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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스 토 리 텔 링

:
살이라도 베어 드리려는 애틋한 마음

충남 공주시 소학동에 가면 효자 향덕이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정려비가 세워져 있다. 8세

기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때의 인물인 향덕은 높은 벼슬을 하거나 업적을 남긴 위인은 아니

다. 그는 가진 것 없는 한 명의 백성에 불과했지만 그가 실천해 보인 지극한 효가 왕을 감

동시켜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 정려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지극하여라, 효자여. 떳떳한 마음으로 온전함을 이루었으니

이미 허벅지 살을 베었는데 또 다시 종기를 빨았도다.

임금께서 이를 가상히 여기시어 땅을 주고 집을 내리셨다. 

마을이 효자로서 이름났으니 영원토록 그 이름 계속될지어다.”

755년(경덕왕 14) 온 나라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리는데다 전염병까지 돌자 백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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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삶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향덕의 부모 또한 굶주리고 병들어 거의 죽을 지경에 이

르렀다. 향덕은 밤낮으로 옷도 벗지 않은 채 정성껏 간호하였으나, 병은 차도가 없었고 끼

니를 이을 양식조차 구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향덕은 부모의 병에는 사람의 고기를 먹어

야 낫는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사람 고기를 먹어야 낫는다니… 사람 고기를 어디서 구한단 말인가. 다른 사람을 해칠 수

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다. 부모가 나에게 생명과 살

을 주셨으니 내 살이라도 베어 드려 은혜를 갚아야겠다.”

향덕은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베어 국을 끓여 드렸고 그 후 부모의 병이 점차 회복되기 시

작했다. 그러나 여전히 먹을 양식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넓적다리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부모님께 드릴 고기를 잡기 위해 냇가로 나갔는데 마침 추운 겨울이어서 강이 얼어 있

었다. 고기를 잡기 위해 얼음을 깨고 강으로 들어갔는데 깨진 얼음들이 상처를 건드려 피

가 흘러 강을 붉게 물들였다. 이로 인해 후세 사람들은 이 강을 ‘혈흔천(血痕川)’이라 불렀

다고 한다. 

그 후 향덕의 어머니는 다시 종기가 심한 병에 걸려 고통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밤낮으

로 앓는 어머니를 보다 못한 향덕은 직접 그 종기를 빨아내어 어머니를 편안하게 해 드렸

효자향덕 정려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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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향덕의 효행이 왕에게까지 전해졌고, 향덕의 효에 감동한 경덕왕은 다음과 같

이 명을 내렸다. 

“부모를 봉양함은 마땅한 인간의 도리임에도 그것을 다하는 자가 드물다. 그런데 향덕은

비록 신분이 낮지만 그 누구보다 사람의 도리를 깊이 알아 실천했으니 하늘 아래 향덕보

다 진실한 사람이 없으리라. 그에게 벼 300곡과 집 한 채, 구분전(口分田)을 내리고 비석

을 세워 효행 사실을 널리 알리도록 하라!” 

향덕이 살던 마을에는 그의 효행을 기리는 비가 세워졌고 후세 사람들은 그 마을을 효자

리(孝者里)라 부르기 시작했다. 

효의 강조는 통치 질서 유지의 방편이었다

향덕은 우리나라에서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효자이다. 그의 효행은 『삼국사

기』,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삼강행실도』, 조선 후기 읍지류에도 기록되어 있다. 현재까

지도 그의 효행과 관련된 전설과 지명들이 구전되어 오고 있다.

현재 공주시 소학동에 위치한 마을은 일명 ‘효자리’라고도 하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 고

적조를 보면, 효자리는 공주의 동쪽 10리에 위치한 효자 향덕이 살던 마을인데, 향덕의 효

행이 알려져 왕이 비석을 세우고 포상을 내린 후 후세 사람들이 효자리라고 불렀다는 유래

가 전해지고 있다. 

현재 경덕왕 때에 세워진 비석은 남아 있지 않고, 그 후대에 중건된 비석이 2기 남아 있다.

정려비 구비 정려비 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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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는 절단되어 하반부만 남아 있는데, “삼월 일 중립(三月 日 重立)”이라는 기록으로 미

루어 755년 명정을 받아 건립된 이후 어느 시기인가 비석을 새로 세웠음을 알 수 있다. 그

러나 자세한 연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신비는 그 후면에 다음과 같이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 

“당천보십사년 을미정려후 구백팔십칠년 신유(唐天寶十四年 乙未旌閭後 九百八十七年

辛酉)”

이 기록을 통해 755년에 명정을 받은 이후 987년이 지난 1741년(영조 17)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던 조영국이 비문을 작성하고 이덕현이 글씨를

썼으며, 영건고직(營建庫直)은 오막립(吳莫立)이다.

1980년에 공주 군수가 정려비각 바로 옆에 ‘효자향덕행적비(孝子向德行跡碑)’를 세웠는

데 이때 정면 2칸, 측면 1칸인 현재의 건물로 새로 지었다고 한다.

한편 비각의 전면 좌우에는 2매의 화강암 초석이 확인된다. 이 초석들은 방형대에 원형의

주좌(柱座)를 2단으로 새긴 전형적인 통일신라시대 양식으로 당시에 이미 비각이 있었음

을 알 수 있으며, 초석의 위치로 보아 비각이 중수되는 과정에서 그 규모가 옛날보다 축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덕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륜의 중요한 덕목으로 인식

되어 왔고 백성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은 남에게 모범이 될 만큼 효행을 실천한 사람에게 그

에 합당한 다양한 형태의 포장( )을 하였다. 향덕의 경우처럼 정려각을 세우거나 아니

면 돌에 그 이름을 새겨 동네 어귀에 세우고, 관직을 내려 주거나 세금을 면제해 주거나, 경

우에 따라 물건이나 음식을 내려 주었으며 행적을 기록한 윤리서 등을 간행, 보급시키기도

삼강행실도 향덕기사삼국사기 향덕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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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효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

기 위해서였다. 효에 대한 보급은 사회 신분질

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직접 관련된 유적(물) 공주 소학리 효자향덕비

간접 관련된 유적(물)

화강암 초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