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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을 통해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개별성과 임의성을 지닌 자신

의 소망을 공공성과 보편성을 띄는 것처럼 압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폭력적으

로 대하는 것이다. 즉 ‘소망의 법칙화’라는 오류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착취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반사회성 성향의 인물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와 <서방질해도 열녀>를 문학치료학적 시각으

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와 <서방질해도 열녀>는 얼핏 보았을 때 공통점을 

찾기 힘들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공통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인간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관계

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방법 또한 범죄적 행동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두 설화의 공통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

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고 있듯 설화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서로 다

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에서 꾀쟁이 하인은 충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나가는 관계 맺기의 특성을 보여주지만, 설화 <서방질해

도 열녀>에서 아이는 세상의 법칙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살인을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관계맺기의 특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아직 설화의 인물이 맺는 인간관계의 특성을 통해 특정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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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특성을 서사적으로 보여준 것에만 그쳐 있다. 또한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들

의 유형은 위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형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

할 수 있다. 이후 논의를 통해 다른 유형들을 밝히고 더 나아가 이상심리의 서사적 

이해와 진단의 효용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주제어: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법칙, 소망, 소망의 법칙화, 반사회성 성격장애,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 <서방질해도 열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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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학자들이 ‘학제간의 융합’을 제안

한다. 이제 더 이상 학문의 세분화를 통한 정체성 확인이나 특정분야에 

대한 심화 연구만으로는1) 인문학의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에 역부족이며, 

진정한 학문적 성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보다 활발한 지적 교류가 이루

어져야 한다는 깨달음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2)

인문학의 현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에 더불어 문학 연구의 실용화 발

전을 추구하는 문학치료학에서는 “인간이 바로 문학이며 문학이 곧 인간”

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3) 문학치료학에서는 문학작품을 바라보는 방식

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문학작품을 

바라보고자 한다.4) 문학치료학에서는 문학작품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안에서 문학 작품이 생성되는 과정에 의의를 두고, 작품을 통해 인간 

문제의 해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5) 결국 문학치료학은 문학이 지닌 서

사의 힘을 통해 인간 문제에 대한 성찰과 해법을 얻고자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상심리학과 연계가 효율적이라 할 

1) 이러한 연구의 방식은 지식체계의 분류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과/이과의 구분

도 그렇고 이과는 자연과학/공학으로, 문과는 어문계열/인문계열로 나누어져 다른 선택

은 불가능하게 만들어 서로의 교류를 막아 실제로는 더욱 깊은 학문을 할 수 없게 만들었

다(고미숙, �나비와 전사�, 휴머니스트, 2008, 441쪽. 참고).

2) 이는 앎의 코뮌의 개념과 연결될 수 있다. 스승과 벗을 찾아가는 네트워킹을 멈추지 않

는 것, 그것이 곧 공부다. 근대 이전 배움터란 앎의 코뮌이었다. 코뮌이란 기성의 권력과 

습속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구성하고자 하는 이들의 자유롭고 창발적인 집합체 

혹은 네트워크를 말한다.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 꼬뮌에 접속한다는 뜻이었다. 

(고미숙, �호모쿵푸스�, 그린비, 2007, 81쪽. 참고)

3) 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 �문학치료연구�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250쪽.

4) 문학치료학의 서사는 ‘인간관계(人間關係)의 형성(形成)과 위기(危機)와 회복(回復)에 

대한 서술(敍述)’로 정의된다. (정운채, ｢인간관계의 발달 과정에 따른 기초서사의 네 영

역과 <구운몽> 분석 시론｣, �문학치료연구� 제3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5, 7~36쪽.)

5) 이를 문학치료학에서는 작품서사와 자기서사 교호를 통한 치료적 효과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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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상심리와 문학의 교차지점은 인간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 때, 이상심리는 인간 내면의 문제를 유형화하여 치료의 대

상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반해, 문학은 인간 삶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

법을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호보완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미 

문학치료학에서는 문학의 치료적 효용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상심리와 연계된 문학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상심리에 대한 문학치료

적 임상을 보고하거나6) 특정 이상심리의 문학적 이해를 돕는 연구,7) 이

상심리를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을 연구한 논의가8) 활발하게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상심리에 대한 문학치료적 이해를 통해 서사

지도를 구축하려는 연구에9) 더하여 ‘분노’라는 특정 심리와 관련된 서사

지도와 관련된 논문들이10) 발표되어 이상심리에 대한 문학치료 가능성이 

6) 김혜미, ｢폭력서사의 진단 및 개선을 위한 문학치료 프로그램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

학위 청구논문, 2017; 성정희, ｢설화를 활용한 소아기 우울증 아동의 문학치료 사례 연

구 :<반쪽이>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2008; 윤미연, ｢ADHD 아

동을 위한 문학치료 사례 연구｣, �문학치료연구� 제9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08; 조은

심, ｢불안과 우울 증세에 대한 문학치료 사례｣, �문학치료연구� 제1집, 한국문학치료학

회, 2004; 조은상, ｢30~40대 기혼 여성의 우울성향 자기서사 연구 :설화에 대한 반응

의 문학치료학적 분석｣,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2009.

7) 정운채, ｢우울증에 대한 문학치료적 이해와 <지네각시>｣, �문학치료연구� 제5집, 한국

문학치료학회, 2006.

8) 강미정, ｢우울증 서사로 보는 <콩쥐팥쥐><상사뱀><고분지통>｣, �한국고전연구� 제16

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7; 강미정, ｢<거울 모르는 사람들>의 서사적 특성과 편집성 

인격장애｣, �고전문학과교육� 제15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8; 박재인, ｢영화 

<페이지터너>에 나타난 편집증적 특징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 �서사와문학치료� 제2

집, 서사와문학치료연구소, 2009.

9) 강미정, ｢연극성 성격장애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과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제

1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박재인, ｢양극성 장애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과 서

사지도｣, �문학치료연구� 제1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하은하, ｢정신분열증에 대

한 문학치료학적 접근과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제1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10) 분노와 관련된 논의들은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강미정, ｢분노 관련 설화를 통한 우울증 극복 가능성의 탐색｣, �고전문학과 교육� 제

22집, 2011; 권도영, ｢영웅이야기에 나타난 분노의 양상과 문학치료적 의미-〈아기장

수>, 〈이공본풀이>,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39집, 한국문학치

료학회, 2016; 김정애, ｢바람난 아내 이야기에 대한 두 개의 시선을 통해 본 분노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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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관련한 논의로 하은하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노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설화들을 탐색하

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또 다른 설화들을 통해 논의하고자 하였

다.11) 이 논의는 다양한 반사회적인 성향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데에 의

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연장선상에 있는 반항성 

장애를 보이고 있는 청소년의 사례를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분노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 논의도 있다.12) 실제로 청소년이 보이는 서사 유형을 통해 

