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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현대소설에서 찾는 신화의 유산
: 황석영의 『바리데기』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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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신화와 현대소설2)

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신화는 범속한 세상의 무의미하고 허구

적인 이야기와 완전히 구별되는 “진짜 이야기”이다.3) 도니거(Wendy

Doniger)는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는 일군의 사람들에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

1) 이 논문의 3장은 서평 「내 엄마 이야기, 우리 모두의 어머니 신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문학의 오늘』 3 (2012), 287-92에서 논했던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다. 

2) 서론에서 제기한 신화와 현대소설의 관계에 대한 주장은 졸저 『우리 시대의 신

화: 현대 소설 속 종교적 인간의 이야기』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2)의 

1장에 포함된 내용을 발전시킨 것임을 밝힌다.

3) 미르치아 엘리아데, 「신화와 신화학」, 세리기우스 골로빈, 미르치아 엘리아데, 

조지프 캠벨, 『세계 신화 이야기』, 이기숙, 김이숙 역 (서울: 까치, 

2007[199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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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공유되며 그들에게 성스러운 이야기”라고 신화를 정의했고,4) 알

렌(Douglas Allen)은 신화를 “성스러운 실재를 드러내는 참된 이야

기”라고 요약했다.5) 정리하자면, 신화는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 사실

로 받아들이거나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종교적인 이야기이

며, 이 ‘중요한 의미’는 종종 평범한 일상과 구별되는 것, 즉 ‘성스러

움’과 관련된다. 신화가 여전히 “살아있는 문화”에 사는 ‘종교적 인간

(homo religiosus)’은 신화를 통해 성스러운 존재의 위치를 정하고,

우주와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자연과 환경의 속성을 이해하며,

신화가 말하는 성스러움과 관계를 맺고, 신화 속의 사건들을 현실에

서 재현한다.6) 따라서 신화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상상력

에 근거하여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인 소설을 신화와 질적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와 대조적으로, 많은 비종교적인 현대인들은 신화와 소설을 구

별하지 않는다. 현대에는 많은 신화들이 참된 이야기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 ‘세속화(secularization)’와 ‘비신화화(demythologization)’

가 일어나기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

정녀 탄생 이야기를 참된 이야기로 믿었다면, 현대에는 자신의 종교

를 그리스도교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의 신비한 탄생 이야

기를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다. 특히 비종교인들에

게 신화와 소설은 허구라는 면에서 서로 다를 바 없게 여겨진다. 요

컨대, 신화의 의미와 가치를 수용한 종교적인 사람들은 적어도 자신

의 신화가 소설과 완전히 구별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반면, 신화를

수용하지 않는 많은 비종교적 현대인들에게 신화와 소설은 크게 다

를 바 없다.

그러나 신화와 소설의 단절성을 주장하거나 이들의 공통점으로 허

구성만을 강조한다면 양자의 근본적인 연속성과 유사성을 놓치게 되

는 셈이다. 신화의 내용과 주제는 여전히 현대소설에서도 발견되며,

4) Wendy Doniger O’Flaherty, Other People’s Myths: The Cave of Echo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27. 

5) Douglas Allen, Myth and Religion in Mircea Eliade (New York: Routledge, 

2002), 129.

6) 엘리아데, 「신화와 신화학」,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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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의 일부 기능을 소설이 담당하고 있고, 신화의 힘을 오늘날의

소설도 일부나마 공유한다. 예전에는 신화에 맡겨졌던 기능 중 상당

부분을 오늘날에는 문학작품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과 신화가 전해온

중심 주제들이 소설에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 학자들이 지적해왔다.

예를 들어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종교적 인간의 신화는 소설이

라는 “은폐되고 위장된 형태로” 현대인들에게 전해졌다고 말했다.7)

문학작품뿐 아니라, 현대의 만화, 영화 등 여러 형태의 이야기들이

종종 신화를 자료로 이용하고,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채 종교적인

신화의 내용을 반복한다. 이는 신화적 기반이 여러 장르의 다른 이

야기들로 전위되어 그 속에 가라앉아 있기 때문이다.8) 『스파이더

맨(Spider-Man)』, 『아이언맨(The Iron Man)』, 『헐크(The
Hulk)』 등 유명 만화의 원작자인 리(Stan Lee)는 “믿어 달라. 나는

의식적으로 종교적 주제를 내 이야기들 속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종교적이고 신화적인 주제들은 종종 극적으로 [내

가 만든] 만화책들 속에 한데 얽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라고 말했

다.9) 신화를 모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현대의 작가들도

가장 널리 받아들여질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신화의

주제로 회귀하게 되는 것이다.

현대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판타지 소설, 슈퍼 히어로 영화, 일부

컴퓨터 게임의 스토리 등과 같이 신화적 주제와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장르들이 있다. 이런 장르들에 비하면, ‘현대소설’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신화를 계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현대

소설의 주인공들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며, 따라서 범속

한 현실과 구별되는 성스러운 이야기 속 영웅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7) Mircea Eliade, Myth and Reality, trans. by Willard Trask (Prospect 

Heights, IL: Waveland Press, 1998[1963]), 162-93; Mircea Eliade, The 
Sacred and Profane: The Nature of Religion, trans. by Willard Trask 
(New York: harvest Book, 1987[1957]), 201-13 참조.

8) Jaan Puhvel, Comparative Mytholog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7), 2.

