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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이 논문은 고려 시 부터 조선 기까지의 효를 주제로 한 서사를 다루었다. 

조선 기까지의 역사서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에는 효를 주제로 한 서사

가 포함되어 있다. 삼국사기의 서사들이 상 으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효의 문제에 

근하고 있다면 삼국유사에서는 희생 효 서사가 더 강렬하게 나타난다는 이 특징

이다. 고려사에서는 두 책에서보다 효 문제에 한 강조가 훨씬 더 강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유학의 효과일 것이다. 

삼강행실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삼강행실도의 구조는 그림 → 한문 서사 

→ 찬시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삼강행실도에는 자연스러운 감응보다는 교훈

인 태도가 이 보다 더욱 강조되어 있고, 이로 인해 독서 과정 에 독자의 숭고한 정서가 

더욱 강조된다. 셋째, 신체 훼손과 신체 보존이라는 효 가치 체계상 모순이 노정된다. 

넷째, 어른과 아동 사이의 이  규범이 나타나며 이는 가학피학증(sado-majochism)의 

체계와도 련된다. 다섯째, 주술  사고방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유교  잔혹

* 이 논문은 2007년도 북 학교 후반기(1차) 신임교수  연구기반조성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북 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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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 련된다. 

주제어 :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삼강행실도, 신유학, 유교적 잔혹, 숭고, 

가학피학증, 주술적 사고방식 

1. 들어가는 말

인물의 행 를 통해서 의미를 보여주는 서사1)는 여러 텍스트들 가운데

서 독특한 치를 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사회생활의 원  단 를 

이루는 가족 계의 틀 속에서 인물의 모습을 다루는 서사는 각별한 흥미

를 제공한다. 사람은 흔히 가족을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특히 

후 로 올수록 개인의 사 인 삶에 한 심이 확장되어 가는 까닭에 가

족에 한 흥미는 더욱 커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효를 주제로 한 서사’라 할 때 그 상에는 아동과 부모 계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 서사가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서사를 역사 으로 살

펴 간다면, 아동이 주인공이 되거나 혹은 부모 세 와 함께 서사 속에서 

등장하는 서사가 주 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다룰 문제는 개 

서사 속 아동(자녀)의 성격 그리고 자식 세 와 상  세 와의 계가 될 

것이다. 아동이란 말 자체는 그다지 모호한 말이 아니지만 부모 세 와의 

계와 연령이라는 것이 주된 문제가 될 것이므로, 다음 두 가지 경우로 

사용될 수 있다. 아동은 한편으로는 ‘자식’이라는 의미로 쓰여서 가족 혹은 

1) 여기서 서사(narrative)는 ‘ 실 는 허구의 사건들과 상황들을 하나의 시간 연속을 

통해 표 한 것’(제랄드 랭스, 최상규 옮김, 서사학, 문학과지성사, 1988. 12쪽)이

라는 매우 일반 인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허구 서사와 경험  서사인 

(傳) 장르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다. 후자인  장르는 흔히 교술 장르로 분류되므로 

이 때는 ‘  장르’, ‘교술 장르’라 해서 여기서의 ‘서사’라는 표 과 구분하고, 좁은 의미

의 서사를 의미할 때는 ‘서사 장르’로 해서 구분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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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내에서의 치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 청

년으로 이어지는 연령과 련된 개념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자

의 측면이 강조될 것이다.

이 에서는 고려에서 조선 기까지의 역사서인 삼국사기, 삼국유

사, 고려사 등과 조선 에 발간된 삼강행실도 등의 교훈서가 주 상

이 될 것이다. 소통 의도상 ‘효’라는 주제 하에 묶이는 서사들이 다루어질 

것이지만, 심의 이 가족이나 가문 자체라기보다 아동 혹은 아동  

부모의 계 자체에 있으므로 ‘효’ 자체는 상 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런 에서 소통의 사회･문화  맥락과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이 더 요한 

문제가 된다. 

2. 역사서 속의 효 주제 서사

1) 삼국사기
삼국사기 열  속에서 부모 세 와 자식 세 의 인물들이 함께 다루어

지고 있는데 다음 8편 정도를 추출해 볼 수 있다. 구체 으로 여기에 포함

될 수 있는 은 ①온달(열  5권2)), ② 창(7권, 844～845), ③거진(열  

7권, 850) ④계백(7권, 853)3), ⑤향덕(열  8권, 854～855), ⑥성각(8권, 

855), ⑦연권녀(지은)(8권, 861～862), ⑧설씨녀(8권, 863～865) 등이다.

2) 김부식, 이강래 역주, 삼국사기, 한길사, 2000, 819～822쪽. 이하 본문에 이 책의 

쪽수만 표시한다. 

3) 투를 하다가 장수와 사졸의 죽음을 두고 처자식을 죽인 품석의 (열  7권)도 계백

과 유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김부식, 이강래 역주, 삼국사기, 한길사, 2000, 

8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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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의 내용은 크게 보아 다소 다양한 설화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①), 체로 삼국 통일이나 련 쟁에서 활약한 인물들(①②

③④)과 할고(割股)를 할 정도의 강렬한 효성을 보여주는 인물들(⑤⑥)과 

부모를 극진한 양한 인물(⑦) 그리고 비교  풍부한 서사  형상을 보여

주는 인물(⑧) 들이 포함되어 있다. 크게 보면 충과 효의 주제와 련된 

인물이 략 반 정도씩 차지하고 있다. 

삼국사기 열 의 주조는 숭고라 할 수 있는데, 삼국사기 체에서 

가장 길고 요하게 다루어진 인물인 ｢김유신 ｣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인물들이 자신이 속한 국가가 자신의 운명을 두고 건곤일척해야 

했던 시 에 살고 있었다는 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순수한 효행을 보여

 인물들(⑤⑥⑦)을 제외하면 체로 이러한 시 의 규정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 다. 체가 삼국간의 쟁투기의 인물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숭고 범주가 특화되어 있다. 숭고의 방향은 일차 으로 

가족을 향하여 드러나기 마련이지만, 궁극 으로는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2) 삼국유사
삼국유사에는 ‘효선 제9’에 다섯 편의 이 실려 있다. ①진정 법사의 

효행 ②김 성의 효행 ③향득 사지가 살을 베어 부모에게 공양한 효행 ④

손순이 아이를 묻은 이야기 ⑤가난한 딸이 어머니를 양한 이야기 등이 

그것이다. 삼국유사는 흔히 지 되는 로 불교 , 민 , 민족  특성

이 지 되고 있는바 로4), 불교 련 효 설화(①②)가 드러나 있으며, ⑤

4) 다음을 참조할 것. 김태 , ｢일연의 생애와 사상｣, 김열규･신동욱 편, 삼국유사의 문

 가치 해명, 새문사, 1982; 김태 ,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하

여｣, 이우성･강만길 편, 한국의 역사인식(상), 창비, 1976;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

사  의의｣, 이우성･강만길 편, 한국의 역사인식(상), 창비,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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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삼국사기에 실린 효녀 지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흥미를 끄는 것은 ③

과 ④의 이야기이다. 웅천의 사지인 향득이 ‘흉년이 들어 굶어죽게 되자’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모셨다는 ③5)과 어머니를 살리기 해서 자신의 

딸을 묻으려 했다는 ④가 나타나는 것은 충격 이라 할 만하다. 향득의 이

야기가 충격 인 것은 삼국사기에서처럼 부모나 모친이 병이 들어서 다

리를 베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게 된 아버지를 살리려고 자신의 

살을 베어 바쳤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런데 더 문제 인 것은 다음에서 나

타난다. 

손순에게는 어린 아이가 있었는데 언제나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었다. 

이를 민망히 여긴 손순이 그 아내에게 말햇다.

“아이는 다시 얻을 수가 있으나 어머니는 다시 구할 수 없소. 그런데 아이

가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기 때문에 어머님은 굶주림이 심하시오. 허니 

아이를 매장시켜 어머니를 배부르게 해드려야겠소.”

그리고는 아이를 업고 취산 북쪽 들에 가서 땅을 다가 석종을 얻었는데 

기이하 다. 그들 부부는 놀래고 괴이하게 여겨 나무 에 잠깐 걸어놓고 두

드렸더니 은은한 소리가 듣기에 퍽 좋았다. 

아내는 말했다.

