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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색시>의 문학치료적 해석:
설화의 현대적 변용에 나타난
남녀관계 형성의 의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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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간 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그로 발생되는 문제
는 다양하다. 특히 남녀관계에서 선택의 문제는 중요하다. 실제 남녀관계에서 선택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도 하다. 선택은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지는 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상대방
과 내가 좋아해야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우렁색시>설화와 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소설 <우렁각시는 알까>와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에 등장하는 남녀의 관계에 주
목하여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서사구조를 파악하여 현대적으로 변용된 양상을
밝혀 이를 바탕으로 남녀관계의 형성방식과 그에 따른 의미를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발견하
고자 하였다.
<주 제 어>

*

남녀관계(man and woman relationships)

선택(choice)

문학치료(literary therapy)

우렁색시(snail b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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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렁색시>설화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설화이며 현대소설로 변용되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우렁색시>설화에 대한 연구는 변신설화 , 결혼시련담 ,
이류교론담 , 관탈민녀형 설화 등의 연구에서 언급되어 왔으며, 최근에 들어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왕의 연구 를 살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렁색시>설화의
전승 유형분류에 중심을 두어 연구하면서 전승방향과 변이의 원인의 의미를 도출하였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우렁색시>설화를 분석하면서 각 인물의 상징적 의미에 대해 논하였
다.
<우렁색시>설화의 핵심 인물은 우렁색시와 총각이고 어머니와 원님을 덧붙일 수 있다.
기본적인 사건 전개와 갈등이 모두 이 핵심인물인 남․녀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우렁색시>설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렁색시와 총각을 중심으로 남․녀 관계의 서사 구
조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는 설화가 말하고자 했던 ‘관계의 가치’에 주목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하여 <우렁색시>설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송경아의 <나의 우렁 총각이야기>
와 이동하의 <우렁각시는 알까> 를 비교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우렁색시>설화를 현대
적으로 변용한 두 작품은 <우렁색시>설화와 같이 핵심인물인 우렁색시와 총각에 의해서
<

1)

3)

2)

4)

5)

6)

7)

김기창, 「전래 동화에 나타난 변신 양상과 의미-<우렁이 색시>이야기를 중심으로」『문학과 비평5호』,
문학비평사, 1988.
2) 이지영,「한국결혼시련담연구」『국문학연구』제85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문학 연구회, 1987.
3) 이석래,「이류교혼연구」『문리대학보』통권 제 19호,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상임위원회, 1963.
4) 최래옥,「관탈민녀형 설화의 연구」『장덕순선생 화갑기념 논문집』, 동간행위원회, 동화출판사, 1981.
5) 이수자는 <우렁색시>설화의 전승 유형을 분류 비교하여 전승의 구조와 전승방향 을 밝히고 변이의 원
인과 함께의미를 도출해 냄으로써 구연자의 의식을 간략하게 밝혔다(이수자,「<우렁색시>형 설화의 연
구」『이화어문론집』7, 이대한국어문학 연구호, 1984.12.). 이지영은 결혼시련담이라는 새로운 각도로 결
혼시련이라는 하나의 모티프에 맞추어 분석하였다(이지영,「한국결혼시련담 연구」『국문학연구』85, 서
울대 대학원 국문학연구회, 1987.8.). 진은진은 전승유형을 많은 각편을 가지고 공통적 요소를 가려 단순
형과 복합형으로 나누고, 복합형을 다시 나누어 아내 내기형, 새털형, 원혼형으로 구분하였다(진은진,
「우렁색시 설화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8.). 윤광봉는 <우렁각시>설화의 발생지를 김형
용의 견해를 인용하여 『태평광기』를 애독한 고려시대의 사대부들에 의해 한국사회에 유행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아 중국의 설화가 우리나라로 이식되면서 우리 정서에 맞게 변화되었다고 하였다(윤광봉,「한
국의<우렁각시>설화와 연희」『한․중․일 설화비교연구』, 최인학편, 민속원, 1999.2). 박경희는 <우렁
색시>설화의 한중일의 분포양상을 파악하고 각 나라에서 다른 양상으로 변이되는 과정을 문화적 환경
에 근거하여 연구하였다(박경희,「한국 우렁각시 설화의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8.).
6) 송경아,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2005올해의 문제소설』, 푸른사상, 2005, 14-35면.
7) 이동하, 「우렁각시는 알까?」,『우렁각시는 알까?』, 현대문학, 2007. 31-51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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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전개되고 설화의 서사구조와도 상당히 유사하다. 핵심인물들의 사건전개와 작품의
서사구조가 비슷한 두 작품 간의 비교를 통해 문학치료학적인 관점 에서 <우렁색시>설화
의 의미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운채 는 ‘서사’를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와 회복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였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인간관계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그로 초래되는 관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렁색시>설화와 현대적으로 변용된 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남녀의
관계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에 2장에서는 <우렁색시>설화와 송경아의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와 이동하의 <우렁각시는 알까>의 서사구조를 파악해 현대적으
로 변용된 양상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이를 토대로 남녀관계의 형성방식과 그에 따른 의
미를 문학치료적 관점에서 해석해 그 의미를 발견하고자 한다.
8)