작품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또한 앞선 선행연구에 힘입어, 개별적으로는 물론이고 사회적

으로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중심으로 설화를 살

펴보고자 한다. 반사회성 성향과 관련된 작품을 통해 반사회성에 대한 서

사적 이해와 더불어 반사회성의 서사적 유형화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

때 이상심리학에서 언급하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기본적인 특성을 기반

으로 하여 관련된 작품의 서사를 탐색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탐색된 

각 작품의 서사적 차이를 살펴보는 일은 반사회성의 서사적 유형화가 가

와 그 극복 가능성 ｣, �문학치료연구� 제3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김정희, ｢설

화에 나타난 형제간 분노의 문제와 그 해결 양상｣, �문학치료연구� 제31집, 한국문학

치료학회, 2014; 김혜미, ｢교사에 대한 학생의 분노서사와 분노 조절을 위한 서사지도 

설계-반항성 장애를 보이는 학생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31집, 한

국문학치료학회, 2014; 나지영, ｢편집성 성격장애와 관련된 분노서사에 대한 문학치

료학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제30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박재인, ｢강박성향

의 분노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아내 시험한 장자와 고분지통>의 강박적 분노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제30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방유리나, ｢우울증과 

관련된 분노서사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 �문학치료연구� 제30집, 한국문학치료

학회, 2014; 손영은, ｢배우자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서사와 해결 과정 탐색｣, �문학치

료연구� 제31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정운채, ｢분노에 대한 문학치료학적 접근

과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제14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0; 하은하, ｢반사회성 

성격장애와 관련된 분노서사와 분노조절 프로그램 개발 연구｣, �문학치료연구� 제30

집, 한국문학치료학회, 2014. 

11) 하은하, 위의 글. 

12) 김혜미, 앞의 글,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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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리라 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당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반사회

성 성격장애에 대한 정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고, 이 연구가 기반이 된

다면 실질적인 치료적 계획도 가능하리라 기대한다.  

II.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문학치료학적 이해

반사회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심리학에서 연구된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상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반사회성

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13) 첫째, 

13) MMPI를 검사하였을 때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

과 같다. (John R. Graham|, 이훈지 역, �MMPI-2 성격 및 정신병리 평가(제4판)�, 

시그마프레스, 2007, 98~99쪽.)

① 사회의 가치와 기준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② 거짓말, 

사기, 절도, 성적인 일탈행동, 알코올이나 기타 약물의 남용 등의 반사회적인 행동에 

연루될 수 있다. ③ 권위적인 인물에 반항하는 경향이 있다. ④ 소란스럽고 갈등이 많

은 가족관계를 영위한다. ⑤ 자신의 문제를 가족구성원들의 탓으로 돌린다. ⑥ 성취수

준이 부진하다. ⑦ 결혼생활에서 문제를 보인다. ⑧ 충동적이며, 충동을 즉각적으로 만

족시키려고 한다. ⑨ 행동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다. ⑩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한다. ⑪ 참을성이 부족하고, 좌절을 감내하는 능력이 제

한적이다. ⑫ 섣부르고 잘못된 판단을 하며, 위험을 무릅쓰는 경향이 있다. ⑬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배울 줄 모른다. ⑭ 다른 사람들에게 미성숙하고 유아적으로 보인다. ⑮ 

자기도취적이고, 자기 본위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⑯ 허세를 부리며 과

시한다. ⑰ 다른 사람들의 욕구나 감정에 둔감하다. ⑱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⑲ 호감이 느껴지고 괜찮은 듯 한 첫인상을 준다. ⑳ 인간관계의 깊이가 

부족하고 피상적이다. ◯21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22 외향

적이고 사교적이다. ◯23 말이 많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고, 정력적이며, 자발적이다. 

◯24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25 흥미의 범위가 넓으

나 행동의 방향은 불분명하다. ◯26 적대적이고, 화를 잘 내고, 반항적이고, 남들과 대립

하며, 고집이 세다. ◯27 비아냥거리며, 냉소적이며, 의심이 많다. ◯28 공격적으로 행동하

며, 여성의 경우는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 ◯29 곤란에 처하게 되면 죄책감을 느

끼거나 후회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 낸다. ◯30 정서적인 동요에도 압도되지 않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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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문제적 특징이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면 가족의 탓으로 돌리고 원망을 하는 경

향이 있으며,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가족이 지지하지 않아서 그러한 결과

가 나타난다고 생각한다.14)

두 번째로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활달하고 긍정적인 성

격인 것처럼 보이지만15)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것일 뿐 진정으로 다가가

진 않는다.16) 즉 내가 원하는 인간관계를 영위하려고만 하고 깊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또한 자신이 잘 못되었을 때는 남 탓을 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17) 

보인다. ◯31  때로는 슬픔이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며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한다. ◯32 

자신에게는 깊은 정서반응이 없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33 공허감, 권태감, 우울감

을 느낄 수 있다. ◯34 임상 장면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 혹은 수동-공격성 성격장애 진

단을 받기 쉽다. ◯35 더 불편한 것을 면하려는 목적으로 치료를 받겠다고 동의할 수 있

다. ◯36 심리치료나 상담의 예후가 좋지 않다. ◯37 치료를 조기에 중단하는 경향이 있다. 

◯38 치료 장면에서 지나치게 주지화하며,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14) 반사회성 성격장애자의 특징 중 가족 간의 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위의 책).

권위적인 인물에 반항하는 경향이 있다. 소란스럽고 갈등이 많은 가족관계를 영위한

다. 자신의 문제를 가족구성원들의 탓으로 돌린다. 결혼생활에서 문제를 보인다.

15)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에게 보이는 특성 중 특이할 만한 것이 있다면 부정적인 것만 있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사회성이 높을 경우 “호감이 느껴지고 괜찮은 듯 한 첫인

상을 주며,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말이 많고, 적극적이고, 모험적이고, 정력적이며, 

자발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다.”고도 나타나 

있다. 이는 반사회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꼭 나쁜 것만 드러내는 것은 아니며, 긍정

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위의 책 참고)

16) 이와 관련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기도취적이고, 자기 본위

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허세를 부리며 과시한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나 

감정에 둔감하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호감이 느껴지고 괜찮

은 듯 한 첫인상을 준다. 인간관계의 깊이가 부족하고 피상적이다. 다른 사람들과 따뜻

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외향적이고 사교적이다. 말이 많고, 적극적이고, 모

험적이고, 정력적이며, 자발적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똑똑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된다. 흥미의 범위가 넓으나 행동의 방향은 불분명하다. 적대적이고, 화를 잘 내고, 

반항적이고, 남들과 대립하며, 고집이 세다. 비아냥거리며, 냉소적이며, 의심이 많다. 

