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족기원신화와 신화적 지형학 
-" 신홍기에 따른 비교학적 시론 -

례 < -

1. 서론 

이 참익‘ 

신화와 역사의 상관성이라는 문제률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일견 무의미해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역설과 대연합 필요가 었다: 신화와 역사의 

이분법이 여전히 맹위률 떨치고 있지만， 그럽에도 불구하고 혼히 신화의 역 

사성과 역사의 신화성율 별다른 혼동 없이 이야기히곤 한다. 이것은 역사적 

인 신화가 있듯 신화적인 역사가 있다는 것올 부지불식간에 전제한다. 따라 

서 이러한 결과 역셜은 ‘내포된 비(非)역셜’옳 드러낸다. 신화가 역사적으로 

인식되고 역사가 신화적으로 인식될수록 신화와 역사는 만남의 점근선을 

타게 된다. 논문에서 이야기하고자 송l는 것은 위의 두 표현이 만나는 접점 

에판한것이다. 

신회는 그저 역사의 잉여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근대화의 강박중 속에서 

신화는 저급하고 열퉁한 역사적 표현물로 간주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회는 
‘역사 이전(pre-histoη)’의 비합리성의 단계에 상용하는 전(前)논리척 표현물 

로 치부되곤 했다. 마치 유물이나 유적처럼 신회는 고고학적 잔존물로 취급 

되었으며， 그래서 신회는 항상 이해의 대상이기보다 축어척 번역의 대상이 

기 십상이었다 이때의 번역은 신화를 역사화하는 작업이었으며， 고로 신화 

* 한신대 강샤 종교문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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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에 숨어있는 역사적 실재률 회복하는 작업이었다. 그러나 문자의 속임수 

에 기만당하지 않으려면， 신회률 지나치계 믿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신화 

는 리얼리즘 소설이 아니며， 나아가 신회는 최소한의 리얼리티(reality)와 최 

대한의 상상력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신화 또한 인간의 

실존적 차원과 설용적 차원 양자에 적용가능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며， 결 

과적으로 신회라는 것도 신화 고유의 전략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생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불 때， 우리가 강조해야 되는 것은 신화의 역사 

화보다는 신화가 구성되고 적용되는 역사적 콘텍스트인 것이다 1) 또한 우 

리는 신화가 감씨안아 은폐하고 있는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화 

를 감째f고 있는 ‘역사적 콘텍스트’를 상상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 

이다 

f"삼국사기』나 「삼국유사』는 말할 것도 없이 「고려사』나 r조선왕조실록』 

에도 수많은 신화적 수사학이 동장한다. 즉 역사와 신화를 이분법적으로 분 

할하기에는 역사와 신화의 정계선이 너무 회미했던 것이다. 하지만 근대 이 
후의 인간은 신화언어와 역사언어의 교묘한 이분법적 교환장치를 구성해냈 

다. 이처럼 신화언어와 역사언어의 맞교환에 의해 신화는 탈신화화 
( demythologization)되고 탈성화{ desacralization)되어 왔다. 그러나 정작 우 

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는 다른 측면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닐까? 따 

라서 본 논문은 신화 속에서 역사를 찾는 작업보다는 신화가 역사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민족기원신회를 통해 신화서술이 갖는 역사적 위상 

과 의미를 되짚어붐으로써， 신화와 역사의 혼효가 낳는 의미작용의 결과를 

설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민족기원신화의 차이와 

역사적 인식의 차이가 맞물려 순환송’ }는 구조를 보여주고자 한다. 단적으로 

민족기원신화의 역사적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인 셈이다. 

2. 이야기 공간의 차이: 신화적 지형의 파펀화 

한국과 일본의 민족기원신회는 모두 시조의 탄생율 하늘(天)과 연관시킴 

으로써 왕권의 신성성올 강조한다. 예컨대 한국의 단군신화와 일본의 천손 

강립 신화는 모두 하늘이라는 비7씨적인 공간 세계에서 기원하는 시조의 

1) Jonathan Z. Smith, ‘'The Unknown God: Myth in History ," Imagining 
Religion-From Babylon 10 Jonestowκ 1982‘ p.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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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생옳 이ot7]한다 왜 하늘인개 녕벌은 단지 그곳에 존채함으로써 초월 

성， 힘， 불변성옳 ‘상정한다. 하늘은 그것이 놓고 무한하고 부동하며 강력하 

기 때문에 폰재한다'，"2) 이렇게 하늘은 인간의 신화적 상상력이 발동하는 

가장 일차척인 장소인 것이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시조 관련 기원신뼈서 

하늘을 중심점으로 삼아 이야기률 전개하는 것온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지 

상과 하놀율 연결용F는 홍로는 천신의 강립이 이루어진 장소로 한정된다 지 

상의 아무곳에서나 하늘로 숭천할 수 었는 것도 아니고， 하늘로부터의 강림 

도 지상의 특화된 부분에서 이루어진다. 그 강립 장소는 단군신화의 신단수 

(神團樹)일 수도 있고， 일본신화의 고천수{高天願일 수도 있고， 경주이씨(慶 
州李民) 시조절화의 박바위(짧岩)3)일 수도 있다. 

그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애 하늘과 연결된 지상의 장소는 고밀도의 신화 

적인 의미로 충전된다. 천신의 강림지는 지상의 신화적 지형옳 결정짓는 중 

심(ιenter)이 되며， 이 중심을 통해 지상의 방위설정(orientation)이 이루어진 

다. 이처럽 히에로파니(hierophany)， 즉 성현(聖願)의 장소는 보통 천상지상 

-지하률 연결하는 통로로 인식되며， 온갖 성스러움의 발원지로 간주된다. 

