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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潘氏傳>은 작자 연  미상의 단권짜리 소설로서 송나라 시 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潘氏傳>에 해서는 김기동이 ‘同壻 간의 갈등으로 야기되는 비극

을 그린 가정소설’로 소개하면서 부분의 가정소설에서는 계모와 처소생 

간의 갈등이나 처첩 간의 갈등을 다루는 것이 보편 인데 이 작품처럼 同壻 

간의 갈등을 다루는 유형은 처음 본다고 언 한 바 있다.
1)
1)그러나 그 이후 이 

작품에 한 본격 인 연구가 수행된 은 없는 듯하다.

김기동이 소개한 것처럼 이 작품은 우리 소설사에서는 보기 드물게 한 시

 안에 살게 된 同壻 간의 갈등을 다룬다는 에서 일차 인 심의 상이 

된다. 한 며느리들 간의 갈등은 당 의 유교  가부장제 가족제도 하에서 

여성들이 당면한 문제들을 제시할 것이라 짐작되므로 여성  에서도 

심을 끈다. 이미 작품의 제목에서부터 여성주인공인 반씨를 면에 내세우고 

있기에 여성을 심으로 이야기가 개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씨 

가문의 맏며느리인 반씨와 그를 시기하는 아랫동서 채씨와 맹씨 사이의 갈등

으로 인한 반씨 부부의 몰락과 복귀가 이 작품의 주내용을 이룬다. 그런데 표

1) 김기동, 1983 한국고 소설연구, 교학연구사, 5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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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갈등의 주요인은 며느리들 간의 불화로 설정되어 있으나 사건의 개

에 있어서는 이들의 남편들마  가세하여 문제가 확 된다는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얼핏 여성  차원의 가내 문제로 보이는 사

건의 이면에 더 복잡하게 얽 있는 이해 계를 포착하고 그 의미를 고찰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작품이 빚어내는 이  성격을 밝히고 그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서술 방식에 있어서 일 성이 결여된 듯 보이기

도 하고, 인물간의 립구도 설정이나 악인의 징치 과정 등에서도 이 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한 일 성의 결여와 이 성의 노출이 어디에서 연유하는

지 그 원인을 분석해 보고, 이를 통해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보다 섬세하게 

포착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목 이라 하겠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이 

작품이 여타의 가정소설과 차별화되는 지 이 보다 선명히 드러날 수 있으리

라 기 된다.

이 작품은 1918년 大昌書院에서 발행한 활자본으로 남아있는 것이 재 존

재하는 유일본이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기본 텍스트로 하여 논의를 개할 것

이다.

2. <潘氏傳>의 이  성격

1) 서술방식의 이 성

이 작품은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반씨라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고 

있다. 씨 가문의 맏며느리인 반씨는 요조숙녀로서 효성을 다하여 시어머니 

양부인을 모시며 집안에서의 역할을 잘 해나간다. 그녀의 남편이자 집안의 家

長인 윤 한 청렴강직한 名賢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러나 윤의 두 아

우 진과 은 형을 본받지 못하여 혼암하고, 그들의 부인인 채씨와 맹씨

는 요악하여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다. 

채씨와 맹씨는 맏며느리인 반씨를 시기하여 모함을 일삼는데 시어머니 양

부인이 이를 치채고 이들을 훈계하자 채씨가 반발하며 들어 문제가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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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진다. 크게 노한 양부인이 과오를 뉘우치게 하기 해 채씨를 친정으로 보

내는데 채씨는 과오를 뉘우치기는커녕 더욱 앙심을 품고 큰일을 지른다. 당

시에 세도를 리던 친정의 힘을 빌려 윤과 반씨의 부친을 정배시켜 버린 

것이다. 이로 인해 윤의 집안에는 일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와 에 여

주인공 반씨는 상치 못한 시련을 겪게 된다.

집안의 가장인 윤이 유배로 인해 부재한 상황에서 반씨가 기  수 있는 

존재는 늘 자신을 옹호해주고 보호해주던 시어머니 양부인뿐이다. 그러나 가

내의 정신  지주 역할을 하던 양부인마  갑작스러운 변고에 충격을 받고 

세상을 뜨자 반씨와 어린 아들 흥은 의지할 데 없는 처지가 되고 만다. 진

과  형제, 채씨와 맹씨가 모두 반씨 모자에게 인 상황에서 반씨는 

해를 피하기 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양부인의 묘하에 움막을 짓

고 기거한다. 이로써 반씨는 冢婦로서 집안에서 리던 모든 지 를 박탈당한 

채 집에서조차 쫓겨난 바와 다름없는 처량한 신세로 락하고 만다.

작품 서술에 있어서 이 부분까지는 반씨가 그 심에 놓여 있다. 작품의 제

목에서부터 반씨를 부각시킨 것처럼 이 작품의 서두 부분은 분명 반씨라는 

여성주인공과 그녀 주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여성 자들의 갈등 계를 

주요하게 다룬다. 이로 인해 이 작품이 우리 소설사에서 흔히 발견할 수 없는 

며느리들 간의 同壻葛藤을 통해 여성  문제를 다루리라는 기 를 하게 된다. 

그리고 채씨가의 모함에 의해 남편 윤과 부친 반옥이 유배를 가게 되자 시

과 친정 양쪽에서 의지할 데 없이 외로운 신세가 된 반씨의 처지가 부각됨

으로써 여성주인공의 고난이 작품의 주요 문제로 다루어지리라 짐작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 와는 달리 반씨 모자가 집밖으로 나간 시 부터 서술의 

은 차 반씨에게서 흥으로 이동해 간다. 움막에서 어렵게 생활해야 하는 

반씨의 고난사가 부각되기보다는 흥의 성장과정에 더 심을 기울이며 이를 

비 있게 다루어 나가는 것이다. 천상계로 돌아간 양부인의 보호 아래 흥은 

밤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선에게 수업을 받아 1년만에 고 을 능통하게 

된다. 하지만 움막에서의 가난하지만 평화로운 시간도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 진이 반씨가 사통한다는 모함을 믿고 반씨 모자를 죽이려고 움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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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지르도록 명령했기 때문이다. 화마를 입을 기에 처했던 반씨와 흥은 

양부인이 꿈에 나타나 험을 경고해  덕택에 무사히 화를 피하고 도망쳐 

나와 친정으로 가 모부인 유씨와 함께 머문다. 