9)

Ⅱ. <우렁색시>설화의 현대적 변용양상
우렁색시>설화는 노총각이 우렁색시를 만나 행복하게 살거나, 그 후 원(임금)의 등장으
로 인해 위기가 발생하고 그 위기를 극복하거나 또는 좌절 하게 된다. 진은진 은 우렁색
시를 만나 잘 살게 된다는 내용을 단순형으로, 잘 살다가 다시 원님을 만나게 되어 시련을
겪고 극복하고 좌절하는 내용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복합형이라고 하였다. 단순형
은 모든 각 편에서 나타난다 하여 기본형으로 보고 있으며, 복합형은 내용에 따라 ‘아내내
기 시합형’, ‘새털옷형’, ‘원혼형’으로 나누었다. 본 논의에서는 <우렁색시>설화의 유형
<

10)

11)

문학치료적 관점이란 작품에 대한 연구로서 해당 작품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목함으로써 궁극적
으로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에 관여할수 있는 것이다(정운채,「고전문학교육과 문
학교육」,『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2004, 112면).
9) 정운채, 「서사의 다기성을 활용한 자기서사 진단 방법」, 『문학치료의 이론적 기초』, 문학과치료, 2007,
376면.
10) 진은진, 앞의 논문, pp.18-51면.
11) 단순형-기본형
① 총각이 가난하게 산다. ② 총각은 일을 하다가 자신의 탄식에 대답하는 소리를 듣는다. ③ 총각은
우렁이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져간다. ④ 그로부터 총각 몰래 밥상 이 차려진다. ⑤ 숨어서 지키던 총각
은 우렁색시를 발견한다. ⑥ 우렁색시와 총각이 결혼한다.
복합형-아내내기 시합형
⑦ 원님(임금)이 우렁색시가 있음을 알고 탐낸다. ⑧ 총각이 거절하자 임금은 총각에게 내기를 제안한
다. ⑨ 우렁색시의 도움으로 시합에 이긴다. ⑩ 그 결과 총각은 아내도 되찾고 부자가 되어 잘산다.
복합형-새털옷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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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을 극복하는 내용을 기본텍스트로 하여 <우렁각시는 알까>와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를 비교하였다.
1. 남녀관계의 서사분석

우렁색시>설화와 현대 소설 <우렁각시는 알까>와 <나의 우렁 총각 이야기>를 우렁
색시와 총각의 관계를 주목하여 남․녀 관계의 형성과 위기 그리고 극복과정의 서사 구
조 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2)

