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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요>
이 논문은 설화에서 짝패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벌이는 이야기들을 통해 짝패 인물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 살폈다.
첫째, 짝패의 개념을 살피고 설화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개괄했다. 짝패란 본래 둘이 함
께 있어야 전체성을 지니게 되어 있는 존재가 둘로 분화하여 나타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 잃어버린 전체성을 추구하는 한 쌍의 인물로, 통상 형제간처럼 불가분의 관계에서 잘 드
러난다. <천지왕본풀이>, <오뉘 힘내기>,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의 세 작품을 택하는데 이
들은 차례로 신화, 전설, 민담에 속하며, 그 대립하는 인물이 쌍둥이, 남매, 형제로 다양하
게 드러난다.
둘째, 설화 속 짝패 인물의 양상에 대해 살폈다. <천지왕본풀이>의 ‘대별왕/소별왕’의 짝
은 그 근원에서 볼 때 ‘천지왕/수명’의 ‘선/악’ 구도와 ‘천지왕/서수암’의 ‘존귀/미천(尊貴/微
賤)’ 구도를 함께 갖는 짝패로 정리될 수 있다. <오뉘 힘내기>는 그 근원에서 천부신과 지
모신, 남성성과 여성성의 맞대결 양상을 띠며, 어느 한쪽의 승리가 새로운 질서를 이끌어내
기는커녕 도리어 엄청난 파탄을 몰고 온다.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의 형제가 보인 두 가지
재능은 상보적이어서, 어느 한쪽이 없으면 나머지 한쪽도 제대로 존립할 수 없는 것으로,
결국 어머니를 되살리는 기적을 이루어낸다.
셋째, 설화에 나타난 짝패 인물의 의미에 대해, 대결의 근원, 과업, 귀결이라는 세 측면
* 본 논문은 2009년도 대구교육대학교 연구교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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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살폈다. 그 근원에서 본다면 <천지왕본풀이>가 천부(天父)와 지모(地母)의 꼴을 갖춘
신성혼의 형태라면, 나머지 두 작품은 홀어머니만이 등장하는 결핍된 상황을 보인다. 각 작
품의 짝패 인물이 벌이는 과업은 각기 ‘수수께끼 / 꽃 피우기’, ‘서울 다녀오기 / 성 쌓기’,
‘처방전 내기 / 약 구하기’로 각각 남성성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내용을 채워진다. 대결의 귀
결은 <천지왕본풀이>가 각각의 과업에 따라 제 세상을 차지한다면, <오뉘 힘내기>는 여성
성이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의해 패배하여 죽음을 맞지만, 현우형제담(賢
愚兄弟譚)은 여성성이 승리하지만 남성성과의 보완적 관계에 의해 본래의 목적인 치병(治
病)을 달성한다.
결론적으로 짝패가 등장하는 설화는 서로 같은 근원에서 출발한 두 인물을 짝패로 배치
하여 차별성을 드러냄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둘이 한데 어우러진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이
야기이다.
핵심어：짝패, 신화, 전설, 민담, 천지왕본풀이, 오뉘 힘내기,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 여성
성, 남성성

1. 서론
설화 속 인물이 서로 경쟁하는 일은 보편적이다.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과 어리숙한 사람이 겨루게 된다. 물론 숱한 설화에서 잘난 사
람, 똑똑한 사람이 이기기도 하지만, 그 승패가 거꾸로 갈리는 이야기가
도리어 더 많을 정도이다. 가령 유성룡 형제가 나라의 앞일을 두고 서로
겨루는 상황에서 뜻밖에도 유성룡의 완패로 끝나고1), 조선을 무시하던 중
국 사신은 조선의 떡보에게 제 스스로 오해를 하며 항복하고 만다. 확실히
설화에서 인물들이 벌이는 승패의 향방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예컨대, 공
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나, 공부
가 부족해도 다른 것으로 극복해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나 시사하는 바가
1) <겸암선생의 지혜>, 뺷한국구비문학대계뺸 2-5, 338쪽; <서애와 겸암>, 뺷한국구비문학대계뺸
7-6, 153쪽; <겸암의 예언>, 뺷한국구비문학대계뺸 7-6, 155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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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라면 그러니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라는 권학
(勸學)이 될 수도 있고, 후자의 경우라면 공부했어도 겸손(謙遜)하라는 권
고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설화가 수신서(修身書)나 윤리지침을 대신하려 들지 않는 바에야
알 만해서 아는 이야기이든 모를 만한데 아는 이야기이든 어느 한쪽이 배척
될 필요가 없으며 그 둘이 나란히 구전되고 또 향유되면 그만일 것이다.
사리가 그렇다면, 그러한 대립쌍들이 맞서서 어느 한쪽으로 승패가 갈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두어지
는 이야기 또한 적지 않을 터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짝
패’(double)는 바로 그러한 상보적(相補的)인 인물 간의 관계에서 빚어진다.
짝패를 글자 그대로 “짝이 되는 패”로 생각한다면, 짝패를 이루는 인물들에
서 어느 한쪽이 없으면 한쪽은 짝짝이가 되고 만다. 신화에서 시작한 쌍둥
이나 형제자매, 화신(化身) 등은 어쨌거나 한 인물과 가장 가까운 사이이면
서, 또 한편으로는 그 때문에 가장 대립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짝패로 봄
직하다. 로마 건국신화의 로물루스와 레무스나 우리나라 제주도 신화 <천
지왕본풀이>의 대별왕과 소별왕 등은 ‘같지만 다른’ 짝패의 좋은 예이다.2)
신화 전통에서 이어져 나오는 전설, 민담 등에서도 이러한 짝패 인물로
볼 대립 관계는 매우 많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작품의 대립은 선(善)이
악(惡)을 응징하는 권선징악(勸善懲惡),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오는 해

2) 지라르가 주창한 짝패라는 용어는 이러하다. “어디서나 동일한 욕망, 동일한 증오, 동일한
전략, 언제나 완벽한 일치상태에 있으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믿는 동일한 환상이
존재한다. 위기가 심해질수록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모두 폭력의 쌍둥이가 된다. 우리는
앞으로 이들을 서로서로의 <짝패 double>라고 부르기로 하자.”(르네 지라르, 뺷폭력과 성스
러움뺸, 김진석·박무호 옮김, 민음사, 1993, 122쪽). 그러나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짝패는
그러한 희생이나 폭력성을 넘어서는 인물대립까지이다. 가령 <천지왕본풀이>나 <오뉘힘
내기>와는 달리 <현우형제담>에서는 희생이나 폭력이 야기되지 않은 채 보족적인 관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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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드의 가능성보다는, 그 둘이 어떤 식으로 다시 만나야 하는가 하는 근
본적인 물음을 제기한다. 설화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든 ‘대극(對極)의 통합
(統合)’이라는 궁극적인 주제를 설명할 때 짝패 인물 연구는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바로 이러한 주제를 탐색하기 위해 설화 속 짝패 인물
의 몇 사례를 찾아 시론적(試論的)인 논의를 펼칠 것이다. 현대문학이나
고소설 분야에서는 이미 짝패 연구가 진행이 된 만큼, 그 개념적인 논의
등을 간단히 정리한 후 설화의 세 갈래인 신화, 전설, 민담에서 한 작품씩을
골라 논의하기로 한다.3)

2. ‘짝패’의 개념과 설화
짝패의 시작은 본디 ‘한 짝’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가령, 흥부와 놀부가
있다고 할 때 이 둘이 선/악을 양분한다는 점에서 대립의 강도는 매우 높다.
그렇지만 그 둘은 본디 한 부모 밑에서 자라난 형제이며,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에서 둘의 관계는 특별하다. 한 사람이 온전치
못하게 되면 다른 한 사람 또한 온전할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동일한 부모
의 자식이라는 점에서는 무차별성이, 윤리적 잣대로는 극단적인 차별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결국, 이 둘은 동일한 근원에서 나왔다는 그 무차별성의
측면에서 서로 다른 한쪽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로 우여곡절 끝에, 개과
천선(改過遷善)한 형과 부자가 된 동생이 다시 한 데 합쳐 살게 됨으로써

