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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견훤의 출생지나 출계에 대한 의문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사료상의 착종과
공백으로 인해 역사학계에서는 광주 출생설과 문경[상주] 출생설, 아자개-견훤 부자관
계의 긍정·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견훤 출생담의 쟁점들에 관
해서는 사료 기록의 문면만 맴도는 해석 또는 추론에서 벗어나서, 전설 자료들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신화학 또는 민속학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역사 전설들이 독자성과 변이를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지역사의 맥락에서
형성되고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견훤의 출생지로 거명된 문경과 광주 지역의 전
설들을 비교해 보면 그 물량과 다양성의 면에서 문경이 광주를 압도한다. 특히 문경
가은읍과 농암면 일대는 견훤의 출생담, 성장기 일화와 훈련담, 그리고 성터 등의 유
적과 지명전설에 이르기까지 풍부하고 다양한 전승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
서 채록된 성장기 일화와 훈련담은 견훤전설이 전승되어 온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국면이다. 그에 비해 광주지역은 삼국유사 ｢고기｣의 야래자 형 출생설화 외
에는 다른 독자적 유형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견훤은 문경 가은읍 ‘출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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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어도 성장기를 이곳에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문경이 견훤의 생장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광주 출생설에 대해서는 오류라거
나 잘못된 전승이라고 볼 수는 없다. 광주 출생설의 근거가 된 ｢고기｣ 자료는 사실적
역사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은 아니다. 광주는 후백제 건국이라는 혁명적 신화가 이
루어진 지역으로, 새 나라의 창업이 이루어졌으니 그 지역을 기반으로 혁명 영웅의 신
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견훤의 광주 북촌녀 출생설화는 그렇게 탄생된 신화
이다. 따라서 ｢고기｣의 내용은 사실적 역사라기보다는 신화적 역사에 가까운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경 출생인가 광주 출생인가는 양자택일의 사안이 아니며, 정확한 판단
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어쩌면 모순된 두 출생설은 견훤의 출생에 대한 다른 담론적
국면을 취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기도 한다.
한편으로 출생지의 다원적 발생은 오히려 전승과정에서 이루어진 신화적 재현의
국면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당시는 혁명아 견훤이 신화적 존재로서 여러 지역에
서 인구에 회자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상주의 사례도 그러한 신화적 재현으로 볼 수
있다. 상주군 화북면과 화서면에서도 출생설이 확인되는데, 이는 삼국사기와 삼국
유사 기록에서 당시의 행정명을 따라 문경 가은을 상주 가은으로 표기한 사실, 또는
견훤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자개가 사벌국 성주였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문경의 가
은· 농암과 상주의 화북· 화서지역이 워낙 인접한 곳이기도 하지만, 아자개와 견훤이
부자관계였다면, 아자개를 따라 성장기 견훤의 발길이 이곳 상주까지 미쳤을 가능성
이 없지 않다. 그 밖에도 청도와 장성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견훤산성이 있거나 다른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출생지 신화가 더 재현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결국 견훤
은 패배한 영웅으로, 고려조 이래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온 역사가 오래 지속되었
으므로 그러한 신화적 재현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견훤의 출계(出系)에 대해서는 아자개와 견훤의 부자관계에 대한 긍정과 부정론이
맞서 왔는데, 사료의 문면에 대한 해석에서 여전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남아 있다.
후삼국 전쟁에서 한창 맹위를 떨치던 장남 견훤을 뒤로 하고 태조에게 귀부한 아버지,
장군으로 당시 세상에 이름을 날렸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맏형의 거사에 참여하지 않
은 남자형제들의 모습은 견훤의 친부이거나 친형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면면이다.
이는 견훤이 15세에 아버지의 성인 이(李)를 버리고 독자적으로 견(甄) 성을 취한 일과
더불어 견훤의 출계 문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렇더라도 역사학계의 한 쪽 주장
처럼 부자관계가 아니라고 하고 말 일은 아니다. 실제 역사로부터 200여 년 후에 씌어
진 정사서에 아자개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이제가기｣라는 이씨 가문의 세보에도
가족관계로 올라있는 사실을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
이 상황을 전통 혼속의 관점에서 추론해 보면, 견훤- 아자개의 관계는 주몽- 금와왕
의 관계와 방불한 면이 있다. 유화가 주몽을 잉태한 채 금와의 측실로 들어간 것처럼,
견훤의 모가 견훤을 데리고 아자개와 혼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야래자’ 유형의
동숙(同宿) 형태가 ‘서옥’제를 반영한다는 사실, 또한 서옥제의 이러한 ‘잠정적이고 가
변적인 혼인형태’가 일부 영웅신화에서 보이는 ‘부계(父系) 부재’ 또는 ‘모자 결속’과 연
관이 있다는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아자개를 견훤의 의부(義父)로 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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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석연치 않은 의문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지역 전승의 견훤 출생담들이 대
부분 야래자 유형인 데다 견훤의 어머니가 편모로 나타나는 변이가 많은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견훤의 출계 문제에 관한 한, 이렇게 신화에 갈무리되어 온
‘혼인’의 기호를 통해서 해명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핵심어: 견훤, 야래자 유형, 출생지, 출계, 아자개, 서류부가혼, 모자 결속, 부계 부재

1. 서언
견훤은 신라 하대 골품제도의 혼란 속에서 일개 비장으로 건국주가 된
점에서 제세주(濟世主)의 혁명적 영웅이라 할 만하다. 야래자(夜來者) 유
형의 신이한 탄생담이 견훤에 부회된 것도 이러한 영웅적 면모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말려초 후삼국전쟁에서 견훤은 태조에게 투항하였
고 후백제도 멸망하였으므로, 결국 그는 패배한 영웅에서 머물고 만다. 견
훤에 관한 기록이나 전승은 그러한 몰락의 역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견훤의 신화가 소략한 데다 어딘지 위축되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출생신화에서 견훤이 굳이 지렁이의 아들로 나타난 이유도
그의 패망과 연관지어 파악해 온 것이 일반적이다. 이 신화의 원형은 용
龍)인데 그가 패망한 왕이어서 흉물스러운 지렁이의 형상으로 바뀐 것이

(

라고 본 것이다. 그런 연유에서 견훤신화는 용신이 중심인 마한계 백제신화
의 굴절된 계승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1)

이러한 관점은 견훤의 출생에 대한 역사학 쪽의 연구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역사학에서는 신화적 국면보다 견훤 출생에 관한 사실의 착종이

1)

김화경, 한국설화의 연구, 영남대출판부, 1987, 175-203쪽; 서대석, 백제신화연구 , 백
제논총 1,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85에서 신화학적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상세한 연구사
에 대해서는 한미옥, 백제건국신화의 계통과 전승 연구 ,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
행), 2003, 11-16쪽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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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반을 중요하게 문제삼고, 어떻게든 그것을 정합적이고 논리적인 사실
의 역사로 해명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히 견훤의 출생지가 상주인가
광주인가, 사벌국 성주인 아자개가 과연 견훤의 아버지인가 아닌가의 문제
가 쟁점이 되어 왔는데, 거듭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론이나 통설에는 이르
지 못하였다. 이러한 출생지 및 출계의 문제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지만,
사료상의 착종과 공백을 해명할 단서를 달리 찾을 수 없는 것이 문제이다.
그래서 이 쟁점들에 관한 한, 전적으로 상반된 주장이나 입증이 어려운 추
론들이 공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된 요인으로는 우선 기록자료의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제한된
문면만 맴도는 해석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를테면 삼국사기의 열전
견훤>과 삼국유사의 <후백제 견훤은> 동일한 성격의 사료로 볼 수 없는

<

것이다. 특히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고기 의 자료는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신화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고기 자료에서 ‘광주 북촌’의 사실적 장소만
취하고 ‘야래자 지렁이’와 같은 비사실적 존재는 지나쳐버리는 등의 선택적
접근방식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기록자료 자체에 대한 재검토
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견훤의 행적이 미쳤던 여러 지역에서 구전되어 온 견훤관련 전설들
을 역사학에서는 ‘속전(俗傳)’ 정도로 참고하는 데서 그치고 있는 것도 문
제이다. 지역의 전설들이 독자성과 변이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들이 지역사
의 맥락에서 형성되고 전승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견훤 출생담의 경우
에도 지역적 전승이나 분포가 말해 주는 역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자료를 지역의 구비전승으로 확장하고, 나아가 신화
적 기록 및 전승일 경우에는 신화학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에서 시도된 것이다. 레비 스트로스(C.

가 신화의 ‘다차원

é

L vi- Strauss)

적’(multidimentional) 의미를 강조한 바 있듯이,

2)

é

신화적 사실은 사실 환

2) L vi Strauss, The Story of Asdiwal, in Alan Dundes ed., Sacred Narrative; Reading in

천혜숙

견훤 출생담의 신화학적 검토 177

원적 의미와는 다른 것이다. 또한 신화의 사실은 일회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가역적인 것이다. 따라서 신화에서 말하는 역사는
사실을 반영할 수 있다 해도, 사실적 역사의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견훤의 출생지가 문경과 광주 등지로 다원적으로 나타난 착종이나, 견훤의
부가 아자개로 또는 야래자로 나타난 모순과 같은 기존의 쟁점들에 대해서
도, 시비(是非)의 선택이나 사실 환원적 해명이 아니라 신화학의 시각에서
보다 다층적이고 포괄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2. 견훤 출생담의 전승양상
견훤의 출생에 관해서는 삼국사기(권제49 열전 제10)의 <견훤>과 삼
국유사(권제1 기이2)의 <후백제 견훤>에 그 기록이 전하고 있다. 그리고
견훤 출생에 관한 구비전승은 문경, 상주, 광주, 장성, 담양, 충주, 남원, 정
읍, 김해, 청도 등지에서 채록· 보고된 바 있다. 기록과 구전 자료는 흔히
사실과 전설로 대별되면서 그 사료적 가치가 달리 평가되어 왔지만, 오늘날
은 신역사학의 동향과 더불어 구전 사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제고되고
있다. 요소나 구조 면에서도 양자는 깊게 연관되어 있어 상관적 이해가 불
가피하다. 더욱이 지역의 전설들은 지역사와 연관된 독자성과 변이를 드러
내고 있어서 기록의 한계나 착종을 해명하는 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다.
우선 견훤관련 기록 자료와 구전 자료의 출생 부분을 읽어 보기로 한다.

2.1. 기록 자료의 동이(同異)와 연유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견훤관련 기록들은 내용 면에서 동이(同異)

the Theory of Myth, Univ. California Press, Ltd. London, pp.3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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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이고 있어서, 비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두 기록의 견훤 출생담
부분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동이의 부분이 확연히 드러난다.

①

견훤( 삼국사기 열전 제10)

ⓐ 출신 또는 출계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본성은 이(李)인데 후에 견(甄)으로 성씨
를 삼았다. 아버지는 아자개인데, 농사로 자활(自活)하다가 후에 기가(起家)
하여 장군이 되었다.

ⓑ 유아기와 신이

훤이 나서 아직 강보에 싸여 있을 때, 아버지는 들에 나가 밭을 갈고 어머
니가 밥을 갖다 주려고 아기를 수목 아래에 두었더니 범이 와서 젖을 먹였
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 성장기와 비범성

장성해서는 체모가 웅대기이(雄大奇異)하고 지기(志氣)가 활달하고 비범
하였다.