“이 이상한 물건을 얻음은 필경 아이의 복인 듯합니다. 허니 이 아이를 묻

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옳게 여겨 아이와 석종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

고는 종을 들보에 매달아 두드렸더니 궐에까지 종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를 흥덕왕이 듣더니 좌우의 신하들에게 말했다.

“서쪽 들에서 이상한 종소리가 들리는데 맑은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니 보

통 종소리와는 다르다. 빨리 가서 조사해 오라.”

임 의 사자가 그 집에서 조사하더니 사실을 임 에 아뢰자 임 은 말했다.

“옛날 곽거(郭巨)가 아들을 땅에 묻자 하늘에서 솥을 내렸다더니, 이번

5) 일연, 김원  역,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002, 578쪽. 이하 본문에 쪽수만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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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손순이 아이를 묻으려 하매 땅속에서 석종이 솟아 나왔으니 세의 효와 

후세의 효를 천지가 함께 보시는 것이로구나.”

하시며 집 한채를 내리고 매년 벼 50석을 주어 극진한 효성을 숭상했다. 

손순은 의 집을 희사하여 로 삼고 홍효사라 하 으며 석종을 모셔 두었

다(579～580).

잘 알려져 있는 이 이야기에 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해져 있지만6) 

우리는 이를 다른 맥락에서 볼 것이다. 우선, 어머니의 신체와 아이의 신체

가 양 으로 비교되고 있다는 것, 그리하여 비교 우 의 상으로 어머니

가 선택되었다는 것, 아이가 인 생명이 아니라 교환 가능한 상으

로 설정되어 있다는 에서 이는 충격 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물이 

효를 실 하는 인물로 왕으로부터 상찬되고 있다는 은 오늘날의 에

서 보면 놀랍다. 이는 앞의 향득 이야기와 련한 희생효 계열의 이야기로 

동아시아 일부에 드물지 않은 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사실 

이 이야기는 한나라 시 의 ｢곽거 매아｣의 이야기를 그 로 답습하고 있으

며, 여기에 약간의 윤색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내용은 경이를 포함

하고 있다는 에서 설 장르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7). 그러나 이러한 경

이, 말하자면 주술  태도에 해서 무반성 으로 상찬하는 태도에 기운다

면 이는 잔혹8)이라 할 만하며, 유교의 외피를 두른 잔혹이라는 에서 ‘유

교  잔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승려인 일연의 기록 의식을 ③이나 ④ 

모두에서 ‘경이’라는 측면을 강조했다고 볼 때, 자에서는 ‘정성’이 주는 

6) 엄선용, ｢<삼국유사> 효선편 분석 연구｣, 한자한문교육 21, 2008; 정천구, ｢<삼국유

사>와 <사석집>의 비교 연구｣,  남학 14, 2008.
7) ‘ 설  경이’를 지칭한다. 조동일, 한국소설의 이론, 지식산업사, 1976 참조. 

8) 작가 루쉰이나 桑原隲藏이 말하는 식인 풍습은 이러한 과 무 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류짜이푸･린강, 오윤숙 역,  통과 국인, 래닛, 2007 참조. ‘역자이

식(易子而食)’의 끔 한 풍습 등에 해서는 桑原隲藏, 錢婉約･錢婉約･王廣生 譯, 

東洋史說苑, 中華書局, 2005, 130쪽 이하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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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이름 내용 특성

①
문충

3210)
아침 녁으로 문안. 정성껏 모심.

모친이 늙어가자 ｢목계가｣ 지음(오

산곡)

②

석주

(釋珠)

33

나무를 깎아 부모의 형상을 만들어 

생시처럼 조석으로 양.
승려. ‘정란’(후한)과 연결.

③
최루백

34-35

호랑이에 물려 죽은 아버지의 원수를 

갚음. 아버지를 죽인 범을 죽여 함께 

묻음.

원수를 갚고 호랑이 고기를 먹음. 한

림학사 됨. 

④
36-37

부친이 병들자 할고(割股).

차도 보임.

① 거란인 ② 본문보다 보상 과정이 

길다. 한문 과 문극겸 등의 건의에, 

‘놀라움’을 후자에서는 ‘생명’을 구하게 해  ‘놀라움’을 강조했을 가능성

이 크다. 이러한 경이의 는 태평 기에 실려 있는 단히 방 한 민간

의 승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기록 맥락과도 상통하는 것일 수도 있겠

다. 그 지만 이러한 의식도 크게 보면 반성되지 않은 의식이라는 에서

는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얼마간 국 불교의 특색9)이 

가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고려사
고려사 ‘효우 ’에는 다음과 같이 16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네 부류 정도로 나 어 볼 수 있다. 첫째, 부모를 극

진하게 양한 경우가 6건(①②⑤⑦⑩⑭), 둘째, 죽은 부모에 한 훌륭한 

가례가 3건(③⑫⑯), 셋째, 자기를 희생해서 부모를 보살핀 경우가 6건(④⑧

⑨⑪⑬⑮. ⑮는 험한 상황에서 힘써 부모를 구한 경우). 넷째, 서사성이 

풍부한 삶의 모습을 보인 경우가 1건(⑯), 이 게 총 16건으로 되어 있다.

<표 1> 고려사 ‘열 ’ 34권 ‘효우 ’ 기사 내용

9) 中村元, 김운식 역,  국인의 사유 방법, 까치, 19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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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 이홍의 를 들고, 홍살문 세워 

표창해야 한다고 함.

⑤
서릉

38

모친 양 해 벼슬에도 나아가지 

않음. 의원이 개구리가 필요하다고 

함. 나무 에서 울면서 약을 볶는데 

나무 에서 개구리가 솥 안에 떨어

짐. 남음. 

장군 서희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

다 물 흘리며 욺.

⑥
김천

39-41

명주인 김천(김해장). 몽골 침략 때 

모친과 동생 김덕린이 포로가 됨. 잡

힌 사람들이 죽었다 하므로 상복 입고 

거상 마침. 14년 뒤 습성이 원나라 동

경(요양)에서 명주 사람을 찾음. 정선

인 김순이 그를 만나서 어떤 명주인 

노 가 해장이란 아들이 있다 하는데 

해장을 아느냐고 물음. 습성은 김천이 

자신의 친구라면서 편지를 받아 김천

에게 함. 편지에 (동생이) 종이 되어

서 고생한다고 함. 

김천, 통곡하고 개경으로 가서 주  

사람들, 심지어 왕에게까지 도움 간청

했으나 허락 않음. 동향인 승려 효연

을 만나니 그 형 효지와 동경으로 가

게 됨. 어떤 노  만나니 그가 김자룡

의 딸이라 함(19년만의 모자 상 ). 모

친 속량. 김방경이 동경에 당도해서 

고려로 동행하게 해 (동생은 속량이 

안 되어 남고). 명주에서 수소문해서 

노모를 만남. 김종연과 만남(부모자 

상 ). 6년 뒤에 천로의 아들이 김덕린

을 데리고 오자 김천이 동생을 속량시

킴. 속량하여 빌린 돈을 갚고 평생 효

도를 다함. 

이국에서 모자 상 . 가족상 . 외조

부, 부모 형제 상 . ｢최척 ｣의 모델

로도 볼 수 있을 듯. 

교술이라기보다 극 이다.

(경과와 찬이 없다.) 

김방경과 연결. 

⑦
황수

42

평양부의 잡재서승이 된 황수가 70이 

넘은 부모를 모시고 남동생 셋과 이 

둘과 함께 오순도순 삶. 삼시 세끼 맛

난 음식을 갖추어 먼  부모에게 올린 

후 밥상이 나오면 그제야 모여서 식사

함. 20년이 넘게 이 게 생활함. 자손

들도 따라 함. 

사연 + 효칙하게 된 경 . 찬성 강융

과 직 김자가 그 집을 찾아가 사

실을 알게 됨. 강융이 물 흘리며 탄

복. ‘ 을 써 임 에게 보고하게 하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발돋움하며 그 장

을 구경했다.’

⑧
정유

43-44

(가) 진주인 정유가 동생 정손과 부친 

정임덕 따라 하동군으로 방어하러 갔

다가 왜구 만나자 모두 도망. 부가 병

왕에게 보고되자 종부 시승 벼슬 내

림. 

양천강에서 주운 덩어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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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을 타지 못하자 부축해서 달아

남. 왜구가 공격하자 정손이 막다가 

죽고 아버지를 보호함. 

(나) 동생이 덩이 두 개 주워서 한 

덩이를 형에게 . 양천강에서 덩이

를 버림. 까닭을 묻자. 을 드리고 보

니 형을 꺼려 하는 마음이 솟아났다. 