9) Stan Lee, “Foreword,” in B. J. Oropeza (ed.), The Gospel according to 
Superheroes: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New York: Peter Lang, 2005), 

x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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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밖에 없다. “근대소설은 영웅서사가 끝난 자리에서 시작되고, 근대

의 삶은 그런 영웅을 위한 자리를 좀체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한 평

론가의 지적처럼,10) 오늘날의 소설은 대개 범속한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나는 이 논문에서 판타지 소설이나 슈퍼히어로 만화뿐 아

니라 현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현대소설들 역시 여전히 종교적

신화를 계승한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양자의 여러 공통점 중에서

도 특히 세 가지가 두드러진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현

대소설들이 여전히 신화와 유사한 주제와 내용을 다룬다. 현대소설

이 신화를 모방한다는 것 보다는, 두 장르 모두 우리에게 친숙한 이

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신화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전부터 사용되어온 주제, 즉 신화소(mythemes)를

계속해서 재사용하는 것이다.11)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

Strauss)가 지적했듯이 신화적 사고에서 비롯된 주제는 계속 반복되

는 경향이 있고, 이 경향이 현대소설에도 이어진다.12) 신화에는 오

랜 세월 동안 지속된 인간 정신의 작용 방식이 나타나며, 이 방식은

여러 변형과 수정을 거치면서도 계속 다시 이야기된다.13) 신화에서

성스러움과 직접 관련된 종교적 의미가 제거된 소설에도 상상력을

통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신화의 힘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엘리아

데에 따르면, “수많은 신화와 신화적 모티프들은 종교적 의미와 기능

을 상실한 뒤에도 그 서사성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힘”을 유지한

10) 정홍수, 「작품해설: 소설의 조율과 승경의 발견」, 구효서, 『저녁이 아름다운 

집』 (서울: 랜덤하우스, 2009), 308.

11) Wendy Doniger, The Woman Who Pretended to Be Who She Was: Myths 
of Self-Imi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3-6. “신화소” 

개념은 Claude Lévi-Strauss, Structural Anthropology, trans. by Claire 

Jacobson and Brooke Grundfest Schoepf (New York: Basing Books, 

1963[1958]), 206-31을 볼 것.

12) 레비-스트로스, 『신화학1: 날것과 익힌 것』, 임봉길 역 (파주: 한길사, 

2005[1964]), 100.

13) Claude Lévi-Strauss, The Naked Man: Mythologiques vol. 4, trans. by 

John and Doreen Weight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0[1971]), 639,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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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4) 그래서 저자가 자신의 의도에 따라 저술한 소설이 특정한 저

자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전통 속에서 구체화”되어 받아들여진 신화

와15) 인간의 주요한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소설이 인간의 모습에 주목하는 한 신화가 다뤄온 종교적

인간들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게 되어있다. 현대소설은 신화에 나

타난 이야기들이 변형되고 재사용되어온 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둘째, 신화와 소설 모두 설득력을 지닌 이야기이다. 도니거는 ‘이

야기하기(storytelling)’가 인간의 보편적인 요소들 중 하나라고 지적

한다.16) 도니거에 따르면, 이야기하기는 직접 주장을 하지는 않으면

서도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이 힘은 “어떤 주장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녀는 이야기의 설득 방식이

단계적으로 주장을 제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

다.17) 신화와 소설은 모두 설득시키고 공감을 일으키는 이야기의 힘

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 암스트롱(Karen Armstrong)은

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는 소설이 신화와 일치하는 것은 바로 이러

한 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설득력 있는 소설(powerful novel)의 이

야기는 종종 “우리 삶의 배경의 일부”가 된다. 독자들은 소설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인공과 함께 기뻐하며 슬퍼한다.

신화처럼 소설도 “시간과 공간의 장벽을 허물고 공감을 확장하며, 그

래서 다른 사람의 삶과 슬픔에 이입할 수 있도록 하는 힘,” “다른 눈

으로 세계를 보도록 하는 힘”이 있다.18)

셋째, 설득하는 힘이 있는 소설은 종종 독자들에게 현실의 시간으

14) 엘리아데, 「신화와 신화학」, 26.

15) 레비-스트로스, 『신화학1』, 119. 

16) Doniger, Other People’s Myths, 1. 도니거는 이야기가 인간의 공통적 요소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신화는 출생, 사랑, 미움, 죽음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인간의 경험과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 혹은 사

건들 중 하나가 ‘이야기하기(storytelling)’이다. 이야기하기는 몇 안 되는 진정

으로 보편적인 인간의 공통적 요소들 중 하나이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

나 사람들은 밤에 둘러 앉아 이야기를 했다.”

17) Doniger, Other Peoples’ Myths, 2.

18) Karen Armstrong, A Short History of Myth (New York: Canongate, 

2005), 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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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벗어나는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는 신화가 오랜 세월 동안

해온 일이다. 독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설은 종교 신자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신화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다. 소설을 읽는 독자

들은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소설 속의 시간으로 들어가

는 느낌을 갖곤 한다. 엘리아데는 소설을 비롯한 문학작품을 읽는

것이 시간으로부터 탈출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엘리아데에 따르면, “문학은 다른 어떤 예술보다도 역사적인 시간에

대한 저항, 즉 우리가 살아야 하도록 운명 지어진 시간과는 다른 시

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욕망을 강하게 실현시킨다.” 소설

의 독자들이 근대화 이전의 종교적 인간들처럼 신화가 제시하는 성

스러운 시간을 자신의 삶에서 재현하지는 않지만, 신화를 대하는 종

교적 인간이나 소설의 독자 모두 “역사적이고 개인적인 시간으로부

터 벗어나 현실을 초월하는 신화적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19)

지금까지 정리한 소설과 신화의 세 가지 공통점 중에서, 이 논문

은 첫 번째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소설이 종교 신화의 주제

와 내용을 공유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두 권의 한국 현대소설을

신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한 권은 한국 무속신

화의 주요한 모티프를 채용한 황석영의 『바리데기』이고,20) 다른

한 권은 신화와의 관련성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신경숙의 『엄마

를 부탁해』이다.21) 이 두 소설에 드러난 그리고 숨어 있는 신화의

유산들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현대소설로 재창조된 신화: 황석영, 바리데기22)

19) Eliade, Myth and Reality, 192-93. 엘리아데는 『신화, 꿈, 신비』, 강응섭 

역 (고양: 숲, 2006[1957]), 34에서 “독서는... 세대를 초월하고 새로운 시간

의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고 표현했다. 

20) 황석영, 『바리데기』 (파주: 창비, 2007). 

21)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 (파주: 창비, 2008). 