ⓓ 종군시절과 용기
종군하여 서울에 들어갔다가 서남해 방수에 부임하여 창을 베개로 삼고

적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용기가 항상 병사들에 앞장섰으며, 그 공로로
비장이 되었다.

ⓔ 거병과 건국
진성왕 6년 반심을 품고 서남쪽 주현에서 무리를 일으켜 무진주(금 광주)

를 습격하여 왕이 되었으며, 효공왕 4년 마침내 완산주(금 전주)에 이르러
후백제왕을 자칭했다. [후삼국 전쟁사 및 패망 부분 후략]

ⓑ 의 호래유지

출생의 신이는 없는 대신 유아기(

)

‘

虎來乳之)가 나타나

’(

고, ‘비범한 성장기- 종군기의 용기- 거병과 건국’으로 일대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 자료는 어디까지나 역사의 기술이다. 그래서 전체 자료에서 출생
과 성장기 기록은 소략하고 후삼국 전쟁사의 활약과 투항의 역사 부분은

ⓑ 가 나타난 것은 이례적이라 볼

장황하다. 그런 점에서 유아기의 신이(

)

수도 있으나, 같은 책의 혁거세나 주몽 등 건국주에 관한 기술에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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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의 신이를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삼국유사의 <후백제 견훤>도 위의 내용과 흡사하다. 동일한 원전을 참
고했거나, 일연이 삼국사기의 기록을 그대로 옮겨 쓴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

3)

일연이 김부식의 사기를 참고한 흔적은 유사의 다른 기사에서

도 확인되므로,

4)

일연이 삼국사 본전과 사기를 아울러 참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일연은 여기에다 다른 자료들을 더 보태서 내용
을 확장· 재편집하고 있다.

②

후백제 견훤 (삼국유사 기이 제2)

ⓐ 출신 또는 출계

삼국사 본전에 보면 이러하다. 견훤은 상주 가은현 사람으로 함통 8년
정해(867)에 났다. 근본 성은 이(李)였는데 뒤에 견(甄)으로 고쳤다. 부 아
자개는 농사를 지어 생활했는데 광계년간에 사불성(금 상주)에 웅거하여 스
스로 장군이라 했다.

ⓐ

-1

출계와 가족( 이제가기(李磾家記)

)

아들이 넷이 있어 모두 세상이 이름이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견훤은
뛰어나고 지략이 많았다. 이제가기 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진흥대왕의 비
妃) 사도의 시호는 백융부인이다. 그 셋째아들 구륜공의 아들 파진간 선품

(

의 아들 각간 작진이 왕교파리를 아내로 맞아 각간 원선을 낳으니 이가 바
로 아자개이다. 아자개의 첫째 부인은 상원부인이요 둘째부인은 남원부인으
로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낳았으니, 그 맏아들이 상부 훤이요, 둘째아들이
장군 능애요, 셋째아들이 장군 용개요, 넷째아들이 보개요, 다섯째아들이 장
군 소개이며, 딸이 대주도금이다.

ⓐ

-2

출생담( 고기(古記)

)

또 고기 에는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 광주 북촌에 한 부자에게 딸이 하

3)
4)

이하 삼국사기를 사기로, 삼국유사를 유사로 약함.
삼국사는 삼국사기와는 다른 책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후소장사리’(前後所將舍
利)>(유사 권제3 탑상 제4)나 <선도성모 수희불사’(仙桃聖母隨喜佛事)>(유사 권제5,
감통 제7)를 예로 보면, 일연이 삼국사기를 국사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전후소
장사리>에서는 ‘국사운(國史云)’, ‘언운(諺云)’, ‘고기칭(古記稱)’ 등으로 출전을 구분해서
쓰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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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있었는데, 자용이 몹시 단정했다. 딸이 아버지께 말하기를 “밤마다 자줏
빛 옷을 입은 남자가 남쪽에서 와서 침실에서 자고 갑니다” 하자, 아버지는
너는 긴 실을 바늘에 꿰어 그 남자의 옷에 꽂아두어라” 하여 그 말대로 시

“

행했다. 날이 밝아 그 실이 간 곳을 찾아보니 북쪽 담장 아래 큰 지렁이의
허리에 꽂혀 있었다. 이로 인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나이 15세가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 일컬었다. 경복 원년 임자(892)에 이르러 왕이라 일컫고
완산군(금 전주)에 도읍을 정했다. 나라를 다스린 지 43년만인 청태 원년 갑
오(934)에 견훤의 세 아들이 반역을 하여 견훤은 고려 태조에게 항복했다.
년 후 나라가 패망한 내용 중략]

[2

ⓑ 유아기와 신이

처음에 견훤이 나서 강보에 싸여 있었을 때, 어머니가 들에서 밭일 하던
아버지에게 밥을 갖다 주면서 아이를 수풀 아래 두었더니 범이 와서 젖을
먹였으므로 마을 사람들이 듣고 이상하게 여겼다.

ⓒ 성장기와 비범성
ⓓ 종군시절과 용기
ⓔ 거병과 건국

ⓒ ⓔ는
-

사기』와 거의 유사하다. 순차적 단락의 소주제도 사기와

『

다르지 않다. 다만 일연은 이제가기

ⓐ

(

와 고기

-1)

ⓐ

(

를 인용하여,

-2)

ⓐ의 출계와 출생담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그래서 내용은 더 상세해졌으
.

나, 이로 인해 서로 착종되고 모순된 부분이 생겨나게 되었다.
어느 이씨 가문의 세보(世譜)로 보이는 이제가기 에서는 견훤의 부
父) 아자개를 신라 진흥왕의 5대 손이라고 하였다. 견훤의 가족에 대한

(

내용도 보태졌는데, 특히 견훤의 세 동생이 장군으로 불린 사실이 주목된
다. 그러나 진흥왕 5대 손과 아자개의 시대 사이에는 약 300여 년의 시간적
상거가 있는 데다, 진흥왕의 후손이 성이 이씨일 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신빙성이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5)

5)

김상기, 견훤의 가향에 대하여 (동방사논총, 서울대학교 출판부,

쪽에

1984(1974)),198

서는 이 기사를, 삼국사기의 <견훤>전에서 그 아버지 아자개의 본성이 이(李)라고 한
것에 부회하여 꾸며진 것으로 추찰하고 전혀 신빙성을 갖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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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은 ‘견훤전’에 해당되는 이본 자료가 액자형으로 삽입된 것이

다. 흔히 ‘야래자’ 유형 또는 ‘이류교혼’[이류교구, 이물교혼] 유형으로 일컬
어지는 견훤신화 기록이다. 이는 견훤의 출계에 관한 흥미로운 자료이긴
하나, 사기(①의

ⓐ

)

및 유사(②의

논란의 소지가 되어 왔다. 아래는

ⓐ

(

ⓐ

기록과는 모순된 내용이어서

)

의 서사단락들이다.

-2)

ⓐ
㉠ 광주 북촌의 한 부잣집 딸이 아버지에게 밤마다 자줏빛 옷을 입은 남자
(

-2)

가 와서 자고 간다고 했다. (동숙)

㉡ 아버지가 실을 꿴 바늘을 그 남자의 옷에 꽂아두라고 하여 시킨 대로 했
다.(정체 확인)

㉢ 날이 밝아 그 실이 간 곳을 찾아보니 북쪽 담 밑에 큰 지렁이 허리에 꽂
혀 있었다.(정체 노출)

㉣ 그 후 태기가 있어 사내아이를 낳았다 잉태와 출산
㉤ 아이가 세가 되자 스스로 견훤이라 일컬었다 자립
㉥ 경복 원년 년 왕이 되어 완산군에 도읍을 정했다
㉦ 세 아들이 반역하여 고려 태조에게 항복했다 항복
㉧ 장자 신검이 즉위하였으나 고려에 패망했다 패망
.(

)

15

(892

.(

)

건국과 즉위)

.(

.(

.(

위의

)

)

)

㉠ ㉥ 단락은 신이한 영웅의 탄생과 즉위를 말하는 신화로서 사실
-

적 역사와는 다른 성격을 지닌 전승이다. 이 신화에서는 생물학적인 인간
아버지가 부재한다. 지렁이라는 이물이 견훤의 부(父)인 셈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지렁이 대신 뱀이긴 하지만, 동일한 구조의 <삼륜산(三輪山)
신화>가 확인되고 있다. 이 자료는 일부 역사학자들이 견훤의 광주 출생설
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

6)

견훤이 과연 아자개의 아들인가 아닌가의

쟁점도 결국 이 자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6)

박경자, 견훤의 세력과 대 왕건관계
명, 견훤의 출신지 재론

,

,

진단학보

숙대사론
90, 2000.

·

1

합집,

2

1982;

김상기, 위의 글;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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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이 보탠

ⓐ

(

과

-1)

ⓐ

(

는 모두 삼국사 본전의 기록을 보완한

-2)

것으로, 전자는 견훤의 가계(家系)와 가족, 후자는 견훤의 출생신화에 대한
보완이다. 내용의 착종을 무릅쓰고 일연은 세보(世譜)와 고기 등의 자료
를 한 자리에 망라하였다. 과연

ⓐ

(

-2)

자료를 첨기하면서 일연은 견훤의

출계나 출생지에서 사료간 착종이 발생한다는 것을 몰랐을까. 유사에서
자주 확인되는 일연의 혜안이나 광박고증(廣博考證)적 기술 태도로 미루

ⓐ

어 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듯하다. 특히 (

를 보완한 이유는 유사에

-2)

서 일연이 ‘기이’(紀異) 편목을 중요한 비중으로 할애한 것과도 다르지 않

ⓐ

다. 일연은 (

를 통해서 견훤의 신이지사(神異之事), 곧 견훤의 신화를

-2)

전하고자 한 것이다. 신화적 전승인 야래자 유형의 출생담을 중요하게 다루
고 ‘기이’(紀異) 편목에다 포함시킨 점에서, 일연은 확실히 신화 지향적 기
술을 한 것을 알 수 있다.

7)

그럼에도 사기(①)와 유사(②), 두 기록의 출생담이 기본적으로 견
훤 출생의 신이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무엇보다 호랑이의

ⓑ

수유(

),

ⓒ 을 두 기록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의

성장기의 비범성(

)

.

호랑이 수유’ 단락은 <주몽신화>, <바리공주>, <당금애기>와 같은 신화들

‘

에서 확인되는, ‘영웅에 대한 초월적 존재의 원조’와 다르지 않다. 이는 견훤
이 당시 건국영웅의 신화적 존재로 숭앙되거나 회자되었음을 말해주는 사
실이다. 유교적 합리주의 사가로서 ‘사론(史論)’을 통해 견훤에 대한 부정
적 담론을 주도했던 김부식도 견훤전에서 이 단락들을 버리지 못한 것을
보면, 견훤 사후 2세기가 지난 시기까지도 살아 있었던 견훤신화의 전승력
을 짐작할 만하다.