이후 흥은 부친을 찾아 길을 떠나고 친정에 남아있던 반씨는 진과 장씨 

형제2)의2)공격을 받아 다시 한번 기에 처하게 된다. 반씨의 모친 유부인은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다. 도 들에게 끌려가던 반씨는 물에 몸을 

던졌다가 양부인이 보내  거북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진 후 남편 윤이 유

배 인 장사 지방으로 인도되어 부부가 재회하는 기쁨을 맛보게 된다. 한편 

흥은 도 에 양부인의 부탁을 받은 선녀를 만나 깊은 산속에서 겪게 될 

함을 피하고 앞날에 한 언을 듣는다. 장사로 가도 부친을 만날 수 없으니 

향으로 가라는 선녀의 지시에 따라 길을 가다가 에 윤의 은혜를 입은 

명생을 만나 結義兄弟하고 함께 학문에 정진하게 된다. 이후 흥은 과거에 응

시하여 장원으로 제하게 된다.

이처럼 작품의 반부에서는 반씨와 흥이 번갈아가며 서술의 심에 놓

이게 되는데 비 면에서는 흥에게 더 경도되어가고 있다. 어린 아들을 데리고 

무덤 아래 움막을 친 채 생활해야 하는 여성주인공의 고단한 처지에 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가문의 원수를 갚기 해 그에 합당한 존재로 성장해야 하는 

흥에게 서술의 이 놓이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늘 양부인의 직간

인 보살핌이 개입한다. 양부인은 옥경의 선녀가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강하 던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며 세상을 떠난 후 지속 으로 반씨 모자, 특

히 가문의 를 이을 존재인 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양부인의 역할과 의

미에 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논하기로 하겠다. 

흥이 양부인의 보호와 기 에 부응하여 장원 제하고 이에서 더 나아가 부

마로 간택됨으로써 윤과 흥으로 이어지는 씨 가문의 宗統이 다시 제자

리를 찾게 된다. 윤과 반옥은 해배되어 돌아오고, 이와 반 로 이들을 모함

하여 기로 몰아넣었던 채씨 일가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그동안 주인공

2) 이들은 장담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인데 장담이 죄를 짓고 반씨의 부친인 반승상의 

사핵으로 처형당한 사실에 원한을 품고 있다. 맹씨의 주선으로 진 형제와 결탁

하여 부친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목하에 반씨 집안을 공격하는 역할을 한다.  



․ <潘氏傳>의 이 성격과 그 의미 61

들에게 해를 입혔던 채씨와 맹씨, 장씨 형제 등은 모두 능지처참을 당한다. 그

러나 진과  형제만은 윤의 간청으로 사형을 면하고 북해에 안치되는 

선에서 그친다. 이로써 씨와 반씨 일가는 평화를 되찾고 자손이 창성하여 

부귀복록을 리게 된다.

이상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모든 갈등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흥이 면

에 부각됨으로써 작품 반부에 서술의 심에 서있던 반씨는 더 이상 심

의 상이 되지 못한다. 애  시련의 심에 서있던 반씨의 존재는 더 이상 

작품 면에 부각되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의 죄상을 밝히고 가내의 질서를 

바로잡기 해 윤의 역할이 강조될 뿐이다. 자신을 모함했던 상들에 한 

반씨의 감정이나 잃었던 지 를 회복하고 다시 집안으로 돌아오게 된 감회같

은 것도 언 되지 않는다. 

이처럼 반씨가 집안에서의 지 를 박탈당하고 시련을 겪게되는 시 까지는 

여주인공 반씨와 그녀를 모해하는 동서들을 주로 진행되던 작품이 가문을 

부흥시키고 잃었던 권력을 회복하는 내용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宗統을 이을 

존재인 흥과 家長인 윤에게 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작

품은 제목을 <潘氏傳>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실제 인 작품 내용과 서술 방식

에 있어서는 여주인공 반씨를 그만큼의 무게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

다. 뿐만 아니라 작품의 서두에서는 여주인공과 동서들간의 여성 인 문제들

을 부각시키는 듯하다가 후반부에서는 새롭게 남성주인공 흥을 내세워 

가문의 부흥과 빼앗긴 家權의 회복이라는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어서 작품 

편에 걸쳐 일 된 시각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 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

다. 즉 표면 으로는 여주인공 반씨를 작품의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듯하면서

도 실제 으로는 흥이 작품 개와 사건 해결에 핵심 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  구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 다면 서술 방식에 있어서의 이러한 이 성은 어디서 연유하는 것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고찰해보기로 하자. 이 작품이 비록 남성 주인공의 

역할을 부각시키며 종결되기는 해도 문제의식의 출발 은 반씨라는 여성에게

서 시작되며 그녀를 통해 家內에서 야기될 수 있는 여성들 간의 갈등 계를 

그리려 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작품의 여성 인물들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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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갈등이 가내의 권력 구도와 련된 것이라는  때문에 결국은 남성  질

서인 家父長制의 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당 의 가족 제도 

속에서 여성의 계 역시 가부장  질서 속에서 규정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

이다.
3)3)

채씨와 맹씨가 반씨를 시기하며 모함하는 주된 이유는 반씨의 인물 됨됨이

나 행동거지와 련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지 와 련된 것이다. 반씨가 이

들이 욕망하는 冢婦의 자리에서 나름 로의 권력을 구축하고 있었기 때문이

다.4)4)여성들의 지 와 련된 문제는 남편들의 계와도 련되는 것이기에 

이 문제는 결국 가내의 계질서와 권력구도의 문제로 확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채씨가 반씨에게 해를 가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채씨는 자신이 

시기하는 상인 반씨를 기에 빠뜨리기 해 그의 남편인 윤을 공격한다. 

채씨의 불만과 욕망은 가내의 권력과 련된 것인데 이는 여성  차원에서는 

해결불가능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기에 반씨의 지 를 담보해주는 상인 

윤을 공격하여 집안의 권력 구도를 뒤흔들고자 하는 것이다. 애  시어머니 

양씨는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악하고 맏며느리인 반씨의 편을 들어 권

를 살려 으로써 가문내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머지 두 며느

3) 유교  가부장제가 강화되어가던 조선후기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종속 인 존

재로 간주되었으며, 이러한 의식은 출가외인 이데올로기와 내외법의 강화 등을 

통해 더욱 고착화되었다. 내외법에 의해 외 인 활동에 제약을 받았던 여성들

은 가정 내에서 나름 로의 지 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여성들의 지 는 남

편이나 아들의 지 에 근거하여 획득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들

에 해서는 김두헌, 1969 한국가족제도연구, 서울 학교 출 부 ; 김훈식, 1998 

｢<삼강행실도> 보 의 사회사  고찰｣, 진단학보85, 진단학회 ; 조옥라, 1986 ｢가

부장제에 한 이론  고찰｣, 한국여성학2, 한국여성학회 등을 참조할 수 있다. 

