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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박씨전>에서 여성 영웅의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단연 주인공인 ‘박

씨’일 것이나, 작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의 곁에는 다른 많은 여성이 함께 있음을 

볼 수 있다. 우선 박씨의 가장 가까운 곳에는 ‘계화’라는 인물이 존재한다. 박씨는 계화를 

움직이는 수뇌부 역할을 하고 모든 일을 컨트롤하는 존재이지만, 그의 말에 따라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고 자신이 굴복시킬 대상(굴욕적인 전쟁의 책임을 물을 존재들)에게 직접 

나서서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존재는 계화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박씨-계화’

와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 역시 ‘호국공주-기홍대’라는 관계로 얽혀 있다는 점에서, 이들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정된 것임도 다시 살펴보았다. 병자호란에서 활약한 

적대국의 실존 인물 ‘용골대’를 작품에 그대로 등장시키면서도, 이러한 여성 인물을 새로 

설정했다는 것은 작가가 ‘국가, 신분, 나이 구분 없이 다양한 여성들의 활동상’을 보여주

고 싶었던 것이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박씨전> 후반부에 등장하는 청에 

포로로 잡혀가는 여성들(피로(被虜) 하층 여성들)을 통해서도 이러한 작가의 메시지를 

재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박씨전>에서는 일부 영웅들의 활약을 통해서는 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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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큰 난관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지만, ‘박씨’와 ‘계화’의 연대 활약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헤쳐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일찍이 <박씨전>은 가정 내에서 무시당하던 ‘박씨’라는 인물이 환골탈태하여 남편, 

왕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진정한 여성 영웅으로 인정받는 이야기라 해석됐다. 

하지만 ‘박씨’를 둘러싼 수많은 등장인물의 행동, 대사를 분석한 결과, <박씨전>은 단순

히 ‘박씨’라는 일인(一人) 영웅 서사물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박씨전>

은 박씨라는 인물이 주변 인물과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훗날을 기약하면서, 현재를 

바꿔나가고 있는 ‘현재진행형’의 서사이자, 아직은 미완이지만 희망을 남겨둔 ‘열린 서사’

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완벽한 해피엔딩’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각자 고유한 

능력을 가진 ‘각계각층 사람들의 연대’를 통해 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박

씨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소중한 고전(古典) 자산임이 틀림

없다.

주제어 :박씨전, 여성 영웅 서사, 여성 인물 형상화, 연대(連帶), 열린 서사

Ⅰ. 머리말

고전작품을 읽고 그것을 즐기는(해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

나, 다음과 같은 방법이 보편적일 것이다. 첫째, 고전 원작이 어떤 배경에

서 만들어지고 작가가 의도한 주제가 무엇인지 당대의 시각에서 해석한다. 
둘째, 거시적․미시적 관점에서 작품을 조망하여 전체 주제 및 특정 화소가 

갖는 의미에 대해 탐구한다. 셋째, 고전(古典)의 가치가 현재까지 이어진

다는 점을 생각하여, 오늘날 시각으로 작품을 새롭게 바라보거나 혹 기존

에 놓쳤던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 그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마지막 세 번째 시각에서 <박씨전>을 해석하고자 한다. 사실 <박씨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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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영웅 박씨의 활약을 보여주고, 굴욕적인 병자호란의 패배를 뒤집어 

많은 사람들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1) 소설사적 의미에서도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는 작품이다.2) 

<박씨전> 은 지금까지 크게 다섯 가지 흐름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첫
째, <박씨전>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를 기반으로 사실과 허구의 조화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역사군담소설이자, 여성영웅소설로서 갖는 의미를 고

찰한 연구3), 둘째, 작품 창작시기 및 형성과정, 이본 연구 등 작품의 독자

적 연구4), 셋째, ‘변신 모티프, 박씨의 신이한 능력, 피화당이라는 공간’ 

1) <박씨전>은 필사본, 활자본을 모두 합하여 140종 가량의 이본이 전해지고 있다. 물론 

그 안에는 작품 이름이나 내용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으나, 결국 병자

호란을 배경으로 ‘박씨’라는 여성이 영웅적 활약을 펼치는 이야기라는 점에서는 동일

하다. 즉 국가적으로 커다란 굴욕, 패배감을 경험했던 실제 전쟁 속 경험을 사실적으

로 그리되, 박씨라는 허구의 인물을 통해 전복, 반전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끼고 열광했음을 그 전승된 이본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다.

(조희웅, 고전소설 이본목록, 집문당, 1999; 김대숙, ｢박씨전 연구｣, (碧史李佑成
先生定年退職紀念)國語國文學論叢, 驪江出版社, 1990, pp.431-438 참고).

2) <박씨전>은 당대의 다른 작품과 보편성을 공유하면서도, 인물 형상 및 서사구성 등에

서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17세기 역사군담소설, 여성영웅소설사에서 독자적 의의를 

갖는 작품이다. <박씨전> 속 박씨는 다른 여성영웅소설 속 여자 주인공들이 남장을 

하거나 남성을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남장을 하지 않고 본연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외부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도 같은 ‘여성’인 시비 계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의미 있다.

3) 조동일, ｢李朝 戰爭小說 朴氏傳 硏究: 異本考를 中心으로｣, 論文集:陸士6, 陸軍

士官學校, 1968; 김기현, ｢조선중기의 역사소설｣, 古小說史의 諸問題 : 省吾 蘇在

英 敎授 還曆紀念論叢, 집문당, 1993; 윤분희, ｢｢박씨전｣의 여성 영웅성 연구-활

자본 ｢박씨부인전｣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제18집, 부산대학교한국민족문화

연구소, 2001, pp.47-48; 김미란, ｢朴氏傳 再考: 역사소설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 고소설연구 제25집, 월인, 2008; 조혜란, ｢여성, 전쟁, 기억, 그리고 <박씨전>｣,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9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4; 박양리, ｢병자호란의 기

억, 그 서사적 형상과 의미｣,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4) 김기현, ｢박씨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4; 서대석, ｢軍談小說의 出現

動因 反省｣, 고전문학연구 제1집, 한국고전문학회, 1971; 성현경, ｢女傑小說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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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화소의 상징적 해석 및 설화적․환상적 요소를 살핀 연구5), 넷째, 주체적 

여성 영웅의 활약을 그렸다는 점에서 당대 여성 의식의 의미6)와 한계7) 

薛仁貴傳: 그 著作年代와 輸入年代ㆍ受容과 變容｣, 국어국문학 제62-63집, 국

어국문학회, 1973; 사재동, ｢박씨전의 형성과정｣, 藏菴池憲英先生古稀紀念論叢, 
국어국문학회, 1981; 여세주, ｢｢朴氏傳｣의 構造와 後半部의 淵源 考察｣, 한민족어

문학 제13집, 한민족어문학회, 1986; 김대숙, ｢박씨전 연구｣, (碧史李佑成先生定
年退職紀念)國語國文學論叢, 驪江出版社, 1990; 장효현, ｢<박씨전>의 문체의 특

성과 작품 형성 배경｣, 한글 제226집, 한글학회, 1994; 장효현, ｢<박씨전>의 제 

특성과 형성 배경｣, 한국고전소설사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여정숙, ｢<박
씨전>에 나타난 현실과 초현실의 중첩성과 그 의미: 환상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장인숙, ｢환타지성을 통해 본 <박씨전>의 주

제의식｣,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장석례, ｢박씨전에 나타난 

박씨 부인의 개성화 과정｣,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5) 병자호란 때 겪은 처절한 패배 및 굴욕감을 작품 전반에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도 

‘설화적, 신화적 화소’를 적극 활용하여 ‘환상적’ 결말로 나아가고 있음을 주목한 연구

들이다. 즉 사실과 허구의 적절한 조화 속에서 각 요소의 특징과 의미는 무엇인지 

연구한 논문들이다.(현길언, ｢朴氏傳과 民間說話와의 比較關係｣, 성균관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1968; 김미란, ｢朴氏傳과 變身의 모티브｣, 국어국문학 제78집, 국어

국문학회, 1978; 박성석, ｢박씨전 연구: 설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배달말 제9집, 

배달말학회, 1984; 이경우, ｢說話的 側面에서 본 ｢朴氏傳｣｣, 논문집 제13집, 청주

사범대학, 1984; 정인모, ｢<여인발복설화의 소설화 양상 고찰>-박씨전과 심청전에 

대하여-｣, 金龜論叢 제4집, 동국전문대학, 1996; 윤경수, ｢고소설과 국조신화의 

변신모티프 연구｣, 비교문화연구 제9집, 부산외국어대학교비교문화연구소, 1998; 

김미란, 韓國小說의 變身論理, 태학사, 1998; 김나영, ｢신화적 관점에서 본 <박씨

전> 소고｣, 고소설연구 제1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3; 심민호, ｢｢박씨전｣에 나타

난 환상성과 그 의의｣, 우리말글 제30집, 우리말글학회, 2004.)