공격적으로 행동하며, 여성의 경우는 공격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한다.(위의 책 참고) 

17) 그런데 편집증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도 역시 남 탓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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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 생각하지 않고 즉흥

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동한다. 즉 계획성이 없고 때에 따라 

자신의 기분이 어떤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

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18)

이와 같이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들의 성향을 살펴보았을 때, 인간관계

에 있어서 문제를 나타내는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

로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에 부합되는지 상치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찌되었건 자신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머지 다른 사람

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모습도 보일 

수 있는 것이다.19)

위의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살펴보았을 때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의 

모습은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서사영역 중 자녀서사영역에서 문제가 나

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서사영역의 주안점은 ‘순응’이다. ‘세상’

이 정해 놓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에 따르는 것이다.20) 자녀의 입장

편집증적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남의 자신이 잘못되게 했다고 의심하는 것인 반면 반

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잘못된 것이 가족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

이 차이점일 수 있다. 그래서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남이 자신을 잘못되게 하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사람에게 자신의 심리상태를 행동적으로 보여준다. 

18) 이런 부분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자와 사이코 패스가 갈라지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

다. 사이코 패스는 반사회성 성격장애자에 비해 논리적이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 행동

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자가 보이이는 즉흥적인 성향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충동적이며, 충동을 즉각적으로 만족시키려고 한다. 행동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지 않는다.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행동한다. 참을성이 부

족하고, 좌절을 감내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다. 섣부르고 잘못된 판단을 하며, 위험을 무

릅쓰는 경향이 있다.(John R. Graham|, 앞의 책 참고) 

19) 이와 관련된 반사회성 성격장애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자기도취적이고, 자기 본위

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다. 

호감이 느껴지고 괜찮은 듯 한 첫인상을 준다. 인간관계의 깊이가 부족하고 피상적이

다.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비아냥거리며, 냉소적이며, 

의심이 많다(위의 책 참고).

20) 자녀서사 영역에서는 순응이 주안점이다. 그런데 순응이라는 주안점은 자녀의 위치를 

유념해서 추출한 것이다. 자녀로서 세상과 관계를 맺을 적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바로 

순응이라는 것이다. 누구에게 순응하는가. 일차적으로는 부모에게 순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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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세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

일 수도 있다. 즉 세상이 정해 놓은 것, ‘법칙(principle)’을 알려주는 사

람은 부모나 선생님인 것이다. 이때 부모나 선생님 또한 세상이 정해 놓

은 윤리나 도덕, 법률 등을 기준으로 법칙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

대를 하는 등의 폭력적인 부모에게 순응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윤리, 도덕, 법률에 기반하여 법칙을 제

공하는 부모나 선생님에게 따르지 않으며, 자신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모나 선생님 등, 권위자 탓으로 돌린다.

이 때 ‘법칙’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공공성

(公共性)’과 ‘보편성(普遍性)’이다. 공공성과 보편성은 공통적으로 누구나 

잘 될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을 서로의 동의하에 잘 지켜야 한

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21)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정한 것은 법칙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이다. 폭력적인 방식이든 거짓말을 쓰는 방식이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는 남녀서사영역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문학치료학에서 말하는 남녀

서사영역의 주안점은 ‘선택’이다.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소망을 이

루기 위해 선택을 잘 한다면 이는 남녀서사영역이 잘 발달되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22)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이 생긴다는 것

자녀서사의 주체는 자녀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차적인 순응의 대상이 부

모일 뿐이지 스승이 될 수도 있고 대자연이 될 수도 있다. 조직 사회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다. “자녀서사영역의 주체는 '나'보다는 '세상'을 

더 주목하고, '소망'보다는 '법칙'을 더 주목한다. 결국 '세상의 법칙'에 초점이 있는 것

이다. (중략) 자녀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관찰하

고 터득해야 순응을 잘 할 수가 있다”(정운채, 앞의 글, 2008, 264-265쪽.)

21) 김혜미, 앞의 글, 2017, 37쪽. 

22) 남녀서사의 주안점은 선택이다. 이 선택은 다른 사람의 선택이 아니고 나의 선택이다. 

자녀서사와는 에너지 방향이 다르다. 그리고 이 자녀서사의 순응은 순응해야할 것이 

매우 거대한 것으로 다가온다. 그러나 남녀서사의 선택은 선택해야할 것이 거대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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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시시때때로 바뀌고 즉

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행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남녀서사를 갖기에는 힘이 든다. 

이때 ‘소망’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바로 ‘개별성

(個別性)’과 ‘임의성(任意性)’이다. ‘소망’은 개인마다 바라는 것이 다르다. 

한 사람의 소망은 다분히 개인적인 것이며,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선택될 수밖에 없다.23) 반사회성 성

향을 가진 사람들은 임의성을 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양분하여 좋아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택하

지 않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24)

종합하여 살펴보면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을 이

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개별성과 임의성을 지닌 자신의 소망을 공공성

과 보편성을 띌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즉 ‘소

망의 법칙화’라는 오류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착취하

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25)  

다음 장에서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러한 서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

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반사회성의 행동적 특징까지 함께 가지고 있는 설

화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문학치료학적으로 반사회성 서사

를 진단하는 데에 기여를 하게 되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설화를 당시 사회적 맥락에서 보기 보다는 지금 현재의 관점에서 서

사의 주체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거대한 것으로 다가오면 선택할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거대한 것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정운채, 앞의 글, 2008, 

259쪽.). 남녀서사영역의 주체는 '세상'보다는 '나'를 더 주목하고, '법칙'보다는 '소망'

을 더 주목한다. 결국 '나의 소망'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위의 글, 265쪽)

23) 김혜미, 앞의 글, 2017, 38~39쪽. 

24) 이러한 선택 또한 즉흥적으로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25) 김혜미, 앞의 글, 2017, 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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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설화의 서사분석을 통해 본 반사회성 성향의 서사적 유형

1.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의 서사 분석과 반사회성의 연관성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는 하인이 상전을 골려먹다가 죽을 위기에 

처해지자 상전의 막내 딸과 결혼 한 뒤, 상전의 막내 딸을 제외한 가족을 

모두 죽이는 이야기로 끝난다. �문학치료 서사사전�에 따르면 설화 <꾀

쟁이 하인의 간계>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 18편 가량 전승된다. 줄거리

를 제공하면 다음과 같다. 