7)

고려조에 들어와서 「고기」자료가 참고된 터라 이미 그 신화적 원형과 성격이 변개되고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김부식과 비교하여 일연은 ‘신이’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가
지고 있었음을 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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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구전 자료의 양상과 특징
지역의 구비전승은 언뜻 착종이 심한 듯 보이기도 하지만, 지역사의 맥
락과 함께 민중적 사고와 세계관이 내재된 유의미한 자료들이다. 견훤에
관한 전설들이 후삼국 역사에서 견훤(군)이 거쳐 간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승되고 분포되어 온 점, 지역의 전쟁사를 배경으로 독자적 변이를 보이는
점으로도 알 수 있다. 견훤의 출생담은 후백제 패망의 역사와 더불어 그
빛이 바랜 편이지만, 지역사의 맥락에서 여전히 다양하고 유의미한 변이를
드러내고 있다.

8)

견훤의 출생지로 거명된 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출생담의

전승과 변이가 활발한 것도 구전 자료의 사료적 기능을 말해 주는 부분이
다.
견훤의 출생담이 전승되는 지역으로는 문헌에서 출생지로 거명된 문경
과 광주 외에도 상주, 충주, 남원, 김해, 정읍, 담양, 장성, 청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지역들에서 확인된 견훤 출생담들에서는 대체로 아래
와 같은 변이와 특징이 확인된다.

9)

8)

모든 지역을 다 망라하여 비교할 수는 없으므로 지역전승에 관한 연구들은 결론이 제한적
일 수밖에 없다. 신해진의 「고전문학과 지역성」(어문론총 41, 한국문학언어학회, 2004)
에서 시도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단위의 비교만 하더라도 너무 광범위해서 일면 타당
한 해석을 끌어냈다고 해도, 도내 곳곳에는 해명을 기다리는 다른 변이들이 늘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지역성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는 더 세분된 지역의 전승들에 대한 미시적 연
구들이 더 축적되어야 한다. 대체로 지역을 염두한 견훤전설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할 만
하다.
박현국, 견훤설화고

,

한국민속문화

견훤전설의 구비전승 상의 변이와 특징
인덕, 연무읍 지역의 견훤전설 연구
견훤설화의 전승양상과 역사의식
류성,

2001;

,

,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

46,

45,

1997;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학회,

라인정,

2000;

황

서해숙,

2001;

전북전통문화연구소,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

신해진, 위의 글; 천혜숙, 청도지역의 견훤전승과 사실 또는 형상의 역사

실천민속학
9)

,

중앙대학교 한국문화유산연구소,

5,

33,

실천민속학회,

,

2019.

한국구비문학대계 5-1(전북 남원군 대강면); 같은 책, 5-4( 전북 옥구군 대야면); 같은
책 5-6(전북 정읍군 영원면); 같은 책 6-2(전북 함평군 신광면); 같은 책, 7-8(경북 상주
군 화서면); 같은 책

경남 김해군 진영면); 증편 한국구비문학대계

8-9(

문경시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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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훤을 ‘아자개의 아들’이 아니라 ‘야래자의 아들’이라고 한 전승이 압도
적이다.

②

견훤이 편모 슬하에서 어렵게 성장한 유형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
야래자와의 교혼’과 ‘호래유지(虎來乳之)’ 단락이 하나의 서사로 구성된

③ ‘

유형이 확인된다.
④

정체 확인 결과 지렁이가 ‘죽는’ 경우가 큰 비중으로 나타난다.

구전 자료의 출생담에서는 ‘야래자’ 유형이 압도적인 비중으로 나타난
다.(①). 이는 오래고 광포해 온 야래자 유형에 견훤 출생담이 결착되었기
때문이다.

10)

출생담에 아자개가 연관된 각편은 문경의 ‘금하굴’ 전설이 유

일한데, 여기서도 결국 금하굴의 지렁이가 견훤의 부로 나타난다.

11)

따라

서 견훤을 ‘아자개의 아들’이라고 한 구전 자료는 전무하다고 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②·

은 유사 의 고기 자료가 구비전승의 과정에서 이루어

③

낸 변이들로 주목된다. 이물인 지렁이 아버지는 죽거나 사라지고, 친정에서
쫓겨나 혼자 아들을 낳고 힘들게 살아가던 편모가 품을 팔러 갔다가 나무
아래에 아기를 잠시 뉘어놓았는데 이때 호랑이가 와서 수유를 한 것으로,
서사적 논리가 갖추어졌다. 이런 각편들은 여러 지역에서 확인된다. 마지막
가은읍· 농암면) 외에도, 문경시, 견훤의 출생과 유적,
로 보는 견훤,

1996;

농암면지편찬위원회, 청조향람,1996

2003;

;

문경문화원, 사료와 전설
청도군, 청도군지,

1991

등을 참조했다.
10)

서해숙, 앞의 글,

쪽.

427

문경문화원, 사료와 전설로 보는 견훤, 176-177쪽의 ‘금하굴의 유래’라는 이야기에서는
금하굴에서 견훤의 아버지 아자개가 출생하였다고 하였지만,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는
금하굴에 살았던 존재를 지렁이라고 하면서 야래자 유형을 반복하고 있다. 아자개가 곧
지렁이라는 말인지, 아니면 견훤의 아버지가 아자개라는 설을 여기다 갖다 붙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것을 “아자개에서 발단된 출생담이 진훤의 출생담인 것처럼 이

11)

어지고 나중에 널리 전파되어 나간 것으로” (황인덕, 견훤전설의 한 고찰

,

후백제와 견

훤, 충남대 백제연구소 편, 서경문화사, 2000, 209쪽 참조)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문경에
서는 <아자개 집터>, <아자개의 네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지만, 견훤의 출생과는
연관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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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④의 변이는 고려조 이후 견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면서, 더
이상 “신이한 존재의 신격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들의 집요한 탐색에
의해 그 정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낸 상태”가 되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12)

아래의 예화들에서 이상의 변이들을 두루 확인할 수 있다.

(2-2-①)

지렁이 아들 견훤

㉠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밤마다 초립동이 와서 자고 갔다
㉡ 처녀가 돌아가는 초립동이 허리에다 명주실을 매두었다
㉢ 이튿날 아침 실을 따라가 보았더니 큰 지렁이가 바늘에 찔려 죽어 있었다
㉣ 그 후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견훤이다
㉤ 그래서 견훤은 지렁이 아들이라는 전설이 있다
.
.

.

.

.13)

(2-2-②)

견훤이는 천상에서 귀양 온 지네아들

㉠ 사방에서 청혼이 들어와도 딸이 응하지 않자 간부가 있다는 소문이 났다
㉡ 아버지가 닦달하자 밤마다 웬 남자가 와서 자고 간다고 했다
㉢ 아버지가 실 꿴 바늘을 주면서 그 남자의 옷에다 꽂아두라고 했다
㉣ 바늘을 꽂으려고 하자 남자는 자신이 천상에서 내려온 존재라고 말하고

.

.

.

는 가버렸다.

㉤ 이튿날 실을 따라가 보았더니 큰 굴 속에 지네가 바늘에 찔려 죽어 있었
다.

㉥ 딸이 배가 불러오자 화가 난 아버지가 그 딸을 쫓아냈다
㉦ 딸은 혼자서 아이를 낳고 힘들게 살았다
㉧ 여자가 남의 밭을 매주러 갔다가 아이를 잠깐 나무 아래 뉘어놓았더니
.

.

호랑이가 와서 젖을 먹였다.

㉨ 그 아이가 자라서 이름을 견훤이라 지었다
㉩ 견훤은 죄 짓고 지네의 허물을 쓰고 내려온 천상 선동의 아들이다
.

.14)

12)

신해진, 앞의 글,

13)

한국구비문학대계

14)

구비대계

5-1

쪽 참조.

347

7-8

상주군 (화서면 신봉1리). 이하 구비대계로 약함.

남원군 (대강면 서석리 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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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견훤이 더 이상 신이한 존재의 후손이 아니라

의 결말(

(2-2-①)

)

인간이 퇴치해야 하는 이물의 아들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에서

(2-2-②)

는 지렁이 대신 지네가 나타나지만, 역시 인간에 의해 정체가 노출되고 죽

㉤ 은 다르지 않다 그리고
에서는 임신한 딸이
쫓겨나는 상황 ㉥ 과 편모로 아들을 낳고 힘들게 사는 상황 ㉦ 이 연결되
면서 여기에 호래유지 사건 ㉧ 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견훤 출생담이
음을 당하는 것(
(

,

)

.

(2-2-②)

)

‘

(

’

(

)

)

.

내쫓긴 편모’의 어려운 삶으로 모아지면서, 다른 출전에서 인용된 두 삽화

‘

야래자와의 교혼’과 ‘호래유지’-가 하나의 서사로 구성되고 있다. 한편

-‘

내쫓김이나 ‘호래유지’ 단락이 없어도, 견훤이 편모 슬하에서 자라는 각편
이 드물지 않다.

15)

또한 지네나 금돼지가

16)

지렁이를 대신하는가 하면, 지렁이를 죽인 외할

아버지를 손자가 죽여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다는 설정도 나타난다.

17)

상주지역의 특이한 유형으로, 오누이 쌍둥이로 태어난 견훤이 힘내기를 하
여 누이를 이긴[죽인] 후에 거병했다는 변이도

18)

확인된다. 이상의 변이들

에서 특히 ‘야래자’의 비중과 ‘편모’의 부분이 주목되는 것은 이것이 견훤의
출생지나 출계 문제와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3. 견훤의 출생지와 출계 문제에 관한 신화학적 검토
견훤의 출생지나 출계의 문제는 주로 역사학계에서 상반된 견해로 대립

신해진, 앞의 글에서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 전승을 비교하는 흥미로운 연구를
하였는데, 내쫓김을 당하여 태어난 아이가 호랑이 젖을 받아먹는 것으로 묘사된 이야기와
견훤의 등극담을 전라도 지역의 특징으로 보고 실제 견훤이 후백제를 세웠던 역사와 연관
지어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어렵게 사는 과정과 ‘호래유지’가 이어진 이야기나 등극담은
다른 지역에서도 확인된다.

15)

16)

구비대계

5-6

정읍군, 견훤의 탄생(정읍군 영원면 운학리 태동).

17)

구비대계

7-2

김해군, 지렁이아들 (김해군 진영읍 내룡리).

18)

구비대계

7-8

상주군, 견훤전설 (상주군 화서면 신봉1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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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온 쟁점들이다. 이것은 유사에서 고기 자료를 첨기한 데서 연유되
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혼란의 책임을 일연에게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출생설의 신화적 국면을 보완해 준 그의 혜안에 감사할 일이다. 이 장에서
는 그동안 기록 자료의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선택적 문면에만 매달린
나머지, 좁혀질 수 없는 거리로 존재해 온 역사학계의 이설(異說)들을 소개
하고, 신화학적 시각에서 더 포괄적이고 대안이 될 만한 해석을 시도해 보
려고 한다.

3.1. 견훤의 출생지와 신화적 재현
3.1.1.

견훤의 출생지 문제

사기 의 <견훤>전에서는 견훤이 상주 가은현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은
현은 오늘날 문경시 가은읍이다. 신라대에는 가해 또는 가선현이었으며,
문경현· 호계현과 함께 고령군의 영현이었다. 이때 고령군은 사벌주(금 상
주)에 속하였다.