엘리아데(M， Eliade)는 『성과 속J에서 히에로파니와 중심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성스러용의 현현은 존재론척으로 세계롤 창건한다， 준거점이 가농하 
지 않으며 따라서 어떤 방위셜쟁도 확립될 수 없는 균질척이고 무한한 

넓이 안에서， 히에로파니는 절대적인 고정점， 즉 중심을 드러낸다，4) 

선행하는 방위설정 없이는 어떤 것도 시작될 수 없고 어떤 것도 행 

해질 수 없마-그리고 모든 방위설정은 고쟁점옳 획득하는 것올 함의한 
다. 종교척인 인간이 ‘세째의 중심’에 자신의 거쳐률 고정시키려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만약 쩨계가 거주가능해지려면 세계는 창건되어야만 

한다--그리고 세속적인 공간이 지닌 균질성(homogeneity)과 상대성의 

카오스에서는 어떤 세계도 생겨날 수 없다， 고정점--중심--의 발견 혹은 
투영은 세계 창조와 둥가척인 것이다 5) 

2) M. Eliade, Patterns in Compar，ωive Re/igion, tr. Rosemary Sheed, Cleveland and 
New York: The World Publishing Company, 1963, p, 39 

3) 評慶會.韓園5.;族說話7iff究t， 전남대훌판부， 1990, 155-57쪽 
4) Mircea Eliade, “ Sacred Space and Making the World Sacred," The Sacred ιmd 

the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1959, p , 2 1. 

5) 갈은 책， 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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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인용푼은 쩨의척 방위설정(ritua1 orientation)과 성스러운 공간의 우 

주창조척인(cosmogonic) 가치훌 설명하는 대목이다. 혹히 신화척인 공간 속 

에서 이러한 충심 상정의 역합은 매우 충요하다. 왜냐하면 신화는 보풍 천 

상-지상」지하훌 연철홉번 충심촉율 이야기 공간의 통로로 활용해l 때문이 

다. 신화적 주인공이 수명적인 공간이통올 할 때초차 수척의 중심축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수직척 충심촉이 수평척 공간이통과 통시척으로 

고찰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이규보의 「통명왕편」에서 해모수는 오룡거(五龍휩롤 타고 지상으 

로 수직촉융 따라 강렴한다. 하지만 주몽이 남쭉으로 수명이동율 한 후에 

다시 골령(關뿔에 천인(天시이 내려 궁궐옳 지어준다. 천인강렴에 의해 골 

령이 다시금 성회{sacralization)되는 것이다. 즉 골형이 신화적 지행의 새로 

운 충심이 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처럼 신화척 주인공의 수명척인 

공간이동은 대개 수직척인 중심축의 모티프와 병행한다 w고사기』에서 이자 

나기와 이자나미의 국토낳기 또한 ‘신성한 기풍(天之뼈柱)’옳 축으로 여신과 

남신이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이루어진다 또한 니니기노미코토(훌遍훌 

빼)의 천손강렴 또한 하늘의 성스러운 바위C:RZ石位)-천부교l天浮橋i)-고천 

수(홈天觸라는 일련의 수직적 중심촉올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처럼 

천선강림의 중심축은 신화의 이야기 공ιF올 행성하는 데 있어서 지형학적 
핵심올 구성한다. 그리고 대개 이러한 신화적 충심지에는 사찰이나 신새神 

社)， 혹은 궁궐이 건축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중심 구생과 중심올 통한 방 

위설정에 의해， 중심 바같의 주변 영토가 신화적 코스모스로 조직되는 것이 

다. 

중심축옳 타고 내려옹 천신에 의해 지상적 신풍기가 구성되고 이러한 

신통기의 신화‘둘’에 의해 지상의 지형 곳곳에 산화가 산포(散布)된다. 그리 

고 신화의 산포와 동시에 지상의 영토 곳곳에 심화툴 답지한 사원(temple) 

이 배치된다. 이러한 사원 배치는， 일본의 신새神社)가 그러하듯， 기존의 

현실영토를 신화영토로 탈바꿈하는 작용을 한다 즉 신화와 사원의 산포에 

의해 영토의 신화화가 가능해지며， 이로 인해 신화적 지형이 구성되는 것이 

다 이처럼 신화척 영토는 항상 ‘신의 집’으로 지칭되는 사원에 의해 그 지 

형학을 완성하며， 영토 곳곳에 배치된 사원은 영토 얀을 옴직이는 사람들의 

동선(動線)올 조절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신화와 일본신화를 살며불 때 우리는 두드러진 차 

이점 하나롤 발견합 수 있다. 한국신뺑l서는 신화척 지형의 중심으로서의 

천신강립지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반면에， 월본신회에서는 천손강림지 

가 한곳으로 홍일된다. 한국신화는， 수로신화에 나타나는 구지(龜듭)， 주몽 



민축기원신화와 신화적 지형확 149 

신화의 골명， 알지신화의 시립(始林)， 혁거세신화의 계정(觸井)， 해모수신화 

의 훌숭꿀성(옮升쩔城) 퉁으로 강립지의 다양성옳 드러낸다. 그러므로 이처 

럼 충심이 파편화된 한국신회는 일판되고 뽕얼된 신화척 지형옳 구성할 수 
없었옳 것이다. 즉 하나의 일관된 신풍기가 구성해내는 하나의 총심과， 지 

상영토 위에 사웬률을 조직척으로 배치히는 일관된 신화척 지혐의 형성이 

불가농하였올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생l서 한국과 일본의 신화적 지행율 이야기해 보 

자. 한국과 일본의 신화는 하늘올 이야기히는 방식에서 ;;(.)-0 1롤 보인다. 또 

한 한국과 일본의 민족기원신화는 이야기 공간의 상이한 구조화를 보여준 

다. 먼저 신화척 공간은 크게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수중계)의 세 영역으 

로 구분된다. 하지만 한국신회는 역사적 재편의 과정올 거치면서 천상계와 

지하계의 이야기률 점차 배제해왔던 것으로 추론된다. 예컨대 주몽신화는 

햇빛이나 오룡거(li龍車)의 화소(話素)를 홍해 하늘올 시사하는 반면에， 일 

본 『고사기(古事記)~는 ‘고천원(高天原)’으로 표상되는 하늘올 직접적인 이야 

기 공간으로 그려내고 있다. 적어도 양국의 문현신화률 대비합 때 한국신화 

에는 하늘에 대한 직접적 서술이 거의 없다，6) 물론 단군신햄i 보이는 환 

웅의 이야기는 천상의 세계에 대한 언급올 짤박하게 하고 었다. 그러나 이 

역시 직접적인 이야기 공간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다음 인용문올 보면 이러 

한 차이가 분명히 드러난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帝鷹옳 이롬]의 서자 환용이 있어， 항 

