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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논문은 <콩쥐팥쥐>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의 

비교를 통해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과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하 다. <콩쥐팥

쥐> 설화 연구사에서 쟁점이었던 <콩쥐팥쥐> 설화의 독자성을 규명하고 <신데렐

라> 유형 설화 내에서 그 위상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신데렐라 설화군’의 유형을 재정리하여 <신

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를 확정하 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서사

는 불행한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신발 분실과 신발 시험을 통해, 귀인

과 결혼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기본화소와 기본서사에 더

하여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와 결혼후일담인 <검은 신부와 흰 신부 

이야기>를 포함하는 <콩쥐팥쥐> 설화도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해당된다. 덧붙

여 ‘신데렐라 설화군’ 자료집과 민담 자료집 등에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찾

아내 자료 목록을 제시하 다. 

다음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각편을 제시한 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 다. 본고는 처음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를 

기준으로 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 분류를 진행하 다. 그 결과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두 가지 하위 유형이 확인되었다. 첫째는 ｢처벌형｣이고 

둘째는 ｢비처벌형｣이다. 이 두 가지 유형에서 각각 적극적인 ｢처벌형｣, 소극적인 

｢처벌형｣, 소극적인 ｢비처벌형｣과 적극적인 ｢비처벌형｣의 처벌 방식이 확인된다. 

이 중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는 ｢처벌형｣에 속하며 소극적인 ｢처벌형｣과 적극

적인 ｢처벌형｣이 확인된다.

이어서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와 서사를 살펴보았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

에 속한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를 검토한 결과,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핵심

화소 가운데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특히 소와 젓갈이 주목된다. 또한, <콩쥐팥

쥐> 설화에는 특이화소로 금기‧위반, 꽃‧구슬이 나타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

와 <콩쥐팥쥐> 설화의 서사와 화소를 살펴본 결과, <콩쥐팥쥐> 설화는 결혼후일

담 즉 재생 서사와 처벌 화소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고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론은 화소와 서사적 측면에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콩쥐팥쥐> 설화

의 위상을 보여준다.    



제Ⅲ장에서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핵심화소인 소, 물고기 조력자가 <콩쥐

팥쥐> 설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 사회와 설화에서 소와 

두꺼비의 상징성을 탐색하 다. 그 결과, 소는 농경사회, 두꺼비는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확인

되는 조력자의 피살, 죽음 등의 설화적 기능을 밝혀 <콩쥐팥쥐> 설화에서 소로 

변한 생모의 죽음은 낮은 가치(인간)가 높은 가치(초월적 조력자)로 전환되는 과

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 다.

이어서 처벌 방식이 되는 젓갈 화소를 검토하 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젓갈

은 식인 문화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설화에서 흔히 확인되는 강제적인 식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 다.

다음으로, <콩쥐팥쥐> 설화의 특이화소인 금기·위반과 꽃·구슬을 다루었다. <콩

쥐팥쥐> 설화에서 금기는 과거와 현재의 삶을 경계 짓는 역할을 한다. 주인공은 

신랑이 부여한 금기를 위반하 다가 죽음을 당한다. 살해를 당한 주인공은 나중

에 꽃과 구슬로 변했다가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꽃은 생명의 상징물이며 약한 

존재물이다. 그런데 꽃에서 구슬로 변하면서 아궁이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조왕신 덕분에 가능하 다고 해석하 다.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집안

일 및 농경사회와 관련된 노동을 해 본 여성이기에 조왕신을 모시는 공간인 아궁

이에서 살아남고 재생될 수 있었다. 이처럼 <콩쥐팥쥐> 설화에 등장하는 재생담

을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자 하 다. 

이어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핵심화소 및 특이화소와 

관련된 서사를 논의하 다. 우선 가부장제 문화와의 관련성이다. 다른 <신데렐

라> 유형 설화와 비교해 볼 때 <콩쥐팥쥐> 설화의 계모는 주인공을 학대하면서

도 주변 사람과 남편을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콩쥐팥쥐> 설화의 학대담은 특히 한국의 가부장제를 반 하고 있다.  

아울러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 서사와 처벌 서사에 농업사회와 어업사회의 

향이 반 된 양상을 확인하 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조력자 소는 어머니의 

넋으로 나타난다. 소로 변한 어머니는 <콩쥐팥쥐>의 각편 대부분에 나타나면서 

농사와 관련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는 다른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의 중요

한 차이점이다. 소와 물고기가 나타나는 지역을 살펴보면, 소의 도살을 기피하여 

물고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가까운 전승 지역에서 조력자가 물과 관련 



있는 동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콩쥐팥쥐> 설화의 경우 소는 물고기로 

변형되지 않고 소와 동시에 두꺼비가 나타난다.

그 다음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처벌 화소인 젓갈에 

대해 고찰하 다. <콩쥐팥쥐> 설화의 처벌 방식으로 젓갈이 등장하는 각편이 있

는데 신랑은 의붓자매를 난도질하여 젓갈로 담아 계모에게 보내고, 계모는 그 젓

갈을 다 먹은 다음 사실을 알게 되는 형식이다. 이런 복수담은 한국을 비롯하여 

아이슬란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서도 확인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의붓자매를 젓갈로 만드는 처벌은 전승 지역의 음식 문화와 관계있다고 

본다. 

<신데렐라> 설화의 주요 화소를 전승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살핀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신데렐라> 설화의 조력자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 다. <신데렐라> 설화의 소가 물고기로 변형되는 것은 인도의 문

화적 향보다 <신데렐라> 설화가 전승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 인도의 <신데렐

라> 설화 중 물고기가 조력자로 나타나는 각편들의 전승 지역을 살펴본 결과 해

당 전승 지역에 바다나 강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조력자인 소가 물고기로 변형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인도의 문화적 향 때문이 

아니라 <신데렐라> 설화가 전승되는 지리적 특징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 내에서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을 규명했

다. 다른 나라의 <신데렐라> 설화에서는 소와 젓갈 중 하나만 확인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 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물과 관련된 동물인 두꺼

비가 소와 동시에 조력자로 나타나는 점, 대륙에서 나타나는 소와 해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젓갈이 모두 나타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양상은 한국의 지

형, 음식 문화와 농경‧어업 사회의 공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콩쥐팥쥐> 설화 주인공의 재생 과정에서 확인되는 금기‧위반과 꽃, 구슬

에 대해 다루었다. 본고는 <콩쥐팥쥐> 설화의 특이한 재생 과정을 세계 <신데렐

라> 설화 자료를 통해 면 히 검토하여 재확인하 다.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신

랑의 금기가 특정한 상황을 촉발시킨다는 점이 주목된다. 금기를 비롯하여 주인

공이 의붓자매를 쫓아내려는 노력과 의붓자매가 주인공을 속이려는 노력 등이 자

세히 이야기되고 있다.

이어서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 서사와 재생 서사를 살펴보았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신랑은 부인에게 금기를 부여하는데 주인공은 그 금기를 어겨 살해당한

다. 신랑과 주인공은 의붓자매와 계모가 충분히 주인공을 해칠 수 있음을 인식하

고 있었지만 주인공은 의붓자매의 속임에 넘어가 살해당한다. 금기위반으로 부부

가 이별한 뒤 주인공이 시련을 겪고 나서야 재결합하게 되는 이야기는 <나무꾼과 

선녀>, <구렁덩덩신선비> 등 한국의 다른 설화에서도 흔히 확인되는 서사구조이

다.

나아가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 서사가 한국 설화와 고전작품과 상호텍스트성

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콩쥐팥쥐> 설화와 마찬가지로 계모학대 서사

와 재생 서사를 가지고 있는 <장화홍련전>의 재생 서사를 검토하 다. <장화홍련

전>과 유사하게 <콩쥐팥쥐> 설화에서도 재생서사 즉 결혼후일담이 전승 집단의 

보상 심리에 기반하여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비교 연구 결과 <콩쥐팥쥐> 설화의 독자성은 다음과 같다. <콩쥐팥쥐> 

설화는 한국의 가부장제와 젓갈 음식 문화, 생업 수단(농업‧어업의 공존), 지역적 

조건과 더불어 한국 고전작품과 상호텍스트성을 반 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

서 다른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구별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비교연

구의 의의를 규명하 다. 본고의 연구 모델은 향후 <신데렐라>처럼 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전승을 보여주는 설화의 비교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핵심어 : <신데렐라> 유형 설화, <콩쥐팥쥐> 설화, 소, 물고기, 젓갈, 금기, 꽃, 

   구슬, 가부장제, 농경, 어업, 상호텍스트성

학   번 : 2008-3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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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각지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를 비

교하여 <콩쥐팥쥐> 설화의 독자성을 밝히고, <콩쥐팥쥐> 설화가 <신데렐라> 유

형 설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불행한 주인공이 신발 분실을 계기로 왕자와 결혼하여 

신분 상승을 달성하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콩쥐팥쥐> 설화는 한국에서 전승되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나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정된 지역에 국한되어 전승

되는 <콩쥐팥쥐> 설화가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보

편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콩쥐팥쥐> 설화의 독자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세

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의 비교가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1)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신데렐라 설화군’의 하위 유형이다. ‘신데렐라 

설화군’은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비롯하여 <당나귀 가죽> 유형 설화, <소금같

은 사랑> 유형 설화, <한 눈이, 두 눈이, 세 눈이> 유형 설화 등을 포함하는 큰 

설화 그룹을 의미한다. 그동안 이루어진 ‘신데렐라’ 연구를 살펴보면, ‘신데렐라’

라는 제목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신데렐라 설화군’

을 함께 다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2)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신데렐라 설화

1) 본고는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보편성을 고려하면서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을 

밝히고자 한다. 비교 연구는 한국 설화 연구의 주요 연구 방법 중 하나이며, 설화 비교연구

에 있어서 보편성과 특수성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는 연구의 성과로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들 수 있다. 박성창, 비교문학의 도전, 민음사, 2009; 이브 슈브렐 지음, 박성창 옮김. ｢비
교문학, 어떻게 할 것인가｣, 민음사, 2002; 서대석, ｢구비문학의 비교문학적 연구과제｣, 구

비문학연구 1, 한국구비문학회, 1994; 조동일,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지식산업사, 1996;  

  , 세계문학사의 허실, 지식산업사, 1991;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티벳·몽골·만주·한국 신화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박사논문, 1997;    , ｢설화 

연구의 새로운 흐름과 전망｣, 한국어문학연구 37, 동악어문학회, 2001; 조진기,  비교문

학의 이론과 실천, 새문사, 2006 등.

2)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자료를 다루고 있는 주요 자료집으로  Heidi Anne Heiner, 

Cinderella : Tales from around the world, SurLaLune Press, 2012; Marian Roalfe 

Cox, Cinderella; Three Hundred and Forty-five variants of Cinderella, Catskin, and 
Cap O' Rushes, Abstracted and tabulate with a discussion of mediaeval and 
analogues, The Folklore Society, 1892를 꼽을 수 있다. 또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주



군’의 하위 개념이지만 기왕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 연구나 관련 자료집을 면

히 따져 보면 ‘신데렐라 설화군’의 하위 유형 설화들이 서로 명확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3)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신데렐라 설화군’ 가운데 <신데렐라> 유형 설

화에 초점을 맞추어 집중된 논의를 펼칠 것이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각편 등이 수록된 최초의 선집은 약 120년 전에 발표

되었다.4)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높은 인기와 더불어 자료집이 오래 전에 소개

되었기 때문에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대한 논쟁점은 없는 것처럼 인식되었다. 

그러나 자세한 정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자료를 자세

히 검토한 논의는 1951년에 발표된 루쓰의 연구가 유일하다.5) 루쓰의 연구는 

‘신데렐라 설화군’ 가운데 700편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6)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함께 한국의 <콩쥐팥

쥐> 설화를 논의할 것이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콩쥐팥쥐> 설화 연구 중에서는 <콩쥐팥쥐> 설화와 <신데

렐라> 유형 설화의 비교연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7) <콩쥐팥쥐>와 

된 연구로 Anna Birgitta Rooth, The Cinderella Cycle, C W K Gleerup, 1951; Alan 

Dundes (ed.), Cinderella - A Casebook, Garland Publishing, 1982; Nai-Tung Ting, 

"The Cinderella Cycle in China and Indo-China," FF Communications 213, Academia 

Scientiaruum Fennica, 1974; 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김옥희 역,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동아시아, 2003 등 참조. 

3) 루쓰는 최초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그의 비슷한 유형에 속하는 설화들을 ‘신데렐라 사

이클’(Cinderella Cycle)이라고 명명하 다. 본고에서는 루쓰가 지적한 ‘신데렐라 사이클’을 

단순화시켜 ‘신데렐라 설화군’이라고 하겠다. Anna Birgitta Rooth, op. cit., 1951.

4)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5) Anna Birgitta Rooth, op. cit., 1951.

6) 서양 연구자들 가운데 <콩쥐팥쥐> 설화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유일한 연구자로 탕허리니

를 들 수 있다. Timothy R. Tangherlini, "Cinderella in Korea: Korean Oikotypes of 

AaTh510," Fabula Vol. 35, 1994, pp. 282-304;         , "The Case of K'ongjwi: 

Folktale and Family in Korea," Folklore Interpreted Essays in honor of Alan Dundes,  

Regina Bendix and Rosemary Levy Zumwalt (ed.), Garland Publishing Inc., 1995.

7) 김환희, ｢비교문학 시각에서 본 <콩쥐팥쥐>의 기원과 특성｣, 옛이야기의 발견, 우리교육, 

2007; 장덕순, ｢CINDERELLA와 콩쥐 팥쥐｣, 국어국문학 16, 국어국문학회, 1957; 오

윤선, ｢세계의 신데렐라 유형 이야기군 속에서의 <콩쥐팥쥐 이야기> 고찰｣, 동화와 번역
11,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6 등의 논문은 그 제목에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 전

체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비교가 되는 대상 자료를 보면 몇 개 나라의 <신데

렐라> 유형 설화만을 논의하고 있다.  



<신데렐라> 설화를 비교하여 <콩쥐팥쥐> 설화의 보편성을 밝히는 작업은 쉽지만 

특수성을 밝히는 것은 비교적 어렵다는 지적이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바 있으

나8)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콩쥐팥쥐> 설화를 비교 

연구하면서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폭넓게 아우르는 작업이 긴요하다.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한 각편들을 총체적으로 검토

한 후에 수행되어야 하는데, 기왕의 연구에서는 제한적인 시각에서 몇 나라의 

<신데렐라> 설화 간의 비교만이 이루어졌다.9) 그 결과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

화의 전체적인 양상은 고찰되지 못했고 단편적인 지점들만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는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 속에서 <콩쥐팥쥐> 

설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비교 연구를 시작하기 전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규정하는 기본화소와 기본서사를 설정하는 작업이 요청

된다. 이어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차이를 지니고 있는 ‘신데렐라 설화군’의 

나머지 설화들과 <신데렐라> 유형은 어떠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

가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와 기본서사가 확정된 후에는 그 하위 

유형을 분류해야 한다. 구비문학 작품 분석에 있어서 유형 분류는 기초적 작업임

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 분류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문제 삼을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 연구의 쟁점을 확인해 본 결과, 두 가지 연구 

과제를 설정할 수 있다. 하나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가 무엇이며 그 하위 유형

이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연구 대상을 확장하여,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총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콩

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 속에서 <콩쥐팥쥐> 설화의 독자성을 밝히

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문제를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와 그에 따른 기본서사를 규정하여 그 

8) 이러한 한계는 김환희의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김환희, 앞의 논문, 2007, 

195-232쪽. 

9) 최근에 발표된 박사논문도 한국과 중국의 <신데렐라> 설화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

혜정, ｢한·중 <신데렐라> 유형 설화 비교 연구: 한국의 <콩쥐팥쥐>와 중국의 <灰姑娘> 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논문, 2012.  



하위 유형을 세분하고자 한다. <콩쥐팥쥐> 설화의 위상을 밝히기 위하여 먼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 기본서사와 하위 유형 분류가 명확하게 제시

되어야 할 것이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연구자들마다 분류 기준에 차이를 보

이고 있으나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동일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을 구성하는 화소를 

추출하여 같은 화소가 <콩쥐팥쥐> 설화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자세히 검토

하고자 한다. 

둘째,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화소가 각 전승 지역과 관련하여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밝힐 것이다. 본고는 전승 지역의 특성이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화소

를 다양하게 변이시킨다고 보고 양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신

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조력자인 소가 물고기로 변형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러

한 변형이 전승 지역의 문화적 맥락 혹은 자연적 조건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콩쥐팥쥐> 설화를 비롯하여 해양 인근 지역에서 전승되는 

몇 편의 <신데렐라> 설화 중 젓갈이 처벌 화소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주인공

과 신랑은 대개 선(善)을 상징함에도 특정 지역에서는 주인공이 의붓자매를 젓갈

로 만들어 계모에게 보내는 충격적인 설정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여 전승 지역과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조력자로서의 소․물고기 및 처벌 수단으로서의 젓갈의 지역적 분포를 지도를 통

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이 <콩쥐팥쥐> 설화의 화

소를 결정하는 데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의 독자성을 알아내기 위해 <콩쥐팥쥐> 

설화처럼 결혼후일담을 포함하고 있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들을 선정하여 양자 

간의 비교를 진행할 것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에는 신랑이 금기를 

위반하는 것을 시작으로, 주인공이 꽃과 구슬로 재생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 

금기·위반과 꽃·구슬은 한국 설화에서 흔히 확인되는 화소이다. 이야기판에서는 

두 개 이상의 설화가 섞이게 되면서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 발견되는 경

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

볼 것이다. 

넷째,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밝

혀낸 <콩쥐팥쥐> 설화의 독자성을 한국의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하고자 한



다. 설화가 전승되는 지역의 사회․문화와 깊은 관련을 갖는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

이다. 이에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난 조력자인 소·물고기, 처벌 방식인 젓갈, 재

생과정에서 나타난 금기, 꽃, 구슬 등과 관련된 서사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사회

와 문화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상의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콩쥐팥쥐> 설

화의 독자성과 위상을 밝히고 이를 통해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새롭게 해석하

고자 한다. 본고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분포 속에서 <콩쥐팥쥐> 설화를 다

루려는 의도에서 출발하 지만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비교

를 통해서 광범위하게 전승되는 다양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변형을 밝히는 

데까지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여러 나라에서 전승되고 있는데, 전승 지역에 따라 다

양한 화소가 나타난다. 즉, 동일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지역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다양한 

변이형이 만들어졌다.

초창기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연구들은 ‘신데렐라 설화군’의 방대한 범위에 

주목하 다.10) 콕스에 의해 이루어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방대한 자료 소개

는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연구 과제를 남겼다. 또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특정한 

민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나라가 공유하는 서사라는 점이 알려졌다. 이로 인

해 루쓰의 연구는 ‘신데렐라’라는 핵심어로 이루어진 연구가 나라의 경계와 특정

한 방법론의 선을 넘어 형성되는 데 기여하 다.11)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설화 연구는 한국 내외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10) 1892년에 출판된 콕스의 전집과 그 이후 루쓰의 연구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방대

한 자료에 관심을 두고 있다. Anna Birgitta Rooth, op. cit, 1951.;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11)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연구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던데스의 논문집은 <신데

렐라> 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논문집에는 ‘신데렐라’를 주제로 중국, 아

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등지의 <신데렐라> 각편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논문들이 수록

되어 있는데,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신데렐라> 설화군’ 연구를 보여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다양한 방법론을 취한 연구들을 소개하 다. Alan Dundes (ed.), op. cit., 1892.



먼저, 어권 나라에서 이루어진 <신데렐라> 설화 연구를 살펴보자. 어권의 

<신데렐라> 설화연구는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첫째, 어권 학자들에 의해 

<신데렐라> 설화는 다양한 방법론으로 연구되어 왔다. <신데렐라> 설화와 그와 

비슷한 설화들은 구조주의적 접근12), 정신분석학적 접근13), 역사-지리학적 접

근14), 사회문화적 접근15), 메타-구비문학적 접근(Metafolklore)16) 접근17) 등 다

12) <신데렐라> 설화의 유형과 구조를 다루는 주된 연구는 Anna Birgitta Rooth (1951), op. 
cit., pp. 14-22; David Pace, "Beyond Morphology: Lévi-Strauss and the Analysis of 

Folktales," Alan Dundes (ed.), op. cit., 1982, pp. 245-258; D. L. Ashliman, A Guide 
to Folktales in the English Language - Based on the Aarne-Thompson Classification 
System, Greenwood Press, 1987, pp. 101-110; Heidi Anne Heiner, op. cit., 2012, pp. 

1-16;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Preface; Steven Swann Jones, "The Innocent 

Persecuted Heroine Genre: An Analysis of Its Structure and Themes," Western 

Folklore 52(1), 1993, pp. 13-41 등이 있다.   

13) Ben Rubinstein, "The Meaning of the Cinderella Story in the Development of a 

Little Girl," Alan Dundes (ed.), op. cit., 1892, pp. 219-228; Burno Bettelheim, The 
Uses of Enchantment: The Meaning and Importance of Fairy Tales, Vintage Books, 

1976; Julius E. Heuscher, A Psychiatric Study of Fairy Tales: Their Origin, Meaning 
and Usefulness, Charles C. Thomas Publishers, 1963; Marcia Lieberman, ""Some Day 

My Prince Will Come": Female Acculturation through the Fairy Tale," College English 

34, 1972, pp. 383-395; Marie-Louise von Franz, "The Beautiful Wassilissa," Alan 

Dundes (ed.), op. cit., 1892, pp. 200-218 등이 있다. 

14)Anna Birgitta Rooth, op. cit., 1951;        , "Tradition Areas in Eurasia," Alan 

Dundes (ed.), op. cit., 1982, pp. 129-147; E. Sidney Hartland, "Notes on Cinderella," 

Alan Dundes (ed.), op. cit., 1982, pp. 57-70; Graham Anderson, "The Cinderella 

Story in Antiquity," Fairytale in the Ancient World, Routledge, 2000, pp. 25-42 등은 

주된 연구 성과이다.  

15) Aarland Usher, "The Slipper on the Stair," Alan Dundes (ed.), op. cit., pp. 

193-199; Chieko Irie Mulhern, "Cinderella and the Jesuits. An Otogizoshi Cycle as 

Christian Literature," Monumenta Nipponica 34(4), 1979, pp. 409-447; Daniela Perco, 

"Female Initiation in Northern Italian Versions of Cinderella," Western Folklore 52(1), 

1993, pp. 73-84; Dorothy Ko, Cinderella’s sisters: A Revisionist History of 
Footbinding,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5; Hunag Mei, Transforming the 
Cinderella dream : from Frances Burney to Charlotte Bronte James, Rutgers 

University Press, 1990; Karen E. Rowe, "Feminism and Fairy tales," Jack Zipes (ed.), 

Don't bet on the prince : contemporary feminist fairy tales in North America and 
England, Methuen, 1986, pp. 209-226, Magaret A. Mills, "A Cinderella Variant in the 

Context of a Muslim Women's Ritual," Alan Dundes (ed.), op. cit., pp. 180-192; M. 

Taggart, "Cinderella," Enchanted maidens : gender relations in Spanish folktales of 
courtship and marri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p. 93-115; Noriko T. 

Reider, ""Hanayo no hime," or "Blossom Princess": A Late-Medieval Japanese 

Stepdaughter Story and Provincial Customs," Asian Ethnology 70(1), 2011, pp. 59-80; 



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신데렐라> 설화 연구에서 각 연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

다. <신데렐라> 설화에 대한 구조적 접근은 설화의 구조에 주목하여 특히 <신데

렐라> 설화가 불행한 여자의 학대담을 다루고 있는 점을 논하 다.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들은 <신데렐라> 설화 독자의 심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데 

힘썼다. <신데렐라> 설화의 교육적 기능에 집중하여 어린아이의 심리적 발달을 

분석한 베틀하임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역사-지리학 접근을 수용한 <신데렐라> 

연구들은 세계 지도를 통해 <신데렐라> 설화의 전파와 고형을 찾는 데 힘썼다. 

또 <신데렐라> 설화를 전승지역 문화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한 노력도 없지 않

았다. 예컨대 전승 지역의 의례적 관습, 고대 중국의 전족(纏足) 문화 등으로 <신

데렐라> 설화를 재고한 연구들이다. 고대 문화와 사회를 통해서 <신데렐라> 설화

를 연구한 작업이 있는가 하면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신데렐라’와 관련된 

우스갯소리를 연구한 메타-구비문학적 접근 역시 최근 연구적 관심을 받고 있다.

둘째, <신데렐라> 연구자들은 민담 <신데렐라>와 더불어 동화나 디즈니 작품

으로 개작된 <신데렐라>에도 관심을 보 다. 이러한 연구는 구전으로 전해지는 

<신데렐라>가 동화나 화로 각색되는 과정, 변화된 모습 등에 주목하 다.18) 셋

Ousseina Alidou, "A "Cinderella" Tale in the Hausa Muslim Women's Imagination," 

Comparative Literature 54(3), 2002, pp. 242-255; Photeine P. Bourboulis, "The 

Bride-Show Custom and the Fairy-Story of Cinderella," Alan Dundes (ed.), op. cit., 
1982, pp. 98-109; S. D. Fohr, "Cinderella and All-Kinds-Of-Fur," Cinderella's gold 
slipper : spiritual symbolism in the Grimm's tales, Sophia Perennis, 2004, pp. 

87-119; Tyler Scott Smith, "Cinderella's Lessons on Footbinding: How Tiny Feet 

Found their Way into the Chinese Cinderella Story," Transnational Literature 5(2), 

2013; W. R. Ralston, "Cinderella," Alan Dundes (ed.), op. cit., 1982, pp. 30-56 등은 

주된 연구이다.  

16) 던데스는 메타-구비문학을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folklore of folklore”)로 정의하 다. 

Alan Dundes, "Metafolklore and Oral Literary Criticism," Jan Harold Brunvand (ed.), 

Readings in American Folklore, Norton, 1979, p. 409.

17) Cathy Lynn Preston, ""Cinderella" as a Dirty Joke: Gender, Multivocality, and the 

Polysemic Text," Western Folklore 53(1), 1994, pp. 27-49; Steven Swann Jones, 

"Joking Transformations of Popular Fairy Tales: A Comparative Analysis of Five 

Jokes and Their Fairy Tale Sources," Western Folklore 44(2), 1985, pp. 97-114 등이 

주된 연구 성과이다.    

18) Charles Solomon, A wish your heart makes : from the Grimm brothers' 
Aschenputtel to Disney's Cinderella, Disney Editions, 2015; Dorothy L. Hurley, 

"Seeing White: Children of Color and the Disney Fairy Tale Princess," The Journal of 



째, <신데렐라> 설화 각편을 소개하고 있는 선집과 논문이다. 전자로는 콕스와 

하이네의 작업이 대표적이다.19) 후자로는 특정한 문화권이나 지역의 <신데렐라> 

설화 각편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펼친 연구들이 확인된다.20) 

그런데 여러 나라에 전승되는 <신데렐라> 설화의 자료는 일찍부터 조사된 반

면, 조사된 자료를 총괄적으로 검토한 작업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몇몇 특

정 문화권의 <신데렐라>, 그림 형제의 <신데렐라>, 페로의 <신데렐라>, 디즈니 

<신데렐라> 등이 주된 연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여러 나라의 <신데렐라> 설화를 

다루는 경우에도 <신데렐라> 설화의 대표적인 예를 제시하는 데 머물렀다. 예컨

대, <신데렐라> 설화의 변이형에 대해 관심을 보인 연구자 타타르(Tatar)는 여러 

나라의 <신데렐라> 설화를 바탕으로 ‘신데렐라’의 다양한 양상(착한 신데렐라, 잔

인한 신데렐라, 복수하는 신데렐라, 지략이 있는 신데렐라 등)을 간단하게 언급하

다.21) 이는 <신데렐라> 설화 연구사의 주요한 성과이긴 하나, <신데렐라> 설

Negro Education 74(3), 2005, pp. 221-232; Elisabeth Panttaja, "Going up in the 

World: Class in "Cinderella," Western Folklore 52(1), 1993, pp. 85-104; Jack Zipes, 

"Semantic shift of Power in Folk and Fairy Tales-Cinderella and the Consequences," 

The Brothers Grimm-From Enchanted Forests to the Modern World, Palgrave 

Macmillan, 2002, pp. 187-205; Jane Yolen, "America's Cinderella,"  Alan Dundes 

(ed.), op. cit., 1982, pp. 294-306; Stone, Kay, "Things Walt Disney Never Told Us,"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88(347), 1975, pp. 42-50 등 참조.  

19) Heidi Anne Heiner, op. cit., 2012;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20) Alessandro Falassi, "Cinderella in Tuscany," Alan Dundes (ed.), op. cit., 1982, pp. 

276-293; A. K. Ramanujan, "Hanchi: A Kannada Cinderella," Alan Dundes (ed.), op. 
cit., 1982, pp. 259-275; Donn V. Hart and Harriett C. Hart, "Cinderella in the 

Eastern Bisayas: With a Summary of the Philippine Folk tale,"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79, 1966, pp. 325-328; Giambattista Basile, "The Cat Cinderella," 

Alan Dundes (ed.), op. cit., 1982, pp. 3-13; James Danandjaja, "A Javanese Cinderella 

Tale and its Pedagogical Value," Alan Dundes (ed.), op. cit., 1982, pp. 169-179;  Ó 

Tuathail Pádraig, "Folk-tales from Carlow and West Wicklow," Béaloideas: the journal 
of the Folklore of Ireland Society, 1937, pp. 65-66; R. D. Jameson, "Cinderella in 

China," Alan Dundes (ed.), op. cit., 1982, pp. 71-95; Sarah Davidson and Eleanor 

Phelps, "Folk Tales from New Goa, India,"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50, 

1937, pp. 24-26; Thos. H. Moore, "Chilian Popular Tales," The Folk-Lore Journal 
3(4), 1885, pp. 289-305; Wayne Schlepp, "Cinderella in Tibet," Asian Folklore 
Studies 61(1), 2002, pp. 123-147; William Bascom, "Cinderella in Africa," Alan 

Dundes (ed.), op. cit., 1982, pp. 148-168 등이 있다

21) Maria Tatar (ed.), The Classic Fairy Tales, W. W. Norton & Company, 1999, pp. 

101-137.



화의 광대한 자료를 모두 검토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위와 같이 어권 <신데렐라> 설화 연구를 살펴본 결과, 두 가지 한계점을 확

인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신데렐라> 설화가 다양한 각도로 연구되어 왔지만 

<신데렐라> 설화의 방대한 각편을 면 히 따져본 연구는 루쓰의 박사논문이 유

일하다. 또한, 루쓰는 <신데렐라> 설화의 변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데렐라 

설화군’의 하위 유형들 간의 상호관계를 논의하 는데 아직까지 이러한 관점을 

발전시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둘째, <신데렐라> 설화의 방대한 자료

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전승지역에 따라 그 변이형을 밝히는 작업도 아직 충분하

지 못한 실정이다.

한국에서 진행된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연구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는 <콩쥐팥쥐> 설화의 서사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이

며, 둘째는 <콩쥐팥쥐> 설화와 다른 나라와 비교 연구이다. 어권과 달리 한국

에는 소설인 <콩쥐팥쥐전>이 존재한다. <콩쥐팥쥐> 설화의 연구 가운데는 <콩쥐

팥쥐전>과 <콩쥐팥쥐> 설화의 서사 중심 연구와22) <콩쥐팥쥐전>과 <콩쥐팥쥐> 

설화를 동시에 다루는 연구가 있다.23)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비교 문학의 방법보

다는 <콩쥐팥쥐> 설화의 서사 형성과정과 서사 구조 등을 다루었다.

한국 <콩쥐팥쥐> 설화와 관련된 비교 연구는 1929년 최남선의 ｢朝鮮의 콩쥐팥

쥐는 西洋의 신데렐라 이야기｣라는 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24) 글의 제

목에서 알 수 있듯이 최남선은 한국과 서양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대등하게 

보며 양자 간의 비교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후 한국의 <신데렐라> 설화 연구는 

최남선의 향을 받아 오랫동안 두 설화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

22) 김종균, ｢<콩쥐팥쥐전> 의 서사구조 연구｣, 古小說 硏究 23(2), 한국고소설학회, 1997; 

김용범, ｢고소설 주인공의 지역 연고성 분쟁 사례를 통한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연구 -홍길

동전과 콩쥐팥쥐전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22, 한민족문화학회, 2007; 이윤경, ｢계
모형 고소설 연구 : 계모설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4; 우

진옥, ｢고전서사 속 ‘나쁜 엄마’의 유형과 자녀의 대응에 대한 연구 : 계모설화를 중심으로 

한 문학치료학적 고찰｣,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15; 정인혁, ｢<콩쥐팥쥐전〉의 결말과 ‘육

형(肉刑)’의 의미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6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4 등 참

조.  

23) 남종현, ｢콩쥐팥쥐 이야기‧ <콩쥐팥쥐전> ‧ <신데렐라> 의 상관관계｣, 세명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 권순긍, ｢<콩쥐팥쥐전> 의 형성과정 재고찰｣, 古小說 硏究 34, 2012 등

이 주된 연구성과이다.   

24) 최남선, ｢朝鮮의 콩쥐팥쥐는 西洋의 신데렐라 이야기｣, 괴기 제2, 육당 최남선 전집

<9>, 현암사, 1974.



다.

한국에서 진행된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설화의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세 가지 경향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신데렐라> 설화의 전형적 서사와 <콩쥐

팥쥐> 설화를 비교하는 작업으로,25) 서양과 동양 <신데렐라> 설화 몇 편을 다룬 

경우도 있다.26) 둘째는 한국과 가까운 나라의 자료를 비교하는 연구,27) 셋째는 

한국과 먼 나라의 자료를 비교하는 연구이다.28) 한국에서 진행된 <콩쥐팥쥐> 설

화 연구의 주류는 다른 나라 <신데렐라> 설화와 한국 <콩쥐팥쥐>를 일대일로 비

교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주로 <콩쥐팥쥐> 설화와 극명한 대비를 이루

는 외국 설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설화 연구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제들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콩쥐팥쥐> 설화를 총체적으로 

연구하여 그 가치를 온전히 밝히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 다.

<콩쥐팥쥐>와 <신데렐라> 설화를 비교한 연구들은 몇 개 나라의 설화들만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삼은 전승 지역에 따라 <콩쥐팥쥐> 설화

의 특수성이 달리 해석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 다. 이는 <콩쥐팥쥐> 설화와 

다른 나라의 <신데렐라> 설화를 단순 비교하거나 화소 혹은 에피소드의 존재 유

무만을 통해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을 해석하 기 때문이다. 가령 결혼후일담

의 서사가 없는 각편과 <콩쥐팥쥐> 설화를 비교하여,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

25) 장덕순, 앞의 글, 1957; 오윤선, 앞의 글, 2006.

26) 김기창, ｢｢콩쥐 팥쥐｣와 ｢신데렐라｣의 비교 고찰｣, 국제어문 8, 국제어문학회, 1987. 

27) 박연관, ｢‘콩쥐팥쥐’와 ‘Tam Cam’ 비교 연구｣, 베트남연구 3, 한국베트남학회, 2002; 

전혜경, ｢한국-베트남 설화에 나타난 여성상 및 기층의식 비교연구-한국의 콩쥐팥쥐와 베

트남의떰깜비교를 중심으로｣, 베트남연구 9, 한국베트남학회, 2009; 조단, ｢한·중 ‘신데

렐라’ 형 민담의 문화형태학적 해석｣, 한·중 민간 설화 비교 연구, 보고사, 2006; 가미야 

미호, ｢｢콩쥐팥쥐｣ 와 ｢코메후쿠 누카후쿠(米福⦁糠福)｣의 이야기 구조 비교에 관한 고찰｣, 
한국어문학연구 2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문학연구회, 2006; 박연숙, ｢‘콩쥐팥쥐’와 ‘고메

후쿠 아와후쿠(米福粟福)’의 비교 연구｣, 동아시아일본학회 23, 2007; 김 애, ｢한국설화 

<콩쥐팥쥐>와 태국설화 <쁠라 부텅> 비교 연구｣, 東南亞硏究 17(2), 한국외국어대학교 동

남아연구소, 2008; 김혜정, ｢한·중 <신데렐라> 유형 설화 비교 연구: 한국의 <콩쥐팥쥐>와 

중국의 <灰姑娘> 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박사논문, 2012; 하은하,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난 부부 갈등 양상과 그 문학치료적 의미-동아시아 신데렐라 유형과의 비교를 통해｣, 
인문논총 28,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4.

28) 주종연, ｢한국의 전래민담과 독일 Grimm 동화와의 비교연구 2(콩쥐 팥쥐)와

(Aschenputtel)｣, 語文學論叢 12,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3; 이원수, ｢<콩쥐팥쥐>와 

<신데렐라>의 비교 연구-북미 인디언 <신데렐라>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語文學 77, 韓國

語文學會, 2002; 김 연, ｢이란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나타난 특징｣, 중동연구 25, 한

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7.



는 결혼후일담을 <콩쥐팥쥐> 설화의 특징으로 보기도 하 다.29) 이런 비교는 두 

대상의 다른 점, 즉 비교대상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차이점을 보여줄 뿐, 

<콩쥐팥쥐> 설화만의 특징을 밝힌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콩쥐팥쥐> 설화의 특

징을 알기 위해서는 몇몇 나라의 설화와 비교하는 작업을 넘어 비교 대상을 세계

적인 규모로 폭넓게 확장해야 한다.

최근 들어 한국의 구비문학 연구자들은 외국학자들의 <신데렐라> 설화 연구에 

대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콩쥐팥쥐> 설화에 초

점을 맞추고 있지 않거나 <신데렐라> 설화를 다루고 있는 대표 외국 연구를 소

개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30) 한편, 외국학자들이 서구 <신데렐라> 설화

를 넘어서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를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이고, 

연구 또한 몇 편에 불과하다.31)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을 추출하지 못했다는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32) 

초기 <콩쥐팥쥐> 설화 번역본은 <콩쥐팥쥐> 설화에 대한 관심을 끌어내기에는 

미흡하 다. 어권 학자들에게 소개된 <콩쥐팥쥐> 설화의 번역이 <콩쥐팥쥐> 

설화의 전형적인 서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루쓰가 소개한 <콩

쥐팥쥐> 설화의 번역본이다. 루쓰는 변 태에게서 <콩쥐팥쥐> 설화의 번역본을 

받았다고 기술하 지만,33) 변 태의 번역은 상당 부분 개작이 이루어져 있어 전

29) 김헌선, 최자운, ｢<신데렐라> 와 <콩쥐팥쥐> 이야기의 비교 연구｣, 人文論叢 12, 경기

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4.

30) 주된 연구로, 김정란의 신데렐라와 소가 된 어머니 (존장, 2004)와 주경철의 신데렐라 

천년의 여행 (산처럼, 2005)이 있다. 

31) 한국 <신데렐라> 를 다루고 있는 외국 학자들의 연구는 Timothy R. Tangherlini, op. 
cit., 1994, pp. 282-304;      , op. cit.,, 1995, pp. 265-290; 나카자와 신이치 저, 앞의 

책, 2003이다. 

32) 탕허리니의 두 편의 논문은 <콩쥐팥쥐> 설화를 소개하고 있는 논문이며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콩쥐팥쥐> 설화의 중요성을 찾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Timothy R. 

Tangherlini, op. cit., 1994, pp. 282-304;      , op. cit.,, 1995, pp. 265-290). 또한 나

카자와 신이치는 <콩쥐팥쥐> 설화를 다루고 있지만 그의 목적은 특징을 밝히는 데 있지 않

고 신화학적 맥락에서 <신데렐라>를 설명하 다. 특히, <신데렐라> 에서 나타나는 콩, 개암

나무, 그리고 아궁이 재의 신화적인 의미를 분석하여 그 화소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중개하

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일대일의 비교가 아니고 <신데

렐라> 를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해하는 연구가 한국에서 주목을 받게 된 셈이다. 나카자와 신

이치, 앞의 책, 2003.

33) Alan Dundes (ed.), op. cit., 1982, p. 147.



형적인 <콩쥐팥쥐> 설화의 서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후 탕허리니는 <콩쥐팥쥐> 설화에 대한 어권 학자들의 무관심에 대해, 연

구자들이 <콩쥐팥쥐> 설화를 일부러 간과한 것이 아니라 <콩쥐팥쥐> 설화의 번

역본이 부족하여 그러한 상황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지적하 다.34) 또한 그의 

논문에서는 <콩쥐팥쥐> 설화의 전형적 서사를 어로 소개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로 인해 비로소 어권 학자들은 <콩쥐팥쥐> 설화의 전형적인 자료

를 간편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35) 그러므로 이제는 보다 수준 높은 <콩쥐팥

쥐> 설화의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상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연구사를 살펴보았는데, 역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비교연구가 상당한 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

구의 한계가 있다. <신데렐라> 설화 자료집이 출간된 지 약 1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광대한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60여 년 전 루쓰의 박사학위 논문이 유일하다는 것이다. 구비문학 연구자 루쓰는 

<신데렐라> 설화의 세계 분포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에 대한 연구를 제출하 지

만 그의 연구에 <콩쥐팥쥐> 설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한국에서 진행된 <콩쥐

팥쥐> 설화 연구는 <신데렐라> 설화의 방대한 각편들 중 극히 일부분만을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간 한국 내외의 연구는 ‘<신데렐

라> 유형 설화’ 속에서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을 찾아내는 데 미흡하 다고 

생각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본고의 목적은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콩쥐팥쥐> 설화의 특징을 드러

내고 위상을 밝히는 데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설화라는 점에서 세계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세계문학인 <신데렐

라>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비교 연구를 진행하여 <콩쥐팥쥐> 설화의 독자성

을 밝히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세계문학과 비교문학간의 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34) Timothy R. Tangherlini, op. cit., 1994, p. 283. 

35) 탕허리니의 논문에 어로 소개되어 있다. Timothy R. Tangherlini, op. cit., 1995, pp. 

267-272.



서 출발한다. 

본고는 먼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전승 지역을 유라시아로 설정하고 유라시

아 지역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36) 본고의 주된 

연구자료는 콕스와 하이네의 선집, 임석재의 한국구전설화, 한국구비문학대계
등에 수록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각편들이다. 이 네 가지 자료집 이외에도 

별도로 찾을 수 있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 모두를 아울러 다룰 것이다.37)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자료를 선정하기 전 ‘신데렐라 설화군’에 속하는 여러 

유형 설화와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분별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바탕으로, 

‘신데렐라 설화군’의 하위 유형을 재검토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

를 확정할 것이다. 이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정해진 기본화소에 따라 기본서

사를 재고하고자 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확인되는 기본화소는 “변이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

지하면서 본디 모습을 지니고 있는 화소”이다.38) 이러한 기본화소를 바탕으로 전

개되는 이야기가 기본서사인 것이다. 본고는 <신데렐라> 설화의 기본화소와 기본

서사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다루고자 한다.39) <신

36) 나카자와 신이치는 아메리카 대륙에 일어난 인류 이동이 유라시아 대륙에서 비롯된 것이

라고 하 다. 그의 인류 이동과 설화 전승 지역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신데렐라> 유형 설

화의 중심 지역은 유라시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경철은 아프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지

역의 <신데렐라> 설화는 아프라카 대륙에 19세기나 20세기 초에 선교사들이나 백인과의 접

촉에 의해 전파되었다고 주장하는 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전승 

지역인 유라시아 대륙의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나카자와 신이치 저, 앞의 책, 2003, 

47-56쪽; 주경철, 앞의 책, 2005, 107쪽.                    

37) 자료들의 자세한 정보는 <부록> 에 기재되어 있다. 

38) 임재해는 원형화소를 “변이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본디 모습을 지니고 있는 화

소”라고 하고 있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기본화소’로 정의하겠다. 일반적으로 원형화

소를 “아르키타입(Archetype)”으로 번역하는 경향이 보이는데 “아르키타입(Archetype)”은 

임재해가 지정하는 원형화소의 개념과 다른 개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임재해가 지정한 원

형화소의 개념을 언급하되 그 개념을 기본화소로 정의하겠다. 임재해, 설화작품의 현장론적 

분석, 지식산업사, 1991, 111쪽. 

39) 스티스 톰슨은 설화에서 유형(tale type)이라는 개념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전통 이야

기”라고 규명하 다. (Stith Thompson, The Folktale, Ams Press, 1979, p. 415). 그리고 

임재해는 각편(version)과 유형의 관계를 설명하 다. 임재해에 따르면 “각편은 유형으로부

터 실현되는 구체적인 실체로서의 작품”이다. 이러한 이유로 “유형은 하나이되 유형에 따른 

각편은 무수하게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해 주었다. (임재해, 위의 책, 1991, 76쪽). 톰슨과 임

재해의 논의에 따르면 <신데렐라> 유형은 하나이지만 그의 광범위한 전승으로 파생된 각편

의 수가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세계로 전승되고 있는 <신데렐라> 유형의 설화 각



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가 선정된 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각편을 선

정할 수 있다. 그런데 본고의 목적은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콩쥐팥쥐> 

설화의 독자성을 밝히는 데 있다. 따라서 먼저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

쥐> 설화가 공유하는 핵심화소와40) <콩쥐팥쥐> 설화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특

이화소를41) 찾아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화소를 충분히 논의하여야 세계 <신

데렐라> 설화와의 관계 속에서 <콩쥐팥쥐> 설화의 보편성과42) 특수성을 보다 정

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 간 비교연구에 적합한 연

구 방법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던데스는 민담 연구에 대해서 세 가지 접근 방법

을 제시한 바 있다. 신화학적 접근, 인류학적 접근 그리고 역사-지리학적 접근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접근은 통시적 방법론과 비교방법론을 공통적으로 수용하

고 있다.43) 앞서 지적한 세 가지 접근 방법 가운데 본고의 목적에 맞는 적절한 

연구 방법을 설정해야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 연구에 있어서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접근 방법 

중 특히 역사-지리학적 접근이 주목된다. <신데렐라> 설화의 방대한 자료를 면

편들을 묶어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라고 하겠다.

40) 본고에서 사용되는 핵심화소라는 용어는 기본화소의 하위 개념이다. 제Ⅱ장에서 <신데렐

라> 유형 설화의 5가지 화소를 기본화소로 정하 다. 이러한 5가지 기본화소 가운데 <신데

렐라> 유형 설화의 핵심이 되는 화소를 선정하여 핵심화소로서 논의하겠다. 핵심화소를 선정

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을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기본화소를 핵심화소로 볼 수 있다. 둘째,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불행한 주인공의 성공적

인 결혼을 이야기하는 마법담이다. 따라서 마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공의 전환

을 도와주는 기본화소를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핵심화소라고 할 수 있다.  

41) 본고에서 사용하는 특이화소라는 용어는 핵심화소와 마찬가지로 기본화소의 하위 개념이

다. 특이화소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이면서 <콩쥐팥쥐> 설화에서 유일하게 나

타나는 화소를 가리킨다. 

42) 본 연구는 나라별로 <신데렐라> 설화가 달라지는 모습, 즉 ‘변형’ 가운데 <콩쥐팥쥐> 설

화의 독자성을 밝히고자 한다. <신데렐라> 설화의 다양한 모습은 화소(motif)나 기능

(motifeme, function)의 변이 즉 변이 화소(allomotif)나 변이 기능(allomotifeme)으로 확인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핵심화소에서 확인되는 변형 중 <콩쥐

팥쥐> 설화의 화소가 어떠한 변형과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참고로 

화소(motif), 기능(motifeme, function), 변이 화소(allomotif), 변이 기능(allomotifeme)의 개

념은 1962년에 발표된 던데스의 글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Alan Dundes, "From Etic to 

Emic Units in the Structural Study of Folktales,"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75(296), 1962, pp. 95-105. 

43) ibid., p. 95.



