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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삼한습유>는 김소행이 조선 숙종 때 선산부에서 일어난 향랑 이야기를 중심 소재로 

하여 지은 것이다. 작품의 창작 동기에 대해서는 작가가 작품 뒤에 붙인 글을 통해서 

직접 밝히고 있다. 즉, 유학자로서 공업을 이룰 기회를 갖지 못해 열녀 향랑에 가탁하여 

자신의 역량과 지혜를 드러낸 것이라 하였다. 창작 동기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언급으

로 해서 실제로 작가의 의도가 작품에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가를 규명하는 작업

이 <삼한습유> 연구의 중요한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기존 연구는 주인공 향랑을 통하여 구현되는 전통적 가치나 이에 바탕을 둔 죽음은 

경직된 중세적 이념의 표현으로서, 극복되고 지양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실재 작품에서 향랑을 중심으로 한 서술태도를 면밀히 살펴보면 전통 가치나 유교적 

가르침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지 않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 글은 작품 해석에 

 * 이 논문은 2013년도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기성회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국립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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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의구심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목적에서 마련되었다. 본고에서

는 작품의 구성을 이루고 있는 주요모티프를 죽음, 재생, 재혼이라고 보고, 이들을 수용하

는 태도를 중심으로 작가의식을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작가 김소행은 당대

의 제도적 관습적 적폐와 윤리적, 도덕적 미망을 비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것의 

실제적 피해자로서의 자기 인식을 주인공을 통해 나타내려고 하였다. 재혼은 그러한 불

우의식을 정서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의도로서 설정된 것이고, 역사적 영웅의 행위를 

통해 그 의도를 분명히 한다. 작품을 통해 본 이러한 작가적 지향은 기본적으로 유가의 

본래적 가르침, 인간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작가 사유에 근본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주제어 : 삼한습유, 김소행, 향랑, 열녀, 죽음, 재생, 재혼, 작가의식

Ⅰ. 序論

<三韓拾遺>는 竹溪 金紹行(1765-1859)이 지은 것으로, 조선 숙종 때 

선산부에서 일어난 ‘향랑 이야기’를 중심 소재로 하고 있다.1) 향랑이라는 

평민 출신의 여인이 있었는데, 고통스런 시집살이 끝에 媤家에서 방축된 

후 기댈 곳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스스로 물에 빠져 목숨을 끊었다고 하였

다. 당시 선산부사였던 趙龜祥이 그 향랑의 삶과 죽음을 烈行과 節義로 

높여 立傳하였는데,2) 이후 비슷한 형식으로 여러 편의 <香娘傳>3)이 지

 1) 여기서 ‘향랑 이야기’라고 한 것은 <香娘傳> 계열의 傳 작품, 민간의 전승, 그리고 

한시 등에서 형상화되어 <삼한습유>의 소재가 된 열녀 향랑의 일생으로서, 일정한 

서사를 갖춘 이야기를 말한다. 

 2) 趙龜祥, <香娘傳>, 정명기 편, �한국야담자료집성� ｢海叢｣冬(고문헌연구회, 1987)

 3) 향랑 사후 2년(1703년) 조구상의 입전으로부터 18세기 말까지 총 8편의 향랑 전기가 

보고되고 있다. 趙龜祥, <香娘傳>; 李安中, <향랑전>; 金澤民, <烈婦尙娘傳>; 李

夏坤, <書貞女尙娘事>; 李光庭, <林烈婦薌娘傳>; 尹光紹, <烈女香娘傳>; 張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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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삼한습유>는 <향랑전>의 내용을 가져왔지만 그 구성에 있어서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었던 향랑의 고난에 찬 삶과 

비극적 최후는 작품의 앞 부분 일부에 수용되었다. 여기에 천상 인물들의 

논쟁과 천군과 마군의 전쟁 등과 같은 허구적 이야기가 덧붙여지고, 삼한 

통일의 과정이 후반부를 이루었다. <삼한습유>는 烈女 향랑의 이야기를 

중심 소재로 하였지마는 또 다른 여러 사건을 종횡으로 엮고, 문체적 윤색

을 더하여 거질의 장편 서사 작품으로 재창작한 것이다.

<향랑전>의 입전은 열녀이데올로기의 확산을 통해 유교적 지배논리를 

확산시키고 기득권을 유지, 지속시키려는 당대 사대부 지배층의 의도가 개

입된 것으로 이해되었다.4) 그러면 같은 소재를 수용하여 전혀 다른 형태의 

서사세계를 구현한 <삼한습유>의 작가적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 

바가 적지 않다. 작가 김소행은 <삼한습유>의 창작동기를 작품 뒤에 붙인 

<誌作記>라는 글을 통해서 직접 밝히고 있는데, 작품 해석과 관련한 하나

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주목된다. 즉, 유학자로서 뛰어난 재능을 지니고 있

었지만 功業을 이룰 기회를 갖지 못해 열녀 향랑에 가탁하여 자신의 역량

과 지혜를 드러낸 것이라 하였다.5) 김소행은 庶出이었고6), 그 때문에 받았

<烈女香娘傳>; 李玉, <尙娘傳>. 이후 본고에서 <향랑전>이라 한 것은 이들 전 작

품 모두를 통칭한 것으로 한다. 

 4) 정출헌, ｢<향랑전>을 통해 본 열녀 탄생의 메카니즘｣,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pp.140-157 참조

 5) <지작기>에서 김소행은 <삼한습유>의 창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뛰어난 말솜씨와 넓은 지식으로 자부하였으나 세상에 그 재주를 시험할 데가 없었다. 

마음 속 기이한 재주를 한번 토하고자 하여 의열녀에게 가탁하였으니, 장차 천하를 

놀라게 하고 만세에 드러날 것이다(自負宏辨博識 而無所試其才於世 欲思一吐出胸

中之奇 及假託於義烈女 以駴天下 表萬世)”

 6) 김소행의 증조부는 安東 金氏 光燦의 庶出이었던 金壽徵이다. 김소행의 가계에 대



312  韓民族語文學 第68輯

던 사회적 편견과 현실적인 불이익이 적지 않았을 것인데,7) 그러한 이유로 

생겨난 내면의 울결을 향랑의 삶에 맡겨 풀어보고자 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창작 동기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언급은 작품에서의 작가의식

을 살피는 데 있어 하나의 指南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작가가 자신

이 처한 사회적 조건에서 작품 창작의 동기를 찾은 만큼, 논자들은 당연히 

그가 당대 사회를 어떠한 시각으로 통찰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떠한 내용

으로 작품에 반영하고 있는가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삼한습유>의 전체 구성을 주인공 향랑을 중심으로 보면, 고난에 찬 결

혼생활과 이어지는 죽음, 그리고 천상의 도움으로 再生하고, 再婚하여 행

복한 삶을 누리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죽음과 재생, 재혼이 작품 전체

의 구성을 견인하고 있는 구조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논자들은 이들 소재

를 수용하는 태도에서 작가의식의 실상을 규명하려한 점이 뚜렷하다. 우선, 

박일용은 향랑의 죽음에 대한 작가의 수용태도를 지적하면서, 유교윤리가 

절대적 진리, 또는 절대적 규제원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음을 반영하는 것

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어, 향랑의 죽음을 재생으로 이어지도록 한 데 대해

서는 작가가 현실세계의 형식적인 유가이념과 통치 질서의 모순을 환생담

을 통해 강력히 비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8) 이후 연구자들 역시 이와 대

개 비슷한 분석을 내 놓고 있다. 조혜란은 절행의 죽음을 택한 주인공 향랑

해서는 조혜란의 논문이 자세하다(조혜란, ｢<三韓拾遺>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1993, pp.14-16.).

 7) 김소행은 庶出이라는 이유로 평생 벼슬하지 못했으며, 나이 여든에 長壽를 이유로 

첨지중추부사를 제수 받는 데 그쳤다. 그 일생에 대해서는 조혜란의 앞의 논문과 서신

혜의 책(�김소행의 글쓰기 방식과 삼한습유�, 박이정, 2004, pp.20-38.)을 참고할 수 

있다. 

 8) 박일용, ｢三韓拾遺를 통해 본 金紹行의 작가의식｣, �韓國學報�42집, 1986, p.156, 

p.169.



<三韓拾遺>의 主要모티  受容態度에서 본 作家意識  313

을 ‘유교의 가르침을 이념화’ 하였다고 하고, 그 죽음은 ‘중세적 인식의 한

계로 인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극복하는 데에도 실패하게 된’ 결과라 하

였다.9) 이어 再嫁를 포함하게 된 데 대해서는 ‘작가의 반사대부적 의식의 

노출’이라고 하였다.10) 이어 장효현은 향랑이 작품에서 보여준 열행은 ‘중

세적 이념과 제도에 굴종되는 烈이 아니라, 중세적 이념과 제도를 뛰어넘

는 참된 사랑의 추구와 실현’의 표현이라고 하였다.11) 그래서 김소행의 소

설은 ‘중세의 차별 질서를 극복하고 자유와 평등으로 나아가는 근대로의 

전환기에 있어서 전진적 의의의 정점에 서 있다’12)고 평가하고 있다. 요컨

대, 기존의 논의에서는 공통적으로 작가 김소행이 향랑의 죽음을 통해 중

세적 가치관, 즉 유교적 이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재생을 통해 유가적 통치 질서를 비판하는 한편, 새로운 시대적 전망을 열

어가고 있다고 하였다. 

기존의 논의가 작품에 나타난 작가적 문제의식을 당대 사회의 정신사적 

동향과 관련해서 찾으면서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답을 얻었다는 점은 높

이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주인공의 烈行과 節義의 죽음이, 열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입전했

던 <향랑전>의 서술의식과 명백히 대척적인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는 

금방 수용하기가 주저된다. 이야기의 기본 구성과 인물 설정 방식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뿐더러, 실재 작품에서 주인공 향랑의 發話나 행위에 대

한 서술태도가 전통 가치나 유교적 가르침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것 같지 

 9) 조혜란, 앞의 논문, p.74.

10) 조혜란, 위의 논문, p.72.

11) 장효현, ｢삼한습유에 나타난 열녀의 형상｣,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집, 한국고전여

성문학회, 2001, p.183.

12) 장효현, 위의 논문,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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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재생과 재혼을 다루는 작가의 태도 역시 반중세적, 

탈유교적 의지의 소산으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지니게 된다. 

이를 두고 벌이는 작품 속 인물들의 논란은 全的으로 그렇게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는 한편, 경우에 따라서는 유교적 가치로 귀결되는 내용 또한 발

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상이 그렇다면, 이는 작품 속 인물들의 대화나 

구성상의 특성들을 전체 서사구조 속에서 면밀하게 재검토해 볼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된다. 서출이면 당대 사회에 대해 비판적일 것이라는 예단도 

작품 해석에 일정부분 장애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그동안 <삼한습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13) 그래서 이

제는 그 면모가 거의 드러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작품을 통하

여 말하고자 한 작가의 궁극적 作意를 살피는 것은 소설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특히 작가 김소행은 사회 제도의 희생자

로서의 자기 인식을 허구 세계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고 공언하였다. 따

라서 작가가 사회에 대해 지녔던 시각과, 그를 통해 형성된 내면의 思惟 

13) <삼한습유>는 김기동교수에 의해 대체적인 줄거리가 소개된 후(｢향랑전 연구｣, �국

어국문학�25, 국어국문학회, 1962) 지금까지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

다. 초기 연구에서는 향랑이야기의 소설화 과정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다가(박옥빈, 

｢향랑고사의 문학적 연변｣, 성균관대 석사학위논문, 1982.; 이춘기, ｢향랑설화의 소설

화 과정과 변이｣, �한양어문연구�4집, 한양어문연구회, 1986), 서사구조나 작가의식 

등과 같은 작품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초점을 맞춘 논의로 이어졌다(朴逸勇, 앞의 

논문; 원승연, ｢삼한습유의 서사체계와 작가의식｣,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4.; 조혜

란, 앞의 논문). 작품에 부친 서발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소설관을 확인하는 연구는 

이 작품과 관련한 또 다른 성과이다(박일용, ｢조선후기 소설론의 전개｣, �국어국문학�

94, 국어국문학회, 1985.; 김경미, ｢조선후기 소설론의 전개｣,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4). 최근에는 이 작품의 일부 내용을 섬세하게 읽어 귀납적인 결론을 지향하는 방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장효현, 앞의 논문.; 서신혜, ｢삼한습유에서 정의녀 이야

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언어문화� 22집, 한국언어문화학회, 2002). <삼한습

유>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당한 길이의 장편이니 만큼, 바람직한 접근 방식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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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는 작품의 주제적 방향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존 논의의 성과도 적지 않지만, 작품 해석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의구심을 해소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 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논의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구성상의 의미를 이끌고 있는 

주인공의 죽음과 재생, 재혼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연구의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면, 본고의 결론은 <삼한습유>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믿는

다.