상 천흩쩨 뭇올 두고 인간세훌 탐내거늘， 아버지가 아들옳 뭇올 알고 

삼위태빽올 내려다보니 인간올 널리 이홉게 항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天符印) 3개톨 주어， 가서 I세상 시람옳1 다스리게 하였다，7) 

그리하여 。바테라스오오미카미(天照大獅빼)가 이롤 보고 두려워하여， 

r아메노이와야퇴天石屋戶)J라는 석굴의 문을 열고 들어가 숨었다 그러 
자 천상져K高天原)는 모두 어두워졌고 「아시빼}노나카츠쿠니(훌原마團」도 
완전히 암혹의 세계가 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향상 밤만 계속 되었다. 

그리하여 많은 신들의 소리는 파리가 들끓듯이 가득 왔교 갖가지 재앙 

또한 얼제히 생걱났다，8) 

6) 김열규‘ r한국신회와 일본신화」，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 일조각， 1977, 79쪽. 
7) r'프國遺事ι‘ r 古朝峰j條; 이병도 譯한국의 민속 · 종교사상i ‘ 삼성출판샤 1990‘ 

45-46쪽， 

8) f古훌記‘ 土4 훌成뺏 譯註， 예전， 1987, 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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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민족기원신회는 고려 이전에 존재한 다양한 신화 충위들을 하나 

의 일판된 신화로 통일하여 재현접하려는 노력율 기율이기보다는， 고려 왕 

조 고유의 독자척인 건국신회촬 구성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 삼국뽕일이라 

는 국가의 풍일은 신확의 홍일로까지 나<>}가지는 못했던 듯하다. 이런 때락 

에서 한국의 창세신화나 기원신화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홉수되기보다는 지 

역적인 차원으로 웅축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우리는 기원신화와 

관련된 한국의 신화적 지형이， 거시적인 차월보다는 미시적인 차원에서， 문 
현척인 차원보다는 구비적인 차원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을 전 

개해 보고자한다. 

3. 신통기의 유무에 따른 차이 

신화서솔의 측면에서 조명해 불 때 하늘올 천제(天帝)로 의인화하여 여 

타의 하위 신격들율 지배하는 지고신(至홈神)을 창조하는 작업은， 신통기(神 

統記)의 구성에 있어 필수적인 작업 중에 하나이다. 신들의 계보를 작성하 

기 위혜서는 지상에 강립하여 현현하는 다수의 신격들올 발생론적으로 성 

화시켜주는 기원적인 지고신의 상정이 요청되는 것이다. 특히 천제라 불리 

우는 지고신이 다수의 하위 신격들과 맺는 혈연적 관계들의 총체를 드러냄 

으로써 한 민족의 일관된 신통기가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나 따편적인 신화 

들을 계보학적으로 재구성하는 신화의 집대성에서， 신통기는 하위신에 관한 

신회들올 단편적으로 꿰어맞춤으로써 구성되는 것이 아니다. 상상적인 철대 

공간이 단면적 하위신 신회들올 연결하는 직접적인 이야기 공간으로 등장 

할 때， 신화의 단편들이 가장 효과적인 신흉기를 구생하게 되는 젓이다. 바 

로 이 지점에서 ‘하늘’이라는 이야기 공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상상적인 

하늘의 지형학올 흉해 파변화된 신화들을 가교하고 접목시킴으로써 하나의 

완결된 신흉기가 구성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신화는 일본신화와 비교해 

볼 때 신통기 구성에 거의 관심이 없었던 듯하다. 

우리는 한국의 문헌신회에 나타난 신통기 부재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 

이를 「고사기(古事記L:와 「일본서기( El 本혈紀b에 동장하는 일본선화의 신통 

기적 문현신화와 대비시켜 보고자 한다， 일본의 기원신화는 천황의 혈연에 

대한 완고한 집착을 통해 일계(B繼)9)의 전(全)역사적 연속성을 강조한다. 

9) <제황일계(帝皇日繼)>， 혹은 〈선기(先紀)>라고도 하며， 역대천황의 이롬， 황거(힐 
居)， 후버(탐~c)， 자녀 및 중요한 사적， 사망년월일， 농의 소재지에 관환 기록，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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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토신(國土神)옳 제압한 후 하늘에서 강렴한 천신(天神)의 후손으로서 

천황은 현재까지도 절대적인 혈통의 소유자가 된다 l고사기』에서 일본 천 

황의 계보는 천지창조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창세로부터 현재에까 

지 이르는 일관된 신화역사척 내러티브(naπative)가 존재하는 셈이다. 반면 

한국사에서는 하늘의 혈풍에 대한 강조보다는 하늘의 뭇， 즉 천명(天命)을 

부여받은 왕t王)이 하늘과 땅올 잇는 중개자가 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다. 유교척인 천명사상에 입각하어 왕조교체의 타당성올 강초하고 그러한 

천명올 신화화하는 작엽이， 왕조의 혈통올 단앤l까지 소급시키는 것보다는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히늘의 뭇에 의해 새로운 신성왕권이 

세상을 개벽한다고 하는 사상이 더 셜득력을 지닌 것이었올 수도 있다. 새 

로옵에 대한 추구와 개벽에의 욕구， 이런 것틀어 선화적 사유에 결합되면서 

차후 고려왕조나 조선왕조의 시조에 대한 신화화 작업은， 혈연척 연속성에 

대한 미련올 완전히 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전숭과정에서 한국신회는 문자를 정악한 유학지물에 의해 문현에서 배제 

되어 겨우 민간설화나 서사무가뜰 풍해 잔존한 반면， 일본신화는 역사편찬 
과정에서 일본 황실의 신화로서 문자화되어 오늘날에까지 전승되고 있다 10) 