19)

고려 태조대 가은이라 고쳤고 현종 대에는 상주의 영현

이 되었으며, 공양왕 대에 문경에 내속되었다.

20)

문경 가은현이 ‘상주 가은

현’으로 기록되게 된 사정이다. 후대에 와서 견훤을 ‘상주 출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문경 가은인데 상주 가은현으로 표기한 것을 그대로 좇은
경우이거나, 아니면 견훤의 부 아자개가 사벌국에서 활동한 호족이었던 점
을 좇아서 출생지를 더 넓게 본 경우일 것이다. 어느 쪽이든 역사학에서는
상주 출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문경과 상주가 다른 지역인 데다
두 지역의 구전 자료 양상도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서,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다.

21)

19)

삼국사기 권제

20)

신증동국여지승람

34

잡지 제3, 지리

1.

권, 문경현 참조.

29

이 글에서는 당시 기록의 맥락에서는 문경 또는 문경[상주]로 표기하되, 구전 자료의 양
상을 논의할 때는 문경과 상주를 구별해서 쓰기로 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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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연이 유사에서 고기 의 ‘광주 북촌’ 출생을 병기함으로써
그 동안 역사학계에서는 견훤의 출생지를 두고 문경설과 광주설이 팽팽하
게 맞서 왔다. ‘광주 출생’과 관련해서도 광주 출생, 광주 출생설의 조작
유포, 광주의 토착호족과 혼인한 사실의 반영 등으로 이론(異論)이 무성한
편이었다. 아래에서 견훤의 출생지에 관한 역사학계의 논쟁을 간략하게 소
개한다.

①

견훤은 문경[상주] 가은현 출신이다.

②

견훤은 광주 북촌 출신이다.

③

견훤이 출생설화를 조작하여 유포했다.

㉠
㉡

-

광주 출생설의 조작 유포

-

상주 출생설의 조작 유포

견훤이 광주 호족과 혼인한 것을 반영한 설화이다.

④

은 기본적으로 정사서의 기록을 신뢰하는 입장으로, 문경 일대에서 전

①

승되어 온 많은 전설과 유적도 방증자료로 삼고 있다.

는 견훤이 과연

②

토착적 기반이 없는 광주에서 거병하고 건국하는 것이 가능했을까, 아자개
가 견훤의 친부라면 과연 고려 태조에게 귀부할 수 있었을까

22)

의문에서 김상기가 제기한 주장이다.

23)

등에 대한

김총, 지훤, 박영규 등에서 보듯이

견훤의 최측근 인맥은 대부분 광주와 순천 출신이고 상주 출신이 전무하다
는 것이다. 따라서 견훤은 문경 출신도, 사벌국 성주 아자개의 아들도 아니
고, 광주의 한 호족 출신이리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문경 출신설을 주장한 신호철은 아자개와 견훤 부자가 신라에
아자개의 귀부에 대한 기록은 아래와 같다. (고려사 세가 1 태조 원년; 고려사절요
권 태조 신성대왕 참조)
“상주 적수 아자개가 사자를 보내 항복을 청하므로 왕이 의식을 갖추어 맞이하려고 구정
에서 의식을 연습하게 하여 문무관이 모두 반열에 나아갔는데, [신하 둘이 위차를 다툰
부분 후략].”

22)

1

23)

김상기, 앞의 책,

쪽 참조,

1974, 19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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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입장과 정책이 달라져서 결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상주지역 호족

24)

으로 성장한 아자개는 친신라 정책의 일환으로 장남 견훤을 종군하게 했는
데, 견훤이 서남해로 가서 반란을 일으키는 등 다른 노선을 취하는 것을
보고 태조에게 귀부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호철은 고기 의 야래자 설화를
견훤 자신이 광주 호족과 결혼한 사실을 반영한 것(④)으로 해석한다.

25)

㉠

③-

도 고기 의 광주 북촌녀 탄생설화를, 건국의 기반을 다지고 정통

, ④

성을 세우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견훤집단이 만들어 유포한 것이라고 보는
입장이므로,

26)

는 시각도

27)

의 문경 출생설과 합류한다. 광주가 상주의 오기라고 보

①

마찬가지이다.

이에 대해서 변동명은 고려사와 고려사절요에 기록된 아자개의 귀
부 사실이 사기와 유사의 견훤관련 기록에는 부재하는 점, 후삼국 전
쟁사에서 견훤과 아자개의 관계에 관한 어떤 기록도 보이지 않는 점, 견훤
정권에서 상주 출신의 인물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다시 광주 출생설
을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다시 쟁점화하였다.

28)

그는 광주 출신인 견훤

이 후삼국 쟁패과정에서 요충지인 상주와의 연고를 강조할 필요에서 상주
출생설을 조작· 유포했으리라는 추론(③-

㉡ 까지 나아갔다
)

.

이상은 견훤의 출생지를 두고 이루어진 정교하고 치밀한 논의들이지만,
제한적인 기록의 문면을 둘러싼 추론적이고 상상적인 해석의 경향이 강하
게 나타난다. 그러다 보니 ③의 출생설 조작 유포설에서는

㉠과 ㉡의 상반

되는 주장까지 나타났다. 그러나 문경과 상주 현지에서 전승되어 온 전설군
을 검토해 보면, 견훤이 상주 출생설을 유포했다는 (③-

24)

신호철, 견훤의 출신과 사회적 진출

,

동아연구

25)

신호철, 후백제 견훤정권 연구, 일조각,

26)

강봉룡, 견훤의 세력기반 확대와 전주 정도

㉡ 의 주장은 억측
)

쪽 참조.

19, 1989, 90-92

쪽 참조.

1983, 206-207

후백제 견훤정권과 전주, 주류성,

,

쪽.

95-96
27)

이도학, 진원의 출신지와 그 초기 세력기반

28)

변동명, 견훤의 출신지 재론

,

진단학보

,

90,

위의 책,

쪽.

63

진단학회,

쪽.

2000, 4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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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 드러난다. 자신의 가향(家鄕)도 아닌, 단지 전쟁시 거쳐간 지역에서
조작 유포한 결과가 그토록 많은 유적과 전설로 남았을 리 없다.
그 밖에 문경 현지에서는 아자개가 백제 유민의 후예라는 전설도 전해진
다. 패망한 백제의 유민 일부가 산간 오지인 문경 가은읍의 아차마을로 피
란해 와서 살았다는 내용이다.

29)

견훤은 문경에서 출생했지만 광주가 선조

의 고토(故土)였으므로 이곳에서 거병하는 일이 어렵지 않았으리라는 추
론이다. 이는 완산견씨족보 에서 아자개의 성씨를 ‘부여씨’라고 하면서,
그를 의자왕의 태자 ‘부여융’의 직계 8대손이라고 한 추론과

30)

마찬가지로,

후대적 부회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문면의 해석에 갇히거나 후대적 부회에 의존하기보다는 유적이
나 증거물이 동반된 지역의 전설들을 참고하는 것이 때로는 더 생산적일
수 있다. 지역전설의 전승과 분포는 그 자체로 지역사의 맥락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대구나 안동에서는 견훤의 출생담 대신, 후백제와 고려
간 전쟁담의 전승이 풍부한 편이다. 이 두 지역이 후삼국 전쟁사에서 각각
공산전투와 고창전투로 일컬어진 격전지였던 사실의 반영이라고 하겠다.
양 지역에서 전승되어 온 전설의 내용이나 유형이 차이를 보이는 점도 흥
미롭다. 대구 공산지역에서는 격전을 짐작케 하는 전쟁담 외에도 신숭겸의
희생으로 몸을 숨긴 태조의 도주로를 반영하는 전설들이 지명과 더불어
풍부하게 전승되어 온 반면, 고창전투가 있었던 안동지역에서는 태조가 대
승을 거두게 도와준 삼태사와 안당할미에 관한 전설, 또는 지렁이의 아들
견훤을 소금으로 퇴치한 전쟁담이 부각되고 있다. 모두 두 지역에서 벌어졌
던 전쟁사와 연관된 내용들이다.
따라서 사기나 유사에서 견훤의 출생지로 거명된 지역을 중심으로
구전 자료의 전승과 분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견훤의 출생담이 전하는

29)

문경시, 견훤의 출생과 유적,

30)

이도학, 앞의 글,

쪽.

58

쪽.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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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는 문경, 상주, 광주 외에도 충주, 남원, 김해, 정읍, 장성, 담양,
청도 등을 들 수 있다. 그 가운데 문경과 상주는 이미 기록에서도 견훤의
출생지로 거명된 지역으로, 출생담 전승의 물량이나 다양성의 면에서 다른
지역들을 압도한다. 바로 이 사실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특히 문경
가은읍과 농암면 일대에는 견훤의 출생담을 비롯하여 성장기의 일화와 훈
련담, 전쟁담, 그리고 성터 등의 다양한 지명전설에 이르기까지 견훤관련
전설의 풍부한 전승이 확인된다. 견훤의 출생과 더불어 성장기에 관한 전설
들이 구체적인 지명 및 증거물과 함께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일대가
견훤의 생장지였을 가능성이 있다. 문경 가은읍 갈전리에 있는 ‘금하굴’,
문경 농암면 농암리에 있는 ‘성재산(城在山)’과 ‘농바우’는 각각 견훤의 출
생지로 알려졌으며, 아직도 전설적 증거물이 남아 있다. 문경의 가은읍과
농암면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출생담 및 성장기 관련 전설 몇 편을 들어둔
다.

(3-1-①)

견훤 출생담

1 :

문경 가은읍에서 남쪽으로

아차마을 금하굴에서 태어난 견훤
2km

떨어진 아호동(갈전 2리)이라는 마을에

는 아자개가 출생하였다는 금하굴의 흔적이 있으며, 아자개의 이름을 따서
아개동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견훤의 모가 처녀였을 때 밤마다 준수한 청년
이 와서 동침을 하고 새벽이 되면 사라졌다. 딸의 몸이 이상해지자 어머니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어머니가 다음에는 그 청년이 돌아갈 때 저고리 등에다
실을 꿴 바늘을 꽂아두라고 일렀다. 처녀는 어머니 시킨 대로 했다. 다음날
아침 실을 따라가 보니 금하굴 속에 큰 지렁이의 등에 바늘이 꽂혀 있었다.
그 후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가난한 살림에 밭일을 하느라 아이를
밭가에 뉘어놓았는데, 뭇 짐승들이 날아와서 아이를 보호해 주어, 모든 사람
들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예언했다. 그 아이가 후백제 왕 견훤이다.[후
략]

31)

31)

각주

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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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②)

견훤 출생담

2:

농암면 농바우에서 출현한 견훤

옛날에 하늘나라 총각 구호가 옥황의 딸과 사랑을 나누다 발각되어 지상
에 유배를 당했다. 그는 농암의 천마산[성재산]에서 살았는데, 호환으로 아
버지를 잃고 통곡하는 처녀 아비를 만났다. 호랑이를 잡아서 그녀의 원한을
풀어준 것이 인연이 되어 남녀는 함께 살았다. 아비의 해산일이 가까웠을 때
구호의 유배기간이 끝나게 되어, 구호는 아비를 데리고 승천했다. 옥황과 공
주가 대노하여 그들을 바로 지상으로 내쳤다. 구호가 타던 백마는 떨어져 천
마산이 되었고, 구호와 아비도 떨어져 천마산 동쪽에 있는 두 개의 바위가
되었다. 이것이 농바우이다. 얼마 지나서 한쪽 바위가 반으로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칼을 든 장한이 나타났으니 이가 곧 견훤이었다고 한다.