6) ‘박씨’가 지배계층의 남성을 계몽하고 그들이 하지 못한 일(호국 적장에게 굴욕을 주

고 우리가 겪은 패배감, 굴욕감을 되돌려주어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게 함)을 

해내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진취적 여성, 민중들의 영웅으로 해석하는 논의들

이다.(이규훈, ｢조선 후기 여성 주도 고난 극복 고소설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09; 김현주, ｢가족 갈등형 고소설의 여성주의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

위논문, 2010; 손효주, ｢여성영웅소설 <박씨전>의 여성의식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박송희, ｢한·중 여성영웅형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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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논의한 연구, 다섯째, 비슷한 서사 구성 및 주제를 지닌 주인공들과의 

성격 비교를 통해 작품의 보편성 및 특수성을 살핀 연구들8)이다. 요컨대 

<박씨전>은 설화적 전통을 이어가는 부분과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 당대 

민중들의 의식을 반영하고 소설적 발전의 쾌거를 이룬 부분이 뒤섞여 있는 

작품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과 허구의 공존, 봉건적 사고를 온전히 탈피

하지 못해 아쉬운 부분9)과 나름대로 당대 시각을 과감히 뒤집은 부분10)이 

있어 이 작품의 평가를 단정적으로 내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7) 박씨가 결국 현부, 현모양처, 조국의 영웅으로 대접받는 것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복 짓기, 집안의 가산 늘리기, 남편 내조-과거급제 시키기, 적장 퇴치’라는 점에서 

‘당시 조선 사회 여성의 부덕(婦德)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해석하는 연구들이다.(신선

희, ｢｢박씨전｣의 作中人物考｣, 이화어문논집 제9집, 이화여자대학교한국어문학연

구소, 1987, pp.246-247; 신태수, 하층영웅소설의 역사적 성격, 아세아문화사, 

1995, p.350; 임재해, ｢설화에 나타난 여성주의다운 상상력 읽기와 민중의 여성인식｣, 
구비문학연구 제12집, 한국구비문학회, 2001, pp.319-360; 김나영, 앞의 논문, 

2003, p.224 참조)). 

   한편 박씨가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운, 천기 

운운하며 작품 말미에 갑자기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이면서도 당

대 소설의 한계라 평가하기도 한다. 즉 앞선 박씨의 행동과 모순되게도 결말 부분에서 

‘현실 수용적 자세, 운명론, 숙명론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아쉽다는 논의들이다.(김영

권, ｢병자호란을 제재로 한 고소설 연구｣, 경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82, 

김균태, 정병헌, 서인석, 이승복, 신해진, 최귀묵, 한국 고전소설의 이해, 박이정, 

2012, p.275 참조). 

8) 서대석, ｢동아시아 영웅신화의 비교연구｣, 구비문학연구 제11집, 한국구비문학회, 

2000; 왕매용, ｢<황부인전>과 <박씨전>의 서사양상 비교｣, 국어교육연구 제41집, 

국어교육학회, 2007; 김명신, ｢《好逑傳》과 《박씨전》의 여성영웅 연구｣, 中國小說論
叢 제29집, 한국중국소설학회, 2009, pp.87-103 참조.

9) 필자 역시 박씨의 추한 외모가 전생의 업보라 이야기되거나, 갑자기 주변 인물들이 

미인으로 변한 박씨를 대하는 태도가 급변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작품의 한계를 지적한 

논의들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10) 하지만 이 작품이 여전히 여성영웅소설로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는 것은, 남성으로

의 변장, 변복 없이 여성이 있는 모습 그대로 전쟁 상황에서 영웅적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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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행 연구로 인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씨’라
는 한 여성의 영웅성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를 둘러싼 다른 주변 인물

들에 대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의문이 들었다. 물론 작품에 등장하

는 박씨 주변 남성들의 의미에 대해서는 17․18세기 소설사를 다루는 과정

에서 부분적으로 있어왔다. 이들 연구를 종합해보면 <박씨전>에서 주요하

게 언급될 수 있는 남성 인물은 이시백, 김자점, 임경업, 용골대 등인데, 
<박씨전>에서 박씨를 비롯한 허구적 인물을 만들어내면서도 결국 병자호

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책임을 물을 인물로 이들 실존 인물들을 그릴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고찰하였다.11) 그리고 이들이 실존 인물이기는 하지

만 <박씨전>에서 일정 부분 허구적 내용이 가미되어 독특한 문학적 상징

을 가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논의한 연구가 있다.12) 이들 

연구들은 전쟁에서 큰 역할을 맡고 있는 박씨 주변 남성들에 주목하고, 역
사적 사실과 비교하여 그 문학적 의미를 고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

11) 선행연구에서 이들을 논의할 때는 거의 <임경업전>의 영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물

론 <임경업전>과의 영향 관계를 따지면서 <박씨전>의 형성 시기를 19세기로 논의

한 사재동, 이윤석의 논의와 17세기로 논의한 김미란, 장효현의 논의가 세부 분석에

서는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앞선 논의 모두 <박씨전> 후반부 내용이 <임경업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은 공히 인정하는 부분이다.(사재동, ｢박씨전의 형성 과정｣, 
장암 지헌영선생 고희기념논총, 형설출판사, 1980; 이윤석, 임경업전 연구, 정음

사, 1985, p.177; 김미란, ｢박씨전의 형성과 의미｣, 고전소설의 이해, 문학과 비

평사, 1991, p.189; 장효현, ｢<박씨전>의 제 특성과 형성 배경｣, 한국고전소설사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2, pp.199-200 참고).

12) 서혜은은 <박씨전>에서 박씨 못지않게 호국과의 대결에서 영웅성을 드러내는 인물

이 있으니 바로 ‘임경업’이며, 그의 활약상이 더 두드러지는 이본 계열은 <임경업

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추정하였다. 그리고 이종필은 <박씨전>에서 친청파인 

김자점에게 병자전쟁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게 하기 위해, 이시백과 김자점의 대립 

구도가 설정되어 있다고 보았다.(서혜은, ｢<박씨전> 이본 계열의 양상과 상관관계｣, 
고전문학연구 제3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8; 이종필, ｢朝鮮中期 戰亂의 小說

化 樣相과 17世紀 小說史｣,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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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작품 곳곳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허구적 인물이여서 오히려 의미를 

지니는 ‘박씨 주변 여성들’에 대해서는 계화에 대한 일부 언급 이외에는 

전무하다. 
전쟁이라는 큰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은 남녀노소, 신분 고하에 

관계없이 모두가 한뜻이겠으나, 그 안에서 각자 처해진 입장은 조금씩 다

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발생시킨다. 필자는 본 작품이 사실상 전쟁이라는 

큰 소용돌이 속에서 ‘박씨’를 비롯한 당대 수많은 여성의 모습을 한데 보여

주는 것으로 판단하는 바, 이 부분(신분과 처지가 다른 여러 명의 여성 인

물들이 지닌 의미와 그들 간의 관계성)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작품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여성 인물들을 단순히 박씨를 도와주는 보조 인물로 치부하고 넘어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진 역할과 의미를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그리

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인물들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

었던 것은 무엇인지 찾아, <박씨전>에 나타난 여성 의식․주제 의식을 고찰

해보겠다.
앞서 살폈듯이 <박씨전>은 이본 종류가 많아, 인물 형상 및 서사 구성에

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본 논문의 목표는 지금까지 

선본(善本)을 중심으로 작품이 해석되고 활용방안이 논의되는 선에서, 고
정관념을 버리고 우리가 이 작품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새롭게 

살핀다는 목적으로 쓰인바, 고대본13)과 덕흥서림본14)을 분석대상으로 삼

13) 김기현 역주, 한국고전문학전집 15-박씨전/임장군전/배시황전, 고대민족문화연

구소, 1995, pp.140-217.

14) 덕흥서림판(1925)→ (영인본) 동국대학교한국학연구소 편, (活字本)古典小說全

集 2, 아세아문화사, 1976, pp.39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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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한다. 다음 이본들은 박씨를 비롯한 주변 인물(캐릭터, 화소)이 모두 

등장하고 그들의 입장이 잘 표현되어(행동 묘사, 대화 등이 잘 나타나) 선
본(善本)으로 꼽히는 이본들이다.

물론 <박씨전> 이본들 사이에는 인물 묘사에 차이가 있어, 정밀한 분석

을 위해서는 그 이본 계열을 나누어 살펴야 할 것이다.15) 하지만 본 논문

은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박씨 주변 여성 인물 형상화에 초점을 맞추는

바, 후반부에 임경업, 김자점에 관련한 내용이 부각되는 이본들은 본 논의

에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본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평가되는16) 필사본 고대본과 활자본 계열 중 초기본인 덕흥서림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두 이본 모두 작품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박
씨의 영웅성 또한 부각17)되어 있다는 특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고대본

을 중심으로 논의하되, 부분적으로 덕흥서림본을 보충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Ⅱ. 박씨와 계화의 연대로 이뤄낸 현실 세계 전복

본 장에서는 <박씨전>에 나오는 다양한 등장인물들 중에서도 사건 전개

의 중심축인 ‘박씨’와 ‘계화’의 관계를 천착해서 살피도록 하겠다. 이들의 

15) <박씨전> 이본 분류 및 계열별 차이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이정미, ｢朴氏傳의 書誌的 考察｣,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서혜은, 앞의 

논문, 2008; 지연숙, ｢<박씨전> 주류 이본의 두 계열 연구｣, 어문론총 제51집, 

한국문학언어학회, 2009; 서혜은, ｢<박씨전>의 통속화 양상과 그 사회적 의미｣,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제20집,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0 참고.