22) 이 논문의 2장은 서평 「인간의 고통과 세상의 부조리의 의미를 묻는 소녀 영

웅: 황석영의 『바리데기』」, 『문학의 오늘』 2 (2012), 374-78에서 다루었



한국 현대소설에서 찾는 신화의 유산   29

2.1. 보편적 인간주의 관점에 근거한 새로운 신화

저자 황석영은 소설의 주인공 이름을 우리나라 전통 무속신화 <바

리공주>의 주인공 이름에서 따왔다.23) 바리공주는 신화의 주인공이

면서 무속종교의 무신(巫神)이자 저승신이다. 소설의 주인공이 딸만

여섯이 있던 가정에 일곱 째 딸로 태어나 잠시나마 버려졌던 출생

관련 이야기도 신화와 일치하고, 온갖 고난을 겪은 바리의 영혼이

생명수를 찾으러 저승여행을 하는 내용도 신화 <바리공주>의 줄거리

를 현대인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방식으로 재창조한 것이다.24)

소설 『바리데기』는 전통 무속종교가 인간과 우주를 이해해온 관점

을 자연스럽게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소설 속에서 일어나는 비과학

적이고 초자연적인 사건들은 억지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 신화적인

이야기가 현대소설 속에서 설득력을 확보한 것이다.

소설에서 바리는 영험한 무당의 능력이라고 믿어져온 성스러운 힘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바리의 고조할머니는 소위 “큰무

당”이었고, 이 내력이 증조할머니와 할머니를 거쳐 바리에게까지 이

어졌다. 소설의 배경인 북한 사회가 “미신행위”(16)를 엄격히 금지하

기 때문에 공공연히 드러낼 수는 없지만, 바리의 할머니는 귀신을

알아보고 미래를 예견하는 등 평범한 인간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가졌

다. 바리 역시 이미 다섯 살 때부터 귀신과 이야기하고, 죽은 사람의

넋을 보며, 벙어리의 ‘말’을 알아듣고, 키우는 개와 대화하며, 사람들

의 과거를 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이 초자연적인 힘은 바리가

성장하면서 점점 발전되어, 원할 때마다 자신의 영혼을 “껍데기

인”(129) 몸에서 분리시켜 저승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게 되는 경

지에 이른다. 소설에는 어떻게 이런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지에 대

한 설명은 나오지 않는다. 바리는 그저 “이상한 능력”(20, 107) 또는

“소질”(170, 181)을 지닌 “이상한 아이”(109), “대단한 아이”(174)라

던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다. 

23) 이 신화는 우리나라 거의 모든 지역에서 전해져왔으며, <바리데기>, <무조전

설>, <오구풀이>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24) 서대석, 『무가문학의 세계』 (파주: 집문당, 2011), 199-2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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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묘사되며, “통령(通靈)”(233) 등의 신비 체험은 “무엇인지 모르

는”(85) 어떤 존재와의 교류라고 말할 뿐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신화

가 ‘범속한 것과 구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신기’하고 ‘이

상’하고 ‘이례적’이라고 묘사해온 ‘성스러움’의 범주와 정확히 일치하

는 기술이다.25)

주인공이 일상과 구별되는 성스러운 능력을 소유하고 있고, 과학

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그녀 주변에서 발생

한다는 것은 현실성에 기반을 둔 현대소설에서는 자칫 설득력을 얻

기 어려울 수 있는 진술이다. 황석영이 재창조한 신화 『바리데기』

는 우리나라의 무속종교 신화의 내용과 진술 방식을 활용하는 동시

에, 이를 넘어서 보편적 종교관의 틀로 재구성한 ‘새로운 바리데기

신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6) 황석영은 마치 종교 신화가 공동체

구성원의 공통된 신앙에 의지하는 것처럼, 보편적인 인간주의 관점

에 호소하여 현대의 독자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이는 세계의

다양한 종교들이 동일한 궁극적 실재와 관련된다는 인간 중심적인

종교관에 잘 나타난다. 바리는 북한을 탈출하여 온갖 고난을 겪은

후 정착한 영국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인 압둘 할아버

지와 친분을 맺고 그의 손자 알리를 만나 결혼한다. 영국에서 태어

난 알리는 엄격한 이슬람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히

세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파키스탄에서 건너온 압둘은 늘 쿠란

을 읽는 독실한 무슬림이다. 바리는 시할아버지 압둘을 통해 이슬람

25) 엘리아데, 『신화, 꿈, 신비』, 18: Mircea Eliade, Patterns in Comparative 
Religion, trans. by Rosemary Sheed  (New York: Sheed & Ward, 

1958[1949]), 12-14, 23-24.

26) 이 소설에는 우리나라 전통 무속종교의 세계관을 그대로 이어받은 지점들도 명

확히 나타난다. 바리의 종교적 능력이나 행위 방식은 전통 무속인과 뚜렷한 연

속성을 드러내며, 영혼과 저승에 대한 이해 역시 무속적 세계관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바리가 저승여행을 하며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나, 죽은 영혼을 

위해 넋풀이를 하는 대목 등에 분명히 나타난다. 아프리카 토착종교의 주술사 

베키와 바리는 천당이나 지옥의 구별이 없는 저승의 이해를 공유하는데, 이는 

이슬람교나 기독교, 나아가 불교와는 확연히 다른 샤먼적, 혹은 토착종교적 세

계관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 170-71, 241, 273-80 등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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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를 접하게 되면서 “알라신”이 한국 무속종교의 “하늘님”과 같은 존

재라고 이해하게 된다(225). 또한 압둘과 바리는 이슬람교, 불교, 도

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들이 결국 같은 우주의 궁극적 섭리를 다

른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데 동의하기도 한다(226). 황석영은

다양한 이름의 신들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동일한 경험을 하는 인간

의 관점에서 본다면 경험의 대상을 구별하는 일이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전통종교의 관점을 넘어서는 인간 중심적인 종교

관을 제시한다. 그는 종교 간의 갈등이 현대 세계의 큰 문제 중 하

나라고 진단하며, 바리를 통해 갈등을 넘어서는 통합적이고 인간주

의적 종교관의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황석영의 보편적 인간주의 관점은 주인공 바리가 세상의 정의에

의문을 던지고, 고통과 부조리의 의미를 찾아 나서고, 나아가 이를

인간애에 입각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구원자의 이미지로 그려지는 데

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바리가 스스로 고통

당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신화 속 영웅의 후예라는 것을 밝히고, 소

설 『바리데기』가 인간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구성된 신화에 근거하

고 있음을 보이도록 하겠다.