32)

(3-1-③)

말바우 전설

:

야생마를 길들인 견훤

견훤이 어렸을 때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마을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
다. 연천 2리 말바우마을 뒷산 큰 바위 아래 굴 속에 백마가 살고 있었는데,
워낙 성질이 난폭하여 접근이 어려운 데다 밤만 되면 들판으로 나와 곡식을
망쳐놓았던 것이다. 견훤이 허수아비를 만들어 백마가 사는 굴 앞에다 세워
놓았다. 백마는 처음에는 경계하였지만, 견훤이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였더
니 두려워하지 않고 허수아비 앞을 유유히 지나다니게 되었다. 그래서 견훤
은 자신이 허수아비 옷을 입고 굴 앞에 서 있다가 앞을 지나가는 백마의 등
에 올라 탔다. 마을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다. 견훤은 그 백마를 길들여 자기
말로 만들었다.

33)

(3-1-④)

말과 화살의 속도를 시험한 견훤

견훤장군이 당시 용마를 탔는데, 연천 2리 동네에는 그 말이 나왔다는 말
바위가 있다. 바위가 아주 큰 데다 말이 스친 자국이 남아 있다. 견훤장군이
하늘에서 서광이 비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서 말바위 위에 서 있던 용마를
자기 말로 만들었다. 그 용마를 궁터[궁기]에서 훈련시켰는데, 하루는 말이
얼마나 빠른가 보려고 아차리로 활을 쏜 후 말을 채찍질해서 달려 갔다. 가
보니 화살이 땅바닥에 꽂혀 있어서 말이 늦었다고 생각한 견훤이 말의 목을

유증선, 영남의 전설, 형설출판사,
참조.

32)

33)

농암면지편찬위원회, 위의 책,

1971;

농암면지편찬위원회, 청조향람,

쪽 참조.

284-286

쪽

199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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쳤다. 그러나 화살은 자신이 전날 훈련에서 쏜 것이었다. 그 후 화살이 날아
와 꽂히는 것을 보고 견훤이 ‘아차, 실수를 했구나’라고 한 데서, 동네 이름이
아차동이 됐다. 말이 묻힌 무덤도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위치는 모른다.

34)

위의, 견훤이 준마를 얻고 길들인 이야기나 준마와 활의 속도 경쟁, 그리
고 말무덤 등에 관한 전설들은 이성계나 최영을 비롯하여 전국 각 지역의
장수전설에서 반복되어 온 광포 유형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들이 견훤
전설에 합류하게 된 연유나 과정을 해명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 점은 이
성계나 최영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훈련담 유
형들이 견훤과 결착된 사실, 또한 그 결착된 전승이 다른 곳이 아닌 문경에
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주목하자는 것이다.
그 밖에 견훤이 농암면 궁기리 절골에서 나서 성재산에다 성을 쌓아놓고
사방에서 적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큰일을 도모했다는 전설도 있다. 신
증동국여지승람(29권, 문경현)에서는 ‘가은고현성’을 일명 견훤성이라고
하여 견훤과 연관짓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이것을 농암면 성재산의 견훤성
으로 파악한다.

35)

또 농암면 궁기리에서 칼 쓰기와 활 쏘기 연습을 했다는

전설도 있다. 그 밖에도 견훤이 북을 울리며 군사를 조련했다는 ‘종짓골’,
견훤의 궁터가 있었다는 ‘궁기’, 견훤성이 있었다는 ‘성재산(城在山)’, 견훤
의 말 훈련과 연관된 ‘아차동[아차바우]’ 등의 지명전설들이 전하는 등,
문경 가은읍과 농암면 일대는 견훤전설의 보고라 할 만큼 다양성과 풍부함
을 자랑한다.
특히 이 지역에서

와 같은 출생담과 성장

(3-1-②), (3-1-③), (3-1-④)

기 훈련담이 전승되어 온 사실은 다른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징이
다. 상주에서도 출생담과 훈련담이 전승되고 있지만 그 다양성과 물량의

34)

문경시, 견훤의 역사와 유적,

쪽 참조.

100-101

신증동국여지승람 29권, 문경현 [비고] ‘성지’ 부분 참조. 이 기록에서 가은고현성의
위치가 고현의 서남쪽에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역시 농암면 성재산일 가능성이 높다.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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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는 문경에 미치지 못한다.

36)

무엇보다 유사의 고기 에서 또 다른

출생지로 거명된 광주는 이곳과 비교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 광주에서는
북구 생룡동(금 건국동)이 견훤의 생가 마을이라는 설이 있고,

37)

영산강

상류지역에 해당되는 담양군 대치면, 장성군 진원면, 광주시 삼소동 일대에
도 견훤의 탄생설화가 전해지고 있지만,

38)

대부분 유사 고기 의 출생담

과 유사한 내용이다. 견훤이 후백제를 세워 나라의 기틀을 확고히 한 완산
주(금 전주) 지역에서도 견훤설화가 채록될 여지가 없지 않으나, 역시 유
사 기록을 재인용한 것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다.

39)

따라서 문경 가은읍이나 농암면 일대에서 적어도 견훤이 청년기까지 살
았으리라는 추론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출생전설의 전승양상을 비교한
결과로는 문경이 견훤의 생장지일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도 문경
가은을 견훤의 출생지로 단언할 수는 없다. 견훤을 “상주[문경] 가은현 사
람”(尙州加恩縣人也)이라고 한 기록은 견훤이 여기서 성장기를 보낸 경우
에도 가능한 표현이다. 구전 자료에서 말하듯이, 만일 견훤이 이곳에서 편
모 슬하에서 살았다면, 다른 데서 태어나서 이곳으로 이주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욱이 견훤의 부계가 확실치 않았다면, 외지에서는 견훤에 대
해 ‘상주[문경]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문경과 광주 출생의 모순을 해결할 만한 단서가 달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문경 출생인가 광주 출생인가는 양자택일의 사안이
아니며, 확언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어쩌면 두 지역의 출생지 신화는 견훤

이는 별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역시 두 지역이 출생지로 거명된 점, 아버지 아자개
의 활동영역이 사벌국(상주)인 점, 문경 가은· 농암면과 상주 화북 화서면이 경계로 인접
해 있는 점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36)

37)

문안식, 앞의 책,

38)

허경회 나승만, 영산강유역 설화에 나타난 주민의식의 비교 연구

쪽.

36

문안식, 위의 책,

1998.(
39)

서해숙, 앞의 글,

쪽.

430

쪽에서 재인용함.)

3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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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출생에 대한 다른 담론적 국면을 취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일단
상주[문경] 가은현’ 출생설은

‘

ⓐ

보는 데 비해, 광주 출생설(

ⓐ

(

과 더불어 견훤의 부계를 신라계로

-1)

는 견훤의 모계를 백제계로 본다는 점에서

-2)

양자는 전승의 기반이 다른 담론이다. 이에 관해서는 ‘견훤의 출계’ 부분에
서 후술될 것이다.

3.1.2.

출생지의 신화적 재현

ⓐ

일연이 보탠 고기 자료(

는 견훤이 거병하고 즉위한 지역에서 형

-2)

성되고 전승된 건국신화이자 건국주의 신화이다.

40)

견훤이 광주 지역에서

후백제를 세운 만큼, 이곳을 배경으로 건국신화가 만들어진 것은 자연스럽
고도 당연한 사실이다. 견훤이 광주 출신인가 아닌가를 문제삼기 전에, 적
어도 광주지역에서 이 신화가 형성되고 회자되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인
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일부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견훤 집단의 유
포와는 다른 의미이다. 건국신화는 통치세력의 일방적 유포만으로는 전승
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반란이 건국까지 이르려면 민중적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견훤이 “무리를 모아 서남쪽 주현들을 진격하였을 때 가는 곳
마다 백성들이 호응하여 달포 동안에 5천이나 되었다”고

41)

한 것은 이미

혁명아 제세주(濟世主)의 신화가 형성될 기반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성숙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신화는 당시 서남해 지역에서 견훤세력 집단
이나 견훤에 호응한 무리들에 의해 해당지역의 오랜 신화적 틀을 취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으로 짐작된다. 견훤의 탄생신화가 용신을 부계로 하
여 홀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백제의 마한계 무왕신화를 계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좌일 수 있다. 그렇게 형성되고 전승된 신화가 다소 훼손된
양상으로 고기 에 남게 되었고, 다시 일연에 포착되어 유사에도 오르게

40)

서해숙, 위의 글,

41)

사기 열전 <견훤>;유사 기이2, <후백제 견훤> 참조.

쪽; 한미옥, 앞의 글,

425

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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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다.
따라서 문경 지역이 견훤의 생장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광주 출생
설을 오류라거나 잘못된 전승으로 치부할 수 없다. 고기 의 자료는 사실적
역사의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은 아니다. 광주는 후백제 건국의 기반이 된
곳이고, 그 건국의 신화가 이루어진 지역이기 때문이다. 나라의 창업이 이
루어졌으니 건국주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하다. 그리고 건국주의 신
화는 건국의 기틀이 된 지역의 신화적 토양과 접목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
다. 건국주의 출신지와 건국신화가 이루어진 곳이 반드시 같을 이유는 없
다. 그래서 문경 출생설과 광주 출생설이 이원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문경 출생설과 광주 출생설의 공존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출생설들이
만들어지고 회자되었던 신화적 재현의 반영이기도 하다. 문경과 광주라는
복수의 출생지가 등장한 것 자체가 당시 견훤이 신화적 존재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음을 말해주는 사실이다. 견훤이 지었다는 성터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듯이, 견훤의 출생전설도 여러 지역에서 전승되어 왔다. 대부분
나말려초 견훤과 연고가 있었던 지역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광주나 문경
가은을 출생지로 전제하거나 아니면 구체적 장소를 거명하지 않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더러는 성터나 굴의 유적과 연루하여 그 곳을
직접 견훤 출생지로 이야기하는 사례들도 확인된다.
상주, 청도, 장성의 사례도 그러한 신화적 재현으로 볼 수 있다. 상주군
화북면과 화서면에도 출생지 전설이 확인되는데, 이는 사기와 유사 기
록에서 당시 행정명을 따라 문경 가은을 상주 가은으로 표기한 사실, 또는
견훤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자개가 사벌국 성주였던 사실 등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아자개와 견훤이 부자관계였다면, 아자개를 따라 성장기 견훤의
발길이 이곳 상주까지 미쳤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문경의 가은읍· 농암면
과 상주의 화북· 화서면은 워낙 인접한 문경과 상주 경계지역으로, 전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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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을 공유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다. 두 지역이 견훤의 수태지와 출생
지, 그리고 훈련지를 서로 다투고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출생담도
보인다.