히 검토한 유일한 연구자 루쓰가 ‘신데렐라 설화군’ 연구를 진행하면서 역사-지

리학적 입장을 수용하 기 때문이다. 역사-지리학적 방법은 민담의 변이형에 의

의를 둔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취하는 연구자는 서사의 원상태를 복구하여 그 서

사의 전파와 전개를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역사-지리학적 방법론의 역사적 

접근은 서사의 시간적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있는 반면에 지리학적 접근은 공간

적 변화 양상을 분석한다.44)

그런데 본고는 루쓰의 연구와 다른 관점을 취한다. 역사-지리학적 방법론에서 

비롯되는 통시적 고찰을 하지 않고 역사-지리학적 접근의 일부인 지리학적 접근

을 선택하 다. 즉, 시간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보다 전승 지역이 달라지면서 확인

되는 <신데렐라> 설화의 변이 양상을 고찰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는 역사-지리학적 방법에 속하는 지리학적 방법을 취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의 연구는 설화 비교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

다. 따라서 본고는 역사-지리학적 접근 방식에 적합한 비교연구의 방법론을 택한

다. 구비문학 비교연구의 주된 두 가지 관점은 “중국이나 일본 등 향관계를 실

증할 수 있는 나라 사이의 비교연구”와 “아프리카나 중남미 등 향관계를 입증

할 수 없는 나라의 문학과 비교연구”를 하는 것이다.45) 본고는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비교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동시에 수용하고자 한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간 활발한 비교 연구를 수행한 조동일은 일찍이 비교문학 

연구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세계문학 일반론’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비교론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문학갈래 비교론, 둘째 문학

이론의 근거 비교론, 셋째 문학사 비교론이다. 이 세 가지 비교론 가운데 본고는 

문학이론의 근거 비교론을 수용한다. 그를 통해 <콩쥐팥쥐> 설화가 한국인의 마

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자연이나 사회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규명할 것이다.46) 

나아가 해리스(Harris)의 문화유물론(cultural materialism)을 참조하여 <콩쥐팥

쥐> 설화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 해리스가 지적한 문화일반적 접

근(etic approach)과 문화내부적 접근(emic approach)47)을 통해서 한국 <콩쥐팥

44) ibid., p. 103. 

45) 서대석, 앞의 글, 1994, 1쪽.  

46) 조동일, 앞의 책, 1996, 17쪽.

47) 해리스는 ‘문학일반적 분석’은 문화내부적 분석을 하기 위한 매개적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

서 언어학자 파이크(Pike)가 지적한 개념과는 다르다고 주장하 다. Marvin Harris, Cultural 
Materialism - The Struggle for a Science of Culture, Vintage Books, 1980, pp. 



쥐> 설화와 한국 문화의 관련성을 분석할 것이다.48) 즉, 해리스의 방법론을 수용

하여 <콩쥐팥쥐> 설화의 서사에 반 된 한국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으로 본고의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은 지리학적 방법론, 문학이

론의 근거 비교론 그리고 문화유물론이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한국 <콩쥐팥쥐> 설화의 비교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본

고는 <신데렐라> 설화 연구-한국 내외에서 이루어진 <콩쥐팥쥐> 설화 연구 간 

학술적인 접점을 구상하여 양자 간 간극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선행 

연구의 빈틈을 채울 뿐만 아니라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종합적 고찰을 위해 먼저 Ⅱ장에서 

<신데렐라> 설화의 하위 유형을 분류한다. ‘신데렐라 설화군’의 설화들을 분류한 

대표 작업으로는 콕스와 루쓰의 연구가 있다. 따라서 먼저 콕스와 루쓰의 ‘신데렐

라 설화군’ 분류를 바탕으로 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가 ‘신데렐라 설화군’의 

다른 설화들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제시할 것이다. 또한 ‘신데렐라 설화군’의 다른 

설화와 구분되는 <신데렐라> 설화의 기본화소와 서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 기본서사, 하위 유형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신

데렐라> 유형 설화가 수록되는 자료집부터 검토해야 할 것이다. <신데렐라> 설화

의 기본화소를 정하고 나면 화소표를 검토하여 기본화소에 따라 <신데렐라> 유

형 설화의 하위 유형을 분류한다. 여기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속하지 않은 

<콩쥐팥쥐> 설화의 목록과 서사적 특징을 제시할 것이다. ‘콩쥐팥쥐’라는 제목으

로 알려져 있지만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신데

렐라> 유형 설화라고 정의할 수 없는 각편들도 개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신

데렐라> 유형 설화인 <콩쥐팥쥐> 설화와 그렇지 않은 <콩쥐팥쥐> 설화 간의 연

관성을 다루지 않는다면 <콩쥐팥쥐> 설화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이루어질 수 없

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인 <콩쥐팥쥐> 설화의 각편들을 

다룰 것이다. 여기서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와 서사유형을 분석해본 후 <콩쥐팥

쥐> 설화의 처벌 서사를 논의하겠다. 

제Ⅲ장에서는 제Ⅱ장에서 소개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화소와 서사를 분석

35-36.

48) 해리스는 현지 조사 사례를 통해 문화유물론에 수용되는 문화일반적 접근과 문화내부적 

접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Ibid., pp. 32-33.     



하고 그 화소들이 보여 주고 있는 특징을 제시한다. 먼저 <신데렐라> 유형 설화

의 핵심화소와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적 특성과 위상을 규명할 것이다. <신데렐

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을 만들어내는 처벌은 역시 핵심화소 중의 하나이다. 

그 다음으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따라서 조력자인 소·물고기, 처벌 방식인 젓갈을 기준으로 삼아 <신데

렐라>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은 세계 <신데렐

라> 유형 설화 가운데 <콩쥐팥쥐> 설화에만 등장하는 특이화소 금기·위반, 꽃·구

슬을 다루겠다. 이 네 가지 화소는 세계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한국 <콩쥐팥쥐> 설화에만 등장하는 화소들이다. 따라서 다른 설화들의 

사례를 다루면서 한국 <콩쥐팥쥐> 설화의 특이화소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 비교를 바탕으로 제Ⅲ장 2절

에서는 <신데렐라>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서사를 논의할 것이다. <신데렐

라>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 서사를 검토함으로써 한국의 가부장제 문

화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찾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콩쥐팥쥐>의 재생 서사를 분

석하겠다. 먼저 <콩쥐팥쥐>의 결혼후일담에서 금기 서사에 나타난 가부장제의 

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조력자 서사에 나타난 가부장제의 향을 분석하여 결혼 

전과 후에 나타난 가부장제 문화의 같고 다른 점을 제시할 것이다. 이후 재생 서

사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을 찾아낼 것이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의 재생

은 꽃-> 구슬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특이한 환생 과정이 한국의 다른 설화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 설화들 간의 상호텍스트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의 비교를 통해 나타난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토대로 <콩쥐팥

쥐> 설화가 지닌 보편성과 특수성, 그리고 세계 <신데렐라> 설화 가운데 <콩쥐

팥쥐> 설화의 독자성을 밝히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콩쥐팥쥐> 설화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비교연

구가 갖는 의의를 논하겠다. 본고는 세계문학인 <신데렐라>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비교연구를 진행한다. 이러한 작업 위에서 향후 설화들 간 비교연구의 전

망을 살펴보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Ⅱ.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와 서사유형

본고는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 속에서 <콩쥐팥쥐> 

설화가 지니는 위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신데렐

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와 기본서사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

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을 통해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신데렐라 설화군’에 

속하는 다른 설화들과의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으며,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각

편과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다음의 네 가지 작

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선행 신데렐라 설화군의 유형 연구를 검토하여 <신

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와 기본서사를 제시한다. 둘째, <신데렐라> 설화의 

기본화소를 분석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과 그 기준을 추출할 것

이다. 셋째, <신데렐라> 유형 설화인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와 서사를 검토한

다. 넷째,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을 만들어 내는 기준인 화소에 따

라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관계를 이해하고자 한다. 

1. <신데렐라> 설화의 화소와 서사유형

1) <신데렐라> 설화의 화소와 서사

‘신데렐라 설화군’의 다른 설화들은 종종 ‘신데렐라’로 불리지만 모든 각편이 

<신데렐라> 유형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신데렐라>는 ‘신데렐라 설화군’에 속하

는 하나의 유형일 뿐이다. ‘신데렐라 설화군’은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비롯하여 

그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유형의 설화를 포괄하는 큰 규모의 설화 그룹이다. 지금

까지 ‘신데렐라 설화군’의 방대한 각편을 다룬 연구는 루쓰의 박사논문이 유일하

며, 선집은 콕스가 편찬한 것과 최근 하이네가 편찬한 것이 있다. 그런데 이들 연

구 및 선집의 제목만으로는 <신데렐라> 설화와 ‘신데렐라 설화군’의 차이를 알기

가 쉽지 않다.49) 흔히 연구자들은 ‘신데렐라 설화군’에 속하는 다른 유형 설화들

49) 각각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1. 콕스의 Cinderella; Three Hundred and Forty-five 
variants of Cinderella, Catskin, and Cap O' Rushes, Abstracted and tabulate with a 
discussion of mediaeval and analogues 2. 하이네의 Cinderella : Tales from around the 



도 <신데렐라> 설화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 대상 설화인 

<신데렐라> 유형 설화들에 속하는 각편들을 확정하기에 앞서, 우선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어떠한 화소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신데렐라 설화군’에 속하는 설화

들과 어떻게 구별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작업이 우선 요구된다.

‘신데렐라 설화군’의 방대한 각편을 살필 수 있는 최초의 자료집은 콕스의 자료

집이다.50) 선집의 서명(書名)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콕스의 자료집에는 300편 

이상의 ‘신데렐라 설화군’의 각편이 소개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신데렐라>의 방

대한 분포를 논하고 있는 연구로 루쓰의 신데렐라 사이클을 들 수 있다.51) 콕

스와 달리 루쓰는 각편을 수집하는 대신 책 끝에 각편 목록을 수록하 다. 각편 

목록을 보면 루쓰는 콕스의 자료뿐 만 아니라 400여편의 자료를 더 다루고 있다. 

루쓰는 콕스의 두 배에 달하는 700편을 다루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런데 한국 국내 연구자들 가운데에는 루쓰의 약 700편을 콕스의 약 300편에 

부가해서 1000편 이상의 <신데렐라> 설화 자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52) 그러나 루쓰와 콕스가 다루고 있는 각편들만 보고 <신데렐라> 설화가 

1000편 이상의 자료가 존재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루쓰가 다룬 700편의 

숫자에는 <신데렐라> 그리고 그와 비슷한 유형의 설화 즉 ‘신데렐라 설화군’에 

속하는 각편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루쓰의 각편들과 마찬가지로 콕스가 

제시한 300편 이상의 설화들이 모두 <신데렐라> 설화인 것은 아니다. 이들은 엄

히 말해 ‘신데렐라 설화군’의 각편들이다. 최근에 나온 하이네의 자료집에는 ‘신

데렐라 설화군’의 345편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콕스의 자료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분류와 유형화를 진행하기 전 ‘신데렐라 설화군’의 여

러 설화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콕스, 루쓰 그리고 하이네가 제시한 

‘신데렐라 설화군’의 유형 분류를 먼저 살펴보자. 콕스는 최초로 ‘신데렐라 설화

군’의 각편을 모으는 작업을 시작하 고 자료집의 서문에서 ‘신데렐라 설화군’의 

유형을 간략하게 언급하 다. 다음으로 루쓰는 콕스와 구별되는 ‘신데렐라 설화

군’ 유형을 제시하 다. 루쓰와 달리 하이네는 새로운 유형 분류를 시도하지 않고 

world 3. 루쓰의 The Cinderella Cycle.
50)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51) Anna Birgitta Rooth, op. cit., 1951.

52) 김정란, 앞의 책, 2004, 14쪽.



콕스, 루쓰 그리고 아르네의 ‘신데렐라 설화군’의 유형을 따랐다.53) 본고에서 확

정할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신데렐라 설화군’의 하위 유

형을 재검토하는 데서 출발한다. 콕스, 루쓰, 하이네에 의해서 이루어진 ‘신데렐라 

설화군’의 유형분류와 그 유형분류의 핵심 화소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콕스의 분류54) 

  (가) ｢A형｣, <신데렐라>: 학대 받은 주인공, 신발 시험

  (나) ｢B형｣, <고양이 가죽(Catskin)>: 비정상적인 아버지와 주인공의 

            탈출 

  (다) ｢C형｣, <골풀 모자 (Cap o’ Rushes)>: 리어 왕 심판으로 인해 버림

            받은 주인공

  (라) ｢D형｣, <가늠할 수 없는 설화> 

(i) ｢Da형｣: ｢A형｣, <신데렐라>와 가까운 유형

(ii) ｢Db형｣: ｢B형｣, <고양이 가죽>과 가까운 유형

(iii) 어떠한 유형과도 가깝지 않은 유형

  (마) ｢E형｣ , <남성 웅담>: 남성인 신데렐라 

(B) 루쓰의 분류55)

  (가) ｢A형｣: 
(i) ｢AⅠ형｣: 학대 받은 자매, 학대를 벗어나게 해 주는 동물(소) 

             조력자

(ii) ｢AⅡ형｣: 학대 받은 주인공과 열매 따는 결혼 시험

  (나) ｢AB형｣: 학대 받은 주인공, 신발 시험,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다) ｢B형｣: 학대 받은 주인공과 신발 시험

  (라) ｢BⅠ형｣: 비정상적인 아버지, 주인공의 탈출 

  (마) ｢C형｣: 남성인 신데렐라

53) 콕스, 루쓰, 하이네가 제시한 ‘신데렐라 설화군’의 유형은 ‘신데렐라 설화군’의 각편들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반면에 아르네의 유형 분류는 일반적인 설화 유형을 기술하 다. 다양

한 설화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아르네의 유형분류 중에는 <신데렐라> 설화의 여러 유형도 확

인된다. D. L. Ashliman, op. cit., 1987.

54)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Preface. 

55) Anna Birgitta Rooth, op. cit., 1951, pp. 14-22. 



(C) 하이네의 분류56)

  (가) <신데렐라 이야기>: 학대 받은 주인공, 초월적 조력자, 왕자와 만남,  

              물건을 통해서 주인공을 알아보기, 왕자와 결혼 

  (나) <당나귀 가죽 이야기>: 비정상적인 아버지와 주인공의 탈출 

  (다) <골풀 모자와 소금 같은 사랑 이야기>: 리어 왕 심판으로 인해 버림  

             받은 주인공57)

  (라) <한 눈, 두 눈, 세 눈 자매>: 한 눈, 두 눈, 세 눈 자매, 학대 받은 

           주인공과 조력자의 도움으로 왕자와 결혼 

  (마) <기타 신데렐라 이야기(More Cinderellas)>58)

위의 유형 분류를 통해 ‘신데렐라 설화군’의 여러 유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유형의 독특한 기본화소 또한 확인된다. ‘신데렐라 설화군’에는 불행한 주인공이 

신발을 분실하고 왕자와 결혼하는 서사를 가지는 <신데렐라> 유형도 있고 그렇

지 않은 유형도 존재한다. 연구자에 따라 유형을 나누는 방식은 다른 경우가 있

으나 본고에서는 동일한 기준을 설정하여 유형을 재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주인공의 성별이 무엇인지, 악인이 누군지, 그리고 주인공이 어떠한 계기를 통하

여 행복한 결말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이 선행 ‘신데렐라 설화군’의 유형을 구별하

는 기준들이라 할 수 있다.

‘신데렐라 설화군’의 주인공은 여성일 때도 있고 남성일 때도 있다. 이러한 각

편에서는 이야기의 시작부터 주인공의 성별을 중심으로 한 유형 구분이 가능하

다. 남성인 신데렐라를 다루는 유형들은 콕스의 ｢E형｣, 루쓰의 ｢C형｣인데, 이들

은 본고가 다루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가 아니다.

다음으로는 악인이 누군지가 기준이 된다. 이때 주인공을 학대하는 사람은 주

로 어머니, 계모와 그의 자식 그리고 아버지이다. 어머니, 계모와 그의 자식이 학

대를 하는 경우에도 아버지는 수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아버지는 재혼을 하여 계

56) Heidi Anne Heiner, op. cit., 2012, pp. 1-16. 

57) 하이네는 이 유형을 ATU 510B 와 923으로 보고 있다. 리어 왕 심판으로 인해 버림     

 받은 주인공과 더불어 초월적 조력자와 물건을 통해서 주인공을 알아보기가 나타나면 전    

자이고 이 두 가지 요소가 없으면 후자의 유형이다. 

58) 개별적인 유형으로 보기 어려운 유형이다. 위의 네 가지 유형에 넣을 수 없는 다섯 가지  

  각편을 하나의 제목으로 묶어 놓았다. 



모를 데리고 오는 사람인데, 악한 배우자를 선택함으로써 주인공에게 시련을 가

져오지만 서사가 전개되면서 아버지는 물러나고 계모가 중심이 된다.59) 계모의 

힘을 얻어 의붓자매도 주인공을 학대하는 것으로 나온다. 때때로 아버지가 계모

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버지를 설득하여 계모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

우도 있다. 이러한 각편에서도 주인공은 계모에게서 학대받는 미약한 존재이다.

아버지가 수동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유형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주

인공을 학대하는 유형도 확인되다. 두 가지 유형에서 아버지는 주인공을 직접 학

대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은 리어 왕의 심판과 비정상적인 아버지를 다루는 ‘신데

렐라 설화군’의 유형이다. 둘 다 아버지 때문에 가출하는 주인공을 다루고 있지만 

주인공이 가출하게 되는 이유가 다르다. 전자에는 아버지의 심판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게 되는 주인공이 등장하고, 후자에는 근친상간을 피하려고 도망가는 주인

공이 등장한다. 왕의 심판을 다루는 유형에서는 아버지가 ‘리어 왕의 심판’을 내

리기 때문에 주인공이 집에 쫓겨나게 된다. 아버지가 딸들을 불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 만족스러운 대답을 하지 않은 주인공은 버림을 

받게 된다. 주인공의 다른 자매들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과도하게 표현했지만, 

주인공은 아버지를 소금처럼 사랑한다고 대답한다. 아버지는 소금의 중요성을 깨

닫지 못한 탓에 딸의 리한 대답을 알아채지 못한다. 버림받은 주인공은 고귀한 

신분의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식 때 아버지를 초대한다. 주인공은 자신의 

대답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소금 없는 음식을 아버지에게 대접한다. 소금 

없는 음식을 먹은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알게 되고 결국 부녀는 재회한다. 여기

에 속하는 유형들로는 콕스의 ｢C형｣, <골풀 모자>, 하이네의 <골풀 모자와 소금

같은 사랑 이야기> 등이 있다.

반면에 비정상적인 아버지가 등장하는 이야기에서는 생모가 죽으면서 남편에게 

약속을 받는다. 생모는 남편한테 자기와 닮은 여자나 자기 반지를 낄 수 있는 등

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생모가 죽은 

후 아버지는 그러한 여자를 찾지 못한다. 자기 딸인 주인공이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알게 된 비정상적인 아버지는 친딸인 주인공과 결혼을 

하려고 한다. 이에 주인공은 결혼을 피하고자 허름한 옷60)을 입고 변장하여 집에

59) Maria Tatar, op. cit., 1999, pp. 102-103. 

60) 허름한 옷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고양이 가죽으로 만든 옷, 당나귀 가죽으로  

  만든 옷 등을 <고양이 가죽> 그리고 <당나귀 가죽>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다.



서 탈출한다. 비정상적인 아버지가 반지를 끼게 하는 시험과 <신데렐라> 설화에

서 신랑이 시키는 신발 시험은 “완벽한 쌍(perfect fit)”을 찾는 과제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61) 그러나 시험 과정은 유사하더라도 비정상적인 아버지가 등장하

는 경우에는 근친상간 문제가 부가되기에 이러한 유형을 <신데렐라> 유형 설화

로 볼 수는 없다. 여기에 해당되는 유형들은 콕스의 ｢B형｣, <고양이 가죽>, 루쓰

의 ｢BⅠ형｣, 하이네의 <당나귀 가죽 이야기>이다.

이상으로 확인한 유형에서 주인공의 성별과, 악인이 누군지에 따라 세 가지 이

야기가 확인된다. 남성이나 여성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주

인공을 괴롭히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이야

기이다. 본고의 분석대상인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는 소극적인 아버지가 나타

난다.

지금까지는 성별과 악인을 기준으로 자료 분류하 는데, 다음으로 주인공이 어

떠한 계기를 통해서 행복한 결말을 얻게 되는지 탐색해 보자. 여기서는 세 가지 

유형이 확인된다. 먼저 왕자와 주인공의 결혼이 부재하고 이야기의 결말에서 주

인공이 계모의 학대에서 벗어나는 경우이다. 루쓰는 유일하게 이러한 유형을 ｢AI

형｣으로 정의하 다.

그 다음으로 주인공이 신랑과 결혼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시 신랑과 결혼하는 

계기가 되는 ‘시험’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 자신의 능력으로 왕자

와 결혼하는 주인공이 있는가 하면 신발 덕분에 왕자와 결혼하는 주인공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전자의 경우 다른 여자들은 나무에서 과일을 딸 수 없지만 주인공

은 열매를 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신랑과 결혼한다. 대체로 죽은 조력자를 

묻은 장소에서 나무가 자라게 되고 신랑은 열매를 딸 수 있는 여자와 결혼을 하

겠다고 한다. 이때 주인공만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 있기에 신랑이 주인공과 

결혼하게 된다. 열매를 따는 능력 대신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 등의 변이형도 

있다. 자신의 능력으로 결혼을 하게 된 주인공을 다루는 유형은 루쓰의 ｢AⅡ형｣
이다. 하이네의 <신데렐라> 가운데 일부 자료 역시 이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는 아무도 잃어버린 신발을 신을 수 없지만, 주인공만 신

발을 신을 수 있어 결혼 시험에 합격한다. 주인공이 자기 신발을 잃어버린 후 신

랑은 그 신발의 주인과 결혼을 하겠다고 한다. 가짜 신부가 나타나서 신발을 신

61) Maria Tatar (ed.), op. cit., 1999, p. 105. 



유형 

기본 화소 

① 
불행한 

(여)주인공 

② 
조
력
자 

③ 
잃어버린 

신발 

④ 
신발 
시험

⑤ 
행복한 
결말

｢(콕스) A형｣ 〇 〇 〇 〇 〇
｢(루쓰) B형｣ 〇 〇 〇 〇 〇
｢(루쓰) AB형｣ 〇 〇 〇 〇 〇
하이네의 <신데렐라> 〇 〇 〇/X 〇/X 〇

으려고 하나 실패하고 결국 주인공이 신발 시험에 합격하여 신랑과 결혼하게 된

다. 본고는 이처럼 불행한 (여)주인공이 신발을 통해서 고귀한 신분의 신랑과 결

혼하는 내용의 설화를 <신데렐라> 유형으로 정의한다.

위의 분석을 통해 <신데렐라> 유형이 같은 그룹의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고의 <신데렐라> 유형은 ｢(콕스) A형｣이다. ｢(콕스) A형｣에 소

개된 자료를 확인해보면 그 자료들은 루쓰는 ｢B형｣과 루쓰의 ｢AB형｣의 종합이

다. 반면에 하이네의 유형 분류에서 <신데렐라> 설화로 분류되었지만 각편의 내

용을 자세히 보면 잃어버린 신발이 나타나지 않는 각편이 있기도 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콕스) A형｣, ｢(루쓰) B형｣, ｢(루쓰) AB형｣과 하

이네의 <신데렐라>에 해당하는 각편을 재검토하여, 본고의 <신데렐라> 유형 설

화의 목록을 제시하겠다. 콕스는 ｢A형｣, 루쓰는 ｢B형｣, 하이네는 <신데렐라>를 

<신데렐라> 유형이라고 보고 있다. 루쓰는 ｢AB형｣을 따로 분류하 지만 그의 ｢
AB형｣과 ｢B형｣이 기본화소를 공통적으로 갖는다는 점이 확인된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유형의 기본 화소를 대조하여 본고의 연구대상인 <신데렐라> 유

형 설화의 기본화소를 알아본다. 

<표 1>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

 

위의 표에서 확인되듯 ｢(콕스) A형｣, ｢(루쓰) B형｣, ｢(루쓰) AB형｣은 공통적으

로 5가지의 기본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하이네의 <신데렐라> 유형 각편을 

검토해 보면 많은 각편에서 ③잃어버린 신발과 ④ 신발 시험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이네는 신발 시험 대신 열매 따기 시험이 나타나는 각편도 <신데렐라> 유형으



로 보았다. 그런데 본고의 연구 대상인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는 신발 화소가 

확인되고, <표 1>에서 제시한 5가지의 기본화소가 모두 확인된다. 

특히 위에서 제시한 화소 중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열매 따기 시험 대신 신

발 시험이 나타나는 이유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신

발 시험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열매 따는 시험의 주인공이 비교

적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반면, 신발 시험의 주인공은 수동적이다. 두 과정은 조력

자의 도움으로 이루어지지만 신발 시험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능력으로 신발 시험

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의 타고난 성질(작은 발)로 신랑과의 결혼을 성

취하게 된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주인공의 발이 신발에 딱 맞는다는 것은 “완벽한 쌍”

을 이룬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주인공 이외에 의붓자매는 신발을 신으려고 한

다. 그런데 발이 커서 신발이 들어가지 않자 그들은 발을 자르고 몸의 한 부분을 

잘라 피가 나게 된다. 피가 나타나는 것은 월경을 상징하는데, 의붓자매는 주인공

을 비해서 순결성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붓자매들과 달리 주인공은 월경

이 시작되지 않은 순결한 신부이다. 따라서 신랑은 여성스럽고 보다 순결한 주인

공과 결혼을 하게 된다.62) 신발과 발이 하나의 쌍을 완성하는 것처럼 주인공과 

신랑은 결혼을 통하여 부부로서 한 쌍이 된다. 신발을 통해서 주인공의 내적 특

성이 발휘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신발은 주인공의 타고난 성품과 성격을 

보여주면서 수동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신발이 나타나는 <신데렐라> 유

형 설화는 ‘신데렐라 설화군’의 다른 유형과 구별된다. 

따라서 현존하는 ‘신데렐라 설화군’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 기본화소와 서사를 

가지고 있는 각편을 <신데렐라> 유형 설화로 지정하여, 본고의 연구대상으로 삼

는다. <신데렐라> 유형의 기본화소를 재정리하면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는 

① 불행한 (여)주인공 ② 조력자 ③ 잃어버린 신발 ④ 신발 시험 ⑤ 행복한 결말

이라는 화소가 나온다. <신데렐라> 설화의 기본형은 이러한 다섯 가지 화소를 가

지고 있는 설화이다. 본고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불행한 여인이 잃어버린 신발을 통해 귀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 기본서사를 

가진다. 또한 ｢(루쓰) AB형｣처럼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가 합성된 설

화들도 <신데렐라> 유형 설화라고 할 것이다. ｢(콕스) A형｣에 속하는 각편 가운

62) Bruno Bettelhim, op. cit., 1976, p. 268.  



데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와 <검은 신부 이야기 흰 신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각편들도 마찬가지이다. 이 두 가지 서사 단락은 기본서사를 대체하여 나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는 결혼을 하기 

전 나오는 반면, <검은 신부와 하얀 신부 이야기>는 결혼을 한 후 등장한다. <친

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에서 친절한 주인공은 조력자에게서 상을 받지만 

불친절한 자매는 조력자에게 벌을 받는다. 결혼후일담으로 불리는 <검은 신부와 

하얀 신부 이야기>에서도 처벌의 기능이 확인된다. 결혼을 하기 전 주인공을 학

대하는 계모와 의붓자매는 결혼한 주인공을 죽이려고 한다. 귀인과 결혼한 주인

공이 자기를 학대한 계모와 의붓자매를 벌주지 않고 놓아두자 그들은 주인공을 

다시 해치려고 한다.

즉,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와 <검은 신부와 하얀 신부 이야기>는 서

사의 중간 ‘과정’에 해당하며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서사 및 화소들과 합

성되어 있는 두 가지 이야기이다.63) <신데렐라> 설화는 기본화소와 서사를 유지

하면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포함한다. 대체로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합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는 결혼 

전에 나타나면서 주인공의 착함과 의붓자매의 악함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

는 선한 주인공이 나중에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될 것이고 악한 의붓자매는 실패하

게 될 것을 암시하는 서사이기도 하다.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는 주인

공의 착함을 더 강조하면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결말에서 의붓자매가 받게 

될 처벌을 정당화한다.

반면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주인공과 신랑의 결혼담 이후에 나오는 <검은 

신부와 하얀 신부 이야기>는 흔히 결혼후일담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결혼 전 

주인공과 신랑의 결혼을 방해하는 악인은 계속해서 결혼 후에도 주인공과 신랑의 

분리를 유도하는 악인으로 나타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서사 전개를 살펴

보면 결혼 전과 후는 일관성 있게 진행되며 결혼후일담의 결말에서 주인공을 학

대하고 주인공과 신랑이 헤어지게 만든 악인은 처벌을 받는다. 결혼후일담은 <신

데렐라> 유형 설화에 처벌의 서사라는 형태로 녹아들어 있어 이질적 결합을 넘어 

63) 본고의 목적은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합성된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와 <검

은 신부와 하얀 신부 이야기>가 부가되는 시점을 알아보거나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고형

을 찾는 데 목적을 두지 않는다. 



번호 민족64)65)
<각편 

번호>
설화66)

1 핀란드 <FIN1>
<The Three Girls Who Went As 

Servants To The King's Palace>

2 <FIN2>
<The Three Girls who Went to the 

King's Palace>
3 <FIN3> <The Three Sisters>

4 <FIN4>
<The Beggar's Daughter Who Was 

Housed Free>
5 <FIN5> <The Servants’ Places>
6 <FIN6> <Cinderella>
7 <FIN7> <Finette, The Swineherd>
8 <FIN8> <The Swineherd>
9 <FIN9> <Sikeri-Sokeri, Cowskin>
10 이탈리아 <IT1> <Catarina>
11 <IT2> <The Calf with the Golden Horns>
12 <IT3> <The Story of Cinderella>
13 <IT4> <La Cenerentola>
14 <IT5> <The Hearth-Cat>
15 <IT6> <The Cinder-Wench>
16 <IT7> <La Cenorientola>
17 <IT8> <Vaccarella>
18 <IT9> <La Cenerentola>
19 <IT10> <La Bbrutta Cenerelle>

하나의 특수한 신데렐라 유형이 되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신데렐라> 

설화의 별도의 유형으로 보는 것보다는 <신데렐라> 설화에 포함된 서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신데렐라 설화군’에 해당하는 설화들 중 위에서 제시한 기본화소와 서

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유라시아에 전승되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각편을 선

정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음 <표 2>에서 정리한 총 198편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64) 콕스가 수집한 <신데렐라> 설화를 기재할 때 콕스가 서문에서 지적한 대로 민족을 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20 <IT11> <La Cenerentola>
21 <IT12> <The Ewe>
22 <IT13> <La Cenerentola>
23 <IT14> <Cendreusette>
24 <IT15> <Cinderella in Tuscany(2)>
25 <IT16> <Cinderella in Tuscany(3)> 
26 아르메니아 <AR1> <The Brother Ram>
27 <AR2> <The Red Cow> 
28 아이슬란드 <IC1> <Stepmother story>

29 <IC2>
<The story of Mjadveig, Daughter 

   of Mani>
30 <IC3> 제목이 없는 <신데렐라>(2)
31 <IC4> <Mjadveig>
32 노르웨이 <NRW1> <Wooden-Cloak>
33 <NRW2> <Wooden-Cloak>
34 <NRW3> <Wooden-Cloak>
35 <NRW4> <Wooden-Cloak>
36 <NRW5> <The Lime-tree Queen>
37 <NRW6> <Katie Woodencloak>

38 <NRW7>
<The Man's Daughter in the 

  Pig-sty>
39 <NRW8> <Stable-slut>
40 <NRW9> <The Old Man's Daughter>
41 <NRW10> <Manddottera>
42 <NRW11> <Aaskepot>
43 <NRW12> <The Man's Daughter>
44 <NRW13> <Little Christina>
45 <NRW14> <Kari Trestakk(1)>
46 <NRW15> <Kari Trestakk(2)>
47 <NRW16> <Kari Trestakk(3)>
48 <NRW17> <Kari Trestakk(4)>
49 <NRW18> <Kraake Lange>
50 <NRW19> <제목이 없는 <신데렐라(6)>
51 러시아 <RUS1> <Little Cinderella>
52 <RUS2> <A Dirty Person>

65) <신데렐라> 유형 설화 리스트에는 일본 자료가 포함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일본 자료에서

는 ③ 잃어버린 신발, ④ 신발 시험 화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자료에서 결혼의 



53 <RUS3> <The Wonderful Birch-Tree>
54 <RUS4> <The Marvellous Oak>
55 <RUS5> 제목이 없는 <신데렐라>(3)
56 <RUS6> 제목이 없는 <신데렐라>(4)

57 <RUS7>
<The Two Young Ladies and 

Cinderella>
58 <RUS8> <The Golden Slipper>

59
우크라이나․
남러시아

<UR+

RUS1>
<The Golden Slipper Cossack>

60 덴마크 <DEN1> <The Stepdaughter> 
61 <DEN2> <Lucy Ragged-hood>
62 <DEN3> <The White Dog, or Put-into-pot>
63 <DEN4> <The little Glove> 
64 <DEN5> <Pot-of-Ashes>
65 <DEN6> <The Golden shoe> 
66 <DEN7> <Mette Wooden-hood> 
67 <DEN8> <The little Red Calf>
68 <DEN9> <Hazel-Brother> 
69 <DEN10> <Mette Skin-gown> 
70 <DEN11> <The little Golden Shoe>
71 <DEN12> <The little Golden Shoe>
72 <DEN13> <The little Gold Shoe> 

73 <DEN14>
<Cinderella who became Queen, 

Askenbasken, who became Queen> 
74 <DEN15> <Whip-in-the-Ashes>
75 <DEN16> <Whip-in-the-Ashes>
76 <DEN17> <The Golden Shoe> 
77 <DEN18> <Greasy-Matty> 
78 <DEN19> <Tahier-Tahaer> 
79 <DEN20> <The Little Shoe> 
80 <DEN21> <Little Mary in the Wooden-gown>
81 <DEN22> <Mette Wooden-hood>
82 헝가리 <HG1> <Cinderella>
83 <HG2> <Die Drei Konigstochter>

성사 여부는 주로 주인공의 능력(노래 부르기, 열매 따기 등)에 달려 있다. 이것이 바로 루쓰

가 언급한 ｢AⅡ형｣이다. 일본 자료를 논의한 박연숙과 지코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

하고 있다. 특히 지코에 따르면 일본 나가사키(Nagasaki)에서 조사된 설화에서 신발 화소가 



84 <HG3> <De la Cendrillon>

85
오스트리아․
헝가리

<A+HG1>
<The Golden Apple and the 

Cinder-Girl>
86 <A+HG2> <The Story of an Orphan>
87 <A+HG3> <La Cuzza Tzenere>
88 <A+HG4> <The Three Sisters>
89 <A+HG5> <The Three Sisters>
90 <A+HG6> 제목이 없는 <신데렐라>(7)
91 프랑스 <FRN1> <Finette Aschenbrodel>
92 <FRN2> <Le Chat Noir>
93 <FRN3> <Cendrillon>
94 <FRN4> <Le Taureau Bleu>
95 <FRN5> <La Cendrouse>
96 <FRN6> <재 묻은 소녀(‘신데렐라’)>
97 <FRN7> <Cinderella>
98 독일 <GER1> <Aschenbrodel>
99 <GER2> <Aschenputtel>
100 <GER3> <The Three Sisters>
101 <GER4> <Aschengrittel>
102 <GER5> <Eschenfidle>
103 그리스 <GRC1> <Aschenputtel>
104 <GRC2> <The Three Sisters>
105 <GRC3> <Saddleslut>

106
그리스․ 

알바니아

<GRC+

ALB1>
<Aschenputtel>

107 스웨덴 <SWE1> <Little Cinder-slut>
108 <SWE2> <The Little Gold Shoe> 
109 <SWE3> 제목이 없는 <신데렐라>(5)
110 <SWE4> <Krak-Pels>
111 <SWE5> <Aske-Pjeske>
112 <SWE6> <Aske-Pjeske>

113 <SWE7>
<Miss Skin-cloak rakes in the 

Ashes> 
114 <SWE8> <Crow’s nib-Cloak>

나타나는 현상은 네덜란드와 국의 향이라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신

데렐라 설화군’에 속하는 일본 자료를 논의하지 않도록 하겠다. 박연숙, 「'콩쥐팥쥐'와 '고메

후쿠아와후쿠(米福粟福)'의 비교 연구」,『일본문화연구』 23, 동아시아일본학회, 2007; 



115 <SWE9> <Krakskinns-Maja>
116 <SWE10> <Crow-Cloak>

117 <SWE11>
<The Stepdaughter and the Right 

Daughter>
118 아일랜드 <IRE1> <Fair, Brown, And Trembling>
119 <IRE2> <Ashey Pelt>
120 <IRE3> <Cul-Fin, Cul-Din, Cul-Corrach> 
121 <IRE4> <Cinderella>
122 벨라루스 <BLR1> 제목이 없는 <신데렐라>(1) 
123 <BLR2> <The Orphan And The Fairy>
124 키프로스 <CYP1> <Aschenbrodel>
125 <CYP2> <The Story of Cinderella>

126 폴란드 <POL1>
<The Mysterious Lady of The 

Fir-Tree>

127 <POL2>
<The Princess with the Pig skin - 

Cloak>

128 <POL3>
<The Oak-Tree and The      

Sheepskin>
129 스페인 <SPN1> <The Fire-blower>
130 <SPN2> <La Cenicienta>

131
 

<SPN3>67)
<Maria La Cenicienta>

132 포르투갈 <PRG1> <The Hearth Cat>
133 <PRG2> <The Maiden and the Fish> 
134 세르비아 <SRB1> <Papalluga, Or The Golden Slipper>
135 <SRB2> <Aschenzuttel>

136
체코슬로바

키아
<CZE1> <About Cinderella>

137 벨기에 <BEL1> 
<A Tale of the King and of Jenny 

his Sweet Love>
138 불가리아 <BUG1> <Cinderella>
139 에스토니아 <EST1> <Tuhka-Triinu> 
140 국 <BRT1> <Rushen Coatie> 

Chieko Irie Mulhern, "Analysis of Cinderella Motifs, Italian and Japanese," Asian 
Folklore Studies 44(1), 1985, pp. 1-37.

66) 구체적인 서지 사항은 부록 1에 기재되어 있다.



141 스코틀랜드 <SCT1> <A Fresh Scottish Ashpitel Tale>
142 <SCT2> <The Sharp(Horned) Grey Sheep>

143 <SCT3>

<The Snow-White Maiden, And 

The Fair Maid, And The Swarthy 

Maid, And Frizzle Or Bald Pate 

Their Mother>
144 <SCT4> <The Red Calf>
145 <SCT5> <Rashin Coatie>
146 <SCT6> <The Traveller’s Cinderella>
147 <SCT7> <Rashin-Coatie> 
148 <SCT8> <The Black Sow>
149 유럽 <EUR1> <The Cinder Maid>

150 조지아 <GEO1>
<Conkiajgharuna(The Georgian 

Cinderella)> 

151
이란․ 

아프가니스탄

<IRN+

AFG1> 
<Moon Brow>

152 이란 <IRN1> <The Story of Little Fatima> 

153 <IRN2>
<The Story of How Fatima Killed 

her Mother and What came of it>
154 <IRN3> <생선 장수 딸과 구두 한 짝>
155 이라크 <IRQ1> <The Poor Girl and her Cow>

156 <IRQ2>
<The Little Red Fish and the Clog 

of Gold>
157 팔레스타인 <PAL1> <Snowmaiden>
158 인도 <IND1> <Cinderella> 
159 <IND2> <Cinderella> 
160 <IND3> <Bapkhadi> 
161 <IND4> <A Salsette Cinderella> 
162 <IND5> <The wicked stepmother>

163 <IND6>
<A Sardine Transformed into a 

Man> 

164 베트남 <VET1>
<Histoire De Con Tam Et De Con 

Cam>

67) 자료 수집가인 무르(Moore)는 스페인의 자료로 보고 있다. 수집가는 이 각편을 칠레에서 

수집했지만 수집 후에 스페인에 가보고 나서 <신데렐라>가 스페인에서 비롯한다고 하 다. 



165 <VET2> <The Story of Tam and Cam> 
166 <VET3> <심술궂은 계모> 

167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68) 

<IN+COM

+VET1>
<Kajong and Haloek>   

168 중국 <CHN1> <Yeh-hsien> 
169 <CHN2> <Beauty and Pock Face> 
170 <CHN3> <A Story of Two Sisters> 

171 <CHN4>
<The Three Sisters of Pa Erh 

Pu>69) 
172 <CHN5> <Yang P’A and Yang Lang)>
173 <CHN6> <The Golden Carp>
174 필리핀 <PHL1> <Maria and the Lukban Tree(Ⅰ)>
175 <PHL2> <Maria and the Lukban Tree(Ⅱ)> 

176 <PHL3>
<The Story of the Life of Maria .. 

In the Kingdom of Hungary> 
177 <PHL4> <Maria and the Golden Slipper>
178 <PHL5> <Clara Clamodio>

179 <PHL6>
<The Girl with a Star on Her 

Forehead>
180 <PHL7> <Clamora Clamodio>
181 한국 <KOR1> <콩쥐퐅쥐>
182 <KOR2> <콩중이팍중이>
183 <KOR3> <콩쥐팥쥐>
184 <KOR4> <콩쥐팥쥐>
185 <KOR5> <콩쥐팥쥐>
186 <KOR6> <콩쥐팥쥐>
187 <KOR7> <콩쥐팥쥐>
188 <KOR8> <콩조지팥조지> 
189 <KOR9> <콩쥐팥쥐> 
190 <KOR10> <콩쥐팥쥐>
191 <KOR11> <콩쥐팥쥐>
192 <KOR12> <콩쟁이와 팥쟁이>
193 <KOR13> <콩쥐팥쥐>

Thos. H. Moore, "Chilian Popular Tales," The Folk-Lore Journal 3(4), 1885, p. 289.

68) 닐 피리프(Neil Philip)는 비슷한 이야기를 수록하면서 본 설화는 쟘(Cham) 사람이 이야



194 <KOR14> <K'ongjwi and P’atjwi>
195 <KOR15> <Kongjwi and Padjwi> 
196 <KOR16> <한국 신데렐라>

<표 2>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자료 목록

‘신데렐라 설화군’의 자료를 검토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196편을 선정하

다. 핀란드 9편, 이탈리아 16편, 아르메니아 2편, 아이슬란드 4편, 노르웨이 19

편, 러시아 8편, 우크라이나와 남러시아 1편, 덴마크 22편, 헝가리 3편, 오스트리

아와 헝가리 6편, 프랑스 7편, 독일 5편, 그리스 3편, 그리스와 알바니아 1편, 스

웨덴 11편, 아일랜드 4편, 벨라루스 2편, 키프로스 2편, 폴란드 3편, 스페인 3편, 

포르투갈 2편, 세르비아 2편, 체코슬로바키아 1편, 벨기에 1편, 불가리아 1편, 

국 1편, 에스토니아 1편, 스코틀랜드 8편, 조지아 1편,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1편, 

이란 3편, 이라크 2편, 팔레스타인 1편, 인도 6편, 베트남 3편, 인도네시아·캄보

디아·베트남 1편, 중국 6편, 필리핀 7편, 한국 16편을 연구 대상으로 삼겠다. 

이상으로 ‘신데렐라 설화군’의 기존 유형을 재고하여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와 서사를 확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신데렐

라 설화군’의 자료를 검토하여 200편 가까이 되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목록

을 제시하 다. 

이어서 위 목록에 제시된 <신데렐라> 유형 설화들을 대상으로, 그간 시도되지 

않았던 <신데렐라> 유형의 하위 유형 분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신데렐라> 설화의 서사유형

본절에서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대상으로 유형 분류를 진행하여, 하위 유

형의 화소에 따라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비롯하여 <콩쥐팥쥐>의 서사를 분석

하고자 한다. 먼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를 기준으로 <신데렐라> 유

기해 준 설화 즉 캄보디아와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인의 설화라고 이야기하고 있

다. 그리고 콕스는 이 설화를 베트남 설화로 보고 있다. 본고는 이 설화를 인도네시아·캄보디

아·베트남의 설화로 볼 것이다. Philip, Neil, The Cinderella Story, Penguin Books, 1989, 

p. 21.

69) 전체 이야기는 19쪽이고, 번역자는 앞의 7쪽을 번역했다. 나머지는 <신데렐라> 설화와 직

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 다.



민족 <각편번호>

①

불

행

한 

(여)

주

인

공

② 

조

력

자

③

잃

어

버

린

 

신

발

④ 

신

발

 

시

험

⑤행복한 결말

처

벌

비

처

벌 

핀란드 <FIN1> 〇 〇 〇 〇 〇 X
<FIN2> 〇 〇 〇 〇 〇 X
<FIN3> 〇 〇 〇 〇 〇 X
<FIN4> 〇 〇 〇 〇 〇 X
<FIN5> 〇 〇 〇 〇 〇 X
<FIN6> 〇 〇 〇 〇 〇 X
<FIN7> 〇 〇 〇 〇 〇 X
<FIN8> 〇 〇 〇 〇 〇 X
<FIN9> 〇 〇 〇 〇 X 〇

이탈리아 <IT1> 〇 〇 〇 〇 X 〇
<IT2> 〇 〇 〇 〇 〇 X
<IT3> 〇 〇 〇 〇 X 〇
<IT4> 〇 〇 〇 〇 〇 X
<IT5> 〇 〇 〇 〇 X 〇
<IT6> 〇 〇 〇 〇 X 〇
<IT7> 〇 〇 〇 〇 X 〇

형 설화의 하위 유형을 제시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화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유형 분류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신데렐라>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은 위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본화소, 즉 ① 

불행한 (여)주인공, ② 조력자, ③ 잃어버린 신발, ④ 신발 시험, ⑤ 행복한 결말

이다. <표 3>에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각편들을 기본화소의 유무에 따라 제

시하 다. 