상서롭지 못하니 버리고 깨끗이 잊는 

게 좋다고 생각. 네가 옳다며 형도 

을 버림. 

칭양 과정이 없다. ‘그 때 배에 동승했

던 사람들은 모두 우매한 백성들이라 

두 사람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묻는 자

가 없었다고 한다.’

⑨
조희참

45

강원 고성의 조희참. 왜구를 피하여 

경산부성으로 가다가 동강에 이르

으나 배가 없어 강을 건 지 못함. 왜

구가 추격해 오자 모친이 라도 피하

라 함. 밭 사이에 숨음. 들이 조희참

을 른 후 모친마  죽이려 함. 활과 

말, 재물을 주며 제발 모친 살려달라고 

함. 아들을 죽이고 모친 두고 감. 

‘우왕 때에 채복사 조 이 히 조정

에 을 올려 보고하자 그 사 을 새

긴 비석을 세워 표창하 다.’

⑩
정신우의 딸 

46-47

정씨. 부친이 죄를 지어 해주로 유배

갔다가 명이 독, 모친에게 알려 오니 

모친이 통곡. 미혼인 몸으로 아버지께

서 돌아가실지 모르니 제가 가서 돌보

아 드리겠다고함. 죄를 지었는데 찾아

가 뵙기를 허락하겠냐고 하자. 조정에 

청해 보겠다고 함. 반역죄도 아닌데 

타향에 유배갔고 병이 독, 가서 돌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오. 

‘재상들이 감읍하며 곧 우왕에게 보

고하니 왕은 정신우를 석방하여 고향

으로 돌아가게 하 다.’

⑪
손유

48

청주인 손유. 청백리로 칭송됨. 마을

에 왜구가 침입하자, ‘울면서 옷깃을 

부여잡는 아이들을 뿌리치고 히 모

친이 거처하는 지으로 달려가 모친을 

들쳐 업고 피신해 목숨을 보존할 수 

있게 하니’

‘고을 사람들이 존경하고 탄복하

다.’

⑫

권거의･

노 공

49

백주인 권거의, 모친을 잃고 슬퍼하

며 3년간 여묘살이. 주인 노 공도 

3년간 시묘살이. 당시는 백일만 상례

를 함. 

‘두 사람만이 시속을 따르지 않고 삼

년상을 치르자 나라에서 가상히 여겨 

모두 그 마을에 정문을 세워 표창’. 

⑬
신사천의 딸

50

창녕군 산의 신사천의 딸 신씨. 왜

구가 내침 가족과 피난. 장마로 닻  

끊어져 배가 강가에 얹힘. 신사천이 피

살. 왜구가 죽이려 하자 이 칼을 뽑

아들고 베려는 시늉. 항거의 말을 하고 

‘체복사 조 이 그 일을 조정에 알리

고 비석을 세워 정렬을 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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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멱살을 움켜잡고 발로 차 거꾸러 

뜨림. 신씨 16세의 나이로 죽음.’ 

⑭
윤구생

51-52

찬성사 윤택의 아들 윤구생. ‘주자 가

례’를 따라 조상을 모심. 부모 조부의 

묘석을 세움. 기일 고 고조와 증조 

이하의 기일도 돌에 새겨 자손들이 잊

지 않게 함. 

‘공양왕 3년 도 찰사 노승이 공문을 

보냄’. 칭찬하는 말.

⑮
반

53

거창 안음  사람 반 . 우왕 때 왜

이 쳐들어와 부친 잡아감. 반 이 은

덩이를 가지고 진에 가 부친을 돌려 

달라고 애걸하자 왜 들도 의롭게 여

겨 허락하 다.

(경과와 찬이 없다.)

⑯
군만

54

인 군만은 부친이 범에게 물려가

자, 군만이 하늘 우러러 통곡하고 활과 

살을 들고 산으로 감. 화살로 범을 죽

이고 칼을 빼어 배를 가르고 남아 있

던 를 모두 수습해 화장함. 

. 공양왕 원년(1389). 

(경과와 찬이 없다.)

( 은 작성자)

그런데 ‘효우 ’에는 다음과 같은 서문이 붙어 있다.

효도와 우애는 사람이 원래 가진 성품인데 세상의 교화(敎化)가 쇠퇴하면

서부터 그 본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많아졌다. 세태가 이러하니 여기에 힘을 

다한 자가 있다면 어  리 알려 권장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고려 5백년간 

효우로써 역사에 기록되고 정표(旌表)에 나타난 자가 열 명 남짓 되므로 효우

(孝友傳)을 짓는다.(31)( 은 인용자). 

(孝友人之恒性也. 自世敎衰民失其性 多矣然則有竭力於是 可不表而

獎之乎? 高麗五百年閒以孝友書於史冊見於旌表 十餘人作孝友傳.)

와 같은 내용과 기록된 경 를 보면 의 서사가 유통된 경 , 곧 기록

의 표면에 부상한 이유를 알아차릴 수 있다. 기록자의 의식과 기록된 내용

10) 이하 이 열의 숫자는 동아 학교 석당학술원 역주, 국역 고려사 27 - 열  8, 민족

문화, 2005의 쪽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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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가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울러 서사가 소통 평면에 떠오르게 된 

것은 많은 경우 유명 인사와의 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기록된 내용을 크게 보면, 가례와 련된 것(첫째, 둘째)이 9건, 자기를 

돌보지 않고 부모를 구한 경우가 6건이고, 서사성이 풍부한 것 1건으로 되

어 있다. 마지막 는 풍부한 인생 역정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감동 이지

만, 바로 그 으로 인하여 기록자가 내세우는 기록 의도에 명료하게 부합

하는 유표성(有表性)은 상 으로 약하다.

3. 역사서에 나타난 효 주제 서사 소통의 의미

에서 언 된 내용을 소통 맥락과 련해서 그 의미에 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이를 해 고려사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비교해 보

는 편이 차이가 분명히 드러내기 해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삼국유사에서는 불교 련 효 설화가 두 편, 그리고 희생 효에 

한 것이 두 편이다. 그런데 고려사에서는 이 불교 련 기사의 자리에 

가례를 지킨 경우, 곧 효도를 실천한 경우가 가장 많은 비 으로 자리하고 

있다. 효도라는 규범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 삼국사기

와 비교할 때 기록자의 숭고한 태도를 기리는 태도는 비슷하지만, 기술 

태도에서는 차이가 분명히 감지된다. 삼국사기에는 두 건의 희생효를 

다룬 서사가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유보가 붙어 있음에 유의

할 수 있다.

편찬자는 논평하여 말한다. 송기의 당서에 이르기를 “한유의 논의가 옳

다. 그가 말하기를 ‘부모의 병환에 약을 달여 드리는 것은 효이나, 제 살을 베어 

먹여 몸을 훼상하는 것을 효라 하는 것은 듣지 못하 다. 만일 이것이 의리를 

손상하지 않는 것이라면 성 들께서 다른 사람보다 먼  그 게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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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잘못되어 그 때문에  죽게 된다면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훼상하고 

후손이 멸되는 죄가 그에게 돌아올 것이어늘, 어  그 가문을 표창해 기리겠

는가!’라고 하 다. 비록 그러하나 항간의 고루한 자로서 학술이나 의나 소

양은 갖지 못하면서도 능히 자기 몸을 희생해 부모에게 바친 것은 정성의 마음

에서 나온 것이니, 역시 칭찬할 만하므로 기록해 둔다.”라고 했으니, 향덕과 

같은 이 역시 어둘 만한 사람이겠다(855～856)( 은 인용자).

여기에서 명확히 나타나 있는 로 후세 조선의 성리학의 논리 구조와

는 다른 입각 을 볼 수 있다. 희생효와 자식의 효 덕목 가운데서 자기 신

체의 보존의 덕목과는 충돌한다는 것, 그리고 그 근거는 유교 인 후세의 

보존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이가 갸륵하므로 기록한

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신유학(성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구유학자 한유-김부식의 상 인 균형 감각이 반 된 것으로 이해

된다. 