16) 김기현, ｢박씨전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4, p.48.

17) 윤분희, 앞의 논문, 2001, pp.41-42; 서혜은, 앞의 논문, 2008, p.209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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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를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 작품의 가치

가 보다 선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씨전>에서 여성 영웅의 모습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단연 

주인공인 박씨일 것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꼭 함께 논의되어야 하는 인

물이 바로 ‘계화’이다. 그녀는 단순히 박씨의 조력자18)로서의 의미보다 훨

씬 더 많은 의미를 담은 인물(캐릭터)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즉 <박씨

전>은 박씨가 자신을 깔보고 무시하던 사람들(남편, 조정의 신하, 왕, 이웃 

나라 적장들)에게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고 통쾌하게 복수하고 있다

는 점에서 이 소설을 ‘박씨라는 여성의 영웅 일대기’라고 일컬었지만, 엄밀

히 말하자면 이러한 복수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인물은 ‘계화’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박씨는 계화를 움직이는 수뇌부 역할을 하고 모든 일을 컨트롤하는 존

재로 분명히 큰 의미를 지니지만, 이와 동시에 그의 말에 따라 실제로 사람

들을 만나고 자신이 전복시킬 대상(굴욕적인 전쟁의 책임을 물을 존재들)
에게 직접 나서서 말과 행동을 실천하는 존재는 계화라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즉 박씨와 계화를 전혀 성질이 다른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연대해서 

상대를 굴복시키는 동반자, 협력자의 관계를 이루는 인물들로 인식할 필요

가 있다. 다시 말해, 둘 중 하나의 존재만 있어서는 그 균형이 깨지고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장면 세 가지를 차례

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 많은 선행 연구에서 계화를 남편 이시백과 함께 엮어 ‘박씨의 조력자, 대리인’으로 

인식하고 있다(윤분희, 앞의 논문, 2001, p.20; 김명신, 앞의 논문, 2009, p.98 참

고). 



294 韓民族語文學 第90輯

1. 가정 내 최고 권력자 - 남편의 반성 유도

첫째, 남편 이시백과의 관계 역전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박씨가 남편과

의 사이에서 겪은 굴욕을 되돌려주고, 그에게 용서를 받아내는 장면이다. 
남편 이시백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전 박씨는 ‘꿈에서 얻은 신이한 연

적’을 전달하려고 하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와달라고 계화를 통해 부탁한

다. 하지만 이시백은 자기를 ‘오라 가라’하는 박씨의 거듭된 요청이 무례하

다고 생각하며, 중간에서 심부름을 하는 시비 계화를 꾸짖고 매질을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박씨는 자신 때문에 대신 매를 맞았다 생각

하며 미안해하면서도 계속해서 계화를 통해 남편에게 연적을 전달하려고 

시도한다는 점이다. 박씨는 이후로도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때 남편과 직

접 대면하지 않고, 계화를 통해 모든 의사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이시백도 박씨의 행위가 못마땅할 때 계화를 대신 벌하

고 있다. 하지만 이후 거듭된 박씨(계화)의 요청에 의심하면서도 실물 연적

을 받아 본 시백은 이내 자신의 용렬함을 뉘우치고, 부인 박씨와 시비 계화

에게 모두 용서를 구하고 있다. 

시백이 듯고 졍왈 요망한 박씨 감히 나를쳥하나뇨 하며짓거날 걔홰

무류이 드러와 부인사연을 고하거날 박씨 다시 계화를 명하야 젼왈

잠간 드러오시면 드릴 것이 잇스니 한 번 슈고를 앗기지 마르옵소셔 하거날

시백이 질로왈 요망한 계화를 다사려 요망함을 졔어하리라 하고 잡아내여

크게 짓고 삼십 도를 중치하야 물리치니 <…> 시백이 듯기를 다한 후에

연젹을 바다본즉 텬하에 업는 보배라 오히려 애연히 여겨 회과자하야 왈

나의 용렬함을 부인에 광할함으로 풀어바리시고 안심하옵소셔 태평동락하

옵기를 바라나이다 하고계화를 불너 무죄히 중치함을탄불이하야 조

흔 말로 유하더라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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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당대 양반 여성의 일반적 행동반경, 삶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 계화는 단순히 박씨의 몸종, 시비라는 개념을 

넘어서, 그가 가진 행동적 제약을 실천, 실행해주는 인물이라는 적극적 의

미를 가진다. 결국 이 장면은 집안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던 인물

들이 가장(家長)의 사과를 받아내고 있는 부분으로, 읽는 이로 하여금 통

쾌함을 안겨준다.
물론 이 작품에서 시아버지를 위해 조복을 짓거나, 헐값에 말을 사서 

준마로 키워 비싼 값에 팔아 집안의 가산을 늘린 장면과 더불어 이 장면(남
편을 과거급제 하도록 돕는 장면) 역시 당시 조선시대 여성(규방 부인)이 

갖추어야 할 부덕(婦德)을 행하는 장면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20)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것은 이시백의 태도 변화21)에 박씨가 

기쁨을 표현한다거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경박한 인품

을 꾸짖고 진정한 사과를 받아내고 있다는 지점이다. 

박씨사죄 왈 부인의 침쇼의 여러날 드러왓사오나 일향 졍색고 마음을

풀지 아니시니 이는 다 나의 허물이라 슈원슈구리요 부인으로 하야금 삼사

년 공방 고쵸케 한 죄는 지금 무엇이라 말삼하올 길 업사오나 부인은 마음을

도로혀 사람을 구하소셔쥭기는 슬지아니하오나 양친 슬하에 불효를치여

쳥츈소년에 비명횡사하오면 불효 막심이오 디하에가 오늘 무삼 면목으로

19) 동국대학교한국학연구소 편, 앞의 책, 1976, pp.411-412, 밑줄은 필자.

20) 각주 7번 참고. “박씨가 자신의 치산 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를 통해 당대 사회가 

요구한 부덕을 갖춘 여성임을 드러내는 행위로 간주된다. 박씨는 조공과 치산의 능

력을 보여줌으로써 집안에서 여주인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는다.”(김현주, 앞의 논문, 2010, p.44).

21) 선행 연구에서 이 장면은 박씨의 미녀로의 변신 이후 남편의 태도가 급변한 지점이

라는 것을 들어 결국 박씨가 가정 내에서 인정받는 부녀자(현부, 賢婦)로 기능하고 

마는 것에 진취적 여성 영웅의 모습과 일정부분 괴리가 있는 부분이라 해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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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령을 뵈오리요 이런 고로 생각하오면 심한골경하온지라 부인은 재삼 생각

하소셔 하고 애연락누하거날22)

박씨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남편의 경박한 인품과 행동을 

꾸짖고, 그가 사람을 판단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훈계하며 동침

을 거부한다. 이처럼 박씨는 추녀였던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남편 이

시백의 동침 요구를 한 번에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의 예전(외
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행동이 얼마나 경박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하

고, 용서를 빌게 유도하고 있다. 

일일은 박씨 황혼을 당하매, 계화로 하여금 시백을 청하는지라. 시백이

박씨 청함을 듣고 전지도지(顚之倒之)하여 피화당에 들어가니, 박씨가 안

색을 단정히 하고 말씀을 나직히 하여, “사람이 세상에 처하여, 어려서는

글공부에 잠심(潛心)하여 부모께 영화(榮華)와 효성(孝誠)으로 섬기며,

처를 얻으면 사람을 현숙히 거느려 만대유전함이 사람의 당당한 일이온데,

군자는 다만 미색만 생각하여 나를 추비하다 하여 인류(人類)로 치지 아니

하니, 이러하고 오륜(五倫)에 들며 부모를 효양(孝養)하겠소. 이제는 군자

로 하여금 여러 날 근고하게 할 뿐 아니라, 군자의 마음이 염려되어 예전의

노여움을 버리고 당신을 청하여 말씀을 고하나니, 일후는 수신제가(修身齊

家)하는 절차를 전과 같이 마옵소서.”하고 말씀이 공순하니, 시백이 이때를

당하여 마음이 어떻다 하리오. 공순이 답하되, “소생(小生)이 무지하여 그

대에게 슬픔을 끼치니, 이제는 후회막급(後悔莫及)타. 부인이 이렇듯 노여

움을 푸시니 무슨 한이 있으리오.”하니, 부인이 일어나 금침(衾枕)을 내리

며 “이 금침은 신행 후 처음 펴와요.”하고, 이 밤에 동침하니 그 정이 비할

데 없더라.23)

22) 동국대학교한국학연구소 편, 앞의 책, 1976, p.417, 밑줄은 필자.

