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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고는 한국 구전설화에 확인되는 기생의 트릭스터적인 성향에 주목하여 기생설화의

새로운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구전설화 속 ‘트릭스터 기생’의 복합적인 양상을 여성주

의 관점에서 살펴 그 의의를 밝히고자 한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거짓말이나 가식, 혹은 은밀한 방법을 통해 남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의미’의 ‘트릭’이란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 ‘강자훼절형’과 ‘약자조력형’이라는 새로운 유

형 분류를 설정하였다. 이 두 유형의 설화는 어떤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트릭이 실행

되는 핵심 서사를 공유하지만 ‘강자훼절형’ 설화에는 트릭의 주된 목적이 강자를 훼절시

키는 것이며 ‘약자조력형’ 설화에는 트릭을 통해 약자를 구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유사한 핵심 서사를 기준으로 각 유형을 3가지

하위 유형으로 다시 분류하였다.

3장에서는 2장의 유형 분류를 기반으로 각 유형에서 확인되는 기생의 여성성의 양상

과 가부장적 사상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강자훼절형’의 설화에는 남성의 성욕을 정당화

하는 동시에 기생으로 상징되는 여성의 성욕을 경계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반영된다.

하지만 기생은 이러한 가부장적 가치관을 구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그 가치관을 자신에

게 유리하게 활용하기도 한다. ‘약자조력형’의 설화에는 기생이 괴로워하는 약자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도덕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표현된다. 또한 성적 매력을 능

동적으로 발휘하면서도 열녀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제로 기생이 이룬 것

은 남성의 이상과 소원 혹은 하층민의 소원이며, 설화 속 기생의 모습은 여성의 행위주

체성을 긍정하는 현대주의 사고방식이라기보다는 설화 향유자의 소원을 성취하는 문학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두 유형 모두에서 파괴적이면서도 회복을 이루는 이중적 성향을 지닌 기생은 가부장

적 사회에서 통제되어야 마땅한 주체성과 힘을 발휘하면서도 긍정적인 특권을 누리고

가부장제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누리는 입체적인 인물의 모습을 갖는다.

4장에서는 기생이 자신의 주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기가

변화시킨 사회 중앙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 진정한 여성 트릭스터임을 확

인하였다. 강자훼절형 설화에는 기생이 트릭을 통해 남녀 관계를 중심으로 엄격했던 기

존 질서를 인간성과 동정심을 우선시하는 변이된 질서로 대체한다. 그 결과 남성 간에

커뮤니타스가 형성되며 이는 곧 남성 제보자들로 인해 조선 시대를 거쳐 20세기에까지

이 설화들이 계속해서 전승되고 향유되는 이유가 된다. 한편으로 트릭스터 기생은 남성

에게 유리한 도구로 여겨지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사회적 유대감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인물로서도 기능하여 진정한 트릭스터다운 이중적 성향을 지닌다. 약자조

력형 설화의 기생은 트릭을 통해 강자를 몰락시키고 약자에게 권력을 넘기는 방식으로

사회를 뒤집는다. 기생은 이런 면에서 정의를 이루고 사회 약자의 소원을 성취시켜줌으

로써 그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제공하는 문학 장치로서 기능한다. 때문에 약자조력형 설



화는 남녀노소로부터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는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로 트릭스터 기생

이 언제든지 사회를 자발적으로 다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음을 반증한다.

다음으로 본고는 사회 변두리에 위치했던 트릭스터 기생이 자신이 변화시킨 사회의

중앙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신분 상승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기

생의 정체와 모순되던 기존 질서를 기생의 정체를 포용하는 질서로 변화시키는 방식으

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약자조력형 설화의 기생은 능력과 지능을 무시당하는 여성으로

서의 신분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남성보다 쉽게 이루는 전형적인 여성 트릭스터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강자훼절형의 트릭스터 기생은 남성으로부터 능력과 교활함을 지닌

여성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측면에서 독특

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문헌설화 속 트릭스터 기생의 면모와 기능을 구전설화 속 트릭

스터 기생과 비교하였다. 첫째, 구전설화에서 확인되는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생의

능력이 대다수의 문헌설화 각편에서는 축소된다. 둘째, 문헌설화에서는 구전설화에서보

다 기생의 면모와 성격이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경향이 있다.

문헌설화에서는 기생을 남성의 명령에 따라 몸을 바치는 여성, 남성을 홀리는 뛰어난

미를 지닌 여성, 남성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저급한 여성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반

영된다. 또한 문헌설화와 소설에서는 양반 채록자·작자가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하고 교

훈을 주려는 노력에 의해 기생에 대한 표현이 제한적이다. 대부분의 문헌설화에서는 기

생이 사회윤리에 어울리는 모습을 취해야만 사회 변두리에서 사회 중심으로 들어간다.

이와 달리 구전설화에서 기생은 사회 변두리에 위치한 특권을 누리는 인물로서 성욕

의 자연스러움, 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사회적 변혁의 가능성 등을 상징하

는 역할을 한다. 구전설화에서 기생은 문헌설화에서보다 복합적인 인물로 표현되고, 복

합적 모습 그대로 인정을 받고 사회 중심에 자리매김한다. 주변적 인물로서 기생이 지

닌 유연성이 구전설화의 흥미 위주의 전승 성향과 맞물려, 구전설화의 기생은 문헌설화

에서보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트릭스터로서 더욱 생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생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변두리에 있는 인물을 무대의 중앙으로 끌어오는 구전설화

의 기능을 엿볼 수가 있다.

주요어 : 한국구전설화, 기생설화, 기생, 강자훼절형, 약자조력형, 트릭, 트릭스터, 여

성성, 가부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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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목적

본고는 기생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구전설화를 대상으로 기생의 ‘트릭스터’적인

성향에 주목하여 새롭게 유형을 분류하고 ‘트릭스터 기생’의 양상을 분석하여 여성

주의 관점에서 그 의의를 규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문헌설화와의 비교를 통해 구전

설화의 트릭스터 기생이 지닌 독특성과 기능을 함께 밝히고자 한다.

지금까지 기생에 관한 문학 연구의 대부분은 기생 시조와 가사1)에 집중되었으며,

춘향과 같은 친숙한 인물의 이야기나2) ｢옥단춘전｣, ｢배비장전｣, ｢정향전｣ 등의 소

설3)에 치우쳐 있다. 한편, 기생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설화에 대한 연구사적 관심

은 이들 장르에 비해 비교적 소홀한 편이다.

기생 관련 설화는 조선 전기부터 문헌에 기록되었고, 20세기 말까지 구전되어 다

수 채록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기생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구전설화

역시 기생 문학의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우선 기생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설화는 몇 가지로 범주화가 가능할 만큼 그 수가 상당하다.

또한 이들 설화의 대부분에서 기생의 정체성은 서사 전개에 필수적인 조건이 된다.

조선 사회에서 기생은 가장 하층의 천민이면서도 상층의 양반사대부 남성과도 육체

적, 정신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특별한 신분이었던 만큼, 이들이 중심인물로 등장하

1) 윤영옥, ｢妓女時調의 考察｣, 時調의 理解, 嶺南大學校 出版部, 1986; 고순희, ｢18세기 가
사에 나타난 기생 삶의 모습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10, 한국고전문학회, 1995; 성기옥,
｢기녀시조의 감성특성과 시조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안지영, ｢기녀시조의 시조사적 의미｣, 시조학논총 17, 한국시조학회, 2001; 박애경, ｢기
녀 시에 나타난 내면 의식과 개인의 발견｣, 인간연구 9,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5; 정병설, 나는 기생이다-｢소수록｣읽기, 문학동네, 2007; 김신영, ｢기녀가사에 나타
난 기녀의 자기존재의 표출방식｣, 안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용찬, ｢기녀시조의
미의식과 여성주의적 성격｣, 남도문화연구 25, 순천대학교 문화연구소, 2013.

2) 이상택, ｢춘향전연구-춘향의 성격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6; 조
동일, ｢갈등에서 본 춘향전의 주제｣, 계명논총 7, 계명대학교, 1970; 김동욱·김태준·설성
경, 춘향전 비교연구, 삼영사, 1979; 박선, ｢황진이 설화의 전개와 소설적 변용｣, 성신여
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김병길, ｢황진이 설화의 역사소설화와 그 계보｣, 동방학지
 147,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9; 박희병, ｢춘향전의 역사적 성격 분석-봉건사회 해
체기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소설 연구의 방법적 지평, 알렙, 2019, 411-476면.

3) 황인수, ｢고대소설에 있어서의 기생의 위치｣, 국어국문학연구 5, 청구대, 1961; 우현철, ｢
고대소설과 기녀｣,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9; 허춘, ｢고소설에 있어서의 기녀 연구
｣,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김종철, ｢배비장전유형의 소설연구｣, 관악어문연구 
10,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1985; 최재신, ｢고소설에 나타난 기녀 유형 연구｣,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박길희, ｢훼절소설에 나타난 기생의 형상｣,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
문, 2008 등.



- 2 -

는 설화의 내용 역시 고유한 특징을 갖는다.

기생을 소재로 한 설화를 고찰한 선행연구는 대체로 구전설화를 배제하고 문헌설

화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따라서 기생설화의 선행연구는 크게 문헌설화만 다룬 연

구와 문헌설화와 기생 소설 간의 비교 연구로 구분된다.

문헌설화에만 집중한 연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임철호는 문헌설화에 나

타나는 기녀전을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고 기녀와 양반·사대부와의 대립·갈등의 측

면에서 이들의 공통점을 규정하였는데 이는 기녀의 사회적 신분에 대한 두 계층의

상이한 견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조후기의 기녀들에 대한 양반·사

대부들의 견해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 것은 기녀들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의의와

가치를 깨닫고 유교적 윤리라는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의 결과라고 보았

다.4) 송지영은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더 구체적인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임철호와 마찬가지로 기녀설화의 주요특징을 기녀와 양반·사대부의 대립·갈등으로

규정하였다.5)

다음으로 문헌설화 중에서도 야담집에 실린 기녀설화를 다룬 대부분 선행연구는

해당 설화에 작가의 시각과 가치관이 반영되었다는 점에 주목하는 경향이 짙다. 유

권석은 어우야담(於于野談) 소재 기녀담을 양반이 기녀에게 매료되는 경우와 기

녀가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는 경우로 구분하고 전적으로 작자 유몽인(柳夢寅)의 시

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았다.6) 최기숙은 야담집에 실린 기녀 일화를 중심으로 ‘육체’

와 ‘성’에 관한 서술방식을 검토하여 기생의 육체가 타자화된 남성의 성적 환상과

욕망의 대상물로서 표현되었다는 사실을 밝혔다.7) 김현룡은 기녀 소재 중 특히 탈

재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 설화를 중심으로 기녀에 대한 설화가 발전된 모습을 연대

순으로 고찰하였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기녀의 위상을 상승 표현하는 설화

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결론지었다.8)

기생을 소재로 한 소설과 설화를 함께 비교ㆍ고찰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탐욕이

나 호색(好色)의 모티프를 다루는 연구9)와 ‘보수 대 진보’의 틀 속에서 문헌설화와

소설에 나타나는 기생의 자의식에 초점을 둔 연구로 나뉜다. 서대석은 기녀의 관점

에서 서술된 자료와 사대부의 관점에서 서술된 이야기를 구별하여 사대부들이 기녀

4) 임철호, ｢文獻說話에 나타난 人間像: 妓女說話를 中心으로｣, 문리논총 1, 전주대학 문리
학부, 1983.

5) 송지영, ｢기녀설화의 유형과 의미｣,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6) 유권석, ｢어우야담 소재 기녀담의 형상화 연구｣, 어문논집 52, 중앙어문학회, 2012.
7) 최기숙, ｢‘성적’ 인간의 발견과 ‘욕망’의 수사학 – 18·19세기 야담집의 ‘기생 일화’를 중심
으로｣, 국제어문 26, 국제어문학회, 2002.

8) 김현룡, ｢기녀설화 변이 연구｣, 겨레어문학 33, 겨레어문학회, 2004.
9) 박선, ｢황진이 설화의 전개와 소설적 변용｣,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이수정,
｢세태소설 속 여성인물 형상 연구 - <이춘풍전>, <게우사>, <옥단춘전>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박은영, ｢호색설화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을 예로 들 수 있다.



- 3 -

를 보는 시각과 기녀 자신이나 기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기녀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살피고자 했으며 이어서 조선 후기의 사회의식의 변모를 파악하고

자 하였다. 문헌설화에 나타나는 기녀의 모습은 신의와 지조가 있는 긍정적 인물과

돈만 아는 부정적 인물의 두 부류로 나뉜다고 하였으며 이것은 사대부 사회의 가치

관이 투영된 결과라고 하였다. 반면 소설에서는 기녀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의 편

에 선,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는 기녀의 관점에서

서술된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이는 체제를 지키려는 보수적 사고와 변혁을 추구하

는 진보적 사고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결론을 지었다.10) 조광국은 연구대상 자료를

더욱 확장시켜 기녀담과 기녀가 등장하는 소설에 드러나는 기녀의 자의식 구현 양

상을 연구하고 이들의 근대 지향적 성격에 주목하였다.11)

이상의 연구들은 설화에서 표출되는 기생의 형상화와 자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설화가 전승된 시기의 기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배경, 당시의 사고방식 등을 파

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확인된다.

첫째,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사대부의 보수적인 의식과 근대의 진보적인 의식 간

의 대립이라는 틀로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이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기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보인다는 주장으로 수렴된다. 그 이유는 유교

체제의 변혁을 추구하는 양반·사대부의 사고방식이 반영된 결과 혹은 실제로 발현

된 기생의 자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설명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기녀를 주제로

삼은 문헌설화의 변이양상을 기녀제도의 발전과 같은 사회적 배경과 연결시켜 당대

의 사회적 인식을 살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기녀에 대한 설화를 통해 기녀

의 자의식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다소 비약이 있다.

같은 시기의 설화를 다루면서도 전혀 상반된 주장을 내세우는 연구도 있는데, 기

생설화와 소설을 비교 연구한 서대석과 조광국은 소설에 있어서는 당대 체제에 저

항하는 양반·사대부 의식이 반영되었다는 것에 서로 동의하면서도 설화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서대석은 기생설화를 보수적 사대부 가치관이 투영된 것

으로 해석한 반면,12) 조광국은 열악한 기녀신분의 처지를 벗어나고자 하는 기생의

욕망이 표출된 것으로 보았다.13) 이러한 차이는 기생설화에 대한 연구의 축적과 함

께 대상에 대한 시각이 변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에는 최기

숙이 기생설화는 기생을 남성의 성적 환상과 욕망의 대상물로서 표현한다고 주장하

10) 서대석, ｢문헌설화와 고전소설의 대비연구｣, 한국문화 14,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 1993.

11) 조광국, ｢기녀담·기녀등장소설의 기녀 자의식 구현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2000.

12) 서대석, 앞의 논문, 138-139쪽.
13) 조광국, 앞의 논문,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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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14) 이상의 연구사에서 기생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모든 설화가 ‘보수적’ 인

식과 ‘진보적’ 인식의 두 가지로 분류 가능하다는 주장은 다소 단순화된 결론이 아

닌가 한다.

둘째, 대부분의 연구들은 전승자의 인식 및 의도 혹은 전승 시기의 사회적 현상

과 전승되는 내용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전제로 하고 양반·사대부와 기생의 관계

에만 집중해 왔다. 하지만 문헌설화가 기록된 시기와 해당 설화들이 형성되고 구전

되어 이후 채록된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과 전승 시기 및 전승자의 인

식과 설화에 나타나는 현상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생

설화가 무조건적으로 기생에 대한 사대부의 인식을 반영한다는 결론을 내리기에 앞

서 구전설화와 겹치는 내용의 설화들이 많고 어느 쪽에서 먼저 형성되었는지 확신

할 수 없다는 점,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채록될 정도로 오랫동안 입으로 전달되고

향유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전설화를 전승하는 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투

영되었을 가능성 역시 간과할 수 없다. 더불어 기생이 여성이자 천민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기생을 소재로 삼은 구전설화는 사회 약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구비

문학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중요한 자료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대부의 인식 반

영이라는 틀을 벗어나 여성 인물 형상에 관한 기생설화의 특징과 그 의의를 새로운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본 연구는 구전설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구전설화를 중심에 놓고 기생설화를 살핀 선행연구는 장호희의 시도에 그치는 것

으로 보인다.15) 이 연구는 연구대상을 확장하고 ‘기녀설화’에 대해 확실한 규정을

세운 의의가 있다. 기생이 서사물의 구성 요소-인물로서 등장해야 하고, 기생의 작

중 역할이 작품의 의미와 긴밀한 연관을 맺어야 하며, 기생의 역할이 다른 여성으

로 대체될 수 없어야 한다고 ‘기녀설화’를 정의하였다.16) 본고는 이 규정에 동의하

며 이를 기반으로 연구대상 자료를 선정하고자 한다. 하지만 장호희는 기생설화가

남성의 입장에서 흥미본위로 전승되었다는 단순한 결론을 제시하여 앞서 살핀 다른

선행연구와 크게 변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기생이 등장한

다는 이유만으로 기생이 등장하는 모든 설화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특징을 검토했는

데, 그 포괄적인 시각 때문에 일관성 없는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되는 문제이다. 기녀상을 검토한 임철호는 ‘양반 사대

부를 망신시킨 기녀’, ‘지혜로운 기녀’, ‘재물을 탐하는 기녀’, ‘정절있는 기녀’, ‘배신

하는 기녀’, ‘기남자를 구한 기녀’로 유형을 분류하였다.17) 기생과 양반·사대부의 관

계에 주목한 송지영은 ‘정절을 지키는 기녀형’, ‘지혜로운 기녀형’, ‘재물을 탐하는 유

14) 최기숙, 앞의 논문, 35쪽.
15) 장호희, ｢기녀설화의 유형과 전승에 관한 연구｣, 강릉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6) 위의 논문, 2쪽.
17) 임철호, 앞의 논문, 39-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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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기녀형’, 그리고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는 기녀형’으로 분류하였다.18) 이러한

유형 분류의 문제점은 그 기준이 일관적이지 않아서 어떤 유형은 서사 내용을 기반

으로, 어떤 유형은 기생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양반 사대

부를 망신시키거나 ‘위선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기생이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 기생

의 지혜로움이 부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유형으로 분류시켜야

할지가 불명확하다. 장호희는 모든 ‘기녀설화’는 기녀와 상대 인물인 남성 사이의

결합을 중심으로 서사가 발전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녀주도결합형, 남성주도결합

형, 그리고 여성적 자아지향형으로 유형 분류하였다. 이전의 선행연구보다는 설득력

있는 유형 분류 방식으로 보이지만 기녀의 역할을 기반으로 설정한 ‘기녀주도결합

형’과 ‘남성주도결합형’에 해당하지 않는 설화들을 기녀의 ‘여성으로서의 가치 실현’

현상을 기준으로 삼은 ‘여성적 자아지향형’으로 따로 분리한 것이 과연 타당한지는

의문스럽다. 이처럼 너무 포괄적인 연구를 시도하는 것은 유형 분류를 설정하는 데

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설 공주｣, ｢바리 공주｣, ｢선화공주｣ 등 ‘공주’가 등

장하는 모든 설화를 ‘공주설화’라는 명칭으로 묶어서 함께 고찰하여 ‘공주’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파악하려는 것과 유사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 즉, 기생은 인

물이 아니라 한 직업군인만큼 설화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기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각 설화의 특성을 밝힐 수 있는 더 구체적인 유형 방식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동일하게 기생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설화일지라도 기생의 역할과 양상, 기생의 기능, 전승자의 의도, 기생에

대한 전승자의 인식 등이 설화마다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

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몇 가지 설화를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

다. 한편, 기생설화를 다룬 모든 선행연구는 비록 여성주의 이론을 적용시키지 않았

다 하더라도 애초에 기생을 다룬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여성주의 시각에 견인된

다. 즉 가부장적 질서와 사상의 틀 속에서 기생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에 치중되어

있다. 본고는 이러한 여성주의 관점에서 바라본 기생에 대한 인식, 태도, 양상, 기생

이 지니는 ‘힘’ 등에 대한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새로운 유형 분류를 통해 해결하고

자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전반적인 특징을 포착하지 못하고

여성성을 진보 혹은 보수로 이분화하여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 본고는 보다 입체

적으로 기생의 여성성과 설화에서 기생이 지니는 ‘힘’을 다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트릭스터’라는 개념을 연구 방법으로 삼고자 한다.

‘트릭’(trick)을 수행하는 기생의 행위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주목되었음에도 불구

하고, 트릭이라는 개념 자체에 집중하여 ‘트릭스터’의 관점에서 기녀를 분석하는 연

구는 미비하다. 기생 관련 설화에서는 ‘열녀(烈女)’, ‘팔방미인’, ‘뛰어난 예인’, ‘여성

18) 송지영, 앞의 논문, 17-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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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등 다양한 원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것은 ‘트릭

스터’ 원형이다. 기생의 ‘트릭스터’적인 면모는 다른 원형과 가장 많이 결합되어 나

타나는 원형으로서 기생의 정체성에 내재되어 있는 특징으로 볼 수 있다.19) 뿐만

아니라 기생의 트릭스터적인 특징이 부각되는 설화에서는 기생의 여성성에 있어 역

설적이고 복합적인 현상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이러한 설화를 검토하여 선행연구에

서 기생의 여성성에 대해 모순된 해석이 제시되어온 이유를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기생의 트릭스터적인 기질은 박미화의 연구에서 이미 지적된 바 있다.20) 박미화

는 최초로 기생을 ‘트릭스터’ 원형과 연결시켜 한국 여성 트릭스터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트릭스터 기생을 검토하면서 기생을 일반 여성

과 동일시하여 이를 통해 여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

다. 본고는 기생의 신분에 초점을 두고 일반 여성과 구별되는 트릭스터적인 인물로

서의 기생의 여성성과 그 의의를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의 연구를 반성하고 기생설화 연구의 새

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 첫째, ‘기생설화’에 속하는 광범위한 자료들을 다룰 때 흔

히 발생하는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자료의 폭을 ‘트릭’이란 개념으로 한정하고자 한

다. 둘째, 설화 속 기생의 모습에 대해 여성주의 관점에서 접근한 선행 연구의 문제

점을 기녀의 트릭스터적인 성향에 대한 검토와 새로운 유형 분류를 통해 해결하고

자 한다. 셋째, 구전설화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기존의 문헌설화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기생설화’의 특성과 의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1.2. 트릭스터의 정의

‘트릭스터’라는 표현 자체는 ‘속임수를 사용하는 자’를 뜻한다. 그러나 트릭스터의

기능과 성격 등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트릭스터를 정의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

였고, 이에 따라 19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몇 가지 대

표적인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트릭스터 일반론의 초기 연구자들은 북미원주민 트릭스터를 중심으로 트릭스터를

정의하고자 하였다. 톰슨(Stith Thompson)은 트릭스터의 영웅적인 면모에 주목하였

다.21) 트릭스터를 문화 영웅(cultural hero)이자 꾀쟁이 사기꾼(clever deceiver)과 바

19) 문헌 설화에서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며 기생 소설 중 가장 많이 연구된 소설들인 ｢오
유란전｣, ｢옥단춘전｣, ｢배비장전｣, ｢지봉전｣, ｢정향전｣ 모두에서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이
서사의 핵심을 이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0) 박미화, ｢기녀 트릭스터담의 구조와 의미｣,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1) Thompson, Stith, “The Trickster Cycle”, The Folktale, The Dryden Press,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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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numskull)의 성격을 함께 지니는 복합적인 인물로 보았다. 레비스트로스는

(Claude Lévi-Strauss) 트릭스터를 대립적인 개념 사이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로 정의하였다.22) 트릭스터 연구를 진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라딘(Paul

Radin), 케레니(Karl Kerényi), 그리고 융(Carl Jung)은 트릭스터의 욕심과 금기 위

반 행위에 주목하는 관점에서 트릭스터를 인간의 미분화된 의식을 상징하는 ‘초월

적’(transcendental) 혹은 ‘원형적’(archetypal)인 인물로 주장하였다.23) 원시적인 인

간에만 초점을 둔 라딘과 케레니에 비해 융은 트릭스터가 현대인에게도 있는 자아

의 어두운 부분인 인간의 ‘그림자’의 표상이라고 하였다. 더글라스(Mary Douglas)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트릭스터가 사회를 파괴하기보다 정화한다는 주장에 이어서 트

릭스터를 금기를 위반하는 자보다는 사회 체제의 변동성을 노출시키는 장난꾼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하였다.24)

물론 트릭스터를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견해를 가진 연구자들도 있다.

밥콕아브라함스(Barbara Babcock-Abrahams), 그리고 하인스(William Hynes)와 도

티(William Doty)는 트릭스터의 여러 가지 특징을 열거하며 포괄적인 범주를 만들

고자 했다.25) 허스코비츠 부부 (Melville and Frances Herskovitz), 바이들맨

(Thomas Beidelman), 펠튼 (Robert D. Pelton), 바쏘(Ellen Basso) 등의 연구자들은

트릭스터 설화 형성 배경의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을 고려하여 보편적인 개념의 설

정 여부 자체를 문제로 삼았다.26)

이처럼 트릭스터의 정의에 대한 견해는 다양하다. 하지만 트릭스터의 본질적인

특징에 대해 모든 연구자들이 동의하는 핵심 개념은 ‘이중성’과 ‘경계성’이다.27) ‘경

319-328쪽.
22) Lévi-Strauss, Claude, “The Structural Cycle of Myth”, The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68, 1955, 428-444쪽.

23) Radin, Paul, The Trickster: A Study in American Indian Mythology, Greenwood
Press, 1956.; Kerényi, Karl, tr. T. F. C. Hull, “The Trickster in Relation to Greek
Mythology,” in Paul Radin, 같은 책, 173-191쪽; Jung, C. G., tr. R. F. C. Hull, “On
the Psychology of the Trickster F igure” in Paul Radin, 같은 책, 195-211쪽.

24) Douglas, Mary, The Social Control of Cognition: Some Factors in Joke Perception,
Man 3, 1968, 361-376쪽.

25) Babcock-Abrahams, Barbara, “‘A Tolerated Margin of Mess’: The Trickster and His
Tales Reconsidered,” Journal of the Folklore Institute 11:3, 1965, 147-186쪽; Hynes,
William J. and Doty, William G. ed. Mythical Trickster F igures: Contours, Contexts,
and Criticisms,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97.

26) Herskovits, Melville J. & Frances S., Dahomean Narrative: A Cross-Cultural
Analysis, Northwestern University Press, 1958, 81-122쪽.; Beidelman, T. O., “The
Moral Imagination of the Kagaru: Some Thoughts on Tricksters, Translation and
Comparative Analysis,” American Ethnologist 7(1), 1980; Pelton, Robert. D., The
Trickster in West Africa: A Study of Mythic Irony and Sacred Deligh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0; Basso, Ellen, In Favor of Deceit: A Study of Tricksters in an
Amazonian Society,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7.

