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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성이 직접 자기 일생을 서술한 글쓰기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작품은 여성들이 국가적 ·사회적 ·개별적 변화의 상황에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생(生)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진술한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본고는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가 지닌 특징을 갈래별로 검

토하여 그 서술의 양상과 자아의 형상을 밝히고, 여성이 자기 일생을 글로

쓰는 현상이 이 시기 출현하게 된 이유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내용

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자기서사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자기서사를 분류하였

다. 자기서사는 화자가 자기 인생의 전체 혹은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자신

의 인생에 대하여 진술하되, 독자 혹은 청자가 작자와 화자를 동일인으로

본다는 가정이 전제된 이야기이다.

전근대 여성의 자기서사를 분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저, 신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 신분별로 자기서사를 분류하면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적절하지만 자기서사의 형

식과 내용의 관계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저술 시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저술 시기별로 자기서사를 분류하면 인생의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성의 자기 인식을 확인하기에는 적절하지만 작품별 서술 및 내

용의 특징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자아의 유형에 따라 자기서사를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 분류의 기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그런데 문학 갈래와 자아 형상화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주

목된다. 이는 작자가 자신의 일생을 서술하기 위하여 갈래를 선택하는 과정

에서 작자의 서술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기를 형상화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를 문

학 갈래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서사는 작자와 독자의 관계가 전

제된 글이므로, 그 갈래의 분류에 작자와 독자의 관계라는 기준이 적용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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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작자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독자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한

갈래로 자기록이 있고, 작자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독자에게 전달하

기 위한 갈래로 서간이 있다. 마지막으로 작자가 독자에게 노래를 통하여

전달하는 갈래로 가사가 있다. 따라서 자기서사를 ① 자기록 갈래 ② 서간

갈래 ③ 가사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의 서술 특징과 자아 형상을 살펴보았

다. 이 갈래는 자신의 일생을 문자화된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식이 구체적

으로 나타나며, 타인에게 자신을 변론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드러난다.

자기록 갈래는 인물의 일화를 중심으로 하는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

며, 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다양한 전고를 원용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상황을 항변하고 해명하려는 변론적 자아가 형상화되고

있는데, 변론적 자아가 말하려는 것은 주로 정쟁(政爭)의 상황에 대한 항변

이나 투생(偸生)의 상황에 대한 해명이다.

제Ⅵ장에서는 서간 갈래 자기서사의 서술 특징과 자아 형상을 살펴보았

다. 이 갈래는 특정한 타인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고

뇌를 전달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드러난다. 서간 갈래는 수신자와의 관

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부분적으로 전달하는 파편적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구어적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어 감정이 절제되지 않고 노출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내면의 갈등을 표출하는 모순적 자아의 형상이 드러나는

데, 이때 내면의 갈등은 종부 역할에서의 고뇌와 종사(從死) 기로에서의 번

민으로 나눌 수 있다.

제Ⅴ장에서는 가사 갈래 자기서사의 서술 특징과 자아 형상을 살펴보았

다. 이 갈래는 4음보 연속체인 가사를 활용하여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

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드러난다. 가사 갈래는 묘사와 서사가 결합되어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복합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사에서 빈번하

게 사용되는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여 동조를 유도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타인과 연대하려는 연대적 자아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연대적 자아는 크게

치산의 고초에 대한 위로와 신분의 질곡에 대한 공감을 추구하고자 한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Ⅵ장에서는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의 문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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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첫째,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에 드러나는 자신의

일생에 대한 의미 부여는 자아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이 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개별 작자의 차원에서 확인되는 서술 동기

에 집중하여 연구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집단적으로 이러한 작품이 출

현하고 있다면 그것의 사회문화적 출현 동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

진다. 저술 동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삶이 후세에 전달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식이다. 자기서사의 여성 작자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

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글을 서술하지는 않았으나 당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신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

에서 자기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일생을 ‘기록’하는 데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는 한글 글쓰기의 전통을 수용 및 변용하

여 작자의 의도에 따라 갈래를 선택하는 글쓰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

히, 서간으로 자신의 일생을 표현하는 소박한 단계에서, 가사라는 기존의 갈

래를 수용하여 자신의 일생을 서술하는 단계를 거쳐 여러 한글 글쓰기 전통

을 집대성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활을 표현하는 자기록이라는 새로운 문학

갈래를 창조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셋째, 조선후기 남성의 자기서사는 출처(出處)의 고민이 부각되는 데 반하

여 여성의 자기서사는 생사의 고민이 부각된다. 그로 인해 남성의 자기서사

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외적 투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데 반하여 여성의 자기서사에는 부조리한 운명에 대한 분노와 무력한 자신

에 대한 자책이 충돌하는 내적 투쟁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서사는 죽음이라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요어 :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 자기록, 서간, 가사, 변론적 자아,

모순적 자아, 연대적 자아

학 번 : 2014-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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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본고는 조선후기 한글로 작성된 여성의 자기서사를 대상으로, 각각의 갈래별

로 서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자기서사에 나타난 정체성의 특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당대 여

성의 삶을 복원하는 동시에 인간의 자기표현이 지니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자신의 일생을 서술하는 글쓰기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조건에 따라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난다. 서구의 자서전(autobiography)은 “기독교의 반성적 자기 성

찰”, “인문학적인 자기 검토”의 두 방향에서 발전해 왔다고 논의된다.1) 이와 달

리 한국과 중국의 자전(自傳)은 자기 성찰적 태도를 보이기보다는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에 근거하여 서술하려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평가를 받는다.2) 지금까지

자서전과 자전에 관하여 여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간의 연구는 주로 남성의

작품을 대상으로 자서전과 자전 고유의 독법(讀法)을 확립하려고 하였다. 그런

데 여성이 자기에 대한 글쓰기를 남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성의 작품 위주로

진행되는 연구 경향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여성의 글쓰기가 지니는 특징을 밝히

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여성이 자신의 일생

을 서술한 글쓰기를 조명하여 그 서술과 내용을 분석하고, 글쓰기 행위의 의미

를 밝히고자 한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여성이 자신의 일생을 서술하는 글쓰기가 나타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글쓰기는 여성들이 국가적 ·사회적 ·개별적 변화의 상황에서 정

체성을 확립하고 생(生)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서술된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들 작품은 남성 중심 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목소리가 직접

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으나, 자료가 희소한 데다가 작

자를 고증할 수 없는 작품이 많다는 점에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

1) 유호식, 자서전-서양 고전에서 배우는 자기 표현의 기술, 민음사, 2015, 29면.
2) 가와이 코오조오 저, 심경호 역, 중국의 자전문학, 소명출판, 2002, 13면; 안득용, ｢16세
기 후반-17세기 전반 자전적 서사의 창작 경향과 의미｣, 한국한문학연구 51, 한국한문
학회, 2013, 199면(안득용, 한국 고전 자기서사 연구, 태학사, 2019에 재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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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자료가 점차 발굴되고 기존 자료의 작자가 밝혀짐으로

써 연구가 확장될 가능성이 열렸다.3) 따라서 이 시기 여성의 자기서사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작자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술한 글쓰기는 여러 용어로 지칭된다. 그런데

조선후기 여성의 글쓰기는 자서전과 자전으로 포괄되기에는 비정형적이고 비동

질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자기에 대한 글쓰기를 지칭하기 위하여 ‘자기

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자기서사’를 “화자가 자기 인생

의 전체 혹은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진술하되, 독자 혹은

청자가 작자와 화자를 동일인으로 본다는 가정이 전제된 이야기”로 정의한다.4)

여성의 자기서사 연구는 관련 자료의 발굴과 함께 시작되었다. 대표적으로 
한중록(閑中錄), ｢인목대비술회문(仁穆大妃述懷文)｣, ｢규한록(閨恨錄)｣, 고행록
(苦行錄), 긔록 등의 자료가 소개되었고, 이들 작품의 내용과 특징이 검토

되었다.5)

그동안 작품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으나, 박혜숙이 자기서

사(self-narrative)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의 연구를 통하

여 여성의 자기서사에 나타난 정체성의 성격이 분석됨으로써 연구의 전기(轉機)

를 맞았다. 이들 연구는 산재하는 한국 여성의 자기서사를 총집하여, 그 양상과

의미를 고찰하고 나아가 여성적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를 검토하였다.6) 이 연구

를 통하여 비정형적인 여성의 글쓰기를 아우를 수 있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3) 해평윤씨(海平尹氏)의 윤시긔록이 2015년 학계에 소개되었다(조혜진, ｢해평윤씨 부인
의 <윤시긔록> 연구｣, 국문학연구 32, 국문학회, 2015). 또한 여러 가사와 유서(遺書)
가 발굴된 바 있다.

4) 제Ⅱ장 제1절에서 자기서사의 정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5) 이병기, ｢고전진안론-한중록에 대하여｣, 문장 1(4), 문장사, 1939; 이병기 ·김동욱 주해,

한중만록, 민중서관, 1961; 김일근, ｢인목대비 술회문의 소개와 몇 가지 문제｣, 국어국
문학 23, 국어국문학회, 1961; 박요순, ｢신발견 규한록 연구｣, 국어국문학 49 · 50, 국어
국문학회, 1970a; 김갑기, ｢미발표 한산이씨 <고행록>의 저술배경과 문학적 가치｣, 국어
국문학 122, 국어국문학회, 1998; 박옥주, ｢풍양조씨의 <기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
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6)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 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a;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2)｣,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b(이상 박혜숙, 한국 고전문학의 여성적 시각, 소명출판, 2017에 재수록);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3): 근대편｣, 여성문학연구 9,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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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여성의 자기서사 연구는 주로 개별작품의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연구는 자기서사의 복합적 성격 가운데 어떤 점에 주목했는지에 따라 문학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사료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자기서사의 문학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

는 작품의 서술 태도와 서술 방식을 분석하여 전근대 여성의 자기정체성을 규

명하고, 작품의 서술 특징을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7)

둘째, 자기서사의 사료적 성격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정사

에 기록되지 않은 사실을 밝히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8) 또한 당대 여

성의 생활상을 밝히려는 연구가 있었다. 남편의 죽음 이후 투생(偸生)을 선택한

여성의 삶을 고찰하였으며,9) 여기에 대비하여 종사(從死)한 여성이 남긴 글을

대상으로 죽음의 의미를 살펴보기도 하였다.10) 이들 연구는 작품이 위치한 역사

적 ·사회적 상황에 주목하여 여성의 자기서사 산출이 갖는 의미를 밝혀내고자

7) 이와 관련해서는 제Ⅰ장 제2절 연구사에서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8)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은순, ｢<현륭원지>, 행장과 <한중록>의 비교연구-사도세자의 생애를 중심하여-｣, 한
국학보 7(1), 일지사, 1981; 정병설, 권력과 인간, 문학동네, 2012; 정만조 외, 혜경궁과
그의 시대, 화성시, 2015.

9)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경미, ｢18세기 여성의 친정, 시집과의 유대 또는 거리에 대하여｣, 한국고전연구 19,
한국고전연구학회, 2009; 박경, ｢<자긔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열부관과 여성의 대응｣, 
여성과 역사 19, 한국여성사학회, 2013; 조수미, ｢<자기록>과 열녀전에 나타난 가족 행
동 묘사와 그 의미｣, 민족문화논총 61,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5; 김엘리, ｢한산
이씨의 <고행록>으로 본 조선후기 사대부가 여성의 삶｣, 여성과 역사 26, 한국여성사
학회, 2017; 이경하, ｢임종과 남녀유별-여성생활사자료집과 <자기록>을 중심으로-｣, 인
문논총 76(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9; 김세서리아, ｢<자기록>의 유가경전 언어
인용 양상을 통해 본 조선여성의 지식｣, 한국여성철학 33, 한국여성철학회, 2020; 홍인
숙,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 중심 관계성의 특징과 의미｣, 한국고전연구 52, 한국고전
연구학회, 2021.

10) 권호, ｢비지, 애사 및 유서류 연구-특히 한글 유서류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3; 김정경, ｢조선 후기 열녀의 순절의 의미화 방식 연구-재녕 이씨, 남원 유씨,
서녕 유씨, 서흥 김씨 유서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3, 국제어문학회, 2011; 이홍식, ｢
조선후기 사대부 여성의 유서(遺書) 창작 양상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9, 한국고
전여성문학회, 2014; 이홍식, ｢조선시대 여성 유서(遺書)의 사회문화적 기능과 의미 탐색-
남성 유서와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0,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20;
홍인숙, ｢조선후기 여성의 (불)가능한 글쓰기와 윤리적 듣기의 가능성-열녀 유서를 중심
으로 한 한문학에서의 젠더 연구 방법론 시론-｣, 한국한문학연구 79, 한국한문학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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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자기서사’의 개념을 정립하였을 뿐 아니라 문학사에서 소

외되었던 작품들에 주목하여 전근대 여성의 정체성을 분석하고 한국문학사에서

여성의 글쓰기가 갖는 의미를 재정립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자기서사로 다루어지는 자료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본고

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주목했던 작품은 물론, 주목하지 않았던 자료를 연구의 대

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또한 학계에서의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는 한편 선행연구에서 다룬 작품의 작자와 창작연대가 새롭게 밝혀진 경

우도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연

구대상을 보다 확대하되 정교화하고자 한다.

둘째, 자기서사의 문학 갈래를 분석하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기서사에 포함되는 작품에는 가사와 같이 선행연구에서 문학 갈래의 특성이

활발하게 연구된 작품도 있지만 수필이나 회고록으로 불리는 비정형의 글쓰기

도 있다. 이로 인하여 개별 작품을 분석하는 작업이 상당히 이루어졌으나 자기

서사 전체의 갈래를 분석하는 작업은 아직 미진한 채로 남아 있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자기서사의 갈래를 분류하여 각 갈래의 서술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셋째, 자기서사에 드러나는 서사적 정체성을 정치하게 분석할 방법론이 마련

되지 않았다. 그간 여성의 젠더정체성과 개별정체성의 관계에 대하여 개괄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작품 속의 모순되거나 착종되어 있는 정체성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미진한 감이 있다. 그런데 문학 갈래와 정체성 형상화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박혜숙은 풍양조씨의 긔록과 광주이

씨의 ｢규한록｣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을 검토하면서 글쓰기와 정체성의 관계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긔록은 고백체의 “자기에게 말하기”인 데

반하여 ｢규한록｣은 편지체의 “타인에게 말하기”라고 분석하였다. 이로 인하여 
긔록은 자신의 정체성이 정제되어 제시되는 데 반하여 ｢규한록｣은 외부로부

터 부가된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억압을 토로하고 그에 저항하려는 지향을

다소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였다.11) 이는 글쓰기와 정체성의 관계에 관한 문제

를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처럼 작자가 자신의 일생을 서술하기

11) 박혜숙, 앞의 논문, 2001, 2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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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글을 선택하는 과정에 작자의 서술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기를 형상화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기서사에 드러나는

여성의 정체성을 문학 갈래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요컨대,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질문에 대한 답

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자기서사에 어떤 작품을 포함할 수 있

는가? 여성의 자기서사는 어떠한 문학 갈래로 서술되었는가? 각각의 갈래는 어

떠한 서술상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 여성의 정체성과 문학 갈래의 관계는 무

엇인가? 이 시기 여성의 자기서사가 문자로 정착된 이유는 무엇인가? 한글 글

쓰기 전통과 여성의 자기서사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성적 글쓰기는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특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 연구는 개별 작품

의 특징에 주목하되 여러 작품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양상을 아우르면서 이루어

져야 한다.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를 분석하고 글쓰기 행위의 의미를 밝힘으

로써 당대 여성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동시에 여성의 글쓰기에 대하여 고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연구사

조선후기 여성의 글쓰기는 국문학 연구의 초창기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그런데 여러 작품을 아울러 여성의 정체성을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

서 여러 작품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먼저 살펴보고 개별 작품 연구를 개관하

고자 한다.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은 한국 여성의 자기서사 텍스트를 통하여 자기서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자기서사의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한편 여성적 정체성의 변화

를 분석하였다. 이 중에서 전근대 여성의 자기서사에 대한 연구는 신분에 따른

자기서사의 내용을 살펴보고, 전근대 여성의 정체성에서 젠더정체성이 개별정체

성보다 우선한다고 평가하였다.12) 이 연구는 여성의 한글 텍스트를 연구할 새로

운 방법론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데 전근대 여성의 정체성에

12)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 앞의 논문, 2002a;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 앞의 논문, 2002b;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 앞의 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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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평가는 주로 전근대 남성 및 근대 여성의 정체성과의 비교를 통하여 얻어

진 것이다. 따라서 조선후기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평가를 위해서는 당

대의 기록에 나타나는 여성의 정체성과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의 여성

작자는 텍스트 내부에서는 삼종지도(三從之道)를 지키는 전통적 정체성을 고수

하고 있으나 자신의 생애를 글로 쓰고 남긴다는 행위를 통해서 전통적 정체성

을 벗어나고 있다. 따라서 그 균열에 주목하여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박혜숙은 자기서사에 나타나는 여성의 정체성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인

하였다. 먼저, 양반 여성의 자기서사로 긔록과 ｢규한록｣을 비교하여 전자는

상대적으로 정체성이 안정되어 있는 데 반하여 후자는 정체성이 불안정하다고

보았다.13) 기생의 자기서사로 <기생명선자술가>와 ｢내 사랑 백석｣을 분석하여

‘절개 있는 여성’ 혹은 ‘낭만적 사랑의 주인공’으로 자신을 구축하고 그것을 스스

로 기억하거나 남에게 드러내려는 동기에서 쓰였다고 평가하였다.14) 이들 연구

는 여성적 정체성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으나, 차

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여성의 자기서사 연구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은 한중록,
｢규한록｣, 고행록, 긔록 등이다. 학계에 소개된 순서대로 개별 작품에 대

한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주목을 받은 작품은 한중록이다. 한중록에 대한 연

구는 김용숙의 종합적 연구 이후로,15) 이본에 대한 연구, 궁중 문학에 대한 연

구,16) 문학 갈래에 대한 연구,17) 서술 방식에 대한 연구18) 등이 이루어졌으며,

영문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19) 정병설이 새로운 자료를 정리하여 저술의 순서

13) 박혜숙, 앞의 논문, 2001.
14)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 고전문학연구 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박혜숙,
｢기생의 자기서사: <기생 명선 자술가>와 <내 사랑 백석>｣, 민족문학사연구 25, 민족
문학사학회, 2004.

15) 김용숙, <한중록> 연구, 정음사, 1987.
16) 이금희, 한중록, 국학자료원, 2001.
17) 정은임, <한중록> 연구, 국학자료원, 2013.
18) 주형예, ｢<한중록>의 서사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최기숙, ｢자서전, 전
기, 역사의 경계와 언술의 정치학｣, 여/성이론 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1999; 김현주, ｢
<한중록>의 의미구조와 글쓰기 양상｣, 상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19) Hyegyǒnggung Hong Ssi, Jahyun Kim Haboush trans., The Memoirs of Lady
Hyegyong: The Autobiographical Writings of a Crown Princess of
Eighteenth-Century Kore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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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로 잡고 역사적 사실을 고증함으로써 정교한 교감본과 번역본을 출판하여

연구의 전기를 맞았다.20) 이후의 연구는 한중록의 자기서사적 특성을 밝히는

데 집중되었다.21)

규한록은 문학 갈래에 대한 연구, 서술 방식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문학 갈래와 관련하여 이우경은 ｢규한록｣을 상세히 살펴서 이 작품을 수필로

규정하였다.22) 서술 방식과 관련하여 조혜란, 김정경, 김보현 등의 논의가 있다.

조혜란은 ｢규한록｣에 나타나는 고전 여성 산문의 서술 방식을 살피고 여성적

글쓰기의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여기에 나타나는 종손 입양 문제와 종가 제사

문제에 대한 갈등을 살폈다.23) 김정경은 구조주의적 신화 분석의 방법을 참고하

여 ｢규한록｣의 구조적 특성과 여성 서술자의 기능을 고찰하였는데, 사멸과 번

식, 파괴와 유지 사이의 모순에서 텍스트가 비롯되었으며, 작자가 죽음과 삶, 양

반과 종을 매개한다고 보았다.24) 김보현은 해석의미론적 관점과 인지해석학적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여, 이 작품이 종부로서의 권한을 찾으려는 도전장이라

고 평가하였다.25) 이들 연구는 작품에 나타나는 분열을 해석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26)

고행록은 소개된 이후 어문학적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는데,27) 한국학중앙연

20) 정병설, ｢<한중록>의 신고찰｣, 고전문학연구 34, 한국고전문학회, 2008; 혜경궁 홍씨
저, 정병설 역, 한중록, 문학동네, 2010; 혜경궁 홍씨 저, 정병설 주석, 원본한중록, 문
학동네, 2010.

21)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승복, ｢<한중록>에 나타난 자전적 회고의 양상과 의미｣, 고전문학과 교육 28, 한국고
전문학교육학회, 2014; 김보현, ｢<한중록>의 발화에 대한 양태 분석｣, 여성문학연구 32,
여성문학회, 2014.

22) 이우경, ｢규한록의 수필적 성격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23) 조혜란, ｢고전 여성 산문의 서술방식-규한록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7, 이화어문
학회, 1999; 조혜란, ｢규한록, 어느 억울한 종부의 자기주장｣, 여/성이론 16, 도서출판여
이연, 2007.

24) 김정경, ｢<규한록>의 구조적 특성과 여성 서술자의 기능 고찰｣, 한국고전연구 12, 한
국고전연구학회, 2005.

25) 김보현, ｢<규한록>의 발화지향에 관한 해석의미론적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6,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김보현, ｢<규한록>의 서사적 읽기에 대한 인지시학적 연
구｣, 기호학연구 59, 한국기호학회 2019.

26) 한편 정경민은 광주이씨가 종부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이를 위해 절
제된 글쓰기가 아닌 날 것 그대로의 글쓰기를 택했다고 보았다(정경민, ｢투생(偸生) 대신
투쟁(鬪爭)하다, 규한록의 광주 이씨 부인｣, 이화어문논집 48, 이화어문학회, 2019).

27) 김영배 외, 한산 이씨 고행록의 어문학적 연구, 태학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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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에서 현대어로 번역한 자료집을 낸 이후 전기적 연구, 전승 양상에 대한 연

구 등이 이루어졌으며,28) 영문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29) 김봉좌는 한산이씨의

생애를 상세하게 고증하고, 고행록의 전승 양상을 살폈다. 고행록이 현전하

는 한글 자기서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친필본이며 후손들이 전사본을 만들어

대대로 읽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보았다.30)

긔록도 김경미가 현대어 번역본을 낸 이후 연구가 본격화되었는데,31) 전

기적 연구, 서술 방식에 대한 연구, 글쓰기 행위에 대한 연구 등이 이루어졌

다.32) 먼저 작자에 대하여 김경미는 풍양조씨의 가계가 서울의 중앙 권력과 연

결되어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유복했다는 것을 밝히며, 그녀가 유교적 가치관에

강박 되었다기보다는 현실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33) 서술 방식과

관련하여 홍인숙은 작품에 나타난 생애 서술과 관계성 서술을 검토하여 여성이

언어의 주체가 되었을 때 달라지는 상황에 대하여 확인하였다.34) 김보현은 이

작품에서 죽음에 대한 반복 서술이 일상의 회복을 위한 기술이라고 보았다.35)

한편 글쓰기 행위와 관련하여 김정경은 풍양조씨의 글쓰기 행위 자체를 그녀

2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 고행녹: 17세기 서울 사대부가 여인의 고난기, 한국학중
앙연구원출판부, 2014.

29) Lady Yi of Hansan, Si Nae Park trans., “Lady Yi of Hansan, The Record of My
Hardships”(苦行錄 Kohaengnok), Michael J. Pettid, Gregory N. Evon, and Chan E.
Park ed., Premodern Korean Literary Prose: An Anthology, New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7, pp. 200-213.

30) 김봉좌, 고행록, 사대부가 여인의 한글 자서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김봉좌,
｢진주유씨가 <고행록>의 문헌적 특성과 가치｣, 성호학보 21, 성호학회, 2019.

31) 풍양조씨 저, 김경미 역주, 여자, 글로 말하다-자기록, 나의 시간, 2014.
32) 브레후노바 아나스타씨아는 긔록을 질병서사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환자와 간병인
의 목소리를 복원하고자 하였다(브레후노바 아나스타씨아, ｢질병서사로서의 <자기록> 연
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33) 김경미, ｢기억으로 자기의 역사를 새긴 여성, 풍양 조씨｣, 조선의 여성들, 돌베개, 2004,
240-260면; 김경미, ｢<자기록>의 저자 ‘풍양 조씨’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
국고전여성문학회, 2014a; 김경미, ｢<자기록>의 저자 풍양 조씨 부인｣, 이화어문논집 
34, 이화어문학회, 2014b; 홍인숙, ｢<긔록>에 나타난 일상적 생애 서술의 특징과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34) 홍인숙, ｢<긔록>에 나타난 일상적 생애 서술의 특징과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홍인숙, ｢<자기록>에 나타난 관계성 서술 방식의 의도와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6.

35) 김보현, ｢<자기록>, 삶과 죽음에 대한 반성적 글쓰기｣, 서강인문논총 46,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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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수행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작자가 인간과

자아에 대해 끊임없이 던지는 의문이 이 작품의 근대문학으로서의 특징이라고

보았다.36) 유영옥은 생략과 부연의 글쓰기가 지니는 의미를 살폈다.37)

이들 작품에 대해서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서술 방식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여러 작품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연구는 아직 소

략한 편이다.38) 자기서사의 전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작품에 대한 비교연구

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상기 연구가 산문과 관련된 연구라면 여성의 자기서사와 관련하여 가사에 대

한 연구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규방가사는 국문학 연구의 초창기부터 연구가

진행되어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었다. ‘규방가사’, ‘내방가사’, ‘여성가사’ 등의 키

워드로 검색하면 300여 종에 달하는 학술논문과 연구서가 검색될 정도이다. 규

방가사에 대한 연구는 조윤제의 연구 이래로,39) 규방가사의 성격과 향유에 관한

연구,40) 개별 유형에 대한 연구,41) 여성성과 여성적 글쓰기에 대한 연구42) 등으

36) 김정경, ｢여성이라는 운명에 대한 자각과 글쓰기: <자기록>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여
성 한글 산문 연구, 서강대학교출판부, 2016; 김정경, ｢<자기록>에 나타난 여성의 자아
인식과 글쓰기의 수행적 의미｣, 여성문학연구 4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37) 유영옥, ｢풍양조씨 <긔록>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38) 작품 간의 비교 연구가 간혹 시도된 바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승호, ｢한풀이로 본 조선후기 여성 자전의 계층별 술회 양상, 열상고전연구 34, 열상
고전문학회, 2011; 김보현, ｢<자기록>과 <한중록>의 가능 세계와 서사성 연구｣, 한국고
전연구 51,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39) 조윤제, ｢영남 여성과 그 문학-특히 가사문학에 관하야-｣, 신흥 6, 신흥사, 1932.
40)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재수, 내방가사 연구, 형설출판사, 1976;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 (1)｣, 효대논문집 
10, 효성여자대학교, 1971;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 (2)｣, 효대논문집 11, 효성여자대학
교, 1972; 권영철, 규방가사 연구 (3)-계녀교훈류를 중심으로-｣, 효대논문집 14, 효성여
자대학교, 1975(권영철, 규방가사연구, 이우출판사, 1980에 재수록); 이정옥, ｢내방가사의
전승과정과 향유층의 의식연구｣, 계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이정옥, 내방가사의 향
유자연구, 박이정, 1999에 재수록);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백순철, 규방가사의 전통성과 근대성,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
구원, 2017에 재수록).

41)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권영철, 규방가사각론, 형설출판사, 1980; 김종순, ｢규방가사 신변탄식류에 나타난 담론
양상과 지향의식｣, 한성어문학 21, 한성어문학회, 2002; 김석회, ｢복선화음가 이본의 계
열상과 그 여성사적 의미｣, 한국시가연구 18, 한국시가학회, 2005; 박경주, 규방가사의
양성성, 월인, 2007; 조해숙, ｢근대전환기 국문시가에 나타난 주체와 타자: 복선화음가 계
열가사를 중심으로｣, 국문학연구 15, 국문학회, 2007; 최규수, ｢사친가의 자료적 실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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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눌 수 있다. 이처럼 규방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으

며, 그 문학세계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이해가 이루어졌다. 다만 연구대상의 특

성상 무명씨 가사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으므로, 본고가 관심을 보이는 유명씨

가사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소략한 편이다.43)

또한 기생이 화자로 등장하는 가사인 <군산월애원가>와 <기생명선자술가>도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군산월애원가>는 이정진이 학계에 소개하고 <북천가>의

답가 형식이라고 평가한 이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44) 이들 연구는 주로 기

생의 자의식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생명선자술가>에 대한 연구

는 정병설이 학계에 소수록을 소개함으로써 시작되었다.45) 그는 소수록에
특징적 면모｣, 한국고전연구 25, 한국고전연구학회, 2012; 최연,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
구｣,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최연, 계녀가류 규방가사 연구, 학고방, 2016에 재
수록); 허희수, ｢장편규방가사의 서사적 양상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정기
선, ｢자료적 특성으로 본 계녀가류 규방가사의 주제구현 방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42)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영숙, ｢서사적 여성 가사의 전개방식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서영숙, 여
성가사연구, 국학자료원, 1996에 재수록); 나정순, ｢가사와 여성성의 문제｣, 이화어문논
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2000; 신경숙, ｢규방가사, 그 탄식 시편을 읽는 방법｣,
국제어문 25, 2002; 정길자,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와 여성의식의 변모｣, 숙명여자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003(정길자, ｢규방가사의 사적 전개와 여성의식의 변모｣, 한국학술정보,
2005에 재수록); 박애경, ｢장편가사 <이졍양가록>에 나타난 사족 여성의 삶과 내면의식｣,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6,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3; 김수경, ｢신변탄식류 규방가사 <쳥
상가>를 통해 본 여성적 글쓰기의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9, 한국고전여성문학
회, 2004; 박혜숙, ｢덴동어미화전가와 여성의 연대｣, 여성문학연구 14, 한국여성문학회,
2005; 박애경, ｢자전적 가사와 젠더-가사의 여성수용과 관련하여｣, 여성문학연구 20, 여
성문학연구회, 2008; 정인숙, ｢근대전환기 규방가사 <시골여자 슬픈사연>의 성격과 여성
화자의 자아인식-<싀골색씨 설은타령>과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학 72,
한국언어문학회, 2010; 조자현, ｢조선후기 규방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경제현실 및 세계인
식｣,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43)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나정순 외,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미학: 유명씨 작품을 중심으로, 역락, 2002.

44) 이정진, ｢<군월원가>고｣, 향토문화연구 3, 원광대학교 향토문화연구소, 1986; 고순
희, ｢<군산월애원가>의 작품세계와 19세기 여성현실｣, 이화어문논집 14, 이화어문학회,
1996; 김윤희, ｢이별에 대한 사대부와 기녀의 상대적 시선-19세기 가사 <북천가>와 <군
산월애원가>에 대한 비교론적 고찰｣, 한국학연구 42,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박수진, ｢<군월원가>의 작품 분석과 시 ·공간 구조 연구｣, 한국언어문화 52, 한국
언어문화학회, 2013; 유정선, ｢19세기 기녀의 자기표현과 자의식｣, 이화어문논집 36, 이
화어문학회, 2015.

45) 정병설, ｢해주기생 명선의 인생독백｣, 문헌과해석 15, 문헌과해석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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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정밀하게 교주하고, 기생의 생활사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덧붙여 기생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46) 이후 연구는 이 작품이 기생이 창작하였거나 적어

도 기생의 자의식을 반영한다는 논의와,47) 기생의 자의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

라 기방을 출입하는 남성의 관점에서 창작되었다는 논의로 나뉜다.48)

한편 근대 한국 여성의 자기서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허윤진

은 18-19세기 여성의 규방가사, 여성 개신교인의 자서전,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

테레사 학경 차의 딕테를 대상으로 삼아 글쓰기의 윤리적 ·미학적 특징을 고

찰하였다.49) 장영은은 식민지 시기 여성 지식인이 발표한 자기서사에 나타난 젠

더 수행의 성격에 주목하여 근대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50) 이들 연구는 여성의

자기서사 연구대상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전근대의 작품과 근

대의 작품의 차이점을 부각하여 그들을 단절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

쉬움이 남는다.

이처럼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에 관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주

로 개별 작품에 집중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대 여성의 자

기서사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대상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 절에서 연구대상을 확정하기 위한 기준을 검토해보고자 한

다.

3. 연구대상

본고의 연구대상을 확정하는 데 있어 네 가지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

저 작품이 성립된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학사의 시대구분은 원시문학-

46)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 문학동네, 2007.
47) 김정석, ｢기녀가사의 내면 의식과 태도 고찰｣, 국학연구 28, 한국국학진흥원, 2015; 박
수진, ｢<소수록>에 나타난 기생들의 내면 의식과 사회문화적 의미 연구｣, 한국언어문화
 59, 한국언어문화학회, 2016; 조경은, ｢근대 전환기의 기생 인식과 소외 양상 연구: <녹
파잡기>, <소수록>, <장한>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48) 김혜영, ｢<소수록>의 성격과 작자 문제｣, 어문론총 61, 한국문학언어학회, 2014; 김혜
영, ｢<소수록> 연구｣, 조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49) 허윤진, ｢18세기 이후 여성 자서전적 글쓰기의 문화시학적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
문, 2013.

50) 장영은, ｢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사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6; 장영은,
변신하는 여자들, 오월의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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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문학-고대에서 중세로의 이행기문학-중세전기문학-중세후기문학-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문학-근대문학으로 나뉜다. 이때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는

임진왜란 이후부터 1919년의 삼일운동 전까지를 가리킨다.51) 최근 이경하는 한

글의 기능과 여성 담론의 변화를 기준으로 조선여성문학사를 구분하였다. 그는

한글 창제부터 독립신문 창간 이전까지를 대상으로 삼아 조선여성문학사를

인수대비의 시대-황진이와 허난설헌의 시대-병자일기의 시대-소설과 규방가

사의 시대-규합총서의 시대의 5단계로 나누었다.52) 역사학에서는 조선시대를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 ·후기로 구분하는 견해와 초기인 15세기, 중기인 16-17

세기, 후기인 18-19세기로 구분하는 견해로 나뉜다. 전자에 따르면 조선후기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에서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까지이며, 후자

에 따르면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1894년 갑오경장까지이다. 따라서

문학사의 시대구분을 기준으로 하되 역사학의 시대구분을 참조하여 1592년 임

진왜란 발발 이후에서 1894년 갑오경장까지의 작품을 우선적으로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런데 규방가사 가운데 작자가 고증되지 않은 작품의 경우, 창작시기를 확정

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선행연구에서는 근대 이후의 상황을 서술한 가사라도

형식적인 면에서 전통적 의식을 보여준다면 전통시기 여성의 자기서사에 포함

하였다.53) 그러나 현재까지도 규방가사의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

의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통적 의식을 담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1910년 이전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조선후기’라는 시기에 성립된 작품의 창작양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다.

그다음 작자 고증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문 텍스트 가운데에는 작

자가 고증된 경우와 작자가 고증되지 않은 작품이 있다. 작자가 고증되지 않은

작품에도 기명(記名)의 작품과 무기명(無記名)의 작품이 공존한다. 특히 규방가

사의 경우, 수천 편에 달하는 작품 가운데 작자가 고증된 작품은 극소수에 불과

51) 조동일, (제4판)한국문학통사 1, 지식산업사, 2005a, 34-43면.
52) 이경하, ｢여성문학사 시대구분의 문제와 조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41, 한국고전여
성문학회, 2020.

53)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 앞의 논문, 2002a, 3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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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54) 물론 신경숙이 언급한바, 작자미상의 작품도 ○○댁, ○씨 부인 등으로

작자가 기록된 경우가 많으며 당대 향유자들은 작자의 신원을 알고 있었을 것

으로 추정되는 데다 작자가 밝혀지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55) 그러나 작

자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의 경우에는 자기서사로 볼 수 있을지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고에서는 작자가 고증된 작품을 중심으로 다루되, 작자가

고증되지 않은 작품 가운데 적어도 작자의 존재가 명기된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기명의 작품의 경우 작자가 자신의 일생을 다룬 작품이라는 향유

자의 의식하에 향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작성 언어도 검토의 대상이 된다. 조선시대 여성이 창작한 한시문이 적지 않

게 남아있는데,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을 포함한 시인들이 알려져 있으

며56)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 김삼의당(金三宜堂, 1769-1823), 강정일당

(姜靜一堂, 1772-1832) 등 문장에 능한 작가들도 잘 알려져 있다. 한문학은 작가

의 생활과 정서를 다루고 있으므로, 여성이 창작한 한시문에 작가의 인생이 반

영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만 여성이 창작한 한시문 가운데 자신

의 생애를 전반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은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

에서는 국문 작품을 주로 다루되, 필요한 경우 한문 작품을 참조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자기서사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즉, 무엇을 자기서사로 볼 것이

냐에 따라 연구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제Ⅱ장 제1절에서 자기서사를 정의하고

그에 해당되는 작품을 선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다. 우선 본고에서 다루는 연

54) 성기옥, ｢고전 여성 시가의 작가와 작품｣, 이혜순 외, 한국 고전 여성작가 연구, 태학
사, 1999, 139-149면; 나정순 외, 앞의 책에서 검토한 18․19세기 규방가사의 기명작가는
다음의 12명이다.
① 안동권씨(安東權氏, 1718-1789), <반조화전가> ② 전의이씨(全義李氏, 1723-1748), <절
명사> ③ 연안이씨(延安李氏, 1737-1815), <쌍벽가>, <부여노정긔> ④ 남원윤씨(南原尹
氏, 1768-1801), <명도자탄사> ⑥ 순원왕후 김씨(純元王后 金氏, 1789-1857), <김대비훈민
가>, <부인훈민가> ⑦ 효현왕후 김씨(孝顯王后 金氏, 1828-1843), <태평사> ⑧ 광주이씨,
<이부인기행가>(<호남기행가> 박요순 명명) ⑨ 은진송씨(恩津宋氏, 1803-1860), <금행
일기>, <휵양가> ⑩ 남양홍씨(南陽洪氏, 1851-1923), <홍씨부인계녀가> ⑪ 진보이씨(眞
寶李氏), <애련가> ⑫ 윤희순(尹熙順, 1860-1935), 의병가 7편(<어>, <병정노>,
<으병군> 2편, <병정>, <으병노>, <댤븐노>)
이후 선학들의 연구를 통하여 여러 여성작가가 고증되었다.

55) 신경숙, 앞의 논문, 21면.
56) 이혜순, ｢여성 한시작가의 전기적 고찰｣, 이혜순 외, 앞의 책에서 신라 시대부터 20세기
까지의 여성 한시 작가를 개관하였다.



- 14 -

구대상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현전하는 작품수는 많지 않으나 대체적인 경향은 살펴볼 수 있다. 17

세기에 왕실 여성이 자신의 일생을 글로 남기기 시작하였으며 18세기에 이르러

양반 여성이 글을 남기기 시작하였고, 19세기에 이르면 기생까지 글을 썼던 것

으로 보인다. 즉, 작자가 상층신분에서 하층신분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물론,

<기생명선자술가>나 <군산월애원가>와 같은 작품은 작자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이 시기 <녹의자탄가>나 <별실자탄가> 등 작자가 고증되지 않았으나

기녀의 입으로 자신의 일생을 노래한 작품이 등장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작자들의 출신 지역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17세기에 서울 출신의

작자가 등장하였고 18세기에 영남 출신의 작자가 등장하였으며, 19세기에 이르

57) 생활 근거지는 작자들이 주로 살았던 지역을 말한다. 혼인, 유배, 은거 등으로 살았던 지
역이 바뀌는 경우가 있으나 친정과 시가가 터를 두고 있는 지역을 적었다. 두 지역이 일
치하거나 두 지역 중 한 지역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 지역만 기재하였다.

연번 작품명 작자 생몰년 신분 생활 근거지57)

1 인목대비술회문(김일근 명명) 인목왕후 1584-1632 왕족 서울

2 고행록(苦行錄) 한산이씨 1659-1727 양반 서울, 안산

3 ｢열부이씨유서｣ 재령이씨 1716-1758 양반 진주

4 <노부탄> 순천김씨 1729-1799 양반 안동

5 한중록(閑中錄) ｢회고｣ 혜경궁 홍씨 1735-1815 왕족 서울

6 긔록 풍양조씨 1772-1815 양반 서울

7 규한록(閨恨錄)(박요순 명명) 광주이씨 1804-1863 양반 보성, 해남

8 ｢유씨부인유서｣ 서령유씨 1807-1831 양반 순창, 장성

9 윤시긔록 해평윤씨 1834-1882 양반 서울, 화성

10 <경자록(警子錄)> 능주구씨 19세기 양반 대구

11 ｢연안김씨유훈｣ 연안김씨 1840-1882 양반 익산

12 <기생명선자술가>(정병설 명명) 명선 1830-? 기생 해주

13 <군산월애원가> 군산월 1834, 5-? 기생 명천

14 종용록(從容錄) 소재 유서 서흥김씨 1883-1904 양반 합천

15 <청츈심곡> 허씨부인 19세기 말 양반 서울, 연산

16 ｢신씨부유서｣(홍인숙 명명) 신씨부 18-19세기 양반 미상

[표 Ⅰ-1] 연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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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변방에 해당하는 황해도 해주, 함경도 명천 출신의 작자가 등장하였다.

위의 자료들을 대상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제Ⅱ장의 자기서사의 개념과 갈래에서는 자기서사의 개념을 정의하여 연구대상

을 확정하는 한편, 자기서사의 분류 기준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연구의 준비 작

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때 논의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이론적 연구

를 참고하여 연구의 시각을 마련할 것이다.

이어 제Ⅲ장부터 제Ⅴ장까지 자기서사를 문학 갈래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서

술 특징과 자아 형상을 살필 것이다.58) 문학 갈래별로 구성 및 표현상의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그것이 작품에 나타난 자아의형상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현전하는 여성의 자기서사를 자기록 갈래, 서간

갈래, 가사 갈래의 세 갈래로 나누어 분석할 것인데, 작자의 신분과 지위를 고

려하여 작품을 세분하고자 한다.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제Ⅵ장에서는 여성의 자기서사가 문학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핀다. 먼저,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성의 자기서사가 문

자로 정착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탐구한다. 이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일생을

기록하기 위하여 한글 글쓰기의 전통을 활용하는 동시에 새로운 문학 갈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좇아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자기서사와 비교하여

여성의 자기서사가 갖는 특질은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여성의

자기서사가 문학사에서 어떠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

다.

58) 본고에서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서술적 정체성을 지칭하기 위하여 ‘자아’라는 용어를 사용
하고자 한다. ‘self’는 한국어로 ‘자기’ 혹은 ‘자아’로 번역되는데 ‘self-narrative’처럼 다른
단어와 결합할 때는 ‘자기’로, ‘self’ 단독으로 쓰일 때는 ‘자아’로 번역되는 경향이 있다.
번역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으나 전례를 따라서 ‘self-narrative’는 ‘자기서사’로
‘self’는 ‘자아’로 지칭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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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자기서사의 개념과 갈래

본고는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를 문학 갈래별로 검토하여 서술의 양상과

자아의 형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격적인 작품 분석에 들어가기 전

에 Ⅱ장에서는 자기서사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연구대상을 확정하고 자기에 대

한 글쓰기의 연구 경향을 참조하여 연구의 시각을 마련하고자 한다.

먼저, 자기에 대한 글쓰기와 관련된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자기서사’라는 개

념의 유용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그다음으로 자기서사의 개념과 일치하는 작품

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자기서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여러 연구 경향을 참조하여 연구의 시각을 마련하고자 한다.

1. 자기서사의 개념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를 연구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대상을 확정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하여 자기서사가 무엇인지 정의하여야 한다. 먼저, 자서전, 자

전(自傳), 자기서사의 개념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자기서사’라는 개념의

유용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자서전(自敍傳)으로 번역되는 ‘autobiography’는 ‘auto-bios-graphein’, 즉 ‘나-

삶-쓰다’라는 그리스어 어원을 가진 세 단어의 합성어로 ‘내가 나의 삶을 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59) 영문학자 로버트 폴켄플릭(Robert Folkenflic)은

‘autobiography’의 출현을 추적하였다. ‘autobiography’는 앤 이어슬리(Ann

Yearsley)의 1786년판 시집 서문의 ‘Autobiographical Narrative’라는 단어에서

형용사형이 처음 확인되고, ‘autobiography’, ‘self-biography’는 18세기 후반 영

국 및 독일에 고립된 형태로 나타나 19세기 프랑스에서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고 밝혔다.60) 즉, ‘autobiography’라는 단어는 18세기를 전후하여 출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훨씬 이른 시기부터 자신의 일생을 서술하는 글쓰기가 이루

어지고 있었다. 이에 자서전을 보편적 장르로 보는 연구자도 있고 18세기 이후

59) 유호식, 앞의 책, 27면.
60) Robert Folkenflic, “Introduction: The Institution of Autobiography”, Robert Folkenflic
ed., The Culture of Autobiograph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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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된 역사적 장르로 보는 연구자도 있다. 따라서 관점의 차이로 인하여 자서

전에 대한 정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철학자 게오르그 미쉬(Georg Misch)를 들 수 있

다. 철학자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의 영향을 받은 그는 자서전이 ‘자서

전(autobiography)’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것을 요약함으로써 정의될 수밖에 없

다고 하면서, 자서전을 개인에 의한 개인의 삶에 대한 기술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자서전은 다양한 형식으로 지어질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형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삶의 재현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서전이라는 용어 자체는 비교적

최근에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자신의 인생을 재현하고자 하는 현상은

여러 시대와 여러 지역의 문학에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인간과 세계

의 관계를 기준으로, 작자가 사건과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을 회고록

(memoir)으로, 작자가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작품을 자서전으로 구

분하였다.61)

후자의 대표적인 연구자로 영문학자 웨인 슈마커(Wayne Shumaker), 철학자

조르주 귀스도프(Georges Gusdorf), 불문학자 필립 르죈(Philippe Lejeune) 등이

있다. 웨인 슈마커는 영국의 자서전을 연구하면서 르네상스 이전의 자기에 관한

글쓰기, 즉, 여행기, 편지, 유언장, 공식적인 글쓰기 등은 자신의 전체 존재에 대

한 체계적인 설명이나 삶의 한 단계나 한 면에 대한 역사로 읽히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중세 작가들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당시 시

를 창작하는 지배적인 관행은 자신의 일상을 기록하기보다는 상상의 세계를 그

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대에는 자서전이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62) 이에

그는 자서전을 “한 개인이 직접 쓰고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한 진실이라고 공언

한 기록”이라고 정의하였다.63)

조르주 귀스도프는 자서전을 인생을 총체적으로 재구성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자기 인식의 수단으로 보았다. 자서전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의한 개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사생활에 있는 개인을 보여주고, 객관적인 자신이

61) Georg Misch, E. W. Dickes trans., “Introduction”, A H istory of Autobiography in
Antiquity: Part 1, Taylor & Francis Group, 2003, pp. 12-24 참조.

62) Wayne Shumaker, English Autobiography Its Emergence Materials And For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4, pp. 1-32.

63) ibid., p.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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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주관적인 자신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는 자서전이 특정 시간과

특정 공간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장르라고 판단하였다. 그는 자서전이 창작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삶의 특이성에 대한 의식적인 인식”이 만연해야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적 호기심”이 왕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전자는 후기 르네상스

서구 사회에서만 가능하며, 후자는 코페르니쿠스 혁명과 연관되어 있다고 평가

하였다. 또한 그는 유럽 제국의 성장과 연관된 산업혁명 및 고도로 양극화된 공

적, 사적 영역의 형성과 자서전의 발생이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개인주의적 자아 모델이 형성된 서구 사회에서만 자서전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다른 사회에서는 자서전이 존재하지 않거나 문화 전파로 인하여 존재한다고 보

았다.64) 자서전의 발달에서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귀스도프의 주장은 제임스 올

리(James Olney)에게로 이어졌다.65)

필립 르죈은 1770년대 이후 유럽 문학을 대상으로 자서전에 대한 연구를 진

행하였다. 그 결과 자서전의 규약에서 자서전을 “한 실제 인물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소재로 하여 개인적인 삶, 특히 자신의 인성(人性)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한, 산문으로 쓰인 과거 회상형의 이야기”라고 정의한다. 그는 자서전 장

르가 그에 포함된 형식적 요소들보다는 그 텍스트에 대한 “읽기의 계약”에 의해

정의된다고 보았다. 이로 인해 자서전에 대한 역사적 시학은 읽기의 계약 체계,

계약들의 통합적 기능이 어떻게 변화해왔는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시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좀 더 광범하고 평균치에 가까운 연구

대상을 수집하여 자서전 읽기의 계약 체계를 분석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양

한 형태의 일인칭 이야기들이 갖는 변별적 형식 요소들을 살펴야 한다고 보았

다. 그는 자서전의 규약을 “표지에 기록된 작가의 이름으로 귀결되는 이러한 동

일성의 문제를 텍스트 내에서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였다.66)

이처럼 자서전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근대적 자아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자서

전을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자서전의 개념에 대하여 여러 비판이 제기

64) Georges Gusdorf, James Olney trans., “Conditions and Limits of Autobiography”, 1956,
James Olney ed., Autobiography: Essays Theoretical and Critica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0, pp. 28-48.

65) 제임스 올리는 자서전이 개인의 특별하고 특이한 정신적 형상을 반영한다고 주장하였다
(James Olney, op.cit., 1980, pp. 11-13).

66) 이후 그는 “산문으로 쓰인 이야기”라는 조건을 재검토하면서 자서전 시(詩)의 가능성을
인정하였다(필립 르죈 저, 윤진 역,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 지성사, 1998 17, 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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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하였다. 비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첫째, 자서전을 역사

적 ·미학적으로 고착된 장르로 보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문학이론가 폴 드 만

(Paul de Man)은 자서전은 장르도 아니고 양식도 아니며 모든 텍스트에서 어느

정도는 발생하는 독서의 형상 혹은 이해의 형상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모든

텍스트가 자서전적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어느 텍스트도 자서전적이거나

자서전적일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어떤 자서전

적 텍스트도 내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초하려는 자서전적 모델을

탈형상화한다는 것이다.67)

둘째, 자서전이 전제하는 근대적 자아에 포함되는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비판

이다. 개인주의와 개별성을 전제하고 있는 근대적 자아를 비판하면서, 영문학자

수잔 스탠포드 프리드만(Susan Stanford Friedman)은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가

여성과 소수자에게 문화적으로 부과된 집단 정체성의 중요성을 고려하지 못하

며, 개별성에 대한 강조는 젠더정체성의 차이를 무시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여성의 자서전에 페미니스트 이론가 실라 로보섬(Sheila Rowbotham)과 낸

시 초도로우(Nancy Chodorow)의 여성의 자아에 대한 이론을 적용하여 자서전

의 정전(正典)이 재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68)

이처럼 서구의 자서전 개념은 시간 및 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조선후

기에 저술된 글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필립 르죈

이 언급한 자서전의 규약이라는 개념은 작자-화자-인물의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 참조할 수 있다.

이어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사용된 자전(自傳)의 정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자

전은 작자가 자기 자신을 입전한 작품을 가리킨다. 일본의 중문학자 가와이 코

오조오(中川久定)는 서구 자서전과 대비되는 중국 자전의 특징을 살폈다. 그에

따르면 ‘자전’라는 단어는 중당(中唐) 시기에 출현한다. 그러나 자전이라는 단어

뿐만 아니라 작자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기록하는 글에는 자서(自敍), 자서(自

序), 자술(自述) 등의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한편 당(唐)대 유지기(劉知幾,

661-721)는 사통(史通) 서전(序傳) 편에서 자서(自敍)의 조건으로 씨족, 조상,

67) 마틴 맥퀼런 저, 이창남 역, 폴 드 만과 탈구성적 텍스트, 앨피, 2007, 137-149면.
68) Susan Stanford Friedman, “Women's Autobiographical Selves: Theory and Practice”,
Shari Benstock ed., Private Self,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8,
pp.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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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이름을 기술해야 한다고 보면서, 굴원(屈原)의 이소(離騷)를 자서의 효

시로 보았다. 그러나 가와이 코오조오는 화자가 작중인물처럼 나서는 이소의
형태는 후일의 자전에 계승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자전을 정의하는 일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자전은 사실에 충실해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허구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인생 전체를 회고해야 할

것 같지만 거기에 합치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동시에 가계에 대한 서술

이 포함되어야 하며 일정 이상 길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가와이 코오조오는 전한(前漢)에서 당(唐) 말에 이르는 시기

남성이 지은 자전, 자서, 자기에 관한 한시(漢詩),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등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자전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국의 자전적 문학

은 자기가 남들과 다름을 지각하는 데서 시작하지만 자기 자신을 전형으로 인

식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결과를 얻었다.69)

중문학자 우페이이(Wu, Pei-yi)는 자전을 “자기가 쓴 전”이라고 정의하며, 남

성뿐만 아니라 여성이 쓴 작품을 포괄하여 전근대 중국의 자전적 작품을 연구

하였다. 그는 연구대상으로 일기(日記), 자찬연보(自撰年譜), 곤학기(困學記), 곤

지기(困知記), 자책문(自責文), 여행기(旅行記), 잠(箴) · 명(銘) ·송(頌) ·찬(贊) 등

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70)

한편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은 서구의 자서전이 동아시아 문학에 도입되기

전부터 다양한 자기에 관한 글쓰기가 존재했을 뿐 아니라, 자서전이라는 용어가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를 포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기서사(self-narrative)’라

는 용어를 제안하였다.

이야기가 있고 화자가 있는 모든 문학 텍스트를 서사라고 한다면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텍스트를 일단 ‘자기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자기 자신과 관련이 있기는 하더라도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

각해 있지 않다면 ‘자기서사’라고 할 수 없다. 물론 사실 자체와 글로 쓰인 사실

은 별개의 것이다. 글로 쓰인 것은 작자에 의해 주장되고 구성된 사실일 뿐, 사실

그 자체와는 다른 것이다.

69) 가와이 코오조오 저, 심경호 역, 앞의 책, 13-25면, 299-302면.
70) Pei-yi Wu, The Confucian’s progress: autobiographical writings in traditional China,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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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신과 관련이 있기는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관한 사실보다 외적 세계에

관한 사실에 초점이 맞춰진 진술은 본격적인 자기서사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단

순한 기행문이나 혹은 작자가 견문한 사건에 관한 기록은 자기서사라고 하기 어

렵다. 그것은 외부세계에 대한 진술일 따름이다. 또한 자기 자신에 관한 사실의

진술보다 자기의 감정이나 정서상태의 표현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자기서사는

아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한 서정시도 자기서사라고 하기 어렵다.

‘자기 자신’에 관한 사실이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인생은 어떤 것인

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의 성격을 갖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자기서사는 자신의 일생이나 혹은 특정 시점까지의 삶을 전체로서 고찰하고 성

찰하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자기서사’란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

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

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서사’는 단일한 장르 개념

이 아니며 다양한 장르를 포괄한다.71)

위의 인용문에서 말하는 자기서사의 조건은 크게 2가지이다. ①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한다. ② 자신의

일생이나 혹은 특정시점까지의 삶을 전체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해야 한

다.

이후 연구에서 자기서사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크게 변하

지 않았다. 안득용은 자기를 대상으로 기술한 한문학 작품을 포괄적으로 아우르

기 위하여 ‘자기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때 ‘자기서사’를 “저자가 자신의

삶 전체 혹은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자아의 사유와 감정 및 삶의 지향을 서술

하거나 자신의 변모 양상과 변화의 계기가 되는 외부 환경 및 사건을 서술한

서사체”라고 정의하였다.72) 이와 같은 정의는 자기서사로 다룰 수 있는 작품의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와 달리 자기서사라는 용어를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심경호

는 자기서사라는 말이 어법상 맞지 않으며, 서사의 의미를 과대하게 확대한 말

이라고 비판하였다. 이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였다.

71)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 앞의 논문, 2002a, 328면. 밑줄 인용자 강조.
72) 안득용, 앞의 책, 2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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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 자신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自傳, 自述, 回想錄(回顧錄), 日記, 隨筆, 題畫,

自挽, 自傳的小說, 自傳劇, 自述詩 등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한다. 그 가운데 자신의

일생을 일정한 길이로 이야기하는 것을 최근 우리 학계에서는 自己敍事라고도

말한다. 그러나 자기서사란 말은 어법상 맞지 않다. 자기서사는 ‘자기+서사’의 합

성어로, 이미 ‘서사’가 ‘일을 서술한다’는 뜻으로 술목구조이거늘 다시 서사를 술

어로 사용하여 술목구조의 4자어를 만들어낸 것이다. 어법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

기서사’란 말은 ‘서사’의 문학적 양식성을 과대하게 확대한 말이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방식의 시나 문은 전통적 용례에 따라 自傳이나 自述로 부르

는 것이 옳다고 본다. 다만 自傳이란 말은 19세기 서양에서 만들어진

autobiography라는 용어의 대역어로 사용되는 경향이 강하므로, 글로 자기 자신

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자술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73)

이처럼 그는 전통적 용례를 중시하여 자전이나 자술(自述)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자술’이라는 용어로 지칭할 것을 제안하였다.74) 그

러나 자술은 한문학 전통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여러 문학 갈래에 속하는 작품

을 포용하지 못하며 한문학 문화권을 넘어서면 확장성을 지니기 어렵다. 이에

자기에 대한 글쓰기를 포괄적으로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자기서사

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75)

그러나 자기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그 정의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정의에 의거하면 광범위한 대상이 자기서사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기서

사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서사에

대한 정의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포함한다. ①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진술한다. ② 화자가 자기 자신의 평생이나

특정 시기의 인생을 전체로서 성찰한다. 이에 본고는 두 가지 조건에 대하여 재

73) 심경호, ｢일본의 자술문학 전통에 관하여｣, 민족문화연구 76,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
원, 2017, 10면. 밑줄 인용자 강조.

74) 박진성은 자기서사가 자전의 개념과 유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용어라고 평가하며, 자
전의 상위 개념어로 자전문학을 제안하였다(박진성, ｢자전문학 용어의 정립을 위한 시고｣,
한국고전연구 52,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그런데 자전문학은 한문학 전통을 강하게
의식한 용어로, 한글 문학 작품을 포함하여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75) 한편 문학치료학에서는 ‘자기서사’를 “우리 자신이 각자의 삶을 구조화하여 운영하는 서
사”로 정의하고 있다(정운채, ｢서사의 다기성을 활용한 자기서사 진단 방법｣, 고전문학과
교육 10,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5, 110면). 본고에서 사용하는 ‘자기서사’는 자신의 일
생을 총체적으로 이해하여 서술하는 글쓰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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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해보고자 한다.

첫째, 작자와 화자의 관계에 대한 조건을 검토한다. 지금까지 자기서사에 대

한 정의에서 작자와 화자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즉, 작자와 화자가 동

일인인지 아닌지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국문 문학, 특히

작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대다수의 규방가사를 연구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근대 문학작품에서 작자와 화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시와 가사의 창작 전통에서는 작자와

성별이 다른 화자의 목소리로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가령, 정철

(鄭澈, 1536-1593)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임금

에 대한 마음을 노래하고 있고, 이옥(李鈺, 1760-1812)의 이언(俚諺)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당대의 풍속과 정감을 노래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 내부의 내

용이나 형식을 기준으로 자기서사를 정의한다면 작자와 화자가 같지 않더라도

자기서사로 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기서사를 정의하는 과정에서 작자와 화자의 관계를 해

명하기 위하여 독일의 문학이론가 한스 로베르트 야우스(Hans Robert Jauß)의

‘기대 지평’이라는 개념을 원용하고자 한다. 야우스는 문학사에서 형식주의 문학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문학 이론 사이의 논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자’의 중요

성을 재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은 독자의 중재를 통해

서야 일반적인 이해에서 비판적인 이해로, 수동적인 수용에서 능동적인 수용으

로, 미학적 규범에서 그것을 초월하는 작품의 생산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대 지평이 부상하게 되는데, 기대 지평이란 작품이 발생

한 역사적 순간의 문학 갈래에 대한 사전적 이해와 작품의 형식과 주제, 문학적

언어와 실용적 언어의 대립 등에 관한 독자의 문학적 경험에서 비롯된 기대를

의미한다. 문학적 사건은 기본적으로 독자, 비평가, 작가의 문학적 경험의 기대

지평 안에서 중재되는 것이다.76)

야우스의 기대지평을 활용하여 자기서사의 첫 번째 조건을 환기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특정한 작품을 자기서사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독자

가 작자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라는 인식 아래에서 글을 받아들여야 한다. 즉,

76) H.R. 야우스 저, 장영태 역, ｢문예학의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도전으로서의 문학사, 문
학과 지성사, 1983, 155-18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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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내부의 내용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향유자의 인식이 자기서사를 정의하는

새로운 조건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작자가 고증되지 않은 전근대

국문 문학의 경우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작품을 향유하였던 향

유자의 기록을 통하여 자기서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유자가 특

정 작품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작품이 작자의 생애를 기록한 내용이라고 여

긴다면 이 작품을 자기서사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77)

둘째, 어떤 내용을 포함한 작품이 자기서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자기서사는 전체 인생을 대상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삼

아 글을 쓸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서술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동

일하게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하여 글을 쓰더라도, 서술의 초점이 특정 사건의 기

록에 있을 수도 있고 자신과 인생에 대한 물음과 대답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

이다.

가령, 작자가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기록한 일기나 유서(遺書), 기행문을 살펴

보자. 일기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인생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자기서사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김호근(金好根, 1807-1858)

의 부인 기계유씨(杞溪俞氏, 1818-1875)의 한글 일기인 경술일기와 같이 매일

의 일상이나 가계의 운영에 대한 기록의 경우에는 자기서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78) 유서의 경우, 대부분이 남원윤씨(南原尹氏, 1768-1801)의 <명도자탄

사>와 전의이씨(全義李氏, 1723-1748)의 <절명사>와 같이 감정의 토로를 위주

로 했으며, 자기서사적 요소는 약하다고 평가되었다.79) 그러나 예외적으로 자신

이 보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일생을 그리고 있는 유서라면 자기서사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80) 기행문의 경우에는 서술의 초점이 나에게 있다기보다는

77) 이르멜라 히지야-키르슈너라이트는 일본의 사소설을 정의하기 위하여 야우스의 기대지
평 개념을 원용하였다(Irmela Hijiya-Kirschnereit, Rituals of Self-Revelation:
Shishōsetsu as Literary Genre and Socio-Cultural Phenomenon,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96). 사소설의 경우 일차적인 독자는 문단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
고, 조선시대 여성의 자기서사의 경우 가문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78) 기계유씨의 경술일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김현숙, 조선의 여성, 가계부를 쓰다-종
부의 치산과 가계경영, 경인문화사, 2018 참조.

79)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 앞의 논문, 2002b, 326면.
80) 정병설은 전근대 여성이 자기 생애를 회고한 글에 유서 형식이 많다는 점을 적실하게
지적하였다(정병설, 한국고전문학수업,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75-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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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과 견문에 있으므로 자기서사라고 볼 수 없다. 요컨대, 자기서사는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서사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위의 검토를 바탕으로 본고는 자기서사를 “화자가 자기 인생의 전체 혹은 특

정 시기를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진술하되, 독자 혹은 청자가 작자와

화자를 동일인으로 본다는 가정이 전제된 이야기”로 정의한다. 다음 절에서 자

기서사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자기서사의 갈래

전근대 여성의 자기서사를 분류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먼

저, 작자의 신분에 따라서 작품을 분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왕족 ‧양반 ‧기생 등 작자의 신분에 따라 내용적 특질을 살피는 것이

다. 이 경우,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유용하지만 자기

서사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자기서사를 저술

한 시기에 따라서 작품을 분류할 수 있다.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등 저술시기

별로 자기서사를 연구하면 인생의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성의 자기 인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개별적 특징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작품에 드러나는 자아의 유형에 따라 자기서사를 분류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 자아를 어떻게 유형화할 것인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류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문제가 남는다.

그렇다면 자기서사의 특징을 밝히기 위하여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

절한가? 자기서사에 나타난 자아의 형상화가 글쓰기의 형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혜숙은 풍양조씨의 긔록과 광주이

씨의 ｢규한록｣에 나타난 여성의 정체성을 검토하면서 글쓰기와 정체성의 관련

성을 탐구한 바 있다. 긔록은 고백체의 “자기에게 말하기”인 데 반하여 ｢규

한록｣은 편지체의 “타인에게 말하기”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긔록은 자신의

정체성이 정제되어 제시되는 데 반하여 ｢규한록｣은 외부로부터 부가된 정체성

에 의문을 제기하며 억압을 토로하고 그에 저항하려는 지향을 다소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였다.81) 이처럼 작자가 자신의 일생을 서술하기 위하여 문학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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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하는 과정에는 작자의 서술 의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기

를 형상화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

를 문학 갈래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서사는 작자와 독자의 관계가

전제된 글이므로 그 문학 갈래의 분류에 있어서도 작자와 독자의 관계라는 기

준이 적용될 수 있다. 작자는 후손(後孫), 후인(後人) 등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

가 없는 독자에게까지 자신의 일생을 전달하기 위하여 글을 쓰기도 하고, 부모,

형제, 자녀, 친척 등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독자에게 자신의 일생을 전달하

기 위하여 글을 쓰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작자가 독자에게 노래를 통하여 자신

의 일생을 전달하기도 한다.82)

먼저 작자가 후손, 후인 등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독자에게까지 전달

하기 위하여 글을 쓰는 경우를 살펴본다.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인목왕후

의 ｢인목대비술회문｣, 한산이씨의 고행록,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 풍양조씨

81) 박혜숙, 앞의 논문, 2001, 267면.
82) 자기서사에 해당되는 작품을 형식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어떠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
을 것인가? 먼저, 양식(mod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작품을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양
식은 사물의 본질보다는 양태를 규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김한식, ｢양식｣, 한국문학평론
가협회 편, 문학비평용어사전, 새미, 2006). 가령, 영문학자 노스럽 프라이(Northrop
Frye)는 서사 양식을 주인공의 행동 능력에 따라 나누어 신화, 로맨스, 상위모방, 하위모
방, 아이러니의 5가지로 분류하였다(노드럽 프라이 저, 임철규 역, 비평의 해부, 한길사,
2000, 95-160면). 그런데 본고에서는 특정한 시대적, 지역적 배경에서 산출된 작품을 분류
하고자 하므로 ‘양식’이라는 용어로 작품을 구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그다음으로 장르(genr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작품을 분류할 수 있다. 장르는 운율이나

구조 등의 외적 형식과 주제나 작가와 독자의 관계와 같은 내적 형식에 바탕을 두고 있
는 문학 작품의 뷴류이다. 장르는 시대 ·지역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론적 혹
은 보편적 장르와 시대 · 지역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역사적 장르로 나누어진다(김경수, ｢
장르｣,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앞의 책 252-254면).
장르를 대치하기 위하여 갈래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조동일은 문학갈래를 자아

와 세계의 관계를 기준으로 삼아 서정 · 교술 · 서사 · 희곡의 4분법으로 분류하였다. 서정은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이 없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자아화”이며, 교술은 “작품외적 세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의 세계화”이다. 서사는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자아와 세계의 대결”이다. 희곡은 “작품외적 자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자아와 세게의
대결”이다. 이 네 가지는 개별 갈래가 선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며, 그것을 구체화
하여 고유성과 역사성을 지니는 개별 갈래가 존재한다고 하였다(조동일, 앞의 책, 2005a,
27-33면).
본고는 조선후기라는 특정한 시기에 산출된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역사적 장르

의 구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하므로 ‘갈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자기서사에 해당되는 작
품을 형식적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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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긔록, 해평윤씨의 윤시긔록 등이 있다. 이들 작품은 주로 산문으로

쓰여 있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일생을 서술하고 있다.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기

존의 갈래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학 갈래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

졌다. 특히, 한중록이 소설인지, 일기인지, 수필인지, 제3의 갈래인지, 아니면

각 편마다 다른 갈래 혹은 양식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바 있

다.83) 소설이라는 견해를 제외하고 모두 타당성이 있는데, 각 편마다 다른 갈래

로 볼 경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자기서사의 성격이 강한 1795년에 기록된

글과, 그와 유사한 다른 작자의 작품들을 포괄할 갈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다. 이들 작품을 적절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학 갈래로 분류해야 하는

가? 본고에서는 이들 작품을 분류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학 갈래가 제안될 필요

가 있다고 본다. 이들 작품은 ‘기록(記錄)’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공

통점이 있다. “나의 젼(生前) 두고 목젼(目前事)치 닛지 마려 후

(後生輩) 녜 일을 알과져 잠간 긔록나 졍신이 쇼삭(消索)고 심의(心意) 황난

(慌亂)여 셔믈 엇디 못다”84), “쳔만의 일을 고 억만의 이를 긔록

야”85)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기록’을 하기 위한 글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풍양조씨의 긔록과 해평윤씨의 윤시긔록에서 사용되고 있

는 ‘기록’이라는 명칭은 문헌에서 용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이름

인데, 제목을 짓는 관습으로 볼 때 ‘자기(自己)+록(錄)’으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한다.86) 록(錄)이라는 글자 역시 기록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이들 작품

은 ‘기록(記錄)’의 의미를 강하게 띄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록 갈래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다음으로 작자가 부모, 형제, 자녀, 친척 등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독자

에게 자신의 일생을 전달하기 위하여 글을 쓰는 경우가 있다. 이들 갈래에서는

‘전달’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원정을 아뢰옵는바’,87)

83) 대표적인 논의는 다음과 같다.
김용숙, 앞의 책, 288-291; Jahyun Kim Haboush, op.cit., pp. 11-15; 정병설, 앞의 논문,
2008, 182-186면.