우렁색시>설화
<우렁각시는 알까>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
총각이 일하러 나간 사이 택시 기사를 하는 황보 만 사촌언니가 나의 생일 선
에 우렁색시는 나와서 집 석은 노모를 모시고 살았 물로 인터넷 쇼핑에서 구
안일을 하고 밥을 차려 놓 다. 어느 날 시외터미널에 입한 우렁총각을 택배로
. 총각은 이상하게 생
서 막차에 한 처녀를 태웠 보낸다. 사용설명서에 주
관계의 는다
숨어서 지켜보다가 다. 그녀는 갈 곳은 없고, 의 사항으로 우렁이를 보
형성 각하고
우렁색시를 발견한다. 우 여관에는 가기 싫다며 아 아서는 안 된다고 한다.
렁색시는 총각에게 며칠만 저씨네 집에서 재워줄 수 석 달쯤 지나 술이 취해
기다려 달라고 하지만 총 없냐고 해서 집으로 데리 들어온 나는 사람이 된 우
각은 우렁색시와 결혼한다. 고 온다.
렁이를 보게 된다.
존재가 외부에 황보 만석의 집에 우렁색 우렁총각은 사람의 모습으
관계의 우렁색시의
되고 원님(임금) 시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로 나타나 간절한 눈빛으
위기 알려지게
에게 발견되어 잡혀간다. 사람들이 황보 만석의 집 로 결혼해달라고 하지만
⑦ 우렁색시가 외부에 알려진다. ⑧ 현관에게 발견된 우렁색시는 현관에게 잡혀간다. ⑨ 우렁색시는 끌
려가면서 총각에게 과업을 주고 자신을 찾아오라 당부한다. ⑩ 거지잔치에 총각이 나타나자 웃지 않던
우렁색시가 웃다. ⑪ 임금은 총각을 흉내를 낸다. ⑫ 총각은 옷을 바꿔 입은 뒤 임금을 쫒아내고 새 임
금이 된다.
복합형-원혼형
⑦ 우렁색시가 외부에 알려지게 된다. ⑧ 적대자에 의해서 우렁색시를 빼앗기게 된다. ⑨ 총각이 애통
해 하다 죽어서 새가 된다. ⑩ 새가 된 총각은 우렁색시를 찾아가 재회한다. ⑪ 총각과 우렁색시는 끝
내 결합하지 못한다.
12) 문학치료학에서 ‘서사〔epic〕’는 인간관계의 형성과 위기와 회복에 대한 서술로 서, 인간관계의 주체가
관계를 이해하고 운영하는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일반 적인 ‘서사〔narrative〕’와 구별되는, 심층적
이고 본질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작품의 서사를 ‘작품서사’라고 일컫고, 우리들 각자의 삶을
구조화하여 운영하는 서사를 각자의 ‘자기서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 역시 서사적으로 구조
화되고 운영되고 있기에, 문학 작품의 서사가 우리들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
다(정운채,「서사의 힘과 문학치료방법론의 밑그림」, 『고전문학과 교육』, 제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4, 159-17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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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극복

으로 찾아와 우렁색시를
데리고 간다.
그해 겨울 어느 날 새벽
시외버스터미널 한쪽 구석
쓰레기더미 속에서 머리가
하얗게 세어버린 황보 만
석이 죽어 누워 있었다.

원님은 총각에게 내기를
제안하고 우렁색시의 도움
으로 시합에 이긴다. 우렁
색시와 총각은 행복하게
산다.

나는 단오하게 거절한다.
수조 속에서 원망스레 나
를 바라보는 우렁이의 눈
길을 견디다 못해 나는 인
터넷 옥션에 올려 우렁이
를 팔아 버렸다.

