 최소한의 요

건을 지켜낸다.29) 이 과정에서 모든 죄를 안고 죽는 것은 결국 난소이다.30)

27) 본고에서 반복 으로 언 한 난소의 욕망과 난소의 극성은 난소의 주체  의지로 인해 

표출된 것은 아니다. 극성과 욕망이 표출되기는 했으나 이는 여 부인에 의해 이된 것

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28) 장시 (2004)은 하소설에서 정욕이 남성과 여성에게 차별 으로 용된 것은 조선 시

의 여성이 성  욕망을 억압당했던 실을 반 하고 있는 결과임을 밝혔다. “ 하소설

에서 서술자는 정 을 훼손한 여성을 설정하고 이들이 죽는 것으로 결말을 짓고 있다.” 

장시 , 2004 � 하소설의 여성반동인물 연구�, 서울 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 논문, 

161면.

29) 이는 <이씨세 록>의 여성 반동인물 노몽화와 비교했을 때 명확히 드러난다. 노몽화 역

시 여 부인과 마찬가지로 사 부 여성이었으나 정 을 지키지 않고 남편의 사  형제와 

성  계를 맺었으므로 용서받지 못하고 처형된다. 여 부인은 계교를 행하기는 하나 그 

행 가 극 이지 않고, 다른 남성과 성  계를 맺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이

후 면죄를 받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이다.

30) 처음에는 여 부인도 사약을 받으나 임희린의 청에 의해 면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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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난소는 원활한 서사를 해서 도구화된다. 난소는 여 부인을 신해 두 

차례나 임한주에게 장을 맞기도 했으며, 주인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으로 투 하

여 계교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결정 으로 이 모든 악행을 떠안은 채로 여 부인

을 신해 참형에 처해진다. 이와 같은 시비의 도구화는 <성 공숙렬기>에 등장

하는  다른 시비인 매와 춘교의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매는 여 부인의 시비가 아닌 임한주의 서매(庶妹)인 소 의 시비이다. 매

는 소 를 배신하고 여 부인에게 충성하는 시비인데, 소 의 죽에 독을 넣고는 

이를 임희린의 아내인 주숙렬에게 뒤집어 운다. 이 사건을 덮고자 했던 임희린

에 의해 주숙렬은 임부에서 출거(黜去)되며, 입막음을 해 매는 결국 임희린

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

매의 죽음은 단순히 시비의 치를 드러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매

의 죽음은 임희린이 죄 없는 자신의 처(妻)를 내치면서까지 효를 지키고자 하는 

임희린의 효성을 극단 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31) 이로 인해 주숙렬은 임

부에서 쫓겨나게 된다. 즉 매는 남성 주동인물의 효성을 드러내주기 한 도

구, 갈등을 발 시키고 서사를 확장시키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도구화되고 있는 것은 춘교 역시 마찬가지이다.

춘교는 여 부인의 시어머니인  부인의 시녀이다. 여 부인이 창흥에게 독을 

직  먹이는 것에 실패하자 난소는 창흥을 궤에 넣어 데리고 가고 여 부인은 이

를 무마하기 해 춘교를 불러 계(密計)를 한다. 춘교는  부인에게 창흥

이 물에 빠졌다며 거짓을 고하고는 그 로 자취를 감춘다. 자취를 감췄던 춘교

31) 이를 통해 주동인물인 임희린의 효가 극단 인 방향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

희린이 자신의 아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여 부인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여 부인과 임

유린은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임희린은 선함과 효성이 더욱 강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주동인물의 효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반동인물의 악함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의 기법은 <유효공선행록>에서 유연과 유홍 형제에게도 드러나 있다. 유연은 

혹여라도 자신의 아버지인 유정경이나 동생인 유홍이 손가락질 받을까 두려워 일부러 미

친 척을 하거나 죽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유연의 효성은 더욱 뛰어나게 

묘사되며, 반 로 유정경의 무지함과 유홍의 악함은 강조되게 된다. “유연은 아버지의 

덕(累德)이 탄로날까 두려워 스스로 양 (佯狂) 행세를 한다. 표면 으로 유연의 행동은 

아버지를 향한 효(孝)로 설명할 수 있다.” 김민정, 2018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우울

증 발  과정과 그 의미｣ �동양문화연구� 28, 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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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후 14권에서 한왕의 서사에서 다시  등장한다.

춘교는 한왕과 심이기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희롱당한다. 춘교의 역할은 성

으로 유린되었던 시비의 실을 드러내 다는 표면 인 역할에서 끝나지 않는

다. 춘교를 사이에 둔 한왕과 심이기의 갈등은 한왕을 좇았던 심이기에게 치

부심(切齒腐心)의 마음을 심어주는 요한 작용을 한다. 춘교로 인해 한왕에게 

장을 맞은 심이기가 복수심을 갖고 한왕의 역심을 폭로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

론 으로 한왕뿐만 아니라 여 부인, 임유린, 난소 그리고 춘교까지 연 된 이들

의 여죄가 밝 지는 계기가 된다. ‘춘교의 성  유린’이 갈등 해결의 도구로 이

용된 것이다. 