27) 나수호, ｢한국 설화에 나타난 원형적인 인물 트리스터의 경계성｣, 구비문학연구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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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성’(liminality)은 가장 기본적으로 ‘경계에 있는 상태’를 뜻한다. 터너(Victor

Turner)는 경계성을 두 위치 ‘사이’ 혹은 ‘중간’(betwixt and between)에 있는 것으

로 설명하였다.28) 트릭스터는 사회 경계에 위치한 인물로서 스스로 경계성을 구현

한다. 또한 신성과 세속, 생명과 죽음, 자연과 문화, 질서와 무질서, 생식력과 무기

력 등의 대립적인 영역 사이에서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경계를 파괴하기도,

창조하기도 한다.29) 이러한 경계성을 통해 사회·문화를 변화시키는 기능 역시 트릭

스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나수호는 트릭스터의 본질을 논하는

데 있어서 경계성이라는 개념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30) 그리고 트릭스터는 ‘경계에

존재하면서 속이고, 놀리고, 장난하고, 욕심을 채우는 행위를 통해 사회구조를 해체

하는 인물’로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살핀 연구들은 모두 남성 트릭스터와 동물 트릭스터에 관한 것으로, 아

직까지 여성 트릭스터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 여성 트릭스터에 대해 가장

포괄적인 연구를 시도한 주릭(Marilyn Zurich)은 기존 일반 트릭스터 이론을 기반

으로 ‘경계성’에 밀접한 ‘주변성’(marginality)의 개념을 트릭스터의 중요한 조건으로

주장하였다.31) 무엇 ‘사이’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경계성에 비해 주변성은 ‘바깥’ 혹

은 ‘변두리’의 개념에 더 가깝다.32) 그러나 밥콕아브라함스는 주변성이 사회체제와

같은 통상적인 경계가 위반되었을 때 구현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면에서는

경계성과 겹치기도 한다. 밥콕아브라함스는 주변성을 의지적 주변성(volitional

marginality)과 비의지적 주변성(non-volitional marginality)으로 구별하였다.33) 주릭

은 여성이 성별로 인해 ‘이미 (비의지적으로)　주변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여성 트릭스터는 ‘2회 주변적인 인물’이라고 하였다. 여성 트릭스터를 ‘트릭스

타’(trickstar)라고 명명하여 남성 트릭스터와 구별한 주릭은 ‘트릭스타’는 여성이라

는 정체성에 의해 남성 트릭스터보다 ‘주변성’을 더욱 구현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기존 사회 체제에 반란을 일으키는 인물로 정의하였다. 또 다른 차이점

중 하나로 남성 트릭스터는 개인 욕구에 따라 트릭을 실행하는 것에 반해 여성 트

릭스터는 다른 사람 대신 트릭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가부장

적 사회 질서 아래에 억압된 인물로서 여성에게 트릭은 힘을 획득할 수 있는 유일

한 도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리고 남성과 달리 ‘트릭스타’의 트릭은 남녀의 섹

한국구비문학회, 2009.
28) Turner, Victor, “Betwixt and Between: The Liminal Period in Rites de Passage,”
The Forest of Symbols: Aspects of Ndembu Ritual, Cornell University Press, 1967.
93-111쪽.

29) Hynes, William, “Mapping Mythic Tricksters” in Hynes and Doty (ed), 앞의 책, 42
쪽.

30) 나수호, 앞의 논문, 23쪽.
31) Zurich, M., Scheherazade’s Sisters, Greenwood Press, 1998, 34쪽.
32) 나수호, 앞의 논문, 27쪽.
33) Babcock-Abrahams, 앞의 논문,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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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얼리티와 그것에 대한 지식에 의존한다는 것 또한 지적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주

릭의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34)

34) 다만, 주릭이 지어낸 ‘트릭스타(trickstar)’라는 명칭은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기 때
문에 본문에서는 더 일반적인 ‘트릭스터(trickste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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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개관 및 유형 분류

기생은 한국구비문학대계와 한국구전설화에 기록된 자료를 합쳐서 약 120편

의 구전설화에서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35)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바 본고는 같은 기

생설화에 대해 혼란스러운 해석이 제시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트릭’ 모티프

를 내포한 설화에 초점을 두어 가부장제 사상과의 관계에서 기생의 여성성을 검토

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설정한 ‘트릭’의 개념은 거짓말과 가식, 혹은 은밀한 방법을

통해 남을 조종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뜻한다. 자료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이 서사 발전의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이러한 설화의

전반적인 특징을 조명하고자 하는 본고의 목표를 고려하여 예외적인 사례를 소거하

기 위해 유사한 서사가 적어도 두 각편 이상에서 전승되어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28개의 각편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5) 본고에서 참고한 자료집은 다음과 같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구비문학대계 전
82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89;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증편)한국구비문학대계 전
56권, 역락, 2013〜2019;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비문학대계(https://gubi.aks.ac.kr); 임석재, 
(임석재전집)한국구전설화 1〜12, 평민사, 1988〜1993.

제목 전승자 채록시기 채록지역 출처

1. 선비와 부채
김대봉

(남.74)
1980.3.6. 강원도 삼척군 대계 2-3

2. 두 신하를 살린 성종대

왕의 기지
강성도 (남) 1979.6.20. 서울시 도봉구 대계 1-1

3. 기생의 꾀에 넘어간 암

행어사

박찬웅

(남.48)
1980.8.9. 강원도 춘성군 대계 2-2

4. 잔소리꾼 삼촌 골려주고

간섭 면한 평양감사

서춘만

(남.74)
1983.5.14. 강원도 영월군 대계 2-8

5. 삼촌을 골려준 건달
최유봉

(남.81)
1980.9.28. 경기도 남양주군 대계 1-4

6. 여자에게 빠져 벗고 다

닌 사람

오현섭

(남.62)
1981.5.5. 충청남도 아산군 대계 4-3

7. 평양감사와 기생 정태규 (남) 1981.10.9. 경기도 강화군 대계 1-7
8. 평양감사를 놀린 기생

노화
김진환 (남) 1983.5.14. 강원도 영월군 대계 2-8

9. 박문수와 기생 설월 곽성용 (남) 1981.7.17. 충청남도 아산군 대계 4-3
10. 평양기생 노화 김병호 (남) 1983.8.17. 강원도 양양군 대계 7-13
11. 어사 박문수와 기생 노

화
남우영 (남) 1984.2.9. 경상북도 예천군 대계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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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위의 자료들이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서사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설화의 서두에 문제(갈등)가 제기되면서 기생의 트릭이 필요한 이유가

설명된다. 기생을 통한 트릭의 실행으로 서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가 해결된다. 이

것에 이어지는 결과(영향)에 대한 서술로 설화가 마무리된다.

이처럼 모든 각편에서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은 서사 전체의 주된 주제로 나타나

며 어떤 위기나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 실행되고 무조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 모

든 각편은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며 기생은 남성, 더 구체적으로 양반 혹은 왜군

을 상대로 한다. 각편마다 위기·갈등의 양상과 관여된 인물, 트릭의 방식, 트릭의 결

과 등에서 차이가 나지만 트릭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트릭

의 목적에 따라 설화 속에서 기생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이 달라진다. 때문에 본

12. 가리와 손어사 이희학(-) 1922 전라북도 정읍군
한국구전설화

집7
13. 옥단춘 이야기 조정심 (여) 1986.4.25. 전라남도 보성군 대계 6-12
14. 옥단춘 이야기 고임식 (남) 1982.1.19. 경상북도 군위군 대계 7-11
15. 이정승 아들 배신한 김

정승 아들
이종말 (여) 1982.8.29. 경상북도 군위군 대계 7-12

16. 평양 기생과 대감
김운경

(남.74)
1980.6.28. 강원도 강릉시 대계 2-1

17. 기녀 김운경(남) 1975 강원도 강릉시
한국구전설화

집4

18. 논개 (1)
이은정

(여.65)
1980.8.12. 경상남도 진주시 대계 8-3

19. 최경희 장군의 식모로

팔려갔다 기생으로 죽은 주

논개

전병원 (남) 2009.7.12. 경상남도 함양군 (증편)대계

20. 논개
김금봉

(여.65)
2010.2.20. 경기도 포천시 (증편)대계

21. 왜장을 죽인 기생 논개 유성목 (남) 2015.2.2. 경기도 하남시 (증편)대계

22. 장수 출신 주논개 안상윤 (남) 2011.1.20.
전라북도 순창군

풍사면
(증편)대계

23. 열녀 설소사와 애국 기

생 월이
김종진 (남) 2012.2.3. 경상남도 고성군 (증편)대계

24. 호국기생 월이 김영환 (남) 2010.2.24. 경상남도 고성군 (증편)대계
25. 호국기생 월이와 속싯

개 유래
백미혜 (여) 2012.4.14. 경상남도 고성군 (증편)대계

26. 호국기생 월이 최근호 (여) 2012.2.9. 경상남도 고성군 (증편)대계
27. 일본 장수 목을 자른

평양기생
김병준 (남) 2014.2.10. 강원도 화천군 (증편)대계

28. 일본장수 요섭이를 죽

인 장군과 기생
장순자 (여) 2010.2.24. 경상남도 고성군 (증편)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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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그것을 기준으로 ‘강자훼절형’과 ‘약자조력형’이라는 두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

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표에 제시된 각편 1-12가 강자훼절형에, 나머지 각편 13-28

은 약자조력형에 해당한다.

먼저, 강자훼절형 설화들은 자신의 자제력에 자신하는 남성이 기생의 트릭으로

인해 창피를 당하고 반성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화 시작에 우위를 차지하

는 남성으로 인해 다른 주체가 억압되거나 위기에 빠진다. 그리고 이처럼 손해를

보는 주체가 생각해낸 해결책으로 트릭이 실행된다. 트릭의 성공은 힘을 쥐고 있는

남성의 지조를 깨뜨리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트릭의 목적을 ‘강자훼절’로 요약할 수

있다. 모든 각편이 공유하는 순차적 서사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 남성이 자신의 신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2. 기생의 트릭으로 인해 자기 자제력에 자신했던 남성이 신념을 저버린다.

3. 트릭의 대상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훼절된 사실이 증명되어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다.

이 유형에 속하는 각편(1-12)을, 기생이 트릭을 실행하게 되는 이유를 기준으로

삼아 ‘죄에 엄격한 신하에게 죄를 씌우는 기생’(1-3), ‘남의 흥을 깨는 남성을 골리

는 기생’(4-6), 그리고 ‘죽을 위기를 모면하는 기생’(7-12)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각 유형의 서사 구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죄에 엄격한 신하에게 죄를 씌우는 기생’

1. 왕이 아끼는 인물이 궁녀와 간음죄를 짓는다.

2. 고지식한 신하가 법대로 처벌하기를 요구한다.

3. 왕이 고지식한 신하에게 죄를 씌우도록 기생을 임명한다.

4. 기생은 하녀 혹은 과부로 가장한 후 신하의 마음을 흔들어서 죄를 짓게 한다.

5. 왕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기생이 등장하자 고지식한 신하는 자신의 잘못을 깨

닫고 용서를 구한다.

6. 왕이 고지식한 신하와 궁녀 때문에 간음죄를 지었던 인물을 모두 용서하고

평화를 이룬다.

유형 A의 설화에서 왕이 아끼는 인물은 각편 1과 2에서는 신하로, 각편 3에서는

왕의 아들로 설정된다. 각편 2와 3에서 왕이 아끼는 인물이 간음죄를 짓게 되는 이

유는 자살하겠다는 궁녀의 협박 때문이다. 이 장면까지 목격한 왕과 달리 고지식한

신하는 간음행위를 저지른 사실만 알게 된다. 이에 반해 각편 1에는 협박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 신하가 궁녀와 서로 팔을 베고 자는 모습으로 왕에게 발견되는

것부터 설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사연은 밝혀지지 않는다. 각편 1에서는 기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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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녀로 가장해서 신하를 유혹하고, 각편 2와 3에서는 기생이 과부로 가장해서 신하

를 유혹한다. 기생의 꾀에 넘어간 신하가 각편 1에서는 왕이 ‘경은 만리타국에 갔다

가 이 부채를 나래 삼아서 잘 다녀오라’고 준 부채를 기생에게 넘기는, 각편 2에서

는 ‘장부에 찍으라쿠는 도장을 갖다 계집에 치매에’ 찍는, 그리고 각편 3에서는 기

생 속치마에 첩으로 삼겠다는 ‘위선 글씨’를 쓰는 잘못을 저지른다. 그리고 모든 각

편에서 신하가 기생과 함께 밤을 보내는 방식으로도 훼절하게 된다.

B. ‘남의 흥을 깨는 남성을 골리는 기생’

1. 한 고지식한 남성 때문에 주변 인물이 흥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 불만을 품게 된다.

2. 불만 쌓인 인물이 고지식한 남성을 골리기 위해 기생을 임명한다.

3. 기생은 고지식한 남성을 유혹한 후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 남성의 부끄러운

모습을 노출시켜 웃음거리로 만든다.

4. 고지식한 남성은 망신당한 결과로 더 이상 잔소리를 못 하게 된다.36)

유형 B의 설화는 기생의 임무가 단순히 육체적인 유혹에 그치는 경우와 술·담배·도

박·폭식 모두 저지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자의 경우(2)에는 고

지식한 남성이 기생과 함께 관계를 즐기던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돌아오는 소리를 듣

고 다락방에 숨었다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발견되어 놀림과 망신을 당한다. 후자의 경

우(1, 3)에는 기생에게 속아서 벌거벗은 채로 돌아다니며 주색잡기에 빠진 모습으로

웃음거리가 된다. 각편 1과 3은 트릭의 대상이 기생의 말에 ‘죽으라면 죽을 시늉까지

다 허게 돼 있’는 자세를 취하는 추가적 모티프를 공유한다. 각편 3에서는 트릭의 대

상이 자신이 기생과 함께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벌거벗고 다닌다.

C. ‘죽을 위기를 모면하는 기생’

1. 평양에서 정치를 문란하게 만든 기생이 왕의 명으로 죽을 위기에 빠진다.

2. 기생은 과부로 가장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부사를 유혹한 후 글의 형태로 신

표를 요구한다.

3. 다음날 부사가 정치를 문란하게 만든 기생을 잡아오라는 명을 내린다.

4. 기생은 부사가 신표로 지었던 글을 바치며 어사의 실수를 밝히고 죽음의 위

협에서 벗어난다.

유형 C의 설화의 경우, 유형 A의 설화처럼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의 주요 목적은

남성을 유혹하는 것과 신표를 얻는 것이다. 대부분 각편에서 실행되는 트릭은 다음

36) 트릭의 주요 목적이 웃음유발이라는 점과 유혹대상은 자신의 행동이 왜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보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태도가 변한다는 점에서 유형 A 설화와 차
이가 나지만, 기생이 트릭을 통해 고지식한 남성의 지조를 깨뜨린다는 점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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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은 방식으로 실행된다. 기생은 과부로 가장해서 어사의 관심을 끈다. 어사가

하루 숙박을 요청하자 한 방을 두 칸으로 나눠서 기생은 윗방에서 머물고 어사에게

는 아랫방을 준다. 기생이 어사에게 보이도록 불을 켜고 수를 놓아서 어사를 더욱

홀리게 한다. 어사가 기생한테 같이 밤을 보내자고 하자 기생은 망설이는 척을 하

면서 조건으로 신표를 요구한다. 나머지 서사는 위의 글의 설명대로 이어진다.37)

다음으로 약자조력형 설화에서는 기생이 부당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자를 자발

적으로 구출하기 위해 트릭을 실행한다. 강자훼절형 설화에서 실행되는 트릭도 간

혹 약자를 돕는 경우가 있지만 트릭의 주요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서 약자조력형 설

화와 구별된다. 모든 각편이 공유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권력을 남용하는 주체가 다른 주체에게 피해를 준다.

2. 기생은 피해자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트릭을 실행한다.

3. 기생의 트릭의 결과로 권력을 남용하던 자는 몰락한다.

이 유형에 속한 각편들(13-28)은 기생이 트릭을 통해 돕는 대상에 따라 ‘친구에게

배신당한 남성을 돕는 기생’(13-16), ‘사기로 재산 뺏긴 남성을 돕는 기생’(17-18),

그리고 ‘위기에 처한 나라를 돕는 기생’(19-28)으로 하위분류할 수 있다. 각 하위 유

형의 서사 구조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D. ‘친구에게 배신당한 남성을 돕는 기생’

1. 형편이 어려워진 남성(이씨)이 평양감사인 친구 김씨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다.

2. 김씨는 잔치자리에 자기를 찾아온 이씨를 모르는 척하며 쫓아낸다.

3. 잔치자리에서 수청 들던 기생은 이씨가 사주가 좋다는 것을 알아보고 관심을

갖게 된다.

4. 기생이 배가 아픈 척을 하며 자리에서 빠진 후 이씨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자

기 집에 숨겨준다.

5. 이씨가 김씨를 다시 찾아가는데 이번에는 김씨가 이씨를 대동강에 빠뜨리라

는 명을 내린다.38)

6. 기생이 뱃사공에게 뇌물을 바쳐 이씨를 죽인 척만 하고 모래밭에 묻어달라고

해서 이씨의 목숨을 건져준다.

7. 기생이 이씨의 후원자가 되어 과거에 통과하도록 도와준다.

8. 김씨보다 높은 위치에 오른 이씨는 김씨에게 벌을 내린다.

37) 방을 두 칸으로 나눠서 트릭의 대상이 먼저 다가오게 하는 모티프는 유형 B의 각편 2
에서도 나타난다.

38) 각편13에는 다른 각편보다 서사가 축약되어 이씨가 김씨를 처음 찾아갈 때 바로 죽을
위기에 빠지고 기생이 이씨의 목숨을 구해주러 가기 위해 배 아픈 척을 하는 것으로 서
술된다.



- 15 -

유형 D 설화의 서사 구조는 변이형이 많은 편이다. 각편 13의 서사는 다른 각편

보다 축약되어 사건의 순서가 다르게 서술된다. 이씨가 김씨를 처음 찾아갈 때 바

로 죽을 위기에 빠지고 기생이 이씨의 목숨을 구해주러 가기 위해 배 아픈 척을 하

는 것으로 서술된다. 하지만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의 양상이나 그 트릭의 결과 등

에는 변화가 없다.

E. ‘사기로 재산 뺏긴 남성을 돕는 기생’

1. 한 남성이 돈으로 벼슬을 얻기 위해 서울의 어떤 대감 집에 들어가서 돈을

바친다.

2. 계속해서 돈을 바치는데도 벼슬 소식은 듣지 못하고 결국엔 논까지 다 팔아

서 가난해진다.

3. 좌절하여 ‘한 잔에 백 냥’을 받는다는 술집에 방문해 술집 주인인 부자 기생

을 만난다.

4. 기생은 그를 남편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라 판단하여 그 사연을 들은 후 도와

주기로 한다.

5. 기생이 대감을 속여서 모든 재산을 넘기게 만든다.

6. 빼앗겼던 재산을 돌려받은 남성은 기생과 함께 잘 산다.

유형 E에서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의 자세한 양상은 다음과 같다. 기생은 사기를 당

한 남성의 부인인 척 대감을 찾아가서 종살이하겠다는 제안으로 대감의 집에 들어

간다. 기생은 날마다 자신을 예쁘게 꾸며서 대감의 관심을 끌다가 어느 날 남편이

시골집에 내려갔다는 핑계로 대감을 방으로 초대해서 유혹한다. 남편이 갑자기 돌

아온 척을 하며 대감에게 궤짝에 숨어있으라고 한다. 남편이 궤짝에 원한 여귀가

들어 있다는 핑계로 강에 버리려고 하는 시늉을 하자 겁먹은 대감은 살려달라고 빌

면서 재산의 절반을 넘긴다.

F. ‘위기에 처한 나라를 돕는 기생’

1. 기생이 일본 군인을 대면하게 된다.

2. 기생이 꾀를 써서 일본 군인을 패배시킨다.

유형 F의 설화는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 유명한 전설과 무명의 기생에

대한 민담으로 구분된다. 전자에는 일본 군인을 껴안고 물에 뛰어든 논개 전설과

지도를 변조해서 일본 군인을 속인 호국기생 월이의 이야기가 해당된다. 후자에는

두 각편이 속하는데 줄거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트릭의 대상이 왜군인 것

과 그 왜군이 기생의 트릭으로 목이 베이는 방식으로 죽음을 당한다는 측면에서 유

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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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부장적 현실과 기생의 여성성의 역설적 관계

3장에서는 강자훼절형과 약자조력형 설화에 나타나는 기생의 여성성의 복합성과

그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설화 속 기생의 인물 형성에 있어서 가부장적 사

상의 영향과 그 결과,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역설적인 관계를 살피고자 한다.

‘가부장제’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체제와 이데올로기를 뜻하는 용어이다.39)

이론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본고에서 다룰 ‘가부장제’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에게 유리한 사상을 펼치는 제도를 뜻한다. 둘

째, 본고는 특히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성의 통제에 중점을 두고 대상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설정한 ‘여성성’의 개념은 이것을 기반으로 남성

에 의해 성적 대상화되어 복종하고 수동적인 역할로 떠밀리는 여성의 몸을 지닌 것

을 뜻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문제는 오래전부터 ‘음란’과 ‘정결’로

이분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여성의 도덕성이 평가되어왔다. ‘음란’은 단순히 성적 욕

망과 행위만을 뜻하기보다는 남성의 통제 아래에 확립된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

의 실천을 의미하며 대체로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에 적용된다. 또한 절

제하지 못하는 남성의 행동까지 여성에게 책임을 넘기며 여성의 ‘미’와 ‘성욕’에 대

해 경계하는 태도를 촉구한다. 이에 반해 ‘정결’은 ‘절제’를 요구하는 개념이다. 가부

장제 사상에 맞는 도를 지키는 행위의 실천으로서 복종하고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

과 연결된다.40) 많은 문학·영화·드라마 작품에서는41) 이러한 이분법이 평면적인 서

사와 인물 형성으로 구현되어 나타난다. ‘음란’은 멸망을 초래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정결’은 추구해야 할 긍정적인 가치로 확실하게 나뉘어 제시된다. 전자의 경우에는

트로이의 헬렌이나 삼손의 여인 딜라일라와 같은 ‘팜 파탈’(femme fatale)의 원형,

후자의 경우에는 춘향과 같은 ‘열녀’의 원형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전자는

경고성의 교훈의 사례 혹은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후자는 칭송의 대상으로 표현된

다. 한편, 가부장제에 도전하거나 대항하는 사상이 투영되어 있는 작품에는 이러한

이분법을 벗어나 보다 복합적인 모습을 지닌 여성 인물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

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을 무조건적인 기준으로 여기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주의

할 필요가 있다.

39) 편집부, ｢가부장제｣, 여성과 사회 (3), 한국여성연구소, 1992.
40) 이숙인, ｢‘貞淫’과 ‘德色’의 개념으로 본 유교의 성담론｣, 철학 67, 한국철학회, 2001.
41) 황혜선, ｢주말 TV드라마의 이야기 구조와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여/성이론 (7), 도서
출판여이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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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관점에서 설화를 다루는 많은 연구자들은 작품 속 여성 인물이 주체성

과 힘을 얼마나 발휘하는지와 그것의 결과가 어떠한지, 이 두 기준으로 가부장적

사상과의 관계를 평가한다. 설화 속 여성에게 주체성과 힘이 부여될 경우 그것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면 가부장적 사상이 반영된 것으로,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

로 이어지면 가부장적 사상에서 벗어나 여성을 인간화하려는 시도의 결과로 해석하

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특히 기생설화 연구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는 설화,

특히 민담이 문화적 거울이자 흥미위주로 형성되고 전승되는 이야기인 만큼 그 내

용이 단순하다는 편견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설화 속 기생의 모습을 당대

기생에 대한 현실적 인식과 연결 지어왔다. 예컨대 설화에 등장하는 기생이 주체성

을 발휘하면 마치 그것이 당대 기생의 실제적 자의식이나 기생의 인간성을 존중해

주는 사회적 추세가 반영된 것처럼 흔히 해석되어왔다. 하지만 제보자의 선입견이

나 의도와는 별개로 설화 속에서 형성되는 기생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생들의 실제 사회적·역사적 현실과 설화 속에서 형성되는 기생

의 모습이 상반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물론 기생설

화 중에 위와 같은 이분법을 확실하게 구현하는 설화도 다수 전승된다. 정결을 지

키기 위해 자살하는 기생, 욕심을 추구하다가 망하는 기생 등 설화에 반영된 기생

의 모습은 그 기반에 깔린 가부장적 사상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설화들에 반영된 기생의 모습은 이보다 복잡하다고

생각되며 구체적으로 그 양상과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각 유

형의 서사 구조를 상황 설정과 트릭이 실행되는 이유, 트릭에 대한 묘사 및 양상

그리고 트릭의 효과 및 결과로 구분하여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남녀관계에 대한 인

식과 관련된 기생의 모습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1. 강자훼절형 기생의 이중적 여성성

3.1.1. 경계와 필요의 대상

강자훼절형 설화의 서사는 여성에게 남성이 사회윤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원리를 전제로 전개된다. 그리고 기생을 통해서 이것

을 입증하는 트릭이 실행된다. 모든 각편의 시작은 비윤리적인 남녀관계에 대한 사

례가 제시되고 그것을 포용하거나 추구하는 주체와 못마땅해하는 주체 사이의 충돌

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 유형 A의 설화에서는 궁녀와 간음죄를 지은 주체를 용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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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왕의 태도와 법에 대해 엄격한 신하의 의견이 충돌한다.

(1)

옥사장이 뭐라고 하냐 하니까, “내가 몰랐다면 모르겠지만 나는 일국의 죄인을 다

스리는 옥사장인데 당연히 이건 처단해야 된다.” …(생략)… 그래서 딱 법대로 판

결을 받으니까 사형이라 이거야. 죽어야 된다. 그래 임금이 신하한테 도리어 빌었

어요.

“제발 생명만은 살려달라. 죽이지 말고.”

그래 먼 데로 인제 귀양을 보내기로 했단 말여…항상 생각을 한단 말요. 그래 어

떻게 하면 신하를 도로 데려올까.42)

(3)

“이 궁 안에 법은 다 궁녀는 다 상감마마의 것이구 다른 사람은 다 손을 못대는 걸

로 알구 있는데 엊저녁에 왕자 방에서는 소복을 허고 있는 궁녀가 나왔습니다.” 이

거야. “하니 이건 법을 위해서두 처벌해야 됩니다.” 이거야. 아 큰일 났네.43)

유형 B의 설화에서는 주색을 즐기는 주체와 그것을 꾸짖고 방해하는 고지식한

남성 사이에 충돌이 일어난다.

(4)

그 삼촌이란 사람이 뭐냐 하며는 술도 아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또 오입도

안하고 그런 사람이더래요. 그래 인제 그 조카 되는 사람이 거, 자기네 집이 참,

저 양반이구 재산두 있구 그 기생도 많겠다 오입도 좀 하고 그래야 될 텐데, 당최

거 삼촌이 영 말이지 술도 못 먹게 하구 도무지 삼촌 때문에 서울선 도무지 살

수가 없어…44).

(6)

옛날에 그 사람덜두 왜 주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잖어요. 저 춘향이 고생시키듯

그런 사람이 많은데 아 여자 기생들을 데리구 만날 질길라니까 그 밑에 사람 하나

가, 신하 하나가 하두 고지식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 어려워서 영 못하겄어. 너머

고직해.45)

유형 C의 설화에서는 남성이 홀려서 정치를 문란하게 만든 기생이46) 질서를 바

42) 한국구비문학대계 2-3, 318-319쪽. 이하 인용문의 밑줄 및 볼드체는 인용자.
43) 한국구비문학대계 2-2, 560쪽.
44) 한국구비문학대계 2-8, 377쪽.
45) 한국구비문학대계 4-3, 240-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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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잡고자 하는 왕과 기생을 처벌하기 위해 왕이 보낸 부사와의 대립관계에 놓인다.