84) 풍양조씨 저, 김경미 역주, 앞의 책, 149면.
85) 정병설 외, 언문 자료 정서 사업 자료집, 화성시, 2019, 152면.
86) 박재연 ·이현희 주편, 고어대사전 17(선문대학교 출판부, 2016, 14면)에 따르면 ‘자긔(自
己)’는 ‘긔’로 표기되기도 한다.

87) ｢규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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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을 다시 보고 속말나 고’88) 등으로 ‘아뢰다’, ‘말하다’ 등의 어휘가 주요

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광주이씨의 ｢규한록｣ 등 편지가 포함될 수 있

으며, 편지 형식으로 기록된 유서(遺書)도 포함될 수 있다.89) 대부분의 유서는

가족들에 대한 하직 인사와 유산분배에 대한 당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자

신의 일생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90) 물론, 유서는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을 지칭하며 다양한 갈래가 포함될 수 있기에 특정 갈래의 명칭이

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전하는 조선후기 여성의 유서에는 편지뿐만 아니라 가

사, 한시 등도 있다. 편지에 해당하는 경우로 완산이씨(完山李氏)의 한글 유서,

한산이씨(韓山李氏, 1732-1758)의 절명사, 애종용에 수록된 남원윤씨의 유서

들, 김자념(金子念, 1698-1715)의 한문 고결서91) 등이 있다. 가사에 해당하는 경

우로는 전의이씨의 <절명사>, 남원윤씨의 <명도자탄사> 등이 있고, 한시에 해

당하는 경우로는 연일정씨(延日鄭氏)의 절명사,92) 빙허각이씨(憑虛閣李氏,

1759-1824)의 절명사93) 등이 있다. 그런데 가사나 한시로 쓰인 유서는 죽음을

앞둔 자신의 고통이 적실하게 표현되는 데 반하여 자신의 생애에 대한 관심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또한 편

지의 경우에도 자신의 생애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완산이씨, 한산이씨,

남원윤씨, 김자념의 글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그 결과, 편지를 통하

여 자신의 일생을 서술한 글쓰기를 서간 갈래로 명명하고자 한다.94)

88)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나부가, ｢연안김씨유훈｣, 9a면.
89) 김정경은 김일근이 제시한 광의의 언간 개념을 받아들여 열녀의 유서를 연구한다고 밝
혔다(김정경, 앞의 논문, 2011, 11-12면).

90) 김경미는 “모든 유서가 자전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유서도 자신의 심정
을 술회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자전적 기록에 포함시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김경미, 가와 여성, 도서출판여이
연, 2012, 249면).

91) 이가원, 조선문학사 중, 태학사, 1997, 1195면.
92) 이종묵 선생님께서 조선후기 자결한 여성의 한시의 예로 연일정씨의 절명사를 알려주셨
다(具駿遠, 辛壬紀年提要; 편자미상, ｢府啟續求貞行｣(大事編年, ｢景宗紀｣).

93) 서유구, ｢빙허각이씨묘지명｣, 서유구 외 저, 안대회, 이현일 역, 한국 산문선 8: 책과 자
연, 민음사, 2017, 194-201면 참조.

94) 안득용은 전근대 남성의 서간체 자기서사를 연구하였는데, 서술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면서도 내용에 구심점이 있다고 평가하였다(안득용, ｢서간체 자기서
사의 주요 양상과 자기형상｣, 우리문학연구 62, 우리문학회, 2019, 181-210면(안득용, 앞
의 책에 재수록)). 편지의 성격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자기서사가 동일하
지만, 남성의 자기서사가 한문으로 쓰인 것과 달리 여성의 자기서사는 한글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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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작자가 독자에게 노래를 통하여 자신의 일생을 전달하는 글쓰기

를 살펴본다. 이들 갈래는 주로 가사 갈래로 분류될 수 있으며 ‘노래’를 염두에

두고 작품이 창작되었다. 물론, 주로 필사와 낭송을 통하여 전승 및 향유되었으

나 그 기반에는 노래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고 있다.95) 무명씨의 작품을 포함한

다면 남아있는 자료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96) 그러나 작품 대다수는

작자가 고증되지 않아 자기서사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 어렵다. 따라서 작자가

고증된 작품을 중심으로 다루되, 작자가 고증되지 않더라도 가사의 제목이나 필

사기에 작자가 명기된 작품을 연구대상에 포함한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규방

가사의 여러 유형 가운데 주로 신변탄식류에 집중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

나 선행연구에서 언급한바, 계녀가류나 사친가류 등 다른 유형의 규방가사에도

자기서사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전에 확립된 유형을 참고하되 내용에 집

중하여 연구대상을 선정하고자 한다. 이전 자료집의 가사를 종합한 역대가사문

학집성,97) 영남내방가사,98) 경북내방가사,99) 한국가사문학DB,100) 선행연구
등을 검토하여 작자와 창작연대가 추정될 수 있는 작품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다. 이처럼 가사를 통하여 자신의 일생을 서술한 글쓰기를 가사 갈래로 명명한

다.

따라서 현전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는 ① 자기록 갈

래 ② 서간 갈래 ③ 가사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각각에 해당되는 작품의 작자,

이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

(1) ｢인목대비술회문｣

95) 이정옥은 내방가사가 필사와 낭송이라는 기능에 의하여 전승, 향유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필사는 전승의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낭송과 마찬가지로 작품의 재창작에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이다(이정옥, 앞의 논문, 1992, 8면).

96) 백순철은 규방가사를 연구대상으로 삼아 작품세계를 분석하였는데, 총 608편의 대상작품
중 1/3인 209편이 자술(自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백순철, 앞의 논문, 2000, 28면).

97) 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2005, 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s://www.krpia.co.kr/>
98) 이정옥 편, 영남내방가사 1-5, 국학자료원, 2003.
99) 전재강, 이상규 외 편저, 경북내방가사 1-3, 북코리아, 2016-2017.
100) 한국가사문학DB, <http://gas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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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목대비술회문｣는 인목왕후(仁穆王后, 1584-1632)가 쓴 두 편의 글을 말한

다. 인목왕후는 연안김씨(延安金氏)로, 연흥부원군(延興府院君) 김제남(金悌男,

1562-1613)과 광산부부인(光山府夫人) 광주노씨(光州盧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인목왕후는 1602년(선조 35) 19세의 나이에 51세의 선조(宣祖, 1552-1608)의

계비(繼妃)가 되었으며, 1603년(선조 36)에 정명공주(貞明公主, 1603-1685), 1606

년(선조 39)에 영창대군(永昌大君, 1606-1614)을 낳았다.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光海君, 1575-1641)이 즉위하자 인목왕후는 왕대비(王大妃)가 되었으나

입지가 점차 좁아졌는데, 결국 1613년(광해군 5)에 계축옥사(癸丑獄事)가 일어나

김제남이 영창대군을 옹립하고자 했다는 혐의로 사사(賜死)되었으며, 영창대군

도 강화도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죽임을 당했다. 이후 인목왕후는 정명공주와 함

께 서궁(西宮)에 유폐되었다가 1623년(인조 1)에 능양군(綾陽君)과 서인들이 인

조반정(仁祖反正)에 성공한 이후 대왕대비(大王大妃)로 추대되었다. 이후 유폐

생활로 혼인을 하지 못했던 정명공주도 21세에 영안위(永安尉) 홍주원(洪柱元,

1606년-1672)과 혼인하였다. 홍주원은 혜경궁의 5대조이기도 하다. 인목왕후는

1632년(인조 10)에 세상을 떠났다.

김일근은 목릉신한(穆陵宸翰)에 실려 있는 두 편의 글을 소개하면서 ｢인목

대비술회문｣이라고 명명하였다. 기일(其一)에는 ‘신유 이 폐문적의 우히 스오

신이라’라고 적혀 있으며, 기이(其二)에는 ‘戊午己未 이 ○○안희셔 스오신 것’

이라고 적혀 있다. 전자는 1621년(광해군 13)에, 후자는 1619년(광해군 11)에 쓴

것으로 추정된다.101) 정명공주의 후손인 홍양호(洪良浩, 1724-1802)는 ｢목릉신한

후지(穆陵宸翰後識)｣에서, 인목왕후의 필적이 집에 전해져왔는데 술회문은 인목

왕후가 서궁에서 변을 만났을 때 쓴 것이라고 적고 있다.102)

작품의 내용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03) 기일(其一)에서는 나의 탄생과 부모

101) 김일근, 앞의 논문, 126-127면.
102) 洪良浩, 耳溪集 卷16, ｢穆陵宸翰後識｣, “若夫仁穆大妃述懷之篇, 卽西宮遭變之日, 寫哀
以抒懷者也, 言言刺骨, 字字摧心, 讀之孰不掩卷而於邑也. 矧我高祖妣貞明公主, 實侍左右,
備嘗險艱, 手輯此卷, 以示後世, 則凡爲洪氏子孫者, 尤當世守而勿失也. 謹盥手以識, 以寓於
乎不忘之思云.”(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51A_0170_
010_0140_2005_A241_XML>, 검색일자: 21.10.06.)

103) 자료는 김일근, 앞의 논문을 참고한다. 이하 인용문은 모두 여기에서 인용하되, 제목과
면수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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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은혜, 어린 시절 부모의 교육, 부형의 누명과 원한, 원한을 갚을 때를 기다림,

부친의 삼년상을 치르지 못한 슬픔, 모친에 대한 걱정, 나의 신세에 대한 괴로

움,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다루고 있고, 기이(其二)에서는 고공단보의 일화를 인

용하고 있다.

(2) 고행록

고행록은 한산이씨(韓山李氏, 1659-1727)가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쓴

글이다. 한산이씨는 숙종(肅宗) 대에 이조판서(吏曹判書)와 판중추부사(判中樞府

事) 등을 역임한 유명천(柳命天, 1633-1705)의 부인이며, 영의정(領議政)과 대제

학(大提學)을 지낸 이산해(李山海)의 현손녀이다. 그는 1659년(효종 10) 3월 25

일에 충청도 예산 방화리에서 태어나 1676년(숙종 2)에 유명천의 삼취부인으로

출가하였다. 이때 남편의 품계에 따라 정부인의 외명부 직첩을 받았고, 32세에

조선 최연소 정경부인이 되었다. 이후 유명천은 정치적 역경으로 인하여 유배를

거듭하다 1705년(숙종 31) 해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으며, 1727년

(영조 3) 한산이씨도 세상을 떠났다.104)

이 자료는 권자본으로, 크기는 546×34cm이며, 1행 18자 내외의 친필이다. 권

두에 종손인 유경종(柳慶種, 1714-1784)의 ｢정경부인한산이씨고행록기(貞敬夫人

韓山李氏苦行錄記)｣가 부기되어 있다. 한편 이 자료는 재사본이 있어 주목되는

데, 한산이씨의 팔대종부인 안동권씨(安東權氏) 태임이 1925년에 쓴 것이다. 그

내용은 팔대종손인 유원성(1851-1945)이 쓴 ｢고행록기(苦行錄記)｣에 적혀 있다.

재사본은 한글 표기법에만 차이가 있을 뿐 내용이 동일하다.105)

작품의 내용은 자신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환갑에 이르기까지의 인생 역정을

다룬 것이다. 이 가운데 남편의 유배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자식들의 질병과

사망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다.106)

104) 김갑기, ｢저술배경과 수필문학적 가치｣, 김영배 외, 한산 이씨 <고행록>의 어문학적
연구, 태학사, 1999, 174면.

105) 강경훈, ｢해제-<고행록>에 대하여｣, 위의 책, 1999, 93면.
106) 자료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앞의 책에 수록되어 있는 원문, 주해본을 참고한다. 이하 인
용문은 모두 여기에서 인용하되, 제목과 면수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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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중록 ｢회고｣

한중록의 작자인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는 홍봉한(洪鳳漢,

1713-1778)과 한산이씨(韓山李氏)의 둘째 딸로 태어났다. 1744년(영조 20)에 세

자빈으로 책봉되어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와의 사이에서 정조(正祖,

1752-1800)와 두 딸을 낳았다. 1762년(영조 38) 임오화변(壬午禍變)으로 사도세

자가 사망하였으나 정조가 왕세손(王世孫)에 책봉되어 1776년(정조 1)에 즉위하

였다. 정조 재위 시에는 성대한 회갑연을 받기도 하였으나, 정조 사후에 정순왕

후(貞純王后, 1745-1805) 일가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갖은 고초를 겪었다가

1815년(순조 15) 81세로 세상을 떠났다.

한중록은 혜경궁 홍씨가 1795년에 기록하기 시작하여, 이후 기록한 글들을

묶은 것이다. 정병설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였던 각각의 집필 연대를 수정하여

선행연구 1801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 글은 1802년에 기록된 글의 부록으로

보았으며, 1806년에 기록된 ｢병인추록｣은 1802년에 기록된 글의 부록으로 보았

다. 집필 연대를 수정한 이후 내용에 따라서 1795년의 ｢회고｣, 1802년 및 1806년

의 ｢친정신원｣, 1805년의 ｢사도세자｣로 분류하였다. 이 중에서 ｢회고｣는 혜경궁

이 조카 홍수영의 부탁을 받고 일생을 회고한 내용이고, ｢친정신원｣은 친정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쓴 글과 그것을 보충하여 쓴 글이다. 또한 ｢사도세자｣는 가

순궁(嘉順宮)의 부탁을 받고 순조(純祖, 1790-1834)가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있도

록 쓴 글이다.107) 한중록의 여러 글 가운데 자기서사의 정의에 가장 가까운

작품은 1795년에 저술된 ｢회고｣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중록 ｢
회고｣를 연구대상으로 삼되, 다른 글들을 참고하고자 한다.108)

한중록의 이본에 대해서는 김용숙은 총 14종의 이본을 분석하였으며, 그 중

에서 버클리대A본으로 명명된 ‘寶藏’이 원본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하였다.109) 추

가적으로 발견된 이본인 연세대학교 3종, 동국대학교 1종, 의산문고 1종, 일석문

고 1종, 혜경궁 친정의 후손가에 전하는 한글본 읍혈록을 포함하여 총 21종이

존재한다.110)

107) 정병설, 앞의 논문, 2008, 180-182면.
108) 자료는 혜경궁 홍씨 저, 정병설 주석, 앞의 책을 참고한다. 이하 인용문은 모두 여기에
서 인용하되, 제목과 면수만 적는다.

109) 김용숙, 앞의 책, 22-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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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긔록

긔록은 풍양조씨(豊穰趙氏, 1772-1815)가 자신의 일생을 기록한 글이다,

풍양조씨는 조감(趙, 1744-1804)과 진주하씨(晋州河氏)의 차녀이고, 그의 남편

은 김기화(1772-1791)이다. 풍양조씨의 집안은 조선 후기 명문가였으나 조부 조

상수(趙尙綬, 1704-1763)가 조도보(趙道補)의 서자였다. 그의 친정은 서계(庶系)

였으나 적계인 조상경, 조엄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조씨

부인의 집안은 조엄의 손자인 조만영(趙萬永, 1776-1846),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이 세도 정치의 중심에 있는 동안 그 주변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풍양조씨의 남편 청풍김씨(淸風金氏) 집안은 명성왕후(明聖王后,

1642-1683)의 아버지 청풍부원군(淸風府院君) 김우명(金佑明, 1619-1675)의 후손

으로 시증조부가 현감을 지냈으나 시아버지는 관직 생활을 하지 못하였다.111)

이 자료는 1책의 한글 필사본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유일본

으로 보인다. 표제는 ‘긔록’이고 권수제가 없이 본문이 바로 시작한다. 책의 크

기는 33.7× 23.9cm으로 분량은 총 196면으로, 각 면 12-15행, 각 행 19-21자로

필사되어 있다.

작품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① 어머니의 죽음과 아버지

의 재취, ② 남편의 득병과 투병 생활, ③ 남편의 죽음과 인생의 한탄이 바로

그것이다.112)

(5) 윤시긔록113)

윤시긔록의 작자인 해평윤씨(1834-1882)는 윤명선(尹明善, 1804-1835)와

전주이씨(全州李氏, 1803-1837)의 딸이자 조종재(趙宗載, 1837-1856)의 부인이다.

이 집안은 증조부 윤익렬(尹益烈, 1752-1821) 대까지는 고위직을 하였으나 조부

110) 정병설, 앞의 논문, 2008, 177면.
111) 김경미, 앞의 논문, 2014a, 125-136면.
112) 자료는 풍양조씨 저, 김경미 역주, 앞의 책을 참고한다. 이하 인용문은 모두 여기에서
인용하되, 작품의 제목과 면수만 적는다.

113) 이 부분은 조혜진, 앞의 논문, 2015, 221-225면; 조혜진, ｢<윤시긔록>의 저술 배경 연
구｣, 정병설 외, 앞의 책, 2019, 363-367면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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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로(尹致魯, 1779-1823) 대부터 그러한 기록이 없다.

작자가 출가한 들목조씨 집안은 포저 조익(浦渚 趙翼, 1579-1655)과 송곡 조

복양(松谷 趙復陽, 1609-1671)의 후손으로 화성에서 세거하였다.114) 남편은 조희

필(趙熙弼, 1812-1874)과 연안이씨(延安李氏)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은 대구도호부판관(大邱都護府判官) 등을 지냈으며, 조부는 대사헌(大司憲),

이조판서(吏曹判書) 등을 역임한 조학년(趙鶴年, 1786-1854)이며, 증조부는 수원

에서 실시된 별시(別試)를 통해 정조에게 발탁되어 대사성(大司成), 형조판서(刑

曹判書) 등을 지낸 조만원(趙萬元, 1762-1822)이다.

윤시긔록은 현재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여기에 소장된

것이 유일본으로 여겨진다. 이 자료는 2007년 조택기 옹이 화성시에 기증한 것

으로, 원래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일대에 대대로 거주해온 풍양조씨 문중에서

전승되던 것이다.115) 이 작품은 표제가 없으며 권수제는 ‘윤시긔록’인 1책의

한글 필사본이다. 크기는 33×20cm이며, 분량은 총 44면으로 각 면 10-13행, 각

행 16-20자로 필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유사한 필체로 적혀 있으므로 전체를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작자는 1856년에 남편이 죽고 두 달이 지난 7월

15일에 글을 썼으며, 이듬해 1857년 2월 8일에 추가로 기록을 남겼다.

이 글은 ① 친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숙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자라다가 사실

을 알고 충격을 받음 ② 혼인을 하였으나 시가에서 적응하지 못해 불안감을 느

낌 ③ 남편이 투병하다가 요절하여 비통을 겪음 ④ 투생(偸生)의 이유와 그로

인한 혼란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116)

2) 서간 갈래 자기서사

(1) ｢규한록｣

광주이씨는 광원군(廣原君) 이극돈(李克墩, 1435-1503)의 후손으로, 고산(孤山)

114) 김혁, ｢고문서로 본 들목조씨의 역사｣,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화성시, 2006, 20-29면.
115) 이 지역에 사는 풍양조씨는 이른바 ‘들목조씨’라고 불린다. 이들은 구포(鳩浦)를 중심으
로 살고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에 이 일대로 선조가 들어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위의
책, 13면).

116) 자료는 정병설 외, 앞의 책을 참고한다. 이하 인용문은 모두 여기에서 인용하되, 제목과
면수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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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팔대종손부(八代從孫婦)이다. 그녀는 광원군 이래

세거해오던 전남(全南) 보성군(寶城郡) 대곡(大谷)에서 태어났으며, 17세가 되던

1820년(순조 20)에 16세인 윤광호(尹光浩)와 혼인하였는데, 시가로 가기 전 1822

년(순조 22)에 남편이 요절하고 만다. 이후 광주이씨는 종부 역할을 하다 일어

난 갈등으로 인하여 시가를 떠나 친정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31세였던 1834년

(순조 34)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게 된다. 이 편지가 ｢규한록｣이라고 명명되

었다.117)

이 자료는 종가에 내려오던 것으로, 36×1,271cm의 권자본이다. 전반적으로 한

필체로 작성되어 있는데, 광주이씨가 직접 작성한 원본으로 보이며 유일본이

다.118) 작품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19)

① 종들의 상납에 문제가 생기고 가계의 형편이 어려워짐.

② 사정을 하소연하니 시삼촌에게 오해를 받음.

③ 양자를 급하게 들이게 된 이유.

④ 내가 친정에서 시가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

⑤ 내가 경제적 문제와 주변의 오해로 시가에서 고생한 일들.

⑥ 양자 본가의 빚 문제로 일어난 시삼촌과의 갈등.

⑦ 임오년 시삼촌들 덕분에 목숨을 살린 것에 대한 감사와 원망.

⑧ 조부모 슬하에서 성장해서 시집가게 됨.

⑨ 자신이 시가에서 일을 못해서 부끄럽고 괴로웠음.

⑩ 시어머니와 시삼촌들이 집에 오라고 설득했음.

⑪ 친정에서 살면서 비용을 아껴서 양자의 혼수를 하겠음.

⑫ 시어머니에게 회포를 아뢸 테니 화내지 말기 바람.

⑬ 시삼촌이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음.

⑭ 시가의 상하 범절이 안 서 있음.

⑮ 무자년에 제수(祭需)가 없어서 곤경을 겪음.

 종가의 물건을 도둑맞음.

 임진년에 제수(祭需)가 없어서 곤경을 겪음.

117) 박요순, 앞의 논문, 1970a, 154-155면 참조.
118) 위의 논문, 2면.
119) 국립한글박물관 홈페이지(https://www.hangeul.go.kr/)에 있는 사진 자료를 통하여 원문
을 인용하되, 박요순, ｢조용히 감하시옵소서｣, 문학사상 6, 문학사상사, 1973에 수록된
현대어 번역문을 참고하고자 한다. 이때 권자본 자료이므로 제목만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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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오년에 남편의 병환에 겪었던 곤경.

 시어머니와 시삼촌에게 오륙년의 말미를 주기를 요청함.

 시어머니가 살림을 할 때 겪었던 사연.

 양자와 친모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금전 문제로 못 만나게 함.

 내가 친정으로 올 때의 사정.

 종들이 시어머니 방에 불을 때지 않고 시삼촌 방에 불만 땜.

 재물로 인하여 종가 내외에서 갈등이 일어남.

 종들로 인하여 종가 내외에서 갈등이 일어남.

 사정을 살펴달라는 당부.

(2) ｢열부이씨유서｣

｢열부이씨유서｣는 재령이씨(載寧李氏, 1716-1758)가 양자에게 남긴 유서를 말

한다. 그는 부제학(副提學)을 지낸 이맹현(李孟賢, 1436-1487)의 후손으로 이태

로(李台老)의 딸이다. 18세에 진주하씨(晉州河氏) 하응림(河應臨)과 혼인하여 27

세에 남편이 병사하였다. 이후 하학호(河學浩)를 양자로 삼아서 살다가 시아버

지의 삼년상을 지내고 양자가 혼인하자 43세에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

다.120)

이 자료는 이수봉에 의하여 학계에 소개되었다.121) 이후 김일근이 이 자료가

1945년에 2권 1책으로 간행된 열부이씨실록(烈婦李氏實錄)에 수록되어 있으

며, 이 책은 그 이전에 편집된 글에 유서와 서문을 첨부한 것이라고 밝혔다.122)

이 책은 1965년에 3권 1책의 신활자본으로 재간행되었는데 27.2×19cm 크기의

120) 정범조 찬, 이성호, 이채문, 남종진 공역, 국역 해좌집, 가승, 2014, 746-747면. 丁範祖,
海左先生文集 卷38, ｢書李氏㫌閭事實｣, “李氏, 載寧人. 士人台老女, 副提學孟賢十世孫. 生
肅宗丙申. 年十八, 歸士人河應霖, 二十七而寡. 夫病篤, 日沐浴禱天, 乞以身代. 出指血以進,
語夫曰, 夫子苟不幸, 會當殉地下. 夫死哭泣, 坐臥不離殯. 血書納之壙, 申前誓. 李氏念夫死無
子舅老. 義不敢卽死. 事舅至孝. 養送盡誠禮, 取族子爲子, 敎誨如嚴父. 家旣成, 一日仰藥而死.
實甲辰十月十四日, 夫死日也. 治襚衣衾在笥, 遺書曰, 今而後死有待也, 所以死. 從夫子也. 李
氏積四十三年, 不易志, 卒以殉所事, 視慷慨殺身者. 詎不尤難矣哉. 李氏自爲未亡人, 終身食
不肉. 今上丁未, 道臣以狀聞, 李氏子學浩又上言. 聖敎曰, 孝於舅, 烈於夫, 義於子, 一身三行,
曾所罕聞, 命㫌閭.”(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49A_0
390_010_0140_2005_A240_XML>, 검색일자: 22.05.17.)

121) 이수봉, ｢규방문학에서 본 이조여인상｣, 여성문제연구 1,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사회
과학연구소, 1971, 20-23면.

122) 김일근, (삼정판)언간의 연구: 한글서간의 연구와 자료집성, 건국대출판부, 1991, 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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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침선장으로 11행 22자로 인쇄되어 있으며 현재 경상대학교 고문헌도서관 등

에 소장되어 있다.123)

유서의 수신자는 양자(몽이 아비)이며, 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집안의 가난

에 대한 안타까움, 지금까지 죽지 않았던 이유, 지금 목숨을 버리게 된 이유, 살

림살이에 대한 당부로 나눌 수 있다.124)

(3) ｢유씨부인유서｣

｢유씨부인유서｣는 서령유씨(瑞寧劉氏, 1807-1831)가 1831년에 작성한 시부모

와 딸에게 남긴 유서를 말한다. 서령유씨는 16세에 1살 연상의 남편과 혼인하였

고, 24세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종사를 준비하면서 친정 부모, 시부모, 딸에

게 유서를 남겼는데 시부모와 딸에게 남긴 유서만 현재 남아 있다.125)

이 자료는 임치균이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이 자료가 한글 필사

본 고소설 자료총서 30(오성사, 1986)에 영인되어 있으나 목록에는 실리지 않

았다고 밝혔다.126) 또한 울산김씨소사(蔚山金氏小史), 장성읍지(長城邑誌),
기정진(奇正鎭, 1798-1879)의 ｢열부유씨정려기(烈婦柳氏旌閭記)｣를 통하여 작자

가 김응휴(金膺休, 1806-1830)의 부인인 서령유씨라는 사실을 검증하였다.127) 서

령유씨의 생애에 대하여 ｢열부유씨정려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녀는 진사(進

士) 유동환(柳東煥, 1759-1786)의 딸이며, 승지(承旨)를 지낸 유광천(柳匡天)의

손녀로, 16세에 김응휴와 혼인하였으나 혼인 3년 만에 죽은 남편을 따라서 세상

을 떠난다. 이후 임금이 서령유씨의 소식을 듣고 정려의 명을 내렸다.128) 한편 
승정원일기에서 장성(長城)의 김방희가 올린 소지에 김응휴의 처와 첩에게 아

들이 없어 김록휴(金祿休)의 아들 김복환(金馥煥)을 입후하고자 하였는데, 부부

가 모두 세상을 떠나 규례에 따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전에 따라 초기를 올

123) 이응복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실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4) 자료는 이수봉, 앞의 논문, 1971을 참고한다. 이하 인용문은 모두 여기에서 인용하되, 제
목과 면수만 적는다.

125) 임치균, 앞의 논문, 1999b, 61-62면.
126) 임치균, ｢유씨부인유서｣, 문헌과해석 6, 문헌과해석사, 1999a, 217-226면.
127) 임치균, ｢<서령유씨부인 유서> 연구｣, 고문서연구 15(1), 한국고문서학회, 1999b,
57-63면.

128) 위의 논문, 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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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허가해달라고 하여 고종이 윤허했다는 기록이 있다.129)

이 자료는 ｢열녜전｣, ｢육갑이라｣, ｢애조침문｣과 함께 필사되어 있다. 필사자는

“병진 오월 초구일 필셔나이 마 글씨 황황 츄필 볼 수 업나 보나 이 웃지

말기 바고 잇이 은 이 보면 슬푸기도 거지 업고 신〃기도 기지

업노라”라고 필사기를 남기고 있다.130)

이 유서는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수신자에 따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31) 딸에게 쓴 유서에는 자신의 일생과 남편의

투병과 죽음, 지금까지 죽지 못한 이유와 자신이 죽어야만 하는 이유, 유품의

처리에 대한 요청 등이 적혀 있다. 시부모에게 쓴 유서는 팔자에 대한 한탄, 지

금까지 죽지 못한 이유와 죽음을 결심하게 된 이유, 딸에 대한 부탁과 유품 처

리에 대한 요청, 시부모에 대한 하직 인사 등이 적혀 있다. 하늘에 하소연하는

글은 팔자에 대한 한탄 등이 적혀 있다.

(4) ｢연안김씨유훈｣

｢연안김씨유훈｣은 연안김씨(延安金氏, 1840-1882)가 죽은 남편을 따라 죽기로

결심하며 적은 유서이다. 연안김씨는 소영규(蘇英奎, 1843-1878)의 아내로, 남편

은 익산 금마면 동고도리 출신으로 36세에 객사하였다고 한다. 연안김씨는 조카

에게 남기는 글을 쓰고 세상을 떠났다.132)

이 글은 이병기의 국문학개론에서 처음 소개되었으며,133) 장덕순의 한국수
필문학사에서 내용을 분석하였다.134) 확인된 이본은 총 2종이 있는데, ① 서울

129) 承政院日記, 高宗 4年 2月 24日, “禮曹啓曰, 卽接長城幼學金邦熙所志, 則以爲五寸姪膺
休, 嫡妾俱無子, 以其同生弟祿休子馥煥, 欲爲繼後, 兩家諸族, 相議完定, 而膺休夫妻, 俱爲作
故, 拘於常規, 不得循例禮斜, 依法典, 草記稟處事, 呈狀矣。凡係繼宗立後, 兩邊與授, 明有可
據, 而不得登聞者, 許令該曹論理草記事, 載在法典, 而門長金邦熙, 所訴旣如是, 金祿休子馥
煥, 立爲金膺休之後, 何如? 傳曰, 允.”(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id/SJW-K0402
0240-01100>, 검색일자: 21.10.07.)

130) 임치균, 앞의 논문, 1999b, 57-58면.
131) 자료는 위의 논문을 참고한다. 이하 인용문은 모두 여기에서 인용하되, 제목과 면수만
적는다.

132) 익산군지 편찬위원회, 익산군지, 익산군, 1981, 738면.
133) 이병기, 국문학개론, 일지사, 1961, 272-275면.
134) 장덕순, 한국수필문학사, 새문사, 1992, 200-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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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가람문고 소장본 나부가(懶婦歌)(이하 가람문고본)135) ② 전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연안김씨유훈(이하 전주대본)이 바로 그것이다.136) 이 가운데
전주대본은 본고에서 처음으로 검토하는 자료이다. 우선 서지사항을 확인하고

선본을 정하고자 한다.

가람문고본은 나부가에 <나부가(懶婦歌)>, <계한가(鷄恨歌)>과 함께 필사

되어 있다. 나부가의 표제는 懶婦歌, 鷄恨歌, 延安金氏遺訓이다. 1권 1책의 오

침선장본이며, 크기는 31×17.3cm이고, 총 13장이다. <나부가>와 <계한가>는 귀

글로 되어 있고, ｢연안김씨유훈｣은 줄글로 되어 있는데 9a면에서 13a면까지 필

사되어 있으며, 1장에 10줄, 1줄에 24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전자의 두 편은

가사이고, 후자는 산문으로 된 유서로 보인다. <나부가> 제목 아래에 “曾祖妣龍

仁李氏筆蹟必爲傳家之寶故深藏于冊几癸卯正月二十日曾孫翊永書”라는 기록이 있

고, ｢연안김씨유훈｣ 제목 아래에 “연안김씨연흥손이라”라는 기록이 있다.137)

이때 연안김씨연흥손은 연흥부원군, 즉 인목왕후의 아버지인 김제남의 후손을

말한다.

전주대본의 표제는 ‘延安金氏遺訓 單’이고, 세주로 ‘연안김씨유훈 단’이라고 되

어 있다. 1권 1책의 오침선장본이며, 크기는 21.7×30.5cm이고, 총 5장이다. 1a면

은 뜯겨나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데 1b면의 앞부분에 삼재(三災)에 관한 내

용이 있으며 1b면의 뒷부분부터 ｢연안김씨유훈｣이 필사되어 있다.

두 이본의 서두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씨의 드러와 손 나을 두지 못니 일구월심 한의 되고 침식이 불평

러니 죄이 극즁야 무인년 오월이십일 텬병을 만나시니 오호 통라 쳘

이관의 진신도 못고 손으로 미움 그릇 밧드지 못고 쳔만밧

상고을 당니 쳘쳔유한이 하리 합벽고 이 거지난쳔지두지 아모

쥴 모젹니 목슘이 쥭지 못고 산일은 족을 다시 보고 속말나

135) 이 자료는 임기중, 개인본 역대가사문학전집, 아세아문화사, 1998, 113-118면에 영인되
어 있다. 또한 고정희가 해제를 통하여 검토한바 있다(고정희, ｢나부가 해제｣, 규장각원문
검색서비스, <http://kyudb.snu.ac.kr/book/view.do?book_cd=GG43394_00&notes=lang>, 검
색일자: 21.02.25.).

136) 정기선 선생님이 ｢연안김씨유훈｣을 소개해주셨으며, 가람문고본의 입력파일과 전주대본
의 사진을 제공해주셨다.

137) 정기선, 앞의 논문, 47면.



- 40 -

고 곳 을가여 이날져날 짓쳬고 목슘이 진지 못고 이졔라

밧구며 명년 봄이 도라오니 물은 의구고(가람문고본)

 소씨의 드러와 손 나을 두지 못여 일구월심의 한니 죄고 침식이 불

평더니 죄양니 극즁야 무인년 오월 이십일 텬변을 만나시니 오호 통라

쳘이관의 진시로 못으로 미움 그릇 밧드지 못고 쳔만듯밧 상고을

당니 쳘쳔유한니 하리 합벽고 이 거지난쳔지두지 아무란 쥴 모라

온 젹의니 목슘니 쥭디 못고 산 일은 족을 다시 보고 속말리나 고

곳을 가여 이날 져날 짓쳬고 목슘니 진지 못고 니졔라 밧

구여 명연 봄이 도라옴 물식은 의구고(전주대본)

이처럼 내용은 거의 동일하지만 전주대본의 경우 간혹 궐자(闕字)와 오자(誤

字)가 있으므로 가람문고본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138)

유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지금까지 죽지 않은 이유,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 죽

고 싶은 마음, 입후해주기를 부탁함, 조카에 대한 부탁으로 나눌 수 있다.

(5) 종용록(從容錄) 소재 유서들

종용록은 서흥김씨(瑞興金氏, 1883-1904)의 열행(烈行)을 기록한 3권 1책의

책이다. 이 자료에는 서흥김씨의 유서 및 한역문과 김씨의 열행을 칭송한 시문

(詩文)이 수록되어 있다.139) 서흥김씨는 김굉필(金宏弼, 1454-1504)의 후손으로

김희연(金熙溎)과 달성서씨(達城徐氏)의 사이에서 1883년에 태어났으며, 17세에

당시 13세인 심재덕(沈載德)과 혼인하였다. 심재덕은 심자광(沈自光)의 후예로,

혼인한 지 몇 달 만에 기질(奇疾)에 걸려 1903년 11월에 세상을 떠났다. 이후

서흥김씨는 남편이 죽은 지 3개월 3일 만에 유서를 쓰고 자는 듯이 숨을 거두

었다.140)

이 유서는 이수봉에 의해서 학계에 소개되었으며,141) 강재철에 의하여 구체적

138) 이하 원문은 모두 가람문고본을 인용하되, 제목과 면수만 적는다.
139) 강재철, ｢김부인유서에 대하여｣, 한국학보 12(2), 일지사, 1986, 232면.
140) 황재문, ｢<종용록>에 나타난 열녀 인식｣, 규장각 2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9, 156-158면.

141) 이수봉, 앞의 논문, 17-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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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서지사항이 밝혀졌다. 종용록은 서흥김씨의 시당숙인 심학환(沈鶴煥)이 강

양(江陽, 현재의 합천(陜川))의 낙산정사(樂山精舍)에서 간행한 3권 1책의 목판

본이며, 크기는 33×20.5cm, 장수는 43장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등에 소장

되어 있다.142)

유서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김부인유셔｣는 주로 남편의 죽

음에 대한 한탄을 하고 있으며, ｢벽상셔｣ 2편은 자신의 목숨이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내용이다. ｢아바님젼상사리｣에는 자신의 일생에 대한 내용과

아버지에 대한 당부가 적혀 있다.143)

(6) ｢신씨부유서｣

｢신씨부유서｣는 모씨(某氏)가 병인년(丙寅年)에 죽은 남편을 따라 죽겠다고

결심하며 쓴 유서이다. 홍인숙이 김규선 교수 소장본을 학계에 소개하였으며 작

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의 추정에 따르면 유

서의 작자가 남편을 신서방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신씨 가문의 며느리이

며 병인년은 1746년, 1806년, 1866년 중 하나일 것이다.144)

이 자료는 약 2m 10cm의 권자본으로, 네 명의 수신자에게 남긴 유서 4편이

필사되어 있다. 홍인숙은 이 자료가 저자의 친필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필사

한 것으로 추정하였으며, 수신자는 각각 ① 양자 돌놈 ② 딸 내외 ③ 친정 오빠

내외 ④ 시부모로 보았다. ④는 남편이 죽은 지 3-4년이 지나 썼으며, 10-15년

이후 ①-③를 쓰고 작자가 세상을 등진 것으로 추정하였다.145)

유서 각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146) 앞부분이 일실된 유서①은 양

자인 돌놈에게 쓴 유서로, 딸과 친정 오빠에 대한 염려, 양자가 자신을 모시지

않는 것에 대한 변호, 양자 부부에 대한 염려 등이 적혀 있다. 유서②는 딸 부

142) 강재철, 앞의 논문, 232면.
143) 자료는 이수봉, 앞의 논문을 참고한다. 이하 원문은 모두 여기에서 인용하되, 제목과 면
수만 적는다.

144) 홍인숙, ｢조선후기 여성 유서 연구-순절 열녀 신씨부의 한글 유서를 중심으로-｣, 온지
논총 56, 온지학회, 2018, 252면.

145) 홍인숙, ｢조선후기 순절 여성 신씨부 한글 유서 재론-유서 정보의 재구성 및 글쓰기의
의도와 목적을 중심으로｣, 고문서연구 54, 고문서학회, 2019, 267-272면.

146) 자료는 홍인숙, 앞의 논문, 2019을 참고한다. 이하 원문은 모두 여기에서 인용하되, 제목
과 면수만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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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게 쓴 유서로, 지금까지 자결하지 않은 까닭, 이승에 미련이 남는 이유, 민

서방에 대한 당부, 딸에 대한 당부 등이 적혀 있다. 유서③은 친정 오빠 부부에

게 쓴 유서로, 지금까지 자결하지 않은 까닭, 자결해야 하는 당위성, 오빠에 대

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양자와 딸을 잘 돌봐달라는 부탁, 올케와 식구들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적혀 있다. 유서④는 시부모에게 쓴 유서로, 자결하는 이유, 지금

까지 자결하지 않은 까닭, 입후에 대한 부탁, 친정에서 죽는 괴로움, 유산분배에

대한 부탁 등이 적혀 있다.

3) 가사 갈래 자기서사

(1) <노부탄>

<노부탄>은 순천김씨(順天金氏, 1729-1799)가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노래한

가사이다. 순천김씨는 김만채(金萬采, 1687-?)의 딸이며, 김약련(金若鍊,

1730-1802)의 아내이다.147) 김약련의 본관은 예안(禮安)이고, 자는 유성(柳城),

호는 두암(斗庵), 인수(忍叟) 등이다. 그는 생원 김지(金墀)와 생원 박태래(朴泰

來)의 딸 반남박씨(潘南朴氏)의 아들이다. 그는 1774년(영조 50) 증광별시 문과

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1776년 안동 유생 이응원(李應元)이 올린 ｢사도세자신

원소｣라는 상소에 연루되어 1776년 8월 삭녕으로 유배되었다 1771년 1월 해배

되었다. 이후 안동으로 귀향하였는데, 관직 생활을 한 적도 있었으나 주로 고향

에서 은거하였다. 1802년 3월에 향년 73세로 세상을 떠났다.148)

이 작품은 백두현 교수 소장본 두암제영(斗巖題詠)에 실려 있다. 이 책은

31.3×20.3cm 크기의 필사본으로, 오침선장본이나 임시로 묶은 흔적이 있다. 무계

선으로 10행 23자 내외로 필사되어 있다. 표제는 마멸되어 있으며 권수제는 ‘斗

巖題詠’이다. 이 책은 작자인 김약련이 직접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16a

면에서 33b면까지 한글 가사와 시조가 적혀 있다.149)

147) 박지애, ｢내방가사를 통한 여성의 자기표현과 부부관계의 구성-두암제영 소재 <노부
탄>과 <답부사> 사례를 중심으로-｣, 동방학 41,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9, 36
면.

148) 권영채, ｢두암 김약련의 생애와 산문세계: <전> 창작을 통한 ‘의리’ 의식의 형상화를 중
심으로｣,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4-28면.

149) 백두현, ｢두암 김약련의 한글 가사와 시조-노부탄, 답부사, 과폐탄, 소학가, 육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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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의 작자를 김약련으로 볼 것인지, 순천김씨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

가 제기될 수 있다. <노부탄>의 화자는 여성이지만 김약련이 아내를 화자로 삼

아 가사를 창작하였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부탄>의 제목 아래

에 “적적한 가운데 부부가 나눈 희어를 적었으니, 한번 웃음거리로 삼고 자손에

게 보이려고 함이다(涔寂中述夫婦戱語, 聊供一笑且示子孫云)”이라는 문장이 있

다.150) 따라서 <노부탄>은 순천김씨가 <답부사>는 김약련이 창작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하지 않을까 한다. 그로 인해 이상원은 두 작품이 최초의

부부화답사로 평가하기도 하였다.151) 두 작품은 순천김씨의 회갑인 1789년 이후

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152)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54)

문론총 63, 한국문학언어학회, 2015, 313-314면.
150) 위의 논문, 313-316면.
151) 이상원, ｢조선후기 향촌지식인의 삶과 부부의 기억-순천김씨의 <노부탄>과 김약련의
<답부사>｣, 한국시가문화연구 42, 한국시가문화학회, 2018b, 186면.

152) 손대현, ｢<두암제영> 소재 가사의 형상화와 문학사적 가치｣, 어문론총 63, 한국문학
언어학회, 2015, 134면.

153) 2음보를 1구로 정하여 나누며, 이하의 가사도 마찬가지이다.
154) 자료는 백두현, 앞의 논문에 제시된 입력문을 참고한다. 이하 원문은 모두 여기에서 인
용하되 제목만 적는다.

구분 구153) 내용

서사 1-2구 여자의 삶에 대한 한탄

본사

3-14구

15-32구

33-44구

45-78구

79-88구

89-112구

113-134구

135-180구

어린 시절 베 짜기를 배움

아버지의 칭찬과 남편과의 혼인

집안 살림을 책임짐

과거 공부 뒷바라지와 남편의 과거 합격

남편의 귀양살이

농사에 힘쓰려는데 남편과 아들들이 도움 안 됨

이웃 여인과 대화 후 농사에 힘쓰기로 함

권농차사의 방문과 남편과의 대화

결사 181-187구 스스로에 대한 위로

[표 Ⅱ-1] <노부탄>의 내용



- 44 -

(2) <경자록>

<경자록>은 능주구씨(綾城具氏)가 쓴 자신의 일생과 후손에 대한 당부를 담

고 있는 가사이다. 이 자료는 대구 지역 경주최씨(慶州崔氏) 집안에 전해오는

가사를 엮어 만든 내방교훈에 수록되어 있다. 내방교훈은 최상천 교수의 자

당 홍영숙(洪英淑) 여사가 창작한 가사와 집안에 내려오는 가사를 모아 만든 가

사집이다.155)

능주구씨는 대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부모를 여의었으며 20세에 대구 경

주최씨 집안으로 출가하였다. 30세 전에 남편을 잃었으나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

집안을 일으켰다고 한다.156)

내방교훈본의 말미에 “임신 정월에 능주구씨가 기록하노라”라는 창작 후기가

있으며, 그 뒤에 홍영숙 여사의 부군인 최태영(崔泰榮) 옹의 후기(後記)가 적혀

있다. 이때 임신년은 1872년(고종 11)으로 보인다.157) 이 작품은 교훈가사로 분

류되었으나 총 163구 가운데 142-159구가 후손에게 남기는 말로, 내용 대부분이

능주구씨의 인생 역정에 관한 것이다.

이본으로 이상규 교수 소장본 <능주구씨 겨자록>이 있다.158) 이 자료는 현재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권자본으로 크기는 113.5cm×37.3cm이며 달필

의 펜글씨로 필사되어 있다. 자료의 말미에는 “경진 칠월 염육일 권중조 서”라

는 필사기가 있다. 권중조는 <계여가>, <훈시가> 등 여러 가사의 필사자이

다.159)

두 자료 모두 자구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후손가에 전

해오던 내방교훈본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60)

155) 이정옥, 앞의 책, 1999, 268면.
156) 위의 책, 268-269면.
157) 위의 책, 268면.
158) 전재강 외 편저, 경북 내방가사 1, 북코리아, 2016, 114-115면.
159) “능주구씨 겨자록”, e뮤지엄, <http://emuseum.go.kr/>, 검색일자: 21.06.21.
160) 자료는 이정옥, 앞의 책, 1999, 268-269면에 제시된 입력문을 참고한다. 이하 원문은 모
두 여기에서 인용하되, 제목만 적는다.

구분 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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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쳥츈심곡>

<쳥츈심곡>은 허씨 부인이 남편의 요절을 겪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의 가사이다. 이 자료는 박순호 교수가 소장하고 있었으며, 현재 한국가사

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다. 권자본으로, 크기는 391×21.5cm이고, 귀글체로 필사되

어 있다. 자료의 말미에 “무신(戊申) 동지절회닐 농셕거폐호이샤난 황셩 즁

셔 북동 혀님이 츙쳥도 연풍쳔동 오승지으 부가 되엿다가 신

후 슈월간의 우연니 부고 쳥연분을지기을 이기지 못여 니 글을 지어신니

통젼쳘후젼편을 시 펴본즉 곡진문 라 간축졍은 공부소

위 낙이불음 이불라 진지관져의 붓그럽지 아니 할노라도 기셔부지

기인이 가오야누집 부여라도 니가보시난이 연만 보지말고 람을 

시”라는 필사기가 있다.161) 작품의 해제를 작성한 장선희는 황성(皇城), 서

161) 농석이라는 호를 쓰는 인물 가운데 농석(聾石) 권병기(權丙基, 1876-1969)가 있다. 그의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字)는 성길(誠吉), 호(號)는 농석(聾石) 혹은 삼의암(三宜庵)이
다. 우영(于永) 입암리(立巖里) 출신이다. 고조부는 향려(香廬) 권응추(權應樞)이고, 증조부
는 권은(權斦)이며, 조부는 통정대부(通政大夫) 중추원의관(中樞院議官) 권주엽(權周曄)이
다. 방속(方谷) 권석환(權錫翰)과 이주인(李柱諲)의 딸 여강이씨(麗江李氏) 사이의 둘째 아

서사 1-8구 부창부수의 의미

본사

9-12구

13-24구

25-36구

37-59구

60-93구

94-101구

102-117구

118-131구

132-141구

142-159구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읨

최씨댁에 출가함

시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득병과 죽음

가난한 집안 살림과 의탁할 곳 없는 식구들

시어머니가 길쌈으로 살림을 꾸림

아들의 성장

아들의 혼인과 영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감회

후손들에게 당부함

결사 160-163구 기록의 경위

[표 Ⅱ-2] <경자록>의 내용



- 46 -

양(西洋)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점과 1882년에 대화재로 소실된 유점사(楡岾

寺)라는 절이 등장한다는 점을 들어 필사기의 무신년을 1908년으로 보았다. 따

라서 이 자료는 1908년에 농석거사라는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162)

필사기에 의거하면 작자는 황성 북창동 허창애(의)의 딸이자, 충청도 연산 풍

천동 오승지의 아들과 혼인한 허씨 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작자

의 구체적인 신원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

이 작품은 규방가사-신변탄식류에 수록되어 있는 <쳥가>와 내용이 매우

유사하여 그 이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쳥츈심곡>은 <쳥가>와 비교하

였을 때, 근심을 잊기 위하여 금강산에 들어가 불교에 귀의하고 싶다는 대목과

내세(來世)에서 남편과 다시 만나기를 기약하는 대목이 추가되어 있다. 두 작품

이 차이를 보이는 대목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들로 태어났다. 출사하지 않고 향촌에서 시와 글짓기에 전념하였으며, 문집으로 농석선
생문집(聾石先生文集)이 있다(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https://www.krpia.co.kr/kn
owledge/people/main?idx=1278#none>, 검색일자: 21.09.03.) 조부가 관직에 있었을 때 권병
기가 황성(皇城)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때 <쳥츈심곡> 작자의 집안과 관계
를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볼 수 있으나, 그와 가사와의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적은 어려웠다.

162) 장선희, ｢<쳥츈심곡> 해제｣, 한국가사문학DB, <http://www.gasa.go.kr/> 검색일자:
21.07.02.

163) 권영철 편저, 규방가사-신변탄식류, 효성여자대학교출판부, 1985, 386면.

<쳥츈심곡> 455-478구 <쳥가>

현뉵각 가진풍악 심기을 화평/

소진의 구변으로 졍곡을 관위할가/

마쳔의 용문필노 회포을 기록할가/

뉵천골 마되마되 겹겹으로 친을/

동회슈 너른 물의 싯쳐보면 시훤가/

남북지어 쳐닙고 팔방 너른 세게/

명산쳔 귀경로 소풍면 래가/

① 금강뉴졍쳔볍셔 들어/

칭온암의 간쉬여 옥여동의 모욕고/

붓님젼 시쥬고 신당의 츅원고/

팔염쥴 목걸고 나무타불 여볼가/

삼현육각 가진풍악 신기을 화평가/

소진장이 구변으로 졍곡을 관가/

사마쳔에 용문필노 회포을 관가/

육천골 마마핏기피 인을/

동슈 너른물싯쳐보면 시원가/ 남

복지여 텰쳐입고 사회팔방 너른셰계/ 명

산쳐 곳곳마당 구경면 시원가/ 통

곡고 실퍼들 죽은람 잇나/ 인

자사 각니 유명이 다르나/ 말리쳔

리 간사람이 다시오기 어려운니/ 젼에

무삼죄로 그릇타시 지즁텬가/ 경누옥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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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는 <쳥츈심곡>에는 있지만 <쳥가>에는 없는 대목이다. 화자는 금강산

(金剛山) 유점사에 찾아들어 청련암(靑蓮庵)에서 잠깐 쉬고 옥녀동(玉女洞)에서

목욕하고 부처님에게 시주하고 삼신당에 축원하고 백팔염주를 목에 걸고 나무

아미타불을 할까 생각하다가 천만사(千萬事)가 허사(虛事)라고 한탄하고 있다.

②는 두 작품 모두에 있지만, 내용상 차이를 보이는 대목이다. ㉯에서 이생에서

남은 인정을 낱낱이 다시 말하고 한번 죽으면 다시 죽지 않을 테니 끊어진 연

분을 다시 맺고 천만년을 즐겨보자고 말하고 있다. ②'에서 이생에 못산 한을

이별 말고 살아볼까 말하고 있으며 그 뒤에 필사후기가 적혀 있다.

<쳥가>의 창작연대와 필사연대를 확인할 수 없어 <쳥츈심곡>과 <쳥

가>의 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쳥츈심곡>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쳥

가>로 바뀐 것인지 아니면 <쳥츈심곡>의 작자가 <쳥가>를 수용하여 자신

의 상황을 묘사한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쳥츈심곡>에 오탈자는 있으나

결사가 보다 자연스럽다는 점에서 원본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한다. <쳥가>

의 필사자가 필사과정에서 불교적인 내용을 삭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니리져리자 궁인모난니런가/

아라 그레말아 쳔만가 허로다/ 그

런셜화 길기니 목셕간간심화난

다/ 통곡고 실혀들 무닉비실닛

나/ 니지달으니 뉴명니 다르구나/

말이쳔간람니 다시오기 어렵운니/

젼의 무죄악 그럿타시 지즁튼가/ 경

누옥 촉겨올나 옥황젼의 리고/ 난도

쥭어 지가셔 즁쳔하일 셔로만나/ ②

니셩의셔 남은인졍 낫낫셜화 다시고/

변쥭어 귀신되면 다변쥭든 안니리라/

은연분 다시고 그린안면 다시피/

명관이 되고 체혐이 혼쥬되야/

산이 평되고 강회슈가 마르도록/ 뉴별

든 우리부부 쳔만연을 질기보

촉경올나 옥황젼에 사죄고/ 나도 죽어

다시가셔 구쳔타일 다시만나/ ②' 이에

못산을 이별말고 사라볼가/ 이글젼편

자자귀을 눈물셕겨 지어/ 오자낙셔

만사오니 그도록 누리보소163)

[표 Ⅱ-3] <쳥츈심곡>과 <쳥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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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64)

(4) <기생명선자술가>165)

<기생명선자술가>는 명선이 자신의 일생과 김진사와의 사랑에 대하여 노래

한 가사이다. 이 작품은 정병설이 학계에 소개한 소수록에 실려 있다.166) 이

책에는 총 14편의 각기 다른 종류의 글이 작품이 실려 있다.167) 각 편의 제목은

164) 자료는 한국가사문학DB에 제시된 입력문을 참고하되, 원문 사진을 보고 수정하였다. 이
하 원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용된 것으로 작품의 제목만 적는다.

165) 원제는 ‘영 명긔 명션이라’이지만 자료를 소개한 정병설이 <기생명선자술가>라고
명명하였다(정병설, 앞의 논문, 2001)

166) 위의 논문, 2001.
167) 정병설, 앞의 책, 2007, 12-13면.

구분 구 내용

서사 1-16구 성현이 정한 남녀분별

본사

17-57구

58-83구

84-154구

155-170구

171-180구

181-198구

199-210구

211-238구

239-278구

279-298구

299-352구

353-378구

379-404구

405-424구

425-454구

부모의 아래에서 성장한 어린시절

택혼

혼인의 과정

남편의 득병

의약 수소문

문수

굿을 함

남편의 죽음

남편의 죽음에 대한 부정

자결 시도와 실패

독수공방에 대한 한탄

부녀자들의 놀이에 끼지 못함

혼수를 정리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함

열녀들을 본받기 어려움

근심을 잊기가 어려움

결사 455-482구 저승에서 남편과의 재회를 희망함

[표 Ⅱ-4] <쳥츈심곡>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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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편 영명긔명션이라

2편 안호걸이 회양당여 여슈명긔로 논가지미라

3편 죵슌이라

4편 찬일도미타가 탄미문감탄셩이라

5편 다졍싀자여 작구압가인셔라

6편 답

7편 수셩이 회양한당여 탄화로졉불라

8편 쳥누긔우긔라

9편 단화답이라

10편 답죠라

11편 쳥뇽가인한가

12편 단이라

13편 답이라

14편 영명긔졈고호명긔라

가장 먼저 수록된 <기생명선자술가>의 작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초기

연구에서는 명선이 창작하였거나, 적어도 명선의 구술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이

라고 보았다. 그러나 명선이 직접 창작하였다는 외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이

로 인해 이상원은 제목 “영 명긔 명션이라”를 ‘해영 명선에 대해 지었다’라

고 보아야 한다고 논의하면서, 소수록 소재 가사들에 대한 연구 방향이 재설

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68) 김혜영은 소수록이 1867-1877년 사이에 편찬

되었으며,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및 해주 기생 옥소와 관련 있는 승평계 그룹

의 일원이 편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소수록의 작품들이 잘 쓰이지 않는

전고와 표현을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편찬자에 의해 정교한 질서에 의해

배치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기생명선자술가>는 편찬자가 해주의 관아 등지

에서 전승 혹은 구전된 명선의 이야기를 가져와 자신의 관점에서 재정리하여

수록한 것으로 보았다.169)

168) 이상원, ｢소수록 소재 <청룡가인한창가> 연구｣, 한국시가연구 44, 한국시가학회,
2018a, 86-89면.

169) 김혜영, 앞의 논문, 2019, 17-42, 1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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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수록이 한 명의 편찬자가 정교한 질서에 의해 작품들을 배열하고

작품을 가필한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작품의 갈래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점에서

의구심이 생긴다. 편찬자의 영향이 크다고 여겨지는 야담집의 경우에도 개별작

품에서 갈래의 차이가 크지 않다. 따라서 이미 전승되고 있던 원형의 작품을 편

찬자가 수정 ·가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편찬자가 명선의 이야기를

다른 갈래가 아닌 가사로 엮은 이유가 존재할 것인데, 아마도 원형의 작품이 가

사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정병설에 따르면 명선을 첩으로 삼은 김진사는

1845년 황해도관찰사(黃海道觀察使)로 부임한 김정집(金鼎集, 1808-1859)의 막냇

동생 김중집(金中集, 1819-1856)으로 추정된다.170) 김중집은 임실현감(任實縣監)

으로 부임하자마자 병사하였다고 한다.171) 따라서 이 작품은 명선이 창작했거나

적어도 명선의 구술 자기서사를 들은 작자가 가사로 창작한 것이 아닌가 한다.

소수록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유일본으로, 1권 1책의 한글 필사본이

다. 오침선장본으로 크기는 28.4×20.0cm이고, 분량은 표지 포함 총 64장으로, 각

면 11행, 각 행 15-17자로 필사되어 있다. 표제는 ‘소슈록 뎐’이며, 권수제는 ‘쇼

슈록’이다. “갑오 졍월 이십오일 동필셔”라는 필사기가 있는데, ‘동객’의 정체

가 분명하지 않으나 갑오년은 1894년으로 보이며 수록 작품은 19세기 중후반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된다.172)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73)

170) 김정집은 숙종의 계비 인원왕후(仁元王后)의 아버지 김주신(金柱臣, 1661-1721)의 후손
이다. 숙종은 김주신에게 박동의 삼백 마흔 칸의 저택을 하사했다고 전한다. 김정집은 조
선인 최초의 신부 김대건(金大建, 1822-1846)을 체포하기도 하였다(정병설, 앞의 책, 2007,
34면).

171) 위의 책, 72면.
172) 김혜영은 동객 한 사람이 필사하였으나 수정은 동객을 포함한 두 사람이 이상이 참여
한 것으로 보았다(김혜영, 앞의 논문, 2019, 13면).

173) 자료는 정병설, 앞의 책, 2007을 참고하되, 원문 사진을 보고 수정하였다. 이하 원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용된 것으로 작품의 제목만 적는다.

174) 김혜영은 이 작품이 가사체와 산문체가 혼용되어 있으며, 가사체로 된 해주 명기 명선

구분 구분174) 내용

서사 가사체 기생이 된 자신

본사 가사체 명선이라는 기명을 얻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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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산월애원가175)

의 일대기와 산문체로 된 서술자의 논평으로 이루어졌으며 해주 명기 명선의 일대기에는
시조 5수와 일부분의 산문체가 삽입되어 있으므로 이 작품은 기녀 자술 가사가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 인물전이라고 하였다(김혜영, 앞의 논문, 2019, 49-64면). 그러나 가사체
와 산문체의 혼용이라는 점이나 내용적인 면으로 문학 갈래 구분하기는 어렵다. 특히 인
물전의 경우 주로 3인칭으로 서술되고 있으며 한문으로 기술된다는 점에서 인물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가사로 보되, 기존의 가사를 편찬자
가 가필하였다고 본다. 다만, 이 작품에 가사체와 산문체가 혼용되어 있다는 점은 동의하
므로 김혜영의 논의(위의 논문, 55면)을 참고하여 가사체와 산문체를 구분하였다.

175) 별교에 적힌 제목은 <군월원가>이지만 선행연구에서 <군산월애원가>로 지칭
하므로 본고에서도 <군산월애원가>를 사용하고자 한다.

전 관찰사의 수청을 들었으나 이별함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음

김진사를 만남

관찰사의 경체와 이별의 예정

김진사와의 이별

산문체

계절의 흐름 속에서 임을 그리워함

달이 지남에 따라 임을 그림

사물을 보고 임을 그리워함

밤에 임을 그리워함

가사체

부모에 대한 걱정

나의 절개에 대한 자부

새 관찰사의 괴롭힘

어머니가 나를 기른 일이 수포로 돌아감

아들을 낳음

김진사의 연락을 받음

어머니를 위로함

서울로 돌아감

님과의 상봉

결사 가사체 벗들에게 하는 말

산문체 평자의 말

[표 Ⅱ-5] <기생명선자술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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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월애원가>는 군산월의 입장에서 군산월과 김진사의 만남과 이별을 노

래한 가사이다. 이 작품은 이정진이 학계에 소개하였다.176)

군산월은 김진형(金鎭衡, 1801-1865)의 <북천가(北遷歌)>에 등장하는 함경도

(咸鏡道) 명천(明川)의 기생이다. 군산월이 작품의 내용처럼 김진형의 유배 시에

19세였다면 1834년(순조 34)이나 1835년(헌종 1)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된다.177)

이 작품의 작자가 군산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178) 고순희는 <군

산월애원가>가 수록된 가사집이 영남 지역에서 유통된 정황을 들어 <북천가>

의 애독자가 군산월의 사연을 가사로 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179)

또한 정병설은 <군산월애원가>라는 제목, 작품 내의 ‘군산월’이라는 지칭, 김학

사 유배 기간의 오류 등을 들어 제삼자가 군산월을 의탁해서 창작하였을 가능

성을 제기하였다.180) 그러나 이들 연구에서도 이 작품이 군산월의 입장에서 구

성되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181) 작자를 추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단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본고에서는 이 작품이 군

산월의 입장에서 창작되었으며 “군월원가”라는 제목으로 유통되었다는 점에

서 넓은 의미의 자기서사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현전하는 이본은 모두 2가지이다. 박순호 교수가 소장하고 있었으며, 현재는

한국가사문학관에 소장되어 있는 가사집 별교에 수록된 이본이 있다. 별교
사는 18×25cm 크기의 사침선장의 필사본으로, 총 20장이고, 각 면 12행, 각 행

14-17자로 필사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군산월애원가>와 함께 <별교>, <남

동이진효횡녹>이 수록되어 있다.182)

176) 이정진, 앞의 논문.
177) 위의 논문, 76면.
178) 박혜숙은 “｢군산월애원가｣는 군산월을 1인칭 대명사로 지칭하지 않고, ‘군산월’이라 지
칭하고 있어 과연 실제 작자가 군산월 자신인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지만 군산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내적 경험들이 서술되어 있다는 점, 다른 가사작품에서도 작자가 자
신을 지칭할 때 1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사용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일단
별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작자를 군산월이라 보기로 한다.”라고 하였다(박
혜숙, 앞의 논문, 2004, 217면 주석 6번).

179) 고순희, 앞의 논문, 1996, 92면.
180) 정병설, ｢군산월의 애원｣, 앞의 책, 2007, 84-85면.
181) 김윤희, 앞의 논문, 137면.
182) 이정진, 앞의 논문,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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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양주송씨 한성주부파가 소장하고 있었으며, 현재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

되어 있는 무제의 가사집에 수록된 이본이 있다. 이 가사집은 24×28cm 크기의

육침선장의 필사본으로, 표지가 찢겨나가 표제를 알 수 없다. 각 면 12행, 각 행

14-24자로 필사되어 있다. 이 자료에는 <군월니원가>와 함께 제목이 있는

부분이 찢겨나간 가사, <명복슈가>, <답조가>, <교여갸>, <칠셕가>,

<궁여가라>가 수록되어 있다. 다른 자료는 줄글체로 필사된 데 반해 <궁여가

라>는 귀글체로 필사되어 있다.183) 이 이본은 전체 내용을 필사한 것은 아니고

군산월이 고향을 떠나는 내용까지 필사되어 있다. 그러나 그간 이 작품은 유일

본으로 여겨졌는데, <북천가>의 인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산월애원가>가 여

러 이본으로 향유되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전체 내용이 필사되어 있는 박순호 교수 소장본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작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184)

이처럼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는 자기록 갈래, 서간 갈래, 가사 갈래로 나

눌 수 있다. 지금까지 자기서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별작품의 차원에서 이루

183) “군월니원가”, 한국가사문학DB, <http://www.gasa.go.kr/> 검색일자: 21.08.24.
184) 자료는 한국가사문학DB(http://gasa.go.kr/)에 제시된 입력문을 참고하되, 원문 사진을
보고 수정하였다. 이하 원문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인용된 것으로 작품의 제목만 적는다.