2.2. 자신이 고통당하며 세상의 고통을 치유하는 영웅의 신화

바리데기를 논하는 사람들은 대개 소설의 현실적 배경인 1990

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북한의 비참한 경제적 상황과, 황석영이 그

원인으로 지목한 “세계화 체제의 그늘”(298)에 주목한다. 「작가 인

터뷰」에 밝혔듯이, 이 소설에서 황석영은 삼백여만 명이 굶주려 죽

어간 북한의 현실과 이에 대한 강대국의 위선적 인권 논리를 부각시

키고자 했다. 황석영이 국제적인 양극화와 테러의 현실의 배경에는

“힘센 자의 교만”과 “힘없는 자의 절망”(290)이 있다고 보며, 전자를

비판하고 후자를 동정해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여

기서 나는 소설 속에서 세계화 체제와 양극화 등 현실적 문제의 해

결책이 바리의 종교를 통해 제시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바리데기에 나타나는 종교 신화의 유산을 저승, 죽음, 신접, 무

속 등 소설에 나오는 소위 명백히 종교적인 주제에만 한정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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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보다는 주인공 바리가 이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가 지닌 ‘의

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끊임없이 찾고자 한다는 점을 더 강조

해야 할 것이다. 바리는 대기근과 굶주림, 가족들의 죽음과 가정의

붕괴, 비참한 난민생활, 남편의 포로수용소 억류, 어린 딸의 죽음 등

계속되는 고통의 의미를 끊임없이 묻는다. “모든 실존적 위기는 세계

의 현실과 세계 속에서의 인간의 현존을 모두 다시 한 번 의문에 붙

이는 것”이며27) “인간 존재가 근본적으로 종교적”인 이유는 “삶의 의

미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때문”이라는 엘리아데의 지적에 비추어보

면,28) 극심한 위기와 고통을 겪으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고

통과 부조리의 의미를 묻고 나아가 해결책까지 제시하고자 한 바리

의 태도야말로 매우 종교적이다.

소설에 여러 번 등장하는 바리의 저승여행 중, 죽은 영혼들은 바

리에게 “우리가 받은 고통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왜 여기 있는지

“(268), “어째서 악한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는지”(269), 그리고 “우리

의 죽음의 의미”(270)가 무엇인지 묻는다. 바리는 “그 질문의 의미조

차 알지 못한 채”(270), 생명수를 가지러 서천의 끝으로 다녀오는

길에 답해주겠다고 한다. 무속신화의 주인공 바리공주가 죽은 사람

도 살리는 생명수를 얻어온 반면, 소설의 주인공 바리는 고통과 죽

음의 이유에 대한 답을 얻는다. 그녀는 세상의 소외된 자들이 당한

고통은 “사람들의 욕망 때문”(282)이라고 답하며, 체제와 계급 간의

갈등 속에서 죽은 사람들에게는 인간들의 “절망”과 가진 자들의 탐욕

스런 “갈등”이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말한다. “악한 것이 승리하

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자는 아무도” 없으며 “이

승의 정의란 늘 반쪽”(282)이라고 답하여 악, 정의, 승리에 대한 다

른 방식의 이해를 제안한다.

바리가 삶의 의미에 대하여 말하는 방식은 철학자나 사상가들이

지적으로 대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바리는 마

치 이러한 고통과 부조리를 자신이 짊어진 것처럼 “가슴이 미어지도

27) Eliade, The Sacred and Profane, 210.

28) Mircea Eliade, Ordeal by Labyrinth: Conversation with Claude-Henri 
Rocquet, trans. by Derek Coltm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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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유를 찾는다(283). 이런 면에서 황석영이

빚은 바리는 자신의 고통을 통해 세상 전체의 고통과 정의의 문제에

답하는 신화의 영웅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종교사회학자

벨라(Robert N. Bellah)는 동아시아 전통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영웅

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동아시아에는] 정복하는 영웅이나 고통당하는 영웅은 있으나, 서양적
인 의미에서 ‘비극 작품 속의’ 영웅은 없다. 자신의 고통 때문에 우주 그
자체의 정의(justice)에 의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영웅 말이다. 한 마디
로, 중국에는 구약성서의 욥과 같은 인물이 없는 것이다.29)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황석영이 빚은 바리는 자신의 고통

을 통해 세상의 존재 방식에 의문을 던진다. 소설에서 바리가 북한

을 탈출하여 중국에서 힘겹게 생활하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

기며 영국까지 건너가는 고난의 과정은 “예전 아기가 아니라 큰 만

신[‘큰무당’의 다른 표현] 바리가 되는”(125) 시련의 과정이라고 설명

된다. 힘겨운 통과의례의 ‘전이’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존재로 거듭

난 큰 만신 바리는 자신의 시련과 고통을 감내하는 것에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의 고통과 부조리에 의문을 던진다.

바리는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의 이유를 찾기 위해 긴 고난의 세월을

살아내는, 벨라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주의 정의’ 문제와 씨름하는

영웅인 것이다.

황석영은 전통 무속신화의 바리공주 역시 세상의 고통과 정의의

문제에 답하는 영웅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작가 인터뷰」에서 그

는 신화를 구송하는 무당들이 바리공주의 후계자로서 “고통 받은 고

통의 치유사,” 또는 “수난 당한 수난의 해결사”임을 자처하는 것을 지

적하며, 바리공주는 결국 “생명의 공주” 혹은 “소생의 공주”라고 해석

할 수 있다고 말한다(294). 모든 인간이 경험하는 고통 및 부조리의

의미와 그 해결책을 구하는 바리를 그려내기 위해, 황석영은 자신의

새로운 해석이 덧붙여진 <바리공주> 신화를 제시한다. 원래 <바리공

29) Robert N. Bellah, Beyond Belief: Essays on Religion in a Post- 
Traditionalist World (Berkeley: UC Press, 1970), 95. 필자의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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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신화에서 바리는 단지 아버지를 살릴 약수를 찾고자 했다. 자신