이로 인해 문현에서 탈락한 한국의 기원선화를 재발견하기 위한 자료로서， 

서사무가의 창세신화가 중요하게 언급되곤 한다 서사무가의 창세신회는 태 

초의 혼돈상태뿔만 아니라， 인간， 동물， 귀신이 뒤섞여 대화하는 세계를 그 

려보인다. 그러므로 신화적 시간으로 말하자면‘ 서사무가의 창세신화는 단 
군선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앞선 연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렴 서 

사무가에 보이는 창세선화와 문현신화를 접목함으로써， 우리는 좋f국 문헌신 

화가 지닌 신홍기(神統記)의 부재와 신화적 내러티브의 단절성을 수정·보완 

하고 그 연속성올 추론할 가능성올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자성과 

구술성은 각기 독특한 역사적 변형과정을 겪게 된다. 문헌신화는 그 문자적 

경화로 인해 필연적으로 문헌학적 고중이라는 일관성의 강요를 겪게 되는 

반면， 구전신화는 인간의 기억이라는 능동척이면서도 수똥적인 현장을 토대 

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변형과 적용에 훨씬 민감하다. 즉 서사무가 

가 구연되는 굿의 현장이 지닌 문화척 •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창세선화의 

구솔내용이나 방식 둥에 많은 차이와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문헌 

신회는 문자적 기록과 해석에 있어 일정 정도의 통시적 객판성과 일관성이 

보유되는 반면， 구전신화는 인간기억에 의한 내러티브 재생이라는 측면에서 

및 전설이 다소 포함된 천황의 계보률 의미한다 

10) 장주근 r한일창조신화의 비교」， 『동북아시아 민족셜화의 비교연구d 노성환‘ r한국 
의 일본신화 연구」， r古事記ι 中， 예전， 1990, 246-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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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정도의 공시적 주관성이 개입한다. 그러므로 구전과 문현이 지닌 이러 

한 색다른 힘올 하나의 일판된 내러티브척 훌훗 속에 재배열하는 것은 지 
난하기만하다. 

r광개토왕비문」이 발견되기 이전만 해도 주몽신화의 초기 기록은 주로 

「위서~(554년)， 주서피(636년) 둥으로 소급되었다，11) ~삼국사기』와 l 삼국유 

사」 또한 r법원주립~(668년) 풍의 충국문현옳 참조하여 주봉신화훌 채구성 
했다는 사설로 미루어볼 때， 고려 영토 안에서 주봉신화는 C‘二규삼국사』 이외 

에는 거의 구비의 형태로만 머물러 있었음올- 알 수 있다. 즉 주몽신화의 

재구성올 위해 참조합 만한 문헌자호료가 거의 전무하였던 것이다. 이후에 그 

러한 구전신화가 중국 문헌자료나 r구삼국사j 퉁과 결합하면서 문자로 정 

착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삼국유사j나 「삼국사기J는 구전율 문헌으로 

정확시켜 일관된 신통기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적인 노력올 기울이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이런 문헌에 나타나는 민족기원신화는 창세에서 당대에 

까지 이르는 장대한 내러티브 구성에 별반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권력에 

의해 주도된 신화이든 권력저항척인 신화이든 간에， 창세의 성스러운 시간 

과 절부된 생스러운 공간의 탄생올 신화서술에 전혀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 

것이다. 즉 한국문현신화 속에는 신들의 행척어l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하 

다 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선격화된 인간의 이야기가 지배적이다 이러한 

신롱기의 부재롤 야기한 이유롤 어디에서 찾올 수 있올까? 물론 선홍기의 

부재는， 한국신회에서 천상계와 지하계가 서사공간으로부터 배제되고 그 

대신 지상계가 서시공간의 중추롤 차지한다는 데서 그 원인올 찾올 수 있 
올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문현으로 남아었는 한국산화는 신화에서 역사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새史)’의 관념이 강 

회될수록 ‘신회{神話)’의 서사공간은 그만큼 축소되었던 것으로 불 수 있다. 

4. 한국신화의 파편성 

물론 부여， 고구려， 백제의 건국신회는 일판된 계보적인 해석을 가농하게 

한다 즉 백제의 통명신화나 통명묘의 예에서 보듯 ‘동명(東明)’이란 이름올 

보롱명사로 해석할 정우， 세 나라의 신화척 계보짜기는 어느 정도 가농해진 

다 12) 그러나 역시 이툴 나라의 신화조차도 단꾼신화나 박핵거세신화 혹은 

11) 이북규부여 · 고구려 건국선화 , 집문당‘ 1998을 창조. 
12) 조동앞 「다시 쓰는 한국문학사 ;L ， ‘마당 1981 년 12월호 마당샤 이복규，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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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로짱신획훌 포활할 만큼의 서사척 넓이륭 지니지는 못한다. 한국신회는 

이처험 북방계열 신화와 남방계열 신화가 철저히 훈리돼 있으며， 나。}가 각 

계얼 내에서조차 신화척 일관성은 확보되지 않는다. 단군신화와 여타의 건 
국신화 사이의 판계가 깊이 천확된 척도 없고? 천체의 모티프와 밀접히 연 
판된 해모수와 같온 인물도 신화 속에서 상세히 서솔되지 않는다. 다시 말 

해 한국문현신회는 대체로 선흉기 구성에 그만큼 소극척이었던 셈이다. 이 

와 연판시켜 말하자면 한국신화의 유기척인 내러티브가 생성되지 뭇한 근 

본 원인 충에 하나는 기원신화의 파편화에서 찾아불 수 었다. 단군신화， 주 

몽신화， 혁거세신화， 석활해신화 퉁이 각기 파현화원 기원옳 추구하는 이상， 

우리는 내러티브의 홍일올 기대할 수 없다. 물론 주몽신화의 경우 단군 혈 

통과의 연속성올 찾으려는 시도가 보인다. 