3) 다음 연구가 ‘짝패’의 개념으로 현대소설 작품을 분석한 예이다. 김진석, ｢짝패와 기생 : 권
력과 광기를 가로지르며 소설은｣, 뺷작가세계뺸 14호, 1992 가을; 한순미, ｢이청준 예술가소
설의 서사 전략과 ‘재현’의 문제｣, 뺷현대소설연구뺸 29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6.3; 이재선,
｢한국 소설과 이중성의 상상력｣ 중 <2절. 이중 자아의 현대적 계승과 변이>, 뺷현대소설의
서사주제학뺸, 문학과지성사, 2007, 323~339쪽. 또, 고소설에서의 연구는 이강엽, ｢고소설의
‘짝패(double)’ 인물 연구｣, 뺷고소설연구뺸 26집, 한국고소설학회, 200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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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둘의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맞서는 두 인물 가운데 어느 한 인물이 승리를 거
둠으로써 문제적 상황이 끝나는 경우는 짝패가 아니다. 그런 경우는 주동
(主動)인물/반동(反動)인물일 뿐 둘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
다. ‘짝패’는 둘의 공통점이 있어서 같은 패로 인식이 되지만, 반대로 그
둘의 차이점이 있어서 짝인 것이다. 신화에서 이런 인물들은 본래 하나에
출발해 둘로 갈라지는 게 상례이며, 이것이 후대 서사의 숱한 변주를 만들
어낸다. 하늘과 땅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응되면서 그 둘의 결합이 신성
혼(神聖婚) 모티프를 띠고, 다시 대홍수(大洪水)를 통해 살아남은 남매의
남매혼(男妹婚) 모티프가 드러나며, 그것이 다시 오뉘 힘내기 모티프로 전
이(轉移)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게 짐작해볼 만하다.4)
이는 결국 결합과 분리, 온전함과 불완전함의 반복으로 드러난다. 영어의
healthy, heal, hale, holy, whole 등등이 동일 어원에서 출발하는 것은 인간
의 병이나 재앙 같은 근원적인 문제가 완전성(完全性)(전체성(全體性))에서
분리된 까닭으로 보기 때문이다.5) 사리가 그렇다면, 설화 속 짝패 인물 역
시 “짝패란 ‘본래 둘이 함께 있어야 전체성을 지니게 되어 있는 존재가 둘로
분화하여 나타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 잃어버린 전체성을 추구하는 한
쌍의 인물’ ”6)로 정리될 것이다. 이는 곧 신화에서 전체성의 근원인 절대존
재에 의해 다시 이분화된 두 인물 - 대체로 아들형제이거나 남매 - 이 대립
하면서 빚어진 짝패가 어떤 양상으로 드러나는지 살피는 일이다.
이처럼 형제[남매]는 신화에서 짝패를 이루기에 가장 적절한 인물의 형태

4) 이런 과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강은해, ｢한·중·일 신화의 오뉘모티프 형성과 변화｣, 뺷한국
문학이론과 비평뺸 16집,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2.9. 참조.
5) 이런 진술은 이은봉, ｢성과 속은 무엇인가｣, M. 엘리아데, 뺷성과 속뺸, 이은봉 옮김, 한길
사, 1998, 22쪽 참조.
6) 이강엽, 앞의 논문, 337쪽.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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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 중에서도 짝패의 요인에 가장 밀착한 예라 하면 쌍둥이이겠으며,
“쌍둥이는 이원성의 상징이다.”7)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천지개벽(天地開
闢)에서의 쌍둥이이든, 본시 하늘 혹은 땅에 속하던 한 존재가 그들은 서로
에게 분신(分身)이자 ‘또 다른 나’이다. 제주도 무가(巫歌)의 <천지왕본풀
이>의 대별왕과 소별왕 형제는 그러한 짝패의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하늘에 있는 천지왕이 지상에 내려와 바구왕의 딸과 잠을 자고 간 후 낳은
아들 형제인 대별왕과 소별왕이 다시 아버지를 찾아간 후, 서로 이승을 찾
으려 다투는 내용이 이 작품의 줄거리이고 보면 그 둘의 근원이 바로 세계
질서의 총합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신화 이후이다. 신화에서라면 그렇게 두 인물이 두 세계를 차지
함으로써 안정을 꾀하는, 질서의 확립으로의 귀결이 가능하겠지만, 전설이
나 민담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설의 중핵은 세상의 경이
(驚異)로움이다. 주인공은 언제나 세상 앞에 무력한, 세상 밖 질서에 의지하
여 겨우 살아가는 미약한 존재이다. 형제로 설정된 두 인물이 나오더라도
그렇게 공동의 승리로 끝을 맺는 내용이 나오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오뉘
힘내기> 같은 경우, 천지창조 신화의 자장(磁場)을 벗어나지 않은 작품으로
보이지만, 가부장적 권한이 거세지면서 변화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통상
청동기 이후 가부장제 질서가 확립되면서 천부신(天父神)의 권한이 지모신
(地母神)의 권한을 압도하는데8), 이 <오뉘 힘내기>에 보면 아버지도 아닌
어머니가 아들의 승리를 위해 술수를 쓰고 있어서 여성(女性)(신(神))의 힘
이 도드라지는데 결과적으로는 누이의 패퇴로 마감함으로써 남성성의 승리
로 귀결된다.
그러나 민담에서 상황은 다시 반전(反轉)된다. 민담 특유의 전복성(顚覆
7) 진 쿠퍼, 뺷그림으로 보는 세계 문화상징 사전뺸, 이윤기 옮김, 까치, 1994, 431쪽.
8) 석기 시대의 위대한 어머니 신화가 청동기의 부자(父子) 신화와 다투지만 참패한다는 내
용이다. 장영란, 뺷위대한 어머니 여신 : 사라진 여신들의 역사뺸, 살림, 2003, 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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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이, 실제로는 남성 우위의 세상이지만, 여성의 우위를 가능하게 하기 때
문이다. 물론 이 때의 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여성 혹은 여성으로
알레고리화한 땅이 갖고 있다고 믿어지는 여성성(女性性)을 말함은 당연한
일이다.9) 그리스신화의 가이아, 뺷노자(老子)뺸의 곡신(谷神) 등에서 보는 것
처럼 여성신은 언제나 땅의 표상이었다. 만물은 땅에서 생겨나 땅으로 돌아
가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 땅은 사실상 만물이 생산되는 자궁이면서 또 만
물이 죽어 돌아가는 무덤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여성신은 ‘몸’을 상징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남성신은 철저하게 ‘마음’을 상징한다. 가이아
를 죽임으로써 제 존재를 드러낸 크로노스처럼 남성신은 자신의 이념을 강
요한다. “죽은 자를 슬퍼하고 대지의 품에 안기려는 지모신의 모티프가 자
연적 감성에 속한다면, 이를 억압하고라도 법을 시행하려는 천부신의 모티
프는 사회적 이성에 속하는 것이다.”10)
이 점에서 민담은 남성의 이성(理性) 우위적 경향에 대대적인 반격을 가
하는 갈래이다. 세상의 이치를 깨치고 많이 아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이
도리어 아무것도 모르고 덤벼드는 사람에게 패퇴하는 이야기는 확실히 남
성성의 패배라고 하겠다. 그래서 민담 속의 현(賢)과 우(愚)는 곧잘 패(敗)
와 승(勝)으로 귀결되곤 한다. 세상의 이치에 통달하여 天文에 훤한 듯 보이
는 깨친 사람이 그저 별생각 없이 세상을 떠돌거나 세상 한구석에 가만있는
사람보다 못하다는 설정은 여성성의 승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곧, 어느 집에 형제가 있는데 한 형제는 똑똑했고 한 형제는 어리석었다는
진술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둘이 남성성과 여성성을 半分하는 짝패라는
뜻이기도 하다. 숱한 이야기 등장하는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11)은 이러한
9) 이에 대해서는 이경재, 뺷신화해석학뺸(다산글방, 2002)의 ‘12. 지모신과 천부신’(306-326쪽)
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이하의 남성신/여성신의 속성에 관한 논의는 여기에 많이 기
댄다.
10) 위의 책, 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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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패 인물의 논의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설화 속 짝패 인물의 양상
3.1. 신화 : 천지왕본풀이
<천지왕본풀이>는 천지개벽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하늘과 땅의 인물들
이 벌이는 일들을 그려놓고 있다. 논의를 위해 대략의 줄거리를 정리해보면
이렇다12):
(가) 수명이 악행을 일삼자 천지왕은 군졸을 보내 수명을 잡아들이려 했
다. (나) 천지왕은 끝내 수명을 잡지 못하고 바구왕집으로 가서 총명부인과
의 사이에서 태어난 서수암과 동침한 후, 앞으로 자식 둘이 태어날 텐데 대
별왕, 소별왕이라 하라 하고 빗 한짝과 박씨 한 알을 주고 떠났다. (다) 서수
암은 아들 둘을 낳아 대별왕, 소별왕이라고 했는데 아들들이 장성해서 아버
11) 이 명명은 필자가 여기에서 처음 사용하는 것이다. 설화에서는 언제나 ‘현형우제(賢兄愚
弟)’ 혹은 ‘우형현제(愚兄賢弟)’ 등의 방식으로 명명되지만 이때 똑똑한 측이 형인가 동생
인가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그 둘을 달리 다룰 까닭이 없다. 실제로 많은 이야
기들에서 형과 동생이 바뀌어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모두 아울러서 ‘현
우형제담(賢愚兄弟譚)’으로 명명한다. 여기에서 다루는 이야기들은 실제로 한쪽은 매우
똑똑하고 한쪽은 매우 어리석게 나온다기보다는, 겉똑똑-속바보, 속똑똑-겉바보처럼 해
석될 여지를 주는 경우이다.
12) 진성기, 뺷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뺸(민속원, 1991)의 <천지왕본>(이무생 구술, 228~236쪽)
자료이다. 내용을 정리하면서 인물의 이름은 모음의 변화를 꾀하는 수준에서 표준어화하
였다. 예) 쉬맹→수명. 총맹→총명, 대밸→대별, 소밸→소별. 또, 각 단락의 이동(異同)이
있다. 가령 박봉춘 구연본의 경우는 (마)에서 꽃 피우기 내기를 제안하는 사람이 천지왕
이며, 꽃 피우기 이후에 수수께끼 경쟁이 뒤이어진다. (김헌선, 뺷한국의 창세신화뺸, 길벗,
1994, 403~406쪽 자료 참조) 특히 (마) 단락에서 수수께끼 경쟁에서 대별왕이 이기자 소
별왕이 다시 꽃 피우기 내기를 제안하는 방향으로서의 서사 진행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실제로 보편적이다. 가령 정주병 구송자료(현용준, 뺷제주도무속자료사전뺸, 신구문화사,
1980, 35~43쪽) 같은 경우가 그러하므로, 향후의 논의는 이런 이동(異同)을 고려하기로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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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찾자 아버지가 천지왕이라고 일러주었다. 아들들은 박씨를 심어 그 줄
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라) 아들들은 천지왕을 만나고 가지고 간 신표
로 아들임을 확인했다. 천지왕은 대별왕더러 이승왕을 하고 소별왕더러 저
승왕을 하도록 했다. (마) 이승을 차지하고픈 소별왕은 이승 왕 자리를 놓고
수수께끼 내기를 제안하여 승리했다. 소별왕은 다시 꽃을 심어 잘 기르기 내
기를 제안하지만 대별왕이 심은 꽃은 무성하고 소별왕이 심은 꽃은 시들어
갔다. 소별왕은 잠자다 일어나서 꽃을 서로 바꾸어놓는다. (바) 대별왕은 그
사실을 알고는 소별왕이 욕심이 과하다고 한탄하며 자신이 저승을 차지하겠
노라 선언했다. 이리하여 대별왕과 소별왕이 각각 저승과 이승을 차지하게
되었다. (사) 이때 세상에는 해도 둘, 달도 둘이어서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
는 너무 추워서 살기 어려웠다. 게다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귀신 투성이여서 편안히 살 수가 없었다. (아) 소별왕은 대별왕을 찾아가 이
승과 저승을 서로 맞바꾸자고 했지만 대별왕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대신
대별왕은 활 잘 쏘는 이를 불러다 해와 달을 하나씩 없애주고, 떠도는 귀신
들을 모두 잡아갔다. (자) 그렇지만 애초에 천지왕의 명을 제대로 듣지 않아
서 세상에는 온갖 어려운 일들이 많게 되었다.