<IT8> 〇 〇 〇 〇 〇 X
<IT9> 〇 〇 〇 〇 X 〇
<IT10> 〇 〇 〇 〇 〇 X
<IT11> 〇 〇 〇 〇 X 〇
<IT12> 〇 〇 〇 〇 X 〇
<IT13> 〇 〇 〇 〇 X 〇
<IT14> 〇 〇 〇 〇 X 〇
<IT15> 〇 〇 〇 〇 X 〇
<IT16> 〇 〇 〇 〇 X 〇

아르메니아 <AR1> 〇 〇 〇 〇 〇 X
 <AR2> 〇 〇 〇 〇 〇 X

아이슬란드 <IC1> 〇 〇 〇 〇 〇 X
 <IC2> 〇 〇 〇 〇 〇 X
 <IC3> 〇 〇 〇 〇 〇 X
 <IC4> 〇 〇 〇 〇 〇 X

노르웨이 <NRW1> 〇 〇 〇 〇 〇 X
<NRW2> 〇 〇 〇 〇 〇 X
<NRW3> 〇 〇 〇 〇 〇 X
<NRW4> 〇 〇 〇 〇 〇 X
<NRW5> 〇 〇 〇 〇 〇 X
<NRW6> 〇 〇 〇 〇 〇 X
<NRW7> 〇 〇 〇 〇 〇 X
<NRW8> 〇 〇 〇 〇 〇 X
<NRW9> 〇 〇 〇 〇 〇 X
<NRW10> 〇 〇 〇 〇 〇 X
<NRW11> 〇 〇 〇 〇 〇 X
<NRW12> 〇 〇 〇 〇 〇 X
<NRW13> 〇 〇 〇 〇 X 〇
<NRW14> 〇 〇 〇 〇 〇 X
<NRW15> 〇 〇 〇 〇 X 〇
<NRW16> 〇 〇 〇 〇 X 〇
<NRW17> 〇 〇 〇 〇 X 〇
<NRW18> 〇 〇 〇 〇 X 〇
<NRW19> 〇 〇 〇 〇 〇 X

러시아  <RUS1> 〇 〇 〇 〇 〇 X
 <RUS2> 〇 〇 〇 〇 X 〇



 <RUS3> 〇 〇 〇 〇 〇 X
 <RUS4> 〇 〇 〇 〇 〇 X
 <RUS5> 〇 〇 〇 〇 〇 X
 <RUS6> 〇 〇 〇 〇 〇 X
 <RUS7> 〇 〇 〇 〇 〇 X
 <RUS8> 〇 〇 〇 〇 X 〇

우크라이나․
남러시아

<UR+RUS1> 〇 〇 〇 〇 X 〇
덴마크  <DEN1> 〇 〇 〇 〇 〇 X

 <DEN2> 〇 〇 〇 〇 〇 X
 <DEN3> 〇 〇 〇 〇 〇 X
 <DEN4> 〇 〇 〇 〇 X 〇
 <DEN5> 〇 〇 〇 〇 X 〇
 <DEN6> 〇 〇 〇 〇 〇 X
 <DEN7> 〇 〇 〇 〇 X 〇
 <DEN8> 〇 〇 〇 〇 X 〇
 <DEN9> 〇 〇 〇 〇 〇 X
<DEN10> 〇 〇 〇 〇 〇 X
<DEN11> 〇 〇 〇 〇 X 〇
<DEN12> 〇 〇  X 〇 〇 X
<DEN13> 〇 〇 〇 〇 〇 X
<DEN14> 〇 〇 〇 〇 〇 X
<DEN15> 〇 〇 〇 〇 〇 X
<DEN16> 〇 〇 〇 〇 X 〇
<DEN17> 〇 〇 〇 〇 X 〇
<DEN18> 〇 〇 〇 〇 X 〇
<DEN19> 〇 〇 〇 〇 X 〇
<DEN20> 〇 〇 〇 〇 〇 X
<DEN21> 〇 〇 〇 〇 〇 X
<DEN22> 〇 〇 〇 〇 X 〇

헝가리 <HG1> 〇 〇 〇 〇 X 〇
<HG2> 〇 〇 〇 〇 〇 X
<HG3> 〇 〇 〇 〇 〇 X

오스트리아․ <A+HG1> 〇 〇 〇 〇 〇 X



헝가리
<A+HG2> 〇 〇 〇 〇 〇 X
<A+HG3> 〇 〇 〇 〇 X 〇
<A+HG4> 〇 〇 〇 〇 〇 X
<A+HG5> 〇 〇 〇 〇 〇 X
<A+HG6> 〇 〇 〇 〇 〇 X

프랑스 <FRN1> 〇 〇 〇 〇 X 〇
<FRN2> 〇 〇 〇 〇 〇 X
<FRN3> 〇 〇 〇 〇 X 〇
<FRN4> 〇 〇 〇 〇 X 〇
<FRN5> 〇 〇 〇 〇 X 〇
<FRN6> 〇 〇 〇 〇 X 〇
<FRN7> 〇 〇 〇 〇 〇 X

독일 <GER1> 〇 〇 〇 〇 〇 X
<GER2> 〇 〇 〇 〇 〇 X
<GER3> 〇 〇 〇 〇 〇 X
<GER4> 〇 〇 〇 〇 〇 X
<GER5> 〇 〇 〇 〇 〇 X

그리스 <GRC1> 〇 〇 〇 〇 〇 X
<GRC2> 〇 〇 〇 〇 X 〇
<GRC3> 〇 〇 〇 〇 〇 X

그리스․
알바니아

<GRC+ALB1> 〇 〇 〇 〇 〇 X

스웨덴 <SWE1> 〇 〇 〇 〇 X 〇
<SWE2> 〇 〇 〇 〇 〇 X
<SWE3> 〇 〇 〇 〇 〇 X
<SWE4> 〇 〇 〇 〇 X 〇
<SWE5> 〇 〇 〇 〇 〇 X
<SWE6> 〇 〇 〇 〇 〇 X
<SWE7> 〇 〇 〇 〇 X 〇
<SWE8> 〇 〇 〇 〇 〇 X
<SWE9> 〇 〇 〇 〇 〇 X
<SWE10> 〇 〇 〇 〇 〇 X
<SWE11> 〇 〇 〇 〇 〇 X

아일랜드 <IRE1> 〇 〇 〇 〇 〇 X



<IRE2> 〇 〇 〇 〇 〇 X
<IRE3> 〇 〇 〇 〇 〇 X
<IRE4> 〇 〇 〇 〇 〇 X

벨라루스 <BLR1> 〇 〇 〇 〇 X 〇
<BLR2> 〇 〇 〇 〇 X 〇

키프로스 <CYP1> 〇 〇 〇 〇 X 〇
<CYP2> 〇 〇 〇 〇 X 〇

폴란드  <POL1> 〇 〇 〇 〇 X 〇
 <POL2> 〇 〇 〇 〇 〇 X
 <POL3> 〇 〇 〇 〇 X 〇

스페인  <SPN1> 〇 〇 〇 〇 X 〇
 <SPN2> 〇 〇 〇 〇 X 〇
 <SPN3> 〇 〇 〇 〇 〇 X

포르투갈  <PRG1> 〇 〇 〇 〇 〇 X
 <PRG2> 〇 〇 〇 〇 〇 X

세르비아 <SRB1> 〇 〇 〇 〇 X 〇
<SRB2> 〇 〇 〇 〇 X 〇

체코슬로바키아 <CZE1> 〇 〇 〇 〇 〇 X

벨기에 <BEL1> 〇 〇 X 〇 〇 X

불가리아 <BUG1> 〇 〇 〇 〇 〇 X
에스토니아 <EST1> 〇 〇 〇 〇 X 〇

국 <BRT1> 〇 〇 〇 〇 〇 X
스코틀랜드  <SCT1> 〇 〇 〇 〇 〇 X

 <SCT2> 〇 〇 〇 〇 〇 X
 <SCT3> 〇 〇 〇 〇 X 〇
 <SCT4> 〇 〇 〇 〇 X 〇
 <SCT5> 〇 〇 〇 〇 X 〇
 <SCT6> 〇 〇 〇 〇 X 〇
 <SCT7> 〇 〇 〇 〇 〇 X
 <SCT8> 〇 〇 〇 〇 〇 X

유럽 <EUR1> 〇 〇 〇 〇 〇 X
조지아 <GEO1> 〇 〇 〇 〇 〇 X
이란․

아프가니스탄
<IRN+AFG1> 〇 〇 〇 〇 〇 X



이란 <IRN1> 〇 〇 〇 〇 〇 X
<IRN2> 〇 〇 〇 〇 〇 X
<IRN3> 〇 〇 〇 〇 〇 X

이라크 <IRQ1> 〇 〇 〇 〇 〇 X
<IRQ2> 〇 〇 〇 〇 〇 X

팔레스타인 <PAL1> 〇 〇 〇 X X 〇
인도 <IND1> 〇 〇 〇 〇 〇 X

<IND2> 〇 〇 〇 〇 〇 X
<IND3> 〇 〇 〇 〇 〇 X
<IND4> 〇 〇 〇 〇 〇 X
<IND5> 〇 〇 X X X 〇
<IND6> 〇 〇 〇 〇 〇 X

베트남 <VET1> 〇 〇 〇 〇 〇 X
<VET2> 〇 〇 〇 〇 〇 X
<VET3> 〇 〇 〇 〇 〇 X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IN+COM

+VET1>
〇 〇 〇 〇 〇 X

중국 <CHN1> 〇 〇 〇 〇 〇 X
<CHN2> 〇 〇 〇 X 〇 X
<CHN3> 〇 〇 X X 〇 X
<CHN4> 〇 〇 X X X 〇
<CHN5> 〇 〇 〇 〇 〇 X
<CHN6> 〇 〇 〇 〇 〇 X

필리핀 <PHL1> 〇 〇 〇 〇 〇 X
<PHL2> 〇 〇 〇 〇 〇 X
<PHL3> 〇 〇 〇 〇 〇 X
<PHL4> 〇 〇 〇 〇 X 〇
<PHL5> 〇 〇 〇 〇 〇 X
<PHL6> 〇 〇 〇 〇 〇 X
<PHL7> 〇 〇 〇 〇 〇 X

한국 <KOR1> 〇 〇 〇 〇 〇 X
<KOR2> 〇 〇 〇 〇 〇 X
<KOR3> 〇 〇 〇 〇 〇 X
<KOR4> 〇 〇 〇 〇 〇 X



<KOR5> 〇 〇 〇 〇   X 〇
<KOR6> 〇 〇 〇 〇 〇 X
<KOR7> 〇 〇 〇 〇 〇 X
<KOR8> 〇 〇 〇 X 〇 X
<KOR9> 〇 〇 〇 〇 〇 X
<KOR10> 〇 〇 〇 〇 〇 X
<KOR11> 〇 〇 〇 〇 〇 X
<KOR12> 〇 〇 X X 〇 X
<KOR13> 〇 〇 〇 〇 〇 X
<KOR14> 〇 〇 〇 〇 〇 X
<KOR15> 〇 〇 〇 〇 〇 X
<KOR16> 〇 〇 〇 〇 〇 X

<표 3>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의 유무

위 표에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의 유무를 살펴보았다. 검토한 결

과, ①번과 ②번의 화소가 모든 각편에 나타나고 ③과 ④번 화소는 일부를 제외

한 대부분의 각편에서 확인된다. 큰 차이를 보여주는 화소는 ⑤번이다. 먼저 각편

들 가운데 ③과 ④번의 화소가 나타나지 않은 각편들을 보도록 하자. ③번은 총 

6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해당 각편은 덴마크의 <DEN12>, 벨기에의 <BEL1>, 

인도의 <IND5>, 중국의 <CHN3>, 한국의 <KOR8>, <KOR12>이다.

덴마크의 <DEN12>과 한국의 <KOR12>에는 신발을 잃어버리는 화소가 없지

만, 신랑이 신을 가지고 있고 그 신발에 맞는 여인을 찾고 있다. 벨기에의 

<BEL1>에서도 주인공이 신발을 잃어버리지 않는 대신 신랑이 주인공의 신발을 

줍고 나중에 주인을 찾아 결혼을 한다. 인도의 <IND5>에서는 주인공이 각각 신

발 대신 코걸이와 다이아몬드 팔찌를 잃어버린다. 그리고 중국의 <CHN3>과 한

국의 <KOR5>에서는 주인공이 신발을 잃어버리는 대신 길에 떨어뜨린다. 신랑은 

길에서 떨어진 신발을 줍고 그것을 가지고 주인공에게 결혼을 요구한다. 중국의 

<CHN4>에서는 신랑이 주인공의 발 치수를 받아 그에 맞게 신발을 만든 다음 결

혼을 하게 된다. 잃어버린 신발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와 비슷한 내용들이 삽입되

어 있다.

④번 화소의 경우 5개 각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데, 팔레스타인의 <PAL1>, 인

도의 <IND5>, 중국의 <CHN2>, <CHN3>와 한국의 <KOR8>이다. 팔레스타인의 



<PAL1>은 신발 시험은 없지만 잃어버린 신발로 인해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되는 

내용이다. 인도의 <IND5>에서 주인공은 코걸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혼 시험

을 통과할 수 없었지만 결국 잃어버린 물건을 통해 주인공이 신랑과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중국의 <CHN2>, <CHN3>과 한국의 <KOR8>에서는 신랑이 주인공

에게 신발을 주면서 결혼을 하자고 하므로 결혼 시험이 불필요하게 된다.

특히 중국의 각편에서 주인공이 신발을 잃어버리지 않는 현상에 대하여 팅은 

다음과 같은 해석하 다. 고대 중국에서는 보통 여자의 신발을 여자 자신이 만드

므로 신발을 자신의 분신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따라서 여자가 남자에게 신

발을 주었다는 것은 그와 결혼을 약속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70) 실제로 중

국의 <신데렐라> 설화에서도 신을 주고받는 자리에서 청혼이 이루어지는 양상이 

확인된다. 또한, 아래 인용문과 같이 한국의 <KOR8>에서도 신랑이 주인공이 떨

어뜨린 신을 주우면서 주인공에게 결혼을 강요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하늘에서, 그놈을 타고 가는디, 아이구 신 한 짝이 홀딱 벗어져서 잃어버렸네.

신이 없어서 애를 탄개(태우니까) 어떤 총각이 나랑 살먼은 내 신을 주마고, 신 한  

짝을 주마고 굿 보고 오다가 올텐개 신 한 짝을 달라고, 그러마고…

  …“나하고 살면은 신을 줄까, 그렇잖으면 못 준다.”71)

<KOR8>에서 주인공은 신을 돌려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랑과 결

혼하게 된다. 주인공이 신랑에게서 도망치다가 신발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잃어버린 신발을 통해 신랑과 결혼하게 된다. ③번과 ④번 화소가 없는 각

편에서도 신발이나 다른 물건 때문에 주인공과 신랑이 결혼을 하게 된다. ③번과 

④번의 화소가 없는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신발 대신 다른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신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결혼을 하자고 하는 신랑이 있거나, 신발 시험은 없지만 

잃어버린 신발의 주인을 찾다가 신랑과 주인공이 만나는 경우 등이 나타난다. 이

러한 경우들은 일단 신발이나 신발 대신 주인공의 다른 물건을 통해서 주인공과 

신랑의 결혼이 성사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①번에서 ④번까지의 기본화소들은 <신데렐라> 설화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이들 기본화소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70) Nai-Tung Ting, op. cit., 1974, p. 37.

71) 한국구비문학대계 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541쪽. 



기본화소가 변이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신데렐라> 설화의 ⑤번 화소는 

그 차이가 가장 뚜렷하다. 그래서 ⑤번째 화소를 <신데렐라> 설화의 하위유형을 

나누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처벌을 다루는 각편에서는 악인이 처벌을 

받지만 다른 각편에서는 악인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처벌이 중요

하다고 생각한 베틀하임은 “적대자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한 결말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하 다.72)

앞에서 지적한 대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⑤에서 두 가지로 분류된다. 즉, 

기본화소 ‘행복한 결말’과 관련하여 ‘악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과 ‘악인이 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악인이 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행복한 결말이 나타나고 

악인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용서를 받는 경우에도 행복한 결말이 따른다. 후자의 

경우 용서의 가치가 중요시되지만 전자의 유형에서는 용서와 반대되는 복수가 중

심이 되고 있다.

<신데렐라> 유형의 가장 핵심 주제인 권선징악은 인간의 근본적인 도덕률에 해

당한다. 따라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설화들에서도 권선징악의 관념을 주장하는 

서사단락을 쉽게 발견된다. 서사의 출발점에서는 악인이 주인공보다 우월한 위치

를 가지지만 서사가 전개되면서 주인공과 악인의 위치가 바뀐다. 러시아 설화들

을 연구하고 설화의 여러 기능을 제시한 프로프는 “악인이 벌을 받는다”와 “주인

공이 결혼을 하고 왕위에 오른다”73)를 설화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다74). 즉 선

을 상징하는 주인공은 결국 행복을 누리게 되고 악을 상징하는 악인은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설화는 권선징악을 입증하면서 결말을 맞이한다. 

또한, 폭력과 성은 민담의 기본적인 요소75)가 되는데,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서 폭력은 ‘결말에서 악인이 벌을 받는다’라는 서사에서 확인된다. 따라서 <신데

렐라> 유형 설화의 결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결말을 

기준으로 하여 처벌과 관련된 유형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양대 유형이 확인된

다. 

72) Bruno Bettelhim, op. cit., 1976, p. 273. 

73) 프로프의 주인공은 남성 주인공이며 설화의 종결 단계에서 여성 주인공과 결혼을 하고 왕

위에 오른다. 그런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신데렐라는 여성 주인공이므로 왕위에 오르지 

않는다. 대신 귀인이나 왕자와 결혼을 하여 불행한 상태에서 벗어나 신분 상승을 하게 된다. 

74) V. Propp, op. cit., 1988, p. 63.

75) Maria Tatar, “Sex and Violence-the hard core of fairy tales,” The Hard Facts of 
The Grimm's Fairy Tal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① ｢비처벌형｣ -> ⒧ 소극적인 ｢비처벌형｣ 
    ⑵ 적극적인 ｢비처벌형｣

② ｢처벌형｣ -> ⒧ 소극적인 ｢처벌형｣
  ⑵ 적극적인 ｢처벌형｣

｢비처벌형｣은 악인의 학대에서 벗어나 ‘신데렐라’가 행복한 결말(Happy 

Ending)에 이르는 것으로 끝나는 유형이다. ｢비처벌형｣에서는 주인공이 행복을 

얻게 되므로 권선이라는 모티프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징악 모티프인 처벌

은 없다. ｢비처벌형｣에서 악인은 주인공에게 용서를 받거나 이야기에서 별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한편 처벌은 용서와 대조되는 기능이다.76) ｢처벌형｣
에서 주인공은 귀인과 행복한 결혼을 하며 악인은 벌을 받게 된다.

다음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처벌형｣과 ｢비처벌형｣에서 확인되는 처벌과 

용서 방식이다. ｢비처벌형｣은 악인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주인공이 용서해주는 

유형이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악한 계모의 학대를 당하는 주인공이 조력자

의 도움을 얻고 귀인과 결혼을 하여 행복한 결말에 이르게 되는 서사 구조를 가

지고 있다. 결국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첫 부분에서 권력을 가진 악한 계모는 

서사가 전개되면서 권력을 잃는 반면, 권력이 없고 불행한 주인공은 귀인과 결혼

하여 행복을 누리게 된다. 민담은 악한 사람이 패배하고 착한 주인공이 승리하는 

구조를 가진다. 민담에서 공포와 벌은 악행을 저지하는 데에 있어서는 한계를 보

인다. 오히려 범죄로 행복과 권력을 계속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악

한 행동을 그만두게 할 수 있다.77)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는 악인이 벌을 받는 각편이 있는 반면 신데렐라가 악

인을 용서하는 각편도 있다. 그리고 용서에 그치지 않고 의붓자매를 귀인들과 결

혼시켜주는 각편도 존재한다. ｢비처벌형｣에서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는 양상은 두 

76) “XXX. THE VILLAIN IS PUNISHED. (Definition: punishment. Designation U.) The 

villain is shot, banished, tied to the tail of a horse, commits suicide, and so forth. In 

parallel with this we sometimes have a magnanimous pardon (U neg.).” V. Propp, op. 
cit., 1988, p. 63. 

77) Bruno Bettelhim, op. cit., 1976, p. 9.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 소극적인 ｢비처벌형｣에서 악인은 처벌을 받지 않

지만 주인공은 악인과 재회하려고 하지 않는다. 둘째, 적극적인 ｢비처벌형｣78)에

서 주인공은 적극적으로 악인을 용서한다. 주인공이 악인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

나지 않고 악인들과 재회하고자 노력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지게 된 행운으로 악

인들을 도와주려고도 한다.

｢비처벌형｣에서는 주로 소극적인 방식이 나타난다. 적극적인 ｢비처벌형｣은 프랑

스와 키프로스의 몇 편의 <신데렐라> 설화에서만 확인된다. 이 두 방식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극적인 ｢비처벌형｣ 가운데 프랑스의 페로판에서 

확인되는 ‘용서’에 대해서는 그동안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민담 연구자 

잭 자이프스에 따르면 페로의 여주인공은 “상층 계급의 문명화된 여성(femme 

civilisée) - 복합적 여성-은 아름답고, 예의 바르고, 품위 있고, 부지런하고, 옷 

잘 입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제할 줄 안다.”79) 이러한 여성성을 갖춘 주인공은 

자신에게 잘못을 범한 악인을 용서하고 재회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페로판은 “민

중적 설화장르의 내러티브 관점을 농민층 관점에서 부르주아 및 귀족 엘리트의 

관점으로”80) 바꾸어놓았다고 평가받기도 하 다. 따라서 적극적인 ｢비처벌형｣과 

소극적인 ｢비처벌형｣의 차이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인공은 착하게 행동해야 한

다는 관점에서 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비처벌형｣에서 용서의 방식이 단순하게 나타나는 반면 ｢처벌형｣에서 악인이 

처벌받는 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처벌형｣과 마찬가지로 ｢처벌형｣의 처벌

을 다시 적극적인 처벌과 소극적인 처벌로 나눌 수 있다. ｢처벌형｣의 몇몇 각편

에서 나타나는 복수의 처벌 방식이 하나의 각편에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81)

78) 프랑스의 <FRN1>, <FRN3>에서는 주인공이 언니들을 왕자와 결혼하게 하고 아버지를 왕

위에 오르게 하 다. 또 다른 각편에서 의붓자매들은 왕자와 결혼을 한 주인공에게 용서를 

빈다. 주인공이 의붓자매를 용서해 주고 그들을 왕궁에서 살게 한 다음 남편까지 찾아 준다. 

키프로스의 <CYP1>, <CYP2>에서는 주인공이 생모를 죽여 먹은 언니들을 용서해주면서 생

모의 뼈를 통해 얻은 부를 언니들과 나눈다. 

79) 잭 자이프스 지음, 김정아 옮김, 동화의 정체: 문명화의 도구인가 전복의 상상인가, 문

학동네, 2008, 82쪽.

80) 위의 책, 2008, 86쪽.

81) 예컨대 악인은 조력자와 주인공에게 각각 다른 이유 때문에 이중적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

가 있다. 이 경우 대개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처벌이 나타난다. 한국, 덴마크, 포르투갈, 이라

크 그리고 이란의 <신데렐라> 설화에서 조력자 역시 악인에게 벌(귀에 상자(box)를 주기, 피

투성이로 만들기 등)을 주었다가 나중에 다른 벌(장애인으로 만들기, 죽임 당하기, 왕자와 결

혼을 할 기회를 놓치기 등)도 받게 된다. 그리고 러시아와 핀란드에서는 악인이 조력자에게 



먼저 소극적인 처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소극적인 처벌에서 주인공이나 

신랑은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다. 처벌은 대체로 세 가지 경우가 

확인된다. 첫째, 욕심이 빚은 자해적 처벌, 둘째 비의도적 처벌, 셋째 조력자의 응

징에 의한 처벌이다. 욕심이 나타나는 각편에서 가해자들은 신랑과 결혼하려다가 

결국 장애인이 된다. 예컨대 의붓자매는 왕자와 결혼을 하려고 발을 잘랐는데, 결

과적으로는 왕자와 결혼하지도 못하고 잘린 발로 평생 사는 벌을 받게 된다.82) 

비의도적 처벌에서 악인은 자신이나 타인의 실수로 처벌을 받게 된다. 그동안 악

한 일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천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83) 앞의 두 가지 소극적

인 처벌과 달리 세 번째 경우는 초월적인 조력자가 나타나 악인에게 벌을 준다. 

조력자의 응징에 의한 처벌은 결말 부분84) 혹은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

기>이 나타나는 부분에서 확인된다.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가 확인되

는 서사단락에서 조력자는 주인공과 의붓자매 둘에게 모두 나타나는데, 주인공은 

조력자에게 보상을 받고 의붓자매는 벌을 받는다.85)

얻은 것이 없어 귀인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다른 벌(실수로 눈을 잃고, 팔과 발이 부러지기, 

자살을 하기, 귀인이 악인을 죽이기, 주인공의 하녀로 일하기, 손과 발을 자르지만 왕자와 결

혼을 못 함)까지 받는 경우가 확인된다. 

82) 독일의 <GER2>에서는 악인이 발도 잘리고 눈도 멀게 되는 경우가 보인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RUS3>에서는 악인은 몸을 다치고 물건(다리)으로 변하는 각편이 확인된다. 

83) 오스트리아-헝가리의 <A+HG6>에서는 주인공이 왕과 결혼하기 때문에 악인이 기분이 상

하여 자살을 한다. 중국의 <CHN5>에서는 언니가 30살이 되어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덴마

크의 <DEN1>에서는 의붓자매들이 주인공을 부러워하다가 계속 울어 눈이 빨갛게 되어 더 

이상 구혼자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타난다. 필리핀의 <PHL5>에서는 주인공의 사촌이 

죽고 아주머니는 거지가 된다. 또한, 계모가 실수로 자신의 딸을 해치려던 버리는 각편이 이

탈리아의 <IT8>, 이라크의 <IRQ2>에서 확인된다. 오스트리아-헝가리의 <A+HG4>에서는 

아버지가 주인공에게 준 땅콩(nuts)과 똑같은 땅콩을 가지고 오지만 그 땅콩에서 뱀이 나와 

주인공의 언니들을 죽이고 땅이 입을 벌려 시체를 삼킨다.

84) 독일, 러시아, 덴마크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예로 들 수 있다. 해당 각편은 <GER1>, 

<GER2>, <RUS1>, <DEN14>이다. 이 각편들에서는 주인공과 귀인의 결혼식 때 비둘기가 

두 명의 의붓자매를 맹인으로 만들어 버린다. 

85) 주인공은 조력자에게서 얻은 준비물(옷, 신발)로 인해 귀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악

인은 조력자에게서 얻은 것이 없어 귀인과 결혼하지 못한다.  핀란드, 러시아 그리고 스웨덴

에서 이러한 각편이 나타난다. 또한, 의붓자매는 조력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처벌 때문에 추

한 모습으로 변하게 되어 결국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된다. 추한 모습으로 변하기에는 피투성

이가 되기, 귀에 상자가 생기기, 늙은 여자로 변하기, 입에서 쓰레기 나오기 등이 있다. 이러

한 각편은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필리핀,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한국에서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악인을 처벌을 하기 위해 조력자가 주인공을 도와주는 <신데렐라> 설

화가 덴마크의 <DEN15>, 프랑스의 <FRN2>에서 확인된다.  



소극적인 처벌과 다르게 적극적인 ｢처벌형｣에서는 귀인과 주인공이 악인에게 

복수하고자 처벌을 행한다. 복수를 하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벌을 주는 강도에 

따라 두 가지 처벌 양상이 확인된다. 첫째, 귀인과 주인공의 응징에 의한 처벌이

다. 주인공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는 계모가 나중에는 주인공이 귀인과 결

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신발 시험을 할 때 주인공을 숨기기도 하고 가짜 신

부를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악행을 벌인 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귀인이나 주인공

이 악인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86)

둘째,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피해자(주인공과 신랑)의 응징에 의한 처벌이다. 

이는 대체로 결혼후일담에서 확인된다. 결혼후일담에서 주인공은 2차 공격을 당

하게 되어 신랑과 헤어진다. 부인과 헤어지게 된 신랑도 주인공과 비슷한 입장이

기에 피해자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원수를 갚기 위해 응징하는 각편의 내용은 대

략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귀인과 주인공이 결혼한 후에도 악인인 의붓자

매와 계모는 주인공을 계속 괴롭힌다. 의붓자매는 주인공을 살해하고 주인공 행

세를 하며 산다. 그런데 주인공은 환생하여 귀인에게 자신이 살해당한 사실을 알

려 주고, 원수를 갚기 위해 귀인 또는 주인공은 의붓자매를 죽여 젓갈로 담아 계

모에게 보낸다. 계모는 친딸의 고기인 줄 모르고 이를 맛있게 먹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87)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나타나는 적극적인 처벌, 즉 주인공이나 귀인이 주는 

처벌은 푸코가 말하는 “군주의 법”으로 설명될 수 있다. 푸코는 벌을 군주의 의

86)  인도, 중국과 이란의 각편에서는 벌을 주는 사람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악인이 귀인

에게서 벌을 받는다. 불가리아, 그리스, 아일랜드, 덴마크,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그리스, 

알바니아, 인도, 중국, 필리핀, 이란, 러시아, 베트남과 한국의 경우, 귀인이나 주인공이 악인

에게 벌을 준다. 처벌의 종류는 몹시 다양한데 예컨대, 죽이기, 7년 먹을 양식을 주고 바다에 

보내기, 귀양 보내기, 하옥시키기, 몸을 잘게 잘라서 악인의 집에 보내기, 불구덩이에 던지기, 

뜨거운 물에 넣기, 몸을 잘게 잘라 제분소에 보내 갈기, 몸을 작게 잘라서 계모에게 보내기 

등이 있다. 해당 각편은 <BUG1>, <GRC1>, <GRC3>, <IRE1>, <DEN20>, <AR1>, <AR2>, 

<IC4>, <GRC+ALB1>, <CHN3>, <IND3>, <IND4>, <PHL1>, <PHL2>, <PHL3>, 

<IRN2>, <RUS3>, <RUS5>, <VET2>, <VET3>, <KOR1>, <KOR2>, <KOR4>, <KOR6>, 

<KOR8>, <KOR9>, <KOR10>, <KOR 11>이다. 

87) 친딸의 고기를 먹는 각편은 한국, 인도, 아이슬란드에서 확인된다. 그런데 아이슬란드에서

는 유일하게 귀인과 주인공의 결혼 이후가 아니라 결혼 이전에 계모가 젓갈이 된 친딸의 고

기를 먹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의 몇몇 각편에서도 계모가 친딸의 고기를 먹었다는 내용

이 나온다. 이들 지역을 비롯하여 ‘젓갈’ 화소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두루 나타

난다. 또한 계모가 친딸을 젓갈이 아니라 다른 음식(반찬, 국, 의붓자매를 태운 재로 만든 

죽)으로 먹는 각편도 있으며, 잘게 자른 친딸의 고기를 먹는 각편도 있다. 



례로 본다. 즉 군주가 그의 위세를 보여 주는 방식으로서 처벌을 해석하고 있

다.88)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처벌 역시 주인공이 왕, 왕

자, 귀인 등과 결혼을 하고 난 후 나타나고 있어 왕자의 권력을 보여주는 의례로 

볼 수도 있다. 

위에서 확인한 ｢처벌형｣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소극적인 ｢처벌형

｣에서는 악인이 욕심을 내다가 결국 실패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스스로와 다른 악인을 해치는 경우, 조력자가 악인을 처벌하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러한 각편들에서는 주인공이나 신랑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극적인 ｢처벌형｣ 중 주인공과 신랑이 복수하는 각편에서는 복수의 잔인함에 따

라 귀인과 주인공의 응징에 의한 처벌과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처벌이 다르게 나

타난다. 이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처벌 방식 가운데 유독 잔인하기에 주목된

다. 선을 상징하는 주인공과 신랑이 적극적으로 극단적인 방식으로써 처벌을 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와 서사를 추출하여 <신데렐라> 설

화의 양대 하위 유형인 ｢비처벌형｣과 ｢처벌형｣을 살펴보았다. ｢비처벌형｣과 ｢처
벌형｣은 다시 각각 적극적인 방식과 소극적인 방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소

극적인 ｢비처벌형｣에서 주인공은 결혼을 한 후 악인들을 방치한다. 여기서는 악

인들에 대해 별다른 서술을 하지 않으며, 주인공은 귀인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사

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난다. 그리고 적극적인 ｢비처벌형｣에서는 주인공이 귀인과 

결혼을 하면서 악인을 용서해 준다. 주인공이 자기를 학대한 사람들을 용서해주

면서 재회하려는 노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에는 세계관적 이질성이 전

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자세히 다룰 것이다.  

다음은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와 서사유형을 다루고자 한다. 

88) Michel Foucault, Alan Sheridan tr.,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the Prison, 

Vintage Books, 1979, p. 130.



<각편 번호> <설화>
<K1> <콩례와 팥례>89) 
<K2> <콩쥐팥쥐>90)

<K3> <콩대기와 팥대기(1)>91)

<K4> <콩대기와 팥대기(2)>92)

<K5> <콩쥐폿쥐>93) 
<K6> <콩쥐팥쥐>94) 
<K7> <팥조시와 계모>95) 
<K8> <콩남이 팥남이>96) 
<K9> <콩쟁이 퐅쟁이>97)

<K10> <콩의애기 풋의애기>98)

<K11> <K’ongjwi and P’atjwi (Korean Cinderella)>99) 
<K12> <Kongji and Patji>100)

<K13> <Korean Cinderella : Kongjwi and Patjwi>101)

<K14> <Pigling and Her Proud Sister>102)

2.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와 서사유형

1)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와 서사

여기서는 한국 ‘콩쥐팥쥐’ 설화를 검토하여 <신데렐라> 유형에 속하는 <콩쥐팥

쥐> 설화 화소와 서사를 탐색한다.

<콩쥐팥쥐> 설화는 한국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콩쥐

팥쥐’라는 제목을 쓰고 있는 모든 설화를 <신데렐라> 유형으로 정의하기는 곤란

하다. 우선 위 <표 2>에서 <신데렐라> 유형인 <콩쥐팥쥐> 설화의 18편을 소개

한 바 있다. 아래 <표 4>에서는 <신데렐라> 유형이 아닌 <콩쥐팥쥐> 설화를 살

펴본다. 

<표 4> <신데렐라> 유형이 아닌 <콩쥐팥쥐> 설화

89) 암동권, 한국의 민담, 서문당, 1972, 241쪽. 

90) 심의린, 조선동화대집, 민속원, 2009, 141-145쪽. 

91) 한국구비문학대계 6-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201쪽.

92) 한국구비문학대계 6-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201-202쪽.

93) 한국구비문학대계 5-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361-363쪽. 

94) 한국구비문학대계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246-252쪽.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 13개의 자료 또한 ‘콩쥐팥쥐’를 제목으로 쓰고 있

으며, <K14>는 ‘콩쥐팥쥐’를 번역한 것이다. <K1>~<K14>의 자료들이 <신데렐

라> 설화의 모든 기본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화소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14개 각편 자료의 서사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그를 바탕으로 <신데렐

라> 유형 설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처벌’의 유무가 <콩쥐팥쥐> 에서

는 어떠한 방식으로 결말에 나타나 있는지 논의하겠다.

<표 4>에서 제시된 각편들의 서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네 가지 경우를 확

인할 수 있다.

(1) 계모의 학대담이 다루어져 있지만 결혼담에 대한 서사가 없거나 간단하다:  

      <K2>, <K5>, <K8>, <K9>, <K11>, <K13>

(2)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만 가지고 있다 : <K4>

(3) ③ 잃어버린 신발과 ④ 신발 시험이라는 화소가 없다: <K1>, <K7>,       

      <K10>, <K12>, <K14> 

(4) <콩쥐팥쥐> 설화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설화이다: <K3>, <K6>

(1)에는 계모의 학대담이 나타나 있지만 주인공과 신랑의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K2>, <K5>, <K8>, <K9>, <K11>, <K13>에서는 계모학대담이 중심이 

되고 있다. <K2>, <K5>, <K9>와 <K11>, <K13>에서는 신랑이 아예 등장하지

도 않는다. 결혼이 나오는 <K8>에서는 결혼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 나오고 있다. 

결혼담이 자세히 나타나지 않는 각편에서는 조력자가 나타나 주인공의 일을 도와

준다. 그러나 주인공이 잔치나 굿에 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데렐라> 유형 설

95) 한국구비문학대계 7-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96-199쪽.

96) 한국구비문학대계 7-1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11-113쪽.

97)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9권 평민사, 1992, 261쪽. 

98) 제주민담, 제주문화, 1996, 91-97쪽. 

99) Carolyn Scheer, Chu Hee-wong (tr.), Yoo Hye-kyung (ed.), Korean Folktales, 

Jimoondang Publishing Company, 2001, pp. 130-134.

100) Y. T. Pyun, Tales from Korea, II-Cho, 1936, pp. 15-21.  

101) Duk-soon Chang (ed.), The Folk Treasury of Korea-Sources in Myth, Legend 
and Folktale, Society of Oral Literature, 1970, pp. 211- 216. 

102) William Elliot Griffis, The Unmannerly Tiger and Other Korean Tales, Thomas Y. 

Crowell Company, 1911, pp. 87-95.  



화와 같이 주인공에게 옷이나 신발을 주는 조력자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제 위 각편에 나타나는 처벌의 양상을 살펴보자. 조력자의 도움으로 주인공

이 계모의 학대에서 벗어나면서 <K2>와 <K5>의 이야기가 종결된다. <K2>에서

는 의붓자매의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만 <K5>는 그렇지 않다. <K2>에 묘사된 의

붓자매의 처벌은 다음과 같다.

 

별안간 공중에서 오색 채운이 오르니 풍악소리 들리면서 성관월풍한 선녀들이 구름 

속에서 동아줄 하나를 내려보내며 “콩쥐야, 콩쥐야, 이것을 타고 어서 올라오너라.” 

하며 재촉하므로 콩쥐는 얼른 봍잡고 올라갔습니다. 팥쥐가 이것을 쳐다보고 샘이 나

서 저도 올라갈 마음이 간절하여 애걸을 하되 “하나님, 하나님, 나도 좀 올라가게 동

아줄을 내려보내십시오.”하 습니다. 조금 있더니 또 선녀들이 동아줄 하나를 내려보

냈습니다. 팥쥐는 가뻐서 얼른 붙들고 올라갑니다. 이 동아줄을 썩은 동아줄이라 중

천에서 뚝 끊어지며 광풍에 낙엽처럼 동동 떠서 재리박히더니 수수깡에 배를 찔려 

꿰서 수수에 붉게 피가 묻었습니다. 그 피가 전염이 되어서 수수마다 올긋불긋한 점

이 그 때 생겼다 합니다.103)

<K2>는 <신데렐라> 유형인 <콩쥐팥쥐>와 구별되는 결말을 가지고 있다. 이러

한 각편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와 착종된 각편이다. 조력자는 주인공 대

신 의붓자매에게 벌을 준다. 또한, 의붓자매가 죽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수수마다 점이 생겼다는 유래담까지 붙어 있다. 다음은 <K11>의 결말이다. 

<K11>의 결말은 <K2>와 유사하다. 

위로 보는 두 명의 자매가 선녀들이 구름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선녀들은 곧 자

매들에게 날아가 “우리는 지금 너를 위해서 동아줄을 보내고 있어. 콩쥐야 동아줄을 

타고 어서 올라와”라고 하 다.

콩쥐는 바로 붙잡고 올라갔다. 팥쥐가 콩쥐가 하늘로 가는 것을 쳐다보고 부러워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하 다. 하나님, 나도 동아줄을 하나 내

려 보내십시오.”하 습니다. 

조금 있다 또 선녀들이 동아줄 하나를 내려 보냈다. 팥쥐는 가뻐서 동아줄을 얼른 

붙들고 올라갔다. 아아! 이 동아줄은 썩은 동아줄이었다. 팥쥐가 중천에서 뚝 끊어지

며 동아줄이 갑자기 끊어졌다. 팥쥐는 머리부터 거꿀어 수수밭에 떨어졌다.104)

103) 심의린, 앞의 책, 2009, 145쪽. 



어판 <K13>도 <K11>과 거의 같은 결말을 가지고 있다. <K2>, <K11> 그리

고 <K13>에서 의붓자매는 같은 방식으로 벌을 받는다. 주인공은 선녀들의 도움

을 받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어 계모의 학대를 벗어나게 된다. 주인공이 선녀의 

도움을 받는 장면을 보자 팥쥐도 주인공 콩쥐처럼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 기도를 

한다. 그러나 선녀들은 팥쥐에게 썩은 줄을 보내 주고, 주인공을 질투하던 팥쥐는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처럼 조력자에 의해 처벌이 실현되는 경우는 <K8>에서도 

확인된다. 계모학대담에서는 조력자인 소가 의붓자매에게 똥을 쌓아 주는 벌을 

주고 있다.

반면에 <K5>에서는 아무런 처벌이 나타나지 않는다. 계모가 주인공에게 밑 빠

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을 때 주인공은 조력자 덕분에 물을 채우게 된다. 

이상하게 여긴 계모가 사정을 알아보고자 하지만 조력자 두꺼비가 도망가는 바람

에 계모는 실패하고, 주인공을 혼자 두게 된다. 따라서 계모학대담이 중심이 되는 

<콩쥐팥쥐> 설화 중에서도 처벌이 나타나는 각편의 존재가 확인된다.

(2)에서는 계모의 학대담을 이야기하는 각편과 마찬가지로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만 나타난다. <K4>에는 결혼 전의 이야기가 없고 결혼후일담만 붙어 

있다. <K4>의 첫머리는 다음과 같다. 

 

‘밑 없는 항아리에 물이나 붜라.’ 그렁께, 밑 없는 항아리다 길러다 보니, 두꺼비가 

엎드링께, 〔청취 불능〕그랬는디, 서방이 강께로 감시로,

“아무리 다급해도 문 열어 달라 캐도 문 열어 주지 마.”105)

<K4>에서 의붓자매가 주인공을 살해하고 신랑에게 벌을 받는 장면을 보면 다

104) “Looking up, the two sisters saw beautiful fairies descending on the clouds. The 

fairies soon hovered over the heads of the girls and said “Now we are sending a 

rope down to you, Kongjwi. Climb up! “Kongjwi caught hold of the rope at once and 

went up to heaven with the fairies.” Patjwi watched in envy, also wishing to go to 

heaven, and she prayed, “God, please lower a rope for me as well.” After a short 

while, the fairies sent a rope down. Patjwi was overjoyed and began to climb up. 

Alas! Like Patjwi, the rope was rotten. When she saw about halfway up, it suddenly 

snapped, sending her headlong into the field of Indian millet.” Chu Hee-wong, op. 
cit., 2001, pp. 133-134. 

105) 한국구비문학대계 6-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202쪽.



음과 같다.

“팥대기 원을 갚아야 되겠다.”

항께,

“어쩌케 해서 팥대기를 죽 어?”

그렁께, 저금마가 왔던게벼. 옹께는,

“요것이 무엇이냐?”

항께,

“자네 딸년 소가락.”

이라고 항께. 왝 하고 죽어뻐리더라네.106)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붓자매는 벌을 받고, 주인공의 신랑은 의

붓자매의 손가락을 계모에게 보내어 계모를 놀라 죽게 한다. 신랑이 계모를 직접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 계모에게 벌을 주려는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3)에서는 계모 학대담과 결혼담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인공과 신랑의 만남이 

잃어버린 신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

본화소 중 세 번째 ③잃어버린 신발과 네 번째 화소 ④신발 시험이 부재한다. 이

러한 각편들은 <K1>, <K7>, <K10>, <K12>이다.

<K1>, <K7>, <K12>에는 신발 화소가 없다. <K10>에서 주인공은 조력자에게

서 신발을 받지만 그 신발이 주인공과 신랑의 결혼의 매개물이 되는 것은 아니

다. <K1>과 <K7>에서 주인공은 계모가 시킨 일을 하다가 신랑을 만나게 되고 

<K10>와 <K12>에서는 주인공이 잔치에서 신랑을 만나게 된다. <K1>에는 초월

적 조력자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K7>에는 신랑이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로 등장한다. <K10>와 <K12>에서는 조력자가 나타나 주인공의 일도 도와주고 

주인공에게 잔치에 갈 옷도 마련해 준다.

처벌의 유무를 따져보면 <K1>, <K10>, <K12>에 처벌이 존재하는 반면 <K7>

에는 처벌이 없다. <K7>에서 신랑이 주인공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 계

모와 의붓자매는 신랑을 살해한다. 이후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죽은 신

랑을 되살리고 행복하게 산다. 여기서는 악인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면에 <K1>에는 힘든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도 없고 신발과 옷을 마련해주는 

106) 한국구비문학대계 6-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202쪽. 



조력자도 없지만 이야기의 끝에 의붓자매가 처벌을 받게 된다. 마법 세계보다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 끝에 처벌이 이

루어지고 있지만 주인공이나 초월적 조력자에 의한 것은 아니다. 

   

팥례는 콩례의 혼인에 질투를 하여 날마다 울타리에 매달려 오고 가는 사람들을 처

량한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를 데려갈 사람을 기다리다가 지친 나머지 메  멍석에 

넘어져 곰보얼금뱅이가 되었더래요.107) 

주인공이 아무 노력이나 마법적 도움 없이 신랑을 만나게 되자 의붓자매도 그

러한 기적이 자신한테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신랑은 주인공의 외모에 반하여 

주인공과 결혼하지만, 의붓자매는 주인공과 달리 외모가 아름답지 않다. 게다가 

얼굴에 흉터가 생겨 더 추하게 변하게 된다.

<K10>에는 잃어버린 신발과 신발 시험이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면에서는 <신

데렐라> 유형의 <콩쥐팥쥐>와 아주 비슷한 서사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에 처벌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한국의 특성을 보여주는 ‘악인을 젓갈로 만들기’에 부합한다. 

<K12>에서는 두 가지 점이 주목할 만하다. 주인공의 신랑은 고귀한 신분이 아닌 

‘바보’에 가깝고, 이야기가 끝나면서 악인의 처벌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다음과 같

이 주인공을 착한 여자로 부각시키려는 경향이 엿보인다. 

…그는 곧 기만적인 팥쥐를 쫓겨냈다. 악한 사람들이 당해야 할 방식처럼 팥쥐는 

가난과 어둠 속에 빠져 결국 못된 친 어머니와 죽었다. 

콩쥐는 자신의 아름다운 외모와 더불어 이제 자신의 너그러움으로 널리 알려졌

다.108)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주인공의 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나오지 않

는다. 이는 번역자가 문으로 옮기면서 주인공의 착한 모습에 주목하여 서술을 

추가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07) 암동권, 앞의 책, 1972, 241쪽.  

108) “He forthwith sent away the deceitful Patji to poverty and darkness, who in the 

end perished with her wicked mother in a manner deserved by bad people. As for 

Kongji, who became widely known not only for her beauty but also for her 

generosity.” Y. T. Pyun, op. cit., 1936, p. 21.   



(4)는 ‘콩쥐팥쥐’라는 제목을 쓰고 있지만 <콩쥐팥쥐> 설화와 완전히 다른 성격

의 설화이다. <K3>의 채록자는 “우리가 흔히 듣는 콩쥐·팥쥐의 내용과는 다른 

어색한 이야기이다.”109)라고 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의 첫머리를 보

면 이것이 <콩쥐팥쥐>와는 관계없는 설화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옛날엔 그런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콩대기 · 팥대기 이야기. 성은 콩재기, 작은 

딸은 팥대기여. 그래갖고 형제 사는디, 콩대기가 나와갖고, 의붓엄씨가 인자 즈금메

가 죽어갖고 넘의 어메 얻어갖고 사는디, 살다가 아 호랑이가 잡아가부렀어.110) 

다음으로 주인공과 의붓자매 둘 다 죽임을 당하는 각편은 <K6>이다. 여기서 

계모학대담에서 시작되어 잔치까지의 이야기는 전형적 <콩쥐팥쥐> 설화의 이야

기이다.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부터 이야기가 바뀐다. 잔치 이후에 주

인공과 결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의붓자매가 주인공을 살해하고 

결국 의붓자매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살해를 당한 주인공이 꽃으로 변한

다. 악인은 벌을 받고 있는 결말을 맺고 있지만 주인공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

는다.

위에서 확인한 설화들을 보면 처벌이라는 기능이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확인됨과 동시에 <신데렐라> 유형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

지 않았던 또 다른 방식의 처벌이 드러난다. 대표적인 예로 <K2>, <K11> 그리

고 <K13>에서 선녀 조력자에 의해 의붓자매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이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 <콩쥐팥쥐>로 불리는 14편의 설화는 <신데렐라> 유형

이 아니다. <KOR1>에서 <KOR16>까지 총 16편의 <콩쥐팥쥐>가 <신데렐라> 유

형이다. 따라서 ‘콩쥐팥쥐’라고 불리는 설화 가운데 50% 정도만 <신데렐라> 유형 

설화라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설화의 비교연구에서는 

<콩쥐팥쥐> 설화로 불리는 모든 각편을 비교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다.111) 그

런데 본고에서는 <신데렐라> 유형의 기본화소와 서사를 가지고 있는 각편만 연

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다음은 <신데렐라> 설화에 해당하는 <콩쥐팥쥐>의 16개 각편을 살펴보고 그 

109) 한국구비문학대계 6-1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201쪽.

110) 위의 책, 같은 면. 

111)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나온 김혜정의 박사논문이다. 김혜정, 앞의 글, 2012.  