Ⅱ. 죽음의 形象化 方式과 認識 態度

1. 人物 立을 通해 본 價値觀的 志向

<삼한습유>는, 평민 출신 여성인 향랑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 특히 <향

랑전>의 내용을 구성의 앞 부분에 수용하였다. 여기서도 향랑은 절의의 

죽음을 택한 열녀이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여러 인물들과의 갈등 관계

로 엮어져 단순하지 않다. 특히, 중심 소재인 이 이야기의 수용 방식에서 

전체 이야기의 서술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홀히 볼 수 없는 

측면이 있다. <향랑전>과 이야기 구성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같은 소재를 

다루는 태도를 통해 작가의 기본적인 서술 태도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앞서 보았듯이 기존 논의는 향랑의 죽음 前 태도를 나중 절의의 죽음을 

택한 향랑의 행위와 연결시키고, 여기에서 작가 의식의 단서를 찾고 있다. 

즉 향랑의 發話와 行爲는 경직된 유교이념의 표현으로서 작가는 이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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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대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내용이었다.14) 여

기에 대해서는 향랑과 그 주변 인물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립의 양상과, 그

를 통해 제기되는 문제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제기되는 문제를 

대립적 관점에서 파악하면 그 내용과 성격이 명확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향랑전>에는 없는 내용으로, 향랑이 혼인대상자를 택하는 과정에서 

그 어미와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자.

…동쪽 집의 자제가 비록 행동이 올바르다고는 하나, 옛 사람이 말하길, 

‘가난하면 禮를 차릴 수 없으니, 예는 있는 데에서 생기고, 없는 데에서 폐하여

지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를 폐하게 되면 제수를 마련하지 못해 제사

를 드릴 수 없고, 제기가 비게 되어 맛있는 음식도 올리지 못합니다. 무릇 산 

사람은 봉양할 수 없으며, 죽음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런 

즉, 비록 효성스럽고 자애로운 자손이라도 그 마음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처

자식이 천하게 버려지고 마을 사람들이 사귐을 끊게 될 지경에 이르면, 이로

써 즐거운 일이 없기가 오랑캐보다 심하게 되니 남과 나란히 할 수도 없게 

됩니다.15)

…사람이 어질거나 그렇지 않음은 貧富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덕휘는 밥상을 눈썹에 맞추는 예를 다했고, 소군은 항아리로 물을 길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기를 현명한 짝을 구하고 가난을 염려치 말라고 하였습니다. 

편안함을 구하여 은근히 즐기는 혼인 생활은 스스로 복을 구하는 데에 있습니

다. 진실로 절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길러줌을 받는 것은 비단 끝까지 몸을 

보전하기가 어려울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천박히 여길 것입니다. 

14) 본고 각주 번호 10-14 참조

15) 東家之子 雖有行誼 而古人云 貧則無禮 禮生於有 廢於無 禮廢則粢盛不修 無以供

祭祀 鼎俎有闕 無以奉甘旨 夫生無以養 死無以爲禮 則雖孝子慈孫 無以盡其心 而

至於妻孥賤棄 鄕黨絶交 以而不樂 夷狄益甚 不能自比於人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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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재능이 없는 것은 여자의 불행인 것은 <종풍>의 시에 비춰볼 수 있습

니다.16)

향랑의 아비와 어미가 향랑을 사이에 두고, 혼인대상자로 거론된 두 사

람 중에서 누구를 사윗감으로 택할 것인가 의논하는 내용이다. 인용 예문 

중 위에 것은 향랑 어미가 향랑 아비에게 하는 말로서, 德은 있으나 가난한 

선비인 동쪽 집 자제보다 비록 덕이 부족하기는 해도 재물이 많은 서쪽 

집 자제를 택하는 게 좋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아래는 그에 대한 향랑의 

대응인데, 부부의 결혼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배필이 어진 데 있는 것이지 

재물이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부부가 신뢰가 없이 그저 

재물로 길러주는 식으로 혼인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몸을 보존하기 어려울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천박히 여길 것이라 하였다. 

위 향랑과 그 어미의 대화에서 비록 서로 주장이 상반되고 있으나, 각각

이 설득력 있는 근거를 갖추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향랑은 禮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형식적인 것에 두게 되니 물질이 우선되지만, 

정성에 두게 되니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향랑 어미의 주장 

역시 어느 측면에서는 수긍할 수 있다. 전통 사회에서 의례에 관계된 절차

에 충당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재물은 필요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기서 두 상반되는 입장에 대한 서술 관점은 어디

에 있는 것인가? 그 판단은 다른 정보를 배제한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대

화 그 자체에 대한 해석으로도 가능할 수 있다. 향랑과 그 어미가 각각의 

주장에서 근거로 들고 있는 禮의 개념적 범주를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평가

16) 人之賢否 不在於貧富 故德輝之擧案齊眉 君之提甕出汲 世稱賢配而無憂於貧

也 燕爾之求 靜好之樂 在於自求多福 苟無節行 而受其豢養 則不但終始自保之

難 而人亦賤之 夫之不才 乃女之不幸 終風之詩 可以鑑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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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는 전통적으로 그 쓰임에 따라 대개 두 가지 의미 범주를 지닌다. 하나

는 상대방의 인격적 자존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본성적 지향을 말하는 것이

다. �孟子�에서 禮之端을 恭敬之心, 辭讓之心이라고 한 것의 字句的인 

의미와 같은 맥락이다. 이럴 때 예는 본성적, 선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두고 예인지 아닌지 가리는 기준은 사람의 일상적인 양심에 바탕을 

둔 직관적인 판단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인간 생활의 질

서와 절차를 규정하는 규범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17) 이는 관습이나 제도

로 형식화되어 일정한 사회적인 기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럴 때 예의 여부

에 대한 판단은, 문헌적 전고가 있는지, 또는 앞선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경험칙에 적합한지가 될 것이다. 

예에 대한 이 두 입장은 특정한 환경에서 경중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실상 전통사회에서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거나 소홀히 할 수 없

는 측면이 있다. 향랑과 그 어미가 똑같이 예를 말하였지만, 그 판단 준거

가 되는 개념적 범주는 굳이 말하자면 향랑의 경우는 전자에, 그 어미의 

경우는 후자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를 실현하는 수

단으로 향랑은 정성을 말하였지만, 어미는 재물을 말하였다는 데에 있다. 

정성은 위 두 가지 예의 개념을 포괄할 수가 있지만, 재물은 후자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성이 부족하면 이도 전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

니다. 즉, 어미의 논리도 어느 측면에서 타당한 근거를 지니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예의 부분적인 면만을 말한 것이고, 향랑의 경우는 이를 아우르는 

것이 되니, 당연히 논리적인 타당성이 더 큰 것이 된다. 서술의 중심을 향

17) 예가 추구하는 관계적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親親 ’이다. 친친이란 혈통적 

친소관념에 따른 질서를 뜻하고, 존존은 존비 관념에 따른 신분적 상하관계를 일컫는

다고 하였다. (김미영, �유교의례의 전통과 상징�, 민속원, 2010,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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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에 두고 있는 점은 이런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향랑이 관습이나 제도화된 가치가 아니라 ‘정성’이라는 인간 내면의 본

성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향랑의 가치관적 지향

이 서술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서사를 지배하고 있는 점은 결혼 후 시집살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명백해진다. 다음을 보자. 

…아비와 아들은 은혜(恩)를 주로 하고 임금과 신하는 義를 주로 합니다. 

부부는 의로써 합해지니 한 집안 사람으로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

서는 같은 방을 쓰고, 죽어서는 같은 구덩이에 눕습니다. 의리를 다하고 은혜

가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짝을 이루어 몸이 하나가 되어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은 하늘과 땅의 형상을 본뜬 것입니다. 그러므로 윤리는 父子 사이보다 큰 

것은 없으나, 반드시 말하기를 ‘부부가 있은 이후에 부자가 있다’고 합니다. 

평소의 생활에서는 같고 다르고 따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아비가 부자이

면 지어미도 부자이고, 지아비가 귀하면 지어미도 귀한 것입니다. 지아비는 

지어미를 업신여기지 않고 지어미는 지아비를 탓하지 않습니다. 군자의 바른 

도리를 세우는 바탕이 이것입니다. (부부는) 秦나라와 晉나라가 그러한 것처

럼 서로 대등한 것인데, 어찌 저를 박대하는 것입니까?18)

너는 텃밭의 채소로 배를 채우다가 부잣집의 기름진 음식을 물리도록 먹어 

사람들은 굶어죽을 때 오직 너는 배불러 죽겠구나.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

고 편안히 앉아 지내니 이 누구의 은혜이겠느냐? 전에 네가 친정에 있을 때는 

나물국에 죽도 못 먹었을 것이다. 정말 부끄러움을 안다면 비록 가축이나 종

처럼 부린다 해도 어찌 감히 얼굴을 들겠느냐? 다행이 이런 시어미와 지아비

를 만나 요행히 쫓겨남을 면한 것이다.19)

18) 父子主恩 君臣主義 夫婦以義合 而有家人之恩  故生則同室 死 同穴 寢則同被 

祭則同卓 所以義盡恩至 配身合體 覆載生育 象于乾坤 故倫莫大於父子 而必曰 有

夫婦然後有父子 平居衣食 固無異同之可論 故夫富則女富 夫貴則女貴 夫不慢妻 

妻不訕夫 君子之所以造端 是也 秦晉匹也 何以卑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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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첫 번째 인용은 향랑이 모진 시집살이를 이어나가는 중,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하여 낮인데도 불구하고 寢席을 함께 하자고 강요하자 그 

청을 거절하면서 향랑이 한 말이다. 父子간에 은혜가 있고 君臣 간에는 

義가 있는 것과 같이, 부부는 은혜와 의를 함께 한다. 살았을 때는 물론이

고, 죽어서까지 한 몸으로 짝을 이루는 것은 그 의리를 다함이 있고 은혜가 

지극하기 때문으로, 부부는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앞서는 것이다. 그래서 

지아비가 천하면 지어미도 천하게 되는 것이고, 지아비가 귀하면 지어미도 

귀하게 되는 것이니, 서로 올바른 도리로 받들어야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인용은 향랑의 말에 대한 그 시어미의 응대이다. 시어미의 말은 향랑이 가

난한 집에서 끼니도 제대로 잇지 못하다가 이제 배불리 먹게 되었으니 그

것을 은혜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비록 가축이나 종과 같이 대하

더라도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아 순종해야 한다고 하였다. 

위 두 사람의 대화에서 논쟁의 우위를 이끄는 서술 관점은 향랑과 시어

미가 부부 관계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드러난다. 향랑은 은혜와 의

리로써 부부간의 관계를 정의했다면, 시어미는 재물로써 길러주고 길러줌

을 받는 관계로 여기고 있다. 은혜와 의리로 보면 그것은 상하귀천의 개념

이 없어 대등한 관계이나, 재물로 보면 過多에 따라 위, 아래가 나눠지기 

때문에 主從의 관계가 된다. 대등한 관계에서는 부부가 서로 도리로써 존

중하게 되겠지만, 주종의 관계에서는 종이나 가축을 대하는 명령과 폭력이 

행사될 수 있다. 은혜와 의리는 부부간의 관계를 내면의 가치로 엮어준다. 