2. 수용의 차이와 의미변화

우렁색시와 총각의 관계를 주목하여 남녀관계의 형성과 위기 그리고 극복과정으로 서사
구조를 나누었다. 이를 통해 <우렁색시>설화가 현대적으로 수용되면서 어떤 한 차이가 생
겼는지 그리고 수용의 차이로 남녀관계의 의미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
다.
<우렁색시>설화에서의 서사는 총각과 우렁색시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극복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우연히 우렁색시를 만난 총각은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우렁색시의 부탁을 어
기고 우렁색시와 결혼을 한다. 총각이 우렁색시의 부탁을 어기면서 우렁색시와 관계를 형
성하지만, 원님이 나타나면서 총각과 우렁색시와의 관계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기왕의 논
문에서는 총각과 우렁색시가 위기에 처하게 된 이유를 우렁색시가 ‘며칠만 기다려 달라’는
금기를 총각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총각과 우렁색시의 관계에 결정적
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렁색시를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우렁색시를 보고 총각에게서 빼앗아 가는 원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우
렁색시의 도움과 총각의 기지로 극복한다. 이는 <우렁색시>설화의 복합형 ‘아내내기 시합
형’과 ‘새털옷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렁색시>설화는 남녀관계가 위기에 처하였을 때,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그 해결 지점을 찾아 노력해야함을 보여준다. 불완전했던 관계형성은 위기를 극복하면서
더욱 공고해지고 안정된 결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우렁색시>설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소설 <우렁각시는 알까>의 서사는 우렁색시와
총각의 관계형성과 위기과정으로 나타난다. 총각과 우렁색시의 만남은 쉽게 이루어진다. 택
시기사인 황보 만석은 우연히 터미널에서 한 여자를 태우면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황보
만석의 집에 우렁색시가 있다는 소문은 마을에 우렁색시의 존재를 알리게 된다. 이를 궁금
하게 여긴 황보 만석의 친구들은 우렁색시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밤늦게 그의 집을 찾아
13)

13)

진은진, 앞의 논문, 18-5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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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지만,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마을 사람들의 입 소문을 통해 우렁색시가 황보 만석의 집
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뿐이다.
그날 이후로 우렁각시 소문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했다....... 그의 옆에는 매번 우렁각시
가 있었던 것이다. 차양이 넓은 모자와 잠자리 안경과 넓은 깃으로 애써 얼굴을 감춘 그
녀가 황보 만석 씨의 옆구리에 매미처럼 착 달라붙어 있었던 것이다.
14)

마을에 떠돌던 소문은 총각과 우렁색시의 관계에 위기를 초래한다. 우렁각시에 대한 소
문은 마을 사람 모두에게 퍼지게 되고, 우렁각시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된다.
우리 애 여기 있지요?” 부인 쪽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는 것이고, 하도 갑작스럽
게 당하는 일이라 노인은 제대로 대체하지 못하고 입만 딱 벌린 채로 긍정도 부정도 아
닌, 어설픈 몸짓을 했던가 보았다. “다 알고 왔으니까 숨길 생각일랑 말아요. 실례 좀 하
겠어요.” 부인이 단호하게 나왔고, 청년은 벌써 신발을 벗어던졌다. 다급해진 노인인 양
팔을 버리고 나섰다. “안 됩니다! 안돼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하지만 그 말을 믿고 돌
아설 사람들이 아니었다. 뒤에 서 있던 통장이 거들었다. “그냥 두세요 할머니, 알 만큼
은 죄 알고 온 사람들이니깐요…….” 통장인들 우렁각시 소문을 모를 리 없으리라.
“

15)

총각이 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소문을 듣고 우렁색시의 어머니와 옛 애인이 총각의 집으
로 찾아온다. 우렁색시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과 잠깐 이야기하고 오겠다며 옛 애인의 팔
짱을 다정하게 끼고 친구 따라가듯이 그렇게 나간 후에 돌아오지 않는다.
<우렁각시는 알까>에서 관계의 위기는 우렁각시와 총각의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뿐,
극복과정은 없다. 집을 나간 우렁색시를 그리워하는 총각의 애타는 마음만이 있을 뿐 우렁
색시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수은주가 영하로 곤두박질치던 어느 날 새벽, 그의 옛 동료 한 사람이 거리에서 황보
만석 씨를 발견했다. 아직은 텅 비어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한쪽 구석, 어지럽게 쌓여 있
는 한 무더기의 쓰레기 더미 속에 그가 빳빳하게 얼어 죽은 쥐처럼 드러누워 있었다.
…… 목격자는 전했다.
16)