(9)

평양에 설월이랜 기생이 있는데 아주 감사만 들어오면 잡아 먹어. 아주 정치가

문란해야. 기상한테 빠져서. 그래서 암행어사를 시켜서 그 기생을 불문곡직하구

잡어죽이라는….47)

(10)

노화라는 기상이 있는데, 이 기상이 수단이 무궁무궁하고 뭐 그만 그 감사가 오만,

그만 몇 달간 동안 그 사람을 어예 어예 실실 붙이가주고 고만 녹하뿌고, 녹파뿌이

그마 떨어지는 기라. 떨어지가주고는 고마 이늠 저 임굼이 또 올려보내면 또 그만

티직하고 나오고, 나오고 하는 기라. (각주: 기생 노화를 못잊어서 퇴직하고 평양

을 찾아온다는 뜻). 그마 그 노화라는 기상에 또이가주고, 고만 떨어지고 떨어져가

주고.//이래 되이가 마지막에 이제 제일 어사또라는 그 사람을 수단이 무궁하고

이 사람이 이러이끼네 ‘이 사람은 하리라’ 이 작정을 하고, “그래, 니 평양감사

로 가거라.”//하고 평양 감사로 올려보낸 기라.48)

이러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억압받는 자 혹은 그 편에 선 주체는 억압하는 주

체로 하여금 사회윤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저지르게 만들기로 한다. 즉, 트릭의 대

상이 더 이상 남의 흠을 잡지 못하도록 자신도 여성에게 영향을 받아 잘못을 쉽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트릭의 주요 목적이다. 중요한 것은 그

트릭이 기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유형 A와 B 설화에서는 트릭을 실행하

기 위해 기생이 임명된다.

Ⓐ

(2)

그 여자가 어디서 생겼냐. 윤비가 보냉기야. 어? 장안명기 설중매를 보냈거등. 서울

에 설중매 일등 가는 기생이야. 근디 그 정지놈도 기생 아주 이븡거 하나하구 둘

로 해서 불러들여가지고,

“아무리 지점에 가서 네가 우찌케 하든지 조휘만 같이 하루 저녁 자고 징거품만

하나 받아 가오믄 말이지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느그 삼족을 고만 팔자를 고쳐

주께. 그렁께 이 일 성공하냐?” 쿵게 자단하고 갔거등.49)

46) 각편 7에는 예외적으로 왕이 기생에게 빠진 평양 감사를 처치하기 위해 기생 대신 어사
와 부사를 보낸다. 그리고 기생은 그 평양감사의 요청으로 트릭을 실행한다. 이러한 경우
에서는 트릭이 실행되는 이유가 유형 A와 B의 설화들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유
형 A와 B에 대한 해석 역시 각편 7에도 적용 가능하다.

47) 한국구비문학대계 4-3, 451쪽.
48)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710쪽.
49) 한국구비문학대계 1-1, 6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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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할 불러가주구 평양감사에게 왕이 썼어요. 지금 암행어사가 정승 누가 가는데 너

여자 하나를 그날 제녁에 못 넣어 주며는 평양감사직을 박탈허겠다 이거야.50)

Ⓑ

(5)

“삼춘을 좀 거시기 시켜야겠다”구선 기생을–이쁜 기생을 하날 시켜서,//“우리 삼

촌이 사시는 데 늬가 거길 가서 좀 농락을 해라.”그거야.51)

(6)

인제 그 골 기생 하나 아주 유명한 기생을 하나 데려다가 후히 대접 하구서 약속

을 하는 거야. 니가 수단두 좋구 인물두 좋구 이름난 기생이구 그런데 그 아무개를

어떻게던지 끌기만 하면은 아주 너 재산이 필요하면 재산을 많이 주구 뭔가 아혀

간 네 원을 다 풀어줄 테니까, 니가 어떠한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좀 하나

홀리게 좀 해달라구.//게 부탁을 맡구 약속을 해가주구….52)

각편 2의 인용문은 왕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왕비가 기녀에게 도움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각편 3에서는 왕이 평양감사를 시켜 법에 엄격한 신하를 훼절시키도록

기생을 임명한다. 이 점에서는 기생이 남성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고 볼 수 있다. 각편 2에서 기생을 직접 임명하는 인물은 여성(왕비)이지만 죄를 지

은 남성 신하의 운명을 염려하는 남성(왕)을 돕기 위해 트릭을 실천하는 기생은 결

국 남성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는 것과 다름없다. 더 구체적으로 유형 A와 B의 모

든 각편에서 기생은 트릭에 성공하기 위해 트릭의 대상과 성관계를 맺는데, 이 경

우에는 기생의 몸 자체가 남성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편 2와 6에서 나타나는 기생의 ‘미’에 대한 강조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조선 사회에서 기생은 다양한 명칭으로 불렸는데 그 중 하나는 ‘해어화’, 즉 ‘말하는

꽃’이다. 즉, 기생이 일반적으로 영리하고 예쁜 여성으로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기생 중에서도 가장 예쁜 기생이 트릭을 실행하기 위해 선택되었다는

것은 여성의 미와 남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강자훼절형 설화에서 그 ‘흔들림’의 결과가 전부 훼절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여성의 ‘미’와 여성의 파괴력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함께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각편 1에서는 왕이 계획하는 것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50) 한국구비문학대계 2-2, 561쪽.
51) 한국구비문학대계 1-4, 891쪽.
52) 한국구비문학대계 4-3,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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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원리가 똑같이 드러난다.

(1)

임금이 인제 어명을 내렸어요. 평양 감사한테다가. “아무 신하가 지금 중국 사신으

로 가는데 내가 부채를 한 자루 준 게 있다. 어떠한 수단을 쓰던지 이 부채를 빼

앗아 보내라, 내게.”.//그러니까 부사가 저 평양 감사가 생각해 보니까 미인계가

아니곤 될 순 없단 얘기래요.53)

위의 인용문에 보이다시피 각편 1에서는 음란행위 자체가 핵심을 이루기보다는

신하의 성실함을 시험해서 훼절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책임을 맡는 평양감사는 이런 계획이 세워진 이유, 즉 비윤리적 남녀관계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르는 입장임에도 여성의 필요성을 인식

하고 기생을 임명한다. ‘미인계가 아니곤 될 순 없다’는 말은 여성만이 남성의 지조

를 꺾을 정도로 남성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 역시 여

성, 구체적으로 기생으로 대표되는 ‘예쁜 여성’의 파괴성을 시사한다. 이런 여성의

파괴성은 유형 C 설화에서 더욱 부각된다.

위에서 살펴본바 유형 A와 B 설화에서는 남녀문제에 대해 두 남성의 상반되는

태도의 충돌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남성을 흔들 수 있는 기생의 능력

이 트릭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유형 C 설화에서는 그러한 기생의 능력 자체가 해결

되어야 하는 문제로 제시되는데, 기생의 매력이 강조되는 동시에 기생이 한 남성에

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남성을 유혹해서 나라의 질서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유형 A와 B 설화에서 고지식한 남성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 기

생이 임명되는 것과 반대로 유형 C 설화에서는 기생이 일으키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곧은 남성이 임명된다. 그리고 기생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왕이 보낸 부

사를 유혹하기 위한 계략을 짠다.

결국 강자훼절형 설화 서사의 기본 설정은 남성의 지조와 기생으로 상징되는 여

성의 성적 매력의 대립으로 볼 수가 있다. 기생은 트릭을 통해 아무리 곧고 고지식

한 남성이라 하더라도 여성으로 인해 훼절될 수 있다는 원리를 입증한다. 여성의

성적 매력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강조되는 만큼 여성에 대해 억압적인 가부장제 사

회 인식이 반영된다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남성의 마음을 여성이 흔들어 놓을 수 있다

는 원리가 설화 속 기생에게 유익함을 가져다주기도 한다. 고지식한 신하에게 죄를

씌우기 위해 (유형 A), 그리고 고지식한 남성을 망신시키기 위해 (유형 B) 기생은

꼭 필요하다. 각편 1의 인용문에서 직접 표현되듯이 이는 ‘미녀만’이 수행할 수 있

53) 한국구비문학대계 2-3, 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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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다. 그런 면에서 기생을 임명한 남성은 기생에게 의지하는 입장에 서게 된

다.

(2)

“아무리 지점에 가서 네가 우찌케 하든지 조휘만 같이 하루 저녁 자고 징거품만 하

나 받아 가오믄 말이지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느그 삼족을 고만 팔자를 고쳐

주께. 그렁께 이 일 성공하냐?” 쿵게 자단하고 갔거등.54)

(6)

① 니가 수단두 좋구 인물두 좋구 이름난 기생이구 그런데 그 아무개를 ② 어떻

게던지 끌기만 하면은 아주 너 ③재산이 필요하면 재산을 많이 주구 뭔가 아혀

간 네 원을 다 풀어줄 테니까, 니가 어떠한 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좀 하나

홀리게 좀 해달라구.//게 부탁을 맡구 약속을 해가주구….

위의 두 인용문은 기생의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생이 트릭을 실행하

기 위해 필요한 인물인 만큼 상금이 약속된다. 특히 각편 6에서는 상금에 대한 약

속에다가 아부까지 떨면서 기생을 설득하는 주체의 간절함이 느껴진다. 상금을 약

속하는 행위 자체가 기생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55)음을 암시한다. 물론

각편 2의 경우에는 왕비가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생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

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상금의 크기가 기생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

한다고 생각된다.

각편 1에서는 왕이 엄격한 신하에게 도리어 빌 정도로 무력한 상황에서 기생은

왕이 스스로 해낼 수 없는 일, 엄격한 신하의 마음을 흔드는 일을 맡는다. 그리고

‘미인계가 아니곤’ 안 된다는 전승자의 말을 통해 기생이 왕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이 강조된다. 유형 A 설화에서는 기생의 손에 남성의 목

숨까지 달려있다. 왕이 구하고자 하는 신하의 목숨뿐만 아니라 각편 1과 3에서는

왕의 명을 받은 평양감사의 안정까지도 기생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표현된다.

(3)

암행어사가 누가 오는데 [왕이 ]이렇게 하룻 제녁을 여잘 자라고 허는데 아주 이건

자기 지위, ① 지끔 직책을 뺏기는 문젠데…그러니 기생을 붙들어 놓구,

“이번에 서울서 어느 그 좋은 양반이 오시는데 누가 그 하루제녁 잘 사람 없겠냐?”

그러니깐 조끄만 기생이, ② “제가 가지요.”

“그런데 자는데 그 양반은 하두 정직해서 니가 손을 내밀구 옷을 벗어두 안 간다.”

이거야.

54) 한국구비문학대계 1-1, 698쪽.
55) 한국구비문학대계 4-3, 2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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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하룻밤 쉴 수 있느냐?”

그래니깐, ③ “이걸 이렇게만 해 주시면 자겠습니다.”56)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기생이 먼저 자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기생의 행위주체

성과 기생이 앞서 살폈듯이 상금을 받는다는 전제로 트릭을 실행하는 경우도 있다

는 것을 생각하면 기생을 단순히 수동적인 도구로만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인용문

③을 통해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은 온전히 기생 스스로가 생각해내는 것임을 알 수

가 있다. 이것은 다른 각편에서도 마찬가지다. 기생이 개입하게 되는 과정을 아예

생략하는 각편 2를 제외한 나머지 각편에는 트릭을 요청하는 주체가 자신이 바라는

목적만 말하고 트릭 자체는 ‘우찌케 하든지’라는 표현으로 기생에게 맡긴다. 이처럼

유형 A와 B 설화에서 기생은 가부장적 원리로 인해 오히려 힘과 주체성을 획득한

다.

유형 C 설화에서는 기생에게 의지하는 주체가 없지만 기생의 파괴성이 강조되는

만큼 기생에게 굉장한 힘이 부여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생을 사형시켜야겠

다는 왕의 판결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기생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리고 기생을 잡으러 가는 부사는 기생을 피해야 한다는 경고를 미리 받는다. 각편

에 따라 경고를 받은 어사는 평양에 처음 내려갈 때 기생을 피하기 위해 작은 길로

돌아서 가거나 트릭을 당한 이후에 (자기가 이미 기생을 만났다는 사실을 모른 채)

기생을 재판장으로 부를 때, 마음이 흔들릴까봐 등을 돌려 앉거나 기생의 얼굴을

가린다. 이처럼 기생은 거의 초자연적인 매력으로 남성의 마음을 좌지우지하여 지

배권을 쥐는 인물로 표현된다. 이것은 여성에게 책임을 넘겨 남성의 성욕을 정당화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즉 남성에게 유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고 볼 수

가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으로 설화 속 기생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다.

기생이 ‘음란’행위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혀 억압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전제로

설화가 시작되지만 기생이 억압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설화가 마무리

된다. 어떤 각편들은 왕이 초월할 수 없는 기생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고,

어떤 각편들은 그것에 이어서 기생이 트릭의 대상과 결혼하여 함께 정치하는 것으

로 끝난다. 결국 모든 각편에서 기생은 ‘음란한’ 여성으로서 초반에 마주했던 부정

적인 가부장적 평가와 그에 따른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고 끝까지 주체성을 유지한

다. 기생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 음란 행

위를 비난하고 통제시키려는 제도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었다고

할 수는 있다.

지금까지 살핀 것처럼 강자훼절형 설화의 설정 단계에서 소개되는 트릭이 실행되

는 이유는 여성의 성적 매력을 경계하는 가부장제 사회 인식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56) 한국구비문학대계 2-2, 5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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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인식이 설화 속 기생에게 자신의 유익함을 챙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하기도(A,

B), 남성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힘을 부여하기도 한다(C).

3.1.2. 가부장적 가치관의 구현 및 이용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의 양상은 세부적인 내용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름

간략하게 설명되는 경우도 있지만(5, 6, 8, 10), 대부분의 트릭은 여러 단계로 구성

되어 정밀하고 복잡한 형태를 지닌다. 하위 유형과는 상관없이 각편마다 차이가 많

이 나기 때문에 본 절에서는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을 세밀하게 조사하기보다는 대

부분 각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들에 주목하고 그 특징들의

의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대부분의 각편에서 트릭의 첫 단계로 기생은 뛰어난 미모로 남성의 시선을

끌고 마음을 흔들기 시작한다.

(2)

① ‘…이게 떡 술상을 가왔단 말야. 치알라봉께 참 그럴 수 엄씨 예쁘단 말야. 남자

마음 다 한가지 아이가? 그래 예쁘단 말야….’57)

② ‘그만 거문고를 뜯고 저기 소리를 하는데 아이 아이 그만 환장을할 지경이라

…(생략)… 춤을 추는디 꼭 나부겉이 춘다 말이라. 아 이늠 거가 녹았단 말이

라….’ 58)

(4)

‘…그 여자 혼자서 빨래를 하는데 그렇게 이뻐. 아주 그냥 그 정신이 빠져가지구

삼촌 되는 사람이 아, 그거만 시월 없이 내려다 본단 말이여 …(생략)… 거기서 반

했는데, 아 술을 따라 주니 그 뭐, 당최더 그만 정신 없지 뭐, 그 여자 보느라고.’
59)

(7)

‘‘이것이 평양이 물색이 좋다는데, 평양 시내 가기 전에 산중에 ① 저런 여자 하나

보구 내가 이렇게 정신이 혼동이 되니께는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

략)… ② 열 두 시가 돼도 자지 않구선 촛불을 하나 켜 놨다가 둘 켜, 둘 켰다 셋

켜, 다섯을 켜 노니깐 전기불보다 더 밝드라 이거야. 근데 옷목에서 수를 놓는데 …

57) 이것은 트릭을 실행한 기생을 만나기 전에 술집에서 술을 따라주는 다른 기생에 대한
남성의 반응이다. 이때부터 남성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어서 트릭을 본
격적으로 실행하는 기생의 모습을 보고 더욱 반하는 내용이 묘사된다. 이처럼 여성의 ‘미’
에 취하듯 점점 더 정신이 홀리는 모습을 그려낸다.

58) 한국구비문학대계 1-1, 694쪽, 697쪽.
59) 한국구비문학대계 2-8, 378-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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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바늘을 알아 볼 수가 없어. 거 이 사람이 그 수 그루 시선이 맞대기 시작

하니껜 보니껜 그 솜씨두 좋지마는 얼굴을 볼수록 당체 사람이 정신이 혼동돼.’60)

위의 인용문들은 기생의 뛰어난 외모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 모습에 매혹되어 정

신을 못 차리는 남성의 모습을 묘사한다. ‘환장하다’, ‘혼동되다’ 등의 표현을 통해

남성이 기생의 ‘미’에 취한 것처럼 서술되며 남성의 흐려진 판단력을 강조한다. 이

러한 표현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듯 기생의 트릭에 속아서 사회윤리를 어기는

남성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서술 방식으로 생각된다. 트릭이 본격적으로 실행

되는 과정에서도 트릭에 넘어간 남성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공감하는 듯 하는 전승

자의 말투를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각편 1에서 이러한 특징이 특히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1)

그래서 주안상을 하나 잘 채려 가지고 옷도 말이요. 유혹할 만한 홑 옷에다 살이

막 베이는 (보이는) 이런 옷을 입고 말이지요. 자기도 그 날 술도 한 잔 먹고 취

해 가지고 버릇 없는 짓도 하고 이래다가 술에 취한 척하고 쓰러졌어요. 부러지

(거짓말이지), 그래 대감이 가만히 보니 육 개월 동안 내 수족같이 이렇게 노는데

내가 너무 냉정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여 애처러워서 말이요. 어디다 뉘운다고

안아다가 어디다 뉘울라고 들었단 말이야.

‘이러니까 그 여자가 취한 것이 아니고 포옹을 하거든요. “아, 네 이거 웬 짓이냐”

하니까, 또 뿌리쳤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생이 하는 얘기가, “참 너무도 제가 지극

한 정성을 바쳐 왔는데 내일이면 떠나시면 너무 섭섭합니다.”

거기서 조금 자기가, 그러니까 대감이 범한 것이 아니고 그 여자한테 당한 것이

지. 그래서 그 이튿날 따라서 내려 오는데 그래 그 아침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육개월 동안 이렇게 되고 하룻밤을 자고나도 만리장성을 쌓는데 역시 이렇게 되

었으니 무슨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선물을 달라니까, “다른 것은 다 내놓고 대감이 갖고 계신 그 부채

를 주십시오.”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 그 사신인 임금이 이걸 날 선사하면서 만

리 태국에 나래 삼아서 갔다 오라는 부채인데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것은 필

요 없고 그걸 꼭 달라.”고 그러니 할 수 없이 그만 빼앗겼단 말입니다. 빼앗겨서

그래서 오는데. 과거 그 밤을 자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육개월 동안 전여 없었는

데 그 밤을 지내오고부터는 떠나오는데 한 번 더 봤으면 하는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봤으면 이런 생각이 자꾸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에 몰두해 가지

고 이래 오는데….’ 61)

60) 한국구비문학대계 1-7, 957쪽.
61) 한국구비문학대계 2-3, 320-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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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상을 차리고 ‘유혹할 만한’ 옷을 입고 취한 척을 하며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는

기생의 작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전승자는 철저히 준비한 기생의 모습을 강조한다.

전승자의 말투에서 전승자가 술과 ‘살이 보이는’ 기생의 옷차림을 남성을 유혹하기

에 효과적인 요소로 여긴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이어서 전승자는 남성이 트

릭에 넘어간 이유가 어떤 개인적인 단점 때문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임

을 강조한다. ‘당하다’와 ‘빼앗기다’라는 표현들을 통해 전승자는 기생에게 모든 책임

을 묻는다. 또 다른 사례로 각편 4를 살펴보자.

(4)

① ‘…그 여자 혼자서 빨래를 하는데 그렇게 이뻐. 아주 그냥 그 정신이 빠져가지

구 삼촌 되는 사람이 아, 그거만 시월 없이 내려다 본단 말이여 …(생략)… 거기서

반했는데, 아 술을 따라 주니 그 뭐, 당최더 그만 정신 없지 뭐, 그 여자 보느라

고.’

② 그 담부터는 그 조카한테 잔소리를 안하고 잘 지내다가 살았다 그런 얘깁니다.

[조사자: 속임수였군요?] 그러니까, 속이느라고 그랬지요. 독한 술을 잔뜩 맥여

놓고는 그만 속여서 그만 그렇게 만들어 놨지.62)

각편 4에서는 남성이 매우 기이하고 익살스러운 트릭에 당한다. 벌거벗고 돌아다

녀도 쳐다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기생의 말을 믿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

서 알몸 상태로 술, 과식, 담배를 한다. 각편 4에서 트릭의 대상은 자신이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는 말까지 믿는다. 그런데 남성의 어리석음이 강조되기보다는 서사

전개가 과도하고 엉뚱한 만큼 기생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강조된다. 마찬가지로 각

편 6에서도 기생 스스로가 ‘인제는 뭐 내가 죽으라면 죽을 시늉까지 다 허게 돼 있

다구’ 자랑을 한다. 위에 인용한 것처럼 각편 6의 전승자는 아무리 지독한 사람도

여자에게 반하면 어쩔 수 없다는 표현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이것은 기생처럼 예쁘

고 교묘한 여성 앞에서 남성은 무력하기 때문에 트릭의 대상이 기생의 트릭에 넘어

간 것 자체는 당연하다는 인식을 낳는다. 위의 인용문에서 ‘그렇게 이쁘다’는 표현

과 ‘정신이 빠졌다’는 표현은 여성의 미모를 강조하는 동시에 그 때문에 황홀해진

남성의 정신 상태를 강조함으로써 남성의 어리석음보다는 여성의 매력에 중점을 둔

다. ‘그만 정신없지 뭐’라고 하는 전승자의 말투에는 ‘말할 필요 없이 당연한 일’로

여기는 뉘앙스가 깔려있다.

인용문 ②는 트릭의 대상이 기생에게 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장면에서 이어지는

결론 부분이다. 조사자는 그제야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가 기생이 실행한 트릭에 대

한 이야기였다는 것에 대해 확신한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승자는 트릭에 속은 남성

62) 한국구비문학대계 2-8, 379쪽, 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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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동이 그럴듯한 반응처럼 느껴지도록 서술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기생의 트릭이 황당한 만큼 그 트릭에 속은 남성의 행위가 익살스러울지언

정 트릭의 대상이 그만큼 부족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라 기생의 계략이 좋았기 때문

이라는 것이 전승자의 말투로 전달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승자는 이런 일들이

‘독한 술을 잔뜩 맥여 놓고’ 속여서 가능했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남성이 그럴 수밖

에 없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처럼 트릭이 구술되는 방식은 여성의 성적 매

력이 지닌 파괴력과 남성의 성욕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쪽으로 기울여져 있다.

즉, 남성에게 유리한 가부장제 사회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기생이 트릭을 실행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기생이 가부장제 사회 인식을

이용해서 지배권을 획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각편에서 기생은 과

부로 가장하고 하얀 소복을 입은 모습으로 트릭의 대상 앞에 나타난다. 기생이 과

부로 가장하지 않고서도 트릭이 성공하는 각편도 존재한다. 각편 1에서는 하녀로

대신 가장하고 각편 5, 6, 10에서는 기생이 신분을 숨기지 않은 채로 트릭에 성공한

다. 그리고 위에 살펴본바 남성이 기생에게 홀리게 되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기

생의 외모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대부분의 각편에서 기생이 과부로 가장하

는 이유가 무엇일지 의문스러워진다. 물론 실천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는 없다. 곧고

고지식한 남성인 만큼 일반 여성보다 기생을 의도적으로 더 경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생이 가장하는 각편이 더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는 과부의 신분을 택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물론 단순히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 역시 트릭을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무신 영문으로 밤에 ① 이렇게 슬피 우쇼?”

그래니깐, 그 마루에 걸터 앉으라 이거야. 마루에 그래 밤에 걸터 앉으니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나이가 이팔 청춘에 남편은 죽구 시집을 갈래

니 다 도둑놈 같구 갈 수가 없다.”

이거야. 갈 수가. …(생략)…

“그럼 내가 중매 서 주께 시집라가.”

“중매 설꺼 없이 영감님 같으면 신랑 얻겠다.”

이거야. 보니까 얼굴두 환하구 허니까.

② “안된다.”

이거야. 아 이게 또 우네.

“남에 과부집이 와가주구 시집가라구 했으니 맘만 흔들렸다.”

이거야.

“허니 내가 낼 아침에는 평양감사한테 가서 과부집에 와가주구 웬 남자가 와가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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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집가라구 했으니 맘을 흔들었으니 ③ 난 그대루 고발허겠다.”

이거야. 아 이거 우네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깐, 암행어사가 평양감사 앞에 끌

려가게 생겼다 말야. 인제 그래서 인제 급허니깐, 위기일발이지, 급허니까, 이제

닥어 앉으면서,

“저 부인 그게 아니고 난 그렇게 헐 처지가 못되니 내가 얻드래도 요담에 얻을테니

까…그렇게 알고 울음을 끄치라”고 허니까는 이 속치말 딱 벗더니, “여기다가 글씰

하나 쓰라…날 꼭 얻는대는 글씰 쓰라.”63)

위에서 인용한 각편 3에서는 기생이 우는 소리로 곧은 신하의 관심을 끈다. ①에

서 볼 수 있듯이 기생이 처음에는 동정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과부로서의 슬픈 사연

을 털어낸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트릭의 대상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하며 (②) 신하

가 트릭에 넘어가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동정심이 아니라 기생의 협박이다 (③

).64) 오히려 동정심보다 더 중심을 이루는 것은 재가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

이다. 여성이 사회로 진출하지 못하고 남성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시대 가

부장제 사회에서65) 이러한 간절함은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이며 기생은 그것을 이용

하여 트릭을 실행한다. 추가적으로 소복은 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충실함의 상징으

로 볼 수가 있다. 따라서 기생이 열녀다운 인상을 심기 위해 과부로 가장한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각편 4에서는 과부로 가장한 기생이 고지식한 남성과

결혼할 약속을 맺었다가 남성을 며칠 못 보게 되어 슬픈 마음으로 병에 걸려 죽은

척을 한다. 남성은 이 말에 속아, 귀신이 되어 다시 나타난 척을 하는 기생을 의심

하지 않고 믿는다. 또 다른 각편들에서는(2, 5, 7, 8, 9, 10, 11, 12) 기생이 남성에게

먼저 접근하지 않고 남성이 다가오게 만들며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계략은 남성

을 일부러 멀리하려는 노력의 행세이다. 즉 기생은 남녀관계에 대한 사회 윤리와

정절을 엄격히 지키는 여성인 척을 한다. 기생이 겸손한 태도로 남성을 대접하고

배려하는 모습도 이것과 함께 강조된다.

(7)

① ‘그 여자더러, “물을 한 그릇 달라.” 그러니껜 물을 떠 가지구 나오는데 흰 대접

에다가 은가락지를, 물을 선뜩 마시구나서는 하두 이상하니껜 주점 주점 하고 있다

가 물을 마실 적에 가락지 있는 데다가 물을 마시니께 꿀떡 꿀떡 마실 수는 없고

그래 그냥 막 물 같으면 막 마실 탠데, 가락지가 있으니껜 그걸 들이다 미면서 속

으로 염불하면서, 먹기 싫은 물 먹듯, 조금 조금 마시구 나니깬 그 여자가 껄껄 웃

63) 한국구비문학대계 2-2, 562-563쪽.
64) 또한 기생이 과부 대신 하녀로 가장하는 각편 1에서도 기생이 성공적으로 트릭을 실행
하는 과정에서 동정을 불러일으킨다(‘그래 대감이 가만히 보니 육 개월 동안 내 수족같이
이렇게 노는데 내가 너무 냉정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하여 애처러워서 말이요’).

65) 김용덕, 한국의 풍속사 1, 밀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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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 “뭐 때문에 그런고 하니, 한참 시장 중에 냉수를 호흡하시다가 냉수에 체하

면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이런 짓을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야. 그 말 하는데 이

사람 정신이 동한다 이랬어.’