4) 채씨와 맹씨가 반씨의 지 에 해 시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채씨의 언술을 통해

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시어머니 양부인이 반씨를 옹호하며 채씨와 맹씨를 꾸짖

자 채씨가 이에 반발하며 드는 내용이다.

   “존고계오셔 삼를 두사 쟝셩온 후 지극온  다름이 업듯 오 기  

입신온 부는 랑즁시고 입신치 못온 부는 졍이 업셔 박졀시미 여

 과즁심 물며 친모지간도 여시거든 하물며 남의 집 손을 골육치 

라 시나 엇지 슌죵오며 우의셔  을 두지 아니시면 엇지 하 화목

지 아니오리잇고 존고게셔 몬져 불 온 식들을 그르다 오시니 쳡등이 엇

지 원굴치 아니리잇가” (활자본고소설 집제 2권, 4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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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반발과 도 을 제압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일차 결구도에서는 기존의 

권 자들이 패배하고 가내에서의 권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귀결되고 만다.

家長인 윤이 유배길에 올라 家權을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고 시어

머니마  별세하자 더 이상 家內에서 반씨의 권 를 지탱시켜  존재가 없다. 

가부장  질서 속에서 남편의 부재로 인해 상실된 여성의 지 를 회복시켜  

수 있는 상은 아들이다.5)5)그러므로 반씨의 지 를 회복하는 문제는 결국 家

權을 되찾는 일과 직결되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아들 흥이 면에 부각

되는 신 반씨는 부수  치로 락하게 되는 것이다. 아직 흥이 어린 시

에는 흥을 보호하기 한 반씨의 역할이 상 으로 부각되기도 하나 흥이 

성장해감에 따라 오히려 의존도가 역 되어 반씨의 역할은 축소되고 흥의 역

할만이 작품 면에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총 3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작품의 회당 제목에도 반

되어 있다. 1회에서는 반씨가 사건의 심에 놓여있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2

회부터는 반씨에 한 언 은 없이 흥이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로서 부각되

어 있다.6)6)<潘氏傳>이라는 작품의 표제로 미루어 볼 때는 반씨가 겪게 되는 

시련과 이의 극복이 회당 제목에도 반 되어야 할 듯한데 작품의 실상은 이

와 거리가 있다.

요컨  이 작품은 여성주인공을 심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겪게 되는 문제

를 그리려고 했지만 여성을 면에 내세우지 못하고 여주인공의 아들에게 서

술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이  모습을 보인다. 이는 가부장  질서 속에서 

차지하는 지 에 의해 여성의 정체성을 악하려는  때문에 빚어진 결과

로 보인다. 여성이 주도  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남성에 의해 아내 는 어

머니로서의 부수  존재로 자신을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집안에서의 주도권을 

놓고 여성인물들 간에 벌어지는 갈등을 다루려다 보니 당연히 남성  질서에 

5) 삼종지도의 논리가 이를 뒷받침한다.

6) 각 회의 제목을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회 윤이 등과하여 벼슬이 이부시랑에 이르고 부인 반씨를 채씨 맹씨 모해

하려 하더라.

   제 2회 양부인이 숙환으로 귀천하고 흥공자 명생으로 부지하다.

   제 3회 흥이 소년 방괘명하고 상서가 은사를 입어 돌아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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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하겠다.

2) 계의 이 성

이 작품에서 표 인 악인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인물은 씨 가문의 둘째

며느리 채씨와 셋째며느리 맹씨이다. 채씨는 도독 채 의 딸이고 맹씨는 계양 

태수 맹철의 딸인데 두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반씨를 모함하고 시어머니에게 

반항한다. 특히 채씨는 시어머니에게조차 한 치도 지지 않고 들만큼 기가 

세다. 양부인이 채, 맹 두 며느리가 맏며느리 반씨를 모함하는 것을 치채고 

훈계하자 채씨는 시어머니에게 입신한 자부와 입신하지 못한 자부를 차별한

다고 따지며 자신들이 친동기간이 아닌데 어  형제처럼 지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할 만큼 당돌하다. 이러한 성품은 온순함을 으뜸으로 삼는 당 의 이상  

여인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7)7)

채씨는 시어머니 양부인이 별세한 후에도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으

며, 남편과 친정 부친을 유배길에 보내고 자신의 후원자 던 시어머니마  잃

게 되어 실의에 빠진 반씨를 조롱하기까지 한다. 그런 채씨에게서 인간 인 

동정심이나 의 등을 기 할 수가 없다. 반씨 역시 채씨의 악담을 참아 넘기

지 않고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강한 결구도를 형성한다. 이처럼 악한 인물과 

선한 인물간의 강렬한 립구도와 선악의 분명한 구분때문에 작품 체의 

립각이 매우 분명히 제시된다. 

양부인도 진작에 채씨를 집안에 이 되는 인물로 단하고 친정으로 보

내버린다. 그러나 이 일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 家長인 윤이 유배를 가는 상

황이 벌어진다. 이 경우 작품 속에서는 채씨뿐 아니라 채씨의 친정 집안마

도 악한 것으로 설정하여 채씨의 부친과 오라비들이 권력을 농단하여 부당하

게 윤을 유배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즉 씨 가문 내에서의 채씨와 반

씨의 갈등에서 비롯된 家內事가 채씨 친정까지 개입함으로써 외부로까지 확

7) 당 의 여성교육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내훈류의 들에서 공통 으로 여성의 

으뜸 덕목으로 지 하는 것이 ‘온순’과 ‘순종’이다. (소혜왕후, 1984 내훈(육완정 

역), 열화당 ; 육완정, 2001 ｢소혜왕후의 내훈이 강조하는 여성상｣, 우리문학의 

여성성․남성성, 월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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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만다. 결국 두 집안이 政敵의 치에 놓이게 됨으로써 ·채 양 가문 

사이에 정치  결구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와는 반 로 여주인공 반씨의 

경우 친정 역시 씨가와 공동운명체가 되어 반씨가 시 에서 겪는 일로 인

해 부친 반옥이 유배당하고 모친은 죽임을 당하는 시련을 겪게 된다. 이처럼 

작품 내에서 결 구도를 형성하는 인물들의 선악 계가 개인  차원에 머

물지 않고 출신 가문으로까지 확  연결됨으로써 체 인 선악구도가 양분

화, 도식화되는 경향이 있다.