화소와 서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콩쥐팥쥐>의 화소 리스트를 추

출하여 <콩쥐팥쥐>의 서사 단락을 제시할 것이다. 이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을 만들어내는 ‘처벌’이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

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다섯 가지 기본 화소 가운데 첫째 불행한 (여)주인공

은 대체로 계모로 등장한다. 주지하다시피 <콩쥐팥쥐> 설화는 계모학대담의 한 

종류이다. 신발과 관련된 세 번째 화소 잃어버린 신발과112) 네 번째 화소 신발 

시험113)과 관련된 변이를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에 대한 설명에서 자

112)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주인공은 잃어버린 신발과 그 잃어버린 신발의 시험을 통해서 

왕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이 두 가지 화소에는 변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변이가 보

이는 몇 개 각편들은 앞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주인공이 왕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되는 계

기는 잃어버린 신발과 그 후에 이루어지는 신발 시험을 통해서이다. 잃어버린 신발의 서사적

인 전개를 살펴보면 신발을 잃어버리는 과정에서 변이가 나타나고 있다.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신발을 받고 그 신발을 잃어버릴 때에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주인공과 신랑

이 잔치, 무도회, 교회 등에서 만나게 되어 신랑이 주인공에게 반하여 주인공의 정체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주인공이 신랑에게 정체를 알려 주지 않고 도망가다가 자기 신발 한 짝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러한 각편들에서는 주인공과 신랑의 만남이 대부분 한 번 이상으로 이루

어지고 있고 마지막 탈출에서 주인공이 신발을 잃어버리게 된다. 도망가다가 신발이 빠질 때

도 있고 신랑이 주인공을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련한 덫(pitch-trap)에서 주인공의 

신발이 붙게 되어 남을 때도 있다. 신랑은 주인공을 좋아해 주인공의 잃어버린 신발을 통해

서 주인공을 찾으려고 한다. 완전히 반대의 경우도 나타난다. 주인공이 신발을 잃어버리고 

신랑이 그 잃어버린 신발을 보게 된다. 신랑이 신발에 반하여 그 신의 주인과 결혼을 하겠다

고 다짐을 한다. 이 경우 주인공이 신발을 잃어버리기 전에 신랑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전

자의 경우에는 주인공의 외모가 신랑의 주목을 받게 되는 반면에 후자의 경우에는 주인공의 

신발이 신랑의 주목을 받게 된다. 루쓰는 전자의 경우를 유럽적인 문화 그리고 후자의 경우

는 동양적인 문화에서 비롯된다고 하고 있다고 하 다. 동양에서는 문화적 관습상 잔치에서 

주인공과 왕자가 만나고 춤을 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동양에서 잔치가 나타나는 이유는 주인

공과 왕자의 만남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주인공이 화려한 옷과 신발을 입어야 하는 

서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Anna Birgitta Rooth, op. cit., 1951, pp. 75- 76.) 따라

서 <신데렐라> 유형의 세 번째 화소인 잃어버린 신발이 다른 아시아 <신데렐라>와 같이 

<콩쥐팥쥐> 설화에서도 동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잔

치에 가지만 세 번의 탈출, 귀인과의 춤과 덫이 없다. 

113)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주인공이 신발을 잃은 다음에 신랑이 그 잃어버린 신발을 통

해 주인공을 찾으려고 한다. 고귀한 신분의 신랑이 잃어버린 신발의 임자와 결혼하겠다고 한

다. 신랑의 다짐을 알게 된 주인공의 의붓자매나 친자매들은 억지로 신발을 신으려고 한다. 

이때 발이 커서 그들은 주인공의 작은 신발을 신을 수 없다. 주인공의 자매들은 신발을 신으

려고 자해까지 한다. 또한, 계모가 친 딸의 발가락이나 발꿈치를 자르는 경우도 있다. 발을 

자르고 신발을 신을 수 있는 가짜 신부는 신랑에게 가서 자신은 잃어버린 신발의 임자라고 

속인다. 신랑이 가짜 신부를 데리고 결혼을 하려고 가는 길에 조력자(대부분의 경우에는 새)



세히 다루었다. 그 결과 신발은 <콩쥐팥쥐> 설화와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비슷하게 나타남을 보았다. 따라서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를 정리한 다음 표에

서는 큰 변이가 보이지 않는 세 화소, 불행한 (여)주인공, 잃어버린 신발과 신발 

시험을 다루지 않는다. 

또한, <콩쥐팥쥐> 설화는 결혼후일담을 가지고 있는데, 전반부에서 계모의 학

대담이 나타나고 후반부에서 의붓자매는 주인공 행세를 하고 주인공의 자리를 뺏

으려고 한다. 전반부에서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인 결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 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결혼후일담에서 주인공은 행복

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결말에서 의붓자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

져야 <콩쥐팥쥐> 설화가 종결된다. 서사적 맥락에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다

섯 가지 화소 가운데 <콩쥐팥쥐> 설화에서 두 번째 화소인 조력자와 다섯 번째 

화소인 행복한 결말이라는 두 화소가 핵심적이다.

조력자와 행복한 결말이라는 화소는 <콩쥐팥쥐> 설화에서뿐만 아니라 <신데렐

라> 유형 설화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보았듯 행복한 결말과 함께 나타나는 ‘처벌’

의 유무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 분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처벌의 

계기를 제공하는 인물은 다름 아닌 초월적 조력자이다. 초월적 조력자의 도움 없

이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학대의 해소, 주인공의 행복한 결혼 등은 이루어질 

수 없다.

민담에서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경우 여주인공은 가난한 여성으로서 마법의 도

움을 통해 자기를 부러워하는 다른 여성들(언니들, 의붓자매들, 계모들, 마녀들, 

시어머니들)과 경쟁해야 한다. 결혼으로 끝나는 마법담은 주인공들의 문제가 해

가 노래를 불러 신발에서 피가 나고 있다는 사실을 신랑에게 알려 준다. 신발에서 피가 나오

고 있기 때문에 신랑은 가짜 신부를 버린다. 작은 발이 여성스럽다고 생각되어 의붓자매들은 

작은 신발을 신으려고 발을 자르지만 결국 신랑을 속일 수 없다. 잃어버린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노력은 고귀한 신분의 남자와 결혼하기 위함이다. 신발의 임자가 되기 위해서 의붓자매

와 계모는 발을 자르는 행위도 극단적이나 납득될 수 있다. 의붓자매들은 고귀한 신분의 남

자와 결혼을 통해서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붓자매

의 자해는 고귀한 남자와 결혼이 여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고를 반 한다. <콩쥐

팥쥐> 설화에도 신발을 신으려고 자해하는 각편이 나타나지만 상대적으로 수가 적다. 그리고 

자해가 나오는 각편에서는 조력자가 나타나 가짜 신부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아니라 신

랑이 직접 가짜 신부를 보고 쫓아낸다.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가짜 신부가 거의 없는데다

가 주로 가짜 신부와 관련된 장면은 간단히 묘사된다. 따라서 자해 화소를 <콩쥐팥쥐> 설화

의 대표적 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되고 행복한 인생을 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114)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서도 불행한 주인공은 마법적인 도움, 즉 초월적인 조력자의 도움으로 왕자와 결

혼하게 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마법적인 화소는 초월적인 조력자를 통

해서 확인되는 것이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주인공이 불행한 상태에서 고귀

한 신분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해 주는 일종의 마법담이다. 권력 없는 

주인공이 권력을 얻도록 돕는 조력자는 설화 전개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초월적 조력자의 존재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서사 전개

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서사 전개와 결말에서 조력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다. 신데렐라는 신랑을 만나기 위해 옷, 신발 등의 준비물을 필요로 하고, 이에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조력자는 불행한 신데렐라에게 신랑을 만날 수 있는 

화려한 준비물을 마련해 준다. 또한 조력자는 신데렐라가 해야 할 일들을 도와주

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한다. 계모는 평소에 주인공을 구박하려고 일을 시키는가 

하면 주인공이 신랑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즉 잔치에 못 가게 하려고 일을 시키

는 경우도 있다. 이때 조력자가 나타나 주인공의 일을 대신 해 주고 주인공이 잔

치에 갈 수 있도록 준비물을 준다. 만약 그 준비물들이 없었으면 신데렐라는 고

귀한 신분의 신랑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조력자가 착한 주인공에게 보상을 주고 불친절한 의붓자매나 자매에게 보상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착한 주인공은 조력자에게서 얻은 물건들 덕분

에 신랑과의 결혼을 성취하는 반면 불친절한 자는 조력자에게 얻은 것이 없어서 

고귀한 신분의 신랑을 놓치게 된다. 다시 말해 조력자가 나타남으로써 신데렐라

는 위기에서 벗어나 조력자의 마법적 도움으로 자신의 과제를 완성하기에 이른

다. 즉, <신데렐라> 유형 설화가 행복한 결말에 이르는 계기는 초월적 조력자의 

등장에 있다. 초월적 조력자가 없으면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과제가 완성될 수

가 없고, 그 과제의 완성 결과(행복한 결말, 악인 징치)도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러

한 점을 고려한다면 조력자와 행복한 결말은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

쥐> 설화의 핵심화소라고 할 수 있다.

조력자와 행복한 결말이라는 화소가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

114) Ruth Bottigheimer, Fairy tales a new histor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9,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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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9> 소, 구렁, 새, 두껍이 처벌 금기·위반, 꽃·구슬
<KOR10> 소, 새 처벌 금기·위반, 꽃·구슬
<KOR11> 소, 두꺼비, 새 처벌 꽃·구슬
<KOR12> 소, 새 처벌 X
<KOR13> 소, 두꺼비, 선녀 처벌 꽃·구슬
<KOR14> 소, 새 처벌 X

<KOR15> 소, 새, 두꺼비, 

젊은 여자
처벌 꽃·구슬

<KOR16> 소, 두꺼비 처벌 X

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확인할 수 없는 특

이화소가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아래 <표 5>는 

핵심 화소인 조력자, 행복한 결말과 특이화소를 중심으로 하여 <콩쥐팥쥐> 설화

의 화소표를 작성한 것이다.

<표 5> <콩쥐팥쥐> 설화의 핵심화소와 특이화소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콩쥐핕쥐> 설화의 핵심 화소인 조력자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소이다. 또 ⑤행복한 결말은 한국에서는 처벌로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한국 <콩쥐팥쥐> 설화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특수화소가 금기·위반, 

꽃·구슬이다.

115) <KOR6>에서 주인공의 재생담은 매우 간략하게 나타면서 다른 <콩쥐팥쥐> 설화와 비교

해 보면 다소 예외적인 서사 전개를 보인다. 따라서 본격적 논의에서 <KOR6>은 제외하고자 

한다.



이제 <콩쥐팥쥐> 설화의 서사 단락을 살펴보자. <콩쥐팥쥐> 설화는 다음과 같

은 서사를 가지고 있다. 

A. 생모가 죽고 주인공은 계모와 의붓자매를 맞이한다.

B. 계모가 주인공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 주인공을 학대한다.  

C. (i)주인공은 혼자서 계모가 시킨 일을 못하자 조력자가 나타나 주인공을 도와

   준다. (ii)또한, 조력자가 주인공에게 음식을 준다.  

D. 주인공이 조력자한테서 얻은 음식을 가지려고 의붓자매는 주인공을 모방한다. 

E. 조력자가 의붓자매에게 나타나 의붓자매에게 벌을 준다.

F. 계모와 의붓자매는 잔치/굿에 가면서 계모는 주인공에게 일을 시키고 주인공

   을 집에 혼자 두고 간다.  

G. 조력자가 나타나 주인공의 일을 해 주고 주인공이 잔치/ 굿에 나갈 옷과 신

   을 마련해 준다.

H. 주인공은 신발 분실을 통해서 신랑과 결혼을 하게 된다. 

I. 결혼후 신랑은 외출하면서 주인공에게 금기를 주고 간다.

J. 의붓자매는 주인공을 설득하여 신랑이 준 금기를 어기게 만든다. 

K. 의붓자매는 주인공을 살해하고 주인공의 행세를 하여 주인공의 남편을 속인  

   다.  

L. 주인공은 꽃 그리고 구슬로 변하다가 여자로 변생한다.  

M. 악인이 처벌을 받는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서사가 주인공과 신랑의 결혼으로 끝나는 데 비

해, <콩쥐팥쥐> 설화를 비롯하여 몇 나라의 <신데렐라> 설화는 <친절하고 불친

절한 자매 이야기>와 결혼후일담을 가지고 있다. <신데렐라> 설화의 기본서사는 

주인공이 고난(학대), 조력자의 도움 그리고 신랑과 주인공의 결혼 등의 과정을 

이야기한다.

위 서사 전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콩쥐팥쥐> 설화에서 A, B, C(i), F, G, H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서사이다. C(ii), D, E는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이고 I부터 M까지는 결혼후일담인 <검은 신부와 흰 신부의 이야기>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서사를 다루기 전 먼저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



와 <검은 신부와 흰 신부의 이야기>가 개별적으로 어떠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자.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를 보면 주인공은 우물 안으로 떨어

졌다가 그곳에서 홀레 할머니(Frau Holle)의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주인공은 착

하고 부지런하다는 이유로 집에 돌아갈 때 조력자에게서 금을 받는다. 이후 주인

공을 부러워하는 불친절한 자매가 주인공과 같은 상을 받으려고 우물에 뛰어 들

어가게 된다. 그러나 불친절한 자매는 이기적이고 게으르며, 자매가 떠날 때 조력

자는 불친절한 자매에게 흙이 절대로 빠지지 않는 코트(pitch-coat)를 준다.116)

<검은 신부와 흰 신부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서사를 가지고 있다. 신이 나타

나 주인공과 그의 의붓자매에게 마을에 가는 길을 물어본다. 의붓자매는 신의 부

탁을 거절하고, 신은 의붓자매가 검은 피부를 가지도록 악담을 한다. 반면 주인공

은 신을 돕고, 신은 그녀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소원이 이루어져 주인공

은 아름다운 외모와 절대로 비워지지 않는 지갑을 가지게 되며,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받게 된다. 한편 흰 신부인 주인공에게는 왕을 위해서 일

을 하는 남자형제가 하나 있었다. 왕은 주인공의 그림을 보고 주인공에게 반한다. 

신부가 도착하자 왕은 흰 신부와 결혼식을 올리려고 한다. 그러나 신부가 왕의 

성으로 가던 중 계모와 검은 신부가 흰 신부를 다리에서 민다. 결국 검은 피부의 

신부가 흰 신부의 옷을 입고 왕과 결혼을 한다. 계모가 쓴 마법으로 왕은 신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 물에서 흰 오리가 나타나는데, 오리

가 흰 신부로 환생하여 왕에게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 사실을 알게 된 왕은 마녀

와 그의 검은 딸을 죽이고 흰 신부와 결혼을 한다.117)

116) “A girl fell into a well and found herself in the underground realm of Frau Holle. 

She was kind and industrious, and when it was time for her to return home, Frau 

Holle rewarded her with gold. Her envious sister, wanting the same reward, jumped 

down the well. But she was selfish and lazy, and when it was time for her to leave, 

she received a coat of pitch that never came off.” D. L. Ashliman, op. cit., 1987, p. 

101.

117) “The Lord asked two stepsisters the way to the village. One refused to help, and 

the Lord cursed her with black skin. The other was helpful, and the Lord granted 

her three wishes: beauty, a purse that would never grow empty, and the promise of 

heaven. The fair girl had a brother who worked for the king. The king saw the girl's 

picture and fell in love. A wedding was planned as soon as the bride could come. On 

the way to the castle, the stepmother and the black girl pushed the beautiful girl 

from a bridge. A white duck emerged from the water. The black girl put on the 

bride's clothes and married the king, whose sight had been clouded by the 



다음은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와 결혼

후일담의 대목을 차례대로 살펴보고, 그들이 <콩쥐팥쥐> 설화와 어떠한 방식으로 

통합되었는지 확인해 보고자 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계모가 시킨 일을 하다가 조력자를 만나게 된

다. 학대담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조력자 소가 주인공 앞에 나타나고, 주인공은 소

의 밑구멍에서 먹을 것을 얻는다. 반대로 주인공을 따라하려고 욕심을 부린 의붓

자매는 피투성이가 된다. 이때 주목해야 할 것은 계모가 시킨 일을 하는 과정에

서 주인공의 친절함과 의붓자매의 불친절함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주인공과 귀한 신랑의 

결혼 전에 계모의 학대담이 나오며 결혼후일담에 나타나는 악인은 결혼 전에 계

속 등장했던 의붓자매이다. 결혼후일담은 의붓자매와 계모의 처벌로 종결된다. 신

랑이 계모를 속여 젓갈로 담근 의붓자매를 먹이는 <콩쥐팥쥐> 설화의 각편도 존

재한다. 이 경우 극단적인 처벌을 통해 주인공의 친절함과 의붓자매의 불친절한 

행동 및 결혼 전과 후에 주인공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행동이 대비됨으로써 서사

적 정당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와 결혼후일담

은 <콩쥐팥쥐> 설화에서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신데렐라> 유형 설

화의 기본서사에 녹아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각편들 가운데 <콩쥐팥쥐>와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와 <검은 신부와 흰 신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각편은 

다음과 같다.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을 가지고 있는 각편들은 핀란드

의 <FIN1>, <FIN2>, <FIN3>, <FIN4>, <FIN5>, <FIN6>, <FIN7>, <FIN8>, 이

탈리아의 <IT2>, 아르메니아의 <AR1>, <AR2>, 노르웨이의 <NRW12>, 러시아

의 <RUS4>, <RUS6>, <RUS7>, 덴마크의 <DEN12>, 스웨덴의 <SWE8>, 

<SWE9>, 아일랜드의 <IRE3>, 포르투갈의 <PRG1>, 이라크의 <IRQ1>, 체코슬

로바키아의 <CZE1>, 인도의 <IND4>, 필리핀의 <PHL1>, <PHL6>, 이란, 아프

가니스탄의 <IRN+AFG1>, 이란의 <IRN1>, <IRN2>, 조지아의 <GEO1>, 한국의 

<KOR1>, <KOR4>이다.

stepmother's magic arts. The white duck revealed herself to the king, ultimately 

changing back to the white bride. Now knowing what had happened, the king had the 

witch and her black daughter put to death, and he married the white bride.” Ibid., p. 

82.



<검은 신부와 흰 신부의 이야기>는 스코틀랜드( 국) <SCT3>, 아르메니아의 

<AR1>, <AR2>, 아이슬란드의 <IC2>, <IC4>, 러시아의 <RUS3>, <RUS5>, 그

리스의 <GRC1>, <GRC3>, 그리스 하고 알바니아의 <GRC+ALB1>, 일랜드의 

<IRE1>, <IRE3>, 인도의 <IND3>, <IND4>, <IND6>, 베트남의 <VET1>, 

<VET2>, <VET3>, 인도네시아·캄보디아·베트남의 <IN+COM+VET1>, 중국의 

<CHN2>, <CHN3>, 필리핀의 <PHL1>,<PHL2>, <PHL3>, 이란의 <IRN2>, 한

국의 <KOR1>, <KOR2>, <KOR3>, <KOR4>, <KOR7>, <KOR8>, <KOR9>, 

<KOR10>, <KOR11>, <KOR15>에 나타난다.

위에서 제시한 전승지역을 확인해 보면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와 

<검은 신부와 흰 신부 이야기> 서사를 가지고 있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유

라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고 있다고 알 수 있다.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도 

그 중에 하나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각편들 중에서 2개 각편에 <친절하고 불

친절한 자매>가 나타나는 반면 8개 각편에서는 결혼후일담인 <검은 신부와 흰 

신부>가 확인된다. 따라서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결혼후일담이 비교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도 그 동안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은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지

만 결혼후일담을 가지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모든 각편과 비교하는 작업은 

미흡하 다. 따라서 본고의 비교연구를 통해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 

서사 및 결혼후일담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에 대한 통합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으로,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와 서사 검토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콩쥐팥쥐’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모든 각편이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아니다. 둘째, <콩쥐팥쥐> 설화는 <신데렐라>의 기본화소와 서사와 함께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와 <검은 신부와 흰 신부 이야기>를 가진다. 

 2) <콩쥐팥쥐> 설화의 서사유형

<콩쥐팥쥐> 설화는 계모의 학대담과 더불어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

과 <검은 신부와 흰 신부의 이야기>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서사를 갖춘 설화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전반부에서 계모에게 학대받은 주인공은 조력자에게 먹을 것



을 받는 반면에 의붓자매는 벌을 받게 된다. 그 다음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

의 기본서사와 마찬가지로 주인공과 신랑의 결혼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콩쥐팥

쥐> 설화에는 주인공과 신랑의 결혼으로 끝나지 않고 결혼후일담이 나타난다. 의

붓자매는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지만 주인공은 꽃->구슬로 변한 후 환생한다. 이

후 의붓자매와 계모는 신랑에게서 벌을 받게 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의 중심 내용

은 조력자가 주인공에게 상을 주고 주인공의 자매에게 벌을 주는 것이다. 또한, 

<검은 신부와 흰 신부의 이야기>의 원형 서사 가운데 일부만 <콩쥐팥쥐> 설화에 

나온다. <검은 신부와 흰 신부의 이야기>에서 계모는 왕과 결혼을 하기 전 주인

공을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콩쥐팥쥐> 설화에 등장하는 <검은 신부와 흰 신부

의 이야기>는 주인공과 신랑의 결혼 후에 보인다. 계모, 의붓자매 혹은 친자매는 

주인공의 결혼을 시기하여 그를 죽이려고 한다. <검은 신부와 흰 신부의 이야기>

는 신부들의 위치를 바꾸게 된 경과, 주인공이 죽지 않고 환생을 하여 신랑을 만

나게 된 과정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악인이 벌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와 <검은 신부와 흰 신부의 이야기>가 <콩쥐

팥쥐>에 결합되면서 악인이 벌을 받는 기능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두 개

의 서사는 악인이 벌을 받으면서 끝맺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조력자가 불친절

한 자매에게 벌을 주고 후자의 경우에는 주인공이나 신랑이 주인공을 죽이려는 

악인에게 벌을 준다. 전자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주인공과 신랑에게 결혼 

전에 나타나 주인공의 자매가 벌을 받는 기능을 맡고, 후자는 결혼 후에 등장해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이 벌을 받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위에서 <콩쥐팥쥐>의 화소와 서사를 살펴보았다. 이제 <신데렐라>의 하위 유

형을 생산하는 기준이 되는 ‘처벌’을 통해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비롯하여 <콩

쥐팥쥐> 설화의 서사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이루어지

는 처벌의 유무는 설화의 하위 유형 분류 기준이 된다. <신데렐라> 유형 중에서 

<콩쥐팥쥐>는 ｢처벌형｣에 속하며118) 다음과 같은 처벌 유형이 <콩쥐팥쥐> 설화

에서 확인된다.

118) <KOR5>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1) 소극적인 처벌 : 조력자의 의한 처벌 

2) 적극적인 처벌 : 복수심에 의한 처벌

<콩쥐팥쥐> 설화에서 소극적인 처벌은 조력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반면 적극

적인 처벌은 신랑의 복수심에 의해 실현된다.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조력

자에 의한 처벌은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 부분에서 확인된다. <신데렐

라> 유형 설화의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조력자에 의한 

처벌을 두 가지로 나뉜다. 벌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한 높은 강도의 처벌과 비교

적 낮은 강도의 처벌이다. 전자의 처벌이 나타나는 전승 지역의 예는 다음과 같

다.  

우선, 이탈리아의 <IT2>에서는 의붓자매가 늙은 여자로 변한다. 아르메니아의 

<AR1>에서는 의붓자매가 허수아비로 변한다. 아르메니아의 <AR2>에서는 의붓

자매가 추하게 변하고 노르웨이의 <NRW12>에서는 의붓자매의 입에서 개구리가 

나온다. 덴마크의 <DEN12>에서는 의붓자매의 귀에 상자가 생기고 포르투갈의 

<PRG1>에서는 의붓자매가 추하게 변하여 입에서 쓰레기가 나온다. 이라크의 

<IRQ1>에서는 의붓자매의 머리에 뿔이 생기고 체코슬로바키아의 <CZE1>에서는 

자매들의 얼굴에 흉터가 생긴다. 필리핀의 <PHL1>에서는 의붓자매의 얼굴에 작

은 종(bell)이 생기고, <PHL6>에서는 자매의 이마에는 여성 성기가, 배에는 남성 

성기가 생긴다.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IRN+AFG1>에서는 의붓자매의 이마에 

당나귀의 성기가 생기기 턱에는 뱀이 달린다. 이란의 <IRN1>에서는 의붓자매는 

이마에 당나귀의 귀가 생기고 뺨에는 당나귀의 꼬리가 생긴다. <IRN2>에서는 의

붓자매의 이마에는 당나귀 귀가, 뺨에는 황소의 꼬리가 생긴다. 조지아의 

<GEO1>에서는 의붓자매가 까맣게 변하여 머리에 뿔이 돋아난다.

위에서 제시한 처벌을 보면 처벌의 지속성이 강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러한 벌은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의 기본적 벌과 비슷한 양상을 취한

다. 위에서 확인되는 벌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강도의 벌은 다음 <신데렐라> 설화

에서 확인된다. 여기서도 조력자는 두 명의 자매에게 나타나며 주인공은 보상을 

받는 반면에 의붓자매는 처벌을 받는다. 예컨대, 핀란드의 <FIN1>, <FIN2>, 

<FIN3>, <FIN4>, <FIN5>, <FIN6>, <FIN7>, <FIN8>, 러시아의 <RUS4>, 

<RUS6>, <RUS7>, 아일랜드의 <IRE3>에서는 불친절한 자매들은 조력자에게서 



마땅한 도구를 받지 못해 귀인과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한국의 

<KOR1>, <KOR4>에서 주인공은 소 조력자에게서 음식을 받지만 의붓자매는 조

력자의 의해 피투성이가 된다. 인도의 <IND4>에서 의붓자매는 맛있는 음식 대신 

소똥을 받는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나타나는 <친절하고 불친절한 자매 이야기>에서 확인

되는 처벌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처벌의 지속성이 강

조되는 형식이 비교적 많이 확인되었다. 둘째, 전승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화소의 

변이가 나타나는데, 인도와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처벌의 방식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에 속하는 두 나라의 각편에서 의붓자매는 소에게서 먹을 것

을 얻으려다가 처벌을 받게 된다.

반면 서양 <신데렐라> 유형 설화 중 독일의 그림형제판과 프랑스의 페로판은 ｢
처벌형｣과 ｢비처벌형｣이 가장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사례이다. 전자 ｢처벌형｣에서

는 조력자 비둘기가 나타나 악인의 눈을 쪼아내 악인을 맹인으로 만든다. 반면에 

후자 ｢비처벌형｣에서는 주인공이 악인을 용서하면서 좋은 결혼 상대까지 찾아준

다. 이 두 가지 서사는 <신데렐라> 설화의 결말에 나타나면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119)

처벌의 유무를 기준으로 할 때 <콩쥐팥쥐> 설화는 그림형제판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형제판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설화의 관계를 살펴보자. 

우선 그림형제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120) 민담 연구로 명성을 얻었던 그림

119) 베틀하임은 그림판과 페로판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다섯 개의 차이점을 지적하 다. 

첫째, 페로판 <신데렐라>에서 재와 같이 생활하는 것이 주인공의 선택이라면, 그림형제판 

<신데렐라>의 주인공은 재와 같이 생활하나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다. 둘째, 무도회

에 가야 할 의붓자매의 준비를 도와주는 주인공이 페로판에서는 자신의 선택대로 의붓자매

를 도와주지만 그림형제판에서는 의붓자매가 주인공에게 일을 도와줄 것을 명령한다. 주인공

이 의붓자매의 머리를 빗겨 주고 신을 닦아 주지만 일을 할 때 울고 있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셋째, 페로판에서 주인공은 무도회에 가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반면에 그림형제판의 

주인공은 무도회에 가려고 계모에게 애원을 하지만 거절을 당한다. 그리고 무도회에 가려고 

하는 주인공은 계모가 요청하는 불가능한 일을 모두 해낸다. 넷째, 그림형제판의 주인공은 

무도회가 끝나자 스스로 판단을 하여 탈출하고 왕자에게 자신의 처지를 숨기려고 한다. 하지

만 페로판에서 주인공은 선녀대모가 시킨 대로 밤 열두시가 되기 전에 무도회에서 탈출한다. 

다섯째, 페로판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의붓자매들은 악한 행동을 해도 결국 착한 

주인공 덕분에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좋은 결혼상대와 결혼을 할 수 있다. 반면에 그림형제에

서 의붓자매들은 두 번이나 처벌을 받게 된다. 의붓자매들은 신을 신으려고 발을 잘라 장애

인이 된다. 그리고 주인공의 결혼식 때 비둘기가 의붓자매들의 눈을 뽑는다. Bruno 

Bettelhim, op. cit., 1976, pp. 251-252.  



형제의 민담 자료집은 독일에서 큰 인기를 끌어 당시 여러 번 재판되었다. 두 형

제에게 민담 자료 수집은 학술적인 활동이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작업이었다. 

그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독일 구비문학을 보존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데 

힘을 쏟았다. 학술적인 목적으로 출판된 그림 형제의 민담집은 여러 번의 출판과

정을 거쳤고, 반복되는 출판과정 속에서 수록되어 있던 민담은 처음 목적과는 다

소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출판과정에서 추가된 <신데렐라> 설화의 

화소 변화를 탐색하는 데 있어서 그림 형제의 출판본들은 좋은 사례가 될 수 있

다.

그림형제는 민담자료집에서 처벌, 폭력, 성과 관련된 장면을 삭제하거나 약화하

다. 특히 악인이 처벌을 받는 장면, 고통과 희생을 나타내는 장면이 약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그런데 폭력적 장면을 순화하는 것은 그림형제의 선택이라기보다

는 주변 동료나 친구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오히려 그림 형제들은 일반적으

로 폭력 장면을 부가하거나 강화하고자 하 다. 예컨대 첫 출판본에서 <신데렐

라> 설화의 의붓자매들은 눈을 잃지 않지만 두 번째 판본에는 비둘기의 복수와 

의붓자매들의 사악한 성격을 서술함으로써 조력자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림 형제의 다른 민담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확인된다. 따라서 그림 형제

는 동화적 재미보다는 폭력적인 재미를 선호하 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형제는 

폭력적인 주제를 다루거나 성적인 장면을 다룰 때 서사를 왜곡하기도 하 다. 결

혼 전에 나타나는 성적인 장면에서 특히 그러했다. 

그림형제의 이 같은 자료집은 당시 비판의 대상이었다. 아이를 위해 출판한 민

담집에서 어린 아이가 읽으면 안 되는 장면이 많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

한 비판에 대해 야코프 그림은 그들의 민담집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민담집

이 아니었다고 하 다. 다만 빌헬름 그림은 아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삭

제해도 된다고 생각하 다. 독자 확보를 위해 그림 형제는 이후 출판된 민담집에

서는 아이들이 읽으면 안 되는 장면을 삭제하 다. 1812년에서 1857년까지 그림 

형제가 몇 번이나 출판을 거듭한 것을 고려하면 폭력과 성적 장면이 약화된 이유

가 여기 있다. 아이들과 주변 동료들, 평론가들의 비판을 의식하여 폭력적인 장면

을 약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그림형제의 기본 입장은 폭력과 처벌이 드러나는 장

120) 그림형제판의 소개와 논의는 마리아 타타르의 논문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Maria Tatar, 

op. cit., 2003, pp. 3-39.  



면을 강화하고 추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판본에서는 처벌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림판에서는 의붓자매가 처벌을 받는 것으로 나온다. 반면에 그림판과 

완전히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페로판에서 주인공은 악인을 용서하는 존재로 

묘사된다. 복수와 폭력은 어른들의 몫이고 아이들은 순진하고 착한 주인공에 관

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실현하는 <신데렐라> 설화의 판본인 것이다. 

그런데 세계 각국의 <신데렐라> 설화를 살펴보면 페로판처럼 주인공이 악인을 

적극적으로 용서하는 장면은 그다지 많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에서도 주인공이 악인을 용서하고 결혼 상대를 찾아주거나 자신과 같이 살게 

하는 등의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처벌을 다루는 면에서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

는 그림형제판과 가깝고 페로판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콩쥐팥쥐> 설화의 각편을 살펴보면 악인의 처벌은 조력자나 주인공 또는 신랑

에 의해 악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조력자에 의한 의붓자매의 처벌은 

의붓자매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데, 의붓자매가 처벌을 받는 이유도 자세히 그

려져 있다. 반면 주인공이 울고 있을 때 조력자 소가 나타나 주인공의 일을 도와

주면서 음식을 제공해준다. 이 음식으로 주인공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주인공은 허기를 해결하게 되고. 소에게서 받은 음식을 의붓자매에게 줌으로써  

일을 마친 후 돌아와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의붓자매는 주인공과 같은 음식

을 받으려고 주인공이 행동을 모방하지만 실패하고 만다.

<콩쥐팥쥐> 설화의 의붓자매는 욕심 때문에 곤경에 빠진다. 이들은 소에게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더럽게 변하기도 한다.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과 비슷한 

보상을 받으려고 착한 사람이 조력자에게 한 행동을 철저히 알아내고 따라한다. 

그러나 악인은 주인공의 행동을 따라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고 악한 마음 또한 숨

길 수 없게 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조력자들은 마법을 부리는 능력을 가

지고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필리핀 <신데렐라> 설화의 예를 통해 <콩쥐팥쥐> 설화의 보상-처벌 

구조를 대조해 보자. 유럽보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좀 더 가까운 필리핀의 각편을 

선택하 다. 여기서는 조력자가 주인공과 의붓자매에게 나타나 주인공이 상을 받

게 되고 의붓자매는 벌을 받게 된다.  



 

마리아는 애완동물인 돼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 돼지와 많이 놀았다. 그리고 그의 

계모는 그 돼지를 죽여 그의 고기를 씻으라고 명려하 다. 불쌍한 마리아가 사정하면

서 울었지만 계모는 마리아에게 그 돼지를 죽이도록 강요하 다. 돼지고기를 다 씻은 

후에 계모는 마리아에게 10개의 먹을 수 없는 조각을 주면서 그들을 강에서 씻으라

고 하 다. 그리고 마리아가 집에 돌아올 때 그 중에서 한 조각이라도 없어지면 계모

가 마리아를 죽도록 때리겠다고 하 다. 마리아가 고기 조각을 강에서 씻고 있을 때 

한 조각은 손에서 미끄러지듯 떨어지고 강의 하류로 갔다. 그 아이는 울고 그의 힘든 

운명에 대하여 매우 슬프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악어한 머리가 그에게 가아 뭔가 

잘못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악어는 대답하 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악어는 그 

잃어버리는 조각을 따라가 가지고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강 속에 가려고 돌았을 때 

악어는 꼬리로 물을 튕길 때 한 방울 물이 마리아의 이마에 떨어지고 그 방울은 아

름다운 보석으로 변하 다. 그 보석은 태양처럼 빛이 나고 이마에 매어 있어 뗄 수 

없었다. 어린 소녀는 이마에 보석이 붙은 채 집에 갔다. 그의 이마에서 화려한 빛이 

나고 있어 그의 이마를 보는 사람들의 눈부시다, 그래서 그는 손수건으로 이마에 있

는 보석을 감추었다.121)  

필리핀 <신데렐라> 설화에서는 <콩쥐팥쥐> 설화처럼 주인공이 일을 끝내지 못

하여 울고 있을 때 조력자가 나타나 주인공의 일을 도와주고 주인공에게 상도 준

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각편에서 주인공이 받고 있는 상의 성격은 조금 다르다. 

필리핀 각편의 경우 주인공이 조력자에게서 받은 상은 바로 없어지는 상이 아니

121) “Maria had a pet pig, with which she played a great deal, and her stepmother 

ordered her to kill and clean it. Poor little Maria cried and begged, but the woman 

forced her to kill the pig. When the pig was cleaned, the stepmother gave Maria ten 

of the refuse pieces and told her to clean them in the river, and if one piece was 

missing when she returned, she would be beaten to death. Maria cleaned the pieces 

in the river, but one slipped away and went down stream. The child cried and 

lamented over her fate so that an old crocodile going by asked her what was amiss. 

“That is nothing,” said the crocodile, and he straightway swam after the piece and 

brought it back. As he turned to swim away, he splashed with his tail and a drop of 

water fell on her forehead where it became a most beautiful jewel, flashing like the 

sun and fastened so tightly that it could not be removed. The little girl went home 

with the jewel on her fore-head shining so brightly that it made every one 

cross-eyed to look at it, so that it had to be covered with a handkerchief.” Heidi 

Anne Heiner, op. cit., 2012, p. 413.  



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콩쥐팥쥐> 설화에서 조력자가 

주인공에게 주는 상은 음식인데, 음식은 먹으면 없어지는 물건이다. 다음은 필리

핀의 <신데렐라> 설화에서 조력자가 의붓자매를 처벌하는 대목이다.

잔인한 계모는 마리아에게 그의 행운에 대해서 여러 질문을 물어보았다. 계모가 주

인공에게서 그의 행운에 대해서 다 알아본 다음에 자기 딸을 돼지를 죽이러 그리고 

그의 의붓자매가 한 것을 똑같이 모방하러 보냈다. 그녀는 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고 

돼지고기의 한 조각을 강에 던지고 그 조각이 흘려갈 때 울었다. 악어는 그 소녀에게 

문제의 이유를 알아보고 다시 흘려간 고기 조각을 찾아주었다. 그런데 이번에 꼬리로 

물을 튕길 때 소녀의 이마에 보석 대신 그칠 수 없는 쨍그렁 소리를 하는 작은 종이 

생겼다.122) 

앞서 제시한 <PHL1>에서도 조력자가 의붓자매에게 준 벌이 확인된다. 여기에

서 의붓자매는 조력자를 속이려고 하다가 조력자에게 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여

기서 나타나는 조력자의 처벌은 <콩쥐팥쥐> 설화에 비해 강도가 세다. 다시 말하

자면 <콩쥐팥쥐> 설화에서 나타나는 조력자의 응징-처벌은 <PHL1>과 그림형제

판처럼 심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콩쥐팥쥐> 설화에서 그러한 처벌은 같은 서사 

안에서 나타나는 주인공과 신랑에 의한 처벌보다도 단순하다. <콩쥐팥쥐> 설화에

서 주인공이나 신랑이 악인을 심하게 복수(의붓자매를 젓갈로 만들기)하는 데 반

해, 그의 조력자인 소는 비교적 약한 벌(의붓자매를 피투성이로 만들기)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소극적인 처벌을 살펴보았다. 이제 적

극적인 처벌을 검토하고자 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소극적인 처벌은 

다른 <신데렐라> 설화에 비해서 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적극적인 처벌은 극단적

인 면을 가지고 있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과 신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처벌은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며 잔인한 방식을 취한다. 이러한 처벌의 서술은 

122) “The cruel stepmother asked many questions about Maria's good fortune, and 

when she found out all about it she sent her own daughter to kill a pig and do in all 

respects as the stepsister had done. She did so and threw a piece of the refuse 

meat into the river and cried as it floated off. The crocodile inquired of this girl 

also the cause of the trouble, and again brought the meat, but this time when he 

splashed with his tail, instead of a jewel on the girl's forehead, there was a little 

bell that tinkled incessantly.” Ibid.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의붓자매에 의해 변했던 주인공은 원래 상

태로 돌아온 후 신랑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준다. 이에 신랑이 가서 

의붓자매를 잡아 난도질하여 음식으로 만든다. 이러한 처벌은 대체로 신랑과 주

인공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적극적인 처벌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적극

적인 처벌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복수심에 의한 처벌이

고 다른 하나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잔인한 처벌이다. 전자는 설화에 흔히 등

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살해, 7년 간 먹을 것을 주고 바다에 보내기, 

귀양 보내기, 감옥에 가두기 등이다. 

극단적인 복수가 나타나는 후자의 경우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일반적인 처

벌 방식이 아니고 몇몇 편에서만 확인된다. <KOR3>, <KOR4>, <KOR15>에서 

신랑은 의붓자매를 잡아다가 난도질하여 젓갈로 만들어 계모에게 보낸다. 젓갈은 

아이슬란드의 <IC2>, 베트남의 <VET1>,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의 

<IN+COM+VET1>에서 확인된다. 젓갈처럼 음식으로 만드는 경우는 <KOR8>, 

<KOR9>, <KOR10>에서 확인된다. 세 각편에서 신랑은 의붓자매를 죽여 각각 

국, 반찬 그리고 음식으로 만든다. 인도의 <IND6>과 중국의 <CHN2>에서도 계

모가 친딸의 고기를 먹게 된다. 인도의 각편에는 구체적 음식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중국의 <CHN2>에서 계모는 친딸의 고기를 잉어 고기인 줄 알고 먹는다.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에서 나타나는 복수심에 의한 처벌은 처벌의 강도에 따

라 뚜렷하게 구별된다. 복수심을 품은 신랑이 악인에게 처벌을 내리는 방법을 살

펴보자. 우선 다음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 제주도의 각편 <KOR12>에서는 신랑

이 직접 처벌 방식을 결정하지 않는다.

  

수소문한 결과 계모가 콩쟁이를 속여, 팥쟁이를 신부로 내보냈음이 드러났다. 하늘

애기는 이 사실을 관가에 고했다. 관가에서는 계모를 멀리 귀양보냈으며, 하늘애기는 

드디어 콩쟁이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다.123) 

하늘애기는 계모의 악행을 관가에 고하 고 악인은 관가로부터 처벌을 받게 된

다. 신랑이 직접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며 악인은 나라의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123) 진성기, 남국전설, 교학사, 1982, 156쪽. 



된다.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성격의 처벌이 다음 <KOR3>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지금 항께 사는 마누래는 콩쥐가 아이고 퐅쥐라 카고 퐅쥐가 날로 시기해서 

날로 연못에 몰어넣어 직이고 퐅쥐는 콩쥐처럼 하고 살고 있다꼬 자초지종 이바구로 

다 했다. 원님은 이 말로 듣고 퐅쥐 나뿐년이라꼬 잡아다가 난도질해서 직이고 그거

로 젓을 담아서 퐅쥐어매한티 보냈다. 그리고 원님은 콩쥐하고 잘살었다.124)

위의 각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신랑은 직접 의붓자매를 잡아 젓갈로 담아

서 계모에게 보낸다. 주인공이 신랑에게 의붓자매가 자신을 연못에 어 넣고 죽

인 다음 자신의 행세를 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이다. <콩쥐팥쥐>를 

포함하여 결혼후일담을 갖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비슷한 방식의 극단적인 

처벌을 보인다. 위의 두 각편에서는 신랑이 악인을 벌주고 있지만, <VET1>에서 

주인공은 악인에게 직접 처벌을 내린다. <VET1>의 주인공은 왕자와 같이 왕궁

에 돌아와 악인을 젓갈로 만들어 계모에게 보내고 계모는 친딸의 고기를 먹게 된

다.125) 

한국과 베트남의 결혼후일담에서는 처벌을 내리는 사람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결혼후일담에서 처벌이라는 화소가 등장한다. 처벌 방식으로 젓갈 담그기가 나오

는 각편은 공통적으로 결혼후일담을 가진다. <콩쥐팥쥐> 설화도 역시 그렇다. 이

러한 면에서 처벌의 극단적인 모습은 결혼후일담과 관계가 있는 듯 보인다. 이에 

다음 <그림 1>에서 처벌(화소)과 결혼후일담(서사 단락)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콩쥐팥쥐>의 위상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124)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10권 평민사, 1996, 304쪽.

125) 베트남과 한국 <신데렐라> 설화를 비교한 박연관은 베트남에서 주인공이 직접 처벌하러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베트남에서는 역사적으로 많은 여성 장군과 웅이 존재하며, 작금의 

현시에서도 많은 여성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 여성의 지위가 우리보다는 월등한 것

으로 비추어 지는데, 불안정한 추측일 수 있으나 여주인공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징에 참여

하는 모습을 통해서 베트남의 여인상이 한국의 그것보다 더 적극적 이라는 생각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 다. 박연관, 앞의 논문, 2002, 354쪽.   



처벌

비처벌

결혼담결혼후일담

<콩쥐팥쥐> 설화 +(가)

없음

(나)

(다)

<그림 1>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콩쥐팥쥐> 설화의 위상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듯 <콩쥐팥쥐> 설화는 처벌 화소와 결혼후일담 서

사를 가지는 이야기이다. (가)는 결혼후일담을 가지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모든 각편을 포함한다. 이러한 각편과 대립되는 것은 결혼후일담과 ｢비처벌형｣이
다. 결혼후일담은 악인의 처벌로 끝나기 때문에 결혼후일담이 나타나는 <신데렐

라> 유형 설화에는 ｢비처벌형｣이 없다. 

<콩쥐팥쥐> 설화는 결혼후일담을 가지지만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서사

는 결혼으로 끝난다. 앞서 지적한 대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처벌을 가질 때

도 있고 주인공의 용서나 무관심으로 종결될 때도 있다. 결혼으로 끝나는 (나)와 

(다)의 경우 전자에는 처벌 화소가 나타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

이상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유형 분류를 진행한 결과를 정리하겠다. 우

선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와 기본서사를 정하 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에 따라 <신데렐라> 유형은 ｢처벌형｣과 ｢비처벌형｣의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와 서사를 검

토하 다. <콩쥐팥쥐> 설화는 계모의 학대담, 조력자인 소가 등장, 잃어버린 신발

을 통해서 결혼, 금기의 위반으로 부부간 분리, 꽃과 구슬의 환생과정을 겪어 원

상태를 찾은 주인공, 주인공과 신랑의 재회와 악인의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이다. 또한, ‘악인이 처벌을 받는’ 기능이 확인되므로 <콩쥐



팥쥐> 설화는 ｢처벌형｣에 해당한다. 이러한 처벌은 <콩쥐팥쥐> 설화에서 조력자

의 의한 처벌, 복수심에 의한 처벌,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처벌로 이루어진다. 이 

세 가지 처벌 가운데 원수를 갚으려는 처벌 방식으로 ‘의붓자매를 젓갈로 만들기’

는 극단적인 성격을 지니며, 이는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에서 나타난다. 

또한, 결혼후일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신데렐라> 유형 설화도 처벌로 종결되는 

점이 주목되기에 처벌화소와 결혼후일담의 서사단락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

과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콩쥐팥쥐> 설화는 결혼후일담이 포함된 서사 

단락과 처벌 화소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점이 밝혀졌다. 이를 바탕으로 화소

와 서사의 관점에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 중에서 <콩쥐팥쥐> 설화가 지니는 위

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제Ⅱ장에서 확인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 기본서사 유형과 <콩쥐

팥쥐> 설화의 화소와 서사유형을 바탕으로 본장에서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

운데 <콩쥐팥쥐> 설화가 갖는 독자성과 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

과 세 가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첫째,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

화를 비교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핵심화소와 특이화소가 <콩쥐팥쥐> 설화

에서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검토한다. 둘째, 일반적 마법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

지하는 ‘초월적 조력자’가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주인공에게 어떠

한 마법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살피겠다. 셋째,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설

화의 결혼후일담을 비교하여 <콩쥐팥쥐>의 재생과정이 지니고 있는 특수성을 밝

히고자 한다. 

제Ⅱ장에서 지적한 대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처벌형｣과 ｢비처벌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콩쥐팥쥐> 설화는 ｢처벌형｣에 해당한다. 처벌의 유무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다. 따라서 ⑤행복한 결말에

서 나타나는 처벌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핵심 화소라고 할 수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다섯 번째 기본 화소인 행복한 결말은 두 번째 기본 

화소인 조력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초월적인 조력자는 불행한 (여)주인공을 도

와줌으로써 주인공과 신랑의 결혼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초월적인 조력자는 악

인에게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초월적인 조력자 없이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서

사가 전개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두 가지 핵심화소는 

조력자와 처벌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핵심화소인 

조력자와 처벌을 기준으로 삼아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들을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 화소를 검토하여 <신데렐

라> 설화 내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적 특성과 위상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등장하는 조력자를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의 특성과 위상을 규명할 것이다. 첫째, <신데렐라> 유

형 설화에 나타난 조력자의 종류를 검토한 후 <콩쥐팥쥐> 설화에서 등장하는 조

력자의 종류와 그들의 상징성을 찾고자 한다. 둘째,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흔히 나타나는 조력자의 피살 및 <콩쥐팥쥐> 설화에서 죽어서 조력자 소로 변하

는 생모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들의 마법적 상징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초월적 조력자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

하여 김정란은 조력자의 형태를 요정, 마법의 나무, 동물 그리고 어머니로 나누기

도 하 다.126) 그런데 요정이라는 조력자 형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마법의 나무, 동물 그리고 어머니 외에 선녀, 늙은이, 난쟁이, 작은 언덕에

서 나는 소리 등의 다양한 조력자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조력자들을 모두 ‘요정’

으로 분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기타 초월적 조력자’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요정이 조력자로 나타나는 각편 수는 상당히 적기에 요정을 조력

자의 개별적인 형태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동물과 어머니라는 조력자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각편도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동물과 어머니보다는 이 두 조력자의 기능이 결합된 복합형이 더 많이 확인된다. 