그러나 재물로 인간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사이

의 형식적 질서 개념만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향랑이 시종 서술 주체로서 기능하면서 전체의 

19) 汝以唐園之菜腹 厭金谷之蠟爨 人皆飢死 而汝獨飽死 十指不動 坐享安逸 是誰之

惠也 昔汝在家 藜羹不糝 苟能知恥 雖唱畜婢使 何敢抗顔 幸遇是姑是夫 尙免斥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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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를 이끌고 있다. 여기서 향랑과 그 어미와의 대화나, 또는 그 시어미와

의 관계에서 행위나 사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일관되게 

恩․義, 또는 精誠과 같은 본성적 가치, 제도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본연

의 가치 관념임을 볼 수 있다. 작가는 이를 다시 유교적 개념으로 仁이나 

義 등으로 표현하는데, 그 효용성을 주장하는 작가적 서술 관점을 작품 후

기로 붙어있는 작가의 말인 <誌作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늘은 미리 정해 줄 수 없다. 그래서 혼인하는 여자는 반드시 賢 를 골라 

배필로 삼아야 한다. 왜 그런가? 그것이 사람의 일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자는 仁義를 능히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기의 仁으로 자기의 義를 판단

하기 때문에 부인이 비록 칭찬하지는 않더라도 원수가 되는 데에 이르지 않는

다. 무릇 현자는 한 가지라도 제자리를 얻지 못할까 항상 염려하는데, 하물며 

집안의 큰 윤리임에랴. 그래서 혼인의 예는 성인이 중히 여긴 것이니 貧富는 

그 사이에 끼지 못하는 것이다.20)

향랑과 그 어미 사이의 貧富-賢愚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혼인 

생활의 성패는 하늘이 미리 알아서 예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賢 를 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

하면 현자는 仁義를 능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에 비추고 

의로 판단하여 조그만 일이라도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사람이 현자인

데, 하물며 혼인이라는 큰 윤리를 거스를 일이 있겠는가 하였다. 혼인생활

에서 중요한 것은 인의를 실현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부유하고 가난한 것

은 고려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20) 天不可 定 故嫁女必擇賢  而爲之配偶 何則 人事之盡矣 賢  能行人義之 也 

以吾之仁 斷吾之義 故婦雖不稱 不至於仇怨 夫賢  常恐一物之不得其所 而況於

居室之大倫乎 故婚姻之禮 聖人重之 而貧富不 於其間



322  韓民族語文學 第68輯

논의를 통해 볼 때, 향랑이 전통적 가치를 견지하고 있는 모습을 고식적 

중세 윤리관의 표현으로 논척할 바는 아니다. 더구나 위 논변은 상하 계층

이 지닌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지도 않다.21) 결과적으로 기본 가치를 

지키려는 향랑의 행위나 발화를 문제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경직된 중

세적 가치를 지닌 것이니 부정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작가적 문제의식이 

있다고 본 것은 서술의 의도를 거꾸로 해석한 것이 된다. 작가는 향랑을 

문제적 시각의 주체로 하여 그를 통하여 당대 사회가 안고 있는 모순의 

실상에 접근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그리고 이미 보았듯이 그 판단의 준거

가 되는 것은 정성이나 은의와 같은 인간 내면의 본성적 가치였다. 이는 

기본적인 윤리관이나, 전통적 개념으로 아우를 수 있는 것으로 소위 유학 

본래의 가르침이나 중세적 가치로 포괄할 수 있다. 다음 향랑의 죽음을 어

떤 성격으로 의미화하는지 살핀다면 이는 보다 확실해 질 것이다. 

2. 죽음의 意味化 過程과 그 性格

<삼한습유>의 죽음에 이르는 과정은 <향랑전>과 구성에 있어서는 특

별한 차이가 없다. <향랑전>에서는 향랑이 시집의 남편에게 박해를 당하

다가 견디지 못해 친정으로 가고, 친정 부모에게 용납되지 못하고 다시 시

집으로 돌아왔으나 시아버지의 再嫁 요청에 직면하는 등의 내용이 공통적

으로 들어있는데, <삼한습유>와는 부분적으로 다를 따름이다. 각편마다 

다소간 차이는 있으나 一夫從事의 뜻을 굽히지 않은 모습도 <향랑전> 일

부에 나오는 내용이다.22) 그런데 <삼한습유>와 <향랑전>에서 가장 뚜렷

21) 朴逸勇, 앞의 논문, 1986, pp.155-157.

22) 조구상의 <향랑전>에서는 ‘豈可以夫不良而更適乎’라 하였고, 이광정의 <林烈婦薌

娘傳>에서는 ‘然已許身矣 不可以改’이라 하였다. 이하곤의 <書貞女尙娘事>에서는 

‘女子旣以身事人 豈有二哉’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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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는 향랑과 주변 인물간 제기되는 갈등의 양상이다. 특히 <삼한습

유>에서는 향랑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향랑 자신과 그 주변인물 간에 매우 

심각한 인식차이가 동반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시가에서 쫓겨난 

후 부모가 죽고 외종조숙모의 집에 의탁할 때 그 댁 어른이 再嫁를 권하는 

말에 대한 향랑의 대답이다. 

참으로 어르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녀자의 도는 오로지 한결같음

이 귀한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몸이 천박해집니다. 저의 남편이 저를 

아내로 여기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미 남편 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굶어 죽

는 일은 매우 작은 일이지만 절개를 잃는 것은 아주 큰 일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굽어보

고 귀신이 곁에 있으니 짝을 버리고 가문을 더럽히는 일은 첩은 차마 하지 

못하겠습니다.…23)

향랑은 남편에게 소박을 당하였다. 친척이 재혼을 권유했다는 것은, 소

박당한 일로 해서 향랑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파탄이 난 것으로 여겼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향랑은 비록 아내로 대해 주지 않은 남편에 의해 시집에

서 쫓겨났다 하더라도 스스로는 여전히 그 집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친척은 향랑을 재혼이 가능한 과수댁으로 여기는데, 향랑 스스로는 자

신을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旣婚婦人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향

랑이 혼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아내를 삼고자 한 조씨 자제의 향랑에 

대한 생각은 더욱 완고하다.24) 다음은 재혼할 수 없다는 향랑의 굳은 뜻을 

23) 誠如  然婦人之道 貴乎精 一 有岐心 身且賤焉 吾夫雖不妻我 而吾則已爲夫

家人矣 餓死事極  失節事極大 之死靡他 失之在心 天地所監 思神所臨 絶棄伉儷 

汚辱門戶 妾不忍爲

24) 조가에 대한 내용은 이안중의 <香娘傳>에 나온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조가는 돈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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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완곡히 거절하는 향랑의 집안 어른에 대한 조가의 말이다. 

이는 나를 속이는 것이다. 천하에 어찌 청상과부로서 절개를 지키며 남자

에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는가? 이는 지아비와의 恩誼는 끊어졌지만 명

분과 의리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친정으로 돌아온 지 한 

해가 되지 못해 부모가 갑자기 죽어 여막에서 3년을 지냈으니, 그 마음이 혹 

그럴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 부모가 아직 살아있다면 어찌 전날

의 믿음을 굳게 지켜 딸로 하여금 억울함을 지니고 헛되이 그 집에 거하게 

하였겠는가. 한낱 여자가 부모 아래에서 살다가 죽어서 선영에 묻히게 하겠는

가? 그럴 리가 없는 것이다.…25)

조가는 향랑과 지아비와의 관계에 대해서, 前日 부부였던 명분과 의리

가 남아 있기는 하나 실제로는 완전히 은의가 끊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향랑이 청상과부임을 분명히 한다. 청상과부로 여기니 만약 부모가 

살아있다면 당연히 재가를 시켰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향랑은 지

아비가 있는 기혼부인인가, 아니면 남편과 의가 끊긴 청상과부인가? 아래

는 향랑을 기량의 처와 비교하여 여기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군

자의 말이라 했으니, 傳 작품에서 입전자의 평언과 같이 작가가 문면에 직

접 등장하여 하는 발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或 는 말하기를, “부인(향랑)에게 삼종지도를 행할 친척이 없으니 그 의

리가 죽을 만한 것이다.”라고 한다. 옛날에 이를 행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기량의 처이다. 무릇 과부로서 몸을 버렸으니, 몸에 주인이 없기 때문이다. 

은 사람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직접 사건에 등장하지는 않는다. 

25) 是欺我也 天下安有幼寡 守貞而無意於男子 乎 此不過於其家夫恩誼 雖絶而名

義尙存 還家未周 父母急歿 守廬三年 情或然矣 假使其父母尙在 則豈可膠守前信 

使其女獨抱抑盃 虛作其家 一處子而生居膝下 死葬先楸乎 此必無之理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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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림받은 부인이 몸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명분으로나마 지아비가 있

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처지를 바꾸었다면 역시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군

자가 말하기를 “기량의 처와 의열녀는 도가 같다.”고 한 것이다.26)

위에서 군자는, ‘或 ’가 향랑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혹자는 향랑이 기량의 아내처럼 삼종지도를 지킬 사람이 없다면 죽은 남편

을 따르는 것은 의리에 합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군자의 판

단은 다르다. 향랑은 비록 시가에서 쫓겨난 몸이지만 소박맞은 아낙이다. 

명분으로나마 지아비가 엄연히 존재하는 기혼부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시가에서 쫓겨나 혼자가 되었다 하지마는 기량의 처와는 달리 기대고 돌아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죽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은, 남편에게 

소박맞고 친정으로 돌아온 상황에서 향랑은 분명 지아비가 있는 기혼부인

임을 작가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다. 

요컨대 향랑과 주변인물과의 위와 같은 대립적 관계는 향랑이 지아비가 

있는 부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렇

다면 조가의 재혼 요청은 향랑의 입장에서는 기혼부인에 대한 겁박이고, 

의로 맺어진 부부관계를 강압적으로 파탄 내고자 하는 무도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향랑이 이 조가의 겁박으로 도저히 회피할 수 없는 

진퇴양난 속에 빠지고 만다는 데 있다. 다음은 조가가, 향랑의 뜻을 대신하

여 혼인을 거절하는 친척의 어른을 협박하여 한 말이다.

…우리 집이 부유하고 넉넉한 것은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안다. 형은 사찬

이고 아우는 급찬이니 관에 송사를 하여 조정에 말을 넣는다면 반드시 이길 

26) 或曰 婦人無三從之親 則其義可以死矣 故之人有行之  杞梁殖妻是已 夫寡妻無

身 身無主也 棄婦有身猶有名之 矣 易地則皆然 故君子曰 杞梁妻義烈女同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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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 때에는 한 사람은 말 타고 한 사람은 가마를 타고 편안히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 늙은이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혼인은 

중대사이니 돌아가 집안사람들과 의논하여 길일을 택하여 올 것이다. 이런 

점을 잘 깨우쳐, 옷을 잘 꾸며 입고 목욕하고 기다리게 하라. 나는 다시 말하지 

않겠다.…27)

조가는 향랑과 혼인하기 위해 자신의 주변 권력을 내세워 강박한다. 더

구나 그동안 은혜를 베풀었던 친척을 협박하니 향랑은 이를 회피하기가 어

렵게 되었다. 친척마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향랑에게 “…낭자가 끝내 재혼

할 뜻이 없다면 늙은 이 몸은 이 앞에서 먼저 죽어서 늘그막에 감옥 속에서 

병들어 죽는 처지를 모면할 것이오.”28)라고 하여 재혼을 강권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향랑의 죽음은 분명해 진다. 남편이 있는 아낙이니 재혼을 

한다는 것은 의를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다고 은혜를 입은 친척이 죽음의 

곤경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도 의를 지키고자 하는 자신의 뜻만 고집할 형

편은 못된다. 그것은 남편과의 의를 지킬 수는 있지만 은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이다. 그래서 향랑의 죽음은 남편과의 의를 지키고 은혜를 

입은 친척과의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것이다. 불

가항력적으로 남편과의 의를 끊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남편이 죽은 후 의리를 지키기 위해 순사하는 기량 처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죽음이다. 즉 남편이 있는 지어미에 가해지는 불의한 협박에 

대한 극단의 항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27) …吾家之富厚 國人之所知也 兄爲沙湌 弟爲及湌 吾 訟之官 之朝 期於必成 當

此之時 一騎一轎 可以穩載 當此之時 爾禿老果能支吾乎 然婚姻是重事 歸 家人 

擇吉來迎 以此善喩 華其冠服 沐浴以待 吾 不再

28) 娘子果無肯意 則老身願先死於前 以免垂死之年 瘐死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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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향랑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규명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향랑은 처음 혼인대상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부터 죽음에 이르

기까지 인간 내면의 가치, 본연의 가르침을 한결같이 지켜왔음을 보았다. 