방학중이 상전의 과거 길에 마부로 따라 갔다. 상전이 술을 사오라고 시켰

더니 방학중이 술을 사오면서 술병을 이리 기울여 보고 저리 기울여 보는 것

이었다. 상전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방학중이 오다가 술병에 콧물을 빠뜨

려서 그런다고 하였다. 상전은 그 술은 너나 먹으라고 하였다. 상전이 이번

에는 떡을 사오라고 하였는데 방학중이 떡을 들고 오면서 들썩들썩 하는 것

이었다. 상전이 왜 그러느냐고 물으니 방학중이 머리의 이가 떨어진 것 같다

고 하였다. 상전은 또 너나 먹으라고 하였다. 상전이 서울에 도착하면 조심

해야 한다며 서울은 눈 뜨고 눈알을 빼 가는 곳이라고 했다. 방학중은 알겠다

고 하였다. 서울에 도착하여서 상전이 잠시 일 좀 보고 올 테니 말을 잘 보고 

있으라고 하였다. 그 사이 방학중은 주인의 말을 팔아버리고 돈을 챙겨 돌아

왔다. 상전이 일을 보고 도착하였는데, 말은 온데간데없고 방학중이 얼굴을 

가린 채 앉아 있었다. 상전이 어찌된 일이냐고 하니 방학중은 상전이 말한 대

로 눈알을 빼 갈까봐 무서워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고 했다. 견딜 수 없는 상

전이 방학중의 등에 이놈을 당장 죽이라는 글을 써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방

학중은 돌아오는 길에 만난 선비에게 말 판 돈을 조금 쥐어주며 자신의 등에 

적힌 글을 주인집 딸과 결혼시키라는 내용의 글로 바꿔 달라고 하였다. 집에 

도착한 방학중은 상전이 써준 글이라며 등의 글을 보여 주었는데, 상전의 가

족들은 이를 사실로 믿고 자기 딸과 혼인시켰다. 한참 후 상전이 집에 도착하

였는데 자기 딸과 방학중이 한 방에 있는 것을 보고 분하여 방학중을 죽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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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을 세웠다. 상전은 방학중을 조망에 넣어서 어느 연못가의 고목나무에 매

달아 놓고 술을 마시러 갔는데 나중에 와서 나뭇가지를 잘라 방학중을 수장

시키려고 하였다. 방학중은 고목나무에 매달려 있었는데 그때 지나가던 절

음발이 관포수가 왜 거기 있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방학중이 이 자리에 있

으면 절름발이도 낫기에 이렇게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관포수는 

그 자리를 빌려달라고 했다. 방학중은 돈을 받고 그 자리를 빌려 주었다. 나

중에 술이 취한 상전이 낫장대를 들고 와서 나뭇가지를 잘랐는데 결국 관포

수가 죽고 말았다. 방학중은 수중의 돈을 털어서 옷을 잘 해 입고 다시 상전

을 찾아갔다. 상전이 죽은 줄 알았던 방학중이 돌아오자 놀라서 어떻게 된 일

이냐고 물었다. 방학중은 용궁에 놀러갔다가 돌아왔다고 했다. 상전의 집안 

식구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들 용궁 구경을 하려고 연못으로 들어갔다. 한 

명, 한 명 들어가다가 마지막으로 방학중의 마누라도 들어가려고 하자, 방학

중이 잡더니 들어가면 죽는다면서 자기와 살자고 했다. 그래서 방학중은 상

전의 딸을 데리고 잘살았다.26)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에 주로 등장하는 인물은 상전, 방학중, 상

전의 딸, 관포수 등이다. 그중 설화 <꾀쟁이하인의 간계>의 이야기는 전

반적으로 상전과 방학중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인이 상전 

및 상전의 가족에게 대하는 행동 양상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주된 반사회

적 성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상전에 대한 복수’이고, 

두 번째는 ‘충동성’이다. 

먼저 확인하고자 하는 하인의 반사회적 행동 양상은 ‘상전에 대한 복

수’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에서 가장 두드러지

게 나타나는 것으로, 하인은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그에 몇 배가 되는 복

수를 상전에게 한다. 하인은 술을 사오라고 하거나 떡을 사오라고 하는 

심부름을 할 때 먼저 음식이 더러워졌다는 핑계를 대고 자신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꾀를 부린다. 그리고 하인이 먼저 말을 팔아먹고는 훔쳐갔다는 

26)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1�, 문학과 치료, 2009, 438~4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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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을 한다. 끊임 없는 거짓말은 반사회성 성향의 사람들에게 주되게 

나타나는 증상이다.27) 거짓말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자 하

는 행동양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상전과 하인 간의 관계에서 특이하다고 할 만 한 점은 둘의 관계

회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에서 상전

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의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상황으로 이야기

가 끝난다. 물론 하인의 행동을 시대상과 관련지어 ‘신분사회의 모순이 

극대화되는 조선후기의 사회상과 깊은 관련을 가질 것’이라는28) 해석으

로만 본다면 그의 행동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하인의 행동을 시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자칫 하인의 행동을 정

당화시키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조선시대의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

계> 향유자가 당시의 시대상 때문에 이 작품을 좋아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설화 속에서는 상전이 당시 부패한 양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

다. 때문에 시대상만으로는 하인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

가 따른다. 또한 시대상으로만 읽게 되면, 현재 신분관계가 나타나지 않

는 현대 사회에서 이 이야기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

다. 이에 하인이 인간관계를 맺는 양상에 대해 시대상을 제외하여 객관화

하여 보는 것이 필요하다.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에서는 하인인 방학중이 상전을 대할 때, 상

전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멋대로 행동한다. 신연우가 ‘하인이 세상과 

싸운다’고29) 표현한 것처럼 하인은 세상의 법칙에 전혀 기대거나 관심을 

갖지 않고, 나의 소망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즉 하인은 상대방과 관계 맺

는 방식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나 세

상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자기의 소망

27) Gerade 외, 이봉건 역, �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5, 265쪽.

28) 신연우, ｢‘상전 속인 하인’ 설화의 사회성과 신화성｣, �한국민속학� 제37집, 한국민속

학회, 2003, 114쪽. 

29)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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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법칙화하여 상전에게 적용하는 서사적 맥락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거리낌 없

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는 설화에서 딸과 결혼하는 부분을 통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하인은 상전 가족을 모두 속임으로써 상전 가족 

모두 보다 자신이 인식적으로 우위에 있음을30) 드러내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하인은 단순히 상전 하나 만을 골리지는 않는다. 설화를 살펴 보

면 하인은 아무 죄도 없고, 상관도 없는 관포수를 자신의 일에 끌어들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이 또한 하인이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전이든 누구든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람을 이

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고 이고 지고 젊은 부인은 뒷을 따라 오는데, 이 이놈이 지고 핑핑 걸

어간단 말이여. 그런데 땀은 흘린지라 걸음발이 느래갔고 지금 떨어지게 되

었어. 

“아야 너 잔 거가 잔 서라. 니 이름이 뭐시냐” 

그라고 항께, 

“예. 내 이름은 다먹으리요.” 