이 아홉 단락을 가만 살피면, 창조(創造)와 재생(再生)을 반복하는 꼴로
이루어진다.13) (가)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악행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
는 홍수신화 등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소재로14), 인간의 죄가 벌어지고 그
13) 통상 <천지왕본풀이>에 앞서 행해지는 <베포도업침>에 드러나는 천지개벽(天地開闢) 화
소까지 한데 아울러 논의하게 되면,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행하는 개벽(開闢)을 시작
으로, 악(惡)한 질서를 이끄는 수명장자의 징치를 통한 새로운 질서 확립, 두 형제가 이
승과 저승을 차지하며 정립(定立)하는 과정, 그리고 일월이 둘씩이나 생기는 기현상을 물
리쳐 새롭게 질서를 이끌어내는 과정 등이 복합적으로 이어진다. <베포도업침>과 <천지
왕본풀이>를 한데 아울러 신화의 논리로 살피는 논문은 김헌선, ｢<베포도업침·천지왕본
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뺷비교민속학뺸 28집, 비교민속학회, 2005 참조.
14)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는 인간들이 자신이 해야 할 노동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자 홍수를
통해 낡은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찾는 재생을 도모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에서 중요한 것은 ‘홍수’가 아니다. “홍수신화의 중심 모티브는 신들이 인간을 멸
망시키기로 결정한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 신들이 인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멸망시키려
했는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다.”(밑줄 필자. 사무엘 헨리 후크, 뺷중동신화뺸, 박화중
옮김, 범우사, 2001, 6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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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씻기 위한 행위가 일어날 것을 예고한다. 여기서는 죄인을 멸절(滅絶)
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어낼 새로운 존재를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나)에서는 그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늘의 천지왕과 땅의 바구왕(의
딸)의 합체가 일어난다. 하늘과 땅의 신성혼에 따라 영웅이 탄생할 기틀이
마련된다. (다)에 이르면 세상을 바로잡을 두 영웅이 탄생하고, 그 영웅은
(라)에 이르러 아버지를 찾아 자신들의 과업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마)에
서 소별왕의 욕심이 지나침으로 해서 각각의 과업에 혼란이 오고 급기야
(바)에 이르러 대별왕이 파탄을 선언한다. 그 결과 (사)에서처럼 혼란이 극에
이르고 (아)에서 대별왕이 문제를 약간 수습하지만 (자)혼란은 여전하다.
이는 결국, 세상에 혼돈이 일어나자 그 혼돈을 끝내기 위해 하늘과 땅이
결합하고, 그 가운데 두 영웅이 탄생하여 그 둘로 하여금 혼돈을 끝내고
질서를 부여하게 하려 했으나, 한 영웅이 저에게 주어진 과업을 거부함으로
써 혼돈이 가속되고, 다른 영웅의 도움으로 질서를 얼마간 회복하는 줄거리
이다.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코스모스에서 카오스로 오가면서 세상을 조
율해가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문제는 이 이야기의 짝패 인물인 대별왕과
소별왕의 관계이다. 둘 다 천부신(天父神)과 지모신(地母神)의 결합에 의해
한날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하는 일은 거의 대극적(對
極的)이기까지 하다. 한쪽은 순선(純善)이라면 한쪽은 순악(純惡)이다.
그렇다면 그 근원은 어디인가? 그 하나는 수명이라는 惡漢의 존재이다.
이야기에서는 지상의 인간으로 서술되지만 하늘의 신이 힘으로도 제압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위력을 지녔다는 점에서 그대로 악신(惡神)으로 보아
도 무방하다. 이는 흡사 성서(聖書)의 사탄(satan)을 연상하게 한다. 사탄이
본래 ‘저항하는 자’라는 뜻임을 상기해본다면, <천지왕본풀이>에서 최고의
존재인 천지왕에게 저항하고 또 천지왕이 아무리 애를 써도 끝내 없앨 수
없는 근본악(根本惡)을 표상하는 점이 그렇다. 또 하나는 천지왕과 서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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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15)의 결합이다. 천지왕이 하늘을 대표하는 것처럼 바구왕이 땅을 대표하
는 것으로 생각해볼 여지는 충분하지만, 작품의 문면만으로는 바구왕의 지
위가 매우 낮아 보인다. 바구왕이 지신(地神)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
다면 천지왕이 서수암과 동침을 한 후 한숨을 쉬자 서수암이 “인간이 려
오랑 / 누취 인간광 밤을 자지니 / 그럼네까?”라고 묻거나, 천지왕이 “내
가 아들 성젠/ 느 몸에 두엉 감건마는/ 누게가 이 아이들은 / 천지왕 아들
이엥 / 크리 내겨주지 안 거니”16)라며 걱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곧
서수암은 자신의 지위가 천지왕의 짝이 될 수 없을 만큼 매우 미천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천지왕은 자기 자식인 줄 모른다면 바구왕의 손주인 것
만으로는 박대받을 거라 걱정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른
이본에서는 “백주늙은할망 집이 드러서”17) 유숙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해서
상대자가 그 명명에 드러나는 만큼의 ‘王’의 존귀한 혈통이라는 데에는 그
리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대별왕/소별왕’의 짝은 그 근원에서 볼 때 ‘천지왕/수명’의 ‘선/악’
구도와 ‘천지왕/서수암’의 ‘존귀/미천(尊貴/微賤)’ 구도를 함께 갖는 짝패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구도로 본다면 양자의 힘이 거의 대등하게 맞서고
있어서 둘 사이의 결판이 선한 쪽으로 쉬 옮겨가지 못하지만, 둘째 구도로
본다면 존비(尊卑)의 차이가 명확해서 이승 삶의 어지러움이 명확히 드러
난다 하겠다. 대별왕의 선함이 소별왕의 악함을 물리쳐 없앨 수 없으며,
대별왕의 존귀한 정신이 저승을 다스리고 소별왕의 미천한 정신이 이승을
다스리는 문제가 계속됨으로써, 이 세상의 공명정대하지 못한 질서에 대한