예컨대 한국에서는 소로 변한 어머니가 주인공을 도와주는가 하면 덴마크에서는 

개가 알려 준 라임 나무가 조력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두 개의 복

합형으로 볼 수 있다. 더 복잡한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어머니

의 무덤에서 자란 나무에 앉아 있는 비둘기가 주인공을 도와준다. 그리고 개별적

인 마법 나무보다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법 나무가 더 많이 나타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조력자의 형태를 재검토해 보면 동물, 인

간을 비롯하여 다양한 조력자가 확인된다. 동물인 조력자로 소, 송아지, 양, 토끼, 

강아지 등과 같은 동물도 있고 비둘기, 독수리, 까마귀, 앵무새, 까치 등 새도 있

다. 물과 땅에서 사는 물고기와 두꺼비도 나타난다. 인간으로 나타나는 조력자들

126) 김정란, 위의 책, 2004, 목차.



은 대모, 난쟁이, 양축가, 왕자, 이상한 남자, 생모 등이다. 그리고 복합적인 성격

을 가지는 조력자와 인간 그리고 동물 외의 조력자들도 있다.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는 조력자들은 소로 변한 어머니, 아버지에게 얻은 작은 개, 알라신(Allah)이 

보내 준 개미, 어머니 무덤에서 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보물 나무 등이다. 인간

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조력자들로는 마법 나무, 과일, 집의 요정, 선녀 등이 있

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다양한 조력자 중 특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조력자는 

누구인가?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조력자가 지니는 비중 및 광범위한 전파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조력자의 양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는 2대 조력자라고 할 수 있는 두 가지 조력자가 확인되는데, 첫째

는 소이고127) 둘째는 물고기128)이다.129)

각편의 수와 전승 지역의 분포에 따라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조력자를 살펴

보면 소(송아지, 황소, 소로 변한 어머니를 포함)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콩

쥐팥쥐> 설화에서도 새, 참새, 까마귀, 구렁이, 두꺼비, 사슴, 까마귀, 벌, 젊은 여

자, 노인 같은 조력자보다 소로 변한 어머니의 넋이 조력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소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조력자 중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또 <콩쥐팥쥐>에서는 소와 더불어 두꺼비가 조력자로 

등장한다.

127) 소(황소와 송아지를 포함)는 한국의 모든 각편과 더불어 핀란드의 <FIN1>, <FIN2>, 

<FIN3>, <FIN4>, <FIN5>, <FIN6>, <FIN8>, <FIN9>, 이탈리아의 <IT1>, <IT2>,<IT8>, 

<IT10>, <IT14>, 스코틀랜드( 국)의 <SCT4>, <SCT5>, <SCT7>, 아르메니아의 <AR2>, 

노르웨이의 <NRW3>, <NRW6>, <NRW8>, <NRW13>, <NRW14>, <NRW16>. <NRW18> 

러시아의 <RUS7>, 우크라이나와 남러시아 <UR+RUS1>, 덴마크의 <DEN7>, <DEN8>, 

<DEN11>, <DEN22>, 프랑스의 <FRN2>, <FRN4>, <FRN7>, 스페인의 <SPN3>, 스웨덴의 

<SWE8>, 포르투갈의 <PRG1>, 불가리아의 <BUG1>,세르비아의 <SRB1>, <SRB2>, 이라크

의 <IRQ1>, 인도의 <IND1>, <IND4>, 이란, 아프가니스탄의 <IRN+AFG 1>, 이란의 

<IRN1>, <IRN2>, 조지아의 <GEO1>, 중국의 <CHN2>, <CHN4>에서 나타난다. 

128) 물고기(거북이, 악어, 게, 두꺼비 등 포함)가 나타나는 각편들은 스웨덴의 <SWE2>, 포르

투갈의 <PRG2>, 이탈리아의 <IT13>, 노르웨이의 <NRW17>, 러시아의 <RUS8>, 중국의 

<CHN1>과 <CHN6>, 베트남의 <VET1>, <VET3>, 인도네시아·캄보디아·베트남의 

<IN+COM+VET 1>, 이란의 <IRN3>, 이라크의 <IRQ 2>, 필리핀의 <PHL1>, <PHL2>, 

<PHL3>, <PHL4>, 인도의 <IND2>, <IND6>, 한국의 <KOR1>, <KOR2>, <KOR3>, 

<KOR7>, <KOR8>, <KOR9>, <KOR11>, <KOR13>, <KOR15>, <KOR16>이다. 

129) 198편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100편 가까이에 소와 물고기가 조력자로 나타난

다.  



위에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조력자를 파악하 다. 이제 이 두 조력자 (소와 두꺼비)가 한국에서 

어떠한 상징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겠다. 민담에 나타나는 동물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을 협박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인

간을 도와주는 유형이다. 동물의 이러한 파괴적인 성격과 협조적인 성격은 일상

생활에서도 확인된다.130) <콩쥐팥쥐> 설화의 소는 주인공을 협조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서도 소는 인간을 많이 도와준다. 소는 농사를 돕고, 우유를 공급

해 주기도 하며, 죽어서 고기를 제공해주기도 하는 등 인간에게 유용한 동물이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소는 한국의 농경 사회와 접

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131) 한국 전통 사회에서 소는 농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에서도 한국인에게 소중한 존재 다. 천진기는 한국 사회에서 소가 가지고 있는 

민속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위의 인용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에서 소는 가족의 일부라고 여겨

졌다. 그런데 소는 한국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농경사회를 기반으로 했던 다른 나

라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소와 농경 생활의 접한 관계는 한국뿐

만 아니라 농경사회를 거친 다른 나라들에서도 나타나는 보편된 양상이다. 소 역

시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도 

등장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3장 2절에서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

쥐팥쥐> 설화에서 나타나는 소와 관련된 서사를 분석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

130) Max Lüthi, Lee Chadeayne and Paul Gottwald (tr.), Once upon a time : on the 
nature of fairy tales, Indiana University Press, 1976, p. 80. 

131) 이혜정, ｢<콩쥐 팥쥐>의 농경 신화적 성격｣,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

문학회, 2011.  

132) 천진기, 한국동물민속론, 민속원, 2003, 102쪽. 



의 서사적 맥락 속에서 <콩쥐팥쥐> 설화에 등장하는 소의 성격과 특수성을 분석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도 소 대신에 물고기가 조력자로 나타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러나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소와 더불어 물고기 즉 

두꺼비가 주인공의 일을 도와준다는 점이 주목된다. 한국 외의 나라에서는 물과 

관련이 있는 동물로 물고기, 악어, 게, 개구리 등이 나오지만 한국에서는 두꺼비

가 등장한다. <콩쥐팥쥐> 설화 외 다른 한국 구비문학 작품에서 두꺼비는 다음과 

같이 물[水]과 관련된 동물로 나타난다.

위의 인용문들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 두꺼비는 수신(水神)의 성격을 가지

고 있으면서 화성(火性)과 수성(水性)을 내포하고 있는 동물로 인식되고 있다. 그

런데 두꺼비처럼 물과 가까이 지내는 다른 동물들도 두꺼비와 비슷한 특성을 가

진다. 따라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두꺼비와 개구리는 물과 가까

이 지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두꺼비

와 개구리는 양서류에 속한다.135)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두꺼비와 개구리가 나타나는 전승 지역에 대해서 

김환희는 두꺼비가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에서, 개구리가 아프리카136)의 <처녀, 

133) 최원오, 「<두꺼비신랑> 설화의 신화적 성격」, 『溫知論叢』1(1), 온지학회, 1995, 237 

쪽. 

134) 박종성, 「蛇神說話의 形成과 變異」, 서울대학교 석사논문, 1991, 86쪽.

135) “<콩쥐팥쥐>에서 두꺼비가 조력자로 등장하는 것이 독특하지만 아프리카 설화에서 개구

리가 조력자인 것을 볼 때, 양서류가 조력자인 것은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특

징이 아닐까 싶다.” (김환희, 앞의 책, 2007, 225-226쪽). 김환희는 이 두 가지 동물이 양서

류에 속한다는 점에서 양서류가 한국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

다. 

136) 아프리카 자료는 본고의 주된 연구대상이 아니지만 김환희가 제시한 자료에서도 개구리



개구리, 그리고 추장의 아들>에서 나타난다고 지적한 바 있다.137) 또한 <신데렐

라> 유형 설화를 확인해보면 개구리가 오스트리아-헝가리의 <A+HG4>에도 확

인된다. 두꺼비와 개구리가 조력자로 나타나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확인해 

본 결과, <신데렐라> 유형 설화 중 두꺼비의 존재는 한국에서만 확인된다.

외견상으로는 유사하지만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두꺼비와 개구리는 각각 다

른 이미지로 받아들여진 듯하다. 한국 설화에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

꺼비와 개구리는 다음과 같은 상징성을 지닌다. 한국 설화에서 두꺼비는 대개 긍

정적인 동물로 그려져 있다. 두꺼비가 “부엌에서 나타나면 그 가족은 행운을 가

지게 된다.”는 인식이 있으며 “특히 젊은 처녀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아주는” 

조력자로 나타난다.138) 또한 두꺼비는 “행운, 번 , 재산”을 상징하기도 한다.139)

두꺼비와 반대로 개구리는 한국 설화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진다. 한국 설화

에서 (청)개구리는 어머니를 괴롭히는 아이를 의미한다. 개구리의 울음소리도 불

행을 예고하는 소리인데,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어머니가 위험에 빠지는 불길한 

사건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마을 연못에서 개구리가 우는 것은 전쟁과 홍수가 

일어난다는 징조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다.140) 즉 (청)개구리는 “피해, 악한 트릭스

터141), 슬픔”을 상징하는 동물이다.142)

따라서 한국인에게 두꺼비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는 반면 개구리는 부정적인 의

미를 가진다. 이로써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콩쥐팥쥐> 설화에서 두꺼비

가 주인공을 도와주는 유일한 동물로 나타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한국에서 

두꺼비는 행운을 가져오는 동물이면서 처녀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나타나기 때문

이다. 두꺼비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불행한 처녀-에게 조력자로 등장하는 

는 주인공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물을 마련해주는 조력자로 등장한다. 

137) 김환희, 앞의 책, 2007, 225쪽.

138) “If a toad appears in the kitchen, the family will have good luck. The toad 

remembers and repays favors especially for young unmarried girls.” John M. Roberts 

and Chong Pil Choe, “Korean Animal Entities with Supernatural Attributes: A Study in 

Expressive Belief,” Arctic Anthropology 21(2), 1984, p. 116. 

139) Ibid., p. 112.

140) “The frog is a symbol of the child who always gives trouble to his mother. If 

someone hears a frog croaking, his mother will be in danger. If the frogs are 

croaking in a community's lake, there will be war and flooding.” Ibid., p. 119. 

141) 위의 논문에서는 “Evil Tricksters”가 “sulpun jangnam”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본고에서

는 ‘악한 트릭스터’라고 옮긴다. Ibid. 
142) Ibid., p. 112.



장면은 주인공이 앞으로 행운과 재산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한다. 위와 같이 한국 

전통 사회에서 소와 두꺼비가 가지는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소는 한국인과 가까

이 지내는 동물이며 두꺼비는 한국인에게 행운과 재산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한국에서는 소와 두꺼비가 동시에 조력자로 나타나지만, 루쓰는 소가 조력자로 

나타나고 있는 각편들 가운데 소가 악인에 의해 피살당한다는 점에 주목하 다. 

그리고 한국과 달리 소를 죽이지 않는 종교적 풍습이 있는 인도의 향을 받은 

각편에서는 소 대신 물고기가 조력자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 다. 나아가 루

쓰는 소의 피살이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A형과 AB형의 필수적인 화소라

고 하 다.143) 제Ⅱ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루쓰의 AB형은 본고의 <신데렐

라> 유형에 속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나타나는 소->물고기의 변형이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

는 이유는 무엇인가?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확인되

는 조력자의 피살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확인되는 조력자의 피살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초월적 조력자는 상당한 마법적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선을 상징하는 주인공은 초월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으며 악인은 처벌을 받

는다. 현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초월적 조력자와 잔인한 처벌 방식이 나타난다. 

반면 인간 간의 상호 관계는 비교적 현실적이다.144) 예컨대, <신데렐라> 유형 설

화에서 나타나는 계모와 전실 딸의 갈등, 의붓자매 간의 갈등 등은 현실 사회에

서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갈등 구도이다. 즉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현실적 갈

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비현실적 이야기라 할 수 있다. 현실과 비현실이 섞여 있

는 설화를 해석하기는 힘든 작업이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나누어 해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주인공은 비현실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 문

제(계모의 학대, 결혼의 문제 등)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

의 조력자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양상이 나타난다. 조력

자는 피살당해도 주인공을 계속 도와주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콩쥐팥

143) Anna Birgitta Rooth, op. cit., 1951, p. 57. 

144) 강민주,「그림형제의 「어린이와 가정의 동화」에 반 된 사회상」,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논문, 1998, 13쪽.  



쥐> 설화의 경우에는 인간인 생모가 죽음을 통해서 동물인 소로 변하여 주인공을 

도와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이러한 비현실적 초월적인 조력자의 피살이나 

죽음의 마법적 상징성을 해석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주인공은 주변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는

다. 그런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주인공은 힘들고 불가능한 일을 성공적으로 끝

낸다. 가족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 주인공은 자연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악한 사람들은 주인공을 학대하지만 자연의 존재들은 주인공을 도와준다. 주인공

을 학대하는 악인은 주인공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결국 생모의 지원과 자연의 

도움으로 주인공은 계모의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145)

마법으로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는 악인과 대결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지기

도 하지만,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는 그렇지 않다. 말을 할 수 있는 소, 실잣

기를 해 주는 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소 등은 계모에게 피살당하기 때문

이다. 동물뿐 아니라 생모인 조력자도 살해당하는 각편도 있다. 이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소 대신 물고기가 조력자로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악인이 

물고기를 먹어 버린 후 주인공은 물고기의 뼈에서 잔치의 준비물을 얻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나카자와 신이치의 설명이 참조된다. 중국 <신데렐라> 설화에서 

확인되는 물고기와 그 뼈에 대하여 나카자와는 아래와 같은 신화적 해석을 제시

하 다.

145) Max Lüthi, op. cit., 1976, pp. 60-61.



나카자와 신이치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물고기가 수중 세계의 

왕이 준 선물이라고 해석하 다. 주인공이 물고기의 뼈를 소중히 다룬 결과 수중 

세계의 왕에게서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때 물고기의 뼈를 깨끗이 정리하는 

행동이 수중의 왕에게 존경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주인공은 물고기의 뼈 이외에 소의 뼈, 생모

의 뼈 등에서도 도움을 받는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뼈는 수중 세계 등 비현

실 세계의 왕에게 바치는 물건이 아니라 조력자의 피살로 인해 생겨난 결과물이

다. 조력자는 주인공을 도와주는 동물이지만 주인공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스스로 

요구하기도 한다. 자신이 죽은 후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주인공을 도와줄 수 있

기 때문이다.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보통 생모가 죽어서 동물인 소로 변한다. 그런데 중국

과 인도차이나 중심으로 <신데렐라> 설화를 연구하는 팅은 생모가 죽어서 소로 

바뀌는 것이 고대 중국에서 납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 다. 중국은 불교의 카르

마(Karma)를 따르는 나라이므로 평생 좋은 일을 한 인간이 죽고 나서 동물로 변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았다. 살아 있을 때 죄를 지은 사람이 다음 생

에 동물로 변하게 된다는 사고관 속에서는 소로 환생한 생모를 오히려 결함이 있

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신데렐라> 설화의 주인공은 

자신의 생모가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동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거부했을 것이

라고 강조하 다.147)

여기서 생각해야 할 문제는 한국 설화에서도 불교적 시각이 흔히 발견된다는 

점인데, 중국과 달리 한국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생모가 죽고 소로 변하는 양상

이 확인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팅과 루쓰는 생모의 죽음, 조력자의 피살 

등을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했고 나카자와 신이치는 이를 신화적으로 해석

하 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조력자의 피살, 생모의 죽음, 생모의 살해 등

은 비슷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조

력자의 죽음과 생모의 죽음을 각각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통합적인 조망이 필요

한 지점이다.

146) 나카자와 신이치, 앞의 책, 2003, 156쪽. 

147) Nai-Tung Ting, op. cit., 1974, pp. 36-37.



민담에서는 흔히 조력자가 악인이나 주인공에게 살해되는 장면이 나타난다. 예

컨대 주인공이 동물인 조력자를 죽이면 그 자리에서 멋진 왕자가 나타나는 경우

가 있다. 즉 낮은 가치를 가지는 존재들이 높은 가치를 가지는 존재로 변하는 것

이다. 이러한 변형을 위해서는 고통, 폭력 그리고 희생이 수반된다.148) 따라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 내에서 피살당하는 조력자들은 주인공을 도와주기 위해 

희생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 <신데렐라> 유형 설화 내 조력자의 피살은 마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뤼

티가 지적한 대로 민담 속에서 일어나는 조력자의 피살은 마법 세상에서 일어나

는 조력자의 전환(낮은 가치→높은 가치)과 관련하여 해석해야 한다. 아래에서 뤼

티의 이러한 논의를 <수식 1(a)>로 표현하 다. 

낮은 가치의 조력자 높은 가치의 존재

     (예: 개구리)   (멋진 왕자)
고통/폭력/희생 →→

<수식 1(a)>

<수식 1(a)>는 동물 조력자가 멋진 왕자로 변형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그

런데 위에서 개구리는 멋진 왕자로 변신하지만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조력

자는 죽어서 물건들로 변한다. 그는 주인공이 필요한 물건들이 되어 주인공을 도

와준다. 소와 물고기도 주인공에게 가치 있는 존재이지만, 불행한 주인공이 왕자

를 만나기 위해서는 옷과 신발이 있어야 한다. 그 시점에서는 살아있는 조력자보

다는 옷과 신발이 더 주인공에게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수식 

1(a)>를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적용하면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조력자가 

당하는 피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148) “…Elsewhere in the fairy tale, the helping animal -the fox, wolf, or 

horse-instructs its protégé, in the end, to cut off its head. And, when with great 

reluctance, this is done, the helping animal is transformed into a radiant prince. The 

same thing happens to the frog which is flung against the wall. Lower natures are to 

be transformed into higher ones, but this does not take place without suffering and 

sacrifice-and cruelty.…” Max Lüthi, op. cit., 1976, p. 80. 



 조력자 다른 종류로 전환하여  

  (예: 소, 물고기, 생모) 주인공을 구원해주기 

       (예: 옷, 신)

피살 →→

<수식 1(b)>149)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조력자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옷이나 

신발로 바뀌어 주인공을 구해 준다. 소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먹은 언니의 이야기

에서도 어머니의 뼈가 얼마 후 보물로 변하거나 준비물로 변하기도 한다. 그리고 

소가 물고기로 변형되어 나타날 때도 물고기의 뼈가 옷과 신발로 변한다. 즉 조

력자의 뼈는 주인공의 소원을 들어주는 뼈이다. <수식 1(b)>를 통해서 <신데렐

라> 유형 설화에서 조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비슷한 방식을 

적용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확인되는 생모의 죽음을 설명할 수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계모는 생모가 없는 자리에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계모는 생모가 죽은 후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해 등장하게 된다.150) 생모의 죽음

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생모가 살해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모

149) “… But not only the little earth-cow must be killed in order to bring greater 

redemption in a different form.…” Ibid. 
150)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주인공을 학대하는 계모가 나타나는 각편은 한국의 모든 각

편을 비롯하여 핀란드의 <FIN9>, 이탈리아의 <IT1>, <IT2>, <IT5>, <IT8>, <IT10>, 

<IT12>, <IT16>, 스코틀랜드의 <SCT1>, <SCT2>, <SCT3>, <SCT5>, <SCT8>, 아르메니

아의 <AR1>과 <AR2>, 아이슬란드의 <IC1>에서 <IC4>까지, 노르웨이의 <NRW2>, 

<NRW3>, <NRW5>, <NRW6>, <NRW7>, <NRW8>, <NRW9>, <NRW10>, 

<NRW11>,<NRW12>, <NRW13>, <NRW14>, <NRW18>, 러시아의 <RUS1>, <RUS3>, 

<RUS4>, <RUS5>, <RUS6>, 우크라이나와 남러시아의 <UR+RUS1>, 덴마크의 <DEN1>, 

<DEN3>, <DEN5>, <DEN6>, <DEN7>, <DEN8>, <DEN9>, <DEN10>, <DEN11>, 

<DEN12>, <DEN14>, <DEN15>, <DEN16>, <DEN18>, <DEN20>, <DEN22>, 헝가리의 

<HG1>에서 <HG3>까지, 오스트리아-헝가리의 <A+HG2>, 프랑스의 <FRN2>, <FRN3>, 

<FRN4>, <FRN7>, 독일의 <GER1>, <GER2>, <GER4>, 스웨덴의 <SWE1>,<SWE2>, 

<SWE3>, <SWE4>, <SWE5>, <SWE6>, <SWE7>, <SWE8>, <SWE9>, <SWE11>, 아일랜

드의 <IRE2>, 폴란드의 <POL1>, <POL2>, 스페인의 <SPN1>에서 <SPN3>, 포르투갈의 

<PRG 1>, 세르비아의 <SRB1>, <SRB2>, 불가리아의 <BUG1>, 이라크의 <IRQ 1>과 <IRQ 

2>, 인도의 <IND1>, <IND2>, <IND4>, <IND5>, <IND6>, 베트남의 <VET1>에서 <VET3>

까지, 인도네시아·캄보디아·베트남의 <IN+COM+VET 1>, 중국의 <CHN1>, <CHN2>, 

<CHN3>, <CHN4>, <CHN6>, 필리핀의 <PHL1>, <PHL2>, <PHL3>, <PHL4>, 이란과 아

프가니스탄의 <IRN+AFG1>, 이란의 <IRN1>에서 <IRN3>, 조지아의 <GEO1>, 팔레스타인

의 <PAL1>, 에스토니아의 <EST1> 등이 있다. 



가 질병 등으로 죽는 것이다. 그런데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계모학대담에서 생

모의 죽음은 대부분 후자로 나타난다.

생모가 살해되는 각편 및 그러한 각편이 나타나는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우선 러시아의 <RUS3>에서 생모는 여성 거인 때문에 살해를 당한다. 어느 

날 생모와 아버지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있었다. 그때 여성 거인이 생모에게 나

타나 생모를 양으로 변신시키고 자신의 생모의 행세를 한다. 여성 거인은 양으로 

변한 생모를 보여 주면서 자신이 양을 찾았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한다. 아버지

는 여성 거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녀와 같이 집에 간다. 여성 거인은 아버지와 

같이 살게 되고 양으로 변한 생모는 피살당하고 만다.151) <RUS5>,152) <RUS

6>153)에서도 여성 거인이 생모를 양으로 변신시키고 대신 생모로 행세한다. 거인

은 집에 들어가서 남편과 같이 살게 되는 반면 양으로 변한 생모는 피살당한다. 

이 세 가지의 러시아 <신데렐라> 설화 각편에서 생모의 죽음에는 마법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인도의 <IND5>에서 주인공의 아버지는 부인에게 자신이 없을 때 혼자서 아무

것도 먹지 말라는 금기를 준다. 남편은 부인에게 금기를 어기면 암염소로 변신하

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한다. 부인도 남편에게 혼자 있을 때 아무것도 먹지 말라

고 애원하며 남편이 금기를 어기면 호랑이로 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생모는 

남편에게서 받은 금기를 지키면서 살던 중 어느 날 아이들에게 밥을 줄 때 실수

로 맛을 보게 된다. 남편이 준 금기를 어긴 생모는 암염소로 변하고 만다. 이후 

주인공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되고 계모가 집에 들어온다.154)

필리핀의 <PHL1>에서는 주인공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된다. 그 여

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주인공의 생모를 살해한다. 어느 날 아버지는 

부인을 데리고 낚시하러 갔다가 부인을 죽이고 그 시신을 강에 버린다.155) 그리

고 <PHL2>156)와 <PHL3>157)에서도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기 위해 주

인공의 생모를 살해하는 것이 확인된다. 필리핀의 <PHL1>, <PHL2>, <PHL3>에

151)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p. 360.

152) Ibid., p. 379.   

153) Ibid., p. 383. 

154) Heidi Anne Heiner, op. cit., 2012, pp. 394-395. 

155) Ibid., p. 413. 

156) Ibid., p. 270.

157) Ibid., p. 419.



서는 생모가 살해를 당한 후 동물로 변한다. 또한 키프로스의 <CYP1>, 오스트리

아-헝가리의 <A+HG3>, 그리스와 알바니아의 <GRC+ALB1>, 그리스의 

<GRC1>, <GRC2>, <GRC3>에서는 주인공의 언니가 생모를 죽이고 생모를 먹는

다.158) 

앞에서 지적한 사례를 보면 러시아의 경우에는 여성 거인, 인도의 경우에는 금

기의 어김, 필리핀의 경우에는 주인공의 아버지, 키프로스, 오스트리아-헝가리, 

그리스와 알바니아에서 주인공의 친자매 때문에 생모가 죽음을 맞게 된다. 그런

데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의 각편들에서는 주인공이 생모를 죽인다. <IRN+AFG1

>,159) <IRN1>, IRN2>160)에서는 주인공의 아버지와 결혼하려는 여자가 주인공을 

설득하여 생모를 죽이게 한다. 생모가 죽은 후 여자는 주인공의 아버지와 결혼하

여 주인공을 학대한다. 세 가지 각편에서 주인공은 생모를 죽이는 인물로 나타남

에도 주인공은 악한 인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오히려 생모는 동물로 변신하여 나

중에 주인공을 도와주기도 한다.

위에서 지적한 <신데렐라> 설화 각편 외에 계모학대담이 나타나는 각편에서는 

생모가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생

모의 자연적인 죽음과 관련해서는 <KOR12>를 제외한 모든 각편에서 생모의 죽

음에 대한 간단한 언급이 등장한다. 모든 각편의 구체적인 상황 설정을 각각 다

루기가 어려우므로, 한국의 <KOR1>을 예시로 계모가 들어오는 상황을 살펴보겠

다.  

위 인용문과 같이 <콩쥐팥쥐> 설화에서 생모는 살해당하지 않는다. 생모가 죽

고 나서 아버지가 재혼한다. 몇 각편에서는 아버지가 장가를 들었던 이유를 설명

해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이야기꾼은 주인공의 어머니가 죽게 되어 남자인 아

158) 생모를 먹는 언니들이 등장하는 각편에서 계모가 나타나지 않는다. 생모를 살해한 후 언

니들은 주인공을 학대한다. 

159) Alan Dundes (ed.), op. cit., 1982, p. 185. 

160) Ibid., pp. 256-257.

161)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7권, 평민사, 1993, 263쪽.



버지가 딸을 키우기 힘들어서 후처를 얻었다고 말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아

버지는 딸을 위해 재혼을 하지만 들어오는 계모가 주인공을 학대하기 시작한다.

<콩쥐팥쥐> 설화의 계모는 생모의 죽음으로 생긴 어머니의 부재를 없애기 위해 

들어오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콩쥐팥쥐> 설화의 계모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

의 계모와 비슷한 이유로 가족에 들어오게 된다. 결혼으로 끝나는 <신데렐라> 유

형 설화에서 계모의 학대는 주인공과 신랑의 결합으로 인해 끝을 맺는다.

그런데 결혼후일담이 있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경우 계모와 의붓자매는 결

혼 후에도 주인공을 괴롭힌다. <콩쥐팥쥐> 설화의 경우, 결혼 전 계모가 주인공

에게 부여한 시련은 주인공을 학대하고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

한 것이며 결혼 후의 시련은 주인공과 신랑의 분리시켜 놓으려는 목적에서 비롯

된 것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에서 계모는 직접적으로 주인공을 해치

지 않지만 계모의 자식인 의붓자매가 주인공을 죽이려고 한다는 점에서 계모는 

동조자 내지 공모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계모학대담에서 생모의 부재는 생모의 자연적 죽음에

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몇몇 각편에서는 생모가 살해를 당하거나 동물로 변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후자의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한국의 <콩쥐팥

쥐> 설화에서 생모의 죽음은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다. 첫째, 생모가 없어져야 

계모가 가족에 들어올 수 있게 된다. 둘째, 생모가 죽어야 인간인 생모가 마법의 

힘을 발휘하는 초월적 조력자로 변할 수 있다. 계모가 들어오면서 서사가 전개되

고 죽은 생모가 소로 변하여 주인공을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생모의 죽음을 아래의 <수식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인간 초월적 조력자

(생모)   (소)
죽음 →→

<수식 2>

<수식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생모의 죽음은 인간→조력자로, 혹은 생모가 

변형되는 마법적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생모는 죽음을 통해서 희생하고 결국 

그 희생 덕분에 마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변형된다. 



<신데렐라> 설화의 몇몇 각편에 나타나는 주인공과 아버지에 의한 생모 살해도 

이러한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생모나 부인을 살해한 주인공과 아버지를 범죄

자로 보고 도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주인공이나 아버지가 

생모를 살해함으로써 생모의 부재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설화에서 이루어지는 변형이나 변신에는 마법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력자가 피살을 통해 전환을 겪는다면 생모는 죽음과 살해를 통해 주인공을 돕

는 초월적 조력자로 변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조력

자의 피살, 그리고 <콩쥐팥쥐> 설화에서 생모의 죽음은 주인공을 도와주기 위해 

조력자가 겪는 고통, 폭력, 희생이면서 마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앞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나타나는 조력자의 피살, 생모의 죽음에 대해 논

하 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확인되는 소의 피살은 마법적인 전환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이상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조력자에 대해

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세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조력자가 당하는 피살은 조력자의 마법적인 전환(낮은 가치→높은 

가치)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콩쥐팥쥐> 설화에서 생모는 죽음을 통해 마법

적인 전환(인간→초월적인 조력자)을 겪게 된다. 둘째, 두꺼비와 소가 조력자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소는 한국 사회와 민속에서 농경사회를 상징하며 두꺼비는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특히 두꺼비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한

국의 <콩쥐팥쥐> 설화에서 유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반면 소는 세계 여러 나라의 <신데렐라> 설화에서 조력자로 나타나고 있다. 한

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소는 농경을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이후 본장의 2절에서는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소의 서사를 자세히 

검토하고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콩쥐팥쥐>에서 나타나는 소의 상징성과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지금까지 <콩쥐팥쥐> 설화에서 나타나는 조력자에 대해 분석하 다. 다음으로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처벌의 양상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콩쥐

팥쥐> 설화에서 이루지는 복수를 두 가지 면에서 분석할 것이다. 첫째, 복수의 

중심이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본다. 둘째, 젓갈이 된 의붓자매를 먹

는 계모의 행위와 그 설화적 상징성을 고찰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나타나는 복수를 이해하기 위해 먼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처벌과 용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주인공이 

고귀한 결혼 상대와 결혼함으로써 보상을 받게 되고 악인은 처벌을 받게 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보상과 처벌은 이야기의 종결에서 뚜렷하게 묘사된다. 

김현주는 보상과 처벌의 서사적 설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보상과 처벌은 서사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화소가 아니다. <신데렐라> 유형 설

화에서는 직접적 보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주인공

은 결핍을 해소하게 되어 보상을 받는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는 결혼을 통

해 주인공의 결핍이 해소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의 보상은 다수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복수에 의한 잔인한 처벌이 

눈에 띈다. 복수는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두 가지 필수적인 요건을 가지기 마련이

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대부분 피해자가 가해자를 극단적인 방법으로 복수하고 

162) 김현주, ｢‘보상’과 ‘처벌’의 서사구조와 그 구술 문화적 의미｣ , 口碑文學硏究 14, 한국

구비문학회, 2002, 174쪽. 



있지만, <신데렐라> 유형 설화 중에서 가해자가 용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즉, 피

해자가 무조건 가해자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 처벌과 용서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 사회 상황 등의 복잡한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163)

여기서는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처벌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차적

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나타나는 처벌과 그와는 반대되는 용서를 심리적 

분석과 사회 관습에 따라 해석하고자 한다. 그 사전 작업으로 <콩쥐팥쥐> 설화에

서 확인되는 잔인한 복수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처벌과 용서는 심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이루어진다. 심리학자인 마이클 맥

컬러프는 복수와 용서의 능력은 인간이 습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의 본성

에 이 두 가지 능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 다.164) 맥컬러프는 용서의 기능

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에서 표출된다고 제시하 다. 

마이클 맥컬러프는 피해자가 세 가지 심리학적 조건에서 가해자를 용서하게 된

다고 지적하 다. 이를 참조하면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주인공과 신랑은 첫 

번째 조건인 염려할 만한 가치와 세 번째 조건인 안전 때문에 악인을 용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조건에 따라 가해자가 가족인 경우 주인공은 가해자에게 호의와 동정

심을 느낄 수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는 친언니와 생모가 주인공을 학대

하는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친 한 관계의 가해자는 용서하기 쉽다.166) 따라서 

외부보다 가족 내부에서 학대를 당한 주인공에게는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상대

적으로 어렵지 않다.

163) 마이클 맥컬러프 지음, 김장희 옮김, 복수의 심리학, 살림, 2009.

164) 위의 책, 10-13쪽.

165) 위의 책, 223쪽. 

166) 위의 책, 224쪽.  



세 번째 조건은 안전이다. 피해자는 주변사람들에게서 안전을 느끼고 가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안전

이라는 용서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신데렐라> 설화에서 불행한 주인

공은 왕자와 결혼하며, 그로 인해 주인공은 왕자, 곧 국가 권력에 의해 최상의 보

호를 받게 된다. 신분 상승에서 비롯된 안도감으로 인하여 주인공이 악인을 용서

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용서는 치유로 복수는 질병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167) 

복수는 용서와 상반되지만 대등한 차원의 감정이다. 맥컬러프는 복수의 세 가지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복수는 악인의 두 번째 공격을 단념시킨다. 

둘째, 복수는 잠재적 가해자까지 좌절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결과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을 협조하게 만들기 위해 인간은 복수를 한

다.168) 이러한 세 가지 경우와 더불어 맥컬러프는 갈등에 참가하는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복수를 하는 강도가 달

라질 수 있다고 지적하 다. 그리고 사회학자인 도널드 블랙은 불만이 사회의 상

층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지 혹은 하층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고 지적하 다. 사회의 상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하층에 속한 사람에게 불만이 있

을 때 법을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169)

사회적 위치를 따져 보면, 계모는 딸인 주인공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런데 결혼 후 주인공은 이제 더 이상 친정에 속하지 않는다. 귀인과 결혼한 주

인공은 사회의 상층에 속하게 되어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속한 계모와 의붓자매

에게 벌을 줄 수 있게 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공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어 복수한다. 주인공은 결혼하기 전 복수를 하기 어려웠지

만 결혼 후에는 신랑이 대신 복수를 해 준다.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복수는 첫 번째의 경우 즉, 악인에 의한 추가적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주인공은 악인의 학대를 오랫동안 여러 차례 받아왔다. 

결혼 후 신랑은 주인공이 악인에게서 피해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악인에게 복수한

다. <콩쥐팥쥐> 설화처럼 주인공의 결혼 과정에서 처벌받지 않은 악인은 결혼후

167) 앞의 책, 2009, 23쪽. 

168) 위의 책, 87-96쪽. 

169) Black, Donald, The social structure of right and wrong, Academic Press, 1998, p. 

xxiii.  



일담에서 결국 주인공을 살해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환생을 통해 

복귀하고. 신랑이 주인공 대신 계모와 의붓자매에게 복수한다.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 후일담에서 두 의붓자매는 살해당한다. 주인공은 죽었

다가 다시 살아나지만 의붓자매는 부활하지 못한다. 주인공은 계모와 의붓자매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착하게 살았지만 의붓자매는 그렇지 않다. 의붓자매는 주인공

을 죽이고 주인공의 신랑을 빼앗으려고 한다. 인과응보 덕택에 주인공은 환생할 

수 있었다. 의붓자매는 주인공을 살해한 카르마(karma), 즉 업이 있는 반면에 주

인공은 좋은 카르마로 인해 여러 형태로 변신하다가 원래 모습을 찾게 되었다.

한국 설화에서 권선징악의 교훈은 행복한 결말을 통해 실현된다. 선인이 행복

해지고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이 전형적인 구조이다. 특히,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잔인한 복수가 등장하면서 악인이 벌을 받는 결말이 강조되고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확인되는 두 가지 복수는 귀인과 주인공의 응징에 의한 처벌, 원

수를 갚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응징에 의한 처벌을 포함한다. <콩쥐팥쥐> 설화의 

‘의붓자매로 젓갈 담기’ 처벌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욕망에서 비롯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계모와 의붓자매는 주인공을 결혼하기 전과 후에 해치려

고 한다. 결혼하기 전에 주인공은 가족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를 계속 당하면

서 살았다. 가족 관계라는 제약으로 인해 주인공은 어머니인 계모와 의붓자매에

게 복수할 수 없었다.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귀인과 결혼을 하게 된 주인공

은 결혼하기 전에 받은 고통에 대해 복수할 수 없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콩쥐팥쥐> 설화에서 결혼후일담의 이야기가 추가된다. 주인공이 살해를 당하게 

되어 부부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신랑은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된다. 그

동안 가족 관계라는 제약 때문에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계모와 의붓자

매에게 벌을 줄 수 없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신랑이 결국 복수를 하여 주인공의 

원한을 풀어준다. 

지금까지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복수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과 그 사회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 한국의 잔인한 복수와 그 설화적 의미를 살펴보고

자 한다.

<콩쥐팥쥐> 설화에 등장하는 젓갈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 젓갈 화소가 나타나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검토하겠다. <콩쥐팥쥐> 설화를 비롯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확인되는 강제적인 식인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괴물인 계모가 



친 딸을 먹는 경우이다. 둘째, 인간인 계모가 친 딸을 먹는 식인이다. 바다와 가

까운 나라 가운데 계모가 젓갈을 담근 주인공을 먹는 유형이 보이는데, 친딸을 

먹는 계모가 인간이 아닌 괴물로 등장하는 각편이 확인된다. 젓갈은 다섯 나라에

서 확인되는데 아이슬란드의 경우 예외적으로 결혼을 하기 전에 신랑이 의붓자매

의 고기로 젓갈을 담그고, 계모는 괴물로 등장한다. 

아이슬란드의 <IC2>에서 왕자는 의붓자매와 결혼을 하려고 함께 가던 길에 새

들의 노래를 듣고 가짜 신부를 데리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왕자는 가짜 신

부의 마법을 없애 버리고 의붓자매는 추한 트롤로 변한다. 왕자는 트롤인 의붓자

매를 죽이고 고기로 젓갈을 담아 12개의 통에 넣는다. 이후 왕자는 주인공을 찾

아 결혼식을 준비한다. 딸이 살해당한 사실을 모르는 계모는 결혼식에 초대를 받

아 참석하러 간다. 왕자는 계모에게 의붓자매의 고기로 담근 젓갈을 준다. 계모는 

그것을 요리해서 먹는다. 11일 동안 친딸의 고기를 먹은 계모는 결국 추한 트롤

로 변하게 된다. 12일째 계모가 마지막 통을 먹고 있을 때 왕자는 주인공에게 식

인을 하는 왕비를 보여 준다.170)

<IC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계모와 의붓자매는 사람이 아니고 트롤이라는 괴

물이다. 아이슬란드의 또 다른 각편인 <IC4>에서도 친딸을 먹는 계모는 트롤이

다. <IC4>에서 젓갈이 약화되어 고기로 표현되지만 강제적인 식인을 하는 계모가 

괴물이라는 점은 같다. 그런데 젓갈이 나타나는 다른<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계모는 인간이고 괴물이 아니다. 괴물이 인육을 먹게 되는 장면과 인간이 인육을 

먹게 되는 서사는 청자에게 완전히 다른 인상을 준다. 고귀하고 멋진 신랑이 괴

물인 의붓자매를 젓갈로 만드는 행위와 인간인 의붓자매를 난도질을 하는 행위 

또한 청자에게 다른 인상을 주게 된다.

인간인 계모가 속아서 친딸을 먹게 되는 각편들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

아와 한국에서 확인된다. 이 네 나라들은 아이슬란드와 거리가 멀고 아시아에 속

하면서 지리적으로도 서로 가깝다. 이 네 나라들에서 공통적으로 인간인 계모가 

젓갈이 된 친딸을 먹는 결혼 후일담이 나타난다.

젓갈은 전승 지역의 음식 문화와 접한 관련이 있다. 젓갈이라는 음식이 존재

하고 있는 바닷가 나라에서만 그러한 복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고기로 젓갈을 

담그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사람으로 젓갈을 만들 때는 먼저 잘게 잘라야 

170)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pp. 144-145. 



한다. 잘려진 신체의 각 부분은 발효 과정에서 형태가 변한다. 그래서 한눈에는 

젓갈이 인육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아채기 힘들다. 또 사람 한 명으로 젓갈을 

만들면 막대한 양이 나오고, 몹시 짜기 때문에 다 먹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의붓자매를 다른 음식으로 만들어서 계모에게 먹 다면 나중에 받는 

고통 또한 적었을 것이다. 계모는 젓갈로 만든 친딸을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해

서 먹고 시간이 흐른 뒤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오랜 기간이 지나서 사실을 알게 

된 계모의 충격도 그만큼 크고 처벌의 잔인함도 더욱 강해진다. 따라서 사람을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이는 처벌 중 젓갈 담그기는 가장 복수심을 강하게 드러내

는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콩쥐팥쥐> 설화의 젓갈 담그기는 식인 모티프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복수 방식 

중에서도 특수하다. 김환희는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식인 모티프의 기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콩쥐팥쥐>에 나타나는 식인의 의미를 밝히기 전 우선 인류학자들이 제시한 식

인의 종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인류학자들은 식인을 여러 종류로 구분한다. 저

명한 식인 연구자 윌리엄 아렌즈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식인의 종류를 소개하 다. 

첫 번째로 식인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따라 식인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

다. ①족내 식인(endocannibalism) ②족외 식인(exocannibalism) ③자기 몸을 먹

는 식인(autocannibalism). 두 번째로 식인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

다. ①미식(美食)의 식인: 인육의 맛과 음식적인 가치 때문에 하는 식인

(gastronomic cannibalism) ②의례 식인/ 마법적인 식인: 죽은 사람의 혼을 흡

수하기 위해 하는 식인(ritual or magical cannibalism) ③생존 식인: 일상에서는 

금지되어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하게 되는 식인(survival cannibalism)이다.172) 

단백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그 지역이나 민족은 식인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171) 김환희, 앞의 책, 2007, 224쪽.

172) W. Arens, Man eating myth, Oxford University Press, 1979, pp. 17-18. 



크다.173)

이 중 생존식인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몇 편에서 확인되지만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식인은 일반적 식인의 유형과는 거리가 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는 두 가지 식인이 확인된다. 첫째는 자의적인 식인이고 둘째는 강제적

인 식인이다.

자의적인 식인은 키프로스의 <CYP1>, 오스트리아-헝가리의 <A+HG3>, 그리

스와 알바니아의 <GRC+ALB1>, 그리스의 <GRC1>, <GRC2>, <GRC3>에 나타

난다. 이러한 자의적 식인은 위에서 살펴본 식인 유형에 속한다. 반면에 강제적인 

식인은 아이슬란드의 <IC2>, 베트남의 <VET1>과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베트

남의 <IN+COM+VET1>, 한국의 <KOR3>, <KOR4>, <KOR15>, 인도의 

<IND6>과 중국의 <CHN2>에서 확인된다. 강제적인 식인은 음식 섭취를 위해 인

육을 먹는 것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식인을 하는 것이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자의적 식인은 언니들이 어머니를 죽여서 먹는 경우이

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 언니들은 생모를 죽여 먹는다. 이러한 식인은 주인

공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조력자의 희생이다. 반면 <콩쥐팥쥐> 설화를 비롯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나타나는 강제적 식인은 주인공과 신랑의 극단적인 복

수이다.

타타르는 설화에서 부모가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먹게 되는 식인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 다. 속임을 당해서 하는 식인은 “강제적인 식인”(forced cannibalism)이

라고 하여 극단적인 복수의 방식이라고 지적하 다. 또한 강제적인 식인의 경우 

날고기보다 음식으로 만들어 먹이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는 점도 지적하

다.174) 

복수의 수단으로 강제적 식인을 활용하는 경우는 그리스 신화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은 그리스 신화에서 확인되는 강제식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다. 그리스 신

화에서 필로미나와 프로크네는 프로크네의 남편인 트라키아의 왕에게 복수하기 

위해 왕을 속여 아들을 먹게 하 다. 프로크네는 자매인 필로미나의 복수를 도와

주려고 자기 아들인 이티스를 죽인다. 두 명의 자매가 죽은 이타스를 요리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먹인다. 트라키아의 왕은 아들을 다 먹은 다음 사실을 알게 된

173) Maria Tatar, Off with their heads! : fairy tales and the culture of childhoo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 192.  

174) Ibid., p. 202. 



다. 시겔이라는 연구자는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프로크네가 남편을 속 다고 

주장하 다. 프로크네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고 요리를 만들어 남편에게 먹인다. 

프로크네는 남편에게 신성한 의례이기에 음식을 혼자 먹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남편이 부인의 말을 믿고 아무 저항 없이 혼자 음식을 먹는다. 시겔은 필로미나

가 철저히 생각한 처벌이라고 하 다. 그녀는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

지 알고 있지만, 남편에게 복수하기 위해 친아들을 죽이고 요리했다고 주장하

다.175)

비슷한 맥락에서 <콩쥐팥쥐> 설화에서 나타나는 계모가 딸을 먹게 되는 행위를 

단순한 식인으로 간주해서는 곤란하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다시 살아

나서 신랑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다 이야기해 준다. 이때 신랑이 의붓자매를 

잡아 젓갈을 담가 계모에게 보낸다.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의붓자매의 살로 젓

갈을 담근 후 계모에게 그것을 먹인다. 직접적인 식인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

머니가 자식을 먹게 된다. 

이러한 잔인한 복수가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민담에서 어떠한 화소가 나

타나면 그 화소와 기능을 그 민담이 전해지고 있는 지역의 문화와 결부시켜 설명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한국과 더불어 강제적인 식인이 나타나는 나라들

에는 식인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콩쥐팥쥐> 설화의 젓갈 문제를 식인 

문화와 연결해서 설명하기는 어렵다. 계모가 딸을 먹게 되는 것은 의식적인 행동

이 아니다. 계모가 속임을 당하게  되어 딸을 먹게 되는 행위는 인류학이나 문화

와 관련이 없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식인은 설화의 기능이며 인류학

에서 말하는 식인 문화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정인혁은 <콩쥐팥쥐> 설화와 비슷한 종결을 가지는 <콩쥐팥쥐전>에 나타나는 

처벌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이를 참조하면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처벌도 육형(肉刑)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악인의 존재 자체

를 개인의 육체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차원에서 말살”하기 위한 

것이다. 

175) Janice Faye Siegel, Child-feast and revenge: Ovid and the myth of Procne, 
Philomela and Tereus, Ph.D. Thesis, 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 

1994, p. 245. 



한국에서는 중국 고대 사회에 존재했던 육형이라는 처벌을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전통 사회의 한국인이 육형이라는 처벌 방식을 알고 있었다

는 주장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젓갈 만들기가 <콩쥐팥쥐> 설화와 같은 민간 서

사에 삽입된 까닭을 육형에만 의지하는 것은 보론의 여지가 있다.