② “남녀칠세는 부동석이라 그랬는데, 한 방에서 주무시는데, 선을 긋구 자야 합니

다.” 이거야 여자 말이…이 사람이… 자꾸 마음이 그냥 발동이 도는 거야. 그래, 새

로 세 점이 된 여에 엉금엉금 기어가서 그 선을 넘었드라 이거야…이 여자가 손으

로다 내밀면서, “점짢은 체면에 뭣하시는 거냐구. 나 아무리 여기서 남편이 없

이 혼자 사는 사람이지마는 어디 사시는지 부지거처를, 어떤 댁이신지 모르고

갔다 내 몸을 당신에게 드릴 수가 없오. 그러니껜 어디 산대는 거나 표적이나 하

나 해주슈.”66)

위의 인용문 ②는 여성이 정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만큼 남성은 더욱 유혹되는

것을 보여준다. 기생은 자신의 정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핑계로 신표를 성공적으

로 얻는다. 인용문 ①은 기생이 트릭 대상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기 위해 쓰는 계략

에 대한 묘사이다. 기생의 사려 깊은 배려와 현명함이 돋보인다. 이처럼 기생은 가

부장제 사회에서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여성성을 의도적으로 구현한다고 볼 수가 있

다. 설화 속 기생은 조선사회 가부장제 사회 남성들이 이상적으로 여긴 모습의 여

성으로 행세하여 트릭을 실행한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을 금단의 열매로 만들어서

유혹함으로써 죄에 엄격한 태도를 취했던 남성의 위선을 노출시킨다.

3.1.3. 훼절과 회복의 실현

기생의 트릭으로 남성이 겪는 ‘흔들림’의 양상은 훼절이다. 그것의 즉각적인 결과

를 살펴보면 기생의 파괴적인 영향력이 부각된다. 우선, 모든 각편에서 트릭의 대상

이 되는 남성은 수치를 당하고 면목을 잃는다. 각편 9에서는 남성이 그 수치심 때

문에 권좌(權座)에서 물러나기까지 한다.67) 유형 B에 해당하는 각편에서는 남성의

벌거벗은 모습이 노출되어 큰 부끄러움을 겪게 되며 각편 4와 6에서는 남성이 ‘박

장대소’의 대상으로 전락한다. 그 장면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4)

① ‘“내가 뻘거숭이니 우트케 이 남새스럽게 거 대동 안에 들어 갈 수가 있느냐.”

“아, 당신 살아서 귀신 왔소? 우리가 귀신인데 사람이 우릴 못 보오. 그러니 갑시

다.” …(생략)… 아, 가 보니께 동원 마당에다가 파란 멍석을 깔고 기생들이 소하구

66) 한국구비문학대계 1-7, 959쪽.
67) 각편 9 <박문수와 기생 설월>에서는 어사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여북해 말두 못하
구 내뺏대는 거야.’라고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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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곳 양반이란 양반 다 모여 들고서 큰 상을 차리고 막 뚱땅거리고 한참 먹는데

아, 굉장하거든. 아, 그런데 가운데로 지나가도 누구 하나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

요….’

② ‘…그만 이제 이 담뱃대를 받아가지구선, 여자가 그만 그 자기 남편 부랄에서 그

만 들어 댔단 말야, 아, 그러니 그 뜨거운 놈의 담배를 부랄에다 드리 대니 얼마

나 뜨겁수?’

“아이구, 뜨겁어 죽는다.”고 소리를 냅다 지르니께 아, 그만 그 자리서 동헌 마당에

그 양반님네 뭐, 하면서 기생이 박장대소를 해. 아이, 큰 망신을 했네. 그만에 이

런 망할….’68)

(6)

‘그런데 인제 그 담부턴 옷을 베껴가주구 댕기는 거요. 내 조화루다가 옷을 벗구

댕겨두 다른 사람이 우리 둘이는 보덜 못헌다. 보질 못허니께 벗구 댕기자는 거

유 …(생략)… 하루는 인저 원님 잔치날이 돼서 전부 데려다 놓그 잔치하구 그러는

데 …(생략)… 게서 인제 한참 먹는데 그제서 원이 귀썀을 한 대 치며, “이놈 여자

한테 반해두 분수가 있지 이러구 돌아다닌다.”고 말여. 그래가주군 박장대소하구선

그제사 몸둘 바를 모르구선…게 사람이 아무리 지독한 사람두 여자게 반해놓면

헐 수 없나 봐유.’69)

위의 인용문은 주색을 멀리하던 남성이 기생한테 완전히 빠져서 물색없는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기생과 함께 어울려 놀 뿐만이 아니라, 기생의 말을 믿고 사

람들 앞에서 알몸으로 돌아다니기까지 하다가 몸에 부상을 입는 동시에 무리 앞에

서 자신이 웃음거리가 되었음을 깨닫는다. 이처럼 기생 때문에 트릭을 당한 남성은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본다.

각편 1, 2, 3, 7, 11, 12에서는 트릭의 대상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왕에게 용서를 빌어야 할 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것으로 표현

된다.

(2)

‘그 평양 감사 장부에 찍으라쿠는 도장을 갖다 계집의 치매에 찍었으니 이거 역

륜을 해도 이만저만한 역륜이 아니라 말야 …(생략)… 소빙이가 술상을 딱 들고

앞에 서고 설중매는 이노므 페안도 안찰사라쿠는 도장 찍은걸 이래가 뜩 입고 앞에

섰다. 쑥 나와 보니께네 그만 조휘하고 신종호하고 그만 뛰나가서 고만 청 밑에가

엎디렸어. “우리 죽이 주이소” 말야. “이 죽일 놈들이 임금을 속있습니다.” 말야’70)

68) 한국구비문학대계 2-8, 384-385쪽.
69) 한국구비문학대계 4-3, 241-242쪽.
70) 한국구비문학대계 1-1, 698-7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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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자가 속치마 글씨 쓴 걸 떡 쓰구 앉아있네 거기에. 아 이거 죽일 짓이란 말야...

왕 앞에, “목을 벼 주시오.” 할 수밖에 목을 벼 주시오….’71)

(7)

조복을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 그리고 들어. 죄인너니깬, 입구두 못 가. 온 데

간 데 없이 업어졌어. 그 자리에서 나와서. 그래가지구 임금님께 가. “죽여주

슈”72).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기생의 트릭에 넘어간 남성은 자기 스스로 먼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 그리고 전승자 역시 남성이 지

은 죄의 심각성을 애써 강조한다. 이렇게 또 트릭의 대상은 기생 때문에 망할 지경

에 이른다. 이처럼 트릭의 효과에 초점을 두었을 때 기생은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치명적인’ 여성, 즉 ‘팜 파탈’적인 여성으로 표현된다. 전형적인 가부장적 사상이 반

영된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의 장기적인 결과에 주목하면

특이한 현상이 확인된다.

열두 각편 중 열 개의 각편에서 기생의 트릭의 결과로 설화 시작에 발생했던 갈

등은 해결되고 평화가 이루어진다. 유형 A의 경우 기생이 성공적으로 법에 엄격한

신하를 훼절시킨 결과, 궁녀와 간음죄를 지었던 신하가 처벌을 면하게 된다.

(1)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네는…자네는…만리 타국에 이 부채를 삼아서 나래 삼아서

잘 다녀왔지만 아무 데에 귀양간 그 사람, 그 시중으로 있다가 그 궁녀하고 팔 벼

고 있다가 죄로 귀양간 사람, 이 신은 언제면 돌아올꼬? 돌아올 기회가 없다.” 그러

니 그 사람이 딱, 생각하기를 이는 모두가 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 그 사람하고 사직하고73)

이래 가지고 그 사람 기생하고 그 사람 다시 살도록 이래고 자기는 평양 기생

하고 살았다.74)

(2)

71) 한국구비문학대계 2-2, 564쪽.
72) 한국구비문학대계 1-7, 961쪽.
73) 한국구비문학대계에는 ‘사직’으로 표기되어 있지만 문맥상 원래 전승자의 표현은 ‘사
죄’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국구비문학대계’ 웹사이트에 올린 녹음 자료의 품질이
매우 낮아서 어느 쪽으로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도서 기록에도 전승자의 발음이 불분명
하였다는 서문이 삽입되어 있으며 이 단어 앞뒤의 문장의 구조를 보았을 때 ‘사죄’가 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74) 한국구비문학대계 2-3, 322-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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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다 내가 한 짓이다 말야. 저 이거 우리 넷 사람만 알고 말이지…절대로 그만

다른 사람을 모리게 딱 감촤두고…묻어비리믄 그만인기다. 그만이니께 우리 술이나

먹고 놀자 말이야.” 그래 그만 아 그만 설중매 노래 불리우고 말이지 소뵝이 춤 추

이고 거기서 그만 한 잔 먹었다 말이라. 그래서 그 일이 무사히 해결되고 나서

그 뒤에 그 두 신하들이 앞에서 결의형제를 맺었거든…이젠 둘이 다 콩을 팥이

라캐도 다 팥이락하니 이노므 나라에 안될 텍이 있다. 태평성대가 되버맀어. 그

래가 잘 살았어.75)

위의 인용문에 나타나있듯이 각편 1에는 이미 처벌받아 귀양 갔던 인물이 용서받

고 왕의 곁으로 돌아오게 된다. 각편 2에서는 궁녀와 죄를 지었던 인물이 처벌받을

위기에 빠져있다가 기생의 트릭으로 인해 그 위기를 면하게 된다. 각편 3에서도 이

것이 ‘왕의 지혜로서 고 막을 넹겼대요’라는 말로 시사된다. 이 인용문들에서 또 부

각되는 점은 왕이 아끼는 인물이 처벌을 면하게 되는 동시에 그 인물과 그 인물의

죄를 지적했던 신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다. 특히 각편 2는 ‘태평성대’가 되었

다는 표현으로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짐을 강조한다. 물론 각편 2와 3에서는 이런

결과들이 왕의 지혜로 이루어진 것으로 표현되지만 3.1.1.에서 살펴본바 기생 없이

는 이룰 수 없었던 일인 만큼 기생의 행위의 결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각편 1과

3의 경우에는 왕이 기생을 직접 임명하지 않고 평양감사에게 그 책임을 맡긴다.

(3)

말 잘타는 신할 불러가주구 평양감사에게 왕이 썼어요. 지금 암행어사가 정승 누가

가는데 너 여자 하나를 그날 제녁에 못 넣어 주며는 평양감사직을 박탈허겠다 이

거야. 아 이놈이 인제 평양엘 떡 건너갈 수밖에요.76)

위의 인용문에서처럼 특정 각편에서는 평양감사까지 파면의 위기에 놓인 것으로

설정되기도 하는데, 설화 결말에 따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기생이 트릭에 성공함으

로써 평양감사는 직위를 지켰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유형 C의 대부분의 각편들도 유형 A의 각편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측면에서 안

정된 것으로 끝난다. 각편 8, 10, 11의 전승자는 트릭의 대상이 기생을 첩으로 삼아

서 평양을 잘 다스렸다는 말로 결말을 짓는다.

(8)

그러니 죽이지 못 한다 말이야. 그래, 인저 그 뒤로는 그 노화하고 어울려서 정치

를 하니까 그렇게 그 평양이 다 잘 됐어, 평양 전부가. 그저 건달꾼이 노화 때

75) 한국구비문학대계 1-1, 702쪽.
76) 한국구비문학대계 2-2, 5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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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서로 정치를 해가지구 평양이 잘 다스렸다 그런 얘기야.77)

각편 7에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이 보인다.78)

(7)

① 임금이 들으니깬 차, 이거 물색 좋고 기생 많기로 유명헌 덴데, 자, 정치에는 어

둡고 미색만 탐해가지구, 질서가 문란해지구, 치안을 잘못해가지구, 그냥 만백성은

살지 못하겠다구 야단인데, 이놈은 맘놓고 놀아요. 그냥 기생두 빠져가지구. 그를

올바르게 처치하라구 사람을 내려 보내는 즉슨 역시 못와. 그러니 참 박문수처럼

정말 참 정직한 사람이 있다구 그래서, 임금이 보내서, 평양을 쑥 가구 보니껜, 평

양에 지금 감사로 있는 거를 제명하러 가는 거야, 아주 처치하러.

②…임금이 껄껄 웃드래. 그 임금이 숙종대왕 적이어요. 그 지혜가 많은 분이여.

그래, 무릎을 탁 치면서, “당명왕도 양귀비에게 미쳐가지고 나라가 망했다. 그래 장

부의 맘을 흔드는 건 여자밖에 없다.” “그러나 올바를 땐 올바르고, 정직할 땐 정직

하게 살며는 충신이라.”그렇게 정치를 잘 하고 인자하고 지혜가 넘었대요.79)

당명왕 때 여성의 영향력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왕의 말은 여성의 파괴력을 강

조한다. 그리고 왕이 바로잡고자 했던 정치 질서는 여전히 문란한 상태로 남은 것

으로 설화가 마무리된다. 하지만 임금이 ‘껄껄’ 웃었다는 것을 인용문 ①에서 확인

할수 있는 서사 시작의 임금의 태도와 비교하면 긍정적인 결말임을 확인할 수 있

다.

2장에서 강자훼절형 설화는 갈등의 발생으로 시작되어 기생이 트릭으로 그 갈등

을 해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형 C의 경우는 정치가 문란해진 것 자체가 중요

시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왕과 정치를 문란하게 만든 주체 사이의 갈등이 문

제로 제기된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 관점에서 각편 7은 왕의 태도가 바뀜으로써

그 갈등이 해소되고 트릭이 실행되기 전보다는 평화로워진 현실이 제시된다. 그리

고 기생의 트릭으로 인해 평양감사가 파면 위기를 면했다는 것을 가정할 수가 있

다.

트릭의 대상이 결국에는 용서받고 자신의 직위를 유지하는 하위 유형 A 설화와

77) 한국구비문학대계 2-8, 834쪽.
78) 각편 9와 12는 예외적인 서사 결말을 갖추고 있다. 각편 9는 트릭에 당한 부사가 ‘여북
해 말두 못하구 내뺏대는 거야’라는 간략한 언급으로 끝난다. 각편 12에는 왕이 기생의
트릭에 넘어간 부사를 용서하지만 평양에 예쁜 여성이 많은 이유가 ‘가리바위’의 모습 때
문인 것으로 설명되며 예쁜 여자가 많으면 ‘상사롭지 않고 도로혀 좋지 못한 일이 생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리 바위의 표면을 손상해야 했다는 설명으로 끝난다. 다른 각편
과 많이 비교되는 이 결말은 각편 12의 전승 형식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79) 한국구비문학대계 1-7, 956쪽, 961-9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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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설화의 경우와는 달리 하위 유형 B 설화에서는 트릭에 당한 남성이 망신당하고

마는 것으로 끝난다. 하지만 트릭을 요청했던 주체는 그로 인해 고지식한 남성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4)

다시는 그만 그 조카가 오입을 하던, 술을 먹던, 놀음을 하던, 도무지 말을 안하

고 그래. 평양서 잘 지내다간 그만 그 아내 언은 거 데리구 서울 와서, 그 담부터

는 그 조카한테 잔 소리를 안하고 잘 지내다가 살았다 그런 얘깁니다.80)

위의 인용문은 삼촌이 잘 살았다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조카와의 사이가 평화로

워진 것을 알려준다. 다른 두 각편은 트릭을 당한 남성의 행위에 대한 웃음 유발로

마무리된다. 이것과 더불어 전승자와 청자의 웃음을 통해 설화의 목적 자체가 기생

의 트릭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청자는 설화 속 기생과 함

께 웃는 입장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기생의 트릭의 즉각적 효과는 남성을 훼절시킴으로써 파괴적인 행위로 보

일 수가 있지만 그런 기생의 행위를 통해 억압되어 있던 인물이 자유를 얻고, 갈등

이 회복되고,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즉, 기생이 파멸을 통해 회복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강자훼절형 설화의 기생은 가

부장적 사상에 따라 마땅히 비난받아야 할 ‘음란’행위를 실천하는데도 불구하고 벌

로부터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보상을 얻

기까지 한다. 무엇보다 기생으로 인해 사회 윤리가 어겨진 상태로 평화가 이루어진

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4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3.2. 약자조력형 기생의 이중적 여성성

3.2.1. 자발적ㆍ수동적 주체

약자조력형 설화의 설정도 강자훼절형 설화처럼 두 주체 사이의 갈등을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강자훼절형 설화는 남녀관계에 대한 고지식한 이념과 더 관대한 사고

방식의 충돌이 핵심을 이룬 것과 달리 약자조력형 설화는 불우한 처지에 빠진 약자

와 악한 강자, 즉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갈등이 핵심을 이룬다. 그리고 기생은 피

해를 당하는 주체를 돕기 위해 트릭을 실행한다. 유형 D에서 기생은 친구에게 배신

당한 남성을 돕기 위해 나선다. 이 설화는 빈부차별을 주제로 하며 가난한 남성(이

80) 한국구비문학대계 2-8, 3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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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이 피해자로, 높은 위치에 올라서 잘 사는 남성(김씨)이 가해자로 설정된다. 두

인물은 ‘같이 커고 한 서당 글배우고 하던’(15) 사이로 소개된다.

(14)

김진희는 가정이 어려워가주고 참 머 먹을 것도 기럽고 옷도 남루하고 이러나하되,

이 이현령이 어른이 장 거 김진희를 사랑이 여기고 옷도 사주고 밥도 주고 돈

도 주고…(생략)…그럭으로 오래 그카다 보이 김진희도 선, 선부가 됐고 이현령이

도 선부가 됐고, 그러이 나이 사십 지연에 말이지이 그래그래 참 머 그카다 보이

말이지이. 이현령이 살림은 덜컥덜컥 줄어져가주 고마 간구해지고, 김진희는 그

거구러 참 비슬도 하고 머머 이래 노리께네 머 살림도 부해지고 이런데, 그렇진

데 인제 김진희는 뭐가 됐는기 아이라 평양, 감 감사로 됐다 말이라.81)

위의 인용문은 원래 이씨가 김씨보다 잘 살았으며 이씨의 도움으로 김씨가 잘되

고 이씨는 이후에 가난해졌음을 알려준다. 김씨가 성공할 때까지 이씨가 많은 도움

을 줬었다는 내용은 이씨의 ‘선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친구를 돕는 것이 당연한 만

큼 김씨의 배신이 ‘악’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각편 13에서도 김씨가 이씨의 도움으

로 과거를 보게 되는 것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과거를 통과하면 이씨에게 감투를

씌워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서 김씨의 ‘악성’이 더욱 부각된다. 기

생은 이씨가 도움을 청하러 김씨를 찾아갔다가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 김씨에게 무

시를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그를 도와주기로 결심한다. 이때 이씨가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타나는데도 기생은 그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은 채 도와준다. 이처럼 기

생은 시작부터 ‘선한’ 남성 편에 선 ‘선한’ 인물로 그려진다.

유형 E의 설정도 형편이 반대인 두 남성의 대립으로 시작된다. E에서 약자 입장

인 남성은 글을 배웠는데도 과거를 볼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돈으로 벼슬을 구하고

자 서울의 어떤 대감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두 각편 모두 남성이 글을 배웠다

는 말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남성이 노력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불공

평한 체계에 속한 것을 시사하고 운이 좋지 않음을 강조하여 남성을 억울한 상황에

빠진 동정의 대상으로 그려낸다. 이러한 남성은 대감에게 ‘온 돈을 다 바치고’(17)

밭 한 자리 있는 것까지(16) 팔아가며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대감

에게 돈과 재산을 뺏긴다.

(17)

어떤 대감집에 들어가서 논마지기나 팔어가주고 온 돈을 다 바치고 늘 그 대감

집에 들어댕김서 대감한티서 무슨 소식이나 있일가 하고 그 대감 동정만 엿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달러도 통 아무 소식도 없고 가물치 코구멍이거던요. 그

81) 한국구비문학대계 7-11, 75-76쪽.



- 36 -

래서 또 논밭떼기 있넌 것 다 팔아서 바쳤어요. 그러넌데도 아무리 지달러도 또

역시 가물치 코구멍이란 말이래요.

몇 해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 이제는 팔아올릴 논밭도 없고….82)

이처럼 여러 번 돈을 바치고 사기당하는 남성의 모습은 남성의 순한83) 성향과 대

감의 악성을 동시에 강조한다. 기생은 이러한 남성의 사연을 듣고 대감에게 복수하

여 남성을 돕기로 한다. 유형 D에서처럼 기생은 남성이 요청하기도 전에 먼저 도움

을 제시한다. 이처럼 남성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유형 D 설화와 E 설화의

기생의 모습은 남성을 유혹해서 질서를 어지럽힌 강자훼절형 설화의 기생과 대조된

다. 남성의 이익을 위해 트릭을 실행한다는 점에서 강자훼절형 설화의 유형 A 설화

와 B 설화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약자조력형 설화의 기생은 더 확실하게

능동적인 주체로 표현된다. 유형 D와 E의 설화에서 기생이 남성을 돕기로 결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3)

옥단춘이가 춤을 추다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말년 사주가 그렇게 좋트랍니다.84)

(14)

옥닥춘이가 말이지 그 수청을 받다가 보이 거 참 옷은 남루하기 입었고 해도 가

마이 보이 양반의 집 자슥 걸고 이렇거덩.85)

(15)

그 기상이 참말로 사람은 보이 그렇잖은 사람인데 하매 거러지 생활을 하이 내

간이 없거던.86)

위의 유형 D 설화의 인용문은 기생이 이씨의 관상을 보고 사주가 좋다는 것을

알아보고서 도와준 것으로 설명한다.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기

생이 이씨를 가까이해서 사적인 혜택을 취득하기 위한 기회로 삼은 것으로 가정할

수가 있다. 하지만 각편 13에는 기생이 이씨를 도운 이후로 받는 혜택에 대한 이야

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각편 14에는 결말에 기생이 이씨의 후실이 되기는 하

지만 설화 중간에 이씨가 기생의 의리를 시험하는 장면을 통해 욕심 없이 돕는 기

생의 마음이 확인된다.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기생의 결심은 개인의 이익을 챙

82) 임석재, (임석재전집)한국구전설화 4, 302쪽.
83) 약자인 남성이 느끼는 억울함과 분노가 자세히 서술되는데 이것은 전승자가 약자의 입
장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며 약자의 어리석음 보다는 대감의 치사함이 더 부각된다.

84)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138쪽.
85) 한국구비문학대계 7-11, 77-78쪽.
86) 한국구비문학대계 7-12, 18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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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려는 의지에서 나온 행위라기보다는 이타적인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

다. 여기서는 기생의 선한 성향과 영리함이 강조되는데 이 관점에서 유형 D 설화의

기생에 대한 표현은 강자훼절형 설화보다 훨씬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생의 영리함

이 남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표현된다는 함축된 의미에 주목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유형 E 설화의 경우를 살펴보자.

(16)

가만 평양 기, 기생이 생각해보니 여지껏 몇 해를 그래고 있어 봤던들 그 술 한잔

물어 보고 가는 사람도 없더니 사람이 보쨍(뱃장) 언간(어지간)하거든. 이 지생(기

생)은 어떤 기생이냐하면은 페양 갑부집 가는 기상이란 말이야. 이런데 자기 살림

을 누구한테 건사할(돌볼) 도리가 없어서 남자를 하나 지끔 읃을 궁리를 하고

있거든. (청중: 아-하. 그래서 지금 그리고-) 아 (대답) 그래.87)

(17)

이 곱고 젊은 기상은 본지 피양으 유명한 기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재산을 모

았넌데 이 큰 재산을 잘 간수할만한 남편을 얻으려고 각지로 돌아댕김서 큰 재

산을 잘 건사할만한 남자를 찾기 위해서 술 한잔에 백 양을 받는 술집을 내고 있

었넌데 이번에 이 고장에 와서 그런 술집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 한잔에 백

양이란 큰 돈을 내고 술 마시는 사람이란 어데서던지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백양짜리 술 마시러 온 손이 왔거던요. 입은 옷은 허름하고 추레하지마는 당당히

들어와서 백 양자리 술을 한잔이 아니라 두잔이나 사먹을라고 해서 이 기상은

이런 남자야말로 내가 찾는 남자다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좀 자시히 알

어 보려고 했어요... 말을 다 들은 기상은 그러느냐고 “그 대감을 그저 둘 수 없소.

갖다 디민 돈을 뒤루 찾어내는 도리나 우리 같이 궁리해 봅시다”이라거던요.88)

위의 유형 E 설화의 인용문은 기생이 사기당한 남성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에서 도와주기로 결심한 것을 보여준다. 유형 D와 달리 기생 개인의 필요

와 이익이 주요 목적으로 나타난다. 재산을 관리할 남편을 오래 찾았다는 말에 대

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여성으로서 의지할 남편이 필요하다는 전형적인

가부장제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둘째는 그 반대로 기생이 재산 관

리인을 맡아줄 남편을 얻음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역할이 뒤바뀐다고 볼 수가 있다.

즉 사회 진출은 여성이 하고 그로 인해 번 돈은 남성이 담당하는 것처럼 표현되는

것이다. 설화의 결말에서 기생이 ‘남자를 데리구선’ (17) 잘 살았다는 표현을 통해

상황을 마음대로 조절하는 기생의 행위주체성이 부각되는 점을 고려하면 전자보다

후자의 해석이 더 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성주의 인식을

87) 한국구비문학대계 2-1, 225쪽.
88) 임석재, (임석재전집)한국구전설화 4, 3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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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남성이 일을 하지 않고 좋은 아내를 얻어서 부자

가 되고 잘 살게 된다면 남성에게 유리한 상황이며, 이런 관점에서 기생은 설화를

통해 남성의 소원이 성취되는 쪽으로 편리하게 사용되는 문학적 장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지적한바 유형 D 설화에서도 역시 기생에 대한 표현은 긍정적이고

기생이 자율성을 지닌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사실상 편리한 문학적 장치의 기능

을 하는 것이다.

유형 F의 대부분의 각편은 일본과 한국의 적대적 관계가 두루 알려진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단도직입적으로 트릭의 양상에 대한 서술로 시작된다.89) 그만큼 기생이

트릭을 실행하는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애국적인 행위인 것으로 표현된다.

이처럼 유형 D와 E 설화들처럼 강자훼절형 설화와 달리 유형 F 설화의 기생도 선

한 의도를 가진 도덕적 인물로 소개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각편에서 왜군을 죽이는

기생은 관기가 아닌 일반 술집에서 일하는 기생으로 설정되고, 논개와90) 월이 설화

에서는 기생이 한 지역의 대표로 인식된다는91) 것을 고려하였을 때 기생으로서의

여성성보다 계급적으로 하층민이었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

다. 따라서 기생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기생의 여성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 오히려 하층민의 대표로 하층민의 소원을

성취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유형 D와 E의 설화들처럼 기생은 편리한

문학적 장치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3.2.2. ‘색’과 ‘절개’의 겸비

약자조력형 설화에서 나타나는 트릭의 양상은 유형 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본 절

에서는 유형별로 검토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설화 D에서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은 두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로 기생

은 이씨를 도와주러 가기 위해 배가 아픈 척을 하며 잔치 자리에서 빠져나온다. 둘

째로 이씨를 강에 빠뜨려서 죽이는 책임을 맡은 뱃사공에게 돈을 바쳐서 이씨를 죽

인 척만 하고 모래밭에 묻게 하여 이씨의 목숨을 구해준다. 후자는 설화의 전환점

을 이룬다. 기생의 트릭 덕분에 이씨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며 이씨는 그것을

89) 유형 F에 속하는 대부분의 설화는 서사가 다른 유형의 설화보다 비교적 단순하며 특히
트릭이 실행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은 매우 간략하게 언급되거나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논개와 월이 이야기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지만 무명 기생에 대한 각편 27과
28은 배경 시기와 상황은 불분명하다. 하지만 일본 군인이 물리쳐야 하는 적이라는 생각
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논개, 월이와 비슷할 것을 가정할 수가 있다.