그라그든(청중 : 웃음) 

그래서 지금 아 어쨌든 이놈은 먹을 욕심이로 얼른 재를 넘어가서 잔 떡을 

잔 먹을 욕심이로 지금 지고 가는데, 뵐라(보일라) 말라 뵐라 말라 한데가 없

져서 지금 떡을 먹고 있어. 그랑께 안뵈. 젊은 부인이 볼 때. 그래서, 

“다먹어라! 다 먹어라” 그라고 부릉께, 

“예 먹습니다. 먹습니다.” 허고 지금……. 아이 젊은 부인이 친정을 갔든

가 시가를 갔든가 몰라도 떡짐을 떡이바지를 이고 가는데 와서 봉께, 빈동우

리만 있제 떡 한나없이 다 먹어부렀어.(청중 : 징한(징그러운) 놈이구만) (중략) 

아 그란데 거다 중들이 쓴 인자 저-그것이 고깔모자 같은 걸 썼던가 벗고 

30) 위의 글, 1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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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랑벗고 도복을 벗고 인자 이 목탁같은 그런 거 따악 놔두고서는 인자 저- 

한쪽으로 가서 인자 뭇할라(멋할라) 똥을 누먼 거기다 눌거이제마는 뚤래뚤

래하고 자리를 잡고 보는가, 어쩌는가 쩌-먼제 가서 똥을 눔시로, 

“단단히 잡아라.”그라그든, 그랑께, 

“예 걱정말고 대변보고 오잇시오.” 그랑께, 

“그나 저나 너 어디서 왔냐?” 그랑께, 

“둔저리서 왔소.” 

“니 이름이 머시냐?” 그랑께, 

“예, 내 이름 타고 달리리오.” 

그라그든. 똥을 인자 똥을 누눈데 이놈의 똥이 얼른 나온다마제 한정없이 

똥을 인자 누게 되었어. 

“대사님! 대사님!” 

“멋헐래.”

“나 도복 잠 입어 볼라우” 

“말아.” 

도복을 따악ㄹ 입고는 꽃갈모자 딱 씨고. 

“나 저 저 목탁 한번 들어보라우?” 긍께. 

“거기 둬라. 그것 손대는 거 아이다. 아무나 그것 손대는 거 아이다” 응 그

라그든. 

“아 들어보면 어쨌다우.” 아이 이놈이 탁 들고는, 

“나 말 한 번 타보라우?”그랑께 

“너 이놈 그 말 아무도 타는 말이 아이다.”

“앗 타면 타제, 쬐간 요리 잔 타고 잔 돌아댕기다 여기다 내가 잡고 있으면 

그만이제, 내가 어디를 가요?” 

그라그든, 

아이 이놈이 탁 집어타고는 채촉질을 하는데, 똥을 지금 절반도 못누었어. 

그런데 일어날 수도 없고 아이 긍께, 아 이놈이 거양 쇠쇠하이 내라강께(내

달리니까) 

“아 타고 달려라! 타고 달려라!” 이름 부른다고. 

“예, 나 가요.” 그러고는 기양 서울로 가부렀어. 아이 절에 있던 대삿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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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이라이 말이 없제, 도복이여 머 목탄이 있는 가 머 모가지에다 거는 그

런 머 구술이 있는가 행세를 못허게 되았어. 그러먼 인자 지게지고 오제.31)

또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하인은 상전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시킨다. 만약 신분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으려면 상전을 대하는 모습에서만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용인

된다. 하지만 인용문을 통해 보더라도 하인은 자신과 관계를 맺는 누구에

게나 같은 맥락에서 행동을 취한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에도 하인의 반

사회적 행동은 시대적 상황으로 정당화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에서 하인은 상전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이 된 상전과 그 이하의 모든 가족을 죽인다. 이 부분에서 가족 간의 문제

를 드러내고 있다. 가족을 자신이 함께 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임의대로 죽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하인의 가족 

관계는 현대 사회에서 가족부양의 결여 및 배우자와 자녀의 구타 등을 보

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한 기본적인 가족 관계를 영위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폭력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과도 연결될 수 있다.32) 

두번째로 확인할 수 있는 반사회적 성향은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

에서 하인이 상전을 골리거나, 타인을 골릴 때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일이 아니며 ‘충동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하인은 그 때 그 때 자

신이 원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

래할 지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 특징이다. 즉 하인은 계획성이 없고 자신의 기분이 어떤가에 따라 계

획을 달리 한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거의 없다.33) 

이러한 하인의 인간관계 맺는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반사회성이 높은 

31) 조공한, <중 속여먹은 머슴 놈>, �한국구비문학대계 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40-52쪽.

32)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09, 318쪽. 

33) 위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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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중 반사회성 성격장애자의 인간관계 맺는 양상과 유사한 지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은 DSM-IV-TR로 한다.34) 

15세 이후에 시작되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광범위한 행

동 양식이 있고, 다음 1~7의 항목 중 3개 또는 그 이상 항목을 충족시키

고, 8~10을 충족할 때 반사회성 성격장애라고 진단한다. 반사회성 성격

장애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특징

(출처: 권석만, �현대이상심리학�, 학지사, 2009, 318쪽 참고, 저자 정리)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에서 하인은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 항목 

중 1~7항목 모든 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하인과 같은 서사를 

가지고 있으면 반사회성 성격장애자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고도 말할 

수 있다. 또한 설화<꾀쟁이 하인의 간계>에서 하인의 인간관계를 맺는 특

징은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들 중 반사회성 성격장애자의 특징과 겹쳐지

는 것을 알 수 있다. 

34) 반사회성 성격장애의 진단기준은 다음과 같다(Gerade 외, 이봉건 역, 앞의 책, 265쪽.).

① 반복되는 범법 행위 ② 사기, 반복적인 거짓말 ③ 충동성 ④ 과잉흥분성과 공격성 

⑤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성 ⑥ 일정한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채무를 

청산하지 못하는 행동 같은 무책임성 ⑦ 자책의 결여 ⑧ 적어도 18세 이상 ⑨ 15세 이

전에 발생한 품행장애 증거 ⑩ 반사회적 행동이나 정신분열증이나 조증삽화 경과 중에

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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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화 <서방질해도 열녀>의 서사 분석과 반사회성의 연관성

설화 <서방질해도 열녀>는 과부가 된 형수가 밤마다 중과 몰래 만남을 

갖자, 어린 시동생이 중과 형수를 죽이고, 사람들에게는 열녀로 소문을 

내어 자신의 집안이 지속적으로 열녀 집안이 되게 했다는 이야기이다. 

�문학치료 서사사전�에 따르면 설화 <서방질해도 열녀>는 �한국구비문

학대계�에 18편 가량이 향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설화의 줄거리

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현풍 곽씨 집안에 열녀 정문이 많이 내려져서 어사 박문수가 사실 확인을 

위해 현풍 곽씨 집안으로 내려갔다. 박어사가 현풍 곽씨 집으로 찾아가니 어

린 아이와 과부가 된 형수 단 둘이 살고 있었다. 박어사가 하루 묵어가겠다고 

하니 아이가 허락했다. 박어사는 아이와 함께 방을 썼는데 아이가 밤에 나가

는 것이었다. 박문수가 아이를 따라가니 아이가 형수의 방을 엿보고 있었다. 