그러나 향랑의 그러한 삶은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됨을 볼 수 있다. 

그 도전은 향랑의 입장에서는 하나이지만 내용상으로 두 측면에서 제기된

다. 하나는 인간의 진실성을 외면하고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가치를 주장하

는 사람들에 의한 강박과 폭력이다. 혼인대상자를 두고 그 부모와 다른 생

각을 가졌지만 형식적 예를 강조하는 어미의 요구에 부부간의 진정과 사랑

을 중시하는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었다. 시집살이에서도 그러한 가

치를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학대는 가중되고 모멸감은 더 커졌다. 다음은, 

기본적인 예를 근본부터 무시하는 포학하고 잔혹한 인간 군상에 의한 도전

이다. 기혼부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절행이나, 친척간에 맺은 은의

마저 위협받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향랑의 죽음은 자신이 

믿는 기본적인 가치도 지킬 수 없고, 인간적 도리마저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즉 그러한 수모가 극단에 치달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하게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가치마저 

지켜내지 못하는 모순과 부조리에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결과로서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다.

3. 作家的 意味

위에서 보듯이 작가는 향랑의 죽음을 분명 긍정적인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그 긍정적 판단에는 향랑이 남편과의 의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노력, 

즉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겠다는 절행도 포함된다. 그런데 향랑의 절행은 

분명 전형적인 성격의 不更二夫와는 차이가 있다. 즉 지아비의 죽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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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과의 의를 지켜 개가를 거부하는 그러한 형식의 ‘烈’은 아닌 것이다. 

실상, 그런 점에서 이미 향랑 이야기는 이미 전형적인 형태의 절의적 죽음

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향랑전>도 지아비가 죽은 후의 개가를 문제 삼

은 것이 아니라, 소박을 당한 향랑의 개가 거부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향랑전>과 <삼한습유> 사이의 차이는 분명하다. 그것은 전

자의 경우, 향랑의 개가 논란은 가족 내부의 문제로 국한되고 있다. 그러나 

삼한습유에서는 조가라는 부도덕하고 강압적인 외부세력의 위압이 존재한

다. 그 강압은 기혼부인에 대한 失節을 조장할 뿐 아니라, 친지 간의 은혜

와 의리마저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랑의 저항은 관습적, 제도

적 절행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가치와 도리를 지키고자 하는 행위로 그 

의미 범주가 확대되는 것이다. 작가가 그 의도를 분명히 하고자 하여 설정

한 것이 바로 정의녀 이야기이다. 정의녀 이야기는 애초 남편에 대한 절행

과는 관련이 없다. 즉 향랑의 삶에서 문제적 대상이 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방향을 정의녀 이야기를 통해서 확고히 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정의녀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다. 구성상 전

개에 있어서도 필연성이 크지 않아 군더더기 같고, 또 궁극적으로 재혼하

는 향랑의 삶과도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29) 그러나 정의녀 

29) 정의녀 이야기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었다. 조혜란은 향랑의 삶을 다른 형태로 

반복해 주는 성격을 갖는다 하였고(앞의 논문, p.171), 원승연은 역시 비슷한 처지의 

열녀들까지 생각하여 설정한 것이라 하였다(앞의 논문, p.26). 두 경우 모두 향랑의 

죽음을 다른 인물을 통하여 다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박일용은 

이 삽화의 삽입을 인정에 입각한 예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는데(박일용, 

앞의 논문, p.160), 향랑의 환생 권유 장면과 연결지어 해석한 것이다. 서신혜는 이들 

논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여 별도 논문으로 이 삽화를 매우 자세히 다루었다. 여기

에서 정의녀의 죽음은 정과 의를 다 놓치지 않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매우 설득력 

있는 견해이나 그것이 향랑이나, 작품의 전체 구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살피지 못하

였다.(서신혜, 앞의 책, p.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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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는 향랑의 죽음이 갖는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한 의도에서 차

용된 소재이다. 즉, 남녀간에 한번 맺은 의를 끝까지 지키려는 의열적 측면

과, 그 의를 부정하고 이를 깨트리려는 불의한 권력에의 강박에 저항하는 

죽음이다. 정의녀 이야기는 구성적 차원에서 본다면, 향랑의 재생과 재혼

이라는 결과적 상황에 묻혀 그 죽음이 갖는 위와 같은 의미가 묻히게 되는 

것에 대한 기억 재구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특

히 향랑이 재생을 허락받고 인간세상으로 하강하기 직전 상황에 삽입되어 

있다는 점도 이러한 의도를 분명하게 해 준다. 

정의녀는 그 어미가 달성 사족의 종이니, 그녀 역시 賤流이다. 부잣집 

아들과 정혼하였는데, 지주인 선비가 정의녀의 미색에 반해 부잣집 아들과 

이미 혼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데려가고자 한다. 여자의 집과 부잣집

에서 온갖 방법으로 사정을 했으나 주인은 이들을 협박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였다. 다음은, 마을 사람들이 주인의 불의한 행동에 분노하여 

주인을 죽이려 하자 정의녀는 이들을 만류하고 주인을 따라 가겠다고 하고

는, 전송하는 약혼자에게 한 말이다. 

몸을 남에게 허락했으나 지키지 않으면 信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복종하여 

섬기면서 명을 어긴다면 義가 아닙니다. 이 둘을 모두 온전히 해야 하겠지만, 

첩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몸이 이렇게 가는 

것은 부득이해서입니다. 부디 좋은 여자를 빨리 구하여 첩을 생각지 말아 주

십시오.30)

표면적으로 보면 ‘信’과 ‘義’의 가치의 충돌이다. 부잣집 아들과 부부의 

30) 以身許人不踐 非信也 服事主人而拒命 非義也 欲兩全 妾不知所以裁之 此身此

行不可已也 勉之勉之 早求令女 毋以妾爲念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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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맺었지만, 아직 혼인을 한 것은 아니니 그것은 義가 아니라 信이다. 

그러나 종과 주인 사이에 맺어진 의는 비록 人道를 저해할 만한 불의한 

것이지만 국법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저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정의녀의 죽음은 그러한 가치관적 충돌 가운데에서 택할 수밖에 

없는 행위가 된다. 즉, 주인의 뜻에 반하여 혼인하고자 함으로써 주종간 

맺어진 공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최소한도로 막으면서, 또 주인의 첩으

로 들어가게 되면 훼손되어 질 수밖에 없는, 이미 예로 맺은 부잣집 아들과

의 신을 지킨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의녀 이야기는 향랑이 처해진 상황과 내용상 일치한다. 남편과 맺어진 

의를 조가가 들어서 훼손하려고 강박하려는 것이나, 이미 폐백을 들여 부

부의 혼약으로 맺는 신의를 종에 대한 주인의 지위로 묵살하려는 것은 같

은 내용이다. 이를 거부하려 해도 친척과의 은의를 저버리게 되는 점에서, 

또 주인과 종 사이에 맺어진 공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들

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죽음으로써 의롭지 못한 강박에 

거부의 의사를 분명히 함과 동시에, 은의를 저버린다든가 공적 의무를 거

스르는 것과 같은 결과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기본적인 가치

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조건에 의해서는 훼손되거나 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써 향랑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김소행은 향랑과 정의녀를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기본적 가치관을 엄

정하게 지켜나가는 여성으로 성격화하였다. 그러면서 그것에 끊임없이 도

전하고 시비를 걸며, 그 믿는 바마저 훼손하려는 존재를 대립적 인물 구도 

속에서 명백하게 보이고 있다. 그 부정적 존재는 너무나 완고하고 강력한 

반면에 향랑과 정의녀는 그에 대항해서 항변하거나 거역할만한 조건이나 

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작가는 그러한 조건 하에서 겪고 있는 두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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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망과 상실감을 극대화시켜 표현하고자 하고 있다. 

작가는 향랑의 죽음을 형상화하는 과정에서 관습적이고 제도적인 가치

의 역기능에 대해 명백한 관점을 지니고 있었다. 향랑이 그 어미와 시어미

와의 논변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향랑의 논리에 대해 향랑 어

미나 시어미가 세운 논리는 어느 측면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관념적이고 공소한 가치보다는 현실적이고 생활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경향이 농후하여졌다. 일부 지식인층의 각성이 선행되었

고, 현실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일반 백성들의 의식 변화도 주목할 만하였

다. 향랑 어미의 말은 이러한 시대 변화의 한 축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도 있다. 그러나 이들 소재를 수용하고 있는 작가적 시각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작가는 현실적 경향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이를 부정적 측면

에서 문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향랑 어미의 논리를 통하여 물질

적인 것에 얽매여 인간적 성실성과 진심을 상실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일

정 부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관습적 의례의 형식과 절차만이 강조되고 

성실성과 진심이 몰각되어 가는 당대의 인정세태를 향랑 어미의 사고방식

에 대응시키고, 이를 비판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있다. 시어미 역시 조선 

후기 만연하게 된 물질주의의 전형화된 인물이다. 작가는 이를 통하여 도

덕적, 윤리적 각성 없이 오직 富의 축적으로만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누리

려는 일부 계층의 모습을 비판적 시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

가, 그러한 경향이 사회적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물론 가정을 유지하는 가

치마저 훼손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가장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기준에서 판단하고자 한 것이 작가의 본의라고 

말할 수 있다. 

작가는 <지작기>에서 ‘마음 속 기이한 재주를 한번 토하고자 하여 의열

녀에게 가탁’하였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 의도의 일단을 이와 같은 향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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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격적 형상에서 찾을 수 있다. 김소행이 마음에 맺혀 풀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출로서의 자기 신분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당대 

선비로서 유일한 입신의 길이었던 관리 진출의 길이 국초부터 막혀 있었으

니 제도와 관습의 대표적인 희생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랑이 형식적 

의례적 가치를 철저히 배격하고, 또 그것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고난을 받

는 형상은 작가의 자기 인식의 투영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

면서 그것을 개인의 불우로 여기지 않고 문제의 시각을 넓혀 사회적 적폐

를 생산하는 근본 원인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향랑은 인간이 지켜야 하는 본래적 가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유학의 본래적 가르침을 근거로 한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성

격 역시, 작가가 스스로의 내면 의식을 반영하고자 한 인격적 형상일 것이

다. 비록 서출이지만 유교적 원칙에 있어서는 어떤 명문세족의 자제보다도 

철저하다는 자기 확신의 표현이다. 그러나 향랑이나 정의녀의 삶을 고통 

속에 빠트린 인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의 신념을 훼손하는 존재들이 

명망을 그럴 듯하나 결국 근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등에 입은 조가나, 천류인 여종을 

사사롭게 범하려고 하는 지주 양반이 그 전형적인 형상이 될 것이다. 그러

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당하는 하대와 천시는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돌아

오는 것이고, 죽음과 같은 선택을 할 만한 정신적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음

을 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향랑을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등가시

하는 작가적 의도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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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補償 形式으로서의 再婚과 作家意識

향랑은 재생하고 재혼한다. 현실세계에서의 불우를 보상하기 위한 설정

이라고 하였다. 淵泉 洪奭周는 작품 뒤에 붙인 <書烈女傳後>에서 다음

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죽계는 향랑에 대해 그 죽음만을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 불우함을 더욱 

참지 못하였다. 살아서 불우했던 것을 참지 못하여 이미 죽은 후에 한번 뜻을 

얻기는 힘써 바랐으니, 그 마음 씀이 역시 두터운 것이다.31)

즉, 향랑이 재생을 얻어 재혼하게 한 설정은 향랑의 죽음과, 거기에 이르

게 된 살았을 때의 불우함을 불쌍히 여겨 다시 새롭게 삶을 살도록 하였다

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보상은 살았을 때의 결핍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

루어지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향랑의 죽음은 인간본연의 

가치, 또는 유가의 기본적 가르침을 지키려는 의지에 대해 이를 毁廢하려

는 세력의 지속적인 강박의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재혼은 구성상 인과적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이미 재혼 그 자체가 당대 사회의 관습적 전통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고, 그것으로도 관습적 속박을 벗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

니기 때문이다.