15) 서수암은 이본에 따라 박이왕, 총멩부인 등의 이명(異名)으로 등장하지만, 지상의 어떤
부부 사이에 난 딸로 나오는 점은 동일하다.
16) 진성기, 앞의 책, 232쪽.
17) 박봉춘 구연 <천지왕본풀이>, 1937년 채록된 자료로 김헌선, 뺷한국의 창세신화뺸, 길벗,
1994, 404쪽에서 인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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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3.2. 전설 : 오뉘 힘내기
<오뉘 힘내기>는 비교적 간단한 줄거리를 가진 이야기이다: (가) 홀어머
니와 함께 사는 어느 남매가 있었는데 둘 다 힘이 장사였다. (나) 둘은 우열
을 가리기 위하여 오라비는 무쇠 신 신고 서울 다녀오기를 하고 누이는 성
쌓기 내기를 한다. (다) 결과는 누이가 오라비보다 더 빨랐다. (라) 어머니
는 오라비가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누이에게 계속 팥죽을 권하여 지연시킨
다. (마) 결국 오라비가 승리하고 누이는 자결한다.18) 이 이야기를 놓고 신
화적으로 접근한 선례는 매우 많은 편이다. 오누이 이야기가 해와 달 이야
기와 합쳐지면서 천체신화적(天體神話的) 속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오누
이가 모두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거인설화에 연계되면서 자연스
럽게 창세신화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19) 짝패가 되는 인물은 오라비와
누이이다. 한 부모 아래 동기(同氣)이고, 둘 다 대단한 능력을 지녔으나 능
력에 우열이 있고, 열등한 동기가 우월한 동기를 이기려든다는 점에서 <천
지왕본풀이>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꼼꼼히 살펴보면 둘 사이에는 심각한 질적 차이가 보이기도 한다.
18) 물론 이야기의 각편에 따라 여러 변이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와 (나) 사이에 오누
이의 씨름 대결이 들어가기도 하고 (마) 이후에 어머니가 애통해하며 죽는 이야기도 있으
나 <오뉘 힘내기>의 최소 골격만 제시해본 것이다. 이 유형의 변이 양상에 관해서는 이
지영, ｢<오뉘힘내기 설화>의 신화적 성격 연구｣, 뺷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뺸 7, 한국고전여
성문학회, 2003, ‘2. <오뉘힘내기 설화>의 전승양상’(227~238쪽)에 상세히 나와있다.
19) 조동일, ｢한국설화의 변이양상-논평3｣, 뺷한국학연구의 성과와 그 성찰뺸(한국정신문화연
구원, 1982) 및 임동권, ｢선문대할망설화고｣, 뺷한국민속논고뺸(집문당, 1984) 등에 의해 제
시된 바 있고, 권태효에 이르러 본격화된다. 권태효는 다음 세 가지를 들어 거인설화와의
관련성을 논한다. “가. 누이의 행위가 여성거인의 행위와 일치한다는 점. 나. 힘내기를
벌이는 거인설화가 오누이가 벌이는 힘내기의 원초적 모습에 해당된다는 점. 다. 증거물
로 제시된 쌓다만 성과 그 명칭.”(권태효, 뺷한국의 거인설화뺸, 역락, 2002, 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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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오뉘 힘내기>에서는 세계의 질서가 문제되지 않는다. 수명장자처럼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존재가 있는 것도 아니며, 상대적으로 볼 때,
대왕별과 소왕별처럼 둘이 선/악으로 구분될 만한 또렷한 지점도 없다. 물
론 공연히 누이와 경쟁을 유도하고 이기려드는 오라비가 좀 더 악하다 할
수 있겠지만, 뒤에 빚어지는 파탄은 전적으로 어머니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서 적어도 짝패 인물인 둘의 관계에서는 다르다. 둘째, 대왕별과 소왕별이
저승과 이승을 차지하면서 서로 맞서는 두 세계의 중심신(中心神)으로 좌
정(坐定)한 데 비해, <오뉘 힘내기>의 오라비와 누이는 서로 힘내기를 하다
가 특별히 이룬 것이 없다. 그나마 누이는 성이라도 쌓다 말아서 성(城)의
일부가 증시화소(證示話素)로 쓰이지만 아들의 경우는 서울에 갔다 왔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셋째, <천지왕본풀이>의 중심은 천
부신(天父神)인 천지왕이지만 <오뉘 힘내기>는 지모신(地母神)에 해당할
어머니이다. 더구나 전자는 아버지가 가진 세계의 질서를 다스리는 힘을
나누어갖는 게 초점이지만 후자는 그런 생산적인 내용이 없이 오로지 생득
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마저 억압하여 못쓰게 만드는 게 초점이다.
그러나 짝패를 문제 삼을 때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 둘이 하는 일에 있을
것이다. 기존 논의에서 누이가 하는 성 쌓기에 비해 오라비가 하는 서울
다녀오기가 허약하고 불완전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지만20), 이 문제의
핵심은 그런 과업이 난이도(難易度)를 따지는 데 있지 않을 듯하다.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두 자 혹은 쇠로 된 나막신을 신고 수백리 서울길을 걸어
서 다녀오는 일이 성 쌓기보다 쉽다고 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씨름에서 송
아지를 타오는 화소(話素)가 쓰이는 이본에서는 송아지를 끌거나 송아지
등에 타고 다녀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만만치 않은 일임이 강조된다. 또,
그 일이 더 쉽다고 한들 어차피 하루 식전에 다녀오는 내기인 바에야 정상
20) 최래옥, 뺷한국구비전설의 연구뺸, 일조각, 1981, 18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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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기는 매한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두 과업의 근본적인 차이는, 하나는 공간이 고정된
상태에서 붙박이로 해야 하는 일인 반면, 하나는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이동해야 하는 일이라는 점이다. 즉, 누이는 앉은 자리에 성(城)을 쌓는 일
이고 오라비는 지역적으로 먼 곳을 다녀오는 일을 택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본다면, 단순히 어렵다는 점만을
강조하려 했다면 서울이 아니라 아예 백두산이나 중국 어디쯤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극적인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야기는 굳이 ‘서울’임을
명시하고 있다. 어느 지역 설화에서든 그렇게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
그것은 단순히 먼 곳을 뜻하지만은 않을 것 같다. 서울은 언제나 중심(中心)
이기에 서울과 지방을 오가는 것은 곧 중심과 주변을 오가는 것이다. 그래
서 서울은 동서남북 어디에서 가든 ‘올라간다’고 표현하며, 그것은 곧 ‘수직
적’ 이동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라비와 누이의 대립은 변방에 남아 성을 쌓는 사람
과 중심을 다녀와야 직성이 풀리는 두 세계관의 충돌로 풀어봄직하다. 신화
에서 그런 수직적 이동을 주도하는 층은 통상 천부신(天父神), 혹은 천부신
과 연이 닿아있는 남성신이기 쉽다. 환웅은 하늘과 땅을 자유로이 오가며,
해모수 또한 하늘과 땅을 오갔기 때문에 천왕랑(天王郞)이라는 칭호를 얻
은 바 있다. 그러나 웅녀와 유화는 땅의 영역을 떠날 수가 없는 존재이다.
동굴에서, 혹은 물가에서 인고(忍苦)로 세월을 기다리는 존재이다. 천부신
과 지모신이 그렇게 갈리는 걸 생각한다면, <오뉘 힘내기>의 남매 역시 근
본적으로는 천신(天神)과 지신(地神)의 대립이 연장된 꼴이며, 지신(地神)
이 천신(天神)을 압도하는 상황을 다시 한 단계 위의 지신(地神)[어머니]이
억누름으로써 천신(天神)이 지신(地神)을 이기도록 하는 형국이다.
이렇게 본다면 <오뉘 힘내기>는 신화와의 거리가 벌어지기는 하지만, 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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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으로 따지자면 천부신과 지모신, 남성성과 여성성의 맞대결 양상을 띠
는 것이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얻어진 어느 한쪽의 승리에 의해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안정감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엄청난 파탄을 몰고오는 데
에서, 역설적으로 그 둘이 본래 통합되어 있었고 서로를 보족적(補足的)으
로 필요로 하는 짝패였음을 일깨워준다.