채씨가 악인의 형으로서 면에 부각되는 것에 비해 맹씨의 경우는 큰 

비 으로 다루어지지는 않으나 맹씨 역시 항상 채씨와 한편인 것으로 인식되

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유언을 버리고
8)
8)시숙의 편을 들어 채씨를 집안

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데 일조한다. 이후 맹씨는 채씨와 더불어 반씨를 지속

으로 모해하여 집밖으로 축출하고, 반씨의 부친에게 원한을 품은 장생 형제

를 남편에게 소개시켜 반씨 모자를 해치도록 획책한다. 결국 작품 속에서 표

면 으로 악의 표자로 부각되는 인물들은 채씨와 맹씨 두 여인과 그들의 

친정 가문인들이다.

그러나 작품의 내용을 면 히 분석해보면 두 여인의 욕망 뒤에 숨어 있는 

더 직 인 욕망의 소유자들을 발견할 수 있다. 진과  형제가 그들이

다. 작  서술은 이들을 혼암하다고 묘사할 뿐 이들의 악행을 심각한 차원으

로 형상화하고 있지 않지만 반씨 모자에게 실질 인 해를 가하는 인물들은 

바로 이들임을 감안한다면 문제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은 家長

인 윤이 부재한 상황에서 家權을 행사하며 집안을 다스리는 존재들이기 때

문이다. 남편의 유배와 시모의 사망으로 가내에서의 권력 기반을 상실한 반씨

나 아직 나이가 무 어려 숙부들에게 항할 힘을 갖추지 못한 흥은 결국 

집밖으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되고 만다. 표면상으로는 채씨와 맹씨의 毒手를 

피해 이들이 양부인의 墓下로 피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기실 진과 

이 아내들의 뒤에 숨어 이를 방 하고 방치하는 한편 더 나아가 은근히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8) 양부인은 임종시에 채씨를 집안의 원수로 치부하며 아들에게 채씨를 용납하지 말

고 원히 계를 끊어버리라는 유언을 남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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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씨와 맹씨가 가내의 권력에 한 욕망을 직 으로 드러내며 반씨를 모

해한다고 해도 이들의 욕망은 남편의 존재를 통해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

다. 가부장  질서 속에서 여성의 지 는 남편의 지 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채씨는 씨 가문의 가장인 윤을 정배시킨 후 그 

자리를 자신의 남편이 차지하도록 돕고 남편을 통해 이 에 반씨가 렸던 

권력을 자신이 리고자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국 윤 부부를 해하려

는 채씨와 맹씨의 극  행 에 의해 직 인 이익을 보는 가장 큰 수혜자

가 바로 진과  형제라고 할 수 있다.

이들도 이를 잘 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맏형과 어머니가 부

재한 상황이 되자 어머니의 유언이나 친척들의 만류도 무시하고 자신들의 생

각 로 일을 처리하며 家權을 행사하기 시작한다. 특히 둘  손 인 진은 

채씨와의 계를 원히 끊으라는 어머니의 유언에 해 일고의 고민도 없이 

장사도 치르기 에 아내를 다시 집으로 불러들임으로써 자신의 입장이 윤

과 양부인으로 표되는 씨 가문의 기존 권 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

히 한다. 형을 유배길에 오르게 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  세상을 뜨게 한 

장본인이 채씨임을 감안한다면 자기 가문에 큰 화를 입힌 아내를 아무 갈등 

없이 용서하고 받아들이기는 힘든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채씨의 

편을 들며 은근히 家權에 한 욕심을 드러낸다. 진에게 있어서는 가문이라

는 집단  가치보다는 가문 내에서 자신이 차지할 지 를 시하는 개인  

가치가 선행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경우 그의 아내 채씨는 애정에 입각한 부

부 계 속에서만 의미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권력에 한 욕망을 공유

하는 동조자로서 요한 역할을 수행해내는 것이다.

진은 모친의 葬禮 節次를 놓고 흥과 첨 한 결을 벌인 끝에 마침내 자

기의 의지를 철시키며 집안의 實權을 차지한다. 그는 長子 長孫이 發喪하는 

것이 의에 합당한데 長子인 윤이 유배로 인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

니 長孫인 자신으로 신 喪禮를 주 하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흥의 의

사를 무시하고9)
9)일족의 의견도 구하지 않은 채 마음 로 喪事를 처리해 버림

9) 喪主는 長子를 세우는 게 禮法에 맞으며 長子가 없으면 長孫이 아버지를 신하

여 喪主 노릇을 한다. (주희, 1999 주자가례, 문서원, 20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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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家權에 도 한다. 이로써 갈등의 핵심이 좀 더 명확해지면서 진 형

제가 아내들의 뒤에 숨어 家權에 한 욕망을 키우며 은 히 불측한 심사를 

품어왔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후 이들은 좀 더 극 으로 자신들의 속셈을 드러낸다. 양부인의 묘 근

처에 기거하던 반씨 모자를 살해하기 해 放火를 지시한 것이 표 이다. 

작품에 설정된 주된 이유는 채씨가 반씨를 외간 남자와 사통한다는 명목으로 

모함하자 진이 이를 곧이듣고 격노하여 처벌을 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형수의 목숨과 련된 일을 감행하는 데 있어서 진이 취하는 태도

는 여러 모로 미심쩍다. 우선 그는 아내의 말이 사실인지 자 지종을 따져 보

거나 사람을 보내어 진실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그 날로 사람

을 보내어 반씨 모자를 처치하라고 시킨다. 마치 채씨의 모함을 기다리기라도 

했던 듯하다. 더군다나 어미의 부정과는 상 없는 어린 조카마  함께 죽여버

리도록 지시하는 행 는 상식 으로 납득하기 힘들다. 그에게는 집안의 宗孫

이자 가련한 신세에 처한 흥을 작은 아버지로서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진은 오히려 흥을 시하는데 이러한 그의 태도를 통해 내면에 감추어진 

검은 욕망을 짐작할 수 있다. 즉 그는 아내의 모함을 빌미삼아 부정한 형수를 

처단한다는 명목하에 家內에서 자신이 차지하게 된 권 를 과시함과 동시에 

아직은 어리지만 宗統을 이어받을 존재로서 언제 불안의 싹이 될지 모르는 

조카마  제거하려는 이  목 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지

를 공고히 하는 데 장애가 되는 반씨 모자를 처치하려는 그의 일차 공격은 

운명론에 입각한 宗統의 신성함 앞에 좌 되고 만다.10)10)