그런데 고려사에 오면 이러한 망설임이 많이 사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례를 잘 지키는 것이야말로 상찬할 만한 일이며, 목숨을 바쳐 부모

를 보살피는 것은 참으로 권장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

자의 의식 내부에 강력하게 자리하는 효 의식이 바로 기록자의 자아의 

자리에서 상을 취사･선택하게 하는 기 이 되고, 열정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김부식의 태도가 훨씬 인간 으로는 

균형이 잡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를 살리겠다는 정성의 갸륵함

이 당 가 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설임이 없이 사

람들의 에 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행동을 율하겠다는 태도11), 이

11) “신라･고려의 문은 기사에 빼어나고 논의에 부족하며, 조선의 문은 논의에 빼어나고 

기사에 부족하다.”라고 하는 김택 의 태도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김택 , ｢잡언

｣, 문집 28. 임형택, ｢<삼국사기> 열 의 문학사｣,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비, 2002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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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입  태도가 바로 고려사에 통해 흐르는 태도이며, 이는 삼강행

실도에서 백성들에게 효행을 권장하던 조선 성리학의 기 가 되는 태도

이기도 하다12). 

효는 자식이 부모에 한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사회

 맥락에서 보면 에 해당된다. 도가 ‘외 인’ 사회･정치  질서와 ‘내

인’ 개인  도덕  삶을 포함하는 사태의 포 인 상태를 가리킨다면, 

는 도의 가장 구체 인 차원에서의 행 에 한 모든 객 인 규정을 

가리킨다13). 효는 공자에 한 핑가렛의 해석에 따를 때 다음과 같은 의 

핵심 인 내용으로 이해될 수도 있겠다. 

인간의 조야한 충동이 에 의해 도야됨으로써 인간은 진정한 인간으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는 인간  충동의 완성, 즉 충동의 문명  표 이

지, 결코 형식주의 인 비인간화가 아니다. 는 인간과 인간간의 계를 생

동 으로 살려 내기 한 인간 고유의 형식인 것이다.14)

그러나 효는 하나의 규범이며, 무엇보다도 법  강제력을 가진 규범이

다. 일 이 삼강으로 규정되어 있는 효를, 역사 으로 진화되어 조선 사회

의 단계에서 어기는 일은 단지 남부끄러운 일로 그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

은 엄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법  사안이다. 그런데 효에는 여러 가지 아름

다운 뜻이 부가될 수 있겠지만 그것의 핵심 인 의미는 공순(恭 )으로 이

해된다15). 

12) 고려사의 편찬은 난항을 거듭하다가 1451년에 완성하여 1454(단종 2년)에 인쇄, 

반포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기백, ｢고려사 해제｣, 이우성･강만길 편, 한국의 역사인

식(상), 창비, 1976, 252쪽. 

13) 슈워츠, 벤자민, 나성 역,  국 고  사상의 세계, 살림, 1996, 106쪽. 

14) 핑가렛, H., 송 배 역, 공자의 철학, 서 사, 1991. 슈워츠, 앞의 책에서 재인용. 

15) 바로 이 이 서양의 번역자들이 ‘효’를 공순으로 번역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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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이런 을 더욱 강조한다. 오늘날 헤겔의 국론은 오리엔탈리즘

의 형 인 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외피를 걷어내

고 볼 때 헤겔이 내  도덕과 련해서 이야기한 내용에는 간과하기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다음에 행정에서 법률 제도로 을 돌려 보면 (무엇보다도 먼 ) 족장제[가

부장제-인용자]의 원리에 의거해서 일반 으로 신하는 미성년자로 간주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와 같이 독립 인 계  는 스스로 자기 이익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국에는 없다. 모든 것은 지휘되고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일체의 계는 법  규범에 의해서 엄격히 정해져 있다. 체로 자유로운 감

정, 도덕 인 입장 따 와 같은 것은 무시당하고 있다. 가족 각자가 서로 어떠

한 기분으로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법률에 의해 형식 으로 정해져 

있어, 이를 배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 형을 면하기 어렵다. 그 에 주의

해야 할 두 번째 문제는 거의 노  상태에 가까운 가족 계의 외면성이라는 

이다16)( 은 인용자).

이런 의 근거는 국의 국가에 한 헤겔의 다음과 같은 규정 속에 

존재한다. 

국의 국가는 으로 이와 같은 인륜  화합 에 성립하고 있으며 국

가를 특징지어주고 있는 것은 객 인 가족의 경애심(敬愛心; 孝悌)이다. 

국인은 자기가 그 가족에 속하는 동시에 국가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가족 안에서는 인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속하는 그 실체  통

일(가족)은 통과 자연성의 통일이기 때문이다. 국가에 있어서도 역시 그들

은 인격이 아니다. 왜냐하면 국가에 있어서도 족장  계가 일반 으로 행해

져 있고, 통치는 일체 질서의 수호자인 황제의 친부모 같은 마음에 의거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경 안에는 더할 나  없이 높고 변형할 수 

16) 헤겔, G.W.F., 김종호 역, 역사철학강의, 삼성출 사, 1990, 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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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도(大道: 근본 계)로서 오륜이 설 되어 있다. 즉 군신, 부자, 형제, 

부부, 붕우의 의무(인륜)가 그것이다17)( 은 인용자).

이러한 헤겔의 주장은 조심스럽게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효가 과거 국

의 에토스 가운데 가장 요한 기본  덕목이며18), 내  도덕에 한계가 있

다는 주장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유의 문제제기에 해서 오늘

날 국의 학자들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된다19).

여기서 효 념과 련된 목을 조  더 생각해 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

를 가질 것이다. 그것이 장르론과 련해서 요한 을 시사해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국인과 동북아 한자문화권에서 주요한 인륜의 근거로서 

효가 자리를 잡았던 이유를 규명하려면 방 한 실증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단지 이와 련된 몇 가지 계기만을 간략하게 제시해 보

고자 한다. 효의 기본 인 원리는 계서제의 원리에 한 존 이며, 이는 

단지 가족 내부만이 아니라 국가를 포함한 사회 모든 부문으로까지 확장되

는 원리로까지 격상된다. 이는 국의 지 물박(地大物博)이라는 조건에

서 일차 으로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국은 

좁은 땅 덩어리의 상호 독립 인 정치체가 존재하는 나라들을 가진 유럽 

륙과는 조건이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20). 한 사회의 규범은 개체나 세

17) 같은 책, 187～188쪽. 

18) 일본 인도학의 가인 中村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국에는 가족 계 외에는 

별다른 도덕이 존재하지 않았다.’ 中村元, 김운식 역,  국인의 사유 방법, 까치, 

1990, 174쪽. 효에 한 상세한 규정에 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澤田多喜男･葭三

健介･林文孝, 김석근･김용천･박규태 역, ｢忠･孝｣,  국사상문화사 , 민족문화문

고, 2003, 241∼259쪽. 루쉰이 주목했던 다음 책도 참조할 것. 스미스, 아더 핸더슨, 

민경삼 역,  국인의 특성, 경향미디어, 2007. 

19) 劉再復･林岡, 오윤숙 역,  통과 국인, 래닛, 2007. 

20) 여러 학자들의 주장이 있지만, 표 으로 다음 둘을 들 수 있다. 존스, E.L., 유재천 

역, 유럽 문명의 신화, 나남, 1993; 엘빈, 마크, 이춘식･김정희･임  역,  국 역사

의 발  형태, 신서원, 1989. 자는 자기비 을 통해 자기의 이론을 수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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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기 보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체의 자기 보존의 논리가 없다면 성

립되지 않는다. 국 시 의 격렬한 상호 쟁투의 과정에서 도출해 낸 원리

가 으며 의 핵심에 효, 곧 공순의 원리가 놓여 있었다는 것은, 그것

이 집단의 생존 논리에 연결되어 있다는 에서 일단 충분히 이해할 만하

다. 그러나 자기 보존의 원리가 내  도덕의 역할을 한다면 자기 성찰의 

원리가 축될 가능성이 높다. 단지 자기 보존의 규범일 뿐인데 성인론(聖

人論)21) 등을 매개로 해서 과잉 이론화된 데는 국(戰國) 시 와 진한 

제국이라는 물 , 조직  토 가 필수 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22). 사회의 

모든 방면에 하여 계서제23)의 원리를 용, 확립하는 것은 오늘날의 

에서 보면 당황스러운 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동아시아 사회를 움직여 온 실  원리로 작용한 측면을 배제할 수 없

다24). 이러한 효의 이념은 과거에 책  원리25)를 통해서 동아시아 세계의 

21) 국 시  이후의 성인론과 통치와의 련에 해서는 이성구의  국 고 의 주술

 사유와 제왕 통치(일조각, 1997)의 제2장을 참조할 것. 

22) 劉澤華, 노승  역,  국 고  정치 사상, 문서원, 1994. 