90) 각편 19에는 논개가 불우한 사람으로 표현되므로 계급 문제가 더욱 주목된다. ‘우리 전
설에 의하면은 그래 인쟈 그거를 다 없애고 미화를 해버리고 그러는데 …(생략)… 노름
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생략)… 팔아먹은 기라. 그러니까 주씨 어른이 그 논개 딸을.’

91) 23-26 모두 월이가 고성의 사람이었음에 주목하고, 18-22는 논개가 진주시에서 기념되
는 인물임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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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로 삼아 몰래 과거를 준비한다. 이때 기생이 이씨를 자기 집에 숨겨주며 경제

적 후원자로서 이씨가 과거를 통과하도록 도와주는데 숨겨주는 것까지를 트릭의 일

부로 여길 수 있다. 이씨는 기생의 도움으로 과거를 통과해서 높은 위치에 오르고

김씨를 처벌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버린다. 이때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돈이다. 기생이 뇌물로 남성의 목숨을 구할 뿐만 아니라 돈이 있기 때

문에 자기 집에 남성이 숨은 채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 이것은

3.2.1.에서 유형 E 설화에서 주목한 현상과 유사하다. 한편으로 자발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조절하는 기생의 행위주체성으로 인해 기생에게 힘이 주어진다고 볼 수는

있으나 여성이 돈을 벌고 남성을 먹여 살림으로써 남성에게 유리한 만큼 기생은 남

성에게 헌신하고 충실한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입는다.

하지만 기생이 돈을 버는 방식까지 고려하였을 때 3.2.1.에서 주목한 것보다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여기서 기생이 ‘이상적’인 여성으로서 표현

되는 동시에 조선시대 가부장적 사상에 따르면 비난받는 것이 마땅한 기생의 성적

매력이 함께 강조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유형 D 설화의 기생이 돈이 많은 이유는 기생이 그만큼 인기가 많은 기생이기

때문이다.

(15)

이 참 기생이 돈이 마이 있는 여자라. 한평생 참 기생질 하고 벌이이 마이 있는

여자라.92)

이처럼 기생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기생의 성적 매력과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다

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서도 추정할 수가 있다.

(13)

주색잡기를 허고 좋은 각씨들 기생들 데려다 날이 날마다 춤만 추고 논께, 거그 기

생이, 옛날에 그 기생이 옥단춘이여요….93)

또한 기생이 이씨를 도와주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수청 들러 나간다는 사실이 아

무렇지 않게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14)

①

한 날은 옥단춘 또 수청 들이라고 또 인지 사또 또 파발이 왔다. 왔는데, 그래 옥

92) 한국구비문학대계 7-12, 186쪽.
93) 한국구비문학대계 6-12,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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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춘이도 인제 간다. “서방님! 우야든지 오늘 집이나 지키고, 그리구 트집 말고 가

마이 계시이소. 계시며는 내가 수청드린 후에 또 곧 올 챔이이 우야든지 날 오도

록 기다리고 있이소….”

“옥단춘이 니가 어느 날 또 수청받으로 가노?”//“아무 날 및 시에 또 드갑니

다.”//“어, 그래. 내가, 자네 때문에 살았이니….”94)

물론 ‘수청 들다’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심부름한다는 뜻도 있으며95) 무조건 성적

인 의미가 담겨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설화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어느

각편에서도 전승자가 기생의 정절을 주장하거나 성적 의미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보

이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유의미하다고 본다.

유형 E의 기생도 평양의 유명한 기생으로 부자가 된 것으로 서술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생의 성적 매력의 직접적인 표현으로 트릭이 실행된다. 남성을 훼절시

키기 위해 정절을 지키려고 애쓰는 척을 하면서 트릭을 실행한 강자훼절형 설화의

기생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다. 기생의 트릭은 다음과 같이 실행된다.

(17)

기상은 처음에는 머리도 빗지 않고 옷도 헌 누던기를 입고 그저 구진 일만 했었넌

데 차차 머리도 곱게 빗고 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하면서 몸단장을 하고 내

중에는 분까지 발라서 이뿐 모습을 했어요. 대감이 보니깨 그 새로 들어온 종년이

어찌나 이뿌던지 탐이 났어요.96)

우선 기생은 위의 인용문에서 표현된 것처럼 자신을 예쁘게 꾸며서 대감의 관심

을 끈다. 여기까지는 강자훼절형 설화에서 실행되는 트릭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강자훼절형 설화의 기생과 달리 본인이

트릭의 대상인 대감에게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면서 유혹한다. 기생과 대감에게

당했던 남성은 대감 앞에서 부부인 척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시골에 가는

척을 한다. 아래 내용은 그때 이어지는 일에 대한 묘사다.

(17)

“…저의 집에 마친 좋은 술이 있습니다. 그 술 좀 잡수어 보시지요.” 이러면서 저으

집으로 들어가자고 권하거든요 …(생략)… 밤이 어둑어둑 되니깨 대감은 그만 가

야겠다 함서 이러설라고 했어요. 여자는 이것을 보자 “그렇게 취해각고 어텋게

가시겠다고 하십니까? 가시다가 잘못되던지 하면 큰일이오니 여기서 편히 쉬시

94) 한국구비문학대계 7-11, 88쪽.
95) ‘수청’에 대한 정의는 국립국어원 제공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 참조.
96) 임석재, (임석재전집)한국구전설화 4, 3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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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내일 아침 날이 밝거던 가시지요. 마친 지 남편은 시골 가고 없이니 쉬여가

서도 좋습니다.” …(생략)… 여자는 요를 깔고 이불을 펴고 대감 옷을 활닥 다

버끼고 이불 속으로 들여보내고 저도 옷을 벗을란다고 치마 끈을 끌르면서 불

을 탁 껐어. 그리고 있니라니깨 대문 밖에서 문 열으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나요. 여

자가 깜짝 놀라 “대감님 지 냄첸이 돌아온 모양입니다. 이거 야단났입니다. 대감

님, 어쩌겠습니까. 우선 금한대로 저 궤짝 속에라도 들어가서 숨어서 이 급한 장면

을 모면해야겠입니다.”97)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유형 E 설화의 기생은 대감이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게 하고,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하룻밤을 자고 가라고 붙잡으며 옷을 벗기기까

지 한다. 이처럼 기생이 피해를 본 남성을 도와주기 위해 실행하는 트릭은 여성으

로서의 성적 매력을 이용해서 이루어진다. 물론 그런 성적 매력 때문에 대감을 망

신시킨다는 면에서 여성의 미와 성적 매력이 남성을 파멸로 이끈다는 논리를 강자

훼절형 설화와 공유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생이 남성을 돕기 위해 자신의 몸

을 이용하여 한편으로 남성의 도구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유사하다. 하지만 강자훼

절형 설화의 경우에는 훼절이 목적이기 때문에 남녀 사이의 신체접촉이 중요한 기

능을 한다. 이에 반해 유형 E 설화에서는 육체적 유혹의 필요성은 의문스럽다. 또한

강자훼절형 설화에서는 훼절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기생이

트릭의 대상을 유혹하는 반면 유형 E 설화에서는 유혹 자체가 기생이 선택한 방식

일 뿐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유형 F 설화에서도 비슷한 이중성을 발견할 수가 있다. 나라를 지키는 기생은 목

표를 이루기 위해 성적 매력을 발휘한다. 각편마다 일본 군인을 이기는 방법은 다

르지만 구조적 공통점은 다음과 같다.

1. 기생이 기생의 직위를 이용해서 일본 군인을 가까이한다.

2. 일본 군인의 신뢰를 얻은 후 전략을 수행해서 패배로 몰아넣는다.

이처럼 모든 각편에서 기생의 ‘트릭’은 남성과 잠자리를 함께할 정도로 남성을 가

까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군인의 허리를 감싸고(18-22), 군인의 물건에 손을 대

고(24-26),98) 군인의 목을 벨 수 있다(27, 28). 논개가 전승되는 과정에서 논개가 원

래 기생이 아니었다는 주장이 표현되는 경우도 있는데,99) 이것은 여성의 성적 매력

97) 위의 책, 304-305쪽.
98) 기생 월이는 왜군의 지도를 바꿔서 일본 군대가 큰 패배를 당하게 한다.
99) 본고에서는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대계 8-3에 <논개 (2)>라는 제목으로
논개에 관련된 각편이 한 편 더 채록되어 있다. 이 각편의 전승자는 기생이 관기였는지
아니었는지에 대한 논의부터 구술한다. 연구 대상으로 다루지 않은 이유는 이 각편이 역
사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논개의 행위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둘러싼 역사에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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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열녀라는 개념과 어긋난다는 인식이 확실히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한국구비
문학대계에 채록된 대부분의 각편들은 논개가 기생이라는 것을 당연시한다. 월이

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되는 과정에서는 그런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으며 모든 각

편에서 일반 술집 기생으로 표현된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생 중에서도 가장 예쁘

고 인기가 많은 기생이었다는 것이 강조되기도 한다(24, 25). 각편 28에서는 기생의

성적 매력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가 더욱 부각된다.

(28)

기생이 우리나라에서 최고 기생이 세계에서 기생이 이쁘고 잘한대는 인제는 소문

이 나가지고 일본장수가 기생집에 가서 놀았어…술도 먹고 막 이러는데 우정 또

이 여자가 자꾸 대접할거 아니요. 술이 챘단 말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칼로

모가지를 푹 짤랐지 …(생략)… 기생이 일본의 애를 가졌는데 아 이 애가 석달이

되었는데 그래 자기도 죽을라고 했는데 이 애가 펄떡 뛰고 펄떡 뛰고 석달된 애가

모가지를 베고 자기도 죽고 애도 죽고. 조사자1: 자살을 했다고요? #으, 음.100)

위의 인용문은 기생의 강한 애국심과 희생적인 행위가 기생의 성적 매력과 함께

묘사된다. 유형 F의 기생의 모습은 여성 트릭스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여겨

지는, 아시리아의 장수 홀로페르네스(Holofernes)의 목을 벤 성경 인물 유디트

(Judith)와 비교할 수 있다. 경외서의 서술에는 유디트가 적군 홀로페르네스를 죽이

기 위해 성적 매력을 발휘하는 것에 대한 정당화로 유디트가 하나님에게 특별히 받

은 사명 때문에 나선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유디트를 영웅으로 보기 위해

유디트의 마음의 순결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물에서 [씻고] 올라와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자기의 길을 이끄시어 자시 백

성이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사고 간청하였다. 그러고 나서 정결한 몸으로 천막에

들어가, 저녁에 음식을 가져올 때까지 그 안에서 지냈다.

(After she had bathed, she would pray to the Lord to guide her in her plan to

bring victory to Israel. Then she would return to [Holofernes’] camp ritually

pure and remain in her tent until after the evening meal.)101)

유디트가 트릭을 실행하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고대영어 시 ‘Judith’도 같

은 태도를 취한다. 유디트를 장군과 비유하여 유디트의 여성성을 축소시키고 홀로

페르네스의 음란함과 대조되는 유디트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강조한다.

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생에 대한 전승자들의 태도나 인식을 파악하는 데 있어
서 유용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100)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구비문학대계(https://gubi.aks.ac.kr/)참조.
101) Jth. 12:8-9, G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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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순간 구주의

영광스러운 종 유디트는 확실하게 알았다.

그 더럽고 부정한 괴물이 깨기 전에

그의 목숨을 쉽게

빼앗을 방법을. 그리고 창조주의 곱슬머리 처녀 유디트는

날카롭게 갈린 검,

전쟁-피바다에 적셔져 굳어진 검을

칼집에서 뽑았다….

(Þā wæs Nerġendes

þēowen þrymful, þearle ġemyndiġ

hū hēo þone atolan ēaðost mihte

ealdre benǣman ǣr se unsȳfra,
womfull onwōce. Ġenam ðā wundenlocc

Scyppendes mæġð scearpne mēċe,

scūrum heardne ondof scēaðe ābrǣd

swīðran folme.)102)

이와 반대로 유형 F 설화의 각편들에는 기생이 기생의 모습 그대로 여성으로서의

성적 매력을 발휘해서 일본 군인을 유혹해서 죽이는 것으로 묘사된다. 유디트는 홀

로페르네스를 유혹한 것처럼 연기만 하고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육체적 접근이 이

루어지기 전에 죽인다. 이것을 생각하면 각편 27와 28의 기생도 군인을 죽이기 위

해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 필수 요건은 아니다. 그런데도 기생의 성적 매력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표현되지 않는다. 각편 28에는 기생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통해 일

본 군인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태연하게 밝혀진다. 기생이 자살했다는 사실

로 이어지지만, 성적 행위와 관련된 수치심보다는 마지막까지 나라를 위한 충심으

로, 일본인 자식을 낳지 않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이처럼 약자조력형 설화에서 기생은 열녀 혹은 충신다운 모습과 성적 매력을 발

휘하는 이중적 여성성을 구현한다. 이것은 남성들의 기생에 대한 이중적 욕망이 투

사된 결과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그 결과로 형성되

는 설화 속 기생의 모습이 복합적이고 입체적이라는 것이다. 계급적 ‘음란’함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현실사회의 기생과는 달리 구전설화

속 기생은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성을 포기하지 않은 채 열녀 혹은 영웅으로 칭송

받거나 높은 계급 남성의 부인이 되는 방식으로 위상이 격상된다.

102) Peter Baker, “The Old English Aerobics Anthology”(https://oldenglishaerobics.net/
judith.php) 참조(2021.02.07.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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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박탈과 회복의 실현

약자조력형 설화의 기생도 강자훼절형 설화의 기생처럼 파멸과 회복 둘 다 이루

는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 약자조력형의 기생은 자신의 뛰어난 미와 ‘색’을 통해

얻은 특권들을 이용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 강자훼

절형 설화에서 기생의 파괴적인 행위는 비난을 받는 대신 회복을 이루어 보상을 받

는다는 것을 3.2.에서 확인하였다. 약자조력형 설화에서도 기생의 파괴적인 행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앞 절에서 언급한바 기생에게 열녀 혹은 영웅으로 인정받

는 명예까지 주어진다. 그런데 약자조력형 설화에서는 기생의 트릭으로 인해 확실

히 ‘악’을 행한 주체가 손해를 본다는 점에서 강자훼절형 설화와 차이가 난다. 모든

각편에서 기생은 트릭을 통해 억울한 입장에 빠진 주체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그 같은 트릭으로 다른 주체를 몰락시킨다. 유형 D 설화에서는 친구를 배신한 평양

감사가 기생의 개입으로 인해 실각하고, 유형 E 설화에서는 사기로 돈과 재산을 빼

앗던 대감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넘기게 되며, 유형 F 설화에서는 조선을 침공한

왜군이 패배한다. 이처럼 기생의 트릭을 통해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직위가 반대로

뒤집힌다.

유형 D의 설화에서는 기생이 남성 주인공을 은밀히 구해주고 조용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렇게 남성 주인공은 기생의 도움으로 급제하게 되고, 자

기보다 먼저 성공했다가 자신을 배신한 친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 그 친구에

게 처벌을 내리고 권력을 빼앗는다.

(14)

‘이놈! 너는 이 자리 떠나라. 떠나야 되이 다른 사람 여 여 대로(대신으로)여 들어

앉어야 된다.” 그러이 평양감사를 떠내고 …(생략)… 이현령이 가마이 생각해 보

이이, ‘내가 되기는 옥단춘이 때문에 이래 됐는데, 옥단춘이를 내가 이래 놔둘

수는 없어. 이러이 내가 머리를 올리줄빼끼는 없다.’ 옥단춘이 돈을 대가지고 이현

령 그렇기 잘되고, “사실이 이해 말이지이, 옥단춘이 하고 내가 약속한 일도 있고

이런데으, 나도 살린 자는 나도 그 사람을 살리야 되는데, 그러이 내가 이, 이래 있

을 도리 없고 옥단춘이하고 결혼할 예정인데 그 당신은 어떠냐?”고.

“하이고, 그래야죠, 그래야죠… 옥단춘이 아이며는 당신도 못 살끼고 우리도 못

살고 다 죽을 판인데, 우리 가속을 다 구해내는 옥단춘인데, 아이 그 그 옥단춘

이 데려오먼 내 장 끌어안고 앉아여, 옥단춘이 내 기룰합니다. 디불고 오이소 디불

고.” …(생략)… 임금한테 상소를 하이께네, ‘사실이 여사여사 해가지고 일이 이래

됐다’고 인제 상소를 하이께네, 그 임금도, “참 신기한 일이라. 죽은 백성이 가우 살

아오이 신기한 일이라.”라민서 어명을 니라여. “이 참말로 우예끼나 내외를 삼아

야 된다. 옥단춘 아이며는 이현령 니가 못 살 챔이 이현령 니가 옥단춘을 배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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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야 된다.” 그러구로 혼례한 뒤에는 또 이늠우 옥단춘이가 얼매나 잘되노? 이

이거 기생이 어, 그 어사 마느라 됐이이 약간 잘 됐나? 이래가주고 아, 고만 머, 그

군내가 전부 알고 머 머 국내가 안다 말이아. ‘옥단춘이, 옥단춘이’ 이이 모두 떠

든다. 이래가지고 그래 거어서 옥단춘이한테 아들 삼형제 났거든….’103)

(15)

내 보는 앞에 쥑이야 원수를 갚지만도 그래 모하고 그러이 참 멀리 고만 보내라

하이, 내 보는 앞에 쥑이만 마음이 그리 어진 사람은 내 마음이 아푸고 이러이

멀리 고마 귀양을 보내라 카이, 귀양이고 말고 고만 몇 발자죽 안가여 벼락을 때

리 고마 그 친구는 죽었뿌고. 그래 이 사람은 그 첩도, 참 기생이 얼매나 어지요.

그 기생도 찾아여 참 자기 후실로 삼고 그래 본실도 참말로 그러기 영 머 그런 참

열녀겉이 그런 사람도 다시 참 본처로 삼고 그렇기 잘 사더랍니다.

각편 14의 인용문에서는 남성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이 기생의 업적으로 표현되

고 각편 15의 인용문에서는 기생이 열녀로 칭송받는다. 기생 덕분에 이씨는 김씨를

사형시킬 수 있는 입장이 되는데 각편 15에서 보이듯이 이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우정을 생각해서 자신을 배신한 친구를 귀양만 보내기로 결정한다. 이것은

이씨의 도덕적 우월함을 강조하는 동시에 트릭을 실행한 기생의 행위를 확실히 선

한 일로 긍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유형 E의 설화에서도 기생은 ‘파멸’을 통해 ‘회복’을 이룬다. 나쁜 대감에게 사기

를 당해서 가난해진 남성 주인공이 대감의 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도록 도와준

다.

(16)

“에, 내가 이 음쪼를 해 줄 테니 내 재산을 반절 냉기(넘게) 끊어 줄 테니 흠! 난

내 먹고 살기만 하면 되니 전부래도 내가 자네 달라믄 끊어줄 테니에 뭐해 달라

구 (살려달라구).” 그래 가서 음쪼를 써 받았단 말이야 그러믄거 인전 그 사람끼지

뭐 딴 사람은 범죄 못하거든. 그래서 구에 3분에 2는 일제 음쪼로 써 받았거든…

그래 가지구선 3분 2는 찾아 가지고 그건 자기 팔아 가지고 갖다 댄 돈 몇 몇 십갑

배로 말이야 찾아 가지선 이래 가지고 왔다 그래잖아. 그리고 평양기생이 그 남자

를 데리구선 어제 꺼지는 곧 살았지.”104)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대감은 돈만 뺏길 뿐만 아니라 살려달라고 빌어야 하

는 입장이 되어 망신을 당한다. 유형 D 설화와 마찬가지로 기생의 트릭으로 인해

한 주체가 이익을 보는 반면 다른 주체는 손해를 본다. 정반대의 상황에 놓였던 두

103) 한국구비문학대계 7-11, 95쪽.
104) 한국구비문학대계 2-1, 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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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다. 가난한 남성이 잘살게 되고 부유와 권위를 소유하

던 자는 지위가 낮아진다. 기생이 남편을 얻어서 잘살게 된 것으로 표현되는 것과

대감이 웃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통해 기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감지할 수

있다.

유형 F의 설화에서는 기생이 트릭을 사용하여 왜군을 물리침으로써 나라를 침입

한 일본 군인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이로써 나라의 안정을 회복한다. 각편 28의

경우에는 유형 D와 E 설화에서처럼 기생의 트릭으로 인해 한 남성의 신분 상승까

지 이뤄진다.

(28)

그래가주고 그 사람이 장수를 쥑있으니깐 성공한거잖아요. 그래 그 [기생] 때문에

그 장수를 잡았지. 그래가주고 그 장수가 그 요섭이를 쥑이가주고 머리를…보따리

싸가주고 와가주고 임금님한테 갔다 바칬대요. 그래가주고 그만침 자기가 벼슬이

올라갔대요. 그걸 못 잡아줬으면 바쳤으면 벼슬을 못할껜데, 그러이 그걸 갖다

바치니 얼마나 높아져요. 한 없이 올라가는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임금 거 저 대통

령까지 올라갔는가봐.105)

위의 인용문은 기생의 긍정적인 영향력과 파괴력을 동시에 잘 보여준다. 기생 때

문에 왜군은 목숨을 잃고 그 덕분에 한 장군은 벼슬이 굉장히 높아진다. 월이에 대

한 이야기에서는 기생의 파괴력과 영웅적인 면모가 더욱 과장된다.

(26)

조사자: 그럼 그런 월이 논개 같은 그런 정도의 장녀라고 장한 일을 한 사람인데….

전승자1: 예… 논개는 왜놈 장수 한사람을 죽였지만은 이거는 왜적을 배를 몇십척

을 섬멸시킨 이 역사적인 근거가 없으니께네 아쉽다.106)

(21)

기생이 월아라는 기생이 그래서 당황포 해전때 왜군이 쫓겨가면서 저리 갈끼라꼬

도망을 가다보니 딱 맥힜단 말이야. 여기 오니가 갈 때가 없어 거기서 일본군이

전부 전멸했다. …(생략)… 이거 월이 기생에 대해서는 좀 새로 발견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열녀 이야긴데 제일 내가 아쉬운 것이 월아 기생같은 거는 학계

에서 자료는 엄스니까 자료를 만들어야지.107)

위의 인용문에서 강조되듯이 월이는 한 군인만이 아니라 한 군대를 물리친 기생

105) 한국학중앙연구원 제공 구비문학대계(https://gubi.aks.ac.kr/)참조.
106) 위의 웹사이트 참조.
107) 위의 웹사이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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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된다. 월이의 이야기를 전승하는 전승자들은 월이에 대한 이야기가 더 알

려지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함으로서 월이의 영웅적인 면모를 강조한다. 이

것은 월이의 파괴적인 행위가 확실히 선한 목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약자조력형 설화의 결말을 통해 3.2.1.에서 주목했듯이 기생이 도덕적 의

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여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가

있다. 강자훼절형 설화에서보다 뛰어난 미모를 갖춘 여성, 또한 주체적인 여성에 대

해 더 긍정적인 인식이 반영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강자훼절형 설화는

남녀관계의 문제가 서사의 중심을 이루는 것과는 달리 약자조력형 설화는 불우한

처지에 빠진 주체의 괴로움과 승리 획득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3.2.1.에서 이

미 언급한바 약자조력형 설화에서는 기생이 여성으로서 미치는 영향보다는 약자의

조력자로서 정의를 이루는 행위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약자조력형 설화에서 기생

은 사회적 약자의 소원 성취를 구현하는 존재로 기능한다.

지금까지 유형별 분석을 통해 가부장적 인식과 연결되어 형성되는 설화 속 기생

의 이중적 여성성에 주목하였다. 트릭을 실행하는 기생은 다른 사람의 혜택을 위해

동원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면서도 행위주체성을 소유하고 힘을 장악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음란’과 ‘정결’의 이분법을 초월하는 입체적인 모습을 지닌다. 열녀다

운 모습을 갖추는 동시에 성적 매력을 발휘하며, 파괴적이면서도 회복을 이룬다. 혹

은 파괴를 통해 회복을 이룬다. 이러한 이중성을 지니면서도 비판의 대상으로 나타

나기는커녕 복합적인 모습 그대로 인정받거나 보상을 받기까지 한다. 중요한 것은

전승자의 의도 및 인식과 설화에서 발견되는 현상의 이질적 상관관계이다. 기생에

대한 문헌설화와 구전설화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의 설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화가 유행했던 시기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체의 사회 인식 사이의 직접적인 상

관관계를 가정하고 논의를 펼친다. 하지만 전승자의 인식 및 의도와 문학적 장치로

서 설화 속 인물의 기능, 그리고 실제로 설화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모두 다를 수

있다. 설화 내용은 가부장적인 인식을 전제로 하더라도 설화 속에서 형상화되는 기

생은 가부장제 틀 속에서도 가부장적 사상에 어긋나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강자훼절형은 여성의 파괴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남녀 사이의 관계의 자연스러움

을 함께 강조한다. 기생은 단순히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표현된다고 볼 수 있으면

서도 설화 속 기생은 그것을 이용하여 신분 상승하기도 한다. 약자조력형에서는 반

대로 설화 표면에 기생이 열녀로 칭송받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행위주체성을 확실

히 발휘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성 혹은 민간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

한 도구가 된다고 볼 수도 있다. 기생의 성적 행위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가 여성의

성적 자유로움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남성들의 이상이 구현되는 것

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하지만 그 결과로 설화 속 기생은 억압된, 일차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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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가 아니라 힘을 가진 입체적인 존재로 표현된다. 설화 속 기생은 가부장제 질

서에 속하면서도 그 질서를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여성으로서 가부장적

통제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유로움을 누리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트릭스터적인 면

모를 지니고 있어 사회에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힘까지 소유한다. 약자조력형과 강

자훼절형 설화 모두에서 기생은 파멸과 회복을 함께 이루고, 어떤 경우에는 파멸을

통해 회복을 이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회복의 결과로 강자훼절형 설화에서는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질서가 새로운 질서로 자리를 잡는다고 할 수가 있으며 약자

조력형 설화에서는 사회윤리에 맞는, 즉 도덕적으로 이상적인 질서가 회복된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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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릭스터로서 기생의 능력

기생이 트릭을 실행한다는 이유만으로 트릭스터라고 볼 수는 없다. 서론에서 언

급한바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트릭스터의 가장 본질적은 특징은 ‘경계성’과 ‘주변성’

이다.108) 기생은 여성이자 천민으로서 신분이 주변적이고 직업 자체가 ‘경계성’을 구

현하므로 트릭을 실행하기도 전에 이미 기생에게 트릭스터적인 잠재력이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시대에 기생은 천민에 해당하였으나 양민부자나 양반의

소실로 천민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었고 여성 중에서도 높은 교양의 수준과 예술성

을 자랑하는109) 직업여성이었다. 즉, 한 계층에 완전히 속하지도 않으면서 제한되지

도 않았다. 또한 기생은 엄격한 사회적 윤리의 질서 밖에 존재한 인물이었다. 남성

도 성에 대한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없었던 사회에서 자유롭게 감정을 표출하

고110) 남성과 자유롭게 교류한 여성으로서 기생의 존재 자체가 조선 사회 윤리에

어긋나는 모순이었다. 법적으로는 양반과 사사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었지만 풍속

적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어기는 일이 흔히 일어났으며111) 실제로 비난

보다는 칭송의 대상이 되곤 하였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기생은 남성이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이 넘을 수 없는 경계를 편하게 넘나들

수 있는 인물들이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생이 트릭스터가 되는 것은 아

니다. 물론 경계성만으로 트릭스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트릭스터의 역할을 맡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주릭은 여성 트릭스터(trickstar)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트릭스타는 주변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며 의도적으로 건방지고 음란스럽

다. 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규범을 위반하며 자만심을 과시하고 사회 구조를 재

창조하기 위해 유머를 자아낸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그 (재창조된) 사회에 속하게

된다.