이상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에서 나타나는 젓갈 화소

에 대해 살펴보았다. 처벌 방식으로서의 젓갈 담그기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의붓자매를 젓갈로 만들어 계모에게 먹이는 행위는 표면

적으로 잔인한 처벌 및 식인 문화로 해석된다. 그런데 의붓자매를 젓갈로 만드는 

행위는 복수의 수단으로써 기능하는 강제적 식인이다. 그런데 젓갈은 <콩쥐팥쥐> 

설화뿐만 아니라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몇몇 각편에서도 나타난다. 따라서 젓

갈로 만들기라는 처벌이 어떻게 민중들에게 받아들어지게 되었는지 의문이 남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후 본장의 2절에서 젓갈 화소가 나타나는 <신데렐

라> 유형 설화의 서사를 검토하면서 전승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문화와 관련하여 

젓갈 만들기라는 처벌 방식이 동원된 이유를 살펴볼 것이다. 

176) 정인혁, 위의 논문, 2014, 235쪽. 

177) 위의 논문, 244-245 쪽. 



<신데렐라> 유형 설화 중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앞

에서 핵심화소인 조력자와 처벌을 살폈다. 이제 <콩쥐팥쥐> 설화에서 유일하게 

확인되는 특이화소의 독자적인 성격과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제Ⅱ장에서 확인

한 바와 같이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에는 네 가지 특이화소 금기·위반, 

꽃·구슬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이 네 가지 화소에 주목하여 <콩쥐팥쥐> 설화에서 

다음 몇 가지 점을 새롭게 밝히고자 한다. 첫째, <콩쥐팥쥐>에서 확인되는 금기·

위반의 의미를 탐색한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꽃과 구슬의 상징성을 해석함으

로써 <콩쥐팥쥐> 설화에서 꽃·구슬 화소가 가지는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178)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결혼후일담 중 <콩쥐팥쥐> 설화에서만 유일하게 금

기·위반이 나온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여기서는 두 기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첫

째,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을 비교하여 결혼후

에 나타나는 2차 공격에서 금기라는 화소의 역할을 분석한다. 둘째, 한국의 다른 

설화에서 나타나는 금기 화소를 살펴보고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금기 

화소의 의미를 규명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 결혼후일담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붓자매는 고

귀한 상대와 결혼을 한 주인공을 없애버리고자 공격한다. 의붓자매의 공격으로 

인하여 주인공과 신랑이 헤어지게 된다. 결국 의붓자매가 저지른 일이 밝혀지고 

신랑과 주인공은 재결합한다. 신랑과 주인공은 행복하게 살게 되고 의붓자매와 

그를 도와준 악인들은 벌을 받는다.

한국에서는 다른 결혼후일담과 구별되는 금기·위반이 나타난다. <콩쥐팥쥐> 설

화에서는 보편적으로 신랑이 주인공에게 금기를 부여한다. 한국의 주인공은 신랑

이 내린 금기를 위반하고 싶지 않지만 의붓자매에게 속아 금기를 위반하게 된다. 

금기가 생략되어 있는 각편에서도 주인공이 억지로 의붓자매에게 끌러 가다가 살

178) 꽃‧구슬의 쌍을 특별하다고 지적한 이유는 환생 과정에서 꽃과 구슬이 단독적으로 나타

나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각편은 확인되지만 꽃 다음에 구슬로 바뀌는 각편은 <콩쥐팥

쥐> 설화뿐이기 때문이다.  



번호 2차 공격의 양상 전승 지역

1

주인공이 악인에 대한 아무 거부 없이 악

인과 같이 목욕하러 가다가 2차 공격을 당

한다.

스코틀랜드, 아르메니아

2
주인공이 악인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악인

에게 2차 공격을 당하고 만다.
아이슬란드 

3
괴물인 악인이 주인공을 동물로 변신시킨

다.
러시아

4

주인공이 임신을 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쯤 악인이 주인공을 돌보러 왔다가 주인공

을 공격한다.

그리스, 아일랜드, 인도

5
주인공이 친정집이나 그 근처에서 악인들

에게 2차 공격을 당한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6 주인공이 갑작스럽게 2차 공격을 당한다. 이란

7

남편이 부여한 금기를 지키려는 주인공이 

악인에게 설득당하게 되어 금기를 위반한

다. 금기를 위반한 주인공은 악인에게 2차 

공격을 당한다.

한국

<표 6> 전승 지역에 따른 2차 공격의 양상

해를 당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주인공의 결혼 후 악인이 주인공을 죽이려는 이유는 

주인공의 결혼을 시기하기 때문이다. 악인은 여러 방법을 이용해 주인공을 없애

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각편에서 주인공이나 신랑은 악인이 자신들을 해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은 결혼후일담이 나타나는 <신데렐라> 유

형 설화에서 확인되는 2차 공격의 양상이다. 

<표 6>을 살펴보면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결혼후일담에서 대체로 주인공과 

신랑은 악인의 2차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신랑은 어딘가로 나가면서 자매나 

계모에게 주인공을 돌봐달라고 할 때도 있다. 예컨대 인도의 <IND3>에서 언니들

은 왕자가 없는 사이에 주인공이 낳은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물건과 바꾼

다. 그리고 왕자에게 그 물건들을 보여 준 후 주인공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는다. 

왕자는 화가 나서 주인공을 지하 감옥에 버리고 주인공의 6명의 언니와 결혼을 



한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들(중국, 베트남 등)에서도 주인공은 친정집을 방문하던 

도중에 혹은 친정집 근처에서 2차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확인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나타나는 2차 공격을 살펴본 결과, 금기 화소는 물론 

악인의 2차 공격에 대한 주인공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는다. <신데렐라> 유형 설

화에서 주인공은 귀한 왕자와 결혼을 하면서 친정의 학대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친정 식구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다. 반면 <콩쥐팥쥐> 설화

에서는 신랑이 주인공에게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금기를 부여하는

데, 이는 다른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발견되지 않는 금기이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과 의붓자매의 갈등은 주인공과 고귀한 신분의 신

랑의 결혼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인공의 성공적인 결혼은 주인공과 의

붓자매의 갈등을 부각시킨다. H. 포터 애벗은 서사의 종결과 갈등의 접한 관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결혼 후에도 주인공과 의붓자매의 갈등은 지속된다. 주인공과 신랑은 의붓자매

와 계모에 대한 친정에서 받은 상처의 결과물인 불안감을 명확하게 표출한다. 계

모와 의붓자매에게 문을 열어 주지 말라는 금기 역시 주인공과 의붓자매의 갈등

에서 비롯된 것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고귀한 신랑과 결혼을 하면서 집을 떠나지만 친정

과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의 결혼

은 서사의 갈등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과 친정 사이

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후일담이 부가된다. 결혼후일담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도 질투가 확인된다. 그런데 다른 <신데렐

라> 설화보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남편의 금기, 주인공과 의붓자매의 갈등, 주

인공의 의붓자매에 대한 거부감이 강화되어 나타난다. 이는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과 신랑의 복수를 정당화하는 서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179) H. 포터 애벗 지음, 우찬제 (외) 옮김,『서사학 강의: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지

성사, 2010, 115쪽.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다른 각편에서도 의붓자매나 계모는 주인공을 해치기 

위해 주인공을 속인다. 그런데 금기․위반 화소는 <콩쥐팥쥐>에만 나타나며 악인

이 주인공을 속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 

적대자가 피해자를 속여서 해치는 경우는 설화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확인되는 

기능이다. 프로프는 적대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서사를 세 가지 기능으로 규정하

다. 첫째, 적대자가 피해자를 해치기 위해 속이려고 한다. 둘째, 피해자가 적대

자의 속임에 빠지게 되어 적대자를 도와주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대자는 

가족 중 어느 한 사람을 해치게 된다.180)

프로프는 금기와 위반을 민담의 기능으로 제시하 다. 가족 중에서 한 명이 나

가면서 주인공에게 금기를 주고 간다. 악인이 나타나 피해자에게 금기를 위반하

게 설득한다. 피해자는 악인의 설득으로 금기를 위반하게 되어 간접적으로 악인

을 도와준다. 피해자는 금기를 위반하여 악인에게 자신을 해칠 수 있는 기회를 

준다.181)

금기가 부여된 상태에서 적대자는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는 속임을 당하는 구

조는 설화에 흔히 나타나는 것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에 나타나는 

금기도 이러한 구조를 따르고 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금기는 “한편으로 ‘거룩

한’, ‘신성한’ 무엇이며, 다른 한편으로 ‘섬뜩함’ ‘위험한’ ‘금지된’ ‘부정한’ 것이

다.”182) 이 중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금기는 위험하고 부정한 의미를 가

진다. 주인공이 남편이 부여한 금기를 위반한 결과 죽임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러

한 맥락에서 보면 친정에서 온 의붓자매도 주인공에게 위험한 존재라고 할 수 있

다. 신랑이 의붓자매와 계모의 위험성을 간파하고 주인공에게 금기를 부여한다는 

점은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금기 화소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콩쥐팥쥐> 설화의 경

우 피해자인 주인공이 적대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데 주인공과 신랑이 계모와 의붓자매의 속마음을 알면서도 의붓자매를 쫓아낼 수 

없었던 것은 주인공과 의붓자매가 한 가족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의 가족관계와 금기의 연관성을 찾고자 한다.

한국의 가족과 금기 화소의 관계에 대해서 살피기 전 한국 설화에서 금기 화소

180) V. Propp, op. cit., 1988, p. 29-31.

181) Ibid., pp. 26-30.

182) 지그문트 프로이트 지음, 김현조 역, 『토템과 금기』, 경진사, 1994, 35쪽. 



가 나타나는 양상을 살펴보자. 장덕순에 따르면 한국의 금기 설화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위 분류에서 보다시피 한국 설화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금기가 나타난다. <콩쥐

팥쥐> 설화의 경우 남편은 ‘문을 열지 말라’ 라는 금기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네 번째 금기 종류에 속한다. 

<콩쥐팥쥐> 설화와 비슷하게 <장자못 전설>에서도 가족과 관련하여 금기가 부

여되고 있다. 여기서 <장자못 전설>에 나타난 금기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콩쥐팥쥐> 설화의 금기를 설명하고자 한다.

신동흔은 <장자못 전설>에서 주어지는 금기-위반의 세계관을 다음과 같이 설

명하 다.

183) 장덕순, 『韓國 說話文學 硏究 』, 서울大學校, 1971, 30-31쪽.



<장자못 전설>에서 며느리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금기를 어겨 돌이 되고 말

았다. 며느리가 새로운 삶을 살면서 과거에 대한 미련을 갖자 죽음을 당하게 된

다.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며느리는 결국 죽음을 당하고 마는 것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신랑과 

결혼하여 새로운 삶을 꾸미게 되지만 친정, 곧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 없었

다.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신랑이 부여한 금기까지 어기고 친정에서 온 의

붓자매가 하자는 대로 해준다. 그리고 <장자못 전설>의 며느리처럼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도 살해당하게 된다.

<장자못 전설>에서 며느리가 금기를 위반하는 장소는 “이편의 삶과 저편의 삶

을 가르는 고갯마루 그 턱밑”이다.185) 또한 <콩쥐팥쥐>의 주인공과 의붓자매 사

이에는 문이 존재한다. 문의 이편에는 주인공의 새로운 삶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

고, 문의 저편에는 과거의 삶의 세계, 즉 친정의 세계가 있다. <콩쥐팥쥐> 설화에

서 주인공은 문을 열어줌으로써 새로운 삶에 과거의 삶이 간섭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친정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존재로 등장

한다. 결혼 후에도 부모와 친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물은 <나무꾼과 선녀> 설

화에도 등장한다. 나무꾼은 선녀와 같이 하늘에서 살다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서 지상으로 내려오면서 선녀와 헤어지게 된다. 나무꾼은 선녀와 행복하게 살고 

있어도 어머니의 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콩쥐팥

쥐> 설화의 주인공 역시 고귀한 신랑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의 향에

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 신랑은 주인공에게 금기를 부여하고 주인공과 

친정식구를 분리하여 경계를 유지하려고 하 지만 주인공은 친정에서 온 의붓자

매를 거부할 수 없었다.

이상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에서 확인되

는 2차 공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일

반적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주인공과 신랑은 결혼 후 주인공의 친정 식

구가 또 다시 주인공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계심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콩쥐팥

184) 신동흔, 「설화의 금기 화소에 담긴 세계인식의 층위:  장자못 전설을 중심으로」, 『비

교민속학』33, 비교민속학회 , 2007, 428쪽. 

185) 위의 글, 427쪽. 



번호 환생 과정 전승 지역

쥐> 설화에서 나타나는 특이화소인 금기는 결혼 후에도 신랑과 주인공이 계모와 

의붓자매의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다. 둘째,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금기

를 지켰다면 과거의 삶을 버리고 행복한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금기를 위반하게 되고 그 결과 죽임을 당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콩쥐팥쥐> 설화

에서 나타나는 금기는 과거와 현재의 삶을 경계짓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후일담에서 나타나는 금기의 의미를 분석하

다. 주인공은 금기를 위반한 탓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결국 꽃과 구슬로 변하

여 재생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꽃→구슬’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공간, 아궁이

가 주목된다. 이에 본고는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꽃·구슬을 통한 재생’

을 분석하기 하기 위해 다음과 세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나타나는 재생과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 과정

을 함께 살펴본다. 둘째,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 서사에서 나타나는 꽃·구슬의 

의미를 고찰한다. 셋째,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아궁이라는 공간이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 규명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주인공은 결혼 후 악인 때문에 신랑과 이별하게 되

는데, 이별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신랑이 주인공을 집에서 쫓

아낸다. 둘째 주인공이 어떤 장소에 갇히게 되거나, 악인들의 살해 시도에도 불구

하고 살아남는다. 셋째 주인공이 환생 과정을 겪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

에는 주인공이 원상태를 회복한다. <콩쥐팥쥐> 설화에도 주인공의 환생이 나타나

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우선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나타나는 환생을 검토하고

자 한다.

주인공의 환생은 나라별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
순록→ 다양한 물건(물레, 빨래 통, 물레 가락 등) 

→ 환생 
러시아

2 새→ 사과나무→ 사과 안에서 주인공이 나옴 그리스
3 밤마다 나타난 주인공→ 환생 인도 
4 새→ 나무→ 나무 열매 안에서 주인공이 나옴 베트남

5
금-거북이→ 대나무→ 새→ 나무→ 나무 열매 안에

서 주인공이 나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6 새→ 나무→ 환생 중국 
7 피→ 갈대→ 피리→ 꽃→ 환생 이란
8 꽃→ 구슬→ 환생 한국

<표 7> 전승 지역에 따른 재생 과정

위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RUS3>에서는 여성 거인이 주인공을 순록으로 변하게 한다. 왕자는 

주인공의 변신을 도와주기 위해 순록이 된 주인공의 가죽을 불로 태운다. 주인공

은 옷이 없는 채로 왕자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물레, 빨래 통, 물레 가락 등으

로 모습을 바꾼다. 그러나 왕자가 그 모든 물건을 파괴해 버리자 주인공은 원상

태로 돌아온다.186) <RUS3>과 비슷하게 <RUS5>에서도 왕자가 여성 오거 때문

에 순록으로 변한 주인공을 구해준다. 그리스의 <GRC1>에서는 주인공이 새로 

변하여 왕자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노래한다. 왕자는 그 노래를 듣고 사실을 

알게 되어 악인을 처벌하고 주인공이 여자로 변하는 것을 도와준다.187) <GRC3>

에서는 주인공의 언니가 주인공을 새로 변하게 한 후 대신 주인공의 행세를 한

다. 새로 변한 주인공이 자신이 겪었던 일을 노래로 부르자 악인이 남편을 시켜 

새를 죽이게 한다. 새의 피에서 사과나무가 생긴다. 주인공의 아이와 시어머니가 

나무 근처에 가면 나무가 굽혀지지만 언니가 가까이 가면 나무가 더 올라간다. 

언니는 남편을 시켜 그 사과나무를 자르게 하는데 지나가는 할머니가 사과 하나

를 달라고 한다. 할머니 집에서 주인공이 그 사과 안에서 나타난다.188) 

186)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p. 362.

187) Ibid., p. 154.

188) Heidi Anne Heiner, op. cit., 2012, pp. 43-45.



인도의 <IND4>189)와 <IND6>190)에서는 의붓자매나 계모가 주인공을 우물에 

어 주인공을 살해한다. 주인공이 죽지 않고 밤마다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된 신

랑은 주인공을 잡아 못 가게 한다. 베트남의 <VET1>에서는 주인공이 새로 변하

여 의붓자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노래로 전달하자 의붓자매가 새를 죽여 먹어 

버린다. 새털이 버려진 장소에서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 열매에서 주인공이 나온

다.191) <VET2>에서는 주인공이 새, 나무, 과일로 변하다가 원상태를 찾게 된

다.192) <VET3>에서는 주인공이 새로 변해 신랑에게 가서 노래를 부른다. 신랑

이 노래를 듣고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의붓자매가 새를 먹어 

버린다. 새의 털은 대나무로 변하고, 대나무에서 다른 나무로 되었다가 마지막으

로 나무에 있는 열매에서 주인공이 나온다.193) 인도네시아·캄보디아·베트남의 

<IN+COM+VET1>에서는 주인공이 금-거북이, 대나무, 새, 나무, 나무 열매 그

리고 마지막으로 열매에서 나온다.194) 중국의 <CHN2>에서는 의붓자매는 주인공

을 살해하고 그의 행세를 하며 남편에게 간다. 주인공은 참새, 대나무 그리고 침

대로 변하다가 원상태를 찾게 된다.195) 한편 중국의 <CHN3>는 예외적인 각편이

다. 살해를 당한 주인공이 원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고 신랑이 주인공의 혼을 위

로하기 위해 의붓자매를 죽인다. 주인공은 구관조로 변하지만 원상태로 돌아가지 

못한다. 주인공의 귀신이 집에 와서 실잣기를 하자 이 소리를 들은 신랑이 찾아

오고, 주인공의 혼이 신랑에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이란의 

<IRN2>에서는 의붓자매가 주인공을 나무에 묶고 간다. 호랑이가 주인공을 먹자 

주인공의 피에서 갈대가 나온다. 주인공은 갈대에서 피리로, 꽃으로 변하다가 여

자로 변신한다.196)

지금까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재생과정에서 확인되는 화소들을 살펴보았

다. 이제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꽃과 구슬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에서 꽃과 구슬이 어떠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자. 김헌

189) Ibid., pp. 382-393.

190) Sarah Davidson and Eleanor Phelps, "Folk Tales from New Goa,"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50, p. 26. 

191)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p. 299. 

192) George F Schultz, Vitenamese Legends, The Gioi Publisher, 1994, pp. 273-274. 

193) 김기태 편역, 베트남 민화집, 창작과 비평사, 1984, 165-167쪽. 

194)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pp. 299-302. 

195) Heidi Anne Heiner, op. cit., 2012, pp. 399-401.

196) D. L. R. Lorimer and E. O. Lorimer (tr.), op. cit., 1919, pp. 256-268.



선은 구비문학에 나타난 꽃의 원형에 대해 탐색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

다.

김헌선은 꽃의 두 가지 기능을 제시하 다. 하나는 장식품의 기능이고 다른 하

나는 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기능이다. <콩쥐팥쥐> 설화에서도 꽃의 이러한 두 

가지 기능을 찾아볼 수 있다. 신랑은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을 보고 그 꽃을 따 집

에 장식품으로 가져다 놓는다. 또 주인공의 넋은 꽃으로 피었다가 구슬로 바뀌어 

환생할 수 있었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꽃은 주인공의 생명을 되살려 생명꽃으

로 등장한다.

꽃과 구슬은 전통적으로 여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꽃이 여성의 예쁘고 약

한 모습을 의미한다면 구슬은 불같은 위협에도 넘어갈 수 있는 강하고 적극적인 

면모를 상징한다. <콩쥐팥쥐> 설화의 신랑은 대체로 무능한 존재이다. 의붓자매

는 신랑을 쉽게 속이고, 꽃으로 변한 부인은 말을 할 수 없으니 행동으로 단서를 

주지만 신랑은 알아보지 못한다. 오히려 의붓자매가 그 단서를 알아채고 꽃을 아

궁이에 버린다. 

불행이 닥쳤을 때 가부장제 아래에 있는 약한 주인공은 구해 줄 조력자도 없고, 

이동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며198), 남편의 관심도 받지 못하고 시련에 무너지는 

존재로 보이지만, 한편으로 그 재난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

고 있다. 먼저 <콩쥐팥쥐> 설화에서 다음과 같이 주인공은 신랑과 의붓자매를 다

르게 대하고 있다. 

 

197) 김헌선, 변남섭, 「구비문학에 나타난 꽃 원형: 이야기와 본풀이를 예증삼아」28, 口碑

文學硏究』, 한국구비문학회, 2009, 184쪽.          

198) 새로 변한 주인공은 이동할 수 있지만 꽃으로 변한 주인공은 이동 할 수 없다. 한편 새

로 환생한 주인공이 자기가 겪은 과정을 노래로 불러 사실을 전달하는 각편이 존재한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꽃으로 변하면서도 신랑

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두 번이나 노력한다. 첫째, (가)신랑 외에 누구도 

꽃을 딸 수 없다. 둘째, (나)꽃은 의붓자매와 신랑을 다르게 대한다. 이 두 가지 

행동을 통해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신랑의 관심을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다. 그러나 신랑은 주인공의 신호를 알아보지 못한다. 이러한 내용의 각편이 중국

과 이란에서도 확인된다. 

중국의 <CHN2>에서는 주인공이 참새로 변한다. 의붓자매는 신랑이 그 참새를 

키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참새를 죽여 버린다. 죽은 참새를 버린 자리에서 대나

무가 자란다. 의붓자매가 그 대나무 죽순을 먹으면 입에 궤양이 생기지만 신랑은 

맛있게 먹는다. 의붓자매는 그 대나무로 침대를 만드는데, 그들이 침대에서 자면 

바늘에 찔리는 반면 신랑은 그 침대에서 편하게 잔다.200) 이란의 <IRN2>에서는 

호루라기가 주인공의 일을 노래하자, 의붓자매가 호루라기를 독에 버린다. 주인공

의 아들과 신랑은 독에 손을 넣어 꽃을 얻지만 의붓자매는 손을 넣었다가 바늘에 

찔린다.201) 

한국, 중국 그리고 이란에서 주인공의 환생물(꽃 등)은 신랑과 악인을 다르게 

대하면서 적극적으로 신랑의 관심을 얻으려고 한다. 신랑은 주인공의 단서를 알

아보지 못하는 반면 의붓자매는 그 단서를 알아챈다.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는 

아시아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인공의 환생 과정에서 주인공이 꽃(→구

슬)으로 변하는 특징을 보인다 하겠다.

199)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7권 평민사, 1993, 268쪽. 

200) Heidi Anne Heiner, op. cit.,  2012, p. 400. 

201) D. L. R. Lorimer, E. O. Lorimer (tr.), op. cit., 1919, pp. 266-267.



<콩쥐팥쥐> 설화에서 꽃을 꺾는 과정은 ‘신데렐라 설화군’의 다른 설화와 비슷

하다. 루트의 ｢AⅡ형｣에서는 주인공만 열매를 딸 수 있다. 열매를 딸 수 있는 능

력 덕분에 주인공은 왕자와 결혼하게 된다.202) 루트는 ｢AⅡ형｣의 서사를 요약하

면서 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 있는 능력을 대표적으로 거론했는데, 열매를 딸 수 

있는 능력은 노래를 만들어 부를 수 있는 능력, 꽃을 딸 수 있는 능력 등의 변이 

기능으로도 나타난다. 루트의 ｢AⅡ형｣에 속하는 스리랑카의 <흰 거북(The White 

Turtle)> 설화에서 시험은 꽃을 딸 수 있는 능력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스리랑카의 <흰 거북> 설화에서는 두 자매가 두 형제와 결혼한다. 언니는 동생

을 시기하여 강에서 어 죽인다. 이후 두 자매에게 딸이 한 명씩 태어난다. 딸들

이 강에 목욕하러 갔을 때, 강에서 푸른 연꽃을 보게 된다. 동생의 딸이 손을 컵 

모양으로 만들자 연꽃이 그의 손에 들어와 열린다. 그런데 언니의 딸이 연꽃을 

따러 가자 연꽃이 강 중심으로 간다. 언니의 딸이 연꽃을 따고 싶어하여 언니가 

사람을 시켜 연꽃을 따게 하지만 결국 실패하게 된다. 이후 왕이 아무도 딸 수 

없는 푸른 연꽃에 대해 되는데, 아무도 딸 수 없는 연꽃을 따는 인물이 바로 주

인공이다. 이에 왕이 주인공을 신부로 데려간다.203) 아무도 딸 수 없는 꽃을 따

는 시험을 통해 주인공의 결혼이 성사되는 것이다.

<콩쥐팥쥐> 설화에서도 꽃으로 환생하는 과정이 확인된다. 스리랑카의 <흰 거

북> 설화에서 꽃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오직 주인공이라면 <콩쥐팥쥐> 설화에

서 꽃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랑이다. 루트의 ｢AⅡ형｣에서 보이는 결혼 

시험과 비슷한 과정이 <콩쥐팥쥐> 설화에서 꽃을 꺾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민담의 결과이다. <흰 거북> 설화

에서는 주인공이 꽃을 딸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여 신랑과 결혼을 할 수 있었다. 

즉, 꽃을 따는 능력이 주인공과 신랑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반면 <콩

쥐팥쥐> 설화에서 신랑과 주인공의 만남은 꽃 따는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꽃으로 환생한 주인공은 신랑에게 꽃을 따게 함으로써 자기 정체를 알려주려고 

한다. 그런데 신랑은 주인공의 신호를 알아보지 못한다. 의붓자매는 주인공의 정

체를 알아채고 꽃으로 환생한 주인공을 아궁이에 버린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결혼후일담은 주인공과 신랑의 이별과 재결합을 이야

202) Anna Birgitta Rooth, op. cit., 1951, Preface.

203) H. Parker, Village Folk-Tales of Ceylon, Luzac & Co., 1910, pp. 118-119. 



기한다. 결혼후일담에서 일반적으로 신랑은 부인이 바뀐 것을 알지만 <콩쥐팥쥐> 

설화를 비롯하여 몇 편의 <신데렐라> 설화에서는 신랑은 부인이 바뀐 것을 모른

다.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에서도 신랑은 주인공으로 행세하는 의붓자매를 알아보

지 못한다. 신랑은 의붓자매를 의심하기는 하지만, 그의 설명을 믿는다. 신랑은 

다음과 같이 질문하지만 의붓자매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간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신랑은 주인공이 없어진 것을 알지 못하여 주인공을 도와

주지 못한다. 의붓자매가 주인공을 물에 민 후 주인공은 꽃으로 변신한다. 의붓자

매는 꽃을 아궁이에 버리고 아궁이에서 구슬로 변한다. 이웃 할머니가 불을 가지

러 오다가 아궁이의 구슬도 가지고 가고, 할머니의 집에서 구슬은 주인공으로 변

한다.

한국 <콩쥐팥쥐> 설화의 질문과 비슷한 예가 중국의 <신데렐라> 설화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의 <CHN2>에서는 신랑이 의붓자매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의붓자매의 흉한 외모를 보고 신랑은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의

붓자매는 천연두 때문에 얼굴에 흉터가 났다고 한다. 신랑은 의붓자매를 의심하

지만 의붓자매가 계속 울자 결국 의붓자매를 위로해 준다.205)

주인공의 결혼은 오히려 주인공을 학대하고 있는 계모와 의붓자매를 자극한다. 

프로프는 인물이 여러 행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으로 ‘동기’를 정의하 다.206) 주

인공은 결혼하고 나서 죽을 이유가 없지만 계모, 의붓자매와 언니는 주인공을 죽

일 동기가 있다. 악인들은 그동안 주인공과 귀인의 결혼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주

인공은 신랑과 결혼할 수 있었다. 주인공을 질투하는 계모는 주인공을 죽이려고 

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딸을 보내려고 한다. 즉 본고에서는 악인들의 학대가 더 

심화되기 때문에, 결혼후일담이 생겼다고 판단한다.

204) 한국구비문학대계 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542쪽. 

205) Heidi Anne Heiner, op. cit., 2012, pp. 399-400.

206) V. Propp, op. cit., 1988, p. 75. 



김혜정은 꽃→구슬에 대해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 문제점

을 제시하 다. 첫째, 구슬은 중국 자료의 환생과정에서도 나타나는데 한국만의 

특징이라고 하기가 어렵다고 하 다. 둘째, 꽃과 구슬은 각각 등장하지 않으며, 

왜 구슬→꽃의 순서가 아니고 꽃→구슬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 다. 

꽃은 한국의 무속신화에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명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연꽃과 구슬은 불교의 향을 받은 화소

라는 것이다.207)

또한 꽃과 구슬은 개별적으로 나오지 않고 함께 등장하고 있으며, 그들이 나오

는 순서는 연화화생(蓮華化生)과 관계가 있다고 지적하 다.208) <콩쥐팥쥐> 설화

를 놓고 보면 연화화생은 주인공이 연꽃으로 변하여 다시 살아남게 된다는 과정

을 의미한다. 

그러나 꽃으로 변하고 다시 구슬로 변하는 각편이 어째서 한국에서만 발견되는

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연꽃으로 

변할 때도 있고 다른 꽃으로 변할 때도 있다. 따라서 연꽃으로 변하지 않은 각편

에서는 연화화생의 구조를 적용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 풀기 위해서는 꽃과 구슬의 의미를 살피면서 꽃이 구슬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변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처음에는 꽃으

로 변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의붓자매는 주인공을 물에 빠뜨리지만 물에서 

주인공은 꽃으로 변한다. 여기서도 꽃은 생명을 상징한다. 꽃으로 변한 주인공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변했을 뿐이다.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던 주인공

은 이제 꽃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김혜정은 “구슬이 부처의 사리, 보주와 유사점이 있다는 점에서 불교 신앙과의 

관련 양상도 주목된다.”고 지적하 다.209) 최초의 사리는 부처님의 사리, 곧 불사

리(佛舍利)이다.210) 불교에서도 높은 경지를 이룬 스님들이 화장을 하게 되면 구

슬 같은 유물, 즉 사리가 남는다고 한다. 한국에서 기록된 자료 외에 조선족의 

207) 김혜정, 앞의 글, 2012, 139쪽.

208) 위의 글, 같은 면.

209) 김혜정은 <콩쥐팥쥐> 설화에서 나타나는 구슬을 부처의 사리라고 하 는데 왜 구슬을 

꼭 부처의 사리와 보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구슬은 사리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콩쥐팥쥐> 설화에서 불을 매개로 구슬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해

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210) 신대현, 적멸의 궁전 사리장엄, 한길아트, 2003, 26쪽. 



<신데렐라> 설화에도 꽃이 구슬로 변하는 각편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두 편 <신

데렐라> 설화 각편에서는 새가 구슬로 변한다.211) 동물과 새가 불로 태워서 사리

가 되는 경우가 있어 중국에서 새로 환생한 주인공이 구슬로 변하는 것이 납득된

다. 그런데 <콩쥐팥쥐> 설화에서 꽃이 사리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

가 있다. 

사리는 인도의 고대어인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한 말이며 ‘몸’을 의미한다. <콩

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이 꽃으로 변하면서 주인공의 혼이 꽃의 몸을 빌리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꽃으로 환생한 주인공이 꽃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의붓자매

는 그 꽃을 불에다 버린다. 승려의 신체가 불을 매개로 하여 구슬로 변하는 것처

럼 꽃으로 변한 주인공의 몸도 불을 통해 구슬로 변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꽃

을 불에 던지면 꽃은 불에 타서 재로 변한다. 그런데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꽃

의 몸을 빌린 주인공이 구슬로 변하게 된다. 이 때문에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꽃 다음에 구슬이 나타난다. 꽃은 주인공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불에 태우면 구

슬이 나타나고, 주인공은 불을 통해 더 강한 모습을 가지고 환생하게 된다.

이어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에서 나타나는 아궁이 화소 

및 <콩쥐팥쥐> 설화에서 나타나는 재생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신

데렐라> 유형 설화에는 이야기꾼이 처음부터 주인공의 초라한 옷, 재가 묻어서 

더러워진 외모를 소개한다. 주인공은 아궁이라는 공간에서 힘든 일을 하고 도움

을 받는다. <신데렐라> 설화에서 주인공의 결혼 전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는 아궁

이가 <콩쥐팥쥐>에서는 결혼후일담에서 나타난다. 

유럽 <신데렐라> 설화에서는 주인공의 약한 모습을 상징하는 공간이 아궁이이

다. 재와 같이 생활하는 주인공은 아궁이 앞에서 약한 존재이고 모든 문제는 아

궁이의 재에서 비롯된다. 주인공의 고난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된다. 하나

는 주인공의 불행한 이름을 통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악인이 주인공에게 시키는 

일을 통해서이다. 예컨대, 노르웨이의 <NRW3>, 러시아의 <RUS1> 등에서 주인

공이 재에서 곡식을 거두어야 했다. 악인은 재에 곡식을 뿌리고 주인공에게 곡식

을 거두라고 한다. 이러한 일은 불가능하면서 비현실적이다. 그런데 악인이 재에

서 곡식 거두기 같은 일을 시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악인이 왜 주인공에게 그러

한 일을 시켰는지를 알 수 있다. 재에서 곡식을 거두려면 주인공이 재를 만져야 

211) 김혜정, 앞의 글, 2012, 123쪽. 



하고 주인공의 옷과 손은 재 때문에 더러워진다. 주인공은 곡식의 작은 알 하나

하나를 거두는 일을 끝내지도 못하고 결국 더러워지고 만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는 불행한 이름을 가진 주인공이 불행한 일을 하고 

있다. 주인공의 불행한 이름은 그의 불행한 상태를 알려주고 있다. 주인공의 불행

한 상태가 확인되는 것은 바로 이야기의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이다. 신데렐라는 

‘재투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이름이 불리는 순간 주인공이 불행한 상태

라는 것이 확인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각편은 갖가지 불행한 이름이나 별

명을 통해 주인공의 불행한 상태를 알려준다. 이야기 속의 주인공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데렐라라는 이름이나 별명을 듣는 순간 주인공의 불

행한 상태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신데렐라> 설화 각편들의 제목도 마찬가지이

다. 이야기의 제목을 듣는 순간 청자들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불행한 존재라는 것이다.

주인공이 신데렐라(재투성이 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유는 주인공이 아궁이

의 재와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이 신데렐라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이유

는 주인공이 아궁이에서 나오는 재와 함께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서 <신데렐라> 설화의 각편은 그리스 <축사(畜舍)-계집>, 노르웨이 <나무-망

토>, 덴마크 <루시, 누더기가 된 모자> 등의 제목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목은 

‘재투성이’와 마찬가지로 주인공의 불행한 상태를 알려 주고 있다.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계모가 들어오면서 주인공은 재와 생활

하게 되고 신데렐라와 같은 불행한 별명을 가지게 된다. <콩쥐팥쥐> 설화를 포함

해 아시아 <신데렐라> 설화의 주인공은 계모의 학대를 받으면서 지내거나 불행

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재와 더불어 생활을 하는 재투성이는 아니다. 

그런데 한국의 주인공은 재와 관련된 이름이나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다. 즉 주

인공의 이름으로는 그의 불행한 상태를 알 수 없다. 아궁이 옆에서 재와 생활한

다는 것이 주인공의 불행한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

은 않다. <신데렐라> 설화를 신화적으로 해석한 나카자와 신이치는 <신데렐라>

에 나타나는 재를 신화학적으로 해석하면서, 재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중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신데렐라가 재와 어울려 생활하는 이유는 재의 중

개자 기능 때문이며, 주인공이 아궁이의 불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을 오히려 

신데렐라의 특권으로 해명하고 있다.212)



<신데렐라> 설화에서는 아궁이라는 공간의 신화적 힘이 뚜렷하게 발휘되어 있

지 않는 반면 <콩쥐팥쥐> 설화에서 아궁이라는 공간은 주인공의 환생을 도와주

는 매개적 공간으로 나타난다. 꽃으로 환생한 주인공은 아궁이에 버려짐으로써 

구슬같은 가치있고 단단한 형상을 얻는다. 꽃에서 구슬로의 전환을 통해 주인공

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을 발휘하게 된다. 이처럼 <콩쥐팥쥐> 

설화의 전반부에서 약자 던 주인공은 아궁이라는 공간을 통해 강자로 탈바꿈한

다.

아궁이는 한국의 전통 가정에서 중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전통 한국 가정

에서 부엌이라는 공간은 조왕신을 모시는 공간이기도 했다. 조왕신을 모시는 장

소는 부엌과 관련된 부뚜막, 아궁이, 솥 등이다. 조왕신은 부엌의 신이자 “집안의 

길흉을 관장하고 자식들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신이다. 그밖에 재사에도 관

여하며 불씨를 지켜주는 존재로 여김으로써 화신(火神)의 성격을 부여하기도 한

다.”213) 일상에서 불은 꽃을 재로 만들어 꽃의 생명력을 잃게 하는 역할을 하다. 

그런데 꽃으로 환생한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조왕신을 모시는 장소에 버

려지게 되지만 생명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장소를 통해 더 강한 존재

로 환생하게 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옆집 할머니는 불을 가지러 오다가 구슬

을 발견하는데, 구슬이 발견되는 곳이 조왕신을 모시는 공간이라는 점은 의미심

장하다.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조왕신의 결정에 따라 구슬로 변해 성공적

으로 환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 <콩쥐팥쥐> 설화에서 결혼 후에 아궁이라는 공간이 등장하는 점은 한국 전

통 여성의 삶에서 아궁이라는 공간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통 한국 

사화에서 부엌은 여성의 공간이었고 여성의 힘이 발휘되는 공간이기도 했다. 의

붓자매는 꽃으로 변한 주인공을 또 한 번 죽이려고 꽃을 아궁이에 버린다. 그러

나 조왕신은 선한 주인공을 보호하고 꽃으로 변한 주인공이 다시 태어나도록 도

와준다. 

부엌은 <콩쥐팥쥐>에서는 주인공과 의붓자매의 마지막 대결이 벌어지는 공간이

다. 그런데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이 부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혼하기 전에 주인공은 집안일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결혼을 하기 

212) 나카자와 신이치 지음, 앞의 책, 2003, 121-122쪽. 

213) 최숙경, 「조왕의 성격과 전승양상」, 『지방사와 지방문화』 12(2), 역사문화학회, 

2009, 1쪽.



전에 밑 빠진 냄비에 밥하기, 밑 빠진 독에 밥을 하기를 한 여성이다. 즉, <콩쥐

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생활인으로써의 능력을 내재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

의 주인공들도 재 다루기, 밥하기, 옷짜기 등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한다. 그러나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주인공들이 직접적으로 생활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지는 않는 반면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아궁이에서 구슬로 

변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표출하게 된다.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과 반대로 의붓자매는 생활력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

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던 의붓자매는 계속 

실패한다. 선한 주인공은 조왕신의 도움을 받아 결국 의붓자매에게서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게 된다. 부엌에서 권력을 되찾은 주인공은 신랑과의 재결합에도 성

공한다.

이상으로, <신데렐라>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과정을 분석하여 <콩쥐

팥쥐> 설화의 특수성을 확인하 다.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아궁이라는 공

간에서 꽃과 구슬로 변하다가 재생을 한다. 꽃 같은 약한 존재로 변한 <콩쥐팥

쥐> 설화의 주인공은 아궁이라는 위협적인 공간에서 구슬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주인공의 이러한 재생은 그의 내재된 생명력과 더불어 한국 부엌신인 조왕신의 

도움으로 가능한 것이었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는 조력자가 나타나 불행한 주인공을 도와준다. <콩

쥐팥쥐> 설화의 계모학대담에서도 조력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앞에

서는 조력자인 소와 두꺼비가 한국에서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았

다. 이어서 이 두 조력자가 등장하는 서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콩쥐팥쥐>의 조

력자 서사는 한국사회와 가족관계를 이해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

다. 또한 한국 <콩쥐팥쥐>의 환생 서사를 분석하여 한국에서 젓갈이 복수 방식의 

한 유형으로 등장하는 이유를 규명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콩쥐팥쥐> 설화에서 소와 두꺼비가 돕는 일과 그 성격을 분석해보고

자 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생모가 죽고 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여 계모가 

들어온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계모의 학대는 계모가 주인공에게 일을 

시키면서 구박을 하는 것이다. 흔히 계모는 주인공에게만 일을 시킬 것이라고 생

각되지만 <콩쥐팥쥐> 설화를 포함해서<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여러 각편에서 계

모는 의붓자매에게도 일을 시킨다. 심지어 계모가 의붓자매에게 주인공과 같은 

일을 시키는 각편도 많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계모가 의붓자매(자신의 친딸)에게 주인공과 같은 

일을 시키는 경우는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주인공이 어떠한 일을 통해 좋

은 것을 얻자 이를 시기하여 친딸들에게 주인공을 모방하도록 하는 경우, 둘째는 

주인공과 의붓자매가 대결하는 경우, 그리고 셋째는 대결과 모방 없이 계모가 같

은 일을 시키는 경우이다.

주인공을 모방하는 의붓자매는 실패한다. 하지만 착하고 정직한 주인공은 조력

자에게서 보상을 얻게 된다. 계모는 의붓자매에게 같은 일을 하도록 보내지만 의

붓자매는 조력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거짓으로 불쌍한 모습을 꾸몄다가 조

력자에게 벌을 받는다. 의붓자매가 불친절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조력자에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각편도 있지만, 주인공이 의붓자매에게 일을 잘못 가르쳐 주

었다가 의붓자매가 조력자에게 벌받는 경우도 있다.

대결을 하는 경우에도 주인공과 의붓자매는 같은 일을 한다. 주인공이 이길 때

도 있고 의붓자매가 이길 때도 있다. 노르웨이 <신데렐라> 설화에서 계모는 주인

공과 의붓자매에게 다음과 같은 실잣기 대결을 시킨다. 

214) “Man's daughter and her stepsister are to compete in spinning. Stepmother gives 



계모는 주인공을 지게 하려고 주인공에게 모스 물레를 주고 의붓자매에게 울 

물레를 준다. 그러나 주인공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결에 이긴다. 대결에서 이긴 

주인공은 조력자에게서 일종의 상을 받게 된다. 노르웨이와 비슷한 방법의 대결

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각편에서도 확인된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 어머니가 두 명에게 같은 일을 시키는 이유

는 둘 중 한 명을 언니로 정하기 위함이다. 어머니는 친딸에게 쉬운 일을 시키거

나 일을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는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의 

주인공도 노르웨이의 주인공처럼 상대방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노르웨

이에서 주인공은 대결에서 이겨 조력자에게서 상을 받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서는 주인공이 사기를 당하여 결국 대결에서 지게 된다.217)

own daughter a wool-spinning wheel and gives heroine a moss-spinning wheel.”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p. 324.

215) “Man has daughter called Cam: his wife has daughter called Tam. They are 

same height, and, to decide which shall be elder, parents send them fishing; 

whichever takes most fish shall have priority. Cam catches most, but Tam sends her 

pick water-lilies on the other side of river, and, meanwhile, robe her fish.” Ibid., p. 

298.

216) “Mother cannot tell whether Kajong, her adopted daughter, or Haloek, her own 

daughter is elder. Neither girl will consent to give priority to the other. Whichever 

catches most fish shall be considered the elder.” Ibid., p. 299. 

217) 참고로, 일본의 <배니자라와 까게자라>는 주인공이 잃어버린 신발을 통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데렐라 형｣ 이 아니지만 ‘신데렐라 설화군’ 에 속하는 설화이다. 여기

서 계모는 주인공과 친딸에게 같은 일을 시킨다. 계모는 두 명에게 가방을 주면서 밤을 모으

라고 하고 가방을 채울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한다. 계모는 친딸에게 멀쩡한 가방을 주고 



<콩쥐팥쥐> 설화에서 소는 특히 세 가지 면에서 주인공을 도와준다. 첫째, 소

는 배고픈 주인공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 나타나는데, 소로 변한 생모가 자신

의 딸을 괴롭히는 의붓자매에게 벌을 주기도 한다.218) 두 번째로, 나무 호미 때

문에 주인공이 돌밭을 매지 못했을 때 소가 나타나 밭 매는 것을 도와준다. 세 

번째, 소는 주인공에게 옷과 신을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 세 가지 일 가운데 농

경사회와 관련된 일은 두 번째이다. 앞서 한국 사회에서의 소의 이미지를 살펴본 

결과 소와 농경사회가 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콩쥐팥

쥐> 설화에서 소가 도와주는 일 가운데 밭매기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와의 연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밭매기는 농경 사회에서 필수적인 일이다. 계모는 주인공에게 밭매기를 시키지

만 마땅한 도구를 제공하지 않는다. 나무 호미로 돌밭을 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계모가 시킨 일들을 끝내지 못하면 주인공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계모가 일을 

시키는 목적은 주인공을 훈련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끝내지 못한 주인

공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 있다.219) 다음 각편에서 <콩쥐팥쥐> 설

화의 주인공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일을 끝내게 된다. 그러나 계모는 집에 늦게 

도착한 것을 핑계로 그를 야단치면서 쫓아내려고 한다.220) 

주인공에게는 밑에 구멍이 있는 가방을 준다. 의붓자매와 주인공이 밤을 모으려고 산에 같이 

가는데 의붓자매는 주인공보다 일을 먼저 끝내 보다 빨리 집에 들어가게 된다. 

218) 어머니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를 못 살게 하는 이들에게 처벌을 내린다. 

아이에게는 어머니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음식을 공급해 주는 존재이다. <콩쥐팥쥐>에서 조

력자 소는 주인공의 죽은 생모의 넋이다. 소가 된 어머니는 의붓자매에게 직접적인 벌을 주

고 있지만 계모도 간접적으로 벌을 받게 된다. 계모는 주인공을 모방하여 소에게 맛있는 음

식을 받으려고 자신의 아이를 보낸다. 그런데 의붓자매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음식은 커녕 

피투성이가 되고 만다. 계모는 주인공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악인이지만 자신의 딸을 사랑하

는 모습을 보여 준다. 물론, 계모가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 쓰는 방법은 대단히 비윤리적

이다. 계모가 보여주는 모성과 주인공의 생모가 표출하는 모성은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계모

와 주인공의 죽은 생모는 아이를 위해 늘 노력하는 모성을 표출하고 있다. 주인공의 어머니

는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고, 적대자의 어머니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계모는 윤리에 

어긋난 방법을 수용하는 반면 생모는 학대를 당한 주인공을 도와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219) ‘신데렐라 설화군’에 속한 일본의 <배니자라와 까깨자라>에서도 계모는 <콩쥐팥쥐>와 비

슷한 식으로 두 명의 딸에게 일을 끝내지 못하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말한다. 

220) 앞의 <배니자라와 까깨자라>에서 주인공이 계모가 시킨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계

모가 주인공을 야단치지 않는다. 주인공과 의붓자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 가서 밤을 모은다. 



위의 네 편의 인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인공은 계모가 시킨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고자 한다. 계모는 주인공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빌미로 주인공을 집

에서 쫓아내려고 하지만 주인공은 조력자에게서 받은 음식 덕분에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225) <콩쥐팥쥐> 설화에서 계모는 주인공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길 

221) 한국구비문학대계 5-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539쪽.

222) 한국구비문학대계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247쪽.

223) 한국구비문학대계 1-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4, 461-462쪽.

224) 한국구비문학대계 8-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03-104쪽.

225) 대체로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조력자에게서 받은 음식 덕분에 집에 들어올 수 

있었다. 그런데 이와 반대가 되는 상황이 <KOR16>에서 확인된다. 