나의 우렁 총각 이야기> 또한 만남과 헤어짐의 서사로 나타난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

이동하, 「우렁각시는 알까」, 『우렁각시는 알까』, 42~43면.
이동하, 앞의 책, 42~43면.
16) 이동하, 앞의 책, 51면.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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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색시가 아니라 우렁총각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20대 후반인 소현은 결혼은 백년가약이
아니라, 떠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실망하고 되돌아오는 불편하고 지루한 관광 코스라고 말
한다. 소현은 사촌언니가 결혼해야지 하는 말에 “우렁총각이라면 하나 갖고 싶지, 내가 돌
봐야 하는 남편은 싫어”라고 말한다. 결혼보다는 집안일을 알아서 해주는 우렁총각을 원하
는 소현에게 사촌언니는 우렁총각을 생일 선물로 보낸다. 소현은 커다란 수조 속에 있는
우렁이를 택배로 받았고 그 안에는 사용설명서가 있다.
주의 사항도 간단한 편이었다. ‘우렁이가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
오’ 우렁이는 예민한 동물이라서 예기치 못한 부작이 생길 수 있습니다.
17)

우렁총각이 배달되고 일주일이 지나자 소현이의 바램대로 집안에 머리카락이나 먼지 하
나 없이 깨끗해진다. 어느 날 소현이는 사용설명서의 주의 사항을 어기게 된다.
파국은 예상보다 빨리 왔다. ……결국 그날은 나도 많이 취했다. 대충 잠옷을 걸치
고…… 잔 것은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눈을 떴을 때는 한 밤중이었다. 나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다. 그때 마침 누군가 물을 건네주기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꿀꺽꿀
꺽 들이켰다. ……순간 강인하고 따스한 팔이 내 겨드랑이에 들어와 가볍게 몸을 들어
올렸다. 이어 물에 적신 타월이 다가와 입가를 닦아 주었다. ……그의 첫인상은 그렇게
파편적으로 다가왔다. ……눈이 풀린 채 그에게 빙긋 웃어 보이고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
다.
18)

소현이가 우렁총각의 모습을 본 후부터는 우렁총각은 사람의 모습으로 소현이에게 나타
나면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객관적으로, 우렁이는 나쁜 남자가 아니었다. 얼굴은 잘생긴 편이고 키도 컸으며, 무엇
보다 우렁이 특유의 자상한 성격이 여전했다.
19)

하지만 우렁총각과 소현의 관계의 형성은 잠시뿐이다. 우렁총각은 모든 우렁이의 소원인
결혼 을 원하고 소현이는 이를 단오하게 거절한다. 결혼을 거절당해 상심한 우렁총각은
20)