(“Trickstar uses marginality for her advantage, is intentionally impertinent and

indecent, violating norms in order to invigorate society, and creating humor in

order to flaunt hubris and recreate the social fabric. She eventually becomes

incorporated into that social fabric.”)

108) 나수호, 앞의 논문.
109) 정병설, 앞의 책, 11쪽.
110) 성기옥, 앞의 논문.
111) 조광국, 앞의 논문, 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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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강자훼절형과 약자조력형 설화 속 기생 역시 트릭스

터라고 할 수가 있다. 강자훼절형과 약자조력형 기생은 비판이나 처벌의 위험을 감

수할 필요 없이 윤리를 위반하면서 트릭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앞 장에서 지적

하였다. 그 이유는 기생만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바로 주릭이 말하는

‘주변성’(marginality) 때문에 가능하다. 그리고 기생이 사용하는 수단은 ‘음란’과 ‘유

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3장에서 자세하게 살핀바 기생은 돈, 신체적 접촉, 통과하

기 어려운 공간에 출입 등의 행위를 통해 변화를 일으킨다. 고지식한 남성이 윤리

를 위반하게 만들고(A, B, C), 권력자와 약자의 상황을 뒤바꿔놓는다(D, E, F). 즉,

트릭을 통해 기생의 경계성이 발현되는 결과로 사회가 변화된다.112) 강자훼절형과

약자조력형의 설화들이 문헌으로만이 아니라 구전으로도 향유되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4.1.에서 기생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분

석을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자 한다.

4.1. 기생이 트릭으로 일으키는 사회적 변화

4.1.1. 기존 질서를 대체하는 변경된 질서

강자훼절형 설화에서 기생은 트릭을 통해 곧은 인물이 윤리를 어기게 만듦으로써

인간의 부족한 본성을 노출시키며 도덕적 위계를 파괴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관점

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깨닫게 한다. 이를 통해 설화 시작에 발생했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의 형태로 ‘회복’을 이룬다. 이때 이루어지는 ‘평화’는 ‘질서 있

는’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와 ‘무질서’ 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로 나뉜다. 전

자에는 유형 A와 유형 C의 각편 8, 10, 11이 해당되며 후자에는 유형 B와 유형 C

의 나머지 각편 7, 9, 12가 해당된다.

우선 전자에 해당하는 유형 A는 왕과 신하 사이의 갈등으로 시작되었다가 그 갈

등이 해결되기 때문에 잠깐 위기에 빠졌던 정치적 질서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일 수

가 있다. 왕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신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뜻을 굽

히게 되어 사회 질서가 어긋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볼 경우, 기생은 트릭을 통해

왕이 우위를 다시 차지하게 하여 비틀어진 질서를 회복시킨다고 할 수가 있다. 즉,

왕의 절대 권력을 지지하고 군약신강의 정치 질서를 비판하는 설화로 볼 수 있다.

설화 시작에서 왕의 무력함이 강조되는 점과 결말에서 평화를 이룬 왕의 지혜로움

112) “Trickster not only serves as a cultural transformer but also appears as the
sacred/lewd bricoleur who exists in a bubble of immunity which protects Trickster
from retribution.” William Hynes in “Mapping Mythic Tricksters”, in Hynes and Doty
(ed), 앞의 책,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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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조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해석이 일리 있어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루어지는 변화는 ‘원래 질서’의 회복보다는 ‘질서’와 ‘무질서’를 넘어선 ‘변

형된 질서’라고 보아야 한다.113) 기생의 트릭으로 인해 왜곡된 사회 윤리의 질서가

원래의 질서를 대체하며, 왕과 신하의 관계 문제보다는 인간, 더 구체적으로 남성의

본성이 설화의 핵심을 이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화의 시작에서 왕이 염려하

는 것은 자신의 권력이 아니라 오로지 궁녀 때문에 죄를 지은 신하의 운명이며 그

이유는 왕이 ‘남성으로서’ 죄를 지은 신하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3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전승자는 계속해서 기생의 압도적인

매력과 트릭의 대상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강조하는데 이것은 남녀 간의

애정 행위의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동시에 그런 관계를 금하는 법의 불합리함을

지적한다. 설화 결말에서 트릭의 대상은 궁녀 때문에 죄를 지었던 인물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며, 설화의 핵심은 두 신하가 함께 왕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이처럼 기

생은 트릭으로 인해 법을 무조건적으로 엄격히 지켜야 함을 강요하던 사회를 인간

성과 동정심을 우선시하는 사회로 바꾼다고 할 수가 있다.114) 따라서 설화의 끝에서

왕의 지혜로움이 칭송되는 이유는 기생의 도움으로 권력을 장악해서가 아니라 불합

리한 사회 윤리를 초월하는 통치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다.

유형 C의 각편 8, 10, 11도 마찬가지다. 결말에서 트릭을 당한 남성이 왕의 용서

를 받고 기생을 첩으로 삼아 평양을 잘 다스린 것으로 서술되어 있어 문면으로는

기생 때문에 문란해졌던 정치가 ‘질서 바른’ 상태로 회복된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따져보면 ‘변화된 질서’가 정착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정치 지도

자와 어울려서 사회를 문란하게 만들었던 기생의 권력에는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질서를 어지럽힌 기생을 사형시키고자 했던 왕의 태도만 바뀌어 있기 때문이다. 웃

으면서 기생의 능력을 인정하는 왕은 자신이 처음에 막으려고 했던 기생의 정치적

영향을 허용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유형 B와 유형 C의 나머지 각편 7, 9, 12에서는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을 통해 고

지식한 인물이 자기가 반대하던 것들을 즐기다가 망신당하는 것으로 끝난다. 유형

B 설화에서 기생은 고지식한 인물의 옷을 벗기고 다른 사람에게 신체가 노출되도

록 상황을 조작하는데 이것은 허세를 벗기고 위선을 노출시키는 동시에 보수적인

이념의 타당성이 약화되는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다. 유형 C에서 트릭의 대상

이 재판장에서 자신이 지은 글을 밝힘으로써 망신을 자초하게 만드는 기생의 행위

113) “the apparent return to order following the trickster’s antics can be deceptive. In
fact, humans have now moved beyond order and disorder to transformed order.”
Hynes, William J. & Steele, Thomas J., “Apostle Transfigured into Trickster” in
Hynes and Doty (ed), 위의 책, 1997, p.171.

114) 설화 1-2에서는 왕이 두 신화와 ‘형제간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이런
사회 질서의 변화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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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같은 효과를 지닌다. 이처럼 위의 각편들은 보수적인 이념이 지배하던 기존 질

서가 무너지는 것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각편 1, 2, 3, 8, 10, 11과 유사하며 같은 해

석을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형 A와 각편 8, 10, 11의 결말은 설화 속 모든 인물

에게 확실히 긍정적인 결말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유형 B의 각편 4, 5, 6과 유형 C

의 각편 7, 9, 12의 결말은 각편 내부 개별 주체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해

석될 가능성을 보인다. 또한 전자의 결말은 기생으로 인해 사회가 변화된 상태일지

언정 질서를 다시 갖춘 것으로 나타나는데 후자의 결말에서 변화된 사회는 무질서

의 사회라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양상의 사회적 변화는 다른 트릭스터 설화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으로 대체

로 질서에 대한 트릭스터의 역할은 사회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불만이 트릭스터 설

화를 통해서 질서에 대한 불만을 고발, 해소하거나 질서를 긍정한다고 해석되어왔

다.115) 주릭은 여성 트릭스터가 혼돈을 일으켜서 오히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던

사회 질서가 온축한 큰 혼돈을 노출시킨다고 하였으며116) 반대로, 압제적인 제도를

고발하는 동시에 금기를 위반하였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조명하여 기존 신념

체계를 긍정한다는 이론도 있다.117)

트릭스터 기생이 펠톤의 트릭스터처럼 역설을 통해 ‘너무 깔끔한’ 구조와 ‘너무

매끄러운’ 상상을 파괴시킨다는 점은 사실이지만,118) 본고에서 다룬 각편들이 조선

시대를 지나 20세기에 전승되고 향유되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이론들을 토대

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기생을 통해 개선된 사회의 의미는 사회적으로

옳고 그름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의 본질 문제와 연결된다는 점에

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강자훼절형 설화가 구전으로도 전해지는 이유는 부족한 인물로서 인간의

평등함을 입증하는 기생의 기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트릭의 대상이 트릭에 넘어

가는 모습을 통한 웃음 유발은 인간의 결점에 대한 웃음을 통해119) ‘부분적’ 커뮤니

115) “Trickster can be viewed as a social steam valve that can vent the pent-up
emotions and suppressed feelings resulting from the constrictions of any system of
belief and behaviour. Laughter at the profanations of the trickster provides a
temporary ritual opportunity for a group to remove itself vicariously, as well as to
distance itself psychologically, from its own beliefs.” Hynes & Steele, “Apostle
Transfigured into Trickster” in Hynes and Doty (ed.), 앞의 책, 170-171쪽.

116) “[The trickstar] affirms belief systems by demonstrating the havoc that follows
from breaking taboos.” Zurich, M., 앞의 책, 42쪽.

117) “…in breaking the rules, the trickster confirms the rules…Yet by the same token
these negative examples can serve actually to reaffirm the social order.” Hynes &
Steele, “Apostle Transfigured into Trickster” in Hynes and Doty (ed.), 앞의 책,
170-171쪽.

118) “…it shatters and reforms the too-neat structures of the world and the too-smooth
images of the mind”. Pelton, Robert D., “West African Tricksters” in Hynes and Doty
(ed.) 위의 책, 133쪽.



- 53 -

타스(communitas)120)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기생이 일으키는 변화는 사회 구조를

초월하는 커뮤니타스가 이루어진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강자훼절형 설화의 전승자가 모두 남성이라는 것이다. 즉 강자훼절

형 설화에서 트릭스터 기생은 남성 자체의 본성을121) 드러내어 계급에 상관없이 모

든 남성 사이에 커뮤니타스를 이루는 기능을 하며, 양반뿐만 아니라 왕 같은 권력

자까지 인간화하여 천민 남성과 평등한 위치에 놓는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남성의

도구이자 사회에서 필요한 인물로서 트릭스터 기생의 이중적인 성향을 엿볼 수 있

다.

4.1.2. 기존 질서를 뒤집어 세운 새로운 질서

약자조력형 설화에서는 기생이 트릭을 통해 사회 질서를 반대로 뒤집는다. 유형

D의 설화에서는 기생이 남성 주인공을 몰래 구하여 다른 사람 몰래 조용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이처럼 남성 주인공은 기생의 도움으로 급제하게 되고,

자신을 배신한 친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서 그 친구에게 처벌을 내리고 권력을

뺏는다. 가난한 처지에 놓였던 인물이 부유해지고 부유했던 인물은 실각한다. 마찬

가지로 유형 E의 설화에서 기생은 트릭을 통해 사기로 가난해진 남성 주인공이 자

신을 속였던 대감의 재산의 3분의 2를 차지하도록 도와준다. 남성 주인공은 부자

기생과 함께 부유함을 누리면서 잘살게 되는 반면 부유함과 권위를 지녔던 대감은

모든 재산을 잃고 지위 역시 낮아진다.

유형 F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기생은 트릭을 통해 왜군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지킨다. 침략을 당해 피해를 보던 민족이 우위를 차지하고 지배권을 쥐고

있던 침략자는 패배자로 전락한다. 이처럼 약자조력형 설화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의 모습은 강자훼절형의 설화에서 확인되는 변화의 양상보다 더 분명하며 단순

119) “부정적이거나 악하다고 생각했던 그 측면도 우리의 모습이며 오히려 그것을 보고 두
려워하지 않고 웃을 수 있게 해 주는 인물이 바로 트릭스터인 것이다.” 나수호, 앞의 논
문, 48쪽 재인용.

120) ‘커뮤니타스(communitas)’의 원래 뜻은 모든 인간의 동일성과 평등성을 주장하는 “일
반화된 사회적 유대”이다. 커뮤니타스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나수호, ｢<토끼전>
과 북미원주민 설화에 나타난 트릭스터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17쪽
참고.

121) “Some view the trickster as the prototypical human symbolizing that aspect of our
own nature which is always nearby, ready to bring us down when we get inflated,
or to humanize us when we become pompous... Carl Jung views the trickster as a
“shadow,” which at a first level brings to the surface the underside of dominant
values, playing out human forbiddens in a dreamlike fashion...”, Hynes & Steele,
“Apostle Transfigured into Trickster” in Hynes and Doty (ed.), 앞의 책, 171쪽.
2. “The paradoxical unity of good and evil in the trickster is basically a manifestation
of the way human life is.” Clines, David J.A. and Davies, Philip R. ed., Wise, Strange
and Holy: The Strange Woman and the Making of the Bible, Sheffield Academic
Press, 2000,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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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선과 악의 대결로, 사회 정의의 확립으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기생은 정의의

여신처럼 트릭을 실행한다고 할 수가 있다. 남성주인공의 ‘선한’ 성향과 그를 배신

하는 남성의 ‘악한’ 성향을 강조하는 유형 D 설화와 왜군의 지배권이 부당하다는

것을 당연시하는 유형 F 설화의 경우에는 충분히 적용 가능한 해석이다. 하지만 유

형 E 설화의 경우에는 ‘선’과 ‘악’의 구별이 더 모호하다. 물론 3장에서 살핀바 청자

가 기생과 기생이 돕는 남성의 편에 서도록 서술되는 서사, 그리고 사기를 치는 대

감의 행위는 확실히 비도덕적인 것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돈 한 푼도 없으면서 술

한 잔을 ‘백냥’에 파는 기생의 술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 남성의 행위나 대감을 속

여서 망신시키는 방식으로 돈과 재산을 다시 뺏는 남성과 기생의 행위를 보았을 때

과연 도덕적인 교훈을 담은 설화로만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지는 의심스럽다.

강자훼절형의 트릭스터 기생은 기존 사회 질서를 의심하게 만든다면 약자조력형

의 트릭스터 기생은 부·권력·직위 등의 불안정함을 보여준다. 약자조력형 설화에서

트릭스터 기생은 힘 있는 자가 언제든지 그 힘을 잃고 약한 자가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또한,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한순간의 실수로 패

배할 수 있다는 것과 작은 노력 하나로 큰일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상은 노력과 무관하게 불우한 처지에 빠진 자에게 위로를 건네는 의의를 갖는다.

물론 유형 D 설화와 유형 E 설화 속 남성 인물은 모두 양반이기 때문에 약자라는

표현이 부적절해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기생의 도움을 받는 남성의 양반 신분보

다 노력과 무관하게 성공하지 못하고 어려운 형편에 빠지는 남성의 불우함이 강조

된다. 또 한편으로는 권력을 남용하는 자로 인해 어려움에 시달리는 남성의 괴로움

이 강조된다. 따라서 트릭을 통해 사회를 뒤집는 트릭스터 기생은 힘을 쥐고 있는

자에게 괴롭힘을 당해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격려와 위안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하위 유형 F의 설화에서도 왜군이 ‘악한’ 자로 인식되는 이유는 한국 백성을 괴롭히

기 때문이다. 따라서 트릭을 통해 현 상황을 뒤집는 기생은 민간의 노력으로 강한

적군의 침입에 저항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희망을 제공한다. 물론 여기에서 ‘희

망’은 구체적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가능성을 뜻하기 보다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억압’ 혹은 ‘괴롭힘’으로부터의 해방될 가능성의 희망을 뜻한다.

약자조력형의 설화가 설화 속 사회배경과 거리가 먼 시기에도 전승된 이유는 강

자를 물리치는 약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

는다. 강자훼절형과 달리 약자조력형의 설화는 문헌설화와 겹치는 경우보다는 구전

으로만 전승되는 각편이 많으며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 전승자를 통해서도 비슷한

비율로 전승된다. 이것은 성별에 상관없이 사회적 약자의 설화이기 때문이라고 생

각된다. 설화 속 트릭스터 기생은 사회를 뒤집어서 약자를 강자로 만듦으로써 약자

의 소원을 성취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주릭은 힘없는 자들은 트릭을 통해

서만 힘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한편으로 기생은 약자의 소원 성취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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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상의 도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설화에서 실행되는 트릭은 기생이 누리는

특권으로서 기생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트릭스터 기생은 약자에게 필요

한 존재가 된다. 이런 면에서 강자훼절형 설화의 기생과 유사한 이중성을 지닌

다.122) 기생이 오직 이들이 약자라는 이유로 도와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설화 속 기생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 혹은 우연한 관심으로 도움을 제공

한다는 점에서 ‘운’을 상징하며 권력에 있어서는 예측 불가능한 변동의 가능성을 지

닌다고 볼 수 있다. 즉, 트릭스터 기생은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로 드러나지만

언제든지 사회를 자발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그 내면에 함축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2. 사회 변두리에서 사회 중심으로 이동하는 기생

본 장의 서두에서 기생이 사회 변두리에 위치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으며, 4.1.에서

는 기생이 그러한 주변성을 통해 강자훼절형 설화에서는 계급을 초월하는 부분적

커뮤니타스를 이루고 약자조력형에서 권력 위계질서를 뒤집어 놓는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트릭스터 기생은 이러한 사회 변화를 통해 사회 변두리에서 사회 중심으

로 들어온다.123) 가장 두드러진 예로 기생은 트릭을 실행한 대가로 신분이 상승한

다. 각편 1, 3, 4, 8, 10, 11, 14, 15, 16, 17에는 기생이 본처 혹은 후실이 되어 사회

에 속하게 된다. 각편 8, 10, 11에서는 정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만 하던 기

생이 트릭을 통해 남편을 얻고 남편과 ‘함께’ 사회적 평화를 이루기도 한다. 이처럼

기생은 사회 중심으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조선 사회에서 여성에게 주어진 영역을

초월하여 남성과 동등한 지도자로서 사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더 구체적으

로 각편 13, 14, 15와 유형 F의 설화에서는 기생이 열녀로 지칭되며 사회에서 인정

받는다. 그리고 약자조력형의 모든 각편에서 기생은 강자를 몰락시키고 약자에게

권력을 넘기는 역할을 통해 영웅적인 면모를 띤다고 볼 수가 있다. 특히 유형 F에

속하는 각편 18-26에서 기생은 나라를 지킨 한 지역의 대표자이자 영웅적인 인물로

서 사회 중심에 자리매김한다. 이처럼 직접적으로 평화를 이루는 기생과 왜군에게

저항하는 기생, 그리고 유대감(커뮤니타스)을 이루는 기생은 연민을 우선시하는 사

122) “Power must be tricked out of power, and the powerless have only the trick as
their resource.” Zurich, 앞의 책, xvii 쪽.

123) “…causes chaos to uncover the greater chaos posing as order in the culture at
large. She asks the reader to question what is normal, what is good....juggles thesis
and antithesis, establishing a dialectic without resolution…once marginalized by her
society, becomes the major figure in the society of her own making….” Zurich, 위의
책,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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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를 만들고, 나라를 지키거나 바르게 다스리는 등 유교의 목적124)을 달성한다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기생이 여성의 영역에서 벗어나 원래 유교 사회

에서 남성의 역할125)이었던 것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변두리에 위치했

던 기생은 설화 속의 세계에서만큼은 남성과 대등한 권리를 누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기생의 신분 자체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서술된 각편도 존재한다. 이에는

강자훼절형 설화의 각편 2, 5, 6, 7, 9, 12이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기생이 사회 변

두리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 하지만 기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더라

도 4.1.에서 살폈듯 기생의 트릭으로 인해 주변 사회는 변화되어 있다. 그 변화를

통해 사회 속 기생의 지위도 함께 바뀐다. 남녀칠세부동석과 여성 순결을 주장한

기존 사회 질서 아래 기생의 존재는 모순적이었던 것에 반해 변화된 사회와 기생의

존재는 조화된다. 기생으로 상징되는 ‘색’의 문제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고 기

존 사회 윤리에서 벗어나는 남녀관계가 허용되는 만큼 사회 속 기생의 존재도 함께

정당화된다.

무엇보다 3장에서 확인한바, 두 유형의 설화에서 기생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인물이다.126) 기생은 사회 질서의 균형을 조절하는 능력을 발휘한다.

즉 사회적 안정이 기생에게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다. 기생은 이처럼 자신을 무력

화하고 소외시키던 사회 중심에 자리를 잡고 힘과 주체성을 획득한다.127)

주릭은 밥콕아브람스의 이론을128) 기반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신이 변화시킨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전형적인 트릭스터의 특징 중 하나로 주장하였다. 그리

고 여성 트릭스터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남성 트릭스터보다 이것을 더

쉽게 이룬다고 하였다.

무도한 여성인 트릭스타도 역시 세계를 어지럽히고 흥미로운 혼란 뒤에 자신이 만

든 우주 안으로 들어간다. 한편 트릭스타는 남성이나 신화적 트릭스터보다 이러한

전복적 역할을 더 쉽게 수행한다. “몽매한 여성”에게 사회를 문명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누가 알겠는가? 여성이 소유할 수 있는 강인함과 지적 능력을 누가

124) Yun, Sung Hyun., ‘An Analysis of Confucianism’s Ying-yang harmony with nature
and the traditional oppression of women: Implications for social work practice’,
Journal of Social Work, Sage, 2012.

125) Koh, Eunkang., ‘Gender Issues and Confucian Scriptures: Is Confucianism
Incompatible with Gender Equality in South Korea?’,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vol. 71, no.2,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126) “…opponents are too powerful, too stupid, too evil to be overcome by either logic
or goodwill. Only the trickstar has a chance!” 위의 책, 19쪽.

127) 위의 책, 34쪽.
128) Babcock-Abrahams, 앞의 논문, 1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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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는가?

(“The disorderly woman, the trickstar, also disturbs the universe and after some

interesting tumult, also enters the universe of her own making. Trickstar is,

perhaps, different from both her male folk and mythical counterparts in the ease

she experiences in this subversive role. Who suspects an “uncivilised woman”

of being capable of civilizing a community? Who can realize what strength of

character and intellectual capacity a woman can possess?”)129)

주릭은 여성 트릭스터가 트릭을 통해 사회 질서를 전복시킬 수 있는 것은 여성의

지능과 강력함을 무시하는 사회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약자조력형 설화의 기생도

여성에 대한 이러한 사회인식 때문에 의심받지 않고 트릭을 성공적으로 이룬다. 유

형 D의 설화에서 기생은 이씨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배 아픈 척하며 잔치 자리

에서 빠진다. 그리고 그녀의 갑작스러운 행위는 전혀 의심받지 않는다. 그 이유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지만 김씨에게는 기생이 잔치 자리에서 흥을 돋우는 쾌락

의 대상으로만 여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유형 E 설화에서도 마찬

가지로 기생이 대감을 유혹할 때 대감은 자기가 여성에게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트릭에 넘어간다. 그리고 유형 F 설화에서 기생은 ‘약한’ 여성이자

쾌락의 대상으로만 생각되는 이유로 남성보다 일본 군인을 가까이할 수 있는 특권

을 이용하여 트릭을 실행한다. 따라서 약자조력형의 트릭스터 기생은 주릭의 여성

트릭스터와 같다.

하지만 강자훼절형 설화에서는 반대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강자훼절형 설

화는 일반 여성보다 교화되고 성적 매력을 비교적 자유롭게 발휘한 인물로서의 기

생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하위 유형 A와 B 설화에서는 바로 이런 기생의 지

능과 강력함에 대한 인식 때문에 남성의 요청으로 기생이 트릭을 실행할 수 있게

된다. 기생을 임명하는 남성은 기생의 능력을 믿고 트릭을 요청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 때문에 트릭스터 기생은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트릭의 대상이 기생을

경계하기 때문에 기생은 트릭에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감춰야만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여성으로서의 신분 때문에 사회를 ‘쉽게’ 변화시킨다는 주릭의 여성 트

릭스터와 구별된다.

129) 위의 책, 같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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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구전설화와 문헌설화 속 트릭스터로서 기생의 기능

비교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구전설화의 내용과 그 서사가 유사한 문헌설화 자

료와의 비교를 통해 기생의 트릭스터적인 면모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생의 기능이

구전설화에서 더욱 부각됨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앞서 핵심 서사 구조를

공유하는 구전설화들을 중심으로 유형 분류 및 분석을 진행했듯이, 이와 유사한 기

준으로 자료를 분류한 한국문헌설화 4130)과 조선조문헌설화집요131) 1편과 2편

에 채록된 문헌설화를 기반으로 비교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죄에 엄격한 신하에게 죄를 씌우는 기생’(유형 A) 구전설화는 한문소설 ｢지

봉전｣의 서사와 같다. 그 서사의 시작과 결말은 다음과 같다.

① 임금도 하는 수 없어 사형만은 감하여 [신하] 복상은 제주도에 위리안치하도록

하고 궁인은 강계에 귀양보내도록 명했다 …(생략)… 차츰차츰 세월이 흘러 거의

반년이 지났다. 임금은 복상을 생각하여 비록 마음에 간절하나 실로 입을 열기가

곤란했다.132)

② “탐욕의 세계에서는 영웅이거나 절개가 있는 사람이건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예

나 지금이나 모두 같도다. 오호라! 경의 품행이 이와 같은데 하물며 저 복상이 나

의 계집을 희롱하였다고 하여 어찌 깊이 책망하겠는가? 그가 나이 어린 젊은이로써

오랫동안 궁궐의 장막에 갇혀 살면서 여자를 생각함이 많고 아내를 두고자 하는 것

은 또한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거늘, 그것이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 하더라도 기실

나로 인하여 빚어진 일이니 어찌 불쌍하고 가엾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겠는

가? 내가 복상을 생각하는 마음은 간절하여 하루가 삼 년 같으니 공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오.”133)

위의 인용문 ①은 소설 시작에 트릭이 요구되는 이유를 소개하는 내용이며 인용

문 ②는 소설 결말 부분의 왕이 전하는 교훈이다. 두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궁

녀와 죄를 지은 신하를 구하기 위해 고민하는 왕의 모습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

130) 김현룡, 한국문헌설화4,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131) 서대석, 조선조문헌설화집요Ⅰ, 집문당, 1991; 서대석, 조선조문헌설화집요Ⅱ, 집문
당, 1992.

132) 신해진 역주, ｢지봉전｣, 조선후기 세태소설선, 월인, 1999, 61쪽.
133) 위의 책, 79-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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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기생을 임명하는 설정, 그리고 남성의 성욕의 자연스러움을 정당화하며 연민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결론이 구전설화와 유사하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유희’의 요소

가 조금 더 부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효종은 이미 트릭의 대상인 이수광이

기생 백옥의 트릭에 넘어간 것에 대해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수광 앞에서는 아무것

도 모르는 척을 하면서 이수광이 먼저 고백하도록 만든다. 여기까지는 구전설화와

동일하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수광이 고백한 후에도 왕이 모든 것을 바로 밝히지는 않는

다. 트릭을 실행한 기생 백옥을 통해 이수광에게 술을 내리고 그 여인을 보되 기억

할 수 있겠냐는 질문으로 옮겨가 자연스럽게 이수광이 백옥을 보게 유도하면서 왕

은 트릭을 계속 진행한다. 연장되는 이 트릭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전에 이미 이

수광은 자신이 절개를 저버리고 부채를 여인에게 준 것을 실토하면서 자신의 부끄

러움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수광을 놀리는 듯이

트릭을 연장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내세우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수광을

속여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던 효종의 지혜를 이수광이 스스로 깨닫게 하

여 임금 자신의 힘을 확실하게 보인 것이다. 그 효과는, 이수광이 기생 백옥을 보고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은 후 임금을 ‘만물을 마음대로 농락하시’는 존재로 인정

한다는 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왕의 권력을 인정하면서 이

수광은 고개를 올리기도 부끄러워할 만큼 왕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취한다.