한 번의 실패 후에 진은 좀 더 노골 으로 욕망을 드러낸다. 반씨가문에 

원한을 품은 장생 형제와 결탁하여 반씨와 흥을 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

히 표면 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반씨의 부정이지만 이미 한번 죽을 기를 

10) 이 가문의 종통 수호를 운명론 인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존재는 양부인이다. 그

녀는 천상계의 인물로서 씨 가문의 종통을 유지시키기 해 사후에도 끊임없

이 반씨 모자를 보호하고 흥을 양육시키며 기가 닥칠 때마다 구호의 손길을 

내민다. 그녀의 이러한 행 는 천상계의 질서 속에서 용인되는 것이므로 그녀가 

지켜내고자 하는 씨 가문의 종통 유지는 결국 천상계의 운명론과 결부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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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기고 친정으로 도망간 사람을 끝까지 따라가 처단해야 할 만큼 반씨의 죄

목이 분명한 것도 아니고 진 역시 그 사실에 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것도 아니다. 반씨의 죄상 여부를 떠나 반씨와 흥을 없애려는 목 이 선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결국 반씨 모자를 살해하려는 진이 반씨가에 복수하려

는 장생형제를 이용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 와 에 애매하게 반씨의 모친만 

화를 당하여 목숨을 잃는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종합하면 이 작품이 표면 으로 내세우는 주된  

계는 여성 인물들인 반씨와 채, 맹씨의 사이에 형성되어 있으나 사실 그 이

면에는 진,  형제와 윤과 흥 부자 사이에 형성된  계가 잠재되

어 있으며 이것이 작품 개에서 더 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

다.11)11)즉 표면 으로는 여성들간의 시기와 자리다툼에 의해 빚어지는 불화와 

불행을 다루는 듯하나 사실은 가문 내 가권의 행사와 련된 권력 다툼이 더 

요한 비 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3) 처벌의 이  잣

씨 가문의 가부장  질서를 문란시키고, 宗統 繼承의 원칙을 무시한 채 

家權에 도 했던 세력들이 흥의 입신출세로 인해 좌 을 겪고 失權하게 되자 

이들에 한 처벌이 진행된다. 그런데 이들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차별 인 

양상이 벌어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흥이 부마로 간택된 후 윤은 병부상서로, 반씨는 정렬부인으로 해지

고, 반씨의 부친 반옥은 사도로 임명됨으로써 실각했던 가문의 주요인물들

이 모두 복귀한다. 반면에 기를 느껴 이들을 헐뜯는 상소를 올렸던 채  부

11) 윤 부자와 진,  형제가 한 집안 사람들이고 연으로 맺어진 계임에

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를  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은 작품 말미에

서 윤 부자에 의해 진과 이 가내에서 축출당한 채 제거되는 사실을 통

해서 분명히 드러난다. 일반 으로 연을 시하고 집안의 화합을 강조하는 소

설들에서는 아무리 악행을 질 어도 결국은 그들을 교화하여 가문 내부인으로 

끌어안는 결말을 보인다. 그러나 이 작품의 경우 가권에 도 했던 진과 

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외부로 축출해버리는 것은 연의식보다는 인 

립 계 속에서 이들을 인식하는 태도가 더 강하게 반 된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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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천자의 분노를 사서 삭탈 직되거나 원찬됨으로써 립구도를 형성했

던 가문간의 권력구도가 역 된다. 이로써 외 으로 주인공 가문의 정치  

권세가 회복된다.

그러나 아직 가문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인공들을 기에 빠뜨렸던 가문 

내의 악인들에 한 징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이 꿈속에 장모 유부인의 

원혼을 만나 동생들과 장생 형제들의 악행을 알게 된 후 비로소 가문 내의 

자들에 한 처벌이 이루어진다. 채씨와 맹씨는 죄상이 밝 져 능지처참

을 당하고, 장생 형제도 처참되며, 채씨의 부친인 채 은 원찬된다. 진 형제

는 윤의 간청으로 목숨을 구해 북해에 안치된다.

그런데 이 경우 채씨와 맹씨, 장생 형제 등 타가문의 사람들에게는 사형 

에서도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을 선택해 철 한 응징을 가하고 있는 반면 진

과  형제에게는 사형을 면해주고 유배형을 내릴 뿐이다. 즉 가문의 내부

인과 외부인에게 용되는 죄과에 차별을 보이는 것이다. 그 다면 과연 이런 

차별이 합당할 만큼 이들이 지른 죄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작품 속에서 표면 으로 가장 악하게 내세우고 있는 인물은 채씨와 맹씨이

다. 이들은 다른 가문으로 시집와서 가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家長과 冢婦를 

몰아낸 인물들이다. 한 간악한 성품으로 경쟁자를 모함하고 친정의 권세를 

이용하여 앙갚음을 하는 등의 죄악을 지르기도 한다. 따라서 작품 속에서는 

이들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극악무도한 인물들로 치부한다. 그러나 엄 히 따

져보면 이들이 지른 악행은 주로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반씨를 고자질하고 

험담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이 뒤에서 진 형제를 획책하여 반씨 모

자에게 해를 입힌 것은 분명하나 이를 직 으로 실행한 존재는 진 형제

이다. 즉 모든 사건에 명령을 내리고 지시한 장본인은 채씨와 맹씨가 아니라 

진 형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는 채씨와 맹씨에게만 극형을 내릴 뿐 진 형제는 목숨을 살려 

멀리 보내는 것으로 그려진다. 진 형제는 그  혼암하여 사악한 아내들의 

농간에 놀아난 것처럼 치부해 버린다.

그러나 작품 개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이들의 욕망을 간과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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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은 가문 내에서의 자신들의 치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家長인 형이 

사라지자 家權에 한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자신들의 마음 로 일을 처리한다. 