재혼은 조선왕조 초기부터 사실상 국법으로 금해 왔고, 18세기 이후로는 

여성의 정절 의식은 풍속화되어 사대부 가문에서뿐만 아니라 서민층에까

지 일반화되었다.32) 혹 연암과 같은 일부 비판적 지식인에 의해 그 문제점

31) 竹溪之於香娘也 盖不獨悲其死 而尤不忍其不遇也 不忍其不遇於生 而冀辛其一

遇於已死之後 其爲心亦已厚矣

32) 박선희, ｢조선후기 ‘열녀담론’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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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론되었다고 하나33), 재혼 그 자체는 여전히 당대 사회에서 쉽게 용납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연암도 비록 절의의 죽음을 반대하였고, 수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명시적으로 재혼을 주장하지는 않았

다. 그런 점에서 <삼한습유>에 수용된 재혼 소재를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재혼 긍정의 논리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김소

행이 실상 당대 지식인 계층의 일반적 의식수준을 뛰어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좀더 엄정하게 판단할 여지

가 있다.

다음은 향랑이 재생에 동반하자 하여 정의녀와 절강 조아, 정의녀 사씨

를 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후토부인이 그녀에게 한 말이다. 

네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정말 심하구나! 너는 여희의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희는 애 지방 봉인의 딸이었다. 처음 진나라에서 그녀를 데리고 왔을 때에

는 눈물로 옷깃을 적시더니, 왕과 잠자리를 함께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는 

지난번 울었던 것을 후회하였다. 무릇 몸으로 겪지 못한 사람은 그 실상을 

알지 못한다. 저들은 여자이기는 하나, 누구의 아낙이 되지 않았으니 어찌 남

녀의 일과 부부의 즐거움을 알겠느냐? 지금 남녀의 정을 모르는 어린 처녀들

에게 짝을 구하라 권한 것은, 마치 빈 장터에서 말을 찾고, 피리를 좋아하는 

제나라 왕의 문 밖에서 슬을 타며, 갓을 팔려고 머리를 기르지 않는 월나라로 

가는 것과 같다. 어찌 가지 않을 뿐이겠느냐? 너를 미친 사람으로 여길 것이

다.34) 

33) 燕岩 朴趾源(1737-1805)의 <烈女咸陽朴氏傳> 내용 참조. 수절로도 충분한데 남편

을 따라 죽는 습속을 비판하고 있다.(齊人有 曰 烈女不更二夫 如詩之柏舟 是也 

然而國典改嫁子孫 勿叙正職 此豈爲庶姓黎甿而設哉 乃國朝四百年來 百姓旣沐久

道之化 則女無貴賤 族無微顯 莫不守寡 遂以成俗 古之所稱烈女 今之所在寡婦也 

至若田 婦 委衖靑孀 非有父母不諒之逼 非有子孫勿叙之耻 而守寡不足以爲節 

則往往自滅晝燭 祈殉夜臺 水火鴆繯 如蹈樂地 烈則烈矣 豈非過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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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여인이 재생에 동반하자는 향랑의 청을 거절한 것은 시집을 못가 본 

童女이기 때문이다. 혼인의 경험이 없는 여인은 남녀간의 일과 부부의 정

을 알지 못하니 재생하여 다시 짝을 찾으라는 권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후토부인의 이 말을 거꾸로 이해하면, 향랑은 이미 혼인

하여 부부간의 정을 아는 까닭에 재생하여 재혼하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이다. 시가에서 방축되든, 혼인 초기 남편과 사별하든 이

미 부부의 즐거움을 안 여성에게 독수공방을 강요한다는 것은 매우 가혹한 

일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지아비와의 의리를 지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절의적 순사는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나아가 절행을 지켜 

수절하는 것조차 인간의 성정에 역행하는 일임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관습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 내면의 가치나, 유가 본연의 가르침에 착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랑의 죽음 후 그 재생에 대해서 천상의 여러 인물들의 

논란을 보자. 논쟁에 참여한 인물들은 예를 근거로 하여 재생의 합, 부당을 

논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화를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끌고 있는 인물은 묵

자와 남화노선(장자)이다. 

…일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이 있고, 예에는 가볍고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일이 크면 예는 무거워지니, 예는 일에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일에 따라 예를 

행하는 것이니 하필 옛 것을 본받겠습니까?35)

34) 甚矣 汝之不悟也 汝不見夫驪之姬乎 驪之姬 艾 人之子也 晋國始得之 涕泣沾衿 

及 王同匡床 食蒭豢而後悔其泣也 夫身不親之  不知情狀 彼則女而不婦 也 安

知男女之事 夫婦之樂乎 今以無情童女 責其求匹 正如求馬於唐肆 操瑟於齊門 資

章甫而適諸越 豈惟不行 必以汝爲狂女也

35) 事有大  禮有輕重 事大 禮重 禮 出於事 也 事至而禮行 何必法古 宜從女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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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저 사람의 정은 막을 수 없는 것이라 성인께서도 정에 따라 예를 적용하

는 것을 금치 못하셨지요. 우리들은 정을 잊어버린 이들이니 여기 있는 누구

나 오늘의 문제를 논의할 만한 이들이 아닙니다. 성인은 인륜의 표준이 되는 

분입니다. 주역에 회통의 아름다움을 얻어야 예에 맞는다 하였습니다.36) 

위의 첫째 인용은 묵자의 말이다. 묵자는 양주와 향랑의 재생 허용 여부

에 대해 논쟁하면서, 양주의 爲我論에 대해 공박하는 태도를 취한다. 일은 

중한 것도 있고 사소한 것도 있으니 여기에 따라 예의 적용 여부는 달라지

는 것이라 하였다. 이전 관행적으로 지켜온 관습화되고 규범화된 예가 만

고불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번째 인용문은 장자의 

발언이다. 역시 묵자와 마찬가지로 향랑의 재생을 허용하는 입장에서 논리

를 개진한다. ‘情’에 따르는 것은 성인도 허용한 것이니 예에 어긋나는 것

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두 경우 모두 예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처해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즉, 예는 

그래서 주어진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니 전례를 따질 수 없

다는 것이 위 두 인용문의 의미라고 보겠다.37) 전통적 관습을 벗어나 내면

의 가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향랑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일한 맥

락 속에 있다. 그러나 위 인용문을 가져온 작가의 이면적 의도도 함께 읽어

야 할 것이다. 

위 두 인용문은 비록 묵자나 장자의 발언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

는 �맹자�에서 가져왔다. 任 땅 사람이, 禮가 食이나 色보다 귀하다 하는

데, 그렇다면 예대로 할 때는 굶어 죽거나 또는 아내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

36) 夫人情所不能止  聖人不禁出於情 吾輩是忘情 也 皆非今日可用之人也 聖人

 人倫之至也 易曰 嘉 足以合禮

37) 여기에 대해서는 박일용은 일에 처해서 예가 새롭게 확립된다는 경험적 예론에 인정 

우위의 논리가 제시되어 있다고 하였다.(앞의 논문,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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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예대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맹자가 답한 것이다.38) 그 답의 

요지는 어떤 실존적인 상황에 직면해서는 食色이 예보다 더 중요한 경우

도 있을 수 있으나, 또 그것을 구실로 인간의 본성적 양심을 해하는 방식으

로 예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의 적용에 있어서 상황적 판단

이 중요하겠지만, 실제에 있어 일정한 범위와 한계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는 사마천의 입을 빌어 향랑의 재생과 재혼이 전통적 개념의 

예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경신일에 三尸가 재생

을 앞둔 향랑을 상제에게 모함하였다. 향랑이 스스로 선비 효렴에게 가서 

혼사를 말하고, 동류를 모아 재생에 동반하고자 하는 등의 잘못된 일을 행

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상제가 노하여 천관인 사마천에게 그 내용

을 묻자 이에 다음으로 답하였다. 

향랑이 부모를 효로 섬기며 선비와 信으로 함께 한 것은 비록 옛 숙녀라도 

능히 이에 지날 수 없을 것입니다. 무릇 일을 경영하면서 마땅함을 알지 못하

고, 일의 변화에 처하여 權道를 알지 못하는 것을 �춘추�에서는 나무랐습니

다. 향랑이 법도를 지키고 변화에 대응한 것은 그 권도를 다했다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39)

38) �맹자�, <告子章句> 下, 任人 有問屋廬子曰 禮 食 孰重 曰禮重 色 禮孰重 曰

禮重 曰以禮食 則飢而死 不以禮食 則得食 必以禮乎 親迎 則不得妻 不親迎 則得

妻 必親迎乎 屋廬子不能  明日之鄒 以告孟子 孟子曰 於答是也 何有 不揣其本而

齊其末 方寸之木 可使高於岑樓 金重於羽  豈 一鉤金 一 羽之 哉 取食之重

 禮之輕 而比之 奚翅食重 取色之重  禮之輕 而比之 奚翅色重 往應之

曰 紾兄之臂而奪之食 則得食 不紾 則不得食 則 紾之乎 踰東家牆而摟其處子 則

得妻 不摟則不得妻 則 摟之乎

39) 香娘事親孝 士信 雖古之淑女不能過也 夫守經事而不知其宜 處變事而不知其權 

春秋譏之 香娘之守經處變 可 盡其權宜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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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의 핵심인 權道 역시 맹자의 개념이다. 순우곤이 맹자에게 묻기

를, “남녀가 주고받는 것을 친히 하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 하고 묻자 맹자

는 禮라고 대답하였다. 또 묻기를 “弟嫂가 물에 빠졌으면 손을 내밀어 구

해주어야 합니까?”라고 하자, 맹자는 대답하기를 “제수가 물에 빠졌는데 

구해주지 않으면 승냥이와 같으니, 남녀간에 주고받는 것을 친히 하지 않

는 것은 예이고, 제수가 물에 빠졌으면 손을 내밀어 구해주는 것은 權道이

다.”라고 하였다.40) 예를 時宜나 事勢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있

다. 재혼은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예의 正道는 아니지마는 인간의 성정에 

근본하여 상황이 불가피하여 수용해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맹자의 권도

로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작품의 내용과 같이 재혼을 용인 받을 수 있는, 즉 ‘권도’의 범주

로 이해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우선, 작품에서도 향랑의 재생과 재혼은 전남편과 맺어진 의를 철저한 단

절하는 데에서 가능했기 때문이다.41) 그러나 이로써도 전남편을 두었던 아

낙이 다시 혼인하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胎를 바꾸는’ 과정의 서사를 필요

40) �맹자�, <離婁章句> 上, 217, 淳于髡曰 男女授受不親 禮  孟子曰 禮也 曰 嫂溺

則援之以手乎 曰 嫂溺不援 是豺狼也 男女授受不親 禮也 嫂溺 援之以手  權也

41) 향랑 사후 3년이 지나 시어미가 계집종을 죽인 일로 전남편은 감옥에 갇히고, 이를 

구해내기 위해 뇌물을 쓰느라 집안은 파산하였다. 그러나 결국 사형에 처해지게 되자 

향랑은 신선의 모습으로 하강하여 형을 집행하는 지주의 두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내

고 남편의 목숨을 구했다. 이어 남편에게 ‘은혜는 이제 갚았고, 의도 이미 다했습니다.