(3-1-⑤)

문경 가은에서 수태되고 상주 화북에서 태어난 견훤

아차동에 금하굴이 있었다. 견훤의 어머니가 처녀 시절 어떤 남자가 와서
동침을 하고 그 길로 배가 불러왔다. 그 어머니에게 고백을 했더니 옷자락에
다 실 꿴 바늘을 꽂아두라고 했다. 아침에 실을 따라 가보았더니 금하굴에
큰 지렁이가 바늘이 꽂힌 채 죽어 있었다. 그래서 견훤이 지렁이 자식이다.
전설상으로는 수태만 여기서 했고 출생지는 여기가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처녀가 아이를 뱄으니 창피해서 상주 화북 화산리가 아주 산중 동네이므로
거기 가서 낳았다는 말이 있다. 거기 가면 성도 있다. 여러 말이 왔다갔다 한
다. 지금은 여기서 나서 훈련만 거기 가서 했다고도 한다. 거기 가면 용나들
이라는 바위도 있다.

42)

또한 상주에서 채록된 천안산성과 관련된 출생담은 오뉘힘내기 유형이
포함된 흥미로운 변이를 보여준다.

(3-1-⑥)

남매 쌍둥이로 태어나 힘내기를 한 견훤

청계 위에 대궐터에 천안산성이 있다. 그 아래 한 암자에서 사는 과년한
여자에게 밤마다 남자가 와서 동품을 하고 갔다. 여자가 수태한 것을 알고
부모가 다그쳐 그 이야기를 했다. 부모가 명주실 한 꾸리를 주면서 남자의
도포띠에다 실을 꿴 바늘을 꽂아두라고 시켰다. 이튿날 실을 따라 가보니 산
위 청망게 덤불 속에 짚단만한 지렁이가 바늘에 찔려 죽어 있었다. 그 후 여
자가 남매 쌍둥이를 낳았다. 둘 다 천하장사여서 힘내기를 했다. [후략]

43)

위의 전설은 견훤의 어머니가 야래자와 동숙한 후에 낳은 남매 쌍둥이가
목숨을 건 힘내기를 하였으며, 어머니 덕분에 부당하게 이긴 견훤이 누이를

42)

문경시, 견훤의 출생과 유적,

43)

구비대계

7-8,

쪽.

1996, 85-86

상주 화서면 신봉1리.

198 구비문학연구 제52집 (2019. 03. 31.)

죽이고 거사를 도모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된다. 같은 유형이 문경 성재산
의 견훤성 주변에서도 전승되고 있다.

44)

이는 주로 성쌓기 화소가 담긴

오뉘힘내기’ 유형이 견훤과 연고가 있는 산성에 결착되어 나타난 변이로

‘

보이는데, 특히 상주지역 유형으로 두드러진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고찰
이 요구된다.

45)

청도 운문면 신원리에서도 견훤의 출생지 신화가 전하고 있다. 역시 견
훤이 쌓은 것으로 알려진 운문산의 지룡산성과 연루된 사례이다. 신원리
내포마을의 한 여자가 야래자와 교혼을 거쳐 출산한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
한 후 신라를 차지하려고 아버지의 고향인 이곳 청도를 찾아와 산성을 구
축하였지만 인심을 얻지 못해 실패했다는 내용이다. 이 지역의 변이형들은
견훤보다는 야래자 지룡이 부각되고, ‘지룡’이 신이한 능력으로 쌓은 산성
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46)

상주 화북면, 청도 운문면, 장성군 진원면 의 출생지 신화는 모두 그 곳에
소재하는 견훤산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성터나 굴 등
의 유적과 견훤이 연루된 경우에 그곳을 견훤의 출생지로 이야기하는 사례
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구비전승 상으로 견훤의 출생지 신화는 더 늘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견훤 출생전설의 지역유형들에 대한 천착과 비교가
더 진행되어야 확인될 수 있다. 그러나 견훤은 패배한 영웅인 데다, 고려조
이래 부정적인 인물로 인식되어 온 역사가 오래 지속되었으므로 그러한
신화적 재현의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

44)

문경시, 앞의 책,

쪽.

87-88

문경문화원, 앞의 책, 173-175쪽의 ‘지렁이장수’도 상주 화북면 용유리에서 채록된 것으
로 ‘오뉘힘내기’가 포함된 유형이다.

45)

46)

청도지역의 견훤관련 전설과 지역적 변이에 대해서는 천혜숙, 청도지역의 견훤전승과

사실 또는 형상의 역사 (실천민속학

실천민속학회,

33,

를 참조할 수 있다.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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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견훤의 출계(出系) 문제와 부계 부재의 신화학
3.2.1.

아자개와 견훤의 부자관계에 관한 재론

견훤의 출계에 관해서는 사벌국 성주 아자개의 장남이라고 하는 기록이
사기와 유사에서 전하고 있다. 또한 유사가 참조한 이제가기 에서
는 아자개의 출계를 신라 왕족과 연결짓고 있으나 신빙성이 의심되는 기록
이다. 더 후대의 일이긴 하나, 완산견씨족보 에서 아자개를 의자왕의 태자
부여융의 직계 8대손이라고 한 것과도

47)

유사한, 견강부회라고 할 만하다.

전자는 아자개를 신라의 왕족으로, 후자는 아자개를 백제의 왕족으로 신화
화하는 작업일 뿐이다.
아자개의 성은 그가 사벌국의 성주이자 호족이 되면서 아자개의 ‘아’와
가까운 ‘이’ 성을 자칭했으리라 보기도 하는데, 씨족마다 성씨가 있던 시대
가 아니었으므로 가능한 추론이다. 아마도 상주지역의 호족으로 성장한 아
자개가 대외적으로 성씨를 표방할 필요에서 이씨를 자칭하였고, 그것이 어
느 이씨 가문의 세보인 이제가기 에도 오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기와 유사에서는 “견훤이 원래 성이 이 씨였는데 후에 견
씨로 바꾸었다”고 하였다. 특히, “견훤이 나이 15세가 되어 스스로 견훤이
라 일컬었다”라고 한 유사의 고기 기록이 주목된다. 성을 바꾸는 일을
견훤이 스스로 했다는 것이다. 당시는 사성(賜姓)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성씨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지만,

48)

부자간에, 그것도 아버

지로부터 받은 성씨를 아들이 독자적으로 바꾸는 일이 어떤 상황에서 가능
했을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으로 유사의 고기 에 의하면, 견훤은 야래자 지렁이의 아들로
그에게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부재한다. 따라서 이는 견훤을 사벌국 성주
47)

이도학, 앞의 책,

쪽.

58

고려초 이름의 앞 글자를 성으로 삼거나, 왕(王 ) 성의 사성이 태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
을 『고려사』「세가」의 ‘태조’ 부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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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자개의 아들이라고 한 기록과 모순된다. 역사학에서는 견훤이 과연 아자
개의 아들인가 아닌가를 두고, 긍정과 부정론이 팽팽하게 대립해 왔다. 전
자는 양자를 부자관계로 명시한 정사서의 기록를 따르는 입장인 데 비해,
후자는 아래의 문제들을 들어 둘의 부자관계를 의심하고 있다.

①

아자개가 견훤에 반하고 태조에게 귀부한 점.

②

아자개의 귀부 기사가 사기와 유사의 견훤관련 기록에는 부재한 점.

③

아자개의 귀부 이전에 견훤이 상주를 공략한 바 있는데도, 후삼국 전쟁사
에서 양자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점.

은 당시 아들 견훤이 맹위를 떨치며 태조 왕건과 다투던 시기였는데,

①

아버지로서 태조에게 귀항한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49)

는아

②

자개가 견훤의 친부라면 그의 귀부 사실이 사기나 유사의 ‘견훤’전에도
나타날 법한데 기록이 부재한 점,

은 문경과 상주는 경상도 북부권의

50)

③

요충지로 후삼국 전쟁시에도 교전이 있었던 곳인데, 이들 부자가 지역의
성주와 공략자로 만났다면 분명 어떤 일화가 남았음직한데 당시 전쟁사에
서는 그것과 관련된 기록이 전무하다는 점을,

51)

각각 문제삼는 입장이다.

이상의 이유로 아자개와 견훤은 부자관계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변동명은 견훤이 정치적 필요에서 상주 호족 아자개를 상부(尙父)로 경칭
하였으리라 추측하면서, 그것이 부자관계로 오인되어 기록에 남게 된 것이
라고 했지만,

52)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다.

이에 대해 부자관계를 긍정하는 입장에서는 ①의 이유를 아자개와 견훤
부자의 대립과 불화에서 찾고 있다.

53)

49)

변동명, 앞의 글,

35

50)

김상기, 앞의 글,

198

51)

변동명, 앞의 글,

35

52)

변동명, 앞의 글,

48

53)

각주

24)

참조.

쪽.
쪽

쪽.
쪽.

견훤이 신라에 종군한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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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훤이 아자개의 후계구도에서 밀려난 때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54)

역시

단서가 없는 추론이다. 더구나 ②와 ③의 의문에 대한 해명은 이루어진 바
없다. 이것 역시도 기록의 공백을 메울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견훤의 아버지라는 사벌국 성주 아자개와 태조 왕건에게 귀부한 상주 적수
아자개를 동명이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55)

지명과 인명이 동일한 대상

을 그렇게 볼 근거는 약한 것이 사실이다. 설사 그렇더라도 견훤과 상주
성주 아자개가 부자관계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견훤의 출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록 자체에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문
들이 남아 있다. 우선 유사 고기 에서 “나이 15세가 되어 스스로 견훤이
라 일컬었다”고 한 부분에 관한 것이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청소년기의
아들이 스스로 아버지의 성씨를 포기하고 자신의 성씨를 세우는 일이 과연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신호철의 주장처럼 대 신라정책에서 부자가 불화하
고 대립했다고 해도, 아버지의 성을 버리는 일은 친부-친자관계에서는 쉽
게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그것은 부자관계를 끊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아자개가 견훤의 친부가 아닌 상황에서 가능한 일이다.
다음으로는 견훤의 형제관계에 대한 의문이다. 아래 유사의 기록에서
는 아자개의 아들을 넷이라고 했다가 다섯이라고 하는 등의 착종이 보이기
도 한다. 또 견훤의 아들들이 모두 출중하여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고 하
였다. 이제가기 에서는 그 아들들 셋을 장군으로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아들 다섯과 딸 하나를 낳았으니 그 맏아들이 상부 훤이요, 둘째아들이

장군 능애요, 셋째아들이 장군 용개요, 넷째아들이 보개요, 다섯째아들이 장
군 소개이며, 딸이 대주도금이다.(삼국유사 기이2, 후백제 견훤)

54)

문안식, 앞의 책,

쪽 참조.