23) 반고는 ｢고 인표｣에서 역사상의 수많은 주요 인물들을 상상 등 인 성인에서부터 

하하 등 의 우인까지  방 한 계표로 ‘정리’한 바 있다. 班固, 漢書, 中華書局, 

1962, 861～954쪽. 이는 사실상 반고 자신의 백호통의의 발상이나 유소(劉劭)의 다

음 작과도 무 하지 않은 것으로 제국의 주요한 운  원리를 계화해서 제시한 

것으라 할 수 있다. 班固, 신정근 역, 백호통의, 소명출 , 2005; 劉劭, 이승환 역, 

인물지, 홍익출 사, 1999. 

24) Goldstein, J.･Keohane, R.O., “Ideas and Foreing Policy: An Analytical 

Framework”, Goldstein, J.･Keohane, R.O. eds., Ideas and Foreing Policy: Beliefs, 

Instituitions, and Political Change, Cornell University Press, 1993, pp.3∼30. 이 

은 국제 계에 작용하는 이념을 세계 , 원리화된 믿음(principled belief), 인과  

믿음의 세 가지 층 로 나 어 논하고 있다. 이 틀에서 본다면 ‘효’의 이념은 세계 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 원리의 밖의 교류도 생각할 수 있는데, ‘ 화 

세계’는 이를 오랑 라고 규정한다. 오랑캐의 목소리가 표면에 떠오른 경우에 해서

는 사마천, 이채문 역, ｢흉노열 ｣, 사기, 까치, 1995(司馬遷, ｢匈奴列傳｣, 史記, 
中華書局, 1959, 2898쪽 이하)의 항렬의 발언을 참조. 문 진, ｢사마천의 흉노 인식｣

(韩国文学硏究学会 第2回 国際学術大会 發表文. 2008.7.2. 延邊大學校.)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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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계를 조율하는 원리로도 기능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결국 세계의 

유지 원리가 이념(효도)으로 격상한 데에 문제가 있다. 

여기서 앞에서 언 되었던 ‘곽거/ 손순 매아’에 나타난 부자 계의 논리

를 ‘아 라함과 이삭의 설화’와 잠깐 비해 보자. 성격과 맥락이 다른 두 

서사를 직  비교하는 것이 성 한 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가라사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

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창세기｣ 22장 2 )하는 문제로 

곤경에 처하게 되는 아 라함의 이야기와 의 이야기를 비해 보면 어

도 한 가지 특성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가부장에 의한 아들 신체의 처

분에 한 설화라는 에서 보면 두 이야기는 공통된다. 여기서 이 두 이야

기를 뒤르 의 종교론26)에 기 어 실정 인 내용으로 번역해서 볼 때 

자가 아들 → 아버지의 계로 되어 있다면, 후자는 아들 → 아버지 → 사

회라는 계를 되어 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의 아들 → 아버지

의 계 쪽이 자의성에의 근 가능성이 상 으로 높다면, 후자의 아들 

→ 아버지 → 사회의 계 쪽이 보편성 확보의 상  용이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게 부자 계를 국가(사회)의 논리로 확 27)하는 

동아시아  제국의 원리에는 제국의 외연  거 함과는 다른 보다 작은 테

두리로 받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공순의 원리가 가정 내 계 

→ 국가 내 계 → 국가 간 계의 체계에서 일 인 체계로 작용하는 

25) 西嶋定生, 이성시 편, 송완범 역, 일본의 고 사 인식 : 동아시아 세계론과 일본, 
역사비평사 2008.

26) 뒤르 임, 에 , 노치 , 민혜숙 역, 종교 생활의 원  형태(1916), 민 사, 1992. 

27) 베버는 이를 가산제 국가로 개념화하고 있다. 베버, M., 이상률 역, 유교와 도교, 
문 출 사, 1990 참조. 물론 구체 인 사회를 분석하는 데는 이러한 시각에 필요한 

변형이 가해져야 한다. ‘가내 질서의 상승･확 ’라는 방향으로부터 국가 질서를 이해

하는 ‘가족  국가 ’에 한 비 에 해서는, 東晋次, ｢진한제국론｣, 谷川道雄 편, 

정태섭･박종  외 역, 일본의 국사 논쟁-1954년 이후, 신서원, 1996, 63쪽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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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로 작동한다. 

그런데 이러한 효 이념이 서사, 나아가 문학 술에서 주요한 토스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해서 다시 헤겔의 다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술의 원래 심 인 참된 분야를 이루는 것은 바로 토스이다. 그러므

로 이 토스의 표 은 술작품이나  모두에게 주요한 향을 미친다. 

왜냐하면 토스란 모든 인간의 심 을 울리는 것이며, 모든 인간은 참된 

토스의 내용 속에 들어 있는 가치 있고 이성 인 것을 깨닫고 이를 시인할 

 알기 때문이다. 토스는 인간 속에 들어있는 가장 강한 힘이기 때문에 

감동을 다.28)

만약에 효 이념이 내  도덕으로 충만한 것이었다면 술과 련은 더

욱 본질 인 것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런데 효, 곧 공순(恭 )의 

원리는 실 으로 인 것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차원

에서 인 것의 역할을 자임하면서 실로 다시 회귀하는 원리이다. 

그 실 인 한계는 삼국사기의 편자가 말한 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지배자에 한 복종이나 부모 세 에 한 공순의 원리가 마음 

속에 한  응어리를 남기지 않는 일인가를 질문해 보는 것으로도 족하다. 

여기서 억압된 부분은 필경 회귀할 것이다. 이러한 회귀로 인하여 동아시

아에서 가학피학증 체계(sado-masochism)가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29). 

의무와 내  감정의 이러한 낙차, 곧 억압된 부분이 되돌아오는 내용이 가

학피학증 체계로 수렴된다.

28) 두행숙 역, 헤겔 미학 III, 나남, 1996, 334쪽.

29) 이는, 컨  송강의 생애 서사에서의 남성성과 ｢ 동별곡｣에서의 여성성의 립 

문제를 생각하는 것으로 족하다. 정철의 조선조의 옥사인 정여립 옥사의 주동 인물

이었다는 에 해서는 이희환, ｢선조  정여립 옥사와 정철｣,  동사학 4, 2005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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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런 으로 인해서 교술성의 강화는 내  감정을 억압하는 기제

가 된다. 그 지만 이러한 가부장제의 원리가 철되는 체계 안에서 안존

하고 있는 사람은 워낙 경 의 말 을 통해서 타당성을 보장받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별다른 반성을 강요당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인간의 정

서  결, 어쩌면 삶 그 자체의 세세한 내용에 해서까지도 굳이 심을 

가질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  서사에 한 유학

자들의 무 심 혹은 반 30)의 이유를 만나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닐지 모

른다31). 

그러나  장르는 원래 서사의 비옥한 토양을 이루며, 그 자체로도 훌륭

한 문학으로 인지되어 왔다. 문학과의 본격  결의 국면에서 좌국사

한32)이야말로 동양의 문학이라고 이해했던, 일본 문학의 가인 夏目漱石

의 태도33)에서 이 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여말 선  사 부들의 

확고한 열정이 장르  편 함을 낳았고, 그것은 다시 ‘유교  잔혹’에 한 

무반성 인 태도를 낳은 데 일정한 향을 미쳤을 것으로 단된다. 바로 

이 이 앞에서 언 한 바 로 이는 바로 삼강행실도 등을 산출한 계기

가 되기도 한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 드러난 숭고는, 상 으로 념이 아니

라 실  사건의 일부로서 인물의 행 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그런 

30) 윤성근, ｢유학자의 소설 배격｣, 어문학 25, 1971 등을 필두로 한 많은 논의가 제출

되어 있다.

31) 유학과 한국문학 장르의 반 인 련에 해서는 박희병, 유교와 한국문학의 장

르, 돌베개, 2008을 참조할 것.

32) 좌 , 국어, 사기, 한서 등 국 고 의 역사서를 지칭. 

33) 夏目漱石, 황지헌 역, 문학론, 34쪽. 사기의 서술 기법에 해서는 김도련, ｢사마

천 <사기>의 구성과 서술 기법에 하여｣,  국학 논총, 1997 등을, 사기의 문학

 측면에 하여 상세하게 다룬 것으로는 楊樹增, 史記藝術硏究, 學苑出版社, 

2004 등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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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장르 으로 보면 열 이지만 교훈성은 상 으로 크지 않다. 반면

에 고려사에 드러난 숭고는 상 으로 메마른 숭고로서 소통 의도가 행

의 의미를 월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에서 더욱 문제 이다. 