(恩已報矣 義已窮矣)’라고 말한다. 남편을 구해주는 내용의 서사는 전날 부부였던 

까닭으로 혹 남아 있을 수 있는 은혜나 의리를 다시 제거하려는 설정이다. 작가 역시 

<지작기>에서 “부부는 의로써 합하는 것이다. 의가 떠나면 은혜도 끊어진다. 향랑이 

지아비를 구한 일이 혹 그러한 것인가(夫婦以義合 也 義去則恩絶 救夫事其或然

乎)” 라고 하여 사건 설정의 의도를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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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였다. 홍석주 또한 그러한 구성 방식을 두고 작가의 재혼 긍정 논리에 

대한 의심을 풀기도 한다.42) 태를 바꾸는 것을 말할 나위가 없지만, 작품의 

상황처럼 전남편과의 의를 명백히 끊는 현실적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운 만

큼, 작가가 당대 사회 제도로서 재혼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다고 볼 수는 없

을 것이다.

향랑의 재혼에 대한 작가의 이러한 설정을 두고 작가 의식의 한계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전통적 관습에 의한 폐해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었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향랑의 재혼이라는 서사 형식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재혼 문제에 관한 한, 작가는 재혼이 유가 본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유일

한 방식인가 하는 점과, 죽은 남편과 의를 지키려는 수절을 반드시 관습적 

폐단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명백한 가치론적 기준을 설정

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단지 그가 관습이나 제도에 의해서 인간 본

연의 성정을 억제 당하고 있는 경우라면, 그를 안타까워하고 애석해 했다

고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 판단을 ‘권도’에 맡긴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향랑이 죽은 후 후토부인에게 재혼을 청하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

람이 있는데, 하물며 버림받은 아낙이 재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닙니

다”43)라고 한 것에서 보듯이, 최소한 소박 당한 청상의 재혼을 수용하는 

태도는 그의 ‘권도’에 따른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향랑의 재생과 재혼을 죽음 전 고난에 대한 보상의 구조라고 한다면, 향

42) 연천은 <서의열녀전후>에서 객의 말을 빌어 “…그 傳에 胎에 의탁하여 몸을 바꾼다

고 했는데, 어찌 그리 싫어하는가?”라고 하였다. 이 말은 향랑의 재혼은 태를 바꾸었으

니 실제의 관습적인 재혼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연천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3) 人固有死而復生  況棄婦再醮 無怪常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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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의 재혼을 성사하는 데 동원된 역사적인 인물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불우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다시 살

려내어 마군을 징치하는 영웅으로 재생시킨 것이다. 그런데 작가는 이 영

웅들의 불우를 어떤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

음은 마군을 물리치는 위한 장수로서 羽를 초치하기 위해 상군부인이 

항우에 대해 그 인물됨을 평하는 말이다. 

…항왕의 사람됨이 공경 자애하고 사람의 도리를 좋아하고 사랑하였습니

다. 장사흔은 한나라에 항복했다가 돌아가는 등으로 반복했지만, 그가 향량에

게 덕을 끼친 이유로 신임하기를 전과 같이 하였습니다. 항왕이 천하를 잃게 

한 자는 항백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따르지 않음이 없고, 섬기기를 아비와 

같이 하였습니다. 유방을 패공에 봉하고, 그 아비 되는 태공을 돌려준 것도 

그의 한결같은 뜻이었습니다. 44)

항왕은 사람됨이 공경 자애롭고,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윤리를 좋아했다고 

하였다. 장사흔이 유방과 자신 사이를 오가면서 이익을 탐했으나, 그 숙부 

향량에게 은혜를 베푼 일로 끝까지 신뢰하였음을 예로 들고 있다. 또 항량

으로 해서 천하의 패권을 유방에게 넘겨주었지만 숙부에 대한 예를 끝까지 

잃지 않고 아비와 같이 섬겼으며, 유방과 그 아비까지도 덕으로써 대하였다 

하였다. 그러나 작가는 항왕이 이러한 덕성이 오히려 현실적 입신의 기회를 

잃는 원인이 되는 역사적 실상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은 상제가 항

왕에게 하는 말로서, 인의를 갖추고 덕을 지닌 항왕이, 아비를 살려준 은혜

도 잊고 이욕을 좇은 유방에게 천하를 내어준 것을 개탄하는 내용이다.

44) 王爲人 恭敬慈愛 愛好人倫 長史欣降漢 復歸反覆無狀 而以其有德於 梁 信任

如前 使 王失天下 伯 而 無不從 事之如父 沛公歸太公 一如其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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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대(항왕)는 태공과 여후를 죽이지 않고 돌려보냈으니, 仁義가 

충분하다. 그러므로 그대는 유방보다 큰 덕을 지닌 것이다. 천하를 반으로 나

누었으나, (유방은) 변화의 기미를 틈타 군사를 움직였으니 일을 그르친 것이 

그 얼마인가. 이익을 탐하고도 부끄러움이 없는 장량과 진평의 말에 따라, 그 

아비를 살려준 은혜도 잊고 한 때의 욕심을 좇았으니, 비록 천하를 차지하긴 

했으나 그 악함이 심한 것이다. …45)

이처럼, 김소행은 향랑의 삶과 죽음, 그리고 재생을 이들 역사상의 인물

들에 대응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단순히 불우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향랑

이 지키고자 했던 것과 그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을 이들에게서도 동일하

게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항왕이나 굴원, 또는 오자서 같은 인물들이 불우

를 겪은 이유는 그들이 인의를 지키고 사람 사이의 믿음을 소중히 하는, 

인간적 도리와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가치관적 지향 때문이었다. 그 때문

에 강압과 폭력에 노출되고, 궁극적으로는 뜻이 꺾이어 분한에 찬 죽음을 

맞았다고 본 것이다. 대신 역사는 오히려 그 반대쪽에서 사술과 음모, 불의

와 배신을 행사하는 자들로 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비극적 인식이 깔려있

다. 김소행은 향랑을 재생시켜 효렴과 재혼시키는 것처럼, 이들을 다시 살

려내어 그러한 사회적 모순의 상징화한 존재로 마군을 설정하고, 이를 징

치하고 멸절시킴으로써 그러한 역사적 모순을 허구를 통하여 정서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향랑은 불행한 시집살이 끝에 죽음을 택하였으나 다시 살아 재혼하였다. 

이는 주인공 향랑의 일생 그 자체로 보면, 고난에 찬 삶을 살다 죽은 비극

적 삶을 온전히 허구적으로 전환시킨 결과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실재 겪

45) 然不殺太公呂后而歸之 則人義有餘 而羽有大德於彼也 中分天下 觀變而動 何害

於事 而乃聽嗜利無恥良平輩  忘活父之恩 從一時之慾 雖有天下而可惡之甚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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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불우를 현실에서 해소하지 못하고 허구를 통하여 극복하려는 소위 낭만

적 세계관이 자리한다. 작품 중 불우한 삶을 살았던 항왕과 같은 인물을 

불러내어 다시 영웅적 형상으로 재탄생시킨 작가적 의도는 여기에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전환은 궁극적으로 작가 김소행 자신의 불우를 허구서사

를 통하여 발산하고 풀어보려는 작가 의식의 기반 위에 있음은 이미 여러 

논자들이 지적 한 바와 같다.46) 그러나 작가는 ‘절의의 죽음’이나 ‘재혼’과 

같은 중세 여성의 제도적 입장을 소설 공간 속에서 공론화하고자 하는 좁

은 범주의 작가적 문제의식을 지닌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제도로서의 죽음

이나 또는 재혼과 같은 구체적 사안을 굳이 작품에서의 중심 문제로 구체

화하고자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포함하여 왜곡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거기에 희생하고 좌절한 인

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을 것으로 본다. 그 왜곡은 자신이 평생 궁구

한 유학의 본의, 또는 진정한 의미의 인간적 가치를 방기했을 때 일어남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들 불우한 인물들을 

통하여 서출로서의 분한을 머금은 채 奇才를 감추고 살았던 자신을 투사

시키고자 한 것이 작가 본의의 핵심일 것이다. 작품에 나타난 이러한 작가

의식이 실상 김소행이 지닌 기본적인 사유와 어떤 관련 속에 있는지 다음

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다.

Ⅳ. 作家 思惟의 基盤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향랑의 삶에 작가적 문제를 조응시킴으로써, 이를 

46) 대표적으로 박일용(앞의 논문, 1986; pp.165-167.)과 서신혜(앞의 논문 p.184.)의 견

해를 참고할 수 있다. 이외 논자들도 대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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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작가의 개인적, 사회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러면 이러한 작가적 지향이 기본적으로 그의 어떠한 사유의 기반 위에 있

는지 살펴보는 것이 여기서의 과제이다. 문집과 같은 자료가 없어 작품에 

드러난 내용을 통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실상에 접근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

움이 없을 것으로 믿는다. 

기존 논의에서 작가 김소행은 어느 특정 사상에 경도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 功能을 인정하는 사유의 유연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47) 

묵자나 장자 등이 논의를 주도하는 내용이나, 삼교를 아우르는 성인, 현자

들이 천군의 편에서 서사를 이끌게 한 점 등이 그 근거가 되었다. 유학에 

전적으로 예속되지 않은 사유의 개방성이 재혼과 같은 당대적 관습을 뛰어

넘는 작품적 설정을 가능하게 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는, 위

에서 본 유가의 본래적 가르침, 즉 전통 가치에 입각하여 문제를 판단하려

는 서술관점과는 어떤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 본 항에서는 

작가의 유불선 삼교에 대한 인식태도를 명백히 함으로써, 앞서 본 작가적 

지향의 사유 기반을 살피고자 한다. 

우선 김소행이 유불선을 포함한 다양한 사유체계를 열린 시각으로 수용

하려는 태도는 뚜렷하다. 작품 중의 구체적 사건에서는 사안에 따라 각 사

상 체계의 쓰임을 인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한계와 문제점을 이야

기하기도 하였다. 불교의 효용을 언급하고 있는 다음 대목을 예로 들 수 

있다. 

천군이 마왕의 紅錦裳 전법에 걸려 꼼짝하지 못하게 되자, 항왕은 이를 

해결할 방책을 이천왕에게 묻는다. 이천왕은 천하의 가르침에는 유, 도, 불 

세 가지가 있다 하면서, 유교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다스리는 데 능하여 

47) 조혜란의 견해(앞의 논문, pp.192-193.)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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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물을 적게 하는 데에 그치고 능히 사람을 욕계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48) 라고 하였다. 또 도교에 대해서는 ‘본심의 회복을 생각하여 청허를 

힘쓰고 바라지만, 변화에 응하는 까닭으로 기심을 발휘하게 되니, 기심이 

정도를 해치는 것이 많다’49) 라고 하였다. 유교와 도교 모두가 나름의 特長

은 지니고 있으나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불교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환란을 다스릴 자는 오직 佛입니다. 불은 깨달음입니다. 聲色이 모두 

空한 것을 일컬어 불이라 합니다. 흔적이 없는 것을 일컬어 불이라 합니다. 

지금 여래가 이런 분입니다. 그 법은 인심을 잘 다스립니다. 고로 �유마경�에

서는 ‘번뇌의 독사는 바로 너 마음에 있으니 마땅히 知戒로써 몰아내어야 한

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모든 사람들이 급히 알아야 할 바입니

다.…50)

佛은 성색이 공하고 흔적이 없는 것이니 마음의 번뇌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홍금상 전법은 천군과 마군의 천상 전투에서 마모가 

던진 여섯 폭 붉은 치마 속에 천군의 장졸이 갇힌 것이다. 그것은 ‘견고하

고 두텁기가 비할 데 없으며, 미끄럽기가 기름과 같아 마침내 들어갈 수 

없고, 단지 끈끈한 액체가 흘러나와 따뜻하고 축축하게 젖어 있는’51) 것으

로 항왕의 칼로도 찢을 수 없었다. 장졸들이 여기에 머물러 즐거워하며 편

안함을 느껴 스스로 나올 줄을 모른다고 하였으니, 남성이 정욕에 빠져 분

48) 有能自治 止於寡過 而不能使人超脫欲界

49) 老子思復本心 務尙淸虛 而因應變化 故其發爲機心 機心之害正也 多矣

50) 能此難  其惟佛乎 佛  覺也 聲色俱空之 佛 沒有芭鼻之 佛 今之如來 是也 

其法善於治人心 故維摩經曰 煩惱毒蛇垂在汝心 當以知戒驅除之 此正 今日諸人之

急也

51) 王大怒 發揮裂破 厚無比 滑若油膩 終莫能入 但津津出液 暈濕成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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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력을 잃은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유교나 도교가 아니라, 무욕청정을 주지로 하는 불교라는 이야

기이다.