23) 김기현 역주, 앞의 책, 1995, pp.181-183,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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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박씨는 탈태(변신) 후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뀐 ‘남편 

이시백’을 바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사과, 반성을 이끌어내

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이 작품에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

지 뚜렷해진다. 즉 추한 외모가 전생의 형벌로 표현되고, 이후 미녀로 거듭

났을 때 박씨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태도 변화 부분을 ‘여성 의식의 퇴색, 
긴장감 약화, 시대적 한계’로 지적하기보다, 오히려 박씨가 자신을 대하는 

주변의 태도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요컨대 그녀는 주변 인물들에게(기존에 추한 겉모습만으로 박씨를 평가

하고 기피하던 사람에게) 경종을 울리고 그들 스스로 반성의 목소리를 내

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박씨는 멸시받던 지난날의 상처를 이런 식으

로 치유, 보상받고 있는 것이다. 즉 작가는 단순히 변신 모티프로 가정 내

에서의 갈등이 모두 해소되고, 다른 사람들이 환영하는 인물로 ‘변화’했다

는 지점뿐 아니라, 기존에 자신을 ‘미물(허물을 벗는다는 표현이 마치 뱀과 

같은 미물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임)’ 취급하던 인물의 각성, 반성을 이끌고 

있다는 점을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국가 내 최고 권력자-위정자, 왕의 반성 유도

둘째, 박씨와 계화의 ‘연대’로 위정자(爲政者), 왕의 반성을 이끌어내고, 
상하 관계의 역전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장면이다.

실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자신들(일반 백성들)을 보호해줄 줄 알았던 조

정의 신하와 왕, 즉 위정자들은 잘못된 전술을 펼쳐 백성들을 사지로 내몰

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먼저 대피하거나 적군에게 굴욕적인 모습을 보이면

서까지 목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박씨의 신이한 행적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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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익히 경험하였으면서도, 계속해서 간신 김자점의 말에 현혹되어 결국

은 중요한 순간에 박씨의 충고를 듣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소

설 속 위정자들은 박씨(계화)의 말을 듣지 않아 실제 사건과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패하고 굴욕적인 상황을 겪게 된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굴욕적 상황에서 박씨와 계화의 능력은 

더욱 부각되고, 적장과 그들의 말을 듣지 않던 아군까지 그들의 능력을 인

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

김자점이 발연변색(勃然變色)하고 “제신(諸臣)의 말이 그르오이다. 북

적이 경업에게 여러 번 패한 바 되었사오니 기병할 수 없사옵고, 설사 기병

하여 온다 하여도 북으로 올 수밖에 없사오니, 만일임경업을 패초하였다가

호적이 의주를 쳐 항성(降城)하면 그 세(勢)를 당치 못하며, 국가흥망이

경각(頃刻)에 있을지니, 어찌요망한 계집의 말을 듣고 북방을 비우고 동을

막으리까. 이는 나라를 망할 말이니 어찌 지혜 있다 하오리까.”24)

용골대가 아무리분한들 어찌하리오. 마음에 탄복하고, 조선도원수 김

자점을 불러, “너희, 이제는 내 나라의 신하라. 내 명령을 어찌 어기리오.”

김자점이 황공하여, “분부대로 거행하오리다.” “네군사를몰아 박부인과 계

화를 사로잡아 들이라.”하는지라. 김자점이 황겁하여 방포일성에 군사를몰

아 피화당을 에워싸니 <…> 박씨가옥렴을 드리우고, 좌수(左手)에옥화선

을쥐고 불을 부치니, 화광이호진을충돌하여, 호진장졸이항오(行伍)을

잃고 타 죽고 밟혀 죽으며, 남은 군사는 살기를 도모하고 다 도망하는지

라.25)

또한 비록 지금은 현실의 굴욕적 패배를 온전히 다 바꿀 수는 없으나, 

24) 김기현 역주, 앞의 책, 1995, p.201, 밑줄은 필자.

25) 김기현 역주, 앞의 책, 1995, p.211,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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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행인 것은 앞서 박씨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종국에 그들 역시 박씨

(계화)에게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었음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상(上)이 박씨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백 번뉘우쳐하사, 탄식하며,

“슬프다, 박부인의 말대로 하였으면 오늘날 어찌이 지경을 당하였으며, 만

일 박부인이남자 되었다면 어찌호적을두려워하리오. 이제 박씨는 적수단

신(赤手單身)으로집안에 있어호적을승전하며호장을꿇리고, 조선정기

(精氣)를 생생케 하니, 이는 고금에 없는 바라.”하시고, 무수히 탄복하시며

절충부인(折衝夫人)을 봉하시고 만금을 상사하시며, 조서(詔書)를 내려

‘박씨 자손을 벼슬 주고 천추만대에 유전하라.’하사26)

이처럼 <박씨전>에서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들을 사지로 내몰고 그 어떤 

반성도 없던 인물들을 꾸짖고, 그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독자들은 대리만족, 위안을 느꼈을 것이다. 조정의 최고 통치자이

자 관료들이 이 전쟁의 실패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직접 고백하고 이

에 대한 용서를 규중 여인 박씨, 더 나아가 그의 몸종 시비 계화에게 하고 

있는 지점은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현실에서는 겪지 못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을 것이다. 특히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용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별호를 내리는 등 그들의 능력을 온전히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박씨는 ‘절충부인’으로, 계화는 ‘충비’로 봉하여 영웅적 업적에 대

해 두 인물을 함께 대접해주고 있음이 이를 대변한다.

“대저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남녀를 물론하고 재덕(才德)을겸비하기 어

26) 김기현 역주, 앞의 책, 1995, pp.214-217,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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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거든, 박씨는 일개 여자로 비단 재덕뿐 아니라 신기한 기략이나 묘책이

제갈량과 방불해 천고에 드문 일이라. 가히 아깝기는 하나 여자로서 이런

재주를 가짐은희한한 일이요, 이는 조선국에천의(天意)가 이러하기로특

별히 드러내지못하고 대강의 전설로 기록하게 되니 가히 한스럽지않으리

오. 이후 계화도 이 승상 부부의 삼년상을 극진히 받들고 우연히 병들어

죽으니, 나라에서 사연을 듣고 장하게 여기사 충비(忠婢)로 봉하시니라

.”27)

이는 그들의 능력을 단순히 말로만 치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렇듯 전쟁의 굴욕을 되갚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에게 다음과 같은 

포상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어,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영웅 서사의 종

점28)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3. 적대국-청나라 사람들과의 관계 역전

셋째, 조선에 큰 굴욕을 안긴 청나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관계 역전이 

일어나는 장면에서도 ‘박씨’는 항상 ‘계화’와 함께 하고 있다. 
우선 ‘박씨와 계화’의 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호국공주와 기홍대’29)에

게 조선 백성들의 힘(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실제 체험했던 전

쟁의 아픔을 설욕하고 승리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27) 동국대학교한국학연구소 편, 앞의 책, 1976, p.421, 밑줄은 필자.

28) 결국 영웅 서사의 하이라이트는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주인공이 자신이 가진 타고

난 능력과 더불어 주변 인물들의 도움으로 마침내 영웅, 위인으로 추대 ․ 인정받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29) ‘호국공주와 기홍대’ 역시 수뇌부(계획하는 자)와 실천하는 인물(행동하는 자)로 동

일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는 그들의 활동 영역과 고유한 이름의 유무(有無)가 ‘박씨

와 계화’의 관계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자세

히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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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즉 각 나라의 지략가라 할 수 있는 박씨와 호국공주의 예지력 대결에

서도 박씨가 승리하고, 그들의 동반자이자 또 다른 자아30)라고도 할 수 

있는 계화와 기홍대의 대결에서도 계화가 크게 승리하여 기홍대는 그 앞에

서 죽음(자결)으로 쓸쓸하게 퇴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장면은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실제로 굴욕을 선사한 

적장(敵將) 용골대에게까지 적용되어 그를 무릎 꿇리고 관계의 전복이 일

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여기에서도 박씨와 계화의 연대

가 두드러진다. 우선 박씨는 자신을 죽이려고 청나라에서 넘어온 용골대의 

동생 용울대를 계화를 통해 처단함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겪은 굴욕적 사

건을 그대로 되갚아주고 있다. 