구전설화에서도 왕의 현명함이 칭찬받기는 하지만 강조되는 것은 여성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약한 남성의 본성이다. 4.1.에서 확인한바 구전설화에서는 왕이

트릭의 대상을 같은 남성으로서 이해하고 대상을 용서해준다. 남녀관계에 대해 엄

격한 탓에 왕까지 무력하게 만들었던 원래의 사회 윤리·질서가 기생의 트릭을 통해

변함으로써 계급을 초월하는 남성 사이의 커뮤니타스를 이룬 것이었다. 반면 소설

에서는 불필요한 트릭의 연장을 통해 왕의 우위가 강조되어 남성 사이의 진정한 커

뮤니타스가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소설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지속적으

로 트릭을 당하는 신하의 모습을 통해 풍자적인 측면이 강화되어 구전설화에서 보

다 양반의 위선을 비판하는 요소가 더욱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다.

서사가 유사한 문헌설화에서는 구전설화와 더 큰 차이가 발견된다. 문헌설화에서

는 구전설화 시작에 트릭이 요구되는 이유의 핵심 역할을 하는 갈등 요소(고지식한

신하와 왕 사이의 의견 충돌과 법 때문에 무력해진 왕의 고민)가 축소된다.

① 궁녀는 “평소 서방님의 독서에 매료되어 이렇게 왔는데 결코 돌아갈 수 없습니

다”고 하면서, 칼을 꺼내 자결하려고 위협했다. 이에 조위는 할 수 없이 칼을 뺏어

던지고는 불을 끄고 함께 잤다.

이 상황을 모두 보고 온 성종은, 이들이 잠든 뒤에 내시를 시켜, 자기의 초구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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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는 위에 덮어 주라 했다. 아침에 잠에서 깬 조위는, 임금의 돈피를 보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궁녀는 황급히 돌아갔다. 임금은 다시 내시를 시켜, 조위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일러 주었다.

다음날 신종호가 임금에게 들어와, 어젯밤 자기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려

고 옥당으로 조위를 만나러 갔다가, 궁녀와 함께 잠자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면서,

조위에게 벌 줄 것을 건의했다. 곧 성종은 자신도 목격한 사실이니 조용히 하라고

말해 보냈다.

마침 시절이 태평하니 관서 지방 관장들이 해이해졌다는 소문이 들리기에, 성종은

신종호를 관서 어사로 임명해 내려보냈다. 신종호가 떠날 때 임금은, “관서에 미색

여자들이 많으니 행동에 각별히 조심하라”하고 주의해 보냈다. 그리고 임금은 또 관

서 관찰사에게 명령해, 몰래 기생을 가리어 신종호와 천침하게 하고, 비밀을 유지해

보고 하라고 일렀다.”134)

② …그래서 할 수 없이 어사는 그 여인과 동침했다. 신종호가 서울로 돌아와 임금

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또 성천에서 있었던 여인 관계를 자세히 말한 다음 죄를 청

했다. 임금은 웃으면서, “앞서 조위도 그렇게 된 것이네. 젊은 남자가 풍류를 즐김

이 어찌 죄가 되겠는가?”라고 말했다.135)

위의 인용문 ①은 왕이 아끼는 신하가 간음죄를 짓게 되는 상황과 그것에 대해

벌을 요구하는 신하에게 왕이 기생을 임명하여 트릭을 실행하게 되는 이유를 보여

준다. 인용문 ②는 트릭이 실행된 이후에 트릭을 당한 신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

고 왕에게 용서를 받는 내용이다. 설화 시작에 죄에 엄격한 신하가 간음죄를 지은

신하에 대해 벌줄 것을 주장하는 것까지는 구전설화와 동일하다. 그런데 인용문 ①

에서 확인되듯이 문헌설화에서는 왕이 자기도 알고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정도로만 서술된다.136) 구전 설화의 전승자들이 강조하던 왕의 염려하고 고민하는

모습은 문헌 설화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작은 차이로 보일 수는 있으나 이

에 따라 트릭스터 기생의 필요성도 함께 축소되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왕이 고민하지 않는 것은 왕이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지식

한 신하 신종호가 단순히 ‘건의했다’는 표현 역시 왕에게 결정권이 있음을 시사한

다. 따라서 왕이 트릭을 실행하기 위해 기생을 임명하는 이유가 정치적 위기를 해

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고지식한 신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구전설화에서는 왕이 신하를 마

음대로 구해줄 수 없던 사회가 기생의 트릭을 통해 바뀌어 문제가 해결된다. 이와

비교했을 때 문헌설화에서는 질서 자체보다는 그 질서에 너무 충실한 고지식한 신

134) 김현룡, 앞의 책, 436쪽.
135) 위의 책, 437쪽.
136) 위의 책, 436-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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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태도가 문제인 것으로 제시된다. 즉 설화 시작에 발생하는 갈등이 구전설화에

서는 사회적 문제에 의한 것이지만 문헌설화에서는 개인적 문제에 의한 것으로 그

친다. 또한 기생 혼자만이 트릭을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결말 부분에서 트릭

을 연장시킴으로써 직접 트릭에 참여하는 점이 구전설화와 차이가 난다. 즉, 모든

계획과 결과는 왕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표현된다. 물론 구전설화에서도 기생을

임명하여 트릭을 실행하지만 기생만이 트릭을 실행한다. 그 트릭은 결말에서 더 연

장되지 않고 트릭의 대상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게 만드는 기생의 등장으

로 설화가 끝난다.

지금까지 살핀 것은 유형 A 설화의 모든 구전설화 각편처럼 ｢지봉전｣과 유사한 서

사를 갖춘 문헌설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서사 구조를 갖춘 문헌설화는 몇 각편 안

되며 그보다는 기생 소설 ｢정향전｣137)과 동일한 설화가 더 많이 전승된다.138) 이 소

설 본문의 줄거리는 ｢지봉전｣과 비슷하지만 설화의 설정은 크게 차이가 난다.

우선 트릭의 대상은 양녕대군이다. 왕은 양녕대군을 평안도로 보내기 전에 양녕

대군이 만약 약속대로 여색을 삼가고 돌아오면 사흘 동안 잔치를 베풀겠다고 내기

를 한다. 그리고 양녕대군을 훼절시키기 위해 기생을 임명한다. 즉,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트릭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흥미를 위해 트릭이 실행된다.

따라서 소설에서는 기생의 트릭이 사회적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단순히 남성인 왕

의 ‘놀이’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친다. 기생의 트릭이 실행된 이후에 왕은 양녕대군

이 약속을 어긴 것을 모르는 척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양녕대군이 대놓고 거짓말을

할 때도 웃으면서 믿는 것처럼 넘긴다. 분노하지 않고 웃으면서 트릭을 계속 진행

하는 왕의 모습을 통해 왕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재밌는 유희 거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기생 ‘정향의 재질로 우리 형제가 이렇듯 즐겁게 만나’게

되었다는 왕의 말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세종은 양녕대군이 트릭을 실행한 기생 정

향을 알아보는지 오래도록 지켜보기만 한다. 양녕대군이 스스로 깨닫는 순간을 기

다리면서 가만히 있는 왕의 모습과 멋도 모르고 왕과의 약속을 어겼으면서도 잔치

를 즐기고 있는 양녕대군의 모습이 비교되면서 웃음을 자아낸다. 구전설화에서는

기생이 등장하자마자 신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곧바로 왕의 용서를 받는다. 따

라서 소설에서는 구전설화에서 보다 기생의 트릭에 넘어간 남성의 어리석음이 강조

되며, 구전설화와 달리 양반의 향락적인 생활을 풍자하는 느낌이 강하다.

｢정향전｣과 서사가 비슷한 문헌설화에는 설정 부분의 ‘내기’ 요소가 결여되지만

소설과 마찬가지로 왕이 특별한 이유 없이 양녕대군을 시험하기 위해 기생을 임명

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137) 신해진, ｢정향전｣, 역주 조선후기 세태소설선, 월인, 1999, 96-118쪽.
138) 김현룡, 앞의 책, 420-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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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녕대군이 세종에게 묘향산 유랑을 다녀오겠다고 아뢰었다. 세종은 관서 지역이

색향이니 여색을 조심하라고 말하면서 다녀오라고 했다. 그리고 세종은 평안 감사

에게 하교하여, “기생을 가려 대군에게 천침하게 하고, 그 기생을 대군 몰래 궁중으

로 올려 보내라.”하고 명령했다.

…(생략)…

4. 대군은 곧 서울로 돌아오니, 세종이 신하를 시켜 나가 맞이하게 했는데, 맞으러

갔던 신하가 연락하기를, “대군께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는 보고를 했다. 세

종은 곧 술자리를 베풀고 정향에게 대군 앞에서 술잔을 몰리게 했다. 대군이 정향

을 보고 의아해 하니까, 세종이 “형님께서 그 아이 이름을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했

다. 대군이 정양의 이름을 물으니 정향은, “대감께서 어찌 제 이름을 모르십니까?”

하고 말했다. 이렇게 해 대군은 정향임을 알고 세종에게 사죄했다. 세종은 모두 자

기가 시켰음을 말하고 정향을 양녕대군에게 첩으로 주었다.

6. 양녕대군과 정향 사이에 아들이 났는데 그가 고정정이고 뒤에 자손이 번성했

다.139)

자신의 자제력을 자신한 남성이 기생의 트릭으로 인해 훼절되는 내용이라는 점에

서는 구전설화와 유사하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책으로 트릭이 실행되는 것이 아니

라 왕의 개인적 동기로 인해 실행되는 것인 만큼 사회 윤리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으며,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은 사회 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문헌으로는 아래와 같은 변이형도 전승된다.

[124]
1. 양녕대군은 세종의 맏형인데, 일찍이 서관으로 놀러갈 때 세종이 여색을 경계하

라고 하였다.

2. 대군이 약속을 하고 떠나자 세종은 관서백에게 잘 살피라고 명하였다.

3. 대군은 임금의 명대로 여러 고을을 지나도록 기생을 가까이하지 않았다.

4. 족주의 수령이 기생을 소복 단장시켜서 곡을 하게 하니, 대군이 그 모습에 마음

이 동하여 그 여자와 동침하고 시구를 지었다.

5. 대군이 그곳을 떠난 후 사정을 안 임금은 그 기생에게 그 시구를 익혀 노래하게

하였다.

6. 대군이 서울로 돌아오자 세종은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주어 고맙다고 하면서 대

궐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7. 잔치자리에서 그 기생이 시구를 읊으며 술을 올리자 대군이 놀라 뜰 앞에 꿇어

앉았는데 세종이 웃으며 두 사람을 내보냈다.

8. 그 기생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고성이라고 하였다.140)

139) 위의 책, 421-423쪽.
140) 서대석, 조선조문헌설화집요Ⅰ, 집문당, 1991, 426쪽; 설화 [155](607쪽), 서대석, 조
선조문헌설화집요Ⅱ, 집문당, 1992, 설화 [519](216쪽)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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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각편에서는 트릭이 실행되는 이유가 더욱 불명확하다. ‘잘 살피라는’

왕의 말을 시험하라는 명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확실하지는 않으며 그렇게 보았

을 때도 왕의 동기는 설명되지 않는다. 더불어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실행되는

트릭은 기생의 계략이 아니며, 기생은 단순히 족주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는 것이다.

즉, 여기서 기생을 진정한 트릭스터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기생을 통해 실행되

는 트릭은 웃음 유발에 불과하며 사회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기생은 단순히

남성의 도구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볼 수가 있다.

‘남의 흥을 깨는 남성을 골리는 기생’ (유형 B)의 구전설화와 유사한 문헌설화사

이에도 유형 A의 설화에 대해서 살펴본 것과 비슷한 차이점이 보인다. 트릭의 대상

이 기생 때문에 부끄러운 모습이 노출되어 더이상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

는 기본 서사 구조는 유사하다. 하지만 인물 설정에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차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문헌설화에도 구전설화와 마찬가지로 윗사람이 아랫사

람의 흥을 깨서 트릭이 실행된다. 구전설화처럼 문헌설화 중에도 양쪽 주체가 남성

으로 설정되는 각편이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더 많은 수의 문헌설화 각편에서는 그

아랫사람이 기생 자체로 설정된다.141) 이런 경우에는 기생이 남성을 돕기 위해 트릭

을 실행하는 구전설화의 기생보다 행위 주체성을 지닌 것으로 보일 수가 있다. 하

지만 남성 사이의 커뮤니타스를 이루는 기생의 사회적 영향은 축소된다.

4.1.에서 확인했듯 구전설화에서 기생의 트릭은 흥을 깨는 주체와 흥을 즐기고 싶

어 하는 주체 사이의 ‘평등’을 이루어내어 흥을 못 즐기던 주체를 엄격한 질서로부

터 해방시켜준다. 결국 트릭의 대상이 망신을 당하긴 하지만, 기생과 함께 조용히

산다거나 더이상 잔소리를 못하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 문헌설화에서는 트릭의

대상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도망치거나 숨어서 살게 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즉, 평

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잃고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는 패배자로 표현되

는 것이다. 남성의 본성 혹은 ‘색’의 자연스러움보다는 고지식한 남성의 개인적인

위선과 자만함만 강조된다.

인물 설정에 관련된 두 번째 차이점을 통해 이 특징은 더욱 부각된다. 구전설화

에서는 두 주체 사이의 가치관 차이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설정된다. 트릭의

대상이 되는 남성이 서두에서 저지르는 잘못은 너무나 바르게 살고자 하는 노력으

로 흥을 깨는 것처럼 서술된다. 기생의 트릭으로 인해 비현실적인 삶의 방식을 추

구하다가 실패하는 남성의 모습이 웃음 유발의 원인이 된다. 즉 구전설화에서는 어

떤 남성이든 너무 바르게만 살 수는 없으며 여성 앞에서는 똑같이 약하다는 교훈이

전달된다. 하지만 문헌설화에서는 흥을 깨는 남성이 확실히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

진다.

141) 김현룡, 앞의 책, 398-399쪽; 412-413쪽; 415-4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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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1. 김상은 김약의 동생으로 성질이 매우 포악하고 급하였다.

2. 그가 기백일 때 각 읍을 다니면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

(생략)… 무서운 형벌을 내렸다.142)

[156]

1. 문관 노모가 …(생략)… 교만하고 기생을 멀리하였으므로 기생과 부윤들이 미워

하였다.143)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문헌설화에서는 흥을 깨는 인물이 설화 시작에

‘자만’하거나 ‘가혹’한 인물로 표현된다. 단순히 고지식한 것만이 잘못이 아니라 이러

한 성격적 결함 때문에 트릭을 당하게 된다. 따라서 이들이 기생의 트릭에 당할 때

설화 향유자의 입장에서는 동정의 대상이 아닌, 타자화된 부정적인 인물로서 적당

한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웃음이 유발된다. 어떤 남성이든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

라, 얄미운 남성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서술된다. 남성 사이에 커뮤

니타스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자만한 자 혹은 권력을 남용하는 양반을 풍자하는 내용

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 기생의 트릭은 사회적 연대를 이루는 대신 비난

과 책망의 도구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기생에 대한 표현도 구전

설화에서보다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기생이 노골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인공 남성의 수치스러움과 비참한 결말이 강조되는 만큼 기생의 속임수

가 비열한 것으로 표현되어 기생의 저급함이 함께 강조된다. 따라서 전형적인 팜

파탈로 표현된다고 할 수가 있다. 이에 비해 구전설화에서는 기생을 멀리하는 고지

식한 인물의 태도가 비현실적이고 지나치게 곧은 자세로 표현되며 기생의 트릭에

속은 것은 모든 남성의 자연스러운 본성 때문이라는 것이 거듭 강조된다. 따라서

구전설화에서는 기생의 속임수가 비열한 것보다는 남성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드러

내어 더 융통성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유용한 희롱적인 것으로 표현된다. 즉 구전

설화의 기생은 전형적인 팜 파탈 유형에서 벗어나 조금 더 복합적인 형상을 갖는다

고 할 수가 있다.

유형 A와 유형 B의 구전설화와 비슷한 서사를 지닌 문헌설화의 차이점을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구전설화에서는 남성 성욕의 자연스러움과 이를 포용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문헌설화와 소설에서는 훼절되는 인물이 공감의 대상이 아닌 해학의 대

상으로 표현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문헌설화와 소설은 커뮤니타스를 형성하는

것보다는 양반을 풍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것은 문헌설화와 소설의 채

142) 서대석, 위의 책, 343쪽.
143) 위의 책, 607쪽; 설화 [197](46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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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자·작자가 양반인 만큼 자연스럽게 양반들이 지켜야 했던 윤리의식과 양반계의

문제점에 관심이 쏠린 결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조선의 신분제도가 사라진 20세

기에 이르러서는 양반계의 문제점보다 더 보편적인 호소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는

남녀 관계 문제에 관련된 남성의 약점에 대해 관심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므로 구전

설화에서 부각되는 점 역시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그 결과 문헌설

화에서는 기생의 트릭이 한 개인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쳤다면 구전설화에서

는 기생의 트릭이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기생의 역할이 확장되고 설화 속

기생이 문헌설화에서보다 더 많은 힘을 휘두른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유형 C의 설

화도 유사하다. 대부분의 문헌설화 각편에서 사회를 개혁하는 기생의 역할이 축소

되는 만큼 기생에 대한 표현 역시 구전설화에서보다 평면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죽을 위기를 모면하는 기생’ (유형 C) 설화는 문헌과 구전 사이에 두 가지 차이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첫째, 문헌설화 각편 중에 구전으로 전승되지 않는 다음과 같

은 변이형을 확인할 수 있다.

[190]

1. 조태억의 처 심씨는 투기가 심하여 태억이 두려워하였다.

2. 그 형 태구가 기백으로 있을 때 태억이 승지로 명을 받들어 관서에 갔다가 한 기

생을 가까이하게 되었다.

3. 심씨가 그 말을 듣고서 그 기생을 죽이기 위해 길을 떠났다.

4. 태억 형제가 놀라 기생보고 피하라 하니, 기생이 피하지 않고서 스스로 살 방도를

구하겠다며 넉넉히 돈을 받아냈다.

5. 심씨가 장림을 지나며 아름다운 봄경치를 완상하는데 아름답게 치장한 여자 하나

가 다가와 인사하고서는 자기가 부인이 찾는 기생이라 하였다.

6. 심씨가 그녀를 보니 천하일색인지라 장부가 보고 혹하지 않을 수 없겠다면서 남편

을 잘 모시라 하고서 서울로 돌아갔다.

7. 그 후 태구가 기녀에게 화를 면한 이유를 묻자, 그 기생은 헛되이 피하느니보다

죽기를 무릅쓰고 동정을 이끌어낸 것이라 하였다.144)

정치를 문란하게 만들어서 왕의 명으로 위기에 빠진 구전설화의 기생과 달리 위

의 각편에서는 기생이 다른 여성의 질투심 때문에 위기에 빠진다. 기생이 죽을 위

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서는 점은 구전설화와 비슷하지만 기생을 위협하는 것은 질

서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남성이 아니라 질투하는 여성이다. 그리고 기생은 트릭을

실행하는 대신 단순히 뛰어난 미모를 자랑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다. 남성이 ‘혹하지

않을 수 없’음을 다른 여성이 인정할 만큼 기생의 미모가 뛰어나다는 것을 통해 구

144) 서대석, 조선조문헌설화집요Ⅰ, 676쪽; 설화 [188](457쪽), 서대석, 조선조문헌설화집
요II, 설화 [219](10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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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화와 똑같이 남성의 성욕이 정당화된다. 그리고 기생을 인정해주는 태도를 통

해 남성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기생의 활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됨을 볼 수가 있다.

이런 면에서 구전설화에서처럼 기생은 변두리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사회 중심에

있는 인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하지만 사회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 기생과 어

울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미 확립된 사회 질서 혹은 기생의 유혹에 남성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기존 이치가 확인될 뿐이다. 자연스러운 남성의 성욕에 대해

‘투기가 심한’ 심씨의 태도가 문제로 제기되며 기생의 존재가 사회 질서나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표현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문헌설화 각편들 속의 기생

은 남성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는 있지만 사회까지 변화시키는 구전설화

의 기생만큼의 힘을 휘두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문헌설화 각편에서 기생은 트릭

스터가 아니라 단순히 ‘뛰어난 미모를 지닌 여성’일 뿐이다.

유형 C에 해당하는 구전설화와 문헌설화의 두 번째 차이는 서사가 거의 동일한

문헌설화 각편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모든 구전설화와 문헌설화의 핵

심 서사는 같지만, 몇 가지 문헌설화 각편에서는 구전으로 전승되지 않는 변이형

결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각편들에서는 트릭을 실행한 기생이 트릭을 당하여 조

정에서 쫓겨난 트릭의 대상과 함께 살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기생의 트릭을 통해

사회가 바뀐다고 볼 수가 없다. 4.1.에서 검토한바 유형 C 설화의 모든 구전 각편에

서 트릭스터 기생은 설화 시작에 소유했던 힘과 지위를 끝까지 유지하거나 결국엔

더 높은 위치에 오른다. 기생이 트릭에 성공한 결과로 기생에 대한 왕의 태도가 변

하여 기생을 경계하고 억압하려던 기존 사회가 기생을 포용하는 사회로 바뀐다. 즉

구전으로는 기생이 트릭을 통해 왜곡된 사회 질서로 기존 질서를 대체하고 자신이

재창조한 사회 중심에 자리를 잡는 현상을 포착한 서사만 전승된다. 또한 구전설화

에서만 기생이 트릭의 대상과 결혼한 이후에 질서를 바로잡는 정치에 참여한다는

서술을 발견할 수 있다.

약자조력형에 속하는 설화 중에는 ‘친구에게 배신당한 남성을 돕는 기생’ (유형

D) 설화와 논개 설화만 문헌으로도 전승되고 나머지 설화는 구전으로만 전승된다.

우선 유형 D의 구전설화와 문헌설화는 ｢옥단춘｣ 소설과 같은 서사를 공유한다. 유

형 A의 설화처럼 구전설화와 문헌설화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보인다. 구전설화에

서 기생은 친구에게 배신당한 남성을 돕기 위해 두 차례 트릭을 실행한다. 우선 배

신당한 남성의 뒤를 쫓기 위해 배가 아픈 척을 하며 잔치 자리에서 빠져나온다. 그

리고 두 번째 트릭으로는 뇌물을 이용하여 죽을 위기에 빠진 남성을 몰래 구해준

다. 기생은 남성의 후원자가 되어 남성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과거에 급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형 D에 해당하는 문헌설화에서는 기생이 후원자로서만 남성을 돕고 트릭을 실

행하는 내용은 아예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145) 이 점에서는 소설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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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난다. 또한 문헌설화에서는 기생의 도움으로 급제한 남성이 거지인 척 기생

에게 돌아와서 기생의 의리를 시험한다. 이것은 소설과 동일하다. 문헌설화와 동일

한 구전 각편도 존재하지만 그보다는 기생이 뇌물을 써서 주인공 남성을 살려주는

내용이 포함되고 기생을 시험하는 대목이 빠진 서사 구조가 더 많이 전승된다. 문

헌설화에서 기생이 주인공의 목숨을 살리는 내용이 빠지는 것은 천민이 목숨을 살

려주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양반으로서의 자존심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

을 해볼 수가 있다. 또한 기생은 뇌물을 통해 주인공 남성을 죽이는 책임을 맡은

뱃사공이 양반의 명령을 거스르게 한다. 즉, 이러한 방식으로 주인공 남성을 살리는

기생의 트릭은 양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조선 시대를 지

나서 구전으로 이 설화를 전승한 구연자들에게는 기생과 같은 낮은 계급의 사람 혹

은 사회 약자가 사회적으로 그런 변혁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더 흥미를 느꼈

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문헌설화와 구전설화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바

로 기생의 순결함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예로 들 수 있는 문헌설화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부친을 잃고 모친과 사는 노진이 가난해서 결혼을 못한다.

2. 모친이 시키는 대로 산천에 가서 무변인 당숙에게 비용을 얻어오라고 한다.

3. 초라한 모습으로 산천에 가니 군졸들이 막아서 관부에 들어가지 못한다.

4. 한 기생이 지나가다가 보고 어디에서 오셨는지 묻고 자기 집으로 찾아오라고 한

다.

5. 노진이 자기 사정을 얘기하니 돈을 받기 힘들 것이라고 해서 노진이 기생 집으

로 간다.

6. 도령님은 장래에 존귀하게 될 사람이니 돈을 줘서 돕겠다고 한다.

7. 기생이 돈 준 것으로 노진은 결혼하고 가정을 안정시키고 4·5년 만에 과거에 급

제해서 관서 지역 암행어사가 된다.

8. 산천으로 내려가서 기생 찾아가니 기생 어머니가 기생이 ‘도령님 떠난 후 딸이

떠나고 절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

9. 여러 절을 다니다가 기생과 상봉하여 첩으로 삼아 ‘종신토록 잘 살았다,’146)

우선 기생이 트릭을 실행하는 내용이 배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기생

이 주인공을 도운 이후로 절에서 지냈다는 말을 통해 한 남성에게 충실한 기생의

정결함이 강조된다. 본고의 3장에서 확인한바 구전설화에서는 기생의 성적 활동이

145) 서대석, 조선조문헌설화집요Ⅰ, 설화 [142](451쪽); 설화 [67](399쪽), 조선조문헌설화
집요 II, 설화 [176](451쪽) 참조.

146) 위의 책. 317-3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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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듯이 언급되면서도 기생은 열녀로 칭송된다. 하지만 문헌설화에서는 기생의

순결이 강조되는 경우에만 결말에 기생이 주인공 남성의 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

우에는 기생이 상금만 받거나 주인공 남성을 도운 대가로 하층민 남성의 부인이 된

다. 순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급적인 상승을 못 한다.147) 위의 각편을 다음 서사와

비교할 수가 있다.

1. 유선비가 딸을 시집 보내주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였다.

2. 약간 안면이 있었던 전라 감사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전주로 내려간다.

3. 전주에 도착해서 감사가 서울 내직으로 발령이 났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다.

4. 한 기생이 ‘유심히 보다가’ 인사를 한다.

5. 식사 대접하고 동침하고 돈 100냥을 주고 나서 시를 써달라고 한다.

6. 선비는 치마 폭에 ‘홍옥 때맞추어 좋은 술 권하도다’라고 써준다.

7. 기생에게 왜 자신을 돕는지를 묻자 ‘기생이 사람 택함은 다 자기 뜻에 따른답니

다’하고 웃는다.

8. 2년 안에 급제하고 3년 뒤에 전라 감사가 되어 전주에 부임한다.

9. 홍옥을 만나서 ‘무슨 재주를 가졌기에 나를 미리 알아보았느냐?’라고 묻는다.

10. 홍옥은 우연일 뿐이라면서 웃기만 한다.

11. 홍옥에게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하자 홍옥이 기생도 싫고 첩도 싫으며

남편과 농사하며 살고 싶다고 한다.