이때에 금와가 태백산(太白山) 남쭉 우발수에서 한 여자훌 만나 물 

으니 대답하기훌， 나는 본시 하백(河白)의 딸로 이륨은 유화{柳花)인 

데， 여러 아우률과 더불어 놀고 있올 때! 한 남자가 있어 자기는 천 

제의 아둘 해모수라 하고， 나률 웅신산(야~$山 l 아래 압록강 가의 집 

속으로 꾀어 사흉하고 가서 롤아오지 않으므로I단군기(~훌홉리에는 

‘단군이 하백의 달과 친하여 야톨울 낳아 부.(夫톨)라 。|홈하였다’ 
하였는데， 지금 이 기샤(記훌l어!는 해모수자 하백의 딸과 사룡하여 뒤 

에 주몽옳 낳않다 한다. 단군끼어| ‘악톨옳 낳아 무후라 이홈하였다’ 

하니t 우루확 주몽운 。 l북형제일 것아다 l 부모가 나의 충매 없이 혼 

인한 것율 꾸짖어 이곳으로 귀양보낸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심국유사』의 「고구려」條는 단군과 주봉의 혈연척 친연관계률 탐 

색한다. 용신산이라는 지명도 용녀와 관련된 이야기률 상기시킴으로써 단군 

기(뺑君記)의 기새記劃에 신벙성올 준다. 적어도 삼국유사의 작자는 기존 
에 남아있던 파편척인 내러티브에 신화적 일관성올 주고자 노력한다. 그리 

고 이러한 탐색은 그대로 「세종실록지리지~(1454)로 이어진다. 

단군이 비서갑 하백의 딸에게 장가들어 아들옳 낳으니 부루이다. 이 

률 동부여황이라고도 한다. 단군이 요임급과 같윤 날 엄급이 되고 우입 

금이 도산의 모임옳 가지^r. 태자 부루활 보내어 조회하게 하였다… 천 
체가 태자률 보내어 부여 옛 도옵지에 내리어 놀게 하니， 이륨이 해모 

수이다'" 성 북쪽 챙하의 하핵에게 세 딸이 었으니， 큰 딸이 유화， 둘 

째 딸이 훤화， 막내 딸이 위화인데， 자태가 곱고 이홈다웠다 13) 

책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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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또한 r고구려」 조에 국한된 내용일 뽑이다. 김수로왕， 박혁거 

세， 석탈해， 김알지의 신화에 이르면， 우리는 북방쩨열과 남방계열의 분리를 
그져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산회돌에서 우리는 단군신화에 대 

한 어떤 언급도 찾아불 수 없다 다만 석활혜활 체외한 나머지 김수로황， 

박혁거세， 김알지가 직접적E로 하늘， 즉 천제와 연판된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다. 석탈해 신화논 외래자{外來者)가 황이 된다는 접에서 다른 신화와 

는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신화률은 단군과의 혈연관계를 찾기보다는 하 

늘애서 각기 새로 부여받은 신성탄생이나 외래자‘이방언이 주는 난생(Ø~t) 

의 신성함에 의존한다. 물론 이들 네 신회는 교묘하게 서로 얽히면서 하나 

의 이야기로 뽕합될 가농성올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그저 

잠재적인 것으로 머물러 있을 뿐， 결코 현실화되지는 않는다. 

고구려의 멸망과 신라의 통일， 그리고 고려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의 

진행은， 신화적 족보의 연속성올 단절하는- 엄연한 현실이 되었올 것이다， 

즉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왕조의 병립， 교체， 단절이라는 역사적 현실에 의 

해 신화적 통합과 일관생에 장애률 받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부여-고구려-백쩨 계열， 신라-가야 계열의 신화가 각각 나홈의 잠재적 유기 

성을 가지는 떼 반해， 이들 두 계열의 분리는 엄연해지게 되는 듯하다. 이 

러한 이유들로 한국민족기훤신화의 신통기 구성은 초기부터 삐거덕거리게 

되며， 유교의 영향 히에서 신풍기 구성은 중심으로부터 계속 밀려나게 된 

다. 

한국신화가 지닌 이러한 활중심화{decentralization)는， 신화의 거시적 지 

형학'(macroscopic topography)보다는 미시적 지형학"(microscopic 

topography)올 지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한국신회는 지도화되고 지 

형화된 거시적 신화보다는， 지도회송}기 힘든 미시지형 속에 숨어 있는 미시 

적 신화로 세분되고 웅축된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한국신화 연구는 미시적 차원의 신화지형흥빼 주목해야 할 것이다 한국선 

회는 하나의 플롯으로 서솔될 수 없는 복잡다기함을 그 생명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개 지도화되지 않은 미시적 신화지행틀은 그 속에 다OJ=한 이야 

기들올 웅결하고 있다. 따라서 그 미시적 신화지형들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을 홍혜 거시척 신화지행을 조명할 때라야 그리고 거시적 신화지형과 미시 
적 선화지형이 상호순환하며 변증법척으로 맞물렬 때라야， 한국의 신화지형 

전체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다. 

13) c세종실룩지리지c. 154 r 명양」條; 이복규부여 · 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 
1998. 133-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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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얼본신화의 신통기 

일본신화는 신사{神社)를 지역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영토를 성화시킨다. 

「고사기』의 경우풀 보더라도 신들 각각은 대부분 신시에 봉안되는 것으로 

서 신화척 지행 안에 자리매김된다. 신화적 서사공간에서 사라지더라도 신 

들은 신사에 들어앉음으로써 이제 제의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신사에는 그에 상용하는 신화척 서사가 대용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플롯 속에 전체 신화가 담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의 플롯에 의해 신화적 

지형 전체가 그려지게 된다. 시간적으로 진행되는 신화의 플롯을 흉해 각각 

의 신사가 영토 곳곳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신사에 의해 구조화된 영토는 

그 자체로 신화의 공간적 번역물이 된다. 즉 신화적 시간이 신화적 공간이 

되고 이로써 신화적 공간이 역사적 시간에 틈입한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서낭신 풍으로 대변되는 민속적-무속적 토착신은 영 

토 안에서 지꾸 주변화되어 왔다. 불교가 국가종교로 공인되었올 때는 사활 

한 구석을 차지함으로써 그 존재를 보전했고 유교가 국가종교가 되었올 때 

에는 주변화되고 지역화됨으로써 그 폰째를 보전했다 어찌 보면 한국신화 

의 신흉기는 민속적 차원 안에 밀폐된 듯하며， 가신(家神)이나 당신(:節뼈) 