을 버린 아버지가 죽을병에 걸리자 그를 살릴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

서역 서천으로 떠나고, 온갖 고난을 겪은 후 생명수를 구해와 아버

지를 살리고 그 공으로 무신(巫神)이 되는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소설 속 바리의 할머니가 들려주는 버전의 <바리공주> 신화에서 바

리공주는 부모님뿐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생명

수 약수를 구하러 서역 서천에 가는 것으로 묘사된다(80). 그러나

황석영이 전통신화를 왜곡하여 각색한 것은 아니다. 신화의 내용만

본다면 바리공주가 단지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떠난 것은 사실이지

만, 신화가 구연되는 지노귀굿이나 오구굿 등의 의례가 수행되는 맥

락에서 바리공주의 아버지는 죽은 모든 사람을 나타내며 무신 바리

는 죽은 모든 사람의 넋을 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황석영의 해석에 따르면, 신화의 바리공주와 소설의 바리 둘

다 세상의 고통을 몸으로 겪어내며 그 고통을 해결하는 구원자인 것

이다. 무신 바리공주가 모든 사람의 넋을 달래는 존재인 것처럼, 황

석영의 바리는 자신의 고난의 여정을 통해 세상 모두의 고통과 부조

리를 어르고 달랜다.

앞서 언급했듯이, 신화에서 바리공주는 서역 서천에서 생명수를

가져와 죽은 아버지를 살리는 반면, 『바리데기』의 주인공 바리는

생명수를 가져오지 못한다. 하지만 황석영은 세상을 살릴 생명수를

보편적 인간주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한다. 황석영의 바리는 꿈

속에서 생명수를 찾아 저승여행을 떠나, 온갖 시련을 겪은 후 생명

수가 있는 곳까지 간다. 그곳을 지키고 있던 무서운 마왕에게 구리

거울을 비춰 그를 노쇠한 노인으로 변하게 만들고 바리가 물었다.

“생명의 물은 어디 있죠?” 노인은 답한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있나.

저 안에 옹달샘이 있긴 하지만, 그건 그냥 밥해 먹는 보통 물이

야.”(279-80) 바리는 그 물을 마시지만 가지고 돌아올 수는 없었다.

꿈에서 깨어나 자신을 돌보던 시할아버지 압둘에게 “세상을 구해낼

생명의 물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라고 탄식하며, 세상을 구할 생

명수를 찾아 헤매는 긴 꿈을 꾸었다고 말한다(286). 바리의 이 말에

대한 압둘의 대답에, 부조리와 갈등으로 가득 찬 21세기 초반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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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계를 구할 수 있는 생명수가 무엇인지에 대한 황석영의 생각이

담겨있다.

희망을 버리면 살아 있어도 죽은 거나 다름없지. 네가 바라는 생명수
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다만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남을 위
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 어떤 지독한 일을 겪을지라도 타인과 세상에 대
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 (286)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통해서

만 온갖 고통과 부조리로 가득한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 황석영은

자신만의 구원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은 스스로를 구원

하기 위해서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려야 한다”고 경고한다. 남을 위

해 흘리는 눈물이 “세상을 구해낼 생명의 물”이며, 황석영이 재창조

한 인간주의적인 신화가 제시하는 생명수인 것이다.

이 소설은 런던 도로 한가운데서 버스가 폭파되어 많은 사람이 죽

고 다치는 비극적 테러의 장면으로 끝난다. 그러나 작가는 비극의

현장 속에 희망의 싹을 남겨둔다.

도로 한가운데서 버스가 폭파되었다. …… 아가야, 미안하다. 나는 부
른 배를 잡고 헐떡이며 걷다가 그렇게 중얼거렸다. 알리와 나는 길을 메
운 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차들 사이를 이리저리 돌아서 길을 건너갔
다. 내가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닦으면서 걷다가 돌아보니 알리도 울
고 있었다. (292)

이 눈물은 절망과 원망 때문에 흘러나온 것이 아니다. 타인과 세

상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은 바리와 알리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

해, 그리고 세상을 구해내기 위해 흘리는 눈물이다. 황석영은 이 눈

물이 바로 생명수라고 말함으로써, 보편적 인간주의에 근거한 구원

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3. 엄마 이야기 속에 숨겨진 신화: 신경숙, 엄마를 부탁해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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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모두가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근원, 어머니

널리 알려진 대로,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어머니에 대한 아

들의 열망을 성적 욕망으로 설명했다. 남자아이는 어머니에게 매력

을 느끼게 되어 있고, 그 결과 오이디푸스콤플렉스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31) 엘리아데는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프로이트가 어머

니의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이미지들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엘리

아데는 남자아이가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

님을 분명히 말하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갈망을 성적인 욕망만으로

는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모든 사람들의 근원으로

서 어머니의 상징적 의미를 강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니에

대한 갈망을 품는 것은 본원적 통합성을 갈망하는 인간의 속성과 관

련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갈망하는 대상은 실제 자신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어머니에 대한 총체적인 상징적 이미지들과 관련된 것이

다.32)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는 어머니에 대한 갈망이 근원과의 통

합을 추구하는 인간의 속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엘리아데의 다소 추상

적이고 모호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준다. 이 소설은 실종된 어

머니에 대한 가족 구성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인간이 품고 있는 어

머니를 향한 기대, 갈망, 죄스러움에 대해 말하고,33) 나아가 그 뒤

30) 이 논문의 3장은 서평 「내 엄마 이야기, 우리 모두의 어머니 신화: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문학의 오늘』 3 (2012), 287-92에서 논했던 내용을 

발전시킨 것이다. 

31) Sigmund Freud, Totem and Taboo, trans. by A. A. Brill (Mineola, NY: 

Dover Publications, 1998[1913]), 109~14. 

32) Mircea Eliade, Images and Symbols: Studies in Religious Symbolism, 

trans. by Philip Maire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1952]), 14. 엘리아데가 말하는 상징의 다면적 의미에 대해서는 

Patterns, 450 참조. 