어머니의 유언을 버리는 것 뿐 아니라 宗孫인 흥의 의견을 존 하는 일가

친척의 권유도 무시해 버린다. 즉 자신들을 집안의 次子들로서 家長인 형에게 

종속된 존재들로 인식하는 상들을 무시함으로써 반 자들에 한 도 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12)
12)

결국 家權의 계승자인 흥과 반씨를 집밖으로 내몰고도 모자라 반씨가 私通

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이 모자를 처치하려고 시도한다. 첫 시도가 실패로 돌

아가자 반씨가에 원한을 품고 있던 장생 형제들을 이용하여 다시 반씨 모자

를 없애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허울일 뿐 그 주된 

목 은 자신들의 입지 강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제거하려는 것임이 명백히 

드러난다. 더군다나 이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비겁하고 교묘하기까지 하다. 이

들은 아내들의 뒤에 숨어 있다가 그 획책을 받아 일을 지르는 것처럼 행동

한다. 그러나 채씨와 맹씨는 이들의 욕망의 리자일 뿐 실제 모든 사건을 지

휘, 지시하고 그 결과 가장 큰 혜택을 리는 존재는 진 형제이다. 이들이 

장생 형제를 이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 내에서 가장 큰 죄를 지른 인물들은 진 형제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 채씨와 맹씨는 이 작품에서 주요 문제로 다루고 있는 家權과 

련하여 副次的인 치를 차지하는 존재들일 뿐이다. 남편들을 통해서만 이들

의 지 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들에게는 어떤 일을 결정하

고 행사할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 뒤에서 일을 꾸미고 말을 지어내는 정도

가 이들이 할 수 있는 부이다. 그런데도 작품 속에서는 이 두 여인에게 

형 인 악녀의 형상을 부여하며 모든 죄를 가하고 만다. 가문 내 권력 다툼

의 책임자로 내부인을 문제삼지 않고 외부인인 두 여인에게 더 큰 죄목을 

우고 있는 것이다. 

12) 儒敎的 家父長制度 하에서 家長은 家族員에 해 거의 絶 的 支配權을 가지고 

있었다. 家長의 家族員에 한 權利의 내용은 代表․統率權/居所指定權/主婚․

離婚權/敎令․懲戒權/家族處分權/家産管理權/主祭․家統繼承權 등으로 구성된

다.(박병호, 1986 ｢韓國家父長權法制의 史的 察｣, 한국여성학2, 한국여성학

회, 51-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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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작품 속에서 실제로 권력을 행사한 진 형제보다 갈등의 유발자이

자 사건의 배후자인 채씨와 맹씨의 죄를 더 크게 부각시키는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할 권력의 행사자보다 사건을 유발

시킨 동기 부여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작품의 서술 태

도는 진 형제를 그  혼암하여 요악한 아내들에게 이끌려가는 존재처럼 취

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그들이 행사한 힘과 그로 인한 결과보다는 이

들에게 그러한 힘을 행사하도록 획책한 아내들이 더 악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작품의 분석을 통해 진 형제가 그  아내들의 치맛자락에 휘둘리는 

존재들이 아니며 오히려 아내들을 앞장세우고 그 뒤에서 자신들의 은 한 욕

망을 이루려고 하는 존재들임을 살펴보았기에 채씨와 맹씨에게만 극형을 가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제 로 악하지 못한 소치라 하겠다. 

다음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작품이 여성주인공 반씨의 입장에서 

출발하여 여성들간의 갈등을 다루고자 의도하 었기에 자에 한 징치 

역시 여성인 반씨 입장에서 가장 감정  립이 심했을 상들에게 극형을 

가하는 것으로 설정했을 것이라는 이다. 작품의 개가 비록 여성  문제의

식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남성  질서 속에서 변형되고 왜곡된 측면이 있지만 

표면 으로는 여성들간의 립 구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채씨와 맹씨를 

작품의 표  반동 인물로 악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을 형 인 악인으로 설정하고 극형을 가하는 데에는 

의 두 이유보다 더 근본 인 문제가 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는 이 

작품의 세계 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儒敎的 家父長制가 바람직하게 여기고 

미화하는 여인상은 의와 순종의 도를 익  매사에 온순한 태도로 임하며, 

시부모에게 효도하고, 남편에게 정 을 지키고, 자식을 훌륭하게 길러내는 賢

母良妻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해 內外法과 三從之道, 정  이데올로기 등이 

강조되었으며, <三綱行實圖>, <女則>, <여훈연해> 등과 더불어 다양한 戒女書

들이 편찬 보 되어 여성에게 남존여비의 가치 을 심어주는 교육자료 역할

을 하 다.13)13)그런데 채씨와 맹씨는  이런 덕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그

13) 이이효재, 2003 조선조 사회와 가족-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한울아카데미, 

5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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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다. 그녀들은 온순의 미덕을 갖추기는커녕 사사건건 목소리를 높여 들

고,14)14)시부모에게 효성스럽지도 않으며, 무엇보다도 가문 내에서 불화를 야기

함으로써 집단의 이익을 해한다. 이들이 드러내는 욕망은 “집단의 권 에 

순종하는 恭 의 정신과 자기희생의 태도를 장려하는 가부장윤리”
15)

에15) 면

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채씨와 맹씨 같은 여성은 가문내

의 자일 뿐 아니라 유교  가부장제도 내에서는 애당  용납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다.

이 작품이 요하게 다루는 가문의 질서와 宗統의 유지를 해서는 家長의 

齊家가 매우 요하다고 하겠는데 이 에서는 동생들을 다스리지 못한 윤

이나 아내들을 다스리지 못한 진 형제나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

러나 이 작품은 문제의 원인을 내부 인 요인에서 찾고 반성하며 구성원들간

의 화합을 도모하여 사건을 해결하려는 태도보다는 책임을 외부인에게 가

하고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가문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하는 보수 이고 배타

인 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악된다.

3. 이 성의 의미

이상으로 <潘氏傳>이 서술구조와 립 계의 설정, 악인들에 한 징치 등

에서 이 인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다면 작품이 

제기한 문제와 이의 개 과정이나 결론의 도출 사이에 존재하는 이  구조

와 불일치는 어디서 연유하는 것이며 그것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에 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그 문제는 이 작품의 출발선에서부터 내

재된 것으로서 작품의 주제 의식이 안고 있는 이  모순과 깊은 련을 가

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문제를 남성  제도에 기 어 해결하려는 

14) 이 에서 “목소리는 흔히 가부장제 문화에 의해 억압받아왔던 것의 부활이라는 

강한 은유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 은 의미심장하다. (엘리자베스 D. 하비, 2006 

복화술의 목소리(정인숙 외 옮김), 문학동네, 20면.) 침묵이 여성의 미덕으로 

인식되던 시기에 거침없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채씨가 가부장제의 근본을 뒤

흔들 두려운 존재로서 악녀로 형상화되는 것이 이해되는 목이다.