3.3. 민담 :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
우리 설화전통에서 똑똑함과 어리석음이 엇갈리는 형제이야기를 꼽자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바보설화이다. 채록자가 제목을 달 때부터
‘바보 형’, ‘바보 아우’, ‘현형우제(賢兄愚弟)’ 같은 식으로 달아놓을 정도로
익숙하다.21) 이런 이야기의 줄거리는 대개 형제 중 하나는 똑똑하고 하나는
바보인데, 똑똑한 형제가 바보형제에게 짐승을 잡도록 시키지만 바보형제
는 거듭 실패하던 끝에 결국은 제 어머니를 잡는다는 어처구니없는 내용이
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에 담긴 의문점이 도리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법하다. 신연우는 이 설화의 의미 배경으로 이 설화의 구도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 출발하며, 어머니를 죽이는 설정, 사냥과 도둑질이 나오는
점 등에 주목하며22) 그러한 배경을 지닌 관습적 갈래가 신화인 점에 착안하
여, 신화적 해명을 시도한 바 있다.
세계의 질서를 상징하는 아버지신(神)과 질료를 상징하는 어머니신(神)
의 대립구도에서 볼 때, 아버지의 부재(不在)는 질서의 부재이며 그러한 상
2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뺷한국구비문학대계뺸의 <바보 아우>(1-9권, 18쪽), <바보 형>(2-2권
371쪽), <미련한 동생>(6-1권, 309쪽)나 임석재 편, 뺷한국구전설화뺸의 <바보 형>(1권, 215
쪽), <현형우제(賢兄愚弟)>(1권, 217쪽), <바보 형>(1권, 218쪽), <바보 형>(1권, 219쪽), <우
형(愚兄)>(3권, 282쪽), <바보 형>(3권, 434쪽) 등이 그런 예이다.
22) 신연우, ｢‘바보 형제’ 이야기의 신화적 해명｣, 뺷고전문학연구뺸 12집, 한국고전문학회, 1997,
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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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한다는 설정은 결국 “아들로 표상된 새로운 질서에
의해 제거된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의 것은 죽음을 통해 새로워진다는
것”23)으로 신화적 주제의 구현일 수 있겠다. 그러나 하늘과 땅,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립으로 설명할 때 그러한 바보형제 설화는 상당히 복잡한 설명
이 필요한 유형이다. 변형과 공백이 너무 커서 계속적인 추론과 방증이 필
요한 상황이며, 이 논문에서 탐색하는 짝패로서의 면모가 도드라지지 않는
다. 한 사람이 똑똑하고 한 사람은 어리석게 드러난다기보다는 한 사람이
지나치게 모자라게 드러날 뿐이어서 짝패로서의 기능이 불분명하기 때문이
다. 이 이야기대로라면 바보 형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 아니 없는 편이 훨씬
더 나을 존재이며 둘이 함께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상보적(相補的) 상황을
연출해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똑똑한 형을 제치고 보통의 아우가 병든 어머니를
살려내는 이야기는24) 보다 확실한 대안(代案)이 될 수 있다.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이렇다: (가)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중병이
들었다. (나) 형은 소문난 명의(名醫)였으나 어머니의 병세를 보고는 한숨
만 쉬며 치료하기를 포기했다. (다) 동생은 답답한 마음에 어머니를 업고
집을 나섰다. (라) 어떤 산을 넘다 마실 물이 없어 해골바가지에 담긴 지렁
이가 떠 있는 물을 어머니께 드렸다. 산을 넘어 어느 마을에 가니 어떤 집
울 밖에 오골계 한 마리가 떨어져 있었는데 약이 차서 버린 것이었지만,
음식을 구하지 못한 동생은 그걸 가져다가 어머니께 해드렸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마) 형은 어머니 병에는 천 년 묵은 해골
23) 위의 논문, 332쪽.
24) 이 이야기는 조동일 외, 뺷한국구비문학대계별책부록(Ⅰ) 한국설화유형분류집뺸(한국정신
문화연구원, 1989)의 ‘733-9 엉뚱한 음식 먹고 병 고치기’ 유형 및 ‘413-2 정성이 지극해
서 부모 병 고친 효자’ 유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여기에 속한 이야기들 중에서 병
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있지만 고치질 못하고 그 주변의 다른 인물이 고치는 줄거리를
보이는 각편(各篇) 등에서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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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긴 지렁이 세 마리 썩은 물을 마시고 약이 찬 오골계를 먹어야 낫는데,
그 약을 도무지 구할 수 없어 그렇게 한숨만 내쉬었다고 했다.
어머니가 병에 들었는데 큰아들이 명의(名醫)라면 일견 기가 막힌 설정
이다. 급한 병에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게 명의이고 보면 그야말로 안성맞춤
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야기의 실상은 밖에서는 소문난 명의이지만 정작
자신의 어머니는 고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덧보탬으로 해서 도리어 그 어긋
남이 극대화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사항이 눈에 띈다. 우선, 이 명의(名
醫) 형제 설화는 어머니 봉양을 중심으로 한다는 데 일차적인 의미가 있겠
다. 모자(母子) 관계는 부자(父子) 관계와 같은 가문의 계승 문제가 개입되
지 않는다. 이성적(理性的)인 측면은 최대한 배제된 감성적(感性的)인 측면
이 강하다. 둘째, 두 형제 모두 어머니의 병을 고치려 애쓴다는 점에서 차별
성이 없지만, 한편으로는 각각의 접근 방식이 판이하다는 점이다. 곧 ‘차별
없음/차별’이 드러나는 명백한 짝패인 것이다. 명의(名醫)인 큰아들은 철저
하게 어머니를 환자로만 여긴다. 병에 적합한 처방을 찾아내고 그 처방전의
약을 구할 방법이 없으므로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둘째 아들은
달랐다. 병을 고칠 수 있든 없든 일단 어머니를 들쳐 업고 나서보는 것이다.
이런 대극적인 양상은 여느 민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가령, <지렁이
봉양>25) 같은 경우가 그렇다. 가난한 집에 아들이 오랫동안 멀리 나가 있을
일이 있었다. 아들은 예의 그 효심을 발휘하여 아내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
고 있으라.”고 당부한다. 그러나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형편에서 ‘잘
모시라’는 헛된 이념이거나 공염불일 공산이 크다. 그때 며느리는 눈먼 시
어머니에게 지렁이를 끓여드려서 효도를 하게 된다. 둘 모두 어머니를 잘
봉양하려 한다는 점에서 차별이 없지만, 그 방법에서 큰 차별을 보이는 짝
25) 조동일 외, 뺷한국구비문학대계별책부록(Ⅰ) 한국설화유형분류집뺸(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의 ‘413-2 정성이 지극해서 부모 병 고친 효자’ 유형 가운데 상당수가 가난한 집 며느리가
아들이 없는 집에서 혼자 시어머니를 모시며 지렁이로 봉양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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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이다. 즉, 아들은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지만 실제로 몸으로 봉양하는 방안을 갖지 못한 데 반해 며느리는 그 이념
적 차원에서는 아들에게 뒤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 실천적 방안이 확
실했다.
이렇게 본다면, 앞서 살핀 바보 형제 설화와 이 명의(名醫) 형제 설화는
매우 유사한 듯 하지만 아주 판이하다. 두 이야기 모두 어머니를 봉양하거
나 살리기 위해 나서더라도, 결과적으로 전자는 멀쩡한 어머니를 죽였고
후자는 죽게 된 어머니를 살렸다. 또, 전자의 동생이나 후자의 형이 사냥
방법이나 처방전을 알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하겠지만, 전자에는 그 사냥
방법을 몸으로 제대로 실천해줄 형이 없고 후자에는 처방전의 약을 몸으로
찾아나서 구해줄 동생이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명의(名醫) 형제 이야기를
단순히 효도 이야기로만 보지 않는다면, 형제가 보인 두 가지 재능은 상보
적(相補的)인 것이다. 비유적으로 보자면 식물의 뿌리와 지엽(枝葉) 같은,
어느 한쪽이 없으면 나머지 한쪽도 제대로 존립할 수 없는 것이며, 비록
승패가 갈린 듯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를 되살리는 기적을 이루
어낸다.