   “그녀의 불쌍한 작은 심장은 거의 멎었고, 얼음처럼 차가운 한 줄기 냉기가 등골을 따라 

흘러내려 왔다. 그녀는 괴로운 나머지 갑자기 외쳤다. “오, 어머니, 오 친절한 팥쥐야, 나를 

들어가게 해 주세요. 저를 들여보내 주면 밤과 대추를 많이 드릴게요.” “정말 밤과 대추니?” 

팥쥐가 대문 뒤에서 말했다. “네가 그것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야겠어. 일단 문을 조금 열

어줄 테니 정말 가지고 있다면 몇 개만 내 손에 내 어 봐.”그래서 대문이 겨우 손 하나 들



원하지만 아무 이유 없이 집에서 쫓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주인공에게 돌밭을 

매라고 하면서도 일을 쉽게 끝내지 못하도록 나무 호미를 준다. 즉 계모는 주인

공을 학대하면서도 주변의 시선을 인식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계모가 사회의 시선을 인식하는 것은 주인공과 의붓자매

에게 일을 시켰다는 점에도 나타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노르웨이,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의 경우 자매들이 같은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다. 그런데 노르웨이, 베트남,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에서 두 자매에게 같은 일을 

시키는 동기는 모방이나 대결이다.

위에서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인 소가 도와주는 일을 살펴보았다. 이제 두

꺼비가 도와주는 일을 알아보자. 다음은 <KOR1>에서 두꺼비가 주인공을 도와주

는 장면이다.

위 인용문을 보면 주인공이 밑 빠진 독에 물 채우기, 밑 빠진 냄비에 밥하기 같

은 일을 할 때 두꺼비가 나타나 엎드려서 주인공의 일을 도와준다.227) 주인공이 

해야 할 일들 중 물과 관련 있는 일(독에 물을 붓기)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바로 

두꺼비이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계모가 주인공에게 시키는 일은 모두 비슷한 성격을 가지

어갈 정도만 열렸고 콩쥐는 팥쥐 손에 한 움큼 집어 주었다. 모녀는 정말 놀랬다. 모두 알이 

꽉 찬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전부 가로챌 계략을 꾸몄다. 그들은 조금만 더 주면 들여보

내 주겠다면 계속 받아내고 들어오게 하지는 않았다. 마침내 밤과 대추가 다 떨어지자 그들

은 잔인하게 웃으면서 불쌍하게 벌벌 떨고 있는 콩쥐를 넓은 세상 밖에 둔 채 안으로 들어

가 버렸다. 사실 사악한 마음을 가진 적들이 있는 집안보다 바깥세상이 더 친절하고 안전했

다.” (L.H. 언더우드, 앞의 책, 2007, 208-209쪽.)    

    이 각편에서는 소가 나타나 주인공에게 먹을 것을 주는 장면이 나타나지만 주인공은 그 

때문에 집에 들어올 수 없었다. 소에게서 받은 대추와 밤으로 주인공은 헛된 노력을 하 을 

뿐이다. 의붓자매는 주인공을 속여 그가 가지고 있는 대추와 밤을 다 먹고 약속을 지키지 않

는다. 그와 더불어 언더우드는 의붓자매와 계모를 잔인하게 그려놓는다. 추가적인 서술로 악

인들의 잘못을 부각시키는 경우도 있다. 위의 인용 부분과 이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 주인

공이 밤을 보내는 장면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점도 특이하다. 집 밖의 울타리 없는 공간이 

안전하다는 것은 곧 집 안의 세계가 폭력적이고 잔인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226)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7권 평민사, 1993, 265쪽.

227) <콩쥐팥쥐>의 16편 자료 중 10편에서 두꺼비가 조력자로 나타나고 있다. 



고 있다. 이들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실용적인 일, 농사에 필요한 일, 집안에서 여

자가 해야 할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주인공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

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거나 하는 일들도 그 자체로는 실

용성을 지닌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은 중국의 <신데렐라> 설화에서도 확

인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그러한 일은 중국과 한국에서만 확인되지만 ‘신데렐

라 설화군’ 가운데 비슷한 화소가 일본의 <배니자라와 까깨자라>에서 확인되고 

있다. 계모는 주인공과 의붓자매에게 실용적인 일을 시키면서 주인공은 그 일을 

끝내지 못하게 한다. 일본의 <배니자라와 까깨자라>에서 계모는 주인공과 의붓자

매에게 가방을 주면서 밤을 모아오라고 한다. 계모는 주인공에게 구멍 있는 가방

을 주고 의붓자매에게는 온전한 가방을 준다. 그리고 각자의 가방을 채우기 전에

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명령한다.228) 계모는 주인공과 의붓자매에게 같은 일을 

시켰고, 겉으로는 계모가 주인공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신데렐라> 유형이 아니지만 학대를 다루는 인도 민담에서도 악인이 주인공을 

학대하고자 주인공에게 한국과 중국의 <신데렐라> 설화와 비슷한 일을 시킨다. 

예컨대 인도의 <조력자를 찾은 여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남자 형제와 한 명

의 여자 자매가 같이 살고 있었다. 남자 형제들의 부인들은 여자 자매인 주인공

을 싫어하 다. 남자 형제들은 멀리 갔을 때 부인들이 주인공을 학대하기 시작하

다. 부인들은 주인공에게 구멍이 있는 독을 주면서 물을 채우라고 하고 물을 

채우지 못 하면 음식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한다. 위기상황에서 개구리들이 나타

나 구멍을 막아 준 덕분에 주인공은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다.229) 

학대자들이 주인공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바로 사회

적인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가족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독의 밑이 

빠져서 주인공이 물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계모가 주인공과 의붓자매에게 시킨 밭 매는 일도 마찬가지이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계모가 주인공에게 시킨 일들은 일상적 노동의 성격을 가

진다. 일본, 중국 그리고 인도의 학대담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난다. 인도의 

학대담에서도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악인이 주인공에게 일을 시킨다. 하지만 

228) Neil Philip, op. cit., 1989, pp. 32-33. 

229) Cecil Henry Bompas (tr.), "The Girl who found Helpers," Folklore of the Santal 
Parganas, David Nutt, 1909, p. 42. 



한국과 달리 인도와 중국에서는 주인공만 일을 한다. 일본의 <배니자라와 까깨자

라>에서는 의붓자매와 주인공이 같은 일을 하는데,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으로 

일을 끝내자 계모는 주인공을 그냥 놓아둔다.

유럽의 <신데렐라> 설화에서는 계모가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의붓딸에

게 부엌일을 시키거나 힘든 일을 시킨다. 아래 이탈리아 <IT8>에서도 계모가 타

인의 이목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IT8>에서 계모는 이웃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주인공을 집에 가두어 둘 수 없

었고, 주인공은 교회에 갈 수 있게 된다. 여기서도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는 계모

가 나타나지만, <콩쥐팥쥐> 설화나 아시아의 다른 학대담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

다. <IT8>에서 계모는 오로지 주인공만 학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제3자가 보기에 친딸과 주인공을 차별하는지 알

기 힘든 상황이 나타난다. 주로 다음 세 가지 일이 제시되는데, 첫째 밭매기, 둘

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 셋째 밑 빠진 냄비에 밥 짓기이다. 사회적 시선을 의

식하면서 주인공에게 일을 시키는 계모의 태도는 <콩쥐팥쥐> 설화에서 한층 강

화되어 나타난다. <콩쥐팥쥐> 설화의 계모는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친딸에게

도 같은 일을 시키면서 주인공에게만 마땅한 도구를 제공해 주지 않는 등, 주인

공을 구박하면서도 사회적 비난을 피하려고 한다. 모방이나 대결 없이 평소 친딸

에게도 주인공과 같은 일을 시키는 <콩쥐팥쥐>설화의 계모는 오히려 사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한다. 계모는 두 자매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현장을 통해 두 자매

가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이웃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한다. 계모가 의

붓자매와 주인공에게 같은 일을 시키는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사회의 인정을 받으

려는 의지가 보다 강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이

러한 학대 방식은 차별의 교묘함과 실질성을 부각하는 효과가 있다.   

이상으로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 서사 중 조력자가 도와주는 ‘일’에 대해  

230) “…Stepmother dares not keep Maria at home, for fear neighbour should cry 

“shame.” Maria goes to church, slips away in the crowd,….”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p. 179. 



살펴보았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계모는 주인공과 친딸에게 같은 일을 시키고 

있지만, 이는 대결도 아니고 모방도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콩쥐팥

쥐> 설화에서 계모가 주인공에게 시키는 다른 일들은 제3자가 보기에 학대인지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점 역시 확인하 다. 이 두 가지는 <콩쥐팥쥐> 설화에서 반

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여타 설화에 비해 훨씬 뚜렷하게 그려지고 있다. 

이제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이러한 조력자 서사가 한국의 유교적 가족 

질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다음 <KOR1>을 살펴보면,  

계모는 주인공과 친딸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시키고 있다.

계모는 아버지 앞에서 주인공이 게으르고 일도 못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주인공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킨다. 계모는 주인공보다 친딸이 일을 잘하는 

것을 보여 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래 <KOR10>에서 계모는 ‘여자가 시집

가서 시집살이를 할 때 알아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등의 핑계로 일을 시키고 있

다.

탕허리니는 <콩쥐팥쥐> 설화에서 계모가 주인공을 구박하는 방식은(험한 옷을 

입히기, 돌밭을 매게 하기 등) 주인공이 좋은 결혼상대를 못 만나게 하려는 의지

에서 비롯된다고 하 다. 예를 들어, 척박한 밭을 매는 주인공을 ‘생식력이 없는 

여자’로 인식시키기 위해 계모가 주인공에게 돌밭을 매게 한다는 것이다.233) 

231)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7권 평민사, 1993, 263-269쪽. 

232) 한국구비문학대계 8-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103쪽.

233) Timothy R. Tangherlini, op. cit., 1995, pp. 265-290. 



그런데 계모는 주인공에게 호미를 주면서 시집가야 하기 때문에 밭을 매는 것

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계모가 주인공에게 농경사회에서 여

자가 알아야 할 일들, 즉 시집을 가기 위한 훈련을 시키기 위한 일로 해석되지만 

계모의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시집가기 훈련이라는 핑계로 일을 시키고 있지만 

실은 주인공이 좋은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데렐라> 설화의 여러 학대 형식 중에서 <콩쥐팥쥐> 설화는 

모방이나 대결 없이 계모가 주인공과 의붓자매에게 같은 일을 시킨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하지만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같은 일을 시키는 목적이 다르

다. <콩쥐팥쥐>에서 계모가 주인공과 의붓자매에게 같은 일을 시키는 이유는 남

편 앞에서 자신의 딸을 인정받게 하면서 주인공을 구박하고 집에서 쫓아내기 위

함이다.

계모는 농경사회에 필요한 일을 시키고 있으며, 두 자매에게 주어진 과제도 동

일하다. 물론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친딸과 주인공에게 각각 마땅한 도구를 주고 

주지 않는 것은 다른 나라의 <신데렐라> 설화에도 보인다. 하지만 아버지에게 인

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에서만 확인된다. 

<신데렐라> 설화에서 별다른 역할이 없었던 아버지는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

인공의 학대와 관련된 매개적 인물로 등장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은 한국의 

유교적 가부장제의 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교에서는 하늘이 아버

지이며 땅이 어머니”이다.234) 한국의 전통사회는 가부장제 질서를 따르며 가족의 

가장은 아버지 다. 유교 문화 속에서는 가족 내부에서 여성과 남성의 위치가 뚜

렷하게 구별된다. 다음은 유교 문화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대목

이다.

 
       

234) 徐善姬 , 「유교의 가족관」, 『인문과학』 3, 광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7, 4쪽. 

235) 강혜경, 「유교문화속의 여성의 자아: 수용성(Receptivity)과 감응성(Responsiveness)을 



유교 질서를 따르는 가족 안에서 여성의 위치는 남성보다 낮았다. 남성의 부차

적 존재로 인식되는 여성은 남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갔다. <콩쥐팥쥐> 설화

에서 등장하는 계모도 예외가 아니다. <콩쥐팥쥐> 설화의 여러 대목에서도 가족 

내부에서 아버지가 차지하고 있는 권력, 위치가 확인된다. 

전통 사회에서 한국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결혼 후에는 남편,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르도록 장려되었다. <콩쥐팥쥐> 설화의 계모 또한 남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계모는 주인공을 학대하는 인물이면서 남

편의 권력을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유교적 가족 질서 속에서 계모의 학대는 이

중적 성격을 갖는다. 다른 나라와 달리 <콩쥐팥쥐> 설화의 계모는 남편의 시선까

지 생각해야 한다. 따라서 <콩쥐팥쥐> 설화에서 계모가 시키는 일, 계모가 주인

공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동기 등에서는 이중적 차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고 할 수 있다. 주인공은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아궁이 옆에서 생활하면서 학대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붓자매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과 학대를 당하는 인

물이다.    

한국의 유교적 가족 질서에서 남편의 위치는 부인보다 높지만 집안의 모든 일, 

가족 단위에서 여성이 해야 하는 일들은 부인이나 시어머니의 결정에 따라 이루

어진다.236) 시어머니가 등장하지 않는 <콩쥐팥쥐> 설화에서 계모는 주인공과 친

딸에게 일을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에 주인공에게 집안일, 농사와 관련

된 일, 시집가기 위해 배워야 일 등을 시키면서 학대하고 차별한다. 

그렇다면 <콩쥐팥쥐> 설화에서 학대를 당하는 주인공의 입장은 어떠한가? 유교

적 윤리에서는 부인이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면 자식들도 부모에게 효를 실

천해야 한다. 한국에서 부모님과 자녀간의 효는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했는가

와는 상관없이 자식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효를 해야한다”라는 점에서 서양과 

구별된다.237) 즉,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아버지의 무관심과 계모의 학대

와 관계없이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

이런 관념에 따라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계모를 진짜 어머니처럼 대해

중심으로」, 『儒敎文化硏究』(15), 2010, 성균관대학교 유교문화연구소, 86쪽.  

236) Kwang-kyu Lee, Korean family and kinship, Jipmoondang, 1997, p. 51.  

237) 서선희, 「한국적 효 개념의 특수성」, 『韓國老年學』18(3), 1998, 한국노년학회, 145

쪽.  



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주인공보다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이 겪는 학대는 더 고통스러운 성격을 갖게 된다. 이웃사람들과 아버지는 

계모의 학대를 알아볼 수 없는 반면 주인공은 계모의 학대를 아는 유일한 존재이

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인공이 당하는 학대를 이웃사람이

나 아버지가 어느 정도 인식하지만, <콩쥐팥쥐> 설화에서 그렇지 않다. 계모가 

친딸에게 쇠 호미를 주고 주인공에게는 나무 호미를 줄 때 아버지나 주변 사람들

은 두 호미의 차이를 모르기 마련이다. 이처럼 교묘한 방식으로 학대를 당한 <콩

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자신의 처지를 타인에게 알리지 못한다. 효를 지켜야 

하는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 결국 주인공은 결

혼을 통해 비로소 학대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상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 서사를 살펴보았

다. 그 결과 <콩쥐팥쥐> 설화에서 계모가 주인공과 의붓자매에게 같은 일을 시키

는 장면이 확인되고 계모가 사회적 시선을 인식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신데렐

라> 설화 중 몇 편과 학대담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설화들에서도 비슷한 점이 나타

난다. 그런데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사회적 시선을 의식하는 것과 더불어 가부

장제의 상징인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는 노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한국의 <콩

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이 드러난다 하겠다.

앞서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와 처벌 화소를 살펴본 결과 다음 두 가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에서 소는 농경사회, 두꺼비는 수(水)공간과 재물이

나 복을 상징한다. 둘째, <콩쥐팥쥐> 설화의 처벌 화소 가운데 젓갈이라는 화소

가 주목된다. 그런데 소는 한국뿐만 아니라 농경사회를 거친 다른 사회에서도 유

사한 이미지를 지닌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종교적 관습으로 인하여 <신데렐

라> 유형 설화에 소가 물고기 종류의 동물(개구리, 악어, 두꺼비 등)로 변형된다

고 보았지만 한국에서 조력자인 소는 물고기로 변형되지 않고 소와 동시에 물고

기(두꺼비)의 존재가 확인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먼저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소와 관련된 

서사를 살펴보고 한국 외의 다른 나라의 <신데렐라> 설화에서 소가 조력자로 기



능하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어서 지리학적 방법과 문화유물론적 방법론을 참조하

여 소, 물고기(두꺼비), 물고기로 만든 음식 젓갈이 보여주는 <콩쥐팥쥐> 설화와 

한국이라는 전승지역의 관련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일반적 조력자 소와 관련된 서사를 살펴보자.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소와 관련된 모든 서사를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

므로, 여기서는 노르웨이 각편인 <NRW3>의 조력자 서사를 예로 들겠다.

위 인용문에서 소는 주인공에게 먹을 것을 주고 죽은 후에는 옷을 마련해 준다. 

한국 외의 다른 나라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소는 음식 주기, 옷이나 신 마

련해 주기, 옷 짜 주기 등을 통해 주인공을 돕고, 이후에는 악인에게 살해당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콩쥐팥쥐> 설화의 소는 농사와 관련된 일을 도와주는데 살해당하

지는 않는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소는 물고기(두꺼비)로 변형되지 않고, 소와 

두꺼비가 동시에 나타난다.

따라서 기왕의 연구에서 인도의 종교적 관습 때문에 소가 죽임을 당하는 대신 

물고기로 변했다는 지적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본고는 <신데렐라> 유형 설

화의 전승 지역 중 소와 물고기(거북이, 악어 등을 포함)가 조력자로 나타나는 지

역을 검토해보고자 한다.239)

크론(Krohn)은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민담의 지리적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어

렵지 않다고 하며 지리학적 분류와 민담간의 관계를 주장하 다.240) 지도를 중심

238) “Then heroine drinks from one ear of the ox and eats from the other, till she is 

more beautiful than ever.… The ox is killed, and buried in a mound; on this spot 

springs up a house, furnished with every imaginable thing -- amongst others, three 

dresses, called sun, moon, and star. Only stepdaughter knows of it.--”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p. 148.

239) 조력자로 소와 물고기가 나타나는 나라들을 선택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2대 조력

자의 분포를 살펴볼 것이다.

240) Kaarle Krohn, Folklore methodology, University of Texas Press, 1971, p. 59. 



으로 한 크론의 민담 연구는 지역이나 민속 그룹(folk group)의 특징을 잘 드러

내고 있으며, 민속 그룹들의 관계와 그들 간의 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에도 기

여하 다다.241) 이와 같이 그간 역사-지리학적 방법은 민담을 이해하는 데에 중

요한 역할을 해 왔다.242)

마찬가지로 민담의 화소와 기능 역시 그 민담이 전승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

기 쉽다. 산과 인접한 지역의 이야기꾼의 이야기에는 흔히 산에 가서 일을 하는 

내용이 나오기 마련이다. 따라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있어서도 조력자의 지

역적 분포를 살피기 위해 지도상 소와 물고기의 출현 양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

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리학적 접근을 사용하여 지역에 따라 나타는 조력자 화소

의 양상을 검토함으로써 <신데렐라> 유형 설화 내에서 <콩쥐팥쥐>의 독자성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2대 조력자인 소와 물고기가 한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조력자 소가 물고기로 변한 인도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전승 지

역의 지리적 환경과 조력자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인도에서는 여섯 편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가 확인된다. <IND1>과 <IND4>

에서 조력자는 소로 나타난다. <IND2>와 <IND6>에서는 물고기가 조력자로 등장

하고, <IND5>에서는 염소로 변한 생모가 조력자로 나타나며, <IND3>에서는 조

력자가 명확하지 않지만 주인공이 초월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고 있다. 

물고기가 조력자로 등장하는 <IND2>와 <IND6>의 전승 지역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IND1>과 <IND2>는 같은 지방인 콜카타(Kolkata)에서 확인된다. 그리

고 <IND6>은 고아(Goa)에서 전승되고 있다. 콜카타는 후글리(Hooghly) 강가에 

인접하며 벵골 만(Bay of Bengal)의 해안 지대에서 약 60마일 떨어져 있다. 다

음은 인도 도시 콜카타의 지도와 <IND2>, <IND6>이 전승되는 지역의 지도이

다.243) 

241) Richard M. Dorson (ed.), Folklore methodology: An Introduc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2, pp. 479-496.

242) Christine Goldberg, "The Historic-Geographic Method: Past and Future," Christine 
Journal of Folklore Research, 1984, pp. 9-12.

243) 이하 지도들은 전승지역의 지형을 대략적으로 소개하고자 제시한 것이다. 지도의 규모나 

치수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대표적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첨부하 음을 밝힌다. 지도

상 기호는 논의 전개를 위해 필자가 표시한 것이다.



<지도 1> 인도 도시-콜카타의 지도>244)

<지도 2> <IND2>, <IND6>가 전승되는 지역245)

244) http://westbengal.gov.in/BanglarMukh/Download?AlfrescoPath=WebContent/State&Fi

leName=Kolkata.html/.

245) http://www.worldatlas.com/webimage/countrys/printpage/printpage.php?l=/webimage

/countrys/asia/outline/inout.gif/.

콜카타

고아



<지도 1>과 <지도 2>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인도의 특정 지역에서 물고기가 조

력자로 나타나는 것은 종교적 관습보다는 지역적 조건에 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조력자 물고기의 존재는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확인된다. 스웨덴의 

<SWE2>에서 강꼬치고기(물고기), 포르투갈의 <PRG2>에서 물고기로 변한 왕자, 

이탈리아의 <IT13>에서 여자로 변한 물고기, 그리고 노르웨이의 <NRW17>와 러

시아의 <RUS8>에서 물고기가 조력자로 나타난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CHN1>과 <CHN6>, 베트남의 <VET1>, <VET3>, 인도네시아·캄보디아·베트남

의 <IN+COM+VET1>, 이란의 <IRN3>, 이라크의 <IRQ 2>에서 물고기가 조력

자로 등장한다. 또 필리핀의 <PHL1>에서는 악어와 게, <PHL2>, <PHL3>, 

<PHL4>에서는 게가 주인공을 도와준다. 

이렇게 동서양의 여러 나라에서 물고기, 게 그리고 악어가 조력자로 확인되는

데 이것들이 모두 인도의 종교적인 관습에 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조력자의 피살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기존 논의

에서는 종교적 향으로 인도에서 소가 물고기로 변한다고 주장한 경우가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소가 나타나는 전승 지역을 세계 지도에서 살펴보겠다. <콩쥐팥쥐> 설

화의 조력자 가운데 소는 제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콩쥐팥쥐> 설화에

서는 소를 포함하여 새, 참새, 까마귀, 구렁이, 두꺼비, 사슴, 까마귀, 선녀 등이 

조력자로 나타난다. 소를 제외한 <콩쥐팥쥐> 설화의 다른 조력자들은 각편마다 

약간의 변이를 보인다. <콩쥐팥쥐> 설화에는 다른 조력자에 비해서 소가 나오는 

장면이 자세히 그려져 있는데 이는 다수 각편에서 확인되는 부분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인 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콩

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소는 주인공의 일(밭매기와 준비물 마련하기)을 도와주

고 의붓자매에게 처벌을 내리는 생모의 넋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소와 달리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나타나는 소는 다양한 변이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신데

렐라> 유형 설화에서 소는 도와주는 동물로 나타난다. 하지만 소의 정체성, 소가 

도와주는 일 그리고 소가 도와주는 방식은 여러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다르

게 나타난다.

소의 정체를 살펴보면 단순한 동물인 경우도 있고, <콩쥐팥쥐> 설화처럼 죽은 

생모의 넋인 경우도 있다. 또한, 몇몇 각편에서는 생모가 주인공에게 소를 주기도 



한다. 소는 주인공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옷과 신을 마련해 주는 식으로 도움을 

준다. 소는 살아서 주인공을 도와주기도 하고, 죽고 나서 그의 뼈로서 주인공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소의 지역 분포

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의 지역 분포를 살피기 전 몇 편의 예외적 경우를 소개하

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소는 주인공의 결혼이나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나타나지만 핀란

드와 필리핀의 몇몇 각편에서는 그렇지 않다. 핀란드의 <FIN1>, <FIN2>246), 

<FIN3>, <FIN4>, <FIN5>, <FIN6>, <FIN8>에 소가 주인공의 일이나 준비물을 

마련해주는 동물로 나타나지 않는다. 소가 주인공에게 부탁을 하고, 주인공이 그 

부탁을 들어주자 소는 보답으로 주인공에게 우유를 준다. 주인공과 달리 다른 여

자들은 소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불친절한 여자로 그려진다.247) 즉 이 7편에서 

소는 주인공의 친절함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한다. 주인공의 친절함을 강조하기 

위해 나타나는 소의 존재는 위에서 제시한 핀란드의 7편에 한정된다.  

그 다음은 필리핀의 <PHL1>이다. 핀란드에서 소가 주인공의 친절함을 부각시

키는 존재라면 필리핀의 <PHL1>에서 황소는 주인공을 직접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니다. <PHL1>의 결혼후일담에 마법사는 주인공의 7명의 아들을 되살리기 위

해, 약을 구하러 태양 어머니의 집을 찾으러 나선다. 약을 구하러 가는 길에서 마

법사는 나무, 사람과 황소를 차례대로 만나고 그들에게 태양 어머니의 집에 가는 

길을 물어본다. 각각은 마법사에게 길을 알려 주고 태양의 어머니를 만나면 그들

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물어봐 달라고 청한다. 이와 같이 황소는 조력자인 마

법사에게 나타나지만 주인공에게 나타나는 조력자는 아니다. 여기서 황소는 주인

공의 일이나 준비물을 마련해주는 동물이 아니라 마법사에게 도움을 주고 대신 

도움을 받는 동물이다.248) 

246) “(1) Three sisters-two wicked, one good-are to go palace to be king's servants. 

On the way eldest meets cows with milk-pail on its horns asking to be milked, 

promising milk as reward. Girl refuses lest she soil nice white hands. …(3) Heroine 

milks cow and drinks the milk; shears sheep and takes the wool; louses old man and 

gets from him a silk dress, a silver dress, a gold dress, gold shoes, gold carriage, 

and gold horse.” Marian Roalfe Cox, op. cit., 1892, p. 124. 

247) 대표적 예로, <FIN2>에 소가 주인공과 그 언니들에게 나타나는 경우이다. 원문을 32)에 

제시하 다.    

248) “He promised and passed on to the next mountain, and there he saw a black ox 



본장에서 다루고자 하는 조력자 소는 주인공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유형의 조

력자이다. 위에 제시한 핀란드의 <FIN1>, <FIN2>, <FIN3>, <FIN4>, <FIN5>, 

<FIN6>, <FIN8>, 필리핀의 <PHL1>에 나타나는 소는 주인공의 일을 직접 도와

주는 조력자가 아니기에 지리적 분포에 대해 논의하는 부분에서는 제외하겠다.  

소가 주인공을 돕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예컨대, 이탈리아의 <IT1>

에 암소는 주인공의 일을 해 주고 죽으며, 소의 뼈에서 주인공은 교회에 갈 준비

물을 얻는다. 또한, 이탈리아의 <IT2>, <IT8>, <IT10>, <IT14>에서는 조력자인 

소가 피살당하게 된다. 살아있을 때 소는 주인공의 일을 도와주는 존재이고 죽고 

나서는 그의 무덤, 뼈 또한 심장 등으로부터 주인공이 옷과 신발을 얻게 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다른 각편에서 소는 대체로 이탈리아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몇몇 나라의 <신데렐라> 설화에서는 어머니가 소로 변하는 경우가 있

다. 다음은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주인공의 일을 도와주는 소가 나타나는 전

승 지역이다.

소(황소, 송아지, 염소를 포함)는249) 한국의 모든 각편과 더불어 핀란드의 

<FIN9>, 이탈리아의 <IT1>, <IT2>,<IT8>, <IT10>, <IT14>, 스코틀랜드( 국)

의 <SCT4>, <SCT5>, <SCT7>, 아르메니아의 <AR2>, 노르웨이의 <NRW3>, 

<NRW6>, <NRW8>, <NRW13>, <NRW14>, <NRW16>. <NRW18> 러시아의 

<RUS7>, 우크라이나와 남러시아 <UR+RUS1>, 덴마크의 <DEN7>, <DEN8>, 

<DEN11>, <DEN22>, 프랑스의 <FRN2>, <FRN4>, <FRN7>, 스페인의 

<SPN3>, 스웨덴의 <SWE8>, 포르투갈의 <PRG 1>, 불가리아의 <BUG1>,세르비

아의 <SRB1>, <SRB2>, 이라크의 <IRQ1>, 인도의 <IND1>, <IND4>, 이란, 아

프가니스탄의 <IRN+AFG 1>, 이란의 <IRN1>, <IRN2>, 조지아의 <GEO1>, 중

국의 <CHN2>, <CHN4>에 나타난다.

eating nothing but earth and still fat and sleek. This animal told him how to find the 

Sun's house and wished to know of the mother of the Sun why he was always fat 

though he ate only dust.” Heidi Anne Heiner, op. cit., 2012, p. 415 

249) 여기서 다룬 조력자 소는 <신데렐라>의 주인공을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소를 말한다. 주

인공 외의 다른 인물을 도와주는 소는 다루지 않았다. 



<지도 3> 조력자 소가 나타나는 지역250)

<지도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소는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조력자로 등

장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소가 조력자로 나타나지 않은 전승 지

역이다. 지도에서 볼 수 있듯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는 조력자 소가 확인되

지 않는다. 대체로 조력자로서의 소가 등장하는 지역은 유라시아 대륙 지역이라

250) <지도 3>~<지도 5>의 백지도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tepcoloring.com/free-printa

ble-world-map-oceans/printable-clean-world-map-with-country-borders-history-worl

d-free-printable-world-map-oceans-free-printable-world-map-oceans/.

● 음식, 물건

★ 농사일 



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젓갈이 나타나는 전승 지역을 확인해 보자. 악인을 젓갈로 담는 <신데

렐라> 설화 각편은 한국 외에도 아이슬란드의 <IC2>, 베트남의 <VET1>과 인도

네시아·캄보디아·베트남의 <IN+COM+VET1>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이슬란드에서는 괴물인 계모가 친딸을 먹는 반면 

아시아의 네 나라에서는 인간인 계모가 친딸을 먹는다는 점이다. 즉, 비교적 지리

적으로 가까운 나라들에서 젓갈을 먹는 인물이 모두 ‘인간 계모’로 나타난다는 점

이 주목된다. 다음 <지도 4>는 젓갈 화소가 나타나는 지역을 제시한 것이다.

<지도 4> 젓갈 화소가 나타나는 지역

● 인간의 음식으로 나타남

★ 괴물의 음식으로 나타남 



<지도 4>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소 화소와 달리 젓갈 화소는 주로 아시아 지역

에 분포한다. 이에 소 화소와 젓갈 화소가 전승되는 지역을 하나의 지도에서 살

펴보면 다음 <지도 5>와 같다.   

<지도 5> 소와 젓갈 화소가 나타나는 지역

● 소

■ 젓갈

◆ 소+젓갈



지금까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결말에서 핵심이 되는 두 가지 요소를  고찰

하 다. 하나는 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초월적 조력자이다. 한국의 경우 이 둘은 

각각 젓갈과 소로 나타난다. 젓갈과 소는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에서만 확인되

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되는 화소들이다. 그러나 두 가지 화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은 한국이 유일하다.

한국에서 이 두 가지 화소가 모두 확인되는 이유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사회

적 특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여러 나라에서 소 대신에 물고기, 거북이, 게 그리

고 악어가 조력자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선행 논의에서는 인도의 경우 나라

의 종교적 관습 때문에 소가 물고기로 바뀌어 나타난다는 해석도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소가 물고기로 바뀌게 되는 이유를 소의 살해를 금기시하는 종교적 

관습보다는 전승 지역의 지리적 조건과 연관시켜 해석하 다. 인도를 비롯하여 

물고기가 조력자로 나타나는 모든 <신데렐라>의 전승지역은 바다나 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물고기는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확인된다. 

유럽 나라들의 국경을 확인해보면 모든 나라가 해안지역에 접해 있다. 따라서 소 

화소가 전승되는 지역의 지리적 특성이 소 화소의 유무를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반도이지만 소가 물고기로 변형되는 각편이 확인되지 않는다. 

소가 주인공의 일을 직접 돕는 조력자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다른 <신데렐라> 설

화에서 소는 주인공의 실잣기 등을 도와주다가 살해당하고, 죽은 후 소의 뼈는 

옷과 신발로 변한다. 이러한 경우 소 대신에 물고기가 나타나도 큰 차이가 없다. 

물고기가 악인에게 먹힌 후 주인공이 생선뼈로부터 옷과 신발을 얻는 것은 부자

연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이 바다에 인접하고 강이 많은 지리적 특성은 조력

자 두꺼비와 관련이 있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소가 물고기로 바뀌지 않는 대신 

두꺼비가 나타나 다른 일을 돕고 있다.

소와 마찬가지로 젓갈도 전승지역의 특성과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문화유

물론적 방법론을 취하는 연구자들은 음식과 문화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젓

갈이라는 전통 음식은 물고기와 소금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한

국의 콩쥐팥쥐에서 나타나는 물고기(두꺼비)와 젓갈은 한국 사회의 어업문화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지도 5>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전승지역 



가운데 한국은 소과 젓갈 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이와 관

련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의 지리적 위치와 농경‧어업 문화가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을 강화시킨 것으로 보았다. 또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 서사와 처벌 서

사에는 한국 전통 사화의 농업과 어업 문화가 함께 향을 미쳤다고 판단하 다.

<콩쥐팥쥐> 설화의 전반부과 후반부에서는 가부장제의 향이 확인된다. 앞서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 서사를 검토한 결과 <콩쥐팥쥐> 설화의 전반부에서 

가부장제가 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콩쥐팥쥐> 설화의 금기 

서사에 나타난 가부장제의 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첫째, <콩쥐팥쥐> 설화 이외

에 한국 설화에서 결혼 후 부부간에 나타난 금기 서사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

로 한국 <콩쥐팥쥐> 설화의 금기를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콩쥐팥쥐> 

설화의 금기 서사를 분석하여 그 가운데 가족 안에서의 남편의 위치를 알아본다.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주인공이 결혼 후에 위협에 빠지는 이유를 남편의 

금기와 관련시키지 않는다. <콩쥐팥쥐> 설화를 포함하여 <신데렐라> 설화의 결

혼후일담에서 계모와 의붓자매는 주인공의 결혼을 시기하고 질투한다. 계모가 주

인공을 없애버리려고 그 자리에 친딸을 보내려고 하는 바람에 주인공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반면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결혼 후 신랑이 부여한 금기를 

위반하여 살해당한다. 즉 <신데렐라> 유형 설화 중에서 <콩쥐팥쥐>에서만 유일

하게 금기‧위반이 등장한다.

하지만 금기는 한국의 대표설화인 <나무꾼과 선녀> 설화, <구렁덩덩신선비> 

설화 등에서 찾을 수 있는 보편적인 화소이다. 대체로 결혼 이후에 금기의 위반 

때문에 부부가 이별하게 된다. 먼저 <나무꾼과 선녀> 설화에서 나타나는 금기를 

확인해 보자. 배원룡은 <나무꾼과 선녀> 설화의 모티프와 화근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 금기를 정리하여 제시하 다. 첫 번째 금기는 “아이 셋을 낳기 전에는 날개



옷을 주지말라”이고 두 번째는 “말에서 내리지 말라”는 금기이다.251) 전자는 조

력자인 사슴이 나무꾼에게 준 금기이고 후자의 경우는 부인인 선녀가 남편인 나

무꾼에게 부여한 금기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나무꾼은 금기를 위반

한다. 선녀가 아이 셋을 낳기 전에 나무꾼은 날개옷을 선녀에게 준다. 선녀는 날

개옷을 입고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남편이 금기를 위반하여 부

부가 이별하게 된다. 나무꾼이 부인을 되찾으려고 천상으로 올라갔을 때 그는 천

상에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다. 시련을 극복한 나무꾼은 천상에서 부인인 선녀

와 재결합한다. 그런데 나무꾼은 지상에 있는 어머니를 잊어버릴 수 없어 어머니

를 만나러 내려오고, 다시 금기를 위반하게 된다. 김정은은 <나무꾼과 선녀> 설

화에서 나타나는 “말에서 내리지 말라”라는 금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다.

이와 같이 남녀결연서사에서 나타나는 금기의 위반은 부부간의 분리를 일으킨

다. 첫 번째 이별에서 남편인 나무꾼은 시련을 겪어 부인을 되찾을 수 있었지만 

다시 금기를 위반함으로써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은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사례이다. 서대석은 아르네 톰슨이 제시한 유

형분류에 따라 <구렁덩덩신선비> 설화를 “425. 잃어버린 남편을 찾아서”에 대응

시켰다.253) 여기서는 남편과 부인이 이별한 후 부인이 남편을 되찾게 된다. 선비

는 부인에게 구렁이 허물을 잘 간수하라는 금기를 부여하고 간다. 남편은 부인에

게 만약 누군가 그 허물을 불에 태우면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이라 경고한다. 서대

석은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각편들이 언니들이 허물을 찾아서 태우는 과정에

251) 배원룡, 『나무꾼과 선녀 설화 연구』, 집문당, 1993, 86쪽. 

252) 김정은, 「금기를 통한 ‘신랑 되찾기’ 서사의 의미 고찰 -한국민담과 독일민담을 중심으

로-」, 『겨레어문학』47, 겨레어문학회, 2011, 10쪽. 

253) 서대석, ｢｢구렁덩덩신선비｣의 신화적 성격｣, 『古典文學硏究』3, 한국고전문학회, 1986.  

 



서 차이를 보이지만, 주인공을 “속이거나 강제로 핍박해서 허물을 태운다는 점”

에서 유사하다고 지적하 다.254) 

<콩쥐팥쥐> 설화, <구렁덩덩신선비> 설화, <나무꾼과 선녀> 설화에서 공통적

으로 다음 세 가지의 기능이 확인된다. 첫째, 주인공이 고귀한 상대와의 결혼한

다. 둘째, 금기와 위반이 존재한다. 셋째, 위반을 한 인물이 위반을 부여한 고귀한 

상대를 되찾으려고 노력한다. 자매들은 고귀한 신분의 신랑과 결혼을 한 주인공

을 질투하여 주인공과 신랑을 헤어지게 만든다. 

던데스가 언급한 “금기(Int)-위반(Viol)-결과(Conseq)-결과로부터의 탈출의 시

도(AE)”라는 금기와 위반의 서사구조255)는 <나무꾼과 선녀> 설화, <구렁덩덩신

선비> 설화, <콩쥐팥쥐> 설화에서도 확인된다. 배원룡은 ｢나무꾼 승천형｣을 던데

스의 구조적 유형에 따라 분석하여 “결핍-기만-기만의 성공-결핍의 제거-금기-

위반-결과(분리)- 결과로부터 탈출의 시도(결합) 와 일치한다”고 주장하 다.256) 

나무꾼이 금기를 위반한 결과 선녀와 헤어지게 되고 헤어진 다음 나무꾼의 시도

가 선녀와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 다.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남편의 ‘금기(금지) -금기 위

반(위반)-남편과 분리(결과)-남편과 재회하기 위한 시련 겪기(결과로부터의 탈출

의 시도)’가 나타난다. 결혼 후일담이 붙는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이야기

꾼은 주인공과 신랑의 결혼으로만 이야기를 종결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결혼 후의 이야기를 덧붙인 것이다. 이야기꾼은 금기와 위반에서 일어나는 결과

와 결과로부터 탈출하는 시도를 결혼 후일담에서 서술한다. 금기를 지키는 것도 

하나의 시련이다. 금기를 지키는 시험에 실패한 사람은 상대를 잃게 되고, 금기를 

지키는 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결혼을 하기 전에 계모 때문에 시련을 겪지만 

그 시련은 결혼을 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다. 주인공은 고난을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한 후 신랑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이어나간다.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와 <구

렁덩덩신선비> 설화에 나타나는 금기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두 명의 

주인공은 각기 남편에게 받은 금기를 위반하는 바람에 남편과 헤어지게 된다. 

254) 위의 글, 179쪽. 

255) Alan Dundes, "Structural Typology in North American Indian Folktales," 

Southwestern Journal of Anthropology 19(1), 1963, pp. 121-130.   

256) 배원룡, 앞의 책, 1993, 89쪽.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에서 주인공이 남편과 재결합을 하기 위해 시합에 참여해

야 했다면,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남편과 결합하기 위해 환생 과정을 겪어

야 했다. 이 두 가지 민담에서 남편은 주인공을 도와주지 않고 주인공은 혼자의 

힘으로 시련을 극복한다. 금기를 지킴으로써 부부의 행복한 삶이 지속될 수 있으

며, 금기를 어기면 부부가 이별로 인한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하고 있다.

이 두 민담에서 남편은 주인공에게 금기를 주는 존재이고 주인공은 금기를 어

기는 존재이다. 주인공은 금기를 어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된다. 따라

서 주인공이 남편을 되찾는 서사가 덧붙게 되어 결혼후일담이 시작된다. 의붓자

매와 계모가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을 아무리 질투하고 해치려 했던들 주인

공이 남편의 금기만 지켰으면 남편과 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또 남편이 금기를 

주는 존재로 나타남으로써 주인공은 남편이 얻은 다른 부인과 대결해야 한다.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에서 주인공은 남편의 후처와 시험에서 경쟁해야 하 다.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남편이 후처를 얻은 것은 아니지만 주인공 행세를 한 의

붓자매가 주인공의 자리에 들어간 여성이라 할 수 있다. 의붓자매는 주인공을 죽

이지만 주인공이 꽃으로 환생을 한다. 의붓자매는 꽃으로 환생한 주인공을 아궁

이에 버리지만 꽃은 구슬로 변한다. 의붓자매는 자기 정체성을 숨기려고 신랑에

게 거짓말을 하지만 구슬에서 여자로 환생한 주인공이 신랑에게 사실을 알려 준

다. 의붓자매는 신랑을 얻으려고 또 환생한 주인공을 제거하지만, 결국 주인공이 

모든 사실을 신랑에게 알려주고 신랑은 의붓자매를 죽이는 것으로 서사가 마무리

된다.

한국 설화에서는 부부간의 금기를 어기게 되면 부부가 이별하게 되고. 금기를 

어긴 자가 시련을 극복한 후 부부의 재결합이 가능하게 된다. <콩쥐팥쥐> 설화의 

금기 서사도 이러한 서사구조를 따른다.

이제 다음은 <콩쥐팥쥐> 설화의 서사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의 서사에서 반

되는 남편의 이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신랑의 금기 그리고 의붓자매에게 속임을 당하는 화소는 

<KOR1>, <KOR2>, <KOR3>, <KOR4>, <KOR8>, <KOR6>, <KOR9>와 

<KOR10>에서 확인된다. 다음은 <KOR1>과 <KOR2>에 나타나는 금기‧위반의 대

표적인 예이다.   



신랑이 내린 금기를 지키려고 하는 주인공은 의붓자매에게 속아 금기를 위반하

게 된다. 한국의 경우 금기와 위반의 장면은 네 단계로 전개된다. 

(가) 신랑이 주인공에게 금기를 주고 간다.

(나) 주인공이 금기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다) 의붓자매가 주인공을 속인다. 

(라) 주인공이 금기를 위반하고 만다. 

주인공은 의붓자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하지만 속아서 문을 열어 주고 

만다. 의붓자매는 팥죽을 끓여 와서 자기 손이 뜨겁다고 주인공을 속인다. 다른 

257)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7권, 평민사, 1993, 267-268 쪽.

258)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1권 평민사, 1996, 136쪽. 



방법으로 주인공이 더럽다고 거짓말하기도 한다. 주인공은 결국 금기를 어기게 

되어 의붓자매에게 살해를 당한다. 

의붓자매의 악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집에 들어온 의붓자매는 주인공을 

설득하여 같이 목욕을 가자고 한다. 위에서 제시한 대목과 이어서 <KOR1>과 

<KOR2>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이 이어진다.

의붓자매는 주인공의 집에 들어가 다시 주인공에게 거짓말을 한다. 위 인용문

의 (a), (b)와 (c) 부분에서 확인한 것처럼 의붓자매는 주인공에게 목에 때가 많

다고 하면서 신랑에게 때가 보이면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한다. 결국 주인공은 

억지로 의붓자매와 함께 목욕을 가게 된다. 주인공은 의붓자매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만, 의붓자매는 이러한 주인공을 속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다. 주인

공과 의붓자매 간의 거부와 속임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진다.

(1) 거부 (금기를 지키려고 하는 주인공) → (2) 속임 (금기를 어긴 주인공) →

(3) 거부 (억지로 목욕하러 가는 주인공) → (4) 반복 (살해를 당한 주인공)

한국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두 번째 경우에 속하며, 주인공이 위협에 빠

지고 나서 주인공을 구해주는 신랑이나 다른 조력자는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

이 혼자서 환생을 겪고 원래 모습을 찾게 된다. 다른 나라의 결혼후일담에는 남

편이 준 금기와 그 금기를 어긴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는다. 

259)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7권, 평민사, 1993, 267-268 쪽.

260) 임석재 전집, 한국구전설화, 1권 평민사, 1996, 136쪽.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의붓자매와 목욕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붓자매는 주인공에게 목이 더럽다

고 하면서 신랑이 그 때문에 주인공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대목에

서 가부장제적 사고방식이 드러난다. 의붓자매는 주인공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

문에 주인공이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이야기한다. 결혼을 하고 나서 주인공에게 

신랑은 아버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붓자매는 신랑의 핑계를 대

주고 주인공을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이다.

위에서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금기‧위반을 살펴보았다. <콩쥐팥쥐> 설화

의 주인공은 남편이 부여한 금기를 위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즉, 시댁에서 

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남편의 말을 순종해야 하고 가부장제 질서를 따라야 한다

는 것이다. 즉 조력자 서사에서는 아버지, 그리고 금기 서사에서는 남편의 위상이 

잘 드러나며, 이는 한국의 가부장제 문화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 서사에서 확인되는 금기·위반과 꽃·구슬은 한국의 다

른 민담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화소들이다. 이야기판에서 두 가지 이상의 텍스트

가 섞이게 되면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 흔히 나타나기도 한다.261)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은 표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야기판에서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는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서사를 한국의 다른 민담에서 찾아내어, <콩

쥐팥쥐> 설화와 한국의 다른 구비문학 작품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탐색해보는 

데 목적을 둔다. 그를 바탕으로 재생서사가 <콩쥐팥쥐> 설화에서 등장하는 이유

를 고찰하고자 한다.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서사의 상호텍스트성은 두 가지 면에서 분석이 가능하

다. 첫째, 금기·위반, 꽃·구슬과 관련된 서사, 둘째,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서사

와 유사한 재생서사가 확인되는 문학작품이다. 즉 설화 간 상호텍스트성 및 <콩

쥐팥쥐> 설화와 고전소설 <장화홍련전> 간 상호텍스트성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261) 상호텍스트성의 주된 연구 성과로 Graham Allen, Intertextuality, Routledge, 2000; 

Richard Bauman, A world of others' words: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intertextuality, Blackwell Publishing, 2004 등이 있다. 



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되는 금기·위반, 꽃·구슬 화소는 한국의 다른 설화에

서도 흔히 발견되는 화소이다. 한국에서 금기와 관련된 서사는 <콩쥐팥쥐> 설화

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예컨대 부부간의 금기는 <구렁덩덩신선비>와 <나무꾼과 

선녀>에서 확인된다. 두 설화에서 금기의 위반은 부부간의 이별을 초래하면서 결

혼후일담을 생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금기·위반은 한국 설화 이외에 세계의 

여러 설화에서 확인되는 반면 꽃·구슬이라는 재생과정은 한국의 설화에만 특별히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서사를 살펴보자.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서사

에서 확인되는 화소들을 다루기 전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나타나는 신랑과 주

인공의 이별과 재결합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콩쥐팥쥐> 설화의 꽃‧구슬도 

그러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KOR1>, <KOR2>, <KOR3>, 

<KOR4>, <KOR7>, <KOR8>, <KOR9>, <KOR10>, <KOR11>, <KOR13>, 

<KOR15>에서 주인공이 꽃에서 구슬로 변하다가 원상태를 찾게 된다. 