구분 구 내용

서사
1-4구

5-16구

창녀 신명과 양반 행실에 대한 한탄

이별에 대한 한탄

본사

17-35구

36-51구

52-79구

80-115구

116-129구

130-261구

276-319구

군산월의 결심

군산월과 김학사의 첫만남과 인연

김학사의 해배와 본관의 당부

군산월과 가족의 이별

김학사와 군산월의 동행

김학사의 이별 통보와 두 사람의 이별

군산월의 귀로와 혼잣말

결사 320-323구 논자의 평가

[표 Ⅱ-6] <군산월애원가>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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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는데, 자기서사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작품에 대한 이해가 필수

적이지만 여러 편의 자기서사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양상도 아울러 검토될

필요가 있다.

자기서사를 지나치게 일반화하여 개별작품의 특징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동

시에 개별적인 특성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전모를 효과적으로 밝히기 위하여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이에 본고에서는 자기서사를 문학 갈래별로 검토하고

자 한다. 전술한바, 자기서사는 작자와 독자의 관계에 따라서 분류된다. 각각의

작품은 개별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문학 갈래가 지니는 관습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갈래별로 작품을 분석한다면 개별작품의 특징을 사장하지 않으

면서도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먼저, 각각의 갈래가 지

니는 서술 특징을 살펴보고 그다음으로 갈래에 따라 달라지는 자아 형상을 확

인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에 나타난 서술 방식을 문학 갈래별로 살펴보

고자 한다. 이때 구성상의 특징과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작자가 자

신의 일생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건을 기술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함께 사건을 어떻게 배열할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작자는 시간의 흐름

에 따라 자신의 일생을 순행적 또는 역행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인과관계

에 따라 연속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으며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파편적이거나 병

렬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작자의 의도에 의하여 영향을 받

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정해진 문학 갈래가 지니는 관습의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문학 갈래에 따른 자기서사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작자의 서술 의도

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또한 이것은 작자의 정체성 파악

의 실마리가 되기도 하는데, 철학자 젠스 브로크마이어(Jens Brockmeier)가 주

장한바, 자서전의 정체성 구축에 문화적 및 개별적 시간 질서의 특정한 통합이

일어나기 때문이다.185)

185) 젠스 브로크마이어는 자전적 서사에서 시간 구조를 직선적 구조(linear model), 원형적
구조(circular model), 주기적 구조(cyclical model), 나선적 구조(spiral model), 정지적 구
조(static model), 단편적 구조(fragmentary model)의 여섯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Brockmeier, Jens, “Autobiographical Time”, NARRATIVE INQUIRY 10(1), 2000, pp.
51–73; 가브리엘레 루치우스-회네, 아르눌프 데퍼만 저, 박용익 역, 이야기 분석-서사적
정체성의 재구성과 서사 인터뷰의 분석을 위한 이론과 방법론, 역락, 2006, 89-90면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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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 자기서사에 나타난 언어 표현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전근대 여

성의 한글 글쓰기에는 다양한 성격의 언어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문학

갈래가 혼효되어 있다. 규방가사에는 한자어와 생활어의 혼용, 양반언어와 서민

언어의 혼용, 여러 문학 갈래의 수용이 나타난다고 평가된다.186) 이러한 현상은

가사뿐 아니라 산문에서도 나타난다. 가령, 해평윤씨의 윤시긔록에서는 한

자어 사용 빈도가 높으며 전고(典故)가 다수 사용되고 있는 한편으로 가사와의

유사성이 나타난다.187) 그렇다면 자기서사는 언어 표현에 있어서 혼재되어 있다

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가? 작품에 언어 표현이 혼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학 갈래에 따라 어떠한 어휘와 표현이 두드러지는지 정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테면 한자어와 전고가 많이 사용되어 문어성이 강한 작품도 존재하고 일상

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어 구어성이 강한 작품도 존재한다.188) 즉, 작품 전체가

문어체로 이루어져 있거나 구어체로 이루어져 있다기보다는 스펙트럼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189) 언어 표현은 작자의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요

하므로 작품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각각의 갈래별 서술 특징과 자아의 형상화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

다. 자기서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쓰기 위한 글이므로, ‘자아’의 문제가 중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190) 지금까지 여성의 자기서사에 나타나는 자아에 관한

186) 백순철 앞의 논문, 75면.
187) 조혜진, 앞의 논문, 2015, 233-237면.
188) 김진세는 고전소설을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가는 구어체로 된 작
품과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이해되지 않을뿐더러 자신이 읽어도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문어체로 된 작품으로 구분하였다. 전자에는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심청전 등이, 후자에 윤하정삼문취록, 완월회맹연, 화산선계록 등이 속한다고 보
았다(김진세, ｢낙선재본 소설의 특성｣, 정신문화연구 44, 정신문화연구원, 1991, 14면).

189) 정병설은 완월회맹연에 작품이 지향하는 이념적, 관념적 세계를 묘사할 때는 문어체
가 사용되고 급박하거나 희화적인 상황에서는 구어체가 사용되는 문체적 혼재 현상이 드
러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51-58면).

190) 서구 사상에서 자아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철학자 찰스 테일러
(Chales Tayeor)는 근대적 정체성은 근대적 내면성, 그것과 연관되는 자아(self)라는 관념,
근대 초기부터 발견되는 일상적 삶(ordinary life)에 대한 긍정, 자연(nature)을 도덕의 내
적인 원천으로 보는 표현주의적 관념 등이 갈등하는 가운데 생겨난 것이라고 본다. 그는
근대적 내면성은 플라톤부터 아우구스티누스의 내면적 전환, 데카르트가 출발시키고 로크
가 강화한 거리 두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추진력인 모든 기독교인에게 요구되는 자
아탐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찰스 테일러 저, 권기돈, 하주영 역, 자아의 원천들,
새물결, 2015, 359-374면).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에서부터 다니엘 레빈슨(Daniel J.
Levinson)에 이르는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자아 발달이 타인으로부터 분리를 이루어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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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주로 젠더정체성과 개별정체성의 관계를 탐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서사를 남긴 여성들이 자신의 삶이 당대의 평균적인 혹은

이상적인 삶과는 무엇인가 다른 면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그것을 발견하거나 정

당화하는 차원에서 자기서사의 글쓰기를 하였다고 보았다.191) 그러나 그들의 글

에 나타나는 여성적 자아는 신분의 차이나 인생의 성패 여부와 상관없이 철저

히 삼종지도라는 유교적 윤리에 의해 구성되어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전근대 사

서 독립된 개인이라는 감각을 획득하면서 겪는 과정이라고 보았다(진 베이커 밀러, ｢여성
의 자아감 발달｣, 주디스 조던 외, ‘여성’의 자아, 한울아카데미, 2018, 21-22면). 이러한
자아 발달이 남성을 기준으로 연구되었다고 반박하면서, 심리학자 낸시 초도로우(Nancy
Chodorow)는 여아의 정체성 확립에 관한 연구에서 여아는 남아보다 타자와의 관계를 중
시하고 그것에 의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향이 크다고 보았다. 이러한 정체성의
형성 과정은 여성의 자아관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여성들은 타자와의 관계를 중시하므로
남성보다 유연한 자아관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낸시 초도로우 저, 김민예숙 ·강문
순 역, 모성의 재생산,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8, 258-274면). 미국의 페미니스트 주디
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정체성은 사회가 이상화하고 내재화한 규범으로 허구적으로
구성된 것이며 반복적으로 수행되어 몸에 (재)각인되는 행위라고 하였다. 그녀는 젠더는
양식화된 행위의 반복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희미하게 구성되고, 외부 공간에 제도화되
는 정체성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젠더는 재현적인 것이 아니라 수행적인 것이라고 주장하
였다(주디스 버틀러 저, 조현준 역, 젠더 트러블, 문학동네, 2008, 349-350면).
이와 달리 유교에서 말하는 ‘아(我)’는 독립성이 아닌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송

(宋)대 주자학은 “성인여아동류(聖人與我同類)”와 “성인학이가지(聖人學而可至)”를 강조하
였는데, 이는 공자 이래 주장되어 오던 자기완성의 이상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된 것이었
다. 이는 서구에서 말하는 신(神) 앞에 선 단독자이거나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난 고립된
문자로서의 개인의 발견은 아니었다. 아(我)는 ‘가(家)’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자기완성을
이루고 ‘향(鄕)’, ‘국(國)’으로 확장한다(이승연, ｢개와 가｣, 동양사회사상 3, 동양사회사상
학회, 2000, 196-197면 참조). 즉, 인간은 선택과 책임을 전적으로 지는 고립된 존재가 아
니라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는 존재라는 것이다(이숙인, ｢유교의 관계윤리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 한국여성학 15(1), 한국여성학회, 1999, 50면). 유교의 관계적 아
(我)에 대한 연구는 관계성에 초점을 두는 방향과 관계적 아(我) 안에도 개별성이 모색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향의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김세서리아, ｢조선 유
학의 가족서사를 통한 관계적 자아의 정교화: 송덕봉의 서간문에 나타난 부부서사를 중심
으로｣, 한국여성철학 25, 한국여성철학회, 2016, 1-28면 참조).
최근의 연구는 핵심적인 자아가 있다는 생각이 뇌가 만든 착각이라고 본다. 사회발달심

리학자 브루스 후드(Bruce Hood)는 ‘자아’는 “우리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과 초기 환
경의 영향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고와 행동이 대체로 사회적 맥
락 안에서 형성되며, 생물학적 특징과 성향이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촉발되거나 사라지기
도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다양한 자아가 존재하며,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
른 자아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브루스 후드 저, 장호연 역,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 모
습 모두 가짜라면, 중앙북스, 2012, 199-200면).

191)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 앞의 논문, 2002a, 346-3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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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여성에게는 딸, 아내, 어머니의 역할만이 인정되었으므로 작품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젠더정체성이 개별정체성보다 우선적이고 규정적이었다

고 평가한 것이다.192) 물론, 자기서사를 남긴 여성들은 삼종지도를 내면화하고

있으며, 자기 자신을 독특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려는 의도에서 글을 쓴 것도 아

니다. 그러나 여성의 자기서사에도 개별적인 경험과 감정이 존재하므로, 개별정

체성의 발현과 무관할 수 없다.

그렇다면 자기서사에 나타나는 자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요

구되는가? 무엇보다 자기서사에 나타나는 자아는 허구적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문학자 시도니 스미스(Sidonie Smith)가 지적한바,

자기서사에 드러나는 자아는 선험적 본질, 즉 자발적이고 진정한 존재라기보다

는 자아에 대한 역사적 개념들과 우리의 스토리텔링 과정을 통하여 구성된 문

화적이고 언어적인 ‘허구’이다. 그녀는 영문학자 엘리자베스 W. 브루스

(Elizabeth W. Bruss)의 말을 인용하여 자서전 쓰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

하였다. 자서전 쓰기는 글쓰기 행위 자체가 있기 전에는 명확하지 않았던 과거

와 ‘자아’에 일관성과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종의 생애에 대한 해석이라는 것이

다. 작자는 과거와 현재의 역학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자아와 경험을 온전히 포

착할 수 없으며, 언어의 한계로 인하여 그것들을 완전히 서술할 수 없다. 따라

서 자기에 대한 글쓰기에서 ‘진실성’이 나타나는 것은 언어와 경험의 일치에 있

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전적 의도를 글의 형식에 삽입하는 데 있다고 하였

다.193) 즉, 현실의 자아나 경험은 막연하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언어를 통하여 완

전히 서술될 수 없으므로, 글쓰기에 나타나는 자아는 작자의 의도와 글의 형식

에 의하여 재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기서사의 자아는 작자의 서술 의도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그 의도

를 반영하기 위하여 선택된 문학 갈래의 관습의 영향을 받아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작자와 작품에 따라서 다양한 서술 의도가 복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작자가 지배적으로 영향을 받은 서술 의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선택된 문학 갈래의 관습에 의하여 역으로 자아가 형상화된다. 가령 자

기록 갈래 자기서사는 작자가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독자에게까지 전달

192)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 앞의 논문, 2002b, 307-315면.
193) Sidonie Smith, A Poetics of Women’s Autobiography: Maginality and the F ictions of
Self-Representati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pp. 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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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서술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독자에게 자신을 변론하려는 의도가 강

하게 드러나고 있다. 서간 갈래 자기서사는 작자가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서술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독자에게 내면의 갈등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사 갈래 자기서사

는 청자에게 노래로 전달하기 위하여 서술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청자와 동질감

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갈래에 드러나는

자아를 ① 변론적 자아 ② 모순적 자아 ③ 연대적 자아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

다. 각각의 갈래에 드러나는 자아의 형상을 개별작품을 통하여 검토해보고자 하

는데, 이때 작자의 신분과 지위를 중심으로 작품에서 주로 서술되는 내용에 초

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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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자기록 갈래와 변론적 자아

1. 자기록 갈래의 서술 특징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는 산문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일생을 서술한 글쓰기로

이루어져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갈래는 본고에서 새로 제안한 것으로 서술

의 특징이 검토된 바 없다. 이 갈래는 일인칭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고백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소설의 고백

체와는 차이가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검토되

어야 할 것인가? 이에 자기록 갈래의 구성과 표현 면에서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서사의 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작자가 자아를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표현을 살펴보는 것은 작자의 서술 의도를 파악하기에 적절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자기록 갈래의 서술 특징을 구성과 표현의

두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1) 일화 중심의 연대기(年代記)적 구성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는 자신의 일생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술

하고 있다. 가령, 한산이씨의 고행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된다.

① 기해년에 태어나 한성 동학동(東學洞)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다.

② 갑진년 예산(禮山)으로 할아버지를 모시러 갔으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③ 정미년 우천(牛川)으로 이주하였으며, 기유년 동학동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

났다.

④ 병진년에 유명천과 혼인하였다.

⑤ 둘째 의붓딸을 시집보냈다.

⑥ 무오년에 장녀가 태어났으나 세상을 떠났다.

⑦ 기미년에 차녀가 태어났으나 경신년에 세상을 떠났다.

⑧ 남편이 지례(知禮)로 유배 갔다.

⑨ 시어머니가 학질에 걸렸다가 차도가 있었으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지례로 이

주하였다.



- 60 -

⑩ 장남이 태어났으나 세상을 떠났다.

⑪ 남편이 음성(陰城)으로 양이(量移)되었다.

⑫ 시어머니가 지례에서 병환이 깊어져 세상을 떠났다.

⑬ 신유년 남편이 무고로 한성으로 잡혀갔으나 무죄로 풀려났다.

⑭ 계해년 남편이 유배에서 풀려나 안산으로 돌아왔다.

⑮ 시동생의 첫아들 유매를 양자로 들였다.

 갑술환국으로 남편이 연일(延日)로 유배 가서 자신이 유매와 함께 따라갔다.

 유매가 관례를 치르고 혼사를 치르기 위하여 한성으로 갔다.

 무인년 연일로 유매 부부를 데려왔다.

 기묘년 남편이 유배에서 풀려나 괴산(槐山)에서 지냈다.

 경진년 친정어머니의 병환으로 우천으로 갔으나 어머니가 곧 세상을 떠났다.

 신사년 남편이 지도(智島)로 유배 갔다.

 유매 부부와 지도로 향하다 은진(恩津)에서 유매가 급체하여 하인에게 신주를

들려 먼저 보냈다.

 유매 부부와 전주에서 두 달 동안 지내다 자신은 먼저 지도로 들어가고 유매

부부는 나중에 사돈과 함께 들어왔다.

 계미년 유매의 생부가 위독하여 유매가 남해로 갔으나 생부가 이내 세상을

떠났다.

 유매가 장사를 치르고 지도로 돌아왔다.

 갑신년 유매 부부가 안산으로 돌아갔다.

◯27 유명천이 유배에서 풀려나 괴산으로 갔으나 세상을 떠났다.

◯28 경인년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다.

◯29 의붓딸 진주유씨가 딸을 낳다 세상을 떠나자 외손녀를 데려와 길렀다.

◯30 유매가 재취하였으나 두 번째 며느리가 세상을 떠났다.

◯31 유매가 삼취하였다.

◯32 삶이 서럽고 괴롭다.

위의 서술 단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자

신의 상황까지의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일생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할 때 구체적인 연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박시내는 고행록의 각 사건이 시간적 배경 ·사건의 골자 ·서사 주체

의 감상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파악하였다.194) 이처럼 이 작품은

사건의 시간적 배경을 기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고행록은 연도와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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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산이씨의 남편 유명천의 일생을 기록한 퇴당공종환
록(退堂公從宦錄)과 유사하다.

신묘년(1651, 효종2) 가을, 사마시(司馬試)에 병과(丙科)로 합격했다.

임자년(1672, 현종13) 6월 3일, 효릉참봉에 제수되었다. 당시 이경억(李慶億,

1620-1673)이 이조판서가 되었는데, 한쪽 편 사람들이 종신토록 출사하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여기며 두루 자문을 구하고, 나를 두 번째 후보로 의망(擬

望)하여 낙점을 받았다.

10월, 별시 문과에서 갑과(甲科) 제1인으로 급제했다. 당시의 대책(對策)은 인재

에 관하여 묻는 내용이었고, 시험관은 행 예조판서 정지화(鄭知和, 1613-1688)였

다.

10월 24일, 성균관전적에 처음 제수되었다.

12월 3일, 사헌부감찰에 제수되었다. 사은(謝恩)한 뒤, 괴산(槐山)에 있는 선영에

급제의 영예를 고하기 위해 정사(呈辭)를 올려 체직되었다.195)

위의 내용은 퇴당공종환록의 서두이다. 이 기록은 유명천의 정치적 역정을

연월 순으로 간략하게 쓴 것으로, 표제(表題)가 없지만 ‘퇴당공종환록’이라는 가

제가 붙어있다. 원본은 전해지지 않으며 복사본이 진주유씨 모산종택에 전하고

있다. 총 47면으로 1면에서 31면의 계해년까지는 유명천이 기록하였고, 31면 갑

자년에서 47면까지는 유매가 쓴 것이다.196) 이 기록은 유명천이 대과(大科)에 합

격한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며, 아들에 의하여 유명천의 사후까지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기록하고 관직 상의 변동사항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행록도 날짜를 기록하고 그와 관련된 일신상의 변화를 적고 있다는 점에

서 퇴당공종환록과 유사하다. 그러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사

194) 박시내, ｢어이 이르리요!: 한산이씨 고행록에 보이는 언어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서사기
법으로의 한(恨)｣, <제6회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우송한국학 국제심포지엄>, 2017.5.25., 2
면.

195)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찬, 앞의 책, 174면. “辛卯秋, 中司馬丙科. 壬子六月初三日,
拜 孝陵參奉, 時, 李慶億爲銓長, 頗慨一邊人之錮塞, 訪問, 副擬而受 點. 十月, 擢別試甲科第
一人, 第題問一才, 命官, 則行禮判鄭知和. 十月二十四日, 初授成均典籍. 十二月初三日, 拜司
憲府監察, 謝 恩後, 以槐山榮墳呈遞.”(같은 책, 150-151면)

196) 김봉좌, ｢한산이씨 고행록의 내용과 특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찬, 앞의 책, 16
면 주석 1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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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과 관련된 인물의 일화를 상세하게 제시하기도 한다.

 조부(祖父)게셔 문(文學)이 제대부(諸大夫)의 디나시되 므샹소(上疏)시

고 이십 이후(二十以後) 쇼과(小科)□ 등(登)신 후(後) 폐과(廢科)셔 뎡심

(貞心)이 금셕(金石) 시니 □ 녜산(禮山) 한가동(閒暇洞) 아계묘하(鵝溪墓

下)의셔 죵노(終老)셔 님년(臨年)□□ 겨시니 거가(擧家)셔 갑진(甲辰) 츈

(春)의 가셔 뫼와더니 □…□ 납동(臘冬)의 하셰(下世)오시니197)

 칠월(七月) 보긔 음셩(陰城)으로 가시고 나뫼고 이셔 병환(病患)은 졈

졈 듕오시니 망극(罔極)기을 어이 긔록(記錄)리오 당신님 족하님 니

원(李生員)이 샹(尙州) 겨시매 그 냥반(兩班)을 뫼셔다가 가지로 구호(救

護)다가 팔월(八月) 십이일(十二日) 하셰(下世)오시니 텬디망극 듕(天地

罔極中) 음셩(陰城) 뎍소(謫所) 졍경(情景)을 각니 가지가지 망극(罔極)

고 초상(初喪) 뎨구(諸具)마치 다 뎍어두고 관(棺材)도 녀내 잡아 날나

여 두어시매 초상(初喪)을 디내고 그 고을 원(員)이 비록 셔인(西人)이나

극진(極盡) 돌보고 경샹도(慶尙道) 인심(人心)이 긔특(奇特)여 샹인(常人)들

은 죵이나 다디 아니더라 팔월(八月) 념뉵일(念六日) 상(行喪)여 음셩

(陰城) 뎍소(謫所)로 오되 상인(喪人)이 못 오시니 가지가지 의 업졍경

(情景)이 아라타 업서 내 상구(喪柩) 뒤뫼오와 상(行喪)니 그런 일이

어이 이시리오. 음셩(陰城) 디경(地境) 십 니(十里)의 나가 셔시니 나몬

져 집으로 드러오고 상구(喪柩)을 뫼고 오셔 훼(哀毁) 듕(中) 구강(丘岡)

이 안산(安山) 드러 겨오시니 안산(安山)으로 상(行商)오되 못 가시

니 텹텹(疊疊) 의 업일이니 지원극통(至冤極痛)을 어이 니리오 음셩

(陰城) 디경(地境) 십 니(十里)의 나가 셔시니 나몬져 집으로 드러오고

상구(喪柩)를 외고 오셔 훼(哀毁) 듕(中) 구강(丘岡)이 안산(安山) 드러 겨

오시니 안산(安山)으로 상(行商)오되 못 가시니 텹텹(疊疊) 의 업

일이니 지원극통(至冤極痛)을 어이 니리오198)

은 조부의 죽음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한산이씨의 조부는 이부

(李阜, 1588-1664)로, 1615년(광해군 7) 28세에 진사시에 합격하여 성균관(成均

館) 장의(掌議)를 지냈다. 1620년(광해군 12)에 이이첨(李爾瞻, 1560-1623)의 참

197) 고행록, 49면.
198) 고행록, 55, 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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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산해의 산소가 있는 충청도

예산으로 낙향하였다. 화자는 갑진년 봄에 부친 이수빈(李壽賓)을 따라 조부를

모시러 한가동으로 갔으며, 조부가 그해 12월에 세상을 떠났다고 요약적으로 서

술하고 있다. 는 남편을 대신하여 시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게 된 일화를 기술

한 것이다. 유명천은 숙종(肅宗) 대 여러 차례 귀양을 갔는데, 그때마다 한산이

씨는 시모 경주이씨(慶州李氏)을 모시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기 위하여 동행하였

다. 이에 유배지에서 대소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지례에서 바라던

아들을 낳았으나 아들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며, 남편은 지례에서

음성으로 유배지를 옮겼으나 시어머니가 학질을 앓아 함께 갈 수 없었다. 시어

머니의 조카 이생원이 병구완을 하였으나 결국 시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

다. 화자는 상주(喪主)이지만 죄인의 몸으로 행상을 할 수 없었던 남편을 대신

하여 상구를 모시고 음성까지 가서 남편을 만났다가 혼자 선산까지 행상하였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술회하고 있다.

전(傳)이나 행장에서 인물을 그리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의 성명,

직함, 가계이다. 그러나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명, 직함,

가계는 거의 기록되지 않는다. 한산이씨의 고행록을 살펴보면, 한산이씨가 자

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소개하는 대목과 후손이 한산이씨의 가계를 소개하

는 대목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부(祖父)게셔 문(文學)이 제대부(諸大夫)의 디나시되 므샹소(上疏)시

고 이십 이후(二十以後) 쇼과(小科)□ 등(登)신 후(後) 폐과(廢科)셔 뎡심

(貞心)이 금셕(金石) 시니 □ (중략) 텬디간(天地間) 셜운 듕(中) 우리 엄친

(嚴親)의 문(學問)으로죵시(終是) 등운(登運)을 못시고 십칠 셰(四十

七歲)예 기셰(棄世)시니199)

 부인은 한산이씨니 선묘조의 정승 아계(鵝溪) 이산해(李山海)이요 석루공(石樓

公) 이경전(李慶全)의 증손이요, 처사 이부(李阜)의 손녀요, 진사 이수빈(李壽

賓)과 초계정씨(草溪鄭氏)가 부모이다.200)

199) 고행록, 49면.
200)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찬, 앞의 책, 101면. [夫人, 韓山李氏, 宣廟相鵝溪公, 實爲高
祖, 石樓公之曾孫, 處士阜之孫, 進士壽賓鄭氏爲考妣也(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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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이씨는 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학문과 과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

으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성명, 직함, 가계를 소개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후손

은 에서 한산이씨의 조부와 부친의 성명, 직함, 가계를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에서는 성명, 직함, 가계가 기록되지 않는다. 가

계를 소개하는 경우에도 “공주 증손”, “녀양 증손녀” 등으로 소략하게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독자의 범위를 집안 내로 한정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직함

과 가계가 자기서사에서 기록할만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화자를 둘러싼 주변 인물들의 외모에 관하여 상세한 묘사가 이루어지지

도 않는다. 대부분의 작품에서 인물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다. 다만, 한중록의 경우, 큰올케의 외모에 대해서 “처엄으로 드러오시니 질

(資質)의 아다오심과 긔품(氣稟)의 고슈(高愁)시미며 녜모(禮貌)의 진션(盡

善)시미 여러 쳑니(戚里)집 소년부녀(少年婦女)과 이 여나시니 궁금(宮禁)

이 눈을 기우려 졀(絶色)이시믈 일더니라”201)라고 설명하며, 큰오빠의 외모

에 대해서 “풍의(風儀)가 젹탕(適蕩)오시고 안뫼(顔貌ㅣ) 슈려(秀麗)오시니,

션비(先妣) 여온 후(後)로 만히 담와 겨오신 고(故)로 용의(容儀)우러워

반기더니라.”202) 등으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풍양조씨는 긔록에서 어머니의 외모에 대해 “톄뫼(體貌ㅣ) 장슉(壯肅)

시고 위의(威儀) 침뎡(沈靜)시며 용안(容顔)이 슈려(秀麗)시고 긔븨(肌膚ㅣ)

셜(白雪)이 엉긴 시니 본조쇠(早衰)샤 츈(春秋ㅣ) 삼심여의 아미

지간(蛾眉之間)의 간〃(間間)이 흰 빗치 소〃(疎疎)시고 쇠패(衰敗)시미 심

시부(色膚)의 고 조흐시믄 더욱 쇄연(灑然)시니”203)라고 묘사하고 있

다. 여타의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모에 대하여 많이 묘

사하고 있는 긔록에서조차 어머니의 외모에 대한 묘사는 얼굴과 몸가짐에

대한 간략한 설명에 불과하다. 이는 당대에 향유되던 한글장편소설에서 외모에

대하여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있다.204)

201) 한중록, 237면.
202) 한중록, 242면.
203) 긔록, 154면.
204) 당대인의 외모에 대한 관심은 해남윤씨 녹우당에 전해지는 ｢신해년도임일기(辛亥年到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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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에서 기록하고 있는 인물의 일화는 어떤 것인

가? 이 갈래는 인물의 덕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 하에 인물들의 언행을 기

록하는 특징을 지닌다.

 嚴父堂上의셔 敎誨시고 慈母閨中의셔 愛養시니 이 重恩惠天

長地久라도 갑기 어렵고 이 深恩澤은 天摧地圻이라도 갑기 어려운디라 그

러호로 昔애 曾子之孝可만고 넘다 아니얏니 今我之不孝何

以比之何以形之리요 雖宗姓을 繼繼承承티 몯女子之身이나 幼稚야셔

曹娥와 黃香을 效則며 女工之事브즈러니 화 祭祀애 초와 팀와 저

밧드러 버리기도으며 成長얀 사의게 가 婦道삼가 舅姑奉孝며

九族을 和睦며 吾子를 溫順히 셤기며 御下洽家和平히 야 七去之過

업시 살오며 역시 孝道라 하신 嚴訓을 熟聽아왓더니205)

 <내> 어려셔 고이 닙어보디 못, 내 의 닙은 거닙고 가지고져 미

업분 아니라, 몬져 고모긔 년긔 날과 녀(女子)이시니 그 (宅)이

종실후예(宗室後裔)로 빈한(貧寒)치 아니니, 귀노 의복(衣服) 장(資

日記)｣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신해년도임일기｣에는 윤선도의 후손들이 1791년(정조
15) 1월 16일 밤에 정조를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 정조는 고산(孤山) 윤선도(尹善
道)의 산론(山論)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현륭원(顯隆園) 천장(遷葬)을 하자 그의 후손에게
수원부에서 과거를 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정조는 그들이 수원부에 도착하자 화
성행궁의 은약헌(隱若軒)에서 윤선도의 후손을 만난다. 이때 정조는 입시한 그들을 한 명
씩 섬돌 위에 올라오게 하여 이름, 나이, 공부, 거주지 등을 질문하였다. 그는 그들의 외
모에 대해서 언급하기도 하는데, 특히 윤굉(尹宏)에게는 그의 외모가 그들 중에서 제일이
라며, “얼굴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생김새 또한 무익한 것은 아니니 잘생긴 사람이 벼슬
에 오른다면 조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김덕수, ｢정조, 윤선도의 후손을 수원
으로 초대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녹우당에서 고산을 그리다, 한국학중앙연구원,
2018, 13-47면 참조).
또한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도 ｢상론(相論)｣에서 “세상에는 진실로 재덕(才德)을 충

분히 간직하고도 액궁(阨窮)하여 그 재덕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상에다 그 허
물을 돌리지만, 그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을 우대(優待)했더라면 이 사람도 재상(宰相)
이 되었을 것이요, 이해에 밝고 귀천에 밝았는데도 종신토록 곤궁한 사람이 있는데, 역시
상에다가 허물을 돌리지만, 그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에게 자본(資本)을 대주었더라면
또한 부자(富者)가 되었을 것이다.”라며, 사람을 용모로 평가하는 세태가 만연한 것을 비
판하였다(丁若鏞, ｢相論｣, 茶山詩文集 卷11, 임정기 역, 고전번역원, 1983,
<http://db.itkc.or.kr/inLink?DCI=ITKC_BT_1260A_0110_010_0220_2000_005_XML>, 검색
일자: 21.10.07).

205) ｢인목대비술회문｣,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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粧)이나 노노리의 거시나 지 아닌 거시 업, 내 불워업고, 치

노쟈 거<시> 가지고져 야는 일이 업더니라. 일일(一日)은 그 아가 다

홍(多紅) 가기쥬치마고 오니 심히 고은디라. 션비(先妣) 보시고 “네 닙고

시부냐?” 시기 내 (對)“이시면 아니야 <피야> 닙을 묘리(妙理)

업장만야 닙기 슬오이다” 니 션비 차탄(嗟歎)셔 “너빈가지녀

(貧家之女)기 그러니 네 셩혼(成婚)의 이 치마여 네 오날 어룬치

말던 거표(表)리라” 시더니 내 몸이 이리되니 션비 눈물지시고 “고

은 오닙히디 못시고 이 치마여주려 엿더니 궁금(宮禁)의 드로시

니 (私私) 의복을 못 닙을 거시니 내 야 닙히고 시븐 을 일우리라”

시고, 간(再揀) 후 삼간(三揀擇) 밋디 아닌 즈음의 닙게 다홍 기쥬치

마야 닙히고 슬허시니 내 울고 닙엇더니라. 근쳑니(戚里)집은 의복

장을 가례(嘉禮) 후 야 드려오양(樣)을 보니, 우리 집은 죠심(操心) 근

신(謹愼)이 심(甚)시던 줄 알노이더라.206)

 셕년(昔年)의 비(婢輩) 젼어(傳語)로 곳의 족(士族) 규(閨秀ㅣ) 이

시무부고(無父孤兒)로 뎨형(諸兄)이 무타(無他)고 기뫼(其母ㅣ) 패려

(悖戾)여 실졀죵부(失節從夫)니 혈〃일신(孑孑一身)이 무의무탁(無依無托)

히 긔한(飢寒)이 참혹(慘酷)믈 드시고 참측(慘惻)믈 지 못샤 거두어

치실무휼(撫恤)시며 고렴(顧念)시믈 극진이 시고 랑시믈 아등

(我等)과 치 시며 졉시기싀누의 치 시니 비(婢輩) 감히 만

모(慢侮)치 못니 엇지 당의 어지신 과 너신 덕이 아니리오마

부군이 만일 불관(不寬)이 용납지 아니시면 당(慈堂)이 엇지 능히 을

펴시리오마부군의 인관유(仁慈寬宥)시미 그런 일을 심히 깃거시니

실노 우리 부모의 인현성심(仁賢誠心)이 셰샹의 엇지 흔리오마노텬

(露天)이 무지야 갑흐미 업고 인니(人理)도 상여 션악의 슈복(壽福)이 밧

고이니 텬의(天意)가히 모리도다207)

 쳔셩(天性)을 명각(明覺)후(…중략…) 일 나 젼후의 다름이 잇리

오마두리밧 로 부뫼 후로 지(行止)유심텬뉸이 각분(各

分)여 져러가 비탄팔여 무후(無後)미 한이로다 실가 져허

고 유튱아(幼沖兒)의 지각(知覺)이 미분아모리 졍도(正道)와 졍언(正

206) 한중록, 172-173면.
207) 긔록, 158-1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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言)으로 휸교시고 죄(責罪)시나 엇지 능히 황공감은(惶恐感恩)물 다

라 셩과 비안(悲顔)을 아니 리오? 아모리 슈심명골(修心明骨)나 오히려

지각이 미튱(未充)아직 슬푸고 노호움만 아라 사연이 발후회여

송뉼(悚慄)불감(不敢)이니라. (…중략…) 홀연이 심긔 져샹(沮喪)야 손

의 드러던 일을 노코 댱태식(長太息)스로 놀나 호읍을 낫초고 안을

화히냐 텸망모안(覘望母顔)야 화여일(色和如一)이시면 비로소 슘을 휘

쉬고 비안쳑이시면 황연송구(惶然悚懼)여 일신의 이 업시 디엿도다.

(…중략…) 밤을 당야 벼개어루만져 음업시 츄원영모지심(追遠永慕之

心)이 등야 니리 벼개젹시나 일변 공겁(恐怯)미 업지아냐 부모의 침

슈(寢睡)펴 호읍을 낫초와 우탄 왈, “아직 튱년(沖年)의 죄악이 디듕

여 조샹부모(早喪父母)고 뎨형(弟兄)이 무타(無他)여 무지락과 연지지

졍(連枝之情) 업셔 고〃일신이 신톄발부가 슈지부뫼시니 아신을 스로 어루

만져 늣겻도다.208)

은 ｢인목대비술회문｣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일화를 서술한 대목이다. 화자

는 자신이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조아(曹娥)와 황향(黃香)의 효(孝)를 본받으려

하면서 여공을 배우고 제사를 도우며 부도를 닦고 구고를 섬기는 것이 효(孝)라

고 한 부모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였다고 쓰고 있다. 화자의 효성을 보여주기 위

한 일화이다.

은 한중록에서 고모의 딸이 입고 온 치마를 보았던 일화를 서술하고 있

다. 고모의 딸은 종실의 후예라 사치스러운 의복을 많이 입었는데, 어느 날 다

홍 깨끼 치마를 입고 왔다. 이에 어머니가 입고 싶으냐고 화자에게 물어보자 화

자는 있으면 안 입을 수 없겠지만 굳이 장만하여 입고 싶지는 않다고 대답한다.

대답을 들은 어머니는 화자를 기특해하며 혼인날 깨끼 치마를 해 입혀 어른처

럼 말하던 것을 칭찬하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화자가 세자빈으로 재간택이 되자

어머니는 궁중에 들어가면 사가(私家)의 의복을 입지 못할 것이라며 다홍 깨끼

치마를 해 입힌다. 화자의 어른스러운 면모와 어머니의 간절한 사랑, 집안의 검

소한 가풍을 보여주기 위하여 제시된 일화라고 할 수 있다.

는 긔록에서 어머니의 일화를 서술한 대목이다. 어머니가 혈연관계는

없지만 의탁할 곳 없는 고아를 데려다가 키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양반의 딸

208) 윤시긔록, 140-14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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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도망가서 굶어 죽을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어

머니가 데려와서 잘 대접하였다는 것이다. 삼종지도의 윤리가 투철하였던 당대

에 어머니가 도망간 고아를 데려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 일화

를 제시하여 어머니의 관후함을 보여주고 있다.

은 윤시긔록에서 자신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일화를 서술한 대목이

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가 친부모가 아니라 외숙부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묘사됨으로써 당시의 감정이 절절하게 표현된다. 친부

모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도 화자의 생활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화자는 심각

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양부모가 자신을 보고 “텬뉸(天倫)이 각분(各分)여

져러가” 여길까봐 조심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서글픔을 숨기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자주 한숨을 내쉬면서도 스스로 놀라서 호흡을 천천히

하고 얼굴빛을 바꾸면서 양모의 기색을 살폈다. 양모의 얼굴이 평소와 다르지

않으면 안도하였으나 그렇지 않으면 몸에 힘이 없어졌다고 한다. 화자는 친양

(親養)의 애정에는 구분이 없다고 하면서도 친부모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것

에 서글퍼한다. 밤이 되면 화자는 친부모를 그리워하며 베개를 어루만진다. 그

녀는 베개에 눈물을 흘리다가도 양부모가 혹시 일어날까 두려워 소리를 낮추면

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어루만져 친부모를 느끼려고 한다.209) 이처럼 자기록 갈

래에는 인물의 행동을 그림으로써 인물의 일화를 구성하고 있다.

요컨대,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는 일화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기적 구성을 취하

고 있으며 각각의 일화에 구체적인 연도를 기록하고 있음으로써 기록에의 의지

를 투철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때의 일화는 주로 인물의 언행에 대한 기록

을 통하여 인물의 덕성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2) 문어적 표현과 권위의 획득

자기록 갈래에는 여러 한글 글쓰기가 혼효되어 있다. 이 갈래에는 편지, 제문,

수신서, 소설, 가사 등이 삽입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210) 그런데 다른 갈래

에 비하여 한자어 사용 빈도가 높아서 문어체에 가깝게 느껴진다. ｢인목대비 술

209) 조혜진, 앞의 논문, 2015, 229-231면.
210) 이와 관련하여 Ⅵ장 2절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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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문｣의 서두를 인용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한다.

生我者爲誰 鞠我者爲誰 皆所以爲父母也라 身在母服애 渴면 母血을 먹고 飢

면 母之肉을 먹다가 及生얀 乳哺三年 곧 디나면 汗血이 거의 斛로 혠다 오

니 欲報之德이라도 昊天罔極이라. 粉身碎骨야도 갑디 몯니라.211)

이처럼 ｢인목대비술회문｣은 표기법에 따르면 한문현토체에 가까운 문체로 기

록되어 있으며, 다양한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의 작품

은 순한글체로 기록되어 있으나 다양한 한자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록 갈래의 문어적 표현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고의 원용을 들 수 있다. 물

론 다른 갈래에서도 전고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자기록 갈래에서는

전고 사용 빈도가 높으며 자신의 상황을 적실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전고를 변

용하는 경우가 많다. 김세서리아는 긔록의 유가 경전 인용 양상을 살폈는

데, 맹자(孟子), 중용(中庸), 시경(詩經), 예기(禮記), 서경(書經) 등이
인용되고 있으며, 풍양 조씨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평가

하였다.212) 이뿐만 아니라 자기록 갈래에는 경서(經書), 사서(史書), 시문(詩文)

등이 빈번하게 원용되는 경향이 있다. 작품에 나타난 전고를 그 출처에 따라 경

서, 사서, 시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먼저 경서에서 원용한 전고를 살펴본다.

 身在母服애 渴면 母血을 먹고 飢면 母之肉을 먹다가 及生얀 乳哺三年

곧 디나면 汗血이 거의 斛로 혠다 오니 欲報之德이라도 昊天罔極이라.213)

 열 쟉못보니 답답 수이 보고시븐 이 일일삼츄(一日三秋) 여 

우환(憂患)이 된 되 나 어린 아기을 쳘니(千里)의 려오기 졀박

(切迫)여 못 엿더니 아마도 고향(故鄕)으로 도라갈 긔약(期約) 업니 무

인(戊寅) 십월(十月)의 연일(延日) 뎍소(謫所)로 신부(新婦)을 려다가 보니

풍영쇄락(豊盈灑落)며 츄월(秋月)고 슈려(秀麗)며 완실(完實)되 경쳡

(輕捷)며 곳 이저디미 업며 214)

211) ｢인목대비술회문｣, 128면.
212) 김세서리아, 앞의 논문, 2020, 6-18면.
213) ｢인목대비술회문｣,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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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뎐(大殿)을 간신이 길너 구오(九五)의 오르시양을 보니 어미지졍(至情)으

로 엇디 귀고 두굿겁디 아니리오마디통(至痛)은 심(在心)고 집안 화

(禍色)은 쳔만가지로 박두(迫頭)니 흉금(胸襟)을 어져 통도(痛悼)니

내 몸이 업서 보디 말고져 대뎐을 리디 못니 졍(私情)이 지극나

대뎐 위이 대의(大意)니 디통을 서리 담고 머므다가, 병신 칠월 듕부의

당시믈 보니, 문회 망디라.215)

 오호통의(嗚呼痛矣)라 외람나 니루지명(離婁之明)과 광지춍(師曠之聰)

이 업셔 져 즈음유(幼子)안아 문병문후시(問病問候時)의 슈어문답(數

語問答)의 뉘 능(能)히 황양(黃壤)이 지격슌일(至隔旬日)이물 알며 인(因)여

쳔고영결지언(千古永訣之言)인쥴 알니요216)

은 시경 ｢소아(小雅)｣ <요아(蓼莪)>의 “부혜생아, 모혜국아, 부아휵아, 장

아육아, 고아복아, 출입복아, 욕보지덕, 호천망극(父兮生我, 母兮鞠我, 拊我畜我,

長我育我, 顧我復我, 出入腹我, 欲報之德, 昊天罔極)”217)을 인용하여 부모의 은혜

를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다. 는 시경 ｢왕풍(王風)｣ <채갈(采葛)>에서 유래

한 “일일삼추(一日三秋)”218)라는 말을 인용하여 처음 맞이한 며느리를 보고 싶

어 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의 “구오(九五)”는 주역(周易)의 64

괘 가운데 39번째 건괘(蹇卦)의 “구오대건붕래(九五大蹇朋來)”에 나오는 것으로

어려움에 처하였으나 지위를 얻고 절개를 지켰으니 동지가 온다는 뜻이다.219)

정조가 어려움을 견디고 왕위에 오른 것을 나타낸다. 는 맹자 ｢이루(離婁)｣
상(上)의 “이루지명(離婁之明) 사광지총(師曠之聰)”220)을 인용하여 남편의 죽음

이 임박했음에도 알지 못한 자신의 어리석음을 표현한 구절이다.

그다음으로 사서(史書)에서 원용한 전고를 살펴본다.

214) 고행록, 71, 73면.
215) 한중록, 220면.
216) 윤시긔록, 147면.
217) 성백효 역주, 시경집전 하, 전통문화연구회, 1993, 98면.
218) 성백효 역주, 시경집전 상, 전통문화연구회, 1993, 180면.
219) 성백효 외 역주, 주역정의 2, 전통문화연구회, 2014, 330-331면.
220) 성백효 역주, 맹자집주, 전통문화연구회, 2009, 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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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우뎨공(兄友弟恭)고 슉딜졔죵(叔姪諸從)이 서로 랑야 녯날 댱공예(張

公藝)의 구셰(九世) 동거(同居)블워 아니면 내 깃브미 쟉디 아니리로

다.221)

 스로 각니 아(生我者)부모(父母)요 구아(救我者)양부뫼

(養父母ㅣ)시고 겸(兼)여 셩문(盛門)의 가셩닙(娶嫁成立)게 시니 양부모

(養父母)의 여쳔은(如天大恩)을 갑흐랴면 태산(泰山)이 경(輕)고 창(滄

海) 엿도다222)

는 구당서(舊唐書)에 실린 장공예(張公藝)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족들의

화목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장공예는 당(唐) 고종(高宗) 대의 사람인데 99세까지

장수하여 9대가 함께 살았다고 한다.223) 은 사기(史記) ｢관안열전(管晏列傳)
｣의 “생아자부모, 지아자포숙(生我者父母 知我者鮑叔)”224)을 변용하여 나를 낳은

사람은 부모이고 나를 구한 사람은 양부모라며 양부모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대목이다.

한편 시문(詩文)에서 유래한 전고를 원용하는 경우도 있다.

 嚴父堂上의셔 敎誨시고 慈母閨中의셔 愛養시니 이 重恩惠天

長地久라도 갑기 어렵고 이 深恩澤은 天摧地圻이라도 갑기 어려운디라225)

 차회(嗟乎ㅣ)라 나의 명이 본궁험(窮險)거득죄어텬(得罪於天)고

부신명(行負神明)야 년(生年) 십일의 당을 여오니 임의 뉵아(蓼莪)

의 셜우미 간혈(肝血)의 어리혀226)

 츈초(春草)의 년〃(年年) 녹(綠)을 불워야 츈거츄(春去秋來)의 졀셰(節歲)

를 라 촌심(寸心)이 라지고 송구영신(送舊迎新)의 신졍(新正)을 당(當)

야 구곡(九曲)이 여회(如灰)물 면(免)치 못니 실(實)노 유지심(有死之心)

221) 한중록, 250면.
222) 윤시긔록, 142면.
223) 舊唐書, 卷188, ｢列傳｣ 第138孝友.
224) 史記 卷62, ｢管晏列傳｣.
225) ｢인목대비술회문｣, 128면.
226) 긔록,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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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무지긔(無生之氣)라227)

은 ｢인목대비술회문｣으로 “천장지구(天長地久)”는 도덕경(道德經)의 구

절이지만 백거이(白居易)의 ｢장한가(長恨歌)｣에서 당(唐) 현종(玄宗)과 양귀비

(楊貴妃)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하여 쓰인 것으로 유명하다.228) 남녀의 사랑을

부모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전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은
한유(韓愈)의 ｢제십이랑문(祭十二郞文)｣의 “오행부신명, 이사여요(吾行負神命,

而使汝夭)”229)를 원용하여 어머니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다. 는 왕유(王維)

의 ｢송별(送別)｣에 나오는 “춘초년년록, 왕손귀불귀(春草年年綠, 王孫歸不歸

)”230)을 원용하여 자연의 변화와 부모의 죽음을 대비하고 있는 구절이다.

이와 같이 자기록 갈래에는 다양한 전고가 인용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전고는

작자들이 경전이나 사서를 직접 읽고 익혔을 수도 있으며 수신서를 통하여 학

습하였을 수도 있다. 또한 한글소설의 독서도 전고의 습득에 영향을 주었을 가

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밝힌 것처럼 한글장편소설에서는 인물과 그에 얽힌

일을 다룬 전고, 사물과 그에 얽힌 일을 다룬 전고, 경전이나 문학작품의 구절

들을 인용한 전고가 사용되고 있어 독자는 전고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여야 소

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였다.231) 김문희는 소현성록, 유씨삼
대록, 임씨삼대록, 현몽쌍룡기, 조씨삼대록을 대상으로 전고 활용 양상을

살폈는데, 논어(論語)를 포함한 경전류, 사기 등 역사서류, 열녀전(列女傳)
과 같은 수신서류, 태평광기나 구운몽 등의 문학류가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

다.232)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의 작자들이 경사(經史)나 수신서의 학습을 통해 습

득한 지식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한글장편소설을 통해 학습한 지식 역시 저

술에 활용하였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록 갈래에는 문어적 표현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한자어의 빈번한

227) 윤시긔록, 142-143면.
228) 白居易, ｢長恨歌｣, 白氏長慶集 卷12.
229) 韓愈, ｢祭十二郞文｣, 昌黎先生文集 卷23.
230) 王維, ｢送別｣, 王右丞集 卷13.
231) 최수현, ｢국문장편소설의 전고(典故) 운용 전략과 향유층의 독서문화 연구｣, 한국고전
연구 36, 한국고전연구학회, 2017, 152-153면.

232) 김문희, ｢장편가문소설의 전고(典故)와 독서 역학적 연구｣, 한국고전연구 21, 한국고전
연구학회, 2010, 205-2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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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과 전고의 원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어적 표현의 사용은 작

품의 권위를 추구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어와 전고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자기록 갈래는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전달하려는 의식

이 강하게 드러나 자신의 일생을 문자화된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의도가 나

타난다. 그리하여 인물의 일화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자신의 상황을 전고를 원용하여 그림으로써 기록의 권위를 획득하고자 한다. 이

갈래는 일인칭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고백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현대 소설에서 사용되는 고백체와 달리 인물의 일화

를 기술하고 여러 전고를 원용함으로써 독자를 설득하려는 의식이 강하게 드러

난다고 볼 수 있다.

2. 변론적 자아의 형상

전술한 바와 같이 자기록 갈래는 일화 중심의 연대기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고를 원용하여 서술의 권위를 획득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타자에게

자신을 항변하고 해명하려는 변론적 자아의 형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변론적 자아의 형상을 작자의 신분에 따라 정쟁(政爭)에 대한 항변과 투생(偸

生)에 대한 해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쟁(政爭)에 대한 항변

｢인목대비술회문｣은 인목왕후가 서궁에 유폐된 상황에서 지었다고 전해진다.

선조(宣祖, 1552-1608)는 이조좌랑(吏曹佐郎) 김제남의 딸을 계비로 삼았는데,

이 왕비가 바로 인목왕후이다. 인목왕후는 1606년(선조 39)에 아들을 낳아 당시

세자였던 광해군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였다. 그런데 선조가 갑자기 붕어함에 따

라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광해군은 불안정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계축옥사(癸丑獄事)를 계기로 김제남과 영창대군을 제거한다. 1615년(광해군 7)

광해군은 인목왕후를 경운궁(慶運宮)으로 옮겨가게 하였다가 3년 후 인목왕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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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위하고, ‘서궁(西宮)’으로 명칭을 격하시켰다.233)

인목왕후는 ｢인목대비술회문｣에서 가족의 죄명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려 한다. 이를 위하여 1) 윤리의 제시 2) 인품의 제시를 동원하고

있다. 첫째, 윤리적 당위를 제시하여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인목왕후는 부

모의 은혜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글을 시작하고 있다.

生我者爲誰 鞠我者爲誰 皆所以爲父母也라 身在母服 渴면 母血을 먹고 飢

면 母之肉을 먹다가 及生얀 乳哺三年 곧 디나면 汗血이 거의 斛로 혠다 오

니 欲報之德이라도 昊天罔極이라. 粉身碎骨야도 갑디 몯니라.234)

위 인용문의 “생아자위수 구아자위수 개소이위부모야(生我者爲誰 鞠我者爲誰

皆所以爲父母也)”는 사기(史記) ｢관안열전(管晏列傳)｣의 “생아자부모, 지아자

포숙(生我者父母, 知我者鮑子)”235)을 변용한 것으로, 부모의 은혜를 말하고 있

다. 어머니의 배 속에 있을 때 피와 살을 먹고, 세상에 나서는 젖을 먹고 자란

다는 것이다.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던 화자는 갑작스럽게 왕비로 간택되어 충격에 빠진다.

嚴父堂上의셔 敎誨시고 慈母閨中의셔 愛養시니 이 重恩惠天

長地久라도 갑기 어렵고 이 深恩澤은 天摧地圻이라도 갑기 어려운디라 그러

호로 昔애 曾子之孝可만고 넘다 아니얏니 今我之不孝何以比之

何以形之리요 雖宗姓을 繼繼承承티 몯女子之身이나 幼稚야셔曹娥와 黃

香을 效則며 女工之事브즈러니 화 祭祀애 초와 팀와 저밧드러 버리

기도으며 成長얀 사의게 가 婦道삼가 舅姑奉孝며 九族을 和睦

며 吾子를 溫順히 셤기며 御下洽家和平히 야 七去之過업시 살오며 역시

孝道라 하신 嚴訓을 熟聽아왓더니 日朝에 椒房의 姻緣야 一日의 幾千歲夏ㅣ

라가 生蘭萌孼로 被誣莫測야 嚴親兄弟으로 冤魂이 되니 이 碎骨之怨은 天裂地

摧라도 消雪하기 어렵도다.236)

233) 계승범, 모후의 반역, 역사비평사, 2021, 34-288면.
234) ｢인목대비술회문｣, 128면
235) 史記 卷62, ｢管晏列傳｣.
236) ｢인목대비술회문｣,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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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雖宗姓을 繼繼承承티 몯女子之身”이

라는 부모의 말을 통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자’로 태어나 성(姓)을 이을 수 없

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을 좇아 조아(曹娥)와 황향(黃香)과

같은 효자를 본받고자 하였으며, 여공(女工)을 부지런히 배우고자 하였다고 말

하고 있다. 조아는 후한(後漢)의 효녀이다. 아버지가 강물에 빠져서 시신이 유실

되자 강을 따라 통곡하다 강물에 몸을 던져 아버지의 시신을 업고 나왔다.237)

황향은 후한(後漢)의 효자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셨는데 여

름에는 아버지의 침상 옆에서 부채질하였고 겨울에는 자신의 체온으로 아버지

의 침상을 데웠다.238) 화자는 선비의 아내가 되리라 생각하며, 어려서는 집안의

제수(祭需)를 마련하고 자라서는 부도(婦道)를 지키고자 다짐하였다고 한다. 그

러나 예상하던 바와는 달리 갑작스럽게 왕비로 간택되었으며, 집안이 역적이 되

어 부형이 원혼(冤魂)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부모의 은혜에

대한 강조는, 어머니인 자신을 유폐한 광해군에 대한 간접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인물의 인품을 제시하여 그들의 무죄를 증명하고자 한다. 화자는 아버

지의 죽음, 형제의 죽음, 아들의 죽음을 차례로 쓰면서, 그들에게 씌워진 역모의

혐의는 거짓이라고 항변한다.

絶世忠貞之節과 淸善之明은 黃口小兒共所知오 又寃枉之情은 皇天이 證明이시

고 后土在傍시며 國人이 悉所鑑이로一夕罹鐵網之禍 陷糞土之惡名을 他日

洗之지리오 恨則 海沽石爛 難消ㅣ오 寃則 天老地荒이라도 難解라 갓 血淚로

沾衣이로다 脹絶如襪以刀割肉이라도 不加於比痛이라239)

아버지의 대대로 내려오는 충정과 청빈은 어린아이라도 알 것이고, 억울함은

하늘이 증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무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고 말았기에 자신은 피눈물이 흐르고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분노는 복수의 의지로 이어진다. 그는 밤낮으로 원한에 찬 아들,

아버지, 형제의 원혼들이 떠다닌다며 절규한다.

237) 後漢書 卷84, ｢列女傳｣ 第74 <孝女曹娥>.
238) 後漢書 卷80, ｢上文苑列傳｣ 第70上 <黃香傳>.
239) ｢인목대비술회문｣, 1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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晝則怨魂이 十二애 皆斷續고 夜則驚魂이 나락브트락도다. 怨魂은 子父

弟兄을 보哭泣을 니 쇽졀업淚血이 오시 젓고 更은 殘고

漏鼓斷續一萬가지 寃痛과 一千가지 恩憶의 디 情神을 놀래니 寢寐

일우디 몯야 窓을 라보니 하히 디 아니얏고 귀기우려 드르니

萬籟 다 괴요얏父兄을 思戀니 痛冤호미 山야 號哭니 哭聲은

雲宵의 다코 血淚泉下의 디라.240)

이로 인하여 화자는 일만 가지 원통과 일천 가지 은억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

여 창을 바라보니 하늘이 밝지 않았고 귀를 기울이니 온갖 소리가 모두 고요하

였다고 한다. 이에 화자는 가족들을 위하여 복수를 다짐한다.

父母以壽로 종셔도 人子之情의 哀痛이 無比야 不從于九原이 더욱 摧痛

니 況我之痛乎 痛入骨髓야 爲之喪明케 되야시며 憶念復讐憔唇乾舌이

니 枕戈之小情 何日伸之리오 聲音이 在耳고 形容이 在目니 何日忘之리오 此

哀痛호一日不敢聊生이리오 此不共戴天之讐와 不同國之耻난 尤爲 一時오

不容息於覆載之間이니 人子ㅣ 一欠의 주글거시로小節을 크게 고 伍員之奔

吳와 嘗膽臥薪之心을 각야 形體 기텨시며 骨髓未涸枯야시니 어날 骨之

怨을 消雪고241)

부모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떠나도 사람의 애통은 비할 데가 없는데 자신

은 원한이 뼈에 사무치고 자식을 잃었으니 복수를 다짐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

한다. 한편 화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으로 애를 끓이고 있다. 남편과 자식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어머니에 대한 연민을 느끼며, 자신이 갇혀 있으므로 어머

니의 식사를 살펴줄 사람도 없고 혼정신성을 할 사람도 없다며 안타까워한

다.242) 화자는 자신의 분노와 고통을 기록하기 위하여 글을 쓴다고 밝히면서 글

을 마무리한다.243) 이처럼 이 글에서는 아들, 아버지, 형제에게 덧씌워진 혐의에

240) ｢인목대비술회문｣, 128면.
241) ｢인목대비술회문｣, 128면.
242) “又慈一朝애 鸞鳳이 失侶之痛을 맛나시며 卞壼之妻 撫子之慘을 맛나 幸혀 一塊肉이 기
텨 계시나 身在出閉中 母女誰在咫尺이나 隔如天地니 뎌 白髮慈親은 溫情甘旨뉘라셔
피며 晨省昏定의 뉘라셔 뵈고?”(｢인목대비술회문｣, 128면)

243) “罔極거仇讎 混沌의 시작야 開闢의 다라도 足히 갑디 몯거시오 幽恨深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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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항변하며 복수를 다짐하는 자아가 주로 드러나고 있다.

그다음으로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을 살펴본다. 한중록은 각기 다른 시기

에 작성된 여러 편의 글을 묶은 것이다. 그중 본고에서 다루는 ｢회고｣는 자신의

일생을 시간순에 따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정쟁에

대한 변론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혜경궁은 1) 인품의 제시 2) 사건의

재구성 3) 권위자의 말에 대한 직접인용을 통하여 집안에 대한 모함에 변론하고

있다.

첫째, 혜경궁은 집안 인물의 인품을 제시하여 집안의 충정과 청빈을 밝히고

있다. 혜경궁의 자기서사에서도 어린 시절 간택의 기억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

다. 그런데 간택의 과정을 회고하는 과정에, 궁금(宮禁)에 들어갔다는 설렘이나

세자빈이 되고 싶다는 열망보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예기된 이별에 대한

슬픔이 지배적으로 드러난다.

(癸亥, 1743) 봄의 션형(先兄) 관녜(冠禮)디고 갑(甲子, 1744) 셩녜

(成禮)려 시니, 내 손곱아 신형(新兄)이 드러오기기리더니, 몽상지외(夢

想之外)의 내 몸이 간션(揀選)의 이니, 션비(先妣)겨오셔‘션식을 간

(揀擇)의 참녜(參禮)치 아니나 로오미 업거시니’ 단(單子)말고져 

시되, 션친(先親)겨오셔 ‘신(臣子) 되어 어이 긔망(欺罔)리’ 시고 단

시니, 그집이 극히 빈곤야 의상(衣裳)을 여 닙을 길이 업니 치마(次)

션형 혼슈의 거로 고, 옷안 너흘 거시 업셔 져고리 안을 근 옷안을

내허 닙히시니, 그집이 쳥빈(淸貧)일 각나며, 어마님 근노(勤勞)오시던

일이 눈의 버럿더라.

구월 이십팔일 초간(初揀擇)이 되니, 내가 쳐(處子)의 뉴(類)의 나히 어리

니 스로 각야도 날만어린 아가 업니 완경(玩景)이나 고 나갈가

엿더니, 션대왕(先大王)겨오셔 각별이 에엿비 너기 오시고 간션보계(寶階)

의 오디 아냐셔 믄져 블너 보오시고 화긔만안(和氣滿顔)오셔 랑오시거

, 내 암의 어린 아니 에엿버시줄노 알고, 궁인(宮人)들이 다토아 에엿

버 안거내 심히 괴로아엿더니, 물(賜物)이 리시니 션희궁겨오셔와 화평

옹쥬(和平翁主)긔셔 내 녜(行禮)거동을 보시고 녜모(禮貌)치시거

, 고 나와 션비(先妣) 품의셔 잣더니,

地老天荒이라도 消雪키 어렵고 寃枉之事千丈紙蘔이라도 다 몯 쓰리로다 하 야
잠간 펴노라.”(｢인목대비술회문｣, 1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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됴조(早朝)의 션친이 드러오셔 션비긔

“이 아가 슈망(首望)을 드러시니 어인 일인고”

시며 근심시니, 션비 시되 ‘한미(寒微)션의 식이니 드리디 마더면’

시고, 엇진 일인고, 냥위(兩位) 말시셩음(聲音)을 잠결의 듯고, 자다가

여 이 동(動)여 자리의셔 만히 울고, 궁듕(宮中)이 랑던 일 각이

나 놀나와 즐기지 아니니, 부뫼 도로혀 위로오시고, ‘아가 무일을 알니’

시니, 내 초간(初揀) 후로 심히 슬허 즐겨 아니던 일을 각니, 궁듕의 드

러와 억만창상(億萬滄桑)을 겻그려 기 스로 음이 즐겁지 아니던가. 일변

(一邊) 고이고 일변 인(人事)이 흐리디 아니던 더라.244)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가 간택에 뽑히자 어머니는 선비의 집안이니 간택에 참

여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주저한다. 아버지는 신하로서 나라를 속일 수 없

다며 결국 단자를 낸다. 그러나 집안이 빈곤한 바람에 치마는 오빠의 혼수로 마

련하고 낡은 옷 안을 내어 저고리를 입는다. 화자는 초간택에 가서 선대왕을 알

현하고 궁인들의 애정을 받으며 선희궁과 화평옹주에게 예절을 배운다. 이튿날

아버지가 들어와 수망(首望)에 들었다고 근심하자 화자는 눈물을 흘리며 슬퍼한

다. 화자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그 당시 자신이 미래를 예감하여

즐거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부친과 모친의 대화를 직접 인

용함으로써 집안의 청빈과 가문의 충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경모궁의 병환에 전전긍긍하는 부친의 모습이 형상화되기도 한다.

  날이 옴디 아냐 홍진(紅疹)을 오, 긋그 병이 대치(大熾)야 내인(內

人)이 다 업고 션희궁(宣禧宮)이 님(臨)오셔 보오시고 그 밧그로 션친(先親)

이 딕슉(直宿)오셔 보호(保護)시증졍(症情)이 슌(順)시오나 열후(熱

候)가 장(壯)오시니 션친이 붓드러 구호(救護)오시고졍셩이 엇

지 다 긔록리오.

져기 낫오신 후 양 글을 닑으라 오셔, 여러 가지 글을 닑오셔 들니

오면, 셔셩(書聲)을 드니 싀훤야 됴타 오셔, 쥬야(晝夜)의 뫼고 닑오

시니, 그인<도 업>서 구호(救護)기내가 고, 션친은 밧그로셔 

나디 못오시니, 양 닑오시글은 다 각디 못, 졔갈냥(諸葛亮) ｢츌

표(出師表)｣닑오시며 “고(自古)로 군신졔우(君臣際遇)가 한쇼렬(漢昭

244) 한중록, 165-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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烈)과 졔갈냥의 지긔(知己) 오 니가 업오니 신(臣)이 샹해 이 글을 흠복

(欽服)야 닑더니이다” 고 닑으시고, 글 아니 닑오시면 녯 현됴명신(顯

祖名臣)의 말으로 들니오시니 비록 미령듕(靡寧中)이오나 공경오시고 대졉

오시미 실조(失措)시미 업더니라.245)

 졍(私情)이 졀박(切迫)나 왕명(王命)이시니 나가 겨오시더니 그 듕동

(仲冬)의 두진(痘疹)을 오시니 션친이 양 미역(未疫)이오믈 근심오시다

가 먼니 관외(關外)예셔 이 소식을 듯오시고 쥬야(晝夜)의 쳐(冷處)오셔

셔울 문안을 듯오시고 쵸심(焦心)오셔 슈염이 희여 겨오시더라. 그내

숫그러운 근심을 엇지 다 형용리오. 다이 셩두(成痘)오시고 수이 츌

쟝(出場)오시니 종샤(宗社)의 막대지경(莫大之慶)이오시니 션친이 외오셔 경

튝(慶祝)오시미 무궁오시믈 엇디 다 긔록리오.246)

에서 경모궁이 홍역에 걸렸을 때 궁궐에서 홍역이 크게 유행하여 병구완할

내인이 없자 아버지가 궁궐에서 숙직하여 병구완한 것을 말하고 있다. 점차 회

복한 경모궁은 매번 독서를 하라고 명령하였는데, 이때 혜경궁이 안에서 간병하

고 밖에서 아버지가 글을 읽었다고 말하고 있다. 화자는 아버지의 말을 직접 인

용하여 제갈량의 출사표를 읽는 아버지의 음성을 독자에게 체험하게 하고 유비

와 제갈량 같은 임금과 신하가 되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평안감사(平安監司)로 제수되어

임지로 떠났지만 그해 11월에 경모궁이 천연두에 걸렸다는 소식을 전하여 듣고

차가운 방에서 근심하다가 수염이 하얗게 세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모궁에 대한 아버지의 정성스러운 태도는, 홍봉한이 뒤주를 들였다는 모

함에 대한 간접적 반론이기도 하다.247)

둘째, 혜경궁은 집안에 대한 모함에 항변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건을 재구하고

있다. 아버지가 임오화변과 관련 있다는 누명을 밝히기 위하여,248) 혜경궁은 아

245) 한중록, 189-190면.
246) 한중록, 193-194면.
247) 김현주는 한중록과 조씨삼대록의 설득화법을 비교하면서 전자에서는 논리적, 방어
적 변론으로 인격에 의한 설득과 정서적 호소에 의한 설득을 하고 있는 반면에 후자에서
는 사물의 이치를 논구하고 상황을 분석하여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김
현주, ｢조선 후기 서사체에 나타나는 설득화법의 두 양상-<한중록>과 <조씨삼대록>의
경우-｣,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467-4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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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가 대처분과 무관함을 밝히기 위하여 당시의 사건을 재구하고 있다.