둥의 형태로 집과 마을 안으로 웅축해 들어간 듯하다. 일본신화의 신홍기가 

신사라는 형태로 영토 곳곳에 펼쳐진 데 반해， 한국신화의 신홍기는 성황당 

이나 조왕， 성주， 우울신， 촉신 둥의 형태로 국부화되어 소공간 속으로 말 

려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국가신도는 일본국토률 성화시키는 주요 동인이 된다. 일본신화 

에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는 결혼올 통해 차례로 일본국토률 생식한다. 그 

리고 이렇게 이자나미와 이자나기가 낳은 국토 곳곳에 신사들이 배치된다 

하지만 신사의 배치는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통기 내의 각각의 신화 

가 신사의 폰재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런 맥력에서 일본의 국가신도는 영 

토를 그만큼 용이하게 민족주의척으로 통치하는 것올 가농하게 했다. 일본 

의 주요한 지형 곳곳에 신사가 들어서고 ~l사 안에는 신사를 정당화하는 

신화들이 이식되어 있는 생이다. 이러한 국가신도의 토대가 없었던들 일본 
의 군국주의적 기반도 기농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일본신화의 대다수 모티프는 중국신화의 조잡한 번안작품이라 평가 

받기도 하고 일본신회에 나타난 대(對)한국의식을 강조히는 학자들도 있 

다 14) 일본신화에 나타난 한국관은 크게 한국을 근원의 땅이자 모국으로 

14) 김열규 r한국신화와 일본신화」， r한국신화와 부속연구사 일조각. 1977 이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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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하는 관점과， 약할과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으로 요약된다. 일본신 

화의 한국인식은 그만큼 이중적인 셈이다. 일본황제의 시조인 천손{天孫)이 

강립한 봉우리인 고천수(홈天劉는 한국옳 바라보고 있기에 길지(吉地)라는 

서솔이 r고사기』에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일본서기』의 한국관은 한반도 

는 신이 살기률 원하지 않는 땅이라는 식으로 극히 부정척이다. 어찌됐건 

한국의 천신신화가 일본신화에 영향옳 주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15) 

일본신화의 중심 택스트가 되는 「고사기(古事記).0률 살펴보자 우리는 

『고사기』 안에서 천지창조애서 신무천행神武天皇)에까지 이르는 일관된 내 

러티브적 흐륨율 경험하게 된다. 하나의 일판된 문헌신화가 창세， 국토생성， 

신들의 출생， 천황의 계보에 이르는 장대한 이야기훌 훨쳐낸다. 이런 점에 

서 일본신회는 매우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인다. 온갖 신회소가 골고루 퉁장 
하며， 어찌 보면 심하다 싶올 만큼 난립한다. 천황권의 확립이라는 일본 역 

사의 시급한 정치 상황이 이런 식의 문헌기록율 요챙했던 것일까116) 하여 

간 일본신회는 굳이 한국신회에서처럼 구전과 문헌의 조립이라는 절차률 

거철 필요가 없다. 다만 필요한 것은 F일본서기( l=J 本書紀)~나 기타 전숭을 

비교하는 작업이며， 문헌신화의 기본 구조 속에서 비교작업을 수행하는 것 

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신회는 얼마나 파면적인가? 

6. 한국신화의 탈운자화 

척어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나타나는 기사{記事)는 우리에게 한국 

기원신화의 파흰생옳 입충해주는 돗하다. 문헌신회상으로 불 때 한국기원신 

화는 신흉기률 구성하기에 충분한 지변을 ‘선률의 이야기’에 합애하지 않고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한국신화가 일본선화보다는 훨씬 역사성이 강하 

다는 사실올 반충해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근대 서사무가 연구가 보여주고 

있듯이， 한국에도 창세신화가 존재한다 그리고 서사무가의 창세신화 발견 
은 한국신화 연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올 구성한다 왜냐하면 서사무 

가의 창세신화홉 흉해， 그 동안 누락되거나 소멸된 것으로 간주된 한국신화 

의 창세관이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7) 초기 

서 김열규는 일본신화의 대한국의식(對짧國意敵)옳 강조한다 
15) 김열규 r한국선화와 일본신화J. 한국신화와 무속연구.， 일조각. 1977. 59쪽. 
16) r 古事記‘’ 훌成뺏 譯託 예천， 1987, 15-31 쪽 

17) 서사무가의 창세신회흩 한국신화 연구에 본격책으로 끌어들인 학자로는 서대석을 
팝올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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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서사무가는 한국신화 연구자률에게 분헌신헬” 결여된 차휠옳 보촉해줄 
수 있는 충전재의 구실올 합 수 있율 듯했던 것이다. 하지만 창세신화는 

제주도나 함경도 지역울 충심으로 구전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역척으로 

이미 주변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럽에도 불구하고 서사무가와 판련된 후 

속 논의률은 무가의 창세신화가 문헌신화와 연결되는 측면률윷 조명하기 

위해 부딴한 노력올 기울여왔다. 

그러나 일본신화와 달리 한국신회에서 창세신화는 문자화되지 못한 채 구 

전으로 전숭되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문자로 정확한다 제주도 심*이 부 

르던 무기"(86歌)인 「초감제」의 정우률 보면， 여기에서는 천지개벽에 관련된 

신화가 상세히 구솔된다 18) 그리고 하늘과 땅， 저숭， 이숭， 산， 물， 인간 퉁올 

저마다의 신들이 맡아 다스리게 된다. 서사무가의 창세신회에는 선흉기가 분 

명히 둥장합 뿐만 아니라? 문헌신화가 결여하고 있는 신화적 차원올 상세히 

구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 창세신회에는 창조신화에 보면적인 천지의 분리와 

인간의 출현， 그리고 방위설정 퉁의 모티프가 고스란히 뚱장한다. 