이처럼 작품 속에서 불교나 도교 등은 위에서 본 바처럼 특정 상황에서 

해결의 논리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유교를 전적

으로 대신하여 당대 사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 가치나 

주도적 사유체계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다. 그 보다는 어떤 事象을 판단하

는 인식론적 틀로써 수용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도불 경전의 일부를 인용

하여 활용하거나, 각 사상의 주요 개념들을 원용하고 있다. 도교의 개념을 

빌어 온 다음을 예로 들 수 있다 

향랑이 정의녀에게 함께 환생에 동반하자고 청하자, 정의녀는 “사람은 

날 때 아득하고 희미한 가운데 섞이어 있으니, 변하면 기가 되고, 기가 변

하면 형체가 됩니다. 형체가 변하면 태어나게 되는데, 지금 또 변하여 죽음

에 이르렀습니다.”52)라고 하고는, “나는 쉬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사는 일

로 해서 이미 죽은 후의 일에 연연하겠습니까?”53)라고 하여 거절한다. 절

의의 죽음을 맞은 정의녀가 향랑의 환생 요청에 대한 거절의 논리를 죽음

과 삶에 대한 莊子의 언설에서 찾고 있는 내용이다.54) 다음은 향랑의 재생 

여부를 두고 천상의 인물들이 벌이는 소위 천상논쟁에서의 한 부분이다.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것은 도가 아닙니다. 겨우 이름이 있을 따름으로 

도가 아닙니다. 고로 유가 묵가 선가 불가는 함께 도를 잃었습니다. 도를 잃은 

52) 人生 雜乎芒忽之間 變而有氣 氣變而形 形變而生 今又變而至死

53) 吾其息也 誰能以生之事 眷眷於已死之後乎

54) �장자� <至樂>편의 구절을 가져왔다. 작품의 典故는 이승수, 서신혜가 �<삼한습

유> 역주�에서 매우 세심하게 살폈다.(박이정,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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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닭으로 서로 같지 않은 것이고, 같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각 도를 가진 

것입니다.55) 

공자의 제자 子貢이 장자에게 “선생께서는 항상 인의를 선인들이 잠시 

묵은 주막으로 여겼고, 탕왕과 무왕도 본받을 만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진

정으로 한 말씀입니까?”56)라고 묻자 이에 장자가 대답한 내용이다. 老子

을 가져와, 유, 묵, 선, 불이 문자적 의장에 가려서 그 본의를 잃게 되었다

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자공의 물음에 대한 답이니만큼 기본적으로 유학

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노장의 도가 옳다는 것을 굳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유학이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기 위해 그 개념을 빌려온 것이다.

이처럼 작품에서 작가는 도불의 장점을 취하기도 하고, 또 그 한계를 지

적하기도 하지만, 유학에 관한한 대체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다

음 내용 역시 위 자공의 물음에 대한 장자의 대답이다.

…무릇 도덕으로 부족하여 천지를 만들고, 천지로 부족하여 성인을 내었습

니다. 성인으로 부족하여 인의를 내세웠고, 인의로도 부족하여 탕무를 세웠습

니다. 그래서 도와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방책에 쓰인 것은 이른바 가르침

입니다. 도가 아닙니다. 옛날 공자가 여섯 자 지팡이로 천하의 예를 정하려 

했는데, 어디에 간들 예가 없겠습니까? 당신이 �논어� <향당편>에 기록한 

것이 예의 만분의 일이나마 담았습니까? 겨우 문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을 

적었을 따름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인의 말씀을 잘 기록했다고 여기

고 있으나, 이로써 성인을 본다는 것은 지팡이에서 예를 찾아 이를 공자로 

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57)

55) 夫道可道 非道也 纔有名稱 便不是道 故儒墨仙釋同歸於失 失之故不同 不同故人

各有道

56) 子貢曰 是之 駟不及  先生常以人義爲蘧廬 而以湯武爲不足法 是信情乎

57) 夫道德不足而爲天地 天地不足而爲聖人 聖人不足而爲仁人 仁義不足而爲湯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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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의 질문인 탕무를 본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장자는 도덕과 성인, 

인의가 탕무에 와서 훼손되게 된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장자는 다시 

탕무에 대해 “(탕무가) 한 일을 보면 ‘다스린 공은 있지만 감화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옛날 무왕이 주를 칠 때에 탕에게서 명을 

받아 仁으로 백성을 구하였고, 義로써 권능을 얻어 잔적을 제거하였습니

다. 그래서 천하를 한 지붕 아래 두고, 성인과 현인을 신하로 삼았으나, 사

사로운 마음이 공도를 해친 것 역시 많았습니다.”58)라고 하였다. 즉 탕무가 

이룬 치세의 공로는 인정할 수 있지만 오히려 명분으로 표방했던 인과 의

의 공도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자공 역시 공자의 禮에 대한 

가르침을 �논어� 한 편에 기록하여 그것을 후세 사람들이 공자 사상의 전

체인 양 오해하게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공자의 지팡이에서 예를 찾으

려 한다는 비판은 유학 본래의 도가 지엽말단의 형식적인 의례에 집착하고 

있는 실정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탕무를 현실 정치에서 인의를 실

현한 유교의 성인으로, 또 자공을 공자의 예를 집성한 제자로 간주하면서

도 이들을 비판의 的으로 한 것은 유학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인 것이다. 

그런데 위의 내용을 역으로 이해하면, 탕무나 자공에 의해 본질이 왜곡

되었다고 하는 도덕이나 인의, 그리고 공자가 지녔던 예와 같은 유학의 본

래적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즉 김소행의 비판

은 유학이 후대로 오면서 그 본의가 왜곡 변질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인 

其離於道也遠矣 其在方冊  所爲敎也 非道也 昔孔子以六尺之杖定天下之禮 安往

而無有禮耶 子之記鄕黨篇也 能盡其禮容之萬一乎 特擧其門人之可見 耳 不知

以爲善形容聖人 便欲以此求觀聖人 何以異於求禮於杖 而欲爲孔子也

58) 觀湯武之事 其曰 治則有之 化則未也 昔武王伐紂也 受辭於湯 求助於仁 借權於義 

以除殘賊 遂家天下而臣賢聖 私心之害公也亦多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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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59) 작가의 이런 태도는 <삼한습유>에 부친 淵泉 洪奭周의 <書義

烈女傳後>가 어느 정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연천은 가상의 인물인 객

을 내세워 자신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삼한습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를 시도하고 있다. 아래 든 내용은 “그렇다면 (김소행이 작품에서) 어찌 

유가를 억누르고 불가를 높였으며, 마를 끌어들여 유가를 희롱하였는가?”60)

라는 객의 설문에 대한 연천의 답이다. 

…그가 희롱한 것은 내가 말한 유가 아니다. 무릇 옛날의 유자는 위로는 

하늘의 때를 정하고, 아래로는 사람의 기강을 세워, 물러나면 백세의 사표가 

되고, 나아가면 만사를 규정하였다. 시대가 지남에 따라 그렇게는 할 수 없었

으나, 집에서는 효도와 공경의 마음을 닦고,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심었으

니, 이 역시 족히 유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로는 이 또한 할 수 없어 

시서예악의 글을 읽기는 했으나 능히 그 쓰임을 찾지 못하였는데,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여져서, 심성이기의 논의가 일어나고, 인물성동이론의 쟁변

이 번잡하게 되었다. 시간이 더욱 흘러서는 이것이 폐단이 되어 오직 남의 

단점 들추기에 능하고, 서로 공격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을 일컬어 명유라 하

니, 효제충신의 실질과 수제치평의 효용을 어느 겨를에 물을 수 있겠는가?61)

연천은 김소행이 유가를 억누르고 희롱한 것은 유학자가 근본의 역할을 

망각한 것에 대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즉 옛 유자들은 천시를 본받고 사람

59) 조혜란 역시 김소행의 유학에 대한 이런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앞의 논문, p.193.)

60) 然則豈以其抑儒而 釋 援魔以戲儒歟?

61) 若其所戲  則非吾所 儒也 蓋古之所 儒  上律天時 下立人紀 居則師表百世 

出則裁成萬有 降而不能 則孝悌修於家 忠信孚於人 是亦足以爲儒矣 又降而不能 

則誦詩書禮 之文 而不能究其用 又降而一變 則心性理氣之辯起 而同異彼此之爭

繁 及其又降而弊也 則惟能善抉人短 善 人相攻擊 而後 得 之名儒 而孝悌忠信

之實 修齊治平之效 俱不暇過而問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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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리를 세우며, 벼슬 없을 때는 백세의 본보기가 되고, 벼슬에 나아갈 

때는 온갖 세상일을 헤아려 이를 성취했다고 하였다. 나중에는 비록 여기

에 미치지 못하나 최소한 효제충신, 수제치평의 덕을 세우는 데에는 부족

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후 유학자는 쓰임에 소용이 없는 시서, 예악에만 

마음을 쓰고, 심성 이기나 인물성동이론과 같은 관념적인 논쟁만 일삼았다

는 이야기다. 나아가 당대에 와서는 남의 단점을 들추어 서로 공격을 잘 

하는 것을 명유라 일컬음을 받으니, 효제충신 수제치평의 효용에 마음을 

쓸 겨를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작가의 당대는 조선 사회의 통치 이념이었던 정주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일어났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실생활과 유리된 관념

적 학풍과, 완고한 형식적 예교주의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있었다. 작품에 

보이는 김소행의 유교 비판은 오랜 기간 규범화되거나 관습화된 제도의 폐

해를 적시하여 이를 명백히 하고자 한 것이다. 再嫁禁止와 같이 인간성의 

근본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서 전향적인 인식을 보인 것도 여기에 근거한

다. 김소행 자신이 서출로서 일생 불이익을 당하였고, <삼한습유>의 창작

은 그 보상심리를 반영하고자 썼다는 자술에서 보듯이 이러한 관점은 당연

한 것이다. 물론, 재가금지라는 조선유학의 편협한 예교주의의 한 측면을 

소설 세계에서 다루었지만, 실상은 당대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심각한 문제의식이 그 내면에 깔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으로, 조선 후기는 상업자본주의의 대두와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전

통사회의 패러다임이 해체되는 과정에 있었다. 물질주의의 풍조가 만연하

게 됨으로써 도덕적, 윤리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부패한 지배계

층과 타락한 서민들로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악이 분출되던 시기였

다. 작품에서 향랑 어미로 대표되는 사람이나, 향랑을 권력을 동원해 겁박

한 조가, 사사로운 이해관계로 공도를 해치는 정의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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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은 그 전형적 인물들일 것이다. 이런 상황에 직면해서 비판적 문인지

식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가치관적 모색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그 시대적 효용성을 의심 받고 있던 정주철학의 사상적 완고

함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사유의 외연을 확대해가고자 한 것이 당대 

지식계층의 흐름이었다. 김소행이 소설에서 도교, 불교 등 타 사상의 장점

을 적극적으로 취하고자 한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태생적으로 유학자이고, 교유 관계를 포함한 생활환경이 상

층 문인 계층에 속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도교나 불교 등의 타사상에 대해 

일말의 효용성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정주학을 대신할 사상체계로 인정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본다. 김소행이 유학을 대신하여 당대의 정신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이념 체계에 대해 어떤 내용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구체적

으로 알 수는 없다. 단지 사회적 변혁기에서 뚜렷한 경향성을 보이는 물질

주의적 풍조와 상하계층을 막론한 도덕적, 윤리적 미망을 극복하기 위한 

가치 관념으로서는 분명한 자기 주장을 지녔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것은 

제도나 명분에 의해 훼손되기 이전의 유학의 본질 즉, 인과 의, 신과 예와 

같은 전통적 가치이다. 즉,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각 계층에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성의 근본이 훼손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선진유학의 본래적 가르침이 여