33) 엄마에 대한 가족들의 감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는 졸고, 「내 엄마 이야기, 우

리 모두의 어머니 신화」, 288-89를 참조할 것. 『엄마를 부탁해』는 어머니

로부터 나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 

때로는 눈물짓게도 하는 우리 개인들의 엄마 이야기이다. 이 소설은 엄마의 희



한국 현대소설에서 찾는 신화의 유산   37

에 있는 보편적 어머니에 대한 신화의 유산을 보여준다. 우리 모두

는 어머니로부터 나왔고,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의 근원이다. 태어나

자마자 입양되어 어머니에 대한 기억조차 없는 사람들도 자기를 낳

아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는 결국 자신

의 근원을 그리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평범한 여인은 엄마가

되면서 자기 자식의 근원이 된다. 그러나 엄마가 된 여인도 돌아갈

근원을 갈망하는 평범한 한 사람이다. 『엄마를 부탁해』에서 엄마

박소녀는 죽어서 시댁에 남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 품속으로 돌아가

고 싶어 한다. 신경숙은 개별적인 한 명의 엄마를 신화 속 영웅으로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엄마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으로서의 어머니에 대한 갈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3.2. 엄마와 어머니 여신

엄마를 부탁해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엄마의 희생과 가족들

의 미안함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나 개인의 엄마

이야기’이다. 그것이 이 소설의 전부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신경숙이

특정한 한 엄마 이야기를 통해 신화에 흔히 나타나는 여신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신경숙은 내 엄마의 모습 속

에서 생명과 풍요의 원천이며, 우리가 나온 근원이자 결국은 돌아가

안식하게 될 고향인 어머니 여신의 속성을 보여준다.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해져온 어머니 여신에 대한 신화가 『엄마를 부탁해』에

이어진 것이다.

한 여성이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순간, 개별적 인간인 동시에 보

생과 가족들의 미안한 감정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엄마가 얼마나 가족

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를 무심히 받아들이기만 한 가족들은 엄마에게 얼

마나 큰 빚을 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순한 내용

의 소설 속에서, 신경숙은 특유의 섬세한 관찰과 정겨운 필치로 엄마와 가족들

의 관계를 따뜻하게 그려냈다. 자식에 대한 엄마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자부심

과 기대를 한국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포착했고, 시골집 풍경부터 주인공

들의 표정과 심리까지 독자들의 눈에 직접 보여주듯 생생하게 그려냈다. 게다

가 유명 여류 작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하듯 내용을 전

개하여 현실감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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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적 어머니로 규정된다. 이를 주인공의 여동생은 “엄마는 처음부터

엄마인 것으로만” 여겨진다고 표현한다(261). 개별적인 인간으로서

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도 엄마로 규정되는 순간부터 감당할 수

있게 되지만, 동시에 개별적 인간으로서의 인격이 상실되기도 한다.

자식들은 엄마가 없어진 후에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 아파한다. “엄

마는 엄마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해내며 살았던 것 같아. 그러

느라 엄마는 텅텅 비어갔던 거야.”(260) 개인으로서의 “엄마가 할 수

없는 일” 중에서 자신이 지닌 능력 이상의 힘을 내어 자식들을 돌보

고 가정을 지켜온 것이 있음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뿐이 아니다. 신경숙은 내 엄마의 이야기를 보편적 어머

니 여신의 신화와 성공적으로 결합시킨다. 신화에서 땅과 동일시된

어머니 여신, 즉 지모신(地母神)은 자신에게서 나온 모든 것에 생명

을 부여하는 존재이다. 땅과 어머니는 모든 존재하는 것의 토대이자

생명의 모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인류는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옛날부터 자식들의 생명이 엄마의 몸에서 자라나는 것처럼 모

든 생명들이 어머니 여신의 손길 속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땅 속에 식물이 자라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생명이 자라

는 것이며, 금속과 광물도 어머니의 품속에서 점점 성장하는 것이라

고 이해했다.

또한 어머니 여신은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 즉 생명을 다하고

죽는 자식들을 받아들인다. 많은 고대인들은 자신들이 “흙에서 난

몸”이며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다.34) 어머니의 몸인 땅은 새

로 태어나는 생명체는 물론 죽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들도 관장

한다고 여겨졌고, 식물은 물론 동물이나 사람도 어머니의 일부인 흙

으로 만들어져 다시 어머니에게로 돌아간다고 생각되었다. 고대 이

집트 신화의 어머니 여신 하토르와 이시스는 생명을 태동시키는 동

시에 사자(死者)가 명계에서 살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스 신화

에서 데메테르는 풍요의 여신이면서 죽은 자들을 돌보는 여신이기도

했다. 바빌로니아의 이슈타르 여신 역시 풍요를 주관하면서 명계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엘리아데의 말을 빌려 정리하자

34) 『창세기』, 3:19 (구약성서 개역개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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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어머니 대지의 전체적인 과정 중 두 개의

다른 국면에 불과하다. 삶은 단지 땅의 자궁으로부터 분리된 것이고

죽음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35)

엄마를 부탁해의 엄마 역시 생명을 부여하는 동시에 죽은 영혼

이 다시 돌아갈 대상인 대지의 여신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먼저, 엄

마의 “손은 무엇이든 다 살려내는 기술을 가졌다”는 말에 주목해보자

(160). 엄마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지모신과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내의 부재로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회상 속의 엄마는

풍요의 여신의 모습이다. 엄마는 봄이면 암탉이 알을 품도록 해서

깨어난 병아리를 거의 죽이지 않고 키워냈고, 엄마가 텃밭에 씨를

뿌리면 너무나 풍성한 결실이 맺혔다. 감자, 당근, 고구마, 가지 등

무엇이든 뿌리는 대로 “푸른 새싹이 아우성을 치며” 올라올 정도였

다. 엄마의 “손이 닿으면 무엇이든 풍성하게 자라났”고, 엄마의 “손길

이 스치는 곳은 곧 비옥해지고 무엇이든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160). 아버지는 엄마가 한 밥은 신기하게도 누구나 배부르

게 만든다고 말하기도 한다. “다들 당신의 아내가 짓는 밥은 살찌는

밥이라고들” 했고, “다른 동네 사람들도 당신 집 일을 하러 오려고들”