임오 첫녀의 미처셰(事勢) 더욱 망조(罔措)니 내 몸이 합연야 아

이 업고져 시브니 몬져 자쳐(自處)고져 여러 가지로 혜아리아 셰손을 

리디 못야 칼과 노을 여러 번 디명단(明斷)쾌(快事)디 못고

날을 보즈음의 션친이 초슌간(初旬間)의 엄디(嚴旨)만나셔 동교(東郊)로 츌

외(出外)시니 더욱 아모리 바모더니, 십삼일의 텬디합벽(天地闔闢)고

일월(日月)이 회(晦塞)변(變)을 만나니 아 엇디 살 이 이시리오. (…

중략…) 션친이 일이 급야 일업후 드러오시니 그 무궁(無窮)디통(至痛)

이야 뉘 당리 <이시리>오. 그날 혼도(昏倒)셔 계요 ㅣ시니 당신이 엇

디 셰의 이 겨시리오마도(到此)여도 셰손을 보호옵거시 올흐신

디라, 나라흘 위야 셜우믈 고 믈너나디 못신디라.249)

임오년 4월에 경모궁의 병세가 점차 심각해지자 혜경궁은 스스로 목숨을 끊

고 싶었으나 세손을 생각해서 결단하지 못하였다. 5월 초순에 홍봉한이 파직되

어 동대문 밖으로 나간 상황에서 5월 13일에 경모궁이 대처분을 받았다고 쓰고

있다. 이후 아버지는 일이 어쩔 수 없게 된 이후에 들어왔는데 정신을 잃었다가

겨우 일어났으나 세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움을 참고 자리에서 물러나지 못하

였다고 쓰고 있다. 또한 아버지가 경모궁의 서자와 연관되어 역모의 혐의를 얻

게 된 것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 대하여 재구하고 있기도 하다.250)

248) 영조실록 47년 8월 2일 경오 한유의 상소.
249) 한중록, 201-202면.
250) “신묘(神妙, 1771) 이월(二月) 션친 당오신 소조(所遭)몽상지외(夢想之外)니 그
화이야 텬디(天地)의 옥니 엇디 다 긔록리오. 귀쥬(龜柱)의 슉딜(叔姪)이 만
니 도모야 합문(闔門)을 담멸(澹滅)려 니 션왕이 지극히 셩명(聖明)오시나 셩쉬
(聖壽) 놉오시니 미처 엇디 피시리오. 화긔(禍機) 박두(迫頭)야 션친이 쳥(淸州)
부처(付處)오시니 어지경의 화이 미줄 모더니, (…중략…) 이 연괴 다미냐,
인의 형뎨(兄弟) 년(連)야 나니 과연 화근(禍根)의 거시니 션왕(先王)이 나라 화근될가
근심오시니, 션친(先親)이 나라 위신 으로 우알외오시“져나히 어리고
드러난 죄가 업오니 원(怨)을 몬져 브올 거시 아니오니다” 시고 (…중략…) 션친이
불이 너기시고 념녀(念慮)시니 집안이 다 후려(後慮)두나 저고혈(孤孑)
디라, 가챠(假借)야 원(怨)이 나디 <아니>킈 기로 을 두어 겨시더니, 병술(丙戌,
1766) 쵸토(草土)의 드시고 긔츅(己丑, 1769) 일년 입샹(入相)야 겨오시다가 <경인(庚
寅, 1770)년>의 칩복(蟄伏)시니 저칠 이 업고, 무함(誣陷)이 쳔셔만단(千緖
萬端)이니 화근의 것들을 도라보시미 어렵고, 소죄(所遭) 셰(世事)아른쳬오실
형셰 아니니 저도라보고 칠 모양(貌樣)이 업니 심을 둔 일이 업고 다시 가차(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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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국왕의 언행을 인용하여 집안의 무죄를 밝히고 있다. 혜경궁은 영조와

정조의 언행을 기록함으로써 임금의 권위를 빌려 집안의 무죄를 밝히고자 한

다.251)

 임진 칠월 이십일일 관쥬(觀柱)와 귀쥬(龜柱)가 니어 상소(上疏)야 무함 공

쳑(功斥)거시 아니 흉미 업디라. 셰변(世變)의 흉악(凶惡)과 인심(人

心)의 불측(不測)미 비업니, 므원으로 이 디경지 고, 아니

이샹냐. 션대왕(先大王)겨오샤 이 부쵹샤 션의긔 무함(誣陷)일을 벗

겨 주오시고, 이십삼일 귀쥬의게 오신 엄교(嚴敎)각면 감뉘(感淚) 흐

니, 뉘가 나라 은혜아니 닙오리오마션대왕긔 슈은(受恩)온 거

별니 이제라도 셩은을 각오면 뉴톄(流涕)이더라. 그냥쳑니(兩

戚里)의 집이 이러줄을 크계 근심오시고 진노오셔, 귀쥬육단부형

(肉袒負荊)야 샤죄게 시니, 이 감히 엇디 못셩은이니라. 귀쥬 쳐분

시고 날을 브오시니, 내 엄친의 만나오신 욕을 망극고, 쳐분이 엇더

오실 줄 몰나 쟈근 집의 려 대죄엿더니, 브오셔 위로오시고 “뎐(內

殿)의도 야 너 보기‘이젼과 달니 마라쇼셔’ 여시니 내 말을 드실 거

시니 네 죠곰도 내뎐의 혐의야 엇디 아디 말나” 누누이 오시니, (…중

략…) 뎐으로 겨오샤 그 동의 일을 올히 너기오시디 앙탁(仰度)디 못

오, 용녀(用慮)도 오실 니, 귀쥬가 나라역(逆)일 분 아니라 나

뎐긔 죄인인 쥴 아노라. “내 셤기일은 아노라”오시고, 혐의혐원

(私嫌怨)이나 날 대졉믄 여상(如常)오시니, 내 감히 원치 못옵고 덕

(慈德)을 감은(感恩)온 시 밧드오니, 아사의 도리여니와, 내 위친(爲

親)으로도 감히 말을 못 나 샹통(傷痛)이 심더라. (…중략…) 대

쳬 션왕과 션친 오신 군신지간(君臣之間)이 고(自古)로 어이 겨오시리.

감튝(感祝)미 의 못니라.252)

借)시미 업니, 처엄 원(怨) 브디 말고 그 견차(見借)시기위국지심(爲國之心)이
오, 당신 터히 셰손긔 지극히 친시니 천(賤)거시나 동긔(同氣)니 저죄짓디 말게
신 일도 공평신 이언마, (…중략…) 므셩뇌(聖奴) 발(發)오셔 그거
형뎨 찬(竄配)고 각 밧 화란(禍亂)이 션친긔 미처 화(禍色)이 급야 어디 미
줄 모르더니, 셰손의 덕으로 져기 진졍야시나 인졍텬니(人情天理)의 셰손을 위신
졍셩이 당신 외손(外孫)으로도 귀듕(貴重)실디니 엇디 인의게 비겨 의논일 아니니
텬디간의 니(理) 밧 일노 해니 이 일이 되일이냐.” (한중록, 212-214면).

251) 주형예는 한중록의 작자는 직접화법을 사용하며 발화자의 권위에 기대는 경향이 있
다고 하였다. 특히, 작자의 일생을 다룬 기일(｢회고｣)에서 수화자의 인간성 부각, 내용의
객관성과 권위 강조 등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주형예, 앞의 논문, 27-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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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뎡유(丁酉, 1777) 팔월(八月) 슉뎨(叔弟)의 화너모 급니 도로혀 어히업서

하만 우러러 쳐분을 기리더니, 셩명(聖明)이 부쵹(俯燭)셔 일누(一縷)

디(支撑)고 무슐(戊戌, 1778) 이월(二月)의 일월(日月)이 비최셔 지원(至

冤)을 폭(暴白)니 슉도(叔道)의게 셩은(聖恩)이 여텬(如天)시고 내 동긔

살으니 그의 감격미 엇더리오. (…중략…) 내 션친을 라 좃<죽>

디 못일이 골(刻骨)고 지원(至冤)을 신(伸白)디 못시니 식의 도

리다 못 줄 슬허더니, 갑진(甲辰, 1784)의 쇼셕(昭釋)오시은

(恩敎) 겨시고 시호(諡號)시명(命)이 겨시니 내 이 션친의 혈튱(血忠)

으로 이 일 바드시미 느즌 줄 슬허나 당신은 구원(九原)의셔 감튝(感祝)

실 거시니 위와 감튝롸.253)

에서 혜경궁은 아버지가 김관주(金觀柱, 1743-1806)와 김귀주(金龜柱)의 상

소를 받은 사건과 관련하여 영조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혜경궁은 영조가 아버

지의 누명을 벗기고 김귀주에게 엄교를 내려서 아버지에게 사죄하게 하였다고

쓰고 있다. 이후 영조는 자신을 불러서 정순왕후를 경계하였다고 위로를 건넸다

고 적고 있다. 이처럼 임금의 말을 통하여 집안의 누명을 밝히고 있다. 에서
1777년 셋째 동생이 화완옹주(和緩翁主)의 양자 정후겸(鄭厚謙, 1749-1776)과 연

관되어 공격을 당했을 때 정조가 친국하여 석방한 일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

다.

혜경궁은 환갑을 맞아 정조와 청연군주, 청선군주를 거느리고 경모궁 산소를

가서 그에게 자신이 자녀를 잘 길러냄이 “유광(遺光)미 <이셔> 엿노라”254)

라고 조용히 고하였다며 수원 화성에서의 잔치를 기록한다. 이어 “셩쥬(聖主)

쳔만셰(千萬歲)누리시고 셩신손(聖子神孫)이 계계승승(繼繼承承)야 억만

년(億萬年) 반셕(磐石) 고, 여러 집 손이 (代代)로 번셩(繁盛)야 쳔

(千百代)의 면면(綿綿)야 가국(家國)이 가지로 태평(泰平)기츅슈(祝

壽) 츅슈노라.”라는 말로 본문을 마무리한다.

요컨대, 왕실 여성이 쓴 자기록 갈래에는 정쟁에 대하여 항변하려는 자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자아를 변론적 자아라고 부를 수 있을 것

252) 한중록, 216-218면.
253) 한중록, 222-227면.
254) 한중록, 2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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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작자는 여러 서술기법을 활용하여 독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항변하고자 한

다.

2) 투생(偸生)에 대한 해명

양반 여성의 자기 갈래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투생(偸生)에 대한 해명이다. 삼

종지도를 체화하고 있었던 조선 후기 양반 여성에게 남편의 죽음이란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사건이었다. 남편을 따라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했기 때문이다. 물론 당대에도 남편을 따라 자결하는 것이 지

나치다는 견해도 있었다. 여성이 투생을 택하여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

해야 한다는 것이다.255) 그러나 시부모와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결을 선

택하는 여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다.

풍양조씨의 긔록은 투생을 선택한 여성의 자기서사 가운데 대표적인 작

품이다. 이 작품에는 타인의 죽음이 반복적으로 서술된다는 특징이 있다.256) 여

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죽음은 어머니와 남편의 죽음이다. 어머니는

아들을 낳으려고 임신을 거듭하다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에 풍양조

씨는 천도(天道)에 관하여 질문한다.

오호통라 뉘셔 하이 어진 을 슈(壽)주며 복(福)을 우(又)다 더뇨

우리 당의 평관홍(寬弘)신 셩(聖澤)과 인후품(仁慈厚品)으로 비현심

(慈悲賢心)이 디극시거긴 슈(壽)엇디 못 시고 평심두(心頭)의 디극

히 라시고 디극히 원시던 낫 아을 내 두디 못시고 부군이 임의

등과닙신(登科立身)시니 비록 미직(微職)이나 영(榮幸)믈 이긔지 못샤 첫

슈고(受苦)심(滋甚)이 시고 필경(畢竟)은 즐거온 계활(契活)을 가지 보

지 못 시고 우리 형뎨두샤 시임의 당혼니 혼슈(婚需)경영(經營)

시며 혼긔(婚期)일라 두긋기고 깃거시믈 금치 못시다가 내 셩인

(成人)미보디 못시고 치가(治家)쥬야(晝夜) 근노(勤勞)샤 댱구

255) 박경, 앞의 논문, 238-241면.
256) “<자기록>에서는 어머니나 남편의 죽음 외에 4세, 8세 때 겪은 두 남동생과 11세에 겪
은 여동생의 죽음, 이어 16세에 여읜 조모, 1804년에 여읜 아버지 그리고 1805년에 겪은
양자로 들인 친정남동생에 대해 서술하는 대목들이 특히 눈에 띈다. 이는 모두 ‘죽음’이라
는 사건을 반복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브레후노바 아나스타씨아, 앞의 논문, 27-28면).”



- 84 -

(長久)히 경영시다가 듕도(中道)의 도라가시니 셰샹의 낫브미 극시고 유이

쳡〃시니 오회라 텬되(天道ㅣ) 무지미냐 부명(賦命) 박(薄)시미냐 이 엇진

일이뇨257)

풍양조씨는 어머니의 성품이 남들보다 뛰어난데도 장수하지 못한데다 아들을

얻지 못하고 치가(治家)에 몰입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며 이는 천도가 무지

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운명이 박명하기 때문인지 자문한다. 이후 풍양조씨는 혼

인하여 안정을 찾는 듯하였으나, 남편의 득병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

게 된다. 이후 서사에는 병상일지에 가까울 만큼 남편의 질병과 처방에 대한 기

록이 상세하게 나타난다.258) 그러나 가족들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병세는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한다. 이에 화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다면 자결하기로 결심한다.

스로 혜아리건대 마 각지 못당면 맛당이 번 급히 결(決)여

시(時刻)을 지완(遲緩)치 아니코 조이라 다쳐변(處變)과 각이 엇디

이시리오. 스로 굿게 뎡(定)고 져근 칼을 신변(身邊)의 출손이 니고

이 놀나와 양 하만 보아 마 이 엇진 셰상인고 임의 (死生)을 조

뎡니 부위여 망〃 안탓가온 은 업고 존괴 엇디 셰(在世)시

리오 반시 죵결(終決)실디라 대강을 이리 혜아리매 다이 업다만

졍(私情)으로 가군과 시각니 압히 어둡고 가이 막히

이의(已矣)라 뎡을 요(搖改)치 아니코 념이일(念二日)븟허 내 협실의셔

시면 손을 잡고 졉여 서뉴체통읍(流滯慟泣)며 내 각

니 결(決)을 도히 긔이고 잇다가 불의(不意)예 내 죽으미 마 견배

아니라 간〃(間間)이 동결(同決)을 고(告)니 시 내 다히고 목을 안

아 앙텬(仰天) 통흉(痛胸) 왈 하진여(此何眞歟)아 몽여(夢歟)아 창텬(蒼天)이 

마 이것가 마 이 셰상을 당여 내 마 엇디 현뎨(賢弟)려 살나 리

오 다만 현뎨(賢弟)의 만 니 위질(危疾) 진명(盡命)은 일이 업거니와

목숨을 이 지원쳘텬(至冤徹天) 혹독셜움을 내 마 엇디 견고 살니

257) 긔록, 169면.
258) 브레후노바 아나스타씨아는 긔록을 질병서사로 보고 이 작품에 나타난 어머니와
남편의 질병서사를 1) 발병의 원인과 투병 과정, 2) 환자 몸의 변화, 3) 질병의 치유, 4)
대안적 치료법, 5) 환자와 가족과의 관계 등 5가지 양상으로 분석하였다(브레후노바 아나
스타씨아, 앞의 논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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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내 써 죽어 모고져 나 고금(古今)의 동을 라 죽의(義) 업고 살고

져 나 현뎨로써 쳔고(千古)의 극원(極遠)히 자 여고 내 심댱(心腸)이 비기

철셕(非其鐵石)이니 엇디 능히 견리오 내 답능히 이모미 아니로

마 이당여 엇디 사쟈 말이니잇가 뎨(弟)의게죽어 모거시 즐겁고

마 당치 못경계(境界)견여 사거시 더 혹독니 만일 뎨(弟)위

시거든 살기니디 마쇼셔259)

풍양조씨는 남편이 친정으로 피접한 다음에도 병세가 점차 심각해져 손쓸 도

리가 없게 되자 남편을 따라 종사하기로 결심한 채 손을 떨면서 작은 칼을 몸

에 감춘다. 친정의 가족들을 생각하니 앞이 어둡고 가슴이 막혔으나 이미 일이

벌어졌으므로 마음을 바꿀 수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언

니가 견디지 못할 것이기에 언니에게 종종 자신의 계획을 슬며시 털어놓았다.

눈물을 뚝뚝 흘리던 언니는 자신의 결심을 말렸으나 화자는 자신에게 차마 살

아달라고 하지 말라고 애원한다. 이처럼 화자와 언니의 담화를 기록하여 자신의

굳었던 결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남편의 병세가 심각해져 시가로 다시 돌아온 후에 친정아버지의 설득

으로 마음을 돌려서 투생하겠다고 결심한다.

이윽여 가군이 잠간 쇼당(小堂)의 가시거내 가지로 듕계(中階)의 밋처 고

파(罷漏)쳣거든 급히 의원이나 려오믈 고니 대인이 인마촉

여 의가(醫家)로 보내신 후 내 오히려 입실치 아니코 계샹(階上)의셔 가군톄

읍(涕泣) 고(告) 왈 이댱엇디리잇가 가군이 역읍(亦泣) 댱탄(長歎)샤

마 이런 일이 네게 당줄 엇디 여시리오 시고 능히 말이 업니 내

심신이 아득고 졍혼(精魂)이 망〃야 음업시 계하(階下)의 업더지니 가군이

창황 실(失色)샤 급히 거두어 안고 황〃호 왈 마 이 엇진 일이며 이 무

경(景色)이뇨 네 비록 망극(罔極)당여시나 마 내 알셔 이럴

거시 아니오 마 엇디 날을 각지 아닛다 이에 여러 됴건 말을 베퍼 니

시비록 불(不倖)일을 당나 굿여 거시 올치 아니〃 노(生

路) 두믈 삼 니실실셩(失聲) 엄억(掩抑)샤 졀〃(切切)텬뉸(天倫)과

근〃(勤勤)말이 지졍지의(至情之義) 아니미 업서 쵸샥히 나의 살기죄오

시니 잇이당여 텬뉸지졍(天倫之情)을 니지 말나 무지타인(無知他人)의

259) 긔록, 214-2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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쳘셕(鐵石) 심쟝이라도 이 지졍(至情)을 기 어렵고 이 말을 져리디 못려

든 황호어부녀텬졍(況乎於父女天情)이냐 (…중략…) 마 목젼(目前)의 가군이 여

(如此)신 경샹(景狀)을 여 내 만일 죽을진대 그 참극(慘劇)신 셜우미

녯사의 눈 멀믈 효측(效則)실지라 식이 되어 효(孝)일위디 못나 우리

엄뎡(嚴庭)의 모겸샤 구로지(劬勞生之)시고 젼이휵지신 호텬대은(昊

天大恩)을 져려 참경(慘景) 우희 마 상명(喪明)을 더으디 못거시오 각

건대 낫 슉매(叔妹) 업니 구괴 고혈(孤孑) 무탁(無託)샤 다시 밧들 사이

업거이각지 아니미 졍니(情理)니디 말고 도로혀 부져리미오

우리 형뎨 별지졍(自別之情)으로써 시 날을 원혹(冤酷)히 참별(慘別)고

비록 결여 지 아니나 반시 인병치사(因病致死)긔약실지라260)

병상에 누워 있는 남편은 정신이 오락가락할 정도로 위독해진다. 화자는 파루

가 치자마자 시아버지에게 요청하여 마부와 말을 보내어 의원을 데려오고자 한

다.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자 화자는 정신이 아득하여 섬돌에서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넘어진다. 이에 친정아버지는 딸을 붙들어안고 끊임없이 불행이 닥치더

라도 목숨을 버리면 안 된다고 타이른다. 화자는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대

신하여 자신을 길러주신 아버지가 자식의 죽음을 보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시부모가 딸조차 없으므로 의지할 사람이 없는 데도 며느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남편을 저버리는 것이고, 게다가 자신이 목숨을 끊는다면 분명히 언니가 병이

들어 목숨을 버릴 것이라며 마음을 돌린다.

김경미는 이 작품에 나타나는 남편에게 피를 먹이기 위하여 자신의 몸에 칼

로 상처를 내려고 하다가 차마 하지 못하는 장면이나 남편을 따라 죽으려고 하

다 결심을 바꾸는 장면 등이 열녀전(烈女傳)에서 볼 수 없는 기록이라고 하였

다.261) 이처럼 상황에 따른 자신의 감정의 변화를 섬세하게 기록하여 독자가 화

자의 결정에 납득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작품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병사(病死)에 대하여 기록한 해평윤씨의 윤시
긔록에도 투생에 대한 해명이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도 남편의 질병과

죽음이 중심적인 내용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신의 근본에 대한 이야기도 구체적

으로 그려져 있다. 해평윤씨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숙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나

260) 긔록, 220-222면.
261) 김경미, 앞의 책, 2014, 274-2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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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의 근본을 알게 되었던 충격을 기록한다. 양부모에게 친자가 없는 데다

양자마저 세상을 떠난바, 그들은 화자를 양녀 삼아 기르며 한결같은 사랑을 쏟

았으며 해평윤씨는 그들을 친부모로 안 채 성장한다. 그러나 천진난만하였던 어

린 시절은 영원히 계속될 수 없었다. 열네 살의 해평윤씨는 결국 천륜을 알게

된다. 화자는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 양모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질문하는데, 양

모는 해평윤씨가 생질녀라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칠(二七)이 되양(生養)을 불분(不分)이러니, 타인(他人)의 언단지간(言端之

間)의 연(自然) 쳔뉸(天倫)이 동(自動)물 면치 못디라. 양모(養母) 슬전

(膝前)의 감문기고(敢問其告)진가(眞假)몽(夢寐)의도 분간치 못엿다

가 모(母) 왈, “여〃야 녀(汝) 딜(甥姪)이오 아(我) 녀(汝) 표슉(表叔)이니

라.” 시니 본성(本性)을 부지(不知)니 덧〃부내[뫼](父母) 녀(子女)로 타

의(他意) 잇셔시리오? 도로혀 텬승(天性)을 득(解得)시일(時日)을 당여

양모의 언츌기시(言出其時)의 쳥텬일(晴天白日)에 급한 뇌셩(雷聲)이 젼신을 분

쇄듯 텬지가 묘망(渺茫)고 흉금(胸襟)이 억(抑塞)야 심혼(心魂)이 산

비(散飛)니 음업시 엄호일셩(儼呼一聲)의 누쉬(漏水ㅣ) 좌셕의 고이디라.262)

화자는 자신의 근본을 알게 되자 청천에 벽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

는다. 그동안 친부모로 알았던 이들이 사실은 외숙부모인데다 자신이 전주이씨

가 아니라 해평윤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후 화자는 양부모 몰래 밤마

다 친부모를 그리워하며 눈물로 베개를 적시며,263) 혼인한 다음에도 시가의 번

성한 가족들을 보며 까닭 없이 화가 나고 외로움을 느낀다.264) 그리하여 하루라

262) 윤시긔록, 140면.
263) “밤을 당(當)야 벼개어루만져 음업시 츄원영모지심(追遠永慕之心)이 동(自動)
야 니리 벼개젹시나 일변(一邊) 공겁(恐怯)미 업지아냐 부모(父母)의 침슈(寢睡)
펴 호읍을 낫초와 우탄(又嘆) 왈(曰) 아직 튱년(沖年)의 죄악(罪惡)이 디듕(至重)여
조샹부모(早喪父母)고 뎨형(弟兄)이 무타(無他)여 무지락(舞綵之樂)과 연지지졍(連
枝之情) 업셔 고〃일신(孤孤一身)이 신톄발부(身體髮膚)가 슈지부뫼(受之父母ㅣ)시니 아신
(我身)을 스로 어루만져 늣겻도다.”(윤시긔록, 141면).

264) “슈연(雖然)이나 의식(衣食)이 안죡(安足)고 안거안심(安居安心)니 무엇시 부족(不
足)리오마구가(舅家)의 셩번(盛繁)홈과 슉뫼(叔母ㅣ) 군죵(郡宗)의 안항(雁行)이 번화
(繁華)물 보아심혼(心魂)이 훌〃여 구곡촌심(九曲寸心)이 여회(如灰)물 면(免)치
못야 침션(針線)을 다리다가도 음업시 노(怒)하야디고 원텬(遠天)을 챵망(悵望)야
구원(九原)이 영격(永隔)니 부모(父母)의 음용(音容)이 묘망(渺茫)시고 일신(一身)은
〔을〕 도라보니 그림외로온디라.”(윤시긔록, 14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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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빨리 저승으로 가서 친부모를 모시고 이승에서 부모를 알지 못하는 한을 풀

기를 원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내가 혼자 부모의 혈육이니 갑자기 내 자취가 사

라지면 부모의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밤낮으로 후손을 낳기를 바랐다고

말한다.

그러나 해평윤씨는 남편의 병이라는 시련을 갑자기 맞이하게 된다. 작품의 후

반부는 남편의 투병에 관한 서술로 채워져 있는데, 이는 해평윤씨의 일생을 좌

우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병증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

지는 않았으나 구체적인 날짜와 함께 주요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갑인년 12월 말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린다. 해평윤씨는 남편이 병에 걸린

날부터 “즉동노(生則同老)고 즉동(死則同死)리라”265)라고 결심하고,

천지신명에게 자신이 남편의 목숨을 대신하기를 빌고자 하였다. 다만 시모가 권

하는 음식을 사양하지는 않았으나 물 한 모금도 넘기기 어려웠다고 회고한다.

이듬해 3월 초순에 해평윤씨는 친정으로 상경하였는데 이는 출산을 위해서였

다. 7월 중순에는 남편도 서울로 올라오나 여전히 중병을 앓고 있었다. 8월 10

일경에 해평윤씨는 아들을 순산하지만 산후병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든다. 그녀

는 쾌차하여 9월 중순에 가족들과 함께 시가로 돌아왔는데 남편의 병에 차도가

없었으므로 가족들은 계속 걱정한다.

결국 남편은 이듬해 세상을 떠나고 만다.

오호통의(嗚呼痛矣)라 외람나 니루지명(離婁之明)과 광지춍(師曠之聰)이

업셔 져 즈음유(幼子)안아 문병문후시(問病問候時)의 슈어문답(數語問答)

의 뉘 능(能)히 황양(黃壤)이 지격슌일(至隔旬日)이물 알며 인(因)여 쳔고영결

지언(千古永訣之言)인쥴 알니요 오호(嗚呼) 아심(我心)이여 비여쳘(非如鐵)이오

비여셕(非如石)이라 죄악(罪惡)희 박두(迫頭)물 망연부지(茫然不知)고 안여평

샹(安如平常)이러니 기일(其日)을 당(當)야 심혼(心魂)이 산난(散亂)고 흉금

(胸襟)이 울〃(鬱鬱)야 능(能)히 졉목(接目)디 못고 안불침슈(安不寢睡)러니

비몽몽간(非夢似夢間)의 불길몽(不吉夢兆ㅣ)라 몽혼(夢魂)이 경각(驚覺)야

번신긔좌(飜身起坐)야 좌우샹(左思右想)의 심긔(心氣) 져샹(沮喪)고 경울쵸

챵(更鬱怊悵)나 만호(萬毫)도 디 못고 시일(是日)이 불과(不過)야 쳔앙

화변(天殃禍變)을 당(當)니 쳔호(天乎)〃의 통원(痛冤)〃이라 거두앙쳔(擧頭仰

265) 윤시긔록, 1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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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야 시액(是厄)의 샹달쳔문(上達天文)고 하달지부왕(下達地府王)야 비

비한(悲思悲恨)을 앙달원숑(仰達遠送)듯 오회(嗚呼ㅣ)라 죵텬영결시(終天永訣

時)의도 불견님죵(不見臨終)이니 불문유탁(不聞遺託)이라266)

이후 화자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는 한편 자신이 인륜의 죄인

이라고 자책한다. 자신이 어렸을 때는 친부모가 낳아주고 길러주는 은혜를 하나

도 갚지 못했으므로 효자의 죄인이고 시부모를 공경하여 모시지 못하였으므로

진씨부의 죄인이고 남편의 뜻을 부드럽게 받들지 못했으므로 부도(婦道)의 죄인

이며 살아서는 공을 세우지 못하고 죽지 못하였으므로 열녀(烈女)에게 죄를 지

었다는 것이다. 해평윤씨는 시부모의 은혜를 바라고 친부모를 우러르며 여생을

보내고 싶으나 그러지 못한다면 빨리 저승으로 돌아가서 부모님을 모시고 조금

이나마 용납되면 남편을 만나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윤시긔록에서 자신의 근본과 남편의 투병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

은 자신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이다. 즉, 자신이 목숨을 버린다

면 친부모의 유체를 상하게 할 뿐더러 시부모와 양부모에게 불효를 끼치고 유

아에게 고통만 끼치게 된다는 것이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던 화자는 자신이 죽지 않은 이유를 자기 자신에게 변론하는 동

시에 독자에게 변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한산이씨의 고행록에는 거듭되는 가족의 죽음에 고통 받으면서도 자

신이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다. 이 작품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시작되는데, 이를 통하여 화자는 천도(天道)에 대한

의문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훌륭한 집안 출신에다

학문적으로 뛰어났지만 결국 현달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화자는 유명천의 삼취로 들어간다. 남편은 충주

목사(忠州牧使)와 이조참의(吏曹參議)에 오르기도 하였으나 숙종 대의 환국(換

局)으로 인하여 유배 생활을 거듭한다.267)

한산이씨는 남편의 유배를 뒷바라지하면서 자신이 겪어내야 했던 자식들의

266) 윤시긔록, 147면.
267) “경신년(庚申年)의 셔인(西人)이 됴뎡(朝廷)의 들매 십월(十月)의 디례(知禮) 뎍소(謫所)
로 가시고 나노친(老親) 뫼고 남문(南門)의 어현[阿峴]집의 이셔 그 겨을풍단
(風丹)으로 병환(病患)이 듕(重)오시니 망극(罔極)기을 어이 다 긔록(記錄)리오마
텬되(天道ㅣ) 도으셔 즉시(卽時) 낫오시니 경(慶事ㅣ) 이 업되”(고행록, 5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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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먼저 젊은 시절에 낳았던 아이들의 죽

음에 대한 기록을 본다.

 아해(兒孩)을 유뫼(乳母ㅣ) 맛다더니 역질(疫疾)을 시작(始作)여 방의

셔 더니 차 리니 나건 디 다의 모녜(母女ㅣ) 서면목(面目)을

모고 여니 병듕(病中) 참혹(慘酷)졍어이 니리오 즉시 안산(安山)

션영 하(先塋下)의 장(葬)다268)

 듕병(重病) 여증(餘症)이 내내 이시되 회(懷胎)여 긔미(己未) 칠월(七

月)의 산(解産)되 라던 소망(素望)이 어긔니 무륵 낙심(落心)되 이젼

(以前) 산후병(産後病)을 각고 음식을 힘먹고 즉시(卽時) 니러 니고 비

록 소망이 아니나 녀(女兒ㅣ) 졈졈 녁고 곱고 풍영(豐盈)며 말고 긔며

것기의 다 니 미을 삼아더니 젹악(積惡)이 무궁(無窮)여 경신(庚申) 오

월(五月)의 경풍(驚風)으로 약(百藥)이 무효(無效)여 일흐니 연(連)여 참

잔(慘殘)거동(擧動)을 보고 이목(耳目)의 여 닛기 어려오되 가듕(家

中)이 벌노(煩勞)고 시하(侍下)의 이시니 셜운 을 발뵈디 못고 져믄 나

히라 졈졈 닛거시 되어 디내다269)

 이칠(二七) 디나며 경풍(驚風)이 되어 을 두고 날마다 딜(窒塞)을 되

괴이(怪異)여 히 오고 반반고 얼굴이 긔이(奇異)니 졀박(切迫)졍

(情)의 그려도 사라낼가 라다가 뉵월(六月)의 일셕(一夕)의 일허려 괴산

(槐山) 선영(先塋)으로 저을 보내고 애 믜여디고 밤이면 뉘엿던 자리을 디

며 먹던 져며 간댱(肝腸)이 촌촌(寸寸)이 녹견여 살기 어려오되

병환 듕(病患中)이매 셜운 거서리 다마 디내며270)

에서 한산이씨는 첫 딸을 낳았으나 산후병에 시달렸으며, 딸도 천연두에 걸

려서 서로 얼굴을 모른 채 딸이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술회한다. 에서 한산이

씨는 둘째 딸을 낳고서 산후병을 염려하여 음식을 잘 차려 먹었으나 딸은 경기

를 일으키다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말한다. 에서 한산이씨는 아들을 낳았으

268) 고행록, 53면.
269) 고행록, 53, 55면.
270) 고행록,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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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들도 경기를 일으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쓰고 있다. 이에 한산이씨는

밤마다 아들이 누웠던 자리를 만지고 아직 마르지 않은 젖을 짜며 간장이 촌촌

이 녹는 듯하여 더는 살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한산이씨는 자식들을 앞세운 것만으로도 비통을 겪었는데, 며느리들조차 잇달

아 세상을 먼저 떠나는 참극을 맞이한다.

 텹텹(疊疊) 젼(前生) 죄악(罪惡)이런디 경인년(庚寅年) 삼월(三月)의 그리 완

실(完實)며리 화등(火燈)의 나비 되니 하이 문허딘 날 죽어야 올흔 거

사라셔 놀납고 잔잉[殘忍] 셜운을 보고 남녀간(男女間) 낫 흔젹 업시 쳥

년(靑年)의 요졀(夭折)니 더옥 셜운 회포(懷抱)을 어이 이긔리오 셰샹의 엄

일 (恨)더니271)

 셰월이 뉴슈(流水) 여 며릐 초긔(初忌)을 디내니 슬프고 셜운 거보

내고 간댱(肝腸)을 뎡(定)여 후(後娶)을 (擇)더니 윤가(尹家) 젹은덧

인연(因緣)이런가 뇌뎡[內定]여 혼인(婚姻)을 일우고 신부(新婦)을 마자오니

은 긔질(氣質)과 유환뎡뎡(幽閑貞靜)며 조흔 품격(品格)이며 법되(法度ㅣ)

고 드문 효(孝行)이며 아담(雅淡) 뎍듕(適中)며 곳 흠쳬(欠處ㅣ)

업니 의 희(喜幸)여 깃브미 득니 녜 일을 닛고 이 나죵 효(孝)

을 바들가 더니 내 젹악(積惡)이 다뎝(多疊)여 쵸(初) 삼년(三年)을 시드

러 옥골(玉骨)이 슬어뎌 셰샹을 리고 젹은덧 삼년(三年)이 디나니 가디록

여라272)

는 유배 생활을 함께 견디며 고락을 나눴던 첫 번째 며느리의 죽음을 기록

한 것이다. 며느리는 건강하였으나 갑자기 화등의 나비처럼 세상을 떠나고 마는

데, 화자는 남겨진 아이조차 없는 며느리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는 두 번째

며느리의 죽음을 기록한 것이다. 며느리는 기질이 맑고 품격이 좋으며 법도를

잘 지키고 효행이 뛰어났으나 혼인한 지 삼 년이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나고

만다. 결국 화자는 세 번째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단아한 용모에 기쁨을 느꼈으

나 자신의 팔자가 고약하므로 남처럼 데면데면하게 지내며 정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며느리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혹여 며느

271) 고행록, 83면.
272) 고행록,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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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단명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여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젊은이들의

잇따른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였던 화자의 고통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집안에 역경이 거듭 일어나는 와중에도 화자를 지탱해주었던 남편은 마침내

1704년의 대사면으로 유배에서 풀려났으나,273) 그해 겨울부터 병마에 시달리다

가 이듬해 여름에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 겨울브터 긔력(氣力)이 도셔 잇다감 한젼(寒顫)도 시고 망극(罔極)

시졀이 다라 을유(乙酉) 뉵월(六月) 초팔일(初八日) 블의(不意) 신명(神明)의 빌

고 텬되(天道ㅣ) 도으셔 회츈(回春)실가 밤낫 안자 새오다가 참내 하이 문

허디고 히 디텬디(天地) 옥흉변(凶變)을 만나니 그즉시(卽時) 결

단(決斷)거시 올흔 거엇디 엇디 인졍(人情)의 걸니고 부모(父母) 휵(生

慉)신 은혜(恩惠) 져리디 못고 결단(決斷) 업고 용녈(勇烈)여 목숨을 긋

디 못나 내 의 각기을 삼년(三年)을 디내노라 면 본원긔(元氣) 약

(弱)고 샹시(常時) 다병(多病)던 거시니 절노 긔(氣)이 진(盡)가 녀겨더니

가디록 괴악(怪惡)여 그 삼년(三年)을 실 목숨이 사라나니 처음결단(決

斷)치 못둘 (恨)고 쇽졀업간댱(肝腸)만 서기더니274)

위의 인용문에서 남편이 겨울부터 기력이 없었는데 을유 6월 초 8일에 세상

을 떠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화자는 남편이 숨이 멎은 순간 자신 또한

목숨을 끊어야 옳았는데 인정(人情)에 꺼려지고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지 못하여

결단하지 못하였다고 한탄한다.

화자가 목숨을 버리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집안을 건사하고 자손을 돌보기

위해서이다. 그녀는 자신이 죽은 의붓딸이 남긴 갓난아이마저 길러야 하는 처지

에 놓여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273) “1680년(숙종 6) 경신환국(庚申換局)을 계기로 총 3차례에 걸친 유명천의 유배 생활이
시작된다. 제1차 유배는 1680년 경신환국으로 시작되어 경상도 지례와 충청도 음성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1683년에 끝났다. 제2차 유배는 1694년(숙종 20) 갑술환국(甲戌換局)으
로 시작되어 전라도 강진현과 경상도 연일현에서 유배 생활을 하다 1699년(숙종 25) 왕세
자의 천연두 회복을 기념하는 대사면으로 해배된다. 제3차 유배는 1701년(숙종 27) 장희
빈 무고 사건에 연루되어 전라도 나주의 지도(智島)에서 유배생활을 하다 충청도 괴산으
로 옮겨갔다가 1704년 가뭄으로 인한 대사면(大赦免)으로 해배된다.” (김봉좌, ｢한산이씨
고행록의 내용과 특성｣,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편찬, 앞의 책, 18-22면.)

274) 고행록, 81,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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뉵월(六月)의 목진(睦進士宅) 산후(産後) 즉시(卽時) 상(喪事ㅣ) 나니 제

다의 내 드러와 어뎌 길너내여 혼인(婚姻)을 일오니 즉시(卽時) 여(子

女)을 년(連)여 나코 목낭(睦郞)이 명(字名)이 쟈쟈(藉藉)니 타일(他日)의

만히 될가 녀기고 아들이 사(才士)이오 녀(子女)을 남혼녀가(男婚女嫁)

지 여시니 두긋겁더니 제 셰샹을 린 긔년(其年)의 상인(喪人)이 죽으니

텹텹(疊疊) 잔잉[殘忍] 셜우믈 어이 긔록(記錄)리오 산(解産)을 뉵월(六月) 보

날 고 엿새날 아의 그리 되니 난 거그 집의셔 즉시(卽時) 옴겨 낭

(行廊)의 두고 졋 잇죵도 업고 기을 길히 업서라 되 그거려다가 마

어이 보리 시브고 내 팔(八字ㅣ) 괴이(怪異)니 더옥 무셔오되 게셔 졀박(切

迫)여 시고 제 (死生)이 아모리 된 들 어이리 갓 을 두고 려

다가 길너보려 나건 디 칠일(七日)만의 내 죵을 보내여 품어 려오니 그거시 어

이 살가 시브리오 마초와 내 친뎡(親庭)의셔 온 죵이 식(子息)을 나하시매

맛뎌 기더니 유뫼(乳母ㅣ) 병(病) 드러 싀골 가고 쟉졋업거

나지면 대문간(大門間)의 가 디나가사의 비러도 먹이고 밤이면 내 겨뉘

여두고 참혹(慘酷) 잔잉[殘忍]인(人生) 어이 이시리오 내 팔(八字ㅣ) 가지

가지 괴이(怪異)을 (恨)이로다275)

위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목진사댁은 유명천의 재취 한양조씨(漢陽趙氏,

1650-1673)의 소생이다. 삼취로 들어온 한산이씨는 5살 때부터 그녀를 길러서

시집을 보냈다. 그러나 불행히도 목진사댁은 딸을 낳은 다음 날 산후병으로 세

상을 떠나고 말았다. 화자는 목진사댁이 낳은 아이가 금방 세상을 떠날까 봐 아

이를 맡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바람에 아이를

키우게 되었는데 유모가 병이 들어 시골로 가버리자 지나가는 사람에게까지 젖

동냥을 해야만 하였던 사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산이씨는 결어에서 지난 육십여 년 인생을 돌아보며 느낀 무상감

을 토로한다.

도라 각니 (百事ㅣ) 다 부운(浮雲)이오 셔산낙일(西山落日) 일이 되어

시니 언머 셰샹의 이시리오마나지면 미(滋味) 업가(家事)의 골믈(汨沒)

다가 져녁이면 비복(婢僕)도 제 쳐소(處所)로 들가고 쳑쳑심회(慽慽心懷) 가디

275) 고행록, 83, 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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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그음 업니 부모졔형(父母弟兄)이시나 도라가신 졍녕(精靈)들이 어곳의

겨신고 아이 겨신가 업가 므죄벌(罪罰)로 뉵십지년(六十之年) 되도록 이

셔 셜우며 괴로온고 (恨)며 원(怨)노라.276)

이처럼 화자는 고통의 시간을 기록하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百事ㅣ) 다

부운(浮雲)이오 셔산낙일(西山落日) 일이 되어시니”라며 인생이 무상하다고 말

한다. 이 대목만 보면 고행록을 고통과 좌절의 기록이라고 이해하기 쉽다. 그

러나 화자의 한탄은 역설적으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한산이씨는 고행록에서 정치적 격변에 고통받고 유배 생활의 고초를 겪으

면서도 집안을 건사하기 위하여 애를 쓰던 생활을 그리고 있다. 집안을 유지하

기 위하여서라도 자신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양반 여성이 쓴 자기록 갈래에는 감정의 변화와 삶의 의미를 치밀하

게 기록함으로써 투생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해명하는 변론적 자아가 나

타나고 있다.

276) 고행록,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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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서간 갈래와 모순적 자아

1. 서간 갈래의 서술 특징

서간 갈래 자기서사는 특정 대상에게 글을 적어 보내는 형식의 서간체를 사

용한다. 서간체는 현대소설에서 인물의 심리를 추적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자기

서사는 가상의 편지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전달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소설과 차이를 보인다. 서간 갈래 자기서사가 현대소설에서

사용되는 서간체와 어떠한 서술상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구성과 표

현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관계 중심의 파편적 구성

서간 갈래 자기서사에 해당하는 작품들은 시간적이거나 인과적인 구성을 따

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하여 구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먼저 ｢규한록｣을 통하여 서간 갈래의 구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주지하다

시피 ｢규한록｣의 서술은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서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작자도 인정하고 있는데, 선후 없이 물 솟듯 아뢰고 있다는 서술에서 이를 확인

할 수 있다. 고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규한록｣의 구조와 서술에 대한 논의

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박혜숙은 ｢규한록｣이 시간적 선후나 논리적 연관을

고려하지 않으며 동일한 과거 사건에 대하여 반복하여 언급하기도 한다고 평가

하였다.277) 조혜란은 ｢규한록｣이 자신이 말하는 바를 정리하여 논리 정연하게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반복적으로 다른 내용이 삽입되어 글의 흐름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고 평가하였다.278) 이들 논의는 ｢규한록｣이 시간적 순서나

사건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서술되었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279)

277) 박혜숙, 앞의 논문, 2001, 255-256면.
278) 조혜란, 앞의 논문, 1999, 295-311면.
279) 김정경은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적 신화 분석 방법을 참고하여 ｢규한록｣의 텍스트가
“사멸에의 충동과 번식에의 욕망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모순과, 위계 질서의 파괴와 그것
의 유지라는 공존할 수 없는 모순”을 드러낸다고 보았으며, 광주이씨가 죽음과 삶, 양반
사회와 종들의 집단 사이에 끼인 존재라고 평가하였다(김정경, 앞의 논문, 2005, 1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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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규한록｣은 순차적이나 인과적으로 서술되지 않는다. 이는 서술 단락

을 정리해보면 명확해진다. 반복되는 어구를 제외하고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 단

락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들의 상납에 문제가 생기고 가계의 형편이 어려워졌다.

② 사정을 하소연하니 시삼촌에게 오해를 받았다.

③ 양자를 급하게 들였는데 재물로 갈등이 일어났다.

④ 시가에 있어도 소용이 없으므로 친정에서 돌아가지 않겠다.

⑤ 시가에서 경제적 문제와 주변의 오해로 고생을 하였다.

⑥ 양자 본가의 빚 문제로 시삼촌과 갈등이 일어났다.

⑦ 임오년 시삼촌들의 도움으로 죽지 않았다.

⑧ 조부모 슬하에서 성장해서 시집갔다.

⑨ 자신이 시가의 살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여 부끄럽고 괴로웠다.

⑩ 시어머니와 시삼촌들이 집에 오라고 설득하였다.

⑪ 친정에서 살면서 비용을 아껴서 양자의 혼수를 하겠다.

⑫ 시가로 돌아가면 빚만 지게 될 것이다.

⑬ 시삼촌들이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았다.

⑭ 시가의 상하 범절이 제대로 안 서 있다.

⑮ 무자년 제수(祭需)가 없는 바람에 제사를 지내는 데 곤경을 겪었다.

 경오년 이후 종종 종가의 물건을 도둑맞았다.

 임진년 제수가 없어서 제사를 지내는 데 곤경을 겪었다.

 임오년 남편이 병마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시어머니와 시삼촌들에게 오륙 년의 말미를 주기를 요청한다.

 시할머니, 시어머니가 아이를 기를 때 제대로 먹이지 못하여 많이 고생하였다.

 양자와 친모가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금전 문제로 못 만나게 하였다.

 친정에 오기 전에 시할머니에게 사정을 살펴달라고 요청하였다.

 종들이 시어머니 방에 불을 때지 않고 시삼촌들 방에 불만 때었다.

 재물로 인하여 종가 내외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종들로 인하여 종가 내외에서 갈등이 일어났다.

 사정을 살펴주기를 요청한다.

면).



- 97 -

이 작품의 서술 단락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해보면  → ⑧ →  → ⑦ →

⑬ → ⑨ → ③ → ⑥() → ⑭ (⑮,  ) → ⑤ (, ) →  → ① → ②

→  → ④ → ⑩ → ⑪ → ⑫ →  → 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와 현재

가 뒤섞여 사건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무질서하게 구성되었다고 보아야 하는가? ｢규한록｣에서

주목되는 점은, 자신의 일생을 수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시삼촌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일생을 재구성하고 있는

대목을 살펴본다.

부 디각(知覺)이 슌젼 업기 당돌이 죽기버린 후숨갑시 두 싀삼촌계

오셔 “윤씨(尹氏) 십이(十二代) 종가(宗家) 명문(名門) 사당(祠堂) 산소(山所)

우마쟝(牛馬墻) 원통(怨痛)고 삼십(三十) 와가(瓦家) 쑥대밧시 아니 되기 자네

에게 잇고 저 불샹〃신 아즈머니 쟈네 업면 엇다 의디여 부디실 터이며

나도 명 져룬 족하(足下) 셩쟝(成長)여 귀딥 (生)으로 공현[空然] 죽게

둘이가 업며 원귀(冤鬼) 되리란” 말몃번 시며, 부 먹으면 시렷다 엽

풀 나디 아니시고 과도(過度)이 말이 “우리 형졔(兄弟) 명(命)이 네게 이시

니 우의 어마님 계시고 아리 이니라 각여 보라” 옵시며 “아모조록 살

라” 시고 말이 “쟈녜 죽대로 버려 둔즉 쟈네 딥의 셔관은 춍(聰)을 노을

거시니 결단코 필경을 보라” (生死)로 만단(萬端)으로 개유〃시듯

다도 갑비 원억(冤抑) 살 시 업셔 오니 두 분 오히려 밋디 아닌가 

드리 디극신 을 그리 밋게 보이시려 도 잡게시니 환록 무시가 여

러 가디 비원(悲願)을 기록(紀錄)여 주시고 쳔방계로 쳔하의 펴이게끔 가유

(開諭)시기 부 팔(八字) 기험(崎險) 무싀〃오쳔셩(天性)은 초독디

못오나 결단코 스〃로 명을 딘코 져 셰샹의 머물고디 가디도 업더니 부

만 시져디 만가디로 가유 혀가 다라딜 심신(心身)이 샹시게 저리 

시니 내 원억(冤抑)만 각고 압 못 보도 업싀어마님 두 분 싀삼촌

명환이 부게 엿다 누옵시니 도로혀 놀납고 몸은 버린 듕도 황공〃옵

시기 부 말이 “살러나도 종가(宗家)의 호발(毫髮)도 유조치 못고 어마님

긔 아바님긔 한 가디 밧디 못올 인(人生)이라.” 송장으로 누어 엿오니

“벽만 디고 안져도 명(命)만 디여달라” 시며 쥬샹 말디 여 계신 줄 엇

디 어마님 다 아오시리잇가?

아바님계오셔 을 일우시디 못 연명(延命)만 시며 혈심(血心)으로 명

(薄命)질부로 쓰시고 대쳬로우신 심신 허비로 신 줄 셰히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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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다. 부 몸을 점〃이 각거도 유혈(流血) 방울 아니나올 쳘쳔원(徹天怨

恨)을 속의 서려 품고 셰샹(世上)이 년(百年) 아니요 경여편만거져

디 옵시니 부 우인 지즈리디 아니코 “명(命)만 디여주면 셜움밧 다근

심(謹審) 업세 여주시려노라” 시기 금셕(金石)으로 밋고 투(偸生)여

이다. 두 분 아바님거셔 십년(十年)이 넘어신들 이져 겨오리잇가?

아바님 말이 “살고보라” 오시며, “졍 셜워 살다 못 살셰면 난덧이 죽

을 약(藥) 디여주마” 시기 니십 젼 아무디각 잇니잇가. 고디 듯고

오히려 든〃와 식물(食物)도 먹고 어마님도 각 업다 목셕(木石)을 인심

(人心)은 풀고 귀워 주시니 그졔친가(親家) 어버이 듕도의 계신 줄도 알

러 식(子息)이 되어 마 불효(不孝)도 간(肝)이 잇졔 각골(刻骨)고 어마님

졍곡 목셕도 감심 심터이고 “윤씨 대죵가 명문(名門) 악〃일 업다” 시

고 망극(罔極)〃 오〃 아쉬운 터이라야 부 우인을 보시며 아이 저리 

시랴 십고 두 분 아바님 무릇 보기도 마샤운 딜부저리 시니 친가 어버

이 동은 마 보기 슬코 가유말이 업서 버려두실 거아이 저리 

시니 ‘오냐 내 우인을 모르시고 그리시랴. 포리 목숨튼 여편무어시랴.’

을 강잉〃 먹고 아모 디각은 업오부 만온 거저리 옵시니

부 말이 “그리 단명(短命) 수골(壽骨)이 못 되시면 아모조록 방구(旁求)여

현부(賢婦) (擇娶)여 니졋사람을 못 어드시더니잇가?” 그 말을 한 두

번만 엿와오리잇가? 셰샹을 원억이 머물려 오니 남과 치 니졋디 못 팔

무가내(無可奈)거니와 엇디야 졋쟌고? 그듕도 먹기아모죠록 딥을

맛기신 후(後) 슘갑시 잇거시나 딕키여 졔디내냥이나 보아 종들 시켜

궐향이나 마고 어마님긔 남편(男便) 업싀모라 불공탄 말이나 듯디 말고 어

디신 두 싀삼촌기 의(意)나 젼 변치 말고 사대로 명한을 길다리쟈부의

졔 신셰(身世)만 각 원억 일신 아모리면 어로 보아 싀어마님 싀삼촌 공경(恭

敬)리 을 이터의 두어시면 토혈즉오리잇가?280)

위의 인용문에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 자신이 죽을 결심을 했을 때 자신

과 시삼촌들의 담화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친정의 부모, 동생조차 자결

을 말리지 못했는데, 자결을 말린 시삼촌들에게 감사를 느꼈지 불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며 자신을 변호하는 동시에, 이전에는 명(命)만 지녀주면 다른 근심

이 없도록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금전 문제로 갈등이 일으킨 시삼촌들의

280) ｢규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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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리부동함을 그리고 있다.

그다음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일생을 재구성하는 대목을

살펴본다.

어마님긔셔 이져 이시니잇가 무년(戊子年) 유월(六月) 스무 여드레날 졔곡

업셔 아바님 포 신 듸 네의 츄이려다 못오니 “졀의셔 팔라

던디 비시던디 기리라” 어마님 가퓌우시더니 입제일 가져와 온수의 담가 졔

고 그 칠팔월(七八月)에 어마님 환후(患候) 공구(恐懼) 위황(危慌)〃신

미음(米飮) 곡식(穀食) 업셔 그 직의 더욱 아바님거셔 디금(只今) 트시면

어마님 엇디 회츈(回春)여 겨시

부(子婦)보타 질인이오남녀(男女) 비복(婢僕)디 열류령수응간례의 삭

여돈 한냥 주시기 샹봉을 시겨 팔라 온즉 이틀만의 돈 갓다 주오니 폭〃 

가오며 어살 고디야 대살년 아닌돈을 갖고 곡식 못 파니 굴머죽을

고디다 시버 조부모 덕으로 셰상의 물욕 영욕(榮辱)을 몰라다 그저야 아고

내 터의 이 가디 이고 이 터의 이 가을 퓌온 후난 튼 인무귀쳔(貴

賤)이냐 잘 잡듸면 부여못들 현마 빗주고 꾸일 남의게 혀고분 소리 리 내

터의 형셰 업면 더욱 소임을 못거시니 오스이 너기며 숨갑시 잇스리이

러기 경오연의 서로 준 옷항은 존반의 팔라 삼모분이 와던가 시부나

치고 원억 인신을 각염이 가이 결을 업시 긴 삼은 못고 바딜도 못여

남 손을 빌디라도 아바님 밧긔셔 거두어 드리고 종들 삼분병작곡식 도젹딜

도 심기 그도 일코 무어가디고 졔곡 냥 동냥리 딕키며 판〃 부놀

며 죵들 일 시키다 심〃 기딜 감도이 기 반심 먹난단 말도 듯고

부 업고져 심셩졍 변게 만치 아닌 그릇 손은 연락긔 식기로 레로 술

이나 반상긔 접시 몃〃가디 디버나다 셔방님 수져 이모년 도젹도 두고 간 져가

디 도젹오니 앗갑아니코 쓰기의 셩가신 듕 반상기 졉시보다 져드노아

잡신 거시라 더젼 통분옵기 그런 거딕키디 못고 시〃로 일거큰

도젹도곤 소〃이 이난 거상담(常談)의 딥안이 볼 거시 업다 오며 엄영은

업시 금디여주디 업존두곤 심기 이 형용을 디여이다. 혈육디신

으로 견딜 일이니까?281)

위의 인용문에서 광주이씨는 시어머니를 호명하며 무자년 6월 28일 제곡이

281) ｢규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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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서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 못하였던 일을 상기시킨다. 시삼촌이 입제일에야

겨우 제곡을 구해와서 제사를 지내었고 그해 칠팔월에 시어머니가 심한 병환이

들었는데 시삼촌의 도움으로 미음이나 겨우 먹을 수 있었다. 화자가 종들을 시

켜 돈 한 냥으로 쌀을 사오라고 하였으나 대흉년도 아닌데 쌀을 살 곳이 없었

기 때문이다. 시삼촌이 수확하고 종들이 삼분병작한 곡식도 도둑맞았으며 반상

기나 접시도 도둑맞는 데다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젓가락까지 도둑맞고 말았다고

쓰고 있다. 반상기나 접시가 없다면 불편할 뿐이지만 젓가락은 남편이 먹던 것

이니 더욱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이처럼 자신이 시가에서 겪었던 고생에 대하

여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남편을 따라 종사한 여성의 유서(遺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다. 유서는 다른 자기서사에 비하여 편폭이 상당히 짧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신의 생애와 감정을 기록하려는 열망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재령이씨

는 양자에게 유서를 남기면서, 양자가 자신의 초년(初年) 일을 모를 것이기 때

문에 내용을 전달한다고 밝히고 있다.282) 연안김씨는 조카에게 마음속의 말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아직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고 말한다.283) 서흥김씨는 자신

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하기 위해서는 태산(太山)도 부족하고 하회(河淮)도 옅

다고 말하고 있다.284)

 슬푸다 ① 네 부친 초상에 한가지 죽기 무어시 어려우리마난 팔십노친 의지

하실대 업고 가장의 후사을 잊지 못하고 두 딸이 어리니 차마 일시에 죽지

못하고 ② 그후 노친삼상 지내고 ③ 네 성입하고 ④ 딸도 다 구쳐하여시니

발셔 죽을거신대 ⑤ 네 효성 지극하여 연전 내 병이 위중하여 망단하니 단지

도 극진크든 상분은 더욱 무삼일고 네 마암 이러하니 내 차마 일시에 소기지

못하여 내 죽기 이적 천연하여더니 내 글역 자랑하니 아마 여인이 만치 아일

닷고285)

 ① 소씨의 드러와 손 나을 두지 못니 일구월심 한의 되고 침식이 불

282) “내 초연 일은 오히려 네 모을닷 하니 대강 이라노라”(｢열부이씨유서｣, 20면)
283) “니 목슘이 쥭지 못고 산일은 족을 다시 보고 속말나 고 곳 을가여
이날져날 짓쳬고 목슘이 진지 못고”(｢연안김씨유훈｣, 9a면)

284) “산도 부죡되고 해회도 엿흘디라 엇디 다 형언 할”(｢김부인유한서｣, 18면)
285) ｢열부이씨유서｣, 20면.



- 101 -

평러니 ② 죄이 극즁야 무인년 오월이십일 텬병을 만나시니 오호 통

라 쳘이관의 진신도 못고 손으로 미움 그릇 밧드지 못고 ③

쳔만밧 상고을 당니 쳘쳔유한이 하리 합벽고 이 거지난쳔지두

지 아모쥴 모젹니 목슘이 쥭지 못고 산일은 족을 다시 보고

속말나 고 곳 을가여 이날져날 짓쳬고 목슘이 진지 못고 이졔

라 밧구며 명년 봄이 도라오니 물은 의구고 슬프다 셰상람 뉘

번 죽지 아니리오마④ 니반은 고〃촉쳐의 몃쳔가지 유한을 부모동

쳐의게 치고 셰상을 하직하고 일졈혈육을 두지 못고 구쳔의 도라가신

일 각사록 가 녹을그만 인심 후덕으로 엇지 남녀를 두지 못

진쳔도을 원망치 아니리오 오회라 의 죄가 지중여 식을 두지 못

고 도라가넉시 슬품이 오쳐창 한심여시리오286)

 아바 아바 로텬도 무심 고 조물도 야속 야속 ① 무삼 운슈가 이라덧 망창

져의 녹고 타심을 푸디 아니시고 흘 티니 무삼 쥬가 이리 불칙던

고 이십청츈이 당마리닛가 모즐고 독져의 잔명 영구이 라 먹고 입고

아즉 셰상의 머므오니 가통졀창오이다 ② 쓰디 못할 여슥을 슬하의 라

제 유별신 시며 호승인들 어턴고 쥬쇼로 휼야 금동가티 길러

여 ③ 인셰에 황미 남다라기 바신바 무익고 방명이 여슥이 죄악

이 지즁야 산가탄 부모은정 일만분도 못갑삽고 도로혀 이런 욕경 기텨오

니 불효막심 이여슥을 엇식이라 오릿가 불효거슬 죠금도 각디

마옵소셔.287)

에서 재령이씨는 양자에게 글을 남기고 있는데, ① 남편의 초상 이후 상황

② 시어머니의 삼년상 ③ 양자의 혼인 ④ 두 딸의 혼인 ⑤ 자신의 병환 등으로

자신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때 자신의 와병 중에 단지(斷指)뿐

만 아니라 상분(嘗糞)까지 하던 양자의 행동을 기록하여 그에 대한 감사과 애정

을 표현하고 있다. 에서 연안김씨는 조카에게 글을 남기고 있는데, ① 자신의

혼인 ② 객지에서의 남편의 투병 ③ 남편의 죽음 ④ 자식을 두지 못한 남편과

자신의 안타까움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다. 자신이 여태까지 죽지 않은

이유는 조카를 보고 자신이 남편의 임종과 장례 과정에서 겪었던 고통을 털어

286) ｢연안김씨유훈｣, 9a-9b면.
287) ｢아바님전상사리｣, 19면. 밑줄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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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기 위해서라며 조카에게 자신의 일생에 대해서 털어놓고 있다. 에서 서흥김

씨는 아버지에게 유서를 남기고 있는데, ① 남편의 죽음 ② 자신의 성장 과정

③ 자신의 죽음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때 아버지가 자신을 금동같이

길러내어 시집 보내는 재미를 보고자 하였는데 자신이 목숨을 끊는 불효를 끼

치게 되었다고 슬퍼하고 있다.

한편 복수의 수신자에게 글을 남기는 경우에 수신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자신

의 생애가 다르게 기술되기도 한다. 먼저 서령유씨의 ｢유씨부인유서｣를 살펴본

다.

통(痛哉)라 가련코 잔잉한 난 어미 보고 시분적이여든 이라도 보라

비록 팔흉악(凶惡)야 삼팔(三八)의 방명인(薄命人生)이 되어시나 ① 우

리 부모님만경양쥬로 총(寵)을 밧고 의식의 구미 업고 벌열(閥閱)한 안향

(安享)의 일신니 부가호치(富家豪侈) 중(中) (生)하야 ② 이팔년광(二八年光) 임

오(壬午) 중하(中夏)의 셩혼(成婚)니 부친은 인연 우히라 십칠세의 특달션미(特

達善美)시미 옥인가장(玉人家長)으로 세샹의 유명시니 한 우리집 셔(愛

壻)라 이라던지라 너 집 부명(浮名)은 삼남(三南)의 가(可)평일 두려우미

부명니 과(過)을 염녀엿더이 오희(嗚呼)라 엇지 홀노 네 부모게 이인 희망니

나일줄이야 의나 각얏씨니요

③ 셩혼 오연의 너을 병술(丙戌) 월의 나흐나 비록 이나 미목이 그이(奇

異)미 젼혜 너의 부친으로 다라미 엄난 고로 네 부모의 귀이 만금장쥬(萬金

藏珠)로 기라고 ④ 국은(國恩)이 호(浩大)셔 졍년(丁亥年) 별시(別試)의 열

친경사(悅親慶事)랄 당니 네의 망친(亡親)의 연니 이십 이세라 셰상의 흔치 아

인 조과(早科)라 경향(京鄕)이 일캇고 만인의 흠양(欽仰)함을 바랏더니 ⑤ 슬푸다

조물이 시긔(猜忌)야 원슈(怨讐) 무연(戊子年) 시월의 양(白羊)이란 졀노

공부시려 네의 게부와 가시더이 우연 쳔독감(咳喘毒感)으로 누월(累月) 신음

신의약을 과 치 햘길이 업셔 과춘과하(過春過夏)랄 시나 증셰(症勢)

위즁(危重)신지라 허다 뭇 츄(孟秋) 회일(晦日)의 창으로 의원을 향여 가

것더니 일분(一分) 효엄(效驗)을 못보시고 달노 위황(危慌)신⑥ 너의 집 본

의약의 등한(等閑)하고 향야 의논리가 업난 고로 그 신환(身患) 즁 칠팔

(七八朔)을 고(客苦)를 시다 중시(終是) 일분 동정이 업고 날로 위즁시니

이월 순일(旬日) 환가(還家)셔 이십 육일만 오호통(嗚呼痛哉)라 삼월(三月)

초육일 이 변(變)을 만나오니 하날이 문허지고 이 지난지라

네 어미 비록 방명죄인니나 삼종(三從)의 즁의와 부부의 륜(大倫)을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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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라 ⑦ 하갓치 라고 산갓치 우려던 쳔봉지통(天崩之痛)을 만나오니

시인들 어니 머물이요만난 존구(尊舅)의 극진 권구(權絿)심이 주야 골돌시

니 차마 목견악(目見惡事)로 불효랄 치지 못고 앗갑고 원통신 골육

이 너이라 네 나히 오세의 아모 상(相)을 모라난지라 잔잉고 불상이 마 견

리요 마 독어 초종(初終)을 지고 노친이 팔십 쇠경(衰境)의

친히 와게셔 부기를 유(開諭)하시니 완명(頑命)이 게유 걸여 월피월(此

月彼月) 지여 조곰이나 진졍이 될가 한 게 쳡쳡여환과 너의 망친 옥골신쳬(玉

骨身體)와 쳥고(淸高) 걸은 날노 롭고 연(行年)이 이십 오연의 종(宗嗣)

랄 젼할 아달 나히 업니 통라 앗온 일홈을 뉘긔 젼며 구만금(九萬金)

젼장(田莊)이 어로 갈고288)

위의 인용문은 서령유씨가 딸에게 남기는 글인데, 화자는 딸에게 자신이 보고

싶으면 이 글을 보라고 당부하면서 자신의 일생과 남편의 죽음에 대해 요약적

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령유씨는 ① 자신의 어린 시절 ② 남편과의 혼

인 ③ 딸의 탄생 ④ 남편의 등과 ⑤ 남편의 득병 ⑥ 병세의 악화 ⑦ 남편의 죽

음과 가족의 자결 만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의 어린 시

절과 남편의 투병을 중심으로 자신의 일생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남편이 병에

걸려 죽음을 맞게 된 경위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직 물정을 모르는 다

섯 살 딸에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하여 알게 해주고자 한 것으로 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일생을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289)

서령유씨가 시부모에게 남기는 글은 딸에게 남기는 글과 내용상의 차이를 보

인다.