4.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는 세종 시 (1432)에 백성을 교화하기 하여 만들어진 책

이다. 모범이 될 만하다고 단되는 효자, 열녀, 충신의 사 을 110건씩 선

정해서 그림, 사 , 찬시의 순으로 구성된 한문 서 으로 찬시는 가끔 생략

되기도 한다. 후에 이 책은 선정본이나 언해본, 추가본(속삼강행실도, 이
륜행실도), 오륜행실도 등으로 진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조선 시  내내 

가장 요한 출 물의 계보에 속하게 된다. 조선 왕조가 유교 국가를 표방

하고 있는 만큼 백성의 ‘교화’를 해서 시되었던 책이라 할 수 있다. 

근래의 본격 인 삼강행실도에 한 본격 인 연구가 이루어져서 이 

책의 유통이 지닌 사회･문화  의미가 상당 부분 해명된 것으로 단된

다34). 책에서 수집된 사례들은 자료의 부분을 이루는 국측의 역사서나 

교훈서에 실린 자료들과 삼국사기와 고려사 등 한국사에서 취합한 자

료들을 포 하고 있다35). 

삼강행실도의 ｢효자편｣에 실린 자료들은 111편의 효자들의 를 다루

고 있다. 이들 이야기들을 부모를 살아서나 죽어서 잘 양하기, 병에 걸렸

34) 이혜순, ｢열녀상의 통과 변모｣, 진단학보 85, 1997; 강명 , ｢<삼강행실도> - 

약자에게 가해진 도덕의 폭력｣, 한국고 여성문학연구 5, 2002 등 참조. 삼강행실

도에 한 종합  고찰을 시도한 것으로는 한국학 앙연구원편, 주 하･옥 정･ 경

목･윤진 ･이정원, 조선시  책의 문화사 - <삼강행실도>를 통한 지식의 와 

습의 형성, 휴머니스트, 2008 참조. 

35) 이혜순, 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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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왕조 제목 언해* 주제소(主題素) 비고

1 우 순임 의 큰 효성 피학+감부모

2 주 문왕의 문안 양

3 한 문제가 약을 맛보다 양

4 주 백기가 서리를 밟다 피학+불원

5 노 증삼이 뜻을 받들어 양하다 양 효 자기 변명

6 노 민손의 홑옷 ○ 피학+승화

7 노 자로가 을 져 오다 ○ 양+유한

8 노 악정이 발을 다치다 -
신체 훼손 자기 

변명

9 노 양항이 범을 움켜잡다 ○ 도명, 부모 구명 표창(시).

10 - 백유가 매를 맞고 울다 피학+애감

11 노래의 색동옷 양

12 고어가 길에서 통곡하다 ○ 애도
서서 곡하다 

죽음

13 한 제 이 아버지 죄를 속하다 희생, 속

14 한 진씨의 시어머니 양 ○ 도명, 재혼거부

15 한 채순이 오디를 따다 감도, 여묘, 기 종합

16 한 유평이 도둑을 감동시키다 도명, 감도

17 한 염범이 유골을 져오다 도명, 유골 구하기

18 한 강 의 큰 효성 ○ 감도, 여묘 표창

19 한 설포의 쓰 질 ○ 피학, 감부모, 효제 벼슬

20 한 강시가 잉어를 나오게 하다 양, 기 , 감도

을 때 병 구완하기( 개 어려운 물건 구하기를 개 포함한다), 기에 닥

쳤을 때 목숨을 걸고 부모 구하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많은 경우 자

식은 극단 인 신체  해를 감당하거나, 목숨을 걸어야 하며(도명), 하늘

이나 도둑, 동물 등이 이러한 자식의 효행에 감동해서(효감) 바라던 일이 

풀리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36). 이들의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삼강행실도 수록 작품 목록

36) 강명 은 이를 ‘비합리성’과 ‘잔혹성’으로 요약한다. 강명 , 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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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한 효아가 주검을 안다 ○
도명, 시신찾기, 죽음, 

기
표창37)

22 한 신도의 애 한 감동 애도, 양

23 한 모용의 반찬 장만 양 친구

24 한 황향이 베개를 부채질하다 ○ 양

25 한 정난이 목상을 새기다 ○ 애도, 양 9세

26 한 동 이 동을 빌다 ○ 후장, 기

표창. 논어와 

배치(말을 

마치고 승천)

27 한 고 가 에 엎드리다 도명, 수 , 기 직녀

28 한 포산이 주리를 지다 양, 감도

29 한 종승이 나무를 나게 하다 장례, 기

30 한 육 이 귤을 품다 양 6세

31 한 곽거가 아들을 묻다 ○ 자식담보, 양

32 원각이 아버지를 깨우치다 ○ ( 양 옹호)
유일의 자기 

부모 거역 사례

33 두효가 물고기를 보내다 양

34 맹희가 을 얻다 ○ 양, 애도, 기

35 왕부가 시를 폐하다 ○ 애도, 기

36 오 맹종이 숲에서 울다 ○ 양, 기

37 진 왕상이 얼음을 갈라지게 하다 ○ 피학, 양, 기 벼슬

38 진 성인이 굼벵이 때문에 울다 양, 기

39 진 유은이 꿈에 곡식을 얻다 애도, 기 2 7세

40 진 허자가 짐승을 묻다 ○ 양, 기

41 진 왕연이 물고기를 나오게 하다 ○ 학 , 양, 기 , 여묘

42 진 반종이 아버지를 구하다 ○ 도명, 감도

43 진 법종이 유해를 찾다 양, 기

44 진 오맹이 모기에게 물리다 희생, 양

45 송 왕팽이 샘을 솟게 하다 양, 기 혜택

46 송 자평이 무덤을 만들다 양, 애도

47 제 허지가 신명을 감동시키다 양, 기

48 제 검루가 똥을 맛보다 ○ 양, 여묘

49 제 숙겸이 약을 구하다 ○ 양, 기 ? 이인

50 양 길분이 아버지를 신하다 ○ 양,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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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양 자여가 강물을 물러나게 하다 애도, 양, 기 ?  

52 양 불해가 주검을 들추다 ○ 애도

53 후 왕승이 우박을 그치게 하다 ○ 애도, 기 표창

54 북주 유하의 효덕 양

55 수 보림이 개를 울리다 애도, 감동물 표창

56 수 효숙이 상을 그리다 ○ 여묘

57 수 노조가 어머니에게 순종하다 ○ 학 , 감부모

58 당 소 이 에 피를 시다 희생, 유체찾기

59 당
계 이 어머니를 따라 물에 

빠지다
도명, 유체찾기

60 당 허탄이 맹수를 치다 도명, 구명 10세

61 당 원사가 이리를 따르게 하다 애도, 기

62 당 인걸이 구름을 바라보다 애도, 기 +충성

63 당 문정이 을 다 애도, 여묘

64 당 의부가 다리에 살을 베다 희생, 양 표창

65 당
당씨가 시어머니에게 젖을 

먹이다
희생, 양

66 - 유정의 분향 양, 기

67 - 명달이 아들을 팔다 양, 매자, 처자희생 고통의 교환

68 송 두고가 어버이를 감동시키다 모친찾기, 양, 기 ?

69 송 문양을 까마귀가 도와주다 양, 기

70 송 곽종이 장수를 빌다 양

71 송 수창이 어머니를 찾다 모친찾기, 양

72 송 서 의 독실한 행 ○ 양, 여묘

73 송 소송이 어머니를 구하다 양, 기 ?