할 정도였다. 엄마가 “내오는 샛밥을 먹으면 뱃속이 든든해 일을 곱

으로 하고도 배가 고프지 않다고들 했다”(172-73). 엄마가 버려진

동네 아이들을 먹이고 고아원 아이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것

도 어린 생명을 돌보는 여신의 모습과 겹쳐진다. 어머니 여신의 몸

인 땅은 모든 생명을 움트고 자라게 한다는 오래된 신화의 믿음이

『엄마를 부탁해』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이 어머니 여신은 개인의 엄마를 넘어선, 신화에서 여신으로 표상

되는 원형적 어머니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엄마를 통해 이러한 원형

적 어머니의 신화를 경험한다. 『엄마를 부탁해』에서는 내 엄마가

신화 속 원형적 어머니인 마리아와 동일시되고 있는 장면에서 이것

이 가장 잘 드러난다. 바티칸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안고 있는 마리

아 상을 보았을 때, 주인공은 “생생하게 엄마의 체취가 되살아났다”

고 말하며, 어느 해 겨울 추운 날씨에 꽁꽁 언 손을 녹여주던 자신

35) Eliade, Patterns,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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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엄마의 모습은 아들을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281).

어머니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며 창조의 원형이기 때문에 어머니

신화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삶을 새롭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주인공이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습관적으로 엄

마를 생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엄마를 생각하면 무엇인가 조금 바

로잡히고 내부로부터 뭔가 다시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 같았으니

까.”(280)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신화적 원형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가톨릭의 미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

례적으로 재현하며 불교인들이 석가탄신일에 연등을 달아 세상을 밝

힌 붓다의 삶을 재현하려는 것처럼, 종교적 인간은 의례를 통해 신

화적 태초에 일어난 일, 즉 원형적 사건을 반복하여 삶의 유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 내 엄마의 이야기에서 어머니의 신화를 발

견하는 사람에게는 엄마가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원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어머니의 신화는 우주 창조 신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주 창조 신화가 모든 것의 시작을 다루는 ‘기원의 기원 신

화’이자 ‘모든 신화의 원형’이라는 면에서 근원을 말하는 어머니 신화

와 연결되며, 우주 창조 신화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본원적 통합

성’이라는 것도36) 통합의 대상으로서 어머니와 관련된다. 주인공이

엄마를 생각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힘을 얻으려 한 것

역시, 많은 문화의 신년제의에서 의례적으로 우주 창조 신화를 반복

하여 잘못된 것을 없애고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려 했던 것이나, 주

술사들이 병자를 치료하면서 우주 창조 신화나 기원 신화를 암송하

여 병을 없애고 새로운 몸이 되도록 한 것과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

을 것이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듯이, 『엄마를 부탁해』에는 죽어서 다시 돌

아갈 고향으로서의 어머니 역시 분명하게 나타난다. 주인공은 “고통

을 감당하다가 죽음에 이른 아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비

탄”에 빠진 모습이었으나, “아들의 팔과 다리가 어미의 무릎에서 평

36) Eliade, Patterns, 40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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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롭게 늘어져” 있었고, “아들은 죽어서도 위로 받고 있었다”고 말한

다(280-81). 엄마는 우리가 나왔으면서 또한 다시 돌아갈 근원이다.

주인공의 엄마도 신화적 어머니의 무게를 벗어 던지고 자신의 엄마

에게 돌아갔다. 엄마는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며, 결국 그 자신도

근원을 갈망하고 근원으로 회귀하고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37)

소설에서 죽은 엄마의 영혼은 죽어서도 아내이자 엄마로 규정되는

것을 힘겨워한다. 오십 년도 넘게 살며 도리를 다 했으니, 더 이상

이 집 사람이고 싶지 않다며 선산의 가묘에 정착하기도 싫다고 말한

다. 엄마의 영혼이 쉴 곳은 “내 집”, 곧 자신의 엄마의 집이다. “그냥

나는 내 집으로 갈라네요. 가서 쉬겄소.”(249) 엄마는 “나에게도 일

평생 엄마가 필요했다”고 말한다(254). 아무 기억도 하지 못하는 엄

마가 길을 잃고 떠돌 때도, 엄마의 머릿속에는 “세 살 때 내가 뛰어

놀던 그 마당”만 선명하게 떠올랐다. 수십 년간 그저 엄마이기만 했

던 여인 박소녀는 죽은 영혼이 되어서 자신이 태어난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엄마의 품에 안긴다. 너무 걸어서 뼈가 보일 정도로 심하게

상처가 난 발을 보며 슬픈 표정으로 죽은 딸의 영혼을 안아주는 엄

마의 엄마는, 주인공의 엄마가 사산한 아이를 안았을 때의 모습과

같았고 죽은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기도 했다. 엄

마를 포함한 누구나, 지친 우리 모두를 감싸 안는 어머니의 품을 그

리워하고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어머니는 우리가 나왔고 다시

돌아갈 근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은 “창세기 이래 인류의 모든 슬픔

을 연약한 두 팔로 끌어안고 있는” 마리아 상을 보며 눈물을 흘린다.

마리아에게 주인공은 “엄마를 잊지 말아달라고, 엄마를 가엾이 여겨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다. 하지만 ‘엄마를 부탁하나이다’라고 엄숙

하게 기도하는 대신, 마치 자신의 엄마에게 말하듯 “엄마를, 엄마를

부탁해”(282)라고 읊조린다. 성모(聖母) 마리아는 나의 엄마와 엄마

의 엄마를 포함하는 원형적 엄마의 표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간 『엄마를 부탁해』는 엄청난 판매부수를 기록하며

37) 엄마가 아닌 여인으로서의 박소녀의 모습을 강조하는 내용에 대한 분석은 졸

고, 「내 엄마 이야기, 우리 모두의 어머니 신화」, 29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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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온 엄마의 모습을 우리

가 가슴 아파하며 공감할 수 있게 되살려 낸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

일 것이다. 그러나 이 소설이 더 깊은 신화적 차원을 다루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평범한 여인이 자식을 낳아 엄마가 되면

생명과 창조의 근원이자 돌아갈 고향이 된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하

자면 개인적인 우리 엄마가 신화적 어머니의 부담도 짊어지게 된다.