4. 설화에 나타난 짝패 인물의 의미
이제 설화에 드러나는 짝패 인물의 양상에 대해 살펴볼 차례이다. <천지
왕본풀이>, <오뉘 힘내기>,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은 모두 부모 대에서
시작하여 형제나 남매로 분화하는 대립쌍들로 존재하는데, 여러 자질 면에
서 비교해볼 가치가 있다. 첫째, 짝패가 대립하기 이전의 근원으로서 그
윗대의 존재이다. 일단 아버지 어머니가 다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한편만 드러나는 경우도 있으며 또 한 편만 드러나는 경우도 그 한 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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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인 경우와 어머니인 경우로 나뉜다. 둘째, 짝패 인물 둘이 행하는
과업의 성격이다. 이 세 편의 이야기에서는 다양한 과업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 과업의 성격이 곧 짝패 인물의 대립 양상이기도 하다. 셋째, 짝패의 두
인물이 벌인 대결의 결과이다. 대결이 끝나면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지,
도리어 질서의 파탄이 오는지 등이 매우 중요하다.
첫째, 짝패가 대립하기 이전 그 윗대의 존재부터 보자.
<천지왕본풀이>는 천상의 천지왕과 지상의 바구왕의 딸이 부모로 엄존
한다. 이것이 하늘과 땅의 결합인 신성혼(神聖婚)을 이끌어내는 것은 자명
한 이치이다. 신성혼의 결과 세상을 바로잡을 영웅이 탄생하는 것으로, 순
조로운 진행을 보인다. 그러나 <오뉘 힘내기>나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에
는 애초에 부친이 부재(不在)한다. 부친의 부재라는 결핍(缺乏)상황은 필경
充足을 위한 행위를 수반하게 마련인데, 양자가 택한 방식은 아주 다르다.
<오뉘 힘내기>의 어머니는 딸이 이기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부성(父性)을
강화하고 母性을 억제한다. 결핍에 대한 과보상(過補償)이라 할만하다. 그
에 반해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의 어머니는 자신에게 닥친 재앙[질병]을
순순히 받아들인다. 처방전을 구하지 못하는 큰아들을 채근하거나 원망하
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그간 못했던 일이나 해보고자 하는 소박한 생
각을 할 뿐이다.
둘째, 짝패 인물이 행하는 과업의 성격이다.
<천지왕 본풀이>의 과업은 수수께끼 풀이와 꽃피우기이다. 신화에서의
수수께끼는 주몽이 유리에게 낸 수수께끼가 그랬던 것처럼 힘 있는 존재가
아랫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내는 게 상례여서 수수께끼의 속성이 남성성(男
性性)의 영역에 있는 것은 어렵지 않게 상정할 수 있다. 반면 꽃 피우기는
그 자체로 여성성의 상징이다. 꽃 피우기는 생명체를 연속해서 길러내는
능력이다. 꽃을 피워야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씨앗으로 꽃을 피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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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생생력(生生力)은 본시 지모신의 절대적인 능력이
다. 게다가 꽃은 그릇모양이고 꽃받침은 흡사 컵과 같아서 그 자체로 수동
적인 여성원리를 상징한다.26) 소별왕이 꽃 피우기에서도 이길 수 없는 능력
이기는 하나 어쨌든 이김으로써 여성성의 영역, 곧 꽃 피우기라는 땅의 영
역에서 승리함으로써 저승과 이성을 차지할 명분을 주게 된다.27) 또, 소별
왕이 천지왕도 징치하지 못한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본이 있다는 사실에 비
추어 보면 이승을 지켜낼 능력을 지녔음을 보여주기도 한다.28)
<오뉘 힘내기>의 과업은 제목 그대로 오누이 사이의 힘겨루기로, 남성이
여성보다 힘이 세다는 상식을 뒤집는 데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어떤 이본에
서는 이미 씨름판에서 누이가 오라비를 이기고 그에 대한 분심(忿心)에 의
해 목숨을 건 대결이 이어지는 것으로 해놓기도 한다.29) 그러나 대체로 왜
그렇게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싸워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놓지
않고 있다. 최래옥의 지적처럼 양웅불립(兩雄不立) 정도로 설명하는 것이
상식적인 해명일 것 같다.30) 오라비는 서울 갔다 오기를, 누이는 성 쌓기를
택했는데, 앞서 밝힌 대로 특히 서울을 명시함으로써 질적 비약을 이룰 수
직적 상승과 연관되며, 전자의 경우 굳이 성(城)이라고 못박음으로써 외부

26) “꽃은 수동적인 여성원리이다. 꽃은 그릇 모양이며 꽃받침은 컵과 동일한 상징성을 가진
다.” 진 쿠퍼, 이윤기 옮김, 앞의 책, 140쪽.
27) ‘수수께끼/꽃 피우기’의 대립에 주목하지 않을 경우, 형제이기 때문에 형인 대별왕이 소별
왕에 비해 보다 근원적”인 존재로 나오고, 동생이 지상과 인간에 가까운 후대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김난주, 뺷융 심리학의 관점으로 본 한국의 신화뺸, 집문당,
2007, 121쪽 참조.
28) 박봉춘 구연, <천지왕본풀이>가 그런데 매우 냉혹한 보복을 보인다. “아시는 이간 차지하
야, 수명장자를 불너다가 / 네가 인간의 포악부도한 짓슬 만이 하니 / 용사할 수 업다하
야 압밧듸 벗텅걸나 / 뒷밧듸 작지갈나, 참 지전지한 연후에 / 뼈와 꼬기를 비져서 허풍
바람에 날이니 / 목이 파리 빈대각다리 되여 나라가고 / 패가망신 식힌 후에……”(김헌선,
앞의 책, 406쪽).
29) 예를 들어, <형제성(城)>, 임석재, 뺷한국구전설화뺸 6, 평민사, 1990, 235~236쪽.
30) 최래옥, 앞의 책, 1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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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할 거처의 마련과 연관된다. 신화에서 수직적 소통을
통해 길을 찾아가는 일은 항용 남성신의 몫으로, 그들은 모험이 수반되는
여행을 통해 두 세계를 오르내리며 자신의 영웅성을 발휘하고 스스로 완전
한 존재임을 널리 알리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성 쌓기는 통상적으로 자신
의 자리를 지키는 일로, 공간의 이동에 비하자면 상대적으로, 여성성(女性
性)의 발현이다.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의 과업은 간단하게 어머니 살리기 하나이다.
문제는 어머니가 죽을병에 걸렸다는 것이며, 약이 있기는 하지만 구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점이다. 형은 명의(名醫)답게 단번에 병명을 알고 병을
치료할 처방까지 구했지만 처방에 따른 약을 구할 수 없기에 포기한다. 머
리로 알 수는 있지만 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비하자면 동생
은,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는, 그 병이 무엇인지 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약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되나 못 되나 몸을 움직이는 길을 택했다. 마음
으로는 알 수 없지만 몸으로 찾아나설 수는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머리/몸, 영/육(靈/肉)이 대극적(對極的)으로 작동하면서 정확한 짝패를 이
루어낸다. 형이 정신[머리, 이성] 취향의 남성성[부성(父性)]을 상징하고 동
생이 육신[몸, 감성] 취향의 여성성[모성(母性)]을 상징하는 것으로 대비되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럽다.31)
셋째, 짝패의 두 인물이 벌인 대결의 결과이다.