송경아, 「나의 우렁 총각 이야기」,『2005년 올해의 문제 소설』, 20~21면.
송경아, 앞의 책, 26-27면.
19) 송경아, 앞의 책, 30면.
20) “모든 우렁이들이 바라는 일이지요, 우렁 각시는 총각과, 우렁 총각은 처녀와 결혼하는 것”(송경아, 앞
의 책, 31면).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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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 안에서 흉물스럽게 변해가고 소현은 그 모습에 부담을 느껴 인터넷 옥션에 우렁총각
을 올려 팔아버린다.
<나의 우렁총각 이야기>는 주인공 소현의 실수로 인해 남녀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일
방적인 우렁총각의 결혼 요구로 인해 관계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응은 관계
를 회복하기보다 상대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단절한다.
지금까지 우렁색시와 총각의 관계를 주목하여 남녀관계의 형성과 위기 그리고 극복과정
을 살펴보았다. <우렁색시>설화에서 우렁색시와 총각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관계가
위태롭게 되지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렁색시와 총각의 관계는 더욱 공고해 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우렁색시>설화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소설 <우렁각시는
알까>와 <나의 우렁 총각 이야기>의 남녀관계 양상은 다른 면을 보인다. <우렁각시는 알
까>는 우연하게 맺어진 남녀관계는 소문으로 인해서 우렁색시는 총각을 떠나고 우렁색시
를 찾아 헤매던 총각은 끝내 죽고 만다. <나의 우렁 총각 이야기>는 주인공의 실수로 우
렁총각과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우렁총각의 소원인 결혼으로 인해 관계는 위기에 이르게
된다. 주인공 소현은 관계의 극복하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존재인 우렁총각을 중고품으로
팔아버려 관계는 파국에 이른다. 이는 <우렁색시>설화가 남녀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관
계를 더욱 공고하게 했다면, 현대적으로 변용된 두 소설은 관계에서 오는 위기를 극복의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Ⅲ. 남녀관계 형성 방식과 그 의미
남녀관계 에서 선택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실제 남녀관계에서 선택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정운채 는 남녀서사영역에서 ‘선택’의 문제에 주목하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
는 지’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남녀관계에서 대상이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에 따라 선택을 했을 때,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으로 이러질 가능성을 내포하
기 때문에 남녀관계에서 선택은 지속의 문제와 밀접하다고 하였다.
21)

22)

문학치료학에서 설정한 기초서사의 네 영역인 자녀서사, 남녀서사, 부부서사, 부모서사는 우리의 경험
에 바탕을 두고 설정한 것이다.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거치게 되는 영역이 그렇다
는 것이다. 그리고 자녀서사에서는 순응이 핵심이고, 남녀서사에서는 선택이 핵심이고, 부부서사에서는
지속이 핵심이고, 부모서사에서는 양육이 핵심이다(정운채, 「문학치료학의 서사이론」,『문학치료연구』
제9집, 2008, 247-273면).
22) 정운채, 앞의 논문, 247-273면.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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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색시>설화의 전체서사구조를 두고 볼 때, 남녀관계는 이성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믿음과 확신을 회복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이성에 대한 의구심이나 두려움을 넘어
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선택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우렁색시와 총각의
관계는 원님(임금)의 등장으로 위기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위기에 맞선 총각은 새털옷을 지
어 입고 고난을 해결하거나, 우렁색시의 도움으로 과제를 해결한다. 이는 관계의 위기 상황
에서 서로를 의심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결과이
며, 남녀의 관계는 위기에서 벗어난다. 남녀관계에서 선택의 문제는 두 남녀가 원하는 것이
같을 때, 서로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남녀의 관계는
지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렁각시는 알까>의 남녀관계는 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일방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이는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선택 가능성은 생각 해 볼 수도 없다고 여기는 것이
다. 시외터미널에서 우연히 만난 우렁각시와 관계를 형성하게 된 황보 만석이라는 총각은
우렁각시에게 한없이 집착하게 된다. 그리고 황보만 석의 집에 우렁각시가 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우렁각시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우렁각시와 헤어지게 된다. 이로써 우렁각시와 총각의 관계에 위기가 생
긴다. 황보 만석은 우렁각시를 찾아 한 달가량을 헤매고 노모까지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
난다. 삶에 의미를 잃은 황보 만석은 우렁각시를 그리워하며 우렁각시를 처음 만난 시외터
미널에서 죽는다. 이러한 총각의 태도는 매우 극단적인 태도로 떠나간 이성을 그리워하며
죽음을 선택하는 장면은 다른 선택의 가능성은 생각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나의 우렁 총각 이야기>의 남녀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구심이나 두려움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주의 사항에 대한 부작용으로 우렁총각이 남성의 모습으로 소현의 앞에 나타나
기 시작하고 우렁총각의 외모와 자상함에 소현은 잠시 흔들리기도 한다. 하지만 우렁총각
이 소현에게 결혼을 요구하자 소현은 단오하게 거절하고 우렁총각을 인터넷 옥션에서 중고
품으로 팔아버린다. 소현의 이러한 태도는 대상인 이성에 끌리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이 남
녀관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운채 는 남녀서사가 성공적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 라
는 것이 분명해야 하고 다음으로 나만 좋아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야만 나의
선택이 유효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선 인식해야 하고 다음으로는 나와 상대방의 소원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렁색시>설화는 우렁색시와 총각의 선택의 문제는 관계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잘
<