15) 김훈식, 1998 ｢<삼강행실도> 보 의 사회사  고찰｣, 진단학보85, 진단학회, 2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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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때문에 이러한 이  측면이 빚어진 것이다.

이 작품에서 주목하는 여성의 문제는 여성 자신의 個我的 차원이 아니라 

당  儒敎的 家父長制 속에서의 여성의 지 와 련되는 것이다. 기존 제도 

안에서 여성이 존재하는 방식에 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家父長制 하에서 여

성들이 당면하게 되는 지 와 신분의 문제, 기득권의 수호와 새로운 지 의 

획득을 둘러싼 갈등이 작품의 주요 요소로 설정되는 것이다. 이 경우 여성 인

물들은 철 히 가부장  질서 속에서 자신들의 상을 정립하려고 하기 때문

에 지배 이념에 한 회의나 비 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家父長制 

하에서 여성들이 감내해야 하는 불평등이나 제도  억압 등에 해서도 문제

를 제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자신들의 지 를 충

실히 활용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가내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몰두한다. 

제도의 모순을 헤치기보다는 제도 안에서 기득권을 획득하고 이를 유지하

려는 의식이 선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작 의 여성들이 자신들의 지  획득에 극  의지를 지니

고 있다고 할지라도 엄격한 儒敎的 家父長制 하에서는 여성의 존재 자체가 

수동 , 종속  지 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6)16)여성 

인물들이 가부장제도 안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것도 극  의식

을 드러내는 한 측면이라 할 수 있으나 엄격한 남녀 구별의 윤리 속에서 스

스로 종속  존재임을 인정하고 이에 의존하여 남편이나 아들에 의해 존재 

가치를 획득하려는 것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작품 서술을 통해서도 여

성의 존재 가치는 철 히 남편이나 아들의 존재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이 여

실히 드러난다. 악행을 자행하는 여성들이나 이로 인해 고난을 받고 이를 극

복하려는 여성이나 이들의 목표 달성은 남성  제도 안에서 그 힘을 빌 때에

만 실  가능하다. 채씨와 맹씨는 자신들의 욕망을 실 시키기 해 친정 아

버지나 남편의 힘을 빌리며, 반씨는 남편에 의해 획득되었던 지 를 잃자 이

를 회복하기 해 아들의 힘을 빌린다. 요컨  이들이 주어진 제도 속에서 나

름 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극 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방식 자체가 철 히 남성 주의 제도에 기 고 있다는 한계 때문에 작품 

16) 의 논문, 259-2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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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걸쳐 여성  차원의 문제와 남성  차원의 문제들이 충돌하며 첩되

는 이  성격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즉 여성  문제제기와 家父長制에 

입각한 남성  해결 방식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라 하겠다. 

이처럼 이 작품의 여성인물들은 家父長制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자

신들의 지 를 확보하고자 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비록 악인으로 형상화

된 채씨와 맹씨가 남편들을 획책하여 儒敎的 家父長制의 근간을 이루는 宗法

制의 질서를 무 뜨리고 있을지라도 이들 역시 자신들의 존재를 남편에게 종

속시키고 남편의 지 를 통해 가내에서의 권력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에서 

家父長制 자체의 권 에 도 하지는 않는다. 이들이 문제삼는 것은 남성 주

의 지배 질서가 아니라 장남 주의 차별  제도라 하겠다. 즉 이들의 불만표

출은 구체 으로는 宗統 주로 가내의 권력구도가 확립되는 宗法制에 한 

도 이라고 할 수 있다.17)
17)

그러나 이 작품은 철 히 宗統 주의 가문의식을 견지한다. 윤과 반씨, 

흥, 양부인 등으로 표되는 주인공들의 인격과 자질을 미화함으로써 宗統

을 이어받을 인물들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양부인의 前生을 통한 天上界의 운

명론까지 동원하여 家權의 계승이 종법  질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

함을 합리화한다. 그러므로 宗法的 권 에 도 하는 자들은 가문의 질서를 어

지럽히는 자로 간주되어 한 가문내의 구성원들일지라도 가차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宗法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宗統을 계승하는 주 상자들인 남성들을 

면에 내세우지 않고 여성 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건을 개해간

17) 조선조 사회는 16세기 이후 17세기에 이르러 가부장  가족제도와 장자 우

의 상속 제도를 정착시켜 갔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부계 통의 원리가 화

되어 가는 가운데 장자우선주의와 종손의  지 도 강조되었다. 이에 따라 

제사상속과 가통 계승에 있어 장자 심의 계주의가 정통성을 확보하게 되

는데 이러한 종법 사상은 조선조 사회를 엄격한 성차별, 서얼차별의 가부장제로 

변화시키고 양반지배신분의 세습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

다.(조옥라, 1986 ｢가부장제에 한 이론  고찰｣, 한국여성학2, 한국여성학회 ; 

조혜정, 1986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한국가족의 경우｣, 한국여성학2, 한국

여성학회 ; 이이효재, 2003 조선조 사회와 가족-신분상승과 가부장제 문화, 한
울아카데미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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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때문에 이 작품의 특징으로 악되는 이  성격이 야기되는 것이

다. 이러한 이  성격이 작품의 의미를 확장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일 성의 결여와 안일한 문제의식의 노출이라는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에서 이 작품의 한계를 논할 수 있겠다.

한편 남성 주의 권력 구도에 강하게 의존하는 태도로 인해 이 작품은 가

문내 여성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성  문제에 심을 가졌으면서도 여성의 

계를 동질 인 차원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인 차원에서 받아들이

는 자세를 취하게 된다. 타가문에 시집가서 남성 주의 가부장  질서 속에 

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여성들은 어  보면 소외된 존재로서 서로 의지해야 

하는 동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여성 동기간에 서로를 바라보

는 태도는 매우 배타 이다. 가내에서 자신의 지 를 확보하고 이를 공고히 

하기 해 경쟁해야 하는 인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남성  

지배 질서 속에서 우 를 획득하기 해 여성끼리  계를 형성하는 

것, 이것은 남성  사고에 의해 굴 된 여성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작품은 가문의 家權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문제와 

이를 통한 齊家의 문제에 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宗法制의 질서에 따라 계

승되는 家長權의 신성함에 도 하는 것을 엄격히 징치되어야 할 惡으로 인식

하고 있다. 이 에서 세  가부장제의 수호라는 강한 이념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 이념을 고수하기 해 월계의 운명론을 개입시키고 개인들을 독

립된 인격으로서의 존재로 보기보다는 종족집단의 성원으로서 인식하려는 경

향을 보인다.