31) 실제로 이본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자청하여 살아 생전 마지막 나들이를 원하고 둘째 아
들이 그에 응하기도 한다. 다음 예를 보라: 그런디 하리는 저그 어머니가, “야야 나는 인
자 기왕으 죽을 사람인게, 내 명은 못 나슨다. 못 나슨게 니 동생이 못 나슬 적으는 이왕
나는 인자 못 나스고 죽는 사람 아니냐. 그러닌게 나 서둘 것도 없다. 야, 내 소원대로
소원이나 좀 풀어줘라.”, “아 그러쇼. 무엇이 소원인게라우.”, “오늘은 나 업고 저 산천으
로 사방간디 바람 좀 쐬고 쪼까 돌아 댕기자. 그럼 내가 니 등걸이 엡히서 내가 산천이나
귀경이나 쪼께 허고 사방 바램이나 조께 쐬고 내가 한 번 허고 죽을란다.”(<어머니 병을
안고친 명의원>, 뺷한국구비문학대계뺸 5-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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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왕본풀이>에서는 이미 천지왕이 두 아들의 몫을 명확히 획정(劃定)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아들이 나서서 결과를 뒤바꾼다는 게 특이하다.32)
소별왕은 속임수를 써서 승리를 거두므로, 상식적으로 본다면 저승[지하(地
下), 지옥(地獄)]의 세계와 같은 음험(陰險)한 곳을 맡는 게 합당할 것 같다.
그러나 대별왕은 저승으로 밀려남으로써 천지왕의 질서가 어긋나면서 지상
세계의 혼란상을 설명한다.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왕/소별왕/대별왕이
천상/이승/저승의 三界를 맡음으로써 세계의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는 이야
기이다. 또 이승에 일어난 양일(兩日) 양월(兩月)의 怪현상을 물리친 사실
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공고히 하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옮겨가는 것이
주요 귀결점이다.
<오뉘 힘내기> 또한 실제로 힘이 센 사람이 지는 결과를 빚는다는 점에
서 <천지왕본풀이>와 같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어머니의 개입으로 승패
가 뒤바뀐다는 점에서 의미가 복잡해진다. 먼저 누이가 해야 하는 성(城)쌓
기에서의 성(城)은 “에워싸인 장소나, 벽으로 방비되는 도시와 동일한 상징
적 의미를 지니며, 영적(靈的)인 시련을 뜻한다.”34) 오라비가 제 영역을 확
장하기 위해 중심[서울]을 향해 떠나는 동안, 누이는 성을 쌓으면서 시련을
32) 이런 부분은 천부신으로서의 천지왕의 직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데 대해 김현은
‘아버지 부재(不在)’로 설명한 바 있다(김현, ｢지라르의 눈으로 제주도 개벽 신화 읽기｣,
뺷폭력의 구조/시칠리아의 암소뺸, 문학과지성사, 1992, 91쪽). 형제간의 다툼에서 아버지
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다는 점이 그러한데, 이렇게 본다면 이 논문에서 다루는 세
작품 모두 부신성(父神性)이 약화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다.
33) 이런 방식으로 세상의 악(惡)을 해명하는 창세신화는 다른 나라 신화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가령, 몽골신화에서, 태초에 하늘에 있던 오치르바니는 지상의 슈헤
르트를 동무로 택했지만 사악한 존재인 추트구르[유령]이 중간에 이간질 하는 바람에 둘
사이에 불화가 생기자, 그릇에 물을 붓고 누구의 그릇에서 먼저 꽃을 피우는가 내기를 하게
된다. 오치르바니의 그릇에서 먼저 꽃이 피게 되었지만 한쪽 눈만 뜬 채 이 광경을 훔쳐보
던 오치르바니가 그 꽃을 제 그릇에 몰래 옮겨 놓게 된다. 그러자 오치르바니는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고 선언하고는 하늘로
올라가버렸다. 체렌소드놈, 뺷몽골 민간 신화뺸, 이형래 옮김, 대원사, 2001, 33쪽.
34) 진 쿠퍼, 이윤기 옮김, 앞의 책, 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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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디며 영역을 지켜내고자 한다. <천지왕본풀이>에서는 쌍둥이 아들에게
맡길 세상이 이승과 저승의 둘이었고, 그 둘은 비록 선호도(選好度)가 다르
기는 해도 선택에 의해 최소한 어느 하나를 차지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
나 그것이 불가능할 때, <오뉘 힘내기>처럼 경쟁은 심화되고 갈등을 불러
일으키며, 신화에서 이런 갈등은 일반적으로 어느 한 형제의 살해나 축출
(逐出)로 귀결된다.35)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딸을 택하지 않고 아들을 택한
것은 여성신의 패퇴를 의미하며, 아예 누이가 오라비를 위해 일부러 져줌으
로써 오라비의 세계를 확보해주기도 한다.36) 그러나 이 오뉘는 근원적으로
짝패이며 상보적인 존재이어서 한쪽의 승리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다.
한쪽을 죽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도리어 더 큰 비극을 불러와서
나중에 어머니가 자결한다거나, 김덕령이나 이몽학 등의 역사 인물에 전이
된 각편(各篇)들에서처럼 남성이 맞게 될 비운(悲運)을 암시하게 된다. 한
쪽의 패퇴가 더욱 큰 불안을 야기하는 귀결인 것이다.
위의 두 이야기와 달리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은 상당히 가벼운 내용이
다. 형제간의 경쟁이 심하지도 않으며 어쨌거나 둘 모두 어머니의 목숨을
구하려든다는 점에서 매우 범상한 내용이다. 그 결과는 형이 실패하고 동생
이 성공하며, 여기에는 위의 두 이야기처럼 속임수나 불공정함이 개입되지
않는다. 또, 어차피 어머니 목숨을 구하는 게 공통의 과업인 바에야 어머니
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본다면 형제간의 승패와는 무관하게 문제는 말끔히
해결된 셈이기도 하다. 다만 앞서 서술한 대로 이치에 의해 처방전을 구하
는 형의 남성성에 대해 몸으로 나서서 살 방도를 찾아보는 여성성의 승리라
는 점을 생각하면, 여성성[약 구하기]에 의한 여성[어머니]의 승리이자, 그
35) 지라르는 ‘쌍둥이’의 무차별성에 이어 그 정도는 약화되지만, 여전히 다른 관계에 비해 차
별성이 적은 형제 사이에서 서로 원수처럼 갈등하는 테마를 ‘원수 형제’테마로 명명하고
그 해석을 시도한 바 있다. 르네 지라르, 앞의 책, 93~103쪽 참조.
36) <김덕령과 힘자랑>, 뺷한국구비문학대계뺸 6-9, 4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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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에 의한 모신(母神)의 재생(再生)이라 할 만하며, 이 점이 여성성에 의
한 여성의 살해인 <오뉘 힘내기>와 상반된다. 그러나 이 이야기 또한 짝패
인물임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단순한 승패로만 처리할 수는 없다. 짝패 인물
은 상보적이기에 사실상 형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만약,
명의(名醫)인 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 동생의 효성으로 볼 때, 어머니를
모시고 세상을 돌아다니는 대신 세상을 돌며 명의(名醫)를 찾았을 것이다.
결국, 명의(名醫)인 형이 자신이 가진 처방(處方)대로 약을 쓸 수 없다고
포기한 순간, 역설적으로 그 약을 구할 방법이 생겨나 공동의 승리가 가능
한 것이라 하겠다. 이 점에서 <오뉘 힘내기>에서 오라비가 누이를 이기는
순간 사실상 공동의 패배가 일어난 것과 대비된다. 두 형제의 보완적 관계
가 돋보이는 이야기인 것이다.37)
이러한 짝패인물이 벌이는 대결의 근원, 과업, 귀결에서의 차이는 매우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천지왕본풀이>가 천부(天父)와 지모(地母)의 꼴을
갖춘 신성혼(神聖婚)이 그 근원이라면, 나머지 두 작품인 <오뉘 힘내기>와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은 홀어머니의 자식이라는 양상으로 결핍된 상황
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작품이 보인 과업은 ‘수수께끼 / 꽃
피우기’, ‘서울 다녀오기 / 성 쌓기’, ‘처방전 내기 / 약 구하기’로 각각 남성성
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내용을 채워지며, <천지왕본풀이>가 각각의 과업에
따라 제 세상을 차지한다면, <오뉘 힘내기>는 여성성이 승리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의해 패배하여 죽음을 맞지만, 현우형제담(賢愚兄弟
譚)은 여성성이 승리하지만 남성성과의 보완적 관계에 의해 본래의 목적인
치병(治病)을 달성한다. 끝으로, 그 귀결에서 본다면 <천지왕본풀이>는 카
37) 이는 <서애와 겸암> 같은 역사 인물 형제담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우리가 잘 알고 있
는 서애라는 걸출한 인물보다 더 뛰어난, 덜 알려진 다른 형제가 있다는 내용이지만 이
둘은 갈등을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더 알려진 인물의 부족한 점을 덜 알려진 이인(異人)
형제가 그 부족함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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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이행하며, <오뉘 힘내기>는 강제로 이루어진 승리에
의해 더 큰 파탄을 불러오고,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은 어머니의 병을 고
침으로써 다시 가정의 평화를 이끌어낸다.
이상에서 살핀 대로 설화에서 짝패로 분열되는 양상은 그 갈래의 변이만
큼 다양하며 그 과업의 실현 및 귀결 또한 다채롭다. 그러나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 짝패 인물이 ‘남성성/여성성’으로 대립되어 맞서며 그에 대응하는
과업이 주어진다는 사실이다. <천지왕본풀이>는 실제 과업의 승패와 상관
없이 거짓에 의해 뒤바뀌지만 그것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설명하고, <오뉘
힘내기>는 어머니가 개입하여 강제로 아들이 승리하도록 이끌지만 그 승리
가 사실은 더 큰 파탄을 이끌어내며,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에서는 처방전
만 있고 약이 없는 아들과 처방전 없이 약을 구하러 다니는 아들의 짝패를
통해,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는 하지만, 그 둘이 보완되어 문제가 해결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처럼 짝패 인물이 등장하는 설화에서는, 우리
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맞닥뜨리게 되는 대립(對立) 상황을 동기(同氣)라는
짝패에 부여하면서 그 둘이 어떤 방식으로 대립하고 화해하는지, 혹은 분열
과 파탄을 빚는지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경우이든 통합의 당위
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동기(同氣)는 말 그대로 같은 동일(同
一)한 기(氣)를 받고 태어난 존재인데, 그 둘을 짝패로 배치하여 차별성을
드러냄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둘이 한데 어우러진 원만(圓滿)하고 구족(具
足)한 삶을 동경하는, 혹은 그렇게 살 수 없는 현실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
는 서사라 하겠다.