우리 모두가 갈망하는 근원으로서의 어머니는 수많은 신화에서 어머

니 여신으로 나타났고 이 소설 속에서도 성모 마리아로 표상되었다.

소설은 내 엄마 역시 본원적 통합의 대상, 즉 자신의 엄마를 그리워

하는 인간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잊지 않는다. 신경숙

은 『엄마를 부탁해』에서 평범한 엄마들이 신화적 어머니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나는 이 논문에서 황석영의 『바리데기』와 신경숙의 『엄마를 부

탁해』에 나타난 신화적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현대소설에 남

아있는 종교 신화의 유산을 보이고자 했다. 『바리데기』에서 황석

영은 전통 무속신화의 ‘성스러움’과 관련된 영역을 독자들이 별 거부

감 없이 수용하도록 제시했다. 나아가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며 새로

운 존재로 거듭나 세상의 고통을 짊어지는 영웅의 모습을 그려냈다.

이 영웅은 세상의 고통과 부조리에 맞서 그 의미를 묻고 정의를 모

색한다. 신앙의 대상이 되는 종교 신화의 주인공과는 달리, 다른 사

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을 생명수로 삼아 모든 사람의 고통의 문제에

답하는 보편적 인간주의에 근거한 구원자 영웅이 주인공인 신화를

탄생시켰다.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에서는 개별적인 엄마들이

생명의 근원이자 회귀의 대상인 보편적 어머니 여신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엘리아데의 주장이 확인된다. 이 소설의 엄마는 신화

속 대지의 여신처럼 생명과 풍요의 원천으로 묘사된다. 엄마 역시

자신의 어머니에게로 돌아가기를 갈망한다는 이야기에서 죽어 흙이

되는 것을 곧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한 신화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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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며, 죽은 아들을 품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에서 보편적 어머니의 신화적 이미지를 다시 발견한다.

두 베스트셀러 소설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도 종교 신화의 주제와

내용이 반복되는 한국 현대소설의 사례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서론에서 말했듯이 많은 작가들은 자신도 모르는 채 작품 속에 신화

를 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작품이 신화를 계승하고 있음

을 알고 있거나, 신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작가

들도 있다. 2008년에 작고한 소설가 이청준은 마지막 소설집을 낸

후 가진 인터뷰에서 자신의 소설이 신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이렇게 책을 묶어놓고 보니, 작가로서 제가 죽어라 하고 매달려온 주
제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념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
라고 할 수 있겠죠. 나라가 무엇이고 백성이 무엇인지, 백성에게 나라란
무엇인지가 제 문학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더 가면 신화가 되겠
죠. 신화란 영혼의 형식이고 이데올로기의 심화된 형태라 하겠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어요. 후배작가들이 신화와 영혼의 차원을 좀 더 파
고들었으면 합니다.38)

이청준이 말하는 신화는 앞서 내가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 중요

한 의미를 지니는, 성스러움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정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의 작품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국가와 국민 즉, 공

동체의 문제를 다룬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을 지향한다. 또한 “거기서 더 가”서 이데올로기의

심화된 형태, 또는 영혼의 형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일상의 평범함을 넘어서는 의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성스러움과 맞

닿아있다. 자신의 작품이 신화의 차원에 이르지 못했다는 겸손한 고

백과는 달리, 이청준의 작품에도 이 논문에서 분석한 두 소설처럼

인간의 공통된 근원적 요소들, 즉 그가 말하는 “영혼의 차원”이 포함

되어 있다. 여기서 이청준의 작품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이를 입증

38) 최재봉, 「내 문학 주제는 ‘백성과 나라’였어요」, 《한겨레》, 2007. 11. 27 

중 이청준의 인터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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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작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 현대소설 작가 이청준

이 신화를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을 분명히 밝히며 후배 작가들도 그

러한 지향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모

든 소설이 신화의 주제와 내용을 공유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

리 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면서 이청준이 “영혼”이라고 표

현한 심화된 차원을 파고드는 한국 현대소설은 지금도 계속 발표되

고 있다. 인간의 근원적 갈망과 지향성에 관심을 기울여온 종교학이

신화를 연구하는 것은 물론 신화를 계승하는 문학작품에 관심을 갖

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현대소설에 담겨 있는 신화의 유산

을 찾아내는 일 역시 종교학자들이 감당해야 할 몫일 것이다.

주제어: 신화, 현대소설, 황석영, 신경숙, 바리공주, 영웅,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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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egacies of Religious Myths Found in

Korean Modern Novels:
Focusing on Princess Bari and Please Look After Mom

Yohan Yoo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rticulates legacies of religious myths that exist

in Korean modern novels by analyzing two bestseller Korean

novels of this century, Sok-Yong Hwang’s Princess Bari and
Kyung-Sook Shin ’s Please Look After Mom. In Princess Bari,
Hwang presents ideas of the sacred that came from Korean

traditional shamanistic myths, without having contemporary

secular readers feel awkward about them. He depicts a model of

the heroine who overcomes her own pain, is born again as a

new being, and shoulders the suffering of the whole world. Bari

is the heroine who stands against pain and absurdity of the

world, asks the reason for them, and gropes for justice and

peace. Unlike heroes or heroines with transcendental power in

traditional religious myths who are often worshiped, the main

character of the modern myth Hwang created is based on a

universal humanism: a savior heroine who suffers and sheds

tears for other people. Shin’s Please Look After Mom reaffirms

Eliade’s argument that individual mothers have the image of

universal mother or the mother goddess who is the origin of life

to which every human being seeks to return. The “Mom”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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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l is described as the source of life and fertility, just like the

mother earth in traditional myths. The Mom also longs to return

to her own mother when she dies, demonstrating that the

mythic idea that dying is returning to the mother earth is still

present. When the main character talks in whispers to the

statue of the mother Mary who embraces her dead son, the

common mythic image of the universal mother is reemphasized.

Key words: myth, novel, Sok-Yong Hwang, Kyung-Sook Shin,

hero, goddes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