74 송 첨씨의 딸이 도둑을 속이다 도명, 감도, 자살

75 - 조효부가 아들을 팔다 매자, 양, 기

76 송 오이가 화를 면하다 ○ 감신

77 원 왕윤이 아버지를 안다 도명, 구명 딸 못 구함, 표창

78 원 왕천이 아버지의 수명을 늘리다 ○ 희생, 기

79 원 양호가 하늘을 감동시키다 희생, 기

80 원 황빈이 아버지를 꿈꾸다
부유골 찾기, 서모 

학 ,기

81 원 소조가 아버지를 지키다 도명, 감도(感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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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원 탕임이 얼음을 구하려고 울다 희생, 구병

83 원 손억이 어버이를 구하다 도명, 부찾기

84 원 오우가 칼을 빼앗다 모구하기, 희생

85 원 주악이 아버지와 함께 죽다 희생효 실패 감도 실패

86 명 왕흥이 얼음에 눕다 희생, 양 표창

87 명 견씨38)가 가슴이 두근거리다 신희생, 양, 여묘

88 명 유씨가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다 ○ 희생3 표창

89 신라 지은이 몸을 팔다 희생, 양

90 신라 설씨가 거울을 쪼개다 희생, 양 (소설  이야기)

91 백제 상덕이 넓 다리를 베다 희생, 양 표창

92 백제 성각의 어머니 양 희생, 양 표창

93 고려 가 다리 살을 베다 희생 표창, 거란인

94 고려 서능이 개구리를 얻다 양, 기

95 고려 문충의 문안 양 노래 지음

96 고려 백이 범을 잡다 ○ 도명, 부친 원수 갚기

97 고려 희삼이 어머니를 보호하다 신희생, 감도

98 고려 신씨가 도둑의 목을 조르다 희생, 구명

99 고려 반 이 아버지를 사다 도명, 구명

100 조선 충개가 손가락을 자르다 희생, 구명 표창

101 조선 석씨가 시어머니를 업다 희생(개가거부), 양

102 조선 임씨가 시어머니를 구해내다 도명, 구명

103 조선 효신의 여묘살이

104 조선 자강이 무덤에 엎드리다 ○ 희생, 여묘

105 조선 석진이 손가락을 자르다 ○ 희생, 구병

106 조선 귀진이 손가락을 자르다 희생, 구병 표창(부역 면제)

107 조선 박선의 여묘살이 여묘 13세

108 조선 은시가 손가락을 자르다 희생, 구병 표창

109 조선 사월이 손가락을 자르다 희생, 구병

110 조선 성무가 물고기를 구하다 양

111 조선 은보가 가마귀를 감동시키다 ○ 여묘, 기 표창. 스승. 

(* ‘언해’는 언해본 삼강행실도 수록 여부임39).)

37) 강명 에 의하면 보상은 세 등 으로 나뉘는데, 식물이나 돼지 고기 하사 → 복호(세

 면제) → 효자 칭호 등이 그것이다.  강명 , 의  25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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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강행실도의 소통  특성에 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 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소통 매체의 측면. 이 책(｢효자편｣)의 주 독자층은 문해력이 낮은 

아동이었으며, 그들에 한 감화가 소통의 주된 목 이라 할 수 있다. 이야

기들은 내용 자체가 자명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존재

하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추가 인 설명이 필요한 열려 있는 텍스트이다. 

이 책은 앞에서 살핀 로 이 책은 그림 → 한문 서사 → 찬시의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그림으로 재창조된 이야기가 감화의 새로운 원천으로 

등장한다는 40)이다. 이는 다음의 독자 감응의 측면에 연결된다. 

둘째, 감응의 측면.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앞의 역사서들에 비해서 볼 

때도 감동 인 요소가 상 으로 부족한 듯이 보인다. 물론 감동은 주

인 것이어서 당  소통 참가자들이 어떻게 느 는지에 해서는 구체

인 사료를 통해서 확인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실제로 당  독자들이 이 

책을 반복해서 읽고 감응했다는 기록이 보이며41), 이는 충분히 그럴 만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소통의 과정에서 소통기획자의 

의도와 독자의 고양되는 측면이 충돌할 수 있음이 감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자가 이 을 읽으면서 감동하려면 이 의 소통 의도에 부합하

는 식으로 주체를 축소해야 한다. 앞에서도 암시한 것처럼 효에 한 소통 

의도가 독자의 자발 인 감응의 측면을 넘어서게 되면 감동을 강요당하게 

된다. 더구나 이들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은 독자 주체의 몰주체화라는 측

38) 여기서는 ‘진’이 아니라 ‘견( )’으로 읽는다.

39) 제목은 김익 ･임창재 역, 삼강행실도-효자편, 세종 왕기념사업회, 1982를 따르

고, 왕조명과 언해본 수록 여부는 한국학 앙연구원 편, 조선시  책의 문화사, 휴머

니스트, 2008, 218∼221쪽을 따름.

40) 이 책의 독서 과정에 해서는 윤진 , ｢지식의 유통에 있어 <삼강행실도> 화의 

기능과 특징｣, 한국학 앙연구원 편, 조선시  책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2008 참조. 

41) 의 , 151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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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삼강행실도의 이야기들

은 이 의 서사들보다 더한 희생을 보여주면서, 숭고의 정서를 발시키려 

하고 있다.

셋째, 효 가치 체계상 모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소학이 타격 받고 

있다고 지 되고 있거니와42) 이는 사실상 핵심 인 문제이다.  이야기 

5번(‘증삼이 뜻을 받들어 양하다’)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에는 효의 

강으로 세 가지 계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다. 

“큰 효도는 어버이를 높이는 것이요, 그 다음은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아래가 잘 양하는 것이다.”43)

이러한 계의 훼손은 미래 세 를 한 교육의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

되고 있는데, 이는 백년지 계로서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이를 

잘 알고 있었던 편자들이 불편한 심리에 한 자기 합리화의 논리를 담은 

이야기가 바로 메타서사인  5번 서사의 의도라 하겠다. 아울러 통 으

로 강조하는 신체 훼손의 지 조항에 한 자기 정당화의 서사도 존재한

다.  8번의 ‘악정이 발을 다치다’에서 악정자의 말을 통해서 신체의 훼손

불가의 논리를 환기시키고 있다. 

하늘이 내고 땅이 기르는 에서 사람보다 더 큰 것이 없거니와, 부모가 

온 히 낳으셨으니 자식이 온 한 몸으로 죽는 것이 효도라 할 수 있는 것인

데, 그 신체를 손상하지 않고 그 몸을 욕되게 하지 않아야 온 하다고 이를 

수 있다.44)

42) 강명 , 의  21쪽. 

43) 김익 ･임창재 역, 앞의 책, 36쪽.

44) 의 책, 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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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악정자의 말은 책 체의 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희생의 논

리와 배치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메타 서사들은 삼강행실도 체의 

이야기에서는 매우 이질 인 존재로  두 편 정도이며 따라서 비 도 

다. 서사의 소통 의도 자체가 자기 합리화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하겠

다. 그리고 삶의 이념으로 설정된 효의 내용에 입신양명과 같은 극  가

치가 아니라 와 같은 부정  내용으로 일 되어 있다는 에서 그것은 

자체 폐쇄 이다. 

넷째, 이 의 규범. 원래 유교의 규범 체계는 차이의 논리에 근거한 를 

핵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다. 법 규범 체계에서 아랫사람이 강상의 규범

을 어기는 경우, 이는 도덕의 문제가 아닌 ‘죄’의 범주로 규정하는 데서 이 

을 잘 볼 수 있다. 통 으로 상층 신분에는 를 하층 신분에는 벌로 

다스린다고 하는 논리45)는 유가의 통치 논리에서도 본질 인 부분으로 원

용된다. 사마천이 법가  성격이 강한 진시황의 이미지와 유가  통치를 

한다고 하는 한무제의 이미지를 거의 동일시하는 것은 효의 논리를 통치의 

근간으로 하고 있는 한 제국의 기본  속성에 비추면 별로 이상할 것이 

없는 셈이다. 여기서 문제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 받는 자가 서로 다른 

규범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컨  집권 후기에 잔혹한 통치를 

하게 되는 군주인 명태조 홍무제46)와 유교  통치와 자신의 잔혹한 통치

간에 나타나는 상호 의존 인 측면과, 송강의 무자비한 정  살해와 ｢훈민

가｣ 만들기의 병치는 아름다운 유교  규범과 잔혹성이 결합될 수도 있음

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외 상 이 게 어울리지 않는 두 의 결합 계를 

통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 한 가학피학증의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 체

계 내에서 삼강행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고귀한 주체는 사실상 소통 기

45) 이에 하여 상세히 분석한 것으로는 박 석, ｢戰國時代 法家的 ‘法’개념에 한 

硏究 - <韓非子>를 심으로｣, 서울 학교 석사논문, 1998 참조.

46) 寺田隆信, 서인범･송정수 역,  국의 역사- 명제국, 혜안, 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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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자의 의도에 충실하려 했던 가련한 희생양일 뿐이다. 