5. 마무리
이 논문은 설화에서 짝패로 등장하는 두 인물이 벌이는 이야기들을 통해
25

70 구비문학연구 제33집 (2011. 12. 31)

짝패 인물의 양상과 의미에 대해 살폈다. 짝패는 가장 공통적인 요소를 지
녔지만 어느 한 자질에서 대립을 보이면서 서로 없으면 안 되는 한 패를
이루는 인물로, 통상 형제로 드러나는데, 그러한 인물의 대립이 설화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탐구한 것이다.
첫째, 짝패의 개념을 간단히 살피고 설화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개괄해보
았다. 짝패란 본래 둘이 함께 있어야 전체성을 지니게 되어 있는 존재가
둘로 분화하여 나타나서, 궁극적으로는 다시 그 잃어버린 전체성을 추구하
는 한 쌍의 인물로, 통상 형제간처럼 불가분의 관계에서 잘 드러난다. <천
지왕본풀이>, <오뉘 힘내기>,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은 차례로 신화, 전
설, 민담에 속하며, 그 대립하는 인물이 쌍둥이, 남매, 형제로 다양하게 드
러나면서, 윗대와의 관계 또한 스펙트럼을 이룰 만해서 전체적 조망을 하기
에 적절한 사례로 선택했다.
둘째, 설화 속 짝패 인물의 양상에 대해 살폈다. <천지왕본풀이>의 ‘대별
왕/소별왕’의 짝은 그 근원에서 볼 때 ‘천지왕/수명’의 ‘선/악’ 구도와 ‘천지왕
/서수암’의 ‘존귀/미천(尊貴/微賤)’ 구도를 함께 갖는 짝패로 정리될 수 있
다. 대별왕의 선함이 소별왕의 악함을 물리쳐 없앨 수 없으며, 대별왕의
존귀한 정신이 저승을 다스리고 소별왕의 미천한 정신이 이승을 다스리는
문제가 계속됨으로써, 이 세상의 공명정대하지 못한 질서에 대한 해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뉘 힘내기>는 그 근원에서 천부신과 지모신, 남
성성과 여성성의 맞대결 양상을 띠며, 우여곡절 끝에 얻어진 어느 한쪽의
승리에 의해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는 안정감을 얻기는커녕 도리어 엄청난
파탄을 몰고온다. 이는 역설적으로 그 둘이 본래 통합되어 있었고 서로를
보족적(補足的)으로 필요로 하는 짝패였음을 일깨워준다. 현우형제담(賢愚
兄弟譚)의 형제가 보인 두 가지 재능은 상보적이어서, 어느 한쪽이 없으면
나머지 한쪽도 제대로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승패가 갈린 듯이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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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머니를 되살리는 기적을 이루어낸다.
셋째, 설화에 나타난 짝패 인물의 의미에 대해, 대결의 근원, 과업, 귀결
이라는 세 측면에서 살폈다. 그 근원에서 본다면 <천지왕본풀이>가 천부
(天父)와 지모(地母)의 꼴을 갖춘 신성혼이 그 근원이라면, 나머지 두 작품
인 <오뉘 힘내기>와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은 홀어머니라는 양상으로 결
핍된 상황을 보인다. 세 작품에서 짝패 인물이 벌이는 과업은 각기 ‘수수께
끼/꽃 피우기’, ‘서울 다녀오기/성 쌓기’, ‘처방전 내기/약 구하기’로 각각 남
성성과 여성성을 상징하는 내용을 채워진다. 또, 대결의 귀결은 <천지왕본
풀이>가 각각의 과업에 따라 제 세상을 차지한다면, <오뉘 힘내기>는 여성
성이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 의해 패배하여 죽음을 맞지만,
현우형제담(賢愚兄弟譚)은 여성성이 승리하지만 남성성과의 보완적 관계
에 의해 본래의 목적인 치병(治病)을 달성한다. 이는 세 작품이 각기 우여곡
절을 겪기는 하지만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승패를 뒤바꿔 파탄이 일어나
며, 서로 협력하여 질서를 회복하는 등의 당양성을 보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짝패가 등장하는 설화는 서로 같은 근원에서 출발한 두 인물
을 짝패로 배치하여 차별성을 드러냄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둘이 한데 어우
러진 원만(圓滿)하고 구족(具足)한 삶을 동경하는 이야기라 하겠다. 향후,
더 많은 설화 작품에서 짝패 양상이 탐구되어 ‘짝패’를 키워드로 한 충분한
해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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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Double Characters in Korean
Traditional Stories
Lee, Kang Yeop(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paper took a look at the aspects and meaning of the characters acting
as partners through the story created by the two characters appearing as
partners in traditional stories.
First, this paper took a brief look at the concept of partners and summarized
how they would be exposed in a folk tale. Partners are the beings who assume
their allness basically when two of them are together, but they appear as
divided into two, and thus ultimately a couple of characters in pursuit of their
lost allness are clearly exposed like the siblings in an inseparable relation.
This

paper

selected

three

works

including

Cheonjiwangbonpuri,

Onwihimnaegi and Hyeonwuhyeongjedam which belong to a myth, legend,
and folktale respectively in which confronting characters are diversely revealed
to be twins, brother & sister and brothers.
Second, this paper took a look at the aspect of the characters acting as
partners in traditional stories. The partners-daebyeolwang/sobyeolwangappearing in Cheonjiwangbonpuri, from the viewpoint of its origin, can be
wrapped up as ‘good/evil composition’ between ‘Cheonjiwang and
Sumyeong’, and ‘nobility/lowliness composition’ between ‘Cheonjiwang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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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suamm.’ Onwihimnaegi takes on an aspect of a head-to-head showdown
between Cheonbushin and Jimoshin, and masculinity and feminity in its
origin, but the one party victory ultimately leads to an enormous collapse far
from inducing a new order. The two talents shown by two brothers in
Hyeonwuhyeongjedam are complementary, so without one party, the other
party cannot properly exist independently, finally doing miracles on their
dying mother’s resuscitation.
Third, concerning the meaning of the characters acting as partners appearing
in traditional stories, this paper took a look at it from the three aspects of
the cause of a showdown, task, and conclus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cause, the Cheonjiwangbonpuri shows a sacred marriage with the look of
‘Cheobu’ and ‘Jimo’ while the remaining two works show a deficient situation
where only a lone mother appears. The task carried out by the characters
acting as partners includes ‘riddle/ flowering’, ‘outing to Seoul/castle-building’,
and ‘coming up with a prescription/ finding a medicine’ which are filled with
the contents symbolic of masculinity and feminity respectively. In the conclusion
of a showdown in the three works, the characters in Cheonjiwangbonpuri
occupy their own world according to their own task while the sister and brother
were defeated to death by their mother in spite of the high probability of
feminity’s victory in Onwihimnaegi. In contrast, feminity wins the victory but
two brothers managed to achieve their initial goal- curing their mother of a
disease by virtue of complementary relations with masculinity in
Hyeonwuhyeongjedam.
Conclusively, the traditional stories featuring partners are composed of the
contents featuring two characters paradoxically going all out for harmoniously
whole life by exposing two characters’ differentiation through the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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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two characters, who started from the same origin with each other, as
partners.
Key words：Double, Myth, Legend, Folktale, Cheonjiwangbonpuri,

Onwihimnaegi, Hyeonwuhyeongjedam, Masculinity, Femi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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