이처럼 <성 공숙렬기>에 등장한 여 부인의 시비들은 서사를 해 희생당하는 

존재들이다. 반동인물인 여 부인을 징치함과 동시에 주동인물인 임희린의 효우

(孝友)를 드러내기 해서는 시비들의 희생은 필수불가결하다. 서사의 완성도를 

해 여 부인은 소극  면모를 지속 으로 드러내야 했으며, 난소는 소극 인 

주인을 신해 이된 욕망을 표출해 내며 서사의 악행을 이끌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난소가 주체 인 시비로 등장하여 여 부인의 계교를 실행하는가 하면 

매와 춘교는 원래의 주인32)을 배신한 가로 목숨을 잃거나 성 으로 유린당

하기도 한다. 서술자는 ‘임희린의 효우’을 강조하기 해 극단 인 설정을 거듭

한다. 그리고 그 결과로 여 부인은 그 죄의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개과

천선한다.

그 기에 서술자는 난소에게 ‘욕망’을 부여한다. 욕망을 가진 여성, 특히 하층 

여성은 부정 으로 묘사33)될 수밖에 없는 실이기 때문이다. 난소를 부정 으

로 묘사시켜, 마치 모든 계교를 여 부인이 아닌 난소가 주도한 것처럼 만들어낸 

것이다.

<성 공숙렬기>는 시비들의 활약이 활발히 드러난 작품이다. 이는 반동인물의 

32) 매의 원래 주인인 소 나 춘교의 원래 주인인  부인을 이른다.

33) 부정 으로 묘사된 시비가 욕망을 표출함은 <이씨세 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씨세

록>의 노몽화의 시비인 홍연 역시 자신의 욕망을 거듭하여 드러내기 때문이다. “홍연

의 욕망은 노몽화를 향한 충성심으로 이어지며, 노몽화를 향한 충성심이 결국 반동인물

로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셈이다.” 김민정, 2020 앞의 논문, 2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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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뿐만 아니라 주동인물의 시비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가운데 욕망으로 인해 

부정 으로 표출되는 시비나 도구화되고 있는 시비들로 인해 당시 시비를 향한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시비들은 하층 여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층 

여성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삶 속에 속해 있는 인물들이다. 이러한 

소설 속 시비들의 삶은 당  상층 여성과 하층 여성의 연 를 보여 다고도 할 

수 있으며 하층 여성의 삶을 단편 으로나마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고 소설, 하소설, 성 공숙렬기, 난소, 여 부인, 시녀, 보조인물, 

하층 여성, 조력자, 복심(腹心)

투고일(2020. 11. 13),  심사시작일(2020. 11. 18),  심사완료일(2020.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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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Maid as a Right-Hand Man in ‘Seonghyeongongsukryeolgi ’

- Focusing on Nanso -
34)

Kim, Minjeong *

This study aims to disclose the meaning of the aspect, roles, and their behaviors  

from Mrs. Yeo’s maid as a female character in ‘Seonghyeongongsukryeolgi’. Mrs. Yeo 

wanted her own son, Lim Yu-lin, to be a patriarch. So she tries to kill her adopted son, 

Lim Hee-rin. And she tries to kill Lim Hee-rin’s wife, Joo Sook-ryol, and her son, 

Chang-hung. In this process of slander, it is the Nanso that acts as the main agent of 

Mrs. Yeo’s actions.  

Nanso is the most active maid of Mrs. Yeo. There are three main characteristics of 

Nanso. First, Nanso is a maid who schemes a stratagem by herself. Secondly, she 

mobilized her family when she was scheming a stratagem. Third, Nanso does not give 

up even if she keeps failing. Unlike active Nanso, Mrs. Yeo is passive.

Mrs. Yeo is constantly making schemes but always afraid of Lim's family. Becuase 

the insight of Lim Hanju seems a fear for Mrs. Yeo. The insight of Lim Hanju has 

been described since Mrs. Yeo got married with him. Lim Hee-rin also knew all the 

tricks of Mrs. Yeo. But for filial piety he pretends not to know Mrs. Yeo’s crimes.

Nanso’s activism supplements Mrs. Yeo’s passivity. And it completes the scheme. 

Thus Nanso fails twice, but she doesn't give up. Nanso’s scheme becomes more brutal 

and its scope gets wider. Nanso’s desire is revealed twice when she’s scheming. One is 

pervergence for Lim Hanju, and the next is the determination to let Lim Yu-lin 

establishes himself as ruler of a family. What's important is that both of these desires 

coincide with the time when Mrs. Yeo goes through hardships. On the other hand, when 

Mrs. Yeo succeeds in the scheme, or only Nanso suffers, Nanso’s desires are not 

revealed. 

* 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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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so is the person whose desires have spread to Mrs. Yeo. Nanso expresses her 

anger towards Lim’s family on behalf of Mrs. Yeo. The so-called Nanso’s Desire and 

Nanso’s Activeness, expressed by her, also affect her consequence. Mrs. Yeo is a 

stepmother of Lim Hee-rin. Mrs. It is essential for Yeo’s survival to keep Lim Hee-rin’s 

filial piety.

Thus, the narrator makes Mrs. Yeo only devise a scheme which can not jeopardize 

her life. In this process, Nanso is tooled for narrative. Nanso has been beaten twice by 

Lim Hanju on behalf of Mrs. Yeo, and is crucially put to death on behalf of Mrs. Yeo, 

with all this evil.

‘Seonghyongsukryolgi’ is a work that actively reveals the performances of the maids. 

This is not only the maid of the reactionary character, but also the maid of the main 

character. Maids belong to a double life that has the status of a lower-class woman but 

can not rip off the life of a upper-class woman. The life of the maid in this novel is 

an indicator of the solidarity of women in the upper and lower classes of the time, and 

the life of women in the lower classes can be seen as a fragmentary indicator.

Key Words : Classic novel, long novel, Seonghyeongongsukryeolgi, Nanso, Mrs. Yeo, 

maid, assistant characters, lower-class women, helper, right-hand 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