이리하여 마음 속으로는 비웃음을 치 못하면서도 입으로는 “야, 단한 

효행이야!” 하면서 문서에 서명을 하는가 하면, 마음 속으로는 거짓임을 타매

하면서도 겉으로는 웃사람을 속이고 웃사람은 거짓으로 아랫사람을 농락하면

서 서로 모르는 체 시치미 뚝 떼고 구차스럽게 탓하는 사람이 없다. 이 지경인

데도 에 의거하여 이것이 거짓임을 발론하여 그 간사함을 밝힘으로써 풍교

를 바루려는 군자가 없으니, 이는 도 체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상하 모두가 

이것에 의하여 얻어지는 것이 하기 때문이다.47) 

다산 정약용은 이런 식으로 상  기만과 그 필수 인 보완물인 자기기

만이 결합된 상호 기만의 체계를 명료하게 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이해 계의 체계가 개인의 응 논리를 매개로 해서 습속으로 

바 면서 내면화의 체계 속으로 내면화되는 것, 바로 이것이 가학피학증의 

체계이다. 윗사람에게는 노 처럼 굴종하면서, 아랫사람에게는 어떠한 주

체 ･윤리  행 의 계기도 제공하지 않는 이러한 가학피학증의 체계는 

내면화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후세 사람은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도록 강제

된다. 이는 자신을 몰주체화하고 ‘ 요한 타자’인 윗사람의 으로 자신의 

재의 삶을 단하고 미래의 삶을 기획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상이다. 

불합리하게 여기면서도 따라야 했던 이러한 체계, 치가 도되면 자신도 

같은 불의를 지르게 되는 이러한 세계는 유교 세계 층을 이루는 주

요한 에토스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군신 계, 료 세계 

내부, 가정 내에서 고부 계에서 그 형 인 를 볼 수 있다48).

47) 국역다산시문집 5, 민족문화추진회, 146∼150쪽. 강명 , 의 , 26∼27쪽에서 

재인용. 

48) 오늘날에도 가정, 직장, 군  등 사회의 다른 하  부분에서 이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면 이 문제는 더 이상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재 인 문제가 된다. 채만식은 ｢생명｣

(1937)에서 가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가학피학증의 문제를 다룬 바 있다. 이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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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주술  세계 . 주체 으로 이러한 체계를 이탈할 수 있는 방법

이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를 훼손하거나 멸 시키는 발상에 의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된 삼강

행실도의 논리는 형 인 도된 사고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부분

으로는 민담  세계 의 연장이면서 민담과 같은 발랄함은 거세되어 있

는 세계이다. 이러한 서사에서 개별 주체는 자신이 속한 체계 속으로 소멸

해 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주인공은 라캉이 말하는 타자가 휘두르는 폭

력의 형 인 희생자로 나타난다. 체계 속의 개체는 숭고의 효과를 통하

여 획득한 환상 인 자기 존 을 통하여 주체의 자기 멸 을 정당화한다. 

이 에서 불교의 어떤 계기와 유교의 계기는 서로 만난다고 할 수 있다49). 

이러한 주체 멸 의 문제를 상세히 다루기 해서는 삼강행실도의 요

한 원천이기도 한 태평 기의 서사들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50). 

는 문 진, ｢채만식의 소설 <생명>에 하여｣, 비평문학 33, 2010를 참조할 것. 

49) 성자 에 나타난 ‘숭고’의 이러한 측면을 보여주는 서사에 해서는 르 고 , 자크, 

최애리 역, 연옥의 탄생, 문학과지성, 1995 참조. 

50)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기 해서는 별도의 자리가 필요하다. 송윤미, ｢<태평 기> 

감응류 고사내 효 사상의 불교  함의 고찰｣, 한국불교학 36, 2004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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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에서 효를 주제로 한 서사에 해서 네 편의 텍스트 모음집에 나타난 

서사를 심으로 일별하 다. 삼국사기가 사실과 감응의 히 결합된 

일반  서사의 특성을 상 으로 가장 많이 갖추고 있다면, 삼국유사는 

주체에게 감응을 주는 이야기를 모아 놓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면 

고려사에서 교훈성은 상당히 증가한다. 이러한 것이 독자층과 장르의 특

성이 상승 작용을 하는 삼강행실도 교훈성의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다른 모든 인간 계처럼 아름다운 측면과 그 지 못한 을 두

루 갖추고 있는 부자 계를 포함한 가족 내의 인간 계들은 소통 의도에 

긴박되어 효라는 개념으로 환원되어서, 시간이 갈수록 극단 인 왜곡된 삶

의 모습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여주게 된다. 효 주제 서사의 소통에서 균열

을 보려면 조선 후기의 이야기들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조선 기까지의 효 주제 서사에서 ‘유가  잔혹’과 주체의 자기 포기, 

가학피학증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 것은 유교  세계 자체의 내재  특성으

로 인한 것인데, 이 체계의 지속을 해서 효 이념은 지 한 역할을 수행했

다. 를 통하여 인간을 순화시키는 것이 효가 지닌 정  측면이었다면, 

에서 언 된 극단화된 모습들은 개념으로 환원된 효의 부정 인 측면을 

표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 무제 시기 유가  통치의 정 자라고 할 수도 있는 동 서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국가가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까닭은 덕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군주가 군주

될 수 있는 까닭은 엄을 갖고 있기 때문이므로 덕은 공유할 수 없는 것이고 

엄은 분산될 수 없는 것이다. 덕의 공유는 바로 은혜의 상실이며 엄의 

분산은 바로 권력의 상실이다. 권력이 상실되면 군주의 지 가 비천해지고 

은혜가 상실되면 인민이 뿔뿔이 흩어진다. 인민이 뿔뿔이 흩어지면 국가가 



효를 주제로 한 서사의 소통  37

혼란해지고 군주의 지 가 비천해지면 신하가 배반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군

주가 된 자는 그의 덕을 굳게 하여 민 들이 귀의하게 하고 그의 권력을 굳게 

장악하여 신하를 바로잡는다.51)

(國之所以爲國 德也，君之所以爲君 也. 故德不可共， 不可分. 

德共則失恩， 分則失權. 失權則君賤，失恩則民散. 民散則國亂，君賤則

臣叛. 是故爲人君 ，固守其德以附其民，固執其權以正其臣.)

여기서 가르치는 치에 서기와 엄 인정하기의 계에서 보이는 부등

가 교환의 모습을 읽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덕을 마나(mana)로 읽을 수 

있다면52) 자연 인 힘인 그 마나와 그것을 덕의 이름으로 제공할 수 있

는 존재인 하늘이나 그와 연결된 존재인 제왕의 존재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의 이  규범의 모범이 된다. 그리하여 아랫사람이 인간  엄을 보유하

는 것은 그가 죽음을 지향했을 때이다. 그리고 오로지 그런 이유로 아랫사

람은 숭고만을 지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왜 동아시아 통 사회에서의 

아랫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 방식이 이런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가에 

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유교  잔혹의 본질 인 모습과 련하여 이

해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다.

51) 董仲舒, 춘추번로(권6, 보 권). 유택화, 앞의 책, 374에서 재인용. 董仲舒, 남기  

역, 春秋繁露, 자유문고, 2005, 193쪽 참조하여 번역문에 약간 수정을 가함.

52) 이성구, 앞의 책, 1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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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irculation of the ‘Hyo(孝)’ subject narrative in the age of the 

Koryeo and the early Morning Calm Dynasty

Moon, Young-Jin

This study deals with the problem on the Hyo(孝) in the age of the Koryo 

Dynasty and early Choseon (Morning Calm) Dynasty.

The Samguksagi(三國史記), the Samgukyusa(三國遺事) and the Koryeosa

(高麗史) contain the various ‘Hyo(孝)’ subject narratives. While the narratives 

in the Samguk Sagi has relatively balanced attitude, the narratives in the 

Samgukyusa and the Koryeosa is a sort of the tendency narrative. Especially 

the Koryeosa is so, which probably is the effect of the Neo-Confusionism. 

The Samganghaengsildo(三綱行實圖) has the following charateristics: 

Firstly, its text structure composes of the picture, the narrative itself and the 

admiration(mostly poetry) in sequence. Secondly, it empasizes the dogmatic 

rather than natural emotional response. So enthusiasm(the sublime) appeared 

in the course of reading that narrative. Thirdly, it has the sado-majochism 

and the magic way of thinking. 

Key-words : Samguksagi(三國史記), the Samgukyusa(三國遺事), the Koryeosa(高

麗史), the Samganghaengsildo(三綱行實圖), Neo-Confusionism, the 

sublime, sado-majochism, the magic way of thi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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