27-28

김상기와 변동명의 앞의 글에서, 안정복이 동사강목에서 그렇게 말한 것을 논거로 들
어 견훤과 아자개의 부자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고 했다.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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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역사학자들은 견훤의 측근 세력에 상주[문경] 출신이 없는 사실을
중요하게 문제삼고 있지만, 견훤의 거사에 그 많은 형제 중 한 사람도 가담
하지 않은 사실 또한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견훤의 남동생들은 모두 장
군으로 불릴 정도였으니 무예도 뛰어나 참전이 어렵지 않았을 터인데, 그
누구도 맏형의 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동생이 넷이나 되므로, 견훤이 후
계 구도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라는 추론으로는 이 문제가 온전히 해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과연 그들이 친형제였는가를 되묻게 된다.
후백제 견훤의 전세가 더 우세했던 고려 태조 원년(918년), 기세 등등한
장남 견훤을 뒤로 하고 태조에게 귀부한 아버지 아자개, 그리고 장군으로
세상에 이름을 날리면서도 맏형의 거사에는 일절 참여하지 않았던 남자형
제들의 모습은 견훤의 친부 또는 친형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면면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황들은 15세 된 견훤이 아버지의 성을 버리고 스스로 견성을 취
한 사건과 더불어, 아자개가 견훤의 친부가 아니었으리라는 의심을 굳히게
한다. 그러나 부자관계가 아니라고 본 쪽의 역사학적 견해를 수긍하고 말
것은 아니다. 일단 당대 역사에서 2세기 가량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정사서에
서 부자관계로 기록하였고 이 씨 가문의 세보인 이제가기 에도 가족관계
로 올라 있는 것을 보면, 가족으로 맺어지긴 했지만 친부· 친자관계는 아니
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곧 견훤의 어머니가 견훤을 데리고 아자개와
혼인한 것이라면, 그래서 아자개가 견훤의 의부(義父)였다면 위의 의문들
은 해소될 수 있다. 당시까지도 이런 혼인은 드물지 않았다.

고기 기록의

야래자 유형이 견훤의 출생설화로 회자된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야래자 유형이야말로 이러한 혼속이 반영된 신화적 전승이기 때문이다. 이
는 견훤전설들에서 빈번하게 확인되는 ‘편모’의 형상과도 연계된다. 따라서
견훤의 출계 문제에 관한 한, 신화에 갈무리되어 온 ‘혼인’의 기호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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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3.2.2.

견훤의 출계와 부계(父系) 부재의 신화학

야래자 유형의 견훤 출생담은 한반도 일대에 널리 분포했던 서류부가혼
속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56)

아래는 서류부가혼의 가장 오래된 기록인

고구려 ‘서옥’ 관련 기사이다.

그 풍속에는 혼인을 할 때 구두로 혼약이 이루어지면 여자의 집에서는 대
옥 뒤편에다 소옥을 짓는데 이를 서옥(壻屋)이라고 한다. 해질 녘이 되면 사
위가 여자의 집으로 와서 문 밖에서 자신의 이름을 세 번 말하고 꿇어앉아
절하면서 여자와 동숙하게 해줄 것을 간청한다. 이렇게 두 세 차례 거듭하면
여자의 부모가 듣고 그를 소옥으로 나아가 자게 한다. 옆에는 전백(錢帛)을
놓아 둔다. 아이를 낳아 장성하게 되면 비로소 처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57)

서옥제 혼인에 대해서는 주로 혼인한 부부의 거주규정이나 출계 문제로
논의가 집중된 편이었다. 대체로 서옥제에서 남자가 여자 집으로 와서 혼례
를 치른 후 여자 집에서 생활하는 것을 주목한 경우에는 주로 모처제나
모권제적 잔재를 강조한 한편, 남자가 처자를 거느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는 부분을 주목한 경우에는 처처(妻處)-부처제(夫處制)의 거주규정과 함
께 부계 출계사회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58)

그 가운데 김선주는 서

옥제의 동숙(同宿)과 거주형태에 관한 더욱 정교한 접근을 보여주고 있다.
고기의 견훤 출생담을 서류부가혼속과 연관하여 본 경우로는 김화경과 김선주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김화경의 한국 설화의 연구(영남대출판부, 1987), 154-155쪽에서는 대체로
야래자 유형 설화의 형성과 전파를 추적하기 위해 설화에 반영된 혼속을 참고한 정도이지

56)

만, 김선주는 신라사회의 혼인형태와 ‘서옥제’

역사민속학

(

17,

역사민속학회,

에

1996.)

서 고대의 혼인형태에 대한 광박한 고증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서 중요한 참고
로 삼을 수 있다.
57)

삼국지 위서 동이전, 고구려 조 참조.

58)

김선주, 고구려 서옥제의 혼인형태

,

고구려연구

쪽 참조.

13, 200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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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의 혼인 사례들을 검토한 결과, 그는 당시 혼인형태가 서옥제의 동숙
이 이루어진 후 남자가 일정기간 여자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동숙 후에
남자는 돌아가고 여자만 친정에 남아서 생활하는 일종의 별거혼 형태였음
을 밝히고 있다.

59)

곧 신랑의 동숙이 처가 거주로 이어지는가, 방문형 동숙

인가를 문제삼는 논의로서, 서옥제의 혼인형태는 남자가 처자를 데리고 자
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남녀가 각각 생가에서 살면서 남자가 여자
집을 왕래하는 ‘잠정적인 결합상태’, 따라서 자칫하면 관계가 청산될 수도
있는 가변적인 결합상태였다는 것이다.

60)

유사 고기 의 견훤 출생담에서도 이러한 잠정적 결합의 형태가 확인
된다. 고기 에서 밤마다 처녀 방을 찾아와서 자고 사라진 총각은 서옥제에
서 여자 집을 찾아와 동숙하고 돌아가는 사위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렇게
서옥제는 의례를 갖춘 혼인이라기보다 동숙이라는 실질적인 관계에 더 비
중을 둔 잠정적이고 가변적인 결합의 의미가 강했다. 혼인의 의례와 격식이
발달하기 전의 비교적 느슨한 결합의 형태로, 여기에는 아이를 낳아 동거에
들어가고 공식적인 혼인관계로 발전하기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상존해 있
었다. 동숙이 야합이나 혼외관계로 머물 수도 있었고, 동숙 후 돌아간 신랑
이 다시 오지 않아서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한 파탄의 대표적 사례가 해모수와 유화의 혼인이다. 해모수와 유화
는 첫 만남에서 바로 동숙을 했다. 그 후 해모수는 유화를 데리고 그녀의
집으로 가서 장인 하백에게 정식으로 청혼하여 허락을 받고 처가에서 머무
르게 되지만, 곧바로 아주 불안한 상황으로 돌입한다. 사위인 해모수가 혼
자서 떠나버릴까 두려웠던 하백이 딸 부부를 가죽주머니에다 가두었던 것
이다. 그러나 해모수는 결국 혼자서 도망쳐버렸고, 하백은 분기충천한 나머
지 딸을 내쫓아버린다. 내쫓김을 당한 유화는 해모수의 아들을 잉태한 채

59)

김선주, 신라사회의 혼인형태와 ‘서옥제’

60)

김선주, 고구려 서옥제의 혼인형태

쪽.

, 11

쪽 참조.

, 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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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여 금와왕의 측실이 되었고 거기서 주몽을 낳았다. 주몽은 건국신화
상으로는 태양신 해모수의 아들로 칭송되지만, 현실에서는 생물학적 부계
父系)가 부재한 의붓아들이었을 뿐이다. 주몽은 어머니와 함께 의부 금와

(

왕의 나라인 동부여에서 살면서 동부여의 여자인 예씨와 혼인까지 한다.
그러나 결국은 의부 및 의형제들과 불화하여 동부여를 떠나고 있다. 주몽은
의붓아들로 성장하는 동안 말을 돌보는 비천한 일을 하고 사냥을 가서는
죽을 위기에 처하는 등, 차별과 질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살아야 했다.
이러한 주몽신화의 혼인은 서옥제의 혼인과 방불한 면이 많다. 동숙 후
에 떠나버린 남편 해모수도 그러하지만, 무엇보다 하백의 불안은 이 혼인의
가변적인 결합형태 때문이다. 유화와 해모수의 혼인은 야합과 동숙에서 시
작하여 장인에게 허락받고 처가에서 거주하는 과정까지 갔지만 공식 혼인
관계로 가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고 만다. 하백이, 정식으로 중매를 거치지
않고 야합한 것을 꾸짖어 딸을 내쫓는 것을 보면, 이 신화에는 처처제와
부처제, 또는 모계와 부계를 오가는 불안한 혼인제도의 혼란을 조정하는
코드가 담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것이 레비 스트로스가 말한 신화의
문화적 기능이다.

61)

고기 의 광주 북촌녀도 밤마다 찾아와 동숙한 남자로 인해 잉태까지
하지만 그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것은 유화의 경우와 유사하다. 물론 관계
파탄의 이유는 같지 않다. 주몽신화에서는 해모수가 일방적으로 떠나버린
때문이지만, 견훤신화에서는 장인될 사람이 사위의 정체를 의심하였기 때
문이다. 처가 쪽에서 행해지는 야래자의 정체 확인이 가지는 사회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느 쪽이나 남편은 부재하
고 여자는 잉태한 채 홀로 남게 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앞의

처럼 견훤 전설에서도 야래자로 인해 잉태한 딸이 홀로

(2-2-②)

되어 내쫓기는 사례가 드물지 않게 나타난다. 이는 ‘내쫓긴 유화’의 신화적
é

61).C. L vi Strauss, op. cit.,, pp. 3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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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이다. 고대 신화 상에서도 많은 여신/여성들이 이로 인해 내쫓김을 당
하고 수난을 겪는다. 따라서 고대 영웅신화들에서 부계가 부재하는 사례들
은 이러한 혼인관계 파탄의 반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많은 신화들에서 이
런 관계의 파탄으로 홀로 된 처지의 여성들은 집에서 내쫓기거나 스스로
집을 떠나거나 하여, 살던 곳에서 이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리고는
혼자서 아이를 낳아 키우거나 또는 다른 남자를 만나 혼인하기도 한다. 유
화는 재가하여 아이를 의부 및 의형제와 살게 한 경우이지만, 서술성모는
스스로 이주하여 혼자서 아들을 낳은 경우이다.

옛적에 어느 제실녀가 있어서 남편도 없이 아이를 배어 남에게 의심을 받
게 되자 곧 배를 타고 바다에 떠서 진한에 이르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
는 해동의 초주가 되고 제녀는 지선이 되어 길이 선도산에 있다. [후략] (
삼국사기 권제12 신라본기 제12, 경순왕)

견훤의 어머니에 관해서는 고기의 광주 북촌녀 관련 내용 외에는, 본문
의 ‘호래유지’ 단락에서 잠깐 언급될 뿐이다. 그러나 전설상에 나타나는 견
훤의 어머니는 위의 서술성모처럼 홀로 견훤을 낳아서 키운 경우가 더 많
다. 곧 남편은 부재하고 홀로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하는 상황에 처한 점에서
는 신화에 나타난 내쫓긴 편모들의 수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부계 부재’
및 ‘모자 결속’의 양상과 다르지 않다. 전북 정읍에서 채록된 아래 전설에서
는 광주 부자의 딸로 묘사된 견훤의 어머니가 내쫓김을 당해 혼자서 견훤
을 낳고 품팔이로 힘들게 살았던 수난사가 펼쳐지고 있다.