12. 홍옥은 퇴기가 되어 북쪽으로 이동하여 남편과 한평생을 산다.148)

위의 인용문에 요약된 설화에서는 기생의 순결이 강조되지는 않는다. 기생이 선

비의 부인이 되지도 않는다. 한편으로 퇴기가 되어 기생 신분에서 벗어나기는 하지

만 천민으로 남는다. 이는 신분이 높은 트릭의 대상과 결혼하여 열녀로 칭송되기까

지 하는 구전설화 속 기생의 모습과는 비교된다. 기생의 순결함에 대한 문제의식은

소설 ｢옥단춘전｣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색’과 ‘절개’가 결합되는 구전설화 속 기생

형의 독특함이 더욱 두드러진다.

① 옥단춘이라는 기생은 지체가 비록 기생이나 행실이 송죽 같고 본심이 정결하

여 도임하는 수령들과 감사들이 반하여 수청을 들라는 엄명을 하여도 모두 거절

하고 글공부에 힘쓰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는데, 기적에 매인 몸이라 점고는 받을망

정 행실이야 변하랴고 정조를 굳게 지키니라….

② 옥단춘은 이혈룡을 서울로 보낸 후에 김 감사에게는 칭명하고, 연광정에서 물러

난 후에….

147) 위의 책. 314-323쪽.
148) 위의 책 3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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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내 아직 기생의 몸으로서 감사의 영을 거역하고 안 나갈 수 없으매….

④ ‘전부터 내 수청도 거역한 요망스러운 기생년 옥단춘을 잡아내라!’149)

｢옥단춘전｣ 소설의 결말에는 기생 옥단춘이 자기가 살린 주인공 남성과 함께 살

게 되는데 위의 인용문들에서 보이듯이 기생의 의리와 순결함이 이미 여러 차례 확

인되었기 때문이다. 순결함과 상관없이 남성을 충실하게 도운 이유만으로 높은 위

치에 오르는 구전설화의 기생과 확실히 비교된다.

논개 문헌설화에서도 순결함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관기여서 정렬

을 논의할 순 없지만 죽음을 가볍게 여기고 적에게 몸을 더럽히지 않아 '교화된'

우리 민족의 한 표본'이라는 모순적인 서술을 해가면서 논개의 순결을 강조한다.150)

한 왜군을 죽인 논개의 이야기는 문헌으로도 전승되어 잘 알려져 있는 반면 임진왜

란 때 일본 첩자의 지도를 변조하여 몇 천 명의 수군을 전멸하는데 공헌한 월이의

이야기는 문헌으로 전승되지 않는다. 그 이유도 순결 문제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가

있다. 논개는 군인을 포옹한 채 물속으로 함께 뛰어내려 죽음으로 나라를 위해 목

숨을 희생한 기생으로 기억된다. 그리고 문헌설화에서는 위에 확인한바 왜군과 잠

자리를 갖지 않음이 강조된다. 이에 반해 기생 월이는 술집에 찾아온 군인을 대접

한 후에 군인이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지도를 발견하여 변조한다. 그 덕분에 왜군

이 패배를 당하지만 월이는 술집 기생으로서 살아간다. 월이가 술집 기생으로서 일

본 군인을 가까이하였다는 점과 그 이후에도 기생으로 남았다는 이유로 월이의 이

야기는 조선 시대 윤리 도덕률 아래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논개만큼 칭송하기 어

려운 내용으로 볼 수가 있다. 또한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문헌설화에서는 논개

가 관기로 설명된다. 관기의 정결함이 의심스러울지언정 법적으로는 양반과 사사로

운 관계를 맺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점에서 월이와 같은 술집 기생과는 차원이 다르

다고 할 수가 있다.

3장에서 살핀 바처럼 구전설화 각편에서는 기생의 순결이 주장되거나 문제로 제

시되지 않는다. 논개에 대한 구전설화에서는 논개가 어떤 기생이었는지는 언급되지

않고 기생이었다는 사실만 전해진다. 월이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각편으로 전해지

며 술집 기생이었다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왜군을

죽인 무명의 기생에 대한 구전설화에서도 기생은 왜군과 잠자리를 갖는 것으로 서

술되고 왜군을 죽인 이유로 칭송받는다. 이처럼 구전설화에서 기생은 문헌설화의

기생과 달리 ‘음란한’ 기생으로서의 모습 그대로 영웅이 된다.

149) 구인환 역, 옥단춘전, 신원문화사, 1976, 16; 36; 41; 43쪽.
150) 위의 책, 357-3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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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기로 재산 뺏긴 남성을 돕는 기생’에 대한 유형 E의 설화는 유사한

문헌설화를 찾기가 어렵다. 탐관오리에게 억울하게 당한 선비가 사기로 빼앗긴 재

산을 되찾는 내용의 설화는 있지만 그중에 기생이 등장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

인다. 그 외에 어려움에 빠진 양반이 기생의 후원으로 과거에 급제하는 내용의 설

화와 기생의 유혹에 넘어가서 궤 속에 숨었다가 알몸으로 망신당하는 내용의 설화

등 다양한 문헌설화는 확인된다. 하지만 유형 E의 구전설화의 구조대로 이 모든 설

화의 요소들이 결합된 설화는 문헌으로 채록된 자료가 없어 보인다. 기생 때문에

남성이 궤에 숨었다가 망신당하는 모티프는 유형 B에 해당하는 문헌설화에서 많이

나타난다. 앞서 살핀바 유형 B의 문헌설화에서는 이러한 트릭을 실행하는 기생의

비열함과 저속함이 강조된다. 그런데 유형 E의 구전설화에서는 기생이 이러한 저속

한 방식을 통해 억울한 사기를 당한 남성을 도와서 남편을 얻고 함께 부유하게 잘

산다. 그리고 사기를 당한 남성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남편으로 삼을만하다고

여긴 남성을 기다리던 기생으로서 한편으로 품위 있고 자신의 가치를 아는 기생으

로 표현된다. 즉 유형 E 설화의 기생은 팜 파탈적이면서도 열녀다운 모습을 지닌

이중적 인물이다. 이러한 모습을 문헌에서는 확인하기가 어렵다. 구전과 똑같은 각

편이 문헌으로도 확인 가능한 유형 A, B, C 설화와는 달리 유형 D, E, F의 설화는

문헌설화나 소설의 서사가 구전설화의 각편들과 확연히 구별되거나 아예 구전으로

만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문헌설화와 구전설화에서 확인되는 차이점 모두를 시대

적인 문제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기생의 순결 문제에 관련된 유형 D, E, F에 해당

하는 구전설화가 지닌 독특성은 시대적 변화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다. 구전설화가 채록된 20세기에는 기생 문화가 더욱 상업화되기 시작하였다. 따라

서 20세기 구전설화 구연자들은 기생의 성적 활동에 대해 더 사무적인 태도를 취했

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추세가 기생의 열녀다움이 돋보이는 내용의 설화와 결합됨

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전설화에서는 기생이 문헌설화에서보다 복합적·입체적인 모습

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트릭 모티프를 내포한 설화 중에 구전으로 전승되지 않고 문헌으로만 전승되는

설화들도 있다. 이러한 설화들은 주로 기생이 꾀를 써서 남성의 재물을 빼앗는 ‘탈

재’ 내용의 설화다. 설화 내용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기생의 물욕이 강조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기생을 부정적으로 멸시하는 것만은 아니며 기생의 위상을

높이는 설화도 존재한다.151) 기생이 물욕 때문에 트릭을 실행하는 구전설화는 두 각

편만 전승되는데 각각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기생이 금에 대한 욕

심 때문에 트릭을 실행하고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죽는 내용이다.152) 이 설화에서 기

생은 비난의 대상으로 제시된다. 두 번째 설화는 어떤 기생이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151) 김현룡, 위의 논문, 141쪽.
152) 최영화 (남, 28세) 제보, 1982년 경기도 옹진군 채록함. <대계> 1-8, 440-442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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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을 거절하고 다양한 꾀를 써서 남성 주인공이 자신과 오랜 시

간을 함께 보내도록 유혹하여 더 큰 액수의 돈을 뺏는 내용이다. 이 설화에서 트릭

을 실행한 기생은 기생 중에서도 품위 있는 기생처럼 표현된다.153)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기생이 실행하는 트릭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

는다는 것이다. 오직 기생만이 물질적인 손해를 보거나 물질적인 이익을 본다. 기생

을 포함한 등장인물의 지위·위상·권력 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리고 이러한

설화보다는 기생이 남성을 돕는 열녀 혹은 나라를 지키는 영웅의 역할을 하는 설화

가 더 많은 각편으로 전승된다. 문헌설화에서는 기생의 물욕이 강조되는 설화가 내

용도 다양하고 수도 상당하다.

지금까지 구전설화와 문헌설화 속 트릭스터 기생의 면모와 기능을 비교하였다.

문헌과 소설의 형태로는 구전설화와 동일한 내용의 서사가 전승되기도 하고, 구전

으로만 혹은 문헌으로만 전승되는 유형의 서사도 있다. 다만 양쪽으로 더 많이 향

유되는 서사들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로는 구전설화에서 확인되는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생의 능력이 문헌설

화와 소설에서는 축소된다. 구전설화 중에는 기생의 트릭으로 인해 문제적인 사회

질서가 변화되는 각편이 지배적인 반면 문헌으로는 기생의 트릭이 한 개인의 잘못

된 태도를 고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서사가 더 많이 전승된다. 또한 구전설

화에서는 기생이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트릭을 실행할지언정 트릭 자체는 기생이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서 실행한다. 이와 달리 문헌으로 전승되는 서사 중에는 기생

이 아닌 다른 인물이 트릭에 대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경우가 많다. 트릭 모티프가

아예 배제되는 변이형 서사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서사는 소수의 구전설화 각편에만

해당하는 반면 문헌으로는 많은 각편으로 전승된다.

둘째로 문헌설화에서는 구전설화에서보다 기생의 면모와 성격이 단순하고 일차원

적인 경향이 있다. 문헌으로는 ‘음란’과 ‘정결’의 이분법을 반영하는 서사가 더 많이

전승된다면 구전설화는 기생이 그 두 가지 특징을 겸비하는 복합적 모습을 띠는 것

이 특징적이다. 문헌설화에서는 기생을 남성의 명령에 따라 몸을 바치는 여성, 남성

을 홀리는 뛰어난 미를 지닌 여성, 남성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저급한 여성으로 바라

보는 사회적 시선이 반영된다. 또한 문헌설화와 소설에서는 양반 채록자·작자가 양

반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자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하고 교훈을 주려는 노력에 의해

기생에 대한 표현이 제한적인 경향이 있다. 이것은 문헌으로만 전승되는 트릭스터

기생설화와 구전으로만 전승되는 트릭스터 기생설화의 특징을 보았을 때도 더욱 두

드러진다. 문헌설화에서는 기생이 사회윤리에 어울리는 모습을 취해야만 사회 변두

리에서 사회 중심으로 들어간다면 구전설화에서 기생은 사회가 자신의 복합적인 모

153) 김기석 (남) 제보, 1981년 충청남도 이산군 채록함. <증편 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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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사회를 바꾸는 트릭스터로서의 능력을 발휘한다. 구전설

화에서 기생은 성욕의 자연스러움, 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사회적 변혁

의 가능성 등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양반과 어울리는 유혹적인 여성이기

보다는 사회 변두리에 위치한 특권을 누리는 인물이라는 인식이 더 크다. 기생이

자신의 신분의 특별함을 통해 사회적 변혁을 일으키는 내용의 설화가 구전설화 전

승자와 향유자에게 더 큰 흥을 돋우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앞

서 살펴본 커뮤니타스나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내는 기생의 모습이 문헌설화 문화에

서보다 구전설화 문화에서 더욱 열렬한 환영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문

학사적으로 구전설화가 사회 약자의 욕구, 사상 등을 반영하는 장르임을 반증한다.

무엇보다 구전설화는 사회적 윤리·질서·가치관 등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설득력 있

게 혹은 인물 형상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서술해야 된다는 부담 없이 가장 흥미로

운 방향으로 구연되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변적 인물로서 기생이 지닌 유연성

이 이러한 구전설화의 흥미위주의 전승 성향과 맞물린 결과, 구전설화의 기생은 문

헌설화에서보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트릭스터로서 더욱 생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기생의 모습을 통해 사회적 변두리에 있는 인물을 무대의 중앙으로 끌

어오는 구전설화의 기능을 엿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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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한국 구전설화에 확인되는 기생의 트릭스터적인 성향을 중심

으로 여성주의 관점에서 구전설화 속 기생의 여성성을 살피고 그 이유와 의미를 밝

혔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생은 조선시대 사회에서 특별한 신분이었던 만큼 기생이 중심인물로 등장하는

설화의 내용 역시 특유한 양상을 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생설화는 그간 학계에

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다. 설화 속 기생의 모습을 고찰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문헌설화에만 집중했으며, 당대의 기생에 대한 인식 및 사회적 상황과 설화에 드러

나는 현상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전제로 논의를 펼쳐왔다. 그 결과 양반·사대부와

기생의 대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기생의 여성성에 대해 이분법적인 해석

에 그쳐 논의가 중복되거나 상반되는 식으로 단순화되어온 것으로 보인다. 특정한

기준 없이 포괄적인 연구가 시도되어 더욱 혼란을 일으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2장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주목하

면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기생의 ‘트릭스터적인’ 성향에 주목하여 ‘거짓

말이나 가식, 혹은 은밀한 방법을 통해 남을 속이거나 조종하는 의미’에서 ‘트릭’이

란 개념을 기준으로 삼아 연구의 폭을 좁히고 ‘강자훼절형’과 ‘약자조력형’이라는 새

로운 유형 분류를 설정하였다. 이 두 유형의 설화는 ‘갈등 발생-트릭을 통한 갈등

해결-트릭의 결과’의 구성과 강자-약자 대립 설정을 공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강자

훼절형’ 설화에는 트릭의 주된 목적이 강자를 훼절시키는 것이며 ‘약자조력형’ 설화

에는 트릭을 통해 약자를 구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유사한

핵심 서사 구조를 기준으로 ‘강자훼절형’의 설화들은 ‘죄에 엄격한 신하에게 죄를

쒸우는 기생’(A), ‘남의 흥을 깨는 남성을 골리는 기생’(B), ‘죽을 위기를 모면하는

기생’(C)으로, ‘약자조력형’은 ‘친구에게 배신당한 남성을 돕는 기생’(D), ‘사기로 재

산 뺏긴 남성을 돕는 기생’(E), 그리고 ‘위기에 빠진 나라를 돕는 기생’(F)으로 하위

유형을 분류하였다.

3장에서는 2장의 유형 분류를 기반으로 각 유형에서 확인되는 기생의 여성성의

양상과 가부장적 사상과의 관계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았다. 우선 본격적 논의에

앞서 가부장적 사상을 남성에게 유리한,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개념

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가부장적 사상이 설화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여성 인물의

주체성과 힘에 대한 제한 혹은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난다는 가설이 문제적임을 지

적하였다. 이어서 1절과 2절에서 각 유형의 서사 구조를 상황 설정과 트릭이 실행

되는 이유, 트릭에 대한 묘사 및 양상, 그리고 트릭의 효과 및 결과의 세 단계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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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강자훼절형’의 설화는 여성은 성적 매력을 통해 남성이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게 하여 남성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사회 질서

를 어지럽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상황 설정, 기생을

경계하는 주인공 남성 인물의 태도, 제보자의 서술 방식, 그리고 트릭의 효과를 통

해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남성의 성욕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기생으로 상징되는

여성의 성욕을 경계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반영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기생이

가부장적 가치관을 구현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그 가치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

용하는 모습이 함께 확인된다. 또한 기생의 파괴력이 강조되는 만큼 기생에게 힘이

부여되며 기생은 훼절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남성을 평등하게 만들어서 갈등을 유일

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필요한 인물로 설정된다. 설화 속 기생은 갈등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위기에 빠진 남성을 구하고 정치적 평화를 이루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회복

을 이루어 전형적인 팜파탈 유형에서 벗어나 더 입체적인 모습을 갖는다.

‘약자조력형’의 설화에는 기생이 ‘악’한 강자로 인해 괴로워하는 약자를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도덕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기생이 약자에

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가 기생의 성적 매력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기생은 열녀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실제로 기생이 이룬 것은

남성의 이상과 소원 혹은 하층민의 소원 성취이며, 설화 속 기생의 모습은 여성의

행위주체성을 긍정하는 현대주의 사고방식이라기 보다는 설화 향유자의 소원을 성

취하는 문학 장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의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트릭을

통해 강자를 몰락시키는 방식으로 약자를 돕는 기생은 ‘강자훼절형’의 기생과 같이

파괴력과 회복을 이루는 능력을 둘 다 지니는 이중성 또한 구현한다.

이처럼 두 유형 모두 가부장적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설화 속에서 기생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통제되어야 마

땅한 주체성과 힘을 발휘하면서도 긍정적인 특권을 누리고 가부장제로부터 어느 정

도 자유로움을 누리는 입체적인 인물의 모습을 갖게 된다.

4장에서는 기생이 사회윤리에 어긋나는 특권으로 인해 계급에 구속되지 않고 일

반 여성과 구별되어 사회 경계에 위치한 인물로서 잠재적 트릭스터라는 것에 주목

하였다. 그리고 본고에서 다루는 설화들에서는 기생이 자신의 주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기가 변화시킨 사회 중앙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기준

으로 삼아 진정한 여성 트릭스터임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트릭스터로서 기생의 사

회적 영향과 능력을 검토하였다. 4장 1.1절에서는 강자훼절형 설화에는 기생이 트릭

을 통해 남녀 관계를 중심으로 엄격했던 기존 질서를 인간성과 동정심을 우선시하

는 변이된 질서로 대체한다는 점을 조명하였다. 그 결과 남성 간에 커뮤니타스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곧 남성 제보자들로 인해 조선 시대를 거쳐 20세기에 이 설화들

이 계속해서 전승되고 향유되는 이유가 된다. 한편으로 트릭스터 기생은 남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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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도구로 여겨지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 계급을 초월하고 부분적 커뮤니타

스를 통해 평화를 이루는 능력을 지니는 여성으로서도 기능하여 진정한 트릭스터다

운 이중적 성향을 지닌다. 4장 1.2절에서는 약자조력형 설화의 기생이 트릭을 통해

강자를 몰락시키고 약자에게 권력을 넘기는 방식으로 사회를 뒤집는 현상에 주목하

였다. 기생은 이런 면에서 정의를 이루고 사회 약자의 소원을 성취시켜줌으로써 그

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제공하는 문학 장치로서 기능한다. 때문에 약자조력형 설화

는 남녀노소로부터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는다. 하지만 한편으로 설화에서 나타나는

‘운’의 모티프와 기생의 행위 동기의 모호함, 그리고 기생의 트릭으로 인해 사회가

뒤집히는 현상은 부·권력·직위 등의 예측 불가능한 변동의 가능성을 강조하여 트릭

스터 기생은 언제든지 사회를 자발적으로 다시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음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4장 2절에서는 사회 변두리에 위치했던 트릭스터 기생이 자신이 변화시

킨 사회의 중앙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것은 본처 혹은 영웅적인 열녀

로서의 신분 상승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순결에 대한 강조로 기생의 정체와

모순되던 기존 질서를 기생의 정체를 포용하는 질서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기도 한다. 본고는 이어서 여성 트릭스터가 남성 트릭스터 보다 능력과 지능을

무시당하는 여성으로서의 신분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더욱 쉽게 이룬다는 이론을

전제로, 약자조력형 설화의 기생은 전형적인 여성 트릭스터로 볼 수는 있는 반면

강자훼절형의 트릭스터 기생은 남성으로부터 능력과 교활함을 지닌 여성으로서 인

정받음으로써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점을 주목해보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구전설화와 서사가 유사한 문헌설화 속 트릭스터 기생의

면모와 기능을 구전설화 속 트리스터 기생과 비교하였다. 양쪽으로 더 많이 전승되

는 각편들의 특징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구

전설화에서 확인되는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는 기생의 능력이 문헌설화에서는 축소

된다. 문헌설화에서는 기생의 트릭이 한 개인에만 영향을 미치거나, 트릭에 대한 주

도권을 다른 사람이 쥔다. 혹은 트릭을 실행하는 내용이 아예 배제되는 경우도 많

다. 이에 반해 구전설화에서는 기생의 트릭이 사회를 변화시키며 구전설화의 기생

은 문헌설화에서보다 더 많은 힘을 휘두른다. 둘째, 문헌설화에서는 구전설화에서보

다 기생의 면모와 성격이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경향이 있다. 문헌설화에서는 기생

을 남성의 명령에 따라 몸을 바치는 여성, 남성을 홀리는 뛰어난 미를 지닌 여성,

남성을 끌어내릴 수 있는 저급한 여성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반영된다. 또한

문헌설화와 소설에서는 양반 채록자·작자가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자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하고 교훈을 주려는 노력에 의해 기생에 대한 표현이 제한적인 경향

이 있다. 대대수의 문헌설화에서는 기생이 사회윤리에 어울리는 모습을 취해야만

사회 변두리에서 사회 중심으로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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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구전설화에서 기생은 사회 변두리에 위치한 특권을 누리는 인물로서

성욕의 자연스러움, 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 사회적 변혁의 가능성 등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 구전설화에서 기생은 문헌설화에서보다 복합적인 인물로 표

현되고, 복합적 모습 그대로 사회 중앙에서 트릭스터로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능력

을 지닌다. 또한 기생은 자신의 특별한 신분적 지위를 통해 사회적 변혁을 일으킨

다. 이는 커뮤니타스나 사회적 정의를 이루어내는 기생의 모습으로 구현되는 구전

설화에 구전설화 전승자와 향유자들의 무의식적 욕구와 사상이 투영된 것으로 생각

한다. 무엇보다 주변적 인물로서 기생이 지닌 유연성이 구전설화의 흥미위주의 전

승 성향과 맞물려, 구전설화의 기생은 문헌설화에서보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트릭스

터로서 더욱 생명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에서와 같이 기존의 기생설화 연구를 반성하고 ‘트릭스터’ 개념을

활용하여 새로운 유형 분류를 시도했으며, 기생의 여성성 문제에 있어서 이분법적

인 해석을 지양하고 가부장적 사상의 영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설화 속 복잡한

형상에 주목하였다. 또한 구전설화에 초점을 둠으로써 기존의 문헌설화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에서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기생설화의 특성과 의의를 조명했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트릭’ 모티프를 내포한 기생설화만을 연구 대상

으로 삼은바, 나아가 ‘트릭’ 모티프를 내포하지 않은 기생설화, 다른 여성 트릭스터

설화와의 비교 연구까지 수행된다면 보다 입체적으로 기생설화 내지는 여성 트릭스

터 설화 전체에서 트릭스터 기생의 역할과 의의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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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thesis departs from the premise that the manifestation of patriarchal

values in gisaeng folktales is a more complex issue than past research has

assumed. With this in mind, this thesis is aimed towards examining the

portrayal of gisaeng in oral folktale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gisaeng’s trickster-like nature.

In chapter 2, based on the nature of the ‘trick’ (a concept defined within this

paper as the ‘act of deceiving or making a fool out of someone through lies,

pretense or secretive methods’) performed by the gisaeng, this paper divided the

tales of gisaeng containing a trick motif into two categories:

‘Gangjahwaejeol-hyeong’ and ‘Yakjajoryeok-hyeong’. Both types of tales are

centered around the performance of a trick as the solution to a conflict.

However, in ‘Gwangjahwaejeol-hyeong’ tales, the primary aim of the trick is to

bring down the powerful by making them betray their values while in

‘Yakjajoryeok-hyeong’ tales the trick is primarily used to help the weak and

disadvantaged. For the purpose of a more in-depth analysis, this paper then

divided each type into three smaller types by discerning the most prominent

patterns of narrative within each type.

In Chapter 3, this paper examined the gisaeng’s portrayal in each type, and its

significance, in consideration of its relationship with the patriarchy. The

‘Gangjahwaejeol-hyeong’ tales reflect the patriarchy‘s justifcation of male sexual

desire and wariness of female sexuality which the gisaeng symbolizes. However,

while embodying these patriarchal values, the gisaeng in these tales also use

these values to their advantage. In ‘Yakjajoryeok-heyong’ tales, the gisaeng is

portrayed as a morally-upstanding figure who possesses agency, choosing of her

own accord to help the disadvantaged and disheartened. She is also praised as a

‘virtuous woman’ despite actively capitalising on her sexuality. However, what

she achieves through her tricks is the realization of the hopes and ideals of men

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refore, rather than reflecting a modernistic

attitude in support of female agency, a more suitable interpretation would be

that the gisaeng in these tales acts as a literary device that imaginatively

satisfies desires for hope-fulfillment.

In both tales, the dual-natured gisaeng who both destroys and restores enjoys

positive affirmation and privileges and a certain level of freedom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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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archal oppression despite acting in a manner antithetical to patriarchal

views.

In Chapter 4, this thesis confirmed the gisaeng’s trickster identity by

identifying the manner in which she uses her marginality to transform society

and then re-establishes herself in the centre of that society. In

‘Gangjahwaejeol-hyeong’ tales, the gisaeng’s tricks replaces the excessively rigid

fabric of society with one that priorities compassion and empathy. As a result,

she establishes a ‘partial communitas’ among men that transcends hierarchical

divides. On one hand, the trickster gisaeng acts as a tool used for the benefit of

men, but at the same time she also holds power as a necessary figure for the

establishment of peace and solidarity. In ‘Yakjajoryeok-hyeong tales, the gisaeng

reverses the existing social order by bringing down the powerful through her

tricks and hands power over to the weak and disadvantaged. By thus

establishing justice, the gisaeng acts as a literary device for the wish-fulfillment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to whom she provides comfort and hope. However,

the trickster gisaeng in these tales also possesses the power to destabilize the

restored social order again at any time according to her desires.

Nex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ways in which the gisaeng re-establishes

herself at the centre of the society she has transformed. In some tales, this is

achieved in the form of an elevated social status, while in others it is achieved

by the gisaeng changing the social order from one that rejected her to one that

embraces her. The gisaeng of the ‘Yakjajoryeok-hyeong’ tales are like other

female tricksters in the sense of achieving social change more easily than male

tricksters by using the patriarchy’s tendency to assume women’s ignorance to

her advantage. The gisaeng of the ‘Gangjajoryeok-hyeong’ tales, however, are

unique in that they are able to transform society because of the recognition they

receive from men for their ability and wiliness.

Finally, in Chapter 5, this thesis compared th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of

the trickster gisaeng in oral folktales to that portrayed in written literature.

Firstly, in the versions of the tales that are transmitted in the form of written

text, the gisaeng’s abilities and role as a trickster are diminished. Secondly, the

portrayal of gisaeng in written literature tends to be more simple and

straightforward. In contrast, in orally transmitted versions of the same tales, the

gisaeng enjoys more power and freedom as a symbol of the naturalness of

sexual desire, the hope of escape from repression and the potential for soc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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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She is accepted into society as a woman who is both ‘lewd’ and

virtuous, destructive and restorative. The flexibility of the gisaeng as a marginal

figure is activated to its full potential within orally transmitted tales due to their

nature as stories that are crafted for the sake of entertainment without concern

for consistency or the preservation or assertion of moral ideas and values. The

trickster gisaeng demonstrates the oral folktale’s ability to bring minority figures

who sit on the brink of society into the centre stage.

Keywords: Korean Oral Folktales, Gisaeng Folktales, Gangajahwaejeolyeong,

Yakjajoryeokhyeong, Trick, Trickster, Feminity, Patriarc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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