그런데 아이가 보니 형수가 어떤 중과 한 방에 있는 것이었다. 아이는 형수와 

중을 죽이고는 중을 연못에 버렸다. 그리고 아이는 형수가 자결한 것처럼 보

이게 해 놓았다. 다음날 아이는 마당에 나가서 울며 형수가 형님을 그리워하

다 절개를 지키기 위해 형님이 돌아가신 날 자결을 했다고 하였다. 나라에서

는 그 말을 듣고 곽씨 집안에 열녀각을 세워주었다. 아이는 열녀각을 받은 기

념으로 잔치를 열었는데 아이가 하인들에게 당부하기를 거지들에게 음식을 

절대 주지 말라고 일러두었다. 밤이 되자 아이가 또 방을 나서기에 박어사가 

따라 나섰다. 아이는 열녀각에 가서 불을 지르며 네가 무슨 열녀각을 받느냐

고 했다. 다음날 아이는 다 타버린 열녀각을 보며 어제 거지들을 대접하지 않

았더니 거지들이 불을 질렀다고 했다.35) 

설화 <서방질해도 열녀>에는 박문수, 아이, 형수, 중, 거지 등의 인물

들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주된 인간관계는 아이와 죽은 형수

35)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2�, 문학과 치료, 2009, 1677~16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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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박문수 등 어사 또한 설화에서 주로 등장하긴 하지만 관계에서 직

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형수와의 관계를 관찰자의 입장

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된 인간관계라고 보긴 어렵다. 이 때 시동

생이 형수를 대하는 행동은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획

적’이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자기 행위에 대해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로 형수에 대한 ‘계획적 살인’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설화 <서

방질해도 열녀>의 시동생과 형수의 관계에서 형수는 시동생에 의해 일찌

감치 죽어 그 관계가 끊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형수가 죽었음에도 

시동생과 형수의 관계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이어진다. 이 점이 바로 

이 설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이다. 형수에 대한 복수가 형수

가 죽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통해 그 특징

을 확인할 수 있다. 

권주(勸酒)를 하고 이래 서리(서로) 권고 자코(권하고 어쩌고) 술로 묵고 

둘이서 마 자는데,(중놈과 간부(姦夫)가 술을 먹고 자는데) 어떤 총객(총각)

이 하나 살푼살푼(가만가만) 오거등. 그래서, [소리를 죽여서] 딱 숨었다. [원

래의 소리대로 하여] 숨어가(숨어서) 있은께 커다란 식도(食刀)를 하나 가(가

져) 오거등. 식

도를 가 와서, 둘이서 자는데 마아 한 칼에 둘이를 찔러 직이(죽여). 그 여

자하고. [조사자:그 총각이?] 총객이. 여자하고 중놈을 한 칼에 둘로 찔러 죽

있어. 이래(이렇게 해) 놓고 나디마는(나더니만) 중놈으로 살금치(살그머니) 

은신(숨김)을 해 가이고(해서) 끋고(끌고) 나오디마는(나오더니) 저거(자기) 

짚삣가루[짚둥치]를 뜯어 가지고, 짚동을 맨들었어(만들었어). 이래 가지고 

살금시(살그머니) 수세하거등(숨기거등). 하디마는(하더니만) 방으로 다부

(다시) 드가더마는(들어가더니) 옷을 내(내어) 갖고 피를 말끔히 딲아. 말끔 

딲고, 저기 (저것이)저거 숙모라. 각시가[조사자:응, 죽은 각시가?] 죽은 각

시가 저거 숙모라. 딱고, 그 여자도 말큼(모두) 피로 다 딲아 놓이(놓으이) 죽

은 사람이 뭐굳어 놓이 피가 안 나온다 말이지. [조사자:그렇지] 다 딲아서 



128  문화콘텐츠연구 제14호

이래 (이렇게 해) 놓고, 옷을, 농을 디비가(뒤져서) 좋은 걸 한 벌 내가(내어

서) 어서 입히(입혀). 입히더마는(입히더니) 모가지(목)를 딱 홀치더마는(홀

치더니) 시루(시렁)에다 달아 매. 시루에다 딱 달아 매 놓고, 방에 피 흔적 없

이 해놓고, 마아 낱나이(낱낱이) 수세를 해 삐리고 나오거등. 그래서, ‘참 별

일이다. 그놈은 안 본 줄은 아는데.’ 그래 박문수가 안 가고 그 집에 있지.36)

위의 인용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아이는 밤마다 중과 형수가 함께 하

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죽일 만한 도구를 챙겨가서 죽인다. 그리고 피를 

닦은 후, 형수에게 새 옷을 입혀 시루에 매달아 놓고 자살한 것처럼 꾸며 놓

는다. 아이는 미리 계획적으로 살인을 준비해 두고는 이를 바로 실행한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설화 <서방질해도 열녀>에서 아이의 행동이 그리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조선시대의 시대상

과 연결 지을 수 있다.37) 당시 조선시대의 양반계층 여성들은 수절하는 

것이나 열녀가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은 

양반 여성을 징치하는 것은 그 당시의 윤리와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이

에 박문수가 아이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서 아이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열녀’가 되어야 하는, 세상의 법

칙을 따르려고 하고 있다.38) 당시 세상이 정해 둔 규칙은 과부가 된 양반 

36) 양또순, ｢장목면 설화20 <곽씨 집안의 열녀>｣, �한국구비문학대계 8-1�, 한국정신문

화연구원, 222~225쪽.

37) 그런데 열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조선시대의 모든 계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수

절은 일부 양반층 여성들에게만 요구된 윤리였다(고미숙, 앞의 책, 207쪽.).

38) 과부재가금지법(寡婦再嫁禁止法)은 1477년(성종 8) 7월에 시행된 법이다. 1404년(태

종 4) 재가나 삼가한 과부를 실행한 여자와 마찬가지로 녹안(錄案)하게 되었다. 1436

년(세종 18)부터는 재가·삼가녀의 자손은 사헌부·사간원·육조의 관원으로 등용하지 않

는 금고법(禁錮法)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삼가가 문제시되었다. 1477년 7월 과

부재가의 법적 규제에 관해 많은 논란을 거친 끝에 재가한 사족 부녀의 자손은 관리로

서 등용하지 않는다는 금고법을 입법, 시행하게 되었다. 이는 ≪경국대전≫ 이전(吏

典) 경관직조(京官職條)에 규정되었으며, 형전 금제조(禁制條)에는 녹안하는 규정을 

두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s://encykorea.aks.ac.kr/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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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절을 요구하여 열녀가 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는 형수에 대해 시동생인 아이는 불만을 품을 수 있고, 형수에 대해 대

외적으로 열녀가 아니라며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형수를 죽인 후 열녀로 만

들어 낸다. 이는 자신의 집안을 훌륭한 집안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것이었

다. 아이는 수절을 하지 않은 형수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과 양반 집안

에서 열녀가 나와야 한다는 두 가지의 세상의 법칙을 모두 실현하기 위해 

범죄적 행동을 서슴없이, 자책 없이 자행한다.39) 

또한 설화를 구연하거나 읽는 사람들이 작품에 나타난 아이를 긍정적

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아이가 종국에 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다. 설화 <서방질해도 열녀>의 또 다른 각편을 

살펴보면 아이의 사회적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그래 그 사람을 나라에 상소로 해 가지고, 나라에다가 인자 새로 인자 박 

어사가, “이 사람이 시근(識見)이 내보다도 낫은 사람이니 벼슬을 줘라.”