전히 주도적 가치로서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보겠다. 이 

점이 <삼한습유>의 작품 세계를 이끌고 있는 작가적 사유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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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結論

<삼한습유>의 구성은 주인공 향랑의 고난에 찬 결혼생활과 절의의 죽

음, 그리고 재생하고 재혼하여 일정한 공업을 이룬 후 행복한 종말을 맞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작품의 전체 의미를 견인하는 주요모티프

는 혼인생활과 죽음, 그리고 재생과 재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논의

에서는 여기에 작동하는 서술 관점이 유교적 가르침이나 전통적 가치를 지

양, 극복하는 데에 있다고 보았다. 이런 해석은 작가의 태생적 환경이라는 

작품 외적 조건과, 재생을 포함하고 있는 작품 내적 의미로 해서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출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전제적 조건을 배제하고 순수하

게 작품 자체가 지니는 의미체계 내에서 그 진상을 확인해 간다면 작가적 

의도는 전혀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기존 논의의 견해와 달리 향랑의 죽음 전 인물 관계에서 향랑 중심의 

서술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향랑과 그 어미의 대화는 예에 대한 

이해 방식, 즉 선험적 본성적인 측면을 우선할 것인가, 규범적 관습적인 

측면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것의 차이에서 갈등이 비롯되고 있다. 향랑은 

정성을 말하였지만, 그 어미는 재물을 말하였다. 정성은 위 두 예의 개념을 

포괄할 수가 있지만, 재물은 후자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정성

이 부족하면 이도 전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것이다. 향랑의 편에서 논리를 

뒷받침하는 서술 시각은 여기에 있다. 향랑이 관습이나 제도화된 가치가 

아니라 ‘정성’이라는 인간 내면의 본성적 가치를 중시하는 대목이다. 이러

한 향랑의 가치관적 지향이 서술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서사를 지배하고 있

는 점은 결혼 후 시집살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 명백해진다. 향랑은 은혜와 

의리로써 부부간의 관계를 정의했다면, 시어미는 재물로써 길러주고 길러

줌을 받는 관계로 여기고 있다. 은혜와 의리는 부부간의 관계를 내면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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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로 엮어준다. 그러나 재물로 인간관계를 판단하는 것은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사이의 형식적 질서 개념만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향랑은 시종 서술 주체로서 기능하면서 전체의 서사를 이끌고 있다. 여기

서 향랑과 그 어미와의 대화나, 또는 그 시어미와의 관계에서 행위나 사고

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관되게 恩․義, 또는 精誠과 같은 본성적 가치, 제도

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본연의 가치 관념임을 볼 수 있다. 작가는 이를 

유교적 개념으로 仁이나 義 등으로도 표현하고 있다. 

여기서 향랑의 죽음이 지니는 의미를 규명할 수 있다. 향랑은 처음 혼인

대상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간 내면의 가치, 유

교 본래의 가르침을 한결같이 지키고 있다. 그러나 향랑의 그러한 삶은 끊

임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됨을 볼 수 있다. 그 도전은 향랑의 입장에서는 

하나이지만 내용상으로 두 측면에서 제기된다. 하나는 인간의 진실성을 외

면하고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가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한 강박과 폭력

이다. 혼인대상자를 두고 그 부모와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형식적 예를 강

조하는 어미의 요구에 부부간의 진정과 사랑을 중시하는 자신의 믿음을 지

킬 수가 없었다. 시집살이에서도 그러한 가치를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학

대는 가중되고 모멸감은 더 커졌다. 다음은, 기본적인 예를 근본부터 무시

하는 포학하고 잔혹한 인간 군상에 의한 도전이다. 기혼부인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하는 절행이나, 친척간에 맺은 은의마저 위협받을 지경에 이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향랑의 죽음은 자신이 믿는 기본적인 가치도 지킬 수 

없고, 인간적 도리마저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즉 그러한 수모가 극단에 치

달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하게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가장 근본적인 가치마저 지켜내지 못하는 모순과 부

조리에 가득 찬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절박한 결과로서의 죽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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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행이 마음에 맺혀 풀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출로

서의 자기 신분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당대 선비로서 유일한 입신의 길이

었던 관리 진출의 길이 국초부터 막혀 있었으니 제도와 관습의 대표적인 

희생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향랑이 형식적 의례적 가치를 철저히 배격

하고, 또 그것을 굳건히 지킴으로써 고난을 받는 형상은 작가의 자기 인식

의 투영으로 보아도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을 개인의 불우로 

여기지 않고 문제의 시각을 넓혀 사회적 적폐를 생산하는 근본 원인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향랑은 인간이 지켜야 하는 본래적 가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유학의 본래적 가르침을 근거로 한 판단하는 주체로서의 성

격 역시, 작가가 스스로의 내면 의식을 반영하고자 한 인격적 형상일 것이

다. 비록 서출이지만 유교적 원칙에 있어서는 어떤 명문세족의 자제보다도 

철저하다는 자기 확신의 표현이다. 그러나 향랑이나 정의녀의 삶을 고통 

속에 빠트린 인물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기의 신념을 훼손하는 존재들이 

명망을 그럴 듯하나 결국 근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에 불과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들로부터 당하는 하대와 천시

는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죽음과 같은 선택을 할 만한 정

신적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것이 향랑을 

죽음을 자신의 죽음과 등가시하는 작가적 의도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향랑이 재생을 얻어 재혼하게 한 설정은 향랑의 죽음과, 거기에 이르게 

된 살았을 때의 불우함을 불쌍히 여겨 다시 새롭게 삶을 살도록 하였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 보상은 살았을 때의 결핍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이루

어지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앞에서 보았듯이 향랑의 죽음은 인간본연의 

가치, 또는 유가의 기본적 가르침을 지키려는 의지에 대해 이를 毁廢하려

는 세력의 지속적인 강박의 결과였다. 그런 점에서 재혼은 구성상 인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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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갖는다. 재혼이 당대 사회의 관습적 전통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것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관습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간 내면의 가치나, 유가 본연의 가르침에 착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향랑의 죽음 후 그 재생에 대해서 천상의 여러 인물들의 

논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묵자와 장자의 논리는 ‘情’에 따르

는 것은 성인도 허용한 것이니 예에 어긋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다. 전통적 관습을 벗어나 내면의 가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향랑

이 추구하는 가치와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 그러나 위 인용문을 가져온 

작가의 이면적 의도도 함께 읽어야 할 것이다. 그 요지는 어떤 실존적인 

상황에 직면해서는 食色이 예보다 더 중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또 

그것을 구실로 인간의 본성적 양심을 해하는 방식으로 예가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의 적용에 있어서 상황적 판단이 중요하겠지만, 실제

에 있어 일정한 범위와 한계가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는 사마천의 입을 빌어 향랑의 재생과 재혼이 전통적 개념의 

예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예를 時宜나 事勢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의 근본을 훼손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이고 있다. 즉, 재혼은 적극적으로 권장할만한 예

의 正道는 아니지마는 인간의 성정에 근본하여 상황이 불가피하여 수용해

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맹자의 권도로 이해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실제로 작품의 내용과 같이 재혼을 용인 받을 수 있는, 즉 ‘권도’의 범주

로 이해될 수 있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작가의 시각은 불분명하다. 작품에

서의 향랑이 재생하고 재혼하는 것은 전남편과 맺어진 의를 철저한 단절하

는 데에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향랑의 재혼에 대한 작가의 이러한 설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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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작가 의식의 한계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전통적 관습에 의한 

폐해에 대해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에 두고 있었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향

랑의 재혼이라는 서사 형식을 통해서 전형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것으로 이

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지 재혼 문제에 관한 한, 작가는 재혼이 유가 

본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식인가 하는 점과, 죽은 남편과 의를 

지키려는 수절을 반드시 관습적 폐단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서 명백한 가치론적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그 판단을 

‘권도’에 맡긴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향랑의 재생과 재혼을 죽음 전 고난에 대한 보상의 구조라고 한다면, 향

랑의 재혼을 성사하는 데 동원된 역사적인 인물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현실적으로 불우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을 다시 살

려내어 마군을 징치하는 영웅으로 재생시킨 것이다. 김소행은 향랑의 삶과 

죽음, 그리고 재생을 이들 역사상의 인물들에 대응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단순히 불우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향랑이 지키고자 했던 것과 그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을 이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하고 있는 것이다. 항왕이나 

굴원, 또는 오자서 같은 인물들이 불우를 겪은 이유는 그들이 인의를 지키

고 사람 사이의 믿음을 소중히 하는, 인간적 도리와 윤리를 지키고자 하는 

가치관적 지향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강압과 폭력에 노출되고, 궁극적으

로는 뜻이 꺾이어 분한에 찬 죽음을 맞았다고 본 것이다. 대신 역사는 오히

려 그 반대쪽에서 사술과 음모, 불의와 배신을 행사하는 자들로 해서 주도

되고 있다는 비극적 인식이 깔려있다. 김소행은 향랑을 재생시켜 효렴과 

재혼시키는 것처럼, 이들을 다시 살려내어 그러한 사회적 모순의 상징화한 

존재로 마군을 설정하고, 이를 징치하고 멸절시킴으로써 그러한 역사적 모

순을 허구를 통해 정서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소행의 사유 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처했던 양면적 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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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는 서출로서의 태생적 조건이고, 또 하

나는 문인지식인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이다. 자신의 일생을 옥죄었던 문제

의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면서 자연스레 관습적, 제도적 규범에 대한 비판

적인 시각을 가졌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사회악의 진단에 머문 것

이 아니라 그 역시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서 이를 선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서 새로운 사상 체계의 필요성도 느꼈을 것으로 본다. 김소행은 인과 의, 

신과 예와 같은 전통적 가치에서 새로운 시대의 지배이념의 창출이 가능하

다고 여겼던 것 같다. 즉,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각 계층에서 다양하게 분

출되는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성의 근본이 훼손되는 상

황을 막기 위해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선진유학의 본래적 가르침이 여전

히 주도적 가치로서 효용성을 지니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고 보겠다. 이 점

이 <삼한습유>의 작품 세계를 이끌고 있는 작가의식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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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Kim Sohaeng(金紹行)’s <Samhansupyou(三韓拾遺)>

- Focused on Death, rebirth and remarriage -

Moon, Beom-Doo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writer's intent on the chief motifs 

of <Samhansupyou>. This work which was written by Kim Sohaeng, a 

scholar in Josun Dynasty is based on the real story about Hyangrang. 

Hyangrang was a female who lived in Sunsan province. She was known as 

one of the unhappiest woman at that time. Since her husband and 

mother-in-law were so cruel, she suffered from the severe agony through 

the whole her married life. She was dismissed by them and eventually killed 

herself by jumping lake. 

Kim Sohaeng intended to find the same character from her. He also had 

handicap at his social position, because he was a child born of concubine. 

Therefore he couldn't be at service as an official for all his learning. It had 

him feel miserable for all his life. He wanted to give shape to his long 

cherished dream through this fiction whose heroine is Hyangrang. That is 

the reason why he wrote this novel. 

The former researcher generally understood that writer's intent was to 

criticize the social system of Josun dynasty and deny the confucianism which 

is the main current of thought at that time. It was rated that Hyangrang's 

behavior and thought in the novel had swam against the current.

But there are many problems awaiting solution about the former 

researches. Especially we can't find the reason why Hyangrang's behavior 

and thought would be the focus of criticism. Actually we can see it in the 

novel that Hyangrang tries to keep the traditional value and obey the 

confucian ideas.

Conclusionally, Kim Sohaeng wanted to criticize the institution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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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thnic confusion in his era. But his viewpoint to estimate those problems 

was the traditional value and confucian ideas. I especially would want to focus 

on the death, rebirth and remarriage, because those are the main motifs of 

the plot in this novel. I hope to find a new point of view to understand this 

novel through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Key Word : Samhansupyou, An exemply woman, Death, Rebirth, Remarriage, Mot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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