(3-2-1)

견훤이가 저 광주 전라남도 광주 그 그거서 견훤이가 태어났는디, 에, 견
훤이 어머니가 아, 만수 저 장재, 아주 장재 부자의 딸이여. [야래자 교혼 부
분 중략] 저 애기 배서 배가 이렇게 불러 오른단 말여. 쫓아냈어. 기양(그냥)
그 저그 오매(어미) 아버지가 쫓아냈어. 양반의 집이서 이 처녀가 애기 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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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당치를 안 헌게 나가라고 쫓아내닌 것이 이이가 배깥으로 나갔어. 쬧겨
나갔어. 쬧겨나서 밥을 얻어먹고 어찌고 허다가 아, 처마 밑에서 애기를 낳
았다 그 말여. 애기를 낳아 놓이 옥동자를 났어. 옥동자를 났는디 이 애기를
기양 인자 얻어먹고 댕김서(다니면서) 뭐 품이나 팔고 적 어매는 얻어먹고
댕김서 ... 키우는디. 잘 커. 그런게로 읎이(없이) 살고 그렇게 돌아댕긴게 인
자 넘의 품팔이를 헌다 말이여.

62)

견훤의 생장지인 문경지역에서 채록된 전설에서도 견훤은 편모와 살았
던 것으로 말해진다.

63)

그러나 고려 말의 기록에서 견훤이 아자개의 아들

로 그 가족관계까지 기록된 것으로 미루어 보면, 견훤의 어머니는 유화와
같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몽이 의부 금와왕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를 세웠듯이, 견훤도 의부 아자개와 결별하고 떠나서 후백제를
건국한다. 견훤 스스로 견 성을 취한 것도 의부와 결별하고 자립을 선언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북부여 땅은 친부 해모수가
마련해 놓은 ‘가나안’이었던 데 비해, 견훤의 경우는 그런 신성한 친부의
예언도 후원도 나타나지 않는다. 친부의 확인이나 후원이 없어도 혁거세는
신라의 건국주가 되었으니, 이는 고대 신화와 중세 신화의 차이라고도 하겠
다.
견훤의 부가 지렁이의 훼손된 형상으로, 그리고 죽음을 당하는 무력한
존재로까지 나타나는 것은 패망한 영웅신화의 필연적인 결말이겠지만, 결
국 견훤의 신화에서 생물학적 친부가 부재하게 된 것은 ‘동숙 후 혼인관계
의 파탄’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견훤신화는 한반도의 오래된 혼속인 서옥
제 전통 속에 있으며, 역시 같은 반경 속의 유화나 서술성모와 같은 ‘부계
부재’ 신화의 굴절된 계승이다. 따라서 구전의 출생담 자료들이 대부분
야래자 유형을 취하는 데다, 견훤의 어머니가 편모로 나타나는 변이가 많은
것도 신화학의 관점에서는 ’진실‘이다. 아자개는 견훤 모의 재혼, 또는 견훤
62)

구비대계

63)

농암면지편찬위원회, 청조향람,

5-6

정읍군 영원면 운학리 태동.
쪽.

1996,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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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부라는 사실적 맥락에서는 의미연관이 명확해질 수 있겠지만, 신화적
맥락에서는 그 존재 자체가 무화되어 있다. 신화적 진실을 드러내는 데,
아자개는 전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주몽신화에서 금와의 존재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과도 다르지 않다.

5. 결어
견훤의 출생담에 관해서는 삼국사기 및 삼국유사의 기록과 더불어
나말려초 견훤이 거쳐 간 지역들에서 전승되어 온 구전자료를 중심으로
주로 국문학과 역사학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국문학 분야에서는
패망한 영웅의 출생신화가 어떤 전설적 변이를 드러내는가를 주목해 온
한편으로, 역사학에서는 기록 자료를 중심으로 견훤의 출생지나 출계의 해
석에 주력해온 편이다. 기록의 착종에서 생겨난 견훤의 출생지나 출계에
대한 의문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들이지만, 사료상의 착종과 공백을 해명할
단서가 될 다른 기록이 없는 관계로 광주 출생설과 상주[문경] 출생설, 아
자개-견훤 부자관계의 긍·부정론이 팽팽하게 맞서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견훤 출생담의 쟁점들에 관해서는, 기록 자료의 문면만 맴도는
해석에서 벗어나 신화학 또는 민속학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그러한 관점에서 견훤전설의 지역적 전승이나 분포 자체가 말해주
는 역사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 쟁점이 된 부분들에 대한 신화학적
접근을 통해서, 극명하게 갈리는 쟁점들 간의 거리를 다소나마 좁혀보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기록 자료에서 출생지로 거명된 문경과 광주지역의 구전자료를
비교해보면 그 물량과 다양성의 면에서 문경이 광주를 압도한다. 문경 가은
읍과 농암면 일대는 견훤의 출생담, 성장기 훈련담, 전쟁담, 그리고 성터
유적과 관련된 지명전설에 이르기까지 풍부한 전승을 자랑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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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에서 채록된 견훤의 성장기 일화와 훈련담은 견훤관련 전설이 전승
되고 있는 어떤 지역에서도 볼 수 없는 특징적인 국면이다. 따라서 견훤은
정사서의 기록대로 ‘문경 가은현’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문경 가은
읍이나 농암면 일대에서 견훤이 성장기를 보냈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문경이 생장지일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광주 출생설을 오류라
거나 잘못된 전승으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고기 자료를 사실적 역사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오류이다. 광주는 후백제 건국의 기반이
된 곳이고 그 건국이라는 혁명적 신화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새 나라의 창
업이 이루어졌으니 그 혁명 영웅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신화는 건국의 기틀이 된 지역의 신화적 토양과 접목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용신의 상징이나 무왕신화와 같은 구조의 마한계 백제신화를 계승
한 야래자 신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문경[상주] 출생설과 광주 출생설의
이원적 발생은 당시 이루어진 일종의 신화적 재현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문경과 광주라는 복수의 출생지가 등장한 것 자체가 당시 견훤이 신
화적 존재로 여러 지역에서 인구에 회자되었다는 사실의 반증이다. 상주에
서 확인된 특이한 출생담 유형도 그러한 출생지 신화의 재현으로 볼 수
있다.
견훤의 출계에 대해서는 아자개와 견훤의 부자관계에 대한 긍정과 부정
론이 맞서 왔는데, 사료의 문면에 대한 해석에서도 여전히 석연치 않은 의
문들이 남아 있다. 후삼국 전쟁에서 한창 맹위를 떨치던 장남 견훤을 뒤로
하고 태조에게 귀부한 아버지, 장군으로 당시 세상에 이름을 날렸으면서도
어느 누구도 맏형의 거사에 참여하지 않은 남자형제들의 모습은 그들이
견훤의 친부이거나 친형제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면면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견훤이 15세에 아버지의 이(李) 성을 버리고 독자적으로 견(甄) 성을 취한
사건과 더불어 견훤의 출계에 대한 의문을 제고시킨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
학계의 일부 주장처럼 친부-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하고 말 것은 아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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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말의 정사서에서 적어도 아자개의 아들이라고 기록하였고, 이제가기
라는 이씨 가문의 세보에도 가족관계로 올라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서류부가혼속 및 ‘부계(父系) 부재’의 신화학에서 접근해 보
면, 견훤- 아자개의 관계는 주몽- 금와왕의 관계와 방불한 면이 있다. 곧
아자개를 견훤의 의부(義父)로 본다면 위의 석연치 않은 의문들이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고기 의 야래자 유형이 서류부가혼속의
반영이라는 사실, 그리고 서류부가혼속의 잠정적이고 가변적인 결합형태
가 고대 영웅신화 일부에서 보이는 ‘부계 부재’ 또는 ‘모자 결속’의 양상과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견훤 출생담의 지역적 변이가 야
래자 유형에 집중되고 견훤 모(母)가 편모로 나타나는 변이가 많은 것도,
결국 견훤의 출생신화가 유화나 서술성모 신화처럼 ‘부계 부재’의 오래된
신화적 전통을 잇는 전승임을 말해주는 사실이라 하겠다. 견훤의 출계 문제
에 관한 한, 이렇게 신화에 갈무리되어 온 ‘혼인’의 기호를 통해서 그 해명
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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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view of legends related to the birth of
Kyeunheun
Chun, Hye Sook (Andong University)

The birth of Kyeunheun is a very interesting subject, having several
conflicting arguments For this subject, there is a need to rethink the
viewpoints of mythology or folklore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corded data.
Comparing oral materials of two regions, Mungyeong and Gwangju,
which are known as the birthplace of Kyeunheun, Mungyeong’s case is
overwhelming in terms of quantity and diversity. There are many
legends here about his birth and his training during childhood, The
various legends about war, in particular, the anecdotes of Kyeunheun’s
growing-up years, which were recorded here, are not found in any other
area where legends about him have been handed down. Therefore,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he is from Mungyeong as recorded in the historical
book of orthodoxy. Kyeunheun is presumed to have lived here at least
until adolescence. Of course, it is not unlikely that he was born elsewhere
and moved to this place during his childhood.
Even so, it also can not be a mistake to claim that he is from Gwangju.
It is an error to approach the <Old Record>(고기) datas of Samguk Yusa
only from the viewpoint of realistic history. Gwangju is where the
post-Bakje was founded and the revolutionary myth of the founding took
root. It is natural that the myth of a revolutionary hero was created
because a new country was established. It is also natural that the my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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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woven into the mythological soil of the founding territory. Thus, the
‘Yaraeja’(야래자)1) myth, which inherited the Baekje mythology tradition,
such as the symbol of dragon and the myth of ‘Mu King’(무왕), emerged.
Kyeunheun’s multiple birth places of Mungyeong and Gwangju reflect
a sort of mythological representation of that time. It is to prove that
Kyeunheun came as a mythical being at that time to win the praise of
the people
As for his roots, there are conflicting arguments on whether or not
he is the son of Asagae(아자개). due to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data. A question arises about the father who betrayed his eldest
son, Kyeunheun, surrendered to Taejo(태조), and the brothers who were
not involved in their great brother's revolution, both unimaginable acts
if they were his father or brothers. This raises questions about his
paternity and also brings up the incident when he gave up his father's
surname at the age of 15 and took on a different one of his own choosing.
This does not mean an absence of paternal relations. as some historians
claim. In the history books of Goryeo at least, Kyeunheun is recorded
as the son of Asagae, and in the Lee family tree, which is called “Ibi
Gagi“, theirs is recorded as a family re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marriage culture and mythology, their relationship is similar to the
relationship between Jumong(주몽) and Kumwa(금와). It means that
Asagae is Kyeunheun’s stepfather. If you look at it, the uncertain
questions mentioned above can be resolved considerably. This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 provisional and variable combination of the form of
marriage, ‘Suok’(서옥), which means the house of son-in-law, is related
to the union of a mother and son, as seen in some ancient heroic myths.
1) This means “a person who visited at night”. According th this myth, a man visits a
woman at night and leaves after they make love ; the woman is left alone to conceive
and gives bi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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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lso not unrelated to the fact that the regional variation of
Kyeunheun's birth legends is concentrated in the ‘Yaraeja’(야래자) type,
and there are many variations in which the mother of Kyeunheun appears
as a single mother.

Key words: Kyeunheun(견훤), ‘Yaraeja’(야래자) type, Asagae(아자개),
birthplace, descent, mother-son bond, mythology of absence of
fa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