존고죄인(尊姑罪人) 식부(息婦)난 원통함과 슬품을 머금고 통읍(慟泣)야 모도

신 존젼의 고옵나니다 방(放恣)고 요망한 죄를 다리옵소셔 ① 식부 나히

이팔의 존문의 셩명을 의지완 지 세구연(歲在九年)이라 ② 우인(愚人)니 불

측쳔누박덕(不測賤陋薄德)옵고 셩(性行)이 불미온존당셩은(尊堂盛恩)니

산갓와 일신이 반석갓고 영부(榮富)이 무흠(無欠)오니 항샹 불승쳠쳔(不勝晴

天)와 궁가촉촉(屬屬)오며 산은덕(山恩海德)을 부의 이나 기리 셩은을

밧드려 졍셩을 폐올가 바라옵더니 ③ 다시옴 소원(所願)이 황쳔 도으심말 닙와

288) ｢유씨부인유서｣, 50-52면.
289) 최지녀, ｢조선시대 여성서간과 서간체 문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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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家君)의 셩공과 삼종의 륜을 갓초와 항혀 팔순길(八字純吉)하야 향복(享

福)을 올가 소망이올너이 ④ 쳔의(天意) 젼혹(轉惑)하고신무상죄인(無常罪

人)의 팔불측와 하날이 앙화랄 나리시이 오희라 시운(時運)이야 가운(家運)

이야 고금의 변상(變喪)과 쳥샹(靑孀)이 잇나 인명젼품(人命天稟)과 팔의 기

박미 엇지 홀노 우리 양인(兩人)의게 이렷탓 편벽할 쥴 야시리요 (…중

략…) ⑤ 과연 쥭어셔 로고자 심결(心決)온즉 존구게옵셔 죄인의 잔명(殘命)

을 극진 권구하시물 각골야 ⑥ 원을 고 한을 품어 항혀 날을 보고 달을

보조곰이나 진졍이 되면 존당 은혜와 원통원통(冤痛)한 삼연(三年)이며 혈혈

아랄 도라 각고 잔명을 구이 도(圖生)니 이제 달이 가고 랄 보

거거일심(去去日深) 구타여 투(偸生)오미 오장(五臟)이 단진(斷盡)고 심간

(心肝)이 붕졀(崩絶)옵난지라 (…중략…) ⑥ 본살기를 도모미 아야 과

연 존구의 셩은의 걸여더니 이제 경(京行次) 삼(三四朔)의 신고(辛苦)히

틈을 타만일 환(還次)랄 기다린마 인졍소지(人情所持)의 비리(仳離)지

못리니 졍은 다 바리고 일을 깁히 혜아리니 맘 갓치 못와 도라가오나

여의 구구한 졀의(節義) 도로혀 악인이 되오니 엇지 (嗟)홉지 아니리요290)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① 남편과의 혼인 ② 시부모 봉양 ③ 남편의 등과

④ 남편의 죽음 ⑤ 시부모의 자결 만류 ⑥ 시부모의 경행(京行)과 자신의 자결

시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딸에게 남긴 글과 달리 자신의 어린 시절이나 남편

의 투병에 대한 기록이 없으며 시부모를 봉양한 일과 시부모가 자신의 자결을

만류한 일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일생을 시부모와의 관

계를 중심으로 서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씨부의 ｢신씨부유서｣에서도 수신자에 따라 자신의 일생이 다르게 서술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나병닌년(丙寅年) 념일(念四日)의 쥭을 사니로① 싀부모님 친

부모 계시고 어린 식 나 두고 사(生死) 관를 님으(任意)로 못야

니 ② 지금은 지구월(九月)의 식 아성혼야 민서방갓탄 외정(外

丁)을 어더쥬고 ③ 외부모님 계시다가 올 니월의 샹(喪事) 나시고 가

그쥭고져 시부되 ④ 동니 노친 샹을 만나가지고 시나조

차 쥭으면 동의 못노로시로다 시버 못쥭고 사되 그저 도명(徒命) 보존

290) ｢유씨부인유서｣,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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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나 야가지고 지다가 ⑤ 칠월 졔날 쥭쟈 고 기다려 오날 쥭은니

아모것도 하니(恨ㅣ) 업스돌놈니 아달 나양(樣)을 못보고 민서방슈

(受胎)소문도 못 듯고 오라바님 갓트신 동을 바리고 쥭동니 몹

쓸 거시고 민서방가탄 사회를 바리고 쥭은니 다 각〃 부〃(夫婦) 간니 무어

시 무어스로 겨난고 나도 어서 쥭어 부〃간 만나 보랴의 불샹니

녁기쇼 어부모가 니슬가 맛치 민서방만 믿니다291)

 나병닌년 칠월 스무 흔날 쥭을 니로① 싀부모와 친부모 계시고

쓸업식 나 잇년고로 쎡 명을 틀 못고 잇근〃 명을

보존옵던니 ② 이졔노친들리 차 샹(喪事)들리 나오시고 ③ 날노

당와도 양(養子) 정야 며리가지 엇고 ④ 식 나 잇다가 성혼

고 지금은 쥭어도 아모걸일 듸가 업오나 다만 오라바님 갓타신 니

셰상의 다시 업온몹실 동은 져바리고 쥭오니 못슬 거슨 녀동니

로소니다 다만 남의지고 잇다가 쥭온니 못슬 거시로(…중략…)

가 어마님 샹예 쥭을 거시로차마 오라바님니 차마 불샹야 못

쥭어던니다 오날 쥭와야 올와니다292)

 ① 부인졔 쥭온니 남이 다 웃오리다마초샹시(初喪時)녜 쥭기을

힘쓰더니 남 못 쥭게로 헛 긔(胎氣)가 니셔서 혹 긔가 젹실(適實)가

그 망극(罔極) 즁의도 혹 긔가 정영(丁寧)면 아모리 망극〃 셥온 즁의

도 혹 셰상의 낫던 자최가 니실넌가 야 안니 쥭고 라셔 졈졈 험온 거

동만 보옵고 헛만 되오니 ② 헛되올 적의거긔 깁푼 물리 잇오면

저 쥭고져 시부고 부리 잇오면 불의도 달녀들고도 시부고 목이라도 잘

르고 시부고 칼노 목을 즐으고 시분 마니 목즁의 넘오나 ③ 삼년 초토

나 지후나 쥭으면 은슌니 네닷샬니 되오니 졔 손으로 능히 슐 잡고 밥

먹고 거신이 삼년을 얼마 지리요 녀더니 ④ 년 도라가지 못야

큰아자바님 샹를 당오니 엄아지통을 당오니 마 망극온 셜

움니 비길 고지 업와 (…중략…) ⑤ 올 졔손으로 망종 겸 처겸

손으로 다시 려 지자 야던니 친환(親患)이 공극(孔劇)오시기로

만〃사의 경황니 업고 살년(大殺年)이 되고 기예 만〃 가지로 로경(路

經)니 업기로 손으로 졔 번도 못 보고 쥭으니 더 섭와니다 (…중

291) ｢신씨부유서｣, 283면.
292) ｢신씨부유서｣, 283-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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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⑥ 어마님 도 못 뫼시고 쥭온니 쥭은 귀신이도 죄 만와니

다 쥭지 아니코 오면 점점 험골만 보올 거시오니 쥭니다 쥭으나

사라나 싀의 가 쥭어냐 올흔 일니오나 칠월 졔사 밋처 길을 차려 달나

온나 안니 야 쥬시오니 닐 업와니다293)

은 사위에게 보내는 글이다. ① 남편의 죽음과 자신의 투생 ② 딸의 결혼

③ 친정어머니의 상사 ④ 동생 시어머니의 상사 ⑤ 칠월에 지낸 제사 등을 기

록하며 사위에게 자신이 아직 죽지 못한 이유를 하소연하며 딸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남기고 있다.

는 오빠에게 남기는 글로 ① 남편의 죽음과 자신의 투생 ② 부모의 상사

③ 양자의 입후와 혼인 ④ 딸의 혼인 등에 대하여 기록하며 친정어머니가 세상

을 떠났을 때 목숨을 버리려고 하였으나 오빠를 생각하며 차마 목숨을 버리지

못하였다고 쓰고 있다.

은 , 보다 10여 년 전에 쓴 것으로 시부모에게 남기는 글인데 자신의

후회를 토로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부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① 남편의 초종과

태기의 감지 ② 임신이 아님을 알게 됨 ③ 남편의 상을 치름과 딸의 양육 ④

시숙의 죽음 ⑤ 친정부모의 병환과 대흉년의 고초 ⑥ 시어머니를 봉양하지 못

하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지 못함 등을 서술하고 있다. 그로 인해 홍인숙은 이

작품이 유서의 대상자에게 각기 다른 당부를 전함으로써 그들과의 관계에서 형

성되고 구축되었던 구체적인 여성의 생애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였다.294) 이

처럼 관계를 중심으로 일생을 서술하는 것은 서간 갈래의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서간 갈래는 수신자와의 관계에 따라 자신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진술

하고 있으며 시간 순서를 따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글을 쓰고 있는 파편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2) 구어적 표현과 감정의 토로

서간 갈래는 편지라는 갈래의 특성상 발신자와 수신자의 대화 상황을 전제하

293) ｢신씨부유서｣, 284-285면.
294) 홍인숙, 앞의 논문, 2020,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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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로 인하여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호 관계가 드러나는 한편 다른 갈래

에 비하여 구어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295)

먼저, 수신자와의 대화 상황을 전제하는 표현을 살펴본다.

 부 몸을 점〃이 각거도 유혈(流血) 방울 아니나올 쳘쳔원(徹天怨恨)을

속의 서려 품고 셰샹(世上)이 년(百年) 아니요 경여편만거져디

옵시니 부 우인 지즈리디 아니코 “명(命)만 디여주면 셜움밧 다근

심(謹審) 업세 여주시려노라” 시기 금셕(金石)으로 밋고 투(偸生)여

이다. 두 분 아바님거셔 십 년이 넘어신들 이져 겨오리잇가?296)

 내 집 가안하니 백사의 네 가삼 피우난 일알 실읍고 네 이리 반백 되어시니

내 가삼 알푸고 넉넉지 못할 사리살며 가삼 피우난 일이 알시옵고<血痕中幾

字未詳>내 작식되연지<血痕中幾字未詳>시대 내 초연 일은 오히려 네 모을닷

하니 대강 이라노라.297)

 통재(痛哉)라 가련코 잔잉한 난 어미 보고 시분 적이여든 이라도 보

라298)

 부탁라나 죽은 후 셰간리 잘 거두어 네 촌 기거든 가도을 졍하여

우을 일치 말고 어 너의 삼촌 홀영을 위로여라.299)

 고 고 아바야 져의 무삼죄가 이리 지즁턴고300)

295) 황문환은 언간이 화자와 청자의 대화 상황이 전제되어 있으므로 다른 자료에 비하여
경어법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데다가 구어적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로 인하여
구어에 특수한 형태나 현상이나 지역 방언에 특유한 형태나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언간의 언어는 구어 그 자체라기보다는 구어에 보다 근접한 언어인 구어체 문어
정도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황문환, 조선시대의 한글 편지 언간, 역락, 2015,
198-204면).

296) ｢규한록｣.
297) ｢열부이씨유서｣, 20면.
298) ｢유씨부인유서｣, 50면.
299) ｢연안김씨유훈｣, 12b면.
300) ｢아바님전상사리｣,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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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가탄 부만〃(萬萬) 가지로 불효로소니다. 아모리 각와도 쥭어야

설움니 업슬 거시오 원통온 거면거시오 니졔 셰샹을 바리니

.301)

은 광주이씨가 시가의 요청으로 목숨을 부지하였던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

하는 내용으로 시삼촌들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다. 는 재령이씨가 자신

이 죽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토로하는 내용으로 양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

으로 적혀 있다. 은 서령유씨가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를 말하는 내용으로 딸

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쓰여 있다. ｢유씨부인유서｣ 가운데 딸에게 보내는 유서는

상대적으로 구어성이 강한 데 반하여 시부모에게 보내는 유서는 상대적으로 문

어성이 강하다. 그러나 두 유서 모두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쓰여 있

다. 는 연안김씨가 양자를 입후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으로 조카에게 말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다. 는 서흥김씨가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아버

지에게 감정을 토로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다. 은 신씨부가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시부모에게 하소연하는 방식으로 적혀 있다. 인용문 -은
대화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 서술 과정에서 구어적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간 갈래에서는 방언이 빈번하게 노출되는데, 이 또한 구어성이 강하다

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몽해 부대부대 멀고 가난한대 보내지 말나 남셔방 불상하고 동산 아해 의지

업사니 너 자로 만이며 보아라.302)

 아바 아바 로텬도 무심 고 조물도 야속 야속 무삼 운슈가 이라덧 망창 져

의 녹고 타심을 푸디 아니시고 흘 티니 무삼 쥬가 이리 불칙던고

이십청츈이 당마리닛가 모즐고 독져의 잔명 영구이 라 먹고 입고 아

즉 세상의 머므오니 가통졀창오이다.303)

 두 분 아바님 무릇 보기도 마샤운 딜부저리 시니 친가 어버이 동은

301) ｢신씨부유서｣, 284면.
302) ｢열부이씨유서｣, 20면.
303) ｢아바님전상사리｣,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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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기 슬코 가유말이 업서 버려두실 거아이 저리 시니 ‘오

냐 내 우인을 모르시고 그리시랴. 포리 목숨튼 여편무어시랴.’ 을

강잉〃 먹고 아모 디각은 업오부 만온 거저리 옵시니 부

말이 “그리 단명(短命) 수골(壽骨)이 못 되시면 아모조록 방구(旁求)여 현

부(賢婦) (擇娶)여 니졋사람을 못 어드시더니잇가?” 그 말을 한 두

번만 엿와오리잇가?304)

에서 재령이씨는 양자에게 손녀를 멀고 가난한 집안에 시집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대’는 ‘부디’의 경남 방언으로,305) 경남 출신인 재

령이씨의 구어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서 서흥김씨는 자신의 운명으

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때 ‘아바’은 ‘아버지’의 경남 방언으로,306) 서

흥김씨가 경남 출신임을 감안할 때 방언이 문면에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에
서 광주이씨는 시삼촌들이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것을 보고 죽

고자 하는 마음을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포리’는 ‘파리’의 전남 방

언이다.307)

마지막으로 속담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구어성을 보여주는 것으

로 이해될 수 있다.308) 물론, 서간 갈래에도 삼종지의(三從之義), 십생구사(十生

九死), 측은지심(惻隱之心) 등의 전고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자기록 갈래에

비하여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특히 ｢규한록｣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는 데

여러 속담이 인용되고 있다.309)

 물은 건널록 깁고 산은 넘을록 □□□□□□□□□□ 온셰월이 갈

록 이러온즉310)

304) ｢규한록｣.
305) “부대”, 고려대한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29767eeaf213455
8b375c92e67c2b69d>, 검색일자: 22.07.29.

306) 한글학회 편, 우리 토박이말 사전, 어문각, 2002, 1371면.
307) “포리”, 고려대한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fb23e05df0444f3
4a1f82e1beae11812>, 검색일자: 22.07.29.

308) 한글장편소설에서도 속담이 빈번하게 사용된다. 정병설은 완월회맹연에서 나타난 속
담 가운데 34종을 정리하여 작품에 다양한 우리말 표현과 속담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였
다(정병설, 앞의 책, 1998, 323-325면).

309) 박요순, 앞의 논문, 1970a, 165면.
310) 규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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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샹 잠이나 이리도 죠흔 셰샹을 두고 쥬인 업손으로 눈치피며 오리가

항슝을 거시옵니잇가?311)

 웅쳘이 아니 보내고 웅쳘 어마님도 못 오게 말인심의 못올 일이오나 내

발등의 불 아기 발등의 불노 도시가 종물 부죡 비시나 업고 아니 디면 부 그

리 이 업고 부 무어로 아노라 쳐단오리잇가?312)

에서 광주이씨는 세월이 지날수록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

여 “물은 건널수록 깊고 산은 넘을수록 높다”313)라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에서 광주이씨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종부의 역할을 하면서 어려움을 느낀

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리가 황새 흉을 낸다”314)라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 에서 광주이씨는 종물이 부족하여 자신의 집안도 건사할 수 없어서 양

자의 집안을 건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 발등의 불 아기 발등

의 불”이라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다.315)

다른 편지에서도 속담이 인용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일근은 선조

와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의 편지를 예로 들며 편지에서 여러 속담이

인용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316) 이외에도 여러 편지에서 속담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17)

 쇽담의 코 아니 흘니고 유복면 됴타 말 타여 이런 이 업시 디내면 샹

311) 규한록.
312) 규한록.
313)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의 이담속찬(耳談續纂)에 “재는 넘을수록 높고, 내는 건널수
록 깊다”라는 속담이 실려 있다(정약용 저, 정해렴 역주, 아언각비․이담속찬, 현대실학
사, 2005, 233면).

314) 정약용의 이담속찬에 “뱁새가 황새 걸음을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속담이 실
려 있는데, 현대에도 여러 종류의 새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다(위의 책, 215면).

315) 정약용의 이담속찬과 홍만종(洪萬宗, 1643-1725)의 순오지(旬五志)에 실려 있다(정
약용 저, 정해렴 역주, 앞의 책, 214면; 홍만종 저, 이민수 역, 순오지, 을유문고, 1971,
308면).

316) 김일근, 앞의 책, 158면.
317) 홍만종은 순오지에서 여항에서 쓰이는 방언(方言)이 수백 가지나 된다며, 여성들이나
아이들도 모두 알고 있는 데다가 양반 남성들도 소장(疏章)이나 척독(尺牘)에까지 많이
쓰고 있다고 지적하였다(홍만종 저, 이민수 역, 앞의 책, 28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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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허믈이 업일이니 과연 됴흐운이오 관구일노 면티 못량이면

이 길이 일신의졍대며 항언 딕간이니 빗날 분이 아니라 일문

의 광가 공연이 므일에 이러가318)

 어졔□ 논든 거슨 거긔셔 사는 게 죠흔니 두 말〃□ 흥졍게. 나무게 팔니

면 니담 돈 잇셔도 내 것 되기 어려우니 읏더케 쥬변든지 사게. 흥졍도 부죠

라.319)

은 순원왕후(純元王后, 1789-1857)가 재종동생 김흥근(金興根, 1796-1870)에

게 보낸 편지이다. 김홍근은 1848년(헌종 14)에 대사간의 탄핵을 받아 광양으로

유배 가게 되었는데 순원왕후는 편지를 보내어 그를 위로하였다.320) 이 편지에

는 “코 아니 흘리고 유복하면 좋다”라는 속담이 인용되어 있는데 이는 “고생하

지 않고 이익을 얻는다는 말”이다.321) 는 화성시 역사박물관에 소장된 들목조

씨 집안의 편지로 논을 사는 문제를 의논하는 내용으로 수신자와 발신자는 확

인되지 않는다. 여기에서 “흥정도 부조”라는 속담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흥

정도 잘해 주면 도와주는 셈이 된다는 말”이다.322)

서간 갈래는 문어성과 구어성 중에서 구어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

서간이라는 갈래의 특성상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대화 상황이 전제되기 때문이

다. 이 과정에서 문면에 구어적 표현이 노출되는데, 이는 작자와 독자 간의 거

리를 좁히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작자의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요컨대, 서간 갈래 자기서사는 자신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타인에게 자신의

일생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때 수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일생을 재구하는 동시에 자신의 일생을 파편적으로 전달하는 구성을 취

하고 있으며 구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드러내고 있다. 이

318) 황문환 외 엮음, 조선시대 한글편지 판독자료집 3, 역락, 2013, 208면.
319) 정병설 외, 앞의 책, 2019, 41면.
320) 황문환 외 엮음, 앞의 책, 337-338면.
321) “코”,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2e6cc7d723541a08d6fa
475972a9079>, 검색일자: 21.03.06.

322) “흥정”, 고려대한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y/koko/00922c70e6714a
dbafea14312144f476>, 검색일자: 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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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래는 특정 대상에게 글을 적어 보낸다는 점에서 서간체에 해당하지만 현대

소설에서 사용되는 서간체와는 달리 파편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구어성이 강

하게 드러난다.

2. 모순적 자아의 형상

전 절에서 살펴본바, 서간 갈래는 관계 중심의 파편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구어적 표현을 통하여 감정을 절제하지 않고 토로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서간

갈래에 나타나는 자아는 내면의 갈등과 혼란을 직설적으로 표출하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자아를 모순적 자아라고 명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모순

적 자아가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화자의 상황에 따라 종부라는 위치에

서 겪는 고뇌와 종사의 갈림길에서 느끼는 번민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종부 위치에서의 고뇌

광주이씨는 해남윤씨의 종손인 윤광호와 혼인하는데, 혼례를 치른 지 석 달도

지나지 않아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그녀는 남편을 따라 죽으려고 하였

으나 시가의 만류로 청상과부로 종부가 되기로 한다. 십여 년이 지나고 광주이

씨는 시가와 갈등이 생겨 친정으로 돌아가 시가에 편지를 두 차례 쓰게 된다.

첫 번째 편지는 시가에서 불태워버렸으며, 두 번째 편지는 후손에게 전해져 연

구자에 의하여 ｢규한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지금까지는 주로 ｢규한록｣에 드러나는 분열 양상과 정체성의 관계에 대한 논

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작자의 정체성이 혼란되고 분열되어 있으며, 가부

장제가 규정한 여성적 정체성의 모순과 불안정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주장과,323)

작자가 시가의 부당한 대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반에는 종부로서의 분

명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대립한다.324)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드

러나는 광주이씨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는 작품에 드러난 갈등의 양상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323) 박혜숙, 앞의 논문, 2001, 263면.
324) 조혜란, 앞의 논문, 2007, 16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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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품은 문안 인사로 시작하는 일반적인 편지와는 달리 물은 건널수록 깊

고 산은 넘을수록 높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난이 심해져 간

다는 한탄으로 시작하여 자신이 종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자책으로

이어진다.

어마님 편디도 그리시고 아바님 셔듕도 셤민의 □□□ 졍으로 모리라

셔기 죵분 쳬 여 비션 만코 비시 질셰오라. 무익(無益) 셩셰(形勢)념

녀기신묘연(辛卯年) 임딘연(壬辰年) 봄을 부(子婦) 그리도 속이 오긔(傲

氣)타스로 심셩졍이 샹게 디내고로 이리다 만일 셩셰(形勢)조디이디

못면 투(偸生)바람이 엇디 잇며 원근간(遠近間) 친구가(親舅家)의셔 무

어스로 알랴 시부고 노갑비을 양으로 더욱 쳘빈(鐵貧)의 부귀(富貴) 종가(宗

家) 후(後嗣) 정여 허다 종물을 헛탄이 써 그러온디 빗내여 가며 손조 무

흥(無興) 즁 나으신 표적(表迹)디 연 업시 오니 롭디 아니오며 그러

저러큰셩셰(形勢)와 부 셰샹(世上) 원억(冤抑)이 머무러 밥도 이리 먹디

못 주리고 소임을 못 당면 개똥의 버디로 알이라 시부고 무졍(無情) 셰월(歲

月)이 흐를록 나이 드러 그러온디 어무일의 아니 각 무심(無心)

리잇가?325)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자신이 ‘종부인 척’하고 있으나 이미 빚이 많은 데다

빚이 점점 늘어간다고 탄식한다. 그로 인해 종가의 형세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투생한 보람이 없는 데다 친정과 시가에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

느냐고 걱정하는 것이다. 종가가 점점 가난해지는 이유가 자신이 가난한 집안의

자손을 후사로 세움으로써 재물을 함부로 써서 그러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자신이 종부의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을 개똥의

버러지로 여길 것이라고 한탄한다.

그렇다면 화자가 종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화자는 자신이 친정에서 여공을 배우지 못한 데다 새로 배울 만한 재질이 부족

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한다.

유한(遺恨)을 각 기만도이 은 먹은 일 업오나 다만 조목이 이의셔

325) ｢규한록｣.



- 114 -

조부모 덕으로 십칠셰굼주리디 아니코 거디 몹쓸 듸라 혼거시 업시 삼셰

유로 층〃 슬하(膝下) 길이여 치 이 모양이 되온 후어의복(衣服)을

랴고 호잘 거시 업고 미거일신을 저 무샹 쳥쳔일디하(晴天百日之下)

의 산〃(散散) 쇄골(碎骨) 분쇄(粉碎)오니 연 병도 드옵고 연 흥황도 업

와 쥬인 업의 가셔 팔유셴 시이 공밥 십년 먹은 거시 이

야 편오니잇가? 호다 노은 일 다시 호려 오니 딜 둔박〃 둘이 업

질이오 팔은 쟌상이 쓰디 못오며 투미옵기 조조물의 긔린다 

여도 날 튼 인무죄로 급〃히 앙화(殃禍)바든고 탄옵줄 어이 아

오시리잇가? 삼죵(三從)이 어디고 반편(半偏) 불수(不隨) 일 호니 무엇리

오면셔도 부 의 말이 죄근친(覲親) 삼여오리 그로 종물 치

가 죄온민망〃 답〃 온줄 모오니잇가 아모리 여운 업시 이 모양이 도

여 셩졍 괴악오나 싀삼촌긔셔 어마님 공드리신 혜은 산 거시 도로혀 젹악이

오나 이나 젼 잇디 마쟈 본의고 어마님겨도 여러 번 엿와거이와 

부 셰샹의 탄여 저역의 도든 버서시 아젹의 이운 양이오니 젼올 거시

잇잇가? 디금 풍쇽(風俗)의 고식 의디 친치 의디다 셰샹 맛기 셰

여더니 부 무신 부린오무로 쳔 가디 일의 한 일도 밧드디 못

오니 도로혀 부 스〃로 붓그려줄 엇디 아시리잇가?326)

화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조부모 아래에서 여공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는데

시집와서 여공을 다시 배우려니 재질이 부족하고 팔에 장애가 생겨 어렵다고

쓰고 있다. 이에 시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시어머니와 친생 같이 의지하다 세상

을 떠나겠다고 결심했는데 자신이 불인(不仁)하여서 천 가지 일 가운데 한 가지

도 시어머니의 뜻을 받들지 못하여 부끄럽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집안의 친척들이 협조적이지 않은데다 종들마저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노하기도 한다.

부가 쳘부디로 젼곡(田穀) 부족(不足)단 말도 못말이로소이다. 팔도(八道)

의 유명(有名)〃온 윤원(尹生員) 명문누(名門累代) 물(財物)을 간(才

幹) 업게 헛탄이 쓰온들 노비 다이 아닌 후 먹기디 비시오니 이 터의 무

셰샹 귀쳔이오니잇가? 부(子婦) 팔(八字)온들 딥의 반보(反報)이며 머리 들

랏디 아니여 이리되여도 부(子婦) 팔(八字)로 딥의 화(禍)미쳣단 말

326) ｢규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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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원(至冤)듼부(子婦) 복(福) 이셔도 반보(反報)이디 못고 업셔도

반보(反報)이디 못올 터이오나 고〃이 원통(冤痛) 비원(悲願)은 깁피 서리고 새

로이 당〃이 못 죽은 줄은 후회(後悔)시다름이오니잇가? 형셰(形勢)로 명

문(名門) 사당(祠堂) 청상(靑孀) 니가(李家) 셰간 못 살러 궐향오면 그 여편

라고나 오리잇가? “팔복(薄福)도 다 졔 무일노 사러 그 금즉 영악

물 두 싀삼촌 주쟝여 드린 거종의 밥이 되고 쳔도이 남편만 각 손 긋 

닥을 아니코 형안(形顔) 다 못여 밥 방〃니 방졍되다.” 만구일담(萬口一談)이

부(子婦) 인언(人言) 의논(議論)이거님오년(壬午年)과 던올 거시니 셰샹

잡아 한번 죽기남대로 거이와 그 아니 졀통(切痛) 분〃(忿憤)노잇가? 니

가(李家) 쳥상(靑孀) 윤원(尹生員)무졍셩(情性) 쟝(壯)오며 뉘 시비 듯

칠가 져어 그리 골돌고 명문(名門) 손(子孫) 허다(許多)오신미련(未

練) 촉가 못여편소견(所見)만 못오신 거시 아니오나 디금 보건미련

(未練) 투미속견(所見) 셰상(世上)을 잡아나 평(平生) 남의 인언(人言)으로

치일가 위려시 저 형셰(形勢) 대단 조목 업시 스〃로 치(致敗)면 무가내

(無可奈)로 빗도 못 어더 궐향(闕享)오면 부(子婦) 쳥샹(靑孀) 니가(李家) 더

졀박(切迫)오리잇가? 손(子孫) 만오시다 졀박(切迫)오시나 이 물(財

物) 다 반(飯羹)라 실 형셰(形勢) 업스시고 시비무도 아바님긔 갈

거신미련(未練) 소견(所見)의 아모리 쓰시고 공역(功力) 마니〃 드러셔도 

부(子婦) 양(每樣)으로 시 업후 압압피 발명(發明)오며 발명(發明)이 반

보(反報)이오니잇가? 일이 그러온시 아모조록 보종(保終)을 이다.

죵들도 남노(男奴) 여비(女婢) 수소거시 유리(流離) 종이 되오니 나가리 드

러가리 저의 으로 그리오니 저의만 몹쓸 거시란 말 못줄도 알며 유명

오신 의 아모리 죵손(從孫)이 업스시다 손(子孫)이 흥셩(興盛)시니 위종(衛

從)실 이 업스실 배리잇가 마머골 시비(是非), 보종(保終) 못단 시비

(是非) 이온아바님긔 엿시인이야 제 속은 이셔도 하면목(何面

目)으로 배 아니오나 양반은 누구손(子孫) 아니랴 여 죵물 뉘긔못

먹으랴 고 시니 잇와도 아바님긔셔오나 어머님긔셔도 아니 준 후 무

가내(無可奈)오스〃로 모이가 잇셔 비시 더급 디오니 부친졍

무〃 좀딥 말이야 헐 거시 잇마규모(規模)가 잇와 그로 머종가(宗家)

푼〃면 그러오리잇가이일 업오기 죰딥 버르신가 오나 유명

오신 윤원 의규모(規模) 법(法)이 국가나 다거시 업올 시부오

일도 보들 못이.327)

327) ｢규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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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종가에 자손들이 많은 데도 자손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종가에서 재산을 가져갈 것만 생각하고 있는 데다 종들도

하나같이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소연한다. 그리하여 자신이 재산을 철

저하게 관리하고 제사를 빠짐없이 치르려고 애쓰는 데도 종가가 가난에 시달리

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화자는 종가가 규모가 크지만 법도가 서지 않았다고

비난한다.

이처럼 화자는 자책과 비난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328) 이는 무엇보다

화자의 내면에 있는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자는 자신이

종부의 자격이 없다고 자책을 하면서도 “쥬인 업의 가셔 팔유셴 

시이 공밥 십년 먹은 거시 이야 편오니잇가?”라고 주인 없는 집에서

공밥 십사 년을 먹은 것이 마음에 편하겠냐고 하소연하며 “날 튼 인무

죄로 급〃히 앙화(殃禍)바든고 탄옵줄 어이 아오시리잇가?”라고 자신이

무슨 죄로 앙화를 받았느냐고 탄식하는 줄이나 알고 계시냐고 반문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종가의 법도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고 원망을 하면서도 “형셰(形勢)로

명문(名門) 사당(祠堂) 청상(靑孀) 니가(李家) 셰간 못 살러 궐향오면 그 여편

라고나 오리잇가?”라고 자신이 치가에 실패하여 제사를 지내지 못할까봐

걱정하기도 한다.즉, 화자는 종부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자책

과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종가에 대한 비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작품에 혼란이 표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화자의 판단에 기인

한다. 광주이씨는 시삼촌들의 회유로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어려

움에 처하게 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부(子婦)가 등신(等神)은 죽어오나 말귀신(鬼神)으로 입만 시워딘 

이졔 싀의 종물의 털긋도 유조(有助)치 못오이다. 쓸업손가락 가디

고 ‘하젼의 기 튼 ’이로소이다. 쳥샹(靑孀)인들 어업마쳥샹(靑

孀)도 간(肝)이 잇졔 남편면 면목(面目)도 아디 못 유언(遺言)을 드러오리잇가?

셰샹을 잡아열 가디 한 가디 인유(人類)의 츙슈(總數)의 드를 못올 인(人

生)이오며 셩인(成姻)온디 달수삼삭(三朔)이오 불과 날수오십일(五十

328) 박혜숙, 앞의 논문, 2001, 261면; 김정경, 앞의 논문, 2005, 1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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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이오나 오순(五旬)도 미거(未擧) 〃심신(心身)의도 화이 업다 이 모

양 이 신셰 되오니 엇디 고〃이 원운이 궁양의 올 쳔디(天地)를

듯 아모리 각온들 셰샹의 머물 시 잇오리잇가? 말이 귀의 들이디 아

니코 더 각골(刻骨) 원억(冤抑) 〃온 머리를 들고 안즌 것이 업셔 무면목(面

目)으로 머미들고 안즈리 시버 싀스〃러우신 싀삼츈 싀조모 싀어마님 드러오

셔도 머리 들고 안즐 시 업셔 쥬야 육십일을 박은 ‘방쳔 말 박키덧’ 몸을 버려

졀〃이 원억(冤抑)〃 스〃로 등신이 녹아딜덧 숨이 딘코져 원이졔 미거(未擧)

무무온 인신 예졀(禮節)을 어이 아오리잇가부(子婦)더러 예의(禮義) 알

고 한물디게 것디라고 말더 원통(冤痛)〃각골(刻骨)이 원억(冤抑).

내 무일노 무샹셰샹의 의구히 머물이 시버 결단코 완명(頑命)이나 

딘(自盡)코져 밧 구가(舅家) 친가(親家) 일호(一毫)도 각 염 업토목(土

木)을 아바님 언약(言約) 어디신 혜(惠澤)으로 젹공(積功)을 드려 부(子婦)

토목(土木)의 심쟝을 억만 가디 비원(悲願) 소회(所懷)로 푸러 망챵(茫蒼)신 싀

어마님 십이대(十二代) 종가(宗家) 듀 시삼촌디 부게 흥망(興亡)이 엿다 

원(哀願)이 시기 제 우인(偶人)은 아니 져즈리고 쳔셩(天性)은 초독(峭毒)디

못 그러찬신 터의 오〃 아아냐 미거(未擧) 유츙(幼沖) 이십(二十) 젼(前)

아희졈쟌신 싀삼촌 저리시니 내 셰샹이 년(百年)이랴 고 죽어 올

흔 인을 셕목이 감심(感心)게 시니 명(命)을 딘인 후당돌이 쳐량온

종물을 님엄시 딕키여 아바님 박기셔 수습(收拾) 쟙듸여 주신 거안의셔

밧드와 의시이 소임(所任) 당올가 오며 젼(生前) 아바님 혜아니 저버

려야 인의디심(仁義之心)이라 먹고 친가(親家) 조부모 동도 네 몸이 아

조 숨이 업면 이즐 거시로타문(他門)의 쥬인(主人) 업시 버려두기로 녜 싀

삼촌 녜 목숨을 치 아니케 살이신 후 네 평을 간예(干預)여 시 여물 거

시니 어린 심쟝(心腸) 변여 그 싀삼촌을 저버려셔인간이 아니라 훈계 그러

오신 줄 뉘 아오리잇가? 부(子婦) 좌(座次)인의(人義)도 못 오나 딜

(才質) 둔박(鈍朴)고 업든 병이나 드와 가지 가디 취거시 업오니

도로혀 이우(貽憂)가 될 줄 엇디 아라셔오리잇가?329)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자신은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유언도 듣지 못

한 채 청상이 되었다고 토로한다. 혼인한 지 달로는 석 달, 날로는 오십 일 만

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화자는 목숨을 버리려고 결심하였으나 시삼촌이 시어

머니의 운명, 종가의 운명, 시삼촌의 운명이 모두 화자에게 달려있다고 개유하

329) ｢규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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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마음을 바꾸었다고 적고 있다. 이에 자신이 종부의 소임을 수행하며 시삼촌

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결심한 데다 친정에서도 시삼촌의 은혜를 갚으라고

훈계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자신이 재질이 둔박한 데다 병이 생겨서 시

가에 걱정을 끼치게 되었다고 토로한다. 결국 자신이 목숨을 부지하고 있기 때

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불화의 궁극적인 이유는 재물로 인한 것이다. 이에 화자는 재물로 인

하여 집안이 싸우게 되었다고 한탄한다.

물(財物)이 무어신고? 업고도 어렵 잇고도 고이(怪異)와 자부(子婦) 가셔

이 터의 두 번 싀스러운 수슉(嫂叔)간 샹졍(傷情) 두 번이나 크게 옵실 젹 

부(子婦) 신셰(身世)의 더욱 엇더오리잇가? 웅이 디각(知覺) 드러 죵(宗

嗣)당키 젼은 아바님계셔 원근간 시비 조곰치도 저어 마옵시고 것과

치 잡듸여 수습옵셔.

비시나 아니 디고 양식이나 넉〃 범졀 잘 거두어 주옵시고 아바님 잡온

것의 옵시고 의 형셰 나이 논 사옵시면 부 아쳠이 업오나 원근간

시비 시며 ‘가튼 손 누긔못 먹으리’ 고 원곡수 아니 주시일은 무〃

여편소견 이 업더이다. 어마님거셔도 ‘엇더신 동기간의 대소리하리’ 옵

시니 십년을 뫼셔 물졍을 보오니 피공이 업와 불란 상졍(傷情)오신

부 미련 소견 그러옵더이다.330)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재물 있어도 어렵고 없어도 괴롭다며 재물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는 세상의 괴로움을 한탄한다. 화자는 종부로서의 자신의 의무가 막

중한 데 비하여 재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가 없는 상황에서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화자는 종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자부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그 갈등을 시가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

여 표출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화자는 ‘물이 무어신고? 업고도 어렵 잇고도

고이와 자부 가셔 이 터의 두 번 싀스러운 수슉(嫂叔)간 샹졍(傷情) 두 번이

나 크게 옵실 젹 부 신셰의 더욱 엇더오리잇가?’라며 재물로 인하여

가족 간의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한탄하고 있다.

330) ｢규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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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광주이씨는 종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갈등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혼란을 표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모순적 자아가 드러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2) 종사 기로에서의 번민

남편을 따라 세상을 등진 여성들의 유서에는 당대의 열녀전과 달리 기박한

운명에 대한 원망과 가족에 대한 연민 등 다양한 감정이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

된 바 있다.331) 이러한 감정은 화자의 내적 갈등에서 비롯되는데, 선행연구에서

는 내적 갈등이 사랑을 잃은 소외감과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정으로 인한 것이

라고 보았다.332) 그런데 이러한 평가는 인간 존재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들 작품의 특징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렇다면 유서를 쓴 여성들의 자기서사에 나타나는 갈등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절에서 죽음을 선택한 여성들의 자기서사에 나타나는 갈등의 양상을 살펴보

고자 한다. 이들 작품에는 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괴로움과 남아있는 가족들

에 대한 미련이 충돌하고 있다. 먼저, 화자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까닭

을 토로한 대목을 살펴본다.

 슬푸다 네 부친 초상에 한 가지 죽기 무어시 어려우리마난 팔십노친 의지하

실대 업고 가장의 후사을 잊지 못하고 두 딸이 어리니 차마 일시에 죽지 못

하고 그후 노친 삼상 지내고 네 성입하고 딸도 다 구쳐하여시니 발셔 죽을

거신대 네 효성 지극하여 연전 내 병이 위중하여 망단하니 단지도 지극크든

상분은 더욱 무삼일고. 네 마암 이러하니 내 차마 일시에 소기지 못하여 내

죽기 이적 천연하여더니 내 글역 자랑하니 아마 여인이 만치 아일닷고. 이 맹

서를 고치면 지하에 가 가장 대할 낫지 없을닷 하여 네 효심을 다 보지 못하

고 도라간다.333)

331) 홍인숙, ｢봉건 가부장제의 여성 재현-조선후기 열녀전｣, 여성문학연구 5, 한국여성문
학학회, 2001, 298면; 이홍식, ｢조선시대 열녀전(列女傳)과 여성 유서(遺書)에 투영된 욕망
의 간극과 그 의미｣, 한국언어문화 64, 한국언어문화학회, 2017, 176-181면.

332) 권호, 앞의 논문, 116-118면.
333) ｢열부이씨유서｣,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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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미 비록 방명죄인인니나 삼종(三從)의 즁의와 부부의 륜(大倫)을

크게 난지라. 하갓치 라고 산갓치 우려던 쳔봉지통(天崩之痛)을 만나

오니 시인들 어니 머물이요만난 존구(尊舅)의 극진 권구(勸救)심이 주야

골돌시니 차마 목견악(目見惡事)로 불효랄 치지 못고 앗갑고 원

통신 골육이 너이라 네 나히 오세의 아모 상(相)을 모라난지라 잔잉고 불

상미 마 견리요 (…중략…) 고로 쳥샹(靑孀)이냐마난 쳡쳡원한(疊疊

怨恨)과 앗갑고 원통한 설움은 만고(萬古)의 네 어뮈 갓타 이가 업거시오

삼종(三從)이 다 못쳐져시이 마 엇지 고 견여 이요334)

 슬프다 셰상람 뉘 번 죽지 아니리오마니반은 고〃촉쳐의 몃쳔가지

유한을 부모동쳐의게 치고 셰상을 하직하고 일졈혈육을 두지 못고

구쳔의 도라가신 일 각사록 가 녹을그만 인심 후덕으로 엇지 남

녀를 두지 못진쳔도을 원망치 아니리오. 오회라 의 죄가 지중여

식을 두지 못고 도라가넉시 슬품이 오쳐창 한심여시리오. 통라

들 라심이 면날면달 되리오. 어셔 죽기가 한이 되노라. 셰상의 잇셔 다시

더 바랄 일리 잇스리오. 사록 로 한을 인셰의 잇셔 남을 여

말을 젼하고 사리오.335)

 고고 원통라 일월이 갈사록 통분고 원통야 엇디 살가지 가지

유이오 광한 너른텬디 룬을 고 어이 보며 귀을 두고 어이 듯노 룬도

감고 귀도 먹고 등신이 안 되거던 달은거시 무엇 잇쇼 쥭음이 상이오 슬프

고 유이본무심야 그러던가 몰야 그러가 륙년이 거의 되

나 한담슈쟉 업사오니 그역다 이오 다졍신 심셔방님 구원을 가시나마

셥셥이 먹디 마오 이럴 쥴 아라시면 그다지 안할거살 가 과이 몰오 

몰코 무졍함을 인사 쳐오니 후회가 무궁고 텬디 포이오 원통할

졀통할고고 원통라336)

 날가탄 부만〃(萬萬) 가지로 불효로소니다 아모리 각와도 쥭어야 설

움니 업슬 거시오 원통온 거면거시오 니졔 셰샹을 바리니우

리 갓식들은 전정(前程)의 무죄를 짓고 셰상의 나셔 닐즉 쥭어 부모

의 가슴의 불을 뭇고 부인졔 쥭온니 남이 다 웃오리다마초

334) ｢유씨부인유서｣, 51면.
335) ｢연안김씨유훈｣, 9b면.
336) ｢김부인유한서｣,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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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시녜 쥭기을 힘쓰더니 남 못 쥭게로 헛 긔(胎氣)가 니셔서 혹 긔가 젹

실가 그 망극 즁의도 혹 긔가 정영면 아모리 망극〃 일조의 다 녀희고

젓줄 노치 아니코 그저 먹듸 나 곳 쥭으면 저 어린 거시 젓도 못 어더

먹고 긴 목슘 그저 초와 쥭어바리면 아모리 못슬 자식니라고 명을 잣

초오면 쥭은 귀신인들 눈을 감고 도라갈 길니 업고 어식니 잇더라가

샹가 나 나 니오니 나 나 쥭어지오면 샹가 업기로 삼년 초토나

지후나 쥭으면 은슌니 네닷샬니 되오니 졔 손으로 능히 슐 잡고 밥 먹고

거신이 삼년을 얼마 지리요 녀더니 년 도라가지 못야 큰아자

바님 샹를 당오니 엄아지통을 당오니 마 망극온 셜움니 비길

고지 업와 초종시 쥭어 모로고 시버도 서방님 초종 예도 쥭지 못녀거

든 엇지 쥭으랴 야도 서방님 긔 아모리 야도 쥭으랴 야던니 

아자바님 초종 범도 쥬선 모야 쓰시기로 마 〃츅은 식니라고 저바

리지 마시고 우리 외 닙후(入後)야쥬소셔337)

위의 인용문에서 작자들은 남편의 죽음이 안타까운 까닭과 자신의 팔자가 한

스러운 이유를 드러내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에서 재령

이씨는 자신이 남편을 따라 죽겠다고 맹세를 하였으니 맹세를 어긴다면 지하에

서 남편을 만날 체면이 없으므로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에
서 서령유씨는 자신이 비록 박명죄인이지만 삼종지의와 부부대륜을 아는데 이

제는 삼종이 모두 끊어졌으니 차마 견디어 살 수 없다고 한탄한다. 에서 연안

김씨는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남편은 가족들에게 한을 끼치고 일점혈육을 두지

못하였다며 자신은 세상에서 바랄 일이 없으므로 어서 죽고자 한다고 고통스러

워한다. 에서 서흥김씨는 원통함으로 인하여 죽음만이 상책이라고 말하면서

혼인한 지 육 년 동안 남편과 한담과 수작을 하지 못하였다며 남편에게 마음을

섭섭하게 먹지 말라고 당부한다. 에서 신씨부는 시부모님에게 자신이 만만 가

지 불효를 저질렀다며, 자신이 죽어야만 설움이 없고 원통한 것을 면할 것이라

고 한탄하고 있다. 자신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찍 죽어서 부모의

가슴에 불을 붙이냐고 죄책감을 토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화

자는 자신이 태기가 있어서 일찍 죽지 못하였으며, 딸이 어려서 죽지 못하였고,

큰아주버니의 상사를 당하여 죽지 못하였다며, 여태껏 죽음을 염원하였지만, 쉽

337) ｢신씨부유서｣, 284-28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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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 죽을 수 없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반면에 화자는 죽음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며나리 태기 있는 듯 하니 남녀간 보고 죽을 거시대 내 마음 일시 급하여<血

痕中幾字未詳>마지 못하여 죽는다. 혈마 어이하리마난 식의 어미 목에 걸리

고 죽을 닷한다. 그것이 아니 가련코 불상하나 일신을 못다라 의식의 나고 관

찬하면 혈마 어이하리마난 내 죽은 후 더 의지 업사니 성의 한밧제 있는동안

절를 쥬어 면화나 밧과 입게 하고 원 압밧 보리하여 돈 한양 사 몽혜 쥬어

라.338)

 고금일(古今以來)로 효졀(孝節)리 잇시니 효도 만져 잇고 졀은 나종니이 효

가 큰 쥴 모라미 아냐 무릇 일이 경즁(輕重)이 잇와 쳔셩(天性)이 여의

졀이 읏듬인 쥴 아옵던 라 쥬의(主義)고치 못야 본직히오나 셰

의 안병(眼柄)과 고고여식(孤苦女息)니 잇오니 고륙(骨肉)의 젹악이 즁

온지라 졔 오셰 유치(幼稚)로 어버이랄 다 일코 혈혈 잉거시 되오니 

각오가 이지려지고 이 녹오니 일노셔 구천(九天)의 눈을 감지 못

올소이다339)

 오호라 죽은 후라도 남의 식이라도 골륙을 졍여 가도을 졍여 불상

불상신 홀령을 위로여 나의 죄을 만분지일이나 사가노라. 쳘쳔지원이

식업유한이 구쳔지하의 도라가도 원한이 되어 골리 평지가 되어도 셕

지 못 슬프다 움이 나랴 싹시 가 인간상난 손이 싹니라 우리움도

싹도 업셔시 이 젼의 무죈고 졀통〃 셜운지고. 무죄로 부고지의 울짓

고 나서 니 모양을 면치 못고 죽으니 원통여라.340)

 쓰디 못할 여슥을 슬하의 라제 유별신 시며 호승인들 어턴고 쥬

쇼로 휼야 금동가티 길러여 인셰에 황미 남다라기 바신바 무익

고 박명한 이 여슥이 죄악이 지즁야 산가탄 부모은정 일만분도 못갑삽

고 도로혀 이런 욕경 기텨오니 불효막심 이여슥을 엇식이라 오릿가

불효거슬 죠금도 각디 마옵소셔 유명신 우리 구고님 하갓오

338) ｢열부이씨유서｣, 20면.
339) ｢유씨부인유서｣, 55면.
340) ｢연안김씨유훈｣, 11a-11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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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온졍 쥭어 골인들 잇오릿가 불효져의 죄을 엇디 다 형언할가지

가지 원통이요341)

 지금은 쥭어도 아모걸일 듸가 업오나 다만 오라바님 갓타신 니셰상

의 다시 업온몹실 동은 져바리고 쥭오니 못슬 거슨 녀동니로소니

다. 다만 남의지고 잇다가 쥭온니 못슬 거시로녀어려셔친

부모가 길너셔 싀집 보며 가장니 이스면 살거시오 남편니 쥭고 업스면 즉

시 라 쥭을 거시오 가 어마님 샹예 쥭을 거시로차마 오라바님니

차마 불상야 못 쥭업더니다. 오날 쥭와야 올와니다. 착오신 오라바

님을 바리고 쥭온니 못슬 거시 녀동니로소니다. (…중략…) 다만 나어

서 쥭어서 신서방과 친친부모님과 싀부모님 지의 가뵈오랴니니다. 지금은

쥭어도 아모도 걸닐 가 업나니 다 착신 니가 우리 형님니오 긔중 니을

아들 갓치 길녀 야 되난 양(樣)을 못 보고 쥭으니 (恨)니요 아달 낫양

을 못 보니 (恨)니다. 형님 게 졉양을 바리고 도라가니 인정(人情)

이 안일다.342)

에서 재령이씨는 자신이 죽고 난 다음 살아갈 가족들을 걱정하며 며느리

가 태기가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자신이 죽고 나면 식이 어미가

살아갈 것을 걱정하는 한편으로 손녀에게 남길 유품을 생각하고 있다. 에서
서령유씨는 효(孝)보다 절(節)이 중요하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도 다

섯 살에 불과한 딸이 부모를 잃는 것을 생각하면 구천에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고 한탄한다. 에서 연안김씨는 자신이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의 자식을

양자로 삼아 달라고 부탁하며 자식이 없는 한으로 인하여 구천에 가더라도 원

한이 되어서 백골이 평지가 되어도 썩지 못할 것이라고 괴로워 한다. 에서 서

흥김씨는 자신의 지중한 죄악으로 인하여 부모의 은정을 만분의 일도 못 갚고

자식의 죽음이라는 역경을 끼치게 되었으며, 자애로운 시부모의 온정을 잊을 수

없다며 자신의 불효가 원통스럽다고 말하고 있다. 에서 화자는 지금 죽어도

아무 데도 걸릴 데가 없지만, 오라버니를 저버리고 죽는 처지의 딱함을 토로하

고 있다. 자신은 남편이 죽었을 때, 시어머니의 상사에 죽었어야만 하였으나 그

동안 오라버니가 마음에 걸려서 죽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자신이 빨리 죽어 남

341) ｢아바님젼상사리｣, 19면.
342) ｢신씨부유서｣,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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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과 부모님을 지하에서 뵙고자 하지만 새언니가 아들 낳는 것을 못 보고 죽는

것이 안타깝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리하여 화자는 죽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렵다는 모순적 상황에 부닥치었다

는 한탄을 이어가게 된다. 재령이씨는 “한날 죽기를 맹서한 거시라 마지못하여

죽노라. 가이 가이 업사며 네 병날가 염여 무궁무궁하다”343)라고 자신이 마지못

하여 죽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서령유씨는 “각온즉 심장이 려질 듯 고

져 온즉 한(恨)이 가삼의 복박히여 구히 아 이리도 난쳐고 져리도 어려

우니 만사자(萬事者) 부운(浮雲)캇탄지라”344)라며 살기도 어렵고 죽기도 어렵다

며 만사가 부운 같다고 한탄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작품에서 화자가 번민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그들

이 지닌 의식의 기저에 있는 유교적 여성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교적 여성

상의 근본(根本)이 되는 것은 소학(小學) ｢명륜(明倫)｣편에 실려 있는 부인의

의무에 대한 공자의 말이다.

공자가 말씀하였다. “부인은 사람에게 복종한다. 그러므로 독단으로 재량하는

의(義)가 없고, 세 가지 따르는 도(道)가 있으니, 집에 있을 때에는 아버지를 따

르고, 남에게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라, 감히 스스

로 이루는 바가 없어서 가르침과 명령이 규문(閨門)을 나가지 않으며 일함은 음

식을 마련하는 사이에 있을 뿐이다.

여자는 다섯 가지 취하지 않을 것이 있으니, 반역한 집안의 자식을 취하지 않

으며, 음란한 집안의 자식을 취하지 않으며, 대대로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

취하지 않으며, 대대로 나쁜 질병이 있거든 취하지 않으며, 아버지를 잃은 장자

(長子)를 취하지 않는다.

부인은 일곱 가지 내쫓김이 있으니,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쫓기며, 자

식이 없으면 내쫓기며, 음란하면 내쫓기며, 질투하면 내쫓기며, 나쁜 질병이 있으

면 내쫓기며, 말이 많으면 내쫓기며, 도둑질하면 내쫓긴다.

세 가지 내쫓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맞이해 온 곳은 있고 돌아갈 곳이 없거든

내쫓지 않으며, 함께 3년상을 지냈거든 내쫓지 않으며, 전에는 빈천하다가 뒤에

부귀하거든 내쫓지 않는다.

무릇 이것은 성인(聖人)이 남녀의 교제를 신중히 하고, 혼인의 시초를 소중히

343) ｢열부이씨유서｣, 21면.
344) ｢유씨부인유서｣,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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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것이다.345)

이는 대대례기(大戴禮記)에서 인용한 것인데, 삼종지의(三從之義) 칠거지악

(七去之惡) 삼불거(三不去)로 요약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남편이 죽었을 때 종

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이 ｢위마전

사인청포열부김씨장(爲麻田士人請褒烈婦金氏狀)｣에서 공자가 부인의 삼종지의에

대하여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좇는다고 하였으며, 부인은 한 사람을 따르다 생

을 마친다고 한 것이 수절을 아름답게 여긴 것이고 하종(下從)을 말한 것이 아

니라고 말하는 것도 종사에 대한 공자의 태도를 지적한 것이다.346) 이처럼 선진

유학에서는 종사를 권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희(朱熹, 1130-1200)와 그의 제자 유자징(劉子澄, 1133-1190)이 지은

소학에 이르면 굶어 죽는 일은 작은 것이지만 부인의 실절(失節)은 큰 것이라

고 하면서 죽음보다 절개를 중시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또한 영녀(令女)가 부모

가 수절하려는 의지를 꺾으려고 하자 칼로 코를 잘랐다는 이야기나 공강(共姜)

이 부모의 개가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며 자결을 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기도

하다.347) 이처럼 종사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열녀란 남편을 따라 죽거나 성적 위협에 대항하여 자결하

는 여성들을 지칭하게 된다. 강명관은 조선 건국 이후 국가와 양반 남성이 법과

제도, 윤리 텍스트의 생산, 유통을 통하여 ‘성적 종속성’이라는 관념을 여성들에

게 주입하였고, 양란을 계기로 여성들의 열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보았

다.348) 이로 인하여 당대 조선왕조실록과 열녀전, 기문(記問), 묘지명에서 남편
345) 성백효 역주, 소학집주, 전통문화연구회, 1993, 137-140면, “孔子曰, 婦人, 伏於人也. 是
故, 無專制之義, 有三從之道, 在家從父, 適人從夫, 夫死從子, 無所敢自遂也, 敎令, 不出閨門,
事在饋食之間而已矣. 是故, 女及日乎閨門之內, 不百里而奔喪, 事無擅爲, 行無獨成, 參如而
後動, 可驗而後言, 晝不遊庭, 夜行以火, 所以正婦德也. 女有五不取, 逆家子, 不取, 亂家子,
不取, 世有刑人, 不取, 世有惡疾, 不取, 喪父長子, 不取. 婦有七去, 不順父母去, 無子去, 淫
去, 妬去, 有惡疾去, 多言去, 竊盜去. 有三不去, 有所取, 無所歸, 不去, 與更三年喪, 不去, 前
貧賤後富貴, 不去.凡此, 聖人, 所以順(愼)男女之際, 重婚姻之始也.” (위의 책, 137-140면.)

346)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494면. 成海應, 硏經齋全集 卷16, ｢爲麻田士人請
褒烈婦金氏狀｣, “孔子論婦人三從之義, 夫死從子, 又著易之傳曰婦人從一而終, 亦以守志爲懿,
而未嘗及下從之烈.”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94A_
0160_010_0020_2007_A273_XML>, 검색일자: 22.08.05.)

347) 이숙인, 정절의 역사, 푸른 역사, 2014, 207-211면.
348) 강명관, 앞의 책, 89-46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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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죽거나 성적 위협에 대항하여 자결하는 여성들이 급증하게 된다.349)

그런데 당대 종사에 대한 칭송이 일반적이었다고 하지만 종사에 대한 논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350) 최기숙은 17세기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조선

후기 여성 생애사 자료 총 2,328편을 대상으로 열녀 담론과 미망인 담론을 추린

280편의 텍스트를 선정하여 열녀 담론(사)와 미망인 담론(사)의 통계해석적 연

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자결 여부를 기준으로 글을 분류하면 52%의

글은 ‘열’의 이념과 관련해 자결 또는 사망한 여성을 다루었으며, 남편의 사후

자결하지 않거나 미망인으로 살아간 여성을 다룬 글은 48%를 차지한다고 분석

하였다. 그리하여 당대 문인이 ‘자결한 여성’에 대하여 글을 남겼지만, ‘미망인’으

로 살아간 여성의 생애에 대해서도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였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351)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후기에 산생된 전(傳)이나 기문, 묘지명에서 여성들의

종사는 양반 남성들에 의하여 칭송되었다. 그러나 남편을 따라 종사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들은 열(烈)이라는 가치

는 긍정하지만 남편의 병사 이후의 종사는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가령, 이덕무

는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 ｢천애지기서(天涯知己書)｣에서 회우록(會友錄)의
비본(秘本)을 발췌하여 싣고 논평을 달았다. 이때 절개에 대하여 논의하는 대목

에서 남편이 죽고 나서 따라 죽는 부인을 열부(烈婦)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정당

한 경상의 도리가 아니므로 상중(喪中)에 너무 슬퍼하다가 죽은 효자와 같다고

평가하였다.352) 한편 이규경(李圭景, 1788-1856)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
長箋散稿)에서 여성을 강제로 열녀와 정부(貞婦)로 만든다면 원한으로 인하여

수치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서 열녀와 정부에 몰두하는 풍조를 비판하기도 하였

다.353)

349) 강명관, 앞의 책, 475-484면; 박주, 조선시대 여성과 유교문화, 국학자료원, 2008,
25-27면.

350) 이숙인, 앞의 책, 325-350면 참조.
351) 최기숙, ｢조선후기 열녀 담론(사)와 미망인 담론(사)의 통계해석적 연구｣, 한국고전여성
문학연구 3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7, 241-248면.

352) 李德懋, 靑莊館全書 卷63, ｢天涯知己書｣, <筆談>. “炯菴曰, 婦人有三等名目. 夫死守節
爲節婦. 夫死從死. 或遭難不屈而死, 爲烈婦. 受幣夫死而守節, 爲貞婦. 我國士夫家則無改嫁,
故只許死夫喪中者㫌, 死固烈矣. 亦非正經道理, 猶滅性之孝子也.”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77A_0630_010_0010_2006_A259_XML> 검
색일자: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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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여성의 종사와 관련한 논쟁의 근원에는 효(孝)와 열(烈)의 대립이 존재

한다. 즉, 종사를 한다면 효(孝)를 해치는 것이고, 투생을 한다면 열(烈)을 해치

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논쟁이 발생한 것이다. 이덕수(李德壽, 1673-1744)

는 어머니 청송심씨(靑松沈氏, 1649-1727)에 대하여 쓴 ｢선비행록(先妣行錄)｣에

서 어머니가 여성들의 종사를 비판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354)

세상의 부녀자들이 그 남편이 죽었을 때 슬프게 울면서 음식을 끊고 죽은 이

를 따라 죽는 것을 어질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곧은 효성의 도리가 아니다. 슬피

울부짖으며 남편을 따라 죽으려고 할 때, 부모가 나를 가엾게 여기고, 시부모가

나를 걱정하며 종사와 자식들이 내게 바라는 것이 어떠한가? 그런데도 한때의

슬픔만을 생각하여 친정부모와 시부모를 생각지 않고 종묘의 제사나 자녀들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열(烈)은 열(烈)이지만, ‘효(孝)’라는 한 글자만은 생각하지 않

는가? 평생의 기대가 도중에 무너진 것이니 사람으로서 누가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렇지만 위로 부모님이 계시고 아래로 자식들이 있으니, 다만 마음

을 따라 하루아침에 목숨을 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부녀자들이 젖먹이아이

걱정이 있는데도 슬픔으로 꺾어질 듯 울부짖으며 자진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는 실로 매우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355)

청송심씨는 위로는 부모가 계시고 아래로는 자식들이 있으니 하루아침에 목

숨을 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즉, 종사는 열(烈)을 쫓다가 효(孝)를 잃어버

리는 것이라며 여성들이 죽은 남편을 따라 죽는 것을 비판하면서 자신은 종사

를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였다.

이러한 논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결국 종사를 선택한 여성들의 자기서사에

서 드러나는 것은 명분(名分)과 인정(人情)의 대립이다. 이때 종사는 “남편니 쥭

353)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
BT_1301A_0010_020_0080_2000_005_XML>, 검색일자: 21.10.08.)

354) 김경미, 앞의 책, 2012, 192-193면.
355) 위의 책, 2012, 192-193면. 李德壽, 西堂私載 권12, ｢先妣行錄｣, “先祖妣常曰, 世俗婦女
遭其夫喪者, 必哀號絶食, 以從亡爲賢, 此非貞孝之道也. 當其哀號欲絶之時, 父母之怜我, 舅
姑之憂我, 宗祀子女之所望於我者, 何如也? 而惟以一時之哀, 不顧父母與舅姑, 不顧宗祀與子
女, 烈則烈矣, 而獨不念孝之一字乎? 百年之期, 中途而乖, 人孰有欲生之心? 而上有父母, 下
有子女, 不宜徒循情志, 以决一朝之命. 今婦女輩雖乳下兒小之慽, 必號慟摧絶, 有若自盡者然,
此實不思之甚者. 我則不取也.”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
CI=ITKC_MO_0471A_0120_010_0050_2004_A186_XML>, 검색일자: 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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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업스면 즉시 라 쥭을 거시오”356)라는 명분으로 설명되는 반면 가족들에 대

한 애정은 “형님 게 졉양을 바리고 도라가니 인정(人情)이 안일다”357)

와 같이 인정으로 설명된다. 삼종지도라는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나야 하지만 남은 가족들에 대한 인정으로 인하여 죽음을 선택하는

데 망설임이 나타나는 것이다. 청상의 삶에서 명분과 인정은 공존할 수 없는 가

치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의 순간에 직면해서도 양자의 모순을 하소연할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356) ｢신씨부유서｣, 284면.
357) ｢신씨부유서｣, 2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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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가사 갈래와 연대(連帶)적 자아

1. 가사 갈래의 서술 특징

1) 묘사 중심의 복합적 구성

가사 갈래 자기서사는 자신의 일생에서 의미 있는 사건을 시간순으로 서술하

는 경향이 있다. 자기록 갈래와 마찬가지로 연대기적 서술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갈래에서는 구체적인 연도를 명기하기보다는 인물의 나이를 제시하여 시점

(時點)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이때 자신의 일생에 있었던 사건을 요약적으로

진술하기도 하고 구체적 묘사를 통하여 제시하기도 한다. 먼저, 순천김씨의 <노

부탄>을 통하여 가사 갈래의 구성적 특징을 살펴본다.

아적 질삼 화 곱도록 精정히 여

열새 열두 새내 눈의 덜 고아라

衣服의복도 려니와 들 업슬손가

가히고 가혀셔 箱子籠동의 녀허 노코

엄의 눈 일만졍 다시곰 뫼화 내여

뵈 고은 明紬명쥬 一生일닙고 남을노다358)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아적’이라는 막연한 시간을 제시하여 자신이 길쌈

을 배운 일을 단편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어린 시절 길쌈을 배워서 천을 꼼꼼히

짰으나 열한 살, 열두 살에 짠 천은 눈에 차지 않았다. 천을 잘라내어 상자 농

에 넣어두고 어머니 몰래 다시 천을 짰더니 가는 베와 고운 명주가 평생 입고

남을 정도로 많이 생겼다. 이러한 진술은 화자의 꼼꼼하고 부지런한 성격을 보

여주는 것이다.

사건을 단편적으로 진술하는 한편으로 묘사를 통하여 사건을 구성하기도 한

다. 화자는 오랜 기간 과거 공부를 하던 남편이 드디어 문과 급제를 하고 난 다

음 집에 돌아온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358) <노부탄>, 3-1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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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春쳥츈을 다 지나고 强仕年강연 넘은 後후의

三春삼춘의 小科쇼과고 그 겨울 大闡쳔 니

御賜花어화 숙이 고 쳥삼을 쳐 님고

듯이 됴風采풍恩光은광을 닙어

북 쟝고 피리 笛져을 압뒤희 치고 부

山산 넘의 져 쟝재님 穀石곡셕 두고 쟈랑 마오

닙고 벗고 먹고 굼기 긔 무어시 關係관계가

浮世부셰예 됴榮光영광 科擧과거밧긔 잇가

며 모힌 사치 말이

一年일연의 大小科소과平生평喫着긧착 못 다 리

閨中규듕의 어린 婦女부녀 그 말을 밋엇더니359)

화자는 ‘靑春쳥츈을 다 지나고 强仕年강연 넘은 後후의’라고 남편의 나이를

제시하여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다. 남편은 그해 봄에 소과(小科)에 합격하고 겨

울에 대과(大科)에 합격한다. 이에 남편은 어사화(御賜花)를 깊숙이 쓰고 청삼

(靑衫)을 떨쳐입었는데 가뜩이나 좋은 풍채에다 은광(恩光)까지 입은 덕분에 앞

뒤에서 북, 장구, 피리, 저의 연주를 끼고 집에 당도한다. 화자는 산 너머 사는

장자에게 곡식을 두고 자랑하지 말라고 타박하며 의식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 합격이 중요하다고 자부한다. 게다가 남편을 축하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

이 한결같이 일 년 만에 소과와 대과를 모두 합격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감

탄하자 그 말에 화자는 더욱 즐거워한다. 이처럼 화자는 마흔이 넘어서 가까스

로 과거에 급제한 남편의 외양을 묘사하며 과거의 뒷바라지로 인한 애환이 씻

겨나가는 기쁨을 노래한다.

가사 갈래에는 막연한 시간뿐만 아니라, 인물의 구체적인 나이를 제시하여 시

간의 경과를 나타내고 사건을 술회하기도 한다.

 십세 전에 천붕당코 십세 후에 지탁하여

잔양하온 신세(身世)로서 곤곤히 성장하여

이십세 당한 후에 최씨댁에 출가(出嫁)하니

359) <노부탄>, 59-78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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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도 화순하고 문호(文豪)도 거룩하다360)

 셕화(石火)갓탄 져시절(時節)이 남은나를 촉

슌식간(瞬息間) 질갓치 니팔연(二八年)이 되얏구나

안진귀가 질기듯문밧그로 오소문(所聞)

외당(外堂)의 안진손님 즁(仲媒)길노 오셧

졍즁(鄭重)기 발셜(發說)고 지셩(至誠)르로 옥젼되

아무고을 아무동셩(姓)은뉘면 (字)뉘기

가(家産)도 요부(饒富)할물별(門閥)인들 약간(若干)며

그가운히닐 낭연은 오십오(三五十五)

문필(文筆)도 슉셩(熟成)고 볌(凡百)이 졀등(絶等)이라361)

 명션으로 이름여 칠팔(七八) 셰(歲)에 시(時仕)니

죠달(早達)도 죠달(早達)할

명월 갓튼 이얼골 션연여 명션인가

명만천하 큰 이름이 션죵신할 명선인가

도임 쵸에 슈청라 예 젼라

이십이 늣커든 십이 셰 성인니

어당한 예졀인지 금슈와 일반이라362)

 본기일실이야 긔일가
십구 셰 이광음 일부종신 셔라

졀이 놉하기로 본관 수쳥 아니하고

심규의 몸을 쳐이젼 기 펴 보니

남원의 츄양이난 졀이 놉하기로

옥즁의 죽기 될 되 이소식 반가와라

이다지 히 되어 어사 안젼 치 되고

평양의 옥단츈이 어이별 몃다린고

영광졍 큰 의 거린으로 오신 람

낭군인쥴 가 알고363)

360) <경자록>, 9-14구.
361) <쳥츈심곡>, 58-75구.
362) <기녀명선자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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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화자는 열 살이 되기도 전에 아버지를 여의고 열 살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스무 살이 되어서 시집을 가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에서 화자는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중매가 들어와서 남편이 될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에서 화자는 자신이 일고여덟 살이 되었을 때 기생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열두 살이 되었을 때 가관(加冠)을 하게 되었다고 말

한다. 에서 화자는 자신이 열아홉 살이 되었을 때 일부종사를 하겠다는 결심

을 하였으며 절행이 높았기 때문에 본관의 수청을 들지 않고 은신하여 지냈다

고 말한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의 나이를 제시하고 그때 있었던 사건을 요약적

으로 진술하고 있다.