그래 벼슬을 줬어.40)

노인한테 물어 봐 가이고 이름 성명 적어 놓고, 적어 가지고, 그 서울로 올

라가서 그 총각을 불러 가지고 좋은 벼실(벼슬)로 주서,

“너거 가문은 참 좋은 가문인데, 너거 가문엔 효자 열녀가 안 떨어진다 하

이(하니) 너거 가문에 벼실을 준다.”고. 그래 벼실을 주서 벼슬을 하더라

요.41)

/Index, 검색일자: 2018.11.10.)

39) 발양형 사이코패스는 평소 기분이 명랑하고 활동적인 반면 다소 경솔한 성정을 지닌 사

람들로서 인격의 균형이 잡혀있는 경우에는 대개 유능한 직업인으로 평가받지만 쉽게 

흥분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한다(안성조, ｢사이코

패스의 범죄충동과 통제이론｣, �경찰법연구� 제6권, 한국경찰법학회, 2008, 200쪽.).

40) 박시원, ｢미천면 설화20, <현풍 곽씨 집안의 열녀>｣, �한국구비문학대계 8-4�, 

281-2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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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어사가 그 사람을 안동 고을에서 상장을 크게 ‘이 사람은 대인이머리로 

이래 써는 사램은.’ 그래 그 사램이 참 결국 비슬로 해가 잘 살더라다. 사람은 

젊은 사램이지만, 보통 사램이 아이다 말이야. 캐.42)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아이의 생은 성공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러한 결말은 향유자로 하여금 설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43) 설화의 결말은 ‘집안을 지키기 위해 열녀가 아닌 

사람은 죽여도 좋다’라는 자기 합리화를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다.44)

설화 <서방질해도 열녀>에서 아이가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합

리화’이다. 그런데 이 때의 합리화는 사회적 법칙을 추구한 것으로 보이

지만, 이를 위해서 또 다른 사회적 법칙을 어기고 있다. 바로 살인을 저지

른다는 점이다. 조선시대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큰 형벌에 내려질뿐더

러 가족 관계의 살인은 더욱 엄벌에 처해지도록 하고 있다.45) 그렇기에 

이 작품을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열녀라는 관념과 아이의 성공적인 모

습만 보고 논의를 진행해 나간다면,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에서 하인

의 행동을 시대상에 맞춰 해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반사회적 행동

에 대해 정당화만 시킬 뿐 그 이상의 논의로는 나아갈 수 없다. 또한 아이

의 성공은 사회적인 성공일 뿐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설화를 잘 살펴보면 아이는 세상의 법칙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한 번 

세상의 법칙을 어기고 있다. 아이는 자신의 소망과 열녀라는 개념을 일치

시켜 ‘집안을 지키기 위해 열녀가 아닌 사람은 죽여도 좋다’는 논리를 만

들어 낸 것이다. 결국 아이는 세상의 법칙을 지키려다 세상의 법칙을 어

41) 양또순, 앞의 글.

42) 예태명, ｢이북면 설화3, <박어사와 환갑잔치>｣, �한국구비문학대계 8-9�, 563-569쪽.

43) 김혜미, 앞의 글, 2017, 81쪽. 

44) 위의 글.

45) 이창한, ｢조선시대 형벌연구｣, �한국경찰학보� 제26집, 한국경찰학회, 2010, 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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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비논리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아이는 자기 합리화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있다.46) 

아이가 인간관계를 맺는 방식을 살펴보면, 형수와의 관계를 다시는 회

복시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이는 세계가 

요구하는 법칙인 ‘열녀’라는 관념에 너무 매달린 나머지 다른 관계를 파

괴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아이의 관계 맺기 방식이 옳다고 보는 

설화의 시선을 현재에 적용한다면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아이의 인간관계를 통해 아이의 반사회적 성향을 정리해 볼 수 있다.

철저하게 세상이 요구하는 법칙을 따르려고 하는 아이는 죄책감 없이 

범죄적 행동을 드러낸다. 특히 아이가 따르려고 한 법칙은 ‘열녀’라는 것

만 취사선택된 것이고, ‘살인’에 대한 법칙은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

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자신이 따르려고 하는 규칙 하에 옳고 그름을 철

저하게 구분하고 잘못된 것을 용서하려고 하지도 않고, 잘못된 것에 대한 

철저한 응징을 가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아이는 사회에서의 성공적 삶을 

영위할 수는 있었지만, 인간관계는 온전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파국

으로 이끌게 된다. 

설화 <서방질해도 열녀>에서 아이가 관계 맺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은 집안의 명성이다. 아이의 입장에서 자신의 집안은 대단한 양반 

집안인데 형수가 그것을 망치려고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집안이 

열녀 집안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시동생의 소망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시동생의 우리 집안이라는 전재는 지극히 개별성

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47) 아이는 우리 집안에 해가 되는 관계는 없

애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범죄적 행동을 거리낌 없이 자행

한다. 즉 자신의 집이 대단하다는 자기 존중감 때문에 아이는 형수를 죽

이고도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 것이다. 

46) 김혜미, 앞의 글, 2017, 74~81쪽. 

47) 위의 글,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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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자기 합리화는 아이의 관계 맺기 방식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

나는데, 이는 바로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에서와는 달리 철저히 계획

적이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화 <서방질해도 열녀>의 아이

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그 이면에서 사람들을 조정하고는 있지만 겉으

로는 정상인처럼 보인다. 이성적이며 자신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며 원

인이 무엇인지 잘 인식한다는 것이다.48) 

이러한 아이의 인간관계 맺는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반사회성이 높은 

사람들 중 정신병질자의 인간관계 맺는 양상과 유사한 지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49)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질의 진단은 <한국판 PCL-R>을 사용한

다.50) 20개의 정신병질에 관한 특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0, 

1, 2 중 선택하는데 이 때 0점은 ‘아니다’, 1점은 ‘아마도 어떤 면에서’, 2

점은 ‘그렇다’의 의미를 가진다. 총점의 범위는 0~40이며 30점 이상은 

정신병질 집단, 20~30은 중간집단, 20이하는 정신병질이 아닌 집단으로 

구분한다.51) 이와 같이 진단하는 정신병질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48) 위의 글, 74~81쪽; 안성조, 앞의 글, 199쪽.