4. 소설사  의의

일 이 이 소설은 가정소설로 분류된 바 있다.18)18)이 소설이 가정 내에서 빚

어지는 며느리들 간의 갈등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가정소설

들이 처첩 간의 갈등이나 계모와 처 자식 간의 갈등을 통해 가정 내의 불

화를 그림으로써 무능한 가장과 가부장권의 약화를 문제삼고 있다면19)19)이 작

18) 김기동, 앞의 책, 5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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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은 오히려 가장권의 확립을 통한 가문의 질서 유지를 그리고 있다는 에

서 가정소설과 차이를 드러내는 가운데 가문소설과 한 련을 보인다.

부분의 가문소설들이 지배 질서를 옹호하는 가운데 보수  성격을 드러

내는 것처럼 이 소설도 家父長權과 宗法秩序에 도 하는 세력을 惡으로 규정

하며 이들을 징치하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天命이라고 미화함으로써 

강한 세이념 지향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의식은 가문의 창달과 번 을 그리

는 것으로 이어져 결국 지배질서의 유지를 통해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상층의 

세계 을 담아낸다. 그런데 宗法秩序를 다루는 가문소설들이 부분 家系繼承

權을 둘러싼 형제갈등이나 嫡母와 養子 사이의 갈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반해 이 소설의 경우 며느리들 간의 갈등이라는 여성  문제에서 근하

고 있어 특이하다. 이는 당 에 두되던 여성  문제들에 한 심을 반

하는 것임과 동시에 소설의 주향유층인 여성 독자들의 취향을 반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문제에서 출발하기는 했어도 여성의 입장을 견지하지는 못

한다는 에서 이 작품의 한계가 노출된다. 여성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했어도 

宗法的 家父長制로 표되는 남성  지배 질서 속에서 여성들이 경험하게 되

는 질곡들을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남성  제도에 입각한 사고를 견지하는 가

운데 그 안에서 여성의 역할과 지 를 확인하고 있어 지배 질서를 추종하는 

보수  성격을 드러낸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소설은 조선후기 소설사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

성을 아울러 지니고 있기 때문에 딱히 어느 한가지로 유형화하기 힘들다. 이

는 소설 향유가 확 될수록 다양한 유형들이 착종을 일으키며 복합화하던 당

 소설사의 양상을 반 하는 것이라 짐작된다. 이 에서 이 소설이 유형화 

논의로는 포착할 수 없는 조선후기 소설사의 한 국면을 보여 다는 소설사  

의의를 논할 수 있을 것이다.

19) 이원수, 1997, 가정소설 작품세계의 시  변모, 경남  출 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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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이 작품은 반씨라는 여성주인공을 내세워 시집간 여성이 가정 내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과 이로 인한 고난을 그리고자 하 다. 그러나 실제 작품의 서술

에 있어서는 여성의 입장과 처지가 주를 이루기보다는 아들과 남편으로 표

되는 남성의 역할이 더 크게 강조되고, 갈등의 발단이 되었던 여성 동서 간의 

립이 결국은 가문의 가권을 다투는 남성 인물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이어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용과 구조에 있어서의 이러한 이 성은 여성  문제를 남성  질서에 기

어 해결하려는 주제 의식의 이  모순과도 련되는 것이다. 이 작품의 

여성 인물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남편이나 아들로 표되는 남성에 의해 규정

된다는 사실에 별다른 문제의식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러한 계 속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기득권을 차지하기 해 분투한다. 이 과정에서 여

성들 간에  립 계를 형성하지만 결국 해를 가한 자나 해를 입은 자

나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 피해자인 반씨의 경우 모진 시련을 겪는 과정에서 

친정 부모가 연루되어 부친은 유배길에 오르고 모친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는데 후에 그녀가 비록 잃었던 지 를 회복하 다 해도 자신의 일로 인해 

어머니를 잃은 슬픔은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남겼을 것이다. 가해자들인 채씨

와 맹씨의 경우도 가부장제의 윤리에 의해 용서받지 못할 악인으로 치부되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들 역시 남편들의 욕망에 이용당하고도 그 

죄과를 신하는 희생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작  여성 인물들의 비극 인 운명에는 아랑곳없이 씨 가문은 

손손 을 리는 것으로 그려진다. 종통의 수호와 가권의 확립이라는 지

상과제 앞에 여성의 고난은 필요불가결한 통과제의처럼 간주될 뿐이다. 이 부

분에 해서 여성주인공 반씨는 철 히 침묵함으로써 남성  질서에 순종하

는 길을 택한다. 이 작품이 지향하는 유교  가부장제 하에서의 종법 질서의 

유지는 남성 심  사고에 의해서 지탱되는 것인 만큼 작품이 내세우는 주인

공이자 수난의 여인상인 반씨 역시 그러한 남성 심  사고에 의해 창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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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부여받은 인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에서 이 작품과 비슷한 제재를 다루면서도 다른 인물 형상과 서술 

방식을 창출해냄으로써 상반된 을 보이는 작품이 있어 심을 끈다. <

씨 행록>이 그 이다. 두 소설을 비교해 보면 양자의 특성과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지리라 기 된다. 이에 이 두 작품의 비교 연구가 이 논문의 후속 과제

로서 진행될 것이다. 

(필자 : 서울 학교 기 교육원 임 우강사)

주제어 : 반씨 , 이 성, 가부장제, 여성문제 

투고일(2006.11.7), 심사시작일(2006.11.7), 심사종료일(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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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ning of Dual Structure in Banssijeon(潘氏傳)

Lee, Jee-Ha *

20)

This thesis pays attention to the meaning of dual structure of Banssijeon

(潘氏傳). This novel attempts to describe the difficulties of married women 

through a heroin, Banssi's troubles caused by the wives of her husband's 

brothers.

However, analyzing the form and substance of this novel, it emphasizes 

not women's role and situation but men's role and situation. The conflict 

among daughter-in-laws which caused the main conflict of this novel 

changes into a struggle for power of a patriarch among men in the same 

family.

Therefore this novel shows dual structure such as dual narrative, dual 

antagonistic structure and the dual index of punishment. These dual 

features are connected with the inconsistency of the theme which tends to 

solve women's problems depending on the patriarchal system. 

Key Words : Banssijeon(潘氏傳), dual structure, patriarchy, women's 

difficul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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