23)

23)

정운채, 앞의 논문, 26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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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총각은 우렁색시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함을 알았고, 우렁색시 또한 총각
을 좋아하고 있어 관계의 위기 상황에서 서로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결과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다.
<우렁각시는 알까>는 황보 만석의 선택 문제만 서술될 뿐이지, 우렁각시의 선택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황보 만석은 우연하게 만난 우렁각시에게 집착하게 되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돌볼 여지가 없다. 우연히 만난 우렁각시와
행복감에 빠져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해
서도 살필 수 없었다. 황보만석의 선택은 더 이상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게 된 것이다.
<나의 우렁 총각 이야기>에서 소현은 상대방인 총각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남녀의 소망이 일치
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 오히려 관계는 악화되고 종국에는 관계가
파국에 이르게 됨을 보여준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우렁색시>설화와 이를 현대적으로 변용한 소설 이동하의 <우렁각시는 알
까>와 송경아의<나의 우렁 총각 이야기>를 중심으로 남녀관계의 서사구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남녀관계의 형성방식과 그에 따른 의미를 문학치료학적 관점에서 해
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우렁색시>설화는 남녀관계 형성과 위기 그리고 극복의 서사구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렁각시는 알까>와 <나의 우렁 총각 이야기>는 남녀관계의 형성과 위기의 구
조임을 살필 수 있었다. 이는 <우렁색시>설화가 남녀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했다면, 현대적으로 변용된 두 소설은 관계에서 오는 위기를 극복의 단계를 거치
지 못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우렁색시>설화의 남녀관계는 이성에 대한 자신의 선택에 믿음과 확신을
회복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렁각시는 알까>의 남녀관계는그 사람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는 일방적인 태도로 나타난다. 이는 다른 선택 가능성은 생각 해 볼 수도 없다고
여기는 것이다. <나의 우렁 총각 이야기>의 남녀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구심이나 두려움
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태도는 대상인 이성에 끌리기도 하지만 정작 자신이 남녀관
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렁색시>설화에서는 남녀의 소망이 일치해 선택이 유효할 수 있어 관계가 회
복되고 지속할 수 있었다면, 이동하의 <우렁각시는 알까>와 송경아의 <나의 우렁총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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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는 이는 남녀의 소망이 일치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 오히려 관계는 악
화되고 종국에는 관계가 파국에 이르게 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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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erpretation of Literary Therapy on A Folktale<Snail Bride>:
Focusing on the Formation of man and
woman Relationships in Modern Transformations of Stories

Lee, Dong Hee

There are diverse difficulties that we feel and problems which occur from those difficulties in
relationships that we have in the modern society that we live in. In man and woman relationships,
the issue of choice is especially important. In actual male and female relationships, choice is not an
easy issue. In making such a choice, a person must surely know what they truly want and their
choice is only effective if they and the other person like each other. At this, this thesis focused on
the male and female relationships in the novels <Would the Snail Bride Know?> and <My Snail
Bachelor’s Story> which are novels which have modernized the story of a folktale <Snail Bride>
and attempted to observe them from various aspects. By comprehending their narrative structures and
shedding light on their modernized transformation, it attempted to discover how man and woman
relationships are formed along with their meanings from a literary therapeutic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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