용골대가 더욱 분기대발하여 칼을 들고 달려든즉, 명량한 천지가 도로

자욱하며 무수한 신병(神兵)이 도로엄살하니, 호진장졸이 감히손을 용납

지못하더라. 문득나무속으로부터한 여인이 나와 크게꾸짖기를, “무지한

용골대야, 네아우가 내손에죽었거늘, 너조차죽기를 재촉하느냐?” 골대

가 대로하여 꾸짖기를, “너는 어떠한 계집인데 장부의 마음을 돋우느냐?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거니와 네 나라의 화친언약을 받았으니

이제는 너희도 다 우리 나라의 신첩(臣妾)이라. 잔말 말고 바삐 내 칼을

받아라.” 하니 계화가 들은체아니하고 대매(大罵)하기를, “네동생이 내

30) 계화는 보통 박씨의 절대적 조력자이자 대리인이라고 표현되어 왔다.(김선영, ｢박씨

전의 교육 방안 연구-작품 구조와 주인공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2009, p.20; 박송희, ｢한중 여성영웅소설에 나타난 여성의식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117 참조.) 한편 계화를 박씨의 ‘분신’으로 정의

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계화는 박씨의 시비이다. 그러나 계화는 단순한 시비가 아

니다. 계화는 가정에서는 박씨와 세상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이며, 전쟁에서는 박씨를 

대신하여 호군의 장수를 무찌르는 박씨의 분신이다.” 김영권, 앞의 논문, 1999, 

p.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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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에 죽었거니와, 너 또한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어찌 가소롭지 않으리

오.”31)

박씨가 또 계화를 시켜 외치기를, “너희 일양 그리하려거든 내 재주를

구경하라.” 하더니, 이윽고 공중으로두줄기 무지개일어나며, 모진비천

지뒤덮게 오며, 음풍(陰風)이 일어나며, 백설(白雪)이 날리며, 얼음이얼

어호군중 말 발이땅에 불어촌보(寸步)를옮기지못하는지라. 그제야호

장들이 황겁하여 아무리 생각하여도 모두함몰할지라. 마지못하여호장들

이투구를벗고창을 버려, 피화당앞에 나아가꿇어 애걸하기를, “오늘날

이미 화친을받았으니, 왕대비는 아니 모셔갈것이니, 박부인덕택에살려

주옵소서.”32)

독자들은 기존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박씨’라는 존재가 이렇게 주

변인물에게 사과를 받아내고 비로소 자신의 능력을 오롯이 인정받고 있다

는 점에서 대리만족, 희열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과가 비단 

‘박씨’뿐만 아니라 그녀의 시비 ‘계화’에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도 특정 신분, 나이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 ‘천대받던 백성, 소외자, 피지배

계층’이 ‘전쟁 책임자’들에게 사과를 받는 것으로 읽혀 더욱 많은 사람들에

게 사랑받았던 것이라 판단된다. 즉 조선의 왕(인조)이 청나라 황제에게 

굴욕적 행위를 겪은 ‘삼궤구고두(三跪九叩頭,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

를 조아리는 것)’를 비슷하게 재현하면서도 호군 용울대가 조선의 미천한 

신분의 여인 계화에게 죽음을 맞는 장면이나, 그의 형 ‘용골대’(청나라의 

대표 장수)가 직접 찾아와 박씨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결국 항복을 선언하

는 이 장면은 가히 <박씨전>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 장면이라고 

하겠다.

31) 김기현 역주, 앞의 책, 1995, pp.208-211, 밑줄은 필자.

32) 김기현 역주, 앞의 책, 1995, pp.212-213,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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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역사적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되, 이러한 상황을 몰고 온 인물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도록 하는 것이

다. 또한 이 부분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점은, 가상 인물을 각 

계층의 여성 인물로 구분하여 ‘지략을 짜서 전쟁의 굴욕을 되갚는 박씨’ 
이외에도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적 여성상’을 

‘계화’라는 인물을 통해 표현하고 있음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이는 비단 ‘박씨-계화’ 관계를 주종 관계로 치부하고 넘어가거나 박씨라

는 인물의 영웅성에 주목하고 끝낼 문제가 아님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박
씨’라는 여성 영웅과 더불어 그의 욕구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계화’라는 

인물을 함께 살필 때 진정한 주제의식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이 작품 통해 독자들은 ‘박씨’라는 인물의 영웅성에 주목하면서도 동시에 

박씨를 돕는 ‘계화’에 가탁하여 작품을 향유했을 가능성이 있다.33) 그리고 

그것은 신분, 상황에 따라 누군가는 ‘박씨’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계화’
가 되기도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연대’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Ⅲ. 박씨를 둘러싼 다양한 여성들의 의미

<박씨전>은 현실 속 병자호란의 패배를 뒤집어 민중의 참담한 심정을 

33) <박씨전> 이본 현황(방각본 부재)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작품의 주요 독자층이 ‘사대

부가문의 여성 독자’였을 가능성(장효현, 앞의 논문, 2002, p.201; 박양리, 앞의 

논문, 2015, p.136 참조)은 부인할 수 없으나, 방대한 이본 수로 보았을 때 전승 

과정에서 규방 여성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향유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층에 앞서 작가의 여성 의식이 특별 계층의 여성만 의식한 것이 

아님을 작품 곳곳에서 살필 수 있다. 이에 대해 Ⅲ장에서 하나씩 논증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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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하고 민족적 자존감을 높이는 동시에, 주인공 ‘박씨’의 환상적인 모습

들을 통해 독자들에게 대리만족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그런데 여기서 

박씨가 보여주는 환상적 모습 옆에는 항상 또 다른 여성들이 함께 등장하

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얼핏 박씨라는 주인공에 가려져 그 역

할이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상 각자 제 역할을 하고, 제 목소리를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34) 이에 본 장에서는 박씨와 계화를 비롯해 <박씨전>에 

나타난 다양한 여성 인물 형상화를 살펴 그들의 독자적 의미는 무엇이고, 
이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결국 작가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바는 무

엇인지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

1. 박씨를도와일을성사시키는동반자 ‘계화’-상하전복의희열

우선 ‘박씨’와 항상 붙어 있으며, 주인공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하는 ‘계
화’라는 존재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박씨와 계

화는 동반자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어떤 행동을 할 때 항상 짝이 되

어 일을 성사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둘은 각자가 가진 신분, 능력의 

차이로 활동 무대(행동반경)와 역할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박씨와 계화는 활동 무대(행동반경)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34) 일찍이 선행 연구에서도 <박씨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여성들의 활약상을 주목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박씨와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독특한 여성들의 모습이라 통칭되어서 이야기될 뿐

이었다.(“이 밖에도《박씨전》은 봉건적 남존여비 시대에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하

여 여성의 위치를 제고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신선

의 딸인 박씨와 시비 계화(桂花), 명견만리하는 호왕후와 여자객 기홍대(奇紅大) 

등 이 작품에서는 가히 여인 천하라 할 만큼 여성들이 남성보다 우위에 있어 이색적

이다.” 김기현 역주, 앞의 책, 1995, p.137.) 하지만 박씨를 둘러싼 이 여성들은 소위 

국가, 신분, 나이 등 모든 면에서 차이가 있는 인물들이며, 주인공과 동일 선상에서 

논의하기에 이질적인 경우가 많아 이들을 분리해서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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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맡은 역할(능력)의 차이를 의미하기도 한다. 박씨의 활동 무대는 

집안 내의 ‘피화당’이라는 제한적 공간인 반면, 계화의 활동 무대는 가장

(家長), 조정 신하, 왕, 적장(敵將)이 있는 곳 어디든지 직접 대면하고 있어 

활동 영역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양반집 

부녀자와 시비(侍婢)라는 신분적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일 수도 있

지만, 작품의 세부 짜임을 살펴보면 이는 다분히 작가의 의도적인 구성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않던 남편, 왕, 간신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는 부분에서 왜 박씨는 정작 전면에 나서지 않는지를 생각해볼 필요

가 있는 것이다. 이는 작품 전반의 서사 구성, 즉 사실과 허구의 적절한 

배치로 환상성을 가미시킨 것을 여성 주인공의 인물 형상에서도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판단된다. 사실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조해줄 줄 알았던 왕

과 지배층의 남성들은 자신의 안위를 가장 먼저 생각했으며, 결국 왕과 관

료들은 살아남고 결국 전쟁에서 피해를 당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힘없

는 백성들이었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한때 미물, 추녀, 기피의 대상이었

던 ‘박씨’가 상층 인물들을 계몽시키고 반성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차

적으로 대리 만족을 느끼고, 여기에 더해 미천한 존재이지만 위기 시 박씨

를 대신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계화’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환상 속에서 일

어날 법한 일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외적으로는 박씨 부인이 집안 내 피화당이라는 공간, 즉 한정된 갇혀있

는 공간에서 지략을 짜지만 막상 현실 세계에서는 집 밖을 나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에 비해 계화는 행동하는 여성으로 박씨 부인의 지략을 

남편 이시백, 왕, 이웃 적장에게 직접 공표하고 있는 인물로 표현되어 있다. 

율대 혼백(魂魄)을잃어 어찌할줄모르더니, 방 안에서 한 여인이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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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고 나오면서꾸짖기를, “너는 어떠한 도적인데, 이러한 중지(重地)에 들

어와죽기를 재촉하느냐?” 율대가합장배례(合掌拜禮)하며, “귀댁부인이

뉘신지 아지 못하거니와, 덕분에살려주옵소서.” 대답하기를 “나는 박부인

의 시비거니와, 우리 아씨 명월부인(明月夫人)이 조화(造化)를베풀어 너

를 기다린 지 오랜지라. 너는 극악(極惡)한 도적이라. 빨리 목을 늘이어

내 칼을 받아라.” 율대가 그 말을 듣고 대로하여, 칼을 들어 계화를 치려

하되, 경각에칼든팔이힘이 없어놀릴 길이 없는지라. 하는 수 없어 하늘

을우러러 탄식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만리타국(萬里他國)에 대공

(大功)을 바라고왔다가, 오늘날 조그마한 계집의손에죽을줄어찌알았

으리오.” 계화가 웃으며, “불쌍코 가련하다. <…> ”35)

이는 외적 모습뿐만 아니라 작품 내적(주제적)으로도 매우 유의미하게 

해석될 수 있는 지점으로, 가장 말단 여성(몸종)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른,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자, 전쟁에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하는 인물, 적장’에
게 사죄의 말을 듣거나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면은 전쟁에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던 인물들이 오히

려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상하 전복의 희열을 제공

하는 부분이라 해석할 수 있다. 