화자가 자신의 일생을 요약적으로 진술하는 한편으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

기 위하여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거나 주변의 환경을 묘사하기도 한다. 외양은

인물의 특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외모와 성격 사이에 환유적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외양에 대한 묘사는 그 자체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화자가

외양과 성격의 관계를 설명하기도 한다.364) 한 인물의 물리적 환경(방, 집, 거리,

도시)은 그의 인간적 환경(가정, 사회적 계층)과 함께 특성을 내포하는 환유로

사용될 수 있다.365) 물론, 전근대 문학에 나타나는 외양이나 환경에 대한 묘사는

근대 문학에 나타나는 것처럼 치밀하지는 않다. 그러나 외양이나 환경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상황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허씨부인의 <쳥츈심곡>

에는 혼례일 자신과 남편의 외양이 묘사되고 있다.

일낙셔(日落西山) 가지이 동방화쵹(洞房華燭) 불발키라

니경말(二更末) 경초(三更初)밤이님이 깁펴난

홍녹의(紅裳綠衣) 가진복(服色) 큰며리 긴당

부용(芙蓉)갓탄 두긔밋연지분(臙脂粉) 닷시고

평면목(平生面目) 못본등불지고 마조안

여(女子)의 염치(廉恥)로셔 현연(顯然)니야 볼슈닛나

등(燈盞)불 기름사엽눈으로 금본니

363) <군산월애원가>, 17-35구.
364) S. 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현대 시학, 예림기획, 1999, 118-120면.
365) 위의 책, 120-1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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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白玉)으로 가난가 진의기도 전혀 업고

오야 (三五夜) 명월(明月)인가 침침칠야 셔기로

쥰슈(俊秀)함도 쥰슈하듯든말이 말일쇄366)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자신의 외양을 “홍녹의(紅裳綠衣) 가진복(服色)”,

“큰며리 긴당”, “부용(芙蓉)갓탄 두긔밋”, “연지분(臙脂粉) 닷시고” 등의

표현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다. 등잔불 옆에서 옆눈으로 바라본 남편의 얼굴에

대해서도 백옥(白玉), 명월(明月) 등의 단어를 통하여 묘사하고 있다. 이후 남편

이 요절하고 몇 달이 지나 화자는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

두달반 셕달만의 아침면경(面鏡) 들고보니

팔아미(八字蛾眉) 곱든눈셥 혓턴은 단이요

도화(桃花)갓치 곱든얼골 슛난 신참(新參)할쇄

셕달만며리기 여혈만시슈기

게일셔 그럴손가 흥심(興心)업셔 그러지

관쳘이(關山千里) 보두고 연난 졍부도

이별이 졀박고 도라올날 지고367)

화자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석달 만에 아침에 거울을 들고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팔자 모양으로 생긴 고운 눈썹은 흩어진 삼처럼 흐트러져 있고, 복숭

아꽃처럼 고운 얼굴은 숯장수가 신참으로 취급할 수 있을 정도로 시커멓게 바

뀌어 있다. 이에 화자는 석 달 만에 머리를 빗고 열흘 만에 세수를 한다. 이와

같은 외양 묘사는 해평윤씨의 윤시긔록에서 자신의 옷차림의 변화를 확인

한 것과 비견해볼 수 있다. 해평윤씨는 “텬시지변젼(天時之變轉)과 인지쇠셩

(人事之衰成)이 약(若此)아신(我身)이 녹군쳥삼(綠裙靑衫)이 변(變)야

황포소의(黃布素衣)화(化)야”368)라며 수개월 사이에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

여 녹군청삼이 황포소의로 바뀐 것을 언급한다. 그러나 윤시긔록에서는 옷

차림의 변화만 언급할 뿐 얼굴이나 머리의 변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366) <쳥츈심곡>, 110-129구.
367) <쳥츈심곡>, 110-129구.
368) 윤시긔록, 1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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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쳥츈심곡>은 윤시긔록보다 적극적으로 외양을 묘사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환경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인물의 상황을 전달하기도 한다. 능주구씨의 <경

자록>에서 시아버지가 병사하고 난 다음에 남편까지 병사하자 화자는 막막한

자신의 상황을 “적적무인 빈방안에 수습할 길 막연하다”369)라고 아무도 없는 빈

방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방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는

것은 군산월의 <군산월애원가>에서도 등장한다. 화자는 김학사와 이별하고 혼

자 주막방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 방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자신의 처지를 전

달한다.

아르 쥬막(酒幕) 떠나와셔 초초젼진(稍稍前進) 종일(終日) 기리

웃 쥬막의 슉소(宿所)되고무친(四顧無親) 쥬막방의

무졍(無情)한 발근 달은 화놉히난

난간의 비겨 젼후(前後事)을 각니

어이업고 긔가 막혀 슉(菽麥)이 방불(彷佛)하다370)

화자는 아랫주막을 떠나서 종일 걸어서 윗주막에 숙소를 잡는다. 이때 아무도

없는 방과 무정하게 밝은 달이 대비적으로 그려져 화자의 황당한 마음을 드러

내고 있다.

또한 자신을 둘러싼 자연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기도

하다. <쳥츈심곡>에서 화자는 자연물을 통하여 독수공방해야 하는 자신의 처

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다.

말니(萬里)갓탄 평(平生)을 무신슈(數)로 늘겨질고

담로 볏이 어룬보기 고이(怪異)다

고담(古談)으로 소일(消日)니 목니막혀 못할라

일일(日日)니 츄(三秋)갓고 한달이 연(百年)니라

동원드리 엇던부여(婦女) 덧업닷고 한탄(恨歎)고

곡동셜(夏穀冬雪) 구진밤과 츈화츄월(春花秋月) 굿분

369) <경자록>, 46-47구.
370) <군산월애원가>, 278-287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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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어시나 안시나 촉분심(傷心)니 안니런가

님손슝문막 옥단젼 화(梅花)가지

날을보고 반기난닷 니젼모양(模樣) 방불(髣髴)고

별당(別堂)밧 후원(後苑)즁창송녹쥭(蒼松綠竹) 진고

슬슬동풍(東風) 드러분이 니젼셩음(以前聲音) 흠로다371)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남편이 죽은 다음 남은 평생을 무엇을 하며 보내야

겠냐고 한탄하며, 별당 밖 후원에 송죽이 빽빽하게 심어진 곳에서 동풍이 부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명선의 <기녀명선자술

가>에서 화자는 서울로 떠난 김진사를 그리워하며 자신의 방 주위의 자연에 대

해서 묘사하고 있다.

난 낫도 낫시연이와 달포 밀인 은 졍(情)이 츈츄(春秋)의 겨 잇고

식음(食飮)을 젼폐(全閉)니 흐린 졍신은 연무(煙霧) 즁(中)의 졋난 듯

가난 옥(玉)비여난 벼을 신(代身)고 네 폭 치마은 요금을 겸(兼)도다

바려둔 등(燈盞)은 스로 지고져 셔(西)으로 구러진 달빗츤 창(沙窓)의

반됴(返照)하며

희미(稀微)한 밤듕(中)의 뉘가 잇난 듯 불너도 응(應)미 업고

하영은 행고 만뇌구젹여 옥노 경(三更) 무인시의

북홍은 쌍쌍(雙雙)이 졔호고 남비오작(烏鵲)은 좌우(左右)로 지져귈 졔

난 심회(心懷)난 여취여광(如醉如光)이라 아득졍신(情神)은 몽비몽(似夢非

夢)이라372)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식음을 전폐하고 정신을 빠트린 채 옥비녀로 베개를

삼고 치마로 이불을 삼았다. 이에 등잔이 스스로 꺼지고 사창에 달빛이 비치는

모습이 묘사된다. 창밖에서는 새들이 쌍쌍이 지저귀는데 자신은 홀로 있어 아무

도 자신의 부름에 답하지 않는다. 환경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자신의 쓸쓸한 처

지를 부각하고 있다. 물론, 다른 갈래에서 이러한 묘사가 나타나기도 한다. 가

령, 연안김씨의 ｢연안김씨유훈｣에서는 “명년(明年) 봄이 도라오니 물(物色)은

의구(依舊)고”373) 등과 같이 변함 없는 자연과 신세가 변한 자신을 비교하기

371) <쳥츈심곡>, 299-320구.
372) <기녀명선자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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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그러나 가사 갈래 자기서사에서 이러한 표현이 보다 확장되어 있다.

환경과 외양의 묘사를 통하여 화자의 감정이 보다 적실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가사 갈래는 인물의 나이를 제시하여 사건을 술회하는데, 이때 묘사를

중심으로 하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물론 작품에 따라서는 “원수로다 원수로다

계축년이 원수로다”374)와 같이 남편의 죽음과 같은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연도

를 표시하고 있기도 하다. 반면에 “의(義)로 진 우리 부부(夫婦) 겨문며리 

발(白髮) 되고/ 고손(高孫子)의 도록 연로(百年偕老) 하던니/ 가운

(家運)인가 신운(身運)이가 조물(造物)이 시기(猜忌)가/ 모월모일(某月某日) 득

병(得病)여 침셕(寢席)가누웟구나”375)과 같이 “모월모일”이라는 막연한 시

간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하고 사건을 진술하는 작품조차도 다른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물의 나이를 제시하고 사건을 진술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향유자가 그 사건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가 아닐까 한다.

즉, 화자의 일생에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이 일어난 명확한 연도를 제시

한다면 그 사건은 화자만의 것이 되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나이대를 제시한다

면 향유자가 자신이 그 나이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가사 갈래 자기서사는 향유자에게 자신의 일생을 돌아볼 수 있는 여지를 남

긴다고 볼 수 있다.

2) 관습적 표현과 동조의 유도

가사 갈래 자기서사에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 경험보다는

주로 작자 자신만이 겪었던 개별적 경험이 재현되어 있다. 이정옥은 정신문화연

구원 편 규방가사 소재 113편의 가사를 대상으로, 탄(歎)의 보편성과 특수성

을 나누어 고찰하였다. 시대 ·작자에게 일반화된 범주의 체험은 보편성으로, 작

자의 생활환경 ·가문 ·운명 등의 조건에 따라 특수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특수

성으로 나누었다. 보편성에 속하는 내용은 여자라는 태생, 차별적인 교육, 혼인

373) ｢연안김씨유훈｣, 9a면.
374) <경자록>, 50-51구.
375) <쳥츈심곡>, 161-168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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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한 이별, 시집살이, 세월의 흐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반면에 특수성

에 속하는 내용은 남편과의 생이별, 남편과의 사별, 남편의 방탕, 소박맞음, 신병

(身病), 가난의 고통, 노처녀의 신세, 자신의 용모, 망국(亡國), 무교육, 자식과의

사별이다.376) 가사 갈래 자기서사의 내용에서는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두드러

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내용에서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나타나지만 표현에서는 가사에서 즐

겨 쓰이는 관습적 표현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규방가사는 한시구(漢詩句) 및

전고의 활용, 민요적 표현의 활용, 서간체 표현의 활용, 경험적 서사의 삽입 등

다양한 표현상 특질이 나타난다.377) 가사 갈래 자기서사에서는 규방가사에서 빈

번하게 사용되는 관습적 표현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가사 갈래 자기서사에서 관습적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서사(序詞)에

서 두드러진다.

어와 可笑가소로다 어릴션 婦女부녀로다378)

위의 인용문에서는 여자의 일생에 대한 한탄이 나타난다. 이 서사는 특히 자

탄가류 규방가사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서사이다. 이들 가사에서 남자로 태어

나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 흔하게 나타나는데, “어와 가소롭다 여자된일 가소

롭다(<여자소회가류>)”, “우리인생 길적엇짓타가 우리들넌 남명분 못타

나고 여몸이 되얏난고(<부녀가>)” 등과 같은 탄식구가 나타난다.379)

이와 달리 여성이 지켜야 하는 유교 규범을 제시하며 작품을 시작하는 경우

도 있다.

 천지만물 생긴 후에 유인최귀(惟人最貴) 하여서라

유인 최귀 하온 일은 삼강오륜 밝아시라

삼강오륜 밝은 중에 부창부수(夫唱婦隨) 읏듬일내

불측하온 이 일신(一身)도 이 가운데 처해 있내380)

376) 이정옥, ｢내방가사의 작가의식과 그 표출양상｣, 문화와 융합 6, 한국문화융합학회,
1985, 75-99면(이정옥, 앞의 책, 1999에 재수록).

377) 백순철, 앞의 논문, 75-94면.
378) <노부탄>, 1-2구.
379) 성기옥, ｢고전여성시가작가의 문학세계｣, 이혜순 외, 앞의 책, 3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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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太極)도 부판후(剖判後)로 음양(陰陽)니 논아신니

쳔강민 실젹의 흥남흥여 되야구나

시힉팔쾌(八卦) 복헤씨(伏羲氏)가최법을 마런고

쥬공(周公)니 제리할지 강오륜(三綱五倫) 발키씬니

부부유별(夫婦有別) 부위쳐강 강유즁의 의고

만고셩 문션왕의 게견을 지으실

쳔조비견 음곤음양 위지분(內外之分) 가리신니

역셩현(歷代聖賢) 졍제졀(諸節) 롭고도 답381)

 천지벽(天地開闢)여 만물(萬物)이 시고 인(人生)이 람난 후

고금(古今) 영웅(英雄)을 역역희 혜여보니 한둘이 안니여든

이몸 어이여 남는 마다고

일여되어 나며 공명현달(功名顯達)과 졔충신(孝悌忠信)은

남에 업이나 거안졔미(擧案齊眉)여 죵일이죵은

여에 여날 이각니

호부호모(呼父呼母) 계우니 황원라치고

져젹져젹 거름하니 초무(初舞) 검무(劍舞) 고이(怪異)다382)

위의 인용문은 인간의 유래와 유교 규범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 서사이다.

은 동몽선습(童蒙先習)의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天地

之間萬物之衆, 惟人最貴, 所貴乎人者, 以其有五倫也)’383)를 원용함으로써 시작하

며 부창부수(夫唱婦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는 동몽선습의 ‘태극이

처음 판별되어 음양이 비로소 나뉨으로써 오행이 서로 낳음에 먼저 이기가 있

었다(蓋自太極肇判, 陰陽始分, 五行相生, 先有理氣)’384)를 원용하여 시작하여 문

왕(文王)이 역경(易經) ｢계사전(繫辭傳)｣에서 내외지분(內外之分)을 가렸다며

부부 윤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은 기생으로 태어난 나에 대

380) <경자록>, 1-8구.
381) <쳥츈심곡>, 1-16구.
382) <기생명선자술가>, 1-16구.
383) 성백효, 동몽선습․격몽요결, 전통문화연구회, 1992, 13면.
384) 위의 책,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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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말하고 있어서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규방의 여성이 지켜야 하는

규범을 지킬 수 없는 나의 일생에 대한 한탄이 드러난다.

<군산월애원가>는 서사에서 세상의 이별을 나열하면서 이별에 대하여 한탄

하고 있는데, 유사한 서사를 <이졍양가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와 긔박(奇薄)여신명(娼女身命) 기박(奇薄)
고이(怪異)하다 양반실(兩班行實) 이다지도 무졍(無情)오

셰상의 이별 잇이별마다 쳐량다

역수의 이별 번의 군이별

교의 붕우이별 호지의 소군이별

이별마다 슬푸거든 물며 유졍이별

람마다 가385)

 쳔황씨(天皇氏) 람 닐 졔 이별키난 무일고

고당의 부모이별(父母離別) 간운의 형제이별

운쥬의 붕우이별 쳥츈(靑春)의 낭군이별

이별이 만타 한들 이별과 갓틀손가386)

서사에서 이별이 나열된다는 점에서는 두 작품이 유사하다. 그러나 <군산월

애원가>에서는 장수 이별, 군자 이별, 붕우 이별, 소군 이별을 나열하면서 자신

과 임의 이별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는 데 반하여 <이정양가록>에서는 부모 이

별, 형제 이별, 붕우 이별, 낭군 이별을 나열하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한

탄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를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가사의 관습적 표현이 변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冊덥고 도라안자 날려 말

人皇氏인황씨 몃 代孫子 燧人氏슈인시 되돗던지

졀노 즌 남우 여먹고 됴히 사던 거

燧人氏슈인시 多事다여 敎人火食교인화식 실셰고

385) <군산월애원가>, 1-13구.
386) <이졍양가록>, 1-8구(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2005, 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s://www.krpia.co.kr/>, 검색일자: 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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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夫妻부쳐 굼일은 그 탓시 燧人氏슈인시오

九萬구말 里리 놉흔 우희 玉皇上帝옥황상졔 안자 계셔

天下쳔사富貴貧賤부귀빈쳔 磨鍊마련여 주어시니

굼탓 무련어이여 올나가리

탓 무러 무리 하만 기리오

굿여 져 上帝샹졔님 無祿人무롤이 내여실가387)

 태극(太極)이 초판(初判)후 음양(陰陽)이 시분(始分)니

텬황시(天皇氏)는 하이오 디황시(地皇氏)는 히로다

각각(各各) 일만(一萬) 팔쳔셰(八千歲)는 쇼강졀(邵康節)의 원휘쉬(元后數)라

금목수화(金木水火) 오(五行)되고 인의예디(仁義禮智) 덕(四德)이라

뇌뎡(雷霆)으로 고동(鼓動)야 일왕월(日往月來) 야시니

긔운(氣運)은 인온(絪縕)야 인믈층층(人物層層) 삼겨시니

긔이(奇異)샤 조화옹(造化翁)아 화화(化化生生) 불궁(不窮)커다

건도셩남(乾道成男) 던의 곤도셩녀(坤道成女) 거고나

영귀(靈貴)다 고셩현(古聖賢) 신우슈(蛇身牛首) 무삼일고

녀와시(女媧氏) 무일노 연셕보텬(煉石補天) 단말가

표뫼셰계(縹緲世界) 되야실제 식목실(食木實)을 단말가

슈인시(燧人氏) 나신후의 교인화식(敎人火食) 단말가

여피위례(儷皮爲禮) 온후에 예악문믈(禮樂文物) 나단말가388)

은 화자가 손자를 옆에 끼고 남편에게 가서 손자가 어제 아침 먹은 후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그것은 누구의 탓이냐고 따지자 남편이 하는 말이다.

남편은 수인씨가 태어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나무에 열린 열매를 먹고 살았는데

수인씨가 인간에게 화식(火食)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인간이 화식을 하지 않

으면 굶을 수밖에 없다며 부부가 굶는 이유가 수인씨 때문이라고 허튼소리를

한다. 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국문본 규범에 수록되어 있는 무제의 가사를

최강현이 <규범가>라는 제목을 붙여 소개한 것이다.389) 이 작품에서 화자는 
동몽선습을 원용하여 세상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수인씨가 난 다음

387) <노부탄>, 161-180구. 밑줄 인용자 강조.
388) <규범가>, 1-26구(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2005, 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s://www.krpia.co.kr/>, 검색일자: 22.06.02.) 밑줄 인용자 강조.

389) 최강현, ｢현모양처의 길｣, 시문학 38, 시문학사, 1974.9., 9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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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인간에게 화식을 가르쳐주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노부탄>에서는 계녀가류

가사에서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는 문명의 유래에 대한 담론이 변용되어 부인

을 달래는 말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리 그러한들 감구지회 없을손가

소중해라 소중해라 남자 일신 소중해라

혈혈한 저 아니면 누년 고생 허사이련들

옛글에도 하였으대 함지사지하온 후에

필유생도 한다더니 이를 두고 이름이라390)

 어와 동유들아 各各東西 우리들이

數十年 宿然傷恨 想恩之心 懇功터니

鄕山에 봄이와서 괴형지사 새롭도다

천천기수 먼먼길에 재촉하야 돌아오니

낙금선 빛난곳에 鶴髮이 無康하고

그리던 同氣淑姪 면면이 반갑구나

그간에 死生存沒 感舊之懹 없을손가

그나마 남은懷抱 동유생각 없을손가

一村을 懷古하니 後進이 장왕일새

女子는 한가지라 間間이 추추하니

언치도 부족할뿐 行色도 추추하니

소난장에 톡이든가 학읍지군 웃읍도다

여럿차례 예전동유 더구나 寂寞든차

壬子年 花辰風에 故人消息 반가워라

靑眠으로 홑은면목 白髮이 성성하다

볼기단최 우리거름 少少移鄕 老帶回라391)

은 노년의 화자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무너져 가는 집안을 일

으켰으나 감구지회(感舊之懷)가 없을 수 있겠냐며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집안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말하는 대목이다. 의 고향에 돌아온 화자가 어린 시절의

390) <경자록>, 132-141구. 밑줄 인용자 강조.
391) <귀래가>, 1-16구(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2005, 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s
://www.krpia.co.kr/>, 검색일자: 22.06.02.) 밑줄 인용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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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을 회상하는 대목에서 감구지회가 없을 수 있겠냐고 묻는 것과 유사한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청츈심곡>은 청상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인데, 청상이 등장하는

다른 작품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라 그레 말아 쳔만(千萬事)가 혀(虛事)로다

그런셜화(說話) 길기니 목셕간간심화(心火)난다392)

 허(虛事)로다 허로다 쥭거진이 허로다

허로다 허로다 각한이 허로다393)

와 에서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이 허사가 된 것에 대하

여 말하고 있다. 이처럼 가사 갈래에서는 자신의 일생을 진술하기 위하여 가사

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관습적 표현을 전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관습

적 표현의 활용으로 자신의 일생을 진술하는 것은 향유자에게 친숙하게 다가와

향유자의 동조를 유도하기에 적절하였을 것이다.

요컨대, 가사 갈래 자기서사는 4음보 연속체인 가사를 활용하여 노래에 대한

의도가 전제되어 있으며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드

러난다. 가사 갈래는 인물이나 환경의 묘사가 중심이 되는 복합적 구성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가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여 동조를 유

도하고 있다. 이는 가사의 화자가 담론 전달 대상을 상정하여 ‘공감의 미학’을

추구하려는 것과 일치하는 경향이다.394)

2. 연대적 자아의 형상

전 절에서 살펴본바, 가사 갈래는 묘사 중심의 복합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관습적 표현을 사용하여 동조를 유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타자와의 연

392) <청츈심곡>, 455-458구.
393) <슈절자탄가>, 1-4구(임기중, 한국역대가사문학집성, 한국의 지식콘텐츠, <https://
www.krpia.co.kr/>, 검색일자: 22.06.15.)

394) 조세형, ｢가사 장르의 담론 특성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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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 추구하려는 연대적 자아가 나타나고 있다. 연대적 자아의 형상을 작자의

신분에 따라 치산의 고초에 대한 위로와 신분의 질곡에 대한 동조로 나누어 살

펴보고자 한다.

1) 치산의 고초에 대한 위로

먼저, 양반 여성으로 태어나 가정을 꾸려야 하는 어려움에 대한 위로를 건네

고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허씨부인의 <청츈심곡>은 과부가 계열의

가사에 해당한다. 과부가 계열 가사는 규방 문화권의 과부가와 여항-시정 문화

권의 과부가로 나누어질 수 있다.395) <청츈심곡>은 규방 문화권의 과부가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과부가 계열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질병과

죽음이 상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화자는 친정에서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열 살부터 여공을 배워

익혔다고 말한다.

여십여 불출이규뮨밧글 모리고셔

모싀휸게바다 직님조슌 화지

츈닐양 봄한철은 원구유명쥬길

오월명초 여럼철은 위셕간 갈포길

구월슈의 츄졀들면 쥬공양 무명길

그여워 혀졍구지역 침션동졀

게초셩의 일어나셔 닐시도 방심업

츌등의 우리어마 위로말

여공의 인일을 와두면 유조니

395) 선행연구에서 다룬 <과부가> 계열 가사 작품은 다음과 같다.
1. <과부가>(동국대 소장, 고려대 소장) 2. <과부가>(서울대 중앙도서관 소장본) 3. <긔
쳔긔다젼슈작> 4. <과부가> 5. <쳥가> 6. <이부가> 7. <소회가> 8. <철철지
회심가라> 9. <상사몽> 10. 여자 탄식가>(이상 규방가사(신변탄식류) 수록) 11. <과부
쳥산가>(규방가사 Ⅰ 수록) 12. <상사금실가> 13. <수절자탄가>(한국가사문학관 소장)
14. <과부가>(정정증보 신구잡가(1914) 수록) 15. <청츈과부곡>(신찬 고금잡가 부가사
(1916) 수록)
이 가운데 1-13번은 규방 문화권에서 향유되던 작품들이며, 14-15번은 여항-시정문화권
에서 향유되던 작품들이다(육민수, ｢여항-시정 가사의 담론 특성-잡가집 수록 <과부가>
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6, 한민족어문학회, 2013, 451-4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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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기역이 언문여가바셔 익키보라

인아쳑당 통졍로 언문인들 안것가396)

열 살이 된 화자는 어머니의 사랑과 훈계를 받아 침선과 길쌈을 배우기 시작

한다. 봄에는 명주 길쌈, 여름에는 갈포 길쌈, 가을에는 무명 길쌈을 하고 겨울

에는 침선(針線)을 하느라 닭이 울 때 일어나서 한시라도 마음을 놓지 못하였

다. 이에 어머니가 위로차 여공을 배워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가에는 한글

을 익혀보라고 말한다. 이처럼 혼인하기 전부터 여공을 배우며 치산을 준비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화자는 열여섯에 혼인하여 남편과 백년해로를 약속하지만 남편은 갑자기 중

병에 걸리고 만다. 이에 화자는 남편을 살리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는다.

쳔만금(千萬金)도 실여보

누독(累代獨子) 긔집의 혼실경동 안일넌가

날늰노복(奴僕) 호렁여 방르로 문약(問藥)니

쳔금단 포릉환가 졍기부탕이

불약이 안닌여던 쳔망방이 무호(無效)로다

부여마암 문슈(問數)나 여보

복든지 무어든지 래하고 말이

군 닛난방의 흘긔 타일너가

무으로 타이가 목신인가 금신인가

노즁의 긔(邪鬼)런가 물진 원기(冤鬼)런가

그겻도 다안이라 셩쥬가신 발등닐쇄

소리를 야망졍 글아니면 큰탈니라

안들어셔 금당이지 들은후난 병니로

아셥언 감무신지슬 못손야

남으니목 복겨닛나 큰규시나 러보

션멱은 모씨쥬 어나날노 거두할고

시거두고 을거좌 염겸을 보이소셔

쳔금(千金)인들 명을 걸님도 시원타

396) <청츈심곡>, 36-57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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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무신 아리마우함으로 그러한지

할 일업고 할 일업혀(虛事)로다 혀로다397)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천만금도 싫다며 남편을 살리려고 갖은 노력을 다한

다. 화자는 날랜 노복을 호령하여 사방으로 약을 찾아서 천금단, 포릉환, 정기산,

삼부탕이라는 약방을 얻지만 불사약이 아니라서 남편에게 효과가 없었다. 그다

음으로 화자는 문수에 희망을 걸고 복채든 무엇이든 주겠다며 문수를 하는데

목신(木神)도 금신(金神)도 아니고 길 위의 사귀(邪鬼)도 아니고 물에 빠진 원귀

(冤鬼)도 아니고 성주가신(城主家神)이 화가 났으므로 쇳소리를 내지 않으면 큰

탈이 난다는 말을 듣게 된다. 화자는 마지막으로 큰 굿이나 치러 보겠다며 큰

굿을 치르지만 천금으로도 목숨을 사지 못하였다고 한탄한다. 이처럼 남편을 살

리기 위한 노력을 나열하면서 화자의 고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결국 남편

은 세상을 떠나고 만다. 화자는 남편을 따라가기 위하여 수건으로 목을 매려 하

고 깊은 물에 빠지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한다.398)

이에 화자는 부녀들의 놀이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을 한탄한다.

닐연뉵십닐다달마당 명졀닛셔

위가진 분여들은 북단갓기려

촌 공논여 오오 모홧구나

졍월보름 원닐동우망월기

오월오닐 단오졀양유슈츄쳔기

월진 회초기 뉵월뉵일 위셔되면

닐넌명닐 파월보름 즁양가졀 구월일

뉸놀기 육치기 갓초갓초 히롱

날을동뉴랏고 놀노가온들

몸이롭다 칭탈고 혼안낙뉴로

니목구비 남과 갓고 지뉵신 셩큰마난

397) <청츈심곡>, 171-210구.
398) 문노라 쳔길이 그다지도 멸고면가/ 약슈(弱水)가 쳘니면 양이 구곡인가/ 노졍
젹이 되고 난도라 가고지고/ 박복이몸이 라잇셔 무어리/ 쥬쥬 셕수견
난다시 목을나/ 실경겅보 쥴긋열두변식 치다보니/ 동구밧 십이안어난물이 깁
푸온고/ 긴쳐마 무릅시고 길단고 졍/ 실낫갓탄 목슘이 쥴갓치 깁도기다/ 그
겻도 쳔명인가 닐역으로 못라(<청츈심곡>, 279-298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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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닐이 미족여 남가난못기난고

알슈업난 사쥬팔남만못타시로다399)

화자는 일 년 삼백육십일 가운데 달마다 명절이 있어서 내외의 갖은 부녀들

은 채복(綵服)과 단장(丹粧)을 각기 차려 삼삼오오 모여서 자신에게 놀러 가자

고 하였으나 자신은 몸이 아프다고 말하고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린다고 말한

다. 자신은 이목구비가 남과 같고 사지육신이 성하지만, 무엇이 모자라서 남이

가는데 가지 못하냐고 한탄한다. 이처럼 부녀들과 어울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

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열녀(烈女)를 본받는 것이 어렵다고 한탄한다. 화자는 열녀전(列女傳)
과 내칙(內則)에 나오는 열녀들의 행실을 생각해보면서 자신이 본받기는 어

렵다고 말한다. 인정을 베는 칼은 없고 근심을 썩히는 약은 없기 때문이다. 화

자는 남편을 잊자고 하니 비정하고 생각하면 병이 된다고 한탄한다.400) 화자는

저승에서 남편과 재회하기를 기약하며 가사를 마무리한다.

이 작품은 자기록 갈래나 서간 갈래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남편의 투병과 죽

음을 소재로 삼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여공에 대한 수고와 남편의 병환을 치료

하기 위한 노력이 주된 내용이 되고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부녀들의 놀이에 끼

지 못하는 한탄이 드러나고 있는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위

로가 드러남으로써 연대적 자아가 형상화되고 있다.

남편의 죽음 이후의 여성의 생활에 대해서는 능주구씨의 <경자록>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화자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어렵게 성장하여 스무 살이 되어

최씨댁에 출가하였으나 시부와 남편의 잇따른 득병과 죽음을 맞게 된다.

어화 세상 사람들아 이런 신세 또 있는가

십세 전에 부모 잃고 삼십 전에 과거로다

399) <청츈심곡>, 353-378구.
400) 관쳘이 보두고 연난 졍부도/ 이별이 졀박고 도라올날 지고/ 십연구
셔울댈뉴셩군안들도/ 못본지가 궁겹나 공명으로 기니/ 신시의 비쥰
면 그안니 호광닌가/ 기부닌셔른눈물 말이셩 부너지고/ 워공강곳은졀쥬시을
제어시니/ 열여젼 츅편아름다운 열부실/ 녁녁히 각들 밧기난 어럽구나/ 쳥
용도 아금도 닌정비난 칼은업고/ 츌 셕도 근심쎡난 약은 업/ 닛도 비졍
니요 각면 병니로(<청츈심곡>, 405-428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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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모님은 나를 잡고 이 내 손은 땅을 짚고

앙천통곡 길이 한들 그 뉘 와서 위로하리401)

화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한다. 열 살 전에는 부모를 잃

고 서른 살 전에는 남편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에 시어머니는 자신을 잡고 자신

은 땅을 짚고 하늘을 향하여 통곡한다고 한들 위로해주는 사람이 안타까워한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과 청자의 공감대를 찾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절실하게 전달

하고 있다.

그러나 화자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울든 울음 걷우치고 가사(家事)를 돌본지라

여간 나문 가사전장 서서히 다 팔아서

의체약체 다 가리니 남은 물건 전혀없다

가중을 둘러보니 삼대일문 삼인일내

상시모는 삼십노요 하솔자는 삼세아라

광대한 천지간에 의탁(依託)할 곳 전혀 없내

시가 각댁 돌아보니 잠시 의탁 어려옵고

친당을 향할나니 시모 의탁 막연하다

사시난처 하온 신세 시외가를 향해 오내

시외삼촌 여러 형제 남 다르신 우애로서

두간 초옥 겨우 사서 신세근근 부처 있내402)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울음을 걷어치우고 살림살이를 돌보기 위하여 다시

일어난다. 그런데 집안의 살림살이와 논밭은 모두 팔아서 의원을 찾는 비용과

약을 사는 비용을 갚는 데 다 쓸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과 시어머니, 아들 세

식구가 의탁할 곳도 전혀 없다. 결국 화자는 시외가의 도움을 받아서 세 식구가

머물 곳을 찾게 된다.

화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사를 지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아무도 자신의 추위와 배고픔을 알아주지 않는다며

한탄한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어머니는 길쌈으로 살림을 꾸려나가려고

401) <경자록>, 52-59구.
402) <경자록>, 60-8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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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어지도다 어지도다 후덕하신 시모님은

구구상포(呴呴相哺) 낙을 삼아 저 물래에 목을 매여

한필 두필 내여 파니 한냥 두냥 이문일내

이렁저렁 장만하여 논도 사고 밭도 사내403)

이처럼 농사를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길쌈을 통하여 논밭을 사고 살림을 꾸

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후 능주구씨는 후손들에 대한 당부를 전하는데, 화자의

당부는 단순히 가계를 잘 꾸려가라는 내용은 아니다. 화자는 후손들에게 “철없

는 아해들아 내 말 자시 드러두라/ 없는 사람 천대(賤待) 말고 있는 사람 추세

마라/ 없다고 맹 없으며 있다고 맹 잘살가/ 부디부디 명심하여 본심 경게하여서

라”404)라며 빈천은 언제나 변할 수 있으니 본심을 경계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노부탄>에는 남편이 살아 있어도 치산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그려

져 있다. 이상원이 지적한바, <노부탄>에는 남편의 과거 준비를 위한 치산의 문

제가 초점화되어 있다.405) 화자는 어린 시절 자신이 방적(紡績)을 배웠다는 내용

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

아적 질삼 화 곱도록 精정히 여

열새 열두 새내 눈의 덜 고아라

衣服의복도 려니와 들 업슬손가

가히고 가혀셔 箱子籠동의 녀허 노코

엄의 눈 일만졍 다시곰 뫼화 내여

뵈 고은 明紬명쥬 一生일닙고 남을노다406)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어렸을 때부터 길쌈을 배웠는데, 처음에는 만족스러

운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는 베와 고운 명주를 만들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능력으로 인하여 아버지도 “이 아싀집

403) <경자록>, 94-101구.
404) <경자록>, 142-149구.
405) 이상원, 앞의 논문, 2018b, 194면.
406) <노부탄>, 3-1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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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 셰간을 일우리라”407)라고 말했으며, 화자도 “丈夫장부를 만나오면 治産치

산을 져 가”408)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한다. 그런데 화자는 혼인한 이후 치산

에 힘쓰기보다는 남편의 과거 공부를 뒷바라지한다.

山房산방의 가接壤졉양 官白관을 보正草졍초

셔울의 庭試謁聖졍시알셩 싀고을 監試東堂감치동댱

뵈 라 明紙명지 사고 쇼 라 資裝쟝 니

아젹 留念유념것 다 러 업시 고

혼잣쏜 삿던 田畓뎐답 앗길 줄 모고셔

이 科擧과거 밧 賭地도지 오式年식연 논 니

울은 독 돗던지409)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집안의 재산을 팔아서 남편의 과거 공부와 과거 응

시를 지원했다고 말한다. 천신만고 끝에 남편은 과거에 급제하게 된다. 그러나

남편은 과거에 급제하자마자 귀양을 가게 된다.

閨中규듕의 어린 婦女부녀 그 말을 밋엇더니

宦路환노의 못 올나셔 귀향은 무일고

지은 罪졔 업건마노시니 天恩쳔은일쇠

머나먼 關塞관 길가오빗이로다

고 남은 젹은 밧자리 단 말가410)

화자는 남편의 과거 급제에 기뻐하였으나 남편은 환로에 오르지도 못하고 귀

양을 간다.411) 이때 귀양에 대한 화자의 반응이 이례적인데, 화자는 죄가 없는

남편을 위하여 항변하는 한편으로, 귀양 과정에서의 비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

407) <노부탄>, 17-18구.
408) <노부탄>, 21-22구.
409) <노부탄>, 45-57구.
410) <노부탄>, 79-88구.
411) 정조 즉위년(1776) 4월 이일화(李一和), 유한신(柳翰申), 이덕사(李德師)가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한 상소를 올렸으며, 그해 8월 이응원(李應元), 이도현(李道顯) 부자가 사도세자
를 신원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정조는 이덕사 등을 사형시키고, 이응원을 사형
시킨 이후 안동을 부에서 현으로 강등하였다. 당시 김약련은 이응원과 함께 일을 꾸몄다
고 하여 삭녕으로 유배 가게 된다(손대현, 앞의 논문, 1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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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유배지로 가고 오는 것이 모두 빚이라며, 팔다 남은 작은 밭까지 팔 수밖

에 없었다고 말한다. 결국 남편은 해배되어 돌아오지만,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

이 되지 않는다. 이후 화자는 이웃 여성과의 대화를 통해 과거 공부가 무의미하

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아모 을 오마 은 自家〃長가가쟝 쟈랑 말이

아기 師長사쟝 라 千字居正쳔거졍 호더니

艱難가난의 놀나신지 冊을 묵거 시언

광히 메고 홈의 쥐여 논 고 밧츨 갓과

녀의 슈고여 을의 두리니

妻子眷屬쳐관속 불키고 환자 구실 걱졍 업

이 아니 神仙신션인가 科擧과거여 무하리

나도 그말 들어 恍然황연히 니

글工夫공부 던 虛費허비 科擧과거 보던 이 所入소입을

다 두어 田地젼지 사고 夫耕婦饁부경부엽 면

져 婦人부인 져 丈夫쟝부현마못 밋츠리412)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아무 마을 아무 댁이 공부를 그만두고 농사를 지어

서 처자관속의 배를 불리고 환자 구실을 걱정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논밭을 사

서 부부가 농사를 짓겠다는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남편이 돕지 않는 바

람에 결국 계획을 포기하게 된다.

<노부탄>의 순천김씨는 남편의 과거 합격에서 오는 기쁨과 관직 진출의 좌

절에서 오는 실망감을 반복적으로 느끼면서, 농사를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

복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아들을 시킬 수는 없었다.

화자는 이웃 여성의 말을 듣고 남편을 설득하여 농사에 힘쓰려고 하였으나 남

편은 책장을 넘기며 엉뚱한 소리를 할 뿐이다. 화자는 남편에서 손녀딸이 어제

아침에 먹고 먹은 것이 없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의 탓이냐고 항의한다. 이에

남편은 우리 부처가 굶는 것은 화식을 소개한 수인씨 탓이며 옥황상제에게 부

귀 빈천의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다.

이에 화자는 “나도 이말 듯고 말여 無益무익외/ 門문 닷고 돌쳐 혜니 오

412) <노부탄>, 113-134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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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어이리/ 世上셰샹의 굼고 벗고 글 다가 科擧과거도/ 못 사만니

라”413)라고 세상에는 굶고 벗고 과거 합격 못 한 사람이 많다며 체념한다.

요컨대, 이들 작품에는 양반 여성으로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어려움을 호소하

며 유사한 처지에 있는 청자와의 동질감을 추구하는 자아가 형상화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자아는 치산의 고초에 대하여 위로를 전달하는 연대적 자아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작품에서 강조하는 치산에 대한 관심은 당대부터 등장하는 <복선화음

가> 계열 가사와 관련성이 있다.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는 80여 종 이상이 보

고되는데, 규방 여성의 교양적 생활문화에서 향유되었다고 여겨진다.414) 이 계열

가사를 작품의 의도와 향유층의 의식과 관련하여 규범적 계녀가를 삽입한 ‘계녀

(중심)형’과 화자의 일생이 확대된 ‘전기(중심)형’으로 나눌 수 있다. 두 유형 모

두 치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있다. ‘계녀형’에서는 양잠이나 직조와 같은 가

사노동 차원의 치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기형’에서는 개간과 매매 등 생산

및 사업 활동까지 이루어지고 있다.415) 그런데 <복선화음가> 계열 가사가 향유

자의 흥미에 방점이 놓여 치산을 과장하는 데 반하여 자기서사에는 기실(記實)

에 방점이 놓여 사실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크다.416)

2) 신분의 질곡에 대한 공감

그다음으로 기생으로 겪어야 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토로하고 있는 <기생명선

자술가>와 <군산월애원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작품에 대해서는 기생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쓰였다는 주장과 기생에 대한 흥미로 인하여 쓰였다는 주장

이 대립하고 있다. 작품에 나타나는 자아의 양상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으로

413) <노부탄>, 181-187구.
414) 성무경, ｢<복선화음가>류 가사의 이본현황과 텍스트 소통｣, 민족문학사연구 22, 민족
문학사학회, 2003, 88면.

415) 조해숙, 앞의 논문, 4-13면.
416) 윤주필은 우산본 <복선화음록>에서 연안이씨라는 가상의 인물이 화자로 등장하여 방
적, 농사, 교역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치산을 한다고 지적하면서, 그중 교역의 유통 범
위나 품목이 거의 근대 상사(商社)의 수준으로 묘사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윤주필, ｢우산
본 <복선화음록>의 특성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9,
302-30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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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기생명선자술가>를 살펴본다. <기생명선자술가>는 기생으로 태어난

자신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화자는 자신이 영웅도 아니고 남자도 아

니고 여자 중에서 양반도 아니고 기생으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느낀

다.

쳔지벽여 만물이 시고 인이 람난 후

고금 영웅을 역역희 혜여보니 한둘이 안니여든

이몸 어이여 남는 마다고

일여되어 나며 공명현달과 졔충신은

남에 업이나 거안졔미여 죵일이죵은

여에 여날 이각니

호부호모 계우니 황원라치고

져젹져젹 거름니 초무 검무 고이다417)

화자는 천지가 개벽하여 만물이 처음으로 생겨나고 사람이 태어난 후에 생겨

난 다음에 고금의 영웅을 헤아려 보니 하나둘이 아닌데 자신의 몸은 남자도 아

니고 여자인데다가 양반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라고 의문을 표한다. 자신은 호부

호모를 겨우 할 때 시조(時調)를 배우고 걸음걸이를 시작할 때 초무(初舞)와 검

무(劍舞)를 추었다고 말하고 있다.

명션으로 이름여 칠팔 셰에 시(時仕)니

죠달(早達)도 죠달할명월(明月) 갓튼 이얼골

션연(嬋娟)여 명션(明嬋)인가 명만천하(名滿天下) 큰 이름이

션죵신(善終身)할 명선(明嬋)인가 도임(到任) 쵸에 슈청(守廳)라

(內行次)예 젼(前陪)라 이십이 늦커든

십이 셰 성인(成人)니 어당한 예졀(禮節)인지

금수(禽獸)와 일반(一般)이라

문호젹(門戶相敵)은 완한(完寒)이 각 다른

슌도(巡使道) 거여 경부계 도라가니

복길셩(卜吉星)이 림(來臨)고 월노인(月下老人) 지시런가

417) <기생명선자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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죨부귀불(猝富貴不祥)이라 무복이 이러리

낭부니랑쳐(張郞婦李郞妻)로 몸 맛난 긔틀이라418)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명선이라는 이름을 받고 일고여덟 살 때부터 기생으

로 일하게 되었다고 밝힌다. 새로운 관찰사가 도임하자 명선은 관찰사의 수청을

들고 관찰사 부인의 전배를 수행한다. 기생은 가관(加冠)을 기준으로 동기(童妓)

와 장기(長妓)로 나뉘는데, 가관은 나이는 정해져 있지 않고 기역을 수행할만한

역량과도 관련이 있었다.419) 화자는 십이 세에 성인(成人)을 하였다고 말하며 자

신은 인간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러나 관찰사는 벼슬이 갈려 서울로 돌아가고

화자는 시름에 빠져 놀음에 몸을 던진다.

도라셔니 북춤이요 더져 추니 구락(毬樂)이라

셔황모(西皇母) 요진연(瑤池宴)에 반됴(蟠桃)를 진난 듯

홍문연(鴻門宴) 큰 잔쳬에 항(項莊)에 날닌 칼이

유졍(劉亭長)을 향난 듯 남(藍)쳘닉 불근 갓셰

호슈(虎鬚) 검(大劍) 고이토다 셰젹(細해笛)에 긴소요

단구에 가(雜歌)로다 규(閨行)이 무엇신지

괴난이 남로다420)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고무(鼓舞), 포악(抛樂), 헌반도(獻蟠桃), 홍문연(鴻門

宴), 검무(劍舞) 등을 춘다. 세피리에 긴소리를 부르고 단장구 장단에 잡가를 부

르고 남자들과 사귀고 있다. 화자는 재예를 수행하며, 남성들의 육체적 요구에

시달리는 삶에 대한 염증을 표현한다. 그러나 <기생명선자술가>에 나타나는 기

생의 모습은 남성 화자가 등장하는 사설시조에 나타나는 기생의 모습과는 판이

하다.

引吾觴이 自酌하이 酩酊케 醉한 後에 한 골을 當到하니 珠簾畫閣 놉흔 집에 綠衣紅

裳 一美人이 웃는 듯 반기는 듯 王昭君이 姿態로다

418) <기생명선자술가>.
419) 박영민, ｢‘기생안’을 통해본 조선후기 기생의 공적 삶과 신분변화｣, 대동문화연구 71,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2010, 235-240면.

420) <기생명선자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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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라락 달여들어 가는 허리 후리처 잘근 안고 紅裳을 거드치니 雪膚는 豐滿하고 兩

脉丹山 극한 속에 芳草는 旭旭한데 한 송이 모란花가 爛漫이 불거는데

英雄豪傑이 거 누구냐 情不自抑 興不自勝이라 熱如肉棒으로 左冲右突 進退하니 興啞

之聲이 連發이라421)

위의 작품은 박재연 교수 소장 의학서 경험신방(經驗新方)의 뒷부분에 필사

된 9수의 시조 가운데 1수이다. 이 시조는 경험신방이 19세기에 필사된 것과

달리 20세기 전반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422) 화자는 술에 잔뜩 취해 주렴화

각 높은 집을 찾아가서 녹의홍상을 입은 일미인을 만난다. 화자는 일미인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달려들어 허리를 잡고 치마를 걷어친다.

이후 자신이 영웅호걸이라고 자부하는 화자는 성행위의 즐거움을 묘사한다. 이

작품은 기생의 육체가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으며, 성행위가 노골적으로 묘사

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기생명선자술가>에서는 남성과의 사귐

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으나 기생에 대한 대상화가 나타나지 않는다.423) <기녀

명선자술가>는 기생을 대상화하는 글쓰기라기보다는 자신의 일생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글쓰기라는 점에서 자기서사로 보아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424)

그런데 명선은 김진사를 만나고 나서 새로운 역할이 생긴다. 명선은 사또의

계지인 김진사와 인연을 맺는데, 김진사는 결국 서울로 떠나간다. 이후 명선은

김진사를 그리워하는데, 여기에서부터 절효의 실천자가 된다.

좌우(左思右思)니 인신 우리 부모 이우(貽憂)신 시졀이라

오형지죄(五刑之罪) 천(三千) 중의 불효막알것마난

고급금(自古及今) 혜알리니 헌헌(軒軒)한 부라도 충효쌍전(忠孝雙全) 드물거든

421) 장안영 ·김영, ｢새로운 고시조의 발굴과 시조 작품 9수의 검토｣, 동양문화연구 33, 영
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20, 206면.

422) 위의 논문, 200-202면.
423) 헌종 12년(1864) 용천 기생 출신으로 심희순의 첩이 된 초월(楚月)은 21,000여 자의 장
편으로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지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기생 초월이 쓴 작품이라
는 주장과 양반이 쓴 작품이라는 주장이 공존하고 있다(신두환, ｢기생 초월의 상소문 연
구｣, 한문학보 31, 우리한문학회, 2014, 131-171면).

424) 자신의 살아온 삶을 시간 순으로 서술하며 자신이 왜 기생이 되었는지, 기생의 삶을 어
떻게 받아들였는지 쓰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를 비하하며 대상화하는 글쓰기와는 차이가
있다(박영민, ｢소지류의 여성의 성 인식과 그 의미｣, 어문논집 73, 민족어문학회, 2015,
9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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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며 이일신 소소일 여라 졀효을 갓쵸할가

여의 원부모(遠父母)난 나 혼아니오니

죽은 줄노 각말고 죤쳬(尊體)을 보중(保重)오425)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부모를 생각하며 자신의 불효가 막대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헌헌(軒軒)한 부라도 충효쌍전(忠孝雙全) 드물거든/ 물며 이일신

(一身) 소소일 여라 졀효을 갓쵸할가”라며, 자신이 절(節)과 효(孝)를 함께

갖추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화자의 절효에 대한 고민은 끝

나지 않았다. 명선은 새로운 관찰사가 와서 부르고 조르는 곳이 많지만 모두 거

절한다. 이로 인해 명선은 절(節)과 효(孝)의 대립을 경험하게 된다. 어머니가

좋은 의복을 차려 주었으나 은혜가 허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에 화자는 “소

경의 무한 시름 불효(不孝)가 막로다”426)라고 한탄한다. 화자의 절효에 대한

고민은 아들을 낳게 되면서 끝난다.

다수다병(多數多病) 기질의 밥 못 먹고 못 니

한몸도 무겁거든 갑업신 중한 네 몸

무사할 줄 몰나드니 십 (十朔)의 복(解腹)니

어화 질거울옥갓튼 남로다 졔셩(啼聲)이 흠양고

셔각(犀角)이 풍영(豐盈)니 헌헌한 부 긔상

진님을 한 듯 놉푼 코 모난 입과

셩신(星辰) 와(臥蠶) 말근 눈이 엄연이 님이로다

남안여 여라도 임의 긔출(己出) 귀려던

물며 네 모양이 부십(父習)을 타고나니

랑홉고 귀기가 그 무엇셰 비(比)찬 말가

죵의탁(三從依託) 죠흘시고 쳔금 갓튼 너을 보니

각이 바이 업다427)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다가 남아를 낳아서 기뻐하며,

삼종 의탁을 하겠다고 결심한다. 이후 화자는 아이가 벼슬을 할 것이라고 아이

425) <기생명선자술가>.
426) <기생명선자술가>.
427) <기생명선자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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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장래에 대하여 기대한다. 결국 명선은 김진사가 보낸 교군(轎軍)과 가마를

받아 서울로 올라가게 된다. 이때 화자의 자신의 성공을 자부하며 재회의 기쁨

을 노래한다.

평셩이 쳔지의 임과 나와 이별 업시

셰무양(百歲無恙) 지고져 낙(樂昌)의 파(破)한 거울

안(上元) 시의 둥구럿고 풍셩(豐城)의 논인 금(劍)이

연평진(延平津)의 합도다 쵸(楚) 양(陽臺)의 셰이연(再世因緣)

안이 부럽거든 두십낭(杜十娘)의 투강(投江事)을

졀로 이를 숀가428)

그런데 이 장면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명선의 서사가 김진사와의 재회에서 끝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선의 성공이 불완전하며 불안정한 것이라는 점을

암시해주고 있다. 서울로 올라간 명선은 평생 김진사에게 버림받지 않고 살았을

까? 양반이 관기를 첩으로 데려오는 경우 나라에 의하여 쇄환되는 경우가 많았

다. 관기가 면천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양반이 불법적으로 데려왔기 때문이

다. 이로 인해 경국대전 ｢형전(刑典)｣ <천첩(賤妾)>에 관비가 도망하여 첩이

된 경우 다른 사람을 대신 관비로 세우거나, 세울 수 없는 경우 환천시킨다고

하였다.429) 또한 전록통고(典錄通考) ｢형전(刑典)｣에 평안도와 함경도의 관기

(官妓)를 데리고 사는 사람을 엄금한다는 내용과430) 관기 쇄환이 넓은 지역에

걸쳐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이 실리기도 하였다.431) 쇄환령으로 인하여 첩이 되

428) <기생명선자술가>.
429) 經國大典, ｢刑典｣, <賤妾>(조선시대 법령자료, <http://db.history.go.kr/id/jlawa_10
5_0210_0010>, 검색일자: 2021.08.19.)

430) “수령이 가솔을 너무 많이 데려가거나 양계(兩界 평안도·함경도)의 관기(官妓)를 한 집
에 데리고 사는 자는 모두 사목(事目)에 의거하여 낱낱이 엄금한다. 강희(康熙) 경신년
(1680, 숙종6)의 승전이다.” 전록통고(典錄通考) ｢형전(刑典)｣ <수령람솔(守令濫率)>, 조
선시대 법령자료, <http://db.history .go.kr/id/ jlawb_060r_0120_0010_0040_0280>, 검색일
자: 2021.08.19.

431) “관기(官妓)를 쇄환(刷還)시키는 일은 서북(西北 평안도)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삼
남(三南 충청도·전라도·경상도)·황해도·강원도 등도 그러하다. 관기를 데리고 살다가 그대
로 속량시켜 데려오면 관가(官家)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니, 비록 쇄환하여 환천(還賤)
시키라는 명이 있었더라도 만약 드러나는 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징치하여 권면할 방법이
없다. 앞으로는 엄하게 금령(禁令)을 세워 이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물어 처벌한
다. 강희(康熙) 경신년(1680, 숙종6)의 승전이다.” 전록통고(典錄通考) ｢형전(刑典)｣ <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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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가 다시 기생이 될 위기에 처해 목숨을 버리는 여성도 있었다.432) 정치화

(鄭致和, 1609-1677)는 의주부(義州府)의 관적에 올라 있었던 기생 청주한씨(淸

州韓氏)의 몸값을 내고 첩으로 삼았다. 평안도에서 쇄환령이 내려지자 정치화는

그녀에게 의주부로 돌아가라고 종용하였고 이에 청주한씨는 어머니를 돌봐달라

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433)

한편 나라에 의하여 쇄환되지 않더라도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경우도 많았다. ｢

정주마마실적｣은 기생의 열행을 칭송하고 있는 글이다. 이 글은 조영재(趙永載,

1868-1937)가 백조부(伯祖父)인 조학년(趙鶴年, 1768-1854)의 기생첩에 대해서

쓴 것이다. 여기에서 마마(媽媽)는 고관과 결혼한 첩을 가리킨다. 마마는 조학년

이 정주목사였을 때의 인연으로 그의 아들을 낳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이 세상을 떠났다. 조학년은 서울로 올라왔으나 마마는 정주에서 수절을 하였

다. 조학년의 거부에도 마마는 그를 따라 서울로 왔으며 그의 첩으로 살았다.

이후 조학년이 세상을 떠나자 마마는 예법에 따라 상을 치르고 세상을 떠났

다.434) 이처럼 명선의 성공은 불안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명선이 기생들에게 남기는 조언에서도 불안이 감지된다.

어화 벗님야 이말 웃지 말소

낭양셩동(洛陽城東) 도리원(桃李園)의 시졀이 양이며

화양(三瓦兩舍) 연화(烟火) 즁의 오입을 미들숀가

이인(以色事人) 우리 연국부인(汧國夫人) 못 바라나

위션 봉 질겁도다435)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동료 기생으로 볼 수 있는 ‘벗님네’에게 자신의 말을

환관기사(刷還官妓事)>, 조선시대 법령자료, <http://db.history.go.kr/id/jlawb_060r_0120_
0060_0040_0360>, 검색일자: 2021.08.19.

432) 조선후기 야담집 파수록(罷睡錄)에 한 재상이 아들이 데려온 기생을 돌려보내려고 했
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던 기생이 벼랑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이야기가 실려있다(정병설, 앞
의 책, 2007, 113면).

433) 김일환, ｢기생 한씨의 죽음을 대하는 방식｣, 우리문학연구 64, 우리문학회, 2019,
182-186면.

434) 정병설, ｢고관의 첩이 된 기생-｢정주마마실적｣에 대하여｣, 문헌과해석 83, 문헌과해석
사, 2018, 87면.

435) <기생명선자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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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고 웃지 말라며 꽃시절도 매양이 아니고 삼화양사 연화중의 오입객도 믿을

수 없다며 색으로 사람을 섬기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당나라 정원화(鄭元和)의

정실부인이 된 기생(李娃)처럼 봉호를 받아 견국부인은 될 수 없으나 정인과의

상봉이 즐겁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화자는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처한 기생

들과 동조하고자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명선을 서울로 데려온 김

진사조차도 오입객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에 명선의 성공은 불안을 담지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산월애원가>는 이 작품은 창녀의 기박함과 양반의 무정함에 대한

한탄으로 시작한다.436) 이러한 한탄은 김학사와 군산월의 이별이 개별적인 문제

라기보다는 기생과 양반이라는 신분적 차이로 인해 빚어진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하게 한다. 군산월은 자신의 신분은 기생이지만 행실은 기생이 아니라며 절개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한다.

본기일실이야 긔일가

십구 셰 이광음(光陰) 일부종신(一夫終身) 셔라

졀(節行)이 놉하기로 본관(本官) 수쳥 아니하고

심규(深閨)의 몸을 쳐이젼 기 펴 보니

남원(南原)의 츄양이난 졀이 놉하기로

옥즁의 죽기 될 되 이소식 반가와라

이다지 히 되어437) 어사 안젼 치 되고

평양의 옥단츈이 어이별 몃다린고

영광졍 큰 의 거린으로 오신 람

낭군(郎君)인쥴 가 알고438)439)

위 인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화자가 절개를 지키는 이유로 소설의 인물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화자는 남원(南原)의 춘향과 평양(平壤)의 옥단춘이 절개를

지켜서 암행어사가 된 정인과 재회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화자가 춘향, 옥

436) “어와 긔박(奇薄)여신명(倡女身命) 기박/ 고이(怪異)하다 양반실 이다지도
무졍오”(군산월애원가, 1-4구)

437) 한국국학진흥원본에는 “이기리로 귀히되여”로 필사되어 있다.
438) 한국국학진흥원본에는 “낭군인쥴 뉘가알고”로 필사되어 있다.
439) <군산월애원가>, 17-3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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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춘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설에서 자신의 전범을 찾고 있는

것인데 이는 군산월의 희망이 현실에서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

나 화자의 결심과 기생의 의무는 상충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군산월이 김학사

를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칠보산(七寶山)의 유람이라는 것에서 방증된다.

김학이번 졍(定配) 학의 운(厄運)인가

이몸의 연분(緣分) 이셔 연분와겻가

연분이 즁(重)코 중하날님이 둘너가

젼의 연분이셔 승샹님이 보신가

칠보쳣 안면의 연약(言約)이 금셕(金石) 갓다

칠보거하고 본집의 도라와셔

나으리 시기을 예의로 뫼셔보

뉵예(六藝)은 업슬망졍 군쳬볍 다를손가440)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자는 본관의 수청은 거절할 수 있었으

나 본관이 김학사를 대접하기 위한 유람에는 참석해야 하였던 것이다. 유람에서

김학사와 군산월은 언약을 하고 군산월은 김학사를 모시기 시작한다.

이후 김학사는 해배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본관은 김학사에게

군산월을 데리고 갈 것인지 물어본다.441) 본관이 군산월의 운명에 관여하는 것

은, 인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처세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고관이

될 김학사와 연을 이을 수단으로 군산월을 이용하는 것이다.442) 가사에서는 본

관의 성덕(盛德)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고 있으나 본관의 입장에서는 군산월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김학사를 대접해준 본관의 면전에서 김학사가 군산

월을 매정하게 버리고 간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김학사가 군산월을 여정에 동행

440) <군산월애원가>, 36-51구.
441) “어와 감츅할쳔은이 망극니/ 죄명을 노으시고 회라 분부하니/ 나으리 거동 보
소 북향하여 하고/ 문발을 손의 들고 본관의 드러가셔/ 희희낙낙 즐겨고 을 수
습여 / 본관의 하난 말이 본관을 하직하니/ 군월을 어이하고 가시려 난잇가/ 학
의 마리 군월을 여두고/ 고향의 도라간들 오불망 어이할고/ 언약이 이셔스니
다리고 가오리다/ 본관의 셩덕 보소 남북 주고 쥬고/ 님의 하마리 뫼시고 가
거라/ 쳘의강도샹의 김학치 되어/ 회을 위로하고 조심하여 잘 가거라”(<군산
월애원가>, 52-79구)

442) 고순희, 앞의 논문, 1996,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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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군산월은 김학사와 동행하기 전에 가족들과 이별한다. 이때 <군산월애원가>

에서도 화자가 효(孝)와 절(節)의 양립 불가능을 인식하는 대목이 등장한다.

군월이 그말 듯고 일희일비(一喜一悲) 그지 업다

쳘이타향(千里他鄕) 가하니 부모동그리워라

아니 가각하니 이왕의 김학의

쳔쳡(賤妾)이 되었시니 아무리 쳔쳡인들

종졔법 모을 손가 마음의 괴한 쳬로

부모동손을 고 은근이 위로하되

이왕의 김학을 군(君子)로 셤겨시니

김학회뵈(解配)여 향산의 도라가니

불이부(不仕二夫) 이졀나도 이져 가나이다

아모리 긔이나 실이야 다를손가

여유(女子有行) 원부모(遠父母)라 츌가외인 각말고

만셰만셰 안보하여 무양(無恙)긔 지시면

타향(他鄕)의 몸을 떠셔 쳘이말이(千里萬里) 멀고머나

다시 와셔 보오리다 부모의 하말이

온야 온야 그리라 온야 온야 거라

네 셩품 알뜨시 못 가라 하나야

아모리 식인들 군제법 각하고

불원쳘이 갈나하니 엇지 말일 손가443)

위의 인용문에서 군산월은 천리타향을 가려고 하니 부모 동생이 그립고, 안

가자고 하니 남편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장면은 효(孝)와 절(節)의

대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때의 대립은 양반 여성의 자기서사에 나타나

는 것과는 다르다. 양반 여성의 자기서사에 나타나는 효(孝)와 절(節)의 대립은,

주로 삶과 죽음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즉, 남편이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 부모

를 위하여 목숨을 부지할 것인지, 아니면 남편을 따라서 목숨을 버릴 것인지의

대립이다. 이와 달리 기생의 자기서사에 나타나는 효(孝)와 절(節)의 대립은 머

무름과 떠남의 대립으로 나타난다. 즉, 부모를 위하여 고향에 머물러 있을 것인

443) <군산월애원가>, 80-115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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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면 남편을 위하여 고향을 떠날 것인지의 대립인 것이다. 이에 군산월은

자신은 기생이지만 행실이 다를 수 없다며, 시경의 ‘여자유행 원부모형제(女子
有行 遠父母兄弟)’를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이에 부모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사

군제법을 생각하고 불원천리를 가려고 하는데 어찌 말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군산월애원가>에 나타나는 절행에 대한 강조는, 19세기에 이르면 절

(節)에 대한 강조가 기생들에게까지 강요된 것이 반영되었다는 견해와444) 기생

들이 현실적인 신분 상승이자 생존수단으로서 절(節)을 선택하였다는 견해,445)

자존의 수단으로서 절(節)을 선택하였다는 견해로446) 나누어진다. 그러나 당대

기생에 대한 가혹한 처우를 감안한다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존재로 인정받기 위

한 인정투쟁의 방법으로 절(節)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군산월애원가>에서는 군산월과 김학사의 이별 장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장면은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447) 김학사는 군산월을 데려가기에는 상황이 난처하고 어렵다며 자신

이 군산월을 속였으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가라고 말한다. 이에 군산월

과 김학사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김학사는 이별의 슬픔과 재회의 소망을 위주로

노래하고 있는 반면에 군산월은 신세에 대한 한탄과 재회의 불가능성을 노래하

고 있다.

결국 군산월과 김학사는 이별주를 나눠 먹고 이별하는데, 두 사람이 남북으로

나눠선 길 위에서 군산월은 김학사에게 웃음을 보낸다.

군월이 거동 보소 츄파(秋波)를 넌짓 드러

학풍다시 보고 우시며 허락

그 우슴이 진졍인가 어이없우되고

눈물이 소나고 우름 화우이라448)

위의 인용문에서 이때 군산월의 웃음은 김학사의 배신을 받아들이는 순종적

444) 위의 논문, 1996, 108-114면.
445) 박혜숙, 앞의 논문, 2004, 224면; 박애경, ｢소수자 문학으로서의 기녀문학｣, 고전문학연
구 29, 한국고전문학회, 2006, 199면.

446) 유정선, 앞의 논문, 24면.
447) 박수진, 앞의 논문, 2013, 155-158면.
448) <군산월애원가>, 234-241구.



- 162 -

인 것이라기보다는 어이없는 상황에 대한 헛웃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군산

월은 고독의 상황을 경험한다. 군산월이 경험하는 고독은 인간 존재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의 약속이 파기된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

하여 군산월은 “젼후을 각니 어이 업고 긔가 막혀/ 슉이 방불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처럼 군산월의 입장에서 이별이 묘사되는 것은 청자에게 군산

월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군산월은 김학사와 동행하다가 김학사에게 버림받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데, 돌아가는 길에 주막 방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혼말노 마리 이곳지 어요

북쳔이냐 남쳔인냐 고향이냐 타향이냐

젼이냐 이이냐 김학가 무졍튼가

군월이 박보(薄福)튼가 이곳쥭한들

쥭난 쥴을 뉘가 알며 셔른 졍 뉘가 알고

시렴으로 눈물노 밤우고

단독고신 한몸이 어로 가말고

셜(白雪)은 분부(紛紛)하고 낙엽은 만한

남북이 분간(分揀) 업고 도 셜고 물도 션

지향이 아득하여 오든 길 각니

벼면이 지왓다 이를 쥴 아라스면

익히보올거이 지경이 뜻밧기라

흠양의 도라간들 부모 동어이 보며

원근 친쳑 어이 볼고 비회(悲懷)을 위조

근근이 도라가셔 졀을 직히고셔

일부종신 하여셔라449)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시름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더라도 절행을 지키고 일

부종신을 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고 있다. 이에 논평자가 “안이 발되고 무릅

히 귀 넘도록/ 셰월을 보시니 그 아니 쟝할손가”450)라며 군산월의 절행을 칭

449) <군산월애원가>, 288-307구.
450) 고순희는 <군산월애원가>의 마지막 7구가 제3자에 의해 개작되었거나 제3자가 논평을
붙인 것이라고 하였다(고순희, 앞의 논문, 1996, 95-96면). 그러나 “근근이 도라가셔 졀
을 직히고셔/ 일부종신 여셔라”가 앞부분과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는 정병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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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한다.