태초 이전에 천지가 혼합하여 하늘과 땅의 구벌이 없는 채 어둠의 

혼돈 상태였다. 이런 혼돈에서 하늘과 땅이 갈라져 천지가 개벽하게 되 

었는데 하늘에서 아첨 이솔이 내리고 땅에서는 물 이슐이 솟아나셔 음 

양이 상홍하여 개벽이 시작되었다.… 이때 세상에는 해도 없고 달도 없 

어 낮과 밤 모두 캄캄한 어둠뿔이므로 인간은 동서남북올 구별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충 남방국 일월궁에서 앞이마와 뒷이마에 눈이 돌씩 달 
린 챙의동자가 솟아났다. 이에 하늘 옥황으로부터 두 수문장이 내려와 
서 챙의동자 앞이마의 눈율 둘 취하여 통방섭제 땅에서 하늘에 축수하 

니 해가 물이 톨게 되고 뒷이마의 눈올 둘 취하여 서방섭제 땅에서 하 

늘에 축수하니 달이 툴 돋게 되어 세상이 비로소 밝게 되었다…19) 

이처럽 서사무가 형식의 구전신회는 생스러운 시간과 생스러운 공간의 

탄생옳 흉해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전이해가는 과정옳 상세히 전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일본선화와는 달리 한국신해1서는 창세신화가 문헌신화로 정 

착될 수 없었던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의문이 폴릴 때리。k 우리 

는 한국신화와 일본신화가 갖는 역사적인 위상파 의미룡 상론합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는 산화역사적 내러티브의 일관성올 확보하려는 문현상의 시도 

가 존재하지 없k던 것일까? 물론 그렇지만은 않았다 c규원사행換園史 

18) 金泰坤 編著韓國의 ‘l6!ti-神話"' 集文掌， 1985, 13-1 5쪽. 

19) 갑은 책‘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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話).!J의 예에서 보듯， 한국에서도 창세로부터 현재에까지 이르는 민촉척 단 

얼 신화역사훌 재구생하려는 시도가 존재했다.2()) 다만 그러한 사.!i:.7r 국가 

에 의해 주도되지 못하고 주변화되었던 것이 일본괴는 다륜 차이점이었올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창세로부터 현째에까지 이르는 일관된 단일 역 

사서술은 자꾸 주변화되고 탈문자화되었다는 가정올 세옳 수가 있다. 양란 

(兩홈U 후에 F규원사화』활 집필한 것으로 알려진 북애노인(北崔老Â)은 이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언급한다. 

내가 말하거니와 조선은 국사가 없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걱정이 

다. 춘추(春秋)롤 지으니 명분이 바르고 강뭔鋼目)올 이루매 정운(iE閔) 
정홍(正빼과 운홍{聞統)이 나뉘었다. 춘추와 강목은 중국 션비의 힘올 

입어 되었다. 우리나라의 옛 경시(經빚)가 여러 번 병화률 입어 훌어지 

고 없어진 바 되었다. 그러다가 후세에 고루한 이들이 종국책에 빠져 

주{周)나리를 높이는 사대주의만이 옳은 것이라 하고 먼저 그 근본올 

세워 내 나라훌 빛낼 줄올 몰랐다. 이는 둥이나 현 명꿀이 곧게 뺑어갈 
줄은 모르고 얽히고 맺히기만 하는 것과 같으니 어쩌 천하지 아니한 

가'72 1) 

『규웬사화』는 「서문{序文)J ， r조판기(훌껴j記)J ， r태시기(太始記)J ， r단군기 

(홈君記)J ， r만설(漫說)J의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조판기」 

와 r태시기」를 흥해 천지창조의 과정과 더불어 환웅천왕t桓雄天王)과 신시 

씨(神市民)의 치척울 이야기하고 있다 w규원사화』의 이러한 이야기는 기존 

문헌신화가 누락하고 었던 창세의 차원올 역사서솔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다 

는 측면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북애노인 

이 서문에서 말하기를 “다행히도 산골짜기에서 청명(浦平)이 저술한 F 진역 

유기(覆域遺記.)~ 중 심국이전의 고새故빚)가 있는 것올 얻으니 비록 그것 

이 간략하고 자세하지는 못하나 항간의 선비들이 구구하게 떠드는 데 비하 

면 오히려 씩씩한 기운이 더 높으니 ... "22)라고 운운한 대목은 『규원사화』 

류의 주변적인 사서가 문헌으로 정착하여 보존되고 있었옴을 보여주는 것 
이라할수 있다. 

한국과 일본이 보여주는 이러한 신화역사적 차이률 어떻게 설명합 수 
있을깨 이 점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요점이다규원사화다의 예에서 보 

20) r규원사화ι는 초선 숙종 원년(1 675)에 원영올 확인할 수 없는 北崔老A에 의해 집 
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傑園벚話 . 申學#J 澤， 明知大學出版fff~ 1975툴 참조， 

21) 갈은 책， 11쪽 

22) 같은 책，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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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 한국에서 창세신회는 끝내 역사에 편입되지 못하고 괴력난신의 소산으 

로 간주되고 만다. 이규보는 r동명왕편」에서 처옴에는 동명왕의 이야기를 

귀신과 환상의 것으로 생각했으나 세 번 반복하여 읽은 후에 환(幻)이 아니 

고 성(聖)올 귀(鬼)가 아니고 신(神)옳 느낄 수 있었다는 고백올 한다. 아마 

북애노인도 이규보와 비슷한 쟁혐율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자틀과 관료들은 정반대의 경험， 즉 환(씨과 귀( 鬼)만올 느꼈올 것이 
다. 이리하여 한국에서 창세신회는 국가에서 공인된 종교인 불교나 유교에 

밀려 자꾸 주변화되었올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서사무가의 예에서 보뭇 

창세신회눈 역사학적 지층에 부조되지 못한 채 민속학적 심연에 암장되었 

을 것이라 생각해 불 수 있는 것이다. 