2. 적대자 ‘호국공주와 기홍대’ 설정
- 국가, 신분 구별 없는 다양한 여성 활약상

이처럼 박씨와 계화의 관계를 연대․공생하는 관계이자 각자 제 역할이 

뚜렷한 인물로 논의할 수 있다면, 이러한 관계는 ‘호국공주와 기홍대’에게

도 그대로 나타난다. 즉 ‘호국공주’는 자신의 나라(청)에서 기홍대, 용홀대 

35) 김기현 역주, 앞의 책, 1995, pp.205-207,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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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보내며 전략을 짜는 인물이라면, ‘기홍대’ 등은 실제로 활동 범위의 

제한 없이 조선으로 넘어와 계화(박씨)와 직접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사실상 <박씨전>에는 ‘박씨, 계화, 호국공주, 기홍대’라는 

네 명의 주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물끼리 엮

어 보면 ‘박씨-호국공주’, ‘계화-기홍대’ 두 부류의 여성들로 분류할 수 있

다. 그렇다면 박씨, 호국공주가 이 작품에서 가지는 또 다른 공통점은 무엇

이 있을까. 그녀들은 사실 집안에서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거나 크게 주목

받지 못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이들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때가 찾아

오니 바로 국가에 위기가 닥쳤을 때이다. 즉 이웃 국가와의 전쟁 때 임금 

곁에서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충언하는 인물이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특별

한 능력을 가진 여인들이다.36) 그녀들은 항상 몇 수 앞을 내다보며 위정자

들(김자점, 용골대 등)이 임금의 눈과 귀를 닫을 때에도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임금과 그 신하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인물이다. 즉 

그녀들은 나라는 다르지만 주로 지혜를 발휘하고 선험적 능력이 탁월한 

여성들이다.
사실 이 부분에서 <박씨전>의 뚜렷한 여성의식을 엿볼 수 있다. 그는 

국가, 신분, 나이 구별 없이 전쟁 상황에서 다양한 인물이 활약할 수 있음

을 여성들의 참여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국가적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

법은 이렇듯 성별, 계급 구분 없이 다양한 인물이 활약해야 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실제로 <박씨전>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작품이라는 점

36) “이때에 호왕(胡王)이 조선을 도모(圖謀)하고자 하여, 만조제신(滿朝諸臣)더러 왈 

“우리나라에 조선장수 임경업을 당할 장수가 없으니, 어찌 하면 좋으리오?” 중전왕

비(中殿王妃)는 앉아 천리를 보며 서서 만리를 보는지라. 호왕께 여쭈되, “요사이 

천기(天機)를 보니, 조선 장안에 신인(神人)이 있어 비쳤으니, 임경업이 없더라도 

도모키 어려운지라. 청컨대 이 신인을 없애면 경업은 두렵지 아니하여이다.”(김기현 

역주, 앞의 책, 1995, p.189, 밑줄은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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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실존인물 ‘용골대’를 포함하여, 그의 남동생 ‘용홀대’만을 적대자로 

설정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들에게 전반적인 작전 지시를 내리고 호령하

는 인물로 ‘호국공주(또는 호왕의 중전)’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의식이 두드러진다. 또한 여기에 더해 ‘박씨와 계화’의 관계와 동등한 설정

(연대 관계, 동반자)으로 ‘호국공주와 기홍대’를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우연이 아니며, 작가가 여성 인물들을 통해 말하고 싶은 바가 뚜렷이 

있었음을 이처럼 구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병자호란에서 실제로 

활약한 적군 용골대를 작가가 이미 알고 있으며, 이를 작품 속에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렇듯 새로운 여성 인물을 설정했다는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즉 계화의 존재를 눈여겨봐야 하는 것처럼, 호국공주, 기홍대 

설정 역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수뇌부 역할을 하여 지략

을 짜는 인물과 실제적으로 적군 앞에 나아가 행동하는 인물을 ‘박씨와 계

화’로 그려냈듯, 이웃 국가에서도 ‘호국공주와 기홍대’라는 새로운 여성 인

물들을 대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여성들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가 의식에 힘을 보태는 것을 덧붙이자면, 작가는 이름

의 설정에서부터 그들을 철저히 대조적으로 그리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 작품에서 규방 여인의 이름은 특별히 부각되지 않고 ‘박씨’라고 

부르는 반면에, 그녀의 시비에게는 ‘계화’라는 고유한 이름을 부여하고 있

다. 일반적으로 규방 여성은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그가 

가정 내에서 맡은 역할(딸, 부인, 어머니)로 불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사실상 하층민들은 고유한 이름을 아예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였

다. 이처럼 <박씨전>에서 ‘박씨’는 자기 이름으로 잘 불리지 않던 양반집 

여인의 사정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

서 더욱 주목해야하는 것은 사실상 ‘박씨’보다 신분이 낮은 ‘계화’는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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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박씨의 조력자이자 사실상 전쟁에

서 실제적 역할을 하는 인물에게 독자적 의미를 부가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호국공주-기홍대’의 관계 및 이름 명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

고 있는 것으로, 작가의 의도가 명백히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박씨(박
소저)와 호국공주는 각각 성씨와 나라 이름과 성별을 드러내는 용어만 덧

붙을 뿐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달리, 한낱 이름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더 많은 하층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계화’, ‘기홍대’는 이름이 명확히 표현

된 것도 작가의 의도가 다분히 들어간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요컨대 작가가 병자호란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인물도 아니며, 아군과 

적장에서 이름을 날린(요직에 있는) 인물들을(이시백, 임경업, 김자점, 용
골대 등)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뿐만 아니라 허구의 여성 인물들을 

설정한 것 자체에 ‘여성 의식’이 짙게 배어있다고 하겠다. <박씨전>은 이

처럼 국가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남성들에 의해 모든 운명이 결정되는 

여성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략을 짜고 직접 행동하는 여성들을 배치함으

로써, 여성들의 활약상을 다방면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여성영웅소설

로서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박씨와 호국공주’는 현실적이면서도 탁월한 지략을 가진 

환상적인 여성 영웅이며, ‘계화와 기홍대’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쟁에 

직접 뛰어들어 행동하는 민중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들이 각각 

제 역할을 다하면서도 결국 ‘연대’하고 힘을 합해야, 목적을 이룰 수 있음

을(전쟁에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의미 있다. 이는 실제 전쟁 

상황에서 각자 자신만의 입장을 고수하고, 결정적일 때 중요한 결정을 미

루는 위정자들에 반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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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화당(避禍堂) 여성과 피로(被虜) 여성들의 대비
- 열린 결말, 희망적 과제 제시

마지막으로 <박씨전>에는 박씨의 도움 아래에 피화당에 숨어 있다가 국

가적 재난에 큰 화를 면한 양반집 부녀자들도 있지만, 전쟁이라는 소용돌

이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는 하층 계급 여성들의 모습까지 적나라하

게 그리고 있어 이를 함께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들의 관계는 ‘박씨와 계

화’, ‘호국공주와 기홍대’의 관계와는 또 다른 상황을 보여준다. 사실 ‘피화

당(避禍堂)’이라는 공간은 성속의 공간이자 대피처로 인식되면서, 전쟁통

에서 박씨라는 영웅의 힘을 빌려 큰 의미를 지니는 공간으로 작품에 등장

한다. 
우선 추녀이고 집안에서 무시당하는 존재였던 박씨가 어느새 탈피, 변

신하여 집안을 살리는 것은 물론 국가적 재난을 해결하는 방안을 내고 여

러 사람을 구했다는 점에서 ‘피화당에 숨은 여성들’은 박씨의 영웅성을 돋

보이게 하는 존재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대부분의 독자 역시 

자신들도 박씨와 같은 영웅의 출현에 피화당 속 여성들처럼 구원받기를 

갈망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장면에 덧붙여 작품 말미에 이런 해석으로 끝

내기에는 다소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한다. 
<박씨전> 후반부에 청에 포로로 잡혀가는 여성들(피로(被虜) 하층 여성

들)이 박씨를 향해 내뱉는 한탄 섞인 부러움의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작품 전반에 두드러지는 박씨의 영웅적 이미지와 대치되는 장면이라 

주의 깊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이미 화친을받았으니, 왕대비는 아니 모셔갈것이니, 박부인덕



<박씨전>의 여성 인물 형상과 그 영웅 서사적 가치 311

택에살려주옵소서.”하고 만단애걸(萬端哀乞)하거늘, 박씨주렴(珠簾) 안

에서 꾸짖기를, “너희들을 씨없이 죽일 것이로되, 천시(天時)를 생각하고

십분용서하거니와, 너희놈이 본디 간사하여범람(氾濫)한 죄를 지었으나,

이번은 아는 일이 있어살려 보내나니 조심하여 들어가며, 우리 세자 ․ 대군

을 부디 태평히 모셔 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내 오랑캐를 씨도 없이

멸하리라.<…> 호장들이 박씨께 하직하고 물러나와, 장안 물색(物色)을 거

두어 발행할새, 잡혀가는 부인네들이 박씨를 향하여울며, “슬프다, 박부인

은 무슨 복으로 이러하고, 우리는 이제 가면 생사(生死)를 모를지라. 언제

나 고국산천을 다시 볼까.”하며 대성통곡하는지라.37)

박씨가 청나라에 이길 방안을 왕에게 알려주지만, 그는 간신 김자점의 

농간으로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그리고 이렇듯 갈팡질팡하

는 임금에 의해 조선이라는 나라는 위기에 처하고 결국 그 피해를 오롯이 

받는 것은 어리고 힘없는 사람들과 하층 계급의 여인들이다. 그녀들은 한

편으로는 절반의 성공38)을 거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청나라에 볼모로 붙

잡혀가고 언제 고국으로 돌아올지 모르는 신세가 되어 박씨와 피화당39)에 

37) 김기현 역주, 앞의 책, 1995, pp.212-215, 밑줄은 필자.