정병설은 <기생명선자술가>가 성공의 자축가라면 <군산월애원가>가 실패의

자탄가라고 평가하였다.451) 이들은 외지에서 온 양반과의 만남을 통해 양반의

첩이 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춘향전의 춘향과 옥단춘전의 옥단춘이라

는 소설의 인물을 전범으로 삼아 절행(節行)을 하고자 하였다. 그렇다면 명선이

성공한 데 반해 군산월이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진사는 신의가 있지만 김

학사는 신의가 없기 때문일까? 물론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관기가 양반의

첩이 되기 위한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 특히 아들의 유무(有無)라

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명선은 김진사를 따라갈 수 있었으나 군산월

은 김학사를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다. 이들의 절행은 필요조건이긴 하지만 충

분조건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생이라는 신분으로 인한 것으로 이들 작품에는 기생으로

서 역할을 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기생들에게 동조

하고자 하는 자아가 형상화되어 있다. 이러한 자아는 신분적 질곡에 대해 동조

하고자 하는 연대적 자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의 견해를 수용하여 마지막 4구가 제3자의 논평이라는 관점을 취하고자 한다.
451) 정병설, 앞의 책, 2007, 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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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문학사적 의의

지금까지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에 나타난 서술 특징과 자아 형상을 갈래

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자기록 갈래는 인물의 일화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문어적 표현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전고를 원용하여

권위를 획득함으로써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상황을

항변하고 해명하려는 변론적 자아가 형상화되고 있는데, 변론적 자아가 말하려

는 것은 주로 정쟁의 상황에 대한 항변이나 투생의 상황에 대한 해명이다.

그다음으로 서간 갈래는 수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부분적

으로 전달하는 파편적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구어적 표현이 빈번하게 사용되어

절제되지 않은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내면의 갈등을 표출하는 모

순적 자아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이때 내면의 갈등은 종부로서 역할 수행에 대

한 고뇌와 종사를 앞둔 상황에서의 번민으로 나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사 갈래는 인물이나 환경의 묘사가 중심이 되는 복합적 구성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관습적 표현을 활용하여 동조

를 유도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타인과 동질감을 형성하려는 연대적 자아의 형

상이 드러나는데, 연대적 자아는 크게 치산의 고초에 대한 위로와 신분의 질곡

에 대한 공감을 추구하고자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문학 갈래와 자아의 형

상 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이 장에서는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가 문학

사에서 지니는 의의를 검토하고자 한다. 당대의 문학사에서 여성의 자기서사는

어떠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가?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가 논의

될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성의 자기서사가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글 글쓰기 전통과 자기서사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남성의 자기서사와 비교하여 여성의 자기서사가 지니는 특질이 존재하는가? 만

약 존재한다면 무엇을 특질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가? 여기에 답하는 과정을 통

하여 여성의 자기서사가 지니는 의의를 밝힐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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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 한글 자기서사의 출현 동인

여성 한글 자기서사의 출현 동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작품에 드

러나는 서술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작품에 드러나는 서술 동기는 ① 가족

의 요청에 대한 응낙 ② 민멸(泯滅)에 대한 저항 ③ 해원(解冤)에 대한 기대라

는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가족의 요청을 받아서 쓰는 경우가 있다. 혜경궁 홍씨는 조카 홍수영이

그녀의 필적을 집안에 남기고자 한다며 글을 써달라고 요청하자 자신의 일생을

글로 남긴다.

유시(幼詩)의 드러와 셔찰(書札) 왕복(往復)이 됴셕(朝夕)의 잇시니, 집의 슈젹

(手蹟)이 만히 이실 거시로입궐(入闕) 후 션친(先親) 경계오셔 “외간(外間)

셔(書辭)가 궁듕(宮中)의 드러가 흘일 거시 아니오, 문후(問候)외(外)의 연

만키 공경도리의 엇더니, 됴셕의 봉셔(封書)거든 집 소식만 알고 됴

의 보라” 시기, 션비(先妣)겨오셔 아져녁의 승후(承候)오시셔간

(書簡)의 양 됴머리의 보고, 션친 셔간의도 그라고, 동들

셔도 양 등셔거나 니, 집의 대궐 셔흘니디 말라 경계오시

니 모화 셰초(洗草)기로 일삼으니, 필젹(筆跡)이 뎐염거시 업니,

딜(姪子) 슈영이가 날려 양 “본집의 슈젹이 머믄 거시 업서 뎐가(傳家)

거시 업니 번 친히 리오면 보장(寶藏)을 삼아디라” 니 그 말히 올흐니

주고져 베퍼 못 더니, 나히 회갑을 당니 남은 날이 젹고 이 만

나 튜모(追募)가 심니, 셰월이 더 가면 졍신(情神) 근녁(筋力)이 이만도

못니, 족하의 쳥을 조차 내 경녁(經歷)거알게 고 겸야 흥감(興

感)야 나, 쇠모(衰耗)졍신이 디난 일을 다 긔록디 못고 각

노라.452)

위의 인용문에서 혜경궁 홍씨는 친정과 주고받은 편지를 세초하였으므로 친

정에 남은 필적이 없어서 조카가 매번 글을 써달라고 요청하였는데 마침 자신

과 경모궁 모두 회갑(回甲)이 된 해이므로 그동안 겪었던 경험과 감정을 기록하

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능주구씨의 <경자록>처럼 가족을 경계하기 위하여 글

452) 한중록, 151-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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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쓰기도 한다.

둘째,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 것이 두려워서 후대에 남기기 위하

여 글을 쓰기도 한다. 풍양조씨는 자기록의 서두에서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

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쳑탈세렴(滌脫世念)고 고요히 누어 각니 인니(人理)의 복션명응(福善冥

應)은 고금(古今)의 덧〃니(理)로우리 션당 현심슉덕(賢心淑德)과 관유통

쳘신 셩심으로써 수복(壽福)의 단박(短薄)심과 신후(身後)의 몰(埋沒)시

미 골됼유(遺恨)이오 샹시(常時) 혀나신 현덕(賢德)이 사의게 지나신 배

만흐번 합연(溘然)샤 셰샹을 리시매 놉흔 위의(威儀)쳔츄(千秋)의 아

득고 어진 덕은 진토(塵土)의 초이샤 다시 일라 알 니 업니 우리 의

더욱 배라.

쳐(潛處)가온대 셕(昔事)츄모(追募)니 셰〃(細細)히 목하(目下)의

버러 궁텬무(窮天無涯)셜우미 새로울나의 유시(幼時)의 어던 바 젹(行

蹟)만 대강 긔록(記錄)나 긋유튱(幼沖)아니라 우리 당의 만션(萬善)

의 죡샤 통쳘(通徹)신 식견과 활달신 도량의 침원(沈遠)신 지혜 (百

事)의 그 와 예 맛당히 샤 사의 각 밧기 만흐시니 엇지 능히 다 형

용야 긔록리오 겨오 만의 나흘 긔록부군의 과인히 인명쳘(仁慈明

哲)신 두어 죠건(條件)을 올니고 다시 나의 궁팔와 결발(結髮)의 늣거온

셜우므로써 일월이 깁흐매 능히 긔억디 못지라 셩혼(成婚)초로붓허 부(夫子)

의 환후시말(患候始末)과 봉변지(逢變之事)지 대강을 긔록야 나의 젼(生

前) 두고 목젼(目前事)치 닛지 말며 후(後生輩) 녜 일을 알과져 잠간

긔록나 졍신이 쇼삭(消索)고 심의(心意) 황난(荒亂)여 셔믈 엇지 못

다453)

위의 인용문에서 풍양조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사라져가는 것을 걱

정하며 자신의 생전에 자신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후에는 후생에게 알리

기 위해서 쓴다고 말한다. 해평윤씨도 자신의 사정을 스스로 기록하여 생전에

는 자신이 글을 읽고 만일 투생한다면 자손에게 글을 보이겠다고 밝히고 있

다.454)

453) 긔록, 148-149면.
454) “병진(丙辰) 츄칠월(秋七月) 슌망(旬望)의 구포(鷗浦) 월방(越房) 후쳥(後廳)의셔 평(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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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것이다. 인목왕후는 글

의 말미에서 “장심원(長深怨)은 불노천황(不老天荒)이라도 소설(消雪)키 어렵고

원왕지사(寃枉之事)천장(千丈)이라도 다 몯 쓰믜로다. 하 갑갑야 잠간 펴노

라.”455)라고 썼다. 즉, 자신의 심원과 원억으로 가슴이 답답하여서 글을 썼다고

밝히고 있다. 광주이씨는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를 밝히면서 ‘원정(原情)’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 언급한다.

 셰구연심올록 의 각이와 물솟긔록여 원졍치 알외기로 아바

님거셔 속의 두디 말고 라 평일 시기 대강을 알외여더니 이져 계신

디456)

 부가 셩졍 괴약 님업싀이라 경이 넉겨 과연 이리 원졍을 알외

배 아니오니 어마님계셔도 증 내셔 불의 너치 마시고 두 번이나 감

소셔.457)

 즈즐온 원졍을 졋오나 화증 아니 내시고 감옵시기 시 통촉여 보

시기 고이다.458)

원정이란 군현의 법정에 제출한 소지를 가리키는 것으로,459) 윗사람에게 보내

는 소지를 가리키기도 하였다. 위의 인용문에서 광주이씨는 자신이 편지를 쓴

이유로 시가의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서사의 서술 동기가 기본적으로는 자기탐색과

平) 후인(後人) 윤호구지이십삼(生之二十三載內)의 비고화악(悲苦禍惡)이 타별
(他別)심듕(心中)의 비한비원(悲恨悲怨)과 통탄(痛嘆)을 일합(一合)야 흉듕(胸中)의
뭉치 쳘괴 되어 젼후(生前死後)의 풀닐 길 업고 젼(生前)의도 원분비한(怨憤悲
恨)을 고(告)곳지 업쳔(千)의 일(一)과 만(萬)의 이(二)스로 긔록(記錄)야
젼(生前) 보고 만일(萬一) 완명이투이후(頑命而偸生以後)거든 손(子孫)을 뵈여 알
게 하고 무일호(一毫) 깃부고 희(喜幸)일 긔록(記錄)염즉일이 잇거든 
긔록(記錄)랴 죠희남기노라.”(윤시긔록, 152면).

455) ｢인목대비술회문｣, 129면.
456) ｢규한록｣, 밑줄 인용자 강조.
457) ｢규한록｣, 밑줄 인용자 강조.
458) ｢규한록｣, 밑줄 인용자 강조.
459) 김지수 저, 김대홍 역, 정의의 감정들, 너머북스, 2020,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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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의 동기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성공의 서사는 자기현시 혹은 자기

합리화가 강하게 나타나며, 불행의 서사는 자기치유와 자기해명이 강하게 나타

난다고 평가하였다.460) 이러한 분석은 개별 작자의 차원에서 확인되는 서술 동

기에만 집중한 것이다.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이러한 작품이 출현하고 있다면

그것의 사회문화적 출현 동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물론, 조선후기 이전에 여성의 자기서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인

간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다. 여성들은 글자가 존

재하기 전부터 말을 통하여 자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며, 남성이 한문

으로 기록한 글에 등장하는 여성의 인생에 대한 회고는 구술 자기서사의 흔적

을 보여준다. 신돈복(辛敦復, 1692-1779)의 학산한언(鶴山閑言)에는 퇴기(退妓)

분영(粉英)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분영이 화자로 등장하여 자신이 젊은 시절 인

연을 맺었던 고관이, 죽고 나서도 귀신이 되어서 자신을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들려준다.461) 또한 임매(任邁, 1771-1779)의 잡기고담(雜記古談)에 수록된 ｢환

처(宦妻)｣는 환관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이다. 환관의 아내가 화자로 등장하여

환관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어리숙한 승려와 혼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

준다.462) 그리하여 한글이 등장한 이후에 여성의 자기서사가 기록으로 정착된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신의 생애가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

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기서사의 서술 동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

는 것은, ‘나’의 삶이 후대에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의식이다. 혜경궁 홍씨

는 조카가 가보로 간직하기 위하여 글씨를 써달라고 요청하자 수신서나 한글소

설을 필사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 글을 써준다. 자신의 생

애가 남들과 다르며 특기할만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혜경궁은 “미망지

인(未亡之人)이 창상겁수(滄桑劫數)무수히 경녁(經歷)니 신셰(身世)예 이샹

미 텹(史牒) 후비(后妃)의 날 니비(比)야 견조 리도 업,

이번 거조(擧措)업일이라”463)라며 사서의 후비와 자신을 견주며 자신

460)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 앞의 논문, 2002a, 343면.
461) 신돈복 저, 정솔미 역, 이상한 것 낯선 것, 돌베개, 2019, 49-55면.
462) 진재교, ｢잡기고담 소재 <환처>의 서사와 여성상｣, 고소설연구 13, 한국고소설학회,
2002, 228-248면(한국고전여성문학회 편, 고전문학과 여성화자, 그 글쓰기의 전략, 월인,
2003에 재수록).

463) 한중록, 2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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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교할만한 이가 없을 정도로 자신의 인생이 특이하다고 하였다. 혜경궁 과

같은 왕가의 여성은 지고한 위치에 있었으므로 자신이 일생이 특기할 만하다고

여겼을 수 있다.

왕가의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분의 여성들이 자신의 일생을 글로 남겼다.

그들은 사서에 큰 발자취를 남기지는 않았으나 자신의 일생을 타인과 다른 것

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록으로 남길 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산이씨는 시어

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상주인 남편이 유배 중이라 오지 못하고 자신이 행상(行

喪)을 하였던 일을 쓰면서, “팔월(八月) 념뉵일(念六日) 상(行喪)여 음셩(陰

城) 뎍소(謫所)로 오되 상인(喪人)이 못 오시니 가지가지 의 업졍경(情景)

이 아라타 업서 내 상구(喪柩) 뒤뫼오와 상(行喪)니 그런 일이 어이

이시리오.”464)라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광주이씨는

“쳥샹인들 어업마쳥샹도 간(肝)이 잇졔 남편면 면목(面目)도 아디 못

유언(遺言)을 드러 오리잇가”465)라고 청상 중에서 자신과 같이 불행한 청상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능주구씨는 <경자록>에서 “어화 세상 사

람들아 이런 신세 또 있는가/ 십세 전에 부모 잃고 삼십 전에 과거로다”466)라며

자신과 같은 신세가 없을 것이라고 한탄한다. 이러한 인용문에 등장하는 나만큼

고통을 겪는 사람이 없다는 표현은 단순히 지극한 고통을 표현하는 수사적 표

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고통이 타인의 고통과는 다르며,

그 고통을 통하여 나를 타인과 다른 존재로 인식한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에 여성의 일생에 관하여 기록한 글은 자기서사만 존재하는 것은 아

니다. 이 시기 문헌 기록에서 여성의 일생에 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텍스트가 전(傳)467)과 행장(行狀)468), 묘도문자(墓道文

464) 고행록, 61면
465) ｢규한록｣.
466) <경자록>, 52-55구.
467) 전(傳)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열전(列傳) 이래로 한자문화권에서 고유하게
발전한 수사 양식 내지는 문학 장르인데, 한 인물의 일대기를 저술하면서 그것을 일정한
관점에서 포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박희병, 한국고전인물전연구, 한길사, 1992, 9
면).
여성에 대한 전(傳) 가운데 열녀(烈女)를 입전한 작품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선행연구

에서는 현전하는 열녀전을 총 100여 편으로 보고 있다. 열녀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연구자에 따라 연구시기와 연구대상에는 차이가 있다. 이혜순 ·김경미의 
한국의 열녀전에는 고려 말에서 조선 말까지의 총 85편의 열녀전이 수록되어 있다(이혜



- 170 -

字)469) 등이다. 주로 남성 작자가 저술한 전(傳) · 행장 ·묘도문자에서 여성들의

고난과 역경이 드러나 있다. 여성들은 남편의 요절(夭折), 가장의 유배, 가족의

질병, 집안의 무후(無後) 등의 위기를 맞이하고, 그것을 탁월한 자질로 극복해낸

다. 이때의 고난과 역경은 입전 여성의 덕성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존재

한다. 이와 달리 자기서사의 여성 작자들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스스로 기록

함으로써 그 당시 경험하였던 자신의 고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으며, 그것을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를 실증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17-19세기 전(傳), 행장, 묘지명에 등장하는 여성들과 자기서사에 등장하는 여성

들이 유사한 상황에 대처하는 반응을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들이 가족의 죽음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살펴

보고자 한다.

어머니는 한양 조씨이다. 아버지는 의빈도사 조간이고, 어머니는 청송 심씨로,

군수 심간의 따님이다. 어머니는 기유년(1609) 8월 29일에 태어났는데 나면서부

터 기이한 자질을 지녔고 행동거지가 평범한 아이들과는 달랐다. 여섯 살 때 어

머니 심씨가 세상을 버리시니 서모에게서 자라났다. 어렸을 때에는 성격이 자못

순 ·김경미, 한국의 열녀전, 도서출판 월인, 2002). 이대형은 조선전기에 해당하는 열녀
전 총5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이대형, ｢조선전기 열녀전 연구｣, 연세어문학 26, 연세
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홍인숙은 조선후기 열녀전 총 75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홍인숙, ｢조선후기 열녀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강영숙은 고려말
부터 경술국치 전후까지의 열녀전 총 102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강영숙, 한국 열녀전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468) 행장은 “문생이나 친구가 고인의 가계, 이름, 작위, 경력, 연수 등을 서술하여 고인의 시
호(諡號)를 제정할 때 참고로 하게 하거나 사관이 입전할 때 채택하도록 하는 글”이다.
조선후기 양반 가문에서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심경호, 한문산문미학,
고려대학교출판부, 2013, 275-277면). 이경하는 망실행장이 17세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가 “망자의 아름다운 행실을 전하여 민멸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행장의 저술 의도
를 통하여 묘지명을 제작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밝혔다(이경하, ｢망실행장류 연구｣, 한국
문화 40,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7, 4-5면). 한편 김미선은 여성들의 삶에 관한
글이 많이 지어진 이유를 17세기부터 가문중심주의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김미
선, ｢17세기 한글 산문의 발전과 <소현성록>｣,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37면). 이
후 가상의 인물에 대한 행록이 등장하기도 하였다(이지영, ｢<유한당사씨언행록>을 통해
본 조선시대 여성지성의 의식과 지향｣,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469) 묘도문자 혹은 비지문(碑誌文)은 “묘 앞에 세우거나 묘에 묻는 비에 새기는 모든 양식
의 문장”을 말한다(심경호, 앞의 책, 2013, 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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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세고 급하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문득 부르짖으며 울고 먹지도 않았

다. 그런데 하루는 갑자기 스스로 반성하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미 어머니를 잃

었으니 비록 화가 나서 안 먹는다 해도 다른 사람들 중 누가 나를 위해 걱정해

줄 것인가? 단지 내게 손해일 뿐이구나.” 하더니, 이로부터는 비록 매우 화가 나

도 반드시 참아 삼키고 이치대로 두면서 절대로 얼굴에 드러내지 않았다.470)

위의 인용문은 오도일(吳道一, 1645-1703)이 자신의 어머니 한양조씨(漢陽趙

氏, 1609-1669)를 위하여 쓴 ｢선비행장(先妣行狀)｣이다. 한양조씨는 어렸을 때

친모를 잃고 서모에 의하여 자랐는데 고집이 세고 성격이 급하여 제멋대로 행

동하였다. 어느 날 한양조씨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겉으로 분노를 표현하지

않기 시작하였다. 이처럼 행장에 등장하는 인물은 슬픔을 억제하여 유교적 인간

상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이와 달리 자기서사에 등장

하는 인물은 가족의 죽음을 수용하지 못하고 비통을 토해내고 있다. 특히, 
긔록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주조를 이

루고 있다.

이러부군이 상쳑우괴(傷慽憂苦ㅣ) 년면(連綿)니 셰(世事)ㅣ 무황(無遑)

시고 초긔(初忌)도 지나디 못여 신(新娶) 심히 급시나 왕뫼 년녕(年

齡)이 최고(最古)시고 듕궤(中饋) 븨엿디라 시러곰 마지 못여 널니 구혼(求

婚)여 납월(臘月)의 모친이 닙승(入承)시니 가되(家道)ㅣ 여젼(如前)여 븬

곳이 며이고 니즈러진 곳이 완젼니 물(物色)이 의구(依舊)고 오히려 변

치 아니시홀노 당이신 밧고이시고 인(人事)ㅣ 환역(換易)여 당 음

용(音容)과 자최쳔고(千古)의 졀원(絶遠)시니 오호 통라 쵹쳐(觸處) 물

(物色)의 슬프지 아니며 셟지 아닌 거시 업니 됴모(朝暮)의 모(思慕)고 쥬

야(晝夜)의 졀여 밤을 당나 다만 형뎨 외로온 금니(衾裏)의 흘 졉고

몸을 의지나 당 회리(懷裏)각매 그립고 슬프미 졀니 다만 눈물이

470) 오도일, ｢선비행장｣, 김경미 ·김기림 역주, 17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4, 보고사, 2006,
241면. 吳道一, 西坡集 卷23, ｢先妣行狀｣, “先妣趙氏, 系出漢陽. 考儀賓都事諱幹, 妣靑松
沈氏郡守諱諫之女. 先妣生於己酉八月二十九日, 生有異質, 擧止異凡兒. 六歲, 妣沈氏棄世,
鞠於庶母. 幼時性頗剛急, 有不如意事, 輒號哭不食. 一日忽自省曰, “我旣失所恃, 雖怒不食,
人誰肯爲我憂? 但於我有損耳.” 自是雖至甚怒必含忍理遣絶不形于色.”(한국고전종합DB, <h
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423A_0230_010_0010_2003_A152_XML>, 검색일
자: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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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개울 이라. 듕야(中夜)의 그리오 더욱 견기 어려오나 임의 날

이 으매 져기 위회(慰懷)고 부군고〃비읍(呱呱悲泣)믈 뵈디 아니

오랴 시 구지 고 경계 시러곰 무지(無知)히 일월(日月)을 보내여 연

(練祀)와 초긔(初忌)지내오니 당을 나완 지 임의 긔년(朞年)이라. 갈록

망〃셜움과 급〃그리옴이 지박(至迫)여 견기 어려오불쵸무지(不肖

無知)여 능히 닛고 구연시식(苟延視息)니 광음은 도〃 불뉴여 얼프시 죵

상(終喪)을 고 결복(闋服)지 니 아조 쳔고(千古)예 일이 되신지라 오호

통라 (次生)의다시 모녀의 텬뉸(天倫)과 훤쇼(萱所)의 낙을 엇기 어려오

니 궁텬무(窮天無涯)셜우미 죵텬불멸(終天不滅)이니 디통(至痛)이 임의 흉간

(胸間)의 병이 〃러 덩이 긔운이 응결여 잠간 심여(心慮)동면 음식을

리오지 못고 시더옥 음식을 슌강(順降)치 못거시 슉질(宿疾)이 되

어 포병지인(抱病之人)이니 엇디 슬프디 아니리오471)

위의 인용문에서 풍양조씨는 아버지가 재혼을 하게 되어 어머니가 새로 생기

게 되었으니 물색이 의구한 것과 달리 인사가 바뀌게 되어 슬픔이 더해갔다고

쓰고 있다. 밤이 되어 언니와 이불 속에서 서로 끌어안아도 어머니의 품이 간절

하여 눈물로 베개를 적셨으나 아버지에게는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 애썼다. 세월

이 지났으나 점점 설움과 그리움이 깊어져서 종상이 끝났으나 자신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언니는 그것이 지병이 되어 버렸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처

럼 행장에 등장하는 여성은 어머니의 죽음을 감내하고 인격을 도야하려고 하였

으나 자기서사에 등장하는 여성은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처절하게 토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편의 학업을 위하여 내조를 하는 여성에 대한 서술의 차이를 확

인하고자 한다.

진사공이 공부하러 외지에 가 있을 때 유인이 홀로 집안일을 모두 담당했는데

비복 다스리는 것, 농사와 누에치기, 쌀과 소금, 옷감 등 모든 것에 마땅히 잘 처

리하였다. 소리가 밖에 들리지 않았으며 외부에 대한 견식이 과인하여 이전 역사

로 비추어 성패를 판단하였다.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면 진사공이 아내의 견해를

물으며 상의하였다.472)

471) 긔록, 172-173면.
472) 김미란, 조선시대 양반가 여성의 전기문 연구, 평민사, 2016, 81면. 洪奭周, 淵泉先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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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홍석주(洪奭周, 1774-1842)의 ｢유인채씨묘지명(孺人蔡氏墓誌銘)

｣으로 심혁(沈赫)의 아내인 평강채씨(平康蔡氏)에 관하여 쓴 것이다. 묘지명에서

평강채씨는 남편이 외지에 공부하러 갔을 때 집안일을 전담함으로써 남편의 공

부를 도왔다고 평가된다. 이처럼 묘지명에 서술되는 여성은 온유하게 남편의 내

조를 정성스럽게 하는 여성으로 묘사된다. 여성의 자기서사에도 유사한 상황이

등장하지만 서술의 초점은 여성의 자질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어려움

을 토로하는 데 있다.

山房산방의 가接壤졉양 官白관을 보正草졍초

셔울의 庭試謁聖졍시알셩 싀고을 監試東堂감치동댱

뵈 라 明紙명지 사고 쇼 라 資裝쟝 니

아젹 留念유념것 다 러 업시 고

혼잣쏜 삿던 田畓뎐답 앗길 줄 모고셔

이 科擧과거 밧 賭地도지 오式年식연 논 니473)

위의 인용문에서 화자는 집안의 재산을 팔아서 남편의 과거 공부와 과거 응

시를 지원했다고 말한다. 베를 팔아 좋은 종이를 사고 소를 팔아 갖가지 물건을

사서 남편을 내조하였더니 과거를 치르는 데 밭 하나에서 받은 소작료가 들고

식년시(式年試)를 치르기 위하여 논 하나를 팔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자기서사에는 남편을 내조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끝으로 귀양의 상황에서의 서술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남성이 작성한 여

성에 대한 글에서는 귀양을 가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여성이 등장한다.

기사년(1689)에 할아버지께서 고모할머니의 남편인 관찰사(觀察使) 심공과 함

께 심리(審理)를 받으셨는데, 화가 어디까지 미칠지 모르는 판국이라 고모할머니

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가슴을 치며 울려고 하니 할머니께서 온화한 표정을 하

文集 卷28, ｢孺人蔡氏墓誌銘｣, “進士公遊學于外, 孺人獨在家服勞, 課婢僕, 劭農蚕, 米塩絲
縷, 百爲皆當, 而一畒之官. 聲不聞, 其外識度尤過人, 往往能先事占成敗. 家有大事, 進士公輒
以相諮.”(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607A_0300_010_00
90_2009_A293_XML>, 검색일자: 2022.03.08.)

473) <노부탄> 45-56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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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따뜻한 말로 그치게 하셨다. 할아버지께서 만경(萬頃)의 군산도(群山島)로 유

배를 가게 되자, 할머니께서는 따라가 6년 동안 귀양지에서 사셨다. 안개와 습기,

세찬 바닷바람은 사람이 견뎌내기 어렵게 했는데도 할머니께서는 즐거워하며 편

안히 여기셨고 미간(眉間)에 끝내 근심스런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셨다. 소학(小
學)과 당시절구(唐詩絶句) 한 권을 가져 와서는 몰래 재미삼아 보시면서 하루

하루를 보내시었다. 서울에 사는 부녀자들이 때때로 편지를 써 안부를 물으면 역

시 근심스럽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편지에 내보이지 않아서, 지금까지 집안사람들

사이에서 칭찬이 끊이지 않는다.474)

이덕수(李德壽, 1673-1744)는 ｢선비행록(先妣行錄)｣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아

들 이산배(李山培, 1703-1732)가 적은 어머니 청송심씨(靑松沈氏, 1649-1727)의

행록을 문집에 수록하였다. 남편이 군산도로 유배 가게 되자 청송심씨는 남편을

따라간다. 친지들이 안부 편지를 보내어 청송심씨의 고생을 염려함에도 그녀는

소학과 당시절구를 재미 삼아 보고 지내며 근심이나 원망을 보이지 않았다

고 한다. 이와 달리 한산이씨의 고행록에는 유배지에서의 고난이 처절하게 묘

사되어 있다. 그녀는 남편이 나주 지도(智島)에 적거하게 되어 양자와 며느리를

데리고 유배지로 이동하는데 그 과정에서 양자가 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었던

일을 세세하게 적고 있다.

신년(辛巳年) 겨을피론(被論) 나셔 나쥐(羅州) 디도(智島) 셤의 뎍거(謫

居)셔 납월(臘月) 극한풍셜(極寒風雪)의 가시니 망극원통(罔極冤痛)을 어이 니

리오 나임오(壬午) 이월(二月) 념일(念四日) 길흘 나셔 아기부쳐(夫妻)

을 리고 가다가 은진(恩津) 올숫막의 뎜심(點心)고 졸연(猝然)이 아기 딜

(窒塞)니 황황망극(遑遑罔極)던 일 어이 긔록(記錄)리오 마초와 의

의원(醫員) 안찬이라 사이 가더니 침(針)도 두고 겨유 딘뎡(鎭靜)여시나

마샹(馬上)의 갈 길히 업서 며리와 내 가마의 들고 가마 나흘 내여 저을

474) 강성숙 역주, 18세기 여성생활사 자료집 4, 보고사, 2010, 177-178면. 李德壽, 西堂私
載 卷12, ｢先妣行錄｣, “己巳, 先王考與祖姑夫沈觀察同就理, 禍將不測, 祖姑執先祖妣手, 叩
胸欲哭, 先祖妣和顔溫辭而止之. 及王考竄配於萬頃群山島, 先祖妣從之, 六年居謫. 烟瘴海颶,
殆令人難堪, 先祖妣怡然安分, 眉間終不設憂慽色. 取小學及唐詩絶句一卷, 潛自翫閱, 以消遣.
京居婦女, 有時書問, 則亦不以憂愁怨懟之意, 見於簡牘, 至今一家間, 稱道不已焉.”(한국고전
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471A_0120_010_0050_2004_A186_X
ML>, 검색일자: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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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압셰우고 여산(礪山)을 겨유 가셔 읍(邑內)예 엿새을 묵으되 양 식후(食

後)면 신(身色)이 프고 막힐 니 길흘 갈 의(意思ㅣ) 업니 당(祠堂)

을 뫼고 나셔 아리 줄 모더니 도손고 감덕비고 당(祠堂)을 뫼

고 디도(智島)로 몬져 드러가고 저부쳐(夫妻)을 리고 젼(全州)로 가셔 아

마도 갈 길히 업서 두 을 묵어 나월(四月) 초뉵일(初六日) 몬져 나셔 드

러가고 저제 댱인(丈人) 니좌랑(李佐郞)고 월(四月) 보긔 디도(智島)

로 오니라 병환(病患) 긔별(寄別) 드시고 디도(智島)셔 애일 어이 다 긔록

(記錄)리오 닷새 길두곳셔 긔별(寄別)을 날마다 듯게 왕복(往復)거든 어이

다 니리오 디도(智島) 가셔도 병(病)이 낫디 아녀 약(藥)도 무수(無數)히 고

날마다 마다 용녀(用慮)로 디내다가 계미(癸未) 뉵월(六月) 남(南海) 뎍소(謫

所)셔 병환(病患)이 위듕(危重)시니 병인(病人)을 뉵월(六月) 극열(極熱)의 남

(南海)로 보내고 사라내기을 뎡(定)치 못적 그 심댱(心腸)이 엇더리오 인

(因)여 상(喪事ㅣ) 나시니 텹텹(疊疊) 망극(罔極) 던 셜화(說話)을 어이

리오.475)

위의 인용문에서 한산이씨는 양자 부부를 데리고 유배지로 이동하다가 은진

주막에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양자가 갑자기 질식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양자는 의원을 만나 침을 맞고 겨우 진정하였으나 매번 밥을 먹으면 얼굴이 파

래지면서 숨이 막혀버릴 듯하였다. 이에 자신은 섬으로 먼저 들어가고 양자 부

부는 전주에서 두 달 머무르다 섬으로 들어왔으나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아 고생

하였다. 그런데 양자의 친부가 남해에서 병환이 위중하다는 소식이 들려와 병이

낫지도 않은 양자를 남해로 보내야만 하였던 일에 대하여 술회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들이 자기서사를 문자로 남기게 된 것은 자신의 일생이 특이한

것이며, 자신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으로 볼 수 있

다. 물론, 이전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듯이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에 등장하는

정체성은 ‘삼종지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작자들이 자신을 특별한 존

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글을 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종지도에 억압되어

있다고 여겨진 여성들에게서도,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아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

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476)

475) 고행록, 75, 77면.
476) 자아의 고유성이란 “모든 생명체는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해 온 것이 각자 다르며,
자신들이 살아온 경로에 따라 전혀 다른 특징을 지닌다”라는 것을 말한다(우희종,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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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생애를 후대에 남기고자 하는 강한 의식을 드

러내기도 하였다.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딸인 김운(金雲, 1679-1700)이 세

상을 떠나자 ｢망녀오씨부묘지명(亡女吳氏婦墓誌銘)｣을 지었다. 김창협은 자신이

친척의 요절한 딸을 위하여 묘문을 지어주자 딸이 그 죽음이 불후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남편에게 자신은 여자이므로 세상에 드러낼 것이 없으니 일찍 죽어

서 아버지의 묘지명을 받는 것이 낫겠다고도 말하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

다.477) 이와 같은 불후에 대한 열망은 자신의 생애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글로

남기는 것을 넘어서 여성들이 자신의 일생을 직접 ‘기록’하는 데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478)

2. 한글 글쓰기 전통과 자기서사의 글쓰기 전략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는 조선시대 어문생활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

었다. 특히, 여성의 어문생활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한글은 주로 여

성이 사용하여 ‘암글’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여성을 위하여 한문으로 쓰인 제문,

기행문, 소설을 국문으로 번역하기도 하였다.479) 특히, 조선후기에 이르면 한글

글쓰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여성의 자기서사가 기

록되는 동인으로 작용하였으리라 추정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조선후기 한글 글쓰

기의 양적 증가에 주목하여 그것을 여성의 자기서사 출현의 전제 조건으로 지

적한 바 있다.480) 그러나 한글 글쓰기 전통과 자기서사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분석되지 않았기에, 본 절에서는 한글 글쓰기 전통과 자기서사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계 속에서 깨어 있는 나｣,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운주사, 2008, 386면).
477) 김경미, 앞의 책, 2012, 68-70면.
478) 리하르트 반 뒬멘은 15, 16세기 유럽 지성인에게서 근대적 개인의 실마리가 출현하고
있으며, 여성과 같은 평범한 민중들도 자신만의 사고와 행동을 하였다는 기록을 남겼으므
로 자기성찰의 능력을 가지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하였다(리하르트 반 뒬멘 저, 최윤영 역,
개인의 발견, 현실문화연구, 2005, 12면).

479) 조동일, (제4판)한국문학통사 3, 지식산업사, 2005b, 469-476면.
480) 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유교적 교화서를 통해 익힌 한글로 편지,
제문, 일기 등의 일상적 글쓰기를 하게 되었고, 차츰 가사나 소설을 창작하였으며, 편지나
가사를 자기서사의 글쓰기로 전용하였다고 보았다(박혜숙 · 최경희 ·박희병, 앞의 논문,
2002a, 333-34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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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글 편지와 자기 생애의 진술

먼저, 여성들이 한글 편지를 활용하여 자기서사를 저술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글 편지는 조선시대에 한글로 작성된 편지를 가리킨다.481) 1443년(세종

25)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1446년(세종 28) 반포되고 나서 한글의 사용이 급속도

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15세기부터 등장하는 한글 편지의 사용 실례는 이것

을 방증하고 있다. 한글 편지가 상용되기 이전에는 양반 여성들도 한문으로 편

지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다만 남성의 간찰과 비교하였을 때 여성들의

간찰은 어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 예로, 점필재

(佔畢齋)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이 어머니와 아내로부터 받은 간찰을 들 수

있다.482)

한글 편지 교류에 대한 문헌상 최초의 기록은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찾아

볼 수 있다.483) 1446년(세종 28) 10월 10일(갑진)에 “임금이 대간(臺諫)의 죄를

일일이 들어 언문(諺文)으로써 써서, 환관(宦官) 김득상(金得祥)에게 명하여 의

금부와 승정원에 보이게 하였다.”484)라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하여 일찍부터 왕

실에서 한글 편지가 왕래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전하는 한글

편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사가의 편지이다. 배영환은 군관(軍官) 나신걸(羅

臣傑, 1461-1524)이 자신의 아내 신창맹씨(新昌孟氏)에게 보낸 편지들인 ｢신창맹

씨묘출토언간｣이 1490년대에 쓰인 것으로 추정하였다.485)

481) 조선시대에 한글 편지는 언간(諺簡), 언찰(諺札), 언서(諺書), 언장(諺狀), 언단(諺單), 편
지, 언문 편지, 유무, 유모, 우무, 이무, 글월, 글시, 뎌그니, 뎌그시니, 뎍오시니, 봉셔, 
이, 리 등으로 지칭되었다(황문환, 앞의 책, 34-49면). 황문환은 언문(諺文)과의 연관성
과 용어의 간결성으로 인해 김일근의 연구를 계승하여 ‘언간(諺簡)’이라는 용어를 채택한
다고 밝혔으나(위의 책, 50면), 본고에서는 한글과의 연관성을 근거로 ‘한글 편지’라는 용
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482) 안승준은 이들 편지는 1468년에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며, 한문식 문장과 더불어 우
리말 어순이 사용되었고, 이두(吏讀) 및 우리말의 차자(借字) 표기도 확인할 수 있다고 평
가하였다(안승준, ｢점필재 김종직이 어머니와 아내로부터 받은 편지｣, 문헌과해석 5, 문
헌과해석사, 1998, 42-49면).

483) 김일근, (삼정판)언간의 연구, 건국대학교출판부, 1991, 18-48면.
484) 世宗實錄, 世宗 28年 10月 10日, “○甲辰/上數臺諫之罪, 以諺文書之, 命宦官金得祥, 示
諸義禁府承政院.”(조선왕조실록, <http://sillok.history.go.kr/id/kda_12810010_001>, 검색일
자: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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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한글 편지의 사용이 보편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가 ｢순천김씨묘출토언간(順天金氏墓出土諺簡)｣이다.

총 189편인 이들 편지는 16세기 중후반에 부모 자식간, 부부간, 장모 사위간, 고

부간, 남매간에서 주고받은 것이다.486) 한편 17세기에 이르면 여러 가문에서 가

족들의 한글 편지를 묶은 언간첩(諺簡帖)을 제작하기도 하였다.487)

주지하다시피 한글 편지의 왕래는 조선시대 여성의 글쓰기 활동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백두현이 양반가 전래 고문서에 있는 한글 편지 533건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에게 보낸 비율이 43.7%이고, 여성이 여성에게 보낸 비

율이 33.8%, 남성이 남성에게 보낸 비율이 0.9%로 나타났다고 한다. 여성 수신

자 비율이 남성 수신자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것은 한글 편지가 여성

들을 위한 통신수단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488) 여성들은 실용적 목적을 위하여

한글 편지를 주고받았고, 이를 통하여 자신과 가문의 교양을 드러낼 수 있었

다.489)

한글 편지는 주로 문안, 축하, 세시, 위문, 상고 등의 실용적 목적에서 작성되

었다.490) 따라서 용건을 전달하는 짧은 내용을 담고 있거나, 조장(弔狀)의 경우

와 같이 엄격한 격식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적인 정서나 소회를

표현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점차 실용적 목적을 넘어서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기록하고자 하는 충동으로 진전되었을 것이다.491) 최지녀는 조선시대의

여성 서간을 검토하면서 18세기 이후 여성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서간을

사용하면서 ‘자기서사’의 성격을 띠는 작품이 나타난다고 보고, 그 예로 광주이

485) 배영환, ｢현존 최고의 한글편지 ‘신창맹씨묘출토언간’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 국어사연
구 15, 국어사학회, 2012, 214-220면 참조.

486) 조항범, 주해 순천김씨묘출토간찰, 태학사, 1998, 7-15면.
487) 황문환, 앞의 책, 24면.
488)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어
문론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78-79면 참조(백두현, 한글생활사 연구, 역락, 2021
에 재수록)

489) 임형택, 동아시아 서사와 한국소설론, 소명출판, 2022, 262면.
490) 김봉좌, ｢조선시대 방각본 언간독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학위논문, 2004, 58면.
491) 리하르트 반 뒬멘 저, 최윤영 역, 앞의 책, 206-215면 참조.
한편 이지하는 한글 편지가 사적․주관적 내면을 드러내는 자발적 글쓰기라고 평가하였
다. 이는 편지에서 감정을 비교적 자유롭게 표출하면서 편지를 통해 외부와 소통할 수 있
기 때문이다(이지하, ｢조선후기 여성의 어문생활과 고전소설｣, 고소설연구 26, 한국고소
설학회, 2008, 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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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의 ｢규한록｣과 종사한 여성들의 유서를 들었다.492)

또한 한글 편지를 예법에 맞게 작성하기 위해 편지 용어를 정리하고, 전범이

될 만한 편지글을 수록한 한글편지 규식서에서 여성의 자기표현이 나타나기도

한다. 화성시 역사박물관 소장 은간독은 언찰규식(諺札規式)의 이본으로, 19

세기에 활발하게 유통되었던 방각본 언간독(諺簡讀)과는 다른 자료이다.493) 이
책에 수록된 예문에는 여성의 신세 한탄이 나타나고 있다.

 샹쟝(上狀) 친구(親舊)의게셔 회겸치(回兼致賀)

피차(彼此)의 비린(比鄰)여 지올 져죠왕모려와 관루온 졍(情)이 범

연(泛然)치 안던이 셔로 멀이 압타스로 상봉(相逢) 고(姑捨)고

죵〃(種種) 셔신(書信)으로도 회포(懷抱)을 펴올 길이 업오이 양(每樣) 예

일을 각와 심(心思) 쟈로 죳치 못올 졔 만오며 … 친당(親堂) 안신

(安信)을 로 듯지 못오이 졍(事情)의 졀박(切迫)오나 여(女子) 쳐신

(處身)이 갈록 어럽와 귀령(歸寧)도 임의(任意)롭지 못고 항상 도라가

구룸을 바라와 인자(仁者)의 늣거온 회포(懷抱)을 뎡(定)올 길이 업오

이 쥬야(晝夜) 일염(一念)의 불긴(不緊)온 녀편(女便)무엇허러 셰상(世上)

의 겨나셔 텬지부모(天地父母)의 아구로지은(生我劬勞之恩)과 슈죡(手足)

형졔(兄弟)의 화락무지졍(和樂無涯之情)을 돈연(頓然)이 잇고 우리 

이 지친(至親)이다지 안닌 후의(厚誼)을 치고 심규(深閨) 갓치 이와 쥬

야(晝夜) 고샹만 일 〃 치오면 졀통(切痛) 거지 업이다494)
1

 형(兄)임 젼(前) 상셔(上書) 신(新行) 후(後) 친형(親兄)의게

어린 마의 인(人生) 년(百年)의 지졍(至情)을 이별(離別) 업가 와

고인(古人)의 구셰동거(九世同居)을 그윽키 효측(效則)고져 여더이 삼

(三生)의 죄(罪) 즁(重)와 댱〃(堂堂)온 부모(父母) 유톄(遺體)로 요〃(遙

遙)온 규(閨閤) 즁(中)의 쳑〃 이가치 이와 녀공(女功) 등졀(等節)으 약〃

(略略)히 바노라 다만 일〃(一日)도 활발(活潑)이 긔운 펴고 유희(遊戲)을

임의(任意)치 못고 유미셰월(留楣歲月)을 무미(無味)히 보다가 남여

(男女) 간(間) 윤상(倫常)을 폐(廢)지 못여 형졔(兄弟) 례(次例)로 졍인

492) 최지녀, 앞의 논문, 47-59면.
493) 강나래,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은간독>의 특징과 의의｣, 정병설 외, 앞의 책, 384
면.

494) 화성시 역사박물관 소장 은간독, 25a-26a면.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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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슈(數個) 홍안(紅顔)이 동셔(東西) 분산(分散)여 운산(雲山)은 쥬〃고

임쳔(林泉) 막〃(漠漠)와 도로(道路)을 가리오이 쳑셔(尺書) 언로(言路)도 상

통(相通)이 묘년(渺然)거일당(一堂) 환쇼(還巢)황연(怳然)온 일몽

(一夢) 되와 어호시졀(好時節)의 예가치 즐기올고 침식(寢食)이 원(遠)이오

나 엇지495)

은 친구의 경사(慶事)를 축하하는 편지 예문이고, 는 신부가 신행(新行)을

한 다음에 친형에게 보내는 편지 예문이다. 이들 편지는 규식서의 편찬자가 여

러 편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허구적으로 꾸며낸 가상의 편지일 가능성이 크다.

즉, 친구의 경사를 축하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문과 혼인을 하고 친정

언니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문을 수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편지가 규식에 대한 내용만 간략하게 수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태어나 느끼는 고달픔을 술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규식서에서도 여성의 자기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496) 이처럼 규식서

에서도 자신의 생애를 글로 남기려는 열망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역시 한글

편지와 자기서사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 생각된다.

죽음을 앞둔 특수한 상황에서 쓰는 편지인 유서는 실용적 목적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현전하는 최고(最古)의 여성 한글 유서인 완산이씨의 한글 유서

는 종통 문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497) 완산이씨는 “내 나히

팔십지인이 됴셕의 을 믿디 못매 혀 내 후의 거위조 발뎌려 

거내 손 듕의 션셰 과 내 유서을 조차 듕민이란 효로 논단고 셔우

란 반부죄과 항것 잡죄과 나라 소긴 죄로 각각 구유여 뎡관여 죗대로

쳐티고 이 내 글시로 손이 표게 언문으로 친히 거시니 자자손손이

브경봉”498)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에 유서는 자신의 내면세계를 재구하기 위한 것으로 확장되었다.

495) 화성시 역사박물관 소장 은간독, 16a-17a면. 위의 논문에서 재인용
496) 강나래는 이들 편지에서 자기서사적 성격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강나래,
앞의 논문, 392면), 자신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
기서사라기보다는 여성의 자기표현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리라 생각된다.

497) 이정옥, ｢완산이씨 유언고｣, 문학과언어 3, 문학과언어연구회, 1982.
498) 이상규, ｢17세기 황여일의 숙부인 완산 이씨 한글 유서와 소지｣, 동아인문학 16, 동아
인문학회, 2009, 7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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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종사를 선택한 여성들의 편지를 들 수 있다. 물론, 재산의 분배와

같은 실용적인 내용이 확인되기도 하지만, 유서를 통하여 여성들이 자신의 생애

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조선시대 여성의 갈등하는

내면을 표현하기에 서간 갈래가 적절한 선택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규방가사와 자기 생애의 형상화

그다음으로 여성들이 가사를 활용하여 자기서사를 저술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전기 가사는 사대부가 전유한 갈래였다. 그런데 18세기를 전후하여

여항-시정문화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가사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가사의 변화

양상은 세 가지 방향에서 파악된다. 첫째, 독서물화되면서 서사를 담아내거나

장편화함으로써 시정 담론화되었다. 둘째, 풍류방 문화권이나 여항-시정문화권

에서 가창되면서 잡가 스타일에 근접하여 갔다. 셋째, 규방문화권으로 들어가

규방의 독서물 혹은 규방의 담론이 되었다.499)

여성의 자기서사는 가사의 변화 양상 중 세 번째 방향인 규방가사와 관련이

있다. 규방가사는 여성에 대한 제도적 억압의 강화와 여성 생활 공간의 변화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평가된다.500) 이 갈래는 크게 자탄가류, 계녀가류, 화전가류

로 분류되는데,501) 자탄가류에서 자기서사의 성격이 두드러지만 다른 유형에서

도 자기서사의 성격을 찾아볼 수 있다.502)

이와 같은 향유의 상황은 자기서사를 저술한 작자들의 집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광주이씨의 해남윤씨 종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집안에 내려오는

유구한 한글 문학의 전통을 차치하더라도 집안 여성들이 가사를 향유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박요순은 해남윤씨 종가의 서함에 편지와 가사, 소설 등이 남

499) 김학성, ｢18, 19세기 예술사의 구도와 시가의 미학적 전환｣, 한국시가연구 11, 한국시
가학회, 2002, 21-22면.

500) 백순철, 앞의 논문, 32-51면.
501) 서철원, 고전시가수업, 지식의날개, 2022, 261면.
502) 이종숙은 주제별로 춘유(春遊), 경축(慶祝), 사모(思慕), 기행(紀行), 탄식(歎息), 계녀(誡
女), 우국(憂國), 찬양(讚揚), 기타(육아(育兒), 낙빈(樂貧))으로 나누었다(이종숙, ｢내방가사
연구(2)｣, 한국문화연구원논총 1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1971, 3면).
권영철은 규방가사의 하위유형으로 21유형을 설정하였고, 그 중 계녀교훈류가 원류(原

流)이며 신변탄식류가 주류(主流)이고, 나머지는 지류(支流) 혹은 아류(亞流)라고 보았다
(권영철 편저, 규방가사 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647-6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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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있다고 하면서 광주이씨가 소설이나 가사를 손수 필사하였을 것으로 추정하

였다. 또한 이 집안에서 발굴한 <녀승답이라>와 <호남기행가>를 소개하기도

하였다.503) 유연석은 이 집안에 소장된 규방가사 중에서 <녀승답이라>와 <호남

기행가>를 분석하였다.504) 두 작품의 필사자에 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으나

<녀승답이라>의 필사기에서 가사 향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졀업나 아의 벗기고 시버 한마님긔 괴로이 간쳥와 쎠주소셔 니

안혼듕 괴로이 손녀의 듯바다 긔묘원월초십일필셔시며 네 엇지 칠십 노죠

모네 졔다 시고 겨우 장을 셔주시며 죠모의 츄젹을 귀히 

각라 시니 내 젼앗기고져 나 죠날바 가히 겨시니 가이업도다505)

위의 인용문은 손녀가 쓴 것인데 자신이 할머니에게 가사를 필사해달라고 요

청하자 할머니가 자신을 동년배처럼 여기냐고 불평하면서도 글씨를 귀하게 여

기라고 말하며 가사를 써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집안의 여성들이 가

사를 향유한 정황이 포착되는데, 가사가 규방의 독서물로 자리매김하게 된 상황

을 확인할 수 있다.

가사의 적극적인 향유를 통해서 여성 작자들은 가사를 통한 자기서사를 저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사로 자기서사를 저술한 작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가 많지 않아 그들의 가사의 향유 상황을 살펴보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서 순천김씨의 <노부탄>은 남편 김약련의 두암제영(斗菴題詠)에 수록되어 전

해지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가사 향유 상황을 재구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두암제영에는 16a면부터 33b면까지 한글 가사와 시조가 수

록되어 있다. 여기에 수록된 작품은 <노부탄(老婦歎)>, <답부사(答婦詞)>, <과

폐탄(科弊歎)>, <소학가(小學歌)>, <육가(六歌)>이다. 이중 <노부탄>의 제목

아래에 “적적한 가운데 부부가 나눈 희어를 적었으니, 한번 웃음거리로 삼고 자

손에게 보이려고 함이다(涔寂中述夫婦戱語, 聊供一笑且示子孫云)”이라는 문장이

확인된다.506) 이는 부부가 가사를 주고받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성의 가

503) 박요순, ｢호남지방의 여류가사 연구｣, 국어국문학 48, 국어국문학회, 1970b, 71-77면,
504) 유연석, ｢해남윤씨종가소장 규방가사 연구｣, 한국시가문화연구 11, 한국시가문화학회,
2003.

505) 위의 논문, 91면에서 재인용.
506) 백두현, 앞의 논문, 313-3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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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향유를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주요하다.

3) 다양한 글쓰기의 활용과 새로운 문학 갈래의 등장

자기서사를 남긴 여성들은 기존에 존재하는 글쓰기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한글 글쓰기 전통

을 수용 및 변용하여 새로운 갈래를 만들어내었는데, 이것이 자기록이다. 자기

록 갈래는 17세기의 ｢인목대비술회문｣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여 19세기의 윤시
긔록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해평윤씨의 윤시긔록
을 예로 들어 어떠한 글쓰기가 자기록 갈래에 수용 및 변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자 한다.

여성들은 여러 실용문을 활용하여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를 저술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507) 대표적으로 편지, 제문, 수신서 등을 활용하였다. 먼저 편지와 자

기서사의 관계를 살펴본다. 자기록 갈래는 일인칭 화자가 등장하는 산문이다.

일인칭 화자가 등장하는 산문은 한문으로 쓰인 전(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으

며, 한글로 쓰인 소설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편지는 일인칭 화자가 등장하

는 산문이라는 점에서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구체적 독자를 호명하는 대목에서 서간문의 특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

다.

흉당(胸膛)의 쳔비한(千百悲恨)과 억만디통(億萬至痛) 원억(冤抑)이 일합(一

507)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실용문’이란 “실제 생활의 필요에 따라 쓰는 글”로, “공문,
통신문, 서간문”이 해당된다(“실용문”, 표준국어대사전, <https://ko.dict.naver.com/#/entr
y/koko/f49adcba8ba343618cbab4f1ec778221>, 검색일자: 2021.1.20.). 한편 중국 남북조시대
문인 유협(劉勰, 465-521)은 문심조룡(文心雕龍)의 ｢서기(書記)｣에서 서(書)와 기(記)의
양식을 나누고 그 특성을 살폈는데, 모두 관리들이 실무에 사용하는 실용문이라고 하였다
(유협 저, 성기옥 역, 문심조룡, 지식을만드는지식, 2010, 177-187면 참조). 전근대 글쓰
기에는 문학적인 글과 문학적이지 않은 글의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그 구분이 어렵다. 편
지, 제문, 교지(敎旨)와 소지 등을 실용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실용문이지만 문학성
을 획득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글 편지로 작성되었으나 문학성을 획득한 광주이씨의
｢규한록｣을 예로 들 수 있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글을 작성하는 목적에 따라 실용
문을 분류하고자 한다. 즉, 소설이나 가사와 같이 문학적인 목적에 의해서 창작되는 글과
달리 생활에서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작성된 글을 실용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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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야 뭉치 빙괴(氷塊) 되여 후(死後)도 녹지 아닐지니 번 흉댱탄

식(太胸膛歎息)한풍(大寒風)을 화(化)고 번 비읍(悲泣)오월(五月)

댱슈(長水)보지라 흉금(胸襟)을 겨유 진졍(鎭靜)야 쳔만(千萬)의 일(一)을

고 억만(億萬)의 이(二)를 긔록(記錄)야 나의 사라셔 셰샹(世上)이 늣겁고 

젼(生前) 신셰(身世)어루만져 쥬〃야〃(晝晝夜夜)의 비고지졍(悲苦之情事)

이후(以後) 알 니 업스로 강(大綱) 긔록(記錄)엿다가 만(萬幸)으

로 일(一) 골육(骨肉)이 쟝셩(長成)거든 뵈여 녀모(汝母)의 평(平生) 비고지졍

(悲苦之情事)알지어다 리라508)

위의 인용문에서 해평윤씨는 어린 아들을 호명하며 자신이 살아서 밤낮으로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일을 이후에 알 사람이 없으므로 스스로 기록하여 아들이

성장하면 보여주며 네 어머니의 평생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일을 알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특정 독자를 호명하며 서술한 것으로 서간문의 특질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작품에서도 서간문의 특질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기숙은 한중록이 후손에게 전하는 글쓰기로서 ‘편지쓰기’와 동기

가 겹쳐진다고 보았으며, 혜경궁 홍씨가 공적인 글쓰기가 제한된 상황에서 사적

인 글쓰기를 통해 역사를 전복시키고자 하였다고 평가하였다.509) 김현주는 한
중록에서 서간체 형식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작자의 경험과 한(恨),

섬세한 여성적 문체와 깊이 있는 작자의식이 드러났다고 평가하였다.510) 실제 
한중록에는 “내 너후(生後) 종딜(宗姪)노 긔미 심(甚)다가 무슐 이

후(以後)로 문호(門戶) 망(責望)이 디듕챠대(至重且大)디라. 네 일신(一身)

귀듕(貴重)졍니(情理) 엇더리오. 네 내게 글시바다디라 셔댱

(書辭狀)도 기 어려워나 이 글을 내 경녁(經歷)을 알게 고 너경

계(警戒)노라.”511)라며, 조카 홍수영에게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쓰고 있는

대목이 있다.

그다음으로 제문과 자기서사의 관계를 살펴본다. 중국의 한문학자 진필상(陳

必祥)에 따르면, 제문(祭文)은 망자(亡者)나 산천의 신령에게 제전(祭奠)을 올리

기 위해서 낭독되는 글이다. 원래 망자의 영혼이 제물을 흠향하기 위해서 지어

508) 윤시긔록, 152면.
509) 최기숙, 앞의 논문, 1999, 126-127면.
510) 김현주, 앞의 논문, 2006, 107-109면.
511) 한중록, 2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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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으므로, 서두에 “유년월일, □□□근이청작서차지전, 제우□□□묘하(維年月日,

□□□謹以淸酌庶差之奠, 祭于□□□墓下)”, 말미에 “오호애재, 상향(嗚呼哀哉,

尙饗)’라는 격식이 있다. 제전에서 사용되지 않더라도 동일한 격식이 적힌다.512)

이처럼 제문은 작자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격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513)

전근대 시기 한문과 국문으로 제문이 지어졌다. 현전하는 한문 제문은 남성이

지은 것이 대부분이지만, 여성이 지은 사례도 있다. 홍우녕(洪禹寧, 1660-1717)

의 부인인 완산이씨는 돌아가신 부모를 위하여 ｢제선묘문(祭先墓文)｣을 지었

다.514) 또한 임윤지당, 김삼의당, 강정일당 등도 한문 제문을 남겼다.515) 한편 기

생인 운초(雲楚)는 자신이 모시던 김이양(金履陽, 1755-1845)을 위하여 제문과

만사를 짓기도 하였다.516) 한문 제문을 국문으로 번역하거나, 국문으로 작성한

제문이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남성이 국문으로 제문을 번역하거나 작성

한 경우는 드문 반면에,517) 여성이 국문으로 제문을 쓴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남

아 있다. 이들 제문은 주로 19-20세기에 영남지역의 여성들이 지은 것으로 가사

와 밀접하게 연관된 경우가 많아 제문가사라는 가사의 하위갈래로 연구되기도

하였다.518)

여성들은 친정 부모, 시어머니, 남편, 딸, 오빠, 사돈, 며느리 등 자신을 둘러싼

512) 진필상 저, 심경호 역, 한문문체론, 이회문화사, 2001, 293-295면 참조.
513) 장덕순, 앞의 책, 204면.
514)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권호, 앞의 논문, 45-47면 참조.
515) 유경숙, ｢조선조 여성 제문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10-11면; 정우봉, ｢김
삼의당의 산문 세계｣, 한국한문학연구 61, 한국한문학회, 2016, 62-68면.

516) 이종묵, 부부, 문학동네, 2011, 271면.
517)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작품으로, 이언적(李彦迪, 1491-1553)의 ｢제선비손부인문(祭先妣
孫夫人文)｣이 한글로 번역되어 전한다(서원섭, ｢회재선생 한글제문 고｣, 어문론총 6, 한
국문학언어학회, 1971). 윤숙(尹塾, 1734-1797)이 죽은 아내를 위해 지은 ｢뎡경부인 니시
제문｣도 한글로 전해지고 있다(김일근, ｢정경부인 이씨제문: 충숙공 윤숙의 한글 제처문｣,
인문과학논총 9,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76). 박남수(朴南壽, 1758-1787)가 남긴
｢을미 제문｣도 한글로 번역되어 전한다(김상홍, ｢박남수의 한글 ｢을미 제문｣에 대하여｣, 
어문연구 2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4). 최근에 호남지방의 양반 남성 기태동(奇泰
東, 1697-1770)이 죽은 누이를 위해 쓴 한글과 한문 제문이 발견되어 주목을 받았다(정승
혜, ｢유학 기태동이 죽은 누이를 위해 쓴 한글제문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7, 국어사학
회, 2013).

518)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김현룡, ｢제문에 관한 연구-내방가사의 한 갈래로서-｣, 겨레어문학 3, 겨레어문학회,
1964; 김동규, ｢제문가사연구: 규방가사 쟝르에 있어서｣, 여성문제연구 8, 대구효성카톨
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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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망에서 제문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물의 일대기를 구사하는 능력을

연마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씨부인의 ｢조침문(弔針文)｣,519) 안동권씨(安東權

氏)의 ｢바날제문｣, 전주이씨(全州李氏)의 ｢바늘제문이라｣ 등과 같은 바늘에 대해

애도하는 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520) 이러한 능력은 사물의 일생을 그리는 데

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521)

이처럼 제문은 망자(亡者)의 일생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그런데 국문 제문의

경우 망자의 일생보다는 작자의 일생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우도 있다.522) 현

존하는 대부분의 국문 제문은 19-20세기에 작성한 것이므로 조선후기 여성이

작성한 국문 제문은 많지 않다. 다만 전의이씨의 제문이 남아 있어 국문 제문과

여성의 자기서사의 관계를 고구할 수 있다.523) 이 제문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남

편을 애도하는 제문이지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한탄이 드러난다는 것이다.524)

519) 제문과 조문은 모두 애제체 산문에 속하지만 다른 성격의 글이다. 조문은 망자를 조문
하는 글로, 물건이나 고적을 조문하는 글이 작성되기도 하였다(심경호, 앞의 책, 2013, 590
면).

520) 이들 제문은 바늘을 의인화하여 바늘과의 만남과 이별을 그리고 있다. 정인숙은 이동
(李東, 1892-1982)의 가사 <바늘졔문>을 소개하면서 이전에 소개된 조침문류 작품을 정
리하였는데, 한글제문 3편(<조침문>, <바날제문>, <바날졔문이라>), 민요 2편(<바늘제
문>, <바늘노래>)이 있다고 하였다. 이동의 <바늘졔문>은 부러진 바늘의 사연에서 시작
하여 가위와 침척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고 평가하였다(정인숙, ｢신자료 이동 가사
<바늘졔문>의 특징과 그 문학사적 의미｣, 어문연구 46(3), 어문연구학회, 2018, 162-165
면). 한편 김정화는 <침낭자가>를 소개하였는데, 이 작품은 서사가사로 의인화된 바늘이
조력자로 등장하며 주인공이 부러진 바늘을 위하여 제문을 짓는 내용이 등장한다(김정화,
｢<침낭자가> 연구｣, 어문학 143, 한국어문학회, 2019).

521) 나정순은 ｢조침문｣이 제문 형식으로 수필을 지었으므로, 당시 제문이 규방에서 다른 장
르로 확장되거나 혼효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나정순, ｢전의 이씨 제문과 <절명사>의
상관성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174면).

522) 김동규는 제문가사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작자의 신세 한탄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김동규, 앞의 논문, 142-143면).

523) 전의이씨는 남편이 죽은 해에 제문을 지었으며, 그 후 1년 뒤 ｢절명사｣를 지었다. 두 자
료는 내용상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한다. 나정순,
앞의 논문, 2000; 박경주, ｢18세기 절명가사에 나타난 사대부가 여성의 순절의식 연구｣, 
국어국문학 128, 국어국문학회, 2001.

524) 최윤희는 한글 제문 총 186편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는데, 그 중 딸의 입장에서 작성한
한글 제문이 40편으로 아버지에 대한 제문 14편, 어머니에 대한 제문 26편이 있다고 하였
다. 여성이 작성한 제문에서 자신의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록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
고 있다고 분석하였다(최윤희, ｢한글 제문에 나타난 여성의 애도｣, 고전과해석 24, 고전
문학한문학연구학회, 2018, 90-103면).



- 187 -

維勢次 丁卯 九月 戊子朔 二十六日 癸丑에

① 家母 李氏는 三天의 용납지 못큰 죄 冤抑懷抱품어 六朠이 라질

고 애그처질 야 日月 黃昏야 形影이 흣터진 넉뫼화 힘씨 膽을 크

게 고 다아 家夫亡靈의 잠간 告니 아이 이시리잇가.

② 嗚呼 痛哉라 妾의 前世 罪惡이 하과 神明을 저려 强暴면치 못여

慈母喪고 男妹 孑孑나 새로이 父母 샤 憐愛삼이 今世에 도시 업

지라.

③ 日月이 오래매 惑 슬허며 惑 즐거야 昔年 懷抱니며 男妹兄弟

고 一家和同니 人生의 즐거오미 기리 이러가 더니 ④ 去年 臘晦에 郎君

이 기력기안아 妾을 마시니 年歲 同甲이요 門戶相敵고 貧富貴賤이 무어

시 高下리요 家人이 일오진짓 鴛鴦의 雙이요, 天定配偶라 百年을 同樂리라

더니 무녀.