이러한 주인공의 재생 과정을 <콩쥐팥쥐> 설화의 <KOR1>를 통해 살펴보자.

  

위 인용문에서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이 겪는 환생 과정은 (가)-(라)의 순

서로 나온다. (가)꽃으로 환생한 주인공이 (나)불에 던져져서 (다)구슬로 변하여 

(라)마지막으로 원상태를 찾게 된다. 꽃→구슬로 변하는 주인공은 <신데렐라> 유



형 설화 가운데 유일하게 <콩쥐팥쥐> 설화에서 확인된다.

김환희는 꽃이 한국설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보편적 화소라고 지적하면서 무속

신화인 <차사본풀이>, <원천강본풀이>, <바리데기> 등에서도 꽃을 찾을 수 있다

고 하 다.262) 그에 따라 <차사본풀이>의 자료를 제시하여 <콩쥐팥쥐> 설화와 

제주도 본풀이인 <차사본풀이>의 아주 유사한 재생과정을 제시하 다. 김환희는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논하 다.

  

김환희는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을 지적하면서 꽃‧구슬은 의미심장한 특수

성이라고 지적하 다. 본고는 자료 수를 확대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다

시 꽃‧구슬을 찾고자 하 다. 꽃으로 환생한 주인공은 <신데렐라> 설화에서도 확

인되지만 김환희가 지적한 바와 같이 꽃과 구슬이 같이 나타나는 각편은 <콩쥐팥

쥐> 설화뿐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다른 나라들의 설화에서 찾을 수 없는 

꽃‧구슬이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에만 나타난다는 점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서사에 나타나는 금기, 꽃‧구슬은 한국의 다른 설화들에

서도 발견되는 화소들이고 이들은 대체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 금기는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과 신랑을 헤어지게 만들고 꽃‧구슬은 주인공의 시련과 

재생서사를 이야기해 준다. 앞에서 <콩쥐팥쥐> 설화는 한국의 문화와 지리적 조

건에서 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전승되

어 온 설화들 간 교류에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서사도 향 받았다고 할 수 있

겠다.

262) 김환희, 앞의 책, 2007, 229쪽. 

263) 위의 책, 2007, 226쪽.



지금까지 <콩쥐팥쥐> 설화와 한국의 다른 설화 간의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하

다. 이제 <콩쥐팥쥐> 설화와 고전소설 <장화홍련전>의 상호텍스트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조현설은 <장화홍련전>에서 확인되는 재생서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논한 바 있다.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 <장화홍련전>의 재생담은 “대중들, 특히 여성독자들

의 보상심리”를 투사하고 있다. <장화홍련전>에서 자매는 낙태했다는 음모로 죽

임을 당하게 된다. 가부장제 질서 속에서 해서 안 되는 행위를 했다는 누명을 쓰

고 두 자매는 비참하게 죽는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두 자매의 죽음으로 끝나

는 작품에 전승자들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승집단은 두 자매의 고통이 

보상받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화홍련전>에서 두 자매는 다시 

살아나 행복한 결말을 맞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콩쥐팥쥐> 설화의 경우도 <장화홍련전>과 유사한 측면을 가진다.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가부장제를 상징하는 신랑이 부여한 금기를 어긴다. 가부장제 

질서를 파괴하고 그에 도전한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의붓자매에게서 죽임

을 당한다. 그런데 <장화홍련전>의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콩쥐팥쥐> 설화의 이

야기꾼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주인공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기 마련이다. 이러

한 이유로 <콩쥐팥쥐> 설화에서 주인공은 꽃과 구슬로 변하면서 재생하게 하게 

된다. 또한 아궁이라는 공간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상징적인 생명력과 생활력을 

발휘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서사와 한국의 다른 설화

들 및 서사 간에 상호텍스트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금기·위반, 꽃·구슬과 

관련된 한국 설화의 서사와 <장화홍련전>의 재생서사는 <콩쥐팥쥐> 설화와 교류

되었다.

264) 조현설, 「남성지배와 「 장화홍련전 」 의 여성형상」, 『민족문학사연구』15(1), 민족

문학사학회, 1999, 123쪽. 



이상으로 <콩쥐팥쥐> 설화의 특이화소를 살펴보았다. <콩쥐팥쥐> 설화의 결혼

후일담에는 네 가지 특이화소가 확인된다. 이 네 가지 특수 화소는 금기·위반, 

꽃·구슬이다.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악인에 대한 거부감이 있음에도 악인

을 거절하지 못하다 남편이 부여한 금기까지 위반하고 만다. 이러한 실수를 범한 

주인공은 악인에게 살해당한다. 금기를 위반한 주인공은 시련을 겪어 꽃과 구슬

로 환생하다가 원상태를 찾게 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금기와 관련된 서사는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를 반 하고 있더.  

<콩쥐팥쥐> 설화에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의 유사성이 나타나지만 특수성

도 확인된다. <콩쥐팥쥐> 설화에는 유일하게 소와 젓갈 화소가 동시에 나타난다. 

조력자인 소는 한국의 농경사회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젓갈은 음식문화와 

관계가 있다. <콩쥐팥쥐> 설화에 나타나는 소, 두꺼비와 젓갈은 한국에 농업과 

어업 사회가 공존했다는 점을 입증해 준다. 따라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 중 한

국 <콩쥐팥쥐> 설화는 한국 가부장제 문화, 농업과 어업의 공존, 한국 문학 작품 

간의 상호텍스트성을 담고 있는 서사이다.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는 한국 문화, 

지리적 조건, 이야기판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신데렐

라> 유형 설화에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다. 



본고는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신데렐라> 설화의 하나인 <콩쥐팥쥐> 설화의 

독자성을 밝혀, <콩쥐팥쥐> 설화를 <신데렐라> 설화의 판도 내에 재정립하고자 

하 다. 한국에서 전승되는 <콩쥐팥쥐> 설화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일종이

지만 그간 어권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에서는 다소 벗어나 있었다. <콩쥐팥쥐> 

설화의 번역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의 학계에서는 <콩쥐팥쥐> 설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콩쥐팥쥐> 설화

의 연구 현황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하 으며, 전술한 논의를 통해 <신데렐

라> 유형 설화 중에서 <콩쥐팥쥐> 설화가 지니는 독자성을 밝혔다.

본고에서는 <신데렐라> 설화만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논의하 다. 그러나 본고

에서 사용한 방법론과 연구 과정을 다른 설화들에 적용하여 본다면 여러 설화의 

변이형, 보편성과 특수성 등의 문제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본장의 목적은 본고에서 제시한 연구 모델을 이후의 설화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먼저 기왕의 설화 연구를 살핀 후 본고의 연구가 갖는 효율성을 평

가하고, 다음으로 본고의 연구 방법에 따라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전승되는 설

화에 대한 연구 사례를 제시해 보는 방법이다.   

주지하다시피 그간의 설화 연구는 다양한 방법론과 접근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

다. 선행 설화 연구는 전파론적,265) 역사-지리학적266), 구조주의적,267) 심리학

적268) 비교 문학적269) 등의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 다. 전파론적 방법론은 이솝

265) 테오도르 벤파이(Theodor Benfey)의 전파론 주장은 스티스 톰슨(Stith Thompson)에 

의해 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다. (T. Benfey, Pantschatantra: Fiinf Biicher indischer 

Fablen, Marchen, und Erzahlungen 2 vols., Leipzig, 1859; Stith Thompson, op. cit, 
1946, pp. 376-378).  

266) Christine Goldberg, op. cit., 1984, pp. 9-12; Kaarle Krohn, op. cit.,, 1971; 

Richard M. Dorson (ed.), op. cit., 1972. 

267) V. Propp, op. cit., 1988; D. L. Ashliman, op. cit., 1987.

268) Alan Dundes, Interpreting Folklore,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Bruno 

Bettelhim, op. cit., 1976. 

269) 박성창, 앞의 책, 2009; 이브 슈브렐 지음, 박성창 옮김, 앞의 책, 2002; 서대석, 앞의 



우화를 제외한 모든 설화의 근원을 인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자들

은 “인도는 단지 설화를 창조하고 전파한 여러 중심적 가운데 하나에 불과할 뿐” 

이라는 의견을 보인다.270) 또한 설화의 세계적 분포를 “전파에 의한 결과로 본다

는 점에서” 전파론과 “같은 맥락”271)에 있는 역사지리학적인 관점은 설화의 고형

을 찾는 데 목적을 둔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론은 설화의 전파를 증명하 으

나 설화의 다양한 화소와 서사를 집중적으로 논한 것은 아니다. 

반면 구조주의적 방법론은 설화의 화소와 기능을 중심적으로 논하 다. 하지만 

설화의 화소와 기능은 서사의 매개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구조주의 설화 연구는 

전승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설화의 변이형과 서사변이를 논의하지 않았던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의 초기 설화 연구 방법론은 설화의 서사와 그의 변이 

양상을 살피는 데 주요 관심을 둔 것은 아니다. 이와 다르게 심리학적인 관점이

나 비교 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한 연구들은 화소와 더불어 서사를 분석하 다.272) 

심리학적 분석 방법은 설화의 서사를 중심적으로 논하여 서사가 인간의 정신과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밝혔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각편의 다양성보다 

전형적인 서사나 대표적인 각편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비

교 문학적 관점의 연구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예가 본고에서 언급

한 <신데렐라> 설화의 기존 연구들이다. 한국 국내외에서 진행된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비교 연구는 <신데렐라> 설화의 전형적인 서사, 대표적인 각편, 두 

민족의 각편 등을 대상으로 삼았다.273) 

본고는 세계 각지에서 전승되는 세계문학인 <신데렐라> 설화의 각편을 연구대

책, 1994; 조동일, 앞의 책, 1996;    , 앞의 책, 1991; 조현설, 앞의 책, 1997;    , 앞의 

논문, 2001; 조진기,  앞의 책, 2006.  

270) 스티스 톰슨 著, 黃浿江 감수, 尹勝俊, 崔光植 공역, 『說話學原Q』, 계명문화사, 1992, 

465쪽. 

271) 임재해, 「비교민속학의 방법론적 성격과 비교연구의 과제」, 『비교민속학』 18, 비교민

속학회, 2000, 368쪽. 

272) 근래에 설화는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있다. 건축, 디지털 공간, 메타-구비문학적 접

근 등의 맥락에서 특정 전승 지역의 설화가 연구되는 경향이 보인다. Michael Ann William, 

Homeplace: The Social Use and Meaning of the Folk Dwelling in Southwestern North 
Carolina,  University of Virginia Press, 2004; 임재해, 「디지털 시대의 고전문학과 구비

문학 재인식」, 『국어국문학』(143), 국어국문학회, 2006; Alan Dundes, op. cit., 1979, p. 

409. 

273) 이는 본고의 서론에서 지적된 바 있다. 



상으로 하 다. 설화는 일종의 '세계문학'인데 그간 설화는 비교 문학적 방법을 

통해 연구되어왔다. 그러나 기왕의 비교 문학적 연구방법은 설화의 세계문학적 

특징을 충분히 설명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요컨대 비교문학 연

구와 세계문학의 소통은 여전히 불완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세계문학은 비교 문학과 대등한 개념으로 지적되어 왔는데, 윤호병은 

세계문학과 비교 문학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을 통해 보면 비교 문학과 세계문학은 서로 개별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가지 문학의 시공간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확인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설화 연구에 있어서 비교 문학을 통해 세계문학을 연

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어느 특정 지역에 나타나는 문학적 장

르, 주제, 형식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비교 문

학의 출발이다.275) 이 때문에 비교 문학 연구에서는 특수성(지방성)과 보편성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박성창의 다음 지적을 참조할 수 있

다. 그는 지역적인 것과 세계적인 것의 질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

다.

   

예전에는 비교 문학 연구에서 세계적인 것과 지역적인 것을 구별하 지만 최근

274) 윤호병, 비교문학, 民音社, 1994, 31쪽.     

275) 박성창, 앞의 책, 2009, 257쪽. 

276) 위의 책, 2009, 259쪽.



에는 이 두 가지가 합성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문학 연구의 패러다임에도 글로벌

과 로컬이 합성된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적용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이러한 문학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한국 설화의 연구도 글로컬라이제이션에 걸맞는 시

각을 마련하여 시의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제 한국의 지역적인 로

컬 문학과 세계의 보편적인 글로벌 문학의 합성이 이루어지면서 글로컬라이제이

션의 연구가 한국에도 적극적으로 수용되어야 할 시점이다.    

본고는 비교 문학의 방법론을 수용하되 세계적인 보편성과 지역적인 특수성을 

밝히기 위해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는 <신데렐라> 설화를 논하 다. 또한, 한 가

지 방법론을 쓰는 것보다 세 가지 접근 방법(지리학적, 비교 문학적, 문화적)을 

통합적으로 적용하 다. 즉, 본고에서 수행한 <신데렐라>와 <콩쥐팥쥐> 설화 연

구는 제한적인 분석 방법과 연구대상에 고착되지 않고 더 넓은 시야에서 <신데렐

라> 설화를 살피고자 하 다. 한국 문화와 지리적 특성의 맥락 속에서 그 화소들

과 서사적 특성을 비교해본 결과, <콩쥐팥쥐> 설화는 한국의 가부장제 사회, 신

념, 생업수단 등을 반 하고 있으며, 다른 설화나 소설 등의 서사문학 작품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신데렐라> 설화는 특정 민족이나 문화에 제한되지 않고 여러 나라에서 널리 

전승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데렐라>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간의 비교 연구

도 무리 없이 가능하 다. 그런데 <손 없는 각시>, <동물 신랑/신부담>, <나무꾼

과 선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여우누이>, <아기장수>, <구복여행>, <혼쥐

이야기> 등 역시 <신데렐라> 설화와 비슷하게 세계적 분포를 보인다. 따라서 본

고의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들 설화의 비교 연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 여기서는 <손 없는 각시> 설화를 하나

의 사례로 삼아 비교 연구 전망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277)

<손 없는 각시> 유형 설화는 주인공과 귀인의 결혼 전, 후 이야기를 담고 있

다. 전반부에서 악인의 전략으로 손이 잘린 채 집에서 쫓겨난 주인공은 귀인과 

결혼을 하고 득남한다. 후반부에서 주인공은 또 다시 악인 때문에 시댁에서 쫓겨

나거나 시댁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처하지만 결국 기적에 힘입어 다시 손을 얻게 

되고, 귀인과 재회한다. 

277)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설화들의 여러 사례가 존재하지만 그 모두를 본장에서 

다룰 수 없기에 대표적 사례로 <손 없는 각시> 설화를 선정하 다. 



<손 없는 각시> 설화에 대한 연구 역시 한국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에서 진행된 <손 없는 각시> 설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연

구 경향이 확인된다. 첫째는 특정한 지역이나 민족의 <손 없는 각시> 설화를 연

구대상으로 삼은 연구이다. 둘째는 <손 없는 각시> 설화의 서사와 그와 관련된 

소설 작품의 서사를 연구하는 것이다.278) 셋째는 <손 없는 각시> 설화를 다양한 

관점 즉 유형론279), 문학치료학,280) 여성성281), 계모학대담282) 등의 시각에서 접

근한 연구이다.283)

이 중 본고에서는 <손 없는 각시> 설화의 첫째 연구 양상 즉 전승 지역이나 민

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주목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 한국의 

제주도 지역에서 전승되는 <손 없는 각시>와 제주도 본풀이간의 연구284), 한국

외의 다른 나라의 <손 없는 각시> 설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285), 한국과 

다른 민족 간의 설화 비교 연구286)가 확인된다. 

한국 <손 없는 각시> 설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한 김헌선287)은 세계설화의 

278) 노 근, ｢이야기문학에 나타난 ‘가족 탐색’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이윤

경,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소설화와 그 의미｣, 돈암어문학 14, 돈암어문학회, 2001; 오

세정, 「<순금전>의 갈등양상과 근대적 성격」, 충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3.    

279) 김혜정, ｢<손 없는 색시> 설화의 유형 체계｣,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조희웅, 

｢손 없는 색시(AT706)｣, 한국 설화의 유형, 일조각, 1996; 김헌선, ｢<손 없는 색시>의 지

역유형oico type은 있는가｣, 설화 연구 방법의 통일성과 다양성, 보고사, 2009, 51~58쪽. 

280) 서은아, ｢<손 없는 색시>의 문학치료적 가능성 탐색｣, 국학연구 12, 한국국학진흥원, 

2008.

281) 신연우, ｢<손 없는 색시> 설화와 여성 성의식의 성장｣, 『우리어문연구』18, 우리어문학

회, 2002.

282) 우진옥, 위의 논문, 2015.

283) <손 없는 각시> 설화 연구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러한 연구들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

았던 점에서 하나의 제목아래 정리하 다. 

284) 김헌선, ｢제주도 <손 없는 색시>의 각편 비교와 여성심리적 해석｣, 탐라문화 25, 제주

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4; 정제호, 「<초공본풀이>와의 비교를 통해 본 제주 지역 <손 

없는 색시>의 자료적 성격」, 『비교민속학』56, 비교민속학회, 2015.

285) 이명숙, ｢<손 없는 색시> 설화 유형의 비교설화학적 연구－러시아 <팔 없는 처녀>를 중

심으로｣, 시민인문학 11,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286) 주종연, 「韓國의 傳來民譚과 독일 Grimm 童話 와의 比較硏究Ⅰ:  "손 없는 색시"(Das 

Madchen ohne Hande)」, 『語文學論叢』11,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1992; 손은주, ｢
<손 없는 소녀> 유형의 민담｣, 독일어문학 39, 한국독일어문학회, 2007; 박연숙, ｢<손 없

는 색시>의 한일 연구동향과 과제｣, 일본어문학 39, 일본어문학회, 2007;    , ｢<손 없는 

색시>의 한일 비교 연구｣, 비교문학 44, 한국비교문학회, 2008.

287) <손 없는 각시> 설화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김헌선의 설화 연구 방법의 



비교를 통해 <손 없는 각시> 설화의 비교 연구까지 시도하 다.288) 그런데 세계 

설화와 한국 <손 없는 각시> 설화와의 비교 연구에서 그는 한국의 <손 없는 각

시> 설화와 그 외에 세 가지 나라의 각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한국 외에 일

본, 몽고, 독일의 자료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김헌선의 연구는 기존 연구보다 

연구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일본, 몽고, 독일의 <손 없는 각시> 설화의 경우는 각편이 한 편만 제시되어 있

고, 한국의 경우에는 글방도령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작품이 주 연구 대상이라

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에 한국의 <손 없는 각시> 설화와 세계 <손 없는 

각시> 설화의 각편 간 비교 연구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289) 

이제 어권 국가의 <손 없는 각시> 설화의 연구사를 검토해 보자. 어권에서

는 <손 없는 각시> 설화 연구가 <신데렐라> 연구만큼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

실이다. 어권 <손 없는 각시> 설화의 연구에서는 <손 없는 각시>의 자료를 소

개하는 작업290), <손 없는 각시> 설화와 문헌 문학의 비교291), 심리적인 관점에

서 본 <손 없는 각시> 설화 연구292) 등이 확인된다. 

어권에서 이루어진 <손 없는 각시> 설화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손 없는 각

시> 설화에 대한 비교 문학적인 연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된다. 즉 세계 <손 없는 각시>와 한국 <손 없는 각시> 간의 연구는 아직 미

통일성과 다양성을 <손 없는 각시> 설화 연구의 중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김헌선, 설

화 연구 방법의 통일성과 다양성, 보고사, 2009.

288) 김헌선, 「<손 없는 색시> 설화 유형의 비교설화학적 연구 -세계설화의 비교를 중심으

로」, 『시민인문학』 11,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3.

289) 손은주의 “「「손 없는 소녀」 유형의 민담」」”에서도 그림형제판의 <손 없는 색시> 

설화가 중심이 되고 있다. 강은경은 “타 유형 및 타국 자료와의 비교”라는 부분에서 <손 없

는 색시>와 독일민담 손 없는 처녀의 비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강은경, 「<손 없는 색시>譚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1; 손은주, 위의 논문, 2007.

290) J. W. Knedler Jr., "The Girl without Hands: Latin-American Variants," Hispanic 
Review 10(4),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42, pp. 314-324; J. N.  Lincoln, 

"The Legend of the Handless Maiden," Hispanic Review 4(3), 1936,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 277-280.

291) J. W. Knedler Jr., “The Girl Without Hands”: a comparative study in folk-lore 
and romance, Ph. D. Harvard University 1937; Mary B. Quinn, “Handless Maidens, 

Modern Texts: A New Reading of Cervantes's the Captive's Tale,” Hispanic Issue 
123(2),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8, pp. 213-229. 

292) Alan Dundes, “The Psychoanalytic Study of the Grimms' Tales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Maiden without Hands' (AT 706),” Germanic Review 62(2), 1987, 

pp. 50-65. 



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의 연구 방법에 따라 세계와 한

국 <손 없는 각시> 설화 간 비교 연구를 시도한다면 세계 <손 없는 각시>에서  

한국의 <손 없는 각시> 설화가 갖는 독자성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고

에서 한국의 문화, 지리적 조건과 한국 <콩쥐팥쥐> 설화의 연관성을 밝힌 것처럼 

한국 <손 없는 각시> 설화의 특징에 비추어 한국 문화를 재해석하는 작업까지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상으로 가능한 비교 연구의 예시를 한국 중심으로 검토하 다. 이제 본고의 

연구방법에 따라 한국 외의 다른 전승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

을 살펴보자. 본고에서는 한국 <콩쥐팥쥐>의 위상을 규명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나 지리를 중심에 두었다. 여기에 연구 목적이 달라지면 대상

되는 전승지역의 문화나 지리에 맞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예컨대, 세계 <신

데렐라>와 인도 <신데렐라> 비교 연구, 일본 <신데렐라> 설화 비교 연구, 아이

슬란드 <신데렐라> 비교 연구, 에스토니아 <신데렐라> 설화 비교 연구 등도 충

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연구 대상을 바꾸지 않아도 연구 대상이 되는 전승 지

역이 달라지면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여기에는 연구 대상이 되는 전

승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 역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포함한다.  

나아가 본고의 연구 대상인 세계 <신데렐라> 설화의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 또

한 적지 않다. <신데렐라> 설화의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두 가지 예를 제

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데렐라> 설화처럼 학대담을 다루고 있는 설화들이

다. <신데렐라> 설화에서는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데, 세계 설화 가운데 가

정에서의 학대를 소재로 한 다른 유형의 설화에 대한 연구도 가능하다. 계모 대

신에 생모, 아버지, 언니가 등장해서 주인공을 학대하는 경우 어떠한 보편성과 특

수성이 확인되는지도 밝힐 수 있다. 

본고는 <콩쥐팥쥐> 설화의 위상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기 때문에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계모 학대담의 일종으로 다루었다. 계모나 언니들의 학대, 계모나 의

붓자매의 학대, 그리고 이야기가 시작될 때부터 주인공이 불행한 존재로 등장하

는 경우들이다.293) 일반적으로 생모는 아이를 보호해주고 사랑해 주는 존재로 간

주되지만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몇몇 각편에서는 생모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

293) 계모, 의붓자매, 부모, 언니 외에도 가끔 다른 인물(아주머니, 트롤 등)이 주인공을 학대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한 내용의 각편들의 수는 아주 적다. 여기에서는 이 유형의 각편을 

따로 살피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예컨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여러 각편에서 생모는 자기 딸인 

주인공을 버리거나, 주인공을 미워하거나 구박하는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다. 생모

가 살아있어도 주인공은 생모의 결핍, 즉 부재를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

러한 생모는 통념적으로 본다면 생모의 기능을 잃은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 한국의 <손 없는 각시> 등의 학대담

을 세계 학대담과 비교할 수도 있겠다. 가정 속에서 학대를 당하는 불행한 주인

공의 존재는 한국의 설화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 각국의 설화에서도 확

인된다. <백설공주>, <잠자는 숲 속의 공주> 등에서도 아무 죄 없는 선한 주인공

이 학대를 당한다. 

<손 없는 각시> 설화는 <콩쥐팥쥐> 설화와 유사한 학대담을 다루고 있다. 그런

데 <콩쥐팥쥐> 설화처럼 학대담이 아닌 <동물 신랑>도 본고의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될 수 있다. <동물신랑>의 주인공은 동물인 신랑과 결혼하게 되지만 결국 동

물 신랑은 후에 멋진 왕자로 변하여 주인공과 행복하게 살게 된다. 인간이 개구

리, 두꺼비, 뱀 등과 같은 동물과 결혼하는 유형의 설화인데 한국의 대표적인 예

로는 <구렁덩덩신선비>가 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뱀신랑> 설화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폭넓게 전승되고 있다.294) 

세계 <뱀신랑> 설화와 <구렁덩덩신선비> 역시 기본 화소와 서사가 동일하다고 

해도 세계 <신데렐라>와 한국 <콩쥐팥쥐> 설화처럼 전승 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

이를 보인다. 예컨대 한국의 <구렁덩덩신선비>와 인도의 <마술에 걸린 브라만의 

아들> 설화는 둘 다 <뱀신랑> 설화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뱀 가죽을 태우는 

행동이 부부를 헤어지게 만드는 반면 인도에서는 뱀 가죽이 태워지자 뱀 신랑이 

인간의 몸을 유지하게 되어 부인과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 같은 행동이 한국에서

는 부부를 분리하게 만들고 인도에서는 부부가 결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계 <뱀신랑> 설화와 한국 <구렁덩덩신선비> 설화의 비교 연구를 수

행한다면, 허물을 태우는 행동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포착되고 한국의 <구렁덩덩

신선비>의 위상이 밝혀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문학으로서의 설화 비교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

어질 수 있다. 연구 대상을 규명하는 요건(자료, 전승 지역, 화소, 서사 단락 등) 

294) 김환희,「『구렁덩덩신선비』와 외국 뱀신랑설화의 서사구조와 상징성에 대한 비교문학

적 고찰」, 『동화와 번역』4, 건국대학교 동화와번역연구소, 2002 를 참조. 



중에 하나만 바꾸어서 연구를 진행해도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방법으

로 한국의 설화들을 연구하면 세 가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한국 설화들

의 세계적 위상이 밝혀질 것이다. 둘째, 한국 설화들의 위상이 밝혀지면 한국 설

화들이 세계 연구자들의 보다 많은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국 문학과 

비교 연구를 통해서 세계문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진다.  

한국 구비문학 작품들은 한국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세계 문학 연구자

들의 적극적 관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하 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현재

의 상황에서 한국 문학은 세계 문학과의 연관 속에서 더 활발히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대일 국가 간의 비교 연구보다 세계의 맥락 속에서 한국 구

비문학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오래전부터 한국문학 연구의 초

점과 쟁점이 되어왔다. 

 한국문학을 통해서 세계문학을 연구하는 작업은 세계문학의 새로운 해석을 암

시하기도 한다. 서양 중심적 문학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을 

비교해 보면 한국문학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문학에 대한 해석 역시 하나의 전환

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서양 중심이나 동양 중심적 관점은 항상 비판의 대

상이 되어 왔다. 한국 문학은 이러한 관점에서 벗어나 시각 전환을 일으킬 수 있

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제3세계의 문학은 멀리 있고 소통이 되지 않는 나라

의 문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한국처럼 일차적으로는 ‘동양’에 속하는 나라의 

문학도 세계문학을 이해하기 위해 믿음직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295) 

한국의 구비문학작품은 한국구비문학대계, 임석재 편 한국구전설화 등에 

수집되어 있다. 이러한 설화 전집들은 한국 구비문학작품의 다양한 각편을 소개

하고 있다.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집성된 이러한 선집들은 연구자들에게 제3세계

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길을 열어준다. 한국의 다른 문학처럼 구비문학 작품도 

세계문학을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구비문학작품들은 이러한 역할

을 하기에 더 적합할지도 모른다. 구비문학 작품 가운데 세계문학적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본고에서 수행한 <콩쥐팥쥐> 설화와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비교 

연구가 지니는 의의를 밝히고 연구사적 전망을 가늠해 보았다. 이러한 비교 연구

를 통해 한국의 <콩쥐팥쥐>의 특수성이 밝혀지면서 한국 문화, 자연, 사회 등을 

295) 조동일, 앞의 책, 1996, 12쪽. 



다시 살펴볼 수 있었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한정되지 

않고, 세계에 걸쳐 광범위하게 전승되는 다른 설화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 활용한 방법론, 연구 과정, 연구 대상 등을 사례로 삼아 수많은 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세계문학․비교문학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글

로컬라이제이션 시대에 이러한 접근 방법은 더욱 중요하다. 

설화연구에 있어서 한국 문학과 세계 문학의 비교가 중요하다고 지적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본고는 한국 설화 연구의 오랜 쟁점이었던 세계 문학과 한

국 문학의 비교 문제를 다시 중요하게 다루었다는 점에 의의를 둔다. 이후의 구

비문학 연구에서 세계문학과 한국문학의 비교 연구가 더 활발하게 축적될 수 있

으리라 기대한다.

  



본고는 <콩쥐팥쥐> 설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의 비

교를 통해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과 위상을 재조명하고자 하 다. 그동안 <신

데렐라> 유형 설화와의 비교 연구가 미비한 탓에 <신데렐라> 유형 설화 속 <콩

쥐팥쥐> 설화의 위상을 밝히는 작업은 충분치 못하 다. 이에 본 논문은 <콩쥐팥

쥐> 설화 연구사에서 쟁점이었던 <콩쥐팥쥐> 설화의 독자성을 규명하고 <신데렐

라> 유형 설화 내에서 그 위상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 논의를 전개하 다.

본 연구의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신데렐라 설화군’의 유형을 재정리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를 확

정하 다. 먼저 <신데렐라> 유형 설화는 다섯 가지 화소 즉 불행한 주인공, 조력

자, 신발 분실, 신발 시험 그리고 행복한 결말을 가지고 있는 설화라고 규정하

다. 따라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서사는 불행한 주인공이 조력자의 도움

을 받아, 신발 분실과 신발 시험을 통해, 귀인과 결혼하여 행복한 결말을 맞는 내

용으로 정리된다. 또한 기본화소와 기본서사에 더하여 특정 서사나 화소를 부가

적으로 가지는 설화도 <신데렐라> 유형 설화로 정의하 다. 즉 <친절하고 불친절

한 자매 이야기>와 결혼후일담인 <검은 신부와 흰 신부 이야기>를 포함하는 <콩

쥐팥쥐> 설화도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해당된다.

이어서 ‘신데렐라 설화군’ 자료집과 민담 자료집 등에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

를 찾아내 자료 목록을 제시하 다. 서지 사항과 더불어 <신데렐라> 유형 설화 

자료 목록을 개별적으로 수록하여, 이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연구에도 기여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음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각편을 제시한 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을 분류하 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 연구는 120년 가까이 이루어졌

지만 <신데렐라> 유형 설화를 대상으로 한 하위 유형 분류는 시도되지 않았다. 

본고는 처음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기본화소를 기준으로 하여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하위 유형 분류를 진행하 다. 그 결과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두 

가지 하위 유형이 확인되었다. 첫째는 ｢처벌형｣이고 둘째는 ｢비처벌형｣이다. 이 

두 가지 유형에서 각각 두 가지 처벌 방식이 확인된다. 그것은 적극적인 ｢처벌형

｣, 소극적인 ｢처벌형｣, 소극적인 ｢비처벌형｣과 적극적인 ｢비처벌형｣이다. 한국의 



<콩쥐팥쥐> 설화는 ｢처벌형｣에 속하고 소극적인 ｢처벌형｣과 적극적인 ｢처벌형｣
이 확인된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화소, 서사와 하위 분류를 진행한 후 <콩쥐팥쥐> 설화

의 화소와 서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콩쥐팥쥐’라는 제목을 쓰는 자료 가운데 

모든 설화가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속하는 자료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이러

한 자료들은 본고의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비교 작업에서 

제외하 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 속한 <콩쥐팥쥐> 설화의 화소를 검토한 결

과,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핵심화소 가운데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특히 소와 

젓갈이 주목된다. 또한 <콩쥐팥쥐> 설화에는 특이화소로 금기‧위반, 꽃‧구슬이 나

타난다. 이후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서사 유형에 따라 <콩쥐팥쥐> 설화의 서

사를 검토하 다. <콩쥐팥쥐> 설화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 중 ｢처벌형｣에 속하

는 이야기이면서 결혼후일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밝혀 <신데렐라> 유형 설화 

가운데 <콩쥐팥쥐> 설화의 위치를 확인하 다.

제Ⅲ장에서는 <신데렐라> 설화의 핵심화소인 조력자로서의 소, 물고기가 <콩쥐

팥쥐> 설화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 사회와 설화에서 소와 

두꺼비의 상징성을 탐색하 다. 그 결과, 소는 농경사회, 두꺼비는 재물과 복을 

상징하는 동물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확인

되는 조력자의 피살, 죽음 등의 설화적 기능을 밝혀 <콩쥐팥쥐> 설화에서 소로 

변한 생모의 죽음은 낮은 가치(인간)가 높은 가치(초월적 조력자)로 전환되는 과

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 다.

이어서 처벌 방식이 되는 젓갈 화소를 검토하 다. 표면적으로 볼 때 <콩쥐팥

쥐> 설화에서 나타나는 ‘의붓자매 젓갈 만들기’ 및 계모가 젓갈로 만든 친딸을 

먹는 행위는 식인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젓갈은 식인 문화와 관련이 

없고 설화에서 흔히 확인되는 강제적인 식인 및 복수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해석

하 다.

다음으로 <콩쥐팥쥐> 설화의 특이화소인 금기·위반과 꽃·구슬을 다루었다. <콩

쥐팥쥐> 설화에서 금기는 과거와 현재 삶을 경계 짓는 역할을 한다. 주인공은 신

랑이 부여한 금기를 위반하 다가 죽음을 당한다. 살해를 당한 주인공은 나중에 

꽃과 구슬로 변하다가 다시 살아난다. 여기서 꽃은 생명의 상징물이며 약한 존재

물이다. 그런데 꽃에서 구슬로 변하면서 아궁이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조왕신 덕분에 가능하 다고 해석하 다. <콩쥐팥쥐> 설화의 주인공은 집안일 및 

농경사회와 관련된 노동을 해 본 여성이기에 조왕신이 모시는 공간인 아궁이에서 

살아남고 재생될 수 있었다.

이처럼 <콩쥐팥쥐> 설화에 등장하는 환생을 한국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자 하 다. 꽃으로 환생한 주인공은 조왕신이 모시는 장소인 아궁이에 버려지지

만, 생명력을 잃지 않고 구슬로 변해 있다가 원상태를 찾게 된다. <콩쥐팥쥐> 설

화에서 주인공과 신랑의 재결합은 주인공이 꽃과 구슬로 변하다가 원상태를 찾게 

되는 과정, 즉 시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꽃처럼 약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던 한국 <콩쥐팥쥐>의 주인공은 가정에서 모시는 신의 도움으로 구슬처럼 강

하게 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어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핵심화소와 특이화소와 관

련된 서사를 논의하 다. 먼저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 서사를 검토하 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계모가 주인공에게 시키는 일들은 언뜻 가정에서 여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세 하게 탐색해 보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비교해 볼 때 <콩쥐팥쥐> 설화의 계

모는 주인공을 학대하면서도 주변 사람과 남편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된

다. 이러한 면에서 <콩쥐팥쥐> 설화의 학대담은 특히 한국의 가부장제를 반 하

고 있다 하겠다.  

아울러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 서사와 처벌 서사에 농업사회와 어업사회의 

향이 반 된 양상을 확인하 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조력자는 2대 조력

자, 즉 소와 물고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각편 수와 전승 지역 분포를 기준으로  

하면 조력자 소는 특히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소와 

대비되는 조력자는 물고기이다. 소는 대륙에 위치한 나라들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반해, 물고기는 바다나 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나타난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조력자 소는 어머니의 넋으로 나타난다. 소로 변한 어머

니는 <콩쥐팥쥐>의 각편 대부분에 나타나면서 농사와 관련된 일을 도와주고 있

는데, 이는 다른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루쓰는 인도의 

향을 받아 소가 물고기로 변했다고 하 다. 그러나 소와 물고기가 나타나는 지

역을 살펴보면, 소의 도살을 기피하여 물고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가까

운 전승 지역에서 조력자가 물과 관련 있는 동물로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콩쥐팥쥐> 설화의 경우 소는 물고기로 변형되지 않고 소와 동시에 두꺼비가 나

타난다. 

그 다음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처벌 화소인 젓갈에 

대해 고찰하 다. <콩쥐팥쥐> 설화의 거의 모든 각편에서 악인은 결국 처벌받는

데, 이때 처벌 방식으로 젓갈이 등장하는 각편이 존재한다. 신랑은 주인공을 죽이

려고 하는 의붓자매를 난도질하여 젓갈로 담아 계모에게 보낸다. 계모는 친딸인 

줄 모르고 젓갈을 다 먹은 다음 사실을 알게 된다. 이러한 복수는 한국을 비롯하

여 아이슬란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에서도 확인된다. 이 여섯 나라는 

공통적으로 바다와 접해있고, 바닷가 근처 지역은 젓갈 음식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이슬란드를 제외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한국 등의 각편에서

는 계모와 의붓자매가 괴물이 아니고 인간으로 나타난다.

<신데렐라> 설화의 주요 화소를 전승 지역의 위치에 따라서 살핀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신데렐라> 설화의 조력자에 대하여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 다. <신데렐라> 설화의 소가 물고기로 변형되는 것은 인도의 문

화적 향보다 <신데렐라> 설화가 전승되는 지역과 관련이 있다. 소를 도살하면 

안 되는 인도의 문화 때문에 소가 물고기로 변형되었다면 소를 도살하고 먹어도 

되는 나라에서 소가 물고기로 변형될 이유가 없다. 소를 안 먹는 문화나 종교적

인 관습은 힌두교의 신도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인도의 <신데렐라> 설화 중 물고기가 조력자로 나타나는 각편들의 전승 지역을 

살펴본 결과 해당 전승 지역에 바다나 강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인도 외

에 물고기, 거북이, 게 그리고 악어가 조력자로 나타나는 <신데렐라> 설화의 전

승 지역도 해안지역이다. <신데렐라> 유형 설화에서 조력자인 소가 물고기로 변

형되어서 나타나는 것은 인도의 문화적 향 때문이 아니라 <신데렐라> 설화가 

전승되는 지리적 특징과 관계가 깊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신데렐라> 유형 설화 내에서 <콩쥐팥쥐> 설화의 특수성을 밝혔다. 

다른 나라의 <신데렐라> 설화에서는 소와 젓갈 중 하나만 확인되지만 한국은 이 

두 가지 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물과 관련된 동물인 두꺼비

가 소와 동시에 조력자로 나타나는 점, 대륙에서 나타나는 소와 해양 지역에서 

나타나는 젓갈이 모두 나타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 두 가지 양상은 한국의 지

리적 조건, 음식 문화나 사회 형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콩쥐팥쥐> 설화 주인공의 환생 과정에서 확인되는 금기‧위반과 꽃, 구슬

에 대해 다루었다. <콩쥐팥쥐> 설화의 환생과정이 특별하다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도 지적된 바 있다. 본고는 그러한 양상을 세계적인 범주의 <신데렐라> 설화 자

료를 통해 면 히 검토하여 재확인하 다. <콩쥐팥쥐> 설화에서는 신랑의 금기가 

특정한 상황을 촉발시킨다는 점이 주목된다. 금기를 비롯하여 주인공이 의붓자매

를 쫓아내려는 노력과 의붓자매가 주인공을 속이려는 노력 등이 <콩쥐팥쥐> 설

화에서 자세히 이야기되고 있다.

이어서 <콩쥐팥쥐> 설화의 조력자 서사와 재생 서사를 살펴보았다. <콩쥐팥쥐> 

설화에서 신랑은 부인에게 금기를 부여하는데 주인공은 그 금기를 어겨 살해당한

다. 신랑과 주인공은 의붓자매와 계모가 충분히 주인공을 해칠 수 있음을 인식하

고 있었지만 주인공은 의붓자매의 속임에 넘어가 살해당한다. 부부 간의 금기가 

위반되어 부부가 이별하게 되고, 주인공이 시련을 겪은 이후 남편과 재결합하게 

되는 이야기는 <나무꾼과 선녀>, <구렁덩덩신선비> 등 한국의 다른 설화에서도 

흔히 확인되는 서사구조이다.

나아가 <콩쥐팥쥐> 설화의 재생 서사가 한국 설화와 고전작품과 상호텍스트성

을 구축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콩쥐팥쥐> 설화와 마찬가지로 계모학대 서사

와 재생 서사를 가지고 있는 <장화홍련전>의 재생 서사를 비교, 검토하 다. <장

화홍련전>과 유사하게 <콩쥐팥쥐> 설화에서도 재생서사, 즉 결혼후일담이 전승 

집단의 보상 심리에 기반을 두여 전승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해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비교 연구를 진행해 본 

결과 <콩쥐팥쥐> 설화의 전 세계적 위상이 규명될 수 있었다. <콩쥐팥쥐> 설화

는 한국의 가부장제적 가족관계, 생활 문화, 민속신앙 등을 반 하는 이야기이며 

이러한 특수성은 <콩쥐팥쥐> 설화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신데렐라> 유형 설화와 <콩쥐팥쥐> 설화의 비교연

구의 의의를 규명하 다. 본고의 연구 모델은 앞으로도 <신데렐라>처럼 광범위한 

전승을 보여주는 설화의 비교 연구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본고에서 한

국 <콩쥐팥쥐> 설화의 세계적 위상을 밝힌 것처럼, 앞으로 세계 <신데렐라> 유

형 설화 연구에서 각 나라 <신데렐라> 유형 설화의 위상이 다양하게 규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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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distinct features and status 

of Korean Cinderella tale, Kongjwi and Padjwi amongst Cinderella tales 

from around the world. This has long been an unsolved query in the study 

of Kongjwi and Padjwi tales. This research thereb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between Cinderella tales from around the world and 

Kongjwi and Padjwi tales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latter.  

Following is a chapter wise summary of this research.  

Chapter Ⅱ rearranged the tale-types classified under ‘Cinderella Cycle’ 

along with determining the basic motifs and narrative of Cinderella tales. 

This process was essential to have a vivid demarcation between Cinderella 

tales and other similar tales of ‘Cinderella Cycle’. The basic narrative of 

Cinderella conveys the story of a persecuted heroine who receives 

magical help from supernatural helpers and meets a happy end by being 

able to marry a noble husband through her lost shoe and consequent 

shoe-marriage test. Cinderella tales were analysed to have five basic 

motifs and they are 1. Persecuted heroine 2. Supernatural helpers 3. Lost 

shoe 4. Shoe-marriage test and 5. Happy ending. Tales like Kongjwi and 

Padjwi were also defined as Cinderella typed tales because these tales 



included The Kind and Unkind Girls tale and White Bride and Black Bride 

tale along with the basic plot of Cinderella tale.

After defining the scope of Cinderella tales, they were classified for the 

first time as per the above five basic motifs. Two sub-categories of 

Cinderella tales could be found and they were namely; ｢Punishment type｣ 

and  ｢Non-Punishment type｣. Both of them were again sub-divided into 

Active and Passive depending upon the means employed for conveying 

punishment and pardon. Kongjwi and Padjwi tales fall under ｢Punishment 

type｣ and have Active and Passive punishments (villain nemesis).

Later motifs and narrative of Kongjwi and Padjwi tales were studied and 

it could be determined that Kongjwi and Padjwi tales have cow/fish and 

jeotgal (salted fish) as Core motifs along with taboo, flower and bead as 

Distinct motifs. Kongjwi and Padjwi tales were also found to have an 

after-marriage narrative and punishment motif and these two features 

could define the status of Kongjwi and Padjwi tales amongst Cinderella 

tales from around the world.    

In chapter Ⅲ, Core motifs and Distinct motifs of Kongjwi and Padjwi 

tales were studied. The symbolism of cow and toad in Korean society and 

folk were determined and it was found that cow symbolizes agrarian 

society and toad represents wealth and fortune in Korean folktales. Next, 

the slaughtering and death of supernatural helpers were analyzed. It could 

be established that the death of natural mother, her subsequent changing 

into a supernatural cow in Kongjwi and Padjwi tales was a conversion 

from a lower entity (Human) to a higher entity (Supernatural Helper) that 

occurs in the unreal world of folktales. Then, jeotgal found in Kongjwi and 

Padjwi tales was studied and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eating of 

daughter by the step-mother in form of jeotgal is not related with 

cannibalism culture. It rather is a way of revenge and forced cannibalism 

commonly depicted in folklore narratives.   

After studying the Core motifs, the Distinct motifs of Kongjwi and Padjwi 



tales were analyzed. In Kongjwi and Padjwi tales, taboo plays the role of 

creating a boundary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life. The heroine of 

Kongjwi and Padjwi tale breaks the taboo and is murdered by her 

step-sister only to regain her original form by changing into a flower and 

a bead. Here a flower represents a feminine and feeble existence. 

However when thrown in the fireplace by the step-sister, the flower 

changes into a bead and later the heroine regains her original form. This 

is possible as the heroine of Kongjwi and Padjwi tale has an indwell 

vitality which she had acquired as a maiden while working at agricultural 

fields and doing household chores.

   The Core and Distinct motifs were further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ir narratives. As a result, three characteristics of 

Kongjwi and Padjwi tale could be found. Firstly, the narrative of taboo and 

ill treatment by step-mother in Kongjwi and Padjwi tales illustrated 

influences of Korean patriarchy. The heroine breaks the taboo of her 

husband and is killed. This specifies that breaking taboo of a husband in a 

patriarchal Korean society signified death. The step-mother is also 

observed to be affected by the presence of her husband and the society 

when ill-treating the heroine.          

Secondly, the cow, toad and jeotgal narrative found in Kongjwi and 

Padjwi tale signifies the co-existence of agricultural and fishery society in 

Korea. In the existing research, cow to fish transformation was considered 

to be influenced by Indian religion. Cow cannot be slaughtered in Hindu 

traditions and so it was pointed that in Cinderella tales fish replaced cow 

as a supernatural helper to avoid portrayal of cow slaughtering in the 

narrative. However, in Korea both cow and fish (toad) appear as 

supernatural helpers. So, the Indian cities where fish and cow separately 

existed as helpers in Cinderella tales were re-examined and it was found 

that areas around water bodies had fish as helpers. Korea consists of 

abundant water bodies, agricultural lands, jeotgal culture and so Kongjwi 



and Padjwi tale could have both cow and toad as supernatural helpers. 

Thirdly, the after-marriage tale of Kongjwi and Padjwi tale was found to 

have substantial similarity and intertextuality with other Korean tales and 

classical novels. The woodcutter and the heavenly maiden tale, 

GureongDeong Deong SinSeonBi tale also have an after-marriage narrative 

with a similar taboo as seen in Kongjwi and Padjwi tale. The taboo 

narrative unfolds as follows. One of the partner (husband or wife) breaks 

the taboo and they get separated. The person who breaks the taboo 

undergoes various ordeal and at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tasks is 

reunited with partner. 

The after-marriage narrative of Kongjwi and Padjwi tale is also very 

close to the one in Janghwa-Hongryen-Jon. The heroine in both the 

narratives are murdered and an after story continues where they regain 

their original form. As in Janghwa-Hongryen-Jon, the regaining of original 

form in Kongjwi and Padjwi tale could also be analysed to be a resultant 

of the compensation psychology prevalent amongst the Korean masses. 

The listeners of  Kongjwi and Padjwi tale are unsatisfied when the tale 

ends with murder of the heroine and hence the heroine is restored and 

she is reunited with her noble husband while the step-sister and 

step-mother are punished. 

Thus, it could be concluded that Kongjwi and Padjwi tale is influenced 

by the Korean society, geographical conditions of Korea and other Korean 

narratives. 

Lastly in chapter Ⅳ,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explained by 

demonstrating how the research methodology applied in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further research of various other folktales. 

Keywords: Cinderella tale, Kongjwi and Padjwi tale, Cow, Fish, Jeotgal, 

Taboo, Flower, Bead, Patriarchy, Agrarian society, Fishery, Intertex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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