7. 문자화， 탈문자화， 재문자화 

몇 가지 가설을 설정해 불 수 었다. 일본에서처럼 기원신화가 주변화되 

지 않고 국가에 의해 문자화된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단 

일 신화역사적 내러티브가 요청되는 정치-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일본의 

단일 기원신화는 여타의 기원신회들울 억압하고 제거한 폭력척 결과물이라 

고 볼 수 있지는 않을까? 국가 주도의 단일지원신화가 정치척으로 이용된 

결과， 여타의 기원신화와 천황중심적인 단일 기원신화 사이에서 ‘상정투쟁 

(symbolic struggle)’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문자화와 탈t脫)문자화가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한번 고려해 보자. 이전 

에는 문자화되지 못한 채 구전으로 회자되던 상상적 담론들이 ‘책(冊)’이라 

는 형태로 기록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만한 문화역사적 조건들이 조성되 

어야만 할 것이다. 이규보는， r통명왕편 병서(東明王篇 ff序)J(1193)에서 자 

신이 주몽신화를 시(詩)로 지어 가록하는 것을， 빽낙천이 당 현종과 양귀비 

에 관한 신비스런 이야기률 r장한가」로 남긴 것에 비유한다 23) 또한 이규 

보는 r통명왕면 병서」에서 『구삼국사』의 r통명왕본기」에 대해 디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하물며 나라의 역사는 사설 그대로 쓴 글이니， 어찌 허망한 

것을 전하겠는가<況國史直筆之書 뿔훌傳之했，>"24)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심을 품어볼 수 었다. 이규보는 딱L삼국사J의 주몽신화를 ‘사(벚)’라 

고 표현하는데， 왜 ‘새史)’를 굳이 ‘시(詩)’로 윤색하였겠는개 주봉신화는 

23) 이확규부여 • 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 1998, 107쪽 
24) 같은 책，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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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λH史)’리는 장르적 률에 탐겨질 수 없었던 것이 아닐까? 이미 주 

몽신화는 역사척 기록으로서의 ‘사(史)’의 행식보다는 분학척 창작으로서의 

‘시(詩)’의 행식에 의해 더욱 명료하게 표현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던 듯하다. 
이규보 자신의 말에 따르면 김부식은 「삼국사기~(1 145)에서 해모수와 하 

백의 변신 대결 장면 둥을 ‘사(史)’에 척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여 누락 

시킨다. 나라의 역사훌 탑은 기륙으로 송인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누락된 신화척 내용은 이규보에 의해 다시 ‘시(詩)’로 문자화 

된다. 김부식에 의해 ‘새史)’로부터 탤脫)문자화되었던 내용이 이규보에 의 

해 ‘시(詩)’로 재(再)문자화되는 것이다. 문자화와 탈문자화， 그리고 재문자 

화의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재문자화되지 못한 많은 신회들은 어떻게 된 것 

일까? 해모수와 하백의 변신대결 신화는 주용신화보다 더욱 선행적이고 더 

욱 기원적인 신화라고 할 수 있다. 신화는 기훤적일수록 신비스럽고 상상적 

이며 구비적인 것이다. 설령 후대에 문자화되더라도 기원신회는 대개 구비 

적인 혼적을 강하게 드러낸다 그러므로 문헌적이고 유교적인 ‘사{史)’의 관 

녕이 정착될수록 ‘괴력난신’의 신화는 시{史)로부터 지속책인 배제의 대상이 

되었율 것이다， 또한 이렇게 문자로부터 축출된 신화는 다른 장르로 수용되 

어 명맥을 유지하거나 아나면 그 본래척 전송양식인 구비의 힘에 의존하였 

울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당대로부터 역사척으로 거리가 먼 기원신화 

일수록 사t史)보다는 시(詩)의 행식올 취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사(史)로 

부터 일차적으로 활문자화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탈문자 

화된 선화들 중 상당량은 재문자화되지 못한 채 구전으로 전승되다가 윤색 
되고 첨윤되고 소멸했을 것이다 

8. 결론과 남은 문제률 

‘구비분햄口陣文學)’이라는 표현은 근대척 장르분류의 한 범주이다. 그러 

나 문학어란 말 그대로 문자중심적인 범주이다. 그러므로 구비훌 문획이라 

는 문자중심적인 범주에 귀속시킨다는 것도 하나의 역젤이다. 적어도 우리 

가 기원신화의 중요성율 인정한다면， 한국신화는 다분히 구비중심척이라고 

합 수 있다 그러나 유교적 역사서술이 둥장한 이후 한국창세신회는 탈중심 
화되고 주변화되었다 이렇게 주변화되고 구비의존적이 됨으로써， 한국창세 

신회는 설화나 서사무가 속으로 첨전되어 명백올 유지하거나， 역사서솔의 

귀퉁이에 따면적으로 잔존해왔던 것이다 

기원신화나 창조신회는 제의(ritual)와 분리되어 논의될 수 없다. 셜령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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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기원신화가 민속적 차원으로 축소되었옳지라도 그 신화는 민속적 제 

의에 결합하여 그 명맥올 보존혜왔울 것이다 그리고 일본 신화의 신통기가 

영토 전체의 성화와 관련된다면， 서사무가의 기원신회는 민속적 공간의 성 

화와 관련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의 구비신화가 지닌 미시적 차원을 헤 

아려 볼 수 있다. 이렇게 불 때 한국신화 전체는 구비와 문현의 풍부한 상 

정투쟁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진 현장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국 

의 신화적 영토 자제도 구비적 신화지행과 문헌적 신화지행이 중총적으로 

공존하거나 상호갈풍을 겪어옹 현장이라 말활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신 

화적 지형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민속적 공간과 그 안에 배치된 민속적 
사원들을 세밀히 살펴볼 펼요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그찌 하는 것은 대략 이상과 같다. 한국신 

화와 일본신화를 비교함으로써， 특히 유사와 차이의 변중법적 혼들림이 주 

는 의미의 골을- 한번 깊이 파들어갈 필요가 있다. 신화는 단독으로 존재하 

지 않는다. 신화가 살아있는 곳에는 그에 합당한 제의가 있고， 제의가 있는 

곳에는 제의가 펼쳐질 공간으로서의 사원(temple)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국 

토에 사원들이 배치된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국가지형올 고찰할 때， 

우리는 한 국가의 종교지형까지도 읽어낼 수 있게 된다， 한국신화와 일본신 

화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이러한 종합척인 접근법을 취해야 할 

것이지만， 본 논문은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두 신화의 대략적인 성격만을 

지적하였다. 한국신화의 파편성과 일본신화의 유기적인 신홍기가 제기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상론이 펼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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