38) 청나라 군사에게 굴욕 되갚고, 왕대비와 피화당 여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구

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 표현할 수 있다.

39) 피화당이라는 공간을 박씨라는 당신(堂神)의 성격을 지닌 인물이 좌정, 제향을 받는 

공간, 소망 성취 기원 공간으로 해석한 논의가 있다.(김나영, 앞의 논문, 2003, 

pp.214-215 참조.) 선행 연구와 마찬가지로 필자 역시 이 공간이 박씨라는 인물이 

자신뿐 아니라 다른 재상집 부인들까지 함께 보호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침

범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신성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음에 동의한다. 하지

만 이 공간이 곧 당집, 불가침 공간, 성역과 같은 범주에서 논의될 수 있는지는 약간 

의문이다. 이 공간에 박씨라는 인물을 ‘당신’으로 좌정시켰다기 보다(완전한 신적 

존재로 인정되는 불가침의 신적 존재라기보다) 오히려 그 공간을 발판으로 이제 현

실 세계에 직접 뛰어 들어야 함을 보여주는 ‘폐쇄된 공간, 결국 벗어나야할 공간’으

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즉 모순되지만 박씨라는 인물을 보호해주는 공간이지

만 동시에 그곳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공간은 아니라는 점에서 완벽한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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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던 여인들을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실제로 왕대비와 피화당에 갇힌 여성들은 박씨, 계화와 같이 살아남지

만, 그렇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는 여인들은 박씨를 보며 한탄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는 위정자를 비롯한 왕에게 전쟁의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지 못하고 최대한 은유적으로 박씨와 같은 상대적으로 높은 신분에 있는 

인물에게 불만과 부러움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피화당’이
란 공간에서 ‘박씨, 여성 영웅, 지혜로운 어머니40)의 보호를 받은 인물’이 

살아남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은혜로운 일이지만,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

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이때만큼은 박씨를 

같은 ‘여성’이라는 시각으로 보기보다, ‘신분’이 다른 지체 높은 양반집 여

인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여, 그를 향해 포로로 잡혀가는 하층 계급의 여

성들이 한탄 및 부러움을 함께 쏟아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 장

면은 지배계층에 대한 무능력함을 비판한 것41)이라 볼 수 있겠다. 결국 

공간, 성역은 될 수 없으며 ‘불완전한 공간’이다. 이는 작품 속에서 박씨를 비롯한 

조선의 힘없는 여성(백성)들이 아직까지 지배계층, 외부 국가의 적장으로부터 완전

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한 것을 통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40) “고전적 상상력의 전통에 기대어 설명해 본다면, 그녀의 뛰어난 역량과 전란의 전체 

판도를 읽는 안목은, 그에게서 ‘대모신(大母神)’의 이미지를 느끼게 해 준다. 전근대 

시기에도 여성은 어머니로서는 강력했거니와, 이 작품에서 박씨는 현실적으로 무력

한 모든 남성들의 ‘어머니’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박씨는 다른 여성영웅

소설들과는 달리, 남성으로 변장하지 않고 여성으로서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며 

여성의 능력을 과시한다.”(김균태, 정병헌, 서인석, 이승복, 신해진, 최귀묵, 앞의 

책, 2012, p.274.)

41) “당시 상황을 보면 정묘 ․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현실적인 국제질

서를 무시한 채 명분론에만 매달렸던 당시 집권층 관료들에게 있으며 또 무엇보다도 

그러한 조정의 논란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한 임금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상황에서 임금을 직접적으로 비판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또한 당대 권력을 잡고 있던 실존 인물들을 

거론하면서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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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된 판단으로 자신들을 이 위기에 빠뜨린 임금과 조정의 신하들을 향해 

내뱉는 원성의 목소리이다. 세자․대군42), 수많은 평민 여성은 끝내 청나라

에 끌려가는 수모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훗
날을 기약하는 결말을 맺고 있다. 

이는 실제로 남성 지배층의 무능력함, 전쟁의 폐해를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국 왕대비, 박씨를 비롯한 재상가 부녀들

(지배계층의 사람들)만 살아남는 현실을 풍자,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왕과 

지배계층의 사람들만 살아남고 전쟁의 폐해를 고스란히 겪는 것은 일반 

백성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분노, 억울함의 표현이다. 비단 박씨를 향한 원

망 같지만 결국은 왕족의 목숨만 우선 살리고, 많은 평민들의 목숨, 운명은 

뒷전으로 미뤘던 조선 지도층의 무능력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였을 가능

성이 크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원망의 목소리

를 들은 박씨의 반응이다. 피로(被虜) 여성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가 사실 

자신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박씨는 그들을 보며 3년 뒤를 기

약하고 훗날 그들을 구제할 것을 다짐한다. 그녀는 비록 천운, 국운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와 동시에 전쟁 속에서 자국(自國), 상대국가 할 것 없이 

무고한 생명(어린아이, 여성들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되는 일이 

상황에서 국가와 민족을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으로 작가가 지목한 인물이 바로 김자

점이었다.”(김미란, ｢朴氏傳 再考: 역사소설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고소설연

구 제25집, 월인, 2008, pp.188-189.) 필자는 김자점 뿐 아니라 지배계층 양반들

에 대한 비판을 이런 식으로 조선에 계속 살 수 있는 ‘박씨, 피화당에 숨어있던 규방 

여인, 왕대비’라는 인물들에 빗대어서 하고, 하층 계급의 사람들이 자기 신세를 한탄

하는 것으로 보았다.

42) 여기서 ‘세자와 대군’은 권력을 가진 자로 해석되기보다, ‘왕’과 대비되는 아직 ‘어린 

아이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힘이 약하고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들인

데 오히려 그들이 먼저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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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없도록 해야 한다는 의식을 내비치고, 훗날을 기약하고 있다.

박씨가 계화로 하여금위로하여 가로되, “흥진비래(興盡悲來)요 고진감

래(苦盡甘來)라 하니, 이 다천수(天數)니, 너무 서러워말고잘가 있으

면, 3년 후호국에 들어가 데려올 때 있을 것이니, 부디 세자 ․ 대군을뫼셔

잘있다가, 때를 기다리시오.”하니 모든부인이눈물을흘리며 가는 행색(行

色)을 차마 보지 못하겠더라.43)

박씨와 계화의 활약을 통해 전쟁의 난관을 헤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작가가 마지막에 이러한 인물들의 목소리를 덧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

은 지극한 현실의 반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전쟁이라는 큰 난관을 해결

하는 가장 큰 방법은 ‘연대’밖에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용도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필자는 이러한 박씨의 마지막 행동은 ‘갑작스러운 운명론적 태도

로의 전환, 전쟁의 폐해를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44)일수도 있지만, 그보

다 ‘독자들의 공감대 형성, 참여, 연대’를 이끄는 열린 결말로 이해하는 것

이 적합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미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여성 영웅의 지략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결국, 계화를 비롯하여 남

편 이시백, 조선의 왕을 포함하여 어느 계급, 성별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연대했을 때 이러한 위기(전쟁의 고통)를 극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

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또한 다소 여운을 남기는 미완의 결말을 보여줌으

로써, 비감(悲感)을 느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참여, 연대를 촉구하고 있

43) 김기현 역주, 앞의 책, 1995, pp.214-215, 밑줄은 필자.

44) 선행연구에서는 직접 용골대를 처단하고 실질적으로 조선에서 아무도 잡혀가는 사

람 없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었을 박씨가 갑자기 소극적이고 숙명론적인 

태도를 취하는 마지막 모습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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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자면 기존에 논의된 것처럼 <박씨전>을 통해 전쟁의 아픔을 전면 

치료했다거나, 그 누구보다 존경의 대상이 되는 단 한 명의 영웅을 이 작품

에서 보았다는 해석은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하지만 이 작품이 여성 영웅 

서사로서 여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지점은, 각자 처한 입장과 능력은 

다르지만 박씨라는 여성 영웅 곁에서 저마다 제 목소리와 역할을 해내는 

수많은 여성이 함께 그려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박씨를 필두로 한 여성

들의 활약으로 아직은 미완이지만 희망을 간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미래, 
훗날을 기약하는 ‘열린 결말, 희망의 서사45)’로 끝나는 점도 이 작품의 의

미를 더한다.