嗚呼 哀哉라 군이 妾의 곳의 두 슌 이셔 종용히 경계야 이르‘尊堂의 罪

엇지 말고 叔堂 諸弟異姓同室야 至于兄弟라’시니 妾이 李氏의 無行

小女 菲薄之質노 郭郞 큰 家門에 宗宅의 重任을 밧들지라. 夙夜 조심고 두려움

이 深淵春氷을 듸더니,

⑤ 嗚呼 痛哉라 妾의 큰 罪狀이 曖昧밋니 君의 身上毒疾이 重極을

번 드매 精神이 어린 萬身骨節이 寸寸이 긋처지然히 안자리

옴기지 못고 寢食이 不平連日 暴雨妾의 肝腸을 더욱 오더니 精

神을 鎭靜야 書札을 계유 일워 星奴急送고 하生道消息을 만이 비

더니,

⑥ 嗚呼 痛哉, 嗚呼 哀哉라 문득 凶音이 이니 蒼天 蒼天아 아 어이 이런 일

을 하뇨. 소이류지 못야 五內寸絶고 百體 라져 悠悠히 넉시

어머무노뇨.525)

이 제문은 영조 대 세상을 떠난 곽내용(郭內鎔, 1723-1747)의 아내 전의이씨

가 남편의 죽음에 임하여 쓴 제문으로, 작자가 자결할 때 쓴 <절명사>와 함께

전한다. 이 제문에는 ① 혼령에 대한 호명 ② 강보에서 어머니를 여읨 ③ 오라

버니와 함께 자란 평온한 어린 시절 ④ 남편과의 혼인 ⑤ 남편의 득병 ⑥ 남편

의 죽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남편의 죽음에 애통해하는 한편으로 자신의 운명

에 대한 비통을 드러내고 있다.526)

525) 홍재휴, ｢전의이씨유문고-절명사, 제문｣, 국어교육논지 1, 대구교육대학, 1973, 38-3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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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자기록 갈래에서도 슬픔을 표현하기 위하여 ‘오호애재’, ‘오호통재’ 등

의 투식구를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윤시긔록에서 슬픔을 표현하

는 대목에는 “오호(嗚呼) 통원(痛冤)이라 시(此時)당(當)여 각건

셰(此生此世)의득(得)디 못일이로다”527), “오호(嗚呼) 챵텬(蒼天)아 군

슉은 하죄(何罪)야로 쳔방생(天使放生)야 당변시(當變此時)오”528), “호원

호(哀乎寃乎)야 군슉은 하과(何罪過)로 지초(生之初)로 지우금일(至于今日)

이 여(如此)오”529) 등 제문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제

문과 자기서사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제문에서 빈번하게 사용되

는 양식적 어휘나 정서의 표현 방식이 차용되어 자신의 감정이 적실하게 표현

되고 있다.530)

한편 자기록 양식은 수신서를 활용하여 자신의 일생을 진술하기도 한다.531) 
윤시긔록은 나의 가치를 탐색하면서 시작되는데, 해평윤씨는 부모와 부부의

근원이 무엇인지 밝히고 난 다음에 인생(人生)이 중하고 아신(我身)이 귀한 이

유를 말하고 있다.

텬지(天地)가 상합(相合)후 음양(陰陽)이 시분(始分)니 텬(天)은 아비시고 지

(地)어미시니 텬지안 연후의 부모알고 음양을 안 연후의 부부분변

(分辨)니 기듕의 오륜(五倫)이 근원이니 오륜의 듕믄 두 가지다. 여고로 인

526) 1909년에 작성된 연안이씨(延安李氏, 1888-1965)의 <제시부문(祭媤父文)>에도 ① 시조
부와 시아버지의 덕망 ② 남편의 득병과 요절 ③ 시아버지의 득병과 죽음 ④ 시어머니와
어린 양자에 대한 안타까움 ⑤ 자신의 어린 시절 ⑥ 남편과의 혼인 ⑦ 집안에 닥친 불행
⑧ 시아버지의 제사 ⑨ 양자를 잘 키우겠다는 다짐의 내용이 있다. 이때 시가의 운명에
대해서 한탄하는 동시에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음이 나타난다(강전섭, ｢연안
이씨의 제문에 대하여｣, 어문학 39, 한국어문학회, 1980, 3-10면).

527) 윤시긔록, 146면.
528) 윤시긔록, 146면.
529) 윤시긔록, 147면.
530) 풍양조씨의 긔록의 뒤편에 가족들이 지어준 남편의 제문이 국문으로 번역되어 실
려 있다. 김경미는 풍양 조씨가 친정과 강한 유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면서, 긔록 뒤
에 친정아버지의 제문에 이어 친정언니의 글을 싣고 있는 것을 증거로 보기도 하였다(김
경미, 앞의 논문, 2014a, 137면). 긔록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대목에는 “오호 통라(
긔록, 233면)”, “오호 통라 유유한 이 셰상을 어찌 하리오(긔록, 233면)”, “오호
창텬이여 마 이 엇진 일이오(긔록, 236면)” 등 제문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제문과 자기서사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531) 이 부분은 조혜진, 앞의 논문, 2015, 233-234면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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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生)이 듕(重)고 아신(我身)이 귀(貴)도다.532)

이러한 구절은 동몽선습(童蒙先習)에 나오는 “태극이 처음 판별되어 음양이

비로소 나뉨으로써 오행이 서로 낳음에 먼저 이기가 있었다(蓋自太極肇判, 陰陽

始分, 五行相生, 先有理氣)”533)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 중에 오

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天

地之間萬物之衆, 惟人最貴, 所貴乎人者, 以其有五倫也)”534)를 가져온 것이다. 이

처럼 해평윤씨는 자신의 가치를 동몽선습을 통하여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방식

은 상투적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만 느껴지지는 않는데 그녀가 부모

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기억이 없는 해평윤씨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수신서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던 것이다.

수신서의 원용으로 서두를 구성하는 방법이 계녀가류 규방가사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므로,535) 윤시긔록의 서두는 규방가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

다. 그런데 규방가사의 영향이 나타나는 데는 수신서와의 밀접한 연결고리가 있

다고 여겨진다. 해평윤씨가 필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로 화성시역사박물관

소장 열녀전과 규범을 추가할 수 있다.536) 규범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한문본과 국문본, 개인 소장본이 확인되는데,537) 전술한 바와 같이 국립중앙도서

관 소장 국문본 규범의 책 머리에 음양을 노래한 가사가 필사되어 있다.538)

532) 윤시긔록, 139면. 밑줄 인용자 강조.
533) 성백효 역주, 동몽선습․격몽요결, 전통문화연구회, 1992, 34면.
534) 위의 책, 13면.
535) 이정옥은 작자의 자기서사가 포함되어 있는 규방가사의 서두에서 인간존중과 음양원리
의 규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이정옥, ｢여성의 자기 서사와 유교 규
범｣, 신라학연구 6, 위덕대학교부설 신라학연구소, 2002, 144-146면).

536) 채윤미는 열녀전의 필사기를 통하여 이 책의 필사자가 윤시긔록의 해평윤씨일 가
능성이 있으나 날짜 표기의 차이로 인하여 아닐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채윤미, ｢화
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한글 전적(典籍)의 내용과 가치｣, 국문학연구 40, 국문학회, 2019,
179-180면).

537) 백두현은 김지용 소장본 규범은 김복한본 규범 및 영가본 규범과 표제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고 평가하였다(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한글 음식
조리서와 여성 교육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45, 한국문학언어학회, 2006, 278면(백두
현, 앞의 책, 2021에 재수록)

538) 위의 논문, 2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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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이 초판후 음양이 시분니

텬황시하이오 디황시히로다

각〃 일만 팔쳔셰쇼강졀의 원희쉬라

금목슈화 오되고 인의녜디 덕이라

뇌뎡으로 고동야 일왕월야시니

긔운은 인은야 만물층〃 삼겨시니

긔이샤 조화옹아 화〃〃 불궁키다539)

화성시역사박물관소장 규범(이하 화성시본)과 국립도서관 소장 국문본 규
범(이하 국문본)은 어휘의 차이는 발견되지만 내용상 차이가 없으며 ‘해평윤씨’

라는 성씨와의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진다.540) 따라서 두 이본간의 영향관계를

추론해볼 수 있다. 윤시긔록의 서두에 가사가 삽입된 것도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목왕후의 ｢인목대비술회문｣도 수신서를 인용하면서

작품을 시작하고 있다. 이 작품은 “生我者爲誰 鞠我者爲誰 皆所以爲父母也

라”541)로 계몽편(啓蒙篇) ｢윤리편(倫理篇)｣의 “나를 낳은 이는 아버지와 어머

니요(生我者爲父母)”라는 구절을 원용하면서 시작된다. 이처럼 자기록 갈래는

자신의 처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수신서의 구절을 원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록 갈래는 한글 실용문뿐만 아니라 한글 문학의 서술 방식을 활용하였다.

작자들은 행동, 정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작품을 인용함으로써 작품의 분위기

를 조정하고 자신의 정서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542)

먼저, 자기록 갈래에서 한글장편소설의 영향이 간취된다. 특히 한글장편소설

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어휘나 표현을 발견할 수 있다. 윤시긔록에서 그 사

례를 찾아본다.

539)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閨範, 1면.
540) 이민주,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규범>의 가치: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규범과 비교
하여｣, 정병설 외, 앞의 책, 381-382면.

541) ｢인목대비술회문｣, 128면.
542) 이 부분은 조혜진, 앞의 논문, 2015, 233-237면; 조혜진, 앞의 논문, 2019, 363-374면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54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옥원재합기연 권14, 56b-57a면. 밑줄 인용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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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문은 옥원재합기연에서 이현영이 유모의 말실수로 아버지 이원의

가 죽었다고 생각하여 충격을 받는 부분이다. 이는 윤시긔록에서 작자가 외

숙부모의 슬하에서 그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라다가 열네 살이 되어 자신의 친

부모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받은 부분과 어휘적 유사성이 확인된

조.
544) 윤시긔록, 140면. 밑줄 인용자 강조.

옥원재합기연 윤시긔록
홰 쳥흘(聽訖)의 손을 저어 로되,

“네 건양저온 날회고 니노얘 복샹신가

시 니라.”

함 왈,

“안환(眼患)이 상명(喪明)하여 겨시나 기

여제증(其餘諸症)은 영차(永差)여 겨시

니이다.”

퍠 비로소 젼지도지여 급히 문의셔

소몬져 딜려 왈,

“소져야. 이노얘 아조 상(喪事ㅣ) 나시

라 이다.”

니 셜홰 하 깃거 말이 젼도여 그

상라 니 엇디 듯니 경악디 아

니리오?

시〃의 니소졔 야흐로 반션(飯膳)을

히더니 이 소듯고 다만 벽텬(碧

天)의 급뇌뎡(雷霆)이 리호

일셩(哀呼一聲)의 업더리니 향시 황망히

뭇드러 구며 셜화향여 시 무

니 홰 역시 경겁여 두 눈이 두렷여

“아니〃 니 노얘 쾌복시고 안환이 겨

시다 엿디 언제 상라 엿니잇

가?543)

도로혀 텬승(天性)을 득(解得)시

일(時日)을 당(當)여 양모(養母)의 언츌

기시(言出其時)의 쳥텬일(晴天白日)에

급(急)한 뇌셩(雷聲)이 젼신(全身)을 분쇄

(粉碎)듯 텬지(天地)가 묘망(渺茫)

고 흉금(胸襟)이 억(抑塞)야 심혼(心

魂)이 산비(散飛)니 음업시 엄호일셩

(儼呼一聲)의 누쉬(漏水ㅣ) 좌셕(坐席)의

고이디라544)

[표 Ⅵ-1] 옥원재합기연과 윤시긔록의 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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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뿐만 아니라 소설의 문장과 거의 유사한 문장이 자기서사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위의 인용문은 인용문의 옥원재합기연에서 경수임이 노모를 살리기 위해

도적에게 잡혀갔을 때 탄식하는 부분인데, 윤시긔록에서 남편의 병이 점차

심해지자 작자가 탄식하는 부분과 유사하다. 전자는 도적에게 잡혀가는 상황을

서술한 것이며, 후자는 남편의 병이 심각해지는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상황적

맥락은 전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유사한 어휘와 표현이 다수 나타난다. 이처럼 소설의 어휘와 표현이 차

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4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옥원재합기연 권12, 21b-22a면. 밑줄 인용자 강
조.

546) 윤시긔록, 145면. 밑줄 인용자 강조.

옥원재합기연 윤시긔록
명월의 교결과 상셜의 엄연미 졍희

긔 졍심과 방불니 비로소 감회여

탄 왈,

“인셩셰의 즉기야요 즉귀야니 

쟈하관이리오마부모의 휵구로신

대은을 일분도 갑디 못고 여부

효치오니 가히 황원 아래 이요

죽으미 명디 아니〃 졍바

그누셜의 오미 탄홉디 아니랴?”545)

시인(是人)을 은휘(隱諱)고 일〃치 #

고 텬지(天地)슈명(代壽代命)키

원츅(願祝)야 후원(後苑)의다 소화(燒

火)고 졍심(貞心)을 불개(不改)리라

고 비호초챵(悲號怊悵) 왈(曰) 유〃셩

셰(悠悠星歲)예 즉긔영(生卽歸也)이오

즉귀야(死卽歸也)니 쟈하관(死者下

棺)이라마굽어 아신(我身)을 어루만져

구원(九原)을 모(思慕)부모(父母)

의 〔〕아지은(生我之恩)과 양부모

(養父母)의 휵아지은(慉我之恩)을 만분지

일(萬分之一)도 갑디 못고 도라 구가

(舅家)의 종쟝지손(宗長之孫)과 부쟈듕신

(夫子重身)의 득질(得疾)이 침면(沈面)

물 각건546)

[표 Ⅵ-2] 옥원재합기연과 윤시긔록의 비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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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주지하다시피 한글장편소설을 활발하게 향유한 해평윤씨의 가계적 배경

과 연관되어 있다. 윤시긔록에서 해평윤씨는 2세에 부친이, 4세에 모친이

돌아가시고 외숙부모에게 입양되어 외숙부모를 친부모로 알고 자라났다고 밝히

고 있다.

아신(我身)이 심(甚寒)고 명되(命途ㅣ) 긔박(奇薄)야 지이셰(生之二歲)의

엄안(嚴顔)을 여의고 년셰(行年四歲)의 안(慈顔)을 여희츌(生出) 년

지간의 쳔지(天地)망(雙亡)� 충션형뎨(兄弟)육아(蓼莪)의 탄(歎)과

쳑녕(鶺鴒)의 한(恨)이 유심어타인(有甚於他人)이로강보희 이여 텬지(天地)

불븐(不分)고 다만 고〃일신(孤孤一身)이 의탁(依託)곳지 업고 모(慈

母)일흔 혈〃유(孑孑乳兒ㅣ) 존(生存)물 바라리오마외구(外舅)의 인

셩심(仁愛誠心)이 여텬지(如天地)타인지아(他人之生兒)라도 민지측지(閔

之惻之)거두어 무휼(撫恤)시려든 하물며 혈(血脈)의 상응(相應)미리

오547)

그의 외가인 전주이씨 집안은 동중추부사(同中樞府事)를 지낸 이영순(李永淳)

의 집안이다. 이 집안은 18세기 소설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

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옥원재합기연과 옥원전해를 필사 및 개

장하였기 때문이다. 이영순의 부인인 온양정씨(溫陽鄭氏)와 자부(子婦)인 반남박

씨(潘南朴氏), 손자부(孫子婦)인 기계유씨(杞溪兪氏), 해평윤씨 등이 1786년부터

1790년까지 5년에 걸쳐 필사하였으며, 증손자부(曾孫子婦)인 해평윤씨가 1847년

에 개장하였다.548) 윤시긔록에서 말하고 있는 외숙부는 이영순의 증손자인

이상준(李象準)이고, 외숙모는 증손자부인 해평윤씨이다.549)

외숙모 해평윤씨가 옥원재합기연과 옥원전해를 개장할 때 윤씨부인은 14

세였으므로, 그 과정을 도왔거나 지켜보았을 가능성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이

547) 윤시긔록, 139면.
548)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대한 일고찰-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169-188면 참조.

549) 한길연은 이 가문은 대대로 서울에 거주하였는데, 면(勉)자 항렬까지 고위 관직에 올랐
으나 그 후대인 원(遠)자, 상(象)자 항렬은 고위 관직에 오르지 못하였다고 밝혔다(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창란호연록> · <옥원재합기연> · <완월
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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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의 옥원재합기연 권14와 권15의 본문 바로 앞에는 당대에 유통되었던 49

종 소설의 목록이 확인되기 때문이다.550)

명록 비시명감 완월 옥원합 십봉긔연 신옥긔린 뉴효공 뉴시삼록 니시셰

록

현봉의록 벽허담관졔언녹 옥환긔봉 옥닌몽 현시냥웅 명듀긔봉 하각노별녹 임

시삼록 쇼현셩녹

손방연의 녈옥쇼봉 도미삼션녹 록 녀와뎐551)

벽연의 탁녹연의 셔듀연의 녈국지 초한연의 동한연의 당젼연의 삼국지

남송연의 복송연의 오툐연의 남계연의 국됴고쇼현셩녹 옥쇼긔봉 셕듕옥

소시명녹 뉴시삼록 님하뎡문녹 옥인몽 셔유긔 튱의슈호지 셩탄슈호지 구운

몽 남졍긔552)

소설 목록에 대해서는 1790년 이전에 작성되었다는 의견과553) 1847년 개장 시

점에 작성되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554) 이 목록은 종이의 지질과 개장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1790년 이전에 필사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따라서 당시 외가에서 살고 있던 해평윤씨가 이들 목록을 접했을 가

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며, 목록에 있는 작품 가운데 일부 작품을 직접 읽었을 가

능성도 있다. 해평윤씨는 윤시긔록에서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독백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간곡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장편소설의 향유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다음으로 윤시긔록에서 가사의 영향이 나타난 부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는 가사가 인용되기도 한다. 해평윤씨는 남편의 죽음을 맞이하여 인생

무상을 느끼는데, 이 대목에 <옥설화담(玉屑華談)>의 구절이 삽입되어 있다.

550) 심경호, 앞의 논문, 1990, 187면.
55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옥원재합기연 권14 2a면.
552)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옥원재합기연 권15 1a면.
553) 심경호, 앞의 논문, 1990, 187면;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출
판문화원, 2016, 172-176면.

554) 김동욱, ｢서울대본 옥원재합기연 소재 소설목록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47, 한국
고전문학회, 2015, 2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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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설화담>은 ‘기남자(奇男子)’의 일생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유한성을 보여

주는 가사이다. 이 작품은 결사에서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일부 이본에는 죽음

이후의 상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때 ① <해로가>와 함께 운구하는 장면, ②

터를 잡아 묘를 쓰는 장면, ③ 후손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 등이 그려져 있다.557)

이 중 ②와 ③의 내용이 일부 윤시긔록에 삽입되어 있는데, 이때 제사의 주

체가 ③의 ‘자손’에서 ③'의 ‘부모처자’로 바뀌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의 보편적

죽음이 남편의 개별적 죽음으로 바뀌며 <옥설화담>의 “어와 가련쥭으면

허로다”라는 허무의 정서가 윤시긔록의 “아모리 통졀(痛切)들 슬허물

알니오?”라는 슬픔의 정서로 변환된다. 특히 <옥설화담>이 18세기 말에서 19세

555)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만언사, 33a면.
556) 윤시긔록, 150-151면. 밑줄 인용자 강조.
557) 김현식, ｢<옥설화담>의 변이양상과 수용자의 욕구와 반응｣, 한국시가연구 35, 한국시
가학회, 2013, 225-226면.

<옥셜화담> 윤시긔록

① 인간의 터를닥가 북망산 도라들졔

㉮ 단졍이 압셔니 이 쳐량다

㉮ 로가 슈삼셩의 아니울니 뉘잇스리

② 쳥산의 터를닥가 사초로 집을삼고

㉯ 송으로 울을삼고 백양으로 졍삼아

㉯ 현궁을 깁히닷고 명문을 

㉯ 쵸목 진골의 골이 진퇴로다

③ 황쳔이 격곳어벗지 져올가

㉰ 동풍 오졀의 손이 제를들

㉰ 신명이 최업셔 오쥴 모라거든

㉰ 향화 일쥬를 먹을쥴 어이니

㉰ 어와 가련쥭으면 허로다555)

평(平生)을 녁슈(曆數)년(百年)

이 잠시로다. 슈요댱단(壽夭長短)은 노소

(老小)알 길 업긔 아니 느거으

냐? 초로(草路)갓튼 인은 일죠일셕(一

朝一夕)의 슬어지면 타일(他日) 하시(何

時)의 도라오리오? ②' 쳥산송님(靑山松

林) 하(下)의 터흘 잡아 쵸(莎草)로 집

을 지어 송(松柏)으로 담을 코 현궁

(玄宮)을 깁히 닷고 명문(冥門)을 잠가시

니 공산초목(空山草木)과 갓치 골이 진

퇴니 ③' 부뫼쳐만반진미(滿盤珍味)

가득 노코 통운졀(哀痛殞絶)야 졔

(祭)들 일개나 업며 향화쥬(香火

酒) 일(一杯)의 흠향(歆饗)쥴 알

며 아모리 통졀(痛切)들 슬허물 알니

오?556)

[표 Ⅵ-3] <옥셜화담>과 윤시긔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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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사이에 창작되었으며, 규방과 시정에 널리 유통되었을 것이라는 주장

은558) <옥설화담>이 윤시긔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뿐 아니라 윤시긔록에는 대구적 표현과 2음보의 중첩과 같은 가사 형

식을 빈번하게 찾아볼 수 있다. 작품의 서두를 다시 살펴보아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① 텬지가 상합후 음양이 시분니

텬은 아비시고 지어미시니

텬지안 연후의 부모알고

음양을 안 연후의 부부분변니

② 기듕의 오륜이 근원이니 오륜의 듕믄 두 가지다

여고로 인이 듕고

아신이 귀도다

아신을 어셔 밧와고?

③ 부혜생아시며 모혜국아시니

무아휵아시며 댱아육아시며

고아복아츌입복아니

욕보지덕인되 호텬망극이

맛와건마559)

인용문은 4음보로 재배열한 작품의 서두이다. 먼저 ①에서는 “텬지가 상합

후 음양이 시분니”와 같이 정확하게 대구를 이루는 구절이 있다. 문장 구조에

대구가 없는 경우에는 ②의 “기듕의 오륜이 근원이니”와 “오륜의 듕믄 두 가

지다”에서처럼 6 ･ 4조의 자수(字數)가 나타난다. 또한 ③처럼 시경을 인용하여
비슷한 자수를 반복하기도 한다. “부혜생아시며-호텬망극이”은 시경 ｢소아｣
<요아> 편을 인용한 것으로 대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조사를 제외하여 볼

때 4 ･ 4조의 반복을 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윤시긔록에 가사

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양상은 해평윤씨가 가사의 적극적 향유자였음을 짐작

하게 한다.

558) 권순회, ｢<옥설화담>의 소통 양상과 통속성｣, 어문연구 37(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109-112면.

559) 윤시긔록, 1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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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해평윤씨의 시가와 친정의 가계적 영향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평윤씨가 들목조씨 집안으로 시집간 데에는 해평윤씨를 기른 외숙모의 영향

이 있었으리라 짐작되는데, 외숙모의 자매(1799-1882)가 해평윤씨의 시아버지

조학년의 동생인 조규년(趙奎年, 1799-1867)과 혼인하였기 때문이다. 두 사람의

아들인 조희백(趙熙百, 1825-1900)은 함열현감겸성당창조세영운관(咸悅縣監兼聖

堂倉漕稅領運官)으로서 1만 6천여 석의 곡식을 금강 웅포(熊浦)에서 한강 광흥

창(廣興倉)까지 배로 옮기는 과정을 기록한 조행일록(漕行日錄)을 썼다.560) 또

한 그는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관동장유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여기에는 조희백이 창작한 가사 <관동장유가>와 <도가>, 그의 동생

인 조희일(趙熙一, 1838-1904)이 창작한 가사 <함라별곡(咸羅別曲)>이 수록되어

있다.561) 이처럼 작자가 시집간 들목조씨 집안은 가사 문학에 있어서 여러 작품

을 남기고 있다.

또한 해평윤씨의 외숙모 집안은 <정승상회방연가(鄭丞相回榜宴歌)>와도 관련

이 있다. 이 작품은 좌의정(左議政), 중추부판사(中樞府判事), 영의정(領議政) 등

을 역임한 정원용(鄭元容, 1783-1873)의 둘째 며느리의 친정 언니가 정원용의

회방연을 보고 지은 가사이다. 회방연은 과거에 급제한 지 육갑이 되는 잔치를

말한다.562) 그런데 정원용의 둘째 아들 정기년의 부인이 해평윤씨를 기른 외숙

모의 자매이며, 가사의 작자가 외숙모의 육촌으로 추정된다.563) 따라서 외숙모의

친정 집안 역시 가사 창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는 자유롭게 서술된 한글 산문이라는 점에서 여성

들의 한글 일기와 비견될 수 있다. 조선후기에 이르면 여성들이 자신의 일상생

560) 吉田光男, ｢李朝末期の漕倉構\造と漕運作業の一例: 漕行日錄にみる1875年の聖堂倉｣, 朝
鮮學報 113, 1984, 최강현, 한국기행가사연구, 신성출판사, 2000, 138면에서 재인용; 안
길정, ｢19세기 조운의 운영실태-조행일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6, 12-14면.

561) 안길정, 위의 논문, 14면에서 조만원을 세도 정치의 대표적인 인물인 조만영(趙萬永,
1776-1846)의 친동생이라고 했는데 이는 잘못이다.

562) 정양완, 「정상공회방기록에 대하여」, 연민이가원박사육질송수기념논총, 동간행위원
회, 1977, 27-28, 30면.

563) 정양완은 집안 어른들의 증언에 따라서 <정승상회방연가>의 작자가 승방돌 심정승댁으
로 시집갔다고 하였다(위의 논문, 38-39면). 따라서 정원용의 둘째 며느리의 육촌이자 윤
기열(尹期烈)의 딸로 심형지(沈炯之)와 혼인한 해평윤씨가 아닌가 한다(해평윤씨대동보
간행위원회 편, 해평윤씨대동보 4권, 해평윤씨대동보간행위원회, 2005, 53면). 그러나 작
자를 확정하기에는 보다 상세한 자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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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서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의 미암일기(眉巖日記)를 통하여 양반 여성들이 가계의 지출과 수

입을 책자에 기록해두었을 것이며, 유만주(兪晩柱)의 흠영(欽英)을 통하여 17

세기 후반 시헌력(時憲曆)의 보급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달력에 일상사를 적어가

는 일이 많이 이루어졌으리라 추정되었다.564) 최근 소개된 기계유씨(杞溪俞氏,

1818-1875)의 경술일기(庚戌日記)는 여성의 일상생활 기록의 실재를 보여주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일기는 호서지역에 세거하고 있었던 안동김씨(安東金氏)

선원파 김호근(金好根, 1807-1858)의 부인 기계유씨가 1849년부터 1851년까지

비연속적으로 적은 것으로, “집안 살림의 수입과 지출, 상품 판매 현황, 고리대

대출 명세, 노비들의 노동과 삯 지급” 등을 기록한 가계부 성격의 기록이다.565)

즉, 매일의 일상사를 편집하지 않고 기록한 기록물이다.

그런데 현전하는 여성 일기 가운데 남평조씨(南平曺氏) 조애중(曺愛重)의 병
자일기, 분성군부인(盆城郡夫人) 허씨(許氏)의 건거지(巾車志), 나주임씨(羅州
林氏, 1818-1879)의 병자양란녹 등은 매일의 일상사 가운데 특정 사건을 편집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원형의 일기가 존재하고 그것을 편집한 것으로 보

인다. 선행연구에서 한중록과 긔록이 일기나 다른 기록의 영향을 받은 것

으로 추정하였다.566)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와 한글 일기는 과거 회상형의 한글

산문이라는 점에서 동궤에 있다. 두 갈래는 한글 일기가 전쟁, 유배, 피란 등의

외부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 반하여 자기서사는 ‘나’의 서술적 정체성

에 초점이 맞추어져 서술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요컨대,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는 한글 글쓰기의 전통을 수용 및 변용하여

작자의 의도에 따라 갈래를 선택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서간으로 자

신의 일생을 표현하는 수준에서 가사를 수용하여 자신의 일생을 서술하는 전략

을 거쳐 여러 한글 글쓰기 전통을 집대성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활을 표현하는

자기록이라는 새로운 문학 갈래를 창조하는 데로 나아갔다.

564) 정우봉, ｢남평 조씨 병자일기의 성격과 작품 공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5, 한국고
전여성문학회, 2012, 215-216면.

565) 김현숙, 앞의 책, 13-15면.
566) 이병기, 앞의 논문, 151면; 정병설, 앞의 논문, 2008, 188면; 김정경, 앞의 논문, 2018, 10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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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멸(死滅)에 대한 애도로서의 글쓰기

자기에 대한 글쓰기는 남성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남성의 텍스트를 인간 일반의 텍스트로 보는 것에 반론을 제기하면서 성별에

따라 자기에 대한 글쓰기가 달라지는 양상을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서전

이론가 에스텔 C. 젤리넥(Estelle C. Jelinek)은 여성의 자서전이 내용과 서술에

서 남성의 자서전과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았다. 남성은 세계적 사건과 관련

있는 직업적이거나 지성적인 삶을 쓰는 데 반하여 여성은 가정의 대소사, 가족

의 어려움, 가까운 친구들, 영향을 준 사람들 등 개인적인 삶에 관하여 쓴다고

하였다. 또한 남성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전체 생애를 과장하고, 신화화시키고,

이상화시키는 데 반하여 여성은 자신의 소녀 시절과 전체 생애를 솔직하고 객

관적인 방식으로 쓰며 감정을 위장하기 위하여 우회적이고 유머러스하게 쓴다

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남성은 자신의 생애를 선형적, 연대기적, 논리적으로 제

시하는 데 반하여 여성은 불연속적, 지엽적, 파편적으로 제시한다고 보았다.567)

그러나 그녀의 작업은 여성을 단일한 개체로 봄으로써 여성 간의 차이를 무

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568) 영문학자 린다 H. 피터슨(Linda H.

Peterson)은 여성과 남성의 자서전이 각기 다른 문학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비판하였다. 현대의 자서전 연구자나 평론가들은 남성의 자기 재현은 지

위적 ·선형적인 데 반하여 여성의 자기 재현은 관계적 ·맥락적이라고 여기는 경

향이 있다. 그러나 영미(英美)에서 여성의 자서전이 출판되기 시작하였던 19세

기 여성의 자서전은 무성적, 심리적, 종교적 성격의 영적 자서전(spiritual

autobiography)의 전통과 여성적, 가정적, 세속적 성격의 가내 회고록(domestic

memoir)의 전통이 혼재되어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 재현에 관계적, 맥락적

전통만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569) 한편 자서전에

통합된 자아가 나타난다는 인식 자체가 비판되기도 하였다. 영문학자 샤리 벤스

567) Estelle C. Jelinek, “Introduction”, Estelle C. Jelinek ed., Women's autobiography:
Essays in criticism,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pp. 7-19.

568) 이봉지 ·박영혜, ｢여성 자서전 이론의 현 단계와 특수성에 관한 연구｣, 비평과이론 
6(2), 한국비평이론학회, 2001, 198-199면.

569) Linda H. Peterson, “Institutionalizing Women’s Autobiography: Nineteenth-Century
Editors and the Shaping of an Autobiographical Tradition”, Robert Folkenflik ed.,
op.cit., pp. 8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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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Shari Benstock)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의 글쓰기를 탐구하면서 통

합된 자아를 가정하는 자서전 연구를 비판하였다. 버지니아 울프의 글쓰기는 통

합된 자아가 아니라 분열된 자아를 향하여 나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자아의 분

열은 모든 자아 탐색에서 나타나지만, 여성이 아버지의 법칙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향이 크므로 여성의 글쓰기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평가하였다.570)

조선후기의 자기에 대한 글쓰기에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가? 지금까

지 연구에서는 주로 내용상의 차이가 지적된 바 있다. 남성의 자기서사에는 공

적 영역 위주로 서술된 반면에 여성의 자기서사에는 사적 영역 위주로 서술된

다는 것이다.571) 주지하다시피 유교 사회의 가부장제로 인한 성별에 따른 생활

환경의 차이가 자기서사의 내용상의 차이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령, 혜경

궁이 임오화변에 관하여 쓴 것은 공적 영역에 대한 기록인가 아니면 사적 영역

에 대한 기록인가? 한산이씨가 남편의 유배에 관하여 쓴 것은 공적 영역에 대

한 기록인가 아니면 사적 영역에 대한 기록인가?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남성과 여성의 글쓰기가 서술 양상에서 차

이를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서술의 차이는 성별의 영향보다는 표기 방

법과 문학 갈래의 영향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가령, 한문으로 쓰인 자기서

사는 한문 전통을 따르며 한글로 쓰인 자기서사는 한글 전통을 의식한다.

그렇다면 실제 작품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가? 이러한 논의와 관련하여

불문학자 돔나 C. 스탠턴(Domna C. Stanton)의 자서전의 주체에 관한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그녀는 남성의 자서전이 선형적이고 공적인 내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데 반하여 여성의 자서전이 사적인 내용을 파편적으로 제시한다는 주

장을 반박한다. 이 주장에 맞지 않는 예외가 많이 존재할 뿐 아니라 이 주장 자

체가 성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여성과 남성의

570) Shari Benstock, “Authorizing the Autobiographical” Shari Benstock ed., op.cit., pp.
7-33.

571) 허윤진은 18세기 이후 여성 자서전적 글쓰기를 탐색하면서, 여성들이 관계들 속에서 자
신을 정의하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타자를 지향하는 관계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허윤진, 앞의 논문, 7-11면). 장영은은 근대 여성 지식인의 자기서사를 탐색하여 전통
적으로 여성은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거나 획득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여성들의 자서전은 사소하게 치부되는 일상을 담아내고 타인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기술
하는 특징을 드러낸다고 분석하였다(장영은, 앞의 논문, 151면; 장영은, 앞의 책, 193-19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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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여성의 글쓰기에는 딸,

아내,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관습적 자아와 야망이나 직업을 가지려는 비관

습적 자아 사이의 긴장이 나타나는 데 반하여 남성의 글쓰기에는 그러한 긴장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여성에게 글쓰기가 허용되지 않았

기 때문에 여성이 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일으키는 갈등이 작품 내부에 존재한

다는 것이다.572) 그녀가 제안하듯이 성별에 따른 글쓰기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해서는 글쓰기에 내재된 긴장과 갈등이라는 서사원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를 남성의 자기서사와

비교하여 서사원리 면에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남

성과 여성의 자기서사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되, 대표적인 작품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연

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성별을 불문하고 자신의 일생을 회고하는 글쓰기가 많이

쓰였다. 이 시기 남성의 자기서사는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과 한글로 기록

된 것으로 나뉜다. 먼저, 한문으로 저술된 자기에 관한 글쓰기는 중국의 전한(前

漢) 사마천(司馬遷)의 ｢태사공자서(太史公自序)에서 시작되었다고 여겨진다. 그

이후 자전, 자지(自誌), 자표(自表) 등이 등장하였다. 자서는 서적의 서문 역할을

하면서 일생을 서술하는 양식인 데 반하여 자전은 자신에 관한 전(傳)이다. 한

편 자지와 자표는 묘도문자(墓道文字)에 해당한다.573)

한국의 경우에는 고려후기 이규보(李奎報, 1168-1241)의 ｢백운거사전(白雲居

士傳)｣과 최해(崔瀣, 1287-1340)의 ｢예산은자전(猊山隱者傳)｣이 자신을 다른 대

상에 의탁하는 방식의 탁전(托傳)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후, 조선후기에 들

어서 작품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자전, 자서(自敍), 자찬(自贊), 자명(自銘)뿐만

아니라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자찬연보(自撰年譜) 등이 많이 지어졌다.574) 안

대회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저술된 자찬묘지명을 조사하였는데 조선후기에

저술된 작품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전에는 한두 명의 문인

572) Domna C. Standon, “Autogynography: Is the Subject Different?”, Sidonie Smith &
Julia Watson ed., Women, Autobiography, Theory: A reader,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8, pp. 131-144.

573) 심경호, ｢전근대 시기 자서전적 글쓰기의 종류｣,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가서, 2010,
622면.

574) 박진성, ｢조선후기 자전문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18, 9-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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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돌출적으로 자찬묘지명을 지었으나 17세기 이후에는 동인집단에 소속된 문

인들이 생전(生傳)과 자찬묘지명을 적극적으로 지었다고 분석하였다.575) 정우봉

은 자찬연보를 “개인의 일생을 연도별로 자기 스스로 작성한 것”이라고 정의하

면서 조선후기에 이르면 자찬연보가 연도별, 월일별로 자신의 삶을 관력을 중심

으로 기록하는 것에서 벗어나 내면 심리와 일상 경험을 독특한 방식으로 서술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평가하였다.576)

한편 남성이 한글로 자기서사를 서술한 경우는 많이 전해지지 않는데, 남아있

는 작품의 경우에는 주로 가사 갈래로 쓰였다. 지금까지 연구된 대표적인 작품

으로 안도환(安道煥)의 <만언사>, 이광명(李匡明, 1701-1778)의 <북찬가(北竄

歌)>, 구강(具康, 1757-1832)의 <기수가(耆叟歌)>, 홍원장의 <상심화전가>, 김

충선(金忠善, 1571-1642)의 <모하당술회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작품은 유배

시절에 창작된 작품과 노년 시절에 창작된 작품으로 나눌 수 있다. 정인숙은 후

자의 작품에서 “개인적인 기억을 회고하면서 인생 전체를 성찰하는 성숙한 자기

인식”이 드러나며, “자기 고백이 내부로 몰입하거나 침잠하지 않고 외부로 발산

하거나 외부세계와의 소통을 의식”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577) 한편 최근 나주

출신 문인 나학해(羅學海, 1706-1776)의 <탄빈가(歎貧歌)>가 소개된 바 있다.578)

전술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 남성과 여성의 자기서사를 비교하기 위하여 작품

에 내재된 갈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근대 자기서사의 핵심적인 갈등은 운

명에 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자전의 효시로 평가받는 사마천의 ｢태사공자서

｣에서부터 운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드러난다.579) 그런데 조선후기 남

성과 여성의 자기서사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운명에 대한 담론은 차이를 보인다.

먼저, 남성의 글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운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유한준(兪漢

雋, 1732-1811)의 글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다. 유한준은 자신이 운세를 점친 내

용을 썼다.

575) 안대회, ｢조선후기 자찬묘지명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1, 한국한문학회, 2003,
237-266면.

576) 정우봉, ｢조선후기 자찬연보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59, 한국한문학회, 2015, 93,
103-113면.

577) 정인숙, ｢가사 장르를 통해 본 남성의 자전적 술회와 그 의미｣, 한국고전문학연구 36,
한국고전문학회, 2009, 95-98면.

578) 신현웅, ｢18세기 나주 무인 나학해의 자전적 술회 가사, <탄빈가>｣, 2022년 동계학술
발표대회 자료집, 국문학회, 2022. 2. 9., 3-15면.

579) 가와이 코오조오 저, 심경호 역, 앞의 책,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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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이 비록 스스로 문장을 즐기기는 하지만, 시대와 운명이 불우하여 공을 세

워 이름을 공신첩에 올려 이 시대에 쓰이지 못하는 것을 서글퍼 했다. 마침 듣자

니, 동곽에 맹인점술사 전(田) 선생이 천지의 이치에 밝고 음양의 자리를 살펴서

오생의 상생과 상극을 변별하며 일월과 오성의 경위(經緯)를 잘 짚어 헤아려서,

남이 생년월시의 사주를 물으면 현세에서 곤궁할지 현달할지, 수명이 길지 짧을

지를 추산하여 백에 하나나 둘도 틀리지 않는다고 했다. 아침에 동곽의 저자로

가서, 전 선생을 배알하고 운수를 물었다.

전 선생은 말하였다.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이 곤궁할지 현달할지요, 아니면 수명이 길지 짧을지요?”

한준이 말했다.

“곤궁할지 현달할지입니다.”580)

심경호는 이 글이 유한준이 이전에 쓴 ｢우려문수(右閭問數)｣에 실린 글을 축

약하여 실은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전(田) 선생이라는 사람은 실존인물이라기

보다는 가상인물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581) 유한준은 뛰어난 문장을 지닌 자신

이 높은 벼슬에 오르지 못한 이유를 궁금해하며 점술가에게 점복을 하러 갔다.

점술가가 그에게 궁달과 수명 가운데 무엇을 묻고 싶은지 질문하자 그는 궁달

을 묻고 싶다고 말한다. 이처럼 남성의 자기서사에서 제기되는 운명의 문제는

생사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출처(出處)에 관한 것이다.

한편 심노숭(沈魯崇, 1762-1837)의 자기서사에도 출처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서사화하는 데 집중하여 단행본 형태의 장편 서술을 통

하여 자신의 삶을 기록하였으며, 다양한 형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중에서 
자저실기(自著實紀)는 그의 문집 효전산고(孝田散稿)의 33책과 44책에 수록

되어 있는데, 주제별로 구획하여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은 이전의 문학 형식과는

매우 다르다.582) 자저실기에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과 자신의 불화가

580) 심경호, 앞의 책, 52면. 俞漢雋, 自著 卷14, ｢家傳｣, “漢雋雖文章自娛, 傷時命不偶, 不能
策名樹功, 爲當世之用. 聞東郭瞽師田先生明於天地之理, 察於陰陽之位, 而辨於五行之克生,
而差次日月五星之緯經, 人有問以其生年月日時, 推之於窮達夭壽, 百不失一二. 朝日之東郭市
中, 謁田先生問數焉. 田先生曰, “子之所欲問, 在窮達乎, 在壽夭乎?” 漢雋曰, “在窮達耳.””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inLink?DCI=ITKC_MO_0562A_0150_010_0010_2006
_A249_XML>, 검색일자: 22.06.14.)

581) 위의 책, 5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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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나 있는데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불우하다고 생각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로 인하여 자신을 자부하기도 한다.

 과체의 여러 분야 가운데 시에는 재능이 많았고, 표문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

였다. 재능이 많았기에 시는 힘들여 연마하지 않아도 수준 높은 작품을 얻을

때가 있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에 표문은 기발함이 없어도 제법 숙련되었

다. 시는 초시에 급제하고 나서 반상시에서는 한 번도 장원 급제하지 못한 것

이 한스럽다. 진사가 되어서도 의욕이 앞서 그 뒤로 남을 위해 대신 써준 시

로 장원을 하기도 하였다. 그것을 속으로 기뻐했는데 이는 정말 재능에 부림

을 당한 것이다.

정시와 초시, 절제와 응제에서 지은 표문은 잘된 것이 많았으나 끝내 급제

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운명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스스로는 노력을 충분

히 기울였다고 생각했으나 실제로는 충분하지 않은 탓이다.583)

 내가 소과를 치르고 나자 아우가 “반시에 응시해 3년이 지나도록 급제하지 못

하면 천하의 못난 솜씨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아우의 말이 아니라도 나도

그렇게 생각하였다. 그렇지만 3년이 지나도록 급제하지 못하였다. 내가 “우리

들이 다 경망스러웠다. 과거 급제란 장담할 수 없구나”라고 말하니 아우도 웃

고 말았다.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보면 기미년(1799)과 경신년(1800) 무렵 집안

과 국가의 재앙이 없었다면 끝내 급제하지 못하였겠는가? 이것이 이른바 운

명이라는 것인가 보다.584)

그는 에서 자신이 뛰어난 글을 쓰기는 하였지만 급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운명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며 자신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은 탓이라고 말하고

582) 정우봉, ｢심노숭의 자전문학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과 자아 형상｣, 민족문화연구 6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4, 91-99면.

583) 심노숭 저, 안대회, 김보성 역, 자저실기, 휴머니스트, 2014, 75면. “科體諸作, 才性之優
也, 故未嘗攻苦, 而或得深造; 工力之篤也, 故雖無警拔, 而亦頗練實. 詩雖小成, 而恨不得泮庠
一魁. 得進士, 意先之, 此後爲人代搆, 或居魁, 心喜之, 此所謂伎倆所使. 表之庭試 ·初試 ·節
製 ·應製得之或多, 而卒未有成, 此不可以專責命途. 自謂工力之篤至, 而實未篤至之故也.”(위
의 책, 639면)

584) 위의 책, 99면. “余小科後, 弟田嘗言: “赴泮試三年, 不得第, 天下之庸手也.” 非但弟田之言,
余意亦然. 過三年不得, 余曰: “吾輩皆妄耳. 得第不可自必也.” 弟田亦笑之. 至今思之, 不有己
庚家國之禍, 豈卒不得之? 此其所謂命者耶!”(위의 책, 66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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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를 보면 집안과 국가의 재앙이 없었다면 끝내 급제하였을 것이

라며 이것이 운명이라고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신이 뛰어난 재능

에도 급제하지 못하였던 것은 운명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남성의 한글 자기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작품인 안도

환의 <만언사>를 살펴본다. 안도환은 정조 때 대전별감(大殿別監)을 지냈는데,

추자도에 귀양 가서 겪은 괴로움을 <만언사>을 통하여 노래하였다. 이 작품은

유배가사로 분류되지만 자신의 일생을 술회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 갈래 자기

서사라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귀양살이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죄과에 대한 뉘우침보다

는 굶주림에 대한 한탄이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해서 노래하고 있다. 그

러나 이 작품에 드러나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보다 성공적이지 않았던

관직에의 삶에 대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팔자에 대하여 “四柱쥬八子 무어

여 平生 吉길凶흉 占졈卜복헐 졔/ 壽福康寧 가시니 歸鄕향 星 잇셔시랴/ 翡비

緞단 綵衣 몸의 입고 老로萊子을 效효則측여/ 膝슬下하의 어린 軆체로 시

름업시 라더니/ 語話 奇긔簿부다 나의 命명途도 奇簿다/ 十一歲 慈자母모

喪상에 呼호哭곡哀痛통 昏혼絶졀니/ 그의나 죽어던들 잇苦生 아니 보

리/ 번 世上 두 번 라 人인間간行樂낙허랴던지/ 終종天쳔至지痛 슬푼 눈

물 每逢봉佳가졀 몃 巡슌인고”585)라고 한탄한다.

여기에서 그가 팔자를 한탄하는 이유는 죄를 저질러 추자도로 유배 갔기 때

문이다. 그는 배를 타고 해남에서 추자도로 이동한다. “우눈물 沼소이 되야

大海水를 보리니/ 黑흑雲一片편 어듸로셔 忽홀然 狂風 무일고/ 山岳악 갓

튼 놉흔 물결 머리을 눌너 칠 졔/ 크나큰 죠리 되니 五臟장六腑부 다 나온

다/ 天恩 입어 남은 목슘 마진케 되고나/ 楚초漢乾건坤 火炎염中에 將軍

紀긔信 되련인와/ 西風落日 冥명羅水에 屈굴三呂을 不願원터니/ 此亦天命 허일

읍다 一生一死 엇지리/ 出츌沒몰死生 三晝쥬夜에 櫓노 지이고 닷틀 쥬니/ 水

路로千里 다 지나고 楸츄子島 여긔로다”586)라고 추자도로 들어가면서 강풍을 만

나서 죽을 지경에 이른 상황이 장면화되어 있다. 이처럼 한문으로 쓰인 남성의

자기서사와 달리 남성의 한글 자기서사는 기억의 장면화가 나타난다.587) 이때

585) <만언사>, 장정수 역주, 조선 후기 사대부가사, 문학동네, 2021, 448-449면.
586) <만언사>, 위의 책, 462-463면.
587) 정인숙, 앞의 논문, 10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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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자신을 기신(紀信)이나 굴원(屈原)에게 빗대는데, 자신의 잘못으로 유배 가

게 되었으나 염치없게도 충신에 빗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작품에서 출처에 대한 관심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데에는 유배가사라는 데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 노년에 지은 남성의 자기서사에서도 출처에 대한 관심이 강하게 나타

난다. 구강(具康, 1757-1832)의 <기수가(耆叟歌)>는 그의 노년에 지은 가사로

주인과 객(客)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이 작품에서 객(客)인 남호거사가 자신

이 전원에서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노래하자, 주인인 북성거사가 “네 일

이 지락이라 내모양 들어보소/ 삼십년을 공부야 셔삼경 졔가/ 츈츄젼국

젼국을 거위다 셥녁고/ 과쟝의 드러가면 거벽으로 지목되/ 삼십구의 소과

고 십삼의 대과야/ 뉵십년의 당샹니 노흥이 엇덧턴고/ 귀밋 옥관요

머리의 쵸모로다/ 허리의 조홍요 유문대 흑단령과/ 가는 초 쳥챵의로 뉵

션루의 안식베고/ 일쟝오면 깁게드니 시졀이 태평이라”588)라고 자신의 승승장구

하였던 관직 생활을 자랑한다. 그러나 주인은 마침내 자신이 뛰어난 공적을 남

기지도 못한 데다가 넉넉한 기반을 마련하지도 못하였다며 객(客)의 즐거움을

부러워한다.589) 이처럼 노년에 지은 가사에서도 출처에 대한 관심이 크게 드러

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남성의 자기서사에서 가족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권섭(權燮, 1671-1759)은 ｢자술년기(自述年紀)｣에서 자신의 일생을 연대적으로

기록하였는데, 어린 가족의 죽음을 나열하고 눈앞에서 어린아이가 죽은 것이 13

번이었다는 서술을 덧붙었다.590) 그러나 이 작품에서 권섭이 주로 문제 삼고 있

588) 박요순, 한국고전문학신자료연구,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2, 123면.
589) 정인숙, 앞의 논문, 87면.
590) “정사년(7세, 1677년)과 병인년(16세, 1686년)에 각각 누이가 죽었다. 을해년(25세, 1695
년)에 두 살 된 아들이 죽었다. 정해년(37세, 1707년)에 일곱 살 된 딸이 죽었다. 무자년
(38세, 1708년)에 두 살 된 딸이 죽었다. 무술년(48세, 1718년)에 여섯 살 된 딸이 죽었다.
계묘년(53세, 1723년)에 두 살 된 손녀가 죽었다. 갑신년, 병신년에 사촌동생과 외사촌 누
이의 양자가 죽었다. 을미년(45세, 1715년), 경자년(50세, 1720년), 계묘년(53세, 1723년)에
외손자 외손녀 넷이 죽었다. 무릇 눈앞에서 어린 사람이 죽는 것을 본 것이 13번이었다.”
(신경숙 외, 18세기 예술 · 사회사와 옥소 권섭, 다운샘, 2007, 288면). 權燮, ｢自述年紀｣,
“丁巳, 丙寅, 哭殤妹. 乙亥, 哭二歲男, 丁亥, 哭七歲女. 戊子, 哭二歲女. 戊戌, 哭六歲女. 癸
卯, 哭二歲孫女. 甲申, 丙申, 哭內弟外妹之率養於家者. 乙未, 庚子, 癸卯, 哭外孫男女四人.
凡見夭慘於目前十三.”(위의 책, 2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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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출처에 대한 것이다. 그는 “세상을 살아온 54년 동안 굶주림과 배부름,

추움과 따뜻함, 슬픔과 기쁨, 궁함과 통함의 형세가 수시로 이른 것에 대해 지

금 다시 말할 것이 없다. 만약 내가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무리의 뒤를 쫓아다

니느라 뜻을 굽히고 머리를 조아렸다면, 어찌 남보다 못하다고 여겨 스스로 기

구한 횡액과 참혹한 독을 취함이 이와 같았겠는가? 누워서 계부의 말씀을 생각

하며 후회한들 어찌 미치리오마는 하늘이 정해준 분수를 내가 어찌하겠는가

!”591)라며 인생을 자평하였다.

이와 달리 여성의 자기서사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운명의 문제는 생사에 관

한 내용이다. 물론, 여성의 자기서사에서 출처에 대한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한산이씨의 고행록이나 순천김씨의 <노부탄>과 같은 작품에는 남

편의 출처에 대한 갈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여성의 자기서사에서 운명과 관련된

갈등은 주로 생사와 관련된 것으로 부모, 남편, 자식의 죽음에 대한 애도로 나

타난다.

먼저, 부모의 죽음에 대한 애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풍양조씨는 “오회

라 텬되(天道ㅣ) 무지미냐 부명(賦命) 박(薄)시미냐 이 엇진 일이뇨”592)라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하여 한탄하고, 해평윤씨는 “아직 튱년(沖年)의 죄악이 디

듕여 조샹부모(早喪父母)고 뎨형(弟兄)이 무타(無他)여 무지락(舞綵之

樂)과 연지지졍(連枝之情) 업셔 고〃일신이 신톄발부가 슈지부뫼시니 아신을 스

로 어루만져 늣겻도다.”593)라며 부모를 잃은 자신의 죄악에 대하여 고통스러

워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여성의 자기서사에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나타나기도 한

다. 풍양조씨는 남편을 염습하고 영결하러 가면서 남편의 얼굴을 보고자 하여

면모를 들추고 한삼을 헤쳐서 손을 잡으며 “오호 통라 오이거시 우리 부〃

의 쳔고(千古) 별(死別) 집슈(執手) 샹결(相訣)미냐 인텬지(天地)간 마

엇지 이혹독일이 잇뇨.”라고 한탄한다.594) 해평윤씨는 남편의 죽음 이

후에 자신이 고통을 겪는 것은 팔자(八字)이니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

591) 심경호, 앞의 책, 298면. 權燮, ｢自述年紀｣, “生世五十四年之中, 飢飽寒煖悲歡窮通之相乘,
無常而到, 今無復可言者矣. 向使我降志低首混世逐隊者, 何渠不若於人而自取畸阨, 憯毒之至
此也. 臥念季父之言, 悔之何及, 然天有定分, 奈何乎哉?”(신경숙 외, 앞의 책, 295면)

592) 긔록, 169면.
593) 윤시긔록, 141면.
594) 긔록, 2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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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말하면서, “셔샨(西山)의 지명월(明月)을 만민(萬民) 다 즐기고 쳔하(天

下)가 다 샤랑나 뉘 슈(手)로 잡으며 황양(黃壤)의 가손을 뉘 졍(情)으로

말뉴(挽留)랴?”595)라고 말한다. 이는 ‘일박서산(日薄西山)’이라는 의미의 ‘서산

의 지는 해’라는 표현에서 ‘해’를 ‘명월’로 대치시킴으로써 망자(亡者)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인간의 유한성을 인식하는 맥락으로 전용한 것이다.

한편 자식을 앞세운 상황에 대해서도 고통스러워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한산

이씨는 자신의 적악(積惡)으로 인하여 자식이 목숨을 잃었으며,596) 전생의 죄악

으로 인하여 며느리가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다.597) 또한 죽은 의붓딸이 남

긴 갓난아이를 맡아달라는 요청에 자신의 팔자가 괴이하기 때문에 일찍 세상을

뜰까 봐 키우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이로 인하여 한산이씨는 “내 팔(八

字ㅣ) 가지가지 괴이(怪異)을 (恨)이로다”598)라고 한탄하며, “므죄벌(罪

罰)로 뉵십지년(六十之年) 되도록 이셔 셜우며 괴로온고 (恨)며 원(怨)노

라”599)라고 한탄한다.

여성의 자기서사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운명에 대한 한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선행연구에서 긔록에 나타나는 운명에 대한 인식은 운명에 순응하

는 삶과 운명을 개척하는 삶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600) 그러나 자기서사에 드러나는 한탄이 운명에 대한

순응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한산이씨는 자신의 팔자가 괴이하다고 꺼

리면서도 죽은 의붓딸이 남긴 갓난아이를 맡아서 길러내며 새로운 희망을 느낀

다.601) 해평윤씨는 자신의 팔자가 기구하고 운명이 험난하여 부모를 여의고 남

편을 잃었으나 팔자를 원망하여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

식을 드러내고 있다.602) 심지어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여성들조차도 자신

595) 윤시긔록, 150면.
596) “젹악(積惡)이 무궁(無窮)여 경신(庚申) 오월(五月)의 경풍(驚風)으로 약(百藥)이 무
효(無效)여 일흐니”(고행록, 55면)

597) “텹텹(疊疊) 젼(前生) 죄악(罪惡)이런디 경인년(庚寅年) 삼월(三月)의 그리 완실(完實)
며리 화등(火燈)의 나븨 되니”(고행록, 83면)

598) 고행록, 85면.
599) 고행록, 91면.
600) 김정경, 앞의 논문, 2018, 93면.
601) “엇디 엇디 사라셔 이제 칠 셰(七歲) 되어시니 팔(八字) 사오나온거시라 무궁(無窮)이
고 영오(英悟)니 에엿브고 심(心思ㅣ) 가디록 슬프고 쟝(將來) 사라셔 팔나
됴히 될가 며”(고행록, 8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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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극적 상황으로 몰아가는 운명에 대하여 목숨을 끊는 것으로 저항하고 있

다.

요컨대, 조선후기 남성의 자기서사는 출처와 관련된 갈등이 부각되는 데 반하

여 여성의 자기서사는 생사와 관련된 갈등이 부각된다. 그로 인해 남성의 자기

서사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외적 갈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데 반하여 여성의 자기서사에는 부조리한 운명에 대한 분노와 무력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 충돌하는 내적 갈등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조선후기 여성

의 자기서사는 사멸(死滅)에 대한 애도로서의 글쓰기라는 의미가 있다.

602) “오회(嗚呼ㅣ)라 이 군슉도 부모(父母)의 혈육(血肉)을 밧고 부모 아구로(生我劬勞)
십삭복(十朔內復)의 근고(勤苦)츌(出)엿거마팔(八字ㅣ) 긔박(奇薄)고
명되(命途ㅣ) 험흔(險釁)야 죠실부모(早失父母)야 우러〃 당(堂)이 뷔여시니 아신(我
身)을 앗기시니 업고 도로혀 스로 팔(八字)원(怨)야 신톄발부(身體髮膚)
귀듕(貴重)이 넉이미 아니미 아니로되 구박과 훼샹(毁傷)키태심(太甚)이 니 가지록
죄인(罪人)이로다”(윤시긔록, 1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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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결론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성이 직접 자기 일생을 서술한 글쓰기가 등장하기 시작

하였다. 이들 작품은 여성들이 국가적 ·사회적 ·개별적 변화의 상황에서 정체성

을 확립하고, 생(生)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진술한 글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가 지닌 특징을 갈래별로 검토하여

그 서술의 양상과 자아의 형상을 밝히고, 여성이 자기 일생을 글로 쓰는 현상이

이 시기 출현하게 된 이유를 살피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먼저 제Ⅱ장에서는 자기서사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자기서사를 분류하였다. 자

기서사는 화자가 자기 인생의 전체 혹은 특정 시기를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진술하되, 독자 혹은 청자가 작자와 화자를 동일인으로 본다는 가정이

전제된 이야기이다.

전근대 여성의 자기서사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다. 먼저, 신분에

따라서 분류하는 방식이 있다. 신분별로 자기서사를 분류하면 신분에 따라 달라

지는 삶의 양상을 확인하기에는 적절하지만 자기서사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저술 시기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 저술 시

기별로 자기서사를 분류하면 인생의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여성의 자기 인식

을 확인하기에는 적절하지만 작품별 서술 및 내용의 특징을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자아의 유형에 따라 자기서사를 분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때 분류의 기

준이 자의적일 수 있다는 문제가 남는다.

그런데 문학 갈래와 자아의 형상화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작자가 자신의 일생을 서술하기 위하여 문학 갈래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작자의 서술 의도가 반영되며 이로 인하여 자기를 형상화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학 갈래별로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를 살

펴보고자 하였다. 자기서사는 작자와 독자의 관계가 전제된 글이므로, 그 갈래

의 분류에 작자와 독자의 관계라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작자가 자신과 직접

적인 관계가 없는 독자에게까지 전달하기 위한 갈래로 자기록 갈래가 있고, 작

자가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갈래로 서간 갈래가

있다. 마지막으로 작자가 독자에게 노래를 통하여 전달하는 갈래로 가사 갈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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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따라서 자기서사를 ① 자기록 갈래 ② 서간 갈래 ③ 가사 갈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자기록 갈래 자기서사의 서술 특징과 자아 형상을 살펴보았다.

이 갈래는 자신의 일생을 문자화된 ‘기록’으로 남기려는 의식이 구체적으로 나

타나며, 타인에게 자신을 변론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드러난다. 자기록 갈

래는 인물의 일화를 중심으로 하는 연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문어적 표

현을 사용하여 기록에 권위를 부여함으로써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그로

인하여 자신의 상황을 항변하고 해명하려는 변론적 자아가 형상화되고 있는데,

변론적 자아가 말하려는 것은 주로 정쟁의 상황에 대한 항변이나 투생의 상황

에 대한 해명이다.

제Ⅵ장에서는 서간 갈래 자기서사의 서술 특징과 자아 형상을 살펴보았다. 이

갈래에는 특정한 타인에게 말을 건네는 갈래로 타인에게 자신의 고뇌를 전달하

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드러난다. 서간 갈래는 수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생애를 부분적으로 전달하는 파편적 구성을 이루고 있으며 구어적 표현

이 빈번하게 사용되어 감정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내면의 갈등

을 표출하는 모순적 자아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이때 내면의 갈등은 종부로서

역할 수행의 고뇌와 종사를 앞둔 상황에서의 번민으로 나눌 수 있다.

제Ⅴ장에서는 가사 갈래 자기서사의 서술 특징과 자아 형상을 살펴보았다. 이

갈래는 4음보 연속체인 가사를 활용하고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게 드러난다. 가사 갈래는 인물이나 환경의 묘사가 중심이 되는 복

합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사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을 활

용하여 동조를 유도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타인과 연대하려는 연대적 자아의

형상이 드러나는데, 연대적 자아는 크게 치산의 고초에 대한 위로와 신분적 질

곡에 대한 공감을 추구하고자 한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Ⅵ장에서는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의 문학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첫째,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에 드러나는 자신의 일생에

대한 의미 부여는 자아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이 등장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개별 작자의 차원에서 확인되는 서술 동기에 집중하여 연

구되었다. 그러나 같은 시기에 집단적으로 이러한 작품이 출현하고 있다면 그것

의 사회문화적 출현 동인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저술 동기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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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나’의 삶이 후세에 전달될 가치가 있다는 의식이다. 자

기서사의 여성 작자들은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글을 서술

하지는 않았으나 당위와 현실의 괴리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신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자기의 고유성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일생을 ‘기록’하는 데 이르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는 한글 글쓰기의 전통을 수용 및 변용하여

작자의 의도에 따라 문학 갈래를 선택하는 글쓰기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서간 갈래로 자신의 일생을 표현하는 소박한 단계에서, 가사라는 기존의 갈래를

수용하여 자신의 일생을 서술하는 단계를 거쳐 여러 한글 글쓰기 전통을 집대

성하여 자신의 감정과 생활을 표현하는 자기록 갈래라는 새로운 문학 갈래를

창조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셋째, 조선후기 남성의 자기서사는 출처(出處)의 고민이 부각되는 데 반하여

여성의 자기서사는 생사의 고민이 부각된다. 그로 인해 남성의 자기서사는 자신

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외적 투쟁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데 반하여

여성의 자기서사에는 부조리한 운명에 대한 분노와 무력한 자신에 대한 자책이

충돌하는 내적 투쟁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서사는 죽음이

라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바, 본고에서는 조선후기 여성 자기서사의 양상과 의미를 다

각도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여성의 글쓰기는 국문학 연구의 초창기부터 관심을

받아왔는데, 여러 작품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본고는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의 갈래별 서술 특성을

분석하고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려는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

을 수 있다. 또한 자기서사가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로 생활과 감정을 서술한 것

이라는 점에서 본고의 논의는 당대 여성 생활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도 기

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조선후기 여성의 자기서사가 지니는 문학사적

의의를 면밀하게 고찰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

이후에 기록된 여성의 자기서사를 살피는 작업과 한 ·중 · 일 여성의 자기서사를

비교하는 작업은 후속 과제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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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Women’s Self-Narrativ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Cho, Haejin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it was significant that women started writing about their liv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significance goes beyond their gender.

These female authors tried to establish their identities and discover the

meaning of life under changing national, social, and personal

circumstances. This study thus contemplates why the phenomenon of

female self-narratives appeared during this period and aims to reveal the

literary forms and self-imagery in them.

Chapter Ⅱ refines and classifies the notion of self-narratives.

Self-narrative involves the narrator reflecting on his or her entire life or

parts of life where the reader/listener views the author and the narrator

as the same person.

Women’s self-narrativ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can be classified

by various methods. First, they can be classified by the author’s social

status, which shows the differences in each author’s life. However, it is

difficult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 and content of

self-narratives via this method of classification. Second, they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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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ed by the age of author they were written in. While this can help

identify the self-perception of women according to their age, it can be

challenging to distinguish their literary forms. Finally, self-narratives can

be classified by the types of the self as well. However, it might be

arbitrary to classify the types of the self.

Yet, there is a close association between literary forms and

self-images. This is because the author’s narrative intention is reflected

in the process of choosing a literary form, which consequently changes

their self-configuration. He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association between literary forms and the self-images in women’s

self-narratives. Since self-narratives are writings premi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 and the reader, this relationship can be

applied as the criterion for classifying their literary forms. The Jagirok

form is a literary form for conveying the text to a reader who is not

directly related with the author; the letter form is a form for conveying

the text to a reader who is directly related with the author; the Gasa

form is a literary form for conveying the text to a reader or listener

through a song. Therefore, self-narratives are examined by categorizing

them into 1) Jagirok form, 2) letter form, and 3) Gasa form.

Chapter Ⅲ looks into the literary style and the self-image of

self-narratives in the Jagirok form. This form strongly displays a motive

to defend oneself from others, which embodies a defensive self that tries

to counterargue and explain compromising situations. To defend these

situations, their credence is strengthened by clearly recording events

chronologically and presenting detailed anecdotes of each character.

Moreover, by quoting Confucian scriptures when describing their

circumstances, the persuasiveness of their arguments is sought to be

strengthened. These narratives mainly reveal counterarguments

concerning political strife or elucidations on living a purposeles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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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Ⅵ presents the literary style and the self-image of

self-narratives in the letter form. This form illustrates a motive to

convey one’s agony to others, which results in the manifestation of a

contradictory self-image that expresses inner conflict. Events are

arranged around situations of conflict to express one’s inner mind, and

emotional excess is indicated by using everyday words and quoting

proverbs. Inner conflict can be divided into agony in the role of the wife

of one's eldest son and anguish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Chapter Ⅴ presents the literary style and the self-image of

self-narratives in the Gasa form. This form illustrates a motive to form

a social consensus with others, which leads to the formation of an

empathetic self. The descriptions and narratives intersect to form

idiomatic expressions that express the passage of time, which are used

to build consensus. The content of this style largely consists of

consolation for the hardships of managing a household and the sorrows

of lower-class women.

Chapter Ⅵ contemplates the literary significance of women’s

self-narrativ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First, these self-narratives

ascribe meaning to the writer’s lifetime and proved the emergence of

women’s perception toward the emerging uniqueness of their self. The

research hitherto has focused on the reasons behind writing at the level

of an individual author. However, because these works were occurring

collectively in the same period,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sociocultural context behind their genesis. One common reason guiding

these authors to write self-narratives was the consciousness that their

life was worth passing on in posterity. Although female authors of

self-narratives did not write to establish themselves as extraordinary

beings, they believed that they were still one-and-only beings in the

universe and that they were suffering from a gap between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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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reality. In this respect, we can thus verify the gradual emergence of

a perception toward the self’s uniqueness, which led to female authors

starting to write about their lives.

Second, female authors of self-narrativ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strategically selected a literary form to suit their intentions by embracing

and transforming the traditions of Korean writing. Specifically, they

advanced from the level of expressing one’s lifetime using the letter

style to the strategy of describing one’s whole life by incorporating the

Gasa genre and finally to creating a new genre, Jagirok, that expresses

one’s emotions and way of life.

Third, while the self-narratives of men in those days exhibited their

desires to become government officers, the self-narratives of women in

the late Joseon dynasty showed a greater concern over life and death. In

other words, while men’s self-narratives reflected conflict between

themselves and others, women’s self-narratives reflected an inner conflict

between helplessness and rejection of an unacceptable fate.

keywords : Late-Joseon Dynasty, female self-narrative, Jagirok, letter,

Gasa, defensive self-image, contradictory self-image,

empathetic self-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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