49) 흔히 사이코패스라는 이름으로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식 번역 명칭은 정신병질

이다. 

50) PCL-R은 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의 약자이다. 진단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수정 외, ｢한국판 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의 구성 타당도 연구｣, �한국심

리학회지� 제23집, 한국심리학회, 2009, 59쪽.).

① 입심 좋음/피상적 매력, ② 과도한 자존감, ③ 자극욕구/쉽게 지루해 함, ④ 병적인 

거짓말, ⑤ 남을 잘 속임/조정함, ⑥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⑦ 얕은 감정, ⑧ 냉담/공

감능력의 결여, ⑨ 기생적인 생활양식, ⑩ 행동통제력 부족, ⑪ 문란한 성생활, ⑫ 어릴 

때 문제행동, ⑬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의 부재, ⑭ 충동성, ⑮ 무책임성, ⑯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 못 느낌, ⑰ 여러 번의 단기 혼인관계, ⑱ 청소년 비행, ⑲ 조건부 

가석방 혹은 유예의 취소, ⑳ 다양한 범죄력 

51) 이수정 외 2인, ｢한국판 Psychopathy Checklist-Revised의 구성 타당도 연구｣, �한

국심리학회지� 제23집, 한국심리학회, 2009, 5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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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신병질의 특징

(출처: Gerade 외, 이봉건 역, �이상심리학�, 시그마프레스, 2005, 265~266쪽, 저자 정리)

이러한 정신병질은 설화 <서방질해도 열녀>의 아이의 서사와 닮아있

다고 할 수 있다.52) 아이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된

다는 자기합리화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조정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

을 이루기 위해 힘껏 대응한다. 아이는 치밀한 계산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있고, 그 뒤에는 타당한 이유인 세계의 법칙이 있으므로 범죄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그러데 이와 비슷한 경우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는 양상을 보여

주는 설화가 있다. 이는 <과부 형수 개가 시킨 시동생>인데, 대외적으로 

성욕을 드러내고 있는 과부 형수에게 새로운 남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도움

을 주는 시동생의 이야기이다. 설화의 줄거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한 부자가 과부가 된 며느리와 작은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다. 하루는 이 

집의 사랑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부자가 작은아들을 시켜 형수 방에 있는 재

미있는 소설책을 가져오라고 시켰다. 작은아들이 형수 방에 들어가자 형수

가 시동생에게 동침을 하자고 졸랐다. 시동생은 욕을 면하기 위해서 기다리

고 있으면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형수 방

에 머슴을 들여보냈다.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형수는 시동생이 아닌 다른 남

자와 밤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고, 시동생은 형수와 종에게 재산을 나눠 주며 

52) 이 특징은 영화 <추격자>에서 연쇄살인범(하정우 역)이 여러 명의 여자를 죽인 후, 경

찰서에 와서 경찰이 “여자들 어디에 팔아 먹었어?”라고 묻자 연쇄살인범이 태연하게 

웃으며, “안 팔았어요, 죽였어요.”라고 말하는 부분과 연관하여 생각한다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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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가서 살라고 하였다.53) 

설화 <과부 형수 개가 시킨 시동생>과 설화 <서방질해도 열녀>의 이야

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서방질해도 열녀>에서 과부는 다른 사람과 관계

를 맺지만, <과부 형수 개가 시킨 시동생>에서의 과부가 된 형수는 시동

생과 관계를 하려고 하는 점이 다르다. 그러나 과부가 된 형수가 수절을 

하지 않고 형 이외의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점은 같다. 과부

가 세상이 정해진 규칙이나 규범을 어기고 남편이 아닌 새로운 남성과 관

계를 맺으려고 하는 점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며 문제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설화 <과부 형수 개가 시킨 시동생>의 시동생은 과부가 된 형수

를 이해하고 형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준다. 이에 시동생과 형

수의 관계는 파국으로 끝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세상이 정

하고 있는 법칙과 내가 원하는 것 등을 고려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원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서 시동생 개인의 성공 여부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설화 

<서방질해도 열녀>에서 아이와는 다르게 <과부 형수 개가 시킨 시동생>

의 시동생은 지나치게 이성적이거나 계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사회적

인 성공은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 세상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꿰뚫어 보고, 이를 착오 없이 시행시킬 수 있어야 수월하게 진행

될 수 있다. 그러나 <과부 형수 개가 시킨 시동생>의 시동생은 그렇게 행

동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진 않다. 반면 <서방질해도 열녀>와는 다르게 이 

설화에서는 시동생의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서방질

해도 열녀>와 대척지점인 동시에 이 설화의 중요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53) 정운채 외, �문학치료 서사사전 1�, 문학과 치료, 2009, 274-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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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고에서는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을 통해 반사회성 성격장애를 이해

하고자 하였다.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개별성과 임

의성을 지닌 자신의 소망을 공공성과 보편성을 띄는 것처럼 압력을 행사

하여 상대방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즉 ‘소망의 법칙화’라는 

오류를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착취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반사회성 성향의 인물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

와 <서방질해도 열녀>를 문학치료학적 시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설화 <꾀쟁이 하인의 간계>와 <서방질해도 열녀>는 얼핏 보았을 때 공통

점을 찾기 힘들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공통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바

로 인간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지 않

는다는 것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방법 또한 범죄적 행동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

는 것이 두 설화의 공통된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반사회성

이 높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인지하고 있듯 두 설화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았을 때

에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설화 <꾀쟁이하인의 간계>에서 꾀쟁

이 하인은 충동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나가는 관계 맺기의 특

성을 보여주지만, 설화 <서방질해도 열녀>에서 아이는 세상의 법칙과 자

신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자기합리화를 통해 살인을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관계맺기의 특성을 보여준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아직 설화의 인물이 맺는 인간관계의 특성을 통해 

특정 이상심리적 특성을 서사적으로 보여준 것에만 그쳐 있다. 또한 반사

회성이 높은 사람들의 유형은 위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유형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할 수 있다. 이후 논의를 통해 다른 유형

들을 밝히고 더 나아가 이상심리의 서사적 이해와 진단의 효용성을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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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type of epic about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Kim, Hye-mi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epic related to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If we use the concept of an epic in literature 

therapeutics, we will be able to examine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epic of the Antisocial people appears as the 'principlizing of desire'. Let's 

look at this tendency in the folktale.

<The servant who deceived his master>, <Virtuous Women even if she 

cuckolds>, two tales seem to have nothing in common. But there is 

something in common. In these stories, only problems in human relations 

appear, and recovery does not appear. This is characteristic of a man of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

Bu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wo stories. The main character 

impulsively commits a crime in the <The servant who deceived his master>. 

The main character intentionally committed the crime in the <Virtuous 

Women even if she cuckolds>. And self-reliant. 

Key Words : Literary Therapeutics, principle, desire, principlization of 

desire, folktale, <The servant who deceived his master>, 

<Virtuous Women even if she cuckold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