Ⅳ. <박씨전>의 여성 영웅 서사로서의 현대적 가치

우리는 현재 급변하는 사회를 살면서 기존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45) 박씨의 성격 변화, 오늘날의 패배를 교훈 삼아 우리가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의도적 결말이다. 독자들은 이 작품을 통해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

들이되, 자신들이 겪은 전쟁의 패착이 무엇인지 정확히 깨닫고, 동시에 허구의 인물

이지만 내 주변에 있을 법한 박씨, 계화와 같은 인물들의 활약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희망을 남겨 두는 이야기이다. 물론 선행 연구에서 해석한 것처럼 

이러한 절반의 성공, 강압적인 화친(언약), 굴욕적인 전쟁 패배, 포로로 끌려가는 

수많은 백성(특히 하층 여성들)을 그린 것이 역사적 사실까지는 완전히 바꿀 수 없

었기 때문이라 논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갑작스러운 박씨의 수동적 태도, 

미완의 결말을 이 작품의 한계로 지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는 작품 전체의 흐

름, 즉 남편, 위정자, 간신, 왕, 이웃 적장까지도 호되게 꾸짖던 박씨가 갑작스럽게 

천운을 운운하며 미래를 기약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한 명의 영웅적 인물의 탄생, 

노력만으로는 모든 백성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

한다. 결국, 이러한 결말은 국가적 위기를 다 같이 이겨내자고 제안, 참여 유도함으

로써 박씨의 영웅성, 신비함은 유지한 채 현실적 제안을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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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분 새롭게 뒤집고 인식 전환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한 시대

에 고전소설은 어쩌면 매우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로 치부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전(古典)의 가치는 ‘시대를 관통하는 의식을 담고 

있다는 것’과 더불어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숨어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46)

즉 고전문학을 고정된 시각과 주제로 공부한다면, 진부한 클리셰들이 

반복되고 결국 ‘권선징악’의 주제로 귀결되는 이야기라고 치부될지 모르겠

으나,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각에서 작품을 바라보거나, 혹은 

과거와 달라진 새로운 가치관으로 작품을 해석하면 얼마든지 생동감 있는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관점에서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

를 거둔 <박씨전>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었는

지 주목하고, 박씨 주변 인물들을 다시 꼼꼼히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박씨전>의 주인공 박씨의 변신, 외부 활동 등만 따지고 

보았을 때 보이지 않던 많은 부분의 유의미한 장면을 다른 여성 인물들과

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박씨전>의 작가는 병자호란의 굴욕

적인 패배를 있는 그대로 그리되, 특정 ‘성별, 계층’의 사람만으로는 이 전

쟁을 극복할 수 없으며, 박씨의 활약을 보여주면서도 주변 여성 인물과의 

연대를 통해, 전쟁의 폐해를 한 단계씩 극복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46) 문학의 효용은 비단 모범적 행동을 취한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교훈적 메시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

을 인지하고 ‘역지사지’를 실천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전 문학’은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당대 현실(시공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당대인들이 추구

한 이상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즉 무조건 오늘날의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길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또한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현재 우리는 어떻

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고전의 가치는 

여전히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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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에서 그 결이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으나, 여전히 <박씨전>은 

17세기 여성영웅소설, 역사군담소설로서 높게 평가47)할 수 있다. 즉 이 

시기는 전쟁이 빈번하고 결국 가족 간의 이합(離合)이 반복되면서,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결국 ‘국가, 성별, 나이’ 구분 없이, 약자들끼

리 서로 도와주고 연대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경

향이 짙다. 그리고 주인공을 도와주는 인물의 모습은 영웅(초자연적 존재)
의 모습보다는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혹은 이전에는 전혀 주목받지 못했

던 미천한 존재들)인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들 작품들은 전쟁의 

고통, 고난 속에서 희망을 노래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 이처럼 <박씨전>
에서도 그러한 인식이 이어져 ‘성별, 계급’ 구분 없이 즉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끼리 결국 연대하여야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참혹한 전쟁을 겪은 후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던 이들에

게 잠시나마 정신적 위안을 주고 ‘상층 계급의 반성, 굴욕적 패배의 전복, 
전쟁 승리’ 등 대리만족(희열)을 이끌어낸 것이 이 작품이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근본적 이유일 것이다.
결국 이 작품이 쓰인 궁극적 목적은 박씨라는 여인의 영웅적 일대기(고

난 극복 스토리)를 보여주고 이와 더불어,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박씨는 결코 갑작스럽게 수동적으로 

변화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안위만 챙기며 포로 여성들을 버리거나 외면

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작가는 이러한 열린 결말 통해, 나이, 성별, 계급 

구분 없이 많은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고, 훗날을 기약하고 있음을 볼 수 

47) 17세기에 나온 다른 군담소설, 영웅소설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많이 살펴볼 수 있다. 

일례로 <최척전>에서도 최척, 옥영 부부를 항상 죽음의 위기에서 구해주는 인물은 

적군 장수나 타국 상인이었다. 즉 이러한 작품들은 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

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연대, 협력, 인류애’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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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48) 즉 청나라로 끌려가는 피로 여성들을 통해, 박씨와 같은 영웅의 

지략과 더불어 계화처럼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연대적) 행위

가 늘어나면, 언젠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남겨둔 

것이다.49)

이로써 우리는 <박씨전>은 영웅 박씨와 그의 조력자 계화, 그리고 그들

을 둘러싼 수많은 당대 여성들의 목소리(욕구)가 함께 들어간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50) 요컨대 우리는 <박씨전>의 현대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당대 

여성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바를 제시하면서도 협력을 강조하는 ‘여성 연대 

영웅 서사’이자 ‘희망의 서사’로 이 작품을 재평가해야 할 것이다.

48) 소시민인 우리(계화, 피로 여성들과 같은 일반 백성들)도 영웅을 도와 전쟁에서 제 

몫을 할 수 있으며, 언젠가 자신도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는(각자 스스로 

위기를 극복하거나, 같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는) 희망, 소망이 담긴 

구조라 할 수 있다.

49) <박씨전>은 ‘박씨’라는 여성 영웅의 활약상이 주축이 된 이야기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박씨와 같은 우월한 리더가 있어야, 이 모든 연대, 협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고에서는 기존에 놓치고 있던 주변 여성 형상화까지 함께 살펴야, 작품의 

주제 및 박씨의 영웅성이 더욱 명확해진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논의를 진행하

였다.

50) <박씨전>은 이런 점을 살려, 고전문학의 활용과 현대적 가치의 재창출이라는 의미

에서 오늘날 영화 콘텐츠로 재창작할 수 있다. 예전에는 슈퍼맨, 배트맨 등 한 명의 

영웅 시리즈가 유행하였다면, 오늘날은 다들 조금씩 고유한 특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도 한편으로는 콤플렉스, 약점도 가지고 있는 소시민적 특성을 가진 인물들이 여러 

명 등장하는 영웅 이야기(마블社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 등)가 유행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수한 캐릭터(영웅)의 활약 속에서도 결국 그들이 각각 자신의 특기를 살릴 

기회가 한 번씩 주어지며, 결국 그들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건 그들의 ‘협력, 연대’ 

덕분이라는 이야기 서사구조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기 때문일 것이

다. 이는 비록 시안이라고는 하나, 한국 고전문학 작품에는 전형적인 인물 유형과 

시대감각에 뒤떨어지는 주제만 있다는 오해를 풀고, 조금 더 흥미롭게 작품을 찾아 

읽는 계기도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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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male Figures and Heroic Epic Values in <Park-ssi-Jeon>

Kim, Hae-jyung

The most dramatic portrayal of a female hero in Park-ssi-Jeon may 
be the main character Park, but  many other women are portrayed as 
well. Most important is the character Gyehwa who appears near Lady 
Park. Although Park is the leader who controls everything, the persona 
who actually meets people and  speaks and acts is Gyehwa. A paired 
relationship similar to that of Lady Park and Gyewha is that of Princess 
Hoguk and Ki Hong-Dae. The real-life Yonggoldae from  "the Manchu 
war of 1636" appears in the work, but she is included because the author 
wanted to show the activities of various women, regardless of their 
country, status, or age. The women who are taken prisoner near the 
end of Park-ssi-Jeon serve the same function. Although Park does not 
fully address the great difficulties of war, her solidarity with Gyehwa 
shows how they may be overcome.

Park-ssi-Jeon  previously has been interpreted as a story in which 
Park is finally recognized by her husband and king as a true hero. 
However, the actions and words of numerous characters surrounding 
Park, suggest that it is not a simple hero's epic. Instead, Park-ssi-Jeon 
is an open narrative that develops as Park acts in solidarity with her 
neighbors, creating their future together. Because it is  incomplete, it 
ends with hopeand the suggestion that a "perfect happy ending" may be 
possible through the solidarity of people fulfilling their own unique 
abilities. In this sense, Park-ssi-Jeon  is a precious asset that the world 
still needs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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